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의 역사적 기원: 박정희의

마커아벨라적인 시간(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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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돈문에서는 유신체제의 등장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유신의 기원과 등장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관료적 권위주의론과 안보위기
론 등의 구조적 결정론과 박정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선택론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선택은 항상 구조적 제약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동시에 구조적 유인
과 제약， 그리고 역사적 우연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진 행문이 있었음을 밝혀
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다양한 유신을 설명하는 가설을 비판적으로 종합
하여 유신을 설명하는 일반적 이론 틀을 정립하려는 계획을 가진다. 우선 역
사적 시간의 문제를 살펴야한다. 역사적으로 유신은 냉전적 근대화기에

10

년에서 20 년 정도 지속한 한국의 국면적 시간의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신체제의 등장은 ‘박정희 모델’ 이라 불리우는 한국형 발전국가의 기본 틀
이 마련되는 계기이며， 한국형 관료적 권위주의체제가 등장한 것을 의미하

고， 국제적 냉전체제의 이완기에 한반도라는 냉전의 분계선에서 반동적이고
억압적인 안보국가가 마련되는 시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정희가 대면한

구조적 제약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필자는 필
립 슈미터의 분석틀을 따라 유신체제로의 등장과정을 지배한 행위자를 기존

정권에 대한 ‘우|치’ 와 전략적 성향’ 에 따라 1) 보수적 주체세력，

2)

공격

적 주체세력， 3) 보수적 지원세력， 4) 취득적 지원세력， 5) 방어적 신민들，

6) 취득적 신민틀，7) 방어적 반대세력， 8) 공격적 적대세력으로 나누어 살
펴본다. 이러한 유신체제의 전환은 1960 년대 말과 1970 년대 초의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때로늠 위기를 조
성하여 능동적으로 구성해간 것이다. 행운의 여신과 함께 박정희의 역량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박정희의 역량은 끊임없이 위기와 제약을 기회로 바

꾸고 체제전환의 필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이 논문은 2004년도 두뇌 한국 21 (BK 21) 사업 에 의 하여 지 원되 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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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신군주들의 행동과 생활을 살펴볼 때 우리는 행운 (fortuna) 은 그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었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기회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든지 부과， 강요할 수 있는 재료
가 되었다. 이 기회가 없었으면 그들의 정신적인 역량 (virtu) 은 공허한 것이 되었
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러한 통치역량( virtu) 이 없었으면 기회는 수포로 돌
아갔을 것이다 (Machiavelli 1977. 16-17. 필자 번역， 이탤릭체 필자 첨가).

1.

머리말
1972년 10월 17 일 박정희 대통령은 느닷없이 탱크를 앞세워 헌정을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를 수립하겠다는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명분은 냉전에서 긴장완화로

가는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 남북의 평화적 통일 성취， 그리
고 낭비와 비능률을 배제할 수 있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헌정제도의
‘일대 유선적 개혁’ 이었다·

우리 헌법과 각종 볍령， 그리고 현 체제는 동서 양극체제 하의 냉전시대에 만틀
어졌고， 하물며 남북의 대화 같은 것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시기에 제정된 것이

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局面에 처해서는 마땅히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
로의 →大 維新的 개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9권:

299)

그런데 박정희가 이야기한 ‘한국적 민주주의’ 는 전혀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박
정희는 유신을 선포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건실하고， 알차게， 능률적인 것

으로 육성 발전시켜야겠다’고 약속하였으나(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9권: 300)
유신체제는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요건을 결여한 발가벗은 독재였다 유신

체제의 선언 자체가 헌정의 파괴행위였다. 유신체제하에서 대통령은 제한을 받지
않고 통치할 권력을 부여받았으며 의회와 사볍부는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

는 헌법적 장치를 상실하고 말았다. 국민의 기본권과 참정권도 심각하게 제약되었
다 국민은 더 이상 주권자가 아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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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는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독재와 영구집권을 위하여 만들어진 극도로

억압적인 권위주의 체제였다. 유신체제하에서 박정희는 국민적 동의에 기초해서
권력을 위임받고 행사하려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대통

령으로 선출되었고， 자신을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입볍， 사법， 행정 3부 위에 군
림하는 초헌법적인 독재자로 부상시켰다. 유신체제하에서 대의정치와 정당정치는
황혼을 맞이하였다 유신체제에서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그 가운데 2/3 는 I
구 2의석의 중선거구에서 선출하고 1/3은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서 선출하도록 했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박정희는 1/3 에 달하는 유정회 의원을 확
보하게 되었고 자연히 여당인 공화당에의 의존은 줄어들게 되었다. 강한 여당은

강한 야당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야당과의 권력경쟁 자체가 소멸된 상황 하에서
집권 여당은 할 일이 없어졌다. 유신체제하에서 여당도 야당도 아닌 박정희의 친
위 보안부대인 중앙정보부， 경호실， 보안사 등이 국민의 여론을 수집하고 감시하
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점에서 유신체제는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

였다.
자율적 시민사회는 해체를 강요당하였고 국가조합주의적인 조직화와 통제가 실
시되었다.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병영적으로 통제되었고 농촌에서 농민들은 새마
을 운동의 일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학생들은 학도호국단의 일원으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민중은 조직되고 통제는 되었으나，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성장과실의 분배
에서 배제되었다. ‘유인이 없는 국가 조합주의’ 였다.

그러면서 유신체제는 강권적인 일인지배체제였으나 그 속성에는 기술관료적 권
위주의의 특성이 내재하고 있었다. 유신체제는 오도넬 (G.O’ Donnell) 의 관료적 권

위주의 모델과는 다른 과정을 통해 등장하였으나，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와 많은 속
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유신체제는 ‘술탄적 권위주의’ 와 같은 전통적인 권위주의

체제가 아니라 근대화된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였던 것이다 1) 유신체제하에서 정
치는 행정으로 대체되었고， 국민의 대표가 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군부와 행정부

의 기술관료들이 담당하였다. 기술관료들이 국가주도적 산업화를 밀고 나갔다. 효
율성과 수행능력이 최고의 가치였다. 그들은 소위 동아시아형 개발독재국가

(developmental state) 의 전형을 만틀어 나갔다- 한국형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인 유신
1) 술탄적 권위주의에 관해서는 Chehabi and an Linz ( 1998) 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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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하에서 후발 산업화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실적에 의한 정당성’ (l egitimacy by perfonnance) 에 기반하고 있던 유신체
제는 실패의 위기 뿐만 아니라

성공의 위기 를 맞을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었다.

유신체제는 도덕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적 욕구를 충족

시키지 못할 경우 실패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들이

‘조국

근대화’ 로 불렀던 후발 산업화에 성공할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무용지물화될 위기
를 맞을 가능성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출범에 있어서 태생적 결함을 안고 있었던
유신체제는 결국 과도기적 체제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성공의 위기’ 와 ‘실패의

위기’ 가 중첩되었을 때 유신정권은 퇴장을 강요당하였다. 그 퇴장의 방아쇠를 박
정희의 가장 가까운 부하였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당겨주었다.
본 논문은 유신체제 등장의 과정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유신체제의 기원과 등장

에 관해서는 국내외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다

2)

5공화국 하에서는 민주화를

위해서 청산의 대상인 5 공군부권위주의의 성격을 파악하여야 했고 그를 위해서 5
공권위주의의 원류인 유신체제의 등장과정분석이 필요하였다.

‘知彼知己 百戰百

勝’ 이라는 손자병법적 전략에 의해 청산의 대상인 권위주의 체제의 성격을 규명한
다는 실천운동론적 요구와 동시에 1970년대에 풍미하였던 ‘관료적 권위주의’

모

델의 한국적 적용이라는 비교정치학적 관섬에서 비롯되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학
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시민사회 내에서 유선의 기원과 등장에 관한 관심은

여전하였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달랐다. 민주화 이후 유신에 대한 관심은 소위

‘박

정희 유령 불러내기’ 였다. 민주화 이후 민주정부의 수행실적이 국민의 기대에 미
치지 못할 때마다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일어나곤 하였다. 신생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 disenchantment) 이

‘좋았던 권위주의의 과거’ 를 불러내게 한 것이다. 자연히

논쟁은 ‘박정희， 특히 유신군주 박정희는 필요했는가? 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유신이 1970년대 한국 ‘민족시간’ 의 역사적 필요 (historica1 necessity) 라는 주장은3)

2) 강민(1 983 ， 1984 , 1987) , 고성국(1 985) , 김영명 (1 985 , 1986 , 1997) , 김영순(1 988) , 김진

, 김형욱(1 991) , 류근일(1 997) , 박광주(1 985) , 이경
, 이상우(1 985 ， 1986) , 이정복(1 982 ， 1986) , 이성형(1 985) , 조인원(1 998) , 최장
집 (1 985) , 한배호(1 994) , 한상진 (1988) , 한용원 (1 993) , Im, Hyug 8aeg (1 987) , Sohn, Hak
Kyu (1 989) , Yang, Sung Chu1 (1 98 1) .
3) 필요했다는 주장에는 김일영(1 994) , 부정적인 견해는 손호철(1 995) 이 있다
(1 993) ,

김충식(1 992) , 김태일(1 985)

재(1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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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이 한국 민주화 과정이 반드시 밟아야할 역사적 전단계라는 주장으로 연결되

고 이는 유신의 후예인 5공군부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하는데까지 나아가게 되었

다꺼 유신의 역사적 필요론은 그러나 유신을 정당화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좋았던
권위주의로 회귀하자는 주장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위험한 학문적
언술이 된다.

