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국정철학 진수는 ‘부국강병富國强兵’

영웅적 決氣로 찬란한 성취

 올해는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다. 인간 박정

희를 되돌아보려면 우선 심호흡으로 가슴을 추슬러

야 한다.

 천지개벽의 지평地坪을 연 박정희시대의 격동激動

이 밀물되어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이다. 그의 생

애生涯(1917.11.14-1979.10.26)는 짧았다. 그러나 족

적足跡의 깊이와 너비, 그 무게는 이루 잴 수 없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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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광활, 중첩重疊했다. 도전과 응전이 점착粘着된 

박진감 넘치는 한 편의 대하드라마다.

 식민지의 아들로 태어나 포원抱冤진 그의 단심丹心

은 오직 한 곳만 바라보는 외길목이었다.

 ‘나라 살찌우고 업신여김 당하지 않는 탄탄한 나라 

만들기’다.

 18년 치세治世 박정희 국정철학의 진수는 ‘부국강병

富國强兵’이다. 그의 성취는 진정 ‘영웅적’이었다. 영

웅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운명의 끈으로 맺어진 박정희와 JP   
                 大業의 고비마다에 陽과 陰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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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력智力과 재능이 남다르고 담력 · 무용武勇 등에 

특히 뛰어나 대업大業을 성취한 사람.’ 

 또 하나의 격언이 있다. 

 ‘자기의 운명을 짊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영

웅이다’ 헤르만 헤세가 설파한 영웅론의 알맹이이다. 

 그러할진대 박정희야말로 영락없는 불세출의 영웅

이 아닌가. 그는 나라의 운명을 둘러매고 사생결단

의 결기決氣로서 국정國政과 씨름했다. 아니 맞붙어 

피멍이 들도록 싸웠다. 태산 같은 거역巨役이다. 조

국근대화를 완결하지 않았던가.

 그 시절 사람들은 꽃피는 춘삼월春三月이 미웠다. 

곡식이 바닥나는 절량絕糧의 시간과 맞닥뜨리기 싫

어서다. 

 천년을 이어온 ‘금강산도 식후경食後景’이란 속담이 

괜히 생겨났겠는가. 오늘 풍요 속의 젊은 세대 너희

들은 모르리. 그대들 엄마와 누나가 머리카락 잘라 

가발假髮을 만든 사연을. 잘 사는 나라 여인들에게 

내다 판돈으로 바짝 메마른 나라의 곳간을 달랬던 

잔인한 세월의 초상肖像을.

 
 인권人權 원초적인 본질은 ‘배불리 먹는 것’에 있다. 

굶주림을 거부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수천 년 절대 빈곤의 늪에서 신음했던 ‘인권’을 온전

히 건져 올린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오늘날 성군으로 우러러 받드는 세종世宗대왕도 백

성의 헐벗음을 끝내 구제하지 못한 것을. 

 지금의 잣대로 박정희시대 한 귀퉁이의 허물을 억

지로 키워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못난 패거리들이 기

승氣勝을 부리고 있지 않는가.

 박정희 탄신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졸지에 

걷어차 버린 권력의 오만과 용렬함은 도가 지나쳐도 

유분수다. 

 
혁명과 쿠데타 빛바랜 논쟁

식자우환識字憂患의 민낯이다

 
 박정희를 논함에 있어 5·16을 빼면 어불성설語不成

說이다. 5·16을 논함에 있어 김종필(JP)을 빼면 이 또

한 어불성설에 갇힌다. 

 5·16도 반세기를 훌쩍 넘어 56주년을 맞았다. 5·16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대도약의 디딤돌이

었다. 

 5.16 거사擧事의 완성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박정희

의 구심력求心力과 사물을 꿰뚫는 김종필(JP)의 지

력智力이 의기투합한 결과다.

 터키의 케말파샤, 이집트의 나세르와 함께 5.16이 3

대 혁명으로 기록된 데에는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

된 경이로운 산업화 실현이 결정적 요인이다. 

 세계의 석학들은 5.16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는데 털

끝만큼도 어느 누구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다. 학자

의 양심선언이었다.

 
 역사학의 태두泰斗로 손꼽히는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 한국 근대화과정 연구학자로서 저명한 카터 

에커트 하버드대 석좌교수, 아시아 경제학의 대가인 

와타나베 도시오 다쿠쇼쿠대 총장,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마홍(2007년 10월 별세)교수 같은 이들은 

“한국의 5.16 혁명은 많은 개발도상국가에 감명 깊은 

정신적인 에너지 원源이 됐다”면서 “한국의 개발전

략은 모든 국가에게 고무적인 교재敎材를 제공했다”

고 지적한다. 

 특히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인  피터 드러커 박사는 

“한국의 국가개혁 경제개발은 5.16혁명이 없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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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진단했

다. 그는 “21세기 인류사의 기적”이라고 격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외부 세계의 평가와는 대립각을 세운 국내 

일각一角의 좌파 홍위병들은 빛바랜 쿠데타 시비是

非를 우려먹는 일에 매달려 있다. 

