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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 학 재
한국전쟁은 3년만에 종식되었지만, 정전협상 타결 이후 60년간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에는 힘에 의해 강요된 평화만 존재했고, 아직 권위에 의한 평화가 도래하지
않았다. 무엇이 이 60년간의 유예된 평화를 초래했는가? 냉전이 끝나고도 지속되고 있
는 한국전쟁 정전체제의 기원과 성격 쟁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절실하다.
이 논문은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 종식 과정을 기존의 냉전연구의 틀이 아니라, 전
지구적 자유주의 질서·분업구조와 한국사회가 조우하고 포섭된 과정으로 바라보고자
했다. 이 연구는 한국전쟁에서 작동한 20세기 자유주의 기획의 성격과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전쟁을 둘러싼 논쟁과 결정, 협상들을 재해석 하고자 했다.
2차대전 전후 전세계로 확대된 20세기 자유주의 질서는, 한국전쟁에서 지금까지도 뚜
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여러 딜레마들을 대면해야 했다. 한국전쟁은 자유주의 질서의 전
지구적 상승기에 마주친 역사상 최대의 난제중 하나였다.
이런 난제들에 직면해 UN과 미국, 서구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떤 논쟁 끝에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가? 한국전쟁은 20세기 자유주의 국제질서, 자유주의 기획의 전지
구적 전개에서 어디에 위치하며 어떤 역사적 함의를 갖고 있는가? 한국전쟁에서는 어떠
한 자유주의 평화기획이 적용되었으며, 어떤 변형을 겪고 굴절되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자유주의적 통치성에 대한 푸코의 통찰과 통치성
계보학이라는 방법론적 문제의식을 활용해 냉전시기 제 3세계라는 역사적 맥락과 사례
에서 자유주의 질서가 어떻게 수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자유주의 기획들Liberal
Projects'이 작동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논문은 미국의 봉쇄 전략을 단지 냉전의 대외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특정한 자
유주의적 기획의 정치적 형태로 재해석하였다. 봉쇄 전략은 각각의 현실의 사례와 조건
에서 특정한 자유주의 질서의 생산과 유지에 드는 사례별 위기(Risk, Crisis)에 대한 비용
계산을 통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전/안보National Security을 구성해 대응하는 제
도와 절차, 분석과 성찰, 계산과 전술의 앙상블이다. 냉전시기 자유세계의 유동적인 경
계들은 자유의 성격과 그것의 위기, 그에 대한 안전 장치의 대응의 산물로 형성되고 유
지되고 변화했다.
이렇게 특정한 자유주의 기획이 적용된 과정으로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 결과를 재
해석한 결론과 주장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전쟁기 자유주의 평화기획은 초국가적인 보편 원칙을 무리하게 군사적으로
관철하려하다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한국전쟁에는 2차대전 전후 전지구적 자유주의
평화기획에 의해 형성된 전쟁과 평화를 관리하는 분업구조가 적용되었다. 그런데 자유주
의 국제질서의 상승기에 발생한 한국전쟁에는 과도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며 유례없는
상황이 전개 되었다. 유엔과 미국은 유엔헌장에 의해 금지된 침략을 처벌한다며 군사적
개입을 감행하여 전지구적 사법기획을 추진했다. 또한 미국이 단순한 방어전쟁이 아닌
무력 통일 전쟁으로 전쟁을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UN의 권력 구조를 바꾸고 미국내 헌
법질서도 침해하는 이중적 예외상태를 초래했다.
즉 미국이 주도한 UN의 한국전쟁 초기 결정들은 자유주의 기획이 전지구적 사법주권
질서의 적용을 시도한 것으로, 19세기적 주권국가들의 권위를 보호한 실증주의 원칙을 부
정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UN을 통해 자유주의 평화기획 중 최대치로서 자유주의 평
화규범에 대한 위반을 범죄화하는 기획, 무조건 항복을 추구하는 승자의 평화(Victor's
Peace)를 무리하게 군사적으로 관철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기존 질서와 주권원

칙을 존중하고,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에 의한 평화를 유도하여 평화를 평화적으로 창출하
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편적 기획과 군사주의가 결합되는 역설, 군사적 성공과 정치적
실패의 역설이 바로 한국전쟁 초기결정이 가진 역사적 특이성이었다.
둘째, 중국의 개입은 자유주의 기획을 좌절시키고 권력 균형상태로 되돌아가게 했고
상호간 현실주의적인 현존유지적 균형을 지향하게 하였다. 이에 대응해 미국이 전개한
차별적인 자유주의 전략은 동아시아의 냉전적 분할을 심화시키고 한국의 정치적 성격이
제거된 낮은 수준의 군사적 정전체제를 초래했다.
제 3세계 급진민족주의의 통일 전쟁과 UN-미국 자유주의의 정의로운 전쟁의 대립으
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중국의 개입으로 동아시아 지역 전쟁차원으로 확산 되었다. 중국
개입으로 UN-미국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문제해결을 위한 부담의 차원과 무게가 달라졌
다. 이런 압력에 직면해 자유주의의 보편적·이상적·군사적 기획이 소진·좌절되고 지
역적·현실적·정치적 기획으로 전환되면서 자유주의 기획에 굴절과 변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사례별 양 진영의 대응 전선이 형성되었고, 한국전쟁과 관련되어 있던 동아시
아의 전후 정치사회 변동에 관한 쟁점들이 각기 분리되어 서로 차별적 형태로 제도화되
었다.
즉 중국은 미국의 비인정 정책으로 향후 20년간 UN회원국이 될 수 없었으며, 한국에
서는 정치문제가 완전히 제거되고 지역화된 군사적 정전협상을 시작했고, 일본에서는 최
단기일 내에 동아시아 전후처리의 정치적 차원이 제거된 자유주의 평화협약과 군사동맹이
맺어졌다. 결국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이후 미국이 자유주의의 정치적 배제, 지역화/군사
화, 정치경제적 포섭이라는 세 국가를 차별화하는 대응 전략을 펼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안보-평화 레짐의 분업구조가 형성 되었다.
셋째, 군사적 정전협상이 전개되던 상황에서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의 도덕적 우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또 다시 기존 국제법 원칙을 넘어선 자원송환 정책을 새롭게 제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하면서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한국전쟁에서는 포로문제를 둘러싸고 각각 베르사유-UN-제네바 레짐, 즉 전범처벌(베
르사유와 뉘렘베르크), 개인 인권과 정치적 망명권(UN과 미국), 인도주의 전시법 계열
(제네바)이라는 세 가지 계열의 원칙이 충돌했다. 미국은 기존 국제질서에서 합의된 제네
바 협약을 부정하고 새로운 자유주의적 원칙인 개인의 자유와 망명권을 더 보편적 상위
가치로 내걸었다.
그런데 미국의 자원송환 원칙이 기존의 국제법적 근거들을 모두 넘어선 새로운 자유
주의 문명 원칙으로 부상한 순간 수용소 내부에서는 포로를 향한 적나라한 폭력이 동양
반공주의자라는 이중의 예외화를 통해 정당화되었다. 기존의 국제, 지역 질서를 무시한
초월적 보편주의 이상의 일방적 적용이 현실에서는 더 적나라한 예외주의와 폭력을 동
반했다는 역설, 혹은 보편적-군사주의의 역설의 또 다른 사례였다. 미국의 자원송환 정
책은 지역의 민족주의, 평등한 주권원칙을 압도하고 때로는 민족을 부정 분리하여 반
공·자유주의라는 정치적 동질성으로 국가/국민을 구성하는 냉전적 기획을 정당화했다.
미국은 수용소 내부에서 비자유주의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심사와 망명 정치를 무
리하게 추구해 엄청난 폭력 사태와 부작용을 초래했다. 반공포로들은 “냉전의 명예시민”
이 되었지만 공산주의 포로들은 자유주의 문명의 우월성 앞에서 “동양공산주의자”라는
이중적인 타자화로 인해 비자유주의적 타자(The Other)로 낙인 찍혔다.
이렇게 초국가적 원칙이 미국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자 현실에서는 미국보다도 더 반
공주의를 향한 전투에 열정적으로 나섰던, 호전적 반공주의를 자산으로 자신의 이해관
계를 얻어내고 요구를 관철시켰던 반공주의 시스템의 과잉들이 생겨났다, 미국은 이
전향한 과거의 적들에게 정치적 난민, 망명의 지위를 부여하고 군사, 경제적으로 지원
하며 미국의 이념에 복무하는 비밀작전을 수행하게 하였다.
넷째, 자유주의적 기획의 무리한 관철은 한국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열망과 동력
을 소진시키고 동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주도하에 구축된 배제적인 양자 간 군사동맹 체
제를 구축하게 했다. 이 군사동맹 구축에 대한 반발로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사례를 반
복하지 않으려는 탈냉전적 평화기획이 등장했다.
미국은 트루먼 시기의 정치적 기획과 달리 경제적 계산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냉전 전
략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아이젠하워의 냉전 전략 하에서 일본과 한국 같은 친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양자 간 군사동맹을 더 본격적으로 추구했다.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의 모색은 UN을 벗어나 별도의 국제 회담에서 이루어졌으
나, 정치적 타결의 무게를 감당하고 추진하려는 세력이나 이해관계가 충분치 않고 오히려
분할에 입각한 권력 균형, 그리고 각 균형 체제 속에서의 무장과 국력 증강, 외부지원을
바라는 이해관계가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문제에 대한 정치회담은 파행으로 치닫고, 한국
은 불안한 정전상태에서 미국과의 방위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후 동북아의 냉전이 동남아시아로 확산되면서 한국전쟁을 치른 미국과 소련, 중국은
각기 이 지역의 영향력과 헤게모니를 얻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되었고, 베트남에서 진행되
던 프랑스와 호치민 간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협상이 한국문제와 동시에 제네바에
서 다루어지게 된다. 평화공존 정책을 주 외교노선으로 내건 중국의 주도적 노력으로, 베

트남에서는 한국의 정전체제와 똑같은 형태의 분할과 임시 정전체제가 수립되게 된다.
이후 미국이 더 강력한 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SEATO를 추진하는 등 냉전의 양 강
대국이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아시아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며 동남아의 긴장이 심
해졌다. 그러자 이런 냉전적 방식의 군사동맹 체제 자체에 반대하는 중립주의 노선이 등
장했다. 반둥 회의는 그 상징적 구심점으로서 수년간 전개된 UN의 평화 구축, 미국의 자
유주의 기획, 특히 한국에서 구현된 냉전의 극단적 갈등을 극복하고 대안적 평화를 요구
하게 되었다.
결국 한국 전쟁의 경험은 자유주의 보편기획을 군사주의적 실천으로 강제로 관철시킨
무리한 성공의 부작용과 역설을 보여주는 실패 사례이다. 한국전쟁에 적용된 자유주의
평화 기획은 동아시아 냉전을 심화시켜 불안한 권력 균형을 지속시켰고, 문명론적인 배
제적 이분법을 강화했으며 탈식민이라는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과의 양자
군사동맹의 길로만 이끌려 했다. 자유주의 기획은 매우 과도한 정치적 상징을 부여하며
무리하게 이상적 기획을 추구하다가 반발과 부작용을 대면하고, 급속히 매우 현실적인
타협과 묵인된 방치로 전환되었고, 현존질서유지에 대한 강박에 의존해 60년간 유예된
평화를 초래한 모델이었다.
한국전쟁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딜레마와 그 결과들을 보다 일
반화해보면, 자유와 안전의 변증법이 위기의 성격과 규모, 역량의 제한에 따라 선택적인
자원의 배치를 하면서 평화와 전쟁에 대한 분업구조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는 가장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기획이 군사적 수단에 의해 도입되었고, 중국 개입이후 전
쟁이 지역 규모로 확산되자 권력 균형 상태에 기반한 정치적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국전
쟁 포로문제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인권원칙이 국가 주권원칙을 부정하고 적용되었고, 한
국전쟁 이후 동남아로의 냉전 확산에 대해서는 다시 권력 균형과 정치적 협상이 중시되었
다. 한국에는 일방적이고 군사적인 기획이,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권력균형과 정치적 협상
이 선택되었고 여러 협상의 결과들이 한국의 분단과 동아시아의 차별적 분할을 초래했다.
오늘날 자유주의 평화기획은 위계적인 세계적 경제 불평등 구조와 만나 전쟁과 평화의
공간적 분리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 기획에 따른 평화라는 가치
가 매우 불평등한 전지구적 혹은 사회 구조와 공존하며 때론 이를 정당화하는 가치가 될
수도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결과는 기본적으로 자유의 생산과 유지, 보호에만 주
목해온 자유주의 기획의 근본적 한계이자 종착점이기도 하다. 자유주의 기획이 국내/외,
지역수준에서 불평등한 국가/사회관계에 대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평화와 안정만을 최
우선의 가치로 내거는 한 이런 결과는 불가피하다.
자유주의 질서에 의해 형성된 고도로 발전된 갈등의 분업관계와 공간적 분할에서 한
반도에 현존하는 60여 년간의 전쟁상태는 정확히 이 분업구조와 공간적 분리의 경계지
대에 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이 전쟁으로부터 폭력과 파괴에 대한 깊이 있고 호소력
있는 성찰을 길어 올리지 못했다. 한국전쟁이 평화에 대한 지혜의 보고가 되지 못하고,
영원한 갈등의 박물관이 된 것이 그 역설적 증명이다. 한국전쟁은 자유주의 평화의 실패
한 유산이자 버려진 기념비이고, 다수가 외면하는 극단적인 사례로 남아있다.

현재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경제위기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변형되
면서, 군사적 역량과 부담이 재조정됨에 따라 동아시아엔 민족국가 간 권력 균형과 군비
경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은 냉전 초기에 형성된 질서들에 대한 포괄적인 재협
상과 재조정이 시작되는 중요한 질서 변동의 시기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기존 평화론들은 중국의 자유화나 북한의 자유화만을 기대하는
보수적인 평화론을 고수하거나, 19세기적 민족국가 건설만을 유일한 답으로 사고하거나,
선진 자유주의 국가들의 연방제 모델을 따라가거나, UN에서 제시된 기획들을 반복하거
나 무엇보다 보수적인 안정 욕구에 근거한 우리만의 평화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이렇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일방주의나 기존 입장의 고수, 무분별한 서구 모델의
도입에는 모두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기한 의제와 쟁점들에 대한 대면과 고민을 통해 한국의 평화뿐만 아니
라 자유주의 평화론에서 더 나아간 대안적인 평화의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궁
극적으로는 현존 자유주의 질서 내에서 최악을 피하고, 대신 차악을 택하거나 차선 속에
서 안주하기 보다 20세기적 기획 전체에 대한 극복과 성찰의 태도가 필요하다.
주제어 : 한국전쟁, 자유주의 평화 기획, 통치성의 계보학, 안보, 전지구적 사법 주권, 이
중적 예외상태, 자유주의적 차별화 전략, 자유주의 인구 정치, 권력 균형, 대안
적 평화기획
학번 : 2010-30042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임(AKS-2012-DZZ-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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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절. 문제제기 : 한국전쟁 성격논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한반도는 현재 '냉전의 박물관Museum of Cold War'이라 불리우는 곳이다. 한국전쟁 당
시 만들어진 동아시아에서 가장 무장된 비무장지대(DMZ), 남과 북의 거대한 지상군과
강제징병제, 정전협상이 진행된 판문점, 심지어 UN군사령부 같은 냉전의 역사적 유물들
이 전쟁이 종식된지 6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존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은 3년만에 종식되었는데, 전쟁상태가 60년간 지속된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으
로 희귀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60년간 분명한 평화상태로 이행하지 않는 전쟁상태의
지속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다음과 같은 분석은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정
전 체제의 성격을 꿰뚫어 보는 듯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폭력에 의해 강요된 휴전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람들의 정신을 평온하게 만들지 못한다.
인간의 열정은 그들이 존중하는 도덕적 힘 앞에서만 멈춘다. 만약 이러한 종류의 모든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현실은 잠재적이건 격렬하건 간에 가장 힘센 세력이 지배하게 된다.
이들이 지배하는 것이 법칙이며, 전쟁상태는 필연적으로 만성적인 것이 된다.1)

이 분석은 사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회분업Social
Division of Labor에 대한 뒤르켐의 사회학적 분석에서 도출된 것이다. 사회의 분업화로

초래되는 갈등에 대한 뒤르켐의 통찰에 따르면, 도덕적 권위 없이 힘에 의해 지배된 현
실은 강요된 잠정적 휴전과 만성적인 전쟁상태를 초래한다. 이런 진단은 한국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사회학적 질문의 통로를 열어준다. 한국에 잠정적인 정전 체제를 강요한 힘
의 성격은 무엇인가? 만성적인 전쟁상태의 지속은 어떤 도덕적 권위의 부재로 인한 것
인가?
여기서 도덕적 권위의 부재란 단지 한 사회속 개인들의 생활 수준에서 작동하는 윤리
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 국제사회와 전지구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권위의 문제를 부
각시킨다. 그런데 이런 권위의 부재가 60년간 잠정적 평화를 초래하고 전쟁상태를 지속
시켰다는 것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한국전쟁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학술·정치적 논
쟁도 끝없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모든 논쟁이 합의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 자체에 대한 연구
에선 이미 두 가지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첫 번째 합의는 한국전쟁의 전지구
적 영향에 대한 것이다. 한국전쟁은 냉전을 전지구화 시킨 결정적 계기였다. 냉전 초기
한시적 지역정책이던 미국의 봉쇄Containment 정책은 한국전쟁이후 '끝이 열린 전지구적
1) 뒤르케임, 민문홍 역, 『사회분업론』, 아카넷, 2012. 서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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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으로 변화했다.(Cumings, 2010: 223-30) 이를 주도한 미국 자체도 기존과 근본적
으로 다른 국가로 변화했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수백개의 해외 군사기지들을 유지하
며 매년 수백억달러의 군비를 지출하고 영구적 군수 산업을 통해 끝없이 무기를 개발하
고 생산하고 있다. 두 번째 합의는 바로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한 것이다. 여러 논쟁의
결과 한국전쟁은 단지 1950년 6월 25일 ‘전투’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2차대전 시작 즈음부터 형성된 다층적 모순과 갈등으로부터 기원했다는 것에 상당한 합
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한국전쟁에 대한 수많은 논란중에 가장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졌고 지금까지도
분명하게 끝나지 않은 가장 큰 쟁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전쟁의 성격, 즉 한
국전쟁이 국가간 전쟁Inter-national War이냐 아니면 내전Civil War이냐 하는 것이
다.(Matray, 2011: 100)
한국전쟁이 국제전이냐 내전이냐 하는 간단한 문제가 왜 중요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한국전쟁이 냉전의 영향과 민족 분단상황에서 내전적 성격으로 시작되어 미국,
UN과 중국이 개입하면서 국제전이 되었다는 전반적 사실 자체는 상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전통주의, 수정주의, 후기수정주의 등 미국학계와 그 영향을
받은 한국의 연구들은 이 쟁점을 둘러싸고 수십년간 어느 한측을 선택하려는 일종의 비
학문적인 정치 논쟁이 지배했다.(박명림, 2012)2)
이렇게 한국전쟁 성격논쟁이 격렬했던 것은, 사실 이 논쟁이 전쟁의 참혹한 결과와
고통, 상흔을 전쟁 발발의 기원에 있다고 여기고, 전쟁의 가공할 결과들을 모두 '적들의
책임'으로 귀속시키려는 무모한 책임전가와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공방은 실제
로는 하나로 확정할 수 없는 전쟁의 '모호함' 그 자체를 깊이 있게 성찰하려 하지 않고
늘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를 이분법적으로 선택하려는 성급한 단순화를 추동했다. 소
련과 북한을 만악의 근원으로 만들려고 해왔던 쪽이나 미국이라는 제국의 책임에만 주
목하는 입장은, 마치 작용과 반작용처럼,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이분법 자체를 강화시켰
다. 그 결과 기존 연구들은 냉전의 중력과 자장안에 포획되어 한국전쟁이 갖고 있는 모
호한 성격 그 자체를 대면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뒤르켐식으로 보자면, 이 논쟁에
있어 하나의 합의된 도덕적 권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한국전쟁을 국제전 혹은 내전 중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에 앞서, 이 전쟁의
모호함 그 자체에 주목하며 시작하려 한다. 한국전쟁의 성격은 너무나 모호했다. 한국전
쟁은 온전히 국가 대 국가의 전쟁도, 한 국가 내부의 전쟁도 아니었다. 이를 온전히 인
정하면 그때부터 모호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모호함을 단순 구획하려는 시도
자체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차분히 되묻기 시작할 수 있다.
이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다시 분명히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전쟁의 성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되는가?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국제전은 두개 이상의 국가가
벌인 전쟁을 의미하고, 내전은 한 국가 내부에서 발생한 전쟁을 일컫는다. 따라서 국제
2) 한국전쟁에 대한 오랜 연구사에 대한 가장 최근의 집대성은 박명림, 『역사와 지식과 사회』, 나남, 2012, 논쟁과
관련된 사료들에 대한 정리는 정병준, 『한국전쟁 :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의 서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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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내전 구분의 핵심은 전쟁 행위자가 '주권 국가냐 아니냐' 하는 단순한 문제이다. 그
런데 한국전쟁 연구에서 '국제전'과 '내전'의 의미가 상식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상 이 '주권 국가'여부를 기준으로 하려 해도 수많은 난제에 부딪히게 된다.
상호 주권을 부정하는 남과 북, UN의 한국정부 승인, 내전 끝에 탄생한 중화인민공화
국의 주권 문제 같은 냉전초기 제 3세계의 탈식민 국가형성의 과정의 복합성을 대면해
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전쟁 성격을 둘러싼 수십년간의 논쟁이 교전 당사자들이 주권 국
가냐 아니냐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국제전과 내전을 구분하는 것
의 정치적 중요성의 핵심에는 바로 전쟁에 대한 '외부 개입External intervention'의 국제법
/정치적 정당성 문제가 있다. 한 국가의 내부 사안에 대한 외부 개입은 부당하다는 비
개입Non-intervention원칙이 기준일 때, 한국전쟁이 국제전이라면 개입이 정당하고 내전이
라면 개입이 부당하다는 논쟁 자체가 시작되는 것이다. 즉, 한국전쟁 성격논쟁은 외부
개입의 정당성 논쟁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전쟁에서 부당한 외부 개입이란 누구의 개입일까? 보수적 입장이 특히 부
당한 개입으로 여긴 것은 바로 소련의 개입과 지원이었다. 반대로 비판적 입장이 부당한
개입으로 여긴 것은 미국의 개입과 지원이었다. 하지만 양대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명백히 드러난 상식이며, 미국과 소련의 개입은 모두 세계 평화와 혁명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온전히 정당화 될 수도, 결코 보편적 차원을 획득할 수도 없을 것이다.
사실 이 외부 개입의 정당성 논쟁에서 핵심은 미국과 소련의 개입이 아니라 바로 UN
의 개입이다. 국가간 전쟁이면 정당하고 내전이면 부당한 개입이란 바로 UN의 개입이
다. 여기에 바로 기존의 ‘냉전 연구’의 틀에서 미국과 소련, 혹은 남과 북 중 어느
한쪽만을 비난하던 연구들이 간과해온 핵심적인 역사적 차원이 있다.
한 국가의 내부 사안에 대한 모든 종류의 외부 개입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국제
법의 비개입 원칙은 서구적 국가간 질서의 기원으로 상정되는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
협약에서 영토국가의 평등한 주권 원칙으로 등장하여3), 서반구Western Hemisphere에 대
한 유럽의 개입을 거부한 미국의 1823년 몬로 독트린에서 지역Regional 원칙으로 확대되
었고, 20세기에 민족자결 원칙이 대두되며 전 세계로 확산된 국제법의 대 원칙이다.
하지만 20세기에 비로소 전 세계로 확산된 이 비개입 원칙은 20세기에 가장 적나라
하게 위반되었다. 냉전 내내 미국과 소련은 독일, 일본, 동유럽은 물론이고 중동, 아시
아 등 제 3세계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면서 외부 개입은 오히려 더 일반화되었
다.(Westad, 2005) 이렇게 한편엔 모든 국가는 평등한 주권을 갖는다는 대 원칙이 수립
3) 사실 최근의 연구들이 밝히고 있듯이 베스트팔렌을 오늘날의 국가간 관계의 원형으로 보는 서술은 거의 대부분 환상
에 근거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베스트팔렌 평화협약에서는 주권, 독립, 불간섭, 권력 균형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되
지 않았다. 근대적 주권 개념은 점진적 변화를 거쳐 19-20세기에야 고정된 것이고 이런 주권 개념은 철저히 유럽중
심적인 것이었다. John Gerard Ruggie, “Territoriality and Beyond: Problematizing Moder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7-1 (1993). Teschke, Benno 2003, The Myth of
1648: Class, Geopolitics and the Making of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Verso. Andreas
Osiander, 'Sovereignty,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Westphalian Myth', International Organization
5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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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다른 한편으론 비개입 원칙이 극심하게 위반되며 주권이 사실상 기만적인 개념4)
이 되어버린 냉전 국제질서의 근본 모순 자체가 '개입'의 정당성을 둘러싼 끝없는 논쟁
의 불씨를 제공했다.
주목할 것은 1945년 이후엔 비개입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정당화,
합법화된 개입이 하나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UN 안보리가 '전쟁'이나 '무력충
돌'로 규정한 상황에 UN 헌장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국제평화를 유지, 회복하기 위해
강제집행enforcement action의 형식으로 이뤄지는 UN의 개입이다. 2차대전의 산물로 등장
한 UN은 '평화'라는 가치를 초국가적 상위 규범으로 제시하며 설립된 국제기구였다. 한
국전쟁에서 UN은 개입을 하기에 앞서, 한국전쟁이 국가간 전쟁인지 내전인지, 한국과
북한이 주권 국가인지 아닌지, UN 결정과 집행의 절차가 합법적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반드시 공식적인 결정들을 내려야 했다.
따라서 한국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모든 논란의 배경에는 비개입이라는 국제법적 원칙
이 있고, 그 뒤에는 개입의 정당성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전쟁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특
정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UN과 국제질서가 존재했다. 한국전쟁을 비롯한 1945년 이후
모든 외부 개입의 정당성 논쟁은 '전쟁', '평화', '정의', '(국가)주권', '(신생국의)인정'에
대해 누가 어떻게 정의하고 결정하고 해석하는가라는 거대한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기존 한국전쟁 연구들은 한편으로는 UN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정당한 것으로 당연
시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UN을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기구, 혹은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
로 조종된 것으로 여겨 폄하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은 한국전쟁에 대한 UN과 국제사
회에서의 논쟁과 결정들이 어떤 역사, 정치적 함의가 있으며 제도적 특성이 있는지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전쟁 성격논쟁 자체가 전쟁 발발 당일 내려진 안보리 결의
안에서부터 시작되었고, 1950년 8월 소련이 UN 안보리에서 한국전쟁이 내전이니 UN미국은 개입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 한 데서 본격화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매
우 아이러니한 일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국제적 논쟁은 UN 헌장 내부에 존재하던 두가지 국제법적 대 원칙
에 근거한 충돌이었다. 첫 번째 원칙은 UN이 국제평화에 대한 위반breach of peace의 경
우 개입한다는 새로운 국제적 원칙이었고 두 번째는 주권 국가 내부 사안에 비개입한다
는 고전적 원칙이었다. 그리고 이는 단지 UN 헌장상에 존재하는 두가지 조문의 충돌이
아닌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19세기적 국가주권원칙과 20세기적인 자유주의 국제법
원칙의 거대한 충돌이다.5)
한국전쟁 사례뿐만 아니라 20세기의 거의 모든 국제법과 관련된 논쟁에서 유사한 갈
등이 벌어졌다. 개별국가의 주권 보다 상위의 국제 평화, 인권, 환경, 발전 같은 새로운
규범적 가치들을 한 국가에 적용하려는 하강적descending 움직임과 개별 국가의 특수성과
예외적 조건에 기반해 주권 원칙으로 방어하는 상승적ascending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충
4) Stephen D. Krasner, Sovereignty : Organized Hypocris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5) 전쟁의 유형 구분과 국제 개입의 정당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UN의 인도주의적 개입과 가장 최근의 보스니아 전쟁
에 대한 논란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Mary Kaldor 2010,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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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고 있는 것이다.6) 한국전쟁의 국제전/내전 논쟁은 정확히 이 하강/상승의 구도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한국전쟁 성격논란과 직결된 UN이라는 차원은 단지 한국 분단이나 미-소 냉
전대립이라는 정치적 차원을 넘어서 19세기로부터 20세기로의 이행, 2차대전 이후 UN
의 창설과 미국이 주도한 전지구적 국제 질서의 변동이라는 거시적 국제정치, 국제법의
역사적 변동이라는 차원을 시야에 넣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여기서 UN의 원칙과 행동 기준으로 상징되는, 개별 국가를 넘어선 초국적 가
치와 원칙을 수립한 전지구적 세계질서란 곧 2차대전 이후 설립된 자유주의 국제질서
liberal international order이다. 자유주의는 원래 유럽 계몽주의에서부터 시작되어 프랑스

혁명이후 영향력이 절정에 달했다가 점차 보수화된 이념으로서 여러 정치 이념중 하나
에 불과했다. 그런데 18세기 즈음엔 약하고 소수적 입장에 있던 자유주의 국가들은 지
난 200년간의 상승을 통해 전지구적 우세와 영향력 확대를 이루었다. 특히 2차대전 이
후 미국은 역사상 가장 야심차고 방대한 규모로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려 했
다. 미국은 바야흐로 20세기 질서의 자유주의적 리바이어던Liberal Leviathan이 되었
다.(Arblaster, 1984, Ikenberry 2011)
2차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패권국가로 부상한 미국의 자유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자유Freedom and
liberty 개념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과 노예제의 철폐, 1차대전 이후 우드로우 윌슨의 열

네개 쟁점Fourteen Points에서부터 뉴딜과 2차대전 시기 루즈벨트의 네가지 자유Four
Freedom, 레이건의 신자유주의와 부시의 이라크침공에 대한 자유주의적 정당화까지 미국

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David Reynolds, 2009, Jonathan Bell, 2004,
Westad, 2006, Doyle, 1983, Antonio Negri, 2000)

1950년 트루먼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자유세계'와 ‘UN의 정신’을 수호하겠다며
개입했고, 2003년 부시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라크를 선제
공격했다.7) 그런데 트루먼과 부시의 연설은 미국의 파시즘이나 제국주의적 군사주의를
가리는 기만이나 수사적인 허풍이 아니다. 이를 냉소적으로 무시해버리면 자유주의가 실
제로 미국의 엘리트와 대중들에게 오랫동안 정치적 반향이 있었던 것을 놓치는 실수나
오해가 될 것이다.(Harvey 2009)
트루먼이나 부시의 적나라한 군사주의와 보다 온건한 자유주의를 이분법적으로 구분
하는 인식도 충분치 않다. 트루먼과 부시의 행위와 결정은 정상적인 자유주의적 전통으

6) 근대적 자유주의 국제법은 현재 끊임없이 국가주권에 대해 상승Ascending, 하강Decending 관점이 대립하며 그 사
이에서 진동하고 있다. 국제법과 질서를 둘러싼 충돌의 사례에서 아래로부터의 입장을 강조하는 상승적 주장은 국제
적 의무를 위반한 국가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의 주권 개념에 의지한다. 반대로 국가의 자유를 제한하고 규
범을 도입하려는 하강적 입장은 늘 개별 국가 주권보다 상위의 자유주의적 원칙에 따라 개별 국가의 주권을 억제해
야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Koskenniemi, 1989, Koskenniemi 2005: 226)
7) 이라크전에 개입하던 미 대통령 부시는“우리는 억압과 분개, 빈곤을 민주주의와 발전, 자유시장과 자유 무역에 대
한 희망으로 대체된 정의로운 평화를 추구한다.”며, 억압과 빈곤을 민주주의와 발전, 자유시장으로 바꾸는 것을 미
국이 의미하는 정의로운 평화라고 정의했다. Bush, George W., 2002, ''Securing Freedom''s Triumph'', New
York Times, 12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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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일탈이나 특정 보수 정치인과 정권의 이상한 행태가 아니다. 미국의 대외적 군
사개입은 1차대전부터 전지구적 헤게모니 국가로 부상한 미국이 베르사이유에서 제시했
던 윌슨의 국제주의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의 연장선에 있다. 하비는 애덤스미스의 정치경
제학, 칸트의 코스모폴리타니즘, 루소의 의지의 이성, 흄의 실천적 경험주의와 로크의
사유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 계몽적 자유주의까지 수많은 자유주의들이 미국 보수주의의
대립된 이념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중추(backbone)라고 주장한다.(Harvey 2009),8)
문제는 이런 영미 자유주의의 영향력이 단지 영국이나 미국의 국내 영역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유주의원칙과 기획들은 1945년 이후 설립된 다양한 국제기구
들(WTO, IMF, OECD, UN, EU, NATO, GATT)을 통해 전지구적으로 확대되었고, 전
지구적 규모의 자유주의 노모스Nomos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Mitchell Dean
2004). 특히 탈냉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이것이 9·11과 이라

크전,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1945년 이후 국제질서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오늘의 위기를 어떻게 해석 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Ikenberry 2011, Katzenstein, 2005)
현재 이에 대한 입장과 평가는 매우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한편에는 1945년 이
후 국제질서의 변동을 제국주의가 아닌 제국으로 보아야 한다는 네그리의 입장(Negri,
2000)에서부터 1945년 만들어진 UN헌장을 세계 헌법으로 삼자는 유럽의 전지구적 입헌

주의자들의 주장9)도 있고, 1945년 질서가 비록 위계적이긴 하지만 자유주의 특유의 합
의와 동의에 기반한 질서가 구축되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있
다.(Ikenberry, 2011)
특히 벤하비브(Benhabib, 2008, 2011) 같은 정치철학자는 1945년 UN 등장이후 '베스
트팔렌적 주권Westphalian sovereignty'으로부터 '자유주의적 국제 주권Liberal international
sovereignty'으로 이행하는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진단한다. 베스트팔렌 질서를 대체

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특징은 개별 국가들의 주권적 평등성이 당연히 전제되는 것
이 아니라 개별 국가들이 인권이나 법치, 민주적 자기 결정 같은 초국적 공통 가치와
원칙을 얼마나 지키느냐에 달려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벤하비브는 UN 이후에 등장한
1948년 UN인권 선언이나 반인도주의 범죄에 대한 국제 협약들은 더 나아가 보편적인

8) 자유주의가 현실에서 늘 주도적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 포퓰리즘적 민족주의의 영
향력은 늘 강력했고, 미국에서 1920년대 공화당의 고립주의는 윌슨의 국제주의를 제어했기 때문이다.(Harvey
2009:7) 아블라스터는 차별적이고 조직화된 정치적 경향으로서 20세기 후반의 자유주의는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차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본주의가 발전된 북미지역만이 자유주의 정당이 20세기의 좌파정당이나
사민주의, 공산주의 정당으로 대체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 자유주의는 전통
적인 보수주의나 혁명적 사회주의 보다 더 일반적으로 공유되어 있는 세계관이며(Arblaster 1984: 3-6)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영향력은 가장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9) Bardo Fassbender, 'The United Nations Charter as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1998)
36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529–19. Bardo Fassbender, The United Nations Charter as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eiden: Martinus Nijhoff, 2009) 이런 주장은 하버마스에
게도 영향을 주었다. Jurgen Habermas, 'Does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Still have a
Chance?', in his The Divided West (Cambridge: Polity, 2006), 115–93. UN헌장을 전지구적 헌법으로 삼자는
논의에 대한 비판적 리뷰는 Jan Klabbers, 'Bookd Revie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w Review 6
(2009) 667–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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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폴리탄적 규범으로의 이행, 혹은 새로운 전지구적 시민사회로의 진화 국면을 상징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국제질서가 탈 베스트팔렌적 질서, 전지구적 시민사회로 변화했다는 진화론적
이고 우호적인 평가에 맞서 1945년 이후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로의 전환은 대대적인 군
사주의의 전개를 동반했으며, 더욱 전례 없이 위계적 질서가 형성되었다는 비판적 지적
들이 있다.(Ikenberry,

2011, Cumings 2001, Latham, 1997)

마조워는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기존 견해들이 사실에 대한 회피, 자연화, 물신화에
기반한 유토피아적 인식이라고 비판한다. 사실 UN의 근본적 구조와 가치들은 영국의
제국주의적 사고에서 기원한 것들이었고, 개별 민족이나 소수집단에 대한 존중 없이 기
존 국제법들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이며, 무엇보다 2차대전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정
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유토피아적 시선들의 문제는 UN을 둘러싼 정
치적 역학을 회피하고 자유주의를 전지구적 질서의 기본 전제로 자연화시키며, 자유주의
만을 세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정치적 합리성으로 물신화시키는 것이
다.(Mazower 2009, 2012)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더 근본적인 비판은 이 질서가 제국주의적이라는 것이다.10) 자
유주의 진영과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른 독일의 정치철학자 칼 슈미트의 경우, 영국과
미국의 자유주의 기획들을 유럽의 근대적 공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경제적인 지배를 앞세
운 무공간적 보편성을 추구한 자유주의적 제국주의Liberal Imperialism라고 비판했다.(Carl
Schmitt, 1933, 1939, 1950)

1945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이런 양극단의 찬/반 주장들은 대체로 이후
살펴볼 국제관계론에서의 '자유주의 관점'과 '현실주의 관점'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전
자는 자유주의의 유토피아적 측면을 강조하고, 후자는 보다 현실적인 권력관계에 주목한
다. 이 논문은 한국전쟁 연구의 대립구도와 연결된 이 논쟁에서 기존의 어느 한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20세기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존재했던 복합성과 역사성
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려 한다. 2차대전 이후 전개된 자유주의 기획은 단순한 유토
피아적 미화와 부정적 악마화로 온전히 포착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은 20세기 자유주의 국제질서, 자유주의 기획의 전지구적 전개에서
어디에 위치하며 어떤 역사적 함의를 갖고 있는가? 자유주의 기획은 한국전쟁에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어떤 결과 혹은 부작용을 낳았고, 이후 어떻게 변형되고 굴절되었는가?
이것이 이 논문 전체가 검토하여 답하고자 하는 핵심 질문이다.
한국전쟁은 자유주의 질서를 구축하고 수호하려던 기획의 전지구적 상승기에 마주친
10) Charles Maier, Among Empires: American Ascendancy and Its Predecesso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Ferguson, Empire: The Rise and Demise of the British World Order
Les-sons for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02), 제국주의와 관련된 논쟁들의 리뷰는
Ikenberry, “The Illusions of Empire,” Foreign Affairs 82, no. 2 (March/April 2004),
Alexander J. Motyl, “Is Empire Everything? Is Everything Empire?” Comparative Politics 39
229–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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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최대의 난제중 하나였다. 1945년 이후 전례없는 규모로 상승하던 20세기 자유주
의 질서가 지금까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지속적으로 갈등하고 협상해야했던 거의
모든 딜레마들을 한국전쟁에서 대면해야 했다.11) 한국전쟁에선 자유주의의 가장 이상적
인 보편적 차원이 추구되기도 하고 가장 현실적인 특수 차원이 동시에 드러나기도 했다.
UN을 보더라도, UN은 한편으로는 19세기적 유럽의 권력 균형체제를 지양하고 전지구
적인 보편 질서를 구축하려 했던 20세기의 이상주의적 자유주의 기획의 산물이었다. 하
지만 자세히 보면 UN에는 19세기적 질서와 20세기적 질서의 모순이 봉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미국이 UN과 국제질서를 사실상 주도하며,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상황과 관련해 특정 결정을 내리고, 다양한 형태와 정도로 개입해왔다.
UN과 한국전쟁의 조우는 지구적 모순과 동아시아의 지역적 모순의 만남이었다. UN
에는 19세기적 질서와 20세기적 질서의 모순이 반영되어있고, 보편적 이상주의와 현실
주의가 긴장하고 갈등하고 있었다면, 한국전쟁 역시 그 자체로 동아시아의 전후 탈식민
질서가 냉전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첨예한 갈등과 모순의 결정체였다. 한국전쟁
의 기원과 발발, 전개와 결과는 한국 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지정학, 미국과
소련의 냉전 대립, 2차대전 이후 국제정치의 전개와 관련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충돌
의 산물이었다.
이런 난제들에 직면해 UN과 미국, 서구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떤 논쟁 끝에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가? 주목할 것은 새롭게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구축된 상황에서
한국전쟁에 19세기 유럽에서 등장한 근대적 의미의 전쟁과 주권국가, 보편적 인권, 전쟁
포로라는 기존 개념과 원칙들을 적용하고 경계를 구획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과 미국은 특정한 형태의 제도와 정당화 논리를 통해 한국전쟁에
대한 수많은 (미)결정을 내렸다.
한국전쟁에서 UN과 미국은 원래의 자유주의적 이상주의 기획에 부합하는 집단안보기
구로서의 위상에 부응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고, 가장 현실적인 타협을 하기도 했으며,
냉전의 극단적 대립으로 인해 완전히 무기력 해지기도 했고 때론 해결해야할 문제를 의
도적으로 방치하거나 외면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유주의 기획에 의한 결정과 타협, 방치
와 무기력의 과정의 산물이 바로 3년간 단일 전장에서 벌어진 동아시아 현대사 최대의
전쟁, 그리고 전투가 끝난 후에도 60년간 도래하지 않는 유예된 평화이다. 최대 규모의
전쟁과 60년간 도래하지 않는 평화가 바로 '전쟁은 짧고, 비-평화non-peace는 길다'는 문
구가 새겨진 냉전의 박물관을 구축한 것이다.
이 논란과 결정의 과정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전쟁상태의 지속에 대한
해법의 기반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한 연구는 곧 뒤르켐이 강조한 도
11) 이켄베리(Ikenberry)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끝없이 갈등해온 다섯가지 딜레마를 지적했다. 그 첫 번째가 전지구적
인 규범과 사법질서에 기반한 질서구축과 19세기식 국가간 권력 균형에 기반한 질서간의 딜레마이고, 두 번째가 초
국적인 원칙으로 등장한 인권 원칙과 개별 국가의 주권과 자율성 간의 긴장이다. 세 번째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개
입이 초래하는 위험과 한계와 관련된 것이며 네 번째는 국내 민주주의와 국제적인 권위 사이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딜레마이다. 마지막으론 세계질서를 패권적으로 지도할지, 합의를 통한 민주적 공동체주의를 추구할지를 둘러싼 갈
등이다.(Ikenberr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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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권위의 부재라는 진단으로서 자유주의 기획이 한국전쟁에 남긴 유산들을 역사적으
로 재평가하고, 이로서 새로운 도덕적 권위를 모색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사실 뒤르켐의 사회학적 질문 자체가 자유주의가 한 사회내부에서 가져온 변화와 그
결과에 대한 대응과 해법을 고민하며 등장한 것이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즉
뒤르켐은 자본주의적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전체의 분업화, 특히 리카도의 자유
주의 정치경제학이 제기한 노동분업이 가져온 사회적 갈등과 아노미 같은 사회문제를
고민했던 것이다.
이 논문은 뒤르켐의 시선을 그대로 국제적 규모로 확대해 20세기 자유주의적 국제질
서의 전개와 국제적 분업구조의 형성, 그것이 지역의 갈등과 전쟁에 미친 영향으로 돌려
보려 한다. 자유주의의 국제적 전개는 한국전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60년간 지속
된 한국의 전쟁상태, 정전체제는 과연 어떤 국제 사회의 분업 체계/관계의 산물인가?
그리고 한국의 전쟁상태는 어떤 권위에 의해 종식될 수 있을까?
대다수의 기존 한국전쟁 연구들에선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동아시아 탈식민주의 모순
의 조우라는 복합적 문제에 대한 이론적 질문이 부재했다. 냉전 연구로서의 한국전쟁 연
구들은 전쟁의 문제를 군사적 전투의 문제로 단순 환원시키거나, 문제를 한반도 내부에
국한해 보려하거나 더 나아가야 미국과 소련의 냉전 대립이라는 구도 속에서 보려했다.
그 결과 미국과 소련의 대립 자체를 상대화하며 이 대립의 기반이 되고 탈냉전 이후 다
시 전면화된 2차대전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구축이라는 차원을 주목하려 하지 않았
다. 복합적 차원의 모순들이 충돌한 역사적 구성물로서의 한국전쟁, 그 결과로 남겨진
60년간의 전쟁상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2차대전 이후 형성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역사적 차별성
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한국전쟁이라는 제 3세계 냉전의 특수한 맥락과 사례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려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특히 자유주의 평화 기획의 제도적·구
조적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이 기획이 한국전쟁의 성격과 전개, 결과에 미친 영향을 검
토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해 냉전 자체의 성격도 재해석하고, 냉전 연구의 틀을
넘어서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를 둘러싼 결정과 논쟁의 구조를 재검토할 것이다. 궁극
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전쟁의 사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유주의 기획의 성격과 문제,
한계를 규명하여 오늘날 아시아 평화의 성격과 조건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도출할 것
이다.
이는 기존 한국전쟁 연구들의 이분법적 대립구도 설정 자체를 넘어서서, 그 논쟁의
구도가 놓여 있던 맥락과 조건, 구조를 파악해 쟁점의 성격과 자리를 다시 선명하게 재
배치하려는 시도이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은 기존의 분과학문의 분업구조속에서 특히 국
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학의 틀에서만 다루어지고 서구 국가들의 조건에만 적합했던
전쟁과 평화, 국가주권과 국제관계, 지정학과 지역주의 등의 문제를 동아시아의 거시적
사회변동의 역사사회학, 전쟁과 평화의 정치사회학의 틀로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제
공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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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기존연구 검토
1945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립과 자유주의 기획이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
결과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여기서는 기존 연구들의 성과와 그 한계들을 검토하
여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할 것이다. 가장 먼저 검토할 것은 서구 학계에서 최근에 진행
된 자유주의 평화연구들의 성과와 그 한계들이다. 다음으로는 1945년 이후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가장 지배적인 패러다임 이었던 냉전 연구들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관점의
연구 흐름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마지막으로는 냉전 연구의 자장속에서 이루어진 한국전
쟁 연구들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자유주의 기획과 한국전쟁의 관계라는 새로운
문제설정으로 주목해야하는 한국전쟁의 특성과 쟁점들을 도출할 것이다.
1) 자유주의 평화 연구의 한계와 전쟁의 사회적 구성
먼저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자유주의 기획 중에서도 특히 자유주의 평화 기획이
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극단적 대립과 논란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하에서 발생한 전쟁의 성격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2차대전 이후
강대국간의 대규모 전쟁은 사라졌지만, 한국전쟁을 비롯해 수많은 지역 전쟁이 발발했으
며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편은 자유주의 체제는 본질적으로 평화를 사
랑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편은 자유주의국가들은 전쟁 매파들과 군산복합체에 의해 매수
된 전쟁국가들이라고 고발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전쟁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1983년 도일(Doyle 1983)의 논문에 의해서 본
격적으로 촉발되었다. 그는 역사적으로 '자유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라는
소위 '자유주의 평화Liberal Peace(혹은 민주적 평화Democratic Peace)'라는 도발적 주장을
제기했다. 자유주의 평화론은 역사적이고 경험적 증거의 해석이자 매우 정치적인 주장이
었다. 도일은 18세기 이래 스위스, 프랑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을 필두로 수많은
국가들이 자유주의 국가가 되었고, 자유주의 국가들은 비자유주의 국가들과는 전쟁을 했
더라도 헌법적으로 보장된 자유주의 국가끼리는 단 한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했다. 도일은 이렇게 자유주의 국가들이 공동의 자유시장에 편입되며 자유주의 평화지대
liberal zone of peace가 형성·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12)

1990년대부터 UN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해법으로 자
유주의 평화 구축Liberal Peace Building을 실제로 추진하면서 이 논쟁의 정치적 파장은
더 확대되었다. 국제기구들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평화 구축이란, 일반적으로 1차대전시
기부터 등장해 냉전기간에 더욱 확대되고 변형된 기획으로서,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를 통해 전지구적 수준의 사법/도덕적 질서를 구축하고, 자유세계의 연합을
12) Michael W. Doyle,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12,
No. 3 (Summer, 1983), pp. 205-235. Michael W. Doyle,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art 2,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12, No. 4 (Autumn, 1983), pp. 3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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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며, 독재 국가의 민주화와 재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후 많은 연구들이 자유 민주주의와 국가간 폭력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경험적 연구
를 수행했다.13) 대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은 도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론에 도달했으
며 민주주의 국가간에 전쟁이 부재하다는 경험적인 규칙성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
다.(Paris 2004: 43, Ray, 1995). 심지어 럼멜Rummel은 민주주의 체제에는 혁명, 쿠데
타, 정치적 암살, 반정부 테러, 게릴라전, 반란, 내전, 폭동 등 국내적 폭력도 덜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폭력으로 치달을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이 선거와 민주주
의적 규범과 문화로 인해 투표, 협상, 타협과 중재로 해결된다는 것이다.(Rummel 1997,
Rummel 1995) 노르웨이의 국제평화 연구소는 잘 확립된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선 내전

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출간했다.14)
하지만 자유주의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자유주의 평화론에 대해 수많은 비판이 제기
되었다.15) 반론의 극단에는 오히려 자유주의는 평화가 아니라 폭력과 지속적이고 구조적
관계를 맺어왔다는 주장이 있다. 예컨대 영국은 지정학적 확장을 추구하면서 노예제를
옹호하거나 식민지에 대한 착취, 적나라한 폭력에 의존해왔고(Dominico Losurdo, 2011),
미국은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을 더 심화시키거나, 그 지역에 강제로 자유주의 국가를 구
축하고, 자유시장으로 강제 편입시키고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만을 이상화 해왔다는 것이
다.(Mouffe 2005, 2007; Odysseos 2007)
보다 이론적인 비판으로는 크게 세가지 입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경제학적 비판
으로서, UN과 서구 국가들의 개입으로 인해 진행되는 자유주의 평화구축이 결국 서구
의 신자유주의적 이해관계를 추구해, 결국 그 지역의 갈등을 더욱 부추긴다는 것이었
다.16) 두 번째로 푸코의 권력-지식과 생체정치론에 근거한 비판들은 자유주의 평화 구
축이 단지 경제적 개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재구조화하고 변화시키며, 궁극적
13) 이에 대한 리뷰는 다음 연구를 참조. John M. Owen,“"Democratic Peace Research: Whence and
Whither”", International Politics, Vol. 41, No. 4 (December 2004), pp. 605–617 Chan, Steve. 1997.
“"In Search of Democratic Peace: Problems and Promise.”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41
(supp. 1), pp. 59–-91. Ray, James Lee. 1998. “"Does Democracy Cause Peac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 27–46. Russett, Bruce, and Harvey Starr. 2000. “"From Democratic Peace to
Kantian Peace: Democracy and Conflict in the International System,”" in Manus Midlarsky, ed.,
Handbook of War Studies, 2d ed.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4) Hegre, H°avard, Tanja Ellingsen, Scott Gates, and Nils Petter Gleditsch. 2001. “"Toward a
Democratic Civil Peace? Democracy, Political Change, and CivilWar, 1816–-1992.”"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1 (March), 33-48.
15) 자유주의 평화론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반비판에 대한 리뷰는 다음을 참조. Susanna Campbell, David
Chandler, Meera Sabarantam(ed.), A Liberal Peace? The Problems and Practices of Peace Building,
(London, Zedbooks, 2011), David Chandler, The uncritical critique of 'liberal peac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010), 36, 137-155.
16) Michael Pugh, "The Political Economy of Peace building: A Critical Theory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Peace Studies, 10:2
(2005), 23–42; Pugh, Neil Cooper and Mandy Turner (eds), Whose Peace?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Peace
building (Basingstoke: MacMillan, 2008); Rita Abrahamsen, Disciplining Democracy: Development Discourse and Good Governance in
Africa (London: Zed Books, 2000); Julien Barbara, ''Rethinking Neo-liberal State Building: Building Post-Conflict Development
States'', Development in Practice, 18:3 (2008), 307–18; Christopher Cramer, Why Civil War is Not a Stupid Thing: Accounting for
Violence in Developing Countries (London: Hurst & Co., 2006); Tim Jacoby, ''Hegemony, Modernisation and Post-War
Reconstruction', Global Society, 21:4 (2007), 521–37.; Robert W. Cox,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0:2 (1981), pp. 126–-55.; Alex Bellamy, ''The “"Next Stage”" in Peace Operations Theory'', in Bellamy and
Paul Williams (eds), Peace Operations and Global Order (London: Routledge, 2008), 17–38, 4–5.; Michael Barnett, ''Building a
Republican Peace: Stabilizing States after War'', International Security,30:4 (2006), 87–112,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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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그 지역 질서를 '안정적'으로 만들려 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즉 갈등지대를 안정
화하려는 것이 자유주의적 이해관계의 투사라는 것이다.17) 세 번째로 비판이론Critical
Theory과 인간 안보Human Security 입장에서는 자유주의 평화를 위해서는 기술, 제도적

처방이 필요한게 아니라 본질적인 정치, 권력의 문제이며, 궁극적으로는 분쟁지역에 베
스트팔렌적인 자율적인 주권국가 건설Nation Building을 해법으로 제시한다.18)
이런 정치적 입장과 정책적 대안에 대한 비판 외에도 자유주의 평화 연구들의 이론적
학술적 문제점들도 다각도로 비판을 받았다.
먼저 자유주의 평화론에 대한 수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자유민주주의가 국제평화에 어
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인과론에 대한 단일 가설만을 검증한 협소함이 비판받고 있다.
자유주의 평화론은 역사적으로 서로 다르고 다양한 민주주의, 자유주의, 평화, 전쟁에
대한 정의와 다층적 관계들을 검토 하지 않고, 단순하고 고정된 유럽과 서구중심적 정의
에 기반해 단일 가설을 검증하는 협소한 문제틀로 초역사적인 인과법칙을 도출해 냈다
는 것이다. 바카위는 이런 관점은 과거와 현재의 현실을 분석할 수 없는 지극히 단순한
틀이라고 비판한다.(Barkawi 2001 : 2)
하지만 전쟁은 그 자체로 다른 사회적 관계와 과정을 초래하고 그들의 행동을 틀짓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전쟁은 역사적 변환에 종속된 제도이다. 별도의 분
리된 자유주의 평화 지대가 형성된 것은 한 국가에 자유주의적 제도가 존재하느냐 아니
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 사회, 경제적 관계가 역사적으로 상호 구성된 사회적 결
과물이다.
그러나 기존의 자유주의 평화 연구들은 자유주의 기획의 역사적 전개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없고, 지역별 전략의 차이와 사례별로 서로 다른 결과와 성격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국제적 시스템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
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평화, 전쟁간의 다층적 관계들이 놓여 있는 국제적,
역사적 맥락을 살펴봐야한다.
자유주의 평화론이 민주주의에 대한 단순한 정의에 기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민
주주의와 자유주의는 동의어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다른 형태를 띠었고, 제
도적으로도 다른 사회와 역사속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민
중의 지배popular rule에 대한 것이고,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둘러싸고 조직화된 특
정한 종류의 사회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다.(Oren, 1995) 민주주의는 자유선거라는 제도
적 틀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들이 직접 자신의 삶의 조건을 틀짓고 참여할 수 있는 정도
17) Mark Duffield, Global Governance and the New Wars: The Merging of Development and Security (London: Zed Books, 2001);
Duffield, Development, Security and Unending War: Governing the World of Peoples (Cambridge: Polity, 2007).; Michael Dillon and
Julian Reid, The Liberal Way of War: Killing to Make Life Live (London: Routledge, 2009)

18) Oliver P. Richmond, A Post-Liberal Peace, Routledge Champman & Hall (14. Juni 2011); Oliver P. Richmon, Liberal Peace
Transitions: Between Statebuilding and Peacebuilding,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1); Edward Newman, Roland Paris, Oliver P.
Richmond, New Perspectives on Liberal Peacebuilding, United Nations Univ Press, 2009.; Oliver P. Richmond, Pea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Routledge, 2008).; Oliver P. Richmond, The Transformation of Peace (Basingstoke: MacMillan, 2005); Richmond
and Roger MacGinty, Special Issue, 'The Liberal Peace and Post-War Reconstruction', Global Society, 21:4 (2007).; Shahrbanou
Tadjbakhsh and Anuradha M. Chenoy, Human Security: Concepts and Implications (London: Routledge, 2007); Sandra M. Maclean,
David R. Black and Timothy M. Shaw (eds), A Decade of Human Security: Global Governance and New Multilateralisms
(Aldershot: Ashgat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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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둘러싼 정치적 투쟁(John Dryzek, 1996)이다. 결국 하나의 기획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정치 역사적 맥락에서 틀지워진 역사적 산물이다. 즉 일본, 영국, 미국 같은 각각의 자
유주의 국가들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사회적 구성체Social formation들이다.
자유주의 평화를 통계적으로 증명하려는 기존 시도들은 이런 다양한 맥락과 층위의
복합적 관계를 무시하고 특정한 맥락, 즉 북미 사회과학과 북대서양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체제를 반영해 민주주의의 의미를 고정시키며 자유주의와 그 결과를 물신화시킨
다.(Barkawi 2001 : 14-19)
결국 자유주의 평화론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비판은 자유주의 평화는 학문적으로도,
현실에서도 서구의 자유주의 국가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서구를 중심으로 자유 민
주주의가 확대되는 지난 수백년간 동안 세계 정치는 여전히 극단적인 부와 권력의 격차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갈등이 끝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서구의 핵심적 '평화 지대'
에선 생활이 더 평화롭고 풍요로워졌다면, 그 바깥의 '전쟁 지대'의 대다수는 빈곤과 갈
등 상태에 머물고 있다. 2차대전 이후 강대국사이의 무력 충돌은 제한적인 것이 되었고,
탈식민의 격변을 겪은 주변 국가들에서 주로 전쟁이 발생했다.
기존 자유주의 평화 연구들은 20세기 자유주의 기획 자체의 전개와 그것의 냉전적 변
형, 특히 아시아에서의 냉전이나 한국전쟁같은 지역에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역사-사
회적 접근이 결여되어 있다. 결정적으로 자유주의 평화론은 미국이 냉전 기간 동안 제
3세계에서 수행한 각종 군사적 비밀작전들,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사이의 무력 사
용을 '전쟁'으로 규정하지 않고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는 20세기 국가와 국제 시스템의 역사적 변형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 구체적 맥락속에서
역사적·사회적 구성으로서 전쟁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2) 냉전연구의 패러다임들 : 현실주의에서 자유주의로, 제3세계 민족주의의 부상
한국전쟁에 대한 자유주의 평화기획의 전개와 적용 그에 대한 대응과 변화라는 역동
적 역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냉전에 대한 연구들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
존의 한국전쟁에 대한 거의 모든 연구들은 특히 미국에서 주도해 진행된 냉전 연구, 동
아시아 지역연구의 하위 분과로 강력한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졌다. 주목할 것은 미국의
냉전 연구들도 미국의 대외 외교 정책에 대한 연구, 혹은 미국의 사회과학으로서의 국제
관계학의 기본 이론적 틀과 관점의 자장 속에서 진행된 것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국제관계학의 이론적 관점에는 크게 현실주의 관점과 자유주의 관점이 충돌하고 있다.
사실 '자유주의 평화Liberal Peace'론 자체가 1980년대 이후 국제관계론의 현실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자유주의적 입장의 주장이다.19) 도일은 국제관계를 기본적으로 아나키

19) 특히 국제관계와 세계질서에 대한 자유주의적 설명들은 기존의 현실주의 관점이 갖고 있는 국가중심적이고, 안보
중심적인 관점을 비판하며 초국적 행위자와 경제적 분석을 통해 1970-80년대 영미 학계에서 부활했다. 대표적인
개념이 주어진 쟁점에 대한 원칙과 규범, 규칙과 의사결정 과정'을 뜻하는 국제적 레짐regime이라는 국제관계론의
학자인 Krasner의 개념이다.(Joseph, 2012: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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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질서로 전제하며 전쟁과 갈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 현실주의를 비판하고, 자유
주의 국가들의 자유민주주의적 레짐을 전세계에 확산시켜 모든 국가를 점진적으로 평화
로 이끌려 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현실주의Realism란 냉전이 시작된 1940년대에 등장한 미국 국제관계학의 이론
적 기원으로서, 독일 출신 망명 유대인인 모겐소가 1940년대에 학과를 창설한 이래 오
랜 기간 미국 국제관계학의 주류를 형성해온 관점이다. 현실주의는 국제관계를 개별 국
민국가들을 중심으로 사고하며, 국가들의 국익National Interest을 향한 무한 권력 투쟁이
라는 홉스주의적 이미지를 근거로 국제정치를 파워폴리틱스power-politics로 여기고 그에
근거해 외교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창했던 입장이다. 이는 19세기 유럽의 경험과 20세기
전반의 혼란을 경험하고 고전적인 권력 균형론에 입각해 사고하는 것으로, 냉전 기간 내
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수와 진보 좌와 우를 막론하고 널리 전제되어 있는 관점이
다.20)
하지만 오늘날 이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면서 현실주의적 입장은 단순한 권
력/구조 결정론, 환원주의라고 비판받고 있으며, 특히 국제적 갈등에 대해 해법이 없는
무한 대결에만 주목하는 한계가 있고, 정치, 외교 경제적 접근만 중시한다는 지적을 받
고 있다.21)
기존 냉전 연구들은 이러한 현실주의 관점의 연구들의 강력한 영향 하에서 진행되어
이 같은 문제점이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냉전 연구들은 동시대에 존재한 모든 국
가간, 사회내부 관계와 갈등을 미국과 소련의 적대적 권력 경쟁이라는 단일한 방식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22)
하지만 현실주의 자체가 냉전의 산물이었다. 원래 1940년대 말에 미국에서 냉전이라
는 용어는 2차대전 동맹의 붕괴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반 스탈린주의'적 정서를 반영한
의미를 가졌다. 1950년대에는 스탈린 개인 보다는 공산주의 일반을 냉전의 주요 원인으
로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냉전은 공산주의에 반격(롤벡)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점차 정치 이념과 전지구적 동맹으로 이뤄진 초 강대국간의 대립의 문제로 여겨졌다.
1960년대에는 냉전이 제 3세계로 확산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가 세계 자본주의 패
권 국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는 비판적 시각이 등장했고, 베트남전에서 미
20) Michael C. Williams (eds.) Realism Reconsidered : The Legacy of Hans Morgenthau in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Oliver Jütersonke, Morgenthau, Law and Re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Michael Joseph Smith, Realist Thought from Weber to Kissinger,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6
21) Steven J. Bucklin, Realism and American Foreign Policy : Wilsonians and the Kennan-Morgenthau
Thesis, Praeger, 2001.
22) 냉전 연구는 흔히 1) 정통주의 2) 수정주의 3)후기수정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정통주의 학파는 2차대전 직후 또
다른 거대한 갈등에 직면한 것을 주목하고, 냉전은 서구의 안보와 문명화된 가치에 대한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시작
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수정주의 학파는 이에 대한 반대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으로부터 온 것으로 지적
된다. 세번째 학파의 메시지는 상호작용과 종합이다. 동과 서가 모두 책임이 있고, 미국 보다는 소련에 조금더 책임
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세학파의 등장과 쇠퇴는 당시의 정치적 맥락과 깊은 관계가 있다. 첫번째로 정통주
의는 반공주의와 미국의 승리, 적색 공포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에 기반한 것이었다. 두번째로 수정주의는 전통적인
미국식 전쟁방식이 베트남전에서 힘을 잃고 미국 국내의 사회운동이 일어나는 60-70년대 분위기에 기반했다. 세번
째는 90년대 이후 냉전의 종식과 소련과 바르샤바 보약기구 문서고의 개방과 관련된 것이었다.(Colin Gray 2009:
2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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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실패하면서 해외보다는 미국내 진보적 정치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초강대국간의 화해(데탕트)무드가 중단되자 냉전을 하나의 시스템
(System)으로 보는 것이 서구 학자들 사이에서의 냉전 갈등의 지속을 설명하기 위한 하

나의 돌파구였다. 미국의 주류 사회과학자들은 도 다시 냉전초에 모겐소가 도입한 현실
주의적인 접근을 택했다. 이들은 냉전을 양대 강국의 이해관계 추구로 촉발된 전략적 안
보의 충돌로 바라보았다. 이런 입장에선 미국과 소련의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았
다.(Westad 2010: 5)23)
냉전의 현실주의자들에게 핵심 개념은 '권력power'과 '권력 균형balance of power'이었
다. 전략적 무기 경쟁과 공식 비공식적 동맹이 소련과 미국의 관계를 매우 높은 안정성
과 예측가능성의 관계로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적 전제였다. 이들은 이데올로기 충돌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고 냉전을 물질주의적인 이해관계의 충돌로 보았다.24)
냉전을 거대한 두 국가의 국익National Interest의 충돌로 보는 현실주의는 냉전을 안정
적으로 지속되는 양극 체제라는 국제적 시스템으로 이해하려 했다. 따라서 월츠Kenneth
Waltz로 대표되는 신현실주의 학파는 1980년대 후반 냉전의 급속한 변화를 설명하지 못

한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마침내 소련의 갑작스런 붕괴로 냉전의 종식되자 '권력
균형'체제의 장기 지속이나 전쟁 발발을 예상하던 현실주의적 인식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했다.(Westad 2010: 7)
오늘날 미국의 국제관계학에서는 크게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구성주의 양대 관점이 대
립하고, 여기에 추가로 제도주의적 관점들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1980-90년대에는
신현실주의와 제도주의가 1980-90년대 국제관계론을 지배했지만, 90년대 중반 이후 전
면에 등장한 구성주의적 관점은 소위 탈냉전이후 자유주의적 입장을 재구성하는데 기여
했다.25)
제도주의는 국제기구나 제도와 규범의 역할을 중시 하는 입장으로 현실주의와 반대로
현실의 적나라한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갈등의 이해가 부족하고 특정 문제에 대한 정책
적 처방을 제시하는 정책 지향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것이 바로 구
성주의Constructivism, 문화주의적 입장이다. 이들은 국민국가나 제도의 역할보다 문화와
일상적 실천을 강조하며 풍부한 사회, 문화, 지성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학계의 주류로 부상한 구성주의-자유주의적 연구들은 국제적 규범
을 중시하면서, 현실주의적 관점을 물질적 구조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단순화시킨다. 자
유주의적 관점은 문화적 구조를 중시한다며 스스로를 현실주의적 관점과 차별화하고 있

23) Odd Arne Westad (ed.), Reviewing the Cold War : Approaches, Interpretations, Theory (London:
FrankCass, 2000).
24)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 Alfred
A. Knopf,1948) Campbell Craig, Glimmer of a New Leviathan : Total War in the Realism of Niebuhr,
Morgenthau, and Waltz(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2003).
25) Ewan Harrison, The Post Cold War International System : Strategies, institutions and reflexivity,
Routledg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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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유주의-구성주의의 관점에서는 냉전시기 현실주의의 강한 영향을 받으며 진행된
사회학적인 연구들도 국제 관계에서 권력과 군사적인 것의 중심성을 강조하여 권력 환
원론적 입장이라고 비판한다. 즉 역사사회학적 연구들이 주권이라는 관념이나 국제적 원
칙들을 특정한 군사력의 이름으로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혐의로 비판받는 것이 바
로 역사사회학자 찰스 틸리다. 제도주의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찰스 틸리는 국제관계를
전쟁-진화론적 관점으로 보아 주권 개념이 순전히 규범적 관념이 되었다고 주장한 학자
로 비판받는다.26)
하지만 이런 자유주의적 해석은 기존 연구들의 다양한 차이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
이다. 실질적인 역사 사회적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기존의 국가중심적 현실주의
를 비판하며 이뤄진 연구도 있고(Michael Mann, 1993: 740-799) 국제관계론과 역사사회
학의 긍정적 상호기여에 주목하는 흐름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복합적인 국제적
변동에 대한 사회학적 시선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들이었다.27)
그런데 1990년대 이후 동구권의 문서고가 열리고 난 후 진행된 많은 냉전 연구들은
미국 주류학계에서 부상한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현실주의적 접근과 대조되게 관념
과 이데올로기, 문화의 역할에 주목했다. 구성주의적 입장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강조
하며 국내 정치와 국외 정치의 맥락을 동시에 바라보았다. 따라서 최근 서구의 냉전연구
들은 경제관계나 권력 관계보다는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Westad,
2000: 3, Westad, 2010 : 9)

그러나 현실주의를 단지 경제결정론, 권력환원론, 현실정치론으로 거부하고 이데올로
기와 규범을 중시하는 자유주의-구성주의적 입장의 이분법적 틀에는 문제가 많다. 자유
주의적 입장은 현실주의적 입장을 모두 홉스주의적 인식으로 치부하여 기계적이고 단선
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물론 현실주의는 지역의 구체적 맥락과 행위자agency의 문제를
무시하고 위로부터의 구조적 권력에만 주목하고, 무엇보다 국가·지역·사회간 협력적
관계의 형성이나 정치·문화적 이념과 제도의 등장, 변형에 무지하다는 비판은 정당한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이분법을 제기하는 자유주의적 입장 역시 탈냉전이후 정치적으로
자유주의를 가장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입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주제중심적이고 파편적
이며, 무엇보다 권력의 물질성과 정치 경제적 기반에 관심이 덜하고 관념적이라는 비판
을 받는다.

26) 이런 권력-정치적 관점, 소위 '전쟁 형성' 이론에 대해 러기Ruggie는 전쟁 형성과 군사력 경쟁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호 강화와 국가들 간의 제도적 모방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18세기 유럽에서는 모
든 국가가 전쟁을 하는게 아니라 주로 다섯개 국가들이 일으킨 것이었다. Andreas Osiander(2001: 277-278)
John Gerard Ruggie, Constructing the World Polity, Routledge, 1998.
27) Stephen Hobde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istorical Sociology : Breaking Down Boundries
(NewYork : Routledge,1998), Stephen Hobden and John M. Hobson, Historical Soci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Charles Tilly,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0 (USA: B.Blackwell, 1990) Charles Tilly, “War making and
State making as Organized Crime,”in Peter B. Evans, Dietrich Rueschemeyer, Theda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다우닝이 이런 입장을 더욱 확
대했다. Brian Downing, The Military Revolution and Political Chan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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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이 제기하는 의문은 과연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를 상호 배제적인 것으로 바라
보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이다. 미국의 자유주의와 적나라한 군사주의는 과연 대립되
는 것인가? 구성주의의 입장처럼 냉전이 과연 도덕적 문화적 규범, 사회적으로 구성된
인식에 불과했는가? 현실주의적 입장처럼 냉전은 단지 군사적 경쟁, 국민국가간 적대적
권력 투쟁에 불과했는가?
사실 구성주의의 관점과 다르게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의 핵심은 오히려 문화와 규범이
아니라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등 물질적 토대의 확산과 관련된 것
이었다. 또한 현실주의 입장과 달리 미국의 냉전 전략은 미국식 자유주의의 전개와 성격
을 이해하지 못하면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강조할 것은 냉전은 그 자체로 자
유주의와 현실주의적 인식이 복합된 산물이었고, 이데올로기와 지정학 어느 하나의 문제
가 아니라 물질적인 충돌이자 권력관계였고 둘 다가 결합된 것이라는 점이다.
즉 냉전은 자유주의나 현실주의 어느 한 입장에서 이념만 강조할 수도, 국가의 권력
추구나 양대 강국의 적대적 경쟁만으로 다 설명될 수 없는 더 복잡한 경쟁과 협력, 개
입과 현존 유지, 하위 파트너와의 지원과 순응 등 복잡한 상호작용의 산물이었다. 이를
전제로 이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결합되느냐 하는 새로운 질문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냉전시기 제 3세계의 역사적 위상이다. 오늘날 제 3세계에서의 냉전에
대해서 강대국의 관점으로만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28) 일찍이 제 3세계의 입장에서
냉전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은 1950년대 중반 아이젠하워 정부시기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지에서 식민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검토한 맥마흔
이었다.29) 아키라 이리에는 1970년대부터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연구의 큰 관심을 기울였
으며30) 최근에는 유럽처럼 직접적인 군비경쟁이 이루어진 것과 구별되게 소련과 미국이
각각 탈식민과 발전의 근대화를 약속해야 했던 아시아 인들의 “마음에 대한 전쟁”으
로서의 냉전 아시아 전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31) 이러한 제 3세계의 입장에서
냉전은 기본적으로 서구 엘리트들의 프로젝트였고, 동시에 냉전은 식민, 탈식민 주변화
과정이었다. 미국과 소련은 공히 제 3세계 국가들을 포섭하고 영향력을 미치려 했지만,

28) Odd Arne Westad,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29) Robert J. McMahon, Colonialism and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and the Struggle for
Indonesian Independence, 1945–1949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McMahon, Robert J.,
''The Cold War Comes to Asia'', in Robert J. McMahon and Thomas G. Paterson, eds., The Origins of
the Cold War.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1999. pp. 227-43. McMahon, Robert J., The
Limits of Empire: The United States and Southeast Asia Since World War I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30) Iriye, Akira, The Cold War in Asia : A Historical Introdu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1974. Iriye, Akira and Yonosuke Nagai, eds,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1977. Marc S. Gallicchio, The Cold War Begins in Asia : American
East Asian Policy and the Fall of the Japanese Empire,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8.
31) Tsuyoshi Hasegawa, The Cold War in East Asia : 1945–1991,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ith
Stanford University Press,2011. Z. Yangwen, H. Liu and M. Szonyi (ed.), The Cold War in Asia : The
Battle for Hearts and Minds, Brill,2010. Kimie Hara, Cold War Frontiers in the Asia-Pacific :
Divided Territories in the San Francisco System, Routledg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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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제 3세계의 혁명이나 급진 민족주의 운동을 억제하고 진압하려 시도했다.
흔히 제 3세계에서는 초강대국에 의한 권력경쟁으로서의 동-서 냉전보다는 남-북간
경제, 권력 격차가 더 중요하다는 종속이론이나 세계체계론적 인식이 있었다. 그런데 웨
스타드는 냉전이라는 개념과 초강대국간의 대립이 남반구에 분석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는 월러스틴 류32)의 단순한 기각은 두 가지 의미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
는 첫째, 미국과 소련의 개입주의가 제 3세계의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의 국내적 틀과
국제적 틀을 상당부분 틀 지웠고, 둘째, 제3세계 엘리트들은 두 냉전의 경쟁자들이 제시
한 발전 모델에 대한 반응으로 스스로의 정치적 의제를 의식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냉전 개입의 동기는 신 제국주의와 매우 유사하지만 웨스타드가 주목하는 것은 소련과
미국은 제 3세계 국가를 과거의 식민주의 처럼 착취하거나 종속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개선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진보, 시민권과 자유주의적
근대화를 주장했고 소련은 근대성의 집단적 형태를 주장했다. 웨스타드의 구도에서 냉전
이란 자유의 제국으로서의 미국과 정의의 제국으로서의 소련이 제 3세계에 개입해온 역
사였다.(Westad 2005: 3-6)
이런 점에서 냉전 시기 이루어진 외부로부터의 개입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전지구적
냉전과 지역(Local) 냉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한 설명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주변부와 로컬 히스토리는 전지구화와 아시아의 부상을 반영하며,
탈식민 연구의 입장에서 냉전시기 억눌려 있던 탈식민의 쟁점들을 재검토 하고 있다.
표 1-1 냉전연구의 관점 변화
냉전연구 관점
전통주의
수정주의
탈수정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
문화주의
세계체계론
제3세계론
지역사

강조점
냉전의 원인
소련과 스탈린의 적대적 정책,
냉전의 원인
미국의 적대적인 대외 정책
냉전의 원인과 전개
세부적인 사건별 판단, 소련의 책임
냉전의 지속성
국익의 무한경쟁과 권력균형 시스템(System)

장점
동시대적 인식
구조주의적 인식, 냉전
전략에 대한 분석
구체적 사료에 근거,
포괄적 이해
국가간 체제에 대한 사
회과학적 이론화

비판과 함의
정치적 음모론, 일괴암적 공
산주의 진영 가정
경제주의, 전통주의에 대한
반작용, 미국의 힘 과장
동구권 문서의존, 전통주의
로의 회귀, 승자중심적 해석
국가중심적, 홉스주의적 현
실인식, 권력 환원론

냉전 체제의 변화
냉전의 인식 이데올로기와 문화, 규범

일상, 언어, 문화, 사
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주변적 영역, 파편적 관념론

냉전의 위계구조 글로벌 남북 불평등
제 3세계의 관점에서 본 냉전
지역에서의 글로벌, 로컬 냉전의 상호작용

냉전의 중층적 위계와
상호작용 파악, 배제된
서사의 복원

민족주의/제국주의 단순구도

정리하면, 냉전은 현실주의적 관점만으로도, 자유주의적 관점만으로도 온전히 이해 할
수 없는 복합적 현상이다. 냉전은 권력의 충돌이자 관념의 충돌, 군사, 정치, 경제, 문
화적인 충돌이었고, 무엇보다 미국과 소련간의 초강대국의 권력 경쟁만이 아닌 제 3세
계 국가들의 변화와 역할을 고려해야하는 다양한 지역에서의 개입에 대한 다층위간의
32) Immanuel Wallerstein, “What Cold War in Asia? An Interpretative Essay” in Zheng Yangwen, Hong
Liu, Michael Szonyi (ed.) The Cold War in Asia: The Battle for Hearts and Minds, Koninklijke Brill
NV,Leide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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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이었다.
3) 한국전쟁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
한국전쟁 연구에는 냉전 연구의 흐름과 그 한계들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어
떤 쟁점에 대해 연구할 것인가를 서구의 연구와 냉전적 대립구도 그 자체가 부과해왔다.
즉 그동안 한국전쟁 연구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냉전연구가 그러했듯 소련의 책임을
묻고 비난하는 전통주의와 반대로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비판적 수정주의, 탈냉전 이
후 소련과 동구권 문서고를 바탕으로 실증적 역사자료로 다시 기존의 정치적 주장들을
반박하고 수정하는 탈수정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다. 특히 연구들이 오랫동안 전쟁
발발의 기원문제에 천착했던 것에는 전쟁의 책임문제에 대한 냉전 정치가 강하게 반영
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전쟁을 국제전인가 내전인가라는 쟁점의 이분법적 선택의
구도로 논쟁이 주도되었다.(정병준, 2006; 박명림,1996, 2002, 2011, Cumings, 2010)
하지만 한국전쟁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논쟁에서 한국전쟁이 내전이냐 아니냐의 문제
는 수많은 쟁점중 단 하나의 쟁점에 불과한 것이다.33) 논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논
쟁 자체가 한국전쟁에 개입한 UN에서 실시간으로 전개되었다. 이 논쟁은 전쟁에 대한
결정에 관한 국제법과 UN헌장의 법적 절차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상대의
행위에 대한 비난의 근거가 되었고, UN행위의 성격에 대한 논쟁과 개별 국가 주권의
문제와 전지구적 차원의 상위 규범사이의 대립, 사법주의와 현실주의의 대립 같은 보다
거시적인 쟁점들의 하위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것들이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전쟁 연구들은 냉전의 현실주의적 관점의 연구들이 그랬듯이 주로
미국과 소련의 경쟁과 미국의 전략, 군사적 결정들의 전술적 의미라는 냉전 연구의 시각
내부에서만 이루어져왔다. 한국전쟁이 내전이냐 아니냐, 미국의 냉전정책이 제한전이었
냐 원자폭탄 사용까지 고려하고 전략폭격을 퍼부은 확전이었냐라는 쟁점을 둘러싼 논쟁
들이 대표적이다.34)
하지만 이런 논쟁 역시 앞서 밝혔듯이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과 UN의 결정들로 시작
되어 UN에서 이루어진 논쟁들, 그리고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통해 촉발되고 형성된
것이었다. 무엇보다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기획의 전개로 냉전과 한국전쟁을 재검토
하기 위해서는 UN의 역할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적 의미는
UN과 미국의 주요 결정들과 그것의 역사적, 법적, 정치적 의미를 재검토함으로써 더욱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UN의 한국전쟁 개입에 대한 외교, 정치학적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대다수 연구들은 모두 UN의 활동을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33) 한국전쟁의 발발, 전개, 결과를 둘러싼 수많은 쟁점들에 대한 가장 최근의 리뷰는 James I. Matray, Korea's
war at 60: A survey of the Literature, Cold War History, Vol. 11, No.1, 2011, 99–129. 참고.
34) 김영호, 한국전쟁 기원과 전개과정,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도진순(2004 「한국전쟁의 기본개념으로서 제
한전(limited war)의 성립과 분화-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한국사연구』12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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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적 구도를 반복하고 비판적 검토나 역사적 함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35)
그러나 전쟁과 무력 사용 자체를 위법화한다는 2차대전 이후 정신에서 건설된 UN의
역사에서 한국전쟁은 매우 특이한Unique 사례였다. 20세기 말까지 UN 회원국이 무력
사용을 금지한다는 UN의 창설과 헌장의 정신에 입각해 함께 강제집행행동enforcement
action을 한 것은 단 세번뿐이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UN 창설이후 최초로 UN에 의한

집단 행위가 이루어진 한국전쟁이었다. 안보리는 소련이 부재한 특이한 상황 덕에 핵심
결정들을 내릴 수 있었고 한국전쟁이후에는 몇십년간 이런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았
다. 결국 냉전내내 UN이 대규모 군사작전 개입한건 한국전쟁 단 한건이었다.36)
2차대전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최초의 전쟁을 관리하기 위한 상설 국제기구가
냉전의 구도속에서 한국전쟁의 발발과 책임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직접적인 군사적 개
입을 하고 전쟁이 진행되는 내내 논쟁이 벌어지면서 휴전을 중재하고 포로와 관련된 결
정의 타협점을 도출하고,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강대국이 한국전쟁
사후처리를 위한 정치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은 이 전쟁이 엄청난 국제정치의 자장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단지 냉전의 압력만이 아니라 국제기구의 상시적 개입이라는
압력까지 더해진 것이다. 따라서 UN의 개입으로 인해 한국전쟁은 기본적으로 단지 군
사적 충돌이 아니라 매우 '과도하게' 전지구적 수준에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 정치 전
쟁이 되었다. 한국전쟁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전쟁이었다.
이러한 한국전쟁의 과잉정치적 속성을 초래한 점에서 한국전쟁에서 중국의 개입의 의
미는 매우 중요하다. 기존 연구들은 중국이 실제로 어떤 이해관계와 관점에서 한국전쟁
에 참전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그동안 배제되었던
중국의 입장만을 반영해 한국전쟁기 중-미 대결구도가 UN과 국제질서, 동아시아 차원
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미국의 이에 대한 대응이 한국전쟁과 일본과의 전후처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하지 않았다.37)
과잉 정치적 전쟁의 성격에 대비되는 한국의 군사적 평화의 성격도 재검토 할 수 있
다. 그동안 진행된 수많은 한국의 정전협상과 포로문제에 대한 연구들38), 해외에서 이
35) 박흥순, '한국전쟁과 UN 개입(1950): 과정과 배경', 이서항, 'UN과 한국전쟁의 휴전과정', 홍규덕, 'UN과 제네바
회담의 의미와 교훈', 오영달, 'UN의 한국전 개입이 UN체제에 미친 영향', 모두 강성학 편, 『UN과 한국전쟁』, 리
북, 2004에 수록되어 있다. 이 밖에도 한국전쟁기 UN 조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박치영, 『UN정치와 한국문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pp.286-292. 강성학 편, 『동아시아의 안보와 UN체제』(서울: 집문당, 2002).
한표욱, 『한미 외교요람기』,(서울: 중앙일보사, 1984) 조용상, “한국전쟁: 미국과 UN의 역할”, 『국제정치논총
특집:한국전쟁의 재조명』(1990.6). 박흥순, “Collective Security and International Order: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Korean War(1950) and the Persian Gulf War(1990)", PhD Thesis,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993.
36) 나머지 두건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냉전이후 첫 번째 사례가 바로 1991년의 이라크 전쟁과 1994
년의 아이티의 군사 정권 추방의 경우였다. Vaughan Lowe (ed.),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War The Evolution of Thought and Practice since 1945 (Oxford,2008)
37) 션즈화, 마오쩌뚱, 스탈린과 한국전쟁, 선인 지안 첸 2000 「중국의 한국전 개입과 공산블럭의 협력」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6·25전쟁 과 한반도 평화』56쪽. 沈志華編2003 『朝鮮戰爭: 我國檔案館的解密文件』(상·중·
하), 대만: 中央硏究院近代史硏, 究所史料叢刊
38)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신복룡 1987 「한국전쟁 휴전 협정의 비밀협상
에 관한 연구-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제21집 2호, 256~267쪽. 조성훈, '미국 자료를 통해
본 휴전협상의 지연요인 연구', 정신문화연구 2000. 김행복. 1996. 『한국전쟁의 포로』, 국방군사연구소, 조성훈.
1999. 「한국전쟁중 UN군의 포로정책에 관한 연구」,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學大學院 박사학위논문 민경길.

제1장 서론 21

루어진 정전협상 연구들39) 미국측의 전략과 정책에 집중한 연구들40) 중국의 협상 노력
에 대한 연구들41), 정전협상의 타결과 정전체제의 형성이나 제네바 회담에 대한 연
구42). 이 평화협약을 맺어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논의들43)이 많이 있었다. 이 연구들
은 구체적 사실과 정치적 쟁점에 있어 엄청난 성과들을 축적했다.
하지만, 냉전 연구의 틀 안에서 이뤄진 이 연구들에는 부재한 질문이 있었다. 이 연구
들은 한국전쟁의 협상을 누가 주도했고, 누가 책임이 있으며 그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하는 기존 냉전연구의 책임공방과 기능적 성패문제에만 주목했지, 한국전쟁의 평화의
‘형태’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한국전쟁은 왜 정전협상Armistice이고, 평화협상
이 아니었는가? 2차대전 이후엔 왜 전쟁의 형태와 평화의 형식이 달라졌는가? 즉 왜 한
국전쟁이 Armistice라는 군사적 실무차원의 협상으로 귀결되었는지를 그 형태 자체에 대

1997. '한국전쟁과 포로송환 문제 - 관련 국제법규의 검토',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정인섭. 2001.
'한국전쟁이 국제법 발전에 미친 영향 -포로송환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김
병렬. 2000. '1949 년 제네바 제 3 협약 제 118 조에 관한 일고찰 - 한국전쟁에서의 포로교환을 중심으로', 서울
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김학재. 2009. 「진압과 석방의 정치 - 한국전쟁기 포로 수용소와 국민형성」,
『제노사이드연구』제 5호, 김학재. 2010. “전쟁포로들의 저항과 반공오리엔탈리즘 – 한국전쟁기 UN군 포로수용
소 내 사건들을 중심으로”, 『사림』, 제36호.
39) Bailey, Sydney D. The Korean Armistice.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2. Bernstein, Barton J. “The
Struggle Over the Korean Armistice: Prisoners of Repatriation?” In Child of Conflict :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 Edited by Bruce Cumings, 267–307. Seattle, W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Boose, Jr., Donald W. 'The Korean War Truce Talks: A Study in Conflict Termination'. Parameters 30,
no.1 (Spring 2000) : 102–16. Goodman, Allen E., ed. Negotiating While Fighting : The Diary of Admiral
C.Turner Joy at the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1978. Herbert
Goldhamer, The Korean Armistice Conference (Santa Monica,Calif., 1994) Hoyt, Edwin Palmer, The bloody road
to Panmunjom, NewYork: Steinand Day, 1985 Hua, Qingzhao, From Yalta to Panmunjom: Truman's diplomacy
and the four powers, 1945–1953, Ithaca, NY: Cornell Univ Press. 1993 Kaufman, Burton I. The Korean War:
Challenges in Crisis, Credibility, and Command.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6. Kenneth Hansen,
Heroes Behind Barbed Wire(Princeton,1957) Vatcher, Jr., William H. Panmunjom : The Story of the Korean
Military Armistice Negotiations. NewYork: Praeger, 1958. Walter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1966) Elizabeth A. Stanley, Paths to Peace : Domestic coalition shifts, War termination and
the Korean war,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Foot, Rosemary. A Substitute for Victory : The Politics of
Peace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40) Rosemary Foot, A Substitute for Victory: The Politics of Peace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 Talk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and William Stue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41) Shu Guang Zh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Lawrence:
University of Kansas Press, 1995), esp. ch. 9. 하지만 장의 책은 주로 한국에서의 군사적 경험의 중요성을 다
루고 있다. 중국의 협상에 대한 연구로는 Alfred D.Wilhelm Jr., The Chinese at the Negotiating Table: Style
and Characteristics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4). 중국 협상 행동에 대한
개괄적 연구로는 Richard H. Solomon, Chinese Negotiating Behavior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9).
42) 박명림, '한반도 정전체제: 등장, 구조, 특성, 변환', 한국과 국제정치, 22권1호, 2006. 박태균, '1950년대 미국의
정전협정 일부조항 무효선언과 그 의미', 역사비평, 2003. 박태균, '작동하지 않는 정전협정, 그리고 천안함', 역사
와현실 76, 2010.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는 협상의 진행과정을 상세히 분석한 나종일(1988), 각국의 이해관
계속에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맥락을 검토한 홍용표(2006), 중국의 입장과 동아시아 냉전의 맥락을 검토한 김연
철(2011) 등이 대표적이다.
43) 전재성.“한반도 평화체제.”하영선 편.『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서울:동아시아연구원, 2006). 백승주.“한반도
평화협정의 쟁점.”『한국과 국제정치』Vol.22,No.1(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6). 장용석, '한반도 평화체제
와 평화협정', 통일문제연구, 2010. 구갑우·박건영·최영종,“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아시아 다자간안보협력에
관한 연구,”『한국과 국제정치』제21권,!2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5), 이근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
체제 수립의 국제법적 함의, 서울대학교 법학 49, 2008. O Tara,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Korea and World Affairs 31,no.4 (Winter), 2007 ;Lee Sang hee,
“Towar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Brookings Institution, May 2, 2007 ;Lee
In Ho, “The Establishment o 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Future of the
ROK-U.S.Alliance,” East Asian Review 20, no.2 (Summ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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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문이 없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이렇게 한국전쟁의 종식이 Armistice형태로 가는것 역시 2차대전
이후 진행된 전지구적 자유주의 국제법 질서의 구축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려 한다. 즉
2차대전의 무조건 항복과 뉘렘버그, 동경재판, 그리고 UN 헌장과 제네바Geneva 협정,
냉전과 중국의 개입이라는 역사적 조건이 한국전쟁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문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전협상 자체의 성격과 틀의 형성에 자유주의 기획과 동아시아 정치질서가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위상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 한국전쟁의
결과로 동아시아 차원에서 2차대전 전후처리, 특히 탈식민문제와 관련해서 무엇이 제외
되었고,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어떻게 분리되어 처리되었는지 등을 서로 연관된 시
야에 넣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이루어진 한국전쟁 연구들은 이런 국제적 수준의 정치와 지정학,
이념과 제도의 형성보다는 대부분 국지적인 군사적, 전략적 쟁점에 한정된 주제들을 탐
구해온 경향이 있다. UN전쟁이자 동아시아 전쟁으로서 한국전쟁 자체가 가진 지나치게
정치적인 성격과 그에 대비되게 왜 한국의 평화는 정치적 성격이 제거되고 매우 협소한
군사적-기술적 형태로 타결되었는지, 무엇보다 왜 1945년 이후 평화협약이라는 제도적
실천 자체가 사라졌는지에 대해 질문하지도 면밀히 검토하지도 못했다.
이런 연구들은 오늘날의 신냉전의 문제, 냉전기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가건설과 헌법질
서 형성의 특성과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정치 주권의 특성,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유주
의로의 편입 등 보다 포괄적인 동아시아의 체제변동, 체제형성과 관련된 주제들과 분리
된, 상대적으로 협소한 쟁점과 주제에 한정되어 이루어져서 사회·정치이론적 쟁점이나
새로운 쟁점들을 제기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의 전체 냉전역사에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의
미, 나아가 한국전쟁의 세계사적 의미가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국전쟁의 무엇이 특수한지에 대한 인식과 그에 기반한 보편적 함의에 대한 인식
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세기에 전개된 자유주의
평화 기획의 전개를 축으로 UN체제가 수행한 UN전쟁으로서, 아시아의 민족해방운동과
중국의 개입이후 동아시아 전쟁이 되어버린 아시아의 정치적 맥락에서 한국전쟁의 성격
과 결과들의 위상을 재검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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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이론적 관점과 분석틀 : 자유주의 평화기획의 계보학과 냉전의 재해석
1) 문제의식으로서의 ‘통치성의 계보학’
현재까지 전개된 전지구적인 자유주의 질서 확산의 영향으로 인해 학계의 현존하는
수많은 사회이론과 국제관계이론에서 발생한 뚜렷한 문제가 하나있다. 조세프(Joseph)
는 그의 The Social in the Global(2012)이라는 저서에서 오늘날의 자유주의 질서의 지
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을 빌려와 EU와 세계은행
World Bank같은 국제기구를 분석했다. 그런데 그는 이 자유주의적 국내외 질서가 확산된

상황에서 국제관계론이나 사회학의 주요 이론들이었던 전지구화Globalization 이론이나 글
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전지구적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 네트워크Networks
와 사회자본Social capital, 성찰성Reflexivity와 위험Risk에 이르기까지 영미권의 주요 사회
이론들이 불균등한 세계질서 속에서 자유주의 사회라는 특정한 국가 사회들에게만 적용
될 수 있는 이론들이며, 나아가 이 자유주의 질서들을 정당화해주는 이론들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Jonathan Joseph, 2012) 자유주의 평화 기획이 결국 자유주의 국가들
만을 대상으로 자유주의 국가들만의 분리된 평화(Separate peace)를 구축했듯이, 영미 사
회, 국제관계 이론들 역시 자유주의 국가와 사회에 적합한 분석틀과 이론들이었다는 것
이다.
여기서 조세프가 서구 사회이론의 자유주의적 편향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바
로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이다. 이 개념은 1970년대 후반 푸코가 정치 권력
에 대한 탐구의 과정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푸코는 근대적 통치성을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정치경제학을 주요 지식형태로 하며 안전 기구를 필수적인 기술적 도구로 삼는 이
러한 특정한 형태의 복합적 권력 형태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절차, 분석과 성
찰, 계산과 전술의 앙상블”이라고 정의했다.(Foucault 2007:108)
푸코의 통치성 개념은 그의 세가지 권력 유형 구분(주권-규율-통치)의 연장선에서 등
장한 것이었다. 즉 통치성이란 과거의 군주권 처럼 영토에 대한 권력을 행사해 신민을
거부, 추방, 격리하는 것도 아니고 규율 권력 처럼 개별 신체에 대한 감시와 규율을 통
해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현상으로서 전체 인구중에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
하게 놔두고, 인구의 순환과 생명, 안전을 관리하면서 그것이 총체적으로 확산되지 않게
어떤 지점에 개입하는 유형의 권력이다. 특히 푸코는 기근이나 전염병, 도시문제 같은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사례로 통치성은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통계적 표준치를 파악
해, 비교를 통해 순환과 흐름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삼고, 이에 기반해 이런 위기와 현상
으로 인한 손실이 얼마인지, 이를 무화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한다는 점
을 특징적 양상으로 구분했다.(Foucault 2007: 19-20, 75)
푸코의 세가지 유형의 권력 모델을 전쟁이라는 거대한 위기에 대한 권력의 역사적 대
응 방식 변화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20세기 초에 등장한 자유주의 평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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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은 전쟁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초국적인 사법 제도를 통한 처벌과 직접적 무
력개입을 제도화하려던 시도였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하
게 작용하며, 국지화된 수많은 내전과 잠재적 갈등, 테러와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력 충돌을 통계화하고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고 사태가 발
생하더라도 최소화 국지화하려는 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푸코식 주권-규율-통치 권력 모델로 도식화해 구분하자면, 전쟁을 처벌하고
격리하고 금지하려던 UN 헌장의 정신과 초기 활동은 푸코가 말한 주권권력이 전지구적
수준에서 등장한 것이라면, 이후 현재까지 실제 국제규범의 적용, 각종 경제제제와 외교
적 압력, 여론을 통한 비난 등 점차 전쟁을 규율, 제제하는 모습은 규율권력의 양상이
며, 나아가 최근에는 전쟁을 하나의 물질적 현상이자 과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다루어 그
것의 원인과 전개과정 종식 요인 등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며, 다양한 개입과 지원 사회적
처방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국지화하여 피해를 관리하려는 것은
바야흐로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자유주의적 통치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44)
하지만 이런 권력 유형의 분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도식적이고, 이런 변화
를 단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진화론의 오류를 안고 있다. 오늘날 전지구적 통치성
Global Governmentality라는 개념하에서 WTO와 WHO, IMF 등 자유주의적 국제기구의

활동에만 주목해 분석하는 연구들은,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서구 자유주의 국가와 사회
질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만 한정해 분석하는 문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45)
맑스주의 국가이론을 연구하는 밥제솝은 이렇게 푸코의 연구가 영미푸코주의자
Anglo-Foucauldian들에 의해 주로 수용되면서 푸코의 원래 관심과 달리 미시정치나 신

체, 담론의 문제에만 집중했던 것은, 서유럽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자유주의
국가의 경제적 위기와 관련된 '영미 푸코주의적 국면conjuncture'에 기인했다고 주장했
다. 그는 이에 반대하며 푸코의 개념으로 국가 정책이나 더 거시적인 현상들을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46)
이 논문은 경제적 계산과 지식에 근거하는 자유주의적 통치성의 형성이라는 푸코의
역사적 관찰에 동의하지만 이를 다른 맥락에서도 그대로 찾아내고 적용하려하기 보다는,
통치성 연구를 하나의 계보학적인 방법론으로 활용하여, 다른 역사적 맥락과 사례에서
자유주의 질서가 수립되고, 다양한 '자유주의 기획들Liberal Projects'이 작동하는 과정과
결과를 분석해 보려 한다.
44)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아프리카의 빈번한 내전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주도하는 곳이 적십자나 평화연구소들 이외에
도 바로 세계은행World Bank이라는 점, 이 연구들의 대다수가 통계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경제적 결과에
대한 예측과 정책적 처방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Paul Collier and Anke Hoeffler, Greed
and Grievance in Civil War, The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355, 2000.
45) Wendy Larner and William Walters, Global governmentality - Governing international spaces, Rotledge,
2004. Ronnie D. Lipschutz et al, Globalization, Governmentality and Global Politics, Routledge, 2005.
William Walters and Jens Henrik Haahr, Governing Europe - Discorse, governmentality and European
intergration, Routledge, 2005
46) Bob Jessop, “Constituting Another Foucault Effect – Foucault on States and statecraft”in Thomas
Lemke et al(ed), Governmentality : Current Issues and Future Challenges, (New York, Routledg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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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푸코 스스로도 통치성 개념을 역사적으로 한정된 의미로만 사용하기 보다는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하며 통치성의 계보학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을
했다. 푸코의 관심은 자유주의의 탄생을 이해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국가이성state of
reason에서 시작해, 자유주의, 사회주의로부터 신자유주의에 이르는 근대적인 정치적 합

리성들의 변화와 충돌을 추적하는 계보학적인 프로젝트였다.47)
무엇보다 통치성의 계보학은 기존 영미학계의 자유주의 평화론이나 냉전의 현실주의,
자유주의적 관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적 문제의식을 제공한다. 푸코는 계보학의 방
법론은 제도 외부적extra-institutional,

비 기능적non-functional, 그리고 비-대상적

non-objective”분석이라는 세가지 원칙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즉 계보학적 연구는 특정

한 기능의 성패를 판단하기 위해 그 기능에 주목하기 보다는 큰 틀의 전략적 분석하에
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한 대상에 제한하지 말고 어떻게 특정한 지식이 구성되는지의
관점에서

그

대상을

재해석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탈

제도화

de-institutionalizing 하고 탈 기능화de-functionalizing된 권력관계 분석을 통해 우리는 “그

것이 형성되고 서로 연결되고 발전하고, 증식하고 변형되는 계보학을 포착할 수”있을
뿐만 아니라 “왜 그것이 불안정unstable”한 것인지도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Foucault,
2007: 115-120)

자유주의를 특정한 제도와 절차, 분석과 성찰, 계산과 전술의 앙상블, 즉 하나의 통치
성으로 보게 되면 자유주의 통치성을 전략과 권력관계 등장과 위기와 변형이라는 계보
학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 통치성의 렌즈를 통해 자유주의 기획을 분석하
면 1945년 이후 수립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성격, 그것이 탈식민 동아시아 국가건설
과정에 적용되는 과정과 결과를 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자유주의 기획의 전개는 여
러 계산과 정치적 합리성, 지식, 권력 기술, 수많은 복합적 의사결정 과정의 산물이었
다. 동아시아 냉전과 한국전쟁은 궁극적으로는 서로 다른 전쟁, 평화, 국가 주권, 정치
적 기획의 충돌, 즉 서로 다른 통치성들의 충돌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통치성의 계보학이라는 문제의식은 20세기 전후 세계적으로 등장한 자유주의 기획의
제도와 실천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되, 정치적 갈등이나 권력의 문제를 제거한 채 제도적
특성만 주목하진 않고, 인식과 담론의 문제도 고려하면서 더 거시적인 세기적 전환의 흐
름과 그것의 형성, 전개, 위기와 쇠퇴 등을 조망하는 계보학을 지향할 수 있다. 이런 문
제의식은 냉전을 개별 국가간 권력 경쟁이자 시스템으로만 보았던 현실주의나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제도의 역사적 형성과 경로의존성을 검토하고 실제 정책의 성패를 따
47) 1979년 신자유주의의 탄생에 대한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푸코는 “우리가 19세기 이후 알고 있는 근대 사회에
서, 여러 통치적 합리성governmental rationalities들이 서로 중첩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전하고 투쟁해왔다
고 언급했다. 그 통치적 합리성들이란 진리에 따르는 통치 기예, 주권 국가의 합리성에 따르는 통치기예, 경제적 요
인의 합리성에 따르는 통치기예,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통치되는 자들 스스로의 합리성에 따르는 통치기예”가 그
것이었다. 여기서 푸코는 각각 주권 권력, 국가이성, 자유주의, 사회주의적 기획을 의미한 것이다. Foucault, The
Birth of Biopolitics, Palgrave Macmillan 2008, p.313. 푸코의 통치성을 자유주의적 현상에만 한정해 분석하
는 것이 아니라 계보학적 분석을 더 중요시하는 입장의 연구들은 다음을 참조. William Walters,
Governmentality: Critical Encounters, Routledge, 2012 Thomas Lemke et al(ed), Governmentality :
Current Issues and Future Challenges, (New York, Routledge, 2011). Nikolas Rose, Pat O'Malley, and
Mariana Valverde, Governmentality,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2006.2: 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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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제도주의, 이들에 대한 반발로서 문화적 이데올기나 규범, 이미지의 형성과 그것의
영향력만 분리해 살펴보는 구성주의 등 분과학문적 분업체계를 극복하고 자유주의라는
국가와 그 이상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제도·이념·권력의 전략의 복합적 성격과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의 역할을 시야에 넣기 위한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여기서는 자유주의 기획의 다양한 특성들을 검토하고, 한국전쟁기
작동한 자유주의 평화 기획의 구체적 특성과 유형을 규명한 뒤, 냉전의 성격을 자유주의
기획의 하나이자 변형으로서 재해석하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전쟁 시기 자유주의 기획의
전개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도출할 것이다.
2) 자유주의 근대성의 계보와 20세기 자유주의 평화기획
(1) 자유주의적 근대성의 두가지 기원 : 칸트의 개인과 루소의 집단
한국전쟁에 적용된 자유주의 평화 기획의 복합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20세기 전
지구적 자유주의 질서 구축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역사적 차별성은 무엇이고, 한국전쟁에서는 어떤 기획들이 작동했는가?
자유주의는 원래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역사적으로 변화했다. 자유주의는 유럽의 근
대 계몽주의에서부터 시작되어 네덜란드와 영국의 부르주아적 사유재산권, 과학 이성,
경험주의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고, 구체제를 전복한 프랑스 혁명에서 정점을 이뤘으며,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영국의 정치경제학으로 확산되었고, 양차 세계대전 전후로 전체주
의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냉전 자유주의가 형성되었고, 이후엔 다원주의와 관용에 대한
강조했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신자유주의로 부활한 매우 포괄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념이다.
래덤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이 포괄적 성격을 포착하기 위해 자유주의적 근대성
Liberal Modernity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자유주의적 근대성이란 바로 개방된 국제적

경제 교환(애덤 스미스의 자유무역), 국내의 시장경제 질서, 자유주의적 통치(제한된
행정 권력, 대표들의 의회, 정치적 시민권 보장, 헌법), 개인과 집단적 권리, 그리고
집단적 자기 결정이라는 다섯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국제, 사회 질서의 특성을 말한
다.(Latham, 1997) 이 핵심 요소들을 포괄하는 자유주의적 근대성이 20세기 전후 국제
질서에서 점차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분석해야 할 것은
특히 20세기 자유주의 평화기획의 특성이다.
아블라스터의 지적처럼 자유주의의 형이상학적이고 존재론적인 핵심은 개인주의48)
이다. 도일은 자유주의 평화론의 기원에 있는 칸트49) 역시 개인의 자유를 가장 본질적
48) 아블라스터는 개인주의라는 전제로부터 자유(Freedome), 관용(Tolerance) 그리고 개인의 권리(Individual right)
개념 같은 자유주의가 가장 중요시한 모든 가치들이 도출된다고 본다.(Arblaster 1984: 15)
49) 영미권 학계에서 칸트가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1971년 존 롤스가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출간하면서
부터이다. 롤즈가 자유주의의 전통적인 공리주의를 반박하면서 정의와 권리의 문제를 중심적으로 고민하며 칸트는
그 중심적 전거가 되었다.(Shiliam 2009 : 59) 그로부터 십여년 후 도일(1983, 1993)이 칸트를 위대한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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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칙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도일은 칸트가 평화의 조건으로 공화주의적
헌법, 평화 연합Pacific union, 코스모폴리탄적 법이라는 세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이를 각각 자유주의적 헌법, 자유주의 국가들의 초국적 연합, 보편적 국제법이라고 명명
하면서 일종의 자유주의적 언어로의 번역을 시도했다.(Doyle, 1983)50)
칸트의 자유주의적 해석에 대해 다수의 학자들이 자유주의 평화론은 칸트의 주장에
담긴 근원적인 철학적 가치들과 역사적 맥락을 제거했다고 비판했다.51) 칸트 정치철학의
역사적 맥락이란 바로 프랑스 혁명이다.
중요한 것은 프랑스 혁명은 영국의 개인주의와 다른 '집단적'인 자유주의 기획이었다
는 점이다. 쉴리엄에 따르면 영국에선 농업이 자본주의화 되면서 근대 이전 인격화
personalized 되어있던 사회적 관계속의 권리, 의무들로부터 점차 자유화되면서, 사유재산

을 소유하고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비인격화된 개인Impersonalized individual이라는
자본주의적인 정치 주체가 등장했다. 반면 영국과 경쟁을 하고 있던 프랑스에서는 개인
이 아니라 절대주의적인 공동의 정치적 주체인 소위 '제 3계급'을 사회변화의 주체로 여
겼다.52) 프랑스가 영국 자유주의 기획과 비교하며 사회조건에 맞게 대체하는 과정을 통
해 집단적인 자코뱅적 주체Jacobin Subject라는 정치적 주체가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칸
트가 영구평화론을 제기하던 시점에 자유주의 근대성의 기획에는 비인격화된 개인의 권
리를 추구하는 영국식 기획과, 비인격화된 집단이 사회 전체의 복지를 수호하는 프랑스
식 기획이 서로 경쟁하며 긴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Shiliam 2009 :21) 칸트는 프
랑스 혁명 이후 개인주의적 자유를 보편화하는 영국식 계몽 기획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칸트의 입장이 갖고 있는 개인주의적 성격과 정치적 한계가 비판을 받더라도,
적어도 칸트는 탈냉전이후 도일 등이 주도한 자유주의적 재해석들과 달리 여전히 공화
주의의 전통 속에 있었다. 칸트는 세계를 자유주의 국가와 비자유주의 국가로 단순 구분
하며 전자를 특권화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고, 비자유주의 국가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지 않았으며, 자유주의의 확산만이 평화를 확보할 유일한 길이라며 국제정치
시스템을 동질화시키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Mazower

2012: 16, Macmillan 1995)

철학의 기본 원칙을 세운 사상가로 재해석한 것이다.
50) 하지만 칸트는 세계정부주의자world government는 아니었다. 벤하비브는 칸트의 코스모폴리타니즘적 기획을 강조
하기 위해 칸트가 세계정부와 세계 연방world federation을 주의깊게 구분하면서 세계 정부는 보편적 독재가 될
것이며 삭막한 폭정soulless despotism을 초래할 것인 반면, 연방제 연합은 공동체 내부에서의 시민권의 행사를
허용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Kant [1796]2008).
51) 칸트의 자유주의 기획이 가진 역사적 차별성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그의 입장이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정치에 대
한 글을 거의 쓰지 않던 칸트가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한 이후 폴란드 왕국이 유럽에서 사라지고 이웃 국가들에 의
해 분할되자 자연법이론가들이 유럽문명의 평화적 성격에 대해 너무 안주했다고 여겨 이에 대항하기 위해 영구평화
를 향한 구상을 제시했기 때문이다.(Mazower 2012, 15-16) 더 나아가 쉴리암은 칸트가 프랑스 혁명의 현실적 영
향들을 부정하기 위해 국제정치에 대한 글들을 썼다고 해석했다.(Shiliam 2009 :60)
52) 시에예스의 '제 3계급' 개념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의지를 개인들의 의지의 결과로 여기면서도 다른 한편 개인주의가
공통의 의지 형성을 위협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었다. 즉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일반의지General Will와 조
응하고 있는 시에예스의 글엔 프랑스 자유주의자들이 전통적인 공화주의에 각인되어 있던 공적 정신public spirit의
흔적이 남아있던 것이다. 프랑스 혁명의 유명한 인권 선언도 인간의 권리 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리도 주장하고 있
어 ‘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개인’이라는 감각이 보존되고 있었다. 로베스피에르도 루소처럼 개인의 자유와 인민
주권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했고, 전제적인 정부에 대항해 하나의 국민의 의지의 필요성을 보호하려 했다.(Arblaster
1984: 2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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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국주의와 탈정치화로서의 자유주의 : 슈미트의 자유주의 비판
자유주의의 근대적 기원에 크게 두가지 다른 기획이 존재했다면,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20세기의 국제적 자유주의 질서구축과정에서 어떻게 현실화 되었는가 이다. 여
기서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기획의 제국주의적 면모이다. 여기서는
오늘날 전지구적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가장 신랄하고 다각적인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재활용 되고 있는 칼 슈미트의 논의를 통해 자유주의 기획의 제국주의적 차원과 성격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53)
슈미트는 대지의 노모스(1950)라는 책을 통해 특히 20세기 영·미가 주도하는 국제질
서의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주목할 것은 슈미트가 사용하는 노모스Nomos라는 용어는
전통적 법학의 불충분함을 채우기 위해 고안된 지정학적 용어였다는 점이다. 즉 슈미트
의 노모스는 법에 의해 중재되지 않는 법 외적 권력을 말했다. 슈미트는 이 반 법학적
인 노모스 개념을 통해 유럽의 실증주의 국제법을 비공간적, 비역사적, 탈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슈미트가 바라보는 국제질서는 한스 켈젠식 형식주의 법학
의 영역이 아닌 현실 권력의 영역이다. 그런점에서 슈미트는 반 법학적이라는 의미에서
가장 극 현실주의적 정치철학의 전거가 되고 있다.(Schmitt 2003, 7054), Teschke 2011,
193)55)

슈미트의 극현실주의적 입장의 지적배경은 영국과 미국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국내
외 정치에 개입하고, 유럽의 후발 제국주의 국가들과 경쟁하던 맥락이었다. 슈미트는 특
히 1차대전 이후 미국이 국제연맹을 창설하는 것을 주목하고 자유주의의 규범적 보편주
의가 정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슈미트는 이런 자유주의 국제질서 확산의 기원을
1823년 미국이 선포한 몬로 독트린56)으로 보았고, 이를 전지구적인 공간적 혼돈의 기원
이라고 규정했다.(Carl Schmitt 1933[2011], 1939[2011], Teschke 2011, 208)
슈미트는 1917년 1월 미국 대통령 윌슨이 몬로독트린이 전 세계를 위한 독트린이 되

53) 슈미트의 이론은 1980년대에는 자유주의 비판과 의회주의 비판의 전거로 각광을 받았고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
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이 강화되자 더 주목을 받았다. 슈미트는 미국 대외정책의 네오콘적 사상에 영향을 주었
고 동시에 자유주의적 제국주의에 대한 후기 맑스주의적 좌파들의 비판에도 영향을 주었다.(Teschke 2011, 181)
54) Schmitt, Carl, 2003[1950]. The Nomos of the Earth in the Ius Publicum Europaeum. New York: Telos
Press.
55) 슈미트의 이런 사고는 정치신학(1922)에서 밝힌 바 대로 주권자란 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를 결정하는 자라
며 주권의 영역을 법의 영역 밖으로 배치시킨 그의 결단주의(Dezitionismus)적 사고를 반영하고, 정치적인 것의 개
념(1927)에서는 베르사이유와 국제연맹 체제를 비난하며 자유주의적 국가론과 정치철학에 대항하는 정치적인 것의
핵심으로 '적과 아'를 구분하는 것을 내세운 극단적 현실주의이자 보수적 정치철학의 반영이다.(Schmitt 2010,
2012)
56) 몬로 독트린의 모토는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인들에게로'라는 지역주의이자 서반구Western Hemisphere에 대한 외
부 개입의 거부였다. 그런데 몬로독트린은 비개입이라는 기본 원칙을 강조한 방어 수단에서 점차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의 내부사안 개입을 정당화하는 패권 수단으로 전환되었다. 슈미트는 몬로 독트린의 핵심적 특징을 몇가지
지적했다. 첫째, 몬로 독트린은 무엇보다 양자간 협약이나 법 같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언이다. 이로 인해 몬로
독트린의 정의와 해석은 모두 전적으로 미국만의 문제가 되어 극도로 불명확하고 모호하며 때론 모순적인 것이 된
다. 둘째, 더군다나 몬로 독트린은 입법 기구에 의해 발효된 것이 아니라 단지 공식 연설에 불과하다. 셋째, 몬로
독트린은 국제법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인 것이라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언 만으로 자기 방어권 같은 원칙
을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었다.(Carl Schmitt 1933[2011],32-35)

제1장 서론 29

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극도로 비판적이었다. 그는 몬로 독트린이 단지 아메리카
국가들의 독립과 탈식민화, 비개입을 위한 원칙이 아니라 세계 무역의 제국주의적 원칙
으로 왜곡되었다고 비판했다. 슈미트는 미국이 단지 방어적인 비개입주의가 아니라 전
세계로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원칙을 무국경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확장하려고 시도한다고
비판했다.(Carl Schmitt 1939[2011], 47) 슈미트는 미국이 유럽의 국가간 질서를 변형시
키고, 독일에 처벌적인 배상의무를 부과한 베르사이유 체제를 극도로 부정적으로 평가하
려 했던 것이다.
슈미트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비판은 유명한 ‘우적테제’를 제시한 '정치적인
것의 개념(1927)'에서도 드러났다. 슈미트는 국제관계를 철저히 홉스주의적인 아나키적
상태로 전제하고 미국과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진행되는 '개인'들의 평화선언이나, 자발적
무장해제로 세계가 '탈정치화'되고 '합법성'과 '경제성'의 상태로 이행할 수 없다고 비판한
다. 슈미트에겐 우호적 동지만 있을꺼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무저항은 '흐리멍텅
한 정신'이며, 교전권, 적 선포를 포기하여 인류가 순수하게 도덕적이고 경제적 상태가
된다는건 '불가능'하다. 슈미트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형성이 독일의 주권을 제약하자,
적과 우리를 구분하는 것이 국가와 정치의 핵심이며 이런 싸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반동적 보수주의를 옹호했다.(Schmitt, 2012)
슈미트는 특히 이 글에서 세계국가는 불가능하다면서 반칸트주의, 반윌슨주의, 반국제
연맹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유주의가 과거 군주제와 구체제를 붕괴시킨 이후 역
사적 정당성을 이미 상실하고 보수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즉 칸트가 말하고 국제연맹에서
실현된 국가들의 동맹은 기존의 반군주제적 의미에선 진보였지만, 군주제의 소멸로 오히
려 국가들의 제국주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슈미트가 보기엔 국제연
맹은 '매우 모순에 가득찬 구성물'이며 곧 비정치적인 이상상태를 조직하려는 탈정치화로
의 불명확한 경향의 산물이다. 국제연맹은 '국가를 해소'하지도 '전쟁 가능성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전쟁 가능성을 '도입'하고, 전쟁을 '허용'하고, 연합 전쟁을 '촉진'
하고, '특정 전쟁'을 '합법화'했다. 슈미트는 20세기 자유주의 국가들이 말하는 '인류'라는
개념은 오히려 제국주의의 윤리적, 인도적 정당화 수단일 뿐이라며 국제연맹 체제의 취
약성과 모순지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Schmitt 2012)
또한 슈미트는 1차대전 이후 미국의 국제적 헤게모니의 이해관계, 즉 초국적 자본주의
의 전개를 지적했다. 슈미트는 미국이 정치적으로는 유럽에 부재하면서도 경제적 영향력
은 남기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미국식 제국주의 전략으로 여겼다. 여기서 슈미트는
미국의 전략을 기존의 적나라한 제국주의와 구분해 자유무역이라는 간접적 수단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았다. 슈미트는 국제연맹 협약에 이런 자유주의 원칙들,
즉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의 일반화, 사적 재산관계, 권리를 소유한 자유로운 개인, 법치
주의 같은 원칙들이 포함되었다고 지적했다.(Schmitt 2003, 235, 255, Gowan, 2004,
Teschke 2011, 209)

이렇게 몬로 독트린의 전지구적 확대, 평화주의의 순진함, 자유주의의 보수화와 국제
연맹의 모순, 미국의 자본주의적 이해관계를 총체적으로 비난한 슈미트의 자유주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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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점은 자유주의가 탈정치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슈미트는 자유주의의 핵심은 정치
를 윤리적인 것으로 제어하고, 동시에 경제적인 것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라면서, 자유주
의가 체계적으로 국가와 정치를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탈정치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슈미트는 특히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
한다.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화는 '적'을 규정하는 '국가'의 '정치'를 근절할 수도, 세계를
탈정치화할수 도 없다. 자유주의의 비정치, 반정치적 경향은 오히려 '기존의 동지와 적
의 편가르기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동지와 적 이분법'을 만든다. 예컨대, 자유주
의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자는 더이상 합법적 적,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진 적이 아니라
평화의 파괴자이자 범죄자, 법밖의 존재이자 비인간이 된다.(Schmitt 2012)
슈미트가 포착하는 자유주의 질서는 기존 유럽의 국가간 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자
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대두에 따른 변화지점과 그것의 제국주의적 특성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의 시선을 제공한다.
하지만 슈미트에 의한 자유주의 비판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면모가 보편적-일방향적으
로 관철된 것으로 단순화하는 측면이 있다. 슈미트의 관점에는 1차대전 이후 미국과 서
구 자유주의 국가들에 의해 주권을 제약당한 독일의 보수적 입장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
이다. 그런점에서 슈미트의 자유주의 비판은 자유주의적 원칙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패전
국 독일의 특수한 상황에 근거해 그에 대한 반작용을 순수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슈미트의 비판은 궁극적으로는 나치의 지역주의적 준-제국주의 기획을 옹
호하는 목적으로 환원되었고 이는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준제국적 민족주의 기획들이 이
후 반복하듯이, 스스로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더 큰 악으로 정당화하는 기만적 태도였다.
더 큰 문제는 슈미트의 설명이 보수적 정치철학에 근거해 사회 내부 관계를 제거한다
는 것이다. 즉 슈미트의 지정학적 사고와 자유주의 비판은 주로 위로부터의 국제질서를
겨냥한 것이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내전, 혁명, 쿠데타 같은 사회정치적 현상과 전쟁,
테러리즘, 비정규전 같은 지정학적 위기를 포착할 범주가 없다.57) 테쉬케는 슈미트의
서술은 탈사회학적, 탈주체적 역사서술이고 사회적 관계가 친구/적의 적대로 억압되거나
제거되어 있으며, 특히 국제적인 역사사회학이 부재하다고 지적한다.(Huysmans 2008;
Teschke 2011, 183-84, 216)

그런 점에서 슈미트의 자유주의 비판은 자유주의의 경제중심주의와 탈정치적 성격, 그
리고 국제질서에서의 이상주의적이면서도 철저한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제
국주의적 차원을 선명하게 부각시키지만, 단순한 제국/민족의 이분법적 구도를 통해 상
대적 차악들의 정당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위험이 있다.

57) 슈미트는 독일 국내정치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슈미트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파업, 내전, 쿠
데타, 혁명 등 아래로부터의 저항, 그리고 베르사이유 협약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주권 자율성 상실을 모두 경험했
다. 그런데 슈미트는 아래로부터의 문제는 '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으로서 주권개념을
정의한 것으로 포착했고, 친구와 적이라는 적대적 쌍으로 정치를 정의한 것으로 보완되었다. 즉 슈미트는 한편으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무공간적 보편주의에 대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혁명의 위협을 막기
위한 방어적 개념을 만든 것이다.(Teschke 2011, 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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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냉전의 재해석 Ⅰ: 보수적 자유주의 기획으로서의 냉전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제국주의적 차원과 특성, 모순적 면모를 슈미트의 비판을 통해
확인했다면, 자유주의 기획이 한국전쟁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1945년 이후
냉전이라는 역사적 국면을 어떻게 자유주의 기획의 연장선에서 재해석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과연 냉전시기 자유주의 기획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는가?
냉전 자유주의는 자유주의가 쇠퇴하고 보수화된 보수적 자유주의였다. 아블라스터는
이미 19세기 후반 자유주의의 이상과 열기가 소진되어 갔고, 특히 20세기 자유주의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도래에 직면해 희망을 상실하거나 더 전투적으로 보수
적인 자유주의의 전통을 방어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Arblaster
1984: 284-99)

특히 냉전시기 자유주의는 후자의 입장을 취했다. 1945년 이후 재등장한 자유주의는
반공주의적인 '냉전 자유주의'였다. 냉전 자유주의는 반공 자유주의라는 단일한 목적과
기준에 입각하여 자유주의 자체의 더 근본적인 원칙들이 희생되었다. 다른 정치이념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관용, 다양성을 박탈했다. 반공이라는 이유로 억압적, 비자유주
의적 정권들과의 동맹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점에서 아블라스터는 냉전 자유주의는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니라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부르는 자들에 의한 자유주의에 대
한 배신이었다고 주장했다. 냉전 자유주의는 급진주의나 진보가 아닌 모든 종류의 급진
기획에 대한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기획으로 전환되며 서구 자유주의의 최종적 쇠퇴지점
을 보여준다.(Arblaster 1984: 300-310)
이 보수적이고 공격적인 냉전 자유주의를 온전하게 구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국
제관계론의 창시자인 한스 모겐소의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냉전은 자유주의 기획과는 무관한 국가간 군비경쟁과 권력
투쟁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흔히 현실주의는 자유주의와 상호 배제적인 대립적 관념
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이상적 자유주의와 현실주의가 상호 배제적
이라는 교과서적 이해, 기계적 이분법은 사실이 아니다. 현실주의는 단지 반-자유주의
로 이해할 수 없으며, 자유주의와 단순히 대립하는게 아니라 자유주의적 가치를 확산하
는 방식에 대한 이상주의적 전제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해야한다.(Digeser and Miller
1995:333, Guzzini, 1998:30-1)58)

냉전시기 미국 대외정책에서 현실주의가 완전히 지배했다는 이해도 과장이다. 미국 대
외 정책은 늘 모순적인 유토피아적 현실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또한 미국의 대외적
국익 추구가 국내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보호하고 확산하려는 열망에 뿌리를 내리고 있
었다는 지적 처럼(Shiliam 2009 : 2)59)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관계는 국내외 국외의
복합적 상호작용과 연관되어 있었다.
58) 이런 사고의 뿌리는 독일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되 영국을 모델로 자유주의적 이상을 향하려 했던 베버의 현실정
치Real Politik론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59) Donnelly(1995), 184-185, Hill(1989), 325, Kratochwill(1993),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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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기획과 현실주의를 상호배제적으로 보는 기존의 기계적 이분법으로는 냉전
의 특성, 특히 미국의 냉전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냉전의 패러다임으로 여겨
지는 현실주의적 인식은 단지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일종의 대립적 보충물이
었다.
모겐소의 현실주의는 미국 대외 정책을 지배하고 있던 자유주의적 도덕주의·윤리주
의·이상주의를 비판한 것이다. 모겐소는 슈미트와 마찬가지로 1차대전 이후 윌슨의 이
상주의에서 나타난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이 공동체를 이룬 세계사회를 건설한다는 낙
관주의가 아니라 다양한 국익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아나키적 전제에 기반한 현실주의
적 인식을 택했다. 모겐소는 이상주의가 갖고 있는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공산주의를 적
으로 재단하고 봉쇄하려는 전지구적 개입은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이
상주의적 자유주의를 인간의 본성적인 권력에 대한 의지를 공사영역 분리와 형식적 정
치를 통해 가리는 일종의 “중산층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했다.60) 심지어 그는 전세계
에 민족주의를 촉발시킨 윌슨의 국제주의적 자유주의를 '타락한 자유주의'라면서 '비성찰
적 자유주의 국제주의자들'의 기획이 결국 모든 국가의 민족주의를 강화하며 파시즘이라
는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을 낳았다고 비판했다.(Shiliam 2009 : 186-88)
이렇게 이상주의를 비판하고 파시즘을 비판하며 자유주의의 '타락'을 걱정한 모겐소는
이 “자유주의적 정신의 진군”을 억제할 비자유주의적 메커니즘, 즉 보다 현실주의적
인 전통적 무장이나 19세기 유럽식 외교 기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장치가 바로 전통
적인 권력 균형이었다. 냉전이 전개되자 모겐소는 체제 위기를 초래할 군사주의를 억제
하기 위한 권력 균형 장치의 윤리적 가치를 더 강조했다.(Shiliam 2009 : 188-89)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겐소의 주장은 자유주의적 입장을 대면했다는 것이
다. 모겐소의 현실주의는 미국 주도하에 자유주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19세기적 권력
균형체제를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다. 모겐소는 특히 미국의 과학자들과 정책엘리트들을
이 권력 균형이라는 정치의 소명에 제도적으로 관여할 주체로 보았고, 칸트와 마찬가지
로 자코뱅주의에서 발현된 집단적 해방기획의 가치를 학문적 분석61)에서도 윤리적으로
도 부정했다.(Shiliam 2009 : 177, 189, 193)
즉 모겐소는 기본적으로 보수적 자유주의와 반집단주의적 개인주의, 엘리트주의적 기
획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는 이상주의를 비판하며 평시 재무장과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무제한적 군사주의를 우려하며 권력균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냉전 자유주의를
윌슨식 이상주의와 모겐소식 현실주의의 결합과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면, 한국전쟁에 대
한 논쟁들에서 자유주의 내부의 입장과 견해 충돌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60) 사실 모겐소는 자유주의를 그 자체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보았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지배 행위는 사적, 경제적
영역에서만 추구된다. 이런 이해의 추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중간층이 공공 영역을 구성해 사회행위가 합의와 공
동의 가치를 통해 지배되게 한다. 이를 통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중간계급의 권력을 향한 의지를 자유주의 국가
의 합의로 형식적 정치를 통해 흐려버릴 수 있다. 동시에 지배 행위를 비정치적인 경제 영역으로 넘겨버릴 수 있
다.(Shiliam 2009 : 186)
61) 학문적으로 모겐소는 시카고 대학에서 발전한 미국의 추상적인 합리주의적 사회과학이 현실정치를 설명하는데 무능
하다고 비판했다. 즉 모겐소는 이상적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와 법 형식주의, 그리고 과학적 분과로서의 행동주
의 사회학 양자 모두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Shiliam 2009 : 185; Koskenniemi, 2001: 4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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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냉전의 재해석 Ⅱ: 자유주의의 정치적 형태로서의 봉쇄전략과 유동적인 최전선
흔히 미국의 냉전 봉쇄 정책은 미국의 이상적 자유주의와 상호 배제적인 적나라한 권
력 투쟁의 산물 혹은 군사주의적 지배전략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냉전 자유주의가 기본
적으로 보수적 자유주의였고, 이상주의적 지향과 현실주의적 방식이 결합되어있다고 볼
때, 오히려 문제는 이상주의적인 보편 기획이 어떻게 군사주의적 역량의 확대를 초래하
는지이다. 이는 냉전의 군사주의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질문이다.
실제로 미국이 추구한 자유주의적 경제질서, 인권규범, 정치시스템의 확산 노력 그 자
체가 자유주의 국가와 비자유주의 국가간의 갈등을 확대하곤 했다. 래덤은 냉전시기 미
국이 추진한 보편적인 자유주의 기획이 바로 서구의 군사화를 창출했다며 정확히 자유
주의와 군사주의의 변증법적 관계를 지적한다.
1945년은 미국 헤게모니의 전례없는 상승기였으며, 자유주의의 역사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였다. 전체주의의 대두로 자유주의의 정당성이 더 확대된 상황에서 19세기에 등
장한 자유무역, 인권, 민족자결이라는 원칙에 근거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전례없는
수준과 전지구적 규모로 확대되고 심화되며 결정적 틀이 잡혔다. 래덤은 이 시기를 '자
유주의적 순간Liberal Moment'이라고 부른다.(Latham, 1997, Cumings 2001: 148-149)
그런데 이렇게 자유주의 질서 구축의 범위가 전례없는 규모로 확대되자 자유주의의
범위의 무제한적 확장 그 자체가 자유주의의 위기와 한계지점들을 수없이 노출시켰다.
래덤은 특히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와 경제 안보를 중시하던 태도가 바로 냉전의 출현으
로 나아가는 조건과 힘, 긴장을 창조했고, 서구의 군사화를 창출했다고 주장한다.62) 자
유주의 질서의 확장과 맞물린 군사력의 팽창이 바로 냉전이었던 것이다.(Latham
1997:2-3)63)

미국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왜 정치 협상이나 국제기구, 제도가 아
닌 군사력을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선택했을까? 래덤은 자유주의가 국제적 질서 유지를
가장 중시할 때, 두껍게 제도화된 정치적 관계들이나 국제기구 보다는 군사력을 지배적
인 질서 유지 형태로 삼게 되고, 이로서 복합적 국제 관계속에서 미국의 상대적 자율성
을 보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미국의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
해 합의나 협상 정치 보다는 압도적 군사력을 핵심 질서유지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봉쇄'전략은 단지 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군사주의가 아니라 미국이 전지구적인 자
유주의 질서 구축을 위한 특정한 전략의 채택, 즉 자유주의적 정치의 특정한 형태이
다.(Latham 1997:3) 그리고 봉쇄정책의 결과 2차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정치에는 일종
의“내장된 군사주의embedded militarism”가 각인되게 되었다.64)
62) 래덤은 그리스 사례를 들면서 미국과 유엔이 그리스에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과 제도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려던 노력
이 그리스 좌파와 소련을 자극하여 반대를 초래하고 군사적 긴장을 더 강화했던 것 등을 사례로 든다.
63) 물론 자유주의의 전개와 서구의 군사화는 어떤 결정적 한 요소 때문에 초래된 것이 아니며 여러 힘과 관계에서 생
겨난 성좌constellation의 산물이다. 그렇지만 핵심은 자유와 질서 그리고 군사력간의 상호작용이다.
64) 미국의 안보와 경제 네트워크의 구축 과정은 자유주의 질서 내에서 대대적인 전지구적 군사화(35개국에 수백개의
군사기지에 150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43개국과 공식 안보 협약을 맺고 70개국에서 군사력의 훈련과 무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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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논문은 냉전 봉쇄정책을“1945년 이후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구축의 규모
와 수준이 전례없이 확대된 자유주의적 순간에 이런 동력의 힘으로 인해 생겨나는 자유
주의의 한계와 긴장, 위기들 속에서 안보라는 원칙을 통해 다양한 국제정치적 제도들 보
다는 군사력의 확대를 전략적으로 추구하며 국가간 질서를 유지하려던 자유주의 국제정
치의 형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냉전 봉쇄정책은 지역 안보기구와 매우 위계적인 권력 구조를 형성했다. 물론 미국이
냉전시기 구축한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는 기존의 제국주의 처럼 영토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헤게모니에 의해 적극적 정책을 도입하고 분명한 한계들을 설정하는 기획
이었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예외 없이 1945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지역 안
보, 경제 네트워크에 위계적인 중심과 주변의 관계로 포섭되었다.(Cumings 2001: 137,
147)

이 위계적 국제질서의 특징은 비 자유주의 국가도 그 국가의 전략적, 경제적, 정치적
목적에 따라 부분적으로 포함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장개석, 박정희 정권 등 비 자유
주의 독재국가를 기능과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포섭'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미국의
전후 세계 질서구축 과정은 스스로의 권력 뿐 아니라 지역에 존재하던 기존 국가들의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이었다. 래덤은 이 국가들 중 특히 독일이나 일본, 한국
을 최전선의 외부 국가external state라고 규정하며 이런 질서 구축의 책임을 떠 맡은 핵
심 국가들로 지목했다.(Latham 1997)
이처럼 자유주의 질서 구축은 자유주의 평화론의 주장과 달리 단지 자유주의 국가들
끼리의 연합이 아니라 해당 지역과 국가, 사회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분업적 관계들을
형성한 위계 질서였다. 테쉬케 역시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 구축 전략의 다양성을 포착했
다. 즉 자유주의 기획은 보편적인 자유주의 국내·국제 법, 법적 원칙의 수립 혹은 중
지, (반)자유주의 국가들의 위성국화, 국내 정치에 대한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 개입, 어
떤 경계를 넘어간 국가와 사회 전체의 전면 개조, 협상을 통한 서로의 이해관계 조절
등 서로 다른 여러 전략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어떤 일관된 단
일 프로젝트(제국주의)도, 두 개로 나뉘어진 프로젝트(자유주의/군사주의)도 아닌, 다양
하고 사례에 특정화된 방식으로 국가간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미국의 대
외 전략은 세계 정부도 아니고 무공간적 보편주의도 아닌,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것에 맞
서는 의지들의 유동적인 최전선a flexible front of the willing against the unwilling이
다.(Teschke 2011, 218-221)
이처럼 냉전시기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단일한 기획이 아니라 다양한 기획들이 혼합
된 전략과 경계들이다. 자유주의는 이상주의적 국제주의 기획과 이상주의를 비판하면서
국가간 권력 경쟁에 기반한 외교를 중시하는 현실주의 혹은 보수적 자유주의, 제국주의
적 면모와 군사주의적 전략, 질서를 수립하거나 확대 혹은 유지하기 위해 유동적인 전략
을 취하는 복합적 면모를 갖고 있다.
여한)가 진행된 것을 보여준다.(Cumings 2001: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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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전쟁기 동아시아에는 어떤 유동적 전략과 경계들이 형성되었는가. 문제
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자유주의 기획들이 지역과 사례마다 서로 다르게 적용되며 다른
결과를 낳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보편적 자유주의 기획이 어떻게 냉전의 안보정책으로
나아갔는지를 보다 분명히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5) 냉전의 재해석 Ⅲ : 자유와 안전의 결합으로 지속되는 영구전쟁
1945년 이후 서구 자유주의가 가장 넓은 규모로 확대된 같은 시기에 국제관계에서 가
장 중요시 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안보Secrity라는 원칙이다. 자유주의와 안보라는 원칙
의 관계는 무엇인가? 여기서 안보는 단지 자유주의와 대비되는 무엇, 구시대적인 독재
와 음모론적 권력의 상징이 아니다.
자유주의를 사상이나 이념이 아닌 통치기예 혹은 통치성으로 파악한 푸코는 자유주의
가 자유를 소비하기 위해 늘 새로운 자유를 생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시장의
자유, 살고 팔 자유, 재산권의 자유,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등이 만들어지는 것처
럼, 자유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오직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특정한 경우에 생
산되고 확보되는 것이다. 그 결과 자유주의는 자유를 생산하는 동시에 자유의 제한과 통
제, 강제 방식, 의무 등등을 만들어 내는 역설이 있다. 즉 자유주의적 실천의 핵심에는
항상 자유의 생산과 그 자유를 제한하고 파괴할 위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다.
자유주의는 어떤 개인의 이익은 얼만큼 모두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지, 어디까지는 안전
한 것인지를 항상 결정해야한다. 그런데 자유주의는 자유를 만들고 제약하는데 드는 경
제적 비용의 문제를 고민하며, 이 비용 계산의 원칙이 되는 것이 바로 안전security'이다.
푸코는 이 자유와 안전의 게임이 이 자유주의 통치성의 핵심에 있다고 주장했
다.(Foucault, 2008, 64-65)
푸코의 논의는 자유주의가 왜 자유의 생산과 유지만큼이나 끝없이 그것의 안전문제에
집착하고 그에 대응하는 방식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왜 미국의 자
유가 커질수록 미국의 안보기구와 군사력이 확대되는가? 푸코는 자유주의를 자유와 안
전 사이를 위험이라는 개념을 통해 끊임없이 중재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정의한다. 위험이
란 것이 기준이 되면서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자유가 확산될 수록 통제와 제한, 강제 절
차가 이에 상응해 확대되어가며 개인들이 끊임 없이 무언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전
제되는 위험의 문화가 확산된다. 그런데 자유주의에서 위기란 바로 자유들의 실행에 경
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위기들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통치성에서 문제나‘위기’개념은
특정한 자유의 행사에 드는 경제적 비용이라는 계산을 통해 구성된다. 궁극적으로 자유
주의 통치성은 특정한 자유와 위기를 구성하고, 특히 정치적 자유를 경제적 비용으로 계
산하려는 시도(liberogenic)이다.(Foucault, 2008, 66-68)
여기서 푸코는 자유, 위기, 안전의 관계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준다. 자유주의
가 특정한 종류의 자유를 만들어 내면, 그런 자유가 언제 어떻게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제한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기준과 제한을 만드는 원칙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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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한지에 대한 비용을 경제적으로 계산한다.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자
유가 확대될 수록 이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위기가 발생하고
이때 안전을 기준으로 제한과 통제, 강제가 이루어진다. 즉 자유주의가 확대될 수록
그에 대한 안보적 위협도 커지며, 자유의 성격에 따라 위기의 성격과 안보의 기준, 방
식이 구성된다.
그렇다면 냉전은 어떤 자유와 위기의 결합인가? 네그리는 냉전을 단순히 미국의 군
사적 전략이 아니라 전지구적 주권질서의 구축을 위해 공산주의/전체주의를 봉쇄하고
자유주의 질서를 유지하려던 자유주의 기획이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냉전은 미국의 전
지구적 자유에 대한 소련의 잠재적 전쟁 위협이라는 위기의 결합이다. 따라서 이에 대
응하는 전지구적 기획으로서의 냉전은 전쟁을 국가 대 국가의 전쟁으로서가 아니라
‘자유세계’의 안전과 치안의 문제로 여겼고 국민국가의 주권의 경계가 무시되었다.
그런데 냉전은 자유세계가 처한 전쟁위협이라는 위험과 위기를 영구적인 것으로 만
들었다. 왜냐하면 냉전은 단지 지역의 전투에서의 물리적 승리나 영토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 권력 우세 경쟁에서의 승리.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의 수호와 확대를 위한 전
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유세계를 권력의 우세를 이루며, 자유질서를 창조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쟁은 끝이 없다. 결국 냉전은 물리적 전투가 끝나더라도 다른 형태의
전쟁이 지속되며 전지구적 전쟁상태가 끝나지 않는 영구 전쟁이다.(Antonio Negri,
2004: 43, 55, 73)

이렇게 자유주의 기획이 자유의 확대와 창출이라는 능동적 기획으로 나아가면 이것
이 대면하는 위기는 영원한 것이 되고, 이 기획은 무한히 열리게 된다. 여기에 냉전이
라는 자유주의 기획의 독특함이 있다. 소련이 사라져도 자유의 적은 끝없이 만들어지
고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결국 냉전 봉쇄전략은 소련과의 잠재적인 총력전이라는 군사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
해 자유세계만의 자유를 확보와 생산을 위해 경제적 계산과 지정학적 사고의 결합시켜
군비경쟁을 시작한 미국의 자유주의 기획이다. 그런데 이 기획은 자유세계를 유지/창
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영원한 위기를 대면하며 끝없이 이를 극복하려 한 무한
한 기획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정리하면, 자유주의 기획으로서의 봉쇄는 각각의 현실의 사례와 조건에서 특정한 자
유주의 질서의 생산과 유지에 드는 사례별 위기(Risk, Crisis)에 대한 비용 계산을 통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전/안보National Security을 구성해 대응하는 제도와 절차, 분
석과 성찰, 계산과 전술의 앙상블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냉전시기 자유세계의 유동적
인 최전선들은 자유의 성격과 그것의 위기, 그에 대한 안전 장치의 대응의 산물로 형
성되고 유지되고 변화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기획에게 세계대전과 국가간 전쟁, 혹은 제 3세계에서의 전쟁은
각각 어떤 위험인가? 냉전시기 '자유세계'의 안전을 위해 어떤 비용계산과 어떤 우선순
위와 위계가 형성되었는가? 동아시아, 특히 한국전쟁에서는 어떤 자유주의 기획이 추
진되었는가? 이 기획은 어떤 위기를 대면했으며, 어떠한 안전의 기준과 방식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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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가? 이 논문은 한국전쟁에 적용된 특정한 자유주의 기획이 무엇이고 그것이 대면
한 위기가 무엇이며 이 과정에서 어떤 계산과 논쟁, 결정들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3) 개념 정의와 자유주의 평화기획의 유형
기본적으로 이 논문에서 자유주의 평화 기획이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변화된 것이다.
이 논문의 기본 전제는 자유주의는 원래 자본주의적 시장에 근거해 권력을 팽창, 유지하
고 이를 위해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유지하는 것이지만, 그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하
여 유럽에서 19세기에 형성된 고전적인 근대적 전쟁관, 처리방식, 관리방식과는 다른 특
유의 관리방식을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 특히 '전쟁'이나 무력충돌
이라는 큰 위기상황에 대한 특유의 정치 경제적 계산, 대응, 관리 방식을 형성시켰다.
자유주의 평화기획은 수백년에 걸친 유럽에서 등장한 자유주의적 근대성의 전개의 일
부로서,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어 1차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헤게모니 국가가 되기 시
작한 후 전면에 부상하여 UN의 창설로 현실화되었으며, 이것이 20세기 중반인 냉전 초
기에 미국의 전세계적 냉전 전략을 통해 변형되어 확대되었고, 마침내 한국상황에 적용
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 평화 개념은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초기
적인 형태의 1차대전 이후 승자의 평화(Victor's Peace) 개념에서 시작해 UN의 건설로
이어진 제도주의적 평화, 그리고 한 국가의 헌법을 자유주의적 헌법으로 수정하는 제헌
적 평화, 마지막으로는 그 지역의 시민들과 국제적 시민사회의 활동을 통해 확보되는 시
민적 평화가 있다.(Richmond, 2006)
표 1-2 자유주의 평화의 역사적 유형
자유주의 평화의 유형

성 격

승자의 평화
Victor's Peace

홉스주의적인 아나키를 국제질서의 일반적 상태로 보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군사적
승리와 승자의 패권·지배에 의해 평화를 이루는 것.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베르사이
유의 처벌적 평화Carthaginian peace

제도적 평화
Instittional Peace

이상주의적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와 제도주의자들이 각국가들간 다자간 합의를
이루는 규범적이고 법적 맥락을 도입하는 것. 웨스트팔리아 협약이나 UN의 창설

헌법적 평화
Constitutional Peace

평화가 민주주의, 자유무역, 개인 인권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코스모폴리탄적 가치에
의존한다는 칸트적 기획. 베르사이유에서 탈냉전시기까지 유럽의 근대적 평화 기획

시민적 평화
Civil Peace

국가가 아닌 개별 국제기구, 다자적 활동가들이 인권과 평화를 위해 직접 행동하는 것.

자유주의 평화 기획은 아래 표 1-3 처럼 그 기획의 보수성과 진보적 성격의 스펙트
럼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최근의 유형분류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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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들은 단지 전략적 동맹과 승자의 평화기획에 그치지 않고 더 보편적인 기획으로서
자유에 대한 위기가 영토나 자원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테러, 무역 장애, 구조적 폭
력, 저개발 정체성 갈등부터 사회적 정의에 이르기까지 자유의 목록과 위험의 목록이 증
가되며 이에 대응하는 방식도 단순한 군사적 제압이나 외교가 아닌 제도와 지식, 소통과
사회운동으로 변화했다.
표 1-3 자유주의 평화의 스펙트럼
극-보수적 자유주의

보수적 자유주의

정통 자유주의

제도·문화/해방적

해당지역

전략적 동맹(제한된 지역)

규범 공유 동맹(제한지역)

지정학적으로 묶여 있으나
보편적 지향

위협요소
(Risk)

필요한 자원·영토에 방해 되
는 (비)정규전과 전쟁 역량

무역·자원·영토에 방해되는
(비)정규전

전쟁, 구조적 폭력, 저개발,
테러리즘, 무역 장애물, 규
범과 국제레짐 장벽

전쟁, 구조적 폭력, 정체성
갈등, 저개발, 테러리즘, 무
역 장애물, 자유로운 통신과
대표, 사회적 정의

거의 없음

제한

높음

완전함(?)

어려움

장기적으로는 가능

중장기적으로 가능

중장기적으로 가능

무력 사용

강제력과 외교
휴전, 중재, 협상을 이끌기
위한 군사 개입

하향식 평화 구축

국가 관료, (비)정규군

국가관료, (비)정규군

국가관료, (비)정규군, 국
제기구, 민간사회단체

국가 관료, (비)정규군, 국
제기구, 지역민간사회단체

승자의 평화
(군사적 우월성으로 결정)

승자의 평화, 헌법적 평화,
국제 평화 협약, 평화 유지
군의 장기 주둔 등 준군사
적 방법

헌법적, 제도적 평화, 헤게
모니적 승자의 평화, 보수
적 모델과 장기적 방식 포
함, 시민적 거버넌스, 문제
해결 지향

민간 평화Civil Peace, 사회
운동, 사회적 행위자, 쟁점
지향, 사회 복지와 정의, 외
부 개입경계

평화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 영토적 제한

무력과 엘리트 외교에 의한
평화, 보편적 평화 미달

헌법과 제도에 의존하는
평화, 지식과 기술로 달성

사회 정의와 사회 행위자들
의 소통에 근거한 평화, 차
이의 상호 인정

평화의
지속가능성
국제적 출구
방법
(Security)
행위자
평화의 성격

평화의 존재론

보편 지향

하향/상향식 평화구축

출전 : Richmond(2006)에서 변형

상대적으로 한국전쟁에는 가장 보수적인 형태의 자유주의 평화 모델이 적용된 것이다.
즉 한국전쟁에선 자유주의 국가끼리의 규범의 공유나 보편적 기획의 일환이 아닌 자유
주의 질서 구축의 전략적 동맹으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자유주의 평화 기획이 적용되었
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서 자원이나 영토의 확보에 방해가 되는 북한과 공산진영
의 전쟁역량이 가시화되었다는 군사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었다. 따라서 보수적인 형태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단, 즉 UN과 미국에 의한 직접적 군사 개입이 이루어 졌고 첫 1년
간은 압도적인 군사적 우월성에 의거해 승자의 평화를 이루려는 양상을 보였다. 평화의
달성은 불가능한 양상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개입 이후에는 일종의 권력 균형 상태가 도래한 후 UN과 미국은 무력
을 사용하는 동시에 외교 활동을 하며 휴전과 중재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전쟁은 지
속되었고, 평화로의 출구는 지연되었으며, 양측의 군사적 지원과 주둔은 지속되었다. 가
까스로 외교적 협상을 통한 정전협상이 이루어졌지만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 차원의 평
화는 계속해서 유예되었다. 두가지 보수적 자유주의 평화 모델은 모두 정치 엘리트들과
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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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점에서 한국전쟁 사례는 UN창설 이후 자유주의 평화 기획의 시원적 경험을 구성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냉전초기와 한국전쟁은 자유세계의 군사, 물질적 하부
구조의 형성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한국전쟁에선 왜 이런 보수적 모델이 적용되었으며 구체적으
로 그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질문할 수 있다.
한국전쟁 사례에서 자유주의 평화 기획의 성격과 전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한국전쟁
기에 추진된 자유주의 기획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크게 보편적 기획과 냉전적 기획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구체적인 목적과 전략적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
한 대항 기획들의 특성들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4 한국전쟁 전후 자유주의 평화기획과 대항기획의 특성
평화기획의 분류

구체적 목적과 전략

주요 행위 주체

보편적 기획

세계 공동체의 건설
전지구적 사법질서 구축/적용
집단 안보
전지구적 시장경제 확대/유지
보편적 개인 인권의 확대

UN, 국제사법재판소, IMF, IBRD
회원국, 세계 여론

냉전적 기획

자유세계의 배제적 평화
군비 경쟁과 권력 우세
비자유주의 국가의 블인정
자유주의 국가 지원· 경제 통합
직간접적 개입과 군사동맹

미국, 대통령, 국무부, NSC
국방부, JCS, 외교관, 지역사령관
서구 및 동맹국 정부, 한국정부

열강 원칙 비토권 확보
국가주권 원칙 강조와 비개입 원칙
대항 군비·권력 경쟁
탈식민 해방운동 지원
직간접적 개입과 군사동맹
중립주의, 탈식민주의, 평화공존

소련, 중국, 북한, 공산진영
인도, 동남아 국가들

자유주의
기획

대항 기획

먼저 보편주의적 자유주의 기획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세계정부나 세계 공동체, 국
제법을 통한 전지구적인 사법 주권질서의 확보, 전쟁 자체의 범죄화와 국제법과 무력 집
행을 통한 처벌, 보편적인 집단안보 기획, 보편적인 개인의 인권 원칙 등 개별 국가의
주권보다 상위의 원칙과 권위, 권력을 구축하려는 지향의 기획이다. 국제법적 기획으로
보면 베르사이유와 켈로그 브라이언 팩트, UN 내의 이상적 부분, 인권 원칙과 인도주
의적 국제법 등이 해당된다.
반면, 냉전적 자유주의 기획은 기본적으로 보편기획이 아니라 ‘자유세계’만의 방어
적이고 경쟁적인 평화와 안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배제적 기획이다. 기본적으로 개별
국가끼리의 군비경쟁과 권력 우세 추구가 이루어지고, 자유주의 국가끼리는 군사, 경제
적 지원을 하며 경제적 통합을 이루고, 비자유주의적인 신생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전략
적 우방국에 직간접적 개입을 하며 군사동맹을 확대해나간다. 지역의 분쟁은 이해관계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국지화시키고 탈정치화·군사화 시킨다. 이는 미국의 전통
적인 지역주의적 개입주의 기획인 몬로독트린에서부터, 비자유주의를 비인정하는 스팀슨
독트린, UN내부에 반영된 개별 국가주권과 지역주의적 자기방어권에 해당되는 기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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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 대항기획은 이 자유주의 보편기획과 냉전적 자유주의 기획의 우세와 주도
권에 대항하기 위해 기존 원칙을 지키거나 반발하고 대응한 기획들이다. 여기엔 19세기
적인 열강원칙의 산물로 비토권이나 국가주권 원칙과 비개입원칙의 강조, 고전적인 영토
주의적 동맹과 권력균형체제, 대항적인 군비와 권력 경쟁, 비자유주의 탈식민 민족해방
운동에 대한 지원과 개입, 그리고 탈냉전 중립주의, 탈식민주의, 다른 정치이데올로기의
평화공존, 사회 정의에 기반한 아래로부터의 평화 같은 다양한 기획들이 있다.
4) 한국전쟁의 성격과 시기구분, 분석범주와 분석틀
이렇게 크게 두가지 유형의 자유주의 평화 기획이 한국에 적용되었는데, 한국전쟁은
이런 자유주의 기획이 전쟁에 적용되는 데 있어 유일무이한 사례를 구성하고 있다. 한국
전쟁의 역사적 특수성은 이 전쟁이 세가지 차원에서 모두 초석적인 질서를 수립하려던
기획들과 맞물려 있던 창법적 전쟁이었다는 점에 있다.
먼저 한국전쟁은 2차대전 이후 모든 전쟁과 무력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출범한 UN
의 존립이 걸려 있던 UN차원의 전쟁이었다.
두 번째로 한국전쟁은 전지구적 냉전의 차원에서 미국이 스스로 자유세계의 수호자로
서의 패권적 지위를 확립하려는 큰 의미가 부여된 전쟁이었다. 즉 한국전쟁은 공산주의
에 맞서는 자유세계의 전쟁이라는 문명론적 함의가 부여된 미국의 전지구적 질서구축의
상징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쟁은 2차대전 이후 동아시아 냉전 질서가 구축되는 동아시아 차원
의 전쟁이었다. 1945년 일본의 패망이후 미군 점령으로 국가가 건설되고, 1948년 한국
에 분단 정권이 수립되고, 1949년에 중국 내전의 결과 중국공산당이 승리해 중화인민공
화국이 건설되는 등 한국전쟁에 개입한 핵심 국가들은 모두 탈식민 이후 냉전 상황에서
국가건설의 와중에 있었다.
따라서 이런 성격으로 인해 한국전쟁은 각 체제들의 정치적 정당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고, 따라서 전쟁의 결과와 상징을 향한 경쟁이 늘 최대치로 갈 수밖에 없던 특유한
조건이 되었다. 그런점에서 한국전쟁은 동아시아 냉전 질서 구축 전쟁이었고, 이러한 세
가지 차원에서의 질서형성 기획의 충돌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의 이 각 차원에서 자유주의 기획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
기 위해, 이 연구는 한국전쟁 전후 자유주의 기획의 전개와 변화를 다섯 국면으로 구분
한다. 이 연구는 각각의 국면에서 자유주의 평화 기획의 성격과 그 기획의 차원과 범위,
그리고 자유주의 기획이 대응하려 했던 위기의 성격, 자유주의 기획의 적용과 결정 과정
에서의 주요 논쟁, 자유주의 기획에 대한 반작용과 최종적 결과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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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한국전쟁기 자유주의 평화 기획 전개의 다섯 국면과 시기별 분석 요소
1기
자유주의 평화기획의 형성

2기
자유주의
평화의 적용

3기
자유주의 평화의
좌절과 변형

4기
자유주의
인권 정치

5기
자유주의 평화의
한계와 반발

1945

1946-49

1950. 6- 10.

