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国戦争休戦後、分断と統一の問題を少しでも自己に有利
に解決するために、経済建設と国防建設の両分野で、南北
韓は再び国家建設の競争に突入した。その競争は、それぞ
れの政権と国家の運命を賭ける生存競争にほかならなかっ
たのである。
　戦略的な観点からいえば、経済建設と国防建設のどちら
を重視するか、重工業建設と軽工業建設のいずれを先行さ
せるか、どのような産業化政策を採用するか、いかに相手
の戦略を破綻させるかなどがもっとも重要な課題になっ
た。しかし、冷戦的な環境の下で、同盟関係をいかに運営
し、政治、経済、軍事的に国際環境をいかに利用するかも
重要であった。後から振り返ってみれば、1960年代の戦略
的な選択が、その後の南北韓の運命を大きく左右したので
ある。
 
「人間も 国家も 機会は 一度」

　エピソードから紹介しよう。
　昨年は日韓条約締結50周年であったが、11年前の6月、
条約締結40周年のときに、NHKの「クローズアップ現代」
という調査報道番組で金鍾泌元総理とご一緒したことがあ
る。そういっても、二人で対談したわけではない。ソウル
で撮影された金鍾泌氏のインタビューが放送され、それを
東京のスタジオで拝見しながら、私が日韓条約40周年の意
義について語っただけである。

한국전쟁 휴전 이후, 분단과 통일 문제를 조금이라도 자

기에게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은 경제건설과 국

방건설 양 분야에서 다시 국가 건설 경쟁에 돌입했다. 이 

경쟁은 각각의 정권과 국가의 명운을 건 생존경쟁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는가, 중공업건설과 경공업건설 중 어느 

것을 선행시킬 것인가, 어떠한 산업화 정책을 채용할 것

인가, 어떻게 상대의 전략을 파탄시킬 것인가 등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냉전적인 환경 하에서 동

맹관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국제

환경을 어떻게 이용할지도 중요했다. 오늘날 되돌아보면, 

1960년대의 전략적인 선택이 그 후의 남북한의 운명을 크

게 좌우했던 것이다.

 
‘인간도 국가도 기회는 한 번’

　일화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자.

　작년은 한일조약 체결 50주년이었는데, 11년 전 6월, 조

약체결 40주년에 NHK의 <클로즈업 현대>라는 탐사보도 

방송에서 김종필 전 총리와 함께 한 일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둘이서 대담한 것은 아니다. 서울에서 촬영된 김종

필 씨의 인터뷰가 방송되고, 그것을 도쿄의 스튜디오에

서 보면서 내가 한일조약 40주년의 의의에 대해 말했을 

뿐이다.

国家戦略の形成と直結した日韓条約
국가전략 형성과 직결되었던 한일조약 小此木 政夫

慶應大学 名誉教授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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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の当時、私は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会の日本側幹事
を務めていたので、金鍾泌元総理の話をとても興味深く
聞いた。とりわけ印象的だったのは、日韓国交正常化につ
いて、金鍾泌氏が日本語で「この時期を逃したらもうダメ
だ」「人間も機会は一度ですから、国家だって……世の中
ってそんなもんだ」「そう思ったので、（国民を？）抑え
ながらやりました」と語った部分であった。率直な述懐で
あり、当時の雰囲気、鮮烈な国家意識、そして革命家とし
ての心情をよく表現していた。1962年11月の大平外相と
の会談を前に、朴正煕議長から「8億ドルぐらいもらって来
い」と命じられて、非常の覚悟で交渉に臨んだのだろう。
　私がもっとも疑問に思っていたことについても、「（国
民の）説得はできなかった」「これからどういう実績を見
せられるか」「日本と国交を正常化して（経済が）日一日
と良くなる。それが（国民の）生活に反映される。生活を
通して実感されるようになるまで、歯を食いしばって進む
しかない」と考えたと率直に語ってくれた。交渉を成就さ
せるだけでなく、獲得する開発資金で韓国の産業化を達成
し、国民の生活を豊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であ
る。それに成功しなければ、交渉に成功しても、後世の評
価は否定的であったことだろう。
　確かに、その当時の韓国には、その他の選択肢はなかっ
たのかもしれない。軍事革命の翌年（1962年）から経済開
発五ヵ年計画が開始されたが、それを成功させるための最
大の鍵は資金調達にあった。しかし、内資の調達に限界が
あることは、だれの眼にも明らかであった。他方、五ヵ年
計画期間中の外資調達予定額は6億8360万ドルであり、韓
国政府はそのうちの4億2600万ドルを外国借款・民間投資
に割り当てていた。しかし、1962年当時に確保されたのは
266万8000ドルに過ぎなかったのである。予定総額のわず
かに5%であった。
　しかし、日韓国交正常化に伴う請求権資金の導入は、困
難な資金調達に突破口を開く可能性を秘めていた。賠償で
あれ、開発援助であれ、交渉妥結は日本からの政府資金と

