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정치파동에 대한 미국의 개입 : 
미국의 국가이익 규정옳 둘러싼 국무부와 군부의 논쟁옳 중심으로 

이 젊 순(한국정치연구소) 

1.서 론 

1952년 5월 발생한 부산정치화동은 한마디로 이숭만이 자신의 집권올 연 

장하기 위해 초헌법적인 수단으로 대한민국의 현정올 유련한 사태였다. 이 

러한 사태는 자유민주주의률 수호하게 한다는 명분하에 서방진영을 한국전 

쟁에 참전시킨 미국의 입장올 매우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부산정치파동은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유지함으로써 얻올 수 있는 미국의 위신율 크게 손상시키는 사 

건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위기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운신의 폭올 크게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 

하면 섣부른 미국의 행동은 전쟁의 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은 대 

한민국의 안보에 치명상올 입히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에 커다란 영향 

올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국무부 실무관리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 

을 수호함으로써 얻올 수 있는 미국의 위신이라는 이익에 집착하였다. 이 

들은 군사적 수단올 동원하여 이승만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절차적 민주 

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군부는 군사안보에 주목하면서 

이승만에 대한 섣부릉 군사적 압력은 미국의 전쟁수행에 지장올 초래함으 

로써 한국의 군사안보률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쟁수행을 방 

해하지 않는 외교적 수단율 동원하여 이숭만에게 압력올 가해야 한다는 입 

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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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치파동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들 1 )이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 주 

목하면서 국무부와 군부의 국가이익 규정율 둘랴싼 논쟁을 집중적으로 다 

룬 연구들은 많지 않다. 이 논문은 부산정치파동에 대한 미국의 개입올 미 

국의 국가이익 규정을 두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에 근거한 위신 

이라는 이익과 단기적인 군사안보 이익을 놓고 대립하였던 국무부 실무관 

리들과 군부의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II. 부산정치파동의 배경 

이숭만은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5 30선거의 결과로 국회내의 정치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선거의 결과는 한마디로 무소속의 대 

거진출과 기성정당의 약화라고 할 수 있었다. 채션의훤이 29명에 불과한 

가운데， 무소속이 총의석수 210석 가운데 3분의 2에 가까운 126석올 차지 

했고 여당적 입장의 대한국민당(24 석) , 국민회(14석) , 대한청년단(10석) , 

대한노총 퉁이 총 57석을 차지했다. 야당척 입장의 민주국민당(24 석) , 사 

회당(2석) , 민련 (1 석) 동은 총 27석을 차지했다. 이 선거결과로 분명해진 

사실은 이 선거를 통해 기존정당 정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극명하게 표 

출되었고， 내부구성에 있어서 민국당의 몰락과 중간파의 진출이라는 두 가 

1) 부산정치파동에 관한 기폰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었다. 라종일， “1952년의 정 

치파동: 행정부， 의회， 군부， 외국의 상호작용 .. r한국정치학회보j ， 제 22집 제 2호， 

1988: 김계동， “강대국 군사개입의 국내정치적 영향: 한국전쟁시 이대통령 제거 계 
획 .. r국제정치논총」 제 32집 제 1 호， 1992: 김일영， “부산정치파동의 정치사척 의 
미 .. r한국과 국제정치j ， 제 9권 제 1 호， 1993년 봉 여름; 산병식， “부산정치파동과 

이승만체제의 확립 具永廠 敎授 華甲記念論藏編輯委員會 r국가와 전쟁을 넘어서」 

(서울: 법문사， 1994): 홍석률， ‘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이숭만 제거계획 .. r역사비 

평j ， 1994년 가올; 李鐘元， “米韓關係κ;t:;vt~介入~原型(→): r .:r. ry 7-ν71 計
훌Uj 再考 .. r法學'j ， 58卷 1 號， 1994年; 李鐘元， ‘米韓關係κ￡‘vt~介入η原型(二):

「그 ry 7- ν71 計훌IJJ 再考 .. r法學J ， 59卷 1 號， 1995年 Edw따d C. Keefer, “The 
Truman Administrmion and the South Korean Political Crisis of 1952: Democracy’s 
Failure?," pacifi’c Historical R，α!K!lμ Vol. 60, No, 2, May 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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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녔다는 것이다. 또한 이숭만을 지지하는 여당세 

력은 총210석 가운데 57석에 불과한 것이 큰 특징이었다. 

이러한 원내의 세력분포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2대 국회에 이르러서는 

다음과 같은 원내교섭단체별 세력 현황올 보인다. 대한국민당과 대한청년 

단， 국민회계의 결집체인 신정동지회가 70석올 차지했고， 무소속의원들의 

결집체인 공화구락부가 40석， 법조인 중심의 민우회가 20석， 민주국민당이 

40석， 기타 순수 무소속 동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대한청년단출신의 

소장의원들이 중심세력을 형성한 신정동지회가 여당 역활을 하였고 그 나 

머지는 야당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2대 국회의 와중에 발생한 국민방위군사건과 거창양민학살 사건 

은 이승만정권에 치명적 타격을 주어 이승만정권의 정당성올 크게 훼손시 

켰다. 여기에서 드러난 정부의 실정을 규탄， 폭로하는 과정에서 야당세력 

은크게 강화되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국회내의 간선방식으로는 자신이 대통령요로 재선될 수 

없음을 깨달은 이승만은 신당을 조직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이루고자 했다. 또한 이승만은 일부 야당세력과 미국이 지원하는 

장면에게 맞서기 위해서도 민의를 동원한 직선제개헌 구상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숭만 추종자돌에 의해 자유당 창당 작업이 시작되는데， 그 과 

정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의 수용여부를 둘러싸고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결국 원내자유당과 원외자유당이란 두 개의 정당이 별개로 만뜰어지 

게 된다. 이렇게 자유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이승만은 1951 년 11 월 대통령 

직선파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올 국회에 제출하지만 1952년 1 월 143 

대 19라는 압도적 표 차로 부결된다. 그 뒤 야당세력은 4월에 원내자유당 

의 대다수， 민국당， 민우회， 무소속 123명의 서명을 받아 내각책임제 개헌 

안을 제출함으로써 이승만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에 이승만은 원외자유당과 그 산하의 제사회단체를 똥원하여 “민의를 

배반한”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벌이는 한편 일찍어 정부수립 초기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그 자신이 연기를 주장한 바 있던 지방의회 선거를 전쟁 

중인 1952년 4월과 5월에 강행시켜 도의원 70%. 시읍면의원 56%를 여권 

성향의 인물로 당선시컴으로써 향후에 있을 대통령직접선거에 대비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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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당의 지지기반올 크게 신장시켰다. 아울러 이승만은 자기 계열의 인물인 

장택상과 이범석올 총리와 내무장관에 임명한 다음 5월 25 일 공비소탕을 

명목으로 부산 일원에 계엄령올 선포하고 군대흘 동원하여 본격적으로 야 

당의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즉， 계엄령올 선포한 다음날 국회의원 50 

명이 탄 버스를 헌병대로 연행하여， 그 중 7명을 국제공산당과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로 구속하는 동 야당의원들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을 서슴지 않 

았다. 

이때부터 미국과 유엔한국위원단은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하여 이승만 

제거 계획을 세우기도 하나 결과는 장태상 주도하의 원내친목단체인 신라 

회가 여야의 개헌안을 절충시킨 ‘발훼개헌안’ 이 7월 4 일 통과됨으로써 이 

파동은일단락된다. 

III. 부산정치파동 전기 (1952.5.25-1952.6.4) 

부산정치파동이라는 정치위기의 해소 방식윤 1952년 6월 4일을 기점으 

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기의 기본척인 해결방식은 6월 4 

일에 정립되지만 6월 4일 이후에도 위기의 해소방식올 두고 국무부와 군부 

사이에는 재차 논쟁이 진행된다. 여기에서는 우선 전기의 위기 해소 방식 

을 둘러싼 국무부와 군부 사이의 논쟁올 살펴보도록 한다. 

1. 이승만에 대한 제재 방식율 둘러싼 현지 대사관과 현지 야전 
사령관의 대립 

이승만이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촉발된 부산정치화동 초기에 미국은 일 

단 이숭만에 대한 외교적 항의로 대웅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 현 

지의 라이트너 대리대사는 외교적 항의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 

하면서 군사적 개입을 포함한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무부의 상 

급관리에게 진언한다. 그러나 현지의 미 8군사령관인 밴플리트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인 클라크는 외교적 항의가 사태의 해결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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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방책이며 군사적 개입안에는 소극적이었다. 이들윤 사태의 본질을 보 

는 눈이 서로 달랐다. 국무부는 이숭만이 민주주의라는 규법을 손상시킨 

것에 주목한 반면， 군부는 이 위기가 잘못 발전하여 미국의 전쟁수행 능력 

을 방해한다면 한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고 보고 이숭만의 독재적 권력 

행사 방식을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이 1952년 5월 25 일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자 미국은 일단 

대사관이나 유엔사령부 등 한국 현지기관올 중심으로 공식， 비공식의 외교 

적 항의로 대응하였다. 5월 27일 최초로 라이트너 (Edwin A. Lightner) 대리 
대사2)와 밴플리트(Van Fleet) 018군사령관은 이승만을 방문하였다. 이 자 

리에서 밴플리트는 이승만에게 자신과 클라크 장군은 사태의 발전이 한국 

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외부 세계가 한국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했다. 밴플리트는 계속해서 군대의 명성올 지켜야 하는 

자신의 책임과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비추어 계엄령이 내려질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군대가 동원된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병하였다. 그는 또 

한 이승만이 전방에서 어떤 부대라도 후방인 부산으로 빼돌리게 되면 이것 

은 전방을 약화시키게’될 것이고 적은 이러한 허점을 잘 이용하게 될 것이 

라고지적하였다. 

