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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950년대 이전의 시기 즉 해방에서부터 한국전쟁까지의 시기가
한국현대사에서 갖는 의미는 여러 각도에서 조명될 수 있겠으나 그
중 하나의 관점은 일제시대의 사회경제적 모순(지주-소작관계의 지

속)과 정치적 상황(독립운동에서의 화익 우위)에 기인하는 해방직후
의 좌익헤게모니 하에서 자본주의 지향세력이 외세의 도웅 하에 사

회주의세력을 패퇴시키고 점차 우위를 확보해 가는 과정으로 파악하
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 힘들게 발전방향을 확정시킨 전쟁
이후의 남한사회는 모든 인적， 물적 차원올 동원하여 자본주의 발전
을 추구해 나가야 했올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50년대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국가권력을 장악한 이승만
정권이 안보， 통일과 권력투쟁에만 치중함으로써 경제는 미국원조에
의존한 채 그대로 방치해 왔던 것으로 되어 왔다. 따라서 본격적인

자본주의 발전은

5.16 이후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국가주도의 수

출지향정책이 추진되면서 비로소 제 궤도에 올랐던 것으로 이해되고
* 경성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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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러한 인식은 5.16 세력들에 의한 자기합리화적 역사서술에
서는 말할 것도 없고 60년대 이후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전제되어 왔던 내용이다 1)
그러면 과연 50년대는 60년대와 단절적이며 경제공백의 시기였고

50년대의 국가는 무능하고 실패한 국가였는가? 이에 대한 반론은 최
근의 경제학과 청치학의 연구성과들에서 이미 제기되고 있다. 예컨
대 이대근의 50-60년대 단절론 비판， 김양화의 한국자본주의 축적
패턴과 기반의 50년대 형성셜， 손호철의 세계체제적 조건올 이용한
수입대체산업화 추진론， 우정은의 1 共 경제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

평가 필요 주장 둥이 그러하다 2)
물론 한국현대사에서 1950년대가 갖는 의미률 과대명가한다는 것
온 60년대 이후 갑자기 모든 발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견해만큼
이나 과장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전체 맥락에서 볼
때 1950년대는 적어도 퇴보나 침체만의 시기는 아니었고 나름대로의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던 시기로 명가해 주는 것이 한국현대사를 보
다 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이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50년대의 의미에

있어서 즉 50년대가 담당했던 역할에 있어서 그 역할주체가 될 수 있

었던 것은 해방에서 전쟁까지의 격동기를 거치는 동안 미약했던 당

시의 국내 제사회계급이었다기 보다는 국가부문이 아니었을까t)
1) 예컨대 전국경제인연합회 편한국경제정책 40년사J (서울: 전국경제인연
합회 , 1986), 序章 David C. Cole and Princeton N. Lyman, Korean

Development: πJe Interplay of Politi않 and Econom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ch. 6, 7; Paul W. Kuznets, Economic
Growth and Structure in the Republic of Korea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7), ch. 2, 3.
2) 이대근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자본축적 J (서울: 까치， 1987), p. 262; 김
양화， r1950년대 제조업대자본의 자본축적에 관한 연구 J ，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않}()， pp. 250-251; Ho-chul 80nn, ‘ Towards a 8ynthetic
Approach of Third World Political Economy: The Case of 80uth
Korea," Ph .D.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87,
p. 223; Jung-en Woo, Race to the Swift: State and Fi nance in Korean
Industrializ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pp. 43-44.

3)

예컨대 해밀턴은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이 단순한 경제적 과정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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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현대사에 대한 연속적 이해나 한국국가
의 성격 파악을 위해서는 1950년대 국가가 한국자본주의 발전과정
에서 수행했던 역할은 무엇이며 그러한 역할을 통해 나타나는 당시
국가의 성격온 어떠한 것인지률 살펴볼 필요가 있올 것이다. 이 글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진 것이지만 여기서는 첫째， 주로 제한된 지면
때문에 국가역할(정책)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그것이 갖는 전체적 의
미 파악을 중심으로， 둘째， 한국국가의 성격을 규명하기에는 그를 위
한 소시기， 소주제별 논의도 아직 일천하다고 보기때문에 성급한 결
론(작명)보다는 당시 국가자율성이 갖는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

률 진행시켜 보고자 한다.

II.

50년대 국가역할과 그 의미

1. 국가역할률 보는 판점
지금까지 50년대 국가역할에 대한 논의는 당시 국가의 경제정책

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주로 경제학적 연구) 그것올 바탕으로 한
국가성격 문제에 관해서(정치학적 연구) 상당한 정도의 연구가 축적
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50년대 국가성격에 대한 기존의 논의
들올 분석해 보면 각각의 관점에 따라 국가가 수행했던 역할의 의미
나 평가가 다양하게 파악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예컨대 계급국가론의 두 입장 중 도구주의적 관점에서의 국가역할
은 당연히 국가률 직접통제하고 있는 지배계급(분파)의 이익 실현이

될 것이고， 상대적 자율성론에서의 국가역할은 국가에 대한 지배계
급(분파)의 직접통제 여부와 관계없이 기폰체제의 유지와 지배계급
보다

정치적인

과정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본질적인

역할

(fund뾰lenta1 role)율 수행했다고 본다. 그리고 50년대의 경우 그러한 역
할로는 농지개혁， 원조배분， 수입허가와 금융대출 동을 들고 있다.

Hamilton, Capitalist Industrialization in Korea
Press, 1986), p. 38.

(Bo띠der:

Clive
We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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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이익 실현이 될 것이다. 또한 국가의 계급성을 인정치 않는
국가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집단(계급)과 일정한 거리를 가진 관료
집단(국가)이 자율적으로 선태한 목표(대체로 안보， 성장 풍)률 국가

능력에 따라 추구해 나가는 것이 국가역할이라고 볼 것이다')
그렇게 볼 때 50년대 국가역할도 식민지국가론처럼 미국(독점자
본)의 도구로서 그 이익관철을 위한 매판자본 육성으로 파악하는 견

해가 있는가 하면 5’ 종속성과 독점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국내자본인 관료자본의 촉적을 국가가 대내외적 상대적 자율성에 의

해 주도해 나간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8’ 이승만정부는 기본적으로
반공파 안보가 중심역할이었으며 경제성장을 위해(수입대체) 산업화
도 추진했으나 사회집단(특히 정당， 기업)에 대해 관료의 자융성이

약했던 (60년대에 비해) 탓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관점도 있다.끼
그런데 그러한 논의돌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몇가지 문제는 첫째，
1950년대의 국가성격옹 당시의 역사적 사건이나 국가역할(정책)이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전체 맥락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잘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그런 의미에서 당시 국가와 세계체제와의
관계는 일면적으로 파악되거나(식민지， 신식민지론) 논외로 해 버릴

(국가주의적 연구) 수 없다. 셋째， 또한 국가와 국내지배계급과의 관
계에 있어서도 그것올 도구적(직접 통제)으로 파악하거나(상대적 자

율성론) 지배계급의 정치적 이익(반공둥)올 위한 국가역할은 간과한
채 경제적· 이익 성취도만으로 60년대 국가와 비교해 버리는(국가주
4) 이하 각 관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과 사례는 졸고한국자본주의 발전
에 있어서 1950년대 국가의 역할 J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1 장
참고.

