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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칠레와 남북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서 칠레 역할과 사퇴문제를 중심으로

1949년 5월 27일, 칠레는 한국정부를 승인했고, 이 사건은
중남미 국가가 최초로 한국을 인정한 사례였다. 또한 1950년 10월

7일,

제5차

유엔총회에서는

“통일되고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한국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이하
언커크)의 설치”를 결의하였다. 결의안이 나온 직후 언커크는 호주,
네덜란드, 필리핀, 태국, 터키, 파키스탄 그리고 칠레 7 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창설되었다. 그러나 칠레는 2차례 걸쳐 (1966년

8월 11일

및 1970년 11월 16일) 동(同) 국제기구에서 철수하기로

하였고 마침내 1970년에 철수하였다. 그러고 나서 1973년 언커크가
해체되었다. 본 논문은 칠레의 언커크 사퇴가 동 기관 해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흔히 언커크의 해체는 미 ∘ 중 협상의 결과로 해체되었다는
것과 북한 외교의 승리로 해체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칠레의

대한반도

전략을

추적하면서,

언커크가 해체되는 데 미 ∘ 중 협상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이미 1960년대부터 북한의 대제3세계 정책과 본격화된 제3세계
국가 간 연대를 적극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1차 자료를 수집을 통해 언커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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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역할을 중심으로 칠레와 남북한 간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 칠레 국내적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한 칠 관계와 칠북
관계의 배경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1960년대의

냉전

상황의

산물로써

미∘칠

관계를

양식화하여 미국이 한 ∘ 칠 관계의 촉매(catalyst)의 역할을 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칠레는 미국과 사이가 좋을 때에는 한국의
우방으로 행동한 반면에 미국과 갈등이 일어날 때에는 한국문제에
대한 무관심하거나 북한에 다가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논문은

칠레의

국내정치

노선의

변경에

따른

한국문제를 분석한다. 1960년대 중반에 칠레정부는 친미적인 우익
세력에서 중도노선 세력으로 전환하면서 한국문제에 대한 입장도
달라졌다.

중도

노선

기독교

민주당의

정부는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도 외교에 있어서 차별 없이 모든 나라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보편주의적 접근을 실현하기로 하였다. 이에 칠레와 북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칠레

주요

인사들은

북한을

방문하여

한국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66년에
칠레정부는

언커크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유엔에서 자신의 입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칠레 정부에
철수결정에 대해 재고하게 만들었다.
셋째,

본

인민연합(Unidad

논문은

칠레사의

Popular)의

승리를

중요한
두고

사건인
칠레와

1970년의
북한관계를

분석한다. 인민연합의 정부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혁명을
이룬 정부로서 미국의 압박에 대해 면역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인민연합의 지도자 아옌데 대통령은 취임 며칠 후 협의 없이
언커크에서의 철수와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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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칠 ∘ 북의 관계에 있어 칠레와 북한 사회주의의 공통점인
반제국주의 입장을 두고 큰 차이점이 있음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칠레 태도로 인해 미국과 한국의 언커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이는 미 ∘ 중 협상 과정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밝힌다.
요컨대 이 논문은 당시 언커크가 '한국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국내정치적 변화로부터 그
존립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긴장완화(detente)라는 배경 속에서 아시아라는 지역질서의 변동에
칠레의 역할은 결코 미미하지 않았음을 본고는 강조하고자 한다.

주요어 : 칠레, 칠레와 남북한 간의 관계, 한국통일부흥위원단

(UNCURK), 제3세계(력), 보편주의, 미칠레 관계, 북한
외교.
학번 : 2012‐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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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표
1950년대 벌어진 전쟁 중 가장 컸던 한국전쟁과 휴전 협정 이후
전개된 남북한의 신속한 재건과 부흥이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즉 미국을 포함하여
소련, 일본, 중국 등의 국가들이 남북한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칠레가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의외일 수
있으며, 사뭇 흥미롭기까지 하다. 그러나 1949년 5월 27일, 칠레는
한국정부를 승인했고, 이 사건은 중남미 국가가 최초로 한국을 인정한
사례였다.

칠레는 유엔의 창설 위원으로서 연대책임을 지고 한국전쟁에서
유엔의 전쟁수행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참전을 두고 칠레
국내에서 여론이 나뉘어졌고, 결국 칠레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대신 칠레는 유엔군에게 구리(銅)를 공급하겠다고
보장하였다.

또한 1950년 10월 7일, 제5차 유엔총회에서는 “통일되고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한국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언커크의

설치”를

결의하였다.

결의안이 나온 직후 언커크는 호주, 네덜란드, 필리핀, 태국, 터키,
파키스탄 그리고 칠레 7 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창설되었다. 이어서
칠레는 거의 사반세기 동안 언커크에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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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한국의 대(對)칠레정책은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도래한 냉전시대는 미 ∘ 소 대립뿐만 아니라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자유‐공산 진영의 대립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1
한국정부가

판단하기에

미국의

영향권

내에

있는

중남미나라들은

최강국의 입장을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국과

융통성

중남미국가들

없는

냉전사고로

사이에

대사급

인하여

1960년대

수준의

외교관계가

중반까지도
수립되지

않았으며 한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미국의 대중남미정책을 추수(追隨)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2

1962년에 칠레와 한국은 국교를 수립했고, 이때가 한 칠 관계의
절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냉전은 미소를 정점으로 세계가 두 개의
적대적 진영으로 명확히 구분되던 냉전의 상황 속에서 한국과 칠레의
관계는 양국의 의도보다 미국의 대(對)세계정책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4년에 칠레 기독교민주당(이하 ‘기민당’)의 에드아르도
후레이 몬탈바(Eduardo Frei Montalva)가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후 칠레의
외교노선은 바뀌게 됐다. 프레이 몬탈바 행정부는 차별 없는 외교관계를
지향해 모든 나라와 국교를 맺고자 했고,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됐다.
따라서 기존 칠레의 대한반도 정책은 변화를 맞이할 터였고, 마침내
칠레는 한 칠 수교 4년 만에 언커크에서 탈퇴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한
칠 관계의 첫 위기였던 칠레의 언커크 사퇴문제는 미국의 개입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1 장달중ㆍ이정철. “냉전과 탈냉전의 남북관계”,『국제문제연구』, 제24호, 2002 30쪽
2 Gills, Barry K. Korea versus Korea: political economy, diplomacy, and contested legitimacy.

New York: Routledge, 1996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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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대한반도 전략을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6.25전쟁 당시
칠레군 참전 논쟁과 1966년 언커크 철수 및 재고 등의 사건에서 알 수
있듯, 한반도에 관한 칠레 내부의 의견차가 엄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당시 칠레의 정치적 판도는 이른바 “삼분 구조”(Tres
Tercios)라고 할 수 있다. 이 구조는 사회당과 공산당이 주축인 좌파,
기민당이 중심을 잡고 있는 중도파, 국민당 이끄는 우파가 각각 비슷한
규모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한편으로, “삼분 구조”는 이념적
차이로 인한 칠레 내부의 분열과 의견 불일치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견차는 칠레의 대한반도 정책 또한 예외로 놓지 않았다. 한국과
북한은 둘 다 전후 빠른 경제 복구와 양적 성장을 구가했지만, 오직
하나의 “한국”만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정당성을 거머쥘 수 있었다.
따라서 칠레의 좌우파 또한 각자의 대한반도 기조를 굽히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미국의 강한 영향력이라는 자장(磁場)
아래 있었던 칠레는 국내 정계에서 좌파가 득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의 우방이 되기 어려워졌다. 마침내 1970년 9월 칠레 대선에서
상기의 살바도르 아옌데가 1위를 차지했고, 칠레 국회는 그의 승리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사상 최초로 자유로운 국민선거를 통해 사회주의를
표방한 정부(인민연합 혹은 인민통일, 西語: Unidad Popular)가 승리한
것이고, 동시에 칠레가 미국의 입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칠레의 대한반도 정책은 칠레의 국내사정과
궤를 같이했고, 이전 친‐남 성향의 대한반도 정책 또한 친‐북쪽으로
방향을 옮겨가게 될 터였다. 그 결과, 아옌데가 승리한 직후 칠레의 새
정부는 북한과 통상관계를 수립하겠다고 보도하며 언커크에서 대표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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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시켰다.

앞서의 서술에서, 언커크는 왜 중요한가, 그리고 한국과 물리적,
정서적 거리감이 상당한 칠레의 대한반도 전략이 왜 중요한가에 관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첫 번째 질문, 즉 언커크의 중요성은 동(同)
기관이 남북한의 정당성 경합 및 통일 후 북한의 토지 소유권 문제와
깊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언커크를 해체해야 한다는 외교
목표를 세운 반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언커크를 유지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계동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국전쟁 기간 유엔군의 38선 이북 진격 시, 유엔
총회는 1950년 10월7일 북한지역 통치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패망한 북한지역을 유엔사령부가
접수하고,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을 설립
하여 통치한다는 내용이었다. 북한을 대한민국 정부에
흡수시키지 않고, 유엔을 통한 국제관리를 하겠다는
의도였다.”3

두 번째 질문, 즉 칠레의 대한반도 전략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칠레가 언커크의 창설 국이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칠레가 사퇴할 경우, 유엔은 칠레의 사퇴가 “확실히 언커크의
임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한반도 통일에 관한 유엔의 입장이 좌절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4 언커크는 결국 1973년에 실제로 해체되었는데,
3 김계동, "[시론] 북한 붕괴해도 흡수통일 어렵다.". 한겨래 Available from: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20926.html [Cited May 8, 2014]
4 UN Department of Political and Security Council Affairs, Chile, UNCURK and the UN

stand on the Korean Question –Prospects and Suggestions‐, 1970년 11월 13일 Available
from: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7379 [Cited April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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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언커크 사퇴가 동 기관 해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이
글은 주장한다.

흔히 언커크의 해체는 미 ∘ 중 협상의 결과로 해체되었다는 것과
북한 외교의 승리로 해체되었다는 일반적인 설명이다.5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일찍이

1950년대

중반부터

국제정치의

엄연한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제3세계(력)”, 또는 “비동맹(NAM) 세력”의 입장과 행보, 그
국가들이 국제정치에 미친 영향력 등을 도외시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먼저 언커크의 해체를 미중 두 강대국 사이의 담합으로 이루어진
결과로만 바라보는 기존의 설명을 비판적으로 살필 것이다. 이후 필자는
칠레의 대한반도 전략을 추적하면서, 언커크가 해체되는데 미중 협상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이미 1960년대부터 북한의 대제3세계 정책과
본격화된 제3세계 국가 간 연대도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한반도의 현대사는 1945년 이후부터 해방과 분단, 건국과 전쟁, 재
건과 근대화(Modernization)를 모두 겪은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전쟁(1950~53)은 한국현대사의 다른 사건에 비해 그 규
모와 파장이 압도적이었다. “전쟁이란 쌍방이 적어도 주관적인 합리성을
갖춤을 필요조건으로 한다”고 주장한 한 철학자의 지적을 상기시키듯, 남
한과 북한(이하 ‘남북’ 또는 ‘남북한’ 등으로 줄여서 병칭)은 건국 직후부
터 각자의 주관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주장했고, 그 결과 전쟁이 발발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모두 한반도에 거
5 Park, Tae Gyun. An ally and empire: two myths of South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1945‐1980.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ress, 2012 3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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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모든 한국인, 즉 ‘한민족’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어느 ‘한 한국’도 ‘한민족’ 전체를 포괄할만한
보편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준엄한 역사적 사실은 국제무
대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 글은 앞서의 설명을 염두에 두고, 국제적 정당성(legitimacy)이라
는 문제 내지 개념을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의 정당성 경합 및 그 과정에
서 중요한 행위자로 활약한 칠레의 역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남북한
의

정당성

문제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으로 약칭)과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됐고, 그
성과의 폭도 꽤나 두터운 편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남북한의 정당성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듯 보이고, 더군다나 그러한 정당성의 경합
에서 칠레와 같은 “제3세계” 국가의 역할을 비중 있게 다룬 연구는 전무
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 글은 그러한 연구사의 공백을 채우고, 칠레의 역
할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드러내기 위해 국제기구들 중 한국통일부흥위원
회(UN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CURK, 이하 ‘언커크’로 약칭)의 1960년대 활동부터 해체까지를 종축
으로 하여 한반도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우선 영국의 국제정치학자 길스(Gills)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길스는 한반도 문제를 ‘정당성의 경쟁’이라는 이론적 틀로 분석한 바,
그것은 남북한이 국제무대에서 각자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로 인정받기 위
해 경합했다는 사실을 개념화한 연구이다. 그에 따르면, ‘국가’라는 지위
와 그것의 습득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이론이 지배적이다. 먼저, 어떤 정치
체(政治體)가 일정한 지역과 그곳에 사는 인구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때 그것은 국가라는 지위를 획득한다. 또한, 어떤 정치체가 다른 국가로부
터 국가라고 인정을 받을 때에도 그것은 국가라는 지위를 획득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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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991년 9월 17일,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기 전까지 한반도 문제
의 특징은 ‘두 한국’이 전자(지역과 인구에 대한 지배력의 행사)의 조건은
갖췄으나, 후자(타국의 인정)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의

이견이 분분하여

대체로 일치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6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전부터 한반도를 예의 주시했고, 미
군정기가 끝나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1948년 8월 15일 이후에도 계속 남
한에 직 •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토록 남한과 긴밀한 관련을 맺
었던 미국은 한국의 ‘정당성 문제’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길스에
따르면, 미국은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다. 첫째, 한반도를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남한에 ‘대(對)공산권 보루

(bulwark)’를 구축하려고 한 미국의 입장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
다. 둘째, 한국에 대해서 일정한 보호제도, 즉 국제적 신탁통치를 수립하
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모스크바삼국외상회의에 이은 두 차례
의 미·소공동위원회가 차례대로 결렬되며 수포로 돌아갔다. 셋째, 독립적
인 정부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결국 셋째 전략을 선택한
후, 1947년 연말에 이르러 한국문제를 유엔에 무책임하게 떠넘겼다. 이를
두고 길스는 “미국이 유엔을 이용하여 한반도에 반공적 정부를 수립하려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7

이어 그는 유엔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적 규준으로 작동
했다는 사실을 두고 미국이 국제적 패권(hegemony)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써 유엔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남북한 간의 합의를 통하여 한반도 문제
를 해결하지 못한 미국이 유엔이라는 창구를 통해 풀리지 않은 문제를 극
복하기로 한 것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로 거듭난 유
6
7

Gills, 앞의 책, 서론 XIX쪽
Gills , 앞의 책,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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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체제 하에서 미국의 패권적 위치와 영향력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정당화
하는데 일조했다.8 한편, 유엔을 통한 미국의 개입은 남북한의 경우처럼
국제적으로 벌어진 ‘정당성의 경쟁’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9

유엔은 1950년 10월,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남한의 경제를 구제하고
재건하기 위한다는 명목 하에 언커크를 발족했다. 언커크는 경제관련 문
제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한국위원회(UN Commission on Korea)의 임무를
계승하여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정부의 수립 또한 목표로 했다. 이는 언커
크가 기본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 서서 남북한 간의 논쟁을 해결하는 업
무를 맡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언커크가 이러한 본연의 임무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독립적이
고 중립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했다.