유신체제에 대한 최근의 관섬은 마1F 위기로 불리는 경제위기와 ‘국민의 정부’
로 불리는 김대중 정부로의 정권교체와 때를 같이한다. 국가부도사태 직전으로까
지 몰고 간 총체적 경제와 사회위기는 소위

‘박정희 모델’ 자체의 폐기를 요구하

였고， 국민의 정부가 내건 국정이념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은 권위
주의적 개발독재 모델인 유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박정희의 유신
은 ‘불가피하였다’ 에서

‘유신은 그 당시의 민족시간에서 볼 때 불가피하였다’ 로

강등되었고， 다시 유신은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지연시킨 장
애물적 유산이었다는 ‘유신 불필요론’ , ‘역사의 죄인 유신론’ 으로 추락하였다(한
국정치연구회

1998:

조희연

1997) .

물론 유신군주 박정희를 다시 복권시키려는 움

직임이 극우 반공 수구세력으로부터 맹렬히 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유신은 물리적 사망이후에도 살아남아 끊임없이 학문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활발히 토의되는 주제인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유신의 기원과 등장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재평가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이는 문헌론적 관심 때문이 아니라， 다음 부분으로 이어질 유신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역사분석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본론에서는 유신체제

로의 전환과정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유신체제로의 전환
과정은 단절성보다는 연속성이 지배하고 있었으며， 사회세력의 유인에 의한 집단
적 프로젝트라기보다는 박정희의 개인적 프로젝트의 성격이 강했다. 나머지 부분

은 박정희의 유신개변 동기와 유신정변 추진과정에서 박정희가 맞이했던 제약조
건 (confining conditions) 과 기 회 (enabling conditions and fortuna). 그리 고 박정 희 가 이
러한 조건하에서 유신체제로의 전환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박정희의 역량( virtu) 에
4) 김종펼의

‘기승전결론’ 이 대표적이다. 3공과 유신체제가 경제성장을 통해

(김영삼 문민정권)의 기틀을 닦았고， 이후 5공이 이를 계승하였고

‘신한국’

6공이 민주화로 방

향전환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문민정권이 민주화를 완성하였다는 것이다. 손호철， 위
의 책.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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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11.

유신의 기원에 관한 문헌비평

유신체제의 등장과 기원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구조적 결정론과 박정희의 자의

적인 (vo1untaristic) 정치적 선택론으로 대별된다

5)

먼저 구조적 결정론에 의하면 유신의 주인공인 박정희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박정희는 역사적 필요를 수행하는 역사적 구조의 배달부 (carrier) 이기 때문이다

6)

구조적 결정론에 의하면， 박정희는 후발 산업화의 심화를 위해 필수적인 유신이라

는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를 수립하였거나 아니면 냉전체제하에서 국지적인 데땅뜨
로 인해 발생한 한국의 안보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안보구조의 재편이라는 역사적
필요에 의해 유신이라는 강압적인 동원과 통제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
장한다. 박정희는 자본주의 재생산이라는 계급이익의 대행자이거나 아니면 냉전
체제의 한반도 심부름꾼이다.
반면에 박정희의 자의적인 정치적 선택론에 의하면 박정희는 구조적 제약으로
부터 자유로운 존재이다. 이 시각에 의하면 유신체제는 박정희의 권력의지의 궁극
적 표현이다(이정복 1982 , 1985: 최장집 1985).
‘관료적 권위주의론’ 은 대표적인 구조적 결정론이다(강민 1983 , 1984 , 1987: 한

상진 1983 , 1988). 오도넬 (G.O’ Donnell) 의 관료적 권위주의론을 한국에 적용하여
유신의 기원을 산업화의 위기로 보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유신은 노동집약적， 비내
구성소비재 중심의 수출지향산업화의 모순을 극복하고 생산구조의 수직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산업화의

‘심화’ ( deepening) 를 위해 취해진 조치라는 것이다 .60년대

의 수출지향적 산업화의 모순은 노동계급으로부터의 반발과 이에 동조하는 민중

부문과 지식인， 학생 부문의 저항사태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관료적 권위
주의론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집약적 비내구성소비재 중심의 후발 산업화는 1960

5)

한배호， “유신정권 등장에 대한 두개의 설명

한배호 (1994):

263-315.

한배호 교수는

전자를 ‘외적제약론’ , 후자를 ‘정치적 선택론’ 으로 부른다

6) 구조주의적 설명에서 개인은 특정한 사회관계(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의 배달부일 뿐
이 다 (B따ibar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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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ation point) 에 도달하게 되고， 중화

학공업화로 표현되는 자본재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군부 지배엘리트와 재벌 간의 관료적 권위주의 연합이 형
성되었고， 이 연합은 이에 반발하는 민중연합을 억압하고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를
수립했다는 것이다. 후발 산업화의 심화의 필요라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필수조
건 (structural and functional prerequisites) 이 집권자가 누군가에 상관없이 관료적 권위

주의로의 체제전환을 필수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안보위기론은 정치적， 안보적 요인을 강조하는 구조적 결정론이다 7) 이의 주장
을 따르면， 박정희는 국제적 냉전체제의 한국 하수인이 된다. 이에 의하면， 1960년
대 말에 이르러 월남전을 계기로 국제적 냉전체제의 균열이 일어난다. 미중화해로
표현되는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변화는 냉전체제의 전위국가인 한국에 안보위기를

불러일으켰고， 박정희는 안보위기에 대처하고 냉전의 전위국가를 보전하기 위해
병영국가적 재편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자의적인 정치적 선택론은 박정희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정치적 선택론은 산업
화의 심화나 안보위기의 해소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유신으로의 체제전환이 필요
하지 않았다고 구조적 결정론을 비판하면서 유신체제 수립에 있어서 박정희의 자
율적 선택을 강조한다

이에 의하면， 유신은 종선집권， 권력을 영구화하려는 박정

회의 권력의지에 다름아니다. 과대성장 국가는 시민사회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유
지하고 있었고(이정복 1991 , 150; 최장집 1985) , 과대성장 국가의 정점에 있던 박

정희는 시민사회로부터 큰 저항을 받지 않고 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하고 있었다. 이에 의하면 유신은 5 ' 16의 연장이다， 5 ' 16 군사쿠데타 이후 과대

성장국가의 수반인 박정희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권력을 유지， 행사할
수 있었으나 1969년 3선개헌과 뒤이은 집권이후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제도적 장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유신은 박정희가 이러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한 정치적 행
위 외에 다름아니다. 요약하자면， 정치적 선택론은 유신을 “박정희와 그 추종세력
의 계속 집권을 제약하던 구조적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개편하기 위해 취해진 궁중
쿠데타”로 규정한다(한배호 1994 , 310) ,

7) 이는 주로 박정희와 유신정권의 핵심 관료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논리이다〔박정희 대
통령 연설문집， 제 9권(1 972) 과 제 10권(1 973)

:

김정렴 (1 991 ,

199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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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선택론은 경제적 위기와 안보위기의 압도적 결정성을 주장하는 구조적
결정론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박정희와 그 주변세력에 의한 궁정쿠데
타로서의 유신을 밝혀내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 선택도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적 선택론은 왜 유신체제가 1970년대 초반
에 일어났는가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박정희가 언제든지 유신과 같은 강권적이고
억압적인 권위주의체제를 수립할 수 있었다면 왜 그는 1963년에 형식적 민주주의
로의 복귀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후 10년간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 내에
서 권력을 창출， 행사，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정치적 선택은
항상 구조적 제약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박정희는 언제나， 원하는 시기에 유
신체제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능력 (virtu) 과 동시에 구조적 유인과 제약 그리고 역사적 우연에 의해서 그에게 주

어진 행운 (fortuna) 이 필요하였다 8)

111.

분석 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유신의 기원， 등장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엽적들이 나

왔고 이는 한국의 비교정치학과 거시역사정치학을 풍성하게 해주었다. 유신을 설
병하는 경쟁적 가설， 이론들은 그 나름대로 사실에 기초한 진실을 담고 있고， 왜

유신개변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신을 설명하는 이론
들이

‘부분적 설명’

(partial explanation or theory) 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다양한 유신을 설명하는 가설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유선을 설명하는 일반적 이론 틀을 정립하려는 계획을 갖고
출발한다.
먼저 유신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역사적 시간’

(histiorical time) 의 문제를

점검하고자 한다. ‘한국전쟁의 기원’ 에 관한 논쟁에서도 제기된 바 있지만， 유선

8) 한배호 교수의 “유신정권 등장에 관한 두 개의 설명”은 구조결정론과 행위자 선택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설명 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정치적 선택론에 기울어져 있다(한배호

1994 , 26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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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원은 어느 특정한 날짜에 일어난 궁정쿠데타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전쟁의 기원에 관한 논쟁에서 1950년 6월 25 일에

‘누가 방

아쇠를 당겼나’ 하는 질문 즉 북침이냐 남침이냐하는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한국
전쟁의 기원의 본질을 밝히는데 있어서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 되었
다. 마찬가지로 ‘왜 1972년 10월 17 일에 박정희가 유신이라는 정치개변을 단행했
는가’ 라는 사건사 (event) 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유신의 기원을 해명하는데 있어

서 좋은 연구 전략이 아니다.
유신을 사건사적 (event) 으로 바라 볼 경우 유선은 박정희 개인의 권력투쟁사의
한 사건으로 축소되게 된다. 유선은 박정희가 지배엘리트 내에서 경쟁자를 물리치

고， 반대세력을 제압하여 마침내 자신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를 완성하는 궁정
쿠데타로 그려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유신체제는 브로델(F. Braudel)이 이야기

하는 ‘장기 지속’ (longue duree) 의 시간도 아니다 9)
유신체제는 20세기 후반에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유지된 한국의 구조적인 장기

지속의 시간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유신체제는 냉전적 근대화기에 10년에서 20년
정도 지속한 한국의 국면적 시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유신체제는 물리적으로 10
년 이상을 지속하지 못했으며， 유신을 계승한 5공 군부정권도 8년만에 민주주의로

권력을 물려주어야했다. 따라서 유신은 개인사적 사건은 아니지만 한 세기 또는

9) 브로델에 의하면， 역사적 시간에는 장기지속(I ongue dureε) ， 국면 (conjuncture) , 사건
(events) 이 있다.