5)

대표적으로는 김장호한국사회성격의 재조명~ (서울: 한， 1앉}())， pp. 88-89,
162-163; 대동 편집부민족과 경제~ (서울: 대동， 1988), pp. 18-27.

6)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경제분과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 (서울: 새길，

pp. 237-243 둥.
1948-1972: 1 공확국과 3공화
국의 비교연구 J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잃8， pp. 35-43; 사공일， L.P.
존스경제개발과 정부 및 기업가의 역할~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81),

199 1), pp. 128-148; Sonn,

7)

앞의 글，

박종철한국의 산업화 정책과 국가의 역할，

4 장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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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연구) 것은 문제가 있다는 둥이다.
그렇다면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1950년대 국가역할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가? 또한 그러한 역할의미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 속에서 나타나는 당시 국가와 세계체제 및 국내지
배계급과의 관계 즉 대내외적 자율성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
2.50년대 국가역할의 의미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1950년대 국가역할의 전체구조를 파
악하기 위해 살펴 보아야 할 주요 연구대상은 당연히 당시 국가의 구
체적인 활동 내지는 정책들이다. 그런 점에서 대개의 기존 연구들은

50년대 국가역할의 주요내용올 농지개혁과 저곡가 정책， 원조를 기
반으로 한 수입대체공업화의 추진과 그것올 위한 환율， 금융， 조세정
책 퉁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들이 자본축적과정에서의 50년대 국가역할 파
악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밖에도 한국사
회 발전방향이 결정된 50년대의 국가역할에 있어서는 남북한 사회주
의세력과의 대결올 일단 마감시켰던， 그리고 그 속에서 자본주의체
제를 유지시켰던 전쟁 수행과 권력구조 형성， 그리고 전쟁 중에도 수
행되었던 교육정책 퉁이 첨부될 수 있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그 자체가 50년대 국가의 정치적 역할이면서 동시에 당시 국가의 경
제적 역할수행에 있어서 역사적 조건이 되었거나 그 이후 자본주의
발전의 주요요인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 공화국이 수행했던 여러 정책들 중에서 국방정책， 경제정
책， 교육정책 퉁이 국가역할의 의미 파악을 위한 주요 연구대상이 되
는데 그것은 첫째， 흔히 근대국가의 세가지 기능으로 논의되는 사회

통제와 안보(정치적 기능)， 자원추출 및 배분(경제적 기능)， 권력정당

화와 통합(이데올로기적 기능) 둥올 대표하는 정책들이 그들이고m 둘
8)

예를 들어 클락과 디어는 자본주의국가의 기능에 대해 오코너 (J.O’Comer)와

만렐(E.

Mandel)

동의 견해들을 소개한 후

1)

계약준수를 위한 사회적 합

의 확보 2) 사회적 투자와 소비규제 둥에 의한 생산조건 확보 3) 복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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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당시의 재정구조에 비추어 볼 때에도 세출변에서 국방비， 경제제
비용，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35%, 30%, 13%

정도로 이들

의 합이 세출총액의 대부분올 이룰 만큼 국가활통의 주요 부분을 구

성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9)
이들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국방정책으로는 전쟁 수행과
전후 군사력 강화，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안정정책 둥이， 경제정책
으로는 농지개혁과 전후 농업진흥， 저곡가정책 둥의 농업부문과 수
입대체공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공업부문 및 공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의 원조극대화와 환율， 재정인플레와 금융정책 둥이， 그리
고 교육정책으로는 교육기회 확대와 반공교육 둥이 각각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옴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당시의 각 정책들이 그것이 수행된 결과가 국

내외 제집단(계급)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에 따라 한국과 미국올 모
두 포함한 총자본의 정치적 이익 실현을 위한 것과 미국과의 갈둥 속
에서도 국내총자본과 국내지배자본의 경제적 이익 실현올 위한 것으
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자본주의체제 유지와 지향을 위한

50 년대 한국국가의 제활동은 총자본의 정치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

한 것으로， 상업이윤 확보와 노동력 창출올 위한 조건 형성， 수입대
체산업화 추진 둥의 제정책은 국내총자본의 경제적 이익 실현올 위
한 것으로， 그리고 그러한 제정책의 수행방식이나 재벌 창출과정 둥

은 국내지배자본의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각각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국내외 총자본의 정치적 이익 실현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50년대 국가가 수행했던 가장 중요
한 역할은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고 그 발전올 지향한 것이었다. 그
리고 그것은 냉전구도 속에서 세계자본주의체제 유지를 목표로 하고
으로 사회적 통합 확보 둥의 새가지률 들고 있다. Gordon L. Clark and
Michael Dear, State Apparotus: StruCtU7엉8 and La，핑uage of
L쩡itimacy 어oston: Al len & Unwin, 1984), ch. 3.

9) 당시의 세출구조에 대해서는 김명윤 r 한국재정의 구조J (서율: 고대 아세
아문제연구소，

1967), p. 74,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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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미국(독점자본)과10) 해방 후의 강력한 체제저항세력에 비해
미약할 수 밖에 없었던 국내자본 둥의 국내외 총자본의 정치적 이익
실현과정이었는데 그 내용 및 방식은 체제 유지를 위한 전쟁의 수행
과 미국의 전후 개입， 이숭만의 권력강화 과정과 자본주의적 지향 둥
이었다.

한국전쟁의 기원과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적어도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50년 8-9월의 상황에서는 해
방 이후 줄기차게 지속되어 온 좌우세력간의 투쟁이 끝나고 화익세
력의 송리가 눈앞에 보이는 듯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과 남한의

우익세력들이 해방 이후 이루어 온 모든 성과들이 한꺼번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전쟁
의 수행과 사회주의혁명의 저지는， 그렇지 않았다면 변혁되었을 한
국자본주의 자체룰 회생시켰다는 의미률 갖는다. 또한 전쟁 이후의
국방력의 강화와 경제력의 복구도 본질적으로는 체제유지라는 총자
본의 정치적 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미국의 힘에 의존하여 전쟁 수행은 하였으나11) 여전히 분단대치 상
황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한국국가 활동의 1 차적 목표는 국방력과 경
제력의 강화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이숭만은 그 자원올 전쟁피
해 속의 내부 자력에서가 아니라 이해가 일치하는 외부에서 찾았고

따라서 전후의 체제유지 역시 미국의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쟁을 통해 ‘자유의 십자군’으로 재개입하게 된 미국은 전후의 남

한올 세계자본주의체제 보호를 위한 튼튼한 방벽으로 만들기 위해
안정된 자본주의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미국은 우선 가장

중요한 군사력올 직접 장악하여 강화시키고 12) 막대한 원조와13) 원조

10)

Fr없lk Bald띠n (ed.), Without Paralle l: π).e American.Korean
Relationship since 1945 (New York: Pantheon Books, 1973), pp. 7-8.