대리대사 라이트너는 밴플리트가 우려한 반의회적인 행동이 외부세계에 

미칠 불행한 영향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라이트너는 외부 

세계에 미치는 인상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몇 가지 사실로 압축된다고 이 

승만에게 주장했다. 즉 행정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부가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의회의 이승만반대자들이 체포되고 있다， 입법부가 자신의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경찰력에 의존한 지독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는 것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이승만의 반민주적인 행동이 외부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2) 미국대사인 무효는 자신의 모교인 브라운대학에서 명예학위흘 받기 위해 19'52년 5 

월 24일 출국하였다가 6월 6일 귀임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현지의 급박한 사 

정에 대한보고는대리대사인 라이트너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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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올 포항한 외부의 민주적인 국가의 국민률과 정부가 오직 이 

러한 그립만을 볼 것이다 나는 어떤 반향이 있올지 그리고 그러한 반향 

들이 한국어1 대한 경제， 군사원조에 미철 영향을 생각하게 되면 놀라게 

된다. 공산주의 국가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미칠 반향 또한 중요한 고 

려사항이다 3)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밴플리트나 라이트너나 모두 이숭만의 반민주 

적인 행동이 외부세계에 미칠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려하였다는 것이다. 다 

만 군인인 밴플리트는 이에 덧붙여 이승만의 행동이 초래할 전방의 전력 

약화를 우려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야전사령관들은 이숭만의 행 

동이 외부 세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군사안보의 약화를 더 우려하 

게 된다. 

라이트너는 위의 사실을 전하는 5월 27일자 전문에서 이승만의 반응으로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유엔한국위원단， 밴플리트장군， 대사관이 한 것과 

같은 비공식적 항의는 효과가 없올 것 이며 “더 강력한 행동이 지금 요구” 

된다고 주장4)한바 있었는 데 바로 그 다음날인 5월 28일자 전문에서는 구 

체적으로 그 방책을 제시하였다. 즉 전통적인 비개입정책 결정 (non-inter

vention policy decision) 에 따른다면 , 미국의 행동은 외 교적 항의 에 국한되 

어야 할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헌법과 유엔의 후견 하에 세워진 민주적인 

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정을 내린다면， 훨씬 “더 강력한 조치”가 

당장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 구체적인 방책으로서 국회의원의 석 

방，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보호를 요구하고 이것이 24시간 내에 수행되지 

않을 경우 유엔군이 예방적인 행동(안전한 지역으로 국회의원을 소개시키 

는 것 )을 취 하겠다고 경고하는 최 후통첩 (ultimatum)을 발해 야 한다고 국무 

부에 요구했다';) 라이트너는 이승만의 행동올 제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3) The Charge’ in Korea(üghtner) to the Department of S때te ， May 27, 1952, FRUS 1952-

1954, Vol. 15: Korea, Part 1, pp. 252-256 직접 인용 부분은 ibid., pp. 254-255. 

4) The Charge' in Korea(üghtner) to the Department of State, May 27, 1952, FRUS 1952-

1954, Vol. 15, Part 1, p. 256. 

5) The Charge' in Korea(üghtner) to the Department of State, May 28, 1952, FRUS, 1952-

1954, Vol. 15, Part 1,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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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비공식의 외교적 항의가 아니라 군사적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는 강 

경한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그런데 라이트너가 이렇게 군사적 수단을 동 

원해서라도 지키고자한 것은 미국의 위신 혹은 신뢰였다. 그것은 5월 28일 

자 전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문제의 본질올 지적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 나는 만약 민주적 프로세스가 유엔군과 유엔기구가 안보， 경제， 

정치적 영역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여기 한국에서 위반되도록 허용된 

다면， 우리는 우려가 공언한 체제와 이념을 우리가 완전히 수호하려고 하 

지 않는다는 인상을 극동의 신생 정부와 일반적으로 셰계에 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한다 이것은 특히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데 우리가 의지해 온 

바로 그 사람들이 완전히 환멸을 느끼 게 될 한국에 적용된다.6) (강조는 
필자) 

라이트너가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은 미국과 미국이 커다란 영향력을 발 

휘하고 있던 유엔이 안보， 경제， 정치적 측면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온 국가 

였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모범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한국에서 미 

국이 그러한 체제를 옹호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 준다 

는 것은 미국의 신뢰와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장기적 

으로 미국의 동맹세력을 미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여 미국의 국가안 

보이익을 저해하게 될 것이었다. 라이트너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 

국의 위신과 신뢰를 지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라이트너의 입장과는 달리 동경에 있던 유엔군사령관 콜라크는 

미국의 위신 혹은 신뢰보다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사 

태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숭만의 독재적인 권력행사 방 

식올 군사안보적인 이유로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이숭만 

이 전방의 부대를 빼돌려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전쟁수행에 지장 

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럴 가능성이 없다면 이승만의 독재적인 권력행사 

방식을 용인하자는 것이었다. 현재의 판단으로는 이숭만의 행동은 전쟁수 

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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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둘째로 이송만을 제압하기 

위해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파도적인 군사정부훌 수립하는 것과 같은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군사정부룰 수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병력이 주일 미극동군으로부터 보충이 되어야 하는 데 이것은 일본 

의 방위를 저해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클라크는 이숭만에 의 

해 초래된 정치위기가 자칫 잘못하여 미국의 전쟁수행 노력을 저해하는 것 

을 가장 우려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전투를 수행하는 야전사령관으로서는 

당연한 결론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클라크의 태도는 5월 31 일 콜린스 육군참모총장에게 보낸 전문7) 

을 통해 알 수 있다. 클라크는 1952년 5월 31 일자 전문에서 6월 2일 밴플 

리트와 함께 이승만올 만날 예정이지만 라이트너가 제시한 최후통첩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며 단지 미국정부와 유엔한국통일부홍위원단이 취한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서두에서 밝힌 뒤， 일단 이숭만의 행동을 관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 행동이 미 8군의 전투작전이나 그 전투작전에 영향을 미 

치는 한국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불리하게 영향올 미칠 때까지는 군부가 

아니라 미국정부의 다른 부서 - 대사관과 유엔한국통일부홍위원단과 같은 

외교적 채널 - 를 통해 이숭만의 행동올 다루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사태 

의 본질울 군사작전의 차원에서 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클라크는 이어서 현재의 대안은 “이숭만이 이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가망성 없는 회망을 가지고서 그의 불법적이고 비헌정적인 행동을 조정하 

도록 이승만을 계속해서 셜득하는” 방법과 일종의 (군사)과도정부를 수립 

하는” 대안이 있을 뿐인데 “당분간 심각한 내부 소요가 군사작전을 방해하 

지 않는다면” 전자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은 전투부대와 軍政 전문가의 강화를 필요로 하는데 전투부대의 

강화를 위해서는 일본에 있는 극동군의 이동이 불가피하며 이는 현재의 제 

한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또 설사 그러한 제한이 풀린다 해도 클 

라크 자신의 일차적 임무인 일본의 방위를 위해서 일본 현지의 현재 병력 

7) The Commander in Chief, Unitecl Nations Command(C!ark) to the Chief ()f Staff, United 

States Anny( Collins)‘ May 31 , 1952, FRUS 1952-54, VoL l 'i‘ Part 1, pp. 27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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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일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군정전문가의 강화는 휴엔사령부에서는 

당장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클라크는 유엔군에 의한 군사과도정부 수립안 

올 군정전문가의 부족과 일본으로부터의 군병력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이 

유로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클라크가 군사작전에 가장 불리한 영향올 미치는 행동이라고 생각 

한 것은 이숭만이 계엄령올 해제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의 정치적 목적올 

위하여 대한민국의 군대와 경찰을 이용하려고. 한국군대의 작전권을 유엔 

사령부하에 두기로 한 협정 8)올 파기하는 것이었다. 클라크는 “그러한 행 

통을 배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행동을 배 

제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 이종찬에게 이숭만의 돌발 행동 시 유엔사령부 

는 이종찬을 완전히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시키고 개별적인 한국군 단위부 

대의 이동시에는 병참지원올 철회하고 이동을 막게 활 것이며， 경찰이 작 

전을 개시하면 그들의 이통을 위한 교통수단을 거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클라크는 전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옴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요약하고 

있다. 

나는 또한 설사 이숭만대통령이， 이미 그가 그래왔듯이， 우리 정부와 

유엔의 훈계에 주의를 기옳이는 것을 거부하고， 그의 행동이 혼란올 초래 

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적 이념율 분쇄시킬지라도， 우리는 경 

솔한 행동이나 경솔한 행동의 위협올 통해서 군사적 상황올 망치는 어떠 

한 것도 여전히 해서는 안 왼다고 매우 분명하게 느끼고 있다 우리 

는 주요한 공산주의의 공격을 저지하고， 거제도의 전쟁포로에 대해서 확 

고한 통제를 회복하고， 동시에 우리의 후방에서의 주요한 내부 소요롤 다 

룰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이숭만이， 자신의 불법적 

이고 악마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상황으로 내 

몰 때까지 어느 정도는 우리의 자폰심올 삼켜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 나 

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률 양성하고 심지어 군사정부나 혹온 계엄령 

혹은 상황올 다루도록 우리 정부가 지시했던 바 그와 같은 다른 조치를 

8) 이송만대통령은 1950년 7월 15일 유엔군총사령관인 맥아더에게 편지률 보내 한국군 

의 지휘권올 유엔군총사령관에게 양도하였다 이 훤지의 원문은 다융올 참조할 것. 