1950. 10-51. 9

1951. 7.-53.1

1953.7-55.4

대공황, 파
시즘, 세계
전쟁

공산주의의 위협
경제, 군사, 정치
적 안보(Security)

군사적 위기(한국
전쟁 발발, 38선
돌파), UN의 위기

군사·정치적 위기
(중국의 전쟁 개입)

정치적 위기(정전
협상의 진행과 포
로문제 갈등)

동아시아 공산주의
의 확산

보편적 자
유주의 세
계질서

자유세계의 유지
와 창출

전지구적 사법질
서의 적용

차별적 질서 구축
(중국 비인정, 탈
정치적 정전, 일본
경제적 포섭)

보편주의적 개인
인권(자원송환 원
칙)

군사 동맹과 지원

전 세계

양분된 두 세계

한국

동아시아

한국

동(남)아시아

UN

군비 경쟁, 개입

UN결의안
군사 개입

정치,외교적 협상

UN결의안
군사력, 심사

정치협상, 군사동맹,
경제지원

행위자

UN, IMF,
IBRD, 2차
대전 동맹국

UN, NSC, 미국,
소련

UN,
NSC

미국무부, NSC

국무부, NSC, 한
국정부, UN, 영연
방, 동아시아국가

한국전쟁 당사국,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항기획

-

공산진영의 구축

개입 적법성 논쟁,
국가 주권 옹호

중국 승인, 평화협
상 요구

국가 주권 원칙 옹
호, 전범 비난

탈냉전 중립주의,
탈식민 지역주의

위기

자유주의
기획
범위와
대상
제도적 장
치와 수단
주요

미대통령,

첫 번째 국면은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자유주의 평화기획의 형성과정이다. 그리고 이
국면은 다시 1945년 UN 창설이전까지의 시기와 UN 창설 이후 한국전쟁 이전까지 냉
전 초기로 나뉜다. 첫 번째 시기는 자유주의적 이상주의와 보편주의의 부상국면으로 부
를 수 있다. 이 시기엔 베르사이유 이후 UN의 창설과정까지 보편적인 자유주의 기획이
제도화되었다. 이 시기 자유주의 기획은 대공황과 파시즘, 세계대전이라는 3중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고안되었고, UN 등 미국과 2차대전 동맹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들의
창설하여 대응하려 했다. 두 번째 시기는 자유주의적 이상주의의 쇠퇴와 현실주의가 대
두되는 냉전 초기이다. 이 시기엔 보편적 자유주의 기획이 냉전의 방어적인 봉쇄전략으
로 바뀌고 미국 주도하에 '자유세계'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획이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위험은 공산주의로부터의 위협으로 설정되고 경제적인 것에 기반해 군
사, 정치, 사회 영역을 포괄하는 복합적 안보(Security) 기구들로 대응했다.
두 번째 국면은 한국전쟁 발발 초기로, 자유주의가 전지구적 사법주권으로 부상한 국
면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시기엔 UN과 미국은 북한의 공격을 UN헌장이 금지한 군사
적 위기로 규정하고, UN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면적 군사 개입을 감행했다. 자유주의
질서를 전지구적 주권의 지위로 만들어 전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침략자를 처벌
하는 방어전쟁을 수행하고, 38선을 돌파해 무력통일과 자유주의 국가를 구축하려 하면
서 냉전이 군사화되었고, 결국 38선을 돌파하는 결정이후 중국의 개입을 초래했다.
세 번째 국면은 중국 개입이후 권력 균형체제가 등장해 자유주의 기획이 좌절 변형된
국면이다. 전쟁 초기 가장 보편적-군사주의적 기획이 실패하자 이는 동아시아 지역차원
에서 미국에게 큰 군사·정치적 위기로 인식되었고, 미국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중국을
불인정하고, 한국의 평화문제를 탈정치화·지역화·군사화하고, 일본은 조기 평화협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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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으로 통합시키는 세가지 차별화 전략으로 대응했다.
네 번째 국면은 한국에서 정전협상이 시작되고, 포로문제에서 자유주의적 개인 인권의
제가 대두된 국면이다. 군사적 교착상태가 도래하고 전쟁 지속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가 찾아온 후 특히 한국전쟁 정전협상에서 포로문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교착상태가
초래되자 미국은 기존의 포로문제 처리에 대한 원칙보다 더 보편적이고 상위의 원칙으
로서 자원송환 원칙을 추구했다. 그 결과 무리하게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나 포로 수용소
내에서 극심한 폭력사태가 발생했고, 국제, 국내여론에서도 반발이 심해져 이 원칙을 주
도한 미국정부의 정당성에 큰 손실을 입는다.
다섯 번째 국면은 한국전쟁이 종식되는 정전협상 타결 국면으로 한국뿐 아니라 아시
아에서 미국 주도로 자유주의적 군사동맹 시스템이 구축되는 국면이다. 한국전쟁이후 동
남아에서도 냉전 대립이 확산되며 미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이라는 군
사·정치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평화의 완전한 정치적 해결보다는 군사동맹 체
제의 구축으로 대응했다. 이는 베트남에서 유사하게 반복되며 권력 균형체제가 수립되었
고, 동남아에서 군사동맹에 대한 반발로 중립, 탈식민 평화 노선이 출현하게 되고 냉전
은 군사동맹 체제의 수립이후 발전에 대한 지원 기획으로 넘어간다.
이 논문이 주목하는 지점은 이 각각의 국면에서 작동하는 자유주의 기획의 성격과 규
모 그 결과가 달라지는 패턴이다. 한국전쟁에서 각 국면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차원과
규모, 핵심 원칙과 지향, 방식이 다른 자유주의 기획이 작동했고, 이런 대응들이 대항기
획과 충돌하며 협상과 균형을 이룬 결과,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동아시아의 냉전 질서가
구축되었다. 특히 한국전쟁의 네 국면에서 작동한 자유주의 기획의 성격은 그 기획이 작
동한 규모와 범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논문의 각 장
에서는 이 기획들의 규모와 수단, 유형들의 차별적 성격들을 식별하며 각각이 대항기획
들과 충돌하며 발생한 논쟁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논쟁과 결정, 합의가 남긴 결과들을
확인할 것이다.
표 1-6. 한국전쟁기 자유주의 기획의 규모와 성격 구분
보편기획

특수기획

지향

자유주의적 이상주의

현실주의적 권력 균형

수단

군사력과 국제적 권위(UN결의안)

국가간 외교 협상, 정치

대상과 범위

한국(Local, Nation)

동아시아(Region)

기획의 유형

① 전지구적 사법 기획(1950.6-10)
: UN헌장의 적용과 군사개입
③ 자유주의 인권 기획(1951. 7.-53.1)
: 포로 자원송환원칙과 망명권 심사

② 차별적 배제와 포섭(1950. 10-51. 9)
: 비인정, 탈정치화, 경제적포섭
④ 군사 동맹과 지원(1953.7-55.4)
: 양자방위조약과 SE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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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연구 질문과 본문의 구성
이 연구의 첫 번째 질문은 20세기 자유주의 평화기획이 어떻게 형성, 전개되었으며
냉전기에는 어떻게 변형되었는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20세기 자유주의 평
화기획의 전지구적 전개와 냉전시기 변화를 다룬다. 유럽에서 권력 균형질서와 주권원칙
이 등장해서 19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등장하는 과정, 1차대전 이
후 베르사이유에서 미국에 의해 등장한 민족자결, 전쟁의 범죄화, 국제연맹이라는 자유
주의 평화기획의 성격을 검토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기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2차대전에
서 '무조건항복'이라는 무차별적 전쟁이 도래한 이후 전후질서 구상으로 다시 등장한
UN 창설에서 어떤 연속과 단절, 새로운 변화와 절충지점들이 생겨났는지를 살펴볼 것
이다. 전지구적인 전쟁 및 무력 사용 자체의 위법화로서의 UN헌장, 전쟁과 대공황 등
경제사회문제의 연관관계에 대한 고려, 신탁통치제도에서 드러나는 탈식민주의적 기획,
소수민족의 집단적 권리보다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고려의 강조 등 전문적 분업구조의
형성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이상주의 기획이 냉전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를 겪었는지도 검토할
것이다. 전지구적 자유주의 질서를 구축하려던 미국의 기획으로서 냉전은 현실주의를 대
두시킨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수많은 지역 문제들을 모두 소련과의 적대적 대립이라
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로 해석한 인식틀로 자유주의 체제가 공격받고 있다는 인식에 기
반해 더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봉쇄정책을 추구하게 된다. 전지구적 경제질서와 순환의
문제, 전후 산업과 무역 재건의 문제를 미래의 전지구적 총력전의 잠재적 역량으로 사고
한 냉전전략은 지정학적 사고와 고전적 권력 균형관점에 기반해 안보(Security)라는 틀
로 산업, 자원, 기술, 노동력, 영토, 군사력, 정보, 문화, 이념의 문제를 통합시킨다. 자
유의 조건으로서 안전의 문제를 결합시킨 냉전전략은 거대한 군비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복합적 경쟁구도로 전지구적 영향을 확대하게 된다.
이 연구의 두 번째 질문은 한국전쟁에서는 어떤 자유주의 평화 기획이 적용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결과를 낳았는가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 기획이 어떤 위기를 대면
했으며, 어떠한 안전의 기준과 방식이 적용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이에 답하기 위해 3장에서는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UN과 미국의 냉전전략, 자유주
의 기획이 어떤 성격을 드러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한국전쟁은 UN 역사상 최초로 전
무후무한 규모로 군사적 개입을 한 사례였다. UN 헌장에 규정된 전쟁과 무력 사용의
금지원칙이 가장 교과서적으로 적용되었고, 최단기일 내에 UN 안보리를 통해 역사적인
결정들이 내려졌다. 그런점에서 한국전쟁은 제 1차 UN전쟁이자 새롭게 전지구적 주권
으로 등장한 자유주의 질서의 정의로운 전쟁이 되었고, 국제정치와 특히 미국, UN에
있어 지극히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성격의 전쟁이 된다. 하지만 전례 없는 UN의 결정과
개입으로 인해 UN에서는 이런 결정과 개입의 성격과 적법성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제
기된다. 3장에서는 이 논쟁들이 어떤 구도로 이루어졌으며 어떤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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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 함의가 무엇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은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초래된 권력균형 상태의 도래로 자유주의
평화기획이 실패하자 미국이 어떤 대응전략을 발전시켰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장에서는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인해 UN과 미국의 기획이 어떻게 변
화되었고, 그로인해 자유주의의 세가지 다른 전략이 등장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다. 중국
의 개입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군사적인 권력 균형상태가 대두되고, UN은 침략에 대한
패퇴나 방어전쟁을 위한 집단안보 기구가 아니라 휴전과 중재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1949년에 수립된 공산주의 중국의 UN 대
표문제, 국제사회의 승인문제라는 거대한 정치적 쟁점이 해결되어야 했고, 이 문제에 미
국은 비자유주의 국가의 비인정 원칙을 적용해 휴전 노력은 실패하게 된다. 그럼에도 국
제적 압력에 의해 전개된 한국의 정전협상은 모든 동아시아의 정치적 쟁점이 제거된 순
수하게 군사-기술적 문제를 다루는 군인들간의 협상으로 한정되게 된다. 반면 한국전쟁
으로 군수기지의 중요성이 확인된 일본은 미국의 자유주의 동맹국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져 독일과 비교할 때 매우 급속도로, 사전논의로 모든 것이 합의된 평화협
약, 자유주의 평화협약으로 귀결된다. 이 장에서는 이렇게 중국 개입으로 초래된 세가지
자유주의적 대응방식(비인정, 갈등의 국지화, 동맹-시장 통합)에 의해 형성된 아시아 평
화체제의 분할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네 번째 질문은 한국전쟁 정전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개된 자유주의적 인권
정치가 한국전쟁 포로문제를 둘러싼 다층적 갈등과 처리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5장에서는 정전협상 전개 이후 한국전쟁 포로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개인
인권이라는 자유주의 기획의 역할을 검토할 것이다. 군사적 균형 상태가 출현하고 정전
협상이 시작되면서 전쟁의 영토적 문제에 대한 해결은 빠르게 타협이 도출되었다. 하지
만 남은 것은 인구 정치의 영역이었고, 미국은 1949년 제네바 합의에 반영된 민족주의
-주권 원칙에 입각해 포로를 전원송환하는 것에 반대해 포로들 개인이 각각 자발적으로
송환 여부를 선택하게 하자는 개인주의적 자유권에 입각한 새로운 자원송환 원칙을 제
시한다. 민족주의적 국민형성이 아닌 자유주의적 국민 형성 기획이 도입된 것이다. 미국
이 전체주의와 결정적 차별점을 부각시키고 자유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 정
책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2년가까이 교착되었고, 한국전쟁 포로문제는 UN 총회에서 논
의되는 중요한 자유주의적 정치 이념의 상징적 의제가 된다. 하지만 전쟁이 오래 지속되
면서 이 원칙에 대한 지지는 쇠퇴했고, 실제 포로수용소에서는 이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심사가 진행되면서 수용소 내부에 극심한 폭력사태가 발생해 국제여론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다섯 번째 질문은 한국전쟁 정전협상과 군사동맹의 체결이후 제 3세계의 군사동맹 구
축과정과 중립주의·탈식민주의적 평화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6장에서는 정전협상의 타결과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자유주
의 평화 기획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과 반작용으로 등장한 평화논의를 검토한다.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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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와 스탈린의 죽음 이후 한국전쟁 정전협상이 재개되고 휴전 자체를 거부하던
한국정부와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며 정전협상에 동의하면서 한국엔 군사 정전체제
가 등장한다. 하지만 정치적 해결을 위해 개최된 제네바 회담에서 양측은 좁힐 수 없는
의견 차이로 인해 아무런 정치적 해결이 도출되지 못했고, 오히려 베트남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하는 프랑스와 프랑스의 NATO 비준을 필요로 하는 영국과 미국, 아시아에서 평
화공존이라는 외교노선을 알리고 영, 프등과 국제적 교류를 하고 싶어한 중국의 이해관
계가 맞물려 베트남에 분할과 휴전이 강제된다. 냉전의 양대 세력의 아시아 개입이 더
전개되자 남은 아시아 국가들은 탈식민과 저발전이라는 공통경험에 기반한 평화공존, 반
냉전적 중립주의라는 대안적 평화기획이 전개된다.

5절. 자료
이 논문에서는 UN의 창설을 전후로 한 자유주의 국제법과 질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자료와 2차문헌들을 검토했다. 기본적으로 막스프랑크 국제공법 백과사전
(Max Plan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은 국제법의 중요한 거의 모든 개
념과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 관련된 참고문헌과 원문들을 모두 담고 있고 온라인사이
트｢www.mpepil.com｣를 통해 접근가능한 자료였다.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의 인류의 국
제관계와 외교사에 관한 아발론 프로젝트Avalon Project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http://avalon.law.yale.edu)도 국제조약들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자료원이
다. 이 밖에 중세 이후 주요 평화 협약들이 모두 편집되어 있는 Major Peace Treaties
시리즈(1-6권)도 중요한 1차자료이다.
이 밖에 국제법의 역사와 특히 전쟁과 관련된 법들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다수의 2차
문헌들을 비교, 대조하며 검토했다. 스티픈 네프(Stephen C. Neff)의 War and the
Law of Nations A General History는 개괄적인 국제법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좋고, 빌헬

름 그레베(Wilhelm G. Grewe, 2000)의 The Epochs of International Law 은 중세부터
냉전시기에 이르기까지 국제법의 역사적 전개가 가장 체계적이고 방대하게 정리되어있
다. 코스케니미(Martti Koskenniemi, 2004)의 The Gentle Civilizer of Nations The
Rise and Fall of International Law 1870-1960는 근대 국제법의 특성에 대한 가장 훌륭

한 역사서이자 연구의 차원을 지성사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역작이다.65)
UN의 창설 과정에 대한 가장 생생한 기술은 Stephen C. Schlesinge(2004) Act of
Creation : The Founding of the United Nations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비해 Kalevi
J. Holsti(1991), Peace and War Armed Conflicts and International Order 1648-1989는
국제법의 전개와 UN의 창설과정에 대한 각 국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중심으로 현실주의
65) 이 밖에도 Stephen C. Neff(1990)는 특히 자유주의적 사상과 국제질서의 전개가 국제법에 미친 영향을 상세히
정리했고, China Mieville(2005)은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국제법의 역사 해석하여, 자칫 단조롭고 이상적으로만 기
술될 내용들에 비판적 맥락들을 제공한다. Teschke(2011)는 특히 슈미트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통해 비엔나부터
베르사이유까지의 전개를 바라보고 있고, Osiander, Andreas(1994)는 국제관계론의 주장들을 역사적으로 반박하며
베스트팔렌 이후 비엔나까지 평화협약의 특성을 정리했다. 이 밖에 빌헬름 얀센(2010)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개념
사와 Delessert(1977)의 전쟁 포로에 관련된 국제법의 전개 연구, Randall Lesaffer, 2004 국제법에 대한 여러 논
문들을 편집한 저서도 자유주의 평화기획의 등장과 전개에 대한 다양한 사실들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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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해석을 보여준다. 마조워는 일련의 저작들을 통해 UN의 창설에 대한 가장 비판적
인 측면을 조명하며, 최근의 방대한 저작 역시, 비엔나 시스템에서부터 베르사이유, UN
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국제관계론에 대한 신화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66) 러
셀(Russell, Ruth B., 1958)의 책 A History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UN의 창
설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파스볼스키의 비서가 관련된 1차자료들을 방대하게
활용해 각 시기별 UN 헌장의 조문의 변화와 관련논쟁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모두 확
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이 밖에 Best, Geoffrey(1994) War and Law
since 1945 는 특히 20세기 국제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연구 성과이다.

냉전에 관한 연구는 수없이 많지만 특히 냉전 초기 국가 안보 개념의 형성과 미국의
냉전 전략에서 권력에 대한 태도와 제도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전지구적인 구도에
서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레플러(Melvyn P. Leffler, 1992)의 대작 A Preponderance
of Power : National Security, the Truman Administration, and the Cold War 이 가장

기본적인 나침반 역할을 했다. 이 밖에 냉전 전후로 지속된 미국의 이데올로기로서 자유
주의의 논리적 구조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한 Anders Stephanson(2001, 1998)
의 연구 역시 중요한 지침을 제공했다.
UN의 초기 활동에 대해서는 중요한 두 저작이 있다. Evan Luard(1982), A History
of the United Nations : The Years of Western Domination, 1945–1955는 두권의 저서를
통해 서구에 의해 지배된 초기 10년간의 활동을 잘 분석했고, Bailey, Sydney
D(1982). How Wars End: The United Nations and the Termination of Armed Conflict,
1946–1964는 여러 문서들을 꼼꼼하게 문서를 검토해 UN초기 전쟁에 관한 활동들을 사

례별로 정리했다.
UN에 관한 1차자료로는 우선 매년 UN에서 활동 내역을 간행하는 연감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이 있고, 안보리와 UN 총회가 매년 회의내용과 주요 결의문, 보고
서를 묶어 간행하는 공식 기록집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이 있다. 한국전쟁 전후 UN의 기본 결의안과 회의록, 보고서 등 거의
모든 주요 문서들은 공식 문서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http://documents.un.org/,
http://www.un.org/en/documents/ods/)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미국의 냉전 전략에 대해서는 초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국무부의 문서들이 중
요하다. 그런 점에서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자료집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이후 FRUS), 1945-1955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밖에 중요

한 냉전 외교의 전환점이 되는 문서들이 기고되는 Foreign Affairs, 미 국무부 내부 문
서들이 기록된 The State Department Bulletin도 중요 검토대상이다. 국무부 정책기획국
의 보고서들도 자료집으로 간행되어 있다.(The State Department Policy Planning Staff
Papers 1948-1950.) 국무부 장관 애치슨(Dean Acheson)의 방대한 회고록 Present at

the Creation (1969)은 한국전쟁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냉전 상황이 전개되는 맥락에서
한국전쟁이 무엇이었는지를 조망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냉전 봉쇄정책의
입안자 케넌(Kennan)의 회고록 Memoirs, 1925-1950과 트루먼 대통령의 공식 연설과 문
66) Mark Mazower(2009) No Enchanted Palace : The End of Empire and the Ideological Origins of the
United Nations, Mark Mazower(2012), Governing the World : The History of an Idea, Allen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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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편집한 자료집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Harry S. Truman 도 중요한 문서
이다. 많은 경우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중요 문서들은 각 대통령의 도서관 홈페이지 데
이터베이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국전쟁 UN/초기결정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록이자 자료집역할을 하는 것은 Glenn
d. Paige(1968) The Korean War Decision - June 24-30, 1950, 이다. M.
Goodrich(1956), Korea. A Study of U.S. Policy in the U.N.도 미국의 기본 입장과 관
련된 기본 문서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 전사들
Appleman(1992),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James F.
Schnabel(1967), Policy and Direction 도 기본 문헌이며, UN의 중요 인사들의 회고록
Trygve Lie(1954) In the Cause of Peace : Seven years with the United Nations,
Ernest A. Gross(1959), The United Nations: Structure for Peace 도 참고했다.
한국전쟁 초기 결정뿐 아니라 UN의 초기 역사에 대한 국제법의 중요 논쟁들은 거의
모두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국제법
학자 켈젠의 UN과 UN 초기 활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Hans Kelsen(1964)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A critical an alysis of its fundamental problems는 이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졌다. 그리고 냉전의 현실주의적 시선을 대표하는 모겐소의
저작 Hans J. Morgenthau(1948) In Defense of the National Interest,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과 케넌의
저작George F. Kennan(1951), American Diplomacy 1900-1950역시 이런 논쟁들이 진
행되는 맥락에서 재검토했다.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의 과정과 맥락, 그리고 한국전쟁을 포함한 냉전 초기 외교와
대외 전략의 전개에 대해서는 첸지안의 두 개의 중요한 연구들67)을 참고했다. 첸지안은
미국의 중요 냉전 연구뿐 아니라 중국에서 간행된 기초 자료집과 중요 문서들을 토대로
포괄적 시선에서 중국의 입장과 관점을 통해 기존 연구를 보충하는 연구성과를 제공했
다. 우신촨의 회고록도 중국공산당의 최초 외교에 관한 생생한 기록이다. Wu
Xiuquan(1985), Eight Years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nuary 1950-October
1958) : Memoirs of a diplomat. 중국과 서구의 외교를 중재한 인도의 파니카의 회고록
도 K.M. Panikkar(1955), In Two Chinas 참고할 만하며, 무엇보다 이 시기의 중요 문
서들을 발굴해 영역해 온라인에 공개한 윌슨센터의 국제냉전비교연구 프로젝트의
(CWIHPB)이 실제 중국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조기 평화조약에 대
해서는 다양한 2차연구들을 비교 검토했다.68)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덜레스의
당시 기고글과 저서들도 중요한 1차문헌이다.69)
전쟁 포로 문제와 정전협상에 대해서는 미국 워싱턴 소재 미국립문서기록보관청
NARA의 수맣은 기록들과 제네바에 있는 국제적십자사 아카이브(Geneva ICRC
Archive)의 자료들을 필자가 직접 수집, 검토했다. 적십자사는 한국전쟁에 관한 두권짜

67) Chen Jian(1994),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Chen Jian(2001), Mao's China and the Cold War
68) Franklin(2006), Allison(1952), Acharya(2011), Jones(2005), Hara(2007)
69) John Foster Dulles, 'Security In the Pacific", Foreign Affairs Vol 30, No.2 January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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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자료집70)을 별도로 간행했다. 이 밖에 여러 문서 개열의 주제별 문서들이 활용되었
다.71) 한국에 존재하는 한국전쟁자료총서나 남북한관계 사료집도 기본적으로 활용했으
며, 특히 거제도 포로수용소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전범재판국 장교로 활약한 김선
호의 미 심리전국에서 간행한 글72) 이 중요한 지침이 되었으며, 인적자원연구소가 간행
한 포로들의 행동에 대한 연구73)도 중요한 자료이다. 정전협상 미국측 지도부이던 조이
의 일기74)도 협상의 전개와 미국측 입장에 대한 중요한 자료집이며, 미국의 공식전사도
전황과 협상의 전개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점검할수 있는 연구이다.75)
아이젠하워 정권의 등장과 냉전 정책의 변화는 아이젠하워의 공식 연설이나 문서들이
포함된 자료집이나76), 미 국무부에서 한국문제에 관해 따로 간행한 자료집들을 활용했
다.77) 우드로우 윌슨 냉전 비교연구센터(CWIHPBulletin)가 새로 공개한 제네바 관련
중국, 소련측 자료들도 중요한 참고자료이다.
이후 동남아시아 냉전의 전개와 SEATO의 창설, 반둥회의의 전개에 대해서는 다수의
2차문헌들을 비교 검토했으며78), 특히 Ampiah, Kweku(2007) The political and moral
imperatives of the Bandung Conference of 1955와 H.W. Brands(1989) The Specter of
Neutralism: The United States and the Emergence of the Third World, 1947–1960 이

중요한 연구들이다. 이 밖에 반둥회의에 대한 자료집 Kahin, George
McTurnan(1956), The Asian-African Conference, China and the Asian-African

Conference(1955), 네루(Nehru)의 연설문집 Selected Works, 저우언라이의 초기 외교
에 대한 연구 Keith, Ronald(1989). The Diplomacy of Zhou Enlai.도 동시에 활용했다.

70) Le Comite international de la Croix-Rouge, et le Conflict De Coree : Recueil De Documents 1(1950. 6.
26-1951. 12. 31), Geneve, 1952
71) B AG 225 056 - Detenus politiques et detenus de securite 1952-78, Coree du sud 1950-61
폴더 001
72) KoJe-Do in Complication: An Analysis of the Social and Political Organization of Korean Prisoners of
War in UNC POW Camps, 1950-51”, Psychological Warfare Division, Human Resources Research
Office,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1954
73) HumRRO, “The Political Behavior of Korean and Chinese Prisoners of War in the Korean War : A
Historical Analysis,”(이후 William Bradbury, Samuel Meyers, and Albert Biderman, Mass Behavior in
Battle and Captivity (Chicago,1968)로 출간)
74) Allan E. Goodman(ed.), Negotiating While Fighting: The Diary of Admiral C. Turner Joy at the
Korean Armistice Conference, Hoover Institution Press, 1978
75) Walter G. Hermes, U.S. Army in the Korean War : The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육군본부 역
1967 『UN군전사 :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제2집』),
76)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Dwight D. Eisenhower, 1953
77) U.S. Department of State, The Record on Korean Unification, 1943-60 (Washington, D.C.: GPO,
1960), pp.148-50. U.S. Department of State, The Korean Problems at the Geneva Conference, April
26-June 15, 1954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5609, October 1954)
78) Kevin Ruane 1994, Zhang 2007, Immerman, 1990, Brands 1987, Acharya 2011, Jones 2005, Park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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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보편적 자유주의 평화 기획의 전개와 냉전적 변형
국제연맹은 '매우 모순에 가득찬 구성물'이다.(슈미트)
유엔헌장은 세계 최초의 위대한 헌장인 베스트팔렌 평화를 떠올리게 한다.(Leo Gross)79)

20세기 자유주의 평화 기획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자유주의 평화에 대한 많은 논의
들은 모두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그 기원으로 삼고, 특히 1차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 윌슨
이 주도한 기획들에 주목한다. 하지만 칸트의 텍스트에서 시작해서 윌슨의 발언과 기획
에만 주목하는 것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의 학계에 의해 재구성된 관점으로 비역사적이
고 탈 맥락적이다.
자유주의 평화기획은 오랜 기간에 걸쳐 등장하고 전개된 것이다. 자유주의 평화 기획은
무엇보다도 국제질서에 대한 근대적 관념과 제도들, 특히 유럽에서 19세기에 확립된 국
가간 질서의 여러 원칙들을 무너뜨리고 대체하고 보완하고 변형시키면서 등장한 것들이
다. 세계적 패권을 갖고 있던 영국의 유럽에서의 균형자로서의 지위와 자유무역의 확산
이라는 경제적 토대는 자유주의 기획 확산의 간과할 수 없는 역사적 조건이다.
19세기에 시작되어 20세기까지 지속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구축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의 전개 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가지로 대립되어 있다. 첫 번째는 슈미트적 관
점이다. 슈미트는 특히 윌슨의 자유주의 평화 기획을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로 보고 이
것이 유럽 근대의 오랜 성취인 기존 공법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켰다는 서사를 제시했
다. 즉 슈미트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등장을 제국주의의 등장으로, 자유주의 평화기획
을 유럽 근대의 붕괴로 묘사한다. 두 번째 관점은 레오 그로스나 켈젠 등 자유주의 국
제법 주의자들의 관점으로, 반대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등장과 전개를 우호적으로 바라
본다. 이런 관점에서는 베르사이유 체제에서 등장한 자유주의적 제도적 기획이 최종적으
로 UN의 수립으로 완성된다.
이 두 관점은 모두 자유주의 평화의 전개과정의 한면 만을 과장하고 있다. 슈미트의
보수적 관점은 1, 2차대전 패전국인 독일 민족주의의 관점에 근거해 자유주의의 전개를
영-미 제국주의의 세계 지배의 관철, 유럽적 근대의 붕괴와 종말로 과장하며, 반대로
자유주의 국제법주의자들은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주의의 승리과정을 이상적으로만 묘사
하고 있다. 이 과정에 대한 지배적 서사는 어찌 보면 각각 유럽중심주의와 미국 중심주
의적 시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베르사이유 체제를 단지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긴 역사적 안목에 기반한 평
가가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평가들에 근거한 것이며, UN을 이상적으로만 묘사하는 것
도 여전히 기존 질서와 원칙들이 많이 반영되어 다양한 기획들이 복합적으로 내장된
79) Leo Gross, The Peace of Westphalia, 1648-1948,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2.
no. 1, 1948, 20-41. 이 글은 유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반영되어 이후 국제관계학에서 평등한 주권국가 원칙
을 수립한 베스트팔렌 질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킨 글의 기원으로 지적되는 미국의 변호사 레오 그로스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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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체제의 특성과 기존의 권력 정치Power Politics로부터 크게 자유롭지 못한 타협적 특
성을 냉정하게 분석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들은 철학적 텍스트나 인물, 사건에 주목하여 이 기획의 역사적
배경과 전지구적인 포괄적 진행 과정을 시야에 넣지 못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전
개는 비엔나 체제에서 베르사이유 체제를 거쳐 UN의 창설로 나아가는 긴 역사적 과
정이다. 또한 이런 역사적 전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1946-47년이후 냉전의 전개를
완전히 단절적으로 분리하여 기술한다. 냉전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전개와 무관한 초
강대국의 권력 투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탈냉전 이후까지 제 3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냉전시기 자유주의 기획들의 역사적 차별성을 인식하지 못
하게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비엔나 체제에서부터 UN의 창설과 냉전 초기 상황까지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자유주의 제도와 관념, 계산과 전략의 형성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자유
주의 평화기획의 전개를 19세기에 완성된 유럽적 근대 질서에서 20세기적 질서로의
전환과 변형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차별적 특성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럽의 19세기적 전쟁 관리 제도가 영국과 20세기의 미국에 의해
전개된 자유주의 전쟁 관리 기획은 어떻게 다르며 핵심적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획의 결과로서 등장한 UN의 특성이 무엇인지. 최종적으로는 이 체제가 냉전을 겪으
며 어떻게 변화했고 실제로 한국전쟁 이전까지 발생한 전쟁들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절. 보편적인 자유주의 평화기획의 역사적 전개와 UN의 창설
1) 고전적 권력 균형체제의 종식과 베르사이유 체제
(1) 19세기 권력 균형 원칙의 붕괴와 자유주의 기획의 등장
20세기에 등장한 자유주의 평화 기획은 무엇보다 고전적인 유럽의 전쟁 관리 제도
와 원칙들을 극복하려던 기획이었다. 전통적인 유럽의 국가간 시스템의 원칙이자 국제
법적 규범의 정치 사회적 토대는 바로 권력 균형'balance of power' 원칙이었다. 이 권력
균형 원칙은 16세기 이탈리아에서 기원해 유럽으로 확산되었는데, 특히 '유럽의 균형
에 관한 정책의 최초의 현시'로 평가되는 것이 바로 30년 종교전쟁을 마감한 베스트팔
렌 체제이다. 연구자들에 따라 시기와 원칙 확립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대
체로 17세기에 기원해 19세기에 확연히 자리 잡아 유럽의 '백년 평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 권력 균형 체제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80)
80) James J. Sheehan, The balance of power : History and theory, Routledg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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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의 지적처럼 하나의 구조적 원칙으로서 권력 균형의 첫 번째 원칙은 패권에 대
한 거부였다. 즉 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힘을 가진 국가들이 가장 강력한 국가
의 권력을 제한하고 자신의 법을 다른 국가에 강요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소수의 강대국 들 사이의 권력의 평등을 보장한 것이다. 즉 반
-패권이라는 첫 번째 원칙에 강대국끼리의 평등주의적 귀족제 형태가 보충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칙은 한 나라의 우세한 힘이 그 외의 나라를 합친 힘과 같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가장 약한 자들의 연합 가능성이 추가된 것이다.(Foucault,
2007, 409)

그런데 이러한 권력균형 원칙이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와 사회
내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 국가간 상주 외교관계와 전
쟁이후 평화협약 및 다자간 협약, 그리고 근대적 상비군 같은 근대적 정치-군사 도구
가 필요했다. 이중에서 19세기 국제법Law of Nation에서 발전된 근대적 전쟁 개념과 그
와 관련된 원칙들은 유럽의 권력균형 체제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자 그 산물이
었다.
19세기 국제법의 근대적 전쟁 개념은 중세 유럽의 그것과 큰 차이가 있었다. 원래
중세의 '정의로운 전쟁Just War'개념81) 하에서 전쟁은 상대의 범죄에 대한 사법적인 행
동이자 신의 심판이었다. 하지만 유럽의 권력균형 체제가 발전된 배경하에서 등장한
근대적 관념의 전쟁은 국가의 전쟁, 국가이성(reason of state)의 전쟁이 되었고, 전쟁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게 된 국가들에 의해 전쟁 자체에 일종의 법적·정치적 정당성이
부여되었다.(Foucault, 2007, 411)
“전쟁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82)라는 루소
의 정의는 이 원칙의 핵심을 드러내주고 있다. 즉 18세기 유럽에서 주권Sovereignty 원
칙이 결정화 되면서 전쟁권Jus ad bellum이 국가의 근본적인 권리로 여겨졌고 국가만이
전쟁을 선포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국내에서 모든 폭력은 국가에 의해 독점되는 한편
(Weber), 국제적으론 모든 국가들이 전쟁을 할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면서 상대 교전
국가를 범죄국으로 취급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
다.(Delessert, 1977: 25)
이러한 근대적 전쟁 개념은 국가에 대한 유럽의 근대적 사유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7-18세기에 국가 정책이 점차 과학에 근거하게 되면서 국가정책을 단지 신
앙이나 도덕성에 근거하려 던 유럽의 중세적 사고와 점차 결별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는 수학과 공학의 정신이 확산되는 계산의 시대age of calculation였고, 국가 정책은

81) 정의로운 전쟁은 카톨릭에서 기원해 자연법과 신학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정의로운 전쟁은 잘못된 것에 대한 반응
으로서 불법행위를 다루는 형법의 절차였다. 정의로운 전쟁은 객관적으로 정의와 부정의한 전쟁을 구분했다. 모든
정의로운 전쟁의 조건이 충족되면, 정의로운 전쟁은 부정의한 침략자에 대응하는 자기 방어전쟁이 될 수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전쟁이 될 수도 있었다. 두 경우 모두 정의로운 전쟁이 군사적 측면에서 방어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공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누가 전쟁을 일으킨 것인지같은 실증법적 쟁점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Kunz
1951,531)
82) 루소, 사회 계약론Social Contract, 1,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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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national interest의 극대화”라는 목적을 갖게 되었다.(Stephen

C. Neff, 2005 :

86-90)

국제법에 이런 경향이 반영되면서 등장한 것이 19세기 실증주의Positivism 국제법이었
다. 실증주의는 기존의 자연법체제를 극복하고 법을 자연의 산물이 아닌 '인간의 산물'
로 간주 했다. 실증주의는 주권Sovereignty 개념에 넘어 설 수 없는 숭고한 가치를 부
여했으며, 국가만을 국제법적 영역에서 법적 주체로 인정하고, 따라서 국가에게만 교
전권을 부과했다.(Grewe 2000: 512)
그 결과 중세식 '정의로운 전쟁' 개념은 점차 상대화되고 형식화되었다.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전쟁은 더 이상 한 세계 안에서 공동체의 가치의 옹호나 정의의 도구 같은
것이 아니라 경쟁적인 국익의 도구였다. 이런 점에서 실증주의는 국가들이 무정부주의
적 상태에서 각자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국제관계에 대한 홉스주의적 이미지를 근거
로 했다.(Grewe 2000: 530-32, Stephen C. Neff, 2005 : 161-162)
실증주의는 전쟁을 법적으로 보호된 권리와 권익의 집행을 위해 국제법에 의해 제공
되고 규제되는 '절차'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실증주의는 국제법의 자원과 근거를 국가
간 합의, 협약과 관습법들 그 자체에서 찾았다. 즉 실증주의자들에게는 협약들 자체가
바로 주권적 의지의 표현이었고, 주권 의지의 발현이 곧 관습법들과도 합치한다고 보
았다. 이에 따라 실증주의는 다소 과학적이고 기술관료적인 지향을 갖게 되었다. 당시
유럽 국제법학자들에게는 평화협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기술적인 세부사항과 관습법의
경향에 대한 식견, 정부에 대한 자문 등이 중요해졌다.(China Mieville, 2005:242,
Anghie 1999:13, Grewe 2000:504.)

그런점에서 19세기는 일반적으로 국가간 계약적 충실성의 시대 an age of contractual
fidelity로 평가된다. 이 시기부터 전쟁에 대한 수많은 국제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평화협약, 동맹, 보증, 중립성 협약 등 정치적 협약뿐만 아니라 무역 협약, 영사문제
에 대한 별도 협약과 법률 지원 등이 등장했다.83) 동시에 이 협약들의 법적 구속력도
증가했다.(Grewe 2000: 513-514)
그 결과 19세기 동안 발생한 거의 모든 전쟁들은 국가간 평화협약(Peace Treaties)들
로 종식되는 관행이 분명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16, 17세기에는 전체 전쟁의 1/3정도
가 평화협약으로 종식되었지만, 18세기에는 절반이상이, 19세기에는 2/3가 그리고 20
세기의 1920년 이전에 발생한 모든 전쟁들의 대부분이 평화협약을 통해 종식되었다.
특히 첫번째 헤이그 컨퍼런스가 열린 1899년부터 1차대전을 종식시킨 베르사이유 협
약까지 유럽에서 발발한 모든 국가간 전쟁은 1907년 헤이그 협약이 요구한 선전포고
로 시작되었고 평화협약으로 종식되었다.(Wright, 1970, 47-53)
그런점에서 나폴레옹 전쟁이후 이를 종결짓고 19세기의 100년 평화의 시작을 알린

83) 즉, 1864년 야전에서의 부상군인의 조건 개선에 대한 제네바 협약과 1899, 1907년 전시법 협약으로 인
해 전시 인도주의적 보장에 관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소수자(소수민족) 보호에 대한
문제가 1878년 베를린 회의에서 고려되었고, 점령에 의한 영토 취득문제가 1885년 콩고 회의에서 다루
어졌으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중재에 대해서는 1889년 1907년 헤이그 평화 회담에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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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회의Congress of Vienna(1814-15)84)가 바로 유럽 국제법의 실증주의적 발전을
상징하는 산물이었다. 특히 칼 슈미트(Carl Schmitt)는 이 비엔나 회의를 유럽 공법질서
(Jus publicum Europaeum)의 큰 성과로 평가했다. 슈미트는 비엔나 회의에서 전쟁법 개

념이 재건되어 전쟁이'평등한 교전권을 가진 주권적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 즉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 된 것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전쟁의 양 당사자는 기본적
으로 서로를 국가로서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슈미트는 이로서 적은 파괴해야할 범죄자
가 아니라 '합법적인 적'으로 여겨졌고 주권국가 원칙을 통해 전쟁의 제한에 성공했다
고 보았다.(Schmitt 1998, 23-24: Schmitt 1995, 152, 154).
그러나 비엔나 체제의 실체는 슈미트의 인식과 달랐다. 테츠케는 비엔나 체제는 전
쟁의 잔인함이나 피해를 전혀 억제하지 못했고, 유럽 공법하의 근대 초기 전쟁이 신사
적인 결투duel 였다는 주장은 신비화라고 비판한다.
이 시기 유럽에서 전쟁의 선포, 목적, 종식과 전쟁 행위가 국제 협약을 통해 이루어
진 것은 전쟁이 오늘날의 의미에서 주권국가나 민주주의 국가들에 의해 치러진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체제적인 왕국 내부의 갈등이었기 때문이었다. 비엔나 회의의 당
사국인 5대 열강중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러시아는 여전히 절대주의 왕정 체제였다.
따라서 전쟁의 목적이 국제법에 의해 제한된게 아니라 지배자들의 주 권력 자원인 땅
과 주민에 대한 전후 분명한 제도적 정리 절차가 발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85) 또
한 전쟁은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재정 군사적 소진과 공공 부채 증가와 파
산으로 인해 종식된 것이었고 국가간 계약관계는 이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
다.(Teschke 2011, 205-207)
비엔나 체제하의 유럽의 국가간 질서 역시 평등한 주권국가들의 연합과는 거리가 멀
었다. 비엔나 회의이후 유럽의 주요 열강들은 프랑스에서 발생한 혁명을 이전 상태의
질서로 되돌리려 했고, 사실상 유럽 대륙은 세 열강이 기독교적 가치에 근거해 결성한
신성 동맹(1815)이 지배했다. 그런점에서 오시엔더는 사실상 비엔나 체제는 평등한 국
가들간의 권력균형이 아니라 2층의 국가간 시스템을 도입한 계기였다고 평가한다. 즉
여러 국가들중 5개의 열강(영국, 프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들이 별도의
관리 위원회를 형성하고 국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책임을 지게 되면서 '열강(Great
Powers )' 개념이 등장한 것이었다. 따라서 19세기에 확립된 것으로 여겨진 권력 균형

원칙은 사실상 19세기부터 열강의 지위가 허용되면서 후반부엔 점차 쇠퇴하게 되었
다.(Hans-Ulrich Scupin, 1984; Osiander, Andreas, 1994,316-322)
따라서 슈미트가 권력 균형체제와 유럽의 고전적 국제법의 수립에만 주목했던 것과
달리 비엔나 체제는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었다. 비엔나 체제이후 유럽의 신성동맹은
영국의 영향 하에서 유럽 협조 체제(Concert of Europe)로 변화했다. 즉 19세기 유럽의
84) 'Vienna Congress (1815)', Thomas Fitschen(2007), Max Plan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85) 실제로 비엔나 협약에 성문화된 국가들의 관심사는 상대적으로 단순했다. 비엔나에서의 주요 관심사는 여전히 평
화, 안보, 영토 보존, 주권, 왕국의 정당성, 국경문제 그리고 지배자에 대한 적절한 호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
심적이었다.(Eric D. Weitz,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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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오래 지속된 것의 배경에는 열강들간의 권력균형때문만이 아니라 일종의 전지
구적 영향력을 행사한 유럽의 균형자로서의 영국의 군, 재정, 경제적 역량의 압도적
우위의 영향력이 존재했다. 19세기 동안 유럽은 영국의 통제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영국이 신성동맹의 이데올로기에서 거리를 두고 유럽 대륙 정책을 변화시키자 신성동
맹도 결국 영국의 대외 정책을 따르게 되었다. 다만 영국은 세계의 기존질서status quo
를 유지하는 것이 스스로의 이익이었기에 국가간 중재arbitration 개념을 적극적으로 옹
호하며 스스로 국가간 협약의 존엄성, 신성함의 주창자가 되어 실증주의적 경향을 뒷
받침했다.(Grewe 2000:433, 444, 515)
따라서 19세기 유럽에서 영국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은 한편으로는 유럽의 실증주의적
국제협약의 전개를 강화하는 한편, 영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 자본주의의 전개는 중상
주의적 경제질서로부터 전지구적 자유주의,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기
존 국가간 질서와 국제법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실증주의와 권력균형 체제의 경제적 기반은 바로 식민 무역 독점에 기반한 중
상주의 체제였고, 권력균형은 새로운 제국주의의 대두를 막기 위해 필요한 원칙이었다.
즉 중상주의는 양자간 무역 불균형이 커지는 경우 통상을 제한하는 등 패권에 대한 견
제로 작동하는 권력 균형 원칙에 적합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영국을 중심으로 자본주
의와 자유무역이 확대되자 전지구적 규모로 자유주의적 원칙들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두가지 대표적 사례가 자유로운 경쟁과 순환을 주장하는 18-19세기 해양법
(Maritime law)의 변화와, 계몽주의에 기반한 평화, 평화를 위한 국제 기구를 설립한다
는 자유주의 평화 프로젝트들이었다.
사실 국제법의 창시자로 불리운 그로티우스Grotius부터 항해의 자유, 무역의 자유를
주장했다. 영국의 보호주의와 독점에 대항하던 국가들이 공해mare liberum개념을 통해
자유무역 원칙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고, 미빌이 지적했듯이 미국 식민지를 상실한
영국도 중상주의 노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강대국 경쟁으로 영국 동인도 회사의
인도무역 독점도 1813년에 끝났다. 아이러니 하게도 자유무역 주의가 대두되면서 미국
을 필두로 기존 유럽 식민지가 유럽 국제법 체계에서 인정되기 시작했다. 제국주의적
중상주의에서 자유무역 체제로의 전환은 식민지를 새롭게 포섭하기 시작했다.(China
Mieville, 2005: 197-207, 230-37)

영국이 자유무역의 이념을 주도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부터였다. 영국 자유주
의 정치가인 리차드 콥든Cobden이 자유무역 독트린의 선도적 주창자가 되었고 보호주
의적 항해조례들86)이 폐기되면서 1846년부터 1860년 사이 영국의 대외 정책은 자유
무역 시스템으로 완전히 선회했다. 1856년 파리 평화회의에서 이뤄진 해양법에 대한
86) 영국의 보호주의적인 항해조례(The Navigation Acts, 1651)들은 식민지 무역 독점을 유지하고 영국 해양 산업을
촉진하고 네덜란드와 경쟁하기 위한 중상주의적 정책의 도구였다. 하지만 그런데 해양에 대한 보호주의적 폐쇄, 독
점에 대한 경쟁과 공격이 시작되었다. 네덜란드가 주도했고 많은 유럽국가들이 이를 따랐다. Stephan Verosta,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1648 to 1815', in R Wolfrum (ed), Th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online edition, [www.mpepil.com], visited on
201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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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선언이 해상전쟁법과 해양 중립성과 관련된 근대 법중 가장 중요한 성문화였다.
이런 발전은 1907년 해양 중립성에 대한 헤이그 협약과 1909년 해상전 법에 대한 런
던 선언을 통해 완성되었다. 하지만 유럽의 공황이 시작되던 1880년 부터 자유무역으
로부터 방어적 경제 민족주의로의 후퇴가 시작되었다.(Hans Ulrich Scupin, 1984,
Grewe 2000: 478, 513)

자유무역 원칙이 확산 되던 이 시기 18세기 중반이후 등장한 중농주의87)와 애덤 스
미스의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은 시장의 자유와 경쟁을 중시하며 주변국과의 상업교역과
상호 교역을 통해 자국과 주변국이 모두 부유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자유주의 경제학
에 따라 유럽은 로마 제국식의 유럽도 아니고, 고전적인 권력 균형으로서의 유럽도 아
닌, 집단적 부를 추구하는 유럽이 되었다. 유럽의 무제한적인 경제 발전, 유럽의 진보
라는 주제가 영국 자유주의 프로젝트의 근본적 특성이었다.
따라서 자유무역 원칙은 단지 경제적 교류의 원칙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새로운 통
치성의 등장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푸코는 이런 변화를 유럽의 통치 실천에 있어서 새
로운 형태의 전지구적 계산이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즉, 푸코가 보기에 중농주의
와 정치경제학은 전지구적 지평을 고려한 새로운 통치 이성, 새로운 형태의 세계에 대
한 측정과 계산이었다.(Foucault, 2008, 52-56)
사실 이런 변화가 슈미트에 의해 권력 균형체제, 유럽공법의 상징으로 간주된 비엔
나 체제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비엔나 회의는 나폴레옹의 제국주의적 관념의 부활을
끝내고 유렵 균형을 재구축하려 한 시도, 즉 유럽 균형의 결정적인 발현이기도 했지
만, 하지만 오스트리아의 방식과 영국의 방식에서 간과할 수 없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오스트리아는 17세기 형태의 경찰국가들간의 힘의 균형을 추구하려 했지만, 영국
은 유럽과 세계사이의 경제적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며 유럽 지역 경제를 전지구화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Foucault, 2008, 60)
자유주의 평화 기획의 시조로 여겨지는 칸트의 계몽주의적 영구평화론(1795)도 바로
이런 변화의 산물로 바라볼 수 있다. 18세기부터 등장한 국제법과 영구평화론은 기존
의 실증주의적 국제법이나 유럽 권력 균형 원칙에 평화의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자유로운 교역에 평화의 근거를 두었다. 칸트는 소위 권력 균형에 기반한 보편
적 평화는 단지 키메라에 불과하다며 기존의 권력 균형에 기반한 평화를 거부했다.88)
이는 외부 시장이 클수록 경계와 한계가 없고, 그것이 영구 평화를 보증할 것이라는
사유였다. 많은 계몽주의자들이 보기엔 계몽되지 않은 경제 사상인 중상주의적 통상
제한 정책은 국가들간의 영구 평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었다.89)
1795년 칸트는 영구 평화론에서 영구평화를 보증하는 것은 '자연Natur'이라고 지적했
87) 중농주의자들은 보편주의적universalistic 특성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18세기의 코스모폴리탄들이었다.
Laissez-faire, laissez-passez 가 중농주의자들의 가장 유명한 슬로건이었다. 중농주의는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
한 '중상주의 공화국 mercantile republick'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볼프나 바텔등 동시대의 정통 실
증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국가중심적 성격과 대립되는 것이었다.(Stephen C. Neff, 1990:33)
88) 'Balance of Power', Detlev Vagts(2007) Max Plan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89) 빌헬름 얀센, 『개념사 사전 5 : 평화』, (서울: 푸른역사, 2010)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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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구 평화는 전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와 전세계로 뻗어나간 상업적관계라는 '자연'
에 의해 보증된다. 따라서 영구 평화의 보증은 상업적 전지구화이다. 이렇게 칸트는
무역 정신의 확산이 영구평화의 가장 강력한 추동력으로 보았고, 평화조약 체결을 평
가절하 했으며 전쟁을 무조건 금지시키고, 평화 상태를 의무로 만드는 것이 이성이라
고 주장했다.(빌헬름 얀센, 2010:82, 칸트(1796[2008]: 45) 전쟁을 무조건 금지시키고 평
화를 제도와 규범을 통해 국가의 의무로 만든다는 기획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자
유주의 평화론의 기본 원칙임이 분명하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실증주의의 기반이 되었던 유럽의 근대적
국가관과 다른 국가에 대한 사고를 갖고 있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국가
권력은 시장의 힘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그 힘을 제한해야했고, 국가정책의 목
적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물질적 도덕적 행복well-being을 진전시키는 것이며, 세계의 국
가들은 전지구적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서비스를 위한 기관들로 변형되어야 했다.
자유주의적 정치경제학은 국가의 의무는 개별 국가의 국익의 추구가 아니라 인류 전
체의 복지의 촉진이며, 따라서 국제 관계의 지배적 정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원칙, 전 지구상에서 개인들의 기회의 극대화, 즉 완전한 무역의 자유 뿐 아니라 자본
과 노동 이동의 완전한 보장, 모든 무역과 해외 투자에 대한 장벽의 철폐라는 원칙을
국제법의 기준으로 제시했다.(Stephen C. Neff, 1990:48-55)
이러한 자유주의적 사고의 대두는 국가의 통치 목적, 국제기구에 대한 철학 뿐만 아
니라 사회와 개별 인간 차원의 인도주의적 보호에 대한 관념들도 만들고 확산시켰다.
거꾸로 말해, 개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에 대한 관념들은 영국 자유주의의 전개와
정치경제학적 사고의 확산의 산물이었다.
영국의 자유무역 주의가 정점에 있던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자유주의적 정치·사회
사상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제법을 제도화하려는 노력도 본격적으로 전개 되었다. 코스
케니미는 1862년 9월 브뤼셀에서 창설된 국제사회과학진보협회를 이런 노력의 시점으
로 주목했다. 이 곳에 모인 젊은 자유주의 국제법조인들은 유럽 대륙의 공법학파적 전
통에서 벗어나려 했다. 이들은 기존의 국가간 평화협약들을 왕조적 절대주의에 기반
한, 정치적으로 의심스러운 결과를 정당화하는 것이었고, 보수적인 권력 균형 원칙에
따라 왕과 외교관들이 주도한 것에 불과했다. 대신에 이들은 종교적 관용과 의사표현
의 자유, 자유 무역뿐 아니라 사람들 간의 교류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했
다. 이런 움직임은 1868년에 최초의 국제법 저널을 창간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엔 노예
제의 폐지, 처벌 시스템에서의 개혁, 결사의 자유 같은 자유주의적 의제들과 함께 전
쟁의 제한과 분쟁 행위의 제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사유도 대두되었다. 최초의 제네바
협약이 부상당하고 병든 군인들의 처우에 대한 인도적 보호 조약을 만든 것도 1864년
이었다.(Koskenniemi, 2004: 12-23, Mazower 2012: 66-93)
이처럼 비엔나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슈미트의 주장처럼 그것이 19세기 유럽의 100
년 평화와 공법질서여서가 아니라 자유주의의 대두와 확산으로 인한 기존 관념과 제도
의 균열과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다. 비엔나 체제는 중세적인 정의로운 전쟁 개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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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결별한 유럽의 근대적 국가, 전쟁관념이 19세기 실증주의 국제법으로 귀결되는
정점에 있는 것이기도 했지만, 영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과 자유주의 사상들이 확산되
며 유럽을 넘어서 식민지도 포괄하는 보편적 국제질서의 기획이 등장한 계기이기도 했
다. 전쟁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코스모폴리탄적 국제기구를 통해 이를 의무화한다
는 칸트의 영구평화론, 표현의 자유, 노예제의 철폐, 인도주의적 처벌같은 자유주의적
가치들이 확산되었고, 그런점에서 이미 전지구적 기획이 출현한 것이었다.90)
(2) 1차 세계대전과 베르사이유 체제 : 민족자결과 전쟁의 예방 메커니즘
그렇다면 이런 기획은 1차대전이라는 위기를 겪으며 어떻게 변화했을까? 19세기말
유럽의 경제 위기 이후 경쟁적, 폐쇄적 민족주의가 대두되며 결국 1차대전이 발발했
다. 경쟁적 민족주의와 1차대전은 자유무역과 자유주의적 통치를 확산시키려던 영국의
기획에 큰 좌절을 가져왔다.
특히 네프는 베르사이유 협약에는 사실 이전시기까지 전개된 경제적 자유주의가 전
면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 군사적 주제가 더욱 중요시되었다고 평가
했다. 베르사이유 체제의 기본 지향은 자유무역으로 통합된 하나의 단일한 세계 사회
를 만드는게 아니라 침략에 맞서 주권국가들의 동맹을 구축하려 했다는 것이
다.(Stephen

C. Neff, 1990: 73-80)

하지만 이는 단지 경제적 측면에만 주목한 단면적 평가이다. 베르사이유 에서는 새
로운 국민국가에 자기 결정원칙을 적용하는 민족자결 원칙, 그리고 독일에 전쟁 죄 조
항의 형태로 처벌을 가하고 기존 동맹국들에게 경제적 배상을 의무화한 것, 역사상 처
음으로 세계 정치 질서에 국제연맹이라는 시스템을 창설한 것 등은 여전히 칸트 이래
자유주의 평화라는 정치적 기획들이 반영된 산물이었다.
베르사이유는 2차대전을 초래한 철저한 실패로 사후평가 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기
억과 평가들은 UN의 창설을 성공의 역사로 쓰려던 미국의 인식과 2차대전의 발발이
원인이 된 배상제도에 대한 독일 민족주의의 반발, 영국 케인즈 주의의 비판 등이 반
영된 정치적 산물이었다.91) 하지만 베르사이유 체제(파리 평화조약(the Peace Treaties of
Paris of 1919/20)는 20세기의 자유주의적 전쟁-평화 관리 제도의 역사적 전개에서 가

장 중요한 분기점이었다.(Randall Lesaffer, 2004)92)
기본적으로 베르사이유 이후에는, 주권 국가 원칙에 근거한 국제법의 실증주의가 더
90) 하지만 19세기 유럽의 백년 평화는 식민전쟁(Colonial Warfare)과 공존한 것이었음을 지적해야할 것이다. 식민지
는 유럽의 질서가 적용되지 않는 외부이자 야만인들이 거주하는 미개척지, 전쟁과 무질서, 정치의 내부와 외부적 특
징이 뒤섞여 있는 예외상태적 공간으로 여겨졌다(Mbembe, 2003).
91) 윌리엄슨은 극단적인 형태로 진행된 전쟁과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여론, 1918년 11월에 갑자기 종식
된 전쟁을 베르사이유의 실패 원인으로 꼽는다. 협약 그 자체가 아니라 협약을 둘러싸고 독일이 이를 이행하게할
동맹국들의 정치, 군사적 노력들이 실패했다는 것이다.(Williamson Murray, 2009:209, 230)
92) 베르사이유 협약 자체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다음을 참조. Boemeke, Manfred F., Gerald D. Feldman, and
Elisabeth Gläser, eds. The Treaty of Versailles: A Reassessment After 75 Years. Cambridge,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Margaret MacMillan, Paris, 1919, Six Months that
Changed the World (New York, 2001); Brezina, Corona. The Treaty of Versailles, 1919: A Primary
Source Examination of the Treaty That Ended World War I. New York: Rose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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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다. 1차대전 이후에는 특히 전쟁에 관한한 개별 국가의 주권
에 제약을 가해야한다는 것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었다. 뿐만 아니라 베르사
이유에서부터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보호, 개인의 인권이 더 진지하게 고려되면서93)
국제기구나 공동체에 의해 한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는 것이 정당화 되기 시작했다. 무
엇보다 국제연맹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적 법 공동체를 조직하여 전쟁이나 무력 분쟁
을 예방하고 해결하며, 국가의 평화적 교류를 규제하는 보편적 도구를 만든 시도였다.
즉 국제연맹은 주권적인 교전권을 폐지하며 전쟁에 대한 제약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기획은 단지 국제연맹에서 멈추지 않았고 이후 전쟁이 완전히 도덕적, 사
법적으로 위법화Outwary시키는 과정으로 나아갔다.(Grewe 2000: 581)
자유주의적 전쟁 관리 제도로서 베르사이유 체제는 크게 1) 민족자결원칙의 대두,
2) 전쟁자체의 위법화, 3) 국제연맹의 창설이라는 세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에서는 각각의 함의를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먼저 베르사이유 체제의 첫번째 특징은, 민족 자결 원칙의 대두와 소수자 권리 레짐
들의 부상이다. 이는 19세기에 유럽의 정치에서 전면에 부상한 민족주의와 전지구적
헤게모니 국가로 부상한 미국의 개별 국가들에게 적용한 자유주의적 원칙, 즉 민족 자
결 원칙이 결합된 산물이었다.
1차 대전은 민족주의적 경쟁과 전쟁의 산물이었다. 유럽에서 19세기 내내 민족주의
가 대두되면서 국가간 협조보다는 경쟁이 선호되었고, 특히 경제공황이 도래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국가간 보편적 협력이나 자유무역 보다는 공격적인 민족주의, 주전
론, 국가주의가 주요 국가들의 여론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민족주의 정서에서 베르
사이유에 참석한 유럽 대표들은 대체로 고전적인 균형주의적 입장을 견지했
다.(Osiander, Andreas, 1994, 323-329)
하지만 새로운 자유주의 체제의 지도적 국가로 등장한 미국, 특히 우드로우 윌슨의
자유주의적 이상주의 기획은 이 무한 패권 경쟁에 기반한 권력 균형 체제를 1차대전의
주범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고 폐지하려 했다.
윌슨은 권력 균형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명한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peace
loving nation들이 이기적인 침략에 맞서 자기결정을 하는 새로운 종류의 세계'를 보편적

인 국제 공동체의 기준으로 제시했다.94) 1918년 1월 우드로우 윌슨이 제시한 14개 쟁
점95)의 핵심은 자유무역주의와 민족 자결주의national self determination 그리고 상설 국
93) 그 결과 실증주의에 대비되는 자연법에 대한 재검토, 중세적 정의로운 전쟁과 국가 주권을 초월한 원칙들에 대한
고민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비엔나의 법학 교수 알프레드 베르드로스는 1923년 국제법의 구속력을 최초의 가설의
존재, 초 실증적인 자연 법에 닻을 내린 근본규범(Grundnorm)에 근거하려 했다. 베르드로스는 그의 스승인 실증주
의의 마지막 수호자 한스 켈젠에 의해 이미 채택된 출발점을 넘어섰다. 영미 문헌에는 자연법 개념의 르네상스가 나
타났다. 영국에서는 Hersch Lauterpacht, John Fischer Williams, Jame Brierly 등이 이를 대변했다. 이들은
실증주의 이론이 새로운 시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Grewe 2000: 603-604)
94) Knock, Thomas J. To End All Wars: Woodrow Wilson and the Quest for a New World Ord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95) 첫 번째 원칙은 사적인 외교가 아니라 공적인 공개된 외교를 통해 협상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것부터 비밀스런 협
상의 관행을 갖고 있던 유럽인들에게는 큰 변형이었다. 두 번째 원칙은 전시에도 해상 이동의 절대적인 자유 보장을
하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관련 국의 경제 장벽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무역 조건 확립하자는 것으로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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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구the League of Nations의 창설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았던 민족 자결 원칙은 국가들의 개인주의라는 국제관
계에 대한 자유주의적 유비의 산물이었고96), 개별 국가들이 동등한 주권과 권리를 갖
는다는 주권원칙이 그동안 유럽 강대국들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에 반해, 새로운 신생국
과 약소국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이 민족자결 원칙은 실제로 1차대전의 전후처리문제에서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이
전까지는 유럽의 전후 평화협약에서 인구와 영토의 분배는 권력 균형 원칙에 따라 다
루어졌다. 고전적으로 왕국들은 자신의 안보를 지키는데 필요한 정도로 영토를 재분배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비엔나(1814)에서는 열강 원칙의 대두로 약한 국가들은 강대국
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베르사이유에서는 민족국가 스스로 전후 국경을 결정하
고, 인구의 분배도 민족적 동일성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민족 원칙이 등장했
다.(Osiander, 1994,317-18, 331)
이 민족원칙은 전후처리에서 영토문제 이외에도 복잡한 인구정치population politics가
대두하게된 조건이 되기도 했다. 제국주의적 전쟁 이후 어떤 민족, 어떤 주민이 새롭
게 영토와 주권을 가질 수 있는가를 새로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와이츠는 베르사이유에서 특히 이런 인구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서 두가지 해법이 등장한 것에 주목했다. 한편으론 민족주의적 원칙하에 한 국가의 인
구population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기획이 등장 했고, 이 기획에서
결정적인 장소는 제국의 해체로 새로운 국가들이 건설되며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을 받
고 있던 중부, 동부, 남동부 유럽의 경계지대borderlands였다. 유럽의 경계지대의 민족
국가들은 주권이 인정되며 민족동일성 원칙이 교과서적으로 적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민족동일성 원칙에 어긋나는 이질적 인구들(아르메니아, 유대인)을 보호, 추방하는 일
들이 발생했고, 이런 문제로 인해 이 소수민족들의 보호에 대한 소수자 권리 보호
(minority right) 개념97)이 등장했다.(Eric D. Weitz, 2008 : 1314-21; Mark Mazower
2004, 382; Christine Bell, 2008: 91)

다른 한편, 민족국가로 인정되지 못한 약소국과 식민지국가에 대해 점진적으로 문명
화한다는 프로그램civilizing mission을 적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식민지 아프리카에서

자유무역의 정신을 반영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에 국내 안전을 충족시킬 정도의 최저수준으로의 무력 감축이
라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다섯 번째는 주민들의 주권적 이해와 관련된 문제에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식민지의
주장을 자유롭고, 열린 마음으로 공정하게 다루자는 것으로 민족 자결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오토만 제국의 터키, 폴란드의 자기 결정권
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열네번째로 모든 국가들이 상호간 정치적 독립과 영토적 통합성을 보장
하기 위한 협약 하에서 국가들의 연합체를 설립하자는 주장을 제시했다. "President Woodrow Wilson''s 14 Points
(1918).”" Our Documents Web site, http://www.ourdocuments.gov/doc.php?doc=62.
96) 민족자결 원칙이 제 3세계의 탈식민화에 미친 폭넓은 영향에 대해서는 Erez Manela, The Wilsonian Moment :
Self - Determination and the International Origins of Anticolonial Nationalism (New York,2007).;
Allen Lynch,“Woodrow Wilson and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A
Reconsideration,”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8 (2002): 419–436.
97) 소수자 보호를 위해 국제 연맹에 The Commision of Inquiry가 설치되었고, 실제로 1919년 폴란드와의 협약에서
국제 연맹이 보증자로서 소수자 처우에 관해 감독과 개입 권력을 갖게 되었다.(Eric D. Weitz, 2008: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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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이 국가들에게는 이들을 '문명화'한다는 명분으로 다
양한 위계와 단계가 설정되었다. 한편으로 베르사이유에서 등장한 위임mandate통치제
도는 19세기 영국의 제국주의적 식민지 국제법 시스템이 점차 제거되기 시작한 계기였
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는 유럽 바깥, 외부의 토착민들의 자기 통치self
government로 점진적으로 문명화civilize한다는 유보적이고 위계적인 외부 간섭의 통로를

열어둔 것이었다. 즉 이는 문명의 정도98)에 따라 한 국가를 국제 시스템에 포함 혹은
배제시키는 유럽중심주의의 잔재였다. 그런점에서 국제 연맹은 민족자결을 기준으로
볼 때 강대국이나 작은 국가들 모두에게 정치적 독립의 전망을 결코 채워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베르사이유에 참석한 아르메니아, 인도, 인도차이나, 한국,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의 환멸, 실망감은 상당했다. 윌슨의 약속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호치민의
경우 민족 자결 원칙이 백인들의 지배하에 있는 황색, 갈색, 흑색 인구들에게는 적용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Eric D. Weitz, 2008:1326, 40, Koskenniemi, 2004
: 171-75, Norman A. Graebner, 2011: 52)

결국 미국이 국제관계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념에 따라 제시한 민족자결 원칙은 한
편으로는 제국주의적 전쟁의 결과 동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요구를 반영해 진보적
자유주의의 가치로 제시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유럽 각국들의 이해관계
의 타협의 산물이기도 했다.
테쉬케는 이 민족 자결 원칙에 담겨 있는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주목했다. 미
국의 관심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시스템이었고, 이를 위해 전후 유럽에 작은
자유주의적 입헌주의 국가들의 건설을 촉진하고, 동시에 이들을 세계 시장에 통합시키
려 했다. 그런점에서 새로운 민족의 자기 결정이란 원칙은 독일, 오스트로 헝가리, 오
토만 제국이라는 추축국들을 해체하는 장치가 되었다. 중부 유럽에 민족 자결 원칙을
적용한 결과 전략적으로 관리 가능한 작은 국가들이 늘어났고 소련에 대항한 안보의
완충지대가 건설되었다. 무엇보다 이 새 국가들이 국제연맹에 가입하는 사전조건은 그
국가의 헌법이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체된 제국의 신생
국가들은 민족자결의 원칙 하에서 미국적 헌법, 경제 규범 아래로 정렬되어 자유주의
적 자본주의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게 했다.(Teschke 2011, 211)
그런점에서 베르사이유는 모든 국가들의 평화, 전지구적 평화가 아닌 유럽 제국들의
평화imperial Peace를 달성하는데 주력한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베르사이유 협
약으로 영국은 해양에서의 패권을 유지했고, 전세계의 제국을 보호했다. 프랑스는 대
륙 권력으로서의 지배력을 다시 확립했고, 나머지 세계는 이 승자들에게 상품과 싼 노
동력과 확대된 시장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게 했다. 하지만 미국, 독일, 러시아 등이
98) 그레베는 1815년 이후 유럽의 국제 협약들은 더 이상 기독교를 참고하지 않았고, 문명국가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
다는 것을 지적했다. 즉 유럽의 국제법이 보편적인 국제법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유럽이 사고하는 국제 공동체는
문명화된 국가들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19세기 유럽 각 국내부에서 입헌주의
constitutionalism와 의회주의parliamentarianism가 전개되며 헌법적인 발전이 이루어졌고, 유럽의 국제법을 외부
에 적용할 때 사용하는 국가의 문명화라는 표준은 그 국가들이 유럽의 헌법적인 이상에 얼마나 접근했는지 정도에
따라 측정되었다.(Grewe 2000: 446,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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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결과 해상에서의 안전도 확보되지 않았고, 유럽에서의 자유무역
도 확보되지 않고 오히려 관세 장벽이 세워졌다. 무장 경쟁도 축소되지 않았고, 독일
식민지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토만 제국의 영토는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된 채 동맹
국들에게로 분배되었다.(David A. Andelman, 2008, 6-13, 284)
결국 베르사이유는 자유주의 규범에 따르는 자유주의 국가를 수립하고 자유무역 시
스템으로 포섭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원형적인 형태의 승자의 평화 기획이자 국가건설
을 통한 자유주의 평화 건설의 모델이었다.
무엇보다 베르사이유 체제는 비자유주의 체제, 즉 1917년 볼쉐비키 혁명이 일어난 러
시아를 초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배제한 자유주의 국가들만의 분리
된 평화(separated peace) 질서였다.99) 베르사이유에 참석한 윌슨은 미국 관료들로부터
볼셰비즘의 대두에 강하게 대처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이런 경향에 대응해 레닌의 소
련 역시 베르사이유 체제를 거부했고, 그 결과 베르사이유 이후 승전국들은 적대적이
고 혁명적인 동유럽 정권들을 대립하게 되었다.(David A. Andelman, 2008, 6-13;
Williamson Murray, 2009: 231)

결국 베르사이유에서 민족자결 원칙은 한편으론 유럽의 고전적 권력 균형 원칙을 극
복한 진보적 자유주의의 관념이었지만 제국주의적 한계를 벗지 못했고, 다른 한편으로
는 사회주의 체제를 배제하고 자유주의 국가를 수립하고 자유무역 시스템으로 포섭한
다는 배제적인 평화 구축 기획이었다.
베르사이유 체제의 두 번째 특징은 기존의 국가간 권력 균형원칙이 거의 폐기되고 전
쟁 자체를 범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919년 이후 '침략전쟁'
을 부정의한 전쟁으로, '방어전쟁'을 정의로운 전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
는 19세기와 20세기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차이로 볼 수 있는 차별적인 전쟁 법의 귀
환을 상징한 것이었다. 베르사이유 체제는 차별적인 전쟁법을 집단 안보(Collective
Security) 시스템으로 통합시켰다. 전쟁을 위법화하는 국제법과 기구의 수립은 주로 미

국, 영국, 프랑스의 자유주의적 국제법 전문가들100)에 의해 발전된 것이었다.(Randall
Lesaffer, 2004, 410, Christine Bell, 2008:91; Grewe 2000:619-620)

슈미트가 지적한 것이 바로 자유주의 질서에 의한 전지구적 수준에서의 전쟁의 범
죄화였다. 슈미트는 1차 세계대전(1914-18년)에서 주권국가들간의 전통적인 국가 간
전쟁의 의미가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즉 벨기에가 독일의 국제법적 지위를 박탈하기

99) 특히 마이어는 클라망소를 포함한 베르사이유 체제의 리더들은 중 동부 유럽을 휩쓸고 있는 혁명적 운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Arno J. Mayer, The Politics and Diplomacy of Peacemaking:
Containment and Counterrevolution at Versailles, 1918–1919 (New York, 1967).
100) 대표적인 인물들과 저술들은 다음과 같다. Quincy Wright, 'Changes in the conception of War',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24) 18. Quincy Wright, 'The Concept of Aggression in International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35) 29. Arnold McNair, Collective Security,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7, 1936. John Fischer Williams, Sanctions under the Covenant,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7, 1936. Hersch Lauterpacht, The Covenant as the Higher Law,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7. 1936. Georges Scelle, Precis de droit des gens(1932), Vol 2.
p.47 Georges Scelle, Regles generales du droit de la paix, Recueil des Cours 4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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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을 구별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1919년 베르사이유
조약 227조에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된 전쟁의 종류들이 나열되었다. 이런 흐름은 이
후 미국이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를 겨냥해 침략 전쟁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
원수를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결국 1924년 제네바
의정서에 의해 침략 전쟁 자체가 본격적으로 범죄화되기 시작했다.(Schmitt 1995,
314-330)

슈미트는 전쟁죄와 전쟁 범죄 개념이 국제법에 포함되자 1919년 이후 국제법은 국가
간 공법이 아니라 일종의 “세계의 국내법”이 되었으며, 새로운 차별적 전쟁 개념의
도입을 통해 정치적인 것을 '재도덕화하고 사법화'했다고 비판했다. 즉 슈미트는 전쟁
의 문제에 관한한 국가간 주권원칙이 아닌 전지구적 주권, 전지구적 사법질서, 전지구
적 통치성이 등장했음을 악의적 표현으로 지적한 것이다. 또한 슈미트는 윌슨이 중세
의 정의로운 전쟁 독트린을 부활시켜 정당한 적 개념을 부정했고 새롭고 차별적인 자
유주의적 전쟁 방식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슈미트가 지적한 자유주의적 전쟁이란 비
인간으로서의 적을 죽이는 총력전적 성격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정치, 사회, 주체들을
변화시키는, 자유주의적 주체를 만드는the making of liberal subjects전쟁 이었다.(Teschke
2011, 190)

여기서 슈미트는 비록 독일 민족주의와 보수적 정치철학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지구적 주권질서로 등장한 자유주의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 사회와 주체들을 변화
시키고 자유주의적 개인을 만들려고 하는 자유주의 프로젝트의 핵심적 특성들을 날카
롭게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슈미트의 과장과 달리 이 모든 것이 갑작스런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의 결
과는 아니었다.101) 사실 국제연맹이라는 프로젝트는 미국의 기획이 아니라 이전부터
전개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확산, 즉 칸트의 세계공화국과 영구평화론, 그리고 영국
의 자유무역 주의, 자유주의적 국제법의 전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도 했다.
이렇게 미국의 부상과 자유주의적 국제사상의 전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쟁 자체를
금지시키고 범죄화하려는 흐름이 뚜렷해 졌다. 그런데 범죄화 방식에서 주목할 것은
패전국에 막대한 전쟁 비용을 부과하는 경제적인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이
베르사이유 체제의 핵심적 특성으로 지적되었던 전쟁-죄 war-guilt개념과 베르사이유
협약 231조에 따라 독일이 져야했던 '배상reparations'책임 문제였다.(Stephen

C. Neff,

2005: 288-289)

그런데 베르사이유에서 독일의 배상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미국이 아니
라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약 850만이 참전해 530만명의 사상자를 낳은 엄청난 피해를
보상받으려 했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앞으로 독일이 자유주의적 세계관을 갖게 될 것
101) 슈미트가 1차대전 이후 독일의 범죄화에 대항하는 주장들을 한 것은 당시 전쟁 범죄 조항을 공격하던 독일 외교부
와, 베르사이유 협약을 ‘Diktatfrieden’라고 비난하던 독일 좌, 우 법조인들의 반응을 집약한 것이었
다.(Williamson 2009:236; Martti Koskenniemi, 2004, 181) 어떻게 보면 슈미트의 베르사이유 체제 비판은 1차
대전 승전국인 프랑스를 비판할수 없던 상태에서 책을 저술한 1950년의 시점에서 2차대전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미국을 향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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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망해 처벌에 그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영국도 미국의 입장으로 기
울었다. 하지만 프랑스의 클라망소가 배상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결국 배상금
조항이 협약에 포함되었다.(Williamson Murray, 2009: 227)
프랑스의 배상금 요구는 케인즈에 의해 처벌적 평화협약Carthaginian Peace이라고 비판
받았다. 케인즈는 베르사이유 협약에서 두 가지 틀이 경쟁했다고 보았다. 하나는 윌슨
의 14개 쟁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클라망소의 처벌적인 평화가 그것이었다. 케인
즈는 책을 통해 베르사이유 협약이 독일을 완전히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게 할 것이라
주장했다. 케인즈는 실제로 베르사이유 협약의 영국 대표에 대한 자문으로 참여하여
클라망소의 처벌적 배상제 도입에 반대하며 전후 유럽 경제 재건과 독일과 오스트리아
에 대한 식량지원 원조 등을 강조하다가 협상에 반영되지 않자 사임했다. 하지만 전쟁
의 경제적 결과에 대한 케인즈의 사고는 곧 전쟁의 원인과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전후 질서 구상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
었다.102)(Keynes, 2004: 76-80, 99)
전쟁의 위법화, 범죄화 방식에서 미국이 선호한 방식은 세계 질서의 유지를 위한 보
편적 국제기구, 즉 국제 연맹의 수립을 통한 것이었다. 이것이 자유주의 평화 기획이
꿈꾸던 코스모폴리탄적 국제기구의 수립이 현실화된 것이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1916년 5월 처음으로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 창설을 제안한 윌슨이 베르사이유에
서도 국제 연맹의 창설을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했다. 윌슨은 국제연맹의 최우선적 과
제를 “평화 유지”로 규정했다. 윌슨은 고전적 권력 균형 체제하에서 전통적인 군사
동맹을 구성할 필요 없이 국제 연맹의 존재 만으로도 세계 평화를 깨뜨리려는 자들을
국제 여론의 압력에 노출시켜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윌슨은 국제 연맹의 창설이
향후 대규모 전쟁의 반복가능성에 대항하는 견고한 장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
다.(Williamson Murray, 2009: 225-26; Stephen C. Schlesinge, 2004,21-25)
실제로 1920년 1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창설된 상설 국제기구인 국제 연맹의 협약
(Covenant)103)에는 전지구적 공동체 정신과 공유 가치를 중시했고, 이 새로운 공동체
감각, 집단안보 원칙은 '전쟁이나 전쟁 위협은 자동적으로 국제 연맹 전체의 문제이다'
라고 선언한 11조에 반영되었다.104)
국제연맹은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하나는 국
제 연맹 위원회(League Council)를 통해 해결하는 정치적인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
설립된 세계 법원(World Court)를 통한 사법적인 방식이었다.(Stephen C. Neff,
2005:290)

102) Donald Markwell, John Maynard Keyn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103) 국제 연맹의 헌장은 영국 대표중 하나인 남 아프리카의 Jan Smut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는 영구 총장 개
념, 작은 집행 위원회와 큰 숙의 기구, 영토 전쟁을 다룰 의무 시스템과 노동과 소수자 권한에 관련된 조항들을 포
함했다.(Stephen C. Schlesinge, 2004,22) Mark Mazower, No Enchanted Palace : The End of Empire
and the Ideological Origins of the United N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104) Waldock, C. H. M. 'The Regulation of the Use of Force by Individual States in International Law'.
Recueil des Cours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1952,81:451–515.

64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국제 연맹은 전쟁 제제 방식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10조에 있는 외부 침략에 대한 '
집단 보장'즉 침략에 연맹 회원국 전체가 대응한다는 원칙이었다. 하지만 협약에는 이
보장을 실제로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 두 번째 방식은 16조에
포함된 구체적 집행 조치로, 평화적 해결 절차를 쓰지 않고 전쟁을 일으킨 국가에 대
한 연맹국의 자동적인 경제 제제(economic sanction)를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연
맹은 이후 발생한 국제 분쟁 관리에서 심각한 군사 행동이 필요한 경우를 전혀 다룰
수 없었다. 창설을 주도한 미국이 의회비준을 받는데 실패하자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
연맹은 주로 영국 정책의 도구가 되었다.(Stephen C. Neff, 2005:291; Grewe 2000:
586)
국제 연맹의 첫번째 위기는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공했을 때 였다. 중국은 즉시 국
제 연맹의 도움을 청했으나, 집행위원회 상임회원국 일본은 국제 연맹의 개입행동 결
의안에 비토권을 행사했다. 1932년에 국제 연맹 조사위원회가 일본을 만주에 대한 침
략자로 규정하고 일본의 병력 철수를 요구하자 일본은 1933년에 국제 연맹을 탈퇴해
버렸다. 그리고 1933년에는 히틀러가 집권한 독일(1926년에 가입)이 국제연맹을 탈퇴
했고 3년후에 라인란트 지역을 점령했다. 1935년에는 이탈리아 독재자 무솔리니가 에
티오피아를 침략했다. 국제연맹은 이탈리아에 대한 경제적 제제를 부과하는데 동의했
지만 독일과 일본이 이 엠바고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후의 스페인 내전에서도 국제 연
맹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1940년 겨울에는 소련(1934년 가입)이 나치의 대두와 일
본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항해 갑자기 국제 연맹 회원국 핀란드를 점령했다. 1940년 12
월에 국제연맹은 러시아를 회원에서 추방했다. 국제연맹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권고recommend' 정도 였다.(Stephen C. Schlesinge, 2004, 26-27)
결국 베르사이유 체제는 분명히 19세기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전쟁 자체를 불
법화하고 폐지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침략자와 기존 세계질서를 위협한 국가들을 제
제하고, 국제법을 집행(enforcement)하는 목적의 전쟁, 자기 방어 전쟁도 정당한 것으로
남아 있었고, 무엇이 침략인지, 어떻게 제제를 부과하는지에 대해 원칙이 수립되지 못
했다.(Grewe 2000:587, 621)
국제 연맹의 실질적인 무기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법적 제약과 제제를 하려는 제도
적 노력들은 더욱 전개 되었다. 이후 또 다시 전쟁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가 시도된 것
은 1928년 8월 27일 파리에서 체결된 전쟁을 '국가정책으로서 폐지'하는 것에 대한 협
약The General Treaty for the Renunciation of War as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소위
Kellogg-Briand Pact)에서부터였다. 파리 협약은 영국 대신 부상한 미국이 주도한 것이었

고, 국제연맹보다 더 나아간 전쟁의 전면적 금지 제도였다.
켈로그 브라이언트 협약을 국제연맹이 아니라 미국이 만들어 낸 것이 중요하다. 슈
미트는 모두가 평화를 바라지만 문제는 누가 평화가 무엇이고, 무엇이 질서와 안전이
며, 무엇이 용납가능하고 무엇이 용납가능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해석하
고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Carl Schmitt 1933[2011], 42) 미국이 기존 국제연
맹을 넘어선 켈로그 브라이언트 협약을 만들자 지구상의 평화에 대한 결정은 국제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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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미국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슈미트는 켈로그 브라이언트 협약으로 인해 전쟁은 비난받고, 지탄을 받지만 결코
폐지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전쟁은 포기되었지만 국제 정치를 위한 전쟁은 수행한다는
기준이 새로 수립되었음을 지적했다. 슈미트는 일본이 중국을 침공하고 이탈리아, 프
랑스, 벨기에 등 수많은 외국군들이 다른 국가에 진주하는 모습이 '전쟁이 아니라 평
화적 군사 점령'으로 정의되고 있는 변화를 비판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켈로그 브라이
언트 협약은 특히 공격에 대한 자기 방어라는 개념도 남겨두었다. 이로서 미국은 전세
계를 대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위협이 되는 전쟁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
게 된 것이다.(Carl Schmitt 1933[2011], 42-43, 44)
미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소위 스팀슨 독트린(1932년)을 통해 국제 관계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더 확보하게 되었다. 스팀슨 독트린이란 당시 미 국무부장관이던 스팀슨이
파리 협약 이후 '두개의 국가가 무력 분쟁에 관여하면 그중 하나 혹은 둘 다 협약을
위반'105)한 것으로 규정하고, 1932년 1월 7일 일본의 만주 점령에 대해 “1928년 파
리협약의 의무와 협약에 위반한 전쟁은 권리의 자원이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한 것이었다. 국제연맹과 파리협약을 위반한 어떤 전쟁, 상황, 전쟁이후의 조약도 인
정하지 않는 스팀슨 독트린의 비인정 원칙은 처음엔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에게 수용되
었고, 국제연맹도 1932년 3월 11일 총회 결의안을 통해 스팀슨 독트린을 채택했다.
1933년 2월 24일 만주 상황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서 국제연맹은 만주 정권을 사실상,
혹은 법률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Stephen C. Neff, 2005 : 293-96;
Grewe 2000: 601)106)

스팀슨 독트린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주도해 만들어낸 전쟁과 국제질서에 대한 하
나의 상징적 대 원칙이 되었다. 이는 전쟁을 금지한 원칙을 위반한 국가나 전쟁의 결
과로 수립된 국가를 불인정한다는 일종의 '평화'라는 것을 기준으로한 전지구적인 원칙
이었다. 이 비인정 정책은 이후 냉전시기 미국이 구축하려던 자유주의적 세계질서 기
획과 맞물려 전쟁과 관련된 비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비인정 원칙으로 계승되었다.
슈미트는 이 새 정부의 인정문제가 미국이 패권을 행사하는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었
다고 지적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은 혁명이나 쿠데타가 빈번한데, 당시의
정권들은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두 미국에게 인정을 받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미
국은 이에 대해 혁명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합법적인 정부만을 정당하게 간주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특히 내전의 경우엔 불법 합법을 구분하기 매우 어려운데, 이 상황
에서 미국이 인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합법/불법성을 결정
하게 된 것이다.(Carl Schmitt 1933[2011], 39)
결국 국제 연맹 협약이후 미국이 주도한 전쟁 금지 기획은 전쟁에 대한 개별 국가

105) Henry L. Stimson, 'The Pact of Paris: Three Years of Development', 11 (Special Supp.) Foreign
Affairs i–ix (1932).
106) Bartlett, Ruhl J., ed. The Record of American Diplomacy : Documents and Readings in the History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4th edn. New York: Alfred A.Knopf, 1964. 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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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적, 사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박탈하기 시작했고 이는 전지구적 권력의 구조를
심대하게 변화시켰다.
그 산물이 바로 19세기에 유럽에서 고도로 발달한 실증주의적 국제법, 법적 제도로
서의 전쟁 개념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최초의 전쟁사회학자 라이
트는 1920년 이후 실제로는 전쟁의 금지가 아니라, 선전포고 없이 전쟁이 시작되고,
평화협약 없이 끝나고, 전시법과 중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 도래했음을 지적
했다. 침략자와 방어자에게 다른 지위가 부여되고, 중립성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Quincy Wright 1970, 54)

이처럼 베르사이유 체제이후 역사적 전개는 자유주의 평화 기획의 시원적인 모습을
모두 담고 있었다. 베르사이유 체제의 평화는 한편으론 과거의 열강의 평화이자 유럽
의 평화였던 권력 균형체제를 극복하고 민족자결같은 새로운 원칙을 제시한 자유주의
적 이상주의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베르사이유 체제는 비 자유주의 체제를 배제하고
자유주의 규범에 따르는 자유주의 국가를 수립하고 자유무역 시스템으로 포섭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원형적인 형태의 승자의 평화, 국가건설을 통한 자유주의 평화 건설의
모델이었다. 특히 전쟁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기획은 미국의 주도하에 파리협
약(1928)과 스팀슨 독트린(1932)에서 더 전개되었지만, 이는 이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국가나 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비인정 원칙으로 나타나 미국의 국제적 권력의 강
력한 도구가 되었다.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주도하에 국가간 주권질서를 넘어선 전지구
적인 규범과 정치질서의 구축을 위한 자유주의 기획이 전개되었다.

2) '자유주의적 순간'과 2차대전 이후 UN 창설
(1) 2차대전후 전후 질서 구상과 UN 건설의 전개과정
2차대전 이후 자유주의 평화기획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국제연맹의 수립을 통해
전쟁 자체를 금지한다는 기획은 주권원칙을 넘어선 전지구적 규범이 되고자 했지만 1
차대전 이후 뉴딜, 파시즘, 사회주의가 등장했고, 경제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제국주의
적 경쟁은 멈추지 않았다. 이미 이 시점에서 평화는 새로운 진보적인 가치라기 보다는
자유주의적 국가들의 현존유지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 되어가고 있었다.
결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으로서의 2차대전이 발발했고, 교전국들은 고전적인
19세기적 전시법의 근본적 규칙들을 모두 무시했다. 2차 대전은 기존의 국가 간 전쟁
과 관련된 모든 경계를 무너뜨렸다. 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 잔혹행위, 나치에 의한
유대인의 절멸수용소, 대량 이주, 강제 노동, 융단 폭격 등이 난무 했다. 전 세계에 걸
쳐 적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적으로 여겨지지 않고 인류의 적으로 선포되어 절멸의 대
상으로 설정되었다. 2차 대전부터 본격화된 총력전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된 '이
념 전쟁'으로서, 단순히 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국가와 국민을 괴멸시키고,
적을 섬멸하는 것을 정당화했다.(Janssen 2010, 90; Stephen C. Neff, 200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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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보다 더 도덕적인 전쟁은 없었다. 전쟁 자체를 금지시킨다는 전지구적 질서
구축 기획이후 전쟁은 전지구적 규모의 선과 악의 대립이 되었고 19세기의 실증주의적
전쟁 개념은 완전히 사라졌다. 동맹국들은 기본적으로 공격을 먼저 시작한 추축국은
정상적인 교전국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이들은 무조건적 항복
Unconditional Surrender을 요구했고 승자의 평화를 추구했다.

무조건 항복을 추구한 2차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에는 웨스트팔리아나, 비엔나 회
의, 파리 평화협약같은 평화 협약 협상이 없었다.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전투가 끝난
지 1년이 더 지난후인 1946년 12월 31일이에야 '전쟁의 종식'을 선언했다. 2차대전 이
후 평화협약은 이탈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핀란드와 1947년 2월 10일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추축국이 비준을 하건 말건 승전국에 의해 발효되었고 일방적으로
선언되었다. 미국은 6년 후 1951년 9월 8일에야 일본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협약에
서명했다. 반면 독일과는 공식적인 평화협약이 결론난 적이 없으며 다만 서구 열강들
이 1951년 서독만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평화선언을 했다.(Bailey, 1982, 5)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르사이유의 실패 이후 루즈벨트에 의해 다시 추진된 전지구적
전쟁 관리 기구로서의 UN의 창설이다. 기본적으로 UN은 미국이 주도한 2차대전 전
후 질서 구상의 중요한 결과물이었다. UN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UN 시스템은 어떤 요소들의 산물인가? 베르사이유에서 제기된 민족자결 원칙, 전쟁
의 범죄화와 국제연맹의 창설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전쟁에 대한 자유주의 기획에는
어떠한 새로운 특성이 추가되었는가?
(2) '자유주의적 순간'과 UN의 창설 과정
1945년 이후 자유주의 평화 기획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1945년에는 1648, 1815,
1919년과 비교할만한 근대의 거대한 평화협약은 없었지만,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
조정, 권력의 새로운 분배, 국제 법질서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Grewe 2000: 639)
1945년이후에는 여전히 세계 권력의 무대는 유럽에 있었지만, 1919년에는 상상할수
없던 수준으로 전후 전세계의 미래에 대한 협상과 결정들이 이루어졌다. GATT와 브
레튼 우즈 기구들, UN 시스템의 기관들은 국제연맹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하기 시작했
다. 1945년 이후 경제 관계 이상의 것들이 질서 구축의 주제가 되었고, 전례없는 수
준으로 국제적인 정치 전략적, 규범적 하부구조가 수립되었다. 인권의 제도화와 성문
화를 위한 기구도 전례가 없었고, 역사상 가장 확대된 범주의 군사 시스템의 수립도
병행되었다. 바야흐로 1945년 이후 수년간은 전지구적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상승하고
확산되는 '자유주의적 순간Liberal Moment'였다.(Latham, 1997)
자유주의적 근대성은 장기지속적 시간대에서 등장해 전개된 것이지만 1945년은 여
러 차원에서 자유주의적 근대성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될 결정적 계기와 조건을 제공했
다. 먼저 자유주의는 1930-40년대에 세가지 거대한 전지구적 위기를 경험했다. 파시
즘이라는 개인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시스템의 위기, 대공황이라는 자유주의 시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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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위기, 세계대전이라는 전지구적 자유주의 질서 파괴의 위기가 그것이었다.
이 3중의 위기 이후 파시즘이 패배하며 국가 주권, 자기 결정, 대표 정부, 자유주의
적 권리가 유럽 대부분에서 부활했다. 유럽 밖에서도 2차대전은 민족의 자기 결정이라
는 원칙과 연관된 반식민 운동이 대두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대서양 경제가 전쟁
과 파시즘적 경제 통제로부터 벗어나자 더 열린 시장 경제를 위한 다자적인 경제시스
템을 위한 공간이 재구축되었고 국제적 교환의 주요 장벽들이 제거되었다. 마지막으로
2차대전을 자유주의와 비자유주의 국가와의 전쟁으로 규정한 미국은 전후처리 과정에
서 자유주의 질서 구축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공황, 파시즘, 전쟁이라는 세계적 위기에 대응해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구축하
기 위해 미국은 IMF와 세계은행, UN과 NATO를 구축해 나갔다. 이를 주도한 미국의
관료들은 무엇보다 전세계에 자유주의적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실상의 전후처리를
한다는 전제하에 여러 국제 기구들을 설계했다.
이런 자유주의적 순간에 미국을 포함한 승전국들은 자기 결정, 민족 독립, 주권의
평등, 인권 보장, 모든 개인에 대한 차별의 방지, 전쟁을 폐지하고 평화질서를 제공할
새로운 세계 질서의 구축이라는 고도의 이상주의를 추구했다. 이 세계평화라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의 배경에는 경제적 자유주의 질서의 유지와 미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전
지구적인 정치 군사적 안정이 필요했다는 맥락이 있다. UN은 경제영역과 분리하여 지
역의 영토와 정치 분쟁 문제를 흡수하고 전담할 기구였다.(Smith 2004: 37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UN은 단순한 이상주의도, 완전히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지
배된 기구도 아닌, 여러 이해관계가 결합된 복합적 정치의 산물이었다. 미국의 경우
구체적인 전후질서에 대한 제도적 구상들은 이미 1942-43년부터 시작했다. 윌슨이 국
제연맹을 탄생시켰다면, 이번에도 이를 주도한 것은 미국이었고, 특히 국무부 관료들
의 역할이 컸다. 미국은 1939년 9월 16일 전후 기획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
에서 중요한 인물은 국무부 장관 헐(Cordell Hull)과, 러시아 태생 경제학자 레오 파스
볼스키(Leo Pasvolsky)107)였다. 전후 기획에 관여한 대부분의 미국 관료들은 권력 균
형 등의 유럽적 구 시스템을 거부하는 윌슨주의자들이었다.(Stephen C. Schlesinge,
2004,34)108)

이들은 국제연합은 국제연맹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더 확대된 위상과 역량을 보유
해야한다고 보았다. 즉 새로운 국제기구는 강제력(enforcement)을 보유해야한다고 보았
다. 이에 따라 이들은 UN 지상군과 UN 공군 창설을 포함한 다양한 강제력 방식을
고려했고, 집단 안보를 위해 열강들이 전후에도 상당기간 대규모 무장을 유지할 필요
가 있다고 가정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평화에는 군사적 기초뿐 아니라 경제적 기초
107) 파스볼스키는 UN의 기획과정과 헌장의 거의 모든 단어와 평가 과정의 핵심에 있었다. 러시아에서 1893년에 태어
난 그는 안티 짜르적 부모와 함께 1905년에 미국으로 왔다. 신문사 편집장으로 일하던 그는 1917년 레닌의 혁명
이후 강한 반공주의적 관점을 견지했다. 1919년에 파스볼스키는 파리 평화협약에 대해 보도했고 이후 몇차례의 경
험을 거치며 윌슨주의에 강하게 동조했고, 평화로운 세계의 기반으로 자유무역과 국제협력을 선호했다.
108)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1950. Postwar Foreign Policy Preparation, 1939- 1945.
Washington, D.C.: USGPO.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No.358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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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든 인구들이 경제적 향유를 누릴권리를 수립하지 않는
한 평화는 공허하거나 유지될 수 없다는 경제적 인식이었다.(Russell, 1958: 33)
더 강력해진 국제기구, 평화의 경제적 기초라는 인식은 자유주의 평화기획의 더 진
전된 형태였다. 하지만 같은 시기 이 기획에 참여한 영국과 소련은 각각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해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갖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처칠은
중앙집중화된 국제 기구를 통한 집단 안보보다는 지역 조직들(Regional Organization)을
먼저 만들고 2차대전 승전국 4대 강국만으로 구성된 최고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
았다. 이는 고전적인 강대국에 의한 권력균형이라는 사고방식이었다. 영국은 기본적으
로 세계적인 조직을 구성함으로써만 미국을 유럽 방위에 끌어들일 수 있고, 미국이 독
일에 대항하거나 유럽내의 평화 파괴자에 대항하는 유럽의 집단안보에 참여하는 것에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즉 영국에게 국제연합은 전
형적인 권력 균형 게임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Campbell, 1973, 11)
반면, 소련의 스탈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관계, 전쟁의 원인, 평화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독일 문제German Problem였다. 유럽전장을 거의 전담한 소련109)의 스탈린
에겐 독일이 다시 권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누구도 소련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를 위해 스탈린은 이미 41년경 독일을 국제사회에서 추방하기로 했
고 독일에 대한 막대한 배상, 탈무장 등 전후 처리 계획을 발전시켰다. 스탈린은 가장
일방적이고 가장 완전한 독일의 패배를 추구했고 소련과 독일 사이에 가능한 많은 장
벽이 세워지길 바랬다. 스탈린은 계속해서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공화국 점령과 핀
란드와 가혹한 정전협약을 맺고 독일과 소련 사이에 거대한 안보 벨트를 구축하고 있
었다.(Kalevi J. Holsti, 1991,249-258, Russell, 1958: 156)
하지만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전지구적인 자유주의 평화 기획과 다른 것이었다. 루
즈벨트는 무조건 항복을 추구했지만, 베르사이유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배상을 부과한 후 영토적으로는 1939년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구상을 갖고 있
었다. 처벌적 배상을 부과하지 않아 이후 전쟁의 경제적 원인을 만들지 않는다는 케인
즈적 시각도 미국식 자유주의 평화의 일면이 되었다. 이 시기에 비처벌적인 평화협약
으로서의 자유주의 평화라는 구상이 등장했다.
'4명의 경찰관Four Policeman'과 안보리
그런데 서로 다른 미국, 소련, 영국의 서로 다른 전후질서 구상에 있어서 구심점이
된 것은 일종의 강대국간 합의의 원칙이었다.
루즈벨트는 1930년대 이후 '4명의 경찰관'(Four Policemen, 중국, 소련, 영국, 미국)
개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총력전의 시대에 작은 국가권력들은 더 이상 스스
로의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고 믿었다. 루즈벨트는 작은 국가들이 열강의 공격에 맞서
기 위해 무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파산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작은
109) 사실 2차대전에서 서구 열강들은 전체 나치 군의 1/3정도만을 대면했다. 나머지를 거의 소련의 적군이 담당하고
있었다.(Clemens, 197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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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은 비무장인 채로 남아 그들의 안보 문제를 강대국들, 특히 4대강국에 맞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 강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군비에 자원을 쓸 필요가 없게 되
면 경제적 번영을 더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전망했다.(Russell 1958:96)
루즈벨트는 4대 강국의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소련의 참여가 절대적이라고 여겼다.
만일 스탈린이 협력하지 않으면 다시 과거의 권력 균형balance of power 시스템으로 돌
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문제는 4명의 경찰관을 통제하는 것이었는데 나머
지 국가들의 강대국에 의한 지배에 대한 두려움을 둔화시키기 위해 UN이 4대 강국
사이의 논쟁과 불일치를 푸는 주요 도구가 되기를 바랬다.(Campbell, 1973,

193, Kalevi J.

Holsti, 1991, 248)

UN 안보리의 국제연맹보다 강화된 권한을 갖고 있었다. 국제연맹은 권고권한 밖에
없었고, 만장일치 원칙으로는 1930년대에 발생한 전쟁들에 무기력했다. 따라서 안보리
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침공을 빠르게 결정할 권한이 부여되었고, 빠른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강제(enforcement)할 수 있는 자원을 주었다. 즉 안보리는 분쟁상황을 평화에
대한 위협, 위반, 침략행위로 구분해 군사적 비군사적 제제조치를 결정할 수 있었고
침략받은 국가를 지원하는 권고를 할 수 있었으며 직접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게 설
계되었다.(Russell, 1958:669-684)
1944년 8월-9월 사이에 워싱턴 근교 덤바튼 오크Dumbarton Oaks110)에서 열린 회의
에서도 이런 기본 틀에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UN은 추축국과는 전후
처리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기로 했고, 전후 국제질서는 4개 승전국이 주도하기로 했
으며, 마지막으로 독일은 국제질서에서 추방하고, 탈나치화하고, 비무장시키고, 점령하
기로 했다.(Kalevi J. Holsti, 1991, 244) 이 시기 UN 창설 구상에 반영된 평화 기획은
무조건 항복을 통해 승자의 평화를 강제하는 기획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회담과 UN의 창설 : 자유주의의 제도화와 한계
1945년 4월 12일, UN의 창설을 수년간 주도해온 루즈벨트가 사망하고, 이 일에 깊
이 관여하지 않았던 부통령 트루먼이 그 뒤를 잇게 되었다.111) 하지만 우여 곡절을 거
쳐 1945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UN 헌장이 서명되었고, 1945년 10월 24일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UN 헌장은 윌슨이래 등장한 미국의 자유주의적 이상주의와 트루먼 시기의 현실주의
의 기묘한 혼합이었다. 전반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논의에 미국의 영향이 절
대적으로 반영되어 UN 헌장의 용어들은 매우 자유주의화Liberalized 되었다고 평가된

110) R. Hilderbrand, Dumbarton Oak : The Origin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Search for Post war
Security (Chapel Hill, 1990) S. Amrith and G. Sluga, "New Histories of the United Nations," Journal
of World History 19:3 (Sept. 2008): 251-74.
111) 트루먼은 루즈벨트의 부통령으로 있던 12주 동안 아웃사이더로 남아 있었다. 대통령과 공식 면담은 여덟번밖에 안
되었고, 트루먼이 전쟁관련 지시를 하던 백악관의 Map Room 에는 들어가 본적도 없었으며 원자폭탄이 있다는 것
도 몰랐고, 러시아와 폴란드 문제를 두고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었고, 약 두달전 얄타회담에도 참
가하지 못했다. 트루먼에게는 분명한 가이드가 없었다.(Stephen C. Schlesinge, 20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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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tephen C. Schlesinge, 2004, 260)
UN의 창설은 기본적으로 국제적 근본 규범을 모든 국내외 법의 근거로 삼을 것을
주장해온 자유주의 국제 법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직접 참여했던 20세기의 칸트주의자 한스 켈젠은 1910-20년대에 국제 사법체계를 각
국가의 근본 규범으로 생각하자는 제안을 했다. 켈젠은 보편적인 세계정부가 국가간
관계에서의 힘의 논리를 넘어서 개별국가들보다 우월한 보편적 공동체로서 개별 국가
들을 조직하기를 원했다. 비록 수년후 켈젠은 UN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비판을 제
기했지만 기본적으로 UN은 합리적 사고를 체계화한 기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112)
하지만 UN은 한편으로는 열강들간의 지속적인 권력 경쟁의 타협의 산물이었고 UN
헌장엔 수많은 상호 갈등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헌장 23장에 반영
된 다섯 개의 상임이사국의 안보리에서 비토권한이 그 상징이었다. 비토에 제약된 안
보리의 구조는 헌장 1조에 명시된 모든 회원국의 주권의 동등성 원칙과 거의 해결할
수 없는 긴장상태에 있었다.(Grewe 2000: 645-646)
UN헌장엔 여러 상충하는 전후질서 구상들이 반영되어 있었다. 최종 합의에서 지역
조직에 보다 많은 권력이 부여되었으며, 국내 주권문제에 개입할 수 없게 하는 보호조
항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한편 UN 총회의 역할이 다소 강화되어 전지구적 문제에 대
한 제안과 논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안보리 외에도 경제사회이사회와 국제 법원이
설치되어 많은 영역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신탁통치라는 개념도 헌장에 자리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차별 없는 개인의 '인권', '정의', '완전 고용', 교육' 등의 새로운
자유주의, 케인즈주의적 개념도 UN 헌장 안에 자리를 잡았다.
한편에는 미국 국무부의 국제주의적 사고가 있었고, 이들은 자유무역을 구축하고,
투자와 금융 레짐을 만들고, 자기 결정 원칙을 전세계에 적용하려 했다. 이들은 국제
적인 제도 구축을 통해 국제질서를 변화시킬수 있다고 기대한 제도주의자들이었고, 미
국의 국내정치에서 작동했던 연방주의 원칙과 뉴딜적 사고를 세계질서에 확대 적용하
려 했다. 하지만 영국의 처칠은 권력의 영토와 군사적 균형, 즉 고전적 권력 균형 원
칙으로 사고했고 스탈린은 비토권과 주권원칙을 확보하면서 민족주의적인 팽창과 독일
로부터의 방벽쌓기에 골몰하고 있었다.(Kalevi J. Holsti, 1991,263-264)
결국 UN체제는 미국의 제도주의적 자유주의와 영국의 권력 균형, 소련의 강대국 권
한에 근거한 방어적 영토주의가 뒤섞여 충돌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스미스는 UN이
전지구적인 치안 메커니즘을 창조하는데 실패했고 평가했다. UN이 결국 이후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된 것에는 보편주의적 차원이 결코 지역이나 개별 국민국가를 넘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영토 국가의 주권에 기반해 그것을 지역적, 전지구적으로 확대하려는
112) Hans Kelsen, The Law and Practice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Praeger, 1950); Hans Kelsen,
Peace through Law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44) 이 밖에 UN의 법률적 역사에
대해서는 Alf Ross, United Nations: Peace and Progress (Totowa, N.J.:Bedminister Press, 1966);
Benedetto Conforti, The Law and Practice of the United Nations (Bost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Richard Falk, Samuel S. Kim and Saul H. Mendlovitz, ed. The United Nations and a Just
World Order (Boulder: Westview Pres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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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스미스는 UN의 실체는 민족주의의 국제주의였고,
국가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윌슨의 국제주의는
살아남았지만 매우 약화되었다.(Smith 2004: 376, 381, 414)
또한 UN 헌장의 전쟁 관리 장치들도 실효성이 부족했다. 안보리의 무력충돌에 대한
강제 권한도 충분하지 않았고, UN 상비군을 창설한다는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국제 사법재판소의 위상과 권위에 대해서도 미-소의 대립이 있었다. 무장해제와 군축
문제도 의제에서 사라졌고, 헌장 51조((집단적) 자기방어)가 추가되며 미국의 국가안보
추구와 개별 국가들의 전통적인 동맹 구축으로 나아가는 길을 닦았다.(Kalevi J.
Holsti, 1991, 266-67)

즉 UN은 윌슨의 이상적 자유주의의 기획의 귀결이었고 베르사이유 체제보다 나아
간 것이었지만, 원래 원칙들로부터 상당한 일탈이기도 했다. UN은 19세기식 국가주권
과 권력균형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베르사이유 이래 전지구적 주권질서의 수립을 향한
기획으로 시작된 것이었지만 헌장엔 더 진전된 자유주의 기획뿐 아니라 기존의 국제질
서 원칙들도 다수 반영되어 있었다.

3) UN 체제하에서 위법화된 전쟁과 자유주의 국제법의 전개
(1) 전쟁의 전면적 금지
현실에서 UN의 상당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관련된 UN헌장의 국제법적 의미
는 컸으며 제도적 차별성이 있었다. UN창설의 가장 결정적인 구심점 자체가 2차대전
의 참화 속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기위한 전쟁의 전면적 금지라는 원칙이었다. UN 시
스템의 핵심에 국제연맹 협약과 켈로그 브라이언트 팩트를 넘어서 국제법의 엄밀한 의
미에서의 전쟁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무력사용, 위협까지도 위법화시키는 포괄적인 무
력 사용금지가 있었다.(Grewe 2000:673)
UN 헌장의 무력 사용 금지는 다음과 같은 UN 헌장의 2조(4)에 자리하고 있었다. '
모든 회원국은 영토적 통합이나 다른 국가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무력이나 위협을 사
용하거나 UN의 목적과 불합치하는 어떤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한다.'
UN헌장에선 아예 국가간 전쟁War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거되었다. 고전적인 '전쟁
War '이란 용어 대신, 더 다양한 상황을 포괄할 수 있는 개방적인 '무력 충돌armed
conflicts'이란 용어로 대체되었다. 이는 과거 국제연맹 협약에 전쟁war과 침략aggression

개념이 들어갔다가 1931년 일본의 만주 침공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소모적 공방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전쟁이나 침략이라는 용어 사용을 피한 것이
었다.(Russell, 1958: 234)
그리고 헌장의 7장에 있는 집단안보 시스템은 안보리에 국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
고 유지할 집행수단만 준 것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위협, 위반, 침략행위의 존재 자체
를 결정할 권한(39장)도 주었다.
국제연맹 협약에서 공동체의 질서유지 수단은 불법적 전쟁을 자행한 국가에 대한 해

2장. 보편적 자유주의 평화기획의 전개와 냉전적 변형 73

양의 장벽을 통한 경제 제제 조항이 유일했다.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는 달랐다.
UN의 전쟁 관리 체제는 무력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다섯가지 조치를 취
하게 되어있었다. 첫번째는 불법적 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의 법적 책임, 두
번째는 피해 국가에게 공개적인 지원을 하기 보다는 보복으로서 제 3국이 중립법 적
용을 삼가하는 것, 세번째는 불법적 무력 사용으로 취득한 것은 국제사회에 의해 인정
받지 못한 다는 것이다. 이 세가지는 모두 베르사이유 체제부터 스팀슨 독트린까지 등
장한 내용들을 반영한 것이었다.
UN 헌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은 네 번째, 침략을 기획하고 실행한 책임이 있는
개인이 국제 재판소에 범죄자로 기소하는 것으로 이는 1946년 뉘렘베르크 재판을 지
휘한 국제 군사 재판소 헌장과 '평화에 반하는 범죄'라는 규정으로 나타났다.113) 하지
만 뉘렘베르크와 도쿄 이후에는 '침략'에 대한 법적 정의확립에 실패하여 '평화에 반
하는 범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없었다. 다섯 번째는 UN 안보리의 원조하에 국제 공동
체에

의해

직접적인

무력

행동이

취해질

가능성이었다.(Stephen

C.

Neff,

2005:321-22)

하지만 UN 헌장이 전제로 한 국제적 분쟁의 모델은 매우 단순했다. 헌장에 기입된
전쟁의 모델은 1930년대의 침공행위들에 기반한 것이었다. UN은 1) 한 국가에 의해
자행된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침략행위를 대상으로 했는데 2) 쉽게 식별될 수 있는 위
협과 침략행위가 존재해야하고 3) 침략국이 한 국가인 경우를 전제로 했다. 이에 따라
헌장을 작성한 사람들은 비국가 행위자가 무력을 활용하거나 군인들이 국가간 국경으
로 선명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 해외의 후원세력과 개입이 이뤄지는 경우등을 고려
하지 않았다. 민족 해방 전쟁, 게릴라 분쟁, 식민 당국에 대항한 무장 반란 등은 국제
적 지평에서 가시화되지도 고려되지도 않았으며 국가 내부 반란 행동도 포함되지 않았
다.(Kalevi

J. Holsti, 1991, 268)

뿐만 아니라 UN의 틀은 엄밀하게 제도화된 형태가 아니라 소수 강대국간의 정치적
인 합의의 결과였다. 그에 따라 UN헌장에서 안보리는 '국제법 에 대한 위반'에 대응
하는게 아니라 UN헌장 39장에 의해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에 대한 위반, 침략 행위
'로 안보리 회원국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상황에 대해 행동을 취할 권한을 갖고 있었
다. 이는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안보리 회원국들의 이해관계와 합의의 형태로
작동하게 되어 있었다.(Stephen C. Neff, 2005: 324)114)
결국 어떤 면에서 UN 헌장 시스템은 제한적 의미에서만 새로운 '정의로운 전쟁' 체
제의 출현을 상징하는 요소들이 들어있었다고 할 수 있다.115) UN 헌장은 국제 질서의
113) 뉘렘베르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Bradley F. Smith, Reaching Judgment at Nuremberg (London:
Andre´ Deutsch, 1977); Ann Tusa and John Tusa, The Nuremberg Trial (London: Macmillan,1983);
Telford Taylor, The Anatomy of the Nuremberg Trials : A Personal Memoir (Boston: Little, Brown,
1992).도쿄 전범재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Arnold C. Brackman, The Other Nuremberg : The Untold
Story of the Tokyo War Crimes Trials (London: Collins, 1989).
114) Evan Luard, A History of the United Nations: The Years of Western Domination, 1945–1955 (London:
Macmillan, 1982),
115) 하지만 중세의 정의로운 전쟁 원칙과 비교하면 UN헌장 2조는 중세와 달리 인간의 사회적 관계 전반에 대한 폭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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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상태를 평화상태로 상정한 것이었다. 이는 실증주의에 깔려 있던 홉스적 전
제와 다른 것이었다. 그리고 어떤 조건하에서 예외적으로 무력 사용이 정당한가에 대
한 규정이 있었다. UN헌장이 제시한 무력 발동이 가능한 두가지 예외란, 첫째, UN에
의해 공동의 법 집행행위로서 침략을 패퇴하기 위해 무력 개입하는 행위이고 두번째는
침략에 대한 자기 방어 전쟁이었다. 결국 1945년 이후 UN 체제하에서 전쟁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재 개념화reconceptualisation되었다고 할 수 있다.(Stephen C. Neff, 2005:
314, 316, 335; Bailey, 1982: 2)

UN체제하에서 합법적 무력행사의 첫 번째 형태는 일종의 공동 질서유지 행위였다.
이로 인해 UN의 개입은 전쟁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다. 안보리에 의한 국제적 법 집
행 기능으로서의 전쟁은 국가간 무력 충돌이 아니라 일종의 공동 치안활동police action
이 되었고, UN의 전쟁은 합법적이고 윤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이 되었다.(Stephen
C. Neff, 2005:281, Quincy Wright, 1970, 54)116)

하지만 20세기 말까지 UN이 함께 집행행동을 한 것은 단 세 번뿐이었고 첫 번째
사례가 UN 창설이후 최초로 UN에 의한 집단 행위가 이루어진 한국전쟁(1950-53년)
이었다. 냉전내내 UN이 대규모 군사작전 개입한 것은 한국전쟁 단 한건이었다.117)
1945년 이후 가능한 전쟁의 두 번째 범주는 자기 방어 전쟁이었다. UN의 강제집행
행위가 공세적이고 처벌적인 성격의 것이라면 자기 방어는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임시
적인 방식으로 간주되었다. 즉, 자기 방어는 임시적이고 긴급한 상태에 제한된 목적으
로 이뤄지는 것이고, UN의 집행 행위는 끝이 열리고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최대
수단이었다. 결국 UN 집행행위가 세계의 무력분쟁이나 불안정성에 대해 더 폭넓은 부
분을 다루게 되어 있었다.(Stephen C. Neff, 2005:326-327)
하지만 안보리가 냉전의 경쟁구도로 인해 무기력해졌고, 특히 UN에 의한 집행행위
는 유일하게 작동된 한국전쟁 이후 적용이 중지되게 되었다. 그 결과 자기 방어 개념
만이 점차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후 무력행사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유일한
개념이 되었다. 원래 자기 방어란 매우 좁은 의미의 것이었지만 이후 점차 영토적 통
합과 국가를 방어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자기 방어는 시
간적으로도118) 국익의 범위의 확장에 의해서도 의미가 확대되었다.119)(Stephen C.
게 공유된 관점에 깊은 뿌리를 둔게 아니라 단지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이었다. 중세에는 평화주의가 상세하고
정교한 자연법 사상에 배태되어 있었고 정교한 기독교적 교리 들에 의해 강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1945년 이후 세
계에서는 세계 평화의 규범을 뒷받침하는 상세하고 풍부한 원칙이 없었다. UN 헌장은 법률가들과 정치인들이 만든
것이었다. 이는 어떤 영원한 진리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지역적이고 즉각적인 요구와 조건에 대한 긴급한 응답 같은
것이었다. 결국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은 폭넓게 공유되어 뿌리를 내린 가치라기 보다는 두 번의 세계 대전이
라는 극단적 경험을 반영한 실현되기 힘든 희망 같은 것이었다.(Stephen C. Neff, 2005:317)
116) UN의 경험에 대한 간략한 연구에 대해서는, Franck, Thomas M. Recourse to Force : State Action against
Threats and Armed Attack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2002.참조.
117) Vaughan Lowe (ed.),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War The Evolution of Thought and
Practice since 1945 (Oxford,2008)
118) 가장 충격적인 주장은 2002년에 미국이 한 것이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특정한 위협에 대한 예방적인 전략을 채
택했다. 미국은 “적에 의한 공격을 막기 위해 미국은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03년에 미국은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이라크를 침공했고 정부를 전복한 후 군사점령을 통해 다른 정권을
수립했다.(Stephen C. Neff, 20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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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자기방어 전쟁 개념에는 미국의 지역주의적 의도가 크게 반영되어 있었다.
미국 대표들은 베르사이유에서 몬로독트린을 기입한 것에 이어 UN에서도 이런 시도를
한 것이다. 소련이 독일의 군사적 부활을 막기 위해 동유럽 국가들과 맺은 기존 협약
들을 모든 지역기구의 강제력을 안보리 권한하에 종속시킨다는 원칙에서 제외시키려
하자120) 지역문제에 대한 미국 대표 반덴버그도, 안보리가 지역적 협약을 부정하게 되
면 미국의 오랜 전통인 몬로독트린이 종식될것이라며 안보리의 지역 기구에 대한 권한
에 반대했다.(Smith 2004: 405)
UN의 보편주의적 기획을 추구해온 파스볼스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행동에
안보리 회원이 비토권을 행사한다면, 미국은 항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반댄버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국무부 차관 넬슨 록펠러가 남아메리카국가들이 미국의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전통적인 특권적 지위를 지지하는 차풀테펙 협정을 맺은 상태였
고, 반댄버그는 이 내용을 UN헌장 지역 조항에 포함시키려했다. 그러자 국무부는 자
기 방어 개념을 지역 규모로 확대할수 있게 새 조항을 만들게 했고, 차풀테팩 협약같
은 기존 협약에 따라 침략에 대항하는 자기방어 권리가 있다는 지역적 자기 방어 조항
을 제안했다. 영국은 미국의 적나라한 예외주의라며 반대했지만 곧 미국의 설득에 동
의했다. 최종적으로는 차풀테펙 협정이라는 구체적 언급만 제외된 채 자기방어를 지역
주의적 기존협약에 근거해 확장할수 있는 내용이 UN 헌장 51, 52조 자기방어 조항에
포함되었다. 결국 이 조항으로 인해 UN의 보편기획 안에 지역주의가 내재되게 되었고
이후 미국은 자유롭게 지역주의적 기획을 전개했다.(Smith 2004: 406-9)
이런 전쟁에 대한 강력한 결정권들을 통해 전쟁의 종식과 집단 안보라는 정신에 기
반한 UN의 출범 이후 모든 전쟁은 국가간 시스템의 관리하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이는 한편으로 2차대전 이후 세계적 수준에서의 무력 독점 혹은 무력 사용의 정당
성이 독점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UN을 통해 4명의 경찰관이 무력을 독점하려
는 시도는 실제로는 UN 지상군 창설 기획도 미국과 소련의 견해 차이로 인해 무산되
었고,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압도적 군비경쟁으로 변질되었지만, 적어도
정치적 상징과 제도로서의 UN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무력행사에 대한 정당성의 규범적
독점을 시도한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점에서 UN은 불완전한 무력독점이자 상징
적인 전지구적 주권 기획의 출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초국적 주권권력의 입헌화121)
119) 이스라엘은 우간다에 1976년 비행기 납치로 붙잡힌 사람을 구출하러 구출 작전을 수행했다. 이런 구출 행위가 자
기 방어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분명한 사법적 규정이 없다.
120) 처음에 이런 논의는 라틴아메리카 때문이 아니라 소련의 동유럽에 대한 이해관계 문제로 인해 시작되었다. 원래
덤바튼오크에서는 어떤 지역 조직도 안보리의 승인없이 강제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비공식적 동의가 있었
으나, 얄타에서 비토 조항이 소련과 영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단 하나의 안보리 회원국의 비토도 지역에서의 군
사행동이나 개입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소련의 몰로토프가 동유럽 국경지대에서 독일 군사주의가 부활하
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소련과 영국, 체코, 프랑스, 폴란드, 유고등과 맺은 다양한 양자조약들을 소개했고, 긴
급한 안보 목적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협약들은 안보리의 결정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했다.(Smith 2004: 405)
121) 비록 큰 한계는 있지만 UN 그 자체는 국가간 질서를 넘어 전지구적 질서로, 무엇보다 최초의 탈 유럽중심적인 전
지구적 권력이 출현한 상징이었다. 네그리는 이런 측면에서 UN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초국적 주권 권력의 입헌화
가 시도된 것으로 평가했다.(Antonio Negri, 2000: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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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UN체제는 주권국가간 관계에 기반한 19세기의 실증주의적 전쟁 개념을 버리
고 또 다른 방식으로 기존의 중세적 정의로운 전쟁 관념을 재등장시켰다.
(2) 신탁통치와 경제사회 이사회
국제연합의 등장이 국제 질서에 가져온 두 번째 근본적인 변화는, 기존의 모든 시기
의 국제법과 차별되는 것은 국제법의 틀 안에 존재하던 식민지 국제법의 소멸이었다.
이 시기 미국의 전후 질서에 대한 구상에는 유럽의 구 시스템을 새로운 국제 정치 시
스템으로 교체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반식민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Kalevi J.
Holsti, 1991,247; Grewe 2000:649)

하지만 신탁통치 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타협이 이루어져야 했다. 얄타에서 처
칠은 UN이 영국 식민지로부터 손을 때야 한다고 압력을 넣었고, 루즈벨트와 스탈린은
신탁통치 대상지역을“기존의 국제 연맹의 의무들, 2차대전 추축국에 의해 점령된 영
토들, 자원으로 UN의 후원하에 들어온 모든 영토.”만으로 한정시켰다.(Stephen C.
Schlesinge, 2004,59-61; Kalevi J. Holsti, 1991, 259)

1945년의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는 처음에는 중국과 소련 대표가 반식민주의 입장
을 분명히 하면서 신탁통치의 최종적 목적으로 '독립independence'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과 소련은 분명히 작은 국가들의 편에 섰다. 하지만 영국과 프
랑스가 꺼려했고 미국 역시 이 입장에서 물러나 있었다.
그런데 트루먼 정부 내 전쟁부와 국무부의 의견이 갈려 있었다. 특히 미군이 2차대
전 동안 장악했던 마샬 군도 등을 포함해 일본의 섬들을 안보를 목적으로 점령하기 위
해 계속 보유하기를 바랬고 신탁통치 문제에 반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그
영토들은 미국의 소유로 하되 UN 총회의 감시 하에 두기를 바랬다. 결국 얄타에서의
합의, 즉 위임 통치하에 있는 영토, 전쟁의 결과 적국으로부터 분리된 영토, 그리고
자발적으로 신탁통치 지도를 받으려는 영토들이 UN헌장의 신탁통치 대상으로 결정되
었다.(Stephen C. Schlesinge, 2004, 233; Russell, 1958: 343-345, 587-584, 825)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지리학자 보우만Bowman은 소련의 입장은 기존 식민지에
팽창주의적 야망을 가진 것이라며 독립이란 용어를 '자기 통치 self-government'라는 모
호한 목적으로 대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미국이 제시한 신탁통치에 관한 11개의 최
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국 전쟁부의 요청에 따라 소위 전략적 지역(strategic area)
은 예외로 남겨두었고 결국 이 지역은 미군 통제하에 있게 되었다. 또한 베르사이유에
서 등장했던 '자기 통치' 개념이 다시 등장했다. 이 개념의 재등장은 영국과 프랑스,
두 식민 동맹국 때문에 신탁통치 조항에서 '독립'에 대한 언급이 체계적으로 제외된 결
과였다. 하지만 중국과 소련은 '독립'을 선호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헌장의 11장에서 독
립이란 단어가 삭제되었고 대신 12장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헌장 76조에는 각 영토의
특정한 상황에 적합할 때 자기 통치 혹은 독립을 향한 점진적 발전으로 유도한다는 문
구가 포함되게 되었다. 하지만 얄타에서 신탁통치 대상국의 결정은 결국 전쟁 해당 국
가들간의 추후 평화협약Peace Treaty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합의되어 결국 UN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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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담긴 신탁통치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보다는,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들간의 합의를
통해

미국이

최종적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Stephen

C.

Schlesinge,

2004,233-236; Russell, 1958:815-817)

결국 샌프란시스코 회의는 매우 제한된 권한만을 갖고 있는 신탁통치 위원회를 수립
했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에 탈식민화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일본 지배로부터 벗어
난 태평양 섬들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허용했다.(Smith 2004: 410-411)
이로서 1945년 UN헌장에 반영된 신탁통치에 대한 합의는 영국과 프랑스 등 구 제
국주의 국가들의 권한은 UN의 권위하에 상대적으로 약화 되었지만, 소련과 미국이라
는 새로운 초강대국들은 평화협상의 형태를 통해 점령 지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제도적 타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창설 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10년 이내에 고전적 식민주의는 사라져갔다.(Grewe 2000: 646)
UN의 등장이 가져온 국제법에서의 또 다른 근본적 변화는 경제사회이사회의 등장
이었다. 19세기 영국의 보편주의적 자유주의는 유럽 대륙의 구정치 질서를 새로운 자
유주의적 경제 질서로 완전히 대체하기를 바라는 코스모폴리탄주의자들 혹은 제국주의
의 산물이었지만, 1940년대의 UN을 기획한 전문적인 외교관들과 법조인들, 협상가들,
그리고 숙련된 입안가들은 더 현실주의적이었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 세계질서를 만
들어 냈다.
미국의 전후 기획에서 정치와 경제 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하며 공존했다. 즉 1944년
에 브레튼 우즈에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r World Bank) 등의 전문적 경제기구가 설치되고, 이와

별도의 정치적 문제는 UN의 관리 대상이 되었다.122)
별도의 국제기구들과 국제규범의 분업관계는 모두 세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다. 먼저 UN은 이런 분업 하에서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긴급 상황의 경우 집
단 집행행위를 제공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UN이
물리적 전쟁을 예방하고 막는 부정적이고 협소한 평화를 지향했다면, 더 크고 완전한
의미의 평화, 즉 국가들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인간 조건의 개선은 경제 관계 시스템의
임무였다. 이 정치와 경제 세계질서의 의식적인 이중화 전략은 2차대전으로 생겨난 세
계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었다.(Stephen C. Neff, 1990: 99-100)
2차대전 이후 경제기구는 2차대전의 결정적 요소중 하나로 여겨진 거대한 전지구적
디플레이션, 즉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브
레튼 우즈 체제와 관련된 많은 관점들은 통화의 안정성과 교환가능성이 중요하며, 단
기 유동성 문제를 겪는 정부를 돕기 위한 안정 기금의 필요, 국제적인 자본의 흐름과
무역을 관리할 국제적 관리 기법과 완전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라는 큰 전제들
에서 케인즈주의적 관점들123)을 공유하고 있었다.(Jim Lacey, 2009:298-301)
122) Raymond F. Mikesell, The Bretton Woods Debates: A Memoir (Princeton, NJ, 1994); and Georg
Schild, Bretton Woods and Dumbarton Oaks (New York, 1995).
123)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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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케인즈 주의적 관점들과 대공황에 대한 관심은 곧 전쟁의 원인에 대한
경제적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국무부 장관 헐은 일본이 자원과 천연 물자들에
접근하려는 경제적 압력이 1930년대에 일본이 전쟁을 가속화한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측면에서 2차대전 동안 미국에서 등장한 자유주의적 국제 경제 질서는 대공황과
무역의 제한, 전쟁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한 대응이었다. 특히 전쟁과 분쟁의 경제적
원인에 대한 사고는 루즈벨트의 인식에 반영되어 있었다.(Kalevi J. Holsti, 1991,
267-269)

루즈벨트는 세계적 수준의 무력 분쟁을 국내 사회갈등의 문제와 동일하게 여겼고 비
슷한 대응을 추구하려 했다. 루즈벨트가 1944년 1월 발표한 네가지 자유Four Freedom
에 대한 연설은 뉴딜의 철학적 토대를 국제사회에 적용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
었다. 그는 국제기구의 목적은 단지 군사적 안보뿐이 아니라 경제적 안보, 사회적 안
보, 도덕적 안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950: 203) 두려움fear으로부터의 자유,
바램want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은 경제적 조건을 국제적 갈등의 자원으로 이해한 것
이었다. 전후 자유주의적 국제 무역과 재정 기구들과 UN의 경제사회위원회는 이런 인
식에 기반해 창설된 것이었다.(Kalevi J. Holsti, 1991,246)
소련은 UN이 평화와 안보문제에만 집중하자며 반대했지만, 미국은 안보리가 평화와
안보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경제사회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
다.124)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침략자에 대응하는 억압적 수단 보다 전쟁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전쟁이 주로 빈곤과
경제적 불만족으로부터 온다는 이론에 기반해 UN이 전세계적인 삶의 표준을 향상시키
려 노력해야한다고 간주했고, 이에 따라 UN 헌장에는 '완전고용'이라는 케인즈주의적
구호가 반영되었다.(Stephen C. Schlesinge, 2004, 238-241)
결국 UN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 2차대전의 원인에 대한 케인즈주의적 경제적 사고
를 반영한 산물이었다. 즉 UN에는 전쟁의 문제를 단순히 정치, 군사적으로만 보지 않
고, 경제·사회적 원인에 대응해야한다는 인식이 반영되었다.
(3) 인권의 부상과 국제 인도주의법계열의 전개
UN 체제의 세 번째 큰 전환은 의미는 개인 인권의 부상과 국제 인도주의법의 발전
이었다.
원래 UN 초기에 국제법위원회에서는 전쟁 발발시 교전국가의 행위를 규제하는 전
쟁 법Law of War을 새롭게 성문화해야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UN의 창설은 다시는 전
쟁이 발발하지 않게 완전히 금지될 것이라는 낙관주의적 인식의 산물이었고 이런 분위
기 속에서 UN 국제법위원회는 전쟁발발 자체를 금지하는게 아니라 전쟁 행위를 규제
하는 법의 개정은 그 자체가 'UN의 평화 유지 수단에 자신감이 결여되어있다는 것을
124) Jean-Pierre Cot, 'History of United Nations Charter', in R Wolfrum (ed), Th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online edition,
[www.mpepil.com], visited on 201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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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전쟁법 개정에 반대했다. 이렇게 UN의 낙관적 분
위기는 유럽의 19세기에서 기원한 실증주의적 전쟁 법들이 유용성을 의문시 했을 뿐만
아니라, 개정 기획을 막았다.(Geoffrey Best, 1994, Bailey, 1982, 19)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특히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주도한 인
도주의적 법 갱신 작업으로 1949년 네개의 제네바 협약(1949. 8. 12)이 탄생했다. 제
네바 협약 공통 2조는 이 조항들이 “모든 선포된 전쟁의 경우나 모든 무장 갈등, 한
국가가 다른 교전국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전쟁상태”이더라도 적용될 것이라고 규정
했다.(GC 1949. 8 12.) 즉 1949년 제네바 협약은 인도주의적 원칙을 국가간 분쟁이
아닌 국내 분쟁, 다양한 무력 충돌상황에 적용하게 되어있었다. 이는 새로운 진보였고
과거의 실증주의적 국가중심주의로부터의 변화였다.(Geoffrey Best, 1994, 207-208)
하지만 1949년 제네바 협약을 만들기 위한 논의 과정에는 본격적인 냉전 정치가 작
동했다. 소련 대표들은 원자폭탄의 사용금지라는 주제를 제기했으나 이는 부결되었고,
대신 포로문제가 이 회의의 뜨거운 주제중 하나였다. 첫번째 쟁점은 포로가 되기 전에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재판문제였다. ICRC는 죄가 완전히 증명될 때까지는 포로로
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냉전이 심화되자 영국과 미국은 이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1949년 제네바 협약 85조에 의해 전범일 경우에도 포로지위를 유지하는 내
용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소련은 전범과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호하
는 것은 지킬 수 없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전범처벌에 대한 소련의 강조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Stephanie Carvin 2006, 74)
이런 한계에도 인도주의법의 발전은 더 나아가 1949년 경에는 뉘렘베르크와 도쿄을
특징짓던 '전쟁범죄crime of war'는 낡은 것으로 여겨지고, 점차 새로운 '평화에 반하는
범죄crime against peace',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 against humanity'개념이 대두되었다.
반인도주의 범죄는 추축국 지도자들이 후방에서 저지른 행위를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
도 고소할 수 있게 발명된 것이었다. 이는 전통적인 전시법에서의 범죄는 포함할 수
없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런 인도주의 법의 개정작업에도 강대국 영향력과 이해관계
가 반영되었다. 4대강국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될 전례를 만들지 않으려 했고 '인
도주의 범죄'는 오직 전쟁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이러한 새
로운 인도주의법은 과거의 전시법과 달리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인간들, 즉 전쟁 피해
자Victim들에게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제네바 협약은 기본적으로 전쟁의 피해
자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그 범주를 확장한 것이었다.(Geoffrey Best, 1994, 67)
한편 이와 별도로 점차 인권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더욱 확산되었다. 네가지 주요
인권 도구(1950년의 유럽 협약, 미국의 1969년 협약, 두개의 1966년 국제 협약)가 마
련되었다.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전시 인도주의 법들은 상호작용하고 있었고, 특히 새롭
게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인권의 원칙들이 전시법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다.
당시 이런 발전은 1948년 12월 10일 UN 인권 선언으로 가시화되었다.(Geoffrey Best,
1994, 67)

그런데 인도주의적 법과 인권의 전면적 부상에는 또 다른 정치적인 배경이 존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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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은 2차대전이라는 계기를 통해 그동안의 고립주의를 넘어서 세계무대의 전면
에 나서기 위해 국제적인 보편적 의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이 인권을 내세우기 시작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베르사이유에서 대두되었던
소수자 권리보다는 보편적인 '인권'과 '개인'에 대한 강조가 부상했다는 것이다. 특정
지역의 소수 민족이나 인종의 집단적 권리 보다는 보편적 인권, 그리고 영미식 자유주
의적인 개인 인권이 1945년 이후 국제사회의 수많은 차이를 아우르는 틀이 되기 시작
했다. 무엇보다 미국 관료들이나 서구 국가들은 신생국이나 탈식민 지역의 소수 민족
의 집단적 권리 보장 보다 개인 인권 보호를 선호했다. 그 결과 UN헌장에는 소수자
권리와 인권 원칙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었고 집단적 권리로서의 소수자 문제는 UN
헌장이나 인권선언안에서 사라졌다. 대신 UN헌장에는 인권에 대한 조항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전면에 등장했다. 1조에는 특히 인종, 성, 언어, 종교 에 대한 차별 없는 근
본적 자유, 인권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2조에는 국내 관할권 조항이 들어
갔고, 인권 원칙의 적용과 강제 수단이 없었다. 한스 켈젠은 인권 조항들이 사실상 빈
어구로 남아있다고 비판했고, 인도, 뉴질랜드, 남아메리카 국가들로부터 국제연맹보다
후퇴한 것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Mark Mazower 2004,385-393)
물론 UN의 인권 담론은 탈식민 투쟁에 인권 의제를 연결시키는 것을 가능케 했고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인권 담론이 넘쳐났다. 하지만 다른 한편, 인권에 대한 구체적 정
의와 강제메커니즘이 없이는 실효성이 없었고, UN헌장과 1948년 인권 선언은 곧 냉
전의 희생물이 되면서 UN 총회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인권 의제가 제기되는 포럼으
로 변화했다. 결국 강대국들은 인권을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는 무기로 보았고, UN총
회는 인권남용을 국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포럼이 되기 시작했다.(Mark Mazower
2004, 395-397)

제네바의 피해자 보호법과 UN의 인권선언 등 인도주의 법의 발전은 전쟁이나 무장
갈등을 다루는 제도의 목적과 특징에 매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UN헌장이 그랬
듯이 인도주의 법역시 기본적으로 전쟁을 경쟁하는 국익의 충돌로 보지 않았고, 더욱
보편적 차원의 인간의 비극으로 바라보았다. 즉 '국제 인도법'의 분명한 특징은 19세기
실증주의의 국가간의 공정함, 국가의 권리가 아니라 전쟁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최우선적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결국 UN창설 이후 이런 인도주의 법의 발전으로 인해 안보리에서 결정되는 문제의
영역과 국제 인도주의법 계열의 전개 사이에 또 다른 일종의 노동 분업division of
labour이 생겨났다. 즉 안보리 차원에서 다뤄지는 문제는 주로 전쟁과 무력사용 자체에

대한 정당화 문제(jus ad bellum)를 다루었고, 제네바(1929, 1949)와 헤이그법(1907)이
후 발전한 인도주의적적 법계열들은 주로 전쟁의 '행위'와 관련된 문제(jus in bello)를
다루게 되었다. 이중 제네바 법으로 부를 수 있는 이 법들은 전쟁 피해자를 구제하고,
특히 부상당하고 병에 걸린 군인들, 포로 등을 보호하는 것이었고,125) 반면 헤이그 법
125) Roberts, Adam, and Richard Guelff, eds. Documents on the Laws of War. 3rd ed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2000. (Stephen C. Neff, 20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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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ue Law(1907)계열은 특정한 무기나 특정한 전술을 금지하는 것을 통해 경쟁자들

사이에서의 적대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었다.(Stephen C. Neff, 2005: 315, 341)
표 2-1. UN 창설에 반영된 19세기 국제평화질서 관념과 20세기 평화 기획의 차이
19세기

20세기

국제적 보편주의

국가간 체제와 국제공동체의
병존
보편주의적 경향의 확대

유럽 공법

전지구적 경찰관

UN헌장, 개입, 제제

평화유지군으로 발전

국가

국가, 국제기구

국제기구, 국가

국제기구의 등장과 담당영역
의 분업화

신탁통치

식민지배의 폐지

전쟁 금지, 개인 인
권, 국가 주권

국가간 전쟁의 소멸, 분쟁의
지역화, 질서 안정추구
전쟁 개념 대신 무력 충돌,
분쟁개념으로 축소. 전쟁/평
화 분리의 애매함

권력균형

국제 공동체

규모와 범위
국제질서의
유지수단

지역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최상위의 가치
전쟁에 대한 규정

전쟁의 개인
전쟁 종식의 방식

점진적 경향

집단안보,
안보리 결정
국제적 보편주의

국제질서와 안보

안보의 담당기구

UN

식민주의 유지
국가주권
국가의 합법적,
정치적 행위

반식민주의, 민족자결,
자기통치
전쟁 예방, 개인 인권,
피해자보호
전면적 금지와 정의로운
전쟁, 경제적 위기의 결
과

강제집행행위, 방어전
쟁, 경제적 관리대상

국가의 종복

피해자, 소수자(소수민족)

피해자, 집단보다 개
인자유와 권한

집단권리에서 개인권리, 인도
주의적 피해자 보호로

국가간
평화협약

정전, 무조건 항복, 종
전선언

휴전과 협상 중재

평화협약의 소멸, UN의 개입
과 관리

이렇게 UN 등장이후 강조된 개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후반의 수많은 국
내외 정치적 논쟁을 불러왔다. UN이 갖고 있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UN 헌장은
전후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재건에 있어서 허브 역할을 하기도 했다. UN 헌장은 국제
관계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권한의 발원지가 되었고, 동시에 이를 지원하는 모든 새로
운 기관의 설치를 승인하게 되었다.(Geoffrey Best, 1994, 67)
다른 한편 UN 헌장에 제공된 인권 담론과 반인류, 반인도주의 범죄에 대한 논의들
은 점차 희생자 이데올로기를 발전시켜, 소위 '희생자들의 경쟁'이라고 할만한 새로운
현상을 등장하게 하기도 했다.(Balibar, 2010: 244, 253)

2절. 자유주의 기획의 냉전적 변형과 지역별 경계들의 형성
그렇다면 냉전은 자유주의 기획의 전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냉전의 양극 체
제가 전개되면서 UN이 출범당시 의도한 전면적 전쟁 예방 기능은 다소 약화되었다. 그
결과 냉전 시기 내내 UN은 1945년 이후 국제 관계를 기존과 다르게 본질적으로 변화시
킨게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현실주의적 외교와 파워폴리틱스(power politics)를 수행하
는 수단의 일부가 되었다는 냉소적 평가를 받았다. 냉전의 전개로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개념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UN을 통해 지양하고자 했던 전통적인 동맹관계들

82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이 재구축되었고, UN 밖에서 국가간 직접 타협과 개입이 이루어졌고, 특히 미·소 양
대국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개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기 냉전과 UN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
전제이다. UN은 냉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지만 단순히 강대국의 도구가 되지 않았고,
냉전의 프로젝트 자체도 UN의 설립을 추구한 자유주의 기획의 변형이자 반작용, 혹은
보충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1947년 이후 본격화된 미 소간 냉전의 현실정치와 적대적 경쟁은 20세기에
진행된 전지구적 자유주의 통치성의 확대와 전개라는 상황을 강화했는가 아니면 약화했
는가? 미국의 국가안보가 어떻게 세계적 냉전질서와 연결되어 구성되었는가? 양대 제국
의 권력 경쟁이라는 기반위에서 작동한 냉전의 국제질서에서 UN과 국제규범들은 단순
히 도구화 된 것인가? 냉전은 권력균형에서 자유주의적 통치성으로 전환에 역행하는 후
퇴이자 전면적 단절인가?
여기서는 냉전의 전개가 자유주의적 통치성의 등장과 전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UN이 실제로 냉전초기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 발생한 무력 분쟁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를 살펴볼 것이다.

1) 자유주의적 이상주의의 실패로 부활한 현실주의로서의 냉전
(1) 2차대전 이후 지역문제와 미국의 대응 : 평화의 실패와 적대의 전지구적 구성
많은 냉전 연구들이 냉전을 양 강대국의 경쟁구도를 통해 설명하지만, 냉전은 처음부
터 소련과 미국의 대립이었던 것이 아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차대전 전후질서 구
상으로 추진된 UN이라는 이상주의적 프로젝트가 2차대전과 그 이후의 수많은 문제들에
겪으며 좌절을 겪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현실주의가 대두되는 과정이다.
2차대전 이후 전지구적 권력으로 부상한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탈식민화, 경기 불황,
전쟁으로부터 발생한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불안정성, 정치적 대변동을 대면하고 있었다.
레플러는 냉전 초기 미국이 전세계에서 직면한 도전은 크게 네가지 였다고 지적했다. 첫
째는 소련군이 철수하지 않고 동유럽과 동북아에 남아있는 상황, 둘째는 이란과 이탈리
아, 프랑스와 중국, 한국에서 좌파가 부상하는 상황, 셋째는 핵심 산업기지인 독일과 일
본의 사기저하와 침체, 네 번째는 동남아와 중동의 혁명적 민족주의였다. 이렇게 유럽
전체의 회복과 개혁, 독일과 일본문제, 아시아의 내전, 제 3세계의 혁명적 민족주의를
해결하려 하던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서 1946년 초부터 이러한
국제적 상황의 전개를 모두 2차대전의 동맹인 소련의 책임으로 두고 적과 아의 이분법
적 적대관계로 해석하기 시작했다.(Leffler, 1992: 100, 497)126)
이런 전개에서 46년 2월 10일 처칠의 방문과 케넌의 2월 22일의 긴 전문'long

126) Jervis, Lebow, and Stein, Psychology and
Misperception, 143-282. (Leffler, 1992: 51-52)

Detterrence,

180-232;

Jervis,

Percep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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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은 결정적 계기였다. 소련이 자본주의대 공산주의라는 적대적 구도를 전면화한

다는 케넌의 분석과 여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제안은 미국의 대외 정책을 통
합해주는 호소력이 있었다.127)
케넌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대면한 문제들은 서로 이질적인 원인과 성격을 가진 문제
가 아니라, 소련을 적으로 보고 모든 문제들을 소련과의 경쟁으로 볼 틀을 제공했다. 이
는 점차 커져가는 소련과의 분쟁에 대해 아주 설득력 있는 설명과 해법을 제공했다. 결
국 1946년 가을 즈음엔 미국 국가내부 정책결정 관료들 내에서는 소련이 이데올로기적
적이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생겼다(Colin Gray, 2009, Leffler, 1992: 108, 131)
1947년 7월 케넌은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X article을 통해 다시한번 소련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며 봉쇄 정책(Containment Policy)을 주창했다.128) 케넌의 전지구주의적 사
고는 트루먼 정부의 정치적 필요와 잘 부합했다. 봉쇄정책, 곧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와의
세계적 전쟁은 보통의 미국인들이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목적이었다.129)
하지만 레플러의 지적처럼 미국이 대면하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소련에 의해 촉발된
것은 아니었다.130) 예컨대, 1949년 무렵 미국의 중요 관심사는 소련이 아니라 유럽이
미국의 물품을 구매할 달러가 부족한 달러 갭 문제, 유럽의 통합의 더딘 진행, 독일과
일본을 미국의 영향권으로 포섭하는 것 등이었다. 또한 중국에서 마오가 권력을 잡고,
호치민이 베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소련의 책임이 아니었다. 소련과 중
국의 원조 협약, 베트민에 대한 인정 역시 미국에 대한 호전적인 도전 행위가 아니었
다.(Leffler, 1992: 359)
하지만 미국 관료들에게는 소련의 힘과 존재 자체가 악몽이었다. 소련은 혁명적 이데
올로기를 가진, 서구의 지배를 벗어나 경제적 진보를 이루려는 제 3세계 인민들에게 큰
호소력을 가진 전체주의 국가였다. 소련은 동유럽을 지배하고 동북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독일과 일본을 위성으로 만들 역량이 있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
하지 않으면 유럽과 아시아의 산업, 시장들, 천연자원들이 미국의 궤도를 벗어날 것이
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적대적인 세계에서 고립될 것이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자유롭
고 민주적인 시스템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존재론적 위협에 대한 인식으로 발전되
었다.(Leffler, 1992: 359)
이렇게 소련을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책임의 근원으로 보는 냉전적 세계관의 전개는
기본적으로 미국 이상적 자유주의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분명하게 설명될 수 없다. 미국
은 냉전의 경쟁을 국가간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유 세계'와 '전체주의 세
계'라는 두 개의 문명간의 근본적 충돌로 규정했다.(Michael W. Doyle, 1983: 330;
127) Kennan, Memoirs, 1925-1950, 583-9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이후 FRUS) 1946.
Ⅰ:1167-71.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Postwar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rev. ed. (New York, 2005). Wilson D. Miscamble, George F. Kennan and the
Making of American Foreign Policy, 1947–.1950 (Princeton, NJ, 1992)
128) G. Kennan (''X''),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25/4 (1947), 566–-82.
129) (Leffler, 1992:181-191)
130) 니츠 역시 NSC 68에서 미국이 직면한 문제들이 소련의 위협이 없었더라도 존재했을 것임을 인정했다. NSC-68
"United States Objectives and Programs," 14 Apr 50, FRUS, 1950, Ⅰ:2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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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anuel Wallerstein, 2010,16)

예컨대 NATO의 출범이후 미 국무부장관 애치슨은 미 의회에서 지원을 요청하며 유
럽인들이 “2억명의 자유인이 될 것이냐, 2억명의 노예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의회
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미국이 유럽을 지원하지 못하면 '서구 문명의 파
괴'가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131)
이런 인식은 사실 1차대전 이후 전개된 것이었다. 1차대전 이후 미국은 전지구적 경제
의 중심에 있었고 사회 문화적 영향력 또한 상당히 증가되는 만큼 미국에게 위협적인
것의 목록이 계속 증가되었다. 특히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유럽에서 전개된 파시즘과
나치즘 등 권위주의적인 집단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대두는 그 자체로 미국에 대한 도전
으로 간주되었다.132)
이 과정에서 미국의 자유주의는 점차 공격적이 되었다. 1940년 12월에 윌슨은 미국이
'민주주의의 무기고'라고 주장했다. 루즈벨트는 1941년 2월 6일 네가지 필수적인 인간의
자유Four Freedom를 언급하며 자유개념을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까지
확대해 전지구적 위협과의 대결을 선언했다. 루즈벨트는 2차대전에 임하는 미국의 전쟁
목적을 '독재에 대한 모든 곳에서의 영구 투쟁'으로 규정했다.(Anders Stephanson,
2001, 87; Stephen C. Schlesinge, 2004, 29-31)

스테판슨은 루즈벨트가 어떻게 무조건 항복 개념을 통해 전지구적 내전 기획을 만들
었는지를 지적했다. 즉 루즈벨트가 보는 세계는 전쟁중에 있었다. 세계는 자유롭게 되거
나 노예가 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기로에 있었다. 히틀러와 평화롭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히틀러와의 유일한 평화는 완전한 항복 이후에 오는 평화였다. 이런 인식에
서 미국 내전시기의 용어와 개념에서 도출된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 개념이
나왔다. 불법적 침략자와의 어떠한 평화도 가짜 평화, 또 다른 정전협상Armistice 에 불
과한 것이었다. 이러한 자유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최대 정의는 전통적인 전쟁과 평화
개념을 제거했다. 루즈벨트는 미국은 항상 준 전시상태에 있으며, 마지막 독재자가 제거
될 때까지, 혹은 네 가지 자유가 모든 곳에서 보장될 때까지 이런 상태에 있다고 규정
했다. 이는 전쟁을 완전한 승리를 위한 전지구적 스케일의 내전(Global Civil War)으로 재
발명한 것이었다.(Anders Stephanson, 1998, 77-79)
웨스타드의 지적처럼, 대공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미국의 전체주의 국가와의 전지구
적 내전이라는 냉전적 세계관의 단초를 제공했다면, 2차대전은 구체적 전략들을 형성시
켰다. 1942년 6월 22일부터 루즈벨트는 전 지구상의 독재자들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이
를 통해 한편으로는 평화세계의 성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독재 정권들을 식별해냈다. 국
내에서는 루즈벨트의 정치적 반대자들이 제 5열로 규정되어 제거되었다. 미국의 자유
는 전세계의 전체주의와 전쟁중이었고, 미국 내 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이 되었다.(Westad

131) 애치슨의 상원에서의 증언, (Leffler 1992:407)
132) 뉴딜 시기 미국사회는 기본적으로 반공주의적이었는데, 보수주의자들은 늘 반대편이 공산주의에 너무 무르다고 공
격했지만 해외 군사 개입에 대해서는 좀 더 회의적이었다.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늘 보수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비용을 치르는 것을 꺼려한다고 주장했다.(Westad 20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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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

이런 사고는 냉전이 본격화된 1947년 이후 트루먼 독트린과 봉쇄정책, 그리고 1950년
의 NSC-68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미국 관료들은 소련이라는 전체주의 국가의 존재 자
체가 냉전을 유발했다고 확신하고,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우세적 힘을 보유해 협상을 주
도하기 전까지는 이들과 어떤 협상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련은 동등한 적이 아니
라 그들과 진정한 평화가 존재할 수 없는 절대적 적이었다. 이들의 제거Liquidation만이
진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Anders Stephanson, 2001, 80-83)
이런 점에서 냉전은 1차대전 이후 자유 문명의 수호자로 스스로 규정한 미국이 전세
계의 전체주의 국가들과 벌이는 전지구적 내전Civil War의 연속이자 부활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차대전 이후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한 미국이 소련에 대한 적대
적 수사를 만들어 낸 것은 2차대전 이후 UN을 창설하고 세계질서를 주도하려던 미국의
이상적 유토피아주의가 좌절되고 현실주의가 대두한 결과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냉전 현실주의의 창시자 모겐소는 1949년 시점에서 미국 대외 정책의 네가지 오류를
지적하며 그 첫 번째로 유토피아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모겐소가 보기에 미국은 스
스로 이타적이고 도덕적인, 평화와 질서, 전지구적 복지를 추구하는 세계의 경찰로 여기
고, 미국에 반대하는 타국은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심지어 악마적인 범죄자로 간주했다.
윌슨, 루즈벨트, 트루먼으로 이어진 미국의 대외 정책은 당시 전지구적 소요와 위협, 불
확실성을 모두 강대국의 독재, 추축국의 독재의 책임으로 여겼다. 미국은 국제정치를 음
모론적으로 해석하며 소련을 전세계적 음모의 중심으로 몰았다. 이런 인식은 미국의 도
덕적 자부심을 만족시키고, 모든 복잡함과 모호함을 모든 원인의 근원으로 단순화 시켰
다. 해법은 간단했다. 적을 패퇴시키고 무조건 항복을 하게 하며, 그들을 민주국가, 평
화를 사랑하는 국가로 재교육한다. 모든 곳에 민주주의가 설립되면 평화와 선의가 확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국제연맹과 UN에 반영된 미국의 세계관에서 국제문제는 끝
없는 권력 투쟁이 아니라 일부의 범죄적 소요였고, 이런 일부의 범죄에 대항한 '치안 활
동police action'이 이뤄지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것이라고 여겼다. 미국과 함께하는 모든 국가들은 정의상 선하고 평화를 사랑하
는 국가들이므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전쟁은 악마적 국가에 의해 이뤄진 침
략행위이므로 전쟁의 국제 정치적 의미란 모두 '침략자를 물리치는 것'에만 집중된
다.(Morgenthau, 1951: 93-96)
모겐소의 현실주의적 인식은 한편으론 UN으로 대표되는 이상주의를 비판하며 냉전에
돌입한 미국의 전면적 재무장을 정당화한 현실주의적 인식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19세
기 유럽의 경험에서 나온 주권국가간 권력 균형을 강조하며 그에 기반한 외교를 역설한
것이었다. 이런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갈등과 분쟁은 늘 존재하는 일이며 상대국가를
범죄화, 악마화하는게 아니라 외교를 통해 타협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국익과 '권력'을 중심으로 사고하며 대규모 재무장 유지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은 당시 미국 대외 정책의 입안가들에게 매우 폭넓게 공유된 인식이기도 했다.133)
실제로 냉전 내내 미 국무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애치슨은 UN헌장의 미국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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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비준 업무를 맡아 임무를 충실하게 하면서도, 항상 UN 헌장은 실천 불가능한 것
impracticable이라고 믿고 있었다. 애치슨이 보기엔 헌장의 1장은 인간의 완벽함에 대한

19세기적 신념, 보편적 평화와 법의 출현이었으나, 이런 19세기적 열정들이 대서양을 건
너 미국의 우드로우 윌슨과 미국 이상주의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이미 '유럽에선 죽
어가고 있던 신념들' 이었다. 애치슨은 'UN 헌장을 신성한 성서처럼 여기고, 복음주의적
열정으로 선전해서 대중적인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더욱 심한 실망으로 귀결될 뿐'
이라고 보았다.(Acheson, 1969: 111)
애치슨은 UN의 이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UN 총회는 세계의 타운미팅Town Meeting이
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폭력은 이성에 의해 극복될 수 있고 극복'되어야
했지만, 불행히도 UN의 역할은 외교의 수단으로 축소되었고, UN은 약한 국가들의 사
안에 간섭하는 잠재적 도구가 되었다고 보았다. 애치슨이 보기에 외교는 권력의 도구가
되었고, 그 권력은 늘 무력과 폭력의 동의어였다.(Acheson, 1969:112)
하지만 트루먼과 애치슨이 완전히 무력과 권력만을 중심적으로 사고한다는 의미에서
현실주의자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 보편적 수사와 규범, 국제사회
의 여론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냉전은 윌슨과 루즈벨트식의 이상주의적 국제주의보다는 그것의
실패에 직면해 모든 것을 소련의 책임으로 두어 이를 비난하고, 소련을 절대적 적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국익을 위한 추구를 모두 정당화하는 현실주의적 인식, 19세기적 권력
균형체제로의 후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즉 냉전시기 자유주의는 1차대전 이래 미국
이 추구해온 자유주의적 이상주의, 유토피아주의의 실패와 좌절의 산물이었고, 세계를
끝없는 국익 경쟁의 틀로 바라본 현실주의가 보충된 것이었다.

