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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 Douglas MacArthur has left an enduring legacy on both 

South Korean society and Korean War historiography. In this way, he 

has become a repository of collective memories about the war, and, as 

such, his legacy has been rewritten countless times. Each time his 

story has been rewritten, it has been reinterpreted. This has resulted 

in MacArthur becoming a repository not only of collective memories, 

but also of ideologically-driven narratives. In this paper, I explore both 

the historiography and popular conceptualization conce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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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Arthur’s role in the Korean War and compare that to the original 

source documents in order to separate fact from fiction. It is my 

assertion that the perception of MacArthur’s impact in the war does 

not represent his actual role.  

 The continuing controversy surrounding MacArthur’s legacy 

is part of a larger rewriting of Korean history that has occurred since 

democratization. The ongoing textbook controversy is perhaps the 

most well-known example of this conflict, but the generational clash in 

front of the Statue of MacArthur in Inchon’s Freedom Park in 2005 is 

representative as well. As such, this paper also explores the depiction 

of MacArthur in particular, and the Korean War in general, in 

secondary school textbooks and popular discourse in Korea. 

 Finally, I argue that the focus on MacArthur in both 

historiography as well as in popular culture is a determent to our 

deeper understanding of the Korean War. By concentrating on the 

Inchon Landing, MacArthur-Truman controversy, and MacArthur’s 

dismissal, we are ignoring more important aspects of the war including 

the perpetuation of the armistice system, the American strate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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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bing campaign in a ‘limited war’, and the atrocities committed 

against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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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논구의 목적 

한국 전쟁역사의 기간 맥아더 장군이라는 인물의 영향은 너무나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맥아더의 그림자가 한국전쟁의 역사속에 크게 

드리워져 있다. 가장 논쟁이되는 주연배우에 관한 의견을 가지지 않고서는 

전쟁의 기원과 유산에 대해 논할 수가 없다. 그의 일생에 관해서도 그을 

만난 사람들은 맥아더에 대하 아주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맥아더는 미국 

역사기간동안도 모습을 드러낸다 – 확대 하자면 남한의 20 세기 

전반부에서도 그의 흔적이 나타난다. 초윌리엄 맨체스터의 베스트 

셀러인 American Caesar(1983)에도 언급된다, “만약 당신이 맥아더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기를 원한다면 어느 쪽에서든지 방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맥아더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방대한 모순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맥아더가 위대함과 야비함을 가진 하나의 인간인 

점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는 허영심이 있으나 관대한 사람이다; 그는 

서투른 정치인 이면서 미국에서 나온 가장 위대한 장군이다” (American 

Caesar, 1983). 맥아더는 모순적 행동과 말이 가득해서 어느쪽의 의견을 

취하더라도 쉽게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식으로 맥아더를 

보는 관점은 맥아더 자신에 대한 반영일 뿐만 아니라 그를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특징 때문에 맥아더라는 “인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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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연구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맥아더라는 일종의 “아이콘”은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마치 리트머스 시험과도 

같다. 즉, 한국전쟁에서 다른 정치적 사회적 주연들에 의해서 그의 유산이 

해석되고, 재해석되고, 이용되어왔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한 사회가 과거를 

이해하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최근 한국의 역사서에서 한국의 맥아더 유산에 대한 객관적 의미를 

재평가하라는 요구가 지속되고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이 연구는 맥아더의 

모순에 관한 동일한 서술을 다시금 제기했을뿐만 아니라 객관성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왔다. 하지만 필자의 

논문에서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이데올로기적 렌즈로부터 벗어나서 보아야 

하고 나와 반대편에 있는 것들 또한 항상 틀린 것이 아니며 우리가 모두 

맞았다고 여겨서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 점이 한국전쟁에서의 

맥아더와 그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중심이 되는 문제점이었다: 역사기록에서 

맥아더라는 인물은 너무나 비중이 큰 모순덩어리였다. 그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깊은 이데올로기적 선으로 의견을 나누어서 그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은 그를 칭찬하거나 싫어할 무언가가 있다.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이런 

역사적 기록에 관한 이데올로기적 읽기자료들은 한국전쟁에서의 그의 

역할을 왜곡하고 그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또는 유의미하고 

진지한 방식으로 갈등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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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적 관점에서, 맥아더의 유산의 왜곡과 이용은 통해 역사의 

헥게모니적 내러티브를 다시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이다. 맥아더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역사, 기억, 그리고 집합적 정체성이 

통제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이해 하기 위해 중요하다. 더 큰 

관점에서, 이데올로기적인 도구로써 역사가 어떻게 기억되고, 이용되며 

사용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결과물들을 이해하도록 해준다 (박태균, 2010a: 467). 

 

2) 기존 연구와 한계 

미국에서는 맥아더의 한국전쟁에서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항상 

존재하였다. 맥아더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였고 그들 중 

Time 과 Life 잡지의 헨리 루스를 포함하여 차이나 로비의 구성원들과 

Taft 진영의 공화당원들을 포함한다. 또한 적색공포와 매카시 선풍과 같은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전쟁이라는 극장에서 나온 맥아더를 

지속적으로 비난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이런점에서 미국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 냉전중이지만 – 한국의 것과 비교하여 국가적인 신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가능하게끔 도와준다. 아마도 이런 체제 전복적인 

목소리가 1960 년대 후반 이후만큼 크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반헤게모니적 

생각에 대한 표출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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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년 4 월 맥아더의 해임은 보수측 언론의 격렬한 반응을 

자아내었고 또한 트루먼 대통령에 항의하는 편지도 빗발쳤다. 게다가 

맥아더의 해임에 관한 계속된 상원 청문회는 그해 봄 세간의 관심거리였다.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역사가들과 정치논평가들은 서둘러 한국전쟁에서 

그의 의미에 대해 평가하였다. 영향력 있었던 책은 그해 여름 리차드 

로베르와 아서 슐레진저 주니어가 출판한 General MacArthur and 

President Truman: The Struggle for Control of American Foreign 

Policy(1951)이다. 로베르는 1930 년대 미국 공산 운동의 신문에 기고하여 

리차드 닉슨의 악명높은 적의 명단에 오른 인물이고 (Bird, 1979) 

슐레진저는 훗날 케네디 백악관에서 일하며 케네디 대통령직의 역사에 관해 

책을써 퓰리처 상을 받는다. 이 둘은 트루먼 정부를 포함한 워싱턴의 

진보적 진영의 민주당에 강한 연대를 가진 인물들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인기있는 장군인 맥아더를 재빠르게 비난하고 매도당한 대통령을 

옹호하였다. 하지만 1992 년 재발행한 책의 도입부에서 슐레진저에 따르면 

로베르는 그들의 비판대상을 이데올로기적 렌즈를 통해 판단한것에 대해 

마음을 졸였다고 썼다: “[로베르]는 맥아더에 대항해 트루먼을 방어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는 우리가 맥아더에만큼 비판적이었던처럼 

트루먼의 지위를 조사하기를 바랐다. ‘돌아보면, 트루먼 정책은 맥아더가 

추구하고 싶었던 정책보다 덜 잘못 한 것 같다. 나는 이제 한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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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개입이 그 자체로 미친 재앙이 아니라 하나의 서곡이라고 

생각한다’”(Rovere and Schlesinger, 1992: xi). 이 초기 맥아더 

역사서의 예에서 우리는 미국 사회에서 반 헤게모니적 생각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 자신의 정치적 편향이 

그들의 연구 과정을 어떻게 좌우 했는지도 볼 수있다. 이러한 특징 중에 

후자가 지금까지 맥아더 연구의 특징을 결정짓는 특징중 하나이다.  

반면에 1987 년 민주화가 되기 이전부터 독재적이고 반 공산주의 

정권이 지배적이었던 한국에서는 맥아더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으로 인정 

가능한 견해는 오직 하나 뿐이었다: 그는 이승만의 공화국 창립에 대한 

책임을 맡았고 유엔군을 영웅으로 이끌고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공산주의의 악에서 구해 냈고 북한군을 압록강으로 밀며 거의 한반도의 

통일에 한걸음 다가서게 했던 인물이다 (박태균, 2015). 그러한 일방적인 

해석에 대한 포스트 모던 냉소주의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버전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보편화된 된 믿음이었다. 이 신념은 1960 년 이승만의 

사임 이후 인천의 맥아더 동상에서 벌어진 축하와 2005 년 맥아더 동상을 

수호하던 시위자들에서 볼 수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국가주도 교육과 

정치 담론의 통제를 통해 엄격히 집행 된 신념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가 안보 법의 집행과 반 공산주의 정권의 

엄격함으로 맥아더를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 할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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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도 금기시되었다 (박태균, 2015). 권위주의 정권의 사회에 대한 

지배와 대중 담론이 약화되기 시작하자, 새롭고 수정주의적인 학자들의 

물결이 헤게모니적 신화에 도전하고 금기를 없애기 시작했다. 

남시욱의 <<6.25 전쟁과 미국>> (2015)에 따르면 연구자들에게 더 

개방 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현대의 한국전쟁을 대한 책을 읽는 독자들은 

한국전쟁에 관한 서적이 쓰인 시기에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시욱, 

2015: 6). 특히 소련이 붕괴된 후 한국전쟁과 관련된 많은 기밀문서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 졌다. 이 문서들 전쟁 기원의 연구에 기폭제가 된다. 

자료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서방의 자료에 주로 의지 할 

수 밖에 없었고 전쟁의 원인과 휴전협상의 배경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관점은 자세히 찾아볼 수 없었다. 이로서 소련의 지시하에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였다는 헤게모니적 관점으로 연결된다 (남시욱, 2015: 7). 더욱이, 

남시욱에 따르면 이 기밀 문서 없이 역사 연구는 공산주의측의 술수와 

동기에 관한 추측에 국한되어 왔지만, 문서의 공개로 역사적 연구가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다. 사실 정보가 부족했던 한국 사회는 반공 

정부에 의해 지지 된 헤게모니적 내러티브를 40 년 동안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기만의 시기였던 것이다 (남시욱, 2015: 8). 

그러나 역사 서술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새로운 문서없이 학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너무 단순 해진다면 문제가된다. 물론 전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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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고 의사 결정 과정에 새로운 세부 사항을 제공 할 

수있는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환영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밀 문서의 노출은 더욱 드물어 질 것이다. 그리고 역사서를 혁신 할 

수있는 주요 폭로를 담고있는 문서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폭로에 의지하기 보다는 역사적인 연구는 여러 가지 관점과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론을 채택하고 새로운 주제나 분야를 찾아볼 수 

있다 (박태균, 2010a: 453).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역사에 대한 

재평가나 패권주의 내러티브에 대한 도전은 없을 것이다. 

최근에 학계가 맥아더의 유산을 재평가 하는 것도 현상유지에 

도전하려는 이러한 맥락에서 일것이다. 지난 10 년 이상동안 한국 

역사교육을을 붙잡고 있는 교과서 논쟁에 비춰 볼 때 트루먼, 애치슨, 

그리고 맥아더 이 세명의 주인공의 가치관, 사고방식을 남시욱이 재평가 

하게끔 만든 것이라고 판단된다. 남시욱에 따르면 이런 재평가 과정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전쟁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다 (남시욱, 2015: 5). 역사가 이상호의 새로 

출판된 <<인천상륙작전과 맥아더>> (2015)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은 

맥아더의 이야기에 친숙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맥아더의 실체를 알지는 

못한다 (이상호, 2015: 7). 게다가 맥아더의 논쟁이 되는 모순된 해석 

때문에 맥아더는 한국사회에서 두가지로 평가된다: “한편으로는 ‘영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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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잔혹한 전쟁광’으로서 평가받고 있는 

맥아더는 좀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호, 2015: 8). 

이렇듯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끌어진 양분법을 탐색하기 위해 이상호는 그가 

실제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남시욱과 이상호의 책은 이전의 맥아더 연구의 진부한 표현을 

되풀이 하면서 새로운 연구의 길을 모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아쉽다.  