11) 이것은 미군이 압도적이었던 유엔군 구성과 군지휘권， 북한점령 및 휴전협
상， 전쟁비용 조달 둥에서의 미국의 주도에서 잘 나타난다. 자세한 내용은

졸고한국전쟁의 성격과 영향에 관한 한 연구 J ，경성대 사회과학연구 J ，
제5집

12)

(1 990) 참조.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휴전 직후인 53년 10월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따른 2 개 사단의 미군 주둔과 207fl 사단으로의 한국군 병력증강계획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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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를 통한 경제개업으로 안정(성장이 아니라) 우선의 자본주의체

제를 유지시키려 하였으며， 정치적 안정(반드시 민주적으로는 아니
더라도)이 지켜지는 한 관료와 경찰의 지지 하에 반공， 반지주노선을

걷고 었던 이숭만의 권력 장악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개업과 지원으로 이숭만은 거의 사라절 뻔 하였던
단정(單政) 이래의 국가권력구조와 사회체제률 유지하고 강화시켰

다 14) 우선 전쟁이라는 조건을 최대한 이용해 자본주의체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저항세력이었던 사회주의 혁명세력과 구지배계급인 지
주세력을 각각 학살과 처형， 농지개혁 둥을 통해 약화시킨 뒤 지방의
회와 자유당을 통해 지주청당인 민국당이 지배하던 의회를 무력화시

키고(부산청치파동) 의회와 정부률 모두 장악하였다 15)

해 나타났는데 혹히 미국온 대일정책과는 달리 한국군의 확장과 지원사업
을 대한정책의 우선순위로 놓았다. 이에 따라 전후 5년간 일본이 산업분야

에서 미국의 막대한 투자대상이 된 반면 한국은 막대한 방위지원계획의 대

Herbert Bix, ‘Regiona1 Integration: Japan and South
Korea in America’8 As ian Policy: Ba1d떼n， 앞의 책， pp. 202-203.
13) 미국의 경제원조는 50년대 명균 연간 2억달러 이상이었으며 57년에는 3.8
상이 되 었다.

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군사원조롤 합치면 실제 대한원조는 연간 10억달
러에 달했다(예: 1956년의 경우， 경제 3.26 억

억).

Woo,

앞의 글， p.

+

군사 4 억

+

미군 주둔비

3

46.

따라서 53년에서 60년 사이에 여타 저개발국 원조평균이 1 인당 1-2달러
였던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13-14달러나 되었다. W. D. Reeve , πJ.e
Republic of Ko rea: A Political and Economic Study (London: 0눴ord
University pr뺑8， 1963), p. 117.

14) 그런 점에서 전후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던 이숭만의 강력한 권력구조는 전
쟁 직전의 허약한 그것과 구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쟁 전의 이승만

의 권력구조는 단정수립까지의 주요 권력기반이었던 미군정의 철수와 아직
도 강력했던 지주세력의 이탈(한민당과의 결별)， 여타 사회세력의 허약성，
사회주의세력의 도전 앞에 경찰， 관료률 제외하고는 뚜렷한 권력기반이 없
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전쟁은 이숭만에게 적대세력 제거， 미국의 재지원과

농민충의 동원， 반공이데올로기， 그리고 기폰의 관료， 경찰 외에 강력한 군
부의 성장 둥올 가져다 줌으로써 전후의 권력구조률 공고히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15) 미국은 지주세력(의회)에 대항하여 사실상의 쿠테타를 감행하고 북진을 주
장하며

반공포로석방으로 휴전협상올 방해한 이승만에

(Ever- Ready)’라는

대해 ‘어1 버레디

작전명의 제거계획까지 세우고도 반공의 파트너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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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권력강화 과정에서 국가기구인 관료， 경찰 외에 당시의
미약한 자본가계급 대신 농민들을 중요한 권력기반으로 삼아 그들올

정치적(각종 선거에서의 여촌야도)， 경제적(토지수득세둥의 농민조
세)으로 동원하였으나 사실상의 지향은 자본주의적임올， 사회주의적
색채가 가미됐던 제헌헌법의 경제조항을 폐지하고 자본주의적 지향
올 명백히 한 54 년의 개정헌법이나 그 이후의 농업회생적 자본축적

정 책， 반공에 입각한 노동통제정 책 동을 통해 잘 보여 주었다 16)

2)

국내총자본의 경제적 이익 실현

정치， 경제적 안정올 통한 자본주의체제 유지 및 지향이라는 총자
본의 정치적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국가의 의도는 정확히 일
치하였으나 전후 경제정책의 방향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

치한 것은 아니었다.
정치적 이익 실현(세계체제 수호)올 위해 원조 자체는 불가피하나
최대가 아니라 최적의 원조를 국방과 안정올 위해 효율적으로 배분
하기 바랬던 미국은 훤조를 무기로 환율의 현실적 인상과 인플레 수
습대책올 강력히 요구하여 55 년의 환올단일화와 57-58년의 재정안

정계획 둥으로 그것올 관철시키려 하였다. 또한 미국은 한국경제에
원조를 통한 체제안정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일본
경제의 부흥올 위해 원자재를 수출하고 일본상품을 수입하는 형태로
한국경제를 일본과 연계시키려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반공의 방파제로서의 위치와 북진통일론에 의한

위협올 무기로 원조극대화를 요구하고m 그를 위해 저환율정책올 고
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실행에 옳기지는 않았다. 두차례의 쿠테타계획은

FRUS 1952-54, Vol. 15, pp. 274-277 , 358-360, pp. 965-968 참조 ..
16) 이처럽 지배계급 부재의 상황에서 쿠테타풍의 방식으로 가장 다수계급이
며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소농을 지지기반으로 지배력을 확보하나 사실상
부르조아들의 이익올 만족시켜주는 자본주의국가로 기능하는 국가모텔 즉
보나파르티즘으로 50년대의 정치체제률 설명하려고 한 것이 김일영이숭
만 통치기

정치체제의 성격에

관한 연구 J ，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이다. 보나파르티즘으로 서구와 다른 조건을 가진 한국의 국가를 설명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의 문제는 남지만 정치체제의 현상적 유사

성에 대한 통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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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며 재정인플레 속에서 성장올 위한 재정투융자와 저금리정책올
유지하였는데 그러한 제정책들은 국내자본들에게 상엽이윤 확보를
통한 자본축적올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또한 국가는 원조를 이용해
일본상품을 수입하기보다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한 국내자본의 축적

과 경제성장을 추구하였눈데 그것은 광범위하게 창출되고 있었던 저
임양질의 노동력과 함께 잉여가치 생산에 의한 산업자본 축적의 기
반올 형성하는 것이었다.
우선 전쟁 중에 수행된 농지개혁 과정에서 지주들은 계급적으로
몰락하고 경제적으로 약화되었다. 또한 잉여농산물원조에 기반한 저

곡가정책은 전후의 농업진흥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촌경제를 피폐하
게 했고 그에 따라 토지자산은 보다 이윤이 많은 곳을 찾아 무역둥의
상업활동으로 이동하였다.

그러한 이동을 결과했던 것은 당시의 극심한 물자부족 속에서 국

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던 수입허가제와 외화할당제였다. 특히 원

조극대화률 위해 고수되던 저환율정책과18) 그 속에서의 외화배정은
엄청난 상엽이융을 남기는 것이었는데 19) 따라서 그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52년의 중석불 불하 사건과 58년의 산

17)

이송만온 1954년 12월 아이첸하휘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생산수단의

급속한 발전없이 인훌레 억제나 경제활성화률 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경
제성장은

막대한

미국의

원조로만

가놓하다”고

주장하였다.

