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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문제제기 

 

 

1945년의 해방과 함께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한국 사회의 험난한 앞길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었다. 연합국에 의해 해방이 되었지만, 38선을 중심으로 하여 남과 

북으로 분할 점령되었고, 분할 점령의 선이 되었던 38 도선은 1948 년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경선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분단 정부의 수립은 결국 한국전쟁과 정전협정으로 인하여 이후 한국에서 분단국가가 

지속되는 결정적 분수령이 되었다.  분단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관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ttee in 

Korea: 이하 ‘UNTCOK’으로 약칭)이었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하여 만들었던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안이 소련과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미국은 정부 수립을 

위한 방안을 유엔에 제출하였고, 유엔에서는 임시위원회를 만들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것을 결정했던 것이다. 위원단은 이후 국내 정치인들과 협의한 후 38 선 

이남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유엔에 권고하였고, 유엔은 이를 승인하여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인도 대표이자 UNTCOK의 위원장이었던 

메논은 38선 이남에서만 총선거를 우선 실시한다는 내용을 유엔소총회에 전달했고, 

이 내용이 통과되면서 총선거 실시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 한국 내의 정치인들의 38선 이남에서의 총선거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UNTCOK 은 국내 정치인들을 면담을 하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총선거에 찬성했지만, 38선 이남만의 총선거에 반대하는 정치인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8선 이남에서만 총선거가 이루어질 경우 결국 분단이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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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논 위원장은 처음에는 이러한 입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견해였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38 선 이남에서만의 총선거를 지지하게 되었다. 38 선 

이남에서만 총선거를 우선 실시하고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은 미국 정부의 입장이었고, 

소련은 이에 반대하였다. 메논은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메논은 왜 

이러한 입장을 취했을까?  

메논의 이러한 입장 변화가 주목되는 점은 인도 정부가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두 강대국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았던 인도 정부와는 달리 메논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인도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에 참여하지 않고,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메논의 입장은 인도 

정부와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메논의 입장은 당시 인도 정부의 입장과 정말 

다른 것이었는가?  

본고에서는 당시 메논이 입장이 인도정부와의 입장과는 달랐던 것인지, 만약 달랐다면 

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인도 정부이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면 인도 정부가 왜 그런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외교관 개인이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만약 입장이 다르지 않았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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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존 연구  

 

 

메논과 UNTCOK은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논쟁이 되는 주제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지금까지 양준석, 하용운, 최요섭, 박태균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1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미국의 정책, UNTCOK의 조직과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UNTCOK 은 한국에 도착한 이후 다양한 정치인들을 만나서 

면담을 진행했고, 이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하여 한국에서의 선거와 정부수립에 관한 

부분을 유엔총회에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위원단 내부에서도 의견의 대립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대체로 분석된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각각의 UNTCOK 위원들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로 미국의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 졌고, 미국의 정책에 반대했던 

위원들이 누구였는 가만을 분석했을 뿐이었다. 박태균 2의 연구에서는 38 선 이남 

에서만 선거를 실시하는데 반대하였고, 1948 년 12 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반대했던 캐나다와 호주의 대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 분석은 

없었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메논과 인도 정부의 입장에 대한 기존 연구는 현재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당시의 인도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로버트 반스의 글이 유일하다.3 

그는 미국과 인도의 입장이 어떻게 달랐는가 에 대해서 접근하였다. 그러나  

                                                      
 
 
1 양준석, 「1948 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과 5·10 총선에 대한 미국정부와 한국인들의 인식」, 

『한국정치외교사논총』40(1)2018, 81–118 쪽; 하용운, 「UN 한국임시위원회(UNTCOK) 연구 : 

5.10 선거기의 역할과 성격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석사논문, 1992; 최요섭, 「1947~1948 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성립과 활동」, 서울대 석사논문, 2005; 박태균, “Ugly Duckling,” Comparative 

Korean Studies, 2005, 1-14 쪽 
2 Park, Tae Gyun, 『The Ugly Duckling: The activities of the Canadian Delegate in UNTCOK an Korean 

Evaluation』.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13). 
3 Robert Barnes, 『 Between the blocs: India, the United Nations, and ending the Korean war』 (Journal of   
Korean Studies 18:2013) Page no: 26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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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서도 구체적으로 메논의 입장과 인도 정부의 입장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UNTCOK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인도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당시의 인도 정부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도는 유엔군에 구내를 파병하지 않았고, 대신 정전협정을 중재하였으며, 4 포로 

송환시 포로를 구분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5 이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시 

인도 정부가 남한보다는 북한에 더 유리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메논이 38선 이남에서의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지지하면서 미국의 정책을 지지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 한국과 인도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논문들이 있는데,6 이러한 논문들은 

메논의 입장과 인도 정부의 입장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밝히는데 충분한 자료와 

해석을 주지는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감안하면서, 당시 

메논의 입장과 인도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4 Kaushik, Ram Pal, 『The crucial years of non-alignment: USA, Korean War 』.    (India. New Delhi: Kumar 

Bros:1972); Chan Wahn, Kim, 『The Role of India in the Korean War』. (International Area Review, Vol 

13(2),2010), Page no: 26; Alka Gupta. 『India and UN Peace Keeping Activities』. (New Delhi: Radiant 
Publishers, 1977) 
5 김민서, 박지현, 「현행 1949 년 제네바협약과 대한민국: 6.25 한국전쟁 포로문제를 중심으로」, 

『인도법논총』, 2009; 박영실, 「정전협정 체결 후 비무장지대 반공포로 수용소 발생사건」, 

『아세아연구』 57(4), 2014 
6 David Brewster, 『India’s Developing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 useful friend in East Asia. Asian 

Survey 』. (Vol:50,2010), Page no:4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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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방법론과 자료 

 

 

본고는 위의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겠다.  

첫째로 회고록을 이용하는 것이다. 회고록은 당시의 사건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의 

진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사실을 담고 있다고 확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인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의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회고록이 있기 때문에 회고록은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메논 본인의 회고록과 한국전쟁 당시 주 중국 인도 대사였던 

파니카의 회고록을 중요하게 이용할 것이다.7 

둘째로 인도 정부의 자료와 미국의 FRUS 자료를 이용할 것이다.8 이러한 자료들은 

당시 인도 정부의 입장을 잘 보여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통해 회고록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학적 방법론을 당시 메논의 입장과 인도 정부의 입장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7 K.P.S. Menon, 『Many Worlds: An Autobiography』. “KOREA” (Oxford University Press, Bombay,1965). 

Page no:243~260.; K.M. Panikar, 『In Two Chinese: Memoirs of a Diplomat』. “Korea”,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5), Page no: 109. 
8 FRUS,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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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논의 유엔활동 

 
 

2.1. 유엔 위원 이전 메논의 생애 

 

 

메논은 19세기 말 무렵인 1889년에 코타야마케랄의 저명한 귀족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네어 공동체에서 태어났고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메논의 어머니는 

그에게 매일 마하바라타에서 라마야나까지 서사시를 읽어주었다. 이러한 환경은 그의 

어린 시절에 이야기 속 사람들과 현실 사람들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 뿐만 아니라 

그의 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힌두교가 중심이 되었던 집안과 달리 학교는 

미션스쿨이었기 때문에 매우 다른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메논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그의 전기에서 메논은 학생들이 영향을 

받은 것은 종교가 아닌, 학교 선생님들의 생활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메논은 대학교 입학 전까지 코타아먀에서 수학을 하였고 입학 후 졸업할 때 까지 

마드라스에서 머물렀다. 1918 년 졸업 후 더욱 심층적인 공부를 위해 옥스포드로 

떠났다.9 옥스포드에서의 연구 기간 동안 인도에서는 많은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고 

있었다. 마하트마 간디가 비-협조 운동을 시작했으며, 메논과 동시대 인물인 A.K. 

Pillai가 그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옥스포드를 떠나 인도로 향했다. 그 이후로 옥스포드 

마일리스 (메논이 상당 부분 주도했음)는 인도인에게는 애국심을, 영국인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선동을 주는 연설 행사를 자주 개최했다. 

그는 옥스포드 마일리스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고귀한 연설자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가 I.C.S(Indian Civil Service/인도 공무원)10시험 준비를 시작한 것도, 

성공적으로 정상에 올랐던 것도 이때였다. 그러나 I.C.S 시험을 통과한 후에도 그는  

 

                                                      
 
 
9 K.P.S. Menon, 『Many Worlds: An Autobiography』. “KOREA” (Oxford University Press, 
Bombay,1965), Page no:22. 
10 I.C.S, 인도 공무원,지금 I.C.S.는 I.A.S(Indian Administrative Services)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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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인도 식민 통치에 반대하는 연설을 계속했고, 그 결과 그는 영국의 인도 

사무실에서 소환장을 받기 시작했다. 

1922년에 메논은 공무원 시험에서 1등을 차지했고 I.C.S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Tirupattur(본래는 Tirchy)의 지방행정관을 보좌하는 일을 했고, 그 후 북서부 

개척지와 체이론 인도 정부 요원 스카우트를 받기도 했다. 그는 나중에 하이데라바드 

주에서 인도의 상주 장군이 되었다. 1934년, 그는 Zanzibar, 케냐, 우간다에 있는 

인도인들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크라운 대표로 파견되었다. 11 바라트푸르 주의 

위원회로서, 그는 1943 년에 대영제국 훈장을 받게 되었으며 독립 후, 그는 

1948년부터 1952년까지 인도의 첫 외무장관이었다. 그 후 그는 인도의 소련 연방의 

인도 대사로 임명되었다. I.C.S가 되고 다시 코타야마로 돌아온 후에도, 메논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어머니의 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사람들이 영국에서 돌아온 이 남자를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옥스퍼드에서 

공부했다는 자부심이 있는 그가 코타야마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바나나 잎 

위에 음식을 얹어서 먹고 숟가락과 포크를 요구하지 않는 것에 사람들은 놀라곤 했다. 

그는 사회적 지위와 교육에 관한 한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학자이자 

교육자이자 정치인이었다. 그를 보러 가끔 사람들이 오곤 했고, 그들의 딸을 그와 

결혼시키길 원한다고 암시하고 떠나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전혀 관심 없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고, 그는 나중에, Sankaran Nair, Anujee와 결혼했다.12 

세 번째 근무지인 뉴델리에서 메논은 인도 보건교육부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그는 

뉴델리에 있는 동안 그리고 가끔 심라에 있을 때, I.C.S 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일반 사람들이나 중앙 정부 사람들로부터 소외 되는지, 즉, 중앙(말하자면 

델리)에 배치되지 않는지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그는 나중에 F.&P. 부서에 

임명되었다. 영국 동료들이 그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11R. Dayal,『A Life of our Times』.( Orient Blackswan.1998), Page no: 79. 
12 K.P.S. Menon, 『Many Worlds: An Autobiography』. “KOREA” (Oxford University Press, 
Bombay,1965), Page no: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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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종종 영국인이 자국 정부의 진보적인 노동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을 위해서만 

일하는데, 인도인들은 외국 정부를 위해서만 봉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식민지배를 당하는 인도인은 자국의 정치적 문제에 깊게 관여하지 않도록 되어있어서 

메논은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반-영국인들, 즉 영국 통치로부터 자유를 

요구했던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정치적 집단에는 두 개의 부서가 있었는데, 한 쪽은 외교적인 일을 담당했고, 나머지 

한쪽은 인도의 내부적인 문제를 다루는 일을 했다. 메논은 외교적인 일을 담당했다. 