서울신문사 r주한미군 30년J(서울: 행림출판사， 1979) , p.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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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할 것이다. (강조는 필자) 

이러한 클라크의 요약문올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은 

현재 충분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이숭만의 비민주적 

행동을 군사적 수단에 의하여 다루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군사작전 수행을 

불리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경솔한 행동을 하기보 

다는 이승만의 독채적 권력행사 방식이 군사적 상황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 

는 한 이숭만의 비민주적인 행동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한 

국에서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라는 이념보다는 단기척인 군사안보를 우 

위에 두고 사고하는 전형적인 군인의 모습올 클라크는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클라크는 이러한 관점을 국무부가 외교적 항의의 절정 (dimax)9)이 

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였던 6월 2일 이숭만과의 만남에서도 그대로 드러 

냈다. 5월 30일자 국무부‘국방부 공동메시지 10)를 통해 이숭만과의 면담을 

명령받은 클라크는 회담에 임하기 전에 이전부터 견지해 옹 군사안보적 관 

점에서 사태를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1 1) 

9) Y oung to ]ohn<;ün, “Korean lnternal Situation: Situation and Recommendations as of 

6:00‘ May 31 ," May 31 , 19';2, RG 59, Lot 60D 330, box 9, National Archives( 이 하 NA) ‘ 

10) 이 전문은 원래 육군부전문 910149로서 육군참모총장 콜린스가 롤라크에게 보낸 것 

인데 이 사본올 국무부는 주한미대사관에 보냈다， 이 전푼에서 국방부는 클라크와 

밴플리트가 이승만을 만나서 ”가장 강력한 어조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유엔의 

군사작전에 미치는 위험올 절실하게 느끼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또한 클라크는 

이승만에게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흘 제기하고， 유엔사령부 

는 5월 28일자 유엔한국통일부홍위원단의 성명울 지지하도록 하였다. FRU51952-
1954, Vol. 15: Korea, Part 1, p. 274의 주 2번. 

11) 후일 라이트너는 국무부와 군부와의 관정의 차이를 다음과 갈이 회고하고 있다 . 
... 나는 이 문제(이숭만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필자)에 관하여 국무부가 국방 

부와 이해관계를 다투는 데 있어서 진짜 문제가 있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 

면 특히 전시에는 군지도부는 일반적으로 야전사령관올 지지하기 때문이다. 나는 관 

련이 있는 두 명의 야전사령관， 즉 동경에 있는 한 사람(플라크-필자)과 서울에 있 

는 밴플리트장군이 한국 리더십의 어떠한 변화라도 무릅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올 알았다. 우연히 나는 밴플리트장군이 이승만의 엄청난 숭배자라는 것올 알게 되 

었다. 그것은 일종의 많은 호의를 서로 베풀면서，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I scratch your baιk and you scratch mine) 는 상황이 었다. 나는 이 러 한 관계 가 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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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숭만과의 면담 당일인 6월 2일 오후 1 ̂ 1 (면담예정 시간은 오후 2 

시 30분)에 유엔한국위원단과 라이트너와 만났을 때 자신은 “단지 군사척 

측면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은 군사작전이나 후방지역 질 

서의 유지를 위험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나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i 그는 다만 “친구로서 대통령에게 갈 

예정이었다 또한 그는 미국정부가 “자주 독재정권과 거래를 해야 하며 

한국에서 자존심을 삼키고 이승만이 민주주의를 전복사키는 것을 본 후에 

도 이숭만과 함께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전방이나， 거제도， 극동의 다른 어떠한 곳으로부터도 군병력 

을 부산으로 옮길 수 없으며 그것은 “군사작전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 일 

어난 후에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한국위원단 위원장인 오스트레일리아의 플림솔(James 

Plimsoll)은 이승만이 위원단과 군부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결론올 

내렬 위험성과 군부가 위원단의 행동올 인정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또 

한 군부가 추구하는 단기적 이익보다는 한국올 완전히 잃을 위험이 더 중 

요하며 “이숭만 폭정이 확립되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모든 회망의 종 

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플림솔은 이어서 한국의 장기복구계 

획과 서울의 재건셜에 관해서 한국정부와 대화하는 것올 연기하자는 유엔 

의 조치를 언급했지만， 클라크는 대화를 군사적인 것으로 엄격히 국한시 

킨다”는 자신의 의도를 반복해서 얘기할 뿐이었다. 

또한 클라크는 이승만을 만나기 전에 자신에게 만약 기자들이 유엔한국 

위원단의 의견에 동의하는냐고 질문을 한다면 "100퍼센트” 통의한다고 말 

하기로 약속했지만， 막상 이승만과의 면담이 끝난 후에 실제로 질문올 받 

았을 때는 이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거제도로 향하였다. 그는 이승만과의 

면담에서도 자신이 얘기한 대로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대화를 하였다 

리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느꼈다 

애초부터 야전사령관 출신인 클라크와 밴풀리트는 이숭만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 

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륙히 밴풀리트 같은 경우는 이송만에 대한 열렬한 숭배자였던 

것이다. Oral History interview with Ambassador Edwín Allan Lightner, Jr. , by Richard 

D. McKinzie, October 26, 1973, Trurnan Libmry, Independence, Missouri,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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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하고， 이숭만은 전쟁수행 노력율 손상하지 않옳 것이라고 강조하였 
다 12) 

이상과 같은 클라크의 태도는 5월 31 일 전문에 나타난 바와 거의 같은 

것이었다. 그는 철저하게 군사안보척 입장에서 사태룰 처리하기로 마음먹 

은 것이며， 민주주의와 같온 이데올로기적 가치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 

다. 이에 비해 플렴솔 유엔한국위원단장과 같은 사랍은 클라크가 너무 단 

기적 이익에 집착하고 있다며 한국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률 회복하지 못 

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이다. 이것은 라이트너와 같은 국무부의 

실무 관리들의 입장파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한편 라이트너는 대사관에 보내는 전문에서 클라크와 이숭만파의 면담온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이 분명하며 자신이 우려하는 것은 이 회담 결과로 

“이승만이 자기가 무엇을 하든 미국과 유엔이 방관활 것이라는” 이숭만의 

생각에 신념을 덧불이게 된 사실이라고 했다 13) 또한 현시점에서 미국이 

어떠한 약점이라도 보인다면 이숭만은 용기를 얻고 이숭만의 항복 가능성 

은 매우 적게 될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 14) 

이러한 라이트너의 우려대로 클라크와의 회담에서 자신감올 얻은 이승만 

은 마음놓고 자기 방식대로 사태를 처리하려고 하였다. 이송만은 헌법상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 

12) 동석했던 밴플리트도 라이트너에게 껴떠한 외양의 정부하고도 잘 지낼 필요성”이 

있으며 대사관의 기피인물인 이범석의 성격과 능력에 대하여 대사관의 견해와는 다 

른 보고를 받았다고 전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클라크와 같은 태도률 보였다. πle 

United States Deputy Representative at the United Natiom;(Gross) to the Department of 

Statε ， junε 2, 1952, f1WS 1952-54, Vol. 15, Part 1, pp. 286-287; The Charge' in 

Korea(Lightnεr) to the Department of Statε ， June 3, 1952, ibid. , pp. 287-290. 

13) 실제로 미국의 간섭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 하에 이숭만은 거리의 데모를 조직화함으 

로써 자신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끌어 모았다. 이송만은 미국정부를 잘 알고 있었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Oral Hi~toI)' interview with .Ambassador Edwin 

.Allan Lightner, j r., by Richard D. McKinzie , October 26 , 1973 、 Truman LibraI)', 
Independence, Missouri, pp. 11용119‘ 

14) The United States Deputy Representative at the United Nations(Gross) to the 

Department of State, junε 2, 1952, FRUS 1952-1954, Vol. 15, Part 1, pp ‘ 286-287; πle 

Charge' in Korea(Ughmer) to the Department of State, June 3‘ 1952, ibid., pp. 28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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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률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도로서 국회해산 결정올 논의하고 었었다. 이 

승만은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이 날 회의 도 

중인 오전 11시에 라이트너는 이승만에게 6월 2 일 작성된 매우 강력한 경 

고률 담은 트루먼의 친서를 국무회의장 밖에서 전달했다. 이 편지에는 이 

숭만에게 “톨이킬 수 없는 행동(iπe、'ocable aαs)”을 하지 않기훌 회망한다 

는 구절이 들어 있었는데 라이트너는 그것이 국회해산을 의미한다고 전했 

다. 이 펀지를 전달받은 이숭만은 국무회의장에 다시 돌아와 국회해산 대 

신에 다른 제안이 있었는지 내각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이범석이 국회의 

원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승만은 계속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그러 

면서 이숭만이 다시 내각은 “유혈적인 무질서를 방지할 수단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장태상이 발훼개헌안 1 S)을 제시하였고 이를 이숭만은 

일단 접수하였다 16) 라이트너는 이 편지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 같 

다고 지적했는데， 그의 말대로 이승만은 각서가 전달된 지 하루만인 6월 4 

15) 장태상의 발훼개현안은 원내 친목단체인 신라회에서 기초한 것인데， 그 골자는 (1) 
국회의 상하 양원제， (2) 대통령 부흉령의 직접선거， (3) 국무원에 대한 국회의 신임 

투표제， (4)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개별적 불신임제， (5) 국무총리에 대한 국무위 

원의 제청권 퉁이었다. 이 발혜개현안은 겉모양만 타협안이고 그 핵심은 직선제개현 

안의 판철을 통한 이승만의 재선이라는 점에서는 이승만이 제안한 직선제개현안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야당의원들에게 이숭만에 대한 굴복올 외견상 합리화할 수 

있는 명분올 제공하는 의미롤 가질 뿐이었다. 그러나 미국에게는 발훼개현안올 통해 

서 이숭만의 극단적인 행동올 막고 그렁으로써 다른 참전국가들에게 대한민국의 헌 

정질서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접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이 발훼개 

현안은 당시 유엔한국위원단 사무총장인 메듀와 무효가 마련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허정 r내일올 위한 증언J(서울. 생터， 1979) , p. 184. 장핵상도 이롤 뒷받침해 주는 