장기지속’ 은 마치 정지된 시간처럼 느껴지는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되는 관계구조의 시간이다. 이는 100년 이상 지속되는 역사의 표피 속에 흐르고 있

는 ‘눈 속에 흐르는 물’과 같은 거시적이고， 구조적이며， 무의식적인 시간이다- 반면에
사건사는 역사의 표피에 흐르고 있는 피상적 움직임인 눈과 같은 미시적이고， 표피적이
며 의식적인 시간이다.

‘국변’ 은 10년

20년

50년 정도의 중간 길이의 역사적 시간으

로 장기지속의 구조 속에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만틀어지는 집단 (group) 또는 집
단형성 (grouping) 의 역사이다

‘사건사’ 가

개인적 시간’ (i ndividual time) 이라면 국면은

‘사회적 시간’ (soci머 time) 이다. 그러므로 국면은 일반적으로 복합적인 시간으로 이루

어져 있다

하나의 국면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국면이 복합적 중층적으로

이루어진

‘복합적 국면’ (multiple conjunctures) 인 것이다. 사건사에서 역사적 내포

(intension) 가 극대화되는 반면 역사적 외연 (extension) 은 극소화된다. 반대로 장기지속

에서 역사적 외연이 극대화되는 반면 역사적 내포는 극소화된다. 국면적 시간에서 역사
적 내포와 외연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Braudel (l 980 , 25-54) andBraudel (l 992 , 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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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 이상을 지속한 ‘장기 지속’ 의 체제도 아니었다. 유신체제는 장기지속과
개인적 사건 사이에 존재하는 국면적 시간인 것이다. 말하자면 ‘유신국면’ 인 것이

다 유신의 역사적 기원을 개인적 사건사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여서는 유신이 가지
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신의 등장에 관한 인과적 설
명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국면적 시간에서 볼 때， 유신체제의 등장은 박정희 개인의 권력의 완성이라는
사건사를 넘어서

‘박정희 모델 로 불리는 한국형 발전국가의 기본 틀이 마련되는

계기이며， 한국형 관료적 권위주의체제가 등장한 것을 의미하고， 국제적 냉전체제
의 이완기에 한반도라는 냉전의 분계선 (perimeter) 에서 반동적이고 억압적인 안보
국가가 마련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국면사적(비story of conjuncture) 시간대에서 유신을 볼 때， 유신의 기원 분석은

1972년 10월 17 일 박정희가 탱크를 동원하여 국회를 해산한 뒤 유신체제를 선포한
사건의 원인분석이 아니라， 1960년대 말 이후 박정희가 소위

‘박정희식의 나라만

들기’ 작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유신 선포 이후 적게는 8년 많게는 15년

지속한(의사 유신체제인 5 공정권을 포함할 경우) 유신체제의 기원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유신체제의 기원을 설명하는 틀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필자는 비교정치학에서

항상 방법론적 문제로 제기되는 행위자와 구조간의 통합을 시도한다. 필자는 유신
의 수립이 기본적으로 박정희와 그 추종세력의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데서부터 출

발한다. 따라서 필자가 사용하고 있는 접근법은 기본적으로는 행위자 모델이다.
필자는 국제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박정희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유신체제

를 수립하도록 몰고 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는 극단적인 ‘방법론
적 개인주의’ (meth때ologic머 individua1ism) 를 사용하지 않는다. 유신은 박정희의 선

택이었지만， 그 선택은 구조가 가하는 제약과 기회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박
정희와 그 추종세력은 역사적 진공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유선을 선택하지는 않았
다 박정희의

‘유신만들기’ 기간 중 박정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구조적 제약을 많

이 받았다 1969년과 1972년 사이는 제 3공화국 수립 이후 최초로 맞이한 전반적인
구조적 재조정기였다. 거기에는 안보위기가 있었고， 정치위기가 있었으며， 경제위
기도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역사를 읽었고 그 역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
로 이끌어 나갔다 그러므로 유신체제 기원의 분석에서 구조적 조건， 제약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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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구조는 박정희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제약의 틀을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이 있기 위해서는 레닌의 계획이 필요하듯이 유신이 선포되
기 위해서는 박정희의 계획이 필요하였다. 세계 제 l 차 대전 전후의 구조적 조건이
러시아 혁명을 가능하게 한 유인과 제약을 구성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레닌이 없었
으면 러시아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러시아 혁명은 혁명에 필요한 구조

적 조건의 성숙과 그러한 구조적 조건하에서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제약과
기회가 있는가를 탐구하고 시험

학습 계획， 고안하고 의지를 다지는 레닌과의 결

합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Almond and Genco 1977 , 497).

그러므로 필자는 박정희가 대면한 구조적 제약을 설명하고 이러한 구조적 제약
하에서 어떻게 박정희가 적대적 세력을 제압하고， 미지끈한 지지자를 열렬한 지지
자로 개종시키고， 보수적 지지자로 하여금 박정희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유신의 기원을 분석할 것이다.
필 립 슈미 터 (Philippe C. Schmitter) 의 분석 틀을 따라 나는 유신 체 제 로의 등장과

정을 지배한 행위자를 여닮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Schmitter 1980). 먼저 전체 정치
행위자를 기존정권에 대한
력

위치

(position to the existing regime) 를 기준으로 집권세

(Those in Power) (또는 범 여 권 )과 비 집 권세 력 (Those Out of Power) 으로 나눈 뒤 ,

집권세력(또는 지배엘리트)을 정권의 정책결정에 직접 개입하고 있으며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세력 (protagonists) 과 정권의 정책결정자인 주체세력과 자주 접촉하

고 상담， 자문， 조언， 협의하며 정권의 정책에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세력인 지
원세력(또는 지지세력

supporters) 으로 나누고， 정치권력권 밖에 있는 비집권세력

을 정권에 의해 무시되나 정권의 정책에 의해 관용되는 신민들 (su셰ects) 과 정권에
의해 가치박탈을 당할 뿐 아니라 노골적인 불리적 탄압을 받고 있는 적대세력(또

는 반대세력) (antagonists )으로 구분한다.
이 와 같은 4가지 정 치 행 위 자들을 “전 략적 성 향" (strategic disposition) 에 따라 세
분할 때， 우리는 여닮 가지 유형의 정치행위자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을 가르는
전략적 성향의 기준은 현상유지형 행위자냐 현상타파형 행위자이냐이다 즉 네 가
지 유형의 정치행위자를 그들이 기존에 획득한 것을 보호， 유지하기를 원하는 보
수적 (consεrvative) 이고 방어적 (defensi ve )인 행위자와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획득하고자 하는 공격적 (agressive) 이고 취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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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tisive) 인 행위자로 양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양분할 때， 우리는 여넓가지 유
형의

행위자를 발견하게

된다

1 ) 보수적 (수성적)

주체세력 (conservati ve

protagonists) , 2) 공격적 주체세력 (aggressive protagonists) , 3) 보수적 지원세력(지지
세 력 ) (conservative

supporters) , 4) 취 득적 지 원세 력 (acquisitive supporters) , 5) 방어 적

신민들 (defensive su비ects) , 6) 취득적 신민들 (acquisitive subjects) , 7) 방어적 반대세
력 (defensive antagonists) , 8) 공격 적 적 대 세 력 (aggressive antagonists).

박정희 정권하에서 집권세력에는 박정희와 함께 5 . 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혁

명주체세력이 있었고， 쿠데타 이후 민정이양과 함께 박정희와 더불어 정책결정에
참여한 민간주체세력이 있었으며 박정희의 강권통치를 집행하고 뒷받침한 비서
실， 경호실， 중앙정보부， 보안사， 군과 경찰， 검찰 지휘부를 중심으로 한 ‘공안세

력’

(또는 보안집단)이 있었다 그런데 보수적 주체세력과 공격적 주체세력은 박

정희의 통치 기간 중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자리바꿈을 계속하였다. 제 3 공화

표

슈미터의 권위주의 하의 정치행위자 분류
정권에
대한위치

집권세력 (A)

집권세력 (B)

비집권세력 (A)

비집권세력 (B)

정권의 정책결정에 정권의 정책결정

정권에 의해 무시 정권에 의해 가치

직접적으로개입

자와접촉， 상담，

되지만정권에

박탈，박해，물리

전략적

하고책임을지는

조언， 협의하며

의해 관용되는

적 탄압을받는

성향

세력

정책 결정에 간접 사람툴

세력

적 으로개입하는
세력

정치적 행동

(또는 비행동)

I 보수적
주체세력

3 보수적

5. 방어적 신민들 7. 벙어적반대세력

지지세력

으로 이미 획득한
것을지키려고
하는사람들
정치적 행동을

통하여 현재 지닌

2 공격적
주체세력

것보다더 많은
것을획득하고자
하는사람들
출처 :

Schmitter (1 980. 35)

4. 취득적
지지세력

6

취득적 신민들 8 공격적
적대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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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초기에는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주류가 보수적 주체세력이었으나 3선개