메논이 영국 통치 하의 인도 정부가 얼마나 동남아 문제(인도 이주인이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에 대해 무관심했는지를 깨닫게 된 건 그가 F&P 부서에서 일할 때였다. 

미국에 대해서는 인도가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오해하지 않길 바라는 

것뿐이었다. 자유 이전의 소련은 꾹 닫힌 책 같았기 때문이다.13 

 

 

 

 

 

 

 

 

 

 

 

 

 

 

 

 

 

 

 

                                                      
 
 
13 K.P.S. Menon, 『Many Worlds: An Autobiography』. “KOREA” (Oxford University Press, 
Bombay,1965), Page no:11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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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메논의 한국 내에서의 활동 

 

 

11월 1947년14, 도쿄에서 귀국하는 길에 메논은 인도 정부로부터 유엔한국위원단의 

인도 대표로서 즉각적으로 업무를 보고 오라는 내용의 서신을 받았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서울에 도착했을 때 놀라울 정도의 엄청난 환호를 받았다. 눈이 많이 오고 

있었지만,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환호하는 사람들의 줄이 무려 12km로이나 될 

정도였다.15 메논은 그의 자서전에서 해당 내용은 매우 흥미로웠지만, 미국과 소련 

사이의 긴장감 때문에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소련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선 한국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유엔한국위원단에 대해 한국이 제대로 알 수 있는 많은 정보가 없었다. 위원단의 

역할은 선거를 감독한다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한국의 몇몇 다른 신문들은 

그것이 다른 한국 정치인들과의 한국 문제에 대한 대화의 길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1948 년 2 월 12 일자의 보도에 따르면, 김구, 김창숙, 김규식, 조완구, 

조성환,등 유엔한국위조선 인지도자협의에서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이승만, 

김구, 김규식, 세 사람이 제시한 2대 조류로 분리되어 있었다.16  그러나 이 때 어느 

누구도 한반도의 한 지역에서만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인기 지도자였던 여운형이 우익 운동가에게 살해당한 후, 공권력에는 

많은 동요가 일어났다. 중립적인 정치인들은 남한에서만 선거를 치르려는 미국의 

정책에 반대했다. 이 사건 이후 여론도 달라졌다. 박태균 17교수의 글에 따르면, 74%의 

유권자가 등록되었는데, 그중 90%의 유권자들이 강제로 등록된 것이 밝혀졌다.18 

패터슨도 이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  

                                                      
 
 
14 Chi Young Pak, 『Korea and the United N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Page no: 05.  
15 모윤숙, 『메논 박사 연설집』.(1948) Page no: 12. 
16 최종고, 『이승만과 메논 그리고 모윤숙: 대한민국 건국과 한국여성』. “유엔한국위원단의  

내한”(기파랑, 2012). 
17 Park, Tae Gyun, 『The Ugly Duckling: The activities of the Canadian Delegate in UNTCOK an Korean 

Evaluation』.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13). 
18 Park, Tae Gyun, 『The Ugly Duckling: The activities of the Canadian Delegate in UNTCOK an Korean 

Evaluation』.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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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논이 만난 그룹은 38선 이남에서의 선거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는 김구와 김규식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즉 이승만은 소련이 유엔 결의를 

보이콧하고 유엔한국위원회의 북조선 입경까지 거절한 이상 유엔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지역 내 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중앙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19  김구, 김규식 두 분은 남북통일선거, 남북요인회담, 

남북정치범석방등을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중국 대표인 리우 

위완씨와 회담을 가졌다. 남북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세 사람이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다는 기구 관계자의 주장과는 달리, 김구와 김규식이 그 곳을 방문했지만, 이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 수가 없다.  

 

1948년 2월 12일자 동아일보에  아래와 같이 글이 실렸다.  

 

김구: 원래 우리 3 인 간에 우리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을 달성하려는 것은 

차이가 없는 바인데 항간에 소문이 많아서 외인 에게까지 의혹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 회합은 이 의혹을 풀기 위한 것인데 그 결과는 심히 원만했다. 

자세한 내용은 후일 발표하겠다.  

 

김규식: 리우위완으로부터 신년 연회의 초청을 받아서 참가하였을 뿐이지 

통일정부 수립 동의 정치 문제에 관련하여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20 

 

김구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였다.  

 

문: 이번 세 분의 회담에 있어 합의를 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답: 완전한 조국의 자주독립 달성에 노력하자는 것만 합의되었다.  

문: 세 분 간에 정치적 행동통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19 모윤숙, 『메논 박사 연설집』.(1948) Page no: 28~32. 
20 동아일보, 『The Task of The UN Commission』.(1948 2 월 12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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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나의 성의와 최선을 다하려 한다. 21 

 

 

 

김규식은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였다. 

 

문: 남북통일선거가 불능 시에는 남조선 선거를 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는데 

대해 세분 간에 의견이 없다고 이 박사는 말하였는데 이를 시인하는가? 

답: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고 남북통일선거가 불능할 때에는 

유엔에서의 새로운대책을 보아서 재검토하기로 한 줄로 나는 기억된다.  

문: 앞으로 세분 간에 정치적 행동통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답: 이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문: 남북회담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답: 미리 성공만 될 것을 알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요 모사  재인사재천이라는 

말과 같이 세상 모든 국제회담에서 작정된 것이다 성공된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노력해 보는 것이다.22   

 

위의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김구, 김규식은 남북통일 중앙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며, 가능한 남한만의 지역 선거에는 참가 하지 아니하겠다는 요지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23 

2월 14일 유엔 유엔한국위원단의 중국 대표 리우위완 씨의 초청으로 이승만, 김구, 

김규식이 회동하였는데, 여기서 김규식은 이승만에게 남북협상을 추진할 것을   

말하면서, “형님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말아주십시오, 찬성도 반대도 모두 부작용이  

                                                      
 
 
21 동아일보, 『The Task of The UN Commission』.(1948 2 월 12 일자). 
22 최종고, 『이승만과 메논 그리고 모윤숙:대한민국 건국과 한국 여성』. “유엔한국위원단의 

내한”(기파랑, 2012) Page no: 96. 
23 최종고, 『이승만과 메논 그리고 모윤숙:대한민국 건국과 한국 여성』. “유엔한국위원단의 

내한”(기파랑, 2012) Page no: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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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리라 본다.”라고 하였다. 24  이에 이승만은, “남북 요인 회담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내가 찬성하지 않던 바이나 이 문제가 총선거 지장이 있거나 시일을 

지연시키는 폐단이 없다면 방임하겠다.” 라고 조건부 묵인 의사를 말하였다.25  

메논의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모윤숙, 

메논이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냈던 시인이었다. 메논은 모윤숙이라는 한국 

여류시인과 매우 긴밀한 관계였다고 한다. 26  모윤숙은 메논의 굳건하고 진정한 

동료였다. 그녀에게 있어서 한국은 결코 남과 북으로 분단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였다. 

메논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녀에게 있어서 남한이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었고, 

Adunauer27에게 동독이 그러했듯, 북한은 인정될 수 없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그녀에게는 그녀의 국가를 독립시키는 길이었고, 조국을 

배신한 국가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모윤숙은 모든 희망과 기대를 제게 걸었다. 그녀는 

심지어 몇몇 시인들에게 저를 ‘한국의 구원자’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그 결정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녀는 큰 상처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28메논의 감정이 어떻게 그 결정에 영향을 끼쳤는지 

서술하는 이 발언을 통해 우리는 인도의 결정에 메논의 사사로운 감정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일 처리에 있어서 감정이 이성을 지배했던 유일한 경우였다. 나의 결정이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그 후 인도는 빠르게 냉정을 되찾았고, ‘조선  

 

                                                      
 
 
24동아일보, 『The Task of The UN Commission』,  (1948 2 월 19 일자). 
25최종고, 『이승만과 메논 그리고 모윤숙:대한민국 건국과 한국 여성』. “유엔한국위원단의 

내한”(기파랑, 2012) Page no: 98. 
26 최종고, 『이승만과 메논 그리고 모윤숙:대한민국 건국과 한국 여성』. “유엔한국위원단의 

내한”(기파랑, 2012) Page no: 117. 
27 Adunauer:  Konrad Adenauer, Germany, 남북관계,평화재단. 
28 K.P.S. Menon, 『Many Worlds: An Autobiography』. “KOREA” (Oxford University Press, 
Bombay,1965), Page no: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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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 민주주의 공화국’보다 ‘대한 민주주의 공화국’을 인정한 것을 후회하며 미국의 편에서 

했던 결정을 철회했다. 인도는 한국의 인위적이고 영구적인 분단을 전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도는 두 진영(미국과 소련)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1953년에 전쟁이 끝나고 한국에 평화가 찾아온 것에도  인도의 공이 컸다. 나는, 그러므로, 

신중하게 내렸던 행복의 그때 그 순간을 후회하지 않다.” 29 

 

메논은 그의 자서전에서 그들의 만남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덧붙인다. 그는 여가시간 

대부분을 그녀와 보냈는데, 한 번은 메논이 파티에서 빠져나와 그녀의 집으로 간 적이 

있었다.30 이 때 다른 인도 대표들은 사회주의자를 매우  배척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메논이 납치당했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두 시간 동안 겁에 질린 채 그를 찾아다녔고, 

누군가 모윤숙 집의 문을 미친듯이 두드렸다. 메논이 문을 열었고, 그곳에 메논의 

비서와 경찰들이 있었다고 한다.  

메논은 역사가 인도와 메논의 입장, 그리고 인도 한쪽만의 특정 입장인 남한에서 만 

선거를 하자고 하는 결정을 기억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메논의 결정과 

요구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가 겪은 일련의 사건들과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9 K.P.S. Menon, 『Many Worlds: An Autobiography』. “KOREA” (Oxford University Press, 
Bombay,1965), Page no:253. 
30 K.P.S. Menon, 『Many Worlds: An Autobiography』. “KOREA” (Oxford University Press, 
Bombay,1965), Page no: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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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메논의 유엔 소총회 참석 

 

소련과 미국의 끊임없는 엇갈리는 갈등 속에 소련은 1948년 1월에 양국 군대를 

한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군대 철수가 유엔 이 제시하는 

한국통일 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이었다. 결국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유엔한국위원단의 통일 계획에 따라 캐나다, 호주, 중국, 

우크라이나(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을 결국 거부), 시리아, 필리핀, 인도, 프랑스, 엘 

살바도르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했다.31 

인도가 나름 입장을 결정하자마자, 인도 대표는 이중 압박(미국과 소련 사이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처음 결정이 내려졌을 때, Rajeshwardayal32 은 인도의 찬성표를 

위한 미국 대표의 유엔을 향한 커다란 로비가 있다고 주장했다.33그리고 총회에서  

인도의 찬성표가 바로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델리는  유엔이 공식적으로 

밝힌 적절한 사실이나 증거 없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혀다. 34 

남한만의 독립 국가 건설을 향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메논이 한국임시위원단의  

보고를 받자마자, 미국은 남한만의 독립 국가를 세우는 결정을 했다. 미국 정부는 

적절한 압박을 유엔회원국들에게 가했고, 캐나다와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다수에 의한 

지지를 통해 그 결정이 내려졌다. 메논은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 미국의 편에서, 그 

결정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180도 바뀌어버린 메논의 결정은 남한만의 단독 국가 

설립에 반대했다. 인도 정부와 메논 사이에 논쟁과 의견 차이가 있었을 거라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논쟁이 위원회에서 이적을 하게 한 주요 원인이라 

생각한다.  