언커크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로 이광호를 들 수 있다. 그는 언커크
의 구성과 업무를 분석한 후, 이 기관이 결코 불편부당하지도 독립적이지
도 않았고, 따라서 애초에 목표했던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10 그러면서도 이광호는 광범한 유엔 문서를 토대로 언커크가
지녔던 국제정치학적인 중요성을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언커
크는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미국 주도의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기관이었고, 동시에 공산진영의 강한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
에 “당사자 중 한 쪽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상실했다.”11 이광호의 연구
Gills , 앞의 책, 41쪽
Gills, 앞의 책, 45쪽
10 Lee, Kwang Ho. A study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8
9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CURK): the Cold War and a United Nations
11

subsidiary organ. Thesis (Ph.D.) ‐ University of Pittsburgh, 1974. 2쪽
Lee, Kwang Ho, 앞의 학위논문,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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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냉전기 때 나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더라도, 그의 주장은 언커크에
반영된 미국의 냉전적 적개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반면, 역사학자 홍석률은 1970년대를 전후하여 미국이 한반도 분단
에 대해 다차원적인 접근을 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주장하는 등 이
전과는 다른 대한정책(對韓政策)을 추진하려고 했고, 이를 위해서는 “한반
도의 긴장완화가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 와서 비밀 해제
된 1970년대 미국과 중국자료를 검토한 후, 미 • 중 양국이 상호간의 관
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한반도가 “조용해질 필요”가 있었다고 인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12 즉 그의 연구는 1960년대 후반 이후 미•중 관계가 한국
문제에서 구조적이고 규정적인 역할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변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공했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이광호의 구체적인 연구와는
달리, 데탕트(Détente)라는 국제적 긴장완화의 맥락을 염두에 두고 언커크
를 다뤘다는 점에서 좀 더 넓은 시야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접근한 연구
로 볼 수 있다.

앞서의 설명을 감안할 때, 언커크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엔의 관
여를 상징하는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것은 바로 언커크가
매년 유엔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하여 한반도
문제는 매년 유엔총회의 의제로 토의되었다. 그러나 홍석률은 1960년대
말부터 “미국과 한국정부는 더 이상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가 토론되는 것
을 선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그의 지적은 미국과 한국이 종
래의 언커크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
미하기도 한다.13 홍석률은 “언커크가 해체된다면 한반도 분단문제는 더
확실하게 국제문제에서 남북한 사이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었다”고 주장
12
13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파주: 창비, 2012 123쪽
홍석률. 앞의 책,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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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따라서 그에게 1960년대 말은 “한반도 분단이 국제분쟁 문제에서
한반도화되고 내재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14 요
컨대, 한반도 분단문제가 “한반도화”되기 위한 선결조건이 바로 언커크의
해체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은 왜 하필 1960년대 말부터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가 토론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을까? 길스는 유엔총회에서의 투표
방식을 분석한 뒤, 1966년 언커크에서 칠레의 철수가 “획기적 사건”이었
다고 주장했다. 철수 결정 이후 칠레는 초기에 결정을 재고(再考)하는 등
미온적인 행보를 보였으나, 아옌데 정부가 집권한 이후 외교의 원칙이 바
뀌어 결국 1970년에 언커크로부터 철수했다. 파키스탄마저 1972년에 언커
크를 탈퇴하면서, 이 기관에는 한국의 우방국만 남겨지게 됐고 이는 언커
크의 공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15 이광호는 언커
크가 데탕트기에 해체되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언커크 회원국 간의 상
호 작용과 냉전환경의 변화가 언커크의 운명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
다.16 예를 들어, 당시 칠레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언커크에서
점점 더 멀어졌다. 요컨대, 한국과 미국은 1960년대 말부터 대두됐던 국
제사회의 불편한 눈초리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언커크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입장은 어땠을까? 이와 관련하여 홍
석률은 “애초 한국정부의 입장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유엔 기구는 그
대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입장
은 1972년에 들어서 급작스레 바뀌었다. 일례로 외무부 방교국은 “언커크
가 애초의 목적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회원국들 탈퇴와 동요가 이어지고

14
15
16

홍석률. 앞의 책, 186쪽
Gills, 앞의 책, 139쪽
이광호, 앞의 학위논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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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지적하면서, 조심스럽게 “언커크의 경우 아국 이니셔티브에 의한
것이라면 그 존속 문제에 관한 정책변경을 시도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언커크는 한국정부에게 이제 ‘필수적인 기구’에서 ‘협상이
17

가능한 것’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앞서의 세 저자들은 모두 서로 다른 학문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한
국 문제를 다양한 층위에서 분석했다. 흥미로운 점은, 세 저자들을 검토한
결과 공통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해 언커크의 중요성과 언커크 해체가
끼친 영향을 비슷하게 지적했다는 것이다. 길스의 입장은 유엔을 통한 미
국의 개입이 한국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것으로 요
약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광호의 입장은 언커크가 국제기구로서

‘제3자의 역할’을 도맡아야 했으나, 냉전이라는 시기적 한계와 미국 주도
라는 구성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애초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

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홍석률의 입장은 미국 및 한국 정부가 미•중 협
상을 계기로 언커크를 해체하려고 했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언커크가 해체된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섞여있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후, 필자는 불편부당하지 않았고 미국
에 종속적이었던 언커크 구성의 내부적 모순(기구), 중국의 요구에 의한
미국의 대응(국가), 중심부의 냉전과 주변부의 열전에서 긴장완화와 다극

(多極)적 세계체제로 질서의 이행(세계체제) 등 다양한 설명의 층위를 고
려하지 않고는 1973년 언커크의 해체를 온전하게 설명해낼 수 없다고 주
장한다. 따라서 이 글은 앞서 소개한 선행 연구가 다룬 언커크 해체와 관
련된 다양한 요인을 염두에 둘 것이다. 한편 필자는 선행 연구가 전혀 주
목하지 못한 새로운 자료를 발굴했다. 따라서 이 글은 발굴된 새로운 자
료에 기반을 두어 언커크 해체라는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17

홍석률, 앞의 책, 3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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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글은 언커크가 해체되
는 과정에서 칠레의 외교적 행보가 끼친 영향력의 파장이 결코 미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영향력을 증명하기 위해 사료를 토대로 새로운 역
사상을 그려내고자 한다.

제3절 연구자료 및 방법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칠레와 남북한 간 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연구 성과를
이용하기 보다는 체코 서고에 있는 자료들을 직접 찾아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필자는 기왕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면서도, 1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때문에 본 논문의 연구는
자료분석방법이다.

이 글의 자료적 핵심인 외교문서는 주로 칠레의 외교 사료관

(Archivo General Histórico del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Chile)에서 발굴한 것을 필자가 직접 분석한 것이다. 칠레의 외교
사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칠레와 남북한 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1. 주(駐)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을 통해 입수된 남한 문서,

2.

주(駐)체코슬로바키아

주(駐)칠레

한국대사관

북한대사관을
문서,

통해

입수된

북한문서,

3.

4. 주한 칠레대사관 문서, 5. 주칠레

북한대사관 문서, 6. 주북한 칠레대사관 문서, 7. 칠레 외교부의 전문들.

아쉽게도 칠레 외교 사료관의 자료만으로 칠레의 언커크 활동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외교 사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1966년 국제연합의 UNCURK 회원국 사퇴문제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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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분류번호 731.91) 및 1966년 중남미의 배의환 주아르헨티나대사
겸임국

칠레

출장,

1966.6.6‐15 (등록번호1766 분류번호 722.11CI)도

활용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공개한 언커크 관련 자료1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19 및 미국무부 정보자유법(FOIA)에
따라

공개된

미국

자료도

이용할

것이다.20

아울러

칠레와

다른

사회주의국가 간 관계를 살펴보는데 유용한 미중앙정보부(CIA) 공개
자료도 이용할 생각이다.21 마지막으로 수는 적지만 당대 남북한 신문에
실린 칠레 관련 기사들도 분석할 계획이다.22

18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
19 University of Wisconsin Digital Collection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http://digital.library.wisc.edu/1711.dl/FRUS
20 U.S. Department of State. "Freedom of Information Act." http://foia.state.gov/
21 Central Intelligence Agency. “Freedom of Information Act Electronic Reading Room.”

http://www.foia.cia.gov/
22 조선일보. "조선일보 아카이브." . http://srchdb1.chosun.com/pdf/i_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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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국의 의한 韓 ∘ 칠 관계의 수립

제1절 韓 ∘ 칠 관계의 수립과 배경
칠레 공화국(칠레共和國, 西語: República de Chile)은 태평양과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사이에 남북으로 긴 영토를 가졌고, 남북으로
영토의 길이가 세계에서 가장 긴 국가이다. 북쪽에는 페루, 북동쪽에는
볼리비아, 동쪽에는 아르헨티나, 국토 최남단에는 드레이크 해협이 있다.
이 나라의 서쪽 해안은 태평양이며, 그 길이는 6,435km에 이른다. 칠레
북부의 사막에는 광물 자원, 특히 구리가 풍부하다. 칠레를 주도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중앙부 지역으로 인구와 농업 자원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다.

16세기

스페인인이

오기

전부터

칠레

북부는

잉카

제국이

지배했으며, 토착 마푸체인(아라우카노)들이 칠레 중앙부와 남부에 살고
있었다.

1810년,

칠레는

독립을

선언했으나,

1818년에

이르러서야

스페인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다. 태평양 전쟁기(1879~1883)에
칠레는 페루와 볼리비아를 무찌르고 오늘날의 북부 지역을 얻었다.
마푸체인들이 완전히 정복된 것은 188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칠레는
다른 남아메리카 국가에 비해 쿠데타나 독재 정부가 적은 편이었으나,

20세기 중후반, 폭압적이었던 군사 독재(1973‐1990)를 감내해야 했다.
상술한 칠레의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특징들은 칠레의 외교정책
입안의 골격을 이루었다. 예를 들어, 20세기까지 칠레는 산맥, 사막,
태평양으로 둘러싸인 ‘섬나라’에 가까웠으나, 식민지 수출주도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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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목도했다.

한편,

칠레의

역사가

필라르

알라모스(Pilar

Alamos)는 “칠레의 엘리트는 국내적 상황에 집중한 반면, 외교에는
무관심하였다. 그들은 국부의 증진과 외교관계의 필요성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23 이러한 맥락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칠레가 국제무대에서 상대적으로 ‘고독한’ 위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칠레는

20세기

초중반부터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칠레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프랑스와는 문화적으로,
독일과는

산업적으로,

영국과는

군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중립을 유지했다. 중립적인 위치를 두고
칠레의 여론과 대중은 대부분 동의했다.24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칠레산 상품의 주요 구매자가 되면서 칠레는 미국 시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미국은 최초로 칠레의 동(銅)산업에 투자하기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칠레정부는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미국의 반대에 직면하게 됐다. 칠레 행정부는 중립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원조를 얻으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미국에게는

브라질,

중미국가들이
미국의

군사적

멕시코,

나머지
원조를

에콰도르,

중남미국가들보다
얻기란

불가능에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우선이었기

때문에,

칠레가

가까웠다.

게다가

1939년

칠레대지진 이후 복구사업을 위한 원조 및 구리의 가격 등을 두고 미국과
칠레는

갈등을

일으켰다.

2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국

23 Alamos Varas, Pilar. "Algunas fuentes históricas de la política exterior de Chile." Estudios

Internacionales, 32.126, 1999 10쪽
24 Couyoumdjian, Juan Ricardo. Chile y Gran Bretaña durante la primera guerra mundial y

la postguerra, 1914–1921 [제1차 세계대전과 전후의 칠레와 영국 관계, 1914‐1921]
Santiago: Editorial Andrés Bello, 1986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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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1월 20일, 급진당의 후안 리오스(Juan Antonio Rios) 대통령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고, 일제(추축국)에 선전포고를 했다.26

미국은 칠레 극우파의 친나치적 태도와 칠레 공산당의 친소련적
태도를 매우 의심스러워했다. 따라서 미국은 칠레를 자국의 이해와
부합하는 “좋은 이웃”으로 만들기 위해 칠레의 유엔참가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칠레는 1945년 10월 24일에 유엔의 창설위원이
되었다. 그 때부터 적극적으로 유엔의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유엔에서 크게 미국과 유럽 사이에 끼어있었던 칠레는 가입 이후에
점차 증가일로에 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비(非)서양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이어서

1949년,

워싱턴에서 주미 칠레대사 훼릭스 델 리오(Felix Del Rio)는 칠레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정식승인 하였다고 통고하였다.27 이에 대하여 주미
장면대사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한국인민은 치리 정부의 이러한 우호적행동에 대하여
대단한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치리

정부는

라틴아메리카 제(諸)국중에서 일등국인 만큼의 대한민국
정부 정식승인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28
25 미국은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국내산 구리를 1파운드 당 12센트에 구입하는 반면 칠레

산 구리를 1파운드 10센트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칠레 정부의 반대로 인하여 칠레산
구리가 1파운드 당 11,87센트에 결정되었다. 당시 시장 가격은 1 파운드 당 37센트였
다. Zauschquevich, Andrés and

Sutulov, Alexander.

