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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박정희 평가에 대한 기존 연구경향을 검토하고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성찰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산업화를 위해 

권위주의는 불가피했다든지， 아니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한 산업화는 발 

전이 아니라든지， 또 아니면 산업화의 공은 인정하지만 독재는 잘못되었다 

든지 하는 ‘쌍방 부정’ 이나 ‘절충 또는 수렴’ 의 방식을 뛰어넘는 보다 논리 

적이고 정치화된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이를 위해 당시의 시대상황 

을 인정하면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치를 얼마나 걸합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었는가를 박정희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 접근방법의 특 

징은 경제개발의 ‘비용’ 을 사소하게 처리하지는 많지만 그 ‘결과’ 에 대해서 

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민주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사후적 

‘선택’ 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의 사고체계 속에서 이 문제가 태생적 

으로 어떠했는지는 살펴봄으로써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합의지를 추적했다늠 

점이다 4. 19혁명을 통해 탄생한 민주헌정을 유린하고 민주 인권을 탄압 

한 박정희의 행위는 결코 지워질 수도 잊혀질 수도 없다. 하지만 박정희가 

대중의 능동적 행위를 끌어내 산업화에 돌진하여 국민경제를 수립했다는 점 

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면은 찬성하지만 망각은 반대한다’ 는 미흐니 

크(Adam Michnik)의 입장이 반정치 개발주의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 

이다. 

주제어: 박정희， 저13공화국， 유신， 개발주의， 근대화 

I. 서 론 

1990년대 중반 α1F위기를 전후로 본격화된 ‘박정희 선드롭 ‘이 좀처럼 사라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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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는 이 현상이 더욱 강화되는 듯하다. 최근 각 

종 여론조사에서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가 가장 높은 평기-를 받고 있다 2002년 조 

선일보가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와 행한 조사에서 박정희가 역대 대통령 자질 종 

합 평점 62.70점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1) 2006년 12월 한국방송공사 시사기획 ‘쌍’ 

씩 ‘국쟁운영을 가장 잘한 역대 대통령’ 조사결과는 박정희 58.3%. 김대중 

17.9%. 전두환 4.2%. ‘없다’ 10.6%였다 그리고 한국방송공시- 조사에서는 ‘박정 

헥가 경쩨발전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제한한 껏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 대해 

당시 상황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제딴은 불가피했다’ 가 61.2%. ‘경 

제발전을 빌미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제한한 것은 깔못한 일이다’ 가 33.9%였다. 

한편， 학자들 사이에서는 박정희 18년 동안에 급속한 산업화를 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권위주의 통치에 의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 

섬에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화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좌절을 어떻게 

랭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 역사적 사실을 어떠한 

관점에서 조망하는가에 따라 박정희 2)에 대한 평가가 대립하는 것이다. 심지어 박 

정희에 때한 평가가 이항 대립으로 단순화되는 경향도 있다 이것은 다음의 두 가 

까에 원인에서 야가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학문적 측면에서 하나꾀 ‘이론’으로 

박정희 18년을 설병하다보니 ‘이론’ 이 ‘사실’ 을 도식화하고 재구성하였기 때문이 

다. 둘째， 한국사회 정치지형의 협소함과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무조건적 비난이 

라는 현실정치적 측면과 여기에 박정희 ‘죽음의 비극성’과 망자(亡者)에 대한 너 

그러움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다(조희연 2005b. 473). 

그런데 모든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기준과 의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강만길 1996. 208-209). 물론 시대가 변화하더라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기 

관 가치는 있다. 하지만 역사적 한 사건에 대한 평 가는 특정시대가 주는 시대상황 

1) 이 조사에서 김대중(58 ，45점) . 이승만(56.95점) . 김영삼(56.04점). 전두환(5 1. 90점) . 장 

면(총리 50.20점)， 윤보선 (46.75점) 대통령， 허정(내각수반 46.20점) , 노태우(44.75점). 

최 규하(37.25점 ) 대 통령 순이 었다. http://www.chosun.corrνw21 data/htm1/news/200208/ 

200208250336.htrrù (검색일 2007.1.23). 

2) 본 논문의 목적이 박정희 깨인’ , 박정희 ‘정권’ , 박정희 ‘체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도출하는 것이므로 개인， 정권， 체제 등 층위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총칭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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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 역시 그러하다 하겠 

다. 군부독재 시기， 민주화이행 시기，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탈냉전의 지구화 시 

기의 평가들이 같지만은 않다 최근 민주개혁진영을 중섬으로 박정희의 공과를 정 

확히 가려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시대적 흐름의 반영이라 

할수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박정희 평가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한다. 산업화를 

위해 권위주의는 불가피했다든지， 아니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한 산업화는 발 

전이 아니라든지， 또 아니면 산업화의 공은 인정하지만 독재는 잘못되었다든지 하 

는 ‘쌍방 부정’ 이나 ‘절충 또는 수렴’ 의 방식을 뛰어넘는(beyond) 보다 논리적이 

고 정치화된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가 제시하 

는 분석틀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정희 시대에 대한 연구경향을 비판적 평 

가， 긍정적 평가， 절충적 평가로 나누어 그 특징을 짚어본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의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그 상관관계 및 공과를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전체 논 

문의 핵심 주장을 요약하고 그 함의를 제시한다. 

11. 분석틀 

한국사회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근대화의 두 가지 가치는 박정희 정권에 의 

해 상호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되었다. 이 적대적 관계는 최소한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정통성의 결여를 경제적 엽적으로 메우려 했 

고 민주화세력은 반독재투쟁을 벌였다 박정희 정권기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경제업적으로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업적주의와 민주적 절차의 회복을 가장 중요 

한 기치로 삼았던 절차주의가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하였던 시기였다(이정복 1995 , 

vii) . 따라서 ‘박정희 평가에서는 그의 경제개발이라는 업적과 유신독재를 통한 민 

주발전의 저해를 어떻게 균형 있게 평가할 것인지가 주요 문제’ 라 할 수 있다(함 

성득 20m , 315) 

그런데 박정희를 두고 유신독재와 인권유린은 잘못한 것이지만 경제개발 공로 

는 인정해야 한다는 상투화된 일반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반된 양변을 어떠한 

방식으로 종합할 것이며 그러한 양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연관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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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시하는 작업씨 필요하다(백낙청 2005 , 290-291). 이라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 

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불가피한 선택’ 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박정 

펴 정권 당시의 시대상황적 조건을 인정하면서도 이 두 가치를 ‘얼마나 결합하려 

는 의지와 노력’ 이 있었는가를 평가척도로 삼는다(김호기 1998 , 103) .3) 

한 지도자(또는 정권)의 통치는 시대적 요구에 때한 대응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그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강원택 2007 , 184). 그 

래고 경제개발에 았어 ‘비용 의 문제를 지적해야 하나 동시에 그 ‘결과’ 에 대해서 

도 인정폐야 한다. 왜냐하면 박정희의 경제개발에 의해 산업화와 국민경제의 수립 

이 성공하였고 민주주의의 불적 토대가 제공되었기 때문이다(이병천 2003 , 62-

66) . 또한 어떤 종류의 변동이든 그것이 사회전체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만한 

껏이라면 한번은 정치적 선택을 거치게 되므로 박쩡희 정권의 경제개발 문제에 있 

어서도 정치적 선택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김경동 1979 , 66-68 , 105-110). 특히 

주변부자본주의 시-회에서의 국가(또는 지도자)는 이미 정착된 자본의 논리에 기 

초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자본축적을 선도하고 개별자본을 강제적으로 동원시켜 

역으로 자본의 논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국가-자본 관계에만 집착한 설명보다는 

구조변수와 더불어 정치리더십의 역할도 중요하게 파악해야 한다(정관용 1988 , 

90-129) . 