증언을 하고 있다. 회망출판사 편 r사실의 전부롤 기술한다J(서울: 희망출판사， 

19(6), p. 125. 한현 장태상은 국무회의가 끝난 후에 라이트너와 접촉하면서 트루먼 

의 서한 때문에 이숭만이 국회해산올 보휴했다는 것을 알고 크게 고무되었다. πle 

Charg'ε’ in Korea(ü양1tn해 to the Depaπment of State, June 3, 1952, FRUS 1952-1954, 

Vol. 15, Part 1, p. 295 
16) πle Charge’ in Korea(üghtner) to the Department of State, June 3, 1952, FRUS 1952-

1954, Vol. 15, Part 1, pp. 290-293; 까1e Charge’ in Korea(üghtner) to rhe Department of 

State, June 3, 1952, ihid., pp. 293-295 트루먼 친서의 왼문은 ibid., pp. 285-286올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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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제여론의 악화로 국회해산을 당분간 보류한다는 성명율 발표하였 

다17) 

2. 국무부-합동참모본부 합동회의의 걸정 : 군사안보롤 우위에 
둔민주주의가치의 고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함으로써 미국의 위신을 지키고자 하였던 국무 

부 실무관리들과 군사안보를 중시하는 현지 야전사령관은 부산정치파동이 

발생한 이후 열흘 동안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각각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자 하였다. 그 방편으로 전자는 한국군올 통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안18) 

17) 국가보위입법회의도서관 r한국정치연표(1945-1979)J (서울: 국가보위입법회의도 

서관. 1980). p.82. 
18) 라이트너의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5월 어느 날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이 자신에게 찾 

아와 한국군에 의한 쿠데타를 제의하였다고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구체적 

으로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다. 나(라이트너)는 그것올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늦게 지프가 내가 살고 있는 대사관저의 문 앞에 당도했고 육군참모총장 

(이종찬-필자)이 들어 왔다. 그는 자기가 다른 사령관들도 대신해서 말을 하고 있다 

고 했다. 그는 군부는 전쟁올 다루고 있지만， 더 이상 앉아서 후방(homefront)이 분 

열되는 것올 보고 있올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취해야 할 행동을 위한 시간이 왔다 

고 믿었다. 그는 한줌의 병사와 소수의 해병대로 자신의 부하돌이 대통령. 내무부장 

관(이범석-필자) . 계엄사령관(원용덕-필자)을 가태에 연금시킬 수 있다고 했다. 펴 

는 흘리지 않올 것이다. 그들은 지금 감옥에 있는 40명 내지 '50명의 국회의원올 석 

방하고， 그들과 숨어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국회에서의 선거를 치르라고 

재촉할 것이다. 그는 군부는 정부를 접수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 새로운 대통령이 선 

출된 지 일주일 후에 부산으로부터 빠져 나올 것이라고 나를 확신시켰다. 그리고 나 

서 그는 자기가 육군참모총장으로 있는 대한민국 육군은 유엔사령부 휘하에 있기 때 

문에，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옮기기 전에 미국정부의 허락(okay)을 얻올 필요가 있 

다고 했다. 단지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미국정부는 외면하지 않겠다는 말올 하는 

것이었다 - 미국의 관여는 요구하지 않았다 우연히도 나는 이 이야기를 공개적인 

기록(띠 print)으로 남기지 않았다. 나는 워싱톤에 전문을 보내 수락올 촉구했다. 나 

는 유엔위훤단에게도 이 사실율 이야기했다. 그돌은 그것이 하늘이 주신 (heaven

sent) 기회라고 생각했다 Oral History interview with Ambassador Edwin Allan 
Ughtner, Jr. , by Richard D. McKin값， October 26 , 1973, Trurnan Ubraπ， Indεpendence， 

Missouri, pp. 114-115 이러한 이종찬에 의한 쿠데타제의롤 국무부동북아시아과도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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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고 후자는 국무부를 중심으로 한 외교적 채낼올 이용할 것올 

주장하였다. 역설적으로 민간인 중심의 국무부는 자신둘에게 어올리지 않 

는 군사적 수단올 통해서라도 민주주의라는 이념적 가치롤 수호하고자 하 

였고， 군인들은 자기들과는 무관한 외교적 수단올 통해서 군사안보를 지키 

고자 하였다. 이러한 군부와 국무부률 중심으로 벌어진 군사안보라는 구체 

적인 이익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위신이라는 무형의 이 

익의 충돌은 결국 1952년 6월 4일 열린 국무부-합동참모본부 합동회의에 

서 타협적인 방식으로 해소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군사안보롤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 

6월 4일 국무부-합동참모본부 회의의 결과는 한 마디로 유엔군에 의한 

직접개입이나 한국군에 의한 쿠데타계획을 용인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이숭만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과 군부정권보다는 민간정권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19) 이 회의의 결과률 토대로 클라크와 무효에게 

각하게 고려하고 국무부 고위충에 재가률 요청했지만 국무부는 숭인하지 않았다. 라 

이트너의 인터뷰자료는 그 사실올 다옴과 같이 전하고 있다 “무효 대사는 자신의 

모교인 브라운대학으로부터 명예학위활 받고 있었던 프로비던스(Providence)로부터 

워싱톤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그률 위해 비행기훌 보냈고 그는 국무부의 중대한 회 

의에 참석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이숭만에게 간섭하지 않기로 - 아무 것도 하 

지 않기로 - 결정을 내렸다. Lightner, oral history interview, p. 119. 

19) Memorandum of the Substance of Discussion at a Department of State-)oint Chiefs of 

StafI‘ Meeting, )une 4, 1952, FRUS 1952-1954, Vol. 15, Part 1, pp. 299-301. 에 드워 드 키 

퍼는 당시 트루먼정권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군사적 수단을 통훤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로 무효의 진술에 근거해서 워싱톤의 입장에서는 

이숭만을 대체활 후보가 없었다는 점올 툴고 있다. 둘째로 만약 이종찬의 쿠데타가 

성공하더라도 문민홍치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남한의 군사독재는 반공포로가 자유 

진영에 남기로 한 결정으로부터 얻올 수 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선전이점 (propagan

da advantage)올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이숭만은 적어도 민주주의의 외양 

은 유지한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의회의 제너 (William)enεr) . 윌슨(Earl Wilson) . 노 

우랜드(William F. Knowland)와 같은 공화당 우파둘이 이숭만율 정치적으로 지지하 

고 있었기 때문에 트루만행정부는 그들의 정치적 공격을 회피하고자 하였다는 것이 

다. 넷째 부수적인 이유로 트루먼행정부는 1952년 4월부터 철강산업 국유화 논쟁 때 

문에 관심이 분산되어 있어서 부산정치파동에 심각한 관심올 가질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Edward C. Keefer, “The Truman Administration and the South Korean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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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전문이 전달되었는데 20) 이 전문들을 통해서도 이 회의의 자세한 내용 

을짐작할수있다. 

먼저 국방부장관 로베트(Robert A. 1ρvett)는 클라크에게 보낸 전문에서 

“미국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의 심각한 군사척 

의미를 완전히 알고 있다”면서 유엔과 미국정부의 기관을 통한 “설득이라 

는 위대한 힘”을 “군사적 개입이라는 심각하고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조치 

를 결여한 수단을 취하는 데 이용할 것”올 바란다고 전했다. 로베트는 이어 

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군사정부를 수립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피할 수 있 

다는 클라크의 바램에 공감하며 유엔군에 의한 군사정부의 수립은 군사적 

노력을 지지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심사숙고되어야 하며 미국의 목적은 

정치적 해결책올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로베트가 우 

려한 것은 이승만이 군부와 민간인간의 견해 차이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 

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던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대사 무효 

와 유‘」 니국위원단파의 협조 문제를 지시하는 것으로 끝올 맺었다 21) 

한편 국무부장관 애치슨(Dεan G. Acheson)은 현지 대사 무효에게 군사적 

개입을 피하고 다소 순화된 형태로 이승만의 리더십을 인정활 것과 장택상 

의 발훼개헌안이 가장 바람직한 타협책임을 다음과 같이 지시하고 있다. 

(1)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올 결여한 방법에 의하여 이 내부적 위기의 

해결책올 얻기 위해 모든 수단들이 다 쓰여져야 한다 군사적 개업이 바 

람직하지 않은 것과는 별도로 ...... 이용 가능한 군사력올 갖고 있지 않 
다. (2) 대한민국정부에는 어떤 리더십이 있어야만 한다. 이 리더섭은 약 

간의 통제와 다소 순화된 분위기하(under some controJs and in a more 

chastened lllOO4이)에서 이숭만이 가장 잘 제공하는 것처렴 보인다. 여기 

에서의 미국과 유엔의 이익은 최종적으로 이숭만이 대통령으로 머무른다 

면 가장 잘 지켜질 것 같다. 만약 그가 탑탁지 않고 강압 상태에 있는 국 

Crisis of 1952: Democracy’s Failure? ," P，αciflc Hι‘toricαI Retlieμ" Vol. 60, No. 2, May 

1991 , pp. 154, 158-159 

20) 무효와 클라크에 대한 각각의 지시전문은 상대방에게도 다시 전달되었다. 