"Antecedentes históricos de la

producción de cobre en Chile" in Corporación del Cobre (CODELCO). El Cobre Chileno.
[칠레의 동산업] Santiago: Corporación del Cobre, 1975 36쪽.
26 Nocera, Raffaele, 2005 "Ruptura con el eje y alineamiento con Estados Unidos. Chile

durante la Segunda Guerra Mundial", HISTORIA 38:II, diciembre 2005, 397∼444쪽
27 동아일보, 1949년 5월 29일
28 동아일보, 1949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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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칠레는 자국군대의 참전이 어렵다고 하면서

“구리, 질산염 및 기타 전략 물자를 정기적으로 적절히 공급하겠다”고
보장하였다.29 그러고 나서 1950 10월 7일, 제5차 유엔총회는 전후 한국의
통일과 부흥을 뒷받침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그 내용은 “통일되고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한국정부를 수립을 목표로 언커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후 언커크는 호주, 네덜란드, 필리핀, 태국, 터키, 칠레 등

7 개국이 회원국으로 하여 창설되었다. 언커크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것을 지켜보는 증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고, 유엔총회에 정기적으로 연례보고서를 제출해 왔다.30

언커크 안에서 칠레대표의 활동에 관해 브라질 외교관 단타스 데
브리토(Dantas De Brito, 1914‐2005)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맥아더가 같이 참석한 위원회 회의에 있었던 칠레의
마누엘

트루코는

중국이

한국에

대규모로

개입할

가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맥아더의
말이 맞는다고 설득되지 못하여, 트루코는 “장군님,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는 사실이었다) 중국이 압록강
유역에서

“가령

군대를

집결하고

압록강을

되겠습니까?”라고

건너고
물었다.

있습니다”라고
싶어
맥아더는

말하였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력과

공군력이 상당히 우월하니, 이쪽으로 무슨 움직임이
있더라도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하면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

31

29 Edwards, Paul M. United Nations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the contributions of 45

member countries. Jefferson, McFarland, 2013147쪽
30 李光鎬. "UNCURK 그 四半世紀의 歷史." 『法經論叢』 건국대학교, 1973, Vol. 8,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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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는 아시아에 대한 깊은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언커크에서
상징적인 역할만 했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위의 자료로 칠레대표인
마누엘 트루꼬(Manuel Trucco Gaete)가 적극적인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밝힌다. 칠레 대표가 중국 개입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태도는 중국 참전과
그 결과로 생긴 정전협정이 언커크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득 차 있었던 언커크
대표들이 중국 개입으로 인하여 사기 저하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칠레와
호주 대표들의 힘으로 이러한 위기가 극복되었다고 한다. 트루꼬는
언커크의 주요 과업은 한반도 통일이었는데 정전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나갈 경우 한반도 분단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의
판단은 한반도 내에 언커크의 존재가 바람적이지 않은 것이었다.32

본 바와 같이 칠레는 한국전쟁 발발하자 물질적 지원과 유엔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로

꾸준히

기여해

왔다.

따라서

1962년에

외무부장관 최덕신(崔德新, 1914년 ~ 1989년)은 호르헤 알레산드리(Jorge

Alessandri Rodriguez) 대통령에게“한국문제를 다루지 못하게끔 하려던
공산 측의 시도는 유엔과 대한민국에 대한 당신 정부의 지지 덕분에
대실패로 끝났고 말았다”고 감사하였다.33

그러나 놀랍게도 칠레의 한국 승인과 언커크 참가는 한 칠 관계를
심화하지 못했다. 이는 당시 한국의 대중남미 정책이 미국의 그것에
전적으로 의지했음을 보여 준다. 한편으로, 한국은 이를 통하여 소비를

31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Oral History." Debrito A H Dantas Comments, 1991.3.8.

Available

from:

http://www.unmultimedia.org/oralhistory/2011/10/debrito‐a‐h‐dantas/index.html

[Cited May 8, 2014]
32 FRUS 1951, Vol. VII, p.669
33 칠레 외교 사료관, 대한민국 외무부, Doc. 06596, 196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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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할 수는 있었으나, 다른 한 편로, 외교 활동을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하였다.34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한 ∘ 칠 관계
수립은 1962년까지 기다려야 했다. 한 ∘ 칠 공동성명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부는

(4월)

18일자로

남미의

치리

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기로 결정했다고 17일 외무부 발표했다.
양국정부의 공동성명은 현존하는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상호간에

유익한

정치적

문화적

및

경제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외교관계를 수립하도록 결정했다.”35

제2절 칠 ∘ 美 관계가 韓 ∘ 칠 관계에 미친 영향
전술한 바와 같이 한 칠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은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미칠 관계가 긍정적일 때 칠레의 대한반도 전략은
친한의 경향을 띤 반면, 미칠 관계가 부정적일 때 칠레의 대한반도
전략은 친북의 경향을 노정했다. 다시 말해, 냉전기 미국은 한 ∘ 칠 관계의
촉매(觸媒, catalyst) 정도로 개념화해볼 수 있겠다. 촉매란 “화학반응에서
반응속도를 조절해 주는 물질이다. 반응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촉매를
정촉매라

하며,

반응속도를

느리게

해

주는

촉매를

부촉매

또는

억제제”라는 것이다.36

한편으로,

미국은

정촉매로서

전후

칠레를

유엔에

참가시켰던

것이다. 물론 이는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염두에 두고 실시된 것이었다.
34 Gills, 앞의 책 85쪽
35 조선일보 1962년 4월 18일
36 [네이버 지식백과] 촉매 [catalyst, 觸媒]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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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미칠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한 태도는 1950년에 급진당
곤잘레스

비델라(Gabriel

수활하게

공여

successful

그리고

support

of

Gonzalez Videla) 대통령에게 초청, 차관을
칠레의

Chile’s

언커크에

efforts

to

가입을

위한

secure

a

노력(by

place

on

our
the

UNCURK...)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37

그러나 미국은 좋은 이웃이라서 칠레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즉, 미국이 칠레를 지지하는 이유는 “우리 하라는 대로 투표하는 칠레
정부는 우리 외교정책의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른

중남미국가에게

참여하면서

서구

민주주의적인

강대국

입장을

38

칠레가

모범으로서

유엔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으며

미국의

봉쇄정책도

지지하였다.

1951년에

미국은

이러한

분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고

한국전쟁에 칠레군 파병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칠레
대통령이었던 곤잘레스 비델라가 관심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1952년의
대선거가 큰 장애가 되었다. 1951년 4월 7일 칠레 외무부장관 호라시오
워커(Horacio

Walker)와의

면담에서

국무부

미주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Inter‐American Affairs) 에드워드 G. 밀러(Edward G.
Miller, 1911‐1968)가 “미국 이름으로 아니라 유엔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칠레군 파병을 요구하였다. 에드워드 밀러는 칠레의 정치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미국과 협조의 이득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칠레군도
전투훈련을 받으면서 발전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39
37 “Policy Statemente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State(Chile)”, 1951년 2월 27일, FRUS

1951, Vol. II, 1245쪽
38 “Policy Statemente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State(Chile)”, 1951년 2월 27일, FRUS

1951, Vol. II, 1245쪽
39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Mr. Milton Barall of the Office of South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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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부촉매로서

칠레의

주

자연

자원인

구리(銅)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칠레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0.3%
불과하지는 않지만 칠레의 동생산은 전 세계의 동생산의 4분의 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칠레의 동생상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칠레

동산업에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1960년대까지 미국의 2 대기업(Kennecott 및 Anaconda)은 칠레 동생산의
약 90%를 생산하였다.40

전 세계 동(銅)생산에 칠레의 상대적 중요성

기간

전 세계의 생산

칠레의 생산

칠레의 생산
비율

1위/2위

1801‐1900

10.273.000

1.875.800

18,3

미국/칠레

1901‐1910

6.940.000

352.000

5,1

미국/멕시코

1911‐1920

10.928.000

676.000

6,2

미국/일본

1921/1930

13.407.000

2.027.000

15,1

미국/칠레

1931‐1940

16.276.000

2.702.000

16.6

미국/칠레

1941‐1950

23.387.000

4.347.000

18,6

미국/칠레

1951‐1960

33.671.000

4.451.000

13,2

미국/칠레

1961‐1970

51.683.000

6.391.000

12,4

미국/소련

Zauschquevich , Andrés, and Alexander Sutulov, 1975 "Antecedentes históricos de la
producción de cobre en Chile." 『El Cobre Chileno』. Santiago, Corporación del Cobre.
3쪽

Affaris”1951년 4월 7일, FRUS 1951, Vol. II, 1274쪽
40 Zauschquevich , Andrés, and Alexander Sutulov, 앞의 책,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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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미국은 전쟁에서 구리의 전략적인
쓰임을 염두에 둔 채, 시장에 개입하여 구리의 최대판매가를 결정하였다.
미국이 자국산 구리를 1파운드 당 12센트에 구입했던 반면, 칠레산
구리는 1파운드 당 10센트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칠레 정부의
반대로 인하여 칠레산 구리가 1파운드 당 11.87센트에 결정되었다. 당시
국제시장 가격은 1 파운드 당 37센트였고, 결국 칠레는 5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41

한국전쟁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국은 다시 한 번 구리의 최댓값을

1파운드 당 24,5센트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입었던
손해는 학습효과를 가져왔다. 원자재 국제회의에서 칠레대표는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은 우리 구리를 가능한 최저가격으로 구입한다”고
발표하였다.42

게다가 소련은 칠레의 동을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미칠 관계를 흔들리게 만들었다. 자극에 반응한 미국은 구리 100.000
톤을 구입하고 미국의 동 세금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미국은 그
대신

칠레가

서구

국가들에게만

구리를

판매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문제는 80.000톤 가량의 동이 아직 남아 있었던 점이며, 역시
미국의 대응이 칠레 정부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았다.43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 문제들은 정치화되었다. 칠레정부는 미국의

41 Zauschquevich , Andrés, and Alexander Sutulov, 앞의 책, 36쪽
42 Fermandois, Joaquín et al. 2009. Historia política del cobre en Chile. [칠레의 동산업에 대

한 정치사] Santiago: Ediciones Centro de Estudios Bicentenario, 2009 35∼36쪽
43 “Progress Report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for the Operations Coordinating

Board”1954년 5월 25일.FRUS, 1952‐1954, Vol IV,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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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요구에

대답하지

않았고,

칠레

국내에서는

미국기업에

대한

선동적인 폭행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유엔에서 칠레대표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선거에서 그리스 대신 백러시아에 투표하는 등
미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서 국무부 미주 차관보
에드워드 밀러는 주칠레 미국대사에게 보낸 전문에서 미국의 입장이 잘
나타난다. 그는 “칠레 국민들은 미국과 칠레 협조의 역사를 모르고 자기
정부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is being sold a bill of goods)
같습니다.(중략) 저는 선거가 있는 해 우리 우방을 포함하여 대부분
미주국가들은 미국 비난이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해합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실망을 표현하였다.44

44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Inter‐American Affairs (Miller) to the Ambassador in

Chile (Bowers)”, 1952년 1월 7일. FRUS, 1952‐1954, Vol IV, 문서번호 220 6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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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좌경화되는 칠레와 언커크(UNCURK)사퇴 문제

제1절 칠레의 보편적 외교와 칠 ∘ 美 갈등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중남미국가들은 구미(歐美)의 국가들과
활발히 교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치경제적 발전과 자국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난맥상을

보였다.

그렇다면

당시

중남미국가들이 왜 그리 활발히 교류했는지, 그에 따른 중남미국가들의
국익은 무엇이었는지 물어봄 직하다. 당시 중남미 지식인들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그러한 교류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가, ‘제1세계’에
대한

종속을

의미했다.

따라서

당대

중남미국가들의

지식인들은

일반적으로 강대국의 투자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각국의 자립경제 수립
및 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주창했다.45

이러한 배경 속에서 쿠바혁명이 일어났다. 1959년 쿠바혁명은 피델
카스트로, 체 게바라, 라울 카스트로 등의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당시
풀헨시오 바티스타 장군의 쿠바 독재정권을 뒤엎고 쿠바에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던 시도였다. 기존 정권을 뒤엎는 데 성공한 쿠바의
혁명가들은 1959년 5월과 1963년 10월에 걸쳐 토지개혁을 실시했고,

1960년 10월에는 산업을 국유화했다. 이러한 쿠바의 행보는 식민지

45 제3세계 국가의 저발전은 한 국가 내의 재화나 용역 등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

라 세계체제 속에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세계적 수준의 분업에 기인하며, 주변부의 국
가는 중심부의 국가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종속상태에 있다는 이론. [네
이버 지식백과] 종속이론 [dependency theory]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Cardoso, Fernando Henrique and Faletto, Enzo.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 translated by Marjory Mattingly Urquidi,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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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부터 스페인제국 비롯하여 영제, 미제로부터 수탈된 중남미국가
들에게 새로운 길이 되었다.46

쿠바혁명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종속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이었고 중남미국가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미국은 중남미의
적화를 우려하므로 이러한 쿠바의 정치적 ‘도발’에 사뭇 획기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자유 속에서 혁명을 불가하게 만든
그들은 폭력혁명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면서 ‘진보를 위한
동맹’이라는 미국의 대중남미정책을 통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 및
기술적 원조를 보장하였다.47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칠레는

1960년대

초반까지도

반공진영에 속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칠레는 ‘진보를 위한 동맹’과
긴밀히 연계했고, 미국의 대규모 원조를 칠레의 국가발전에 집중시켰다.
그러나 알레산드리 로드리게스 정부 동안 애초의 예상보다 변화의 속도는
더뎠고, 칠레 국내에서는 차츰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다. 당시 칠레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는데 쿠바혁명으로 인하여 미국의 민간
투자가 어려워졌다. 게다가 수입의 증가와 그 결과로 인플레이션은
초래하였으며 임금조정방식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결행하였다.48
46 중남미의 역사적 발전을 감안할 땐 아메리카의 발견 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쿠바 혁명

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하여lPierre‐Charles, Gérard. Génesis
de la Revolución Cubana. [쿠바혁명의 기원] XI ed. Ciudad de México: Siglo XXI
Editores, 2013 11쪽
47 Rojas Aravena, F. (2011). “Chile: cambio político e inserción internacional 1964‐1997.”

『Estudios Internacionales』, 30(119‐120) 377쪽
48 Qureshi, Lubna Z. Nixon, Kissinger, and Allende: U.S. involvement in the 1973 coup in

Chile. Lanham, MD: Lexington Books, 200926쪽 진보를 위한 동맹에 대하여 Sepulveda,
Cesar, 1967. “Reflexiones sobre la Alianza para el Progreso”, 『Foro Internacional』 Vol.
8, No 1,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참고 좌익세력 바라보는 진보를 위한 동맹에
대하여

Almeyda,

Clodomiro.

¿Reforma

Agr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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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인가?].