헌과정과 그 후 짧은 기간 동안 4인체제라는 민간주체세력이 보수적 주체세력이
되고 김종필파를 공격적 주체세력으로 밀어내었다. 공안세력은 항상 공격적 주체
세력이었다. 그들의 현상타파의 전략적 성향으로 박정희는 항상 개변을 시도할 때

마다 그들을 전위에 내세우고 활용하였다. 집권세력 내의 지지세력에는 자본가와
일반 관료들이 있었다. 그들은 보수적 또는 취득적 행위자로 묶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 자본가와 관료들 중에는 분파가 있었고 그들은 전략적 성향에 따라 보수적
지지세력 또는 취득적 지지세력으로 나누어 진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한국의 비집권세력에는 지방의 잔존 토지귀족과 유
지， 자영농， 구중산층， 소부르주아지등으로 구성된 ‘방어적 신민들’ 이 있었다. 이
들은 정권의 반대세력이라기보다는 정치권력에서 벗어나 있는 세력이었다. 따라
서 이들은 야당을 적극 지원하는 세력도 아니었다(한배호

1994 , 236). 분석의 주

요 대상이 되는 행위자는 ‘취득적 신민들’ (acquisitive subjects) , ‘방어적 적대세력’

(defensive antagonists) , ‘공격적 적대세력’ (aggressive antagonists) 이다 박 정권으로
부터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
다 더 많은 것을 정권으로부터 얻어내기를 기대하는 취득적 신민층에는 도시 노동

자， 농촌 노동자， 그리고 도시 빈민층이 있었고， 단순한 반대세력을 넘어 정권에
대해 적대적이며 심지어 정권에 대해 증오감마저 갖고 있는 방어적 적대세력에는
제도권 야당의 급진파， 학생운동， 급진적 노동운동， 종교단체와 인권운동 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정권에 의해 박해받으며 정권에 대해 전투적이며 폭력 행위도 불
사하는 전투적인 ‘공격적 적대세력’ 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IV.

유신체제 전환의 성걱

유신체제는 “박정희의 정치철학과 통치방식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것”이다(이상

우

1985 , 262). 1972년 10월 17 일의 유신선포와 동년 12월 17 일의 유신헌법의 통과

는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억압적인 관료적 권위주의로의 정치적 체제의 전환이 완

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체제와 사회체제의 전환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

다 10) 1972년 말의 유신 헌정체제의 수립으로 정치， 경제， 사회의 “제도적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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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time) 의 일치 (synchronization) 가 이루어 진 것이다. 정치 . 경제 , 사회 ,
이데올로기가 기능적 관계를 맺도록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박정희의 “나라만들
기”가 완료된 것이다.

1972년 10월 17 일 유신선포와 유신헌법의 통과는 박정희의 체제운영원리의 변
화가 완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신체제의 수립은 3선 개헌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보위법. 8 ，3경제긴급조치를 거쳐서 체제운영원리의 변화， 축적기제와 통제기
제의 정비가 완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태일 1985. 76 ),
체제전환과정에 있어서 과거와의 단절보다는 연속성이 지배하였다 (B .K. Ki m and

S. c. Ki m 2(00), 유신체제수립과정은 역사적 단절。1 아니라 점진적 변화의 축적과
정이었다. 국가관료기구， 경제발전， 사회통제， 안보국가， 지배 이데올로기에 관한

박정희모델이 완성된 것이 유신이다 11)
또한 박정희는 사회지지세력의 강요 또는 압력에 의해 체제전환을 단행하지 않
았다 유신쿠데타에 대한 사회적 유인은 약했다 .5 ， 16군사쿠데타가 불만에 찬 장
교집단의 집단적 프로젝트인데 반해， 유신쿠데타는 지배엘리트의 집단적 프로젝
트라기보다는 박정희의 개인적 프로젝트 성격이 강했다. 유신쿠데타는 박정희와

그를 둘러싼 측근 부하들이 빌실에서 비밀리에 만든 작품이다 12) 그러나 ‘집권세
력’ 내에서 (군부， 공화당， 대자본가， 관료) 체제전환에 저항하는 세력은 없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유신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사후적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거
나환영하였다 13)
1961 년 쿠데타에서

1963 년 민정이양으로 가는 과정에서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선호하지도 않았고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 미국으로부터의 압력과 국내정치기반

10) 새마을운동， 국민교육헌장 공포， 국가보위법에 의한 노동통제체제의 법제화 등은 유신
적인 사회체제로의 전환 작업이었고 .8.3 긴급경제조치와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은 유신
경제로의 전환 작업이었다.

11) 중화학공업화로 상징되는 박정희의 유신경제모델도 수출지향적， 발전국가주의적， 대자
본편향적이라는 점에서 60년대의 제 3 공화국 경제모델과의 단절이 아니다. 유신의 사회

통제모델도 노동자에 대한 시장기제적 억압이라는 3공화국의 노통통제전략을 계승하였
다 반공주의， 민족주의， “국민교육헌장”이 상징하는 문화혁명도 유신 이전에 확립되어
있었고 유산 이후에도 박정희의 지배이데올로기로 유지되었다.

12) 심지어는 최측근인 박종규 경호실장， 김종펼 총리까지도 유신쿠데타 음모과정에서 소
외되었다.

유신의 역사적 기원

237

의 취약성이 그로 하여금 정치적 민주주의의 외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
였다. 제 3 공화국 (63-7 1)은 박정희의 선택이 아니었다. 유신이 박정희의 선택이었

다 제 3공화국은 주어진 조건의 제약 하에서 박정희와 미국， 국내의 정치적 반대
세력간의 타협의 결과이다. 유신체제 수립의 과정은 민주주의의 외피를 벗어버리

는 과정이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의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 상황이 박정희

로 하여금 자신이 꿈꾸어오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호기를 제공하였다. 신데탕트
기의 국제적 힘의 공백은 박정희로 하여금 미국의 헤게모니로부터의 대외적 자율
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고， 집권세력 내부의 경쟁자의 제거 (JP계의
몰락과 4인방의 해체)로 대내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71 년 양대선거를
전후로 한 사회소요는 체제전환을 위한 적당한 수준의 위기감과 집권세력 내부에
긴장감을 조성해주었다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로 기업위기와 금융위기를 돌

파하였고 ‘보수적 지지세력’ 인 대자본가들을 확고한 동맹자로 끌어들일 수 있었

다.
박정희의 유신은 단순히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오히
려 박정희는 구조적인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국제경제적 위기를 통해， 때로는
위기를 조성하여 유신을 구축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간 것이다 따라서 유신

은 역사적 필연이 아니다. 유신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에 의해 유인되고
결정된 것은 아니다

10월유신을 전후로 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이 박정희로

하여금 유신체제를 수럽하도록 몰아간 것이 아니다

박정희는 고통 속에서 유신체

제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린 것은 아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의 상황은 박정희에게 자신이 꿈꾸었던 “나라로 개조" (유신)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던 행운의 여신 (fortuna) 이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현실로 바꾼 것은 박정

희의

‘역량’ (virtu) 이었다. 유신은 박정희의 프로젝트이다. 구조는 박정희의 선택

의 한계를 형성해주었지만 동시에 박정희는 선택의 구조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
으로 만들어나갔다. 박정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 아니었으나， 박정희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으며 몰아나갔다.
13) 군부의 경우 남북대화로 인한 군위상의 저하와 군비축소에 대해 우려하였다. 그러나 유
신 이 이 러 한 군부의 불안을 말끔히 씻 어 주었 다

US Senatε Staff Report , “ Korea and

Philippnes: November 1972." (February 18. 1973). pp. 5-6. 그러 나 군부가 유신을 선포하도
록 조직적인 압력을 행사한 흔적은 없다. 군부는 사후적으로 환영하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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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는 1972년 10월 17 일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유신체제는 사실상 1971 년
12월 6일 국가 비상사태 선언으로 막이 오른 것이다. 유신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는 이미 1969년 3 선개헌 시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선개

헌과 재집권의 성공을 토대로 해서 박정희는 영구집권을 위한 준비를 해나갔다.
권력블록 내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여 박정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나갔으며， 물질적 보상과 회유를 통하여 자신의 지지세력을 공고히 하고
확대해 나갔다. 물론 권력블록 바깥의 세력( 비집권세력 )으로부터의 도전이 있

었다

1971 년 선거를 통한 야당으로부터의 도전이 있었으며， 시민사회세력으로부

터의 저항도 있었다. 그 도전이 무시할 수준은 아니었으나 박정희는 효과적으로
그들을 제압해나갔다. 박정희의 역 량( virtu) 은 끊임없이 위기와 제약을 기회로 바
꾸고 체제전환의 필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 있었다. 국제안보적 환경변화， 국

제경제적 환경변화， 국내경제구조의 변화는 정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것이었
다. 그러나 박정희는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용하여 유신체제로의 전환의

필요를 창출하였던 것이다.

V.