맥아더 전기에서 복잡하고 모순된 성격을 논하는 것은 맥아더 

전기의 진부한 표현이다. 윌리엄 맨체스터는 1978 년에 연구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간결하게 요약하였다 (Manchester, 1978: 6). 맥아더에 대한 

역설적 해석과 맥아더가 보여주기 원했던 그의 이미지 표출의 완벽한 

기술과 함께 아주 많은 역사와 전기들이 실제로 “맥아더는 진정 

누구인가?”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남시욱, 2015: 

200). 그의 행동 보다는 그의 성격의 결함에 초점을 두는 것은 세가지 

문제를 만든다.  

첫째, 이 연구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이상호의 <<맥아더와 한국전쟁>> (2012)과 그의 

최근에 출판된 <<인천상륙작전과 맥아더>> (2015)는 이상호가 말하는 

그의 ‘다면적인 특징을’ 이해하는데 전념한다 (이상호,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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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점에서 이상호는 맥아더의 한국을 향한 긍정적인 그가 취한 행동사이의 

모순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맥아더가 종종 한국을 보호할 자신의 큰 

책임에 대해 말했고, 그 자신과 한국, 특히 한국의 반공 보수주의자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상호, 2012: 149). 아마도 맥아더의 

한국에 대한 책임과 친밀감에 관한 가장 유명한 말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가 캘리포니아 해안을 지키듯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한국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신있게 이승만에게 자기는 

남한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남한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보호하듯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2012: 150). 이상호에 따르면 한국 

정책에 대한 맥아더의 말의 모호성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 특히 보수진영의 

연구자들은 맥아더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현대 한국사에서 그를 

중요한 인물로 평가한다 (이상호, 2012: 151). 더욱이 맥아더가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그의 관심이 한국전쟁에 기여했다는 내러티브는 오래 동안 

한국인들이 널리 받아 들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책이 나온 이유 중 

하나는 사실 맥아더에 대한 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호, 2012: 148). 이상호에게있어 맥아더는 한국의 방위가 일본의 

방위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을뿐만 아니라 맥아더는 한국의 가치를 단지 

군사적 능력과 정치적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장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이상호, 2012: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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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이들중 어느것도 새롭거나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맥아더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잘 알려져 있다. 윌리엄 

맨체스터가 거의 40 년 전에 보여 주었듯이 맥아더는 항상 청중을 알고 

유창한 말을 할 수있는 유능한 배우였다 (Manchester, 1978: 6). 이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에 대한 존경심과 의지에 대해 공언 한 그의 발언은 

결코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이 발언은 맥아더가 그의 관객들, 

이 경우에는 이승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단순히 말한 것이다. 그의 말은 

워싱턴에 의해 승인 된 공식 정책이 아니며 결코 그런 것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새로운 국가를 보호하거나 추락시키려는 결정은 

[맥아더의]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한반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포기하려했다. [...] 다이이치의 한국 파일은 폐쇄되었다. 맥아더는 프랑스 

보다 한국에 더 이상 책임이 없었다. 미 국방부가 아닌 국무부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통제했다" (Manchester, 1978: 540). 게다가 많은 

맥아더의 견해는 맥아더 만의 독특한 견해가 아니다. 미국 냉전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 일본에 대한 한국복종은 잘 알려져있다. 동아시아의 최우선 

순위 인 일본의 방위는 케넌의 봉쇄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인 

정책인 역코스 (“Reverse Course”) 정책의 핵심이었다 (Park, 2012: 

96). 이런 점에서 볼 때 트루먼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전체를 비판하지 

않고 한반도에 대한 맥아더의 활약을 비판하는 것은 부당한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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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그가 보인 행동이 그의 성격 탓이라면 그의 성격 결함이 

그의 미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끔 만들어 준다. 이런식으로 맥아더의 과거 

행적을 돌아보면 – 예를 들어 그의 명령의 혼선, 상사와 부하간의 인격적 

충돌, 그리고 승리에서 절망에 이르는 감정 기복 –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예고한다. 이는 트루먼과의 갈등은 필연적이며 수량화 하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다. 맥아더는 특정한 결정을 내릴 때 현실적 문제 보다는 그의 성격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았는가? 이점에서 많은 맥아더의 연구는 – 

예를들어 데이비드 하버스탬의 The Coldest Winter(2007)의 7,8,9 장 – 

맥아더의 성격 결함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 그의 이력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을 분석하여 성격분석에 접근하는 프로이드의 

심리분석방법과도 비슷하게 보인다.  

맥아더의 성격분석 중점의 세번째 문제는 그의 애매보호하고 모순된 

발언을 포함하여 그에 관한 가정과 의견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그가 남긴 무수한 기록들중 입맛에 맛는 것을 골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남시욱의 책에서 맥아더는 확고히 반공주의 믿음을 가지게 된 시점은 

청년공산주의연맹 회원들이 그를 향해 비난에 반감을 드려 냈을때이다 

(남시욱, 2015: 193). 이 반 공산주의 신념은 맥아더를 아시아 반미 

공산주의 전략의 대표적 상징으로 본 필리핀, 대만, 한국의 독재주의 

지도자들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형성했다. (남시욱, 2015: 198).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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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의 독재 정권에 맞서 게릴라전을 치렀던 필리핀의 후크 발라 합에 

관한 맥아더 발언은 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복잡한 생각이 거짓임을 

드러낸다: “[소작농들] 완전히 절망적이고, 후크발라합과 같은 단체들은 

태어나고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후크가 사회주의적이며 혁명적이라고 

말해하지만, 나는 그들을 따라갈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설탕 밭에서 

일하면 아마 스스로 후크가 될 것이다" (MacArthur, Manchester 에서 

인용, 1978: 420). 물론 이것은 맥아더가 사회주의자이거나 아시아의 

공산주의와의 싸움에 헌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맥아더의 복잡성은 마구잡이식으로 단순한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맥아더의 말을 증거로 사용하는 주장에 얼마나 쉽게 

반론을 제시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아마도 중요한 것은 맥아더의 한국 유산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이미 

남한에서 일어난 인식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남시욱과 

이상호와 같은 연구자들과 인천의 자유 공원에서 맥아더 동상을 제거하려는 

시위자들은 모두 맥아더의 유산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한다 (이상호, 2015: 

7; 남시욱, 2015: 5; Demick, 2005).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사람들은 

1957 년 인천의 동상으로 표현되고 50 년 이상 한국 사회에서 널리 보편화 

된 맥아더의 헤게모니적 내러티브 즉 신화에 도전하고 있다. 한 가지 

점에서 이런 재평가의 요구가 늦었다. 맥아더의 재검토와 한국의 헤게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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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내러티브의 모든 성우 (聖牛,‘sacred cow’) 재평가는 수년 동안 

진행되어왔다. 연구자들은 수십 년 동안 현상 유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 해왔고 (Park, 2012: 25), 자유 공원의 맥아더 동상에 대한 

시위는 이 재평가 서술이 일반 대중에게 다가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측면에서, 객관성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평가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동기 부여되어 있다. 여전히 헤게모니적 견해를 고수하고 

역사의 재평가와 성우에 대한 공격을 밀어내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자들이다. 예를 들어, 뉴라이트는 중등 학교 교과서의 검정화와 

역사적 수정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그룹 중 하나다.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반대파 의견을 침묵시키기 위해 국가 보안법의 

힘을 사용해서라도 수정주의에 반대했다. 이런 방식으로 맥아더의 재평가는 

2000 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회에서 점차 정치적으로 강력 해지는 보수적 

관점에 대한 도전이다. 

현대의 수정주의 역사서가 보여준 바에 따르면, 견고하지 못한 

토대를 기초한 역사적 내러티브는 날카롭고, 증거에 기반한 비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빠르게 무너지게 된다. 이런 문제가 향하는 곳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의 주제와 새로운 연구의 길을 열지는 않고 이전에 말한 것을 

되풀이 하면서 오래된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곳일 것이다. 

이곳의 새로운 세계관은 오래된 것보다 확고한 기반 위에 세워지지 않을 



14 

수도 있다. 필요한 것은 헤게모니 내러티브의 재평가뿐 아니라 생성된 

새로운 내러티브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연구는 약한 

아이디어를 비판하고 역사적 기록을 강화하는 점검 및 균형 시스템의 한 

형태로 작용할 수 있다. 

 

3) 연구방법과 이론 

 맥아더의 유산처럼, 기억의 개념 자체는 냉혹하게도 한국전쟁과 

관련이 있다. 1952 년 이래로 US News and World Report 가 한국 전쟁을 

‘잊혀진 전쟁’으로 묘사했을 당시 학계와 유명한 역사 학자들은 그 

표현을 진부한 표현으로 치부하였다 (“Korea”, US News and World 

Report, 1952). 이후 ‘잊혀진 전쟁’은 아무도 손대지 않는 묘비명처럼 

대중 속에 그 의미가 퇴색된 채 이어져 오고 있다. 한국전쟁은 제 2 차 세계 

대전의 더 중요한 세계적 영향이나 미국 내 혼란을 야기한 베트남 전쟁과 

비교하여 대중적인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서방의 학계는 

한국전쟁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브루스 커밍스의 책 

The Korean War: A History (2010)에서 “미국의 역사 학자들과 다른 

나라의 역사학자들이 쓴 책은 수십 년 전에 있었던 한국전쟁을 다시 찾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Cumings, 2010: 73). 하지만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이라고 보는 관점은 제한적인 서구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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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나 북한, 심지어 중국조차도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기 위하여 1950 년 6 월 25 일 

전쟁이 시작되고 1953 년 7 월 27 일 전쟁이 끝났다고 규정하면서 

받아들여진 연대순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전쟁은 완전히 끝난 

전쟁이 아니다 (Park, 2012: 94).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 될 때마다 

빠짐없이 뉴스에 등장하는 것은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의 분단은 남한과 북한의 시민들에게 있어서 전쟁을 무시한 채 

그들의 삶을 영유하려고 노력할 지라도 전쟁의 계속된 영향으로 그들의 

삶에 지속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한국전쟁은 미국인들의 

시간의 틀에서가 아니라 최소한 1945 년 분단이 시작된 이후의 한국인의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모습에서 70 년 이상 영향을 주고 있다. 

역사학자인 박태균에 따르면 한국전쟁은 지금까지도 한국인들에게 많은 

정신적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영향으로써 기억의 문제에 대한 

고찰 역시 필요하다. “특히 기억이 단지 정치적 사회적 통제의 도구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저술하였다 (박태균, 2010: 

464-465).  

2008 년 1016 명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생 중 56.8%가 한국전쟁이 몇 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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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발했는지를 알지 못했다. 한국인들의 삶에서 한국전쟁이 매일 상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어떻게 설명 할 수 있겠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또한 같은 조사에서 13%의 학생은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대답했으며 또 다른 13%는 일본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답하였다 (<청소년 안전 안보>, 2008). 이 수치는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역사교육에 대한 흥미 부족에서 기인한 무지탓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는 현재의 한국 사회를 형성하는데 최근의 역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는 더큰 

문제의 시초일 수 도 있다: 명시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선입견 없이 과거를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교육시스템의 실패를 의미한다. 