 명색이 ‘먹물’께나 마셨다는 일부 좌편향 지식인은 

어설픈 쿠데타 논쟁을 즐기는 데 길들어져있다. 알량

한 유식有識을 유세有勢한다. 밑천이 짧은 탓이다. 

 딱히 식자우환의 민낯이다.  

사상 초유의 ‘무혈혁명無血革命’

JP“마땅히 하늘의 은총恩寵이다”

 중앙일보 창간 50주년 기념기획인 ‘김종필 증언록 

소이부답笑而不答’은 반세기 동안 봉인封印된 한국

현대사의 진실 발견과 녹슬은 거짓 신화神話들을 해

체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회고록 권유를 손사래 친 까닭에 대한 JP의 변辯은 

솔직담백하다.

 “회고록은 자기미화美化와 정당화의 늪에 빠질 것

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역사는 역사 그 자체로 존재해야한다. 거기에 해석

을 입히는 것은 역사가의 몫이지 목격자나 술회자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오금을 박았다.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사실’만을 증언한다”고 

했다.

 JP 현대사 증언록은 역대 대통령 (YS, DJ, MB) 회고

록을 질質과 양量에서 한참 넘어섰으며 ‘증언문화’의 

틀을 잡았다는 평판이다. 회고록과 증언록은 어떻게 

다른가? 굳이 야말차게 따지자면 ‘지난 일을 돌아보

고 적은 기록’이 회고록이라면 ‘지난 사실을 증명하

는 어록’이 증언록이다. 회고록이 주관적이며 평면

적인데 반해 증언록은 무게 중심을 객관성과 입체적

인 면을 부각시키는데 두고 있다는 점이다.

JP는 조선일보와의 5.16 혁명 50주년 특별대담에서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학자들은 쿠데타는 같은 세력끼리 뒤엎는 것이고 

혁명은 밑에 있는 세력이 위를 뒤집는 것이라고 하

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이라고 본다. 5.16을 폄하

貶下하기 위해 쿠데타라고 하는데 나는 쿠데타건 혁

명이건 우리나라를 근원적으로 변화하고 발전시켰

으니 아무래도 상관없다.”

 세속世俗 잡담과 연緣을 끊고 차라리 차지고 곧은 

신앙고백을 닮아버린 ‘순결미’純潔美가 물씬하는 대

목이 아닌가. 시대착오적인 부질없는 쿠데타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 있음이다.

 어쨌든 5.16은 3·40대 혈기 방장方壯한 무사들이 총 

들고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들고 일어선 ‘무인난

武人亂이 아니던가. 성난 무장봉기武裝蜂起 속에서

도 피 흘리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 사상 전무후무한 

무혈혁명으로 기록된다. 후일 JP는 긴 숨을 내리쉬

면서 이렇게 술회했다. “피아彼我간 전우들이 피 흘

리지 않은 것은 마땅히 하늘의 은총恩寵”이라고. 

대업大業 완성完成의 뒤안길

이름 없는 영웅들을 잊지 말자

 거사를 주도主導한 박정희와 주모主謀한 김종필과

의 만남은 운명적이다.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작전정보실장 직책의 박정희

(당시 소령예편 · 문관 신분)와 육사 8기생 김종필 중

위는 상 · 하 관계로서 첫 대면한다.

 대북한對北韓 정보 분석을 놓고 두 사람은 늘상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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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맞대곤 했다. 6.25 발발 후 육군본부가 대구로 

후퇴당시, 현역으로 복귀한 박정희는 자신의 친형 

딸(박영옥 여사)을 김종필에게 중매한다. 

 두 사람은 대구의 한 교회에서 화촉을 밝힌다.

 

 목숨을 건 혁명을 이끌고 꾸몄던 두 사람은 마침내 

만인지상萬人之上(대통령)과 일인지하一人之下

(국무총리)로 좌정坐定, 국사國事를 도모하기에 이

른다.  

 18년 세월 정치풍진政治風塵을 마시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인지상정 미운 정 고운 정이 수북이 쌓였

을 것이다. 서운함이 굼틀거린 적이 어찌 한 두 번 뿐

이였겠는가.  

 정치판에서 ‘동상이몽同床異夢’은 흔하되 ‘이상동몽

異床同夢은 결코 흔치 않는 일이거늘. 박정희와 김

종필은 용케도 대사大事의 고비에서 양陽과 음陰의 

조화로서 합치合致를 쌓아 올린다. 두 사람은 운명

의 끈으로 동여매져 있었다.

 박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곧잘 ‘임자’라고 호칭했다. 

허물없는 애정 표시다. 그러나 공석에선 총리라는 

직함을 놓치지 않았다. 

 공 · 사 분간이 확실한 박정희의 절도節度를 읽을 수 

있는 현장이다. 

 8살 아래 JP는 박정희를 향해 ‘어른’이란 존칭을 입

에 달고 다녔다. JP의 윤택한 교양미를 엿볼 수 있는 

한 단면이다.

 사람마다 하나쯤 말버릇이 있기 마련. JP는 ‘뒷받침’

이란 말을 곧잘 입에 담는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의 몫은 어른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 ‘뒷받침’이란 단어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민첩했던 JP의 행보는 민감한 정치 현안을 풀 때마

다 크게 제 구실을 했다. 거의 생체화生体化된 그의 

언어 습관이다.

