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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文 抄 錄

본고는 1961년 2월 8일 조인되고 28일 비준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경제기술원조협정’이 발효되기까지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외교정책론

적 분석틀을 통해 이를 적절히 설명하는 것을 목표하였다. 동 협정은 기존의

정치·역사학계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지만, 국회가 그 비준동의안과

함께 ‘주권존중에 관한 부대결의안’을 동반 가결시킴으로써, 1948년 8월 대한

민국 수립 이후 입법부가 행정부 외교정책에 구체적 제약을 가한 최초의 사

례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경제기술원조협정 조인부터 비준까지 약 20일 간 관찰된 국내 정

치·사회세력 간 동학(動學)은, 동 사례가 외교정책에 대한 행정부-입법부 관

계나 여론의 영향력이라는 시각에서 분석되기보다, 국내 정치·사회구조를 반

영한 보다 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하여 본고

에서는 ‘반대세력의 저항에 대한 집권세력의 대응모형’을 외교정책론에 도입

한 발레리 허드슨(Valerie M. Hudson) 등의 논의를 차용하여 협정 비준과정

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한민국 외무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와 제5대 국회 민·참

의원 회의록, 그리고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기사를 통해 경제기술원조협

정의 조인·비준과정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이어 각종 언론보도와 기밀해제된

미측 정보보고를 토대로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장면(張勉) 내각 및 민주당의

특성, 그리고 ① 보수야당 및 언론과 ②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이라는 두 반

대세력의 성격을 밝혔다. 끝으로 이러한 특징들이 집권세력의 대응전술을 결

정하게 된 논리를 허드슨 등의 모형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당시

집권세력이 두 반대세력에 이중적으로 대응하며 경제기술원조협정을 원안

그대로 비준코자 했으나, ①의 반대는 다소 무마된 반면 ②의 저항은 격화되

자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여 ‘주권존중에 관한 부대결의안’을 통과시

키는 ‘부차적 양보(minor concession)’를 택했다고 보았다.

본고의 분석은 선행연구가 미진했던 제2공화국의 외교정책을 다룸으로써

한국 정치·외교사의 한 공백을 채운다는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 국가를 단일

한 행위주체로 상정키 마련인 국제정치학의 구조적 접근에 대한 하나의 반

례를 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기술적·실무적 성격이 다분했던 경제기술원조협



정이 비준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항을 겪은 것은, 4·19 혁명 이후 변화된 국

내 정치·사회적 환경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이

는 약소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조차 국제적 ‘구조(structure)’나 ‘환경

(environment)’의 요소가 규정하지 못하는 국가 내부의 특성을 살펴보아야 하

며, 따라서 국제정치의 ‘제2이미지(Second Image)’가 결코 단일한 ‘당구공’ 내

지 ‘암상자’에 머무르지 않음을 일깨워준다.

권력분립의 원칙이 강조되는 한편 사회적 다원성이 심화되는 현대 민주주

의 국가에서 ‘안과 밖’의 상호작용은 갈수록 복잡다기해지고 있다. 본고에 내

재되어 있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식과 분석틀만큼은 향후 한

국 정치·외교사 및 외교정책론 일반의 연구는 물론, 실천적 영역에서도 유의

미하게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주요어: 제2공화국, 장면 내각,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과정, 외교정책론, 반대세

력의 저항, 집권세력의 대응

학 번: 2017-2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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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I. 서 론

국가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데 국내적 변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국

내 정치·사회세력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국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 국

제정치의 이른바 ‘제2이미지(Second Image)’에 주목하는 문제의식은, 외교정책론

(Foreign Policy Analysis)의 영역에서 국가들의 구성이 다원화·민주화된 국제정치

를 분석하는 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1)

1961년 2월 8일 조인(調印)되고 28일 비준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경제

기술원조협정(以下 ‘경제기술원조협정’ 또는 ‘협정’으로 지칭)’은, 한국 정치·외교사의

영역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적용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지닌 사례이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5·16 군사정변 전까지 한·미 간에 체결된 44건의 양자조약 중 국회의 비

준동의를 받은 것은 총 15건인데2) 이 중 국회가 정부 원안(原案)에 추가조건을 덧

붙인 경우는 동 협정을 포함해 4건에 불과하다.3) 특히 국회가 해당 조약의 해석에

관한 부대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조약 자체의 발효 여부와 연계지은 사례는 경제

기술원조협정이 유일하다.4) 따라서 동 협정의 비준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입법부가 구체적 제약을 가한 최초의 사례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제기술원조협정의 비준과정에서는, 그저 행정부와 입법부 간 외교정

책 갈등으로만 치환시킬 수 없는 독특함이 드러난다. 단적으로 당시 행정부를 구성

하고 있던 장면(張勉) 국무총리가 소속된 민주당(民主黨)은, 1961년 2월 20일 기준

으로 제5대 국회의 민의원 재적 총 228석 중 과반에 해당하는 128석을 차지하고 있

어, 비준동의안 표결을 강행하더라도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더불어 제1야당이

1) Valerie M. Hudson, Foreign Policy Analysis: Classic and Contemporary Theory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07), 신욱희 外 譯, 『외교정책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9), 62~65쪽.

2)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 외교정책 → 조약·국제법 → 조약정보 → 양자조약 항목 참조.

http://www.mofa.go.kr/www/wpge/m_3834/contents.do (최종검색일: 2018년 11월 7일). 상기

44건의 조약에 관한 사항은 ‘부록’의 [별표]로 정리하였다.

3) 다른 3건은 ① 1948년 9월 11일 조인되고 18일 비준된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② 1959년 5월 26일 조인되고 이듬해 1월 19일 사후동의를 받은 ‘대

한민국 한국전력과 미합중국 DLF 간의 충주수력발전소 설계를 위한 DLF 차관협정’ ③ 1960년

1월 19일 사전동의를 받고 4월 12일 조인된 ‘대한민국 정부 - 한국산업은행 및 미합중국 정부

기관인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이다.

4) 각주 3번의 ②·③ 사례에서는 차관을 집행할 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요구하거나 향후 체결될 관

련 협정의 융자조건을 주문하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한편 ①의 사례는 경제기술원조협정과 유

사하게 미국에 의한 주권침해 가능성이 문제시된 경우인데, 별도 결의안이 채택되지는 않고 해

석상 조건만을 추가했기에 경제기술원조협정에 대한 제약 정도와는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동

아일보』 1948년 9월 19일자 석간 제1면 〈國會本會 協定 條件附 可決〉; 1960년 1월 19일자

조간 제1면 〈韓·美 行政協定을 促求〉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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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신민당(新民黨)은 민주당 내 장면 총리가 주도했던 신파(新派)와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구파(舊派)가 결성한 정당으로, 외교정책에 있어 여당인 민주당과 근본적

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5) 한편 경제기술원조협정에 가장 강력히 반발했던 통일

사회당(統一社會黨) 등 이른바 ‘혁신계’ 정당은 민의원에서 불과 4석을 차지했을 뿐

이었지만, 원외(院外) 혁신정당 및 학생세력과 연계하여 당시 정국에 적지 않은 영

향력을 행사하였다.6) 이러한 사실은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

히 입법부의 구성에 따른 문제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감안해야 할 부분은 경제기술원조협정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원조자

금 사용에 관한 미측의 ‘무제한 관찰’, 사정변경에 의한 일방적 원조중단 가능성, 원

조사업 관계자에 대한 면세특혜 등의 규정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맺은 유사협정

에도 포함된 내용이었으며, 경제기술원조협정으로 대체된 기존 협약에서도 동일하

게 적용되었다는 것이다.7) 즉 한국만이 유독 차별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었으며, 협

정 자체에는 정치적 의미보다도 기술적·실무적 성격이 다분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기술원조협정 반대운동은 다소 돌발적이었다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배경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한국 사회의 특수한 분위기와 변화된 국내 정치·사회구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결국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무너진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간

억눌려왔던 정치·사회세력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을 뜻한다. 앞서 언급한 통일사회당 등 혁신계 정당은 1960년 7·29 총선을 통해 소

수나마 원내에 진입하였는데, 이들은 협정 비준 반대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하였다. 또한 서울시내 대학교의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세력은 급진적 통일담

론과의 연계 아래 비준 반대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맥락을 감안할 때, 경제기술

원조협정의 사례는 제2공화국 시기 국내 정치·사회구조의 변화라는 보다 거시적인

견지(見地)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① 대한민국 수립 이후 행정부가 체결한 조약에 입법부가 적극 개입

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간 연구가 미진했던 경

제기술원조협정의 체결 및 비준과정 자체를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는 한편, ② 기존

외교정책론의 접근법 가운데 동 사례를 가장 적실히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이 무엇

인지 따져보고 ③ ‘반대세력의 저항에 대한 집권세력의 대응’이라는 분석틀에 입각

하여 동 사례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이로써 ‘안과 밖’의 상호작용이라는 맥락에서

5) 민주당 신·구파의 분열과정에 관해서는 박철희, 「제2공화국 붕괴원인에 대한 재조명」, 서울대

학교 대학원 정치학석사학위 청구논문, 1988, 76~87쪽; 정근식·이호룡 編, 『4월혁명과 한국민주

주의』 제1권, (서울: 선인, 2010), 490~507쪽 참조.

6) 1960년 4·19 혁명 이후 제5대 국회의원 총선거(以下 ‘7·29 총선’)까지 혁신계의 동향에 대한 설

명은 한승주,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서울: 종로서적, 1983), 89~103쪽 참조.

7) 한·미 경제기술원조협정의 국·영문 정본(正本)은 본고 ‘부록’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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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사회구조의 변화가 해당국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path)를 국제

정치학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에 기여코자 한다.

이어지는 제Ⅱ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선 ‘예비적 고찰’을 위해, 경제기술

원조협정의 사례 자체에 대한 선행연구와 동 사례를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기존 외

교정책론의 분석틀을 정리해 볼 것이다. 다음 제Ⅲ장을 통해서는 협정의 체결 및

비준과정을 당대 외교문서·국회의사록·언론보도 등 1차 문헌을 통해 상세히 살펴보

고, 제Ⅱ장에서 검토한 ‘반대세력의 저항에 대한 집권세력의 대응모형’을 협정 비준

과정에 적용하는 내용이 제Ⅳ장을 구성하게 된다. 끝으로 제Ⅴ장에서는 본고의 의

의와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밝히는 것으로 결론에 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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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예비적 고찰

1. 경제기술원조협정 관련 선행연구 검토

경제기술원조협정을 단독으로 다룬 (국제)정치학계의 연구는 아직 없으며, 제

2공화국의 외교·통일정책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짧게 인용될 뿐이다. 대표적으로 한

승주는 경제기술원조협정 반대운동을 장면 내각에 대한 혁신계의 투쟁이라는 시각

에서 접근하며, 사회대중당(社會大衆黨)·사회당(社會黨) 등 혁신계 내부의 급진적 세

력과 통일사회당 등 비교적 온건한 세력의 노선 차이에 주목한 바 있다.8) 한편 박

철희는 협정 비준 반대운동을 ‘민족주의적 자각’의 결과라 평가하며 그 진행경과를

간략하게 서술하였고,9) 이택휘는 제2공화국 출범 이후에도 1950년대 이래의 냉전적

구조는 존속되었던 바 한국외교정책의 기본골자에 변화는 없었지만, 대미(對美) 관

계에 있어서는 자주성이 더욱 약화된 채 “전적으로 매달리다시피 한 양상”을 보였

다고 평가하며 경제기술원조협정을 그 단적인 예로 들었다.10)

역사학계의 기존 연구는 주로 4·19 이후의 혁명적 분위기에서 혁신야당과 학

생세력이 주도하였던 ‘민족통일운동’의 일환으로 협정 반대운동에 주목하였다. 4월

혁명연구소는 경제기술원조협정을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탈의도가 반영된 편무적·굴

욕적 불평등조약으로 치부하고, 서울시내 대학생들이 조직한 ‘민족통일연구회’ 주도

로 전개된 반대운동의 경과를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였다. 특히 이들은 반대운동이

실패한 원인으로, 미국의 압도적 대한(對韓) 영향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중의 호

응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1) 강만길 등은 경제기술원조협정이 한국의 대미

예속을 심화시키라는 혁신계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반대운동에 반미(反美) 경향이

과도해지면서 국민의 호응과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고 보았다.12)

이어 한국역사연구회와 4월민중항쟁연구반은, 협정 반대운동이 “민족자주화를

위한 대중운동의 선구적인 투쟁”으로 이후 대정부투쟁의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하

였다.13)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는 더 나아가 반대운동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정신을 직접적으로 계승하여 나타난 운동”이었다 칭송하며, ‘민족자주’를 최고의 기

8) 한승주, 1983, 175~177쪽.

9) 박철희, 1988, 163~166쪽.

10) 이택휘, 「제2공화국의 대외정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10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4년 11월), 339~340; 358~360쪽.

11) 사월혁명연구소 編, 「4월혁명과 혁신세력의 등장과 활동」,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제2권, (서울: 한길사, 1990), 160~163쪽.

12) 강만길 등, 「4·19 이후 5·16까지의 진보주의운동」, 『4월혁명론』, (서울: 한길사, 1988), 216쪽.

13) 한국역사연구회·4월민중항쟁연구반, 「4월민중항쟁 직후 민족자주통일협의회의 노선과 활동」,

『4·19와 남북관계』, (서울: 민연, 2000), 120~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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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내건 가운데 4·19 혁명이 지닌 민족통일운동으로서의 성격을 회복하려는 움직

임이었다고 논하였다.14) 이상의 논의들은 협정 자체에 주목한다기보다 민중사관에

입각하여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이 주도한 반대운동에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바, 이

러한 접근에서는 주권존중 조건을 명시한 국회 부대결의안 통과의 중요성과, 비준

동의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신민당·민정구락부(民政俱樂部) 등 보수야당 및

각 언론의 입장 변화가 간과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정무용이 최근 연구를 통해 경제기술원조협정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고무적이다. 정무용의 논문은 당시 언론보도를 토대로 협정 비준과정에서 분출된

정치·사회세력의 반발과 그 봉합과정을 상세히 서술하는 강점을 지닌다. 하지만 그

역시 보수-혁신의 이분법적 구도 하에서 혁신계의 입장에 치중하고 있으며, 국회의

비준과정 및 주권존중 부대결의가 갖는 함의를 적절히 포착하지는 못하였다.15)

살펴보았듯이 정치·역사학계의 선행연구들은, 경제기술원조협정을 주로 혁신

야당 및 학생세력 중심의 반대운동에 착안하여 소략하게 다루어왔을 따름이며, 그

배경 및 경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여태껏 시도된 바가 없었다. 특히 협정 비준과

정에서 대한민국 수립 이후 최초로 외교정책에 대한 입법부의 구체적 관여가 성사

되었다는 의미를 놓친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

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외교정책론의 시각에서 협정 비준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2. 외교정책론적 분석틀 검토

1) 민주화와 외교정책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국가의 민주화가 외교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국제정치학의

자유주의적 패러다임(liberalist paradigm)에 기반한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을 대표적인 접근으로 꼽을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낮다는 민주평화론의 분석은 다양한 질적·양적 연구에 의해 지지 혹은 논박되어 왔

다.16) 특히 민주화 이행 중인 국가의 경우, 새로운 자유주의적 정치제도가 정착되지

14)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기획, 「4월혁명과 한국의 민족주의」, 『정의와 행동 그리고 4월혁

명의 기억』, (서울: 선인, 2012), 197~200쪽.

15) 정무용, 「1961년 한·미 경제기술원조협정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 『인문과학연구』 제

21집,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9~32쪽.

16) 민주평화론에 입각한 고전적인 연구로는 Dean V. Babst, “Elective Governments: A Force for

Peace,” The Wisconsin Sociologist, Vol. 3, No. 1 (1964), pp. 9~14; R. J. Rummel,

“Libertarianism and International Viole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7, No. 1

(March 1983), pp. 27~71; Jack S. Levy, “Domestic Politics and War,” Th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 18, No. 4 (Spring 1988), pp. 653~673 등을 참조. 각국의 민주

정치제도가 국제군사분쟁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특히 냉전 종식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

하였다. Christopher Gelpi, “Democracies in Conflict: The Role of Public Opinion,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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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을 때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점증하며 보다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펼칠 수 있다

는 시각도 존재한다.17)

그런데 이상의 논의는 주로 군사분쟁의 영역에서 민주화와 해당국 외교정책

의 거시적 방향 간 관계를 밝히거나 민주주의-권위주의 정권 간 비교에 천착할 뿐,

비(非)군사부문의 미시적 차원에서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한국 및 동남아시아 각국의 민주화와 외교정책 간 관계를

고찰한 사례연구에서도, 외교정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대된다든지, 선출된 지도

자들이 유권자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든지, 다원화된 정권의 수립으로

정책결정자들이 보다 자유주의적 정향(定向)을 보이게 된다는 정도의 언급만 막연

히 제시될 따름이다.18) 이는 경제기술원조협정의 비준과정이라는 단일사례(single

case)를 상세히 분석코자 하는 본고의 문제의식에 부합하지 않는 접근인 바, 다른

시각의 분석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여론의 영향에 대한 연구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의 영향에 관하여 모겐소(Hans Morgenthau)와 알몬드

(Gabriel Almond) 등 고전적 정치학자들은, 대중의 지식 부족과 여론의 비일관성을

이유로 전문적 외교영역에 있어 이들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간주하였다.19) 그러나

월남전을 계기로 여론의 영향력이 입증되면서 대중과 여론의 역할이 재조명되었는

데, 가령 외교정책에 있어 의외의 정합성을 보이는 ‘합리적 대중(rational public)’을

상정한다던지, ‘선정인단(選定人團: Selectorate) 이론’에 입각하여 공공정책의 성패

(成敗)를 평가하는 유권자들의 여론이 외교정책에도 동일하게 반영된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20)

Parties, and the Press in Shaping Security Polic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1,

No. 9 (October 2017), p. 1928 참조.

17) 대표적으로 Bear F. Braumoeller, “Deadly Doves: Liberal Nationalism and the Democratic

Peace in the Soviet Successor Stat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 No. 3

(September 1997), pp. 375~378 참조.

18) Carl J. Saxer, “Democratization, globalization and the linkage of domestic and foreign policy

in South Korea,” The Pacific Review, Vol. 26, No. 2 (May 2013), pp. 179~181; Lee Jones,

“Democratization and foreign policy in Southeast Asia: the case of the ASEAN

Inter-Parliamentary Myanmar Caucus,”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2,

No. 3 (September 2009), pp. 388~389. 여기서 존스는 “[민주화 확산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학술적 관심은 놀라우리만치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토로하였다.

19) 이러한 시각은 ‘알몬드-립만 총의(Almond-Lippmann Consensus)’라는 명명 하에 1970년대 이

전 외교정책론의 주류를 이루었다. Jerel A. Rosati and James M. Scott, The Politics of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F ifth edition, (Boston: Wadsworth, 2011), p. 329 참조. 특히

알몬드의 주장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Gabriel Almond, The American People and Foreign

Policy, (New York: Praeger, 1960); Ole R. Holsti, Public Opin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Revised Edi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4), Chapter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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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티(Jerel A. Rosati)와 스콧(James M. Scott)은 그간 일원화된 개체로만

상정되었던 대중을 교육수준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엘리트 대중(elite public)’

과 ‘일반대중(mass public)’의 범주로 나누어, 외교정책에 대한 관여의 정도를 달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더불어 이들은 선거를 통해 정책결정자가 선출

되는 민주정치제도에서 여론이 외교정책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하는 논리를 설명

하였다.21) 또한 리세-카펜(Thomas Risse-Kappen)은 1980년대 미국·프랑스·서독·일

본 등 4개 자유진영 국가들의 대(對)소련 정책을 분석하여, 여론이 특정 현안이나

대중적 태도의 유형에 따르기보다는 각국의 국내구조(domestic structure)와 세력연

합 형성과정(coalition-building process)에 따라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

었다. 그는 ① 정치제도 상 권력집중 정도와 ② 사회의 계층·이념·여론 분포 ③ 세

력연합 형성에 따른 정책연대 조합의 유형에 따라 여론이 외교정책에 반영되는 경

로가 달라진다고 보았다.22)

한편 이러한 여론의 파급력이 해당 국가의 외교정책에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

하는지에 관한 규범적 평가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다.23)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미국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여론의 역할이 변천되는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

한 홀스티(Ole R. Holsti)는,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의 역할은 대중민주주의와 엘리트

주의 간의 이항대립적 구도에서는 적실히 파악될 수 없는 것이며, 대중을 기만하거

나 오도(誤導)하기보다는 그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외교정책이 도출될 수 있음을 조심스레 주장하였다.24) 보다 적극적인 견

해로, 닌칙(Miroslav Nincic)은 여론의 영향이 ‘국익(national interest)’을 저해하는

‘아래로부터의 혼돈(disruption from below)’이라 비판시하는 현실정치(Realpolitik)적

20) Gelpi, 2017, pp. 1931~1940. ‘선정인단 이론’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Bruce Bueno de

Mesquita, James D. Morrow, Randolph M. Siverson and Alastair Smith, “An Institutional

Explanation of the Democratic Pea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Journal, Vol. 93,

No. 4 (December 1999), pp. 791~807 참조.

21) Rosati and Scott, 2011, pp. 331~338.

22) Thomas Risse-Kappen, “Public Opinion, Domestic Structure, and Foreign Policy in Liberal

Democracies,” World Politics, Vol. 43, No. 4 (July 1991), pp. 479-512. 리세-카펜의 연구는

여론이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동학(動學)을 국내 정치·사회구조와의 연계 하에서 고찰하였

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의 분석틀은 1980년대 4국의 대소(對蘇) 외교정책을 비교 설명하

기 위한 관점으로,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과정에 적용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23) 사실 이 같은 규범적 평가는 국제정치학의 영역에서 심심찮게 논의되어 온 주제였다. 가령 제

레미 벤담(Jeremy Bentham),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으

로 이어지는 국제정치학의 자유주의(liberalism)적 전통에서는 대개 여론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 파머스턴 자작(Viscount Palmerston), E.

H. 카(Edward Hallett Carr) 류의 현실주의(Realism)적 시각에서는 회의론이 주를 이루어왔다.

Holsti, 2004, Chapter 1 참조.

24) Holsti, 2004, Chapt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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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반박하고, 오히려 현실주의적 ‘국익’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적하였다.25)

경제기술원조협정의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이러한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

니다. 제Ⅲ장 제2절에서 상세히 다뤄지겠지만, 당시 조야(朝野)에 일던 비준 반대여

론은 협정을 추진하던 집권세력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였다. 로자티와 스콧

의 표현을 빌면, 2월 중순까지도 서울시내 혁신정당 및 대학생 등 이른바 ‘엘리트

대중’ 내부에 국한되었던 반대운동은, 비준을 전후한 2월 말에 이르러 대구·부산 등

지의 ‘일반대중’에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여론의 격화가 국회의 부

대결의안 통과를 이끌어낸 동력이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비준동의안과 부

대결의안을 함께 통과시킨 제5대 국회는 임기를 3년 반 가량 남겨둔 상황이어서,

의원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의 동향에 과히 민감해 할 필요는 없었다. 또한 본

고의 문제의식은 협정 비준에 대한 여론의 영향력을 규범적으로 평가하기보다 그러

한 영향이 행사된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놓여 있는 바, 이상의 분석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3)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입법부가 행사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특히 미국

정치(American Politics)를 대상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카터(Ralph G. Carter)

와 스콧을 위시한 연구자들은 미국의 입법부를 단일한 행위자로 상정하기보다, 개

별 의원 및 각종 상임위원회와 소(小)위원회, 그리고 상·하 양원(兩院)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집합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의회는 복잡한 내부적 동학을 거치

며 여러 경로로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끼치는데, 스콧은 이러한 입법부의 영

향력 행사 경로를 [표 1]과 같이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경 로 (Path) 직접적(Direct) 간접적(Indirect)

입법수단

(Legislative)

특정 현안에 대한 입법

조약 체결 비준

개전권(開戰權), 예산 책정, 통상

비(非)구속적 입법

절차적 입법

정책결정자 임명동의

비입법수단

(Non-Legislative)

비공식 조언(Advice)·서한

자문(Consultation)

국정감사·청문회, 사법부 활용

여론 조성, 대외 접촉

[표 1] 외교정책 결정과정 상 입법부의 영향력 행사 경로

(출처: Rosati and Scott, 2011, p.295 〈Figure 10.1〉)

한편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행정부-입법부 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

25) Miroslav Nincic, Democracy and Foreign policy: The Fallacy of Political Re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2), Chapter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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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하는 연구경향도 뚜렷하다. 크랩 2세(Cecil V. Crabb, Jr.)·안티조(Glenn J.

Antizzo)·새리딘(Leila E. Sarieddine) 등은 미국 외교정책사 전반에 걸쳐 나타난 입

법부의 행태를 ① 입법부 적극론(legislative activism) ② 의회의 묵인(congressional

acquiescence) ③ 양자협조(bipartisan collaboration) ④ 분업(division-of-labor)의 네

유형으로 나누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양부(兩府) 관계가 달라져 왔음을 논한 바 있

다.26) 로사티와 스콧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입법부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미국 외교

정책의 영역을 ① 개전권(War Powers) ② 행정부의 임명 및 조약에 대한 조언과

동의권(Advice and Consent) ③ 입법 및 예산편성권(Power of the Purse) ④ 감찰·

조사권(Power of Oversight and Investigation)으로 분류하였고,27) 리플리(Randall B.

Ripley)와 린지(James M. Lindsay)는 미국 의회에 의한 ① 실질적 입법(substantive

legislation)과 ② 기대반응(anticipated reactions) 유도, ③ 절차적 입법(procedural

legislation) 그리고 ④ 여론 조성(framing opinion)으로 역대 행정부의 외교·방위정책

결정이 바뀌었음을 규명키도 하였다.28)

이와 함께 외교정책에 대한 입법부의 영향력을 규범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흐

름도 명확히 관찰된다. 앞서 언급한 닌칙은 현실주의자들이 외교정책에 대한 ‘위로부

터의 탈선(derailment from above)’이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의회의 간섭이, 미국의

대외관계에 해로웠다는 실증(實證)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와 같은 시각

에서 볼 때, 외교정책에 있어 입법부의 역할은 민주적 다원주의(democratic

pluralism)가 실현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일 따름이다.29) 린지 역시 월남전을 계기

로 본격화되어 탈냉전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 의회의 적극주의(congressional

activism)를 평가하며, 입법부의 개입이 효율적인 외교정책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배

제론자(the Irreconcilables)’들과 의회가 과연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냐는

‘회의론자(the Skeptics)’들을 공히 비판하였다. 그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해 차이와

대립이야말로 미국 헌법제정자들이 의도한 것으로, 외교정책에 관해 민주정치의 기제

가 건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30)

26) Cecil V. Crabb, Jr., Glenn J. Antizzo and Leila E. Sarieddine, Congress and the Foreign

Policy P rocess: Modes of Legislative Behavior,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2000), pp. 15~135. 이들의 연구는 또한 미국 대통령이 체결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에 대한 의회의 동의권이 월남전 이후 강조된 배경에는,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상

원(Senate)과 동등한 위치를 점하려는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의 노력이 있었다 지적하

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Crabb, Antizzo and Sarieddine, 2000, pp. 5~6 참조.

27) Rosati and Scott, 2011, pp. 311~321. 이와 유사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연구로 James A.

Nathan and James K. Oliver, Foreign Policy Making and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Third Edi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pp. 72~148도 참조.

28) Randall B. Ripley and James M. Lindsay, “How Congress Influences Foreign and Defense

Policy,” in themselves (eds.), Congress Resurgent: Foreign and Defense Policy on Capitol

Hill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3), pp. 22~35.

29) Nincic, 1992,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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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풍부하

게 이루어졌으나, 이들 분석을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과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크랩 2세 등의 논의에 대입시키자면 경제기술원조협정의 비준을 둘러

싼 논란은 국회가 장면 내각의 외교정책에 독자적 의견을 표출하며 ‘적극론’의 입장

을 취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카터와 스콧의 분류에 의하자면 그 경로는 ‘직접적 입

법수단’을 따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틀은 입법부의 태도 변화가 어떠

한 요인에 기인했는지,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이 비준동의

안 단독처리에 필요한 재적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왜 ‘주권존중’ 부대결의

안에 동의하였는지, 무엇보다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표출되었던 협정 반대여론이 국

회의 논의과정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4·19 혁명 이후 조성된 특수한 정치·사회적 환

경에서 원외 행위자였던 혁신세력의 발언권이 증대되고, 보수야당 및 주요 언론들

이 중간자적 위치를 점하고 있던 구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곧 행정부-입법부

관계를 넘어서는 정치·사회세력의 균열구조가, 입법부를 경유하여 행정부 외교정책

에 제약을 가져오는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국내 정치·사회구조와 외교정책 결정

1950년대 이후 성장하기 시작한 외교정책론은, 소수 정책결정자들 간의 역학관

계와 관료정치(bureaucratic politics)에 중점을 둔 ‘집단의사결정(collective decision

making)’ 연구와 계량화된 통계자료를 활용한 ‘비교외교정책(comparative foreign

policy)’ 연구, 정책결정자 개개인부터 국가 차원에까지 이르는 정치심리·사회학적 분

석 등 다양한 맥락에서 발전되어 왔다31). 이 가운데 일국(一國)의 정치·사회구조가

외교정책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달(Robert Dahl)의 고전적 업적과 퍼트남

(Robert Putnam)의 ‘양면게임(two level game)’론, 정치적 반대세력의 분포와 정권의

파편화(regime fragmentation) 정도에 따라 외교정책이 결정된다는 헤이건(Joe

Hagan)의 계량적 연구가 대표적이다.32)

그 중 퍼트남의 연구는 국제·국내정치의 영역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통

과집합(win-set)’의 개념을 도입하여, 특정한 국제협상의 결과는 교섭국들이 국내정

치적으로 비준을 획득할 수 있는 교집합의 범위 안에서 도출된다는 논리를 전개하

30) James M. Lindsay, Congress and the Politics of U .S. Foreign Policy, (Baltimore and

London: The Jone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31) Hudson, 2007, 신욱희 外 譯, 2009, 39~56쪽.

32) Robert Dahl, Regimes and Opposi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3); Robert

D. Putnam,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Summer 1988); Joe D. Hagan, Political

Opposition and Foreign Policy in Comparative Perspective,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1993); Hudson, 2007, 신욱희 外 譯, 2009, 53·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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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의 ‘양면게임’론은 그간 별개의 영역으로 취급되어 왔던 국내의 정치적 구

성과 국제관계에서의 협상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양상을 통찰력 있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경제기술원조협정의 사례는 ① 한·미 당국 간의 협상이 이

미 종료된 상황에서 한국의 행정부가 입법부에 비준을 요구하는―즉 ‘제1수준’ 게임

이 끝나고 ‘제2수준’ 게임만 진행되는― 상황으로 퍼트남이 착안하는 ‘상호인과성

(reciprocal causation)’을 찾아보기 어려우며33) ② 국회의 구성이 집권세력에 유리하

게 짜인 상황임에도 비준이 난항을 겪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환경 등 정치제도 밖

의 요소에 보다 집중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국가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내적 요소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로 카젠슈

타인(Peter J. Katzenstein)과 크래스너(Stephen D. Krasner)의 업적을 빼놓을 수

없다. 우선 카젠슈타인은 기존 국제정치학의 국내주의적(Nationalist)·현실주의적

(Realism)·신자유주의적(Neo-Liberalist) 패러다임의 접근에서 간과하고 있던 국내

정치·사회구조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제2차 세계대전 종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프랑스와 미국의 무역·에너지·금융정책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국가 중심적

(state-centered) 구조를 지닌 프랑스와 사회 중심적(society-centered) 구조의 미국

간 국내적 특성 차이가, 양국 국제경제정책의 지속성(consistency)과 내용(content)

을 분기(分岐)시켰다고 보았다.34) 이러한 카젠슈타인의 해석은 국가 내부의 제약요

인이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한 의의가 있으나, 비교적 장기간 이루어진

경제정책의 변화를 분석대상으로 삼았기에 한 달이 채 안 되는 단기간에 전개된 경

제기술원조협정 비준과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크래스너 역시 1970년대 중엽에 이르는 미국의 국제경제정책 변화과정을 추

적하며, 전후(戰後) 자유주의적 무역·통화질서를 구축했던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국

내적 제약에 직면하게 된 상황을 적절히 분석한 바 있다. 그는 국가의 국내적 지배

력(domestic strength)을 평가하기 위해 ① 여하(如何)한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적

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지 ② 특정세력의 행동양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③ 사회구조를 직접 변형시킬 수 있는지 등의 지표를 설정하고, 국내적 지배력이

강한 대표국가로 일본을, 약한 국가로 미국을 예시하였다. 크래스너에 따르면 이는

역사적 경험과 국가 존망(存亡)을 좌우할 수 있는 외부위협의 유무, 그리고 물질적

부요(富饒)와 연계된 사회적 평등의 정도 차이에 기인한다. 그의 시각은 자유진영의

33) 이에 관해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과정에서 후술한 2월 14일의 ‘매카나기 공한’ 발표가 일종의

‘상호인과적’ 현상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다. ‘매카나기 공한’ 발표가 비준과정에서 하

나의 전기(轉機)가 된 중요한 외적 요소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한·미 간에 ‘제1수준’

게임이 재개된 것은 아니었으며, 제2공화국 행정부는 협정 반대운동이 북한의 대남(對南) 전략

에 동조하는 것과 진배없다는 위협과 함께 이를 ‘제2수준’ 게임의 수단으로 활용했을 뿐이었다.

34) Peter J. Katzenste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omestic structures: Foreign economic policies

of advanced industrial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0, No. 1 (Winter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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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주(盟主)인 미국마저도 ‘권력·권위의 파편화와 분산(fragmentation and dispersion

of power and authority)’이라는 정치적 특성에 따라 대외정책에 제약을 받고 있으

며, 이러한 제약은 단순한 제도나 정치권력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었다.35) 그럼에도 크래스너의

접근 역시 카젠슈타인의 연구와 유사하게 경제정책 부문에 한한 30여 년 간의 변화

를 거시적으로 조망할 뿐이어서, 본고의 문제의식을 적확히 해명하기에는 한계를

노정(露呈)하고 있다.

5) ‘반대세력의 저항에 대한 집권세력의 대응모형’

한편 허드슨·심스(Susan M. Sims)·토마스(John C. Thomas)는 특정 외교정책

이 반대세력의 저항에 부딪쳤을 때 집권세력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유형화하였다.

이들의 분석틀은 인간의 행위동기(behavioral motivation)에 관한 ‘필요이론(needs

theory)’과 ‘교환이론(exchange theory)’에 근거하고 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고 복리(福利)를 증진하려는 ‘실질적 필요(substantive needs)’와, ‘실질적 필

요’를 달성하기 위해 합당한 수단을 모색하는 ‘도구적 필요(instrumental needs)’를

갖고 있는데, 이를 무제한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맥락에서 일정한 수준의

가치교환(value exchange)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한다. 허드슨·심스·토마스는 이 논

리를 외교정책론에 적용하여, 일종의 가치교환체계인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

를 통해 정책에 대한 반대가 제기될 경우, 집권세력은 그들의 실질적·도구적 필요와

일치하는 한도에서 대응수단을 모색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들은 ① 집권세력이 보유한 기대가치(anticipated values)의 강·약 여부와 ②

반대세력의 성격 그리고 ③ 기대가치의 손익(損益) 분석 등에 따라 정권의 대응전

술(response tactics)이 달라진다 보고, 이를 ① 무시(ignore) ② 직접대응전술(direct

tactics) ③ 간접대응전술(indirect tactics) ④ 타협(compromise)의 네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36)

(1) 집권세력이 보유한 기대가치의 강·약

허드슨·심스·토마스는 집권세력이 통치를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요소를

‘기대가치’라 명명하고, 이러한 기대가치 목록을 ① 주권국가로서의 생존과 관련된

35) Stephen D. Krasner, “US commercial and monetary policy: unravelling the paradox of external

strength and internal weaknes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1, No. 4 (Autumn 1977).

36) 본 항목에서 소개한 분석틀의 자세한 내용은 Valerie M. Hudson, Susan M. Sims and John

C. Thomas, “The Domestic Political Context of Foreign Policy-Making: Expecting a

Theoretical Construct,” in David Skidmore and Valerie M. Hudson (eds.), The limits of

State Autonomy: Societal Groups and Foreign Policy Formula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3), pp. 49~1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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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의 필요 기 대 가 치 세 부 설 명

근본적 필요

(fundamental needs)

영토보전

(territorial integrity)

획정된 국경 안에서 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정책결정과정(Policy Making

Procedure)의 자율성

응집된 지도력 하에 각종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됨

지식·정보의 환류

(Knowledge/Feedback)

정보유통체계가 확립되어 효율적인

수집·분석·반영이 이루어짐

군사부문의 안정

(Military Stability)

법규 집행을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무력(武力)을 보유

입법과정(Legislative

Process)의 자율성

법규의 상정·통과과정에서

입법부는 형식적 역할만 수행

경제력의 안정

(Stable Economy)

현물·노동·금융·통화 등 제반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함

국내적 정당성 필요

(domestic

legitimacy needs)

과반의 선출직

(Electoral Majority) 확보

선출된 입법부의 의석 분포가

집권세력에 유리하게 구성됨

상징조작(Manipulation of

Symbols) 능력

집권세력의 통치행위를

정당화하는 상징적 장치 확보

대중의 지지

(Public Support)

정권의 정책·이념·성격에 대한

대중의 수용 내지 저항도

언론의 우호적 태도

(Friendly Press)

일간지·간행물·방송 등

언론매체들의 대(對)정부 우호도

‘근본적 필요(fundamental needs)’와 ② 정권의 내부적 존속을 위한 ‘국내적 정당성

필요(domestic legitimacy needs)’, ③ 대외관계에서의 위신을 확보하는 ‘국제적 정

당성 필요(international legitimacy needs)’라는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각

의 요소들에 있어 해당 집권세력이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정권

의 강·약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① ‘근본적 필요’에 속하는 가치로는 ⑴ 영토보전 ⑵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⑶ 지식·정보의 환류 ⑷ 군사부문의 안정 ⑸ 입법과정의 자율성 ⑹ 경제력

의 안정이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② ‘국내적 정당성 필요’ 사항으로는 ⑴ 과반의 선

출직 확보 ⑵ 상징조작능력 ⑶ 대중의 지지 ⑷ 언론의 우호적 태도 ⑸ 관료층의 협

조 ⑹ 종교조직의 공인 ⑺ 반대세력과의 소통 등이 지적되었으며, ③ ‘국제적 정당

성 필요’ 범주에는 ⑴ 국제사회의 승인 ⑵ 우호국의 지지 ⑶ 적대국의 위협 등 요

소가 나열되었다. 이러한 기대가치의 실현수준은 강함(strong)·보통(moderately

strong)·약함(weak)의 세 층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전반적인 구성에 따라 집권세

력의 강·약 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기대가치의 분류 및 이

에 대한 세부적 설명은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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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층의 협조

(Cooperative Bureaucracy)

정권의 정책실행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관료층의 순응도

종교조직의 공인

(Ecclesiastical Endorsement)

일국 내 주도적인 종교조직이

정권을 지지하는 수준

반대세력과의 소통

(Communication)

집권세력과 반대세력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창구 활성화

국제적 정당성 필요

(international

legitimacy needs)

국제사회의 승인

(International Recognition)

집권세력 통치의 정당성이

국제적으로 공인됨

우호국의 지지

(External Support)

동맹·원조국으로부터 확고한

지원공약(公約)이 존재

적대국의 위협

(External Threat)

실질적·잠재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내적 결속 정도

[표 2] 집권세력이 보유한 기대가치의 상세분류

(출처: Hudson·Sims·Thomas, 1993, pp. 58~59 〈Table 3.1〉)

(2) 반대세력의 성격과 위협평가

허드슨·심스·토마스는 ① 최종 정책결정권자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정치적 반

대세력의 범주를 ⑴ 1차적 자문단(primary advisory group) 내부 ⑵ 정치권 내부

⑶ 사회 내부 ⑷ 사회 외부의 네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② 반대세

력의 조직적 응집도(organizational cohesiveness) ③ 집권세력과의 이념적 현격성

(ideological salience) ④ 반대세력의 크기와 활동수준 같은 변수들이 그 성격 및 위

협정도를 규정짓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집권세력은 반대세력에 대한 이

같은 위협평가(threat assessment)를 통해, 그들 중 가장 임박한 위협대상을 우선적

으로 억누르려 하게 된다.