2) 미국의 지역별 냉전 전략과 자유주의 평화구축의 모델들
(1) 미국중심의 자유주의적 경제 통합과 지정학
하지만 냉전 자유주의는 단순히 국가의 권력추구를 강조하는 고전적 현실주의가 아니
었다. 미국의 냉전 전략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UN과 IMF등 전후질서 기
획이 그랬듯이 자유주의적 무역질서, 곧 경제주의적 사고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었다
는 점이다. 즉 미국의 냉전 전략과 사고엔 전지구적인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사
고가 저변에 깔려 있었다. 경제적 안보는 특히 자유주의의 전략적 선택의 무기였
다.(Latham, 1997)
1949년 1월 트루먼이 제시한 미국 대외 정책의 목표에서 이런 인식이 잘 집약되어 있
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민주 세계의 승자로서 평화를 추구하고, 무역을 자유화하고,
국제 경제를 재건하며 자유를 촉진”해야 했다. 스스로를 자유세계의 지도자로 여긴 트
133) 레플러는 심지어 미국의 현실주의적 냉전 정책에서 인도주의적 충동들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현실주의는 기본적으로 반 사법주의, 반 도덕주의적이었다. 이들은 주로 권력과 자기 이익에 관심을
기울였다.(Leffler, 1992: 26,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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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먼은 공황이 확산되고, 전체주의가 대두되는 것을 유발하고 막지 못했던 고립주의를
미국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트루먼은 UN의 이상을 재확인하며 미국은
UN을 지지하고 세계 경제 회복을 촉진할 것이며, '침략의 위험에 대항하는 자유를 사랑
하는 국가들freedom loving nations 를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134). 여기서 UN 창설의
가치였던 '평화'에서 트루먼의 '자유'로 변화한 것이 핵심이었다.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는 2차대전 동맹정신보다는 자유주의 국가들을 선호하도록 선회하게 했다.
전체주의에 맞선 '자유세계'의 구축을 위해 우선 자유주의적 경제 통합이 필요했다. 그
리고 무역 장벽을 축소하고, 통화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세계의 자원을 합동으로 개발하
는 것을 통해,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트루먼은 미국
이 이끄는 전례 없는 생산적 평화의 시대를 희망했다.135)
이런 관점에선 평화 역시 곧 경제문제로 간주되었다. 미국은 2차대전의 원인 자체를
빈곤과 경제 불황에 따른 갈등과 경쟁으로 바라보았고, 따라서 향후 유럽의 평화는 자유
화된 국가들의 경제 회복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혼란스럽고 굶주리는 유럽은 안정적이고
민주적이고 미국에 우호적인 정부가 자라나기에 비옥한 토양이 아니었다.
그런데 미국 냉전 전략이 UN의 경제사회이사회 류의 제도주의적 시도와 다른 점은
냉전시기 미국은 단지 외부 압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그 지역질서를 주조하고 틀지
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안보의 관점에서 독일의 산업시설 재건과 경제적 부활이 최우선적인
것이었다. 미국 관료들은 점차 독일을 패전국과 전범국이 아닌 유럽의 재건과 안정화에
필요한 석탄의 자원으로서 바라봤다. 결국 냉전이 전개되며 독일의 경제 회복이 중시되
면서 독일은 패배한 적국이 아니라 “공산주의와의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동맹국”이
되었다.(Leffler, 1992: 64-65, 148; Jim Lacey, 2009:306)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탈무장시키고 민주화하여 경제개혁을 통해 자유주의적 다자간
상업 질서속으로 통합하려던 초기 구상이, 냉전의 전개로 좀더 빠르게 산업 기지로서 기
능할 수 있는 경제회복이 중시되었다. 1948년 즈음엔 미국의 정책은 단지 일본을 지원
하는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시키는 것으로 변화했다.(Jim Lacey, 2009:
307-08, Beasley, 2000)136)

미국의 유럽 정책의 상징 마셜플랜도 서유럽의 더딘 경제 회복과 영국에서 시작된 스
털링 위기에 대해 자유무역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었다. 스털링 위기로 양자주의
와 보호주의가 촉발되어 경쟁적 무역 블록이 구축될 것을 우려한 미국은 즉각적인 미국
의 지원이 없다면 영국의 경제, 사회, 정치적 해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영국과 서유럽
에 대한 경제지원을 주장했다.(Jim Lacey, 2009:315-22)137)
134)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Harry S. Truman(1949), 112-26.
135) Truman, Off the Records, 49, 58, (Leffler, 1992: 27)
136) W. G. Beasley, The Rise of Modern Japan (London, 2000).
137) Diane B. Kunz, "The Mashall Plan Reconsidered: A Complex of Motives,", Foreign Affairs, May/June
1997. Michael J. Hogan, “"The Search for a ''Creative Peace'':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ty,
and the Origins of the Marshall Plan,”" Diplomatic History, 6 (Summer 1982): 2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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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제위기가 더딘 회복을 보이자 경제적 지원과 관심의 대상 지역이 더 넓어지
게 되면서 제 3세계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즉 1947년경 유럽 경제에서 달러갭이 핵
심적 위기로 대두되었는데, 서유럽 국가들은 달러가 부족해 미국에서 음식과 천연 자원
을 구입할 수가 없었다. 이는 유럽 밖의 국가들과의 협력 없이 극복 불가능했고, 유럽
국가들은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원을 얻어서 달러를 아껴야 했다. 또한 미국이나 미
국과 무역 균형을 가진 나라로 수출을 늘려서 달러를 벌어야 했다. 결국 달러갭 문제는
제 3세계의 천연자원을 생산하는 지역들에 큰 중요성이 부여하게 되었다.138)
이렇게 미국은 산업과 경제, 무역의 관점에서 유럽에서 독일, 아시아에서 일본 산업을
재건하고, 전지구적인 자유주의적 경제의 순환을 위해 중동과 제3세계의 자원과 시장을
통합하는 정책을 전개했다. 즉, 미국의 냉전 전략은 전후 대외 정책의 문제를 산업, 무
역, 화폐공급 같은 경제주의적 순환의 문제로 사고하고 이를 안보, 전략의 지정학적 관
점으로 연결시킨 것이었다. 미국 관료들이 생각하는 권력Power이란 단지 군사력의 우월
함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에서의 경제력의 순환과 공급을 계산하고 관리하여 개입하는
문제였다. 경제적 순환과 지정학의 결합은 전형적인 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전지적 규모로
확대된 것이었다. 경제적 안전에 대한 고려가 1940년대 말 국제적 자유주의 정치질서
구축의 군사화로의 길을 열었다.(Latham 1997)
(2) 자유와 안전의 결합 : 산업·자원·노동에 기반한 잠재적 총력전 대비로서의 안보
그런데 이런 경제적 사고의 결과 국제무역, 서유럽의 경제적 안정성, 미국의 군사 정
치적 목적의 복잡한 관련이 생겨났다.
경제문제는 소련과의 잠재적 총력전이라는 전망과 결합되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
으로 발전된 미국의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라는 단일한 제도-관료적 틀을 형성시켰다.
미국의 국가안보는 경제영역에 한정되지 않는 군사, 정보, 사회, 정치, 문화를 통합시켰
고 이에 따라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것으로 다루어졌다.
즉, 미국의 국가안보기구들은 단지 정권의 안보 수준, 영토의 안전의 수준이 아닌 매우
복합적인 전지구적 규모의 힘의 순환의 문제를 관리하는 제도-관료적 틀이자 안전장치
Apparatus of Security이었다.

미국의 국가안보는 곧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 자유주의 정치 체제, 미국의 국익과 근
본적 자유주의 신념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선 자유시장 경제의 상황이 유럽 및
각지의 국내 정치상황과 연결되었고 이는 곧 미국 국내의 경제 상황과 직결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이는 안보문제 더 나아가 미국의 근본적 신념체계와 연결된 것으로 여
겨졌다.
138) 과거의 식민지들이 그 대상이었다. 만일 제 3세계가 미국과 무역에서 이윤을 얻고 있고 미국 산업이 이 제 3세계
달러를 벌어들인다면 달러갭의 일부가 극복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제3세계가 유럽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면 유럽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여 달러를 더 아낄 수 있다. 따라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는 여전히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제 3세계로부터 천연물질과 음식의 생산을 위한 야심찬 기획이 제공되었
다. 미국은 유럽과 일본의 산업 핵심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발전된 지역과 통합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
다.(Leffler 1992: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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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미국은 유럽의 경제 문제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을 다시 살려
내려 했다. 그런데 이를 이루지 못하면 유럽 정부는 폐쇄적 자급경제가 될 것이고 유럽
정치는 민족주의 혹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나갈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유럽의 경제
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한편으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주변부 경제와 통합시켜야 했
다. 만일 유럽 국가들에서 공산주의의 영향력이 커지고 유럽내 권력 균형이 미국에 적대
적으로 변화하면 미국의 시장이 줄어들며 자유 시장 메커니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미국내 정치 제도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결국 미국의 근본적인 자유를 침식할 것이
라는 논리였다. 아시아의 경우, 소련이 만주, 북 중국, 한국 인도차이나에서 공산당의
승리를 통해 통제력을 얻게 되면 힘이 증대될 것이고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다. 만일 아시아에서 혁명적 민족주의 운동이 승리하면 서유럽 민주주의는
경제 정치적 안정성에 결정적인 시장과 천연자료를 잃고 다자적인 상업 질서에 참여할
역량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Leffler, 1992: 163, 173)
이런 전지구적 경제-정치-군사적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국가 조직
이 변화했다. 1947년 7월 의회에서는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이 통과되고 공군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했으며 상설 기구로 합참 Joint Chiefs of Staff를 만들었고, 국가안보
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와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를 만들었으며, 이보단 덜
알려졌지만 국가안보자원국(National Security Resources Board), 군수국(Munitions Board),
연구개발국(Research and Development Board) 등을 창설했다.(Stuart 2008: 8)1949년 여
름에 국가안보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로서 단일한 국방부Department of Defence가 통합 창
설되었다.
1947년 국가안보법의 통과는 모든 미국의 국가안보 기구들을 창설시킨 유일무이한
법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구들의 형성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지만 특히 스
튜어트(Stuart)는 1947년 국가안보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들의 네트워크를 '진주만 시
스템Pearl Harbor System'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1937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미국의
근대 역사상의 가장 큰 전환점으로 바라보며, 진주만 사건으로 인해 미국에서 국가 안
보 개념이 향후 대외 정책 결정에 대항해 도전할수 없는 기준을 확립시켰다고 강조한
다.139) 진주만 사건의 교훈은 미국의 2차대전 이후 전지구적 군사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으며 이런 조건에서 전후 미국의 우선순위는 미국이
적의 역량과 전쟁 의지에 대항해 시의 적절한 공격행위를 할수 있는 멜빈 레플러
(1984)가 '전략적 최전선a strategic frontier'라고 부른 곳들을 발전하고 유지하는 것이 되
139) 하버드의 에드워드 펜들턴 헤링(Edward Pendleton Herring)은 진주만 공격 직전에 The Impact of War: Our
American Democracy under Arms라는 중요한 저작을 출판(1941)했다. 헤링은 기술적 개발과 정치적 발전이 현
재 미국에게 전례없는 위협을 가져왔으며 대외, 국방 정책의 운용과 형식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주
장했다. 헤링은 더 경쟁적인 시스템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정부의 정상적인 구조의 일부로 군사력을 유지하
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주만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헤링의 전쟁에 대한 주장을 확신시켰고
국가안보를 대외 정책을 평가할 기준으로 확립시켰다. 국가안보는 미국인들의 안전에 대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받
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헤링은 미국이 해외로부터의 위협에 단결하여 너무 강력해서 어느 국가도 감히 공격할수 없
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고, 진주만 이후 이런 억제에 대한 주장에 반대하는 이들이 거의 없게 되었
다.(Stuart 2008: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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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진주만 사건은 첩보를 수집해 공유하고, 군과 민간 자문이 협력하며 국가의 경
제와 과학을 예상되는 전쟁을 준비하는데 활용하는 절차를 개혁하는 방침을 제시하기
도 했다. (2008: 1-3) 세계속의 미국의 자리를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 고전적인 국익
(National Interest)개념이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되게 된
다.(Stuart 2008: 10)
NSC는 1947년 9월 26일 첫 공식 회의를 했다. 트루먼은 두가지 걱정을 갖고 있었
는데, 첫 번째는 국방부 장관으로 포레스탈을 임명한 이후 군이 NSC를 장악해서 그들
이 선호하는 관점의 정보와 자문만을 대통령에게 제공하며 NSC가 '두번째 내각 second
cabinet'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트루먼은 NSC를 작은 규모의

비공식적 회의로 유지하고 가끔씩만 출석하려고 했다. 또한 국가안보에 관한 모든 사
안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주 보조를 하게 되어있었으나, 트루먼은 첫 회의에서 그가
부재시에는 국무부 장관이 모든 회의의 숙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루먼이
국무부를 NSC를 주관하는 부서로 결정한 것. 1950년 NSC의 전체 예산도 21만7천
달러에 불과했다.(Stuart 2008: 233-34)
트루먼이 초기에 NSC를 그리 선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NSC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시험은 1948년 여름의 베를린 위기였다. 미국과 러시아가 베를린을
두고 협상하다 서구의 베를린 출입에 대한 협상이 7월 14일 실패하자, 트루먼은 독일
의 미국 군정 사령관 루이스 클레이 장군과 국무부 보조 로버트 머피를 워싱턴으로 송
환시켜 NSC를 이 위기 관리를 위한 토론의 기구로 활용했다. 이 시기 NSC에서의 논
의는 두가지 점에서 중요한데 먼저 대통령이 참석했을 뿐 아니라 합참도 회의에 참석
하여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관계 인사들이 면대면으로 깊은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또
한 베를린 사태는 위기시 제도적 자원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유용한 교훈을 주었다.
각 부서들이 상황에서 위치와 역할 책임에 대해 명확히 했다.(Stuart 2008: 235)
NSC는 미국의 초기 냉전 전략의 형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48년 11월 23
일 완성된 NSC 20/4는 특히 소련의 위협의 성격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NSC 20/4는 케넌의 소련 봉쇄에 대한 주장과 끝이 열린 NSC-68의 무제
한적인 권고 사이의 중간가교 역할을 했다. NSC 20/4는 소련의 위협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이 문서는 케넌이 이끌던 미 국무
부의 정책기획국(Policy Planning Staff)가 쓴 초고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NSC 안에서 국
무부와 군부사이의 권력 싸움의 지속을 반영하고 있다.(Stuart 2008: 236)
1949년 3월 트루먼은 NSC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안보법 개정을 제안하는 메
시지를 의회에 보냈다. 이 수정안엔 부의장을 추가했고, 합참을 공식적으로 중요한 자
문의 위치로 지정했다. 1949년 8월 국가안보법 수정안이 통과된후 재무부 장관도 회
의에 참석했으며 NSC를 대통령의 집행부내에 공식적으로 위치시켰다.(Stuart 2008:
237)

1949년 말부터 1950년초에 트루먼은 NSC를 점차 가치있는 도구로 여기기 시작했
다. 하지만 트루먼은 국무부를 국가안보관련 기구내에서 가장 우선적 위치를 보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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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분명히 선호했다. 이는 국무부의 헌법적으로 보장된 국무부 장관의 역할을 이해
한 것뿐만 아니라 마셜과 애치슨을 개인적으로 존중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1950년 봄에 NSC내의 국무부와 군부간의 조정과 협력에서 심각한 문제가 표면화
되기 시작했다. 국무부의 지도력에 대한 중요한 시험으로 국무부의 정책기획국은 1월
부터 이후 NSC 68이 될 포괄적인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 초안이 국방
부 장관 존슨에게 3월경 전해졌을때 존슨은 초안 작성 과정에서 상의가 없었다며 격
렬하게 반발했다. 국무부와 국방부의 균열은 트루먼의 최고위 협력을 위한 노력을 당
황하게 했다. 트루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리먼Averell Harriman을 대외정책을
위한 특별보조로 일해줄 것을 요청했다.(Stuart 2008: 238)
이런 상황에서 1949년에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미국의 핵 독점이 깨지자, 미국의
냉전 전략은 전면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대대적 평시 재무장을 추구하는 그
유명한 NSC-68140)의 등장이었다. 이는 1950년 1월 케넌이 물러난 PPS 국장직으로 임
명된 폴 니츠의 작품이었다. 레플러의 지적처럼 NSC-68은 미국의 이전 대외 정책과
다른 새로운 목적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141) 그런데 NSC 68에선 소련을 단순히 봉쇄
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방식들이 포함되기 시작했고, NSC 68에서 가장 새로운 것은 이
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국방비 투입할 것을 요청한 것이었다. 니츠는 미국
내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삭감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1951년 이후 군사 예산
은 695억달러 로 전년 대비 세배 증가했고, 수년간 이 규모를 유지하면서 미 육군 17개
사단 창설, 322개 전투함 확보 등 강력한 재무장을 추진했다.(Leffler, 1992:356, 373)
평시 재무장 정책인 NSC-68은 미국의 확대된 국가안보, 전지구적 총력전을 대비한
정책이었다. 즉 NSC-68은 권력은 한 국가의 산업적 하부구조, 기술적 힘, 천연 자원,
숙련 노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경제적, 지정학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었다. 이는 전쟁역량
을 곧 산업역량으로 본 인식의 반영이었다.(Leffler, 1992: 488, 496)
그리고 NSC 68은 더 이상 세계에 중립성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선 미국이
관여하고 개입한 모든 곳이 미국이 대면하고 있는 '위협threat'이었고, 이곳에서의 패배
는 잠재적으로 적의 역량을 키우는 일로 간주되었다.142)
이렇게 미국의 냉전 국가안보 전략은 단지 국가 내부의 위협에 대한 정권의 안보 차
원, 영토에 대한 보존 차원으로 구성된 협소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이해
관계와 직결된 전지구적 자유무역 시스템, 자유주의적 산업 생산과 원료, 시장의 순환
140) FRUS, 1950,1:170–72, 191, 225–26. Ernest R. May, ed., American Cold War Strategy : Interpreting
NSC-68 (Boston, 1993),43,54. Samuel F. Wells, Jr., “Sounding the Tocsin: NSC-68 and the Soviet
Threat,” International Security 4 (Spring 1979): 116–58
Paul H. Nitze, “The Development of
NSC-68,” International Security 4 (Spring 1980): 170–76
141) NSC 68은 본질적으로 트루먼 정부시기 미국의 대외 정책 목적NSC 20/4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NSC-68은 스털
링 위기, 유럽 통합의 지연, 중국의 상실, 동남아에 대한 위협에 이은 소련의 핵무기 취득에 대해 이미 진행중인
경제적 지원, 군사원조, 비밀작전, 심리전, 달러 갭에 대한 해결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142) 즉, 미국이 대만을 중립화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일본과 필리핀에서의 상황은 더 방어할 수 없게 될 것
이고 인도네시아를 잃을 수 있으며 중동의 석유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 만일 미국이 행동하지 않고 소련과의 충돌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미국이 물러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더 잃게 되면 그것은 곧 소련의
전쟁 형성 역량증가로 귀결될 것이라는 식이었다.(Leffler, 1992:314, 35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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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었다. 냉전시기 미국의 국가안보는 이런 자유주의적 경제시스
템의 확보를 통해 소련과의 총력전에 대비하는 기획이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선 대대
적인 재무장과 군사력의 배치가 필요했고 대폭 증가된 국방예산을 필요로 했다. 전지구
적 경제의 순환의 입장에서 사고한 자유주의적 통치성이 냉전의 안보 전략과 만나 지구
곳곳을 잠재적 총력전의 자원이자 전장으로 환원시킨 것이다.
한국전쟁 직후인 7월 19일 트루먼은 NSC 참여 관료들과 자문들에게 비망록을 하나
보내, NSC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계획을 알렸다. 그는 모
든 국가안보 정책을 NSC를 통해 자신에게 전달되길 희망했고 NSC는 매주 목요일 회
의를 하기로 했다. 트루먼은 NSC 배석자를 줄였고 협력적인 참모진을 구성할 것을 요
구했다.(Stuart 2008: 239)
1950년 여름 동안 NSC는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리기 시작했고, 트루먼이 참석하게
되었다. 하지만 트루먼은 여전히 NSC 밖에서도 국무부, 국방부 장관과 일을 진행했
다. 그럼에도 한국전쟁 이후 트루먼의 개혁에 의해 NSC는 국가안보 기구에서 더 생산
적이고 가시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Stuart 2008: 240)
한국전쟁 개입 이후 1951년 1월 트루먼의 발언은 미국의 냉전 전략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노골적으로 소련과의 군사력경쟁을 위한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
만일 서유럽이 러시아로 넘어가면 소련으로의 석탄공급이 두배가 되고 철강공급이 세
배가 될 것이다.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소련으로 넘어가면 핵무기의 원료인 우라늄을 비
롯한 수많은 결정적인 천연 원료들의 자원을 잃게 될 것이다.소련이 유럽과 아시아의
자유 국가들을 장악하면 미국은 결코 대등해질 수 없는 군사력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소련은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경제와 군사력의 우세를 통해 세계에
14
3)
자신들의 요구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처럼 냉전 전략의 인식은 자유주의적 이상주의의 좌절로 인한 적대적 이분법, 즉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지구적 적대상태, 나아가 자유세계가 처해있는 비상사태적 위
협을 강조한 것이었고, 특히 미국의 국익에 대한 침해는 모두 이 자유세계에 대한 위협
으로 간주했다. 이 위협의 판단 기준이 미국과 자유세계의 범위를 결정했다. 이렇게 미
국의 대외정책에서 자유의 문제는 안전의 문제와 확고히 결합되었고, 그 안전과 안보는
군사력과 냉전 전략을 통해서 확보되어야 했다. 이런 의미에서 냉전은 기본적으로 자유
와 안전에 대한 담론과 전략이었다.
냉전시기 미국의 국가안보로 통합 확대된 '자유세계'의 안보는 군사적인 것에 한정되
지 않으며, 전지구적인 순환과 흐름을 관리하고 개입하는, 전지구적 규모로 확대된, 무
장한 자유주의 통치성이었다. 미국의 자유, 우방국의 자유가 확대되려면 이를 보증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안전장치들이 발달해야 했고, 지역 문제에 대한 미국의 해결 방식은,
143)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Harry S. Truman(1951), 8.(Leffler, 199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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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만큼의 자본과 에너지를 투여해 대응해야하는지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치해야 하
는 문제로 다루는 것이었다.
(3) 냉전 초기 미국의 자유주의 평화 구축 모델 : 지역별 냉전의 경계들
그리고 이러한 전개는 미국 국가안보에 적합한 형태의 평화-전쟁 질서를 요구했다.
즉 자유세계에서 자유주의 통치성의 확산은 특정한 형태의 전쟁 관리방식, 평화 구축 방
식을 포함하고 있었다. 베르사이유 이래 진행된 국제공동체적 보편주의가 아니라 전지구
적 싸움에 직면한 자유세계의 안전, 유지, 확산을 통해 달성되는 평화를 확보한다는 의
미에서의 배제적인 자유주의 평화(liberal peace)평화가 그것이다.
냉전시기 자유주의 평화는 UN의 자유주의 기획의 차이의 핵심이 이것이다 베르사이
유 이후 UN의 창설은 이미 전쟁문제에 대한 공동 관리와 대응이라는 측면에 관한한 보
편적인 전지구적 주권질서의 출현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냉전은 여기에 다시 적대
적인 국제질서를 상정하는 현실주의적 인식을 추가했고 철저히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진영의 평화를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자유세계만의 평화를 의미했다. 이런 관점에서 미
국은 제 3세계에서의 반란은 '우리의 방위의 약한 지점'이라고 여겨졌다. 따라서 봉쇄
전략은 외부세계의 공격에 대항한 방어로서 자유세계의 경계지대 안에서 무력을 행사
하려는 기획이었다.(Barkawi 2001: 118)
무엇보다 미국은 자유세계와 전체주의 간의 전지구적 내전의 구도를 다시 부활시켰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의 경찰관이 아닌 자유세계의 경찰관으로서 전지구적인 무력 우세와
재무장을 시작했다. 핵무기의 개발과 기타 전쟁 관련 고도 기술 개발 그리고 NSC-68
을 통한 전지구적 기지와 무력 확충이 이런 무력 우세의 시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미국은 이에 기반해 단지 국제기구에서의 합의와 토론과 규범과 제제가 아니
라 직접 자유세계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지정학적 배치와 개입을 해왔다. 미국의 제 3
세계 개입의 역사144), 냉전 이후 발전된 이른바 개입권right of intervention 혹은 경찰권
right of police에서 확인된다.145) 즉 냉전의 전개로 인해 전지구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창설된 UN도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개입을 정당화하
는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슈미트의 지적처럼 미국은 역사적으로 특별한 형태의
개입 협약들을 만들어 냈다. 이런 개입에 대한 협약은 쿠바 등을 대상으로 미국이 처
음으로 만든 것이었다.146)
144) 미국의 대외 개입에 대한 강한 반대가 있던 시기도 있었지만, 냉전시기에는 미국의 표준으로서 미국의 대외 정책
의 목적과 수단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있었던 시기였다.(Westad, 2005; 9)
145) 네그리(Negri)는 냉전시기 UN 헌장에 의해 UN에 부여된 도구들을 통해 강대국들과 다른 회원국들에게 지구상의
특정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고, 조약을 지키고 평화를 집행하기 위해 타국의 영토에 개입하는 것이 의무이자 권
리가 되는 경향을 지적했다.(Antonio Negri, 2000: 46)
146) 가장 분명한 사례가 쿠바와의 협약인데, 1989년 미국이 스페인에게 전쟁을 선포했을때, 사람들은 다른 국가의 자
유를 위해 전쟁을 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놀랐다. 그런데 새로 수립된 쿠바 공화국에게 미국은 쿠바의 독립뿐만 아
니라 쿠바의 공공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고 (미국 시민의) 생명과 재산 개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권리를
주는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쿠바에 대한 개입 협약은 이중적인 방식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국제법적 협약
으로 쿠바와 미국간에 맺어진 협약이다. 다른 한편 1901년 미국은 쿠바 의회와 정부가 이 개입 조약의 내용을 쿠바
헌법에 기입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결국 미국의 개입은 국제법으로도 쿠바 국내법으로도 보호받게 된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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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과거유형의 군사력을 유지할수 없으므로 다양한 자유 세
계의 지역들에서 토착 군사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전선을 지키고 지상군을 확보했다.
여기서 질서 유지란 곧 내적 안보 임무를 의미했다. 내전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냉전
기간 동안 제 3세계와 미국 사이의 조직화된 폭력의 지배적 형태였다.(Barkawi
2001: 120, 123)
결국 UN의 보편적 자유주의 기획은 미국 냉전의 배제적, 차별적 기획으로 인해 두가
지 적대적 세계질서로 분리되게 되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미국이 추진한 자유주의 평
화 구축의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그램들은 시기와 장소, 규모와 수준에 따라 다양했다.
세계의 각 지역은 지정학적 중요성과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위상과 우선순위, 대응 방
식과 자원의 할당이 이루어졌다. 유럽과 동유럽, 중동, 아시아에는 각각 다른 위상과 성
격이 부여되었다. 이는 단순히 유럽의 고전적 권력균형의 반복이나 자유주의 국가끼리의
동맹의 확산으로 되돌아 간 것이 아닌 각 사례별 위기에 대한 차별적 대응과 계산, 자
원의 배치의 결과였다.
표 2-2. 미국의 냉전의 최전선Frontier들과 차별적인 대응 전략
지
중심
(안전지대)

역
서유럽
과 독일
일 본

위기의 성격
경제위기,
정치적 위기
경제위기

중 동

서유럽 경제를 위한 석유와 전시
기지 확보, 소련과 영향 경쟁

전략적 위기

동남아

일본 및 유럽 경제를 위한 자원
과 시장의 확보, 소련 영향 봉쇄

경제위기
공산주의 확산

동유럽

소련과의 갈등 유도와 정권의 해
체, 정치전(Political Warfare)

정치적 위기
공산주의 확산

중국과
한국

비개입(non-intervention), UN을
통한 관리

군사·정치적
위기(공산주의)

주변
(경쟁지대)

공산
(적지역)
동아시아
(방치후
충돌)

주요 냉전 정책 목표
독일 경제의 재건, 서유럽 경제
통합(ECC)
일본 경제의 재건, 정치시스템의
개조

위기,분쟁에 대한 대응 방식
집단안보체제(NATO) 구축
사전적 억제, 지역공동체 구축
조기 평화조약(Peace Treaty)
양자 방위조약(Mutual Defence)
신생국 인정(Recognition)
아랍과 UN 중재(Arbitration)
난민 보호(Refugee protection)
민족주의(Nationalism) 인정/억압
분쟁에 적극 개입(Intervention),
UN중재, 방위조약 체결(SEATO)
체제와해를 위한 공격적 정치전
(Political Warfare)
비개입과 신생국 비인정
전면전과 직접 개입, UN 회부
휴전(중재)와 방위조약

먼저 유럽에서는 대규모 경제, 군사지원으로 시작되어 경제 프로그램에 기반한 지역
통합, 그리고 평화조약과 방위조약의 동시 체결 방식이 진행되었다. 일종의 경제적 평화
구축과 집단안보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유럽은 냉전 초기부터 미국의 국가안
보 정책에서 최우선적 순위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귀결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설
립과 지역 집단안보 기구인 북대서양안보협약(NATO, 1949. 4. 4.), 그리고 초국적 기구
인 EC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의 창설이었다.147)
쿠바의 독립을 위협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 미국만이 쿠바의 독립을 보호할 독점권을 갖는다. 이렇게 미국은 한 국
가의 공공 안전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거나 사유재산을 보호하지 못하고, 편향적이지 않은 선거를 유지하는지를 감
시, 감독하고 교정하는 매우 탄력적인 감독, 개입의 규칙을 창출했다.(Carl Schmitt 1933[2011], 36-38)
147) 1948년 7월 1일 미국은 NATO의 창설과 포괄적 군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NSC 9/3)를 승인해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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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에 비하면 아시아는 냉전의 2차 전선(Second Frontier)이었다.148) 하지만 유럽의
독일이 있었다면 아시아에는 일본이 있었다. 미국의 정책입안가들에게 아시아의 미래의
핵심은 일본이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한 경제 재건과 통합 프로그램149)이
추진되었다. 또한 독일이 산업기지로 재건되었음에도 평화조약(Peace Treaty)을 통해 주
권을 인정하진 않은 데 비해 일본은 미국혼자 점령하고 있어 단독 결정을 통해 평화조
약을 조기에 체결했다. 1947년부터 시작된 이 기획은 결국 한국전쟁 이후 처벌이나 배
상조항 없는 자유주의 평화조약Liberal peace treaty으로 귀결되었다.
즉 유럽에선 강력한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해 더욱 대규모의 전쟁을 준비하는 재무장화
를 추진하며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추구했고, 일본에서는 평화조약과 방위조약을 동
시에 체결해 서유럽보다 더 미국의 영향하에 놓인 하위 파트너를 만들었다. 냉전시기 아
시아에 NATO, ECC같은 지역 안보, 경제 협력기구가 없었던 것은, 유럽에선 독일 재건
에 대한 프랑스의 반대를 무마할 필요가 있었지만, 아시아에선 미국이 중국이나 한국을
인정 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재건과 재무장에 대한 아시아의 반대와 탈식민적
전후처리가 무시되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미국과 양자간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외의 지역들에서는 전쟁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확
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해관계였다. 유럽 외의 지역에서 전면적 전쟁 가능성이 줄어들
면서 중동의 자원과 기지, 동남아시아의 자원과 시장 등 미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
한 국지적 분쟁관리가 중요했다. 이 지역에서는 한편으로는 민족주의를 인정하면서도 소
련의 영향력을 봉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을 보였고, 미국이 직접 처리하
기 곤란한 주변부의 문제들에는 UN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는 각각 서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경제 재건에 중요한 지역들
이었다. 먼저 중동은 주로 서유럽 경제 회복과 미국의 산업을 위한 석유의 자원으로서,
그리고 소련과의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공군으로 전략폭격을 할 수 있는 주요 공군기지
로 여겨졌다.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아랍과 유대인들의 분쟁은 전시에
중동 기지와 평시의 중동 석유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스라엘의 건설을 지지하면서도 아랍 민족주의의 반발을 무마하려 애썼다.
동남아시아는 일본 경제의 미래에 결정적인 곳이었다. 일본의 향후 경제는 동북아와
동남아의 천연자원과 시장에 달려 있었고 유럽경제 역시 여전히 동남아의 기존 식민지
들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탈식민 동남아시아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고, 미국
산업 수준을 올리고 통화 개혁을 도입하고 세 서구 지대를 통합하고, 자치 기구를 수립하기로 했다. 미국은 독일을
서유럽 공동체에 통합시키는데 프랑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북대서양 안보협약을 구상했다. 독일 고등위원회와
독일연방공화국(49. 9. 20)이 수립된 이후 서유럽 경제의 통합이 더욱 진행되었는데, 프랑스 총리 슈먼의 제안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의 석탄과 철강 산업을 초국적 권위(supranational authority)하에 두자고 제안했고, 이에 따라
ECC가 창설되었다.(Leffler 1992: 211-286)
148) Cold War in Asia, Cold War begins in Asia 등 Robert J. McMahon, Colonialism and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and the Struggle for Indonesian Independence, 1945–49 (Ithaca, NY,
1981); Michael Schaller, “"Securing the Great Crescent: Occupied Japan and the Origins of
Containment in Southeast Asia,”" Journal of American History, 69 (1982–3): 392–414
149) 아시아에 대한 정책은 1948-49년 중국의 공산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미 국무부가 약 2년간 검토하여 1949년
말에 완성한 Policy for Asia라는 NSC 48/2 보고서에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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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은 동남
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서 지역의 민족주의적 열망을 지지하는 한편, 이미 군사,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던 서유럽 국가들이 식민 경제적 이해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
을 유지하려 했다.150)
미국이 중동과 동남아에서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민족주의와 경제적 미래에 대한 지
지와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미국과 서유럽의 이해관계를 위협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
려 했다면, 이미 소련의 영향권으로 들어간 동유럽에서 미국은 직접적으로 체제의 해
체를 겨냥한 훨씬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활동을 했다. 이를 정치전political warfare 모
델151)이라고 부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전은 냉전의 핵심이었다. 왜냐하면 냉전
에서 미국은 강대국 사이의 전면전을 최대한 지연시키며 대비하되, 전면전에 못미치는
모든 작전들을 수행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1948년 무렵부터 동유럽의 해체를 위해 케넌은 비밀 작전을 전개하고 정치전을 조직
했다. 케넌이 주도한 정치전은 미국의 냉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 경제, 군사,
문화, 비밀작전 등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통합하려 한 것이었다. 케넌은 특히 소련의
공산주의 지도자들과 위성국의 연계가 미약하다고 보았고, 선전을 통해 이들 사이의 균
열을 촉진하고 난민 조직을 지원하고, 망명 단체를 지원하려 했다. 1948년 2월 정책조
정국OPC(Office of Policy Coordination)는 소련으로부터의 난민을 심리전에 활용해 미국 첩
보 서비스에 정보를 제공하자는 제안을 했다.152) 정치 망명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유 위원회 freedom Committees”를 설립해 해당 국가의 자유화나 정권의 전복을 지향
하자는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케넌이 보기에 소련으로부터의 정치적 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련에 대한 대중적 저항을 지속시키며, 전쟁발생시 이들을 지원한다는 자유위원
회의 활동 계획153)은 마셜플랜이나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원, 개입은 실천적으로 통합
된 것이었다.(Lucas 2009: 40-41, 54-59; Leffler, 1992: 236)154)

150) 1947년 여름,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간의 무력 충돌에 대해 미국은 네덜란드에게는 인도네시아의 자기통치를 허
용하고, 인도네시아는 자발적으로 네덜란드의 보호령이 될 것을 권고했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지도자
와 네덜란드를 중재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호치민이 부상하고 중국이 50년 1월 8일 호치민 정부를 인정하면서
미국은 동남아시아도 냉전의 주요 전장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인도차이나에서 공산주의 게릴라들의 활동. 호
치민에 대한 프랑스의 행위, 베트남 전은 내전이 아니라 국제전의 일부이다 라고 강조했다.(Leffler, 1992:341,
354)
151) Kaeten Mistry, “The Case for Political Warfare: Strategy, Organization & US Involvement in the
1948 Italian Election,” Cold War History 6, no.3 (August2006) :306–17; James E. Miller, “Taking Off
the Gloves: The United States and the Italian Elections of 1948,” Diplomatic History 7,no.1(January
1983):35–55; James E. Miller, The United States and Italy, 1940–1950: The Politics and Diplomacy of
Stabilization (Chapel Hill, NC, 1986), 213–49;
152) Miscamble(1992), 70.
153) PPS 22, “Utilization of Refugees from the Soviet Union in U.S. National Interest,” February 5,
1948; PPS 22/1, “Utilization of Refugees from the Soviet Union in U.S. National Interest,” March 4,
1948. Both in PPS Papers,1948(II),88–102
154) 예컨대 1949년 4월 설립된 자유유럽을 위한 국립 위원회 (national Committee for Free Europe (NCFE)에서는
미국 내에 동유럽 이주자들이 모여 책, 팜플렛, 프랑스의 대학, 풍선 작전, Radio Free Europe 등 선전작전을 수
행했다. Miscamble, George F. Kennan and the Making of American Foreign Policy, (Princeton, NJ,
199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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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에는 서유럽, 중동과 비교하면 결정적 자원도 없고 전시에 필수적인 기지
도 없었지만 미국은 아시아에 중동보다 많은 돈과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었다.155) 이는
한편으로 중동과 비교하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훨씬 직접적으로 소련과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유럽은 소련이 선점했지만, 동북아는 안된다는 인식도 있었다.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은 중국 내전이었지만 미국은 서유럽과 중동에 신경을 쓰느라 거
의 개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1949년 10월 마오쩌뚱이 승리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되
자 미국 내에서 트루먼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큰 비판이 대두되었고, 중국에서 공산
주의에 대한 직접적 봉쇄에 실패한 미국은 한국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봉쇄하려 했다. 하
지만 1947년까지 한국은 그리스나 이탈리아, 팔레스타인만큼 중요하지 않았게 여겨졌
고, 점령 자체가 사회 문제와 불안정의 요인이 되면서, 47년 7월무렵 미국은 한국문제
를 UN으로 넘겼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은 소련과의 전지구적인 경쟁인 냉전
에서 승리하고 싶어 했고, 그런 국제적 상징의 의미에서 한국을 냉전의 중요한 전장으로
간주156)했다.
이렇듯 중국과 한국문제는 전지구적인 냉전 정책의 우선순위와 상호 연관으로 동시에
고려되고 있었다. 즉 자유세계의 구축에서 서유럽문제가 항상 가장 중요시 되었고, 아시
아에서는 일본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중국 내전에의 직접 개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했고 또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공산화가 이루어졌고 미국의 이
해관계에 더 위협적인 상황이 진행된 상태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결국 상대적으로
비개입과 방치 상태에 있다가 더욱 전면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략은 실제로 모든 지역에서 평화를 확보하고,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려는게 아니라 '자유세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적인 다양한
전지구적 프로젝트 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전략의 발전이 자유주
의 평화 구축 모델의 냉전적 변형이었다. 이 냉전적 자유세계의 유지와 창출 과정에서
UN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UN은 자유주의 질서 구축에서 유용한 역할을 했지만 약
한 틀이었다.(Latham 1997)

3) 냉전 초기 UN체제의 전쟁 관리와 개입방식
(1) 냉전의 성격과 냉전 초기 전쟁의 형태변화

155) 레플러(Leffler)는 이를 세가지 요인으로 설명한다. 첫째, 이는 한편으로는 2차대전의 유산 이다. 미국은 일본을
패배시킨 후 아시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했고, 아시아에서 물러나는 것은 미국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믿으며 혁명적 민족주의와 소련의 영향력을 막으려 했다. 둘째, 중동문제는 영국에 의존할 수 있었지만 중국과 한
국에서는 미국혼자 역할을 해야했다. 셋째, 중동보다 아시아에서 위협에 대한 인식이 훨씬 컸다.
156) 특히 한국은 냉전의 강대국들과 UN이 모두 시험에 들었던 극단적 사례였다. 미국과 소련에 의해 직접 분할점령이
이루어졌고 UN에 상정된 이후 신탁통치와 국민투표를 통한 통일국가 건설이 시도되었으나, 결국 남과 북의 다른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보유한 국가건설이 이루어졌으며, 전쟁이 발발하자 UN의 틀로 전면 개입해 중국과 충돌했고,
제한전을 치르는 동시에 NSC-68을 통해 전지구적 재무장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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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자유주의 평화 구축 기획이 전개되던 냉전 초기에 발생한 분쟁에 대
해 UN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UN은 전쟁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집단 안보 원칙
에 따라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도출해내기 위한 역할을 해냈을까? UN은 많은 한계에
도 불구하고 여러 열강과 지역상황의 이해관계 속에서 특정한 제도적 실천적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적용했다.
그런데 냉전시기 UN이 대면해야 했던 전쟁은 기존의 고전적 국가간 전쟁과 달랐다.
사실 냉전의 수사는 전체주의의 적들과 무조건적 항복을 위한 전쟁을 지향했지만 현실
에서 미국과 소련은 양국간의 실제 전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냉전시기
베를린과 한국, 쿠바에서의 위기를 제외하면 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들은 실제로 전
쟁을 치른 적이 없다. 전쟁은 다른 매개된 영역에서 발생했다. 실제 전쟁은 군사화된 핵
심부로부터 주변부로 대체되었고, 종종 냉전의 양극질서와 거의 관련 없는 지역적 갈등
과 결합되었다.(Anders Stephanson, 1998: 83)
표 2-3. 1945년 이후 주요 전쟁들 : 탈식민 민족주의의 전개
전쟁/ 주요 무장 개입

교전국의 쟁점

인도네시아-네덜란드(1945-49)
베트남-프랑스(1946-54)

민족 해방 국가건설, 제국의 유지
민족 해방 국가건설, 제국의 유지

인도-파키스탄(1947-48)
유대정착민-영국(1946-48)
말레이지아 반란(1948-60)
이스라엘-아랍 연맹(1948-49)

인종
민족
민족
민족

종교
해방
해방
해방

북한-한국(1950-53)
미국-북한(1950-53)
중화인민공화국-미국(1950-53)
중국-티벳(1950-51)

민족
집단
국가
민족

통일,
안보,
안보,
통합.

튀니지아-프랑스(1952-56)
모로코-프랑스(1953-56)
FLN-프랑스(1954-62)
소련-헝가리(1956)

민족 해방 국가건설, 국가 보존
민족 해방 국가건설, 국가 보존
민족 해방 국가건설, 국가 보존
자율성, 국가 안보

북 베트남-남 베트남(1958-75)
미국-북 베트남(1965-75)

민족 통일/정권 생존
민족 통일/동맹국 지원

통일, 민족 합병
국가건설, 평화유지 전략적 영토
국가건설
국가건설, 민족 생존과 보호
이데올로기 해방, 정권 생존
동맹국 지원, 권력 균형
동맹국 지원
정권 생존

출처 : Kalevi J. Holsti, 1991

냉전 초기로 한정해 구체적으로 전쟁의 유형을 살펴 보면, 1945-64년 동안 89개의
분쟁이 있었고, 지역적으로는 유럽 7, 중동 22, 극동 30, 아프리카 13, 라틴 17건의 무
력 분쟁이 발생했다. 미국이 가장 중시하며 NATO가 건설된 서유럽에서는 대규모 분쟁
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2차대전 이후 탈식민화가 이뤄지고 점차 냉전의
격전장이 되었던 소위 제 3세계에서는 82개의 분쟁이 발발했다. 이중 40%는 식민지배
나 식민지배의 잔재에 대항한 전쟁이었고, 30%가 내전이었다.(Bailey, 1982, 9)
즉 1945년 이후 전쟁의 지배적 형태는 19세기적 의미의 고전적인 국가간 전쟁이 아니
라 바로 내전이었다. 1816년부터 1988년 사이에 무려 124개의 내전이 발생했는데,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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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의 내전은 1945년 이후, 소위 '냉전' 시기에 발생한 것이었다. 한국전쟁을 제외하고
도 1940년대 중반이후 냉전적 성격의 그리스 내전이후, 콩고, 예맨, 도미니카 공화국,
캄보디아, 앙골라, 니카라과에서 내전이 발발했다. 케냐, 알제리, 베트남, 짐바브웨, 앙
골라 등에서 반식민주의나 민족해방적 내전이 발생했고, 사이프러스, 레바논, 스리랑카,
필리핀, 수단, 보스니아, 르완다, 코소보 등지에서 종교적이고 인종적인 내전이 발생했
다.157) 이런 반 식민주의적 내전들이 발생하며 민족 해방 전쟁 개념이 국제법상 정당성
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기간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다.(Fearon & Laitin 2002, 3;
Collier and Sambanis 2005; Stephen C. Neff, 2005:283)

따라서 1945년 이후의 전쟁의 대다수는 주권국가들간의 충돌이라는 19세기적 기준에
서 바라볼 때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성격의 전쟁들이었다. 그리고 이 전쟁들은 미국이
1945년 이후 전세계에서 직면한 문제들이 그렇듯, 지역 고유의 갈등에서 기원해, 미국
의 국익과 안보에 영향을 주게된 분쟁들이었다.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의 적대적 경쟁과
전략들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냉전과 무관하게 발생한 냉전의 이해관계로 편
입되기도 했다.
냉전시기 발생한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는 외부의 직접적 개입이 사전/사후적으로 이
루어졌다는 것이다. 냉전이 진행되면서 주권원칙에 입각한 국내 문제에 대한 비 개입 원
칙은 정치/법적인 위장막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1945년 이후 '개입'문제는 분명한 현상
이었다. 1945년 이후 어떤 '비국제적' 무력 갈등도 외부로부터의 개입이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없었다.158) 그리스,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아프간 전쟁에서 이
들은 군사 고문을 파견하는 것을 넘어 첩보와 보급 장교를 훈련시키고 비밀 작전들을
전개하고 직접 참전하는 수준의 직간접적 개입이 이루어졌다. 미국과 소련이 개입한 것
은 이를 해결하거나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봉쇄하고 우세를 달
성하기 위해서였다.(Duffey 1998, 2, Geoffrey Best, 1994, 211, 214; Kennedy- Pipe &
Jones 1998, 7-8).

결국 냉전시기에 3차 세계대전 혹은 중심부 국가들 간의 국가 간 전쟁은 억제되었지
만, 전쟁의 장소가 주변부 지역 혹은 주변부 국가 내부로 이동했다. 냉전의 자유주의 평
화 기획은 기본적으로 서구 국가들이 구성한 국제적 위계질서였기에 제 3세계 신생국가
들의 주권은 냉전 원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정, 부인되었고, 주변부 국가들에서 벌어진
전쟁들은 고전적 의미의'국가 간 전쟁 '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또한 주변부의 전쟁은 냉

157) 그리스(1946), 말레이시아(1947), 티벳(1949), 중국(1949), 한국(1953), 퀴모이 마투스(1954), 헝가리(1956), 베트
남(1961), 쿠바(1961), 라오스(1961), 도미니칸 공화국(1965), 인도네시아(1965).
158) 하봄과 월렌스틴(Lotta Harbom and Peter Wallensteen)에 따르면 2차 대전 이후 2004년까지 발생한 총 165개
의 내전중 외부 개입이 이루어진 무장충돌은 약 1/5인 36개에 달한다. 내전에 대한 외부 개입은 크게 세가지 유형
이 있었다. 1) 열강 혹은 동맹국들이 상대 강대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이점을 얻기 위한 개입(소위 냉전적 패
턴) 2) 국경을 이웃하고 있는 국가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개입(동맹적 관점) 3) 약소국의 내적 갈등에 강대국
의 군사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더욱 비대칭적인 개입(신식민주의적 유형이나 테러와의 전쟁 유형)이 그것이다. 일곱
건이 냉전적 유형에 속하는데 이런 유형의 출발점이 바로 한국전쟁(1950)이고 그 다음이 쿠바(1961), 라오스
(1963-73), 캄보디아(1970-89), 에티오피아(1975-83), 앙골라(1975-89), 아프가니스탄(1979-88) 순이
다.(Harbom & Wallensteen 2005,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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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봉쇄정책과 맞물려 촉발되기도 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냉전질서에 영향을 주는 경
우 양 진영이 직간접적으로 주변국의 갈등을 관리하고 개입했다.(김학재, 2010)
(2) UN 창설 이후 국제적 분쟁과 전쟁에 대한 처리 : 이란에서 카시미르까지
실제로 UN은 국제적 분쟁과 전쟁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냉전이라는 갈등 상황이 UN
의 활동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특히 UN 창설이후 첫 10년간 UN은 냉전이라
는 정치적 현실 속에서 작동해야 했다. 하지만 UN이 다룬 모든 문제가 냉전으로 발생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많은 문제들이 냉전과 관련된 문제가 되었고, UN은 냉전
의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는 공개된 포럼이 되었다.(Evan Luard, 1982: 93-94)
창설 초기 UN의 특징은 내부적으로 대부분 서구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격을 갖고 있
었다는 것이다.159)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UN 자체의 정당성을 공격했고 소련은 최
종 수단으로 비토권을 행사해 안보리에 의한 결정을 막았다. 이런 냉전의 분위기에서 상
호간 협상이나 타협 시도는 최소화되고 총회에선 다수의 관점이 소수의견에 대한 아무
런 고려나 토론 없이 관철되었다.(Evan Luard, 1982: 95-96)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UN이라는 틀은 냉전과 열전의 적나라한 무력 충돌
과 권력 투쟁에 비하면 '다수결의 횡포'와 여론동원, 정치적 주도권 싸움 등이 벌어진 상
대적으로 안정된 정치적 논쟁의 장이었다. 그리고 UN에서는 평화와 전쟁에 대한 상충
된 의견과 이념, 분쟁 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법이 경쟁적으로 제시되고 실험된 제
도적 틀이었다. 구체적으로 UN 창설이후 한국전쟁 이전까지 UN은 무력 분쟁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란(아제르바이잔), 시리아 등에서 철수문제
UN에서 가장 처음으로 군사적 상황이 문제가 된 것은 중동에서 소련군의 철수문제였
다. 이는 2차대전 상황의 연장선에 있던 문제로 영국과 소련군이 독일 점령하에 있던
이란을 나누어 점령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전후 소련이 철수하지 않자 1946년 1
월 19일 안보리 첫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란 대사가 소련군이 이란의 북부 아제르바
이잔에서 철수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제기했다.160) 안보리에서의 문제제기는 세계적 여론
을 환기시켰고 소련은 이후 군을 철수시켰다. 3주후에 레바논과 시리아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2차대전시 이 지역을 점령했던 프랑스군이 철수를 거부하고 프랑스에 유리한
협약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46년 2월, 안보리에서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시되
었지만 논란끝에 채택되지 않았다.161) 하지만 안보리에서 문제가 제기된후 국제 여론의
압력으로 2개월후 영국과 프랑스는 철수에 합의했다.(Evan Luard, 1982: 106-116,
159)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을 제외하고 두석을 라틴아메리카에, 하나는 서유럽, 하나는 동유럽, 다른 하나는 영국 그
리고 하나는 아시아에 주었다. 이로서 적어도 여덟석이 서구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1948년 이후에는
사실상 9:1이 되었다. 총회에서의 비율은 51개중 공산주의 국가는 5개석에 불과했다. 결국 서구 국가들은 모든 투
표에서 이길 수 있었다.(Evan Luard, 1982: 93-94)
160)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46-47, pp.327-336
161)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46-47, pp.34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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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내전과 조사위원회
이란문제에 대해 안보리에서 불만이 제기된 것에 대한 반발로 소련은 1946년 2월 1일
안보리 6차 회의에서 그리스에서 영국의 주둔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영국군은 1944년
부터 그리스에 주둔중이었고, 그리스에선 왕정과 좌파간의 내전이 발생한 상태였다.162)
소련은 영국군의 지속적인 주둔은 그리스 내부 사안에 간섭하는 것이며 이 지역의 평화
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군이 그리스의 반동적 분파들을 지원하
며 그리스 내부 정치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즉각 철수를 요구했다. 영국은
이를 부인했다.163) 1946년 11월 그리스 국경 지대 상황은 더욱 악화되자 그리스가 12월
10일 또 다시 안보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전 유럽의 공산주의 정당들이 그리스
의 빨치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고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UN안보리
는 12월 19일 그리스 국경 분쟁을 조사할 위원회를 설립했다.164)
그리스 내전은 UN이 처음으로 평화 유지를 시도한 경우였다. 처음으로 국경 지대에
군사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기구를 파견했고 정기적 보고를 했다. UN은 이 문제를 공
개 토론할 포럼을 제공하여 국제 여론의 관심이 기울여졌고, 그리스의 국경을 침범하는
행위들이 공개되었다. 결과적으로 게릴라들을 무장시키고 훈련시키고 보호지를 제공하는
행위들이 2-3년 사이에 중단되었다.
그리스 문제는 이후 UN이 직면하게 될 수많은 사건들에서 발생할 상황을 미리 보여
준 계기였다. 이후 여러 지역에서 국가간 전쟁이 아닌 내전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하
지만 UN은 미국과 소련, 상임이사국이 개입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룰 수 없었다.
인도네시아 문제 : 영국군의 철수와 네덜란드의 재점령
한편 냉전시기는 식민지로부터의 민족 해방 혁명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했다. 그리고
UN 초기 20년간 무력 분쟁의 대다수는 직 간접적으로 이런 문제에서 기원했다. 하지만
역시 이런 유형도 두 강대국에 의해서 냉전의 관점으로 해석되었다.
인도네시아문제는 소련이 이란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리스 문제에 이
어 두 번째로 제기한 문제였다. 소련은 인도네시아에 주둔중인 영국군을 문제 삼았다.
1946년 1월 21일 우크라이나 대표가 안보리에서 영국이 인도네시아 내부 문제에 개입한
다고 비판하며 문제제기 했고 안보리는 1월 25일 이를 논의했다.165) 이때 네덜란드는
영국군의 행위를 옹호하면서 평화에 대한 위협은 없었으며 UN에 의해 이 행위들은 정
162) 그리스에서는 곧 영국이 지지하는 그리스의 왕을 지지하는 우익과 반 왕정주의적이고 반영국적인 EAM과 ELAS
의 좌익군간의 치열한 내전이 발생했다. 왕정 세력이 마침내 우세해졌고 이들은 영국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반겼다.
소련은 이런 상황을 결코 좋아 하지 않았다. 소련은 1945년 6월 포츠담 회의에서, 9월의 외무장관 회의에서, 12월
의 외무장관 회의에서 계속해서 영국군의 주둔에 항의했다.
163)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46-47, pp.336-338
164)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46-47, pp.361-363
165)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이하 SCOR), 1st year, 1st series, 12th meeting(1946. 2. 7.) pp.180-2.
13th meeting (46. 2. 9) pp.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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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 될 수 있고, 이 문제는 내부사안 이므로 UN은 조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
만 안보리는 영국군이 인도네시아의 민족 해방운동을 진압하는지 조사하는 위원회 설립
이 승인(2월 13일)했다.(Bailey 1982: 1-3; Evan Luard, 1982: 134)
전쟁이 지속되다가 1946년 10월 14일 네덜란드와 인도 공화주의자들과의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고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1947년 3월 25일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 협약으로
1949년 1월 1일까지 민주 연방국가를 수립하기로 했고 네덜란드는 수마트라와 자바에
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의 사실상의 권위를 인정했다.(Luard 1982: 135; Bailey 1982:
4-5)

하지만 1947년 5월 27일 네덜란드 정부가 기존 합의를 번복하며 과도정부를 수립하
자는 새로운 제안을 하고 인도네시아 공화주의자들은 반대하자 네덜란드는 7월 20일 공
화주의자들이 통제하던 지역을 침공했다. 이것이 네덜란드의 소위 첫번째 치안행동police
action이었다.166)

네덜란드의 행동은 세계 여론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다. 47년 7월 30일 오스트레일
리아와 인도가 안보리에서 평화적 해결과 분쟁종식cessation of hostilities을 요구했다.167)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행위가 단지 치안활동police action이 아니라 국제법에 따른 두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이라며 이는 헌장 39조하의 '평화에 대한 위반breach' 라고 선언하고 헌장
의 7장에 근거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인도네시
아 사례는 처음으로 UN 헌장 7조에 따라 처리할 것이 요구되어 안보리가 무력 침공 여
부 결정을 시도 했던 첫 사례였다.(Luard 1982: 136;

Bailey 1982: 11)

하지만 논쟁 과정에서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가 자신의 주권하에 있으며 국내문제에
안보리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네덜란드는 이 전쟁을 국제전이 아닌
내부 분쟁이라고 주장했고, 인도네시아인들은 민족 해방투쟁으로 규정했으며, UN 회원
국들은 이를 평화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했다.(Kotzsch, 1956 : 282; Bailey 1982: 12, 21)
UN은 이러한 복잡한 전쟁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피하고 실용적인 '휴전'을 요구했다.
8월 1일 안보리는 전투의 중지를 요청하는 최초의 휴전 결의안168)을 통과시켰다. 양측
은 8월 4일휴전을 받아들였고 결의안에 따라 주선위원회Good-offices committee를 설치169)
했다.(Evan Luard, 1982:139; Bailey 1982: 13)
하지만 충돌이 지속되며 휴전이 작동하지 않자, 10월에 안보리가 다시 소집되어Good
Offices Committee를 즉각 파견할 것을 요구했고170) GOC는 정전계획171)을 수립하여 이

것이 수정을 거쳐서 1948년 1월 17일 렌빌Renville에서 서명되었다. 이 렌빌 협약은 연합
166)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46-47, pp.338-341.
167) 안보리는 7월 31일 171차 안보리 회의부터 8월 1일까지 이를 논의했다. 1948년 7월까지 안보리에서 인도네시아
문제의 전개에 대해서는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47-48, pp.362-387. 1948년 UN의 활동에 대해
서는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48-49, pp.212-237.
168) UN 문서 번호 (S/459)
169) 49년 1월 28일 안보리는 GOC를 Commision for Indonesia로 재구성했다. 이전의 GOC의 임무뿐 아니라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다.(S/1234) 인도네시아 위원회의 활동은 1951년 4월 3일 중단되었다.(Bailey 1982: 326)
170) UN 문서번호 (S/574, 10월 3일) (S/597)
171) GOC Report, paras 16, 18, 20. (SCOR, 3rd year, Special Supplement no. 1, S/649/Re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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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립을 권하면서도, 네덜란드가 선포한 분계선을 합법화 한 것이었다.(Bailey
1982: 22-36)

하지만 48년 12월 11일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와의 양자간 논의가 더이상 무용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중단하고, 네덜란드 정부는 최종 통고를 하고 이를 18시간 안에 받아들
일 것을 요구했고 곧 네덜란드는 두 번째 군사작전이 시작되었다. 이에 12월 19일 안보
리가 소집되었고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강력한 행위를 요청했다. UN 대표 제섭은 즉
각적인 철수를 요청하고 주선위원회에 분쟁의 책임 규명을 요청했다.(Evan Luard,
1982: 145-46)

결국 네덜란드의 두 번째 군사작전에 대해 안보리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
고 일련의 결의안이 채택되자 네덜란드는 세계적인 반대에 직면해 정책을 재고해 안보
리의 결의안과 중재,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했다.(Luard, 1982: 148; Bailey
1982:339, 360-363)

인도네시아 사안은 UN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는 본질적으로 식민지
독립 운동 지도자들과 기존의 통치자들 사이의 갈등을 다루는 식민지 문제였다. 따라서
이는 국내 관할권172)에 대한 개입이라는 모든 국제기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네덜란드는 그들이 여전히 인도네시아에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UN은 개
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도네시아는 반대로 네덜란드 정부의 관할권은 일본의
점령이 끝난 후 재수립된 것이 아니며, 인도네시아 공화국은 네덜란드와 동등한 분쟁 당
사국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UN은 무엇이 개입인지, 무엇이 국내 문제인지, UN의 강제 집행행위를 도입
할지 여부도 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안보리는 처음부터 헌장의 7장과 40조에 따라 수단
을 취해왔고 국내관할권 조항은 유예되었다고 주장하며 개입했다. 근본적으로 다수의 태
도는 법적으로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기 보다는 전투가 발생한 상황이 있고, 안보리가 무
언가를 하지 않으면 이는 책임의 부인이라는 합의가 있었다. 이는 이후 한국, 헝가리,
콩고, 사이프러스, 레바논 등등에서 본질적으로 국내 사안이라고 주장되는 경우 안보리
가 취해왔던 전형적인 실용주의적 태도였다.(Evan Luard, 1982: 156-57)
팔레스타인 문제
중동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팔레스타인이었다. 팔레스타인은 1922년 이
후 영국에 의해 국제연맹의 위임통치(Mandate)가 이루어지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2차대
전 이후 이 지역은 UN의 신탁통치 지역으로 전환되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이민이 증가
하면서 아랍국가173)와 분쟁이 심해졌고 영국은 더 이상 관리하고 해결할 여력이 없다며

172) 사실 UN 헌장 2조(7)에는 헌장의 7장 하에서 집행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헌장의 어떤 것도 본질적으
로 국가의 내부문제인 것에 개입할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73) 아랍국가들에는 이집트, 이라크, 레바논,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요르단, 예맨이었다. 이들은 1945년 3월 22일
아랍 연맹을 창설했다.(Bailey 1982: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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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봄에 이 문제를 UN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UN은 기본적으로 무력 분쟁을 해결하고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설계된 것이었
고, 이전까지 특정한 영토의 헌법적 미래에 대한 판단을 내린 적이 없었다. 따라서
1947년 4월 28일 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 총회가 열렸다. 특별 총회는 팔레스타인 문
제를 다룰 준비를 하기 위한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Palestine를 구성
하기로 했다.(Luard, 1982: 162-65)
6월 초에 설립된 특별위원회는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등을 방문한 후 유대인
인구가 아랍국가에 동화되기에 너무 크고,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 이질적이라는
근거로 유대인 영토 수립을 권했고 예루살렘, 베들레햄 지역은 UN의 신탁통치 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기 UN 회원국들은 점차 분할(Partition) 원칙을 지지하게 되었다. 1947년 11월
29일에는 UN총회에서 향후 팔레스타인 정부와 무력 분쟁에 대한 결의안(GA resolution
181(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아랍국가와 유대국가로 분할하기로 했고

예루살렘 시는 베들레헴과 함께 국제 신탁통치하에 있게 되었다.(Bailey 1982: 151,
Trygve Lie, 1954: 162-167)

하지만 미국은 분할에 반대하며 3월 30일 안보리에서 유대 기구(Jewish Agency)와 아
랍고등위원회(Arab Higher Committee)를 통해 아랍과 유대인공동체간의 정전을 합의하기
위해 대표를 선출하고 즉각적으로 폭력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시했
다.174) 이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최초의 전투 중지 시도였다.(Bailey,
1982: 166)

안보리는 4월 23일 추가 결의안(S/727)을 통해 팔레스타인 정전위원회(Truce
Commission for Palestine)를 구성했다. 하지만 5월 14일에는 결국 이스라엘은 독립을 공식

선포했고175) 이에 이집트와 트랜스요단 정부가 “비무장 아랍인을 보호하고, 질서와 안
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입한다고 UN에 통보하면서 무력분쟁은 전면전으로 치달았
다. 이후 3일간 안보리는 완전히 무능했고, 전투는 격화되었다.(Evan Luard, 1982: 190)
이스라엘 지지자인 UN 사무총장 트리그브 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의 공격을 UN
이 지금까지 직면했던 가장 심각한 침략행위라고 간주했다. 총장은 UN이 인도네시아와
카시미르에서 분쟁을 멈추기 위해 해왔던 노력이 팔레스타인에서 실패하면 모두 물거품
이 될 것이라고 믿었고, 미국과 영국 정부에게 UN의 즉각적인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
다.(Trigeve Lie 1954: 174: Evan Luard, 1982:191)
대규모 전투가 발발하자 정전위원회를 통해 즉각적인 정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졌고,
5월 14일 UN 총회 결의안176)에 따라 당시 특별 총회가 다루고 있던 팔레스타인 문제의
장기적 해법과 정치적 문제는 별도로 중재관mediator의 임무로 주어졌다. 이로서 스웨덴

174) (S/714, Ⅰ)
175) 미국은 이를 처음으로 승인했다. 이는 주변의 자문과 우려, UN에서 미국대표의 활동과 반대되는 트루먼의 단독
결정이었다. 소련역시 5월 18일 사법적으로 승인했다.(Bailey, 1982: 181)
176) A/C.1/298: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86(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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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총재(Count Bernadotte)가 중재관으로 지명177)되었고 총회는 해산했다.
전투가 심해지자 5월 29일 안보리는 영국의 제안에 따라 어느 쪽이건 결의안을 거부
하면 안보리가 7장에 따른 제제를 하기로 하는 더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해 4주간의 휴
전을 요청했고 양측은 휴전을 받아들였다. 이는 UN 역사상 처음으로 안보리가 요청한
휴전이 받아들여진 사례178)였다.(Evan Luard, 1982:191-92; Bailey, 1982: 185)
휴전 기간 동안 더 장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 장교
로 구성된 정전 감독기구(UNTSO: Truce Supervisory Organization)가 조직되었고 UN 중재
관은 6월경 연방제 국가 안을 제시했다. 연방은 유대국가와 아랍국가로 구성되어 공통
의 발전 정책과 협력적인 대외, 방위 정책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양측은 전쟁으로 더
나은 협상결과를 얻기 위해 이를 거부했다.(Bailey, 1982: 200-201)
중재의 실패로 7월 12일부터 다시 전쟁이 발발했다. 안보리가 다시 소집되었고, 소련
과 미국은 함께 전투를 중지할 강력한 행위를 촉구했다. 7월 15일 결의안에서는 팔레스
타인 상황을 헌장의 39조하에서의 평화에 대한 위협(threat)을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24시간 내에 예루살렘에서의 무조건적 휴전(cease fire)을 명령했고 이 요청을 따르지 않
는 것은 평화에 대한 위반(breach)을 나타내므로 헌장의 7장 하에서의 행동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179) 이는 UN 헌장의 7장하에서 안보리가 처음으로 공식 결정을
내린 사례180)였다.(Evan Luard, 1982: 193; Kotzsch, 1956 : 285)
아랍과 이스라엘은 모두 다시 한번 이 휴전을 받아들였지만, 곧 휴전은 전보다 더 지
켜지지 않았고 국지적인 교전이 있다가 8월 중순에 다시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은 점차
암살이나 야간 공습, 폭격 등 비정규적인 성격을 띄게 되었다. 심지어 9월 17일 중재자
Count Bernadotte가 유대 통제하의 예루살렘 지역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이 충격적

인 사건으로 UN 내부에서 팔레스타인 상황의 폭발적 성격을 인지하게 되었고 UN이 보
다 장기적인 해법을 추구해야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졌다.(Luard, 1982: 195)
휴전이 지속적으로 위반되는 상황에서 결국 주 군사력의 철수와 넓은 비무장 지대의
설치 등 더욱 포괄적인 해결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이 강화되었다. 소련은 이
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로서 직접 협상과 정전이 아닌 최종적 평화를 목적으로 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Evan Luard, 1982:196) 하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직접협상과 최종평
화라는 궁극적 해결에 회의적이었다. 11월 16일 안보리는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가 제
안한 정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영구 평화로 이행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의 모
든 지역에서 정전(armistice)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휴전을 전면적 정전으로 대
177) UN Mediator Count Folke Bernadotte는 총회 결의안의 관점에 따라 임명되었다. 팔레스타인 중재라는 아이디
어와 commissioner 개념은 특별총회에서 미국에 의해 48년 5월 13일 공식적으로 제안되었다. 그리고
intermediary를 mediator로 부르기로 했다. UN Mediator는 안보리에서 임명되고 총회에 의해 5월 14일 승인
(GA resolution 186(S-2))되었다.(Bailey 1982: 159) 베르나도트는 48년 5월 27일 중동에 도착해 사령부를 카이
로에 설치했다. 그는 48년 9월 17일 암살되었다.
178) UN 문서 번호 (S/801)
179) UN 문서번호 (S/902)
180) 1946년에서 64년까지 안보리가 채택한 199개의 결의안중 이중 3개만이 39조하의 결정을 담고 있었다. 그 사례는
카시미르(분란), 팔레스타인(평화에 대한 위협), 한국(평화에 대한 위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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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한 이 결의안은 철수와 군축, 정전선 확립 등도 요구했다.181)
하지만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UN 총회는 12월 11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
한 토의를 거쳐 단지 정전만이 아니라 아랍과 유대인들의 중동에서의 최종 해결을 위한
팔레스타인 화해 위원회(Palestine Conciliation Commission)182)를 설치했다.(GA resolution
194(Ⅲ))(Evan Luard, 1982:198)

새로운 위원회가 아직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없던 상황에서 직접 협상에 대한 압력
이 증가하여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직접 협상을 시작했다. 이는 포괄적 해결보다는 단지
기존의 휴전선에서 정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1949년 1월 12일에 시작된 협상은 2
월 24일에 타결되어 일시적 휴전이 전면적인 정전으로 대체되었고, 이는 이후 7년간 양
자사이의 문제 해결의 기반이 되었다. 양측은 정전협상을 팔레스타인에서의 지속되는 평
화를 향한 전 단계로 수용하기로 했다.
팔레스타인 문제의 영구적 해결을 추구할 임무는 화해 위원회로 넘겨졌다. 예루살렘에
위치한 위원회는 1949년 1월 24일 업무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아랍국가와 이스라엘간의
회의를 조직하는 한편, 정전 이후 주요 문제인 70만명이 넘는 아랍 피난민들(refugees)
문제를 관리했다.183) 하지만 영토문제에서도 양측간 많은 차이가 극복되지 못하며 화해
위원회의 중재 노력은 실패했다. 이에 결국 1950년 5월 25일 미국, 영국 프랑스가 UN
밖에서 정전협상을 무력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3개국이 직접 대응하겠다고 별도로 선
언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모두 반발했다.(Evan Luard, 1982: 200-204)
이후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의 포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약
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아랍국가는 UN 화해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였고, 이집
트는 이스라엘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게 막기 시작했다. 1951년 9월 안보
리는 정전협약은 사실상의 평화상태를 수립한 것이라는 해석을 하며,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통과 방해를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는 이집트의 행위에 아무
효과를 주지 못했고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의 불안정성은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1948년 아랍-이스라엘 전쟁은 인도네시아나 그리스 등의 지역에서의 작은 규모의 분
쟁에 비하면 UN이 직면한 최초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 분쟁이었다. 따라서 이 사태는
UN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역량에 대한 시험대였다. 한편으로 팔레스타인 상황
을 처음으로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휴전을 요구하는 두 개의 결의안을 통과시
켰고 UNTSO 같은 기구를 설립했으며 더 장기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을 시
181) UN 문서 번호 (S/1080)
182) 팔레스타인 화해 위원회는 1948년 12월 11일 총회에서 설립되었다. 프랑스, 터키, 미국으로 구성되었고 지금도 존
재하고 있다.
183) 아랍국가들은 다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구했고 이스라엘은 최종 해결을
위한 전면적 협상의 맥락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 져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결국 10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이
기로 동의했으나 여기엔 이미 돌아간 2만5천명을 포함한 것이었다. 미국은 30만명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으나 이스라
엘은 거부했다. 이 시기 미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에 대한 공격적 태도에 유감을 갖고 있었다. 국무부
는 대규모 난민의 존재가 소련이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채널을 제공한다고 보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
다.(Leffler 1992: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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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놓치지 않았다. 중재관을 임명했고, 이후엔 화해 위원회를 설치해 이후 양국의
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UN은 모든 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새로운 국가의 수립을 승인하면서 그 국가가 지역 내에서 인정되
는 장기적 해결은 UN의 권한 밖의 것이었다. UN은 결국 분쟁의 장기적 원인 자체보다
는 표면화된 폭력이라는 증상을 처리했다.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양측은 상대적으로 쉽
게 설득되고 휴전과 정전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분쟁의 장기적 원인과 해법에 대해
서는 입장 차가 너무 커서 UN의 노력은 영향력이 없었고, 오히려 UN의 실패는 이후
30여년간 지속적인 분쟁의 사유를 만들어냈다.184)
카시미르 문제
카시미르의 경우도 인도 지역의 탈식민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던 분쟁이었다.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할 때 주변의 왕국들은 자기 결정권을 갖기로 했고, 이들이 인도
나 파키스탄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는 향후 20년간 인도와 파키스탄관계
에 독이 되었다.
카시미르는 파키스탄과 인도 양측에 근접한 지역으로 중국, 티벳, 아프칸, 인도, 파키
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약 4백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이었다. 카
시미르도 처음엔 독립을 원했다. 그런데 카시미르 내부에서 권위적 통제에 반대하는 저
항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의 북부 부족들이 카시미르를 공격해 수도를 함
락하자, 인도가 개입했다.
1947년 12월 31일 인도의 네루 수상은 이 논쟁을 안보리에 회부했다. 1948년 1월 15
일 카시미르 전 수상이 안보리에 출석해 인도와 카시미르 지도자들끼리 합의가 이루어
졌음을 강조했다. 인도군의 주둔은 합법적이지만, 파키스탄의 무력개입은 침략이라는 입
장이었다. 카시미르는 헌장의 35조에 따라 파키스탄에 카시미르 내정간섭 중단을 요청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185) 이에 파키스탄 외무 수상은 외부로부터의 개
입을 부인했다. 그는 전투가 억압적이고 반 무슬림적인 지도자의 정책에 대한 내부 반란
의 결과였다고 서술했다. 파키스탄은 오히려 카시미르의 인도 연합 가맹이 위협과 강압
에 의한 것이며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카시미르 정부의 적법성과 철수문제는 이후 20
년간 논란이 되었다.(Luard 1982: 280-281)
처음에 이 문제가 안보리에서 제기되었을 때 안보리의 어느 국가도 사전적인 정치적
입장이나 정보가 없었고, 따라서 처음엔 그저 휴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184) 소련은 대다수가 폴란드 출신 유대인이던 이스라엘을 지지했고 체코를 통해 무기도 지원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중동의 경제 성장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뿐만 아니라 서유럽의 회복을 유지하는데도 핵심이었기에 아랍 국가들의 분
노를 고려해야 했다. 결국 미국은 국내 정치와 지정학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동요했다. 처음엔 분할안이나 예루살렘
국제화 등 UN의 해법을 지지하다가 이후 점차 신탁통치나 정전을 지지하며 분할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하지만
트루먼은 이스라엘이 설립되자 미국내 유대인의 표를 고려해 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중재관의 미 해병 지원 요청을 거부하고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 개입을 망설였다.(Leffler 1992:
239-241)
185) 1948년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인도 파키스탄 문제에 대해서는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47-48,
pp.38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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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월 17일 안보리는 양측에게 상황을 악화할 행동을 중단하고 상황에 대한 변
화를 안보리에 알릴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186) 1월 20일 안보리 의장은
양측이 합의한 결의안을 도입했다.187) 이로서 UN 인도와 파키스탄 위원회(UNCIP)188)
가 설치되어 상황을 조사하고 양측의 충돌을 완화하며 안보리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
하게 되었다. (Evan Luard, 1982:281)
철수 시기에 대한 문제에서 논쟁이 이루어지다가 4월 21일 인도의 입장이 좀 더 반영
된 결의안189)이 통과되었다. 골자는 먼저 파키스탄 부족들이 철수하고, 인도 군은 최소
수준으로의 감축한다. 민간 정부는 모든 주요 정치 집단을 포괄해야하며 지역에서 채용
된 인물을 통해 법과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 UN 사무총장이 국민투표 담당자Plebiscite
Administrator190)를 임명하고, 그는 카시미르 정부에서 활동해 국민투표에 적절한 상황을

만들고 UNCIP 감독하에 투표를 개최한다는 것이었다.(Luard, 1982:282)
그런데 UNCIP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파키스탄은 파키스탄 군이 5월 이후 사태에 개
입하고 있다고 위원회에 공식 통보했고 이는 인도가 전 카시미르 전체를 차지하는 것을
막고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 했다. 이에 UNCIP는 8월 13일 휴전과 정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휴전이후 파키스탄 부족들과 정규군이 철수
하고 철수이후 정전으로 진행하며, 이후 일도군 일부가 철수한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로 했다. 인도는 받아들였고 파키스탄은 4월 21일 결의안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결국 12월 25일 휴전협상이 서명되었고 1949년 1월 1일 효력 발휘된 휴전은 이후 약
16년간 상당히 잘 지속되었다.(Luard 1982: 283-284; Bailey 1982: 90-91, 127-129,
131-134)

휴전 이후에도 안보리는 양측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1949년 12월 17일 비공식적인
중재관을 임명했다. 중재관 맥너튼은 특정 지역의 탈무장화demilitarization라는 기획을 통
해 군 철수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1950년 3월 14일 안보리는 맥너튼 제안을 일부 받아
들였다. 호주 변호사인 딕슨(Owen Dixson)이 UN 대표로 임명되어 탈무장화를 추진하기
위해 카시미르에서 양측 지도자들과의 중재를 시도했다. 그런데 딕슨은 이 과정에서 분
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아닌 분할(Partition)이 더 적합하다는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다. 이는 가장 현실주의적인 접근방식이었다. 인도는 점령지역 이외에 관심이 없
었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였다. 분할을 통한 현존 유지는 전투 위험이 줄이는 선택이기
도 했다. 하지만 이 시기 안보리는 전 지역에서의 선거라는 이상적 해법을 추구했고 이

186) (S/651)
187) (S/654)
188) UN 인도와 파키스탄 위원회 UN Commission for India and Pakistan(UNCIP), 조사와 중재를 담당하는, 인도
가 임명한 체코, 파키스탄이 임명한 아르헨티나, 안보리가 임명한 벨기에와 콜롬비아 대표, 안보리 의장이 임명한
미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UNCIP는 1950년 5월 17일 활동을 종료했다.
189) (S/726)(S/819) 결의안의 단어들은 주로 헌장의 33조(분쟁의 평화적 해결)에서 온 것들이었다. 이는 안보리가 헌
장의 27(3)조에 따라 표결을 통해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공식 결정한 첫 사례였다.(Bailey 1982 : 82)
190) 1948년 4월 21일 안보리 결의안(S/ 726)으로 국민투표관리관 Plebiscite Administrator를 임명하는 조항이 있었
고 1949년 3월 21일 사무총장 트리그브 리는 미국의 Chester Nimitz를 지명했으나 그는 즉시 이 지역으로 갈 수
없었다.(Bailey 1982: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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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타협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카시미르 문제는 이후 1953-56년 동안 양국 정상간 협상에서 아무 해법이 나지 않았
다. 오히려 1953년 말 파키스탄이 미국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약속받고 54년에
SEATO(South East Asia Treaty Organization)에 가입하자 인도와의 갈등이 더욱 커졌다. 반

대로 소련이 점차 인도를 지원하게 되었고 점차 갈등이 냉전으로 연결되었다.(Evan
Luard, 1982 : 287-88)

카시미르 문제는 국제기구가 영향을 미치기 매우 어려운 종류의 분쟁이었다. 법적 권
한은 카시미르 정부와 합의를 이룬 인도측에 있었지만, 이는 UN 결의안을 통해서도 세
계 여론을 통해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 시기에 자기 결정 개념이 보편적인 지위를 얻
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이 주장을 하면 세계 여론을 더 동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파
키스탄에 대한 지지가 소진되자 파키스탄은 영토를 더 차지하려는 시도를 취했고, UN
은 현실적으로 휴전과 탈무장화, 분할을 유도했다.
표 2-4. UN 초기 주요 국제적 무력 분쟁에 대한 논쟁과 UN의 개입의 개요
시기
1946년

이란
시리아

국가(지역)

쟁 점
소련과 영국군의 철수
2차대전 연합군

1946-49

그리스

UN의 개입, 처리방식

특성과 의미

안보리 문제제기와 철수

냉전 초기 상호견제

그리스 내전과 외부개입

조사위원회, UN 발칸특별위원회 구성,
총회 논쟁

냉전 개입의 심화

인도네시아

영국군의 주둔
민족해방운동과 네덜란드의
진압군 투입
탈식민과 제국적 개입

안보리의 평화에 대한 위반 결의안, 휴
전결의안, 자문위원회, Good offices
committee 설치

국내문제가 국제 평화
와 안보문제로 취급

194749년

팔레스타인

영국 위임통치의 종식
이스라엘 국가의 건설과 아랍
국가들간의 전쟁

영국이 UN으로 위임요구
정전위원회, 중재자 활동, 휴전명령 결
의안,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 결정,
분할, 정전결의안, 화해위원회 설치

양대국의 지정학적 이
해관계와 중재의 실패

1947년

카시미르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쟁속 히
더라바드와 카시미르 등 주변
국의 독립

안보리의 결의안
인도와파키스탄위원회 설치
휴전, 철수, 투표 계획
UN대표를 통한 중재

지역강국의 충돌과 UN
의 중재, 독립 모델

1946-49

참조: Bailey(1982: 47-48)에서 재구성191)
(3) UN활동의 특징과 전쟁이 종식되는 제도적 유형 : 실용주의적 휴전과 분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946년부터 1949년까지 UN에서는 이란과 시리아에서 해외군
의 철수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이래 그리스,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 카시미르 등지에
서 발생한 분쟁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해 왔고, 이 과정에서 특정한 유형의 대응 및
처리 방식을 발전시켰다.
이처럼 UN의 초기 활동에서 전쟁과 분쟁에 대한 UN의 대응 방식이 형성되었는데,
191) 1946. 1-1946. 7 안보리 활동은 S/172 :이란 문제, 그리스 문제, 인도네시아 문제, 시리아와 레바논
1946. 7-1947. 7 안보리의 활동에 대해서는 A/366 :그리스 문제
1947. 7-1948. 7 안보리의 활동에 대해서는 A/620 :그리스, 이집트, 인도네시아, 카시미르, 팔레스타인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48-49:팔레스타인, 인도네시아, 그리스, 카시미르, 베를린, 한국,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 : 한국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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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먼저 초기적 형태의 개입과 낮은 수준
의 중재 활동을 위해서는 상황을 조사할 위원회를 수립하고 중재관이나 군사적 차원의
GOC를 설치해 분쟁의 해법을 모색한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실패하거나 무력하고 전면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UN은 분
쟁 중지를 위해 헌장의 39조하에 따른 결정을 내리고 휴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
고 휴전에서 전면적인 정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협상을 유도하며 휴전이 지켜지는지 감
독할 정전위원회를 설치했다. UN이 강제 집행행동을 한 적은 없었지만 고려되었다.
단기적인 전투의 중지를 이룬 후에는 더 근본적인 원인과 그에 대한 장기적 해법을
위해 국민투표나 연방제 국가 수립 같은 제안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갈등을 해소할수 없
는 경우 실용적으로 분할과 정전, 탈무장화를 유도했다. 화해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촉
진하고 한편으론 전쟁으로 생겨난 피난민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표 2-5. UN의 실제 분쟁 개입과 대응 방식
유형
① 초기 개입과 중재

② 전쟁 발발후 분쟁 종식

③ 분쟁후 처리, 정치적 해결

활동, 기구, 방식
조사위원회 : 분쟁의 상황과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보고 및 제안
지역위원회 : 지역의 당사자들이 참여한 논의 기구,
중재관 : 분쟁을 중재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활동
GOC : 사실관계 조사에서 지역간 합의 중재까지 포괄한 상설 기구
분쟁 중지 요청 결의안 : 무력 충돌의 중지 요구
헌장 39장의 평화 위협결정 : 국제법의 위반 정도에 대한 규정
휴전 결의안 : 휴전을 명령하는 안보리의 결의안
정전위원회 : 정전협약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위원회
헌장 7장에 따른 강제 집행과 제제 : 국제법 위반을 직접 개입을 통해 교정
분할 : 휴전이후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당사자들의 물리적 분리
화해위원회 : 전쟁 이후 포괄적인 정치적 해결과 전후 처리를 위한 기구
피난민 문제 : 전쟁 피난민의 구호와 교환과 귀향을 합의하고 처리하는 기구
탈무장화 :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을 비무장화
국민투표 : 분쟁이후 통일 국가 수립을 위해 투표를 감독하고 실시 지원
연방제 국가 : 통일 국가 수립을 위한 분권형 국가기구 유도

그런데 전쟁에 대한 UN의 이런 형태의 개입과 행동은 기본적으로 19세기적 실천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1945년 이후 UN이 활동한 이후 전쟁의 뚜렷한 특징은 전쟁 선포
같은 전쟁의 제도적 의례들이 구시대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UN의 등장이후 사라
지거나 변화한 전쟁의 제도적 특징중 하나는 선전포고가 사라진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특정한 무력 분쟁 상황에 대해 명시적인 의미에서 '전쟁'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를 회
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평화협약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2차대전이 한쪽의 완전한 승리
와 다른 쪽의 무조건적 항복으로 끝난 이후 1945년 이후 무장분쟁은 비 군사적 형태의
외부 개입의 형태로 끝나게 된다. 특히 UN의 등장이후 전쟁 이후 국가간 평화 협약이
거의 사라지고 UN이 개입하여 낮은 수준의 실용주의적인 전투의 중지로서 휴전, 정전,
협약, 혹은 반란 진압, 독립 인정, 정부 변화 인정 등으로 대체되었다.(Geoffrey Best,
1994, 230: Quincy Wright, 1970, 59-60; Bailey 198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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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주목할 것이 바로 정전 레짐(Armistice Regime)의 등장이다. 앞서 살펴 보
았듯이 UN의 분쟁에 대한 대응 방식은 주로 전쟁의 원인과 장기적 해결에 주력하기 보
다는 실용주의적으로 휴전과 정전협상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는 UN의 초기 활동을
통해 형성된 하나의 관습적 실천이었다.
1945년 이후 전쟁의 종식은 주로 세가지 형태, 즉 Truce, cease fire, armistice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세가지 용어는 원래 전쟁을 종식하는 절차의 각기 다른 단계와 관련되어
있었다.
19세기후반에 국제법의 성문화가 시작되었을 때, Truce는 교전국이 협상에 들어가는
절차192)였고, Armistice는 군사작전을 중지하는 실제 협약193)을 의미했다. 2차대전이후
Truce와 Armistice가 동의어로 간주하는 경향이 생겼는데, Armistice는 일시적인 분쟁의 중

지이기도 하고 교전당사국들끼리 공식적으로 합의한 협약이기도 했다. 정전협상의 주요
목적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게 아니라 잠시 분쟁을 중지하는 것이었다
(Bailey, 1982: 32)

UN은 전쟁의 종식과 관련된 용어를 점차 구별해왔다. 안보리가 처음에 요청한 것은
분쟁의 중단(cease hostilities)이었다. 1947년 8월 1일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침공했을
때,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무장군에게 요구한 것이 그 첫 사례였다. Cease fire 혹은
cease hostilities는 안보리의 긴급 호소로 요청되는 것으로, 단지 군이나 준군사조직에 의

핸 폭력행위의 중지만을 일컫고, 이는 예비적이고 임시적인 단계였다.
팔레스타인 전쟁때 안보리의 용어사용에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Cease Fire 요청 이후
진행되는 Truce는 주로 안보리의 부속기구 같은 중재자의 개입의 결과이다. 1948년 인도
네시아, 1948년 카시미르, 1949년 인도네시아가 cease fire에서 truce로 간 경우이다.
Truce가 UN에 의해 중재되어 시작되는 절차194)라면 Armistice는 당사자들 간의 직접

협상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전협상 Armistice의 가장 차별적인 특징은 협상이
교전국들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정전협상은 한번도 안보리에 의해 부과
된 적이 없다.
결국 초기 UN의 실천의 결과 휴전cease fire, truce, 정전armistice은 전쟁에서 평화로
가는 세가지 단계의 과정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났다.195)(Bailey, 1982: 33-39)
192) 1874년 브뤼셀 선언에 따르면, 'a palementaire'는 교전국에 의해 상대와 대화에 들어가는 승인을 받은 인물을
뜻했다. 그는 백기를 지니고 'bugler'나 'drummer'를 대동하고 갔다. 이런 조항이 1899년 헤이그 협약 2 규칙이
첨부되어 있고, 1907년 육전규칙과 관습에 대한 협약 4에도 'Flag of Truce'라는 제목으로 기입되어 있었
다.(Bailey, 1982, 30)
193) 브뤼셀 선언에 따르면, armistice는 교전국 상호간에 전지역에서 혹은 지역적으로 모든 군사작전을 중지하거나 특
정 반경 내에서 교전군의 일부 사이에만 적용되는 교전국 사이의 상호 합의에 의해 군사작전을 실제로 중지하는 것
이었다. 정전협상이 끝나면 즉시 당국에 통지되어 분쟁이 즉시 중지된다. 이런 조항들은 1899년 1907년 헤이그 규
칙에 기입되었다.(Bailey, 1982, 31) 이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정규군 군사 매뉴얼에서도 정전은 단지
전투의 중지이지 일시적인 혹은 부분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Quincy Wright, 1970 : 79-84)
194) 이 Truce 들은 각각 UN안보리의 부속 기관인 Good Offices Committee, the Commision for Indonesia, the
UN Commission for India and Pakistan in Kashmir가 주도한 것이었다.
195) Paul Mohn, 'Problems of Truce Supervision'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4th session,
Supplementno. 11A/966. Leland M Goodrich and Anne P. Simons, The United Nations and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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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이후 정전 레짐의 전개에서 중요한 것은 1) 정전협상의 성격이 모호해진 것,
2) 그리고 정전협약이 그 자체로 평화 상태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먼저 정전 협상의 성격이 변화한 것인데, 1차, 2차대전 기간 동안 휴전협약은 단지
전투의 중지에만 한정되지 않고, 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는
UN의 등장으로 전쟁이 금지되고, 냉전의 이해관계로 국가간 평화협약이 사라져가고, 국
가간 전쟁이라는 법적 의미에서 엄밀한 전쟁상태 개념이 폐지되면서 정치적 해결과 군
사적 문제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1948년
이스라엘-아랍 휴전협약과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상, 1954년 베트남 관련 협상들에서
이런 특성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렇게 정전협상의 내용이 모호해지고 휴전보다 포괄적인 것이 되면서, 정전협
상을 오직 군사적 문제로만 한정해서 다루려는 경향도 강화되었다. 1949년 중동지역에
서 이런 점들이 폭넓게 전제되었고 1953년 한국전쟁에서도 정전협상에 정치협상이 뒤따
를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었으며, 위의 사례에서 살펴본 다섯개의 정전협상들은 군
사적 문제만을 다루기로 선언하고 있다.196) 그 결과 1945년 이후 평화 협약이 사라져가
는 상황에서 정전이나 휴전 협약들은 단지 물리적 적대의 종식에 대한 협약이라는 특징
을 갖게 되었다.(Stephen C. Neff, 2004)
정전 협상 레짐의 두 번째 특징은 정전협상 자체가 결정적인 적대의 종식이 아니라는
것, 즉 정전협상이 자동적으로 평화상태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전협약은 여전
히 일시적이고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며, 많은 문제들을 미완의 상태로 남겨둔다. 무엇보
다 정전 협상은 주로 영토 관련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전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다루지도 않는다. 국가의 존재, 난민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진다. 또한 갈등의 배경이 되는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둔
다.(Quincy Wright, 1970 : 94)197)
정전협상은 기본적으로 정치문제나 장기적 해법을 분리해 추후로 미루고 당장 전투를
전면적으로 중지시키는데 집중하기 위한 제도와 방법이었다. 나머지 정치적 해결의 문제
들은 UN 혹은 직접 협상을 통해 이루어야 했다. 예컨대 중동에서 장기적인 문제 해결
을 위한 협상의 책임은 팔레스타인 화해 위원회에 있었고 이 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는
팔레스타인의 향후 상황에 대한 평화로운 조정을 촉진하는 것이었다.(Bailey, 1982: 39)
이런 결과는 전쟁에 대한 UN의 개입이 갖는 기본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UN은 기본적으로 사후 개입했다. UN은 분쟁 당사자들이 평화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실패한 이후에 개입했다. UN은 일단 전쟁이 발발하
196) 이집트-이스라엘 정전협상 4조, 이스라엘 요르단 정전협상 2조, 이스라엘-시리아 정전협상 2조, 한국 정전협상
preamble
197) 정전협상 자체가 적대의 중지이고 평화상태를 회복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몇몇 학자들이 특히 중동의 정전협
상을 염두에 두고 정전협상이 공식적인 최종적 평화해결에 대한 긍정적 기여가 있다고 주장했다.(Mohn , Stone,
Dedijer, Bastid) 하지만 정전협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투가 재발하고 있는 중동의 상황에서 안보리의 의도적
해석이 이루어진 것이지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다. 비록 정전협상의 법적 성격과 위상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정전협
상은 평화가 아니며 법적인 전쟁상태를 끝내지 못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Bailey, Sydney, 1982,32, 40;
Quincy Wright, 1970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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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분쟁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장기적인 정치적 목적 보다는 무조건적인 종전으로 가기
위해 노력했다. UN이 서구 친화적 성격이 있었지만, 전투가 확산될 위험이 커질수록
UN은 전투를 중단시키는 데에만 더욱 집중했다.(Bailey, 1982, 1-3)
결국 정전협상 이외에도 전쟁에 대한 UN의 조치들은 잠정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정전, 휴전선 설정, 탈군사화된 비무장지대의 설치, 반란에 대한 진압, 사실상의 영토
변경에 대한 취득, 경쟁적인 균형 상태는 분쟁을 결정적으로 종식시키지 못해 분쟁이 종
종 재발하기도 했다. 평화 협약을 대체한 이런 경향을 잠정적인 정리arrangement 라고
할 수 있다. 라이트는 이런 조치들은 분쟁을 “지역적locally, 일시적temporarily, 잠정적
provisionally”으로만 종식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Quincy Wright, 1970)

소결 : 자유세계의 안전을 위한 평화기획의 등장
고전적인 권력균형 원칙과 주권원칙, 실증주의을 넘어서고자 했던 자유주의 기획은
몇가지 계기를 거치며 형성되어 점진적인 발전 경향을 가져왔다.
먼저, 유럽에서 비엔나 체제에서부터 1차대전 이후 베르사이유 협약과 국제연맹으로,
2차대전 이후 미국을 거쳐 UN의 창설로 나타난 전지구적인 자유주의적 전쟁 관리기획
이 전개되었다. 1945년 이후 UN 질서는 2차대전이라는 인류 최대의 참화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에 기반해, 그 이전시기까지의 다양한 지역 질서 구상들과 달리
전지구적인 규모의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취하고 의견을 논하며 개입하는
전지구적 자유주의 기획이 전개된 것이다.
두 번째로, 이 과정에서 특히 전지구적 자유주의 사법기구와 질서에 의해 전쟁과 무
력 사용 자체가 범죄화되는 경향, 그리고 전쟁과 평화관련 제도들의 분업체제가 형성되
었다.
무엇보다 UN은 포괄적 전쟁 관리 시스템이었다. 기존의 실증주의적 개념의 국가간
법적 제도와 정책 도구로서의 전쟁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무력사용을 위법화시켰고,
UN에 의한 집단안보로서의 집행행위와 침략에 대한 자기 방어만이 합법적 전쟁으로 남
겨졌다. UN 안보리는 전쟁이 벌어졌는지 아닌지, 특정한 무력 충돌이 침략인지 아닌지
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UN은 전쟁과 안보문제에 특화되었지만, UN 내부에
도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경제사회이사회가 설치되었다. UN은 분쟁
의 해결과 중재를 도맡아 했고 분쟁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들에 관여하고 논의하고 개
입하게 되었다.
한편 UN시기 자유주의 기획은 분화된 분업구조로 나타났다. 새롭게 보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개인에 대한 차별의 방지가 대두되었다. 차별의 금지와 보편적 인권의 보장
은 기존의 소수자 권리를 대체하는 20세기적 원칙이 되었다. 인권 원칙의 부상과 동시
에 전쟁의 행위와 전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의 법계열들이 별도로 발전했다.
전쟁 행위에 대한 규제가 특히 피해자 보호 레짐의 전개로 나타나면서, 이는 국제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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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 더욱 더 전쟁 상황에 개입하게 되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 이런 국제적 분업구
조의 발전으로 기존의 국민국가 체제의 주권적 지위는 위, 아래로부터의 침식되게 되었
다.
세 번째로, 냉전은 이렇게 UN을 창설하고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주도하려던 미국의
자유주의적 이상주의가 좌절되고 세계를 고전적인 권력균형 체제에서 처럼 끝없는 국익
경쟁의 틀로 바라본 현실주의가 대두된 산물이다. 이는 보편적 정치·경제기획에서 선택
적 군사·경제기획으로 변형된 것의 산물이다.
냉전의 전략은 적대적 문명의 충돌이자 전지구적 내전이라는 관점에 근거해, 보편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배제적인 자유체제의 수호와 권력 우세를 목적으로 하는 현실주의적
자유주의 기획이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현실주의가 아니라 경제주의적 사고에 기반해
전지구적 권력의 순환과 흐름을 관리하고자 했고, 지정학적인 관점을 통해 다양한 국가
안보 제도를 발전시켰다. 미국의 배제적이고 공격적인 자유주의 평화 기획은 유럽, 아시
아, 중동 등 지역별로 특정한 형태의 전쟁 관리방식, 평화 구축 방식을 포함하고 있었
다. 냉전의 평화개념은 기본적으로 자유세계의 안전을 지키고 확보한다는 의미에서의 평
화였다.
네 번째로 냉전초기 분쟁에 대한 실제 UN의 공동 관리와 대응에서는 이상주의와 현
실적 역량이 갈등하며 특정한 실용주의적 관습과 제도들이 생겨났다.
지역 분쟁의 각 사례들에 대해 UN은 단계별 대응을 했다. 먼저 초기적 형태의 개입
과 낮은 수준의 중재 활동을 위해서는 상황을 조사할 위원회를 수립하고 중재관이나 군
사적 차원의 GOC를 설치해 분쟁의 해법을 모색했다. 이런 시도가 실패하거나 무력하고
전면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UN은 분쟁 중지를 위해 헌장의 39조하에 따른 결정을
내리고 휴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휴전에서 전면적인 정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협상을 유도하며 휴전이 지켜지는지 감독할 정전위원회를 설치했다. 단기적인 전투의 중
지를 이룬 후에는 더 근본적인 원인과 그에 대한 장기적 해법을 위해 국민투표나 연방
제 국가 수립 같은 제안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갈등을 해소할수 없는 경우 실용적으로
분할과 정전, 탈무장화를 유도했다. 화해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촉진하고 한편으론 전쟁
으로 생겨난 피난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냉전과 UN의 공동의 의사결정, 분업구조와 실용주의적인 개입은
모든 것을 해당 국민국가들끼리 해결했던 19세기적 실천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다.
UN이 활동한 이후 선전포고가 사라지고, 전쟁 규정도 사라지고, 평화협약도 사라지고,
정전 레짐이 등장하고 분할과 비무장 지대 설치가 이루어졌다. 정전협상의 성격은 매우
모호해졌고 전쟁이후 처리해야할 많은 문제들이 남겨졌고, 국민투표를 통해 통일국가 혹
은 연방제 국가를 이룬다는 이상주의는 실패하여 잠정적이고 지역적, 일시적인 유동적
평화가 일반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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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슈미트)

한국전쟁에서는 자유주의 평화기획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이 장에서는 특히 한국
전쟁 초기에 20세기의 전지구적인 자유주의 평화 기획과 미국의 냉전 자유주의 기획
이 한국전쟁에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어떤 정치적·국제법적 논쟁이 발생했는지에 주목
하려 한다.
UN과 미국의 한국전쟁 초기 결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미국과 소련의 정
치적 책임을 묻는 냉전 연구의 틀 속 머물러 국제질서의 변동이라는 거시 역사적 전개
의 틀에서 등장한 UN의 역할이나 냉전시기 자유주의 평화기획의 적용이라는 주제를
주목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미국과 소련의 국익(National Interest)을 추구하는 지도부,
고위 정책 엘리트들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현실주의적 시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전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 대한 연구는 협소한 미국의 외교사의 문
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투·군
사·전략적 차원에서만 다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냉전 초기 전지구적 헤게모니로 부상한 미국의 존재와 현실적 권력이 결여된
UN, 국제질서에서 미약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한국사회의 조건을 고려하면 미국 고위
엘리트들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전쟁에 대한 결정의 동학
은 어떤 소수의 결정권자에 의해 모든 것이 사전에 결정된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서 냉전 시기를 포함해 UN과 미국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중요한 결정과 행동이 이루어진 것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모두 개별 국가의 국익을
위해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라는 슈미트식 극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이 수십년의 냉전기간 동안 분쟁이 발발하자마자
미국이 UN을 통해 전면적인 집단 무력 개입을 수행한 유일무이한 사례라는 역사적
특수성에 주목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전쟁은 '제 1차 UN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은
UN의 집단적 자기방어 혹은 집단안보가 교과서적으로 적용된 전쟁이었고, 더 나아가
UN의 결정에 의해 38선 돌파가 정당화된 무력 통일 전쟁이 되었다. 이는 이런 결정
을 주도한 미국의 정책엘리트들과 냉전이라는 맥락에서 가능한 것이었는데, 이 결정들
과 관련해 발생한 격렬한 국제 정치, 국제법적 논쟁으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한국전쟁
이후에는 이런 결정은 다시는 반복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런 결정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다시 반복될 수 없었던 이례적인 사례라
는 역사성이 바로 한국전쟁에 대한 UN과 미국의 초기 대응이 가능했던 성공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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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로 UN 개입의 성격의 한계와 부작용을 동시에 드러내준다. 그래서 한국전쟁에서
UN의 역할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도, 이런 UN과 미국의 결정에 대해 한편으로 한국에
서 UN의 행위는 세계 역사에서 집단 안보의 가장 중요하고 성공적인 적용이라는 해
석과 동시에 오히려 이 시스템의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 집단 안보 시스템이 폐지되어
야 하는 증거로 여기는 주장이 공존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소한 기능적 성패논쟁을 넘어 이런 역사적 결정을 가
능하게 한 조건과 UN과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의 특수성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이 장에서는 한국전쟁 당시의 국제정치, 국제법적 논쟁들을 자유주의 평화기
획의 전개와 적용의 특정한 형태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전쟁에 관한 정치적 논쟁은 어떤 원칙에 근거해 전개되었는가? 한국전쟁을 둘
러싼 국제정치, 국제법적 논쟁들은 UN헌장과 그에 따른 행위의 전지구적 위상과 권위
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UN의 집단안보 시스템의 근본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이한 평가와 대립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외부 침략에는 집단안보로 대응한다는
헌장의 원칙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느냐, 아니면 그 절차가 위헌적이며 한 국가의 주권
적 결정의 영역을 침범해선 안된다는 것이 핵심적 대립구도였다. 이 대립구도는 UN헌
장의 등장이후 과연 전쟁이 완전히 위법화(Outlawry)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발발에 대비해 전쟁의 행위를 규제할 전시법이 필요한지에 대
한 대립, 그리고 UN헌장 이후 정의로운 전쟁 개념이 다시 복귀한 것이냐 아니면 단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된 것이냐에 대한 대립과 연결되어 있었다.
즉, 한국전쟁을 둘러싼 국제정치, 국제법적 논쟁은 단지 미국과 소련의 국익의 충돌
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논쟁의 최종적인 정치-사법적 논거는 궁극적으로는 19세기적
국가 주권 원칙에 따른 국제질서 기획과 20세기적 글로벌한 자유주의 기획의 충돌에
있었다는 것이 이 장의 주장이다. 이 대립에서 미국과 UN의 한국전쟁에 대한 결정과
개입은 단지 냉전의 전략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20세기에 전개된 자유주의
적 국제질서, 특히 전지구적 사법주권 기획의 정당성에 근거해 전쟁의 범죄화가 이루
어지고 적용된 사례였다는 것이다. 슈미트 식으로 말하면 미국의 '평화 제국주의'기획
이었고, 켈젠식으로는 '평화라는 근본 규범'의 지역적 적용이었다.
이 장에서는 UN의 보편주의와 미국 냉전 전략의 결합이 전지구적 사법주권질서로
표현되며,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범죄화하는 결정을 주도하는 과정과 그 결과 UN 헌장
과 적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미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이중적 예외상태를 초래하는 상
황, 이에 대응하는 국가주권 원칙과 해석이 제기되자 미국이 UN의 권력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등 수많은 변형과 부작용을 초래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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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한국전쟁 발발과 이중적 예외상태로서의 UN-미국 개입 결정
1) 6월 25일 UN 안보리 결의안 채택 : 최초의 평화에 대한 위반 결정
한국문제는 유엔에서 이미 4년간 논의되고 있었다.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며
2차대전에 참여한 후 북한지역에 진주해 미국과 38선을 기준으로 각각 북과 남을 점
령했다. 한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고 통일 국가를 수립하는
것에 동의하고 지지를 표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에게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을 주어
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1945년 모스크바 외무상 위원회가 한국민주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합의했고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가 4강 신탁통치를 하기로 했으나 이 결정은 한국에서 매우 큰 저
항을 받았다. 이후 미국과 소련 점령 당국간에는 결론 없는 2년간의 협상이 이어지다
가 결국 1947년 여름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Luard, 1982:
231)

미국이 한국문제를 다시 유엔으로 넘기려고 한 것은 미국의 직접 관여부담을 줄이고
UN이라는 국제적 권위와 세계 여론을 동원해 해결하려던 의도였다. 하지만 소련은 한
국문제는 해당 국가들이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2차대전 전후 처리문제이지
유엔의 문제가 아니라며 유엔을 통한 결정을 반대했다. 이런 소련의 반대 속에서 유엔
한국위원회가 수립되었다. 유엔에서 미국은 미, 소 점령당국이 각 지역에서 유엔 감독
하에 1948년 3월 31일까지 선거를 치르고 하나의 통합 의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수립
하자고 제안했다. 이 통합 의회가 군을 창설하고 나면 그 후에 외국군은 철수한다는
구상이었다.(Luard, 1982: 232) 이 구상은 유엔 총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
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설립해 선거를 감독하고 양측 대표들이
통일되고 독립된 한국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적 미래를 구상한 유엔 총회의 결정은 매우 야심찬 것이고 동시
에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런 결정은 같은 날 총회에서 이뤄진 팔레스타인에 대한
결정과 비교되는 것이다. 유엔총회는 팔레스타인 사안에 대해 장기적 해법을 권고하기
위해 상황을 조사한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 총회는 상황에 대한 조
사를 한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총회는 한국 대표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려 하지
도 않았다. 이 문제를 제기한 미국이 이후 따라야 할 절차를 제안하고 결정했다. 이런
유엔의 한국에 대한 결정은 유엔 헌장을 협소하게 해석하면, 국가의 내부 관할권에 간
섭하는 것을 금지한 헌장 2조(7)의 위반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분할점령된 한국은
국내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미국과 소련, 유엔이 처음부터 개입하고 있었다. 한국은
아프리카의 이탈리아 식민지 지역들 처럼 2차대전 이후 패배한 국가로부터 취해진 지
역으로서 유엔의 권위로 정당화된 국제적인 관리를 받게 되었다.(Luard, 1982:
232-233)

유엔 총회의 결의안 통과는 소련과 북한 당국에 대한 적대감을 촉발하는 댓가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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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되었다. 유엔임시위원회는 남쪽에서는 미군정과 접촉하며 위원회가 설립될수 있
었으나 북한에서는 진입도 할 수 없었다.(Luard, 1982: 234)
남한에서만의 선거가 치러지자 결과는 우익, 특히 이승만의 독촉국민회와 한국민주
당의 승리였다. 아들은 유엔위원회와 상의를 하지도 않았고, 북한과 새로운 의회를 구
성하자고 제안을 하지도 않았으며 통일을 위한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 7월 12일 헌법
이 채택되었고 3일후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북한에서는 8월 25일 선거가
치러졌고 9월 7일 정부가 수립되었다. 양측이 모두 전한반도의 정부임을 내세웠다. 9
월 15일부터 미군이 철수했고 소련도 곧 철수를 시작했다. 유엔총회는 분쟁 가능성에
대한 유엔한국임시위원회의 경고를 전혀 듣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의 제안으로 유엔총
회는 새로운 남한 정부를 합법적 정부로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는
남한 정부가 남한의 정부로 승인된 것인지 전체 민족 정부로 승인된 것인지 문구가
모호했다. 미국 정부 대변인은 통제지역에서만 권한을 인정한것이라고 말했고, 이승만
정권은 전한반도의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련은 한국의 유엔 가입에 비토권을
행사했다.(Luard, 1982: 237) 1949년 4월 1일 이승만은 북한이 불법 정부라며 모든 교
역을 중단시켰다. 그 결과 위원회는 양측간 군사적 충돌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만 했
다. 1949년 총회 결의안에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제안으로 위원회가 한국에서 군사
적 충돌이 생길 상황에 대해 감독하고 보고하라는 승인을 했다.(Luard, 1982: 238)
미국이 주도한 유엔의 한국에 대한 야심차고 일방적인 결정들은 결국 처음부터 미국
과 소련의 개입과 대립만 강화하고 두 개의 분단된 정부를 수립하고 한 정부를 인정하
지 않는 극단적인 결정을 처음부터 내려버린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
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한국전쟁 발발로 UN은 다시한번 역사상 가장 큰 시련에 직
면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냉전시기를 모두 포함해 UN과 미국의 역사에서 유례 없는 중
요한 결정들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안보리 결정은 전례도 없고 이후 반복될 수도 없었던 매우 이례적인 결정들이었다. 한
국은 다시 한번 UN과 미국의 가장 이상적이고 보편적 기획의 실현 가능한 장소로 여
겨졌다.
이런 이례적 대응의 핵심에는 미국무부가 있었다. 그 시작은 미 국무부로 전해진
1950년 6월 24일(미국시간) 저녁 9:26분 주한 미 대사 무초의 서신(925)이다. 한국전
쟁 발발 소식이 미국무부에 알려진지 한시간후(10:30분 경) 미 국무부엔 국무부 차관
딘 러스크와, 육군부 장관 프랭크 페이스를 비롯한 실무 관료들이 모여들었다.198)
(Paige, 1968: 90)

무초의 서신을 받은지 두시간 만인 10:45분 경 UN문제 담당 차관보 히커슨
Hickerson은 국무부장관 애치슨에게 미국이 UN을 통해 대응해야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198) 한시간 내로 국무부 매튜(Freeman matthews)와 UN문제를 위한 국무부 차관 히커슨(John D Hickerson), 필립
제섭, UN 정치 안보문제국 차장 와인하우스(David Wainhouse), 극동문제국 베이컨(Ruth Bacon)이 소집되었다.
(FRUS 1950: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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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커슨은 애치슨에게 이 문제를 다음날(일요일) 오전에 UN 안보리에 회부하여 휴전을
요청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애치슨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저녁 11:20분 경 전
화를 걸어 무초의 보고서에 대해 알리고 안보리 회의 소집을 제안했고 트루먼은 이에
동의 했다. 트루먼 승인 이후 히커슨이 UN 사무총장 트리그브 리에게 전화를 통해 한
국에서 분쟁이 발생했음을 알리고, 이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
다. 소식을 들은 트리그브 리는 이런 공격은 “UN 헌장 위반”이라고 반응했
다.(Acheson, 1969:402, Paige, 1968: 95)
그날 밤 동안 히커슨과 러스크, 제섭 등은 향후 트루먼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준비
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할 정책의 기반이 될 문서는 없었지만, 국무부, 대통령, 국무부
장관은 모두 이에 대한 최초의 대응은 UN에 이 문제를 회부하는 것이라고 동의하고
있었고, 또 이것만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행동 방향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실무진인
와인하우스와 베이컨이 1) UN의 미국 대사에게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서신,
2) UN에서 미국 대사 그로스(Ernest Gross)가 제안할 결의안 초안, 3) 그로스의 발언
내용을 작성했다.(Acheson, 1969:404; Paige 1968:98-99; FRUS 1950: 127)
한국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자는 국무부의 결정은 무초의 첫 번째 전문(925번 전문)
하나에 근거해 결정된 것이었다. 이것이 결정적 문서였다. 국무부는 이후 한국에서의
상황을 알고자 했으나 새벽 두시까지도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새벽 두시 무렵
에 안보리로 회부한다는 애치슨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각 언론사의 데드라인
시간 때문이었다. 안보리 회부 결정 내용이 북한이 침략했다는 뉴스와 함께 아침 신문
에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FRUS 1950: 128)
새벽 두시에 UN 안보리 소집 요청안과 미국 대표가 도입할 결의안 초안이 트루먼
에 의해 최종 승인되었고, 문서는 전화상으로 뉴욕의 UN에 있는 그로스에게 새벽
2:30에 전송되었다. 새벽 3:05경 그로스는 회람 전문을 통해 안보리 회원국에199) 안
보리 소집을 요청했고 같은 시간 사무총장 트리그브 리에게도 전화를 통해 아래와 같
은 내용의 안보리 소집에 대한 미국의 공식 요청을 전달했다.(FRUS 1950: 128; Luard,
1982: 240)
“주한미국대사는 국무부에 북한군이 한국 영토를 침공했다고 알려왔다. 평양 라디오는 미국시
각 오후 9시에 한국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200) 북한정권의 공격은 침략 행위와 평화에 대한
위반을 구성한다. 우리 정부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나는 UN 안보리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청한
다.”(FRUS 1950: 131)201)
199) 당시 안보리는 5개의 상임이사국(영국, 중국, 프랑스, 소련, 미국)과 6개의 비상임이사국(쿠바, 에쿠아도르, 이집
트, 인도, 노르웨이, 유고슬라비아)로 구성되어 있었다. 영국(Terence Shone), 프랑스(Jean Chauvel), 인도(B. N.
Rau), 이집트(Fawzi Bey), 노르웨이(Bredo Stabell), 인도네시아(L. N. Palar), 터키(Adnan Kural), 오스트레일
리아(K. C. O. Shann), UN 사무총장 보좌관이 인적 구성이었다..
200) 서울에서 무초가 보낸 전문(25일 오후 3:55; 워싱턴 25일 새벽 5:44 수신) 평양 라디오 요약 번역. “인민공화국
내부성은 남한 정권이 침략했다. 이에 따라 내부성은 적을 물리치기로 했다. 이는 적에 대항한 작전을 전개한다. 남
한 정부가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인민공화국은 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책임은 남한 괴뢰 정권에 있
다.”(FRUS 1950: 132)
201) UN문서 (S/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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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무초의 단 하나의 서신을 접수한지 약 5시간만에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소집요
청까지 완료된 셈이다. 이 때까지 한국 상황에 대한 정보는 오직 미국과 UN기구를 통
해 획득된 정보 뿐이었다. 사무총장 트리그브 리는 분쟁 소식을 듣자마자 UN한국위원
회(이후 UNCOK)에 보고를 요청했는데, UNCOK는 다음날 아침 UN사무총장에게 보
고서를 보냈다.202)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6월 25일 4시에 북한군이
38선을 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고 총장에게 한국 상황에 대한 안보리의 '관심'을 요청
했다.203) 트리그브 리는 UNCOK의 전문의 복사본을 사적으로 안보리 모든 회원국들
에게 보여주었다.(FRUS 1950: 144, Bailey 1992: 13)
1950년 6월 25일(뉴욕시간, 일요일) 오전 안보리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UN 미국
대사 안보리문제 자문 노이에스(Charles P. Noyes)는 안보리 회원국 대표들과 사전 대화
를 했다. 노이에스는 영국, 프랑스, 인도, 이집트, 노르웨이 대표에게 결의안 초고 복
사본을 보여주었다.
최초의 미국 결의안 초안에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무력 침략이 '침략 행위act of
aggression'를 구성한다고 되어있었다.204) 이는 UN이 헌장 39조 하에서 규정할 수 있

는 가장 높은 수준의 폭력이 발생한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안보리 회원국들은 '침략
행위'라는 단어의 사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고, 어느 한쪽에 분명하게 침략의 책임
을 묻는 것을 매우 주저하고 있었다. 특히 이집트와 노르웨이 대표는 자국 외무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아직 명령을 받지 못했고, 책임을 규정할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주
장했다. 처음부터 이들은 현재 상황은 한국인들끼리의 전투, 즉 본질적으로 내전civil
war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한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침략을 의미하는 '침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반대 했다. 이집트 대표는 침략이라는 단어만 제외하면 결의안을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역시 안보리가 충분한 정보 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프랑스 대표는 북한에게만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 휴전을 명령하
는 것으로 결의안의 용어를 바꾸기를 원했다.
이 모든 우려와 반대를 미국은 무시했다. 미국 대표는 북한이 안보리 명령에 '복종'
하기 전까지 남한측에 휴전을 요청해선 안된다며 양측에 휴전 요청하자는 제안을 강하
게 반대했다. 그러자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의 결정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터키 대표는
오히려 결의안이 약화된 것을 안타까워했고 호주 대표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별 관
심이 없을 것을 우려하며 UN이 강한 대응을 지지했다. 사무총장 보좌관 역시 사무총
장의 강한 발언을 반겼다.205) 회원국들은 더 나아가 첫 결의안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조치가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후 힘대 힘으로 맞설 결정이 있어야 한다

202) 이 보고서는 이후 6월 26일 UN에서 S/1496 문서로 배포, 회람했다. (FRUS 1950: 171)
203) UNCOK는 서울 시각으로 오후 9시에 양측에 휴전을 호소하는 1-2분간 방송을 할 것이라는 계획도 알려왔다. 주
제는 같은 한국인들끼리 싸우지 말자는 것이었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재를 제안하는 것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문서는 UN문서 A/1350, p.3. A/AC26/SR 32
204) Dean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1969), p.404.
205) (S/PV. 473) 사무총장은 당시 중국의 UN 대표문제와 관련해 미국 보수 언론들로부터 소련에 항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런 이미지를 무마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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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겼다.(FRUS 1950: 144-147)
침략행위라는 규정에 대한 짧은 논란 이후 UN 미국 대사와 관료들은 미국이 도입
할 결의안이 명령order의 형식을 띌지 아니면 권고recommendation의 형식을 띌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는 헌장의 7장에 따라 UN이 강제로 의무를 부과하는 집행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법적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고민 끝에 이들은 UN이 그동안 특정한
법적 함의를 피하고 의문으로 남겨두기 위해 사용해 왔던 모호한 용어인 '요청calls
upon'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로 했다.(Paige 1968: 107)

이런 사전 조율을 거쳐 오후 2시에 개최된 UN 안보리 473차 회의206)에서 미국은 '
한국에 대한 공격'이라는 가제목의 의제를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안보리 의장 인도
대표(Benegal Rau)의 권고로 '한국 상황에 대한 불만complaint'으로 제목이 바뀌었
다.(Bailey 1992: 13)
회의가 시작되자 사무총장은 이 상황이 국제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안보리가
평화를 재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취해야하는 것이 분명한 임무라고 선언했다.
미국 대표 그로스는 북한에 의해 한국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고, 이 상황은 평화에
대한 위반이자 “침략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로스는 한국을 향한 전면적인 공격은
UN이 총회를 통해 존재하게 한 국가에 대한 침략이고, UN이 감독한 선거로 수립된
정부에 대한 공격이며, 따라서 이는 “UN 헌장의 근본적 목적에 대한 공격”이라고
전쟁의 성격을 규정했다. 그로스는 1947년 이후 UN이 개입한 이후의 한국상황을 몇
분간 설명한 후, 북한에게 적대의 종식과 무력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S/1497)을
제시했다. 그로스 다음에는 미국측의 초대로 안보리에 출석한 한국 대표 장면이 발언
했다. 장면은 북한을 침략자라고 비난하며 휴전과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안보리의
첫 회의에 한국대표의 참석이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데 반해, 북한을 안보리 논의
에 초대해야한다는 유고의 제안은 거부되었다.207)(Luard, 1982: 240; Paige 1968:118;
FRUS 1950: 156)

회의에선 미국 대표의 초고에 대한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 미국은 북한의 공격을 '
무력 침공armed invasion'이라고 부르려 했지만 다수가 무력 공격armed attack을 선호했
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침략을 중단cease aggression할 것을 요청하려 했지만 다수는
분쟁의 종식cease hostilities이라는 용어를 선호했다. 이렇게 분쟁을 지칭하는 용어의 강
도가 낮춰진 상황에서 한 회원국이 북한을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부르려 했지만 미국은 북한을 국가가 아닌 당국authorities로 명명했다. 결의안을 월요일
로 미루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미국은 당장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Paige 1968:119)
미국은 북한의 주권을 부인하고, 결의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려 했고, 이를 '침략'이라
는 국제법적 범죄로 규정하려 했지만, 다른 회원국들은 이 강한 규정이 들어간 단어에
206) 회의 기록은 UN Doc. S/PV/473. SCOR, 5thyear,473rdmeeting (1950.6.25),pp.1-2.
207) 유고는 당시까지 안보리가 최종적이고 분명한 책임을 평가하고 한쪽의 죄를 결정하기에 완전하고 균형잡힌 보고
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 대표가 안보리에 참석하고 있으므로 북한 대표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제안했고 UN에 의한 중재를 제안했다. (S/1500) A/1361, 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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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정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저녁 6시 무렵에 UN안보리의 한국전쟁에
관한 첫 번째 결의안이 9:0으로 채택되었다.(유고 기권, 소련 부재) 안보리는 이 결의
안에서 북한으로부터 한국정부에 대한 무력 공격이 평화에 대한 위반(breach of the
Peace)을 구성한다고 결정하며, 적극적인 분쟁의 중지를 요청하고, 북한 당국이 무력을

38선으로 철수할 것을 요청하고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 결의안을 실행하고 북한에 대
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UN에게 모든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208)
무초의 보고 5시간 만에 안보리 회부가 결정되고, 안보리에서 한국 상황에 대해 의
제가 상정된 당일에 바로 평화에 대한 위반 결정을 내려진 것이었다. UN 역사에서
UN 안보리가 UN 헌장의 39조하에서 평화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결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209)(Bailey 1992: 13)
표 3-1. 안보리의 전쟁에 대한 대응 속도
사례
인도네시아 Ⅰ
카시미르
팔레스타인
인도네시아 Ⅱ
한국

전투시작일
1947. 7. 20
1947. 10. 19
1947. 11. 29
1948. 12. 19
1950. 6. 25

안보리 상정국
호주, 인도
인도
총회(영국)
호주, 미국
미국, 사무총장

제안일
1947. 7. 30
1948. 1. 1
1947. 12. 2
1948. 12. 19
1950. 6. 25

다뤄진 날짜
1947. 7 31
1948. 1. 6
1948. 2. 24
1948. 12. 20
1950. 6. 25

휴전 요청
1947. 8. 1
1948. 4. 21
1948. 4. 1
1948. 12. 24
1950. 6. 25

시나이-수에즈

1956. 10. 29

이집트

1956. 10. 30

1956. 10. 30

1956. 10. 30
(영, 미 비토)

사이프러스

1964. 8. 8

터키, 사이프러스

1964. 8. 8

1964. 8. 8

1964. 8. 9

출처 : Bailey(1982: 65)

의제가 상정된 당일 평화에 대한 위반 결정이 내려지고 어느 한쪽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이런 안보리 결의안은 이전과 이후의 거의 모든 UN의 휴전 요청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앞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기본적으로 UN은 사태에 대한 진상을 조사했고,
양측을 중재하려 했으며, 휴전을 유도하려 해왔다. 그나마 1948년 팔레스타인의 경우
최초로 '평화에 대한 위협'이 있다는 결정을 했지만 안보리는 중립적으로 휴전과 철수
만을 요청했었다.(Luard, 1982: 241)
사실 이렇게 이례적인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소련이 안
보리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소련은 중국의 UN 회원가입 문제로 1월 이후 안
보리에서 부재한 상태였다. 사실 당시 UN 대표 그로미코와, 소련 외무부는 안보리로
돌아가 비토를 행사하자고 했으나 스탈린은 이를 무시했고 전화로 직접 안보리로 복귀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를 소련과 북한의 직접 연루를 감추려는 소련의 소극성 때
문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210) 중요한 것은 소련이 복귀했더라도 UN의 결정은 다른 경
208) (S/1501)
209) 안보리는 헌장 39조에 따라 한국 상황이 평화에 대한 위협(threat)인지, 위반(breach)인지, 아니면 침략행위
(aggression)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210) 이런 결정은 소련 지도부와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의문을 가질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였다. 1950년 8월 27
일자 고트발트 서한에 대한 분석과 와다하루키의 주장을 근거로 기광서는 소련의 안보리 불출석은 스탈린의 주장대
로 1) 중국과의 연대나 2) 국민당 중국 대표를 지지하는 미국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3) 소련과 중국의 부재하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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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처음부터 고려되었다는 점이다. 즉 안보리 회의 전에 미
국 대표 그로스와 사무총장 트리그브 리는 만일 소련이 안보리로 돌아오고 비토로 안
보리가 막히면 총회(General Assembly) 긴급 특별 회의를 48시간 안에 소집하기로 합의
한 상태였다.(Bailey 1992: 12, Paige, 1968: 106; Luard 1982: 314)
블레어 하우스 회의(1950. 6. 25) : 무력지원과 대만문제
안보리 첫 번째 결의안 통과는 이어진 미국 최고위 층의 전략적 판단과 결정과 긴밀하
게 맞물려 있었고 미국은 처음부터 한국전쟁을 소련의 지원과 전지구적 냉전의 차원으
로 연결 시켰다. 블레어 하우스에서 트루먼이 주제한 미국 최고위 관료들의 회의가 열
렸다. 미국은 이미 첫날부터 UN 결의안에서 처럼 한국전쟁의 휴전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직접적인 무력 개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미국 핵심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지난 수년간 형성되어온 미국의 냉전 전
략의 차원에서 사고 했다. 즉 애치슨은 처음부터 이 공격은 소련에 의해 지원되어왔다
고 보고, 무력 사용이 거의 불가피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비록 한국은 소련이 선호하
는 베를린, 터키, 그리스, 이란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곳이었지만, 미국의 입장
에서는 일본에 있는 미국의 기지 및 주요 군사력과 너무 가까이 있었다. 애치슨은 이
전쟁은 소련에 대한 대항전쟁을 할만큼의 공격은 아니었지만 미국이 점령한 일본의 안
보에 중요한 지역인 남한의 보호자로서 국제적으로 수용된 미국의 지위에 대한 공개적
인 도전이라고 보았다. 이 도전에서 물러나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미국
의 권위와 신망 정책이 무너질 것이기에 무력을 써야만 할 것으로 보였다. 애치슨은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병력 지원은 군사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했고,
미국의 개입만이 이를 군사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Acheson, 1969:405; FRUS
1950 :148-154; Paige 1968: 97)

즉 미국관료들은 처음부터 한국전쟁을 단지 지역에서의 분쟁이 아니라 전지구적 냉
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의 위협이 실제로 군사화된 사례이자 그 자체로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간주했다. 애치슨은 이런 관점에서 이 회의에서 세가지 권고를 제시
했다. 첫째, 맥아더에게 무기와 장비를 한국에 공급하도록 승인한다. 둘째, 미 공군이
북한 지상군이나 공군이 김포 공항을 공격하기 전에 미국인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미
공군이 김포공항을 보호하게 명령 한다. 셋째, 7함대가 필리핀 북부 해안으로 진주시
켜 중국으로부터의 대만공격과 그 반대경우를 막아야 한다. 애치슨은 또한 인도차이나
로부터의 군사적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aige 1968: 125; Acheson,
1969:406)

루어진 UN에서의 미국이 주도한 결정을 비법화하고 4) 미국을 UN에서 자유롭게하여 어리석음을 범하게 하여 세계
가 미국의 본모습을 분별할수 있게하고, 5) 중국의 충돌로 미국의 역량을 소진시키고 스스로의 위신을 약화시키게
한다는 세력균형에서 공산진영에 더 유리하게 한다는 의도적 판단이 아니라 안보리 참석으로 소련이 전쟁에 개입하
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북한과의 공조체제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며, 소련은 한국전쟁 내내 내정에 간섭
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소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개입'을 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2010: 147-156)
기광서, 한국전쟁기 소련의 UN 안보리 불출석과 '드러나지 않은 개입', 『중소연구』, 제 34권 제 3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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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첫 회의에서 부터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기한 것은 맥아더, 브레들리, 존슨
등 군부였다. 하지만 애치슨은 대만문제는 나중에 UN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
했고, 트루먼은 UN이나 일본과 평화협약을 통해서 대만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언급했
다.(Acheson, 1969:406)
논의의 결과 트루먼은 대만문제를 제외한 다섯가지 명령을 승인했다. 1. 맥아더에게
한국에 지원을 보내라고 제안한다. 2. 맥아더가 한국에 조사단을 보낸다. 3. 함대를
일본으로 보낸다. 4. 공군은 극동지역의 모든 소련 공군 기지를 폭격할 준비를 하기
위해 계획을 작성한다. 5. 국무부와 국방부가 소련의 향후 행동에 대한 예측을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 트루먼은 회의 처음부터 '우리는 UN이 무너지게 놔둘 수 없다'고 선
언하며 한국 문제를 UN의 생존과 연결시켰다. 트루먼은 “미국이 전적으로 UN을 위
해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은 UN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향후 행동을 기다릴 것”이
라고 강조했다.(Acheson, 1969: 406; FRUS 1950: 160)
다음날(6. 26) 미국 지도자들의 결정들은 전보다 더 수위가 높아졌다. 월요일 저녁
9시에 블레어 하우스에서 재차 회의가 소집되었는데, 여기서 애치슨은 1) 한국에 대한
미국 공군과 해군의 전면 지원 2) 대만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7함대의 배치, 대만
의 중국 본토 공격 저지 3) 필리핀 미군 강화와 필리핀 지원 가속화, 4) 인도차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와 프랑스에 미군 파견 제안 5) 대통령의 연설 6) 한국에서 평화를 회
복하고 무력 공격을 물리치는데 필요한 도움을 UN회원국들에게 요청하는 UN 안보리
의 새로운 결의안 준비를 제안했다.(Acheson, 1969:408)
트루먼은 이 제안들을 모두 승인했다. 트루먼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5년
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민병대 동원 가능성까지 고려했다.
오히려 군의 브래들리 장군이 전면적인 동원문제는 며칠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문제
라며 제지했다. 또한 육군부 장관 페이스Pace가 이런 작전들이 38선 남쪽에서의 작전
인지를 물었을 때 애치슨은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트루먼은 '아직은'38선을 넘어선 행위
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FRUS

1950: 183)

즉 월요일 결정은 미국이 군을 한국에 파견하고, 대만에 함대를 배치하는 더 공격적
이고 직접적인 결정이었다. 그리고 트루먼은 한국에 대한 각종 군사 지원과 군의 배치
를 6월 25일 안보리 결의안에 근거해 정당화 했다. 이후 살펴보겠지만 안보리의 첫
결의안에는 군사지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미국이 이런 정당화를 하려
면 이는 결의안에 대한 매우 기발한 해석을 필요로 했다. 결의안은 한국에 무력 지원
을 보내는 것을 요청한게 아니라 휴전을 요청한 후 휴전을 실행하기 위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제7함대를 중국과 대만 해협에 보내는 결정은 UN 결의안과
더욱 상관이 없었다. 이런 조치는 사실상 아직 끝나지 않은 내전에 직접 개입하는 양
상이었다.(Luard, 1982: 241)
애치슨은 미국의 무력 개입에 UN의 형식을 취하기 위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애치슨은 만일 소련이 안보리로 돌아와 비토권을 행사하
면 6월 25일 결의안을 근거로 이런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Ache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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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408) 이미 미국의 전면적인 무력 개입은 UN 결의안 없이도 첫날부터 실질적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셈이다. UN의 이례적인 첫 결의안에서부터 더 나아간 미국의 상황진
단과 전격적인 군사지원이라는 전례없는 상황들이 전개되었다.
2) 6월 27일 안보리 회의와 결의안 : 최초의 군사 지원
한국전쟁 초기 트루먼은 계속해서 UN을 강조했다. 트루먼은 다음날(6월 27일) 백악
관 내각 회의에서 한국전쟁은 “분명히 UN을 위한 '사례case'이며, UN의 방법을 실험
해볼 기회”라고 말했다. 한국과 달리 대만과 필리핀에 취해진 조치는 UN의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행위로 구분되었다.
이날 이뤄진 트루먼의 연설에는 미국의 초기 결정과 한국전쟁, UN에 대한 트루먼의
인식이 집약되어 있었다. 먼저 트루먼은 안보리의 6월 25일 결의안을 언급하며, 한국
이 '공격을 받았고', UN 안보리의 분쟁 중지와 철수 요청이 '무시'되었으며, 안보리의 '
지원 요청에 따라' 미국 공군과 해군에게 한국을 돕고 지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
했다. 사실관계에 대해 오랜 기간 면밀히 검토해야할 사안들이 모두 미국 지도부에 의
해 확정되고 있었다.
트루먼은 한국전쟁을 '공산주의가 정권을 전복하는 방식을 취해오던 것을 넘어서 직
접적인 무력 침공과 전쟁'을 한 것이라며 냉전이 군사화되었다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냉전의 위협을 확대해석한 트루먼은 대만, 필리핀, 인도차이나 지역 전반에 대
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로 연결시켰다. 특히 트루먼은 대만이 점령되는 경우 태평
양 지역에서 활동중인 미군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7함대의 대만 진
주를 정당화했다. 단 대만의 미래 지위는 일본과의 평화 협약이나 UN에서 논의하겠다
고 밝혔다.(FRUS

1950: 200-202)

주목할 것은 트루먼에게 UN에 따른 활동이란 곧 전지구적 수준에서의 법치를 의미
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즉 UN은 '한국에 대한 침략'을 UN헌장 '위반'으로 간주할 것
이고, 미국은 이번 사태로 국제문제에서 힘의 규칙(the rule of force)이 귀환하는 것에
맞서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FRUS

1950: 202-203)

트루먼은 UN헌장을 전지구적인 사법질서로, 자신을 그에 대한 위반을 결정할 수 있
는 결정권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트루먼의 연설은 안보리 회의 세시간 전
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이는 한편으로 다시한번 소련이 안보리에 복귀해 비토를 행
사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Bailey 1992: 14-15)
UN 안보리 474차 회의는 6월 27일 오후 3시에 시작되었다. 안보리 의장이
UNCOK의 세 통신문211)을 읽었는데 특히 마지막 전문은, 북한 정권이 '잘 기획되고
준비된 전면 침략을 했으며, 남한 군이 모든 지역에서 방어적이며, 침략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국정부이 발표에 근거한 UN한위의 이 문서를 근
거로 하지만 안보리의 첫 결정은 더 정당화되었다. 그런데 UNCOK은 무력 대응이 아
211) (S/1503, 15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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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양측에 대한 중재를 제안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중재가 아닌 더욱 강력한 결의안212)을 제안했다. 미국 대사 오스틴은
이 '공격'은 한국에 대한 공격이 아닌 'UN 자체에 대한 공격 '이라고 과장된 수사를
사용했다. 그는 전날 애치슨의 제안을 따라 회원국들에게 한국 정부가 무력 공격을 패
퇴시키고 이 지역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시했다. 이 결의안은 수정 없이 7:1로 채택되었다.(S/1511) 하
지만 이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이집트와 인도213)는 정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투표
를 할 수 없다며 투표하지 않았다.(Bailey 1992: 16)
같은 회의에서 유고는 이와 다른 결의안을 제시했다. 유고는 한국문제는 2차대전 이
후 세계에서 발생한 긴장과 냉전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한국과 한국민중들이 불행히도
간섭 영역sphere of interpearence이 되어버린 영향권sphere of influence 정책의 희생자214)
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분할 정책과 영향권 정책은 평화를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
운 세계대전으로 이르는 악순환을 만들어 냈다. 안보리는 이런 경향에 반대해 한국인
들 스스로가 독립과 통일을 추구할 수 있게 도와야한다. 따라서 전투가 발발 이틀만에
양자간 협상을 포기하기 보다는 주선조정(Good office)를 통해 중재 절차를 취할 것과
북한을 안보리에 참여시킬 것을 제안했다.(S/1509) 이는 기존의 분쟁에서 UN이 대응
해 오던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는 1:7로 부결되었다.215)
결국 6월 27일 통과된 두 번째 결의안 역시 UN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
다. 이는 UN이 처음으로 회원국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국가를 방어하라고 군사 행
동을 요청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는 어떤 의미에서 UN이라는 기구를 통해 이루려고
했던 집단 안보 원칙이 실제화된 전형적인 사례였다고 볼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과 북
한은 UN 회원국이 아니어서 이는 회원국에 대한 집단안보 원칙의 사례가 아니었고,
이 결의안은 UN 헌장의 7장에 기반한 것(평화의 위반과 침략 행위)이지, 회원국들이
어떤 행동을 '의무적 '으로 해야하는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사실상 회원들
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라는 형식을 취했다. 이런 점에서 루아드는 모든 회원국에
게 공격받은 국가를 지원하라는 권고는, 안보리의 결정에 따른 집행행위를 실행하는
의무라기 보다는 국제 연맹시절에 등장했던 평화 유지, 방어를 위한 합동 행동에 가까
212) (S/1508/Rev. 1)
213) 인도는 미국이 헌장의 40, 42, 48조에 따라 새로운 결의안을 도입하려 한다는데, 헌장 42조는 조금 무자비한 행
위이며 이는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이끌어갈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래서 바즈파이는 이런 성격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투표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했다.(FRUS 1950: 204-205, 207)
214) 이 용어는 19세기 영국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했던 법적 제도의 이름이었다. 영국은 식민지의 중요성에 따라 개입과
침투의 수준을 나누었는데, 가장 전면적인 영토적 통합형태는 식민지와 식민지 보호령이었다. 그리고 더 느슨한 형
태의 영토적 침투는 이해관계영역 spheres of interest 레짐과 영향권 spheres of influence 레짐으로 발전되었
다. 이해영역은 아직 유럽의 세계 분할에 포함되지 않고 추후의 점령을 위해 선호되는 법적 지위가 주장되는 곳이
었다.(독일의 표현으로는 Hinterland) 영향영역은 다른 국가의 영향영역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협약이었다. 영향영
역과 관련된 조약은 헌법적으로 취약하고 내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영토와 관련되어 있었다. 1차대전 이후 이런 영
향영역이나 이해영역에 기반한 조약들은 더 이상 체결되지 않았다. 1922년 워싱턴 회담에서 미국은 이해영역을 분
할하는 제국주의 시스템에 반하는 켐페인을 지지했다.(Grewe 2000: 475-77) 냉전의 양극체제로 인해 이는 더 극
단적인 블록Bloc 구축의 형태로 나아간 셈이었다.
215) 이 기록은 U.N. 문서 S/PV.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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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것이었다고 평가했다.(Luard, 1982: 242)
6월 30일 미국의 파병 승인과 대통령 권한 논쟁
6월 30일 3시부터 5:40까지 열린 UN 안보리 475차 회의에서는 사무총장의 무력
지원 요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집트 정부는 6월 27일 기권에 대
해 설명했고216) 인도 대표는 지지 성명을 읽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의장 라우
(Rau)는 UNCOK로부터의 보고인 UN문서 S/1518을 읽었다. 이는 전쟁발발 직전 6월
24일 38선 부근을 시찰한 보고였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방어를 위한 군이라고 결론내리고 있었다.(FRUS 1950: 266)
같은 날 트루먼은 한국을 시찰하고 돌아온 맥아더의 요청에 응하여 이미 미전투군의
파병을 승인했다.217) 트루먼은 파병을 승인한 이후 블레어 하우스 회의를 8시 30분에
소집해 이 결정을 통보하고, 향후 단계를 위한 조언을 구했다. 트루먼은 한국에 군을
파병하겠다는 장개석의 제안도 호의적으로 보았지만 중국의 개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며 애치슨과 합참이 반대해 거절하기로 결정되었다.218)
이 시점에서는 결정의 과정과 결정권이 더욱 트루먼이라는 개인에게 집중되었고, 미
국 관료들의 최고위 회의마저 사후적 통보와 승인을 받는 절차가 되고 있었다. 그런점
에서 1950년 6월 30일 트루먼의 한국 파병 결정은 미국 역사상 의회의 승인 없이 군
사력을 사용한 가장 중요한 전례가 되었다.219)
이런 문제로 인해 미 의회에서 이미 6월 28일 타프트(Taft) 미 상원 의원은 트루먼
정부와 국무부의 외교정책을 비난하는 한편, 법적 관점에서 의회에 미리 동의를 구하
지 않은 대통령의 행위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했다.220)(Acheson, 1969: 208, 410;
Paige 1968: 217)

6월 29일 트루먼의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공화당 상원 웨리(Kenneth Wherry)가 미군을
파병하기 전에 왜 의회와 상의하지 않았냐는 의문을 제기하자 트루먼은 상의할 시간이
없었고 긴급상황이었다고 답했다. 6월 30일에 국무부에서 의회로 상황을 설명하러 간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렇게 의회에 사후에 오는 것은 의회에 전쟁 선포를 요구하
216) 6월 30일 회의에서 이집트 대표는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두가지 이유로 기권한다고 선언했다. 첫째 현재의 분
쟁은 서구와 동구 블록간의 일련의 분열의 새로운 국면에 다름아니다. 둘째, 다른 종류의 침략과 주권, 영토에 대
한 위반이 안보리에 제기되었으나 안보리는 한국에서 한 것 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1361,
p.23-25 이집트 당국은 현재 아랍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적 태도의 상황에서 이집트 정부가 UN에
서 미국의 태도를 지지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FRUS 1950: 262)
217) Appleman(1992), Schnabel(1967)
218) 이런 결정은 이미 전날 거의 내려져 있었다. 6월 29일 블레어 하우스에서 5시 회의가 소집되었다. 여기서 군과
해군력의 개입을 더 증가시키고, 북한지역의 군사적 목표도 포함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회의 직후 장개석이 3만3천
명의 대만 군을 한국에 지원하겠다는 제안이 왔고 트루먼은 이를 좋아했으나 애치슨이 이를 반대했다. (Acheson,
1969:412)
219) 부시는 안보리 결의안에 의거해 1990-91년 이라크에서 전쟁을 수행했고, 빌 클린턴도 보스니아 공중 폭격이나 아
이티에 대한 1994년 침공을 위해 안보리 결의안에 의존했다.(Louis Fisher 1995: 21)
220) 이는 Vandenberg 상원 의원의 기존 의견과 같은 입장이었다. 애치슨은 의회의 논란이 본질적 쟁점에 대한 이해
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고 의회의 개입을 '권력의 분립이란 족쇄'라고 표현했다. 개입문제가 사법적 쟁점을 넘어서
면 그 다음 문제는 미국이 개입하는 그 정부의 도덕적 결점이 제기되고, 이 정부들은 공통의 대의나 민주주의적 독
트린에 대한 도덕적 열정이 결여된 것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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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되며, 트루먼이 의회를 벗어나려하고 헌법 외적 권력을 사용하려 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원 웨리는 대통령이 행동하기 전에 의회로 오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고 대통령 결정의 법적 권한에 의문을 제기했다. 상원 알렉산더 스미
스(Smith)는 대통령 행위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제안했
다.(Acheson, 1969:413, FRUS 1950: 288-89; Leffler, 1992:368))
이렇게 한국 파병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논쟁이 미 의회에서 발생하
기 시작하자 애치슨은 7월 3일 블레어 하우스 회의를 통해 의회의 문제제기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애치슨은 대통령이 의회의 합동 회의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완전한
보고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형식적인 것이지만 지도자들과 언론을 통해서만 정보가
전달되는 국회의원의 반대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애치슨은 별도로 의회에 승
인 결의안을 요청하지 말고, 대통령이 군의 통수권자로서의 헌법적 권한을 사용한 것
으로 정당화하길 권고했다.(Acheson, 1969:414)
결국 애치슨과 트루먼 정부는 이 문제제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의회에 대한 충
분한 보고를 통해 넘어가려 했지만, 이는 UN헌장의 등장이후 미국의 헌법, 특히 해외
파병과 미국 대통령의 권한의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전례를 구성한 계기가 되었고 지
속적인 논쟁이 이루어졌다.
3) 7월 7일 UN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안 : 최초의 UN-US 통합사령부 구성
7월 7일에는 UN의 세 번째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기 수일 전부
터 미국은 결의안 초고를 준비했고, UN에서는 사전에 회원국과 조율하기 위해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재차 UN 대표와 국무부 실무진 사이에
서 결의안의 내용을 조율했다. 쟁점은 UN을 통한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의 주요 책임
과 통합된 조직의 구성과 관련된 문제, 즉 UN사령부의 구성문제였다.(FRUS 1950:
300-22)

7월 7일 안보리 476차 회의221)에서 프랑스와 영국 대표는 미국 하에서 통합된 사령
부에 군사력과 다른 지원을 제공하기를 권고했다. 그리고 미국에게 안보리에게 보고할
사령관의 임명을 요청했으며, UN 깃발을 참여국이 사용할 수 있게 허가했다. 이 제안
은 7:0, 3개의 기권 (이집트, 인도, 유고)으로 통과되었다.222)
이는 최초로 UN하에서 통합사령부를 구성할 수 있게 군사력을 제공해달라고 요청
하는 결의안이었다. 이로 인해 UN 측에서 한국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력은 UN기를 사
용하도록 승인되었다. 미국이 사령관을 임명하고 안보리에 정기 보고를 제공하게 되어
있었다. 이 보고 의무외에도 미국은 작전을 지휘할 무제한적 권위를 부여받았
다.(Luard, 1982: 244)

221) 이 회의 기록은 UN 문서 S/PV.476.
222) (S/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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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한국전쟁에 대한 UN과 미국의 최초 대응들과 함의
날짜

결의안

내 용

1950.6.25

S.1501

최초의 평화에 대한 위반 결의
휴전과 철수 요청, 결의안 이행 지
원 요청

유고

6. 27

S.1511

최초의 UN을 통한 무력 지원 권고

유고,
이집트,
인도

6. 30

7. 7

기권/반대

한국에 미국 지상군 투입결정

S.1588

최초의 UN 통합사령부 구성

이집트
인도, 유고

쟁 점
결정의 불법성
조사 없는 단기 결정
소련의 부재, 중국의 대표
결의안 지원의 성격과 범위
결정의 불법성
소련의 부재, 중국의 대표
집단안보와 집단행동
특별 협약 없는 권고의 형식
결정의 위헌성
미군의 해외 파병 의회 승인
UN결의와 대통령 헌법 권한
해석의 부적합성
UN 깃발 사용
미국 사령관의 권한범위
UN의 부속기구아닌 미국 위임

이에 따라 UN 통합사령부는 미국 내부 절차를 통해서 7월 7일에 예비적으로, 7월
25일에 맥아더 하에서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트루먼은 7월 8일 맥아더를 UN군 사
령관으로 임명했고, 7월 15일 남한군이 맥아더 사령부에 부속되었다.
그런데 이는 매우 예외적인 조치였다. 따라서 맥아더는 안보리와 미국정부의 권위를
동시에 따라야했다. 사실 맥아더는 이미 미극동사령관과 일본의 연합군최고사령부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맥아더는 미국 대통령과 합참에 보고하고 명령을 받았다.
맥아더가 UN으로 보내는 보고는 워싱턴으로 먼저 보내 수정 편집되어 안보리로 보내
졌다. 결의안에는 UN 사령관이 안보리나 총장에게 직접 보고해야한다는 제안은 없었
다. UN사령관이 미국의 명령을 받지만, UN의 명령을 받는것은 아니었다. 사실상 미
국이 UN의 주요 활동을 통제하는 상황이었다.(Luard, 1982: 244)
7월 31일 안보리와 소련의 복귀
세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내린 안보리는 7월 25일 다시 소집되었다. 미국의 주도로
한국에 대한 구제와 비군사 지원에 대한 결의안이 추진되었고, 7월 31일 프랑스, 노르
웨이, 영국 대표가 한국 구제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여 통합사령부로 하여금 민간인
지원을 보조할 자원을 제공해달라는 결의안(S/1657)이 9표로 통과되었다.223)(FRUS
1950: 501-502) 이로서 UN 경제사회이사회는 UN한국재건단UNKRA을 설립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추후에 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224)
같은 날 미국은 새로운 결의안(S/1653)을 도입하려 했다. 이는 북한당국을 비난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 분쟁의 종식을 위해 노력을 것을 요청하며 북한에 어떤 지원이나 지
지를 하지 말것을 요청하는 북한에 대한 제제 결의안이었다. 미국은 이 결의안을 한국
223) S/PV 479
224) S/1657. UNKRA에 대한 자문 위원회는 주요 재정, 조달, 분배, 다른 경제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UNKRA는
1959년 12월 31일까지 활동했다. A/1873,“Report of the security council to the general assembly(1950. 7.
16-1951. 7. 15)”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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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지역화localization'하기 위한 결의안이라고 명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련이 안보리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소련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다른 10개국이 비밀리에 만나서 만일 소련의 보이콧이
지속되면 8월의 의장은 영국이 맞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소식이 소련 대표
에게 알려지자 소련 대표 말리크는 7월 27일 트리그브 리 사무총장에게 8월 1일 안보
리에 복귀해 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안보리로 복귀한 소련은 추후 안
보리 회의 의제로 1)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 대표의 인정문제 2)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다루겠다고 발표했다. 말리크는 6월부터 7월까지 안보리가 불법적인 활동을 했
다고 비판했다.225)
이후 소련은 8월 한달간 의장직의 권위를 활용해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에 대한 표
결 자체를 저지했다. 9월에 영국 대표가 의장을 하게 되자 드디어 결의안이 표결에 부
쳐졌지만, 소련의 비토로 통과되지 못했다. 소련 복귀 이후 안보리는 아무런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Luard, 1982: 245)
소련의 복귀로 안보리는 이전과 같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대신에 이전까
지 이루어진 결의안들의 법적 성격, UN헌장의 해석, 절차적 문제에 대한 중요한 법
적·정치적 논쟁이 시작 되었다.