　그 당시 나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일본측 간사를 

맡고 있었기에 김종필 전 총리의 이야기를 매우 흥미롭게 

들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해 

김종필 씨가 일본어로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 끝이다” “인

간도 기회는 한 번인데, 국가는……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을?) 눌러가면서 

했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이었다. 솔직한 회고이며 당시의 

분위기, 선명한 국가의식, 그리고 혁명가로서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1962년 11월 오히라(大平正芳)외상과

의 회담을 앞두고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8억불 정도 받아 

오라”는 명을 받아, 비상한 각오로 교섭에 임했을 것이다.

　내가 가장 의문으로 생각하고 있던 점에 대해서도, “(국

민을) 설득할 수는 없었다” “앞으로 어떤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 (경제가) 하루하

루 좋아진다. 그것이 (국민의) 생활에 반영된다. 생활을 

통해 실감을 느낄 때까지 이를 악물고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음을 솔직하게 말해 주었다. 교섭을 성취

하는 것만 아니라, 획득한 개발자금으로 한국의 산업화를 

달성하고 국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지 않으면 교섭에 성공해도 후세의 평가는 

부정적이었을 것이다.

　분명히 그 당시 한국에는 그 밖의 다른 선택지가 없었

던 것일지도 모른다. 군사혁명 다음해(1962년)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개시되었으나,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최대의 열쇠는 자금조달이었다. 그러나 국내 자금의 조달

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누구의 눈에도 뻔했던 것이다. 한

편, 5개년 계획 기간 중 외자조달 예정액은 6억 8360만불

인데, 한국정부는 그 중 4억 2600만불을 외국차관·민간

투자에 할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2년 당시 확보된 것

은 266만 8000불에 지나지 않았다. 예정 총액의 겨우 5%

였다.

　그러나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청구권 자금의 도입은 

곤란한 자금조달에 돌파구를 열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배상이든 개발원조든, 교섭 타결은 일본으로부터 정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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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間資本が韓国に安定的に供給されることを意味したから
である。したがって、困難な交渉の後に、大平正芳外相と
金鍾泌中央情報部長が無償3億ドル、長期低利借款2億ドル
および相当額の民間信用供与に合意したとき、日韓交渉は
最大の難関を突破したのである。11月13日の羽田空港での
記者会見で、金鍾泌氏は「交渉は峠を越した印象が強い」
と述べた。
　主として韓国内の激しい反対運動のために、日韓条約が
締結されるまでに、さらに約3年間の歳月が必要とされた。
請求権・経済協力資金が導入されたとき、第一次五カ年計
画はすでに最終年次を迎えていた。そのために、1964年
12月には、国交正常化以前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日本
から緊急に2000万ドルの民間信用供与がなされるほどであ
った。国交正常化以後、日本からの経済協力は主として韓
国の第二次および第三次五ヵ年計画のなかに組み込まれて
いった。とりわけ民間信用供与は当初の予想を大きく上回
り、第二次五ヵ年計画の最終年次である1971年末にすでに
5億5100万ドルに達した。