한편， 본 연구에서는 박정희 시대가 지불한 ‘비용과 고통’ 이 제3세계 다른 나라 

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 ‘결과’가 많다고 하여 그 비용과 고통을 과소 

평가하지 않으며 당시의 ‘잔혹한 선택’ 을 모두 불가펴했던 것으로도 정당화하지 

않는다(이병천 20013 , 18). 모든 정치리더십은 ‘도덕성’ 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Bums 1979 , 425-426). 더욱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보면 발전국가론자들이 주장 

하는 ‘산업화 이후 민주화’ 라는 공식이 반드시 타당하지만도 않다. 노벨경제학상 

괄 수상한 인도출신의 경제학자 센(와nartya K. Sen) 에 의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 

는 모든 비교연구플 종합해볼 때，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사이에는 음의 관계든 양 

의 관계든 어느 방향으로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가설이 대단히 유력시된다. 그 

3) 이는 오용석이 제시한 전면동화나 전면부정이 아닌 관조전략과 일맥상통하다. 여기서 

관조전략은 패권적 담론에 직면하여 극단적 동화나 부정 중 어느 한 쪽을 추수하지 아 

니하고 양자가 내포하고 있는 장점들을 취사선택하여 자기화하려는 대응방식이고 부분 

동화와 부분부정의 결합이다(오용석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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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면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는 그 자체 중요성을 갖고 있으므로 존중되어야 한 

다는 주장은 전혀 손상 받지 않게 된다(Sen2001 ， 198-199). ’ 경제개발이 독재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결합하려는 ‘노 

력’ (endeav아)과 더불어 의지 (wi11)를 분석한다. 이는 노력에 대한 사후적 평가가 

‘선택’ 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고 유신체제에 집중된 비판을 보완하기 위함이고 박 

정희의 사고체계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합 여하가 사전적으로 태생적으로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본 연구는 박정희의 리더십과 당시의 시대상황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효 

과성(생산성)과 정당성(도덕성)을 척도로 삼아 박정희를 평가한다(한용원 2001 , 

138-139) 

IIL 박정확 정권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 

박정희에 대한 기존의 우수한 연구들이 많고 이에 대한 연구동향 및 평가를 수 

행한 연구들도 적지 않다(박영호 1993; 이광일 1998a; 김보현 2006; 김일영 2005) . 

여기서는 기존 연구들을 취사선택 · 재구성하여 이를 산업화의 성격 및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비판적 평가， 긍정적 평가， 절충적 평가 등으로 유 

형화하여 그 특정을 분석한다. 

비판적 평가: ‘반민족 · 반민중론’ 과 ‘대중독재론’ 

비판적 평가는 권위주의 정치와 경제개발간의 친화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박정 

희의 권위주의 정치가 한국경제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고 바라본다. 이 비판적 평 

가는 경제개발의 반민족성과 반민중성 그리고 독재정권의 인권탄압을 주로 강조 

하는 ‘반민족 · 반민중론’ 의 입장과， 이를 전반적으로는 인정하지만 박정희 체제 

가 반민중성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대중적 합의 위에서 성립 · 존속하였다고 바 

라보는 ‘대중독재론’ 으로 대별된다. 최근 이 두 진영 사이의 논쟁이 활발하고 아 

직도진행 중에 있다. 

먼저 민족주의 · 자유주의 성향의 학자들은 박정희의 경제개발에서 반민족 ·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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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성을 부각시쉰다 국민경제의 대외의존성을 섬화시켰고 부문들 간의 불균형 

을 확대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된 잉여를 다량 대외로 유출하고 생산력의 정체를 

초래했다는 ‘반민족성’과， 민중부문에 대한 분배익 결여 혹은 노동력 착취， 그리 

고 그 현실의 개선을 위한 법 · 제도적 통로의 봉쇄 등의 ‘반민중성’ 을 제기하는 

것이다(김보현 2006 , 55-56). 이러한 관점에서 변형윤은 박정희의 경제개발에 의 

한 ‘농엽과 공엽의 상호보완 취약성， 대기업 지배형， 공업 부문간 상호보완 취약 

성， 해외의존형 -다자원소비형 · 중화학공업비대평의 공업구조， 타인자본의존형 

기업재무구조， 해외원자재가공형의 수출구조， 수입유발형의 수출구조’ 등 한국경 

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였고(변형윤 1986 , 114-125) , 김대환은 산업구조의 천 

박성， 대내적인 불균형과 불평등 또 대외종속적 구조 등 한국경제의 왜곡성을 거 

론하였다(김대환 1997 , 32). 

그런데 ‘반민족 · 반민중론’ 은 주로 박정희의 반민족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주로 

박정희의 반민중성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반민족론을 강조하는 학자 

-들은 반통일세력인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했다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경제개발이 

민주화를 희생시켰을 뿐 아니라 민족통일의 문제와도 상치되므로 박정희 체제는 

반민족척이고 국가주의 체제라고 버판한다(강만길 1987: 박현채 1983: 서중석 

1995) . 한편 , 반민중론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산엽화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단지 경 

제와 정치로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며 박정희 시기 ‘경제성장 및 빈부격차의 섬화’ 

(경제)와 ‘인권탄압， 공개적 독재 (정치)는 서로 따로따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며， 

양자는 전체로서의 사회적 관계들과 구조틀을 함께 구성하고 있었고， 다만 상이한 

편상형태들로 나타났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결과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은 저 

임금， 장시간 노동，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가본권의 부정 등 억압적 국가의 도움에 

꾀한 ‘고착취’ 의 젤과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한다(이광일 1998b; 손호철 1997) . 

다음으로， ‘대중독재론’ 은 ‘반민족 · 반민중론’ 이 전제하고 있는 ‘저항하는 민 

중’ , ‘변혁주체로서의 민중’ 이라는 관념이 박정희 독재체제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박정희 대중독재가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동원만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고 대중들의 자발적 동원을 이끌어내는 자발적 동원체제도 포괄한다고 바 

싹본다(임지현 2005 , 598-599). 이들의 문제의식은 근대화라는 미멍 하에 독재를 

정당화했던 것에 대해 오히려 근대화 자체의 파시츰적 성격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 

고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의 유산들， 특히 대중들띄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국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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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훈육권력)를 지양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고병권 2006 , 178-179) 

이들은 권력을 독점한 사악한 소수가 폭력과 강제를 행사해 다수의 무고한 민중 

을 억압하고 지배했다는 흑백 논리나 폭력과 억압을 통한 강압적 지배라는 단색의 

이미지로 포착하기에는 근대 독재의 현실이 몹시 중층적이고 복합적이라고 주장 

한다. 즉 근대 독재의 폭력과 강제는 물의 표면에서 작동하는 현상일 뿐， 독재의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의 동의를 얻어내고 자발적 동원체제를 만들어내는 다양하 

고 정교한 헤게모니적 장치들이 물밑에 숨어서 작동한다는 것이다(임지현 · 김용 

우 2004 , 12). 따라서 ‘위로부터의 파시즘’ 에 고정된 우리의 시션을 ‘아래로부터 

의 파시즘’ 으로 몰려도록 촉구한다. ‘아래로부터확 파시즘’ 은 관념체계로서의 대 

중의 의식뿐만 아니라 일상의 규범이나 종교적 믿음， 전통이나 관습， 문화적 관행 

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배 헤게모니와 그것이 창출하는 대중의 ‘동의’ 수 

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임지현 2004, 26-27).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의 개발과 독재 아래 대중들의 일상과 문화와 기억의 문제를 ‘밑으로부터의 시각’ 

에서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써 체제에 대한 대중들의 ‘저항’ 에도 불구하고 확인되 

는 그들의 ‘순응’ 이나， 체제에 대한 대중들의 ‘동의 에도 불구하고 확인되는 체제 

의 ‘억압’ 의 모순적인 양상들을 드러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만약 독재가 위로부 

터의 강제적 동원만이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자발적인 대중동원을 통해 유지되고 

강화되었다면 독재는 대중에 ‘대한’ 테레체제일 뿐만 아니라 대중에 ‘의한’ 테러 

체제라는 것이다(장문석 2006, 7-10). 

