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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대한 논의는 한국정치 분야의 주된 관심사이다. 

반공주의와 행태주의의 영향으로 한국의 정치학계는 년대 초까지 발전주의적  1970

근대화 이론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년 유신정권의 수립으로 인한 . 1972

절차적 민주주의의 파괴와 년 제 차 오일 쇼크로 인한 세계경제위기를 1974 1

경험하면서  발전주의적 이론들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 

반 발전주의적 이론들 가령 예를들면 종속이론들과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이 ( )反

당시의 정국과 정치 경제를 분석하는 틀로 소개되고 적용되었다 특히 반, . ( ) 反

발전주의적 이론들은 주변부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가 자율성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설명하는 데 유용했다.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개의 세부구조로 분할하고 분석틀로 제시한 요한 갈퉁4 (John 

의 제국주의 구조론은 년대 초까지 한국의 상황에 적용할 때에 이론적인 Galtung) 1990

적합성이 있었다 하지만 년대 중후반부터 한국에서의 사회정치적 민주화 과정을 . 1990

통해서 그리고 중국과 유럽연합 등 외교관계의 다변화 현상과 새로운 외국시장  

확대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국주의 구조론은 그 설명력을 잃게 되었다 임마누엘 .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은 세계체제를 구성하는 구성국가들의 변동에 대한 가능성을 

이론화하여 이러한 제국주의 구조론의 이론적 괴리를 보완하면서 등장하였다 하지만 . 

월러스타인은 그의 이론에서 한국과 같은 주변부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발전의 전략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은 두 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조적인 설명 뿐만 

아니라 내재적 요소에 대한 설명도 존재한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의 내재적 . 

요소로는 근대화 과정에 적합했던 정치 엘리트의 리더십 국가발전 전략과 , 

대중동원간의 조응 유교적 가치에서 파생된 높은 교육열과 저축열 그리고 민족적 , , 

동일성 토지개혁과 전쟁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과 같은 비교적 수월하게 , 6.25

사회변동을 가능하게 했던 역사 문화적 요소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두 이론들을 한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비판적인 관점으로 평가하여 

한계를 밝혀내고 이론적 괴리의 원인을 규명하여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정치발전의 

타당성 있는 설명을 밝혀내는 것이다.

한국사례를 통해서 본 갈퉁의 제국주의 구조론의 괴리II. 

1. 갈퉁의 제국주의 구조론 요약

 

요한 갈퉁은 제국주의 구조론을 통해 중심국가들을 향한 주변부 국가들의 엘리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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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조명하였고 주변부 국가의 외교관계의 구조적인 제약요인들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요한 갈퉁은 표 에서와 같이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를 가지 세부항. < 1> 4

목으로 나누어 분석틀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중심부 중심 중심부 주변- (cC), -

주변부 중심 주변부 주변 이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는 중심부 중(cP), - (pC), - (pP) . -

심과 주변부 중심 사이에는 이익의 조화현상이 중심부 주변과 주변부 주변사이에는 - , - -

이익의 부조화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중심부와 주변부 국. 

가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의 조합은 표 에서와 같이 방사상 구조를 지니고 < 2> ( ) 放射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들어 이 방사상 구조에서는 서로 연결되어있지 않은 주변 와 . 12

주변 사이에 어떠한 관계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21 .(Galtung 1971) 

표 갈퉁이 제시한 제국주의 구조< 1> 

표 주변부와 중심부의 수평적 방사상 구조< 2> ( ) 放射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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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국주의 구조론의 경제적 가설에 따른 상관관계 패턴< 3> 

요한 갈퉁은 이러한 구조적 상황을 이론화 하기 위해 표 과 같은 변수들간의 상관< 3>

관계모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발변수로는 인당 와 차 산업을 제외한 영역에서. 1 GNP 1

의 고용된 노동자의 비율 등을 제시하였고 불평등 변수로는 지니 계수와 소득 분배, 

그리고 지니계수와 토지분배 등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수직적 교역 변수로는 교역 구. 

성 지수 를 수평적 교역변수로는 교역 파트너 집중도 지수 와 상품 집중도 (TCI) , (TPC)

지수 를 사용하였다 요한 갈퉁은 여개국의 데이터자료를 활용하여 율의 방법(TCC) . 60 Q

론 을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관관계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개발변(Yule’s Q)
수와 수직적 교류 변수 그리고 불평등 변수와 수평적 교류 변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 

나머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Galtung 1971, Elisabeth 

하지만 개념과 변수 측정의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논외로 하더라도 L.Gidengil 1978) 

년부터 년까지 한국의 경제지표들을 활용하여 피어슨의 상관관계 계수1990 2013

를 통한 분석을 해보면 표 와 같이 통계적 (Pearson’s correlation coefficeient) < 4>

유의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요한 갈퉁의 제국주의 구조론의 경제적 가설을 검증하려면 개발변수로 삼고있

는 인당 와 차산업을 제외한 산업 영역에서의 노동자의 비율과 수직적 교류변수1 GDP 1

인 교역구성지수 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또한 불평등 변수인 지니계수(TCI)

와 수평적 교류변수인 교역파트너 집중도 지수 와 상품집중도 지수 가 유의(TPC) (TCC)

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야 한다 분석결과 개발변수와 수직적 교류변수의 상관관계는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개발변수와 수평적 교류변수는 갈퉁의 가설과 유사하. 

게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설명되는 것은 아니. 

다 개발변수들과 상품집중도 지수 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 교역 파트너 집중. (TCC)

도 지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불평등 변수는 수직(TPC) . 

적 교류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가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

지 못했고 수평적 교류변수와 수직적 교류변수와의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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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요한 갈퉁이 제시한 중요한 변수들 사이. 

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1) 이는 한국의 경우  1990

년부터 최근까지 제국주의 구조론의 경제적 가설 패턴의 설명력이 흐려지고 있다는것

을 의미한다.