(3) 집권세력의 대응전술 결정

집권세력은 반대세력의 저항에 네 가지 대응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 우선 ①

반대세력의 움직임이 위협적이지 않거나, 반대로 집권세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를 ‘무시’할 수 있다. 또는 ② 처벌·회유 같은 ‘직접대응전술’과

③ 반대세력에 대한 지지철회 유도, 집권세력으로의 지지결집 유도, 국외로부터의

지원 갈구, 주의 분산, 개각(改閣) 등의 ‘간접대응전술’을 쓸 수 있으며, 끝으로 ④

집권세력이 반대세력의 요구를 인정하고 가능한 한 최소한의 양보를 하게 될 때,

부차적(minor)이거나 주요한(major) 수준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러

한 대응전술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세부유형별로 일정한 기대가치가 요구되는데, 이

는 [표 3] 및 [표 4]와 같이 요약된다.

이때 집권세력은 현실적으로 가용하며(possible)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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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erable) 전술 중37) ① 기대가치의 상대적 손익(comparative gain/reduction ratio)

과 ② 정권이 보유하고 있는 강한 기대가치(strength abundance)의 활용성 ③ 반대

세력의 위협해소를 위한 적절성(appropriateness of tactic given threat) 그리고 ④

역사·문화적으로 결정되는 집권세력의 일반적 선호(general regime preference)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집행할 대응전술을 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설명된 허드

슨·심스·토마스의 논리 전개를 도식화하면 [도면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대 응 전 술 세 부 유 형

무시 (Ignore)
반대세력의 위협이 감당 가능하거나 정권의 기능이 아예 마비된

경우(regime paralysis) 또는 전략적 무시의 일환으로 채택

직접대응전술

(Direct Tactics)

처벌 (Administer Punishment)
[비물리적] 방해 (Harassment)

[물리적] 탄압 (Suppression)

회유 (Dispense Favor to Co-optable

Members of Opposition)

설득 (Persuasion)

매수 (Bribery)

간접대응전술

(Indirect Tactics)

반대세력에 대한 지지철회 유도

(Out-Persuade)

차별화 (Highlight Difference)

폄훼 (Denounce)

집권세력으로의 지지결집 유도

(Dispense Favor to Non-Opposition

Domestic Entities)

예측 가능한 대상과의 연대

(Natural Allegiance)

파격적 대상과의 연대

(Unnatural Allegiance)

국외로부터의 지원 갈구

(Solicit External Assistance)

간접지원 (Moral/Material Support)

직접개입 (Direct Intervention)

주의 분산 (Defect/Eclipse)
엄포 (Bluff and Diversion)

의도적 조치 (Commitful Action)

개각 (Restructure Government)
부차적 인적교체 (Minor)

주요한 인적교체 (Major)

타협

(Compromise)

부차적 양보 (Minor)

주요한 양보 (Major)

[표 3] 반대세력의 저항에 집권세력이 취할 수 있는 대응전술의 세부유형

(출처: Hudson·Sims·Thomas, 1993, p. 68 〈Table 3.3〉)

37) 여기서 ‘가용한’ 전술은, 해당 전술을 집행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기대가치의 실현수준이 보통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가령 직접대응전술 중 ‘탄압’을 실현시키려면 ‘군사부문의 안정’이 요구되

는데, 이에 대한 집권세력의 통제력이 약하다면 ‘탄압’은 불가용한 전술이 될 것이다.

한편 특정한 전술을 집행했을 시 제고(提高)되는 기대가치가 손실되는 기대가치를 상회할

때, 해당 전술은 ‘수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탄압’ 전술을 택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이나 ‘관료층의 협조’가 향상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손실되는 ‘대중의 지지’ 또는 ‘우호국의

지지’가 훨씬 압도적일 경우 ‘탄압’은 ‘수용할 수 없는’ 전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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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술 세 부 유 형 필요한 기대가치

무시

(Ignore)
- 無

직접대응전술

(Direct

Tactics)

[비물리적] 방해

(Harassment)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지식·정보의 환류

[물리적] 탄압

(Suppression)
군사부문의안정, 상징조작능력, 적대국의위협, 관료층의협조

설득 (Persuasion)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반대세력과의 소통, 상징조작능력

매수 (Bribery)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지식·정보의 환류,

관료층의 협조, 반대세력과의 소통

간접대응전술

(Indirect

Tactics)

차별화

(Highlight Difference)
상징조작능력

폄훼 (Denounce)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상징조작능력, 적대국의

위협, 우호국의 지지

예측가능한대상과의연대

(Natural Allegiance)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관료층의 협조

파격적 대상과의 연대

(Unnatural Allegiance)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관료층의 협조, 지식·정보의 환류

간접지원

(Moral/Material Support)
우호국의 지지, 국제사회의 승인,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직접개입

(Direct Intervention)

우호국의 지지, 국제사회의 승인,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입법과정의 자율성, 관료층의 협조, 상징조작능력

엄포

(Bluff and Diversion)

우호국의 지지, 상징조작능력,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적대국의 위협

의도적 조치

(Commitful Action)

군사부문의 안정, 상징조작능력, 국제사회의 승인,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우호국의 지지, 적대국의 위협

부차적 인적교체

(Minor)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지식·정보의 환류

주요한 인적교체

(Major)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입법과정의 자율성, 지식·정보의

환류, 군사부문의 안정, 과반의 선출직 확보, 상징조작능력,

관료층의 협조, 국제사회의 승인, 우호국의 지지

타협

(Compromise)

부차적 양보 (Minor)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상징조작능력, 반대세력과의 소통

주요한 양보 (Major) 정책결정과정의자율성, 입법과정의자율성, 반대세력과의소통

[표 4] 집권세력의 대응전술 세부유형별 집행에 필요한 기대가치의 종류

(출처: Hudson·Sims·Thomas, 1993, pp. 94~97, 〈Appendix B.1〉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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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이 보유한

기대가치의 강·약 현황

(Regime Strength/Weakness Profile)

- 근본적 필요

- 국내적 정당성의 필요

- 국제적 정당성의 필요

반대세력의 성격

(Opposition Group Characteristic)

- 최종 정책결정권자와의 거리

- 조직적 응집도

- 이념적 현격성

- 크기와 활동수준

위협평가

(Threat

Assessment)

집권세력의 대응전술 결정

(The Logic of Regime Response)

‘가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전술 중,

- 기대가치의 상대적 손익

- 강한 기대가치의 활용성

- 위협 해소를 위한 적절성

- 일반적 선호체계(preference order) 등을 감안

대응이

필요한

반대세력

식별

무시 (ignore)
직접대응전술

(direct tactics)

간접대응전술

(indirect tactics)
타협 (compromise)

[도면 1] ‘반대세력의 저항에 대한 집권세력의 대응모형’

(출처: Hudson·Sims·Thomas, 1993, p. 81, 〈Figure 3.5〉 일부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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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고의 적용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모형은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할 뿐

아니라, 여론 또는 입법부라는 단일변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정치·사회적 변수

가 외교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동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석틀임에도, 집권세력의 위협평가나 대응전술 결정과정에서 각국의

특수한 사정(country specific information)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고는 국내 정치·사회구조에 입각한 외교정책론적 논의 가운데 ‘반대세력의

저항에 대한 집권세력의 대응모형’에 착안하여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과정을 설명

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을 전후한 제2공화국의 정치·사회세력을 크

게 ① ‘집권세력’ ② ‘보수야당 및 언론’ ③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의 세 범주로 구

분하여 분석한다. 우선 ① ‘집권세력’이란, 당시 제2공화국의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

던 장면 국무총리 이하 각료들로 구성된 내각과 그가 소속되어 있던 여당인 민주당

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장면 내각’ 내지 ‘정권’이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② ‘보수야당 및 언론’에서 ‘보수야당’은 1960년 8월 민주당에서 분리되어

나온 ‘구파동지회(舊派同志會)’를 모체로 하는 신민당과 7·29 총선 무소속 당선자들

이 조직한 민정구락부를, ‘언론’은 당시 주요 일간지였던 『경향신문(京鄕新聞)』·

『동아일보(東亞日報)』·『조선일보(朝鮮日報)』를 지칭하였다.38) 끝으로 ③ ‘혁신야

당 및 학생세력’에서 ‘혁신야당’은 비(非)민주당계 야당인 사회대중당·통일사회당·혁

신당(革新黨) 등 원내·외 정당을, ‘학생세력’은 정치·사회적 정향을 지닌 중등학교

이상 학생집단을 일컫는 용어로, ‘혁신계’라는 표현과 상통한다.

이어지는 제Ⅲ장에서는, 분석틀의 적용에 앞서 여태껏 주목받지 못했던 한·미

경제기술원조협정의 사례 자체를 ① 조인에 이르는 경위와 ② 비준과정으로 나누어

면밀히 살펴보겠다. 사례 고찰에 있어 참고한 1차 문헌은 ① 1995년 1월 대한민국

38) 5·16 군사정변 이후 군정(軍政) 시기의 조사이지만, 공보부가 1961년 9월 3~12일 열흘에 걸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급부수 기준 일간지 순위는 『동아일보』(179,825부), 『한국일보』

(134,281부), 『조선일보』(102,591부), 『경향신문』(61,681부) 차례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통계

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 국내통계 → 과거·중지통계 → 대한민국 통계연감 → 교육·문화

→ 신문 및 라디오 보급 수 참조.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4_01&vwcd=MT_CHOSUN_

TITLE&parmTabId=M_01_04_01#SelectStatsBoxDiv (최종검색일: 2018년 11월 19일)

제Ⅴ장 결론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동아일보』에 이어 제2위의 보급부수를 기록한 『한

국일보』를 참조하지 못한 것이 본고의 뚜렷한 한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1차적으로 자료

의 접근성 제약에 기인하는 바, 전산화되어 비교적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는 세 일간지와 달리

『한국일보』는 발행지면 또는 마이크로필름(microfilm) 형태로만 보관되어 있어, 여타 신문처

럼 세밀히 조사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후술할 것처럼 제1공화국 시기 이래 친

(親)민주당 성향이 강했던 『경향신문』마저 초기에는 경제기술원조협정에 비판적이었음을 드

러냄으로써, 반대세력의 영향을 강조하는 본고의 논지가 강화되리라는 판단이 『한국일보』 대

신 『경향신문』을 참조하게 된 데 2차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아울러 적시해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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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가 발표한 제2차 공개외교문서철 중 「한·미 간의 경제기술원조협정」 제1권

기본문서 및 제2권 자료(등록번호 1188)와 「한·미 간의 경제기술원조협정의 해석,

1961-63」(등록번호 1189) ② 제5대 국회 제38회 민·참의원 회의록 ③ 『경향신

문』·『동아일보』·『조선일보』 기사이다. 서술방식에 있어서는 사건이 전개된 차

례대로 석명(釋明)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치·사회세력별 입장 변화를 효과적으

로 드러내고자 범주별로 응집하여 설명한 부분도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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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제기술원조협정의 체결 및 비준과정

1. 협정 체결의 배경과 교섭과정

1) 미국의 대한원조정책 변화와 한국 정부의 수용

대한민국 수립 이후 한국전쟁 이전까지 미국의 대한원조는 1948년 12월 10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以下 한·미 원조협정)’ 및 1950년 1월

26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군사원조쌍무협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

초 한국의 사회 안정을 위한 구호물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미국의 원조는, 1950년 6

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군사적 성격이 강화되었고 1951년 10월 10일 제정된 상

호안전보장법(MSA: Mutual Security Act)으로 규율되었다. 미국은 1945년부터

1961년까지 약 31억 3660만 달러 어치의 원조를 공여하였는데, 원조에 의한 대충자

금(對充資金: Counterpart Fund)이39) 한국 정부의 세입(稅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57년 54.1%에 달해 정점을 찍었으며, 제1공화국이 무너지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

선 1960년에도 35.2%에 달하는 등40) 한국의 국가예산 및 경제 전반에 걸친 미국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한 것이었다.

한편 미국의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행정부는 전후 누적된 경제적자

를 해소하는 한편 방위 목적의 군사원조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1957년 이후 이른

바 ‘신사고(New Look)’ 노선을 표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해외원조정

책은 우방국에 대한 직접 경제원조를 줄이는 가운데 각국의 자체적 발전을 독려하

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동일한 맥락으로 미국 의회에서도 상호안전보장법 상 각

종 특례규정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한국에 대한 특례는 상호안전보장법

제131조 ⒟항에 규정되어 있었는데,41) 이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자 아이젠하

39) 대충자금이란, 1948년 한·미 원조협정 제5조 2항에 따라 미측이 제공한 원조물자 가격에 상당하는

한화(韓貨) 금액이 적립된 한국은행 내 특별계좌를 지칭한다. 규정 상 대충자금의 용처(用處)는 한·

미 양 당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운영권은 미측이 가지고 있었다.

이현진, 『이화연구총서 5: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 (서울: 혜안, 2009), 74~75쪽 참조.

40) 이현진, 2009, 47~53쪽.

41) 경제기술원조협정에 관련하여 계속 문제시되어 온 미국 상호안전보장법 제2장(경제원조) 제1

절(방위지원) 제131조 ⒟항은, 한국에 대한 원조가 동법(同法) 내 타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실

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동 조항은 행정부로 하여금 해당 조치를 강제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그러한 조치를 가능케 하는 ‘재량규정’이었기에, 미 의회의 개정 없이 행정부의

자체 판단만으로도 이러한 특례는 배제될 수 있었다. 동법 개정 시마다 해외원조 특례를 줄여

야 한다는 의회의 요구가 거세어지자,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제131조 ⒟항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산물이 바로 경제기술원조협정이었던 것이다. 따

라서 일부 당국자나 언론(『경향신문』 1961년 2월 11일자 조간 제2면 〈韓·美 經援協定의 焦

點〉)의 이해와 달리, 협정 비준 시 상호안전보장법 제131조 ⒟항은 존치(存置)되어 있었다.

동 조항은 1961년 9월 4일 제정된 ‘국제개발 및 안전보장에 관한 법률(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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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행정부는 대한방위비 원조를 감축하는 대신 그 차액을 유상차관(有償借款)과 외

자유치로 벌충시키는 방침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42)

1960년 8월 출범한 장면 내각은 경제발전을 제2공화국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꼽고, 그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원조 확대를 요청하였다. 10월

25일 방미(訪美)한 김영선(金英善) 재무부 장관은 딜런(C. Douglas Dillon) 국무성

차관으로부터 받은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자체적 개혁조치를 전제로 1960년도

에 준하는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대한원조를 확약받았다.43) 이윽고 1960년 12월 2

일 장면 총리와 매카나기(Walter P. McConaughy) 주한 미국대사 등이 참석한 한·

미 고위급 경제회담에서 ‘딜런 각서’가 제시한 4가지 사항을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

으며44) 이 가운데 경제기술원조협정의 초안은 미측이 먼저 작성·제시하기로 합의되

었다.45)

Development and Security Act)’에서 삭제되었으며, 이후의 대한원조는 동법 제1부를 구성하는

‘국제개발법(Ac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 따라 규정되었다. 대한민국 외무부 조약과,

「한·미 간의 경제기술원조협정의 해석, 1961-63」, 『대한민국 외교문서』 필름 J-0016, 파일

12, 주미대사發 암호전문 착신전보 (프레임 11); 駐美大 제94-1189호 “미국 M.S.A.법 제131조

⒟항에 관한 건” (프레임 12) 참조. 한편 1956년의 상호안전보장법 개정에 주목하여 미국 해외

원조의 노선 변화를 규명한 연구로는 남궁곤·이서영, 「1950년대 미국 대외원조 확대론 연구:

‘상호안전보장법안(Mutual Security Act)’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1집 4

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년 12월), 61~80쪽 참조.

42) 이현진, 2009, 46쪽; Donald Stone MacDonald, U .S.-Korean Relations from Liberation to

Self-Reliance: the twenty-year record (Boulder: Westview Press, 1992), 한국역사연구회

1950년대반 譯, 『한·미 관계 20년사(1945~1965년)』, (서울: 한울, 2001), 432~433쪽.

4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측은 ① 자국 달러화(貨)에 대한 환화(圜貨)의 평가절하 ② 경제·기술 및

기타분야 원조 전반을 규율할 새로운 쌍무협정 체결 ③ 원조자금의 지원을 받는 부실기업체의

경영 합리화 ④ 운송·전력(電力) 요금의 현실화 등 4가지 조치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한측에

1,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원조액과 외환안정자금 명목으로 2,000만 달러 상당을 공여키로 하였다.

미국은 대한 방위지원금을 이미 1억 6,500만 달러 수준으로 삭감하여 제의한 바 있었는데, 여기

에 1,500만 달러의 원조가 추가된다면 전체적인 원조액 규모는 유지되는 셈이었다. 이러한 내용

이 담긴 미 국무성의 서한은 ‘딜런 각서’라 지칭되었는데, 본고에서 살펴볼 경제기술원조협정은

기실 ‘딜런 각서’ 중 ②의 조치에 해당하였다. Donald Stone MacDonald, 1992, 한국역사연구회

1950년대반 譯, 2001, 433~435쪽; 대한민국 외무부 조약과, 「한·미 간의 경제기술원조협정 (제1권

기본문서)」, 『대한민국 외교문서』 필름 J-0016, 파일 11, “ESSENTIAL POINTS ON THE

JOINT US-ROKG UNDERSTANDING CONCERNING ECONOMIC REFORM MEASURES

IN KOREA” (프레임 5~8); 장면 총리에게 보내는 딜런 차관의 서한 (프레임 9~13) 참조.

44) 실제로 당시 정부 직영으로 운용되던 대한석탄공사, 삼성광업(三成鑛業), 대한철광, 대한중석

(大韓重石), 조선전업(朝鮮電業), 경성전기(京城電氣), 남선전기(南鮮電氣), 대한중공업, 조선기계

제작소, 호남비료, 충주비료 등 11개 기업체는 총 653억 환에 이르는 부채를 지고 있었다. 이들

의 부실경영은 국내 언론에서도 누차 지적되어 온 바였다. 『경향신문』 1961년 1월 28일자 조

간 제2면 〈政府直轄 11業體 運營 極度로 混亂〉 참조.

45) 『동아일보』 1960년 12월 3일자 석간 제2면 〈「딜론覺書」 實踐段階〉. 신문는 1960년 12월

4일자 석간 사설을 통해 ‘딜런 각서’의 전문(全文) 공개를 주장하였으나, 여기서는 환화의 평가

절하 및 단일환율제 적용에 대하여서만 문제를 제기하였을 뿐, 새로운 쌍무협정 체결에 관한

우려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동아일보』 1960년 12월 4일자 석간 제1면 사설 〈딜론

覺書를 公表하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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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교섭과 조인

주한 미국대사관 및 경제협조처(USOM)46) 관계자들과 한측 부흥부·재무부 실

무자들 간에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던 협정 체결 논의는, 1960년 12월 9일 파파노

(Albert E. Pappano) 경제담당 참사관이 외무부 강춘희(姜春熙) 통상국장 앞으로 송

부한 서한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파파노 참사관은 동 서한에서 경제기술원조협정

체결에 관한 종합각서(Comprehensive Note)와 양해각서(Agreed Minute)의 미측 초

안을 제시한 한편, 협정 체결은 외무부 장관과 주한 미국대사 간의 각서교환 형식

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언급하였다. 그는 특히 교섭 관련 정보의 보안에 유의하여,

언론보도는 양측의 사전합의를 거친 후에 내자고 제의하였다.47)

이날 미측이 제시한 초안은 2월 8일 조인된 최종협정문과 비교하여 ① 대한

원조의 목적을 밝히는 최종협정문 기준 제1조가 없었고 ② 제6조(초안 기준 제5조)

㈎항에서 미국 정부와의 계약자(contractor)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 혜택을, ③ 동

조(同條) ㈏항에서 계약자 개개인 및 공공·사설직원에 대한 소득세·사회보장세와 개

인 소유 동산(動産: commodity) 관련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48)

외무부는 미측이 제시한 초안을 분석하면서, 정전 이후 한국이 재건(再建)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 판단한 미측이 자국 상호안전보장법 제131조 ⒟항에 의거한

특례를 폐지하고, 대신 타국과 동일한 수준의 쌍무협정을 체결하고자 한다고 평가

하며 협정이 발효될 경우 파생될 문제점들을 열거하였다.49) 이를 반영하여 외무부

46)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경제협조처(USOM: 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는 1953년 한국전쟁 정전 이후 국제연합군 사령부 산하에 조직된 경제조정

관실(OEC: 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을 1959년 주한 미국대사관 산하로 재편하여

만든 기구로, 미국의 원조금 집행에 있어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미국의 1960 회계

연도 이후 원조는 주한 대사의 관할에 놓였다. 이현진, 2009, 178~179·231~232쪽; 『경향신문』

1961년 2월 11일자 조간 제2면 〈韓·美 經援協定의 焦點〉 참조.

47) “… (상략) In the interest of orderly public release of information, I suggest that all

communications to the press on this subject be agreed in advance by the two negotiating

groups. (하략) …” 대한민국 외무부 조약과, 필름 J-0016, 파일 11, “한·미 경제협정에 관한

건” 별첨 1 ‘통상국장 앞으로 보내온 서한 [秘]’ (프레임 19).

48) 대한민국 외무부 조약과, 필름 J-0016, 파일 11, “한·미 경제원조협정 개정의 건” 별첨 3 ‘Draft

Comprehensive Note [Confidential]’ (프레임 26~35).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12월 9일의

초안에는 한국 국회의 동의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외무부 장관의 회신각서 접수일 익월(翌月)

초에 협정이 발효한다고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한국 국회의 비준을 미측이 먼저 요구

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49) 동 문서에서 외무부가 지적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외환세·외환매각경쟁가담금·관세 등

종래 국고(國庫)에 귀속되었던 모든 원조대금이 대충계정에 불입(拂込)됨 ② 미측의 대충자금

사용 비율이 종전의 5%에서 대폭 상승함 ③ 원조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시설을 무상(無償) 제

공하게 됨 ④ 미측 계약자가 반입하는 공용재산에 대한 과세(課稅)가 면제됨 ⑤ 계약자 및 그

가족에게 외교관과 동일한 세제(稅制) 상 특권을 부여해야 함 ⑥ 공용자금 환산 시 국내 최고

환율이 적용됨 ⑦ ‘합동경제위원회(CEB: Combined Economic Board)’가 폐지됨 ⑧ ‘마이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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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① 미측의 경제원조 목적에 관한 과거 공약을 재확인하는 조항(최종협정문 제1

조) 신설 ② 초안 제4조(최종협정문 제5조)의 ‘필요한 시설제공’ 관련 세부사항 확정

③ 제5조(최종협정문 제6조) ㈎항 중 계약자에 부여하는 특전 조정 ④ 양해각서에

서 존속을 언급한 ‘마이어 협정’ 제3조 13단의 폐지를 요청하였다.50)

한측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미측이 자체수정안을 제출해주길 희망하

였으며, 각 조목별로 구체적인 질의사항을 달아 미측에 회신하였다.51) 흥미로운 부

분은 외무부가 “본 협정의 성질상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42조의 2 … 국가 또는 국

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

[으]로 보며, 따라서 본 협정 발효에 이에 관한 조항을 삽입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미국칙[측] 견해 여하?”를 물어보았다는 점인데,52) 이를 통해 한국 국회

의 비준동의는 한측이 먼저 제안했던 것임이 확인된다.53)

정’ 제3조 13단의 존속으로 통합사령부에 대한 특권 및 시설제공의무가 유지되어 향후 대미 행

정협정 교섭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음. 이상의 내용은 대한민국 외무부 조약과, 필름 J-0016,

파일 11, 무제(無題) 외무부 문서 (프레임 38~45) 참조.

50) 대한민국 외무부 조약과, 필름 J-0016, 파일 11, “Preliminary observations on the draft

Comprehensive Note proposed by the U. S. Embassy” (프레임 46~47). ‘마이어 협정’은 한국전

쟁 중이던 1952년 5월 24일 미국의 마이어(Clarence E. Meyer) 대통령 특사와 백두진(白斗鎭)

재무부 장관이 서명한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의 별칭으로, 한국 정

부와 국제연합군 사령부 간에 합동경제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 내 외환사용을 조정키로 한 협

약이다. 이상 이현진, 2009, 137~139쪽; 레미지,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석사학위 청구논문, 2016, 10~11쪽 참조. 문제가 된 ‘마이어 협정’

제3조 13단은 통합사령부 소속 인원에 대한 특권 및 편의의 부여를 규정하는 내용이었다.

51) 대한민국 외무부 조약과, 필름 J-0016, 파일 11, “ECONOMIC AND LEGAL OBSERVATION

ON DRAFT COMPREHENSIVE NOTE DRAWN UP BY U.S. EMBASSY” (프레임 48~54).

52) 대한민국 외무부 조약과, 필름 J-0016, 파일 11, “원조협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프레임 55~56).

53) 이에 관하여 1월 27일 외무부 정무국은 경제기술원조협정의 국회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통상국에 제출하였다. 동 공문에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이유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1. 이 협정은 대충자금의 사용, 원조사업에 대한 미국 측의 감독권[당초 ‘관여’로 인쇄되었

으나 삭선 후 수정], 기술원조에 관한 경비 일부부담 등 그 실질적 내용이 국가예산 기타 우

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및일[미칠] 협정이며, 따라서 헌법 제42조에 규정된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및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협정은 단기 4281년 12월 10일 서명 체결된 한·미 협정과 기타 4가지 원조 관계협정

을 대체하기 위한 것인 바 전기[前記] 협정 중에는 이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협정

이 있으므로 이 새로운 협정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목되는 점은, 이보다 하루 일찍 기안된 정반대의 공문이 외교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다. 1월 26일자의 이 공문은 “1. 협정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그러나 이 협정에 의하면, 일방적인

원조의 수입절차가 그 골자이므로 국가 또는 국민이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 42조에 해당하는 조약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2. 이 개정은 여러 가지 협정의 단일화에 불과하고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지고 있는 의무 이상

의 새로운 재정적·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을 것”이라는 근거로

비준동의가 불요(不要)함을 설명하고 있다. 또 그 말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조항이 미

국칙[측] 초안에는 있었으나 미국칙[측]과의 교섭결과 이를 삭제토록 하였음”이라 부기(附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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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오후 김용식 사무차관과 피터슨 차관보대리 간 교섭에서는, 미국 측

이 정부 대행 상사원(商社員: 계약자)에 대한 면세특권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대체적

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되었다. 특히 『조선일보』은 면세특권의 범위를 놓고

2개월 간 난항을 빚던 협상이 최종 조인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월말에는 협정안 서

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전하였다.54) 실제로 미측이 1월 31일 정일형 외무부 장관

에게 송부한 수정문안에는 한측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다. 즉 ① ‘미국의 경제·기

술 및 관련 원조가 한국의 방위유지에 필수적인 조건’임을 확인하는 제1조가 추가

되었고 ② 제6조 ㈎항 중 미국 정부와의 계약자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와 ③ 동조

㈏항 중 계약자 개개인 및 공공·사설직원에 대한 소득세·사회보장세 및 개인 소유

동산에 관련된 면세 혜택이 배제된 것이다. 그러나 한측이 요구했던 ① 제5조 ‘필요

한 시설제공’ 관련 세부사항 규정과 ② 발효 전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 필요 명시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55)

같은 날 USOM의 모이어(Raymond T. Moyer) 처장은 ① 1948년 한·미 원조

협정의 제3조 4단 마지막 문장과 1952년 ‘마이어 협정’의 제1조와 제2조 1·4~8단, 제

3조의 1~4·5⒜·5⒞·7⒜·7⒝·9~11단의 규정이 경제기술원조협정과 상충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함을 확인해줄 것을, 그리고 ② 협정문 제6조 ㈎항 중 미국 정부와의 계

약자가 한국에서 취득한 일체 자산을 수출할 때의 대우에 관해 한측에서 ‘경우에

따라(case by case)’ 조처해줄 것을 부흥부에 요청하였다.56) 이에 주요한(朱耀翰) 부

흥부 장관은 동 요청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57) 외무부는 미측의

수정문안에 한국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삽입된 재수정문안을 미측에 전

어 있는데, 1월 27일자 공문과 달리 결재란 및 정무국장 서명이 불비(不備)함을 감안할 때 정

무국 차원에서 기안하였으나 모종의 사유로 반려된 것이라 보인다. 다만 미측이 제시한 종합각

서 초안에 한국 국회의 비준을 언급한 바가 없었던 점은 부기된 내용과 상충되는 사실인 바,

이는 추가적인 외교문서 발굴을 통해 규명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이상 대한민국 외무부 조약

과, 필름 J-0016, 파일 11, “한·미 경제원조협정 개정의 건” (프레임 57~58) 참조.

27일 오후에는 김용식(金溶植) 외무부 사무차관과 방한 중이던 피터슨(Avery F. Peterson)

미 국무성 극동경제담당 차관보대리의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협정문안에 대한 문구 수정

및 조인일자 관련 협의가 있었으며, 31일경에는 정일형(鄭一亨) 외무부 장관과 매카나기 대사

의 조인이 예상된다고 보도되었다. 『경향신문』 1961년 1월 28일자 조간 제1면 〈31日頃에 調

印?〉; 『조선일보』 1961년 1월 28일자 조간 제1면 〈韓·美 間 完全合意〉 참조.

54) 『경향신문』 1961년 1월 26일자 조간 제1면 〈月內로 署名될 듯 援助協定 單一化案〉; 『동

아일보』 1961년 1월 26일자 석간 제1면 〈援助協定 單一化 이달 안에 韓·美 間 調印〉; 『조

선일보』 1961년 1월 26일자 조간 제1면 〈援助協定을 單一化〉.

55) 대한민국 외무부 조약과, 필름 J-0016, 파일 11, 주한 미국대사관 공한 (프레임 59~65).

56) 대한민국 외무부 조약과, 필름 J-0016, 파일 11, USOM 공한 (프레임 66~67·72~73). 한·미 원조

협정 제3조 4단은 원조계획 관련 각종 회계 및 기록사항에 대한 보존과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

하고 있었으며, ‘마이어 협정’ 제1조는 합동경제위원회 설치 및 그 구성을, 제2조 해당 부분은

국제연합군 사령부의 대한원조 지원을, 제3조 해당 부분은 한국 정부의 합동경제위원회 지원·

정보제공·원조물자판매·외환사용을 규율하는 내용이었다.

57) 대한민국 외무부 조약과, 필름 J-0016, 파일 11, 부흥부 공한 (프레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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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였다.58)

외무부는 경제기술원조협정을 가급적 속히 처리하고자 했던 듯, 1월 31일에

협정문의 국무회의 상정을 위한 공문을 기안하여 장관 결재까지 득하였으며,59) 내

각에서도 당일 오후 협정문안을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실제로 당일자

석간신문에는 외무부 당국자를 인용하여, 미측이 계약자에 대한 면세특혜 삭제에

양보함으로써 협정이 최종 타결되어, 31일 오후 정일형 장관과 매카나기 대사의 서

명이 있을 것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60)

그런데 협정 조인은 이날 이루어지지 못한 채 8일을 더 기다려야 하였다.61) 2

월 2일 김용식 사무차관은 피터슨 차관보대리와 협의를 마치고, 협정문안에 대한 타

결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며 6일 오전 11시에 조인이 이루어질 것이라 발언하였지만62)

이 역시 이틀 간 더 순연되었다. 6일 오전 김용식 사무차관은 미측 계약자에 대한

면세 여부를 둘러싸고 양국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해당 사항이 타

결되는대로 조인이 이루어질 것이라 발표하였다.63) 결국 2월 8일 오후 4시 정일형

외무부 장관과 매카나기 주한 미국대사가 외무부 청사에서 최종문안에 서명함으로

58) 대한민국 외무부 조약과, 필름 J-0016, 파일 11, 외무부 발표문 (프레임 75~82). 동 문건은 최

종 협정문안과 두어 가지 표현상 차이가 있을 뿐, 내용 면에서는 동일한 것이었다.

59) 대한민국 외무부 조약과, 필름 J-0016, 파일 11, 외무부 제633호 “한·미 간의 경제원조협정안

국무회의 상정에 관한 건” (프레임 83~85). 앞서 서술한 미국대사관의 수정문안 송부 →

USOM의 양해사항 요청 → 부흥부의 양해사항 수락 → 외무부의 재수정문안 전달 → 협정문

국무회의 상정이 모두 1월 31일에 진행된 것으로 보아, 한측이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자 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60) 『경향신문』 1961년 1월 31일자 석간 제1면 〈31日 下午 調印視〉. 그러나 이날 민주당 정책

위원회에 출석한 주요한 상공부 장관은 미측 고용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면세혜택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으며, 정책위원회에서도 이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집권세력 내부의 의견 차이

가 협정 조인이 연기된 한 원인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경향신문』 1961년 2월 1일자 조간

제1면 〈많은 修正은 不可避〉 참조.

61) 외교문서에는 2월 3일 예정된 제17회 국무회의 상정을 목표로 2월 1일 재제출한 문건도 수록

되어 있다. 사실상 1월 31일 타결된 경제기술원조협정의 조인이 연기된 이유는, 언론보도에 따

라 상이하여 확실히 단언할 수는 없다. 당초 『경향신문』과 『조선일보』는 미 대사관 측이

국무성의 승인 훈령을 기다리고 있어 조인이 연기되었다 보도하였는데, 『경향신문』은 2월 3

일 조간을 통해 미측 고용인 및 가족들 중 외교권 여권 소지자에 한하여서만 면세특혜를 줄

수 있다는 한측의 주장으로 조인이 순연되었다는 정일형 장관의 발언을 전하였다.

반면 『조선일보』는 같은 날 조간에, 2일 오후 매카나기 대사가 정일형 장관을 면담하여 국

무성의 승인 통지를 알리고 조인과 동시에 발표할 공동보도문 초안을 수교(手交)하였으며, 4일

경에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 장관의 발언을 보도하였다. 이 가운데 어떤 내용이 사실에

가까운 것인지는 미측 외교문서를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상 『조선일

보』 1961년 2월 1일자 조간 제1면 〈調印 一日로 延期 經援 單一化協定〉; 『경향신문』 1961

년 2월 2일자 조간 제1면 〈美側 事情으로 延期〉; 『경향신문』 1961년 2월 3일자 조간 제1면

〈外交官에만 局限?〉; 『조선일보』 1961년 2월 3일자 조간 제1면 〈今明間 調印〉 참조.

62) 『조선일보』 1961년 2월 4일자 조간 제1면 〈六日에 調印 韓·美 經援協定〉; 『조선일보』

1961년 2월 5일자 석간 제1면 〈充資使用 등 規定〉.

63) 『경향신문』 1961년 2월 6일자 석간 제1면 〈免稅規定이 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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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경제기술원조협정이 조인되고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게 되었다.

3) 조인 직전 정치·사회세력의 인식

제2절에서 후술할 비준과정에서만큼 치열하지는 않았지만, 경제기술원조협정

의 조인을 앞둔 시점에서 이미 집권세력과 반대세력의 입장 차이가 뚜렷이 확인되

고 있었다. 먼저 집권세력 구성원들의 경우, 김용식 사무차관이 1일 오전 “이번 교

섭에서는 우리 주장대로 관철되어 이젠 대한민국도 서구의 「나토」 회원국과 같은

국제적 지위를 높이게 된 셈 … (중략) … 이렇게 된 것도 신문의 덕분 … (중략)

… 미측에서도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으나 우리 신문을

통한 여론이 그들의 고집을 억누른 것”이라며 신문에 의한 여론조성이 교섭에 도움

이 되었음을 치하하는 한편, 협상이 한측에 비교적 유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인식을

드러내었다.64) 또한 2월 7일에는 김재순(金在淳) 외무부 정무차관이 일각에서 제기

되던 협정 비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권침해니 뭐니들 떠든담 … 「유

엔」군이 장악하고 있는 작전지휘권은 주권침해가 아닌가? 그렇다면 미군 철수하라

고 떠들어 보지 …”라는 발언과 함께 협정 체결의 자세한 경위를 의원들에게 설명

했더니 납득하더라고 밝히는 등, 집권세력 내부에서는 교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65) 장면 총리 역시 이후 민의원 본회의에 출석하여, 당시 내

각은 경제기술원조협정이 기존의 유사협정들을 단일화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

수롭지 않게 인식하였으며, 반대운동이 일어나리라곤 생각조차 못하였다고 회상하

였다.66) 2월 7일 오후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하여 제5차 한·일 예비회담의 경과 등

외교 관련 현안을 설명하게 된 정일형 외무부 장관도, 새로운 협정은 기존의 복잡

다단한 원조 관련 협약들을 단일화한 것으로 유관 경제부처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

64) 『조선일보』 1961년 2월 2일자 조간 제1면 〈聞外聞〉. 그런데 본고에서 검토한 주요 일간지

인 『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의 당시 지면에서는, 정부의 교섭에 도움이 될 만

한, 즉 미측 인원에 대한 특권 부여와 ‘무제한 관찰’ 따위를 비판하는 보도는 찾을 수 없다. 김

용식 차관의 발언이 언론을 의식한 일종의 공치사(空致辭)였는지, 혹은 대미교섭 과정에서 기

타 일간지가 표명한 반대논조를 ‘양면게임’ 전략의 일환으로 과장하여 활용하였는지는 추가적

인 검증이 요구된다.