대중독재론은 박정희 18년 동안의 안정적인 지배는 어떻게 가능했으며， 무자비 

한 탄압과 물리력으로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 

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본적으로 독재체제의 기반이 강제력에 있었다는 것을 받아 

들이면서도 동시에 ‘반민족 · 반민중론자들’ 아 독재국가의 억압성에만 천착한 나 

머지， 당위적이고규범적인 판단에만머무르는한계를극복하고자하는장점이 있 

다(양명지 2003 , 164-188). 또한 파시즘에 대한 세계적인 핵문조류를 한국정치사 

에 대입하여 한국정치사를 세계적 학문의 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는 비교정치학적 함의도 있다(박태균 2005) . 

한편， 대중독재론자와 활발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조희연은 대중독재론이 기 

존 진보 분석이나 민족주의적 분석의 일면성을 적절히 지적하고 긍정적 성찰의 계 

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중독재론이 은연중에 박정희 시대에 대중의 순응적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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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시대의 지배 일반에 대한 광범한 동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박정희 시대에 대중의 

순응적 침묵과 특정 측면 혹은 일부 집단에서 자벨적 참여가 있었지만， 히틀러 시 

대 대중에게 묻고자 하는 ‘공범적 책무’ 를 박정희 시대의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제 

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조희연 2005a , 319; 조희연 2005b , 469). 결국 조희연은 대 

중독재론이 박정희 신드롬 같은 유제적 현상에 기대어 박정희 지배체제의 동의 기 

반을 ‘과잉 인식’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한다(조희연 2005b , 

433) . 

2 긍정젝 평가: ‘밝전국가론’ 과 ‘리더십론’ 

긍정적 평가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이 낳은 잘못된 결과 일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국가와 경제개발간의 친화성에 동의하면서 주어진 

상황 아래서 선택이 바람직했음을 강조한다. 즉， 시대적 불가피성을 언급하떤서 

1960-70년대 한국적 상황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웠기 때문 

에 희생올 동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긍정적 평가는 발전국가 

론(또는 후후발산업화론)과 리더십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발전국가론은 똘슨(Ch때ners Johnson) 이 동북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위 

해 제기한 이론으로서 국가가 경제에 깊게 개입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다 

는 주장이다(Johnson 1982). 엠스멘(A. Amsden) , 배로(R. 1. Barro) , 돼이드(L짧y L. 

Wade)도 비슷한 입장이다. 엠스덴은 ‘교도 시장경제’ (guided market economy)의 전 

형적인 성공사례로 한국의 발전전략을 극찬하였고， 혜이드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 

깨발은 정치권력의 강화 및 안정화， 정치지도자의 정책수행의지， 그리고 점증하는 

f행정능력 때문이었다고 바라보았다(뼈sden 1990; Wade 1978). 배로 역시 1993년 

펀재 100개의 개도국을 표본으로 하여 설증적인 연구를 하였는데 처음부터 민주주 

꾀를 시도한 나라뜰，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병행하겠다고 한 나라들운 모두 실패했 

는데， ‘선 경제성장 후 민주화’ 의 발전전략을 택한 나라들인 한국， 대만， 싱가포 

료， 칠레 등만 성공하였다고 하면서 개발초기에 있어서 민주화 정책은 성장의 걸 

램돌’ 이라고 주장하였다(Barro 2004) . 

김세풍， 조이제， 정희채 등도 박정희의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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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발전지향적 권위주의 체제와 외자의존 ·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은 국내 

자본이 부족하고 원료 및 상품시장이 성숙되지 못한 박정희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이는 후발산업화 국가에서는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박정희 

체제는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rich List)의 독일식 자본주의 이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메이지 유신의 정선을 박정희가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인데(조이제 2005) , 여 

기서 권위주의 정치는 상당한 부분이 발전주의 국가가 경제발전계획을 성공적으 

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김세중 1996 , 

592) . 더 나아가 개발독재는 개발초기의 한시적 체제였지만 민주화를 위한 사회경 

제적 기반조성기였고， 노동자와 농민의 고통은 절대빈곤단계에서 중진국에로 발 

돋움하면서 치룬 민족사의 어쩔 수 없는 대가라고 평가한다(정희채 2003 , 245-

247) . 

특히， 김일영은 발전지향적 권위주의 체제와 경제발전 사이의 선택적 친화성이 

란 분석시각에서 박정희 18년을 분석하였다(김일영 1995 , 181-215). 그는 박정희 

체제가 산업화 초기 단계라는 시점과 분리시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후발산업국가， 동구권 국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가 뿐만 아니라 섬지어 영국까지 

도 산업화 초기단계에서는 민주주의에 의거해서 경제를 도약시키지 않았다는 것 

이다. 그에 따르면， 발전지향적 국가가 정책 및 제도를 운용하는 원칙은 개발주의， 

즉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기본틀로 하지만 산엽화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그것 

에 도움이 되는 한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정책을 통해 시장에 대해 개입하 

는 것도 용인한다는 것이며， 그러한 정책과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중점산업 

의 지정， 산업별지시계획， 기술진보의 촉진， 가격의 과당경쟁 규제， 선택적 보호주 

의정책， 보조금 정책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권위주의적 발전의 예는 모두 

그 국가가 발전지향적 권위주의 체제였기 때문이지 단순한 권위주의체제였기 때 

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 산엽화과정에서 초래된 수많은 부작용은 박정 

희 체제 탓만도 아니고 산업화의 불가피한 부산물만도 아닌 양자가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할문제이며， 적어도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는민주보다발전을선택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김일영 2005 , 36). 

그러나 발전국가론은 박정희 시대의 인간적 희생이나 고난을 산업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수적 현상으로 여기고 따라서 박정희 시대의 민주적 제도나 권위주의 

적 통치에 대항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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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한다(백낙청 2005 , 288). 전숨하였듯이 한 지도자나 한 시대에 대한 평가는 

효과성과 정당성을 다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예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민주주의와 경제말전을 양립시킨 사례가 등장하 

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 점이 모든 경험론적 주장의 취약점인 것은 사실이다 따 

라서 이것을 보편화시킬 수는 없 다는 김일영의 이야기처럼 ‘산엽화 이후 민주화’ 

는 마완의 공식이고(김일영 2005 , 26) , 센의 주장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간 상 

판관계는 별로 없따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리더섭론은 제3세계 발전을 정치리더십의 역할을 중심으로 파악하면 

서 정치지도자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한계 및 세계체제-종속론적 제3세계정치 

이해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즉， 제 3세계발전에 대한 정치라더십 접근은 

제3세계국가의 자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적합하고， 정치지도자(국가)와 

국민(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비서구적이며 동태적인 상호관계를 적실성 

있게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정윤재 1991 , 193-221). 

