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7권 제1호 2014(1~27)

* 독일 본 대학 지리학과 박사과정(Ph.D.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Bonn University, Germany, dchjt@naver.com)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pbg@snu.ac.kr)

구미공단 형성의 다중스케일적 과정에 대한 연구: 

1969-73년 구미공단 제1단지 조성과정을 사례로

황진태*·박배균**

A Study on the Multi-scalar Processes of Gumi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1969-1973 

Jin-Tae Hwang* · Bae-Gyoon Park** 

요약 : 본 논문은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기의 구미공단 조성과정을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흔히 한국의 발전주의 시기 산업화 과정을 “발전주의 국가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국가 스케일의 정치-사

회-경제적 과정에 주목하거나, 혹은 국가관료의 계획합리성에 입각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전략

관계적 국가론과 다중스케일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관점을 비판하면서, 국가 안에서, 혹은 국가를 통해서, 작동

하는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복합적으로 서로 경합하고 타협하면서 산업화와 관련된 국가의 

행위들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견해를 구미공단이 조성되던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실증

적으로 밝힌다. 구미공단 조성과정은 전자산업을 육성하려는 국가관료들의 계획합리성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

도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정치적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의 정치지도자와 관료들

의 역할뿐만 아니라, 구미지역에 장소의존적 이해를 가진 로컬 행위자들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활동하던 재일교

포 사업가, 지역과 국가 스케일에 모두 연결된 지역구 국회의원 등 다중스케일적 행위자의 역할이 구미공단의 조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을 이 논문은 밝힌다.

주요어 : 구미공단, 다중스케일적 행위자, 장소의존성, 발전주의 국가, 재일교포 사업가

Abstract :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the multi-scalar processes through which the Gumi Industrial 
Complex was developed in the late 1960s and the early 1970s. Existing studies, inf luenced by the “De-
velopmental State Thesis”, tend to see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es of South Korea either by focusing 
on the socio-politico-economic processes at the national scale or in terms of the plan rationality of the 
national bureaucrats. This paper, however, denies this perspective on the basis of the strategic relational 
approach to the state and the multi-scalar perspective. In particular, it argues that the state actions for na-
tional industrialization have been the outcome of complex interactions, conflicts and negotiations among 
social forces, acting in and through the state, and at diverse geographical scales. This paper attempts to 
empirically prove this argument on the basis of a case study on the construction processes of Gumi In-
dustrial Complex. The development of Gumi Industrial Complex cannot be solely explained in terms of 
either the plan rationality of the national bureaucrats or the political motivation related to the fac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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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군사정권에 의한 권위주의적 억압과 그에 대한 

저항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촉발된 19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은 국내사회과학계에서 ‘국가

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화두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발점이었다(박현채·조희연, 1989; 이
진경, 1988). 그러나 민주화 이후 90년대에 들어

서면서 정치, 경제, 사회부문에서 국가의 영향력

이 축소될 것임을 주장하는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담론이 정관계, 학계, 언론을 중심으로 확산되었

고, 그 결과 시장이나 자본에 비하여 국가가 약화

되었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국가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급격히 위축되었다. 한편, 이러한 국내적 

흐름과 대조적으로 80년대 이후 서구학계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1960-70년대 

고도성장을 설명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소위 “동

아시아 발전주의 국가(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에 대한 연구가 급격히 성장하였다(Johnson 

1982; Wade 1990). 이러한 서구 학계의 흐름은 국

내의 학계에도 영향을 주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발전주의 국가론에 입각한 개념과 관점들이 적극 

수용되기 시작하였다(김대환·조희연, 2003). 이
는 한국사회과학계에서 국가에 대한 관심을 재고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국내사회과학계에

서 발전주의 국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치학, 경

제학, 사회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지리학, 도

시계획, 생태학 등의 공간학문분야에서는 이에 대

한 연구가 미비하였다(박배균, 2012; 황진태·박

배균, 2013). 국가의 의사결정과 행위가 산업단

지, 다목적댐, 항만, 고속도로 등의 건조환경의 건

설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정치-사

회-경제적 행위와 과정의 지리적 분포와 공간적 

패턴의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감

안한다면, 공간학문분야에서 국가의 행위와 성격

에 대해 더 많은 학문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

화의 공간성을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0년대 후반 들

어 몇몇 비판적 공간연구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국

가와 공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

다(손정원, 2006; Park, 2005; 2008; Kim, 2009; 
Sonn, 2010; Park et al., 2012; Gimm, 2013; 박배

균·김동완 엮음, 2013). 기본적으로 이들은 신고

전경제학자들이 동아시아 경제성장을 국가의 최

소적 개입과 자유로운 시장을 통하여 가능했다고 

설명하는 것(대표적으로 World Bank, 1994)을 비

판하면서 산업정책으로 드러나는 국가의 역할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자본주의 발전에서 중요

한 역할을 했다는 발전국가론자들의 주장을 받아

들인다. 하지만 공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존 발

전국가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다. 첫째, 기존 연구는 국가를 사회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인식하는 베버주의(Weberian) 국가론에 

Gumi was the hometown of President Park Jung-Hee. This paper argues that the development of Gumi 
Industrial Complex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role of the following actors; place-dependent local ac-
tors in Gumi and the multi-scalar agents, such as the Korean-Japanese businessmen and the national par-
liament members elected in the Gumi electoral district. 

Key Words :  Gumi Industrial Complex, multi-scalar agent, place-dependence, developmental state, the 
Korean-Japanese busines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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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주의 국가의 관료들

은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율적

인 주체이며, 이들이 계획합리성(plan-rationality)
에 바탕하여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고도성장이 가능했다고 보았다. 하지

만 이러한 관점은 국가와 사회가 서로 깊숙이 얽

혀있고, 국가의 권력과 행위가 사회세력들 사이

의 복잡한 상호작용, 갈등, 타협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둘째, 기존 연구는 분석대상을 국가스케일

(national scale)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는 국가중심

적 인식(Agenw, 1994; Taylor, 1996)에 빠져있다. 

이러한 국가중심적 인식론은 국가스케일이 그 자

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상이한 스케일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는 측면을 

간과하게 된다. 대안적으로 비판적 공간연구자들

은 국가가 시도하는 특정 경제개발 전략들은 국가

관료들의 순수한 계획합리성의 산물이기보다는 

국가를 둘러싼 상이한 지리적 스케일에 위치한 여

러 사회세력들 간의 갈등, 경합, 절충의 역동적인 

산물로서 보아야 할 것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들을 좀 더 구체적인 사례

를 바탕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

히, 1960-70년대 발전주의 시기 국가 행위의 공

간성이 매우 구체적으로 표출되었던 공업단지 건

설의 과정에 초점을 두어, 한국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에서 보이듯이, 

1960-70년대 경제개발을 위한 한국 국가의 핵심

적인 공간전략 중 하나가 공업단지의 건설이었다

(유영휘, 1998; 국토개발연구원, 1996; 김진수·

이종호, 2012). 이 공업단지의 입지와 건설과정은 

발전주의 국가론자들이 주장하듯 사회세력들로부

터 독립적인 자율적 관료집단이 국민경제 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계획합리성을 발휘한 결과물

이라고 쉽사리 결론짓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 논문은 60-70년대 건설된 여러 공업단지 중

에서 구미국가공업단지(이하 구미공단)에 주목한

다. 오늘날 구미공단은 1970-80년대 한국경제의 

전자산업을 이끈 주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현재

까지도 여전히 국가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

다(정도채, 2011; 박삼옥·정도채, 2012).1) 한국사

회에서 구미공단이 형성된 과정을 바라보는 관점

은 크게 두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국가관

료들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설립되었다는 견해

(국토개발연구원, 1996; 안경모, 2004: 182-84)와 

다른 하나는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였고, 그의 고

향이 구미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정치적 논리를 

강조하는 입장이다(전자공업진흥회, 1981; 윤정

로, 1990: 81; 유영휘, 1998: 243).2) 본 연구자들은 

대립되는 두 입장 모두가 구미공단 형성과정의 한 

단면만을 강조하여, 당시 구미공단 형성을 둘러싸

고 국가관료, 초국가적 자본, 구미 지방의 영역화

된 이해세력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만들

어내는 다중 스케일적 역동성을 충분히 밝혀내지 

그림 1. 공업단지분포도 

출처: 매일경제 19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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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구미공단 형성과정을 사례로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성을 국가 스케일로만 환원하여 바라

보지 않고, 글로벌(예컨대, 재일교포와 같은 초국

가적 행위자), 로컬(가령, 지역유지와 같은 장소의

존적 행위자) 등의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 간의 상

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다중스케일적 역동성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정

희 정권은 왜 구미를 공단의 입지로 선택하였는

가? 둘째, 국가관료 외에 다른 행위자들이 입지 선

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들은 누구이며, 구체적

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미공단의 형성

에 영향을 미쳤을까? 이상의 연구질문에 답하고

자 본 논문은 크게 이론논의(2장)와 사례연구(3장)

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성

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략관계적 국가론과 스케일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기반으로 구미공단 형성과정을 살펴본

다.   

2.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개념화

1) 전략관계적 국가론과 다중스케일적 접근

사회과학에서 국가연구는 베버주의 국가론과 

맑스주의(Marxist) 국가론으로 나뉘어 논의되어 

왔었다(Brenner et al., 2003). 베버주의 국가론은 

국가를 물리적 폭력수단을 독점하고, 권위적인 질

서 만들기의 독점체이자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

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관료들의 집합으로 인식한

다(Weber, 1946). 반면에 전통 맑스주의 국가론은 

경제결정론적 관점에서 국가를 자본의 이익에 복

무하는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로 간주하는 경향

을 보였다. 정치사회학자 밥 제솝(Bob Jessop)은 

국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베버식의 정치주의적 경

향과 전통 맑스주의의 경제주의적 경향, 양쪽을 

모두 비판하면서, 국가는 기능적으로 정치와 경제

의 메커니즘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치와 경제의 기

능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과 국가를 

통해서 작동하는 사회세력들의 끊임없는 전략적 

행위들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Jessop, 1990). 전
략적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국가는 특정 사회세력

의 이익을 다른 세력보다 배려하게 되는데, 이를 

전략적 선택성(strategic selectivity)이라고 명명한

다. 전략관계적 접근은 베버주의 국가론의 영향을 

받은 발전주의 국가 연구자들이 간과하는 국가 안

과 국가를 통해서 작동하는 다양한 사회세력들 사

이의 복잡한 경합과 상호작용의 과정 그리고 이러

한 과정을 통해 특정의 국가 행동이 선택되는 방

식을 포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사회세력들은 국가 스케일이라는 단일한 

스케일에서만 존재하지 않고 상이하고 다양한 지

리적 스케일 상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존재론적, 

인식론적으로 국가를 차별적이고 다중적인 공간

적 스케일 속에 위치시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여

기서 국가를 공간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된

다. Neil Brenner(2004)는 제솝의 전략관계적 국

가론을 공간적으로 이론화하였다. 특히 국가가 추

진하는 특정한 공간 전략과 공간 프로젝트에 주목

하여, 이러한 국가의 공간전략과 공간 프로젝트가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작동하는 다양