国家戦略の 模索─輸出主導型 経済発展

　もちろん、日韓条約に基づく請求権・経済協力資金の導
入は、韓国の産業化成功の一因でしかない。何よりも重要
だったのは、韓国自身がそのための経済政策を探し当てる
ことであった。
　革命政府はもちろん、1963年の大統領選挙に辛勝して民
政移管した後も、韓国政府は産業化のための経済政策を持
っていなかった。第一次五ヵ年計画は「電力、石炭など、
エネルギー供給源の確保」を最重要項目に指定し、「基幹
産業の拡充と社会間接資本の充足」にも高い優先順位を与
えていたが、朴正煕政権の重農主義的な傾向を反映して、
第二の重点項目に「農業生産力の増大による農家所得の上
昇と国民経済の構造的不均衡の是正」を掲げていた。要す
るに、農業振興によって農民を窮乏から救うとともに、食
糧輸入を減少させて貿易赤字を緩和することを目指したの

금과 민간자본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공급됨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려운 교섭 이후에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무상 3억불, 장기저리차

관 2억불 및 상당액의 민간신용공여에 합의했을 때, 한일

교섭은 최대의 난관을 돌파했던 것이다. 11월 13일 하네다 

공항의 기자회견에서 김종필 씨는 “교섭은 고비를 넘겼다

는 인상이 강하다”고 말했다.

　주로 한국 내의 격렬한 반대운동 때문에, 한일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약 3년이라는 세월이 추가로 필요했다. 청

구권·경제협력자금이 도입될 때, 제1차 5개년계획은 이

미 최종연차를 맞고 있었다. 이 때문에 1964년 12월에는 

국교정상화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 긴

급히 2000만불의 민간신용공여가 이루어질 정도였다. 국

교정상화 이후, 일본의 경제협력은 주로 한국의 제2차 및 

제3차 5개년계획 안에 편입되어 갔다. 특히 민간신용공여

는 당초의 예상을 크게 상회하여, 제2차 5개년계획의 최

종연차인 1971년말에 이미 5억 5100만불에 달했다.

 
국가전략의 모색-수출주도형 경제발전

　물론 한일조약에 기반한 청구권과 경제협력자금의 도

입은 한국의 산업화 성공의 한 요인일 뿐이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한국 스스로가 이를 위한 경제정책을 찾아

내는 것이었다.

혁명정부는 물론 1963년 대통령선거에 신승하고 민정이

관을 한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산업화를 위한 경제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제1차 5개년계획은 “전력, 석탄 등 에

너지 공급원 확보”를 최중요항목으로 지정하고 “기간산

업의 확충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

여했지만, 박정희 정권의 중농주의적 경향을 반영하여 제

2의 중점항목에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의한 농가 소득의 

상승과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시정”을 들고 있다. 말

하자면 농업진흥에 의해 농민을 궁핍으로부터 구하면서 

식량 수입을 감소시켜 무역적자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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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ある。
　しかし、内資調達と外資導入の不調、旱魃による食糧輸
入の増大などのために、そのような政策は成功しなかっ
た。他方、単なる農業振興では失業問題に対処することも
できなかった。労働集約型の輸出産業の振興が必要とされ
たのである。そのために、1964年5月、韓国政府はつい
に経済政策を根本的に修正し、輸入代替政策から輸出主導
政策への転換に踏み切った。その第一歩になったのが、単
一為替変動相場制の採用であった。さらに、その後まもな
く、間接金融統制への移行、輸入自由化の拡大、金利現実
化などの市場自由化政策が実行に移された。
　他方、日韓条約締結直後の1965年7月、国際競争上の
比較優位、国際収支に対する寄与度、雇用効果およびその
他の産業への波及効果などの観点から、韓国政府は繊維製
品、陶磁器、ゴム製品、ラジオと伝記器機など、13品目の
輸出特化産業を選定し、金融と技術面で重点的な支援を開
始した。さらに、外貨獲得企業の事業所得税および法人税
の50%減免、輸出用原資材の輸入関税免除などの優遇措置
がとられ、輸出金融の特別低利支援も実施された。これら
の輸出産業支援政策の結果、1966年の商品輸出は2億5370
万ドルに達し、基準年である1960年の7・7倍に達したので
ある。
　しかし、①輸入代替から輸出主導への政策転換、②日本
からの経済開発資金の導入とともに、韓国産業化を成功に
導いたいま一つの要因は、③韓国のベトナム参戦の経済効
果であった。
　周知のように、その契機になったのは、1965年5月の朴
正煕大統領とジョンソン大統領の首脳会談である。それま
でにも、韓国は医療部隊や工兵部隊などの後方部隊を派遣
していたが、米韓首脳会談の後、朴正煕大統領は韓国軍戦
闘部隊のベトナム派遣を決意したのである。八月中旬に、
そのための方案が採決され、与党単独で国会で承認され
た。その後、9月末には韓国軍の最初の戦闘部隊がサイゴン
に到着し、駐越韓国軍司令部が設置された。また、翌年補