Santiago:

Prensa

칠레의 불안은 자본주의가 배태한 문제를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기인한 것이었다. 당시 칠레 정계에서 중도적 노선이라고
평가 받는 기민당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중
어떤 쪽도 자본주의 국가가 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고,
다른 방향으로 사회적인 변화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1964년 11월 4일
실시된 칠레 대선에서 기민당 부호인 에두아르도 후레이 몬탈바가
집권하게 되었고, 그는 당선 직후부터 “헌법, 법률 및 주민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구조를 변화시키는 자유 속 혁명”을
촉진하였다.49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칠레의

“자유

속

혁명”을

지켜보며

환호했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주칠레 미국대사를 역임한 에드워드
코리(Edward Korry, 1922‐2003)에 따르면, 1948년 이탈리아에서 기독교
민주당의 승리가 안전한 “기독교민주당의 왕조(Dynasty)”를 연 것처럼,
당시 미국은 이제 칠레를 통치할 수 있는 “기민당의 왕조”도 곧 열릴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미국은 기민당의 승리와 “자유 속 혁명”의
성공을

보장하기

‘쿠바모델’에

위하여

대항해

대규모로

중남미를

지원을

겨냥한

하였다.

미국식

칠레의

사례는

‘민주주의의

전형

(典型)’으로서 거듭났다.50

그러나

기민당의

정책은

칠레

사회당과

공산당을

포괄하는

인민연합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를 들면, 동(銅) 산업 국유화가
최우선적인 과제로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은 기민당과 인민연합 모두 크게

Latinoamericana, 1962 참고
49 강석영. 『칠레史』.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풀판부, 2003 310∼311쪽
50 Korry, E.M. "Los Estados Unidos en Chile y Chile en los Estados

Unidos: Una
retrospectiva política y económica (1963‐1975)" 『Estudios Publicos』 Vol. 72 (1998):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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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기민당은 좌익과 달리 두 단계를 거쳐 동 산업
국유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해외자본과의 협력이었고, 두
번째 단계는 국유화의 완수였다. 당시 미국이 칠레 동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민당의 기획은
아주 유리하다고까진 할 수 없었으나 ‘불행 중 다행’이었을 것으로
보인다.51

정작 문제는 기민당이 보인 외교적 행보였다. 후레이 몬탈바 정권은
외교 면에서 ‘보편주의적’ 원칙을 견지했고, 따라서 소련을 비롯하여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 등 사회주의권에 속해있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후레이 몬탈바는 “우리나라에 이익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나라에 대하여 정치적 차별 없이 외교관계를 맺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연설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칠레의

‘보편주의적’ 외교의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52 이러한
속에서 칠레가 중공 및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려고 한 것은 쉽사리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제2절 칠 ∘ 北 관계: 반제(反帝)연대의 출발점
자유진영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

모든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고자 하는 당시 칠레의 ‘보편주의적’ 외교와 동시대 북한도
북한은 중, 소, 동구 등 공산국가에 국한하였던 진영외교를 탈피하여
51 Zauschquevich , Andrés, and Alexander Sutulov, 앞의 책, 43∼47쪽
52 Frei Montalva, Eduardo, 1964. Dos discursos. Marcha de la Patria Joven y Proclamación

de los profesionales y técnicos, Teatro Caupolicán. Editorial del Pacífico, Santiago de Chile
66쪽 (재인용) Medina, Cristian, “CHILE Y LA INTEGRACIÓN LATINOAMERICANA.
POLÍTICA EXTERIOR, ACCIÓN DIPLOMÁTICA Y OPINIÓN PÚBLICA. 1960‐1976”
PhD diss.,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2002.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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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외교로 전환하였다.

북한은

이미

1955년

2월

25일,

“대일관계에

관한

외무상의

성명”에서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모든 나라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외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성명에 이어 1956년 2월,
소련이

미국과의

평화공존정책으로

대외정책

기조를

전환했고,

국제무대에는 ‘제3세계 국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됐다. 사회주의 진영이
중소 분쟁으로 인해 내적 분열이 심화돼가는 양상을 보였고, ‘힘의
공백’을 틈타 ‘제3 세계 국가’들은 외교적 행보를 가속화한 것이었다.53

북한 정부는 ‘제3세계 국가’들이 내세운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반(反)서구주의적

입장을

“자신의 성향과 맞다”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자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신생독립 국가들에게 부각시킬
수도 있었다.54

칠레와 북한 관계는 초기에 당‐당 (칠레의 사회당 및 공산당 ∘
북한의 로동당)관계로 시작했으나, 이후 양국 인민들 간의 문화교류
사례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칠레공산당의 훌리에따
캄푸사노(1918‐1991)는 1956년 북경 국제여성연합(Federación Internacional

de la Mujer)에서 북한대표로부터 “조선인민, 특히 어머니들은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한 칠레군의 파병을 방해한
것에 대해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고 들었다. 캄푸사노는 훗날
이를 두고, “당시 미국 정부는 칠레의 참전을 요구했으나, 칠레의
대중조직, 특히 여성들은 그러한 미국을 비판하면서 결국 한국전쟁에

53 정규섭, “북한 외교정책의 역사적 전개”북한연구학회 편, 2006. 『북한의 통일외교』,

서울, 景仁文化社, 2006. 북한의 통일외교, 247쪽
54 북한연구학회 편, 앞의 책, 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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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군의 파병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55

살펴본 바와 같이 칠북 관계는 6.25전쟁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칠북

관계의

공식적인

시작점은

1957년

10월

4일,

북한민정중앙위의 초청에 응답한 칠레청년대표들의 방북이었다. 이후

1962년 4월 24일, 5.1절 기념행사에 참석할 칠레 대표가 평양에 도착했고,
같은 해 7월 25일에는 북한 직맹대표가 칠레노조통일연맹 3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산티아고를 통해 칠레 땅을 밟았다. 곧이어 11월 1일에는
칠레의 대북친선협회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1964년 2월 24일,
칠레기자대표단이 방북했으며, 그 이듬해 5월 26일에는 칠레를 방문했던
북한친선문화대표단이 귀국했다.56

이러한 상호 초청외교의 가시적 성과는 통상관계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1965년

6월,

페드레갈(Guillermo

Del

방북한

칠레의

Pedregal,

전(前)부통령

1898‐1981)은

기제르모

기자회견에서

델

“칠레

정부가 통상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상사절단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사실”을 밝혔다. 그는 “칠레가 조선과 중국 두
나라의 가장 중요한 통상 경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방북 기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경제를 복구하던 초기에 비록 외국의 원조를
받기는 하였지만 조선 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면서
창조적 노력과 창의 고안 및 애국주의를 발휘하여 무거운 과업을 끝내
완수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그는

“북조선은

칠레에

알맞은

모범이다. 그것은 조선의 인구가 칠레 인구와 비슷하며 지리적 조건도
근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칠레의 경제는 매년 악화되고 있는 반면에

칠레국회 대화록, HOMENAJE A LA REPUBLICA POPULAR DEMOCRATICA DE
COREA, 1968.8.20
56 國會圖書館 海外資料局. 『北韓의 外交年表』, 1974 231쪽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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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57

앞서

페드레갈의

언급은

당시

남미에서

활발하게

토의된

‘종속이론’의 대강을 잘 보여 준다. 북한의 주된 우방인 신생독립국가들과
달리 칠레는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거의 150년 지난 상태였다.
하지만 칠레는 경제적으로 아직 영미(英美)의 자본에 의지하고 있었다.58
따라서 이러한 종속적 경제체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수입대체에 기반을
두고 자립경제를 위한 정책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원조에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었던 한국보자 자립경제를 구가하고
있었던 북한의 모델이 칠레에게는 더욱 유리할 것이다.59

기제르모

델

페드레갈의

발표에

대하여

당시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 배의환(裴義煥, Ei Whan Pai)은 “이러한 소위 발표의 사실
여부를 몹시 알고 싶다”고 하면서, 북한과 우루과이의 통상관계의 단점을
강조하였다. 가령 북한은 우루과이와 전혀 교류하지 않고, 우루과이에서
단지 선전 및 반정부 활동만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각하의
전(前)주일

대사이며

언커크에서

칠레대표이었던

로베르토

수아레스

바로스(Roberto Suarez Barros)는 북괴보다 한국과 통상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확인해줄 수 있다. 우리 인구는 북괴의 2배이며, 우리 공업 및
농업은 더 발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60 상기의 문서는

57 로동신문, 1965.7.14
58 Ramirez Nechochea, Hernán. Historia del Imperialismo en Chile [칠레에서 제국주의의

활동에 대한 역사], Habana: Edicion Revolucionaria, 1966 [Cited 2014‐05‐10] Available
from:
http://www.socialismo‐chileno.org/biblioteca/ramirez_n.pdf
59 Solorza, Marcia & Cetre, Moisés, “La teoría de la dependencia”, Revista U. Republicana,

No. 10, 2011 [Cited 2014‐04‐18] Available from:
http://revista.urepublicana.edu.co/wpcontent/uploads/2012/07/La‐teoria‐de‐la‐dependencia.pdf 128쪽
1965.7.14

60 칠레 외교 사료관,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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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중남미외교 도미노 현상에 대한 한국의 걱정스러운 태도를 잘
보여준다. 만약 칠레정부도 친북 태도를 갖게 될 경우 언제가 또 다른
이웃국가도 그러할 것이라고 판단한 한국정부가 북한을 분쇄의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1965년 10월 13일에 칠레국회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칠레
손님들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기사에서

조선최고인민회의

최원택

(崔元澤)61은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이 조선과 칠레 두 나라 간의 호상
리해를 촉진시키며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칠레국회 하원 1부의장 호세
마누엘 이슬라(José Manuel Isla, 1916‐1971)는 “칠레 공화국 정부가
평화를 애호하며 지구 상의 모든 나라들과 무역 및 외교 관계를 수립할
것을 원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자기들은 우리나라(북한)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온 데 대하여 말하였다”고 한다.62

위에 인용된 기사는 당시 칠레의 외교목표를 잘 보여 준다. 더하여
이 기사는 칠레와 북한과의 친연성을 강조하고 있어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로동신문에 따르면, 기민당의 호세 마누엘 이슬라는 “우리들은 모든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북한의 용어선택은 자칫 북한의 선전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드러낸다. 그러나 기민당은 칠레공산당과 사회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61 최원택(崔元澤) 1895(고종 32) 경북 대구~1973. 일제강점기의 사회주의운동가, 북한의

정치 관료이다. 1946년 남조선노동당 중앙감찰위원장이 되어 활동하다가 1948년 월북
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이 되었다. 1953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56년 제3차 당 대회에서 중앙위원이 되었
다. 이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및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최원택"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http://members.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20c3259a>[2014. 5. 7.]
62 로동신문 1965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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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판단하기에

칠레

혁명은

민주적,

반(反)과두

정치적이며

반제국주의적인 혁명일 것이다. (중략) 따라서, 칠레 혁명은 유일한
사회운동이다. 마르크스주의적 혁명과 기독교적 혁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다시 말해,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미국의
충실한

우방이며

‘민주주의적

모범’인

기민당은

한국보다

북한과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인 것이다.63

방북한 칠레국회대표단원이었던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이자
급진당원인 까르로스 모랄레스 아바르수아(Carlos Morales Abarzúa)는
칠레 국회연설에서, 현재 수천 명의 칠레인들이 북한 신문, 잡지들을 직접
보고 있고, 과학기관들은 북한의 과학성과를 공부하고 있으며, 칠레의
주요도시에 조선친선문화협회 지부들이 창설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선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의 하나이다”라고
말하였다.64

칠레국회대표단은 1965년 방북 이후 1년 만에 다시 평양을 찾았다.

1966년 10월 12일, 연회에서 최고인민회의 최원택은 6.25 전쟁기에 칠레
인민이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단호히 규탄하고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준 데 대하여 잊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칠레
상원의원이자

Valdés)은

사회당원인

“조선과

토머스

칠레간의

채드윅(Tomás

경제문화교류의

Hermán

발전을

Chadwick

위한

희망을

63 Partido Demócrata Cristiano (Chile). Nosotros creemos que la democracia es la forma

política de la revolución y nos negamos a aceptar que en nombre de esta última,
transitoria o definitivamente, se acabe con la libertad: dice la Democracia Cristiana a los
Partidos Comunista y Socialista. [기독교 민주당은 공산당과 사회당에게: 민주주의는
혁명의 정치적 형태이며 그의 이름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Santiago: Editorial del Pacífico, 1963 [Cited 2014‐04‐28] Available from:
http://historiapolitica.bcn.cl/folletos_politicos/visorPdf?id=10221.1/12562
64 로동신문 196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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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기도 했다.65

칠레와 북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호작용에 대해 한국은
신속하게 반응했다. “북괴의 집요한 침투 공작”에 대한 문서에 따르면,

“동년 10월 대사관이 개설될 것, 하원 부의장을 비롯하여 칠레 인사의
북한 초청외교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 북한과의 통상 관계가 수립되고
북한 무역대표부가 설치될 것”이었다. 더하여 “상기 북괴 기도 분쇄를
위한 주알헨티나 대사의 칠레 출장(6월 6일‐6월 15일) 보고에서 주칠레
아국(我國) 대사관의 조속한 개설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음”을 눈 여겨 볼
수 있다.66

제3절 1966년 칠레의 언커크“철수”결정과 그의 “재고”
1966년 8월 11일, 유엔 칠레대표부는 사무총장에게 언커크로부터
정식으로 탈퇴한다는 서한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였다.

“칠레의 국제연합 (한국통일복구위원회) 참여에 관련하여
연락드리게 되니 영광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책임과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측면과

주극동

칠레공관의 인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어려운 현황을
고려하고, 다년간 칠레가 앞서 언급한 위원회에 참여한
것을 인정하면서 재정적인 측면과 주극동 칠레공관의
인력 부족이라는, 심각하게 어려운 현황을 고려하여 우리
65

로동신문, 1966년 10월 13일

66 대한민국 외교 사료관, 외무부 6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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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정부는 칠레의 탈퇴 결정을 전달하라고 저에게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국제연합총회

21차 회의 때 본 칠레 정부의 결정을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67

조선일보는

이에

대하여

“칠레의

언커크

철수결정이

재정과

극동주재 인원 부정 때문이라는 구실을 들었다”고 보도하면서 칠레가
철수를 결정하게 된 원인을 강조하였다.68 반면에, 로동신문은 “칠레는
미제의

조선침략도구인

탈퇴하였다.(중략)

칠레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언커크)’로부터
탈퇴함으로써

미국무성의

수중에

장악된

허수아비기구에는 오스트랄리아, 화란, 파키스탄, 필리핀, 타이, 토이기 등

6개 나라가 남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즉, 칠레 철수의 원인보다 칠레
정부의 행동과 그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다.69

1966년 8월 12일, 주미한국대사 김현철(金顯哲)은 미국의 국무성
으로부터 입수한 내용을 한국외무부에 다음과 같이 전달했다.