 

                                                      
 
 
31 최종고, 『이승만과 메논 그리고 모윤숙:대한민국 건국과 한국 여성』. “유엔한국위원단의 
내한”(기파랑, 2012), Page no:54. 
32 R. Dayal. A Life of your Times. (Orient Blackswan,1998). 
33 R. Dayal. A Life of your Times. (Orient Blackswan,1998). 
34 Chan Wahn, Kim, 『The Role of India in the Korean War』. (International Area Review, Vol 13(2),2010), 
Page no: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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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메논은 그의 자서전에서 했던 결정은 그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했던 결정이고, 

미국의 결정에 대한 인도의 찬성표는 정부 때문에 직면하게 된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유엔에서 오랫동안 인도 대표를 맡았던 P.P Pillai는 당시 

유엔의 의견이 미국의 색채가 강했고, 그것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고, 미국을 적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메논은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에서 분열이 끝나고 평화적으로, 특히 한국의 통일과 

함께 선거를 통해 한국의 중앙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자기 연설에서 강조했다. 메논은  

유엔한국위원단의 위원장으로 있을 때, 거기서 무슨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유엔한국위원단의 일을 진행을 할 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자기 연설을 통해서 

한국국민들에게 알려주었다. 메논의 연설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 회의는 1948년 1월 12일 서울 덕수궁에서 열렸다.35 연설은 메논의 한국 분열 

해결에 대한 그의 열정과 책임감을 보여주었으며, 독립의 길로 가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메논은 인도가 겪은 독립의 기쁨과 자유를 위해 치뤄야 했던 분단의 슬픔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메논은 특히 미국이나 소련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했는데, 적어도 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기때문이다. 그는 특히 한국 독립을 위한 

전쟁의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 언급한다.36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없었으며, 남과 북의 사람들은 거의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이었기에 한국 통일을 촉진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는 남북한이 38선에 의해 

영원히 분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37 그것이 양측의 단합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것은 단순히 군사 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특별 

연설에서 메논이 언급한 인도의 사례는 인도와 연합국의 위원회의 입장이 사실은 선거  

                                                      
 
 
35모윤숙, 『메논 박사 연설집』. (1948) Page no:23. 
36 최종고, 『이승만과 메논 그리고 모윤숙:대한민국 건국과 한국 여성』. “유엔한국위원단의 
내한”(기파랑, 2012), Page no: 210. 
37 모윤숙, 『메논 박사 연설집』.(1948) Page n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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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폭력적인 수단이 이 지역의 평화를 수립하는데 

사용되지 않아야 함을 간디의 사례를 통해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독립을 위한 가장 비폭력적인 수단이 인도의 자유 투쟁에 많이 기여를 강조했다. 그는 

두 세계 권력 블록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위원회의 운영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증명해 보이기 위해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위원회에 대표를 둔 

대부분의 국가는 냉전의 어떤 세력도 엄격히 지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인은 

위원회에 입장과 공정성에 대해 안심해도 되고, 정치와 경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체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1948 년 2 월 12 일 유엔 소총회에 참석하러 뉴욕으로 떠나는 전날 밤에 메논은 

서울에서 아래와 같은 방송을 하였다. 38 연설에서 메논은 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한 

업무를 설명했다. '행동하는 것이 쉽고 아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며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쉽지 않았음을 설명한다. 그는 위원회가 복잡한 정당 정치 나 

정부의 전반적인 개입에 개입하거나 국가 정치의 지도적 원리가 될 수 있는 내부 

문제에 개입할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그들을 위한 진정한 임무는 이 지역의 선거를 

보장하고 한국 정부의 설립을 촉진하여 결국에는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과 하모니를 

이룩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통해 정부가 보장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더 나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으로 한 갈음 더 나아갔다.39 또한 언론 자유와 그에 

대한 민주적 권리를 지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 하에 일을 추진해 나가는 동안에  위원단이 직면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 소련과 미국의 태도의 변화는 끊임없는 문제였다.40 그러나 메논은 

위원회가 단지 작은 단체가 아니라 평화를 수립할 의지와 양심을 가진 국가와 

대표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위원회의 목표는 한국을 차세대를 

위한 더 나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고, 전쟁터에서 불안에 빠져있을 필요가 없게 하는  

                                                      
 
 
38최종고, 『이승만과 메논 그리고 모윤숙: 대한민국 건국과 한국여성』. “유엔한국위원단의  

내한”(기파랑, 2012). 
39 모윤숙, 『메논 박사 연설집』.(1948) Page no: 14. 
40K.P.S. Menon, 『Many Worlds: An Autobiography』. “KOREA” (Oxford University Press, 
Bombay,1965), Page no:11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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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1948 년 2 월 19 일 메논은 뉴욕에서 유엔한국위원단 위원장으로서 

소총회에 한국의 사정을 설명하고 남한에서의 선거를 승인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41 

이것은 한국의 사정을 국제사회에 가장 객관적으로 알린 명연설이었다. 이 연설에서 

메논은 위원회가 설립된 것에 대한 우려와 한국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책임을 강조했다.  

처음에 유엔한국위원단은 두 가지 주요 대안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들은 미군에 의해 

점령된 한국의 일부에서 선거하고 선출된 정부를 중앙 정부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공정한 국가 정부 수립과 한국에 평화를 가져오는 목적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고려하고 있었다. 결의안은 위원회의 업무를 편리하게하기 위해 

위원회에게 한국 전역에서 관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메논은 서울에서 위원회 위원들이 받은 한국인들의 열정과 

환영에 대해 언급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들을 맞이했고, 그것은 유엔과 위원회에 

대한 그들의 신뢰와 믿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메논은 한국 사람들의 독립과 

단결에 대한 갈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 

 

한국인들은 자유를 간절히 원했고, 모든 이념을 포괄하는 다양한 배경의 

지도자들과 대표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민주적 과정으로 스스로 정부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한국은 다만 분열과 국제 상황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정치적 혼란에 직면해 있었을 뿐이었다.42  

 

연설에서 그는 소련의 태만한 태도에 대해 더 언급을 하였다. 소련이 초기에 한국의 

행동 과정에 관한 위원장에서 보낸 편지에 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어떤 

운동이나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한반도 선거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  

 

                                                      
 
 
41 K.P.S. Menon, 『Many Worlds: An Autobiography』. “KOREA” (Oxford University Press, 
Bombay,1965), Page no:249. 
42 모윤숙, 『메논 박사 연설집』.(1948) Page no: 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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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소련의 결정과 함께 소위원회가 내린 결론의 

의미를 충분히 분석하기를 원했다.  

선거가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 정부를 세우는 데 기여한다면 남한의 선거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러한 행동을 즉시 취하는 데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그 결과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북한의 지도자들과 지지자들 중 일부가 남한의 선거와 결과에 대한 지지를 할 

가능성도 있었다. 선거가 북한의 별도 정부 구성으로 이어져 북한과 남한의 격차와 

편차를 더욱 확대하게 할 가능성도 있었다.  

 

북한과 소련의 태도가 한반도에서 선거를 치르는 방식에서 주요 장애물 

이었음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위원회는 남한에서 선거가 실시된다면 소련의 

도움으로 북한이 '인민 공화국'을 세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반도는 따로 따로의 정부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은 

남북한 간의 화해의 가능성을 모두 없애고 위원회의 목적은 완전히 실패할 

것이다. 아마도 이 두려움 때문에 좌파 지도자들과 온건파 지도자들 대부분이 

남한에서의 선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것이다. 43 

 

 

메논의 이 연설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깊었으며, 한국위원단에서 앞서 제시된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 그의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몇가지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한반도 선거와 관련된 소련의 부정적인 태도를 설명하였다는 점. 두 

번째, 남한에서만의 선거가 실시되는 것이 북한의 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한반도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고 우려 했다.  

 

 

 

                                                      
 
 
43 모윤숙, 『메논 박사 연설집』.(1948) Page no: 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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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45년 이후 인도 정부의 한국에 대한 입장 
 

 

 

3.1. 중립적인 입장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고, 인도는 1947년 8월 15일에 독립했으며, 연도만 

다르고 날짜는 같다. 한국의 분단 과정에서의 인도의 역할은 인도의 독립 직후에 

시작되어, 비동맹회의를 넘어서 한국 전쟁의 직접적인 중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역할은 막중했다. 인도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회원국으로서 한국 독립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에는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 인도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한 침략 사실을 받아들이고, 

제60야전병원(60 Para Field Ambulance-의료기관)을 파견하여 부상자와 민간인을 

구호하는데 힘을 썼다.44 또, 인도는 전쟁 포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의 분단에서의 인도의 역할은 한국과 인도에서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거나 잘못 알려져 있다. 인도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남한을 도우려고 노력했다.  

본고의 연구 초점은 왜 인도가 남한만의 총 선거를 요구하는 미국 결의안(1948년 2월 

26일….표)을 지지해오는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 연구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와 문서들에 기초해 보면, 인도의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정착과 남북한 통합 선거를 추진하기 위한 테이블에 미국과 소련을 끌어들이기 위해 

제 3자의 입장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철저히 중립적이었다는 것이다. 네루(Nehru) 

수상은 분단 국가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기에 평화로운 해결을 원했고, 한반도의  

 

 

                                                      
 
 
44 Tayal, Skand R. 『India and the Republic of Korea: Engaged Democracies』. (Routledge India, 

2015), Page no: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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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전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45  그러나 결국 한반도는 분단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다. 

한국전쟁은 끔찍한 우연적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한반도 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과 치밀한 작전의 결과였다. 전쟁은 한반도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활동하는 군대에 의해 지속되었다. 그러자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폭풍의 땅으로 변해버렸다.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들은,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전쟁을 쉬는 걸로 해서 일단 전쟁은 끝나게 되었다. 휴전 

상태이다.    

한국 전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세계는 냉전의 시대를 목격하고 이데올로기적 

선상에 양 극단으로 나뉘어졌다. 세계의 국가들은 한국 전쟁에 대한 각각의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비동맹의 원칙을 채택하고 국가적 및 국제적 쟁점에 독립적인 

입장을 표명한 국가들이 있었다. 그러나 비동맹은 완전한 중립성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비동맹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분명 하지만, 냉전 

관계로 서로 싸우는 두 반대 진영의 이익에 따라 그들의 입장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 인도 또한 비동맹 국가 중 하나였으며, 한국 전쟁에 있어서 인도의 

역할이 컸었다. 비제이 락 쉬미 (Vijay Lakshmi)는 1947년 9월 19일 유엔에서 한국 

문제에 관한 비동맹 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지지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46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세계의 강대국들이 서로 가까워지기 보다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인도는 우리를 온전히 규정짓거나 

       우리를 어떤 체제 안에서 다른 어떤 조직이나 단체와 연관 짓는 그런 강요는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그들 사이의 거리가 

       좁혀져야 한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그 

끝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는다.47 

                                                      
 
 
45 K.P.S. Menon, 『Many Worlds: An Autobiography』. “KOREA” (Oxford University Press, 
Bombay,1965), Page no:253. 
46 Tayal, Skand R. 『India and the Republic of Korea: Engaged Democracies』. (Routledge India, 

2015), Page no: 24. 
47 Alka Gupta. 『India and UN Peace Keeping Activities』. (New Delhi: Radiant Publishers, 1977), 

Page no: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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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한국, 양국은 1940년대에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었고, 두 나라 모두 그후에 

분단을 겪게 되었다. 인도는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 38선을 따라 분단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초기에는 분단 없는 한국의 독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유엔에서 주장했다. 인도는 미국과 소련이 한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도록 노력했다. 마찬가지로 인도는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남과 북의 

따로따로  하는 총선에 대한 개념에는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인도는 결국 남한만의 

총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것은 선출된 남한 정부가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여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모여 하나의 

국가 정부를 구성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였다. 그러나 이 희망과 달리 

한반도에서는 하나의 정부가 탄생되기 보다는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인도는 한국 전쟁이 시작될 때 명확한 입장을 고수했다. 네루는 북한의 공격적인 

침략을 비난했다:  “우리(인도)의 입장은 첫째, 북한의 침략이 남한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 잘못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고, 우리는 그에 저항해야 한다. 둘째, 

가능한 한 전쟁이 한국을 넘어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는 전적으로 한국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48 

메논이 초대 위원장이었던 유엔한국위원단의 설립과 그 뒤를 이은 UNCOK의 설립을 

통해 한국 전쟁에서의 인도의 역할을 추적해 보자면, 인도는 1950 년 6 월 25 일 

한국에 대한 북한의 침공을 인정했지만, 유엔 회원국들에게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요구한 안보리 결의안에 동의하기를 거부했다.  