FRUS

1952-54, Vol. 15, p. 1940.
18) 이러한 저환율 고수정책을 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수출율 억제한 것으로 비
판할 수 있으나 당시 한국의 특화된 수출품인 l 차상품은 비 탄력 적 상품이

었고 또 실제 수출품은 품목에 따라 다양한 환율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고
려하연 오;히려 그것은 원조극대화의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
성을 갖눈다.

19)

Woo,

앞의 책，

pp. 64.65.

급속한 인플레， 과대평가된 화폐가치， 신규허가 규제 둥은 외확와 수입허가

률 획득할 수 있었던 사랍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엽적 이익을 주었다. 당
시 공정환율은 시장환율의 1/2-ν3에 불과할 정도였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

서 수입허가권을 얻은 기업들은 국내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물
품을 수입해서 그것을 높은 가격으로 팔았다. 즉 공정환율로 외환을 획득한
수입업자가 관세면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100.175%까지， 동 수입업자가

평균관세율을 지불한 경우에는 90%까지 이윤올 얻올 수 있었다. 사공일，
존스， 앞의 책，

p. 119,

표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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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행 연계자금 방출사건 둥과 같은 정치자금을 둘러싼 부패구조를
낳았다.
또한 국가는 성장을 위한 재정투융자의 지원을 위해 원조 외에 한

은차입금 둥의 재정인플레에 의존한 재원조달방식올 사용하였고 동
시에 미약한 국내저촉의 강화보다는 원조자금에 의폰한 투융자의 활

성화를 위해 저금리정책을 강행함으로써:1)) 당시와 같은 극심한 인플
레 속의 금융대출은 그 자체가 중요한 상업이윤 축적의 기반이 되었
다. 그에 따라 금융대출 역시 정치자금과 연결된 부패구조 속에서 특

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앞의 산업자금 방출사건 둥이 그런
예였다.

한편 수입대체산업화률 추진하기 위해 국가는 우선 남아있던 중요
귀속공장들올 불하하여 공업화의 기반올 조성하고 그 위에 집중적인

재정융자와 원조배정을 실시함으로써 시셜， 운영자금을 제공했으며
그 밖에 수입관세 둥에 의한 국내산업 보호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비록 전체산업구조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2α%가 못되었지만 50년대 한국의 연평균 2차산업성장율 10.8%는

1

차산업의 2.5%나 3차산업의 3.90/0에 비해 훨씬 크고， 경공업 생산이

53년에는 1 차산업의 절반이었으나 60년에는 53년의 1 차산업과 비슷
하여 약

250%

성장했으며 같은 기간에 아칙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

화학공업 생산도 약 3 배 정도 성장하였다는 사실에서 21) 수입대체산
업화의 성과와 경제성장에서의 공업 주도성올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다.

그 밖에 50년대 국가가 수행했던 정책 중 국가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50년대나 60년대 이후의 산업자본 축적의
기반을 형성시켰던 중요한 역할은 풍부한 저임양질의 노동력 형성이

20) 미국온 계속하여 저축중대훌 통한 인플레 완화와 원조 절감， 그리고 그것
을 위한 금융자유화훌 요구했지만 원조극대화 속에서 성장을 지향하던 한

국정부는 예금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르고 저축은 늘어나나 투자가
줄어든다는 논리 하에 저금리정책을 고수하며 사실상 재정자금에 의존해

었던 금융기관들을 통제하고 있었다.

Woo,

앞의 책， p.

64.

21) Suk-tai S뼈， Import Substitution and Economic De velopment in Korea
(Seoul: KDI, 1975), pp. 83-85, 표 5-3-1 , 표 5-3-2, 표 5-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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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즉 농업투자 부족에 기인한 전후 농업진흥정책의 한계와 잉여
농산물원조 및 그에 따른 저곡가정책 둥에 의해 야기된 농촌경제의
악화는 농민의 토지로부터의 축출과 광범위한 실업 및 저임노동력군

올 창출하였다.

그와 동시에 창출된 노동력군은 점차 양질의 노통력화하였는데 그
것은 주로 전통적인 교육열에 힘입어 전쟁 중에도 계속된 국가의 의

무교육을 포함한 교육기회 확대정책과 반공교육 둥올 통한 체제순용
화정책， 그리고 노조에 대한 정치적 통제구조 둥에 의한 것으로

60

년대 이후에 본격화된 초기 수출주도 산업화에 필수적인 절대적 잉

여가치 생산의 기반이 되었다 22)

3) 국내지배자본의 경제척 이익 실현
이처럼 원조극대화와 재정인플레， 수입대체산업화 둥올 통해 당시

국가는 국내자본이 상업이윤과 산업이윤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제정책의 구체적 내용
즉 외화배정과 수입허가， 져금리융자， 귀속재산 불하， 원조배분 둥의

수행에 있어서는 일정한 규칙에 따른 비재량적 (non-discretionary)

방식보다 임의적인 재량적 (discretionary) 방식이엉) 중심이 되면서
사실상의 특혜와 독점구조가 이루어졌고 그것은 바로 당시의 지배자

본에 대해μ) 경제적 이익올 실현시켜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22) Cole and Lyman,

앞의 책，

p. 137; Kuznets,

앞의 책， p.

103.

이 률은

60

년대 한국산업의 비교우위가 교육수준이 높고 숙련되고 그러나 저렴한 노
동이라는 요소들과 방대하고도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에서 유래한다고 보았

다.

23)

이는 미르달의 구분이다.

into the

Poveπy

Gunnar Myrdal , Asían Drama: An lnquiry
of Nations, Vol. 2 (New York: Pantheon, 1968),

p.904.

24)

당시 국내지배자본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에 대해서 다니우라 다까오(삼浦孝雄)， 해밀턴 (Clive
H뻐너lton) 풍은 상인자본적 성격올 강조하고 있고 정윤형， 변형윤 동은 그

러한 연장에서 경제외적 조건에 의한 전기적 독점의 성격올 강조한다. 또한
신식국독자론(서울사회과학연구소 경제분과)은 당시의 지배자본을 독점 관
철을 위해 매판성과 관료성이 결합된 관료자본으로 보고 있는 반면 김양화
는 그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산업자본척 성격올 가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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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특혜구조는 농산물 원자재 중섬이었던 원조의 성격

과 소비재공업 위주였던 귀속기업체의 성격 둥의 요인파 결합하여
삼백산업 중심의 소비재 대자본올 중심으로 한 공업화를 낳았고 나

아가 무역상과 제조업， 불하받은 귀속은행 둥으로 이루어진 재벌올
둥장시켰다. 그들의 일부는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60년대 이후의
산업화에서 중요한 역할올 담당하기도 하였으나 그 축적과정 자체는

4.19

후의 부정축재 처리에서 나타나듯이 50년대 국가권력과 밀접히

관련된 것이었다 25)

반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생성된 중소규모 토착공업들은 전후의
경제복구과정에서 더 이상 발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화되어 갔다.