어떻게 이러한 신화, 무지, 그리고 역사의 왜곡이 만연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역사적 기억들 자체가 우리 사회를 

통해 어떻게 만들어지고, 기억되며 전달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역사를 바꾸며 또한 의식적으로 이데올로기가 

조작되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20 세기 초 프랑스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모리스 알박스 (Maurice 

Halbwachs)의 책을 통해 기억의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 몇 주 전 부헨발트 강제수용소에서 사망 

이전에 그는 ‘집단기억’이라는 이론의 선구자 중 한 명이었다.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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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개개인의 기억은 – 이는 ‘자서전적 기억’이라 불림 – 더 넓은 

사회의 집단기억의 틀 안에서 상기되고, 인지되며,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 

이 개인적 기억이 공유되어 ‘역사적 기억’이 된다 (Halbwachs, 1992: 

38). 물론 개개인은 자신에 대한 나름의 기억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억은 활발히 기억해 내지 않으면 사라지는 기억이다. 이런 활발한 기억을 

하게끔 하는 생각은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Halbwachs, 1992: 53). 즉, “과거를 재생산해내는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Halbwachs, 1992: 49). 따라서 우리의 

기억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집단의 정체성 전체가 집단기억에 의해 공유되어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그 기억된 문제적 역사적 사건들은 과거 속으로 사라지고 

자서전적 기억으로부터 더욱 분리된다 – 실제 전쟁을 경험하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사망한다 – 하여 역사적 사건은 직접적으로 기억될 

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역사적 기억들은 영화, 사진, 그리고 쓰여진 

기록과 같은 간접적 매개를 통해 기억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서로 모여 만든 공유된 전통과 기념과정을 통해서 

기억된다 (Coser, 1992: 24). 따라서 현재는 집단의 기억 틀을 통해 

과거를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과거의 연속성은 집단적으로 기억하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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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유지된다 (Coser, 1992: 25). 즉, “현재의 세대는 역사를 다시 

쓰지만 백지에 쓰는 것은 아니다”(Coser, 1992: 34).    

대한민국과 미국이 한국전쟁의 의미에 대해 이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과 특히 맥아더 장군의 역할에 대해 이 이론이 설명할 수 있을까? 

아울러 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겉으로 보기에 

‘잊혀진’ 한국전쟁을 설명할 수 있을까? 만약 알박스에게 한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다: 사회가 기억하려고 하는 과거와 

더 이상 닮지 않은 사회의 기억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때 전쟁으로 

얼룩진 한국사회가 지난 반세기 동안 전면적으로 바뀐점을 고려할 때 

위에서 던진 질문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사회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 기억을 통해 과거를 연결하려고 시도하는 누군가와 과거 사건에 

근접한 세월을 격은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질 것이다. 기억이 

어떻게 전달되고 전달되는 과정과 문화적 맥락 이 두 가지는 가능한 두가지 

해답을 제공한다.  

첫 번째 대답은 알박스의 연구와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가 서술한 표현에 의해 정의할 수 있다. 알박스는 우리가 기억을 

해낼 때 우리의 기억을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실이 가지지 못한 

명망을 기억 속에 부여하기 위하여, 아무리 우리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확신할 지라도 그 기억을 줄이거나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의 기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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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기도 한다”고 하였다 (Halbwachs, 1992: 51). 즉, 우리의 기억은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적 틀 속의 기억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왜곡현상이 발생한다. 필자가 던진 질문에 이 개념을 적용해 보면, 과거와 

현재는 상당히 달라서 그 기억은 더 이상 관련성이 없고, 우리는 무심코 

현재의 사회적 체제 속에 그 기억을 맞추기 위해 기억을 고친다. 이렇게 

고쳐진 기억들은 집단의 기억으로 자리잡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이들에 의해 소환되고 해석되면서 더욱 왜곡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고의적으로 통제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기억의 진화인 점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변화된 기억들은 리처드 도킨스가 서술한 

The Selfish Gene(1989)의 ‘meme’라는 것과 닮았다.  

진화론적 생물학자로서 그의 경험을 묘사한 도킨스는 

‘meme’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이는 생물학적 진화에 있어서 유전자와 

비슷한 것으로, 문화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유전자가 증식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Meme 는 일종의 문화적 약어이고 생물학적 진화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Dawkins, 1989: 192). 도킨스에 따르면 성공적인 meme 들은 

– 우리의 경우 문화적, 지적, 이데올로기적 무게를 전달하는 기억들 – 

문화적 전파의 과정을 통해서 변이를 일으키고 재생산되면서 살아 남는다. 

미국의 인기있는 드라마 M*A*S*H 의 경우를 보면, 맥아더 장군의 유산의 

복잡성, 한국에서 그의 행동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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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재적인 반응 모두 하나의 meme 로 함축 될 수 있다: 즉 그의 모자, 

선글라스, 파이프의 이미지는 문화적 시금석이자 집단적 기억으로써 

순간적으로 인지된다. 하지만 역사적 meme 의 진화의 최종 결과는 

의도하지 않은 무의식적인 역사의 왜곡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1 이런 

meme 이 더욱 진화 할수록 meme 가 달라지는 만큼 역사적 사실도 더욱 

멀어진다. 또한 역사적 내러티브가 달라질수록 이 내러티브는 더욱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쉽게 잊혀진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 사건에 

기본적인 것 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   

1945 년 알박스의 죽음 이후 집합기억의 개념은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에의해서 더욱 발전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되어서야 역사가들과 

사회학자들은들은 기억의 개념을 연구 주제로받아들여 어떻게 역사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적용하였다 (박태균, 2010a: 464). 

상당히 많은 탐구가 진행된 역사적 주제는 특히 현대 남한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쟁의 기억과 기념화이다. 

예일대의 사학자인 제이 윈털 (Jay Winter)은 소위 “기억의 붐” 

이라고 불리는 것의 주요 작가중 한명이다 (Winter, 2006: 1). 이는 

20 세기 기억의 형성에 관한 폭발적 관심을 나타낸다. 그의 책 

                                         

1 알박스의 끊임 없는 기억의 재해석의 이론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모호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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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mbering War(2006)는 그의 연구 배경으로 잡고 있다. 윈터는 

세계 1 차대전이 다양한 매체속에서 기억되고 신화화 되었는지는 그리고 

어떻게 전쟁이 개념화 되고 기억되는지에 분석하였다. 그는 세계 1 차대전에 

관한 역사기록이 어떻게 우리 기억의 틀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기억을 

보존하는 수단으로써 사진, 문학, 박물과, 기념비과 같은 ‘기억의 수단들’ 

소위 “기억의 극장”(‘theatres of memory’)들이 역사와 기억 사이의 

공간을 채워나가도록 도와주는지 논의한다 (Winter, 2006: 2-3). 영원히 

기억되는 예술작품과 돌로 만들어지거나 청동으로 주조한 기념비들은 

지워지는 기억에 대한 저항의 형태로 볼 수 있다 (Winter, 2006: 12). 즉, 

기념비는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잊혀지는 것을 

막아 우리의 기억을 소환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된다. 일반적으로 

기념비의 물리적 영구성은 우리의 기억은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즉, 

진화의 과정을 멈출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기억들은 집합기억의 진화 대상이 된다.   

유타 대학교의 최수희는 자유공원에 세워진 맥아더 동상이 – 이런 

영원한 기억 수단중 하나로써 – 어떻게 모순적으로 헤게모닉 하거나 

반헤게모닉한 이데올로기의 기표가 되는지 보여줌으로써 이 개념을 

구축한다. 이처럼 이데올로기적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동상과 기억의 

수단들은 물리적으로 바뀌거나 사회적 공간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한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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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붕괴 이후 레인 동상의 철거는 한때 호령하던 동상과 광장의 의미를 

바꾼것을 들 수 있다. 그녀의 연구 “Standing Between Intransient 

History and Transient Memories”(2014)에서 소련의 붕괴를 주제로 

문헌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기념물과 동상은 바뀌지 

않고 모순적 의미를 야기시킬 수 있다. 맥아더 동상은 이에 해당하는 좋은 

예이다: 맥아더 동상은 한국전쟁의 헤게모니적 내러티브의 기표가 되어 

왔다 – 미국은 남한을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구해주었다. 하지만 

2005 년 맥아더 동상에 대한 항의가 있었고 한국의 문제에 미국의 개입이 

통일을 방해한다고 보는 반헤게모니적 내러티브의 기표가 되었다 (Choi, 

2014: 192). 하지만 이런 내러티브, 헤게모니와 반헤게모니는 같은 동상을 

두고 같은 시기에 표현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맥아더 동상의 중요성을 더욱 설명하기 위해 최수희는 동상을 

시간과 공간에 놓고 고려한다. 먼저 현재 문화적 맥락을 통한 기억의 

리메이크와 지속적 소환의 개념을 제시한 알박스에 보태어, 역사적 장소는 

“복잡한 기억”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다가 “변화하는 정치적 문화적 

맥락속에서 새로운 정보와 관점을 가진 장소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Choi, 

2014: 194). 이는 동상의 경우처럼 기억의 진화를 멈추도록 고안된 

기억물의 바로 그 영원성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각 세대는 자신의 문화적 

기억에서 기억물에 대해 작성하고 새로운 의미를 덧붙인다. 따라서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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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게는 맥아더 동상이 전쟁의 희생을 나타낼 지라도 어린 세대에게는 

미국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질 것이다. 둘째로 최수희에 따르면 

공공장소의 선택은 공공연한 정치적 행동이다. 맥아더 동상을 공원에 세운 

정부의 활동과 만국공원에서 1957 년 자유공원으로 주변 공원의 이름을 

바꾼 것은 명백한 정치적 행동이다. 이는 또한 그들의 시위를 위한 장소로 

끌어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적 행동이다. 하지만 그 공원은 공공장소 

이므로 ‘기억의 극장’이다. 여기서 관객은 다른 공연들을 감상 할 수 

있으므로 기념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공원에서 행해지는 

공연이 더 중요하다 (Choi, 2014: 195). 따라서 2005 년 맥아더 동상에 

대한 반발로 벌어진 시위는 그 장소가 표현하고 있는 헤게모니적 

내러티브를 거부하는 공공의 공연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2005 년 맥아더 동상을 돌러싼 시위는 한국 

기념문화의 변형과 민주주의의 실현 이후 과거의 다시쓰기에 대한 더 큰 

요구의 한 부분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맥아더 동상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의 

기념 문화의 유일한 가장 진화이다. 과거의 재창조 개념은 정근식의 연구 

“기억의 문화, 기념물과 역사교육” (2006)의 논점이다. 이 연구에서 

정근식은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 민주화 후기에 이르는 기념 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설명한다. 현대 한국의 기념문화의 근원은 일제 강점기에 반대하여 

형성되었다. 공식적 일본 기념일과 기념비들– 시간과 장소 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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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비들은 독립이후 없어졌고 기념의 형태는 무의식적으로 식민지 

이후까지 미치게 되었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는 독립유공자 지정, 

독립기념관 건립 등 국가적 차원의 기념사업이 있었고 언론기관 등 여러 

단체에서도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개인 동상을 세우는 등 다양한 사업을 

해왔다 (정근식, 2006: 283). 

 정근식은 견줄데 없는 한국전쟁의 영향과 두 한국정권 사이의 냉전 

경쟁은 독립의 기념과 나라 건립보다 우선권을 얻었다 (정근식, 2006: 

287). 즉, 독립과 개발의 기념 이전에 전쟁의 기념비는 지어졌고 

기념되었다. 게다가 전쟁기념과 권위주의 정권 기념의 본질은 

남성중심적이고 독재주의적 요소와 함께 공공 기념물과 기념적 장소에 

스며든다 (정근식, 2006: 288). 

 이런 방식으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의 동상의 역사는 

한국의 기념문화의 발달의 축소판이다. 위에 언급한 대로 자유공원은 

1880 년대의 한국 개방을 따라서 만국공원인 적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그 공원은 1957 년 맥아더 동상이 세워지고 자유공원으로 바뀌기 

전까지 서공원으로 불렸다. 공원의 이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근식에 

의해 설명된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기념적 공간의 사용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수희에 의해 설명되었 듯 이름의 재 설정을 통해 정치화 하는 

장소의 힘을 볼 수 있다 (Choi, 2014: 164). 맥아더 동상만 놓고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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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을 나타내는 기념물에 앞선 전쟁기억으로 볼 수 있다. 비록 공원이 

자유공원으로 불리긴 하지만 맥아더 동상이 두드러지게 서있는 자태는 

확실히 이름이 상징하듯 ‘자유’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방식으로라면 자유공원의 ‘자유’는 일본의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로부터 남한의 자유를 기념하고 있다. 