표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 검증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4> (1990-2013 )

1) 본 연구의 데이터를 위해서 개발 변수로 인당 를 산정하였다 년대까지는 한 나라1 GDP . 1980
의 경제규모 등을 나타내는 국민소득의 지표로 국민총생산 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국내(GNP) , 

에 거주하는 국민의 실제적인 소득의 지표를 측정하는 데에는 국내총생산 가 더 적합하(GDP)

다는 인식하에 지금은 를 널리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자료는 국제연합 통계국GDP . 
의 국가공식 회계자료(UNSD: the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National Account 

에서 한국의 자료를 얻었다 차 산업을 제외한 영역에서의 고용된 Official Country Data) . 1

노동자의 비율은 국가통계포털 의 년부터 년까지의 취업자 지수에서 차산업(KOSIS) 1990 2013 1
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지수의 합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위의 자료는 년을 으로 . 2005 100

기준삼아 지수를 개발한 것이다 불평등 변수로는 지니 계수를 사용하였다 전국 인 이상 .  . 2
비농가를 기준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직. 

적 교역 변수로는 교역 구성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역 구성 지표는 한국무역협회의 . 

에 의한 무역통계를 사용하였는데 품목별 수출액 수입액을 통해 갈퉁이 기술한것을 기SITC , 
준으로 계산하였다 원자재와 가공품의 기준은 자료를 얻을수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하여 . 

원자재로는 비식용 원재료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식, , , , 

품 및 산동물로 분류하였고 가공품으로는 음료 및 담배 화학물 및 관련제품 재료별 제조, , 
제품 기계 및 운송장비 기타 제조제품을 활용하였다 기타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 , . 

취급물은 총액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평적 교류 변수로는 교역 파트너 집중도 지수. 

와 상품 집중도 지수 가 필요하다 갈퉁은 이 지수들을 (TPC) (TCC) . Hagen & 
에서 얻고 있다 교역 파트너 집중도 지수 와 상품 집중도 지수Hawlyryshyn(1969) . (TPC) (TCC)

는 후속연구인 의 연구의 공식을 따랐다Elisabeth L. Gideng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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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제약을 극복한 한국2. 

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요한 갈퉁의 제국주의 구조론의 경제적 가설은 한국의 경1980

제적 외교적 상황을 설명하는 데 이론적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한국은 미국. , 

일본을 이중 헤게모니 구조로 그것을 중심부으로 삼는 주변부의 성격으로 규정되었

다 그러나 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론적인 괴리가 발생하게 되었다. 1990 .

요한 갈퉁의 구조적 관점을 따르면 한국은 주변부 국가로 다른 주변부 국가들이나  

다른 중심부 국가들과의 교류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의 외. 

교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의 확장에 성공하였고 유럽의 여러나라들과도 경제적 협력과 

교역의 증대를 이루어냈다 표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년부터 년 후반까지 . < 5> 1965 1985

한국의 무역량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년대1990

를 지나게 되면서는 명확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과 유럽권의 국가들과, 

의 교역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2)

표 국가별 무역량< 5> (1967-2013)

년대에 이르러 일련의 사회주의 정권들의 붕괴 이후 냉전의 실질적인 종식으로 1990

한국은 북방정책 을 펼치게 되었다 한국은 북방정책을 통해 전쟁의 오랜 적인 ‘ ’ . 6.25 

구 공산권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관계를 공식화했으며 경제적 관계를 확대하

2) 출처 한국무역협회 년 이전의 자료는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참고 : , 19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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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유럽. 

연합은 등장과 동시에 지정학적으로 또는 지경학적으로 냉전 이후에 새로운 세계질서

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대 아시아 ( ) 對

정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증진해 왔다.3) 유럽위 

원회 는 년 라는 문서를 통해 아시아와(European Commission) 1994 ‘Toward a New Asia’
의 교류의 중요성을 표방했으며 년 2001 ‘European and Asia: A Strategic Framework 

의 발표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유럽연for Enhanced Partnerships’ , , 

합의 대아시아 정책의 기본을 제시했다 유럽연합에 있어서 아시아는 새로운 해외 직. 

접 투자 의 장이자 앞으로 새로운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데 필요한 대상인 것이(FDI)

다 반면에 아시아에 있어서 유럽연합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한국과 유럽연합내의 국가들과의 국가별 무역규모의 확대는 이러한 배경에서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갈퉁의 제국주의 구조론의 경제적 가설은 오늘날 한국의 상황과는 이론적 괴리를 보

이고 있다 이론적 괴리에 대한 원인으로는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구조 안에서 주변부 . 

국가의 사회 경제적 토양을 자생적으로 변경시킬수 있는 국가 자율성 에 대(autonomy)

한 부분을 지나치게 축소한 나머지 세계화의 흐름속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개별국가

의 노력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이론화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사례를 통해 본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의 결함III. 

1.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 요약

요한 갈퉁이 제시하는 제국주의 구조론에서는 주변부의 자생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은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 

주변부의 변동가능성을 이론화하여 제국주의 구조론의 한계점을 극복하였다 월러스. 

타인은 표 과 같이 세계체제를 핵심부 와 반주변부 주변부< 6> (core) (semiperiphery), 

즉 층구조로 구분해서 설명했다 그리고 주변부 국가의 변동 전략을 (periphery), 3 . 

세가지로 소개하는데 첫째는 고부가 가치산업의 주체적인 발전을 통한 자립의 전략, 

둘째는 핵심부 국가로부터 고부가 가치산업과 기술의 이전전략 셋째는 핵심부 국가, 

로부터 초대에 의한 상승전략을 들고 있다.(Wallerstein 1974) 

3) “European and Asia: A Strategic Framework for Enhanced Partenerships”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ion Brussels, 4.9.2001 COM(2001) 468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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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계 체제론의 층구조< 6> 3

이론의 부분적 적용과 한계2. 