“칠레의 이러한 이탈결정에 따라 앞으로 개회될 제21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가 다소 복잡해질 것이 예상되며,
그 이유로서 쏘련 및 기타 공산국가들이 유엔한위의
해체를 주장하여온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기를
이용하여

유엔하위

해체를

더욱

더

강력히

요구할

구실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음.”70
67 대한민국 외교 사료관, 외무부 1966.8.11 UNW‐0844
68 여기서 인원(人員)이란 공사관원(公使館員)을 의미한다. 조선일보 1966.8.12
69 로동신문 196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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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주미 한국대사 사무엘 버거(Samuel D. Berger)는
국무성부차관보(副次官補)와

면담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정부가

칠레철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도미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는“앞으로 파키스탄도 언커크에서 철수할
염려가 있으면 언커크 자체가 흔들리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만일
언커크가 해체된다면 한국문제가 유엔에서 상정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막힐 줄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71

한국

외무부는

이러한

도미노

효과를

우려하여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 배의환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알려온 바에 의하면, 미국무성은
칠레 주재 미국대사로 하여금 칠레가 상기한 철수결정을
철회토록 강력히 교섭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는바,
귀하는 모든 방법으로 칠레의 언커크 탈퇴를 반대하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칠레 측에 적극 반영시키는 동시
미국 측의 이러한 노력을 측면에서 지원하시기 바라며,
한편 칠레의 금번 태도변경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
보고하시기 바람.”72

동시에 한국 정부는 칠레와 북한 관계 에 대해서 염려했다. 1966년

8월 16일 기안지에서 “(칠레의) 북괴와의 관계”에 대해서 “64년 현대통령
집권이래 북괴 (칠레에 대한)침투공작 활발화, 65.10 칠레 국회의원단
북괴

방문

등

대북괴태도

완화

경향이

70 대한민국 외교 사료관, 외무부, USW‐08103, 1966.8.12
71 대한민국 외교 사료관, 외무부, USW‐08102, 1966.8.12
72 대한민국 외교 사료관, 외무부, WAR‐0807, 196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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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라고

하였으며

“대중국관계”에

대하여

“아직

자유중국과

수교중이나

20차총회시

중공가입 반대에서 기권으로 태도 변경”을 보였다.73 여기서 대북관계과
대중관계가 같은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당시 무엇보다 이데올로기를
고려하여

분단된

중국”이나 “하나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중국원칙”으로

맺었다.

인하여

“대만이

칠레정부가

하나의

자유중국과

중회인민공화국 중의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칠레
정부가 “하나의 한국”도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칠레 정부가 보편주의적 접근을 채택하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칠레는

언커크

철수

결정의

이유를

재정형편과

극동주재 공관의 인적 부족을 들고 있으나 과거 우리가
누차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식중인

언커크대표 임명을 지연시켜온 사실과 제20차 총회의
한국문제 토의 시 대표초청 결의안에 결석으로 일관한
사실을

…

일방적으로

금번
언커크

칠레가

아무런

철수를

통고한

사전
것은

협의

없이

한국문제에

대하여 동국이 시도하고 있는 disengagement policy의
일환으로 보임.”74

무엇보다도 칠레를 자신의 편의 되도록 설득해야 하였다. 따라서
한국

외무부는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에게

즉시

칠레에

출장하여

칠레외상과 면담에서 언커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칠레의 언커크 철수가
언커크 자체와 존립은 물론 유엔의 통한 노력에 미칠 중대한 영향을 설명
73 대한민국 외교 사료관, 외부부 기안지, 66‐438, 1966.8.16
74 대한민국 외교 사료관, 외무부, WAR‐0808, 196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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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시키고” 철수를 철회하고 임시 조치로서 주일칠레 대리대사는 언커크
교체대표로 임명하도록 교섭하라고 하였다.75

칠레외무차관과

Dungan)의

면담에서

주칠레
전자는

미국대사

“동

결정이

랄프

A.

미국입장에

둔간(Ralph
어떤

A.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치 못했으며 다만 칠레가 한국과 깊은 이해관계가 없으며
예산사정도 있으므로 다른 중남미국가로 간단히 대치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동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하고 “이 문제의 중대성과 그
방향에 대하여 미국 측과 견해를 달리한 점을 시인하면서 외무장관이
차주 말 귀임 시까지 이 문제의 논의를 미루기로 하였다”고 하였다.76

19일에 칠레신임대사 호세 피네라 (José Piñera)가 칠레 철수에
대해서 “유엔문서로서 밝힌 바 있는 두 가지 이유 이외에 다른 정치적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칠레가 공산국과 국교를
개설한 것은 경제적 통산적 이유에 일뿐 정치성은 개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77

또한

언커크

참여는

칠레

같은

나라로서

부담이

너무나

큰

것이라고 하고 그 단순히 다른 국가가 대체하였으면 좋겠다고 호세
피네라의 말을 언급하였다.78 1966년 8월 27일에 한국외부장관이었던
이동원 외무부장관이 칠레 외무부장관에게 보냈던 편지는 다음과 같다.

75 대한민국 외교 사료관, 외무부, WAR‐0808, 1966.8.18
76 대한민국 외교 사료관, 외무부, WUS‐0877, 1966.8.18
77 대한민국 외교 사료관, 외무부, UNW‐0885, 1966.8.19
78 대한민국 외교 사료관, 외무부, UNW‐0873, 196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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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께
각하의 정부가 언커크에서 철수할 의도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 기쁩니다.

한국 정부는 언커크의 업무가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언커크가 조국의
비극적인

분단을

끝내

줄

것을

국민들이

대한

한국

정부와

기대해

왔습니다.

언커크의

노력에

국민들의

고마움은 한국문제를 다루는 데에 그들이 국제연합의
능력과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들이 칠레 정부와 칠레 국민들과 전통적으로 맺는
관계와 밀접한 우정으로 증명됩니다. 애초부터 한국
정부는 이 국제기구의 노력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지를
표하였습니다.

북괴

공산주의자들이

유엔이

한국통일

문제를

해결할 권리를 반복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한국 통일이
오늘날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이 염원을
이룩하는 데에 국제연합과 언커크가 최고의 수단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언커크의

지속적인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언커크 참여를 통한 각하의 정부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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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하의 정부가 국제연합의 끝나지 않은 업무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바를 깊이 감사하면서 저는 각하의
정부가 이 끽긴한 국제연합 기구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을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드린 말씀을 부디 제가 드리는 최상의 배려로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79

동시에

한국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북한의

태도를

주시했다.

한국정부는 동월 28일자 기안지에서 북한의 초청외교, 칠레와 북한의
통산관계 개설을 지적하면서, “상기 북괴 기도 분쇄를 위한 주알헨티나
대사의 칠레 출장(1966년 8월 28일‐9월 1일) 보고에서 주칠레 아국
대사관의 조속한 개설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80

이어서 8월 30일에 주아르헨티나대사 칠레 겸임대사 배의환은 칠레
외무차관으로부터

상기

언급하였던

칠레

철수결정의

이유

이외에

“한국문제가 전에 비하여 중요성이 감소되었으며 원거리에 위치하는
칠레로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발견하지 못하며, 언커크의 제 문서는

“호주” 등이 주동이 되어 작성되어 왔으므로 칠레는 항상 상세히 알지
못하는 문서에 서명할 것만을 강요당하여 온 결과 과거 수년 전 부터
언커크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이유를 알게 되었다.81 역시
칠레장관도 칠레의 아쉬움을 강조하였다: “서명하는 이상 책임을 져야
함으로 과거에 서명을 거부한 때도 있었다 하였으며, 칠레가 이와 같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는, 철수를 결정하지 않을 수
79 대한민국 외교 사료관, 외무부 1966.8.27
80 대한민국 외교 사료관,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66.6.28
81 대한민국 외교 사료관,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 배의환의 칠레 출장보고 (66.8.28‐9.1)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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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고 말하였다.82

칠레는 다시 언커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칠레 공관이
소재하는 일본에서 언커크 회의를 자주 개최할 필요가 있었다. 국제기구
국장관과 면담에서 칠레로서는 총회에서 공산국가가 가할지도 모를
공격에 대비하여, “철수 통고를 철회하는 데에 대한 명분을 세워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 주로 언커크 의장으로부터, 칠레 철수에 대한 유감
표시, 계속 유임의 요청 등이었다.

83

이어서 1966년 9월 19일, 칠레 정부는 일찍이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언커크 철수 결정을 재고하기로 하였다. 이는 “일본에서
회의를 열자는 위원자의 제의로 인해 철수를 불가피하게 했던 칠레의
효과적 회의 참석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기 때문이었다.84

이에

대하여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

페르난도

무리요

비아나(Fernando Murillo Viaña)는 국내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인민 자신이 해결할 문제이며 유엔 이에 간섭할 하등의
권한이 없다”고 한 다음에 “칠레가 언커크에서 탈퇴하기로 한 정당한
행동을 상기시킨 후 미국정부가 이를 취소하게끔 칠레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사실”을 밝혔다.85

계속하여 칠레의 사퇴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출장의 결과는

82 대한민국 외교 사료관,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 배의환의 칠레 출장보고 (66.8.28‐9.1)

105쪽
83 대한민국 외교 사료관,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 배의환의 칠레 출장보고 (66.8.28‐9.1)102

쪽
84 조선 일보 1966.9.20
85 로동신문 196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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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는

믿을

만한

우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칠레가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갖지 않는 동서 냉전의 하나인 한국문제에 깊이
관련되고 싶지 않았다는 점”과 칠레는 “철수 통고를 철회 하겠지만, 칠레
대표가 언커크 내에서 아측(我側)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하리라는
보장은 없음.” 때문이었다.86

또한 북한은 적극적인 전략을 통하여 언커크에서 칠레철수를 이룰
뻔하였다. 로동신문에서 “칠레가 미제의 조선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
부흥위원단에서 탈퇴”라고 보도했다.87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칠레
기민당 정부는 상기 결정은 칠레 재고했다. 그 이유는 칠레조선친선
문화협회

서기장인

빼르난도

무리죠가

북한

기자들과

담화에서

로동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칠레가

언커크에서

상기시킨후

탈퇴하기로

미국정부가

이를

한

정당한

취소하게끔

활동을

칠레정부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였다.”88

86 대한민국 외교 사료관,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 배의환의 칠레 출장보고 (66.8.28‐9.1) 99

쪽
87 로동신문 1966.8.13.
88 로동신문 196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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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칠레와 북한의 反帝 연대: UNCURK 해체

제1절 북한의 주체사상 및 칠레식 사회주의.
김일성은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맑스‐네닌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며 창조적 학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네닌주의는 개개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될 때에 비로소 그 불패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89 이와 같은 북한의 사상적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 장에서는 북한과 칠레의 사회주의와
그것들 각각의 특수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장은
북한과

칠레

각각의

사회주의

이론,

그

중에서도

외교에

드러난

사회주의적인 이론과 외교적 실천의 양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1항 북한의 주체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 한반도 전역에서는 갖가지 형태의
주민자치조직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36년에

걸친

식민지배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조선인들은 자치(自治)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내의 독립운동가 여운형은 일찍이 1944년 8월, 건국동맹(建國同盟)을
조직하여 장차 도래할 조선의 해방을 준비했다. 이 기구는 1945년 8월

16일,

조선건국준비위원회(朝鮮建國準備委員會)로

거듭나기

위해

발전적으로 해체됐으나, 이후 ‘건준(建準)’은 38선 이남을 통치하게 된
미군정의 불인정으로 인해 다시 한 번 해체됐다. 이 때 ‘건준’은 조선

89 新東亞 편집실 편. 『原資料로 본 北韓: 1945‐1988』. 서울 : 東亞日報社, 1989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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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의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를 통괄하는 기능을 맡았는데, 여기서

‘인민위원회’는 각종 형태의 주민자치조직에 다름 아니었다.90

미국과 소련의 강대국 정치는 조선의 분단을 구조적으로 결정했다.
이른바

‘조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소·영이

모스크바에

모여

논했으나, ‘모스크바 3상회담’의 결정은 국내에 엄청난 정치적 광풍을
불러 왔다.91 38선 이북의 ‘찬탁’ 세력은 38선 이남의 미국과 미국의
지지를 받는 ‘반탁’ 세력을 의심스런 눈초리로 지켜봤고, ‘모스크바

3상회담’의 결정이 전국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92
따라서 소련군정과 소련의 지지를 받는 ‘반탁’ 세력은 곧이어 각종

‘민주개혁’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민주기지’

건설의

기반을

닦는

것이었다. ‘민주개혁’은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 공포와 함께
실시돼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법령, 남녀평등법,
중요산업 국유화 등을 실시했고, 사법과 교육제도 또한 정비했다.93
김일성은 ‘민주개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민주개혁을 실시해야만 제국주의와 지주, 예속자본가를
비롯한

반동계급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없애버리고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기초를 쌓을 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해방하고

식민지적·반봉건적
그들로

하여금

새

착취와
조선의

억압에서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었다. 또한

90 임영태. 『북한 50년사』. 서울: 들녁, 1999참고
91 정용욱, “역비논단‐ 1945년 말 1946년 초 신탁통치 파동과 미군정‐미군정의 여론공작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2003년 봄호(통권 62호), 2003.2, 287‐322
탄생: 전 노동당 고위간부가 겪은 건국 비
화』. 서울: 선인, 2010
93 임영태, 앞의 책
92 박병엽 엮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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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개혁을 수행해야 북반부를 전국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튼튼한 기지로 전변시킬 수 있었다.”94

이러한

김일성의

민주개혁과

코민테른(Communist

International,

제3국제당 혹은 제3인터내셔널)의 공식적인 입장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코민테른의

입장은

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식민지에서 벗어난 아시아 나라에서 선진 국가과
달리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지 못 했기 때문에 노동자와 농민과
민족부르주아의 연합으로 부르주아혁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원래
혁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노동자들은 주도역할을 하지 못하여
농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즉, 북한의 민주개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일관성을 보여 주면서 아시아 공산주의의 특징도
보여 준다.95

사상적 측면에서 주체사상은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비판하면서,
조선혁명을 하기 위하여 조선의 역사, 조선의 진리, 조선의 풍속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상이다. 여기서 “교조주의”란 ‘조선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주의적 접근’이고, “형식주의”란 ‘다른
나라에 적용한(할) 사회주의를 맹목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로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고,

나아가 한반도와 궁극적으로는 세계를 공산화한다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적 목표인 인민의 자부심회복,
정치적 자주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통일이 우선이었다.

94 임영태, 앞의 책
95 한형식. 『맑스주의 역사 강의: 유토피아 사회주의에서 아시아 공산주의까지』, 서울:

그린비출판사, 2010 393∼4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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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교적

행보에서도

주체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교노선으로서의 주체는 3가지 기본원칙을 지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

‘주체(자주 완성)’, ‘민족주의’이다. 그러나 각각의 기본원칙은 시기에
따라

달리

강조됐다.