65) 『조선일보』 1961년 2월 8일자 조간 제1면 〈聞外聞〉. 다만 일부 실무관료들은 미국이 한국

을 마치 ‘남(南)아프리카의 저개발국’처럼 대우한다면서 민간업자들에게까지 외교관 수준의 특

전을 요구하는 미측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였다고 한다. 『조선일보』 1961년 1월 26일자 조

간 제1면 〈聞外聞〉 참조.

66) 제38회 국회 민의원 회의록 제31호(단기 4294년 2월 25일) 17쪽. 흥미로운 점은 경제기술원조

협정 비준문제가 불거지기 직전인 2월 3일에는, 1960년 10월 25일부터 진행되던 제5차 한·일

예비회담에 힘을 실어주고자 신민당 박준규(朴浚圭) 의원 등이 제출한 ‘한·일 문제에 관한 결의

안’이 민의원에서 선제적으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이다. 정일형 외무부 장관은 이를 수락하여 교

섭에 적극 반영키로 하는 등, 대일(對日) 외교에 있어서는 국회와 정부 간 협조적 분위기가 조

성되고 있었다. 『동아일보』 1961년 2월 3일자 석간 제1면 〈懸案問題 解決 後에 國交〉;

『경향신문』 1961년 2월 4일자 석간 제1면 〈對日 决議案을 受諾〉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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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으며, 원조를 받는 입장에서 미국의 발언권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언급하였다.67)

그러나 협정 내용이 알려지면서 야당에서는 보수·혁신을 막론하고 비판여론이

일기 시작하였다. 2월 6일 민정구락부 정책위원회는 외무부에 경제기술원조협정 원

안의 사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보안을 엄수하라는 장관 지시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68) 7일 오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정일형 장관의 설

명에 대해, 신민당 이남규(李南圭) 의원은 보도된 협정 초안 제3조의 ‘무제한 관찰’

규정에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 지적하고, 양국의 협정 조인이 지연되는 원인을 추궁

하였다.69) 한편 원외 혁신당에서도 2월 6일 “장 정권은 독립국의 체모(體貌)를 상실

치 말라”는 논평이 발표되는 등,70) 공식 조인 이전부터 야당에서는 협정에 대한 부

정적 여론이 감지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언론사들의 논조는 다소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1월 28

일자 석간 〈원조협정 단일화에 대한 우리의 요망〉 제하의 사설에서, 조만간 체결

될 경제기술원조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국회에서 정부협상안

이 부결될 경우 이는 헌법 제71조 2항에 따라 대(對)정부 불신임으로 간주될 것이

므로 내각은 국회와 긴밀히 사전 협조하여 비준동의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71) 이어 2월 6일자 사설에서는 미국과의 기존 경제협약이

헌법에 따른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되어 “국민 간에 석연치 못한 인상을

주었고 행정·입법 양부 간의 불화의 원인을 이루었”는데, 경제기술원조협정은 국회

비준을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혐의(嫌疑)를 덜게 되었다는 데 의의를 부여하였다. 이

어 사절단 가족에게 부여된 외교특권 등 세세한 규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

시하면서도, 이를 주권침해의 문제로 결부시키는 않는 모호한 입장을 보여주었다.72)

67) 제38회 국회 참의원 회의록 제12호 (단기 4294년 2월 7일) 2~4·24쪽.

68) 제38회 국회 민의원 회의록 제31호 (단기 4294년 2월 25일) 15쪽.

69) 제38회 국회 참의원 회의록 제12호 (단기 4294년 2월 7일) 14쪽; 『경향신문』 1961년 2월 8일

자 조간 제1면 〈經濟協定 등 追窮〉.

70) 『동아일보』 1961년 9월 22일자 조간 제3면 〈「革新黨」 事件 公訴狀〉. 이 기사는 5·16 군

사정변으로 구성된 혁명검찰부가 혁신당 중앙집행위원장을 역임한 장건상(張建相) 등 전직 간

부들을 기소(起訴)한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71) 『조선일보』 1961년 1월 28일자 석간 제1면 사설 〈援助協定 單一化에 對한 우리의 要望〉.

제2공화국 헌법 제71조 2항은 “국무원은 민의원이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를 부결하거나 신년도

총 예산안을 그 법정기일 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

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72) “… (상략) 이번의 조약 서명이 우리의 주권에 비추어 그리고 우의·호양(互讓)의 견지에서 볼

때에는 지엽말절(枝葉末節)에 속하는 사항을 한 쪽에서 너무 중요시한 데서 천연(遷延)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상호동맹의 관계와 우의에 충만한 양국 간의 처지에

서 원조사절단에게 외교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원조를 받는 우리의 입장으로는 예의가 될 수는

있으나 반면에 미국의 입장으로서 그 가족들에게까지 외교특권이 꼭 부여되어야만 한다는 것

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미국 시민에 대한 깊은 우의와 존경이 미국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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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아일보』는 미국 정부의 훈령 지연에 따라 조인이 연기되어온 경제기술원

조협정이 6일 오전 체결될 것이라는 소식을 별다른 논평 없이 알렸지만, 〈미(美)의

감독권 강화〉라는 제목을 내어 이후 김재순 정무차관의 불만을 샀다.73)

세 일간지 중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 매체는 『경향신문』이었다. 신문은

2월 1일자 조간에서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주권과 상충되는 허다한 난점을 포

함하고 있어 양국 간에 쉽사리 체결될 것 같지는 않다. … (중략) … 이 개정안은

다른 피원국(被援國)들의 예를 많이 따른 것이라 하지만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

는데 상당히 수정되지 않고서는 국회의 비준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였다.74) 이어 2월 7일자 조간을 통해 협정 체결경과를 분석하였는데,

여기서는 ① 미측 고용인 및 계약자에 대한 면세특혜 부여와 ② 미측의 대충자금

사용률 설정이 교섭 간 핵심쟁점이었으며, 협상을 통해 ① 원조사업 관련 고용인들

에까지만 특전을 제공하고 ② 대충자금 사용률은 한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5% 이내

로 규정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양국이 해마다 합의하여 결정토록 귀결되었다고 전하

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새로운 협정을 통해 “대한원조에서 사실상 일보후퇴”하였지

만 “우리나라의 예산을 공동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원조국으로서의 발언권과

감독권을 강화”하려는 것 같다며 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75)

2. 경제기술원조협정의 비준과정

1) 반대세력의 저항 (2월 8~14일)

(1) 언론의 비판적 보도

경제기술원조협정의 조인 소식은 2월 8일자 『경향신문』 석간을 통해 최초

로 보도되었다. 여기서는 〈미 정부 용인(傭人)에만 면세〉라는 제목으로, 한측의

주장대로 미국 정부가 직접 고용한 인원 밖의 민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면세특권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협정이 “원내 각파에서 허다한 난점

을 지적[하여] … (중략) … 민의원에서는 비준치 않을 형세에 있다”고 하여, 국회에

서의 비준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였다.76) 신문은 이미 같은 날 조간 〈한·

미 경제협정은 일보후퇴이며 진정한 협조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제하의 사설에서,

경제기술원조협정이 “단순히 종래의 제(諸) 경제협정을 재확인”한 것에 더해 한국의

것으로 보고 … (중략) … 원조사절단이 보유하는 너무나 세세한 감사적(監査的) 규정도 과거

의 원조행정이 너무나 복잡다단하여 일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책임의 소재를 가려낼 수

없었던 경험을 회상하면 지루한 인상을 금할 수 없다. (하략) ….”.『조선일보』 1961년 2월 6

일자 석간 제1면 사설 〈慶賀할 援助協定의 調印과 이에 關한 若干의 所感〉.

73) 『동아일보』 1961년 2월 5일자 석간 제1면 〈美의 監督權 强化〉.

74) 『경향신문』 1961년 2월 1일자 조간 제1면 〈많은 修正은 不可避〉.

75) 『경향신문』 1961년 2월 7일자 조간 제1면 政界余白 〈援助協定 遲延의 來歷〉.

76) 『경향신문』 1961년 2월 8일자 석간 제1면〈美政府傭人에만 免稅〉; 〈韓·美 經濟協定國會서 問題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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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에 저촉되는 “일방적인 요구조건이나 통고”에 해당한다고 비판하였다. 사설은

① 제1조 상 ‘경제성장’ 목적의 누락과 ② 제3조의 ‘무제한 관찰’ 규정 ③ 제5조 중

민간인에 대한 ‘치외법권’ 부여 등의 사항을 ‘폭거(暴擧)’이자 ‘참을 수 없는 굴욕’으

로 규정하고, “군소제국(群小諸國)의 정상적 경제성장을 도외시하는” 미국의 아시아

외교정책을 혹평하였다.77) 이어 2월 9일자 석간 〈여적〉 란에서는 대충자금 감독

권 강화 및 미측 고용인들에 대한 특권 부여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78) 후술할 2월

13일 민의원 본회의에서의 대정부질의를 평하면서는, 강승구(姜昇求) 의원 등의 ‘막

무가내’식 비판을 꼬집으면서도 협정 반대여론을 무지(無知)의 소치로만 치부하는

정부 당국의 인식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79)

한편 『조선일보』는 2월 9일자 〈한·미 경제원조협정의 내용에 대한 검토〉

제하의 사설에서 협정 체결을 전반적으로 호평한 가운데, 전술한 2월 6일자 사설에

이어 국회의 동의 없이 시행되어 왔던 기존 협약들에 비해 경제기술원조협정은 입법

부의 비준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보았다. 그리고 제6조에 규정된 경제

사절단 인원에 대한 특혜 부여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주장하면서도, 제3조의 ‘무제한

관찰’에 대해서는 “원조를 효율적으로 수입(受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제(諸) 의무

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며 또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변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제7조에 설정된 미측 사정변경에 의한 일방적 원조중지 가능성에

관해서도 “MSA법의 규정을 그대로 규정한 것”이라 문제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미 양 정부당국이 이토록 복잡다단한 사항을 주권존중과 호양(互讓)정신 하에

조인단계에까지로 이끈 공과 노(勞)를 치하”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80)

그런데 『조선일보』는 다음날인 10일자 석간부터 협정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

기 시작하였다. 즉 〈한·미 경제협정의 문제점〉이란 기사에서 “신(新)경제협정의 골

자는 미국이 원조자금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감독권을 거의 절대적으로 강화하는 동

시 … (중략) … 원조사업의 우위와 특전을 극대화시킨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하였

으며, ‘일사일언’을 통해서는 의원내각제에서 국방·외교에 관련된 문제는 초당파적

사전협의를 필요로 함에도 정부가 이를 간과하는 실책을 범하였다고 비판하였다.81)

이어 11일 석간 사설에서는 정부가 ① 의원내각제의 본령(本領)을 간과한 채

77) 『경향신문』 1961년 2월 8일자 조간 제1면 사설 〈韓·美 經濟協定은 一步後退이며 眞正한 協

調精神이 缺如되어 있다〉.

78) “단일화된 한·미 경제협정문의 내용이 공표되자 동 협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한국민의 여론

이 비등(沸騰)하고 있다. … (중략) … 미국 정부는 한국의 국가주권과 그 자주성을 존중하고

지나친 경제적 감독과 간섭을 하지 말라고 외치는 한국 시민들의 진정한 부르짖음과 여론의

동향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경향신문』 1961년 2월 9일자 석간 제1면 〈餘滴〉.

79) 『경향신문』 1961년 2월 13일자 석간 제1면 〈餘滴〉; 〈記者席〉; 2월 14일자 조간 제1면 政界余白.

80) 『조선일보』 1961년 2월 9일자 석간 제1면 사설 〈韓·美 經濟援助協定의 內容에 對한 檢討〉.

81) 『조선일보』 1961년 2월 10일자 석간 제2면 〈韓·美 經濟協定의 問題點〉; 一事一言 〈單一化

協定과 政府의 失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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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상의 기밀 유지에만 급급하였고 ② 언론매체를 통한 여론의 수렴과정을 생략하

였으며 ③ “나라의 독립과 주권이 받게 되는 제약이 민족의 긍지와 체면에 비추어

무시할 수 없는 굴욕을 준다는 민족적인 염려”를 자아냈다고 지적하였다. 사설은

“정부가 그 전비(前非)를 솔직히 시인하고 입법부 특히 야당의 정당한 불만을 완화·

해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인데, “현재 세계가 동·서 양진영

으로 갈라져서 … (중략) … 완전한 자주독립을 명목상이나 실질적으로 자부할 수

있는 국가는 미·소 두 나라뿐”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인정하지만, 수원국(受援國)의

입장에서 감내해야 할 주권제약의 수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82)

이렇게 『경향신문』과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협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점증하는 가운데, 보수야당의 원내 반발과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의 원외 반대운동

이 본격화되며 집권세력은 실질적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2) 국회에서의 논의: 보수야당 중심의 반발 가속화

가. 집권세력의 협정 변호와 신민당의 반대입장 표명

협정 조인 전후 각계에서 일게 된 반대 분위기에 놀란 김재순 정무차관은, 9

일 아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섭과정 간] 우리 정부가 얼마나 배짱을 튕겼는

지 아느냐?”고 반문하였다. 그는 〈감독권을 강화〉 제하의 기사를 낸 ‘모지(某紙: 2

월 5일자 석간 『동아일보』 제1면)’에 불만을 토로하는 한편, 교섭과정에서 외무부

가 미측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음을 자신 있게 주장하였다.83) 김용식 사

82) 『조선일보』 1961년 2월 11일자 석간 제1면 사설 〈韓·美 援助協定에 對한 物議와 選良의 責

任〉. 같은 호의 ‘일사일언’은 일각에서 제기된 국회 비준 불요론(不要論)과 수정동의론을 반박

하며, 국회는 협정을 있는 그대로 동의하느냐 아니면 통째로 부결하느냐의 양자 가운데서 택일

(擇一)할 뿐이라 주장하였다. 여기서도 1월 28일자 석간 사설에 이어 비준동의안 부결은 헌법

제71조 2항에 따라 내각불신임 결의로 간주되기에, 경우에 따라서 장면 내각이 도각(倒閣)될

수 있음이 암시되었다. 『조선일보』 1961년 2월 11일자 석간 제2면 一事一言 〈援助協定의 國

會同意問題〉 참조.

한편 『동아일보』는 협정 조인 사실 전반을 비교적 담담하게 보도하면서, 2월 13일 강승구

의원의 발언에 대해 “종전의 여러 가지 원조협정을 종합해서 단일화한 데 불과한 한·미 원조협

정을 둘러싸고 어느 틈에 김일성(金日成)이 애용하는 이완용(李完用) 내각이니 을사보호조약

(乙巳保護條約)이니 하는 가장 자극적인 용어를 도용하면서 인기를 노리는” 작태를 보였다며

매우 혹평하였다. 『동아일보』 1961년 2월 14일자 석간 제1면 〈횡설수설〉 참조.

신민당에 보다 우호적일 수 있던 『동아일보』가 경제기술원조협정 비판에 소극적인 반면,

장면 총리와 친연성이 강한 『경향신문』이 오히려 비판에 앞장선 것은 일견(一見) 모순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는 협정 비준과정에서 집권세력과 보수야당 및 언론 사

이의 이념적 간극이 그렇게 근본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어느 정도 호환 가능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 후술할 ‘매카나기 서한’ 발표와 집권세력의 강·온 분리대응 이후 신민당의 태도

가 누그러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으리라 생각된다.

83) 김 정무차관은 “하도 주권침해라는 비난이 들끓기에 우리는 협정 체결을 질질 끌면서 여러 번

배짱을 튕겨댔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정부에서는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구느냐고 야단이었어요

… 보시오! 이번 협정은 「먀살 플랜」과 비슷한 선에서 맺어졌으며 「캄보디아」나 「튜니시

아」와 미국 간에 맺어진 협정에 비하면 사뭇 월등하단 말이요 … (중략) … 7일 미국 측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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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관 역시 경제기술원조협정에 대한 비판은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데서 기인

하며, 금번 협정은 프랑스·서독·벨기에 등 서구 각국보다도 유리하게 체결되었고 기

존의 3개 협정보다 훨씬 개선된 것이라 주장하였다.84)

이러한 정부 당국의 자신감과 달리, 보수야당은 협정 반대여론에 동조하여 비

준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조인 소식을 접한 신민당 양일동(梁一東) 국회대책위원장

은 “주권국가로서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실책이므로 비준표결에서 부결시킬 것이

다”고 밝혔으며, 9일 오전 원내대책위원회에서는 협정 제3·6·7조를 독소조항으로 지

적하여 비준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하고, 그 내용 및 경위를 질의코자 장면 총리

및 유관부처 장관들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다.85) 민정구락부와 무소속 의

원들도 “치외법권적 외교관 대우와 대한재정 관여도 인상은 묵과할 수 없다는 입

장”을 표명하는 등86) 협정의 비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였다.

나. 2월 9일 민의원 외무위원회 질의

2월 9일 오후 1시 35분 개회된 민의원 외무위원회에서는 정일형 외무부 장관

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기술원조협정에 관한 정부 측 설명이 진행되었다. 정 장관은

발언에 앞서, 협정 조인 전 ‘국제관례와 상도(常道)’에 따라 국회와 조율을 거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지상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가 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속 국

가들 또는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 체결한 조약의 ‘표준형(standard form)’을 따른 것

으로 기존의 다원화된 협정들을 정리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하

였다. 다음으로 태완선(太完善) 부흥부 장관은 ① USOM 직원에 대한 외교특권 부

여와 ② 미측 계약자들이 가져오는 공적 물자에 대한 면세 ③ 대충자금의 사용비율

력을 가하다 못해 밤중에 다섯 번이나 워싱톤과 연락 끝에 하는 수 없이 OK를 한 것입니다”

라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런데 앞서 제1절에서 살펴보았듯 경제기술원조협정은 사실상

1월 31일에 타결되었기에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변명이 아닌지 의심된

다. 『경향신문』 1961년 2월 9일자 석간 제1면 〈記者席〉; 『조선일보』 1961년 2월 10일자

조간 제1면 〈聞外聞〉 참조.

84) 『조선일보』 1961년 2월 9일자 석간 제1면 〈內政干涉은 不可能〉.

85) 『경향신문』 1961년 2월 9일자 석간 제1면 〈韓·美 經濟協定 內容과 經緯 듣기로〉; 『동아일

보』 1961년 2월 9일자 석간 제1면 〈韓·美 經濟協定 同意에 反對〉. 다만 신민당 내에서도 이

민우(李敏雨) 원내부총무가 “이러한 조항은 우리나라를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화할 우려조차 있

다”고 강경하게 발언한 반면, 김영삼(金泳三) 원내부총무는 “이 협정의 내용뿐 아니라 국회에서

의 동의 여부가 주는 정치적 결과가 중대하므로 신민당은 신중을 기할 것”이라 말해 당내 간부

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당시 언론보도를 참고할 때 보수야당 의원들 사

이에서도 경제기술원조협정이 국회의 비준을 요하는 사항인지에 대한 총의는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 찬반 여부에 관해서도 확실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듯하다. 『동아일보』 1961

년 2월 9일자 석간 제1면 〈政界스냅〉 참조.

86) 『경향신문』 1961년 2월 8일자 석간 제1면 〈韓·美 經濟協定 國會서 問題化〉; 『조선일보』

1961년 2월 9일자 석간 제1면 〈批准與否로 論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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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④ 미국의 일방적 원조중단 가능성 ⑤ 원조사업 관련 ‘무제한 관찰’ 등의 사항

에서, 기왕의 전례(前例)와 타국의 사례를 비교해볼 때 불리해진 바는 없다고 해명

하였다.

이에 신민당 박준규 의원은 ① 미국 의회의 승인은 요구하지 않으면서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는 왜 필요한 것인지와 ② 협정 문안이 영문으로만 작성되어 있는

이유 ③ 제6조 규정상 계약자의 인정범위 문제 ④ 미국이 대만·월남·인도네시아 각

국과 체결한 경제협정에는 ‘경제발전 목적’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번 경제기술원조협

정에서는 ‘국방 목적’만 명시된 까닭을 질의하였다.87) 정일형 장관과 김용식 사무차

관, 강춘희 통상국장 등은 답변을 통해 ① 협정이 헌법 제41조 소정 ‘국민의 세금

부담에 관련되는 사안’에 해당되기에 “일부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견해”가 있었음에

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한 것이며 ② 미측이 작성한 각서를 한측이 수락하는 형

식을 띠었기에 국문 정본을 따로 만들지 않았고 ③ 계약자의 인정 여부는 합동경제

위원회에서 한·미 공동으로 결정하며 ④ ‘국방 목적’만 언급된 것은 미 상호안전보

장법의 적용을 받아 방위비로 원조하는 항목을 규정하였기에 그렇게 되었다고 해명

하였다. 특히 김용식 사무차관은 미국이 서독·오스트리아와 체결한 협정에는

USOM 직원의 면세가 규정된 데 반해 이번 협정에서는 이를 제외시키는 성과를 거

두었다고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신민당 권중돈(權仲敦)·나용균(羅容均) 및 민주당 한근조(韓根祖) 의

원 등은 “신문에 떠들고 또 오늘 무슨 동맹이라고 하는 데에서 「마이크」를 달아가

지고 이것을 완전히 미국 식민지나 되는 것같이 「삐라」를 뿌리”는 원외의 분위기

를 전하며, 의원내각제 하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국회와 야당을 배제하다시피 한 정

부의 잘못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여·야 간부 및 신문사 편집국장들과의 좌담회를 통

해 협정 체결의 전모를 밝히고 정부 측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하였다. 특히

한근조 의원은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둘러싸고 일본 정국을 휩쓴 이른바

‘안보파동’의 사례를 언급하면서,88) “외교정책에 관한 것을 우리 외무위원회가 어느

정도 간섭하느냐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정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87) 특히 ④의 문제와 관련하여 외무위원회 정형모(鄭亨模) 전문위원도 비슷한 견지의 질문을 하

였다. 즉 1948년 한·미 원조협정과 1952년 ‘마이어 협정’의 전문(前文)에는 ‘경제적 위기 방지’

내지는 ‘경제 및 재정상태의 안정화’ 같은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번 협정에서 유사한 문

구가 제외된 것에는 미국의 대한인식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었다. 제38회 국회 민

의원 외무위원회의록 제4호 (단기 4294년 2월 9일) 7~8쪽 참조.

88) 일본의 이른바 ‘안보파동’은, 1960년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사회당·공산당(共

産黨) 등 혁신야당과 ‘전학련(全學連: 全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 중심의 학생세력이 벌인 대규모

반대활동을 지칭한다. 조약 자체는 중의원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던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

의 주도로 비준되었으나, ‘안보파동’이 격화되며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방일(訪日)이 무산되고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내각이 도각하는 등 큰 정치적 파장이 뒤따랐다. 불과 8개월여 전 인국

(隣國) 일본에서 벌어진 유사한 사태의 흐름은 당시 집권세력은 물론 반대세력들도 의식하고 있

던 바로서, ‘주권존중’ 부대결의로의 타협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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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주당 소속으로 국방부 정무차관을 겸임하고 있던 우희창(禹熙昌) 의원

은 협정 체결과정에서 외무부·부흥부 등 관계기관이 두어 달 가량 치열하게 교섭했

음을 언급한 뒤, “한국과 미국의 사이를 이간질할려고 하고 반미사상을 고취할려고”

하는 시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언론매체의 자극적 보도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 협정

의 ‘「풀 택스」(full text)’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취하였다. 이에

같은 여당 소속의 서동진(徐東辰) 외무위원장은 외무부 측의 입장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이를 회람한 뒤 여·야·정부 대표들 간 간담회를 추진하자 제의하였고, 다른 의

원들도 이에 동의하면서 이날의 질의는 마무리되었다.89)

다. 야당의 물밑교섭 거부와 대립 심화

2월 9일 오후 장면 총리는 곽상훈(郭尙勳) 민의원 의장 및 원내 각파 간부들

과 협정 비준문제를 의논한 뒤, 이들을 재차 초청하여 협의를 이어가고자 했으나

야당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신민당의 김영삼·이민우 원내부총무는 오히려 “외교문제

를 초당파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한 장 총리가 야당 의원들에게는 전혀 상의도 없이

정부 단독으로 조인해놓고 이제 와서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

는 것”이라 항의하였다.90) 10일 저녁 장 총리는 각파 대표와의 회담을 다시 추진하

였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불발되어, 여·야 간의 물밑교섭은 중지되었다.91)

이 시점에서 민주당은 협정 비준철회는 물론 어떠한 형태의 수정도 불가하다

는 입장을 정하였으나, 당내 소장파(少壯派)인 신풍회(新風會) 대변인 이규영(李奎

榮) 의원이 “미국 측 입장과 미 국내법에 치중한 나머지 우리나라 헌법이나 국내법

과의 관계는 전혀 고찰된 바 없다”고 하며 협정을 비판하는 등 당내 의견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92) 민정구락부는 독자적인 검토에 나선 한편, 신민당에서는 협

정을 국회에서 수정하자는 견해가 중론을 이루고 있었다.93) 특히 신민당 이충환(李

忠煥) 의원의 경우 미국 상원이 1954년 1월 26일 한·미 상호방위조약 비준동의 시

89) 이상 외무위원회의 논의 내용은 제38회 국회 민의원 외무위원회의록 제4호 (단기 4294년 2월

9일) 1~25쪽 참조.

90) 『동아일보』 1961년 2월 9일자 석간 제1면 〈張 總理 招請도 拒否〉.

91) 『경향신문』 1961년 2월 11일자 조간 제1면 〈野, 各派 代表會議를 拒否〉. 신민당 양일동 의

원은 김영삼·이민우 양 부총무의 발언과 동일한 맥락에서 “협정 체결 이전 대일정책처럼 사전

협의를 거쳤어야 했는데 이와 같은 사후협의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92) 『경향신문』 1961년 2월 12일자 석간 제1면 〈民主黨 少壯派 對 老壯派 反目 露骨〉; 『조선

일보』 1961년 2월 12일자 석간 제1면 〈政策委와 院內總務 不信〉.

93) 『경향신문』 1961년 2월 10일자 석간 제1면 〈韓·美 經濟協定 修正論 擡頭〉; 『조선일보』

1961년 2월 10일자 석간 제1면 〈修正批准論 擡頭〉. 당시 신민당의 입장에 관하여 『경향신문』

과 『동아일보』·『조선일보』의 보도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경향신문』은 대체적으로 비

준반대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보도한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국회의 비준거부 시에

있을 한·미 관계의 악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신민당 간부들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헌법 제42조에 의한 국회 동의 필요 조약이 아님을 이유로 비준동의안을 반려시킬 가능성이 있

다고 언급하였다. 『동아일보』 1961년 2월 10일자 석간 제1면 〈各派 代表를 招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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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해석에 관한 양해결의를 추가하여 ‘사실상 수정’했던 전례를 들어94) ① 제3조

상 미국의 ‘무제한 관찰’ 조항과 ② 제5조의 원조사절단에 대한 외교특권 부여조항

그리고 ③ 제7조 소정의 일방적 원조중단 가능조항을 민의원에서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2월 11일 신민당 강승구 의원 외 12명은 국무위원 출석동의안을 제출하여, 13

일 소집될 민의원 본회의에 장면 총리와 정일형 외무부 장관, 태완선 부흥부 장관

등을 소환해 경제기술원조협정 조인경위를 집중 추궁키로 하였다.95) 이로써 비준

관련 공방(攻防)은 집권여당과 보수야당 간의 물밑교섭을 떠나 국회에서 공개적으

로 전개되었다.

라. 2월 13일 민의원 본회의 질의

경제기술원조협정을 둘러싼 논란은 2월 13일 오전 10시 개회된 민의원 본회

의의 핵심안건이 되었다. 대정부질의를 시작한 신민당 강승구 의원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대립하는 냉전적 구도 아래 외교·국방영역이 이미 미국의 영향권에 있

는 상황에서, 경제기술원조협정으로 경제부문까지 그 감독 하에 놓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강 의원은 특히 1904년 한·일 의정서와 1905년 을사보호조약, 1907년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이 결국 1910년의 한·일 합방으로 귀결되었다 언급하며, 미국

과의 협약 단일화도 이와 유사하게 주권이 상실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고

추궁한 뒤, 헌법 제71조에 따라 정부가 체결한 조약의 비준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

우 내각불신임으로 간주됨을 상기시켰다. 이에 장 총리는 미국과 제국주의 일본을

비교한 강 의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한 후, 협정의 체결경위와 문제시되는 조

항들의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신민당 박준규 의원은 평소 ‘초당파 외교’를 부르짖던 장면 내각이

정작 ‘사후결재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경제기술원조협정이 “언어사용에 있어서

굴욕적이고 가장 비외교적”인 문안으로 타결되었다고 질책하였다. 그는 ① 미국이

튀니지·모로코·수단·일본 등과 체결한 유사조약에는 각국 입법부의 비준동의를 요하

94)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쌍방이 통치하는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 발생 시 각국 헌법에 의

거한 적의(適宜) 조치를 규정하고 있었다. 상호방위조약을 심의한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승

만(李承晩) 대통령의 호전성을 우려하며 한국이 단독북진(北進)을 감행할 시에도 해당 조항이

작동하는지 질의하였다. 이에 덜레스(John F. Dulles) 국무성 장관은 그 경우 제3조 소정의 의

무는 발효되지 않으며, 이를 염두에 두고 조약이 ‘현 시점에서 각국의 통제 하에 있는(now

under their respective control)’ 영토에만 적용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답변하였다. 상원은 이

러한 행정부의 견해를 반영하여 1954년 1월 26일 상호방위조약의 비준동의와 함께 제3조 해석

에 관한 양해를 첨부하였던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미측 비준과정 관련하여 보다 상세

한 사항은 김남수,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과정 연구: 동맹의 제도화를 통한 동맹 딜레마의

관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56~62쪽 참조.

95) 『동아일보』 1961년 2월 11일자 석간 제1면 〈「經濟協定」 經緯 追窮〉; 『조선일보』 1961

년 2월 11일자 석간 제1면 〈政府 側은 매우 緊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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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는데 왜 한국에서만큼은 국회의 인준이 요구되는지 ② 상호안전보장법 제

131조 ⒟항의 특혜규정이 배제될 만큼 한국의 경제상황이 호전된 것인지 ③ 국문

정본이 작성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지 ④ 제1조에 방위목적 외에도 경제재건의 목

적을 명시할 수는 없었는지 ⑤ 대만 ‘농촌재건합동위원회(JCRR: Joint Committee

for Rural Reconstruction)’의 사례에서처럼 합동경제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한측에

유리하도록 조정할 수는 없었는지 ⑥ 가장 중대한 문제로, 제3조상 미측의 ‘무제한

관찰’ 허용 구절은 세계 어느 나라와의 경제협약에도 찾아볼 수 없는 ‘불리한 언어

의 총집대성’인데 어떻게 이를 한 글자의 수정도 없이 수용했는지 ⑦ 제5조의 외교

특권을 부여받는 경제사절단의 범위가 미측의 일방적 결정에 좌우되는 것은 아닌지

⑧ 제6조의 면세권 설정에 있어 ‘자동차 등의 동산’을 꼬집어서 면세품목에 포함한

이유는 무엇인지 ⑨ 폐기·개정절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까닭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질문하였다. 박 의원은 “특히 4·19 이후의 역사에 하나의 오점이라도” 남겨

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부결하여 정부로 하여금 수정케 하

든지, 한·미 행정협정 조인 시까지 표결을 보류하였다가 행정협정이 타결되면 함께

비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해석조항을 붙여 미측의 동의를 구하는 수

밖에 없다고 역설하였다.96)

다음으로 질문에 나선 통일사회당 윤길중(尹吉重) 의원 역시 대한민국 수립 직

후 그리고 전시상황의 급박한 환경에서 체결된 기존 경제협정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

서든 보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재확인한 데 그친 것은 문제라 지적하고, “근

본적으로 4월혁명 이후에 신생 대한민국으로서 출발한 장면 내각으로서는 이 주권에

대한 민족자주정신에 대한 일대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지 힐난하였다. 이상의 질문

에 대해 정일형 외무부 장관과 태완선 부흥부 장관은 ① 정부로서도 당초 국회 비준

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혹시 있을지 모를 세간의 오해를 불식하는 한편, 외교

특권 및 관세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비준동의를 요청하였으며 ② 경

제지표상 1958년을 기점으로 한국전쟁 전전(戰前)의 수준을 회복하였기에 미측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③ 미측이 제출한 각서는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답

변은 국문으로 작성되었으며 ④ 경제발전 관련 문구가 없다 해서 이를 도외시하지는

않았고 ⑤ 대만의 농촌재건합동위원회는 한국의 농림부에 상응하는 집행기관으로 합

동경제위원회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하며 ⑥ 미국이 프랑스·이탈리아·대만·튀니지·모로

코·수단 등과 체결한 조약에서도 정보·시설의 제공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97)

96) 『경향신문』 1961년 2월 13일자 석간 제1면 〈張 總理 出席裡에 韓·美 經濟協定 追窮〉; 『동

아일보』 1961년 2월 13일자 석간 제1면 〈韓·美 經濟協定의 性格 追窮〉. 한편 박준규 의원은

같은 당 이충환 의원의 주장을 이어받아, 협정 해석에 관한 부대각서를 교환하는 한편 조속한

행정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 판단하고, 이를 12일 언론에 발표한 바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비준동의는 그의 주장대로 처리된 셈이었다. 『조선일보』 1961년 2월

12일자 석간 제1면 〈條件附 批准할 듯〉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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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USOM 직원의 입국 시에는 한측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일

은 없을 것이라 해명하였다. 이후 질의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으

나, 이영준(李榮俊) 부의장이 21일 본회의에서 속개하자고 주장하여 산회하였다.98)

본회의가 끝난 뒤 신민당 유진산(柳珍山) 간사장은 ① 비준동의안 거부나 ②

국회 비준 불필요 사유로 정부에 반려 또는 ③ 부대조건 첨가 후 통과 등 3가지 안

을 두고 검토 중이라 밝혔다.99) 한편 민정구락부 이찬우(李燦雨) 의원은 14일 오전

경제기술원조협정에 비밀부대문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21일 속개될 민의

원 대정부질문에서 면세특권 대상자들에 의한 밀수(密輸) 우려를 집중 제기함과 함

께 이를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김용식 사무차관은 이찬우 의원의 주장이 사

실무근이며 “공개된 협정문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하는 등 정부 당국과 보수

야당의 대립구도는 점차 가열되었다.100)

(3)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의 반대운동

혁신야당과 학생세력은 경제기술원조협정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한 세력이었다.

협정 조인 다음날인 2월 9일 원외 혁신정당인 사회대중당은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각

정당 및 사회단체들의 공동대응을 제의하였다. 한편 서울시내 각 대학교에서는 1960

년 11~12월 사이 ‘민족통일연구회’라는 이름의 학생조직이 결성되었는데, 서울대학교

등 7개 대학의 동 조직은 동계방학기간의 휴면상태를 깨고 2월 12일 ‘전국학생 한·

미 경제원조협정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 반대활동을 본격 전개키로 하였다.101)

유일한 원내 혁신정당이던 통일사회당 역시 긴 침묵을 깨고 13일 협정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통일사회당은 “국회는 한·미 경제원조협정에 대해 자주적인 입

장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될 때까지 동 협정의 비준을 거부하

는 한편 이것을 계기로 신분협정 및 행정협정의 체결을 서두를 수 있는 모든 조치

97) 보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이탈리아·대만과는 “협정 수행을 위한 관찰과 검토에 필요한 일체의

정보와 시설을 제공한다”고, 튀니지와는 “협정 수행에 관한 완전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협정 수행에 관한 정보기록 및 계획과 사업에 대하여 제한 없이 관찰과 검토를 허용한다”고,

모로코와는 “협정 수행에 관한 계획과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 및 관찰·검토에 필요한 모든 시설

을 제공한다”고, 수단과는 “협정 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및 원조사용에 관한 관찰을 위한 모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의하였다 설명하였다.

98) 이상 본회의 논의 내용은 제38회 국회 민의원 회의록 제26호 (단기 4294년 2월 13일) 2~25쪽

참조. 한편 21일 개회 예정이었던 민의원 본회의는 신민당 중앙위원회 일정과 겹치면서 102명

의 의원만 출석한 가운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유회(流會)되었다. 협정 관련 질의는 22

일 열린 본회의에서 속개되었다. 제38회 국회 민의원 회의록 제27호 (단기 4294년 2월 21일) 1

쪽; 『경향신문』 1961년 2월 21일자 석간 제1면 〈21日 民院流會〉 참조.

99) 『경향신문』 1961년 2월 14일자 조간 제1면 〈經濟協定 返戾 與否 등 論議〉.

100) 『동아일보』 1961년 2월 14일자 석간 제1면 〈韓·美 援助協定에 秘密附帶文書〉; 『조선일

보』 1961년 2월 15일자 조간 제1면 〈金 次官 否認〉. 현재까지 공개된 외교문서에서도 협정

본문 및 합의의사록 외 별도의 부속문건은 찾아볼 수 없다.

101) 정근식·이호룡 編, 2010, 246~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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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기서는 “민족적 자주성 없는 장 내각의 본질이 그

대로 드러난 것”, “협정 중 몇 가지 규정은 미 원조당국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의뢰

심이 많은 소아(小兒)와도 같은 장면 내각을 후견감독하려는 의도에서 마련한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는 비판이 포함되어 있었다.102)

다음날인 14일은 협정 반대운동이 가장 활발히 전개된 하루였다. 이날 사회대

중당·사회당·혁신당 등 17개 정당 및 사회단체는 ‘2·8 한·미 경제원조협정 반대 공

동투쟁위원회(以下 ‘공동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운

동을 전개할 예정”임을 밝혔다.103) 이들은 비준 반대 범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서 성토대회 및 가두시위를 준비키로 하였으며, 원내 혁신야당인 통일사회당

은 물론 보수야당인 신민당도 자신들의 활동에 동의하고 있다 주장하였다.104) 정부

는 이러한 반대운동이 격화될 경우 “흡사 지난날 일본의 미·일 안보조약 개정 반대

데모를 방불케 하는 시위운동이나 성토대회가 될 것이 아닌가 하여” 예의주시하게

되었다.105) 한편 탑골공원에서도 학생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토대회가 개최되

었는데, 여기서는 특히 대미관계에서의 민족자주성을 요구하는 각종 결의문이 채택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한다.106)

< 호 소 문 >

102) 『조선일보』 1961년 2월 13일자 석간 제1면 〈援助協定 是正 統社黨서 强調〉; 2월 14일자

조간 제1면 〈聞外聞〉.