특히 50년대에 들어와 원조로 들어온 원자재 및 시설재를 소수의 대
기업이 독점 배당받았던 삼액공업둥에서는 그러한 혜태에서 제외된

중소자본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뼈 또한 대자본이 진출
파악한다. 당시 자본의 성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국사회경제학회 현대
사분과한국현대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r사회경제명론 2~ (서울: 한울，
1얹:10)，

pp. 203.209.

본 논문에서도 당시 지배자본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산업화와 잉여가치
에 기반한 산업자본인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50년대의 지배척인 자본축
적 방식이 상업이윤의 획득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그
러한 경향율 완화시켰던 것온 이 시기에 이루어진 상당한 정도의 수입대체
공업(제조업)의 성장이었다. 실제로 당시 기업의 초과이윤이 외화배정과 수
입허가， 저금리와 금융특혜롤 통해 획득되기는 했지만 국가가 원조극대화

와 재쟁인플레의 성장정책을 통해 추진했던 것은 수입대체공업화였다. 또
한 상엽적으로 획득된 이윤의 상당한 부분은 산업자본 축적을 대표하는 생
산과정에 투입되었다. 따라서 한국대기업의 다수가 50년대 무역업에서 시

작했다는 정에서 당시 상업자본의 우위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상업
자본이 수입대체공업화의 진전으로 산업자본화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부정

할수 없다.

25) 5.16

이후 61 년 6월 l 차로 발표된 부정축재자는 무역상， 삼백공업， 귀속은

행으로 이루어진 재벌 14인과 4 개 경제단체였는데 대표적으로는 이병철(삼
성물산， 제일제당， 한일은행)， 정재호(삼호무역， 삼호방직， 제일은행) 둥이었
다. 또한 당시 발표된 부정축재의 내용들은 귀속재산불하 부정취득， 정부보
유달러대부 부정이득， 정치자금공여， 부당입찰이득， 외자외환 부정이득， 탈

세 둥으로 국가와 연결된 자본축적의 제계기가 망라되어 있었다. 김성두，
F 재벌과 빈곤~ (서울: 백경문화사，

26)

이대근， 앞의 책，

pp. 158-159.

1965), pp. 40-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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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던 일상생활용품， 기계류 및 피혁공업 분야의 중소기업들
은 명맥은 유지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정책적으로 소외당해 불안정하
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따라서 전후부흥 초기에는 어느 정도 성장의
혜돼을 나눠 받았으나 불황과 원조감소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자

자유당을 반대하는 도시부문에서의 강력한 정치적 불만세력으로 동
장하였다.

m.50년대 국가의 대내외 자율성
50년대의 국가역할이 갖는 의미를 이상과 같이 파악할 때 우리는
당시의 국가가 계급중립적 국가라기보다는 자본의 국가이며 동시에
외국자본이나 매판자본의 국가라기보다는 국내자본의 국가라는 관
점을 보다 지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볼 때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미국(독점자본)과 국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되

어야 할 것인가? 또한 당시 국가가 국내자본， 그 중에서도 지배자본
(분파)의 국가였던 것은 그들과 국가의 관계가 도구적이기 때문이었
는가?

이러한 의문은 다시 50년대 국가의 역할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대

내외적 국가가율성의 파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가자율성이라는
개념은 단순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국가주의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사회집단의 압력에 대한 국가이익의 추구’라는 의미에서의 국가자율

성은 일단 논외로 하고27) 주로 상대적 자율성 개념을 중심으로 그 의
미를 살펴 본 다음 그에 따른 50년대 국가자율성의 특성올 간략히
정리해 볼 것이다.

27)

이 에 대 해 서 는 Peter B. Evans, Dietrich Rueschemeyer, πleda Skocpol
(eds.), Brir핑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p. 9, 49; Stephen D. Krasner, Defendir뿜 the National
Interes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78), pp. 56-57 둥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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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자율성의 개념

상대적 자율성론은 국가의 계급성 논의를 그 본질로 하는 것이지

만 논의의 전개과정에서 그 자율성의 상대적 강약이나 내용에 대한

논란으로 지명이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도구적 자율성과 구조적 자
율성， 대외적 자율성과 대내적 자율성 둥의 실중적 이해률 위한 개념
분확도 시도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풀란차스는 밀리반드둥의 논의를 도구주의라고 비
판하는 과정에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 자본주의국가는 지배계급으로부터 자율적이며 자본의
경제적 이익에 반(反)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그
러한 자율성은 ‘자본가의 정치적 이익으로부터는 결코 벗어나지 못

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28)
그런데 그러한 논의과정에서 풀란차스는 상대적 자율성의 의미률
‘국가가 지배계급의 직접 통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 즉 지배계급

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영향력， 자원 둥)으로든 국가기구를 장악하

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와$ ‘지배계급의 반대에도 그들의 이익
에 반하는 행동올 할 수 있다는 의미 즉 국가기구의 장악 여부와 관

계없이 지배계급의 (경제적) 이익에 반할 수 었다는 의미’를 혼용하
였다 30)

28) Nicos PO띠 antzas， Classes in ContemporaTγ Capitalism (London: New
Left Books, 1975).
29) Nicos Poulantzas , ‘The Problem of the Capitalist State,. New Left
Revieω" November- December, 1969, pp. 74-78.
30) 전자의 경우는 훌란차스가 밀리반드와의 논쟁에서 국가가 지배계급(분파)
의 직간접적 통제 하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융 강조한 것이라
면 후자의 경우는 그에 대한 비판 즉 풀란차스의 ‘상대적 자율성’은 경쟁자

본주의 단계에서는 가능하지만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국가와 독점자본
의 융합(fusion)과 단일기제화(single mechanism)로 불가능해졌다는 일부

국가독정자본주의론의 비판에 대해 국가는(셜령 융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독점자본의 (경제적) 이익만을 지켜주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총자
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독점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올 할 수도 있
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Poulantzas, 1975,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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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율성 개념이 혼란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소지는 도구주
의의 가셜과 그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론의 비판과정에 배태되어 있
다. 즉 도구주의의 가셜올

‘@ 국가는 직접적 방식(국가기구 참여， 장악)이든 간접적 방식이
든(영향력 행사) 지배계급에 의해 직접 통제되며

@

따라서 그러한 이유로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를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정리해 본다면 풀란차스의 비판은
‘φ 국가는 지배계급에 의해 직접 홍제되는 것이 아니며

￠ 따라서 지배계급의 경제적 이익(이융 극대화)에 반할 수 있으
나

@ 지배계급의 정치적 이익(체제유지=자본주의 재생산)에는 반할
수 없다’
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때의 비판 φ과 @는 국가가 지배계급
의 단순한 도구가 아니고 자율성을 가졌옴을 의미하는 것이며 @은
그러나 그 자율성이 상대적일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도구주의의 가셜 @에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경제적 이익

이라고 볼 경우31) 현실적으로 국가가 지배계급에 의해 직접 통제되지
는 않으나 지배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많은 경우{대
표적으로는 복지국가)를 인정치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도구주의
에 대한 풀란차스의 비판은 타당하며 따라서 상대적 자율성론이 보
다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모든 자본주의 국가는 상대적 자율성올 갖는다’고 했올 때
문제는 국가가 지배계급의 직접통제에 놓여 있고 따라서 그 이익에
반하지 못할 경우， 직접통제에 놓여 었으나 이익에 반할 경우， 직접

통제에 놓여 있지는 않으나 이익에 반하지 못하는 경우 둥이 “선험적

으로” 배제되게 된다는 것이다 32)

pp. 156-164.
31) 그것올 정치적 이익으로 보게 될 때는 경제적 이익에는 반할 수 있으나 정
치적 이익에는 반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가썰 2)에 대한 풀란차스의 비판
은 무의미해지게 되며 오로지 가껄

1) 즉 국가는 지배계급에 의해 직접 통

제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만 남게 된다.