인도는 군사적으로 참여하기를 망설였다. 대신 인도는 인도주의적 제스처로서 한국에 

의료기관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한국에서 총 4년 동안 복무했던 제 60 야전 병원은 

유엔 군대와 한국 육군 및 지역 민간인에게 의료용 커버를 제공하는데 참여했으며 

“The Maroon Angels (고동 색의 천사)”이라고 칭찬을 받았다.49 인도 군인 (Indian  

                                                      
 
 
48 Tayal, Skand R. 『India and the Republic of Korea: Engaged Democracies』. (Routledge India, 

2015), Page no: 32. 
49 Tayal, Skand R. 『India and the Republic of Korea: Engaged Democracies』. (Routledge India, 

2015), Page no: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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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의 파견을 강력히 반대했던 이승만 대통령 조차도 그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인정했다. 출국을 하면서 그는 말했다: 

"우리는 그 어떤 환경보다도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것을 해낸 인도 군대에 대한 

불쾌한 감정들을 잊고 싶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50 

 

 

 

 

 

 

 

 

 

 

 

 

 

 

 

 

 

 

 

 

 

                                                      
 
 
50 최종고, 『이승만과 메논 그리고 모윤숙:대한민국 건국과 한국 여성』. “유엔한국위원단의 

내한”(기파랑, 2012) Page no: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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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유엔 인도대표의태도변화 

 

 
인도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타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국 문제를 바른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했다. UNTCOK와 UNCOK의 회원국인 인도는 한국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기간 동안 인도는 한국 전체가 하나의 국가로 엄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우선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이 였기에 한반도의 한 

지역에서 만의 선거에 대한 생각에는 반대했던 것이다.51 

그러나 인도 대표는 유엔의 입장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인도의 대표들은 한국 

문제와 한반도에서의 선거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있는 지 끊임 

없이 생각하고있었다. 유엔에서의 미국의 지위를 감안하면, 인도가 미국과 인도간의 

적대적 관계 유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았다. 

메논의 자서전에 유엔의 인도 대표 P.P Pillai는 미국의 인도에 대한 적의를 키울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나온다. 특히나 이때 인도의 카슈미르 문제가 유엔에서 하나의 

두드러진 이슈 중 하나였기때문에 인도는 입장 정리를 하는데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었다.52  인도는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카슈미르 문제에 대한 협력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카슈미르를 침공했음을 강조했고, 카슈미르가 인도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랬기에 인도는 군대를 보내고 카슈미르를 구하게 되었음을 

계속 주장했다. 이런 인도의 주장에 힘입어 미국은 파키스탄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서구 세력은 파키스탄에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다.53 

소련은 안전 보장이 사회의 옵서버 지위를 채택했다. 미국의 결정은 인도와 그 국민을 

위한실망으로 다가왔다. "유엔의 권력 그룹 이 채택한 비-객관적인 태도가 인도에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처음부터의 어려움은 영미 주의 세력과 안전 보장 이사회의  

                                                      
 
 
51 Chan Wahn, Kim, 『The Role of India in the Korean War』. (International Area Review, Vol 13(2),2010), 
Page no: 21-37. 
52 Chan Wahn, Kim, 『The Role of India in the Korean War』. (International Area Review, Vol 13(2),2010), 
Page no: 21-37. 
53 Chan Wahn, Kim, 『The Role of India in the Korean War』. (International Area Review, Vol 13(2),2010), 
Page no: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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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들이 파키스탄의 경우와 완전히 일치한다." 이런 분위기가 인도가 남한에 서만의 

미국의 선거결의안을 지지하도록 했을 지도 모른다. 인도는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인도는 유엔한국위원단에서의 어려움이 커질 것 같아서, 인도가 남한에서만의 선거에 

찬성하였지만 이 남한정부를 전체 한국의 정부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했다. 다만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적대 행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3차 

총회에서의 입장을 바꿔 미국의 결의안에 찬성했다. 메논은 자서전에서 미국의 결의안을 

수락하게 된 두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번째 이유로는  P. P. Pillai의 견해를 들었다. 메논은 

결의안 투표에 대한 인도의 입장은 당시의 복잡하게 얽혀있는 특유의 상황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54  

P. P. Pillai박사는 유엔의 영구 대표자였다. 그의 신용을 위해 그는 국제 연맹과 같은 

국제기구에 참여한 경험이 많았다. 메논은 “유엔의 의견 결정은 미국의 견해에 강하게 

달려 있으며 인도의 견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심지어 인도가 그것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인도에 해롭다”고 썼다.55 메논은 자신은 P. P. Pillai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자서전에서 썼다. 하지만 반대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했다.56 왜냐하면, 

P. P. Pillai는 메논 보다 외교 무대에서 경험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로 메논과 모윤숙과의 관계를 들었다. 처음에 

메논의결정에는 모윤숙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남한에서의 선거에 반대하면, 메논은 모윤숙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었고 그 뒤로 

계속 우정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57 그러나 이 두 이유를 

넘어서서 메논은 인도가 미국 결의안에 찬성할 수 밖에 없는 이유였다. 인도가 그것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인도에 해롭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인도는 카슈미르 문제가  

                                                      
 
 
54 K.P.S. Menon, 『Many Worlds: An Autobiography』. “KOREA” (Oxford University Press, Bombay,1965), 
Page no:253. 
55 K.P.S. Menon, 『Many Worlds: An Autobiography』. “KOREA” (Oxford University Press, Bombay,1965), 
Page no: 258. 
56 K.P.S. Menon, 『Many Worlds: An Autobiography』. “KOREA” (Oxford University Press, Bombay,1965), 
Page no: 258. 
57 K.P.S. Menon, 『Many Worlds: An Autobiography』. “KOREA” (Oxford University Press, Bombay,1965), 
Page no: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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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위태로운 상황 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했다. 단합된 국가와 연합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인도는 유엔에서 서구동맹국을 이끌고 있는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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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 중국 인도 대사의 역할 

 

 

파니카(K.M. Pannikar)는 외교관으로서의 중국 체험담에서 본인이 중국의 인도 

대사로 임명된 상태에서 1947년 8월 15일에 뉴욕의 유엔 총회에 인도 대표단에 

합류하라고 초대 받았다고 했다.58 파니카는 9월 중순에 합류 했는데, 그 때 동서 경쟁 

구도는 더더욱 굳어져 가고 있고, 소련이 전쟁 협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폭로하는데 

제 앞장서 있었다고 했다. 당시 유엔의 방침은 대개 미국의 결의안에 기초하고 있었다. 

한국 전쟁과 그리스 문제가 당시에 미국을 공격할 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소련은 

한국 전쟁 문제를 토론하는데 있어서는 유엔 총회가 무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한국 전쟁은 영국과 미국, 소련, 중국, 4대 강국 사이에서 논의 되어야 할 문제였다. 

소련은 유엔이 총회에서 한국 전쟁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그 권력을 더 증대 시키려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소련은 미국이 공산주의의 확대와 소련의 한국 전쟁과 

그리스 문제의 관여를 제한하려 한다고 느꼈다. 당시 이 두 문제는 국제 정세 상황에서 

공산주의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파니카는 중국에 왔다. 그는 중국과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낙관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협력하기가 했던 낙관론은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 중국이 유엔군과 한국군이 

국경(38 선)을 넘으면 한국 전쟁에 개입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었다.59 바로 그 

다음날 미국이 침략의 희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한국에 파견한다고 중국 

신문에 발표되었다. 60 이렇게 해서 한국 전쟁에 세계가 개입되게 되었다. 소련은 

참석하지 않고 인도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상황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을 

침략국으로 선언하고 미국 군대로 하여금 한국을 구하라는 인가를 내리게 되었다.  

                                                      
 
 
58 K.M. Panikar, 『In Two Chinese: Memoirs of a Diplomat』. “Korea”,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5), Page no: 109. 
59 K.M. Panikar, 『In Two Chinese: Memoirs of a Diplomat』. “Korea”,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5), Page no: 109. 
60 K.M. Panikar, 『In Two Chinese: Memoirs of a Diplomat』. “Korea”,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5), Page no: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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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3개월 동안은 중국은 전혀 전쟁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다.61    

공산당 기념일인 7월 9일에 인도는 베이징에서 한국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발걸음을 옮겼다. 파니카는 짱한프 62 중국 외무부 차관을 불러서 본인을 한국의 

평화 정착과 전쟁 포로 보호를 위해 한국에 파견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회담을 

가졌다. 파니카는 한국 문제를 국제화 하지 말고 지역적인 문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를 위해 소련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불러 들이고 중국도 이 이사회에서 

합법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3 파니카는 그 때 인도의 네루 총리가 벌써 

이런 협상에 대해 베빈 64과 회담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65 여기서 우리는 

인도가 한국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이 되어서 한국에 평화가 정착하기를 바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주요 인사들을 회담 테이블에 모이게 

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파니카의 제안을 좋아했고 

감사해 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에게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 자격을 주는 것이 아무리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도 애치슨 66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스탈린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애치슨은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영구적인 회원이 되는 

것과 한국 전쟁과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거절했다. 67  나중에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의 내정간섭론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캠페인을 벌였다.  