103) 『동아일보』 1961년 2월 14일자 석간 제1면 〈經協反對鬪委〉; 『조선일보』 1961년 2월 14

일자 석간 제1면 〈韓·美 經援協定 反對에 大規模 運動 展開〉; 2월 15일자 조간 제1면 〈汎國

民運動 展開〉; 한국역사연구회·4월민중항쟁연구반, 2000, 119~120쪽. 공동투쟁위원회에 명의를

올린 단체는 사회대중당, 혁신당, 삼민당, 사월혁명단, 전국학생조국통일추진위원회, 전국피학살

자유족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민족청년동맹, 전국실업자구호대책위원회, 한국실업자

협회, 통일민주청년동맹, 조국통일민족전선, 전국학생혁신연맹, 전국고학생연맹, 통일문제연구위

원회, 민족통일연맹, 재경(在京)구례유학생회 등 17개였다. 다만 이 가운데 사월혁명단은 2월

17일 성명서를 내고 ‘공동투쟁위원회’에 가입한 바가 없으며, 협정 비준을 반미운동에 활용하려

는 망동(妄動)을 경고한다고 천명하였다. 이어 한국실업자협회 소속임을 주장하는 천여 명의

군중들도 사회대중당이 자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주장하며 21일 오전 용공(容共)·혁신분자

타도시위를 전개하였다. 또한 재경구례유학생회 역시 소속 회원 1명이 ‘공동투쟁위원회’ 결성대

회에 참석한 것이 확대되어 명의가 오용(誤用)되었다 해명하는 등, 이들 17개 단체가 모두 유

기적인 연계 하에 조직화된 것은 아닌 듯하다. 『경향신문』 1961년 2월 18일자 조간 제1면

〈經協 反對에 不加擔 四月革命團서 聲明〉; 2월 21일자 석간 제3면 〈容共革新을 反對〉;

『동아일보』 1961년 2월 28일자 석간 제1면 〈政界스냅〉 참조.

104) 그러나 신민당 박준규 의원은 “의회투쟁을 통하여 동 협정을 반대할 수 있으며 원외에서 통

일체를 구성하며 국민운동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밝혀, ‘공동투쟁위원회’의 노선에 찬동하지

않음을 언명하였다. 『동아일보』 1961년 2월 14일자 석간 제1면 〈院外活動 不必要 朴浚圭 議

員 言明〉 참조.

105) 『조선일보』 1961년 2월 15일자 조간 제1면 〈汎國民運動 展開〉; 〈聞外聞〉.

106) 사월혁명연구소 編, 1990, 161쪽. 이하의 발췌문은 사월혁명연구소 編, 1990, 287~291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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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략) 제2공화국 정부와 보수정객들은 이권투쟁과 정파싸움으로 소

일하며 우리의 혁명과업을 공공연히 태업하고 통일성업(聖業)을 촉진하

는 대신 오히려 민족의 분할을 영구화하고 조국의 주권을 굴욕적으로

침해하는 한·미 경제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

(중략) … 구세기의 침략적 제(諸) 조약이나 을사보호조약도 결코 이처

럼 가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략) …

< 대정부 및 국회건의문 >

… (상략) 우리는 매족적(賣族的) 국제협정을 조작하고 조인한 외압세

력, 정부각료 급(及) 그 방조세력, 이의 심의에 당해서 민족의 의사와

인민의 고함을 회피하려는 역사적 태도를 취하는 국회 및 기타의 집단

세력에 단호히 항쟁하려는 것이다. … (중략) …

1. 정부는 지난 2월 8일 조인시켰던 매족적인 한·미 경제협정을 즉각 철

회하라. 또 그것을 실질적 내용으로 하는 여하한 협정이나 계약을 염두

에도 두지 말라.

1. 국회는 동 협정을 즉시 거부하라. 국회는 민족주체성·자주성과 교환

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여하한 정상배적(政商輩的) 조작을 부리지 말라.

1. 국회는 앞으로의 일절의 대미·대일관계에서 민족자주성을 절대 고수

하라. 여사(如斯)한 결의의 일단으로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적

재침 기도를 단호히 배격하라. (하략) …

< 미국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 >

… (상략) 우리는 전체의 분노한 민족의 의사를 대표하여 최근 당신들과

우리 정부 간에 체결된 예속적 식민지적 불평등협정에 결연히 반대한다.

당신들이 이번 협정을 체결함에 당해 제시한 전(前) 조약들은 무엇인

가? 한·미 상호방위조약(54년 12월),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50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52년 5월) 등은 전

시에 일체의 비판적인, 또한 진실한 의견이 봉쇄된 가운데 당신들과 이

승만 일당이 체결한 것이다. … (중략) …

미국은 전 세계를 통하여 퇴조하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파리한 패배

를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이미 17세기는 아니다. 지금은 이미 ‘야만인’

아시아, ‘인종의’ 아시아는 남아 있지 않다. (하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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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권세력의 이중대응과 미국의 간접개입 (2월 15~21일)

(1) 집권세력의 강·온 양면대응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이 주도한 2월 14일의 ‘공동투쟁위원회’ 조직과 탑골공

원 성토대회는 정부 당국에 적잖은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107) 이를 계기로 정부는

보수야당 및 언론과 혁신계를 분리하여 후자(後者)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키로 하였

던 바, 장면 총리는 15일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그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장 총리는 신민당을 위시한 보수야당의 반대는 “국가 전체의 장래를 위한 선

의의 노파심적(老婆心的) 경고”라 생각하며 “이러한 경고는 정부로서도 환영”한다고

천명한 다음, “국민과 야당 의원들이 협정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정부는 원내인사들에게 협정 내용을 이해시킨 후 국회 동의안을 제출할 것”

이라 하여 보수야당의 양해 전 비준동의안 표결을 강행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였

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협정 수정 내지 부대조건 첨가안에 대해서는, 조인된 협

정안을 채택하거나 부결시키는 가운데 택일을 할 뿐 수정은 있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는 한편 전일(前日) 집회에서 ‘양키는 물러가라’는 구호가 등장한 것에 주목

하여, 이는 반미사상을 선동하고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북한의 책략과 상통하는 일

이라 주장하였다. 장 총리는 “공산당은 최근 한·미 경원(經援) 단일화 협정 반대시

위와 한·일 회담 반대운동을 틈타서 반미사상을 일으키는 동시 정부와 국민을 이간

시키려는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관한 단서를 파악하

고 엄밀히 내사(內査) 중에 있으며 북한과의 연계성이 밝혀지는 즉시 이를 엄벌에

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였다.108)

다음날인 16일 오전 장면 총리는 외무·내무·법무부 장관 및 치안국장을 소환

하여 협정 반대운동의 격화에 대비한 치안대책회의를 주재하였다. 정부는 14일 탑

골공원에서의 성토대회를 계기로 ‘국방회의에 준하는 치안회의’를 조직하였으며, 혁

107) 단적인 예로, 혁신계의 협정 반대 〈범국민운동 전개〉 보도를 접한 김용식 사무차관은 “이렇

게 되면 한·미 간의 앞날이 은근히 걱정되는군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미국 신문들이 한국민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데… 협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종전 것을 그대로 옮긴 것 아닙니까. …

(중략) … 반대 반대하니 국제적 체면도 참작해야 할 게 아니오”라며 역정을 내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1961년 2월 16일자 조간 제1면 〈聞外聞〉 참조.

108) 『경향신문』 1961년 2월 15일자 석간 제1면 〈北傀兇謀 警戒토록〉; 『동아일보』 1961년 2

월 15일자 석간 제1면 〈張 總理 反美思想 煽動에 警告〉; 『조선일보』 1961년 2월 15일자 석

간 제1면 〈韓·美 經濟援助協定의 批准 野黨側 諒解 前엔 票決保留〉. 이러한 방침은 당시 세

간에 회자되던 ‘4월 위기설’에 선제적으로 대처키 위해 취해진 것 같다. 당시 정계에는 원내·외

에서 격화되던 경제기술원조협정 반대운동을 시발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논쟁, 국토개발

사업 부진, 4·19 1주년을 전후한 정세긴장으로 장면 내각이 도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파다해 있

었다. ‘4월 위기설’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조선일보』 1961년 2월 15일자 조간 제1면

〈張 內閣에 四月危機說〉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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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가 주도하는 반대운동의 배후에 대한 수사경위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서

는 특히 비준 반대 움직임이 “반미운동이나 공산북괴의 책동에 편승되어서는 안 될

것”임이 강조되었다.109) 한편 같은 날 오후에는 외무부가 미국이 타국과 체결한 유

사협정과 경제기술원조협정 간 주요항목 대조표를 언론에 공개하며 적극적인 해명

에 나섰는데,110) 이는 장면 내각이 보수야당 및 언론과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이라는

두 반대세력을 분리하여 강·온 양면책을 동시에 구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2) 집권세력의 이중대응에 대한 반대세력의 반발

장면 내각의 이 같은 전략에 야당은 보수·혁신을 막론하고 “반대파를 무작정

빨갱이로 몰아붙이던 이승만 수법의 부활”이라 여겨 일제히 반발하였다. 신민당 소

속 박준규·김영삼·김용성(金龍星) 의원 등은 “외교·경제분야에 자주성을 지키려는 것

은 정당한 투쟁이나 건전한 야당을 공산당으로 몰려는 태도는 이승만이가 하던 독재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 밝혔는데, 특히 박준규 의원은 “[정부의] 그와 같은

파괴적인 사고방식이 도리어 우리나라의 질서를 교란하려는 불온분자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지금도 제3·5·6항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으며 그 중에도 제3

항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냥 비준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 비판하였다.111)

통일사회당 역시 고정훈(高貞勳) 대변인을 통해 “외교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초당(超黨)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상도인데 부패무능한 정권은 항

상 외교문제를 야당 탄압에 몽둥이로 휘두르는 폐단이 있는 것”이라 비난하였다.112)

그는 15일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협정의 ① 제1조상 한국의 ‘자립경제 확립’ 목적

명시 ② 민족자주성을 해하는 제3조 규정 재검토 ③ 제5조 소정의 미국인 면세특권

폐지 및 개인소득세·사회보장세 부과 ④ 제7조의 원조중지 시 한측과 필수적으로

합의 ⑤ 대충자금 사용권도 한측이 결정토록 하는 자체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당 소속의 민·참의원 6인은 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극한투쟁을 하겠다”고 밝혔

다. 사회대중당 및 ‘공동투쟁위원회’에서도 “애국적인 국민의 의사나 운동을 무조건

반미적이라고 몰아친 것은 반민주적 폭언이며 미국에 대한 아부”라 하여 장 총리의

발언을 질책하고, 그들의 활동은 “반미운동이 아니라 호혜적이고 자주적인 외교원

칙에 입각한 대미관계를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반박하였다.113)

109) 『경향신문』 1961년 2월 16일자 석간 제1면 〈治安對策 등 論議〉; 『동아일보』 1961년 2

월 16일자 제1면 석간 〈治安對策 협의〉; 『조선일보』 1961년 2월 16일자 제1면 석간 〈國內

治安에 對備〉.

110) 『조선일보』 1961년 2월 17일자 조간 제1면 〈免稅項目엔 優位〉.

111) 『조선일보』 1961년 2월 15일자 석간 제1면 〈反對派를 빨갱이로 몰던 李 政權 手法 復活〉.

112) 『조선일보』 1961년 2월 15일자 석간 제1면 〈民主常道 逸脫〉.

113) 『경향신문』 1961년 2월 16일자 조간 제1면 〈極限鬪爭을 公言〉; 『조선일보』 1961년 2월

16일자 조간 제1면 〈反民主的 暴言〉; 〈統社黨 修正案 準備〉. 여당 소속인 민의원 서동진

외무위원장마저 “경제협정의 문제점은 원내활동을 통해 정중하고 신중한 절차로 처리하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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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반발은 야권에서만 제기된 것이 아니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신민당 측

의 대안을 받아들여, 비준동의안 표결에 앞서 제3·5·6·7조 등 문제시되는 조항에 “해

석조문을 부대조건으로 첨가하는 형식의 수정”을 가함으로써 야당에 타협 명분을 제

공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다. 여기에는 “신민당의 반발과 여당 주류파의 틈바

구니에 끼어” 있던 민주당 내 소장파 모임인 신풍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신풍회는 당 간부들에게도 사전 언질을 주지 않은 채 협정을 체결해버린 정

부의 태도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교착상태에 놓인 정국을 타개하

기 위해, 신풍회 총무인 이철승(李哲承) 의원과 대변인 이규영 의원 등은 15일 오후

정부 당국의 충분한 해명과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미국의 방침 천명 및 각

조항 해석에 관한 한·미 양국의 공동합의를 전제로 야당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주

장하였다.114) 이 가운데 미국의 대한(對韓) ‘주권존중’ 방침은 다음날 ‘매카나기 공

한’을 통해 천명되었다.

(3) 미국의 ‘매카나기 공한’ 발표

당초 미국은 한국에서 벌어지던 경제기술원조협정 반대 움직임에 다소 방관적

이었다. 조인 후 미측의 반응이 처음 보도된 것은 2월 10일자 석간신문에서였는데,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9일 워싱턴발(發) 합동통신을 인용하여 미측 관리가

한국 여론의 반발에 “약간의 놀라움을 표시하였으나 진정으로 깊은 우려의 빛을 보

이지는 않았”으며, 국무성 화이트(Lincoln White) 대변인은 금번 협정이 한국의 특별

수원(受援)조건 만료에 따라 이를 타국에 대한 원조절차에 합치시켰을 뿐이라 밝혔

다고 보도하였다. 이어 11일 오전에는 정일형 외무부 장관이 직접 “한·미 원조협정

이 원조관계 국가 간에는 공통적인 내용의 각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논란

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미측의 불평을 전달하기도 하였다.115)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14일 워싱턴발 합동통신을 다시 인용하여, 화

이트 대변인이 1954년 상호안전보장법 제142조에 따라 미국의 경제원조를 받는 모든

국가는 원조자금의 용처에 관해 미측의 감시와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116) 경제기술원조협정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들에

국민은 신중한 태도를 지켜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특별성명서를 내야 할 정도로, 장면 총리의

강공(强攻)에 대한 조야의 반발은 극심했던 것 같다.

114) 『경향신문』 1961년 2월 15일자 석간 제1면 〈條約文의 附帶條件 若干 修正?〉; 『조선일

보』 1961년 2월 16일자 조간 제1면 〈新風會 디렘마 陷入〉. 이철승 의원은 17일 오전에도 정

부가 “좀 더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하지 못한 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20일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협정안을 추인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겠노라고 말하였다. 『경향신문』

1961년 2월 17일자 석간 제1면 〈經協 認准키로 民主黨 少壯派〉; 『조선일보』 1961년 2월 17

일자 석간 제1면 〈對美積極外交를 要求〉 참조.

115) 『경향신문』 1961년 2월 10일자 석간 제1면 〈對韓援助節次 規格統一한 것〉; 『동아일보』

1961년 2월 10일자 석간 제1면 〈援助協定 標準化〉; 2월 11일자 석간 제1면 〈覺書에 不過〉.

116) 실제로 미 상호안전보장법 제142조 ⒜항 10호는, 수원국이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도 원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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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자유로이 선출된 장면 총리를 계속 전폭적으로 신임”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

천명했다고 보도하였다.117) 한편 『조선일보』는 『뉴욕 월드-텔레그램 앤 선(New

York World-Telegram and Sun)』 지의 13일자 〈근시안적 한국〉 제하 사설을 인

용하며, 협정 반대운동에 탐탁지 않아 하는 미국 내 여론을 소개하였다.118)

2월 16일 오전에는 협정 비준을 위한 전환점이 된 ‘매카나기 공한’이 발표되

었다. 이날 매카나기 주한 미국대사는 오전 10시 20분경 파파노 참사관을 통해 김

용식 사무차관을 경유하여 정일형 외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동시에 언론성

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미국이 대한민국 또는 다른 어떠한 나라의 주권도 이를 침해할

이유와 욕망과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명백히 확언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미국은 대한민국의 독립주권을 옹호하기 위한 확고한 공

약을 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여 대한민국의 자립과 경제적 복지를 증

진시킬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안전보장계획은 바로 이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것이며 제3조를 포함한 이번 협정의 모든 조항은 이 목적

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정은 그것이 교섭되고 있을 때의 정신 그리고 동 협정조항이 정

당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예기(豫期)하는 방법 즉 우리가 신뢰하는 협동

국이며 맹방(盟邦)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방법에 의

해서만 해석되고 적용될 것입니다.

동 단일협정의 제3조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제 상호안전보장협정

에 관한 ‘계속적인 관찰’ 및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원조를 공여하지 않을 수 있다

고 규정하였다. 이어 동조 ⒝항은 수원국이 원조자금으로 말미암아 얻는 수익에 대하여서는 특

별계정을 설정하여 그와 동액(同額)의 통화를 예치해야 하는데, 이 중 미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10% 이상이라 명시하였다. 이는 그간 1.5% 선을 유지해왔던 미측의

대충자금 사용비율이 급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한편 동법 제503조 ⒜항은 미국의 국가이익·안전 위해 및 목적 불합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조지급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일방적 원조중지’로 논란이 된 경제기술원

조협정 제7조는 이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상 대한민국 외무부 조약과, 「한·미 간의 경제기술원

조협정 (제2권 자료)」, 『대한민국 외교문서』 필름 J-0016, 파일 11, “미국 상호안전보장법(발

췌)” (프레임 232~240) 참조.

117) 『경향신문』 1961년 2월 15일자 석간 제1면 〈韓國만이 例外될 수 없다〉; 『동아일보』

1961년 2월 15일자 석간 제1면 〈모든 受援國에 適用〉.

118) 『조선일보』 1961년 2월 14일자 석간 제1면 〈經援單一協定 擁護〉. 신문이 인용한 사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정은 벌써부터 변덕스러운 한국인들 가운데 벌집을 쑤셔 놓은 격

이 되었으며 … (중략) … [주권침해에 대한 한국인들의] 근거 없는 비난의 탄막(彈幕)으로 해

서 우리가 이 현명한 협정에서 한 뼘치라도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한국 국민들

은 그들이 겪은 피의 혁명이 있은 지 미처 1년도 못 되어 혁명을 가져온 미국 원조 사용의 부

패상을 잊어버린 것을 보면 그들의 기억력은 빈곤한 것임이 틀림없다.”



- 43 -

과 일치하며 미 국회에 의하여 발포(發布)된 상호안전보장법은 원조계

획의 진전에 대한 부단한 관찰과 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국가에게는 원

조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 협정의 기타 제 조항과 마찬가지로 이 조항은 동 협정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경제·기술 기타 관계원조계획으로부터 한국이 최대한의 유익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할 뿐입니다. 동 협정 이전에 한·

미 간에 체결되었던 원조절차에 관한 제 협정에도 역시 원조계획의 관

찰과 조사에 대한 조항이 있었습니다.”119)

119) 『경향신문』 1961년 2월 16일자 석간 제1면 〈主權擁護 爲한 公約〉; 『동아일보』 1961년

2월 16일자 석간 제1면 〈韓國主權 不侵害〉; 〈맥카나기 大使 聲明書도 發表〉; 『조선일보』

1961년 2월 16일자 석간 제1면 〈매 大使, 美 政府 公翰 傳達〉. ‘매카나기 공한’이 경제기술원

조협정 반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한·미 당국 간 협의의 결과였음은, 상기 『동아일

보』 보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외교문서에 수록된 ‘매카나기 공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외무부 조약과, 필름 J-0016, 파일 11, 주한 미국대사관 공한 (프레임 129~130) 참조.

Dear Mr. Minister:

In view of criticism which has com to my attention concerning the recent

Comprehensive Aid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I intend later today to

make public the following statement:

“I explicitly affirm that the United States has no reason, desire or intent to infringe on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ny other nation. On the contrary, the

United States is firmly committed to upholding the sovereign independ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s resolved to promote in every way it can the self-reliance

and economic well-being of this Republic. The Mutual Security Program is directed to

that very end and everything in the Agreement, including Article Three, comports with

that purpose.”

“The Agreement will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the spirit in which it was

negotiated, and in the only way authorized or contemplated by its provisions: ―

namely, with full respect for the sovereignty of our trusted partner and ally, the

Republic of Korea.”

“Paragraph Three of the Comprehensive Agreement is in accord with Mutual Security

Agreements between the Untied States and other nations. The Mutual Security

Legislation promulgated by the United States Congress requires that no program of

assistance can be furnished to any country without continuous observation and review

of the progress of that program.”

“This provision, like other provisions of the Agreement, is intended only to assure that

the Korean economy obtains the maximum beneficial results from the economic,

technical and other related assistance programs and operations for which the

Agreement provides. The previous agreements on aid procedur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lso have contained provision for observation and

review of the aid program.”

Sincerely yours

Walter P. McConaughy

American Ambass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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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나기 대사는 이어 오후 3시 5분 장면 총리와 면담하며 협정의 가능한 비

준시기를 문의하였다. 이에 장 총리는 국회 개의 즉시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여 월말

까지 통과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노라 답변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

기 때문에 항간에 물의를 일으킨 것이 사실이나 시일이 흘러감에 따라 점차 양해되

어 가는 경향”에 있다고 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였다.120)

(4) 신민당의 입장 전환

매카나기 대사의 공한 및 성명에 관해 정일형 외무부 장관과 김용식 사무차

관은 즉각 “극히 만족스러운 것이며, 이로써 일부 층의 비난은 해소될 것으로 본다”

는 입장을 내놓았다.121) 그렇지만 민정구락부 소속 윤재근(尹在根) 의원은 16일 오

전 “미측이 스스로 대안을 만들든가 아니면 장 내각이 국민감정의 냉각을 기다려

문제된 조항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큼 수정하여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고, 매카나기 대사의 성명 발표를 계기로 협정 비준에 찬

성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요(要)는 민주당 정부가 독자성을 갖지 않고 그따위 짓을

저질러 놓은 것이 문제”라고 답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122)

주목할 만한 것은 신민당의 입장 변화였다. 16일 오전까지만 해도 양일동 국

회대책위의장은 “한·미 양국 간의 절충에 의해 동 협정내용이 수정되지 않는 한 승

인해줄 수 없다”면서 “양국 간의 해석각서 교환은 불필요”하며, 표결에 참가하여 부

표(否票)를 던지느냐 총퇴장(總退場)하느냐의 대응전술이 문제가 될 뿐 신민당의 불

승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강경론을 천명하였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입장이 결

코 반미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원외에서의 반대활동은 “공산세력에 역이용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123)

그러나 비슷한 시간대 이충환 정책위의장은 1시간 가량 장 총리와 회담하며

비준동의안 처리문제를 협의하였다. 또 김영삼 부총무는 “해석각서가 국민과 야당

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것이라면 신민당도 동 협정을 비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

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준규 의원도 “문제조항에 대하여 해석각서를 교환하든가” 미

측에서 만족할 만한 해석각서를 작성하여 보내주는 것이 가능한 해결방안임을 역설

하였고, 당초 비준 반대의사를 밝히던 이상돈(李相敦) 의원 역시 ‘매카나기 공한’을

보다 상세히 검토하게 되면 비준에 찬성할 수도 있다 발언하는 등, 당내 전반적인

120) 『경향신문』 1961년 2월 17일자 조간 제1면 〈맥 大使, 張 總理와 要談〉; 『조선일보』

1961년 2월 17일자 조간 제1면 〈韓·美 經援協定 月末까지 通過努力〉.

121) 『경향신문』 1961년 2월 16일자 석간 제1면 〈滿足스러운 것〉; 『조선일보』 1961년 2월

16일자 석간 제1면 〈鄭 外務, 滿足表明〉.

122) 『경향신문』 1961년 2월 16일자 석간 제1면 〈批准同意는 賢策 아니다〉; 『조선일보』

1961년 2월 17일자 조간 제1면 〈聞外聞〉.

123) 『경향신문』 1961년 2월 16일자 석간 제1면 〈修正 않는 限 承認할 수 없다〉; 『동아일

보』 1961년 2월 16일자 석간 제1면 〈反美運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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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가 바뀌고 있음은 여실하였다.124)

(5) 언론의 인식 변화

협정 조인 직후 비판일색이었던 언론의 시각도 2월 15일을 기점으로 점차 변

하기 시작하였다. 『경향신문』은 15일 기사에서 전일 학생들이 주도한 탑골공원

성토대회를 냉정히 비판하였다.125) 신문은 다음날 〈한·미 경제협정 반대운동의 한

계〉 제하의 사설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발췌

하면 다음과 같다.

“… (상략) 협정에 대한 반대운동이 북한괴뢰의 줄기찬 반미운동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우려가 있음에 … (중략) …

4·19 혁명을 겪고, 침체에서 자아의식을 새로 찾아 새로운 건설의욕을

보이기 시작한 요즈음, 구태의연한 한·미 경제협정 초안이 보도되자 국

민의 실망이 컸음은 부득이한 일이었다. … (중략) … 이번 협정 초안은

조금도 새로운 것이 아니고 재래(在來)의 수개 협정을 단순히 단일화한

만큼, 이제까지도 이러한 간섭과 이러한 대우를 하여 왔다. … (중략) …

그러나 그러한 반대운동이 그만한 근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우

방인 미국에 대한 반미운동의 색채를 띠게 된다면 국민의 진정한 여론

을 대변하는 운동이 아닐 것이다. … (중략) …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자주적인 입장에서 이를 비판하고 협상하는 것은 좋지만 … (중략) …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적이며 자유를 수호하는 정신에서 이

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지, 공산주의를 영합(迎合)하

기 위한 반대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새삼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다. … (중략) …

그러므로 정부도 과거 자유당(自由黨)이 생사람을 공산당으로 만들던 과

124) 『경향신문』 1961년 2월 16일자 석간 제1면 〈治安對策 등 論議〉; 『동아일보』 1961년 2월

16일자 석간 제1면 〈反美運動 아니다〉; 『조선일보』 1961년 2월 16일자 석간 제1면 〈新民黨,

贊反對立〉. 신민당 내 중론(衆論)의 변화 양상은 『조선일보』의 상기 기사가 더욱 상세하게 보

도하고 있다. 즉 ‘매카나기 공한’ 발표를 계기로 김도연(金度演) 계열 일부가 “돌연 찬성 편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비준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유진산·양일동계(系)와 김도연계가 분화되었다

는 것이다. 협정에 관하여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던 『동아일보』도 권중돈 의원 등이 비준 찬

성입장을 밝히면서 “국회에 회부되는 대로 야당 측의 엄격한 조건부로 민의원을 통과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동아일보』 1961년 2월 17일자 석간 제1면 〈條件附 通過될 듯〉 참조.

125) “원내 야당이 한·미 경제협정을 꼬집더니 원외에서도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학생들도 투쟁위

원회를 구성하였다니 두고 볼 일이지만 외교문제는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닐 듯. 초당외교의

입장에서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감정이 있을는지는 모르나 국민에게 반미감정을 돋우게 한

다면 뭣 잡으려다 독 깨는 격일 걸. 미국 신문이 건망증이라고 평한 것도 알아야지.” 『경향신

문』 1961년 2월 15일자 조간 제1면 〈地意天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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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이 반대운동에 대한 조치에서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국민이

나 야당도 사리를 냉철히 분별하여 공산오열(五列)의 계략을 충분히 경

계해야 할 것이다.”126)

이상에서 드러나듯이 『경향신문』은 혁신세력의 반대운동 조직화와 성토대

회를 계기로 경제기술원조협정 자체에 대한 비판에서 반미운동으로의 비화를 우려

하는 쪽으로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다만 『조선일보』의 접근은 이보다 조심스러

웠는데, 관련하여 2월 17일자 〈한·미 경제협정을 에워싼 주권침해 논의의 귀결〉

제하의 사설을 참조할 수 있다. 여기서는 ‘매카나기 공한’이 협정의 흠결을 보완하

는 촉매(觸媒)가 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이로써 주권침해에 대한 논

란이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을 뿐더러 집권세력의 ‘엄포’ 내지 ‘폄훼’의 태도가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주장하였다. 아래와 같이 관련된 부분을 인용해본다.

“[‘매카나기 공한’ 발표 및 해외 각국의 협정 사례와 비교한 외무부의

소명(疏明) 조치를 언급한 뒤], 이러한 조치만으로써 한·미 경제협정에

관한 주권논쟁이 종식될 것 같지 않는 것 … (중략) …

주권국가라면 일단 효력을 발생한 조약이라 하더라도 그 조약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그 조약을 폐기·수정·연장·갱신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그 조약에 그런 절차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중략) …

어찌하여 종전의 유사협정에는 반드시 들어있었던 우리 주권을 존중한

다든지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운(云云)하던 명문의 규

정이 이번 협정에서는 누락되었는가를 의아하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16

일의 「매카나기」 대사의 공한은 이 점을 보충한 것으로 생각되느니만

치 이 뜻을 받아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정을 협정문 자체에 가하자고 우

리 정부로서는 제의할 수 있다고 본다. … (중략) …

[경제기술원조협정 반대운동의 배후세력을 지적한 장면 총리의 2월 15

일 정례기자회견을 가리켜] 비단 반대자들에 대한 공갈이나 억압의 수

단이라고 오해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 국회 특히 야당 의원들의 심의

권을 침해하는 중대사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중략) …

장 총리를 위시한 정부당국자들이 그것을 수정불가능하다고 국제관례를

빙자하여 운운하고 아울러 공산당과의 관련을 운운하는 등의 불퇴전(不

退轉)의 고압적 태도로 나온 것이 정계에 필요 이상의 파문을 던진 것

126) 『경향신문』 1961년 2월 16일자 조간 제1면 사설 〈韓·美 經濟協定 反對運動의 限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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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중략) … 차제에 이 협정의 체결방식·사후성명 및 그 문면(文

面) 상의 흠결을 즉각 시정하려는 태도를 명백히 하는 데 인색하지 말

아야 할 것이다. (하략) …”127)

(6)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의 반대 지속

‘매카나기 공한’ 발표 직후 통일사회당 고정훈 선전국장은 “미국이 신의 있는

동맹국이라는 점을 의심한 적은 없”으나, ‘매카나기 공한’은 “문제의 초점을 벗어났

다”고 비판하였다.128) 장건상 계열의 혁신당 역시 17일 오후 한·미 행정협정의 조속

체결을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정일형 장관의 만족표명에 대해 “쓸개 빠진

넋두리 이상의 효과를 얻기란 힘들 것”이고 “성명이나 공한은 하나의 외교적 수사

(修辭)에 불과한 것”이라 혹평하였다.129) 이어 한국독립당·독립노농당·한국사회당 등

3개 혁신정당과 혁신동지총연맹도 18일 오전 공동성명을 내어 ‘제3·6조 등의 즉각

시정’과 ‘굴욕조항’에 대한 국회의 유보 내지 수정을 요구하였다.130)

한편 ‘공동투쟁위원회’는 2월 18일 지도위원회 등의 간부진을 선발하고 지방

단위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들은 같은 날 발표한 공동투쟁선언문을 통해 장

면 내각이 4·19로 조성된 혁명적 민의(民意)를 저버리고 미국의 내정간섭을 용인하

였다 비난하며 국회의 비준동의안 거부를 요청하였다.131) 이러한 혁신계의 입장은

20일 발표된 다음 문건에서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132)

<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한·미 경제협정 비준거부촉구 공개장 >

국회의원 제공(諸公)! 제공은 지금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제공

자신을 위하여 준엄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금반 속개되는 회기 초에 논의될 2·8 한·미 경제협정의 심의 결

과 조국의 주권을 피해당함으로써 민족의 자주성을 영영 상실하느냐?

그렇잖으면 비록 불완전한 현상이지만 가일층의 예속은 방지하면서 조

속한 시일 내에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의 쟁취를 기하느냐? … (중략)

… 제공은 제공 개인에 관한 어떠한 애로가 있을지라도 민족적 양심과

127) 『조선일보』 1961년 2월 17일자 석간 제1면 사설 〈韓·美 經濟協定을 에워싼 主權侵害論議의 歸結〉.

128) 『경향신문』 1961년 2월 17일자 조간 제1면 〈焦點離脫한 느낌〉; 『조선일보』 1961년 2월

17일자 조간 제1면 〈核心點을 離脫〉.

129) 『경향신문』 1961년 2월 18일자 조간 제1면 〈韓·美 身分協定 促求 革新黨서 聲明發表〉.

130) 『경향신문』 1961년 2월 18일자 석간 제1면 〈經濟協定 是正 爲해 革新 四團體서 聲明〉;

『조선일보』 1961년 2월 18일자 석간 제1면 〈韓·美 行政協定 促求 韓獨黨 등 四黨 聲明〉.

131) 한국역사연구회·4월민중항쟁연구반, 2000, 120쪽.

132) 이하의 발췌문은 사월혁명연구소 編, 1990, 293~295쪽에서 재인용. 동 문건은 21일 학생들의

참여 아래 등원(登院)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배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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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의 대변자라는 지고한 책임감을 재인식하여 이 협정의 비준을 단호

히 거부할 것을 전체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요사이 국내 일부층에서는 덮어놓고 대공포증에 사로잡혀 있으나 참으

로 무서운 것은 공산당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인 민중의 항거, 민중의 봉

기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중의 봉기를 공산오열 운운함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이승만의 우(愚)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승만 전체의

아성(牙城)이 공산폭력으로 무너졌던 것이 결코 아니고 원성과 증오감

으로 가득 찼던 인민대중의 벌떼 같은 항쟁으로 타도된 사실이 바로 엊

그제의 일이 아닌가? 이러한 4월항쟁은 주권자인 인민대중이 자기들의

정당한 의사에 배반하는 비민주정권은 언제든지 타도할 수 있다는 사실

을 패기늠름한 전초적 시범이요 예시인 것이다.

재2공화국에 실망낙담한 작금(昨今)의 민심동향도 4월항쟁 당시를 연상

케 하는 문자 그대로 폭풍전야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으니 엄연한 사실을

직시하고 철저한 각성과 신중하고 명확한 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략) …

다음날인 21일에는 서울 명동에서 혁신계가 주도한 성토대회와 공청회가 열

렸으며, 여기에 참가한 2~300여 명의 인원이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으로 행진하다

해산되는 등,133) 집권세력의 강공과 ‘매카나기 공한’ 발표에도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

의 저항은 오히려 격화될 조짐을 보였다.

(7) 집권세력의 비준동의안 상정

신민당과 언론의 반응에 일부 진전이 있었음을 본 집권세력은, 혁신계의 반발

을 무릅쓰고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이에 앞서

정일형 외무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경제원조협정에 대한

「일부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한·미 양국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언급하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134) 같은 날 오후

장면 총리가 주재한 ‘정부 각료 및 민주당 정책·기획위원회 연석회의’에서는 경제기

술원조협정 비준동의요청서를 20일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하였다. 정헌주(鄭憲柱) 국

무원 사무처장은 “일부의 당 간부들은 「어구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133) 『조선일보』 1961년 2월 21일자 조간 제1면 〈經協批准 拒否要求 鬪委서 公開狀 發送〉; 한

국역사연구회·4월민중항쟁연구반, 2000, 121쪽. 같은 날 『동아일보』는 사회대중당 김달호(金

達鎬) 당수를 인용하여,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을 주동한 사회대중당의 간판이 무단 교체되고

“당사(黨社) 건물의 열쇠를 경찰에 빼앗기는 등의 수난”이 가해졌음을 전하였다. 『동아일보』

1961년 2월 21일자 석간 제1면 〈政界스냅〉 참조.

134) 『조선일보』 1961년 2월 18일자 석간 제1면 〈經援協定 早速批准要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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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으로서는 「충분한 이해점」에 이르렀다” 말하고, 신민당도 근본적으로 협정 자

체에 동의하고 있는 바 통과 전망은 낙관적이라 밝혔다.135)

20일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정부가 요청한 비준동의안을 2월 중

양원에서 수정 없이 통과하자고 결의하였다.136) 다음날 오전에 열린 민주당 원내대

책-운영위원회 연석회의에서도 2천만 달러의 원조자금을 시급히 획득해야 될 필요

성을 감안하여 2월 말까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적극 추진하자는 입장이 재확

인되었다.137) 정부와 여당은 ‘매카나기 공한’과 이로 말미암은 여론의 변화에 힘입

어, 경제기술원조협정을 원안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시도했던 것이다.

(8) 2월 21일 한·미 경제협정 검토강연회

한편 ‘4월 혁명정신 선양회’가 2월 21일 오전 9시부터 개최한 ‘한·미 경제협정

검토강연회’는 경제기술원조협정을 둘러싼 논란을 대중에게 종합적으로 드러내 보

인 행사였다. 강연회에는 정부측 대표로 태완선 부흥부 장관, 여당인 민주당 대표로

김대중(金大仲) 대변인과 김상현(金相賢) 선전부 차장, 보수야당인 신민당 대표로

박준규 의원, 혁신계 대표로 통일사회당 윤길중 의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김수한(金守漢), 언론계 대표로 조선일보사 부완혁(夫琓爀) 주필 등이 참석한 가운

데 ‘근래 보기 드문 대성황’을 이루었다.

강연의 첫 순서를 맡은 부완혁 주필은 경제기술원조협정이 미국 의회의 인준

없이 한국 국회의 비준만을 요구한 것은 불공평한 면이 있으며, 제1공화국 시기 원조

금액의 남용에 대한 반성과 장기적 원조공약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하였다. 다만 한국

의 주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축자적(逐字的)으로 해석한 것

이고, 주권존중 및 국내법 준수 원칙이 누락된 것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過失)에 의한

것인 만큼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비준 거부보다는 일부 수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태완선 장관은 협정이 기존의 세 협약을 단일화하기 위한 대체문건에 불

과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으로부터 받는 원조물자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불가

피한 조치’임을 역설하였다. 그는 특히 협정 제3·6조에 주권을 제약하는 바는 전혀

없다고 ‘협정내용을 극구변명’하였다. 반면 윤길중 의원은 “미국 정부의 서한만을 가

지고 협정 원문을 삼은 것은 불쾌한 일”이라 지적하며 협정 자체를 전면 거부하였

135) 『조선일보』 1961년 2월 19일자 조간 제1면 〈韓·美 經援協定 20日에 批准要請〉. 이러한 집

권세력의 결정에 ‘공동투쟁위원회’는 “이 협정이 시행되는 날 우리 경제는 미국에의 예속이 우

려되고 내정간섭은 노골화될 것이며 국토의 분단은 굳어지고 민족의 분열은 영구화됨으로써 기

아와 빈곤은 격화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부결시키자는 공동투쟁선언문과 상기 공

개장을 발표한 것이다. 『조선일보』 1961년 2월 19일자 조간 제1면 〈國會 批准拒否〉 참조.