비록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이 세계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국가의 변동가능성

과 주변부와 반주변부 국가들의 자율성들을 설명하며 종속이론들의 한계점을 극복하

는데 기여했을지라도 월러스타인이 분석틀로 삼고 있는 경제적 조건과 세계 경제보다 

역사적으로 선재하던 제도적 패턴들 아래로부터의 변혁의 위협 지정학적 압력이나 , , 

저항들과 같은 다른 중요한 변수들의 가능성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테다 스카치폴

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월러스타인의 경제의 영역과 정치의 영(Theda Skocpol) . 

역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이분법적인 접근방법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정, 

치적 동기는 경제적 동기보다 우위에 있어왔으며 개별 국민국가 의 정(nation-state)

치적 기능들은 월러스타인이 정의한 세계체제의 층구조보다 훨씬 더 다양하3

다.(Theda Skocpol 1977)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을 한국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계점은 핵심

부의 주변부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요소를 간과한 것이다 예를 들어 냉전시기 미국. 

의 봉쇄정책 과 이에 영향을 받은 한국을 들 수 있다 환언하자(containment policy) . 

면 핵심부의 주변부에 대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의 필요성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세계질서의 교두보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 

으며 봉쇄정책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의 위협과 북한의 간헐적 침공에 

대비했다 즉 미국은 한반도에서 카첸스타인 이 이야기한 풍요 경제적 .  (Katzenstein) “ (

이익 를 압도하는 권력 정치 군사적 이익 을 중시하는 정책을 ) ( )”(power over plenty)
수립하였던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는 . 

안보이익이 핵심이고 경제적 이익 또는 미국의 가치 전파는 부차적인 이익이었다 미. 

국은 한국을 미국식 민주주의의 진열장 로 만들어 냉전시대“ ”(showcase of democracy)
의 미소경쟁에 제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지원하여 보여주려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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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임혁백 .( 2009)

주변부에 대한 핵심부의 이러한 군사 정책적 요인으로인해 설명되는 경제적 파급효

과는 앞서 월러스타인이 세계체제 구조에서의 변동전략에서 소개하고 있는 초대에 ‘
의한 상승전략 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strategy of promotion by invitation)’ .4) 하지 

만 월러스타인의 정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설명할 뿐 한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핵

심부 국가의 주변부 국가에 대한 정치적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군사 정책적 요인에 대

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기에 적용에 있어 부분성이 존재한다 특히 전후 미국 주도하. 

에 한국 자본주의의 규정은 정치 군사적 측면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과

의 관계를 단순히 핵심부인 미국과 주변부인 한국이라는 도식을 통해 경제적 제국주‘
의 라는 일반론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편협한 관점이다’ . 

갈퉁과 동일하게 월러스타인도 핵심부와의 협상과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주변부 

국가의 엘리트들의 자율성 을 간과하고 있다 예를들어 한국의 경우 이승만(autonomy) . 

은 초대 정부의 예산에 있어서 미국의 원조액의 비율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네럴 모터사 의 진출에 대해 거부하였다 박정희의 경우 해외자본의 유입과 원자( ) . 社

력 발전소 무기산업 등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들과 전략적으로 협상하는 자세를 취했, 

다 이러한 점에서 월러스타인이 제시한 자립 과 초대에 의한 상승전. (self-reliance)

략 은 지나치게 경제적인 설명에만 한정되어있(strategy of promotion by invitation)

음을 알 수 있다. 

조명되지 않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의 내재적 요소IV. 

한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발전에는 다양한 구조적인 영향도 있지만 다른 국

가들과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내재적 요소도 존재한다 갈퉁의 제국주의론과 월러스. 

타인의 세계체제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한국의 내재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먼저 . 

근대화과정에 적합했던 한국의 정치 엘리트의 리더십이다 그리고 체계적인 국가발전 . 

전략과 이에 조응했던 대중동원 요소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새마을 운동의 영향을 .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교적 가치에서 파생된 높은 교육열과 저축열 등이 있다. . 

이러한 내재적 요소의 기저에는 독특한 민족적 동질성과 수월하게 사회변동을 가능하

게 했던 역사 문화적인 맥락도 포함된다 한국은 제 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신생 . 2

독립국가들 가운데 언어의 분절성이나 인종적 다양성으로 인해 국가가 비용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쟁은 국가의 발전과 . 6.25

4) Immanuel Wallerstein(1974) “Dependence in an Interdependent Wolrd: The Limited 
Possibilites of Transfromation within the Capitalist Wolrd Economy.” African Studies 
Review Vol 17. No1(Apr).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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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 저해요소로 평가되지만 또한 동시에 전쟁 이전의 사회문화에서 전쟁 이후

의 급속한 사회문화로의 변동요인으로 작용했다 토지개혁을 통한 전근대적 사회와의 . 

단절 또한 국가주도의 발전국가화 단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developmental state) 

미쳤다. 

1. 근대화 정치 리더십‘ ’

일본계 미국정치학자인 다케츠쿠 쓰루타니 는 국가발전의 정(Taketsugu Tsurutani) 『

치 변동기의 정치리더십 이라는 저서를 통해 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 정치리더십의 : 』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근대화 발전을 위해 정치지도자들이 구비해야할 요건들

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한 바가 있다.5) 그의 연구에 따르면 근대화 발전을 이끌어 

가는 정치리더십은 국가발전을 위해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활, 

용하면서 발전의 패턴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 

후속연구인 한국 대통령의 정치리더십과 국민통합을 연구한 정윤재의 연구에 의하면 

근대화 정치리더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세가지 기본요건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근대화 정치지도자들은 근대적 이상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와 정열, 

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강력한 지배와 기술이 뛰어나(commitment to modern ideals) . 