21) The Secretary’ of Defense(Lovett) to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Clark}, June 4, 1952, FRUS 1952-1954, Vol. 15: Korea , Part 1, pp. 3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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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다는 오히려 국민에 의한 투표에 의하여 션훌된다면 한국 안팎에서 

훨씬 더 많은 명성율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장택상이 제시 

한 노선에 따라 국회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대 

통령 직선제를 제시하고 대통령을 상당한 정도로 의회의 통제에 두는 헌 

법수정안이 현재 위기의 가장 바랍직한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 
다.22) (강조는 필자) 

이 두 개의 전문올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국방부는 클라크의 견해 

를 전적으로 수용해서 강압적인 군사적 수단보다는 셜득이라는 외교적 수 

단을 통해서 사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국무부도 이러한 국방부의 견해를 

수용해서 군사적 수단을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국무부는 이승만의 독재적 스타일의 리더십을 그대로 용인하기보 

다는 “약간의 통제”를 가하고 “다소 순화”시켜야 한다고 본 점이다. 이것 

은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숭만 주변의 극우 강경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권력이 독재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발상이었다. 기본척으로 이승만정 

권의 리더십을 자유주의적으로 개혁 (Jiberalize)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3) 

이 전문들을 통해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승만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고 따라서 이승만이 현재로서는 미국의 국익을 가장 잘 대변해 

준다고 국무부가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무부를 중심으로 이승만을 제거하 

려 는 계 획 은 더 글라스 맥도날드(Douglas Macdonald) 가 말하는 엘리 트개혁 

을 중심으로 한 개혁적 개입 (refonni'it inteπention)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데 이러한 엘리트개혁을 중심으로 한 개혁적 개입은 대안적인 리더십을 양 

성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리더십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우 위험부담 

22) 끼1e Sεcretal)'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une 4, 1952, FRUS 1952-1954, Vol. 15, 

Part 1, p. 302-303 

23) 로버트 파켄함에 따르면 미국의 독륙한 자유주의 전룡(liberal tradition)에는 ”권력올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을 축척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distributing π)wer IS more 1IIlpor

tant than accumulating power) 는 전제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의 제 3세계정책 

에는 독재정권올 미국식으로 자유주의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Robert A. 

Packenham, Liberal America and the 1hird WorlcA: Princeton, New ]ersey: Princeton 

Univ. Press, 1973), pp. 151-1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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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정책이기 때문에 현정권에 대한 치지정책 (bolstering)으로 轉化되기 

쉽다고 맥도날드는 지적하였다.갱) 한국의 경우도 바로 이러한 대안적인 리 

더십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적 개업에서 현정권 지지로 反轉한 경 

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숭만의 독재적 권력행 

사 방식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승만을 대체할 수 있는 리 

더십을 양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1950년 

대 후반에 한편으로는 강경파엘리트를 배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온건한 

엘리트를 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IV. 부산정치파동 후기(I 952. 6. 4-1952. 7. 4) 

1952년 6월 5 일 이후의 부산정치파동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은 무 

효에게 보낸 6월 4일자 국무부 전문에서 드러난 구상이었다. 즉 이승만의 

리더십을 인정하되 미국의 통제에 놓여진 보다 순화된 이숭만정권을 만드 

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당면의 목표는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이 

숭만과 그 반대세력과의 타협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발훼개헌안을 성사시 

키는 것이었다.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이숭만 주변의 이범석을 중심으로 한 

강경 우파세력을 배제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에게 보다 정합적인 친미옹건 

세력을 이승만정권내에 융합시키는 것이 미국의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6월 5 일 이후에도 계속 자신의 입장올 강경하게 고수하 

였기 때문에 미국의 이숭만 직접제거 구상은 6월 중순 이후 다시 심각하게 

고려되었다. 하지만 6월 5 일 이전과 마찬가지로 현지 대사 무효와 야전사 

령관 클라크와의 견해 차이로 인해 이 안은 쉽게 실현되지 않는다. 무효의 

안은 실현 가능한 소규모의 전격적인 군사개입 작전이었던 것에 반해 클라 

크의 안은 실현불가능한 대규모 군정수립안이었다. 이것은 그가 애초에 군 

사정부의 수립은 군정요원과 군병력의 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24) Douglas J. Macdonald, Aιtventures iη Chaos: Americaη Iηterventioη 101'&꺼mlη the 

7hird WorklCamhriι1ge ， MA: Ha、rard Univ. Press, 1992)‘ p. 4딩 



부산정치파동에 대한 미국의 개입 / 이젊순 339 

자기의 논리와 모순되는 것이었다. 클라크는 시종일관 이승만에 대한 군사 

적 대옹에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클라크는 이숭만의 돌출행동에 의 

한 결정적인 사태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7월 5일 비상계획올 입안하 

게 되지만， 그것은 사실상의 이숭만의 숭리이자 동시에 미국의 최종적인 

사태해결책인 발혜개헌안이 통과된 7월 4일 이후였기 때문에 그 실현가능 

성은 거의 없는 것이었고 문자 그대로 비상시의 계획일 뿜어었다. 

1. 국무부의 유화전략에서 강경노선으로의 선회 (1952.6.5"" 

6. 12) 

6월 4일 국무부-합동참모본부 합동회의의 결과로 수립된 부산정치파동 

수습안이 직접적인 군사개입의 자제와 이숭만의 리더십인정， 발훼개헌안의 

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트너는 6월 5 일 동북아시아과 과장 영에게 보 

내는 전문에서 종래의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건) 라이트너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6월 6일 귀임한 무효는 6월 12일까지는 일단 국무부의 

지시에 따라 이승만에게 유화적으로 접근하였다. 무효는 귀임하자마자 이 

승만을 방문하였는데 부산정치파동 이전에 이승만에게 보였던 강경한 자세 

를 누그러뜨리고 헌법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사태가 진행된다면 미국은 이 

승만을 지지하기를 원하며 이숭만과 야당의 의견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도 

울 준비가 되어있다고 옹건한 모습을 보였다 26) 그는 이어서 발훼개헌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6월 7일 국회의장 선익회와 부의장 김동성을 만나 이숭만 

과의 타협을 종용하기도 하였다27) 같은 날 유엔한국위원단도 무효와 보조 

를 맞추어 이승만에게 국회와의 타협을 촉구하는 편지를 전달했다 2H) 

25) Thε Charge' in Korea(Lightner) to the Director of the Officer of Northeast Asian 

Affairs(Young), June 5, 1952, FRUS 1952-1954, Vol. 15, Part 1, pp. j05-.3ûR; Li밍ltner to 

the seιTεtary of State, June 5, 1952‘ 795B.Oα6-552 in 국사편찬위원회 r남북한관계사 

료집J 17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5) ， pp. 172-173. 
26)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6, 1952, 795.00/6-552, RG 59‘ Decimal File 1950-

1954, NA 

27) Muccío to the Secretalγ of State, June 7, 1952, 795.00/6-752, RG 59, Decimal File 1950-

1954,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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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한을 전달한지 이훌 후인 6월 9일 오전 휴엔한국위원단은 이 편지 

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승만올 방문하였다. 이 편지에 대한 이송만의 반 

웅은 한마디로 부정척인 것이었다. 이숭만온 “자신의 휴일한 판심이 자기 

가 제안한 헌법수정안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동의를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타협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숭만윤 더 나아가서 ”한국의 40년 투쟁에 있 

어서 이러한 종류의 일(내부적인 정치적 갈둥)은 언제나 계속되었으며” 미 

국이 자신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홍분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하였다. 

이숭만과 폴림솔의 대화룰 전해들은 무효는 유엔한국위원단의 제안올 거 

절한 이숭만의 태도에 그리 놀라울 것이 없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평이 이숭만이 자신이나 유엔한국위원단의 제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상황을 다소 유보적으로 혜석하였다. 그는 

“상황은 다음 며칠 안에 다소 더 명확해져야 한다”고 일단 사태를 관망해 

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29) 

그러나 무효가 귀임한 이후의 미국의 유화적인 조치는 이승만올 더욱 강 

경하게 할뿐이었다. 6월 12일에는 약 8 ， 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군중들이 

부산정치파동 이후 최대 규모로 부산의 충무로 광장에서 데모를 벌였다. 

이 중 약 1 ， 300여 명은 7개 도의회 의원들과 전국 각지의 시 , 읍， 면의원들 

이었다. 나머지 군중들은 대한청년회 등 18개 친여단체에서 동원됐고 중학 

생， 조선방직노조 산하 2천여 명의 남녀 직공들까지 동원됐다. 이들은 국 

회의원 소환을 외치며 국회해산을 거듭 결의하고 국회의사당 앞 광장과 대 

통령 임시관저 앞에서 연좌데모를 계속하면서 밤새워 국회해산을 부르짖었 

다. 이들은 의사당과 법원 주변을 번갈아 가며 맴돌다 난입하려는 기세를 

올리곤 “민의를 배반한 국회를 해산하라 “살인자 서민호를 석방한 안윤 

28) 유엔한국위원단은 5월 28일 이미 강경한 입장의 편지훌 전달한 바 있다.6월 7일 전 

달된 편지도 이전 편지와 마찬가지로 계엄령의 해제와 국회의원의 석방을 반복해서 

요청했다 그러나 그 이전과는 달리 이 펀지에서 강조한 부분은 자신들은 한국의 내 

정에 간섭할 의향이 없으며 모든 실질척인 문제들이 “한국인 자신들”에 의해 헌법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9, 

1952, 795 α)/6-952 ， RG 59, Decimal File, NA. 

29) Muccio to the se<、retaπ of State, June 9, 1952, 795B.OO/6-952 in 국사편찬위원회 r남북 

한관계사료집J 17권(파천: 국사편찬위원회. 1995) , pp. 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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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판사를 법원에서 몰아내라 “외국에 의한 내정깐섭올 배격하라 “빨 

갱이와 관련된 반역자를 타도하라” 동의 구호롤 외쳐대며 격렬하게 데모를 

벌였다. 무효의 판단으로는 6월 12 일 아침 부산의 분위기는 사태의 완화나 

이승만이 반대파와 타협할 조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였다 30) 

이와 같은 이숭만의 강경조치가 있었던 6월 12 일 오후 무효는 이승만과 

면담을 갖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승만의 태도에 실망감올 갖게 된 무 

효는 지금까지의 관망적인 태도를 버리게 되었다. 그는 6월 12 일자 국무부 

앞 전문에서 이승만과의 면담이 이숭반과 보낸 시간 중에서 가장 소득 없 

는 시간이었다고 회담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이승만이 너무 비이성적 

이어서 그의 “헛소리 (wandεrings)" 를 자세하게 요약하는 것이 불가농할 정 

도라고 매우 실망스러운 반웅을 보였다. 그는 이제 “이숭만대통령으로부터 

효율적인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으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이숭만을 

이범석그룹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장악올 저지 

하는 것이 주요한 당면문제라고 주장했다. 무효는 이범석그룹온 경찰에 대 

한 룡제를 마무리하고 한국군에까지 접근하고 있지만 군에 대해서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31) 무효는 이숭만의 효율적인 리더십을 위해 

이숭만주변의 강경파 세력올 배제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들었는데 이것은 

이승만정권을 순치시키는 전략의 하나로서 6월 4일자 애치슨의 지시사항 

과일치하는것이었다. 