2절. UN 개입의 성격과 절차를 둘러싼 논쟁 : 전지구적 주권 vs. 민족 주권
1) 소련이 부재한 안보리 결의안의 절차적 불법성
UN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세가지 중요한 UN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안보리에 복귀한
소련은 다양한 문제제기를 했고, 이후 정치인들과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해석과 논쟁이 전개되었다.
6월 25일 결의안 통과 당일 안보리에 출석하지 않은 소련 대표 말리크는 그날 사무
총장과 미국대표와의 대화에서 몇가지 문제제기를 했다. 말리크는 1) 사무총장의 태도
와 6월 25일 결의안의 일방적 성격, 2) 상임이사국 중 소련과 합법적인 중국 대표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뤄진 안보리 결의안의 불법성, 3) 북한의 공격은 남한의 국경 공격
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4) 미국이 한국 도시를 폭격하고 있다는 점을 지
적했다.226)

225) 사무총장 트리그브 리는 UN 내부에서 이에 대한 법적 측면을 검토하는 비망록 작성을 요청했고, 이를 사적으로
회람시켰다(Bailey 1992: 20-21)
226) 며칠 후인 6월 29일, 소련 외무상 Gromyko는 미국 대사 Kirk와의 대화에서 이와 유사한 입장을 재 확인했다.
1. 소련정부가 검증한 사실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은 남한 당국이 국경지대에서 무력 공격한 것에 의해 촉
발된 것이다. 이 사건의 책임은 남한 당국에 있다. 2. 알려진 것처럼 소련 정부는 한국에서 미국보다 먼저 철수했
고 내부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비 간섭 원칙을 유지해왔다. 3. 소련이 안보리 회의에 참석을 거부한건 사실이 아니
다. 기꺼이 참여하고 싶지만 미국, 중국, 상임이사국들이 안보리가 법적 힘을 가진 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참석할 수 없었다.(FRUS 1950: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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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 대표 그로스는 안보리 결의안은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이 전면적
인 공격을 개시했고 미국 해군, 공군의 한국에서의 행동은 안보리 결의안을 지지하는
것이며 불법적인 침략을 물리치려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UN에서
의 대표문제에 대해서 사무총장이나 일부 회원국의 지지가 있었음에도 한국문제와 완
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FRUS 1950: 209)
법적, 절차적 문제제기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말리크는 다음날 한국에 대한 미
국의 행위를 19세기적 제국주의라고 정치적 비난을 하며 미국의 행태 자체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미국 관료가 보기엔 소련은 앞으로 이런 노선을 따라 대응할 것이었
다.(FRUS 1950: 222) 실제로 이후 소련은 UN에서 '안보리 결정의 불법성'과 미국 행태
의 제국주의적 성격이라는 두가지 노선의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소련, 중국, 북한 등은 공식 서한을 통해 안보리의 6월 25, 27일 결의안이 상임이
사국 5개국중 2개국이 부재인 상태로 처리되어 헌장의 27조(3)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었다.227) 특히 소련은 결의안 통과 이틀 후인 6월 29일 부터 전문
(S/1517)228)을 통해 이를 공식화 했다.
여기서 소련은 두가지 근거에서 안보리 결의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나는
중국 대표문제였다. 중국을 대변할 법적 권리가 없는 국민당 대표의 찬성은 의미가 없
으므로 7개의 찬성이 아니라 6개국만이 찬성했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안보리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려면 다섯 개의 상임이사가 모두 투표해야 하는데 소련과 중국
두 상임이사국이 없는 상태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
이었다.229)
절차에 관한 여러 추가적인 쟁점들도 있었다. 예컨대 폴란드는 미국이 UN의 법무
기구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군사적 개입을 시작했으며 UN헌장의 조항에 반대되는
일방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안보리가 북한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고
소련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한 것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230) 중화인민공화국은 안
보리의 6월 27일 결의안은 한국 국내 문제에 개입이므로 세계 평화에 대한 위반이라
고 주장했다.231) 미국의 군사적 개입의 적법성, 안보리 절차의 불법성, 내전과 내부문
제에 대한 개입문제가 모두 전쟁 발발 초기에 제기된 것이었다.
안보리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결의안의 미묘한 쟁점과 문제들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
다. 그 중 하나는 6월 27일 결의안을 지지하는 미국의 행위들이 사실상 이미 결의안
이 통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문제였는데, 미국이 6월 25일 결의안에 입각해 군사
행동을 취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또한 안보리의 공식적 행위는
27일 결의안의 일반적인 조항 이상으로 나아가선 안되다는 문제제기, 그리고 안보리의

227)
228)
229)
230)
231)

영국 정부는 이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백서에 포함시켰다.(Bailey 1992: 17)
UN doc. S/1517 ; US State Deprtement, United States Policy in the Korean Crisis, 56쪽
A/1361 The report of Security Council to the General Assembly, 1949-1950, p.27.
(S/1527, S/1554)
(S/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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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구체적으로 UN 헌장 7장의 어떤 조항에 근거해 행위를 취한 것이냐는 질문
등 UN 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232)
이중 UN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소련의 부재가 과연 안보리에
서 기권을 구성하느냐의 문제였다. 미 국무부는 6월 30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소련
의 안보리 결의안의 불법성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233) 미 국무부는 1946년 이래로 오
랜 전례들로 인해 상임이사국이 안보리에서 기권한 것은 비토가 아니라는 관습적 실
천234)이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미 모든 상임이사국의 완전한 의견 일치 없이도 안
보리의 결정이 법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임을 받아들여 왔다는 것이었다. 국무부는
상임이사국이 안보리에서 자발적으로 기권한 것은 기권과 유사하다고 해석했다. 헌장
28조에는 안보리가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조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부재가 안보리에 의한 중요한 행위를 막는 효과가 있게 되면 이런 원칙은 작동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논거도 첨가했다. 국무부는 중국의 대표 문제 역시 소련이 국민
당 정부의 승인을 취소하려는 시도는 실패했고, 베이징 정권이 안보리에서 중국 대표
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소련의 의도에 힘을 주는 아무런 행위가 취해진 바 없으므로 중
국의 투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보리에 복귀한 소련은 다시 한번 상임이사국간의 의사일치concurrence 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보리 482차 회의235)에서 소련대표는 소련과 중국의 참여라
는 합법적인 성원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안보리는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
다. 5개의 상임이사국이 모두 참여해야 헌장의 관점과 국제적 표준에 합법적이고 권위
있고 거부할 수 없는 결정을 채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한국전쟁 관련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487차 회의236)에서 프랑스 대표는 오히려 소련이 부재하여 안보리에 출
석해야하는 헌장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부재는 헌장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
는 것이었다. 소련은 이에 반대해 헌장은 회원국이 모든 상황에서 안보리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소련이 안보리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이 절
차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Luard,

1982: 242)

이에 대해 이후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UN 헌장의 23
조237)의 엄밀한 해석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11개 회원국 모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32) 1950년 6월 28일, UN 미국 대표 오스틴이 국무부 장관에게 보낸 UN 결정의 법적 문제와 의문에 대한 질
의.(FRUS 1950: 224-25)
233) 6월 30일 국무부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소련의 주장을 반박했다.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Policy in the Korean Crisis, Publication 3922 (1950), p. 62. 이는 국무부 내부 자료에 재수록 되었다.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7월 10일, 1950, p.48 (http://www.bpl.org/online/govdocs/department
_of_state bulletin.htm)
234) 이런 사례에는 1948년 4월 16일 팔레스타인 정전요청 결의안, 5월 22일 휴전요청 결의안 등에서 소련이 기권했
고 이게 안보리 행위의 합법성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48년 1월 17일 카시미르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중단하라는
결의안, 4월 21일 휴전에 대한 결의안 등에서도 기권했다.
235) (UN Doc S/PV 482, p.15)
236) (UN S/PV 487, p.20, 26)
237)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on all other matters shall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of
seven members including the concurring votes of the permanent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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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임이사국이 부재한 경우에 유효한 결정을 채택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UN
헌장과 안보리 진행절차 규칙에도 정족수(Quorum) 에 대한 조항은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상 모든 회원국, 특히 상임이사국이 출석해야 유효한 결정을 채택할 수 있는 전제
가 깔려 있는 상태였다.238)
자유주의 국제법을 지지하되 법의 형식적 엄밀성을 강조하던 한스 켈젠의 경우는 상
임이사국이 부재한 결정은 무효라는 소련의 주장도 가능하고, 동시에 헌장 27조의 문
구상 '모든' 상임이사국이 출석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며 7개 회원국만 출석해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헌장 27조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부재에 아무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불완전한, 정족수에 대한 간접적 조항이라는 해석이었다.(Hans Kelsen,
1951:941)239)

하지만 레오 그로스는 비록 UN 창설 이후 한국전쟁 이전까지 약 29회에 걸쳐 상임
이사국이 기권한 경우에도 결의안이 통과되고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단 한차례(232차 안보리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부재한 것을 기권으로 처리한 인도네
시아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면 부재를 기권으로 처리한 전례는 없었다는 사
실을 지적하며 부재는 기권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UN 헌장에는 이 원칙과 관련
해 심각한 결함이 있지만, UN 헌장을 만들 당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라는 원칙이
지지되었음을 강조했다. 원칙상 다섯 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하고 선출된 이사국의
두 개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다.(Leo Gross,
1951: 209)

줄리우스 스톤 역시 비록 상임이사국의 기권에도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경우가 많지
만, 헌장의 27조는 매우 분명하게 모든 상임이사국의 의사일치 원칙을 규정했으며
UN을 창설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상임이사국의 부재나 기권은 이 규칙을 충족시키
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제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스톤은 안보리 회원국의 기권과
부재의 효과는 같을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절차적 문제를 제외하고 소련이 부재한
상태로 중요 결의안이 통과된 적은 없음을 지적했다. 스톤은 전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재가 기권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상임이사국의
부재가 안보리 결정에 대한 비토라는 주장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Julius
Stone, 1973: 207-12)

하지만 맥두걸은 기본적으로 거의 미국무부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했다. 그는 UN의
한국에 대한 결의안은 전쟁의 참화로부터 다음 세대를 보호하려는 헌장의 의도에 걸맞
는 '세계 정치에서 중요한 새로운 랜드 마크new landmark'라고 평가했고, 조항의 엄밀한
적용보다는 헌장을 만든 의도와 목적에 맞는 합리적 결과(rational effect)를 가져올 해석
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안보리는 집단 안보의 도구로서 지속적으로 기능
해야하며 그런 점에서 이사국의 출석 의무를 강조했고 소련이 문제제기 하기 이전까지
238) The Law of the United Natons, pp.244
239) H. KeI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1951), p. 250, 290-4, Supplement: Recent Trends in Law
of the UN, p. 921 seq.; The Action in Korea, p. 940 seq.

134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의도적인 부재는 안보리의 활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안보리의 실천이었다
고 주장했다. 맥두걸은 UN을 집단 안보를 위한 효율적 조직으로서 만들기 위해 헌장
을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는 UN 기구뿐 아니라 UN이 보장하려 했던 평화와 자유의
삶과 죽음, 생존과 파괴중에서 선택하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UN이 침략에 대한 방어
를 하지 못한다면 UN이 추구하는 인권의 촉진과 계몽, 건강, 부와 다른 가치들을 위
해 자유롭고 완전하게 협력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적 절차 보다는 UN의 목적에 따
른 행동과 그 가치들을 반복해서 강조했다.(McDougaI 1951: 258-92)
쿤쯔 역시 안보리의 결의안은 완벽히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쿤쯔는 기본적으
로 상임이사국 부재로 인해 결의안 채택이 불가능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UNCOK 보고서에 의해 북한에 의한 공격이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고, 한국과 북한이
UN회원국이 아니고 한국전쟁이 내전이라고 하더라도 내전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
정될 수 있으며 안보리는 분쟁상황을 초래한 단체에 대해서도 행동할 수 있다고 보았
다.(Kunz 1951: 137-42)
결국 이런 대립은 안보리의 UN의 기능과 헌장의 해석을 둘러싸고 한편으론 헌장의
안보리에 대한 규정의 위반이고 한국전쟁 초기 결의안이 불법적이라는 주장과, 다른
한편으론 UN이 전지구적인 전쟁 방지 기구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 효율적 해석을 해
야 하며, 상임이사국이 부재하더라도 결의안은 합법적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슈미트식
으로 말하면, 한국전쟁에서 UN은 미국의 주도 하에 헌장 합의의 기초였던 안보리 원
칙을 넘어선 예외상태에 대한 주권적 결정을 한 것이었다. 엄밀히 말해 한국전쟁 초기
소련이 부재한 안보리의 결의안은 헌장의 법적 절차를 어긴 불법적인 결정들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UN 헌장 내의 안보리에 관한 원칙을 어기고 '헌장의 정신'을 운운하며
예외상태적인 결정을 한 것이었다.
2) 미국의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해외 파병과 미 대통령 결정의 위헌성
또 다른 문제는 트루먼의 한국전쟁 파병 결정의 미국 국내법적인 예외상태의 문제였
다. 즉 UN 헌장과 미국의 헌법구조 혹은 국내법과의 관계문제였다. 이는 UN 헌장의
등장이후 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미국의 중요한 국내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국무부는 UN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법적 해석을 제시하며, 먼저 6월 27일 결
의안 이전에 이루어진 미국의 군사지원은 6월 25일 결의안에 따르더라도 문제가 없다
고 정당화했다. 즉 6월 25일 결의안은 39조하에서 헌장의 2조 5절에 있는 일반적 원
칙을 한국 상황에 적용해, 결의안의 실행을 위해 UN에게 모든 지원을 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분쟁의 종식과 38선으로의 철수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특정화되어 있지 않
으며 이는 회원국들의 재량(discretion)에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무부는 이 첫날
의 결의안의 적용범위와 가능성을 최대한 확대했다. 예컨대 휴전과 38선으로 철수 명
령은 헌장의 2조 6절에 담긴 원칙에 따라 비회원국에게도 집행가능하다며 비회원국이
자 국가로 인정되지 않은 북한에도 적용가능하다고 해석했고, 결의안의 두 번째 부분
은 헌장 2조의 5절 용어를 사용해 북한당국에 대한 지원 제한요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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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첫 결의안으로 북한에 대한 제제조치까지 취해졌다고 본 것이었다.240)
미 국무부가 바라본 6월 27일 결의안의 성격도 일반적 해석과 달랐다. 6월 27일 결
의안은 헌장 39조하에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긴급한 군사적 수단이 요청된다는 결
론을 내리고, 무력공격을 물리치고 국제 평화와 지역의 안보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
원을 제공하라고 권고한 것이었다.
문제는 헌장 39조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후 진행된 UN에 의한 군사행동의 법적,
제도적 성격이었다. 사실 헌장에 따르는 집행(enforcement) 절차는 크게 3단계가 있었
다. 즉, 1) 헌장 39조하에서 안보리는 명백하게 평화에 대한 위협, 위반, 침략행위를
결정하고 회원국들에게 권고를 하거나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헌장의 41, 42
조하에서 제제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다. 2) 안보리가 명령한 방식은 헌장 41조하의
비군사적일수도 있고 42조하의 군사적 성격일수도 있다. 군사적 개입의 경우, 안보리
는 헌장 43조에서 언급된 '특별 합의special agreement'241)를 통해 UN 회원국이 제공한
공군, 해군, 지상군 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 그러한 특별 합의가 실행될 때까지
헌장 105조하에서 5개 상임이사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를 위한 합동 행동에 대한 의견
을 자문을 구해야한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안보리의 27일 결의안에 따라 무력을 사용할 특별합의는 이루
어진 바가 없었다. 따라서 국무부는 안보리가 헌장의 42조, 43조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소련이 안보리에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 군사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UN의 이름으로 행동하기를 권고(recommendation)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안보리는 24조
하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권고를 할 권력이 있으며
미국과 다른 회원국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이다.242)
미 국무부는 한국정부를 후원하는 미국의 행위의 범위는 모두 두 결의안 안에 있으
며, 미국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실 국무부
는 당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공개 반박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문제를 상세하게 공개
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미국이 스스로의 행동의 합법성을 확신하지 않는 표시로 프로
파간다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243)
하지만 이 결의안에 대한 미국무부의 해석을 통해 6월 27일 결의안이 한편으로는
UN에서 헌장의 41, 42, 43조에 따른 집행행위 형태를 취하는 것의 부담을 피하고 단
지 권고 만으로 무력 지원을 할 수 있게 고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켈젠은 이런 행위

240) 1950. 7. 3. (FRUS 1950: 295-96)
241) UN 헌장 하에서 만일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위반, 침략행위가 있는 경우 UN 안보리는 헌장 41조에 따라 무력
사용을 제외한 권고를 하게 되어있었다. 이 방법이 부적절할 경우 43조에 따라 UN 회원국은 특별 협약을 맺어 안
보리에 무력과 다른 지원을 하게 되어있었다. 회원국들이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 합의를 비준할 것으로 기
대되었다. (Louis Fisher 1995: 29)
242) 켈젠에 따르면 헌장 39조는 권고를 41조 42조에 의한 방식과 구분하고 있으며 권고와 집행 행위는 안보리의 두
가지 다른 기능이다. 만일 안보리가 39조하에서 결정을 했다면 41조나 42조에 의한 행동을 해야한다. 즉 39조에
따른 집행행위는 오직 안보리에 의해 '명령' 될 수 있는 것이지 '권고'하는 것이 아니다. 즉 집행행위는 오직 41조와
42조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Hans Kelsen, 1951: 932)
243) 1950. 7. 3. (FRUS 1950: 2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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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UN을 기획하며 전제된 통상적 절차와 다르다고 지적하며, 오직 39조의 문구상 안
보리가 회원국에게 무력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해석할 때에만 6월 27일 결의안은
합헌적이라고 보았다.(Hans Kelsen, 1951: 933)
이 문제는 미국내 헌법적 절차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자세히 보면 6월 27일
결의안은 UN에서의 집행해위의 공식 절차를 회피했을 뿐 아니라 원래는 특별협약의
형태로 UN이 미 의회와 공식적으로 취해야 했던 제도적 절차를 회피하는 것이기도
했다.244)
결국 6월 30일 트루먼이 미국 지상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하면서 특별 합의 없이 권
고만으로 무력 사용과 무력 지원이 이루어진 결의안 형식의 문제가 미 의회 내부에서
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미군의 해외 파병문제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UN의 절차가 과연 미국의 헌
법기관인 의회 행동의 법적 대체물이 될수 있는지, 혹은 전쟁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헌
법적 역할이 외국이나 국제 기구와의 협약 절차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
이 제기되었다.
의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1950년 7월 3일 국무부는 대통령의 결정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역사적 선례들을 들며 응수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
의 사용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대외 관계를 수행할
권위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역사가 시작한 이래 대통령은 수차례 이 권한을 사
용해 군을 해외에 파병하곤 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UN의 수호도 미국의 중요한
관심사다. 전통적인 국제법과 UN헌장의 39조, 이에 따른 결의안은 미국이 한국에 대
한 무력 침략을 패퇴하도록 승인했다. 대통령의 무력에 대한 통제권은 헌법의 2조 2
항, '대통령이 육군과 해군의 최고사령관'이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대통령이 해외에
군을 파병할 수 있는 권리가 의회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필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245) 의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은 미국 대통령이 통합사령관으로
서 전쟁 위협이 잇는 상황에 개입하기 위해 선함이나 군을 보낸 경우가 100번 이상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례들은 어느 하나도 한국전쟁 처럼 큰 규모의 분쟁이나
개입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해적들과 싸우거나 해변에 일부 해군부대가 상륙하거나,
멕시코 국경에 일부 세력들을 추적하기 위해 일부를 파견하는 등이었다.(Louis Fisher
1995: 35)

사실 이런 논쟁의 기원에는 UN 헌장이 미국 의회 비준 당시부터 해외 파병에 대한
의회 승인문제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당시 상원 유진 밀리킨의원은 대통령에 의해 행
사되는 '질서유지 권력policing power'와 의회적 행위인 진짜 전쟁문제real war problem을
구분한 바 있었다. 당시 덜레스는 이런 구분에 동의하며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될 약
244) 굳리치는 헌장의 43조 하에서 어떠한 군사적 방법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기반이 되는 기존 합의가 없었고, 이에
대한 기존 합의가 있었더라도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될 것 권고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L. M. Goodrich, Korea. A Study of U.S. Policy in the U.N.,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56 p. 114
245)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23, July 31, 1950, pp.1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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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무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이 국가가 창설된 이래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해왔던 일들이다.'라고 발언했다. 미국 의회가 전쟁선포권을 가져간 상황에서
트루먼은 한국전쟁을 '전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트루먼은 6월 29일 기자회견에
서 미국이 지금 전쟁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
라고 대답했다. 트루먼은 이 분쟁을 국제연합 하에서의 질서유지 행위a police action
under the United Nations라고 규정했다.(Louis Fisher 1995: 28, 34)

즉 미국이 해외에 전쟁을 공식 선포하는 권한은 미국 상원에 있었다. 미국 상원은
미국정부가 의회의 헌법적인 전쟁 선포권을 훼손하는 어떤 종류의 국제 기구에 가입하
는 것도 재가/승인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히 했다.(Kalevi J. Holsti, 1991,249-250)
따라서 미국의 정부와 관료들에게 UN의 형식을 취하고 전쟁이라는 법-제도적 틀을
회피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고, 이것은 1945년 이후 미국의 헌법과 UN헌장의 결합이
라는 역사적 의미를 반영하는 변화였다. 해외에 미군을 파병하려던 미 대통령들은 UN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을 파견한다는 형식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게 되었고, UN
결의하에서 의회의 사전 합의 없이 미군을 파병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예컨대 한국
에 대한 무력 지원에 대해 상원 할란 부쉬필드 의원은 이렇게 되면 한명의 권력(대통
령) 혹은 10명의 외국인과 1명의 미국인으로 구성된 안보리가 전쟁을 선포하고 그런
전쟁에 미군이 파병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는 근본적 문제
를 제기했다.(Stephen C. Schlesinge, 2004,278: Louis Fisher 1995: 28)
UN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특별협약을 통해 군사행동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이 필
요했다. 원래 UN이 창설된 이후 1945년 미국 의회 79대 회의에서 채택된 UN 참여
법United Nations Participation Act에 의거해서 미국은 안보리가 42조에 따라 결정한 무력
사용을 포함한 방법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 법은 1) 미국 대통령이 헌장의
41조에 부합하는 안보리의 결정에 대해 무력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2) 의회의 승인 없이도 안보리의 요청에 따라 미국 대통령과 안보리의 특별 합
의만으로 혹은 의회의 법이나 합동 결의안에 따라 무력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하지
만 켈젠의 지적처럼 UN참여법은 미국 대통령이 안보리의 '권고'만으로 UN의 강제 집
행 조치를 취하도록 허가한 것은 아니었다.(Hans Kelsen, 1951:933)
즉 UN 참여법 6부에 규정된 헌법적 절차에 따르면 UN 헌장의 42조에서 무력지원
과 관련된 특별 협약을 위해서는 적절한 법이나 합동 결의안에 의해 의회의 승인이 필
요한 주제가 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이 명확했다.246)
하지만 6월 27일 결의안이 '권고'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특별협약이라는 형식마저
회피되었던 것이다. 당시 타프트Taft 상원 의원은 어떤 특별협약도 협상이 시도되지
않았음을 지적했고, 미국이 특별협약이나 의회의 승인 없이 한국에 개입할 수 있다면,
미국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란, 남아메리카와도 전쟁을 할 수 있을 것
246) Michael J. Glennon, The Constitution and Chapter VII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85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74, 75-77 (1991).

138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이라고 비판했다. 타프트는 한편으로 UN에 미국이 가입하면서 새로운 틀이 형성되었
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의회의 승인 없는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Louis Fisher 1995:35)
결국 27일의 결의안은 두가지 측면에서 UN 헌장을 기획한 의도를 따르지 않았다.
즉 UN이 39조에 따른 결정을 하고 UN이 직접적인 무력 개입을 하기 위한 다음 절차
를 취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았고, 미국내에서 UN참여법 제정이 의도했던 공식적인 특
별 합의라는 절차도 피한 것이었다. 이런 비판의 연장선에서 한국전쟁은 '트루먼의 전
쟁'으로 불리기도 했다. 피셔는 트루먼이 한국에 무력을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은 미국
의 헌법과 1945년 UN참여법을 위반한 것이고, 한국전쟁은 그 규모와 의회의 묵인으
로 인해 이후 미국 대통령들에게 가장 위험한 전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Louis Fisher
1995: 38)

결국 UN에 의한 이 세가지 결의안은 기존의 19세기적 실천에서 나타난 선전포고나
미국의 국내법의 전쟁에 관한 권리 문제를 회피한 새로운 형태의 실천이었다. 이 방식
의 '효율성'은 50년 7월 27일 케넌의 공식 전쟁 선포 반대에 대한 서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는 한국분쟁이 커지면 언제 어떻게 미국이 전쟁 선포를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케넌은 UN헌장에 전쟁을 선포하거나 전쟁상태에 돌입하지
않더라도 '국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
게 했으므로 한국전쟁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UN헌장 상 의무가 아니라고 주
장했다. 케넌은 2차대전도 선포된 전쟁이 아니었으며 평화조약이 없기에 기술적으로는
2차대전도 종식된 것이 아니라며 전례를 강조했다.247)
케넌은 만일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상태를 선포하게 되면 대통령의 승인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총력전 시대의 전쟁선포는 미국이 모
든 자원, 사람, 물자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동원하고 어느 한쪽이 항복할 때까지 싸
우는 문제였다. 케넌은 NSC 20/4를 인용하며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하게 되면 소련
은 지금 미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길수 없겠지만, 미국 역시 소련을 상대로 무조건
항복에 이르게 싸울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한국전쟁은) “제한된 목적(limited objectives)
의 전쟁, 평화협약 없이 종료될 수 있는 전쟁(terminated without a peace treaty)”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의 핵심적 경계조건은 미국이 국내법
차원에서 국가 대 국가의 공식적 전쟁선포 없이 치르는 전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케넌은 미국이 최종단계에서만 전쟁상태를 인정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앞으로도
소련과는 공식 전쟁 선포 없이 제한된 분쟁을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UN의 결의안에 따른 행동이라는 국제적 결정의 권위를 취함으
로서 한국에서 미국의 국내법적 쟁점과 국제질서상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전략적 이해
관계를 추구할 수 있었다. 즉 미국은 UN의 틀을 취함으로써 개별적인 공개적 전쟁 선
포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
247) FRUS 1950 Vol 1, 3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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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초기결정에서 시작된 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논쟁은 이후 미국의
더 큰 의무적 관여가 전제된 NATO에 미군을 파병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논란이 계속
되었다 미 공화당은 NATO에 의회 승인 없이 미군을 증파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에 웨리Wherry 결의안이 도입되었고 국무부는 다시한번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방어하며 대응했다. 상원에서의 거대한 논쟁은 1951년 겨울까지 지속되었
다.(Leffler, 1992: 407-08)
3) 7월 7일 결의안의 문제와 소련의 다각적인 문제제기 : 내전과 주권문제의 대두
7월 7일 결의안은 6월 27일 결의안뿐 아니라 25일 결의안도 무력 공격에 대한 방
어를 위해 한국을 지원하라는 권고로 해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6월 25일의 결의안은
단지 휴전을 요청하는 결의안일 뿐이었다. 따라서 켈젠은 7월 7일 결의안에 의한 기존
결의안에 대한 해석은 6월 25일 결의안 이후에 문제제기가 들어오자 미국이 취한 행
위에 대한 사후적인 정당화ex post justification라고 지적했다.(Hans Kelsen, 1951: 935)
UN의 세 결의안에 의해 이루어진 미국과 회원국들의 무력 개입은 엄밀한 의미에서
'UN의 행위'라고 할 수 없는 '동맹국'들의 군사행동 이었다. 한스 켈젠은 UN을 통한
미국의 개입의 성격들을 엄밀하게 검토했다.
켈젠에 따르면 7월 7일 결의안은 UN의 한국에서의 활동을 한국이 무력에 대항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를 돕는 것, 집단적 자기 방어권의 행사로 해석했다. 하지만
켈젠은 헌장에 제공된 집단적 자기 방어와 안보리의 집행행위나 개입은 성격이 다르며
공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Hans Kelsen, 1951:935)
켈젠은 안보리의 25일 27일 결의안에 따르는 회원국의 행위는 집단적 자기 방어의
행사로 볼수 없고, UN의 행위로도 간주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유는 UN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안보리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UN 기구중에서 안
보리만이 헌장의 24조 48조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안보리가 헌장 39조에 따라 분쟁의 성격에 대해 결정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는
활동은 헌장 41조, 42조에 따라 방법을 선택하는 결정을 한다. 그런데 안보리의 의무
부과가 아닌 권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UN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회원국의
활동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보리가 헌장 39조에 따라 회원국에게 무력 사용
을 권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불확실했다.(Hans Kelsen, 1951:937-38)248)
UN의 행위 여부인지는 UN 깃발 사용 여부와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켈젠은 한국전
쟁에서 더군다나 UN 회원국이 아닌 국가(한국)들이 UN 깃발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의
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게 문제가 되자 7월 7일 결의안 이후인 7월 28일에 UN사무
총장은 새로운 깃발 규칙 Flag Code를 공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군사 작전에서의 깃발
의 사용'은 UN의 기구의 권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 승인의 표현으로 군사 작전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이 역시 사후적인 ex post facto 정당화였다.(Hans Kelsen,
248) 하지만 켈젠은 이런 분석 끝에, 헌장이 UN의 행위라는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기에 권고에 따르는 행위를 UN 행
위로 간주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덧붙여 두가지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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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939)

켈젠에 따르면 7월 7일 결의안이 구성한 통합사령부의 사령관commander도 UN 헌장
의 7조의 의미 안에 있는 UN의 기구가 아니라고 보았다. 만일 사령관이 헌장의 29조
에 따른 안보리 결정에 따라 임명되었다면 그 역시 UN의 부속기구일 것이고, 이런 결
정은 안보리가 헌장의 42조에 따라 취하는 집행행위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하지
만 안보리의 결정이 아닌 권고에 따르는 회원국들의 무력의 통합은 회원국들의 자발적
인 동의이고 따라서 통합사령부의 사령관은 법적 지위상 UN기구가 아니라 그저 회원
국들의 연합기구이다.(Hans Kelsen, 1951:940)
결국 7월 7일 결의안을 비롯한 한국전쟁 초기의 UN결정들은 안보리를 통해 하게
되어있던 UN의 집행행위가 아니라, 모호한 '권고'라는 형식을 통해 UN의 권위를 미국
에 위임해 동맹국들의 활동을 촉진한 위임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은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소련의 7월 4일 서한은 안보리 결
의안들에 대한 장문의 반박이었는데, 이 서한에서 부터 소련이 가장 집중적으로 제기
한 것이 바로 한국전쟁이 내전이라는 주장이었다. 소련은 UN헌장에 따른 안보리의 개
입은 국가간, 국제적인 질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고, 국내적인 문
제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련은 흥미롭게도 한국전쟁을 1860년대에 미국
내전과 비교하며 하나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활동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소련은 또
한 한국문제와 관련된 포괄적 동아시아 문제, 즉 대만문제도 지적하며, 대만으로 함선
을 배치한 것이 카이로와 포츠담 협약에 대한 위반이며 곧 국제 평화에 대한 침략이라
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 모든 비판을 근거로, 전쟁을 준비하고 직접 침략도 한 미국이
평화의 위반자라는 것이 소련의 궁극적 주장이었다.249)
소련이 안보리에 복귀하자 더 직접적인 비판과 논쟁이 전개되었다. 소련대표 말리크
는 안보리에 복귀한 8월 1일, 480차 회의에서 의장으로서 중국의 안보리 의석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8월 3일 회의에서는 중국의 대표문제와 함께,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
결이라는 의제를 안보리 논의에 포함시키려 했다. 이 회의에서 소련은 한국전쟁이 내
전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UN이나 모든 외부 국가들은 한국문제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
는 문제제기였다.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전에 준비한 북한 비난 결의안을 제시했고 8
개국이 여기에 찬성했다. 하지만 소련의 반대로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어진 8
월 4일 회의에서 소련은 한국의 안보리에서의 대표문제에 대해 문제제기250)를 하며
동시에 중국과 북한 대표도 안보리에 참석해야한다는 결의안을 제시해 또 다른 쟁점을
추가했다.251)(FRUS 1950 516-25)

249) (S/1603) A/1361 “The report of Security Council to the General Assembly, 1949-1950”, pp.28-29.
250) 한국 대표문제의 경우 한국은 한국문제에 대한 안보리 회의 첫날(6월 25일)부터 안보리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안
보리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되었다. 이후 한국 대표는 한국문제를 고려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해 회의 내용을 청취
했다. 8월 4일 회의에서 소련 대표가 제기한 것은 6월 25일 결정이후 한국대표가 자동적으로 계속 초대되는 것을
반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대표가 더 이상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보리에서 별도의 결의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반대했다.(FRUS 1950, 537)
251) S/1668. 각 회의 기록은 S/PV 480, 481, 482,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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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안보리 의석부터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국의 대표문제, 중국과 북한의
참석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에 맞서 미국은 다양한 대응 방식을 고려했다. UN 미 대사
오스틴은 이런 포괄적 쟁점의 제기에, 1) 말리크의 공격에 아무 답을 하지 않는다. 2)
미국이 분쟁을 지역화하는 결의안252) 논의를 한다. 3) 안보리 진행규칙에 대한 위원회
구성 4) 8월 회의 연기 5) 진행 규칙 수정 6) UN 특별 총회 개최 등의 대안을 고려
했다. 이중 미 국무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안에 동의했고, 안보리 발언을 활용해
미국의 의도를 세계에 알리는 긴 연설을 하라고 권유했다(FRUS, 1950, 548-50)
실제로 8월 10일 회의에서 오스틴은 한국의 정치적 역사에 대한 긴 연설을 했다.
다음날 안보리 486차 회의253)에서는 영국 대표와 말리크의 긴 연설이 이루어지면서
의제에 대한 논쟁은 중지되었다.
논쟁 대신 양측의 일방적인 연설들이 이어지자 인도 대표가 나섰다. 인도 대표는 8
월 14일 안보리 487차 회의254)에서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제목하에 그동안
제출된 모든 결의안 초고와 제안들을 연구하는 위원회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가 여기에 반대했고 합의가 불가능했다.(FRUS `1950, 577; Bailey 1992: 21)
합의의 여지가 사라지자 소련 대표는 8월 22일 다시 한번 미국의 한국 침략에 대해
지적하는 긴 연설을 했다. 그런데 이날 소련대표는 국제법상 침략 개념은 내전에는 적
용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했다.255)
소련은 미국이 사용한 '분쟁의 지역화 localization of the conflict'나 평정 pacification 류
의 개념은 영미 제국주의의 역사에서 기원하는 개념이며, 미국이 UN의 틀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위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소련대표는 한국전쟁은 내전이
므로 이 군사작전을 침략aggression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련은 1933년에
제네바에서 내린 침략에 대한 정의256)를 재확인하며 국제법적 의미에서 침략이란 다른
국가에 대한 한 국가의 선전포고, 혹은 한 국가의 군이 다른 국가의 영토를 침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정치적, 전략적, 경제적 이해관계로 이
루어진 행위나, (반)혁명 운동, 내전도 침략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소련은 미국 내전 경험을 계속 강조하고 부각시켰다. 즉 미국 내전에서도 북부와 남
부에 침략 개념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엔 오히려 영국이 침략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영국이 미국 내전에 개입해 남과 북의 통일을 막으려 했던 것과 마찬
가지로 영국과 미국은 지금 한국에서 통일을 이루려는 내전에 개입하고 있다. 소련은
중국 내전도 침략으로 간주되지도 해외 열강들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UN
헌장에서 한 국가의 내부 사안에 대한 개입을 직접적으로 금지한 것을 다시 환기시켰
다. 내부사안에 대한 개입을 금지한 평등한 주권원칙, 미국, 중국의 내전 경험에 대한

252)
253)
254)
255)
256)

S/1653
각회의 기록은 S/PV 485, S/PV 486
S/PV 487
UN Doc. S/PV 489,
이러한 침략/침략자에 대한 정의는 1933년 5월 국제연맹 안보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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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는 매우 강력한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소련은 오히려 미국이 직접적인 무력 침략을 한 침략자라고 비난했다. 미국
은 그동안 방위선을 가능한 국경으로부터 멀리 이동시키려고, 자신의 국가안보를 지키
기 위한 전략적 고려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소련 대표는 미
국과 달리 “위대한 스탈린The Great Stalin이 이끄는 평화적 해결의 길을 따라가자”며
UN이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장려하고 위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
다. 소련 대표는 중국 정부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고, 인도과 이집트의 동의를 얻어 즉
시 안건으로 채택하자고 강조했다.
소련은 외부 개입을 비난하고 UN 헌장 내에 있는 주권과 내부 관할권 조항을 통해
개입 전체를 부정하려는 의도로 이런 주장을 한 것이었지만, 한국전쟁의 성격문제는
여러 법적 복잡성을 가져왔다. 19세기적 의미에서 전쟁은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었
는데, 북한이 UN과 미국에 의해 국가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한국전쟁이 전쟁
으로 규정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특히 켈젠은 한국 사례가 국가간 전쟁이 아니라 내전이라면 발생하는 여러문제들을
엄밀히 검토했다. 예컨대 그는 한국상황은 '평화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될 수 없고 평
화에 대한 위협으로만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평화에 대한 위반의 경우는
오직 국가와 국가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만일 북한의 무력 행위가 국가의 군대
가 아니고 북한 당국이 국가가 아니고 혁명 단체나 반란세력이고 결국 한국에서의 전
쟁이 내전이라면, 안보리는 평화에 대한 위반의 존재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한 켈젠은 6월 27일의 결의안에서도 UN 회원국들에게 이 지역의 안보와 국가간 평화
를 “회복”하기 위해 한국을 지원하라고 권고할 수 없고, 안보와 국가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6월 27일 결의안에서
사용된 방식은 오직 안보리가 한국전쟁을 두 국가간의 전쟁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만 정
당화 될 수 있는 것인데, 결의안에서 이런 의견이 제시된 바 없다는 것이다.(Hans
Kelsen, 1951:930, 934)

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한차례 이어졌지만 이 논의는 소련의 일방적 주장으
로 답변이나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안보리 회의에서는 양측에 의한 정치적
비난만 계속되었다.
예컨대 8월 25일 안보리 회의257)에서 말리크는 중국으로부터의 통신258)을 인용해
미국이 사실상 대만을 점령하여 중국에 대한 공격을 했다고 비난259)했다. 미국 대표
그로스는 오스틴으로부터의 서한(S/1716)을 읽고 이에 대응했다.260) 이에 반박하기 위
해 9월 5일 안보리 회의에서 영국 대표는 미국 정부로부터의 9월 5일자 서한에 주목

257) S/PV 489 S/PV 490
258) 24 August 1950 (S/1715),
259) (S/1716)
260) 미국 대표는 트루먼의 6월 27일, 7월 19일 연설과 관련된 사실들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영토를 침범하지도 중
국에 공격적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YBUN 1950, pp.2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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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붉은 별 표식이 있는 폭격기가 격추되었고 시체하나가 소련군복을 입은 것으로 식
별되었다며 소련의 개입과 지원을 문제삼았다.261)
다음날 회의에서 소련 대표는 미국이 소련기를 격추했다는 언급에 대해 정부 입장
발표(S/1766)했고, 양국간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미국의 북한 비난 결의안(S/1653)에 비토를 행사했다. 반대로 모든 해외 군이
철수하고 한국과 북한 대표를 모두 안보리에 초대하자는 소련의 결의안(S/1668)은 미
국이 거부했다.262)
양측은 계속해서 서로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표결에 붙였다. 즉 9월 7일
안보리 회의 미국의 한국 폭격을 비난하는 결의안(S/1679)이 통과되지 못했고263) 9월
12일 회의에서도 양측 결의안은 거부되었다. 9월 18일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UN사령부로부터의 네 번째 보고서를 통해(S/1796)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 물자와 인
력을 공급하고 있음을 재차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소련대표는 소련은 북한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북한의 무기와 장비는 남한군에 미국이 공급한 것을
노획한 것이라고 답하고, 북한 정부의 전문 두 개(S/1778/Rev 1, S/1800)를 통해 미
국의 야만적인 폭격을 지적하며 안보리의 행동을 요청했다.264)
양측의 양보 없는 대립과 비난으로 안보리는 점점 파행으로 치달았다.265) 안보리가
무기력화되고, 상호 비난이 강화되며 쟁점이 확산되자, 한국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고민과 중재의 노력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인천상륙 작전이라는 또 다
른 큰 변수를 만나게 되었다.

3절. UN 권력 구조의 변화 : 인천상륙 작전 이후 UN의 결정과 활동
1) 38선이라는 쟁점 : 50년 9월 인천상륙과 10월 7일 UN 총회 결의안
사실 한국전쟁 발발 초기부터 영국과 인도는 소련과 미국을 중재하고 문제를 평화적
으로 해결하기 위한 요구들을 해 왔다. 이는 한국전쟁이 중국과 대만문제와 긴밀히 연
결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전쟁발발 4일만인 6월 29일에 모스크바의 영국 대사는 소련 관료를 만나 한국문제
의 평화적 해결 요구했고, 이에 소련 외무부 차관 그로미코는 7월 6일 영국에게 평화
적 해결을 위한 특별 제안을 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영국 대사는 미국무부 장관에게,
소련은 한국전쟁 해결문제를 대만문제, 중국의 UN 회원가입과 연결시킬 것이라는 의
견을 전달했다.(Rosemary Foot 1990, 23)
261)
262)
263)
264)
265)

(S/1758) S/PV 495
S/PV 496
S/PV 497
S/PV 502
A/1873,“Report of the security council to the general assembly(1950. 7. 16-195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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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인도도 미국에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안보리를 재구성한 후
즉각 한국의 휴전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인도 수상 네루는 7월 동안 스탈린과 애
치슨을 중재하면서 중국의 안보리 가입이 소련과 미국 양측이 전쟁을 끝낼 근거를 갖
게 된다고 제안했다. 스탈린은 이를 수용하며 5개국 회담을 제안했다. 네루와 스탈린
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안보리 참여, 남한과 북한의 의견 청취를 요구했다. 하지만 애
치슨은 기본적으로 UN이 북의 공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며 간접적으로 거부
했다. UN에서 중국 의석문제 역시 인도와 영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미국은 이런 쟁점
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협상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을때만 시도할수 있는 것
으로 간주한 것이었다.(FRUS 1950: 366, 373, 407)
인도와 영국, 소련은 UN의 틀을 통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조
하며 UN을 정치적 포럼으로 여긴 반면, 미국은 UN을 평화에 대한 위반과 침략을 막
고 응징하는 기구로 간주하고 있었다.
인도는 8월 11일, 한국문제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안보리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 위원회
가 중재를 하게될까봐 두려워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이 시기 미국은 협상을 유도하려
했던 UN 내부의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Rosemary Foot 1990,24)
38선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고려와 한국문제의 장기적 해결
하지만 미국이 논의를 외면하고 거부할 수 없는 큰 쟁점이 곧 도래했다. 그것이 바
로 38선 문제였다. 미국은 이 시기에 UN에서 정치적 협상 보다는 군사적, 전략적 우
세를 추구하려 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나아 갈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는 UN 개입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UN이 처음 한국으로 파견될 때 모두 이 개입의 목적은 남한의 영토를 방어하는 것
을 도와 북한을 원래 국경으로 몰아내는 것이었지 북한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었
다. 애치슨 국무장관은 안보리 결의안을 지지하는 미국의 행위는 북한으로부터의 침공
이전 상태로 한국을 회복하는 것이며 침략으로 붕괴된 평화를 재수립하는 것이라고 선
언했었다. 그러나 UN군이 빠르게 38선에 도달하자 의견이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미
국 군부는 적이 패퇴하는 상황에서 멈추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UN
이 지난 4년간 자유 선거를 통해 한국에서 평화로운 통일을 가져오기 위해 개입해왔
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Luard, 1982: 246)
특히 9월 15일 시작된 인천상륙작전은266) 전세를 바꾸었고, 9월말에 UN군은 38선
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러자 새로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UN이 그곳에서
멈춰야 하는가 아니면 북한의 완전한 패배와 통일을 위해 전진해야하는가? 인천상륙
6일후 기자들이 UN군이 38선에 도달한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자, 트루먼은 아
직 결정되지 않았고 “이는 UN이 결정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미 10일전
26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1992, p.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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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트루먼은 북한지역에서의 작전의 조건과 원칙을 설정한 국가안보위원회 NSC 81/1
을 이미 승인한 상태였다.(Bailey 1992: 25)
미국 정부 내에서는 전쟁 초기인 50년 7월 초부터 이미 38선을 넘어 반격을 해야한
다는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발발 6일후인 7월 1일 국무부 동북아국장
앨리슨은 대통령 연설에 38선을 넘어서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빼라고 조언했다.
앨리슨은 처음부터 인공적인 분할인 38선을 넘어서 영구 평화와 안정을 추구해야하며
이를 위해 만주와 시베리아 국경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14일, 덜레스는
정책기획국장에게 38선을 넘어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악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언급했다.(FRUS 1950: 272, 386)
한국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7월 10일 UN에 참석하고 있던 장면 주미대사는
38선은 의미 없으며 전 한반도의 해방과 통일, UN 감독하의 전 한반도 선거가 필수
적이라고 주장했다. UN은 이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곳에서 멈추어선 안되며 그러는
경우 또 다시 끝없이 38선을 방어해야하고 북한은 계속 외부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지
적했다. 장면은 영국 정부가 한국문제를 소련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한다는 것에 우
려를 표했다.(FRUS 1950: 354-55)
이승만은 38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통합사령부가 한국의 통일과 독립을 무력
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67) 이승만은 7월 13일 CBS 방송에서 38선이 존재하
는 한 한국에는 평화가 없다고 말하며 세계적 이목을 끌었다. 이승만은 7월 19일 트루
먼에게 지금이 통일의 기회라는 주장을 전했다.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책관료들 사이
의 내부 의견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승만의 발언으로 문제가 더 복잡해 지면서 애치슨
은 무초를 통해 그런 공개 연설을 중단시키라고 말했다. 같은 시기 맥아더는 승리가
눈앞인데 북한의 어느 일부라도 포기하는 것은 현재 자유세계의 거대한 패배가 될 것
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Acheson, 1969: 451, FRUS 1950:373; Rosemary Foot 1990, 27)
7월 13일, 트루먼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경찰활동이 38선을 넘을 것이냐는 질문
에 '필요해지는 경우에만' 그런 결정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268) 하지만 8월 10일엔
한국 정부의 38선 무효화 요구에 대한 답변269)에서는 한국문제에 대한 해법은 UN의
틀 안에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공개적인 입장표명의 이면에서 트루먼은 7월 17일 38선 문제에 대한 NSC의 권고를
요청했고, 정부 내부에서는 논의가 정교화되었다. 8월 중순까지 국무부 내에선 두가지

267) 이승만은 이미 7월 10일경 한국신문사와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소련이 북한을 원조하고 국제 신의를 파
괴한 후 38도선은 자연 소멸하였다. 따라서 한국군은 한국 내 모든 장소에서 작전하고 韓滿 국경까지 진격하는 이
유를 얻게 되었다. 38선을 취소하지 않는 한 한국은 통일할 수 없고 평화도 실현할 수 없다. 나는 중국뿐만 아니라
공산세력과 투쟁하는 아세아의 모든 국가의 군사동맹을 체결하고자 희망한다.”경제신문 1950년 7월 14일
268)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Harry S. Truman, 1950, p.523.
http://www.trumanlibrary.org/publicpapers/index.php?pid=822&st=&st1=
269) 9월 8일 장면 미국 대사가 러스크에게 전화를 해서, 이후 외무상 회담에서 한국문제에 대해 논할 때, 한국 정부
의 입장이 알려지는게 중요할 것 같다고 논의. 한국은 38선의 존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이후 해법은 UN
결의안에 근거한 통일과 독립이다. 남한의 권위가 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러스크는 지금 단계에서 38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정할수 없다.(70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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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하는 관점이 있었다. 한쪽은 어떤 경우에도 38선을 넘어선 안된다는 것이었고, 다
른 한편은 이를 부인하고 적을 파괴하고 지역의 안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서
는 넘어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폴 니츠의 정책기획국은 케넌270)의 영향을 받아 반대 입
장을 취했다.271). 하지만 극동부 Far Eastern Division의 러스크와 존 앨리슨은 강력하게
38선 횡단이 금지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이 분단되는 한 한국에 평화
와 안정은 없다는 것이었다.272)
특히 적극적이던 앨리슨이 7월 15일, 안보리 결의안을 재해석하고 UN을 통한 미국
의 한국 개입 목적을 확대할 방안을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안보리의 6월 27일 결의
안이었다. 이 결의안은 한국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
라고 되어있었고, 앨리슨은 38선 아래로만 작전을 한정하면 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즉 38선에서 영구 분단이 이루어지면 한국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회복시
키는 것을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38선은 일시적으로 일본의
항복을 받기 위한 분계선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38선이 영구 분단선이 된 것은 전적
으로 소련과 북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앨리슨은 전전 기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비
현실적이라고 단언했다. 앨리슨이 제시한 해법은 먼저 미국의 소리와 USIS, 외교를
통해 반대를 누그러뜨리고, 무엇보다 북한을 파괴하고, UN 총회의 1947년 11월 14일
결의안과 1948년 12월 12일 결의안에 따른 절차(UN위원회의 감독하의 선거)를 북한
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FRUS 1950, 393-94)
국무부 내에선 점차 38선을 넘는 작전을 승인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하
지만 그 이후 결론은 불분명했다. 침략을 물리친 후 그 다음은 무엇인가? 애치슨은
UN의 결의안에서 제시된 공식적 목적, 즉 통합되고, 독립되고 민주적인 한국의 건설
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텅 빈 단어
들이라고 지적했다.(Acheson, 1969: 445)
7월 31일에는 국방부의 구체적인 계획 초안이 나왔다.273)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UN
270) 케넌은, 애치슨에게 “한국에서 침략을 패퇴하려는 미국의 행위는 옳았다. 하지만 우리 역량에서 전 한반도에 반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38선 통과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Acheson,
1969: 446) (Chen Jian 1994: 165)
271) 7월 22일, 국무부 정책기획국은 38선 문제를 검토하면서 UN군이 38선 북으로 필수적인 전략적 요구 정도 이상
의 작전을 계속하면 중국이나 소련군과의 충돌 위험이 증대되므로 군사적 노력을 남쪽 지역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고 결론지었다. 만일 38선 북쪽으로의 UN 군사행동을 위해서는 또 다른 UN 안보리 결의안이 필요하지만 이는 어
려울 것이며, 국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게 아니면 UN 지지 없는 미국의 행동은 피해야한다고 보았다. 8월 21일 국
무부는 여전히 38선 돌파를 반대했다.(FRUS 1950 : 449-454, 469-473, 615)
272) 7월 24일, 앨리슨 미 국무부 동북아문제국장은 국무부 정책기획국의 입장에 반대했다. 7월 27일, 소련 대사 커크
는 애치슨에게 향후 한국의 미래에 대해 UN이 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미국이 자유세계앞에 우
리가 소련의 무력 침공을 통한 확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커크는 북한을
패퇴시키는 것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8월 1일 덜레스는 국
무부 정책기획국에 38선을 넘어가야 할 이유는 많다고 말했다.(FRUS 1950 : 458, 483)
273) 7월 31일, 미 국방부가 준비한 미국의 한국에서의 행동 방침 비망록. 통합사령부는 38선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소련이 재무장을 시킬 수 있으므로 전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안전을 약속하지 못한다. 한국의 통일도 이룰
수 없다. 한국은 한 세기동안 갈등의 교차로였다.38선은 동질적인 민족의 자연스러운 단일성을 위반한 지정학적
인공물이었다. 이는 일시적인 군사적 편의를 위해 시작되었고, 철의 장막의 동쪽 outpost가 되었다. 미국이 38선을
제안했지만 견고한 frontier로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다. UN하에서 한국의 통일의 아시아에서의 중요성은 계산할수

3장. 한국전쟁 발발과 보편적인 전지구적 사법기획의 역설 147

최고사령관이 38선을 넘어서 적을 패퇴하고 그곳을 점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는 소련은 어디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미국이 이를 위해 충분한 자원
을 동원해야하고, 대통령이 공식 선언을 하고 UN도 미국의 전쟁 목적을 받아들이게
할 것을 권했다. 국무부 애치슨은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Acheson, 1969: 452)
그리고 8월 17일, 안보리 488차 회의274)에서 미국 대표 오스틴은 한국에서 UN 활
동의 세가지 목적을 제시했다. 첫째는 평화에 대한 위반을 종식하는 것, 둘째는 추후
침략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억제하고, 셋째는 한국에 의한 자유, 독립, 통일 국가를 수
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전 한국에서 자유 선거를 개최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세 번째 목적은 한국에서 UN활동의 목적을 단지 수동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가 아니
라 전한반도의 통일이라는 포괄적 기획으로 전환하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
이었다.(FRUS 1950, 596)
8월 23일 국무부는 NSC 를 위한 한국 정책 보고서를 작성했고 8월 24일 NSC에서
이를 검토했다. 여러 회의들을 통해 만일 소련군이 들어오면 NSC 76275)에 따라 행동
하고, 중국군이 오면 NSC 73/4276)에 따라 행동하기 하는 계획이 수립되었고, 8월
30, 31일 수정을 거쳐서 9월 1일에 NSC 81의 초고가 완성되었다.(FRUS 1950,
635-71)

이렇게 완성된 NSC 81, '한국에 관한 미국의 행동 절차 보고서'은 38선 문제에 대
해서 두가지 제안을 했다. 통합사령부의 목적은 침략자를 물리치는 것이며 그런 임무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한에서 38선 북쪽에서의 군사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다. 단 38
선 넘어서의 지상공격으로 새로운 군사적 투쟁의 국면이 시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한다. 결국 소련이나 중국 개입이 없는 한 미군 지휘관은 북한군을
파괴하기 위해 38선 너머에서 작전을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었다. 단 이런 작전은 안
보리의 새로운 결정이나 대통령의 명백한 승인 없이는 할 수 없었고 어떤 경우에도 중
국이나 소련 국경과 가까운 곳에서는 군사 작전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제한이 있었
다.277)(Bailey 1992: 25)
NSC 81은 수정을 거쳐 9월 11일 NSC 81/1로 승인(11월에 81/2)되었다. 이는 UN
의 38선 넘어서의 행동을 규정하며 JSC로 하여금 북한 점령 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점령 계획은 대통령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집행해야했으며 소련이 주둔하면 38
선을 넘은 지상작전을 해선 안되며 방어적으로 분쟁을 지역화하기로 했다. 중국이 개
없는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이 한국의 통일, 자유, 독립을 위한 평화적 목적을 선포한다. 이를 UN의 목적으
로 번역해야한다. 통합사령부는 북한군을 패배하고 한국을 점령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8선과 상관없이 군사작전
을 할 필요가 있다.(FRUS 1950, 502-509)이는 8월 7일 새로운 수정 버전 작성되고(528-535) 8월 12일 또 수정
되었다(567-573)
274) S/PV 488
275) NSC 76: U.S Courses of Action in the Event Soviet Forces Enter Korean Hostilities(50. 7. 21) NSC
76/1: U.S Courses of Action in the Event Soviet Forces Enter Korean Hostilities(50. 7. 25)
276) NSC 73/4 The Position and Actions of the U.S with Respect to Possible Further Soviet Moves in the
Light of the Korean Situation(50. 8. 25)
277) FRUS 1950, pp. 685-93. http://www.hsdl.org/; http://legacy.wilsoncenter.org/coldwarfiles/files/
Documents /Truman -library.NSC.8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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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경우는 중국과 전면전을 해선 안되며, UN 안보리에서 중국을 침략자로 비난하
는 결의안을 추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북한인을 재교육하기 위해, 포로 처리에 대한
원칙 수립하고 이들을 심리전에 활용하며, 예비적으로 시범적 재교육 훈련을 시작하기
로 했다. 여기엔 독일, 일본 포로들에 대한 주입 경험, 그리스에서의 경험, 최근 소련
에서 탈출한 억류자들의 경험을 반영하기로 했다.(FRUS 1950 712, 716-718)
제한된 경우에 38선 넘어서 군사작전이 가능하다는 방침은 9월 27일에야 맥아더에
게 전달되었고 이로서 그는 38선 북쪽지역에서도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미국 내부에서 이뤄진 결정이지 영국을 포함한 다른 우방
국들은 여전히 UN의 작전은 공격을 물리치는 것이지 군사적 수단으로 한국을 통일하
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일 통합사령부가 38선 북쪽에서 작전을 수행하
려면 또 다른 UN의 결정이 필요하며 이는 소련과 중국의 개입위험을 증가시킬 것이
기 때문이었다.(Bailey 1992: 27)
UN 총회와 10월 7일 결의안 : 평화를 위한 통일, UN의 군사개입을 통한 통일
38선 통과 문제는 결국 UN의 결정이 필요한 것이었다. 특히 트루먼은 새로운 UN
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78) 하지만 국무부와 미군, 맥아더는 이전 결의안에 근거
해 UN사령부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의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회복한다는 것
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Luard, 1982: 247)
미 국무부는 UN의 미국 대표에게 통합사령부가 38선에 도달하면 무슨일이 벌어지
는지에 대한 논의를 피하라는 지시를 했다. 대신 미국은 UN 총회 결의안의 목적을 재
확인하면서 이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평화적인 방식인지 군사적인 것인지는 적시하
지 않는 결의안을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국무부 내에서 한국전쟁 초기 결정을 주도한 히커슨이 다시한번 UN의 정책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다. 히커슨은 6월 27일 결의안의 첫 번째 목적은 침략을 물리치는 것,
그 다음목적은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는 것인데, 이는 UN헌장의 42조에서 온
것이라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회복한다'
는 구절은 뭔가 침략을 막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즉, 이는 UN 1947년 결의안에 있던 '독립되고, 통일되고 민주적
인 한국정부'를 수립한다는 목적과 연결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을 38선에서 분단
하는 것 자체가 평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주장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었
다.(Acheson, 1969:)
하지만 문제는 안보리가 소련의 비토로 막혀 있다는 것이었다.279) 결국 미국은 총회
에서의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미 9월 6일, 영국, 프랑스, 미국이 8월 28일
278) 9월 21일, 기자회견에서 트루먼은 '군이 38선에 도달하면 어떻게 할지 정했냐?'는 질문을 받자 '아직 못정했다. 그
건 UN이 정할 문제다. 즉 UN군과 우리는 이 상황에 관심있는 여러 국가중 하나라는 것다. 나는 UN 결정을 따를
것이다.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Harry S. Truman, 1950, p.644.
279) 9월 하순에 안보리는 아홉차례 소집되어 한국문제와 중국의 대만에 대한 불만을 논의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
지 못하고 있었다.(Bailey 199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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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통해 한국문제를 UN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FRUS 1950, 704)한 상태였고
총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9월 19일 UN 총회가 5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총회에 참석하는 미국 대표는 UN군
이 38선에 도달하면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한 논의를 피하려 했
다. 이는 UN 안보리가 별도로 결정하고 결의해야할 문제라는 것이었다. 대신 미국은
총회는 한국의 통일을 가져오려 노력해야하고, 총회가 폭넓은 목적과 의도를 다루는
형식의 결의안을 추구했다. UN 결의안에 포함될 여러 요소들이 검토되었다.280)(FRUS
1950 738)

그 산물은 9월 20일 애치슨이 UN총회에서 발표한 '평화를 위한 단결/통일Uniting
for Peace'이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제목의 연설이었다. 애치슨은 총

회 연설에서 38선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UN에 '통일되고 독립된 한국을
설립할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했다. 미국은 전 한반도에 걸쳐 안정
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는 사실상
38선을 넘을 승인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같은날 소련이 제시한 결의안은 한
편으로는 역시 UN하에 전한국에서의 선거, 한국에 대한 경제 기술적 지원프로그램을
주장했지만, 한국으로부터 해외군의 즉각 철수, 북한과 남한 의회의 동수로 조직된 선
거를 요구했다. 따라서 이는 38선 횡단을 반대하는 것이었다.(Luard, 1982: 247;
Acheson, 1969: 448-50)

그런데 애치슨의 구상은 단지 38선을 둘러싼 결정만 담고 있는게 아니라 UN 기구
의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애치슨은 UN 헌장 1조를 강조하며 UN이 평
화를 유지하고 침략에 반대할 목적을 갖고 있고, 안보리는 이를 위한 기구지만 비토로
막혀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애치슨의 해법은 총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즉 애
치슨은 헌장 10, 11, 14조는 총회에도 국제 평화를 유지할 책임과 권한을 주었고 따라
서 총회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안보리가 막혀있는 경우 총회가 24시간 안에
총회 특별 회의를 하고, 나아가 UN상비군을 창설하고, 향후 집단안보 수단을 발전시
키기 위한 특별 위원회 수립 등을 제안했다.281) 한국전쟁에서 38선을 넘는다는 결정을
위해, UN의 목적을 단지 무력침공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UN의 기획에 따라 새로
운 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UN의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고 개조하는 기획
안이 제출된 셈이었다.
이에 대해 UN 내부에서는 다양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한편으로는 그런 포괄적 목적
을 위해 UN 군을 사용하는 것은 UN 헌장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
다. 방어적인 전쟁이 정복전쟁으로 변환될 위험을 지적한 것이었다. 또한 만일 UN이
38선을 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이는 더 큰 위험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소련이나
중국의 개입을 불러오지 않을까? UN군이 천만명이 되는 인구가 있는 지역을 점령하
고 UN의 개입을 반기지 않을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
280) 미국 대표를 위한 입장 페이퍼 SD/A/C.1/340.Rev1.
281)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23, October 2, 1950, pp.5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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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UN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들이었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38선을 넘으면 중
국이 개입할 위험이 있다는 영국과 인도의 경고를 비현실적인 두려움이라며 무시했
다.(Luard, 1982: 246-47)
이 시기에 총회에서는 이렇게 큰 구상들이 논의되면서, 분쟁과 안보문제를 관리하는
안보리의 역할을 총회가 대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해법들이 다양하게 제기
되었다.282)
여기서 가장 힘있게 추진된 것이 바로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소위 '8강 결의안'이었
다. 영국의 초고283)를 기반으로 9월 29일, 8강이 공동 결의안(영국, 호주, 브라질, 쿠
바,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필리핀) 초고284)가 준비되었고, 이를 논의하기 위
해 30일에 UN총회 정치위원회(The First Committee)가 열렸다.285) 이는 한국의 통일과
부흥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에서 선거를 개최한다는 기획의 결의안이었다.286)
하지만 이에 대항해 10월 2일,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대표
들은 정치위원회에서 적대의 즉각 종식과 비 한국 병사들의 한국으로부터의 철수, UN
위원회 감독하에서 전 한국의 선거를 주장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Rosemary Foot
1990,26)

며칠간의 회의를 거쳐 10월 4일 총회 정치위원회는 8강결의안을 채택했고 정치위원
회가 작성한 보고서(A/1422)와 결의안이 10월 6-7일 동안 열린 총회의 292-204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애치슨은 UN이 '승리의 문턱'에 서있다면서 '북한과 한국을 나누는 인공적인 장벽
은 법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존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애치슨의 주장은 많은
지지를 받았고 인도와 몇몇 아시아 국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만 적 영토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현명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소련은 전적으로 반대했으며 유고는 안보리
의 역할은 어떤 상황에 무력을 통해 변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지 무력을 통해
분쟁 전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수가 이겼고 8강 결의
안Resolution 376(V)은 10월 7일 표결에서 45-5, 7명 기권으로 통과되었다287)(Luard,
1982: 248, FRUS 1950, 904-6, YBUN 1950, 264)

282) By a letter (A/1375) dated 20 September 1950 cablegram (A/1415) dated 24 September 1950 Peace
through Deeds and Condemnation of Propaganda against Peace(50. 9. 26)(A/C.1/595)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Commission of Good Offices(1950. 9. 26) (A/1401) Duties of States in the Event of the
Outbreak of Hostilities(1950. 9. 26) (A/1399)
283) 9월 23일 영국이 제시한 초고를 기반으로 시작되었는데, 영국 초고에는 전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위한 조건을
만들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그 후 통합, 독립, 민주적 한국 정부의 수립을 위한 선거가 치러져야한다는 내용이 포
함되었다.(Bailey 1992: 28)
284) A/C.1/558
285) A/C.1/SR 346
286) 이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즉각 휴전, 해외군 철수 이후 전한국의 선거를 위해 남한과 북한을 논의에 참가시키자
는 소련 결의안 (A/C.1/562)과 한국만 참여시키자는 중국 결의안 (A/C.1/563)을 둘러싼 논쟁이 이루어졌고 모두
표결에서 패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 이뤄진 모든 제안과 초고를 다룰 위원회를 수립하자는 인도의 제안은
통과되지 않았고, 미국의 북한에서의 폭격을 비난하는 제안, UN한국위원회 해체 제안도 패배했다.(FRUS 1950,
826-28, Bailey 1992: 29, YBUN 1950, p.257)
287) A/PV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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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결의안이 통과된 당일 UN군은 38선을 넘어 북진했다. 맥아더는 이미 9
월 27일 중국, 소련군이 개입하지 않는 한, 38선 북쪽에서의 작전을 국무부, 대통령으
로부터 허가받은 상태였다.288) 그런데 맥아더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항복 권유 방송을
하고 아니면 UN 결정을 강제 집행할 것이라고 방송하고 있었다.(Acheson, 1969: 455;
Luard, 1982: 249)

이 결의안은 UN이 침략에 대한 방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 영토를 점령하고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UN 헌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헌법적
constitutional 쟁점들을 제기했다. 왜냐하면 원래 UN 헌장하에서 모든 집행권한은 안보

리에 있기 때문이었다. 총회는 단지 회원국에 의해 행위를 '권고'하는 결의안만을 통과
시킬 수 있었다. 이것도 안보리가 특정한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그럴
수 있었다. 물론 헌장의 11조에서 총회는 국제적 평화와 안보와 관련된 모든 주제를
논의할 수 있고 안보리나 회원국에게 권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UN이 건설될 때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이 아니었다.(Luard, 1982: 249)
결국 UN은 미국의 공세적 군사적 반격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결의안을 냈다. 미국은
이렇게 UN헌장과 절차의 엄밀함을 무시하며 실제 결과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현실주
의적인 결정을 중시했다. 이 시점에서 2차대전 동맹에서 기원하는 UN 내부의 안보리
와 총회의 분업구조는 냉전에서의 승리와 미국의 정치적 목적 추구를 위해 부정되었
다. 결국 미국은 NSC 81의 정책목적을 UN에서 관철시킨 것이었다.
2) “평화를 위한 단결Uniting for Peace” 결의안 : 북한 통치 계획과 UN총회의 확대
38선을 통과하기 위한 10월 7일 결의안은 더 포괄적인 UN의 목적의 재구성과
UN 권력 구조의 재편과 관련된 기획이었고 이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UN과 미국에
서는 38선 통과 이후의 문제를 두고 다양한 고민들이 등장했다.
UN이 한국에 통일 국가를 수립한다는 목적이 제시되자, 1945년과 똑 같은 현실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를 실제로 담당할 미군에게 이는 곧 '북한 점령 정책'의 문제였
다. 이 시기에 미 정부 내부에선 다양한 북한 점령 정책 기획들이 등장했다.289)
흥미로운 것은 38선 관련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미국 내부에서 전쟁 범죄에 대
한 대응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전범재판이라는 주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려 했다. 미 국무부는 이 과정에서 UN 창설이후 국제법의 분화를
반영해 전쟁법(jus ad bellum)과 전시법(jus in bello)를 구분해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뉘렘베르크나 동경재판 수준의 전쟁죄 문제는 UN으로 넘기고 전쟁행위와 인도주

288)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Washington, 1967)
289) 9월 26일에는 이전에 38선 돌파를 반대해오던 PPS에서 38선 돌파 이후 취할 정치적 행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했고, 10월 2일에는 동북아문제 정책자문 에머슨의 북한의 점령에 대한 문서를 작성했다. 11월 4일, 국무부의 니츠
는 미국이 중국군에 대응해 원자폭탄을 사용할 가능성과 그 문제를 논의했다. 이런 논의의 연장에서 10월 11일, 국
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UN 결의안에 따라 미국의 향후 행동방침을 보고했다. 여기엔 UN 한국전쟁피해와 재건기
구수립, 기관장 임명, 자문위원회 수립, ECA와 협력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FRUS 1950, 783, 835, 9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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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보호와 관련된 전쟁범죄 문제만 다루려했다.290) 전쟁 범죄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
도에서 보이듯이 미국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문제는 맥아더에게 위임하고, 북한 점령이
후의 포괄적인 정치적 문제는 가급적이면 UN의 틀로 해결하려 했다.291)
미국은 한국의 중립화와 같은 복잡하면서도 당장 미국에게 정치적 이익이 없는 문제
도 UN으로 넘기려 했다. 10월 16일 극동국 기획자문 에머슨의 한국 안보문제 관련
비망록에서 에머슨은 한국의 안보문제를 1) 한국에서의 UN군의 유지 2) 한국군의 수
립 3) 한국의 영구 중립화 세가지로 나누었다. 에머슨은 이중에서 특히 중립화의 경우
UN 총회의 추가적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NSC 81/1에 따라 UN위원회에 한국
의 영구 중립화문제를 권고해야하며, 현 단계에서 미국이 할 일은 없다고 보았다. 왜
냐하면 중국이나 소련도 한국의 중립성을 보증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국으로부터 그런 보증을 받으려는 시도는 선전목적에만 활용되고 얻는게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FRUS 1950, 974)
이렇게 미 국무부가 북한 점령문제, 전범 처리 문제, 미국 정부의 일과 UN으로 넘
길 일들을 구분하며 복잡한 계산을 하는 사이 미 군부는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었다.
10월 24일, 맥아더는 지상군 사령관들에게 북한에서 UN군을 사용하는데 부여된 모든
제한을 제거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맥아더는 자의적으로 10월 7일 결의안에 해석한 군
사 행동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미 합참(JCS)은 이 명령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38
선 위에서의 작전을 허용한 9월 27일의 지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
다.(FRUS 1950, 995)292)
또한 군부는 별도의 북한 점령 계획도 수립해 10월 28일 북한의 점령에 대한 지시
를 맥아더에게 하달했다. 이렇게 미 군부(JCS)의 공식 명령이 내려가자 이 점령 기획
은 남한 정부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승만은 이를 북한 점령과 정권 수립에 남한이 참여하는 문제를 넘어 남한의 주권
을 북한으로 확대하는 기회로 간주했다. 이승만은 UN의 역할에 적극 돕겠다면서도 '
공산주의자들을 정부기구에 쓰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은 북한출신자들 중에서
이미 북한 지역에 파견할 관료들을 임명하려고 사전 조사를 진행중이었고 이 자료를
맥아더와 UNCOK에 넘기겠다고 제안했다.(FRUS 1950, 1007, 1016)

293)

290) 즉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1) 침략이라는 전쟁 범죄 2) 전쟁 관습법에 대한 위반이나 민간인에 대한 잔혹행위를
구분하려 했다. 여기서 후자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맥아더가 준비하고 있는 군사명령을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전자,
즉 군사적 침략을 한 것에 대한 전쟁범죄문제는 매우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이는 UN이 다루고 평가해야 한다고 보
았다. 미 국무부는 뉘렘버그와 극동 군사재판의 경우처럼 침략범죄 재판을 북한에 적용해 북한 정권을 전쟁 범죄로
기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의 주요 책임은 소련에 있으며, 북한은 소련으로 인해 상
황을 이해할 진짜 그림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전범재판은 이미 강해진 남과 북의 적대감을 부추기며 평화로운 정치
적 통일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당시 미국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6월 25일 공격명령의 책임이 있을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서를 미국이 획득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국무부는 UN 총회에서 전쟁 범죄와 관
련된 논의는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라고 제안했다.(FRUS 1950, 924-25)
291) 이런 입장은 미 국무부가 준비한 10월 13일 미국의 UN 행동의 원칙에 대한 문서(A/1881)에 잘 반영되어 있다.
29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1992, pp.670-71.
293) 한국의 국무회의는 10월 10일 10월 7일 UN총회결의안을 검토하고 결의안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한국정부를 무시
하고 남북한에 동시에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승만은 10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조치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며 UN의 정책이라고 믿을 수 없으며, 이 조치를 비난했다. 경향신문 1950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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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국정부와 이승만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사정사(韓國事情
社, Korea Affairs Institute) 위원장 김용중294)은 10월 20일 오스틴 UN주재 미 대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UN 결의안 대로 全 한반도에 걸친 총선을 실시하고 최고민정기구
를 수립하자고 주장했다. 김용중은 UN의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이 스스
로의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임을 지적하고, “통일되고 자주적이며 민주적
인 정부”라는 추상적 언급만으로는 한국인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중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정의에 기초한 특별하고 현실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
렇지 않으면 UN한위는 실패할 것이고, 시민 소요 및 게릴라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남북한 모두를 포함해 한국인들이 경찰과 군대의 영향을 받지 않
고 자유롭게 통일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정통성 없는 남한 정권을 강압적
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매우 실험적인 조건에
서 탄생한, 소수 그룹이 중심이 된 일인 정권이고, UN 총회는 이 정부를 남한 지역에
만 국한된 존재로서 승인했고, 이승만은 일반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 국
회에서 지명되어 경선 없이 선출되었음을 지적했다.
김용중은 이승만이 북한 지역에 “도지사들”을 파견하거나 “민주주의를 가르치기
위해”악명높은 폭력행위를 저질러온 대한청년단이나 서북청년단을 파견하는 등 UN
결정을 무시하는 행동을 용인하면 UN은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한반도에 걸친
자유 총선거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이를 통해“통일되고 자주적이며 민주적
인” 정부를 수립하고 이것이 곧 아시아 평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95)
이렇게 38선 이후 문제들이 다양하게 제기되었음에도 38선 돌파를 위해 UN의 권력
구조 자체를 개조하려던 미국의 기획은 총회에서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 결과가
애치슨이 총회에서 했던 9월 20일 연설의 제목 그대로 UN 총회에서 11월 3일 통과된
'Uniting for Peace' 결의안377(Ⅴ)296)이었다.297)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안의 핵심은 안
보리의 권한을 총회로 넘기고, 평화감독위원회Peace Observation Commission와 집단조치
위원회Collective Measures Committee를 새로 설치한 것이었다.298)
이 결의안은 10월 7일 결의안, 즉 38선 북쪽에서의 군사작전을 '한반도 전역에서의
월 16일. 이승만은 UN한위의 결정에 반대하며 한국전쟁의 목적은 공산주의를 박멸하여 남북한 모두 소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전문을 맥아더에게 보냈다. 맥아더는 논쟁을 불러일으킬만한 행동을 하지 말것을
충고했다. 애치슨은 무초를 통해 UN 결정을 무시할 경우 이승만 정부를 지지, 방어하기 어렵다며 압박하라는 지시
를 내렸다. FRUS 1950, 963~964, 979-80쪽
294) 김용중은 미국에서 일제시기 독립운동을하고, 해방 이후에 중립적 통일운동을 한 후 민주화운동에 몸을 담았다.
김용중은 1943년 11월에 김용중이 워싱턴에서 한국사정사(韓國事情社, Korea Affairs Institute)를 설립하고 월
보 한국의 소리(The Voice Of Korea) 를 간행하며, 반이승만노선과 중도적 합리주의 노선을 취하였다.
295) 미 국무부 한국 국내상황 관련문서 Ⅺ(Records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한국전쟁 자료총서 49, 146~150쪽
296) 관련 문서는 FRUS 1950 vol. 2, pp.303 ff. 이 결의안은 총회에 상정되기 이전 정치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이
USIS를 통해 한국에도 보도되었다. 서울신문, 1950년 10월 21일
297)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 pp.181-195.
298) 평화감독위원회는 1960년까지 활동했고, 집단조치위원회는 2년만 활동했다. 하지만 이 기구들은 아무런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Christian
Tomuschat,“Uniting
for
Peace
Resolution”
(http://untreaty.un.org/cod/avl/ha/ufp/uf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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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을 확보한다'는 어구로 정당화하고 포괄적인 한국의 통일, 독립이라는 주제를 제시
했던 결의안에서 더 나아간 것이었다. 이 결의안은 한편으로는 38선 북쪽에서 진행중
인 군사작전과 무력사용을 다시 한번 총회를 통해 추인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추후 안보리에서 비토로 막힌 문제를 총회에서 다룰 수 있게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결의
안이었다.
이는 다시 한번 UN창설 이후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 그에 따라 UN의 성격과 기능,
절차와 목적에 대한 여러 쟁점과 논쟁을 가져왔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UN의 창설당
시 의도된 안보리의 기능과 총회의 기능사이의 구분이었다. 이 결의안이 적용되면, 안
보리에서 거부된 결의안이 거의 바뀌지 않고 총회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켈젠은 이런
조치는 UN이 처음에 기획한 집단 안보 시스템을 완전히 개조한 것이라고 보았고, 영
국정부는 당시 이런 제안은 비토를 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것이며, 의사 결정 과정을
예측할 수 없는 총회의 권한을 키우는 것은 현명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Hans
Kelsen, 1951: 953-54, Bailey 1992: 38)

소련과 동맹국들(벨로루시, 체코, 폴란드, 우크라이나)은 이 결의안이 불법적이고 위
험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만일 안보리에서 비토가 거부될 수 있다면 UN 헌장 108
조와 109조에 따라 헌장 자체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tein and Morrissey
380). 또한 이들은 무력 침공에 대한 무력을 통한 대응행위는 안보리만의 독점적인 역

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근거는 헌장의 11조 2항이었는데, 이에 따르면 UN 총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행동이 필요한 문제는 안보리에 회
부해야했고, 그나마 국제분쟁과 UN의 무력 개입을 다루는 UN 헌장의 7장에 따른 행
위는 권고할 수 없게 되어있었다. 이는 오로지 안보리만이 할수 있는 영역이었다.
그리고 이 결의안이 헌장의 12조 1절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즉 총회는
안보리가 기능하고 있는 상황이나 분쟁에 대해서는 권고를 할 수 없게 되어있었다. 따
라서 안보리의 행위가 상임이사국의 비토나 장기간 협상으로 인해 막혀있는 상황이라
도 안보리의 기능은 취소되지 않으며 총회는 행동을 취할 수 없게 되어있었다. 이들은
헌장의 24조가 안보리만이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행동을 취할수 있게 규정한
점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간의 의견일치
가 없더라도 긴급 특별 총회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헌장의 20조와 27조 위반임을
지적했다. 결국 이 문제제기들은 안보리와 상임이사국의 비토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들이었고(Stein and Morrissey 381), 이 결의안은 UN 헌장에 내재된 본질적인 긴장의
핵심, 안보리와 총회의 위상과 위계, 상임이사국의 권력 문제를 건드린 것이었다.299)
결의안을 추진하고 지지한 미국과 동맹국들은 2차대전 동맹과 UN 탄생의 근거였던
비토권과 안보리의 위상, 총회의 역할의 기능적 분리보다 UN의 근본적인 목적을 강조
했다. 이들은 결의안의 목적을 총회 권한을 헌장 11조에 종속시키는 문제로 보지 않았
299) Christina Binder, 'Uniting for Peace 1950', in R Wolfrum (ed), Th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online edition, [www.mpepil.com], visited
on 201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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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UN헌장 1조 1절에 제시된 UN의 목적, 즉 평화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예방하
고, 침략행위를 억압하기위한 집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충실해야한다는 것을 강조
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UN이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 즉 UN의 집행 조치는 헌
장의 39조, 41조 42조하에서 안보리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오직 집단적 행위(자기 방
어 51조)나 UN의 행위로서만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헌장은 UN에 의한
무력사용에 관한한 안보리가 독점권을 가진다는 설계로 만들어진 것이었다.(Hans
Kelsen, 1951:970)

켈젠은 총회가 회원국들에게 헌장 2조 4절, 11조 2절에 따라 평화 유지와 무력 사
용과 관련된 모든 질문을 안보리에 넘겨야 한다는 의무를 어기는 “권고를 할 수 없
다”고 보았다. 헌장 14조에는 UN총회가 할 수 있는 권고는 평화적인 조정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집행 조치는 오직 안보리를 통해서만 취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
었다.(Hans Kelsen, 1951:971-73)
하지만 애치슨은 헌장을 다르게 해석했다. 헌장 24조에는 안보리에 평화 유지에 대
한 우선적 책임을 주었지만 안보리가 상임이사국 비토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 헌장 10,
11, 14조는 UN 총회에도 국제 평화문제에 영향을 미칠 권위와 책임을 주었다는 것이
었다. 1차위원회 354차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평화 유지 책임은 열강들(안보리)의 독
점이 아니며 총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막기 위해 효과적인 집단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선언했다.(Hans Kelsen, 1951:974) 미국의 의도는 명확했다. 안보리에서
소련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미국이 주도한 국가들의 영향력을 통해 총회에서 UN의
기능을 최대화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의도는 매우 포괄적인 영역에 반영되어 있었다. 예컨대 결의안의 (A)부분에는
총회가 회원국에 만일 안보리가 상임이사국 사이의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평화
와 안보를 유지할 책임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24시간 안에 안보리내에서 상임/비상
임을 가리지 않는 7개의 찬성표만으로 비상특별총회를 소집해 무력 사용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300) 이는 극단적인 경우 네 개의 상임이사국이 반대해도 한 개의 상임이사
국과 6개 비상임이사국이 찬성하는 경우 회원국에 무력 사용을 권고할 수 있게 한 것
이었다. 또한 안보리가 아니더라도 총회에서 다수(2/3)가 찬성하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켈젠이 지적했듯이 이 결의안은 평화에 대한 위반이나 공격행위
가 있는 경우에 UN 총회가 무력 사용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권고가 이루어
지려면 먼저 헌장의 39조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져야했고 이는 안보리에만 있는 기능
이었다. 하지만 헌장에는 이런 권한이 총회에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었고, 결의안
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다. 이 결의안은 7개국의 찬성표만으로 긴급 특별 총회를 개최
할수 있게 하여 안보리의 진행규칙을 수정한 것이었다. 켈젠은 이것은 총회가 안보리
의 절차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안보리가 총회 특
별 회의를 요청하기 위해 어떤 다수결이 필요한지는 안보리가 정해야한다는 것이었

300) YBUN 1950,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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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ans Kelsen, 1951: 977-79, 84)
결의안의 B에서 평화감독위원회의 수립은 헌장의 22조에 근거한 것으로 총회가 이
기구를 수립할수 있게 했다. 하지만 켈젠은 만일 이 위원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이 있
는지를 결정하는 기능이 있다면 이 위원회는 합헌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의 B의 3절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총회 뿐 아니라 안보리의 부속기구이기도 한
데, 헌장의 22조에 따르면 총회는 안보리의 기능이 아니라 총회의 기능을 수행할 부
속기구만을 수립할 수 있다.(Hans Kelsen, 1951:983)
또한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안(C)에는 회원국이 군을 훈련, 조직, 무장시켜 UN군으
로 복무할 수 있게 준비하고 유지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다.301) 하지만 UN 헌장에 따르
면 총회는 그런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헌장은 그런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다루었다. 즉 헌장은 UN에 의한 군사력의 행동을 위해서는 안보리가 안보리에 출석한
UN 대표들 사이에서 특별 협약을 맺어 헌장 47조에 따른 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있다. 켈젠은 만일 UN 총회에서 단지 권고만으로 무력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면,
그 국가의 군을 UN군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UN군이란 UN
기구가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통해 군을 배치할 때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었
다.(Hans Kelsen, 1951:980-82)
이런 문제제기들을 반영해 콜롬비아 대표는 이 결의안을 헌장의 51조(집단적/개별적
자기 방어권)에 따라 정당화하려 했다. 콜롬비아 대표는 361차 회의에서 헌장에 따라
집단 방어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UN 총회가 무력 사용을 권고할
권력이 있다면, 총회는 개별적인 혹은 집단적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무력 사용을 권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기 방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라는 권
고는 총회가 사전에 침략국을 결정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헌장은 총회에 이런 권
한을 주지 않았다. 무엇보다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안은 총회가 회원국에 자기 방어권
을 행사하라는 권고를 하지 않았고 헌장 51조를 참조하지도 않았다.(Hans Kelsen,
1951:979)

결국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안은 헌장을 만든 당시의 의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이었다. 켈젠은 이 결의안을 통해 만들어진 집단 안보 시스템은 과거 국제 연맹 협
약Covenant모델에 가깝다고 보았다. 당시 국제 연맹 협약은 회원국들에게 무력 사용
을 포함한 집행 조치를 취할 재량에 남겨두었기 때문이었다. 평화를 위한 통일 결의안
은 안보리의 독점을 통한 집단 안보 시스템의 근본적인 중앙집중구조를 폐지했다. 이
러한 탈중앙집중화된 집단 안보 시스템은 심지어 상임이사국이 침략자인 경우에도 UN
을 통한 무력개입, 집행행위를 취할 수 있을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었다.(Hans Kelsen,
1951:985)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안은 냉전 시기에 UN 총회가 안보리의 장벽을 회피할 수 있
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결국 이는 총회에서는 비토가 없으니 상대적으로 미국이 의도

301) YBUN 1950,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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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의안들이 쉽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 것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이 통
과된 시점이후 중국이 한국에 개입하고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총회의 분위기는 불안하
고 위축되었다. 미국과 중국간의 전면 전쟁이 결국 소련의 개입을 불러올 가능성에 대
한 두려움이 확산되어 있었다. 중국에 적대감을 불러올 수 있는 새로운 결의안을 통과
시키기 전에 타협과 협상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지배했다.

4절. 한국전쟁으로 인한 UN의 무력 금지와 전쟁 권한에 대한 논쟁
: 전쟁 위법화를 둘러싼 이상주의, 실증주의, 현실주의의 갈등
이처럼 한국전쟁초기 UN에서 이루어진 한국전쟁에 대한 결정들은 UN의 성격과 기
능에 대한 매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졌고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는 단지 UN을 둘러
싼 정치적 싸움의 문제가 아니었다. 즉 UN의 성격과 기능은 무엇이며 UN을 통한 무
력 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UN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도구인가 아니면
전쟁 억제와 처벌의 도구인가? UN은 전지구적 주권질서의 상징인가 아니면 국민국가
들 끼리의 합의와 토론의 장인가?라는 중요한 쟁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전쟁 초기 결정에 대한 이론적 논란은 크게 UN이 구현한 집단 안보의 성격문
제, UN헌장에 의한 전쟁의 위법화의 수준, UN이 수행하는 전쟁의 성격, UN의 사법
주의적 기획과 냉전의 현실주의적 권력관계의 충돌이라는 쟁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자유주의 기획의 전개라는 관점에서 한국전쟁 초기 결정 문제는 궁극적으로 19세
기적 실증주의와 20세기적 자유주의 기획, 그리고 냉전적 현실주의의 충돌의 문제였다
고 할 수 있다.
1) 집단안보의 성격 문제 : 집단 안보인가 전통적인 서구국가의 동맹인가
첫 번째 문제는 집단안보의 위상과 관련된 것이었다. 원래 UN이 기존 국제연맹 시
스템과 가장 차별적이 었던 것은, 국제연맹이 느슨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동맹과 권력
균형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했다면, UN에는 강제력과 구속력을 갖춘 권한과 직접적인
무력 개입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UN 개입과 활
동의 성격이 과연 무엇인지가 기본적인 논란꺼리 였다.
무엇보다 한국전쟁에서의 UN의 행위는 단지 좁은 의미의 자기 방어행동에 그치지
않았다. 한국전쟁 초기 UN의 활동은 북한의 침략을 방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하
지만 UN군은 미국의 주도하에 38선을 넘는 결정을 내렸고 북한에 대한 군사 침공과
군사점령과 UN기구를 통한 통일을 추구했다. 이는 UN과 미국이 수년간 관여해온 한
국의 정치적 상황을 무력 개입을 계기로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주장으로 정당화되었다.
UN 헌장에는 처음부터 UN의 무력 개입이 방어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었고,
이는 안보리가 아니라 UN 총회를 통한 10월 7일 결의안을 통해서 정당화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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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tephen C. Neff, 2005:324-25)
UN의 한국전쟁 초기 결정과 행위들을 가능하게 한 요소들을 통해 UN 행위의 성격
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소련이 안보리에 없었다는 점이
다. 소련이 안보리에 출석해 있었다면 UN의 일방적인 결정과 신속한 행동은 불가능했
다. 두 번째 요소는 UN틀을 통한 개입에 한국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
만 참여했다는 것이다. 사실 UN 전체 회원국중 1/4정도만이 한국에 대한 지원을 했
는데, 이 16개국은 (친)서구 국가들이었고 소련 공산주의를 봉쇄하는 것에 공통의 국
익이 있던 나라들이었다. 따라서 이는 국제기구에 의한 강제집행행위가 아니라 동맹전
략의 전형이었고 집단 안보가 아니라 집단 방어였다. 이런 점에서 루아드는 기본적으
로 UN에서 친 서구국가가 다수였기에 이런 행동에 UN을 통한 정당화가 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그는 친 서구국가들 마저도 대규모 군사 지원을 하지는 않았던
것은 이런 일방적 행동이 헌장의 정신을 온전히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라
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된 세 번째 요소는 UN의 개입은 처음부터 미국에 의해 지배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안보리에서 초기 단계의 주도와 결의안이 모두 미국의 제안이었
다. 미국 정부에 군사 작전 통제권이 다 넘어갔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UN사령부의 결
정을 독점했다. 미국은 이후 정전 협상도 독점했다.302)(Luard, 1982: 272-273)
UN의 한국전쟁에 대한 초기 대응이 가능했던 조건이 바로 UN 개입의 성격과 그
한계를 드러내주고 있었다. 한편으로 한국에서 UN의 행위는 세계 역사에서 집단 안보
의 가장 중요하고 성공적인 적용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런 결
정과 행동이 가능했던 데에는 결정 과정의 일방적 성격이 있었고, 이로 인해 소련 복
귀 이후 집단 안보가 작동하지 않았고, 종합적으로 볼때 집단 안보 시스템이 폐지되어
야 하는 증거로 여겨지기도 했다. 따라서 라이트의 지적처럼 이는 완벽한 성공도 실패
도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UN의 행동은 제도와 국제법의 집행이라기 보다는 매우 정치
적인 행동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Wright 1951, 165)
2) UN헌장과 전쟁의 위법화(Wright)
이러한 UN 행위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나타난 평가의 차이는 UN 헌장의 근본적
인 목적과 그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에서의 대립에 반영되어 있었다. 특히 UN 헌
장이 이후 무력 사용을 완전히 금지했는가, 혹은 무력사용과 전쟁이 UN헌장에 의해
완전히 위법화(Outlawry) 되었는가에 대한 대립하는 두 개의 법적 의견이 있다.
먼저 미국 변호사 Quincy Wright303)는 UN창설에 반영된 미국의 강력한 이상주의에
기반해 UN의 집단적 안보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적 지지를 보인다. 라이트는 당시 상
황이 1차대전부터 전쟁의 위법화를 주도한 운동이 1929년 켈로그 브라이언트 팩트와
302) 이는 1956년 이후 UN의 평화유지군 조직 방식과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단일 열강이나
단체도 미국이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정책을 지배할 수 없었다.
303) Quincy Wright, 'The Outlawry of War and the Law of War'.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1953),47:3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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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헌장을 통해 점차 확산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Wright 1953, 369) 라이트는 법
적인 의미에서의 전쟁은 전반적으로 위법화 되었다고 보았다. 라이트는 전쟁이 위법화
된 일곱가지 결과를 정리했는데, 그의 전쟁의 완전한 위법화 테제는 한국전쟁과 관련
된 모든 국제법적 쟁점과 논란에 있어서, 미국 정부가 UN을 통해 주장한 모든 입장들
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원칙적으로 켈로그 브라이언트 협약이나 UN헌장
이후 개별/집단적 자기방어나, UN의 집행행위, 국제 조약이나 협약에 의거하지 않는
무력 사용은 국제적인 의무 위반이다. 둘째, 국가는 이러한 국제법하에서 불법적 행동
을 통해 새로운 권력을 획득할 수 없다. 이는 불법적으로 분쟁에 관여한 국가는 19세
기에 국가에게 부여되어 있던 교전국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했다. 셋째, 이와
반대로 합법적으로 분쟁에 관여한 국가는 모든 교전국의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적
영토를 점령할 수도, 적병력을 파괴하고, 적 재산을 몰수하고, 적과의 조약을 폐기하
고, 적 스파이를 처벌하고, 전시법에 의해 보장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넷째, 특히
UN의 무력 집행 행위에 관여한 국가는 UN의 승인에 따라 중립국이나 적에 대해 정
상적인 교전권 이상의 조치, 즉 다른 국가가 침략국을 돕지 못하게 하고 침략국을 경
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섯째,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는 특히 전쟁 규칙을 위반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여섯째, 한 국
가는 자국의 개인(군인/민간인)에게도 국제법 하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국가는 자국국민이나 군인이더라도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의
책임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면제할수 없다. 이는 뉘렘버그 군사법원의 기본 전제였
다.(Wright 1953, 370-73)
먼저 라이트는 첫 번째 위법화 원칙에 근거해 11월 3일 평화를 위한 통일 결의안을
지지했다. 즉 UN 총회에서의 2/3의 찬성에 따른 권고만으로도, 어떤 국가가 죄가 있
고 무고한지를 국제법상으로 규정하고 확립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이었
다.304) 이는 전쟁의 위법화라는 근본적 원칙에 근거해 UN의 권력 구조와 절차적 쟁
점들을 무시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라이트는 전쟁 위법화로 인해 국가들이 소유하고 있던 전쟁 선포 권리를
빼앗겼고, 19세기 유럽의 실증주의적 의미에서의 전쟁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대다수의 국가들에 의해 국제법은 대규모 분쟁이 교전국들이 법적으로 동등
한 권리를 가진다는 법적 의미에서의 '전쟁 상태state of war'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다고 보았다.(Wright 1953, 365)
이와 관련해 한스 켈젠은 모든 무력 사용을 법적인 관점에서 '상태'의 문제가 아닌 '
행동'에 대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305) 이런 점에서 두 학자들은 전쟁을 법적
의미에서의 상태나 조건으로 본게 아니라 특정한 적대 행위의 합법성과 불법성의 관점
304) Wright, Some thought about recogni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50, p.557
305) Kelse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2nd ed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6.,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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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았다. 새로운 UN 헌장하에서는 전쟁 '상태'가 있는게 아니라 전쟁 행위 acts
of war가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의 함의는 기본적으로 더 이상 전쟁 상태라는 법적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교전국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해서 국가에게 부여되는 교전국의 권리, 법적 특권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없다. 사실
상의 충돌 상황에서 적대 행위를 다루는 법이 엄격하게 공정할 필요도 없다. 또한 전
쟁 상태 개념에 근거하던 '중립성'개념도 사라지게 되었다.(Stephen C. Neff,
2005:335-337)

반면 오스트리아의 법률가 Josef Kunz는 이상주의가 아닌 현실주의와 회의주의의 정
서에 기반하고 새로운 시대를 더 비관적으로 보았다. 그는 과연 전쟁이 UN의 선언만
으로, 실제로 완전히 폐지되었는지 회의적으로 보았고, 앞으로 법 없는 전쟁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보았다.306) 그는 전쟁이 발발했을때 실제로 무력 행사에 다양한 법적 규
제를 부과할 전시법 law of war의 개정과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당시 전시 법문
제에 소극적이었던 UN이 전시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UN 밖에서라도 개정이 이루
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307) 이 연장선상에서 쿤쯔는 사실상de facto의 무력 충돌이 있
다면 전시법이 자동적으로 활성화 되며 중립성 개념도 유지된다고 보았는데 이런 입장
은 19세기적 실증주의의 입장을 견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라이트나 켈젠, 쿤쯔는 모두 19세기적 의미에서 '법적인 전쟁 상태'라는 개념
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데는 합의했다. 다만 전자는 전쟁상태라는 게 UN헌장이후 법
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후자는 전쟁상태라는 명칭보다는 전쟁 법과 중립성이 전
시 동안 적절히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시했다. 다만 두 학파간에 가장 큰 차이는
전쟁법이 양측을 비 차별적이고 공평하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전자는 전쟁
법 자체가 폐지되어야 하며 전쟁은 그 자체로 범죄라고 보았다.(Stephen C. Neff,
2005:339)

즉 라이트는 전쟁을 초래한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고, 전
쟁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박탈해야한다고 보았다. 반대로 합법적으로 분쟁에 관여한
국가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심지어 UN을 통한 개입을 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교전권
을 넘어선 각종 제제조치를 취할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한국전쟁때 처음으
로 문제가 되었는데, 라이트는 UN이 승인한 측이 과거의 전통적 전시법이 허용한 것
이상의 무력 사용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308) 이는 미국 국제법회의 의견이기도 했는
306) 하지만 라이트 역시 선언만으로 전쟁이 완전히 금지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라이트는 켈로그 브라이언트
팩트와 UN헌장을 추진한 운동은 장기적 전망을 갖고 사람들이 점차 전쟁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러한 도덕, 사회,
심리적 변화가 분쟁의 발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라이트는 법적 의미의 전쟁과
물질적 의미의 전쟁을 구분하며, 법적의미의 전쟁은 사라졌지만, 물질적 의미의 전쟁이 발발하면 여기에 적용되는
다양한 규칙들이 있다고 보았다. 라이트는 이 규칙들을 다섯가지로 구분했다. 이는 UN헌장과 UN의 결정들 그리고
제네바 법과 헤이그 법계열들을 보여주고 있다. 1) 교전국에게 새 권력을 수여하는 규칙 2) 교전국에게 책임을 부과
하는 규칙 3) 군인과 민간인에게 개인의 권리를 부여하는 규칙 4) 군인과 민간인에게 개인적 책임을 부과하는 규칙
5) 교전권을 넘어선 행동을 어느정도까지 UN이 허용하는지에 대한 규칙(Wright 1953, 374)
307) Josef L. Kunz, The Chaotic Status of the Laws of War and the urgent necessity for their revision,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5, No. 1 (Jan., 1951), pp. 37-61
308) 47(1) Annuaire Annuaire de l'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1957),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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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UN을 지지하는 측은 과거의 모든 전쟁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UN의 목적에
맞아 보이는 법을 선택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거부하면 된다는 것이었다.309)
이에 대해 실증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실용학파는 격렬하게 논쟁했다. 영국
학자로 이후 세계재판소 판사가 된 라우터파흐Hersch Lauterpacht는 무차별적으로 법적
논리에만 의존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전시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에 어려움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스위스의 막스 후버도 실천적으로 차별적 적
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들은 당사국이 열악한 법적 위치에 놓이면 보복
원칙을 제기해 차별 효과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Stephen C. Neff, 2005:
338-40)

라이트는 나머지 주장들에서 전범 국가의 배상원리와 뉘렘버그 재판의 정신으로 개
인들에게도 전범죄를 묻는 것을 재확인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여섯 번
째 주장 즉 국가가 국제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그가 자국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군인과 민간인을 막론하고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라이트는 이 주장의 근거로 UN 헌장의 인권 관련 조항인 55조와 56조 그 외에 총
회의 여러 결의안을 들었다. 이는 한편으로 제네바 협약 등 인도주의 법들이 군인과
민간인에게 부여한 권리를 불법적인 전범국가의 개인들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전쟁 포로들의 집합적권리가 아닌 개인적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했다. 곧
이는 포로들의 송환 여부를 개별 포로들의 의사에 따르기로 한 미국의 자원송환 원칙
의 논거였다.310) 그리고 미국이 주도해 강대국들 사이에서 정치적 타협점으로 급 부상
해 UN에 반영된 개인의 인권 보장 원칙이 전면에 부상한 양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
다.
3) 정의로운 전쟁(Wright)과 법적 전쟁(Kunz, Grewe)
전쟁의 위법화와 관련된 논쟁은 UN창설 이후 전쟁의 성격에 대한 법적, 정치적 의
미부여와 직결되어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전쟁의 완전한 위법화와 UN의 권위를 강력
히 지지한 라이트가 이 문제를 내전과 중세적 의미의 정의로운 전쟁 개념으로 연결해
이해했다는 것이다.
라이트는 미국 내전을 사례로 들어 한국전쟁 상황을 이해하려 했다. 미국 내전에서
북부의 입장에서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경찰작전police operation이었고 수많은 인명이
죽고, 파괴되고 미국 내 불화가 한세기 동안 지속되었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이지 못했
지만, 이 전쟁은 분리독립을 막았고 북부 연합을 보호했으며 이후 미국이 '전례 없는

309) 미국 국제법회의 UN의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았다. Clyde Eagleton (chairman), W.
J. Bivens, Leland M. Goodrich, Hans Kelsen, Josef L. Kunz and Louis B. Sohn. Committee on the
Study of the Legal Problems of the United Nations. ''Should the Laws of War Apply to United
Nations Enforcement Action?''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1952), 46:
216–-20.
310) 라이트는 하버드 연구회의 결론을 근거로 했다. Harvard Research Draft on Aggression, Art. 14; Budapest,
Articles of Interpreta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3, 1939, pp.830,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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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과 안보 속에서 살게한 조건'을 만들었다. 라이트는 이러한 미국의 내전 경험이
수정헌법, 정부의 실천, 여론에 반영되었듯이, 한국과 UN의 사례가 가진 장기적 영향
이 UN에서의 실천과 과정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Wright 1951, 165-66)
그에게 국제공동체와 침략자의 관계는, 바로 한 국가와 내부 반란세력과의 관계와
유비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국가들이 국내 반란과 내전을 위법화했고, 만일
위법화 이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들은 이를 진압할 때 전시법을 적용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라이트는 이러한 전시법의 최초의 근대적 성문화가 미국이 내전에 적
용하면서 공표한 소위 리베르 코드311)라고 주장했다. 최초의 근대적 전시법 자체가 미
국 내전의 산물이라는 것이었다.
리베르 코드가 국가간 전쟁이 아니라 반란세력에게 적용되는 경우 여러 변칙적인 원
칙들이 생겨났다. 리베르 코드에는 이를 반란세력들에게 적용하는 경우 법을 적용한다
는 것이 그 세력이나 정부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반란세력에게 전시 법
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야전의 군법으로 반란 지도자들을 군법회의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원칙 등이 있었다.(Wright 1953, 365) 이는 반란세력에 법의 적용은 권리의
박탈이자 일방적인 처벌로만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라이트는 집단안보 작전이나 내전 진압이 성공했을 경우에만 법집행이 가능해
진다는 점, 진압이 성공한 이후 반란세력에 대한 사면을 통해 어느 정도 상황을 완화
할 정치적 가능성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또다시 국제법에 의해 위법화된 침략은 국내법
에 의해 위법화된 반란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Wright 1953, 376)
라이트는 내전과의 유비를 통한 설명을 중세의 정의로운 전쟁 개념으로 연결하며 더
확대했다. 그는 중세 법학자들은 정의로운 전쟁bellum justum 개념을 통해 전쟁을 원칙
상 금지하고, 오직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서만 허용하고, 따라서 교전국들이 동등한 결
투의 의미로서 전쟁을 위법화시켰다는 점을 확인했다. 라이트는 이 주장을 뒷받침 하
기 위해 실증주의자로 여겨지던 켈젠 마저도 정의로운 전쟁과 부정의한 전쟁을 구분하
며 부정의한 측에게서 전쟁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국제법에 필요한 원칙이라는 주장
을 했다는 것을 지적했다.(Wright 1953, 367) 켈젠은 전쟁이 원칙상 국제법에 의해 금
지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이 범죄가 아니면 더 이상 국제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
한 바 있었다.312)
라이트는 18세기와 19세기의 정치적 조건에선 정의로운 전쟁 이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반대로 정치적인 권력 균형과 중립성 개념을 선호했지만 20세기의 정치적 조
건은 반대라고 주장했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헤이그 협약의 결과로 국제
311) (General Order 100, War Department, 1863, Lieber's Code)
312) 한스 켈젠은 Law and Peace in International Relations(1942, p.52), H. Kelsen, General theory of Law
and State(1945)에서 다른 이해관계영역에 대한 무제한적 간섭을 전쟁이라고 부른다면 이는 원칙상 국제법에 의
해 금지되어 있지 않고, 만일 어떤 국가도 상대에 대해 전쟁을 할수 있다면 국제법은 국가의 이해관계 영역을 보
호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는 보호받은 영역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소위 국제법에 의해 만들어진 조건은 법적 상
태일 수가 없다. 국제법이 국제법을 정의로운 전쟁 이론에 따라 해석 가능한지에 따라 국제법을 진짜 법으로 여길
수 있건 없건 전반적인 국제법에 따라서 전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범죄에 대한 대응, 제제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가정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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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협약, 켈로그 협약, UN헌장은 거의 모든 국가에 의해 정의로운 전쟁 개념을 받
아들인 것을 보여주며, 침략의 결과, 비중립, 비교전을 인정하지 않는 스팀슨 독트린이
나, 분쟁후 침략 전쟁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재판, 침략을 막기 위한 집단안보를 조직
하기 위한 조항들이 모두 전쟁의 위법화의 법적 타당성을 증명했다는 것이었
다.(Wright 1953, 367-68)
하지만 20세기가 다시 정의로운 전쟁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
전통적인 실증주의적 입장을 가진 학자들은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쿤쯔는 자연법에 가
장 적대적이었던 한스 켈젠이 정의로운 전쟁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쿤
쯔는 켈젠이 정의로운 전쟁을 실증주의 국제법이 수용할지의 문제는 과학적 결정의 문
제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지적하며 관점의 차이를
강조했다. 쿤쯔는 2차대전 이후의 변화가 정의로운 전쟁 독트린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는 주장에 대해 전혀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단지 정치적 이데올로기이거나 이론적으
로 부정확한 분석의 산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 사회학자를 인용하며 정의로
운 전쟁 독트린이 주관주의와 용어사용의 남용을 가져오고 파워 폴리틱스 이데올로기
로 타락하는 것을 지적했다.313)(Kunz 1951, 529, 532)
쿤쯔는 여러 근거들을 들어 최근 상황을 정의로운 전쟁의 귀환으로 보는 주장을 반
박했다. 첫째, 1차대전 이후 전쟁의 금지와 관련된 협약들은 실증적 국제법의 위반을
문제삼는 것이지 자연법의 위반을 문제삼는 정의로운 전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
다. 과거 정의로운 전쟁은 법의 집행이면서 동시에 자연권과 정의의 집행이었다. 둘째,
국제연맹 협약은 전쟁을 폐지한게 아니라 합법적 전쟁과 불법적 전쟁을 차별적으로 구
분한 것이다. 쿤쯔 주장의 핵심은 정의로운 전쟁bellum justum 개념이 합법적 전쟁bellum
legale로 대체되었다는 것이었다. 전쟁을 일으킨 것의 불법성도 전쟁의 원인 자체의 부

정의함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요구에 대한 위반에 따른 것이다.(Kunz
1951,532)

이렇듯 쿤쯔는 기본적으로 1차대전 이후의 발전을 19세기 근대적 실증법의 전개의
완성과 확대 과정으로 바라보았다. 이에 따라 전쟁을 국가 정책의 도구로서 완전히 포
기한 켈로그 협약이 자기 방어 전쟁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은, 이 협약이 정의로운 전
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국제법의 수정restatement한 것이었다. 또한 국제연맹 협약과
켈로그 팩트에서 전쟁의 법적 개념이 불확실하여 전쟁 예방에 실패한 경험을 보면,
UN헌장에서 전쟁이라는 개념을 평화에 대한 위협, 무력 침공 등으로 대체한 것은 법
적 기술의 관점에서 큰 진보를 이룬 것이었다.(Kunz 1951, 532-33)
이런 점에서 UN 헌장은 무력 사용을 전반적으로 금지했지만, 한편으로 자기 방어와
UN의 개입을 정당화했으므로, 기본적으로 무력의 합법적 사용과 불법적 사용을 구분
한 것이었다. 쿤쯔는 만일 안보리가 비토로 마비된다면, 우리는 일반적인 국제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며, 전시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했다.(Kunz 1951,533)
313) G. Schwarzenberger, "Jus Pacis ac Belli'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7(1943),
pp.46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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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실증주의적 가치를 수호한 쿤쯔는 당시의 법적 발전에 대한 평가의 혼란을
제도적 발전이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즉 쿤쯔가 보기엔 전쟁 금지와
관련된 국제법의 발전은 매우 불완전했다. 즉 UN 헌장은 국제적 분쟁의 강제적인 해
결을 위한 집행을 보증하지도, 평화적 해결의 작동 가능한 절차를 만들지도, 불법적
침략뿐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법집행을 할 것이라는 보증도 없
었기에 UN의 무력 사용도 성공이 보증될 수 없었다.(Kunz 1951,533)
이렇게 원시적이고 약한 법은 무엇보다도 당장 평화를 수립하는 것을 원하며 현존질
서status quo를 보증하기를 바라고 따라서 이런 법들은 정의라는 가치보다는 당장의 평
화를 우위에 둔다. 2차대전이라는 재앙적 전쟁의 두려움으로 인해 정의의 달성보다는
전쟁의 회피가 더 중요해졌고, UN의 목적은 정의의 추구가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
의 유지가 되었다. 결국 최근의 발전은 구체적 내용을 가진 정의보다 최소한의 가치로
서의 안보security를 정의의 사전조건으로 강조하는 철학이 발전되고 있는 것이었다. 그
리고 현재는 안보와 정의라는 두 가지 가치들이 이율배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안보
를 중시하는 2차대전 이후의 상황에 비하면, 오히려 고전적인 정의로운 독트린은 전쟁
의 원인에 대한 내적 정의를 핵심적으로 갖고 있었고, 보다 상위의 정의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었다.(Kunz 1951,534)
쿤쯔는 놀랍게도 냉전 초기에 세계적 규모에서 정의의 내용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
즉 냉전이 2차대전이라는 참화를 겪은 후 하나의 정의관을 수립하지 못한 채 안보에
대한 추구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오히려 실증주의적 국제
법의 근대적 발전의 과정으로 볼 때, 일종의 퇴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었
다.
하지만 그는 단지 실증주의 국제법의 발전과정을 통해서만 역사적 전개를 바라보고,
전지구적 질서의 변화와 전지구적 주권의 출현에 따른 각 국의 위상 변화, 그리고 새
로운 근대적 정의의 등장을 잘 포착하지 못했다. 전쟁의 법적 개념을 둘러싼 논쟁과
혼란 자체가 전지구적 주권의 위상변화의 산물이었고, 이는 단지 법적 이상주의와 회
의주의사이의 대립이 아니라 현실의 힘과 권력의 충돌의 문제, 즉 전략과 정치의 문제
였다.
4) 법과 권력(McDougal), 현실주의(Morgenthau, Acheson, Schwarzenberger, Kunz)
한국전쟁기 UN과 전쟁관련 국제법의 성격과 위상변화와 관련해 냉전의 역할을 선
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법적 입장에 근거한 논쟁 보다는, 권력과 힘에 대한 강조로서
현실주의가 대두하고, 사법주의 자체의 입지가 줄어들며 점차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현실주의적 관점은 UN의 활동과 국제법의 의미에 대한 가장 냉소적이고 철저한 비판
을 가했다. 실제로 미국의 냉전 전략가들과 미 군부는 기본적으로 국제법과 규범적 요
소들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전쟁관련 UN의 결의안을 미국무부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던 맥두걸은,
다른 한편 사법주의에 대한 현실주의의 공격으로부터 법의 역할을 수호하고 반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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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맥두걸은 한국전쟁 중에 세계 권력정치에서 법의 역할이나 국제기구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전반적인 분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태도는 한스 모겐소와 조지 케넌의 책314)에 집약되어 있었다. 이 두 책은 모두
대외 정책에 대한 '법적-도덕적 legalistic-moralistic' 접근에 반대하고 적나라한 권력의
계산과 실천에 더 자유롭게 과거의 외교적 절차들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먼저 모겐소는 미국의 전후 대외 정책의 네가지 지적 오류로 유토피아주의, 감상주
의, 고립주의 그리고 사법주의를 지적했다. 모겐소는 특히 사법적 접근은 유토피아적
이고 비정치적인 개념에서 발전한 것이며, 국제 정치가 평화상태라는 전제를 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유토피아적 사법주의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와 침략 국가사이에 순진
한 구분을 하고, 이에 따라 법을 지키는 국가와 범죄적 국가를 구분한다. 이런 구분에
서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은 폭력적인 변화에 대항해 현존 사법질서를 방어하며, 침
략 국가들은 그들의 법적 의무를 의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두 집단간의 갈등은 상대적
권력의 관점으로 보는게 아니라 “평화와 법, 질서” 대 “공격, 범죄와 무정부”라는
절대적 용어들로 이해된다.(Morgenthau 1951, 92-104)
모겐소는 국제 연합은 법의 집행을 위한 포럼이 되었고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하는
권력들 사이의 현저한 정치적 쟁점들을 해결하는데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혹평
했다. 모겐소는 미국이 UN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생각하고 파워 폴리틱스의 대체물로
생각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UN을 수단으로 보았다고 지적했다. UN에서는
전쟁이나 외교 대신 투표와 관련된 사법적 절차의 문제를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졌고
이 싸움은 비효율적이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UN은 열강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경우
엔 기능이 마비되는 조직이었다.(Morgenthau 1951, 100-102)315)
모겐소는 UN총회의 한국에 대한 평화의 위한 통일 결의안을 사례로 이 결의안이
결국은 권고밖에 하지 못하는 것으로 UN 집단 안보 시스템의 취약성을 분명히 드러
내는 사례라고 보았다. 안보리가 소련의 복귀로 무력화된 상황에서 총회의 다수결에
의한 권고의 작동은 집단 안보의 수단이 완전히 탈중앙집중화 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었다. 또한 선언은 요란했지만, UN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개입한 국가들은 모두 법적
의무 때문이 아니라 자국의 이해관계의 정도에 따라 개입한 것 역시 집단안보의 취약
성을 드러냈다. UN의 60개 회원국중 16개국만 군을 지원했고, 그나마 미국, 캐나다,
영국, 터키 정도만이 의미 있는 지원을 한 것이었다..(Morgenthau 1973, 266, 306,
415)

모겐소가 생각하는 국제 관계의 핵심 요소는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 즉 국익national
interest이었다. 따라서 그는 UN이나 사법주의보다는 권력관계와 현실주의적 인식 그리
314) Hans J. Morgenthau's In Defense of the National Interest 이고 다른 하나는 George F. Kennan의
American Diplomacy 1900-1950, 1951.
315) 다만 모겐소는 UN의 존재로 인해 직접 외교가 최소화 되어있을때 상주 대표들이 계속 접촉할 수밖에 없는 기회
를 제공하고, 한 국가의 정책을 UN에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초국가적인 용어로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와 합리화, 그리고 영향력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전지구적 권력의 분배문제를 신경쓰게 된다는 변화를 지
적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파워폴리틱스가 사라지는건 아니었다.(Morgenthau 1951,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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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외교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모겐소는 현실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들 간의 관계는
평화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권력을 향한 투쟁이 아니라는 홉스주의적 전제를 깔고 있
었다. 즉 “(모든 정치처럼) 대외 정책은 본질적으로 주권 국가가 국가적 이익을 위해
벌이는 권력 투쟁”이었다. 그리고 이 권력의 자원은 지정학, 천연자원, 산업 역량, 군
사적 대비, 인구, 국민 사기, 외교의 질, 정부의 질 등으로 평가되었다.316)
이런 관점에서 모겐소는 냉전을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소련의
배신과 파괴로 촉발된 적대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초 강대국의 양극간 권력 균형으
로 보았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역사도 약 2천년에 걸친 주변 국가들간의 권력 균형
의 산물이었다. 한국의 분단 자체가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와 각자가 가용가능한 권
력의 표현이었고 한국전쟁 역시 권력 균형의 산물이었다. 즉 미국이 한국에 개입한 것
은 극동에서 권력 균형을 유지하고 아시아에서 영토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정
당화 되었다. 전쟁 전후 미국과 소련은 서로가 한국 전체를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작동한 UN의 집단안보는 한국이 상대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 침략의 패퇴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안보를 수립하기 위해 이루어졌
다. 서로 양측을 완전히 패배시키려 하지 않았고, 일시적이고,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분단에 만족했다. 이는 모두 극동의 권력 균형의 반영이었다.(Morgenthau 1973, 177,
290, 343, 415-16)

이런 인식에서 모겐소는 기본적으로 애치슨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냉전 전략을 적극
적으로 지지했다. 즉 모겐소가 보기에 애치슨이 제시하는 미국의 냉전 전략은 가능한
협상의 영역을 넓혀나가기 위한 상황을 구축해나가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선 강한 힘
이 필요하고 상충하는 이해관계에 대한 화해가 필요한데, 미국은 소련과의 갈등의 순
간까지 무력 경쟁을 통해 힘을 축적해나감으로써 소련을 상대로 미국이 선호할 만한
해결책을 부과할 수 있는 시기까지 이를 지속하는 것은 냉전의 합리화에 다름 아니었
다.(Morgenthau 1951, 147-150)
봉쇄정책의 창안자인 케넌 역시 포괄적으로 사법-도덕주의를 비판했다. 케넌은 윌
슨과 루즈벨트로 이어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입각한 지난 50년간의 대외 정책을
실패로 진단했다.“우리의 가장 심각한 정책적 실수는 국제적 문제에 대한 사법적이고
도덕주의적 접근을 했던 것에 있다. 이런 입장은 헤이그 컨퍼런스, 보편적 비무장, 국
제법의 역할에 대한 야심찬 미국의 개념, 국제 연맹, 국제 연합, 켈로그 팩트, 보편적
인 51조, 세계 법이나 세계 정부 같은 믿음 같은 오래된 강조 속에 있었다. (....) 법
적 규칙과 제약 시스템을 받아들임으로서 국제 영역에 혼란스럽고 위험한 정부들의 열
망을 억압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은 의심의 여지없이 앵글로 색슨적인 개인
주의 법을 국제 영역으로 이동시키려 하는 시도이다.”(Kennan 1951; McDougal 1952,
105)

케넌은 사법-도덕주의의 취약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첫째, 대다수의 국가들을
316)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Alfred A. Knopf,
1948(1973).(Fif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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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법 레짐에 복속시킨다는 생각은 이들이 모두 우리와 같은 국가들이라고 전제한
다는 것, 둘째, 사법주의-도덕주의적 접근은 국가 주권을 전례 없이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셋째, 미국의 세계법에 대한 인식은 국제적인 공격 수단, 정치 문
제의 중요성과 국제적 불안정성의 원인들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공격과 국제
법 위반에 대한 제제의 가능성을 너무 크게 평가하고 있고 군사적 연합의 효율성의 한
계를 망각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케넌은 사법적 접근은 전쟁과 폭력을 없애기 위한 의
도에서 기원했지만 이상하게도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도덕적 분개로 법을 어긴 국가를
완전한 복종, 즉 무조건적 항복의 문제로 환원시키며, 따라서 총력전total war과 완전한
승리total victory로 나아가 폭력을 증폭시킨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케넌의 결론은 미국
을 국제법과 도덕의 노예로 만들지 말고, 국익 national self-interest의 신사적인 문명화
gentle civilizer

기능으로 한정하자고 제안했다.(Kennan 1951)(McDougal 1952, 107)

맥두걸은 모겐소와 케넌의 주장들이 부적절하고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모겐소
와 케넌의 사법주의에 대한 맥두걸의 비판은 권력개념의 단순함, 20세기의 새로운 가
치와 새로운 국제질서, 그리고 복합적인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것이었다.
먼저 맥두걸은 모겐소의 권력 개념이 모호하며 권력을 단지 물리력으로만 상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맥두걸은 모겐소가 전제로 하는 권력이 실행되는 범주 역시 제한적
이며 대안으로 전통적인 외교와 전쟁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McDougal 1952,
104)

맥두걸은 현실주의의 권력 개념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단지 국민 국
가가 다른 국민국가에 적용하는 적나라한 힘naked force이 아닌 더 포괄적인 권력 개념
을 제시하려 했다. 그에 따르면 권력power이란 인간의 다른 인간에 대한 통제control였
다. 높은 관용의 약속이나 심각한 박탈의 위협에 의해 누군가는 스스로 혹은 다른 이
들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람들간의 관계이다.317)
맥두걸은 이어서 20세기의 새로운 이념과 가치들을 강조했다. 즉 세계의 국가들이
상호존중, 계몽, 부, 웰빙, 기술, 권리, 안전, 평화적 절차 등 국경을 초월하는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전세계의 권력과 다른 가치들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국민국가만이 아니라 덜 민족적national인 정부, 구식의 외교적 협상으
로만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수많은 제도들의 복잡한 매트릭스 속에서 이뤄진다고 강조
했다. 이는 외교와 전쟁에 한정되는게 아니라 복합적인 정책 형성과 적용행위들 전체
과정의 문제였다. 맥두걸은 “정책들은 합의와 회의, 결의, 선언, 성문화codification, 해
외 사무소의 관습적 행위에서 형성되고, 처방되며, 재형성되고 다시 배치된다.”고 주
장했다.(McDougal 1952, 108-9)
여기서 맥두걸의 법에 대한 이해는 정책 형성 과정을 중요시하는 제도주의적 사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즉 그에 따르면 법은 현존유지를 위해 고안된 독트린들의
얼어붙은 케익도 아니고 권력 과정으로부터 고립된 인공적인 사법적 절차도 아니다.
317) 이런 권력 개념의 근거는 보수적 정치학자이자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라스웰과 카플란이었다. Lasswell and
Kaplan, Power and Society(1950)

168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법은 “정책들의 지속적인 형성과 재형성을 제공하며 세계의 권력 과정의 내부를 구
성”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권력 과정의 결과를 '상호의존 interdependence'이라고
지적했다.(McDougal 1952, 111)
결국 냉전과 한국전쟁, UN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국제법과 정치의 논쟁들은 단지
군사적 충돌, 정치적 모략과 냉전 전략의 문제만이 아닌 거대한 지성사적 논쟁과 연결
된 것이었다. 이 논쟁들에서 크게 자유주의적 이상주의와 실용주의가 충돌하고, 다른
한편으론 이 모든 이상적, 사법적 자유주의의 기획에 맞서 19세기적 권력균형 원칙에
근거한 현실주의적 비판이 대두되고, 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정책-제도주의가 형성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19세기적 기준에 따른 실증주의는 전쟁의 위법화라는 이상주의적 주장과 여러
지점에서 충돌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사법주의적 비판하는 현실에서의 권력을 추구하
는 현실주의는 사법주의의 무능과 무용성을 비난했고, 사법주의를 옹호하던 학자는 더
욱 복합적인 제도와 정책결정 과정을 강조하게 되었다. 사법주의가 외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이 있었고, 현실주의가 무시하는 요소와 변화가 존재했다. 하지만 이 모
든 논쟁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UN은 안전과 균형이라는 최소의 기준을 향한 실용주
의적 타협들이 이루어졌다.

소결
한국전쟁에서 UN과 미국은 냉전시기를 포함해 UN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중요한
결정과 행동들을 매우 신속히 집행했다. 창설이후 수년간 국제 분쟁에서 소극적인 중
재와 휴전요청, 진상 조사와 윤리적 호소, 전쟁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인 인도적 처우
만을 다루었고, 더구나 냉전 경쟁이 심화되며 미국이나 소련이 관여한 사안에 절대적
인 무능을 보여주던 UN에게 한국전쟁이라는 '사례'는 UN의 이상적인 보편적 기능과
목적을 모두 발휘해 가능성을 모두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이상적 사례로 여겨졌다. 한국
전쟁 초기 미국이 주도한 UN의 결정들은 UN이 꿈꿔왔던 강력한 국제기구로서의 목
적들이 다 실현된 듯이 보였고 UN은 평화의 수호자로 각인되었으며, 무력 침공에 반
대한다는 것은 최우선적인 당위적 가치로 급부상했다.
한국전쟁 사례는 이렇게 한편으로는 UN의 원칙과 목적이 가장 교과서적으로 적용
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공을 위해 국제질서의 원칙을 위반하고, 미국내 헌
법질서를 위반하며, UN의 근본적인 권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형된 이율배반적인 사례
였고, 그 한 기획의 성공으로 인해 부작용과 반발을 초래하고 더 중요한 평화의 기획
에서 실패한 '일방적 성공'의 역설을 보여준 계기였다.
무엇보다 미국과 UN의 결정은 이중적인 예외상태를 초래한 결정이었다. 당시 UN
과 미국의 결정들은 여러 차원에서 슈미트식 결단주의가 가진 예외상태적 성격들을 드
러내주고 있었다. 즉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과 UN의 결정은 UN헌장의 적법적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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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겼다는 것과 미국내 헌법적 절차와 권한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예외
상태를 결정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이중적 예외 상태는 정확히 각각 미국이 한
국전쟁에 대한 UN-미국의 군사적 전면 개입을 세계의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
로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벤야민적 의미에서 법수호적 폭력이었고, 이에 대한 반발에
직면해 미국이 새롭게 UN권력 구조 변화를 일방적으로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법정립적
폭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예외상태 결정과 이를 현실화한 이중적 폭력
은, UN의 자유주의적 사법주권 기획의 정당성에 근거해 미국의 군사적 봉쇄전략이 결
합된 결과였다. 그러나 이 장에서 주목한 것은 이런 결정이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결정이었는가가 아니라 자유주의 기획의 어떤 차원을 드러내준 역사적 성
격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자유주의적 이상주의적 입장은 UN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확장
하고, 상대를 범죄자로 몰아 모든 권한과 협상가능성을 박탈하는 완전히 차별적/처벌
적인 중세적인 정의로운 전쟁을 추구했다. 이는 해당국가의 주권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태도를 정당화했다. 이런 입장에서는 한국전쟁은 전쟁 상태라는 법적 개
념의 종말을 초례한 사례였고 이라크전의 유일한 선례였다. 하지만 사법주의적 태도는
19세기 유럽의 실증주의에 기반해 법과 헌장의 엄밀한 해석과 적용을 강조하며 UN창
설이 가능했던 2차대전 동맹의 정신과 주권문제에 대한 불개입 원칙등을 강조했다. 그
리고 이 모든 태도를 사법-도덕주의라고 비난한 현실주의적 정치이론가와 전략가들은
UN 자체를 평가절하하고 국익을 추구하는 전략과 외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현실주의는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적 이상주의와 사법주의적 태도에 깔려 있는 주권국가
들의 평등 원칙, 엄밀한 법의 적용을 피하고 벗어나려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
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결단주의적 입장에서 UN과 미국의 모든 결정을 정당화 했다.
결국 한국전쟁 자체는 냉전의 양대 이상주의적 정치기획의 충돌이었지만, 한국전쟁
을 둘러싼 국제정치, 국제법적 논쟁은 궁극적으로는 20세기적 글로벌한 자유주의 기획
이라는 정치-사법적 기획과 19세기적 국가 주권 원칙에 근거한 국제질서 기획의 충돌
이었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이상주의, 봉쇄적 현실주의라는 두얼굴의 자유주의가 모두
슈미트적 결단주의를 지지했다면 켈젠적 형식주의, 고전적 실증주의 원칙이 반대의 논
거로 기능했다. 한국 전쟁이라는 계기는 이 같은 UN 헌장 내부에 반영된 복합적 기획
과 권력관계의 모순, 국제질서에 대한 서로 다른 양대 기획의 갈등을 폭발시켰다.
이 충돌에서 미국이 승리한 산물인 UN의 한국전쟁 초기 결정들은 2차대전이후 등
장한 미국의 20세기적 자유주의의 이상주의와 냉전적인 현실주의적 입장이 결합되어
한국전쟁에 UN에 의한 전지구적 사법주권 질서의 적용을 시도하며 엄밀한 19세기적
주권국가들의 권력균형에 입각한 실증주의 원칙을 부정했다.318) 그 결과 한국전쟁은
냉전시기 미국과 UN이 주도한 국제적 자유주의 질서에 의한 전쟁의 범죄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적용된 유일 무이한 사례가 되었다.
318) 미국이 북한을 침략자로 보기 위해선 주권을 인정하고, 38선은 허구적 선이라고 부정했다는 측면에서 주권에 대
한 인정과 불인정의 기준은 자의적이고 기만적이었다는 점을 커밍스는 날카롭게 지적했다. (Barkawi 200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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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미국은 한국전쟁에 대한 초기결정에서 UN을 통해 자유주의 평화 기획
중 최대치로서의 무조건 항복을 추구하는 승자의 평화(Victor's Peace), 전지구적 사법질
서의 적용이라는 이상적 보편기획을 무리하게 관철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자유주
의 평화규범에 대한 위반을 응징한다는 범죄화 기획에 성공했지만, 기존 질서와 주권
원칙을 존중하고,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에 의한 평화를 유도하고, 평화를 평화적으로
창출하는 기획에선 실패로 귀결된 큰 부작용들을 낳았다는 이상적 최대주의의 역설이
바로 한국전쟁 초기결정이 가진 역사적 특이성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기획의 일방적 관철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 부담은 곧
제한된 목적(limited objectives)의 전쟁, 평화협약 없이 종료될 수 있는 전쟁(terminated
without a peace treaty)이라는 케넌의 현실주의적 지향으로 귀결되는 길을 열었다.

4장. 중국 개입 이후 자유주의 기획의 굴절과 동아시아의 차별적 분할 171

4장. 중국 개입 이후 자유주의 기획의 굴절과 동아시아의
차별적 분할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클라우제비츠)

미국이 새로운 자유주의 질서의 구축이라는 맥락에서 보편적 기획의 최대치를 지향
하며 38선을 넘는 결정을 하자 중국의 한국전쟁에 개입을 초래했다. 중국의 개입은
전지구적 사법주권 기획을 전개하던 UN-미국의 자유주의 평화기획에 어떤 결과를 낳
았을까? 중국의 개입으로 인한 자유주의 기획의 굴절은 국제정치-법 논쟁과, 동아시
아 지역질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동안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이란 차원은 미국과 소련의 대립구도만 강조해, 일괴암
적인 공산주의 진영의 위계구조를 가정하여 간과되거나,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한국전
쟁의 동아시아 전쟁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들도 중국의 한국 전쟁 개입의 이해관계가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질문하고 냉전적 구도에 따라 미국과 중국 어느 한측의 책임
을 묻는 정치적 해석에 머물러 왔다.
이런 관점들은 냉전적 정치구도 혹은 민족주의/제국주의 이분법을 통해서만 상황을
파악하여 국제정치·법적 논쟁의 역사적 함의와 미국의 자유주의 기획의 전개과정과
그 변화라는 구도를 시야에 넣지 못했다. 중국개입 이후 본격화된 한국전쟁 정전협상
에 대한 연구들도, 이런 복합적 맥락을 간과한 채 협상 테이블에서의 논쟁만을 살펴봄
으로써 한국의 정전에 대한 협상이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변화한 국제적, 동아시아적
정치논쟁의 맥락에서 원천적으로 군사적 주제로 한정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의 영향은 한국전쟁의 성격 자체를 다시 한번 변화시킬
정도로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계기였다. 제 3세계 급진민족주의의 통일 전쟁과 UN미국 자유주의의 정의로운 전쟁의 대립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중국의 개입으로 동아
시아 지역 전쟁차원으로 확산 되었다. 중국 개입으로 UN-미국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문제해결을 위한 부담의 차원과 무게가 달라졌다. 이런 압력에 직면해 국제사회와 미
국은 다각적이고 차별적 대응을 전개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이 변했고,
UN에서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변하면서 한국전쟁에서 UN의 역할과 기능도 변화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개입으로 자유주의의 보편적-이상주의적 차원이 소진·좌절되
고 봉쇄 전략적 현실주의적 지향이 강화되면서 자유주의 기획에 굴절과 변형이 이루어
졌다.
이 장에서는 중국 개입이후 UN과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기획의 실패와 그로인해
발생한 세가지 차별적 대응전략의 전개를 살펴볼 것이다. 결과적으로 볼때, 한국전쟁
에서 중국의 개입이라는 계기는 동아시아에서 안보-평화 레짐이 어떻게 형성-분화되
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전후 평화협상의 주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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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 주권, 영토, 정치적 가치와 원칙, 탈식민과 전후처리, 인민의 권리와는 거리
가 먼, 군사 분계선의 확정과 전투의 중지라는 초라하고 낮은 수준의 질문들이 한국의
평화체제로 배치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절. 중국의 개입과 미국의 비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불인정 정책

1)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과 미국의 대응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미국과 UN에서는 이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등장했는데, 하나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더욱 증가시킨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문제를 중국과 정치적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 특히 중
국을 UN 토론에 참여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중국의 개입은 한국을 둘러싼 정치협상을 이끌어낸 힘의 균형상태를 창출했다. 원래
북한의 침공이후 UN과 미국을 통한 초기 대응은 중세식의 정의로운 전쟁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일 정도로 '범죄자'에 대해 응징과 처벌을 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
다. 더구나 UN의 대응은 단순히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38선
북진 결정을 할 정도로 미국이 주도해 군사력을 통한 해결을 추구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결국 중국의 개입을 불러일으키자 비로소 정치적 해결이 중요해졌고 협상이 시
작되었다. 한국에서 중국의 개입을 통해 자유주의 기획이 극복하려던 19세기적 권력
균형상태가 도래해 정치적 협상의 토대가 된 것이었다.
미국이 처음부터 한국전쟁에 대해 전지구적 사법주권 기획을 적용한 것도 중국 개입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영국과 인도 등은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
을 전쟁발발 직후부터 여러차례 제기했다. 중국의 개입 가능성은 특히 UN군이 38선
을 넘는 문제가 논의되면서 더욱 높아졌다. 50년 9월 30일 저우언라이는 중국정부는
해외 침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웃국가가 제국주의에 의해 침략당하는 것도 좌
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3일후 10월 2/3일 자정에 저우언라이는 북경의 인도
대사 파니카를 소환해, 만일 남한군이 아닌 어떤 외국군(UN군)이 국경을 넘으면 중국
은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319)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개입가능성을 낮게 판단
했고 이 모든 소식들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였다.(Bailey 1992: 30, Luard, 1982: 250,
Acheson, 1969: 452, Chen Jian 1994: 172)

10월 7일 UN총회 결의안은 중국 입장에서는 저우언라이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다. 중국 정부는 이 상황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침공'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중
국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침략적 전쟁에 반대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개입을 시사했다. 그리고 마오는 실제로 10월 8일

319) China Monthly Review(1950. November). p.103. Chen Jian 1994: 169.