1 앉)()년 대 한국의 국가역 할과 국가자율성

22.7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국가자율성을 도구적 자율성(직접통제로부

터 의 자율성)과 구조적 자율성(이 익 에 반할 수 있는 자율성)으로 구

분하고 구체적 상황에서의 각각의 강도와 그 이유 둥올 살펴 보는 것
이 국가성격에 대한 보다 셜득력있는 셜명방식의 하나가 될 것이다.

즉 그랬을 때 도구적 자율성이 약하기 때문에 구조적 자율성도 약한
경우， 도구적 자율성은 약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자융성은
강한 경우 둥 다양한 형태의 국가자율성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배계급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구조적 자융성에

서 그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잃) 만약 그 이익
이 경제적 이익이라면 구조적 자율성의 강약은 구체적 현실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그것이 정치적 이익이라면 풀란차

스가 의미하는 대로 자본주의국가의 구조적 자율성은 혁명국가를 제

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야야 활 것이다. 따라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구조적 자율성을 도구적 자율성처럼 서로 다른 국가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지배계급의 경제적

이익에 반할 수 있는 자율성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34)
32) 손호철국가자율성 개념을 둘러싼 제 문제들」， 『한국정치학회보~， 제 23집
2호 (1989), pp. 312-315.
33) 이에 대해 손호철 교수는 그 이익의 내용을 단기경제이익， 단기정치이익，
장기경제이익， 장기정치이익 둥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

고찰이 펼요하다고 보았는데(같온 논문，

pp. 314-315) 그 내용은 충분한 설

득력올 가지고 었으나 그랬을 경우 각 개념의 정확한 의미규정이 가능한

지， 그리고 일부이익에는 긍정적이고 일부이익에는 부정적일 때 구조적 자
율성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총체적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면 구조적 자율성이란 툴이 왜 필요한지라는 둥의 문제는 남
는다.

34) 이처럼 자본주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도구적 자율성과 구조적 자율성
으로 분화， 발전시키고 자율성의 대상을 외국자본으로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서구국가가 아닌 남미국가의 성격 파악에까지 적용시키려 했던 것은 해밀

턴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 글에서는 도구적 자율성올 “지배계급 분파나 이
익의 직접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미로， 구조적 자율성올 “지배
계급의 실제이익 (re떠 interests) 에 반하는 행동，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는 기존의 생산양식과 지배계급이 새로운 생산양식과 지배계급에 의해 대

체되는 구조적 변동을 초래하게 될 행동”으로 파악하고(Nora
πte

Hamilton,
Limits of State Autonomy: Post-Revolutionary Mexico (Princ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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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같은 서구 중심의 국가론을 비서구 사회 즉 주변부 사
회에서의 국가분석에 도입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문제는 비서구 자

본주의 발전의 비자생성 즉 세계체제의 강력한 침투력과 국내 사회
계급들의 취약성이다. 따라서 해밀턴은 주변부 국가의 자융성 문제
는 국가와 국내계급 뽑 아니라 외국자본 또는 그에 대해 계급성을 가
지고 있는 대리기구로서의 중심부 국가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변부 국가의 자율성은 대내적 자율성과 대
외적 자율성으로 나누어 살펴 봐야 한다는 손호철 교수의 주장은 충
분한 타당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그는 한국 국가의 자율성올 대내도
구적， 대내구조적， 대외도구적， 대외구조적 자율성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데 38) 이 글에서도 그러한 자율성의 구분이 50년대 국
가역할올 통한 국가성격 파악에 있어서 유용하다는 접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논의룰 전개시켜 볼 것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대내， 대외의 도구적 자율성은 국내자본파 미국
이 국가에 대해 인적 유착이나 제도적 장치， 물질적 자훤올 통해 어
느 정도 직접통제가 가능했는가라는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으며 대
내， 대외의 구조적 자율성은 국가가 국내자본(지배분파)이나 미국(독
점자본)의 경제적 이익(이윤극대화와 축적 조건 형성)에 얼마만큼 반

Princeton Univel염ity Press, 1982), p. 10.) 또 다른 글에서는 “도구적 자
율성은 지배계급에 대해 자율성을 행사하는 국가의 능력올 의미하며 구조

적 자율성은 기존계급구조에 대한 자율성’， 즉 “구조적 한계를 뛰어 넘어

기존구조률 해체하고 새로운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자율성을 의미한다고
하여 (Nora H없nilton， “ State

Latin America," British

Autonomy and Dependent Capitalism in
of Sociology, Vol. 32, No. 3 (198 1),

JOU1πal

p. 310.) 도구적 자율성을 지배계급의 직접 통제로부터도 자유롭고 따라서
그들의 경제적 이익에도 반할 수 있는 자율성으로， 구조적 자융성은 그들의
정치적 이익조차도 뛰어 넘을 수 있는 자율성으로 다소 혼란스럽게 규정하

고 있다. 즉 그렇게 보았올 때 구조적 자율성온 혁명 상황이 아닌 한 거의

제한되어 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도구적 자율성은 풀란차스로부터 힘들
게 팔어낸 자율성의 두 구분이 혼합되어 그률 통한 설명이 큰 의미를 가지
지 못하게 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35) 같은 글， p. 309.
36) Sonn, 앞의 글， pp. 23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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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는가(혹은 얼마만큼 배타적으로 충실했는가)라는 차원에

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는 그러한 국가자율성 규명올 통해 국가성격 문제
를 논의함에 있어서 도구적 자율성보다는 구조적 자율성에 초점올

두고 살펴 볼 것이다. 그것은 도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나타나듯이
지배계급의 국가에 대한 직접 통제 여부가 그 국가의 성격(예컨대 자
본주의 국가냐 아니냐는 것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그 국가의 역할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어떠한 이익을 실현시켜 주기
위한 것인가{반드시 특정계급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전체나 국가자체
의 이익일 경우도 포함하여)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컨대 도구적 자융성이 강력했디{직접 통제로부터 벗어나
었다) 하더라도 그럽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적 자율성은 미약한 경우

(여타 집단의 이익을 회생시켜서라도 지배계급의 이익 실현에 충실
한 경우) 그 국가는 당시의 지배계급의 국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대로 도구적 자율성이 미약하더라도 구조적 자율성이 강력한 경우
(예컨대 대외적 자율성의 경우， 즉 국가가 외국(자본의 단기경제적