한 사회세력들 사이의 경합과 갈등,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형성되며,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가 정책의 집행이나 자원의 투입 등에서 특정

의 지역/장소를 다른 지역/장소에 비해 더 우선시

하고 배려하는 공간적 선택성(spatial selectivity)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국가정책의 공간적 선택성이 발현되는 동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스케일의 정치(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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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of scale)에 주목한다. 스케일의 정치는 어

떠한 사회세력이 자신들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의제의 공간적 특성을 

변화시키거나(가령, 갈등 중인 로컬한 의제를 전

국적 의제로 쟁점화), 다른 지리적 스케일에 위치

한 사회세력들을 동원/연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Smith, 1992). 예컨대, 지방에서 추진되던 지역

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됐을때 지역경

제에 착근된 장소의존적 행위자들로 구성된 지역

성장연합의 주도로 “지역” 개발사업의 성격을 “국

가” 경제 부흥의 일환인 사업으로 스케일을 올림

(즉, 스케일 뛰어넘기(scale jumping))으로써 사업

추진에 성공할 수 있다(Cox and Mair, 1988; Cox, 
1998). 최근 서구 인문지리학에서 진행된 스케일 

논의에서는 스케일 개념이 네트워크, 장소 등과 

같은 다른 공간적 개념들과 상충되는가에 대한 논

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Marston et al., 2005). 본 

연구는 스케일의 정치를 통해서 바라볼 때 스케

일 개념은 다른 공간적 개념들(네트워크, 장소 등)

과 상충되기 보다는 상호 보완될 수 있다고 본다

(Jessop et al. 2008; MacKinnon, 2010; 박용규·정

성훈, 2012). 그 일례로 한 행위자가 다양한 공간

적 스케일에서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와 장소의

존적 이해관계에 동시적으로 연결되는 “다중스케

일적 행위자”(multi-scalar agent)로 역할을 할 수 

있다(Gimm, 2013: 1151). 특히, 이 다중스케일적 

행위자는 상이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장

소와 영역적 이해를 스케일을 뛰어넘는 네트워크

적 관계망을 통해 연결시켜 새로운 다중스케일적 

권력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특정 도시의 장소적 이해를 가진 행위

자가 자신의 네트워크적 자산을 이용하여 시와 도

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정치에 접근하여 중앙정

부를 통해 해당 도시의 이익을 구현하기도 하고, A
국가의 행위자 a와 B국가의 행위자 b가 국가를 통

하지 않고서 직접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초국가적 스케일의 권력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한

다. 즉, 스케일의 정치는 “구/시/도/전국”이라는 

식의 단계적, 단선적 도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

니라, 다양한 네트워크적인 특성이 동시적으로 발

현되어 공간적 스케일이 보다 역동적으로 구성되

는 과정을 일컫는다(Jessop et al. 2008). 따라서 특

정 사회세력이 시도하는 스케일 뛰어넘기 과정에

서 특정 사회세력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다중스

케일적 행위자의 참여는 스케일 뛰어넘기를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정리하면, 특정 스케일에 위치한 사회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

도된 스케일의 정치를 통하여 국가가 공간프로젝

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정 지역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상

의 이론적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동아시아 발

전주의 국가의 상황 속에서 공업단지의 형성과정

에서 국가의 공간적 선택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논하고자 한다. 

2)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에서 공업단지 

형성의 다중스케일적 과정에 대한 분석틀

기존 발전주의 국가론자들은 국가를 사회로부

터 분리된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베버주의 국

가론을 바탕으로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계획합리성에 바탕한 국가관료들이 경

제계획을 추진한 결과, 소위 ‘동아시아의 기적’이

라고 불렸던 고도성장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설

명한다(Johnson 1982; Deyo 1987; Wade 1990; 
Woo-Cummings 1999). 이처럼 국가의 역할을 강

조하는 발전주의 국가론은 국가 개입의 축소와 시

장 자유의 확대만이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신고전경제학적 입장과는 상반되는 발

전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발전주의 국가론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중

요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켰지만, 어떻게 국가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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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

에는 충분히 답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한국에서

의 자본주의 국가의 공간성을 선도적으로 다룬 김

덕현(1992: 제4장)의 연구에서 한국 국가가 추진

하였던 산업 및 사회간접자본 정책들은 전지적 작

가 시점에서 국가관료들의 인식이 국가공간에 고

스란히 투영되고, 실현된 것으로 기술된다. 이러

한 접근은 국가가 추진하는 특정 축적전략은 사회

세력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구상되고, 추진된 

것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필자

들은 앞서 언급한 제솝의 전략관계적 국가론을 따

라서 국가를 정치적 전략으로 바라봄으로써, 국가

가 추진하는 특정 프로젝트는 국가관료뿐만 아니

라 다양한 사회세력들 간의 경합의 산물로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사회세력들은 어떻게 발전주의 국가

의 정책에 개입하게 되는 걸까? 여기서 발전주의 

국가의 축적전략이 갖는 공간적인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손정원(2006)은 서구선진자본주의

와 후발자본주의 간의 축적전략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축적전략은 자원의 동원과 배분 

과정에서 공간적인 요소가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서구자본주의는 가용 가능한 자원들(자

본, 노동, 기반시설)이 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

고, 산포(散布)되어 있어서 각 장소마다 특유의 산

업이 발전하는 ‘공간적 특화’가 이루어졌다면, 후

발국은 가용 가능한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에 자원을 집중하여 ‘산업화의 섬’으로 만들

게 되었다. 특히, 후발국 중에서 모든 종류의 자원

이 부족하였던 발전주의 국가는 공간적 불균등 전

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손정원, 2006: 47-48). 
정리하면, 발전주의 국가에서의 축적전략은 제한

된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국가경제발

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화의 섬’들을 만드는 

공간전략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토공간에서 특정한 지점들에 자원을 

집중하는 공간 전략은 필연적으로 국토공간의 불

균등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공간적 

불균등의 상황은 상이한 장소와 공간적 스케일에

서 활동하는 사회세력들로 하여금 서로 갈등, 연

대, 경합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불균등의 지리

를 만들기 위한 권력투쟁의 장으로 뛰어들게 만들

었다. 이러한 세력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은 국가

가 ‘산업화의 섬’을 어느 곳에 입지할 것인가에 대

한 ‘공간적 선택성’(Brenner, 2004)을 야기하였다. 

하지만 발전주의 국가론에 입각한 기존의 연구들

은 연구의 대상으로 중앙정부(건설부, 상공부, 경

제기획원), 재벌과 같은 주로 국가적 단위에서 활

동하는 세력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가 스케일보

다 아래에 존재하는 도시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의 영역화된 세력들 또는 국가 스케일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초국가적 행위자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

하였다(박배균 2012). ‘산업화의 섬’의 구체적 형

태인 공업단지를 보더라도, 특정 지역에 공업단지

가 설립됨으로써 지역에 파급되는 영향(물리적 공

간, 인구 및 경제활동의 변화) 때문에 공업단지는 

매우 강한 장소 기반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더구

나 서구자본주의와 비교하여 자원의 공간적 분포

가 보다 불균등하고, 발전된 지역과 저발전된 지

역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뚜렷하며, 공업단지의 

건설과 같은 국가의 투자와 지원이 지역발전의 중

요한 동인이 되는 발전주의 국가의 경우 공업단지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의 영역정치가 발생할 가능

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지역경제와 

긴밀히 연계된 장소의존적 행위자들(지역정치인, 

지역유지, 지역자본)은 ‘산업화의 섬’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영역화된 정치를 시도할 수 있다

(Cox and Mair, 1988; 박배균, 2009).3) 특히, 산업

화의 섬을 유치할 동원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성장

연합은 자신들의 동원력을 키우기 위하여 다른 스

케일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과 연대의 공간(space 
of engagement)을 구성하여 국가의 정책과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Cox, 1998). 
특히, 다양한 스케일의 사회적 관계들과 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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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으로 연결된 “다중스케일적 행위자”(Gimm, 

2013)들은 연대의 공간을 보다 강력하게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960년대 한국의 경우 몇몇 재

일교포와 국회의원들이 다중스케일적 행위자로서

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재일교포 사업

가를 살펴보자. 산업화에 필요한 자원, 자본, 기술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산업화

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 밖에서 기술, 자본 등

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다. 단기간에 해외의 자

본과 기술을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의 하나는 국제적인 금융과 산업의 네트워크를 활

용하는 것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보다 자본

주의적 산업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에서 경제활

동을 하면서 일본 내, 혹은 국제적 차원의 비즈니

스 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있던 재일교포 기업인들

은 글로벌한 스케일의 흐름의 경제에 국내의 기업

들을 연결시켜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통로였다. 그런데 이들 재일교

포 사업가들은 단지 글로벌 스케일의 행위자로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고국을 떠나기 전 고향 혹

은 한국에서 형성한 사회적 관계망과 오랜 동안의 

타국 생활을 통해 이들이 발전시킨 모국과 고향에 

대한 장소적 애착감은 이들로 하여금 국가적 혹은 

로컬한 스케일의 사회적 과정과도 깊이 연결되도

록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후 국가재건을 해야 하

는 절박한 상황은 교포들로 하여금 모국(母國)과 

고향에 대한 향수와 장소적 애착심을 고양시켜 한

국에서의 경제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만들었

다.