　그러나 내자조달과 외자도입의 부진, 가뭄에 의한 식량

수입 증대 등으로 인해 이러한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한편, 단순한 농업진흥으로는 실업문제에 대처하지도 못

했다. 노동집약형 수출산업의 진흥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

이다. 이를 위해 1964년 5월, 한국 정부는 드디어 경제정

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수입대체정책에서 수출주도

정책으로 전환을 단행했다. 그 첫 걸음이 된 것이 단일외

환 변동환율제의 채용이었다. 나아가 그 얼마 뒤, 간접금

융통제로 이행, 수입자유화 확대, 금리현실화 등의 시장

자유화 정책이 실행에 옮겨졌다.

　한편, 한일조약 체결 직후인 1965년 7월, 국제경제에서

의 비교우위, 국제수지에 대한 기여도, 고용효과 및 그 밖

의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의 관점에서 한국정부는 섬유

제품, 도자기, 고무제품, 라디오와 전기기기 등 13개 품목

의 수출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금융과 기술면에서 중점적

인 지원을 개시했다. 또한 외자획득 기업의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관세 면제 등

의 우대조치가 취해졌고, 수출금융에 대해 특별저리지원

도 실시되었다. 이러한 수출산업 지원정책의 결과, 1966

년 상품수출은 2억 5370만불에 달하여 기준연도인 1960

년의 7.7배에 달했던 것이다.

　그러나 ①수입대체에서 수출주도로의 정책전환, ②일

본을 통한 경제개발자금의 도입과 함께 한국 산업화를 선

공으로 이끈 또 하나의 요인은 ③한국의 베트남 참전에 

의한 경제효과였다.