유신재변의 촉진요인 (enabling conditions) 과 제약요인

(confining conditions)

그리 고 박정 희 의 선 택

前史: 유신의 주인공 박정희

유신은 장기적으로 계획된 박정희의 프로젝트이다

박정희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그에게 가해진 안보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도전과 제약에 밀려

유신이라는 정변을 단행한 것이 아니다. 박정희는 가능한 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구조적 환경적 제약이 그로 하여금 유신으로 끌고 간 것
은 아니다. 유신은 그가 오랫동안 갈구해오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한다 박정희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가가 아니었다. 박정희와 자유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존
재였는지 모른다.
민주주의는 애당초 박정희에게 맞지 않는 옷이었다. 1963년에서 1971 년까지 박

정희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박정희에게 형식적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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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의 복귀는 강요된 선택이었다. 그러나 박정희의 나라세우기 모델은 민주주의
가 아니었다. 박정희의 구상은

조국 근대화，

민족중흥 이라는 자신의 프로젝트

를 ‘군국주의적’ 으로 달성하는 것이었다. 박정희의 통치모델은 명치유신모델이었
다.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 라는 자신에게 부여된， 또는 스스로 부과한 역사적 사
명을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완수하려 하였던 것이다. 유선은 박정희가 자신의 권력

을 공고화한 시점에서 강요된 선택으로 입은 민주주의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자신

의 옷을 입으려한 사건이다 14)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라
는 사실을 말해준다 박정희는 자유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쿠데타를 한 것이 아
니다. 박정희는 “군사혁명이 법실증주의의 견지에서 볼 때 현재 법 질서에 대한
침범인지 모른다”고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가가 파멸에 직변하
고 국민의 주권이 비참히 유린되었을 때 일대 수술을 가하겠다”는 발상 하에 쿠데

타를 감행하였다 15) 박정희는 정치권력이 국민의 지지나 제도적인 합법성의 절차
와 관계없이 힘에 의해 이룩될 수 있다는 식으로 무력에 의한 권력의 찬탈을 정당
화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권력을 찬탈한 박정희가 그리고 있는 정치체제는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군
사쿠데타 이전부터 박정희가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국가모델은 일본의 명치유
신 국가였다.

일본이 명치유신이란 혁명과정을 겪고 난 지 10년 내외에 ... 극동의 강국으로

등장하지 않았던가. 설로 아시아의 경이요 기적이 아닐 수 없다(박정희 1963 ,

167) .

박정희가 명치유신을 이상적인 모델로 상정하게 된 배경은 그의 성장사에서 찾

14) 김정렴， “박대통령과 10월 유신

김정렴(1 997. 164) “우리 몸에 맞도록 고쳐서 입자

“서구식 민주주의의 옷을 빌려 입었는데 우리 몽에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우리 몸에 맞추어 입어야한다. 이것을 나는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말로 표현

하는 것이다 ... (박정희

w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pp. 83-84 ,

정재영(1 997) 에서 재인

용l.

15) 박정희지도자도~ (1 963). 정재영박정희 사상 서설: 휘호를 중심으로~ (집문당，
1997) , p. 4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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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최영 1985) . 박정희는 가난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생존
을 위한 피나는 경쟁을 해야했고， 나이 많고 힘센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면서 사회
를 약육강식의 세계로 파악하게 되었다. 박정희는 대구사범，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 등에서의 군국주의의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일본군 장교생활을 통
해서 일본 군국주의의 우등생이 되었다 5 . 16 군사쿠데타도 일본 청년장교의 운
동을 모방하였다고 하며， 72년의 유신개변도 일본의 명치유신을 염두에 둔 것이었
다(이우영 1991 , 95). 일본의 명치체제는 국가의 정점으로서의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군부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 관료들의 엘리트주의
적 지배구조를 특정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지배구조 하에서 군부는 그에 동조하
는 우익세력과 재계와 결합하여 국가건설을 위한 총력체제를 구축하였다. 박정희
는 바로 이 명치체제를 자신의 정치모델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군사쿠데타 이후 3 년 만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형

식적 민주주의로 복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강요된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박정희는 권력찬탈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5 . 16 군사쿠데타는 쿠데타 주역들이 미화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세력의 유인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사회세력의 유인 (pull)의 요소보다는 군부자체의 조직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 (push) 의 요인이 강하다

16)

사회세력의 유인이 아니라는 증

거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흔히 박정희 정권의 추종자들은 제 2공화국이 “시위로 일
어서고 시위로 망했다”고 조롱하면서， 연속적인 시위로 인한 통치불능의 상태를
시정하라는 안정 희구적인 중산층의 사회적 요구에 의해 쿠데타가 촉발되었다고

16) 최장집( 1985. 198). 4 . 19 혁명 이후 군부가 후견자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권력
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음모를 별이게 된 것은 ‘진급동결’ 이라는 조직내부의 문제였다
해방 후 한국군의 형성기에 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거의 동년배들이 장교집단을 형

성하게 되었다 한국전쟁기에 군의 급격한 기구팽창으로 인해 장교집단은 고속 진급을
하게된다. 그러나 휴전 이후 군의 팽창이 정지되면서 진급동결이 설시되었고 진급동결

의 첫 희생자집단이 육사 5 기와 871 였다

진급적체로 인해 고조된 영관급 장교집단의

불만이 사상문제로 소외되었던 박정희라는 한 장군의 야섬과 결합하여 정권 탈취의 음
모가 이루어진 것이다(임혁백 1995. 292). 1950년대 후반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

데 8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은 진급적체의 섬각성을 알려준다(장창국 1984. 133-150:
한용원 1993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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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나， 이 주장은 ‘시위 민주주의’ (democracy by dεmonstration) 의 현상이 4월 2

일의 대구충돌을 기점으로 해서 급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것이다. 경

제위기로 인한 민생고가 군부의 정치개입을 불러왔다는 주장도 민주당 집권기간
중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고， 설업률은 감소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원조를

증액할 것을 약속했고， 한일양국이 관계정상화를 시도했다는 반증에 부딪치면 설
득력이 없다 결국 1961 년의 군부쿠데타는 사회세력의 유인이라는 정당성의 근거
를 확보하지 못한， 권력에 굶주린 군부 내의 볼만 소외세력의 주도에 의한 것이라

고 볼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태생적인 정통성의 결함은 박정희와 쿠데타 주도
세력으로 하여금 2년간의 군부직접통치를 거친 뒤 형식적인 자유민주주의로 복귀

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17) 쿠데타 이후 한국의 군부는 직접통치의 지속，
집정포기와 민간인으로의 완전한 권력이양， 군인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정치에 참
여하는 (soldiers in mufti) 재민간화의 세 가지의 길 중에서 재민간화 (reci vi lianizati on )

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형식적 민주주의가 복구되었고 쿠데타 지도
자들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선거와 정당을 통해 지배를 하는 유사 민간화된 군부정

치가시작되었다.
결국 박정희는 그가 꿈꾸던 명치유신 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미국의 압력， 태
생적 정통성의 결함에 의해 형식적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하게 되었다 그것은 강
요된 선택이었다
민간 복장으로 갈아입은 박정희와 그의 추종 군인들이 선거정치의 틀 내에서 권

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에게는 명문귀족의 전통적 권위도，
독립운동가의

카라스마도 없었다

자연히

그들은

‘실적에

의한 정통성’

(Iegitimacy by performance) 확보로 정통성의 결함을 메꿀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근대화의 구호가 등장하고 산업화의 정치가 시작되었다. 군인들은 자신들이야말
로 끈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기술， 전문성과 보편적 가치관을 갖
춘 근대화주의자들 (modεmizers) 이라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자유당 집권 시 고급장

교집단이 외세의존적이며 부패한 정치장교집단의 성격을 띠었다는 사실을 기억한

다면 군이 효율적인 근대화수행기관이라는 가셜은 받아들일 수 없다.

17) 물론 민주주의로의 복귀에 미국의 케네디행정부의 압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이정복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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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권력에 굶주린 읍모집단에서 근대화주의자로 변신하면서 박정희와 쿠데
타지도자들은 군대식으로 큰대화를 밀어붙였다. 정치는 산업화를 지원하는 종속

적 지위로 격하되었다. 갈수록 정당， 이익집단， 결사체가 이끌어 가는 정치의 영역
이 줄어드는 반면 행정의 영역은 늘어만 갔다. 정당이 복구되고 국민의 대표가 의
사당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지만 국민들의 생활을 설계하는 자들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따라서 인민주권의 직접적 통제밖에 있는 임명된 관료들이었다.
민간복으로 갈아입은 군부에 의한 산업화의 정치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와 화합
할 수 없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시민사회는 군대식으로 재편성되었고 상명하
복， 지휘통솔의 군사문화를 내면화하도록 강요받았다 인종， 종족， 계급， 종교， 지

역， 언어의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는 바탕 위에서 다양성 속의 통합을 추구하는
다원적 민주주의와 적과 아를 구분하고 제로섬적인 승리만을 추구하는 획일적인

군사문화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에 복
귀하였지만 표에 의해 선출된 인민의 대표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군사적 작전을

방불케하는 근대화 프로젝트를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중앙정보부와 보
안사와 같은 안보기구와 기술합리성을 맹신하는 경제 관료에 의존하였다.

박정희 정권이 이승만 정권에 비해 월등한 물리적 강제력과 정보 통제력을 갖고
있었으나 주기적 선거， 반대당의 허용， 상당한 언론의 자유， 노조의 허용 등과 같

은 자유민주주의의 외피는 제한적으로 유지하였다. 60년대의 정치체제는 50년대
와 마찬가지로 제한적 다원주의의 틀 내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이루

어지는 준 경쟁적 권위주의체제였다.
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외피가 유지되었는가? 그것은 박정희 정권이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도 점증하는 노동자들 또는 민중의 요구를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수출상품의 국제경
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금은 생존선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억압되어야 한

다. 그런데 1960년대에는 농촌으로부터의 밀려드는 무제한적인 노동력의 유입으
로 인해 특별한 국가의 개입， 동제， 억압 없이도 임금은 생존선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국가가 아닌 노동시장에 의한 저임의 유지가 가능한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은 인위적으로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노동자들을 통제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남미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국가조합주의적인 노동통제의 필요성도 제기되지 않았
다. 1950년대의 농지개혁으로 도시중심의 산업화에 저항하는 지주계급이 소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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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그 자리에 수많은 소규모 영세 자영농이 들어섰다. 보수화된 소규모 자영농

은 50년대 이래로 정권의 지지기반이었다. 아직도 과반수가 넘는 농촌지역의 동원
된 지지를 기반으로 선거를 통한 정권유지가 가능한 시점에서 박정희 정권은 노동
자들을 위로부터 조직하여 정치적 지지자원으로 동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
았다(1m

1987 , 251-254).