둘째,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

의 영역적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

역의 대표적 장소의존적 행위자다. 하지만 동시에 

입법활동을 통해 국가적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법

안을 만들고, 각종 상임위에서의 활동과 국정감

사 등을 통하여 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국가스케일에서 활동하는 행위자이기

도 하다. 즉,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의 장소의

존적 이해관계를 관철, 대변하기 위하여 국가스케

일 행위자로서 갖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적 스케일의 자원과 권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스케일적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다. 예컨대, 호남지역주의의 탄생을 연구한 김동

완(Gimm, 2013)은 1960년대 활동한 국회의원 김

대중을 다중스케일적 행위자로 보았다. 그에 따르

면 김대중은 경상도에 편향된 불균등 발전 정책을 

추진한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면서, 대안으로서 대

중의 참여에 기반한 민주주의, 국가권력의 분권, 

지역간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소위 대중경제론을 

제시함을 통해 국가 스케일에서 박정희 정권과 대

립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과 동시에 호남에 기반한 

지역정치인으로서 호남이 국가경제발전에서 소외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호남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구하는 장소의존적 행위자로서의 실천

을 수행하였다(Gimm, 2013: 1162-1163).  
이처럼 국가 안에서, 국가를 통하여 다양한 스

케일에서의 사회세력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국가

의 의사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 국가

의 공업단지 개발과정도 이러한 과정에 깊이 영향

을 받았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는 구미공단 개발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3. 구미공단 형성의 다중스케일적 과정 

1)  1960-70년대 “수출전략산업”으로서 

전자산업의 육성 

1964년 1월 연두교서에서 박정희는 “경제의 안

정과 자립경제의 달성은 국제수지의 개선으로 획

득”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정부는 수출

진흥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는 방법 밖에 없

다면서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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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1.10. “박대통령 연두교서 전문”.). 같은 해 6
월에는 박정희가 주재한 청와대 연석회의에서 수

출진흥에 관한 종합대책이 협의, 결정되면서 수출

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 회의에서 3년 내지 5년 

이내에 3억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올린다는 목

표가 설정된다(동아일보 1964.6.24.“수출진흥책 

결정”). 이어서 8월 국무회의에서는 수출실적이 1
억 달러가 되는 날을 ‘수출의 날’로 정하기로 의결

하였고, 그해 11월 30일에 실적이 1억 달러를 달

성하자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다(김보

현, 2006: 204-209). 한국에서 전자산업의 발전은 

이러한 박정희 정권의 수출지향성과 긴밀히 연관

된다. 

국내 전자산업이 육성된 계기는 1960년대 라디

오의 국내 생산이 시작된 것이었다(한국전자공

업협동조합, 1997: 25-26; 윤정로, 1990; 김시윤, 

1995). 5.16 쿠데타 직후부터 박정희 정권은 라디

오 수출을 장려하여, 1962년부터 수출을 시작하였

으며, 1965년에는 전체 라디오 생산량의 71%를 수

출하게 되었다(정밀기기센터, 1970; 한국산업은

행, 1970: 260; 윤정로, 1990: 76). 이처럼 라디오

의 높은 수출잠재력 때문에 전자산업발전의 초창

기부터 전자산업은 국가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

었다.4)그리하여 1964년 상공부의 13개 중점 육성 

수출산업에 전자산업이 포함되고, 상공부에 ‘전

자공업계’가 신설된다(윤정로, 1990: 76). 당시 박

충훈 상공부장관5)은 수출촉진을 모색하기 위하

여 전자업계 관계자들과 ‘목요수출간담회’라는 주

례회의를 갖기도 하였다(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1997: 36). 특히, 전자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반도

체 산업의 발전이 핵심적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이 긴요하였

고, 이러한 자금과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한 중요 국

가는 미국과 일본이었다. 

윤정로(1990)는 국내 전자산업의 성장 초창기

인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를 두 흐

름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 흐름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투자시기(1965-69)이고, 두 번째 흐름은 일

본과 국내자본의 투자시기(1970-72)였다. 먼저 

첫 번째 흐름을 보자. 1960년대 당시 미국의 반

도체 산업은 반도체 생산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

한 가격인하로 미국 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

고 있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해외의 값싼 노동력

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윤정로, 1990: 77). 그리

하여 1966년 미국 반도체 생산업체인 페어차일드

(Fairchild)의 국내투자를 시작으로 모토로라(Mo-
torola), 시그네틱스(Signetics) 등의 자회사가 국내

에 설립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

투자가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국가로 하여금 

전자산업의 진흥책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윤정로, 1990: 79; 경향신문 1967.1.19. “전자공업 

“붐” 일 듯”).6)

전자산업 육성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잘 드러

나는 행위는 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박정희 정권

의 산업정책이다(장하준, 2006). 특히, 1969년에 

제정된 전자공업진흥법과 전자산업의 장기적 육

성계획인 전자공업진흥8개년계획7)이 박정희 정

권 시기 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산업정책이

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제정과 산업정책의 추

진을 기존의 발전주의 국가론에서 주장하듯이, 단

순히 국가관료의 계획합리성의 산물로만 바라보

는 것은 한계가 있다. 1960년대 당시 이미 전자산

업에 관련된 100여 개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존재

하였고, 1967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인 

전자공업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 기구가 만들

어낸 전자공업진흥임시조치안이 정부(상공부)에 

제출되었고, 그것이 이후 정부가 제정한 전자공업

진흥법안의 바탕이 되었다(한국전자공업협동조

합, 1997: 43-44, 90-93; 매일경제 1967.6.1. “전자

공업진흥 임시조치법안 상”; 매일경제 1967.10.18. 
“전자공업진흥법안 마련”). 즉, 전자산업 관련 정

책을 시행되는데 있어서 국가와 국내자본 간의 긴

밀한 상호작용이 있었던 것이다(김시윤,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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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8개년계획의 수립, 확정을 보고한 대통령 결제

문서8)에서는 “수출전락산업”으로서 전자산업을 

규정하고, 69년부터 76년까지 각 연도별 “수출목

표”가 설정되어 있다(대통령 비서실, 1969a). 이를 

통해서 박정희 정권의 전자산업에 대한 수출지향

성을 잘 알 수 있다. 김동완(2013: 162-163)에 따

르면 박정희 정권의 수출주의는 단순한 경제정책

으로 그치지 않고, 계량화된 실적을 공표하는 실

적주의와 연동됨으로써 국가의 총량적 경제성장

이 개별 국민들의 이해와 동일시되는 것처럼 보이

게 하는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기도 했

다.9) 계획에서 명시된 전자산업에서의 수출목표

인 1971년까지 “1억불”, 76년까지 “4억불” 달성을 

위하여 국내기업들은 국가의 ‘수출 드라이브’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10) 

 미국의 투자에 의존했던 첫 번째 시기에 이어

서 두 번째 시기(1970-72)에는 일본과 국내 기업

의 투자가 중요하게 부각된 시기였다. 1950년대 

말까지 한국의 자본축적은 주로 미국의 원조에 의

존하였지만 50년대 말부터 미국의 경기하강과 함

께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이 감소되면서 외자를 충

당할 대안을 찾아야 했다(전철환, 1987: 153).11) 이

미 1951년부터 한일 양국은 대일재산 및 청구권

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가졌고 이런 상황 속에

서 1962년 박정희 정권은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을 

시작했고, 1965년 6월 22일에 ‘한-일양국의 국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고, 국교가 정상화되

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전철환, 1987: 153-155; 다다시, 2008: 
285-287). 당시 한국의 입장에서는 수출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절실히 필

요하였다. 하지만, 6.3사태를 통해 드러났듯이 국

민들의 반일감정 때문에 일본자본이나 일본기업

을 직접 유치하는 것에는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였

다. 따라서 재일교포의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선호되었다.12) 수출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공

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1964년 제정된 <수출

산업공업단지개발법>에 재일교포 사업가들의 “교

포재산 반입의 유치”(제2조)가 포함된 사실에서도 

재일교포 사업가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자본 유입의 흐름은 

전자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1968년 10월 

상공부, 과학기술처, 경제기획원, 상공회의소, 전

국경제인연합회,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한국무

역진흥공사 등이 후원하여 일본에 전자공업시찰

단을 파견하기도 하였다(매일경제 1968.10.25.“본
사주최 일전자공업시찰단의 보고좌담회”)13)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도 당시 일본이 임금과 지대의 상

승으로 저임금 노동력과 생산부지가 부족해지면

서 해외로 출구를 돌려야하는 구조적 압박에 직

면하면서 한국진출이 중요하였다(윤정로, 1990: 
84). 

2)  구미국가공업단지 지정 과정의 재구성: 

계획합리성과 국가중심적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이 장에서는 구미공단 형성의 다중스케일적 역

동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기존의 

지배적 관점에 따라 국가 스케일의 과정을 중심으

로, 혹은 국가 관료의 계획합리성에 입각하여, 구

미공단의 조성과정을 설명하는 방식들을 비판적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오늘날 구미국가공업단지는 특정 지역의 경제

에 국한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업단지로만 취

급되지 않고, 국내 총 수출의 10%를 담당하는 한

국의 국가경제를 대표적인 산업공간으로 간주되

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30여 년 전에도 크게 다르

지 않았다. 아래 인용된 구미공단을 제목으로 한 

시는 구미공단 준공을 기념하고자 시인 박목월이 

1974년에 발표한 것이다. 

“우리는 금오산 기슭의//쓸모없는 낙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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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3백50만평을//땀과 슬기, 단결과 협조로

써//전자공업단지를 이룩하였다//이것은 보

람찬 80년대로//행하는 하나의 디딤돌//하

나의 전설//잘살기를 발돋움하는//민족의지

의 표현, 꿈의 실현//조국근대화의 우렁찬 고

동//바꿔놓은 지도 위에//찬란한 태양이//영

원히 빛나리라”(박목월, 구미공단, 1974) 

이 시에서 박목월은 “쓸모없는 낙동강변”으로 

불렸던 구미 지역이 “잘살기를 발돋움하는 민족의

지의 표현”, “조국근대화의 우렁찬 고동”이 실현

되는 국가경제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

음을 표현하였다. 시인의 시각은 1976년 9월 구미

시 사거리에 구미국가산업단지를 기념하고, 수출

입국을 상징하고자 높이 40m의 ‘수출산업의 탑’14)

이 건립되면서 재확인된다. 이처럼 구미공단은 물

질적(“국내 총 수출의 10%”, 수출산업의 탑), 담론

적(“조국근대화의 우렁찬 고동”)으로 국가 스케일

에서 작동하는 경제적 과정과의 연관성 속에서 인

식되어 왔다. 

이러한 국가스케일 중심적 사고방식은 구미공

단의 조성이 국가 전체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추

구하는 정치 지도자와 국가 관료들의 계획합리성

에 입각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믿음

과 쉽사리 결합된다. 1969년 공단조성이 시작되기 

전 구미는 인구 2만의 소읍에 불과했고, 쌀과 사

과 등의 농산물이 주생산물이었으며, 인근 도시인 

대구와 김천에 비해서 발전되지 못한 지역이었다. 