4장. 중국 개입 이후 자유주의 기획의 굴절과 동아시아의 차별적 분할 173

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 의장의 이름으로 한국에 중국군 투입 명령을 내렸다. 10월 19
일 25만명의 중국 병력이 한국에 들어섰다.(Chen Jian 1994: 186, Chen Jian 2001,91)
영국 정부는 이 무렵 UN군이 국경을 넘으면 중국이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만주에
있는 중국 산업들이 북한의 발전소로부터의 전력 공급에 의존한다는 경제적 이유로도
개입할 위험이 있다며, 한-중 국경지대에 대해 유의할 것을 경고했다. 이에 JCS는 중
국의 개입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맥아더에게 중국, 소련과의 접경 지대에서는 한국군만
활용해 작전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맥아더는 JCS의 명령을 어기고, 10
월 24일 기존의 모든 제한을 해제하고 어느 지역이건 들어가도 좋다고 허용했다. 이
때부터 맥아더와 워싱턴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맥아더는 중국의 전면적 개입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었지만320), 중국군 포로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중국군
의 개입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결국 맥아더는 11월 5일자 보고서(S/1884)를 통해 UN
군이 중국군과 대면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11월 6일 안보리 회의321)
에 공식 보고되었다.322)(Luard, 1982: 251, FRUS 1950, 1047)
맥아더의 보고로 중국의 개입이 공식 확인되자, 미국 국가기관들 내부에서 큰 의견
차이와 혼선이 나타났다. 국무부 정책기획국은 이제 미국은 한국전쟁을 지역적으로 해
결할지 아니면 전지구적인 3차대전을 준비해야하는지 둘 중에서 선택해야한다고 전망
했다.323) 전지구적인 전쟁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지역 분쟁을 국지화하려던 미국의 병
행 전략은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고 둘중 하나만을 선택해야하는 문제로 다
가왔다.
군부에선 2차대전 식으로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며 무조건 항복과 '승자의 평화
Victor's Peace'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맥아더와 군부는 중국 개입 공식화

이후에도 전쟁의 승리에 대한 낙관을 보이며 더 전쟁을 확대해야한다는 호전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324) 그리고 11월 중순까지도 미국내 논의에서 이런 주장은 압도적 호응을
얻었다. 정치적 협상은 군사적 승리 이후에 한다는 보수적 입장이 압도했다. 결국 이
런 입장에 회의적이던 국무부장관 애치슨도 결국 분위기에 휩쓸려 영국이 제안한 비무
장지대 개념 등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적 제안들을“이미 싸워왔고 이긴 영토와
인구에 대한 포기”라며 거부했다.(Rosemary Foot 1990, 27)
이 지점에서 한국전쟁은 UN에 의한 전지구적 사법주권 질서를 지키는 전쟁이 아닌
미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영토와 인구에 대한 전쟁이 되어 있었다. 군부의 호전
적 분위기로 인해 미국의 한국전쟁 목적은 침략을 물리치는 사법적 처벌 기획도, 평
32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1992, p.762.
321) S/PV 518
322) Specia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Korea: Consideration by the Security
Council(YBUN 1951, 238) 518th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on 6 November 1950, (S/1884) 중국군과
대면한 내용. 소련은 UN사령부를 설립한 결의안이 불법이라며 의제 논의 거부. 중국 대표 초청관련 논의 시작
323) 11월 7일 PPS의 존 Davies의 비망록. '중국 공산주의의 한국 개입'(FRUS 1950, 1080)
324) 11월 17일, 맥아더는 중국병력 규모를 약 2만5천에서 3만명으로 파악하며 10일 내에 북한은 손에 있는 영역을 다
치워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맥아더는 그 이후 모든 전쟁포로를 석방하겠다고 했고 특히 중국포로들을 중국 국경
지대로 데려가 석방하겠다고 언급했다.(FRUS 1950 11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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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통일이라는 UN의 이상의 구현도 아닌 고전적인 양국간 전투에서의 영토와 인구에
대한 싸움이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승자의 평화' 기획의 실질적 이해관계였다.
하지만 미 국무부와 JCS는 이러한 군부의 낙관적 전망과 입장에 회의적이었고, 기
존의 전쟁 목적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이에 맥아더가 격렬히 반발하며 워싱턴과 맥
아더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325)
이 시기 미국가안보회의(NSC)의 보고서들은 이런 갈등을 반영해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11월 14일 NSC는 한국에 대한 수정된 정책보고서 NSC 81/2
를 제출했다. 여기서 NSC는 한편으로는 UN군사령관의 임무를 변화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정치적 해결을 요구했다. 그런데 NSC가 제안
한 중국과의 정치적 해결의 방식은 매우 공격적이었다. 한편으론 중국의 의도를 알아
내기 위한 첩보활동을 지속하면서도 UN에서는 중국군의 즉각 철수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통과시키기 위한 정치활동을 공조하라고 권고했다. 동시에 NSC는 중국
-한국 국경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합의의 기반이 있는지 결정할 정치적 채널들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에 대한 정책 대응으로서 NSC 81/2는 매우 혼란스러운
다각적 활동을 병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FRUS 1950, 1150)
이에 비해 국무부 정책기획국(PPS)는 좀더 온건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여러
대응 방식을 검토했는데, 첫 번째 경로는 UN에 군사지원을 늘려 중국을 북한 국경 지
대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다른 국가들이 따라오지 않아 미국이 대대
적 동원을 하더라도 당장 끝나지 않을 전쟁을 하게되는 단점이 있었다. 두 번째는 한
국에서 철수하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전 세계적 위신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남만주 지역에서 공군과 해군 작전을 전개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중국과
소련의 개입이 우려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군사개입을 확대할 수도, 철수할 수도 없었
다. 결과적으로 PPS는 네 번째 경로를 추천했는데, 이는 북부 중-한 경계지대를 탈
군사화하고, 모든 해외군이 철수하며, UN한국위원단에 의한 행정을 수립하고, UN군
이 단계별 철수하자는 계획이었다. 일단 UN군이 방어위치로 후퇴하면, 탈군사화된 지
역에 대한 공중작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소련 영향하에 남는 것을 받아들이며, 한국이
중국이나 소련의 공격보다 낮은 수준의 모든 공격을 방어할 수 있게 한국군을 구축하
게 해준다는 후속 계획도 있었다. 그런데 PPS의 최종적 결론과 강조점은 전지구적 규
모의 냉전과 관련된 것이었다. PPS는 NSC 68 프로그램의 확대와 추진, 국가 비상사
태 선포, NATO의 확충과 발전, 그리고 일본이 스스로 방위가 가능하게 재무장시키고
군수물자 생산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FRUS 1950, 1178-83)
대체로 국무부에서는 한국에서는 전면적인 군사 대응의 확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
인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었지만, 어떻게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중국에
어떻게 정치적 압력을 가하며 협상을 유도할 것인지가 고민의 주요 축이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한국문제에 과도한 군사적 자원과 노력을
325) 애치슨은 훗날 10월 26일부터 11월 17일까지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 시기였다며, 맥아더에게 많은 재량권
이 넘어가 있던 상황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했다.(Acheson, 1969: 4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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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하기 보다 미국의 전지구적 전쟁준비와 소련에 대한 힘의 우위를 추구하는 NSC 68
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 전쟁 직후부터 NSC는 군사동원 정책326)
을 수립했고, 전지구적 전쟁 발발의 경우를 준비했다.327) 그리고 1950년 12월 1일, 추가
예산과 NSC 68/4가 승인되면서 NSC 68/2이 1954년까지 추진하려던 기획을 1952년까
지 앞당겨 달성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전면적인 평시 재무장정책으로의 진입이 더욱 확
연해졌다.328) 이에 따라 냉전 자체가 글로벌한 차원에서 더욱 군사화되는 양상이 강화
되었다.(Leffler, 1992: 401)
즉 중국 개입이후 트루먼 정부의 대응은 혼란상태에 빠졌고, 다시 한국전쟁 그 자체
보다는 큰 냉전의 차원을 강조하며, 동아시아의 차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정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11월 28일 맥아더의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에 직면하고 있다.We face an
entirely new war.”는 선언은 이 새로운 우선순위 확정과 차별적 대응의 결정적 분
기점이었다. 맥아더는 북한으로 들어오는 중국군은 거대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확
인하고 한국 분쟁을 지역화하려는 희망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언급했다.(FRUS 1950,
1237)

이 지점에서 한국에서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자는 입장과, 한국에선 정치적 해결을
이루고 전지구적인 군사적 우세를 추구하려는 입장 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
는 곧 군사력에 의한 평화와 정치를 통한 평화의 갈림길이었다. 맥아더는 확전을 원했
고, 워싱턴은 입장이 다소 달랐다. 이로 인해 워싱턴과 맥아더의 갈등을 증폭시켜 51
년 4월 맥아더의 해임으로 귀결되는 동시에, UN에서 중국과의 정치적 해결을 원하는
영국, 인도,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간의 정치적 갈등, 그리고 결국엔 한국에서의 정전
협상의 시작으로 나아가는 상황을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중국의 개입은 38선을 돌파하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시작된
미국과 우방국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더욱 확대했고, 다른 여러 선택지들을 제거하며
한국문제의 정치적 해결, 특히 중국-미국의 힘의 균형과 전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향한 협상이 시작되는 조건을 창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자유주의 기획과 대응
전략이 등장해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차별적 냉전 전략이 분기하게 되었다.
2)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중-미 갈등의 시작
먼저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푸는데는 커다란 걸림돌이 있었다.
이는 2차대전이후 재개된 중국 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이 승리하면서 1949년 10월 중화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심화된 중국과 미국의 대립 문제였다. 한국전쟁은 중
326) NSC 77: National Manpower Mobilization Policy(50.8.1), NSC 77/1: National Manpower Mobilization
Policy(51.1.2)
327) NSC 79 : U.S. and Allied War Objectives in the Event of Global War(50. 8. 25)
328) NSC 68/1 : U.S. Objectives and Programs for National Security(50. 9. 21), NSC 68/2 : U.S.
Objectives and Programs for National Security(50. 9. 30) NSC 68/3 : U.S. Objectives and Programs for
National Security(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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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기존 갈등을 더 심화시켰다.
UN의 입장에서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북한의 한국 침공이라는 초기 상황 못지
않게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큰 정치적 사안이었다. 중국의 한국 개입은 UN이 정치적으
로 해결해야할 한국문제를 훨씬 복잡하고 무겁게 만들었다. 특히 중국내전과 중화인민
공화국의 수립, 그리고 UN에서의 승인문제를 둘러싸고 특히 UN무대에서 치열한 논
쟁이 벌어졌다. 1949년 이후 중국의 수립 이후 UN에서 난항을 겪고 있던 중국의 인
정문제가, 한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통해 다시한번 UN에서 논란이 된 것이었다. 이
런 측면에서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동북아 관계에 크나큰 정치적 함의를 갖는 지역적
정치 행위(Regional Political action)였고, 이로 인해 한국문제의 정치적 해결에는 중화인
민공화국의 승인과 UN가입, 안보리의 대표문제가 깊이 연결되었다.
사실 UN은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한번도 중국 내전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었다. 이는 미국의 불개입 정책과도 상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49년 중국 공산주
의의 승리 이후 UN은 중국 정부임을 주장하는 두 정부 중 어느 쪽이 UN 회원국 중
국으로서의 자격을 주어야 할지의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두 개의 경
쟁 국가의 존재를 어떻게 판단해야할 것인가의 문제는 UN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었다. UN에서 중국의 대표 문제는 이후 중국과 UN의 관계에 20년간 영향을 미쳤으
며, 이렇게 된 것에는 한국전쟁의 영향이 컸다.(Luard, 1982:313, Bailey 1982:80,
Trygve Lie 1954: 257)

사실 중국 승인문제가 UN으로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이자 배경으로 존재했던
것은 중국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 CCP)과 미국간의 갈등이었다. 이 갈등은
1948년 말 11월 중국공산당이 중국 북동부지역에서 내전에 승리하고 있을 무렵 발생
한 미국 총영사(Consul general) 워드(Angus Ward) 사건에서 비롯되었다.329)
이 사건이후 1949년 4월에 이르면 마오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새로운 중국은
국민당 정부가 남긴 외교 관계를 모두 제거하고, 서둘러서 자본주의 국가들과 외교관
계를 맺지 않는다는 합의와 원칙이 수립되었다. 중국에게는 소련과의 전략적 협력이
중요했지, 미국이나 서구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냉전의 영향뿐 아니라 미국이 볼세비키 혁명이후 전지구적인 공산주의
와 혁명에 적대적이었다는 점, 무엇보다 국민당 정부를 지원했다는 점으로 더 확고해
졌다.(Chen Jian 1994, 39-41)
마오의 이런 태도는 중국의 근대 역사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기도 했고, 국내 정치의
필요 때문이기도 했다. 즉 마오는 1840년 아편전쟁이후 중국이 서구국가에 의해 겪은
고통스러운 역사로 인해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일련의 불평등 조약에 의해 지배되었다
고 보았고 미국과 동등한 관계를 수립하려면 불평등한 대우가 종식되고 미국이 과거에
329) 1948년 11월 중국 북동부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선양에 도착한 중국 공산군은 지역에 서구 외교관들이 남아있던 것
을 발견했다. 중국공산당 선양지역 점령 당국 지휘관들은 처음에 워드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려 했지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마오의 지시로 미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들의 영사들로부터 무선 송신기를 빼앗고 이들을 억류하는 일
이 벌어졌고 이 문제는 수개월간 해결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미국에 큰 인상을 남겼고 중국공산당이 미국에게 어느
정도의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Chen Jian 1994, 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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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사과해야한다고 보았다. 마오와 공산당 지도부는 뿌리 깊은 혁명적 민족주의사고
에 기반해 국제 공동체에서 약화되었던 중국의 중심적인 위치를 회복하고 싶어 했다.
또한 중국 국내 정치의 맥락에서 혁명을 지속할 동력도 중요한 문제였다. 마오의
1949-50년 정치적 발언 속에서는 미국 제국주의의 행동 방식과 가치들을 구 질서에
속한 것으로 지적하며 중국공산당은 이를 파괴해야한다는 인식들을 표출하고 있다. 마
오는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한 이후에도 혁명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구국가들 특
히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믿었다. 외교관계가 수립되면 중국
내부 혁명을 사보타지할 것이라는 우려는 이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는 안된다는 방
침을 정당화 했다.(Chen Jian 1994,41-42, Chen Jian 2001, 47-48)
하지만 이는 미국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트루먼과 애치슨과 같은
국제주의적인 정치인들은 미국이 세계 권력이 된 이후에 정치 무대에 서게 된 세대들
로서, 미국의 제도와 가치에 대한 우월적 자기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이전 세대
보다 더 공격적이었고 미국의 이해관계를 더욱 확대해서 사고했다. 이들의 자기 우월
적 인식은 1930년대에도 히틀러와 같은 적과 협상을 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믿었던
것에서 시작되어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권력이 되어 새로운 세계를 이끌 책임이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더 확대되었다. 이 세대들은 미국의 권력과 영향력을 과대평가
했고, 미국의 국제 관계의 원칙을 모든 국가들이 복종해야할 보편적 원칙으로 혼동했
다.(Chen Jian 1994, 43, 49-50)
이런 배경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비인정을 전략과 정책 원칙으로 수립하게 되었
다. 미국은 처음부터 중국의 인정 문제를 중국공산당에 압력을 가할 잠재적인 무기로
여겼다.330) 이런 정책에 원칙이 된 것은 1949년 5월 13일 중국공산당이 난징을 점령
한 지 3주 후에 애치슨이 제시한 중국 인정의 세가지 조건이다.331) 핵심은 중국공산당
이 얼마나 미국이 설정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해외정책을 조정하는가의 여부였다. 즉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인정을 중국공산당이 기존에 외국과 합의한 조약을 얼마나 준수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결시켰다.(Acheson 1969, 340, Chen Jian 1994,45)
비자유주의 국가의 비인정 정책은 냉전 봉쇄 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의 목적은 중국이 공산화된 상황을 인정하고 다음 단계의 봉쇄전략으로서
“중국이 소련의 부속물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이는 장개석의 패색이 짙어지
던 1948년 말과 1949년 초 대중국 정책을 재검토한 산물이었다. 이시기 가장 중요한
문서는 1948년 9월 7일 케넌이 이끄는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이 만든 PPS 39라는 정
330) 내전시기 미국의 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Robert L. Messer, “American Perspectives o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East Asia,” in Akira Iriye and Warren I. Cohen, eds., American, Chinese, and Japanese
Perspectives on Wartime Asia, 1931–949 (Wilmington: Scholarly Resources, 1990), especially pp. 254–61;
Warren I. Cohen, America's Response to China: A History of Sino-American Relations (3rd ed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pp. 150–58; John Lewis Gaddis,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p. 75–0; and
Westad, Cold War and Revolution.
331) a.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해 사실상 영토와 행정 기구를 통제하는 것 b. 국제적 의무를 discharge하려
는 능력과 의지, c. 정부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묵인 이 그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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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문서였다.332) PPS 39는 미국이 내전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지
만, 국민당 정부를 계속해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가능한 중국
이 소련의 부속물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했다. PPS 39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군사, 산업적으로 중요한 권력이 아니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해에 결정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PPS 39는 미래의
전쟁에서 중국은 기껏해야 약한 동맹이거나 최악의 경우는 하찮은inconsequential 적일
것이기에 중국의 힘을 과대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Chen Jian 1994, 46-47)
딘 애치슨이 1949년 1월 국무부장관이 된 이후, 이에 기반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국민당 정부에 대한 직접 지원에서 비인정 정책과 경제적 압력 등을 포함한 더 미묘한
정치 경제적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 산물이 쐐기전략으로 알려진 NSC 34와 NSC 41
이었다. NSC 34는 미국이 상황이 더 분명해질 때까지 국민당 정부를 인정하되, 중국
내에 군사 정치적 지원은 피하며, 중국의 모든 분파와 공식 관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
했다. NSC 34는 “소련은 중국에서 혁명이 완수되기까지 25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미국이 단기간의 이득을 기대하지 말고 그만큼 혹은 더 오랫동안 끈기 있게 버텨야한
다”고 상황을 분석했다.333) NSC 41은 더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했는데, 중국과 전면
적인 경제전쟁을 하기 보다는 허가제를 통해 무역을 통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334) 애치슨은 중국이 무역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소련의 약점을 인식하게 되
고 결국 서구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결국 애치슨은 미국이 중국을 인정하는 절
차를 밟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아가 미국은 대서양조약 국가들이 중국이
소련으로부터 충분히 거리를 두지 않으면 인정하지 못하게 하라고 외교관들에게 지시
했다.(Chen Jian 1994,47-48, Leffler, 1992: 293)
애치슨이 국민당에 대한 직접 지원에서 비인정 정책으로 대 중국 정책을 변화시켰을
때 미국내 공화당과 보수 정치인, 여론은 이에 대한 거센 비난을 가했다.335) 즉 비인
정 정책은 한편으로는 트루먼 정부가 중국과의 직접 충돌의 확대 위험을 피하려 하면
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서의 비판과 여론을 반영하려한 두가지 경계조건 안에
존재했던, 정치적, 경제적인 간접적 압력수단이자, 정치적 마지노선이었다.336) 이런
332) FRUS 1948, 8: 146-55
333) NSC 34/2, “U.S. Policy toward China,” February 28, 1949, FRUS (1949), 9: 494.
334) NSC 41, “Draft Repor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Trade
with China,” February 28, 1949, FRUS (1949), 9:. 826–4.
335) 1940년에 미국 의회에서 중국 로비스트들이 중국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키지 말고 장개석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많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놀랜드, 웨리, 스미스 등 상원의원들이 국무부가 국민당 정부로부터 관
여를 철회하려는 시도에 반대했다. 이들은 국민당의 패배가 국무부 내부의 배신의 결과라고 비난하기 까지 했다. 이
들은 애치슨이 중국과 소련사이의 틈을 벌려 아시아의 티토이즘을 기대하는 정책도 비난하며 일괴암적인monolothic
공산주의 개념을 주장했다.(Chen Jian 1994,49-50) 이에 대한 더 상세한 분석은 Nancy Bernkopf Tucker,
Patterns in the Dust: Chinese-American Relations and the Recognition Controversy, 1949–195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Ross Koen, The China Lobby in American Politics (New York:
Harper, 1974); Lewis Purifoy, Harry Truman's China Policy: McCarthyism and the Diplomacy of
Hysteria, 1947–951 (New York, 1976).
336) 애치슨의 전략은 매우 자기 모순적이고 양가적이었다. 그리고 그의 전략은 오히려 중국과 소련을 가깝게 만들었
다. 애치슨의 자기모순적 정책에 대한 분석은 Gordon H. Chang, Friends and Enemies: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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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요소의 결과 1949년 9월 중-미 직접 대화가 실패한 후 10월 1일 중화인민공
화국이 수립되었지만 국무부는 중국이 국제 의무를 인정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을 인정하지 않았다.(Chen Jian 1994,49-50, 58)
3) 한국전쟁 전후 UN에서의 중국 대표 문제
중국 공산당과 미국간의 깊은 갈등은 UN에서의 중국 승인문제에도 반영되었다. 중
국 내전문제가 처음으로 UN에 반영된 것은 국민당 정부의 문제제기였다. 국민당 정부
대표들은 1949년 내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련이 양국간의 우호 조약을 위반하
여 극동지역에서 평화와 정치적 독립, 영토적 통합을 위협했다는 결의안을 UN 총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총회는 소련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모든 국가들이 해외 통제로부
터 독립될 권리를 존중하고 중국과 관련된 기존 조약을 준수하고 영향력이나 특권을
추구하기를 제한하길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소련을 압박했다(Evan Luard, 1982:
302-3)

하지만 1949년 10월 마오쩌뚱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내전에서 승리하고 중화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자, 마오의 중국이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를 대신해 UN 대표 권한을
요구했다. 외무상 저우언라이는 11월 18일 UN 사무총장에게 “헌장의 원칙과 정신에
따라 중국 대표는 UN에서 대표권이 없으며 새로운 정부가 UN에서 중국 의석을 넘겨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전문(A/1123)을 보냈다.
하지만 UN 헌장에는 중국 같이 내전이후 수립된 두 개의 국가의 대표문제 뿐 아니
라 국가의 대표의 문제 자체를 어디서 논의하고 누가 결정할지에 대해 아무 내용이 없
었다. 사실 한 국가가 새로 수립되었을 때 그 국가를 인정하는 문제는 기존까지는 각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기준에 따라 결정해오던 것이었다. 이 문제를 총회로 넘
기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일단은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안
보리에서 인도는 UN 가입자격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따라 안보리
에서 UN 기구 전반에 단일한 절차를 수립하는 노력을 진행했다.(Bailey 1982, 80)
1949년 12월 29일에는 소련이 안보리에서 중국의 대표문제를 제기했고337), 영국 정
부는 개별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 정부로 승인했다. 소련과 영국의 지원에 힘입
어 저우언라이는 1950년 1월 8일 다시 한번 안보리로 전문을 보내 국민당 대표들이
안보리에서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 소련은 다시한번 안보리에서 공식적으로
국민당 정부의 권위를 거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1월 13일 안보리 회의에서 소
련의 결의안은 6:3, 2기권으로 거부338)되었다. 이후 소련은 이에 반발해 국민당 그룹
이 안보리에 출석하는 한 안보리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8월까지 안보리를 보이콧했
다.(Luard, 1982: 314, YBUN 1950, 421-435)
UN에서 중국의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이 실패한 후 소련이 안보리에 출석하지 않
China, and the Soviet Union, 1948–972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337) 며칠후 소련은 안보리에 국민당 그룹의 대표 자격을 인정해선 안된다는 결의안 초고를 제출했다.(S/1443)
338) 인도, 소련, 유고는 찬성했고 영국, 노르웨이는 기권했으나 6개국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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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황은, 앞 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한국전쟁에 대한 UN의 전례 없는 결정들이 가능
하게 했다. 따라서 중국문제는 애초에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과 UN의 초기결정에도 간
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었다. 중국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전쟁의 전개와 종
식문제, 특히 휴전의 제도적 형태와 내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이 한국전쟁 종식에 미친 영향은 UN과 미국이 한국전쟁을 한국문제에 국한해
처리하려 했던 것에 비해, 중국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한국에서의 역할에 상응하는
포괄적 정치적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려 했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의
전쟁은 정치행위였고, 미국의 전쟁은 사법적 처벌행위이자 냉전 전략적 행위였다.
중국의 UN 가입문제는 국제사회와 UN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소련의 결의안
이 부결된 1월 13일 회의에서 인도 대표는 모든 기구에서 대표와 자격문제에 관한 통
일된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안보리에 안보리 회원국의 대표나 자격
에 관한 안보리 진행규칙에 대한 두가지 수정안(S/1447)을 제출했다. 이는 한 국가의
자격문제나 자격의 중지문제를 UN 안보리에 상정해 회원국의 의견을 묻게 하는 절차
를 추가한 것이었다.(Liang 1951, 691)
50년 1월 17일 안보리는 인도의 제안을 전문위원회The Committee of Expert에 넘기는
데 동의했다. 전문가 위원회 논의에서 쿠바 대표는 단순한 자격문제와 대표문제는 다
르다며 대표문제는 UN 헌장의 10조와 13조에 따라 UN 총회만이 단일한 해법을 연구
하고 권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339) 이에 따라 2월 14일 전문가위원회는 안보리
에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는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UN사무총장 트리그브 리는 1950년 초에 개인적으로 정부들을 설득해 중국의
UN 가입을 위한 캠페인을 했다. 트리그브 리가 보기엔 1945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안보리 회원국이 된 중국은 장개석이 아니라 '4억 7천5백만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었
고, 내전에서 공산주의자가 이긴 것에 대한 호불호와 한 정부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그는 이 문제를 하나의 국제적 '사실fact'을 인정하는 문제로 보고, 특히 냉
전의 동서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UN이 해야할 노력중 하나로 생각했다. 이에 따라
트리그브 리는 UN 법무자문을 통해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법적검토 보고서를 준비했
는데, 이를 통해 영토와 인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정부만이 회원국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에서 사무총장은 개별국가의 인정행위와
UN에서의 대표문제를 구분하고, 한 국가의 인정이야 개별국가가 하는 것이지만, 국제
연맹과 국제연합이 등장한 이후 두 국제기구의 모든 전례에 비추어 UN의 회원국이
되는 것과 한 국가의 대표문제는 '집단적 행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
다. 이는 승인문제를 UN을 통해 집단적 절차로 통합하려는 시도였다. 이런 틀에서는
UN 회원국이 되는 문제는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서 표결이 이뤄져야 하고, 국
제기구의 대표문제는 권한이 있는 각 기구들에서 자격에 대한 표결을 하기로 했다. 그
리고 결국 그는 3월 8일 이 비망록340)을 출판해 회람시켰고, 국민당 중국 대표 웰링
339) (S/C.1/S.R.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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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 구는 이를 강경하게 비난했다. 이 비망록으로 인해 트리그브 리는 미국내 보수언론
으로부터 소련에 항복했다는 비난을 받았다.341)
사무총장 외에도 처음부터 중국을 지지한 소련, 유고, 인도 외에도 영국, 프랑스,
이집트, 에쿠아도르 등도 북경 정부에 매우 호의적이었고, 1950년 전반부엔 로비가 계
속되었다.342) 하지만 50년 5월 미국주도하에 영국과 프랑스가 8월 말이나 9월까지 이
문제에 대해 논의 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영국은 8-9월 이후 이후에 북경
정부에 우호적인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합의한 것이었지만, 미국은 강경한
반대입장이었다. 트루먼 정부는 국내에서“중국을 공산주의자들에게 팔아넘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일 내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었
다.(Evan Luard, 1982: 315)343)
4)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이후 UN에서의 중국 인정 논쟁
미국내 보수세력과 국내 여론의 강경한 반대로 미·영·프 합의가 도출된 상황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이로서 UN에서 베이징 정부에 우호적인 표결의 기회는 더욱 줄
어들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자 오히려 이 계기에 중국의 국제적 위상
을 인정하고 외교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 한국문제의 궁극적인 정치적 해결에 핵심적이
라는 국제적 의견들이 대두되었다.
인도 수상 네루는 처음부터 이런 흐름을 주도했다. 인도는 50년 7월초부터 안보리
에 중국이 들어오고, 이를 계기로 중국과 소련이 동시에 안보리 절차에 참여해야만 한
국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분쟁의 확산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FRUS
1950: 366) 그리고 스탈린은 이에 기꺼이 화답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를 안보리에

초청해야한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개진했다.344)
중국이 한국전쟁 초기에 집중해서 제기한 문제는 대만 문제였다. 전쟁 초반 UN군이
불리한 상황에 있어 중국에 심각한 위협이 아니었기에 중국은 UN과 미국이 한국에
개입한 것보다 대만에 해군을 보낸 것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이런 맥락에서 7월 6
일 저우언라이는 UN 사무총장에게 미국이 한국에 개입하고 침략한 것에 항의하는 전
문을 보냈다. 이는 미국이 전쟁 초기에 대만 해협에 7함대를 파견한 것에 대한 반응이
었다. 또한 대만문제는 2차대전 이전 일본영토였던 영토의 법적 관할권 문제이기도 했
고, 따라서 중국 내전의 결과의 문제이자 동시에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과의 평화협상을
340) UN Doc S/1466,
50년 3월 8일, UN사무총장이 회람시킨 “Legal Aspects of the Problem of
Representation in the United Nations"
341) Trygve Lie, In the Cause of Peace : Seven years with the United Nations, The Macmillan Company,
1954, pp.249-74.
342) Liang 1951, 693)
343) Chen Jian, Mao's China and the Cold War,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Ch. 2 The
Myth of America's Lost Chance in China 38
344) “본인은 귀하가 제시한 중화인민공화국이 포함된 5개국 상임이사국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으로 한국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에 공감하는 바이다. 본인은 한국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 한국인 대표를 안전보장이
사회에 초청하여 증언청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다.”경의를 표하며, 소련 수상 스탈린 <미 국무부 한
국 국내상황 관련문서 Ⅵ ; 한국전쟁 자료총서 44>, 96~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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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포괄적으로 해결해야할 커다란 전후문제 중 하나이기도 했다.
한국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점차 확대되었다. 7월 12일 중국 외무상 저우언라이
는 중국지도부의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을 잘 드러내주는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
한 다섯가지 조건을 작성했다. 그 조건이란 모든 해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고, 미군이
대만에서 철수하고, 한국문제는 한국인 스스로 풀고, 베이징 정부가 UN에서 중국의
의석을 넘겨받고 대만은 추방한다, 그리고 일본과 평화 조약 서명을 논하기 위해 국제
회의를 요청한다는 것이었다.345) 즉, 중국은 한국전쟁의 정치적 해결 문제를 대만문
제, UN 의석문제, 일본과의 평화조약까지 포함한 1945년 이후 동북아 전후질서의 포
괄적 해결과 합의까지 포괄하려 했다. 이후 두달간 중국 정부는 이 조건들을 여러 차
례 언급했고, 정전협상 이전까지 중국의 태도는 이런 입장에 기반해 있었다.346)
소련은 UN에서 중국의 대표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소련이 480차 안보리 회의(50.
8. 1)에 복귀하자마자 제기한 문제는 한국전쟁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과
관련된 UN 결정의 법적 절차문제, 곧 중국의 UN 대표문제였다. 소련은 안보리에 있
는 국민당 그룹의 대표는 중국을 대표할 수 없고 안보리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
장했지만 이는 표결에서 거부되었다.347) 소련은 8월 3일 다시한번 중화인민공화국 대
표를 중국 대표로 인정하자는 의제를 채택하려 했으나 국민당 중국, 쿠바, 에쿠아도
르, 프랑스, 미국이 반대하고 이집트가 기권하여 의제 자체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러
한 반대에 직면한 소련은 중국이 UN 헌장 23조에 따라 제대로 대표되지 않았다348)며
한국전쟁 결의안 자체의 불법성 문제를 중국 대표문제와 연계시킨 것이었다.(YBUN
1950, 425-29)

중국의 경우 처음엔 중국이 UN에서의 논의에 참여할 권리, 특히 미국의 “불법적
인 대만 점령”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9월 29일 안보리
는 대만문제와 관련해 중국 대표가 토론에 참석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다만 안보리는
이 문제를 11월 15일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UN군의 작전이 점차 성공적인 양상을 보이며 점차 UN에서 UN군의 한국에
서의 목적이 전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라는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자349), 중국은 비
로소 한국문제에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8월 20일 저우언라이는 한
345) Chai Chengwen and Zhao Yongtian, Kangmei yuanchao jishi (A Factual Record of theWar to Resist
America and Assist Korea) (Beijing: Jiefangjun, 1987), 47. (Chen Jian 2001: 89에서 재인용)
346) 50년 8월 26일 저우언라이의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 연설. 여기서 저우언라이는 베이징의 관점에
서 한국문제의 해결은 대만 그리고 UN에서의 중국 의석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연설문 전체
기록은 ZEJW(Zhou Enlai junshi wenxuan (Selected Military Papers of Zhou Enlai), 4 vols. (Beijing:
Renmin, 1997)), 4:42–9; 일부 영문번역은 CCFP, 158–9. 9월 9일 저우언라이와 인도 대사 K. M. Panikkar와의
대화도 참조 ZEWHDJ(The Diplomatic History Institute under the PRC Foreign Ministry, Zhou Enlai
waijiao huodong dashi ji, 1949–975 (Important Events in Zhou Enlai's Diplomatic Activities, 1949–975)
(Beijing: Shijie zhishi, 1993), 21.
347) (UN Doc S/PV 480. Rev1. pp.36-40, 42-47)
348) 소련은 사무총장에게 보낸 6월 29일 전문에서 안보리 6월 27일 결의안에 대해 소련과 중국 두 개의 상임이사국
이 부재중이었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언급했다.(UN Doc S/1517)
349) 8월 10일, 17일 UN 미국 대사 오스틴의 발언에 대한 논의는 Whiting, Allen S. China Crosses the Yalu :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New York: Macmillan, 1960),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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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중국의 이웃임을 강조하며 한국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 중국이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알리고 한국에서 모든 해외군의 철수를 요구했다.(Chen Jian 1994:147)
이어서 저우언라이는 1950년 8월 26일자 서한(A/1364)을 통해 UN 총회에 직접적으
로 중국정부의 인정을 요구했다. 그리고 쿠바 대표의 요청에 따라 중국 대표문제는 9
월 19일, 총회 5차 회의 첫 회의(277차)에서 논의되었다.350) 이날 회의에는 네 개의
결의안 초고가 제출되었는데, 인도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인정이라는 결의안 초고를 제
출했으나 표결에서 거부되었다.(Hans Kelsen, 1951:943, YBUN 1950, 425-29)
중국 대표문제라는 난제에 직면해, UN에서는 한 국가의 대표와 인정문제를 다룰 일
반적 절차를 확립해 인정문제를 집단화하고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은 지속되었다. 9월
22일 UN총회 전원위원회 General Committee는 UN이 회원국 대표를 인정하는 문제를
총회 의제로 포함시키고 이를 후속정치위원회Ad Hoc Political Committee로 넘겼
다.(A/1386) 후속정치위원회에 쿠바 결의안(A/A.C38/L6: 10월 7일)351)과 영국 결의
안(A/A.C38/L21: 10월 31일)이 제출되었다. 각각 어떤 정부가 회원국 대표로 간주되
어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적용될 기준들을 제시했다. 상세한 논의가 진행된후 대표문제
를 다룰 부속위원회 수립을 결정했다.352) 이 부속위원회의 보고서와 결의안 초고 역시
더 상세한 기준들을 제시했다.(A/A.C38/L45: 11월 21일)
하지만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은, 관련 회원국의 영토에 대한 효율적인 권한을 행사하
고 주민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의 정도, 헌장의 의무를 따르기 위한 책
임을 수용하려는 의지, 회원국이 어떤 내부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는지의 여부를 새로
운 국가 인정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조항은 주관적인 요소이고 개
입문제는 본질적으로 국내 사법관할영역이라는 반대가 있었다. 두 번째 조항에 대해서
는 회원국의 대표를 인정하는 것과 UN 회원가입을 승인하는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해서는 설명이 너무 모호하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
적이 있었다. 이런 지적을 반응해 이집트 대표가 이 내용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제출
했고 이것이 채택되었다. 결국 UN에 의한 한 국가의 승인의 특별한 법적 기준을 세우
려는 시도 자체가 실패했다.(Liang 1951, 699-700)
11월 전후로 중국이 한국전쟁에 전면적으로 개입한 것이 확인되면서, 군사적 상황이
더욱 긴장으로 치달았고, 미국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중국문제에 대한 UN에서의 호
의적인 표결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었다. 이후 총회는 중국의 UN 가입과 승인 문제에
대한 아무 결의안도 통과시키지 않았다.353) 한국전쟁 발발 이후 중국은 대만문제에 대
350) 쿠바는 50년 7월 19일자 서한을 통해 'UN에 의한 회원국 대표의 인정'이라는 의제를 UN 총회 5차 회기에 예비
의제로 상정하자고 요청했다.(A/1292) 7월 26일 쿠바는 추가 설명 문서를 제출했다.(A/1308)
351) 쿠바 결의안은 a) 영토에 대한 효율적인 권한 b) 주민들의 전반적 동의 c) UN 헌장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원칙
을 준수하고, 국제적인 국가의 의무를 충족할 능력과 의지 d)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Liang 1951, 695-97)
352) 영국 결의안은 내부의 변화와 과정의 결과 회원국의 대표문제가 제기되면 UN에서 회원국의 대표문제는 그 정부
가 모든 혹은 거의 모든 영토에 대한 효과적 통제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에 따르고 있는
지, 이런 통제와 권위와 복종이 영구적인 성격을 보이는지에 따라 인정되어야한다는 것이었다.(Liang 1951, 698)
353) 12월 14일 총회 제 325차 회의에서 추가정치위원회의 보고서(A/1578)를 논의했다. 위원회에서 삭제한 조항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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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UN에서 중국의 승인, 안보리 대표국의 변화문제, 한국
문제의 해결 등 다른 주요 정치적 의제에 대해 좀처럼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미국은 중국의 인정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미국은 이미 맥아더의 중국 개입 보고서가 접수된 11월 5
일부터 이를 준비했다. 미국에게 UN은 중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전장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정치적 대결의 장이었고, 토론의 장이기 보다는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통로였다.354)
이에 따라 11월 8일 안보리 회의355)에서 소련 대표가 다시 한번 중국을 안보리에
초대해야한다는 결의안(S/1889)를 제출했지만, 미국은 중국대표는 안보리에 초대되어
야 하는게 아니라 소환(summon)되어야 한다며 중국을 국가로 인정하길 거부했다. 대신
영국과 미국, 국민당 중국이 이에 대항하는 결의안(S/1892)을 제출했다. 논의 결과 한
국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초대하자는 소련 결의안은 부결되었고, 맥아더의 중국
개입 보고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초대하자는 영국 결의안이 통과되었다.356)
이렇게 안보리에서는 중국을 초대하는 것 자체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중국이 참
여하는 대화의 주제가 제한된 것이었다. 저우언라이는 안보리에 전문을 보내 대만문제
와 한국문제를 동시에 토론하지 않을 경우엔 11월 8일 안보리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겠
다고 답했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문제에 한해 11월 15일 이후의 안보리 논의에 참석하
기로 했고, 한국의 정치적 문제 전반에 대한 토론에는 참석할 수 없게 배제되었다. 미
국은 중국이 UN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제를 중국의 군사개입문제로 엄밀히 제
한했다.(Luard, 1982: 251, Bailey 1992: 38)357)
중국은 한국 전쟁 개입문제를 대만문제와 중국 승인문제 등 더 포괄적인 정치 문제
와 관련해 해결하고 싶어했지만, 미국은 중국과의 직접 대화나 정치적 협상뿐만 아니
라 소련하고도 갈등 지역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직접 논의하는 것을 회피했다. 예컨
대, 11월 중순 소련은 독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대국이 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했는
데, 애치슨은 독일문제는 고립된 사례가 아니고 다른 지역의 유사한 긴장의 맥락과 관
련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한국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여러 정치적 계산의
반영이었다. 미 국무부는 소련과의 4대국 회담에 한국이나 인도차이나 문제가 논의 주
제로 포함되는 것을 우려했고 영국 역시 이 문제를 논의 의제에서 제외하라고 조언했
다. 그 이유는 첫째, 만일 한국이나 인도차이나문제를 의제로 하면, 이 문제가 독일문
제 이외에 서구국가들이 소련과 해결하기 바라는 유일한 문제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살린 이집트의 수정 결의안(A/1582)로 인해 대표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이는 25대 10, 8기권으로 채택되었다. 이
초안은 수정되어 36표로 채택되었고 이후 체코, 폴란드, 소련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YBUN 1950,
425-29)
354) (FRUS 1950, 1050, 1087-1093)
355) S/PV 519, S/PV 520
356) (UN Doc. S/PV 519, p.91, S/PV 520, p.37)
357) FRUS, 1950, Vol.Ⅱ, pp.548-50, 555; Ernest A. Gross, The United Nations: Structure for Peace
(New York: Manhattan Publishing, 1959), pp.113-15, 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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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미국과 서구국가들이 소련을 한국과 인도차이나
분쟁의 배후에 있다고 비난해 왔는데, 이 주제를 소련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그런 입
장에서 공개적으로 후퇴하는 것이라는 것이었다.358) 즉 미국은 한국문제를 소련과 직
접 협상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했고, 소련을 비난
하는 정치 선전의 이득을 포기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즉 미국에게 한국문제란 소련을
비난할 수 있는 근거이면서 소련과 협상하지 말아야할 중요한 정치적 보유자산이었다.
이렇게 문제 자체를 배제하고 제한하려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표를 안보리로
불러 논의 하는 것 자체엔 합의가 이루어졌던 중요한 이유는 미국과 서구 국가들이 중
국과의 장기화된 전면전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이런 군사적 고려로 중
국에게 UN군이 중국 영토에 대해서는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싶어했
다. 미국은 실제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결의안을 준비했다. 미국은 중국에게
철수를 요청하면서도, UN이 중국 국경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 지대에 대한 중
국과 한국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장할 것임을 분명히 하려 했다. 애치슨과 트루먼이 직
접 연설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애치슨은 11월 15일 연설에서 미국은 만주를
침공하거나 압록강 반대편 영토에 대한 아무 기획이 없다고 발언했고359) 다음날 트루
먼은 기자회견에서 UN에서 준비된 결의안을 언급하며 UN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넘어 분쟁을 수행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했다.360)(Luard, 1982:
252, FRUS 1950, 1158, 1161)361)

11월 10일 521차 안보리 회의362)에서 쿠바, 미국 등이 이런 내용이 담긴 결의안
(S/1894)을 제출했고, 한국문제를 중국이 부재한 상태로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련
의 주장은 거부되었다.(FRUS 1950, 1127) 그러자 11월 11일, 저우언라이는 맥아더 보고
서 논의에 참여하라는 안보리의 초대 자체를 거부했다. 중국이 참여하더라도 논의 의
제로 '한국에 대한 무력 개입과 미국 정부에 대한 침략'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이라
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대신 11월 16일 안보리 회의363)에서 중국의 발언이 낭독되었다.364) 여기서 중국은
미국의 행위를 비난하고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모든 해외군이 한국
에서 철수하는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문제는 남과 북 스스로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저우언라이가 7월 중순에 세운 한국문제 해결의 조건들
을 반복한 것이면서, 합의나 대화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상호 비난의 양상을 보인 것
이었다.(Luard 1982: 252) 안보리 회의는 중국 대표가 뉴욕에 도착한 11월 27일까지
358) (FRUS 1950, 1107) 연설문은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Nov. 20, 1950, p.818. 관련 문서는 FRUS
1950. 4권.
359) 문서는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11. 27. 1950. p.853.
360)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Harry, S. Truman, 1950, p.711.
361) Chen Jian, Mao's China and the Cold War,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362) S/PV 521
363) S/PV 523
364) Development of a Twenty-Year Programme for Achieving Peace Through the United Nations(A/1304)
6 June 1950 제기, 17 November 1950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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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되지 않았다.
대만문제에 대한 UN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우신촨(Wu Xiuquan, 伍修權)이 이끄는 중
국 대표가 11월 14일 베이징에서 출발해 10일후인 24일 UN본부가 있는 뉴욕에 도착
했다. 공식적 리더는 우신촨 장군이었지만 UN의 외교관들은 차오관화(Qiao Guanhua,
喬冠華)가 실질적 리더라고 보았다. 이 외에도 다섯명의 외교관과 두 명의 통역관을

대동했다. 중국 대표는 다시 재개된 11월 27일 안보리 525차 회의에 참석해 대만에
대한 침략과 한국에 대한 침략 두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논의 자리에 참여했다.(FRUS
1950, 1235, Bailey 1992: 39)

이는 중국공산당의 외교 대표단이 처음으로 미국과 UN을 방문한 역사적 순간이었
다.365) 이들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UN을 통해 어떤 협상을 도출해내야 하는 가에 있지
않았다. 대표단의 주요 목적은 미국과 UN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국
제적 위신을 살리는 인정의 정치였고, 그 핵심 대상으로서 중국 영토로 간주된 대만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항의하는 것이었다.
이 회의에서 미국대표는 대만에 대한 침략 비난을 부인했고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침략했다고 비난하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포함한 UN의 결의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 이에 중국 대표는 미국이 대만과 한국을 모두 침략하고 있다
고 비난하며 안보리가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국 대표는 미국이 일본과
대만 한국의 기지로 중국을 둘러싸려고 하고 있고, 한국전쟁은 북한과 대만에 대한 침
략의 사전 조치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366)
소련은 중국의 요청에 따라 안보리가 미국에 의한 중국에 대한 공격을 즉각 종식하
라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1:9로 부결되었다. 중국의 철수를 요청하며 중국에 대한
UN의 적대적 의지가 없음을 확신하는 미국의 결의안은 9:1의 지지를 받았으나 소련이
비토권을 행사했다. 인도는 양쪽 모두에 기권했다.(Luard, 1982: 253)
다음날 회의367)에서 미국 오스틴 대표가 중국의 침략을 비난하는 연설을 했고, 다음
회의에서 중국 대표는 미국의 대만, 한국 정책을 비난하는 긴 연설을 했다.368) 중국의
침략을 비난하는 미국의 제안은 또 다시 패배했고 한국과 대만에서 미군이 철수를 요
구하는 중국의 제안(S/1921)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에 대한 아무런 지원도 하지 말라는
서구의 요청에 소련이 비토를 행사했다. 이후 며칠간 안보리 회의369)에서도 같은 논쟁
이 반복되었고, 양측은 서로 비난하며 상대의 결의안 통과를 막았다.(Bailey 1992: 40,
FRUS 1950, 1268)

이 시기엔 서로 더 우세한 군사 정치적 위치가 아닌 경우엔 협상을 하지 않으려 했
365) 대표인 우신촨은 미국에 도착한 것을 '신중국의 인민이 거인의 활보로 세계정세에 관련한 정치 무대에 등장했다'라
고 회고했다. Wu Xiuquan, Eight Years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nuary 1950-October 1958)
: Memoirs of a diplomat (Beijing: New World Press, 1985) 진유리 역, '오수권伍修權 외교회고록', 중소연구,
1984, p.273
366) S/PV 525,
367) S/PV 526, S/PV 527
368) Wu Xiuquan(1985[1984]), p.297
369) 11. 29(S/PV 528), 11. 30(S/PV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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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양측의 기본 입장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모든 논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었다. 중
국 대표들은 수정할 수 없는 입장을 고수했고 어떤 타협의사도 표현하지 않았으며 미
국 당국을 접촉하려 하지도 않았다. UN 사무총장은 중국 대표가 매우 과격하다고 여
겼고, 미국 대표들은 중국을 여전히 모스크바에 의해 조작된 꼭두각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Bailey 1992: 39)370)
중국 대표가 안보리에 출석했을 때, 미국 정부 내부에선 전황에 대한 낙관이 사라지
고 혼란과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었다. 11월 30일 트루먼은 기자회견 문답과정에서
핵무기 사용할수도 있다는 표현을 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보도자료로 번복했고, 맥아
더는 이후 며칠간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군사작전에 제한이 부과되어 있는 것에 대
한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에 트루먼은 맥아더를 겨냥해 공무원, 외교관, 군사령관의
모든 발언을 금지시켰다. 공화당의 타프트 의원은 트루먼정부와 국무부의 모든 국제주
의적 입장을 비판하며 NATO의 강화등 군을 해외 파병하는 것 자체 대해 반대하고 있
었다.(Acheson, 1969: 472, 491, FRUS 1950, 1246)
그런데 미국내 정책 노선의 혼재와 내부의 갈등이 심해질 수록, UN에서 미국은 강
경노선을 취했다. 휴전제안은 재고의 여지없이 거부되었다. 미국은 38선에서 정전하는
것이 군사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지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
칙을 세우고 있었다. 군사적 평화기획에서 정치적 평화기획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았고
여전히 군부의 입장이 강력했다.
국방부 장관 먀샬은 12월 1일 평화협상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이 큰 약점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대했고, 애치슨은 중국이 미국의 철수, 대만에서 7 함대의 후퇴,
중국의 UN가입, 일본의 평화 협약에 중국 참여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대가가 너
무 크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UN에서 중국 비난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는 지속적
인 주장이 더 힘을 얻게 되었고 결국 트루먼은 12월 2일 중국 비난 결의안을 총회에
의제로 즉각 상정할 것을 지시했다. 12월 3일 애치슨은 정부가 직면한 상황의 심각성
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트루먼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건의했고 트루
먼은 12월 15일 비상사태를 선포371)해 방위비 증액과 군사력 확대 및 임금과 가격통
제를 강조했다.(Rosemary Foot 1990, 30, Acheson, 1969: 475, FRUS 1950, 1240)
미국이 UN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추구하고 국내적으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강경대응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UN의 대표들과 중국 대표들과의 대화는
소득 없이 공전하고 있었다.(FRUS 1950, 1490-96; Acheson, 1969: 481)

370)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Supplement for September to December 1950, 527th
meeting(30 Nov. 1950), pp.19-20; Wu, Xiuquan, Eight Years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emoirs of a diplomat(Beijing: New World Press, 1985), p.45; FRUS, 1950, Vol. Ⅶ, pp.923, 1025,
1071..
371)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Harry S. Truman(PPPUS:HST) 1950 p.74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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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권력 균형의 대두와 실용적 휴전정책에 따른 한국의 재분할
UN과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평화기획을 강력히 추동한 것은 미국이 아닌 영국과 인
도, 그리고 아시아-아랍 국가들이었다. 중국과 미국의 군사, 정치적 대립이 일종의 권
력 균형 상태를 초래하자 UN과 UN 외부에서는 휴전과 평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었다. 전쟁 초기부터 영국과 인도는 소련, 중국등과 정치적 협상을 시도하고
있었다. 전쟁발발 4일후인 6월 29일 영국 대사 데이비드 켈리는 소련 외무상에게 메
시지를 전달했고 7월 7일엔 안드레이 그로미코 외무부 차관을 만나는 등 접촉을 시도
했다.(FRUS, 1950, Rosemary Foot 1990)
특히 인도 수상 네루의 노력이 돋보였다. 인도는 중국이 참여하여 UN의 틀에서 동
북아 문제의 포괄적 해결로 접근해야한다는 방향으로 행동했다. 네루는 7월 13일 애치
슨과 스탈린에게 보낸 사적 서신에서 양국에게 한국의 갈등을 지역화하고 평화적 해결
을 촉진하여, UN의 연대를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호
소했다. 인도는 UN에서 중국이 의석을 갖게되고 소련의 안보리 보이콧을 끝내고 한국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네루는 비공식적으로 안보리 밖에서
미국, 소련, 중국이 만나 협력하면 분쟁을 끝낼 기반을 찾아 한국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FRUS 1950: 373, Bailey 1992: 19)
스탈린은 긍정적으로 화답했지만, 애치슨은 이를 거부했다. 오히려 미국은 인도와
다른 회원국들의 분쟁 종식 노력과 소련의 '평화공세Peace Offensive'에 대응할 심리전
계획을 출범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다.372) 이런 심리전으로 기획은 10월경 취소되었지
만, 트루먼 정부는 기본적으로 12월까지 정전 제안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었
다. 미국은 상대가 먼저 적대의 종식을 제안하고, 38선에서 충돌이 중단되고 정전협상
에 아무런 정치적 조건이 포함되지 않아야만 정전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Rosemary Foot 1990,31)
1) 영-미 정상회담과 아시아 국가들의 평화 제안
하지만 점차 군사적 상황이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UN에서 적대의
종식을 향한 외교적 활동들도 미국에 대한 큰 압력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미 38선
돌파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국가들은 중국의 전면적 개입이후 상황을 더 걱정했
다. 이에 처칠이 죽은 이후 새로운 수상이 된 영국의 아틀리가 직접 미국을 찾아와 트
루먼과 정상회담을 했다.373)

372) NSC 80: Pease Offensive Concerning Korea(50. 9. 1) 은 여기에 더해 미국의 사상자가 늘어날 경우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군사적 교착상태이후 생겨날 문제에 대비한 정교하게 준비된 심리, 외교 공세를 시작하려
했다.(FRUS 1950 : 684)
373) 애치슨은 웨스트팔리아 평화협약과 비엔나 회의를 제외한 모든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아틀리와 트루먼
의 정상회담은 매우 무용한 외교의 도구로서 깊은 불신을 갖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Acheson 1969,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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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의 영미 정상회담에서 아틀리는 우선 한국상황을 정확
히 알고 싶어 했고, 이를 어느 정도 알게 되자 미국이 영국 동의 없이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받고 싶어 했다. 특히 아틀리는 맥아더의 행동에 대해 동맹국과
합의없이 행동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Acheson, 1969: 481, FRUS
1950, 1348-1479)

아틀리는 미국이 중국에게 휴전을 제안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한국과 대만에서 철
수하고 UN에서 중국 의석을 주고, 대만을 중국 관할로 돌려주는게 그렇게 큰 댓가는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틀리는 서구 국가들이 아시아에서 좋은 여론을 얻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애치슨은 미국의 안보가 더 중요하다 답했
고, 트루먼과 마셜은 태평양 지역에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아시아 반공주
의자들의 믿음을 얻는게 아시아의 지지를 얻는 길이라며 영국의 제안을 거부했
다.(Acheson, 1969: 482, Rosemary Foot 1990, 29)
사실 영국은 다른 이해관계가 있었다. 영국은 미국이 중국과의 분쟁을 조속히 끝내
고 다시 유럽의 안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랬다. 영국은 미국이 유럽을 무시하
고 너무 많은 자원을 아시아로 분산시키지 않기를 바랬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은 미군
을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에 배치하는 것에 반대했다. 영국은 이렇게 아시아에서 분쟁
이 확산되어 미국이 이 지역에 더 많은 물자와 에너지를 투여하게 되는 상황을 막고,
대신 2차대전때 처럼 영국과 같이 유럽 안보 상황을 통제하길 바랬다. 중국과 휴전문
제에 대해 미국과 영국의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유럽과 영국에 필요한 천연자원의 조달
문제에 대해선 서로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 것도 이런 입장을 보여주었다.(Acheson,
1969: 481: Rosemary Foot 1990, 21, FRUS 1950, 1348-1479)

이처럼 한국전쟁의 정치적 해결에는 포괄적인 동북아의 중국과 대만문제가 얽혀있었
고, 뿐만 아니라 전쟁의 확대를 반대하는 서구의 여론에는 유럽으로 분배될 미국의 물
자와 관심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같은 시기 UN에서는 주로 인도가 이끄는 방향에 따라 38선에서의 정전을 이루자는
제안으로 중국을 설득하려는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결과 12월 5일 UN총
회에서 인도가 주도하는 13개 아프리카 아시아 회원국들은 북한과 중국에게 38선을
넘지 말라고 호소하는 선언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중국이 38선에서 공격을 멈추면 여
기서 휴전에 근거해 한국에 이해관계가 있는 열강이 만나서 한국문제의 최종 해결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베이징에 전달했다. 연이어 12월 6일에는 인도의 네루가 한
국전쟁 정전 교섭을 제안 했다. 비록 미국은 휴전 협상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
을 표명하며 UN 총회374) 전원위원회에서 결의안(A/C.1/638)을 도입했지만, UN에서는
아시아 선언에 대한 논의와 휴전 제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Bailey 1992: 44;
FRUS 1950, 1422-1485; Stueck, Korean War, 139–40)

12월 5일 발표된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평화 계획 초안은 여러 단계가 포함된 계

374) A/PV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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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었다. 그 계획이란 a.즉각 휴전 b.중국의 철수 c.미국의 철수 d.대만에서 미군 함
대 철수 e.한국군의 무장 해제, 북한군도 무장 해제. UN의 무장해제 위원회의 감독
f.UN군 5만 명으로 제한. 한국 경찰은 2만5천 g.UN 옵저버 h.UNCURK 활동 I.3개
월 안에 선거 개최 후 UN군은 철수 j.12개월 내에 휴전, UN군 철수 3개월 안에
UNCURK도 철수 k.휴전명령 직후 UNKRA 활동 등이었다. 인도는 특히 중국이 휴전
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이 제안이 서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중국이 휴전을 받
아들이면 다른 중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것이라는 것을 반복 강조하며 중국을 설득했
다.375)
UN 총회 정치위원회(The First Committee)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
고 12월 12일 안보리 정치위원회 회의376)에서 인도 대표 라우(Rau)는 한국 휴전문제
와 포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을 별도로 나누어 두 개의 결의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13개국 합동 결의안377)은 3개국 회원으로 구성된 휴전그룹(Cease
Fire Group)을 구성해 한국에서 휴전을 위한 근거를 찾는 노력을 하자는 것이었다. 두

번째 12개국 합동 결의안(A/C.1/642)은 극동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 정치회담
을 개최하자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UN에서도 한국의 휴전문제와 정치적 해결문제가
분리되었고, 중국 대표들도 휴전과 정치협상을 분리해 다루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정치적 협상이나 회담이 있기 전에 먼저 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첫 번째 결의안 만을 선호했다. 그러자 소련도 정치회담과 분리된 고립된 휴전에 반대
했다. 결국 12월 13일 휴전에 관한 13개국 결의안(A/C.1/641)만 표결에 붙여졌고, 51
대 5, 1개국 기권으로 채택384(V)되었다.378)(YBUN 1951, 244-49, FRUS 1950, 1489,
1500-1512, 1536, Bailey 1992: 44)

2) 미국의 휴전관련 입장과 중국의 휴전 제안 거부
UN에서 인도, 영국, 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휴전 결의안이 통과되자 미국의 입장은
다소 동요하고 있었다. 이 시기 미국은 두가지 경로 즉 1) 정치적 조건 없는 휴전을
이루고 그후 극동 문제 협상을 통해 한국문제를 해결한 후, 중국의 UN 의석에 대해
논하고, 일본과 평화협약을 맺는 방향과, 2) 만일 공산측이 휴전을 거부하고 수용불가
능한 조건을 달면 중국을 비난하는 6강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UN 작전을 지속하는 경
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 했다.
미국 정부는 휴전이 이루어질 경우에 미국의 입장과 조건을 검토했는데, 휴전 협상
은 한국문제로만 한정되어야 하며, 한국에 참여중인 모든 국가가 무력행동을 중지해야
하고, 탈군사 지대를 수립한 후, 지상군은 현 위치에 머물거나 뒤로 물러나고, 휴전감
375) Stueck, Korean War, 140–1.
376) A/C.1/SR 415,
377) 아프간, 미얀마,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 파키스탄, 필리핀, 사우디, 시리아, 예맨
(A/C.1/641)
378) A/C.1/SR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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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후에는 어떤 병력 증가도 금지시키고, 포로들은 1:1 기반으
로 교환하고, 휴전 위원회가 민간 행정의 책임을 지고, 피난민은 탈군사지대 횡단을
금지한다는 구체적 기획을 검토했다.(FRUS 1950, 1441, 1529)
이런 논의의 결과 등장한 것이 12월 11일 JCS가 제시한 한국 휴전의 조건과 원칙에
대해 제안(NSC 95)이었다.379) NSC 95는 20마일 폭의 비무장지대의 설치, 정전위원
회의 조직과 전 국토에 대한 자유롭고 제한없이 접근할수 있는 감독 권력, 더 이상의
인력과 물질적 충원 중단, 모든 UN군이 송환될 때까지 1:1 기반의 포로 교환. 그 이
후에 남은 포로들이 송환이라는 미국의 정전협상에 대한 최초의 기본 방침과 원칙이
포함되어 있었다.
NSC 95에서 중요한 것은, 로즈마리의 지적처럼 이 제안이 모든 종류의 중국과 관
련된 정치적 조건을 배제하고 정교하게 정전의 군사적 측면만을 강조했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휴전 협상에는 한국에 한정되는 것임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웠다. 다른
문제, 특히 중미 관계의 문제를 한국 정전협상에 연결되지 않게 하려 했다. 이는 한편
으로 미 군부와 미국내 정치의 더 호전적인 입장 즉, 미 해군과 공군으로 중국 본토를
공격하자는 정서를 억누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UN과 국제 여론의 휴전과 평화적인
정치 협상에 대한 압력이 반영된 절충점이었다.(Rosemary Foot 1990,31-32)
사실, 정전협상을 순수하게 군사적인 것에 한정한다는 미국의 방침은 이미 1950년
9월부터 준비된 입장이었다. 1950년 9월 16일, 인천상륙작전 다음날 매튜 미 국무부
부차관은 중국이 직접 개입이나 북한에 의해 평화협약이나 휴전 제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 개입을 대비한 NSC 81/1에는 후자에 대한 준비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1) 즉각적인 정전협상이나 2) 종국적인 평화협약의 문제를 대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때 매튜는 정전협상의 성격과 몇가지 일반 원칙을 제시했다.
당시 매튜는 먼저 정전협상의 경우만 고려하며, 북한이 휴전이나 평화협약을 요청할
경우, 휴전협상은 순수한 군사적문제이며 따라서 정전/휴전협약 협상 담당인 통합사령
부 사령관을 통해 대응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담당 사령관은 미국 정부의 명령을 받고,
미국 정부는 안보리의 적절한 결정을 따르는 지휘체계를 구상했다. 그런데 이때 정전
협상을 군사문제로 한정한 이유는 최종적인 평화협약의 문제는 UN이 결정할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정전협상은 단지 군사적인 것에 그치는게 아니라 최종적인 평화협약
을 예상하는 절차로 보았다. 그리고 처음에 매튜가 제시한 일반 원칙들380)은 사실상
북한의 항복과 군사적 패배 이후의 전후 처리 방침으로 준비된 것이었다. 만일 갑작스
런 북한의 붕괴가 발생하는 경우는 NSC 81/1의 23절에 따라 처리하자고 한 점에서도

379) NSC 95, 1950. 12. 12. FRUS 1950:7, pp.1529-1531
380) 매튜가 제시한 일반원칙은 첫째, 모든 북한군 정규, 비정규군은 분쟁을 중단하고 정전 혹은 휴전 협상과 관련된
통합사령관이 부과하는 군사적 요구를 따른다. 둘째, 38선 남쪽의 모든 북한군은 UN군에 의해 평화협약에 의한 결
정이 있을 때까지 억류된다. 셋째, UN군 팀이 38선 북측지역에 들어가 북한군의 무장해제를 감독한다. 넷째, UN
평화 협약의 수립이 있을때까지 북한 당국은 법과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해 사령관은 한정된 수의 민
간 경찰이 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할 수 있다. 다섯째, 모든 북한에 있는 모든 UN 전쟁포로와 민간 억류자들
은 한번에 석방되어야 하며 이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지정 장소로 이송할 조항이 만들어져야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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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북한의 패전을 전제로 한 군사적 대응의 문제였다.(FRUS 1950, 731-32)
이런 초기 입장에 근거해 만들어진 것이 1950년 12월의 NSC 95였고, 이렇게 정전
협상의 문제는 군 사령관이 담당하는 철저히 군사적인 문제로 한정하게된 이유는 정치
적인 결정은 UN에서 하려는 초기 구상과 중국개입으로 초래된 복잡한 동아시아 정치
문제를 한국전쟁 처리문제와 분리하려는 이해관계가 결합된 산물이었다. 이에 따라 미
국은 한편으로는 13개국 결의안의 휴전 노력을 방관하면서도, 대만문제를 포함한 극동
문제의 해결을 고려하는 것은 거부한 것이었다.(Bailey 1982,116, Acheson, 1969:512)
하지만 이 시점에서 군사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중국은 13개국 휴전결
의안 자체를 거부했다. 당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군사적 우위에 있던 상황에서 전면
적 승리 이외에는 어느 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소련 역시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
고 있었다.381) 12월 8일 중국 고위 외교관(Chen Jiakang)은 휴전을 제안하는 인도 대
표에게 왜 미국과 UN군이 38선을 넘을때 휴전 제안을 하지 못했는지, 왜 중국과 북
한군이 진입할 때 휴전을 요청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제안을 거부했다. 그리고 3일후
에 저우언라이는 중국 인도대사 파니카와의 대화에서 38선을 미국이 넘었으므로 중국
이 이를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382) 뉴욕에 있던 중국 대표는 이런 상부 입장
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해외 군의 철수, 대만문제, UN에서의 중국의 대면 권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휴전에 관심이 없던 상태였다.(Bailey 1982,116)383)
정치적인 협상으로 확대되지 않고 군사적 휴전의 문제에 집중하길 바라는 미국과,
한편으론 완전한 군사적 승리를 원하고 그에 따른 더욱 포괄적인 정치적 협상을 통해
미국과 협상을 원하던 중국의 기본 입장이 근본적으로 충돌하여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UN 휴전 그룹이 활동을 하게 되었다.
12월 14일 UN총회 회의384)에서 정치위원회 중간보고(A/1717)와 13개국 결의안이
채택 되었고, 전날 결의안에 따라 이란 대표(Entezam)와 캐나다(Lester Pearson), 인도
(Benegal Rau)으로 휴전 그룹이 구성되었다. 이들은 여러 정부들에 자문을 구하고 휴전
을 받아들일만한 근거들을 고민했다. 미국은 38선 북쪽에 20마일의 비무장지대가 설
치되고, 한국에서의 군사력의 교체나 강화를 중단하고, UN위원회에 의해 감독되는 휴
전을 원했다. 하지만 중국은 점차 38선을 넘어서 내려오고 있었고, 중국이 배제된 총
회에서 수립된 3개국대표단의 정당성 자체를 승인하지 않았다.(Luard, 1982: 254)
381) 50년 12월 동안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의견 교환에 대해서는 December 1950, see VKP (b) CC Politburo
decision with approved orders to Vyshinsky in New York and Rochshin in Beijing (with message for
Zhou Enlai), 5 December 1950; ciphered telegram, Rochshin conveyingmessage from Zhou Enlai to
Soviet government, 7December 1950; and ciphered telegram, Gromyko to Rochshin transmitting
message from Filippov [Stalin] to Zhou Enlai, 7 December 1950, CWIHPB, no. 6 (Winter 1995–6): 51–3
382) K.M. Panikkar, In Two Chinas (London: Allen andUnwin, 1955), 118; Chai Chengwen and Zhao
Yongtian, Kangmei yuanchao jishi, 69–0; Qi Dexue, Chaoxian zhanzheng juece neimu (The Inside
Story of the Decision Making during the KoreanWar) (Shenyang: Liaoning daxue, 1991), 99.
383) 한국의 반응도 비우호적이었다. 12월 13일 UN 총회 정치위원회의 결의안은 한국에 '한국정전 결의안'으로 알려지
면서 더욱 호전적인 북진 통일을 외쳐왔던 이승만과 임병직 외무장관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서울신문 1950
년 12월 14일
384) A/PV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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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국 대표는 휴전그룹을 공식적으로는 만나고 싶어하지 않았고, UN 사무
총장이 조직해 인도 대표와 비공식적 접촉을 하고 있었다. 12월 15일, 휴전그룹은 UN
위원회의 감독하에 한국 전체에서의 분쟁을 중지하자고 제안했다. 휴전그룹 대표 라우
는 인도의 북경 대사 파니카에게 복사본을 보냈고 중국은 파니카에게 이를 미국이 지
원하는지를 묻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다음날 12월 16일 중국대표(우휘찬)
는 기자회견에서 휴전을 정치회담 보다 먼저하자는 제안은 중국과 한국의 손을 묶으려
는 시도라고 비난했다.(Bailey, 1982, 117-18, YBUN. 1950, 250-51, FRUS 1950, 1560)
이 시기에 마오는 중국이 더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기 전까지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는 제안을 거부했다. 심지어 마오는 공중지원의 부재와 병참시스템의 약화로 추가
지원이 있기 전까지 공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현장 지휘관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12
월 21일 팽더회에게 한번더 공세를 펴고 38선을 넘으라고 지시했다.(Chen Jian
2001,92)

공격명령 다음날 12월 22일 저우언라이는 공식적으로 13개국의 휴전 결의안을 거부
하고, 한국에서 군사 작전을 재개하기 위해 시간을 얻으려는 미국의 기획이라고 비난
했다. 저우언라이는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반으로 모든 해위군은 한국에서
철수해야하며 한국의 국내 문제는 한국인들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미국 침략군은
대만에서 철수해야하며 중국 대표는 UN에서 정당한 지위를 획득해야한다.'며 다시 한
번 중국의 최대 요구를 제시했다.385)(Luard, 1982: 255)
군사적 성공의 정점에 있던 중국이 휴전그룹의 제안을 거부하고 최대요구, 즉 이 기
회에 중국이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문제를 제시하자 협상가능성은 사라졌다. 인도
대표 라우는 인도 본국으로부터 정전그룹에서 너무 적극적이 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
고, 협상이 지지부진 해지면서 중국측 대표는 12월 19일 뉴욕을 떠났다.(Bailey
1982,117, Wu Xiuquan(1985[1984]), 253)

3) UN 휴전 그룹의 실패와 중국 비난 결의안
중국 대표를 만날 수 없었던 휴전 대표단은 1951년 1월 2일 총회에 활동에 실패했
다고 보고했다.(A/C.1/643)(YBUN 1951, 250)
휴전 그룹의 활동이 실패하자 영국을 중심으로 UN 밖에서 외교가 펼쳐졌다. 즉 1월
4일부터 12일 사이에 영국연방(Commonwealth) 수상들의 회의가 런던에서 열렸고, 1월
12일 캐나다, 영국, 인도 등이 이를 반영해 휴전 그룹 추가 보고 형태(A/C.1/645)로
UN 총회 정치위원회에 5개 원칙을 제시했다.
그 원칙은 a)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지 않는 즉각적인 휴전 b) 휴전을 통해 평화의
회복을 위한 향후의 논의를 촉진 c) 모든 해외 군의 철수와 전 한국에서의 선거 d)
UN 원칙에 따른 한국에서의 평화로운 행정 조정, e) 영국, 미국, 소련, 중국 대표가

385) Chai Chengwen and Zhao Yongtian, Kangmei yuanchao jishi, 71; FRUS,1950, 7:1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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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을 열고 UN 총회가 대만과 중국의 대표문제를 포함한 극동문제Far Eastern
problems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자는 것이었다.

캐나다는 이를 중국이 승인할 것을 제안했고 1월 13일 총회 정치위원회에서 50:7로
승인된 후 바로 북경으로 송고되었다. 사실 이 제안은 어느 정도 중국의 요구를 충족
시켰다. 마지막 쟁점은 중국이 제기한 두가지 외부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희망을
주었고, 두 번째는 해외군의 철수를 제안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의 휴전은 일시적
으로 미국이 중국 국경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줄 것이다.(Luard, 1982: 255, YBUN
1951, 209-10, Bailey 1982, 118)

미국은 이를 거부할 수 없었고, 중국이 이 결의안을 수용하면 미국에겐 외교적 딜레
마가 생길 상황이었다. 이후 애치슨은 그의 회고록에서 인도의 주도하에 아시아 13개
국 결의안을 지지할까 반대할까를 선택하는 것은 자살행위였다고 언급했다. 왜냐하면,
이를 한국을 잃고, 의회와 언론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UN에서
미국의 우위와 지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이 결의안을 지
지했고, 중국이 이 13개국 결의안을 거부하기를 바랬다.(Acheson, 1969: 513)
중국과 소련은 실제로 1월 17일 이를 거부했다. 저우언라이는 휴전먼저, 협상은 나
중에라는 원칙은 미국이 침략을 확대하는 것을 도울 뿐이라며 제안의 정당성을 공격한
후 더욱 정교한 제안으로 응답(A/C.1/653)했다. 중국은 한국분쟁의 종식은 UN이나 휴
전협상이 아닌 다양한 국가들끼리 정치협상을 통해서 이뤄져야한다고 응답했다. 중국
은 영국, 중국, 프랑스, 소련, 미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집트, 인도와 함께 중국
에서 모여서 7강 회담을 개최해 극동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국은
이 대항제안에서 중국의 UN 의석 획득과 한국과 대만에서 모든 해외군이 철수를 다
시 한번 요구했다.(Luard, 1982: 256, Bailey 1982, 119 FRUS, 1951,7:91–2.)
중국의 이날 제안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었다. 한편으론 이것이 중국이 스스로의
역량을 과대평가한 비합리적인 요구라는 냉소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세히 검토
해보면 UN의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협상 전략에 불과했다는 견해가 있었
다.(Luard, 1982:256, Rosemary Foot 1990, 29)
미국은 당연히 전자의 입장에서 대응했다. 1월 17일 중국의 입장표명 당일 애치슨은
소위 대항 제안에 대한 거부 연설을 했다. 그는 UN이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을 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제 우리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UN에 대한 비난을 그만둘 의도가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한다며 중국을 비난했
다.(FRUS1951,7:93)

386)

386) 발표원문은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January 29, 1950, p.164. 애치슨과 미국의 이런 입장표명은 미국
내에서 두가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미국의 의견은 현재의 전선 상황에서는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
미로 받아들여 지며 한국전쟁 자체가 이제 UN군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둘째, 중국에 대
한 정책이 미국의 국내 정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1월 19일 미 하원의회는 UN이 즉각 중국을 침략자로 선언
해야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4일후 상원에서도 비슷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트루먼 정부는 공화당 보수
세력들에 의해 이미 중국내전에서 민족주의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않아 중국을 잃었다는 엄청난 공격을 받
고 있었다. 중국과 협상을 한다면 이는 조건부 항복이자, 노선을 포기한 것이라는 공격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 전개
되었다.(Luard, 1982: 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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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월 18일부터 30일까지 정치위원회(First Committee) 회의에는 상반된 의견
이 제시되었다. 애치슨은 중국이 UN을 거부했다며 중국을 침략자로 비난하고 UN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제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요구하며 결의안(A/C.1/654)을 제시했
고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와 예맨 등은
중국의 대응에 타협의 여지를 살펴야한다는 결의안(A/C.1/642/Rev.1)을 제시했다. 영
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는 중국의 반응에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고, 인도 대표는
중국의 응답은 사실상 분명한 요구이자 대항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인도는 중
국으로부터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중국 인민지원군을 철수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도 알렸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고,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의
사전조건으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기존의 UN 결의안을 받아들여야하고, 따라서 중국
이 침략자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osemary Foot 1990,30, Luard, 1982: 257,
FRUS 1951, 115, 117, 130)

하지만 영국의 주도하에 다른 회원국들은 여전히 중국의 대응을 더 검토해야하고,
중국을 비난하기 전에 설득노력을 더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한국문제는 가장 큰 이
웃국가인 중국이 동의하지 않고서는 장기적 해법의 도출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중국과
정치적 타협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고, UN이 비난하고 제제를 가하면 상황이 더 악
화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아랍 아시아 국가들도 이런 입장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1월
25일 인도는 아랍-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한국에서 휴전과 중국과의 협상을 위한 절차
를 모색하기 위한 7개국 회담을 제안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인도의 타협안은
총회에서 27대 18로 거부되었고, 미국의 결의안이 2월 1일 UN 총회 327차 회의에서
44대 7, 9개국 기권으로 통과되었다.(Bailey 1982, 119, YBUN 1951, 212-23; Luard,
1982: 258)

2월 1일 결의안(498(Ⅴ)은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한 결의안이었다. 이는 중국이 UN
군에 대항하는 분쟁에 개입해 한국을 침략한 측을 직접적으로 돕고 지원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중국 역시 한국에의 침략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중국의 철
수를 요청했고 침략자에 대한 제제를 모색할 주선위원회Good Offices committee를 설
치했다. 위원회는 총회 의장과 상임이사 스웨덴 멕시코로 구성되었는데, 스웨덴 중국
대사를 통해 북경 정부와 접촉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들은 이후 아무런 답변도 얻
지 못했다. 중국정부는 이 침략비난 결의안에 격분해 이후 UN과 어떠한 의사소통도
하지 않았다. 2월 1일 UN 결의 통과로 조기 정전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고 이후
5개월 동안 이 문제는 진행이 중단되었다. 미국의 정치적 최대입장이 UN에서 통과되
고 협상논쟁이 종식되자 애치슨은 “UN이 안정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여겼
다.(Luard, 1982: 258, Rosemary foot 1990: 32-33, Acheson, 1969: 513, FRUS 1951,
150-51)

이후 미국무부는 5월 3일 50년 11월 3일 평화를 위한 통일 결의안에 의해 총회에서
설립된 추가조치위원회(Additional Measures Commitee)가 경제적 제제 수단에 대한 연구
를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이 통제하는 모든 지역에 대한 원자료 수송의 엠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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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안했다. 이는 위원회에서 승인되었고 5월 18일 UN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이 결
의안은 모든 국가들이 원자력 에너지, 석유, 전략적 가치가 있는 물자의 수송, 무기
생산에 필요한 장비, 탄약 등의 수송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UN에서 침략자로
규정된 국가에 대한 제제 정책에 동의하기로 결정한 최초 사례였다.(Luard, 1982: 260)
4) 중국 대표문제에 대한 법적 논쟁 : 비자유주의 비인정 vs 신생국 보편적 인정
51년 2월 1일 비난결의안이 통과되고 이후 제제조치까지 취해지며, 중국내전부터 한
국전쟁에 이르는 UN에서의 중국 논쟁은 중재노력이 무산되고 최악의 상태로 악화되며
일단락 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중요한 국제 정치적 함의
를 갖고 있었고, 중국의 대표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논쟁들은 이 논쟁들의 성격을 또
다른 차원에서 조망하게 해준다.
정치적 인정인가 법적 인정인가
원래 신생/독립 국가의 인정문제는 미국의 독립에 대해 영국에 적대적이던 프랑스가
즉각 인정한 것에서 알수 있듯이 처음부터 경쟁국의 권력을 침식하기 위한 매우 정치
적인 대응인 동시에 인정한 국가에 관여하려는 개입주의적 행위였다. 미빌은 미국의
1823년 몬로 독트린 역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인정하면
서 동시에 미국의 개입권을 확보하고 유럽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던 시도였음을 환기시
켰고, 이런 전략적 인정은 탈중상주의적, 탈제국주의적 국제질서의 패권 유지를 위한
구체적 방식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Mieville 2005: 236) 슈미트는 미국이 1907년
부터 라틴아메리카에 적용하기 시작했던 토바 독트린387)도 법적 의미에서 민주주의적
헌법을 가진 정부만 인정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지만 '민주'와 '법'의 의미를 모두 미
국이 규정하고 해석할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 미국의 개입주의의 수단이라고 지적했
고,388) 안기는 인정이란 유럽 국가들이 식민영토들에 대한 자국의 주권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389)
이처럼 인정의 문제가 개별 국가의 정치적 결정으로 남아 있는 한, 전략적 정당화
도구가 된다는 것은 이미 유럽 제국주의 시대이래 관습화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사실
20세기에는 어떤 국가와 정부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기준에 있
어 역사적 진보가 있었다. 과거 기독교나 유럽중심주의적인 문명이란 기준을 적용한
것에 비하면 20세기 미국은 이를 폐기하고 토바독트린의 '민주주의 헌법'이라는 새로
운 원칙을 주도했다. 1차대전 이후 미국은 평화를 기준으로 내세워 1932년 1월 7일
387) 미국은 1907년부터 중앙아메리카에서 새로 설립된 정부나 헌법이 선거를 통해 확정되기 까지는 혁명이나 쿠데타
로 권력을 잡은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토바 독트린 Tobar doctrine을 확립한 바 있었다.
388) Ulmen, G.L. 1987, 'American Imperialism and International Law: Carl Schmitt on the US in World
Affairs', Telos, 72: 43–1.
389) Anghie, Antony 1999, 'Finding the Peripheries: Sovereignty and Colonialism in Nineteenth-Century
International Law',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4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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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만주를 침공한 일본에게 1928년 파리협약의 의무와 협약에 반하는 상황을 인
정하지 않는다는 스팀슨 독트린을 수립한바 있었다. 이후 미국은 이탈리아의 에티오피
아 침공, 스페인의 프랑코 정부, 만주국, 이탈리아, 슬로바키아를 인정하지 않았
다.(Grewe, 2000:599-602)
그런데 냉전이후 미국은 신생국가의 민족자결, 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 자유주의를
인정의 기준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미국은 냉전시기 내내 비자유주의 국가에 대해 불
인정 원칙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차별적 세계를 창조했다. 특히 동유럽, 아시아와 아프
리카 등지에서 새로 설립된 국가들이 자유세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정부가
수립되어야 했고, 한 정권의 자유주의적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유선거의 실시 여부
였다. 냉전 초기 미국은 소련의 영향을 받아 새정부가 수립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
아 정부가 재 조직되기 전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은 이 국가들
과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자유 선거Free election가 실시되기 전까지 2차대전 문제를 처
리하기 위한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했다.(Leffler, 1992:35)
이렇게 비자유주의에 의한 불인정원칙은 냉전이 전개되며 공산주의에 대한 불인정 원
칙으로 전환되었고 점차 냉전 정치의 수단이 된 것이었다. 소련과 중국은 이런 자유세계
와 대비되는 블록을 구축하기 위해 대항적 상호 인정 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예컨대 중
국은 50년 1월 8일 베트민 호치민 정부를 인정했고, 3주후 소련도 이를 뒤따랐다. 소련
은 모든 국제기구에서 공산주의 중국이 회원이 되는 것을 지지하며 중국을 인정하지 않
는 UN에 항의해 안보리를 보이코팅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정문제가 정치화된 상황에서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이후 중국의 인정과
UN에서의 대표문제를 둘러싼 법적 논란의 핵심에는 한 국가의 인정문제를 국제기구를
통해 집단화·제도화하려는 움직임과, 이를 법적 문제가 아닌 단지 개별 국가의 정치
와 정책이 영역으로 남겨 두려는 움직임 사이의 충돌이 있었다. 이 대립에서 영국과
인도 등 중국을 승인하려던 국가들은 일종의 보편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신생국가를
인정하려 했지만, 미국은 비 자유주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배제적 원칙을 고수
하기 위해 이런 제도화에 반대했다. 따라서 이는 새로운 국가의 인정문제에 대한 UN
이나 국제법의 미숙함과 혼란의 산물이자, 냉전으로 적나라하게 전개된 국익의 충돌의
산물이었다.
이 승인문제는 처음엔 앞서 살펴 보았듯이 UN 사무총장이 UN에서의 대표 문제의
법적 특성에 대한 보고서390)를 통해 촉발되었다. 이 보고서는 UN 가입과 승인은 한
국가를 승인하는 개별 국가의 정치적 승인과 다른 집단적, 사법적 행동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과 소련의 극단적 대립으로 해결되지 않는 중국의 승인
문제를 UN총회에서의 표결을 통해 제도적으로 일단락 지으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
다.
사무총장의 비망록은 인정문제를 개별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행위가 아니라
390) (UN Doc S/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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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법제화하고 국제법과 기구에 의한 집단적 사법적 의무와 권리문제로 만들려고 했
던 보편주의적 국제법학자들의 노력의 산물이기도 했다. 일찍이 국제적 법형식주의자
인 켈젠은 한 국가의 인정을 정치적 행위로서의 인정과 사법적 행위로서의 인정으로
구분하며 이런 움직임을 시작했다. 켈젠은 한국가가 다른 국가를 인정하는 정치적 행
위를 선언적(declaratory) 행위라고 규정391)했고, 법적인 인정행위는 존재하는 사실을 제
도적으로 확립하는 행위라고 구분했다. “법률적 인정행위는 사실을 수립하는 것이고,
정치적 인정행위는 상호 관계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지의 선언이다.”(Kelsen 1941,
615)
켈젠은 특히 이 법적인 인정의 성격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는 당시까지 국
제법 이론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아직 관련된 법적 절차나 사실을 결정할 제도
화된 기구가 부재한 초보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이었다. 켈젠에 따르면 법적 인정을 규
정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이 우선 무엇이 국가인지를 결정해야한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그는 국가들의 실천을 통해 관습화된 의미에서 국가란 1) 중앙집중화된 법적 질서, 정
부가 존재하고, 2) 이 정치체의 권력과 권위에 의해 영토와 주민들에게 부여된 질서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이며, 3) 다른 국가의 법적 통제하에 있지 않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는 세가지 기준에 부합해야했다.(Kelsen 1941, 606-8)
켈젠의 기준에서 국가의 실체과 정치적 성격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켈젠은 법적 행
위로서의 인정은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단지 사실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법적 인정을 통해서만 그 국가는 상대 국가에게 법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이
법적 인정행위는 조약 같이 기존 관계에서 생겨나는게 아니라 일방적 행위이다. 따라
서 국제법의 주체가 되기 위해 새 국가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고 구 국
가들도 새 국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며 상호인정이 필수적이다.(Kelsen 1941, 608-9)
그런데 켈젠은 새 공동체가 국제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국가가 새 공동체
를 국가로 의무적으로 인정해야하는지는 비록 바람직하지만 아직 국제 실증법에 규정
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즉 기존 국가들은 인정행위를 할수 있지만 의무가 아니며
인정을 거부해도 국제법의 위반이 아닌 것이다. 다만 켈젠은 새로운 공동체를 국가로
인정할 권한을 국제 조약이나 국제 기구를 통해 넘길수 있으며, 이는 국제 연맹의 1조
2항 관련. 다수결로 결정할수 있게 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특히 내전 상황에서 반
란세력의 교전권을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갖는 복잡한 문제를 검토392)하며 국가와 정부
391) 한 국가나 정부를 인정하는 정치적 행위는 인정하는 국가가 그 인정받는 국가와 정치적 관계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정치적 인정 문제는 인정하는 국가의 자의적 결정의 영역안에 있는 행위이다. 인정은 일
방적 선언이나 양자간 서신교환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정치적 행위는 법적 효과가 없으므로 구성적인 것이
아니고 따라서 선언적(declaratory)인 것이라 할수 있다.(Kelsen 1941, 605)
392) 국가나 정부의 인정외에 반란세력을 교전권을 가진 세력으로 인정하는 것도 국제법에서 중요하다. 이는 내전 상황
을 전제로 한다. 국제법에 의해 규정된 어떤 조건속에서 이 내전은 국제전의 성격을 갖게되나. 1) 반란세력이 정부
와 스스로 군사기구를 갖고 있다. 2) 반란세력이 전쟁의 기술형태를 수행한다. 이는 작은 반란수준이 아니라 일반
적 이해에 따른 진짜 전쟁 형태를 띈다. 3) 반란정부가 내전이 발발한 특정한 영토를 사실상 통제한다. 질서가 확
립되어 있다. 반란세력을 교전상대로 인정하는 법적 인정은 이런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 이에 대해 의견들이
갈리는데, 공통적인 것은 전쟁과 중립성에 대한 국제 규범이 이들에게 적용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행위의
두가지 가장 중요한 기능은 내전을 국제전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내전에 관여한 국가내의 정치적 권력의 변화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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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정, 내전에서 반란세력의 교전권의 인정문제의 성문화를 더 확대할 것을 조언했
다.(Kelsen 1941, 610-617)393)
켈젠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법은 적나라한 사실 그 자체를 다룰 수 없고 법적으로
처방된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역량이 있는 권위에 의해서만 사실을 다룰 수 있다는 켈
젠의 순수법이론은 논리적 귀결이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만일 국제법이 승인 관
련된 제도와 절차를 확립하면 기존의 개별 국가에 의한 승인은 단지 선언적일뿐이고
법적인 중요성이 없다는 주장이기도 했다.(Kunz 1950, 714)
켈젠의 조언을 이어받아, 국가의 인정문제를 법의 틀을 통해 확립하고 더 나아가 인
정을 국제법상의 의무이자 권리의 문제로 만들려는 노력을 한 것이 바로 UN사무총장
의 중국대표 관련 보고서에 거명된 라우터파흐(Lauterpacht)였다.
라우터파흐는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정책의 문제로 보고 법에 지배되는 문제로 보지
않는 것, 즉 인정을 법적 의무에 따르는 결정의 산물로 보는게 아니라 국익을 추구하
는 것으로 보는 관점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즉 라우터파흐의 입장은
19세기적 주권원칙과 실증주의를 넘어서 자유주의적 국제법을 전지구적 사법질서로 만
들기 위한 이상주의적 태도였다. 라우터 파흐는 새로운 국가의 인정이 과연 선언적인
가 구성적constitutive인가를 둘러싼 주장의 대립으로 나타났지만, 그는 이 두 입장 모두
인정이 관련 법 공동체의 법적 의무라는 점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Lauterpacht,
1944, 385-86)

즉 라우터파흐는 인정이 정치적(외교) 문제인가 사법적인가의 문제로 보았을 때, 중
요한 것은 이 문제를 국제법의 규칙내로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국제법의 취약함의 표
현으로 남겨둘 것이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라우터파흐는 인정의 법적 성격을 강조하
며 인정을 개별 국가 정책의 자의성으로부터 구출하려는 시도였다. 라우터파흐는 특히
국제 공동체의 정치적 통합이 인정 과정의 집단화할 것으로 기대했다.(Lauterpacht,
1944, 456)

이렇게 한 신생 국가의 인정문제를 통합된 국제 기구의 제도적 절차로 만들려는 움
직임은 미국의 윌슨 이래로 추구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연장에 있는 것이기도 했
다. 윌슨은 새로운 정권의 합법성을 평가할 새로운 법률적 기준을 발전시켰고, 이는
정부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규칙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국가들에게 적절한 헌법
적인 자극과 근본 원칙을 주려는 자유주의적인 시도였다. 하지만 국제연맹과 국제연합
협약 Covenant의 창설이후394) 이런 흐름이 지속되지 않은 상황이었다.(Graham 1950,
357)
그런 점에서 한국전쟁이후 UN에서 논의된 국가의 대표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 기획
을 다시한번 되살려 논의의 중심에 있게한 계기 였다. 국제 기구의 역사상 처음으로
응하는 국제적 책임의 규제이다. (Kelsen 1941, 616)
393) 이러한 켈젠의 주장은, 법적 인정의 개념이 매우 제헌적이며 이는 국가들의 실천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Brown, 'The Effects of Recognition, AJIL, Vol 36, 1942
394) Malbone W. Graham, The League of Nations and the Recognition of Stat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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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의 정권의 변화문제가 국가간 외교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UN 헌장을 명문화
하고, 관련 기구들의 진행 규칙을 만들며, 향후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전례를 만들려
는 시도였다. 그래험은 이런 의미에서 이런 논의자체가 국제법과 기구의 역사에서 중
요한 이행의 지점을 표시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Graham 1950, 360)
이 논쟁에서 UN의 최대 역할을 역설했던 라이트는 그의 이상주의적 입장에 따라
UN을 통해 집단적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했다. 이렇게 이상주의적 입
장은 UN의 권위와 역할을 최대로 확장했다. 그는 핵심 문제는 UN의 인정이 다른 국
가에게도 의무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보았다. 그는 UN에 의한 인정은 한 국가
에 의한 개별적 인정과 달리 일반적인 인정general recognition이며 객관적 영향이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라이트는 중국에 대한 인정이 미국이 전통적인 정책과도 모순되지
않으며, 영국의 중국 인정역시 전통적인 영-미의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
다며 라우터파흐의 견해를 지지했다.395) 몇 년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중국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Wright 1950, 550-52, 1955, 320-28)
라이트는 UN에 의한 집단적 인정 의무 원칙은 평화로운 정권 변화와 혁명이나 쿠
데타로 인한 정부의 변화간의 차이를 없애는 문제가 있지만,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한
정치체를 인정하는 것이 잠재적 갈등을 만드는 냉전적 상황에서, 만일 안보리나 총회
가 이와 관련된 절차를 통해 처리할수 있다면 미국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UN 활동
의 목적을 위해 미국이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국민당 정부와도 외교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냉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Wright 1950, 554)
이렇게 사무총장의 서한에서 시작된 UN에서의 인정논의는 인정의 성격과 절차, 형
식 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인정문제는 이후 늘 개별 국가의 정책적 선택
과 정치적 문제로 여겨졌고396) UN에서 인정과 관련된 절차를 만들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 라우터파흐가 지적했듯 엄밀한 19세기적 실증주의 이론은 이 인정문제를 가
장 비판적으로 공격했다.(Lauterpacht, 1944, 458)
지속적으로 실증주의적 입장을 충실히 견지한 쿤쯔는 국제법상 인정받을 권리와 인
정할 의무를 주장한 라우터파흐의 주장은 실증적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논리적
논증이 아니라 윤리적 바램을 투영한 것이며, 학문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
다.(Kunz 1950, 713, 715)
쿤쯔는 라우터파흐가 인정을 법적 행위로 보려는 켈젠의 입장에, 승인할 권리와 의
무라는 생각을 더하려 했지만, 이는 승인이 의무가 아니라는 켈젠의 주장과 모순된다
고 지적했다. 그는 제섭Jessup 역시 실증적 국제법하에서 국가는 새로운 정부를 승인
할지 말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한 것을 근거로397) 국가의 인정을 의무화한 실
증적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Kunz 1950, 715)
그런데 쿤쯔는 일반적 국제법 규범이 국제법상 국가의 존재 기준을 제공한다는 것에
395) Lauterpacht, Recognition in International Law, Lauterpacht, London Times, 1950. 1. 6.
396) Q. Wright, in Legal Problems in the Far Eastern Conflict, pp. 118
397) Philip C Jessup, A Modern Law of Nations, NewYork, 1948, pp.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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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동의하며, 새로운 국가나 정부가 기존 헌법을 위반한 것은 국제법의 의미에
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쿤쯔는 성공하지 못한 계승전쟁이나 내전은 반란이
고 성공한 계승전쟁이나 내전은 새로운 법을 만든다는 라우터파흐의 논의를 비판하며
비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비인정 원칙을 지지했다.(Kunz 1950, 715)
쿤쯔는 미국이 인정의 집단화 노력에 참여하지 않아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영
국과 미국은 그동안 인정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부정해왔다. 미국의 소련에 대한 오랜
비인정, 1943년 볼리비아 정부에 대한 비인정, 1944년 아르헨티나 비인정, 페루에서
헌법을 폐기한 오드리아 장군의 정부 인정, 유럽에서 여러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을 인
정이라는 모순적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독립선언 몇시간 내로 이스라엘을 인정했다.
하지만 영국은 이를 불인정했다. 하지만 영국은 공산주의 중국 정부를 인정했고, 미국
은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법적으로 말하자면 아직 일본과 평화협약이 달성되지 않았으
므로 일본 영토인 대만으로 축소된 국민당 정부를 인정했다. 쿤쯔는 이 인정에 대한
소련과 미국의 차이가 UN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가들의 행동에선 법적
의무를 선호하는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다. 한 국가를 인정할지 그리고 언제 인정할
지는 인정하는 정부의 재량에 달린 문제였다. 이런 입장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인정
한 것에 대해 시리아가 강하게 비판하자,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한 국가의 사실상의
지위에 대한 인정이라는 정치행위를 행사할 미국의 주권을 의문시할 수 없다”고 대답
한바 있었다.(Kunz 1950, 718-719)
쿤쯔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실증주의의 입장에서 새로운 국제법을 만들어
인정문제를 법적으로 포괄하려는 움직임에 비판적이면서, 현실에서는 이상주의의 전망
과 다르게 국가들이 철저히 이해관계에 따라 인정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양상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이었다.
중국 대표문제를 계기로 UN 내에서 인정문제를 집단적으로 처리하려던 움직임이
좌절되고, 중국 인정문제가 철저하게 냉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압도되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또 다른 법적 측면에서 중국의 인정을 부정하려는 입장들이 대두되었다.
이 논쟁에선 공산주의 정권과의 실용주의적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과, 한국에서
침략을 돕고 있는 공산 정권의 범죄적 행위를 간과해선 안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
었다.(Fenwick 1953, 658)
펜윅은 미국의 중국 비난 결의안에 충실하게, 중국의 경우 국제법의 규칙을 준수하
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전반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았다. 즉 중국의 한국전쟁 개
입은 UN의 선언으로 제시된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에 대한 위반이상이며, 이는 국제
공동체의 법에 대한 공개적인 위반이고 뉘렘버그 재판의 원칙을 적용할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생명의 손실과 고통을 동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런 죄가 있는 정부는
국제법의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Fenwick 1953, 659)
여기에 더 나아가 펜윅은 정부가 어떻게 설립되고 구성되었는가의 문제도 중국을 승
인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 무력을 통해 권력을 취득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를
억압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정부, 1당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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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이름으로 말하고 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비록 19세
기 중반까지는 국가의 주권과 국내관할권으로 여겨 다른 국가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지
만, 이제 조건이 변화했다. 그는 아주 잘 조직된 소수가 무자비한 방식으로 대중에 대
한 통제력을 획득해 그들의 일반적인 지지를 받는 듯한 외양을 취할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정부와 서명한 조약은 그 관료들과 사적인 합의 이상이 아니라고 보았
다.(Fenwick 1953, 660)
이런 입장에서 펜윅의 결론은 중국은 북한의 침략을 지원함으로써 국제법상 거대한
위반을 저질렀고, 많은 재산의 파괴와 생명의 손실을 초래해 국제법의 준수할 능력의
문제에서 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보았다. 둘째, 1당제 시스템에 근거한 정부는 국민들
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여 인민들의 의지의 표출이라는 점에 근거한 시험을 통과할수
없기에 승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Fenwick 1953, 660)
이렇게 인정의 문제를 국제적으로 법제화하려는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시도에 반대
해, 현실에 대한 회의주의적 인식에 기반해 인정을 개별 국가의 정치적 자율성의 영역
으로 두려는 실증주의적 태도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 주고 있었고, 중국은 평화라는
국제적 규범에 반하는 침략죄를 저질렀고, 혁명을 반대하는 보수적 자유주의의 기준에
서 중국은 전쟁을 통해 국가를 수립한 것이었으며, 자유선거가 없는 1당제 국가는 자
유주의적 기준에서 정당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이 한국전쟁 기간과 향후 미국의 대중국
비인정 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유럽의 기독교와 문명적 기준이 폐지된 이래 민
주적 헌법이라는 기준이 등장했고, 미국은 여기에 평화라는 새로운 기준을 더했으며
냉전이 전개되자 자유선거, 자유무역이라는 폐쇄적이고 배제적인 더 협소한 기준을 미
국의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인정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이후 안보리는 1951년 11월, 55년 1월, 9월에 또 다시 이 문제를 다루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 51년부터 60년까지 소련은 총회에서 중국 대표문제를 논의해야한다고
제안했지만 아무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398) 미국과 서구 동맹국들은 이 문제를 전혀
논의를 하지 않으려 했다. 미국무부의 애치슨은 1951년에 영국 외무장관을 설득해
UN에서의 중국의 대표문제 논의에 대한 종식선언moratorium을 채택하자고 설득했다.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만 서구 국가들과 거의 모든 라틴 국가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영
국 마저도 이를 지지했다. 미국은 UN기구가 이 쟁점을 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의
20년간 엄청난 외교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한국전쟁이 아니었다면 UN에서의 중국의
의석문제는 더욱 쉽게 해결되었을 것이다. 중국은 1971년에야 UN 총회에 의석을 갖
게 되었다.(Evan Luard, 1982:316, Bailey 1982,76-77)
이렇듯 중국이 20년간 미국 주도하에 UN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 것은, 자유주의적
국제법을 보편화하려는 시도가 퇴색하고, 국가의 정치적 재량에 맡기는 상황에서 미국
의 주도하에 비자유주의 국가를 비인정하는 동아시아 냉전 전략에 한국전쟁의 영향의
결합의 산물이었다.
398) 관련 논의는 YBUN 1951, 265, 2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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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탈정치적 자유주의 평화의 두가지 모델 형성 : 군사적 평화와 경
제적 평화
1) 정전협상Truce Negotiation의 시작과 성격 : 임시적 군사정전
중국의 UN 대표문제 논쟁을 치르며 중국 비난 결의안이 통과되자 UN의 역할은 일
종의 한계에 다다랐다. 특히 냉전이라는 적대구도에 더해진 뿌리깊은 미국 중국 갈등
은 전쟁의 평화적 종식이라는 UN의 또 다른 기능을 마비시켰고 정치를 통한 평화라
는 기획은 좌절되었다..
하지만 군사적 상황의 변화는 UN에서 또 다시 휴전에 대한 압력을 증대시켰다.
1951년 초반 미국과 UN군의 군사적 상황이 다시 호전되었다. 2월 후반동안 UN군은
중국의 전진을 멈추었고 다시 북진하기 시작했다. 3월 중순이 되면 서울을 다시 회복
하고, 그리고 이후 다시 38선도 회복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맥아더는 상부의 지시
를 안듣기 시작했고, 펜타곤과 갈등이 생기고 있었다.(Acheson, 1969: 513, FRUS 1951,
190-94)

미국의 군사적 입지가 조금 개선되자 정전을 고려하라는 동맹국과 UN의 압력에 미
국 정부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국무부 내부에서 러스크는 2월 11일 휴전을 위한 구체
적 방침들을 제시했다. 러스크는 한국에서 UN군을 강화하거나, 중국을 굴복시키거나,
군사적 교착상태를 지속시키지 말고 휴전을 받아들이고 50년 12월 JCS의 정책 노선
에 따라 한국에서 잠정적 협약(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를 이루자는 의견을 제시했
다.(FRUS 1951, 166-67)
하지만 맥아더는 정부의 중국 정책을 믿지 않았고, 최우선적 과제는 한국의 군사적
통일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의적으로 중국과 북한에 미국이 여전히 전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중국의 완전한 군사적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호전적 선언을 했
다.(Rosemary Foot 1990,34, FRUS 1951, 234-35)
3월 24일에는 자신의 재량으로 UN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합
의하자고 적 사령관에게 통보하며, 만일 이를 거부하면 중국 본토에 대한 직접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협박성 연설을 공표했다. 심지어 맥아더는 미국 의회에 한국에서
대만군을 사용하고, 중국 본토로 전쟁을 확대하는 것을 지지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는 트루먼에 의해 공개 발표된 미국 정책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이 발언은 UN회원
국 사이에서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특히 영국은 의회 결의안을 통해 맥아더를 신
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Luard, 1982: 259, FRUS 1951:298-301)
결국 트루먼은 4월 11일 맥아더를 해임했다. UN의 대다수 회원국들은 이를 반겼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역풍으로 의회 청문회에서 마샬장군은 정권에 대한 비판의 압력하에
서 공개적으로 대만은 결코 중국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했고, 미국에서
는 맥아더를 지지하는 대중 집회가 일어났다. 미국 국내정치와 UN에서의 국제 여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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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충돌하고 있었다.(FRUS 1951: 337)399)
결국 미국은 중국 개입이후 UN에서 중국의 대표문제를 저지하고 중국을 침략자로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중국과의 확전을 추구했던 맥아더를 해
임해야했고, 이로 인한 국내정치의 역풍을 감수해야만 했다. 맥아더 해임이라는 역사
적 순간은 곧 미국이 한국전쟁 초기에 추구한 승자의 평화, 정의로운 전쟁, 군사적 수
단에 의한 이상의 추구가 결정적으로 포기되기 시작한 순간을 표현하고 있었다.
중국도 협상을 거부하고 모든 정치적 문제를 군사적 승리를 통해 달성하려는 태도에
점차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1월 25일 미국과 UN의 대항공세가 시작된 이래 중국 현
장 지휘관들은 퇴각을 제안했지만, 마오는 오히려 대항공격을 지시했고 이는 패배했
다. 그리고 두달간의 조정과 준비를 거쳐 4월 말에 다시 한번 공세를 명령했지만 이
공세 역시 크게 실패했다. 이 실패로 인해 마오와 지도부는 중국의 역량과 야망 사이
의 격차를 확인하고, 한국 전쟁의 목적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5월경 중
국은 38선에서 멈추고 정전회담이 열리는 동안 싸움을 계속하고,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낸다는, '협상하며 싸운다'는 새로운 전략을 받아들였다. 중국의 작전 목적은 한국에
서 전쟁 이전상태를 회복하여 정전을 이루는 것으로 재정의 되었다.(Chen Jian
2001,96-97)

공격을 지속하길 바라는 것은 김일성 뿐이었다. 김일성은 5월 30일 팽더회에 대한
서신에서 한국문제는 평화적 방식으로는 풀릴 수 없고, 전쟁이 38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군사작전을 지속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중국 지
도부는 6월 초에 김일성을 베이징으로 초청했다. 김일성은 여전히 공격 지속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마오는 협상에 해외군의 점진적 철수와 한국문제 해결 조건이 들어가
면 중국과 한국이 협상테이블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400) 결국 UN군
과 독자적으로 싸울 수 없었기에401) 김일성이 중국 전략에 양보해야했다. 마오와 김은
미국과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로 하고, 두달간 새로운 공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402)
(Chen Jian 2001,97-98)

이렇게 중국은 51년 6월 중순경 평화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전쟁 장기화
를 준비하는 새로운 전략을 도입했고 UN측에서 협상 제의가 나오기를 기다리기로 했
다. 정전 조건에 대해서 중국은 38선에서 국경을 회복하고 북과 남 사이에 중립 지대
를 만드는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시기점에서 마오는 중국이 UN에 들어가
는 것은 정전의 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며 중국의 UN 가입문제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대만에 대해서는 마오는 그들과 협상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해야
399)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Harry S. Truman, 1951, p.223.
400) Chai Chengwen and Zhao Yongtian, Banmendian tanpan, 115.
401) 50년 12월 이후 김일성은 군 지휘력을 잃었고 중국에게 모든 공산군 지휘권을 넘겼다. ZEJW, 4:122–4. See
also telegram, Peng Dehuai to Mao Zedong, 7 December 1950, in which Peng reported that Kim
Il-sung had agreed ''not to intervene in military commanding affairs [in Korea] in the future'' (PDN,
453).
402) Telegram, Mao Zedong to Peng Dehuai, 11 June 1951, JMZW, 2:355; ChaiChengwen and Zhao
Yongtian, Banmendian tanpan, 115–6; Tan Jinqiao at al., Kangmei yuanchao zhanzheng,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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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일 미국이 대만문제는 별도로 풀기를 강하게 주장하면 그에 따른 타협을 하
기로 했다.403)
같은 시기에 미국은 휴전을 위한 신호를 보내면서 소련과 접촉하고 있었다. 애치슨
은 1951년 6월 1일 상원의 대외관계 위원회 연설에서 미국의 한국에서의 목적은 공격
을 멈추고, 침략을 막고, 평화를 회복하고 새로운 공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
고 밝혔다. 그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을 달성하는 것이 UN의 목적지만 전쟁의 목
적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9개월전 애치슨이 UN 총회에서 한 평화를 위한 통일 발
언과 매우 달라진 것이었다.(Luard, 1982: 261)
당시 미국은 중국보다는 소련과 직접 협상하려는 것을 더 선호했다. 예컨대 케넌은
러시아인들이 거대한 영토의 권력을 갖고 있고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분명하
고, 정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뭔가 같이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라고 언급했다. 케넌은 소련이 중국과 대화하자고 하는 것을 거부해야한다고 제안했
다. '히스테리컬하고 어린애' 같은 중국보다 소련에 비밀리에 접근함으로써, 중국을 독
립적인 세력이 아닌 소련의 꼭두각시로 다뤄 중국의 위신을 감소시키는 방식을 택한
것이었다. 케넌은 UN에서는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실제
로 미국과 소련이 관료 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는 냉전의 가장 큰 무력적충돌이 벌어지
는 상황에서 서로 분쟁을 확대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려 했던 양 강대국의 공동
이해를 보여주는 사례였다.(FRUS 1951, 241-43, Rosemary Foot 1990, 36)
더 직접적 계기는 5월 31일과 6월 5일에는 케넌이 직접 UN 소련 대표 말리크와 개
인적으로 정전협상에 대해 논의하며 중국 문제가 연관되지 않은 제한된 범위의 쟁점을
처리할 정전 제안이었다. 말리크는 소련정부와 상의후에 소련도 가능한 빨리 한국에서
평화와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호응했다. 소련은 일반적인 협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영향력을 행사했다.(Acheson 1969:533)
즉 케넌과 말리크의 대화 5일후인 6월 10일, 중국과 북한 대표가 모스크바로 가서
스탈린과 최종 상의를 했고 여기서 스탈린은 정전협상의 성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
다. 즉 가오강과 김일성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면서 정전armistice, 화해reconcilation,
휴전cease fire, Truce, 평화 협약peace agreement 등을 마구 섞어 사용하자, 스탈린은 용
어를 분명하게 정의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결국 중국과 북한이 원하는 것은 휴전
cease-fire에 근거한 정전armistice라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국과 북한은 스탈린과의

회의를 통해 한국에서 전전 상태를 복귀하고, 협상을 통해 정전을 이루기로 했다. 6월
13일 스탈린은 마오에게 이제 정전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음을 알렸
다.404)(Chen Jian 2001,99)
이로부터 약 10일후인 6월 23일 UN 소련 대표 말릭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상호병
403) Handwritten letter, Mao Zedong to Gao Gang and Kim Il-sung, 13 June 1951, CWIHPB, nos. 6–
(Winter 1995–6): 61–2.
404) [Stalin] to Mao Zedong remeeting in Moscow withGaoGang and Kim Il-sung, 13 June 1951, CWIHPB,
nos. 6– (Winter 1995–96): 60–1. In this telegram, Stalin also agreed to send Soviet military advisers to
Peng Dehuai's headquarters and help equip sixty Chinese di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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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38선에서 철수하는 휴전과 정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말리
크는 외국군의 한국 철수나 UN에서의 중국의석, 대만문제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
다.405) 6월 27일 그로미코는 이 연설을 더 상세히 보완하며 이것은 엄밀히 대립되는
군사 사령관들 사이의 군사적 정전이지, 정치, 영토문제는 들어가지 않으며 향후에 해
결하는 것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반복 확인했다. UN과 미국은 호의적으로 반응했다.
트리그브리 UN 사무총장 역시 가능한 빨리 정전협상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다음날 트루먼은 미국이 정전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경의 인민일보도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406)(Rosemary Foot 1990, 37-38)
6월 말 UN군은 공산군 사령관에게 반복 방송을 통해 각 사령관이 선출한 대표들끼
리 휴전 합의를 위한 협상을 위해 만나자고 방송했다. 7월 1일 북경 라디오 방송은 김
일성과 팽덕회가 대표를 분쟁의 종식에 대한 논의를 위해 UN군 사령관 대표와 만나
겠다고 방송하고 7월 10일 개성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메시지를 교환한 후 7월 8일
연락장교가 개성에서 만나 양측 대표 첫 회담 날짜를 7월 10일로 잡았다.
미국의 정전협상에 대한 원칙
중요한 것은 정전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미 정전협상의 기본 틀이 정해져 있었
다는 것이다. 즉 한국전쟁 초기에 평화협약은 UN으로 넘길 것을 예상하고 초기 단계
로서 정전협약은 군사적인 것에 한정하기로한 기획은 1950년 12월 12일 미국 JCS에
서 만든 NSC 95의 원칙에 반영되었다. NSC 95의 정전협상을 순전히 한국에서의 군
사적인 휴전에 이은 정전의 문제로 한정하기로 한 방침이 51년 6월에 관철되었다.
이런 의견은 전쟁 초기부터 평화조약 없이 끝나는 현실주의적 전쟁을 지향했던 케넌
을 통해 소련으로 전달되었고,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상의온 중국과 북한
에게 스탈린은 이것이 포괄적 평화협상이 아닌 휴전과 정전협상임을 분명하게 했다.
중국 역시 6월 중순에 중국의 UN에서의 대표나 대만문제를 사실상 협상에서 제외하
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UN의 법률 고문은 정전 협상의 문제를 순전히 미국의 군 사령관이
주도하는 문제라는 추가적인 법률적 승인을 해주었다. 당시 미국은 이 정전협상의 대
상과 정전협상을 위한 형식에 대한 법적 자문이 필요했다. 누가 협상을 하는 것이며,
정전협상을 위해 UN의 별도의 결정이 필요한가? 당시 UN사무총장은 법률 고문 펠러
(Abraham Feller)에게 이 문제를 상의했다. 펠러는 6월 29일 미국이 순전히 군사적인

성격의 휴전 협약을 종식할 권리가 있고 이는 총회나 안보리의 새로운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군사적 문제 이외에 향후 한국의 미래와 관련된
정치적 문제만이 UN의 정치 기구가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Luard, 1982:
262) 한국전쟁의 문제가 관련된 모든 정치적 쟁점이 분리된채 미국 군사령관, 중국공

405) Stueck, Korean War, 208
406) FRUS, 1951, 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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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당 지도부간의 군사적 타협의 문제로 좁혀진 것이었다.
협상 10일전 마지막 명령에서 리지웨이에게는 추구해야할 최소한의 목적만이 주어졌
다. 여기엔 비무장지대를 구축할 것, 감독위원회를 수립할 것, 인원과 물자 보충하지
말 것, 포로를 1:1로 교환할 것, ICRC가 모든 수용소 방문 허용할 것 같은 실무적 문
제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의제를 군사적 주제로 한정할 것, 한국에 대
한 어떠한 최종적 해결에 들어가지 말 것, 대만이나 UN에서 중국문제를 다루지 말 것
이었다.(Rosemary Foot 1990,40, FRUS 1951, 598-99)
이렇게 정전협상을 야전 사령관들 사이의 군사문제로 한정하는 이러한 조치는 애치
슨도 지적한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유용했지만,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회피했고 대만과 중국의 UN회원국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정치적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여지를 봉쇄하는 문제를 낳았다. 또한 정치적 문제를 모두 제외
하고 군사적 문제로 한정해, 미국과 중국이 직접 협상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중국 대
표가 UN을 방문한 경험으로 'UN은 이런 논의를 하기에 최악의 장소'라는 인식의 산
물이기도 했다.(Acheson 1969: 533-34)
정전협상이 시작될 즈음에 미국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들이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있었다. 서구와 아시아 국가들, 영국, 캐나다, 인도의 경우는 중국을 승인하려 했
고 대규모 무력 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다시 유럽을 1순
위에 두는 정책 방향을 고수할 것을 바라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는 북한의 무장해제,
중국의 철수, 북한에 어떠한 재정, 군사적 지원을 하지 못할 UN의 보장, 한국문제를
다루는 국제 회의에 한국의 참여라는 비현실적 요구를 하는 이승만 정권이 있었다. 이
승만 정권은 38선을 분단선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정전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내에서 타프트나 닉슨같은 정치인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식으
로건 양보를 할 경우 이를 트루먼 정부를 비난할 근거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타
프트 의원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면 14만명의 사상자와 수십억 달러 지출이 모두 낭
비였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Rosemary Foot 1990,38)
이런 극단적 입장차이 이외에도 트루먼 정부는 소련이나 중국, 북한과 협상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 늘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적의 무조건 항복을 추구해왔던 미국은 한
국문제의 영구적 해결이 아닌 군사적 교착상태 초래할 정전협상을 꺼렸다. 또한 전쟁
의 교착상태는 이시기 미국의 대 아시아 안보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1951년 5월
17일 NSC 48/5407) 에 규정된 미국의 목적,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군사적
힘과 권위를 축소시키는 것”을 만족시키기 어려웠다. 트루먼 정부는 이런 상충하는
복잡한 국제적, 국내적 압력과 협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고 협상에 들어갔다. 특
히 투입된 노력들에 대한 비용계산적 태도에 직면해 낭비가 아닌 것을 증명할 담보와
상징이 필요했다.

407) 1951년 5월 17일 승인 FRUS 1951 Vol Ⅵ, part 1, pp.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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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협상 준비와 전략
상대적으로 중국과 북한 협상가들은 UN-미국측과 비교할 때 좋지 않은 군사, 정치
적 입장에서 협상에 들어갔다. 중국은 4월 공세에 실패했고, 김일성은 한국전쟁 직전
에 스탈린에게 호언장담했던 주장이 철저히 어긋난 결과 적극적 주장을 낼 수 없는 상
태였다. 공산측은 아무런 향후 제안들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Rosemary Foot
1990,41)

또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은 중국 지도부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중국공산당에게
미국과의 직접 협상은 처음 이었고, 이를 위해 베이징이 직접 협상 과정을 통제하기
위해 고위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즉각 중국 협상팀을 구성했다. 떵화와 셰팡(Generals
Deng Hua and Xie Fang) 북한의 남일이 협상을 이끌기로 했고, 이들의 막후에 협상지도

그룹이 구성되었다. 외무부 부상이자 중국공산당의 오랜 군사첩보 수장인 리커눙(Li
Kenong, 李克农)과 1940년대에 미국인들을 다룬 경험이 있는 외무성 국제정보국장 차

오관화(Qiao Guanhua, 喬冠華)가 협상지도그룹을 이끌었다.408)
리와 차오가 베이징을 떠나기전 마오는 이들에게 협상을 정치전으로 여겨야 하며 베
이징이 작성한 정책 라인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오는 메일 베이징 최고 지도부
와 통신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김일성 사령부에 7월 6일 도착했고 북한은 협
상을 이들이 지도하는데 동의했다. 리가 팀장을 맡았고 차오가 국장이 되었다.(Chen
Jian 2001,99)

처음에 베이징 지도부는 정전협상이 빠르게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믿었다. 10일이나
14일. 협상지도부들은 여름옷만 가져갔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중국 북한군이 우위에
있다는 믿음이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정전에 도달하는게
아니라 모든 해외군이 철수하는 문제, 대만문제, UN에서 중국 의석문제 같은 것이었
다. 베이징 지도부는 이 문제들을 정전이후에 풀려고 했기 때문에 정전은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Chen Jian 2001, 101)
7월 10, 11일에 두 번의 회의가 열려 UN에서는 조이(Turner Joy)준장, 백선엽 소장,
북한-중국측은 남일 장군과 이상조 소장, 덩화Tung Hua와 팡흐시Fang Hsieh가 회담 대
표로 논의했다.(YBUN 1951, 242)
그런데 개성에서의 협상은 곧 장애물에 부딪혔다. 첫 두주동안 협상 의제를 논의했
다. 처음에 중국은 모든 해외 군의 철수를 의제에 포함시키고 싶어했지만 이는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 미국과 UN은 군사적문제만 관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논의 끝에 7
월 26일 다섯가지 의제에 합의했는데, 의제는 휴전, 분계선 확정, 포로문제, 권고문제
로 확정되었다.
7월 26일 두 번째 의제 분계선을 정하는데 집중했는데, 중국, 북한 측에서는 베이
408) 2 July 1951, JMZW, 2:379–0. Chai Chengwen and Zhao Yongtian, Banmendian tanpan, 118–9, 콰오관
후와는 독일 튀빙엔대학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하고 영어, 독어, 일어, 러시아, 프랑스어를 할줄 알았고 국제정보부
국장으로 일했다. 그는 1950년 11월 UN을 방문했던 뼈 Xiuquan 장군과 동행했다.(Yafeng Xia, Negotiating
with the enemy : U.S.-China Talks during the cold War 1949-1972, Indiana University Press, 2006,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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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평양, 모스크바의 합의에 따라 38선에서 분계선을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은 기존
전선을 요구했고, 미국 협상을 주도한 조이는 미국이 전 공중과 바다를 통제하고 있으
므로 영토를 더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 달간의 갈등 이후 10월 25일 협상이 재
개되었고 양측은 모두 곧 정전협상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11월 말에는 군사 분계선
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Chen Jian 2001,106)

2) 미-일 샌프란시스코 평화 협약 : 비처벌적 자유주의 경제로의 포섭
이렇게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인해 정치적 이상을 군사적으로 달성하려는 기획,
군사적 평화기획이 종식을 고하고 권력 균형 상태에서 현실주의적인 정치적 평화기획
과 타협이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한국문제는 관련된 정치적 무게들을 덜어내기 위해
다양한 정치적 쟁점들을 제거한 순수하게 군사적 문제로 한정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전 의제에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도 있었던 동아시아의 2차대전 이후 복합적 정치적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판문점에서 한국전쟁 정전협상이 진행되던 와중에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포
괄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었고, 이 재검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바
로 중국문제였다. 그런데 중국문제는 아시아의 전후 질서 변동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도출이 필요한 매우 복합적인 문제였다. 즉 중국의 대표와 승인문제는 곧 일본영토였
던 대만의 정치적 해결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었고, 이는 중국 내전의 결과의 문제일 뿐
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였던 인도차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지
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탈식민 문제이기도 했다.409) 따라서 중국-대만 문제는 한국
전쟁의 정치적 해결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과의 평화협상을 통해
포괄적으로 해결해야할 2차대전의 전후처리와 연결된 큰 문제였고, 그런점에서 이는
미국의 대 일본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된 문제였다.
정전협상이 시작된지 두달만인 1951년 9월 양측의 대립으로 협상이 중단되었고, 이
시기에 미국은 세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일본과 평화 협상을 시
작해서 일본에 대한 군사 점령을 종식하기로 한 것이다. 둘째는 유럽에서는 기존의 적
국이던 독일을 유럽의 통합방위 기획으로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셋째는 한국에서 적군
을 38선 너머로 밀어낸 이후 한국문제를 다시 UN 총회에 상정하기로 한 것이었
다.(Acheson, 1969: 426)
미국은 이 결정중 첫 번째 것만 실제로 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미 국무부
극동문제 차관 앨리슨은 일본 평화협약Peace Treaty과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와의 상호
409) 2차대전 이후 식민주의의 유산을 청산하는 움직임으로 미국은 1946년에 필리핀의 독립을 허용했다. 다른 국가들
도 비슷한 대우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이 국가들의 독립을 꺼리면서 각 국가들
은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영국이 먼저 통제력을 잃으며 인도가 1947년 독립했고, 1948년에 버마와 말레이시아
도 독립했다. 네덜란드도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막으려 군사행동까지 했으나 결국 1949년에 독립을 인정했고 프랑스
만 인도차이나를 지배하고 있었고 1950년부터 베트남 군사력과 프랑스군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Franklin 200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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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안보 조약의 협상과 타결을 “1951년 미국의 가장 중요하고 건설적인 국제적 행
위”라고 평가했다. 이런 자화자찬을 무시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의 평화협약은 기존의 평
화 협약과는 완전히 새로운 협상 방식으로 이루어진 근대 외교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새
로운 형태의 자유주의 평화협약이었다는 앨리슨의 주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
가 있다.(Allison 1952, 35-37)
여기서 자유주의 평화협약이란 무엇일까? 원래 대부분의 전후 처리를 위한 다자간 협
약, 특히 웨스트팔리아에서부터 베르사이유에 이르는 평화협약은 전쟁과 관련된 모든 국
가들의 대표가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거쳐
조약의 조문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회담의 산물이다.
하지만 2차대전 후 독일과 일본에서는 모두 평화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UN의 등장과 냉전의 전개에 따른 변화이기도 했다. 그런데 독일과
비교할 때 일본과는 한국전쟁 정전협상이 한참 진행되던 중에 교섭·타결되어 조기 평
화협약이 추진되었다. 일본과의 평화협약은 1990년대까지 독일과 교전국들의 평화협약
이 마무리 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선 일본이 전후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
었기 때문이다. 유럽전장에선 영국과 러시아가 전투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아시아에
서는 미국의 역할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아이젠하워의 유럽 연합군과 맥아더의 극동
연합군의 차이에서 드러났다. 유럽 전장을 책임진 아이젠하워의 권위는 항복과 동시에
사라졌지만, 아시아를 책임진 맥아더의 지위는 일본점령과 냉전, 한국전쟁을 거치며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팽창했다. 독일에선 제 3제국은 사라지며 4개 점령지
역으로 나뉘어졌고 냉전의 분단이 시작되어 두 개의 정부가 등장했다. 하지만 일본의
전후 질서는 거의 순수하게 미국의 기획과 그것의 집행에 따른 것이었다. 일본에선 천
황제와 정부가 보존되었고 미 극동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종속되었다.(Acheson,
1969: 426)

전후 일본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적 틀은 UN 밖에 있었다. 일본의 공식 항복 문
서 서명 직전인 1945년 8월 21일, 미국은 일본과 전쟁에 관여한 국가들로 극동자문위
원회Far Eastern Advisory Commision를 설립해 전후 일본과 극동지역 문제를 다루자고 관
련국들에게 제안했다. 물론 실제 대 일본 정책은 거의 미점령군과 미국정부에 의해 결
정되었다. 미 전쟁부 장관 스팀슨의 영향하에서 국무부, 전쟁부, 해군부가 준비한 문
서가 45년 9월 6일 승인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전후 점령정책의 기본 틀이 되었다. 이
정책은 독일 처럼 분할 점령을 하지 않기로 했고, 소련군의 일본 주둔을 배제했다.410)
이런 상황에서 냉전이 전개되자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에서의 2차대전 전후 처리의
경로가 매우 달라졌다. 45년 8월 14일 소련과 중국이 중소 우호협약을 맺자, 미국은
일본에 대한 기존 방침(무조건 항복에 기반한 철저한 변화)을 변화시켜 일본을 우방국으
로 만들기 위해 일본의 천황제 시스템 유지를 허용하며 일본과의 평화협약을 서두르기

410)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13, Sep 23, 1945, pp.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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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Leffler, 1992: 84)
이런 움직임이 처음으로 가시화 된 것은 47년 여름 미국이 일본 평화협약 협상의 절
차를 만들기 위해 관련 국가들과 예비회담을 요청한 것이었다. 당시 초대된 11개 극동위
원회Far Easter Commision국가들중 과반수가 동의하면 회담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소련
과 중국이 참석하지 않았다. 소련은 일본과의 평화협약은 4강국이 사전에 논의해야한다
고 주장하며 루즈벨트 시절 합의한 '4명의 경찰관'중 하나로서의 지위를 요구했고 중국
도 사실상 비토권을 보유하고 싶어했다. 미국은 회담 요청을 취소했다.(Allison 1952, 37)
하지만 미국은 47년 8월부터 이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일본과의 평화협약 초안을 작성
하기 시작했다. 이는 봉쇄정책을 입안한 케넌의 작품이었다. 케넌은 이 초안에서 일본의
비무장, 민주화, 국제적 감독을 중시했다. 하지만 정작 평화협약 초안을 작성한 케넌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미국에 지속적으로 우호적일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질때 까지 평화협
약 협상을 해선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케넌은 10월 중순 이런 입장을 미 국방부 장관(로
베트)에게 전달했고, 미 국방부는 점령사령관 맥아더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당시 국방부와 군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한 것은 일단 일본과 평화조약이 서명되면 미
군정이 부과한 일본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사라지기에 미군의 이해관계가 위협받을 것
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Leffler, 1992: 256)
이런 점에서 무조건 항복으로 끝난 2차대전 이후 평화협약의 문제는 곧 해당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의 문제였고 독일과 일본의 경우 이런 주권의 인정은 지연된 평화협
약 혹은 변형된 평화협약의 형태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역시 비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비인정 기조의 일환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중국 변수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평화협약을 더 촉진시켰다. 즉,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자
일본과 평화협약을 해야하는 다수의 국가들이 이를 승인했다. 극동위원회 회원국 13개국
에서 국민당 중국을 제외한 12개국 중 6개국이 공산당 정부를 중국의 합법정부로 승인
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제 정치
적으로도,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차원에서도 일본을 가능한 빨리 평화협약을 통해 주권
국가로서의 동등한 지위를 회복시키는게 중요해졌다.(Allison 1952, 38)
하지만 이 때까지도 일본과의 평화협약은 미국 정부내에서 우선적인 공식 정책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중국을 고려하여 점차 변화하며 일본과의 평
화협약과 동아시아 안보 시스템 구축을 점진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미 국방부와 국무부가 중국 내전의 전개를 지켜보며 공동으로 대 아시아 정책
으로 만들어낸 NSC 48(49년 6월 10일)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비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 회복과 발전을
추구하고 GATT체제에 입각한 자유 무역체제가 수립되길 바랬지만, 결코 일본과의 평화
협약 추진이 정책 목표로 명기되진 않았다. 몇 달간 수정을 거쳐 연말에 확정된 NSC
48/2(49. 12. 30)411)에서는 봉쇄정책의 기조가 더 강경하게 표현되며 아시아에서 'UN
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부합하는 안정적이고 자기유지적인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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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정 비공산주의 국가가 내부 안보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공산주의의 침식을 막기 위
해 충분한 군사력을 발전시키고, 소련의 영향력을 감소, 제거하며, 미국의 안전이나 이
지역의 평화, 독립, 안정을 위협할 권력관계가 등장하는 것을 막는 것을 중시했다.(FRUS
1949, Ⅶ 1215-20)

NSC 48/2엔 특히 중국의 변화를 반영한 내용이 많이 기입되어있었다. 미국은 국민당
정부만을 중국정부로 계속 인정하기로 했지만,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적대를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 중국 내에서 비공산주의 세력의 군사적 정치적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대신 남아시아의 비공산주의 정부를 인정하여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대를 막
기 위한 성채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 공
격적 정책이 제시된 것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일본과의 평화 협약은 추후
에 NSC가 별도로 고려할 것이라고 되어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시기
부터 동아시아에 UN 헌장의 51조에 따른 지역에서의 집단안보 협약 전개를 지원하고
공산주의의 침략이나 전복을 막기 위한 다자간, 양자간 협력 수단을 발전시킨다는 구상
이 등장했다는 점이다.(FRUS 1949, Ⅶ 1218-20)
즉 NSC 48/2에는 아시아 지역에 비공산주의 국가들로 구성된 지역 집단안보 질서를
구축한다는 미국의 구상을 분명히 드러났다. 이런 지역 집단 안보시스템 구축 구상은 이
후 일본과의 평화협약을 추동할 중요한 병행조건이 되었다. 그리고 일본 경제가 점차 회
복되며 자립의 기반이 생기고, 냉전이 심화되던 49년 중반의 상황에서 처음에 평화협약
을 반대했던 케넌도 점차 우호적인 입장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49년 9월 애치슨은
영국과 평화협약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트루먼의 승인을 받아 JCS, 맥아더와도 논의
를 했다. 이중 맥아더는 조기에 평화협약을 체결한다는데 동의했지만 군부가 반대했
다.(Leffler, 1992: 334)
군부는 평화협약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에 가져올 '심리적 효과'를 우려하며
평화협약을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다. 합참(JCS)은 소련·중국과 일본에서 미국 기지를
유지하는 것을 보증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한 일본과의 평화 협약을 거부했다. 군
부의 반대에 국무부는 직접 도쿄를 방문해 맥아더와 상의하려 했으나, 존슨 국방부 장
관은 국무부에게 맥아더와 직접 대화 중단을 요구했다.(Acheson, 1969: 430)
하지만 국무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1949년 12월 27일 NSC에서 일본과의 평화협
약에 대한 정책이 승인되었고412) 50년 2월 20일 트루먼은 NSC에 일본과의 평화협약
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요청했다. 미 국무부의 월튼 버터워쓰(Walton Butterworth)가 3월
부터 정책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국무부가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은 일본과
의 평화협약은 미 국무부의 중국 정책을 반대하는 공화당과 보수 정치세력들로부터 공
격대상이 될 수 있었기에, 평화협약이 성공하려면 협상에 새로운 성격을 부여해야 한
다는 점이었다.(Acheson, 1969: 431)
411) NSC 48 : US. Policy toward Asia(49. 6. 10) NSC 48/1 The Position of the U.S with Respect to
Asia(49. 12. 23) NSC 48/2 The Position of the U.S with Respect to Asia(49. 12. 30)
412) NSC60: Japanese Peace Treaty(4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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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서 특징적인 것은 바로 양국의 2차대전 이후 군사 외
교적 주권은 지역 안보 시스템이 동시에 부과되며 점진적,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것
이다. 즉, 국무부가 생각해낸 것은 일본과의 평화협약을 NSC 48/2에서 이미 등장한 미
국과 태평양 지역국가들과의 집단 방위협약 구상과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애치슨은 서유
럽으로의 경제적 통합의 필요로 독일의 주권 회복을 진행했듯, 동아시아에서도 일본을
중심으로 경제 통합과 회복을 추구하기 위해 지역 안보 구상을 추진했다. 애치슨은 이미
미국의 일본 점령은 목적을 이뤘고, 이후 일본이 스스로 운명을 정하지 못하면 미국의
보호령이 된 것에 실망하는 정서가 대두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소련이 일본에 먼저
평화협약을 요청하는 경우 일본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일본과
의 평화조약을 추진하되 이를 미국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집단 방위 조약과 연결시키려
했다. 즉 점령의 공식 종료와 일본의 주권 회복은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과의 집단 안보 협약 체결과 병행하기로 했다. 지역 안보 협약은 일본을 산업기지로 부
활시키기 위해 미국 주도하에 일본과 평화협약을 맺기 위한 보완적 수단이었다.(Leffler,
1992:347),

국무부는 이렇게 상호 안보 협약을 제공하면, 일본의 기존 적대국들은 미국이 주도하
는 자유주의 평화 조약liberal peace treaty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미 국무
가 의미한 자유주의 평화란 베르사이유로 상징되는 처벌적이고 제한적인 평화협약이 아
니라 자유를 부여해 국제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이 일본으로 하여금 국제적 행위기준을
받아들이고 평화로운 경로를 따르게 하는 최고의 방식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뜻하는 용
어였다. 트루먼 정부에게 일본과의 평화협약은 일본과 소련의 무역을 금지시켜 일본을
반공주의적 지향이 되게하는 수단이었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처벌적 성격이어
선 안되며 일본이 산업을 재건할 수 있게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Leffler,
1992:344-46, Franklin 2006: 39, FRUS 1950, Vol6:1140-47, 1157-60, 1332)

이렇게 일본과의 자유주의 평화협약 체결에는 베르사이유의 처벌적 성격을 제거한다
는 정당화와 경제중심적 원칙과 이해관계,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에서의 지역
집단 방위 체제라는 군사적 구상이 긴밀하게 결합된 특징이 있다.
그런데 원래 동아시아 지역 방위조약의 초기 전개는 일본과의 평화협약과 달리 미국
의 구상에서 출발한게 아니었다. 주목할 것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역할이다. 이미 2차대
전 시기부터 호주와 뉴질랜드가 영국을 대신해 미국에게 방위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
기 시작했고 양자간 방위동맹(ANZAC)을 맺었다. 특히 호주의 자유당 정부는 NATO의
수립 이후 자국의 지역 방위구상에의 참여와 지위를 높이기 위해 미국에게 방위 동맹을
맺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미국은 호주의 이런 시도를 자신도 방위조약에 포함시
켜 달라는 편승적인 태도(Metoo-ism)이라며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NATO의 수립
은 호주뿐만 아니라 필리핀, 한국, 대만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
의 태평양협약(Pacific Pact)에 참여하게 달라는 요구가 시작되었다.(Franklin 2006:
27-31)

특히 필리핀 대통령 엘피디오 퀴리노Elpidio Quirino가 한국의 이승만과 대만의 장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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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지를 받아 NATO의 아시아 버전인 태평양 집단방위시스템(Pacific Pact)을 제안하고
나섰다. 하지만 트루먼 정부는 ANZUS를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은 서구 제국주
의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당시 필리핀의 구상은 이승만
과 장개석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는데, 특히 이승만은 애치슨을 비난하며 미국을 제외하
고라도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버마, 인도, 파키스탄, 실론, 태국, 캐나다, 라틴아메리
카로 협약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필리핀, 대만을 핵심으로 구성된
이승만의 태평양방위기구 구상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49년 여름 이 기
획은 종결되었다.(Acharya 2011 : 103, Jones 2005: 848, Franklin, 2006: 31-36)
이렇게 지역방위 조약과 일본과의 평화협상을 연계한다는 국무부의 구상이 제기되고
관련 국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미 국방부 장관 존슨과 JCS는 이런 구상에 소련이 반발
할 수 있다면서 계속 반대했다. 4월 24일 국무부와 국방주의 회의에서 국무부(애치슨)
는 소련이 전쟁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보고 위험을 감수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방부(존
슨)는 6월에 맥아더와 상의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것을 요청했다.(Leffler, 1992:
347)

국제적 반대도 있었다. 특히 소련은 미국과 어떤 정부가 중국을 대표할지를 두고 첨
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었다. 소련과 중국은 극동위원회Far Eastern Commision를 통한 일
본 평화협약 논의가 진행될 경우 안보리에서 처럼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어 미국이 주
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미국은 극동위원회의 모든 국가들이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주
장했지만, 극동위원회의 국가들 역시 중국 대표문제를 둘러싸고 반으로 나뉘어져 있었
다.(Allison 1952,38, Hara, 2007:28)
국방부와 JCS, 소련 및 극동위원회의 국가들의 반대에 직면해 미 국무부는 1950년
4월 6일 트루먼의 승인아래 일본 평화협약 관련 보고서의 책임자로 존 포스터 덜레스
John Foster Dulles413)를 임명했다. 향후 일본과의 평화 협약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

아 집단 방위 시스템의 구축에서 덜레스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트루먼과 국무부가
그를 택한 것은 정부 내외의 협상때문이었다. 덜레스는 반덴버그Vandenberg와도 친했고
공화당의 듀이(Dewey)나 타프트(Taft)같은 강경 보수 성향 의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
하고 있어 이 일에 적임이었다. 덜레스는 5월 18일부터 공식적으로 일본 평화협약 일
을 맞게 되었고, 트루먼은 대통령은 덜레스의 주도하에 국무부가 일본과 평화협상을
준비중이며 곧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공개 연설로 표명했다.(Acheson, 1969:
432, FRUS 1950, 6 :1160)

덜레스는 처음에는 대 일본 평화협약을 위해 미국내 초당적 지지를 획득하라는 트루
먼의 지시에만 충실해 동아시아의 포괄적 지역 안보 기획은 크게 중시하지 않았다. 더욱
이 맥아더가 집단방위협약은 일본에게 강제로 평화협약을 받아들이게 한 것처럼 여겨질
것 같다며 반대하자, 덜레스는 50년 6월 20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태평양 협약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덜레스의 한국방문 5일후 한국전쟁이 발발

413) 덜레스는 일본으로 가는 길에 한국에 들려 6월 20일 서울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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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덜레스의 생각은 점차 바뀌게 되었다. 즉 한국전쟁의 발발은 일본과의 평화협약
프로젝트와 지역의 집단 방위체제 구축에 추진력을 더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덜레스는
일본과의 평화협약을 더 큰 아시아 지역 안보개념과 연결시키며 집단 안보기획도 평화
협약 자체의 성공만큼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 소위 '덜레스 기획'으로 불린
아시아 집단 방위 시스템의 구축은 일본과의 평화협약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와 미국의
ANZUS 협약과 필리핀, 일본과의 양자간 방위조약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덜레
스는 평화협약의 조기 달성을 위해 정상적인 협약 협상 절차로 인해 협약 체결을 추진
하는데 방해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모든 관련 국가의 회담을 추진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면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는 전통적인 평화회담
방식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Franklin 2006: 26, 44-49, Allison 1952,38)
이렇게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입장에서도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확인되었
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입장에서도 미군 기지의 주둔을 더 수용하게 되고, 중립성을 폐
기하고 완전히 미국과의 동맹을 추구하게 되었다. 일본과의 평화협약을 저해하는 요소중
에 일본 경제에 대한 의심과 정치적 혼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일본은 2-3억 달러를 벌게 되었고 미국의 지원으로부터 독립되었다. 또한 한국전쟁과
동반된 재무장 노력으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가 천연원료 수요가 증가해 더 많은
달러를 벌었고 향후 몇 년간 2-3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이 달러로 산업생산을 하며 자
본재를 동남아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한국전쟁으로 일본의 기지 특
히 오키나와의 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명되었다.(Leffler, 1992:391)
결국 1950년 9월 8일 트루먼은 일본과의 평화협약 진행을 공식적으로 허가했다.414)
이 시기는 한국에선 맥아더가 인천에 상륙하고, UN 총회에서 평화를 위한 단결 제안
을 하고, 유럽에선 미국이 독일을 유럽 방위시스템에 편입시키려 하던 시기였다. 트루
먼이 승인한 기획은 미국의 권리와 특권을 확보할 양자 조약을 맺은 후에 일본과 평화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골자로 했다. 국무부는 일본의 재무장을 추구했는데, 다만 이런
재무장에 대한 내용은 극동위원회 국가들의 반발을 예상해 조약의 형태로 명시하지 않
기로 했다. 즉 재무장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기입하지 않는 형태로 논쟁을 피하려 한 것
이다.(Acheson, 1969: 440, Leffler, 1992:393, Franklin 2006: 39)
하지만 이 때 까지도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평화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였
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자 미국에게 일본과의 평화협약의 필요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덜레스는 최대한 빨리 일본을 미국의 위성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미국은 평화협약의 자유주의적 성격과 상호 방위협약의
연계를 강조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의 앨리슨은 당시 덜레스가 1차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베르사이유 회담에 참가한 미국 대표중 한명이었기 때문에 처벌적인 협약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처벌적 협약은 향후 협력과 평화적 활동을 촉진하기 보
다는 미래의 전쟁의 씨앗이 된다고 보았고, 이런 관점이 대통령과 국무부, 다수의 의원
414) NSC 60/1: Japanese Peace Treaty(50. 9. 8) FRUS 1950, Vol 6: 12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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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공유되었다며, 처음부터 미국 정부의 입장은 만장일치로 일본과 덜 처벌적인 자
유주의 평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국무부는 평화 협약에 짧고 단순한 문서로
구상해 처벌 조항, 배상 조항, 외국의 점령 조항 없이 평화를 재수립하는 내용을 담았
다. 대신 평화를 확보할 외국군 주둔과 군사력의 문제는 미국 일본간 양자 방위조약으
로 대신하기로 했다. 그리고 애치슨은 극동위원회의 대다수 국가들이 이런 자유주의 평
화에 반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태평양 섬 국가들과 상호 지원 조약을 체결하겠다고 강
조했다.(Leffler, 1992: 426-27, Allison 1952,38-39, Acheson, 1969: 539)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유주의 평화라는 협약의 형태가 가진 전략적 이해관계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일본과 추진한 소위 자유주의 평화는 기존의 전통적 평화협약의 형태
와 무엇이 다른지 분명해졌다. 독일에서는 무조건항복과 '승자의 평화'의 교과서적 형
태로 승전국의 점령에 의한 공동 지배가 이루어졌다면, 미국은 일본에서 독점적으로
평화협약을 주도하고, 군사점령을 종료하여 상징적으로 주권을 회복시켜주되, 별도의
방위협약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도 그대로 확보한 것이다. 즉 미국이 추진한
자유주의 평화는 전후 처리 보다는 일본을 산업기지이자 군사기지로서 포섭하는 전략
적 이해관계를 관철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의 2차대전 전후처리에서 이뤄
져야할 포괄적 전후 처리와 전쟁 책임문제를 제거했다. 그리고 이를 베르사이유의 실패
를 이유로 처벌적 성격을 제거해야한다는 자유주의 평화가 필요하다고 정당화했다. 그리
고 지역 국가들의 반대를 상호 방위조약으로 무마했고 이 상호방위 조약의 내용엔 기지
와 통제력 확보라는 미 군부의 이해관계도 포함되었다. 자유주의 평화와 상호방위조약이
라는 분업 형태를 통해 미국은 일본의 경제와 군사기지적 유용성을 모두 얻었고, 동아시
아의 2차대전 전후처리와 전쟁 책임은 선택적이고 불평등한 군사동맹으로 대체된 것이
다.
이런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선 다각적 노력이 필요했다. 중국개입 이후 평화협약을
조기체결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은 1950년 10월 UN 총회 5회기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극동위원회의 외무장관들을 통해서 이미 처음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총회에서 중국대표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사이, UN 밖에서는 미국의 주도하에 외교관들끼리 일본 평
화협약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오고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7개 쟁점의 형태로 평화
협약의 원칙과 쟁점들이 만들어졌다. 이후 이 7개 쟁점을 토대로 모든 극동위원회 국가
들과 인도네시아, 실론, 한국 대표들과도 논의를 했다. 이 논의의 결과 미국은 일본과의
조기 평화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를 도출했다.(Allison 1952,38-39)
하지만 애치슨과 국무부의 우려대로 극동위원회 회원들과 사전 논의를 한후 필리핀이
나 호주, 뉴질랜드 등이 일본의 팽창 경로를 우려해 협상을 체결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인도는 일본과의 평화협상에 대한 논의에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을 포
함한 극동위원회의 모든 국가가 참석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대체로 다른 안보조치가 없으면 일본의 공격과 재무장이 재개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을 포함한 지역 집단 안보체제 구상도 동시에 진행되었다.(Allison
1952,39, FRUS 1950, 6: 13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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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미 군부와 JCS는 중국의 개입이후 오히려 걱정이 더 커져 반대하고
있었다. 즉 군부는 일본 주둔 미군이 모두 한국에 투입되어 일본이 진공상태가 된 상황
에서 침략이나 내부 반란으로부터 취약한 상태가 되었고, 평화협약 체결시 일본이 미국
과 UN의 일본 기지 사용 권한을 취소할수 있다며 한국전쟁 이후로 협약을 미루자는 입
장이었다.(Leffler, 1992: 426-27)
하지만 중국군의 전황이 더 유리해 미군이 퇴각하던 51년에 이르면 평화협약이 아
직 미숙한단계라는 국방부의 반대는 사라졌다. 그리고 덜레스는 애치슨과 트루먼의 지
지를 받으며 세계를 다니며 협상을 했고 스스로 공화당 동료들과 상원의원들을 다루고
있었다. 덜레스는 1951년 1월 일본을 출발해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했고 이들과
상호 안보 방위 협약을 체결할 기반을 만들었다. 덜레스는 일본에서 수상 요시다 시게루
와 논의를 했는데, 요시다는 재무장을 바라지 않고 있었다. 요시다가 요구한 것은 점령
개혁의 일부 정책을 수정하고, 특히 일본의 류큐 소유권을 회복하고, 평화조약에서 무조
건 항복이라는 모멸적 문구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는 국내 문제에 관한한 일본 정부의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길 바랬다. 즉 그는 미국은 오직 외부 권력이 내부 혼란을 부추길
때만 일본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받고 싶어했다. 덜레스는 일본 이외의 국가
들과 외교를 통해 필리핀, 호주와 뉴질랜드에게는 그들이 요구하는 배상이 불가능하지
만,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맺는 것이 일본과의 평화협약에 처벌이나 제한 조항이 들어가
는 것보다 더 우월한 것이라고 설득했다.(Leffler, 1992:428, Acheson, 1969: 540,
Allison 1952,40)
미국으로 돌아온 덜레스는 기존의 7개 쟁점에 포함된 일반 원칙들이 확대되어야 한다

고 보았고 이에 따라 1951년 3월 평화협약의 첫 초고가 관련국들에게 회람되었다. 이후
맥아더가 해임되자 덜레스는 다시한번 일본으로가 일본과 평화협약을 계속 추진할 것을
안심시켰다. 덜레스는 신임 UN군사령관 릿지웨이에게 전쟁이 한반도 너머로 확대되고
만주와 중국, 소련으로 나아가도 미군에겐 일본 기지를 사용할 권리가 남아있을 것이라
고 강조했다. 덜레스의 이런 노력 끝에 1951년 5월 17일 마셜 미 국무부장관과 JCS는
결국 아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개요를 담고, 일본과의 평화협상과 안보 협약을 요
청하는 내용의 새로운 NSC 48/5415)를 승인했다.(Leffler, 1992:429-430, Acheson,
1969: 540, Allison 1952,40, FRUS 1951, 6:944)

NSC 48/5에서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은 '아시아 문제의 긴급성'을 강조하며 이전의
대아시아 정책에 비해 더욱 포괄적이고 세세한 정책을 확립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를 확보하려던 종합적 기획이었다. 여기서 미국은 여전히 '자유세계' 전체를 소련 위성국
가들에 대해 강화시키는 전지구적 목적의 일부에 기여해야하지만, 현재 '아시아' 지역에
415) NSC 48/5는 기존의 아시아 정책 시리즈의 연장이면서 일본에 대한 정책인 NSC 13시리즈와 중국 정책인 NSC
22, NSC 34시리즈, 대만 정책인 NSC 37시리즈, 그리고 일본 평화협약에 대한 NSC 60/1 시리즈, 한국전쟁에서의
전쟁 목적을 규정한 NSC 81시리즈 및 중국의 공새와 관련된 대응 정책 NSC 101 시리즈를 종합한 정책이었다.
FRUS 1951, 6: 33. NSC 48/3 U.S Objectives, Policies and Course of Action in Asia(51. 4. 26) NSC
48/4 U.S Objectives, Policies and Course of Action in Asia(51. 5. 4) NSC 48/5 U.S Objectives, Policies
and Course of Action in Asia(5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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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국의 안보에 대한 가장 즉각적이고 공개적인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 본격적인 종합적 아시아 정책에서 아시아는 소련의 남부지역과 이란의 동
부지역 일본, 류큐,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와 뉴질랜드를 잇는 섬지역 모두를
포괄하는 방대한 지역으로 규정되었다. 미국에게 아시아는 자원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갖
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이후 미국은 12억 5천만명에 이르는 방대한 아시아의
인구의 잠재적 가능성을 재평가했다. 아시아 대중들이 소련의 영향하에 놓이게 될 경우
자유세계에 위협이 될 것임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분석이었다.
NSC 48/5에서 미국은 대아시아 정책을 추진하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장애물'들을 점
검했다. 먼저 미국은 중국 혁명을 기본적으로 서구에 적대적인 혁명적 민족주의 운동으
로 바라보는 아시아의 인식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중국의 영향력을 지적했다. 그리고 영
국, 캐나다, 인도도 미국과 아시아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아시아의 비
공산주의 국가들도 서로 분열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었
고 미국은 이들을 모두 우방국가로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은 미국의 반
중국 정책에 적대적이었다. 미국이 보기에 아시아의 비공산주의 국가들에게는 적절한 지
원이 부재하며, 이들에게 공산주의는 빈곤에 찌든 대중들에게 민족주의와 유토피아의 약
속으로 보이고 있었다. 미국이 제시하는 민주주의는 백인들의 특권이나 식민지 수탈의
기억과 연결되어있다.(FRUS 1951 Vol Ⅵ, 43-45)
NSC 48/5는 중국문제가 미국이 아시아에서 대면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 문제라고 전
제했다. 이를 위해 중국과 소련의 차이를 확대해 소련 동맹국으로부터 떼어내고, 경제적
제제를 가하며, 정치 군사적 힘과 위신을 축소시키는 것을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중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아시아에 UN 헌장에 기반한 집단 안
보시스템의 수립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기는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했다.
NSC 48/5에 제시된 아시아의 집단안보의 구상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일본은 자급적
국가가 되게 지원하여 미국에게 중요한 상품과 재화를 생산하고 무기를 생산할수 있게
만들고, 평화협약과 양자간 방위협약을 동시에 추진하여 주권을 회복시키고 군사력을 확
충하고 UN 가입을 돕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정전협약에 따라 분쟁을 종식하고,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며, 소련과 대만, UN에서의 중국 의석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을 흔
들리지 않을 수용가능한 타결을 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에게 최대한의 손실을 입
히고 한국정부를 무장시키며 만일 소련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전면전을 대비할 위치로
UN군을 철수 시키기로 했다. 대만에는 7함대를 계속 배치시키고 경제지원을 하며, 합
법적 정부로 승인하고, 필리핀은 NSC 84/2시리즈, 남아시아는 NSC 98/1시리즈에 따
른 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인도차이나에서는 프랑스군에 대한 군사지원을 증대시키고.
이 지역 전반에서 일본과의 평화협약 이후 안보 협의를 맺고,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안보합의를 맺으며 다른 국가들과도 양자간 혹은 다자간 안보 합의의 가능
성을 고려하고, 아시아의 비공산주의 국가간 경제 정치적 협력을 장려하고 지원하기로
했다.(FRUS 1951 Vol Ⅵ, 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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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약과 아시아 집단안보 구상이 명기된 NSC 48/5가 승인된 상황에서 덜레스가
미국으로 돌아왔고, 이후 약 두달간의 논의 결과 영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일본과의 평화
협약 초고를 작성했고, 1951년 7월초에 완성된 초고는 동맹국들에게 회람되었다.(Allison
1952,40)

덜레스는 이후 런던, 파리, 카라치, 뉴델리, 캔버라, 웰링턴, 마닐라, 도쿄를 방문하
며 두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첫 번째는 일본이 누구에게 대만, 큐릴, 남사할린 지역의
주권을 넘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 미국과 영국이 의견이 달랐는데, 간단히 이 지역에 대
해 일본의 주권이 포기renounce되었다는 조항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416) 이런 조치로
덜레스는 대만을 중국에 양보하는 어떤 용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또한 덜레스는
중국이 평화협약에 참여해야한다는 요구도 거부했다. 미국은 국민당 중국이나 공산당 중
국 모두를 샌프란시스코에 초대하지 않기로 했고 결국 2차대전시 일본과 중요한 교전국
이었던 중국이 협상에서 제외되었다. 미국은 이런 조치를 한국전쟁 초기 진행된 중국의
대표문제에 동맹국간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신 평화협약 발효
3년내에 일본이 전쟁을 치렀던 국가들과 스스로 양자간 평화협약에 들어가기로 하자며
추후 개별 국가끼리의 해결의 통로를 열어두었다. 프랑스는 미국에 20억달러의 배상과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의 이해관계를 보장할 경제 협약, 인도차이나 3개국의 협상 참여
를 요구했다. 미국은 첫 번째를 거부했고, 두 번째는 양자간 합의하라고 했으며 세 번째
를 받아들였다.(Acheson, 1969: 541, Leffler, 1992:431, FRUS 1951, 6: 1134, Allison
1952,41)

6월 중순에 유럽에서 돌아온 덜레스에게 남은 마지막 반대는 JCS가 요구한 류큐에
대한 전략적 통제권과, 한국전쟁이 끝날때까지 협약의 효력을 발휘해선 안된다는 요구였
다. 애치슨인 이에 대해 미국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확보될 것이라고 JCS를 확신시켰다.
소련이 회담에 참여를 원한다면 참여할 수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회담은 토론과 합의의
포럼이 아니라 서명 기념식이기 때문에 조문에 대한 논의나 수정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
에서였다. 회담 직전에 미국은 태평양의 지지를 얻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와의 ANZUS
동맹 협약을 최종적으로 손질했고, JCS의 요구에 따라 미국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 의무
도 부과되지 않고, 별도의 합의와 조정 기구도 창설하지 않기로 했다. 호주는 미군 사령
관과 호주가 합동 기획을 하는 관계를 요구했지만 이것이 거부된 것이었다. 결국 7월
20일에 영국과 미국이 작성한 평화협약 초안이 회람되었고 8월 13일에 50개국에 샌프
란시스코 회담에 참석해달라는 초대장을 보냈다. 협상은 9월 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
리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평화협약에 서명을 하는 회담이나 모든 문제를 다시 토론
하는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Leffler, 1992:430-31, Acheson 1969: 541, Allison
1952,41)

애치슨은 역사상 어떤 평화협약도 이만큼 참여국가들이 협상직전까지도 서명을 꺼리
는 협약이 없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영국은 큰 열정을 보이지 않았고, 호주는 지지하

416) 독도문제, 재일조선인, 협약 서명 참여문제 에 대한 51년 7월 19일 한국의 향의 FRUS 1951, 6: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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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꺼리면서 반대의견은 극단적으로 표출했다. 프랑스는 협약 초고작성에 프랑스가 참
여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현했다. 네덜란드는 참가하기로 했지만 서명은 유보하고 있
었다. 일본내부에서 중립적인 분파들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소련이 참가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외의 일이었다. 트루먼은 소련의 참석으로 생길 일을 우려해 이에 대응
하기 위한 방침을 8월 30일에 승인하며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소련이 협약을 막지 못
하면 서명국의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경쟁적인 협약을 만들거나, 한국에서 공세를
하거나, 선전포고를 하기로 했다. 미국 대표단은 모든 재협상 요구를 거부하고 발효시기
를 앞당기기로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Acheson 1969: 541-44)
그리고 드디어 51년 9월 4일부터 8일까지 샌프란시스코 회담이 열렸다. 소련은 기대
했던 것보다 적대적이지 않았다. 첫날 회의에서 약간의 문제를 제기한 후 소련과 공산주
의 국가들은 퇴장했고 둘째날부터 출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도는 회담에 참석하지 않
았다. 미국은 일본과 양자 방위조약에서 미국이 일본 기지를 전 극동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미국이 UN 하에서 작전을 하건 아니건
중국과 소련에 대한 작전을 할 법적 보호를 요구했다.(Acheson 1969: 547)
1951년 9월 8일 평화협약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졌다. 국무부는 바로 의회 비준을 받
으려 했다. 놀렌드 상원 의원의 벽을 넘어야 했다. 덜레스는 이에 일본과 평화협약은 루
즈벨트와 소련의 타협인 얄타를 무시했고, 소련의 큐릴과 사할린에 대한 주장을 무시했
으며 소련의 일본 점령 권리를 제거했음을 강조했다. 52년 3월 의회비준이 이루어졌고,
52년 4월 28일 7년간의 점령이 공식 종료되었다.(Leffler, 1992: 464)
일본과의 평화협약에 대해 덜레스는 1952년 일본과의 평화협약은 두가지 목적을 추구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이것이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방식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 고안된 것이고, 둘째, 이를 위해 승전국이 증오와 보복의 궤적들을 모두 제
거해 화해의 조약a treaty of reconciliation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다. 덜레스는 평화협약
이 1차대전 이후 독일 처럼 다시 승자들에게 대항할만한 어떤 것도 만들지 않았다고 확
신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는 전쟁과 승리 평화 그리고 전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깨려
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패배시킨 적을 새로운 위협에 맞서 태평양지역에서의 집단 안
보에 긍정적 기여자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었다.417) 베르사이유와 차별화하는 의미에서
의 전형적인 자유주의 평화론이 자유주의적 화해론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실제로는 일본과의 평화협약은 1947년에 이루어진 이탈리아와의 평화협약과 비교하면
더 가혹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이탈리아와의 평화협약이 자유주의 평화협약 liberal
Treaty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두 협약의 조항들을 상세히 비교하

면 일본 평화협약의 경제와 상업 조항들은 더 자유주의적인 것들이었다. 여기엔 일본의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탈리아에 비해 영토에 대한

417) 일본은 UN에 가입하고 회원국이 아닌 상태로도 UN의 작전을 지원하며 평화를 위해 활동할 것이며, 미국과 일본
간의 안보협약은 일본에 대규모 내부 반란이나 소요가 있을 경우에 미군이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를 진압하는
것을 도울수 있게 허용했다. John Foster Dulles, 'Security In the Pacific", Foreign Affairs Vol 30, No.2
January 1952, pp.1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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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만은 가혹한 것이었다. 결국 일본 평화협약은 가혹하게 처벌적이지도, 부드럽고 형
식적이지도 않은 자유주의 평화 조약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418)(Metzger 1952: 400-02)
표 4-1 샌프란시스코 평화 협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역 문제들
평화협약 조항
2조 a) 한국
b) 대만
c) 남 사할린, 큐릴
d) 미크로네이사
e) 안타티카
f) 스파틀리스, 파라셀
3조 오키나와, 보닌, 아마미섬

관련 지역 문제들
한국의 통일,
독도 분쟁
대만해협 문제,
센카쿠 분쟁
북부국경, 남큐릴 분쟁
지위
주권 분쟁
분쟁
오키나와 지위 분쟁
센카큐, 다이오유 분쟁

관련 국가
남한 북한
일본-한국
중국-대만
일본-중국, 대만
일본-러시아
미국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호주.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미국-일본
일본-중국, 대만

출처 : (Hara 2007: 186)
하지만 상대적으로 엄격했다고 여겨지는 영토조항 역시 냉전과 전쟁으로 인해 변화된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전후처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미국의 이해관계가 더 크게
반영되었다. 하라의 지적처럼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 영토 분쟁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맥락이 잊혀진 채 모두 따로 다루어져 왔지만, 결국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협약으로
구성된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은 냉전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영토 분쟁들의
기반이 되었다.(Hara 2007: 12)
덜레스가 화해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평화협약이라고 표현한 이 협약은 2차대전 전후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국과 당사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미국의 이해관계와 주변국과
의 교환을 통해 관철된 무책임한 협약이었다. 예컨대 한국의 독도문제의 경우도 UN창
설 전후의 전후 처리 기획에서는 일본의 영토를 엄밀히 한정하고 독도를 모두 한국 영
토로 되돌려주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1947년 케넌의 봉쇄정책이 등장한 이후부터 일
본에 대한 처벌과 제약을 약화하려는 자유주의 평화조약이 추진되며 무산되고 제외된
것이었다.419)(Hara 2007:25-27)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서명된 같은 날 미국은 기획대로 일본과 방위협약을 맺
었고 동시에 호주, 뉴질랜드와 ANZUS를, 필리핀과도 방위협약을 맺었다.
덜레스는 NATO 체제와 ANZUS 체제의 차이점도 설명했는데, 전자는 회원국 한 국
가에 대한 침략이 전체 회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되어 미국은 대통령이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을 해야하는 의무가 설정되어 있어 미국내에서 큰 위헌논란에 휩싸였지만,
418) U.S Department of State, Records of Proceedings, Pub No. 4392,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Conferences Series Ⅱ, Far Eastern No. 3 (December, 1951)
419) 특히 중국의 수립이후 1949년부터 일본의 이해관계가 고려되면서 일본 대사 시볼트(Sebald)가 독도에 대한 일본
의 주장을 반영하고 특히 기후나 레이더 기지의 필요성을 고려해 한국으로 돌아갈 영토로부터 제외하자는 제안이
반영된 것이었다. NSC 48이 승인되고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던 정책이 수립되던 시기 시볼트는 나아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은 향후 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고 그럴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
결할 것을 제안했다.(Hara 2007: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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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ZUS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몬로독트린의 용어법 처럼 '태평양 지역 in the Pacific
area'이라는 광의의 지역을 설정한 것이어서 개별 국가에 대한 의무의 문제가 아니었고

미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런 위협에 맞선다는 조항이 도입되었다. 덜레스는 호주와
뉴질랜드 필리핀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한 상징적 선언에도 매우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덜레스는 마지막으로 중국, 한국, 인도차이나,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에서 소련과 협력한 공산주의의 대두를 직면하고 있어, 러시아의 제국주의가 가장 강하
게 표현되고 있는 곳이 아시아의 긴급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따라서 51년에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것이었다.(Dulles 1952: 180-87)
덜레스의 설명처럼 ANZUS에는 NATO같은 군사 기획 위원회도 없었고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NATO의 구절과 달리 한 국가에 대한
외부 공격이 있을 경우 '공동의 위험common danger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합헌적인 행
동appropriate constitutional action으로 대응한다'는 소위 'ANZUS식 문구'로 대체되었
다.420) 그나마 일본과의 양자간 방위조약은 ANZUS같은 군사기획 위원회도 없었고 일
본이 공격받으면 미국은 헌법적 절차가 허용하는 한 일본에 개입한다고만 되어있었
다.(Franklin

2006, 36-49, 63, Jones 2005: 848)421)

이렇게 실질적 기획기능과 회원국의 동등한 관계, 미국의 의무가 최소화된 형태의 형
식적인 군사동맹들은 분명히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시 발생한 트루먼 결정의 위헌성 논
쟁과 NATO에의 자동개입과 의회의 전쟁선포권 발동을 둘러싼 거대한 논쟁의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아이젠하워정부 하에서 국무부장관이 된 덜레스는 이후
동남아시아에도 유사한 집단 방위 조직을 확대해 설치하는 것을 계속 추진했다. 일본과
의 평화협약과 방위조약을 지켜본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과 지속적인 방위조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필리핀과 체결된 상호방위 조약에는 공동 군사
기획 위원회가 없을 뿐 아니라 미국의 의무도 더 약화되었고, 상대국은 결코 동등한 지
위를 갖지 못했다. 또한 아시아 내 여러 긴장관계로 인해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와
뉴질랜드가 동시에 하나의 큰 지역 집단방위 조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양자간 방위
조약의 형태를 띄게 되었다.(Franklin

2006, 63, 78, 81, 93)

이 자유주의 평화협약과 형식적 방위조약들의 체결이후 51년 말 일본에서는 탄약 생
산 명령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은 일본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을
고민하며 점차 동남아와의 무역 교류를 중요시 하게 되며 이제 시선을 동남아로 돌렸다.
그리고 인도차이나의 중요성이 커지자 52년 5월 미국은 드디어 프랑스를 제외하고 직접
인도차이나에 개입해 중국의 영향력을 봉쇄하기로 결정했다.(Leffler, 1992:491)

420) ANZUS(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Security Treaty) 동맹 호주, 뉴질랜드, 미국을 마지막 손질
하고 있었다. JCS의 바램에 따라 3자간 안보 협약은 미국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 의무도 없고, 군 기획 기구도 창
설하지 않았다.(Leffelr, 1992: 427)
421) Franklin, John K (2006) The Hollow Pact: Pacific Security and the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Doctoral Dissertation, Texas Christi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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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전쟁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정책이 변했고, UN에서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변했으며, UN의 역할과 기능도 변했다.
중국의 개입은 20세기 자유주의 기획이 극복하려 했던 19세기적 힘의 균형상태를 창
출했고 한국을 둘러싼 정치협상을 이끌어냈다. 즉 한국전쟁 초기 미국이 전지구적인 차
원의 사법적 기획을 주도하려 했다면, 중국은 혁명적 민족주의와 중국 혁명 모델의 수출
을 추구했다. 둘다 평화와는 거리가 먼 정치적 이상주의였고, 양측은 모두 그들의 정치
적 목적을 군사력으로만 추구하려 했다. 하지만 양측은 모두 이를 군사적으로 이루지 못
했고 권력 균형 상태에서 전통적인 외교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했다. 즉 한국전
쟁 초기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이상주의적이며 동시에 군사적인 기획은 좀더 현실주의
적인 정치적 기획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인한 정치적 기획의 전개는 다섯 가지 변화를 초래했다.
첫째, UN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승인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져 미소간 갈등의 초점이 되었으며 둘째, 그럼에도 무력 충돌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과 대
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셋째, 대화 시도가 실패한 후 한편으론 UN에선 중국을
침략자로 비난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어 중-미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았지만, 다른 한편으
론 미국 내부에서의 갈등도 상부 지시와 결등을 빚던 UN군사령관 맥아더가 해임으로
귀결되었다. 넷째, 결국 한국에선 군사적 교착상태가 출현한 후 UN에서 몇 국가들이
추구했던 휴전협상이 시작되었으며, 마지막으로는 같은 시기, 동북아 정책을 재검토한
미국의 주도로 일본에서 일방적인 자유주의 평화협약이 이루어졌다.
이 역사적 사실들을 일반화 하자면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자유주의 기획의 굴절이 이루어졌고 군사력에 의존하는 자유주의의 보편기획이 아닌 정
치를 통한 지역적 실현기획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한국전쟁과 관련되어 있던 동아시
아의 전후 정치사회 변동에 관한 쟁점들이 각기 분리되어 서로 차별적 형태로 제도화되
었다. 즉 보편적·이상적·군사적 기획이 지역적·현실적·정치적 기획으로 전환되며
사례별 양 진영의 대응 전선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초래된 지
역적 권력 균형 상태에서 미국은 세가지 차별적인 정치적 자유주의 전략을 전개했다.
가장 먼저 중요하게 문제가 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인정문제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처음엔 유럽의 종교·문명기준을 넘어선 민주주의적 헌법과 평화라는 더 보편적
인 기준을 제시했지만 냉전으로 접어들면서 더 전략적으로 자유선거와 자유주의 정치,
자유무역이라는 협소한 원칙을 신생국가의 인정의 기준으로 제시하며 자유주의적 방향으
로 끌고 갔다. 동시에 미국은 신생국에 대한 국제기구를 통한 보편적인 법적 인정기획을
반대하고, 개별 국가의 정치적 결정의 영역으로 수호하면서 인정을 국제 정치 수단으로
유지하려 했다. 한국전쟁에 개입한 중국에 미국의 비인정 정책이 적용된 결과 중국은
UN에서도 20년간 회원국이 될 수 없었고 국제적인 인정도 쉽게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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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기획의 출현으로 UN은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는 사법적 도구가 아니라 휴전을
위한 토론과 교섭의 장이 되기 시작했고, 비록 초기 시도들은 미국의 중국 비인정 정책
과 중국의 군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비타협적 태도로 실패했지만 협상의 압력이 거세지
자 미국은 정전협상 시작 압력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애초에 한국의 정전
협상은 UN체제라는 정치군사적 분업구조에 따라 평화협약은 이후 UN에서 다루기로 초
기 기획에 중국과 동아시아의 복잡한 문제를 제거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결합되며
정치문제가 완전히 제거된 임시적인 순수한 군사적 의제로만 국한된 정전협상을 하게
되었다. 한국엔 가장 낮은 수준의 군사-물리적 평화의 트랙이 깔린 것이다.
반면 한국전쟁과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일본에선 최단기일내에 정치적 의미도 해당국
간의 협의도 최소화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한 일방적인 자유주의 평화협약과 긴
밀한 미-일 군사동맹이 맺어졌다. 이런 기획은 중국의 비인정과 비교하면 기존의 비 자
유주의 국가도 우방국으로 포섭해 냉전 반공주의 진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한다는
더 적극적인 자유주의화 기획Liberalizing Project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 이
것이 가능했던 조건은 이미 이 국가들이 무조건 항복을 통해 군사적이고 일방적인 승자
의 평화를 관철시킨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일본과의 평화협약을 자유주의 평화협약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자유
주의 평화의 의미는 전후 처리에서 베르사이유로 대표되는 배상이나 전범처벌 등 처벌
적이고 제약적인 평화조약이 아니라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통합시켜 미국에 우호적인 반
공주의적 경로를 따르게 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미일 평화협약은 일본의 식민지배
와 관련된 수많은 지역 정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관
철되었고,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영토 분쟁들의 기반이 되었다. 이런 점에
서 미국이 말한 자유주의 평화란 덜레스의 자화자찬처럼 '화해의 조약'이 아니라, 동아시
아의 전후처리와 탈식민문제를 방기하고 탈정치화한 무책임한 경제-군사 중심적 지역통
합기획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를 미국과 태평양 지역 국가들
과의 집단 방위협약과 연결시켰다. 이 기획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유럽과 나토와 비
교하면 한국전쟁을 경험한 이후 미국의 의무와 부담을 최소화하는 ANZUS 모델이 일반
화되면서 일본과 미일방위조약, 이후 지역 국가들과의 방위조약들의 형식적이고 불평등
한 성격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자유주의 질서에 편입된 국가와 지역들 사이에서도 평
화와 방위의 조합에 위계와 불평등이 시작된 것이었다.
결국 중국 개입과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안보 레짐은 역사적으
로 더욱 선명하게 분기하는 경로를 만들어 냈다. 미국은 중국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자유주의로부터 정치적으로 배제하고, 한국은 분쟁의 문제를 지역화하면서 탈정치화(군
사화)시키고, 일본은 자유주의 정치경제 시스템으로 깊숙이 포섭했다. 한국은 중국의 승
인과 일본과의 평화협약이라는 두가지 큰 정치적 쟁점의 무게에 짓눌려, 전투의 중지라
는 초라한 휴전체제로의 길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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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송환은 우리의 (...) 근본적인 도덕적, 인도적 원칙에 모순되는 것이 될 것이다(트루먼)
(제네바) 조약은 '동양 공산주의 포로'라는 새로운 형태의 포로를 다루기 위해 반드시
개정되거나 현실적인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UN군 포로수용소)