다할 지라도 스스로 근대화 발전을 이루고자하는 진지한 의지를 지니지 않는다면 성

공할 수가 없다 군나르 뮈르달 에 의하면 근대화를 추구하는 정치지. (Gunnar Myrdal) , 

도자는 합리성 생산성 향상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 경제적 차원의 평등 제도와 의, , , , 

식의 개선 그리고 국민통합과 같은 이상의 실현에 넘치는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있, 

다.6) 

둘째 근대화 정치지도자는 정치적 안목과 기술, (political intelligence and skill)

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마키아벨리의 정치에 대한 덕목들을 두루 포함하는 개념이지. 

만 그 의미와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념화 하기란 쉽지 않다 정치적 . 

안목이란 근대적 목적의 성취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에 대한 지식과 이를 제대로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이며 기술이란 국민들의 지지를 늘리고 반대를 줄임으로써 그러한 안

목을 실행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다 발전도상국의 정치리더십은 안정된 선진국의 정. 

치리더십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부담이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에 더 다양

하고 높은 수준의 정치적 안목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5) Taketsugu Tsurutani(1973). The Politics of National Development: Political 
Leadership in Transitional Sociaties. London: Chndler Publishing Co.,

6) Gunnar Myrdal(1967). Asian Drama: An Inquiry into the Poverty of Nation. New york: 

Pantheon Books a dicision of Random House



한국사례를 통해서 본 제국주의 구조론과 세계체제론 비판: 

이론적 괴리와 내재적 발전요소를 중심으로

11

셋째 근대화 정치지도자들은 국내의 엘리트들을 장악해야 한다 발전도상국의 정치, . 

리더십은 다른 엘리트들과의 관계에서 가치관 및 태도의 독자성뿐 아니라 정치적 행

정적 우위를 확립해야 한다 발전도상국의 근대화 정치리더십은 행동방식과 정책의 . 

수립과정과 집행에서 근대화를 방해하는 다른 계급의 이해관계로부터 독자성을 유지

하며 이들 방해계급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정윤재 .( 2009)

이를 바탕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정치엘리트의 . 

리더십 요소로 박정희 개인을 살펴보는 이유는 한국 근현대사에 가장 논쟁적인 인물

이기도 하거니와 대와 년대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에 있어서 정치엘리1960 1970

트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쿠데타 이후 조국 근대화 비전과 일련의 정치적 . ‘ ’
이니시티브 를 국민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이는 일정부분 공감(political initiative)

과 지지를 받는것이었다 그는 그의 비전인 조국근대화 를 위해 정치적 독재에 의한 . ‘ ’
중앙통제와 함께 근대주의적 민생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각종 선제적 조치들을 일방

적으로 취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계도하고 통합하고자 하였다. 

박정희는 당시 민주당정권하의 한국사회가 정부의 지도력 부재와 경제적인 후진상태

로 큰 혼란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조선시대의 유교정치의 이념과 양. 

반정치의 폐해를 지적하는 한편 자신은 고고한 군자적 정치모델을 강조하며 절약 근, 

면 성실을 실천하는 솔선수범형 지도자상을 구축하여 민생안정과 국가안보를 위한 , 

각종 정책들을 도입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국가가 없이는 자.  ‘
유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고 민족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개인의 자유도 , 

향유될 수 없음 을 강조하는 민족적 민주주의 라는 정치이론을 제시하였다’ ‘ ’ .7) 

박정희는 집권기간 내내 일단 결정한 정책이나 방침들을 무서운 집념으로 추진해갔

다 한일협정 체결 월남파병 경부 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건설 등을 실현할 때마다 . , , 

수많은 반발과 비판이 있었지만 박정희는 일관되게 추진했다 이러한 정치적 리더십. 

의 흐름을 위해 그는 해마다 연두기자회견 중앙관서 순시 각 도청 순시로 이어지는 - -

연초 행사를 통해 각종 국가정책들의 집행과정을 직접 관장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 

니라 여러 경제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이나 국영기업 등 큰 공장을 자주 

방문하며 서민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농촌 산간벽지와 변두리도 직접 시찰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부의 각 부처는 총리실 및 경제기획원을 핵심으로 긴밀성을 유지

하며 박정희의 리더십을 따랐으며 각 부처 장관들도 최소한의 임기를 보장받는 가운

데 청와대 비서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국정수행을 진행했다 당초 군사혁. 

명정부의 내각관료는 압도적으로 군부출신자들이 많았는데 제 공화국으로 들어서면3

서부터 민간출신 정치엘리트들이 이상으로 충원되었다 박정희는 능력있는 관료들70% . 

을 중용하였는데 내각관료들의 평균재임기간이 개월로 여타 정권들에 비해서 상대20

7) 박정희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서울 동아출판사  (196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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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긴 기간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와 같은 경제적 전문지. , , 

식이 필요한 요처에는 경제엘리트들을 기용하였고 그외 부처에는 군부출신을 기용하

는 정책을 취했다 이러한 정책은 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당시 건설 교통 체신. 1970 , , 

장관은 가 군부출신이였으나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에는 군부출신이 한명도 없었73%

다.8)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형태의 정치적 강압조치와 함께 국가발전 관련 정책과 결정들

을 선제적 으로 앞장서 발표하고 집행함으로써 국민들을 따라오게 하고 (preemptive)

고속경제성장을 일구어 내는 데에는 일정의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스스로 목표로 내. 

세웠던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 의 위상에 합당한 민주주의 정치를 구현하는데는 성공‘ ’
하지 못했다 정윤재 그는 민주정치의 성숙한 정착을 위해 정책적 조치들을 선.( 2009) 

제적으로 제안하거나 시행하지도 못한 채 수하인 김재규에게 저격당함으로써 스스로 

개발 독재자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실패했다 다시말해 박정희 대통령의 목표지향적 . , 

근대화 리더십은 당시의 군인엘리트와 민간엘리트 사이에 존재했던 가치일치와 공생

적 동맹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정책수행의 민주성 대, , 

표성 그리고 인권 등을 희생한 바탕 위에 지속된 것이라는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

국가발전 전략과 대중동원 요소2.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의 내재적 요소로 국가발전 전략과 대중동원을 들 수 있

다 한국은 중화학공업육성안 과 수출 진흥 정책으로 펼친 종합적인 수출 개. (1973) ‘ 5

년 계획 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년 말 년 초 기획처 상공부 국무총리 담화’ . 1953 1954 , , 

를 통해 전재복구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또한 동시에 철강산업 비료공장 기계 제작, , 

소 등 기간산업 건설에 주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의 이러한 계획경제. 