터커 (Robert C. Tucker)는 정치지도자란 정치공똥체 구성원들의 행동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거니 그러한 방향제시 과정애 의미 있게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 

한다. 그리고 분석상의 목적에서， 하나의 목적 있는 정치행동으로서의 정치리더십 

은 문제상황에 대한 진단， 문제해결을 위한 처방， 진단과 처방에 대한 국민적 지지 

씌 동원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실천한다고 보았다(Tucker 1965 , 8). 정윤재는 이 

깨념을 원용하여 박정희의 리더섭을 중섬으로 박정희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정 

치를 ‘권력에 굶주린 자들의 권력투쟁과정으로만 보기보다 정치에 대한 해석적 접 

끈을 통해 공동체 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요 실천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 

짜는 하나의 의도깎인 창조행위로 파악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샤 박정희를 무엇보다도 문제해결자(problem-solver) 로 보고 있다(정윤재 1995a, 

264-303) . 즉， 박정희는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던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경제부흥을 성취했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자’ 라는 것이다(정윤재 1995b , 242). 

결국 정윤재는 한국의 근대화가 박정희의 주도와 그에 의해 창출되고 그와는 

수직적 관계에서 수동적으로 기능했던 관료조직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바라본다 

따지만 정윤재의 띤구가 박정희를 리더십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최초의 연구임 

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접근은 정치와 민주주의가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방법이 아 

매라 목표에 비추어 이해될 수 있다는 반론에 직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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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충적 평가: ‘개발독재론’ 과 최장집 · 백낙청 

기존에는 박정희 평가에 있어 비판적 진영에 있었던 학자들이 발전국가론을 일 

부 또는 상당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절충적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들은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을 토대로 한 공업화와 국민경제 수립의 성공， 생산잉여의 국민적 

확산， 국제분업에서의 지위 상승 등을 시대적 성취로 긍정한다. 경제개발의 ‘비용 

과 수단’ 보다는 경제자립화의 진전이란 ‘결과’ 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 

만 당시의 경제개발이 낳은 부작용들과 유신독재 수립 등을 동시에 비판한다. 개 

발독재론자인 이병천， 그리고 최장집， 백낙청 등이 여기에 속한다. 

먼저， 이병천은 동아시아 사회의 정치경제적 변동을 세계체제론 같은 외인론이 

나， 종속이론처럼 세계경제와 단절을 지향하는 비관적인 종속적 발전론 또는 재생 

산론이 아니라， 국민국가 수준을 중심에 놓으면서 여기에 기회와 압박의 양면성을 

갖는 세계체제적 요인을 결합하는 접근방식인 개발독재론을 제시한다(이병천 

2003 , 20). 여기서 개발독재는 독재권력 주도로 경제개발=산업화를 최우선 목표 

로 삼아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을 억압 통제하는 국가주의적 근대화 수동혁 

명체제， 즉 성공적 개발과 정치적 독재가 서로 공생하면서 병행 발전하는， 강제의 

갑옷으로 무장한 특수한 ‘반동적 근대화’ 의 수동혁명체제이다(이병천 2003 , 25-

26). 그는 발전국가론이 보호와 개방의 이항대립을 념어서 세계경제로의 선별적 · 

전략적 편입이 낳은 후발성 이익의 흡수와 불이익의 적절한 관리의 중요성을 잘 

포착하였지만 독재권력의 과잉 자율성과 자의적인 무책임 권력의 행사가 초래하 

는 독재적 반동의 위힘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독재에서 효율적인 권위 

의 존재만 볼 뿐， 그 가공할 폭력은 간과하고 았다는 것이다(이병천 2003 , 29-31). 

하지만 개발국가체제와 개발주의는 산업화와 국민경제 형성의 세계사에서 보편적 

인 현상이 된다는 김일영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개발주의를 한 나라가 근대산 

업사회로 진입하고 국민경제의 기본 단위를 구축하고자할 때 필수적으로 통과해 

야 할 관문으로서 국가주도 하의 민족주의적 산엽화체제， 또는 민족주의에 의해 

추동된 산업주의로 파악하고 았는 것이다. 이와 연관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한 산업 

화가 결국은 민주화의 토대를 닦았다는 지적도 함께 하고 있다(이병천 2003 , 33). 

예전에 반민족적 입장에서 박정희 시대를 비판해오던 최장집은 최근에는 위로 

부터의 근대화와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호응의 결합에 주목하고 경제개발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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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박정희 체제를 ‘발전주의 연합’ 의 관점에서 접끈하고 있다(최장집 2001 , 26 

27). 그는 일단 박정희 정권이 정부의 조직을 큰대적으로 창건하고 이를 운영한， 

그리고 그 지지 기반을 적극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정부라는 점을 강조한다(최장집 2002 , 74). 그리고 박정희의 성장제일주의적 발전 

전략이 한국사회띄 자본주의 산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점도 인 

정한다. 그는 만약 민주주의가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 없이 발전하기 어려운 것 

이었다고 한다면， 한국의 민주화는 산업화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이후의 과제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김일영의 주장에도 일면 동의한다. 따라서 박정 

희 정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후후발산업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띤 측면 모두를 

박정희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후후발산업화 일반의 문제이지 박정희 

정권의 문제라고 보기만은 어렵다고 주장한다(최장집 2002 , 91-92). 그러나 박정 

희 체제가 정치체제에 있어서나 산업화 방식에 있어서 권위주의 체제가 됨으로써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체제였다는 점은 빠뜨리지 않는다. 

박정희를 ‘지속불가능한 발전의 유공자’ 라고 칭한 백낙청의 입장은 절충론의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반민족 · 반민중론 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른바 ‘편승론’ 에도 기울어져 있다. 박정희의 경제개발을 부정할 수는 없 

지만 그것이 군사주의 문화와 대대적인 환경파괴에 근거한 경제개발， 이런 개발정 

책 자체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 세대 딴에 국민소득 

100달러에서 1만 딸러로’ 라는 ‘한강의 기적’ 은 인정하지만 그것에는 여러 가지 다 

른 요소가 작용했마고 한다 우선 국민소득 100달러나 200달러 국가인 어느 후진 

국이 문득 고속성장을 시작하는 상황처럼 기적적띤 것은 아니었고， 해방 후의 갑 

작스러운 국토분단으로 그나마 돌아가던 한반도 경제에 일시적인 마비상태가 왔 

고 이렇게 엎친 데에 전쟁으로 인한 대대적인 파괴가 덮쳐 한국사회의 빈곤이 극 

에 달했먼 점을 강조한다. 즉， ‘단군 이래 대물림해온 가난’ 은 아니었으며 도약의 

처력을 내장한 사피였다논 것이다. 더구나 지속불가능한 발전은 박정희에 의해 처 

음으로 창안된 것이 아니고 그 선구적 모델로 일제 식민지를 틀고 있다. 박정희는 

이 모텔을 그가 설정한 항구적 냉전체제와 남북대결체제에 맞게 적용하고 발전시 

썼는데， 이것이 공로라면 공로일 수 있다는 엽장이다(백낙청 2004) . 

절충론자들의 펑가는 대체로 균형적이나 민주억압의 측면을 설명함에 있어 그 

비판이 제3공화국보다는 제4공화국 유신독재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이병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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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개발독재는 후발 산업화 이행을 위한 역사조건상 필요했던 것인데， 박정희 정 

권의 경우 문제시되는 것은 그 자체를 ‘국가불신 독재로 변철， 타락’ 시켰다는 점 

을 들고 있다(이 병 천 2005) . 