게다가 맥아더가 드러내는 존재로 이 자유는 미국 장군으로서만 전달 될 수 

있다. 또한 맥아더 동상은 정근식이 설명한대로 남성적 면모와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충족된다 (정근식, 2006: 288). 유엔의 

총사령관으로서 맥아더는 권위적인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반공 

독재정부를 지지하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연합의 상징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본 대로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자는 농성은 반미항의로의 

해석이라기 보다는 후기 민주주의의 민족신화의 해체라고 볼 수 있다.  

알박스에 던지는 질문에 대한 두번째 대답은 루이스 알프레드 코저 

(Lewis A. Coser)가 쓴 On Collective Memory(1992)의 도입부에서 

암시하고 있다. 냉전이 끝날 때 글을 쓴 코저는 소련에서 온 친구와의 

일화를 전한다. 그의 친구들은 소련 역사의 수정주의를 통해 이전의 

기억들을 버리고 새로운 이상한 집단기억을 강요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그의 친구들과 소련의 역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왜 꺼려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Coser, 1992: 21). 만약 알박스의 집단기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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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맞았다면, 이는 개인의 정체성을 다시 고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유된 기억을 통해 만들어진 집단적 정체성 또한 다시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역사학자인 브라이언 마이어스 (Brian Myers)의 

연구에 등장하는 북한 신화와 대대선전의 ‘Text’와 비슷한 과정이다 

(Myers, 2010: 18). 이는 집단기억, 더 나아가 집단과 개인의 정체성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시도이다. 물론 북한에서도 이 과정은 선전과 반대파에 

대한 숙청을 통해서 실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것은 남한사회에 또한 

존재했던 – 최소한 악의를 덜 가지는 행태로 여전히 존재함 – 과정이기도 

하다. 

박태균은 그의 연구 “한국전쟁 발발 60 년, 사회과학에서 

인문학으로”(2010)에서 정부가 어떻게 기억을 이용하는지 연구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기억의 연구는 역사가에게 중요한 주제이다. 기억은 

통제를 위한 사회적 정치적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현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독재정권의 통제를 통해서 전쟁의 기억은 북한이 

야기한 전쟁의 참상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기억을 소환한다 (박태균, 

2010a: 465). 외부의 위협에 초점을 두는 것은 표현의 자유, 정부의 감시, 

그리고 인권유린을 포함한 독재적인 안보국가를 지속하는 것의 정당성을 

부여 할 수 있다. 반헤게모니적 내러티브와 기억을 정부가 승인한 공식적 

역사로 대체시키면서 표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남한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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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행한 전쟁의 잔혹한 행위와 남한에 있는 미국의 역할에 대한 비난은 

빠져있다 (Park, 2012: 21). 둘째로 현대 정부의 정책은 민주화가 된 이후 

시기 일지라도 정부의 기억 통제에 여향을 받는다. 대외전쟁에 참여를 통해 

특수를 노릴 수 있다는 신화가 독재정부에 의해서 포장되었고 이는 미국이 

이끄는 베트남전쟁에 한국군의 파병과 2000 년대 부시정부의 이라크 

전쟁에 참전을 정당화 시켰다 (Park, 2010a: 465). 

하지만 기억에 관한 다양한 개념을 통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제이 윈터는 ‘집합기억’의 남용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집합기억은 단체의 기억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기억 (national memory)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를 통해 기억한다” (Winter, 2006: 4). 따라서 한 

집단에게는 시금석과 같은 문화적 일이 다른 단체에게는 같은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는 아르메니아인 집단학살을 

예로 들어 한 단체에게는 결정적 순간 기억이 다른 단체에게는 문화적 

중요성이 없는 것임을 밝힌다 (Winter, 2006: 5). 반대로 박태균이 

말한대로 국가는 기억하지 못 할 지도 모르지만 재생된 기억을 통해서 틀을 

형성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특히나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교육과 대중의 담론이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회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 따라서 집합적 내러티브에 더하여 국가가 승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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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게모니적 내러티브가 존재 한다. 하지만 국가의 관심이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민주적 국가에서는 국가와 사회 사이의 구분을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다 (Park, 2012: 30). 이런 면에서 공식적으로 

국가의 승인을 받은 기억들이 존재하는 반면 반내러티브도 정부의 통제권 

밖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와 같은 곳에서 반 헤게모니적 집단 

기억의 표현은 정치적 행동이 된다. 역사학자인 정근식은 한국의 기억의 

문화에서 쓰여진 것처럼, 집단적 기억은 정치체제의 틀 안에서 표현 될 수 

있고 그 정치적 틀이 의견을 지배할 때, 집단적 기억은 조작될 것이라고 

하였다 (정근식, 2006: 279). 

집단기억, meme, 그리고 기념화와 내러티브의 개념을 이용한 이 

논문에서 맥아더와 그의 유산은 그 자체로 과거를 연결해 주는 문화적 

시금석이 되기도 한다고 평가한다. 이런점에서 맥아더의 기념비뿐만 아니라 

맥아더 그 자신은 기억과 역사사이를 메꾸어 주는 ‘기억의 극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맥아더의 모든 말과 행동에 헤게모니적 그리고 

반헤게모니적 기억 모두를 새겨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오래된 

내러티브를 방어하고 새로운 내러티브를 쓰는 것은 정치적 행동이다. 

따라서 이는 이데올로기를 따른다. 하나의 잘못된 내러티브를 또 다른 

내러티브로 교체하는 것이 진실에 가깝게 다가서도록 도와 주지는 못한다. 

필자의 의견은 맥아더와 관련된 연구와 묘사에서 위에 언급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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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속된 문제였다. 맥아더의 유산은 한 사람의 선입견을 담는 

그릇이 되고 결국은 경쟁하는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된다. 이는 

한국전쟁과 대한민국의 성립에 있어서 맥아더의 역할을 둘러싼 중요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다. 우리는 맥아더 이전에 시작되거나 아니면 그의 

죽음 이후 지속된 복잡한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한 남자가 말했는지 그리고 

행동했는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남한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는 학술적 

역사기록학 뿐만 아니라 유명함 담화 그리교 교육현장에서 맥아더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학술적 역사기록학이 

맥아더의 유산을 해석하고 또 재해석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지라도 대중에게 미치는 학계의 영향은 아주 제한적이다. 반면에, 유명한 

담화와 교육은 역사의 이해에 관한 표면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동안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 예를 들어 맥아더에 관한 책는것 보다 영화 

<<인천상륙작전>>(2016)을 관람하고 영향을 받은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게다가 특히 중등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수정주의 논쟁의 주요한 

전투장이 되었다. 역사교육은 항상 정치적 활동이다. 간단히 말해서 

교과서에 실리고 실리지 않은 것 모두가 정치적 결정이다. 마지막으로, 

알박스의 집단기억의 영향을 이용하면 교육시스템은 집단의 기억을 전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통념이다. 따라서 한국 학생들이 한국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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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지 못한다는 조사를 볼 때 어떻게 전쟁에 대한 기억이 잘 전달되지 

못했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다음장에서 필자는 

헤게모니적 그리고 반헤게모니적 내러티브의 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추적하여 볼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1970 년대와 1980 년대의 독재정권에 

의해 배포된 국정교과서에서부터 2000 년대 교과서 까지 어떻게 교과서가 

진화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품고 있는 

연기자가 역사적 내러티브를 변화시키고 종국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역사적 기록을 어떻게 다시 쓰는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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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맥아더에 대한 평가의 과거와 현재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부터 맥아더의 영향은 존재하였고 그의 

유산은 한국 역사의 흐름에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었다. 한국전쟁의 첫해 

동안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그의 결정적 역할과 더불어, 맥아더와 그에 대한 

기억은 현대 남한 사회에 뒤얽혀 있다. 그 기억의 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제 2 차 세계 대전의 종전으로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연합군 최고 사령관인 맥아더는 한반도를 38 선을 따라 점령지역을 

분할하도록 하는 일반 명령 제 1 호 (General Order No.1)를 하달하였다 

(FRUS, 1945, vol. 6, no. 418).2 이 기억은 그와 이승만의 관계로 

이어졌다. 맥아더 장군과 이승만이 도쿄의 다이이치(Dai-Ichi)빌딩의 

본부에서 비밀리에 회동한 후, 이승만이 1945 년 10 월 전략사무국(OSS, 

CIA 의 전신) 의 도움을 받아 비밀리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때 이용한 

것은 바로 맥아더의 전용비행기인 The Bataan 이었다 (Cumings, 2010: 

106). 1948 년 8 월 15 일 이승만이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도 역시 맥아더가 참석 하였고, 맥아더는 캘리포니아 주를 

                                         

2 “Revision of General Order No. 1,” 1945년08월11일, i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45, ed. E. Ralph Perkins and S. Everett Gleason, 

vol. 6,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ed. John P. Glennon et al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document no. 418. 지금부터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에 인용은 FRUS, 연도, 권수, 파트 (존재한다면) 그리고 문

서번호의 순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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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듯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였다 (Manchester, 1978: 

540; 이상호, 2012: 150). 1950 년 9 월 29 일 맥아더가 새로 해방된 

수도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려 줄 때도, 또한 이승만의 사형 집행 팀이 

서울 한복판에서 공산주의의 협력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청산할 때도 

맥아더는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하였다 (Weintraub, 2000: 154-155).    

 맥아더가 남긴 ‘노병은 죽지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가 

사망한 50 년 후에도 그의 유산은 학계와 역사계에서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2016 년에는 그의 업적을 재평가 하는 세 권의 책이 발간 되었다 – 

James P. Duffy 의 War at the End of the World(2016), Walter 

Borneman 의 MacArthur at War(2016), 그리고 Arthur Herman 의 

Douglas MacArthur: American Warrior(2016). 한국에서도 맥아더의 

유산을 다시금 되새기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 예로 이상호의 

<<인천상륙작전과 맥아더>>(2015), 남시욱의 <<6.25 전쟁과 미국: 

트루먼·애치슨 ·맥아더의 역할>>(2015) 모두 2015 년에 발간되었다. 

또한 2016 년 여름 영화 <<인천상륙작전>>과 동시에 윌리엄 맨체스터의 

American Ceaser 가 <<맥아더. 1>>(2016) 그리고 <<맥아더. 

2>>(2016)로 다시 출판 되었다. 지난 세기 동안 맥아더 장군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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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여진 많은 자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에 대해 논의할 것이 남아 있는 

듯 하다 (Bottum, 2016).  

맥아더 장군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서방에서 문화적으로도 인기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맥아더는 살아 

있는 당시에도 유명하였다. 아마도 현대인들은 영화배우 보다, 또한 대통령 

보다 더 유명한 장군이 있던 시대를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맥아더는 해임과 정치적 활약의 실패로 인해 인기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1964 년 사망 이후 영화와 TV 에서 그는 가장 유명한 배우들에 의해 묘사 

되었다: Collision Course: Truman vs. MacArthur(1976)의 Henry Fonda, 

MacArthur(1977)의 Gregory Peck, Inchon(1981)3의 Laurence Olivier, 

Emperor(2013)의 Tommy Lee Jones, 그리고 

<<인천상륙작전>>(2016)의 Liam Neeson. 가장 최근에 개봉한 

<<인천상륙작전>>은 CJ Entertainment 가 제작하였고 개봉한지 한 주 

만에 200 억의 수익을 거두었다 (Kil, 2016). 영화관 상영마감 기준으로 

누적 매출은 약 550 억원이며 누적 관객수는 700 만명으로 역대 39 위를 

기록 하기도 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 2016). 해당 영화에서 나온 수익은 

                                         

3 Inchon 은 문선명 통일교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한-미 합작 영화였다. 또한 이 영화는 

최악의 영화로 평가 되었다 (Inchon, Internet Movi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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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에 등장한 장소 체험, 박물관 견학, 그리고 도시 걷기 등 인천의 

관광산업에도 사용되었다 (“Incheon”, Yonhap, 2016).  