파니카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총사령관인 니 68와의 저녁식사에서 니가 “중국은 뒤로 

물러나 앉아 있기를 의도하지 않았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갖고 있다. 무슨  

 

                                                      
 
 
61 K.M. Panikar, 『In Two Chinese: Memoirs of a Diplomat』. “Korea”,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5), Page no: 116. 
62짱한프(Zhang Han-Fu), 중국외무부장관 1905 년~ 1972년 
63 K.M. Panikar, 『In Two Chinese: Memoirs of a Diplomat』. “Korea”,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5), Page no: 116. 
64 베빈: Ernest Bevin, (영국 정치,외무부 장관 1988~1951). 
65 K.M. Panikar, 『In Two Chinese: Memoirs of a Diplomat』. “Korea”,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5), Page no: 122. 
66 애치슨,한국전쟁 기간 미국 장관인, 1941 년~1953. 
67 K.M. Panikar, 『In Two Chinese: Memoirs of a Diplomat』. “Korea”,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5), Page no: 124. 
68 니: Nie Rongzhen(중국 인민해방군의 총사령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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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있어도 미국의 침략은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은 우리를 폭파시킬 수 있고 파괴할 

수 있지만 절대 땅에서 우리를 도망가게(defect)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69 

파나카는 10월 3일 자정에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도 전적으로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고 네루 총리의 의견에 감사해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평화라는 것은 

침략에 저항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밝혔다. 만약 미국이 38 선을 

넘으면 중국은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다면 평화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했다. 70 

파니카는 중국 대표인 외무부장관 (1949-1976)주은라이 71에게 만약 유엔군과 남한 

군이 38 선을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주은라이는 남한은 

우리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미국이 북한에 침입하면 반드시 우리 중국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72 자정 1시 30분에 집에 돌아온 후에 파니카는 이 모든 

세부사항을 인도로 전보했다.73 그 다음 이틀 만에 맥아더가 이끄는 유엔군이 38선을 

넘었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전쟁을 벌였다. 미국은 한국 전쟁의 군사적인 해결이 결국 

중국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당시 미국은 그들의 무장 혁명의 싸움이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네루 총리는 파니카에게 베빈의 메시지를 주은라이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 

메시지는 “위원회는 중국에게 비용을 고려할 것이다 (Commission will give Chinese 

views its cost consideration)”. 이는 중국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 74 한국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영국 정부는 계속해서 주은라이에게 중국의 국경은  

                                                      
 
 
69 K.M. Panikar, 『In Two Chinese: Memoirs of a Diplomat』. “Korea”,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5), Page no: 126. 
70 K.M. Panikar, 『In Two Chinese: Memoirs of a Diplomat』. “Korea”,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5), Page no: 126.  
71 주은라이,중국대표인외무부장관, 1949~1976.  
72 K.M. Panikar, 『In Two Chinese: Memoirs of a Diplomat』. “Korea”,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5), Page no: 127. 
73 K.M. Panikar, 『In Two Chinese: Memoirs of a Diplomat』. “Korea”,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5), Page no: 128 
74K.M. Panikar, 『In Two Chinese: Memoirs of a Diplomat』. “Korea”,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5), Page no: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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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범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에 중국 대표단과의 회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었다.  파니카가 애치슨에게 이런 회담에 대해 넌지시 운을 떼어  

봤을 때 애칙슨은 중국이 만약 직접적인 회담을 떠나 현재 어떤 해결점을 고려하고 

있다면, 영국의 이런 제안과 확신을 아주 생색을 내는 건방진 것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 

영국은 중국을 동등한 힘을 가진 국가로 여길 수 없었다. 영국은 유엔이 영국도 한국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유엔에서 중국이 영국과 미국과 같은 

그런 동등한 권한으로 발언권을 갖는다는 그 생각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견은 중국은 한국 문제에서 빠지고 미국이 유엔의 권한 

하에서 한국을 통일시키는데 적극 관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월 말에 파니카는 한국 문제에 대해 흥미를 잃었다고 했다. 동서 양 진영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양 

진영의 협력이 없이는 한국의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6월에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애칙슨의 보고서가 발표 되었는데 미국은 

38선에서의 휴전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유엔이든 미국이든 군사적인 행동으로는 

한국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했다. 파니카는 유엔에 중국이 가입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델리에 전보를 보내 워싱턴에 

공식적으로 부탁하고 중국과의 협상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즉각적으로 취하는데 관심이 없었다.  한국 

전쟁 기념일인 6월 24일에 Yakov Mahk은 미국, 영국, 중국이 한국의 휴전 협정에 

동의할 것을 제안했다. 네루 총리는 파니카로 하여금 이 후로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라고 부탁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인도가 계속해서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매번 한국에서의 군사 행동의 가능성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해 왔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인도는 중국이 군사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 중국과 계속 논의하려 시도했지만, 중국, 미국, 소련, 영국 사이의 복잡한 국제 

관계 문제는 인도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파니카가 한국 전쟁 동안 영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 사이를 중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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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38선을 가로 질러 공격을 시작했으며 3일 후 북한은 

서울을 점령했다"고 보도했다. 1950년 6월 25일 미국 초안 결의안에서 영국과 인도 

외 다른 나라들도 '침략 행위'와 '침략적 전쟁'을 비난했다. 인도 대표자 베네갈 

라우 75는 충분한 정보 없이 무조건적인 비난을 북한에 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유엔이 북한의 공격 소식을 부결 시켰을 때, 베네갈 라우는 인도 정부에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제시된 그 결의안에 합의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인도는 미국 대사에게 “한국 전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유엔 

인도 대표는 ‘실질적 대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76 

인도는 한국 휴전 협정에 따라 직접 본국 송환되지 않은 전쟁 포로의 처분에 책임이 

있는 중립국 송환위원회의 위원장, 심판 및 집행자로 초청되었을 때 의무를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77 인도는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한국 문제에 대한 영구적 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초기의 공조를 소집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네루가 요청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었다: 

한국 휴전 협정은 폭력적 충돌을 종식시켰다. 정전 협정 제 4 조 제 60 항에 따라, 정치적 

해결은 정치적 회의에서 논의 된 것이었다. 그러한 정치적 회의는 관련 회원들 사이의 유엔의  

차이 때문에 결코 개최되지 않았다. 1954 년에 인도는 정전 협정에 규정 된 바와 같이 회의는 

개최되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그 이후로, 신선한 접근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관계국은 

한국의 군사 장비 및 군사 운동의 대체품을 감독 할 목적으로 만 있었던 중립국 수사 위원회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가 아닌 이에 동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78 

 

1950년 7월 3일의 편지에서 헨더슨 79은 미국무부장관에게 인도 정부의 주장을 

자세히 전달하였다.80 인도 정부의 주장은 세계 평화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75 Benagal Rau: 베네갈 라우,인도 대표자.  
76 Alok Kumar Roy, 『A study of India’s Diplomatic Efforts at the outbreak of Korea war』. (Journal of Indian 
Studies, (1):1993) Page no: 117-134. 
77 Gogate, Rajaram V. 『How India Looks at Korea』. (Korean Study 2: 1953). Page no: 7-8. 
78 Gogate, Rajaram V. 『How India Looks at Korea』. (Korean Study 2: 1953). Page no: 7:8. 
79 헨더슨: Henderson (국무 장관, 주 인도 미국 대사). 
80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New Delhi, July 3, 1950}, The Ambassador in India. (Hender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truman ).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truman


 
 

31 

 

소련과 중국이 가능한 한 빨리 안전보장이사회에 나와 함께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81 이 당시에 11 개국 회원국에게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사회의 토론을 통해 

소련과 중국이 무력 군대에 의지하는 것이 실수라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자리에 있었다. 그럴 가능성은 작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럴 가능성 하에 

이사회가 협의의 자리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인도 정부는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바로 당시의 소련 대사였던 라다크리슈난 82에게 소련 정부로 하여금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적극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인도 정부는 또한 소련 대사를 통해 

소련 정부에게 북한에 대한 소련의 힘과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그만두고 남한에서 철수할 것을 설득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 정부는 언제든지 

원한다면 미국과 소련과 함께 이 문제로 함께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기쁘게 

토론자에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와 동시에 인도 정부는 중국의 이사회 가입에 

찬성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83.  

1950년 7월 5일 헨더슨은 국무부장관에게 또 하나의 편지를 보냈다. 인도 정부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찬성하는 쪽으로 모든 결정을 수락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인도가 이렇게 수락하기로 결정한 이유로는 미국이 인도-차이 84 에 원조를 

보내겠다고 알렸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뉴욕타임즈에 보도가 되었다. 

바지페이 85는 이런 기사들이 인도의 공동 대의명분에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인도 정부가 미국의 하수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선전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보도는 국내적으로도 인도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헨더슨은 뉴욕 타임즈의 이런 보도들이 큰 해악이 되고 있음을 

깨닫고 인도 정부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부인하라고 권유했다. 헨더슨은 아주 불운한 

                                                      
 
 
81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New Delhi, July 3, 1950}, The Ambassador in India. (Hender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truman ). 
82 라다크리슈난: 주 소련 인도 대사. 
83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New Delhi, July5, 1950}, The Ambassador in India. (Henderson) to 
the Secretary of State(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truman ). 
84 Indo-China. 
85 바지페이: Sir Girja S. Bajpai,(인도 외무부 장관: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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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에 이런 보도가 네루 수상과의 관계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6월 27일에 인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 후 아주 

우연적으로 6월 29일에 인도 미국 대사가 인도 수상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1950년 7월 5일 인도 대사관에 미국무부장관이 보낸 편지에 뉴욕타임즈 보도국장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은 그 다음날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인도 정부의 결정은 

독립 후의 유엔에서의 기존의 인도 외교 정책과 입장에 기인해서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86 인도 정부의 외교 정책과 입장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상황 그 

자체가 인도로 하여금 스스로 입장을 밝히고 행동에 이르게 했지 절대로 외부의 

영향이나 압력으로 인도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미국 정부는 분명히 밝혔다.  

1950년 헨더슨 주인도 미국대사가 미국무부장관에게 보낸 편지에 바지페이와 회담을 

했는데 인도 네루 수상이 런던에서 만나 함께 한국의 갈등과 적의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수단에 대해 토론할 의도가 있다고 했다. 당시 런던 특사(High 

Commissioner)였던 크리슈나 메논은 네루 수상에게 런던에 가는 대신에 중국과 먼저 

대담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87  그러나 네루 수상은 이 제안을 거절하였는데 

영연방에서의 회담이 한국 내에서의 평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88 바지페이 또한 유엔을 통해서보다는 외교 채널을 통한 노력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1950년 9월 16일에 미국무부장관대리가 인도 대사관에 보낸 편지에 현재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한 이후로 한국의 상황이 아주 위급하다고 했다. 미국 무부는 인도도 

                                                      
 
 
86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New Delhi, July 05, 1950}, The Ambassador in India, (Hender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truman ). 
87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New Delhi, July 05, 1950}, The Ambassador in India, (Hender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truman ). 
88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New Delhi, July 05, 1950}, The Ambassador in India, (Hender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tru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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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같은 입장 이기를 바란다고 했다.89 즉 현 상황에서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의 

전쟁 상황에 끼어들어서는 안되고, 유엔이 한국 상황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90 그러나 당시의 유엔 토의와 행동의 기록들을 보면 중국군의 

개입을 걱정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1950 년 9 월 18 일에 주인도 미국대사는 바지페이가 미국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미국에 보냈다. 바지페이는 헨더슨에게 우리는 지금 바로 

파니카에게 우리의 회담 내용을 알리고 중국 정부에 이를 알리라고 할거라고 약속했다. 

인도 정부의 외교 방침은 철저히 세계평화를 염두하고 결정 내려졌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갈등 상황에 개입을 하지도 않았거니와 이후로도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91 바지페이는 이 모든 것이 철저히 인도 정부 고유의 결정이며 인도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임을 강조했고 미국의 압박이나 

영향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바지페이는 또한 헨더슨에게 인도 

정부의 외교 정책과 노력은 철저히 한국에서의 적대관계를 예방하고 물리쳐서 한국 

내 평화 정착을 가져오는 것이 주된 방향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때문에 인도 정부가 

중국 정부에 한국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그 어떤 무력 개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바지페이는 중국 사람들과 중국 정부에게 현 한국의 상황에 대해 동정 이상의 어떤 

표현이나 관심을 보이지 말라고 했으며 평화적인 개입만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 

상황에서의 한국 전쟁에 중국군이 참여하는 것은 또 하나의 세계대전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했다 92.  유엔군이 38선을 넘었고 소련이 직접 개입하였기 때문에 중국은 

                                                      
 
 
89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New Delhi, September 16, 1950}, The Ambassador in India, 
(Hender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truman ). 
90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New Delhi, September 16, 1950}, The Ambassador in India, 
(Hender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truman ). 
91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New Delhi, September 18, 1950}, The Ambassador in India, 
(Henderson) to the Secretary of State(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truman ). 
92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New Delhi, September 20, 1950}, The Ambassador in India, 
(Hender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tru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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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이 불길에서 모두 피하라고 했다. 바지페이는 

파니카의 판단에 동의했다.  