　잘 알려졌듯이 그 계기가 된 것은 1965년 5월 박정희 대

통령과 존슨 대통령의 정상회담이다. 그때까지도 한국은 

의료부대나 공병부대 등 후방부대를 파견하고 있었으나, 

한미정상회담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군 전투부대의 

베트남 파견을 결의한 것이다. 8월 중순에 이를 위한 방안

이 채결되어 여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승인되었다. 그 뒤 9

월말에는 한국군 첫 전투부대가 사이공에 도착, 주월 한

국군사령부가 설치되었다. 또한 다음해 보충 1개 연대와 1

개 전투사단이 파견되어, 베트남 전쟁이 종식기에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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充一個連隊と一個戦闘師団が派遣され、ベトナム戦争が終
息期に入る1972年まで、約5万人の韓国軍がベトナムに維
持された。
　韓国軍のベトナム参戦は、朝鮮戦争当時の対韓軍事支援
に対する道義的な責務やドミノ理論・集団安保政策などの
観点から正当化されることが多かった。しかし、韓国政府
がもっとも懸念したのは、在韓米地上軍の削減、すなわち
ベトナムへの転用であった。それが米韓安保体制に対する
信頼性を低下させ、朝鮮半島の紛争抑止に悪影響を及ぼす
と考えられたのである。しかし、そのような軍事的見地と
は別に、朴正煕大統領はベトナム派兵がもたらす軍事的、
経済的利益を冷徹に計算したようである。事実、前述の米
韓首脳会談で、ジョンソン大統領は対韓防衛公約を再確認
しただけでなく、韓国軍の戦力増強、軍事援助の継続、1億
5000万ドルの開発借款などを約束したのである。
　また、それ以上に重要であったのが、ベトナム派兵の経
済効果（ベトナム特需）であった。それを通じて、韓国経
済の持続的成長が保障されたのである。戦争の激化ととも
に拡大した特需は、1965年の7520万ドルが1969年には2
億9630万ドルに達した。1965年から1972年までの総額は
16億9360万ドルに到達した。それが韓国GNPに占めた割
合は、1965年の2.5%が1967年には5.3%に達した。輸出総
額に占める割合は1967年に70.6%を記録した。ベトナム特
需の効用によって、韓国に輸出主導型経済成長が定着し、韓
国経済はついに産業化に向けてテイク・オフしたのである。
 
明暗を 分けた 二つの 国家戦略

休戦後しばらくの間、韓国も北朝鮮も米国や中ソの援助に
依存して、戦争で荒廃した国土の復興に努力した。両者の
間に大きな違いがあったとすれば、それは北朝鮮が当初か
ら重工業優先の自己完結的な産業化を展望して、ソ連か
らの援助をできるだけ工業施設で受け取ろうとしたことだ
ろう。金日成はスターリン主義的な重工業優先モデルを採
用することによって、休戦後も、国防建設重視の「民主基

1972년까지 약 5만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에 유지되었다.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군사지

원에 대한 도의적 책무와 도미노 이론·집단안보정책 등의 

관점에서 정당화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주한미군 지상군의 삭감, 즉 베트남

으로의 전용專用이었다. 이것이 한미안보체제에 대한 신

뢰성을 저하시키고 한반도의 분쟁억지에 악영향을 미친

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견지와는 

별개로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 파병이 가져올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냉철하게 계산했던 듯 하다. 사실 앞에서 

기술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존슨 대통령은 대한 방위공약

을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전력증강, 군사원

조 계속, 1억 5000만불의 개발차관 등을 약속했던 것이다. 

　또한 그 이상으로 중요했던 것이 베트남 파병의 경제효

과(베트남특수)였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

이 보장되었던 것이다. 전쟁의 격화와 함께 확대된 특수

는 1965년의 7520만불이 1969년에는 2억 9630만불에 달

했다. 1965년부터 1972년까지의 총액은 16억 9360만불

에 도달했다. 이것이 한국 GNP에 점한 비율은 1965년의 

2.5%에서 1967년에는 5.3%에 달했다. 수출총액에서 점한 

비율은 1967년에 70.6%를 기록했다. 베트남 특수의 효용

에 의해 한국에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 정착하고, 한국경

제는 마침내 산업화를 향해 이륙(take-off)한 것이다.

 
명암을 가른 두 개의 국가전략

　휴전 이후 한동안, 한국과 북한 모두 미국이나 중국·소

련의 원조에 의존하면서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토의 부흥

을 위해 노력했다.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당초부터 중공업 우선의 자기완결적인 산