미국에서 한국전쟁이 가장 오랫동안 묘사된 대중문화 매체는 

70 년대와 80 년대의 TV 드라마 M*A*S*H 일 것이다. M*A*S*H 는 

미국에서 여전히 인기 있고 찬사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이 블랙 코미디 

드라마는 표면적으로 한국전쟁 동안 미군부대의 병원에서 일어나는 

의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그 속에는 작가와 프로듀서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반독재주의와 반전(反戰) 

코미디는 맥아더 장군을 기막히게 조롱한다. 1975 년 M*A*S*H 의 

에피소드 ‘Big Mac’(1975)에서 맥아더 장군이 병원을 잠깐 방문하는 

부분에서 그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 있다. 그의 모자, 선글라스, 그리고 

파이프는 즉각적인 인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 후에도 1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대중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등의 예들은 지속된 그의 

영향의 반증이 되고 있다 (“Big Mac”, M*A*S*H, 1975). M*A*S*H 는 

미국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북한 군사에 대한 동정적인 묘사, 

이승만 행정부에 대한 비난, 미국의 대남정책, 그리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모습을 부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남한 국민들이 싫어하였다 (Cumings, 

2005: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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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발발과 맥아더의 해임을 둘러싼 사건들을 시작으로 

맥아더의 모든 처신들은 지속적으로 회자되었다. 맥아더의 삶을 따르는 

신화창조는 그의 죽음 이후 더욱 양극화 되었다.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에 

따르면 맥아더는 중국의 참전으로 인한 불행을 자초한 설계자로 낙인 

찍혀왔다: “[트루먼정부]는 맥아더가 북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미친 어리석은 짓이라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다. […] 하지만 우리는 

맥아더가 이런 악몽을 실행하는 동안 우리는 마치 마비된 토끼와 같이 앉아 

있었다” (Issacson and Thomas, 1986: 537). 이런 자각은 데이비드 

핼버스탬(David Halberstam)을 포함한 많은 미국 진보주의 논객의 

입장에서 지배적이었다. 그의 베스트 셀러인 The Coldest Winter: 

America and the Korean War(2007)에서 정확성에 대한 의심 없이 그는 

딘 애치슨(Dean Acheson)의 인용을 무비판적으로 제공하였다 

(Halberstam, 2007: 44). 반대로 맥아더에 대한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영향은 저명한 역사학자인 브루스 커밍스에 의해 완전히 일축되었다. 

브루스 커밍스는 그의 책 The Korean War: A History(2011)에서 

핼버스탬의 저서에 대한 응답으로 “맥아더는 북으로 진격할 때 그의 

군부대를 나누는 운명적인 결정을 제외하고, 전쟁에 핵심이 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서술하였다 (Cumings, 2011: 73). 역사기록학적 측면에서 

맥아더의 역할을 아주 강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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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군을 분리 명령 하는 것으로만 그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인천상륙작전은 일반적으로 – 맥아더의 마지막이긴 

하지만 – 군사적 천재의 승리로 여겨진다. 물론 작전의 세부계획은 그의 

부하들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지난 60 년 이상 동안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사학자들의 연구가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면 천재성의 기폭제는 바로 

맥아더임에 틀림이 없다. 게다가 커밍스(2011)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맥아더가 전쟁의 과정을 지휘하는데 영향이 없었다면 왜 

역사학자들은 한국전쟁에서 그의 역할과 인천상륙작전, 그리고 중국의 

개입에 수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였을까? 이 질문은 필자의 첫 번째 연구 

질문으로 연결된다. 미국, 중국, 그리고 소련으로부터 기밀 해제된 정보의 

덕택으로 원본 자료로 철저히 문서화 된 사건과 그 사건의 주인공에 대해 

양극단의 의견이 함께 존재 할 수 있는가? 맥아더의 죄의 무비판적 수용과 

그의 역할에 대한 수정주의자들의 축소 사이 어딘가에 진실은 존재한다.  

더 중요한 것은 남한 사회에서 맥아더의 역할에 대한 표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였는지를 이해할 필요성과 어떻게 그 표현이 

정치적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도구로서 고의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이해해야 

할 것이다. 1951 년 4 월 맥아더의 해임 이후 맥아더에 대한 기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또한 연이은 독재정권에 대한 

미국의 계속된 지원에 대한 일종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전자의 경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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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 이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미국의 

역할에 감사해 하는 젊은 한국인들은 인천의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공산주의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분의 영원한 삶’ 이라고 

적혀 있는 현수막으로 치장하였다 (“South Korea: Quick to Wrath”, 

TIME, 1960). 이후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외세점령의 상징으로 여겨 동상 

철거를 촉구하는 진보단체 통일선봉대와 미국과 대한민국의 동맹의 

상징으로 여기는 보수단체들 사이에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통일선봉대>, <<연합뉴스>>, 2005; Choe, New York Times, 2005). 

1981 년 2 월 전두환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도 맥아더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존재 하였다: 레이건은 “맥아더 장군은 우리 두 나라 

사이에 특별한 우정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민주적인 원리, 개별 

자유, 그리고 개개인의 위엄에 대한 상호간의 약속에 대해 말하였다”고 

말했다 (Reagan and Chun, 1981).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와 피로 물든 

5.18 광주사태를 통해 얻은 정권을 워싱턴 방문을 통해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레이건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의 

민주적 원리에 헌신한 것을 칭찬한 점은 다소 아이러니하다 (Oberdorfer, 

2014: 108).4 하지만 사실 레이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이름으로 

                                         

4 기억 되어야 할 것은 전두환과 레이건의 회의는 김대중의 사형을 막기 위한 카터 행정부

와 레이건 행정부에 의한 일종의 거래였다. 이런점에서 레이건의 논평은 전두환을 향해 에둘

러 표현한 모욕이었다. 전두환과 레이건 대통령이 악수를 하는 장면은 새 정부에 대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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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한 독재주의를 칭찬했던 1950 년의 맥아더의 전통을 단순히 계속했다. 

전두환 대통령의 미국방문과 미국의 독재주의에 대한 지지는 대학생들, 3-

8-6 세대, 그리고 훗날 2000 년 초반에 주류를 형성할 좌파의 당시 커지고 

있는 반미감정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을 끌려고 하는 홍보였다 (Oberdorfer, 2014: 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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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헤게모니적 그리고 반헤게모니적 내러티브 

1) 헤게모니적 내러티브의 유지  

  “감격에 넘치는 우리 국민의 명의와 의연으로 ……이 거룩한 

지역을 부감하도록 이 동상을 세운 것이다.” – 1957 9 월 15 일 맥아더 

장군 동상건립위원회 

 

인천의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세겨진 글에서 풍기는 

헤게모니적 내러티브 만큼 남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헤게모니적으로 드러낼 

만한 것이 없을 정도다. 1957 년 9 월 동상에 새겨진 글은 마치 예수를 

찬양하는 설교처럼 들린다. 글에는 한국의 분단에 기여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언급도 없고 또한 전쟁을 촉발한 것은 “공산도” 라고 표현하며 

전쟁의 촉발에 대한 한치의 다른 의심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중국의 

개입으로 이끈 잘못된 계산이나 그의 해임으로 이끈 논쟁에 관한 어떤 것도 

드러나 있지 않다. 대신에, 동상에는 맥아더를 “탁월한 천재”  “자유의 

승리와 대한민국의 구원을 이끈 인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맥아더 자신에 대한 기념못지 않게 이승만 정부에 대한 선전을 기념하는 것 

과도 마찬가지이다. 박태균이 위에 언급한 대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외부의 위협에 집중하고 있는 기억의 조작은 반공산주의의 지속을 

정당화 시키는 것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유독한 침투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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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투쟁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전쟁에는 승리에 대신 할 것은 없다’고 

말한 분이 이 역시 장군이었다, 이 사실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이 인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더 깊은 진실이 드러난다. 그는 

공산주의를 ‘유독한 침투’로 묘사한다. 한편으로 이는 전세계의 감염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남한정부에 의해서 남한사람들에게 자행된 

잔혹한 행위들을 역사적 견지에서 본다면 ‘유독한 침투’ 라는 것은 남한 

사회의 감염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유독한 침투에 

대항한 ‘마지막 전투’ 는 남한사회 안에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항한 전투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런 해석은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의 근거를 제공한다 

독재적인 반공산주의 정권은 전쟁이 시작 되기 전부터 1987 년 

민주주의가 들어오기 전까지 반대편의 의견을 피로 억압하여 통치하였다.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요한 방법 중 하나는 국가보안법 제 7 조였다. 

1948 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주기적으로 수정되어 오늘날까지 

발효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본질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국가보안법>, 2012). 국제 사면 위원회는 

국가보안법과 그것의 명확하지 않은 적용은 수천 명의 작가, 예술가, 학자, 

언론인, 출판인 그리고 반대 정당의 정치인과 학생들을 구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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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어 왔다고 하였으며 (Amnesty International, 2012: 14), 법무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로 민주화되기 전까지 230 명의 정치범이 

국가보안법 명분아래 처형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중앙정보부의 진행 조사와 

심문 방법이 매우 잔인하였다: 1948 년과 1990 년대 사이에 수천 명이 

고문당했고 고문으로 인한 자백으로 혐의를 씌워 몇 년간 “투옥”되기도 

하였다 (Amnesty International, 2012: 14). 민주화의 도래 이후, 

국가보안법의 잔혹한 집행은 줄어들긴 하였으나 – 1986 년 이래로 법에 

기초한 처형은 없었다 – 여전히 저항하는 의견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국가보안법은 존재한다. 이명박 정부부터 연이은 박근혜 

정부까지 국가보안법의 집행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의 수는 46 명 이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기소 2013 년에 

절정에 달하여 129 명이 입건되고 38 명이 구속되었다 – 2013 년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 첫해였다 (<범죄유형별>, <<국가지표체계>>, 2016).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반대 의견의 목소리는 대한 민국에서 점차 위험한 위치가 

되었다. 

반공산 독재 정권에 주요 조력자인 미국은 미국을 비판하는 

반대편을 억압함으로상당한 수혜를 얻었다. 이런 반대에 대한 통제는 남한 

사회는 보통 일본에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다는 의견을 토대로 진행된다 – 

박태균(2012)은 이것을 “신화” 라고 부른다 – 이런 긍정적 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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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해방과 냉전기간 동안에 특히 자리를 

확고히 잡았으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Park, 2012: 341-342). 

미국과 강한 유대관계를 지속하지만 반미감정이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반미감정이 없이, 적어도 최근까지,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Park, 2012: 344). 민주화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대한민국의 안보 

협력의 비대칭적인 본질을 포함하여 미국의 역할에 대한 비판, 국내정치의 

미국의 개입, 그리고 주한미군의 불법적 활동을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것은 

사회적 금기로 여겨졌다 (Park, 2012: 21). 이 경우 정부에 의한 국민의 

의견을 통제는 집단기억의 형성을 통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반사회적 생각’의 공유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는 

기억의 과정에 직접적 개입을 통해서 헤게모니적 역사적 집합적 내러티브의 

형성을 다소 통제한다. 