IV. 반(反)정치의 재발주의져 박정팩 

여기서는 본 논문이 제시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기존 연구성과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성찰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분석 

대상은 박정희의 리더십과 정치공학적 통치， 경제개발의 명암， 박정희의 권력의지 

와유신 등이다. 

박정희 리더십과경제개발 

박정희 정권은 집권 18년 동안 개발주의 ( developmentalism) 4)를 통해 경제규모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1963년부터 1972년까지 연평균 

9.6%의 성장률을 시현함으로써 동기간에 290만 명의 고용기회를 창출했고， 그 후 

중화학공업화로 전환했음에도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연평균 11%의 고도성장을 

지속시켰다인당 국민소득은 1962년 83달러로부터 1979년 1 ， 600달러로 20배 증 

대했고， 수출은 동기간에 3 ，000만 달러로부터 150억 달러로 500배 증대했다. 그리 

고 1960년 64%이던 농어민이 1980년에 31%로 감소했고 1970년대에는 2차산업이 

1차산업을 능가함으로써 중공업이 경공업의 비중을 추월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은 

전형적인 후진농업국으로부터 중화학공업 중심의 중진국으로 탈바꿈했고， 외자도 

입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내저축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내어 투자재 

원의 내자조달에도 진전이 기록되었다. 더욱이 산업화의 결과로 인해 전국이 1일 

4) 개발주의는 ‘더 많은 생산량과 더 높은 생산성’ 을 뜻하는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진보’ 

개념과 일치한다 여기서는 개발의 기본적 의미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 산업사회로 

의 이행과정으로서의 경제개발， 즉 산업화를 뜻한다- 개발은 곧 ‘국가의 개발’ , 국가발 

전의 최우선적 목표 가치로서의 개발이며， 이는 성장이데올로기의 국민적 공유 및 성장 

을 위한 국민동원과 위로부터의 국민통합의 형태를 취한다(이병천 2003 ,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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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으로 변모했고 국민의 평균수명도 55세에서 67세로 12세가 연장되었다(한 

용원 2001 , 164-167; 김 대 환 1993a , 145-146) 

이러딴 성과에 힘입어 우리는 빈곤탈출이라는 당시의 최대 의제를 달성하였고 

산엽문맹이 제공하는 제반 물질적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또한 국민경제가 수립됨 

으로써 선진국에 일방적으로 종속되거나 구결해온 처지에서 벗어나 세계체제 내 

에 주권국가로서의 독자적 위상을 확보하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체제의 운병에 

대해서도 발언권찰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에 대규모의 외자도입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 모델을 배격한 ‘내포적인’ 발전노선보다는 자본주의 세계체 

제의 상황과 한국의 세계체제 내 위치가 실제로 열어놓은 가능성플에 대한 인식 

변에서 개방형 모델이 더 현설적인 것이었다고 판단된다(백낙청 2005 , 289-290). 

그런데 박정희의 개발주의와 그 성취를 ‘리더십 ‘보다는 ‘편승론’ 에 입장에서 

접근하는 학자들이 있다. 박정희가 1950년대 말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냉전정책의 

변화， 이미 마련되어 있던 경제개발계획안，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 이미 이루어진 

농지개혁의 성과 꽁에 편승하여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건 

하에서는 박정희가 아닌 다른 지도자였더라도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검대환 1993b , 55 • 56: 정헌주 1985; 송원영 1990). 하지만 이 주장은 정 

치적 선댁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왜 장면 정부에서는 그 성과가 나오지 않고 

딱정희 시대에 나왔느냐 하는 반문에 의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산업화에는 막 

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해야 하며 쐐외시장이 개방되어야 한다. 당 

시의 여러 특수한 역사적 상황들이 자본 · 기술 ·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유리한 기 

회를 제공했고 또 박정희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봐야 한다(이병천 

2003 , 62-66). 

청와대는 신중상주의자의 온상이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대단한 신중산주의자는 

박정희 자신이었다(브루스 커밍스 2001 , 454-455) 한국식 고도성장 모델의 창안 

자 문제에 있어 박정희의 ‘지적 재산권’ 을 인정하는데 인색할 필요가 없다(백낙청 

2005 , 290). 박정희는 초기에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등 공식 행정기구를 통해 정 

책을 운영하고， 후기에는 대통령 자신이 어느 정도 경제지식을 갖채 되자 김정렴 

비서실정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가 주요한 정책결정기구로 등장하였다. 박정희를 

뚱심으로 형성된 띨원화된 정책결정구조와 대통령의 적극적인 정책참여 및 인사 

관리 스타일(설적관료제， 엽관주의 배척)이 개발주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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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였다(정정길 1994). 

그런데 박정희 시대 발전형 모델이 가능했던 것은 박정희 리더섭에만 기인한 것 

이 아니라 ‘강력한 국가와 통제된 사회’ 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은 

대외적으로는 국가주권이 취약했지만 대내적으로는 강한 국가였다 한국전쟁과 

농지개혁의 영향으로 근대적 계급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던 것이다(1m 1987; 전창 

환 2004 , 87: 손호철 1993 , 43). 지주계급은 소멸한 대신 근대적 자본가계급과 노 

동자계급이 미약한 상태였다. 만약 박정희 정권의 계획을 통한 국가의 적극적 시 

장개입과 국가주도의 산업화는 근대적 자본가계급의 강한 저항이 있었다면 가능 

하지 않았을 것이다(최장집 2002 , 75). 이라한 내적 조건에 더해 외적 조건인 분단 

상황을 남북대립이라는 ‘적대적 의존관계 로 변형시켜 군사주의적 강권통치의 이 

념적 기반을 확보한 탓도 크다(조석곤 2005 , 279-280). 

박정희의 개발주의에서 빠뜨럴 수 없는 것이 ‘외부의 원조로 흐랑이 등에 올라 

탔다’ 는 사실과 동원체제의 구축이다. 박정희는 미국의 강력한 지원으로 한국 내 

부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추진함으로써 박정희 정권에 안 

정 기반을제공하게 될 일본과교역을할수있게 되었으며 또 ‘원조’를받게 되었 

다. 그리고 윌남파병으로 경제개발계획에 소요되는 자원을 마련하였다(김정원 

1985 , 302-310). 특히 월남파병으로 박정희는 미국정부로부터 1개 사단 당 750만 

달러로 추정되는 거대한 현금 및 원조 약속을 받아냈다. 효력을 보장한 문서는 

1966년 3월 4일의 이른바 브라운비망록(Brown Memorandum) 인데， 이에 따라 미국 

이 지불한 약 10억 달러가 1965~70년 사이에 한국에 들어왔다. 학자들은 이 협약 

에 따른 수입이 1966~69년 기간 한국의 연간 GDP의 7~8% ， 총 외화수입의 19% 

까지 차지한다고 추정했다(Woo 1991 , 93-96). 또한 월남파병의 결과 한진과 현대 

와 같은 재벌이 탄생했으며， 해외로의 대규모 인구이동과 미국이민을 촉진하였고， 

월남에서의 건설특수는 중동으로 이어졌다. 한국경제가 대규모로 국제적 관점을 

익히고 국제적 적응력을 높이는 학습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대표적인 개발주의적 동원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1960년대 시작될 때는 분명 위로부터의 동원의 성격이 강했지만， 동시에 개발에 

대한 대중의 자발적 동의와 능동적 행위를 끌어낸 점도 있었다(조희연 2005b , 

457-458: 김대영 2004 , 172) 새마을운동은 당시 낙후한 농촌에서 관념적 구호로 

나마 자조 · 자립 · 협동과 같은 구호를 만들어내어 전근대적인 인습을 타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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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인 인적 · 불적 자원의 활용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다(전인권 2006b , 301) , 

여기서 농민들은 단지 수동적으로만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갈등과 투쟁을 경험하 

면서 국가와의 관계를 정립했다. 즉 시행착오와 농민들의 반발’ 은 시간이 흐르면 

서 달라지게 되었고， 새마을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해야겠다’ 는 생각을 하 

게 되면서 자율성을 띠어갔다(황병주 2004 , 478-493). 이처럼 박정희 시대의 개발 

봉원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 것은 위로부터의 개발주의와 아래로 패중적 현상이 

젤합되었기 때문이다. 