특히, 공단이 조성된 부지는 대부분 논밭이었고, 

약간의 야산과 낙동강변의 저습지로 구성되어 있

었다(경향신문 1987.4.28. “한국신도 (20) 구미”; 

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101-102).15) 

구미에 공업단지를 입지한 것에 대해 당시 국가

의 관료들은 공단부지 인근에 낙동강이 있어서 용

수원이 풍부하고, 철도(경부선)뿐만 아니라 고속

도로(경부고속도로)가 곧 놓이게 되고, 농촌의 풍

부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이유를 

대면서, 구미가 공업단지가 들어서기에 적합한 입

지라고 주장하였다. 구미의 입지를 합리화하는 또 

다른 일반적 논리는 구미공단의 주 업종이 전자산

업인 점을 강조하면서, 전자산업의 특성상 임해지

역에는 염분이 많은 바람이 불어 전자기기의 생산

공정에 곤란한 반면 내륙에 위치한 구미는 반도체

를 생산하기에 최적의 입지라는 주장이다(구미수

출산업공단, 1991: 108)(그림 2 참조). 관련하여 <

구미공단 20년사>에 따르면 구미에 전자산업의 

공업단지가 조성된 것에 대하여 “임해에서는 염분

이 많은 바람에 의해 부품의 정밀성 유지와 생산

공정에 곤란을 준다. 1㎥당 10개의 먼지도 허용할 

그림 2. 구미공업단지 계획도 

출처: 대통령비서실 19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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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반도체 생산공정은 절대적으로 쾌적한 환

경을 요구하므로 그런 점에서도 내륙에 위치한 구

미공단은 최적의 입지로 평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108). 구미공단 제

2단지를 조성하는데 참여한 당시 수자원공사 사

장 안경모도 반도체는 해풍의 영향을 받으면 쉽게 

부식되는 약점 때문에 해풍이 들어가는 배로 반도

체를 수송하면 안 되고, 비행기를 이용하여 수출

해야 했기 때문에 해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륙

인 구미가 선정되었다고 말하였다(안경모, 2004: 
182-183).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도 있다. 

유영휘(1998)16)는 “1960년대 말 구미지구의 공업

입지여건은 결코 유리한 편이 아니었다. … 전국

적으로 이보다 유리한 공업입지조건을 구비한 곳

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다”(유영휘, 

1998: 243)면서 구미의 입지우위가 과대평가되었

다고 말한다. 염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공장이 내륙에 입지해야한다는 논리는 구미공단

이 조성된 비슷한 시기 남동임해에 위치한 마산수

출자유지역에 산요 등의 일본 반도체 제조업체들

이 조립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감안하면 절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시 생산공정의 기술혁신

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윤

정로, 1990: 83). 즉, 전자산업을 위한 공업단지여

서 내륙인 구미가 최적의 입지로 선정되었다는 논

리는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 주장이라 보기 어렵

다. 설사 내륙입지가 전자산업에 더 유리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미와 유사한 입지적 이점을 

갖춘 다른 지역들이 많은데 왜 하필 구미가 입지

로 선정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

된 입지적 요인만으로 답을 제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구미공단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경제로만 연결

시켜 바라보는 국가스케일 중심적 시각은 구미공

단이 조성되는 과정도 마치 국가가 합리적으로 주

도한 것(전자진흥법 등의 법 제정, 관료들의 합리

적 판단에 따른 입지선정)으로 선험적으로 인식하

게 만들어, 국가 스케일 이외의 공간적 스케일에

서 벌어진 정치-사회적 과정과 행위자들의 역할

과 실천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구미공

단을 국가중심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공단조성의 

추동력을 국가관료의 합리성으로 국한하여 바라

보는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스케일에서 활

동한 행위자들 간의 갈등, 경합, 타협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으로 바라보는 다중스케일적 관점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구미공단의 조성을 둘러

싼 다중스케일적 과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

펴볼 것이다. 

3) 구미공단 조성에 관여한 중요 행위자들

구미공단 형성의 다중스케일적 역동성을 살펴

보기에 앞서 이 장에서는 구미공단의 조성에 관여

한 중요 사회세력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이들이 

어떠한 정치경제적 구조 속에 놓여있으며, 어떠한 

사회-공간적 특성을 갖고 있었는지를 분석할 것

이다. 구미공단 조성에 관여한 행위자들은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존재하지만, 본장에서는 공단

유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행위자들(박정희, 

지역유지, 재일교포 사업가)에 초점을 두어 분석

하였다. 

(1) 국가스케일 행위자: 박정희  

박정희는 19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났다. 박정희의 고향이 구미라는 사실 때문에 

몇몇 논자들은 아주 쉽사리 구미에서 공업단지가 

조성된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유영휘, 1998: 243; 전자공업진흥회, 1981). 하지

만 아무리 권위주의 통치의 시기라고 해도 통치자

의 고향이라는 사실로 국가의 중요 산업단지가 입

지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사실 앞선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도 존재한다. 구

미공단이 조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행위자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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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이원만(코오롱그룹 설립자)에 따르면 코오롱 

공장(당시 한국 포리에스텔 공장)을 구미에 건설

하겠다고 밝혔을 때 박정희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

에 큰 공장을 짓고, 공단이 생기는 것이 자신의 입

장을 난처하게 할 수 있다고 걱정하여 공장건설에 

반대하였다고 한다(이원만, 1977: 359; 구미시, 

1994: 234-235). 이 두 입장은 박정희가 구미공단 

건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서는 대비되는 견해를 제공하지만, 공통적으로 박

정희 개인의 의사결정만으로 구미공단 조성을 설

명하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공단조성을 둘러

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과 실천들을 간과하는 

오류를 공히 범하고 있다. 즉,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구미공단의 건설과정에 미친 정치적 영

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국가스케일의 정

치적 지도자인 박정희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준 

다른 행위자들은 누가 있었는지, 구미공단의 조성

을 둘러싸고 어떤 다양한 생각과 이해관계가 존재

하였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 충돌, 대립, 혹은 서

로 연대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박정

희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행위자들을 살펴보기 전에 당시 박정희는 구미공

단과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를 좀 더 알

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들어간 결재문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17) 

공식적으로 전자제품 수출 증대를 위하여 구미

지역에 전자공업전문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것은 1970년 8월 24일 제8차 ‘청와대 수출

진흥확대회의’에서였다(한국수자원공사, 1994: 
600;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1997: 131). 그 이

전에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업단지 개발에서 

구미라는 구체적인 지역이 거명된 적은 없었다. 

1969년 1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 상공부에서 

검토 중인 전자공업진흥8개년계획에서도 수출목

표인 1971년의 “1억불”, 76년의 “4억불”을 달성하

기 위한 수출 전진기지로서 “전자공업수출자유무

역지역”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인 지역

은 명시되지 않았었다(대통령 비서실, 1969a).18) 

하지만 같은 시기인 1969년에 작성된 청와대 비

서실의 대통령 결재문서를 보면, 박정희는 1969
년 구미공업단지 추진현황(입주희망기업, 단지조

성에 필요한 재원, 인프라 건설 현황 등)을 꾸준히 

보고 받았고, 나아가 조성방식에 대한 자신의 의

견(가령, 재원확보의 방식)을 피력하기도 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다(대통령비서실, 1969c; 1969d; 

1969e; 1969f; 1969i; 1969k; 1969o)19). 흥미로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공업단지 공사현장의 

수해피해 마저 직접 보고를 받을 정도로 구미공단

의 조성에 많은 신경을 썼다는 사실이다(대통령비

서실, 1969n). 그런데 1969년 당시만 해도 구미에

서의 공업단지조성은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지방정부인 경상북도가 주도하는 일반단지 사업

에 불과하였다(유영휘, 1998: 53-54). 
1960년대 후반까지도 구미지역 공업단지의 건

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어서 국

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출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의 대통령 결재문건에서 드러나듯이, 박정

희 대통령은 구미에서 추진되는 공단건설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고, 이는 자신이 태어나

고 자란 고향이라는 상징성과 애향심의 발로로 추

정된다.20) 그런데, 구미공단의 조성과정을 박정희 

대통령의 애향심이라는 요소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60년대 말

까지만 해도 구미공단 사업은 지방정부가 추진하

는 사업에 불과하였고, 70년대 초에 들어서야 비

로소 구미공단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격상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넘어

서는 정당화의 논리와 과정이 필요했다. 이 부분

에서 박정희라는 국가 스케일의 행위자 외에 다른 

공간적 스케일의 행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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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미의 로컬 행위자: 지역유지 

이 절에서는 구미가 국가공단으로 지정되기까

지 구미 지역에서는 어떤 행위자들이 역할을 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Cox and Mair(1988)에 따르

면,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서 형성된 사회-공간적 

관계에 자신의 생존과 재생산을 의존하고 있는 장

소의존적 행위자들은 지역경제의 부침에 민감하

게 반응하며,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위들

을 시도할 수 있다. 구미에서 장소의존적 행위자

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된 계기는 1964년 <수출

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

다. 이어서 같은 해 8월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서울 

구로동에 조성되기 시작하고, 68년 2월 울산에 석

유화학단지가 설립되자 각 지방마다 공업단지를 

유치하려는 열망이 일어났고, 구미도 예외는 아니

었다(유영휘, 1998: 49, 243; 한국전자주식회사, 

1985: 64-65). 
1960년대 말 경상북도가 지방공단의 건설을 추

진할 때, 경상북도 내 여러 지역이 경쟁하였고, 이 

과정에서 구미의 지역유지 50여명도 공개적으로 

구미지역에 공단을 유치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들 로컬 행위자들 중 대표적 인물이 장월상이었

다. 경북지역에서 손에 꼽히는 지주였던 장월상

은 농지개량조합장이었는데, 농지개량조합은 수

리시설의 유지 및 관리, 구획정리사업, 농지개량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

으로 이 조합의 장은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였다(서현진, 2001: 196;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timeline.britannica.co.kr/bol/topic.
asp?article_id=b04n0538a&ref=2#ID2). 장월상은 

단순히 지역경제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선산21)지구당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정치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이처럼 그

가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일 될 수 있었던 요

인에는 박정희와 구미보통학교 동기라는 사실도 

관련되었다(동아일보 1974.08.17.). 후술하겠지만 

박정희와 동기라는 사실은 공단유치과정에서 직

접적으로 장월상이 박정희에게 접촉된 것은 확인

된 바는 없더라도, 공단유치를 둘러싼 경상북도의 

다른 지역과의 경합과정에서 구미가 이기기 위한 

연대의 공간을 구성하는 데 적극 활용된다.22) 

그런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하에서 이들 지역

에 뿌리를 둔 장소의존적 행위자들은 그 보다 더 

큰 공간적 스케일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가령, 

국가관료)에 비하여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

한 경우가 많았다.23) 따라서 많은 경우, 이들 로컬 

차원의 행위자들은 더 큰 공간적 스케일의 행위자

들이 지닌 자원과 권력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장소

의존적 이익을 지키려는 스케일의 정치를 조직하

게 된다. 구미의 경우에도 지역의 행위자들은 구

미공단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스케일의 정치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스케일의 정치에서는 

여러 공간적 스케일의 관계망에 연결되어 있는 다

중스케일적 행위자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매우 중

요하다. 다음 절에서는 구미공단의 조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다중스케일적 행위자들

에 대해 살펴보겠다. 특히, 재일교포 사업가와 구

미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초점을 둔

다. 