한국전쟁 정전협상이 정치적 문제가 제거되고 군사적 문제로만 제한되어 시작되자
처음에는 모두 쉽게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협상의 의제중 한국전
쟁 포로문제가 문제가 되어 약 17개월간 논쟁이 해결되지 않았고, 그 결과 전쟁이 지
속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의 피해는 더욱 극심해졌다.
한국전쟁 포로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 역시 냉전의 정치적 구도 속에서 편향적인
상호 비난을 반복해 왔다. 주로 군사자료들을 통해 진행된 이 연구들은 포로문제의 해
결을 둘러싼 냉전과 포로문제의 정치적 함의에 대한 폭넓은 해석들을 하지 않았다. 한
국전쟁 포로문제에서 국제정치에서 2차대전 이후 발달한 전후 처리들의 여러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충돌했는지, UN에서는 어떤 논의가 전개되었고, 분단 국가의 국가형
성과 수용소 내부에서 발생한 일들과는 어떤 다층적 영향관계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
다. 이런 한계의 상징은 바로 왜 포로문제 자체가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이 부
재했다는 점이다.
한국전쟁에선 왜 포로문제가 큰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는가? 애초에 한국문제
의 해결에서 완전히 정치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우선 한국전쟁 발발에
대한 UN의 개입과 함께 중국의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전쟁을 한반도의 문제가
아닌 동아시아 지역 전체질서, 나아가 냉전의 전장으로 확대해 극도로 보편적인 의제
로 정치화시킨 요인이었다. 정전협상은 결국 남과 북이 아니라 UN/미국과 중국과의
정전협상이었고, 미국과 중국의 포로 교환 협상이었다. 미국-UN도 새로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구축하려 했으며, 중국도 내전이후에 새로운 국가형성에 매진했고, 분단된
두 국가도 말할 것 없이 모두 새 질서를 구축하는 구성적Constitutive 시기였다는 점도
각 국가의 정치적 입장과 요구가 늘 최대치로 나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하지만 중국 개입이후 군사적 균형 상태의 등장으로 중국과 미국 모두 현실을 깨달
았다. 이렇게 중국 개입으로 군사적 수단에 의존한 보편적 기획은 쇠퇴했지만, 문제가
다시 한국문제로만 한정되자 보편적 기획과 가치들의 부상하고 충돌하기 시작했다. 트
루먼은 확전을 할 수도 없었지만, 전쟁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국내외적 정치적 정당성
을 획득해야 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공세에 실패한 상황에서 전쟁의 정당성
을 최대한 확보하고 내부의 혁명동력을 유지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
대해야했다. 이로 인해 더욱 더 국내외, 수용소 안팎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이
념과 가치 규범을 내세운 정치논쟁이 중요해졌다. 즉 모든 정치적 문제를 추후에 논의
하기로 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군사적 의제들로 한정된 협상에서 양측은 최대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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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결과를 얻어야 했다. 이를 위해선 여론이 중요했고, 특히 전쟁이 지속되면서
국내외에서 전쟁의 정당성 문제, 그리고 전쟁을 빨리 끝내지 못하는 책임문제가 지속
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왜 52년 봄부터 포로가 문제의 핵심이 되었는가? 한국전쟁을 둘러싼 큰
정치적 쟁점들은 이미 첫 1년간의 싸움으로 제거된 상태였다. UN의 전지구적 사법주
권 질서로서의 위상과 UN 개입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었고, 중국의 국제적 인
정이라는 큰 정치적 문제, 대만문제와 일본과의 자유주의 평화협약이라는 문제들이 일
단락되었다. 즉 법적 관점으로 볼때 제헌적 문제인 UN 결정문제, 국가의 승인과 주권
문제 즉 교전권Jus ad bellum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는 종식된 것이었다. 이 상황에서
군사적 문제로 한정된 정전협상이 진행되었지만, 전쟁의 행동과 그에 따른 피해자 보
호의 문제 즉 전시법Jus in bello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양측의 전쟁 지
속에 대한 정당성의 자원이자 상대의 정당성을 훼손할 자원은 모두 양측의 전쟁의 행
태문제, 즉 전시법과 피해자 보호문제가 남아있었고, 정전협상의 의제중에 이와 관련
된 문제는 포로문제가 유일했다.
다시말해 한국 전쟁 논쟁에서 전지구적 주권, 국가주권, 영토의 침략과 균형에 대한
싸움은 50년 6월부터 51년 말까지 1년 반만에 끝이 났다. 정전협상이 시작될 무렵 모
두들 기본적으로 전쟁이전 상태의 회복이라는 현존유지적 상황에 동의한 상태였다. 그
럼 남은 문제는 인구에 대한 싸움이었다.
그런데 이 포로문제를 둘러싼 인구정치에서도 자유주의 기획이 작동하면서 19세기적
인 민족주의, 주권원칙이 온전히 적용되지 않았다. 즉 반 전체주의로서 공산주의를 공
격하는 자유주의가 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로서의 공산주의와 새로운 최고의 근대적 이
념의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었다. 미국과 소련은 각각 이 갈등 구도에서 송환을 희망
하지 않는 포로들의 개인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만 송환한다는 20세기적 자원송
환원칙(UN에서의 망명권)과 1949년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쟁이 끝난 후 모든 포로를
즉시 송환한다는 19세기적 주권 원칙과의 자리를 택했다.
이렇게 다시 한국문제에 집중하게된 양진영은 또 다시 보편적, 이상주의적 원칙들로
싸우기 시작했다. 이 싸움의 장은 이제 UN이 아닌 판문점이 되었다. 그 결과 나머지
1년 반 동안 이루어진 인구에 대한 싸움은 전쟁의 장기화를 초래했고 화해할 수 없는
정치적 대립으로 치달았다. 이 장에서는 한국전쟁 포로에 대한 군사적 심리전, 국제
여론을 얻기 위한 정치전, UN에서의 결의안 논쟁과 평화적 타결의 주도권 다툼, 상대
에 대한 전쟁범죄 비난, 유리한 인적자원의 교환 협상, 국내 정치적 정당성의 획득,
수용소 내 포로들의 처우와 내부 조직간의 갈등을 포괄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인권
/인구 정치의 전개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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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정전협상의 전개와 자유주의적 포로 자원송환 정책의 등장
1) 정전협상이전까지 포로 정책의 전개와 민간인 억류자 심사
정전협상은 51년 7월 부터 시작되었다. 7월 26일 정전협상 의제에 합의한 양측은
11월 23일까지 첫 세달간은 휴전선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후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비무장지대 위반과 관련된 논란으로 8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
지는 회담이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10월 24일 공산진영이 회의 재개에 동의하면서
51년 11월부터 – 52년 4월까지 휴전의 감시, 휴전 감시 위원회 구성, 공항 재건문제를
두고 협상이 이루어졌다. 1952년 2월에 이르면 분계선 확정 문제, 정전 감시문제, 정
전이후 권고사항 등 군사적 문제와 정전 자체에 대한 내용에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모든 정치문제, 즉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관련된 문제는 정전협
상 타결후 3개월 후의 정치회담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남은 문제는 포로문제
뿐이었다.
(1) 한국전쟁 포로문제와 인도주의 국제법(제네바 협약)의 적용
사실 미국 정부는 의제 2와 3에 대한 논의가 정전협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가 될 것이고, 포로문제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다. 중국 역시 포로문제가
정전협상을 교착상태로 만들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결국 양측의 다수는 포로문제를
부차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포로문제에 대한 논쟁은 51
년 12월 11일 시작된 이후 전쟁이 끝날 때 까지 17개월간 지속되었다.
협상의 조기 타결을 예상한 것은 1951년 여름까지도 미국 정부는 모든 포로는 자동
적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1, 2차대전을 통해 형성
된 국제적 룰이었다. 다소 변화가 있었다면, 군부의 입장에서 협상을 위해 포로를 모
두 송환시키면 적의 군사력이 회복될 것을 우려해 1:1 교환을 원칙으로 제시하려는 입
장이 있었을 뿐이다. 중국 역시 미국이 정전협상 후에 모든 포로를 교환하는 원칙을
수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Chen Jian 2001, 107-8, Rosemary Foot 1990, 87)
하지만 한국전쟁에서 포로문제는 점차 단지 군 지휘관들이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거대한 국제 정치적 문제가 되어갔다. 포로문제가 군사적
문제 이상의 것이 된 첫 번째 계기는 1949년 8월 19일자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
한국전쟁 적용이다. 비록 한국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이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
한 것은 아니었지만, 세계 언론에 의한 여론과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포로에 대한 인도
적 대우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다. 제네바 협약의 포로 규정은 정규군 뿐만 아
니라 전투에 참가한 조직적인 전투원을 모두 '포로'로 규정422)하여, 그 전쟁이 국가간
422)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정(1949년 8월 12일)'부록1.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정(발췌)', 국방군사
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1996. 261-278쪽. 원문은 Jean S. Pictet(ed.), Commentary, Geneva
Convention :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Vol Ⅲ,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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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건 침략이건 상관없이 무력분쟁에서 잠재적 피해자인 포로에 대한 인도적 처우
를 확보하려는 실용적 목적을 가진 전시법이었다.423)
이 1949년 제네바 협약은 유럽의 근대 인도주의 법의 진화의 산물이었다. 특히 근
대적인 주권 국가의 탄생으로 18세기에 주권 원칙이 확립 되면서 모든 국가들은 근본
적이고 동등한 교전권Jus ad bellum을 갖게 되었다. 국가가 전쟁에 관한 권리를 독점했
고, 모든 국가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근대 국가의 출현과 지상군의
등장으로 군인에 대한 관점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중세의 정의로운 전쟁에서 군인들
은 왕을 위해서 싸웠고 적 군인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는 책임을 져야할 범죄였다. 따
라서 포로를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었다. 하지만 근대적 전쟁에서 군인은 범죄
를 저지른게 아니라 국가의 도구로서 임무를 성취한 것이 되었다. 공적인 적으로서 포
로는 개인으로서의 포로가 아니라 상대 국가의 포로로 여겨졌고 군인은 전쟁이나 전쟁
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다.(Delessert, 1977:25-29)
이렇게 근대적 주권원칙이 확립된 후 무기를 내려놓은 군인인 포로는 적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 동정의 대상이 된 사람이 되었다. 포로는 더 이상 노예나 범죄자, 몸값
의 담보가 아니었고 전쟁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억류되어야 할 살아있는 전쟁의 도
구였고, 전쟁이 끝나면 석방되어야 할 존재가 되었다. 19세기 동안 이런 근대적 관점
이 점차 여러 국가들의 포로에 대한 규율 속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또한 19세기동안
평화 협약이 전쟁을 종식하는 방식으로 자리잡으면서 평화협약이 끝나면 포로를 송환
하는 것이 관습적인 실천이 되었다.(Delessert,, 1977: 47-50)
1차 대전 이후 이런 경향의 발전이 더욱 전개되었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 1차대전
부터는 헤이그 조약(1907)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포로 문제를 다루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었고 1929년 제네바 협약에선 더 상세하게 포로의 처우를 규제 했다.
1929년 제네바 협약의 75조에는 '가능한 빨리 포로들을 송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
다.(Sibylle Scheiper 2010 6, Delessert, 1977 : 53-58)
2차대전에서는 약 9천 6백만명이 군인중 3천 5백만명이 전쟁포로가 되었다. 이 시기
부터 포로는 대중적인 국민 정서와 감정이 집약되는 대상이 되었고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며 포로 관련 국제협약의 개정과 갱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차대전이 평화협약 없
는 무조건 항복으로 끝나자 억류 국가들이 이들의 송환을 서두르지 않고 전후 재건 노
동에 활용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포로들을 '탈나치화' 하기 위한 재교
육이 이루어졌고, 포로들을 심리전, 정보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었
다. 포로를 송환하지 않고 재건노동에 활용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런 경험 이후 포로들의
송환문제가 먼저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1949년 제네바 협약 118조에 '지체 없이without
delay' 송환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다.(Geoffrey Best 1980, 53, James C. McNaughton,

Red Cross, 1960.
423) 인도적 대우는 특히 13조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제 13조는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 그 억류하
에 있는 포로를 사망케하거나 그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어떠한 억류국의 불법한 행위 또는 부작위도 금지되
어야 하며 이는 또한 본 협정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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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Delessert, 1977:63)

그런데 1949년 제네바 협약 제정과정에서 냉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했다. 소련 대표들
은 제네바 회의에서 원자폭탄의 사용금지라는 주제를 제기했으나 이는 부결되었고, 대신
포로문제가 회의의 뜨거운 주제가 되었다. 가장 큰 쟁점은 포로가 되기 전에 저지른 '전
쟁범죄'에 대한 재판문제였다. 2차대전 이후 UN의 설립과 전쟁을 범죄화하는 강력한 흐
름으로 인해 전범처벌이 큰 이슈가 되었고, 소련은 이를 옹호하며 전범과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포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적십자의 주도하에 1949년
제네바 협약 85조에 의해 전범일 경우에도 포로지위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
다.(Stephanie Carvin 2006, 74)
두 번째 쟁점은 소위 자원송환 문제였는데, 1945년 2월 얄타와 포츠담 회의에서 동맹
국들이 합의한 송환문제는 특히 큰 갈등의 지점이 되었다. 미국은 처음에는 나치에 협력
한 소련 포로들의 송환에 동의했지만, 추후에 인도주의적 이유를 들어 '강제송환'에 반대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모든 포로들은 소련으로 송환되었다.(Robert C. Doyle 2010
344)

즉 1949년의 시점에서 이미 포로를 보호한다는 인도주의적 법계열의 발전과 동시에
포로들에 대한 전범재판이라는 쟁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모든 포로 송환 원칙에
대한 반대로서의 자원송환 원칙이 잠재적 갈등을 초래할 세가지 이질적 원칙으로 등장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1949년 제네바 협약이 적용된 첫 케이스, 즉 한국전쟁에서 제네바 협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전쟁에 참가한 많은 국가들이 아직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였고 협
약은 1950년 10월까지 실행되지 않아 국제법 보다는 정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
다. 한국전쟁에서는 포로들의 지위가 부정되고 '전쟁범죄자'로 여겨지는 상황이 전면적으
로 발생했고, 자원송환 원칙까지 추가되면서 포로문제가 지속적으로 점차 정치화되고 전
쟁 선전의 측면에서 중요해졌다.(Stephanie Carvin 2006, 79)
국제적십자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6월 26일 서한을 통해 한국, 북한정부에 제네바
협약을 준수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국제적십자는 이 서한을 통해 1929년 제네바 협약
중 부상자와 병자에 대한 보호, 전쟁포로의 처우에 대한 것이 있으며, 1949년 제네바
협약과 민간인 보호 협약이 있음을 알렸다. 적십자는 한국이 이에 서명한 16개국에 포
함되지 않지만, 협약에 제시된 전쟁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칙의 사실상의de
facto 적용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적십자는 전쟁의 성격규정, 국가의 승

인여부, 전쟁 책임문제에 상관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해
활동을 시작한 것이었다. 적십자는 6월 28일 미국정부에도 제네바 협약 준수를 요구했
다. 적십자는 미국이 제네바 협약을 한국에 적용할 것인지 의견을 물었으며, 홍콩 대표
비에리(Frederick Bieri)를 한국에 들어가 활동하게 하였으니 도움을 요청했다.424)
424) 이 협약의 제 3조에 따르면, '무력 충돌이 국가간 전쟁이 아닌 경우, 각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은 조항의 최소의
적용을 받게 될 것' 첫째, 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무기를 내려놓은 무장세력과 부상이나 질병 억류 등
으로 전투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인종, 피부색, 종교, 신념, 성, 출생지, 부 혹은 어떤 유사한 기준에 의해서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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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군 사령관 맥아더가 1950년 7월 4일, 북한군 포로를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대우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도 제네바 협약의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었다. 맥아
더는 UN군 포로가 된 북한군에 대해 근대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될 일체의 보호를 적용
하겠다는 취지를 표명했고, 북한군에 포로가 된 국제연합군 소속원에게도 그와 같은 보
호를 부여할 것을 보증할만한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공식 비준이나
입법화를 통해 보증한 것이 아니라 군 사령관에 의한 상징적 선포였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UN군이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겠다고 발표하는 동시에 포로에 대
한 잔인한 처우는 전쟁범죄로 규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맥아더는 1950년 8월 20일,
적의 비인도적 포로취급을 비난했다. 맥아더는 UN군 포로에게 가해진 북한군의 일련의
잔학행위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되었다면서 이러한 것은 희생자에
대한 범죄일 뿐더러 전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명령과 지휘를 통해 학살 행동
을 용인, 장려하는 것을 고치지 않으면 전쟁규칙 및 전례에 비추어 범죄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425)
즉 한국전쟁에서는 처음부터 제네바 협약이 실용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이는 포로에 대
한 보호와 인도주의 법의 적용의 문제를 넘어서, 전쟁범죄에 대한 비난의 큰 자원이 된
것이다. 실제 전장에서 포로는 자의적인 학대와 사살 같은 폭력에 노출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양측이 포로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표방한 이후, 포로에 대한 잔인한 처우는 양
측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주된 논거가 되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인도주의와 전쟁범죄 원칙이 서로를 강화하며 상대에 대한 비난
이 심해질수록, 포로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더욱 강화되어갔다. 그 결과
한국전쟁에서 인도주의적 원칙은 제네바 협약을 한단계 더 넘어서 나아갔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미국은 한국전쟁 정전협상에서 포로들 중에서 송환을 희망하지 않는 포로
들은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소위 자원송환Voluntary Repatriation원칙을 주장했다. 이는 전
쟁 포로가 전후에 고국으로 돌아갈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한다는 원칙이
었고, 일종의 집단적인 정치적 망명Collective Political Asylum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이
는 당시까지 어느 국제법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원칙이었다.426)
따라서 냉전시기엔 포로에 대한 세가지 계열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첫째는 전범처리
문제였고, 둘째는 전쟁의 성격에 대한 규정 없이 실용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
받지 않고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는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도 금지되어 있다. 1)
생명과 사람에 대한 폭력,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잔인한 대우와 고문 2) 인질로 삼는 것 4) 개인의 존엄에 대한
모독, 특히 humiliating 재판의 언도와 처형, 둘째, 부상당하고 병든자들은 소집되어 돌보아야 한다. 국제적십자 같
은 불편부당한 인도주의 기구가 보호를 제공할 것이다. 이 조항들의 적용은 분쟁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받지 않
을 것이다. 양측의 부상자들 민간인 억류자들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를 파견할 준비가 되어있고, 같은 전문
을 평양에도 보냈다. Le Comite international de la Croix-Rouge, et le Conflict De Coree : Recueil De
Documents 1(1950. 6. 26-1951. 12. 31), Geneve, 1952. pp. 4-7.
425) 『한국전란 1년지』, c106쪽. 『한국전쟁시기 북한군 포로관계 문서(1950~1954)：남북한관계 사료집』 12,
p.128.
426) 개인에게 정치적 망명권을 주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한 것이며 특히 20세기에 확대되었다. 현재 집단적
망명권은 아프리카에서 내전으로 발생한 피난민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Voluntary Repatriation: International Protection, Geneva,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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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야한다는 인도주의적 보호의 문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개인의 자유주의적 인권을
중요시하면서 자원송환과 망명권이라는 주제가 미국과 UN을 중심으로 등장한 것이었
다.
특히 한국전쟁에서 자원송환 원칙은 결국 52년 말 UN총회의 결의안을 통해 지지되었
다는 점에서, 1949년 제네바 협약 일부 조항을 부인하고 넘어서, UN에 의해 최초로 전
쟁에 적용된 원칙이 되었다. 이러한 자원 송환 정책에서 개별 포로는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하고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까지 격상되지만, 이는 현실과 매우 달랐다. 무
엇보다 정책과 원칙을 현실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큰 혼란을 초래했다. 보편적 자유주의
원칙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 자체는 한편으로는 한국전쟁과 냉전을 둘러
싼 정치적 대립의 반영이면서, 다른 한편으론 극심한 논쟁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
다. 한국 전쟁 포로는 복잡한 정치적 대립의 구심점이 되었다.
(2) 정전협상 이전까지 포로 정책의 전개와 남한출신 북한 포로의 석방 문제
사실 정전협상이 진행되던 1951년 여름까지도 미국 내부에서 포로에 대한 정책은 확
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1952년 2월에 이르면 트루먼과 애치슨이 이 자원송환 정
책을 지지하며 한국전쟁 정책으로 분명하게 확립되게 되었다. 심지어 이 원칙은 52년
말 UN총회에서 지지결의안이 통과되며 UN의 승인까지 받게 되었다. 여기엔 복합적인
정책 형성 요소가 존재했다.
이 정책은 단순하게 트루먼과 애치슨 같은 주요 정치인들의 위로부터의 결정에 따라
도입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을 통해 점차 하나의 확립된 정책으로 발전한
것이었다. 요컨대 이는 전쟁으로 발생한 여러 인구 이동과 양측의 인구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인도주의 법과 제도 인권 담론과 만나 전개된 복합적 인구/인권 정치의 산
물이었다.
이러한 포로를 둘러싼 인구/인권 정치의 전개와 관련해 주목할 문서는 정전협상이
시작되기 직전인 51년 7월 4일 주한 미 대사 무초가 국무부에 몇 가지 쟁점에 주목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이다. 무초는 여기서 한국정부의 정치적 중요한 문제로서 소위 '민간
인 억류자Civilian Internee' 문제를 제기했다. 무초는 한국정부는 전쟁발발 이후 오랫동안
UN군 포로수용소에 북한군에 강제로 동원되어 포로가 된 약 4만명의 한국인들이 있다
고 주장해왔음을 다시 환기시켰다. 무초가 보기에 미 국무부는 그동안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제네바 협약을 엄밀하게 해석해 UN사령부는 이들에게 어떤 별도의 우호적인
처우도 하지 않았다. 무초는 이문제가 정전협상과 관련해 초래할 문제들을 즉시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무초는 어떤 경우에도 이들을 북한에게 넘겨서는 안된다며 기본적으로
한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했고 이를 위해 국제적십자의 자문을 구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
데 무초는 정전협상이 시작되면 이 문제뿐 아니라, 흥남에서 철수한 북한 피난민들의 송
환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을 예상하며, “어떤 피난민들도 의지에 반해 강제로 송환
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초는 이것이 정치 난민과 정치적 망명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만일 이 문제들을 잘못 처리하면 미국 정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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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촉구했다.(FRUS
1951, 621-22)

이 무초의 서신은 정전협상이 시작될 즈음 미국의 이해관계와 미국의 포로 정책을 정
당화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요소란 첫째, 한국정부가 주장해온 북
한에 동원되어 북한군으로 싸우다가 포로가 된 한국인들의 석방 문제, 둘째, 이들의 석
방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 적십자의 의견을 묻는 문제, 그리고 셋째는 남한측으로 유입
된 모든 피난민들을 미국의 전통적인 정치 난민과 정치적 망명 정책에 따라 송환하지
않는 문제였다. 이는 각각 한국정부의 요구, 제네바 법의 해석과 적용, 미국의 자유주의
국가로서의 국제적 지위와 입장과 연결된 것이며, 이것이 한국전쟁 포로를 둘러싼 미국
/UN의 인구/인권 정치를 조건짓고 정당화 했던 세가지 요소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한국출신 북한군 포로들을 석방해달
라고 요구한 것이다. 한국의 요구가 무초를 통해 제네바 협약과 정치적 망명권의 차원에
서 정당화되며 미국정부에게 전달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이들의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 거의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는 자원송환 정책 자체가 미국 정부의 정책차원으로 확
립되는 단초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포로수용소 내부에서의 갈등의 전개와 관련
해서도 큰 영향을 미친 요소였다.
처음에 이 남한 출신 북한 포로들을 석방시키려는 기획이 시작된 것은 인도주의적
원칙이라는 거창한 명분 때문이 아니었다. 전쟁의 급작스러운 발발과 전세의 변동에 따
른 전선의 이동, 남과 북의 병력 동원과 무원칙적인 포로정책 등 의 결과 십 수만명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고, UN군은 이들을 관리하고 억류해야했다. 즉 포로의 관리와 처
리라는 군사적 물질적 필요가 포로의 석방이라는 제안을 낳은 것이었다.
맥아더는 포로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들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일이 어려워지자 1950년
10월 25일 원 거주지가 38도선 남쪽이고 신분확인 등 처리가 완료된 포로들은 한국 정
부로부터 안전보장을 받는 즉시 모두 석방할 것을 고려하도록 미 제8군 사령관에게 지
시했다.427) 이러한 미 8군의 요청에 따라 한국정부는 1950년 11월부터 국방부에 국방
부, 내무부, 법무부, 문교, 사회부 국회의원, 판검사, 경찰간부 등으로 구성된 포로심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시작했다.428)
그런데 이 시기는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소위 북한 점령시기 '부역자'들에 심사와 처벌
열풍이 불고 있던 시기였다.429) 50년 12월 15일 현재 한국 정부 내무부에서 발표한 9
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사이에 걸쳐 각 시도 경찰국에서 검거한 부역자 총수는 5만
5,909명430)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한국에서 활동하던 UN한국위원단도 12월 초에 이
부역혐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방문해 부역자 색출로 이름
을 떨쳤던 군 정보기관의 김창룡과 반공검사 오제도로부터 기구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들
427)
428)
429)
430)

김행복, 1996, 『한국전쟁의 포로』, 국방군사연구소, 19쪽.
＜대통령령 제486호 포로심사위원회 규정>(1950년 11월 25일), 『한국전란 1년지』, C66~67쪽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들 참고. 이임하(2010)
조선일보 1950년 11월 17일, 1950년11월27일 ＜좌담회：부역처단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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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국 언론들은 이들이 외국에 손색없는 모범적 수사기구라고 치하했고 특히 인도
대표는 이 기구를 확대 강화시킨다면 “공산주의를 박멸함에 세계적 성과를 올릴 것”
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431)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국에서 부역자에 대한 불법적 대규모 학살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는 세계 언론에 알려지면서 한국정부가 검거한 부역자와 공산주의자들을 부당하게 대
우한다는 비판이 제기432)되었다. 특히 서울의 서대문 지역에 있는 홍제리에서 정치범들
을 총살시키던 것이 영국군에 의해 발견되어 해외 언론에 보고되면서 이 문제는 큰 파
장을 낳기도 했다.433)
이 문제는 UN까지 보고된 사안이었다. 즉 한국의 통일과 부흥을 위한 UN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CURK)434)가

1951년 UN총회 1차회기에 첫 1년간(50. 10. 7.- 51. 9. 5)의 활동보고서를 (A/1881)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는 주로 북한점령 시기 UN군의 활동과 여러 문제들을 다루었다.
UNCURK는 특히 1950년 12월 한국에서 부역 혐의자에 대한 대규모 처형 사건에 대해
보고했다. 이 홍제리 사건은 영국군에 의해 UNCURK의 주목을 끌었는데 이 보고서로
인해 한국 정권이 민간인들에게 잔혹한 처우를 하고 있음이 알려졌고, 이승만은 예측할
수 없는 강고한 반동주의자로 그려졌다.(Bailey 1992: 38, YBUN 1951, 231)
한국의 정치범 처우문제가 해외에 알려지면서 국제적십자도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
성했고, 이를 이승만에게 전달했다.435) 적십자는 서울지역 형무소의 가혹한 억류 조건과
한국 정부가 여성과 아이를 포함한 정치범을 집단 처형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했
다. 하지만 UN군사령부가 이 문제를 한국 국내문제로 간주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
자, 이와 관련된 탄원이 서울 주재 미대사관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 UN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생겨났다.436)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이 군사적 상황과 부족한 수형시설을 이유로 공산주의자, 부역혐
의자들에 대한 재판과 처형을 빨리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알려지면서 더 큰 역반응을 초
래했다. 이에 미 국무부는 주한 미대사 무초를 통해 이승만에게 비공식적으로 사형선고
의 감형을 권유하고 이 문제가 국제 여론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라고 지시
했다. 국무부는 조사절차, 구금방식, 피의자 권리 보호 문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437)
431) 서울신문 1950년 11월 03일
432) FRUS 1950, 1420~1421쪽
433) London Times(10. 25), Daily Worker(10. 26), Chicago Tribune(11. 9)등이 일찍부터 한국의 부역자 처벌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었고, 홍제리 사건은 United Press(1950. 12. 17) , Moffett(12. 17), International News
Service(12. 17), Associated Press(12. 18), Shinohara North American Newspapers(12. 18), Macawelco(12.
17) 등의 언론들에 보도되었다.“Alleged Atrocities by ROK Agencies against Political Prisoners”NARA RG
338 Provost Marshal, Records Relating to anticommunist POW 1950-51. Box 1. 노근리 파일 문서번호
1820-00-00008
434) 1950년 12월 1일 UN총회 결의안 410A, B(Ⅴ)을 통해 수립
435) B AG 225 056 - Detenus politiques et detenus de securite 1952-78, Coree du sud 1950-61 폴더 001
Generalite : 50년 12월 비에리가 주고받은 서한 002 Rapport 003 Guerillas : 국방경비법 팜플렛, 정치범 관
련 내용들
436) FRUS 1950, 1577쪽
437) FRUS 1950, 1567쪽. Wilfred Burchett과 Alan Winnington은 Koje Unscreened(1953) Plain Perfidy(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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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 법무부장관 김준연은 12월 15일에 시행된 39명에 대한 처형은 한국전
쟁 직후 공표된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대한특별조치령에 입각한 것이라며, 이 법률의 내
용을 상세히 설명했다.438) 이어서 신성모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지시하에 부역자 감형조
치가 이루어 졌음을 발표했고,439) 이승만은 12월 27일 대규모 특사령을 발표하면서 이
부역자들이 다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재생의 신기회를 잡아 충성을 바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440)
남한출신 북한포로들을 심사하던 포로심사위원회는 정확히 같은 시기에 활동을 시작
했고, 따라서 이 기구가 포로를 대상으로 한 일은 단지 원거주지나 출신지역을 알아내는
조사가 아니라 일종의 사상심사였고 이것이 이후 전체 포로들을 대상으로 한 심사가 이
루어지기 전에 처음으로 실시된 심사였다. 이후 살펴보겠지만, 이 시기에 한국출신 북한
군 포로들의 수용소 내부에서 한 역할과 이들을 심사해 분리해내는 작업은 이후 전개될
수용소 내부에서의 갈등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1951년 2월, 한국 국방부 차관은 국회에서 국방부가 포로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3만
명의 '사상'을 심사했고, '6천여 명의 용의자들'을 제외한 4만 명, 그 중에서도 북한군에
동원된 '소위 남한출신 의용군' 2만 4,000명에 대해 석방할 것을 결정하여 미 8군의 승
인을 얻어 곧 석방하게 될 것이라고 공표한 것이었다. 국방부는 북한출신자들을 대상으
로 한 심사도 미 8군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441)
한국정부가 구성한 포로심사위원회에 의한 심사는 약 5개월간(1950년 11월 17일～
1951년 4월 17일) 진행되었고, 그 결과 심사대상자 47,472명중 39,719명을 석방 예상
자로 분류하고 7,753명을 계속 억류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한국의 군과 국회는 이후
계속해서 석방 예상자로 분류된 소위 '남한출신 의용군'의 석방을 요구했다.
표 5-1. 국방부, 포로 심사 통계표(1951년 4월 17일)442)
월별
구분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계

1950. 11

1950. 12

석방

석방

억류

석방

1951. 2

억류

석방

1951. 3

계

1951. 4

총

억류

석방

261

26

1,823

258

2,188

273

6,506

903

349

42

552

91 11,676 1,593 13,269

151

27

1,167

615

1,780

840

3,719

708

272

26

504

81

7,593 2,297

9,890

120

11

1,456

69

1,585

58

1,129

63

43

-

129

11

4,462

212

4,674

92

70

901

325

1,285

296

715

134

22

-

50

7

3,065

832

3,897

161

51

884

307

856

363

269

62

-

-

2

2

2,172

785

2,957

156

21

1,305

246

694

117

168

45

-

-

9

6

2,332

435

2,767

81

42

1,173

377

1,458

43

547

32

-

-

35

3

3,294

496

3,790

87

22

594

121

626

109

114

16

-

-

16

1

1,437

269

1,706

156

24

1,095

215

1,199

321

1,087

264

28

-

123

10

3,688

834

4,522

293 10,398 2,533 11,671 2,420 14,251 2,227

714

1,265

억류

1951. 1

억류 석방

억류 석방

억류

계

68 1,420 212 39,719 7,753 47,472

을 통해 포로수용소 내부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을 알렸다. George Burchett and Nicl Shimmin, Rebel
Journalsim : The Writings of Wilfred Burchet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69-87.
438) 조선일보 1950년 12월 24일
439) 민주신보 1950년 12월 29일
440) 부산일보 1950년 12월 29일
441)『동아일보』, 1951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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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2월 경 남한 출신 포로들에 대한 명단이 이미 작성되어있었지만, 석방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을 석방하자는 한국정부와 의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무초를 통해
국무부와 맥아더에게 전해졌고, 미군측은 미국 정부에 이를 위한 권한을 요청했다.
하지만 포로를 송환repatriation, exchange하는게 아니라 석방parole, release하는 것은 법
률적인 근거도, 국제적 유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군부가 시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니
었다. 1951년 2월 12일, 미 국무부 법률고문 피셔는 북한인들을 억류하거나 석방할 권
한을 달라는 맥아더(MacArthur)의 요청에 대해, 군 사령관으로서 정치적인 행위인 일반
사면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사면은 범법행위를 눈감아주는 의미를 갖고, 사
면된 자들에 대한 추후 형사소추가 배제되는 문제로서 정치적인 행위였고, 따라서 북한
인들을 사면하는 것은 이후 합법적인 민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443)
하지만 이런 결정 이후에도 미 8군사령관 밴플리트(Van Fleet)는 1951년 4월 다시 한
번 남한 출신 포로의 석방을 UN군사령관 릿지웨이에게 건의했다. 밴플리트는 3만 7천
여 명의 포로를 석방하는 것은 전체 포로숫자의 1/4이상을 감축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한국정부가 포로 석방 후 일정기간 그들을 감시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
다.444) 하지만 극동사령부는 이들의 석방이 UN/한국군에 미칠 심리적 효과와 후방에
잠재적인 게릴라들을 석방하는 것이 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부했다.445)
그러나 한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밴플리트가 UN군이 관리하
는 포로의 수를 줄이는 군사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면, 한국정부는 이들을 잠재적인
군사,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 한국정부는 이들이
강제로 북한군에 동원된 '적의 희생자들'이라고 주장하며, 동시에 이들을 '경제적, 군사적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6월경 한국 국무총리는 다시 한번 미 8군에
이들 비공산주의자로 심사된 포로중 학자, 교육자, 기술자, 농부들의 재능이 더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석방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 8군은 이 요청을 극동사령부로 보고했지만
릿지웨이는 또 다시 이들을 한국정부가 보장한다고 해도 다시 적군이 되지 않을 것이라
는 보증이 없으며 상부 명령을 받지 않는 이상 석방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446)
사실 한국정부가 더 곤혹스러워 했던 문제는 포로 14만 명에게 1일 3식의 급식을 지
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UN군이 포로의 관리를 맡고 있었지만, 포로를 '먹여 살리
는' 것은 한국정부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한 신문은 이 상황을 '인플레에

442)『한국전란 1년지』, D3쪽
443) 미 국무부 한국 국내상황 관련문서 ⅩⅦ(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ⅩⅦ)：『한국전쟁자료총서』 55, 173~176쪽
444) NARA,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EC, SCAP and UNC, Military History Section, Command
＆ Staff Section Reports, 1947~52, Top Secret 1951, Box 348
445) HQ US Army, Pacific, “The Handling of Prisoners of War during the Korean War”(이하, “The
Handling of POWs”로 줄임), 1960, p.21. NARA, RG 389,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Provost Marshal
General, Series 452 B, Records of the Prisoners of war Division. Box 88.
446) 『한국전쟁시기 북한군 포로관계 문서(1950~1954)：남북한관계 사료집』 12, 64쪽, “The Handling of
POWs”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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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덕이는 한국정부는 그들에게 1일 3식의 급식을 위하여 빈곤의 국고를 털어야 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했다.447) 이런 여러 이해관계에서 한국 의회는 1951년 5월 22일, 남한
출신의 포로 4만여 명의 석방을 UN총회와 미국 대통령, UN군 당국에 요구하는 결의안
을 가결시켰다.448)
한국정부는 수용소 내부의 남한 출신 포로들이 사상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시급히 석
방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국사회에서 포로문제는 다른 측면에서도 큰 이슈가 되
고 있었는데, 예컨대 1951년 5월 31일 부산시 서면의 도로에서 호송되던 수천 명의 포
로들이 '인민항쟁가'를 합창한 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호송병
이 공포탄을 발사해 이를 제지하였으나, 포로들은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민을 사랑 한다”고 외치며 비누, 셔츠, 양말, 담배 등 구호품을 내던졌다.
한 언론 보도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포로 중에는 정치장교들도 있고 또 공산주의 광신
자들도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현재 UN군의 포로에 대한 인도주의적 우대정책이 혹 그
들의 음모의 동기를 주는 일이 없을까'하는 우려를 제기했다. 남한 출신 포로들이 북한
출신 포로들, 즉 '공산주의 광신자들'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석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
다.449) 51년 9월 한국정부와 국회는 9월 무렵까지 '사상이 악화될'것을 우려해 남한 출
신 포로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450) 한국정부에게 소위 남한 출신 포로들은 단
순한 희생자나 경제적 부담일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감염될 수 있는 취약
한 인구이자 보호해야할 대상이 된 것이었다.
이러한 지속적 요구에 UN군사령부는 가을 무렵부터 이들을 국제법상 포로 지위에서
민간인 억류자Civilian Internee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는 국제법적으
로 생길수 있는 문제, 정치와 군사적 권한의 경계 같은 복잡한 문제를 피할수 있는 효
과적인 수단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51년 11월부터 이들을 민간인 억류자로 재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한국 정부의 포로심사위원회가 석방하기 적절하다고 분류했던 4만 1
천명중, 33,154명이 민간인 억류자로 재분류되었다.451) 그리고 UN군 사령부는 한국 언
론에 이들에 대한 심사의 결과 전쟁의 우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포로로 잘못 분류되었던
약 37,500명의 남한 출신포로들을 민간인 억류자로 재분류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정부와 UN사령부의 합동 재심사를 거쳐 점차 석방될 것이며, 이는 적십자에도 통
보했다고 공표했다.452)
하지만 이 시기부터 정전협상에서 다른 문제들이 모두 타결되고 포로문제가 논의되기
447)『동아일보』 1951. 4. 10
448)『부산일보』, 1951. 5. 23
449)『동아일보』, 1951. 6. 12
450)『서울신문』, 1951년 9월 10일
451) 이들중 일부는 북한의 초기 공세에 북한군으로 강제 동원된 사람도 있었고, 게릴라인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는
안보 문제로 억류했다. The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Korea : A Summary of Further
Developments in the Military Situation, Armistice Negotiations and the Prisoner of War Camps to
January 1953.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March 1953.[이하 The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1953｣
452) “The Handling of POWs” p.22 미국이 적십자에 서한을 보낸 것은 51년 12월 27일이었다. 적십자 아카이브,
비에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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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51년 11월 17일 UN 협상가들이 30일안에 협상을 끝내자고 제안했고 공산측
이 동의했다. 12월 8일 판문점에서 공산주의 언론인은 모든 포로를 넘기면 협상에 도달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들은 협상이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51년 12월 판문점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 같았다.(Bradbury 1968,296)
이는 수용소 내 포로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수용소 당국에 협력해왔던 반공
주의적 성향의 포로들, 즉 민간인 억류자들은 큰 충격을 받고 패닉에 빠졌다. 이들에게
정전협상이 그대로 타결될 가능성은 수용소 당국이 정치적 망명 약속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졌다. 이들은 곧바로 미국 억류 당국과 전범 장교들에게 그들이 송환되지 않을 것을
보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자 직접 행동에 나섰다.
UN군사령부에 대한 대규모 탄원이 이어졌다. 51년 10월 27일 63수용동 9,043명의
한국 포로들은 만일 우리가 공산주의자들 손에 넘겨지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저항할 것
이라는 탄원서를 릿지웨이에게 제출했다.453) 82수용동은 51년 12월 4일 릿지웨이에게
전달한 탄원서에서 “만일 우리가 강제로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으로
가는 길에 자살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에게 다음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하길 요청한다.
우리를 총살하거나 아니면 남한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2월 4일 72수용동의
중국 포로들 85%도(7,329명) 탄원서에 서명해 대만으로 가서 반공주의 반소 물결에 합
류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12월 20일에는 86수용동의 6,500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1951년 12월, 거제도 65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500명의 남한 출신 포로들이 국
회로 석방 진정서를 보낸 것이 공개되었다. 이들은 500명 전원이 각각 '조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최후의 피한방울까지 멸공에 바치겠다'는 혈서를 써 보냈다.454)(Bradbury
1968, 294, 297-98)

그럼에도 협상이 진행되자 반공주의 성향의 포로들의 우려는 더 깊어졌고 결국 전범
조사국 한국 장교의 도움을 받아 수용소 내부에 한국반공청년단 같은 우익 조직을 공개
적으로 창설했다. 이는 수용소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중앙집중화된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
는 조직이었다. 반공청년단은 52년 1월 11일 부터 공개적으로 송환에 저항했고 이 무렵
여름에 조직되어 있던 이승만의 대한청년단 지부도 공개활동을 시작했다.(Bradbury
1968, 296)

한국 국회는 이 포로들의 혈서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1952년 1월, 이 '애국청년'들을
석방하여 '멸공전선에 나가 싸우도록' 국방부에 건의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455)
결국, 포로를 심사해 포로 지위에서 민간인 억류자로 재분류하여 석방한다는 발상은
한국 출신 북한군 포로들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한국정부가 수만명에
이르는 포로들을 대상으로 사상 심사를 했고, 이들에 대한 급식 부담을 덜려는 이해관계
가 관리부담을 덜려는 UN군의 군사적 필요와 맞물려 이들을 석방시키자는 요구가 나오
기 시작했다. 이들은 점차 잠재적으로 공산주의 선전에 감염될 수 있는 취약한 인구라고
453) 『한국전쟁시기 북한군 포로관계 문서(1950~1954)：남북한관계 사료집』 12, p.129.
454)『자유신문』, 1951년 12월 13일
455)『자유신문』, 195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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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기도 했고, 석방이 지연되고 정전협상으로 공산측에 송환될 상황에 직면해서는 단
지 남한과 대만으로의 석방이 아니라, 전선에 내보내달라고 혈서를 써가며 호소하는 호
전적인 애국청년으로 돌변했다. 무초가 정전협상을 앞둔 51년 7월, 미국에 남한출신 포
로들을 석방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던 것은 이러한 수용소와 한국내 상황의 전개를
반영한 것이었다.
(3) 미국 정부의 자원송환 정책 형성 과정
그렇다면 한국정부와 미 8군, 수용소내 반공포로들의 석방 요구는 미국 정부의 정책
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사실 미국 정부에서는 51년 여름까지도 포로문제 자체를 크
게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지 않았고, 포로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나 정책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포로에 대한 군사적 실무 차원의 정책 원칙들만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었다. 처음
에 포로문제에 대한 정책은 북한 점령과 관련해서 포로 처리 관련 조항이 포함된 정도
가 전부였는데456) 이는 다소 원칙적인 내용이었지만 포로들을 정치적으로 재교육시킨다
는, 미국의 2차대전 이후 독일, 일본 등에서 전후처리 방식이 반영된 구상이었다.
그런데 전황을 가장 낙관하던 시기인 50년 11월 17일, 맥아더는 모든 한국 포로의
가석방(parole), 즉 다시 전투에 가담하면 전쟁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군으로 다룬다
는 조건으로 전쟁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고 풀어주는 구상을 제시했다. 맥아더
는 이 가석방 포로들에게 다시 민간 시민권이 회복되는 여부는 한국정부가 결정할 문제
라고 보았고, 중국포로들의 경우는 모든 중국포로들을 중-한 국경으로 데려가 석방한
후 선을 넘게 한다는, 즉 중국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FRUS 1950
1175-76)

맥아더의 가석방 구상은 중국 개입과 전황의 변화로 인해 당시에는 결코 실현되지 않
았지만, 한국전쟁 초기 군사주의적 평화, 승자의 평화 기획의 입장에서 양측의 동등한
입장에서 포로를 교환하는 것보다는, 우월한 승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모두 석방해버
리는 것을 선호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황이 악화되면서 군사적 기획이 좌절되고 현실주
의적인 정치적 기획이 대두되자 군부에서는 점차 포로를 석방하기 보다는 교환하는 것
을 기본 방침으로 삼으려 했다.
그런데 전정협상 시작을 앞둔 1951년 7월 5일, 즉 무초가 한국출신 북한군포로들을
석방하자고 국무부에 건의한 다음날, 미 육군 심리전 사령관 로버트 맥클루어Robert A.
McClure 준장이 심리전 효과를 위해 포로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송환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소위 자원송환 정책을 제기했다. 당시 심리전부는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아 미 육군부 장관 페이스의 전폭적 지지하에서 한국전쟁 전반뿐 아니라 미국의 냉전
전략 전반에 걸친 심리전 정책들을 의욕적으로 제안하고 있던 시기였다.457)
456) 미국 국무부 정책연구과 문서 Korea Project File Vol. Ⅴ : 한국전쟁 자료총서 30권, 216쪽
457) 맥클루어는 2차대전에서 연합군의 심리전을 담당했던 장교였고, 미 육군부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추진해 몇 달간
의 준비끝에 1951년 1월 15일 공식 설립한 미 육군 심리전국(Office of the Chief of Psychological Warfar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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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기존의 제네바 법의 원칙이 부정되는 자유주의 기획이 침투해 들어왔다. 맥클
루어는 심리전의 차원에서 포로 송환 문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
다. 그는 많은 수의 중국포로들은 자신들이 강제로 중국 공산군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
으므로, 만일 선택이 허용된다면 대만 송환을 희망할 것이고, 이는 미국의 대아시아 정
책을 지지해줄 유용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대로 이들을 포함한 모든 포로들
을 송환해버리면 이는 향후 미국의 심리전 작전에 매우 적대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2차대전이후 많은 소련 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전쟁 포
로들이 송환되면 중국, 북한인들에게 가혹하게 처벌되고 강제노역에 처해지고 사형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합동전략연구위원회는 이 제안을 채택하면서, 자원 송환 정책의 의미
를 더욱 확대해석했다. 즉 자원송환 작전은 자유세계에 UN사령부의 약속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UN의 테러리즘으로부터의 망명 원칙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었
다.(Rosemary Foot 1990,88)458)
이렇게 남한 출신 북한군 포로를 석방하자는 무초의 요구나 심리전과 전략부서에서
냉전적 전략 차원에서 포로들을 되돌려보내지 말자는 제안 모두 단지 미국의 전통 뿐
아니라 UN의 정치적 망명권 원칙으로까지 연결시키고 있었다. 그러자 국무부를 중심으
로 포로들을 모두 송환해버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점차 확산되었다. 먼저 51
년 8월 미 국무부에서는 남한 출신 포로 4만 명을 석방하자는 제안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무부장관 애치슨은 북한군에 강제로 편입된 한국인들이 공산측에 돌아가는 상황이 있
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정전협상 직전에 포로 석방문제가 망명권
논의와 연결된 가운데, 남한출신 포로 석방문제가 애치슨의 지지까지 얻은 것 이다.459)
하지만 미 합동참모본부(JCS)는 자원송환 정책 전반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었다. 1951
년 8월 8일 JCS는 국방부, 국무부에 중국과 북한 포로 송환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방
침을 제안했다. 여기엔 자원송환 정책의 장단점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먼저 자원송환 정책을 정당화하는 입장은, 1) 중국, 북한포로들이 송환되면 처형되거
나 노예 노동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되어선 안된다. 2) 심리전
과 이데올로기 투쟁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그동안 UN사령관이 선전에서 자발적으로 항
책임자가 되었다. 이 기구는 극동사령부 내에 있는 심리전 기구와 별개로 한국전쟁 및 잠재적인 전쟁의 심리전 작
전을 총괄할 기획으로 수립된 부서였고, 특히 육군부 장관 Pace가 전폭적인 지지를 했다. 육군부장관 페이스는 한
국전쟁을 심리전을 활용할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보았고 심리전국의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었다. UN군사
령관 릿지웨이는 당시 리플렛을 중심으로한 선전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를 점차확대했는데, 여기엔 다양한 내용이
있었지만 주로 UN이 포로들에게 좋은 처우를 해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잡힌 포로들을 심문한 결과 이런 심리
전들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이 밝혀져 활동을 더 확대하고 있었다. 릿지웨이는 워싱턴으로부터 보다 포괄적인
냉전의 맥락에서 한국전쟁의 활동이 기여할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페이스 장관은 이 역할
을 심리전국이 총괄하길 바랬다. 페이스 장관은 51년 7월경 심리전을 '가장 값싼 형태의 전쟁'으로 여기며 고위 수
준의 정부 정책에 필요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심리전국이 제안을 해줄 것을 바랬다. 따라서 맥클루어의 제안은 갓
설립되어 조직의 역량을 키우고 상부에 정책제안을 요구받던 심리전국의 여러 산물중 하나였던 셈이다. Alfred H.
Paddock, Jr, US Army Special Warfare : Its Origins Psychological and Unconventional Warfare,
1941-1952, 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1982(2002), pp.83-93
458) “Policy on Repatriation of Chinese and North Korean Prisoners", July 5, 1951, RG 319, G-3,
decimal file 383.6 TS box 174. NARA.(Bernstein 276, Rosemary Foot 87)
459) 『한국전쟁시기 북한군 포로관계 문서(1950~1954)：남북한관계 사료집』 12,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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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는 중국/북한군에게 안전과 망명을 약속했으므로 이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이 약
속을 어긴 것이 된다. 3) 또한 공산측도 포로들을 석방해 군에 합류시켰다. 4) 결과적으
로 이는 단지 UN사령부의 약속의 신뢰성뿐 아니라 UN의 테러리즘으로부터 망명 원칙
을 확립할 것이며, 향후 미국의 심리전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
했다. 이는 맥클루어의 제안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었다.(FRUS 1951, 793)
반면 이 정책의 단점은 1) 이런 사례가 추후 다른 전쟁에서 전정 이후 포로의 완전송
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전례가 되어 공산측도 UN군을 돌려보내지 않는 정당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2) 이는 1949년 제네바 협약 118조에 위반되며460) 따라서 미국이
이들을 강제로 억류한다는 공산측의 선전의 자원이 될 수 있다. 3) 무엇보다 정전협상의
합의에 영향을 미쳐 공산측이 협상을 그만두고 합의를 파기할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을 들었다.
JCS는 자원송환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여러 단점들을 지적한
후 이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정치적 문제이므로 NSC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
했다.461)(FRUS 1951, 792-94)
국무부 장관 애치슨은 8월 27일 이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애치슨은 이런 정책이
북에 억류된 UN군과 한국포로가 즉각 송환되는 것을 위협할 것이라며 일단 자원송환
정책을 거부 했다. 또한 그는 이런 조치는 분쟁 종식후 모든 포로를 즉각 송환하라고
규정한 제네바 협약 118조와 심리전 정책이 충돌한다고 분명히 지적했다.462)
하지만 애치슨은 자원송환을 공개적인 일반 정책으로 확립하는 대신 일종의 현실적인
편법을 추구할 것을 제안했다. 즉 특정한 포로들, 즉 UN군을 지원했던 인물들이나 공
산측으로 돌아갔을 때 처형당할 가능성이 있는 포로들은, 제네바 협약이 제공하는 조항
에 따라 정전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가석방(parole)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애치슨은 북한
군에 강제로 동원된 한국인들도 한국정부와 상의하여 정전협상 타결 전에 석방하자고
제안했다. 따라서 애치슨이 여기서 강조한 것은 정전협상 타결 전에 특정 포로들과 남한
출신 포로들을 (가)석방하자는 것이었다.(Rosemary Foot 1990, 87, FRUS 1951, 857) 애치
슨의 가석방 제안은 아직까지는 1949년 제네바 협약을 넘어서려 하진 않았지만, 심리전
전술과 목적은 거부하지 않았고, 협상타결 전 일방적 석방이라는 편법을 제시했으며 무
엇보다도 남한 출신 포로들의 석방에 찬성했다.
국무부는 9월경 구체적인 남한 출신 포로들의 석방 계획을 국방부에 제안했다. 즉 정
전 협정 직전에는 민감한 시기이므로, 협상 타결전에 미리 석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460) 이는 미국이 1949년 8월 12일 서명했지만 미국 정부가 비준한 56년 2월 2일에나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하지
만 50년 7월 미국은 제네바 협약 원칙을 한국에 적용하는데 동의했다. Whiteman,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ol. 10, p.60.
461) FRUS 1951 Vol 7, part 1, pp.791-793
462) 로즈마리 풋은 이것이 1945년 애치슨의 태도와 다른 것임을 지적했다. 애치슨은 1945년에 소련 난민들을 강제 송
환하는 미국 정책에 반대했다. 하지만 애치슨은 1949년에 제네바 협약이 마무리될 즈음, 송환 원칙에서 예외가 있
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호주의 수정안을 거부했다. 애치슨은 당시“이런 조항을 신설하면 억류 당국에 엄청난 압력
이 될 것이며 포로가 된 상황에서 포로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 의지를 표현할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소련의
주장에 동의했다.(Rosemary Foot 19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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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남한출신들을 석방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니 한미 관계를 개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석방된 포로들을 '건설적 목적으로 유도'할 수 있고, 수용소
내부에서 UN과 남한에 반대하는 포로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한
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463) 이들이 수용소에서 사상적으로 감염될 수 있다거나, 이
들을 군사,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한국정부의 요구와 주장을 거의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51년 10월 27일 리지웨이는 JCS로 보낸 서한에서 애치슨의 특정 포로들(UN
군에 큰 기여를 했거나 돌아가면 처형될 협력자들)의 석방parole 제안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런 행동은 공산측에게는 신뢰를 배신한 것으로 여겨져 정전협상이 파행으
로 치달을 수 있고, 북에 억류된 UN군 포로들이 송환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
그는 인도주의적 목적과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북에 억류된 한국, UN포로들이 최대한
송환되게 하는 것이 정전협상에서 포로에 관한 협상의 주요 목표이며 이를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릿지웨이는 UN군 사령부는 심리전 프로그램에서 비송환이라는 주제
는 피해왔고, 제네바의 포로 분류와 처리 조항을 넘어선 망명 약속을 한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환기 시키며 이것이 기존 심리전과 배치될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리지웨이는 결국 포로 교환에 대한 정책은 1:1 원칙에 기반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
수했다. 1:1 원칙도 사실 전원 교환이 이뤄지면 공산측에 10만명의 대채병력 자원을 제
공한다는 생각에 군사적 관점에 근거해 전원 송환 원칙을 부정한 방침이었다.(FRUS
1951 1068-71)

하지만 가장 회의적 입장을 보이던 리지웨이 역시 한국 출신 북한군 포로의 석방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리지웨이는 이 시점에서 이미 이들 4만1천명을 포로가 아니라 민간인
억류자civilian internee 범주로 재분류했음을 알렸다. 여기서 이들을 민간인 억류자 지위로
재분류한 것은 정전협상에서 논쟁이 될 대상인 포로의 지위로부터 배제시키는 조치였다.
다만 이들의 석방이 정전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 분명할 때까지 석방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리지웨이는 이런 조치가 포로들을 관리하는 UN사령부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으며 제네바의 국제적십자위원회 대표들도 이런 재분류 조치를 충분히 알고 있
다고 보고했다.464) 하지만 그는 정전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공론화되는 것을 최소
화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465) 리지웨이는 구체적으로
1차로 1,200명을 석방하여 그들이 성공적으로 동화되면 일주일에 1,000명씩 추가로 석
방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러한 릿지웨이의 입장에 근거해 JCS는 51년 11월 15일 애치슨의 가석방 제안(8월
27일)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JCS 역시 가석방이라는 방식에는 반대했지
만 남한 출신 포로들의 석방엔 동의하고 있었다.(FRUS 1951, 1168-71) 즉 자원송환 정
책을 전면적으로 채택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이 시기에 이미 한국 출신 북한군
463) 『한국전쟁시기 북한군 포로관계 문서(1950~1954)：남북한관계 사료집』 12, 65-66쪽
464) 51년 12월 27일 전문. 적십자 자료. 미국의 민간인 억류자 재분류 관련 통보.
465) FRUS 1951, 1049쪽, 10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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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의 석방에 대해서는 미국내 모든 부서와 지휘계통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시기 트루먼은 1:1 송환 원칙, 특정포로들의 가석방, 남한출신 포로들의 석방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실행 방식들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전원 송환 원칙에
반대하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었다. 10월 28일 트루먼은 국무부 장관 대리 웹과 논의에
서 모든 포로를 교환하는 것은 항복한 후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포로들, 미국에 협력
한 자들에게 공평한 기준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특정포로들을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애치슨의 입장과, 전원 송환에 반대하는 기본 입장이 결합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웹은
이런 입장을 보이면 정전협상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포로문제만 남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다. 트루먼은 이를 인정했지만, 적에게 중요한 양보를 얻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원송환 원칙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FRUS 1951, 1073)
이런 의견 차이로 인해 판문점 협상에서 포로문제가 의제로 논의되기 직전까지 미국
의 포로 관련 정책은 군사적 필요를 고려한 1:1교환 원칙과 한국 정부의 민간인 억류
자 석방 요구, 그리고 자원송환 정책 일반에 대한 심리전적 고려와 제네바협약 위반여
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특정포로들을 가석방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 등이 혼재된 상태
였다. 하지만 유일하게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진 영역은 바로 남한출신 포로를 민간인
억류자 지위로 재분류해 석방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 8군의 니콜스 준장은 1951년 12월, 한국 국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응답
하여 남한 출신 포로를 석방하겠다고 처음으로 공식 발표하였고, 이기붕 국방부장관은
이들을 재심사를 통해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고 석방 후에 병역 의무를 질수 있게 될 것
이며, 귀순병도 심사 후 포섭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466) 결국, 수용소 내부에서 시작
된 남한 출신 포로들의 석방 요구는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주장을 통해 미국에 전달되었
고, 심리전적 효과를 고려한 자원송환원칙에 대한 고려와 맞물리면서 미국의 포로 정책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2) 판문점 협상에서 자원송환 원칙의 도입과 미 정부 정책 확립
남한 출신 포로들의 석방이 결정된 동력으로 미 정부 내에선 다른 모든 포로들도
자유 의사에 따라 송환한다는 자원송환 정책 일반이 점차 발전되었다.
정전협상장에서 포로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직전인 12월 8일, 트루먼은 JCS가
제시한 포로 정책을 수정 후 승인했다. 트루먼은 단지 1:1교환 원칙을 준수하기로 되어
있던 초고의 내용을 수정해, 협상을 위해 1:1 교환을 추구하되, “특정한 경우에 포로의
심사와 송환거부 포로의 잔류해도 된다”는 자원송환 원칙을 덧붙였다. 즉 트루먼이 직
접 필요한 경우에 양측이 억류한 모든 포로를 양측이 구성한 팀에 의해 심사하고, 송환
을 거부하는 포로는 남는 것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또 다른 선택지로 추가한 것이었
다.(Rosemary Foot 1990, 89)
466)『자유신문』, 1951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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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릿지웨이에게 전달된 이 명령에는 이 밖에도 포로문제에 대한 협상의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제시되어 있었다. 특히 포로 교환이 완료될 때까지 적십자 대표가 모
든 수용소를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조되어 있었다. 또한 이 명령에는 포로
교환 동안 특정 민간 억류자들의 석방도 포로와 같은 근거로 하되, 납북자, 북한 피난민
의 교환이나 송환 같은 큰 문제467)가 제기되지 말아야한다는 원칙도 있었다.(FRUS
1951, 1244, 1276-77)

즉 포로협상 직전에 릿지웨이는 1:1 송환원칙을 추진하되, 자원송환원칙이라는 추가적
선택지를 부여받은 상태였고, 기본적으로 적십자를 개입시키고, 민간인 억류자는 석방시
키되 이 문제가 피난민 교환문제라는 더 큰 문제로 확산되지 말게 제한하라는 지침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정전협상에서 UN측은 1:1 교환 원칙을 우선적으로 제기했고
이는 곧 포로의 수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1) 1:1 교환원칙과 포로의 수에 대한 논쟁
12월 10일, 판문점 정전협상 분과위원회에서 포로를 다루기로 합의가 이루어지며 논
의가 시작되었고 12월 11일부터 두번째 분과위원회가 의제 4, 포로의 교환문제를 다루
기 시작했다.
UN측은 1:1 교환 원칙을 제시하면서 UN에 132,000명의 포로가 있는데 비해, 공산측
이 (6개월 전에는 6만5천명의 포로가 있다고 했음에도) 11,500명의 명단만 제출한 것을
문제시하며 모든 포로 명단과 수용소 장소 정보를 요구했다.468) UN대표는 또한 지시된
기본 입장에 충실하게 ICRC가 북한의 모든 수용소를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했
다.469) 하지만 공산측은 이 회의에서 모든 포로가 석방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만 제시
했다.
1:1 교환 원칙은 기본적으로 교환될 포로의 양적 균형의 문제에 입각한 입장이었다.
따라서 12월 15일 회의에서도 포로의 수와 명단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다. 공산측은
이런 요청에 따라 12월 18일 포로 명단 제공했는데, UN측은 이를 검토하고 이 명단에

467) 12월 11일 국무부 극동문제국부국장은 정전협상 의제 4에 대한 논의에서 적절한 시기에 공산측이 억류하고 있는
2만명의 한국민간인도 돌려줄 것을 주장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만일 극단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경우 이 문제
에 대한 결정을 의제 5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이는 무초의 12월 5일자 전문으로 전달된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다.
국무부는 만일 2만명을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하면 북한은 당연히 함흥에서 철수한 8만명의 피난민을 포함한 모든 북
한 난민을 되돌려 달라고 압박할 것이며, 이런 주장은 계속된 대응주장을 초래할 것이고 협상 성공을 위협할 것이
라고 보았다. 또한 명단이 준비된 5천명이 아닌 2만명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면 개성과 옹진에 살고 있는 80만명
을 포함한 납북민간인 수십만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FRUS 1951, 1299-300) 현재 북한
에 있는 지도적인 한국 인사들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포함해 이 민간인들의 송환의 정치적 문제는
국무부가 검토했다. 12월 26일 정전협상 UN측 대표인 조이에게는 한국에 수십만명의 북한 출신 난민들이 있고, 북
한에는 약 11만 7천명의 한국 민간인들이 있으며, 한국정부는 이중 1/5이 납치되었고, 이들중 희망자가 남한으로
송환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전달되었다.『한국전쟁시기 북한군 포로관계 문서(1950~1954)：남북한관계 사료집』
12, p. 104.
468) 북한은 이미 ICRC를 통해 명단과 정보를 받아 보고 있었다
469) The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Korea: A Summary of Developments in the Armistice
Negotiations and the Prisoner of War Camps June 1951- May 1952.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June 1952. 이하 “The Secretary of State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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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미군중 25%만이 남아있고, 한국포로 수도 너무 적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공산
측은 포로로 잡힌 UN군과 한국인은 잡히자 마자 석방되어 바로 전선으로 투입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공산측은 UN이 명단에서 제거한 37,000(4만 4천명)의 민간인억류자
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공산측은 그들이 어디서 살았냐가 아니라 어느 편에서 싸웠냐
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470) 12월 24일 회의에서도 포로의 수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자,
공산측은 전통적인 정책을 따라 포로들을 전선에서 즉각 풀어주었고, 대다수의 포로들을
서울에서 억류하고 있다가 석방시켰다고 주장했다.471)
1:1 송환 원칙으로 포로의 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공산측이 이미 많은 수의 포
로들을 석방해버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정부 내에서 자원송환 원칙에 대한 지지
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무부와 국방부 사이의 이견이 있었다. 국방부는 전원송환 원칙을 지
지하는 입장에 섰다. 군부는 주로 북에 억류된 미군들이 되돌아오는 것에 주요 관심을
두고 있었고 정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민간인 억류자로 분류된 44,000명의 한
국인들도 송환시켜야다는 입장이었다. 릿지웨이 역시 계속 반대했다. 그는 자원송환은
대규모 변절로 간주되고 이는 전지구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위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공산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바로 이 정치적 특성으로 인해 트루먼 정부의 관료들과 미국 정치인들에게는
자원송환 정책이 호소력을 갖고 있었다. 사실 국무부 내부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이 정책
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 국무부의 보흘렌, 존슨, 매튜 등은 전원송환에 반대했다. 정치
기획국의 프랑크 스텔, 여론부의 바렛, 히커슨만 예외였다. 특히 스텔Frank stele은 제네
바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반대했다. 그러나 애치슨은 이를 묵살하고, 트루먼과 함께
자원송환을 지지했다. 그리고 심리전략위원회, 미 육군, CIA는 공산주의자들을 전향시
키는 것이 목표인 심리전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전원송환 정책은 전체 심리전의 근거를
침식한다고 강조하며, 심지어 정전협상 자체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자원송환 원칙을 고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osemary Foot 1990,90, Bernstein 1983, 279)
아직 미국 정부 내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판문점 협상팀을 이끌던 립비
Libby 제독은 52년 1월 2일 협상팀에 모든 포로를 국제적십자 같은 공평한 기구의 보증

을 통해 자원송환 기반에 따라 송환할 것을 제안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같은날
UN측이 판문점 협상에서 자원송환 원칙을 새롭게 도입했다. UN 대표들은 이미 중국과
북한이 포로들을 전선에서 풀어주고 북한군에 가담시켜오는 정책을 취해왔다는 것을 지
470) UN은 공산측의 명단, 특히 실종된 한국인들의 숫자(한국 정부의 역할, 지속적인 인구 정치)이 작다고 불만을 제
기했다. UN은 북한군으로 강제 동원된 4만명정도, 대부분 1950년 말 철수때에 안전을 위해 UN군이 억류하고 있
던 이들은 진짜 전쟁포로가 아니며, 그들은 12월 17일 넘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위의 문서.
FRUS, 1951, 7:1421–3; Chai Chengwen and Zhao Yongtian, Banmendian tanpan, 201–
471) 『한국전쟁시기 북한군 포로관계 문서(1950~1954)：남북한관계 사료집』 12, p.133. 중국군은 전쟁 개입이후, 이
전 내전의 경험에 기반해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해 미국, UN군 포로들을 전장에 석방했다. 마오는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심지어 포로를 사전 보고 없이 석방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야전 사령관들에게 주었
다. Telegram,Mao Zedong to Peng Dehuai, 18November 1950, JMZW, 1:672.(Chen Jian 2001, 107-8)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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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며 이 정책을 정당화했고, 아울러 남한 출신 북한군과 민간인들은 모두 석방하기로
했음을 알렸다.472)(Acheson, 1969: 653)
UN측이 자원송환 원칙을 제시하자, 중국은 미국이 중국 포로들을 강제로 억류하려
한다는 의심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 특히 UN측이 논의중에 한국에 두개의 정부가 있
고, 중국에도 두개의 정부가 있으니 대만이나 남한에 머물기를 원하는 포로들은 그곳으
로 송환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중국 협상팀은 격노했다. 중국 측은“누구라도 중국인
들 적에게 넘긴다면 중국 인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
라고 맞섰다.
공산측은 1월 8일 자원송환 원칙을 거부하는 세가지 근거를 지시했다. 주요 무기는
1949년 제네바협약 118조와 UN군 사령부의 공산 포로에 대한 학대문제였다. 미 국무부
에서 이미 우려했던 대로 북한과 중국은 자원송환은 분쟁이 종식되면 즉시 모든 포로를
송환할 것을 강조한 제네바 협약 118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산측은 UN군 사
령부 수용소 내부에서 대만과 남한인들에 의한 폭력과 잔인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 비난했다. 공산측은 Time 지와 Associated Press 보고를 인용해 수용소 안에 대만출신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들이 반공조직을 만들어 중국에 반대하라고 강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비강제 송환은 군사협상에서 다뤄져서는 안되는 정
치 문제라고 주장했다.(Rosemary Foot 1990,97, Chen Jian 2001, Xia 2006: 68)473)
1952년 1월 25일 이러한 교착상태를 깨기 위해 UN은 이 문제를 분과위원회에서 논
의하고 의제 5(정부에 대한 권고)에 대한 분과위원회도 새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를
공산측이 수용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포로의 자원 송환 문제만 남게 되었다. 이
런 상황에서 대만의 장개석 정부가 모든 중국 포로가 대만으로 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어 갈등적 분위기를 더 부추겼다. 이때부터 양측의 극심한 프로파간다 전쟁이
시작되었고 공산측이 미국의 세균전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포로문제에 대한 논쟁의 강
도는 더욱 심해졌다.(Acheson, 1969: 653)
(2) 미국 정부의 자원송환 정책과 기정사실 원칙 확립
52년 1월 2일 판문점에서 제안된 자원송환원칙으로 양측의 대립이 더욱 심해지자 미
국 정부 내부에서는 오히려 자원송환 정책에 대한 강조가 더욱 강해졌다.
특히 인도주의적 원칙을 강조하며 포로들의 생명이 위협받게 될 강제 송환은 아시아
와 미국 국민들의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애치슨과 국무부의 주장이 더 힘
을 받기 시작했다. 군부는 여전히 공산측이 절대로 자원송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우려
했지만, 국무부는 오히려 공산측이 한 것처럼 석방해버리자고 제안했다.(Acheson, 1969:
653)

하지만 중국측이 민감히 여기는 송환 거부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포로들을 어떻게
실제로 심사하고 분류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러자 자원
472) FRUS, 1952–954, 15:6. See also Foot, Substitute for Victory, 96.
473) 베이징의 명령에 따라 거부 (Chai Chengwen and Zhao Yongtian, Kangmei yuanchao jishi,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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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 정책에 따른 실무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도출되었다.
1952년 2월 4일,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장관과 합동참모본부와 함께 국무부와 국방부
는 '전쟁포로 자원송환에 대한 미국의 최종입장'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전쟁포로 자원송환 문제가 '한국 정전협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근본문제'
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 문제가 한국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UN군의 모든 행위에
내재된 '도덕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원칙들'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 보고
서는 항복한 포로나 '송환될 경우 죽음에 이를 것이 확실한 공산 포로들'을 넘겨주는 협
정은 인도주의 원칙에 모순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국내와 국제 여론이 이 원칙을 강력
히 지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관련된 모든 입장이 공산측에서는 수
용불가능하고 따라서 그들이 억류하고 있는 포로의 생명이 위태롭고 정전협상 타결가능
성을 늦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공산측이 어떤 여론의 압력에도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474)
이 보고서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미국이 세계의 도덕적 심리전적 입장에서 자원송환
원칙을 고수해야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공산측이 억류한 UN 포로들이 처할 위협을 최
소화하고, 정전협상의 가능성을 유지하고, 국내외적으로 최대의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이를 수행할 방법과 시기를 치밀
하게 고려하여, 만일 정전협상에서 '자원송환 원칙'이 협상체결의 유일한 방해물이 되고,
공산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UN군사령부는 '자발적인 개인의 선택에 의해 공산진영으
로의 송환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모든 전쟁포로들을 즉시 심사'하고 이들의 명단을 '포로
명단에서 삭제'하고 이 새로운 명단에 기반해 전원 송환 협상을 공산측에 제안하자는 대
안을 제시했다. 즉, 이 보고서의 결론은 앞서 남한 출신 북한군 포로를 민간인억류자로
재분류해 포로 명단에서 삭제한 것 처럼, 모든 포로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후 송환
거부자들의 명단을 포로 명단에서 제외한다는 편법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가 자신들이 '도덕적·인도주의적 원칙'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
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공산측으로 하여금 '합의가 필요 없는 기정사실fait accompli'에
직면하게하며, 또한 이로써 공산측에 송환될 포로의 수를 분명하게 확증해줄 수 있으며,
공산측이 재교육되어 석방되었다고 한것과 유사한 방식이고, 무엇보다 이런 제안이후 '
정전협상'의 결렬은 공산측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이 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
다. 결국 이 보고서는 이후 정전협상에서 미국이 선호하게 되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종의 기정 사실 원칙fait accompli을 처음으로 확립한 것이었
다.475)
애치슨이 2월 8일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자원송환 원칙을 계속 고수할 것을 권고
했다.476) 애치슨은 트루먼에게 이 원칙을 설명하면서 자원송환 정책이 비록 정전을 지
474) 이 보고서는 존슨 국방부 장관이 초고를 작성해 국무부와 상의한후 애치슨의 동의를 얻은 것이었다. FRUS
1952, p.35
475) 이 보고서가 파악한 단점은 공산측도 유사한 방식으로 UN군 포로를 재교육하려 할 것이고, 공산측이 정전협상
자체를 파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동맹국으로부터 지지가 거의 없을 것이며 군사적 압력과 국내 여론으로부터
의 비판이 증가할 것이다. FRUS 1952, 35～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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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시키고 미국에 대한 보복을 초래할 수 있지만, 강제 송환에 합의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도덕적, 인도주의적 원칙”으로 거부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미국의 근본
적인 정치적 원칙의 문제로 강조했다. 또한 강제송환에 합의하는 것은 공산주의 독재에
반대한다는 심리전의 입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냉전 심리전의 전략적 이해관계도
환기시켰다. 이에 트루먼은 이 '기정사실 정책'을 승인했다.(FRUS 1952, 45)
그리고 자원송환 원칙을 도입해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포로들에 대한 직접 심사가
필요했다. 트루먼 대통령의 승인 이후 2월 9일에는 육군무참모장 헐 장군과 국무부 극
동문제 차관보 알렉시스 존슨을 한국으로 보내 송환을 희망하지 않는 포로들을 재분류
할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헐과 존슨은 동경, 부산, 거제 등을 방문한 후 2월 25일 대통령에게 방문 결
과를 보고했다. 이들은 송환에 거부하는 포로들을 다룰 유일한 방법은 비밀 심사가 아니
라'모든 포로를 공개적으로 심사'하는 것 뿐이라고 보고했다. 릿지웨이에 따르면 이 공개
심사는 하루에 끝낼 수 있으며 이 사실이 공산측에 알려지면 곧“남은 포로들을 조정된
명단에 근거해 전원송환하자”는 의사를 표명해야했다. 이들은 당시 16,500명 정도가
송환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것이며, 중국포로는 21,000명중 약 11,500명이 거부할 것이
라고 예상했는데, 이에 따라 한국 포로문제 보다는 중국 포로문제가, “양적으로도 질적
으로도” 중국의 반응으로 인해 상당해 난관을 초래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
들은 리지웨이가 현재 한국전쟁에서 중국군의 군사적 상황이 더 강화된 상황이고 정전
협상에 대한 긴급한 군사적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달했다.
즉 자원송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논쟁적 제안을 하기에는 군사적으로 부적절한 시기라
는 의미였다. 이런 보고를 통해 이들은 이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결정임을 알
렸다. 트루먼은 이를 모두 인정하고도, 자원송환과 심사의 실행에 동의했다.(FRUS 1952,
45, 58, 76)

이 시기에 릿지웨이는 이미 자원송환 원칙이 거절될 것을 예상하고 2월 27일 다음 카
드인 소위 '패키지 프로포절' 방식을 상부에 제안했다. 이는 공산측의 공항 보수 제한 철
폐주장과 미국의 포로 자원송환 원칙을 교환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이 마저도 협상의 타
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았다. 리지웨이는 결론적으로 “포로들을 미숙하
게 석방하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릿지웨이는
자원송환 원칙의 도입은 “우리들의 위신에 대한 보복”을 초래할 수 있고, 협상 전체
를 지도해온 원칙에 대한 신념의 파기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장에서 협상을 담당한 정전
협상 대표 조이의 견해가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마지막 까지 자원송환과 심사에 반대하
던 릿지웨이는 더 이상의 정책 혼선을 끝내고, 협상에 입하기 위해 최종적인 입장을 줄
것을 최종적으로 요청했다.(FRUS 1951, 66-67, 77)
이러한 릿지웨이의 반대의견과 최종 입장 요구에 응해 2월 27일 국무부, 국방부, 재
무부 장관과 공군참모, 해군제독이 모두 참석한 백악관 회의에서 트루먼과 애치슨은 자
476) 애치슨의 주장은 2차대전에서 강제 송환된 소련 군인들을 후회하던 트루먼에게 어필하기 위해 고안된 것. 트루먼
과 애치슨의 태도에 대해서는 Pawns of Yalta, pp. 109-114, 2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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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송환 원칙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결정했다. 자원송환에 찬성하는 일방적 분위기 속에
서 결국 트루먼은 미국이 강제 송환에 동의할 수 없고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
다.(FRUS 1951, 68-69)
이 2월말 최종 결정 이후 미국 정부는 이 기본입장을 그대로 따랐다. 국제, 국내 일
부가 지지를 하는 것도 정책 확정을 도왔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자원송환 정책을 지
지했다. 의회에서도 거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다. 당시 미 국회에서는 60명의 희원들
이 강제 송환에 반대하고 있었고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Rosemary Foot 1990,91
Bernstein 1983, 279, Acheson 1969)

이날 결정에 따라 JCS는 리지웨이에게 자원송환원칙에 대한 정부 최종 입장이 확립
되었음을 알리며, 포로들을 심사하여 송환거부 포로들을 분리하고 이들의 지위를 재분류
하여 포로 명단에서 제거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또한 심사 이후 협상장에서 전원송환
원칙을 제시한 후 공산측이 이를 거부하면, 이는 이미 공산측이 해왔던 기존의 재분류
방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라고 지시했다.477)
미국정부가 자원송환 원칙을 도입한 이후 판문점 정전협상에서 논의는 거의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사실 이 원칙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자원송환이라는
원칙 자체가 아니라, 그 원칙을 적용했을 때 송환을 거부할 포로들의 수와 규모에 관련
된 것이었다. 원래 2월 중순에 UN사령부는 포로 13만 2천명중 1만6천명이, 민간억류자
3만7천명중 3만명 정도가 송환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478) 3월 17일 경에는 릿지
웨이는 JCS에 민간인 억류자를 포함해 7만 3천명이 송환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었다.(FRUS 1952, 91)
그리고 이 규모에 대한 중국측의 반응에는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었다. 3월 19일 회
의에서 중국측은 송환을 바라지 않는 포로들은 명단에서 제거하는데 동의할 수도 있다
는 태도를 표명했다. 3월 21일에는 무조건 송환 원칙을 포기하는게 아니지만, 원래
“남한에 거주했던 포로들 4만 명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남한 출
신 민간인 억류자의 석방에 동의의사를 내비쳤다. 조이는 이러한 공산측의 입장이, 민간
인 억류자의 비강제 송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만, 중국 포로들 명단은 수정할 수 없다
는 의견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UN측은 포로문제에 대한 향후 회의를 비밀로 진행하
자고 제안했고 공산측은 이를 수용하고 3월 25일부터 비밀 회의가 열렸고 3월 27일.
공산측은 중국포로는 전원송환 하되 남한출신 북한 포로는 자원송환 원칙이 적용가능하
다는 제안을 했다.(Rosemary Foot 1990, 98, FRUS 1952, 118)
4월 1일 회의에서는 UN군 측은 약 116,000명이 송환될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했다.
공산측은 다음날 명단을 체크하고 수를 결정하기 위해 포로문제 논의를 연기하자고 제
안했다.(FRUS 1952, 136) 결국 이 시점에서 중국에게 중요했던 것은 관련된 원칙보다는
포로들의 수, 그리고 국적문제 였다. 4월 4일 UN측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심사를 진

477) JCS 902159, 2월 27일자 FRUS 1952, p.70-71.
478)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1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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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 위해 4월 19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했다.479)
공산측에 송환될 포로의 정확한 수를 알려주기 전까지 더 이상 진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릿지웨이는 포로들의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상부 명령을 요청했다.(FRUS
1952, 136-37) 이제 포로들에 대한 실제 심사와 송환, 비송환이 규모가 밝혀질 일이 남

아있었다.
이처럼 실제 심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미국 정부의 자원 송환 정책 형성에는 매우 복
합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었다. 냉전과 반공주의, 정치인의 개인적 도덕성, 미국 내
정치, 국제 정치 모두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수용소 내부와 한국정부, 미 8군과 대사관이 국무부에게 남한출신 포로를 석방
하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군부는 기본적으로 모든 포로를 송환하면 공산측에
병력을 충원해주는 것이 된다는 군사적 균형의 관점에서 전원송환에 반대했다. 그런데
심리전의 측면에서 포로들이 송환을 거부하면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 된다는 입장이 있
었다. 이러한 심리전은 중립국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마음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
었고, 또한 미국내에서 중국에게 너무 무르고 승리에 대한 전망 없이 전쟁에 입하며 한
국에 분단을 고착시켰다는 공화당의 비판을 무마할 수 있는 카드였다. 트루먼은 자원송
환 정책을 통해 한국에서 미국이 공산주의의 침략을 저지하고, 결정적인 심리적 승리를
이루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냉전의 거시 전략적 차원에서도 미국이 포로들
이 자동 송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례를 수립하면 공산진영 국가들은 향후의 전쟁에서
군인들이 배신할 것을 두려워 할 것이고 이것이 소련의 공격을 억제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 시기는 북한과 만주에 세균전을 했다는 미국에 대한 비난이 정점에 달해 있
었다. 중국 정부는 원래는 1951년 봄부터 세균전 의혹을 제기했으나480) 52년 2월 22일
부터 다시 관련 미국을 세균전 의혹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2월 22일 박헌영은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생물학전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식 연설을 했
고, 이틀 후 저우언라이도 유사한 연설을 했다.481) 이 문제는 UN으로 넘어갔고 3월 14
일 UN 소련대사 말릭은 UN 군축 위원회에서 세균전의 금지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따
라 UN사무총장 트리그브 리는 3월 20일 WHO가 이 지역 전염병 문제에 도움을 줄 것
을 제안했으나 거부되었다. 그리고 3월 31일에는 국제민주변호사회가 세균전 관련 보고
서를 UN에 제출했다.482) 미국은 3월 4일 세균전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적십자
같은 국제기구 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적십자는 3월 12일 이를 받아들였으나 북한,
중국은 이런 제안들에 응하지 않았다. 소련측도 적십자에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3
월 26일 이를 거부했다. 로즈마리 풋은 이 세균전 켐페인이 미국 관료들이 비강제 송환
정책을 고수하게 한 간접적 요소였다고 평가했다.483)
479) The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1952.
480) (YBUN 1951, 230)
481) Zhou Enlai's talks with Panikkar, 5 April 1952, ZENB, 1:232; Shen Zonghong et al., Zhongguo
renmin zhiyuanjun kangmei yuanchao zhanshi, 150;Tan Jinqiao et al., Kangmei yuanchao zhanzheng,
216–9.
482) The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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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군사적 고려에서 출발한 포로문제는 한국전쟁에서 UN과 미국의 근본적인 정치
적 원칙과 관련된 인권 문제로 규정되었고, 서로의 전쟁범죄에 대한 적대적인 비난으로
인해 더욱 강한 원칙으로 자리잡았고, 그 결과 2차대전의 경험에 기반한 1949년 제네바
협약이 규정한 포로의 전원송환 원칙은 낡은 원칙이자 비인도적이고 비양심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반대로 공산측은 이 원칙의 준수를 고수했다.
이 때까지 미국 정부는 공산진영이 자원송환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았고, 기껏해야 전
쟁이 몇 달 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이런 입장에 전쟁의 교착상태를 낳고,
이미 많은 비용이 들어간 전쟁을 연장시키고, 동맹국들로부터의 지지를 감소시키며, 궁
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정치적 죽음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Bernstein
1983, 282-83, Rosemary Foot 1990,91)

2절. 문명과 야만의 역설 : 거제도 포로수용소 송환 심사와 반공오리엔
탈리즘
1)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설치와 수용소 내부 갈등의 기원
자원송환 정책이 확립되자 억류된 포로들에게 체제 선택 여부를 묻는 심사가 52년 4
월에 이루어졌다. 리지웨이는 3월 17일경 심사와 송환 거부 포로들의 분리작업은 약 5
일정도 소요될 것이며, 송환 거부 포로는 포로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특별 난민'같은 지
위를 부여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릿지웨이는 심사를 공개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
는 포로들의 개별적인 의사 표현을 보장하지 못하면 이 계획이 완전히 성공할 수 없고,
폭력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FRUS 1951, 92-3)
릿지웨이는 여기서 공개심사를 통해 자원송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폭력사태 초래를 막을수 있다고 보았지만,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로
나아갔다.
기본적으로 한국전쟁 포로는 다른 전쟁 포로들과 차별점이 있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포획한 포로들은 두가지 문제를 가져왔다. 첫 번째는 포로의
수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대규모 포로가 포획되었고, 대
규모 중국인민지원군의 개입으로 다수의 중국포로도 포획되었다. 미국은 포로의 수가 17
만명을 넘어 폭증하자, 포로들을 작고 외딴 섬인 거제도로 이송하여 해결하려 했다. 또
한 미국은 북한측이 포로를 포획한 후 전선에서 석방해버렸듯이 포로들을 분류해 3만7
천명의 남한출신 포로들을 석방하여 포로의 전체 규모를 줄이려했다.(Acheson, 1969 :
652-53)

두 번째 문제는 포로의 구성과 출신이 매우 복잡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탈
483) The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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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 이후 두 개의 중국, 두 개의 한국이 등장한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맥락과 냉전이라
는 국제적 균열을 배경으로 발생한 한국전쟁의 성격 그 자체에 기인 한 것이었다. 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 이는 UN군의 한국전쟁 정책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미군에게 포로
란 적대 국가의 정규군이 아니라 그저 'UN사령부에 의해 시설에 억류된 모든 사람'이었
다.484) 즉 UN군은 전쟁초기에 일단 전선에서 아군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을 일단 포
로로 잡아들인 후 후방으로 이송하고 집결소에서 추후에 심사를 거쳐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 결과적으로 전쟁초기에는 수많은 민간인들도 포로로 억류된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사후에 조사를 통해 필요에 따라 분류를 했다. 이에 따라 포로수용소에는 군인들과 민간
인이 섞여 있었고, 또한 국적도 중국인, 한국인이 있었으며, 두 개의 중국, 두 개의 한
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포로들의 정치적 성향도 서로 달랐다.
약 17만명에 이르는 포로들의 규모에 비해 이를 경비할 UN군 경비 인원은 항상 부
족했고 1명의 미군 헌병당 188명의 포로를 담당하고 있었다. 한국 경비가 다수 활용되
었으나 이들은 훈련도 잘 못받았고 가끔 범죄를 저지르곤 했다.485) 공산측은 이에 지속
적으로 UN사령부가 억류중인 전쟁 포로에 대해 모든 종류의 잔학 행위를 범했다고 비
난했다. 즉, UN사령부가 포로에게 가한 “모욕, 고문, 강제적인 유혈 탄원서 작성, 협
박, 감금, 대량 학살, 사살과 기총 난사, 독가스 실험, 세균 무기, 원자폭탄”과 같은
범죄 행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전쟁 내내 반복적으로 주장했다.486) 1951년 11월 19일
북한측은 UN총회에 보낸 문서에서 약 1만 7천여 명의 전쟁포로, 조선인민군 사병과 장
교들, 중화인민지원군이 남한의 포로수용소에서 살해되거나 고문이나 기아로 죽었다고
주장했다.487) UN군 역시 사태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달랐지만 폭력사태와 포로들의 사
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UN에 보고했다.488) 과연 무엇이 진실이었는가? 이런 사
태는 어디서 왜 시작되었을까?
양측이 서로를 비난하며 강조했던 누가 더 많은 폭력을 저질렀는지의 여부는 사태의
결과였다. 문제는 원인과 과정이다. 포로 심사 계획을 검토하기 오래전부터 포로수용소
내부에서는 협상가들이나 미국 정부, 심지어 수용소 당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미 한참 진행된 상황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의 석방 요구로 소위 '민간인
억류자'로 분류된 한국출신 북한군 포로들의 수용소 장악과 포로수용소 내부 조직의 형

484) 미국이 1951년경 포로로 규정한 분류는 다음과 같았다. (1) “1949년 8월 12일의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
정” 4조에 포함된 전쟁 포로의 정의에 해당하는 UN사령부에 의해 구금된 사람. (2) UN사령부에 의해 전쟁포로
시설 혹은 수용 시설에 억류된 모든 사람들. NARA,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EC, SCAP, and
UNC, Military History Section, command ＆ Staff Section Reports, 1947-52,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Entry Secret 1951 Provost Marshal Box 176
485) (Bradbury 1968,256)
486) 미국무부 한국국내상황관련문서(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한국전쟁자료총서』 64권, 149～152쪽
487) 『한국전쟁시기 북한군 포로관계 문서(1950~1954)：남북한관계 사료집』 12, 75쪽
488) 52년 2월 16일부터 29일까지 보고서(S/2619)에서 2월 18일 민간인 억류자들 반란이 발생해 UN사령부 보안군이
진압했음. 69명의 포로가 죽었고, 142명이 부상당했음. 포로들은 없었다. 반란에 가담한 자들은 한국인들이라고 밝
힘. 중국 북한측은 이는 국제법에의해 지지받을수 없는 것이라고 우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고(S/2629)에서
UN사령부는 3월 13일 북한포로들에 의한 봉기로 12명이 죽고 26명이 부상당한 것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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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정이다.
사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자원송환을 위한 심사가 진행된 전후에 수용소 내부에서
발생한 폭력적 사태들과 이를 주도한 수용소 내 정치 조직들은 이미 1950년과 51년 초
부산수용소 시절의 경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부산에서의 경험은 포로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했고, 여기서부터 규율된 친공, 반공조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
다.(Bradbury 1968, 242)
부산에 포로 수용소가 있던 한국전쟁 첫 9개월간 포로들은 예외 없이 매우 협조적이
었다. 예컨대 UN군은 기본적으로 포로를 중요한 정보원으로 여기고 이들을 심문하여
적 부대의 위치와 작전, 사기 등 중요한 군사정보를 얻어냈을 뿐만 아니라, 포로들의 정
치적 성향과 활동의 전력 등 정치정보들을 모두 파악하려고 했다. 1950년 8월 3일 미8
군 정보국의 스튜어트(Stewart)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심리전 수행을 위해 심리전
사령부에 세명의 참모489)를 두고, 각 사단으로부터 포로를 담당할 한명의 장교를 파견
했고, 이들은 정보국, 그리고 방첩대를 포함한 자체 구성원과 함께 현장에서 활동하고,
심리전 계획에 필요한 특별 자료를 미8군 정보국에 보내기로 했다.490) 그런데 이 시기
포로들은 기꺼이 중요한 군사적 가치가 있는 정보들을 제공했고 동료들에게 항복을 권
유하는 공개 연설을 하기도 했다.491)(Bradbury 1968,243-44)
그리고 이 시기에는 수용소 내부에 규율된 조직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지역 출신이나 잡힌 장소, 함께 포로로 처리되어 들어온 이들끼리 작은 집단들을 조직되
었을 뿐이었다. 오히려 수용소 내부의 군사적 지휘체계에 따른 조직화는 수용소 당국에
의해 확립되기 시작했다. 수용소 당국은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포로들
의 자체 경찰조직 설립을 승인했다. UN군이 각 수용소 지휘관을 임명했고, 수용소 사
령관이 참모들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참모들은 중대나 분대 수준에서 이미 존재하던
지도적 인물들이 선택되었다.(Bradbury 1968,244-45) 따라서 수용소 내부 조직의 등장은
한편으로는 자연발생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UN의 관리인원 부족과 그에
따른 관리효율성을 위한 조직화 때문이기도 했다.
(1) 부산 수용소 시기 남한출신 포로들의 지배
거제도 수용소로 이송되기 전까지 즉 52년 2월까지 수용소 내부의 가장 중요한 조직
의 자리들은 소위 민간인 억류자들, 즉 1950년 여름 서울 등지에서 북한군에 강제로 동
원되어 이후 한국정부의 지속적 요구에 의해 미국의 승인을 받아 민간인 억류자로 재분
류된 한국출신 북한군 포로들이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수는 적었지만 수용소 당국
에 가장 협력적이었고, 영어를 할줄 아는 이들이 있었으며, 따라서 수용소측이 더 수용

489) 미8군 정보국, 한국군 장교들과 협조하기 위한 사령관과 전단의 내용을 감독할 편집자, 그리고 적과 적 점령지역
에 대한 자료를 보유한 포로 심문센터와 정보국, 다른 부서를 방문할 기자
490) 미국 국무부 정책연구과 문서 Korea Project File Vol. Ⅳ : 『한국전쟁자료총서』 29권, 258~259쪽
491) “협력적이고 유순한 행동은 스스로 잘 보이려고 하는 새로운 권력을 만났을 때 동양인들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반응이었다. 정보를 제공하려고 애쓰거나 극단적으로 말과 행동을 바꾸는 양상이 나타났다.”(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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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쉬운 인물들이었다. 이들 대다수는 이 시기에 UN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믿으
며 한국정부를 지지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UN당국의 실수와 착오로 억류되
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수용소 내 지도적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으며 자
신들을 포로로 취급하지 말고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도 UN군사령관과 한
국군 경비가 이들에게 더 우호적인 처우를 주었고, 나머지 다른 북한 포로들은 상대적으
로 수동적이었고 차별적인 대우들을 견디고 있었다.(Bradbury 1968, 245)492)
수용동에서 지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명예만이 아니라, 수용소내 작업 동원에서
도 예외 되었고, 좋은 음식이나 의복 등 물질적 보상도 받고 이를 통해 한국군 경비나
민간인들과 암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물질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리에 대한
경쟁이 생기기 시작했다. 실제로 한국출신 수용소 지도자들은 51년 이전까지 주로 물질
적인 부를 늘리는데 집중했다. 미군들은 이들을 일본말로 집단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
한조'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별로 교육받지 못한 이들이 많았으며 소위 깡패집단의 '큰
어깨들'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반공주의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반공주의를 통해서 자
신의 이득을 취하려 했다. 때문에 이들의 횡포는 이후 거제도 수용소로 옮겨간 후 포로
들의 불만에 기여한 바가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이들의 지배하에 수용동의 전체 분위기
는 분명히 반공주의적이었다. 반공주의가 당연하게 전제되어 있어서 적극적인 집회나 조
직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다.(Bradbury 1968,246)493)
이 시기에 수용동 내에 설립된 포로 경찰(Prisoner Police)은 내부 통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특히 치안부장(Chief of Police)은 수용동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
진 인물이 되었고 사적인 군대를 보유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별도의 개인 텐트가 있었고
포로들과 다른 복장을 착용했으며, 포로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했고, 수용소내 감옥에 가
두고 심문하고 구타했다. 억류당국은 기껏해야 경찰의 폭력을 막기 위해 간간히 개입하
는 정도의 일을 했지만 이들이 수용동 지도부의 권력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Bradbury 1968,247)
(2) 누가 전쟁범죄자인가? : 전범 조사와 민간인 억류자 분류 심사
그런데 이들에 대한 한국정부 포로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한참 진행되었던 51년 1월부
터 UN군이 부산 수용소에 조사팀을 파견해서 소위 '전쟁범죄War Crime'로 규정된 행
동을 조사하기 시작494)하면서부터 수용소 내부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492) 김선호는 법학을 전공한 전직 교사 출신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군 장교로 50년 11월부터 52년 10월까지 전범
조사장교로 복무했고, 이후 그는 대구의 704 CIC에서 근무했다. 전범조사관으로서 그는 수용소를 감시했다. 김선
호, “KoJe-Do in Complication: An Analysis of the Social and Political Organization of Korean
Prisoners of War in UNC POW Camps, 1950-51”, Psychological Warfare Division, Human Resources
Research Office,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1954. p.9
493) 김선호, “KoJe-Do in Complication”, p.10
494) 맥아더는 1950년 7월 14일 극동군 사령부 법무참모Judge Advocate에게 한국전쟁과 관련해 적들이 전쟁 관습과
법을 어기고 저지른 범죄와 잔혹행위들을 검토하고 재판을 수행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할
책임을 부여했다. 이후 극동사령부는 7월 27일자 서한으로 야전사령관에게 전쟁범죄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라는 지시와 함께 수집할 절차를 설명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던 1950년 10월
초에 극동사령부는 미 8군사령부에 법무참모국에 전범조사부 War Crime Division을 설립하라고 지시했고 26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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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포로수용소 내부에서 전쟁범죄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는
데, 전범조사활동은 포로들이 포획되기 이전에 저지른 전범 내용을 자백하는 것에 머물
지 않았고, 수용소내 첩보조직과 정보원을 심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UN군 전범과(War
Crime Section)의 한국인 김선호 대위는 포로수용소 내에 정보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좌익

지도자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견제했다. 김선호는 1951년 6월경엔 모든 수용동마다 1명
의 정보원을 만들었다. 그가 전범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은 것은 대부분 남한 출신 '한
조'들, 또 다수는 치안부장으로부터였다. 전범 조사활동이 시작되자 이들은 UN 당국이
드디어 공산주의포로들과 자신들을 차별적으로 보는데 관심을 갖게된 것으로 보고 매우
열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찾아내는 것을 좋아했고 전범과는 반공주
의자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했다. 이는 전범과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된게 아니었고 한국
장교가 단독으로 수행한 방식이었다. 수용동 한조들은 내부 정보원을 통해 보통 수용소
내의 모든 공산주의자들(전 인민군 장교, 공산당원, 정치보위부 장교 등)의 명단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명단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전범 혐의자에 대한 예비 심문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구타를 자행했고 범법행위를 찾아내 이들을 다른 동으로 추방시켰
다.495)(Bradbury 1968, 247)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전범조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한국출신 포로들은 오히
려 UN사령부나 미군 정보기관, CIC496) 등이 수용소 내부의 공산주의자들이나 소위 부
역혐의자들을 처벌하는데 미온적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다.497) 전범 조사부의 미국 장교
들이나 수용소 당국은 전범 혐의자들을 파악하고 분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정보
기관들은 수용소의 반란을 막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수용소 당국은 탈출하는 포로를 처
형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을 처벌하거나 수용소 내부 상황에 관여하지 않았다.(Bradbury
1968, 248) 즉 전쟁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대비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미군 전범과나

반란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방첩활동을 하는 미국정보기관 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공산주의자이거나 북한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이들을 처벌하거나 통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용소내 한국출신 포로들은 전범과가 전쟁범죄를 조사하자 수년한 한국정부
가 추진해온 공산주의자들의 색출과 부역자들의 심사의 연장선상에서 이 작업을 사고했

장교와 35명의 사병을 할당했다. James W. Hanley 대령Colonel이 전범조사부장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
에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활동에 어려움에 처했고 초기 야전 조사팀은 주로 포로들의 자백에 의존해 사례를 수집했
다. 52년 4월 26일 전범조사부는 대구로 이동했고 여기서 재판이 실제로 가능한 사례들을 추리는 작업을 했다. 역
량이 충분치 않아 한국 내무장관의 도움을 받았고, 한국 지역 경찰들이 증거를 수집하는데 협력했다. 이후 전범조
사국의 지휘 책임은 52년 9월 1일부로 미 8군에서 한국통신지대Korean Communication Zone으로 넘어갔다. 또
한 52년 9월 21일 극동사령부 지시로 활동 통계와 역사보고를 준비했다. "Extract of Interim Historical
Report: Korea War Crime Division, Cumulative to 30 June 1953." p.11-14. ICRC Archive B AG 202
056 Folder 011 War Crime Division의 53년 6월 30일까지 역사 interim report "Extract of Interim
Historical Report: Korea War Crime Division, Cumulative to 30 June 1953.
495) 김선호, “KoJe-Do in Complication”pp.11-13.
496) 공산측과 미국의 첩보활동(Collections, 122-150 ) 빨치산지도부, 북한군 첩보국 미국의 첩보활동(Collections,
151- 163)52년 8월 14일 포로수용소에 S2가 수립되었다. G2섹션이 수천명의 포로로 조직하려는 계획
497) 김선호, “KoJe-Do in Complication”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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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수용소와 다른 정보기관의 태도에 실망한 한국출신 포로들은 이 문제를 스스
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전범과 한국인 장교 김선호 대위
는 수용소 당국에 이들을 별도로 억류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들이 제시한 명단에 있는
포로들을 심문해 죄를 찾아내면 혐의자를 수용동에서 추방했다. 그러자 포로들이 보기엔
전범조사국이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는 큰 권력을 가진 것으로 보게되었다. 이들에게 전
범조사 임무는 자신들을 차별화하며 공을 세우고 권력을 얻고, 궁극적으론 석방될 수 있
는 큰 희망으로 보였고, 반대로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반공 포로
들은 거짓으로 혐의자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 고문으로 죽이기도
했다. 이는 반공주의자들이 스스로의 헤게모니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폭력은 이후 북한출신 포로들에게 공포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후 스스로 반공주의자들에 대항해 조직화하게 되는 주요 원인중 하나가 되
었다.(Bradbury 1968,248)498)
(3) 민간억류자들의 분리와 거제도 포로수용소로의 이동
따라서 부산 수용소 시절에 권력 지향적 집단들은 UN당국으로부터 차별적으로 보이
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범 색출에 나선 한국출신 포로 조직들뿐이었다. 한국정부가 구성
한 포로심사위원회는 50년 말부터 51년 초까지 이들 남한 출신 포로들의 뒷 배경을 조
사했고 조사후 배경이 깨끗하면 이들은 곧 석방될 것이라고 공표했다.499) 51년초 심사
완료 후 한국출신 포로들이 민간인 억류자로 분류되어 다른 포로들로부터 분리 수용되
었다.
민간인 억류자들의 분리수용과 동시에 1951년 2월 1일 부터 거제도 포로수용소가 건
설되면서 2월 말까지 53,588명의 포로들이 부산에서 거제도로 이송되었고, 3월 1일에는
부산의 포로수용소 사령부가 거제도로 이동하는 대 이동이 시작되었다.500) 3월 31일에
이르면 거제도에 수용된 총 인원은 98,799명이 되었고, 5월말에 115,884명, 6월 말에
는 14만 명을 넘겼다.501) 거제도에는 28개의 수용동이 건설되었고 4개의 구역으로 나뉘
어졌는데, 각 구역은 6, 7, 8, 9 구역으로 명명되었다. 각 수용동은 4,500명을 수용하
게 되어있었지만 평균적으로 약 6천명을 수용했고 특히 중국 수용동 두 개는 각각 8천
명 이상을 수용했다. 7구역과 8구역의 수용동은 매우 가까이 있었고 주변의 마을과도
인접해 있어 암시장도 형성되었다.(Bradbury 1968, 256)
한국출신 민간인 억류자들이 따로 분리되고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면서 수용동 내부에
498) 김선호, “KoJe-Do in Complication”p.14.
499) 곧 석방될 것으로 믿고 있던 이들은 이후 이들 역시 거제도로 이송될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큰 충격을 받았다.
김선호, “KoJe-Do in Complication”p.19-20
500) 한국전쟁 시기 UN군이 운영한 포로수용소는 1950년 7월부터 부산에 설치되어 미 8군 산하의 부산병참사령부
(Pusan Logistical Command)가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후 제 2병참사령부(2nd Logistical Command)가 창설되
면서 예하로 편입(1951.1.20.)되었다가, 다시 제 3병참사령부(3d Logistical Command)(1951.1.22.) 예하로 들어가
면서 제 60종합보급창(General Depot)이 관리를 맡아 거제도로 이동하는 'Albany 작전'을 수행했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 시절로 들어가게 된다.
501) The Handling of POWs”로 줄임), 1960,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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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력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국포로들이 지배하던 시기에 보조 역할을 맡았던
북한 출신 반공주의자들이 후임지도부가 되어 통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권위의
기반도 조직적 지지도 없었다. 이 시기에 북한출신 포로들이 서서히 군 계급 편재에 따
라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들은 수용동 내 비밀 네트워크를 만들고 집단을 구성해
지지기반을 만들었다. 점차 북한출신 반공주의 포로들의 명령이 잘 이행되지 않기 시작
했고 전범조사국으로 넘겨지는 공산주의자와 전범 명단은 더욱 더 작아졌다.(Bradbury
1968,250-51)502)

(4) CIE 프로그램
그럼에도 1951년 6월까지는 거제도 수용소 내부 친공, 반공 포로간의 분파 투쟁이 그
리 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범조사도 지속되었고, 여름부터 새로 시작된 CIE(Civilian
Information and Education)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다. 이 프로그램 자체는 제네바협약에 의

거해 포로들에게 교육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민주주의 교육을 시킨다는
정도의 표면적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용소 내부를 양극화
시켜 정치적 갈등을 강화했다.
원래 UN군사령부는 한국전쟁 포로들을 심리전 활용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심리전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쟁포로로부터 자발적인 발언과 다른 유형의 선전 재료를 즉각적이
고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통제, 확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
다. 포로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심리전의 주제들은 일차적으로 '비강제 송환 원칙'에 대
한 지지, '송환에 대한 저항', 'UN사령부 심사의 정당성' 등 미국의 포로 정책을 정당화
시키는 것이었다. 동시에 '적 포로가 되면 받게 되는 처우의 가혹함', '세균전의 허위성'
등의 주제는 적군의 선전을 반박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미국이 운용했던 포로 교육프
로그램들은 대체로 이러한 목적하에 이루어졌다.503)
심리전 수행을 위해 미국 정부는 1950년 9월 포로가 억류장소에 도달하면, 이들을 활
용하고 훈련시켜, 심리전 목적에 활용하기로 하며 500명의 포로를 대상으로 시범 프로
젝트Pilot Project를 운용했다. 이렇게 시작된 CIE 프로그램은 UN군 포로수용소 당국이
운영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원송환 원칙을 제안한 맥클루어가 지도하는 미 육군 심리
전본부 산하에 설치된 민간정보교육국(CI&E Section, GHQ, SCAP)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이었다. 여기엔 교육 심리학자, 통계학자 등 다수의 미국 민간 전문가들도 일했고, 한
국정부 관료, 대만에서 채용된 24명의 통역가외에도 포로 내부에서 남한출신 반공주의
자 2,500명을 보조인력으로 채용했다. 51년 2월 맥아더는 대만에 추가 강사 55명504)을
502) 권력이 약해질수록 이들은 더 폭력을 사용했다. 이들은 반공주의자들에 대한 폭력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십수명의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수용동에서 제거하고 이틀간 구타한후 되돌려 보냈다. (Bradbury
1968, 252)
503) 미국무부 한국국내상황 관련 문서: 『한국전쟁자료총서』 70권, 169∼173쪽/521212, NARA,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EC, SCAP and UNC, Military History Section, Command ＆ Staff Section Reports,
1947-52, General HQ Far East Command, Entry Secret 1951 Provost Marshal, Box 176
504) 대만에서 국민당 정부와 합의하에 23명의 중국인이 고용되었다. 이들은 자질이 높은 인물들이었지만 이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수용동에 친 국민당, 반 송환 정서가 축발되었다. 이들이 친 국민당 정부의 요원으로 기능한 증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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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했다. 51년 후반엔 미군에 부속된 한국 군사요원들(KATUSA)도 교육, 감독, 보조업
무를 도왔다.(Rosemary Foot 1990,115, Bradbury 1968,259)

505)

CIE 프로그램은 51년 6월 1일 63수용동의 7,500명의 포로를 대상으로 시작되어 모든
수용동에 도입되었다. 수업이 30주 계획으로 진행되었고 전쟁의 배경, 민주주의와 전체
주의, 자유세계 국민들의 삶, 한국과 세계, 한국의 재건, 지도력과 기술 개발 등을 주제
로 강의가 이루어졌고, 모든 포로들이 이 수업을 들어야 했다. 이 밖에도 라디오 프로그
램과 녹음 방송이 하루 세 번 이루어졌고, 검열된 책, 팜플렛, 신문들이 제공되었다. 주
기적인 전시회도 제공되었다. 이와 함께 문맹 교육이 이루어졌다. 직업 훈련도 했다. 체
육, 취미, 음악 등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도 있었다.(Bradbury 1968,258)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포로들을 질서잡히고, 책임있고, 진보적이고, 평화를 사
랑하는 민주 사회를 지향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특히 첫 몇 달간 강의들은 매우 반공
주의적인 것이었다. 공산주의를 선호하며 민주주의와의 차이를 묻는 질문을 하면 수용동
밖으로 끌려나가 심문을 받았고, 누구도 질문을 하게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프로
그램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포로들은 오히려 UN이 선전을 하려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
다. 수용소내 반공포로들은 이를 반공의식을 불어넣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실제로 그런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지자 결국 52년 3월 26일 UN사령부는 CIE에 공공연히 반공주의
적인 주제를 활용하지 못하게 금지시켰다.506)(Bradbury 1968,288)
CIE는 포로들이 반공주의적 입장에 헌신하게 자극하고 반공단체를 조직하고 지원하게
장려했다. 이로 인해 이 효과를 상쇄하려는 공산주의의 대항 조직화를 자극했다. 52년
초 공산포로 수용동들은 CIE 프로그램에 반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CIE 프로
그램 자체가 악마적인 것은 아니었다. CIE 요원들은 수용소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었
고, 억류 당국과 CIE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포로 수용동에서 소요의 주
요 초점이 되자 서로 충돌했다.(Bradbury 1968,334, 337) 강경 진압 정책의 상징인 수용
소장 보트너(Haydon L. Boatner)도 민간정보교육은 “주입 정책indoctrination program" 이라
고 평가하여 52년 6월경 부임즉시 중단시켰다.507)
(5) 정전협상의 시작과 수용동 내부 지배조직의 확립
CIE 프로그램이 도입되며 내부 갈등을 부추기던 상황에서 51년 7월 정전협상이 시작
되자 이때부터 포로들의 활동은 더욱 더 걷잡을 수 없게 정치적 성격을 띄게 되었다.
포로들에게 정전협상이란 한편으로는 석방될 희망이었지만, 군사적 교착상태가 형성된
시점에서 송환은 곧 북한과 중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의미했다. 포로들의 미래가 회담의
성공여부와 그 성격에 달려있었다. 이로 인해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들간의 싸움은 단지

상당히 있었다.(Bradbury 1968,259)
505) 각주 17. RG 319 G3 383.6, box 309, 'Interim report on progress of educational program for POWs”,
jan 28. 1952. FRUS 1952 pp.98-99.
506) CIE, Third Interim Report, May 19, 1952.
507) 조성훈, ｢한국전쟁중 UN군의 포로정책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8, 65-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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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단체 활동이 점차 정치적이 되었으며 정치투쟁이
심해졌다. 52년 4월 포로에 대한 공식 심사가 시작될 무렵부터, 수용동에서 통제권을
차지하기 위한 다양한 포로 집단들간 투쟁으로 통제권이 자주 뒤바뀌었으며 유혈 사태
도 발생했다.(Bradbury 1968,261)
특히 중국 포로들의 조직이 매우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었다. 중국 포로들은 대다수가
국민당군 출신으로 중국군으로 편입되었다가 한국전쟁에서 포로가 된 경우가 많았다. 이
들은 부산에서부터 처음부터 송환에 반대하는 반공주의 분위기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50년 12월경 중국포로들은 동래 구역으로 이송되었는데, 이곳에서 수용동의 한국출신
포로들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 수용동에 영어를 할수 있는 중국 포로가 들어
온 이후 중국 포로들은 미군 장교에게 분리 수용을 요구했고 별도의 수용동에 억류되게
되었다. 이후 내부 조직이 등장했는데, 국민당 장교 출신의 포로508)가 수용동으로 들어
오면서 자연스럽게 중국포로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기존 조직에 추가로 보안위원회
security committee를 만들었고 이후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중국포로 수용동에서 공식 지도

자가 되었다. 그는 UN군 포로수용소가 보기엔 가장 협력적인 포로였다. 51년 5월 거제
도로 이송될때 이미 3,400명 정도를 분명하게 통제하고 있었고 이들은 송환에 반대하는
반공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Bradbury 1968,252-56)
이후 새로운 중국 포로들이 들어올때 이 보안위원회는 새로운 포로들이 공산주의자인
지 아닌지, 이들이 어느 쪽으로 송환되고 싶어하는지를 파악했고, 이런 자체 심사를 통
해 반공주의자임이 밝혀지면 지배 조직에 받아들여졌다. 이들이 공산주의자인 것이 드러
나면 이들을 재교육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교육에 실패하면 이들은 보안위원회가 감
시했다.(Bradbury 1968,255)
거제도로 옮겨간 이후 86수용동은 거제도의 두 개의 주요 중국 수용동 중 하나였는
데, 수용된 대다수 포로들이 51년 5월, 6월 중국군의 5차공세 시기에 붙잡힌 포로들이
었다. 이 수용동에서는 처음에는 쓰촨성 지방 출신 집단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
지만, 몇주 후에 6천명의 포로가 도착했고 이들중에는 상당규모의 공산주의 집단이 있
어, 통제력을 차지하기 위한 조직활동을 했다. 7월에는 부산에 있던 500명의 포로가 칭
으로부터 친 국민당 통제력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고 반공주의 활동을 조직하기 시작
했다. 결국 이 세가지 조직이 활동하게 되었고 이후 3개월간 당파적 논쟁과 소요가 일
상화되었다. 점차 쓰촨성 집단이 힘을 잃어갔고 전투적인 공산주의와 반공주의 당파간의
사움이 전개되었다. 51년 10월 9일 저녁, 반공주의 분파가 국민당 기를 올리려고 기획
하고 공산주의 분파가 이를 알게 되자 서로 큰 충돌이 일어날 뻔 했다. 이후 반공주의
분파는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찾아내 체포하고 이들을 억류했고 UN 헌병에 넘겨 수용동
에서 추방되었고, 결국 10월 10일 수용동에 국민당 기가 올라가면서 이때부터 수용동은
반공주의자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 수용동은 51년 12월에 6천명 이상이 UN사령부에
508) 칭(Ching)으로 불린 이 인물은 1950년 5월 하이난 섬에서 마지막까지 공산군과 싸웠던 국민당 군출신이었
다. 그는 공산당 통제를 7개월밖에 받지 않았고, 그는 바로 UN군에 항복해 버렸다.(Bradbury 1968,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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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으로 보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52년 4월 심사에서 이들중 20% 미만만이 송
환을 선택했다. 이후 이 수용동이 제주도로 옮겨간 이후에도 가장 규율잡힌 모습을 보였
다.(Bradbury 1968,262-63)
국민당계 중국포로들은 다른 포로들에게 주입과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주입
과 정치 훈련은 매일 아침과 늦은 저녁에 이루어졌다. 새벽에 두시간 반의 교육이 이루
어지는데 이 시간은 강의와 누군가에 의한 강독으로 이루어진다. 슬로건 노래가 효율적
으로 사용되었다. 슬로건은 주입과 훈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녁에는 정치교
육장political education stations에서 주입이 계속되었다. 자아 비판과 공개 자백은 일상적이
었다. 각 분대에는 당 간부가 한명씩 있어서 다른 이들을 감시했다.509)
UN사령부가 허용한 비공식 경찰 조직은 사설 군대처럼 기능했고 이 조직이 구조, 훈
련, 채용이 모두 국민당계 포로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기존 국민당 장교들은 수용소 당
국의 묵인하에 반공주의 조직을 세워, 모범수POW trusties510)가 되었고 수용소 당국은 이
를 승인했다. 이들은 구타, 고문, 처벌협약으로 동료들을 위협했고 정보당국에 공산주의
음모라고 고발해서 경쟁자를 제거했다. 한 중국 모범포로는 8천명 포로위에 군주로 군
림했고 미군 경비는 그를 '작은 시저'라 부르며 그 역할을 용인했다. 이들은 수용소 내부
의 음식, 의복, 연료를 통제하며 포로들의 의료치료 접근권을 통제했고 몇 개월간 대만
으로 보낼 탄원서를 모으면서 강제 서명을 받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다. 또한 이들은 한
국정부와 중국 국민당과 친밀한 소통을 할수 있었다. 이승만은 수용소 내부에 단체에 조
언을 해줄 특별 부서를 만들었고, 중국 모범수는 수용동에 변장해 들어온 대만인들을 통
해 장개석 정부와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친국민당 지지에서 포로들이
이탈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511) (Rosemary Foot 1990,112)512)
중국포로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후 맨허드Manhard에 의해 미 국무부로 보고되
었다. 그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포로들의 분노가 심해져 수용소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무엇보다 이는 UN의 자원송환 원칙과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상황이라고 지적
했다.(FRUS 1952, 98-99)
이에 비해 83수용동은 북한군 포로 수용동이었다. 수용동은 처음에는 공산주의 성향
의 포로들이 통제력을 갖고 있었지만, 전범조사과 김선호 대위가 내부 반공주의자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51년 7월말 수용소 선임하사sergeant를 설득해 이미 알고 있던 반
공주의자 이관순을 치안부장으로 임명했고 이관순은 경찰들을 자기 사람들로 교체했다.
이들은 전범조사 정보원 역할을 하며 김대위에게 공산주의 조직의 주요 인물 명단을 제
공했다. 또한 이들은 반공주의 지도자들을 암살하는 것부터 대규모 소요를 일으키려는

509) “Collections" pp.53-54
510) 이 모범수들은 대체로 두 개의 상호 적대적인 친 국민당 그룹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는 남중국과 하이난 섬에
서 중국공산군에게 잡힌 전 중국군 헌병CNA MP들이고, 두 번째는 CNA 군사학원을 졸업한 중대급 장교들로 CCF
로 흡수되며 사병으로 강등된 이들이었다.
511) 각주 8. RG 59, 695A.0024, july 2, 1952. The Chinese communist army in action: the Korean war and
its aftermath Mass behavior, pp.77-244-56. FRUS 1952-54, 15:98-99, march 14, 1952.
512) Mass behavior, pp.254. 311.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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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를 발견했다며 이를 즉각 수용동 당국에 알렸고, 보고를 받은 수용소 당국은 핵심
공산주의 지도부를 수용동으로부터 제거했다. 이후 이관순이 영웅이 되면서 반공주의 분
파가 수용동의 전체 통제력을 획득했으며, 이 수용동은 이후 82, 81 수용동에서도 반공
주의 포로들에 의한 권력 교체를 주도한 반공수용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83, 82, 81수
용동이 연이어 반공포로들에 장악되자 이후 반공주의 수용동이 된 73, 74, 91, 93수용
동에게도 희망이 되었다. 핵심 반공 조직인 반공청년단이 설립 곳도 이 수용동이었
다.(Bradbury 1968,265)

513)

83수용동내 권력이 반공주의자들에게로 넘어가면 전범 혐의자 명단이 적극적으로 제
공되었다. 미 전범조사국은 반공포로 수용동의 협력으로 작업을 시작한지 8개월만에 약
1,200건의 전쟁범죄 사례를 수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포로 경찰들이 임명한 반공주의
정보원들이 공산주의 포로들로 하여금 가짜 자백에 서명하게 강제하는 전쟁범죄를 저지
른 것을 결코 알지 못했다. 공산주의 포로들이 전범 혐의자로 선택되어 그들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자백하게 했다. 반공주의자들은 전범 혐의자를 찾아내 전범조사 부대에 정
보를 전하는게 아니라 직접 심문을 하기 시작했다. 자백을 거부하면 고문과 구타가 이어
졌다. 83수용동에서만 고문으로 최소 5명이상이 죽었다. 하지만 이 수용동에서 이후 심
문중에 공산주의 포로가 죽어도 수용동 경찰은 처벌받지도 교체되지 않았다. 결국 전범
조사부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거짓사례들을 식별해내야했다.514)
78수용동은 김선호 대위와 반공포로들이 장악하는데 실패한 곳이었다. 이 수용동은
51년 7월경 공산주의 그룹이 지도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지도부는 공개적으
로 공산주의적 입장을 취하지 않았고 UN 당국에 협력적이었고 수용동을 담당하는 미군
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UN 전범과 김선호가 83, 82 수용동
의 반공주의 지도부의 제안으로 이 수용동에 10명의 반공주의 정보원을 침입시켰다. 9
월까지 이 정보원들은 수용동 내에 공산주의 조직과 핵심지도자를 식별해내고 이를 전
범과 한국장교에게 보고했다. 김선호 대위는 이후 상부의 공식 승인 없이 14명의 공산
주의 지도자를 76 수용동으로 추방하고 대신 자신이 신뢰하는 반공주의자들을 핵심 자
리에 배치해 78수용동의 통제권을 바꾸려 했다.515) 그러나 76수용동으로 추방된 포로중
영어를 잘하고 수용동 담당 미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포로가 있었고, 그가 이사실
을 미군에게 알렸다. 동시에 구역 사령관이 수용동을 방문한 시점에 포로들의 시위를 조
직해 수용동 지도자들을 제거한 것은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9
월 16일 포로들의 항의가 심해지지면서 인근 수용동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군 경
비에 의해 포로 한명이 사살되는 일도 발생했다.516) 이에 9월 17일 이에 따라 구역 사

513) 김선호, “KoJe-Do in Complication”p.25-27, 32.
514) 김선호, “KoJe-Do in Complication”p.31
515) “Report on atrocities", pp.12-13. '억류수용동'은 포로수용소 내부에 설치된 별도의 '감옥'으로 수용소 측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포로들을 일시적으로 격리시켜 두는 수용소 내부의 수용소였다. 김선호, “KoJe-Do in
Complication”p.40-42
516) “Disturbance at United Nations Prisoner of War Camp #1(1951.9.27.)"(section 8C-1) p.1., NARA RG
338 E A1 224 8th Army Enemy Prisoners of War Records Box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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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관이 개입해서 포로 대표와 논의하고 14명의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다시 복귀시켰고
다시 공산주의 통제가 되었다. 이후 78수용동은 4월 심사를 거부했다.(Bradbury 1968,
265)

77수용동도 전범조사 활동의 반작용으로 북한포로들의 통제로 남은 경우였다. 77수용
동은 황해도 노동당 부의장이었던 박상현의 지도를 받고 있었다.517) 전범조사과가 수용
동 전체를 심문하던 중에 전범심사를 싫어하던 한 포로(김)의 태도로 조사관이 그를 구
타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실에 포로들이 항의하자 수용소 당국은 전범조사에서 폭력
을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전범조사의 정당성이 크게 손상되었고 77수용동에 대한 심사
에 포로들이 거의 협조하지 않았다. 매우 유창한 영어를 했던 이 포로는 구역 사령관의
환심을 샀고 이후 UN군 당국과 포로대표들간에 정기 회의가 열렸다. 김은 억류당국에
대한 전적인 협력을 약속하여 내부 지배를 유지할 수 있었다.(김선호 34-37) 76수용동
은 공산주의 통제하에 있었다.
85수용동의 경우는 매우 복잡한 변화를 겪었다. 51년 7월부터 9월까지 반공, 친공포
로의 분쟁이 있었는데, 9월 17일 한밤중에 소위 김일성 노래가 울려 퍼졌고 그날밤 17
명의 소위 '반동분자'가 살해되었다. 이는 여러 수용동에서 동시에 조직된 쿠데타였다.
이날 이후 공산주의 성향 포로들이 통제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반공주의 분파 지도자가
수용소를 탈출해 이를 UN 당국에 알렸고, 수용소 측이 수용동 내부로 들어가 살해된
사체들을 발굴해냈다. 이에 따라 반란을 주도한 공산주의 지도자를 찾아내 수백명의 공
산주의자들을 다른 수용동으로 이송했다. 핵심 공산주의 지도세력이 사라지자 이 수용동
은 반공주의적 수용동이 되었고 52년 3월까지 통제력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 반공주의
세력들이 보급품을 유용해 이를 암시장에 팔아 이윤을 챙기고 그들의 지배를 반대하는
포로들을 가혹하게 다루었다. 이런 시점에 다른 수용동에서 이송되어온 포로들이 반공주
의 포로들에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했고, 52년 3월 이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은 수용소 사
령관이 7명의 고위 반공주의 지도자들을 수용동에서 추방했고, 한달 후 수용동은 공산
주의 포로들의 통제하에 있게 되었다. 이 수용동도 4월 심사를 거부한 8개 수용동중 하
나가 되었다.(Bradbury 1968,263-64)(김선호, 1954. 44)
이렇게 정전협상 이후 포로수용소 각 수용동 내부에서는 계속되는 전범조사 활동과
CIE프로그램의 도입이 갈등을 강화한 상태에서 한국인 전범조사 장교와 반공주의 포로
들이 주도해 수용동 통제권을 차지하기 위해 극심한 권력투쟁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 결
과 52년 가을 무렵 전체 수용동의 1/3인 8개 수용동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통제권을 갖게
되었고, 나머지 2/3의 수용동은 반공주의자들이 지배하게 되었다.(Bradbury 1968,261)
이 과정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폭력 사태들은 수용소 내부에서 시행된 CIE 프로그램과
전범조사활동이 갖고 있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 계기였다. 결국 이 시기에 발생한 여러
폭력 사건들을 경험한 포로수용소 당국은 이 사건들의 배경에 CI&E와 War Crime 활
동이 두드러진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그는 이 폭력 사태를 조사한후 이 사태들이 포로들

517) 그는 이후 발각되어 52년 10월 분리수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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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CI&E 프로그램과 전범 조사 때문이란 것이 밝혀지자, 모든 구역
지휘관들에게 이후 누구도 전쟁범죄조사 부서로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고, CI&E 측에는
프로그램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급부대인 2병참사령부는 포로들의 요구
를 들어주어선 안 된다며 이를 거부했다.518)

2) 민간인 억류자의 재심사와 2.18 사건
1951년 말부터 정전협상에서 포로송환 논의가 시작되자 이는 다시한번 포로 수용소에
극심한 영향을 미쳤다. 12월 중순 UN협상가들이 공산측에 13만 2천명 명단을 전달하자
특히 수용동의 2/3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던 반공 포로들의 우려가 더 깊어졌다. 반공
포로들은 큰 심리적 충격을 받고 각종 탄원서와 혈서를 제출하며 송환을 거부했다. 이들
은 UN군사령부가 분명히 반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조직화를 시작해 수용소
내부에 한국반공청년단을 창설했다.(Bradbury 1968, 293, 296, 334)
52년 1월 자원송환원칙이 제시되자 이들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지만, 반공주의 포로들
은 미국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조직을 구축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에 더욱 헌
신을 다했다. 송환될 포로들의 입장에서도 송환된 이후 북한, 중국정부로부터 포로가 된
것으로 인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용소 내부에서 투쟁은 더 극심해졌
고, 암시장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 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결국 정전협상 장에서 포로 송
환문제의 논의는 수용소 내 권력 투쟁을 더욱 촉진시켰고, 반공주의 조직이 더 확대되며
이에 대응하는 공산주의 조직도 형성되어 정치적 색이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
에 공산주의 포로들은 주로 CIE를 '노예 교육'으로 규정해 이에 반대하는데 집중했고
CIE에 대한 반대를 통해 수용동의 통제력을 강화해나갔다.(Bradbury 1968, 293-95)
(1) 1952년 2월 18일 사건 : 62수용동의 민간인 억류자 재심사 거부와 여론 조작519)
양측에 의해 각 수용동에 대한 지배가 선명하게 확립된 상황에서, 정전협상장에서
UN측이 한국 민간인 억류자들을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정한후 UN군사령부는 한국정부
와 UN사령부가 함께 1951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북한군에 강제로 입대하거나 노역했
던 포로들을 '전쟁 포로'로부터 '민간인 억류자'로 분리해내는 심사를 진행했다. 첫 번째
심사로 약 37,500명의 포로가 민간인으로 재분류되었고, UN측은 남한 시민인 이 민간
인들은 이미 별도의 수용소로 분리했으며, 재심사후에 차례로 석방할 것이며 이와 관련
된 의견은 이미 국제적십자ICRC 측에 알렸다고 UN에 보고했다. 그 후 1952년 1월부터
오류를 수정하고 확증하기 위해 두 번째 심사가 진행되었다.520)
518) “Disturbance at United Nations Prisoner of War Camp #1" p.4.
519) RG 554 Entry A-1 1320 KCOMZ Records Relating to Enemy Prisoners of War, Boxes 14-21 : 1950년
6월 –– 52년 2월까지 사건 보고 (2. 18사건)
520) (YBUN 1951, 248) "Report of the Military Police Board No. 53-4, Collection and Documentation of
Material relating to the Prisoner of war interment program in Korea,1950-1953"(이하 “Collection"으로
줄임)(1957.11.29.), pp.7-8. NARA RG 389 Provost Marshal Entry 1A Box 18, Box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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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재심사가 수용소 내부의 갈등을 강화해, 결국 52년 2월 18일 최악의 대규
모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62동을 재심사하기 위해 미군 계획 하에 수용소에
진입하여 포로들을 분리 심사하려다가 포로들이 저항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언론
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62수용동은 약 5천 7백명의 한국출신 민간인 억류자들로 구성된 수용동이었다. 적십
자 보고서에 의하면 51년 12월 22일 다른 수용동에서와 같이 외부에서 투입된 반공포로
들이 수용동을 장악하려 하던 시도가 실패한 이후 송환을 희망하는 민간인 억류자들만
수용동에 남게 되었고 이날 이후 CIE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어 있던 수용동이었
다.(Bradbury 1968,300)521)
그런데 민간인 억류자를 석방하려는 상부의 방침이 정해지자 UN 제 1포로수용소 사
령관은 1952년 2월 12일자 2병참 사령부 서신을 통해 62동에 억류된 포로들을 재심사
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특별히 62수용동을 지목한 이유는 이 수용동 포로들이 미
군과 한국군 요원에 의해 진행되는 심사 자체를 거부해왔기 때문이었다. 12월 20일 이
후 약 두 달간 62수용동 포로들의 저항이 지속되자 수용소측은 포로들을 분리해 내려는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2월 16일에는 제 1포로수용소 작전장교 데임 중령, 정보
장교 스티븐슨(Stevenson) 소령, 62수용동 지휘관, 제 1 포로수용소 사령관 핏제랄드
(Fitzgerald) 대령 등 주요 지휘관들이 모여 작전에 대한 사전 브리핑이 이루어졌다.522)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2월 17일 자원송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체 포
로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심사의 여러 구체적 쟁점들을 검토해 트루먼에게 보고하려던
헐 장군과 존슨, 매튜가 거제도를 방문했다. 이들은 수용소 사령관 핏제럴드 등을 대동
했고, 전 수용소 사령관 데임 중령, 8군 참모장 무드 장군, 2 병참 욘트 장군, 무초 대
사와 함께 수용동을 시찰하고 부산으로 돌아갔다.(FRUS 1952, 78) 자원송환 정책을 위해
포로 전원 심사를 추진하려는 미국 관료들의 방문이 아직 민간인억류자 심사도 진행되
지 못한 62동 상황에 압력으로 작용했는지 공교롭게도 62동 심사 작전은 그 다음날 이
루어졌다.
2월 18일의 작전을 위해 작전 명령 제8호가 떨어졌고 새벽 05:35에 27보병연대 3대
대의 첫 번째 병력이 62수용동에 진입했다. 포로들이 저항하자 진압군이 발포 했고 결
과 55명이 사망했고 159명이 부상당했다. 미군은 1명 사망, 1명 부상을 입었고 약 7시
경 제 1포로수용소 사령관은 더 이상의 유혈을 막기 위해 후퇴를 명령했다.523) 부상자
들 중 22명은 이후 병원에서 사망해524) 사망자는 70여명에 달했고 결국 62 수용동 재
521) ICRC Archive B AG 210 056 - Generalites concernant les prisonniers de querre: rapports de visites
de camps 1950-1969, Coree du Sud 1951-56 폴더 021 “UN POW Camp No. 1 KoJe-Do and POW
Enclosure No. 10 Pusan, Visited by Mr. Fred Bieri, on 4 to 16 January, 1952" pp.8-11.
522)“Report of Incident(1952. 2. 24.)"(section 8C-5) pp.1-3., NARA RG 338 E A1 224 8th Army Enemy
Prisoners of War Records Box 1653; Walter G. Hermes, op. cit., pp. 239-240.
523) “Report of Incident(1952. 2. 24.)"(section 8C-5) pp.1-3.
524) “The Handling of POWs”, p.25.; '조국전선' 문서에 따르면, 8천명의 포로들이 몇 달 동안 그들이 전쟁포로
가 아닌 '민간인 억류자'임을 자인하는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진압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2월 18일
새벽 3:30 62수용동 지휘관 핏제랄드 대령이 92헌병대대 사령관 등을 대동하고 수용동 주변에 약 천명의 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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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작전은 실패했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2월 20일 거제도 포로수용소
사령관은 핏제랄드에서 돗드로 교체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미육군부는 UN군 사령관 릿지웨이에게 “이 일에 1,500명만
가담했다고 하고 이들이 '포로'들이 아니라 '민간인 억류자'들이라고 발표하라고 지시했
다. 이 사건이 휴전협상장에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포로가 아닌 '민간인 억
류자'문제가 되면 한국 내부 문제로 간주되어 휴전회담의 범위 밖의 문제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525)
UN 사령부는 이에 따라 이들을 민간인 억류자로 묘사한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 거
기서 그치지 않고 “이 공격을 위해 제작된 돌과 칼, 못이 박힌 곤봉, 철 파이프 등의
무기들을 볼 때 이 사건은 주의 깊게 조직되고 계획된 것이 명백하다.”며 사전에 계획
된 무장 폭동인 것처럼 발표했다.526) 이러한 보도자료는 이후 한국의 언론보도에 그대
로 반영되었고 한국언론들은 앞다투어 폭력적인 공산포로들을 비난했다.527)
2․18 사건은 계획된 폭동이 아니라 계획된 진압작전이었다. 즉 전범조사과의 수용소
교체 공작으로 인해 두달간 심사 자체를 거부해온 수용동을 강제로 진압하고 분리하기
위해 계획된 무력작전을 수행하다 발생한 사태였다. 또한 이 포로들 전체가 원래 민간인
억류자들이 었던 것이 아니라 민간인 억류자로 심사하려던 포로들이었다.(김학재 2010,
154-57)

이 사건은 그 사상규모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려졌을 뿐 아니라 거제도 수용소를 방
문하고 있던 적십자ICRC 대표 비에리에 의해 조사되어 보고되었다. 이 보고서는 제네
바에서 52년 3월 27일 출간되었고 비에리는 수용소 사령관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수
단을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528) 하지만 적십자의 보고에 대해 미 극동사령부는 3월 15
일자 서한에서 이 사건은 UN군사령부내부의 문제이며 UN정책이 비난받을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미군은 이미 국제 인도기구의 역할을 무시하고 오히려 미국측의 민간
인 억류자 석방정책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하지만 2ㆍ18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자, 책임문제로 당혹스러워하던 포로수용
소 당국과 미 8군, 동경의 UN사령부는 '포로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통제'를 강조
하게 되었다. UN군사령관은 앞으로는 미 8군사령관 밴플리트가 직접 재심사 작업을 관
장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반란사건이 없도록 “포로에 대한 가장 효율적
이고 실질적인 통제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강조529)하여 포로수용소에 대한 통제방식을
배치시켰고, 3:50분에 권총이 발사되면서 2분간 발포가 시작되었다. 25대의 중기관총 63개의 경기관총이 배치되어
발포되었다. 2분간의 발포가 끝나자 병력들이 수용동으로 들어와 수류탄을 던졌다. 이 결과 102명이 사망했고 260
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Report on atrocities", pp.17-18.
525) Walter G. Hermes, op. cit., pp.239-240.
526) “The Handling of POWs”, p.25.
527) 경향신문 , 1952. 2. 26. 민주신보 , 1952. 2. 28
528) 1952년 5월 3일 국제적십자가 미 국무부에 보낸 서한『한국전쟁시기 북한군 포로관계 문서(1950~1954)：남북한
관계 사료집』 12, pp.160-62 보고서 원문은 ICRC Archive B AG 210 056 - Generalites concernant les
prisonniers de querre: rapports de visites de camps 1950-1969, Coree du Sud 1951-56 폴더 001 1952년
2월 비에리의 수용소 방문, 2.18 사건 보고(프랑스어)
529) Walter G. Hermes, op. cit.,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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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재조직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들은 모두 국무부에 보고되었고 장관 애치슨도 인지하고 있었다.(Acheson,
1969: 654) 뿐만 아니라 계속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포로에 대한 발포가 이루어지자, 국

제적십자위원회 한국파견 대표는 포로수용소에서 1952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발생한 유
혈 사건들에 우려를 표하며 포로들에 대한 발포는 제네바 협정 제 42조 위반530)임을 분
명히 지적했다. 그리고 특히 적십자는 3월 13일의 사건 이후 릿지웨이 장군에게 같은
국적의 경비원은 위험을 조장하므로 거제도 수용소에서 한국인 경비를 철수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포로 교육을 위한 CI&E의 정치 교육프로그램의 거부 같은 정치적 활동
이 항상 사건의 원인이 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적십자는 포로 관
리가 용이하도록 수용동을 더 작은 수용소로 분할할 것을 제안했다.531)
이 시기에 맨허드도 중국 포로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사태에 대한 보고서를
무초를 통해 국무부로 전달했다. 무초는 이를 2병참 사령관 욘트 장군에게 전달했고 돗
드에게 이 문제를 알릴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를 수용소에 알렸다면 이제
기다리는 것 밖에는 할수 있는 일이 없다며 이런 문제제기를 무시했다.(FRUS 1952, 98,
99, 142)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52년 3월 17일 한국반공청년단은 강제 송환에 반대하는 더욱
큰 규모의 시위를 조직했다. 이는 81, 82, 83 수용동에서 시작되었고 다른 17개 반공
수용동으로 확산되었다. 그러자 이때부터는 공산주의 포로들도 송환에 대한 대응 선동을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66수용동의 이상조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여덟 개 수용
동이 반공주의 집회에 대응해 소위 '송환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Bradbury 1968,
300-301)

결국 민간인 억류자의 재분리 문제는 큰 유혈사태를 초래했고, 양측의 공개적인 갈등
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 사건들이 모두 외부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UN군의
포로정책과 정전협상의 진행, 전범조사와 권력투쟁, 심사와 분리, 그리고 경비의 행동과
관련해 발생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돗드사건이 일어날 때 까지는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다.(Rosemary Foot 1990,118)

3) 반공 오리엔탈리즘과 이중적 배제 : 4월 심사의 집행과 돗드 사건 이후 수용소의
강경 분리정책
이런 대규모 유혈사태들이 알려진후 판문점에서 4월 1일 중국측은 포로수용소에서 국
민당 요원이 고용되어 포로들을 장개석에게 넘기려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집중
적으로 제기했다. 중국이 이 문제에 극도로 민감함을 보이자 조이는 릿지웨이에게 UN
수용소에 고용된 대만인들을 제거해야한다고 권고했다.(FRUS 1952, 125-27)
530) 제 42조 “포로, 특히 도주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포로에 대한 무기의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며, 이에 앞서
해당사정에 적합한 경고를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
531) “거제도사건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 각서”, 국방부정훈국 전사편찬회, 위의 책, C40~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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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월 18일 사건과 3월 14일 사건은 정전협상장에서 그런 환경에서 송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공산측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산측 입장엔 여전히 아직 자원송환 정책에 대한 약간의 유연성이 남아 있었
다. 이는 송환될 포로의 수의 예상치가 수용가능한 범위내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심사의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넘은 것이었다.
자원송환 원칙이 확립된 후 이를 집행하기 위한 4월 심사가 시작되면서 포로수용소에
서는 세 단계의 대규모 작전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작전은 거제도에서 1952년 4월 8일
부터(부산에서는 4월 15일) 10일간 진행된 산개(SCATTER) 작전이었다. 이것이 바로 소
위 '친공포로(송환희망)'와 '반공포로(송환거부)'를 분리하기 위해 진행된 심사 작전이었
다.532)
이 작전에서 수용소측은 모든 포로들을 대상으로 정전협상의 결과 북한이나 중국으로
송환을 거부할 것인지를 묻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송환될 포로의 수를 충분히 확
보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실제 포로 심사 과정은 그전부터 계속되어 오
던 폭력과 정치적 개입, 송환 거부 수를 늘리기 위한 CIE의 대응으로 얼룩졌다. 특히
CIE 장교들은 공격적으로 비송환을 독려했으며 한국인들도 가능한 많은 이들이 송환을
거부하게 만들려고 했다.533)
하지만 공산주의 포로들이 장악한 수용동들은 심사에 대한 저항이 너무 강해서 작전
을 수행될 수 없었다. 이 심사에서 약 4만 4천명의 북한, 남한, 민간인 억류자들이 심
사가 제네바협약에 위반된다며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다. 또한 병원에 있는 12,000
명의 포로와 민간 억류자들이 심사되지 않았다. 4월 10일에는 심사중에 95수용동에서
심사를 거부하던 포로들의 반란이 있었고 UN군이 이를 진압하면서 한국군 경비 4명과
포로 3명이 죽고, 60명의 포로가 부상당했다.(FRUS 1952, 144, 153)534)
미국측은 포로 13.2만명중 약 11.6만명, 민간인 3만8천 명중 약 1만8천명, 도합 13만
4천여명이 송환을 희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약 5만 8천명 정도만 송환을 거부할 것으
로 예상한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 결과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의 수는 놀랍게도 11만 6
천명에서 훨씬 모자란 7만 3천명에 불과했다. 이는 중국 포로들의 2/3이상, 북한 포로
들의 1/3이상이 송환을 거부했다는 것이었는데, 리지웨이와 조이뿐 아니라 트루먼 정부
관료 모두를 놀라게 했다.(FRUS 1952, 144)
이 정보를 받자 미 공군 사령관은 '비강제 송환'이라는 문제 전체를 다시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국무부 관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트루먼이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밝
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사를 거부한 이들이 송환을 희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심사를

532) “Collection" pp.175-176.
533) 이러한 방침이 문제가 되고 돗드 사건이 터지자, CI&E의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O'Bien) 대령은 돗드 사건이
후 6월 6일부로 즉각 면직되었다. 이후 개정된 CIE 가이드라인은 어떠한 형태의 이데올로기적 내용도 도입되어선
안된다고 금지되었다. Ron Robin, The Making of the Cold war enem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pp. 159-160.
534) RG 389 Entry A1 1005 Enemy Prisoners of War/Civilian Internee Complaint and Investigation Files,
Box 1-16 : 1952년 4월 사건 보고서 (4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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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지, 만일 재심사 결과 더 많은 수가 송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느라 분
주했다. 제대로 된 수를 얻기 위해서는 재심사 계획이 필요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미 표
면적으로는 자원송환 원칙을 도입하되, 어느 정도 규모의 포로를 송환시키려 했던 상황
에서, 스스로 선택한 정책의 결과를 감당하지 못하는 덫에 걸려 있었다.(FRUS 1952,
148, Rosemary Foot 1990, 94)

표 5-2. 52년 4월 송환심사 결과
분 류

송환희망

송환거부

미심사

총 수

북한 포로
중국 포로
한국 포로
민간인 억류자

21,102
3,467
3,559
2,628

30,389
14,126
11,057
18,675

44,345
3,193
1,384
18,015

95,474
20,786
16,000
37,740

합계

30,756

74,247

66,937

170,000

출처 : Joy Diary, p.356.
결국 52년 4월 19일 2주만에 판문점 회의가 재개되었다. 공산측은 이전 명단보다 약
600명 증가된 12,100명의 포로(7,700 한국인, 4,400 외국인)를 억류하고 있다고 통보
했다. 하지만 미국 대표는 공산측으로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의 수가 7만명 뿐이라는 사
실을 통보했다. 공산측 대표는 충격과 분노를 감추려고 바로 중단하고 나가버렸고 다음
날 복귀해 미국이 11만 6천명이 송환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번복하고 있으며, 수용소
내에서 '장개석과 이승만 꼭두각시들'이 포로들이 송환에 저항하게 강제했다고 비난했다.
공산측은 UN이 제시한 7만명 송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Bernstein 1983,
284)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리지웨이와 조이 무초를 포함해 다수가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송환을 희망한다는 포로들은 피멍들게 두들겨 맞거나 살해되었고, 대다수
의 포로들은 솔직하게 그들의 선택을 표현할 수 없었다. 그들이 말할수 있는 유일한 답
변은 'Taiwan' 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뿐이었다. 조이는 포로들이 솔직하게 말할수
있었다면 15%가 아니라 85%가 송환을 희망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535) 이후 포로수용
소장에 취임한 헤이든 보트너는 송환 심사자체를 매우 냉소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때
의 적들이 미군이 감독하는 감옥에서 주입교육을 받으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우리편으로 전향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것은 매우 기만적이라고 회고했다.(Bernstein 1983, 285-86, FRUS 1952, 192))536)
미국은 정전협상에서 포로들에 대한 정전이후 중립국 재심사 방침과, 중립국가의 선
정, 공항 수리문제와 포로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포로문제와 공항문제를 교환
하려는 방식으로 교착상태를 풀려고 했다. 리지웨이는 이에 반대했지만 상부는 4월 28
일 협상장에서 패키지 프로포절을 제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협상장에서 미
535) Allan E. Goodman(ed.), Negotiating While Fighting: The Diary of Admiral C. Turner Joy at
the Korean Armistice Conference, Hoover Institution Press, 1978, p.355.
536) Boatner, “Prisoners of War for Sale”, American Legion Magazine, August 1962,p.39.