2~ 경제개발.9.1 딜레마와 비용 

일반적으로 집권세력의 정책수행능력은 그 정권의 정동성을 강회한다. 국가의 

정통성， 효과성은 모두 체제안정애 직접적인 영향괄 미치는데 특히 정부의 정책수 

행능력이 정통성을 보완할 수 있다(Linz 1978 , 18-20). 박정희는 절차적 정통성의 

손상을 만회하려고 그가 항상 강조해 온 경제적 압적을 내기 위해 매진해야만 했 

다. 그리고 오랜 빈곤에 시달려 온 국민들에게 풍요로운 사회라는 약속은 대단히 

섣득력이 있어셔 취약한 정당성을 메우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는 경제개발에 심 

혈을 기울였다. 박정희는 이러한 경제적 엽적의 혜택을 중산층과 농민들에게 분매 

함으로써 , 다시 말해 경제적 보상의 방법으로， 그들의 지지를 확보해야만 했다. 

그런데 군사정권의 정당성 획득을 위한 경제개발은 광범위한 중산층의 창출과 

노동계급의 탄생이라는 경제외적 산물을 수반하게 된다. 그리고 경제개발은 사회 

적 · 지역적 유동성을 촉진시키고 여러 집단간의 대립과 투쟁을 격회시키게 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분주하게 활동하고 보다 많은 가치배 

분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 경쟁의 와중에서 패자집단은 커지고 소외계층은 

증가하게 된다(한용원 2001 , 161-162).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에 따라 새 

로이 생성되고 소와된 계층을 중앙의 권위체로 흡수하는 데 실패했다(장달중 

1986 , 245-247). 결국 박정희의 근대화 정책이 민주화와 합리화를 풍반하고 있지 

봇함으로써5) 박정희의 경제개발은 한편으로는 업적에 의한 정통성 제고에 공헌하 

5) 일반적으로 근대화(modernization)는 경제적인 수준에서 지속적인 성장 및 산업화， 정치 

적인 수준에서 침여의 확대 및 민주화， 사회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인 가치체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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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 정통성을 침식시키는 모순되는 정치적 결과를 내 

놓았다(이정복 2006 , 679-680). 

한편， 박정희의 경제개발정책은 경제적 기회의 균형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시 

장합리적’ 전략이 아닌， 국가주도의 ‘계획합리적’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 경제 

개발의 근본동인이 대중복지나 분배적 정의보다는 국력을 증강시키는 성장과 생 

산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정치적 명제에 따라 국가가 경제개발을 

주도하여 나중에 친정부적 대기업에 매각하는 의도적 불균형정책을 택했던 것이 

다(장달중 1986 , 240-241). 국가주도적 불균형발전정책은 특히 금융정책과 노동정 

책에 의해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금융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함으로써 중화학공업들의 자금 

을 보조해주었다. 모든 은행들이 국가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었고， 은행장은 기 

엽가가 아니라 관료였기 때문에 이윤이 아니라 GNP의 관점에서 사고했으며 국가 

가 선호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었다(Woo 1991 , 159). 따라서 당시 대기업으 

로서는 중화학공업에 참여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갖가지 특혜를 누리기 위해 치열 

하게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대기업간의 관계는 소위 정 

경유착이라 불릴 만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가 우위에 선 상태에서의 유착이었다 

(김 일영 1995 , 207). 

노동정책의 경우 노동조합법 · 노동쟁의조정법 같은 입법적 절차에서 노동운동 

의 직접적인 탄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억압적 노동정책과 노동똥제를 통해 ‘산업 

평화’ 와 저임금 유지를 도모하였다(김호기 1998 , 99).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과 최 

악의 노동조건에서 희생된 노동자에 의해 대기업들이 성장하였지만 이들은 성장 

의 과실을 좀처럼 분배받지 못했다. 또한 농업의 정책적 소홀과 저곡가정책은 농 

촌과 도시간의 지역격차를 확대시켜， 지역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개발계획이 시행 

되기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증대되었다(김대환 1993a, 145-146). 

그 결과 박정희의 경제개발정책은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 

었다. 첫째， 경제적 비용으로서 기업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띄었다. 박정희 정 

권은 재벌을 형성할 수도 있으며， 또 파산시킬 수도 있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정 

부는 대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물론， 경제적 위기나 정치적 비상사태에서 대 

및 확산등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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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직접적인 명령을 성공적으로 하달해 왔다. 기업은 정치적 엘리트의 의지에 

‘순응적 복종’ 을 해왔던 것이다. 정부가 처뺑하고 기업이 단순히 여기에 복종하는 

상황으로 진화해 온 한국경제의 이 ‘관인성 (官引性) 질병 때문에 민간기업의 자생 

랙은 사실상 거의 없게 되었다(장달중 1985 , 28). 품째， 사회적 비용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가 띄락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심세력의 역할을 하면서 지도 

램을 보여야 할 기업가는 ‘부도덕한 정치권력’ 에 대한 물질적 지원자로서 낙인이 

찍히고， 동시에 사회적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라고 일부 기엽주들의 사치 

싹 낭비는 이 경향을 더 부추겼다. 셋째， 정치적 비용으로서 이데올로기 자원이 고 

깔되었고 정당성의 위기가 초래되었다. 정부는 경제개발과 국가안보의 명분 하에 

덴주화와 인권을 억압하였는데 그에 연하여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쩡부패가 만연 

하게 되자 정치적 불만은 더욱 고조되었다(박광주 2006 , 184-186). 

3 박정희의 정치공학쩍 톰치 

박정희는 쿠데타 당일 ‘국시인 반공체제의 재정비’ , 자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 

일소 ‘, ‘국가 자주경제 재건’ ,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 , ‘일정기간 

의 군정 후 민간 정치세력에게 권력 이양 등 공익: 6개항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애초부터 박정희에게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대신 박정희는 집권기간 동안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 

흘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이념의 제조를 시도하였다(이강로 2007 , 39). 

1960년대에는 행정적 민주주의 , 민족적 민주주의를， 1970년대에는 한국적 민주주 

의를표밖하였다. 

박정희의 민주주의관은 불철저했을 뿐 아니라 젝대적이었다 민주주의란 파쟁 

과 낭비만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말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 

하였다(전재호 2000 , 56). 박정희는 만약 민주주의가 민족 전체의 행복 또는 어떤 

목표의 달성에 방해가 된다면 상당 기간 유보할 수도 있다는 도구주의적 민주주의 

관을 갖고 있었다(전인권 2006a, 458-479). 이는 박정희가 ‘의사가 환자에게 명령 

할 수도 수술할 수도 있다’ 는 비유를 통해 민주주띄가 중요한 덕목으로 내세우는 

절차를 부정하는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박정희 1961 , 26). 