136) 『경향신문』 1961년 2월 21일자 조간 제1면 〈「經協」 無修正 通過키로〉; 『조선일보』

1961년 2월 21일자 조간 제1면 〈韓·美 經濟援助協定 二月 內 兩院批准〉.

137) 『경향신문』 1961년 2월 21일자 석간 제1면 〈經濟協定 月末通過推進〉; 『동아일보』 1961

년 2월 21일자 석간 제1면 〈經濟協定 二月 末까지 批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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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행정협정 체결은 고사하고 경제기술원조협정에 반대하는 이들을 반미분자

로 몰아가는 정부의 태도가 심히 부당하다고도 힐난하였다.

한편 박준규 의원은 미국이 서독·프랑스·대만·모로코·캄보디아·튀니지 등의 국

가들과 체결한 유사협정과 경제기술원조협정의 관계조문을 일일이 비교하면서, 제3

조의 규정은 소위 ‘비(非)문명국가’에 대한 차별대우에 다름 아니라 지적하고 태완

선 장관의 변명을 거짓이라 맹비난하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자주정신과 주권보

장을 천명하는 것으로 타결점을 모색하자”고 주장하여, 본인이 제시한 부대결의안

통과로 협정의 흠결이 치유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끝으로 여당 대표로

나온 김대중 대변인마저도 협정의 문제점에 동의하지는 않을망정 조인·비준 추진과

정상 정부의 태도를 덩달아 비판하는 등, “강연회장의 공기는 이번 한·미 협정이 한

국으로서 굴욕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는 감정이 지배”하다시피 보였다.

『조선일보』는 동 강연회를 총평하면서, 협정에 대한 비판이 중론을 이루었

지만 “미국의 우호적 원조정신을 부정하지 못한다는 견지에서 동 협정에 대한 사후

수습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신문은 이어 “이제 국회는

외교관습상 동 협정을 거부하느냐 전문을 그대로 수정 없이 인준하느냐의 양자택일

의 기로에 서 있고 국민은 국회의 태도를 주목하고 있다. … (중략) … 여당이 절대

우세인 국회의 세력분포와는 별도로 동 협정이 어떻게 체결되느냐가 중대한 관심이

아닐 수 없다”고 하여,138) 민주당이 원내구성 상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음에도 강한

정치·사회적 반대여론에 부딪쳐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할 수 없는 이 사례의 특수

성을 잘 포착하고 있었다.

3) 신민당의 부대결의 제안과 집권세력의 수용 (2월 22~27일)

(1) 집권세력의 강공 재개와 반대세력의 저항

2월 22일 오후 신현돈(申鉉敦) 내무부 장관은 3~4월 중 반정부 봉기가 대규모

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언급하며, 조총련(朝總聯: 在일본 조선인 총연합회)과 연

계된 ‘불순세력’들이 여러 사회단체에 침투하여 이를 선동 중이라 주장하였다. “[이

들은] 혁신세력을 가장하고 한·미 경제협정을 반대하는 데모를 하며 심지어는 일부

에서 중립화론을 부르짖어 반미사상을 고취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행동은 일본 조

총련계와 접선된 모종의 행동으로 본다”는 그의 주장은,139) 2월 15일 장면 총리의

발언 이후 지속되던 대(對)혁신계 강경대응방침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23일 오전에는 장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협정 반대운동 관련 “선의의

138) 이상 ‘한·미 경제협정 검토강연회’에 대한 인용 및 서술은 『경향신문』 1961년 2월 21일자 석간

제1면 〈「經協」 批判講演會 21日 市公舘서 開催〉; 『조선일보』 1961년 2월 21일자 석간 제1

면 〈經援協定 檢討講演〉; 2월 22일자 석간 제2면 〈韓·美 經濟協定 國會認准 可能할가〉 참조.

139) 『경향신문』 1961년 2월 23일자 조간 제3면 〈三·四月頃 反政府蜂起를 劃策〉; 『조선일보』

1961년 2월 23일자 조간 제1면 〈三·四月 危機說에 某種對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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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와 딴 생각을 가지고 편승하려는 것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

다. 그는 “야당이나 혁신계를 탄압할 의사는 조금도 없다”면서도, 그 반대운동을 둘

러싸고 “조련계(朝聯系) 및 북한 공산당이 편승해서 파괴 내지 방해를 조장하고 있

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흉계를 봉쇄하고자 ‘확고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발언하였

다.140) 장 총리는 같은 날 밤 서울 외신기자 클럽 연설에서도 경제기술원조협정에

대한 전적인 찬의(贊意)를 재확인하였다.141)

정부 측의 이러한 주장은 ‘불순세력’으로 지칭된 혁신계는 물론 신민당을 다시

자극하였다. 김영삼 의원은 “국민은 언제든지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데모」를 할 권

리가 있다”고 반박하였으며 유진산 의원 역시 신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친 소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142) 한편 혁신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는데, ‘공동투쟁위원회’는

2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5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주권을 존중하는 정정당당한 원

조를 받자”고 주장하는 성토대회와 가두시위를 진행하고, “반민족적인 한·미 경제협정

의 국회 비준 거부를 위하여 불퇴전의 결의 밑에 투쟁한다”는 요지의 선언문을 발표

하였다.143) 이에 앞서 22일 오후에는 ‘공동투쟁위원회’ 주최 시민궐기대회가 대구·부

산역전 광장에서 각기 약 2천여 명, 2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는 등144) 혁신야

당 및 학생세력이 주축이 된 반대운동은 지방으로까지 확산 전개되었다.

(2) 2월 22~23일 양원 상임위원회 질의

140) 『경향신문』 1961년 2월 23일자 석간 제1면 〈經協反對 善意여부 檢討〉; 『동아일보』

1961년 2월 23일자 석간 제1면 〈四月危機說 근거 없다〉.

141) 『경향신문』 1961년 2월 24일자 조간 제1면 〈張 總理, 外信記者 「클럽」서 演說〉; 『조선일

보』 1961년 2월 24일자 조간 제1면 〈對日問題 考慮는 現實的으로〉. 보도된 장 총리의 발언 중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월 8일에 조인된 신(新)원조협정이 양측의 자유스러운 토

의 분위기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 (중략) … 동 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의 각계각층에서는 동 협

정 조항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고 그것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왔다 … (중

략) … [미국인들은]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지극히 혐오할 만한 것으로 생각할 것… (중

략) … 동 협정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성명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하략) ….”

142) 『조선일보』 1961년 2월 24일자 조간 제1면 〈聞外聞〉.

143) 이에 맞서 ‘대한상이용사회 총본부’는 경제기술원조협정 반대가 용공행위라 경고하며 대응 ‘삐

라’를 뿌리기도 하였다. 『경향신문』 1961년 2월 23일자 조간 제3면 〈24日 聲討大會 「經

協」 反對鬪委서〉; 『조선일보』 1961년 2월 23일자 조간 제1면 〈24日 聲討데모 韓·美 經協

反對〉; 『동아일보』 1961년 2월 25일자 조간 제3면 〈經濟協定 反對 聲討 한편선 社大黨 非

難〉 참조. 한편 당일 성토대회의 참석인원을 2천여 명으로 추산한 기록도 존재함을 부기해둔

다. 한국역사연구회·4월민중항쟁연구반, 2000, 121쪽 참조.

144) 보도에 의하면 대구에서는 “한·미 경협(經協)은 을사보호조약과 무엇이 다르냐, 「삥」에 매

어달린 노예는 싫다” 등의 구호가 나왔으며, 부산에서는 ‘국민에 전하는 호소문’과 ‘정부에 대한

항의문’, ‘국회에 보내는 경고문’과 ‘미 대통령에 발송하는 메시지’를 채택하고 격문 3만 매를 살

포하였다. 대구·부산 일대에서의 이러한 반대시위는, 신현돈 장관이 제기한 ‘3~4월 봉기설’의 진

원지로 영남 일대의 도시들이 언급되었던 당시 상황에서 집권세력에 상당한 위기의식을 초래

하였으리라 판단된다. 『경향신문』 1961년 2월 23일자 조간 제3면 〈經協反對 궐기大會 大邱

서 二千名 參加〉; 〈釜山서도 開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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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참의원 외무국방위원회에서는 경제기술원조협

정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동 위원회에 배석한 김용식 사무차관은 협정을 체결

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설명하였다. 여기서 그는 “국내에서 여러 가지로 반대한다

고 하는 그 소식이 미국에 알려졌기 때문에 미국 국내에는 원조계획에 있어서 상당

히 비판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이 있읍니다”고 언급하여, 비

준동의안의 부결 내지 지연 처리가 미국의 대한원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은근히 암시하였다.

이에 무소속 양춘근(梁春根) 의원과 참우구락부(參友俱樂部) 여운홍(呂運弘)

의원은 정부가 미측 입장에 지나치게 동조하고 있다며, 한·미 간 행정협정 교섭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제기술원조협정에 선뜻 조인한 것은 자주성을 망각한 처사

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참우구락부 김대식(金大植) 의원은 “이것이 뭐 큰 의논

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측 입장에 동정적인 태도를 보였

는데, 동 질의는 마침 진행되고 있던 민의원 본회의에서 김 사무차관을 호출하고

있다 하여 논의를 끝맺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145)

다음날인 23일 오후에는 민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경제기술원조협정 문제가 다

루어졌다. 12시 25분 개회를 선언한 서동진 외무위원장은 정부 측 입장에 따라, 이

미 본회의 차원에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문제시되는 사항도 본회의에서 추가

논의할 수 있으므로 상임위원회로서는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였

다. 김재순 정무차관은 조인 직후 “일부 원외에 있어서 참 유명·무명의 단체에서 이

것이 감정화되어 가지고 마치 미국의 정치적인 우리 주권침해 또는 경제적인 예속

화 이것을 가지고 반미선동을 꾀”하는 상황이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공보활동으로

여론이 전환되었다 자평하며, 참의원에서까지 통과가 이루어지려면 속히 처리가 되

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무소속 나용균 의원이146) 개인적으로는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일종의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에 불과한 경제기술원조협정을 굳이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묻자, 김 차관은 협정 초안에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함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1948년 한·미 원조협정이 국회 인준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문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신민당 유진산 의원과

민주당 한근조 의원이 협정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를 밝히자, 외무위

원회는 재석 7명 전원의 동의 아래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24일 민의원 본

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하였다.147)

145) 이상 상임위원회 논의 내용은 제38회 국회 참의원 외무국방위원회의록 제5호 (단기 4294년 2

월 22일) 1~14쪽 참조.

146) 나 의원은 2월 20일 신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국회사무처, 『국회사: 제헌~6대 국

회 자료편』, (서울: 국회사무처, 1971), 243쪽 참조.

147) 이상 상임위원회 논의 내용은 제38회 국회 민의원 외무위원회의록 제6호 (단기 429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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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월 25일 민의원 본회의 질의

2월 25일 오전 10시 43분부터 민의원 본회의에서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동의

안 관련 질의가 시작되었다.148) 서동진 외무위원장은 심사경위 보고를 통해, 협정

체결과정에 있어 국회와의 사전협의 및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일절 없었던 점에

대해 외무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시되고 있는 ①

제3조 소정의 ‘무제한 관찰’ 조항은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으며 ② 미측 고용인에 대한 특전 역시 정부가 현재 국제연합 소속 기관원에게

제공하는 수준과 다르지 않고 ③ 외무위원회 차원의 비준동의안 수정은 불가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노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것을 찬

성하면은 매국노라도 되지 아니하나 할 만한 인상을 가질 만큼 반대하는 사람은 …

(중략) … 어디서 그런 신념이 나왔는지 떠들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지만 “만

일에 너무 모르는 국민대중들의 감정에만 끌려가서 가지고 마치 반미나 혹은 우리

우방국가인 미국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호에 있는 어떤 한 조각 균열이나 생기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며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였다.

뒤이은 정부 측 제안설명은 필리핀 순방 중인 정일형 장관을 대신하여 김재순

정무차관이 실시하였다. 김 정무차관은 “원내·외, 특히 원외에 있어서” 협정 반대여

론이 왜곡 확산된 것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야당 의원 및 언론계 인사들과 물밑에서

많은 협의를 진행해온 저간의 사정을 밝히고, 경제기술원조협정은 기존의 관련 협약

들을 단일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그는 특히 협정

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상당히 줄었음에도 그 반대운동이 반미적 움직임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149) “이러한 문제가 결코 고의적·의식적으로 반미감정을 선동하

23일) 1~12쪽 참조. 여기서 경제기술원조협정에 반대해오던 유진산·한근조 두 의원이 돌연 찬

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당시 언론은 야당 측의 비준 반대입

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본회의 차원에서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일정 상 협정의 문제

점을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기에, 상임위원회로서는 더 이상의 검토가 불요하다 생각하여 일

단 통과시킨 것이라 분석하였다. 『경향신문』 1961년 2월 23일자 조간 제1면 〈民院 外務委서

經協 批准키로〉; 『동아일보』 1961년 2월 24일자 조간 제1면 〈韓·美 經濟協定 民院 外務委

승인〉; 『조선일보』 1961년 2월 24일자 조간 제1면 〈外務委 無修正 通過〉 참조.

148) 비준동의안은 2월 24일 민의원 본회의에도 상정되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세

부적인 검토를 위해 익일 본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게 되었다. 제38회 국회 민의원 회의록

제30호 (단기 4294년 2월 24일) 20쪽 참조.

한편 2월 25일 본회의 질의에 배석하기로 한 유관 경제부처 각료들의 출석이 지연되자, 질의

는 5분 정도 중지되었다가 장면 총리만 참석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정부 측의 무성의한 태도

에 곽상훈 의장은 유감을 표시하였다. 제38회 국회 민의원 회의록 제31호 (단기 4294년 2월 25

일) 4쪽 참조.

149) “이 협정이 미국 경제의 예속화되는 것이다 또는 미국의 시장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심지

어 나아가서는 이북(以北) 방송의 방송내용과 비슷하게 미 제국주의가 어떻다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극언을 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삐라’도 나오고 있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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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무차관의 설명에 대해 신민당 민관식(閔寬植) 의원은 야당과 최

소한의 협의도 없이 추진된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반미감

정을 국민 속에 싹트게 했”는 바 “필요 이상의 국민의 감정을 자극했고 심지어는 반

미감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까지가 대한민국 수립 후에 처음 발생했”다고 비판하

였다. 그는 상호안전보장법 제131조 ⒟항의 특혜를 지켜내지 못한 외무부의 ‘비자주

적 태도’를 지적하고, 국민들이 “과연 우리의 자주성과 주권이 얼마만큼 존중될 것이

냐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형국에서 국제관례상 협정문 수정이 원천

불가하다는 2월 19일자 장면 총리 발언을 반박하였다. 이어 한국의 부패가 고질화된

데에는 미측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고려되었는지 질의하였

고, 미국이 한국전쟁으로 야기된 전시상황의 종료를 근거로 대한특혜를 배제한 만큼

이를 명분으로 행정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질의를

이어나간 민정구락부의 이찬우 의원 역시, 전일 있었던 ‘공동투쟁위원회’의 시가행진

을 언급하며 “최근에 와서는 그 반대하는 형태가 집단적으로 나타나서 ‘푸랑-카드’를

들고 ‘데모’로 옮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추궁하였다.

이에 장면 총리는 ‘뜻하지 아니한 오해 또는 곡해’가 발생한 데에 유감의 뜻

을 표시하면서도, 경제기술원조협정은 기왕에 운용되어 오던 협약을 단일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음을 김재순 정무차관

과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하였다. 또한 비준동의 반대 움직임이 총체적 반미운동으

로 확산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야당의 건설적 비판과 좌익계열의 준동(蠢動)은 철저

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경고하였다.150)

(4) 신민당의 부대결의안 및 외무부 장관 사퇴결의안 처리 요구

22일 오후 양원 합동의원총회에서 국회 차원의 부대결의를 덧붙이는 조건으

로 비준동의안에 찬성하는 안을 논의한 신민당은,151)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이어

다시 합동의원총회를 열고 비준동의 여부를 토론하였다. 여기서는 국민여론에 따라

비준동의안을 부결시키자는 강경론의 입장과, 원조를 받는 입장이니만큼 수정 후

송도 … ‘마이크’ 방송도 하고 돌아다니는 것 … (중략) … 작금 신문논설에도 지상(紙上)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대서특필해가지고 참 심지어 을사조약과 비슷하다는

등 또는 미국경제의 예속화된다는 등 이래가지고 일종의 ‘이데오로기’ 전화(轉化)하는 그런 그

단순화된 기사는 아마 최근 신문지상에도 여러분 보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중략) …

일반 여론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고 호전되었고 (하략) …”. 제38회 국회 민

의원 회의록 제31호 (단기 4294년 2월 25일) 10쪽.

150) 제38회 국회 민의원 회의록 제31호 (단기 4294년 2월 25일) 4~20쪽; 『경향신문』 1961년 2월

25일자 석간 제1면 〈27日에 表決豫定〉; 『동아일보』 1961년 2월 25일자 석간 제1면 〈韓·美

經協 同意案에 質疑 辛辣〉; 『조선일보』 1961년 2월 25일자 석간 제1면 〈反美分子들 便乘〉.

151) 『경향신문』 1961년 2월 22일자 석간 제1면 〈<附帶條件 添加> 「經協」 批准 同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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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불가피하다는 온건론이 대립하였는데, 결국 일부 독소조항의 수정 또는 해

석각서 첨부에 더해 정일형 장관에 대한 인책(引責) 사퇴결의안을 제출하는 방향으

로 의견을 모았다. 신민당은 비준동의안 및 문책결의안 처리에 관하여 27일 오전까

지 최종방침을 결정키로 하였다.152)

다음날인 26일 오전 신민당 이충환·양일동 의원은 외무부 장관 인책이 협정

동의 여부와는 무관한 별도의 안건임을 말하고, 인책결의안을 27일 먼저 처리한 뒤

비준동의안은 그 다음날 표결에 부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민주당 김대중 대변인은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지만, 민정구락부 윤재근 의원도 “경제협정 비준동의에는 독자

적인 방침을 정할 것이나” 정일형 장관 인책 사퇴에는 찬성한다 발언하였다. 정부

측 대변인인 정헌주 국무원 사무처장은 협정 비준 후에 외무부 장관의 문책 여부를

처리하자 제안하는 한편, “신민당이 이번 경협 체결에 있어 정부의 잘못을 책(責)하

고 또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하는 의미의 부대각서를 붙이자면 굳이 반

대 않겠다”며 부대결의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153)

이에 신민당은 27일 민의원 본회의 개최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제기술원조

협정의 해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첨부하여 비준하자는 타협안을 확정하였다. 같은

시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위원회에서는 비준동의안을 당일 민의원에서 처리할 방

침이었으나, 신민당과의 타결을 위해 이를 하루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154)

(5) 언론의 논조 전환

152) 유진산 간사장은 “우리에게 호의를 갖고 원조해주는 우방 미국에 그릇된 오해나 반미감정을

야기케 한 졸렬한 대미교섭”에 책임을 져야 하며 “지금 상태로서는 동의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공기 … (중략) … 경제협정이 한국의 주권침해나 또는 경제적 침략을 가져온다느니

하는 국민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이토록 졸렬한 외교정책을 해온 무능한 장관을 둘 수 없다

는 것을 내세”우겠다 밝혔다. 동 의원총회에서도 협정이 민족적 자존심을 훼손시켰을 뿐 아니

라 불필요한 반미감정을 조장하여 한·미 관계를 위험에 빠트렸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한

다. 『경향신문』 1961년 2월 26일자 조간 제1면 〈鄭 外務 罷免·條項의 修正〉; 『조선일보』

1961년 2월 26일자 조간 제1면 〈鄭 外務 辭任要求〉.

153) 『경향신문』 1961년 2월 26일자 석간 제1면 〈經協 圍繞 與·野 큰 對决 豫想〉; 〈民政俱·新

民黨 同調 鄭 外務長官 罷免에〉; 〈民主黨선 反對〉; 『동아일보』 1961년 2월 26일자 석간

제1면 〈外務罷免案 先決〉; 『조선일보』 1961년 2월 26일자 석간 제1면 〈韓·美 經援協定 批

准에 波瀾豫想〉.

154) 『조선일보』가 2월 27일자 석간에 보도한 신민당 측 부대각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

협정 중 여하한 조항이나 구절일지라도 대한민국 주권의 「완전존중」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

2월 16일자 주한 미합중국대사 공한의 정신과 원칙에 배치한 해석 또는 적용을 할 수 없다 ②

동 협정 제5조 내의 경제사절단 단원 수는 양국 정부 협의 하에 가급적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③ 제6조에 명시된 면세조항의 범위 및 대상(자연인 및 법인의 국적) 등에 관한 세목은 양국

정부의 협의대상으로 한다.” 이는 최종 통과된 박준규 의원 등이 제출한 부대결의안과 거의 동

일한 것이었다. 동 부대결의안 작성에는 박준규 의원 외에도 이충환·정해영(鄭海永) 의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1961년 2월 27일자 석간 제1면 〈『解釋覺書』 條件

附〉; 『조선일보』 1961년 2월 27일자 석간 제1면 〈附帶決議 添加코 批准〉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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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의 보도는, 초기에 비해 협정 자체에 대한 비판은 확연

히 줄어든 반면 혁신계 주도의 반대운동이 반미 내지 반국가운동으로 전화될 가능

성에 대한 우려가 지배하고 있었다. 2월 24일 석간 『경향신문』은 천안(天安) 이생

원(李生員) 필명의 독자 명의로 된 기고문을 보도하였는데, 여기서는 제1공화국의

부패한 행태가 미국의 발언권 확대를 일정 부분 자초(自招)한 측면이 있으며, 협정

반대운동은 북한의 책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준을 옹호하는 입장이 표명되

었다. 그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보도에 의하면 사회대중당을 비롯한 다수 혁명계 정당·사회단체에서는

이번 2·8 한·미 경제협정반대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리라고 하는 바

이는 국토양단(國土兩斷)의 참상(慘狀) 하에 있는 수혜(受惠) 국민으로

서 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다. 「2·8 경협」이 우리에

게 만족한 것은 물론 아니다.

더우기 우리나라 예산에 대한 미국의 지나친 발언·감독권을 규정한 동

협정 일부는 우리의 자주성을 제약하고 주권마저 침해하는 듯한 인상을

줌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이 정권(李政權)의 경원 비효율적 사용에 자극된 시혜국으

로서의 그 주장은 일말의 타당성이 있다고 아니할 수도 없다.

쓰러진 이 정권 부패의 죄과를 제2공화국의 선량한 국민이 짊어지게 됨

은 결국 과거에 그 부패를 막지 못하고 그 굴레에 매어산 까닭일 것이

다. 서글픈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제2공화국민은 과거를 거울삼아 국민의 임무를 다하여

어떠한 부패라도 미리 막아내고 경원의 최고효율 발휘로 경제부흥의 실

을 거둔다면 이를 개정할 길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미국의 비위를 맞출 필요는 없으나 지금 대대적인 반대투쟁으

로 반미감정을 유발하며 추호라도 이적적(利敵的)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국민의 사소한 불평불만에 편승하기 일수인 공산 선전

모략 방지 상 극히 신중을 기할 것을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155)

한편 『조선일보』는 25일자 조간 〈만물상〉 란을 통해 협정 반대운동에 반

미적 성격이 있을지언정 그 자체를 반국가적이라 볼 수는 없다며 장면 내각의 이념

공세를 비판하였다. 다만 여기에는 반국가운동으로의 확산을 우려하는 시각이 전제

되어 있었고, 협정 자체보다는 집권세력의 해명·설득 노력 부족을 주요 비판대상으

로 운위(云謂)하였다.

155) 『경향신문』 1961년 2월 24일자 석간 제2면 〈民意: 韓·美 經協反對에 愼重을 期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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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운동」이다 「반미적 행동」이다 하는 말이 한·미 경제원조협정

을 반대 측에 대한 비판 또는 위하(威嚇)의 성질을 띤 경고로 사용되고

있다. 반미이니까 용공이요 그러니까 용납될 수 없으며 철저히 규탄해

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반미」라는 것 자체가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의문이다. … (중략)

… 다만 현재 정세 하에서 반미는 국가방위와 민주발전에 중대한 영향

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하다는 그

런 점에서 규탄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론결사의 자유

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 그것이 반국가적이 아니라면 어떤

의견이라도 죄가 될 수야 없다. … (중략) …

이번의 한·미 경제협정에 반대하는 것은 즉 반미행동이라고 정부 측에

서는 확신하는 것 같다. … (중략) … [장면 총리의 2월 23일 서울 외신

기자 클럽 연설을 인용하며] 「반미」라는 위하와 이런 막연막심(漠然

莫甚)하고 자신(自信) 적은 해명과를 가지고 여론을 호전시키려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불가피하게 어떤 점이 어느 정도로 불평등하게 되지 않

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밝혀야 할 일 아닐가?”156)

이어 2월 27일자 석간은, 26일 UPI(Untied Press International)발 보도 인용

을 통해 한국에서 일본의 ‘안보파동’과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까 미측이 우려

하고 있으며, ‘전학련’ 식의 폭력시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혁신계 ‘공동투쟁위원

회’가 범국민적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157) 같은 지면의 사설에서

는 ① 협정 제1조 관련, 정전 이후 제반 사정변경을 감안하여 대한원조의 근본목적

에 관한 양국 정부의 소신을 밝힐 것과 ② 제2조 규정 상 한국 정부가 경제원조 요

청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후 국회와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④ 제4조에 따라 한국

정부의 세입원이던 원조물자 부과 관세 및 물품세가 대충자금에 귀속될 터인데 관

련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⑤ 협정이 발표된 이후 예상되는 대한원조 총액 규모

가 양해되었는지 등,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을 전제로 하여 그 이후 파생될 제반

문제에 관한 대책을 주문하였다.158)

『조선일보』의 변화된 입장은 홍종인(洪鍾仁) 회장이 2월 28일자 조간에 기

고한 〈정객들의 발언과 그 책임〉 제하의 시론(時論)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156) 『조선일보』 1961년 2월 25일자 조간 제1면 〈萬物相〉.

157) 『조선일보』 1961년 2월 27일자 석간 제1면 〈韓國에 混亂 惹起〉.

158) 『조선일보』 1961년 2월 27일자 석간 제1면 사설 〈國會의 經濟援助協定에 대한 審議에 부

치는 우리의 要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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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부를 발췌하여 인용한다.

“… (상략) 근자의 한·미 경제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판공격 가운데 「을

사조약」과 같다느니 하는 말이 야당의 신민당 국회의원 신모(申某)라

는 정객의 입에서159) 외쳐 나오게 되자 그것이 그대로 시정(市町)의 경

제협정 반대의 구호가 되고 또 그것이 한걸음 나아가서 「식민지정책」

하의 조약이라고까지 하여 일종의 반미운동의 공기를 보이고 있는 것도

국회의원의 언론이 얼마나 책임이 중대한가를 생각케 하는 것이다. 문

제의 한·미 경제협정의 표현문구나 조문구성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한다

든가 수정의 여지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의견의

차이라 할 것이다. 협정 가운데 의문되는 문구나 귀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해석을 밝힌다든가 실제로 그 협정이 실시될 경우를 따져들 필

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경제협정이란 것이 도대체 처음으로 체

결되는 것이 아니고 십수년래의 몇 가지 기본적 협정을 다시 추리게 된

것이고 … (중략) … 원칙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주권의 침해라는 문제는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것이다.

주권의 침해 혹은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있다고 한다면 그

것은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한 군사상·경제상 미국원조를 받지 아니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주권의 제약을 면치 못하는 사실이 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 (중략) … 물론 최근의 경제협정 반대운동에는 다소 성격

을 달리하고 있는 갈래도 있음을 볼 수 있으나 … (중략) … 「제1차

한일협약」이나 「을사조약」에 비교했던 신민당 국회의원의 국회발언

이 아직도 그 반대운동의 구호가 되어 있고 또 젊은 학생 간의 논란거

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허무하고도 놀라운 일이라 하지 않

을 수 없는 것이다. (하략) …”160)

이 시론에서 홍종인 회장은 경제기술원조협정을 을사보호조약에 빗댄 신민당

의원의 인식이 경박하였음을 비판하며 협정을 대체로 옹호하였다. 요컨대 2월 말에 이

르러서는 주요 일간지들 역시 협정 반대운동이 ‘안보파동’ 수준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

하는 한편, 협정의 불비한 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모색하였다고 할 수 있다.

159)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 을사보호조약과의 비유는, 2월 13일 민의원 본회의에서 강승구 의원이

처음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신모 국회의원’ 운운은 홍종인 회장의 착각으로 추정되지만, 신민

당 소속 신하균(申河均)·신인우(申仁雨)·신각휴(申珏休) 의원 중 한 명이 강승구 의원에 앞서

유사한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160) 『조선일보』 1961년 2월 28일자 조간 제1면 시론 〈政客들의 發言과 그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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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월 27일 민의원 본회의

27일 오전 10시 28분부터 민의원 본회의에서는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동의안

에 관한 대정부질의가 속개되었다. 질의를 시작한 신민당 김응조(金應祚) 의원은

1961년 2월 1일 단행된 환화의 평가절하로 말미암아 대충자금이 국가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상황에서, 협정이 시행될 경우 미국의 재정간섭이 격심해질 것

을 우려하였다. 또 군사·경제원조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조물자의 절

대다수가 소비재로 제공되는 것은, 미국의 잉여농산물 및 상품을 처리하기 위한 방

편이 아닐까 의심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경제기술원조협정이 정부 간 조인을 마

친 것이니만큼 ‘일자(一字)도 수정할 수 없다’는 정부 측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양국

간 각서교환 형식으로나마 최소한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협정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민정구락부 박권희(朴權熙) 의원은 “국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원내에 계시

는 야당이 모조리 서서 반대를 하고 여당에 계시는 의원들 중에서도 반대가 많은

이러한 한·미 경제협정”을 체결하게 된 당위성을 따지며, 국가예산의 52%를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형세에서 제3조의 ‘무제한 관찰’ 규정은 주권국가의 체모를 손상시

키는 조항이라 비판하였다. 더불어 “이번 한·미 경제협정 반대는 신민당161)·통일사

회당, 기타 혁신정당·사회단체 혹은 국민 다대수의 개개인”에 망라되고 있는 바 비

준동의안를 철회할 생각은 없는지 질의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장면 총리는 한국전쟁 시 막대한 원조를 아끼지 않은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리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미국의 정보 접근권은 ‘감

독(supervise)’이 아닌 ‘관찰(observe)’을 위한 것이라 강조하였다. 이어 “미국이 원

조를 해주고 그 실태를 알고자 하는 것은 미국 국회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원조를 받는 우리나라도 원조를 받는 실태를 굳이 감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비준동의안을 철회 혹은 수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162)

한편 민주당 이종남(李鐘南) 의원은 여당 소속임에도 야당의 비판을 이어받

아, 협정 원안이 영문으로만 되어 있는 까닭과, 미국이 원조부담을 일본·영국·서독

등 자유진영 선진국들로 일부 이전할 경우 해당 국가들에도 유사한 혜택을 부여해

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검토는 있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민정구락부의 박병배

(朴炳培) 의원은 장면 내각에서 정무차관을 지낸 본인의 이력을 언급하며 정치도의

상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발언을 삼가는 것이 마땅한 줄 알지만, “국회에서 자유

언론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이유가 국민의 울분한 마음을” 해소해주는 데 있기에 부

득이하게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미사상이 확산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

161) 의사록 원문에는 ‘韓民黨’으로 되어 있으나, ‘韓’은 ‘新’의 오기(誤記)임이 확실하다.

162) 『경향신문』 1961년 2월 27일자 석간 제1면 〈行政協定 締結을 促求〉; 『동아일보』 1961

년 2월 27일자 석간 제1면 〈表決은 二八日에〉; 『조선일보』 1961년 2월 27일자 석간 제1면

〈主權侵害할 憂慮 등 表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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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야에서 팽배해지는 현상이 매우 ‘충격적’이라 경고하며, 내각이 협정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국회에 무턱대고 비준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비판하였

다.163) 끝으로 신민당 이정래(李晶來) 의원이 내각의 안이한 대미인식과 외교관 인

사상의 흠결을 지적하고, 신민당이 제의하는 부대결의에 의한 수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상의 질의에 장면 총리는 ① ‘원조자금의 10%를 사무비로 쓴다’는 미측의

요구에 한측이 강력히 반대하여 합의의사록에서 이를 5%로, 실제 운용에서는 기존

사용치인 1.7% 내외를 유지하기로 한 것과 ② 고용인 사유재산에 대한 과세를 지켜

낸 점만 보아도 정부가 미측 요구에 맹종(盲從)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반박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재순 정무차관은 보충답변을 통해 ① 협정 원본이 영

문으로만 작성된 것은 당초 국회 비준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각서(memorandum) 수

준으로만 교환하려 했기 때문이었으며 ② 타국과의 경제협정은 경제기술원조협정과

전연 별개의 것이고 ③ 동 협정을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탈로 매도(罵倒)하는 원외

의 ‘이데오로그 전쟁’식 투쟁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대답하였다.164)

4) 비준동의안과 ‘주권존중’ 부대결의안 동시통과 (2월 28일)

(1) 민주당과 보수야당의 최종교섭

2월 27일 신민당이 제시한 양해각서 첨부안에 내각과 민주당이 동의할 뜻을

나타내면서, 비준동의안은 협정의 ‘실질적인 수정 또는 보충’에 해당하는 부대결의

안과 함께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민주당이 신민당과의 타협을 위해 비준동의

안 처리를 하루 연기하고 신민당은 당초 주장했던 외무부 장관 인책결의안 처리를

미룸으로써 28일 비준동의안 통과 전망은 밝아졌다.165) 27일 밤 민주당 간부들은 서

울시내 ‘대하(大河) 요정’으로 신민당·민정구락부 간부들을 초청하여 비준동의안 가

결을 ‘간곡히 요청’하였는데, 야당 측은 신민당이 제안한 부대결의안 동시통과를 조

건부로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한편 외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린

(李鐘麟) 의원은 신민당 측 부대결의안의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하도록 연

구한다”는 ‘훈시(訓示)규정’으로 완화한 별도의 부대결의안을 제출하여 동 결의의 구

속력을 줄여보고자 시도하였다.166)

163) 그의 발언 중에서는 특히 국민에게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어떠한 ‘제스츄어(gesture)’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눈길을 끈다. 보수야당 소속 국회의원들 간에도 4·19 이후의 혁명적 사

회분위기에서 비등한 협정 반대여론을 달래기 위해, 모종의 조처는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

성되어 있던 것이다.

164) 이상 본회의 논의 내용은 제38회 국회 민의원 회의록 제32호 (단기 4294년 2월 27일) 1~24쪽 참조.

165) 『조선일보』 1961년 2월 27일자 석간 제1면 〈附帶決議案 添加코 批准視〉.

166) 『경향신문』 1961년 2월 28일자 조간 제1면 〈經協 批准 三個 附帶條件을 固執〉; 〈民主黨

李鍾麟 議員 經協附帶條件 提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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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월 28일 민·참의원 본회의: 비준동의안과 ‘주권존중’ 부대결의안 가결

28일 오전 10시 13분 개의된 민의원 본회의에서는 비준동의안 대체토론에 앞서,

박준규 의원 외 21인이 공동 발의한 ‘한·미 경제기술협정 비준동의 요청에 대한 결의

안’과 이종린 의원 외 12인이 공동 발의한 수정결의안이 제출되었다.167) 이어 정부 측

의 설명 청취를 위해 관계 국무위원이 출석하자 10시 30분 본회의가 재개되었다.

대체토론에 나선 신민당 정해영 의원은 섣부른 비준동의안 처리가 1956년의

이른바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안’ 통과에 이은 국회의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우

려된다고 말한 뒤, 한·미 간 행정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기술원조협정

이 발효되면 주권이 과도하게 제약될 것이라 비판하였다. 통일사회당 김성숙(金成

淑) 의원 역시 ‘비판적인 반대’가 여론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분석하며, 신민당에

서 제출한 부대결의안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는

정부가 당일까지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국민 대다수가 여기에 납득치 못

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회한 뒤 충분한 시일을 두고 수정을 논의하는 편이 옳다고

언급하였다.168)

다음으로 부대결의안을 제출한 박준규 의원의 제안설명이 이루어졌다. 박 의원

은 본인이 제출한 부대결의안은 경제기술원조협정에 대한 ‘수정안’으로, “차후에 외

무부를 통해서 미국 정부에게 이 양해사항이 전달되어서 미국 정부가 이것을 동의하

게 된다면 이것은 국제법상 협정과 동등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

는 부대결의안의 제1조는 경제기술원조협정 제1·3조의, 제2조와 제3조는 각각 제5·6

조의 결함을 치유하는 것이라 설명하였으며, 당초 “한·미 경제협정 문제가 상정이 되

어 있을 때에 우리 야당은 「하므렡」(Hamlet)의 「투 비―·오아 낱 투 비―」(to

167) 박준규 의원 등이 제출한 부대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제42조에 의거하여 단기 4294년 2월 8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

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을 좌기 양해사항과 더불어 비준하는 데 동의한다.

記

(一) 동 협정 중 여하한 조항이나 구절도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미합중국대사의

단기 4294년 2월 16일부(대한민국 주권의 완전존중)에 관한 공한에 표시된 원칙과 정신에

배치된 적용이나 해석을 할 수 없다.

(二) 협정 제5조에 규정된 통고를 함에 있어서 외교특권 부여를 요청할 관리 수는 양국

정부 협의 하에 이를 제한한다.

(三) 협정 제6조 면세조항의 적용범위와 대상자(자연인·법인 포함)의 국적 등 세목(細目)은

양국 정부의 합의사항으로 한다.