2, 유신의 서곡:3선개헌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 작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실적에 의한 정통성의 효
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는 1963년의 대통령선거에서 불과 16만 표라는
간발의 차이로 간신히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으나

1967년의 선거에서는 윤보선

야당 후보를 1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압도할 수 있었다. 1967년 선거에서 박정희
는 63년의 46.7% 보다 5% 가 높은 51 .4%의 지지를 획득하였고 이는 과반수 이상

의 국민들이 박정희의 발전주의 (조국 근대화 모텔)에 동의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주적 방식에 의해 권력의 정당성을 구축한 그 순간부터
박정희는 장기집권 음모에 들어가게 된다.
1967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지 한 달만에 치러진 7대 국회의원 선거는 역사상
유례없는 관권， 금권， 부정선거였다. 이는 박정희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
요한 의석을 넘어 개헌에 필요한 2/3의 의석을 확보하려한데서 기인한 것이었
다 18)

3선개헌은 다목적을 갖고 있었다. 첫째， 유신체제와 같은 종선집권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이고 19) 둘째， 계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셋째， 지배세력 내에서

18)

그러나 필요이상으로 비대해진 거대 여당은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기보다는 정치적 혼

란을 가져온다는 것을 한국 정치사가 보여주고 있다.

19)

박정희가 3선개헌을 구상한 것은 1966년경이다(이상우

1986 , 198).

김형욱도 3선개헌을

1967년도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구상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선거유세 시

박정희는 김형욱에게 ‘나 절대로 정권 못 내놓아 라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이는 박정
희가 이미 종선집권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는 경제건설， 통일， 자주국
방을 위해 자신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김형욱김형욱회고
록’ 혁명과 우상 2~ ， pp.

203-205).

실제로 박정희는 거의 무한정의 장기적 시계(Jong

tJmεhorizonJ 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었다. 이는 제한된 임기라는 시계 하에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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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받지 않는 위치를 확보하여 권력을 공고화할 수 있었다.
3선개헌은 단지 박정희의 개인적 권력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선개헌으로 정당정치가 약화되었던 것이다

1969년의 3 선개헌을 전후로 박정희

는 자신에 대한 잠재적인 경쟁세력과 도전세력을 제거하였다. 박정희가 구사한 전
략은 지배엘리트들에 대한 고전적인 분할 지배 (divide

et impera)

전략이었다. 박정

희에 대한 적대세력이 강력히 구축되었을 때， 지배엘리트들을 분할 지배하는 전략
은 상당히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권력에서 소외된 지배엘리트 분파들이 적대
세력에 가담해서 장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선개헌 전후로 박정희
는 이미 적대세력의 도전을 제압할 수 있는 국민적 지지와 권력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공격적 주체세력 을 3선개헌의 선봉장으로 내세우면서 한편으로 보

수적 주체세력을 제압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해 나갔다. 공격적

주체세력은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현재 지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획득하고자 하
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집권당의 비주류인사들과 비서실장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김형욱과 같은 공안세력이었다. 그들은 현상의 변화를 통해서 지배엘리트내에서
지위상승을 할 수 있는 집단이었다. 3 선개헌의 선두주자는 비주류의 윤치영이었

다. 윤치영 공화당의장서리는 1969년 l 월 7 일 “단군 이래의 위인인 박정희 대통령
을 계속 집권시키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 (이상우 1986 , 198 ), “나라를 위해 헌법
이 있는 것이지 헌법을 위해 나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김종신 1997 , 12 1)라고 선

언하면서 개헌을 공론화하였다- 박정희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대리인을
동원하여 개헌연합을 구축해 나갔으며 개헌연합이 지배엘리트 내에서 다수를 확

보했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는 개헌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박정희의
개헌 추진 선언은 박정희의 마키아벨리적인 비르투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1969년

결정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시간적 제약을 무시한 것이었으며， 민주주의의 시간적 제약

과 부딪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초헌법적 조치를
생각하게 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구영에 의하면 67년 선거 전에 이미 “경제
건섣도 이제 시작이고 자주 국방을 위한 군수산업도 구상 단계일 뿐인데 내가 나가고
나면 이 런 일을 누가 맏아야 하느냐” 라는 이 야기 를 측근에 게 자주했다고 한다 67년 재

선이 낙관적이던 시점에서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71 년 이후를 생각하고 장기집권 구상
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정구영

1987 , 329-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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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박정희는 공식적으로 개헌 추진을 선언하면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고

개헌안의 통과를 정권에 대한 신임투표로 결부시켰다. 이는 대안없이 갑작스러운
정권퇴진이 가져올 혼란을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한 것이다

‘개헌안 끼워 팔기’ 전략을 구사

박정희는 국민들에게 개헌이냐 아니냐의 선택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개헌이냐 혼란이냐의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실적에 의한 정통성 확보로 마련한 국
민의 지지를 개헌에 이용하는 비르투를 발휘한 것이다(이상우

1986. 199).

박정희가 개헌 추진을 위해 넘어야할 가장 큰 장벽은 야당과 국민이 아니라 지
배엘리트내의 보수적 주체세력이었다 보수적 주체세력은 현상유지 (3선을 금지하

고 있는 현행 헌정체제의 유지)를 선호할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헌정 체제가
유지되었을 때， 그들이 차기 권력에 가장 큰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
은 현상유지에 변화를 초래할 개헌에 저항하였으며 행동으로 표시하였다. 소위
4.8항명파동이다 4.8항명파동에서 김종필을 지지하는 보수적 주체세력은 권오

병 문교부장관에 대한 야당의 불신임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점으로써 불선임결의안

을 통과시키고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여 박정희를 위협하려 하였다. 이러한 위협에
대해 박정희는 단호히 대응하였다. 박정희는 항명의 주인공틀을 제명하여(양순직，
예춘호， 박종태， 정태성， 김달수) 개헌 반대 세력에 쐐기를 박았고 ‘공격적 주체세

력’에 권력을 이전시켜 주었다. 박정희는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한 사자의 위염과
공포를 동원하여 보수적 주체세력을 해체시켰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박정희에 도
전하기에는 허약한 존재였으며， 집단적으로 조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수단이 봉쇄
되어 있었다.

개헌과정을 통해 김종필계로 불리는 보수적 주체세력은 해체되고 개별화되었으
며， 선주류로 부상한 공격적 주체세력의 주도에 의해 3 션개헌은 국회를 통과하였

으며， 국민에 대한 협박전략으로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3선개헌의 완료는 공격적 주체세력의 몰락의 시작이 되었다. 박정희에
있어서 3선개헌은 긍극적 목표가 아니었다 3선개헌은 유선이라는 긍극적 종착지

로 가기 위한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았다 20) 그러나 신주류로 부상한 공격적 주체

20) 실제로 3선 개헌안의 논의 과정에서 박정희는 통일 시까지(이는 사실상 종신집권제를
의미) 또는 6년 임기를 주장하였으나 당내의 반대에 부딪쳐 철회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경재

1986 ,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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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인 소위 4인방(김성곤， 길재호， 백남억， 김진만)은 박정희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박정희의 3 선임기가 끝나는
1970년대 중반에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내각에 실권을 주
는 이원집정부제 안을 구상하고 있었다(이상우

1986 , 203). 박정희의 유신구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상이었다. 박정희는 곧 이들의 견제에 나섰다 3 선개헌 과정
에서 신주류와 연합을 구성했던 이후락 비서실장과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3선개
헌이 완료된 후 바로 토사구팽을 당하여 권력의 자리에서 축출되었으며 , 3 선개헌

이후 박정희는 김종필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여 구주류인 김종필계를 이용하여 신
주류인 4인방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김종필 내각의 핵심인 오치성 내무부장관은

곧 정부와 지방정부 내의 신주류의 하부조직의 와해작업에 돌입하였다. 이는 박정
희가 4 인방을 제거하기 위한 함정이었으며， 4인방은 박정희가 쳐놓은 그물에 말려
들었다. 그들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1971 년 10월 2일 야당이 제안한 오

치성 내무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버렸다. 그러나 그 결과는 4인방체제의 와
해였다. 그들은 고문과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면서 거세당하였다.

3 선개헌은 유신의 서막이었다 3 선개헌 과정을 통해 박정희는 점진적으로 유신
개변을 도모할 헌법적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에 대한 도전세
력과 잠재적 도전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권력블럭 내의 잠재

적 경쟁자를 제거함으로써 집권세력 내에 도전받지 않는 일인지배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박정희는 3선개헌과

10 . 2 항명파동을 통하여 “주체지배엘리트”를 재구

성하였다- 보수적 주체세력인 김종필계는 개헌에 저항하다 와해되었고，

‘공격적

주체세력’ 은 박정희 이후 체제를 구상하다가 철퇴를 맞았다. 박정희는 이 두 기득

주체세력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오직 박정희에게만 충성을 하는 친위부대를 집어
넣었다 두 주체세력을 해체한 뒤 박정희는 1971 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후보
들을 대폭 교체하여 (50% 이상) 새롭게 충원한 신진의원들을 중심으로 권력의 중
섬부를 구성하였다 그들은 박정희 외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않는 박정희의 친
위세력이 되었다. 권력체제의 측면에서 볼 때， 3선개헌을 통해 등장한 1971 년 체
제는 5 .