그리고 박정희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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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를 주장하는 반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는 정치란 ‘시간과 자원의 낭 

비’ 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박정희의 언급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먼저 건전한 경제적 토대 위에 확립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건전한 경제적 토대는 커녕 오직 생사의 기로에서 허덕이는 경제적 파탄과 정치와 

경제와의 부정거래로 기형 재벌이 속출하여 국민 개인의 빈부의 차， 도시 농촌간 

의 격섬한 생활 격차로， 지극히 불균형한 ‘절름발이 경제 위에 고민하고 있다. 우 

리의 민주주의는 허위와 과장과 부패， 무능， 독선으로 미비되어 민주주의의 허점 

을 역이용해서 왜곡된 ‘위장 민주주의’ 를 조장해놓았다(박정희 1963 , 285) ," 

불철저한 민주주의관을 가진 박정희는 통치에 있어서는 마키아벨리스트의 전형 

을 보여주었다. 그는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유인과 억압， 분할과 견제， 포용과 배제 

를 지배전략으로 채택하고 동의기제보다는 억압기제를 주로 활용했던 것이다(한 

용원 1993 , 277 • 283: 김호진 1994 , 379). 박정희외 통치에 앞장섰던 기구는 여타 

사회조직의 지도자와 그 추종자들에게 무서운 제재를 가하기 위해 창설된 중앙정 

보부였다(Migdal1992 ， 337-338) , 집권 초부터 중앙정보부의 활약은 대단하였지만 

1960년대 발 공화당이 무력화되 고 중간보스집단이 사라점 에 따라 그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Perlmt따라 1981 , 11-24: 이정복 2006 , 666: 임혁백 2004 , 247). 중앙정 

보부는 여야 정치인은 물론이고 여러 사회세력들을 통제하고 심지어는 시국사건 

까지 조작6)하면서 박정희 통치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였다. 

박정희는 쿠데타 초기에는 동지들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았으나 1963년 초 권력 

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자 서서히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으며， 과거에 아 

무리 중요했던 동지라해도 자신의 권력장악에 장애가 되면 가차 없이 배제하기 시 

작했다 장도영의 서북파와 김동하의 관북파를 거세한 것， 박정희 자신을 비난한 

송요찬의 체포， 그리고 ]971년 오치성 내무부장관 해임결의안이 통과된 ‘10 . 2 항 

명파동’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10 . 2 항명파동’ 에서는 당시 4인방에 대해서 더 

욱 혹독한 정선적 · 육체적 고통을 가했고(이경재 1986 , 126-137) , 이에 대해 김형 

욱은 ‘이미 정치 도의와 지도자의 품격 문제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에 대해 인격 

6)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2005년 12월 7일 1964년 인학당 사건과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서 권력 오용과 남용으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했 

고 2006년 1월 26일 1967년 동백림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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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띤간부정을 자행한 반인간적 패륜’ 이라며 자선의 등에 오한이 스쳐감을 느 

꼈다고 고백을 한 바 있다(김형욱 박사월 1985 , 106-107) , 이러한 점에서 박정희 

의 리더십은 ‘조직 속에서 여우굴을 파놓고 남의 뒤통수를 쳐서 깔아 뭉개고 권력 

을 빼앗아 가는 여우형’ 에 가깝다 하겠다(박찬욱 외 1997 , 3-4) , 

한편， 박정희는 자신이 당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당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패 

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자신의 권력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당보다는 국가 

관료기구를 택했떤 것이다. 대통령이 정당에 의똥하기보다는 정당으로부터 독립 

하려는 것은 이승만과 비슷했다， 1969년 3선개헌이 이루어진 후 당은 거의 완벽한 

박정희의 개인적인 정치도구(p이itical mad꾀ne)로 변질되었다(김용호 1990 , 145-

146) , 대통령의 개인지배가 강화되면서 ‘행정부에 의한 의회정치의 선점 

(preemption)현상’ 이 고착화된 것이다. 이러한 관료행정권 우위구조는 박정희의 의 

회와 야당에 대한 불선에 기인한 점이 크다. 박정희는 쿠데타 초기부터 ‘우리 의 

회와 정당의 부패와 역기능이 심각하다’ (박정희 1962 , 220)는 생각이었고 1969년 

3선 개헌을 앞둔 발표에서도 야당이 나를 아무리 독재라고 비난하든， 나는 소신 

과 태도를 고치지는 않을 것이다. 야당으로부터 오히려 독재자라고 불리는 대통령 

이 진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며 야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였 

다(박정 희 1973 , 583-587) , 

4, 박정화의 권력의지와 유신 

유신은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없애버린 독재이자 헌정의 파괴행위였 

다. 유신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무제한의 통치권력을 부여받았고 의회와 사법부는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활 수 있는 헌법적 장치를 상실하고 말았다. 국민의 기본권 

파 참정권도 심각하게 제약되었다. 그런데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위해 1970년대를 

전후로 한 국내외적 상황에 대해 대응만 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기를 조성하 

여 능동적으로 구성해갔다(임혁백 2004 , 223-224). 

일부 학자들은 유신체제의 수립을 관료적 권위주의론이나 안보위기론으로 설명 

핸다. 하지만 1960년대 중후반 박정희 정부는 대충의 주요한 욕구인 급속한 경제 

개발을 달성함에 따라 일정정도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다 1966년 1 ，515명의 

대학교수와 언론인에 대한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식인들조차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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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희생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경제성장을 국가의 최고 

당면목표로 두고 있었다 7) 그리고 비민주적 선거라고 하지만 당시의 각종 선거에 

서 박정희와 민주공화당의 지지율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다 8) 반면， 정치균열 

은 심각한 정도가 아니어서 민중부문의 활성화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 

다. 따라서 경제발전과정에서 자본축적 위기의 타개책으로 한국에 유신체제라는 

권위주의 정권이 등장했다는 설명 (강민 1984; 한상진 1983)은 적합하지 않다. 더 

구나 중화학공업화라는 경제발전단계가 유신독재체제를 생성시킨 것이 아니라 유 

신독재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중화학공업화라는 엽적이 필요했다(이정복 2006 , 

679; 입혁백 2005 , 132). 

안보위기론은 유신체제수립이 1970년대 초의 안보환경 변화로 인해 초래된 안 

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김정렴 1997; 배긍찬 

1999; 김형아 2005) . 물론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동아시아에서의 냉 

전은 당시 끝날 조짐을 보였다. 미국의 대외정책상의 극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남 

한은 갚은 충격을 받았으며， 아시아의 마지막 도미노처럼 보였다(브루스 커밍스 

2001 , 514). 미국의 아시아에서 ‘발 빼기 정책’ 이 한국에서 안보위기를 불러일으 

킨 것만은 분명했다. 하지만 이는 전시와 같은 비상상태로 몰아갈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미국과 중국 등 동북아 열강들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바라 

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독자적인 공격 가능성은 낮았다(임혁백 2005 , 115; 김영 

순 1998 , 53-56). 그리고 북한의 안보위협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군사적 차원 

의 직접적 위협이었다기보다는 북한의 평화공세 강화에 따른 정치전 및 선전전 차 

원의 위협이었다. 따라서 박정희가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유신체제의 수립을 정 

당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마상윤 2003 , 171). 