국가보안법의 증가된 사용은 반대의견을 탄압하는 강력한 정치적 

책략이 되는 반면, 교육과 대중담화를 통한 의견의 통제는 수십년간 

한국사회에서 논쟁이 되어 왔다. 2008 년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위 

조사의 발표는 한국교육 시스템에 대한 비난을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불러일으켰다. 특히 <<조선일보>>의 칼럼니스트인 김동섭씨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책임을 떠넘기고 역사 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이 조사의 결과의 원인은 교직원노동조합과 좌파가 한국 역사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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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역사왜곡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통일 

지향적 교육에 의해 약화되어 버린 한국전쟁과 관련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만 한다. 그 첫번째 과정은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이다 (Kim, 

2008). 김동섭씨의 사설에 인용된 한 교사에 따르면 – 통일지향적 

교육과정에 있어서 한국전쟁과 관련된 학습의 문제는 전쟁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는데 전쟁의 책임소재를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학생들로 하여금 품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Kim, 2008). 즉, 

보수 비판론자들에 따르면 교직원노동조합의 ‘좌파’ 들은 교육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내러티브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더욱 관심이 있다. 

불행히도 이 사설에서 ‘교사’라고 언급한 것이외에 이 이용을 증명할 

다른 소스가 없다는 점이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이 <<조선일보>> 

사설은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출판되어 남한의 신문에 기고 되었다. 따라서 

그의 설명이 정확한지 어떤지 관계 없이 김동섭과 다른 보수주의자들의 

의견은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영향을 주었다.  

이 여론조사로 촉발된 논쟁은 2000 년 초 본격적으로 시작된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더 큰 충돌의 한 부분에 불과했다. 노무현 정부는 다양한 

시각과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 표면적으로 시행한 것이지만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수정주의로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 논쟁 자체는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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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해답을 얻기 위해 필자는 고등교과서를 시대별로 모아 

보았으며 특히 검정화가 다시 시작된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런 

자료들의 조사는 많은 논란을 야기시킨 교육과정의 개요를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이런 연구방식은 한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교과서는 

수업의 일부이므로 실제 교사들이 교과서를 해석하는 방식과 사용된 

보충자료들이 교과서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이는 전교조가 수업 중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을 가진 수업을 하였다고 고발하는 뉴라이트에 의해 

더욱 복잡해진다 (한평수, 2003). 이명박과 박근혜에 반대하는 것으로 

고소당한 전교조는 반미를 선동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것으로 혐의를 받았다 

(<盧대통령 '전교조 反美교육' 제동>, 2003). 사실 전교조의 구성원들은 

2005 년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의 철거를 주장한 적이 있다 

(Demick, 2005). 만약 전교조에 제기된 혐의가 사실이라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의 설문조사가 드러내는 한국 

역사교육의 잘못된 가르침과 맥아더 장군에 대한 사실상 정확하지 않은 

설명들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전쟁 후 1956 년부터 1974 년까지 중등 역사교과서는 

검인정제였다. 김정인에 따르면 이시기에 교과서 집필자들은 역사학자라기 

보다는 냉전 반공 이데올로 투사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다. 당시의 

교과서에 표현된 ‘역사’는 과장되고 왜곡되어 선전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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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2016: 44). 게다가 현대사에 대한 할당이 극히 적었다. 전체 

페이지의 5% 미만이다 (김정인, 2016: 44). 이 교과서는 긴 역사의 요약라 

세부사항까지 파악하지는 못할 지라도, 무슨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점에서 역사의 

생략도 역사의 왜곡을 드러내는 내러티브가 될 수 있는 점은 참으로 

중요하다. 1974 년 박정희 정부의 유신정권 때부터 역사교과서는 국정제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교과서는 역사의 공식적인 헤게모니적 내러티브를 

나타내었다 (김정인, 2016: 85). 그 결과 교과서는 박정희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선전과 정치적 선입견을 반영하여 표준이 되는 학습 도구가 

되었다. 1979 년의 <<국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북한의 공산주의 위협이 

이승만 독재체제와 제 2 공화국의 실패와 함께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보장하면서 강조되어있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당 독재 체제가 

생겼으며, 한편 공산주의의 위협이 다시 가해져 왔다. 그러나 온 국민은 

이를 잘 극복하고 4 월 의거와 5 월 혁명을 거쳐서 제 3 공화국을 

성립시켰다”(<<국사>>, 1979: 295). 즉, 이로써 박정희의 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반공의 기조를 지속할 수 있었으며 1961 년 박정희의 

쿠데타 자체가 비민주적 권력 쟁취였음을 손쉽게 무마시키고 유신체제를 

지속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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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1979 년 국사교과서는 한국전쟁을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맥아더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사실상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은 

UN 군으로 속해 전쟁에 참전하였다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유우엔 

군의 출동을 결의했다. 이 결의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등 16 개극이 유우엔 군의 이름으로 

참전하여 국군과 합동 작전을 전개하였다” (<<국사>>, 1979: 294).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은 확고하게 집합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교과서에서 강조 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쟁과 

대한민국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완전히 생략한 점은 

흥미롭다. 1970 년대 국정 교과서 모두 전쟁에 대한 내용이 같다는 점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정인, 2016: 52). 즉, 국정 교과서에서 

미국의 역할을 생략하는 것은 유신정권의 형성과 닉슨독트린의 반발, 남북 

비밀 적십자 회담, 그리고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 시기와도 일치 한다. 

게다가 이후에 발간된 교과서들은 수정되지 않았고 1970 년대 후반 

카터정부의 미군철수 압박과 박정희 정부의 인권유린을 심각하게 비난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과서 속의 미군의 역할은 최소화 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국정교과서는 – 특히 맥아더의 역할을 생략한 부분 –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한국 정부라는 이미지를 투영하기를 바라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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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년대와 1990 년대의 민주와 운동의 성공과 시민사회의 성장 

그리고 언론의 자유의 보장으로 헤게모니와 국가가 지원하는 내러티브는 

새로운 세대의 수정주의 학자들과 국가가 지지하는 국가적 신화와 대치되는 

기억이나 경험을 지닌 일반 시민들에 의해 공격을 점점더 받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헤게모니 내러티브의 지지자들은 점점더 정치적 세력을 더해 

이전의 신성한 소를 공격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진보 움직임에 대항하여 

방어적인 입장에 서 있다. 

 

2) 반헤게모니적 내러티브의 작성 

 “수십년 동안 사실이 숨겨지고 왜곡되어 버린 사건의 진실을 다시 

찾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 안병옥, 진실화해위원회의 수장 (Truth 

and Reconciliation, 2009: 5). 

 

맥아더 동상에 쓰여진 글이 남한 현대사회에서 가장 헤게모니를 

드러내는 내러티브의 예시라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어떻게 쉽게 그 

내러티브를 허물 수 있는지 나타내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전신은 

1975 년과 1987 년 사이 남한 국민의 의문스러운 죽음과 인권 유린을 당한 

민주화 운동가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조사에서 시작한다. 2005 년에 더 큰 

권한을 가진 새로운 진실화해위원회가 설립되어 일본의 통치기간, 해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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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전쟁, 독재정권 동안 자행된 인권유린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위워회의 업무는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다. 위원회의 선임소장인 

김동춘의 Asia-Pacific Journal(2010)에서의 인터뷰에 따르면 “위원회의 

보고서의 경우 범죄자의 이름은 모두 제거되지 않았다. […] 위원회는 

사건을 밝혀내고 과정을 폭로하기위해 만들어 졌다. 하지만 반세기 이상도 

전에 진행된 개개인의 범죄의 기소는 하지 않는다” (Selden and Kim, 

2010). 이 위원회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시절 세워졌으나 그것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수사를 하기위해 만들어 졌다 (Truth and 

Reconciliation, 2009: 9). 이런점에서 위원회는 이론적으로 어느 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는지에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보수적 미디어에서 위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한국의 신문이 우리의 중요한 업적을 간과하거나 억랍한다는 

사실과 투쟁해야만 한다.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가장 큰 신문사들은 위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외에 별다른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일제히 적대적이다” (Selden and Kim, 2010). 그리고 이명박 

보수 정권의 당선이후 위원회에는 예산삭감과 정부의 검열 그리고 2009 년 

보고서의 영어버전 발행 금지등 여러 조취들이 취해졌다 (Selden and Kim, 

2010). 이 금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다른나라 지도잘들이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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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원회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할은 역사적 수정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침묵하고 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드높이는데 기여를 한다. 이로 인해 정부가 후원하는 헤게모니적 

내러티브에 부합하지 않는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한 것이다. 이렇게 되기 까지 몇 대에 걸친 연구자들의 노력과 

시간이 걸렸다.  

민주주의 운동은 1980 년대의 한국사회를 빠르게 변화시켰고, 

현대한국사 연구의 붐은 학계를 변화시켰다. 광주사태이후 브루스 커밍스의 

The Origin of the Korean War(1981)의 번역본을 포함한 학계에서는 

한국의 국내 정치의 미국역할에 대한 역사에 집중하였다 (Park, 2012: 7-

8). 이런 새로우면서 비판적인 배경을 가진 이 연구자들은 중등교과서에 

묘사되어 있는 냉전과 반공의 관점과 현대사의 제한적 내용도 비난하였다 

(김정인, 2016: 44-45). 2000 년 초 노무현 정권 당시 역사교과서 

검정화로 교과서 검정제 논란이 재점화 된 적이 있었다. 결국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검정교과서 체제로 하자 더 큰 충돌이 불거지는 결과를 

낳았다 (<좌ㆍ우파>, <<서울신문>>, 2011). 미군의 차량에 의해 두 명의 

여학생이 치여 목숨을 잃은 후, 사고를 저질렀던 미군이 미군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자 이로 인해 이면상 존재했던 반미감정이 교과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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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직전에 이르렀다 (전홍기혜, 2002; Woo-Cumings, 2005: 67). 하지만 

반미감정의 근원은 광주사태의 미국개입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온 억눌린 

감정,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베푼 선의에 대한 미국 부시 정부의 잘못된 

활용, 마지막으로 미국 외교정책 – 부시의 악의 축과 테러와의 전쟁선포 – 

이 통일에 대한 자국의 노력을 약화시킨다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Bong and Moon, 2007: 77). 

2003 년 노무현 선거 캠프는 반미 감정을 이용하여 선거분위기를 

끌어올렸고 그의 당선으로 인해 뿌려진 반미 감정은 최고조에 달한다. 

부분적 검정제를 허용하여 2007 년에는 모든 교과서가 검정제로 바뀌었다 

(김정인, 2016: 85). 이런 변화는 내용의 변화, 교과서의 레이아웃의 

변화도 가져 왔다. 국정교과서 초반과 달리 길이도 길어졌다. 또한 역사전 

사건의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관련인물을 나열하는 공간도 늘어 났으며 

지도와 삽화도 증가하였다. 검정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맥아더의 사진이 

하나 있다. 그는 1950 년 9 월 15 일 인천의 부두에서 배에 탑승 한 채 

인천상륙작전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인석, 2010: 320). 맥아더는 

앉은채로 망권경을 들고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그 사진 자체가 meme 가 

되어 그의 리더쉽을 함축하고 있다. 이 사진 이외에도 유엔군 지도자로서의 

맥아더의 역할이 새로운 교과서 속에 확실히 표현되어 있다: “맥아더 장군 

지휘 아래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여 서울을 수복하였다” (정재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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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따라서 뉴라이트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맥아더의 역할에 

관해서는 전쟁의 헤게모니적 내러티브가 검정교과서에 표현되어 있다: 

유엔군은 부산 교두보까지 밀렸으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를 

역전시켜 서울을 수복하고 거의 한반도의 통일까지 바라보는 듯 하였다 

(채준채, 2010: 324). 이런 점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정 교과서 

보다는 검정 교과서가 더 수정주의적인 내러티브를 나타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05 년 9 월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대항한 폭력적 

시위는 역사 수정주의와 반미주의라는 맥락에서 발생한 사건 이었다. 