(3)  다중스케일적 행위자: 재일교포 사업가, 국회

의원

앞서 언급했듯이 한일협정 체결 이후 일본의 전

자기업들은 자국의 노동비 상승과 생산부지의 부

족을 이유로 한국 진출을 원하였다. 하지만 이러

한 구조적 요인들만으로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실제로 

경제활동을 한 행위자들의 역할에 보다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국교정상화 직후 한일간 경제활동에서

는 재일교포 사업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구미공단이 조성되는 데 있어서도 재일교포 사

업가의 역할은 중요하였다. 대표적 인물이 한국 

도시바를 설립한 곽태석이다. 곽태석은 1921년 경

북 선산군 해평면(지금의 구미시에 속함)에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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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여, 16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중앙대학 상

과를 졸업하고, 1948년 27살에 광양택시를 설립하

였다. 1957년부터 전자공업용 정밀부품을 생산하

는 광양정밀을 설립하면서 전자산업과 인연을 맺

고 일본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된다(한국전자주식

회사, 1985: 53-54). 1965년 한일 국교가 재개되

고, 외자도입법이 제정되면서 다른 재일교포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모국으로의 진출을 원하게 되었

고,24) 1966년 서울시 구로에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설립되자 공단에 입주하여 싸니전기를 설립하였

다(한국전자주식회사, 1985: 55-56). 
당시 경제발전에 몰두한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는 일본으로부터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는데 징

검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재일교포 사업가들

이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특히, 당시 한일수교

를 체결했지만 일본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

는 것에 대한 여론의 부담이 있었던 상황에서 모

국을 위해 투자한다는 명분으로 재일교포가 국

내 진출한 것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윤정

로, 1990: 81). 이처럼 경제발전에 있어서 재일교

포가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 이들은 국가관료에 대

한 접근성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곽태석도 국가

스케일 행위자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이 가능했고, 일본에서의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에 투자하는 초국가적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재미교포 사업가들은 그들

의 경제활동이 지닌 초국가적이고 다중스케일적

인 성격 때문에 국내 사업의 입지를 결정함에 있

어서 국가스케일의 이해관계를 중심에 두는 국가

관료의 입장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

종 있었다. 재일교포 사업가의 입지선호는 국가

스케일의 이해관계에 국한되기 보다는 그 보다 로

컬한 장소와 지역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

히, 자신의 고향에 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동아일보 1960.12.11. “재일교포들은 국내투자를 

바란다”.).25) 곽태석도 자신의 고향인 구미에 공장

을 세우고 싶어 하였다.26) 박정희와 고향이 같다

는 점은 다른 재일교포 사업가보다 곽태석이 박정

희에게의 보다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

가 되었다. 이처럼 일본에서 사업가로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 스케일을 자유롭게 뛰어넘

으며 한국의 국가경제와 동시에 지역경제(구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곽태석을 다중스케일

적 행위자로 볼 수 있다. 

이원만이란 재일교포 사업가도 중요한 다중스

케일적 행위자였다. 이원만은 경상북도 영일 출신

으로, 1933년 일본으로 건너가 1937년 아사히피복

주식회사를 창립하고, 1945년 광복과 더불어 귀국

하여 대구에 직물공장인 경북기업을 창립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실시된 제헌 국회의

원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다시 일본에서 사업을 하

는 와중에 당시 개발된 나일론 원사를 한국에 판

매하기 위하여 1957년 일본 기업과 합작으로 대구

에서 한국나일론을 설립하였다.27) 1960년에는 경

상북도에서 참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정치활동

을 시작하고, 1963년 대구 동구에서 제6대 국회

의원에 당선된다(이원만, 1977; 신이치로, 2010: 
40-41). 이처럼 재일교포 사업가 출신인 이원만은 

경상북도와 대구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성공을 바

탕으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장소의존적 성향을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초국가적인 사업성

공을 바탕으로 국가경제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중스케일적 행위자이기도 하였다. 박정희를 비

롯한 국가관료와 관계를 맺게 된 계기는 1963년 1
월 8일 재계인사들과 박정희(당시 국가재건최고

회의 의장)와 가진 경제간담회에서 이원만이 외자

도입과 수출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을 박정희가 인

상적으로 듣고서 이후 최고회의 의장실에 초대하

게 되면서였다(이원만, 1977: 264; 코오롱, 1998: 
121-122; 이상철, 2012: 225). 이원만은 일본에서

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전용공업단지의 설립을 

박정희에게 제안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1963년 

이원만은 국내 첫 수출공단인 구로 한국수출산업

공단의 창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이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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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신이치로, 2010: 42-44).28) 이러한 이원만

의 다중스케일적 역량은 이후 구미공단 조성 과정

에서도 국가스케일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중요한 다중스케일적 행위

자이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에서 형성

된 사회-공간적 관계에 장소의존적 이해를 가진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입법활동

과 행정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통하여 국가스케일

의 정치-사회적 과정에 깊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지역과 국가 스케일을 오가는 다중스케일적 행위

자로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이 가지는 다중스케일

적 특성은 구미의 국회의원이었던 김봉환에게도 

확인된다. 김봉환은 1921년 경상북도 선산군(지금

의 구미)에서 출생하여 일제강점기부터 경기도에

서 지방공무원을 시작하였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가 1963년부터 76년까지(제6대~9대) 구미지역에

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

겠지만 김봉환은 구미공단 조성과정에서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과 더불어 재일교포인 곽

태석과 함께 국가스케일 행위자인 박정희를 구미

지역의 로컬 행위자들에 연결시켜주는 중간다리

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구미의 로컬 행위자들이 국

가 스케일의 행위자들과 연대의 공간을 형성, 강

화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4)  구미공단 제1단지 조성을 둘러싼 다중 

스케일적 역동성

지금까지 구미공단 조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

세력들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그들의 공간적 특성

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절에서는 이들 

사회세력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구미공단 조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것이

다. 

구미공단 제1단지의 조성을 추진한 사업주체

는 경상북도와 한국전자공업공단으로 나뉜다. 경

상북도는 총면적 4,330천㎡의 지방공업단지(또

는 일반단지로 불림)를 조성(1969년 3월 착공, 73
년 12월 완공)하고, 한국전자공업공단은 총면적 

6,090천㎡의 국가공업단지(또는 전자단지로 불

림)를 조성했다(1971년 11월 착공, 73년 11월 20일 

준공). 이후 이 두 단지는 1973년 6월부터 공업단

지관리청에서 일괄 관리함으로써 국가단지로 불

리게 된다(유영휘, 1998: 245). 제1단지가 착공된 

1969년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구미공단이 4개 

단지로까지 확대되어 국가공업단지로 건설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다.29) 또한 경상북도의 일

반단지와 한국전자공업공단의 전자단지는 비슷한 

시기에 건설, 완공되었지만, 이 이웃한 두 산업단

지 사이에 긴밀한 연계라던가 건설시기, 과정, 방

식에 대한 엄밀한 계산과 조율 등은 존재하지 않

았다. 하지만, 경상북도에 의해 지방공업단지가 

먼저 조성되지 않았다면, 전자단지는 건설되기 어

려웠다. 즉, 구미국가공업단지는 국가의 면밀한 

주도하에 깔끔한 마스터플랜에 기반하여 조성되

었다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상호작용하

는 과정을 통해 우발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만들

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먼저, 경상북도가 사업의 주체인 지방공업단지

의 조성과정을 살펴보자. 처음부터 경상북도는 구

미를 지방공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 없었다. 당시 

경상북도는 공단개발예정지로 월성군 안강면(현

재 경주시로 편입)을 고려했었다. 이 계획을 알게 

된 구미의 지역유지들은 구미에 공단을 유치하기 

위하여 구미읍사무소에서 1969년 1월 3일 선산군

수 박창규를 포함한 50여 명의 지역유지를 규합하

여 ‘구미공단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농지개

량조합장인 장월상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한국전

자15년사 65-66; 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110). 
공단설립추진위원회는 구미가 공단입지로서 최적

지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담긴 건의서를 경상북도

에 5-6차례 전달하였다(한국전자주식회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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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이 건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구미에 공

단유치가 타당한 근거로 제시하였다. 첫째, 경부

선 철도가 경유하고,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갈 예정

이다. 둘째, 낙동강을 끼고 있어 공업용수를 무진

장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셋째, 구미를 중심으로 

반경 40km 범위 내에 풍부한 노동력 풀이 존재한

다. 넷째, 침수지, 구릉지, 갈대밭이 무성하여 농

업용으로 부적당한 유휴지가 대부분이어서 상대

적으로 용지매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한국전자

주식회사, 1985: 66). 이러한 구미공단설립 타당

성 근거는 그 동안 국가의 공식적 자료에서 구미

공단의 설립의 이유로 제시한 근거와 매우 유사하

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그 동안 유력한 입

지후보였던 월성군 대신에 구미에 지방공업단지

가 들어섰다고 설명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구미가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임을 고려한 경상

북도청의 정치적 고려가 구미로 입지를 변경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미

공단설립추진위원회’의 장월상 위원장은 박정희

와 보통학교 동기라는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

탕으로 양택식 경상북도지사를 압박하였다. <구

미공단20년사>에 따르면 장월상은 양택식 도지사

를 설득하는 와중에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는 속

담도 있듯이 고향이 발전한다면 각하인들 싫어하

겠습니까”라는 말을 통하여 구미가 대통령의 고향

임을 강조하였다(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110). 
장월상이 박정희의 보통학교 동기라는 사실은 이

미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고서 고향을 방문했

을 때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크게 보도되기도 하

였다(경향신문 1963년 10월 19일자). 권위주의적 

통치상황에서 이러한 압박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결국 경상북도는 월성군이 아닌 구미에 공업단지

를 조성하기로 결정하게 된다(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110; 유영휘, 1998: 244). 이 사건은 지역유

지로 대표되는 장소의존적 행위자들의 공단유치

를 위한 대정부 로비가 공업단지의 조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경상북도의 

결정만으로 공단조성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왜

냐면 당시 공단조성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재정역

량이 취약하였고, 이를 보완할 중앙정부의 지원을 

뒷받침할 제도 또한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

문이다. 