268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국의 최종입장임을 강조하고 패키지 프로포절을 제시했다. 약 9만명의 포로만 송환하겠
다는 것이었다.537)(Rosemary Foot 1990,101)
이 예상 못한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베이징 지도부와 협상가들은 포로문제가 매우 정
치적 문제임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중국의 협상지도그룹은 52년 5월 초 패키지 프로포
절에 대해 검토한 끝에 미국이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달성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리커눙은 트루먼 정부가 첫째 대통령 선거에서 트루먼은 부드러운 태도
를 보이면 민주당의 입장을 훼손하게 되고, 둘째는 53년도 국방 예산을 증대시키기 위
해서 이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전쟁을 지속하려 한다고 판단했다.538) 이에 따라 중국 지
도부는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심각한 정치투쟁이며 필요한 경우 1년 더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다.539)
이에 따라 공산측은 52년 5월 2일 패키지 프로포절을 거부하고 UN의 공항 관련 제
한을 철회하고 중립국에서 소련은 제외하되, 모든 포로를 송환한다는 대항 제안을 내놓
았다. 사실 중국은 소련을 중립국에 포함해야한다는 기존주장을 철회하면서 미국과 공항
문제를 교환하기로 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송환될 포로의 수였다. 공산측은 UN이 수행
한 4월의 심사는 불법적이었다며 포로 10만명 이상을 억류하려는 시도는 인정할수 없다
고 선언했다. 결국 미국의 최종제안을 거부한 상태로 정전협상은 아무 진전을 보이지 못
했다. 이때까지 총 63개의 정전협상 조항중 61개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남은 유
일한 문제가 포로 송환문제였다.540)
재심사와 돗드 사건, 보트너의 강경 정책
4월 심사이후 재심사를 추진해야했던 수용소 내부에선 더욱 더 큰 폭력 사태들이 발
생했다. 4월 12일 조이는 릿지웨이에게 포로수용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들에 대해 보
고했고, 릿지웨이는 미 8군 사령관 벤플릿에게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을 거제도에서
육지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 향후 재심사 과정에서는 앞서 발생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
게, 모든 수용동 지도자들을 제거할 것이며, 포로들은 1000명씩 분할된 수용동으로 옮
기기로 했다. 하지만 밴플릿이 포로들을 나누어 수용할 수용동을 지으려면 2-3주는 더
걸린다고 보고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자 릿지웨이는 이들은 모두 송환을 희망하고
있어 심사가 불필요하다며 중국포로 재심사 결정을 보류했다.541)(355-56)
하지만 4월 16일경 벤플릿은 17개 수용동 중 송환을 거부한 7개 친공 수용동 총

37,872명의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들을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심사할 수 없다며 재심사
할 계획을 제출했고, 심사를 통해 송환 희망 포로들을 새로운 수용동으로 옮기기로 했
537) 52년 4월 28일, 조이 제독은 완전히 받아들일 교착상태를 풀 새로운 제안을 했다.(Annex 17) Package
Proposal UN이 공항의 건설과 복구에 대한 제한을 철회할 테니, 공산측도 '자원 송환' 원칙을 받아들이고, 이존에
6개국 대신 4개국으로 정전 감시 팀을 구성하기로 했던 UN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UN은 또한 정전협약 이후 적
합한 국제 감시, 양측에 감시하에 재 심사를 제안했다.The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1952.
538) Du Ping, Zai zhiyuanjun zongbu, 465; Xu Yan, Diyici jiaoliang, 279–9.
539) Telegram (drafted by Zhou Enlai), Mao Zedong to Filippov [Stalin], 29 May 1952, ZENB, 1:239–0.
540) The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1952. Joy Diary, pp.400-406
541) Joy Diary, p.3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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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릿지웨이는 이를 승인했고, 첫 심사의 결과 병원 수용동에 있던 포로들 2,208명이
송환을 희망했고 1,003명은 남기로 했다.542)(Acheson, 1969: 654)
재심사 직전에 4월 19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분산(Spreadout) 작전이 전개되었다. 이는
심사를 거부하는 포로들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송환거부의사를 밝힌
82,000명의 포로(소위 '반공포로')와 민간인 억류자들을 거제도로부터 제주도나 육지의
새로운 수용소로 옮기는 것이었다. 송환 거부 중국 포로들은 제주도 모슬포에 새로 건설
된 포로수용소 13호로 옮겨졌고, 송환 거부 한국 포로들은 부산, 마산, 용천, 상무대,
논산에 있는 11, 12, 14, 15, 16 수용소로 이송했다.543)
이 작전이 완료되자 소위 반공포로들이 모두 제주도나 육지로 빠져나가고 거제도에는
송환희망하거나 송환심사를 거부했던 포로들만 남은 상황이었다. 공산주의 포로들이 보
기엔 UN요원들이 포로들로 하여금 반공주의자가 되게 부추겼고, 당시 공산주의 포로들
은 전체 수용동의 1/3정도만 통제하고 있었으며, 다른 수용동에서는 공산주의로 의심받
는 경우 물리적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이 스스로 고도로 조직화된 반동의
물결에 절박하게 대항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단지 선전이 아니었다. 릿지웨이는 심사
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이 포로들을 강제로 심사하려 들 경우 폭력과 유혈사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들을 반드시 심사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는한 이 포로들을 심사하지
않고 송환될 포로의 명단에 포함할 것을 JCS에 제안했고 JCS는 5월 6일 이를 승인했
다. 이것이 52년 4월, 5월, 6월 거제도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전 세계의 신문 1면을 장
식하게 된 배경이었다. 돗드 사건은 강력하게 조직화된 소위 친공포로들만 남은 상황에
서 재심사 작전이 전개되기 직전에 발생한 것이었다.(FRUS 1952, 184, 190, Bradbury
1968, 301)

그런데 이 시점에서 패키지 프로포절이 거부되고 정전협상에 진척이 안보이고 대립이
격화되자 미국 정부는 오히려 자원송환 정책을 더 숭고한 정치적 이념의 문제로 정당화
하기 시작했다. 미국내 정치권은 자원송환 원칙에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544)
특히 트루먼은 패키지 프로포절을 지지하기 위한 5월 7일 연설에서 트루먼은 한국에서
정전협상 타결을 위해 학살과 노예화가 기다리는 곳으로 사람들을 돌려 보내지 않겠다
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와 터키, 베를린, 한국에서 미국의 단호한 행동은 소련에게 영향
을 주어 세계 평화를 가져올 것이며, 자원송환 정책은 중국의 혁명 정권을 흔들 것이라
는 전망을 내미쳤다. 나아가 트루먼은 '강제송환은 우리의 한국에서의 활동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도덕적, 인도적 원칙에 모순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이렇게 이 정
책의 채택을 지지하는 미국 정부의 발언들은 이 정책의 군사적 측면 보다는 정치 이데
올로기적 측면을 강조했다. 정치인들에게 포로 정책은 휴전선이나 중립국에 의한 정전감
542) Joy Diary, p.361. FRUS 1952, 162-63
543) “The Handling of POWs”, pp.26-27., “Collection" pp.177-178.
544) 놀렌드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의 한국전쟁 프로파간다 리플렛과 AFL trade union committee 선언을 보여주며
항복한 적 병사 모두에게 망명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월터 주드 하원의원은 정부가 자원송환 정책
을 굳건히 지지해야하며 남한과 대만 정부가 수용소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Rosemary Foot 1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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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제 같은 군사적 실무와 달랐다. 미국 정치인들에게 포로문제를 미국의 근본적 전통
과 공산주의와의 논쟁의 핵심이었다. 즉 미국의 정책은 보호를 요청하고 선택을 하는 인
간의 권리, 즉 개인의 인권이라는 근본적 인도주의적 원리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가 관여하고 있는 개인의 삶이 국가를 위해 복무한다는 전체주의국가의 이데
올로기와 투쟁하는 핵심 원칙이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집단적 권리를 고수하고 있는 공
산주의 진영의 열등함에 대비되는 개인의 선택에 근거한 인권이라는 도덕적 우월성의
상징이었다. 이런 논리로 미국은 한국전쟁을 그것이 소련에 대한 봉쇄라는 부정적 방식
에 기반한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입각한 근본적 원칙을 보호하는 행위로 정당
화할 수 있었다. 즉 미국은 한국전쟁을 보편적 인권을 위한 전쟁, 문명의 전쟁으로 만들
고자 했고, 이 단계에서 미국 정부는 자원송환 정책에 과도한 명예와 위신을 투여하고
있었다. 그럴수록 한국전쟁 포로들은 미국의 전지구적 냉전 정책을 증명해야할 담보물이
되었다.(Bernstein 1983, 287, 로즈마리 1990, 108-09)
하지만 이 연설이 이루어진 바로 그날 포로 수용소장이 납치되는 대 사건이 발생했
다. 수용소장 돗드는 76수용동 대표의 면담 요청을 받아 1952년 5월 7일 14시에 수용
동으로 갔다가 납치당했다. 당시 릿지웨이는 미 8군 사령관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돗
드를 석방시키라고 명령했고 1군단 참모장이던 콜슨 준장을 수용소 사령관에 임명했다.
돗드는 5월 10일에 석방되었으나 그동안 포로들에게 가한 강제 심사와 비인도적 잔혹행
위를 모두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각서에 콜슨이 서명했다. 5월 12일 리지웨이
가 유럽으로 가면서 마크 클라크가 UN군 사령관이 되었고, 돗드와 포로간의 합의를 아
무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며 전면 부정했다. 돗드, 콜슨 모두 강등되었고 5월 14일에는
보트너 준장이 신임 수용소장으로 임명되었다.545) 5월 22일 이후 판문점 정전협상팀의
대표 조이도 물러나고 윌리엄 헤리슨이 정전협상 대표가 되었다. 돗드 사건으로 인해
UN군사령관부터 판문점 정전협상팀, 수용소장까지 지휘라인이 모두 교체 것이었다.
그만큼 이 사건의 영향력은 컸다. 돗드가 납치된 후 UN측이 자행한 모든 가혹행위를
인정한 이후 돗드 사건 이전에 포로수용소 내부에서 2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사건들이
UN에도 보고되었고546)(YBUN 1952, 159) 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AP가 52년 5월 중
순경 이를 언론에 보도하면서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돗드 사건을 포함한 기존의 포로수
용소 내부의 폭력 사태들에 대한 국제적 보도는 미국이 진행하는 심사과정 자체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흔들었다.(Rosemary Foot 1990,119)
당장 정전협상장에서 공산측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런 정보들은 지속적
으로 이런 심사와 자원송환 원칙 자체가 제네바협약 위반이며, 또한 UN군이 포로를 잔
인하게 처우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공산측에게 분명한 증거를 제공해준 겪이 되었다. 5
월 17일부터 정전협상 북한측 대표인 남일은 “위협과 폭력에도 우리의 생포된 인민들
은 영웅적으로 궐기하여 강제적 조사에 반항했다. 너희 포로수용소장은 우리 포로들에

545) “The Handling of POWs”, pp.27-29., “The Administration” Vol Ι pp.35-36.
546) (S/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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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가한 비인도적 대우, 살인적 폭력, 포로를 심사하고 재무장하려고 자행한 범죄 및
불법적 행위를 전 세계에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547)며 UN의 포로처우를 비난했다.
조이가 정전협상 대표에서 교체되는 5월 22일 공산측의 비난은 정점에 달했다.
이렇게 돗드 사건으로 포로들에 대한 강제 심사와 잔혹행위가 폭로되자, 트루먼 정부
가 정전협상을 끝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민주당 정권에 대한 지지도
침식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은 그동안 포로의 자원송환 계획으로 미국이 우방국
에게 받아왔던 국제적 지지가 크게 약화되었다.548) 5월에 애치슨이 유럽을 방문했을때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549) 자원송환 원칙을 강력히 주장했던 애치슨에 대한 트
루먼의 신뢰도 다소 흔들렸다. 그리고 이후에도 포로수용소 내부에서 계속 사건들이 발
생하고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그해 가을 UN총회에서 미국이 포로 송환문제
를 의제로 제시했을 때, 미국에 대한 지지가 이전같지 않았다.(Acheson, 1969: 655)
미국의 양보없는 태도와 중국의 완고한 전략으로 판문점 협상은 교착상태에 도달했다.
52년 5월이후 양측이 포로문제에 대한 논의 중지를 선언하고 판문점 회의는 몇주간 중
단되었다.(Chen Jian 2001,112)
그런데 협상 자체가 중단되고 양측의 비난이 극심해지자 새로 수용소장으로 취임한
보트너는 트루먼이 미 육군부 장관 페이스에게 수용소 상황을 다시 통제하기 위해 강한
방식을 사용하라는 명령에 따라 수용소 내부에는 더 강경한 정책을 도입했다.(FRUS
1952, 226) 새로 부임한 UN사령관 클라크와 새로운 수용소장 보트너는 4월 심사에서

심사자체를 거부하고 돗드 수용소장을 납치한 공산포로 수용동을 진압하기로 했다. 보트
너 취임 직후인 5월 22일, 미 8군사령관은 거제도를 시찰한 후 보트너가 수용소의 통제
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들에 만족하고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550)
보트너 지휘하의 포로수용소는 돗드 사건 이후 포로들에 대한 폭력과 무력사용을 주
저하지 않았고, 포로들에 대한 통제를 극적으로 강화시켰다. 포로수용소는 이를 위해 1)
압도적인 무력 사용, 2) 관리하기 쉬운 500명 규모의 작은 수용소로 분산, 3) 친공포로
와 반공포로, 친공주의자들과 반란 지도자들의 분리, 4) 경비와 감시 병력의 증강, 5)
모든 수용소 내부 사안에 대한 직접적 개입, 6) 거제도의 수용소 주변 모든 민간인들의
이주, 7) 정보수집과 첩보작전의 강화551)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송환을 희망하는 자들은 공산주의자로 확증하여 분산조치 되었고 500-600
명 단위의 수용소가 건설되었다. 한 개 구역에는 8개 수용동을 넘지 않았다. 수용동 감
사는 더욱 자주 이루어졌으며 밀거래품 검사도 포함되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비밀 활동
547) Walter G. Hermes, op. cit., p.264. Joy Diary, p.423-437.
548) Walter G. Hermes, Ibid, p.262.
549) 1952년 5월 27일 런던에서 국무부장관에게 보낸 영국 여론 동향. 거제 수용소의 사건과 자원송환 문제. UN군의
통제 방식과 심사 방식에 대한 의구심. 자원송환 원칙은 동의하지만 심사가 제대로, 혹은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 한국전쟁시기 북한군 포로관계 문서(1950~1954)：남북한관계 사료집』 12, p.176
550) “The Handling of POWs”, p.31.
551) Karl W. Gustafson, "The Korean Second Front - Prisoners of War", US Army War College, Student
thesis, 1963. 3.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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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19:00 〜 05:00시 사이에 통행금지도 실시되었다. 반란 지도
자들을 식별, 분리하고, 수용동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첩보 시스템이 확대 되었다.552)
보트너는 6월 초에 공산포로 수용소 내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85,
96, 60수용동에서 공산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것을 내리라고 명령했으나 포로들은 이를
무시했다. 이럴 경우 보트너는 탱크를 투입했다. 6월 4일 2대의 전차의 지원을 받으며
38연대가 85수용동으로 이동했다. 전차로 국기 게양대를 밀어버리고 군 병력은 간판을
찢어버리고 깃발을 불태웠다. 30분후 군 병력은 96, 85수용동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
고, 60수용동에 최루탄을 쏘고 수용동으로 들어가 깃대를 잘라버렸다. 이런 조치에 만
족한 보트너는 더 큰 작전을 개시했다.553)
6월 10일부터는 송환희망 포로들을 이주시켜 더 관리하기 쉬운 작은 규모의 수용동에
억류시키는 분리(Breakup) 작전이 시작되었다. 5월부터 거제도 남쪽 저구리와 용초도, 봉
암도 등 작은 섬에 격리된 새로운 수용 구역을 건설했고, 각 구역들은 4〜8개의 수용동
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수용동은 5백 명 규모로 건설되었다.554) "Moving Day" 작전으로
약 12,000명의 북한 송환 포로들이 17구역(저구리)으로, 8천명의 북한 송환 포로들은
18구역(용초도)으로, 1만 명의 민간인 억류자들은 19구역(봉암도)으로 이송되었으며,
5,600명의 중국 포로들은 21구역(제주)로 이송되었다. 6월 17일이 되면 약 48,000명의
북한 포로들만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남아있었다.555)
그런데 이 작전이 처음으로 수행된 곳은 바로 돗드 사건을 일으킨 76수용동이었다.
이는 돗드 사건에 대한 일종의 상징적 보복으로서 첫 작전 수행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었다. 작전 수행을 위해 보트너는 이학구에게 76수용동 포로를 150명씩 무리지어 집합
시키고 이동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포로들이 이를 거부하자 보트너는 탱크, 전차를
대동한 187 공수여단 요원들을 배치시켰다. 이후 포로들이 약 세시간 동안 칼과 화염
병, 돌로 저항했으나 187 공수여단이 투입되어 충격수류탄과 최루탄, 총검으로 포로들을
진압했다. 미군은 이학구를 생포해 수용동에서 추방했으며 포로들을 모두 트럭에 실어
새로운 수용동으로 이동시켜 그곳에서 지문을 찍고 피복을 배급했다556). 이 분리 진압
작전이 수행되던 과정에서 40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당했다.557) 한 문서는 276명의
포로가 사망했고 4천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558) 이는 UN에도 공식 보
552) 미군은 수용동 내에 정보원들을 투입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첩보 프로그램'을 운용했다. 수용동 내 포
로들이 효율적인 '방첩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반자를 단호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정보원은 가능한 초기에 침투시켰다.
정보원들은 단기간 밖에 써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포로들이 유입되는 흐름에 따라 훈련된 예비 정보원들의
규모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 지속적으로 침투시켰다. “The Administration” Vol Ⅱ p.63.
553) Walter G. Hermes, op. cit., p.259.
554) “Collection" pp.180-181.
555) “The Handling of POWs”, pp.34-35.
556) Walter G. Hermes, op. cit., p.259.
557) “The Administration” Vol Ι p.40.
558)'조국전선'문서에 따르면 작전은 6월 10일 새벽 6:10 보트너 준장의 명령으로 시작되었다. 병사들이 불규칙적으로
발포했고 가스탄과 수류탄을 발포했으며 탱크가 수용동으로 진입했다. 이 작전엔 약 4천명의 병력을 동원되었고,
187공수여단, 2사단 27연대, 92, 94헌병대대가 포함되었다. 군인들은 20개의 대포와 40대의 중ㆍ경기관총, 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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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었다.(YBUN 1952, 160)
76동의 진압이후 심사에 저항하던 나머지 수용동들은 모두 순순히 심사에 응했다. 재
심사가 이루어진 후 남은 모든 포로들은 고립된 저구리, 봉암도, 용초도, 제주도로 이동
되었다.
6월 10일 사건은 포로들이 계획에 따라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랜 기
간 친공/반공의 구도로 수용동마다 조직이 형성되어온 상황에서 수용소 측이 심사에 거
부하는 수용동을 진압 분리하는 계획을 관철하기 위해 준비한 분리(Breakup)를 수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 사건에 대응하던 포로들의 폭력성과 그 준비정도를 강조
했고, 또한 이것이 외부로부터 명령받은 체계적 반란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 대사
관의 보고에서도 1952년 5월과 6월의 저항은 명백히 현지 포로 지도자들의 결정에 의한
것이지 외부의 선동, 지시의 구체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보고했다.559)
무엇보다 탱크와 공수부대를 동원한 수용소측의 이런 대규모 군사작전은 포로에게 매
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한 제네바 협약의 전면적인 위
반이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판문점에서 교착상태가 출현하고, 돗드사건 이후 공산측
이 판문점에서 UN군의 제네바 협정 위반을 전면 공격하자 점차 제네바 협약을 피하고
부정하기 위한 논리의 출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전쟁 포로들을 완전히 '예외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다음과 같은 '반공오리엔탈리즘' 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학재,
2010)
대부분의 수용소 요원들은 이전에 단 한번도 동양인들을 경험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공
산주의자들이 인정할 유일한 권위는 필수적인 강제력의 적용과 사용이라는 결론이 도출되
었다.(...)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적이 포로가 된 후에는 비전투원이라는 전제하에 만
들어졌다. 그리고 그 조약은 전형적인 비전투원 포로로 간주되었던 두 번의 세계대전의 경
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동양 공산주의 포로는 스스로를 조국에 대한 자본주의적 적
국가에 대항하는 활동적인 적으로 여기고 활동한다. (...) 스스로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UN사령부 당국을 세계적으로 당혹시켰다.(...) 지난 3년간 한국에서의 경험에 근거해 이
조약은 '동양 공산주의 포로'라는 새로운 형태의 포로를 다루기 위해 반드시 개정되거나 현
실적인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중요한 교훈은 동양 공산주의 포로들은 포로 협약의 작
성자들이 상상했던 유형의 포로가 아니라 활동적인 적이라는 것이다.(강조는 인용자) 560)

즉 미군은 1952년 5월 돗드 사건과 수용소내 포로들의 저항, 그리고 이들을 진압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양 공산주의 포로의 특이성을 이유로 1949년 제네
바 협약을 부정하는 논리를 만들어 냈다. 이는 동양 공산주의 포로는 더 이상 제네바협
약상 항복한 비전투원이 아니라 '활동적인 적active enemy'이라는 주장으로 나아갔다.
즉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냉전의 반공주의와 광신적 동양인이라는 오리엔탈리즘
이 적용된 이중의 배제이자 이중의 낙인이었다. 여기서 특히 동양인이라는 규정은 한국
소총으로 무장하고 22대의 탱크로 지원을 받았다. 공격은 4시간 동안 지속되어 10:30분에 끝났다.“Report on
atrocities", p.18.
559) 1952. 7. 2. FRUS 1952-1954 Vol ⅩⅤ, pp.369~370.
560) “The Administration” Vol Ⅱ pp.62-63,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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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수행하는 미군들이 수용소 포로들을 타자화했던 여러 행동들의 집합이었다.
많은 동양인들에게는 다른 세계의 더 잘 교육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디즘
과 야만성이 있다. 중국 공산군은 대규모 유혈사태를 봐왔고 죽음을 감수하게 훈련되었다.
그들에게 불행해하고 개인문제를 걱정하는 더 인간적 측면도 있었지만 이는 숨겨져 있었
다. 그들은 경찰관, 포로 경비, 지휘관 등 약간의 권력이 주어지면 극도로 야만적이고 오
만한 경향을 보였다. 그들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 다른이들의 것도 비슷하게 간주했
다. 그들은 개처럼 훈련되었고, 명령받으면 가혹하게 공격했다. 그들은 살육을 즐거워했다.
(...) 중국 한국인들은 매우 강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갖고 있었다. 동양인들은 주권국가가
아니라 지역 관료나 군지휘관에게 충성해야하기 때문에 (이들의) 민족주의적 감정은 늘 개
인에 대한 충성심으로 나타났다. 최근 동양인들에게서 민족주의 감정이 점차 커졌고 동양
공산주의자들은 이 커지는 민족주의를 그들의 사상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해왔다. 공산주의
자들은 동양인들이 공산주의가 그들의 민족이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믿
게 했다. 동양 공산주의 포로들의 행동은 공산주의에 대한 광신과 결합된 애국주의의 관점
에서 이해할 수 있다.561)

송환될 포로의 수가 충분치 않아 정전협상이 교착되고, 미국이 스스로 제안한 자원송
환 원칙의 덫에 빠지자, 자원송환 원칙은 새로운 문명의 기준이라는 숭고한 정치적 이념
이 되었다. 동시에 19세기적 민족-주권 원칙의 상징인 제네바협약의 전원송환 원칙도
부정되고, 더 나아가 인도주의적 정신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도 부정되었
고, 반공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이중의 배제를 통해 포로에 대한 무력 사용이 정당
화되었다. 한국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자유주의의 보편적 기획이 적용되자 예외상태와
적나라한 폭력이 발생한 것이었다.

3절. UN 총회에서의 자원 송환 원칙의 관철과 반발
1) 협상의 교착과 민간인억류자 석방 : '기정사실'의 정치
1952년 6월 판문점에서는 간간히 협상이 열렸으나 진전이 없었다. 그리고 6월 27일
심사가 최종 완료 되었다. 심사 결과 기존의 송환될 포로의 수보다 약 만여명 증가한
약 8만3천명 정도(77,000명의 북한인과 6,400명의 중국인) 가 송환될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미국은 이 숫자가 알려지면 기존 심사에 대한 의심이 더 증폭될 것이 두려워
이 수를 조정하려 했다. 하지만 그러다가 7월 4일, 공산측의 요청으로 비밀 회의가 열
린 상태에서 정전협상장에 새 정보를 제시하게 해달라는 클라크의 반복 요구로 인해 7
월 13일 이 정보가 공산측에 전달되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원래 예상했던 11만명에서
훨씬 적은 수였고, 더군다나 중국포로들은 1/4만이 송환을 선택한 것이었다. 정전협상은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로즈마리 풋 131)
561) “Collections"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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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시기에 중국 협상지도그룹 리커눙과 다른 협상가들은 중국 협상가들이 제안
한 최저 9만에서 그렇게 멀지 않기에 포로 문제를 풀기위한 근거로 받아들이자고 제안
했다. 하지만 마오는 이를 즉각 거부하며 리커눙과 협상가들을 정치적으로 순진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마오는 얼마나 많은 중국 북한 포로가 송환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
느 쪽이 협의를 통해 정치 군사적으로 바람직한 위치를 점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강조했
다.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면 정치 군사적 압력하에 적의 요구에 양보한 것이 된다.562)
마오의 명령에 따라 협상에서 중국 북한대표는 7월 18일 회의에서 공산측은 더 나아가
83,000명이 아니라“국적과 출생지”에 근거해 또 다시 116,000명의 포로를 모두 송환
하라고 요구하며 UN측의 제안을 거부했다.(Chen Jian 2001,109)563)
협상이 교착되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52년 6월 말부터 남한출신 포로들의
석방이 시작되었다.564) 이 시점은 거제도 수용소에서 산개, 분산, 분리 작전이 모두 치
러져 포로에 대한 최종적 재심사와 분류가 끝나고 송환희망 포로들을 고립된 각 섬으로
분산수용이 끝난 시점이기도 했다. UN군사령부는 6월 23일, 당시 영천과 부산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던 2만 7천명의 남한 출신 '민간 억류자'를 한미 양국간의 합의하에 석방하
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UN군사령부가 석방할 민간 억류인들은 1951년 12월 18일에 판
문점에서 교환한 포로 명부에서 삭제되어 있었다. UN군측은 이들이 억류된 것은 '공산
군이 민간인의 의복을 입고 UN군 전선에 침투하려는 전술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불행하
게 억류되었다고 첨언하였다.565)
원래 1951년 12월 18일 현재 포로명단에서 삭제되어 민간인 억류자로 분류된 포로들
의 수는 37,000명이었다. 그런데 이후 진행된 재심사에서 약 1만명이 북한 송환을 희망
해서 52년 7월 13일 판문점에서 공산측에 전달된 명부에 포함되었다. 52년 7월 이들이
먼저 석방된 것이었다. 그런데 추가로 1951년 12월 공산측에 명단을 넘길때까지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16,000명이 더 있었다. 이중 심사를 통해 북한 송환을 거부한
11,000명은 1952년 9월 추가로 민간인 억류자로 재분류되었고 이후 한국에서 석방되었
다. 남은 약 5천명은 52년 7월 13일 공산측에 전달한 목록에 포함되었다.566)
민간인 억류자 석방은 6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 1차로 각 도별 200명씩 1,500명을
562) Telegram (drafted by Zhou Enlai), Mao Zedong to Kim Il-sung and Li Kenong, 15 July 1952, ZEJW,
4:289–0. On 18 July 1952, Mao Zedong conveyed the text of the telegram to Stalin; see CWIHPB, nos.
6– (Winter 1995–6): 78–79.
563) 7월 13일에는 UN 대표가 공산 대표에게 포로 심사 최종 결과를 전달했다. 4월 19일에 나온 수는 총 7만명이었지
만 새로운 결과 총 83,000명이 송환을 원했다.(77,000명의 한국인과 6,400명의 중국인) UN 대표는 정전협상 이
후 공평한 기관 혹은 합동 팀을 통해 개인 인터뷰를 하자고 다시 제안했다. 공산측은 준비된 문건에 기반해 새로운
수도 현실적인 타결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며, 2만명의 중국 포로가 반드시 송환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반복했다.
7월 18일, 향후 회의에서 공산측은 83,000명을 송환한다는 제안을 철회하고 “국적과 출생지”에 근거해 116,000
명의 포로를 모두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564) 6월부터 8월말까지 28,504명, 1952년 10월부터 다시 남한출신 16,000명중 민간인 억류자로 재분류한 11,407명
을 석방하여 총 39,464명을 석방했다.
565) 『동아일보』, 1952년 6월 23일
566) The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Korea : A Summary of Further Developments in the
Military Situation, Armistice Negotiations and the Prisoner of War Camps to January 1953.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March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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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했다. 장택상 국무총리는 6월 24일 각 도지사에게 통첩을 발하고 석방이후의 대책
을 지시했는데, 이들에게는 분산 개시 전에 도민증을 교부하기로 하였고, 각도 분산지까
지의 수송은 미 제8군 제2병참사령부가, 그 이후는 한국 측이 담당하기로 했다. 이들은
'선량한 국민'이 되었다고 인정될 때 까지 경찰의 감시를 받게 했다.567)
민간인 억류자들의 석방은 4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진 큰 미디어 이벤트였다. 언론에는
수차례에 걸쳐 석방될 억류자들 명부가 공개되었고568), 52년 10월까지 4개월간 이들의
석방과 이들이 제출한 혈서, 이승만이 참석한 석방기념식, 이들에게 즉시 배부되는 '도
민증' 등의 내용들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리고 8월 26일에는 클라크가 추가로 16,000명을 석방할 것을 요청하자 JCS와 국
무부가 상의 했지만 중국-소련 대화가 열리고 있는 중에는 석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케
넌의 반대로, 답변이 지연되었다. 이후 9월 15일 트루먼과 미 국방, 국무부 고위 관료
회의를 통해 승인이 떨어졌다.(FRUS 1952, 458, 462, 483, 512)
협상의 교착과 폭격
포로문제에 대한 어떤 정치적 타협가능성도 제거된 상태에서 미군을 중심으로 휴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압력을 더욱 증대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두되었다. 여기서
도 보편적 이상주의는 군사주의적 방법을 강화하고 있었다.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 분위기도 정전협상에서의 유연한 입장 보다 군사적
방식을 선호했다. 이런 분위기는 공화당이 민주당을 '승리에 대한 희망 없이' 전쟁을 하
고 있다고 비난했던 매카시즘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아이젠
하워는 공화당 우익들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심지어 아이젠하워는 “공산주
의에 대한 관용은 미국인들의 삶의 20년을 통째로 오염시켰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한국전쟁을 독재와 싸우는 '정의로운 전쟁'으로 묘사했지만, 아이젠하워는 명예로운 전쟁
을 수행할뿐 아니라 성공적으로 종식시키겠다고 트루먼과 차별화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JCS는 중국의 해안일대를 폭격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무부가 거부했다. 하지
만 UN군 사령관 클라크는 북한의 여러 지역을 폭격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판문점에서
교착상태가 선언된 다음날 5월 8일 미 공군은 중요한 군 병참지역인 서안 지역 을 대대
적으로 폭격했고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북한 압록강변 발전시설을 폭격해 북한의 발전
역랑 90%가 파괴되었다. 이후 북한지역은 2주간 정전사태를 겪었다.569) 7월 11일, 8월
4일, 8월 29일에는 평양에 대한 대규모 폭격이 이루어졌고, 폭격이 계속되자 중국과 북
한은 여러 경로를 통해 폭격이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정교한 협박이라며 비난했
다.(Rosemary Foot 1990,138, Bernstein 1983, 292-93, FRUS 1952, 351)
이 시기 국무부의 니츠Nitze는 포로의 재심사 방식과 시기와 관련해 협상 가능성이 있
다고 보고 사실상의 휴전을 수립하자고 제안하고, 중립국 대표단의 조사를 제의 했다.
567) 『조선일보』, 1952년 6월 27일 ; 『관보』: 통첩 사회 제405호 민간인 억류자 석방 및 원호에 관한 건
568) '석방될 억류인 명부', 『동아일보』, 1952. 6. 28 - 7. 5.
569)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3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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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 9월 3일, 니츠는 추후 별도의 위원회를 통한 정치회담을 통해 포로문제를 해결하
자는 멕시코 제안을 활용한 대통령 연설을 제안했다. 하지만 9월 15일 국방부 장관 로
베트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하면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페
흐텔러Fechteler는 가짜 정전pseudo-armistice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니츠와 페흐텔러 사이
의 입장이 양극화 되었다.(Rosemary Foot 1990, 133, 147, FRUS 1952, 486)
판문점의 교착과, 미국의 공중폭격에 직면해 베이징 지도부 역시 전쟁을 1952년 여름
까지 끝낸다는 전략을 재평가했다. 이들은 전쟁을 빨리 끝낸다는 환상을 포기하고, 정치
군사적으로 주고받는 보복전술tit-for-tat struggles을 하기로 했다. 중국과 북한이 군사 정
치적 입장에서 개선되지 않으면 포로문제에 타협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군사
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8월과 9월에 저우언라이가 소련을 방문해 중국에 대한 소련의
군사 지원을 가속화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중국은 군의 순환 교체를 서둘렀다. 53
년 초가 되면 한국에 있는 중국군의 총 규모는 135만명에 달했다. 52년 말에서 53년
초에 베이징은 6개 사단의 철로공병부대를 보내 수송선을 보수했고, 52년 11월과 12월
에는 추가적인 상륙작전 방어를 대비했다.(Chen Jian 2001, 110)
미국 측에서도 결국 정전협상에 대해서는 최종 제안을 한후 공산측이 거부하면 휴회
하자는 JCS의 입장이 힘을 얻었다. 9월 24일 열린 NSC 회의에서는 공산측에서 최종제
안을 하고 휴회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졌고 UN에서 논의되고 있는 포로 위원회에 대해서
는 분명히 반대하기로 했다.(FRUS 1952, 512, 534-539)
이에 따라 새로운 정전협상 대표 해리슨은 3가지 형식을 제안했다. 먼저 비강제송환
원칙을 제시하고, 공산측에 10일을 준 후, 거절하면 미국은 무제한 휴회후 군사적 압력
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52년 9월 28일 판문점에서는 4월의 일괄제안 이후
5개월만에 미국이 최종적 제안을 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공산측은 양측의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제안이 없다며 거부했다.570) 휴회후에 10월 8일 중국이 미국과 UN의 중립국
위원회나 국제적십자를 통해 포로들이 선택하게 하자는 최종제안을 거부했다. 그러자 미
국은 무기한 휴회와 철수를 선포했고571) 이후 협상은 6개월간(1953년 3월까지) 재개되
지 않았다.(Bernstein 1983, 300, Chen Jian 2001,112)

2) UN 총회에서 인도와 미국결의안의 대결 : 자원송환 원칙의 승리와 아시아의
대두
판문점에서의 포로 논쟁은 다시 UN으로 옮겨갔다. 당시 UN을 무대로 양측의 세균전
논쟁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세균전 자체가 사실이건 아니건572) 베이징 지도부는
570) 이 회의에서 공산측은 자원송환 원칙을 형태를 잠깐 바꾼것에 불과하다고 지적. 이승만과 장개석의 특별 요원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포로들, 그런 강제 억류 행위는 제네바 협약 위반이며 전세계 인민의 정의에 배치된다. 이 입
장을 바꾸지 않는한 정전협상을 늦춘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 양측의 적십자회 합동팀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해서 분
류가 이루어질 것. 7월 18일 국적과 지역 원칙에 따라 재분류 할 것. 이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답변. The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1953.
571)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1952, 10. 20. p.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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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 포로문제로 정치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얻는 것에 대항할 효과적인 무기가 되
었다. 베이징 지도부는 미국의 생물학전 비난을 전국 혹은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전환하
려는 노력을 다했다. 52년 3월 말부터 9월초까지 베이징과 평양은 3개의 국제 조사그룹
을 북한과 중국 북동부로 초대해 증거를 수집했다. 52년 5월부터 베이징은 25명의 붙잡
힌 미군 비행기 조종사들이 생물학전에 개입했다는 자백을 배포하기 시작했다.(Chen
Jian 2001,110)573)

양측이 판문점에서 뿐만 아니라 UN에서도 타협 없는 대립을 지속하자 51년 봄 정전
협상을 이끌어낸 이래 1년만에 포로 송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국가들의 역할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가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 인도는 간접
적으로 모스크바와 북경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저우언라이와 인도 관료의 대화를 통
해 수천명의 포로들이 새로 설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을 거부하고 그 적인 장개석에게로
간다는 프로파간다적 측면을 공산측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메논은 영
국 외교관에게 중국이 정전협상에서 중국의 명예를 살릴 근거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렸다.(133)
52년 7월 북경 대사 파니카와 저우언라이와의 대화에서 저우언라이는 두가지 제안을
했는데, 9만명의 한국인과 2만명의 모든 중국인의 송환에 근거해 협상을 하거나 송환거
부 포로들을 중립 지대로 데려와야 하고 군사적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4개국 중립국 대
표로 인터뷰를 수행하자는 것이었다.(FRUS 1952, 340, 344, 348, 391)
인도가 중국과 미국을 중재하려 했다면, 영국은 특히 돗드사건과 ICRC 보고서 이후
적극적으로 재심사를 요구했다. 수많은 영국 신문들이 미국의 입장에 회의적이었다. 영
국 의회도 포로문제에 대한 미국입장을 계속 비판했다. 영국 국방부 장관 로드 알렉산더
와 외무장관 이든의 차관 셀윈 로이드가 워싱턴을 방문해 영국에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해줄 것을 요구했고 애치슨은 이에 동의했다. 영국은 판문점에 직접 대표를 파
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는 거부되었다.(Acheson, 1969: 656)
52년 8월 14일 국무부 UN문제 차관 히커슨의 제안으로 미국은 한국문제를 다시 UN
총회로 가져가자는 제안이 나오기 시작했다.(FRUS 1952, 453-55) 이때 미국은 세가지
기획을 갖고 있었다. 첫째 정전협상이 이뤄지면 양측이 모든 포로를 석방하고 송환한다.
둘째,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은 통제에서 해방시키고 한국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
이 심사를 한 후 송환 국가를 선택하게 한다. 셋째, 비송환자들은 비무장지대에서 석방
한다.(Acheson, 1969: 656) 이게 미국이 52년 10월 UN 총회 회기에 들어갈때의 입장이
572) 최근 연구에서 Stephen Endicott and Edward Hagerman, The United States and Biological Warfare:
Secrets from the Early ColdWar and Kore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8) 저자들은 미국
이 정말 생물학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증거는 기껏해야 특정상황과 관련된 것들이다. 최근 러시
아 문서에 근거한 글에서 KathrynWeathersby and Milton Leitenberg 'Deceiving the Deceivers:Moscow,
Beijing, Pyongyang, and the Allegations of BacteriologicalWeapons Use in Korea,'CWIHPB, no. 11
(Winter 1998): 176–5. 저자들은 중국의 생물학전 비난은 날조된 것이며 이제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생물학무기를
쓰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때라고 주장했다.
573) 이 캠페인은 1952년 말에서 53년 초에 피크에 도달했다. The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1952.
(YBUN 1952, 323-327, FRUS 1952, 343) (YBUN 1952, 321) (Chen Jian 2001,110, YBUN 1952, 32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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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판문점에서 UN총회로
52년 10월부터 두달간 포로문제는 한국전쟁 초기 결정, 휴전 중재에 이어 세 번째 중
요 의제로서 UN 총회에서 다루어졌다. 7차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한국의 정전
협상을 어떻게 타결시킬까 하는 것이었다. 총회는 특히 포로의 송환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었다.
10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애치슨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총회의 정치와 외
교에 전례없이 깊이 관여해 많은 시간을 썼다. 이는 트루먼 정부의 마지막 몇 달간 자
원송환 정책을 방어하기 위해서였다. 애치슨에게 자원송환 정책을 UN에서 방어하는 것
은 11월 4일 대선을 치르는 정국에서 곧 트루먼과 정권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그는 UN
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정전협상을 끝내기 위해 영국의 지지를 얻어야 했고, 라틴과
유럽으로부터의 지지를 유지해야했으며, 아랍 아시아 국가의 지도자인 인도의 메논
(Krishna Menon)의 반대 제안과 총회 의장인 캐나다의 피어슨(Pearson)의 대항 제안을

방어해야했다.(Acheson, 1969: 696, Bernstein 1983, 301)
52년 10월 16일 UN 총회 380차 회의에서 7차회의에 UNCURK와 UNKRA의 보고에
기반해 한국에 대한 논의를 의제로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0월 23일부터 12
월 2일까지 UN총회 정치안보위원회 511-536차회의에서 한국문제를 논의했고, 총회
399차 전원회의에서는 UNCRUK 보고(A/1881, A/2187)에 기반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
다수 국가대표들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에 대한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일
단 전쟁을 멈추는 것이라고 보았고, 정전협상타결을 막고 있는 유일한 문제가 포로문제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YBUN 1952, 179)
미국측은 공산측과 더 이상 협상 여지가 없다고 봤지만, 다른 정부들은 여지가 있다
고 생각했다. 미 국무부가 멕시코 제안을 활용해 비송환포로 문제를 추후 협상하자고 제
안하자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정부등이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UN
총회에서 국무부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결의안(UN사령부에 추가 병력 요청, 중국과 북한
과 외교 관계 거부, 경제 제제 등)에는 반대했다. 이런 부정적 반응속에서 트루먼 정부
는 요구사항을 줄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총회 논쟁에서 돌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Rosemary Foot 1990,153)
애치슨은 NATO와 영국연방(Commonwealth) 회원 20개국을 설득해 자원송환 정책을
지지하게 노력했다. 하지만 인도 대표 메논이 미국 대선에서 진보당 대표 할리난의 주장
과 비슷하게 휴전후에 송환 희망 포로를 모두 교환하고 이후에 이후 나머지 포로들의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제시하자 모든게 수포로 돌아갔다.(Bernstein
1983, 301)

미국 대표는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10월 24일 21강 결의안을 UN총회 정치위원
회에서 제시했다. 애치슨은 소련의 선전에 맞서기 위해 몇시간에 걸친 첫 연설을 통해
한국문제의 역사와 전쟁의 전개과정, 그리고 휴전협상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574)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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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포로들이 공산측에 돌아가면 처형되거나 투옥되거나 처벌받게 될 것으로 믿으며 송
환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치슨은 제네바 협약이 포로 송환 권리를 주었
지만, 포로가 원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
는 제네바 협약이 만들어 질 당시 논의에서 이미 인정된 국제적 실천과 관습에 따라 포
로들에게 남아있을 권리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것이 거부되었고, 대신 제
네바 협약은 억류 국이 망명권을 거부하거나 부여할수 있게 했다며 망명권Right of
Asylum575)을 강조했다. 그는 망명권을 부여할 국가의 권리는 강제송환을 용인할 수 없

으며 이는 소련도 1918년부터 21년사이에 맺은 여러 협약들에서 이미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576) 미국은 이 망명권 논의에 기반해 중국과 북한이 모든 포로의 권리를 인정
하고, 무력 사용 없이, 포로들에게 송환 여부를 선택할 제한없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요청했다.(YBUN 1952, 185-87, FRUS 1952, 563)
하지만 총회는 아랍-아시아 국가들의 여론이 큰 지지를 받고 있었고, 많은 국가들은
제네바 협약 118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지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대선이 11일 남은 민주
당 정권의 제안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동맹국들과 공산측 모두 새 정권이 더 유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애치슨의 영향력은 퇴조하고 있었다. 아이젠하워는 자신이
당선되면 직접 한국에 가겠다고 발언했고, 트루먼과 애치슨은 교착상태만 가져왔지만 자
신은 휴전을 달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었다.(Acheson, 1969: 699, Bernstein 1983,303)
이런 상황에서 UN총회에는 미국, 소련577), 인도, 캐나다 등의 입장을 반영한 다섯
개의 결의안이 제출되었다.578) 미국은 비강제 송환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고, 소련은
즉각적인 휴전과 정치적 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자고 주장했다.
10월말 인도 대표 메논이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했다. 인도는 포로에게는 강제력은 사
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대 전제를 반복한후, 포로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UN사령부로부터
벗어난 별도의 송환 위원회를 설립해야하며 이 위원회는 이미 정전감독위원회에 참여했
던 중립국 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체코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측이 포로들
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한후, 90일후에도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포로들의 처리는
574)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Nov. 3. 1952, pp.679-692.
575) 1952년 7월 16일 한국전쟁 포로의 법적 측면에 대한 프랑스 대사의 질문에 미 국무부는 UN 인권선언에 근거해
송환 거부자들에게 망명권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환은 적대의 종식을 전제로 하고 있고, 포로의 지위는 그 작
전 이후까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이 망명권의 자격이 있는지의 문제가 생겨난다. 이 질
문에 대한 답은 인권선언 15조에 다음과 같은 권리가 인정되는 두가지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1) 문제가 되는 사람
이 박해에 노출되어 있는지 2) UN의 목적과 의도에 반하는 행동 혹은 관습법의 범죄에 대한 박해의 부재. 이 두가
지 조건이 만나면 망명권이 주장될 수 있다. 한국전쟁시기 북한군 포로관계 문서(1950~1954)：남북한관계 사료
집』 12, p.242.
576) 1952년 7월 25일 미 국무부가 준비한 포로 관련 문건은 소련이 자원송환 원칙을 적용했던 사례들을 모아두었다.
비강제 송환 원칙은 USSR에 1918년에서 1921년 사이에 많은 조약들에 기입되어 있다. 어떤 경우는 더 나아가 포
로들의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인정했다. 1) Treaty between Germany and RSFSR Brest-Litovsky, Mar 3,
1918. 5장 17조. 2) Austria – Hungary- RSFSR (평화조약 보충 법적-정치적 조약) 1818년 5월 2일 6조, 3) 덴
마크-RSFSR 1919년 12월 18일 코펜하겐 서명된 국적자 송환에 대한 상호 협약 1조와 2조, 등이 그러하다. 한국
전쟁시기 북한군 포로관계 문서(1950~1954)：남북한관계 사료집』 12, p.259.
577) 소련 제안에 대한 논의(YBUN 1952, 190-194)
578) 21개국 결의안A/C.1/725, 소련 결의안A/C.1/729, 멕시코 결의안A/C.1/730, 페루 결의안A/C.1/732, 인도 결의
안, 이라크, 그리스, 소련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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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치 회담에서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메논의 중립국위원회 제안이 제시되자 미국의
21강 결의안은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인도 제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다. 인도제안은 일종의 합리적인 중간적 타협이었고, UN에서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
는 아시아 국가에 의한 결의안이었으며 실제로 정전이 타결될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었기에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무엇보다 인도는 베이징과 직접 논의를 하고 있었으
며, 그 논의들에서 저우언라이는 비송환포로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의 징후들을 보여
주고 있었다.(Luard 1982, Rosemary Foot 1990,154, YBUN 1952, 195-200)
인도의 제안 이후 포로 위원회 개념은 이제 너무 많은 곳에서 등장하고 있어 미국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영국과 캐나다도 미국과의 대화에서 이
런 제안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애치슨은 위원회 수립 제안 자체를 반대
하고 나섰다. 애치슨은 워싱턴으로 돌아와 트루먼에게 아이젠하워와 합의할 것을 제안했
다. 트루만과 논의를 통해 애치슨은 대통령을 위해 UN총회에서는 방어적인 입장에서
게임을 하기로 했다.(Acheson, 1969: 701)
애치슨은 21개국 결의안은 9월 28일 UN측이 판문점에서 최종 제시한 지지하는 것으
로서 공화당 정부가 53년 1월 20일 정권을 잡게 될 때 강한 국제적 지원을 넘겨줄 수
있을 것이라며 동맹국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애치슨은 메논의 시도는 인도와 아랍 아시
아 블록이 영국과 캐나다의 지지를 얻어 UN군사령부가 진행하는 판문점 정전협상을 뉴
욕의 UN총회로 옮기려는 시도이므로 이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Acheson, 1969: 701)
그런데 이 시점에서 11월 10일 소련 대표 비신스키가 포로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579) 미국은 이로서 메논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고 동맹국이 미국을 지지할 것
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다. 메논은 11월 17일 UN 총회에서 그
의 결의안을 회람시켰고 이후 메논 결의안을 수정하기 위해 작은 집단이 형성되었고 미
국도 여기에 참여했다. 애치슨은 메논 결의안을 반대하며 수정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대
응했다.(FRUS 1952, 598-99, 607, 637-645. Acheson, 1969: 702)
이 시점에서 여전히 미국 동맹국들의 의견은 분열되어 있었다. 이에 애치슨은 유럽국
가들에게 동맹국의 분열은 미국내에서 집단안보 정책에 대한 거대한 환멸을 가져올 것
이며, 이는 한국에 한정되지 않고 나토나 다른 협약들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
치슨은 동맹국들이 미국을 지지하지 않으면 미국은 유럽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 할 것이
라고 경고했다. 이 상황에서 한국전쟁 발발과 개입문제는 유럽 우선 정책을 수행하고 있
던 미국과 서구 동맹국의 단합을 촉진하는 계기로부터, 분열의 요인으로 변화했다. 이런
압력하에서 캐나다는 미국 지지로 돌아섰지만, 영국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다. 트루
먼의 승인으로 애치슨은 영국의 지지 없이도 UN에서 미국 입장을 추진할 권한을 얻었
다. 그리고 11월 18일 트루먼과 애치슨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의 발언과 지지
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접촉했고, 다음날 공화당 상원을 통해 아이젠하워가 비
강제송환을 지지한다는 언급을 전달받았다.(Acheson, 1969: 702, Bernstein 1983,
579) A.C1/SR.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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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 FRUS 1952, 652)

애치슨은 마지막으로 영국을 설득하기 위해 11월 19일 뉴욕에 돌아와 영국 대표 이든
과 세 번의 연속 회담을 진행했고, 결국 11월 21일 영국은 미국측 수정안을 수용했다.
그런데 메논의 제안을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다양한 노력들은 11월 24일 비신스키가 인
도의 결의안을 메논 제안이 '미국 정책의 위장술'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자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다음날 중국도 메논의 제안을 거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애치슨은 결
의안을 철회하려는 메논을 저지하고 오히려 메논의 제안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함께
수정했다. 그 결과 11월 24일엔 메논 제안에 '비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90일후 정
치협상 위원회로 포로문제를 넘기는 제안도 들어갔다.(Rosemary Foot 1990, 155-56,
Bernstein 1983, 304, FRUS 1952, 676, 684)

결국 1952. 12월 3일 인도 제안에 미국이 첨삭을 한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서 소련만
반대하고 UN총회가 승인했다. 미국은 결국 송환을 거부하는 자는 석방될 것이라는 자
원송환 결의안을 54-5, 1기권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YBUN 1952, 200-202,
FRUS 1952, 702)

그러나 12월 14일 저우언라이는 UN 결의안을 거부했고 3일후 북한도 거부했다. 이들
은 이 결의안에 중국과 북한이 참여하지 않았으며,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을 UN이 억
류할 정당성이 없다며, 즉각 휴전과 포로문제를 정치위원회로 넘기자는 소련 제안을 지
지했다.580)(FRUS 1952, 712)
애치슨은 결국 자원송환 정책마저 UN에서 통과시킴으로써 한국전쟁에 대한 UN의 거
의 모든 결의안을 자신의 뜻대로 관철시켰다. 이런 그의 임기 마지막 행동은 공화당으로
부터 민주당 정권이 미국이 근본적 원칙에서 양보 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는 것에
영향을 받았고, 자원송환 정책은 미국의 근본적인 도덕 원칙이며, 냉전의 양진영의 본질
적 차이를 구현한 우월적 정책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의 협상은 이후
몇 달간 중단되었다.(Luard 1982, Rosemary Foot 1990, 157-58)

3) 한국의 뉘렘베르크 : 봉암도 사건과 미군의 대량학살에 대한 논쟁
이 폭동은 '철저한 대폭동 계획'의 일부이다.(UN군 포로사령부, 1952. 12. 15)

UN총회에서 미국의 자원송환 결의안이 통과되며 또 한번의 보편주의가 부상한 순간,
수용소 내부에서는 또 한번 큰 폭력 사태들이 발생했다. 이는 UN에 실시간으로 보고되
어 큰 논란이 되었다.(YBUN 1952, 204-207)
사실 포로들을 고립된 섬으로 이송시킨 후에 포로에 대한 강경진압책은 더욱 강화되
어 있었다. 이 무렵엔 포로들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무기들 즉 최루탄, 화염방사기가 장
착된 방탄 지프, 액체 가스를 살포하는 자동차 등이 도입되었다. 또한 52년 7월과 8월

580) A/2354

5장. 한국전쟁 포로문제와 자유주의적 인권 정치의 전개 283

에는 포로들은 더 이상 억류당국에 어떤 요구도 할 수 없게 되었다.581) 나아가 UN군사
령관은 52년 8월 16일자로 명령을 받은 KCOMZ 사령관은 포로수용소 사령관에게 아래
와 같은 지령을 하달했다.
“이 사령부에서 누구도, 단 한 번도 너무 많은 강제력을 사용했다고 비판받거나 제지되거
나 처벌 받은적이 없다. (...) 경비원에게 돌을 던지거나 던지려고 하는 자는 즉시 사살되
어야 한다. 500명 단위 수용소로의 진입은 지속적이고, 관습적이며 포로들에 의해 예상되
는 것이어야 한다. (...) 나는 귀하가 강제력을 필요한 것보다 많이 쓰는 것이 아닌 덜 쓰
는 것을 더욱 비판할 것이다.”(강조는 인용자)582)

8월 20일 KCOMZ사령관과 포로사령부 사령관 회의에서는 발포가 필요할 경우는 '사
살하기 위해 발포하라'는 것이 권고되었다. 그리고 8월 21일에는 제주도 수용소에서 '돌
을 투척하는 포로가 있으면 사살될 것'이라는 특별 명령이 하달되었다. 수용소 측은“앞
으로 최루탄을 쓰지 않을 것이며 '샷건'이나 '라이플 총' 등으로 발포할 것”이라고 공포
했다.583) 이런 강경 진압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중국포로수용동
에서 발생한 1952년 10월 1일 사건이었다.
중국 포로들이 거제도에서 이동하여 제주도에 도착한후 다양한 '폭동 진압 기술'을 경
험하게 되었다. 최루탄은 기본이었고, 미국은 중국 국민당 계열의 수용동 통제를 장려했
고, 교육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반공주의적이었으며, 미군 군목들은 반 중국정서를 보
였고, 수용동에는 국민당 깃발이 날리고 있었다.(Rosemary Foot 1990, 113)584) 이런 상
황에서 제주도로 이동된 중국 포로들은 2년간 상대적으로 거의 저항을 일으키지 않다가
1952년 8월말 부터 조직화하여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0월 1일 7:30경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기념일, 모든 수용동에 중국 깃발이
걸렸다. 포로들이 깃발을 내리라는 명령을 거부하자 미군 35연대 1대대소속 2개 소대가
7 수용동에 진입했다. 포로들이 돌을 던지며 저항하자 12회에 걸쳐 발포가 이루어졌다.
수용동으로 다가서는 군에 투석이 시작되자 미군 병력들은 다시 발포했다. 결국 56명의
중국 포로들이 죽었고 91명이 중상, 9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사건에 대해 포로수용소
측은 “바다로부터의 바람 때문에 최루탄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고

585)

UN에

는 이 사건이 건국 기념일을 위해 주의깊게 준비된 반란시도였다고 보고되었다.586)
두달 후에는 더 큰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봉암도 수용소에는 한국정부가 남한출신
포로라고 분류했던 4만여명에 대해 52년 여름 재심사를 수행했고, 그 결과 다시 송환을
581) “The Handling of POWs”, p.41.
582) “The Handling of POWs”, p.43.
583) “The Handling of POWs”, pp.44-45.
584) 각주 11. Mass Behavior, p.262. RG 59, 695A.0024. Oct, 20. 1952. RG 59, 693.95A0024, Box 2005.
July 7, 1952.
585) 문서에 따라 경비들이 방한 계획을 위한 작업을 위해 작업선발대를 구성하려고 수용동으로 들어간 것이었다는 보
고도 있다. “UNC PW Camp 3a - 1 October 1952(1952.10.1.)"(section 8C-17) p.1., NARA RG 338 E A1
224 8th Army Enemy Prisoners of War Records Box 1653; “Incoming Message(1952.10.1.,10.3.)"(Tab
450), RG 338 E A1 224 8th Army Enemy Prisoners of War Records Box 1651
586) (S/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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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진 9천여 명의 송환 희망 민간인억류자들이 억류되어 있었다.
UN에서 자원송환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 14일 봉암도 수용소에서는 아침 민간
인 억류자들이 단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민간인억류자들은 3열로 팔짱을 끼고
수용동을 가로질러 서서 노래를 불렀다. 지휘관이 포로들에게 노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
고, 곧이어 무장한 20명에게 한차례 발포 명령을 내렸다. 효과가 없고 노래가 계속되자
한차례 더 발포명령을 내렸더니 몇몇이 쓰러졌으나 동료들이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수
용소장은 개인화기를 가진 모든 병력에게 발포명령을 내렸고 약 60명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했다. 몇몇이 쓰러졌고 노래는 잠시 멈췄지만 동료들이 죽거나 부상당한 그들을 일
으켜 세웠다. 앞 열의 빈 자리는 뒷 열에서 채웠고 노래는 계속되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발포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모두 쓰러졌고, 노래는 멈췄다.587) 이 사건으로
공식 집계상 85명이 사망했고 113명이 중상, 103명이 경상을 입었다.588)
미군은 사건이후 수용동의 지형상의 문제나 날씨 탓을 들어 가스사용도 어려웠고 다
른 방법이 없었다고 이 사건을 정당화하려 했다. 하지만 어떤 사건 보고에서도 포로들이
돌을 던졌다거나 무기를 들고 저항했다거나 미군을 향해 공격했다거나 하는 내용을 찾
을 수 없다. 그러나 봉암도 사건은 다시 한번 '무장 폭동'으로 보도되었다. 12월 17일자
동아일보 는 사건 직후 발표된 포로사령부의 보도자료589)를 그대로 인용해 이 사건을
“공산주의 민간억류자들의 폭동”으로 규정했고 이것이 그들의 “대폭동 계획의 일부
인 것 같다”는 포로수용소 측의 설명을 그대로 전했다.590) 12월 18일자 민주신보 는
“4,500명의 공산포로들이 야기 시키려던 계획적인 대폭동을 중지시키기 위해” 진압한
것이라고 보도했고, “죽은 공산포로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들은
우리 경비병의 힘을 시험하고 패배한 것이다.”라는 수용소장 밀러 중령의 말을 전했
다.591) UN에는 그저 대규모 반란 기획을 사전에 발견한 수용소 당국이 행진을 하던 억
류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미군과 한국군 경비를 투입해 질서를 회복했다고만 보고되었
다.(YBUN 1952, 161)
하지만 이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미군의 포로 처우 정책은 거센 비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건 직후 조중연합군 수석대표 남일은 또 다시 '야만적인 대규모 학
살'이 자행되었다며 전쟁범죄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영국도 사건의 진상
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으며, 소련도 이를 비난하며 UN총회 결의안 상정을 요청했
다.592)
소련 대표 그로미코는 봉암도 사건 이후 12월 20일자 서한(A/2355)을 통해 총회에 봉
587) "Cite AX 71709. From CG KComZ to CINCUNC(1952.12.17),"(Tab 138), NARA RG 338 E A1 224 8th
Army Enemy Prisoners of War Records Box 1650; “Memorandum for the Record(1952.12.18)"(Tab 397),
RG 338 E A1 224 8th Army Enemy Prisoners of War Records Box 1651
588) “The Handling of POWs”, p.53.
589) 이들 대다수는 이전 거제수용소 62동에 있던 51년 2, 18 사건을 일으킨 포로들이었음.(8) 포로들이 시위하고 행
진했음. 사건 직후 UN포로수용소 사령부가 언론 보도자료를 냄 [Annex 5]
590) 동아일보 , 1952. 12. 17.
591) 민주신보 , 1952. 12. 18.
592) 김학재(2009), 70-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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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도에서의 대량학살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 서한에서 소련은 Associated
Press와 Reuters 보도와 가용정보를 통해 봉암도 사건에서 포로 사상의 규모를 지적하며

이것이 미군수용소의 체계적인 절멸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기존의 수많은 잔혹행위에서
이미 나타난 것 이었다며 비난하고, 미국이 이를 종식하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시했다. 12월 21일자 중화인민공화국의 서한과 북한의 서한
(A/2358, A/2359) 역시 비슷한 비난과 요구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 의제와 총회의 권

고(A/2356)가 52년 12월 21일 총회 411차 전원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소련대표는 봉암도에서 미군에 의해 자행된 야만과 거제도, 제주도, 부산에서 포로들
에 대한 야만적 처우는 체계적인 절멸 정책의 성격을 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억압
은 포로들이 송환을 요구하고, 그들의 국가를 배신하게 강제한 폭력과 테러에 굴하지 않
았기 때문이었고, 미국 지배계층이 국제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고 비난했다.(YBUN 1952, 204)
소련 대표는 미군이 이전에도 한국과 북한 포로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환기시
키며 미국이 포로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원칙을 지켜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미국과 영국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용소에서 탈출한 한
국, 중국 포로들의 보도, 적십자의 52년 4월 보고도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서 12월 16
일자 보도를 통해 국제적십자위원회가 UN사령부의 행위가 제네바협약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공표했음을 알렸다. 즉 포로에 대한 발포는 제네바 협약 42조 위반이라는 것
이었다.(YBUN 1952, 205)
하지만 미국대표는 봉암도의 포로들 9천명이 한국에서 잡힌 빨치산 출신이거나 혁명
적 활동을 하던 공산주의자들이며 사건의 배경에는 한국인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군인 출신이 아니며 중국인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 미국 대표는 총회에
서 결의안이 채택된지 3일 후인 12월 6일 포로들의 대규모 반란 기획이 발각되었고, 이
러한 음모가 폭력사태를 초래한 것이며, 봉암도 사건이 중국이 UN결의안 제안을 거부
한 날 발생했다며, 외부 지시설을 제기했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해 최루탄을 쓸
수 없었고 이들에게 발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에티오피아와 이라크, 이스라엘 대표
는 소련의 주장을 심각히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나머지 모든 국가들이 미국을
따랐다.(YBUN 1952, 206)
12월 22일 총회에서 소련결의안은 45대 5로 부결 되었고 미얀마, 이집트, 인도, 인도
네시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예맨 10개국 만이 기권했다.(YBUN
1952, 207)

이 모든일이 발생한 직후인 12월 16일 미국무부 정책기획국은 반공주의 포로를 즉각
정치 난민으로 재분류해 한국정부에 넘기고 중국 포로는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자
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국무부내에서도 미군 포로에 대한 보복 위협에 대한 국내 여론
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과 봉암도 사건으로 인해 인도 결의안으로 정점에 달했던 비강
제송환 원칙에 대한 지지가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반공포로를 정
치난민으로 재분류하자는 기획은 계속 진행되었다.(FRUS 1952, 713-1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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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53년 3월 2일 주한 미대사 브릭스는 국무부에 반복적으로 이제 반공포로들을
심리전에 적극활용할 시기이며, 이들의 활용 없이는 심리전 활동의 중요한 부분인 배신
자Defector 프로그램의 운영에 제약이 있다며, 포로들을 활용하는데 승인을 요청했다. 그
는 이미 정부와 고위 군지휘부에서 기초작업과 계획이 잘 발전되어 있으므로 즉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FRUS 1952, 803)
정전협상의 타결이 멀어진 상황에서 미국은 애초에 52년 2월경 애치슨이 제안했던 포
로들을 재분류해 정전협상 전에 석방해버리자는 편법을 선택지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제안이 전과 다른 것은 송환 거부포로들을 정치난민으로 분류하고, 나아가 심리
전에 활용하며, 특히 배신자프로그램에 투입하자는 군사-기술적 프로그램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브릭스가 언급한 기초작업의 내용은 미 국무부에 전달된 맨허드W. Manhard의
종합적 분석과 제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자원송환 정책의 등장에서부터 포
로수용소 내부의 혼란을 거쳐 UN총회에서의 결의안 통과까지 미국의 입장의 핵심을 간
추리고 있었다.
맨허드가 1953년 2월 26일 국무부에 제출한 보고서는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경험한
포로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향후에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한국의 교훈으로
부터 미국이 향후 전쟁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몇가지 원칙과 계획을 제시했
다.593) 이 분석의 핵심은 첫째, 한국전쟁의 냉전적, 제한전으로서의 특성, 둘째는 그로
인한 제네바협약의 부적절함과 정치난민이라는 새로운 범주의 필요성, 셋째는 이를 수행
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와 포로 활용계획의 필요성이다.
먼저 맨허드는 기본적으로 한국전쟁의 성격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제한전, 그리고 정치
적, 심리적으로는 전면전이라고 규정했다. 포로들이 어느 한쪽의 군사적 패배가 없는 제
한전 상황에서 송환되게 되면서 억류되어 있는 기간에도 정치적 투쟁을 지속해야만 하
는 조건이 창출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본질적으로 더욱 거대한 이데올로기 투쟁의
일부 군사적 국면에 불과하여 국가들간의 전쟁과 그 국가에 소속된 정규군인을 대상으
로 했던 제네바 협약의 기본 전제들을 넘어섰다. 즉 포로들은 분단된 국가들 출신이었
고, 이들 중 다수가 송환을 거부하고 기존에 소속된 정부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있었
다. 따라서 한국전쟁에서 UN사령부가 제네바 협약을 맹목적으로 적용하려 했던 것은
전쟁 포로와 정치적 난민이라는 두 개의 근본적으로 다른 범주를 구분하지 못한 최대
실수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전쟁에서 제기된 자원송환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세계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
는 정치적 망명 원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미국은 인도적 이유 뿐 아니
라 전략적 이유에서도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 정치적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맨허드는 앞으로 전쟁에서 포획된 사람들을 1) 전쟁 포로 2) 민간인 억류
자 3) 정치적 난민이라는 세가지 범주로 구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전쟁포로는 조직된
593) 한국전쟁시기 북한군 포로관계 문서(1950~1954)：남북한관계 사료집』 12, pp.44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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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군 부대 소속원으로 전투중에 항복하거나 포획된 자이고, 민간인 억류자는 적 영토의
비전투 주민이었던 자로 군사 작전중에 포획되거나 항복한 자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난민은 항복 당시 어떠한 적 조직의 성원으로 스스로를 동일시하기를 중단하고 자신들
의 의지에 따라 항복했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강하게 반대하며 공산통제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의 삶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합리적 증거가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맨허드는 이
정치적 난민을 고려할 때, 미국은 붙잡힌 모든 사람들을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포로로 간
주 해서는 안되며 그럴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진짜 정치 난민들은 보호되
어야 할뿐만 아니라 전쟁포로에 대한 기존 제한들의 밖에서 반공주의 첩보, 선전 활동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정치 난민 범주는 일반 정치 난민뿐 아니라, 기존
당원출신이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중에 이제 민주주의 원칙을 위해 일하기 위해
공산주의에 대한 충성을 거부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전향한 중요 인사의 역
할을 정치난민 범주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그는 포로에게 이 정치적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의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자원송환과 정치적 난민 지위 부여라는 '고도의 도덕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억류당국이 누가 합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지를 결정하는 심사가 필수적이었다. 맨허드는 포로들 개인의 발언을 정치적 태도의 증
명으로 여길수 없으며, 이들의 발언은 모든 가능한 증거를 통해 비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만일 포로의 반공주의적 신념에 의구심이 든다면 그런 포로에
게는 그러한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정치적 난민 지위 부여를 거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전쟁에서는 포로들이 붙잡힐 당시의 상황이나 정치적 태도, 개인사에 대한
거의 아무런 고려 없이 모두 전쟁포로로 등록했던 것이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의
전쟁포로, 비전투원, 공산주의에서 탈출하려는 탈주자defector들이 무차별적으로 수용소
내에 섞여 있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범주화하기 위해서는 포로의 개인사 전체를 조사
하고, 정치적 태도를 검사하고, 그들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평가해야했다. 맨허드는 앞으
로는 이런 작업은 포획후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후에 전략적 첩보나 전
투 정보, 선전 기관이 이 포로들에게 접근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로
에 대한 최초의 심사를 담당할 신원증명(identification) 팀이 모든 포로를 전쟁포로, 민간
인 억류자, 정치 난민으로 구분하고 범주화가 끝나면 포로들은 지정학적으로 서로 격리
된 각각의 수용소로 이송되어, 첩보와 심리전 목적의 유용성에 따라 또 다른 하위 범주
로 분류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수용소들은 포로 사령부의 통합된 감독에 따라 첩
보, 선전, 행정 기능을 수행할 것이고, 특히 각 수용소의 첩보 부서가 전략적인 첩보 수
집 외에도 모든 억류자들의 행동과 신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조사하기로 했다.
심사팀이 전쟁포로와 민간인 억류자로 결정한 사람들만이 국제적십자로 등록되어 문
자 그대로 제네바 협약에 적합한 처우를 받고 군사적 분쟁의 종식후에 송환하기로 했다.
이와 달리 사실상의 정치 난민의 경우, 제네바 협약은 적용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공산주의 체제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복무할 최대
의 관용이 허용될 것이다”.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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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맨허드의 논의에서 새로운 전쟁인 냉전-제한전에 직면해 미국은 기존의 제네
바협약이 근거하고 있는 19세기적 주권-민족국가 원칙을 부정하고,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른 반공/친공 국민국가의 등장을 새로운 전제로 승인했다. 이런 정치적 국가 구성의
원칙은 포로의 범주를 세분화하여 특히 정치 난민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적극적으로 강
조하는 미국의 입장과 맞물리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냉전과 실제 전쟁에 가담했던 적
이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고, 반대로 자유진영을 위해 싸우는 정치 난민이라는
주체가 미국의 냉전 전략으로서 자원송환 정책을 구현하는 가장 훌륭한 주체로 여겨졌
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주체들을 식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법과 계획을 마련했다. 이
것이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 포로문제 경험을 통해 획득한 교훈의 본질이었다. 망명권은
전향한 냉전의 적들을 채용하는 통로였고, 이들이 미국의 대의를 위해 비밀작전에 복무
하는 것이 곧 미국이 베푸는 '관용'이었다.

소결 : 한국전쟁과 다층적인 인구 정치
한국전쟁 정전협상에서는 왜 포로의 처리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가? 영토의 침략과
균형에 대한 싸움은 전전상태를 회복하는 군사분계선을 확정하는 51년 말까지 1년 반만
에 끝이 났다. 나머지 1년 반은 인구에 대한 싸움으로서의 냉전이 중요해졌다. 한국 전
쟁 초기의 보편적-군사주의적 기획이 다음해에 다시 지역정치적 타협과 협상의 기획으
로 전개되었다면, 한국의 정전협상에선 다시한번 보편주의적 기획과 군사적 기획이 결합
되어 나타났다.
이 세 번째 국면에서 인구를 둘러싼 복합적 정치에는 다시한번 국제법에 반영된 보편
적 이념들이 작동했다. 냉전은 19세기적 의미의 실증주의-국가 주권원칙을 허물고 세가
지 계열의 분리 전개를 보여주었다. 즉 한국전쟁에서 포로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국제법적 주장들은 각각 베르사이유-UN-제네바 레짐, 즉 전범처벌(베르사이유와 뉘렘
베르크), 개인 인권과 정치적 망명권(UN과 미국), 인도주의 전시법 계열(제네바)의 입장
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 범죄 처벌, 개인의 자발성, 피해자의 보호라는 입
장이었다. 가장 핵심적인 논쟁의 구도는 기존 국제질서에서 합의된 제네바 협약을 부정
하고 새로운 자유주의적 원칙인 개인의 자유와 망명권을 더 보편적 상위가치로 내건 미
국의 자원송환 원칙과, 19세기적 민족주의-주권 원칙이 반영된 제네바협약의 전원송환
원칙, 2차대전 전후처리로 중요해진 전범처벌이라는 소련, 중국, 북한측의 원칙의 충돌
이었다.
이중 미국이 도입한 자원송환 정책은 단지 트루먼과 애치슨 같은 주요 정치인들의 개
인적 성향과 결정에 따라 도입된 것이 아니라, 전쟁 자체의 복합적인 성격과, 전쟁으로
발생한 여러 인구 문제, 양측의 인구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국제법과 만나 전개된
594) 한국전쟁시기 북한군 포로관계 문서(1950~1954)：남북한관계 사료집』 12, pp.44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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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인구/인권 정치의 산물이었다. 국제적 차원으로 비화한 전쟁에서 인구에 대한 싸
움은 이들을 먹여살리는 순환과 공급의 문제이자, 동시에 군사/경제력으로 동원할 자원
에 대한 싸움이면서, 전지구적인,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신이 걸린 인권문제였으
며, 양측이 어느 정도 정치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균형을 이뤄야 했던 문제였다. 즉
한국전쟁 포로문제의 전개와 귀결은 미국의 정치, UN에서의 논쟁, 국제법의 영향, 중국
과 북한 소련의 태도, 한국정부의 요구, 그리고 수용소 내부 상황의 전개가 서로 맞물려
상호작용한 결과였다.
결국 중국개입이후 미국의 자유주의 기획이 보편적·군사적 기획에서 지역적·정치
적 기획으로 변화한 상황에서 포로문제와 인구정치의 영역에서 미국은 한국전쟁 초기
상황에 이어 다시 한번 새로운 자유주의적 보편 기획을 적용하려 했다. 그리고 자원송
환 원칙이 기존의 국제법적 근거들을 모두 넘어선 새로운 자유주의 문명 원칙으로 부
상한 순간 수용소 내부에선 포로를 향한 적나라한 폭력이 동양반공주의자라는 이중의
예외화를 통해 정당화되었다. 이는 기존의 국제, 지역 질서를 무시한 초월적 보편주의
이상의 일방적 적용이 현실에서는 더 적나라한 예외주의와 폭력을 동반했다는 것을 다
시 한번 확인해준다. 자유주의적 보편원칙이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네바 레짐을 부정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새로운 초월적 원칙의 등장은 하위의 갈등에 무거운 이상과 거대한 이해관
계를 부여했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이 제시하는 자유주의의 원칙보다는 공산주의와의
싸움에 더 주목하며 미국보다도 더 반공주의를 향한 전투에 열정적으로 나섰던, 호전
적 반공주의를 자산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얻어내고 요구를 관철시켰던 반공주의 시
스템의 과잉으로서 이승만과 한국정부의 초상이 있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서 동
과 서의 전장과 균형지대로서 상징적 중요성을 획득한 한국정부와 그 정부의 사상심사
를 받았던 반공포로들은 미국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반공포로와 친공포로를 구분하고
제네바협약이 아닌 차별적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내전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은
중국포로들은 국민당 출신과 중국출신으로 나뉘어 수용소 내부에서도 적대적 냉전시스
템에 대한 인정투쟁으로서의 내전을 지속하고 있었다. 각 정권의 정치적 상황과 수용
소 내부의 모습은 기묘하게 닮아있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전향한 과거의 적들을 정치
적 난민, 망명의 지위를 부여하며 미국의 이념에 복무하는 비밀작전을 수행하게 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정의했다.
이렇게 한국전쟁 포로문제에서 보편적 문명의 기준으로 격상된 자유주의적 인권 원칙
을 둘러싼 정치는 어떤 의미에서 기존의 민족주의적 원칙을 부정한 새로운 국가/국민
형성의 프로그램의 출현을 의미했다. 즉 베르사이유에서는 루즈벨트가 민족자결을 내건
이후 제 3세계와 전후처리 지역에는 인종과 민족적 동일성에 기초한 주권원칙이 적용되
었다면 냉전시기 미국의 자유주의 기획은 특히 한국에서 더 초월적인 원칙이 적용되며
민족, 인종이 아닌 정치적 지향에 근거한 국가/국민 형성 기획을 지향했다. 즉 미국의
자유주의적 정책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민족적 차이를 넘어서 통합하는 보편기획을 지향
한 것은, 지역의 민족주의, 평등한 주권원칙을 압도하고 때로는 민족을 부정 분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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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자유주의라는 정치적 동질성으로 국가/국민을 구성하는 냉전적 기획을 정당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 국가의 국민들의 정치적 동질성은 재교육 같은 인간 개조 프로젝트로
재생산되고, 개인(집단)의 정치적 망명이나 전향을 장려하고, 무엇보다 이들의 정치·전
략적 유용성을 식별하는 심사와 심문기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되는 것이었다. 이들에
겐 미국의 대의에 복무할 '관용'과 지원이 주어졌고, 호전적 반공주의 투사들은 더 많은
지원을 얻기 위해 이 대의에 기꺼이 과잉 복무하려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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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자유세계'의 배제적 군사동맹구축과 대안적 평화기
획의 부상
한미방위조약의 목적은 세계에 “한국이 세계의 이 지점에서 자유의 최전선the forefront of
liberty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덜레스)
식민주의가 끝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끝나지 않았으며 '다른 형태의 식민주의'가 대두되고
있다(수카르노)

정전협상의 지연과 포로문제를 둘러싼 지나친 갈등으로 인해 한국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압력이 더 커지게 되었다. 전지구적 사법주권의 적용, 권력 균형 상태에서의
세가지 차별적인 자유주의적 전략, 그리고 개인의 자유주의적 인권이라는 새로운 정치
적 가치에 기반한 포로논쟁에 이르기까지 UN-미국의 자유주의 기획은 이제 한국전쟁
에서 구체적인 형태의 평화를 수립해야하는 과제를 대면하게 되었다. 자유주의 기획은
그럼 한국전쟁에서 어떤 평화를 지향했을까?
그동안의 한국전쟁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정전협상의 종식으로 끝난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의 이해관계와 미국의 대응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정전협상과 교환된 한미
방위조약의 다른 지역과의 비교적 성격, 그리고 한국 전쟁 정전 자체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다루기로 했던 제네바 정치회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 일부 연구
들이 실패한 회담으로서 제네바 회담을 연구했지만 이는 한국문제에 대한 논의에 국한
되어있었고 전체 냉전과 아시아의 냉전과의 관련성은 무시되었다.595) 한국의 연구들은
한국 방위조약의 상대적 특성이나 이후 동아시아 냉전과의 관련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아시아 군사동맹구축과 반둥회담에 대한 연구들은 한국전쟁과의 연관성을 놓쳤다. 하
지만 한국전쟁의 냉전 정치에서의 상징적 함의와 그 영향력은 한국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가깝게는 중국의 전후 외교 노선과 베트남에서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미중 양국의 개입방식에도 영향을 주었고, 무엇보다 이후 심화된 동남아시아의 냉전에서
하나의 극단적 갈등의 사례로서 예의주시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 장에서는 한국전쟁을 마무리하고 아시아에서 지속된 자유주의 기획
과 그에 대한 지역 차원의 개별국가들의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그 폭넓은 전개과정을
재조명 하려 한다. 트루먼 시기의 정치적 기획과 달리 경제적 계산에 근거하여 전지구
적 냉전 전략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아이젠하워의 냉전 전략하에서 한국전쟁의 종식
과 이후 냉전의 전개는 아시아에 세가지 형태의 평화 모델을 창출했다.
595) 한국문제에 대한 협상이 실패해 제네바 회담은 단일 쟁점에 대한 회담으로 여겨져왔다. 한국문제는 6월경 아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끝났지만, 인도차이나 문제는 3개월간의 협상 끝에 7월 21일 휴전과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
어졌기 때문이었다. 1954년 제네바 컨퍼런스는 주로 미국의 인도차이나 정책과 관련해서 연구되었다.(Kevin
Ruane 1994: 154)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휴전까지만 논의가 되고 제네바협약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Brands 198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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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반공 자유주의라는 정치적 동질성에 기반한 국가/국민 형성 기획을 추진한
미국은 제 3세계의 반주권적 내전 국가들과 협력적 군사 동맹을 맺어나갔다. 따라서 한
국전쟁의 종식을 위한 기획은 다시한번 한국을 벗어나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적 차원으
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전쟁은 임시적 군사 정전체제로 종식되고, 동아시
아에 전형적인 군사동맹체제가 구축되며 냉전이 아시아에서 권력 균형 체제를 형성하
게 되는데, 이 아시아 냉전 전개의 중요 결정과 회담들은 모두 UN의 틀을 벗어나서
이뤄지게 된다.
먼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의 모델은 군사정전의 타결과 정치적 문제를 별도
의 국제 회담에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정치적 타결의 무게를 감
당하고 추진하려는 세력이나 이해관계가 충분치 않고 오히려 분할에 입각한 권력 균
형, 그리고 각 균형 체제 속에서의 무장과 국력 증강, 그에 대한 외부지원을 바라는
입장들이 커지며 한국문제에 대한 정치회담은 파행으로 치닫고, 불안한 정전상태에서
미국과의 방위조약을 맺게 되었다.
반대로 동북아의 냉전이 동남아시아로 확산되면서 한국전쟁을 치른 미국과 소련, 중
국은 각기 이 지역의 영향력과 헤게모니를 얻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되었고, 베트남에서
진행되던 프랑스와 호치민간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협상이 한국문제와 동시에
제네바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여기선 평화공존 정책을 주 외교노선으로 내건 중국의
주도적 노력으로, 한국의 정전체제와 똑같은 형태의 분할과 임시 정전체제가 수립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냉전의 양 강대국이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아시아의 중국이 영향력을 확
대하며 동남아의 긴장이 심해지자, 이런 냉전적 방식의 군사동맹 체제 자체에 반대하
는 중립주의 노선이 등장하게 된다. 반둥 회의는 그 상징적 구심점으로서 수년간 전개
된 UN의 평화 구축, 미국의 자유주의 기획, 특히 한국에서 구현된 냉전의 극단적 갈
등을 극복하고 대안적 평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한국전쟁 정전의 정치의 지역적 전개의 연쇄와 그 결과를 상호관련 속
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전쟁의 지역적 영향과 한국전쟁을 통해 경험
한 것의 효과, 한국전쟁에서 UN과 국제기구, 냉전 전략들의 한계와 그 부작용의 지점
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절. 판문점의 자유주의 평화와 반공의 최전선
1) 아이젠하워의 한국 정책과 경제적 계산의 전면화
한국전쟁 포로문제의 해결이 지연되며 미국에선 자원송환 정책을 고수했던 트루먼 정
부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고 아이젠하워의 공화당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아이젠
하워는 52년 가을 선거 유세에서 직접 한국을 방문해 한국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장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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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도 트루먼이 직면했던 같은 모순에 직면했다. 여전히 군사적
교착상태가 있었고, 북대서양 동맹국들과 균형을 이루어야 했고, 이승만은 지속적으로
확전과 일방적 승리를 요구했고, 미국내에선 '명예롭고 성공적인' 한국전쟁의 종식을 기
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아이젠하워와 새로운 국무장관 덜레스는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어떤 일관적인 전략을 갖고 있지 않았다.(Rosemary Foot 1990, 159-61)
일반적으로 “New Look"으로 불리워지는 아이젠하워 시기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가안
보 정책은 주로 국방예산을 감축하기 위해 전통적인 군사력을 줄이고 핵무기나, 전략적
공군작전 등 기술력에 의존도를 높이고 이런 전략적 억제를 보충하기 위해 여러 안보협
약들을 맺고, 지역의 동맹국 군에 대한 훈련과 무기 지원을 한 특징이 있다.596)
53년 1월 등장한 NSC 141597)은 미국의 국가안보정책 전반을 새롭게 규정한 아이젠
하워 정부의 냉전 전략의 특징을 담고 있었다. NSC 141은 한편으로는 트루먼 정부의
NSC-68처럼 소련과의 전지구적 전면전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는 방어적 안보에 지나치
게 집중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원을 더 적극적인 대외 군사,
경제 지원에 쓸 것을 강조하는 정책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원할 지역과 국가를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특히 중동과
동아시아가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NSC 141은 기존 안보프로그램들은 서유럽을 제외하
고는 동아시아 지역에 냉전의 위협, 지역의 침략, 혹은 전면전에 대항하기 위한 적절한
안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분석에 근거했다. 중동의 경우는 전지구적 전쟁에 의미 있는
군사력을 키우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 지역에서 지역의 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구조를 강화하고, 내부 안보를 제공하고, 기지를 획득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동남아
에서는 역시 유의미한 군사력이 만들어지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지역 토착 군은
내부안보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중국 공산주의의 확대된 공격위협에 대항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일본, 한국, 베트남에서 군을 증강하는 것은 '지역적 목
적'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미군으로 하여금 극동지역에 배치된 미군 군사력을 좀 더 자유
롭게 운용하게 해줄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NSC 141은 한국, 인도차이나,
대만에서 더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FRUS
1952, Vol 2, 209-21, 28)

이렇게 등장한 아시아 지역의 군사 지원, 군사 동맹 정책은 53년 2월과 3월 동안 새
롭게 강화된 NSC는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을 경제적 비용의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재검
토 하는 과정과 맞물리게 되었다. 미국의 국가안보는 경제적 고려, 특히 예산의 관점에
서 다시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 예산국, 재무국이 국가안보 정책을 검토
하고 의견을 제시했다.598) NSC는 2월 25일 각부서와 기구에서 국방정책의 예산문제를
596) Glenn H. Snyder, "The New Look' of 1953," Strategy, Politics and Defense Budgets, ed. Wamer R.
Schilling, Paul Y. Hammond, and Glenn H. Snyder (New York, 1962), 383-524.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Postwar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New
York 1982), 127-63. Richard H Immerman, John Foster Dulles and the Diplomacy of the Cold War: A
Reappraisal (Princeton, 1990)
597) NSC 141 : Reexamination of U.S Programs for National Security(5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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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기 위해 민간자문위원회599)를 설치했다.(FRUS

1952, Vol 2, 244)

3월 25일 열린 NSC회의에서 군부는 국방예산 삭감시 생길 군사, 외교적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예산삭감에 저항했지만, 아이젠하워는 미군 유지비용이 해외군의 유지비용에
비해 너무 높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아이젠하워 정부의 재무부 장관으로 보
수적 기업가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던 험프리Humphrey 재무부 장관은 이대로는 정부
가 파산할 것이며, 56년부터 트루먼 정부의 54년 예산의 절반수준으로 안보예산 규모를
낮춰야 하며 이를 향후 10년간 유지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아이젠하워는 영
구적인 동원상태에 살아야한다는 것은 미국의 민주적인 삶의 방식 전체를 파괴할 것이
라고 덧붙였다. 험프리는 한국전쟁 이후로 등장한 대규모 안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
원과 재정은 미국이 뉴딜 처럼 통제되고 계획된 경제인 전체주의적인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한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FRUS

1952, Vol 2, 259-62)

아이젠하워 정부에서 전지구적 사법주권 기획과 동아시아 균형을 위한 미국의 전면적
개입을 위한 군비 확장은 미국내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전체주의적 방식으로 비난받게
되었다. 즉 아이젠하워의 정책은 미국 내부의 자유주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대외 예
산을 감축하는 다각적 방법을 모색하려는 시도였다. 윌슨에서 시작된 자유주의적 보편주
의는 트루먼에게서 더 축소되었고, 아이젠하워는 아예 이 문제를 정치문제로 보기 보단
경제문제로 보고 미국내 이해관계를 강조했다.
미 국무부의 덜레스는 54, 55년 상호방위와 국방부 예산 삭감이 가져올 정치적 문제
를 지적하며 반대했다. 덜레스는 “50년 봄 애치슨의 정책처럼 한국전쟁을 초래한 모호
한 상황”을 되풀이하면 안되며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
근 재개되는 한국에서의 정전협상 마처 공산측에게는 인도차이나에도 자유롭게 개입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시아 전선의 상황을 강조했다. 덜레스에게 전
지구적 전쟁을 막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소련의 주변부에 있는 이 결정적인 전방초소
outpost를 지키는 강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덜레스는 일본, 인도차이나, 인도, 파키스

탄, 이란, 나토를 언급하며 이중 어느 하나라도 잃게 되면 연쇄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덜레스는 공산진영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진 않지만, 지역의 '내전들 civil wars'
에 의해 발생한 일들에서 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기에 이들에게 핵심 지점들을 잃지 않
기 위해 전면전외의 것을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논의 끝에 덜레스는 유럽, 일본, 인
도, 이란과 아랍, 터키와 라틴아메리카의 지원에 6십억 달러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
했다.
598) 취임 직후 아이젠하워는 그의 자문 커틀러에게 국가안보 자문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부탁했고 53년 3월
16일 보고서가 완성되며 크게 두가지 권고를 했다. 국가안보문제에 대한 특별 자문 자리를 만들고, NSC의 자문 기
능과 정책 기획 기능을 모두 더 중요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라는 것이었다.(Stuart 2008: 241)
599) 아이젠하워는 모두 승인하고 커틀러를 국가안보 특별 자문자리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고 재정적 보수주의를 기획
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해 재무부 장관 험프리와 예산지휘관 닷지를 NSC의 영구 회원으로 추가했다. 친한 친구로서
험프리는 덜레스와 함께 NSC와 아이젠하워사이의 가교가 되었다.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의 결정이 집행되는 것에 대
한 감시를 위해 특별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조정국OCB도 새롭게 창설했다.(Stuart 2008: 243-44) 민간인 자
문들은 Messrs. Dillon Anderson, James B. Black, John Cowles, Eugene Holman, Deane W. Malott,
David B. Robertson, Charles A. Thmas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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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젠하워는 전체주의적인 소련과 달리 자유주의적 미국은 모든 세입을 전쟁
에 할당할 수 있고, 모든 인민의 삶의 기준을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하기에 예산배분 문
제를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자문단은 더 나아가 예산 균형의 관점에서 볼때 현
재의 안보정책의 목적과 행동절차가 너무 일반적 수준이며 이 정책의 범위, 속도, 시기,
우선순위, 비용 등이 재검토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950년 이후 재무장 기획
비용이 너무 과도했으며 중복이 많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가장 강한 핵에너지 분야에 대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핵무기와 핵에너지의 사용방안
이 고려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상호 방위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미국이 모든 비소련 국가
를 강화시킬수 없다며 예산 축소를 요구했다. 이들이 정한 국방 예산 상한선은 450억
달러였다. 여기에 재무장관 험프리는 더 나아가 400억 달러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젠하워는 당장 예산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당시에는 예산 균형을 향한 상징적 결정
을 내리는 편을 선호한다고 말했다.(FRUS

1952, Vol 2, 264-69)

이러한 예산논쟁은 한국전쟁 전략과 직결되었다. 즉 예산문제는 한국전쟁을 전지구적
사법기획이나 동아시아의 권력균형, 혹은 미국의 정치적 위신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감수해야할 위험은 무엇이고 상호방위 지출과 군사지출을 삭감해서 생길
위험중 무엇이 더 큰지를 가늠하는 경제적 계산의 문제였다. 민간 자문들은 상호방위 프
로그램이 “타국과의 우호관계는 돈으로 살 수 있고, 그들의 경제를 자립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해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국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가치
에 의문을 제기했다. 예산절감과 우선순위의 측면에서 유럽 주둔 미군을 심리전에 중점
을 두자는 제안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유럽은 미국의 리더십의 문제라며 이를
거부하고 가능한 물리적 억제를 위해 더 많은 군을 보내야 한다고 답했다. 아이젠하워는
한국에서 전술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강하게 나가기로 결정하면 소련이 한국에서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결국 승리를 위해 전면동원에 가까운 상황으로 내
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예산절감의 전략적 차원에서 아이젠하워는 민간 자
문들이 제안한 핵에너지 활용문제를 한국에 적용해 한국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고
려하자고 제안했다.600)(FRUS

1952, Vol 2, 272-73)

이후 3월 31일 NSC회의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아이젠하워와 국무부는 소련
과 미국의 핵전쟁을 두려워하는 동맹국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도 핵무기 사용에 대한 터부가 완전히 파괴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아이젠하워 정부
내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의견은 분열되어 있었지만 아이젠하워의 심리전작전 특별
보좌 잭슨(C.D. Jackson)601)과 덜레스는 한국전쟁 정전협상에서 기존에 합의되어 있던 것
600) 마침 이 회의는 NSC 145, 즉 실용적인 핵 에너지의 개발 계획을 논하는 자리였다. 핵무기 적에게 큰 타격을 가
할 수 있고, 전통적인 전투보다 사상자나 경제적 의미에서 더 저렴했기 때문에 매력적인 수단이었다. 군부는 핵 사
용의 효율성에 회의적이었지만, 국무부는 민간자문들의 핵무기 사용권유에 대해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정책 장벽이 있는 것은 아니며, 문제는 핵을 사용해서 생기는 이익이 불이익보다 많은가 하는 것의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핵무기 사용은 기본 국가안보 정책과 프로그램을 비용과 관련해 연구하고 조언하는 53년 2월 25일 설
치된 민간자문위원회의 일곱 자문위원들이 제기한 것이었다.(FRUS 1952, 817)
601) 아이젠하워는 53년 1월 24일 국제정보활동에 대한 위원회를 창설해 의장으로 William H. Jackson을 임명하고
Robert Cutler와 C.D. Jackson, Roger M Kyes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이후 Jac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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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기하자는 의견을 보일정도로 공격적이었다. 3월경 합동전략기획위원회에서는 한국
전쟁에서의 미국의 행동 경로를 여섯가지로 나누어 검토했는데, 이중 셋은 중국 국경에
대항한 한반도 외부에서의 작전을 포함한 것이었고, 이 작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수의 핵무기를 사용해야했다. NSC 147: Analysis of Possible Courses of Action in Korea(53.
4. 2)이 그 논의의 산물이었다.602)(Rosemary Foot 1990, 162-64, FRUS 1952, 817-18,
827)

표 6-1. NSC 147에 따른 미국의 행동계획과 필요예산
행동방향

목적

시기

병력구축

비용

적반응

동맹국의 관점

군사적 평가

A. 현재 수준의
군사작전을 지속
하고 한국군증강

미군의 제
한적 배치

이미 시작된
미 지상군 4
개사단 재배
치를 54년 7
월까지

20개 한국군 사
단과 1개 한국
해병단

5 4 년
1.5-1.7
billion

지속적인 병력증
강, 정전 양보
없음

한국의 반대, 다른 대
다수 국가의 선호

오배치의 최소화, 최소
의 사상율, 최소위험

B.지상작전 전개

수용 가능
한 정전협
상을 위해
적에게 비
용증가

6개월안에 시
작해 54년 7
월에 최대효
과

20개 한국군사
단과 2개 미군
사단, 공군, 해
군

2.2-2.4
3.8-4.0

강한 지역에서의
반응, 확전 위험
적음, 정전가능
성 불확실

아시아 국가들의 반대
를 제외한 내키지 않
는 동의

적의 더큰 소모와 공격
역량 약화 승리 보증없
음. 공중 공격의 위험,
오배치와 사상증가

C . 지 상작 전과
Waistline 까지
공세

적의 최대
파괴와 바
람직한 해
결

6개월내에 시
작해 3개월후
공세, 3개월
후에 새로운
분계선

20개 한국군 사
단, 3개 미군사
단, 2개공수, 2
개폭격 편대

3.0-3.3
4.0-4.4

강한 지역에서의
반응, UN을 멈추
지 못하면 정전
을 추구하고, 전
쟁이 확대될수도

동맹국도 반대, 아시
아국가의 강력한 반대

성공하면 최대의 적 사
상과 물질적 손실, 높
은 UN군 사상, 심각한
공중 공격 위험, 방어
하기 어려운 분계선,
전쟁계획에 부정적 영
향

D. 중국에 대한
공중공격과 해상
방벽, 필요한 경
우 지상공격 증
가

적에게 큰
비용 부담
을 주고
바람 직한
해결 성취

한번의 공중
공격, 해상방
벽은 2-4주

20개 한국사단,
2개 해군수송
단, 2개 전폭대

2.4-3
3.2-3.5

개시 이전에 정
전협상 양보, 최
대의 저항, 소련
의 참가가능성,
중국의 공중공격
가능성, 대응할수
없으면 한국을
희생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
고 강한 반대, 공산군
이 대규모 공새 가능

성공하면 큰 사상 없이
군사적 승리. 실패하면
다른 방향. 전면전 위
험 적음. 전쟁 계획에
부정적 영향, 전면 공
세가 필요

E. Waistline 까
지 공세와 해상
방벽, 중국에 대
한 공중, 해군
공격

적에 대한
최대의 파
괴, 새로운
분계선, 바
람직한 해
결

연장되면
B,C,D와 같
음. 원래는
9-12개월

20개 한국사단,
3개 미군사단,
해군, 공군, 폭
격대대추가

3.2
4.2

D와 같음

성공하면 적의 패배,
방어선을 한국군이 방
어, 성공하지 못하면
압록강까지 전진이 필
요, 전쟁계획에 부정적
영향, 높은 사상율

F. 대규모 공세
와 해상방벽, 중
국에 대한 공중
해군 공격

적의 패배
와 파괴,
통합된 비
공산 주의
한국

E와 같음

E와 같고 일본
에서 미국의 2
개 사단 추가

4.2
5.1

D와 같음

성공하면 주요 적병력
의 파괴, 새로운 공격
가능성의 파괴, 일본의
안보 강화, 전쟁계획에
가장 큰 부정적효과,
작전기간 일본의 약화

D와 같음

D와 같음

FRUS 1952, 854-56

이 정책들은 매우 호전적인 기획을 담고 있었지만, 군사작전의 경제적 비용이 계산되

Committee로 불려지게 된다. 이 위원회는 6월 30일 125페이지짜리 보고서를 통해 소련에 대항한 비밀 공개 작전
의 성격, 미국의 전 '자유세계'에서의 프로파간다와 정보활동에 대해 검토하고 여러 제안을 했다.(FRUS 1952, Vol
2, 393, 1795)
602) 4월 8일에는 미국의 한국 정책인 NSC 147이 논의되었다. 여기엔 저우언라이의 발언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었다.
이는 두가지 행동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첫째는 현재의 군사작전을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부과
되어있는 군사작전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 두 번째 노선에 따르면 핵무기 사용이 다른 작전 수행에
필수적이었다.(FRUS 1952, 838-40,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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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어 더 강한 작전을 수행할수록 부담이 커지고, 낮은 수준의 군사작전은 전쟁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인식에 따라 선택을 유도하게 되어있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5월 13일 정전협상에서 UN측의 제안을 중국이 거부하자 정전협
상이 실패하면 NSC 147에 따라 한국전쟁을 확대한다는 결정(5. 20)을 내렸다.(FRUS
1952, 1065-68)

그리고 미국측은 협상장과 인도, 소련을 통해 미국이 이 핵무기 사용아니면 정전협상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전달했다. 5월 25일 정전협상
장에서 해리슨은 마지막 제안을 했다. 클라크는 공산측 지휘관들에게 이를 뒷받침하는
경고 서한을 전달했다. 동시에 아이젠하워 정부는 대대적인 공중 폭격을 통해 군사적 압
력을 높였다.(Rosemary Foot 1990, 164-66)
이처럼 미국의 정권교체 이후 미국 국방정책과 예산논쟁으로 상징되는 미국 냉전 정
책이 변화하면서, 한국뿐 아니라 극동지역 전체에서 중국의 전쟁 역량을 줄인다는 전략
적 목적603)이 논의 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몇 달만에 재개된 정전협상은 그저 여러 다
른 큰 목적들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젠하워의 정책은 경제적인 고려를 중심에 두고 그에 따라 적
합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 아이젠하워 정부의 안보 정책은 재정지출을 줄이고 핵에
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나 통제를 최소화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고 자유주의 국가간의 무역을 늘리기로 했고, 이미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진 NATO보
다는 동북아나 중동을 중시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보, 선전, 심리전활동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사적 지원과 군사 동맹 기획의 기본 방향
은 이런 노선에 따르게 되어 있었다.
협상의 재개
그런데 한국전쟁이 발발할 때 한국과 주변국들이 국가형성이라는 정치적 문제에 집중
하고 있었다면, 1953년 즈음엔 모두 경제개발에 주력하고 있었다. 소련 역시 국내 경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중국도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53년 초에 시작하려 하고
있었으며, 북한도 많은 경제, 군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전협상의 재개에 큰 계기를 제공한 것은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포로
문제였다. 즉 1952년 12월 국제적십자회연맹에서 양측이 상병포로를 교환하라는 결의안
을 통과시키면서 포로 교환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다시 생겨났다. 클라크는 2월 22일에
공산측에게 큰 기대 없이 상병포로 교환 제안을 했다.604)
그런데 스탈린이 3월 5일 사망하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중국 자료에 따르면 저우
언라이는 스탈린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24일까지 소련을 방문했고, 새
603) NSC 148 : U.S Policies in the Far East(53. 4. 6)
604) 사실 미국이 상병포로 교환을 제의한 것에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 즉 영국 등 다른 UN 회원국이 이 문제를 다
가오는 53년 2월말의 UN 총회 세션에서 제기하지 못하게, UN사령관 클라크가 먼저 상병포로 교환 제안을 하게
허용해달라고 상부에 요청했다. 클라크는 이런 제안이 합의될 여지는 없지만 분명히 심리적이고 공개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98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로운 소련 지도자들과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 3월 21일 저우언라이는 새로운 소련 지도
부 거의 모두와 긴 논의를 했고 여기엔 게오르기 말렌코프, 니키타 흐루시체프, 라브렌
티 베리아, 몰로토프, 불가닌 등이 포함, 한국전쟁의 최선의 해법이 뭔지 논의했다. 이
논의의 결과 중국과 북한이 이제 합리적인 타협에 근거해 전쟁을 끝낼 입장이라는 합의
였다.605) 최근 공개된 러시아 자료도 저우언라이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정전협상을
종식하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자는 공통 입장을 도출했다고 밝히고 있다.606)
이에 따라 저우언라이가 스탈린의 장례식에 다녀오는 3월 28일까지 상병포로 교환에
대한 답을 하지 않다가, 이 제안을 수용하면서 “상병 교환이 포로문제의 해결로 이어
져야하며 전 세계가 원하는 한국에서의 정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선
포했다. 3일후 저우언라이는 방송을 통해 UN총회 의장 피어슨에게 송환 거부 포로들은
중립국으로 옮겨서 그들 송환문제는 따로 다루자고 제안했다.607) 이로서 정전협상이 재
개되었고 포로문제 논의가 4월 말에 다시 시작되었다.(Rosemary Foot

1990, 167, Chen Jian

2001 112, FRUS 1952 819-20, 824)

스탈린의 죽음이 대대적 정책 변화를 초래했다기 보다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은 분명
했다. 홍콩의 미 영사 해링턴은 저우언라이의 제안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강경해지는
것의 영향을 받기도 했겠지만, 모스크바에서 이뤄진 소련과 저우언라이의 합의, 그리고
소련의 평화공세의 연장이라고 보았다. 소련은 스탈린의 죽음이후 전쟁을 지속하는 것의
불이익이 이익보다 많아졌고, 전쟁을 연장하기 보다는 포로에서 전술적으로 패배를 수용
하는것이 낫다고 여겼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또한 중국은 5개년 산업화 사업을 수행
해야하는 상황에서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더 얻어야 하는 상
황이 도래했다고 보았다.(FRUS

1952, 828-29)

공산측은 빨리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저우언라이는 3월 20일 비송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송환을 위한 중립국 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영국, 캐나다, 오스트
레일리아, 인도는 이게 중요한 변화라고 인식했고 이에 따라 클라크가 동의해 협상을 미
루지 말고 다시 전면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4월 9일에 공산측은 이런 입장을 담은 공식
서한을 보냈다.(Rosemary

Foot 1990, 168)

UN사령부가 상병포로를 교환하기 위한 작전인 "Little Switch" 작전 계획을 수립하
는데는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4월 11일에 합의에 서명이 이루어졌고 4월 20일부터 교
환이 시작되어 5월 4일 까지 공산측은 684명의 부상 포로를 보냈고, UN측에서는
6,670명을 보냈다.608) 이는 협상 재개를 향한 열망을 반영한 것이었다.(FRUS 1952, 902,
919)
605) ZEWHDJ, 44.(The Diplomatic History Institute under the PRC Foreign Ministry, Zhou Enlai waijiao
huodong dashi ji, 1949–975 (Important Events in Zhou Enlai's Diplomatic Activities, 1949–975) (Beijing:
Shijie zhishi, 1993))
606) See Staff of the Foreign Ministry of the Soviet Union, ''Background Report on the Korean War, 9
August 1966,'' trans. Kathryn Weathersby, Journal of American–ast Asian Relations 2 (Winter 1993):
445.
607) 발언 전문은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April 13, 1953, pp.526-27.
608)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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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몇주간 중립국의 선정, 억류 기간, 비송환 포로들이 억류될 장소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5월 7일에는 남일이 8개 기획을 제시해, 송환희망 포로를 다룰 5개국 중립국
송환위원회(NNRC,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 인도)를 수립하고 남은 포로는 정치
협상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609) 아이젠하워 정부는 이것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
으로 보았지만 8개 제안에 수정을 요구했다. NNRC 감독하에 전체 국민투표를 치르고
폴란드, 체코 군이 UN사령부 후방에 들어오지 않게 인도가 이와 관련해 필요한 모든
병력을 제공하며, 이 작업에 3개월이라는 시간 제한을 부여하고, 정치 회담은 30일 내
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5월 13일 공산측은 완전히 수용불가능한 것이라며 거부
했고 그러자 아이젠하워정부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NSC 147의 기획대로 전쟁을 확대
하는 결정(5. 20)을 내렸다. 하지만 서구 동맹국들은 미국의 행동을 비난했다. 버마와
인도를 따라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뉴질랜드, 심지어 이탈리
아까지 비난에 나섰다. 미 심리전략국의 분석에 따르면 서유럽 언론과 대중의 미국 외교
정책을 반공 히스테리라고 비판하며 지지가 악화되었다고 보고했다.(Rosemary Foot 1990,
169-170, 174)

이런 압력하에서 미국측 정전 대표 해리슨은 5월 25일 정전협상 타결 후 2개월 안에
모든 송환 희망 포로를 송환하고, 송환 거부 포로는 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체코와 인
도로 구성된 포로억류 위원회를 구성해 비무장지대에서 억류하여, 양측 대표가 이들의
심사와 확인 활동을 감독한다. 이에 필요한 모든 병력은 인도가 제공하며, 송환 거부 포
로는 정전협상이 효력을 발휘한지 60일 이내에 석방된다는 제안을 했다.(FRUS

1952,

1091-92, 96)

그리고 결국 6월 8일 17개월을 끌어온 포로문제에 대한 양측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
다. 그날 저녁 저우언라이는 리 에게 전화하여 협상팀을 치하했다.610) 6월 15일 양측
군실무자들은 최종 분계선을 합의했고 같은날 저녁 팽더회는 6월 16일 이후 공세작전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6월 17일 정전협상은 새로 휴전선 수립했고, 곧 서명이 다
가왔다.
2)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과 한미 방위조약 요청
양측이 더 양보를 해야할 결정적인 시기였다. 그런데 한국에선 중국과 미국의 정전협
상의 전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승만은 정전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에 반대했으며 특히 53년 4월 초부터 정전협상 자체에 격렬히 반대했고,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겠다며 한국군을 모두 철수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승만은 한국문제에 대한
609) 52년 8월중순 회의에서 스탈린과 저우언라이는 이를 기본으로 하고 포로문제에 대한 협상의 최저조건에 대해 논
의했다. 스탈린은 협상 전략에 상세하게 조언했는데, 그는 중국 북한측이 미국을 포로문제에 대해 세가지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 적이 30% 포로를 보유하겠다고 하면 베이징과 평양은 적 포로를 `13% 보유하겠다
고 제안한다. 이는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첫 제안이 실패하면, 중국·북한은 휴전이후에
포로를 교환하자고 제안한다. 셋째, 이것이 수용 안되면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을 일시적으로 중립 제3국으로 보
내서, 그곳에서 포로의 의사가 결정되면 석방되거나 송환시킨다는 것이었다. 결국 중국이 53년 3월말 제안한 중립
국 심사후 송환 계획은 이 최종 단계로 준비된 것이었다.(Chen Jian 2001, 114)
610) ZENB, 1:305–; Chai Chengwen and Zhao Yongtian, Banmendian tanpan,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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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개의 쟁점611)을 제시하며 중국군의 철수, 북한의 탈무장, 평양에 대한 어떠한 제3
자의 지원 금지 등 매우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했다. 이승만은 인도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도 싫어했으며 부산의 UN 대사관 앞에서 정전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
했다.612)
이승만은 이후 수차례에 걸쳐 아이젠하워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입장을 표
명했다. 4월 9일 아이젠하워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어떤 경우에도 평화를 달성해야한다
는 해외 국가들의 움직임에 불만을 표시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은 독립국가로 살아
남을 수 없으며 '중국처럼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침략적인 공산주의를 물
리치고 압록강 북쪽으로 몰아낼 것이며 누구건 이에 동참하고 싶으면 환영한다며 독자
적 전쟁수행을 시사했다. 아이젠하워는 이에 대한 4월 23일자 답변에서 북한과 중국군
의 침략을 물리친다는 UN의 목적은 이미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며, 미국과 UN은 한국
의 독립과 통일을 전쟁을 통해 추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젠하워는 미
국은“명예로운 정전”을 추구할 것이며 정전협상은 즉각적이 분쟁의 중지와 함께 한국
의 통일과 선거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만일 한국 정
부가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 의해 지지받지 못하는 행동을 취했을 때 이런 노력이 완전
히 무효가 될 것이라며, 돌발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하지만 이승만
은 이런 서한을 받은 직후 “승리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는 정전반대 모임에 참
석했다. 이렇게 아이젠하워의 직접 서한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는 이승만의 태도
에 미 8군은 유사시를 대비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소위 '에버레디플랜'은 정전협상의 타
결을 완수하기 위해 만일 이승만의 돌발행동으로 한국군이 철수해버리는 상황에 대비해
병력 배치를 재조정할 계획을 마련하고, 나아가 한국에 계엄을 선포해 UN하에 군정을
설치하고 이승만을 억류한다는 계획이었다.(FRUS

1952, 897, 902-3, 6, 10, 930, 938, 965)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이승만의 협박 전술은 부수적 효과를 가져왔다. UN군
사령관 클라크는 정전협상의 타결가능성이 멀어지면 한국에 남아있는 송환거부 포로들을
다 석방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Rosemary

Foot 1990, 171)

송환거부 포로의 석방 문제는 이미 1952년 8월에 남아있는 남한출신 전쟁포로
16,000명중 심사를 통해 송환을 거부한 11,000명을 억류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정당
화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석방해야한다는 클라크의 주장에서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남한 정부의 지속적 요청과 당시 공산측이 중국포로에겐 민감했지만 남한출신 포로들의
송환요구를 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석방이 가능한 조건으로 여겨졌다. 클라크는 포
611) 중국군의 철수, 북한군의 무장해제, 제3의 국가가 북한에 군사경제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UN의 노력, 한국문
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한국정부의 완전한 참여, 한국의 영토와 주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결정의 금지였다.
612) 이승만은 52년 3월에도 휴전반대 시위를 조직했다가 무초의 경고를 받았었다. 이승만은 일종의 사과 형식으로 트
루먼에게 편지를 썼는데, 여기서 그는 동양Orient에서 강한 미국의 리더십을 늘 믿어왔으며 UN에서 중립국가들에
대항해 미국의 입장을 강화시키는데 노력해왔다며 휴전이 진행된다면 두 국가간의 상호 방위협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때부터 이승만은 한미방위조약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과 미국의 평화협약에 반대했다. 또한 한국군 강화
계획을 빨리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FRUS 1952, 114-15) 1952년 10월 중순 UN총회에서 한국문제가 논의될때,
한국 대표는 미국 정부에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여기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국의 UN가입, 한국에 대한 식량
지원, 미국이 일본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문제 를 논의했다.(FRUS 1952,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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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범주에 드는지 의문이 생기는 자에 대해 관할재판소에 의해 결정될 때까지 포로로
대우한다는 1949년 제네바협정 제5조613)의 포로에 관한 규정이 포로 석방의 법률적 근
거가 된다고 보았다. 클라크는 이들의 석방이 정전협정이나 UN군 포로에 대한 보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민간인(억류자)을 석방 했을 때와 유사한 절차를 채택'할 것을 제안
했다. 즉 석방과 동시에 언론을 통해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공산측이 이에 반발할 경우
이들은 '대한민국에 충성을 맹세한 한국국민임'을 밝혀 대응한다는 것이었다.614)
미 국무부는 처음에 클라크의 요청에 대해 16,000명의 남한출신 포로의 재심사 절차
를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석방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향후 정전협
상과 관련된 UN사령부의 대응이 실패할 경우에는 석방할 수도 있지만, 모든 비송환자
들이 석방되기 전에는 별도로 남한 출신 송환거부 포로들을 석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
했다.615)
하지만 1952년 11월부터 이들의 석방에 대한 검토가 또 다시 이루어졌다. JCS의장
브래들리 장군은 중국 포로들을 경제적 동요없이 흡수하긴 어렵지만 북한인들은 남한에
흡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616) 애치슨도 이들을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송환 거부 포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한국에 동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617) 애치슨은 송환 거부 북한 포로를 석방시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복하여 주장했다. 같은 언어를 말하고 같은 문화를 갖고 있으며, 같은 나라의 다른 지
역에 사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송환거부 중국포로들도 수십만의 팔레스타인 난민과
관련해 생겨난 문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는 것이었다.618)
1952년 12월 3일 UN총회에서 포로의 송환과 심사에 대한 결의안619)이 통과되고 공
산측이 거부한 직후인 12월 16일, 미국은 공산측과 송환거부 포로의 처리방식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가망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UN사령부가 송환을 거부하는 한국․중국
포로들을 즉시 '정치적 난민'으로 재분류하여 남한정부의 통제 하로 넘기고, 중국인들은
원하는 곳으로 이송하자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미 8군이나 UN군사령부의 주장이 아니
라 국무부도 완전히 동의했다.620)
1953년 1월 미국무부 극동문제담당 차관보 앨리슨은 향후의 몇 주간이 동맹국들에게
동의를 얻어 비송환 포로들을 일방적으로 석방할 결정을 선포할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
했다.621) 포로들을 완전히 석방하는 데에는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필요하며,
613) 제 5조. 본협정은 제4조에 말한 자에 대하여 이들이 적의 권력 내에 들어간 때부터 그들의 최종적인 석방과 송환
때까지 적용된다. 교전 행위를 행하여 적의 수중에 빠진 자가 제4조에 열거한 부류의 하나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대
하여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그러한 자들은 그들의 신분이 관할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될 때까지 본협정의 보호를 향
유한다.
614) FRUS 1952, 456-458
615) FRUS 1952, 459-461
616) FRUS 1952, 637-645
617) FRUS 1952, 645-647
618) FRUS 1952, 653-657
619) FRUS 1952, 702-705
620) FRUS 1952, 713-715
621) 총회가 열리기 전에 석방을 선포 하지 못하면 총회가 휴회될 때까지 미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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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개시와 동시에 공식 발표를 하기로 했다. 송환을 거부한 포로의 수는 한국인
34,000명, 중국인 14,000명이었다. 국무부는 클라크와 합동참모본부의 자문을 거쳐 대
통령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으려 했고 동시에 동맹국에도 동의와 암묵적 승인을 얻으
려했다.622)
스탈린이 사망한 다음날 열린 3월 6일 미 국무부와 합동참모본부의 회의에서 클라크
가 제안한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파견된 코그스타드(Kogstad) 대령은 포로 석방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중국 포로의 처리는 최고 수준의 정치적 난제지만 35,000명의 송
환 거부 한국포로들의 석방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은 이런 일방조치로
인해 공산측의 보복이 이뤄질 수 있고, UN포로들이 북한지역에서 석방될 수 있다는 위
험이 있지만, UN군의 자원송환 원칙의 물질적 증거를 현시할 수 있으며, 북한인들이
남한 민간인으로 질서 있고 평화롭게 통합되면, 공산측으로부터의 전향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정전 협정에서 남은 문제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는 스탈린 사후 펼쳐질 상황의 불확실성과 국무부에서 장관과 상의해야한다
며 반대의견이 있었다.623)
주한 미대사 브릭스는 이 포로들을 배신자 프로그램이나 심리전에 활용하자며 이런
구상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었다.624) 더 나아가 1953년 3월 이승만은 브릭스와의 면
담에서 지금이 반공포로 석방의 '유일무이하고 훌륭한 기회'이며, 시간이 촉발하여 즉시
실행해야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브릭스는 이승만이 반공주의 포로
들을 석방할 실질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믿으며, 시의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선언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국무부로 보고했다.625) 이처럼 반공포로 석방 기획은 이승
만의 최종 결정이 갖는 의외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내에서 최종승인을 받지는 못했
지만 상당히 오랜기간 제안되어온 정책이었다.
그런데 스탈린 사후 6개월간 휴회되어 있던 정전협상이 1953년 4월 26일부터 재개되
고 협상이 급속히 진행되자 상황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다. 협상이 지연될 때는 정전협
상 이전에 석방해버리려던 입장을 갖고 있던 미국정부가, 서서히 입장을 바꿔서 중국과
5월 25일 공식 절차를 통해 중립국으로 송환하자는 제안을 하고 이에 합의하자626) 이승
만은 더욱 다급해졌다.
이승만은 5월 25일 UN측의 정전협상 제안을 당일에야 알게 되었다. 크게 충격을 받

622) FRUS 1953, 727-729
623) FRUS 1953, 806-812
624) FRUS 1953, 802-803
625) FRUS 1953, 803-804
626) 미국은 5월 중순경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한국 포로의 석방문제가 공산측이 공격하는 가장 취약한 지점이며
우방의 지지도 얻기 힘든 상태에서 이승만에게 자신들의 입장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하는지를 고민했다. 정전협상
이 타결된후 송환거부 포로를 석방은 특히 우방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52년 12월의 인도 결의안이 UN군의 기본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FRUS 1952, 1038, 47) 미국은 이후 진행된 협상에서 송환거부포로들
의 중립국 이송에 대해 중국군 포로들은 중립국에 이송해도 좋으나 북한 포로들은 송환위원회에 인계하지 않고 휴
전과 동시에 석방할 것을 제안했지만, 송환거부자를 중립국으로 인도하는 최종 합의안이 5월 25일 제시되었다. 조
성훈, 1998, 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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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승만은 한국을 분단된 채로 놔두고 중국 공산군을 남아있게 하는 정전을 결코 수
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외무장관 변영태는 이것이 “아시아의 뮌헨 협상”이라고 말
하며 미국정부가 일부러 판문점 협상이 진행되는 시기에 늦게 알린 것을 항의했고, 한국
은 오스트리아와 같은 독자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만은 미국정부가 정전
협상의 제안과 한국과의 방위협약 모두에서 보인 태도에 실망했다고 반복해서 언급하며
더 이상 아이젠하워대통령에게 협력할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얘기했다. 이승만은 즉각
휴전, 모든 중국군과 UN군의 동시 철수, 송환거부 북한 포로의 석방, 중국포로는 UN
군이 처리한다는 제안을 제시했다.(FRUS

1952, 1097-98, 1102, 1108)

이승만의 비협조적 태도를 대면한 UN군 사령관 클라크는 포로수용소 사령관에게 이
승만이 포로들을 석방해 버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런 움직임이 있을지 정보를 수집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를 JCS에게 즉시 고려하여 본토의 송환거부 포로
를 경비하고 있는 한국군 병력을 미군 병력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주한 미대사 브
릭스 역시 이승만이 일방적으로 포로들에 대한 행동을 취할 위협이 있다고 보고했
다.(FRUS

1952, 1099, 1103, 1112)

하지만 JCS 회의에서 클라크의 이런 경고는 에버레디플랜과 함께 고려되었고, 이는
이승만을 임시로 억류하고 한국에 다시 군정을 수립하는 큰 정치적 문제로 여겨졌다. 군
부는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반대했지만 하지만 이런 긴박한 상황 전개를 고려
해 아이젠하워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향후 행동 방향에 대해 즉시 보고 하기로 했다.
JCS는 클라크에게 에버레디 계획이나 군정수립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예비적 조치를 취
할 수 있게 허가하며 미리 구두로 이승만에게 방위조약 문제가 논의중임을 알리도록 허
가했다. 그런데 클라크는 이승만이 사전 경고 없이 일방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승
만이 바라는 핵심은 상호방위조약이므로 이에 대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분명한 발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아이젠하워는 미국이 필리핀과 ANZUS 협약처럼 한국과 상
호방위조약 협상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라고 승인했다.(FRUS 1953, 1117-24)
이승만은 아이젠하워에 대한 답신을 통해 정전협상 자체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침략
자를 벌하는 UN의 집단안보 시스템이 시작되었으나 최근 유화적이고 항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는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만은
유화정책에 미국이 동참하게 압력을 넣고 있는 국가들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간의 전지
구적 투쟁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정책이 결여되어 이미 많은 국가들을 소련에게 잃었고, 한국인들에게 실망스러운 것은
모든 곳의 반공주의자들 대다수에게도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에게 말이 아
닌 행동을 촉구했다.(FRUS 1953, 1125-26) 이승만은 트루먼시기 냉전의 수사를 완전
히 체득하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었다.
6월 4일 회의에서 공산측은 UN의 5월 25일 제안을 대부분 받아들인 대항 제안을 했
다. 공산측이 요구한 것은 1000명당 10명의 설명요원이었다. 덜레스는 아이젠하워에게
공산측이 대부분 수용해 포로문제는 해결된 것 같다고 보고했고, 이에 클라크와 브릭스
가 6월 5일 이승만을 만났다.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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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언급을 듣지 못한 이승만은 6월 7일 정전협상장 한국측 대
표인 최덕신과 전체 참모들을 정전협상장에서 철수 시켰다. 이에 클라크와 브릭스가 이
승만을 만났다. 클라크와 이승만의 단독대화에서 이승만은 이미 매우 감정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클라크는 특히 포로들을 중립국억류위원회에 넘기면 미국은 반드시 이들
을 강제로 송환시키지 않고 한국에 민간인 지위로 석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
만 이승만은 미국이 이렇게 타협전술을 채택하는 것은 거대한 실수이며, 한국정부는 현
재의 정전협상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그것이 “자살을 의미하는 것이
되더라도 계속 싸울 것”이며, 그는 이후부터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치”
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클라크는 혼자서 싸움을 계속하면 병참지원도 없이 성공하
지도 못할 것이고 나라와 자신도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고, 과거처럼 강한 리더십을 보이
라고 강조했다. 이승만은 다시 한번 “한국이 중국처럼 될 것”이며 그와 국민들은 이
미“죽은 것과 다름없다”며 극도로 낙심한 어조로 답했다. 클라크는 아이젠하워의 상
호방위조약 제안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승만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한
국에 중국공산주의자들을 남겨놓는 한 한국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며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이후 브릭스가 상호방위조약과 한국의 정전협상 수용을 교환하는 아이젠하워의
서한628)을 전달했지만, 이승만은 큰 반응 없이 나중에 혼자있을 때 읽어보겠다고 답했
다. 방위조약에 대한 대통령의 서한을 전달했지만 자살이 되더라도 혼자 싸우겠다는 이
승만과의 대화에 대해 클라크는 “현재로선 답이 없다”고 보고했다.(FRUS 1953,
1148-51) 그리고 6월 8일 판문점에서 해리슨과 남일은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대한 합의
에 서명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6월 9일 이승만은 미8군사령관 테일러에게 60일 내에 정치회담을
개최하고,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한국군을 20개 사단으로 증강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승만은 단지 “한국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지원해줄 것이라는
문서”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테일러는 “그동안 이승만이 주장해온 외국군 철
수라는 극단적 입장으로부터 면피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못 찾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브릭스는 이승만의 입장이 변하고 있음을 눈치챘고 클라크의 제안처럼 정전협상
을 빠르게 진행해 기정사실화 하면 이승만이 이것이 불가피한 것임을 받아들이게 될 것
이라고 동의했다. 클라크는 시간이 늦춰질수록 이승만이 의심을 하며 더 개인적인 지위
에 대해 불안해 할 것이므로 정전협상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클라크는 이승만
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지켜보자고 제안했다.(FRUS 1953 1160-63)
덜레스는 이승만이 원하면 아이젠하워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알리라고 브릭스
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브릭스는 이승만의 반대가 주로 비합리적인 애국주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이승만이 아이젠하워와의 직접 대화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었
다. 그리고 만일 미국으로부터 초대가 이루어지면 이승만은 미국으로부터 더 얻어내려

627)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430-431. Vatcher, Panmunjom, p.193.
628)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Dwight D. Eisenhower, 1953, pp.37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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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므로 아직 때가 아니라는 의견을 표했다.(FRUS 1953, 1165)
하지만 덜레스는 6월 11일 이승만에게 서신을 보냈다. 덜레스는 전쟁이 아닌 다른 수
단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은 빈 수사가 아니며 미국은 실제로 이를 계획을 통해 이룰
것이라고 확신시키려했다. 덜레스는 가장 바람직한 절차는 이승만이 워싱턴에 와서 아이
젠하워와 덜레스와 직접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승만은 이 편지를 받고 매우
기뻐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중인 집회나 공개 연설들이 미국이 딴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존 입장은 특별히 바뀐
게 없었지만 전반적 분위기는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덜레스에게 자신은 잠시도
한국을 떠날 수 없으니 덜레스가 아시아를 방문할 것을 제안했다.(FRUS 1953,
1166-68)
덜레스는 정전협상에 대한 이승만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한국에 가
는 것은 실수일 것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덜레스는 6월 16일 답변에서 의회 회기중임을
이유로 지금 떠나긴 어렵다고 답변했고 대신 국무부 차관 로버트슨을 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브릭스를 통해 6월 17일 서신을 전달받은 이승만은 매우 기뻐하며 충분히 이해
한다고 말했다.(FRUS 1953, 1188)
그리고 이날 이승만은 브릭스에게 아이젠하워에 대한 답장을 전달했다. 이승만의 서신
은 매우 장황하게 한국의 역사를 기술하며 미국을 비판했다. 이승만은 미국은 1904년
미국과 한국간의 1882년 조약을 위반하고 한국에서 일본의 야망을 간섭하지 않겠다고
동의해주었고, 또 1945년 미국은 러시아와 한국의 38도선 자의적 분할을 동의했다는 사
실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이후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이 자의적 선을 그었고
그것이 한국 통일을 막고 있다며 미국에 분단 책임을 물었다. 또한 이승만은 1950년 한
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했다며 애치슨의 결정을 한국에 대한 침략을 초래한 책임
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이 이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과 일본과 방
위조약을 맺었듯이 한국도 유사한 협약을 맺기로 되어있는데, 한국은 지금 공산주의자로
부터 방어하기 위해 협약을 필요하지만, 미래에는 일본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필요하다
며 미국과의 방위협약에 모든 침략으로부터의 방어의무를 포함시키고 싶어하는 구상을
밝혔다. 이승만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며 이는 한국 미국 방
위조약에 대한 일본 언론의 반대에서 드러난다고 말했다.629)(FRUS

1952, 1193)

덜레스와 향후 방위조약에 대해 논의하고, 아이젠하워에게 미국의 한국에 대한 책임을
포괄적으로 강조한 서신을 보낸 이승만은 판문점에서 양측은 정전협상의 모든 조항에
대한 완전한 일치에 도달한 다음날 6월 18일 아침, 미국과의 협의 없이 자신의 명령으
로 운용가능한 한국 헌병을 통해 일방적으로 2만5천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부산,
마산, 논산, 상무대의 수용소에서 약 2만 7천여 명의 '반공포로'들이 '석방'되었다.
포로 석방 직후 한국정부는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석방된 포로
에 대한 응급 구호조치 등을 논의했고, 각 도별 책임하에 예산을 감당할 일억환을 책정
629) 이 문서는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July 6, 1953,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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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석방된 포로들에게는 6월 21일부터 일제히 도민증이 발급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석방자들의 환영회가 개최되었다. 포로들은 이에 응답하듯이, 포로수용소 내에서 이미
수년간 해왔듯이 '하루속히 멸공전에 참가하겠다고 절규'하며 혈서를 써가며 입대를 지원
하는 '반공전사'이자 '애국청년'들이 되었다.630) 조병옥, 윤치영, 김종식, 양우정 등 이승
만의 대표적 측근들은 공개 성명을 통해 포로 석방 조치를 지지했고, '거사를 이끌어낸
이승만의 대담함에 존경'을 표현했다. 신문들은 전쟁포로 석방을 환영하는 가족들의 사
진이 포함된 기사들이 연일 1면을 장식했다.631)
클라크는 이것이 한국정부의 최고수준에서 주의 깊게 기획된 행동, 즉 이승만의 지시
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한국경비들과 포로들간의 공모의 증거가 있다고 비난했다.
클라크가 추정에 따라 이승만의 지시를 비난한 것이 무색하게 이승만은 당일 클라크에
게 문서를 보내 직접 이 사실을 알렸다. 이승만은 이를 사전에 클라크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미리 알렸다면 당황했을 것이고, 이 기획이 발각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승만은 이와 관련해 여러 기획들을 제안했지만 아무것도 고려되지 않았고 결국 이런
최종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승만은 “만일 이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
면 자신에게 말하라”며 클라크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이승
만은 이것이 소위 “일방적 행위의 시작”이 아니라며 클라크를 안심시켰고, 이승만과
클라크 사이의 공적임무와는 별도로 사적 우정을 유지하자고 제안하며 이 사실을 둘 사
이의 비밀로 하자고 제안했다.(FRUS 1953, 1197-98)
이승만은 덜레스와 아이젠하워로부터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서신을 받은 상태에서 하
부에서 명령을 받고 있는 클라크가 이정도의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줄 것이라고 믿
었고, 미군이 충분히 중립국감시위원회의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체
해결을 선택한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사안에 합의에 도달했던 판문점에서 공산측은 즉각 남은 문제에 대한 논
의를 중단하기로 하고 오후 고위 연락장교 회의를 요청했다. 해리슨은 이 회의에서 대규
모 탈출이 있었음을 알리고 이승만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난을 가했다.632) 공산측뿐 아
니라 서구 동맹국, 미국 상원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신중국통신은 6월 19일 이승만의
석방은 자원송환, 비강제 송환이라는 개념의 완전한 파산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미국이
묵인했거나 직접 관여되어있다고 비난했다. 런던에서는 정전협상이 적에 의해서가 아니
라 이승만에 의해서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최고위급 논의가 이루어졌다.633) 6월 18일 열린 150차
630)『동아일보』, 1953년 6월 19 - 29일.
631) 그러나 브릭스 미 대사의 보고에 따르면 일부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한국군과 UN군의 물리적 충돌, UN 동맹국들
의 지지나 미국의 원조의 철회를 우려했고, 전쟁포로 석방 결정과 관련하여 돌고 있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로 내
각 내에서 분열이 발생했다. 미 국무부 한국국내상황관련 문서 XXX Ⅳ(1953.5.23-6.19)=(The)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한국전쟁자료총서』 72, 756쪽
632) FRUS 1952, 1197,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pp.279-82,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pp.451-52,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June 29, 1953, pp.905-8
633)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June 29, 1953, p.906, 907. Eisenhower, Mandate for Change,
pp.1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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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회의는 이승만에게 보낼 대통령의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느라 회의 자체가
약 45분 지연되었다.
아이젠하워의 첫 발언은 우리가 “우군이 아니라 또 다른 적을 얻게 된 것 같다”는
것이었다. 덜레스는 침착하게 다루면 해결할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승만이 정전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마지막 절박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이승만의 행위는 오히
려 한국정부가 정전을 받아들일 것이며 체면을 살리기 위해 취한 행위라는 8군 사령관
테일러의 해석을 반복한 것이었다. 덜레스는 이런 행동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
곧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공산측이 크게 반발했지만 정전협상을 우려
하여 이 일을 묵인할 것이라고 보았다. 덜레스는 이승만에 대해서는 가능한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그가 이런 “쇼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란 상상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
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는 이승만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들이 있
었다.634) 즉 심리전 자문 잭슨은 현재 동독과 체코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산정권에 대한
봉기가 공산측의 약점을 드러내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승만에게는 가차 없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공산측에 더 압력을 가하기 위해 양보 없이 정전협상을 더 밀어붙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는 농담으로 그럼“이승만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게
낫겠냐”고 말했다. 다수가 정전협상을 밀어붙이자는 의견이었지만, 수차례 경고 서한을
보냈던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의 약속을 어긴 것은 “국가적 위신의 문제”이며, 이로 인
해 동맹국의 반발과 한국도 통제하지 못한다는 공산측의 비난을 고려해야한다며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에 따라 이승만에게 강경한 서신을 보내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로
결정되었다.(FRUS 1953, 1175-76, 89, 1200-02)
미국무부 정책기획실은 이 사건이 '정전을 방해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산
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중국 전쟁포로들이지, 한국 전쟁포로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 판단 근거였다. 미 국무부는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은 '정전에 단호히 반
대하는 자신의 입장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았
다. 이승만은 이 조치를 통해 정전 조건의 쟁점들을 양보하면서도 약간의 체면을 차리
고, 이제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자세를 큰 부담 없이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공산측에 이것이 이승만의 독자적 행동임을 알리고, 이승만에게 정전협정
에 따를 것을 압박하기 위해 '적절한 분노를 표출하는' 공개 성명으로 표현해야한다는
입장을 정했다.635)
이런 판단에 따라 미국정부와 미군은 이후 한편으로는 이승만의 행위가 자유세계의
분열을 초래했다며 특히 15개월 동안 자원송환 원칙을 위해 싸워왔고 공산측이 양보하
여 이긴 순간에 이런 비극적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정전협상장과 국제 언론을 통해
서는 남한정부가 UN군사령관의 지휘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포로들의 도주는
634) 미국 정부 내부에서 심리전 부서나 군부에서 이승만의 행위를 지지하는 의견들이 존재했고, 특히 미국 보수 정치
인들 중 이승만에 대한 지지자들이 있었다. 놀랜드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이 이승만을 파트너로 대하는게 아니
라 '식민지 신민 colonial subject'로 대한다고 아이젠하워 정부를 비난했다.(Rosemary Foot 1990,184-85)
635) 미 국무부 정책수립처 한국관계문서 2(Records of Policy Planning Staff, 1947-1953): 『남북한관계사료집』
14, 4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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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스러운 일이고, 도주자 색출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636)
3) 정전협상과 한미 방위조약의 교환
이런 비난들을 예상했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 듯, 이승만은 브릭스에게 아이젠
하워 대통령에게 자신은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전하라고 말했다. 이승만은 정전협상 서
명은 자동적으로 한국군의 철수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며 정전협상 자체에 여전히 반대
하고 있었다. 브릭스는 반공포로 석방이 한국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상황을 보고
하며 미국 정부에 이승만의 정전협상 반대를 꺾기 위해 강경책을 도입하자는 새로운 권
고를 하려 했다. 이승만을 제거하는 것도 다시 고려할 했다.(FRUS 1953, 1222, 1226)
그런데 이승만은 아이젠하워의 강한 경고를 받고 대외적 비판이 거세게 지속되자 6월
22일 클라크와의 대화에서 또 다시 태도를 바꾸어 매우 우호적인 태도로 아이젠하워에
게 여전히 함께 일하려고 노력중이라고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승만은 특히 “상호 방
위조약에 대해 긴 문서일필요도 없고 단지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러 올 것이라는 일반적
내용만 있으면 된다”며 방위조약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승만은 정전협상은 분단을
받아들이는 것이게 동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지지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크게 태도가 변한 것이었다. 그러자 클라크는 이와 관련해서 이승만은 여기에 서명할 필
요가 없다며 국내정치를 고려한 이승만의 입지는 서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통해 통로
를 확보할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FRUS 1953, 1231-33)
6월 22일 덜레스는 이런 이승만의 변화에 호응해 전후 한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
한 Tasca 보고서의 개요를 이승만에게 알려줘도 된다고 승인했다.637) 하지만 덜레스는
한미 상호방위 협약의 경우는 NATO 형태처럼 미국이 의무적으로 개입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ANZUS나 필리핀-미국 협약 유형처럼 실질적 의무가 아닌 상징적 차원의 협약
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마치 서반구에 대한 유럽의 개입을 거부한 몬로 독트
린 같은 상징적 형태였다. 그리고 국무부의 결정에 따라 극동문제차관 로버트슨이 한국
으로 떠났고, 로버트슨은 이승만을 만나 정전을 받아들이는게 미국과 방위 협약을 맺고
경제지원도 증가하고, 중국에 대한 제제 성명을 내고, 미국이 전적으로 지지하는 정치회
담도 열리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설명했다.(FRUS 1953, 1237, 1266) 이승만에게는 계속
해서 미국으로부터의 선물의 신호들이 도착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로버트슨과의 연이은 대화에서 정부 관료들과 있을 때는 강경한 입장을 보
이며 정전에 반대했지만638), 로버트슨과의 사적인 대화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계
속 협력하겠다고 약속했고 동시에 미국은 지금“익사하는 사람에게 손을 뻗은 것”과

636) FRUS 1953, 1206-08, 1265~1269쪽
637) Tasca 보고서에 기반한 NSC 156이 6월 23일 승인(1244) NSC 156: Strengthening the Korean Economy(53.
6. 23) NSC 156/1: Strengthening the Korean Economy(53. 7. 17)
638) 정전협상에 가장 반대했던 변영태의 역할 6월 29일 미국으로 돌아온 로버트슨과 주미 한국대사 양유찬과의 대
화에서 변영태 외무장관이 미국과 이승만과의 합의와 논의에 끼어들어 지속적으로 악 영향을 주고 사보타지하려했
다고 말했다.(1447) 또한 로버트슨은 UN총회 7차회기에서 변영태의 태도로 인해 초래되었던 어려움들을 회고했
다. 하지만 양유찬은 불편해 보이고 상황을 어떻게 교정할지에 대해 별 말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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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며 “해법을 찾을수 있게 도와달라”며 정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FRUS
1952, 1276, 78)

로버트슨은 이승만과 상당한 수준의 합의에 도달했다. 먼저 이승만은 UN군에 협력하
여 남은 비송환 포로를 비무장 지대로 옮겨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넘기기로 남은 포로문
제를 정전협상의 틀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정치회담에 대해서는 만일 별 진전이
없고 공산측이 선전만 할 경우 함께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정치회담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리고 로버트슨은 정전협상 이후 미국정부는 이승만과 고위급 회담을 열 것이며, 경제
적 지원을 하고 한국군 20개 사단을 증강할 것이며, 한미 방위협약을 맺을 것임을 알렸
다. 이승만은 6월 28일까지 분명히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승만과 며칠간 논의를 해본 로버트슨은 이승만은 지금 “매우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국가를 민족적 자살로 이끌려 하는 광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전협상을 단지 이후 전쟁을 재개하기 위한 공산측의 협상 전술로 보고 있으며,
이승만이 미국과 나머지 세계의 지지를 잃은 것을 알고 있다고 국무장관에게 사적으로
보고했다. 로버트슨은 이승만이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반공 군대로 변화시켰
고, 이런 점에선 미국을 포함해 세계 어떤 다른 국가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은 한국군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이승만을 더 안정시키기 위해 7월 1일 상
원의원 놀랜드와 스미스, 밴플릿이 서명하여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서
신을 보냈다. 하지만 덜레스는 정치회담이 실패하면 미국과 한국이 같이 전쟁을 재개하
자는 이승만의 제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부의 뜻을 밝혔다. 거부의 논리는 이런 결정은
로버트슨뿐만 아니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밖이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었다. 덜레스는 한국전쟁에 미국의 개입이 이루어진 것이 불법적인 것이라
는 비난이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지 않는한 대통령도 이승만이 제안한 전
쟁을 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이승만에게 7월 4일 최종 제안으로 전달되었다.
이승만은 로버트슨과의 논의에서 끝까지 정전협상 이전에 미 상원에서 한미 방위조약이
통과될 것이라는 확증을 받고 싶어 했다.(FRUS 1953, 1280, 91-92, 96, 1326-28)
한편 JCS는 7월 2일 정전협상 타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렸고,
NSC는 한국 정전협상이 타결된 이후 한국에서 미국의 목적에 대한 NSC 154, 157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NSC 154639)는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제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 승인되었다. NSC 157640)은 만일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동맹이 된 상태라면
한국의 통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었다. 대신 이 계획들은
한국의 분단과 중립화 통일이란 두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중립화를 선
호했지만 JCS가 중립화가 탈무장화를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아이젠하워는
스위스를 사례로 강력히 무장이 가능하고, 스웨덴 처럼 중립국이지만 미국에게 큰 이익
이 되는 국가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자 JCS의 반대는 누그러졌다. 아이젠하워는 이승
639) 정전이후의 대비 NSC 154: U.S Tactics Immediately Following an Armistice in Korea(53. 6. 15) NSC
154/1: U.S Tactics Immediately Following an Armistice in Korea(53. 7. 7)
640) NSC 154/1: U.S Tactics Immediately Following an Armistice in Korea(5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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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대해 미국이 한국을 떠날 준비가 되어있다고 알려 압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수정
후 157/1을 채택했다.(FRUS 1953, 1272-74, 1300-7)
7월 6일에는 미 국무부 장관이 한국 대사를 통해 방위협약 초고를 보냈다. 이를 전달
받은 이승만은 미국에서 이번 회기에 상원에서 상호방위조약이 처리되기 어려우면 한국
도 일본과 미국사이의 방위협약 모델을 따르자고 제안했다.(1339-41) 하지만 필리핀,
ANZUS 모델을 따르려던 미국은 이를 거부했고 로버트슨은 7월 10일 미국으로 떠나겠
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7월 10일 판문점 정전협상 회의가 재개되었다. 협상장에서 공산측 대표 남일
은 UN군이 석방된 포로에 책임이 있으며 향후 이런 석방을 막을 방식이 무엇인지 답변
을 요구했다. 19일에 돌아온 공산측은 석방된 포로문제를 정치회담에서 다루자고 제안
(FRUS 1953, 1365, 1403)
사실 팽더회는 베이징에서 한국으로 가서 정전협상 서명을 하려 했다. 반공포로 석방
당일 마오는 미국이 국내외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을 것이기에 이승만의 시도를 지지하
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미국은 이승만에게 정전을 받아들이게 강제했고, 마
오는 미국과 한국의 갈등에서 이득을 취하는데 집중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641)(Chen Jian
2001, 116)

이승만의 행동으로 중국군은 대규모 공세를 한번 더 수행하기로 했다. 김일성은 새로
운 공세에 대해 주저했지만 팽더회는 한국 군 병력 1만5천명을 더 없애라며 공격 명령
을 내렸다. 3주간 준비끝에 중국군은 7월 13일 공세를 게시해 이승만 수도사단과 3사단
을 공격했고 공격은 7월 20일 중단되었다. 일주일간의 작전으로 인해 약 14,0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한국 수도사단이 거의 붕괴되었고, 3사단도 거의 파괴되었으며 부
대들은 뒤로 물러나야했다. 이 전쟁의 마지막 두달간 미군 전체 사상자의 1/4(약 3만 5
천명)이 발생했고 중국군 사상자도 108,450명에 달했다.(Acheson,

1969: 652)(Chen Jian

2001, 116, 로즈마리)

결국 포로들을 수만명을 살리고 교환하고 석방하는 정치로 인해 15개월 이상 지속되
며 수십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쟁은 마침내 중국군 공세가 중단된지 일주일 후인 7
월 27일에 정전협상에 서명이 이루어지며 끝났다. 포로문제는 중립국 감시와 심사하에
자원송환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642) 휴전을 축하하며 아이젠하워의 국무장관
641) Telegram,Mao Zedong to CPV commanders and the Chinese negotiation team, 19 June 1953, quoted
fromQi Dexue, Chaoxian zhanzheng juece neimu, 344; see also Tan Jinqiao et al., Kangmei yuanchao
zhanzheng, 307.
642) 포로들이 받은 운명은 다양하다. 공산주의 체제에 남기로 한 21명의 미국인들은 이들은 불명예 제대를 당했고 둘
은 54년에 군사재판을 당해 한명은 종신형, 다른이는 10년형을 받았다. 하지만 1986년 20명중 17명이 미국으로 돌
아왔고 한명은 벨기에로 갔다. 대부분은 중국에 1960년대 초에 비자를 신청했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22명에게
만 관심을 기울였다. 대만으로간 중국인들에게는 별로 관심도 없었다. 언론은 중국의 잔혹행위와 세뇌 기법에 대해
서 연일 보도했다. 미국으로 돌아온 3천명의 포로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협력을 했는지, 다른 폭로들을 학대했는지
에 대해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상병포로 교환으로 교환된 한국인들은 국방부 장관이 6개월간 재교육되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빅 스위치로 교환된 한국인들도 비슷한 조사 기간을 거쳤다. 53년 11월 한국 정부는 그중 60명의 '
세뇌 희생자'를 군사 재판에 처했다고 발표했다. 대만으로 돌아간 포로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북한으로 돌아간
포로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게 없지만, 영웅으로 환영받다가, 나중에는 의심을 받았다. 일부는 미국으로 전향하고
일본에서 특별 간첩 훈련을 받았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결국 대다수의 포로들에게는 불만족스러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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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포스터 덜레스는 우리는 평화의 전망을 증대시켰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더했다고 자
축했다.(Bernstein

1983, 307)

결국 한국전쟁은 애초에 기획되었던 군사적 정전의 형태로 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끝까지 정전협상 자체에 반대하던 이승만의 지속적인 방위 협약 요구는 정전협상 진행
중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카드로 나타났다. 이승만의 행태는 미국 주도하에 위계적 질서
로 구축된 자유세계에서 최전선 국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그 최대가치에 기반해 최
대한의 외부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반공포로 석방뒤 미국은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
상호방위 조약을 제안했지만, 이는 이승만의 성취라기 보다는 미국이 원래 뉴룩 정책하
에서 제 3세계국가들과 체결하려 했던 형식적이며 의무는 없이 권리들을 보유한 방위협
약의 형태였다.