일례로,

1950년대 초에는 소련 원조에 대한

의존성을 고려하여 무엇보다 ‘공산주의’의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그러나 1950년대 말에 가서는 중·소 갈등으로 인하여 공산국가 간의
연대가 약화되었다. 동시에 국제정치의 엄연한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제3세계(력)”, 또는 “비동맹(NAM) 세력들과 외교관계를 맺고자 한
북한의 외교는 ‘자주’에 주안을 두고 전개됐다. 한편, 1980년대에 가서는
통일에 초점을 맞춰 ‘민족주의’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96

북한은

국제무대에서

‘주체’의

원칙을

‘제3세계’

국가들에게

모범으로서 내놓았다. 그러나 찰스 암스트롱이 지적했듯, 이러한 ‘주체’의
강조는 다소 부작용도 있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을 추구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에 대한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했다.97 물론 사회주의국가들 간의 ‘연대’를 사회주의국가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나, 북한의 경우 ‘주체’는 연대를 위한 전체 조건이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우선 각 나라가 스스로를 국제무대의 ‘주체’로
자리매김한 후에 협조가 가능하다는 식의 외교를 펼쳤던 것이다.98
96 Rhee, Sang Woo, “Chuche Ideology as North Korea Foreign policy Guide”in Scalapino,

Robert A. and Lee, Hongkoo. North Korea in a regional and global context. Berkeley:
Univ. of California, 1986 41∼42쪽
97 Armstrong, 앞의 논문. 이에 대하여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

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에서 김일성은 “우리는 어떤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
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
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이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라고 한 바 있다.
新東亞 편집실 편, 앞의 책, 148쪽
98 1982 3월 31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은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은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이며 자기 나라 혁명을 잘 하는 것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의 기본임무입니다. 세계
혁명도 모든 나라들에서 혁명을 잘하고 그 기초 우에서 서로 짖하고 협조하여야 잘 되

- 45 -

제2항 칠레식 사회주의

칠레의 사회주의의 역사는 20세기 초에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그전까지 대다수의 칠레 농민들은 대농장을 부쳐 먹는 소작인의 신분으로
저임금과 낮은 교육수준에서 비롯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였다. 한편,
칠레

농민들이

공업중심지인

중부지방(산티아고,

발파라이소

등)과

광산지대인 북부지방(이끼께, 아타카마, 칼라마 등)으로 이동한 후에
계급의식을 갖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99

이들은 주로 폭력적인 시위를 통해 계급투쟁을 펼쳤고, 여기서
루이스 에밀리오 레카바렌(Luis Emilio Recabarren)이 칠레 노동계급의
지도자로 부상했다. 그는 사회주의 사상가이기도 했는데, 1912년 칠레
사회노동당(Partido Obrero Socialista)이 결성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그 후 칠레 사회노동당은 러시아혁명을 목도한 후인 1922년,
칠레공산당으로

당명을

바꾸어

3인터내셔날에

가입하였다.

한편, 1933년에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던 여러 집단이 모여 칠레사회당을
결성했다.100

레지 두부레(Régis Debray)와의 인터뷰에서 아옌데는 칠레를 두고

“미주대륙에서 첫 번째로 노동조합을 설립(1847)했고, 첫 번째로 민법을
만들었으며(1855), 첫 번째로 보통 선거권법을 도입(1884)했고, 첫 번째로

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은 사상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
자기 혁명과 건설을 주인다운 입장에서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新東亞 편집실 편,
앞의 책, 355쪽
99 강석영, 앞의 책, 262쪽
100 이에 대하여 Jobet, Julio César. El Partido Socialista de Chile [칠레 사회당사], 2 v.

Santiago: Ediciones Prensa Latinoamericana, 1971 [Cited 2014‐05‐15] Available from:
http://www.memoriachilena.cl/602/w3‐article‐87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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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정부를

세웠으며(1932)101,

첫

번째로

인민전선을

구성

(1938)102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다른 어떤 나라도 칠레에서보다 더
빨리 형성되고 자신감을 가진 부르주아를 찾기 힘들 것이다. 또한 21세기
초부터 자신의 계급 위치에서 튼튼하게 구성된 노동 운동도 마찬가지다.
신흥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부르주아의

발전형식과

프롤레타리아의

발전형식 등 모든 것이 서로 중남미에서 발을 담그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선택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103 이러한 아옌데 말을 감안하면 칠레
사회주의/공산주의 오랜 전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좌익 세력은
칠레의 역사에 큰 역할을 해 온 것도 알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0년대 말부터 우익 세력은 정권을
잡고, 국민이 요구하는 편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칠레의 우익은
미국의

‘진보를

위한

동맹’을

통하여

지원을

받고,

토지

개혁과

동(銅)산업 국유화 등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이익과 결부돼 있었던 만큼, 개혁의 성과는 빈약한 편이었고, 칠레
국민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좌익 세력은 우익의 이러한
개혁을

두고

“반동계급의

개혁주의(Reformismo)”라고

비판하면서,

통일전선을 구성하여 인민연합(國語:인민연합, 문화어: 인민통일; 西語:

Unidad

Popular)을

창당하였다.

칠레정치사에서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한 좌익정당연합이 탄생하는

101 1932년 6월 4일의 군반란으로 정부평의회가 구성되어 사회주의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평의회의 통일된 구심점이 결여되어 6월 12까지만 존재하였다. 강석영, 앞의
책, 280‐281쪽
102 1936년 코멘테른 입장을 반영하여 독재적 국가사회주의인 나치주의와 파시스트사상을

반대하는 인민전선을 결성되었다. 인민전선을 통하여 급진당 페드로 아기레 세르다
(Pedro Aguirre Cerda), 후안 안토니오 리오스(Juan Antonio Ríos)와 가브리엘 곤살레스
비델라(Gabriel González Videla)가 정권을 잡게 되었다. 강석영, 앞의 책, 288쪽
103 Debray, Regis. Conversacion con Allende.[아옌데와 대화] Ciudad de Mexico: Siglo XXI

Editores, 1973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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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이었다.

그리고 1970년, 세 번째로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사회당의 살바도르
아옌데가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인민연합은 정권을 잡게 되었다.
칠레 사람들은 칠레의 사회주의는 “와인 맛나 는 사회주의”라고 불린다.
이는 칠레산 와인이 칠레 특유의 맛을 내는 것처럼, 사회주의 또한
칠레의 조건을 고려하여 실현되는 사회주의라는 것이다.104 즉, 아옌데
정부는

칠레의

전통적인

민주주의

역사를

존중하여,

그것이

부르주아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칠레의 민주주의체제 내에서만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보장하였다. 즉, 1970년 사상 최초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선거 방법”(La via electoral)이 탄생된 것이었다.105

정치적

측면에서

인민연합은

우리의

승리는

단순한

대통령의

교체가 아니라,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면서 지주와 예속자본가가
갖고

있는

권력을

혁신주의적

노동계급에게

주겠다고

선언했다.

인민연합은 “이어서 우리 인민의 승리는 칠레사의 참다운 민주주의적
정권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였다.106

경제
금융기관

측면에서
및

인민연합

대외무역을

동(銅)광의

국유화를

해방시키는

제2의

정부는

국가에서

대외종속과

독립으로

부의

재분배를

통제하기
제국주의의

간주하여

위해

시작하였다.
착취로부터

추진하였다.

이어서

대광산,
아옌데는
국가를
인민연합

104 사회주의를 향한 칠레의 길(La via chilena al socialismo)은 칠레 사회주의 혁명의 또
105

다른 명칭이다.
Unidad Popular. Programa básico de gobierno de la Unidad Popular: candidatura
presidencial de Salvador Allende. [인민연합의 기본적 정강: 대통령 입후보자 살바도르
아옌데] Santiago, 1970 14쪽

106 Unidad Popular, 앞의 책,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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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은행과

외국인

소유

민간은행들에

대한

국영화법안을

공포했다. 농목부분의 개혁은 급속히 진행되어 1971년 200만 헥타르
이상의 토지가 징발되었다.107

외교적 측면에서, 인민연합은 반제국주의적 연대를 강조하였다.
정강에

따르면,

“독립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인민들은 칠레의

인민연합의 진실적이며 전투적인 연대를 보증 받을 것이다.” 더하여
정강은 “모든 식민지주의나 신식민지주의 형태를 비난을 받을 것이다.

(중략) 칠레 외교는 미제 침투에 대한 비난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108

인민연합의

“보편주의적

외교정책은

접근”을

일관성을

확대시키고

보여

준다.

불간섭주의와

즉,

민족

기민당의
자결주의를

강화시키며, 이데올로기적 변계에 대하여 반대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도는 관철돼, 쿠바, 중국, 북한, 북베트남, 나이지리아와의 외교관계를
얻을 수 있었다.109

칠레의

외교적

입장은

유엔에서도

다음과

같이

일관됐다.

“저발전국을 위한 보조금을 선진국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중략) 단지
각 나라의 자립적 발전의 권리, 자연 자원을 자유로운 정돈, 정해진
경제체제(사회주의)에 대한 제국의 침투를 비난만 요구할 것이다.”110

107 강석영, 앞의 책 323‐325쪽
108 Unidad Popular, 앞의 책, 33∼34쪽
109 Rojas, 앞의 논문 385쪽
110 이에 대하여 Zea, Irene “El Gobierno de la Unidad Popular en las Naciones Unidas”in

González Aguayo, Leopoldo. Teoría y praxis internacional del gobierno de Allende. [아엔
데 정부의 국제적 이론과 실천] Ciudad de México: UNAM,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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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칠레와 북한의 사회주의 비교

칠레와 북한 사회주의를 비교하면, 우선 세 가지 큰 차이가 보인다.
첫째는

부르주아계급의

구성이고,

둘째는

정부의

구성이며,

셋째는

사회주의의 국제주의적 성격에 대한 입장이다.

먼저 부르주아계급의 구성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회주의
이론에 따르면, 민족 부르주아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로 넘어가는
시대에 등장한다. 제국주의적 외국자본이 다른 나라에 개입하게 되면,
제국의 이익과 피침략국의 공업, 금융 및 농업부르주아의 이익과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반(反)파시즘

이때

노동계급과

통일전선이나

민족

부르주아는

민족해방전선을

반제국주의·반봉건주의·반독점주의

성격을

힘을

구성한다.
갖고

합쳐
이들은

인민민주주의를

건설하려고 한다.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부는 사적(私的) 분야를
포함하여 경제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토지개혁과 인민 무장화를 실현해야
한다. 역사발전에서 이 단계는 노동계급의 패권(hegemony)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 및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의 파괴는
당면과제가 될 수 없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 중국과 북베트남, 북한의
혁명을 들 수 있다.111

그러나 중남미에서 자본주의의 발달은 유럽과 아시아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19세기에

이르러

스페인제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영·미의 자본에 계속
의지하였다. 따라서 국내 부르주아들이 외국 자본에 크게 종속됐기
때문에 북한에서처럼 민주개혁을 실행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러한

111 Rojas, 앞의 논문,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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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의 처지를 1960년 11월, 쿠바의 혁명가 체 게바라와 마오쩌둥 주석
간의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오쩌둥 주석: 현재의 국제 상황은 작년보다 낫군요!

게바라: 전체

국가는

통일되어

있습니다만,

매일

제국주의는 우리가 분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 주석: 노동자와

농민,

그밖에

누구와

결합하였습니까?

게바라: 우리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노동자와

나라는

여전히

농민을

대표하고

중소부르주아(petite

bourgeoisie)계급과 협력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오쩌둥 주석: 민족 부르주아는 없습니까?

게바라: 민족

부르주아는

기본적으로

수입업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익은 제국주의와 얽혀
하고, 우리를 반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정치경제적으로 파괴하였습니다.

마오쩌둥 주석: 그들은 매판부르주아(comprador bourgeoisie)
였습니다. 그들을 민족 부르주아 계급으로 간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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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바라: 어떤 사람들은 제국주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주의가

그들에게

자본,

기술,

특허,

시장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이익은 제국주의와 얽혀 있었습니다. 설탕 상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112

둘째,

일국일당원칙과

수령체제이다.

북한은

1949년 6월 30일

"조선로동당"이 창당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북한을 주도하고 있는
당이며,

그

내에

있었던

파벌들은

이후

숙청되면서

유일사상과

수령체제가 현실화되었다. 반면, 언급한 바와 같이 칠레 사회노동당은
러시아혁명을

기회로

1922년에

칠레공산당으로

명칭을

바꾸어

3인터내셔날에 가입하였다. 1933년에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던 여러 집단이
사회당을 결정했다. 그때부터 공산당과 사회당은 서로 갈등을 빚었다.
『칠레 사회당사』에서 역사가 훌리오 세사르 호벳(Julio Cesar Jobet)은,
공산당원의

자구(字句)에

구애되는

태도와

이론에

대한

강조가

프롤레타리아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고, 이에 대한 반응이 칠레사회당의
창당이었다고 지적했다.113 따라서, 칠레의 좌익세력은 급진적인 사회당의
입장과 온건한 공산당의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위와
주장하였던

같은

사정을

감안할

“선거 방법”(La

때,

via

인민연합의

electoral)은

지도자인

자신이

속한

아옌데가
사회당의

입장보다는 보다 온건한 공산당의 입장과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112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Mao Zedong and

Ernesto “Che” Guevara," November 19, 1960,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Chinese Foreign Ministry Archive, No. 202‐00098‐01, pp. 1‐14. Translated for
CWIHP by Zhang Qian. Available from: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5155
[Cited 2014.05.14]
113 Jobet, 앞의 책, 30∼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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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회당은 쿠바 혁명의 영향을 받아, “무장 방법”(La via armada)을
주장하고 있었다.114

사회당은

인민연합에

가입하였으나,

선거

방법은

거절하였다.

그러나 사회당이 종국에 선거를 거부했다고는 볼 수 없다. 칠레 사회당은

“혁명을 위하여 부르주아적 구조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결코 혁명을
이러한

구조로

제한시키지

않을

것이다.