1960년대 후반, 시도지사가 조성한 지방공단

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약하여 입주기업체에 선

분양금을 받고, 부족분은 지방정부 재원을 동원

해서 개발해야만 했다(유영휘, 1998: 54).30) 경상

북도 또한 도로와 같은 일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수준의 사업만을 할 정도였고, 원지분양에 따라

서 입주업체가 스스로 부지를 조성하여야 했다(대

통령 비서실, 1969k; 경상북도, 1969; 구미수출산

업공단, 1991: 131). 이렇게 지원이 취약한 상황에

서 공업단지의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어려

웠고, 경상북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1969년 중앙정부에 정부보조 3억 원과 재정융자 2
억 9천만원을 건의하기도 하였다(경상북도, 1969: 
7). 1964년 당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뒷받

침하는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이 조성되

었지만, 일반단지는 이 법과 직접적 연관이 없었

고, 1971년 전자단지가 조성되면서 비로소 이 법

을 적용받게 된다. 대통령 결재문서에 따르면 공

단조성이 1969년 3월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1969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구미공단을 수출공업

단지와 일반공업단지 중에서 어떤 것으로 지정할 

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밝히고 있다(대

통령비서실, 1969f). 또한 토지개발에는 유용하

지만 국가의 재정지원 기능이 없었던 <도시계획

법>(1962년 제정)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여 조세 

및 재정지원의 강화조치가 담긴 <지방공업개발법

>도 1970년에야 제정된다는 점에서 1년 전인 1969
년에는 이 법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유영휘, 1998: 
53). 더불어 <전자공업진흥법>은 1969년 1월 28일
에 제정되었지만, 이 또한 경상북도청이 조성하던 

일반공단에는 적용되지 않고, 한국전자공업공단

이 조성하던 전자단지부터 적용받게 되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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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단20년사>에서는 공단조성 과정에서의 무계

획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구미에 공업단지를 건설하고자 의도했던 

60년대 말 당시에는 반드시 전자단지로 한정

된 의미가 아니었다. 즉 막연하게 공업단지를 

건설하려 했던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우리

나라에도 전자공업을 육성할 전문단지가 필

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구미공단이

라는 특정한 의도는 없었다”(구미수출산업공

단, 1991: 141).31) 

즉, 오늘날 인식하듯이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지

원하는 “국가의 역할”은 적어도 구미 제1단지 조

성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지역유지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공단조성에 

한계가 있던 상황에서 구미공단의 조성에 결정적

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재일교포 사업가들이었다. 

그림 2는 1969년 9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문

건에 포함된 구미공업단지 계획도인데, 이를 보면 

‘도시바’라는 일본계 기업이 구미공단에 입주할 것

으로 계획되어 있다. 여기서 ‘도시바’는 곽태석이

라는 재일교포 사업가가 설립한 ‘한국도시바’를 지

칭하는 것으로, 이 예에서 보여지듯이 재일교포 

사업가들은 구미공단에 공장을 설립함을 통해 중

앙정부로부터 공단조성에 대한 결정과 지원을 이

끌어내는데 중요한 물적 기반을 제공한다. 

재일교포 사업가 중에서 단지조성에 가장 중요

한 역할을 한 행위자는 한국도시바를 설립한 곽태

석이었다. 일찍이 곽태석은 구미의 지역구 국회

의원인 김봉환을 매개로 1967년 2월 청와대를 방

문하여 박정희와 인연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그

는 박정희에게 전자공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것

을 건의하고, 일본 도시바와 합작하여 국내 반도

체 생산공장 설립을 피력하였다(한국전자주식회

사, 2000: 80).32) 박정희와의 접견 후, 일본으로 

간 곽태석은 김동조 주일대사, 민충식 공사33)와 함

께 일본 도시바 도코우 도시오 사장을 면담하였

고, 게르마늄 트랜지스터 생산설비 차관과 기술지

원에 대한 확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성사는 곽태

석이 그동안 일본에서 광양정밀을 운영하면서 사

업파트너로서 일본 도시바와 쌓은 신뢰 때문에 가

능하였다(한국전자주식회사, 2000: 80-81). 이어

서 1969년 1월 장월상을 비롯한 지역유지들이 공

단유치위원회를 결성하고, 3월부터 구미에 공단

이 착공될 때, 김봉환 의원과 상공부 광공차관보

가 선산으로 현지답사를 다녀온다(대통령비서실, 

1969b). 1967년 박정희와 곽태석의 만남에 합석

하고, 69년에는 상공부 관료와 현지답사를 동행한 

정황들을 볼 때, 김봉환은 국가와 지역 스케일에 

동시적으로 연결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사회-

공간적 특성을 활용하여 재일교포 기업가라는 초

국가적 행위자와 중앙정부 그리고 구미 지역의 로

컬 행위자들을 연결시켜 구미공단의 조성에 중앙

정부가 개입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

로 보여진다. 이어서 1969년 4월 15일 일본 도시바

의 히라가 준지 부사장이 내한하여 합작투자가 최

종 결정되고, 1969년 7월 20일 부지 15만평을 분

양받아 9월 10일 한국도시바의 구미공장 건설이 

시작되었다(한국전자주식회사, 2000: 82).34) 

다음으로 구미공단에 한국포리에스텔35) 공장

을 세운 이원만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자. 그는 본

래 대구에서 경영하던 나일론원사 공장이 있던 지

역 일대가 주택지가 되면서 대규모 공장을 짓기 

어렵게 되면서 생산의 확장을 위해 다른 입지를 

모색해야 했다(코오롱, 1998: 174). 그리하여 경

북 영천에 공장을 세우려다가 경상북도가 구미로 

공단조성을 최종결정하면서 새 공장부지로 구미

를 결정하였다(매일신문 2011.3.31.“김종욱의 박

정희 이야기 (20) 태어나서 자란 곳, 구미 (하)”; 

2011.11.04.“경북의 혼, 제6부 하면 된다 정신 <4> 
박대통령과 구미산단”). 앞서 논하였듯이, 이원만

이 공단설립을 앞두고 박정희를 만났을 때, 박정

희는 자신의 고향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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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이원만은 직접 

공장입지를 확인하고, 구미에 공장을 설립할 것

을 결정하였다(이원만, 1977; 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111). 그리하여 1970년 3월 18일 일일생산 

20톤 규모의 한국포리에스테르 공장이 기공된다. 

그런데 공장이 세워질 부지 25만 평 대부분은 야

산과 구릉으로 이뤄졌었다. 일제강점기에도 이곳

이 공장지대로서 입지조건이 좋아서 공업단지를 

세울 계획이 있었지만 당시 토건기술로는 야산이 

있는 구미에 공단을 만드는 게 어려워서 제외되었

었다. 하지만 한국포리에스텔은 직접 중장비를 동

원하여 산을 깎아 계곡을 메워서 부지를 조성하

여, 1971년 3월 18일 공장이 준공된다(구미수출산

업공단, 1991: 111; 코오롱, 1998: 175).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재일교포 

사업가들이 구미에 공장을 건립하던 시기가 공단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도 건설되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전자15년사>에서

는 “공사 당시는 진입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비가 오면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진흙탕이 되

어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에 심한 불편을 겪었다. 

특히 상수도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근처 웅덩이와 

논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가며 공사를 진행해야만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한국전자주식회사, 1985: 
67). 1969년 11월 18일 현재 기준으로 대통령 보고

서에는 여전히 용지매수가 진행 중(100만평 매수 

완료, 20만평 추가 매수 필요)이며, 상수도 공사는 

70년 5월까지 완공 예정이며, 취수장은 55% 진행

되었고, 69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이며, 도로공사

는 70% 진행되었다고 보고되었다(대통령비서실, 

1969o). 이처럼 기본적인 인프라도 갖추어지지 않

은 곳에서 재일교포 사업가들이 공장건설을 서두

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서현진(2001)은 곽태석

이 공장 설립을 서두른 이유에 대하여 지역유지

인 장월상의 “밀어붙이기식 공단유치작전”(2001: 
196)을 지원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당시 

어떤 공단이 유치될지도 불분명한 상황에도 불구

하고, 곽태석과 이원만은 자신들의 공장을 세움으

로써 지역유지들과 더불어 중앙정부로부터 공단

건립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림 3. 완공 후 한국도시바 공장 전경(1971년) 

출처: 한국전자주식회사, 200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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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관련하여 유영휘는 한국도시바, 한국포

리에스텔, 윤성방적 등이 “자진해서 구미에 기업

체를 세움으로써 단지유치에 중요한 일조를 했다”

고 평가하였다(유영휘, 1998: 244). 구미 제 2단지

를 조성하는데 참여한 수자원공사 사장 안경모도 

“이미 코오롱의 섬유공장과 제일제당의 사탕공장

이 건립되어 있었으므로 그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면서 기존 공장들의 입지가 제2단지 유

치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고 있다(안경모, 2004: 
183).36) 

이들 재일교포 사업가들은 구미가 대통령인 박

정희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히 전략

적인 판단 하에 구미에 공장을 건설한 것으로 보

인다. 재일교포 사업가들의 국내 투자가 어느 정

도는 고국에 대한 향수와 애향심에 의해 비롯된 

측면이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에서 성공한 기업가

로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 가지고 무턱대고 한국

에 투자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인

건비 차이, 산업구조의 차이 등과 같은 각종 경제

적 여건의 차이를 냉정히 판단하여 한국에 대한 

투자가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해외투자에서 이러한 경제

적 비교우위의 존재여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신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정치-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여건은 투자대상국의 시장적 조

건이 누구나 예측가능한 안정적인 제도적 상황이 

제공될 때 조성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정

치-제도적 안정성이 취약한 신생국이나 저발전국

에서 발견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대부분의 저발전

국의 경우에는 해외 자본이 정치적 권력으로 부터 

투자에 대한 정치적, 법적, 제도적 지원과 후원을 

얻어내는 상황에서 조성된다. 재일교포 기업가들

도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일반적 해외투자패턴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

다. 자신들의 투자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

임없이 국가의 중요 의사결정자와 관계를 맺으려

고 했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 

대한 투자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판단될 수 있다.

일찍이 1967년 곽태석은 박정희를 만난 자리에

서 반도체 생산공장을 구미에 건설하겠다고 밝혔

지만, 1969년 경상북도가 주도하는 일반단지 조성

은 국가가 추진한 전자공업육성의 일환으로 전자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하

지만 구미의 일반단지에 한국도시바 공장이 설립

된 것은 이후 전자공업육성을 목적으로 한 전자단

지의 입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국교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

하던 일본기업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126). 또한, 이원만이 세운 한국포리에스

텔 공장으로 인해 기존에 수입해오던 폴리에스터

원사를 대규모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한국섬유산업 발

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구

미공단의 제1단지에 더 많은 섬유업체들이 입주하

게 되어 제 1단지가 오늘날의 대표적인 섬유공단

이 될 수 있었다(코오롱, 1998: 176; 구미수출산업

공단, 1991: 141).37)    

재일교포 사업가들의 이러한 전략적 행동은 실

제로 국가의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박정희는 1969년 구미에

서 일반단지가 조성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

받고 있었다. 특히, 일반단지가 착공된 4월 이전

인 3월 4일에 도시바가 구미에 공장부지를 매입한

다는 계획을 보고 받았고, 일본도시바와의 합작에 

필요한 행정상의 외국인투자인가를 받는 상황과 

일본으로부터 출자금 송금상황을 포함하여 일개 

공장 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을 매우 세밀하게 지속

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대통령비서실, 1969b; 
1969g; 1969q; 1969h; 1969l; 1969m). 이런 상황 

속에서 박정희는 경상북도 시찰길에 한국도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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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곽태석과 면담을 하였

고, 이 자리에서 곽태석은 공장건설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박정희에게 정부지원을 요청하였다

(한국전자주식회사, 2000: 83). 오원철은 박정희

의 한국도시바 공장건설현장 방문을 계기로 구미

공단 조성사업이 본격화되었다고 술회하기도 했

다(한국전자주식회사, 2000: 83). 
이후에도 박정희는 1970년 4월 2일에 구미공단

을 시찰하였고, 71년 3월 18일에는 한국포리에스

텔 공장 준공식에도 참석하면서 구미공단에 대한 

관심을 보다 공개적으로 표출하였다. 즉, 구미지

역의 장소의존적 행위자들, 지역구 국회의원과 재

일교포와 같은 다중스케일적 행위자들의 노력과 

실천의 산물인 공장(한국도시바, 한국 포리에스

텔)이 건설되는 것을 계기로 박정희가 구미공단에 

직접 현장방문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구미공단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기 시작하게 된다. 이는 궁극

적으로 공단조성에 있어서 국가기구의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 1970년 8월 24일 

상공부는 청와대의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전자공

업수출단지를 구미에 조성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유영휘, 1998: 244; 동아일보 1970.8.24.“구미에 

전자수출단지 외자유치위해 내수용허가, 세제지

원검토”). 