업화를 전망하여 소련의 원조를 가능한 한 공업시설로 받

으려고 했던 것을 들 수 있다. 김일성은 스탈린주의적인 

중공업우선 모델을 채용함으로써 휴전 후에도 국방건설 

중시의 ‘민주기지’노선을 견지했던 것이다. 중공업을 우성

하고 국방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남반부를 해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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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路線を堅持したのである。重工業を優先し、国防産業
を育成することによって、南半部を解放できるだけの軍事
力を確保しようとしたのだろう。
　しかし、このような金日成の経済政策は、社会主義陣営
内の経済統合、とりわけ工業生産の陣営内分業を主張する
フルシチョフによって強く批判された。金日成の経済路線
に対して、フルシチョフは「五ヵ年計画は幻想だ」とか、
「機械製作工業は必要ない」と批判したのである。しか
し、金日成はフルシチョフの批判を受け入れなかった。
1957年に始まる五ヵ年計画を内部資源に依存して遂行しよ
うとしたのである。北朝鮮経済を対外的に開放する代わり
に、工場と農村において国民一人ひとりを組織化し、はじ
めは「増産節約運動」、やがて「千里馬作業班運動」と呼
ばれる大衆動員的な経済建設運動を展開した。経済原理を
無視したイデオロギー的幻想や熱狂が国中を支配したので
ある。
　韓国での学生革命や軍事革命後も、金日成の幻想はさら
に拡大した。韓国内の混乱を「革命情勢の成熟」と解釈し
て、1961年9月の朝鮮労働党第4回大会以後、ついに「南朝
鮮革命」が追求され始めたのである。金日成はそれを「反
帝民族解放革命」と定義し、1962年12月の労働党中央委
員会総会以後、「四大軍事路線」と「国防建設と経済建設
の並進」を推進した。また、1964年2月には「三大革命力
量」論が出現し、キューバやベトナムの反米武装闘争が称
賛された。さらに、1967年5月以後は、ついに武装ゲリラ
の対南浸透が開始された。韓国の市場自由化政策とは対照
的に、北朝鮮では革命闘争の自由化が図られたのである。
　しかし、経済的な対外閉鎖の下で、ソ連を「現代修正主
義」として非難しながら推進された「四大軍事路線」や
「並進路線」が成功するはずはなかった。1966年10月の第
2回労働党代表者会で、金日成は「国際的な反帝共同行動」
を呼びかけたが、経済計画を担当する金一副首相は、「国
防力をさらに強化するために」、七ヵ年計画の三ヵ年延長
を発表せざるをえなかった。経済原理を無視した北朝鮮経

만큼의 군사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리라.

　그러나 이러한 김일성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 진영 내

의 경제통합, 특히 공업생산의 진영 내 분업을 주장한 흐

루시초프에 의해 강하게 비판 받았다. 김일성의 경제노선

에 대해 흐루시초프는 “5개년 계획은 환상이다”라든가 “기

계제작공업은 필요 없다”고 비판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

일성은 흐루시초프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57년

에 시작된 5개년 계획을 내부 자원에 의존하여 수행하려

고 한 것이다. 북한 경제를 대외적으로 개방하는 대신에 

공장과 농촌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직화하고, 시

작은 ‘증산절약운동’이후에는 ‘천리마 작업반운동’이라 불

리는 대중운동적인 경제건설 운동을 전개했다. 경제원리

를 무시한 이데올로기적 환상과 열광이 온 나라를 지배한 

것이다.

  한국에서 학생혁명과 군사혁명이 있은 이후에도, 김일

성의 환상은 한층 확대되었다. 한국 내의 혼란을 ‘혁명정

세의 성숙’으로 해석하고, 1961년 9월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 이후, 마침내 ‘남조선 혁명’이 추구되기 시작했던 것

이다. 김일성은 이것을 ‘반제민족해방혁명’으로 정의하

고 1962년 12월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 이후 ‘4대군사

노선’과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을 추진했다. 또한 

1964년 2월에는 ‘3대혁명역량’론이 출현했고, 쿠바나 베트

남의 반미 무장투쟁이 떠받들어졌다. 나아가 1967년 5월 

이후에는 무장 게릴라의 대남침투가 개시되었다. 한국의 

시장자유화 정책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에서는 혁명투쟁

의 자유화가 꾀해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대외폐쇄 아래에서, 소련을 ‘현대 수

정주의’라 비난하면서 추진한 ‘4대군사노선’이나 ‘병진노

선’이 성공할 리 없었다. 1966년 10월의 제2차 노동당 대표

자회의에서 김일성은 ‘국제적인 반제공동행동’을 호소했

는데, 경제계획을 담당하는 김일 부수상은 “국방력을 한

층 강화하기 위해” 7개년계획의 3개년 연장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원리를 무시한 북한 경제의 정체가 