의 전통은 년대부터 시작된다 네이산 보고서 라고도 알려진 한1960 . (Nathan Report) ‘
국 경제 재건 개년 계획 을 시작으로 미국의 대한 경제 원조를 포괄적으로 제5 ’(1954)
시하기위한 한국경제 문제에 대한 대통령 특사‘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보고서 등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Economic Affairs to the President) ’ . 

서는 특사로 조사에 파견되었던 타스카의 이름을 빌려 타스카 보고서(Taska report)

라고 불린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은 미국의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독자성이 . 

결여되어 주체성의 한계가 있다 한국의 독자적인 계획 경제안은 년 부흥부 산하 . 1957

산업개발 위원회에서 제시한 경제개발 년 계획 이다‘ 3 ’ .9) 이 계획안은 년 국무회 1960

의를 통과하였지만 혁명과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로 실행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4.19 . 

8) 정정길 대통령의 경제리더십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경제정책관리 서 (1994). : , , . 『 』

울 한국경제신문사: 

9)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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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행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군사정부의 수립 이후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제 차 1

경제개발 개년 계획과 산업개발 계획의 내용이 이전의 경제 개발 년 계획을 이어갔5 3

다는 점과 계획을 하는 가운데 참여한 전문인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산업개발 위원회의 경제 개발 년 계획은 최초의 한국의 독자적인 계획 경제 정책이3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군사정부의 제 차 경제개발 개년 계획의 진행과 함께 . 1 5

한국은 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중화학 공업 육성안을 체택하게 된다70 .

한국 정부는 제 차 경제개발 개년계획 년 을 시작으로 총 차에 걸처 1 5 (1962~66 ) 4 1981

년까지 경제개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계획경제 체제를 추진했다 이러한 계획경제는 .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성장 목표를 

지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저축 투자 외자도입 수출입 인적자본 형성 등을 , , , 

충원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10) 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정부는 산업화 시대 1970

의 공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개발 계획에 적

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석유파동이라는 국제 경제 위기가 대두

하게 됨에 따라 성장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안정과 균형도 중시하는 내용을 추가하게 

되었다. 

년대에 들어서면서 계획경제의 내용은 이전의 계획보다 정부의 경제운용의 비중1980

이 줄어들고 민간의 창의와 시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더불어 능률. 

과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여 경제의 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 등 포활적인 의미의 경

제성장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경제개발계획을 경제사회개발계획. 

으로 명칭을 바꾸어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경제 운용의 목표를 단순히 외향적인 . 

성장보다는 경제 체질의 강화를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경제안정을 경제계획

에 반영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과 지식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첨단산업

의 육성과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다 년대. 80

의 이러한 계획경제는 경제사회 발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경제계획들과는 달리 

좀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가 년대에는 고비용 저효율의 상태에 놓이게 됨에따라 한국 정부는 1990

재정 금융 행정 규제의 개혁과 각 경제주체의 의식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시장 

기반의 확충 국민생활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 경제 개년계획을 제시하였, ( ) 5新

다 이 계획은 외환위기 직전까지 시행되었지만 이 계획의 시행 자체는 사실상 한국. , 

에서 계획경제의 영향력이 소멸되는 과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경제 개년 계획은 . 5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하는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이전의 계획들과는 달리 계획성

이나 강제성은 매우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무리 체계적인 계획경제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계획을 수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10)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제 차 개년경제개발계획 시안 보고의건 국가기록원 . 1961 “ 1 5 ( ) ”. 
(www.archives.go.kr 방문일 월 일) : 201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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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는 각 개별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의 정치엘리트. 

들은 이러한 계획경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에서 비롯한 

군사부 일체 가족 중심주의 전통적인 공동체주의 등의 레토릭을 사용하여 대중동원, ,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전쟁 이후에 기아와 가난으로 궁핍의 한 이 가슴 . 6.25 ( )恨

깊게 베여있는 민중에게 물질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와 이에 대한 보응으로 경제성장

이라는 슬로건은 동원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새마을 . ‘
운동 을 들 수 있다’ .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설명하는 신중상주의 는 강한 국가의 (neo-mercantilism)

역할을 주목해 왔으며 한국의 산업화가 경제적인 정도만큼 동시에 정치적인 과정 이‘ ’
라고 주장해왔다.11) 한국의 농촌 개발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던 새마을 운동 

에는 농촌에 대한 국가의 동원과 통제가 깊숙히 관여되어있다 새마을 운동의 기원은 . 

여러 설이 있으나 년 월 즈음에 경상도 지역이 심각한 수해을 입을 당시 현장시1969 8

찰 중인 박정희 대통령이 경북 청도군 청도읍 신도 리를 돌아보았는데 상대적으로 1

이 마을이 개량이 잘 되어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자발적인 협동성에 통

찰을 얻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일깨워 전국 농촌. , , 

을 신도리 마을처럼 만들게 되었을때 가난을 극복할수 있다는 통찰을 얻었다 이듬해. 

인 년 월 일 전국 지방 장관 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고장을 발전시1970 4 22 “
키기 위해 뜻있는 젊은이들이 모여 일을 구상하고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부락이 

총동원되어 추진하면서 힘이 모자라는 것을 정부에 요청하면 이를 도와주겠다 이러. 

한 운동을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는데 그 운동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을것이다 라고 했다 많은 연구들은 여기서부터 새마을 운동의 시작을 찾고 ” . 