   4. 결론 

본 논문에서 필자들은 구미공단 조성과정의 다

중스케일적 역동성을 분석함을 통해 우리나라 산

업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발전주의 국

가의 사회-공간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

히, 구미공단이 성립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제1단지의 조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행위자

들과 그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분석

하였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스케일의 행위자라 할 수 있는 박정

희 당시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의 개발사업에 관심

을 가지고 있었고 암묵적인 지지를 보내고는 있었

으나, 합리적 명분 없이 자신의 고향이라는 이유

로 국가 수준의 산업단지를 구미에 건설하는 것에

는 주저함이 있었다. 둘째, 구미의 지역유지들은 

경상북도가 추진하던 지방공단 조성사업을 구미

로 유치하려 노력하였고, 이때 구미가 박정희 대

통령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적절히 활용하여 입지

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려 하였다. 셋째, 한국과 일

본 모두에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고 있던 재일교포 

사업가들 중 일부는 한국에서의 사업을 진전시키

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 투자

를 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의 중앙정부로부터 자

신의 한국내 사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이끌어내

려고 하였다. 넷째, 구미지역의 로컬행위자들과 

재일교포 기업가들의 활동은 구미지역에 전자산

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고, 이는 경상북도가 

일반공단으로 추진하던 구미공단을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가공단으로 조성하도록 이끌어내

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 이 분석을 통해 우리는 

구미공단의 조성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 중앙정

부 관료 등과 같은 국가스케일의 행위자만큼이나, 

구미지역의 로컬행위자들과 재일교포 기업가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38) 

이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필자들은 한국에서 발

전주의 시기 산업단지가 조성되던 과정은 결코 국

민경제와 국가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추구하는 국

가 관료와 정치지도자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이루

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장소의존적 이해를 

가진 행위자, 재일교포 사업가와 같은 초국가적 

행위자, 지역구 국회의원과 같이 지역과 국가적 

스케일 모두에 연결되어 활동하는 다중스케일적 

행위자 등과 같이 국가, 지역, 글로벌한 스케일에

서 활동하는 여러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중스케일

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발적이면서 역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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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발전주의 시기 한국

의 경제성장과 지역개발을 설명하던 전통적 방식

들은 국가 관료의 역할과 그들의 계획합리성을 상

당히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 연구

를 바탕으로 필자들은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스케일의 과정이나 국가 관

료들의 입장만을 참고해서는 안 되고, 글로벌, 국

가, 지역, 도시 등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나타

나고 구성되는 지정학적이고 지경학적 과정과 권

력관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음

을 밝히고자 한다. 기존의 발전주의 국가의 정책

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목했던 국가 스케일의 행

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 상에 존

재하는 행위자들과 이들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부정할 수 없지만, 더 

나아가 다양한 스케일에 존재하는 행위자들 중에

서 어떤 행위자가 특정 현안을 둘러싸고 보다 중

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혹은 스케일의 정

치를 시도한 이전과 이후에 특정 행위자의 역할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평

가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다중스케

일 연구가 모든 행위자들이 중요하다는 식의 과도

한 상대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다. 하

지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방법론적 어려

움이 존재한다. 특히, 60년대 당시 의사결정에 관

여하였던 중요 인물들이 대부분 사망하여, 이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다 보니 

대안적으로 이들의 행위를 기록한 각종 신문자료, 

정부문서 등을 통해 이들의 행위와 의사결정의 이

유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밖에 없었다.39) 향후 

더 많은 자료의 검색과 발굴을 통해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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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1973년 전체 수출액에서 구미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였고, 2012년 현재는 국내 총 수출의 6.3%를 차지하

고 있다(구미시, 1994: 229; 구미시 홈페이지).

2) 두 번째 입장은 언론과 출판물을 통해서 많이 회자되었다. 

예컨대, 구미공단을 보도한 신문기사의 제목이 “구미는 박

정희를 낳았고, 박정희는 구미를 다시 낳았다”(아시아경제 

2013년 5월 7일자 “구미는 박정희를 낳았고, 박정희는 구

미를 다시 낳았다”)이거나 “구미는 당시 권력자의 고향이

라는 점에서 공단의 적지로 지목된 것이다”고 단정 짓고 있

다(매일경제 1993.5.14.“내 고장 상공인, 구미 (상)”). 한 계

간지에 실린 글(유시춘, 1996: 71)에서는 “수양산 그늘이 

강동 팔십리 가고, 명주 옷고름 하나에 육촌까지 따습다”

는 속담을 언급하면서 박정희(“수양산 그늘”, “명주 옷고

름”)로 인하여 구미공단(“강동 팔십리”, “육촌”)의 조성이 

가능했다고 논하였다. 

3) 기존의 한국사회과학에서는 독재정권이라는 존재론적 특

성과 국가중심적 인식론의 영향으로 국가 스케일의 행위자 

이외에 다른 스케일의 행위자에 대한 발굴과 분석이 충분

히 진전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박정희 정

권 시기에서도 다양한 지역의 행위자들(지방정부, 지역정

치인, 지역토호, 지역언론 등)이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쳤

음을 보여주는 실증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Park, 2003; 

김동완, 2009; 박배균, 2009). 

4) 정부는 1961년 5월 국산품으로 대체될 수 있는 품목의 수

입을 금지하는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 제정과 더불어 같은 

해 7월에는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라디오 

생산을 지원하였다(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1997: 26). 

5) 박충훈 장관은 ‘수출장관’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수

출 드라이브를 주도한 대표적인 관료였다(이완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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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김동완, 2013: 162 재인용). 

6) 1967년 언론 사설에서 “전자공업개발은 2차 5개년계획의 

1차적인 개발전략의 하나이어야 하며 그 적극개발에는 미

국 등의 본격적인 대규모투자가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 것에 볼 수 있듯이 당시 미국의 투자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동아일보 1967.9.20. “전자공업의 본격적 개발”). 

이러한 미국의 중요성은 1969년 기준 4개의 100% 미국계 

투자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된 트랜지스터의 95%, 집적

회로의 99.5%를 담당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한

국산업은행 1970: 415, 424; 윤정로, 1990: 80). 

7) 본래 계획기간은 5개년 계획이었으나 제 3차 경제개발 5개

년계획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8개년으로 연장되었다(대통

령비서실, 1969a). 

8) 대통령 결제문서는 대통령과 관료들의 인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다. 

9) 박정희 정권기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오원철에 따르면 박

정희가 수량적 방식을 선호한 이유는 “수치로 표시하면, 

국민들은 알아보기 쉽다.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의 수준

을 현재와 비교할 수 있고 진행과정도 수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하였다(오원철, 2006: 18; 김동완, 

2013: 162 재인용). 

10) 1973년부터 수출의 날에 ‘1억 달러 탑(塔) 수상제’를 마련

하여 1년 동안 수출실적이 1억 달러를 돌파한 수출업체는 1

억 달러 탑을 시상하게 되었다(매일경제 1973.11.7.“올 수

출의 날부터 1억불 탑상 마련”). 

11) 당시 박정희는 1964년 연두교서에서 “1957년을 정점으로 

한 미국원조의 점차적 감소 … 한국경제의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으며”라며 미국원조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었다(경향신문 1964.1.10.“박대통령 연두교서 전문”.).   

12) 한일수교가 일본의 침략에 대한 사죄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어업문제, 청구권 협상에서 한국정부가 지나친 

양보를 했다는 비난에 직면하면서 1964년 6월 3일 한일회

담 반대시위인 6.3사태가 발생했고, 박정희 정권은 서울시

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6.3.사태 이후, 국가의 입장

에서 반일여론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되었다. 또한 국교

정상화 이전인 1963년 1월부터 64년 8월까지 공식적인 통

계로 잡히는 재일교포의 재산유입명목으로 일본에서 들여

온 재산이 2,569만 달러(나일론계: 2,569만 달러, 기계류: 

330만 달러)였는데, 이는 1962년 당시 한국의 수출총액 

5,400만 달러 중에서 가용외화가 2,000만 달러 미만인 것

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액수였다(신이치로, 2010: 54-56). 

국교정상화 이전이라서 재일동표 사업가들의 국내 투자가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의 재

산반입이 가능하였던 사실을 통해 당시 정부가 국교정상화 

이후 재일교포 사업가의 국내투자를 얼마나 중시 했을지를 

추론할 수 있다(신이치로, 2010: 58). 

13) 참고로 이미 같은 해 3월 18일일부터 20여 일간 한국전자

공업협동조합의 주도로 30여명 규모의 방미 전자공업 시

찰단이 구성되어, 미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한국전자공

업협동조합, 1997: 69-70). 비슷한 시기 매일경제에서는 

1968년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의 전자공업”이란 제

목의 총 8편의 기획기사를 통해서 일본 전자기업의 기술과 

자본의 국내유치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보도하였다. 

14) 이 탑의 휘호인 “輸出産業의 塔”은 박정희가 직접 쓴 것이

다. 

15) 앞서 인용한 박목월의 시에서는 이 지역을 “쓸모없는 낙

동강변”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 당시 토지를 넘긴 지역주

민들은 불모지나 쓸모없는 땅으로 매도된 것에 대하여 불

만이었다. 초기 공단으로 개발된 제1단지 전체 구역에서 

야산과 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정도에 불과하였다(구

미수출산업공단, 1991: 101-102). 