인천의 맥아더 동상에 항의한 단체의 리더이자 인천민중연대의 

집행위원장인 김국래는 맥아더에 관련된 새로운 반헤게모니적 내러티브에 

목소리를 높였다: “역사에서 맥아더의 역할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 나라는 식민지화 되지도, 지금처럼 분단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Demick, 2005).5 이 주장은 다소 터무니 없고 역사적 

기록으로도 뒷받침 될 수 없으나 한국이 미국 식민지의 형태가 되었는지 

                                         
5 아마도 여기서 김국래가 언급한 ‘식민지화’는 1910년 일본의 식민지화가 아닌, 1945년 

이후로 미국의 식민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맥아더는 1910년 캔자스에 

포트 레번워스의 공병 이였다. USFK 은 지속적으로 남한의 군사력을 장악하려고 하였기 때

문에 남한은 다른나라에 자주권의 일부를 넘겨주었다고 주장한다 (Park, 2012: 17). 이는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에 미국의 깊은 연관과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식민지 개척자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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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지에 대한 것은 이 논문의 주제를 벗어난다. 김국래의 주장은 자유를 

찾은 대한민국의 복잡한 역사를 단순히 미국이라는 존재의 행동으로 축소 

시키는 점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의 주장은 한반도에서 분리된 

정권의 탄생으로 한국의 역할을 심각하게 축소하고 한국인들은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악화시킨 것으로 치부한다. 미국과 한국의 뉴스에서 

김국래가 많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점을 제외하고 

김국래의 주장은 묵살 될 수 있다. 2005 년도 미국의 저명한 LA Times 에 

실린 바바라 데믹의 글에서 김국래는 위에 언급한 시위의 지도자로 

묘사되어 있다. 게다가 로스앤젤레스는 많은 미국계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즉, 김국래의 이데올로기는 미국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전파 되었다. 남한에서 지역뉴스와 인하대학교 교지인 <<인하프레스>> 

(김국래, 2006), 사설란뿐만 아니라 <<SBS 토론 곰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김국래는 그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할 토대의 기회를 잡았다 

(<<SBS 토론 공감>>(62 회), 2005).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진보주의와 특히 새로운 검정 

교과서가 지지하는 현대 한국 역사의 수정주의에 대한 반응으로써 특히 

새로운 사회적 보수 운동인 뉴 라이트는 교과서 집필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평생 야당 지도자 김대중과 인권 변호사이자 3-8-6 세대 

운동가 노무현을 선출했고 1990 년대와 2000 년대 말의 역사 수정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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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중적 임무를 부여한 정치적 사회적 진보 운동은 짧게 지나갔다. 

이런 방식으로 2000 년대 초 한국 사회와 대중 담론의 최전선에 올라 

역사적 표현의 현상에 도전하고 현대 한국 신화의 성우를 비판했던 반 

헤게모니 내러티브는 보수주의자 야당이 정치 권력을 되찾음에 따라 다시 

한 번 반 헤게모니 목소리는 적대적인 정치 야당에 직면하게된다. 다시 한 

번, 반 헤게모니 목소리는 역사적 내러티브를 조작하고 통제하려는 

조직적이고 적대적인 정치 야당에 직면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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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정주의와 기억의 문제 

위의 사회적 맥락을 통한 집단 기억의 회상에 대한 모리스 알박스의 

논의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기억하고있는 역사와 더 이상 

닮지 않은 기억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비극적인듯 하나 어진 방법으로 

사람들은 단순히 역사를 무시하고 그 기억이 추억이 결국 사라지거나, 

meme 의 진화 과정을 통해 기억 자체가 현대인에게 더 쉽게 이해할 

수있는 형태로 바뀐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이것은 한국 전쟁의 근본적인 

사실에 대해 무지했던 중등 학생들에 대한 위의 여론 조사를 설명 할 

수있다: 그들은 무엇을 공부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한국의 

고대사만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끝나지 않은 전쟁, 국가 분열, 그리고 지속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고 현대적인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의 독특한 상황은 

특히 어린 세대에게 우리 나라의 최근 역사에 대한 깊은 호기심의 씨앗을 

심어 줄 만도 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났으며, 왜 그런 일이 일어 

났으며, 어떻게 고쳐 졌나?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여러 세대 동안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이방인의 관점에서 비롯한 필자의 

편견 일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상황은 너무 외국적인 

개념이므로 현재의 사회에 미치는 전쟁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보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자란 젊은 세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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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황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캐나다인들이 눈 덮인 겨울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적어도 젊은 세대에게는 그들 삶의 

배경으로 항상 존재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이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이면 그것은 기괴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역사의 헤게모니 적 내러티브의 수호자와 수정을 요구하는 반대자 

사이의 진행중인 갈등을 둘러싼 논쟁에 비추어 알박스에 대한 더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과거가 더 이상 집합 기억과 닮지 이데올로기에 의해 

너무 왜곡되면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루이스 코서가 소련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소련의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일찍이 언급 된 

적이 있다 (Coser, 1992: 21). 그는 이 경험을 통해 – 이 경우 소련의 

급진적 역사 수정주의에 – 집단 기억의 통제가 집단적 역사의 통제일뿐만 

아니라 집단적 정체성의 통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물론 내러티브 

통제의 극단적인 예이지만 공식적으로 승인된 헤게모니 역사가 더이상 집단 

기억과 닮지 않으면 헤게모니 체계내에서 집단적 정체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있다. 이것은 두 가지 선택을 남긴다: 헤게모니 시스템을 벗어나거나 

개혁 할 수있다. 전자의 경우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시스템을 탈출하는 

것의 의미는 헤게모니 시스템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뿌리 뽑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보다 온건 한 형태에서는 시스템과의 연결 해제를 

의미한다. 아마도 이것은 2008 년 설문 조사의 중등 학교 학생들이 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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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다: 아마도 그들은 집단적 정체성과 

어떤 연관성도 느끼지 않고 간단하게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두 번째 경우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헤게모니 개혁은 헤게모니 

체제의 전복이다. 위의 루이스 코서의 소련 동료들과 1980 년대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가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의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 

변수이기도하다. 이들의 경우 헤게모니 내러티브는 집합적 기억에서 너무 

왜곡되어 권력에 진실을 말하면서(‘speak truth to power’) 특히 

헤게모니의 성우가 된 그 무엇가가 오랫동안 길이 찬양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브루스 커밍스는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역사가 서대숙의 

김일성 역사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내 친구 서대숙은 1968 년 

그의 책에서 김일성이 일본에 대항한 진정한 전투가라는 것을 증명했다. 

[…] 그러나 학생들은 김일성이 위대한 애국자의 이름을 훔친 

"사기꾼"이라고 수십 년 동안 들었다. 결과는: 20 년 후 서대숙 교수가 

서울대학교에서 김일성의 배경에 관한 강의를 하였을때, 그 교실 전체가 

환호로가득했다!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진실을 숨기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멸하고 있다. 조만간에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Cumings, 2008).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혁명의 경우는 내러티브의 통제가 너무 

완전해진 유일한 사회에서 일어난다. 이때 남은 유일한 선택은 헤게모니 

시스템의 전복인 것이다. 반면에 민주주의 이후의 한국에서는 반헤게모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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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에 대한 상대적인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 및 시민 사회의 성숙과 

함께 수정의 과정은 보통보다 더 평화적인 형태의 공개 담론을 필요로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 이데올로기 파벌이 다른 파벌과 비교해 동등하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997 년 김대중 선거와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로 몇 년을 제외하면 한국의 진보적 운동은 반대쪽의 

목소리였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의 보수 세력이 더 강세를 보일수록, 

반대쪽 견해를 억압하기위한 국가 보안법의 사용과 같은 강력한 정치 

전술을 사용하여 헤게모니적 내러티브에 대한 공격에 잘 대항했다. 

보수당은 지금까지 약 10 년 동안 권력을 유지 해왔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면 한 국정농단 스캔들로 인해 정치적 

흐름이 바뀔지도 모른다. 진보주의자가 정치적 통제를 얻고 진실 

화해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활동을 통해 역사적 내러티브를 수정하는 더 

강력한 명령이 곧 생겨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정주의 사학자들과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부지런히 행동해야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보주의가 한국의 정치 

환경의 최전선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사례에서 헌신적이고 부지런한 연구자들이 수집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 할 

때 공유하지 못한 기억에 목소리를내는 것이 헤게모니적 신화를 

파괴해야한다는 것을 보았다. 위원회의 노력이 없었다면 비극과 희생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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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가 숨겨지거나 침묵을 지켜야만 했을 것이다. 결국 그들의 기억은 

그냥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신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반헤게모니 

내러티브는 진리화해위원회를 인도 한 것과 같은 관심과 객관성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옛 내러티브와 같은 운명을 지녔을 지도 

모른다. 

거짓된 내러티브를 해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하지만 그것을 

대체 할 더 나은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역사가들은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보다 안정적인 기초를 만들기 위해 모든 증거를 부지런히 

제시해야한다. 이것은 한국의 최근 수정주의 역사서와 특히 맥아더에 대한 

연구가 너무나 괴로운 이유일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맥아더에 관한 

최근 연구의 많은 부분은 수년간 알려진 것들을 다시 말한 것이다. 

맥아더의 행동이 한국에 미친 영향보다는 – 그의 성격, 믿음, 모순된 진술 

– 한 인간으로 맥아더에 집중을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연구가 맥아더의 

이야기를 재평가하기 위해 열심히하고 있지만, 재평가를 평가하기위한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2005 년 맥아더 동상 반대 시위 지도자 중 한 

명인 김국래가 맥아더 장군이 국가 분단에 책임소지가 있었다는 주장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간단히 말해 

일반명령 1 호는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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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초안이 마련되고 맥아더는 일본 대본영의 연합국의 최고사령관의 

지시로 공표되었다. (FRUS, 1945, vol. 6, no. 417). 이런 점에서 맥아더의 

한국 분단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 항복한 일본 대본영에 명령을 공포한 

것으로 제한된다. 한국 분단을 결정하는 것에 관하여 맥아더는 책임이 

없음이 확실 하지만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와 한국 군사정부 사이의 

의사소통의 명령 계통은 도쿄의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맥아더를 통해 

전달되어야 했으며, 한국의 정치고문인 베닝호프 (H. Merrell 

Benninghoff)와 윌리엄 랭던(William Langdon)의 메시지는 미국 국무부로 

직접적으로 전달 되었다. 이 메시지로부터 확실해진 것은 맥아더가 아니라 

베닝호프, 랭던, 그리고 워싱턴의 있는 그들의 상관들이 남한의 땅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국면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있어서 미국 정책의 개입이 없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 

또한 랭던이었다: “만약 우리가 가담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불변할 

것이다”(FRUS, 1945, vol. 6, no. 289). 게다가 그는 한국에서 남북의 

개별 정권이 나타날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소련의 참여(북한의 참여)가 

미국의 예상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행정위원회의 실행을 38 선 이남에서 

실행한다” (FRUS, 1945, vol. 6, no. 289; Park, 2012: 47-48). 따라서 

한국이 자유를 되 찾은 이후 미국의 역할을 식민주의적 이라고 정의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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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이런 결정은 서울에 있는 국무부의 대표와 맥아더에 의해서가 

아니라 워싱턴의 트루먼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다.  

커밍스(2010)만큼 존경받는 인물조차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판도 감내해야한다. 커밍스에따르면 맥아더의 긴 업적중 

가장 유명한 인천상륙작전은 그의 독특한 군사적 천재성의 산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펜타곤 전쟁계획서는 1950 년 이미 인천상륙작전을 

예시하였다” (Cumings, 2010: 73). 커밍스의 서술과 대조적으로 맥아더 

본인은 1950 년 6 월 29 일 서울의 폐허를 확인하러 언덕에 서 있는 동안 

육해공동 상륙작전에 대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군데군데 피로 

물든 언덕에서 나는 계획을 구상했다. 그들은 계획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대륙의 패배를 받아들이는 길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MacArthur, 1964: 333). 맥아더 본인도 역시 

한국전쟁 이후 십 년 이상 지나 그가 죽기 전 회고록을 작성하였다. 작성 

당시 나이가 있었던 만큼 그날에 대한 그의 기억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맥아더는 항상 스스로를 높이 칭송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역사를 다시 쓰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고 그의 

마지막 승리의 이야기의 중심에 자신을 세우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즉, 

문학적 표현을 빌리자면 맥아더는 신뢰할 수 없는 화자이다. 하지만 커밍스 

역시 맥아더와 같은 것 같다. 공식적 기록을 검색 검색을 해 보면 커밍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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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계획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커밍스는 실수한 

것이다. 그가 언급한 계획은 6 월부터가 아니라 1950 년 7 월부터이다. 