한편 국무부 동북아시 아과 과장 영 (Kenneth T. Young)도 무효의 강경 한 

입장과 맥을 같이 하면서 유사시의 개입정책에 대비한 장문의 보고서를 6 

월 13일 국무부 극동담당차관보 앨리슨에게 보냈다. 원래 이 보고서는 비 

개입 정책이 확정된 6월 4일 원문32) 이 작성되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변화 

30) 서병조 r정치사의 현장중언: 제 1공화국J(서올: 중화출판사， 1(81) , pp. 336-337; 
Mucöo to 옳cretaπ of State, ]une 12, 1952, 795.00/6-1252, RG 59, Decimal File, N A; 

Muccio to Secretaπ of State, ]une 13, 1952, 795.00/6-1352, ibμ 
31)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Depa때lent of State, ]une 12, 1952‘ FRUS 

1952-1954, Vol. 15, Part 1, pp. 324-326 
32) Young to Allison and ]oÌlrL<;ün, “General Approaιh and Possible Active Steps to Meet 

the Korean Intemal Political CrisisιJune 4, 1952, RG 59, Lot File 60 D 330, box 9,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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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계기로 특히 정치프로그램 부뽑올 보완하여 다시 작성흰 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이승만의 독재적인 행동을 용인하기로 한 6월 4일의 결정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다시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보고서였다. 이 보 

고서는 전체적인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치프로그램을 제시했 

다. 즉，<D 이범석과 원용덕 장군의 제거，@ 유능한 국방부장관의 배치，@ 

유엔군사령관 • 한국군참모총장 • 각군 경찰부대에 이르는 확고한 지휘 

계통의 재확립，@ 戰時 기간동안 거국내각(united cabinet)과 전국적인 애 

국연합(national patriotic coalition)올 발전시키는 것，@ 건전한 헌법개정안 

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숭만의 협조로 

위의 요소들이 효력율 발하면， 이승만올 지지해야 하지만， 만약 위의 프로 

그램이 실패하고 이숭만이 계속 도전올 할 경우에는， 미국의 직접개입에 

의한 “군사정부라는 최후의 수단에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의 논조는 이숭만의 행동이 미국의 바램대로 나가 

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예측하여 미국의 직접개입에 의한 군사정 

부의 수립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엘리트개혁의 

차원에서 소극적으로는 이범석 중심의 강경세력을 배제하고 적극적으로는 

새로운 민간과 군부의 지도자의 정권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 

었다 .B) 6월 4일자 애치슨의 전문에서 지시된 이승만정권의 순화라는 큰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무부와 군부의 갈둥 再戰과 률라크의 비상계획안 

국무부의 초기 유화전략이 오히려 이승만의 강경한 태도를 불러일으킴에 

따라 국무부의 실무관리들은 다시 군사적 개입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 

지만 현지의 야전사령관인 클라크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현지 대사관과 현지 야전사령관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무 

33)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Oftìce of Northeast A~ian Afl"airs(Y oung) to the 

Assistant Secretary for Far Eastern Affairs(Allison), “Subjεct: General Approach and 

Possible A(:tive Steps to Meet the Korean Intemal Political Crisis," ‘fune 13, 1952, FRUS 

1952-1954, Vol. 15. Part 1, pp. 32용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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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공동으로 대사관과 유엔사령관 양쪽이 협의하여 직접 

적인 개입에 대비한 자세한 정치 군사계획올 워싱톤에 제출하라고 요청했 

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양쪽은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안올 준비하게 되지 

만 그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무효의 안이 소규모 전격적인 군사적 개 

업안이었다면 클라크의 안은 대규모 군정수립안이었다. 이러한 계획들은 

이승만이 발훼개헌안을 수용함으로써 실행되지 않게 된다. 클라크는 발춰l 

개헌안이 이미 통과된 뒤에 자신의 비상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지만 사태는 

이미 끝난 뒤였기 때문에 그의 계획은 문자 그대로 비상시의 계획으로만 

남게 되었다. 

국무부 앞으로 보내는 6월 14 일의 전문에서 무효는 지금까지의 미국의 

조치는 “이숭만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의회의 해산)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정도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데 성공했다”고 하면서 특히 군부 

와 국무부간의 견해 차이를 우려했다. 이숭만은 미국 군부가 내전만 일어 

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일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고집한다는 것이었다. 무효는 “외국정부와 외국의 언론으로 

부터의 끊임없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몇 주전에 윤팍이 그려진 

노선에 따라 자신의 계획을 추구하기로 결단올 내린 것 같다”고 하면서 구 

체적으로 세 가지 조치를 제안하였다. 첫째， 유엔한국위원단과 유엔군총사 

령관과의 만남， 둘째 만약 유혈에 이르는 공공질서의 혼란이 부산에서 일 

어난다면 취해져야 할 조치에 관한 토론， 셋째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 안 

에 클라크， 밴플리트 장군과 무효 자신의 이승만에 대한 공동 호소(Joint 

Appeal to 에lee) 였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무효는 클라크장군과 밴플리 

트 장군이 가능하다면 6월 16 일 월요일에 부산에서 유엔한국위원단과 만 

날것을제안했다 54) 

34) 까l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Department of State, June 14, 1952, FRUS 

1952-1954, Vol. 15, Part 1‘ pp. 337-338: 한편 국무부 동북아시아과의 영 (Young)도 
같은 날 이러한 무효의 상황 진단에 공감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치를 앨리슨 

극통담당차관보에게 제안했다. 첫째 트루번대통령의 마지막 호소， 둘째 이숭만에 대 

한 유엔한국위원단과 유엔군총사령관의 마지막 항의， 셋째 군사안보률 위해 부산지 

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하는 조치에 관하여 국방부와 관련정부와 함께 계획율 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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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클라크는 6월 15일 합동창모본부에 보내는 전문(cx 50221)에서 

자신과 밴플리트가 이숭만을 압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는 

믿지 않으며，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유엔사령부는 군사적 행동을 시도해서 

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3") 이에 무효는 6월 16일 클라크에게 직접 전문을 

보내 외교적 단계를 넘어선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6월 14 일자 전문에서 

제안한 4자 회동(클라크， 밴플리트， 무효， 유엔한국위원단 위원장)을 갖자 

고재차주장했다 36) 

한편 국무부의 대한정책 실무부서인 동북아시아과의 입장도 점점 강경일 

변도로 변해 갔다. 국무부 동북아시아과 과장 영이 기초한 16일자의 보고 

서 37)는 그러한 입장을 잘 대변해 준다. 영은 자신이 기초한 13일자와 14일 

자의 비망록에서 지적했듯이 외교적 압력에 의해서 한국정치의 위기를 완 

화하려는 시도는 그 자원을 고갈시켰다고 기존의 접근방법을 비판한 다음， 

정치위기는 여전히 소강상태 (dead center)에 있지만 부산지역에서 일어날 

것 같은 심각한 사건은 “우리 쪽(미국)의 공공연한 행동”을 요구할지도 모 

른다고 진단했다. 동북아시아과는 미국에 의한 강력한 행동 혹은 그러한 

행동의 암시가 위기의 해결을 촉진시키며 상당히 극단적인 조치를 포함한 

그러한 행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불였다 

이러한 동북아시아과의 강경한 입장과 보조를 맞추어 무효도 6월 18일 

국무부 앞으로 보낸 전문38)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올 염두에 두고서 개 

것이었다. Young to AlHson, “ Subjεct: Korean Intemal PoHtical SituationζJune 14, 1952 , 
795B.OO/6-14익2 ， in 국사편찬위원회 r남북한관계사료집 J 17권(과천· 국사편찬위원 

회 , 1995). p. 206. 

35) FRUS 1952-1954. Vol. 15. Part 1. p. 338의 주 2번. 