9 월 27 일에 헨더슨은 미국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가 바지페이에게 인도 정부는 

유엔군이 38선에 진격하는 것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어떤지를  

 

물었고 바지페이가 이 문제가 아주 어렵다고 하면서 크나큰 위험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유엔군이 38 선을 넘으면 중국이 개입할 것이고 그러면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했다.93 바지페이는 헨더슨에게 대영제국이 인도에 

분명히 밝히기를, 유엔에서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유엔군은 절대 38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세 나라 외무부장관들이 동의했다고 했다. 94 바지페이와 헨더슨의 

회담은 극도로 신중하게 이뤄졌고 계속해서 두 나라의 정부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헨더슨은 네루 수상이 38 선 북쪽에 무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을 굳게 믿었다. 인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반대할지 어떨지 추측하기  아주 어렵지만, 헨더슨은 인도가 

유엔의 한국 통제에 기꺼이 동의할 만한 근거가 20가지는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한반도 전체가 유엔의 통제하에 놓여야 이승만 정권이 한반도의 남쪽만의 정권으로 

남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1950년 9월 28일에 헨더슨은 미국에 중국의 런던 특사(High Commissioner)였던 

니(Nyei)와 바지페이와의 회담에서의 대영제국의 결정에 대해 편지를 보냈다. 

헨더슨이 바지페이에게 결정의 초안을 보여주었을 때 바지페이는 그 초안 속에서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진격할 수도 있다는 문구에 아주 큰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95 

바지페이는 또한 영국 특사에게 주중인도대사인 파니카로부터 전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전보에 유엔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유엔군이 곧 중국 국경에 다다를 

                                                      
 
 
93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New Delhi, September 27, 1950}, The Ambassador in India, 
(Hender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truman ). 
94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New Delhi, September 27, 1950}, The Ambassador in India, 
(Hender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truman ). 
95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New Delhi, September 28, 1950}, The Ambassador in India, 
(Hender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tru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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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적혀 있다고 알려줬다. 중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96.  유엔군이 북한에 들어가면 중국군의 개입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주 큰 위험의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바지페이는 중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하면 

그것은 바로 제 3차 세계대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는 유엔군의 38선  

 

이북의 무력 행동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영-중국 특사였던 니(Nye)는 

바로 파니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니는 바지페이와 네루와의 회담에서 현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이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97 또한 

미국은 중국이나 소련 국경을 넘어 군대를 진격 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98 중국은 유엔군이 38선에 멈춘다면 유엔군이 북한에 진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1950년 9월 29일 헨더슨이 미국에 보낸 편지에 보면, 한국에 대한 영국과 인도의 

마지막 회담에서, 중국이 현명치 못하게 이 순간에 전쟁에 끼어 들 수도 있다는 염려를 

표한 내용이 있다.99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북한은 한반도 통일에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헨더슨은 네루 수상이 영국에서 제시한 제안에 

함께 동조해 줄 것이라는 희망도 분명히 내비쳤다. 영국은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38선도 넘을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제안을 했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주영 

인도 특사는 네루 수상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 대해 네루 수상은 답장을 

보냈는데, 이 답장은 베빈에게도 똑같이 전달되었다. 네루 수상의 답변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유엔군의 38선을 넘는 것에 추호도 지지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네루 

수상은 현재 중국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 상황에 끼어들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 

                                                      
 
 
96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New Delhi, September 28, 1950}, The Ambassador in India, 
(Hender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truman ). 
97 K.M. Panikar, 『In Two Chinese: Memoirs of a Diplomat』. “Korea”,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5), Page no: 129. 
98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New Delhi, September 29, 1950}, The Ambassador in India, 
(Hender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truman ). 
99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New Delhi, September 29, 1950}, The Ambassador in India, 
(Hender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tru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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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극히 위험하다면서 현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절대 유엔군의 행보를 지지할 수 

없다고 강하게 의사표현을 했다.  

네루 수상은 유엔군이 북한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선에서의 유엔의 

결정에 동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네루 수상은 북한으로 하여금 현재의 

상황을 완화시키는 유엔의 결정에 협력할 것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유엔은 북한에 불리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헨더슨은 또한 

인도는 영국과 한반도 상황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더 편해 한다는 것을 알았다.  

1950 년 9 월 30 일에 헨더슨은 또 하나의 편지를 미국에 보냈다. 바지페이가 

베빈 100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받은 내용에 대해 함께 회담을 한 내용이었다. 베빈과 

네루 수상과의 서신교환에 대한 것이었는데 인도는 런던회담에서 결정된 안에서 

약간의 수정이 있는 것에 동조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10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총회에서 유엔이 한국에 군대를 보내기 전에 만들어진 결정 안이 아주 분명하고 

긍정적인 내용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만 북한 지지자들도 무기를 내려 놓고 

유엔의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해결책에 정직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바지페이는 인도 정부의 입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6월 결정 안에 기초해서 유엔군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그 목적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102  유엔군은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으로 하여금 무기를 내려 놓고 유엔의 의도와 결정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에서의 유엔의 목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쪽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런 방향과 목적하에 

                                                      
 
 
100 베빈: Ernest Bevin, (영국 정치,외무부 장관 1988~1951) 
101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New Delhi, September 30, 1950}, The Ambassador in India, 
(Hender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truman ). 
102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New Delhi, September 30, 1950}, The Ambassador in India, 
(Hender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tru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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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 인도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1950년 10월 3일에 헨더슨은 주중인도대사를 통해 전보를 바지페이가 받았는데 그 

전보 내용은 주은라이가 중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할 것을 충고했다는 내용이었다. 

주은라이는 미국 군이 북한에 들어온다면 바로 중국이 개입하기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103   헨더슨은 본인은 미국 군이 국경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그의 희망사항을 읽을 수 있다. 국경을 넘는 그런 

명령은 절대 한 순간이라도 내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10월에 헨더슨은 또 하나의 편지를 미국에 보냈는데, 바지페이를 통해 받은 전달 사항 

이라면서 인도는 중국과 유엔에 유익한 쪽으로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은 이 상황에서 자제를 할 경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으로 가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04. 인도 정부는 중국이 그동안 부당하게 취급을 받았는데 이번 

경우에 인도가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고 무력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당한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중국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바지페이는 파니카로부터도 전보를 받았는데 중국 고위공무원들은 

만약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침략행위로 간주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105  

헨더슨은 바지페이에게 편지를 보내서 인도는 미국의 입장을 잘 이해해 달라고 했다. 

만약 미국이 북한 땅으로의 유엔군의 진격을 결정할 시는 반드시 인도의 동의를 거칠 

                                                      
 
 
103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New Delhi, October 03, 1950: Korea, Vol VII). New Delhi,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truman ). 
104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New Delhi, October 03, 1950}, The Ambassador in India, 
(Hender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truman ). 
105 K.M. Panikar, 『In Two Chinese: Memoirs of a Diplomat』. “Korea”,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5), Page no: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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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이러한 결정은 철저히 북한의 침략 행위의 항복을 위한 것이고 한반도 전체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이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지금까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여러 국가 간의 회담과 편지, 전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았다. 이런 자료에 기초하여 판단해 보면 인도는 유엔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안에 동의를 표하는 것에 대해 염려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인도는 미국 군이 

38선을 넘으면 중국군의 개입을 불러 들일 것이고 이는 곧 소련의 지원이 가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어서 큰 두려움에 처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라는 대의명분에도 크나큰 해악을 가져 오는 수순이 되는 것이다. 

 

 

4.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인도의 입장 변화 
 

 

4.1. 인도의 한국 문제에 대한 정책 
 

 

인도는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한국에 대한 무장 공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82 호와 함께 입장했다. 이 행동이 평화를 위반 한 

것으로 결정했다. 적대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그리고 북한 당국에게  

38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1950)에서 군대를 즉시 철수시킬 것을 촉구했다.  

인도의 주요 관심사는 문제에 대한 비-동맹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한국 전쟁과 

관련한 인도의 정책은 갈등의 내부적 해결에 대한 요구를 포함했다. 인도는 

스탈린(소연방 비서국)과 딘 애치슨에게 한반도의 무기 분쟁을 한반도 내부로 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네루는 한국 전쟁이 격렬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중국의 

주은라이이에게 군사적 갈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106 중국이 북한에 대한 남한과 

                                                      
 
 
106 K.M. Panikar, 『In Two Chinese: Memoirs of a Diplomat』. “Korea”,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5), Page no: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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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격이 되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같은 방식으로 인도는 미국에 

대한 북한으로의 파병 움직임에 반대했다. 인도는 본질적으로 이것이 갈등의 

'국제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인도는 협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의도로 한국 전쟁에서 중국의 개입을 

주장했다. 네루는 인도가 "중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맹렬히 반대하면서, 한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의 안보리 상임 이사국 자리를 차지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인도는 중국의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이 통과 되었지만, 

북한에 대한 미군 병력 철회가 거부되었을 때 인도는 소련 측으로부터 실망해야 했다. 

 

 

 

인도는 한국 문제에 중국의 관여를 강력히 주장했다. 인도는 위급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 정부의 협상을 유지하는 것이고, 중국 정부는 그들의 분단계  

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분명히 진술했다. 네루 (Nehru)는 

주은라이이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삼가라고 촉구했다. 또한 인도는 유엔군이 북한 

영토에 입장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반대했는데 이는 또한 이 문제에 대한 

'국제화'가능성을 제기 할 수 있다. 인도는 미국 대표에게 한국의 대통령 성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기를 요구했다. '90 일간 정치 회의가 열리면 한국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전투를 재개 할 것이다. 국가 독립과 통일 '107이것은 

다시 한국의 위기에서 상호 비 간섭 및 비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인도의 정책의 

일부였다. 인도는 항상 비폭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인도는 

한국에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 인도는 유엔 인도가 한국에 대한 유엔 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결의안에 동의하 는데 몇가지 이유가 있었다.108  

                                                      
 
 
107 K.P.S. Menon, 『Many Worlds: An Autobiography』. “KOREA” (Oxford University Press, 
Bombay,1965), Page no: 259. 
108 Chan Wahn, Kim, 『The Role of India in the Korean War』. (International Area Review, Vol 13(2),2010), 
Page no: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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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인도는 군대 지원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인도는 

7 월 28 일 유엔에서 군대가 "방공망 설계"를 하고 있으며 당시 내부적 상황으로 

인도가 인도 밖의 지역으로 군대를 보낼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아마도 인도 군대는 

분단 당시 병력의 분열에서 아직 스스로를 재정립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둘째, 당시 인도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를 원했다. 인도는 1949년 

중화 인민 공화국을 인정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 중 하나였다. 인도는 한국의 위기가 

소련과 미국의 경쟁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결의안 채택이 한국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도는 중화민국(대만) 대신에 중화 인민 공화국이 한국 전쟁 

초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문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 그때 인도의 외교부에서 장관이었던 메논의 연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셋째, 이때 인도의 카슈미르 문제가 유엔에서 하나의 두드러진 이슈였기 때문에 

인도는 입장 정리를 하는데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었다.109 1947년 11월 3일의 