2절. 제네바의 절반의 평화와 강대국의 권력 균형
1) 덜레스의 한국 방문과 한미방위조약과 제네바회담 준비
정전협상 이후 한국과 미국정부의 방위 조약체결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고, 무엇보다 정전이후 한국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개최
하기로 한 정치회담의 준비와도 연결되었다. 이승만이 계속 불안해 하며 한국만의 단독
전쟁 불사를 외치는 상황에서 한미 상호방위 협약은 체결되었고, 정치회담 준비는 어려
움에 부딪혔다.643)
정전협상 타결 이후 논의는 미 국무장관 덜레스가 직접했다. 덜레스는 53년 8월 1일,
한국으로 출발하기전 영국, 프랑스,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필리핀 등 주요 우
방국 외교관들과 한국문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승만이 일본과의 평화협약 1조처럼 미국
이 한국에 기지와 군사력을 유지할 권리에 대한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지만, 덜레스는 미
국이 한국에서 기지와 병력을 유지할 권리를 갖지만 그게 의무는 아닌 형태가 될 것이
라고 말했다. 방위협약은 추후 한국문제에 대한 정치회담에서 해외군의 철수에 대한 합
의가 이루어질 경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덜레스는 정치회담에
대해 미국정부가 확고한 관점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참여국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회담의 성공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덜레스는
미국이 한국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유국가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의 사례로 큰 인상을 줄 것으로 희망
했다. 특히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런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을 재건하는 것
이 자유세계의 상상을 사로잡을 것이며 공산주의 세계의 연대를 파괴하는 다른 활동들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었다.(FRUS 1953, 1463-65)
덜레스의 발표에는 미국 이해관계의 핵심이 모두 들어있었다. 미국은 한국과 상징적이

결이었다. (Rosemary Foot 1990, 197)
643) 이는 모두 로버트슨이 7월 2일 한국에 제시한 Aide Memoire에 근거한 것(FRUS 1953, p.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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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형식적인 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이며, 정치회담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고, 대신 한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세계적 상징이자 사례로 추진할 기획에
큰 희망을 걸고 있었다. 투자대비 최대한의 정치적 상징성을 획득하는 것이 미국 대한정
책의 최우선적 목적이었다. 이 지점에서 미국의 한국전쟁의 목적은 UN을 통한 자유주
의적 사법주권질서의 적용도, 무력을 통한 통일도 아닌 '안정적 동맹/보호'속에서 시범적
인 경제지원을 통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이상적 목적으로 변화했다. 한국문제의
정치적 해결보다는 경제적 상징성을 향한 근대화론 기획의 시작점이 엿보인 것이었다.
덜레스는 8월 2일 롯지 대사와 로버트슨 등을 대동하고 한국으로 출발했다. 이들은 8
월 4일 서울에 도착해 이승만과 관료들과 4일간 이야기를 나눈 후 8월 8일 서울을 떠
났다. 이 협상에 한국측에선 국무총리 백두진, 외무장관 변영태, 국방장관 손원일이 참
석했다.
먼저 정치회담에 대한 논의에서 이승만과 덜레스는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날짜는 10월 15일로 정해졌고, 회담 장소는 이승만은 처음에 미국 호놀루루를 희
망했으나 덜레스는 공산측이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했고, 리오데 자네이로, 마닐라, 실
론, 방콕 등이 거론되다가 확정되지 않았다. 의제에 대해서는 덜레스가 한국문제로만 한
정하자고 제안했다.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문제를 제안할 수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참여국
이 필요하므로 한국문제 외의 논의가 필요하면 별도의 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에 이승만
은 한국전쟁이 지역화 되었으므로 정치적 문제도 지역화해야한다고 말하며 동의했다. 참
여국에 대해서는 이승만은 미국, 한국, 중구, 북한으로 제한하자고 했고, 특히 인도나
체코의 참여에는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덜레스는 수를 줄이는데 동의하되 공산측의
참여수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승만은 네루의 말과 행동을 보건데 인도인
들은 친공, 친러시아 반미 주의자라고 단언했다. 이승만은 UN이 항상 중립측이 들어와
타협을 유도하므로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와중에 중립진영을 UN에 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덜레스는 이를 수용하며 UN에서 인도를 포함하자는 압력이 있겠지만,
한국전쟁에 참여한 국가로 한정해 인도를 제외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8월 7일 논의
에서 이승만은 인도와 영국의 영향력이 강한 UN보다 미국이 정치회담을 주도할 것을
요구하고 덜레스는 긍정적으로 답했다.(FRUS 1953, 1469-71, 1481`) 이승만의 요구로
인해 한국에 대한 정치회담은 UN 밖에서 미국의 주도하에 인도의 참여없이 열리기로
결정된 것이었다.
이승만의 절대적 관심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었다. 이승만은 이 논의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생명과 희망이 거기 달려있다”고 화답했다. 덜레스는 한국과의 조약이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과의 조약과 같은 형태로서 이정도로도 소련의 공격이 있을 시
미국이 참전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덜레스에 따르면, 이
조약의 목적은 세계에 “한국이 세계의 이 지점에서 자유의 최전선the forefront of liberty
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 또한 덜레스는 상원에서 비준이 이뤄질 수 있는 조약
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승만이 상원과 문제를 초래할 조항을 추가하지 말라고 요청
했다. 이에 이승만은 대통령으로서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이 강한 입장을 보인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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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줘야한다면서 한국인들은 소련보다 일본을 더 우려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덜레스는 일본으로부터의 침략에 대해서도 당연히 한국을 방어할 것이며 일본은 지금 4
개 사단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공군이나 해군을 갖지 못할 것이며 미국의
동맹이 될 것이고 따라서 많이 두려워하지 말고 일본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덜레스는 첫날 대화이후 미국방부 장관에게 방위조약 초안 작업을 시작하자고 제안
했다. 그는 이 조약엔 미국에게 아무 의무가 없지만 이승만이 공식 서명을 선호하기에
초안 작성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FRUS 1953, 1472-75)
방위조약에 대한 합의를 이룬 이승만은 정치회담 이후에도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덜레스는 6개월 이후 한국이 다시 전쟁을 하면 미국은 이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덜레스는 국무장관도 미국 대통령도 상원의 허가 없이 헌법적
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상원내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과의 방위협약에 대해 불만
족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을 지원하는 것 이상을 추진할 수 없고, 이
선을 넘으면 미국의 한국 지원 정책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FRUS 1953,
1484)
덜레스가 거절하자 이승만은 이런 요구는 중국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이 존재하는
한 미국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한국을 잃게 될 것이며, 한국에서 이들을 몰아내지 않으
면 한국 국민들에게 통일과 안전을 확신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더 나아가
한국은 분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동안 미국의 뜻을 따라 통일문제 논의를 6개월
연기했는데 도대체 아이젠하워와 덜레스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승만은 미국
이 원하는 정전협상에 협조했으니 이제 한국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놔두라며, 한국
을 분단되게 놔둔 두 국가중 하나로서 미국은 적군이 대규모로 남은 상황에서 한국인에
게 가만히 있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렇게 분단책임까지 물으며 전
쟁 지원을 요구한 이승만에게 덜레스는“그럼 미국이 독일을 통일시키기 위해 전쟁을
해야겠냐”고 반문하며 세상의 모든 부정의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
고 그러려면 전세계에서 백년동안 전쟁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승만은 미 공
화당 정치인들의 수사를 활용해 “미국이 이미 한 희생이 헛되게 하던 일을 반만 하지
말고 끝까지 달성하라”고 다시 반론하자 덜레스는 “그건 미국이 결정하는 것이지 당
신이 결정하는게 아니”라며 강한 어조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결국 이승만은 정치회담
이후 북한과의 전쟁 재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
다.(FRUS 1953, 1485-86) 이승만은 북한이 침략죄를 저질러 UN의 개입을 불러온 것
처럼 자신의 행동에도 그런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후 8월 7일 회의에서 상호방위 조약 초안에 대한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다.
외무장관 변영태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이 한국에서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몰
아낼 권리를 포함한 국내 문제에 대해 주권을 갖고 있다는데 동의한다”는 조항을 추가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덜레스는 이를 거부하고 미국은 처음부터 한국에 대한 침략을 국
내 내전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공산주의자의 침략으로 규정해 UN행동에 참
여해왔다고 말했다. 이것이 한국문제는 완전히 국내문제이며 UN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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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고 UN이 개입했던 근거라고 강조했다. 결국 전쟁을 주권문제
로 방어하려 했던 이승만과 자문들은 수긍하고 나머지 모든 조항에 합의했다.644) 그리
고 8월 8일 상호방위 조약 초안에 대한 양국 서명이 이루어졌다. 덜레스는 회담을 마친
후 미국으로 돌아와 아이젠하워에게 보고하며 '이승만이 포함시키려고 했던 미국의 책임
을 확대하고 반대에 직면할만한 내용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보고했다.(FRUS
1953, 1489, 1491)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53년 10월 1일 양국 서명이 이루졌고, 다음해인 54년 1월 26
일 미국 상원에서 비준이 이루어지고 2월 5일 아이젠하워가 비준해 54년 11월 17일에
효력을 발휘했다.
한국 정부가 상호방위조약을 얻어낸 이후 이제 남은 문제는 한국문제의 정치적 해결
이라는 과업을 달성할 정치회담이었다. 정전협상은 3개월 내에 정치 회담을 개최할 것
을 규정했다. 정치회담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외국군의 철수
문제 등도 다루기로 했다.
그런데 중국은 정전협상에서 정치회담의 주제에 '기타etc'라는 문구를 삽입하는데 성공
했다. 중국에게 나머지 문제들이란 대만문제와 중국의 UN 의석문제였다. 중국은 지속적
으로 동아시아의 정치문제를 포괄적으로 다시 논의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UN에서 4년
간 논의 되었으나 실패한 이 주제를, 한국전쟁이라는 대규모 전쟁을 3년간 치르고 특히
2년간 정전협상을 한 이후 다시 회담을 통해 논의해야하는 상황이었다. UN의 기획으로
서 통일된 한국의 건설이라는 정치적 주제는 UN이 감당하기엔 너무 과중했고, 한국전
쟁의 충돌로 인해 모두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었으며, 관련된 국가들은 모두 다시 자국
의 이해관계에 전념하고 싶어 했다.
누가 이 정치회담에 참석할지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논쟁이 시작되었다. 정전협상 이후
에는 UN 총회에서 한국에 어떤 종류의 평화협상이 필요하고 누가 참석할 것인지를 논
의했다.645) 총회에서 한국에 군을 파견한 15개국들이 두가지 결의안 초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결의안은 정치회담에 참여할 UN회원국은 통합사령부에 무력을 제공한 국가로
한정하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군인과 국가들에 대한 치하였다.646)
이승만의 인도 배제 요구에 따라 미국정부는 한국전쟁에 개입한 UN회원국만을 회담
참가국으로 한정하려 했다. 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는 소련이 포함되길 바랬고 영국 호
주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아시아의 지도 국가로 인도가 참석하길 바랬다. 소련은 소련 연
방 3개국, 5개 아프로-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15개국을 제안했다. 8월 27일 총회에서
소련을 초대하자는 제안은 반대없이 받아들여졌지만 미국은 인도의 초대를 강력히 반대
했다. 인도를 포함하자는 제안은 27-21, 11개국 기권이었으나 2/3에 도달하지 못했다.
644) 이 회담 이후 이뤄진 공동 연설과 한국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 초고는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Aug 17,
1953, pp.203-04.
645) UN은 정전협상이 타결되기 전인 53년 4월 18일 UN총회에서 결의안 705(Ⅶ)을 채택해 정전협상이 이루어지면
한국문제를 다시 논의할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UN사령부가 UN에 정전협상 서명소식을 알리자 총회 의장은 회
원국들에게 총회 7차 회기가 8월 17일 부터 재개될 것임을 알렸다.
646)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Aug 17, 1953, pp.2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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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는 모든 중립주의는 비도덕적all neutralism is immoral이라는 이승만과 존 포스터
덜레스의 의견이 관철되었다.(Luard,

1982: 267-68, FRUS 1952, 1503, YBUN, 1953, 126)647)

UN과 판문점에서 한국의 의견을 반영해 입장을 정하고 갈등을 조율하려던 미국648)은
한편으로는 이승만의 돌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또 다시 고민하고 있었다.649)
이승만은 상호방위조약 비준이 이루어진 54년 2월초까지도 정치회담의 실패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아이젠하워에게 다시 서한을 보내
고 미국과 더 이상 협력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국무부 담당자의
재량으로 아이젠하워에게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반송되었다.(FRUS 1953, 174
7)650)
정치회담의 개최에 대해서 판문점에서 전혀 논의에 진전이 없었고, 1954년 초에 UN
총회에서 이 논의를 다루자는 인도의 제안도 거부되었다. 한국문제에 대한 정치회담은
전혀 기대치 못하게 54년 2월 18일 독일과 오스트리아문제를 논하기 위해 모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외무상의 베를린 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1953년 9월 28
일 소련이 5개국 회담을 제안하고, 1954년 1월 9일에는 저우언라이가 아시아의 군사적
갈등에 관여한 모든 강대국의 참여 제안한 결과였다.(Zhang

2007: 5`14)

2) 베를린회담과 인도차이나 문제 : 한국전쟁 이후 유럽 냉전의 전개와 중국의 외교
UN과 판문점에서 한국의 정치회담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세계의 관심은 더
이상 한국이 아닌 프랑스와 호치민의 공산주의세력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인도차이나에
집중되어 있었고, 다시 열강들의 직접 회담의 중요성이 커졌다.
유럽 냉전의 전개와 베를린 회담
사실 스탈린의 죽음이후 소련 지도부는 국제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평화공세를 시
작했다. 이때 소련이 제시한 핵심 의제는 독일과의 평화조약 협상 재개였다. 하지만 미
647) 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UN의 가을 총회에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미얀마를
포함하는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총회의 전원위원회General committee에서 이를 총회 의제로
포함시키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FRUS 1952, 1588)
648) UN에서 인도의 참여문제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는 사이, 미국은 중국 북한과 정치회담에 대해 직접 논의하기 위
해 53년 10월 딘 대사를 한국에 보냈다. 하지만 논의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딘의 임무는 12월경 실패로 끝
났다.
649) 미국의 NSC는 53년 10월 29일 회의에서 정치협상에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응방향에 대한 NSC 167을
논의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승만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재개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이승만에게 직
접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과 이승만을 교체해야한다는 에버레디플랜이 다시 논의되었다. 이승만이 미국의 압력
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쟁을 재개한다면 국무부와 국방부는 모두 그를 교체해야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는 수
정되어 NSC 167/2로 11월 5일 승인되었다. 11월 19일 논의된 NSC 170/1에서 미국의 한국에서의 주 목적은 한국
정부나 공산측에 의해 전쟁이 재개되는 것을 막는 것이 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부통령 닉슨이 이승만과 논의 후
에 돌아와 이승만이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 행위를 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승만이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 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덜레스는 11월 23일 이 기획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는
54년 1월 8일 승인되었다. (FRUS 1952, 1546, 73, 97, 1620, 1626, 44, 61, 1704)
650) 53년 10월 1일 양국 서명, 미국 상원에서 Jan. 26, 1954 비준, 대통령이 Feb. 5, 1954 비준, 효력발휘
Nov. 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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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영국, 프랑스는 이것이 단지 서구의 단결을 약화시키려는 '전술'이라고 간주하고 소
련은 평화가 아니라 여전히 세계 공산주의라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식이었다. 특히 아이젠하워 정부는 스탈린 사후 9개월간 정책변화는 없
을 것이라며 독일과의 평화조약 협상 재개에 반대했다. 하지만 영국의 처칠은 53년 5월
11일 부터 동서 지도부가 정상회담을 갖고 스탈린 사후 평화를 위한 회의를 할 것을 요
청하는 등 영국과 서유럽에서는 냉전의 종식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에 서구
국가들은 소련과 지연된 협상을 재개하기 시작했다.(Kevin

Ruane 1994: 155-56)

특히 영국은 한국의 휴전에도 적극적이었고, 1950년 이래 중국과 전쟁이 확대되어서
는 안된다는 의견하에 한국전쟁이 끝나면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대만문제를 해결하
고, 중국을 UN에 가입시킨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영국은 외교 장관 회담에 중국을
포함시키자는 소련의 제안에 호의적이었다. 이에 따라 소련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문제를
논의할 베를린 4강 회담에 동의하자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Kevin

Ruane 1994: 157)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5대강국Big Five로 인정할 수 없다며 중국의 참여에 반대했다.
미국은 특히 인도차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
다. 하지만 프랑스는 협상을 통해 호치민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며
중국의 논의 참여를 반겼다. 영국은 미국과 프랑스의 중간 입장이었다. 소련은 베를린회
담에서 제네바 정치회담을 중국을 포함한 5대 강국 회담으로 만들어 가능한 많은 문제
를 다루길 바랬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문제를 제외한 회담에 중국참여를 강하게 반대하
며 회의 주제 자체도 아시아문제로 좁히자고 주장했다. 그러자 영국은 회의의 규모와 의
제를 극동문제로 한정하자고 소련을 설득했다. 결국 덜레스의 모든 요구가 반영되어 한
국문제에 관한 프랑스, 영국, 소련, 중국 등의 회담을 열기로 하고 인도차이나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Kevin

Ruane 1994:158, 63, 65)

이러한 베를린 회담의 배경에는 유럽 냉전의 전개에 중요한 쟁점이 있었고 이 이해관
계가 제네바 회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프랑스는 1954년 1월까지 독일을
재무장하자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 확실한 보증과 통제를 부과하기 위해 기획된
EDC(European Defence Community)651) 조약을 여전히 비준하지 않고 있었다. 프랑스는

NATO에는 가입해 군사적 주권은 미국주도 집단 안보체제에 양보했지만, EDC를 비준
하지 않아 독일의 재무장은 시작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특히 인도차이나에 수천명의
프랑스 군이 가있는 상황으로 인해 프랑스의 비준은 더 늦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53년 12월 덜레스가 EDC가 실현되지 않는 한 유럽방위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하겠다
고 경고하자 여기에 가입하지도 않았지만 서독의 재무장의 필요성으로 설립을 지지했던
영국이 서유럽과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해 프랑스를 설득하려 나섰다. 따라서
EDC를 더 중요시하던 영국은 프랑스 비도 정부의 EDC 지지 정책에 대한 프랑스 내부

651) 이는 서독의 재무장에 대한 미국의 요청에 응답해 프랑스 대통령이 1950년에 제안한 계획이었고 이는 독일이
NATO에 가입하는 대신 다른 형태의 범유럽 방위력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는 1952년 5월 27일 서명되었지만 결
코 발표되지 못했다. 프랑스 의회는 이 조약이 프랑스의 주권을 위협하며, 독일의 재무장 가능성이 있담 비준을 거
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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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를 감소시키기 위해 인도차이나 문제를 중국과 논의해 풀기를 바라는 프랑스를 지
지하기로 했다. 영국의 관심은 아시아의 냉전이 아니라 철처히 유럽의 냉전이었다. 프랑
스 역시 미국과 EDC 비준을 제네바에서 중국과 인도차이나 문제를 논의하는 것과 교환
하려 했다. 덜레스는 비도가 여기서 성과를 못얻으면 프랑스에 인도차이나 전쟁을 끝내
고 EDC에 대한 비준을 거부할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네바 회담은 한국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논의의 장이었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를 인도차이나 문제를 끝낼 회
담으로만 보았다.(Kevin

Ruane 1994: 167-70)

결국 1월의 베를린 회담에서 인도차이나 문제가 논의 되었고 54년 1월 27일 소련 외
무상 몰로토프가 극동문제를 담당할 5개국 회담(중국 포함)을 제안했다. 영국과 프랑스
가 동의하며 한국과 인도차이나 문제에 대한 회담에 중국도 참여하기로 결정되었다. 2
월 18일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 4개국 코뮤니케에서 한국문제와 인도차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회담을 제네바에서 4월 26일에 열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로서 한
국전쟁의 정치적 처리와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휴전은 UN이 아닌 별도의 외교회담에
서 결정되게 되었다.(Luard,

1982: 269, FRUS 1952, 1750)652)

베를린에서 중국이 참여하고 인도차이나문제를 제네바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승만과 관료들은 이미 한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
국들이 한국을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며, 한국의 미래에 대해 좌절감을 표출했
다.(FRUS

1954, 19)

미국에서 공화당 보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런 합의는 사실상 북경 중국 정부를
인정한 것”이라며 비판하기 시작했다. 공화당 정치인들은 제네바 회담이 “공산측에게 큰
프로파간다적 가치가 있을 것”이며 미국인들은 “극동의 뮌헨Munich653)”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회담의 진행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그 결과 제네바
회담은 전적으로 미 의회와 무관하게 미 행정부, 특히 국무부가 주도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정도의 비판은 정전협상을 '원죄'로 여기고 있던 이승만에게는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이승만은 회담 참석에 반대하는 자신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회담 준비에 착수하기 시작했다.(Brand,

1987: 67)

하지만 이승만은 이런 상황을 계속 활용해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얻어냈다. 즉 54년
3월 6일 외무부장관 변영태는 덜레스에게 한국이 제네바 회담에 참석할 것이지만 대신
회담이 실패하면 북한에 대한 공격을 미국이 지지해줄 것을 보증해 달라는 제안을 했
다.(FRUS

1954, ⅩⅥ, 29-32)

미국 정부는 당연히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이승만은 또 다시 제네바 회담에 참여하는
대신 15개에서 20개의 새로운 한국군 사단을 훈련시키고 무장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결
국 이런 무리한 요구들에 대해 아이젠하워는 3월 20일 이승만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한
국군의 확대는 한국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혹사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모두
652) Department state Bulletin, March 1, 1954, pp.317-18. FRUS 1952,Vol ⅩⅥ,p.1ff.
653) 1938년 9월 30일 나치 독일이 체코를 병합하는 것을 허용한 유럽 열강들과의 합의로 이후 이는 독일에 대한 실
패한 유화정책의 상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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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의 평화를 바라고 있다면서 세계 여론을 환기시켜 “한국이 회담에 참여하지 않
는 유일한 국가가 될것”이라며 협상을 보이콧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FRUS

1954, ⅩⅥ,

44-46)

하지만 이승만의 지속적인 병력 증강 요구에 아이젠하워는 4월 16일 요구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병력증강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했다. 이승만은 매우 기뻐하며 제네바
에 대표단을 보내기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승만은 대사에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기쁜
부활절을 보내게 해주었다”고 말해달라고 전했다. 그런데 이승만은 대표를 보내기로 결
정을 알리는 공개연설에서는 “이런 시간낭비 시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미국에게 “제네바 회담이 실패하면 다른 수단으로 적을 몰아내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FRUS

1954, ⅩⅥ, 113-115)

즉 이승만은 제네바 협상에 참여하기 직전까지도 미국 대사와 대표들의 앞에서는 미
국의 제안에 수긍하고 지원에 기뻐하면서도, 뒤돌아서면 미국의 유화적 태도를 비판하면
서 끝없이 미국에게 북진통일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중국의 대 아시아 외교
중국에게 제네바 회담은 중국의 고립을 타개할 하나의 큰 외교적 기회였다. 사실 한
국전쟁 이후 중국 지도부는 53년부터 시작할 1차 5개년 개발계획을 추진하려 했다. 미
국과 5년간 날카롭게 대립한 이후 중국 지도부들은 내부 경제발전과 대만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이 좀더 안정적인 외부 환경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따라서 해외의
적대적 압력을 가능한 줄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Chen

Jian 2001, 139,

Zhang 2007)

이는 세계 정세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다양한 전략적 분석과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
다. 먼저 중국 지도부는 냉전이 더 이상 두 강대국간의 전면전으로 귀결되지 않을 것이
라고 믿었다. 예컨대 저우언라이는 1953년 6월 5일 “오늘날의 주요 모순은 전쟁과 평
화간의 갈등”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3년간의 한국전쟁에서 2년간 협상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평화의 힘이 커지고 미국이 직면한 어려움이 커서 새로운 세계대전의 가능성은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마오는“미국은 한국에서도 전쟁에서 못이기
면서 어떻게 세계 대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면서 이제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공식적 식민지와 반 식민지의 중간지대Intermediate Zone를 둘러싼 싸움이 벌
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중국이 바라보는 냉전의 대립구도는 단순히 동과 서의 진
영간 대립이라는 2차원적인 것이 아니었다. 저우언라이는 1953년 6월 외무부 모임에서
냉전의 정치를 네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 네 차원이란 전쟁 대 평화,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제국주의 국가 대 식민지 국가,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대립이었다.(Zhang

2007: 510-11)

이런 분석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국제 정치에서 평화적 협상과 “평화적 공존Peaceful
Coextence”이라는 목표를 내걸기 시작했다. 1953년 6월 저우언라이는 중국의 해외정책

의 초점은 국제적 분쟁을 평화적 협상을 통해 풀고, 다른 모든 시스템간의 평화적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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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평화적 공존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미국이 추진하는 전쟁들은 미국
과 서유럽국가들간의 간극을 넓힐 것이고, 또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거리도 멀어지
게 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을 차별화하려 했다.(Zhang

2007: 511)

미국으로부터 차별화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선택은 한국전쟁 개입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체득한 2차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논리에 기반한 것이었다. 중국 지도부는 중국이
국제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 한편 미국 제국주의를 공격하고, 주권을 존중하고 내부 사안
에 대해 불간섭하며, 모든 국제적 논란은 평화적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을 지지하게 되었다. 중국은 한국전쟁에 개입함으로서 국제적 지위가 개선되었고,
반대로 미국의 특권과 힘은 제약되었다고 믿었다. 중국 지도부는 많은 서구 국가들이 미
국의 일방적인 적대적 정책에 반대하고 있었고, 또 많은 서구 국가들이 중국과 무역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따라서 평화와 무역이라는 두가지 무기가 있다고 판단
했다. 저우언라이는 미국은 평화를 두려워하여 공격적인 정책과 무장 경쟁을 고수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에서 질까봐 중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의 무역 재개를 두려워한다
고 믿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새로운 외교 공세를 통해 특히 아시아에서 중국의 새로운 정체
성과 이미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1953년 새해 인도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저우
언라이는 상호 존중과 비공격, 불간섭, 평등과 상호 이익, 평화적 공존 이라는 다섯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저우언라이의 유명한 다섯가지 원칙이 되었고 1954년 10월 네루
를 만난 자리에서 마오는 이 다섯 원칙을 확산시키자고 제안했다.(Zhang

2007: 513-14)

이처럼 중국 지도부, 특히 저우언라이는 한국전쟁을 통해 인도와 UN, 미국과 서구국
가들간의 전쟁에 대한 태도의 차이, 판문점 정전협상, 전쟁을 지속하는 것보다 내부 경
제발전에 집중할 필요성, 그리고 스탈린 사후 전개된 소련의 평화 공세등 다양한 경험과
전략적 고려를 통해 특히 인도와의 혐력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에게 제국주의 경험
을 공통기반으로 새로운 평화-공존 정책을 주도하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1954년 제네바 컨퍼런스는 중국에게 국제적인 포럼에 등장할 수 있는 중
요한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다. 마오와 저우언라이는 특히 이 회담을 활용해 새로운 중국
이 국제문제에 중요한 행위자이자 권위있는 세력으로 등장했음을 알리려고 특별한 관심
을 기울였다. 저우언라이는 제네바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
야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저우언라이는 1954년 10월 19일 네루와 만난 자리
에서 “모든 동양 국가들은 서구에 의해 지배 당했고 우리는 서로 자기 방어에 대한 공
통의 감정을 느끼며 감정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맹자의 말을 인용해
가며 다양성과 차이가 세계의 본래적인 특성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새로운 규범을 구축
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Chen

Jian 2008,8)

제네바 회담에 참석한 중국의 기본 입장은 첫째, 국제적 갈등 압력이 추가로 증가되
는 것을 꺼려 인도차이나에서 추가로 갈등이 강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둘째, 한국
전쟁의 경험을 통해 디엔비엔푸 장악이후 직접적인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 최악의 사례를 전제로 한 접근을 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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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제네바에서 타협을 하더라도 미국의 직접개입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
려 했다. 또한 중국이 제네바 회담에서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면 중국의 국제정책의 기반
으로서 평화공존 주장을 더 강화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엠바고와 장벽을 깰 수 있을 기
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보았다.(Chen

Jian 2001, 139-40)

이런 맥락에서 저우언라이는 제네바 회담에 참여하며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보고서
작성했는데, 인도차이나 문제에 대해 미국, 프랑스, 영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
어 중국은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중국 대표단이 1954년 4월에 구성되었고 대
표단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엠바고와 정치적 고립 정책을 깨기 위해 적극적 외
교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중국이 국제 컨퍼런스에 처음 참여하는 상황에서 제네
바 팀이 밤낮으로 협상을 준비했다.
당시 소련과 중국의 관계는 매우 친밀했고, 양측 고위 관료들은 회담 전에 회담에서
의 전략을 조절하기 위해 매우 많은 논의를 했다. 양측은 특히 한국문제 보다는 인도차
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 전략을 취했다. 제네바 회담이 열리기전 4월초에 저우
언라이는 3주간 모스크바를 방문해 제네바 회담에 대한 전략을 상의했다. 그런데 흐루
쉬초프나 몰로토프는 제네바 회담에 대해 거의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다. 몰로토프는 제
네바 회담이 하나나 두 개의 문제를 풀수 있지만 서구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산주의 진영은 현실주의적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 저우언라이는 몰로토프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었고, 중국이 처음으로 중요한
국제 회담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저우언라이는 소련과 최선의 다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에 따라 양측은 미국이 회담을 사보타지 하겠지만 공산측이 현실주의 전략을 채택하면
인도차이나 문제에 평화적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저우언라이였다. 저우언라이에게는 중국, 북한, 베트남이 국
제 회담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기대하지 못했던 사건이고, 중요한 외교적 승리로
여겨졌다. 즉 이 기회에 이런 문제에 대한 원칙을 표현할 기회를 갖게되면 혹은 논쟁을
풀게 되면 그건 큰 성공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Zhang

2007: 5`14, Chen Jian 2008, 8, Chen

Jian 2001, 140)

3) 제네바 회담의 진행 : 한국문제의 파행과 인도차이나 문제의 해결
제네바 컨퍼런스는 2차대전 이후 모든 주요 국가들이 다시 모인 회담이자 1950년대
아시아의 두가지 주요 위기에 대한 협상의 장이었다. 중국과 미국이 외교적으로 영국,
프랑스, 소련과 함께 직접 협상을 한 첫 회의였고 스탈린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소련이
국제무대에 나타난 것이었다.

(Immerman, 1990: 44)

제네바 회담은 무엇보다 인도차이나 위기의 정점의 순간에 열렸다. 프랑스가 디엔비엔
푸에서 패배하며 군사적 입지가 매우 약해졌고, 동시에 미국이 직접 군사적 개입을 할
것이라는 위협 속에서 정치적 해결을 위한 열망이 커지고 있었다.
1954년 4월 24일, 중국 대표단 200명이 제네바에 도착했다. 중국은 호텔에 머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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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앤틱 가구를 가져와 국제적 관심을 대비했다. 중국은 제네바에서 세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 첫째, 미국이 아시아를 침공할 것이 분명하다. 둘째, 아시아 국민들에게
가장 긴급한 문제는 어떻게 자립하고 어떻게 단결하고, 서로 우호적이 되고 공격에 반대
하며 어떤 군사적 공세 블록에도 속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셋째, 영국, 프랑스, 다른
서구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
을 이해해야한다. 아니면 그들의 이해를 보존할 수도 없고, 미국식 길을 갈 경우 이 기
회를 모두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Zhang

2007: 515)

하지만 저우언라이는 한국문제에 관해 어려움에 봉착했다. 중국은 평양을 통제할 수
없었고 북한 대표 남일은 미 제국주의를 규탄했다. 몰로토프는 별로 협상에 안달이 나지
않아 협상을 서두르려 하지 않았다. 미국 대표 덜레스 역시 중국의 협상에 크게 기대하
지 않고 있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회담이 시작되자 마자 제네바에 민족과 자신의 생존이 달려있다고
믿는 이승만과 한국에서 타협을 하여 전면전의 위협을 억제하고,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
지역에 너무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을 막으려는 유럽을 절충해야했다. 미국은 세가지 선
택지를 갖고 있었다. 첫째(Plan A)는 이승만에게 호소하기 위해 한국의 권위를 북으로
확대해 통일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 북한에서만 선거를 치르는것이었다. 두 번째는(Plan
C) 영국 대표가 제시한 통일 방안과 유사하게 유럽대표들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한국 정
부와 헌법을 해체하고, 전 한반도의 선거를 개최해 새로운 한국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Plan B)는 이의 절충으로 한국의 헌법은 유지하지만 정부는 전 한국에서의 선거
를 통해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한국의 통일 그 자체가 아
니라 유럽 우방국과 한국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었고 한국에 A를 제시하고 유럽
에 C를 제시한후 B로 절충을 이루려 했다. 이런 제안에 대한 이승만과 유럽 국가들 사
이의 합의는 결코 이뤄지지 않았다.(홍용표,

2006: 51, Brands 1987: 73, FRUS 1954, ⅩⅥ,

131-139, Rosemary Foot 1990,204)

한국문제에 대한 논의와 선거문제
제네바 회담에서 양측의 논의는 48년부터 50년 사이에 했던 이야기의 반복이었다. 즉
제네바 회의에서 한국정부는 처음부터 한국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
며, 북한만의 선거를 고집했다. 한국정부의 회담에 임하는 입장은 1950년 10월 7일 UN
결의안에 근거해있었다. 이는 전 한국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UN하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 변영태는 4월 27일 이런 입장을 제시하며 한국에서는 UN하에서 이미 선거가 이루
어졌고, 한국이 불법적 침략을 저지른 북한정권과 똑같이 취급받으면 안된다고 주장했
다.654) 이는 이승만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남측에서 다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자신의
권력기반이 침식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제네바 회담에 참석한 미국의 협
상가 조차도 중국군의 철수와 북한군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이승만의 입장은 완전히

654) Department of State, The Korean Problem at the Geneva Conference 1954, p.6. 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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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 제안은 공산측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
영의 우방국으로부터도 동의를 얻지 못했다.(홍용표,

2006: 51, Brands, 1987: 74-76)

하지만 덜레스는 4월 28일 공개회의 석상에서는 한국을 통일하기 위한 기획이 이미
UN총회 10월 7일 결의안에 제시되어있다면서 활동이 중단된 UNCURK의 활동을 재개
하고 중국군이 철수하여 UN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임무를 완수할수 있어야 한다며 UN
의 활동 연장을 주장했다.655)
한국과 미국의 강고한 입장과 다른 국가들의 미온적인 대응에 실망한 저우언라이는 4
월 28일 마오에게 미국이 해결을 바라지 않고, 프랑스는 한국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입
장이 아니고, 영국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꺼린다고 보고했다. 특히 프랑스는 인도차이
나 문제에 바로 들어가기를 바란다는 관측이었다. 실제로 유럽 및 영연방 참전국들은 한
국이나 미국보다 현실적인 통일방안에 관심이 있었으나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정도
로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회담 참여 주목적도 한국문제 보다는 베
트남문제에 관심이 있었다.(Zhang 2007: 515, 홍용표, 2006: 51)
공산측은 애초에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서는 평화 통일, 민족 독립, 자유 선
거를 강력히 지지하는 동시에 한국의 이승만 정부의 무력 통일 정책, 한미 방위 조약에
반대하고 특히 소위 아무런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자유선거를 비판해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656)
따라서 공산측은 당연히 북한만의 선거라는 원칙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응했
다. 저우언라이는 외국의 개입 없이, 전 한국에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외부 개입
없는 자체선거를 주장했다. 그러자 다음날 호주대표는 한국정부가 최종 해결을 위해 필
요하다면 전 한국에서의 선거에 동의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뉴질랜드 대표등
여러 국가들이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한국의 입장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전 한국에서의 선거가 일반적 여론
이 된 상황에서 한국 대표 변영태는 5월 22일 한국과 북한 전체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
에 동의했다.657) 다만 한국은 UN위원회가 북한에서의 선거를 감독해야하며 남한의회에
참여하게될 사람들을 새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선거는 한국에서 이미 작
동중인 선거법에 따라야 하며, 선거로 구성될 전한반도 의회 대표는 인구 비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중국군은 선거 한달전에 철수하고, UN군도 철수할 수 있으나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완전히 철수하면 안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여러모로 한
국에 유리한 조건을 달았지만 전체선거에 동의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 이에 대해 5월 28
655) Department of State, The Korean Problem at the Geneva Conference 1954, p.45-53
656) DOCUMENT No. 2 “"Preliminary Opinions on the Assessment of and Preparation for the Geneva
Conference,”" Prepared by the PRC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rafted by PRC Premier and Foreign
Minister Zhou Enlai) and Approved in Principle at a Meeting of the CCP Central Secretariat, 2 March
1954 [Excerpt] [Source: PRCFMA 206-Y0054. Obtained by CWIHP and translated for CWIHP by Chen
Zhihong.] CWIHPBulletin 16, p.12.
657) 이는 회담의 진행에 따라 한국의 입장이 고립되는 것을 감지한 변영태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하지만
UN 감독하의 북한만의 선거 외에는 모두 유화정책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던 이승만은 이를 보고받고, 이후 귀국한
변영태를 외무장관직에서 사임시켰다.(홍용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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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6월 5일 전체회의에서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필리핀, 터키, 태국, 뉴질랜
드, 미국이 지지를 표명했다.(Luard,

1982: 270)658)

그런데 점차 한국정부의 극단적 주장이 고립되어 가고, 타협적인 균형을 찾아가던 상
황에서 큰 영향을 준 사건이 발생했다. 5월 8일 베트남의 디엔비엔푸에서 프랑스군이
호치민의 공산주의 군에 패배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아이젠하워 정부는 아시아 안보문
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원래 극단적인 이승만을 압박해 유럽 국가들
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던 덜레스는 원래 입장으로 돌아와 점점 이승만의
단점을 기꺼이 모른채 하기 시작했다. 인도차이나에서 강력한 반공주의적 입장을 전개하
고, 인도차이나에 직접 개입하여 결국 중국과 충돌이 있을 것을 예상한다면 아시아에서
미국에게 별로 도움이 안되는 유럽국가들의 호의를 얻으려 하기 보다는 아시아에서의
반공주의 동맹국들과 신뢰를 지키는 방향을 따르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이런
미국의 입장변화에 더 자신감을 얻은 이승만은 “공산주의에게 아시아를 잃게 되는 것
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제 “북한을 공격할 시기”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기 시작했다.
제네바회담의 해결에 대한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협상을
끝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Brand 1987, 78-79, FRUS
1954, ⅩⅥ, 242-43, 284-287)

미국에게 협상의 가치가 점차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보기엔 양입장의 차이에
전혀 진전이 없었다. 공산측은 나름의 고민을 담아 4월 27일 중립국을 통해 한국과 북
한 대표로 구성된 전 한국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통일한국을 구성할 국회를 선
출하기 위한 선거법을 작성하며, 남과 북의 경제 문화적 연대를 발전하고 확립할 수단을
연구하고, 모든 외국군은 6개월안에 철수하자는 제안을 제시했다.659) 한국전쟁 정전협상
에서 중립국감시위원회개념이 반영되었듯이 전한국위원회를 설립하자는 것이었고, 무거
운 정치문제에 가볍게 접근하기 위해 남과 북의 경제 문화적 연대를 발전시키자는 것이
었다.660) 하지만 미국의 관점에선 공산측이 UN 감독을 부정하고 별도의 중립국 감독을
주장하는 것만 크게 부각되었다.
5월 22일 남일은 전한국위원회 제안을 더 명료히 하며 남과 북의 다양한 정치적 지향
들의 조직들이 광범위하게 대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북 동수 대표로 구성된 전한
국 위원회가 선거구의 규모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변영태는 이것이 한국의 행
정 입법기구를 대체하려는 연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661)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공산측이 UN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공세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은 처음부터 UN의 집단적 안보 원칙에 따라 방어전쟁을 한 것이며, 중
립국 감시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은 UN의 권위가 침식되고 집단안보 원칙이 파괴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UN이라는 서구 자유주의국가의 전지구적 상징앞에서, 어느 정도 차
658) Department of State, The Korean Problem at the Geneva Conference 1954, p.7.
659) Department of State, The Korean Problem at the Geneva Conference 1954, p.11.
660) 인도의 네루가 남북한이 서로 시스템을 강제하지 말고 상호공존하라고, 문화, 경제문제로 시작해서 이후에 정치문
제를 풀어라.
661) Department of State, The Korean Problem at the Geneva Conference 1954,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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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갈등이 있던 유럽국가들과 한국 모두 단합된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한국정부는 그
동안 고립된 주장으로 받아온 압력을, UN 감독을 거부한 공산측을 비난하는 것으로 넘
길 수 있어 좋아했다. 이후 남은 3주간 제네바의 미국 대표들은 “UN의 권위”라는 단
한가지 쟁점으로 모든 논의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Brands 1987: 80)
6월 6일 회의에서는 남일, 몰로토프, 저우언라이가 차례로 발언했다. 이들은 한국정부
의 14개쟁점 제안을 거부하고 UN에 의한 선거 감독에 반대했다. UN은 한국에서 교전
당사자 였으며 1950년 10월 UN결의안은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UN감독은 외국의
개입에 해당하며, 제네바 회담은 UN과 상관없고 총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고 반박했다. 저우언라이는 다시 한번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남일
은 한국의 미래의 헌법의 문제는 제네바회담의 고려대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한국인들이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몰로토프는 이를 종합해 결의안 초고를 제안했다. 한국에서 제네바협약 타결후
6개월 내에 “자유선거”를 개최하고, 한국과 북한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되 이 기
구의 역할과 임무는 “추후에 논의”하고, 모든 해외군이 선거 이전까지 철수하고, 선거
를 감독하기 위한 “적절한 국제 기구”를 창설하고, “극동지역 평화를 유지할 책임의
문제”도 더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 대표는 이 모든 제안들을 거부하며 UN
기구의 정당성 문제만을 강조했다. 중국이 보기엔 미국이 한국문제 협상을 사보타지하려
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던 상황이었다.662)(Luard,
1982: 270, Chen Jian 2008: 19, 23, 32, 38)

UN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로 논의에 진전이 없자 6월 13일 6개국(프랑스,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벨기에, 태국)이 한국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수 없으면 다
시 UN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사실 서구 6개국이 모두 UN을 지지하고
있지만 그중 5개국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었고, 미국에 대한 지지도 열정적
인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의 제안은 다른 5개국 발언과 다소 달랐다. 한국문제에 가장
관심이 없던 프랑스 대표 비도가 UN에 넘기자는 주장에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와 UN에
넘기는게 아니라 보고하고 이후 비준을 받자고 주장했다. 중국은 몰로토프의 6월 5일 5
개 쟁점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미국과 한국이 협상을 사보타지 하며 협상을 끝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여러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졌기에 회의를 지속하지 않을 이
유가 없다고 반박했다.(Chen Jian 2008, 42)
하지만 6월 15일회의에서는 한국문제 회담이 끝날 것이라는 루머들이 들리고 있었다.
15일 회의에서 남일이 발언하고, 저우언라이가 이를 지지했다. 남일은 모든 외국군이 가
능한 빨리 철수하고, 한국과 북한군을 1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며, 전쟁상태를 없애기 위
한 전한국위원회를 구성하며, 경제 문화적 관계를 확립할 위원회를 수립하고, 제네바에
참석한 모든 당사국이 한국의 평화적 발전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정하자고 요청했다. 군
의 감축문제를 추가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담 지속을 요청한 것이었다. 또한 저우언

662) Department of State, The Korean Problem at the Geneva Conference 1954, 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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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는 중국, 소련, 영국, 미국, 프랑스, 한국, 북한만 참여하는 제한된 세션으로 들어가
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몰로토프가 19개국이 한국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말라는 합
동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공산측은 회담 자체의 지속을 요구한 것이었다. 하지만 영
국 대표가 휴회를 제안했고, 미국 주도 16개국이 회의를 하더니 휴회를 연장할 것을 요
청했다. 그후 이들은 공산측 제안 논의를 거부하고 UN감독과 자유선거라는 2대 원칙을
거부했다는 16개국 합동선언을 제시하며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공산측은 16개국에 협
상 파국의 책임이 있다며 비난했다.(Chen Jian 2008, 45, FRUS 1954, ⅩⅥ, 347, 389)
663)

결국 6월 15일 한국문제에 대한 제네바 협상은 50일간의 논쟁 끝에 한국의 평화, 통
일에 대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끝났다.
회담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도차이나의 권력 지형이 변화해 미국의 대 아시아
안보전략의 입장이 변화한 것이었다. 미국은 아시아에 강력한 반공주의 국가들을 지원하
는 것을 더 선호했지 그 지역의 통합이나 통일문제에 덜 적극적이었다. 아울러 자국의
정치적 위신의 문제를 중요시해 한국문제에 대한 유럽과 한국의 분열을 막는 최소의 목
적을 달성하는데 집중했다. 그 분열을 막는 구심점은 UN이었다. 미국 대표들은 UN에
의한 감독문제를 최우선적 원칙으로 제시하며 공산측의 다른 제안들은 이를 거부한 것
으로 모두 의미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미국내 정치인들의 비난에 대해서도 미국 대표들
은 회담의 실패는 공산주의자들 책임이라는 것을 알리고 미국 동맹국 내에서 우호적 감
정들을 남겼다고 대응했다.(Brands, 1987: 81) UN의 권위가 이 모든 비타협을 정당화하
는 상징이었다.
결국 한국문제에 대한 제네바 협상은 실패했고, 남한은 미국과 양자 방위조약과 군사
적 경제적 지원을 얻어냈다. 하지만 미국은 인도차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원하는 것을 얻
어낼 순 없었다.
인도차이나 논의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의 승리로 끝난 디엔비엔푸 작전이후 54년 5월 8일부터 제네바
회담은 인도차이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중국 지도부는 사실 제네바 회담을 통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서구 국가들과 직접
연락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저우언라이는 영국의 앤서니 이든과 프랑스
의 피에르 멘데를 따로 만났고 이것은 영국과 프랑스, 미국을 벌려놓는 것 뿐아니라 중
국이 부상하는 열강임을 전세계에 알릴수 있는데 유용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미국 정책입안가들은 미국이 동남아시아에 중요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
던 상태에서 호치민의 군사적 승리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제네바 회담에서 어떤 타협
에 도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미국 대표들은 공산측의 모든 회담 주도를 막기로 했
다. 그는 공산측이 최소한을 얻더라도 합의보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것이 낫다고 믿고

663) Department of State, The Korean Problem at the Geneva Conference 1954, 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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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664)
반면 공산측은 호치민의 군사적 성공이 불러올 수도 있는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개입
경고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특히 중국이 호치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차이나문제를
정치적으로 협상해 해결하려 노력했던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직접 개입에 대한 우려에
서였다.(Chen Jian 2001, 138) (Chen Jian, 2008)
중국의 제네바 외교의 절정의 순간은 저우언라이가 평화적 공존을 위한 다섯가지 원
칙을 제시한 순간이었다. 저우언라이는 5월 12일 인도차이나에 관한 3차 세션 에서 아
시아 국가들은 상호 존중하고 간섭말고, 평화적 협상으로, 정상적 경제, 문화 관계를 수
립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평화공존(Peaceful coexistence)665) 5원칙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프랑스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발생했다. 프랑스 의회는 제네
바에서 변화가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수상을 조세프 라니엘에서 피에르 멘데스로 교
체시켰다. 그는 오랫동안 인도차이나 전쟁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온 사람이었고 7월 20
일까지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내지 못하면 사임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로운 프랑스 멘제
정부는 베트남의 일시적 분단, 국제 위원회를 통한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자기 결정과 중
립화라는 조건으로 평화 회복에 동의한다고 공표했다.(Zhang

2007: 516, Chen Jian 2001,

141)

저우언라이는 이를 기회로 삼았다. 6월 15일 중국, 소련, 베트남 대표는 결정적 회담
을 통해 베트남이 라오스, 캄보디아에 군을 주둔시키는 것을 인정하길 거부하기 때문에
협상이 교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우언라이는 이렇게는 협상이 지연되고 베트남문제
의 평화적 해결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모든 해외군
을 철수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과 소련은 서로 긴밀한 상의를 통해 베트남을 크게 압박
했다.(Chen Jian 2008, 8)
6월 17일 저우언라이는 이런 변화를 프랑스와 영국에 접근해 알리고 회담을 미루었
다. 6월 23일 프랑스 정부는 저우언라이와 회의에서 인도차이나에 군사 기지를 지으려
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저우언라이는 중국으로 돌아가 7월 3
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호치민과 “지금 베트민은 계속 싸울 것인지, 평화를 받아들이고
나중에 다시 싸울 것인지 하는 교차로에 있다”말하며 지금 프랑스와의 싸움을 중지하
고, 차후에 다른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했다. 베트남을 9번 국도를 따라
16도선에 따라 일시적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는게 우리에게 유리하다. 저우언라이는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자 호치민은
이를 받아들였다. 저우언라이는 스위스로 돌아오는 길에 모스크바를 들려 이런 입장을
조율했고, 다시 제네바에 와서 하노이 대표단을 만나 입장이 분명히 전달되었는지를 확
인했다. 저우언라이는 중국의 7월 7일 정치부 회의에서 중국대표들이 프랑스, 영국, 동
664) Gary Hess, Redefining the American Position in Southeast Asia: The United States and the Geneva
and Manila Conferences,'in Dien Bien Phu and the Crisis of Franco-American Relations, 1954–955, ed.
Lawrence S. Kaplan et al. (Wilmington, Del.: Scholarly Resources, 1990), 123–48.
665) 이 용어는 레닌이 1920년 4월 18일 New York Evening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쓴 말이다. “아시아
에서 우리의 기획? 그건 유럽이랑 같다. 모든 국가의 사람들, 노동자들 농민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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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국가들과 연합해 제네바 회담에서 미국을 고립시키고, 미국의 헤게모니 확대를 막기
위해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협상 노선을 따르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마오는 이를 치하
하고 승인했다. 그리고 7월 12일 제네바 회의가 재개되었다.(Chen Jian 2001, 142,
Zhang 2007: 516-17)

이 회의에서 결국 중국, 베트남, 소련 대표가 합동으로 멘데 정부 제안을 수용하고,
프랑스의 18도선 분단이 아닌 16도선 분단하자고 주장했다. 저우언라이가 회담의 첫 무
대를 주도했고 프랑스 총리가 17도선 분할안을 제안하며 이게 수용안되면 사임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저우언라이가 프랑스의 입장을 고려해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7
월 21일 아침, 프랑스 총리가 정한 사임 데드라인을 넘기기 전에 협상이 타결되었다. 제
네바 회담에서 인도차이나의 휴전, 베트남 분단, 그리고 라오스와 캄보디아 중립화에 합
의666)가 이루어졌다.(Zhang 2007: 517, Chen Jian 2001, 143)
제네바 회담의 승자는 저우언라이였다.667) 중국은 프랑스의 입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하노이에 압력을 넣어서 858명의 프랑스 포로들을 전원 석방하게 했다. 그는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법을 받아들이려 더 이상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계
산했고, 영국은 지지할 것이라고 보았다. 영국과 프랑스의 협조 없이 미국은 결국 인도
차이나의 평화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는 이 회담에서 그가 기대했던 모든 것을 얻었
다.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북베트남의 설립은 공산중국과 동남아 자본주의 세계와의 버퍼
존을 만들었다. 중국이 프랑스나 영국과 대화를 하게 된 것은 중국의 고립된 위치를 타
개할 것이다. 또한 회담에서 중국의 결정적 역할은 근대사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국제사
회에 진짜 세계 열강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의미했다.(Chen Jian 2001, 143, Zhang 2007:
516)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네바를 패배로 규정한 덜레스로 인해 미국 정부는 협상에 대한
신념이 더욱 줄어들었다. 미국은 중국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베트남을 17도
선으로 분할하는 제네바 최종 선언에 서명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합의를 받아들이
고 이를 위반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협약protocol을 공표하는 형식으로 합의했
다.(Franklin, 2006: 125))
이런 점에서 맥마흔668)은 아이젠하워가 제네바 협상에서 매우 미숙했고 이는 1950
년대 공화당의 전형적인 New Look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전
쟁에는 관심이 컸지만 평화에는 관심이 덜하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중국과 소련, 베트
남 사이의 분열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으며 결국 아이젠하워 정부는 이후 베트남전으로
치닫는 비극의 토대를 깐 것으로 평가된다.(Immerman, 1990: 46, 65)
또한 54년 제네바 회담은 첫 번째 인도차이나 전쟁을 일시적으로 끝내고 베트남의 분
할을 만들어 냈지만, 한국의 분단이 전쟁과 불안한 정전체제로 나아갔듯이 분할과 휴전
666) 협약의 5조에 베트남의 어느지역도 군사동맹에 가입할수 없고, 캄보디아나 라오스도 군사동맹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667) Keith, Ronald. The Diplomacy of Zhou Enlai. New York: St. Martin''s, 1989.
668) Robert J McMahon, "Eisenhower and Third World Nationalism: A Critique of the Revisionist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01 (Centennial Year 1886-1986): 4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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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다. 그런점에서 제네바 회담은 동시에 두 번째 인도차이나 전
쟁, 즉 베트남 전쟁으로 가게 되는 조건을 만들었다. 이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었다. 2
년 후 미국과 사이공의 디엠정부가 국민투표에 대한 합의를 깨자 두 번째 인도차이나전
쟁으로의 길이 깔렸다. 이 전쟁은 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으며, 아이러니하게 1979년
3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분할과 휴전을 강제했던 중국이 베트남과
서로 적이 되어 싸웠다.(Chen Jian 2001, 144, Chen Jian 2008, 7)
결국 제네바 협상의 결과는 당사국들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 왔다. 한국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승만 정권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 인도차이나 문제
는 해결되었지만 베트남에선 두 번의 전쟁이 더 발발했다.
이승만은 제네바 협상 파행이후에도 계속 불안해 했다. 그는 미국을 직접 방문하고
돌아간 후에도 만족을 못하고 미국이 한국을 떠나려 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54년 11
월경이 되어서야 미국이 최선의 제안을 한 것임을 받아들였고 1954년 말이 되자 한국에
미국의 영구적인 주둔의 모든 요소가 자리잡았다. 아시아의 어떤 반공주의 국가도 이승
만만큼 미국의 투자를 받은 경우가 없었다. 수십억달러와 수만명의 미군이 희생되었다.
이는 인도차이나에서 매우 심각한 군사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중에 이뤄진 것이라 더
특이한 것이다. 동남아시아 전선 상황이 악화될수록 아이젠하워 정부에게 공산주의에게
계속 저항하고 있다고 세계에 보여줄 상징으로서 이승만이 더 중요해졌다. 이승만은 제
네바 협상이 진행되는 내내 북진통일을 주장했고 그로인해 미국이 영구적으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승만의 자살가능성에 놀라고 싶지 않았던 아이
젠하워 정부는 그를 달래는 수밖에 없었다.(Brands 1987, 83-85)
미국이 한국을 전술적 수준에서 사고하고, 반공주의의 상징이자 전쟁시 유효한 전초기
지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이승만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인도차이나 문제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이익이 된 국
가와 전쟁을 통해 독립과 지배에 저항해야 하는 국가의 그룹이 나뉘었다. 이미 미국과
전쟁을 치른 중국은 냉전을 치르고 있는 소련과 함께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완화시키고
국내문제와 자국의 이해관계에 전념하기 위해 평화의 문법, 전술적 평화공세를 공유했
다. 동시에 영국,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 인도 등 중립국들과 교류를 하고 싶어했다.
중국은 소련과 미국처럼 버퍼존을 만들고 휴전을 시키고 분할하는 UN과 서구 국가들의
전쟁 관리 기술을 습득했다. 영국은 NATO와 미국에 의한 유럽 방위를 확보하고 싶어
했고, 프랑스는 인도차이나에서 군을 철수하고 타협을 이루고 싶어했으며, 미국은 프랑
스의 의회 비준을 원했다.
즉 UN의 집단안보, 자유주의 평화는 서구국가의 구심점이 되었지만 제네바의 평화는
UN 밖에서도 가능한 평화의 문제, 즉 서로 다른 체제의 평화적 공존을 통해 가능한 인
도차이나문제에 대한 영-프-중의 합의와 권력 균형의 산물이었다. 그럼, 자유주의적
UN에서도, 열강들간의 평화공존의 제네바에서도 배제된 국가들에게 어떤 평화가 남아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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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반둥의 대안적 평화와 탈식민 민족주의
1) 제네바 회담이후 미국의 SEATO 설립 추진 : 형식적 군사동맹과 아시아 국가들의
반발
자유주의적 안보체제에 편입되거나 그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서로 다른 정치이데올로
기에도 불구하고 열강의 반열에 올라 상호억제에 기반해 평화적 공존과 협상을 통해 평
화를 유지할수도 없는 신생국들에게는 세가지 길이 있었다. 미국이 제시하는 안보체제에
편입되거나, 중국의 지원을 받으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무런 물리적 기반은 없
지만, 반식민 중립주의에 호소해 더 이상의 무력 경쟁 자체를 거부하는 연대를 구성하는
길이 그것이었다.
1954년 제네바 회의의 참여 자체에서 배제된 인도는 UN에서 한국전쟁의 평화적 해결
을 주도하며 아랍-아시아 국가들을 주도해왔었다. 인도를 필두로 더 이상의 전쟁에 반
대하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풀려고 시도하는 중립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
다. 냉전의 격화와 한국전쟁을 치른후인 53년경엔 이미 국제문제에 대한 중립주의적 시
각을 가진 아랍-아시아 블록이 UN 총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상대
적으로 안보리를 무력화시키고 총회의 권한을 강화시켰던 미국의 총회 지배력이 다소
약해지고 있었다.(Ampiah 2007 : 22)
미국은 더 이상 UN을 통한 해결을 전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직접 외교도 이전처럼
수월하지 않아진 상황에서 직접적인 군사동맹과 지원을 제공하는 안보체제를 확산하고
있었다. 아시아에서 일본, 필리핀, 한국 등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이래 1954년 9월
8일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대만이 필리핀의 마닐라에 모여
합의해 설립된 SEATO(the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669)가 그 상징이었다.
흔히 마닐라 협약(Manila Pact)라고 불리는 이 방위협약은 2차대전이후 미국이 제 3
세계에 다자간 집단 방위기구롤 조직하려던 시도중 가장 중요한 산물이었다. SEATO는
일본과의 평화협약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미 국무부장관 덜레스의 작품이었고, 그는
이를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초석”이라고 평가했다670).(Acharya 2011 : 102, Franklin
2006: 1)

실제로 55년 2월 24일 터키와 이라크사이에서 출발해 영국과 파키스탄이 참여한 바
그바드 팩트(Baghdad Pact)에 비하면 SEATO는 처음부터 다자주의적이었고 집단적 방위
의 시험으로서 더 큰 중요성을 가졌다. 미국은 바그다드 팩트의 산물인 CENTO에는 참
여하지 않았지만 SEATO는 미국이 주도한 산물이었다.(Acharya 2011 : 102)
669) Buszynski, Leszek. SEATO: The Failure of an Alliance Strategy.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1983. Franklin, John K, The Hollow Pact: Pacific Security and the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ort Worth, TX, Texas
Christian Univeristy, 2006.
670) FRUS, 1952-1954, vol. 13 (Washington, DC: GPO, 1982), 1259. 이로 인해 덜레스를 방위조약을 통해 미국
의 방위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 했던 'Pactomania'라는 별칭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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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O의 표면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이젠하워 정부가 규정한 소위 '도미도 효과
domino effect', 즉 베트남 이후 동남아에서의 공산주의의 확대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하

지만 SEATO는 NATO처럼 통합된 군사사령부도 없었고 회원국에게 침략이 이루어질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이 관여하게 되는 의무조항도 없었다. 이런 이유로 SEATO는 유효
성 없는 실패한 군사동맹으로 간주되어 “종이호랑이들의 동물원”이라는 평가를 받기
도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SEATO는 회원국뿐 아니라 회원국이 아닌 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도 안보를 보장하는 냉전의 봉쇄정책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반영
된 매우 독특한 시스템이었다.(Franklin 2006: 1-2, Acharya 2011 : 103)
독특한 SEATO 유형의 지역방위 조약들이 등장한 데에는 여러 역사적 조건들이 결합
되었다.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꼽자면 첫 번째는 NATO의 창설
과 한국전쟁이후 UN결의안에 의해 미군이 해외로 파병된 것에 대한 미 의회의 위헌 제
기가 있었다. 즉 미국은 한편으로는 국내 의회의 문제제기와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문
제제기로 인해 NATO와 한국개입 유형의 군사적 개입을 다시 반복할 수 없었다. 두 번
째는 인도차이나 위기와 제네바 협상의 영향이다. 사실 SEATO가 포함시킨 지역은 정확
히 제네바 회담에서 분할하거나 중립화시키기로 결정했던 지역들이었다.
그동안 미국의 SEATO 기획은 결국엔 1977년에 해체되며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
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집단 방위에 대한 미국의 선전과 수사들과 실제 의도에는 큰 격
차가 있었고, 덜레스 처음부터 SEATO가 진정한 집단 방위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립할 한게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즉 SEATO의 군사적 성격은 주로 억제 개념을 통해
미국의 우세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
을 결코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다. 단지 이 기구를 통해 미국이 필요한 경우 군사
력을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자유를 얻으려 했다. 즉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방위 기획
가들은 미국이 병력의 규모로 아시아에서의 지상전에서 이길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미국의 우세는 군사력과 해군에 있었다. 결국 아이젠하워 정부는 아시아에 NATO같은
강력한 군사 기구를 구축할 하는 대신, 소련과 중국이 동남아를 침공하지 못하게 억제하
면서도 미국이 향후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에 UN으로부터의 의무가 없이 개입할수 있는
틀이 필요했다. SEATO는 미국이 소련의 비토를 피할수 있는 기구였다.(Franklin,
2006: 13-16)
이렇듯 미국에게 문제의 핵심은 냉전의 전장이 소위 제3세계와 동남아시아로 옮겨가
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이지역에 군사지원을 하고, 제국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고 의회
의 비난을 피하면서도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했다.
베트남에서 프랑스가 패배한 이후 1954년 1월부터 덜레스와 아이젠하워, 미국 상위
관료들은 아시아의 우방국들을 지역 방위조약에 포함시키면 서구 제국주의라는 비판은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먼저 54년 1월 16일 NSC-5405는 미군이 직접
관여하진 않아도 추가적인 공산진영의 확대를 막는 지역 방위 시스템이 언급되기 시작
했다. 그러던 중 54년 제네바 컨퍼런스가 끝난 직후인 7월 24일부터 NSC회의에서 지
역 방위조약이 있으면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공격할 국제적 지원을 받을 재량권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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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제네바 협약을 공산측의 승리로 여긴 미국 정부는 8
월 중순경 NSC 5429를 만들면서 동남아시아에 방위협약을 필요로 하며, 어떤 침략이
발생할 경우 즉각 중국에 보복하는 것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헌법적 요구에 따라 공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지역방위협약안을 제시했다.671)(Acharya
2011 : 104, Franklin 2006: 108-129)

미국 정부가 제네바 회담을 실패로 규정하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명성이 손상되었다고
보면서 SEATO 구상은 더 큰 동력을 얻었다. 54년 6월경에는 반대하던 영국도 SEATO
의 설치 구상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은 이 기구에 가능한 많은 중립국을 포함
시키기 위해 한국, 홍콩, 대만, 일본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미국과 영국의 기획가
들에게 아시아의 집단 안보 구상은 이 지역 중립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 수단인 동시에, 이 협약을 통해 군사력을 실제로 증강시킬 필요는 없는 값싼
수단이었다.(Franklin 2006: 120-23)
미국이 지역방위조약을 통해 동남아의 동맹국을 포섭하고 중립국들도 유인하려 했다
면, 소위 “평화공존”을 외치기 시작한 중국의 외교노선은 동남아 지역에 다른 흐름이
전개되는데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중국은 제네바에서 아시아 국가와 서구 국가들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상호 도움이 되는 '새로운 중국'의 이미지를 보여줬다고 믿고 있었다.
즉 중국은 제네바에서 연합전선united front 전략이 국제적 투쟁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증명되었고,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도 국제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고 판단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국 지도부는 대외적으로 문을 활짝 여는게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것보다 도움이 된다고 믿게 되었다.
중국이 이런 입장에 근거해 가장 먼저 한 것은 한국전쟁 기간 동안 상당한 접촉과 평
화를 위한 노력을 주도해왔던 인도와 미얀마 등과 외교적 단절을 끝내기로 한 결정이었
다. 54년 4월 23일 중국과 인도는 인도와 티벳간의 무역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여기
서 인도와 중국은 양국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다섯가지 원칙을 밝혔다. 이것이 소위 5대
원칙, 즉 양국의 상호 영토보존에 대한 존중, 관계에서의 평등과 상호 이익, 평화적 공
존 원칙이었다.672) 이 원칙에 대해 미국은 언급할 가치 없는 애매한 발언들의 조합이라
고 무시했지만 중국과 인도의 수교와 5대 원칙의 제시는 새로 독립한 국가들 사이에서
문제를 스스로 풀기 위한 관점을 제시한 것이었고, 동시에 미국이 추진하는 SEATO나
경쟁적인 군사 블록으로 지역이 양분할될 두려움에 대한 중국과 인도의 공동 대응이었
다.(Jones 2005: 851-52; Zhang 2007: 520)
미국의 동남아 지역에 대한 집단 방위 기획이 강화되자 54년 4월 인도, 파키스탄, 버
마, 인도네시아, 씰론의 아시아 5개국 수상들(소위 콜롬보 국가들)이 콜롬보에서 만났
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새로 등장한 이 탈식민 국가들은 식민지배 경험을 공통적으로 갖
고 있었다. 이들은 식민주의를 근본적인 인권에 대한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
671) 그리고 NSC 5429에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선택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다는 아이젠하워 정부의 안보정책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었다.
672) Sarvepalli Gopal, Jawaharlal Nehru: A Biography, Volume Two, 1947–.1956 (London,1979),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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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선언했다. 민족주의와 반식민주의로 촉발된 이 이념들은 비개입주의로 나아갔다.
즉 냉전의 양진영 대립으로 UN이 파행을 겪고 있고, 미국과 소련, 중국이 인도차이나
에 점차 직접적으로 개입의 강도를 높여가자, 이 국가들은 인도차이나에 전투부대를 지
원하거나 병력이나 물자로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고 “비개입non- intervention”에 대해
합의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대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모이
는 더 큰 회담에 대해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원래 인도네시아 총리의 구상은 UN 회
원국들 중 아프로-아시아 국가들을 초대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중국과 인도의 우호관
계가 탈식민주의를 공통기반으로 비개입을 요구하는 지역주의적 이상을 부상시키고 있었
다.(Acharya 2011 : 105, Jones 2005: 852,

Kahin 1956 : 2)

사실 이때까지 네루는 콜롬보 국가들의 회의를 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로 확대하는
것에는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네루에게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였고,
중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호적 관계의 확보였다. 네루는 중국의 저우언라이를 뉴델
리로 초대했다. 그렇게 이루어진 54년 6월 25-28일간 네루와의 회담에서 중국은 아시
아에 중립, 해외 군사 기지로부터 자유롭고, 공격이나 간섭이 없는 “평화 지대”를 건
설하자는 네루의 제안에 대해, 이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화답했다. 저우언라이는 특히
중국의 평화공존을 위한 5개 원칙을 인도만이 아니라 버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
랑카, 라오스, 캄보디아와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에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양국은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은 더 이
상 해외 중국인의 이중 국적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동시에 혁명을 수
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인도와 중국은 세계에 모든 국가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저우언라이는 버마에서
총리와 회담후 혁명은 수출되면 실패하고 자국의 힘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Zhang 2007: 520)
즉 네루의 “중립 평화지대 노선”은 외부의 개입에 대한 거부를 가장 중요시 했다
면, 중국은 중립과 평화에 대한 관심보다는 저우언라이의 외교노선인 '평화공존'정책을
더 확대 적용하고 혁명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신호를 동남아 국가들에게 보내려
고 노력하고 있었다.
중국 인도의 교류가 심화되고 콜롬보 국가들의 탈식민 지역주의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한국문제와 인도차이나 문제에 대한 제네바 회담이 진행된 것이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에 SEATO 설립 기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매우 민감하게 여겨졌다. 미국
이 주도하는 지역 집단 방위조약은 특히 인도차이나 일대를 중립화한다는 제네바 합의
의 정신을 위반한다고 보았다. 네루는 SEATO가 자국의 방위뿐 아니라 합의에 따라 외
부에도 관여할 수 있게 한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새로운 영향권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
적했다. 이들로부터 점차 SEATO에 대한 적대적인 비판들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기 시작
했다.(Acharya 2011 : 105, Jones 2005:851, Franklin, 2006: 125)
인도를 중심으로 콜롬보 국가들이 중립, 비개입을 강조하자, 영국과 미국 정부의 일부
관료들은 SEATO에 이 콜롬보국가들도 포섭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673)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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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히 인도가 SEATO에 참여하기를 바랬다. 미국의 압력에 따라 영국이 54년 9월에
열릴 SEATO 창설 회담에 이 국가들을 참석시키기 위해 설득 작업을 했다. 하지만 네
루는 이러한 '군사동맹military alliance'은 '집단적 평화 시스템collective peace system'과 다
르며, 군사동맹은 대항 군사 동맹을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인도는 동남아시아를 냉전의
잠재적인 전장으로 만드는 것에 반대했다. 미얀마, 인도네시아, 실론도 이에 동조했으며
특히 실론 수상은 아시아의 국가들은 더 이상“베트남이나 한국과 같은 문제”가 발생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Acharya 2011 : 106-7)
즉 인도를 중심으로 한 콜롬보 국가들은 한국이나 베트남을 경험하고, 이런 사례의
반복을 기피하기 위해 적대적인 집단 군사동맹 시스템이 아닌 대안적인 집단적 평화시
스템을 요구하고 있었다.
제네바 회담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간 저우언라이는 54년 6월 인도를 방문해 “아시
아의 문제를 위해 아시아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인도의 범 아시아주의적pan-asianism
입장에 지지를 표명했다. 중국은 10월에 네루를 베이징으로 초청했다. 네루는 중국 대중
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고, 마오와의 대화에서 “덜레스 같은 인간은 매우 위협적인
존재이다. 그는 감리교신자이거나 침례교도이고 아주 편견이 심한 협소한 마인드의 사람
이다. 그는 모두가 그에게 동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미국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기꺼이 공유했다.674)
54년 9월 5일 아시아의 중립국가들을 포함시키지 못한 상태로 SEATO가 공식적으
로 창설되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 수상이 54년 9월 인도를 방문해 회담에 다소 회의적
인 입장을 보이던 네루를 설득했고, 네루는 마침내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을 모두 초
대하는 포괄적인 회담의 개최를 완전히 수용했다.(Kahin

1956 : 2)

하지만 중국의 태도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중국은 10월 10일 UN에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비난하고 중국이 몇몇 지역을 '해방'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의 호전적
대응에 아시아의 국가들은 이것이 중국의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번복이 아닌지 우려했
다. 그러자 저우언라이는 네루에게 “대만에 대한 해방”은 표면적인 선언과 달리 전략
적 목적이며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마오와 저우언라이는 네루에게
미국의 위협은 남한, 대만, 인도차이나까지 방위선을 확장할 정도로 “너무 멀리 왔으며
이는 미국에선 멀지만, 중국엔 너무 가깝다”고 중국의 태도를 해명했다.(Zhang 2007:
521, Jones 2005: 852)

중국과 인도간 대화가 진행되면서 1954년 12월 29일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회
의에서 인도의 네루,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등 콜롬보 국가들은 55년 4월에 아시아-아
프리카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중국을 초청하기로 합의했고, 중국도 이에 응했
다. 이 회의에서 UN회원국 외의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을 초대한다는 합의가 이루어
673) FRUS 1952-54, Vol. ⅩⅥ, p.1415, FRUS 1952-54, Vol. ⅩⅡ, Part Ⅰ p.664.
674) Minutes of Nehru-Mao conversation, 23 October 1954, in Selected Works of Jawaharlal Nehru, 2d
series, vol. 26, eds. Ravinder Kumar and H. Y. Sharada Prasad (New Delhi, 200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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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하지만 한국과 북한은 상호 적대적 태도와 그들이 이 회담에 초대된 다수의 국가
들과 분쟁을 치렀다는 사실로 인해 초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Zhang 2007: 522,
1956 : 3)

Kahin

한국과 북한은 아시아 다수의 국가들과 전쟁을 치른 교전국으로 중립과 평화를

논의하는 자리에 기피대상이 되어있었다.
이들은 회담의 목적과 범위를 결정했다. 이는 a)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간의 선의와
협력을 촉진해 공통의 이익을 검토하고 우호적 관계를 확립한다. b) 참여국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문제들을 고려한다. c)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만의 특별한 문제, 즉 국가
주권이나 인종주의 식민주의의 문제를 검토한다. d)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위치를 검토하
고 그들이 세계의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공통의 목적에도 각국이 가장 우선시하는 이해관계들은 존재했다. 즉 인
도는 더 많은 지역이 냉전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상태로 남아있어야 하며 공산측이나 서
구진영 모두와 군사협약을 맺지 말아야한다는 중립주의 노선하에 라오스나 캄보디아가
SEATO에 참석하지 않기를 바랬다. 인도네시아는 회담을 통해 서뉴기니아에서 네덜란드
와의 분쟁문제를 풀고 싶어했고, 파키스탄은 이스라엘을 비판하며 아랍국가들에게서 리
더십을 구축할 기회를 삼으려했다.(Kahin

1956 : 3)

하지만 이 회담을 주도한 콜롬보 국가들의 공통적인 최우선적 관심사는 먼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간의 전쟁을 막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중국이 소련으로부터 독
립적인 외교를 전개하게 하는 것, 동시에 중국과 베트민의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중
국의 남쪽 국경지대와 캄보디아, 라오스등 동부 국경지대에 봉쇄하고 그들 국가를 포함
한 모든 비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전복적이고 불법적인 공산주의 활동을 막는 것이었다.
즉 미국과 중국의 충돌과 영향력 팽창을 견제하는 것이 중요했다.(Kahin

1956 : 5)

미국 정부는 반둥회담의 준비와 전개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반둥회담 개최
발표 이틀후부터 아이젠하워 정부는 반둥회담에 대응할 미국의 선택지를 분석하기 시작
했다. 미국의 우려는 다양했다. 먼저 국무부내 아시아 전문가들은 덜레스 국무장관에게
반둥을 공산주의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심각하게 간주할 것을 조언했다. 이승만과 최종
협상을 했던 미 국무부의 로버트슨은 반둥회담에서 저우언라이가 반식민주의 담론을 활
용할 수 있으며 '반식민주의의 틀을 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할 수 있다고 우려
했다. 덜레스는 인도와 중국이 서구의 참여 없이 만나기 시작하면 그들의 광대한 인구로
인해 UN에서 견고한 반 서구 투표 블록이 형성될 수 있다고 두려워했다. 이 우려의 결
론은 미국이 이 회담 개최를 사보타지하고 방해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것이었다. 하
지만 이런 적대적 입장은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막을 수 없어 곧 불가능해졌다. 회담
취소는 불가능했고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게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뿐이
었다.675)(Jones 2005, 856, Parker 2006: 156, Ampiah 2007 :31) 78 66
미국이 가장 우려한 것은 중국의 참석이었다. 중국이 이끄는 범 아시아주의적 정서가
서구 특히 백인들의 영향을 거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미 제
675) 18 January 1955, FRUS, 1955–57, Vol.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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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 협상이 끝난 직후 54년 8월부터 CIA는 중국이 추가적인 미군 기지의 설치를 막기
위해 중립주의를 강화하고 “아시아를 위한 아시아”를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었다.676) 54년 9월 첫 번째 대만해협 분쟁이 발생하자 이런 위험에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반둥회의 직전에 미국에서 생산된 정책 보고서는 중국 본토가까이서 전쟁이 발
생하면 대만군을 주로 활용해 이 문제가 인종간의 투쟁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강조했다.677) 한국전쟁 이후 증가한 중국의 위상, 대만과 중국사이의 해협의
갈등, 인도차이나에서의 호치민의 승리 등이 미국의 우려를 키우고 있던 상황이었
다.(Parker 2006: 156, Ampiah 2007 :35)
즉 미국은 반둥회의에서 중국의 전략적 범아시아주의에 기반해 서구 대 아시아라는
구도에서 인종주의적 갈등이 촉발되는 상황을 두려워했다. 1955년 2월 방콕에서 개최하
기로 한 첫 번째 SEATO 전체 위원회 회의가 반둥회의와 차이가 부각될 것도 문제였
다. 방콕의 SEATO 회의에는 주로 백인들이 참석하고 반둥회의에는 백인 외의 다양한
유색민족들이 참석하기 때문이었다. 주제의 측면에서도 SEATO회의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적은 공산주의자들의 팽창을 논하는 자리였고, 반둥에 모인 약 30개국은 서구의 식
민주의와 제국주의를 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규정하고 있었다.(Jones
2005: 853-54)

따라서 55년 1월부터 미국 정부의 작전조정국(Operation Coordinating Board, OCB)에서
방콕회의와 반둥회의에서 지역주의, 반인종주의가 대두될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할 워킹
그룹이 구성되었다. 국무부가 지도하고 CIA, 국방부, USIA가 참여한 이 모임은 반둥회
의에서 공산측이 방어적이 되게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략을 구축했다. 그런데 이들은 반
둥회의가 실제로 지역블록을 구축하려 하진 않을 것이며, 회담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구
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문적인 성격이 있을 것이고, 대다수 국가들이 자국의 개별적
목표와 위신을 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파키스탄은 네루를 당황시키려 할 것
이고, 일본은 아시아 정치의 주류에서의 고립을 종식하고 싶어한다는 이해관계가 있었
다. 미국은 반둥회의의 현실적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내부의 이해관계차이를 고려해
특히 필리핀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미국에게 정보를 줄수 있게 반둥회의에 참여를 독
려하기로 했다.(Parker 2006: 157-58, 161)
이 시기까지도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반둥회의에 대해 '자비로운 무관심benevolent
indifference'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월경 미국정부는 점차 이 새로운 흐름

이 거스를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반둥회담 자체를 무산시킬 수 없고 대신
참여국들이 유화적 태도를 갖게 만들기로 했다. 미국은 영국을 통해서 반둥회의에서 파
키스탄, 필리핀, 태국에 일종의 협상 지침서들을 전달하며 회담을 준비시켰다. 미국정부
는 반둥회담 참석국 내부의 분열을 확대하려 했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 터키, 필리핀
등 SEATO에 참석한 집단 안보의 지지국가들은 “SEATO는 단지 외부의 공공연한 무
력 공격 보다는 내부반란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첫 협약이며, 따라서 SEATO가 공산주의
676) 5 August 1954, FRUS, 1952–54 (Washington, DC, 1985), pt. 1, Vol. 14:518.
677) 8 April 1955, FRUS, 1955–57 (Washington, DC, 1986), Vol 2: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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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외무상 로물로
Romulo는 자발적으로 자신이 서구적 입장을 대면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필리핀 대표
는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내건 비개입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로
했다.(Acharya

2011 : 108, Jones 2005: 857-59, Ampiah 2007 : 38-40, 76)

회담 개막 직전인 55년 4월 7일 열린 미국의 NSC 회의에서는 제 3세계에서 대두되
고 있는 민족주의와 중립주의 그리고 이것이 미국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직접
논의 주제가 되었다. 이에 아이젠하워는 “소련이 스스로를 광범위하게 성장하고 있는
전후 민족주의에 동일시해왔지만 미국은 이를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활용하는데 실패
해왔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한 CIA인사는 최근 서구 제국주의를 경험한 이들이 연대
하는 상황이 공산측에게 활용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 상황이 “우려하는 만큼 비관적이
지는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제 3세계 민족주의 문제에 대한 비관과 낙관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반둥회담에 대한 대통령 수준의 연설은 하지 않기로 했고, 국무장
관 덜레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둥회담이 “아시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좋은 기
회”라는 정도의 우호적 언급으로 회담 직전까지의 대응을 마무리 했다.(Parker

2006:

160-61)

2) 반둥회담의 전개와 그 결과 : 탈식민 민족주의의 UN/냉전 비판과 그 한계
1955년 4월 18-24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미국의 우려와 불안 속에서 인도와 콜롬보
국가들의 중립주의, 중국의 평화공존 정책이 새로운 흐름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한
Asian-African 회담이 개막되었다. 이는 다섯 개 콜롬보 국가(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

탄, 미얀마, 스리랑카)가 주도한 산물이었지만 점차 규모가 확대되어 역사상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제3세계 지도자들의 모임의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678).
반둥회의의 중요성은 이 회담이 열린 시기였다. 즉 반둥회의는 프랑스군이 인도차이나
에서 철수한 직후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독립을 시도하던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큰
희망으로 보여 관심을 집중시켰다. 또한 반둥회의는 한국전쟁 종식과 스탈린의 죽음 이
후 소련이 평화와 데탕트 공세를 전개하고 있던 시기였기에 중국이 회담에 참석한 것에
큰 역사적 의미가 부여되었다.(Westad 2007: 99)
반둥회담을 목격한 한 필자는 “이곳에는 지상의 모든 종교, 거의 모든 인종, 모든
종류의 정치적 의견, 지구상의 15억명의 대표들이 모여들었다.”679) 며 종교, 인종, 정
치적 다양성과 인구와 지역의 규모를 우호적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 반둥회담에는
크게 세가지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군이 참석했다. 즉 중국과 북 베트남등 공산주의 국가
와 서구 자본주의에 친화적 경향을 보이는 약 10개국(파키스탄, 실론, 이란, 이라크, 일
본, 레바논,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터키), 그리고 중간의 중립적인 인도, 버마, 인도
678) 1. Afghanistan 2. Cambodia 3. People' Republic of China 4. Egypt 5. Ethiopia 6. Gold Coast 7. Iran
8. Iraq 9. Japan 10. Jordan 11. Laos 12. Lebanon 13. Liberia 14. Libya 15. Nepal 16. Philippines 17.
Saudi Arabia 18. Sudan 19. Syria 20. Thailand 21. Turkey 22.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23.
State of Vietnam 24. Yemen
679) Richard Wright(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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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아 등 세 그룹의 국가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Ampiah 2007 :41)
중국은 29개국중 22개국과 외교 관계가 없었고 중국과는 한번도 접촉도 없었지만, 대
만과는 공식 관계가 있던 국가들이었다. 중국은 민족 독립운동을 위한 국제적인 연합 전
선을 구축하려 노력했고 이들의 가장 공통적 경험은 식민 경험임을 인식하고 회담에 참
여했다.(Zhang 2007: 522)
반둥에서는 적어도 제 3세계에서만큼은 냉전 시스템을 극복supersede 할 수 있는 공통
의 이념을 창출해야한다는 주장이 기본적인 합의의 기반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예컨대
수카르노는 회의 개막 연설에서 이 회의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
들coloured peoples이 모인 대륙간 회의라고 규정했다. 수카르노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세계 어떤 대륙보다 종교, 정치적 이념에서 가장 다원적인 지역이며 “자유주의의 자유
방임 Laissez faire이 적용되기 전에 원래 다양한 정치적 신념과 이념이 탄생한 지역”으
로서 원래 “살고 살게 두는Live and let live" 원칙, 다양성속의 통합 'Unity in Diversity"이
스스로 적용된 곳이었다며 자유주의 이념의 본래적 기원지로 아시아를 위치시키고, 특히
적대적 대립이 아닌 다양성이 공존한 지역임을 강조했다.(Kahin 1956 : 48)
수카르노는 이런 인식에 기반해 민족주의, 이슬람, 맑시즘을 새로운 도덕적 이념으로
통합하려는 이상을 표현했다. 수카르노는“이제 세계 역사의 어떤 순간보다도 사회와 정
부 정치는 최고의 도덕과 윤리 규범에 기반해야한다. 정치적 관점에서 무엇이 최고의 도
덕성의 규범인가? 이는 모든 것을 인류의 나은 삶well-being에 종속시키는 것이다.”라며
최고의 가치로서 인류의 복지를 내세웠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인류의 나은 삶이 최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권력을 가진 자리에 있는 다수가 세계
를 지배하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680)면서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서구 열강들의 권력
추구를 비판했다.(Westad 2007: 99, Jones 2005: 861)
그런데 이러한 수카르노의 주장은 사실 자유주의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UN 헌장에 묘사되고 경제사회이사회가 추진하던 뉴딜적 열망, 그리고 국가의 목적은
지배나 권리보장이 아니라 개인들의 나은 삶과 복지라는 당시의 자유주의적 이상을 다
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를 내걸었지만 우선으로 추구하지 않는 지배적 국가들이 문
제”라고 비판한 것이었다.(Kahin 1956 : 42-43)
하지만 수카르노의 강조점은 식민주의라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서구적 기획에 대한 근
본적 비판의 지점을 제공했다. 즉 그는 반둥회의를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연
맹의 연장선상에 위치지웠다. 하지만 그는 아프리카-아시아 국민들은 더 이상 식민주의
의 단순한 피해자가 아님을 강조했다. 수카르노는 이어서 국제관계에서 더 나은 삶이라
는 고도의 도덕성이 성취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식민주의의 수모로 고통당해 이런 목적
을 유럽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제 3세계의 노력을 통해 이루는 것 뿐이며 이를 위
해선 제 3세계의 단합이 필요하다며 지구적 복지의 실현 주체로 피식민경험이 있는 제3
세계의 인민을 내세웠다. 수카르노는 식민주의가 끝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끝나지 않았으
680) Sukarno의 55년 4월 18일 연설, Let a New Asia and a New Africa Be Born! (Jakart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55) 웨스타드 2007: 10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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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른 형태의 식민주의'가 대두되고 있다며, 냉전이후의 역사를 양 진영간 대립으로
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균열의 시각을 제시했다. 수카르노는 경제수단과 지적수단을 통한
통제, 물리적 통제 그리고 국제 공동체에서의 소외의 문제를 제기했다. 수카르노는 제 3
세계가 이를 극복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초강대국끼리의 핵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 전쟁이 발발하면 문명의 종말이 예견되
는 상황에서 평화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록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군사력도
약하고, 경제력도 약하며, 파워폴리틱스에 뛰어들 수도 없고 외교력도 약하지만 14억의
인구가 이성의 목소리를 내고 모든 정치적 힘을 평화를 위해 동원 해야한다고 주장했
다.(Westad 2007: 100, Kahin 1956 : 40-45)
수카르노의 연설에는 소위 제 3세계의 탈식민주의적 세계관, 2차대전 이후의 문제와
그것의 극복방향에 대한 주장들이 집약되어 있었다. 식민고통을 당한 주체들에 의한 여
러 형태로의 지배에 대한 극복, 문명의 종말을 초래할 전쟁위협을 막기 위한 군사력 증
강, 파워폴리틱스, 외교력 이외의 정치가 그것이었다. 미국, 소련은 물론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의 강대국의 입장과 시선에서 벗어난 시각이었다.
이런 관점에서는 미국과 소련은 유럽권력의 특정한 형태였고 모두 식민주의와 이데올
로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인식했다. 수카르노는 전지구적인 반식민주의 투쟁은 180
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했다며 미국의 반식민적 역사를 환기시켰다. 한편 인도의 네루는
서구지향적인 제 3세계 바그바드 팩트 국가들(이라크, 이란, 터키)이 동유럽국가들에서
의 소련을 식민주의로 비난하려는 것에 저항했다.681) 즉 반식민주의의 입장에서 볼때 미
국과 소련의 냉전이후 행태는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었고, 동시에 미국과 소련은
유럽 제국주의와 스스로를 차별화 하며 이 반식민주의에 대한 지지자로서 스스로를 자
리매김할 수도 있었다. 냉전의 양대 권력은 19세기적 제국주의와 20세기적 평등한 민족
주의의 중간지대였지만, 모두 모든 지역문제에 개입하고 있었다.
저우언라이가 이끄는 중국 대표들은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평화적 공존peaceful
coexistence 원칙과 비동맹 원칙이 양립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 반식민 논의를 지

원하고 보충하며 지지를 얻으려 했다.682)
저우언라이의는 4월 19일 연설에서 중국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을 안심시키기 위
해 공산주의 국가이며 사회주의 시스템이 좋은 것이라고 믿지만 이 자리에서 이데올로
기와 정치시스템을 선전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을 시작했다. 그리고 저우언라이는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부 주권문제이며, 중국은 UN에서 정당한 지위를 회복하고 인정받
는 문제도 다룰 수 있지만 이곳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우언라이는 이곳에 참석
한 모든 국가들의 공통 기반이 식민지배라는 고통을 겪은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중국
은 정부를 전복할 의사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과 장개석의 전복 활동으로 고통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 경제 문화적으로 낙후된 아시아 국가들끼리 5대 원칙에 따라 협력할 것과

681) Nehru, Selected Works, second series, vol. ⅩⅩⅧ, p,100.
682) Li Qi et al., comp., Zhou Enlai nianpu (Chronology), vol. Ⅱ (Beijing: Zhoungyang wenjia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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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고 중국이 본
토 밖의 중국인들과의 문제를 이중국적의 형태로 해결할 수 있다는 파격적 제안도 했
다.(Ampiah 2007 : 85-88)683)
하지만 캄보디아와 태국 대표는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캄보디아가
중국의 5대 원칙을 적용하고 실험하려는 하는데, 중국은 약소국들에게 충분한 증명과
보증을 해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저우언라이는 보충연설을 통해
매우 양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국은 UN헌장에 있는 단어를 선택해가며 매우 순화된
발언을 했고, 다만 외부 국가의 내부문제 개입만을 문제삼았다. 저우언라이의 보충 연설
은 매우 우호적인 인상을 남겼고 다수의 대표들이 이를 지지하게 되었다. 저우언라이는
매우 합리적이며, 타협적이고, 진지하게 중국의 평화적 지향을 수립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었다.(Kahin 1956 : 13-15)
이후 회의는 별도의 세션들에서 이루어졌는데, 정치위원회가 중심적인 장이 되었다.
여기서 저우언라이는 UN의 인권 원칙을 언급하여 다시한번 놀라움을 주었다. 또한 저
우언라이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밝혀 아랍국가들의 호감을 얻게 되었다. 중국은 실
제로 반둥회담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수정하고 채택되게 했다. 이 밖에
도 정치위원회 회의에서는 뉴기니아에서의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의 분쟁, 프랑스 식민
지이 던 북아프리카에 대한 이집트의 결의안 등을 논의하며 식민주의 문제가 매우 중요
한 관심이 되었고 무엇이 신식민주의라는 형태인지 대한 민감한 논쟁이 이어졌다. 미국
과 소련의 행태도 식민주의로 비난받을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Kahin 1956 :
16-21)

이후 정치위원회는 '세계의 평화와 협력 촉진'이라는 마지막 의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
했다. 누가 평화를 주도하고, 어떤 방식의 평화를 이룰 것이며, 어떤 원칙에 근거할 것
인가가 쟁점이었다. 버마 대표 는 두 개의 진영사이의 격차를 여기에 가담하고 있지 않
은 국가들이 다리를 놓아야 한다며 중립주의를 강조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전쟁에 빠르게 개입한 UN이 대만의 버마 공격에는 '침략'이라는 개념조차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며 UN의 편파성과 효율성 결여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버마 대표는 UN을
강화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공존을 위한 5대 원칙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고 제안했다. 그런데 캄보디아 대표는 평화공존 원칙을 지지하더라도 공산주의 국가는
신뢰하지 못한다며 중국이 제시한 원칙에 합의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표현했다. 곧 저우
언라이와 네루의 공존의 5대 원칙이 논의의 핵심이 되었고, SEATO에 가입한 파키스탄
은 이에 대응해 집단적 자기 방어권을 강조하는 새로운 7대 원칙을 제시했고, 이집트의
나세르는 군축과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요구하는 또 다른 원칙을 제시했다.(Kahin 1956
: 21-23) 마치 대안적인 UN 회담이 열리듯 평화에 대한 각국의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

다.
그런데 네루는 4월 22일 정치위원회 연설에서 매우 날카롭게 어떤 방위조약에도 참가

683) China and the Asian-African Conference, Foreign Languages Press, 1955,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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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며 중립주의 노선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의 상황에 대한
소위 현실주의적 감상이 우리를 임박한 전쟁, 제 3차대전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며 현실
주의에 기반한 미-소 경쟁관계를 비판했다. 네루는 양 진영이 서로 무장을 하고 있다
며, 이런 군사력을 추구하고 있는 영국, 소련, 미국은 결국 전쟁을 예방하기 보다는 압
도적인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제 3차대전은 전
인류와 문명을 심연으로 몰아넣을 뿐 아라 총체적인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며,
잘못된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공산주의와 반공주의에 모두 동의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네루는 양 진영이 함께 핵무기나 수소폭탄으로도 인도를 정복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양
측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간디의 비폭력 철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네
루는 강대국이 전쟁을 하려 들 때 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의견의 차이를 만들 수 있고,
소련이나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양측의 적대를 심화할 뿐이며, 아시아와 유럽 모두 외부
로부터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의 전복에도 반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네루는 미국과 소
련, 그에 가담한 동맹국들, 그리고 외부의 침략만 강조하는 것과 내부전복을 지원하고
있는 개입주의 모두로부터 거리를 두는 철저한 중립주의 노선을 개진했다. 네루는 이런
움직임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
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Kahin 1956 : 64-65)
네루의 주장은 UN헌장이 보장한 자기방어 전쟁을 제외하고는 중립주의 비동맹의 핵
심 원칙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는 아직 냉전 진영이 선명하게 구축되지 않은 아시아 지
역에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SEATO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을 지원한 소련
이나 중국 모두를 겨냥한 것이었다.“만일 내가 이 큰 집단들중 어디에라도 합류하게
된다면 나는 내 정체성을 잃는다. 나에겐 아무런 정체성도, 의견도 남지 않는다. 만일
전 세계가 이 두 개의 큰 블록으로 나뉘어져야 한다면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불가피한
결과는 전쟁이다. 따라서 소위 비동맹 지역unaligned area이라고 불릴 지역을 줄이려
고 하는 시도는 전쟁으로 나아가는 위험한 시도이다. 그것은 군사력 없이 다른 국가들이
행사할수 있는 객관성, 균형, 전망을 줄이는 것이다.”네루는 이미 방위협약에 참여한
나라들의 항의를 인식해 자기 방어권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식민주의를 온존시
키는 NATO684)와 같은 지역 방위협약에 참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도 밝혔다.685)
그리고 네루는 평화공존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버리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자고 말했다. 네루는 폐막연설에서 왜 아시아가 그들의 분
쟁과 전쟁에 끌려들어가야 하냐며 냉전의 싸움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전쟁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행사해야한다고 역설했다.(Kahin 1956 : 12, 66-74)
하지만 네루의 연설은 파키스탄, 터키, 이라크, 레바논, 필리핀 등 NATO와 SEATO
에 참석한 친 서구적 제3세계 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파키스탄 대표는
684) 반둥에서 네루는 NATO를 식민주의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로 묘사했다. 네루는 집단방위협약은 탈식민국가들의 주
권과 존엄성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여기에 참석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이라
고 주장했다.(Acharya 2011 : 108)
685) 4월 22일 발언 Nehru, Selected Works, second series, vol. ⅩⅩⅧ,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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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헌장의 51조를 언급하며 파키스탄의 집단적 자기 방어권에 대한 외교를 정당화했다.
이라크, 필리핀, 레바논 모두 그들 국가의 규모가 인도에 비해 매우 작으며 스스로를 방
어하기 위해 단결하자는 럭셔리한 기준을 감당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대표 로물
로는 심지어 카시미르 분쟁을 언급하며 인도와 파키스탄도 서로 방어를 위해 예산의 절
반 가까이를 무장에 쏟고 있지 않냐며 각국은 공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방어를 위해서
방어에 에너지를 쏟어야 한다고 SEATO에 가입한 입장을 정당화했다.(Kahin 1956 :
24-25)

친 서구 국가들의 반발과 의심에 직면한 저우언라이는 4월 23일 정치위원회에서 이를
반영한 합리적인 수정 원칙을 제안 했고 이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즉 중국은 반둥회담을
평화와 통합을 위한 모임으로 규정하며 기존의 이데올로기, 정치 시스템, 국제적 의무의
차이를 치우고 새롭게 평화와 협력을 위한 원칙을 세울 것을 역설했다. 저우언라이는 '
평화 공존'이라는 용어가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라는 지적에 그렇다면 용어를 바
꿀수 있다며, UN헌장을 언급하며 헌장에도 “평화속에서 함께 산다”는 구절이 있고
이 모토에 따라 평화를 추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아프리카
29개국은 국제적 협력과 집단적 평화를 추구하고 촉진하기 위해 단결해야한다고 말했
다. 또한 이런 집단적 평화는 아시아 아프리카 바깥 국가에게 반대하는게 아니라 단지
이곳에서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촉진하는 것을 시작할 뿐이라며 이런 시도가 방어적
지역주의가 아님을 강조했다. 저우언라이는 중국은 적대적인 군사동맹을 형성하는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그런 맥락에서 NATO와 마닐라 협약 등을 비판했다 하지만 SEATO
에 가입한 파키스탄과 서로 전쟁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상호 협력적 이해에 도달했
음을 강조해 유연성을 보였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전복적 활동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문
제제기에 대해 중국은 공산주의 활동을 중국 외부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며, 협력을 위해
원칙이 필요하며 이미 인도, 버마 등과 합의한 5대원칙에 따르거나 이를 재구성하여 집
단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바램의 근거로 삼자고 제안했다.
그는 모두가 동의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일곱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모두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존intergrity을 존중한다는 것,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한 침
략이나 위협으로부터 기권한다는 것, 세 번째는 서로의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이나 개입
으로부터 기권한다는 것, 네 번째는 인종의 평등을 인정한다는 것, 다섯 번째는 크건 작
건 모든 민족의 평등을 인정하는 것, 여섯 번째는 모두가 자유롭게 삶의 방식과 정치
경제 시스템을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이었다. 이 마지막 쟁점에서 중국은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중미 갈등에 대해 매우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중국은 “미국인들
이 선택한 삶의 방식과 정치 경제 시스템을 존중한다며 중국이 선택한 삶의 방식과 정
치 경제 시스템을 존중하고 외부 개입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곱 번째는 서로
에게 해를 입히는 것으로부터의 기권이었다. 무역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동등한 것이
어야 한다며 자유무역의 정신에 대해서도 존중의 뜻을 표했다. 저우언라이는 연설을 마
치며 인도차이나에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보여준 다섯 개 콜롬보 국가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한국에서 정전을 이루도록 노력한 인도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중국은 미국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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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원하지 않으며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자고 밝혔다.(Kahin 1956 : 25-28,
52-62)686)

저우언라이는 평화공존이라는 용어를 UN의 용어로 대체하는 등 큰 유연성을 보이며
모두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의식적 노력을 보였다. 오히려 입지가 좁아진 것은 네루였
다.687) 네루는 최종 연설에서 친 서방국가들의 비판을 인식해 NATO를 정의롭지 않다
고 비난한 것은 아니라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지만 SEATO가 제네바 협상에 대한 분노
의 대응이라며 비판을 계속했다. 그는 강대국들이 반둥선언의 원칙들을 존중할 것을 호
소하며, 증오와 혐오를 증가시키지 말고 우호적인 관계로 점진적으로 개선시켜나가자며
이 회담이 우호적 공존friendly coexistence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용어를 제시
했다.688)(Westad 2007: 103, Kahin 1956 : 30)
결국 이런 논의 끝에 4월 24일 29개 국가가 합의한 최종 성명이 통과되었다. 성명에
는 먼저 회원국끼리의 경제 문화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었다. 이는 기술적으로 발전한 제
3세계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을 도와 독립을 달성할수 있게 해줄 것에 대한 큰 기대들을
반영한 것이었다. 공동성명은 특히 제 3세계가 원자료 수출을 협력할 것을 강조했고, 석
유와 관련된 공통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이후 1960년대에 OPEC의 창설로 이어졌
다.689) 또한 인권과 자기 결정권 같은 UN 헌장에 반영된 가치들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상징적 지지를 표명했다. UN헌장의 인권과 자
결원칙은 특히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며 UN 헌장에 반대되는 지배와 착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독립과 해방의 대의를 지지했다.
이 성명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회담에 참석한 국가들이 모두 UN에 참석할 수 있도록
UN 회원가입이 보편적이어야 한다며 캄보디아, 실론, 일본, 요르단, 리비아, 네팔, 베
트남 등도 가입되도록 안보리가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지리적 분배를 고려해 아
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안보리 의석을 갖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설명서는 핵무기
나 수소폭탄의 위험성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며 군축과 핵, 수소폭탄의 실험과 생산을 금
지하고 이를 관장할 국제적 통제를 수립할 것을 할 것을 요구했다.(Kahin

1956 : 82-83)

이 연설의 가장 중요한 점은 마지막에 제시된 세계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
안이었다. 이 원칙은 세계 평화와 협력을 위협하는 핵 세계전쟁에 우려를 표명하며 UN
을 통해서 핵무기 제거와 군축을 달성하고, 핵무기는 평화적 목적에만 활용하며 이것이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또한 자

686) China and the Asian-African Conference, Foreign Languages Press, 1955, pp.29-31
687) 네루는 친서구 국가들의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한 비판에 수세적으로 대응했다. 그는 사회주의 국가에 자유가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제3세계 국가들안에서의 개인의 자유에 대해 충분히 발전되지 않은 논의로 대응했다.
네루는 반둥회담에 참석한 다수의 국가들이 국가의 자유, 개인의 자유, 민주적 자유가 현저히 결여되고 많은 정부
의 정당성들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담의 취약한 단합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 민주주의라는 주제
에 대한 논쟁을 꺼려했다.(Westad 2007: 101-2)
688) Nehru, Selected Works, second series, vol. ⅩⅩⅧ, p,124.
689) 하지만 실제로 반둥회의 이후 제 3세계 국가들끼리의 교역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다수 국가들이 유사한 경
제조건에 있어 산업화된 국가에 수출할 상품들을 주로 생산했고, 국제 은행들이 서구국가들끼리의 무역에 집중하여
서로 무역을할 신용이나 화폐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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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결정권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모든 민족들은 UN 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부합
하게 스스로 정치, 경제 시스템과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
었다. 이는 일종의 개인적 망명권이 아니라 집단적 체제 선택권,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정치체제의 평화적 공존권을 요구한 것이었다. 마지막에는 중국, 인도의 제안에 여러 논
의가 합쳐져 제 3세계 국가들의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열가지 기본 원칙이 제시되었
다.(Kahin

1956 : 84-85)

1.
2.
3.
4.
5.
6.

근본적인 인권과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한다.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한다.
모든 인종과 모든 크고 작은 민족들의 평등을 인정한다.
다른 국가들의 내부사안에 대한 개입이나 간섭으로부터 기권한다.
각 국가가 UN 헌장에 부합하게 스스로를 혼자 혹은 집단적으로 방어할 권리를 존중한다.
a. 강대국의 특정 이해관계를 위해 집단적 방위 조치가 활용되는 데서 기권한다.
b. 다른 국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기권한다.
7. 침략 행위나 침략 위협, 다른 국가의 영토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제한한다.
8. 모든 국제적 분쟁은 협상, 타협, 중재, 법적 해결과 UN 헌장에 부합하는 당사자 스스로
의 평화적 수단을 선택해 해결한다.
9. 상호 이익과 협력을 촉진한다.
10. 정의와 국제 의무를 존중한다.690)
첫 번째 원칙은 UN헌장을 참조한 것이며, 다섯 번째 원칙 역시 UN 헌장 내의 자기

방어권 조항이 반영된 것이었다. 나머지 두 번째부터 아홉 번째 까지는 국내문제 불간섭
과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쟁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 등 중국의 제안이 반영
된 것이고 마지막 원칙에는 국제법의 단순 적용뿐 아니라 정의라는 또 다른 원칙이 제
시된 것이었다. 이는 UN창설이후 수년간 특히 한국전쟁의 경험을 거치며 인도를 중심
으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해왔던 실천을 성문화한 것이자 동시에 SEATO 등 미
국 주도 지역 집단안보 구축에 대한 반대가 포함된 것이었다.
이 여러 이해관계의 타협과 조정을 거쳐 등장한 반둥의 원칙과 주장들에서 새로운 것
은 집단적 체제선택권으로서의 평화적 공존권, UN의 편향과 한계의 지적에 이은 개혁
요구, 그리고 서구가 주도한 자유주의적 국제법이 포함하지 못한 탈식민 제3세계 국가
들의 성문화 되지 못한 요구를 반영할 개념으로서 정의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이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반둥은 일종의 기존까지 형성된 규범들에 대한 반대와 문제제기에
기반한 보충규범들subsidiarity 을 제기한 계기였다.
무엇보다 반둥에서는 전지구적 차원의 규범 형성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감각이 공유
되었다. UN 헌장의 초안을 작성하던 샌프란시스코 회의에도 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참
석하지 못했다. 여전히 영국 식민지에 있던 인도와 중국만이 참석했다. 네덜란드가 UN
에서 다시 인도네시아를 지배하려 들었을 때 아시아 국가들에게 서구의 UN지배가 큰
690) Bandung 1955 (Colombo: Government Press, n.d.), pp.30-31. (Kahin 1956 : 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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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인식되었다. 55년까지도 반둥회담의 참가자 절반 이상이 아직 UN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였다. 반둥에 참석한 국가들은 비개입 원칙을 주장하는 열강들의 기만을 눈치
채고 있었고, UN이 열강이 이를 위반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
다. UN은 인도차이나에 강대국이 개입하는 것을 다룰 수 없었다. 반둥회담에서 UN이
서이란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것은 강한 비판을 받았다.(Acharya 2011 : 109)
실론 수상은 특히 “지난 10년간 쉽지않은 평화를 유지한 것은 UN이 아니었다. 세계
정치에서 한국이나 인도차이나 분쟁 같은 주요 쟁점들은 UN의 틀 밖에서의 협상을 통
해 이루어졌다. 우리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UN기구가 전 세계의
인민들을 완전히 대변하는 기구로 재구성되어, 모든 민족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며 UN의 한계를 지적했다.(109)691)
반둥회의는 또한 미국과 영국이 추진한 SEATO에 대한 인도의 반발이 분명해지는 계
기가 되어 콜롬보 중립국이 가입하지 않게된 결과를 낳았을 뿐 아니라 이미 가입한 태
국과 필리핀도 점차 자신들이 SEATO의 서구 회원국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분개하게 되는 영향을 끼쳤다. 반둥에서 SEATO가 비 아시아적이라는 인식이 커지자 필
리핀에서는 미국과 너무 가까운 안보 관계를 맺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태국은
점차 중국에게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Acharya 2011 : 106)
이러한 반둥회의의 전개를 지켜보며 소련과 미국692)은 반둥회의에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소련의 흐루시체프는 회담의 전반적인 정치적 경향을 환영했지만 제 3세계 지
도자들이 너무 독립적으로 조직화하면 소련이나 지역 공산주의 정당이 영향력을 얻기
어려워질 것을 걱정했다.(Westad 2007: 103)
미국은 즉각 반둥회의 이후 상황을 분석하여 반둥의 선언이 실제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 분석했다. 4월 27일 OIR 보고서는 반둥회담은 공산주의, 중립주의, 반공주의자들
이 분리시킬 수 없는 강한 아시아-아프리카 합의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결론지
었다. 네루와 저우언라이가 큰 역할을 장악하려 했지만 단일한 지역 지도국이 출현하지
못했고 이들끼리 협력하려는 정서가 가장 표출되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반둥회의에서는 미국이 걱정했던 반서구적인 비난들이 별로 없었
다. 네루의 중립주의 블록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고, 공산주의 진영도 전면적인
선전을 하지 않았으며 저우언라이의 논조도 매우 타협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친서구 국
가들도 미국이 제공한 각본에 따른 역할을 해냈다. 최종 공동성명에는 서구 국가에게 골
치아픈 것들이 거의 없었다.(Parker 2006: 163)
특히 덜레스는 반둥회의의 결과에 대해 상당히 놀라워했다. NSC에서 덜레스는 반둥
회담이 미국외교의 뜻밖의 횡제라며 반둥회담이 실제로는 서구와의 협력을 믿는 우호적
인 아시아 국가들이 지배했다고 보고했다. 최종 성명서는 대부분 미국이 거부할 수 없는
691) Asia Africa Speaks from Bandung (Jakarta: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p.40.
692) Cary Frasers'' ''An American Delimma: Race and Realpolitik in the American Response to the
Bandung Conference, 1955, Plummer ed., Window on Freedom : Race, Civil Rights, and Foreign
Affairs, 1945-88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3), 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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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이며 식민주의에 대한 언급은 공개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동의한다
고 고백했다.693) 반둥회의는 네루에게는 심각한 역전이었고, 그나마 저우언라이에게는
외교관으로서 개인적인 성취가 있는 정도였다. 미국이 우려한 것과 달리 중국은 미국을
제국주의자로 그리고 중국을 동아시아의 해방자로 이미지를 구축하며 대만해협 지역의
분쟁에 대한 지지를 받으려 했으나 오히려 휴전을 강조해야했다. 저우언라이가 대만해협
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대화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 미국으로선 가장 환영할 만한 내용
이었다.(Jones 2005: 862, Parker 2006: 164)
미국의 자카르타 대사는 반둥회담이 아시아 국가들의 자신감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오
히려 이들이 이후 덜 반서구적이고 덜 감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친 서구적 쟁점들이 포함되고 공산주의적 쟁점이 희석된 것 역시 상당한 성공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이 주도해 친 서구 국가들의 대표에게 계획과 가이드를 해준 것이
효과적으로 작동했다고 평가했다.(Parker 2006: 165)
우려보다 우호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본 미국 정부는 반둥회담을 '일종의 잃어버린
기회'로 여기기 시작했다. 즉 반둥회담은 미국 정부 내에서 새로운 외교적 사고들이 전
개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예컨대 반둥회담 이후 기획조정단은 중립주의가 반드시 모두
불쾌한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되어 중립주의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모색하는 전
면적인 연구를 지시했고, 이는 55년 여름에 완성되었다. 보고서는 아프로-아시아 중립
주의를 집단심리와 파워폴리틱스의 결합으로 보았다. 후자의 측면에서 중립주의는 군사
적으로 약해 협상과 타협을 하여 위기를 피하고 강대국의 균형을 이루려는 국가의 논리
적 입장이었다. 중립주의는 파워폴리틱스를 초월한 것으로 보이지만 냉전의 맥락에서 이
뤄지는 파워폴리틱스를 비판하는 작은 파워폴리틱스의 도구를 제공했다는 것이었다.694)
집단심리의 측면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이후에도 자신들이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
고 느끼고 있었고, 인종문제에 대한 의식이 제 3세계 중립주의에 강한 동력을 제공했다
고 보았다. 즉 아시아-아프리칸 중립주의에는 민족주의와 반식민주의의 문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립주의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더 인내를
가지고 개별국가에 특화시켜 무대 뒤에서 작업하며,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
다. 이런 인식은 비록 미국 정부의 외교에서 실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사
고의 변화를 가져왔다.(Parker 2006: `165-66)

695)

저우언라이는 4월 28일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회담 경과를 보고했다. 중국이 반둥에

693) Minutes of a Cabinet Meeting, 29 April 1955, FRUS, 1955–57, 21:91–92.
694) 예컨대 반둥에서 이집트의 나쎄르는 파워폴리틱스라는 악마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제안했었다.
695) 또한 미국 정부내에서는 이미 끝나버린 것으로 여겼던 식민주의의 문제를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고, 덜레스는 심지
어 역 반둥컨퍼런스, 즉 서구 국가들이 주도하는 친서구적 탈식민화를 촉진할 회담을 구상했다. 하지만 영국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 덜레스의 요청에 따라 록펠러 재단의 딘 러스크는 1956년 초에 식민주의 연구 그룹을 구성했다. 하
지만 영국의 반대와 반식민주의가 현실화되었을때 생길 문제들에 대한 고려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반둥
회담이후 미국 정부는 국제적 분위기가 변화한 것을 분명히 인지 했고 식민주의 문제가 서구의 자산이기 보다는 책
임이 되어간다고 보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국의 완고함과 미국의 주저, 공산주의가
제3세계의 불안정을 활용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런 인식은 냉전기간 동안 현실화되지 않았다.(Parker 2006:
`166-70)

346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서 성취한 것은 어떻게 정치적 쟁점이 논의될 수 있는지를 파악했다는 것이었다. 즉 중
국은 이데올로기적인 반소, 반공주의 슬로건에 맞서 아프로-아시아 인민의 공동 의치를
가능한 표현해내기 위해 세계의 평화 보호와 반식민주의가 공통 기반임을 확인하는 것
에 주력했다. 그리고 1954년부터 1957년까지 베이징의 외교 공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아프로-아시아 국가들을 향한 것이었다. 아프가니스탄(55. 1월), 네팔(55년 8월), 이집
트(56년 5월), 시리아(56년 8월), 예멘(56년 9월), 스리랑카(57년 2월)와 수교를 맺은
중국은 평화 공존 5대 원칙이 실제 외교에서 규범화 되기를 기대했다.(Zhang 2007:
523)

이후 반둥의 중립주의에서 출발해 인도가 주도한 비동맹 운동은 점차 냉전에 거리를
두려는 운동이 아니라 부유한 북부와 가난한 남부의 격차에 저항하는 운동이 되었다. 서
구가 강조했던 평화 개념은 상대적으로 하찮게 되었고, UN에서 남북 격차 문제가 본격
적으로 제기되어 제 3세계가 경제와 정치적 부정의injustice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
기했다. 이 운동은 냉전에는 여러 차원이 있음을 강조했다. 즉 한편에는 강대국끼리의
충돌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아프로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에 의한 경제적 착취와 정치
적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신세계질서의 틀에서 인종적 평등을 위한 투쟁이 있었다.
이는 UN의 도덕적 근거로서의 평화라는 이상을 내세운 구 회원국들과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UN의 근거로 하려는 새로운 회원국 들간의 철학의 충돌이었다.(Ampiah 2007:
3)

한편 지역의 집단 방위에 대한 반대가 거세서 1967년 설립된 ASEAN에는 집단 방위
에 대한 거론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강대국의 개입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UN의
결함을 보상하기 위해서도 보충적인 지역의 규범을 발전시킬 수 밖에 없었다. 전후 탈식
민 독립국가들이 존재하는 아시아의 조건이 강대국이 이끄는 군사 협약을 탈정당화하고
비개입의 원칙을 재형식화하려는 기반을 제공했다.(Acharya 2011 : 111-2) 아시아 아
프리카의 경제-문화적 협력이라는 반둥의 틀은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첫 번째
아시아-아프리카 포럼에서 받아들여졌고 2004년 10월에 세계은행은 두 지역의 경제관
계를 촉진하기 위한 아시아 아프리카무역투자 관계 회담을 개최했다.(Ampiah 2007: 4)

소결
결국 UN창설과 한국전쟁 개입이후 동아시아 냉전의 전개는 세가지 전쟁과 세가지 평
화의 모델을 만들었다. 첫 번째는 한국전쟁과 판문점 평화로 이는 전쟁을 금지한 집단안
보 기구로서 UN의 전쟁이었고 냉전의 대립을 감당하지 못한 UN의 실용주의적 유동적
평화체제였다. 한국과 미국이 추진한 군사 동맹은 미국이 한국전쟁과 NATO를 둘러싼
위헌논쟁을 경험한 이후 제 3세계에서 큰 부담을 지지 않고 상징적으로 맺어나간 제 3
세계 유형의 군사동맹의 형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 양자간 방위조약 시스
템에 포함된 한국에게 미국은 이 동맹관계 속에서 '발전'이라는 새로운 자유주의적 이상
을 제시하고 냉전의 경쟁이라는 맥락에서 시범적이고 상징적인 경제적 지원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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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이 외계적 자유세계의 질서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행동하며 그만큼
의 외부지원을 받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다.
두 번째는 인도차이나의 탈식민 전쟁과 제네바의 평화였다. 제네바에서는 한국문제의
궁극적 해결에 대한 이해관계와 동력이 부족하여 한국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에 대해서는 매우 경직된 이상적 원칙들을 고수하며 타협의 여
지 없이 충돌했다. 하지만 인도차이나 지역 전반 차원의 큰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
편적 기획보다는 권력 균형과 현실주의 모델이 추구되었다. 제네바에서는 아직 냉전에
편입되지 않은 신생국가들의 지역에서 낡은 유럽 제국주의와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탈식민 민족해방운동이 충돌했고, UN과 미국을 벗어나 전쟁을 피하고자 했던 프랑스·
영국·중국등 열강들간의 타협과 균형이 이루어졌다. 결국 제네바 회담은 한국문제의
해결 없는 지역의 현실주의/실용주의적 균형 체제의 형성이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세 번째는 UN과 열강으로부터 배제되어 잠재적인 냉전의 전장으로 편입될 위기에 처
했던 지역에서 발생한 충돌과 그에 대한 거부로서의 반둥의 평화였다. 그에 대한 반발
기획에서 제 3세계에 대한 자유주의와 그에 대한 대응이 공통으로 억압한 탈식민주의,
지역주의적 차원이 등장했다. 반둥은 탈식민주의와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더 근본적인
배제와 모순을 지적하며 UN, 서구, 냉전, 열강 모두로부터 벗어난 지점을 확보하려 했
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모두를 극복한 대안이 아니라 열강들의 질서에 대한 인정투쟁과
UN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다르게 둘 것을 요구하거나 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한 보충적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즉 냉전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중립주의와 자유주의에 대
항하는 것으로서의 탈식민주의적 기획은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극복을 지향한게 아니
라 평화 제국주의, 군사주의라는 자유주의의 형식에 대한 문제제기 수준이었다. 그럼
에도 UN창설의 구심이 된 평화에 대한 철학은 이를 배반하고 사실상 열강들간의 평화
로 귀결된 냉전체제를 경험하고 빛이 바래졌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과 인민
들의 집단적 요구로서 정의라는 가치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정치적 상징이자 큰 냉전전략의 작은 전술 차원으로 여겨진 한국
문제는 UN과 자유주의 평화체제에 편입되었고, 북한은 반UN 공산주의 체제에 편입되
면서 한국과 북한은 미국,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UN 15개 회원국과 교전한 국가로 간
주되며 대안적 평화를 논의했던 반둥회담에 초대받지 못했다. 이는 단지 냉전 양대 블록
의 강제의 산물만도 아닌 양국 지도부의 자발적 선택과 의지의 산물이기도 했다.
결국 한국전쟁 정전협상의 타결과 제네바 협상, 반둥회의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개에서
UN을 통한 보편적 이상주의 기획의 실패와 퇴조를 분명히 확인할수 있다. 판문점, 제
네바, 반둥은 모두 완전히 UN의 틀에서 벗어나 심지어 UN에 반대하며 전개되었으며
대신에 권력 균형 체제와 군사 동맹 체제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자유세계의 군사동맹 구축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냉전적 자유주의
전략의 목표를 거의 모두 이루었다. 그렇지만 이런 미국적 이해관계의 성공은 역설적이
게도 반발과 부작용을 낳았다. 미국의 지역 안보시스템 구축 작업은 한국전쟁 협상 경험
을 통해 외교를 학습한 중국의 평화공존 정책이나 인도가 주도한 중립주의, 반둥의 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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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라는 대항 기획들을 만들어 냈다. UN에서도 제 3세계의 여론이 거세지기 시작했
고, 비동맹 탈식민주의는 저항과 대안적 거점이 되었다.
한국전쟁에 UN과 미국의 보편적 자유주의 기획의 최대 적용의 결과 출현한 권력
균형체제들은 전지구적, 지역적 자유주의 질서와 균형과 경쟁에 기반해 협상과 타협을
하는 보수적 기획의 상징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역설적으로 자유주의 뿐만 아니라 아
시아의 이상주의적 정치 기획은 모두 매우 현실주의적인 보수적 균형과 안정질서 내에
서의 사회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사회적 정의에 기반하고 이를 목적으로하
는 근대적인 이상적 기획은 국익 경쟁의 권력 균형체제와 결합된 보수적인 안정지향적
평화기획과 공존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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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자유주의 기획의 실패와 유예된 평화
1953년 덜레스는 한국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경제적 지원 구상을 밝히며 이
조약의 목적은 세계에 “한국이 세계의 이 지점에서 자유의 최전선the forefront of liberty
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2012년 4월, 한국의 판문
점을 방문한 오바마는 38선을‘자유의 최전선Freedom’s frontier'이라고 불렀다.696)
이러한 정치적 수사는 지난 60년간 미국의 전지구적 자유주의 질서 구축과 유지에 있
어서 한국의 위상이 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의미가 다
소 바뀌었다. 먼저 ‘liberty’ 라는 말은 ‘어디든 바라는 곳에서 살고 원하는 곳으로 갈
자유’를 말하며, ‘Freedom’ 이라는 말은 이런 리버티를 포함하는, ‘통제나 제한 없이
원하는 것을 하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나 권리’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
고 있다. 그리고 ‘forefront’는 가장 중요하고 지도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frontier’는 보다 미국적인 전통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발전된 지역과 인디언이나 야생

적인 지역 간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단어 그대로 생각하자면, 덜레스에게 한국은 전략적
으로 가장 중요한 곳으로서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이다. 곧 한
국전쟁 반공포로들의 땅이다. 반대로 오바마에게 한국은 보다 포괄적인 자유를 위한 발
전된 미국사람들의 땅과 야만적인 야생지대와의 경계이다. 곧 발전된 자유세계와 야만적
인 북한의 경계지대다.
오바마는 이어서 주한미군들에게 “우리(미국)의 번영을 보장해주는 공간을 창출하는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능동적 지위를 부여했다. 한국전쟁이 6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미군들은, 모든 무력사용을 금지한다는 UN헌장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공산 침략자’
를 패퇴시키려는 ‘UN군’으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경제적 가치를 위한 공간을 생산하
는 자본주의적 투사로 변화했다. 자유주의 평화기획이 전쟁의 위법화와 공산주의 봉쇄에
서 자유 시장경제의 수호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상징적 포석에서 미국과 함께 비
자유주의 국가와 싸우고 있는 발전된 자유주의국가로 바뀐 것이다.697) 한국은 여러 의
미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모범생 같은 상징적 국가임이 분명하다.
이 논문은 한국이 전지구적 자유주의 질서와 조우하고 포섭된 초석적 순간으로서의
한국전쟁에 주목했다. 이 논문은 구체적으로 한국전쟁에 어떠한 자유주의 평화 기획들이
적용되고 전개되고 충돌하며 무엇이 60년간 유예된 평화를 초래했는지를 검토했다.
결론은 한국 전쟁의 경험은 자유주의 보편기획을 군사주의적 실천으로 강제로 관철시
킨 무리한 성공의 부작용과 역설을 보여주는 실패 사례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전
쟁에 적용된 자유주의 평화 기획은 동아시아 냉전을 심화시켜 불안한 권력 균형을 지속
696) http://www.bbc.co.uk/news/world-asia-17502867(2012. 3. 25.)
697) 물론 이라크에서 일방주의적 정책을 추진한 부시였다면, 38선을 ‘악의 축’과 싸우는 성전의 전선이라
고 했을 것이다. 흔히 이런 군사주의를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바마의 입장이 자유주의 기획
에 훨씬 능동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에게 전지구적 자유주의 질서의 유지에 더 많은 역할과 비
용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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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고, 문명론적인 배제적 이분법을 강화했으며 탈식민이라는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과의 양자 군사동맹의 길로만 이끌려 했다. 자유주의 기획은 매우 과도한 정치
적 상징을 부여하며 무리하게 이상적 기획을 추구하다가 반발과 부작용을 대면하고, 급
속히 매우 현실적인 타협과 묵인된 방치로 전환되었고, 현존질서유지에 대한 강박에 의
존해 60년간 유예된 평화를 초래한 모델이었다. 서론에서 제기한 뒤르켐의 통찰을 빌리
자면, 한국에는 힘에 의해 강요된 평화만 존재했고, 권위에 의한 평화가 도래하지 않았
다. 한국전쟁에 적용된 일방적 자유주의 기획들은 그 권위를 획득하지 못했다. 이를 뒷
받침하는 논문의 구체적인 핵심 주장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연구 결과의 요약
표 7-1 한국전쟁의 국면별 주요 쟁점과 논쟁의 구조
1950. 6- 10.

1950. 10 - 1951. 9

1951. 7. -53. 1

1953. 7 - 55. 4

주요 문제

한국전쟁 개입
한국 무력 통일

중국개입, 한국휴전
미-일 평화조약

전쟁포로 자원송환

정전협상, 방위협약, 지역 안보기
구(SEATO)

쟁점

영토문제(침략과 38선)

국가 주권문제(중국 비인정,
정전협상의 위상), 영토문제
(군사분계선)

인구문제(전쟁 피해자, 전쟁
범죄, 개인 인권)

군사동맹, 외부 개입, 탈식민

자유주의 기획

전지구적 (사법)주권 권력

의 유형

보편적/보수적 자유주의

차별적 자유주의
비인정, 협상, 포섭과 지원

개인주의적 인권의 보편성

자유주의 군사 동맹

대립구도

집단안보 vs 국가주권

비자유주의 비인정 vs UN권
위 비인정
제한전 vs 즉각휴전

개인인권vs 국가주권(집단)
인도주의 vs 전쟁범죄

자유주의동맹 vs 평화공존 & 중
립 비동맹
냉전 개입 vs 탈식민 민족주의

결과

냉전의 군사화
중국의 개입

중국불인정/한국군사정전/
일본평화협약

자원송환 원칙의 승리와
수용소폭력

한미방위조약, 제네바협상 파
행, 반둥회의

첫째, 한국전쟁기 자유주의 평화기획은 초국가적인 보편 원칙을 무리하게 군사적으로
관철하려하다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한국전쟁에는 2차대전 전후 전지구적 자유주의
평화기획에 의해 형성된 전쟁과 평화를 관리하는 분업구조가 적용되었다. 그런데 자유주
의 국제질서의 상승기에 발생한 한국전쟁에는 과도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며 유례없는
상황이 전개 되었다. 유엔과 미국은 유엔헌장에 의해 금지된 침략을 처벌한다며 군사적
개입을 감행하여 전지구적 사법기획을 추진했다. 또한 미국이 단순한 방어전쟁이 아닌
무력 통일 전쟁으로 전쟁을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UN의 권력 구조를 바꾸고 미국내 헌
법질서도 침해하는 이중적 예외상태를 초래했다.
즉 미국이 주도한 UN의 한국전쟁 초기 결정들은 자유주의 기획이 전지구적 사법주권
질서의 적용을 시도한 것으로, 19세기적 주권국가들의 권위를 보호한 실증주의 원칙을 부
정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UN을 통해 자유주의 평화기획 중 최대치로서 자유주의 평
화규범에 대한 위반을 범죄화하는 기획, 무조건 항복을 추구하는 승자의 평화(Victor's
Peace)를 무리하게 군사적으로 관철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기존 질서와 주권원

칙을 존중하고,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에 의한 평화를 유도하여 평화를 평화적으로 창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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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편적 기획과 군사주의가 결합되는 역설, 군사적 성공과 정치적
실패의 역설이 바로 한국전쟁 초기결정이 가진 역사적 특이성이었다.
둘째, 중국의 개입은 자유주의 기획을 좌절시키고 권력 균형상태로 되돌아가게 했고
상호간 현실주의적인 현존유지적 균형을 지향하게 하였다. 이에 대응해 미국이 전개한
차별적인 자유주의 전략은 동아시아의 냉전적 분할을 심화시키고 한국의 정치적 성격이
제거된 낮은 수준의 군사적 정전체제를 초래했다.
제 3세계 급진민족주의의 통일 전쟁과 UN-미국 자유주의의 정의로운 전쟁의 대립으
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중국의 개입으로 동아시아 지역 전쟁차원으로 확산 되었다. 중국
개입으로 UN-미국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문제해결을 위한 부담의 차원과 무게가 달라졌
다. 이런 압력에 직면해 자유주의의 보편적·이상적·군사적 기획이 소진·좌절되고 지
역적·현실적·정치적 기획으로 전환되면서 자유주의 기획에 굴절과 변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사례별 양 진영의 대응 전선이 형성되었고, 한국전쟁과 관련되어 있던 동아시
아의 전후 정치사회 변동에 관한 쟁점들이 각기 분리되어 서로 차별적 형태로 제도화되
었다.
즉 중국은 미국의 비인정 정책으로 향후 20년간 UN회원국이 될 수 없었으며, 한국에
서는 정치문제가 완전히 제거되고 지역화된 군사적 정전협상을 시작했고, 일본에서는 최
단기일 내에 동아시아 전후처리의 정치적 차원이 제거된 자유주의 평화협약과 군사동맹이
맺어졌다. 결국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이후 미국이 자유주의의 정치적 배제, 지역화/군사
화, 정치경제적 포섭이라는 세 국가를 차별화하는 대응 전략을 펼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안보-평화 레짐의 분업구조가 형성 되었다.
셋째, 군사적 정전협상이 전개되던 상황에서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의 도덕적 우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또 다시 기존 국제법 원칙을 넘어선 자원송환 정책을 새롭게 제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하면서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한국전쟁에서는 포로문제를 둘러싸고 각각 베르사유-UN-제네바 레짐, 즉 전범처벌(베
르사유와 뉘렘베르크), 개인 인권과 정치적 망명권(UN과 미국), 인도주의 전시법 계열
(제네바)이라는 세 가지 계열의 원칙이 충돌했다. 미국은 기존 국제질서에서 합의된 제네
바 협약을 부정하고 새로운 자유주의적 원칙인 개인의 자유와 망명권을 더 보편적 상위
가치로 내걸었다.
그런데 미국의 자원송환 원칙이 기존의 국제법적 근거들을 모두 넘어선 새로운 자유
주의 문명 원칙으로 부상한 순간 수용소 내부에서는 포로를 향한 적나라한 폭력이 동양
반공주의자라는 이중의 예외화를 통해 정당화되었다. 기존의 국제, 지역 질서를 무시한
초월적 보편주의 이상의 일방적 적용이 현실에서는 더 적나라한 예외주의와 폭력을 동
반했다는 역설, 혹은 보편적-군사주의의 역설의 또 다른 사례였다. 미국의 자원송환 정
책은 지역의 민족주의, 평등한 주권원칙을 압도하고 때로는 민족을 부정 분리하여 반
공·자유주의라는 정치적 동질성으로 국가/국민을 구성하는 냉전적 기획을 정당화했다.
미국은 수용소 내부에서 비자유주의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심사와 망명 정치를 무
리하게 추구해 엄청난 폭력 사태와 부작용을 초래했다. 반공포로들은 “냉전의 명예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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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지만 공산주의 포로들은 자유주의 문명의 우월성 앞에서 “동양공산주의자”라는
이중적인 타자화로 인해 비자유주의적 타자(The Other)로 낙인 찍혔다.
이렇게 초국가적 원칙이 미국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자 현실에서는 미국보다도 더 반
공주의를 향한 전투에 열정적으로 나섰던, 호전적 반공주의를 자산으로 자신의 이해관
계를 얻어내고 요구를 관철시켰던 반공주의 시스템의 과잉들이 생겨났다, 미국은 이
전향한 과거의 적들에게 정치적 난민, 망명의 지위를 부여하고 군사, 경제적으로 지원
하며 미국의 이념에 복무하는 비밀작전을 수행하게 하였다.
넷째, 자유주의적 기획의 무리한 관철은 한국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열망과 동력
을 소진시키고 동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주도하에 구축된 배제적인 양자 간 군사동맹 체
제를 구축하게 했다. 이 군사동맹 구축에 대한 반발로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사례를 반
복하지 않으려는 탈냉전적 평화기획이 등장했다.
미국은 트루먼 시기의 정치적 기획과 달리 경제적 계산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냉전 전
략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아이젠하워의 냉전 전략 하에서 일본과 한국 같은 친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양자 간 군사동맹을 더 본격적으로 추구했다.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의 모색은 UN을 벗어나 별도의 국제 회담에서 이루어졌으
나, 정치적 타결의 무게를 감당하고 추진하려는 세력이나 이해관계가 충분치 않고 오히려
분할에 입각한 권력 균형, 그리고 각 균형 체제 속에서의 무장과 국력 증강, 외부지원을
바라는 이해관계가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문제에 대한 정치회담은 파행으로 치닫고, 한국
은 불안한 정전상태에서 미국과의 방위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후 동북아의 냉전이 동남아시아로 확산되면서 한국전쟁을 치른 미국과 소련, 중국은
각기 이 지역의 영향력과 헤게모니를 얻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되었고, 베트남에서 진행되
던 프랑스와 호치민 간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협상이 한국문제와 동시에 제네바에
서 다루어지게 된다. 평화공존 정책을 주 외교노선으로 내건 중국의 주도적 노력으로, 베
트남에서는 한국의 정전체제와 똑같은 형태의 분할과 임시 정전체제가 수립되게 된다.
이후 미국이 더 강력한 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SEATO를 추진하는 등 냉전의 양 강
대국이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아시아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며 동남아의 긴장이 심
해졌다. 그러자 이런 냉전적 방식의 군사동맹 체제 자체에 반대하는 중립주의 노선이 등
장했다. 반둥 회의는 그 상징적 구심점으로서 수년간 전개된 UN의 평화 구축, 미국의 자
유주의 기획, 특히 한국에서 구현된 냉전의 극단적 갈등을 극복하고 대안적 평화를 요구
하게 되었다.
2. 논문의 함의 : 권력 균형과 자유주의 기획 사이의 유예된 평화지대에서
이러한 논문의 결론은 어떤 학문적·실천적 함의가 있는가?
첫째, 이 연구는 기존 한국전쟁 연구를 틀 지웠던 냉전 연구의 쟁점과 구도, 현실주의
적 냉전 연구를 넘어서기 위해, 한국전쟁을 군사적 전투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한 함의
속에서 한국전쟁과 관련된 정치적 논쟁과 여려 기획들의 충돌을 재검토했다. 오늘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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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사회에 대한 세세하고 치밀한 영역의 꾸준한 연구들도 절실하지만, 현재 동북아가 처
한 심각한 지정학적 상황은 지역정치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정치사회학적 시각도 필요
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쟁점들을 큰 틀에서 재배치하고 향후 과
거의 결정에 의해 남겨져 있는 갈등을 풀기 위해 역사적 평가를 시도했다.
둘째, 이 논문은 몇 가지 사회학적 자원을 통해 한국전쟁이라는 극단적 현상을 새롭
게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동안 사회학은 주로 한 사회 내부의 사회현상에
만 주목해 전쟁이나 냉전, 국가 형성과 외부 개입 같은 20세기 아시아의 현실들을 온전
히 다루지 못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역사사회학적 시각은 자유주의를 역사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해주고, 제 3세계라는 지역적 맥락에 근거해 자유주의 국제질
서가 제 3세계와 맺어온 관계의 특수성에 주목하게 해준다.
한국사회를 포함한 제 3세계의 근대적 사회변동을 고려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것
이 바로 사회변화의 국제적 차원이다. 20세기 제 3세계의 사회변화는 특히 이 논문이
주목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전개와 형성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고전적
인 비교 역사사회학은 전지구적 규모의 비교를 지향했지만,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틀에서
한 국가 내부의 동력으로부터 사회 변화가 발생해 경로가 달라지고 다른 결과가 도출된
다는 단선적 진화론에 근거한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20세기 제 3세계의 국가 형성과
사회변화는 때로는 적나라한 군사적 개입을 포함해 이미 수없이 연결되고 직간접적인
상호 영향과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따라서 제3세계의 냉전시
기 국민/국가형성, 시민권 형성, 전쟁의 사회적 영향, 냉전기 사회변동을 검토하는 냉전
의 사회학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푸코의 통치성 개념과 계보학적 방법론은 기존 분과학문의 틀에서 고도
로 분업화되어 발달된 기존 학계의 패러다임들과 방법론적 차이들을 통치성의 계보학이
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종합해 거시적 흐름과 미시적 현상을 모두 포괄해 분석할 수 있
는 자원들을 제공한다. 자유주의를 경제적 원칙이나 정치적 이념이 아닌 특수한 전략,
제도, 담론과 지식, 권력의 복합으로 바라본 통치성 개념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위기에
자유주의 통치성이 어떻게 기존과 다른 대응을 하는지, 냉전은 자유주의 기획의 전개와
변화에서 어떤 차별적 특성을 가진 것인지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국제관계학이나
법학, 정치사회학과 역사사회학이 결합된 하나의 거시적 현상을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프리즘이다.
통치성 개념과 제 3세계의 역사적 조건이라는 문제의식이 결합되면 전지구화나 거버
넌스, 네트워크, 사회자본, 위험 등 주로 자유주의 국가들의 사회설명에 적합했던 추상
적 자유주의 이론의 한계를 더 분명히 인식하고 차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국제관계론에서 제시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단순 이분법이 지닌 한계를 인식하
고 두 패러다임의 관계와 성격을 더 복합적이고 세련된 틀로 재인식 할 수 있다. 통치
성 개념을 통한 사회학적 분석은 기존의 외교사적 접근이나 지정학에만 주목하는 연구
들이 사회관계의 차원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현실의 사회적 이해관계들
은 단지 경제-군사 결정론이 아닌 복합적 제도-전략-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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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치성 개념과 사회관계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의 접점은 자유주의 기획이 만들어
내는 세계적 혹은 국내적 규모의 분업구조이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결과에 대한 비판
적 분석은 오늘날 전근대적 혼란의 지대와 근대적 권력 균형 지대, 소위 포스트 모던한
안전지대로 공간적 분할이 이루어진 것698)과 연관된 평화(부)-전쟁(빈곤)의 위계, 갈등
의 분업관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해야한다. 불평등한 관계와 구조를 탐구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것은 사회학의 본령이기 때문이다.
셋째, 자유주의의 계보학과 분업구조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전쟁의 사례를 검토
한 결과들은 오늘날의 자유주의 평화론 논쟁에 환기할 몇 가지 교훈들을 제공한다.
가장 중요하게 환기해야할 차원은 기본적으로 자유는 위기를 낳고 위기는 안전을 위
한 대응을 낳는다는 자유주의 통치성에 대한 푸코의 통찰이다. 누군가의 자유의 규모가
커지면 그들의 위기의 규모가 무한대가 되고, 현실에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역량이 늘
부족한 상황에서 개별 사례에 대한 역량과 자원의 배치를 위한 계산들이 이루어진다. 반
대로 누군가의 자유가 줄어들며 위기에 처하면, 현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
을 취하게 된다. 한국전쟁 시기에 자유주의 질서의 헤게모니가 전지구적 규모에서 상승
하며 전자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오늘날은 후자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자
유와 안전의 변증법은 미국 냉전 전략과 자유주의 기획의 핵심적 동력이자 동시에 근본
적 모순이다.
특히 한국전쟁 사례에서 주목할 것은 그 위기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기획의 성격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위기의 성격과 규모는 이 위기에 대해 자유주의 진영이
직접 군사개입을 할 것인지, 다소 간접적인 정치, 경제적 방식과 타협을 할 것인지, 국
가주권 너머의 보편적 기획을 추구할 것인지, 지역적인 특수 기획이 될 것인지가 달라지
며,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699)
한국전쟁의 여러 국면에서 발생한 위기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자유주의 기획이 달라
졌고, 서로 다른 결과를 낳았다. 예컨대, 이 논문에서 분석한 한국전쟁 초기 국면과 세
번째 국면에서는 위기는 한국에서만 발생했고, 그 위기는 각각 군사적 위기와 정치적 위
기였다. 이에 미국은 군사위기에 대해서는 UN을 통한 결의안과 군사적 직접개입이라는
최대의 보편기획을 적용했고, 정치위기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 인권 원칙의 보편성을 고
수했다. 반면 두 번째 국면과 네 번째 국면에서는 그 위기의 규모가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으로 더 커지면서 위기에 대응하는 비용이 증가했고, 정치적 수단을 통한 현실적 해

698) 포스트모던한 서구 국가들에는 균형과 안보를 위한 2·3 중의 지역레짐과 안전장치들이 구축되어 있고, 반대로
이 지역의 통합에서 방치된 지역에서는 약한 국가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사회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반란과 내전
등이 발생하여 서구로부터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근대적 국가들이 존재하는 중간 지대에는 국가간 상
호 경쟁이 이루어지며 불안한 균형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Cooper 2000, 2002, Mitchell Dean 2004 : 55)
699) 물론 위기의 성격 못지않게 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과 자원도 중요한 요소다. 이는 미국의 봉쇄 전략이 갖
고 있던 지역별 차이와 유연성에서도 확인되는데, 봉쇄 전략의 양상은 그 지역에서 미국과 해당국가가 보유한 권력
의 역량에 따라 달라졌다. 미국은 해당 국가의 힘이 제한적이면 반대세력과의 정치적 협상이나 민주적 정치 과정,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좌파 정당의 참여 등을 통제했다. 그 국가의 역량이 제한적이면 반란이나 공격에 맞서기 위해
군사 수단만을 중시했다. 해당 국가가 약하다는 것은 곧 미국의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
다.(Latham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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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압력이 커지면서 덜 보편적인 분할과 차별화 전략이 적용되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보편기획이 가장 군사화되고 현실주의적 기획이 정치적 해결을
도모했다는 특성을 분명히 확인시켜 준다. 이를 더 일반화 해보자면 위기의 규모와 성격
에 따라 자유주의 기획의 현실화에서 필요한 역량과 자원의 배치가 달라지며, 이런 차별
적 위기 대응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결과들의 누적이 최종적으로는 전지구적 규모 혹은
지역 수준에서 분업적 위계구조를 형성하고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오늘날의 전쟁과 분쟁에 대한 전지구적 분업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오
늘날 특정한 보편기획을 군사력을 통해 전지구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핵무기의 등장과
그 규모를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 따라서 글로벌 차원에서는 점차 정치적 성격 중에서도
거의 현실화가 불가능한 규범과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그것을 법제화, 규범화하는 것에
집중하는 양상이 진행된다. 다른 한편, 지역적 차원의 기획들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
함께 더 현실적인 국가 간 정치적 타협과 교섭과 교환의 산물이 된다. 마지막으로 개별
국가나 로컬한 상황에 적용되는 기획들은 더 보편원칙이 직접 적용되고 이상적 원칙을
통해 정당화되면서 이상화/경직화/군사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 전지구적인 경제 불평등구조와 만나면, 지역차원의 갈등과 분쟁에서 지역
주체들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은 더 부족하고, 따라서 끊임없이 외부로부
터의 개입과 결정과 지원, 사태해결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즉, 자유와 안전
의 변증법이 위기의 성격과 규모, 역량의 제한에 따라 선택적인 자원의 배치를 하면서
평화와 전쟁에 대한 분업구조가 형성되고, 이와 같은 위계의 형성이 경제 불평등 구조와
만나면 최종적으로는 전쟁과 평화의 공간적 분리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이는 자유
주의 기획의 치밀한 의도의 산물이 아니지만, 자유주의의 전개로 인해 반드시 초래되는
분업화의 문제적인 결과이다.
넷째, 전지구적 자유주의의 전개 과정과 그로 인한 분업구조의 형성이 역사적으로 한
국사회에 미쳐온 영향을 점검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이런 분업화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한국전쟁 이후 자유주의 기획의
내용은 계속 변화했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경제적 지원과 발전이라는 새로운
자유주의 기획을 적용하여 한국을 자유의 최전선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 반둥회담 이후
미국과 소련은 서로 평화의 수호자이자 번영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동남아시아에
두 가지 근대화의 길을 선도하려 했다. 중국과 소련은 한편으론 평화 공존 원칙을 제기
하면서 동시에 탈식민화를 전후 세계역사적인 중요한 발전이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
다. 소련과 중국은 평화공존의 기치아래 비맑스주의적인 민족해방운동도 지원했다.700)
흐루시체프는 인도,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소위 비동맹 국가들에게 엄청난 경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701) 미국은 군비 경쟁을 지속하면서702) 아시아 중동 라틴아
700) Nikita Khrushchev, “"Speech to a Closed Session of the CPSU Twentieth Party Congress,”"
February 25, 1956, in Khrushchev Speaks!, edited by Thomas P. Whitney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3), 259–65.
701) Kulski, Wladyslaw W. (1959). Peaceful Coexistence: An Analysis of Soviet Foreign Policy.
Chicago: Henry Regnery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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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카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근대화이
론의 이름으로 미국 경제, 사회, 문화를 보편적 모델로 제시했고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
을 제공했다.(Philip bradley 2010, 475-76)703)
이 자유주의 발전기획으로서의 근대화론의 경로로 들어선 국가들에서는, 냉전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비동맹운동 자체의 가치와 지향성, 탈식민주의적 저항성이 사라져가
게 되었다. 사회적 정의를 지향하는 기획은 UN과 미국의 자유주의 평화 기획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나 극복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냉전적 군사주의에 대한 반작용, 자유주의
보편기획안에서의 인정투쟁과 보충적 요구를 제기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자유주의적 이상은 근대화나 발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낮아져,
사회나 질서 변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은 제도주의 기획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는 오늘날의 자유주의 평화의 문제는 이 기획이 너무 이상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저 현존 질서와 시스템의 안정에만 주목하는 현존유지적 평화기획이라는 점이다. 이는
평화라는 가치가 매우 불평등한 전지구적 혹은 사회 구조와 공존하며 때론 이를 정당화
하는 가치가 될 수도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결과는 기본적으로 자유
의 생산과 유지, 보호에만 주목해온 자유주의 기획의 근본적 한계이자 종착점이기도 하
다. 자유주의 기획이 국내/외, 지역수준에서 불평등한 국가/사회관계에 대한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이 평화와 안정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거는 한 이런 결과는 불가피하다.
불평등한 질서를 안정시키는 것만을 최우선으로 삼는 자유주의 평화기획은 오늘날 고
도로 발전된 갈등의 분업관계를 창출하고 이에 의존하고 있다. 고도로 발전된 국제적 규
범과 법, 가치들은 국제기구들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시시각각 지역의 분쟁상황에 개입하
며, 수많은 제도적 절차와 단계들이 지역 분쟁과 연계되고 있다. 동시에 부와 빈곤에 따
라 평화와 전쟁의 공간이 분리되고 있으며, 고도 기술에 기반한 군으로 진화한 선진국들
의 군과 동아시아의 노동 집약적 군대들, 수십만의 소년병으로 채워진 주변부의 군사시
스템의 차이도 정확히 이 경제적 분업과 분할에 대응하고 있다.
한반도에 현존하는 60여 년간의 전쟁상태는 정확히 이 분업구조와 공간적 분리의 경
계지대에 있다. 자유주의 질서의 초기 상승국면에서 발생한 한국전쟁에서 보편적 이상주
의 기획이 군사적 수단에 의해 추진되다가 실패했다. 초기의 이상주의-군사주의가 중국
의 개입을 불러들이자 냉전은 군사적 충돌이 아닌 현존유지로서의 냉전Cold war as
status quo으로 전환되었고 동아시아 분단체제가 수립되었다. 한국의 정전협상은 당사자

간의 정치적 해결로 나아가지 못하고 미국/소련과의 군사동맹체제로 편입되며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권력 균형에 기반한 유예된 평화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한국의 현존

702) 사실 한국전쟁 이후 아이젠하워의 국방예산 감축 시도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더 포괄적으로 전개되는 냉전에
맞서기 위해 확장되는 전략적 목표와 자원할당간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 56년초에 NSC 5602/1이 다시 재등장해
결정적인 곳과 주변적인 것의 구별을 없애고 다시 NSC 68이 등장하게 되었다.(Mcmahon 2010, 302)
703) Max Millikan, “"Economic Policy as an Instrument of Political and Psychological Policy,”Nils
Gilman, “"Modernization Theory, the Highest Stage of American Intellectual History,”" in David C.
Engerman et al. (eds.), Staging Growth: Modernization, Development, and the Global Cold War
(Amherst, M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2003),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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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체제는 자유주의와 비자유주의의 불완전한 권력 균형의 경계 위에 놓인 한시적 평
화이다. 이는 냉전시기 힘의 균형이 비슷할 때는 안정적이었지만, 지금처럼 권력 균형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다섯째, 한국사회가 제시 할 수 있는 평화론의 내용과 지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의 유예된 평화 체제가 놓여 있는 국제적 분업 구조는 실제 교전 국가들(혹은 세
력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약하기도 했다. 전쟁의 발발, 전개, 종식과 처리의
문제를 국제기구와 강대국들이 전부 개입해 관여하며 다양한 분업과 하청이 발생하다
보니 어찌 보면, 지역, 로컬의 국가와 사회는 국가 간 수준 이상의 문제를 대면하고 해
결할 능력을 키울 기회를 박탈당했다. 45년 이후 탈식민 국가들의 문제는 기존 국제법이
나 질서가 다뤄주지도 않았고,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하지도 못했고, 수동적으로 지지/참여/자원분담 정도의 참여를 해야했다.
그런데 자유주의 질서의 상층에 진입해 있는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중
요한 것은 이 결과에 대한 한국사회 스스로의 책임이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한 외교
관료는 UN의 한국전쟁 개입 결정을 두고 한편으론 UN이 공론이나 공문서를 작성하는
곳이 아니게 되었고 UN헌장도 공문서가 아닌 “국제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신검이 되
었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에 비해 기존의 UN에서의 논쟁들은 단지 “형식적 공론”들에
불과했고 한국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논의가 지속되었다면, “한민족의 멸망”뿐만 아니라
UN자체와 “세계평화가 일대위기”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그는 UN이 한
국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 군인으로 투입되어 사망한 수십만 명의 한국군
들의 운명적 희생이 “세계평화재건에 기여”했고 UN을 강화했다며 한국이 오히려 UN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애치슨이 “한국은 세계 건설의 상징이자 평화유지의 기초”라고 한
발언은 이런 의미부여를 강화했다. 하지만 그는 당시 UN에서 논의되던 통일 계획과 한
국 통치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론적으로 모순이며, 한국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하며
(면서) 한국정부의 권력을 양보하는 것에는 어떤 여지도 보이지 않고 대립했다.704)
이렇게 필요에 따라 UN을 찬양하기도, 비난하기도 하던 한국의 자기중심적이고 공동
의 책임에 무관심한 비성찰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태도의 극복이 절실하다. 이렇게 타자에
대해 무지하고 자기에만 골몰하는 폐쇄적 나르시즘으로는 전지구적 제헌 기획에 참여하
지도, 지역의 균형을 유지하지도, 단 한 사람의 귀도 열 수 없다.
무엇보다 한국사회는 이 전쟁으로부터 폭력과 파괴에 대한 깊이 있고 호소력 있는 성
찰을 길어 올리지 못했다. 한국전쟁이 평화에 대한 지혜의 보고가 되지 못하고, 영원한
갈등의 박물관이 된 것이 그 역설적 증명이다. 한국전쟁은 자유주의 평화의 실패한 유산
이자 버려진 기념비이고, 다수가 외면하는 극단적인 사례로 남아있다. 이미 권력 균형
상태가 도출된 상태에서 서로에 대한 적대를 수십년 간 지속시키며 적대적 상호의존관
계의 수혜자가 되었던 남과 북의 독재 정권들은 모두 한국을 평화의 상징이 아닌 극단
704) 국제연합과 한국：姜錫天, 서울신문 1950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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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예외 사례로, 그리고 냉전의 박물관으로 남게 한 책임이 있다. 물론 현재도 한국과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기보다는 각각 핵개발과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가며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고, 전형적인 권력 균형과 국가 간 경쟁을 벌이며 미국과
의 관계 유지와 협상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경제위기와 정치적 위기에 직면
해 변형되면서, 군사적 역량과 부담이 재조정됨에 따라 동아시아엔 민족국가 간 권력 균
형과 군비경쟁의 긴장이 고조되며 동아시아에 신냉전이 도래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중요한 질서 변동의 시기이다. 이제 냉전 초기에 형성된 질서들에 대한 포괄적인 재협상
과 재조정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기존 평화론들은 중국의 자유화나 북한의 자유화만을 기대하는
보수적인 평화론을 고수하거나, 19세기적 민족국가 건설만을 유일한 답으로 사고하거나,
선진 자유주의 국가들의 연방제 모델을 따라가거나, UN에서 제시된 기획들을 반복하거
나 무엇보다 보수적인 안정 욕구에 근거한 우리만의 평화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이렇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일방주의나 기존 입장의 고수, 무분별한 서구 모델의
도입에는 모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논문은 마지막으로 논문의 주장들에 근거해 한국전쟁에 적용
된 자유주의 기획에 의해 창출되고 확인된 유산들을 극복하고, 수정하고, 넘어서야하는
실천적 과제들을 점검하려 한다.
첫째, 한국전쟁에는 2차대전 이후 형성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원칙과 규범들이 반영된
국제적 제도와 기구가 개입했다.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이 제도들과 국제적 분업구
조에 대한 진단과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에 이상주의적 기획을 군사적으로
관철하려던 시도는 실패해 현실주의적 권력 균형상태로 전환되었다. 이는 동아시아에 현
존하는 균형상태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민족국가 간 균형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동아시아 공동체 같은 새로운 지역질서를 평화적 방식으로 구축할 것인지
에 대한 의제를 제기하고 있다.705) 셋째, 한국전쟁에 중국이 개입한 정치적 무게로 인해
한국엔 군사적 정전체제가, 일본엔 자유주의 평화조약이 정착되며 동아시아 전쟁-평화 분
업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동아시아의 전후처리에서 탈식민 문제가 방기된 탈정치적인
군사-경제적 동맹관계 수립에 대한 포괄적 고민이 한국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논의될 수밖
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한국전쟁 포로 처리에 자유주의적 인권 원칙이 적
용되며 기존의 민족국가 형성 기획을 부정하는 다른 국민형성 기획이 적용되었다. 자유주
의적 인권 자체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 정치에서 망명을 유도 하고
자유의 문명적 우월성으로 비자유주의를 타자화하는 것이 초래한 부작용과 현실의 폭력,
상호 불신의 상처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적 자유주

705) 현재 동북아 질서의 모습은 마치 지역주의나 공동 안보, 정치, 경제 질서가 구축되기 전에 국가간 체계의 경쟁과
민족주의의 대두로 특징 지워지는 19세기 유럽 질서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다. 아시아엔 서구의 집단 안보기구인
NATO도 없고 공동의 경제, 정치 질서인 유럽연합도 없고 경쟁하는 다수의 민족국가들만이 존재한다. ASEAN같은
지역 기구도 경제적인 협력에만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 지역주의의 정치적 내용이 부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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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체가 억압했던 집단주의나 공화주의, 공공성과 공존의 기획들을 재평가해야한다. 다
섯째, 한국은 전쟁의 정치적 해결을 통해 분명한 평화상태를 구축하지 못하고 미국과의
양자 간 군사동맹을 선택함으로써 오늘날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만 존재하는 특유의 부
챗살 모양의 후원자-고객 방위동맹 시스템Hub-and-spoke system을 형성시키는 출발점이 되
었다. 현재 경제위기 이후 방위비지출 부담을 줄여가는 미국의 정책방향이 고객국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이 시스템을 유지할지, 불필요한 군비경쟁과 긴장의 강화를 근
본적으로 제어할 새로운 지역질서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쟁은 동남아시아의 냉전 전개와 이후의 평화론 들에 영향을 주었다. 정
작 한국은 동남아시아나 타 지역의 냉전 경험에 무지하며, 제네바에서 실패했고 반둥 평
화회담에는 초대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적으로 성찰해야한다. 한국에서 제시할 평화
론은 최소한 한국전쟁 이후 중국이 제시한 평화공존 원칙이나 탈냉전 중립주의, 탈식민적
비동맹 운동을 고려하고 이를 넘어선 공통의 가치를 고민해야한다.
궁극적으로는 현존 자유주의 질서 내에서 최악을 피하고, 대신 차악을 택하거나 차선
속에서 안주하기 보다 20세기적 기획 전체에 대한 극복과 성찰의 태도가 필요하다. 19세
기가 낭만적 이상주의의 시대였고, 20세기가 그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려는 실재에의
열정Passion for the Real이 지배한 시기였다면, 냉전이후 세계질서는 공포의 균형 속 현존
유지를 위한 열정Passion for the status quo이 지배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런 의제와 쟁점들에 대한 대면과 고민을 통해 한국도 대안적인 평화의 모색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강제된 분업구조와 구조적 불평등에 기반한 평
화 속에서 고상한 도덕률에 근거한 훈계도, 허약한 이상과 현실적 타협 사이를 선택 하
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구조적 불평등과 불화하는 평화, 이 시대의 사회적 '정의'
에 기반한 평화라는 새로운 화두, 이 화두가 열어주는 새로운 정치적 상상, 그리고 그
이상을 반드시 현실화 시켜나가려는 의지이다.
"자신이 제공하려는 것에 비해 세상이 너무나 어리석고 비열해 보일지라도 이에 좌절하
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706)

706) 막스 베버, 최장집 엮음, 박상훈 역,『소명으로서의 정치』, 폴리테이아, 2011. pp.2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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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War and Liberal Peac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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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war(1950-53) ended after 3years fighting, however the state of war is
not ended since the armistice negotiation settled 60 years ago. During this 60 years,
there was only precarious and temporary peace by force, and the peace by common
authority is still not arrived. What created this delayed peace? It is definitely required
to analyze closely about the issues, pecularities and origins of the Korean War
Armistice system which still exist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is research tried to explore the outbreak, development procedure and the end of
the Korean War, as a process in which Korean Society encountered

with Global

Liberal Order and its division of labor structure. I attempted to re-interpret the
discussions, political negotiations and decisions around the Korean War through
analyzing the characters of the 20th century's Liberal Peace Project which operated at
the War.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of 20th Century, which was emerged and expanded
during around the Second World War, must confront the huge dilemma which it has
never founded clear solutions. The Korean War was one of the most difficult problems
in the history which the liberal order encountered during it's ascendancy.
How the United Nation, United States, Western Allies and East Asian countries
decided after every debates? Where is the location of the Korean War in the history
of Liberal international order of 20th Century. and what is the historical implication of
the war in the history of the liberal peace project? What kind of liberal peace projects
introduced to the Korean War and how they transformed and changed their strategy?
To answer this questions, this research borrowed the insights of the concept 'liberal
Governmentality' of Foucault. And adopted the methodology of the Geneaology of the
Govermentality to analyze how the liberal order was established in the context of the
Third World during the Cold War and which kind of liberal projects were operated.
Especially, this research re-interpreted the Containment policy of the U.S. not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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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war foreign policy, but as a 'peculiar political form' of the liberal project.
Therefore, I defined the containment policy as an "ensemble of institutions, procedures,
analysis, calculations and tactics, with which the liberal order can produce some
freedoms and sustain the order by calculating the costs, to confront a certain Risk and
Crisis with constructing a special kind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Flexible Frontiers
of the 'Free World' during the Cold War were constructed, sustained and changed by
these responses of the Security apparatus which confronted the Crisis of a certain
Freedom.
The results and my argues after re-interpretation of the outbreak, development and
effects of the Korean War, as a procedure in which a certain liberal project was
introduced,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the liberal peace project during the Korean War produced many side effects,
because it tried to accomplish the supra-national universal principle and value by
unilateral militaristic approach. The complex structure, which emerged by global liberal
peace projects, to manage a war and peace were applied to the Korean War. However,
as the War occurred when the liberal order ascendancy, the unique situation evolved
due to the Korean War was symbolized too politically. The United Nation and the
U.S. pursued to punish the North Korea by global Juridical frame and military
intervention. Even more, as U.S. expanded its operation from defensive war to the
aggressive war to unite whole Korea by force, it created the 'Double State of
Exception' which transformed not only the power structure of the UN and but also
violated the U.S. constitution by empowering the UN assembly and deploying U.S.
army only by the U.N. resolution without congress approval.
The early decisions of the U.N. which initiated by U.S. was negation of the 19th
century's international positivist principle which protected the state sovereignty by
applying new global legal order in the U.N. charter. U.S. tried to achieve this
maximum goal to criminalize the 'aggressor' by liberal legal authority and pursued the
'Victor's Peace' to seek unconditional surrender. However, this approach failed to create
peace by peaceful means such as mediating negotiations between both belligerents
themselves, and failed to respect the sovereignty principle and pre-existing local
context. The 'paradox of universal project' combined with militarism, and the 'paradox
of military success' and political failure, was the historical pecularity of the early
decision of the Korean War.
Second, Chinese intervention discouraged the liberal project and created the balance
of power state. After then, both bloc pursued more realistic status quo approach.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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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 this changes, U.S. adopted differentiated approach to the each problems they
should solve with Communist China, the Korean War itself, and the early Peace treaty
with Japan. This deepened the division of the East Asia and also the issues of the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systemically excluded any kinds of political matters.
From this point, a militaristic-technical form of peace was installed.
Chinese intervention was a 'Regional political action' which changed the character of
the War from the radical nationalistic unification war of the third world and UN-US's
'Just war' to more broad 'East Asian war'. With her intervention, the burden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Korean war and international meaning was dramatically changed.
With this pressure, the driving force of the original "universal-ideal-militaristic" projects
was exhausted and another "regional-realistic-political" project was emerged. As liberal
project transformed, every issues were dealt with different approaches, and multi
dimensional frontiers were created. This procedure founded the basis of the "East
Asian cold war division system".
That i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uld not become the member of the UN
during next 20 years, militaristic armistice negotiation started without any political
agenda in Korea, and Japan concluded a liberal Peace Treaty with U.S., which has no
reparation clauses and no political solution for the problems of the Second World war
of East asia including post-colonial agenda and territorial issues after the war and
regime changes. Therefore, U.S. responded the chinese intervention by differentiating
three nations with political exclusion(non-recognition), localizing and limiting the
Korean War peace negotiation to a militaristic affair, and a rapid political-economical
inclusion for each cases. This three projects constituted a specific East Asian
Security-Peace division structure.
Third, when the armistice negotiation started, the U.S. introduced new principle of
"Voluntary repatriation" for the Prisoners of War at the Korean War to emphasize
moral superiority of liberal countries. It was a project to negate pre-exist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 such as Geneva Convention of 1949, therefore it created many
unexpected and brutal conflicts in various level, including UN and in the Prisoner
camps.
At the Korean War, three different international regimes regarding POWs were
applied. It was War Crime regime(Versailles and Nuremberg), individual rights and
right of political asylum(UN and U.S.) regime, and humanitarian law of war(Geneva)
regime. U.S. attempted to establish a new international principle of voluntary
repatriation as a more superior than other nationalistic principle which guaranteed state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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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U.S. legitimized the new principle as a standard of new civilization which
transcend

all

pre-existing

international

value,

brutal

violence

toward so

called

communist POWs was legitimized by double exclusion by 'oriental communists' image.
This was an another case which shows universal principle which attempted to negate
pre-existing legal principle by force, accompanied by naked-violence and exceptionalism
in reality. This was also an another case of the paradox of Universal-militarism we
observed at the early phase of the War. This liberal project can be described as a
"liberal nation-making" or "liberal subject-creating" project with illiberal nation beyond
previous "national nation-building" tradition.
To apply this liberal project, big screening operations were introduced to inside the
POW camps. And It created serious tensions and violences between POWs who has
different political beliefs and different origins, who came from two divided countries
by two civil war(Korea and China). As UN Camp authority encouraged political
asylum to liberal state, some anti-communists could become an 'honorary citizen of
cold war', the other illiberal communist POWs stigmatized as illiberal "The Other"
through double exclusion by fanatic 'Oriental Communist' image which was compared
with "Liberal civilization".
As this transcendental principle introduced by force, many subjects who were more
aggressive

than

U.N.

army

themselves

were

emerged.

With

their

aggressive

anti-communism and active participation in screening operations, they have got small
awards and powers at the local scale. They were the excesses of the liberal system
who converted their belief to get a status as a political refugee or a right of asylum.
And U.S. mobilized these 'defectors' into the covert operations.
Fourth, conflicts around armistice negotiation made the ideal for the final political
solution of Korean problem exhausted, thus it resulted to bilateral defense treaty
relationship with U.S. in East Asia. As a reaction to this exclusive military alliance
building, south east asian countries developed alternative post cold war peace project
with which to prevent same results of Korean case in their region and to overcome
UN-U.S. liberal peace approach.
When Eisenhower administration was launched, they stressed economic consideration
rather

than

political significance as previous Truman administration

rearranging strategic priorities, they started

to establish

did.

After

more cheap, symbolic,

non-multilateral security pact with pro-liberal East Asian countries.
International conference was held outside the UN to seek political solution of
Korean Problem as the Armistice agreement provided such a plan. However, no parties
were eager to solve this extreme conflict by politics, rather, all player chos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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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 balance of power status. And within this balance state, cold war blocs
resumed to build their army and aid to their allies. Therefore, Geneva conference
regarding Korean problem produced no positive result, but the negotiation regarding
indochina problem was settled by partition and armistice as exactly the Korean
armistice have done. Meanwhil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eager to get a
signature of U.S. on a military defence treaty with U.S..
As Cold war expanded into the South East Asia, PRC initiated to disseminate their
"five principle for peaceful coexistence" owing to the experiences of negotiation with
U.S. and UN during the Korean War. When U.S. push forward to establish SEATO in
south east asia, and PRC's showed their will to expand their influences in to same
area, it created serious tension. Therefore, new alternative post cold war peace project
emerged at 'Bandung conference'. Bandung conference criticized powerless liberal peace
project of UN and unilateral way of U.S., and PRC's intention and aid to neighboring
allies. However, two Korean governments were not even invited.
Finally, the Korean War experiences was a failure of liberal peace project which
shows us the 'paradox of success' by unilateral force to pursue universal liberal plan.
Liberal project deepened the tension of cold war in East Asia, have maintained the
precarious balance of power system, also strengthened civilizational dichotomy, and did
not considered regional context as postcolonial problem well. It only attempted to lead
them to the bilateral military alliance. This was a model in which the maximum ideal
rapidly turned to realistic compromise and neglect after confronting strong resistance
and only could be sustained by 'obsession with balance of status quo', which caused
delayed peace for 60 years in Korea.
I want to generalize this pattern more. The dialectics of freedom and security
arranges different resources and approach by calculating the specific costs and
analyzing the character and scale of a specific crisis. As the results of this selective
approach has been accumulated, the division of labor structure regarding War and
Peace has been constructed. We can see at the Korean War that an ideal project with
military mean created another crisis, and when balance of power system emerged,
political-economical differentiation strategy was introduced. These serial processes
finally created East asian division system.
In these days, liberal peace project are maintaining spatial separation between the
'zone of war' and the 'zone of peace' with unequal and hierarchial economic structure.
This create worries that the value of peace in liberal peace project can perhaps
legitimize unequal structure. On the one hand, this is a natural result of liberal project
which has critical limitation that it only has interested in producing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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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ing someone's privilege, protecting existing power. If liberal project only
emphasizes a stable order and separated peace without having any concern to the
unequal structure of global and social economic system, and to the sensitive local
context, this result is inescapable.
The 60 years delayed peace and prolonged state of war in Korea, lies exactly in the
border between the 'zone of war' and the 'zone of peace', and in the middle of the
hierarchial division of labor system. However, unfortunately, Korean society have never
suggested a deep and appealing reflexivity about war and peace by themselves. The
Korean war has been a just "Museum of the Cold War" and extreme conflict not a
resources of wisdom for peace.
It is critical time now that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which was leaded by U.S.
is transforming. Military and territorial tension and disputes are increasing between
East Asian countries. Now re-negotiations are just started.
However, previous peace theories and designs were only suggested the 20th century's
liberal project for the North Korea, or 19th century's national project to build an
united Korea, or following federal state model as western states did, or repeating past
ideas which suggested by UN, even worse, have only interest to the stable 'our peace'.
All these options have limitations.
I hope alternative peace projects will emerge after considering agendas of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liberal peace project in the Korean War. Not only for the our
peace, but also for the more peace with equality. More fundamental critique is
required not to select between 'lesser evil' and 'lesser good' in this Liberal Cos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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