커밍스의 설명과 가장 흡사한 작전은 Operation Bluehearts 이다. 맥아더의 

초기 인천상륙작전은 1950 년 7 월 22 일 이었다. 찾을 수 없는 펜타곤의 

6 월 계획과 달리 Operation Bluehearts 는 역사기록학의 중요한 부분이다. 

맥아더는 7 월 13-14 일에 콜린스 와 벤던버그 장군과의 회의를 통해 

서해안의 육해상륙작전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Schnabel and Watson, 

1998a: 85). 하지만 인민군이 빠르게 남쪽으로 진출하여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 (Edwards, 2010: 36). 7 월 23 일 JCS 와의 화상회의에서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은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냈고 1950 년 9 월 15 일을 

실행일로 잡았다 (Schnabel and Watson, 1998a: 86). 

박태균의 <<한국전쟁>>(2005)에 따르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38 선을 넘어 북진하는 결정에 이르고 결국 이로 인해 미국 전쟁 전략의 

가장 큰 실수가 탄생한다 (박태균, 2005: 219-220). 하지만 역사학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문제는 일반 대중들은 38 선 북진의 결정이 

맥아더가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런 믿음은 2005 년 인천의 

맥아더 동상을 두고 벌어진 시위에서 드러난다. 김국래의 주장은 맥아더가 

강경하게 중국 국경쪽으로 밀어 붙이는 바람에 중국이 전쟁에 참전하였고 

결국 계속된 한국의 분단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생각은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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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한 <<인천상륙작전>>에서. 맥아더가 38 선이 확실히 보이는 지도 앞에 

서 있는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맥아더는 유엔이 38 선을 넘어야만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이 계획을 반대한다는 것을 듣는다 (<<인천상륙작전>>, 

2016). 38 선 돌파 결정은 맥아더의 책임이라는 대중들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은 실제 트루먼 정부에 의한 결정이었고 유엔에 의해 

뉴욕에 지휘권을 주었다. NSC-81/1 이라고 불리는 이 결정은 1950 년 

9 월 트루먼 대통령이 승인하였고 같은 해 9 월 15 일에 맥아더에게 전달 

되었다 – 인천상륙작전 당일날. 다시 말해서 인천 상륙 이전에 38 선을 

건너는 결정은 맥아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트루먼 정부에 의해서 된 

것이다 (FRUS, 1950, vol. 7, no. 505).  

물론 도쿄에 있는 맥아더나 워싱턴에 있는 트루먼에게 중국의 

기록은 이용할 수 없었다. 소련과 중국의 기밀문서 해제와 뒤늦은 깨달음을 

통해서만이 중국의 결정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시의 

의사결정자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나를 가지고 의사결정과정을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 전달한 메시지 속에서 그리고 워싱턴과 도쿄 

측에서 무시한 기밀문서중에 중국의 개입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였다. 이 

실패를 맥아더에게만 돌린다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일이다. 트루먼 정부는 

38 선을 넘는 결정을 시작하였고 맥아더의 진격을 막지 않았다. 심지어 

맥아더가 10 월 24 일 도를 넘는 명령을 했을 때도 말이다. 트루먼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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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치슨이 말한대로 “마비된 토끼”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악몽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었다. 11 월 28 일 중국측의 총력을 

기울인 공격 후 “완전히 새로운 전쟁” 이라고 묘사한 맥아더의 설명은 

실상 틀린 것이다. 맥아더가 “완전히 새로운 전쟁”을 마주한 것은 

사실이지만 UNC 가 38 선을 건널 때 그 전쟁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경우 오류를 담고있는 역사 문서의 단순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였더니, 수정주의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제시한 새로운 

내러티브와 대중 문화를 통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일반적인 오해가 

발견되었다. 물론 이것은 역사를 수정하고 오래된 내러티브를 받아들이려 

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단순히 

오래된 신화를 찢어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다. 즉 더 

나은 역사로 대체해야한다. 역사적인 연구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연구 

분야, 이론적 틀 및 방법론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면 우리 

아이디어의 힘과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단단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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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알박스에 따르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으므로 기억의 구성은 

시간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한다. 우리의 사망은 기억의 인내를 

막는 작용을 한다 (Choi, 2014: 193).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죽은 후 

기억할 수 없지만 살아가면서 가지는 기억 또한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의 기억은 집합기억의 부분으로 남아 다른 기억을 회상하고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다른 점에서 우리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 역사의 시작 이래로 – 우리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영원성을 가진 ‘기억수단’들의 다양한 형태를 만들었다 (Choi, 2014: 

193).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역사적 지표이자 기념이다. 한편으로 우리의 

집합 기억을 모으고 기억하여 보존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가 되게끔 고안된 

우리 기억의 표상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억은 그것의 중요성이  – 

기억을 위해 만들어진 – 지속적으로 재창조되고 새로 써지는 상징적인 

기억장치이기도 하다.  

 최수희의 “Standing Between Intransient History and Transient 

Memories”(2014)에서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은 

“기억수단”이다. 동상의 영구성 –동의 내구성–으로 새로운 세대가 이 

장소에 들러 기억의 행위를 할 수 있게금 한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동상에 관한 자신의 역사를 쓴다. 따라서 헤게모니적 그리고 반 헤게모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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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는 동상의 영원성에 의해 동시에 강화된다. 이 문헌에서 필자는 

맥아더 동상뿐만 아니라 그 인물의 유산 또한 ‘기억수단’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점에서 맥아더의 유산이 바로 동상이 되었다. 자유공원에 

있는 동상처럼 맥아더의 유산은 각 세대가 그 인물에 관한 역사와 자신만의 

기억을 써내려 가게끔 해준다. 따라서 헤게모니적 내러티브와 반헤게모니적 

내러티브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맥아더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기를 원한다면 어느 

쪽에서든지 방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맥아더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방대한 모순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맥아더가 위대함과 야비함을 가진 하나의 인간인 점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Caesar, 1983).  

 이처럼 맥아더에 대한 초점은 미국의 내러티브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헤게모니적이든 반헤게모니적이든, 정부주도든 체제전복적이든, 

한국전쟁과 관련된 미국인의 기억은 맥아더의 기억과 뒤섞여 있다.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미국의 신화를 믿고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도 믿고 

있다. 이 믿음이 바로 맥아더의 내러티브를 한국으로 가져왔다. 한 

인간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쟁 그 자체지만, 전쟁의 

이야기는 한 인간의 이야기로 축소되었다. 1950 년 6 월 25 일부터 1953 년 

7 월 27 일 사이에 발생한 일에 관한 미국의 개념화 – 전세계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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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화는 미국 문화의 편재성으로 인해 – 는 이미 더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위적인 한계가 되어 버렸다. 큰 그림의 한계가 단지 

일년만 전쟁에 참여한 맥아더의 이야기로 축소되면서, 우리는 다른 부분을 

볼 수 가 없게 되었다. 이 제한된 시간의 틀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맥아더에 대한 초점일 것이다. 역으로 이 제한된 시간의 틀이 맥아더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게다가 맥아더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 많은 

작가들이 한국에서 맥아더의 몰락은 필연적인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때 멋진 영웅은 이야기 끝에 추락하는 

것처럼 맥아더는 극적인 연극의 열연을 한 듯이 보인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맥아더에 관한 많은 책들이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필자의 생각은 맥아더에 관한 신화가 실상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을 

이 논문에서 밝혔다. 물론, 맥아더는 전쟁에서 중요한 배우 – 그는 

인천상륙작전의 설계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고 그는 1950 년 11 월 군사적 

패망의 비난도 받는다 – 하지만 그는 전쟁의 주요 설계자가 아니다. 

맥아더에게 모든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공을 돌린다거나 중국의 개입에 대한 

비난을 맥아더에게만 전적으로 돌린다면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트루먼 에게 전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JSC 가 공로를 

모두 가져가는것 또한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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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를 둘러싼 논쟁은 미국과 한국의 역사에서 많이 다루어 지다 

보니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는 않고 있다. 맥아더가 전쟁을 확대한 

전쟁미치광이라고 하는 주장은 더 이상 금기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상투적이기 까지 하다. 이런점에서 맥아더에 관한 논쟁은 표면적으로 

반헤게모니적 일지라도 실제로는 전쟁의 다른 중요한 점들을 살필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일 수 있다. 미국 폭격 캠페인과 – 군사적 목표물에는 효과가 

별로없지만 민간인에게 치명적인 네이팜의 사용을 포함 – 결국에는 전쟁을 

연장시키긴 하였지만 당시에 전쟁을 잠시 멈추도록 한 정전체계 

(Armistice System) 두 가지가 맥아더의 그늘에 가려 역사 기록상에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이슈들이다. 한국의 중등교과서에서 맥아더에 

관한 표현은 엄청난 논쟁을 야기시켰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혹은 놀라운 

만한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맥아더에 대한 집중으로 인해 1949 년 

DMZ 에서 양측의 고조된 긴장감에 대한 언급이나 1950 년 6 월 25 일 

저녁 정확히 무슨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교과서에서 찾을 

수 없다.  

맥아더의 그늘은 우리가 전쟁의 이런 측면을 볼 능력을 상실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선례들애 대한 이해의 기회 역시 

박탈하였다. 우리는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한 맥아더와의 싸움에 

주력하였으나 우리는 트루먼이 국회의 동의 없이 그의 권위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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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벌이는 점을 간과 하고 있다. 우리는 국지전 이라는 개념의 비판 

없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한국전쟁이 전면전 이었음을 인지하지 

않고, 맥아더가 전쟁을 중국으로 확장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크게보면 맥아더의 역사 다시 쓰기는 역사적 내러티브의 

다시쓰기의 한 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예전의 만연했던 내러티브를 

해체하려는 과정으로 반헤게모니적인 새로운 내러티브가 존재한다. 하지만 

역사학자로서, 새로운 내러티브는 단지 역사를 보는 다른 이데올로기적 

왜곡이 아니라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 필자에게 이점이 바로 지속되고 있는 

교과서 논쟁의 성패를 가르는 점이라고 본다. 맥아더와 그의 유산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정치적 해석이 역사적 논쟁을 지배해오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쪽이 예전의 거짓을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쪽은 새로운 거짓을 

만들기를 원한다. 이런 점에서 역사의 해석이 실제에에 근거가 없는 

이데올로기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역사적 내러티브를 그들의 이데올로기 

렌즈를 통해서 본 것이다. 다른 쪽은 그들의 믿음에 도전적인 새로운 

증거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헤게모니적 내러티브의 추종자들이다. 따라서 

이들 역시 그들의 헤게모니로 눈이 가려져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해석, 

기억, 정체성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역사는 정치적 ‘배우’들에 의해 

통제되고 조작되어 왔다. 우리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이런 조작은 

부당하고 또한 위험하기 까지 하다. 결국 이는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 



69 

내러티브 통제의 한 형태가 된다. 따라서 이는 정치적 조작의 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다음세대를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교육의 목표는 우리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단순히 흡수한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아니라 

비판적 눈을 가진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학생들은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한국의 역사와 현대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긴 

일제강점, 해방 후, 그리고 한국전쟁, 독재정치,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억압과 같은 남겨진 고통스러운 유산은 잘 다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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