사회당의

목적은

단지

혁명뿐이며 이를 이루기 위한 모든 방법을 이용할 것이다. 즉, 모순이
없다”고 언급하였다.115

칠레공산당은 14차 회의에서 사회당의 급진적인 입장에 대하여

“혁명적 미사여구(美辭麗句)이며, 무장 투쟁에 대한 무책임한 격려이며,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못박았다.116

한편,

수령체제나

개인숭배와

관련하여

칠레는

북한과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인민연합 정강에서 볼 수 있듯, “우리 정부는 한
사람의 정부가 아니라 인민의 정부일 것이다. 따라서 한 정당의 정부도
114 쿠바 혁명의 영향에 대하여 한편으로 칠레 사회당의 전략을 정의했다는 주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쿠바에 대한 존경에 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도 있다. 이에 대하여
Ortiz, Claudio, 1996. “Al encuentro de la ilusión: aspectos de la influencia de la revolución
cubana

en

el

Partido

Socialista

chileno,

1959‐1964”

Tesis

(Licenciatura)‐‐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 Available from: http://www.memoriachilena.cl/602/w3‐article‐
8786.html [Cited 2014.05.18]
115 Sepúlveda Acuña, Adonis, “El Partido Socialista en la Revolución Chilena” (재인용)

Farias, Victor. LA IZQUIERDA CHILENA 1969‐1973. DOCUMENTOS PARA EL ESTUDIO
DE SU LÍNEA ESTRATÉGICA. [칠레의 좌익세력, 1969‐1973] Vol I, Santiago: CEP, 2000
195쪽 [Cited 2014‐06‐10 ]. Available from:
http://www.cepchile.cl/dms/lang_1/cat_960_pag_1.html
116 El falso dilema del Congreso del Partido Comunista (Punto Final Nº 93 del 9 de

diciembre de 1969) (재인용) Farias, 앞의 책,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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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하물며 개인의 정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117

셋째, 중·소 갈등 이후 사회주의권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각국의
독자적 이해와 그에 따른 실천이 가능하게 됐다. 중·소 갈등에 대하여
칠레 사회당은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중 • 소 갈등은 한편으로 전체 사회주의의 약화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일사불란한 이데올로기와 정치의 파괴도 의미한다. 아울러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이 고차(高次)적 일치를 위한 조건을 만든다. 이러한
수준에 국가가 강대하더라도 국제주의는 국가의 이익에 종속되지 않고
사회주의의 공통적 시야를 반영하여 미제의 반(反)운동 정책을 당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인민운동을 한 반제 전선으로 전화시킨다.

118

상기의 내용은 칠레 좌세력들이 일국적 차원의 혁명을 의미하는
스탈린주의를 우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칠레 사회당의
국제적

입장을

두고

‘트로츠키주의’라기보다는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 혹은 현실로서 자본의
세계적 개입의 결과이다. 따라서 칠레 사회주의자들은 불가피하게 국제적
성격이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칠레 사회당은 『세계적과
대륙적인

투쟁

속

칠레의

사회당에

대하여』에서

“한

국가에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이루고자 하는 민족주의의 기본적인 추측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시도가 반드시 사회주의의 왜곡이 되며 (중략) 이는
전체 사회주의의 이익과 모순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119
117 Unidad Popular, 앞의 책, 33∼34쪽
118 El Partido Socialista en la lucha Mundial y Continental por el Socialismo (*) (Punto Final

Nº 42 del 22 de noviembre de 1967) Farias, 앞의 책 42쪽
119 El Partido Socialista en la lucha Mundial y Continental por el Socialismo (*) (Punto Final

Nº 42 del 22 de noviembre de 1967) Farias, 앞의 책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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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칠북 관계의 전개와 그 성격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칠레와 북한 간의 관계는 1950년대
중반에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양국의 외교적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점은

1969년이었다고

상원위원장인

살바도르

볼

수

있다.

아옌데가

칠레

그

이유는

1969년에

국회대표단과

함께

칠레
북한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아옌데는 1970년 칠레 대선에서
승리하여

최초의

‘민선

사회주의

대통령’이

됐고,

그

후

북한과

통상관계를 수립했다.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둘 때, 아옌데의 북한 방문은
칠레의 대북한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절에서는 국제무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던 1960년대 말의 칠·북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아옌데과 칠레 국회대표단은 1969 4월 29일에 평양을 찾았고,
도착하자마자

백남운(白南雲)120

최고인민회의의장을

예방하였다.

다음날인 4월 30일, 아옌데는 북한 측이 베푼 연회에서 “조선인민의
영웅적 투쟁이 라틴아메리카에게 있어서, 칠레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것으로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 강력한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장기간 투쟁을 전개한 조선인민의 영웅성을 배웠으며 또한 유엔의 간판을
들고 달려들었던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발휘한 조선인민의 영웅성도
잘 알 수 있다.”고 말하며, 북한의 인민과 역사를 예찬했다.121
또한

아옌데는

조선혁명박물관

등지를

북한에

머무르는

돌아보면서

동안,

“조선에서

만경대와
달성된

평양시내,

모든

성과는

120 백남운 (白南雲) 1895년 전라북도출생, 1946년 3월 남조선신민당위원장, 1947년 5월 근

로인민당부위원장, 월북,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대의원, 1967.12 최고인민회의
의장. 大韓民國國會圖書館, 北韓人物錄 (Directory of North Korea), 1979
121 로동신문 19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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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90쪽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영명한 지도자이신 김일성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라고 하였다.122 그 뒤 아옌데는 5월 6일 저녁에
김일성을 만나 담화를 나눴다. 북측 자료에 따르면, 당시 아옌데는
연설에서 김일성의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 주었으며 김일성의
말도 몇 번이나 인용했다. 아옌데는 칠레와 북한 양국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반(미)제국주의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연설을
마무리 지었다.

“반제력량들의 련대성 만세! 조선인민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조선의 통일 만세! 김일성 동지 만세!123”
아옌데는 북한 방문 동안 보인 행보를 귀국한 다음에도 크게
바꾸지 않았다. 더하여 북한에서 그가 언급했던 바는 귀국 후 칠레
국회에서의 연설내용에도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칠레 사회당 창립 회원이며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큽니다. 이는 베트남과 북한을 방문 뒤 보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쿠바에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35년간 일제강점기를 겪은 조선! 일제가
패망한 후 분단된 조선! 북한은 미국과 전쟁을 치렀고,
패배를 안겼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장성이 패배를
인정하게끔 했습니다! (생략)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선인민들이 깊은 민족주의를 지니면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강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북조선에
비하여

남조선의

인구가

아무리

122 로동신문 1969.5.3 및 로동신문 1969.5.6
123 로동신문 19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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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지만,

(북한은)

외세의 간섭이 없는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유로운 투표를 원합니다.”124
언급된 칠레와 북한 문서를 비교·검토한 결과, 아옌데가 북한인민을
따뜻한 시선으로 존경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한편 김일성의
영도에 관한 부분은 양국의 사료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흥미롭다. 먼저, 로동신문은 아옌데가 조선혁명의 모든 성과는 김일성의
영도

결과라고

발언했다고

여러

차례

보도하였다.

반면에

필자는

아옌데가 북한을 언급한 칠레의 측 사료를 바탕으로, 그 중 아옌데가
김일성을 언급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소결에 도달했다.125 이러한 차이를
통해, 아옌데와 김일성 사이의 유대는 결코 로동신문에 나온 만큼 긴밀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아옌데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인민연합 정부는 1970년 11월

15일,

북한과

통상관계를

수립하겠다고

보도했고,

다음날인

11월

16일에는 칠레·북한 간의 영사(領事)급 관계가 수립되었다. 칠레 외무상
끌로도미로 알메이다(Clodomiro Almeyda)는 북한 정부 특별대표단 단장
권희경(權熙京)126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4 칠레국회 대화록, OBSERVACIONES SOBRE DECLARACION POLITICA DEL PARTIDO

NACIONAL Y RECIENTE VISITA A PAISES SOCIALISTAS, 1969년 6월 30일 1677쪽
125 아옌데가 상위원장으로서 국회대표단과 함께 북한과 북베트남을 방문하였다. 다음에

국회 연설에서 김일성에 관한 한마디도 없는 반면에 호찌민에 대하여: “저는 사회주의
권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권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의 사람을 만났으며 지식인, 통치자와
예술가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격이 밝고 존경받을 만한 베트남 인
민이 부르는 “호 삼촌”(호찌민)과 20분 동안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처럼 깊은 감정을 한
번도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땐 그분은 스페인어로 우리 참석을 감사를 표현하셨습
니다. 저는 “대통령 각하께서 스페인어를 어떻게 아십니까?” 물었더니 그는 다섯 차례
에 걸쳐 아르헨티나 상선에서 주방장과 함께 일을 하면서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이분
은 바로 북베트남 공화국에 생기를 주신 분이시네요! 그는 혁명의 아들이시며 독립의
아버님이시네요!”

칠레국회

대화록,

OBSERVACIONES

SOBRE

DECLARACION

POLITICA DEL PARTIDO NACIONAL Y RECIENTE VISITA A PAISES SOCIALISTAS,
1969.6.30 1683쪽 Debray, 앞의 책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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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순간 칠레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이에
외교적 승인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여,
관계를 강화하며 상기 승인으로 지향할 조건들을 미리
조성할

목적에

싼티아고에
설치를

따라

고무된

칠레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정부는

무역대표부의
것을

당신에게

통보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127
북한 외무상 허담128은 1971년 5월 문서에서 아엔데의 반미제정책
성과를 강조하면서 “나는 또한 칠레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
있는데

대하여

귀국정부의

각하에게

깊은

사의를

표현하는

바입

니다.”라고 말했다.

126 권희경(權熙京) 1928년 출생, 1945년 이후 지방의 당활동에 근무, 1953년‐56년 로동당

중앙위원회근무 1965년 당시 외무성부상 1968년 8월 당시 외무성부상 1972년 주소련대
사. 大韓民國國會圖書館, 北韓人物錄 (Directory of North Korea), 1979, 61‐62쪽
127 조선 외무성 1970년 11월 16일
128 허담 [許錟] (1925 원산~ 1991 평양). 8·15해방 이후에 김일성종합대학을 거쳐 소련 모

스크바대학에 유학했으며, 북한에서 보기 드문 전문적인 외교관 출신이다. 1953년 11월
외무성 참사로 외교실무에 종사한 이래 줄곧 이 분야에서 활동했다. 1962년 1월 외무
성 부상(副相)에 올랐으며, 1970년 7월 외상으로 기용되었다. 같은 해 11월에 열린 조선
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었으며, 정무원 외교부장으로 재임명되었
다. 1977년 12월 외교부장 겸 정무원 부총리로 승진했다. 1983년 12월에 13년 동안 맡
고 있던 정무원 외교부장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 겸 정치국 위원으로
발탁되었다. 비서국 비서로 자리를 옮긴 뒤 대남 통일전선조직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함으로써 외교와 함께 대남관계에도 관여했다. 1990년 5월에 열린 최고
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에서 비서국 비서와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사임하고 최고인민
위원회 산하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나 1991년 병으로 죽었다.
"허담"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25h0113a>
[201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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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6월 1일에는 북한·칠레 사이의 대사급 외교관계설정에 대한
공공성명이 발표됐다. 이 시기는 인민연합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 거의 일
년이 지난 뒤였다. 이에 대하여 주칠레 한국대사와의 면담에서 주칠레
미국대사 코리(Korry)는 “칠레 정부는 미국정부와 돈독한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각별히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정부와 경제적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바,

대외적으로

급격히

공산국가가 되어간다는 인상을 보이지 않기 위해, 또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히 조심성 있게 문제를 취급하려고 하는 것
같다.”129고 말했다. 동년 8월 21일, 칠레주재 북한대사로 이규성130이
임명됐고, 11월 28일에는 칠레대리대사로 페르난도 무리요가 평양에
부임했다.131
페르난도

무리요는

북한주재

칠레

대사관의

중요성에

대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땐 북한주재 칠레 대사관이 있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양국 간에 유리한 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땐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제국(諸國)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으므로 북한주재 칠레대사관은 긴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32
페르난도 무리요는 전(前)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을 역임했고,
북한의 정책과 조선혁명을 두고 감탄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나

129 칠레외교사료관, 주칠레 한국대사관, 번호:733.23‐70, 1971.3.4
130 북한인물록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이규선(李圭善)이다. 1972. 8. 駐『칠레』大使 1973.

10. 쿠데타로 귀국. 大韓民國國會圖書館, 앞의 책 258쪽. 그러나 북한의 외교연표에 따
르면 그는 이규성이다. 國會圖書館 海外資料局, 앞의 책 232쪽. 본논문에서 주칠레 북
한대사관과 주북 칠레대사관의 문서를 바탕으로 이규성을 작성한다.
131 國會圖書館 海外資料局, 앞의 책, 1974 p.232
132 칠레외교사료관, 주북한 칠레대사관 197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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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이 전달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수용한 뒤
분석했다. 그 결과 무리요는 칠레 외무성에, 북한의 빠른 경제성장을 두고

“유럽 사회주의국가의 부담을 바탕으로 진행됐고, 이에 대하여 북한은
상호성을

발휘하고

있지

않는데다가

일본,

프랑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의 통상을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 (중략) 쿠바인들은 이를
선언하지 않지만 쿠바까지 손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하였다.133
북한은

주칠레

대(對)중남미정책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사관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전술(前述)한

통하여

나름의

무리요

대사에

따르면, 주칠레 조선대사관의 이규성은 북한의 대중남미 외교관계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게다가 북한 외교부 부부장 김은환(金恩煥)134도
북한대표단 단장으로서 쿠바를 비롯하여 칠레, 에콰도르, 파나마, 기아나,
트리니다드 토바고, 자메이카, 페루 등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예방했고,
그 결과 북한은 페루와 칠레의 투표에 힘입어 1973년 5월,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가입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봤듯,

칠레와

북한은

1960년대

135

말부터

본격적으로

친선우호관계를 심화시켜 갔다. 그러나 외교관계에서 특정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연대라기보다는 국익추구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러한 이론을 당시 칠레와 북한에 적용했을 때, 중요하게
살펴봐

할

지점은

바로

북한이

원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이다.
김세진은 북한 외교정책의 목적이 이른바 3대혁명역량 강화를 통한
대남적화통일에 집중되어 있었고, 대중남미 외교 역시 그 같은 전략적
133 칠레외교사료관, 주북한 칠레대사관 1973.4.17
134 金恩煥 (Kim Eun Hwan) 1966. 6. 주캄보디아대사, 1970. 5. 주캄보디아대사관철수에 따

라 귀국. 1972. 12. 외무부 부부장 大韓民國國會圖書館, 앞의 책 115쪽
135 칠레외교사료관, 주북한 칠레대사관 197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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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긴밀히 맞닿아있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136 그의 설명을 감안할
때, 북한의 대중남미정책에 칠레가 중요한 위상을 부여 받았었음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칠레는 언커크의 창립 회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했을 때, 당시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
또한 칠레가 철수한다면 언커크의 정당성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언커크에서 칠레의 사퇴 및 언커크 해체
앞서 3장에서 1966년 언커크에서 칠레의 철수 결정과 재고에 관해
살펴봤다. 이 절에서는 3장에 이어 1966년부터 인민연합의 승리까지
칠레와 한국(남한)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인민연합 정부의 언커크