있다.12) 

한국의 역사상 신라의 두레 조선시대의 향약 그리고 농촌사회에 깊숙히 파고들어 , 

서로 상부상조하는 정신인 계 등은 새마을 운동이 잘 자랄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또. 

한 농경 농촌 사회의 전통과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년대와 년대 농촌마, 1960 1970

을은 식민 해방 전쟁의 과정에서도 농민들의 일상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자율적, , 

이고 자치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전통적인 생활공간이었으며 또한 마을 정치, 

가 구현되는 구심력이 있는 공간이었다 농촌 근대화운동의 일환으로서 새마을운동은 . 

그 실천의 기본 단위를 농촌마을 리 동 으로 설정함으로써 마을 공동체의 자치력을 ( , )

활용할 수 있었으며 마을 공동체를 통해 마을주민들의 집단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 

있었다 또한 이웃 마을과의 경쟁심은 새마을운동의 파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김영미 한편 새마을 운동은 신뢰 연결망 공동체 리더십 등을 따지는 사회( 2009) , , , 

11) Clive Hamilton(1986). Capitalist Industrization In Korea. Boulder: Westview Press

12) 장우열 남흥범 한국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과 방향 한국행정사학지 제 호  , (2013). “ ”. 32『 』 

27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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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본 이론이 정립되기 전인 년대에 근면 자조 협동 등 무형의 자원을 정책수단1970 , ,

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었다 소진광 .( 2007)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던 시기 한국은 전쟁 이후에 강한 물리적 폭력의 수단6.25

을 독점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자신의 정책을 시민사회 속(physically violent means)

에 침투시킬 수 있는 하부 구조권력 이 약한 존재로 정의 된(infrastructural power)

다.13) 이 지점에서 정치 엘리트들은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민들을 탈정치화 

하여 통제 가능한 하부 권력구조로 편입시키고자 하였고 이러한 (depoliticization)

흐름들은 대중동원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계획경제라는 국가발. 

전 전략의 흐름과 더불어 이에 조응했던 대중동원 요소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치발

전의 중요한 내재적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유교적 가치3. 

높은 교육열과 저축열은 한국의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의 내재적 요소로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교육열과 저축열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유교적 가치관을 들 수 . 

있다 대중동원의 요소로 등장했던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인 자조 근면 협동의 가. , , 

치관들이 효력을 가질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정 과 우리 라는 한국의 전통‘ ( )’ ‘ ’情

적인 미덕과 유교적 공동체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니엘 벨 을 포함. (Daniel Bell)

한 몇몇 학자들은 정치이론으로써 유교적 공동체주의는 완전한 성격의 민주주의보다

는 자비로운 권위주의 정권 이나 능력주(benevolent authoritarian poltical regime)

의적 통치와 엘리트주의 와 친화력이 있다는 주장을 했(meritocracy and elitism)

다.14)

교육열은 분류준거와 유형에 따라 개념과 성격이 다르게 정의되나 본 연구에서는 더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에 도달하기 위하여 더 높고 더 좋은 교육을 받고자 받게하고(

자 하는 열의로 국가 발전의 목적을 위해 국가가 투입하는 교육에 대한 열의를 나타) 

내는 도구적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15) 근대 이후 한국의 교육열의 성격은 도구적  

성격을 띠었다 일제치하의 공적 교육열은 구국을 겨냥하였고 해방이후 저조하나마 . 

국가가 보였던 공적 교육열은 경제성장을 겨냥하여 표출된것이었다 사적 교육열도 . 

13) 대중동원의 메카니즘과 관련하여서는  Moon, Sangseok (2008). “Mechanism of Mass 

Moblization and Creating State Citizens During the Economic Development Period: A 
을 물리적 폭력수단과 Case of South Korea.” Ph.D Diss. the Universty of Texas, Austin

하부권력구조와 관련하여서는 Mann (1988). The Autonomous Poewr of the State in States, 

War and Capitalism 을 참고. Oxford: Blackwell 
14) Kim Sungmoon(2014). Confucian Democracy in East Asi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 김영화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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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자아실현과 전인적인 성장보다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강하게 띠었다. 

이러한 교육열의 형성배경으로는 첫째 역사적인 관점에서 급격한 정치 경제적 변화, 

와 인재에 대한 수요급증이 학력주의 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둘째 한국 사회는 소속, , 

집단의 위신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집단주의적 지위의식과 서열위주의 가치관이 형성

되었으며 셋째 유교적 가치관에서 파생된 입신양명적 교육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 

이는 전통적인 숭문주의 와 효를 실천하는 유교적 가족주의 윤리의 영향으( )崇文主義

로 입신양명을 통해 부모와 가족에 대한 효의 윤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양식으로 발전

된 것을 의미한다.16)

산업화 단계를 거치면서 한국에서 개인의 신분상승의 요소로 교육은 지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년대 한국은 인당 국민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멕시코나 . 1960 1

브라질을 능가하는 초등교육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17) 이러한 교육열은 국가수준의  

인적자본 에 직접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기술발전과 제도발전 등 간접(human capital)

적으로도 영향을 주었다 높은 교육열을 통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교육수준. 

이 비교적 높은 노동력을 국가산업 전반에 제공하는 효과를 가졌다 교육을 선행투자. 

의 관점으로 보고 통계적으로 규명한 연구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년대부터 1960

년대까지 약 정도의 초등교육에 대한 선행투자로 약 의 연1980 10%p 0.2%p(=0.02*10%)

간성장률 촉진효과가 있었고 년대 중반부터 년대까지 약 정도의 중등1970 2000 10~20%p

교육에 대한 선행투자로 약 의 연간 성장률 촉진효과가 있었다 이0.45%p(=0.03*15%) .(

영 2010)

근검절약의 정신으로 대표되는 저축열 또한 유교적 가치에서 파생된 새마을 운동의 

기본정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당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펴져갔고 국

가차원의 수준에서 장려되었다 이는 년 월 일 범국민 제 회 저축의 날을 맞. 1965 9 17 2

이하여 발표한 박정희의 범국민저축운동에 즈음한 담화문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담. 