16 군사쿠데타 이후 지속되어 왔던 박정희와 그 지지세력 간의 동맹체제

에서 박정희의 일인지배체제로 바뀐 체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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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승의 우|기: 대안의 봉쇄

그러나 유신의 기원사의 측면에서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3선개헌과 1971 년의
정권재창출로 집권세력 내에 박정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계승의 위기’ 가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계승의 위기는 박정희가 인위적
으로 만들어 낸 위기였다. 박정희는 스스로 ‘계승의 위기’ (succession crisis) 를 조성
해냄으로써 유신을 위한 필요를 창출하였다. 1969년의 삼선개헌에서부터 1971 년

의 국가보위법의 수럽에 이르는 기간은 박정희에 의한 주체세력 내부의 경쟁자의
제거과정이었다.
1969년 3선개헌이 공식화된 뒤

4.8 항명파동으로 구주류인 김종필파가 볼락하

였고. 1971 년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뒤 . 10.2 항명파동으로 신주류인 4인체제가

붕괴되었다 공화당에 대한 박정희의 친정체제가 구축되고 중간보스체제가 소멸
함으로써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무력화된 반면， 중앙정보부가 전면에 부상하였다.
그 결과 정당정치의 틀 내에서 권력계승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박정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 형성되었으나 박정희는 더 이상 출마가 불가능한 임기를
3 번으로 제한하는 헌법적 제약을 안고 있었다 권력블록의 입장에서 볼 때， 정권
유지를 위해 초헌법적 체제전환이 불가피하게 되는 계승의 위기를 박정희가 창출
한 것이다. 집권세력 내의 주체세력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지세력 내에서 이제

박정희 외에 다른 대안적 지도자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내었을 때. 3선으로 임기

를 한정하는 신헌법은 그들에게 공포를 자아내게 하는 제도적 족쇄가 되었다. 자

연히 초헌법적인 궁정쿠데타를 통해서 박정희의 종선집권을 보장하는 독재적 헌
법개정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집권세력 내에 형성된 것이다.
유신체제의 수립으로 박정희가 파괴한 것은 자유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제도화

된 정당정치였다. 박정희는 북한의 김일성체제와 유사한 일인지배체제를 수립하
였던 것이다. 유선전야에 이미 박정희의 일인지배 권력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주체세력 내의 경쟁자는 이미 축출되었거나 무력화되어 있었다. 대통령을 정점으
로 중앙정보부， 비서실， 군정보기관이 권력의 핵심을 독점하고 있었고 제도화된

정치적 공간은 축소되어 의회와 정당의 권력은 약화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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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대세력으로부터의

도전: 제약이자 기회

3선개헌은 기본적으로 정권과 반대세력간의 문제가 아니었다. 3선개헌은 정권

내의 계승의 위기를 해결하고 정권 내에서 박정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내기 위한 박정희의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3선개헌으로 박정희는 유신으로 가는 대장정의 첫걸음을 내디렀을 뿐이
다. 박정희는 대장정으로 가는 길목마다 많은 제약과 저항에 부딪쳐야 했다. 박정
희가 첫 번째로 맞이한 제약은 국내 반대세력으로부터의 도전이었다. 반대세력의
선봉장은 역시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이었다. 반대운동의 동원은 사회적， 계급적
균열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균열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4. 19 학생혁명에서 그리고 1964년의 한일협정반대 시위에서 힘을 발휘한 바 있었

다 21) 6.8 부정선거에서 3선개헌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반대운동의 주도 세력은 바
뀌지 않았으며 학생， 지식인， 야당연합의 저항이 정권을 위협하기에는 역부족이었
다 22)

슈미터가 분류한 방어적 반대세력이 정권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방어적 그리고
취득적 신민들을 끌어들여야 했다. 신민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분배적 문제가

정권을 반대하는 아젠다가 되어야 했으며 방어적 반대세력이 정권에 대한 대안세
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러나 1971 년의 선거 이전에 제도외적

반대세력은 대안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분배문제를 중심으
로 한 사회적 균열구조는 아직 정치적 표면으로 부상하지 않았다. 특히 변칙적 3
선개헌이 강행된 1969년에 박정희 정권은 기록적인 GNP 상승(1 5.9% )， 풍년 (773

만 7천석)에 기인한 농가소득의 대폭적인 증가(전년비 21% 상승) , 실업률의 하락

(4.8% ), 1962년 이래 최저의 물가상승률(전년도 11% 에서 9% 로) 등의 경제적으
로 유리한 상황과 실적에 힘입어 분배문제의 전면적 부상을 차단할 수 있었고(류
근일 1997 , 68-69) , 방어적 그리고 취득적 신민들 모두 반대운동에 동참하지 않았

21)

최장집(1 985 ，
바 있다.

22)

196).

이한빈은

4. 19

혁명의 중심세력을 ‘대학 언론 연합’ 이라고 표현한

Lee (l 968. 126).

류근일은 이러한 방어적 적대세력을 시위 등 제도외적인 반대운동을 시도하는 ‘제도외

적 반대세력’ 으로 개념화하고 있다(류근일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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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대운동은 단지 3선개헌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의 훼손을 비난함으로써 정권
의 정당성에 상처를 입혔을 뿐이다.

그러나 1969년 이후 불황이 시작되면서 분배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균열
구조가 현재화되었으며 분배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생산성연합에 대한 분배연합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분배문제에 대한 불만의 현

재 화에 불을 붙인 사건은 한 노동자의 분신자살이 었다. 1970년 11 월 13 일 청 년 노
동자 전태일은 생존을 위협하는 저임， 열악하고 비참한 근로조건， 그리고 정부의
억압적 노동정책에 대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면서 항의하였다. 전태일의 분신은 노
동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균열을 현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종교
인들로 하여금 민주적 기본권의 수호와 정치적 억압과 장기집권 비판이라는 정치
적인 문제에서 노동문제， 도시빈민문제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박정
희 정권에 대한 반대를 조직하게 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학생운동 조직들은 ‘근로

자 생존권’ 보장이라는 구호 하에 노동문제를 운동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였으며，
개신교와 천주교는 사회정의 구현의 차원에서 노동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였

다 23) 그들은 노조의 지 원， 노동자의 의식화， 정 부의 노동통제 및 노동운동의 탄
압에 대한 비판， 그리고 도시빈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치위원회의 구성， 주거문
제에 대한 집단의사표시， 진정서제출 등을 통해 노동문제와 도시빈민문제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을 조직화하기에 힘썼다(김영순

1988 , 62-63).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균열이 정치권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역시 민주주의가

필요하였다. 형식적이고 제한적이나마 민주주의가 유지되었을 때， 민주적 제도들
은 민중들의 요구를 정치적 장으로 유입시켜주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

을 1971 년의 선거가 보여주었다. 기층민중운동의 생존권 투쟁의 격화와 중산층인
지식인 집단과의 연계 움직임은 표를 극대화하려는 야당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신민당은 기층민중운동이 폭발할 때마다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박정
희 정권의 비민중성을 폭로하였으며， 농산물 가격의 혁신， 외미도입중지， 최저임
금제실시， 노동조건개선 등과 같은 경제문제와 분배문제를 의회투쟁의 주 의제로
등장시켰다(김영순

1988 , 63). 또한 1971 년 4월에 학생들과 종교세력들 그리고 비

판적 재야 지식인들， 야당정치인들 사이에 “민주수호국민협의회”가 결성됨으로써

23) 개선교의 도시산업선교회， 천주교의 카톨릭 청년노동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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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세력은 우산조직을 갖게되었다. 정치적 균열과 사회경제적 균열을 결

합하는 거대한 민중지향적 운동연합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민중 생존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동원하고 표로써 조직한 제도권 야당정
치인이 김대중이다. 김대중 신민당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대중경제론’ 을 자신의 핵심 강령으로 내세웠을 때부터 그는

박정희 정권의 반민중적 경제정책 및 분배정책과 그로 인한 기층 민중의 민심이반

을 자신의 표로 연결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의 대중경제 제안에는 대중복지， 경제
성장 과실의 공정한 분배， 부유세 신설， 종업원 지주제와 주식보장， 노사공동위원
회의 신설， 공정한 분배의 법제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혁명추진 등을 포함

하고 있었다. 이는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정책공약 제시였다

24)

김대중의 판단은

옳았다. 그는 박정희에 의한 지역주의의 동원， 그의 평화주의적 대북정책제안에
대한 “색깔론”적 역공을 당해 표를 잠식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사중 최
초로 민중주의적 요구를 정치적으로 표출， 조직함으로써 선거에서 성공을 거두었

다. 비록 그가 박정희 후보에게 94만 6천 9 백 28표 차이로 선거에 패배하였으나，
그는 사실상의 승리자로 받아들여졌다. 정권 내에서도 관권 · 금권선거， 지역주의

의 동원에도 불구하고 94만 표의 차이 밖에 내지 못한 결과를 사실상의 선거패배
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김형욱 회고록

3, 86).

한달 뒤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는 박정희 정권에게 또 하나의 패배를 안겨주었

다. 제도권 야당인 신민당이 당권경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대도시 지역을 휩쓸었고 (33석 대 7석) 도시지역 전반에 걸쳐 압

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44석 대 19석).

박정희의 공화당은 과잉대표된 농촌지역

에서의 승리로 (67석 대 19석) 안정적 다수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지역구 86석 대
65석， 전국구를 포함한 전체의석 113석 대 89석) 선거는 분명한 여당의 패배였

다 25) 신민당이 얻은 89 석은 헌정사상 제 l 야당이 얻은 최대의 의석점유율
(43.6%) 로서 개헌저지선인 69석보다 20석이 더 많은 의석수였다(김영순

1988

68).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박정희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통한 장기집권의 길을 사
24)

김대중(1 989) . 김대중은 유세에서 분선노동자 전태일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하였

다. 김형욱혁명과 우상 3~ ， p.