36) 전반적으로 무효의 클라크에 대한 표현은 매우 완곡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클라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The Amh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Clark). June 16, 1952, FRUS 1952-1954, 
Vol. 15‘ Part 1, pp. 338-340 

37) Young to Johnson , “ Subject: Korean Intεrnal Political Situation ," June 16‘ 1952‘ 

795B.00/6-1652 in 국사편찬위원회 r남북한관계사료집J 17권(과천: 국사편찬위원 

회 . 1995). pp. 208-209. 
38) 이 전문온 클라크에게도 전달되었다.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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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실행의 기준과 개입 작전의 형태에 대해 언급했다. 무효는 미국이 개입 

하게 되는 기준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 국회의 해산， 

더 이상의 국회의원의 대량 체포 둥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정치 행동， (2) 

이숭반대통령이 정신척 육체적으로 갑자기 무력화될 경우， (3) 이범석이 

경찰과 청년단을 가지고 힘으로 통제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때， (4) 대한민국 육군에 대한 간섭의 경우， (5) 심각한 폭력의 발발 등이 

었다. 그는 또 개입작전의 형태에 관해서는， 개입은 유엔의 이름으로 취해 

지는 것이 중요하며， 유엔 야전사령관은 모든 조치들이 한국의 육군참모총 

장을 통해서 한국군에 의해 취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 바 그가 제 

시한 개입은 미국이 외견상 일선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띤 개입이었다:19) 

또한 무효의 이러한 개입 계획은 신속성을 토대로 한 실현가능성을 염두애 

둔 개입이었다. 무효는 일단 개입할 수밖에 없다면 행동은 “이승만대통령 

혹은 그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사랍들이 미국/유엔에 대항하여 한국사람들 

에게 민족주의적， 감정적인 호소를 할 수 있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군 

대 경찰과 청년단 사이의 무력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올 제압하기 위해 재빠 

르고 결정적이어야(prompt and decisive) 한다” 고 주장했다.씨) 무효는 끝 

으로 6월 14일과 16 일의 전문에서 주장한 4자 회동을 빠른 시일 내에 가질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무효와 영 등 국무부 실무자들의 이승만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 

고 클라크의 입장은 6월 15 일자 합동참모본부에 보낸 전문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것이었다. 클라크는 무효가 6월 18일 국무부 앞으로 

보낸 구체적인 개입계획에 대한 전문을 받아 보게 되었는데， 같윤 날 무효 

Departmεnt of State, June 18, 19'52, FRUS 1952-1954‘ Vol. 1'5. Part 1 ‘ pp. 341-343. 

39) 이 부분은 미국이 전면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쏟아질 비난올 염두에 둔 것으 

로보인다 

40) 이러한 신속성올 중시하는 개입계획은 나중에 논의할 클라크의 대규모 군정계획과 

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클라크의 계획용 그 규모의 거 

대함 때문에 오히려 실현 가눔성이 극히 낮은 것이었다. 이러한 개입계획의 성격 차 

이는 애초부터 사태의 해결에 척극적인 국무부와 소극적인 군부의 견해 차이가 그대 

로 지속된 결과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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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직접 보낸 전문에서 다옴파 같이 주장했다. 즉 자신은 일정의 빠듯함 

때문에 무효와 유엔한국위원단올 만날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자신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한국정치에 개입하는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지 

침도 받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만약 그러한 지침을 받게 되면， 자신이나 

밴플리트가 외교적 단계를 넘어선 행동경로흘 논의하기 위해 무효와 유엔 

한국위원단을 기꺼이 만나겠다고 했다 41) 

한편 주일대사 머피 (Robert D. Murphy)가 무효에게 보낸 6월 20일자 전 

문을 통해서도 클라크와 유엔사령부 등 군부의 입장올 알 수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국무부의 입장과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었다. 클라크는 부산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 (politi때 matter)로서 무효가 잘 다룰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자신은 부산에 가서 이 단계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었 

다. 머피와 대화를 나눈 유엔사령부의 핵키 (Doyle D. Hickey) 참모총장도 

군지휘계통의 문란이나 한국군의 상황에 명백한 위험이 없기 때문에 클라 

크가 부산의 상황에 뛰어드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바랍직하지 않다고 생각 

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혁키와 클라크는 대안이 없고 몹시 필요한 경 

우에만 밴플리트가 부산의 정치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혁키는 또 

부산의 대사관이 너무 편파적이라고 생각했다. 회키는 “대사관은 처음부터 

국회 편을 들고 한 번도 이승만에게는 이 문제(이승만과 국회와의 타협)에 

관하여 지지를 보내지 않았”으며 국회가 100% 옳올 수 없으며， 이숭만이 

100% 틀릴 수 없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상) 클라크롤 비롯한 군부는 시 

종일관 국무부의 견해에 맞섰던 것이다. 

이러한 군부의 견해에 대해서 무효는 머피에게 보내는 6월 23일자 답신 

에서 자신과 동경 사이에 커다란 거리감이 있으며 자신을 비롯한 군부가 

이승만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그는 6월 4일 

자 국무부-합동참모본부 합동회의의 결과로 내려진 국무부 지시전문 907 

호가 자신의 노선을 지배하고 있다면서 그 전문의 2항을 상기시켰다. 그것 

41) 클라크가 무효에게 보낸 6월 18일자 전문 “cx S0416" 의 내용은 FRUS 1952-1954, 

Vol. 15, Part 1, p. 358의 주 2번울 창조할 것. 

42) πle Ambassador in Japan(Murphy) to the AmlYdssador in Korea(Muccio), June 20, 1952, 
FRUS 1952-1954, Vol. 15, Part 1, pp. 34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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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리더십을 위해 이숭만올 계속 물보며 이승만이 “약간의 통제와 보다 순 

화된 분위기 하에” 남아 있는다면 미국의 최선의 이익이 지켜친다는 것이 

었다. 즉 군부가 걱정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이승만을 멀어 불이는 것이 

국무부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는 군부와 자신 사이에 마음의 일 

치 (meeting of minds)를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43) 

이러한 무효와 클라크의 견해 차이에 고심하고 있던 국무부는 6월 23일 

에 양인의 의견일치를 이루기 위해 양인에게 동시에 보내는 공동메시지의 

초안44)올 참았다. 그 내용은 직접개입을 위한 공동의 정치 군사계획올 발 

전시켜 워싱톤에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국무부는 이 전문올 6월 23일 당일 

발송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그것을 보내 숭인율 기다리고 있었다.섭) 그 

러나 이 전문은 6월 25 일 국무부-합동참모본부의 회의 46)를 거쳐 같은 날 

무효와 클라크에게 각각 전달되었다. 

이 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뒤어져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정치상황을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과 직접척인 개입이 불 

가피한 경우로 나누고 후자의 경우에 대비하여 서로 간에(무효와 클라크) 

최대한 빨리 상의해서 자세한 정치 군사 계획올 워싱톤에 제출하라고 요청 

했다. 이 전문은 마지막으로 유엔군총사령관， 유엔한국위원단， 미국대사관 

의 최대한의 협조를 당부했다 47) 

싱)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와nbassador inJapan(Murphy), June 23, 1952, 
FRUS 1952-1954, VoL 15, Part 1, pp. 349-351. 

44) 원래 이 전문의 초안온 국무부가 무효대사에 대한 지칭으로 준비한 것이었다. 따라 

서 공동메시지이긴 하나 국무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FRU 

1952-1954, VoL 15, Part 1, p. 358의 주 1 번 

45) Johnson to Matthews, ]une 23, 1952, 795B.00/'ι2352 in 국사편찬위 원회 r남북한관계 

사료집J 17권(파천: 국사편찬위원회， 1995) , p. 221. 

46) 이 전문을 둘러싼 내용은 다음을 볼 것 . Memorandum of the Substance of Discussion 

at a Department 0 1' State-]oint Chiefs of Staff Meeting, )une 25, 1952, FRUS 1952-1954, 
Vol. 15, Part 1, pp. 357-358 

47) The )oint Chiefs of Staff to the Commander in Chief, Far East(C!ark)‘ ]une 25, 1952, 
FRUS 1952-1954, Vol. 15, Part 1, pp. 358-360‘ 무효와 클라크의 협조률 당부했옴에도 

불구하고 클라크는 6월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보내는 천문(CX 50901)에서 기존의 

입장올 되풀이했다 즉 유엔사령부는 이승만에 대한 항의훌 했다고 믿지만， 외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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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무부의 지시에 따라 무효와 클라크는 직첩개업올 위한 계획올 

6월 25 일 이후 구상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국무부의 

지시대로 양자가 서로 긴밀히 협의해서 계획울 입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따라서 계획의 작동방식 (mechanics) 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뒤에 살펴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클라크는 대규모 군정요원을 필요로 하는 군사정부를 

구상하고 있었던 데 비하여， 무효는 한국정부를 유지하는 선상에서 즉각적 

이고도 신속한 군사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효는 클라크가 자신의 계획올 구상증인 6월 30일까지 공식적으로 그 

계획의 개요를 통보 받지 못했다. 그는 그 사실올 6월 30일 국무부 부차판 

보 존슨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알렸다. 

나는 당신(존슨)에게 내가 개입이 불가피할 경우 개업의 작동방식 

(mechanics )에 대 한 유엔사령부의 생각에 대하여 유엔군총사령 관으로부 

터 아무 것도 들은 바가 없다는 것올 알리고 싶다. 나는 유엔군총사령관 

과 육군부 사이에서 전문이 교환되고 있다는 것올 단지 가끔 알고 있을 

뿐이다. 한국상황과 관련된 일에 관하여 “부산에도 보낼 것 (repeated to 

Pusan)" 48)이라고 특정하게 지시되지 않온 메시지는 여기에서 볼 수 없다 
는 것을 당선은 알고 있을 것이다 49) 

그러나 무효는 비공식적으로 동경에 있는 유엔사령부의 생각을 접수했는 

압력올 계속활 필요성이 있으며 그 역할은 무효와 유엔한국위원단에게 가장 질 어울 

린다고 했다. 또한 개입계획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도록 클라크와 무효는 당분간 만 

날 필요가 없으며 그러한 협조는 스태프 수준에서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FRUS 

1952-1954, Vol. 15, Part 1, p. 377의 주 3번. 합동참모본부도 클라크와 무효가 만나서 

는 안되며 스태프 수준에서 접촉이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FRUS 1952-1954, 
Vol. 15, Part 1, p. 377의 주 4번. 

48) 같은 전문올 타기 관이 나 부처 에 보낼 때 기관이 나 부처명 앞에 “rεpeated to'’ 라고 명 

시하는 데， 만약 부산의 미대사관에 보낼 경우에는 “repeated to Pusan" 이라고 한다. 

무효는 클라크와 육군부 간에 전문이 오고 갔지만 자신에게는 그 내용율 알리지 않 

았다는 것올 말하고 있다. 

49)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Deputy Assistant SecretaI]' of State for Far 

Eastem Affairs(Johnsonl, June 30, 1952. FRUS 1952- .1 954, Vol. 15, Palt 1, p. 368. 