 제 3 · 4 공화국 성취의 두루마리를 펼쳐보자. 「전국 

1일 생활권 도로망 구축, 수출진흥정책, 새마을운동, 

100만 예비군 창설, 국산무기양산체계 구축, 중화학

공업 추진, 전통문화 복원육성, 산림녹화 10개년 계

획 추진, 과학 진흥 육성, 원전 건설, 월남파병 중동

진출…」

 하나같이 오늘의 번영을 기약한 전략적 사고가 생

동하는 포석布石이 아닌가.

 대업大業 완성의 뒤안길에는 이름 없는 영웅들의 

넋이 촘촘히 서려 있음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JP 어록 중에서)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성공담론의 백미

가슴에 불도장 찍힌 깃발 영원할 터

 무엇보다 풀 죽은 한국인의 영혼靈魂을 흔들어 깨

운 정신혁명의 장章을 허술하게 봐 넘길 순 없다. 

 빈곤의 유산遺産을 숙명으로 끌어안은 채 체념의 

늪에 빠졌던 국민들을 일으켜 세운 새마을 운동이야 

말로 한국현대사를 관통한 성공담론의 백미白眉다. 

 ‘새마을’은 우리도 한 번 잘살아 보자고 절규絶叫한 

박정희 한恨 풀이의 깃발이다. 

 ‘할 수 있다’는 자존심의 복원復元. 그것은 분명히 

‘한강의 기적’을 낳은 거창한 영혼의 품앗이였다. 

 새마을 운동의 수난사는 험난했다. 야생적인 포식 

성으로 뭉친 5공화국共和國 권력은 새마을의 권력

화를 노렸다. 대통령 친인척비리를 낳고 새마을 깃

발에 치욕의 큰 얼룩을 남겼다. 

 YS, DJ는 새마을을 불순한 정략적인 대중조작操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46  JPArchives Foundation  



으로 몰아붙여 운동의 맥을 끊으려고 애썼다.

 뿌리 깊은 나무는 모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

다. 오늘날 중남미, 아프리카 대륙, 동남아 개발도상 

36개국은 새마을 운동에 푹 빠져있다. 

 UN도 새마을 보급에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있다.

 막상 새마을 운동의 종가宗家인 한국에서는 권력의 

하수인들이 온갖 훼방을 놓고 있다. 좌파 권력의 등

장 여파다.

 사람들 가슴마다에 단단히 못질된 새마을의 넋은 

천수天壽를 다할 때까지 쓸어지지 않을 터. 가슴에 

불도장이 찍힌 시대혼時代魂을 권력이 무슨 수로 지

울 것인가. 

 전국 방방곡곡에 박정희의 손 때 묻지 않은 구석이 

어디 있다던가. 

 “조상 섬기는 데 인색한 집 장독대에는 햇볕도 외면

한다”

 만고萬古의 진리를 담은 경종警鐘의 언어다. 

 배은망덕. 하늘의 노여움이 두렵지 않은가. 

박근혜의 성패成敗를 ‘나의 몫’으로 여긴

JP의 좌절감과 참담한 여한餘恨

 세월 앞에 장사 없는 법. 철혈鐵血 넘쳤던 천하의 JP

도 아흔의 중턱에 걸터앉았다. 세정世情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는 세월여류歲月如流의 흔적이 진하게 

머물고 있다. 

 두 해 전 저승으로 아내를 먼저 보낸 뒤 맘의 반쪽을 

잃은 상실감에 침몰했다. 그에게 또 하나의 허탈감

을 안겨준 ‘박근혜 탄핵’ 사태로 한참 마음고생이 심

했다. 식욕이 동動하지 않아 체중이 줄고 병원신세

를 지기도 했다. 생사의 갈림길을 뚫고 역사의 한복

판을 함께 누볐던 주군主君의 딸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의 성패成敗를 ‘나의 몫’으로 깊이 사

려했던 JP의 좌절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하필이면 아버지의 탄신 100주년을 맞는 시점에 이

런 참담한 일이…” 말을 있지 못한다. JP의 탄식은 인

생 끝자락의 여한余恨으로 자리 잡았다. 

 요 며칠 전 재판중인 박근혜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접한 JP는 “사람을 잡는구먼 고얀 사람들...” 

신음하듯 한 마디 하고는 눈을 지긋이 감았다.

 매사에 깊은 속정을 심는 성정性情이다. 지금 그의 

마음의 눈은 어디를 응시凝視하고 있을까?

 지성과 감성이 교직交織된 특유의 온유한 그의 말

문은 오늘도 굳게 닫혀있다. 

 일찌감치 묏자리를 정해놓고 임종臨終의 언어를 돌

에 새겨놓은 JP의 사생관은 굳건하다. “이 세상에 죽

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는 톨스토이의 말을 인용

하면서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

비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함축성이 푸짐한 언질

言質이다.

 ‘사무사思無邪를 삶의 뿌리로 삼고 한평생 어기지 

않았노라’고 비석碑石에 각인刻印한 JP다. 

그 울림은 현재진형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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