이익)과의 갈둥 속에서도 국내자본의 정제척 이익 실현을 우선시 하
는 경우)에는 그 자율성의 대상이 되는 지배계급(대외자율성의 경우

에는 외국 혹은 외국자본)의 국가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는 두가지 문제가 남는데 첫째는 당시 국가가
지배계급의 국가(대외적 자윷성의 경우에는 종속국가)가 아니라면

즉 구조적 자융성이 강하다면 어떻게 해서 도구적 자율성이 약할 수
가 있는가라는 문제이고 둘째는 그 때의 구조적 자율성에서 의미하
는 이익이 과연 무엇이며 구조적 자율성이 강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전술한 대로 도구적 자율성의 강약 여부
가 국가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와 대체로 자본주의국가

의 도구적 자율성은 미약하지 않다(자본가의 직접통제 하에 놓여 있
지는 않다)는 풀란차스의 도구주의 비판올 받아 들인다면 구조적 자
율성이 강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예외적인 도구적 자율성의 미
약성은 특수한 역사적 과정에서 성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특

경O

정 시기의 도구적 자율성의 미약성은 체제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
한 경우 총지배계급(대내외를 막론하고)의 정치적 이익 실현(체제 유
지)올 위해 국가가 기꺼이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미약성으로 파악될
수도 었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두번째 문제는 첫번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즉 대외적 자율성의 경우 중심부국가는 중심부 독점자본에 대해 그

들의 직접적인 단기경제적(대내외적) 이익 실현도 보장해 주어야 하
지만 동시에 그에 반하더라도 총자본의 정치적 이익 실현(중심부의
경우에는 세계자본주의체제 유지)을 위한 역할도 수행해야 하기 때
문에 주변부국가에 대체로 개입적이다(즉 주변부 국가의 대외도구적

자율성을 현저히 제약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때 중심부국가가 어느
쪽의 이익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톡정 주변부국가의 중심부 국가에
대한 구조적 자율성은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중심부국가가 세계체제 유지를 보다 강조하는 경우 즉 단
기경제적 이익보다 정치적 이익올 앞세우는 경우(예: 한국과 대만)와

정치적 이익도 추구하나 단기경제적 이억 실현올 보다 강조하는 경
우(예: 남미)는 주변부국가의 대외도구적 자율성은 모두 미약하다 하
더라도 대외구조척 자율성은 전자가 후자보다 강력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랬을 때 구조적 자율성이 다른 두 경우의 국가성격을 동일한
것(예컨대 대외적일 경우 종속국가)으로 파악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다.

2.50년대 국가자율성의 특성

이상과 같이 국가자율성 개념을 규정하였올 때 앞에서 살펴 본 국
가역할의 내용과 수행방식 속에서 나타나는 50년대 한국국가의 자율

성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첫째， 50년대 한국국가는 여타 비서구 주변부국가의 경우보다도
더 대외도구적 자융성이 제약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직접
전쟁올 수행하여 그렇지 않았으면 사라질 뻔했던 한국의 자본주의체
제를 유지시켰다. 바로 그러한 역사적 조건에 의해 미국은 반공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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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안정된 자본주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자신의 목표에 따

라 군사력올 강화시킴과 동시에 군지휘권올 장악하고 막대한 원조와
그 운용 및 원조기구들올 통해 경제를 포함한 내정에 깊숙히 개입하

였다37) 그리고 그것은 제도적 장치와 물질적 자원올 통한 미국의 직
접통제를 가눔케 함으로써 당시 국가의 대외도구적 자율성올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올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취약성은 체제저항세력(좌익동)이 강력했던 국가형
성기의 허약한 국가나 국내자본이 외세에 의폰해서라도(서로의 이익
이 일치하는) 자본주의체제의 유지 및 지향을 실현시키고자 한 결과
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종속성으로 직결시킬 수는 없올 것같다. 미국의

개입과 지원은 미국으로서나 한국으로서나 체제 유지를 위해 당시로
서는 불가피한 조건이었고 따라서 한국의 국가가 반자본주의적 지향
을 가진 민중국가였다면 모르겠지만 자본의 국가인 한 대외도구적
자율성이 자본의 필요에 의해 역사특수적으로 미약했다는 사실이 일

방적 관계인 식민지나 신식민지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약한 국내지배계급과 강력한 세계체제 속에서의 대외적 자율성
의 약화는 주변부국가에 있어서 대체적인 현상이지만 당시 한국의
경우 이러한 자율성의 제약은 남미에 비해 두가지 특정올 가지고 있
었다. 첫째는 단정수립과 미군철수로 인해 약화될 수도 있었던 미국

의 개입이 전쟁올 흥해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강력한 형태로 재개
되었다는 것으로 그것이 미약한 대외도구적 자융성의 중요한 역사적
조건올 이루고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런데 둘째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러한 미국의 개입목표

가 한국의 경우에는 납미둥과 달리 독점자본의 이윤 확보라는 단기
경제적 이익추구라기보다는 세계자본주의체제 유지라는 정치적 이
익추구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원과 시장 둥의 빈약함과 그럼에도

37)

52년의

마이어협정은 대표적인 개입장치인 한미합동경제위원회 (CEB)를

셜치하고 원조와 관련된 모든 경제정책올 한국정부가 합경위와 사전협의케
하였다. 또한 세입에서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54 년의 30%에서 55 년

46.5%， 57 년 52.9%에 이르렀다.

정2

불구하고 일본 앞에서 소련과 대립해 있는 지정학적 조건에 기인하
는， 당시 세계체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된 것인데 이에
따라 50년대 한국 국가는 대외도구적 자율성의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해외독점자본의 단기경제적 이익과의 갈둥 속에서 국내자본축적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올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당시 국가는 남미와는 달리 미국

독점자본의 경제적 이익보다 정치적 이익이 우선시되었던 세계체제
상의 위치와 그를 적극 이용한 이승만정권의 의지에 의해 대외구조

적 자율성을 가지고 미국의 의도와 이익에 맞서서 국내총자본과 국
내지배자본의 상엽적， 산업적 축적올 지원하는 제정책들을 수행하였다.
국가의 원조극대화와 저환율정책， 재정인플레와 저금리정책 둥은
국내자본이 상업이윤올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데 그러한 제계기들은 미국의 요구였던 원조최적화와 고환율， 인플

레억제 우션의 안정지향 둥에 반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원조극대화
를 외부차원 획득의 유력한 방식으로 추구하던 한국정부는 보다 많
은 원조률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원조률 최대화시키려는 노

력도 전개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50년대 내내 미국과 대립했던 저

환율정책이었다 38)
미국은 환율인상을 통해 수입올 억제하고 수입허가제와 관련된 부
패를 줄이며 인플레를 억제하고 원조물자 판매로부터 더 많은 대충
자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수입

에 의폰하는 원자재와 자본재의 원가를 낮게 유지하여 국내산업올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윷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는데 물론 그

밑바탕에는 수입허가와 달러배정의 권한올 계속 보유하고 원조와 유
엔군 대여상환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받고자 하는 이유가 깔려 있었다.