右와 如히 決議함

이종린 의원 등이 제출한 수정결의안의 전반적 내용도 이와 동일했지만, 제2항 말단(末端)의

‘~ 이를 제한한다’를 ‘~ 필요한 수에 끝이도록[그치도록] 노력한다’로, 제3항 말단의 ‘~ 양해사항

으로 한다’를 ‘~ 논의대상으로 하도록 노력한다’로 바꾸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168) 다만 김성숙 의원도 부대결의안 통과와 함께 비준동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짐작한 탓인지, 토

론의 끄트머리에 ‘만일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통일사회당은 그 결과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언

급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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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or not to be) 정도의 고민” 즉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봉착했으나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고심한 결과 부대결의안이라는 절충안을 내놓게 되었다고 토로하였다.

다음으로 여당 소속 이종린 의원은 박준규 의원 등이 제출한 부대결의안과

본인의 제안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박 의원의 결의안에 찬성한다면서도, 결의

안이 “미 행정부에 대한 제한을 주 목적으로 한다면 양해사항의 본질에서 이탈하는

것이므로 … (중략) … 자칫하면 조약에 대한 양해사항이 아니고 유보사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즉 부대결의안은 경제기술원조협정에 대한 사실상의 수정이라

는 시각 대신 “결의안의 문면(文面)은 어디까지나 [한국 정부만을 기속하는] 양해사

항으로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관점이었다.

반면 윤길중 의원은 부대결의안으로 타협을 모색하려는 입장을 통박(痛駁)하

며, 미국대사의 공한에 의지하는 부대결의안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협정 자체가

주권을 침해하는데 부대결의안을 붙인들 효과가 생길지 의문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박준규 의원은 “이 수정안이 국제법상의 효력을 발생 안하게 된다고 하면 저 수정

안 자체, 다시 말하자면 이 비준동의안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는 제안자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그 근거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비준 시 미국 상원이 한국군의 북진 또

는 내란이 발생할 경우 원조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양해사항으로 하여 동의하였

고,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였던 전례를 언급하였다. 그러자 방금 전 찬성의사를

밝힌 이종린 의원은 부대결의안이 그러한 법적 성질을 지닌다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입장을 변경하였고, 신민당 유옥우(劉沃祐) 의원은 관련된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았을 뿐더러 별무소용인 부대결의안을 통과시켜 주권침해 소지가 치유되었다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력 비판하였다.

이영준 부의장으로부터 해명기회를 얻은 장면 총리는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침

해할 의사가 없다는 기존 주장을 예의 되풀이하면서도, “그러한 것을 여러분께서 염

려하셔서 이러한 결의안을 내시는 것은 좋습니다”고 부대결의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169) 박준규 의원은 다시 발언기회를 받아 정식절차를 거쳐 협정안 자체를 수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국민감정이 어느 정도가 있다는 것까지도

짐작”하였기에 최선의 절충점을 찾아본 것이라 변명하였는데, 김재순 정무차관은 양

해사항이 “협정내용 자체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견지하며 “정

부 측에 있어서도 양해사항이라는 이 「푸린트」(print)에 이 근본정신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동의한 것”이라 발언하였다. 이어 신민당 조영규(曺泳珪) 의원은 부대

결의안을 양해사항으로 이해한다면서도 ‘~ 하기로 노력한다’는 투의 민주당 측 부대결

의안 대신 보다 강한 표현을 사용한 신민당 측의 제안을 통과시켜 달라 요청하였다.

169) 이러한 정부 측의 수용이 당일 민의원 본회의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이어지는

장면 총리의 “그 동안에 내가 알기로는 야당에서 어떠한 그 결의안에 초안이 나온 것을 여당에

서도 같이 여기에 대에[해]서 서로 이마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합

의를 보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는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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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발언 요구로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이영준 부의장은 양일동 의원에게

마지막 발언기회를 주었다. 양 의원은 신민당의 부대결의안이 “[조야의 비준 반대

움직임이] 자칫 잘못하면 반미운동으로 흐를 그런 우려”를 참작하여 수차(數次)의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문안으로,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동의의사가 확인될 때만

이 비로소 비준동의가 발효될 것이라 보는데 정부 측 입장은 어떠한지 물었다. 장

면 총리는 이에 “미국 정부에 대해서 통지할 때 그 결의사항을 붙여서 통지하는

것”이며 “모처럼 여야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우리 주권의 침

해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을 이와 같이 했으니까 미국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물론 깊은 생각을 할” 것인 바 수용하리라는, 다소 모호하지만 신민당의 입장을 일

견 긍정하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장 총리의 답변을 끝으로 표결이 시작되었다. 한때 신민당 측의 표결 불참 또

는 총퇴장 가능성이 시사되기도 하였으나, 실제 퇴장한 인원은 통일사회당 서상일

(徐相日)·김성숙 의원 등 20여 명에 불과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가운데 거수표결

로 진행되었다.170) 표결참여자 중 통일사회당 윤길중 의원만이 유일하게 반대한 가

운데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하였고, 부대결의안을 발의한 박준규·양일동·백남훈

(白南薰) 의원 등은 의외로 기권을 선택하였다.171) 결과적으로 재석 165명 중 가

(可) 133표, 부(否) 1표로 비준동의 및 부대결의안은 민의원을 통과하게 되었다.172)

민의원을 통과한 비준동의 및 부대결의안은 같은 날 오후 2시 20분 개의한

참의원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되었다. 동 안건은 3시 23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최희송(崔熙松) 외무국방위원장은 본회의 개의 직전 30여 분 가량 상임위원회를 열

고 부대결의안이 양해사항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해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밝혔다. 질의를 시작한 무소속 양춘근 의원은 2천만 달러의 안정기금 획득을 명목

으로 충분한 숙의(熟議) 없이 민의원 통과 당일에 참의원에까지 가결을 요청하는

것은 굴욕적인 처사라고 비판하였다. 신민당 이남규 의원은 “국민이 반대하는 그

여론이 비등한 것과는 정반대로 이 협정 조문에 대해서는 일자일구(一字一句)라도

정정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에 ‘울며 겨자 먹기’의 심정으로 비준에 동의할 수밖에

170) 민의원 회의록 제33호에 명시된 출석의원수는 187인, 표결 시 재석수는 165인이므로 최대 22

명의 의원이 퇴장하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171) 이들이 찬성하지 않은 이유는, 부대결의안 첨부에도 불구하고 협정 자체가 지닌 문제점이 초

래할 수 있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거나, 부대결의안의 성격에 관해 장 총리가 명확

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차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언론에서도 장 총리가 “미국이 우리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했으니 부대결의의 법적 성격을 논

란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통과시켜주면 좋겠다”는 식의 ‘어물어물 넘긴’ 해명을 했다고 평했으

나, 의사록의 실지 기록에 의할 때 그보다는 부대결의안의 구속력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정도

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된다. 『동아일보』 1961년 2월 28일자 석간 제1면 〈民議院

韓·美 經濟協定을 批准〉; 『조선일보』 1961년 3월 1일자 조간 제1면 〈聞外聞〉 참조.

172) 이상 본회의 논의 내용은 제38회 국회 민의원 회의록 제33호 (단기 4294년 2월 28일) 1~2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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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그럼에도 ① 행정협정 체결과 연계짓지 못한 점 ② 국회와의 사전조율이

일절 없었던 점 ③ 국문 정본이 작성되지 않은 점 ④ 협정 제1조에 방위유지 목적

만 명시되어 있을 뿐 경제재건 내용이 미포함된 점 등 민의원에서 제기되었던 것과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하였다.

김재순 정무차관과 태완선 부흥부 장관이 민의원 본회의에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협정 체결경위 및 정부의 교섭성과를 해명하고, 신민당 김용성 의원이 마

지막으로 발언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 장면 총리가 “야당 정객들 사이에 「양키 고

홈」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발언했다는 당일 UPI 보도를 인용하며, 총리

가 “야당 정객들을 반미주의자로 몰음으로써 또한 그러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 경

제협정을 무난히 통과시키려는 그러한 작심”을 의도한 것은 아닌지 지적하였다. 그

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노선을 지향하고 있는 『민족일

보』만 하더라도 또한 『민족일보』를 통해서 주로 대변되는 사회주의적 … 사회민

주주의적 제(諸) 정당도 이 한·미 경제협정에 관해서는 결코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

반미운동이 아니다”는 입장인데, 장 총리가 이를 왜곡하여 외신에 전하였다면 중대

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발언하였다. 한편 부대결의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우

호적인 전통에 대한 하나의 금이 가는 것”인 바 정부 측의 과오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는데, 이미 교섭이 끝난 이상 부대결의안의 양해사항이라도 철저하게 지켜나

가야 할 것이라 말하였다.

장 총리는 이에 협정 반대운동에 편승하는 반정부세력의 존재를 우려한 자신

의 발언이 와전되어 보도된 듯하다고 부인하는 한편, 민의원에서와 동일한 해명을

되풀이하였다. 그리고 부대결의안에 관하여는 “미국에 대해서 이것이 국회를 통과

했다는 통지를 내면서도 그 부대결의조항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대로 미국에 전달”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대체토론을 시작한 무소속 김남중(金南中) 의원은 참의원 심의를 요식행

위로 간주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와 협정의 독소조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으나, 결

국 “오늘날 한·미 경제협정을 앞에 놓고 어느 일부분에서나마 이것을 기화(奇貨)로

해서 반미의 선동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끝으로 신민당 조국현(曺國鉉) 의원이 보다 과격

한 어조로 비준동의 반대의 뜻을 표명했으나, 바로 이어진 찬·반 거수투표를 통해

재석 34명 중 가 32표, 부 0표로 참의원에서도 예상보다 수월하게 통과되었다.173) 양

원의 동의가 이루어지자 김용식 사무차관은 28일 오후 파파노 경제담당 참사관을 초

치(招致)하여 협정 비준사실을 통고함과 동시에 국회의 부대결의를 상세히 설명하였

고, 미측도 이를 양해함으로써 경제기술원조협정은 당일부로 발효되었다.174)

173) 참의원 회의록 제22호에 명시된 출석의원수는 45인, 표결 시 재석수는 34인이었으므로 최대

11명의 의원이 퇴장하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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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과정의 분석

1. 집권세력이 보유한 기대가치의 강·약

1) ‘근본적 필요’ 범주의 기대가치: 보통 내지 약한 수준

(1) 영토보전: 보통

허드슨·심스·토마스는 ‘영토보전’이라는 기대가치의 실현수준이 국경의 명확

성, 평화적 유지 여부, 분쟁 발발 가능성 등의 요소로 결정된다 보았다. 한국의 실

질적 국경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설정된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북한의 임박한 위협은 없

었다. 그러나 30만 명 내외로 추산된 북한군 전력(戰力)은 군사분계선에 대한 항시

적 위협요소였으며 압록강 너머 중국군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또한 미국 합동참모

본부는, 한국군의 당시 병력이 군사분계선을 방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로 더 이

174) 이상 본회의 논의 내용은 제38회 국회 참의원 회의록 제22호 (단기 4294년 2월 28일) 7~26쪽;

『조선일보』 1961년 3월 1일자 조간 제1면 〈韓·美 經援協定 批准 完結〉 참조. 협정의 효력

자체와 연관된 부대결의안 통과를 장 총리가 납득한 것으로 미루어, 양해사항 관련 미측과의

사전협의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 국무성 역시 ‘매카나기 성명’으로 “한국의 주권

을 침해할 의사가 호무(豪無)하다는 것”이 이미 천명되었다 지적하면서도, ‘주권존중’ 부대결의

가 한국 국회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 밝힘으로써 사실상의 효력

을 인정하였다. 『동아일보』 1961년 2월 28일자 석간 제1면 〈民議院 韓·美 經濟協定을 批

准〉; 3월 2일자 석간 제1면 〈韓·美 經濟協定 附帶條件 考慮〉 참조.

한편 『조선일보』는 3월 1일자 조간 기사를 통해 “한·미 경제기술원조협정은 처음 조인될

때의 내용보다 ① 한국의 주권존중 원칙을 명시하고 ② 동 협정 제5·6조의 경제사절단 수와 면

세대상의 범위를 한·미 양국 정부의 협의대상으로 하도록 『사실상의 보충 또는 수정』이 가해

진 셈이다. 신민당의 일부 의원들과 원외의 혁신 제파(諸派)가 중심으로 벌린 동 협정 반대투

쟁은 이날 협정의 발효로써 완전히 좌절되었으나 계몽강연·성토대회 및 시위행진 등 온갖 방법

으로 전개된 그 반대투쟁을 통해 여태까지 맹목적인 의존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한국의

『대미정책의 자세』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였음은 크나큰 기여라 할 수 있다”는 총평을

내렸다. 『조선일보』 1961년 3월 1일자 조간 제1면 〈韓·美 經援協定 批准 完結〉 참조.

협정 비준 당일이던 28일은 마침 4·19 혁명의 기폭(起爆)이 되었던 대구 2·28 시위 제1주년

이 되는 날이었다. 이 날 대구시내 약 40여 개 중·고교생 4만여 명이 ‘2·28 학생의거 1주년 기

념식’에 참여했는데, 여기서는 “2·28 학생정신을 모독하지 말라”, “한·미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

결하라”, “굴욕적인 한·미 경제협정을 철회하라”와 같은 현수막이 게시되어 학생세력의 세를

과시하였다. 이어 다음날인 3월 1일 대구 달성공원에서 ‘민족통일경북연맹’이 주최한 ‘3·1절 민

족통일 촉진 궐기대회’에도 2만 여명 이상이 운집하여 공전(空前)의 성황을 이루었는데, 대회

후 이어진 시가행진에서 “미국인은 물러가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경제기술원조협정으로 촉

발된 반미감정이 급진적 통일론과 연계되는 인상마저 주었다. 다만 이후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

의 관심은 ①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한·미 행정협정 체결 추진 및 ② 협정 비준 반대운동에

놀란 집권세력이 구상케 된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등 소위 ‘2대 악법(惡法)’에 대한

반대 움직임으로 전화되었다. 『동아일보』 1961년 2월 28일자 석간 제3면 〈大邱 學生데모 一

週 記念〉; 3월 2일자 석간 제3면 〈휴지통〉; 『경향신문』 1961년 3월 3일자 조간 제1면 사

설 〈그릇된 「統一論」을 삼가자〉; 정근식·이호룡 編, 2010, 2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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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감축은 위험하다 판단하고 있었다.175) 군사분계선 자체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었으나 북한의 재침(再侵)에 대비하여 막대한 병력의 경비가 필요하였고, 분쟁 발

발 가능성은 상존(常存)하였음을 감안할 때 장면 내각에 있어 ‘영토보전’의 기대가

치는 보통 수준에 해당하였다 할 수 있다.

(2)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보통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 전후 민주당 내부에는 다양한 계파가 형성되어 각자

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철승 의원이 중심이 된 당내 소장파 의원 32명은 1961

년 1월 26일 ‘신풍회’를 결성하였으며, 신민당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소위 ‘합작파’ 의

원들도 1961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주요 현안에 있어 독자행보를 취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었다. 이들 ‘합작파’ 의원 26명은 2월 2일 ‘정안회(政安會)’라는 이름의

새 조직을 결성하여 자체적인 원내활동을 도모하였다. 여기에 2월 5일에는 21명의

의원을 거느린 ‘중도서클’의 발족이 알려지면서176) 민주당은 4개의 계파로 나눠진

셈이 되었다. 이로써 장면 내각에 동조하는 민주당 노장층(老壯層)의 발언권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협정이 조인되었을 무렵 민주당 내 주류와 타 계파의 불협화음은 개각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증폭된 상태였다. 신풍회 총무를 맡고 있던 이철승 의원은 보건사회

부 장관으로 입각(入閣)해달라는 장면 총리의 요청을 끝내 거절하였다. 장 총리는

결국 ‘합작파’ 소속인 김판술(金判述) 의원을 보건사회부 장관에, 노장층의 거두 격

인 오위영(吳緯泳) 의원을 무임소장관에 임명하였는데, 이는 다시 ‘합작파’ 소속 의

원들의 반발을 초래하였다.177)

다만 이 같은 여당의 계파 간 대척(對蹠) 양상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장면 내

각의 도각을 도모하거나 그 기본정책 노선을 바꾸려 하지는 않았다. 야당 일각에서

제안한 내각불신임 추진에 민주당은 “당내 파벌에 구애되지 않고 거의 반대태도에

합치”하였으며,178) 당·정 인사 및 전당대회 일정 등 정무적 사안에서만 비판이 제기

되었을 뿐 국토개발사업이나 경제기술원조협정 등 핵심정책 자체가 배척되지는 않

175) 이상의 판단은 1960년 12월 20일 개최된 제470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록에 의한

다.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470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Washington, December 20, 1960),” in Madeline Chi and Louis J. Smith (ed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8–1960, Volume ⅩⅧ, Japan; Korea, (Washington:

Office of the Historian, 1994), p. 711 참조.

176) 『동아일보』 1961년 1월 26일자 조간 제1면 〈26日에 發足 民主黨 新風會〉; 1월 27일자 석

간 제1면 〈院內서 獨自的 行動〉; 2월 3일자 석간 제1면 〈政安會 發足〉; 2월 5일자 석간 제

1면 〈『中道써클』 構成〉.

177) 『경향신문』 1961년 1월 29일자 석간 제1면 〈合作派 不滿 露骨〉; 『동아일보』 1961년 1

월 29일자 석간 제1면 〈合作派서도 反撥〉.

178) 『동아일보』 1961년 2월 7일자 석간 제1면 〈不信任 提案까지 曲折 많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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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집권세력 내부의 응집성과 정책의 일

관성을 척도(尺度)로 삼는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부문 기대가치 역시 보통 정도

였다고 평가된다.

(3) 지식·정보의 환류: 보통

장면 총리는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내외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

하여” 1960년 11월 11일 국무원 산하에 ‘중앙정보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시 국방

부의 정보책임관이던 이후락(李厚洛) 소장을 실무책임자인 연구실장으로 임명하였

다. 그러나 정보 수집·분석·판단 업무를 담당할 실무조직인 ‘연구실’은 국무원 사무

처 산하 보조기관에 불과하였고, ‘국제정치정보’만을 다룰 뿐 “개인·단체 또는 정파

의 이익을 위한 정보수집이나 조사를 할 수 없으며, 어떠한 범죄수사에도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국내정보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 또한 동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편성된 예산 1억 3,650만 환도 1961년 2월 당시 추가경정예

산 심의에 묶여 있던 상황이었으며,179) 이렇게 생산된 정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경로도 불투명하였다. 종합정보기관이 조직되기는 했지만 그 활동은 제한적이었다

는 점에서, ‘지식·정보의 환류’ 차원 기대가치 또한 보통 수준이었다고 판단된다.

(4) 군사부문의 안정: 약함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던 장면 내각과 민주당은 방위비 절감 차원에서 10만

명 규모의 병력 감축을 추진하였데, 이는 곧바로 군부의 반발에 직면하였다. 정부는

1960년 11월경 감군(減軍)계획을 대폭 완화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집권세력에 대한

군부의 지지는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제1공화국 시기 각종 비위(非違)를 저지른 장성들에 대한 인적 청산

요구가 거세지면서 군부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였다. 박정희(朴正熙) 소장을 위시한

소장파 군인들과 김종필(金鍾泌) 중령이 중심이 된 육군사관학교 제8기 졸업생 장

교들은 강력한 ‘정군(整軍)’을 주장하였고, 이를 지지하는 최경록(崔慶祿) 육군참모

총장과 ‘정군’의 대상으로 지목된 최영희(崔榮喜) 합동참모의장 등 고위 장성들 간

의 갈등도 불거졌다. 마침내 국방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재무부와도 갈등을 빚던 최

경록 총장이 1961년 2월 16일 전격 경질되었으나,180) 후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179) 『경향신문』 1960년 11월 22일자 조간 제1면 〈舊政權 豫算과 別로 差 없다고〉; 『동아일

보』 1961년 2월 2일자 석간 제1면 〈追加 一,○三八億〉; 대한민국 국무원령 제98호 ‘중앙정보

연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제12조(직무범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509#0000 최종접속일: 2018년 11월 11일)

180) Hugh Farley, “The situation in Korea, February 1961,” March 15, 1961, p. 3. 동 문건은 대

한기술원조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경제협조처 소속 관원 파를리(Hugh Farley)가 작성하여 백악

관과 국무성에 보고한 것이다. 여기서 파를리는 1961년 2월 기준 한국의 정세가 매우 위태롭다

고 보아, 4·19 1주년 이전에라도 미국의 적극적인 대한개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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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영(張都暎) 중장이 중·하위 장교들의 신망을 얻지 못함으로써 군부의 지도력은

더욱 약화되었고, 궁극적으로 5·16 군사정변을 초래하게 되었다.181) 감군계획과 ‘정

군’ 운동의 실패로 군부의 충성심이 손상되고 막후(幕後)에서 군사정변이 추진되고

있던 당시 상황은,182) 집권세력이 보유한 ‘군사부문의 안정’ 기대가치가 매우 약하였

음을 시사하고 있다.

(5) 입법과정의 자율성: 약함

허드슨·심스·토마스의 모형에서 ‘입법과정의 자율성’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거

수기(擧手機: rubber-stamp) 역할만을 수행하는지, 혹은 구체적 심의와 감시를 통해

실질적 기능을 발휘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제2공화국의 입법부였던 제5대 국회는

1960년 8월 8일 개원(開院)하여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될 때까지 약 9개월

간 운영되어, 역대 국회 중 최단임기를 기록하였다. 그렇지만 제5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총 296건으로 이전 국회 대비 최소 4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가운

데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총 137건으로 발의된 전체 법률안의 46.2%에 해당하

였는데, 이는 제1공화국 시기 국회에서의 같은 비율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

니라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감시기제인 국정감·조사가 민의원에서 13회, 참

의원에서 7회 등 총 20회 실시되어183) 이전 국회보다 훨씬 활발한 대(對)정부 견제

및 감시활동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은 제2

공화국 헌법에서 의원내각제가 도입되고 양원제가 현실화된 것에184) 기인한다 보이

로스토우(Walt Whitman Rostow) 국가안보보좌관대리는 그보다 낙관적으로 인식하여, 미측의

강력한 개입조치 없이도 장면 내각이 ‘4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WWR,

“Memorandum to the President,” March 15, 1961 (Confidential) 참조.

181) 이상 군부의 동요에 관한 내용은 한승주, 1983, 163~169쪽; 박철희, 1988, 122~135쪽 참조.

182) 미측 역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였으나, 장면 내각을 전복하고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도입하기 위한 군사정변이 모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Walter P.

McConaughy, From Seoul to Secretary of State, No. 1142, March 11 5PM (Confidential)

Section 2, p. 1 참조. 동 문건은 당시 세간에서 회자되던 ‘4월 위기설’에 관해 매카나기 대사가

국무성에 발송한 서한이다.

183) 제헌국회 이래 제5대 국회까지 발의된 법률안과 국정감·조사의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호광석, 『한국 정당체계 분석』, (서울: 들녘, 1996), 163~174쪽 참조.

구 분 (임기) 제헌국회 (2년) 제2대국회(4년) 제3대국회(4년) 제4대국회(26개월) 제5대국회 (9개월)

법률안

의원발의 89건 (38%) 182건 (45.7%) 169건 (41.2%) 120건 (37.2%) 137건 (46.2%)

정부제출 145건 (62%) 216건 (54.3%) 241건 (58.8%) 202건 (62.8%) 159건 (53.8%)

총 계 234건 (100%) 398건 (100%) 410건 (100%) 322건 (100%) 296건 (100%)

연평균 117건 199건 102.5건 148건 374건

국정감

·조사

총 계 16회 47회 77회 17회 20회 (民·參)

연평균 8회 12회 19회 8회 25회

[표 5] 제헌국회 ~ 제5대 국회 발의법률안 및 국정감·조사 관련 통계

 

184) 민·참의원의 양원 운영은 1954년 제2차 헌법개정(소위 ‘사사오입 개헌’) 시 반영되었으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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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로써 행정부의 관점에서 ‘입법과정의 자율성’ 측면 기대가치는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6) 경제력의 안정: 약함

제2공화국은 ‘경제제일주의’를 제1의 정책목표로 추진하였으나185) 한국의 경제

불안은 가중되기만 하였다. 특히 미국 달러화 대비 환화 환율의 급변은 당시 경기

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딜런 각서’에서도 제기된 미측의 환율 정상화 요구에 따라

달러화 대비 환율은 1961년 정초(正初)를 기해 1달러 당 650환에서 1,000환으로 인

상되었으며, 2월 2일에는 다시 1,300환으로 조정되었다. 2개월 사이에 환화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수입물품의 가격이 급등하였고, 단기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

되었다.186)

농촌에서는 춘궁기(春窮期)를 앞두고 식량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으며, 이는

1960년 여름 한해(旱害)를 입은 영남지방에서 극심하였다. 도회(都會) 지역에서도 경

제여건은 개선되지 않았는데,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을 상회하였고 만성적인 고(高)

실업·전력부족 및 추가적 물가앙등 우려는 체감경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다.187)

정부는 유휴(遊休) 노동력 흡수대책의 일환으로 1960년 11월 29일 국토건설계

획을 발표하였으나, 미측의 재원(財源) 제공이 연기되면서 실업구제효과를 극대화하

는 데 실패하였다.188)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장면 내각에 있어 ‘경제력의 안

정’이라는 기대가치 역시 약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1961년 2월 전후 집권세력이 보유하던 ‘근본적 필요’ 범주의

기대가치는 아래 [표 6]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장면 내각과 민주당의 ‘근본적

필요’ 기대가치 실현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었던 바, 이 범주의 기대가치를

활용한 대응전술의 상당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화국 시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제2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실현되었다.

185) ‘경제제일주의’는 윤보선(尹潽善) 대통령이 1960년 8월 13일 제4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천명한

이래 제2공화국의 경제부문 핵심 기치(旗幟)로 표방되었다. 『동아일보』 1961년 8월 14일자

조간 제1면 〈經濟安定第一主義를 指向〉 참조.

186) 정근식·이호룡 編, 2010, 314쪽.

187) McConaughy, March 11 5PM (Confidential) Section 1, p. 1~2. 매카나기 대사는 여기서 ①

춘궁기 식량부족과 ② 도회지의 경기불황 ③ 4·19 혁명 이후에도 종래의 경제·사회적 폐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실망을 한국 사회의 3대 불안요인(fundamentals of ferment)

으로 지적하였다.

188) 제2공화국 시기 경제적 난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박철희, 1988, 138~15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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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대 가 치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 전후의 상황

근본적 필요(fundamental needs): 보통 내지 약한 수준

영토보전

(territorial integrity)

보통: 군사분계선에 대한 북한의 임박한 위협은 없었으나,

충돌 가능성에 따른 긴장은 상존

정책결정과정(Policy Making

Procedure)의 자율성

보통: 민주당 내 신풍회·정안회 등 수 개 파벌이 형성되어

당론(黨論)이 분열되었으나, 주로 정무적인 사안에 국한

지식·정보의 환류

(Knowledge/Feedback)

보통: 1960년 11월 중앙정보연구위원회가 조직되었으나

본격적인 정보수집·분석·반영활동은 미비

군사부문의 안정

(Military Stability)

약함: 감군계획 및 ‘정군’ 운동의 실패로 군부 동요,

소장파 군인들을 중심으로 군사정변이 추진되고 있었음

입법과정(Legislative

Process)의 자율성

약함: 의원내각제 도입 및 양원제 현실화로 입법부의

역할 증대 → 의원의 법률안 발의 및 국정감·조사 활성화

경제력의 안정

(Stable Economy)

약함: 환율조정으로 물가폭등, 식량부족 및 만성적

실업문제로 경제상황은 불안정

[표 6] 1961년 2월 전후 집권세력이 보유한 ‘근본적 필요’ 범주의 기대가치 실현수준

2) ‘국내적 정당성 필요’ 범주의 기대가치: 보통 수준

(1) 과반의 선출직 확보: 보통

1960년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한 후, 허정(許政) 과도내각의 관리 하

에 6월 15일 제3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졌고 7월 29일에는 개정헌법에 의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7·29 총선의 결과 민주당은 민의원 재적 233석 중 175석, 참

의원 재적 58석 중 31석이라는 압도적 다수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제1공화국 시기

부터 진행되어 온 당내 파벌갈등은, 의원내각제 하 실질적 정부수반의 역할을 맡게

된 국무총리 선거와 조각(組閣)을 둘러싸고 표면화되었다.189) 결국 1960년 8월 31일

제37회 국회 개원 시 ‘구파’ 소속 민의원 의원 80명은 ‘민주당 구파동지회’라는 별도

의 원내교섭단체를 등록하였으며, 이 중 65명은 11월 신민당을 조직하였다. 이후 소

속 의원들의 당적(黨籍) 변경을 반영한 1961년 2월 20일 기준 양원의 의석 분포는

[표 7]과 같았다.190)

189) 민주당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에 반발하여 조직된 야권 통합체인 ‘호헌동

지회(護憲同志會)’를 모체로 하여 1955년 창당되었다. 이때 조병옥(趙炳玉)·김준연(金俊淵)·김도

연·윤보선 등 과거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 소속이었던 정치인들은 ‘구파’로, 장면·정일형 등 제

1공화국 관료 출신이거나 과거 자유당 소속 인사들은 ‘신파’로 분류되었다. 민주당의 형성 및

분화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승주, 1983, 37~49;105~130쪽; 정근식·이호룡 編, 2010,

490~503쪽 참조.

190) 당시 정당별 의석 분포현황은 의원들의 잦은 당적이동과 모순되는 언론보도들, 그리고 자료

불비로 인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기 [표 7]은 국회사무처, 『국회사: 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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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민주당 신민당
민정구락부

참우구락부
통일사회당 기 타 비 고

민의원
의석수 128석 61석 33석 (民政) 4석 2석 재적 228석

비 율 55% 26% 16% 2% 1% 100%

참의원
재적수 13석 18석 20석 (參友) 2석 5석 재적 58석

비 율 22% 31% 34% 4% 9% 100%

[표 7] 1961년 2월 20일 기준 제5대 국회의 정당별 의석 분포

이와 같이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을 전후한 원내 세력분포 상, 민주당은 민의원

에서 과반을 확보하였으나 참의원에서는 비교적 열세에 놓인 상황이었다. 따라서 당시

집권세력이 ‘과반의 선출직 확보’ 부문에서 달성한 기대가치는 보통 정도라 볼 수 있다.

(2) 상징조작능력: 보통

제2공화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free and fair election)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출범하였다는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정당성의 원천인 ‘적

법성’을 고수하는 태도는, 역설적으로 4·19 이후의 ‘혁명적 분위기(the genuinely

revolutionary air)’ 아래 정치영역에서뿐 아니라 경제·사회영역 전반에 걸친 변혁을

바라던 대중의 기대를 충족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191)

대중들의 불만은, 제1공화국 시기 ‘반(反)민주행위자’들이192) 소급입법을 금지

한 헌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경미한 형량을 선고받은 데 항의하여 4·19 피해자들의

친지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의장석을 점거한 1960년 10월 10일의 사건에서 단적

으로 표출되었다. 이에 놀란 집권세력은 11월 29일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해 소급

입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4차 헌법개정을 단행하는 한편, 12월 30일에는 ‘특별

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을, 그 다음날에는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을 시

행하는 등 ‘혁명적 분위기’에 보조를 맞추고자 시도하였다.193)

-6대 국회 자료편』, (서울: 국회사무처, 1971), 238~244쪽의 통계를 기본으로 하되, 통일사회당

및 기타의 의석수 관련해서는 『경향신문』 1961년 1월 21일자 석간 제1면 〈「統社黨」 準委

構成〉 제하 기사에 언급된 인사들은 통일사회당 소속으로, 그 외 의원들은 기타로 분류하였음

을 밝힌다.

191) McConaughy, March 11 5PM (Confidential) Section 2, p. 2; Farley, March 15, 1961, p. 5~8.

파를리는 4·19가 한국의 고질적인 정치·경제적 병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틀을 부정하는 혁명적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192) ‘반민주행위자’는 제1공화국 시기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폭력에 가담했던 이들과 1960년 제4

대 정·부통령선거(일명 ‘3·15 부정선거’) 당시 부정행위를 지시하고 이에 동참했던 자들, 그리고

4·19를 전후한 군중시위 시 발포(發砲)를 명령하고 집행했던 관계자들을 아울러 지칭하였다.

193) 한승주, 1983, 138~139쪽.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에 의해 시행된 제한심사 결과는 “시행

일로부터 2월 이내에 그 명단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1961년 2월 28일까지 대상자

명단을 발표해야 하였다. 대한민국 법률 제587호 ‘반민주 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제10조(공고)

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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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으로 전면화된 사회적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매카나기 대사가 본국 국무성에 보낸 정보보고에서도 언급되었다. 여기서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수뢰(受賂) 및 부패 문제가 제1공화국 시기에 비해 전혀 나아지

지 않았다는 여론이 전해졌으며, 지식인들 사이에서 제2공화국의 대북(對北)·통일정책

에 비판적인 의견이 중론(衆論)을 이루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194) 이를 종합적

으로 감안해볼 때 장면 내각은 4·19를 계기로 탄생한 ‘혁명정부’라는 기대 및 정당성

과 함께, 그러한 기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실망을 동시에 받고 있어, ‘상징조

작능력’ 차원에서 보통 수준의 기대가치를 달성하였다고 추정된다.

(3) 대중의 지지: 보통

1960년 11월 24~30일에 걸쳐 국무원 사무처가 주관한 ‘제1회 국민여론조사’는

불완전하나마 당시 집권세력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를 가늠하게 해준다. 응답자

2,393명 중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은 11.7%에 불과했으며, 제1야당인

신민당은 8.3%, 혁신정당 2.4%, 무소속 12.8%의 지지율을 보였다. 또 “민주당 내각

을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질문에는 긍정 3.7%, 부정 10.9%, 유보 51.5%, 모르겠다

는 응답이 33.4%를 차지하여, 민주당이 기성정당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나 그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로는 유보적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195) 이

러한 분위기는 경제기술원조협정이 비준된 3개월 후까지도 유지된 것으로 보이며,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도가 저조하나 정권을 붕괴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대중의 지지’ 면 기대가치는 보통 수준이었다고 상정할 수 있다.

이어 ‘반민주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1961년 2월 7일부터, 특별재판소가 2월 10일부터 활동을

개시하면서 2월 내내 주요 일간지의 3면(사회면)은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수사·기소·재판경과 관

련 기사로 채워졌다. 해당 기사에서는 현역의원 30여 명에 대한 공민권 제한 및 의원직 사퇴 요

구가 숱하게 언급되는 등―실제로 3월 8일에는 5명의 민의원과 6명의 참의원이 공민권 제한자

로 판정되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경제기술원조협정의 비준을 앞두고서 한국 사회의 ‘혁명적

분위기’는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격화되고 있었다. McConaughy, March 11 5PM (Confidential)

Section 1, p. 3; 박철희, 1988, 121~122쪽도 함께 참조.

194) McConaughy, March 11 5PM (Confidential) Section 1, p. 23. 한편 파를리의 분석에 따르면

‘4·19 혁명이 미완(未完)으로 남겨둔 경제·사회적 국면(the economic and social phase of the

April 1960 unfinished revolution)’은 강한 반미적 성향의 2차 혁명으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내

포하고 있었다. Farley, March 15, 1961, p. 1~2 참조.

195) 『동아일보』 1960년 12월 29일자 조간 제1면 〈政府調査에 나타난 國民의 輿論〉. 동 여론

조사는 정부가 서울대학교 등 서울시내 8개 대학에 의뢰하여 사회계층별 비례 3,000여 명에게

발송한 설문지 중 회답되어 온 2,393건을 분석한 것이었다. 엄밀한 표본 임의추출(random

sampling)을 거치지는 않았기에 맹신할 수는 없겠지만, 전국 단위로 이루어진 최초의 여론조사

인 만큼 당시 대중의 인식을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하는 데 유의미하다 판단하여 전거(典據)로

인용하였다.



- 73 -

[도면 2] 1960년 11월 ‘제1회 국민여론조사’ 결과 정당별 지지율 및 민주당 정권 평가

(4) 언론의 우호적 태도: 보통

4·19 이후 언론매체 설립 시 관계당국의 사전허가를 규정하던 미군정청(美軍

政廳) 법령 제88호가 폐지되고, 간단한 신고절차만을 규정한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1960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1961년 2월 기준 정부

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1,466건에 달해, 4·19 이후 10여 개월 동안 약 2.5배 폭증하

였다. 특히 1월 말에는 『동방통신(東方通信)』이 소련 『타스(TASS) 통신』과 중

국 『신화통신(新華通信)』,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대한 수신허가를 받지 못하자

평양방송을 직접 수신타가 적발되는 등196) 제1공화국 시기 억압되었던 언론자유가

폭발적으로 분출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늘어난 언론이 정부에 친화적 태도를 보인 것만은 아니었

다.197) 앞서 제Ⅲ장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제1공화국 시기 민주당을 옹호하다 폐간처

분까지 당했던 『경향신문』마저 경제기술원조협정 등 제반 현안에 있어 집권세력에

비판적인 논조를 취하였다. 대표적 보수언론으로 꼽혔던 『동아일보』 역시 갑작스

레 확대된 언론자유의 공간에서 이른바 ‘적성출판물’이 범람하는 현상에 우려를 표시

하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필화(筆禍)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언론자유를 옹호하였

다.198) 중립성향으로 분류되던 『조선일보』 또한199) ‘소수파의 다수파에 대한 복종’

196) 『경향신문』 1961년 2월 4일자 조간 제1면 〈言論의 脫線을 막자〉.

197) 미측은 한국 정세 관련 특별정보보고에서 “검열(檢閱)로부터 해방된 언론의 상당수가 반정부

적 성향을 보이며 야당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평가하였다. “Special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SNIE 42-61: Washington, March 21, 1961),” in Edward C. Keefer, David W.

Mabon and Harriet Dashiell Schwar (ed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1–

1963, Volume ⅩⅫ, Northeast Asia,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6), p. 4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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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주주의의 기반을 이루기에 소수파의 자유 억제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취지

로 발언한 2월 4일자 장면 총리의 관훈클럽 축사(祝辭)에 대해 “다수의 소수에 대한

설득이 선행하여야 하며 … (중략) …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그 소수파 의견이 활발

하게 표시할 수 있게 하는 길이 민주주의를 원만히 운영하는 묘체(妙諦)”라 반박하

였다.200) 이렇듯 보수 내지 중도 성향이라 분류될 수 있던 주요 일간지들도 언론자

유를 강조하며 집권세력의 정책을 마냥 옹호하지는 않았기에, ‘언론의 우호적 태도’

라는 기대가치 역시 보통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5) 관료층의 협조: 약함

대개 친(親)자유당 세력으로 인식되었던 4·19 이후의 관료층은, 신생 제2공화

국에 공개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반민주행위자’ 엄단(嚴斷)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와 만연한 부정부패 속에 동요하고 있었다.