편지에서 주인도 미국대사는 미국무부장관에게 인도 정부의 주장을 자세히 

전달하였다. 인도 정부는 카슈미르 문제와 관련하여 이웃 국가들(아프가니스탄, 

중국과 소련)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110 주인도 미국대사는 카슈미르가 

진정한 갈등의 중심이 되고 혼돈이 더 심해지면 인도 정부는 소련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고 주장했다. 인도는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카슈미르 문제에 대한 협력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카슈미르를 침공했음을 강조했고, 

카슈미르가 인도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랬기에 인도는 군대를 보내고 

카슈미르를 구하게 되었음을 계속 주장했다. 이런 인도의 주장에 힘입어 미국은 

                                                      
 
 
109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1947, The British Commonwealth; Europe, Vol VIII). New Delhi, 
https://www.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7v03/d123 ). 
110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1947, The British Commonwealth; Europe, Vol VIII). New Delhi, 
https://www.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7v03/d120 ). 

https://www.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7v03/d123
https://www.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7v03/d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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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서구 세력은 파키스탄에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다.111  

하지만, 메논은 1950 년 연설에서 보면, 한국 전쟁 동안 인도가 카슈미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를 겪은 후에도 독립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했다.112 인도는 역사의 

각 시점에서 카슈미르 문제를 염두에 두었지만 카슈미르에 대한 소련의 지원을 위해 

(통일과 평화) 자체 원칙을 희생하지는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의 정책에 조금식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도의 기본 

정책은 항상 세계의 평화를 통해 비폭력으로 한국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한국문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 그때 인도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메논의 

연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4.2. K.P.S. Menon(메논)을 통해 본 인도의 입장 

 

 

메논과 인도 정부의 갈등 때문에 메논은 위원단에서 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사실은 

메논의 인도 외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결정은 전부터 있었다.113  위원단에 레포트를 

제출한 다음에 메논은 유엔한국위원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114 그 다음에 

메논은 바로 인도 외무부 장관이 되었다. 외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메논은 웰링턴에 

있는 스태프 갈리지 에서 외교부 장관 1950년에 인도 외교부 에 대한 연설을 했다. 

그 연설은 다음과 같다. 

                                                      
 
 
111Chan Wahn, Kim, 『The Role of India in the Korean War』. (International Area Review, Vol 13(2),2010), 
Page no: 21-37. 
112Speech by Mr. K.P.S. Menon, Foreign Secretary to the Government of India on India’s Foreign 
Policy at the Staff College, Wellington. 
113 K.P.S. Menon, 『Many Worlds: An Autobiography』. “KOREA” (Oxford University Press, 
Bombay,1965), Page no: 258. 
114 K.P.S. Menon, 『Many Worlds: An Autobiography』. “KOREA” (Oxford University Press, 
Bombay,1965), Page no: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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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미국, 또는 소련, 영국에의 ‘동맹’의 장단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동맹'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국가가 옳든 그르든 지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한국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한국 

문제로 예를 들어 간단히 말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분단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 때문이다.115 

여기에서 메논은 동맹에 관한 정확한 의미를 수립하고자 하며 동맹국에 대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이기보다는 어떠한 기준에 의한 판단에 따라 입장과 역할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였다.  

수세기 동안 한국은 독립 국가였다. 한국은 3 천여 년간의 독립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세 차례 바꿨던 기록을 한국에 있다. 19 세기 말, 조선은 서방 

세력과 일본 세력에게 관심을 끌었다. 조선은 1895 년 청일 전쟁과 1905 년 러일 

전쟁에서 논쟁의 핵심이 되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조선은 처음으로 보호령이 되었고, 

이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일본은 1910 년부터 35 년 동안 조선을 마음껏 

지배했다. 일본이 저지른 무자비한 지배는 식민지 역사에서 유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1943 년에 한국 독립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 카이로에서는 영국, 미국 그리고 

중국(러시아에 종속된)이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결정했다.116  

 

이 부분에서 메논이 한국의 역사 전쟁의 계속되는 역사이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의 

전쟁으로 인해 식민지의 어려움과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국가중에 

하나이다.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이루어진 한국 독립에 대한 논의가 

한국 독립의 발단이 되었음을 시사 하였다.  

 

몇 달 후, 미국과 소련은 사소한 군사 결정을 했다. 그들은 미국이 일본과 싸우고 38선 

아래의 영토에 대해 미국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38 선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남아있다. 그것은 권력 정치의 불길한 상징이다. 유엔 총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115 Speech by Mr. K.P.S. Menon, Foreign Secretary to the Government of India on India’s Foreign 
Policy at the Staff College, Wellington. 
116 Speech by Mr. K.P.S. Menon, Foreign Secretary to the Government of India on India’s Foreign 
Policy at the Staff College, Well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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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독립으로 이끄는 노력의 일환으로 9 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그 중 9 개 회원국의 위원장이 되는 영광을 우리 인도가 얻게 되었다.117 

 

여기에서는 38선 결정 배경과 그 의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피력하였다. 38선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엔 총회의 과제임을 밝혔다.  

 

소련도 한국의 독립을 찬성하는 분위기를 가졌지만 위원회와의 협력은 거부했다. 사실, 

우리는 소련은 전혀 방문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에서의 선거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결과 정부가 생겨났다. 미국은 이 정부를 정당한 국가의 

정부로 즉각 인정했다. 한국은 이 정부를 한국 정식 정부로 인정받아야 되는 것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사실 우리에게 상당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 한국 정부가 유엔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선거 결과로 생겨났을 지라도, 남한 

정부가 정식 정부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압력에 저항 해왔다.118  

 

 

이 부분에서는 접속사가 한국의 독립에 대한 각 국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남한 

정부 수립의 배경과 그 결정에 대한 유엔 위원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밝혔다.  

 

왜냐하면 이 반쪽자리 정부의 인정은 한국의 분단을 더욱 강화하고 영원히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권력 정치의 off-shoot(파생물)로 나온 

또 하나의 문제로 단순히 언급하겠다. 또한 이것은 인도가 여러 상황에서 독립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한 하나의 사례이라고 할 수 있다.119 

 

 접속사가 남한 정부 수립이 추후 한국 분단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인도의 경우, 자주 독립 성취를 통해 분단을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17 Speech by Mr. K.P.S. Menon, Foreign Secretary to the Government of India on India’s Foreign 
Policy at the Staff College, Wellington. 
118 Speech by Mr. K.P.S. Menon, Foreign Secretary to the Government of India on India’s Foreign 
Policy at the Staff College, Wellington. 
119 Speech by Mr. K.P.S. Menon, Foreign Secretary to the Government of India on India’s Foreign 
Policy at the Staff College, Well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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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미국과 소련과는 독립적인 태도를 취했다. 우리가 소련을 설득하고 싶다면 

우리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위원회 위원 자격을 수용했으며, 인도 대표로서, 나는 그것의 의장직을 

수락했다. 반면에 미국을 설득하기를 원한다면, 미국의 새로운 정부와 중국의 정부가 

했듯, 한국의 새 정부를 국가 정부로 인정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한국 통일의 

목표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를 

채택하면서 우리는 미국과 소련 모두에게 성가신 존재가 되었다. 사실, 소련 정부는 

인도가 한국에 지원하면, 그들이 카슈미르를 지원할 것이라는 암시를 던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강대국은 한국 문제를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지만, 복지와 국민에 대한 열망을 하나의 관점으로 여겼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120 

 

남한과 북한의 통일과 통합 정부 수립을 지지하는 인도의 입장을 밝히며 그로 인해 미국, 

소련과 냉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당시 소련 정부의 경우 카슈미르 지원을  

 

 

빌미로 인도를 압박하였음을 시사하였고 강대국의 경우 균형 잡힌 시선으로 한국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고 하였다.  

 

우리의 외교 정책은 완벽하지 않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공식화되지 않았다. 사실, 외교 

정책에 있어 완벽은 없다고 생각한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수시로 변경되어야 한다. 

더욱이 인도는 국제 사회에 새롭게 등장했다. 영국식민지 시대에도 인도는 국제회의에 

참석했었다. 그리고 외교 자리에 선출된 정치인들은 국제 무대에서 시간을 

허비하하기도 했고 여러 국제 이슈들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 경험이 부족한 우리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근본적으로 건전한다. 외교 정책은 

근본적으로 목적과 방법의 결합이다. 우리의 외교 목표는 자와할랄 네루 수상에 의해 

분명히 정의 되었다. 네루 수상은 국제 문제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졌고, 또 가장 

고귀한 정치적 비전을 갖고 있다. 어떤 것에 있어서든 목표는 거창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외교 정책은 수동적이고 

                                                      
 
 
120 Speech by Mr. K.P.S. Menon, Foreign Secretary to the Government of India on India’s Foreign 
Policy at the Staff College, Well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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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다고 비난 받았다. 경계에 걸쳐있는 정책이라며 양진영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의 중립성은 유행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세계 평화와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버릴 것 이다. 어쨌든, 우리의 정책은 수동적인 

중립성이 아닙니다. 비폭력보다 수동적이지 않다.121  

 

외교 정책의 경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변화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국제적으로 인도 정책의 

중립성이 비난 받고 있었지만 인도 정책의 뿌리는 곧으며 온전히 세계 평화와 국익을 위한 

방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Mahatma Gandhi에 의해 비폭력은 폭압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자유를 얻는 도구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중립성은 세계 평화를 보존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인종차별주의, 식민주의, 만연한 공산주의 등 모든 악에 대항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외교 정책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고,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다. 이것은 저의 약한 펜과 

혀, 여러분은 여러분의 검을 들고 수행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최근에 여러분이 

보았듯이, 권력, 저항 그리고 인류애를 통해 투쟁할 수 있다.122 

 

인도의 중립성과 비폭력 투쟁이 내포하고 있는 외교 정책의 강정을 피력하며 세계 

평화와 각종 차별의 근절을 이뤄낼 수 있다는 뜻을 비추었다. 또한 이러한 인도 정부의 

움직임에 각계각층이 협력하여 함께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근본적으로 이 연설에서 메논은 냉전의 양 세력인 소련과 미국에 대한 인도의 입장을 

설명한다. 냉전의 심화 속에서, 인도는 외교 정책의 결정 문제로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메논의 주장 속에 인도의 견해가 잘 드러나는데 여러 고위공직자와의 

대답속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그는 인도가 미국과 소련을 같은 범주에 넣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소련보다는 미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121 Speech by Mr. K.P.S. Menon, Foreign Secretary to the Government of India on India’s Foreign 
Policy at the Staff College, Wellington. 
122 Speech by Mr. K.P.S. Menon, Foreign Secretary to the Government of India on India’s Foreign 
Policy at the Staff College, Well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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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피언(Champion)이라 생각했다. 같은 기간 소련의 외교관 이었던 콜론 타이 

(Madam Kollontai)는 인도와 소련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소련 사람들은 

인도에서 공산주의자들(그들에겐 '진정한 민주주의 자')에게 주어진 가혹한 처벌을 본 

후 슬퍼했다. 인도 주재 소련 대사도 양국 관계의 약화를 우려를 언급했다. 그는 국제 

관계를 대하는 인도의 태도 때문에 관계가 약해졌다고 생각했다. 카슈미르와 같은 

문제를 제외하고는, 인도는 다양한 문제에 관해서 영미 진영에 동의했다. 소련이 

초기부터 카슈미르를 인도의 일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냉전체제에서 인도의 입장에 

관한 3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하나는 미국을 지지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를, 또 다른 하나는 인도를 중립국 상태로 두자는 것이었다. 메논은 연설에서 

그 결과와 함께 모든 가능성을 논의했다. 