16) 한국의 공업단지 개발정책 및 개별 단지들의 개발 상황을 

집대성한 <한국의 공업단지>(국토개발연구원, 1998)를 저

술한 유영휘는 20년 동안 국토연구원에서 공업입지를 담

당한 실무자였다는 점에서 유영휘의 저서는 한국의 공업단

지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17) 유영휘는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 공업단지 개발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기록상 없다”(유영휘, 1998: 243)고 지적했

는데, 과연 그러한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1960

년대 정부문서가 공개되면서 구미공단과 관련된 대통령 결

재문건이 여러 건 발굴되었는데, 이것들에 대한 분석은 앞

으로 1960년대 국가의 지역정책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사

고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본문에서도 

밝혔듯이 기존의 공식적인 구미공단관련 문헌에서는 구미

공단 조성과정에서 박정희의 역할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자

료가 전무했고, 단순히 박정희의 고향이기 때문에 공단조

성이 가능했다는 식의 해석이 만연했다는 점에서 박정희의 

판단과 관심이 드러나는 대통령 결재문건은 주목할 자료

이다. 공업단지 연구에 국한하지 않고, 방법론의 측면에서 

볼 때 기존 박정희 연구는 그의 연설문 혹은 측근의 회고록

에 크게 의존하였는데, 연설문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개

적인 언술로서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박정희의 내밀한 

의사결정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측근의 회고록

도 박정희의 생각을 측근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해석”된다

는 점에서 박정희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18) 이 계획은 같은 해 6월 19일에서야 확정, 공고되는데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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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공고된 계획에서도 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

역은 언급되지 않았다(매일경제 1969.6.19.“76년도에 4억

불 수출목표”; 대한민국정부, 1969: 4175). 이 계획이 나오

기에 앞서서 1967년 상공부는 내부적으로 전자제품자유무

역지대를 계획한 바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역은 언급되지 

않았다(매일경제 1969.2.20. “임해수출산업자유지역 구상

윤곽과 문제점을 보면”). 

19)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박정희 정권기 

대통령 결재문서에 담겨진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연구에 반

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결재문건은 

단순히 박정희의 생각만이 담긴 것이 아니라 문서를 보고

하는 관료들의 의사도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역동적

인 측면에서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결재문서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단기

간에 결재문건의 분류 및 분석 작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겠

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자료 자체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20) 박정희 정권은 국가주도 산업화에 필요한 단기적인 행정

관료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지역 보다 영남 출신 엘

리트를 우대하는 지역차별적 엘리트 충원방식을 사용하였

고, 동시에 효율적 경제성장을 위해 자원과 투자를 영남지

역에 집중하는 공간적 선택성을 보여주었다(Park, 2003; 

손정원 2006). 게다가 영남지역에서 형성된 친정부적 지역

주의와 그로 인한 선거에서의 지지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

적 정당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다. 하지만 

영남 보다 더 작은 공간적 스케일에서 형성되는 구미라는 

지역의 로컬(local)한 이익을 영남이라는 스케일의 장소적 

이해와 동일시하여 구미라는 지역에 관심을 두었다고 보기

는 어렵다. 1960년대 말의 구미는 인구 2만 명의 소읍으로 

투표의 영향력(voting power)이 크지 않았으며, 게다가 구

미에 조성될 공단을 둘러싸고 경상북도의 다른 지역과 경

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권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경상

북도에서의 정치적 지지의 정합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감수

하면서까지 구미라는 지역의 로컬한 이해를 박정희 대통령

이 직접 표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즉, 정치-경제적 이

해관계에 대한 합리적 계산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공

단에 보여준 관심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21) 본래 선산군에 속한 구미면은 1963년 구미읍으로 승격된

다. 1978년 2월 구미읍과 칠곡군 인동면이 합쳐져 구미시

로 승격, 분리되었다. 1995년에는 구미시와 선산군이 합

쳐져 도농통합형의 통합시가 되었다. 결국, 상위 행정명만 

선산에서 구미로 바뀌고, 본래 선산군의 지리적 규모로 돌

아왔다. 이를 통해서 본문에서 선산과 구미를 동일한 장소

의존성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간주하는 것은 논의의 전개에 

있어서 무리가 없겠다. 

22) 장월상은 이후 한국전자공업공단이사, 대신토건주식

회사의 대표이사회장, 경북경영자협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구미지역에서 매우 영향력있는 인물로 활

동하였다(매일경제 73.2.7.“장월상씨 취임”; 동아일보 

1974.8.17.“육여사빈소 각지방표정”.; 1978.4.6.“내일 6회 

보건의 날”; 경향신문 1986.3.28.“장월상 대신전연 회장 경

북경영자협 초대회장에”). 

23) 다시 강조하지만, 당시 구미는 농업이 주력산업이었고, 

인구 2만 명 수준의 소읍이었다. 

24) 1960년 12월 11일자 <동아일보>는 “재일교포들은 국내투

자를 바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재일교포 사업가들을 인

터뷰하였는데, 인터뷰에서 당시 재일교포들은 한일 국교

정상화가 안된 상황에서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자신

들의 재산반출이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였다. 

25) 재일교포 사업가들이 한국에 투자하려는 주요 목적이 이

윤추구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들을 인터뷰한 신문기

사(동아일보 1960.12.11.“재일교포들은 국내투자를 바란

다”;경향신문 1965.2.17.“모국의 공학도 기르러, 매년 120

명에 장학금”; 1967.4.29. “성장하는 모국과 교포”)에 따

르면 한국에 투자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일본에서의 높아

진 노동비에 대한 압박도 작용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경

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국가재건에 기여하

고 싶다는 애국적 정서와 특히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도움

을 주고 싶어 하는 장소애착(Tuan, 1979)이 자신의 고향

에 투자를 하려는 중요한 동기로 작동한 것으로 볼 수도 있

다. 재일교포 사업가들을 인터뷰한 나가노 신이치로는 “특

필할만한 점은, 가족과 함께 쓰라린 고생을 하며 절약해서 

모은 재산을 고향 또는 조국을 위해서 쾌척하는 기업인들

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한국인 특유의 ‘금의환향(錦

衣還鄕)’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2010: 16). 앞서 국가스케일 행위자로서 박정희가 구미에 

공업단지가 건설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 또한 반드시 정

치경제적 동기(지지기반의 공고화)로만 환원하여 볼 수만

은 없는 것도 재일교포의 고향선호와 비슷한 취지에서 볼 

수 있다. 

26) 곽태석을 인터뷰한 매일경제(1969.9.20. “변모하는 재벌

등기 (74) 한국도시바”)에서는 “경북 선산에서 태어난 곽씨

는 일본에서 30여 년간이나 살아왔지만 그의 고향에 묻히

고 싶은 심정으로 선산에 꼭 공장을 세워보겠다고 벼르고 

있던 집념의 사나이”로 묘사했다. 

27) 이 공장을 기반으로 하여 오늘날의 코오롱그룹으로 발돋

움하게 된다. 코오롱은 당시 한국 나일론(Korea Nyl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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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두 문자를 딴 것이다. 

28) 이러한 공로로 인해 이원만은 1968년에 대통령상, 1977

년에는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고, 1994년에 이원만

이 타개하자 정부는 금탑산업훈장을 추서하였다(코오롱, 

1998: 122; 매일경제 1994.2.18.“고이원만 명예회장에 금

탑산업훈장 추서”)

29) 현재까지 4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제 5단지

가 조성 중에 있고, 이는 2014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30) 1960년대 후반기에는 토지 투기붐이 있어서 이러한 방식

이 가능했지만, 1970년대 들어와서는 붐이 가라앉게 되고, 

기업들의 참여도 감소했다(유영휘, 1998: 54). “구미공업

단지추진현황”보고서(대통령비서실, 1969d)에 따르면 단

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이 입주자는 676백만원(용지매수대, 

전기, 통신), 경상북도(국고보조 또는 지방특별교부세)는 

594백만원(도로, 배수 및 오수처리, 관계용수), 한국전력

이 108백만원으로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

았다. 

31) <구미공단20년사>에서는 본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은 공

단조성 과정의 복잡성 때문인지 다른 지면에서는 구미공

단이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과 <전자공업진흥법

> 간의 제도적 상호영향 속에서 조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

다(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93). 하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

들은 전자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는 70년대에서야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1969년 경상북도에 의해 일반공단으

로 구미공단을 조성되기 시작하던 시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2) 경향신문 1967년 8월 2일자에서는 곽태석이 경북 선산에 

트랜지스터 공장을 건설한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공장

설립 보도가 지역에 알려진 것이 1969년 1월 구미 지역에 

공단설립추진위원회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3) 당시 일본에서 활동하는 외교관들은 외자 유치 활동에 적

극적이었다. 민충식 공사는 한일합섬의 아크릴 섬유공장 

증설에 대한 가능성 조사결과를 박정희에게 보고하기도 였

다(대통령비서실, 1969l). 

34) 합작 투자 비율은 일본도시바 70%, 곽태석 30%였다. 

35) 3대 합성섬유로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터가 있는데, 

코오롱은 대구 공장에서는 나일론원사를 생산하였고, 구

미에서 폴리에스터원사를 생산하였다(코오롱, 1998: 173). 

36) 구미시(1994: 238)와 구미문화원(2005: 849)의 자료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37) 당시 일부 업체(선경합섬, 대한화섬, 삼양사)에서 폴리에

스터를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국내수요를 충족하는 수준

이었다(코오롱, 1998: 176). 

38) 지역유지들과 재일교포 사업가들의 역할과 중요성은 경

상북도가 애초에 조성하려 했던 일반공단과 더불어 현재 

구미공단의 또 다른 한축을 이루는 한국전자공업공단이 조

성한 전자단지의 조성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애초에 경

상북도가 추진하던 일반공단에 포함되어있던 곽태석의 한

국도시바는 1971년 전자단지의 조성이 시작되면서 전자단

지로 편입이 되고(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126), 곽태석

은 1971년 8월 구미공단 조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한국전자

공업공단의 제2대 이사장으로 임명이 된다. 곽태석과 더불

어 경상북도청이 추진한 일반단지의 조성에 큰 역할을 했

던 지역유지인 장월상은 한국전자공업공단 설립추진위원

회의 추진위원을 거쳐 한국전자공업공단의 이사를 역임하

였다. 

39) 이러한 2차 자료의 검색과 발굴에서도 국가스케일 중심

성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중앙일간지의 신문자료는 상

당히 전산화가 이루어져있고, 중앙정부의 문건들도 국회

도서관, 국가기록원 등을 통해 어느 정도는 보관과 관리가 

되고 있지만, 지방신문, 지방정부, 각 지역 상공회의소 자

료들은 보관과 관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

료의 전산화도 미흡하여 검색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

다. 다중스케일적 과정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서는 이러한 지방적 스케일에서 생산된 자료들의 체계적 

관리와 검색 시스템이 개발될 필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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