7) 한국의 실정을 보아 근대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공업화 내지 산업화’ (29 .4%)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22.6%) 이 압도적 비중을 차 

지했다， 반면에 ‘정치제도의 민주화 (7.1%)와 ‘생활의 합리화 및 과학화’ (13.0%)는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더욱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킬 수 있다’ 

(60.7%)가 다수였다(홍승직 1967 , 193: 김정원 1985 , 314 재인용) 

8) 민주공화당은 1963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33.5%를 득표했는데 1967년 국회의원 선거에 

서는 50.6%를 득표했다. 또한 1963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46 ，6%(윤보선과 15만 

표 차)를 기록했는데 1967년에는 51.4% (윤보선과 110만표 차)를 기록했다. 1969년 3 

선개헌 국민투표에서도 찬성 이 67.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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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제3공화국 시기 야당은 대통 

랭직선제만 지속된다면 정권교체가 앞으로 가능히다고 믿었고 사설상 제3공화국 

체제는 민주주의나 권위주의 어느 쪽으로도 발전이 가능했던 체제였다(이정복 

2006 , 663; 장달중 1986 , 227). 즉 산업화의 성과로 민족국가체제의 기반이 다져짐 

얘 따라 박정희에 의해 제3공화국은 보다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발전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려 있었다(이병천 2003 , 56). 하지만 박정확는 통제력， 조정 

택， 정보수집력을 아울러 갖는 행정기구와 안보기구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기구의 

네트워크의 정점에서 국가와 시민사확 모두를 관장할 수 있는 정부 최고수반인 그 

자신의 종신임기를 보장하려고 유선을 단행하였다(최장집 1985 , 183--216). 

이 사설은 1972년 10월 특별선언의 내용이 주한미대사관에 하루 첸날 전달되었 

는데， 이에 대한 하비브(Habib) 주한미국대사의 평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우리가 얼마 전부터 알고 있었던 바와 같이 〔박정희〕정부는 자신의 권위를 증대 

시키고 권력을 연장하며 또한 대국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 변화를 고려해 

왔다. 제안된 조치들은 박 대통령이 훨씬 약화된 야당과 저항세력을 상대하고 강 

화된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최소한 12년 동안 권좌에 남을 수 있도록 보장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기할 때 이러한 조차가 불필요하 

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박에게서 객관적인 선택을 기대할 

만한 시기가 아니다. 그는 나라 전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야당은 지리멸렬하 

고， 학생단체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언론은 폼제 하에 있다. 더욱이 군대는 

최대한의 지원을 바치고 있으며 일반대중은 유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나마 남아있던 자유정치체제의 잔존 

달을 파괴시켜버렸다(Telegram 5970; 마상윤 2003 , 175 재인용)." 

물론 유신체제의 수립은 박정희의 종신집권 의지로만 단순화할 수는 없다 여 

기에 당시의 과대성장된 국가， 종적으로만 연결된 권력구조， 그리고 미국의 대한 

정책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이정복 2006 , 229). 결국 유신체제의 수립 

이라는 정치적 현상은 대외적 · 사회적 · 경제적 위기에 의해서 생성될 정치적 위 

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율적 국가체제 내에서 발생한 정치적 위기의 소산이었던 

것이다(장달중 1986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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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박정희 정권 18년이 끝난 지 근 30년이 되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역사적 사건 

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가 한국정치사에 끼친 명암과 그 

유제가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리 부족한 시간 

도 아니라 생각된다. 하지만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양단되어 있는 현 

실을 고려할 때 그 평가작업 또한 만만치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시대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치를 얼마나 결합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었는가를 박정희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 접근방법의 특정은 경제개발의 비용 을 사소하게 처리하지는 않 

지만 그 ‘결과’ 에 대해서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민주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사후적 ‘선택’ 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의 사고체계 속에서 이 

문제가 태생적으로 어떠했는지는 살펴봄으로써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합의지를 추 

적하였다. 

애초부터 박정희에게는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다. 일제교육과 당시 

의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강력한 국가와 경제개발이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가치 

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국가의 통합을 저해하고 국력을 낭 

비하는 허위와 과장， 부패와 무능일 따름이었다. 또한 박정희는 전형적인 마키아 

벨리스트였다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유인과 억압， 분할과 견제， 포용과 배제를 지 

배전략으로 구사하면서 동의기제보다는 억압기제를 주로 활용하였다. 측근이라도 

자신을 배신하면 가차 없이 폭력을 가했다. 결국 박정희는 1960년대 말 정권의 지 

지기반이 섬각한 정도로 침식되지도 않았으며 민중부문의 활성화를 통제할 수 없 

는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위기를 내세우면서 종신집권의 의지를 관 

철하고자 유신을 단행하였다. 당시 한국에서는 더 이상 국민이 주권자가 아니었으 

며 대통령은 무제한의 통치권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박정희가 한국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것이다. 

한편，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개발주의를 통해 괄목한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 

였다. 이 기간 동안 l인당 국민소득이 20배 증가하였고 수출은 500배 늘어났다. 경 

제구조도 전형적인 후진농업국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중진국으로 탈바꿈했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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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1일생활권으로 변모하였다. 국민경제가 수립되고 산업문명의 제반 물질적 혜 

택을 누리게 되었다. 이는 빈곤탈출이라는 최대의 의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우리 

에게 판 성취이다. 모든 권위주의 정권이 산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더라도 

산업화 과정에서 박정희의 리더십은 인정해야 한다. 강력한 국가와 통제된 사회라 

는 구조적 상황을 잘 활용한 박정희의 경제운영방식을 인색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 

다. 물론 산업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나 노동통제 등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은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관점에서 사회적 총비용을 거론할 수 있는 것도 박정 

희 시대의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반(反)정치 개발주의자 박정희는 선행하는 어떤 사건들에 의해 이미 만들어졌 

던 어떤 가능성을 이어받은 사건적인 인간형 (eventful man)' 보다는 ‘역사진행상의 

분기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창조하는데 일조를 하는 사람인 사건을 만드는 인간형 

(eve밍nt-m 

인용). 4 ， 19혁명을r 통해 탄생한 민주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와 인권을 탄압한 

박정희띄 행위는 결코 지워질 수도 잊혀질 수도 없다. 하지만 박정희가 산업화에 

돌진하띠 전후재건을 완료하고 산업국가의 기반을 닦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그의 공이다. 따라서 ‘사면은 찬성하지만 망각은 반대한다’ 는 폴란드 무혈혁명의 

지도자 미흐니크(Adam Mic뼈ik)의 입장이 박정희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 든다(임지현 2005 , 613-615: 황태연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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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the Research Tendency and Re-’-’-죄. 
on thePa따rk Chung Hee Era 

I￥ap‘윌i빠 Hi뼈 I Kyungnam Unìversìty 

This study reviewed the existing research tendency on evaluation of Park Chung Hee and 

analyzed the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cy during his era. In the research, more logical 

evaluation on Park Chung Hee was conducted beyond the ‘mutual denial’ and ‘compromise or 

convergence' saying that authoritarianism was inevitable for industrialization, thε 

industrialization devoid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was not development at all, or he has 

been credited with the industrialization but criticized for the dictatorship. F이‘ that purpose, this 

research, as the evaluation standard, suggεsted ‘wiII’ and ‘endeavor’ to combine the two values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cy in the circumstances. This approach does not neglect of the 

‘cos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does not disregard of thε ‘result’ . Besides, with 

rβgard to democratization, not only the consequεntial ‘choice ’ but also the intrinsic 

arrangement in his thought process was underlined in the course of tracking his willingness to 

combine the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cy. The Park’s violation of the democratic 

constitution ensued by the April19 Revolution and oppression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could not and must 1'10t be forgottlεn. However, nobody can deny the fact that he took the 

successful initiative in industrialization, attracted the public’s active participation in economic 

dev태opment and establishεd the solid national economy. Therefore, the “Agree to Pardon but 

Disagree to Oblivion," the position of Adam Michnik, needs to be appliεd in thε case of 

despotic developmentalist. 

Keywords: Park Chung Hee, the Third Republic, Yusin, developmentalism, modern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