 

 

그는 한국 문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 한국 독립 후 38 선으로 둘로 나뉘어지면서 

유엔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국가 정부를 수립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사이에 소련의 태도로 인해 위원회는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남한에서만의 선거를 

치렀고, 마침내 여러 국가들에 의해 남한의 정부는 공식 정부로 인정된다. 그러나 

인도는 이 정부가 한국 전체에 대한 중앙 정부로 인정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인도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메논은 인도가 한국 문제에 대해 독립적 입장을 채택했으며, 

그 어떤 쪽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강대국들은 한국 문제를 냉전의 맥락에서 

보았지만 인도는 한국 국민의 복지와 열망을 염두에 두었다. 

결론을 말하자면, 위원회가 결성되는 초기에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커다란 문제가 

많았다. 그들은 한국의 분단을 대면해야 했고, 그 문제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았다. 

남한 정부를 한국 정부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는 북한정부에 대한 찬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인도는 당시 한반도와 세계 정세를 

고려하여 중립적이고 독립된 입장을 취했다.  

메논의 연설은 인도의 입장과 한국 문제 그리고 유엔이 제시한 평화적 단계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안건들을 전달했다. 메논을 위원장으로 둔 한국위원회는 선거를 통한 

한국 정부 수립과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메논은 

인도가 겪은 독립에 수반된 분단의 고통을 예시로 들면서 비폭력적 수단의 사용을 

계속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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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위원회가 위에 제시된 두 가지에만 몰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마주하게 될 더 복잡한 문제들도 알고 있었다. 그 가운데도 한국의 

평화와 질서를 세우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다. 소련의 무시하는 태도, 냉전 이후 

갈려버린 양 극단, 남한에서만 이뤄지는 민주적 총선거에서 선출된 정부를 통일 한국 

정부로 선언하는 것이 그들의 다른 숙제였다. 몇몇 장애를 차치하고서라도, 많은 

협상과 토의 끝에 결국 남한에서 선거가 치러졌고, 공식 정부가 세워졌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이 정부를 통일된 한국 정부로 승인하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미국과 

중국에서만 인정되었다. 이를 통일된 한국 정부로 승인하는데 반대한 인도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메논이 한국위원회장을 오랫동안 맡은 탓이었다. 

메논은 그것이 통일 한국의 전망을 깨뜨리고 둘 사이의 적대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식 정부로 인정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이다. 

 

5. 결론 

 

 

필자의 연구는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메논의 유엔한국위원단 활동. 

둘째는 1945년 이후 인도 정부의 한국에 대한 입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인도의 입장 변화이다.   

유엔한국위원단은 한국에서 선거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의견이 달랐다. 1948년 

1월 말까지만 해도 위원단 활동은 미국 정부에게 눈엣가시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호주와 캐나다의 대표들이 남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관철하 자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2월 초에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유엔한국위원단이 임시 위원회가 아닌 총회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 결의안이 인도 

정부가 메논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유엔한국위원단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간위원회의 결정을 마지막 실천 단어로 삼지 

말아야 한다.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결정하자 그는 위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 일단 그는 위원회에서 나온 후 한국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는 많은 

정치인들을 만났다. 메논과, 잭슨(주 도쿄 호주 의원단 고문관)장관, 시리아의 짜비 

등도 그 정치인들이 참석하는 남북회담에 합의하고 38선을 넘어 회의에 참가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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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했다. 그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는 한국에 도착한 이래 본인이  

관여한 일 중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한국전쟁에서 무력과 무기의 사용을 최소화하려고 애썼던 국가들 중 하나이다. 

38선을 넘어서 계속 무력을 사용해 움직이려는 유엔을 경고한 것도 인도이다. 유엔의 

인도 대표자 B.N Rau 에게 인도의 중국 대사 파니카가 만약 미국이 계속 무력을 

사용한다면 중국이 군대를 개입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렸다. B.N Rau는 “우리 

정부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저항이 더욱 거세지고 갈등 지역이 더욱 확장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 우리의 두려움은 쓸데 없었던 것으로 밝혀질 지도 모르지만, 각 정부는  

 

 

 

 

재량 하에서 한국의 정보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123고 

말했다. 네루는 또한 “다른 국가들이 중국이 전보다 더 강력한 아시아 국가로써 

부상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인도가 중국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전쟁과 군사 

개입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 자세를 취한 것이다. 

1950년대에 중국은 유엔군을 한반도로부터 철수시키는 일에 치중했고, 이 시국에 

인도도 또한 중립 강대국(대부분 비동맹 국가들) 그룹의 중재를 통해 전쟁을 막으려고 

애썼다. 1950년 12월 5일에 북경(북한편에 있는 국가들)과 북한에게 38선을 넘어 

갈등을 강화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안보리에서 소련이 모든 군대를 한국에서 

철수하자고 제안한 것은 인도의 노력의 결과였다. 

B.N Rau는 1950년 12월 12일 이 제안과 함께 총회로 자리를 옮겼다. 공산주의 

세력은 인도에게 실망하여 그 제안을 좋아하지 않았고 심지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러한 인도의 움직임을 한국에서 심각한 곤경에 처한 유엔군을 

구하기 위한 시도로 보았다. 하지만 문제를 중재하려는 노력에 대해 서양의 몇 

                                                      
 
 
123 Chan Wahn, Kim, 『The Role of India in the Korean War』. (International Area Review, Vol 13(2),2010), 
Page no: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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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들은 인도를 감사히 여겼다. 제안은 총회의 첫 위원회에 의해 52표의 찬성과 

5표의 반대로 통과되었다. 정전 위원회는 인도, 중국, 이란으로 구성되었다. 그 목적은 

한국의 유엔 사령부가 38선에서 휴전 협정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었다.  

한국에 대한 인도 국가의 정책은 한반도 내의 평화 정책이었고 한국 통일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선거가 한국의 이미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남북의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선거가 치러진 후에도, 인도가 남한정부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 것은 더 나중의 일이었다. 인도 국가와 K.P.S 메논 사이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것의 한 가지 이유는 있었다. 인도는 인도 자체의 배경 정책 124과 외교 

정책의 이익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파니카는 중국에 왔다. 중국의 대부분 입장은 인도를 통해 유엔에 

갔다. 중국과 유엔 사이에서 인도는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우한 평화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였으며,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인도는 매번 한국에서 군사 행동 

발생의 가능성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인도는 중국이 군사적으로 

전쟁에 가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 중국과 계속 논의하려 시도 했지만, 중국, 소련, 영국 

사이의 복잡한 국제 관계 문제는 인도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인도는 기본적으로 한국통일, 세계평화를 위한 제안들에 동조하는 입장을 

지녔다. 메논도 유엔한국위원단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위원회의 모든 절차를 한국통일, 평화 정착의 길로 일을 진행해 나갔다. 

하지만, 결국 인도의 입장과 메논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메논은 그런 생각과 방향 

하에 미국의 결의안을 수락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첫 번째 이유로 그의 개인적 삶과 직업적 삶의 연관성을 들었다. 메논의 결정과 입장이 

직간접적으로 그가 마주했던 일련의 사건들과 그의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만났던 

사람들에 꽤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닐 것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시인 모윤숙은 그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모윤숙뿐 만 아니라, 그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메논이 유엔한국위원단 위원장의 능력으로써 그가 내려야 

                                                      
 
 
124 Panchsheel (인도의 외교 정책): (Coexistence, respect for the territorial and integral sovereignty of others, 
non-aggression, non-interference with the internal affairs of others and recognition of the equality of others): 
Neh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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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몇 중대한 사안들에 영향을 끼쳤다. 메논은 남한 지역의 선거를 개최하는데 

타협한 것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한국 통일운동의 지도자들은 통일의 

가능성을 영원히 축소시킨 것에 대해 그에게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연설에서 그는 그의 모든 행동과 결정들이 한국의 민주 정부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며 그의 입장을 정당화했다. 선거의 분위기가 북한에서 아직 무르익지 

않았고 북한 쪽에서의 협력적인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은 최소한 가능한 

곳에서라도 선거를 하는 것이 그들의 최선의 결정이 였다고 했다. 

메논은 인도의 이 프로포즐(proposal)을 거부하지 않고 자기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다, 

인도가 그 결정에 반대표를 던져 눈에 띄게 된다면, 그녀는 큰 상처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125 

두번째 이유로는 인도의 유엔 대표 P. P. Pillai의 견해였다.  메논은 결의안 투표에 

대한 인도의 입장은 그것이 둘러싸여있는 특유의 상황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P. P. 

Pilla 박사는 유엔의 영구 대표자였다. 그의 신용을 위해 그는 국가 리그와 같은 

국제기구에 참여한 경험이 많았다. 메논은 “유엔의 의견 수렴은 미국의 견해에 강하게 

달려 있으며 인도에선 쓸모 없으며, 심지어 인도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해롭다”고 

썼다. 126 

메논은 P. P. Pillai 의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자서전에서 썼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P. P. Pillai는 메논 보다 외교관에서 경험이 

                                                      
 
 
125 K.P.S. Menon, 『Many Worlds: An Autobiography』. “KOREA” (Oxford University Press, 
Bombay,1965), Page no:259. 
126K.P.S. Menon, 『Many Worlds: An Autobiography』. “KOREA” (Oxford University Press, 
Bombay,1965), Page no: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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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의 한반도 문제와 얽힌 담론들, 특히 메논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역사적인 사건들을 자세히 밝히면서, 한반도 문제에 인도가 어떤 역할을 

했고, 메논의 역할과 영향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의 초대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메논의 역할과 결정은 한국의 

운명에 중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반도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은 처음에 남한만에서의 선거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메논은 이에 반대했다. 이런 결정이 결국 한반도 내의 통일을 영구히 날려 버리는 

조치라면서 반대했다. 그러나 나중에 메논은 그의 입장을 바꿔 그 결정을 따랐다.  북한 

지역은 아직 선거를 치를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도 한 이유 이었고, 남한만의 민주 

정부를 세우는 것이 나중에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의 가능성에 기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전쟁과 관련한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인도의 자세와 입장을 

비판했다. 아마도 그 비판은 인도가 어느 세력에도 속하지 않고 새로 획득한 통치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댓가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평화적 해결책과  

 

안정을 향하던 데서 입장을 바꾼 것 때문에 인도는 많은 원한을 샀다. 인도는 

제 3세계의 관여의 결과가 영토 분쟁, 국민 분열, 문화와 사회의 분열, 유혈사태였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이미 인도는 

1947년에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겪었다. 인도라는 나라는 몸에서 영혼이 분리된 

것처럼 분리되어 나뉘었다. 영혼이 다시 돌아와 하나가 되는 것은 다시는 이뤄질 수 

없는 머나먼 꿈이자 소망이다. 왜냐하면 이미 권력을 잡은 자들이 절대로 그들의 

권좌가 전복되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 나라의 국민들이 다시 뭉쳐 ‘하나’가 되게 

하는 꿈을 꾸게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수백만 명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안기면서, 한국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 재결합의 가능성은 0(제로)에 

가까웠고 지금도 그렇다. 냉전체제는 이처럼 세계를 여러 형태로 파괴했다. 

이데올로기(사상) 싸움과 권력유지를 위해 하나의 영토를 둘로 갈라놓는 이런 행위는 

인류의 역사에서 결코 용서될 수도, 잊혀질 수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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