또한 미국은 당시와 같은 인플레를 그대로 두고 원조를 계속한다
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우려때문에 50년대 내내 한국정부

에 대해 강력한 안정정책올 요구하였다 39) 그러한 요구에 의해 몇차

38)

한미 간의 환율갈퉁에 대해서는 Anne O. Krueger, πle Developmental
Role of the Fore핑n Sector and Ai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pp.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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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안정계획이 시행되었으나 57년 경의 원조 감소때까지는 산업금

융채권 발행둥 재정인폴레 요인이 계속되었고 그것은 저금리와 함께
특혜금융에 의한 상업자본 축적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당시 국가의 대외구조적 자윷성올 보여주는 또다른 내
용은 전후 한국경제를 일본경제와 연계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에 반하

여 전개된 수입대체산업화였다. 냉전 이후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가
장 중요한 관심은 대소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일본 경제의 부흥이었는
데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독자척인 산업화률 추진하기보다는 비교우
위에 입각하여 농수산물 수출을 통한 일본상품 시장으로 남아 있어
주기률 원했다. 그러나 이숭만용 이에 대해 강력히 저항하면서 원조

만 충분하다면 자력에 의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원료수

출이 아닌 수입대체률 추진해 나갔던 것이다 40)
셋째， 당시 국가의 대내도구적 자율성은 비교적 강했던 것으로 보

여진다. 즉 구지배계급인 지주세력이 몰락한 후 새로운 지배계급으
로 둥장한 자본가들은 아직 취약한 상태였을 쁜만 아니라 국가기구

률 담당하고 있지도 못했고‘” 원조， 조세 둥 자본축적의 물질적 자원
도 주로 미국과 농민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유당정권과 기업인들이 정치자금과 특
혜라는 부패구조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당시 국가의(대내

도구적) 자율성이 미약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42) 이는 기본적으로

39) Woo, 앞의 책， p.46.
40) 같온 책， pp. 55-57.
41) 당시 정치지도자들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이숭만정권 하
의 고위관료 및 국회의원들온 대부분 구한말의 지주나 관리들의 후손이었으

며 또한 그들의 직업도 주로 일제시대 교육자나 관리였던 것으료 나타난다.

Bae-ho Hahn and Kyu-taik Kim , ‘ Korean Political Leaders
(1952-1962): Their Social Origins and Skills ," Asian Survey ,
July , 1963 , pp. 305-323.
또한 이승만정권의 각료들의 직업배정을 조사한 다른 연구에 의하면 그
들의 전칙이 정객 (25%)， 교육자(14%)， 공무원(1 3%)， 법조계 (12%) 퉁이며 실

업계는 은행， 의사출신파 함께 8%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하급 관
료들도 예컨대 3급을(현 5급)의 경우 80.6%가 서기， 주사 출신이라고 밝히

고 있다. 이한빈사회변동과 행정 J (서울: 박영사，

1981), p. 146,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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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자율성을 국가권력과 지배계급과의 관계로 파악할 것인가 아
니면 그 담당구성원인 정당， 관료와 개별기업간의 관계로 파악할 것
이냐에 따른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도 정치자금
과 특혜간의 흐름올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국가와 자본간에 부패구조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와

같은 역학관계에서 볼 때 그러한 부패구조가 갖는 의미가 자본이 정
치자금을 수단으로 국가률 직접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권력이 장기집권을 위해 필요한 정치자금을
선태된 기업인들에게 특혜롤 대가로 일방적으로 요구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에 따라 도구적 자율성의 강약이 다르게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구적 자율성올 국가권력과 지배계급간의 관계로 파악한
다면(즉 인적 결합， 제도적 장치， 물질책 자원 둥에 의한 국가권력의
직접통제 여부) 자본이 국가롤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당시의 상황에서 국가가 자본에 대해 도구적 자율성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넷째， 그러나 당시 국가는 그러한 약하지 않은 대내도구적 자율성

에도 불구하고 지배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 실현에 배타적으로

충실하였다{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내구조적 자율성은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당시 국가는 국가권력의 기반이었던 농민들을 포
함한 여타 계급들올 회생시키면서도 국내자본 특히 특정자본분파의

이익올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해 나갔다.
우선 국가는 농지개혁올 통해 구지배계급인 지주들올 계급적， 경

제적으로 몰락시켰으며 농지개혁으로 창출되어 50년대 내내 국가권
력의 경제적， 정치적 기반이 되었던 소농에 대해서도 공업발전올 위
한 저곡가정책둥에 의해 회생을 강요함으로써 그에 따른 농촌경제의

악화와 이농， 실업과 막대한 잠재적 저임노동력을 낳게 하였다.
또한 전쟁 이후의 철저한 반공이데올로기 속에 노동계급은 어용노
조를 통해 국가에 장악되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자본의 잉

42)

예컨대

Sonn,

앞의 글，

pp. 242.243;

박종철， 앞의 글，

pp. 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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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치 창출에 공헌하고 있었고 50년대에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중소

자본은 농촌경제와 연계하여 ‘내재적 힘에 의한 자생적인’ 자본축적

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문이었으나써 당시의 공업화가 이들을 중심으
로 한 균형발전이 아니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발전의
형태로 전개됨으로써 더 이상 발달하지 못하고 약화되어 갔던 것이다.

N.

맺음말

이상과 같은 국가역할의 의미와 국가자율성에 대한 분석올 종합해
볼 때 50년대 국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본주의체제를 유지， 발전시

킬 수 없었던 역사적 조건 속에서 세계체제상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
하여 그것올 성취하고자 했던(대내도구적 자율성의 취약성에도 불구
하고 대외구조적 자율성은 강했던) 국내자본의 국가(민족국가)이며
나아가 급속한 산업화률 추구해야했던 후진자본주의적 톡성에 의해
여타 계급의 희생 위에 상업이윤과 노동력 확보를 통한 원시적 축적

의 심화와μ) 일부 대기업 중심의 조숙한 독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
었던 산업자본의 국가(강한 대내도구적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대내구

조적 자율성은 약했던 국가)였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한국국가의 성격과 역할은 60년대 이후 변화된 조건 속
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60년대 이후 국가성격과 역할을 고

찰하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논문올 필요로 할만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논의할 수는 없으나 60년대 이후 국내자본가계급의
성장에 따라 국가의 대내외 도구적 자율성의 강도도 달라지고(예컨대

재정수입의 중심이 웹조에서 조세로 옮아갑에 따라 대외도구적 자윷
성은 점차 강화되고 대내도구적 자율성은 점차 약화된다든지) 그에
따라 그 구조적 자율성의 강도나 내용도 점차 국내지배자본 중심으로
(예컨대 미국이나 여타 계급에 대해 자본이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43)

옮木훌빼， r50년대 한국경제의 성장과 공업화 J ，한국경제의 구조~ (서울:
학민사，

44)

1985), p. 133.

이 러 한 표현은 해밀턴에 게서 나타난다.

C.

H뻐lilton， 앞의 책，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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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검에 따라 대내구조적 자율성은 강화되어 총자본의 역할에 보다 충
실해 진다든지) 변화해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국가정책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50년대보다는

60

년대가 상대적으로 나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46)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정책의 재원이 원조에서 차관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50년대와
같은 상엽이윤에 기반한 축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효율적 자원배
분에 의한 산업확가 아니면 축적올 계속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겠지만 그 밖에 60년대 국가권력 담당자들이 50년대 권력담당

자의 실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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