장면 내각은 1960년 9월 23일 ‘공무원정리요강’을 발표하여 이른바 ‘반민주행

위’에 가담한 관료들을 숙정(肅整)하고자 했다. 특히 3·15 부정선거와 4·19 시위 진

압에 직접 개입한 경찰력의 전임(轉任) 및 해임이 두드러졌는데, 경위 이상 간부급

경찰관의 6할이 넘게 해임되고 잔여 경찰력의 8할이 보직을 변경하는 등 전폭적인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치안공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대대적인 신규·특

별채용을 통해 공석을 메우고자 했으나, 기존 경찰조직에 몸담던 이들과 신규채용

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안정화는 더욱 요원해졌다.201)

일반행정기구에 대한 집권세력의 통제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관료인사

를 다루는 주무부서인 내무부의 장관은 9개월여의 짧은 집권기간 동안 4번이나 교

체되었고, 제1공화국 시기 고위직 관료 다수의 공민권이 정지되어 행정의 연속성은

현저히 저하되었다.202) 그렇다고 유능하면서 참신한 대체인력이 투입된 것도 아니었

는데, 미국대사관은 장면 내각의 우유부단함(irresolute)과 무능함(incapable)을 지적

198) “… (상략) 장 정권이 선 뒤 현저하게 달라진 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출판자유」의 소생―

그 한 가지를 들까말까 할 정도다. 따라서 자유당 때보다 비판의 자유도 매우 관용적인 듯이

보여왔다. 그러기에 IPI(국제신문편집자협회)에서도 국가 단위의 가입신청을 정식으로 받아들이

지 않았던가. … (중략) … [혁신계 언론에 대한 필화사건을 언급하며] 당해 관계자를 구속한다

느니 소환한다느니 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승만 식이요 자유당 잔재의 언론탄압술이다. 그러한

독재의식·관료근성이 두 번 다시 장 정권―민주당에 싹트고 있다 하니, 불쾌라기보다는 분탄막

심(憤嘆莫甚)한 일이다. 광풍(狂風)을 피했더니, 다시 폭우를 만나는 셈이다. (하략) ….” 『동아

일보』 1961년 2월 5일자 석간 제1면 〈橫說竪說〉 참조.

199)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동의·부대결의안이 가결된 2월 2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신민당 김용성

의원은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를 대표적인 ‘중립신문’으로 언급하였다. 제38회 국회 참의

원 회의록 제22호 (단기 4294년 2월 28일) 17쪽 참조.

200) 『조선일보』 1961년 2월 5일자 석간 제1면 사설 〈張 總理의 民主言論에 대한 認識의 錯誤〉.

201) 한승주, 1983, 152~159쪽; 박철희, 1988, 117~120쪽.

202) 한승주, 1983, 149~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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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정부 인사가 실적(merit)보다 정실(情實: favoritism)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비판하였다. 아울러 언론·교육·종교·재계(財界)는 물론 정부기관에도 고질적인 부정

부패(corruption and fraud)의 문제는, 한국을 ‘병든 사회(sick society)’로 전락시킨

핵심요소로 지적되기까지 하였다.203)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관료조직의 효율성 및

신뢰도는 극히 저해되었고, 집권세력의 장악력 역시 상당히 취약한 형국이었다.

(6) 종교조직의 공인: 보통

당시 한국 사회에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종교조직이 존재했다

고 보기는 어렵다. 불교계는 제1공화국 시기부터 계속되어 온 비구승(比丘僧)과 대

처승(帶妻僧)의 대립으로 여념이 없었으며,204) 개신교계 역시 절량농가(絶糧農家)를

위한 구호활동 및 신(新)생활운동에 호응하는 것 외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

다.205) 한편 가톨릭계는 독실한 신자였던 장면 총리를 적극 지지하였을 것으로 추정

되나,『경향신문』마저 정부시책에 비판적 시각을 숨기지 않는 등 그러한 지지가

정치영역에까지 동원되지는 않았다. 유림계(儒林界) 또한 대한유도회(大韓儒道會)의

3·15 부정선거 개입논란으로 내홍(內訌)을 겪고 있었기에206) 종교조직의 정치·사회

적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미미하였다 보이며, 따라서 관련된 기대가치는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보통 정도였으리라 판단된다.

(7) 반대세력과의 소통: 보통

1961년 2월 무렵 장면 총리와 민주당 내각은 신민당을 비롯한 보수야당 및 언

론과 비교적 원활한 소통창구를 유지하고 있던 것 같다. 장면 총리는 1월 10일 신민

당과 민정구락부 소속 간부 의원들을 초청하여 한·일 수교교섭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여·야·정 회담을 개최하였으며,207) 제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과

정에서도 신민당 및 언론계 인사들과 비공식적인 접촉·협의를 지속하였다.208)

203) McConaughy, March 11 5PM (Confidential) Section 1, p. 2; Farley, March 15, 1961, p. 3.

204) 조계종(曹溪宗)이 중심이 된 비구승과 태고종(太古宗) 위주 대처승의 충돌은, 1954~5년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한 일련의 ‘불교정화’ 유시(諭示)로 촉발되어 ‘법난(法難)’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양 종파는 1960년 하반기에도 단식투쟁과 각종 결의대회·가두시위를 진행하였는데, 특히 11월 24

일에는 6명의 비구승이 대법원에 난입하여 할복(割腹)을 시도하는 등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동아일보』 1960년 11월 26일자 석간 제1면 사설 〈前代未聞의 法院 亂入事件〉 참조.

205) 『경향신문』 1961년 2월 22일자 석간 제3면 〈宗教團體도 呼應〉. ‘절량농가’는 춘궁기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가구를 지칭하였으며, ‘신생활운동’은 4·19 이후 사치품 배격과 건전한 생

활습관 정착을 주창한 사회운동이었다.

206) 『경향신문』 1961년 2월 15일자 조간 제3면 〈鄕校 통해서 不正選擧?〉.

207) 『동아일보』 1961년 1월 10일자 석간 제1면 〈政府·與·野 代表會談〉.

208) 민주당·신민당의 접촉이 진행되고 있었음은 2월 25일 민의원 본회의 시 김재순 정무차관의

발언과, 신민당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준동의안 최종 처리기일을 2월 27일에서 하루 연기한 민

주당의 조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면 총리는 윤보선 대통령이 제의한 거국내각(擧國內閣)

구성 및 민정구락부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의 상설기구화에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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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과의 소통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

다. 장면 총리는 2월 16일 김영선 재무부 장관과 정헌주 국무원 사무처장을 대동하

고 서울시내 대학교 및 부산대학교 학생회장단과 만난 좌담회에서, 경제기술원조협

정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해명하는 등209) 소통의 노력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었

다. 그러나 통일사회당 등 원내 혁신정당은 상술한 여·야·정 협의체 대상에서 배제되

었으며, 내각 또는 민주당 인사들이 혁신계와 접촉하여 상호 의견을 청취한 자리는

―원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를 제외하면― 2월 21일의 ‘한·미 경제협정 검토강연회’

가 유일하다시피 하였다. 이처럼 보수야당 및 언론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과는 거리를 둔 양상은, ‘반대세력과의 소통’이라는 기대가치의 실현수준

이 보통 정도였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1961년 2월 당시 집권세력이 보유하던 ‘국내적 정당성 필요’

범주의 기대가치는, 아래 [표 8]과 같이 보통 수준으로 달성되었다고 정리된다.

기 대 가 치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 전후의 상황

국내적 정당성 필요 (domestic legitimacy needs): 보통 수준

과반(過半)의 선출직

(Electoral Majority) 확보
보통: 민의원에서는 과반 유지, 참의원에서는 미달

상징조작(Manipulation of

Symbols) 능력

보통: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 건 기대는 여전했으나,

고질적 부정부패와 미온적 대처에 따른 실망도 증대

대중의 지지

(Public Support)

보통: 1960년 11월 시행된 국민여론조사 결과, 집권세력

지지도는 저조했으나 정권을 붕괴시킬 수준은 아니었음

언론의 우호적 태도

(Friendly Press)

보통: 4·19 이후 언론매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중도·보수 성향 매체들도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는 유보

관료층의 협조

(Cooperative Bureaucracy)

약함: 관료층의 가시적(可視的) 저항은 없었으나,

‘반민주행위자’ 처벌 및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한 동요 심화

종교조직의 공인

(Ecclesiastical Endorsement)

보통: 장면 총리는 가톨릭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종교조직의 정치·사회적 영향력 자체가 미미함

반대세력과의 소통

(Communication)

보통: 보수야당 및 언론과는 소통창구가 비교적 원활히

작동한 반면, 혁신계와는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표 8] 1961년 2월 전후 집권세력이 보유한 ‘국내적 정당성 필요’ 범주의 기대가치 실현수준

3) ‘국제적 정당성 필요’ 범주의 기대가치: 전반적으로 강함

야당과의 협의 자체를 지속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은 것 같다. 『동아일보』 1961년 1월 16일자

석간 제1면 〈諮問機構 設置 정도〉; 『경향신문』 1961년 1월 17일자 조간 제1면 〈與·野 協

議體 常設機構化 必要없다〉 참조.

209)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제482호 (1961년 2월 20일자) 제1면 “二八協定 屈辱 아니다 國土開發의 
前衛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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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회의 승인: 보통

허드슨·심스·토마스는 ‘국제사회의 승인’이라는 기대가치의 실현지표로, 국제

연합 가입국가 대다수와 대사급(級)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는지, 그리고 반정부세력에

대한 국제적 공인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꼽았다. 당시 한국의 국제연합 가입은 소

련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으나, 국제연합에 가입된 자유진영 국가들로부터는 국

가승인을 얻고 외교관계를 확대해가고 있었으며, 미국대사관의 정보보고 역시 ‘타국

정부로부터의 승인과 지지(recognition and support of foreign governments)’가 제2

공화국이 향유하는 강점이라 언급하였다.210) 다만 대한민국 헌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이 공산진영 국가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었기에, 체제경쟁은 불가피하였

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승인’ 면 기대가치는 보통 수준이었다 할 수 있다.

(2) 우호국의 지지: 강함

한편 한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었던 미국은 4·19 혁명으로 등장한 제2공화국

을 정치·경제적으로 확고히 지지하고 있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한국의 경

제·사회적 병폐와 장면 내각의 취약성을 우려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민주적 통치제

도를 강화하는 한편 4·19 이후 분출된 민족주의적 요구들이 좌익 내지 중립론

(neutralism)으로 경도(傾倒)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였으며, 한국 정

부가 국제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모든 지원(all appropriate U.S. support)’

을 제공키로 하였다.211) 1961년 1월 출범한 케네디(John F. Kennedy) 행정부 역시

장면 총리의 6~7월경 방미를 선(先)제안하는 등212) 양국 행정부의 교체에도 한·미

간 유대가 약화되었다는 징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군부 또한 ‘한국에 상당한 지분(a great stake in Korea)’을 갖는 미국이 군사·

경제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대북 안보공약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

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다.213) 파를리 역시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주권침

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라도 장면 내각의 협조 아래 전면적인 정치·경제·사회부

문 개혁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14)

위와 같은 언급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은 한국의 정세가 불안하다는 판단 하에

210) McConaughy, March 11 5PM (Confidential) Section 2, p. 2~3.

211) “National Security Council Report (NSC 6018: Washington, November 28, 1960),” in

Madeline Chi and Louis J. Smith (eds.), 1994, pp. 701~703.

212) 『경향신문』 1961년 2월 25일자 석간 〈케 大統領, 張 總理를 招請 늦어도 七月 初旬頃〉;

『동아일보』 1961년 2월 25일자 석간 〈「케」 大統領, 張 總理를 招請〉.

213) 1960년 12월 20일 제470차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렘니처(Lyman Louis Lemnitzer) 합동참모

의장이 발언한 내용을 참조.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470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Washington, December 20, 1960),” in Madeline Chi and Louis J.

Smith (eds.), 1994, p. 711.

214) Farley, March 15, 1961, p.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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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제2공화국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의도는 없었으며, 오히려 미국의 외교·경제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215) 따라서 당시 집권세력이 가지고 있던

‘우호국의 지지’ 부문 기대가치는 강한 편이었다고 평할 수 있다.

(3) 적대국의 위협: 강함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 수립 이후 북한의 존재는 한국에 항시적인 위협이었으

며, 한국전쟁으로 형성된 반공이념 또한 공고히 뿌리내리고 있었다.216) 당시 북한의

대남 선전방송은 그 강도 및 횟수 면에서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조총련을 경유한 체

제전복 선동도 활발하였다.217) 더불어 한국의 치안상황이 불안정한 틈을 타 공작원

침투 역시 가속화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위협이 급박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위험성

은 항상 잠재되어 있었다.218) 제Ⅲ장에서 규명되었듯 일부 혁신계를 제외한 대다수

의 반대세력들도 경제기술원조협정 반대운동이 북한에 대한 동조로 치부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였으며, 각 언론의 사설 및 기고문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잘 드러난다. 요

컨대 당시 집권세력은 ‘적대국의 위협’을 명분으로 대내적 결속을 도모할 수 있는 강

한 기대가치를 보유하였다고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1961년 2월 당시 집권세력이 형성한 ‘국제적 정당성 필요’

범주의 기대가치는 아래 [표 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장면 내각과 민주당의 ‘국

제적 정당성 필요’ 기대가치 실현수준은 전반적으로 강한 상황이었기에, 해당 기대

가치를 활용한 대응전술을 비교적 용이하게 동원할 수 있었음이 주목된다.

기 대 가 치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 전후의 상황

국제적 정당성 필요 (international legitimacy needs): 전반적으로 강함

국제사회의 승인

(International Recognition)

보통: 한국의 국가승인은 자유진영에 국한되었으나, 장면

내각은 민주적 선거로 출범하였다는 정당성을 담지(擔持)

우호국의 지지

(External Support)

강함: 행정부의 교체에도 제2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지원공약은 확고함

적대국의 위협

(External Threat)

강함: 북한에 의한 안보위협은 항시적이었으며, 한국 사회

주류의 반공 분위기도 공고한 상태

[표 9] 1961년 2월 전후 집권세력이 보유한 ‘국제적 정당성 필요’ 범주의 기대가치 실현수준

215) McConaughy, March 11 5PM (Confidential) Section 2, p. 3.

216) 박철희, 1988, 32~34; 160~162쪽.

217) “Special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SNIE 42-61: Washington, March 21, 1961),” in

Edward C. Keefer, David W. Mabon and Harriet Dashiell Schwar (eds.), 1996, p. 432.

218) McConaughy, March 11 5PM (Confidential) Section 1, p. 3. 당시 내무부에는 “북한에서 남

파된 간첩들이 정계요인을 암살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기도 하였다. 『경향신

문』 1961년 3월 1일자 석간 제1면 〈記者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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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대세력의 성격과 위협평가

1) 보수야당 및 언론

보수야당 및 언론은 최종 정책결정권자인 장면 총리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민의원 내 제1야당인 신민당과 제2야당인 민정구락부는 원내교섭단체를 통

해 그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다. 특히 민주당과 신민당은 비록 분

당(分黨)되기는 하였으나, 제1공화국 시기 자유당에 저항했던 동지적(同志的)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비공식 경로를 통한 정책협의를 지속하고 있었다. 한편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같은 주요 언론사들 역시 제1공화국 시기 대여(對與)

투쟁과정에서 민주당과 보조를 맞춘 바가 있었기에, ‘여론 선도자(opinion leader)’로

서 지위를 인정받고 있었다. 허드슨·심스·토마스의 분석틀에 의하면, 보수야당 및

언론은 대체로 ‘정치권 내부’의 영역에 분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조직적 응집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신민당과 민정구락부에서는

박준규·김영삼 의원을 중심으로 소장파들의 세력화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14~5명의

의원들로 ‘청조회(淸潮會)’라는 이름의 정파를 구성하였는데, “노장 중심의 당 지도

층에 대한 온건한 반발”을 의도하며 민주당 내 ‘신풍회’와의 연대도 도모하였다.219)

‘청조회’는 당내 학계 출신 인사들이 구성한 ‘담수회(淡水會)’라는 조직과 함께, 대미

일변도(一邊倒) 외교를 지양하는 한편 북한과의 서신교환 및 언론인 방북(訪北)을

추진하겠다는 독자적 외교·대북정책안을 발표하여 당내 노장층의 반발을 초래하기

도 하였다.220) 주요 일간지들 역시 『동아일보』가 경제기술원조협정에 상대적으로

침묵한 반면 『경향신문』과 『조선일보』는 날카롭게 비판하는 등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다만 보수야당 및 언론의 전반적 기조(基調)는, 국제연합 감시 하 자유총선거

에 의한 남·북 통일과 미국과의 친선강화라는 집권세력의 방침과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이들은 또한 후술할 혁신계의 경우처럼 대규모 대중동원이나 선전활동을

통해 세를 과시하지는 못한 채, 원내질의나 기사 게재로써만 정견(政見)을 드러내었

다. 이러한 이념적 친연성과 제도권 내 활동을 감안하자면, 당시 집권세력에 있어

보수야당 및 언론에 의한 위협은 그렇게 높지 않았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219) 『동아일보』 1961년 1월 24일자 석간 제1면 〈與·野黨 內에 새 「써클」 運動〉; 1월 29일자

석간 제1면 〈횡설수설〉. 특히 청조회에 가담한 신민당 의원 12명과 민정구락부 의원 6명은

폐차(廢車), 요정(料亭) 불이용, 이권(利權) 청탁금지 등의 실천을 내건 ‘청조운동’을 선언하였으

며, 혁신당도 이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동아일보』 1961년 1월 26일자 석간 제1면 〈『淸潮

運動』을 宣言〉; 1월 27일자 석간 제1면 〈淸潮運動 支持〉 참조. 이후 민정구락부 소속 윤재

근 의원 등은 ‘청조회’는 물론 민주당 내 ‘신풍회’·‘정안회’ 등 소장파를 결집하여 보수혁신 신당

(新黨)을 결성할 계획까지 밝힌 바 있다. 『경향신문』 1961년 2월 14일자 석간 제1면 〈三月

中旬 輪郭 드러날 듯〉 참조.

220) 『경향신문』 1961년 2월 17일자 조간 제1면 〈政策樹立에 正面 對立〉; 2월 19일자 석간 제

1면 〈南·北 交流 主張키로〉; 2월 22일자 조간 제1면 〈「南·北 交流」로 激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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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과 최종 정책결정권자인 장면 총리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먼 편이었다. 혁신야당 인사 중 입각한 이는 없었고, 원내에서도 통일사회당만이 2월

20일 기준 민의원에 4석, 참의원에 2석을 점유할 뿐이어서 ‘정치권 내부’의 범주에

들어가는 이도 적었다. 사회대중당·사회당·혁신당 등 다수의 원외정당과 학생세력들

은 대체로 ‘정치권 외부’ 내지 ‘사회 내부’의 영역에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내부의 응집도 역시 높은 편이라고는 하기는 어려웠다. 제2공화국 초기

사회대중당을 중심으로 집결하는 듯 했던 혁신세력은 옛 진보당(進步黨) 계열과 비

(非)진보당 계열로 분리되었고, 후자는 보다 온건한 인사들과 연대하여 1961년 1월

통일사회당을 결성하였다. 이로써 혁신야당은 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중심이 된 급

진적 원외정당인 사회대중당·사회당과, 중도적 개혁노선을 표방한 원내정당인 통일

사회당으로 양분되었다. 여기서 전자(前者)의 주도로 조직된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

회’는 판문점에서의 남·북 직접협상을 주장하는 급진적 학생세력과 연계한 반면, 통

일사회당은 원외 혁신당과 함께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 반대운동이 한창이던 1961

년 2월 21일 ‘중립화조국통일총연맹’을 별도 결성하였다.221) 이들은 남·북의 중립화

평화통일 및 한반도에서의 외국군 철수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했으나, 분파 간 알력

으로 인해 단일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실패하였다.222) 경제기술원조협정 반대운동에

있어서도 원내 통일사회당은 보수세력에 의한 역습(逆襲) 가능성을 우려하여 비교

적 온건한 자세로 일관한 반면, 원외 사회대중당은 장면 내각의 붕괴를 적극 도모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223)

그런데 북한과의 협상 및 주한미군 철수라는 혁신계의 목표는, 집권세력의 방

침과 현격한 이념적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또한 혁신야당과 학생세력은 수만 명

단위의 군중조직능력과 민족주의적 신조(信條)를 매개로, 시가집회·가두행진·전단살

포 등 비폭력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그들의 주장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움

직임은 집권세력으로 하여금 혁신계를 가장 위협적인 반대세력으로 인식시키기에

충분하였다.224) 이상과 같은 본 절의 분석은 다음 [표 10]의 형태로 요약할 수 있다.

221) 『동아일보』 1961년 2월 21일자 석간 제1면 〈『中立化聯盟』 結成〉.

222) 이상 혁신계 내부의 분열에 관해서는 한승주, 1983, 172~175쪽 참조. 미국대사관도 혁신야당들

간의 노선 차이와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정권을 무너뜨릴 만큼 심각한 위협이 되지는 않는

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학생세력들도 지도부 내 좌·우 대립이 일어나며 1960년 늦가을 이후 점

차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McConaughy, March 11 5PM (Confidential) Section 1,

p. 3~4; Section 2, p. 1 참조.

223) 강만길 등, 1988, 216쪽.

224) 제Ⅲ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대구 2·28 시위 제1주년 기념행사에는 중·고교생 4만여 명이 참여

하였고, 다음날 3·1절 기념 ‘민족통일 촉진 궐기대회’에는 2만여 명 이상이 군집하는 등 혁신계

의 대중동원능력은 상당하였다. 한편 파를리도 한국 사회의 여론을 선도해가는 2개의 핵심세력

으로 지식인 계층과 함께 학생세력을 꼽을 만큼, 학생 주도의 급진운동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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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세력의 성격 보수야당 및 언론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

최종 정책결정

권자와의 거리
비교적 가까움: 정치권 내부 비교적 멈: 정치권 외부 ~ 사회 내부

조직적 응집도
보통: ‘청조회’ 등 소장파벌이

결성되어 독자적 활동을 개시

보통: 상대적으로 온건한 통일

사회당(원내)과 보다 급진적인

사회대중당·사회당(원외) 및

학생세력 간의 노선 차이가 존재

이념적 현격성

낮음: 舊민주당 인사 다수 포진

『경향신문』·『동아일보』와도 친연

대외정책의 기조는 동일

높음: 舊진보당 및 재야인사 위주

남·북 협상 및 중립화통일 주장

대중·사회민주주의적 성향

규모와 활동수준

보통: 원내 제1야당과 주요

일간지가 포함되었으나, 적극적인

저항보다는 제도권 내 해결을 모색

높음: 대중동원과 원외시위·

선전활동을 통해 규모 대비 강한

존재감을 과시

위협평가 결과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을 가장 임박한 위협으로 인식 → 보수야당 및

언론과 분리하여 강·온 양면책을 구사

[표 10] 두 반대세력의 성격 분석에 따른 위협평가

3. 집권세력의 대응전술 결정: 두 반대세력에 대한 이중대응

1) ‘가용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전술 7가지

본 장 제1절에서 검토한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 전후 집권세력의 기대가치

달성수준과 제2절에서 살펴본 반대세력의 성격 및 위협평가를 바탕으로, 장면 내각

이 각각의 반대세력에 어떠한 대응전술을 취하였는지 분석할 수 있다. 우선 “집행

에 있어 요구되는 기대가치의 달성수준이 보통 이상인 전술”로 정의되는 ‘가용한’

대응전술을 제1절의 논의에 따라 판별해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특히 한국 내 ‘좌익·급진세력(communist and extremist)’들이 해방 후

15년간의 미군 진주에 불만을 가진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Farley, March 15, 1961, pp. 1·24~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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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응 전 술 세 부 유 형
달성

정도
요구되는 기대가치

가용

여부

무시

(Ignore)
- - 無

직접대응전술

(Direct

Tactics)

[비물리적] 방해

(Harassment)
보 통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지식·정보의 환류

[물리적] 탄압

(Suppression)

강 함 적대국의 위협

불가용보 통 상징조작능력

약 함 군사부문의 안정, 관료층의 협조

설득 (Persuasion) 보 통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반대세력과의

소통, 상징조작능력

매수 (Bribery)
보 통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지식·정보의

환류, 반대세력과의 소통 불가용

약 함 관료층의 협조

간접대응전술

(Indirect

Tactics)

차별화

(Highlight Difference)
보 통 상징조작능력

폄훼 (Denounce)
강 함 적대국의 위협, 우호국의 지지

보 통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상징조작능력

예측 가능한 대상과의 연대

(Natural Allegiance)

보 통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불가용

약 함 관료층의 협조

파격적 대상과의 연대

(Unnatural Allegiance)

보 통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지식·정보의 환류
불가용

약 함 관료층의 협조

간접지원

(Moral/Material Support)

강 함 우호국의 지지

보 통 국제사회의 승인,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직접개입

(Direct Intervention)

강 함 우호국의 지지

불가용보 통
국제사회의 승인,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상징조작능력

약 함 입법과정의 자율성, 관료층의 협조

엄포

(Bluff and Diversion)

강 함 우호국의 지지, 적대국의 위협

보 통 상징조작능력,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의도적 조치

(Commitful Action)

강 함 우호국의 지지, 적대국의 위협

불가용보 통
상징조작능력, 국제사회의 승인,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약 함 군사부문의 안정

부차적 인적교체 (Minor) 보 통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지식·정보의 환류

주요한 인적교체 (Major)

보 통 우호국의 지지

불가용
보 통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지식·정보의

환류, 과반의 선출직 확보,

상징조작능력, 국제사회의 승인

약 함
입법과정의 자율성, 군사부문의 안정,

관료층의 협조

타 협

(Compromise)

부차적 양보 (Minor) 보 통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상징조작능력,

반대세력과의 소통

주요한 양보 (Major)
보 통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 반대세력과의 소통

불가용
약 함 입법과정의 자율성

[표 11]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과정에서 집권세력이 ‘가용한’ 대응전술 판별

요컨대 당시 장면 내각은 직접대응전술 중 ‘방해’와 ‘설득’의 2가지, 간접대응

전술 중 ‘차별화’, ‘폄훼’, ‘간접지원’, ‘엄포’, ‘부차적 인적교체’ 등 5가지, 타협 중 ‘부

차적 양보’, 그리고 ‘무시’ 등 총 9가지의 대응전술을 활용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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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는 두 반대세력의 저항을 무릅쓰고 경제기술원조협정의 비준을 강행하는 것으

로, 미국과의 협약을 조기 발효시킴으로써 ‘딜런 각서’에 명시된 1,500만 달러 규모

의 추가원조 및 2,000만 달러 상당의 외환안정자금 수령 조건을 충족시키는 선택지

였다. 즉 ‘무시’ 전술은 ① ‘우호국의 지지’와 ② ‘경제력의 안정’이라는 두 기대가치

를 향상시킬 것이었으나, 반면 ① ‘상징조작능력’ ② ‘대중의 지지’ ③ ‘언론의 우호

적 태도’ ④ ‘반대세력과의 소통’이라는 여타 기대가치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또한 중·하급 실무관료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뜻하는 ‘부차적 인적 교체’의 경

우 ① ‘상징조작능력’ ② ‘대중의 지지’ ③ ‘언론의 우호적 태도’ ④ ‘반대세력과의 소

통’ 등 부문에서 미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겠지만,225) 이미 취약했던 ‘관료층의 협

조’를 훨씬 약화시키게 될 공산이 컸다. 결국 ‘무시’와 ‘부차적 인적 교체’ 전술은 ‘가

용하지만 수용할 수 없는’ 대응으로서, 장면 내각의 대응전술은 남은 7개 선택지의

범위에서 결정되었다.

2) 강한 기대가치의 활용성: ‘국제적 정당성 필요’ 범주의 기대가치 이용

1961년 2월 무렵 집권세력이 ‘국제적 정당성 필요’ 범주의 기대가치를 비교적

강한 수준으로 실현시키고 있었음은 제1절의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실제로 장면

내각은 ‘가용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전술’ 7가지 가운데 이들이 활용되는 ① ‘폄훼’

② ‘간접지원’ ③ ‘엄포’ 등 3가지 간접대응전술을 적극 활용하였다.

우선 ‘폄훼’는 해당 반대세력의 ‘반국가성 내지 비합법성(treasonous and

criminal)’을 강조하여 정치적 논의의 장에서 배제시키고자 하는 전술로, 집권세력은

‘적대국의 위협’을 활용하여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에 대한 이념공세를 펼쳤다. 장면

총리는 2월 15·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협정 비준 반대 움직임이 반미운동으로 이어

질 가능성과 북한과의 연계 의혹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22일 신현돈 내무부 장관도

조총련의 지원을 받는 ‘불순세력’이 반정부운동을 선동하고 있다 주장하였고, 혁신

계의 배후에 관한 대공(對共) 용의점 수사도 이어지는 등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의

사상적 건전성에 대한 ‘폄훼’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전술은 『경향신문』 2월 16일

자 조간 사설과 2월 24일자 석간 독자기고에서도 보이듯 ‘공산당의 선전모략’에 동

조하는 ‘이적행위’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여 혁신계의 협정 반대운동을 부정적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를 내었다.

다음으로 ‘간접지원’의 대응전술은 2월 16일 ‘매카나기 공한’ 발표로 실현되었

다. 장면 내각은 강한 ‘우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미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매카

225) 제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수야당은 정일형 외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였을 뿐 교섭 실무를

담당한 국장급 이하 관료들의 인책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중·하급 관료들의 교체는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 행태로 비춰져 ‘대중의 지지’나 ‘언론의 우호적 태도’를 저해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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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대사 명의의 ‘주권존중’ 서한 발표를 이끌어냈는데, 이는 신민당의 태도 변화

를 유도한 한편 비준동의안 처리의 명분을 제공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주의 분산’ 전술의 일환인 ‘엄포’는, 혁신계에 대한 ‘폄훼’와 유사

한 맥락에서 보수야당 및 언론에 대해 사용되었다. 북한과 조총련의 조종을 받는

‘불순세력’의 준동 가능성은 보수야당 및 언론에도 위협적이라 인식되었는 바, 신민

당 양일동 정책위의장은 2월 16일 자당(自黨)의 협정 비준 반대론은 원내활동을 통

해서만 추구될 것이며, 반미운동 및 북한의 선전에 이용당할 수 있는 원외투쟁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 언명하였다. 집권세력의 ‘엄포’에 따라 보수야당은 협정 반대가

반미·반국가운동과는 엄연히 다름을 밝혀야 했으며,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이 주도한

원외 반대투쟁과 분명한 선을 긋게 되었다.

3) 기대가치의 상대적 손익과 위협 해소를 위한 적절성 판단

장면 내각은 ‘가용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직접대응전술 가운데 보수야당 및

언론에는 ‘설득’을,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에는 ‘방해’ 전술을 행사하였다. 우선 전자에

대하여, 장면 총리는 상술한 2월 15일의 기자회견 중 보수야당의 반대가 “국가 전체

의 장래를 위한 선의의 노력”이라 평가하고 의원 및 언론의 이해를 적극 구하겠다

언급하였다. 그는 23일에도 보수야당 및 언론에 의한 ‘선의의 경고’와 ‘조련계 및 북

한 공산당이 편승’된 ‘딴 생각’을 확실히 분별해야 한다고도 발언하였다. 2월 25일 김

재순 정무차관이 민의원 본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집권세력은 보수야당 및 언론의

문제 제기를 일정 정도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며 물밑 설득작업을 이어나갔다.

반면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에는 비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방해’ 전술이 구사

되었다. 사회대중당 당사의 간판이 허가 없이 교체되고 경찰이 열쇠를 압수해 갔다

는 김달호 당수의 2월 21일 발언은 이러한 전술이 실제로 활용되었음을 입증해준

다. 또한 2월 24일 ‘공동투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시청 앞 성토대회에 맞서

‘대한상이용사회 총본부’ 같은 관변단체들이 대응전단지를 살포한 일도 ‘방해’ 전술

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집권세력과 반대세력의 정책적 목표가 상이함을 부각시켜 대중적 지지

를 유도하는 ‘차별화’ 전술은, 기대가치의 손익 면이나 위협 해소를 위한 적절성 면

에서 두 반대세력에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신민당 등 보수야

당의 정책노선 간 선명한 차이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신민당을 ‘차별화’하여 고립

시킬 경우 참의원에서 비준통과가 불투명해질 뿐 아니라 이들과의 협조를 중시하는

당내 ‘합작파’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한편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에 대해

서는, 같은 ‘반대세력에 대한 지지철회 유도’ 전술 중에서도 ‘국제적 정당성의 필요’

범주의 강한 기대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폄훼’ 전술이 보다 효과적이리라 판단되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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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남은 ‘부차적 양보’의 전술은, 신민당의 이충환·박준규 의원이 제시한

것처럼 국회 차원의 양해결의를 추가하거나 협정 해석에 관한 부대각서를 교환하는

수준의 타협에 해당하였다. 이 전술은 협정 반대여론을 일정 부분 반영한 대안이라

는 점에서 ‘상징조작능력’, ‘대중의 지지’, ‘언론의 우호적 태도’, ‘반대세력과의 소통’

같은 기대가치를 제고할 터였지만, ‘딜런 각서’ 소정의 이행사항을 가급적 속히 달

성하여 미측의 추가 경제원조를 공여받는다는 정책목표를 손상시킬 수 있었기에

‘경제력의 안정’ 및 ‘우호국의 지지’ 약화로 이어지기 쉬웠다. 그런데 비준과정 초기

국제관례를 내세우며 이러한 ‘부차적 양보’를 거부했던 집권세력은, 2월 26일을 기

점으로 입장을 선회하여 결국 ‘주권존중’ 부대결의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이어지는 제4절에서 보다 상세히 검토해보겠다.

4) 제2공화국의 일반적 선호

집권세력의 대응전술 결정 동학을 살펴보는 데 있어, 마지막으로 역사·문화적

으로 결정되는 집권세력의 일반적 선호(general regime preference)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제2공화국의 정체성은 4·19 혁명으로 형성된 ‘혁명정부’라는

데 있었다.226) 따라서 3·15 부정선거 및 4·19 시위진압 과정에 개입한 관료층과 무

장력을 활용하는 일은 정권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는 장면 내

각이 ‘군사부문의 안정’이나 ‘관료층의 협조’ 같은 기대가치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

이었음을 뜻한다. 또한 집권의 정당성을 4·19라는 ‘아래로부터의 변혁’에서 찾았기

에, ‘상징조작능력’과 ‘대중의 지지’ 같은 연관 기대가치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1절의 분석에서 밝힌 대로 장면 내각은 ‘군사부문의 안정’과 ‘관료층의 협조’

면에서 약했기 때문에, 일반적 선호를 굳이 고려치 않더라도 이들을 활용한 대응전

술을 집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상징조작능력’ 및 ‘대중의 지지’가 중시된 부분은 다

음 절에서 설명할 ‘주권존중’ 부대결의의 ‘부차적 양보’가 성사되는 데 일정한 역할

을 수행하였다.

4. ‘주권존중’ 부대결의로의 타협: ‘부차적 양보’의 성립

장면 총리를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간접

지원’ 아래 보수야당 및 언론에 대해서는 ‘설득’의 직접대응전술과 ‘엄포’의 간접대응

226) 윤보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제2공화국이 “4월혁명으로부터 정치적 자유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언급하였으며, 장면 총리 역시 1960년 8월 27일 취임인사 겸 시정연설을 통해 “4월혁명으로서 이

루어진 새 헌법 하 … (중략) … 혁명정신을 구현”할 책임이 초대 내각에 있음을 절감한다 밝혔

다. “제5대 국회는 혁명 이후 그 혁명의 하나의 결실로서 뽑혀진 국회다. 말하자면 혁명의 산아

(産兒)”라는 『조선일보』의 선언 역시 이러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동아

일보』 1960년 8월 14일자 조간 제1면 〈經濟安定第一主義를 指向〉; 8월 28일자 조간 제1면

〈『統韓·유엔加入』 外交强化〉; 『조선일보』 1961년 2월 24일자 조간 제1면 〈萬物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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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을,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에 대해서는 ‘방해’의 직접대응전술과 ‘폄훼’의 간접대

응전술을 구사하여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동의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려 하였

다. 그런데 제Ⅲ장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보수야당 및 언론의 입장은 ‘매카나기

공한’이 발표된 2월 16일 이후 진전을 보였으나,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의 반발은 위

축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되는 듯 보였다. 결국 집권세력은 26일 정헌주 국무원 사

무처장을 통해 국회 차원의 부대각서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2월 28일 협정 비

준동의안과 함께 박준규 의원 등이 발의한 ‘주권존중’ 부대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입법부의 제약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입장 변화에는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였

는가?

우선 고려되는 부분은, 집권세력의 이중대응에도 불구하고 혁신계의 저항이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2월 22일 오후 대구·부산역전의 궐기대회

와 24일의 서울시청 앞 성토대회는, 정부의 강공에도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의 대중

동원이 약화되지 않았음을 과시하였다. 협정이 비준된 2월 28일 당일과 익일 3·1절

에 개최된 행사에서도 수만 명의 인원이 운집하는 등, 혁신계의 원외투쟁능력은 오

히려 강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4·19 이후 특수한 사회적 환경 아래 형성된 제2공화국의 일

반적 선호체계에서 중시되던 ‘상징조작능력’과 ‘대중의 지지’ 같은 기대가치를 현저히

저하시켰다. 가령 2월 13일 민의원 본회의에서 윤길중 의원이 질타한 것처럼 경제기

술원조협정은 4·19로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모욕’으로까지 비춰졌

으며, 2월 21일 개최된 ‘한·미 경제협정 검토강연회’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다수를 차

지하였다. 한편 25일 민의원 본회의 시 민관식·이찬우 의원의 발언대로 협정 반대운

동은 대한민국 수립 후 최초의 대규모 반미운동으로 이해되었으며, 27일 박병배 의

원과 28일 김성숙·이남규 의원이 협정에 대한 여론의 불신을 심각하게 언급하는 등,

원안 통과를 고집하기에는 민심의 이반(離反) 정도가 너무나도 뚜렷하였다.