부산정치파동에 대한 미국의 개입 / 이훨순 349 

지 그 계획에 대해 다옴과 같이 우려률 표명했다. 

나를 곤란하게 하는 것온 통경의 사고방식이 개입이 필요한 경우 수백 

명의 미국 요원을 요구하는 군사정부의 셜립에 있다는 것이다 50) 

무효는 이어서 미 8군 장성인 혜렌(Thomas W. Herren)과 논의한 결과 

“수많은 스태프를 거느린 한국 군사정부 개념은 위험하고 불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자신이 구상하는 계획은 유엔사령부는 적당한 지령에 근거 

해서 책임을 져야하지만， 한국의 육군참모총장과 한국의 참모총장들을 통 

해서 행동하는 것”이며， 일단 개입 결정이 내려지변 .. 과단성 있게 즉각적 

으로 움직이며 소수의 나쁜 무리들(bad eggs)을 고립시키고 가능한 한 한 

국정부의 행정구조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끝으로 부산의 

미대사관에서 재가하지 않윤 프로그램(군사정부 설립안)을 합동참모본부 

가 승인할 가능성을 동북아시아파가 저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 덧붙였다.치) 무효는 자신의 의견과 다른 군부의 계획안에 동북아시아과 

를 비롯한 국무부가 동의하는 것올 우려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무효는 이 전문에서 6월 18일자 전문에서 자신이 제시한 개 

입작전 형태를 반복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유엔의 이름으로 작전을 실행하 

지만 한국군을 외견상 내세워야 하며 작전은 신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것은 클라크가 제시한 대규모의 군정계획과는 정변으로 배치되는 것이었 

다. 

이렇게 무효와 클라크가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안의 방식울 두고 의견 차 

이를 보이고 있는 동안에 부산정치파동은 7월 4일 발훼개헌안이 통과됩으 

로써 일단락 되었다. 숨어 있는 야당의원들은 경찰에 의해 의사당으로 끌 

려오게 되었고 ~2) 그들은 기립표결이라는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찬성 

50) πl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Deputy A'i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m Affairs(Johnson),June 30, 1952, FRUS 1952-1954, Vo1. 15, Part 1, p. 368 

51) Ibid. 

52) 야당세력은 미국의 결정적인 언질이 있올 때까지 이숭만에게 상당히 저항하였다 야 

당세력은 1952년 6월 20일 국제구학부에서 민국당 중진의 주선으로 이시영， 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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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반대 0 , 기권 3이라는 압도적 표 차로 발햄개현안올 흥과사키게 되었 

다. 미국으로서는 발훼개헌안의 통과가 직접적 군사개입의 부담을 지지 않 

고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외양을 갖춘 것이었고 6월 4일 국무부-합 

동참모본부회의의 결정대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것 

이었다. 발훼개헌안이 통과된 지 보름쯤 후에 국무부 극동담당 부차관보 

존슨은 부산정치파동은 “예상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해결된 것 같다” 

고 무효에게 전하기도 했다 53) 

무효가 우려한 클라크의 대규모 군정수립안에 근거한 비상계획안은 발훼 

개헌안이 통과된 지 하루가 지난 7월 5 일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미 발훼개 

헌안이 통과된 이후였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었다. 한 논 

자의 지적처럼 “死後藥房文”에 불과한 것이었다. 클라크 자신도 발훼개헌 

안이 통과되어 한국정치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안 

은 미래를 위해 정리 보관될 것이라고 했다 54) 를라크는 군사적 개업안에 

처음부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군정안을 제시하고 그것마저 

수， 장면， 김창숙 둥 재야원로 60여 명이 모여 호헌구국선언대회롤 진행하려 하였으 

나 괴한의 난입으로 무산되었고， 6월 21 일에는 양쪽의 개현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내각제 추진위원들은 국회출석율 거부하고 잠적.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개헌안 심의 

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 6월 25일에는 민국당중진올 배후로 하여 이승만 암살 미 

수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서병조 r정치사의 현장중언: 제 1공화국J(서울: 중 

화출판사， 1981) , pp.338-342. 장태상 당시 국무총리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은 숨어 

있는 의원들의 소재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는데 , 자신은 7월 4일에 발훼개헌안 통 

과가 결정되자 경찰에 명령을 내려 숨어 있는 국회의원들융 의사당에 데려오도록 했 

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은 발훼개현안이 통파되는 당일까지 저항하다가 미국의 지원 

이 없을 것이라는 소식올 접하자 개현안 수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Memorandum 

ofConvεrsation， “Subject: How the Election of the Vice President was Manipulated and 

Miscellaneous Matters Connec1ed the Korean Situation." September 4, 1952, attached to 

Bushner to the Department of State, “Subjeα Review of Republic of Korea Pr，εsidential 

and Vice Presidential Elections, August 5, 1952," Septemhεr 1 딩， 1952, 795B.00/9-1552 in 

국사편찬위원회 r남북한관계사료집J 17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딩)， p. 318. 

53) The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Johnson) to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July 21 , 1952. FRUS 1952-1954, Vol. 15, Part 1, p. 415 

54)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Clark) to the Joint Chiefs of Statf, 

July 5, 1952, FRUS 1952-1954, Vol. 15, Part 1, pp. 37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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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발훼개현안이 풍과된 이후에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클라크가 제시 

한 계획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온 것이었다. 

1. 이숭만올 부산 이외의 지역으로 유인한다. 

2. 유엔군사령관이 부산지역으로 들어가， 5-10명의 독재적 행동을 한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유엔과 한국의 시셜을 보호한다. 

3 이승만에게 위의 행통을 통고하고 계엄령 해제， 국회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숭인할 것을 요구한다. 

4. 만약 이승만이 이륨 거부하면 보호감금하고 장핵상 국무총려에게 이 

를요구한다. 

5. 장돼상도 이를 거부하면 유엔사령부의 과도정부롤 수립한다. 
6. 만약 이승만. 장택상이 동의하는 경우， 군사적 이유와 참전국들의 

요청으로 유엔군이 개입하고 불법적인 행위률 한 몇몇 개인을 제거한 것 

이 필요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롤 발표한다.쥐) 

그런데 이 계획안은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이승만율 

제거하고 대규모 군정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보다는 먼저 무효가 

주장했듯이 이승만 주변인물을 제거하고 이숭반에게 그 동안의 요구 사항 

을 제시한 이후 이것을 거부한 경우에 이승만을 보호감금하고 과도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아마도 6월 30일 이후 무효와 협의 56)를 거쳐 

그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기 때문인 듯하다. 

v. 결 효L 
'-

1952년 5월에 발생한 부산정치파동은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정치 위기였다. 당시 한국전쟁은 38선올 경계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55) Ibid. 

56) 클라크는 자신의 비상계획안올 전하는 7월 5일자 전문의 서두에서 6월 27일 합동참 
모본부에 보낸 전문(cx 50901)에서 언급된， 일련의 최종상황에 대비하여 준비된 자 

세한 계획은 8군과 조정융 거쳤고 무효와 논의되었다고 했다. j.에d‘， p‘ 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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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혀 군사적 위협이 고조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척 생존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숭만 대통령윤 자신의 집권올 연 

장하기 위해 임시수도 부산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을 연행함으로 

써 절차적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켰다. 이것은 한국전쟁에 자유민주주의 

룰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참전한 자유진영의 국가들의 불만을 초래하여 미 

국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는 사건이었다. 

미국은 이숭만에게 강력한 압력을 가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복원시킴으 

로써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올 자유세계에 보여줄 수 

도 있었지만 이숭만의 태도가 문제였다. 이숭만은 전쟁이라는 상황을 이용 

하여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작전지휘권을 회수하여 

전방의 전력을 후방으로 이동시켜 계엄령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것 

은 미국의 전쟁 수행노력을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 그렇게 되면 대한 

민국의 안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 

었다. 미국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 

여주기 위해， 즉 미국의 위신올 위해 전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이 

승만에게 압력을 가할 것인가 아니면 전쟁수행에 지장올 주지 않기 위해， 

즉 대한민국의 군사안보를 위해 미국의 위신을 손상시킬 것인가 하는 선택 

에 직면하게 되었다. 군사안보라는 구체적인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를 수호 

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는 무형의 위신이라는 이익이 크게 손상될 수 있는 

사태가발생한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내부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리게 되었다. 현 

지의 대사관 관리들과 국무부 동북아시아과를 중심으로 한 실무 관리들은 

이숭만에게 강력한 압력올 가하여 이숭만을 굴복시킴으로써 절차적 민주주 

의를 회복하자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서 이승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까지 고려되었다. 그러나 현지에서 직접 전 

쟁을 수행하는 야전사령관들은 이승만을 자극하게 되면 오히려 미국의 전 

쟁수행 방식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승만의 독재적 행 

동을 용인함으로써 미국의 자존심 혹은 위신이 손상되더라도 미국의 전쟁 

수행 방식이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구체적인 군사안보라는 이 

익을 위해서는 미국의 위신이 손상되는 것올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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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치파동은 군부의 입장이 반영되는 선에서 결말이 나게 되었다. 워 

싱턴의 정책결정자들은 이송만올 무력화시키기 위해 군사적 수단올 동원한 

개업을 주장한 국무부 실무관리들의 주장올 채택하지 않았고， 이숭만의 독 

재적 행동을 용인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워싱턴은 외양상 최소한의 절 

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기를 원하였다. 미국윤 이승만이 의회를 해산하지 

않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개헌을 하는 모습올 보여주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최선의 방책으로 채택된 것이 발훼개헌안이었다. 미국은 이승만과 야당을 

셜득하여 발훼개현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부산정치파동올 마무리하기률 원 

하였고 그렇게 결말이 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 

황 속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올 보여줌으로써 얻 

을 수 있는 미국의 위신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