시작된 것이다. 사실 1966년의 공업생산액은 제로 성장 

일본 외교 50년

 39재단법인



済の停滞が始まったのである。事実、1966年の工業生産額
はゼロ成長ないしマイナス3%と推定されたし、「ここ数年
間」、日照り、風水害、冷害、病虫害などの「ひどい自然
災害が起き」、農業生産の増大も順調ではないと報告され
た。
　他方、すでに指摘したように、朴正煕大統領は「先建
設、後統一」の基本方針の下で1964年までに「市場自由
化」政策や「輸出主導型産業化」政策を探り当て、その
後、それを国家戦略として定着させた。国交正常化に伴う
日本からの開発資金の導入と1966年以後本格化するベトナ
ム特需が重なって、1960年代後半の韓国に「輸出と投資の
拡大循環メカニズム」が誕生したのである。そして、その
帰結が1970年代に積極的に推進された重化学産業化であっ
た。
　しかし、それにもかかわらず、北朝鮮が展開した「武装
遊撃闘争」が韓国の産業化に大きな難題を提起したことは
否定できない。なぜならば、それが防衛産業育成を緊急の
課題に変えたからである。防衛産業の育成を重化学工業化
の一環として推進する強引な「自主国防」の方針が韓国に
維新体制を発足させ、やがて朴正煕大統領を死に追いやっ
たのかもしれない。しかし、第二次石油危機によって一度
挫折した韓国の重化学工業化は、やがて1980年代に開花
し、政治的な民主化の土台を形成して、ソウル・オリンピ
ックを成功させたのである。

내지 마이너스 3%로 추정되었고, “최근 수년간” 가뭄, 풍

수해, 냉해, 병충해 등의 “심각한 자연재해가 일어나” 농

업생산의 증대도 순조롭지 못했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이미 지적되었듯이 박정희 대통령은 ‘선 건설, 후 

통일’의 기본방침 아래 1964년까지 ‘시장자유화’ 정책과 

‘수출주도형 산업화’ 정책을 찾아내었고 그 뒤 이를 국가

전략으로 정착시켰다. 국교정상화에 따른 일본의 개발자

금 도입과 1966년 이후 본격화한 베트남 특수가 겹쳐서 

1960년대 후반의 한국에 ‘수출과 투자의 확대순환 메커니

즘’이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귀결이 1970년대에 적극

적으로 추진된 중화학 산업화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개한 ‘무장유격투

쟁’이 한국의 산업화에 큰 난제를 제기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방위산업 육성을 긴급한 과제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의 육성을 중화학 공업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강인한 ‘자주국방’ 방침이 한국에 유신체

제를 발족시켰고, 이윽고 박정희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

넣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2차 석유위기에 의해 한 

번 좌절한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는 이후 1980년대에 개화

하여 정치적인 민주화의 토대를 형성했고, 서울 올림픽을 

성공시켰던 것이다.  

<한국어 번역 : 許元寧 일본 게이오대학 박사과정>

専門は現代韓国・北朝鮮政治論および国際政治論。
米国ハワイ大学朝鮮研究センター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
会日本側幹事、日韓新時代共同研究プロジェクト日本側
委員長。
著書・編書に「朝鮮戦争」、「岐路に立つ北朝鮮」、
「ポスト冷戦の朝鮮半島」、「金正日時代の北朝鮮」、
「戦後日韓関係の展開」、「危機の朝鮮半島」、
「東アジア地域秩序と共同体構想」など、多数。

전공 : 현대 한국·북한 정치론 및 국제정치론. 

미국 하와이대학 북한연구센터, 한일신시대 공동연구프로

젝트 일본측 위원장. 

저서·편저 : <조선전쟁>, <기로에 선 북조선>, <탈냉전의 한

반도>, <김정일 시대의 북조선>, <전후 한일관계의 전개>, 

<위기의 한반도>,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공동체구상>, 

<북한과 인간의 안전보장>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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