화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은 조국 근대화를 위해 경제 . , 

개발 개년 계획을 추진해 왔고 급진적인 수출 증대와 전력 석탄 유류 등 동력원을 5 , , 

확보했으며 기간 산업의 발전으로 경제개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 둘째 우방제, , 

국의 경제협력으로 자원을 확보하여 비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으나 내자의 뒷

받침 없이는 도입된 외자의 활용이 불가능하기에 개발계획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니 내자 조달이 당면한 과제라는 것 셋째 과거 년간의 평균 저축률은 국민총, , 10

생산의 퍼센트 수준에 불과했지만 우리와 소득이 비슷한 자유중국 비율빈 필리핀4 , ( ), 

태국 등은 평균 저축율이 국민총생산의 퍼센트를 초과한다는 점 넷째 내일을 위10 , , 

16) 김영화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3), . : 『 』

17) Haggard.S (1990). Pathway form the Periphery: the Politics of Growth in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Cornell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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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핍생활의 실천여부는 국민의 생활태도와 의욕에 좌우되며 저축의 증가는 개개인

의 자각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다는 점을 들며 박정희 정부는 개인이나 국가를 위해서 

저축하는 국민 이 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범국민적인 저축운동을 ‘ ’
전개하였다.18)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년대이후부터 년대까지 압도적인 저축률의 성장으< 7> 1960 1980

로 이어졌고 이러한 저축률은 계획경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경제정책에 든

든한 배경이 되었다 당시 농어촌의 저축율은 년대 소득대비 수준에서 . 1960 10% 1970

년대는 로 늘어났고 농협예금도 년 농민예금이 에 불과했으나 년에20% 1963 20.6% 1980

는 로 늘어났다50.5% .19)

표 한국의 총 저축률 추이< 7> (%) 

 
민족적 동질성과 사회적 변동의 수월성4.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가장 동질적인 민족이다.20) 한국사회는 끈끈한 문화적 동 

질성이 있다 비록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의 단절과 파괴로 문화적 동질성이 다소 훼. 

손되었다고 하지만 가족 조직 국가수준에서 사회통합의 요인으로 민족적 문화적 동, , 

질성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유교의 가치는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깊게 침투해 있다. . 

이는 가정에서 가부장제로 산업의 현장에서는 공장 권위주의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 

18)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 방문일 월 일) : 2014 7 26

19) 새마을운동 중앙 연수원(www.sucti.com 방문일 년 월 일) : 2014 6 30

20) 임혁백 의 연구에 따르면 하버드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의 거두인 고 페어뱅크스 (2009) ( ) 故

교수는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동질적인 국가라고 주장(John King Fairbanks)
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아이누 원주민과 만의 한국인이 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그야말. 60

로 배달민족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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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치적 권위주의로 모양을 달리하며 넓게 퍼져있다 임현진 .( 2005)

이러한 민족적 문화적 동질성은 국민통합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지니고 ,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동질성이 집단주의적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사회의 중요. 

한 조직원리로 자리잡는 기본 토대가 되었다 물론 근대화과정을 경험하면서 이전보. 

다 개인주의적 가치들이 새롭게 대두되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가족 조직 국가에 집, , 

단주의적 가치관이 뿌리깊게 남아있다 이러한 집단주의적 가치는 개인보다는 전체를 . 

중요시 여기며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했다. 

토지개혁은 농업생산력의 증대 소득 분배 평등화 산업에 필요한 식량과 원료 그리, , 

고 노등력을 산업부문에 제공하는 직접적 효과 뿐만 아니라 전근대적 사회구도의 해

체와 계급관계의 변화라는 간접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베링톤 무어. 

에 의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혁명에 가장 큰 장애(Moor.Barrington.Jr)

요소는 농촌계급 특히 토지 귀족 계급의 존속 확장 재충전이다, , .21) 그런데 한국은  

해방 후 년 만에 미군정의 시범적실시 그리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사회주의적 농3 , , 

지개혁을 급속도로 단행한 북한으로부터 불어오는 압력에 의해 농지개혁이 건국 전에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었고 본격적으로 시행될수 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22) 

미군정은 년 월부터 시작되어 년 월에 관련법령을 공포한 미군정은 한민1946 10 1948 3

당 등 우익과 지주 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토지분배를 강행하여 년 월 일 1948 8 1

토지개혁을 완료했다 그 결과 만 명의 소작농이 새로이 토지를 분배받았고. 50 2,460 , 

농지 소유 형태의 변화도 년에 자작농 소작농 로 소작농이 절반을 차지1944 14%, 50%

했던 데 비해 년에는 자작농 소작농 로 소작농의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1948 34%, 20%

들었다.23)

한국의 토지개혁이 소득불평등의 완화로 이어진다는것은 비지주 농가의 소득이 1/3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 

미를 지니고 있는데 정권에 대한 농촌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 

으로 정부는 자율성 확보와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되었다. 

토지개혁을 통한 지주계급의 해체는 산업화를 반대하는 잠재적인 요인을 제거하는것

으로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에 방해되는 사회세력을 제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면 그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 정복당하며 세계 자본주의 체제

에 편입된 이래로 상업적 단일 작물재배를 특화시킨 대농장 전통을 가지(Latifundium)

21) Moore, Barrington, Jr(1966).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oston: 

Beacon Press
22) 임혁백 건국 이후 년간 한국 국가성격의 변화 이정복 편 세기 한국정치 (2009). “ 60 .” . 21『

의 발전방향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사. 214-215 : 』

23)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 권 서울 나남출판사 (1996). 2 . 369-37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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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는 하나의 농장 공동체로 소유주와 생산자인 농민 사이에 채무 노예관계. 