상기한 기대가치의 손실은 당시 세간에서 운위되고 있던 ‘4월 위기설’과 맞물

리며 정권의 존폐(存廢)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조시켰다. 이미 2월 9일 민의원 외무

위원회에서 한근조 의원은 1960년 일본 ‘안보파동’의 전례를 언급한 바 있었고, 2월

14일 ‘공동투쟁위원회’ 조직과 탑골공원 성토대회를 목도(目睹)한 정부로서도 비준

반대운동이 정권에 위협이 될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었다. 한편 2월 20일 ‘공동투쟁

위원회’가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비준거부촉구 공개장’에서는, ‘자연발생적인 민중

의 항거·봉기’를 운운하며 4·19와 같은 전면적 반정부투쟁이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

하였다. 3·15 및 4·19 제1주년을 전후한 혁명적 분위기를 맞아 경화(硬化)될 비준

반대운동이, 기시 내각을 도각시킨 일본의 ‘안보파동’처럼 장면 내각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의 자율성’과 ‘과반의 선출직 확보’ 같은 기대가치가 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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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했다가 부결될 경우 헌법 제71조

2항에 따라 내각이 불신임될 수 있었다. 이는 민주당 내 다수 파벌이 형성되어 있

는 한편 참의원에서 신민당이 민주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점유하던 원내구성을 감

안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227)

결국 집권세력은 원안 그대로의 비준을 강행했을 시 동의안이 부결되고 내각

이 무너지거나, 혁신계의 반발이 격화되며 정국이 수습 불가능한 혼란에 빠지게 될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초기의 강경했던 수정불가론을 버리고 부대결의 형식

의 양해사항을 수용하는 ‘차악(次惡)’을 택한 셈이었다. 이에 따라 신민당 측이 기안

한 부대결의 초안을 놓고 여·야 간 막후교섭이 진행된 끝에228) 구속력이 부인되지

않은 ‘주권존중’ 부대결의안이 비준동의안과 함께 통과되었으며, 미측 역시 이를 승

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수립 후 처음으로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입법부 차원의 실질적

제약이 가해지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제Ⅳ장의 분석을, 제Ⅱ장 말미에서 제시한

[도면 1]의 모형에 맞추어 정리해보면 다음 쪽의 [도면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27) 헌법 제71조 2항은 ‘민의원에서의 비준동의 부결’만을 불신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참의원에

서의 부결이 바로 도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신민당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참

의원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 내 ‘합작파’ 등 비주류 파벌들이 민의원 통과 자체를

반대할 공산이 컸는데, 이러한 사태 전개는 장면 내각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일이었다.

228) 민주당과 신민당의 막후교섭은 각주 169번에도 적시된 대로, 2월 28일 민의원 본회의 시 장

면 총리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부분이다. 장 총리는 전날 같은 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철

회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을 일체 부인하였으나, 양당(兩黨)의 교섭이 진행 중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협상을 의식하여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일 뿐 그의 진의(眞意)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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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내각의 기대가치 평가

① 근본적 필요: 보통 ~ 약함

② 국내적 정당성 필요: 보통

③ 국제적 정당성 필요: 강함

위협평가
(Threat

Assessment)

보수야당과

혁신계를

분리하여

대응

반대세력의 성격

보수야당 혁신계

거리 가까움 멈

응집도 보통

이념 유사 차이

규모/활동 보통 높음

〈 장면 내각의 대응전술 결정 동학 〉

① ‘가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전술

직접대응 설득, 방해

간접대응 차별화, 폄훼, 간접지원, 엄포

타 협 부차적 양보

② 강한 ‘기대가치’의 활용성
‘국제적 정당성 필요’의 기대가치를 활용하여 ‘폄훼’,

‘간접지원’, ‘엄포’의 간접대응전술 동원

③ ‘기대가치’의 상대적 손익과

위협 해소를 위한 적절성 판단

‘설득’과 ‘방해’의 직접대응전술 구사

‘차별화’와 ‘부차적 양보’의 집행은 유보

④ 제2공화국의 일반적 선호체계
4·19 혁명으로 탄생한 ‘혁명정부’라는 의식 → 군사력·관료층

활용 배제, ‘상징조작능력’ 및 ‘대중의 지지’ 중시

미국의 ‘간접지원’: ‘매카나기 공한’

보수야당 및 언론

① 직접대응전술 중 ‘설득’

② 간접대응전술 중 ‘엄포’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

① 직접대응전술 중 ‘방해’

② 간접대응전술 중 ‘폄훼’

‘상징조작능력’ 등 기대가치의 약화 지속

‘4월 위기설’에 의한 도각 우려

‘부차적 양보’: ‘주권존중’ 부대결의로 타결

[도면 3] ‘반대세력의 저항에 대한 집권세력의 대응모형’으로 분석한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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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고는 ① 1961년 한·미 경제기술원조협정 체결·비준과정 자체에 대한 규명과

② 해당 사례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 적용을 핵심논점으로 삼고, 각기 제

Ⅲ·Ⅳ장을 할애하여 이를 서술하였다. 기존 정치·역사학계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동 협정은, 1961년 2월 28일 국회가 그 비준동의안과 함께 주권존중에 관한

부대결의안을 동반 가결시킴으로써 1948년 8월 대한민국 수립 이후 입법부가 행정

부 외교정책에 구체적 제약을 가한 최초의 사례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협정

이 조인된 2월 8일부터 비준이 이루어진 28일까지 관찰된 정치·사회세력 간 동학은,

동 사례가 단순히 외교정책에 대한 행정부-입법부 관계나 여론의 영향력이라는 시

각에서 분석되기보다, 국내 정치·사회구조를 반영한 보다 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본고는 ‘반대세력의 저항에 대한 집권세력의 대응모형’을 외교정책론에

도입한 허드슨·심스·토마스의 논의를 차용하여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당시 집권세력이던 장면 내각과 민주당이 ① 보수야

당 및 언론과 ②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이라는 두 종류의 반대세력에 이중적으로 대

응하며 원안 그대로의 비준을 시도하였으나, ①의 반대는 어느 정도 무마된 반면

②의 저항은 격화되자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여 ‘주권존중’ 부대결의라는 ‘부

차적 양보’를 택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고의 분석은 선행연구가 미진했던 제2공화국의 외교정책을 다룸으로써 한

국 정치·외교사의 한 공백을 채운다는 의의와 함께, ‘당구공(billiard ball)’에 비유되

는 단일한 행위주체로서의 국가를 상정키 마련인 국제정치학의 구조적 접근에 대한

반례를 제시한다. 제Ⅲ장에서 인용된 1961년 2월 11일자 『조선일보』 석간 사설이

명확하게 짚었던 것처럼, “완전한 자주독립을 명목상이나 실질적으로 자부할 수 있

는 국가는 미·소 두 나라뿐”인 양극체제(bipolar system)는 한국의 국내정치적 변동

과 무관하게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전 같았으면 큰 문제없이 통과되었을 기술

적·실무적 협정이 비준되기까지 예상치 못한 난항을 겪은 것은, 4·19 이후 변화된 국

내 정치·사회적 환경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이는 국제

적 구조(structure) 내지 환경(environment)의 요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국가 자

체의 특성에 착목(着目)할 필요성을 환기하며, 국제정치의 ‘제2이미지’가 결코 단순한

암상자(blackbox)에 머무르지 않음을 일깨워준다.229)

229) 부지불식간에 국가를 ‘당구공’ 내지 ‘암상자’로 전제하게 되는 구조적 접근에 대한 경종(警鐘)

으로 Hudson, 2007, 신욱희 外 譯, 2009, 제1장 참조. 여기서 허드슨은 외교정책도 결국 ‘인간’

이라는 주체가 결정하는 것이라 강조하며, 정책결정자 개인에서부터 그가 속한 소집단·문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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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소개한 허드슨·심스·토마스의 모형은, 한국 정치·외교사에서 국내정

치적 반대에 부딪친 여러 외교·국방·대북정책의 사례에도 적용 가능하리라 판단된

다. 이를테면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와 월남파병은, 경제기술원조협정과 유사하

게 국회는 물론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킨 외교정책적 사안이었다.

보다 최근의 사례로 제6공화국의 ‘북방정책’,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된 대북 ‘햇볕정

책’,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명박(李明博)·박

근혜(朴槿惠) 정부에서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과 고고도미사일방

어체계(THADD) 배치, 그리고 문재인(文在寅)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남·북 해빙

(解氷) 등의 상황에서 집권세력이 정치·사회적 반대세력의 저항에 어떻게 대처했으

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시계열적으로 분석해보는 작업은, 매우 흥미로우

면서도 중요한 국제정치학적 과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는 더 나아가 한국의 국가

-사회 관계 변천에 대한 총체적 평가로 연결되는 바, 궁극적으로 국제정치학의 범

위를 넘어 사회과학 전반에 긍한 학제적 연구를 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난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본고의 논의가 경제기술원조협정의 사례 및

그에 대한 설명만큼이라도 총망라했다고는 감히 자신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본고

의 한계와 향후의 연구방향을 언급하며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사례에 대한 규명 면에서, 본고는 각종 1차 사료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정치·사회세력의 움직임에만 주목하였기에, 또 다른 경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재

계 등 여타 행위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230) 또한 제Ⅱ장 말

미에서 언급하였듯이 『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 등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일간지 보도에 의존하여, 『한국일보』·『서울신문』 같은 여타 주요 일간지

와 『민족일보』·『영남일보』 따위 혁신 성향 일간지의 평가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특히 외교문서나 언론보도에서 종종 발견되는 모순된 부분은, 추가적인

외교문서 및 정부기록물 발굴을 통해 석명할 필요가 있다.231)

동체·정치세력 그리고 국제체제에 이르는 다층(多層) 변수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 역설하였다.

다만 국제정치의 ‘제2이미지’에 천착하는 본고의 분석틀이 구조·환경·체제(system) 등으로 묘

사되는 ‘제3이미지(Third Image)’와 어떻게 연계되는가의 문제는 훨씬 지난(至難)한 작업을 노

정한다. ‘간접대응전술’ 중 ‘국외로부터의 지원 갈구’라는 세부유형이 상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허드슨·심스·토마스의 모형은 국제적 요소를 고정된 상수(常數)로 취급하는 가운데 국내적 변

수의 작용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의 모형이 ‘제3이미지’의 변동과는 분리된 ‘제2이미

지’만의 영역에서 일종의 ‘짜깁기(patchwork)’ 식으로 거시이론과 공존해야 할지, 혹은 두 ‘이미

지’ 간의 접점을 찾는 데 원용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앞으로 치열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밝혀나

가야 할 숙제일 것이다.

230) 실제로 미국대사관의 정보보고에서는 1960년 하반기 이래 학생세력의 움직임이 완화된 배경

중 하나로, 온건 성향의 지도부에 ‘재계의 자금(financial support from big business)’이 유입되

었다는 점을 들고 있었다. McConaughy, March 11 5PM (Confidential) Section 1, p. 4 참조.

231) 1995년 1월 발표된 제2차 공개외교문서철 중 경제기술원조협정 관련 유의미한 사료가 담겨져

있을 것으로 판단된 「駐미국대사관 정무보고」 (등록번호 1368)에는 1961년 9월 이후의 문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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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고에서 원용한 허드슨·심스·토마스의 모형이 개념적 시론(試論)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이 상정하는 ‘기대가

치’의 정의나 그 실현수준을 평가하는 3단척도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고, 집권세

력에 동조하는 지지세력의 영향은 감안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

해 검증·보완되지 않은 터라 본고에서의 적용 역시 조략(粗略)한 면이 있다. 그럼에

도 ‘반대세력의 저항에 대한 집권세력의 대응모형’은 ① 국내 정치·사회구조의 균열

상이 외교정책에 투영되는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② 집권세력과

반대세력의 객관적 ‘능력(capability)’에 주목하여 그 대응양태를 밝혀주고232) ③ 보

편적 적용이 가능한 한편 각국의 특수성도 고려할 수 있는 분석틀이라는 점에서,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 정치·사회세력의 영향을 고찰하는 데 유용한 접근이라 판단

된다. 앞으로 다양한 사례에의 적용을 거쳐 보다 정치화(精緻化)되기를 기대한다.

협정의 비준과정을 서술한 제Ⅲ장 제2절에서도 간간히 언급되었지만, 1960년

일본 ‘안보파동’과의 비교를 시도해보는 것도 유의미한 주제가 될 것 같다. ‘안보파

동’은 그 규모와 시기적 인접성, 결과적으로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4·19와 종

종 비교된다. 그렇지만 문제의 발단이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이라는 외교정책이었

고, 그 엄청난 파장에도 해당 조약에 여하한 형태의 제약도 가하지 못했다는 점에

서,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과정의 경우와 대조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1960년을 전후한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사회구조 전반에 관한 비교분석과

함께, 일국의 정치적 변동이 인국에서 어떻게 인식·반영되는지를 다루는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권력분립의 원칙이 강조되고 사회적 다원화가 심화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

에서 ‘안과 밖’의 상호작용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바, 2019년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본고에서 시도된 설명과 분석은 비록 조악한

수준에 머물렀지만, 그 문제의식과 분석틀만은 ‘안과 밖’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조

금이나마 기여하였기를, 그리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일말의 함의를 제공하였기를

바란다.

수록되어 있어, 협정의 조인·비준 전후 미국 주재 공관을 통한 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수 없었다. 『미국외교문서(FRU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와 미 국무성·중

앙정보부(CIA)가 지금까지 공개한 각종 비밀문건 중에서도, 본고에서 인용한 국가안전보장회의록

및 매카나기·파를리·로스토우 등의 보고서 외에 관련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국가기록원, 아이젠하워 도서관(Dwight D. Eisenhower Presidential Library), 케네

디 도서관(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미 국립문서보관소(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등지에 소장된 미발굴 문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32) 집권세력이 보유한 기대가치의 수준과 반대세력의 성격이 대응전술 결정에 핵심변수로 작용

하는 만큼, 허드슨·심스·토마스의 모형은 주관적 ‘의도(intention)’보다 객관적 ‘능력’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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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간 체결조약명 (국문) 서명일 (교환일) 국회 비준 여부 발효일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

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 이양

및 미국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

1948. 8. 9.

(1948. 8. 11.)
不要 1948. 8. 11.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1948. 8. 24. 不要 1948. 8. 24.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1948. 9. 11.

1948. 9. 18.

제1회 제69차
1948. 9. 20.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 1948. 12. 10.
1948. 12. 13.

제1회 제128차
1948. 12. 14.

대한민국정부및미합중국간의소포우편협정
1949. 2. 17.

(1949. 4. 16.)
不要 1949. 7. 1.

1948년 7월 1일부터 1949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주한미군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정과

소청의 청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

1949. 5. 27. 不要 1949. 12. 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력에 관한 협정
1949. 6. 13.

1949. 11. 9.

제5회 제36차
1949. 12. 2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항공운수업무에 관한 잠정협정

1949. 6. 29.

(1949. 6. 29.)
不要 1949. 6. 29.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경제협조처간의협정 1949. 9. 19. 不要 1949. 9. 1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김포비행장협정
1950. 1. 14. 不要 1949. 9. 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종협정
1950. 1. 17.

1950. 4. 22.

제6회 제83차
1950. 1. 17.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군사원조쌍무협정
1950. 1. 26.

1950. 3. 30.

제6회 제66차
1950. 1. 26.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 간의

주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1950. 1. 26.

1950. 3. 30.

제6회 제66차
1949. 7. 1.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
1950. 4. 28. 不要 1950. 4. 28.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소위 ‘大田協定’)

1950. 7. 12.

(1950. 7. 12.)
不要 1950. 7. 12.

부 록

[별 표] 1961년 5월 이전 韓·美 間 체결된 양자조약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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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연합 가맹국 연합군 총사령관

휘하부대에 의한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

1950. 7. 28. 不要 1950. 7. 2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발틱형

선박용선약정
1951. 6. 12 不要 1951. 6. 1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FS형

선박용선약정
1951. 10. 12. 不要 1951. 10. 1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1951년

미국 상호방위원조법이 요구하는

보장에 관한 협정 (교환각서)

1952. 1. 4.

(1952. 1. 7.)
不要 1952. 1. 7.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중석협정 1952. 3. 31. 不要 1952. 3. 31.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합중국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일명 ‘Meyer 협정’)

1952. 5. 24. 不要 1952. 5. 24.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한국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반도호텔

및 삼정빌딩의 이양에 관한 협정

1953. 5. 8. 1949. 1. 22. 1953. 5.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1953. 10. 1.
1954. 1. 15.

제18회 제15차
1954. 11. 1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
1953. 12. 14. 不要 1953. 12. 14.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합의의사록

및 이에 대한 수정

1954. 11. 17. 不要 1954. 11. 17.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 (교환각서)

1955. 4. 22.

(1955. 5. 2.)
不要 1955. 5. 2.

병기창 설치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

1955. 5. 29.

(1955. 5. 29.)
不要 1955. 5. 29.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1956. 2. 3.
1955. 12. 9.

제21회 제47차
1956. 2. 3.

장비 및 물자의 처분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1956. 5. 28.

(1956. 7. 2.)
不要 1956. 7.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1956. 11. 28.

1957. 2. 4.

제23회 제19차
1957. 11. 7.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
1957. 4. 24. 不要 1957. 4. 24.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협정, 본문

별첨 및 동 협정의 효력발생을 위한

1958. 3. 14.

(1958. 3. 14.)

1957. 8. 10.

제25회 제55차
1958.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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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의 교환각서

정보 매개물 보장 계획에 관한 협정을

형성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교환각서

1958. 4. 14.

(1959. 9. 25.)
不要 1959. 9. 25.

공익물에 관한 청구권 청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서

그 자신 및 기타관계국 간의 정부를

대표하는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

1958. 12. 18. 不要 1957. 7.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 기관인

개발차관기금과의 차관협정
1959. 4. 8.

1959. 12. 9.

(사후동의)

제33회 제18차

1959. 4. 8.

대한민국 한국전력과 미합중국 DLF

간의 충주수력발전소 설계를 위한

DLF 차관협정

1959. 5. 26.

1960. 1. 19.

(사후동의)

제33회 제34차

1959. 5. 26.

재한 미국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1959. 10. 1. 不要 1959. 10. 1.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을 형성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교환각서

1960. 2. 19.

(1960. 2. 19.)
不要 1960. 2. 19.

한국산업은행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기관인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

1960. 4. 12.
1960. 1. 19.

제33회 제34차
1960. 4. 12.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협정 개정

1960. 6. 30.

(1960. 6. 30.)
不要 1960. 6. 30.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보험소포우편협정
1960. 8. 17. 不要 1961. 1. 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핵연구 및 훈련기구와 자재의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1960. 10. 14.

(1960. 11. 18.)
不要 1960. 11. 18.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미국 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협정 (교환각서)

1960. 10. 21.

(1960. 10. 21.)
不要 1960. 10. 2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경제기술원조협정 (교환각서)

1961. 2. 8.

(1961. 2. 8.)

1961. 2. 28.

(민·참의원)

제38회 제33차

1961. 2. 28.



- 100 -

[ 한·미 경제기술원조협정 국문 역본(國文譯本)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경제기술원조협정 (각서교환)

1961년 2월 8일 서울에서 서명

1961년 2월 28일 발효

閣 下

본관은 다음과 같은 1961년 2월 8일자 각하의 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관은 미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되는 경제기술 및 이에

관련된 원조에 적용될 양해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대표 간

의 최근 회의내용에 언급하고 차후 동 양해사항은 좌기(左記)와 같을 것임을 제의

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경제기술 및 이에 관련된 원조가 국제연

합의 제(諸) 목적 및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방위를 유지하는 지상(至上)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요건임을 공동으로 재확인한다.

2.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기관의 대표에 의하여 요청되고 본

협정에 기(基)한 제 책임을 수행하도록 미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지명된 기관의 대

표에 의하여 승인되거나 또는 우리 양국 정부에 의하여 지명된 기타 대표에 의하여

요청되고 승인되는 경제기술 및 이에 관련되는 원조를 제공할 것이다. 여사한 원조

의 제공은 미합중국의 관계 법령과 규칙에 따를 것이며 상기한 제 대표 간에 합의

된 약정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이다.

3. 대한민국 정부는 1953년 10월 1일자로 워싱턴에서 서명되고 1954년 11월

17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1950년 1월 26일자로 서

울에서 서명된 상호방위원조협정 및 1952년 1월 4일 및 7일자로 부산에서 서명된

각서 교환에 의하여 발효된 협정에서 표명된 제 약정을 재확인하며 여사한 원조가

제공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인적·물적 자원시설 및 일반적 경제사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기여를 하며 여사한 원조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

를 취하며, 구매는 합리적인 가격과 조건 하에 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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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협조하며 미합중국 대표가 본 협정에 의한 계획, 사업 및 이에 관한 기록을

제약없이 계속 시찰하고 검토함을 허용하며 여사한 계획, 사업에 관한 충분하고 완

전한 정보와 미합중국 정부가 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결정하고 이미 제공된 또는 구

상 중인 원조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타 관련된 정보를 미합중국에 제공

하며 본 협정에 의한 제 계획을 한국 국민에게 충분히 주지시킨다. 본 협정에 의한

기술원조 공동계획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도 동 계획의 경비 중 적당액을 분담하

고 한국 내에서 수행 중인 기술협조계획 간의 조정 및 종합을 최대한도로 추구하며

여사한 계획에 참여하는 기타 국가와 기술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을 상호 교환함에

있어 협조한다.

4. 물품 또는 용역의 수입(輸入) 또는 매각으로부터 생기는 판매대금의 대한

민국 정부에 수입(收入)되도록 하는 약정 하에 물품 또는 용역이 증여 형식으로 제

공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제2항에 규정된 대표자 상호 간에 별도로 합의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신의 명의로 한국은행에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여사한

특별계정에 상술한 판매대금과 동액의 한국통화를 조속히 예치하며 한국통화의 소

요액에 관하여 미국 정부로부터 수시 통고를 받는 대로 미국 정부가 요청한 방법으

로 특별계정의 잔액 중에서 여사한 소요액을 충당하는데 필요하다고 상기 통고문에

명시된 금액을 미합중국 정부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2

항에 규정된 대표자에 의하여 임시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유익한 목적

을 위하여 상기한 특별계정의 잔액을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원조

가 종결할 때 특별계정에 남은 자금 중의 무(無)채무잔액은 미합중국 법률 혹은 미

합중국 의회의 공동결의에 의한 승인을 조건으로 제2항에 규정된 대표자에 의하여

합의되는 목적을 위하여 처분된다.

5.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에 의한 미합중국 정부의 책임을 수행할 특별사절

단 및 그 구성원을 접수한다. 미합중국 정부로부터 적절한 통고를 받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절단과 구성원의 직위 및 계급에 따라 특권 및 면제를 향유케 할 목적

으로 동 사절단 및 구성원을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미합중국 외교사절단의 일부로서

간주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특별사절단 및 그 구성원과 전적으로 협력하며 이 협력

에는 본 협정의 규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제공이 포함된다.

6. 본 협정에 의하여 제공될 원조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도

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 미합중국 정부 또는 동 정부에 의하여 자금이 공여되는 계약자가 본

협정에 의거하여 행하는 사업이나 계획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도입하거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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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취득하는 공급품, 자재, 기구, 자동차를 포함한 물품 또는 자금은 여사한 계

획과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동안에는 재산의 소유 또는 사용에 대한 세금 및

기타의 세금과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투자 또는 예금에 대한 요건 및 통화 관리로부

터의 면세를 받는다. 여사한 계획과 사업에 관련된 여사한 공급품, 자재, 기구, 자동

차를 포함한 물품 또는 자금의 수입, 수출(단 미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자금이 공여

되는 계약자의 경우에는 수출거래는 제2항에 규정한 대표자 간에 별도 약정에 의

함) 구매 사용 또는 처분(미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자금이 공여되는 계약자에 의한

판매의 경우는 제외)은 대한민국 정부의 관세, 통관부과금, 수출·입세, 재산의 구입

또는 처분에 대한 세금(미국 정부에 의하여 자금이 공여되는 계약자에 의한 판매의

경우는 제외) 및 기타 어떠한 세금이나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도 면제된다.

(나) 본 협정과 관련하여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합

중국 정부 또는 그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및 영주자를 제외한 모든

인원은 미국 정부에 대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소득에 대

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로부터 면제되며 자

동차를 포함한 사용을 위한 개인 소유 동산의 구입, 소유, 사용 또는 처분(미합중국

정부나 대한민국 정부 또는 양 정부의 기관과 계약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의 고용

인에 의한 판매를 제외)에 대한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여사한 인원과 그들의 가족

은 사용으로 한국에 도입한 개인용품, 기구(器具), 공급품 또는 자동차를 포함한 물

품 등에 대한 관세 및 수출·입세의 지불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에 주재하

는 미국 대사관의 외교관에게 부여하는 바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단 여사한 경

우에도 그보다 더욱 유리한 대우를 받지는 않는다.

(다) 본 협정에 의하여 원조를 제공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입되는 자

금은 환금(換金) 당시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이 아닌 미 불화(弗貨) 대 한국 환(圜)

간의 최고환율에 의하여 한국통화로 환금된다.

7. 본 협정에 규정된 원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는 미합중국 정부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여사한 원조의 계속이 필요하지 않거나 희망되지 않는다고 결정하

는 경우에는 미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다.

본 규정에 의거한 여사한 원조의 종료는 아직 인도되지 않는 물자의 인도의

중지를 포함할 수 있다.

8. 미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직접 또는 통일사령부를 통하여

제공되는 경제, 기술 기타 이에 관련된 원조에 적용되는 제 협정으로서 본 협정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대체되는 것은 제2항에 규정한 대표자 간에 합의되는

보충적 약정에서 이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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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상과 같은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 각서

와 이에 동의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이며 이 협

정은 대한민국 국회가 그에 동의하였음을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 미합중국 대사관에

통고한 일자에 발효하고 양 당사국 정부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이 협정을

종결케 할 의향의 서면통고를 접수한 후 30일까지 유효할 것이며 이 협정의 규정은

제2항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제공되는 원조에 관하여는 계속 완전히 유효하다고 양

해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본관은 귀 각서에 규정된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으며 귀 각서와

본 회답이 양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각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나이다.

(서 명) 鄭 一 亨

월터. 피. 매카나기 각하

주한 미합중국 대사

합 의 의 사 록

1961년 2월 8일자 각서교환에 의하여 발효된 협정 제8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1948년 12월 10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과 1952년 5월 24일자로 부산에서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의 자격으로

서의 미합중국 간에 체결된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및 이에 첨부된 교환각서 및

의사록과 1953년 12월 14일 서울에서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을 위한 합동경제

위원회의 협약」이라는 제목 아래 UN군 사령부 경제조정관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간에 체결된 협정 및 그 부록은 1961년 2월 8일자의 각서교환으로 발효되는 협정에

의하여 대체될 것에 합의한다.

단 상기한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제3조 제13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약정

할 것임을 양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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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鄭 一 亨 (서 명) 월터·피·매카나기

외무부 장관 미합중국 대사

閣 下

본관은 1961년 2월 8일자 각하의 좌기와 같은 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1961년 2월 8일자 각서교환으

로 체결된 협정의 합의의사록에 언급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합의에 의

하여 수정될 때까지 1952년 5월 24일자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 자격으로서의 미합

중국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개정협정) 제3조 제13항에 규정된 특권, 면제 및 편익

이 국제연합군 사령부의 개인 및 기관에게 계속 부여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

니다. 본관은 전기(前記) 약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 각서와 이에

동의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우리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영

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본관은 귀 각서에 이 규정된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지하며 귀 각서와 본 회답이 양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

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서 명) 鄭 一 亨

월터. 피. 매카나기 각하

주한 미합중국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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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경제기술원조협정 영문 정본(英文正本) ]

Comprehensive Agreement regarding Economic, Technical Assistanc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ffected by Exchange of Notes

Signed at Seoul February 8, 1961

Entered into force February 28, 1961

February 8, 1961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Your Excellency＇s note dated February 8,

1961 which reads as follows: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recent conversations

between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the understandings

applicable to economic, technical and related assistance furnished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propose that henceforth these understandings shall be as follows:

(1)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jointly reaffirm that economic, technical and related assistance

is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the achievement of the paramount objective of

maintaining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istent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2)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will furnish such economic,

technical and related assistance hereunder as may be requested by

representatives of appropriate agenc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pproved by representatives of the agency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to administer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is

Agreement, or as may be requested and approved by other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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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ted by our two Governments. The furnishing of such assistance shall be

subject to applicable United States laws and regulations. It shall be made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arrangements agreed upon between the

above-mentioned representatives.

(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affirms the undertakings

expressed in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signed at Washington on October 1, 1953,

and entered into force on November 17, 1954, the Mutual Defense Assistance

Agreement signed at Seoul on January 26, 1950, and the Agreement effected by

an exchange of notes signed at Pusan on January 4 and 7, 1952; will make the

full contribution permitted by its manpower, resources, facilities and general

economic condition in furtherance of the purposes for which such assistance is

made available; will take appropriate steps to assure the effective use of such

assistance; will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to assure

that procurement will be at reasonable prices and on reasonable terms; will,

without restriction, permit continuous observation and review by United States

representatives of programs and operations hereunder, the records pertaining

thereto; will provide the United States with full and complete information

concerning such programs and operations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which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may need to determine the nature and

scope of operations an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assistance furnished

or contemplated; and will give to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full

publicity concerning programs hereunder.

With respect to cooperative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hereund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also bear a fair share of the costs

thereof; will,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seek full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f technical cooperations being carried on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will cooperate with other nations participating in such programs in the

mutual exchange of technical knowledge and skills.

(4) In any case where commodities or services are furnished on a grant

basis under arrangements which will result in the accrual of proceed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import or sale of such

commodities or servic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xcept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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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otherwise be mutually agreed by the representativ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will establish in its own name a Special Account in the Bank of

Korea, will deposit promptly in such Special Account the amount of local

currency equivalent to such proceeds and, upon notification from time to time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its local currency requirements, will

make avail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 the manner requested

by that Government, out of any balances in the Special Account, such sums as

are stated in such notifications to be necessary for such requirement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ay draw upon any remaining balances in

the Special Account for such purposes beneficial to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by the representativ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Any unencumbered balances of funds which remain in the Special

Account upon termination of assistance hereunder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disposed of for such purposes as, subject to approval

by act or joint resolution of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may be agreed

upon by the representativ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5)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receive a special mission,

and its personnel, which will discharg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hereunder. Upon appropriate notification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consider this

special mission and its personnel as part of the diplomatic mission of the United

States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urposes of enjoying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accorded to that mission and is personnel of comparable grade or rank.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give full cooperation to the special

mission, and its personnel, including the furnishing of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6) In order to assure the maximum benefits to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assistance to be furnished hereunder:

(a) Any supplies, materials, equipment or commodities, including motor

vehicles, or any funds introduced into or acquired in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r any contractor financed by that

Government, for purposes of any program or project conduct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while such supplies, materials, equipment, commodities or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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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used in connection with such a program or project, be exempt from any

taxes on ownership or use of property, and any other taxes, investment or

deposit requirements and currency control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mport, export (except that in the case of contractors financed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export transaction shall be the subject of

special arrangements between the representativ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hereof), purchase, use or disposition (other than by sale by a contractor financed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ny such supplies, materials,

equipment, commodities, including motor vehicles, or funds in connection with

such a program or project shall be exempt from any tariffs, customs duties,

import and export taxes, taxes on purchase or disposition (other than by sale by

a contractor financed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ates) of property, and

any other taxes or similar charges in the Republic of Korea.

(b) all personnel, except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employee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r its agencies who are present in the Republic of Korea to perform work in

connection herewith, shall be exempt from income and social security taxes

levi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income upon

which they are obligated to pay income or social security taxes t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from taxes on purchase, ownership, use

or disposition of personal movable property, including motor vehicles, intended

for their own use. Such personnel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receive

the same treatment, but in no case treatment more favorable, with respect to

the payment of customs and import and export duties on personal effects,

equipment, supplies or commodities, including motor vehicles, imported into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ir own use as is accord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diplomatic personnel of the American Embassy in Seoul.

(c) Funds introduced into the Republic of Korea for purposes of

furnishing assistance hereunder shall be convertible into currency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highest rate in terms of the number of Korean hwan

per United States dollar which, at the time the conversion is made, is not

unlawful in the Republic of Korea.

(7) All or any part of the program of assistance provided hereunder may be

terminated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f it determines that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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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hanged conditions the continuation of such assistance is unnecessary or

undesirable. The termination of such assistance under this provision may include

the termination of deliveries of any commodities hereunder not yet delivered.

(8) The agreements applicable to economic, technical, or related assistance

furnish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hrough the Unified Command, which are superseded in

whole or part by this agreement shall be specified in supplementary

arrangements made between the representativ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hereof.

I have the honor to propose that, if these understandings are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esent note and your reply note

concurring therein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notificatio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States Embassy in Seoul of the consent thereto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hich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irty days after the receipt by either Government of written

notification of the intention of the other to terminate it, it being understood,

however, tha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with respect to assistance furnished pursuant to request made under

paragraph 2 hereof.

Accept, Excellency, the renewed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I have the honor to inform Your Excellency that the understandings set

forth in your note are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confirm that your note and the present reply wi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

Please accept, Excellency, the renewed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signed) Yil Hyung Chyung

His Excellency

Walter P. McConaug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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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assador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oul

AGREED MINUTE

Pursuant to paragraph 8 of the Agreement effected by the exchange of

notes, dated February 8, 1961,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agree that the Agreement on Aid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Seoul on December 10,

1948, as amended; the Agreement on Economic Coordin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cting as the Unified Command, and

the accompanying exchange of notes and minutes signed at Pusan on May 24,

1952, as amended; and th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Nations Command

Economic Coordinator and 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entitled

“Combined Economic Board Agreement for a Program of Economic

Reconstruction and Financial Stabilization,” with Annexes, signed at Seoul on

December 14, 1953 are superseded by the Agreement effected by the exchange

of notes, dated 8 February 1961.

It is understood, however, that Paragraph 13 of Article 3 of the

above-mentioned Agreement on Economic Coordination shall be the subject of

separate arrangements.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of America:

Yil Hyung Chyung Walter P. McConaugh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mbassador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Korea

February 8, 1961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Your Excellency＇s note dated February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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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which reads as follows: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agreed minute to the agreement effected

by the exchange of notes, dated February 8, 1961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propose that

until amend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privileges, immunities and facilities envisaged by

paragraph 13, Article 3, of the Agreement on Economic Coordin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cting as the Unified Command, of

May 24, 1952, as amended, shall continue to be accorded individuals an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I have the honor to propose that, if these undertakings are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esent note and your reply note

concurring therein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Accept, Excellency, the renewed assurance of my highest consideration.”

I have the honor to inform Your Excellency that the undertakings set

forth in your note are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confirm that your note and the preset reply wi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Please accept, Excellency, the renewed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signed) Yil Hyung Chyung

His Excellency

Walter P. McConaughy

Ambassador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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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mestic Socio-political Actors`

Influence on Foreign Policy of the

Second Republic of Korea

- Case Study on ‘Comprehensive Agreement regarding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of 1961 and ‘ruling

coalition`s response against opposition sectors’ model -

Ko Yong-Jun

International Relations Maj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objects to examin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Comprehensive

Agreement regarding Economic, Technical Assistanc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tied States of America’,

which was signed on February 8th and ratified on February 28th in the year of

1961. Also, it tries to explain this process using an appropriate analytical frame

in Foreign Policy Analysis (FPA).

The agreement is the very first example that foreign policy initiated by the

administrative branch of Korea has been constrained by her legislative branch

(國會: National Assembly),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 113 -

August 15th, 1948. Yet it has largely been overlooked in the preceding studies on

politic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modern history of Korea.

Observing the mechanism among domestic socio-political actors during the

ratification process of the agreement, I conclude that it needs to be apprehended

in the complex context of unique socio-political structure of contemporary Korea,

rather than via inter-branch relationship or impact of public opinion on foreign

policy making procedure. Therefore, this thesis introduces ‘ruling coalition`s

response against opposition sectors’ model coined by Valerie M. Hudson, Susan

M. Sims and John C. Thomas, to construe the ratification process.

In this regards, I refer to ① diplomatic documents releas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Korea, ② congressional record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民議院) and House of Councillors (參議院) of the 5th National

Assembly, and ③ articles in three foremost Korean newspapers including

Choson-Ilbo (朝鮮日報), to investigate the overall process by which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ratified. Following this, the characteristics of ruling

coalition―namely Democratic Party (民主黨) and Premier Chang Myeon (張勉)’s

Cabinet― and opposition sectors―① conservative opposition parties and media

② progressive opposition parties and students― are examined, based on articles

of those media and declassified intelligence reports written by the Untied States

authorities. Finally, the logic by which these characteristics constructed the

ruling coalition`s response is analyzed according to the model of Hudson et al.

Initially, ruling Democratic party and Cabinet tried to ratify the agreement

without any modification or accompanying conditions. They utilize twofold

response tactics against two different opposition sectors; ‘persuasion’, ‘bluff and

diversion’ on conservative opposition parties and media; ‘harassment’,

‘denouncing’ on progressive opposition parties and students. Yet the latter

sector`s antagonism grew rather fiercer, albeit the former sector`s repugnance

became somehow alleviated. In conclusion, ruling coalition reluctantly chose

‘minor concession’ of passing ‘resolution demanding respect for the national

sovereignty of Republic of Korea’, to obviate possible collapse of Chang Cabinet.

This thesis fills a vacuum of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of Korea by

covering one of the unexplored cases in the Second Republic (第二共和國). Also,

it provides a counterexample on the structural approach of international relations,

which tends to presuppose ‘states’ as unitary actors. The unexpected antagonism

against the agreement, which intrinsically dealt with technical and procedural

matters, cannot be properly understood without considering the distinctive

socio-political atmosphere of contemporary Korea after April Revolution in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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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reminds us that state-specific features should be counted even in the cases of

lesser states, which are impossible to grasp exhaustively through the eyes of

international ‘structure’ or ‘environment’. The so-called ‘Second Imag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s far more flexible and dynamic than a solid ‘billiard ball’

or ‘blackbox’.

As we are clearly witnessing, the interaction between ‘in and out’ of states

becomes more and more divergent in modern democracy, where the principle of

power separation and social pluralism are unprecedently highlighted. Despite its

numerous flaws or blemishes, I humbly expect that the main argument and

analytic frame of this thesis can contribute to not only the studies of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of Korea, but also general FPA`s development, and

hopefully, be helpful for the fields of Realpolitik nowadays.

Keywords: Second Republic (of Republic of Korea), Chang Myeon Cabinet,

Comprehensive Agreement regarding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ratification process, Foreign Policy Analysis (FPA), opposition sectors,

ruling coalition`s response

Student Number: 2017-2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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