25)

79

이 선거에서 공화당 중진인 이효상 국회의장을 포함한 26명의 현역의원이 무더기로 낙
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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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막아 버렸다. 이는 분명 박정희에게 민주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초헌법적인
쿠데타를 통한 일인독재체제를 구축하도록 제약하였던 것이다.

두 번에 걸친 사실상의 선거승리에 힘입어 기층 민중 운동세력은 정권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였다 대학생들은 교련반대투쟁을 강화하였고 3 만명의 판자촌 철거

이주민들은 정부의 강제이주정책에 항의하여 폭동을 일으켰으며， 한진상사의 파
월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을 청산하라고 요구하면서 본사빌딩을 점거하고 방화를 하

였다. 정권에 대한 저항은 기층 민중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중산층과 지식
인 집단의 자율성 회복 운동이 뒤따랐다. 서울대 문리대 교수들이 “자주선언”을
하였으며，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자유수호를 선언하였고， 젊은 판사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1971 년 선거 이후 분출한 반대세력의 저항운동은 박정희 정권에게 체제전환의
선택을 강요할 정도로 급박하고 위협적인 것이 아니었다. 박정희는 헌정의 틀 내
에서 이러한 소요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공권력이라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군부의 지지라는 무력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다. 실제로 박정희는 소요사태를 군
을 동원해야 하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발동하지 않고도 경찰력에 의해서 해결하

였다. 그러나 문제는 반대운동의 잠재력에 있었다. 1971 년 선거와 선거 이후 일어
난 일련의 소요사태와 자율성 회복 운동은 형식적 민주주의 제도가 대안을 조직하
고 요구를 분출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태일이 분신

하면서 요구한 것은 정부가 기존의 노동법을 준수하라는 것이었다 26) 1971 년의 양
대선거는 정권이 압도적인 자금력과 행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선거라는 민주적 제도가 야당으로 하여금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선거지형이 도시중섬적인 반대연합 대 준봉투표를 하는 농
촌중심의 친 정권연합으로 구조화된 시점에서 인구학적 추세는 산업화로 인한 농
촌인구의 감소로 나타남으로써 정권의 선거적 미래를 어둡게 하였다. 또한 선거라

는 민주적 제도장치가 정권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대안을 조직하
는 정치적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요약하자면， 1971 년의 선거는 민주주의가 박정희에 대한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

26) 3공화국의 노동법은 그 당시로 봐서 한국의 산업계가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진보적인
것 이 었다(최 장집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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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71 년 선거에서 여촌야도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장기적
으로 볼 때， 박정희로 하여금 선거정치의 틀 내에서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후계자

를 당선시켜 후견적 권력을 행사， 유지하는 대안을 비현실적으로 만들었으며， 또
한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박정희로 하여금 집권연장을 위한 또
한 번의 개헌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박정희의 선택지를 종신집권을 위한 초헌법적，
비합법적 궁정쿠데타와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1974년으로 예정된 권력으로부터

의 퇴장으로 좁혀주었다. 물론 박정희의 선호는 전자였다 27) 이러한 박정희의 선
호를 강화시킨 것이 선거 이후 분출한 기층 민중의 거리에서의 저항과 중산층과
지식인의 자율성회복 운동이었다. 권위주의하에서의 선거는 정권의 반대세력과

방어적 신민들 그리고 취득적 신민들이 동맹을 조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을 마련
해주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이러한 반대운동을 허용하는 민주적 제도를 유지할 경
우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박정희의 선택은 형식
적 민주주의의 폐지였고， 그 방법은

선제공격 (preemptive strike) 였다. 많은 논평

자들은 왜 박정희가 자신의 임기가 3년이나 남은 1972년에 유신쿠데타를 감행했는
가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박정희가 선제공격의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을 알면
이 의문은 해결된다. 박정희는 정권과 반대세력간의 힘의 관계가 압도적으로 정권
에 기울여져 있는 힘의 비대칭성이 형성되어 있었던 시점에서 유신을 감행한 것이
다

1972년 IO월에 반대세력은 이미 1971 년의 국가보위볍사태와 1972년의

7.4

공

동성명으로 무력화되어 있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무

장해제당하여 무방비상태에 빠져있었던 것이다 28) 박정희는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배경으로 상황을 장악한 가운데 전광석화와 같이 그러나 아주 조용하게 피를 흘리
지 않고 궁정 쿠데타를 성공시켰던 것이다.

또한 기층세력과 지식인， 중산층으로부터의 불만의 표출은 박정희에게 체제전
환을 위한 적당한 수준의 위기를 제공해 준 기회의 측면이 있었다. 박정희는 사회

27) 미국 하원 보고서는 박정희가 죽거나 혁명에 의해 전복되기 전까지는 결코 권좌에서 물
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다(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

1986 , 4 1)

28) 유신 선포 이후 나온 미국 상원보고서에 의하면，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여당의 계속집
권은 용인하나 박정희의 영구집권은 반대하였다， 그러나 계엄령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남북대화로 인한 인기 때문에 암묵적 용인 (tacit approval) 이었다

(feeling of futility )에 빠져있었다 (US Senate StaffReport, 73. 2. 18)

반대세력은 무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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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갈등의 표출을 유신의 전주곡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발동에 이용하

여 유신을 위한 기선을 제압할 수 있었다. 또한 박정희는 분배문제를 둘러싼 불만

의 표출을 이용하여 생산성연합， 안보연합， “한국척 민주주의”연합， 민족주의연합
대 분배연합， 안보불감증연합， 자유민주주의연합， 사대주의연합의 대립구도를 만
드는데 성공하여 유신전야에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를 장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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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1fTRlltT 11 랬

The Hi storical Origin of Yushin

삐 ug Bileg 1m

Korea University

This paper aims at explaining the process that led to the establishment of Yushin
(revitalizing reform) regime. The Yushin regime was basically an iron fist one - man rule but
had modem characteristics of bureaucratic authoritarian regime. The existing researches on the
origin and emergence of Yushin regime are generally divided by two conσasting perspectives;
structural determinism such as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and voluntarism that emphasizes
Park Chung Hee and his protégés ’

sσategic

political choice. In analyzing the inauguration of

Yushin regime , the author attempts to set up a feasible theoretical framework in order to
synthesize various theses on the origins of Yushin regime. The author assumes that a political
choice is made under the conditions of structural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Thus , it is
necess따y ，

frrst of all , to analyze the structural conditions of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that

Park encountered in his road to Yushin and then to trace how Park’ s choices were made when
examining the emergence ofYushin regime.
If classifying Yushin with the Braudel ’ s concept of historical time , Yushin was a
conjunctural time that lasted for 8 years or more , possibly even up to 15 years. The
inauguration of Yushin was the completion of Park Chung Hee model of developmental state
and Korean bureaucratic authoritarian regime. The establishment of Yushin regime signified
the completion of the basic framework of Korean developmental state and repressive national
security state in détente period of Cold War years.
까le m헤 or

actors that

playεd

major roles in Park Chung Hee’ s road to Yushin were, in

Philippe C. Schmitter' s analogy of Machiavelli ’ s Prince , 1) conservative protagonists , 2)
aggressive protagonists, 3) acquisitive supporters , 5) defensive su이 ects ， 6) acquisitive subje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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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efensive antagonists , and 8) aggressive antagonists.
was not only

thε

response of Park Chung

Heε

까le

inauguration of Yushin regime

to the national and intemational ch a11enges in

the late 1960s and early 1970s , but also deliberate state making ofPark. On the road to Yushin ,
Park not only inherited goddess Fortuna and but also exhibited extraordinary Virtu of creating
crises and tuming them to his own political assets. Park’ s Virtu enabled him to constantly
create crises and provide the needs for r，εgime change to resolve those crises.
Thε

military coup in 1961 was made by discontented military officers starving for power.

Nonetheless, they were forced to go back to formal democracy under the pressure of the u. s.
A military-tumed-civilian president Park sought ‘ legitimacy by performance ’ and embarked
on state-led industrialization.
Park , having established politica1 1egitimacy through elections in 1967, began to conspire of
long time inauguration of Yushin regime. The revision of constitution in 1969 was a stepping
stone for establishing lifetime rule , overcoming succession crisis and reassuring unchal1enged
power within power bloc. The constitutional revision was a typic a1 Park’ s d，낭 vide et impera
that removed the conservative protagonists by the hands of aggressive protagonists. With
constitutional revision, Park gradual1 y prepared foundations for Yushin constitution and took
opportunity to eliminate power contenders and potential challengers.
The succession crisis after Park’ s being elected the third term was the c디 sis artifici잉lymade
by Park for eliminating power contenders inside protagonists. By αeating the succession crisis ,
Park brought up wide supports within power bloc for his Yushin pa1 ace coup to guarantee his
lifetime dictatorial rule.
After making the first step in the long march to Yushin , there were challenges from
domestic antagonists. Due to the upsurging economic depression , distributional conflicts
among social groups started to appear. However, while the social c1eavages stiπed up by Chon
Tae Il’ s self-imrnolation produced the Ieap of opposition

p빠y

in the election of 1971 , they

were not threatening enough to force Park a regime change. Park ventured Yushin at the time
that power configuration between the regime and opposition asymmetrically leaned to the
favor of thε regime.
pretext for authoritar

Thε domεstic

opposition after the election of 1971 gave Park adequ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