를 통해 직접적 착취를 도모하는 구조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년대 말 인구. 1950

증과와 과잉노동력 창출로 차 산품의 세계시장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생산력 증대에 1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쿠바혁명으로 인한 농민저항운동의 증대 미국의 진보를 , ‘
위한 투쟁 등 개혁의 압박을 통해 토지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 

이와 다르게 한국은 일제 식민지 분업구조에서 세계자본주의 분업구조로 편입을 위해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개입이 개혁의 배경이 되었다 제 세계. 3

권에서 토지개혁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본이 농업구조에서 상업 산업으로 전이된 나, 

라는 한국과 대만을 들 수 있다 이는 두 국가 모두가 미국의 직접적 개입요인이 있. 

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던 이유는 전후 미국의 봉쇄정책에 있어. 

서 이들 국가가 최전방 국가로 전략적 중요성이 있었기 떄문이다.

한국의 경우 농지개혁과 전쟁을 통해 지주계급이 몰락하게 되었다 자본의 성격이 . 

국가의존적으로 변화되었고 여타 사회계급이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년대 1960

발전국가 의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 전쟁이전 농지를 분배받은 (developmental state) . 

농민은 전쟁중 북한의 점령정책과 수복 이후 남한 정부의 탄압으로 정치적 성격이 보

수화 되었다 또한 국가는 년 결성한 대한독립농민총동맹과 농민조합총연맹 등을 . 1947

통해 농민을 통제하고 자생적인 조직화를 사전에 방지했다 그 결과 년대 전반에 . 1950

걸쳐 국가에 대한 농민의 어떠한 조직적 집단적 저항도 존재하지 않았다.24) 이렇게  

등장한 보수화된 개별 소농은 년대 이승만 정권의 지지기반이 되었다 농지개혁1950 . 

과 전쟁을 통해 지주계급과 이러한 농민의 보수화는 의회보다 행정부가 사회영역보다 

국가의 영역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년대 발전국가1960

가 등장하는 조건이 되었다 전쟁과 토지개혁 등 수월하게 (developmental state) . 6.25

사회변동을 가능하게 했던 역사문화적 요소들은 한국의 내재적 발전의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결론V.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정치발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갈퉁의 제국주의 구조론과 월

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은 일정부분 이론적 괴리를 보이고 있다 제국주의 구조론에서. 

는 년대 이후부터 발생하는 미국의 주변부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의 외교 경제적 1990 , 

다변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의 경우 주변부에서 준주변. 

부로의 이동을 한국의 사례에 접목할 순 있지만 지나치게 경제적 요소로만 설명하고 

24) 백영철 제 공화국과 한국 민주주의 서울 나남출판사 (1955). 1 27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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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그는 주변부에서 준주변부로 변화의 핵심을 핵심부로부터의 . 

기술과 고부가 가치산업의 이전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초대에 의한 상승전략으로 설

명하고 있다 그러나 월러스타인의 초대에 의한 상승전략은 부분적으로 한국의 사례. 

에 적용이 된다 한국의 경우 경제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군사정책적 요소가 주요하. 

게 작용되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을 설명하는데에 있어서 제국주의 구조론과 세계체제론

이 이론적 괴리를 보이는 것은 두 이론 모두 주변부 국가의 자율성 을 지나(autonomy)

치게 축소하였고 주변부 국가 엘리트들의 전략적 선택과 같은 요소들을 이론에 담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예로 갈퉁의 제국주의 구조론에서 주변부의 상태는 봉건적. 

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내재적 요소를 통해 사회경제적 상태를 근대적 상

태로 변화시키는 것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내재적 요소에 대한 설명 없이 온전히 한. 

국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을 설명하기에는 두 이론은 이론적 설명에 있어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을 타당성 있게 규명하기 위한 이론화 작업에서는 이러

한 구조적인 이론적 접근 뿐만 아니라 내재적인 발전요소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근대화에 적합했던 정치 엘리트의 리더십과 국가의 발전전략과 이에 조

응했던 대중동원 교육열이나 저축 등과 같은 유교적 가치 그리고 통일된 고유 언어, 

를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소수 인종의 갈등 등이 적은 민족적 동질성의 이점 그리고 

전쟁과 토지개혁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동과 같은 역사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6.25

로 일어난 결과로 바라보아야 한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은 오랜 식민지와 전쟁의 참화를 겪었으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이중 헤게모니 하에서 발전지향적인 권위주의체제가 수출지향적인 산업화 정

책을 추진하고 이에 합당한 제도적 기반을 갖춤으로써 급속한 경제성장에 성공했고, 

그것을 토대로 오늘날 비교적 성공적으로 민주화의 길로 나가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

다 이러한 국가 발전모델을 일반화 하기란 여러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한국의 경. 

제성장과 정치발전이 앞서 설명한 내재적인 요소로 규명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한국의 정치발전 모델속에 있는 . 

포괄적인 경향성들을 일반화시킨다면 전후 신생독립국들의 국가 발전 전략의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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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conomic Growth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South Korea: Beyond the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and World System Theory

the midst of economic growth and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many scholars 

had tried to explain with the dependence theories the limited autonomy of the 

state and structural constraints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In 

this context, the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of Johan Galtung had been 

applying by early years of 1990s. Along with socio-political democratization in 

Korea, and enlargement of foreign markets due to diversification or enforcement 

of diplomatic relations, especially with China and EU, the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has a minimum relevance. Accordingly the world system theory of 

Immanuel Wallerstein has been introduced to correct theoretical deviance of the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However Wallerstein did not paid sufficient 

attention to the strategic necessity of economic development influenced to 

periphery state like South Korea. Moreover he did not make into the 

consideration leadership, mass mobilization, spiritual values such as 

educational fever, sprit of saving etc. In a critical perspective on those two 

theories, this paper searches for an anti-thesis to find more valid 

explan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