철수결정과 언커크 해체에 행사한 영향력의 실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966년의 언커크에서 철수하겠다는 칠레의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지하고 있던 한국의 대(對)남미정책137을 뒤흔들었고, 이후 한국이
독자적인 대중남미 외교 전략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1966년

11월

7일,

주칠레

한국대사관이

창설돼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를 동시에 상대하기 시작했다. 주칠레 한국대사관의
목적은 중남미에서 북한의 외교노력을 무력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어 12월 2일, 초대 상주대사로 진필식이 신임장을 받게 됐고, 1967년

11월 22일에는 2대 대사로 윤주영이, 1970년 8월 19일에는 3대 대사로
강춘희가 임명됐다.138
136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외교론』.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77
178쪽
137 1962년 7월 11일 설치된 멕시코 대사관을 통하여 중미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있었
다. 이에 대하여 한 ∘ 엘살바도르 관계를 참고. 외무부. 『60년대 한국외교』. 서울: 외
무부, 1971 64‐66쪽
138 주칠레 대한민국대사관 공관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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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칠레 한국대사관은 북한의 외교적 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칠레 외무부에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의 내용은 주로
칠레가 유엔에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거나, 국제기구(예로
들어 유엔세계기상기구 WMO)에서 참관국의 자격으로 북한의 가입에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달라는 것이었다.139 북한은 1975년까지
유엔세계기상기구에 가입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칠레정부가 한국입장을
지지했다는 것을 제기할 수 있다.140 1968년 5월 31일, 불네스 산푸엔테스
상원의원이 국회대표단 단장의 자격으로 한국을 찾아 박정희를 예방했다.
이는 중남미 대표단이 방한한 최초의 사례였다.141
이어서 1969년 12월 1일에, 주한 칠레대리대사 카를로스 디에메르

(Carlos Diemer Johansen)는 한국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며칠
후 디에메르는 칠레 외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프랑스 대사에 따르면 반도
호텔은

마이크로

가득

차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공항에서 공산주의의 선전공작(propaganda)을 통제(control)한다는 핑계로
가방을

열라고

전문에서
번째”라고

요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1970년

5월

8일

“또 다시 가방은 파괴된 상태로 도착하였고, 이번이 세
전달하였다.142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갓

부임한

칠레외교관에게 매우 의심스러운 반응을 줄 수밖에 없었다.

1970년 9월 4일, 인민연합은 칠레 대선에서 승리했고, 칠레국회는
http://chl.mofa.go.kr/korean/am/chl/legation/history/index.jsp
139 칠레 외교 사료관, 주칠 한국대사관 66.12.19 및 67.9.12
140 북한정보포털, EU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PO015
141 칠레 외교 사료관, 주칠 한국대사관 66.5.31
142 칠레 외교 사료관, 주한 칠레대사관 1969.12.1, 1969.12.4 그리고 1970.5.8. 주한 브라질

대사에 따르면 디에메르는 서울에서 북한 사람을 만나며 선전물도 받았으며, 주초 언
커크 회의참석시에 각 회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선전물을 배부하였다. 대한민국 외
교 사료관, 함영훈 구미국장과 리베이로 주한 브라질 대사간의 면담요록 (197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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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11월 3일에 대선 결과를 승인하였다. 칠레 국내의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칠레 새 정부의
입장, 언커크에서의 칠레 철수 여부, 칠레와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여부
등의 논의를 이어나갔다.
언커크 비서실장 쿠즈바리(Zouheir Kuzbari)와 유엔 관방장(Chef of

Cabinet) C.V. 나라시남(C.V. Narashinham)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에는
칠레의

철수문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언커크

회의에서

주한

칠레대리대사이자 언커크 칠레대표인 카를로스 디에메르는 “칠레의 새
정부가 언커크에 대한 태도를 다시 정할 것 같고, 북한을 포함하여 여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아직 칠레가 언커크에서 철수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를 두고 언커크 터키대표 케스텔리(Kestelli)는 “칠레 새 정부의 어떤
정치노선이든, 주북한 칠레대사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칠레가 언커크에
남아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나라시남은 “칠레가 불참가할
경우, 이 문제를 총회에서 알려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파키스탄의
불참에 더하여 칠레도 불참가할 것이기 때문이었다.143

1970년 9월 24일, 한국 외무장관 최규하는 주한 칠레대사에게
칠레의 민주주의적인 교훈에 대해 축하를 표하면서, 예상되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하여 한국은 북한을 인정하는 나라와 외교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정부는 칠레의 국내정치적 변동에 불구하고
칠레와

외교관계를

유지하며,

칠레가

언커크에

남아있길

바란다고

143 "Letter, UNCURK Principal Secretary Kuzbari

to UN Chef de Cabinet Narasimhan,
Concerning Chile's Participation in UNCURK" September 16, 1970,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International

incidents

and

disputes

‐

Korea

‐

correspondence (603.1)," Executiv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S‐0196‐0003‐02, United
Nations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ection (UN ARMS), New York, NY. Obtained
for NKIDP by Charles Kraus. Available from: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7371 [Cited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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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44
그러나

인민연합은

언커크에서

칠레대표단을

철수하기로

결정하였고,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주칠레
한국대사가 국제기구의 칠레인 국장으로부터 입수한 내용에 의하면, 칠레
외상을 설득시키는 것이 대단히 힘들었으며, 칠레 외상은 인민연합 내의
여러 분파(Sector)로부터 한국문제에 반대표를 던지라는 강한 압력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결국

한국문제에

대하여

총회에서

기권하기로

하였다.145

1970년 11월 16일 칠레의 유엔대표 호세 피네라가 언커크에서
칠레의 철수결정을 보도하였다. 칠레정부는 언커크에서 철수가 꼭 언커크
활동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146
이러한

칠레의

국제연합과장과의

언커크

탈퇴에

면담에서

주한

대하여

1970년

미국대사관

11월

레너드

23일,

서기관은

144 칠레 외교 사료관, 주한 칠레대사관 1970.9.24.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외교 사료관에

대화록 있다.
145 대한민국 외교 사료관, 외무부 CSW‐1120 70.11.14
146 원문: “After giving careful consideration to all aspects of the problem of the unification

of Korea, my Government has instructed me to inform you of its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My
Government does not desire that its decision should necessarily be considered an expression
of criticism of the Commission’s activities, but it wishes to be in a position to explore
other

possibilities

for

action

which

might

signify

a

worth‐while

and

disinterested

contribution to the cause of peace in that area.” "Letter, Chilean Ambassador Jose Pinera,
Concerning Chile's Withdrawal from UNCURK" November 16, 1970,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International

incidents

and

disputes

‐

Korea

‐

correspondence (603.1)," Executiv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S‐0196‐0003‐02, United
Nations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ection (UN ARMS), New York, NY. Obtained
for NKIDP by Charles Kraus. Available from: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7380 [Cited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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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성으로부터 칠레의 언커크 탈퇴에 관한 견해를 전달하였다.

“우선, 칠레의 언커크 탈퇴 선언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둘째,

칠레의

탈퇴발표가

늦었기

때문에

실질문제

표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적어도 현 단계의 대책으로는, 칠레 탈퇴를 조용히
취급하는

것(play

down)이

유익하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147
당시 한국식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148과 남북한 사이의
체제 경쟁으로 인하여 칠레의 새 정부는 한반도의 정당한 국가로 단지 한

“한국”만을 선택할 수 있었다.

149

인민연합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노선을

지향하는 정치체였고, 따라서 인민연합이 북한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리고 1971년 3월 25일, 주한 칠레대사관이 철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마지막 “카드”까지 이용하려고 하였다.
바로 미국의 개입이었다. 1971년 4월 21일, 최규하 외무장관은 로저스
미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귀하가 칠레에 여행하게 되거나 또는 다른
기회에 칠레 외상을 만나면 북괴와의 소위 외교 수립과 같은 과격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며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바랐다.150 대한민국 외교 사료관에서 소장되어 있는『칠레
공화국과 북괴 간의 수교를 막는 데에 미국의 도움을 요청한 바에
147 대한민국 외교 사료관, 면담요록 분리번호 3191, 1970년 11월 23일
148 서독만이 자유선거에 의한 정부를 가진 유일한 독일의 합법국가이므로 서독은 동독을

승인하는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단절(대독전승국인 소련만은 이 원칙에서 예외)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외무장관 W.할슈타인이 작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 [네이버
지식백과] 할슈타인원칙 [Hallstein Doctrine, ─原則] (두산백과) Gills. 앞의 책 105쪽
149 박정희는 제25주년 1970.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서 어느 체제

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가 선의 경쟁을 하자고 언급하였다. (재인용) 김일한,
“남북한 관계의 형성과 기원”, 『北韓』, Vol.34 No.451 발행처북한연구소 140쪽.
150 대한민국 외교 사료관, 면담요록 197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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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라는 날짜와 번호가 기입돼있지 않은 문서에서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인민연합

정부는

지난

11월에

정권을

잡은

이후,

“세계의 모든 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인민연합은

미주기구(the

States,

A.

O.

S.)의

Organization
반대에도

of

American

불구하고

쿠바와

공식적으로 국교를 맺었고,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중공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4월 6일에는
동독과의 수교를 발표하였다.
최근 칠레 선거에서 승리하고 4월 6일이 벌어진 후
칠레의 현 정권은 공식적인 관계의 수립에 대하여 곧
산티아고에

있는

북괴무역대표부와

회담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상당히 자명한 이유로 대한민국의 이익에
어긋난다.
대한민국

정부는

칠레와

북괴

간의

공식적인

관계

수립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건의한 바와 같이 만일 미국무장관이
칠레를 방문하게 된다면 그가 개인적으로 칠레 정부를
설득하여 북괴와의 수교를 재고 방지하게끔 노력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겠다.”151
그러나 인민연합의 반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기반이 마르크스‐

151 대한민국 외교 사료관, 날짜와 등록번호가 없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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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주의였음을 감안할 때, 한국문제에 관하여 미국의 설득은 인민연합
정부에 그다지 큰 효과를 갖지 못할 것이었다.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칠레는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만들어갔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인민연합의 전략에 기인한 것이었고
거기에서 미국의 압력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칠레와
북한과의 관계는 쉽사리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정부에서
위치와

상황에

생산한

대해

문서는

무지했다는

당시
사실을

한국이

칠레의

보여주고,

국제정치적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도 과장된 인식을 많이 담고 있다. 또한 동(同) 문서는 당시
한국정부가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으로 인한 냉전의 완화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152
이어서 1973년 2월 24일 외부주방관 김용식, 미주 한국대사 김동조,
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존 홀드리지(John Holdridge)의 대화에서 키신저는 외무부장관
김용식에게 언커크에 대한 한국정부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김용식은 언커크 배경을 설명한 뒤 언커크 원래 목적인 한국문제 해결 및
통일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측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라도 언커크의 존속이 유리하다고 지적하였다.153

1973년 3월 15일 존 홀드리드즈가 키시저에게 보낸 제안서에서는
유엔에서의 언커크와 한국 문제를 다루고 있다. 홀드리드즈는 키신저와의
면담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는 만약 미국이 언커크 해체를 얻을 수
있다면

중국은

한국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하겠다(Keep

the issue

152 박태균. 『사건으로 읽는 대한민국. 한국현대사의 그때 오늘』. 서울: 역사비평사, 2013

71쪽
153 “Memorandum of Conversation.”, 1973년 2월 24일 FRUS, 1969–1976 VOLUME E–12, 문

서번호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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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et)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정부의 입장이었다. 상기의
키신저와 외무부장관 김용식의 면담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정부는
언커크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랐다.154
홀드리드즈는

2가지

이유로

한국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 미국 제안하고 있는 보상(quid pro quo) 자체가 북한과
한국에 압박이 될 것이라고 하며 만일 한국정부가 이에 대하여 자신이
있다면(if they had some confidence in the outcome of the deal)
한국문제가 가라앉을 것이다. 2)언커크가 어쨌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칠레와 파키스탄은 이미 철수하였고 네덜란드와 호주는 더 이상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태국과 터키는 이에 대하여 무관심하다.155
즉,

홀드리드즈는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게

이러한

쓸모없는

자산(fading asset)을 확실한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제안할 경우
한국정부가 아마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의 가장 큰 단점은 언커크 해체 자체였다. 한편 언커크 해체는 유엔
총회에서 토의가 필요하였다. 그럴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이 피하고 싶은
한국문제에 대한 토의와 주한 유엔군 사령부에 대한 의심스러운 주장도
표현될 것이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 판단이었다. 또 다른 문제는 어떻게
해서 언커크 해체가 북한의 승리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언커크가 스스로 해체하는 것을
촉진하려고 하였다.156
154 60년대 한국의 대유엔 기본 외교 기본 목표의 2번은 “언커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임

무를 수행하게 하고 유엔군을 계속 주둔시켜 북괴의 전쟁 도발을 억제한다”는 것이었
다. 외무부, 1971. 『60년대의 한국외교』, 88∼90쪽
155 “Memorandum of Conversation.”, 1973년 2월 24일 FRUS, 1969–1976 VOLUME E–12, 문

서번호 232
156 “Memorandum From John

Holdridge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FRUS, 1969–1976 VOLUME
E–12,

문서번호: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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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973년 9월 7일에 언커크가 해체되었다. 우연히 4일만에

아옌데는 미국 정부가 개입한 피노체트 국방 장관의 1973년 쿠데타에
저항하다가 소총으로 자살하였으며 칠 북 관계도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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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본 논문은 칠레와 남북한 간의 관계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언

커크)에서 칠레의 역할과 철수문제에 대한 논의하였다.

언커크의 해체는 미 ∘ 중 협상의 결과로 해체되었다는 것과 북한
외교의 승리로 해체되었다는 일반적인 설명을 비판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언커크의 해체되는 과정에 1960년대부터 북한의
대제3세계 정책과 본격화된 제3세계 국가 간 연대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칠레 사례로 바라보며 논문이
실행되었다.

또한, 칠레와 남북한 간의 기존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한∘칠 관계
전개 및 칠∘북 관계를 1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왔다. 본 연구자는
칠레∘미국∘한국∘북한

4개국의

자료를

비교∘검토한

결과

한국전쟁의

칠레군 파병을 비롯하여 한국전으로 인한 칠레 동산업의 국유화, 북한과
칠레 기독교민주당의 관계, 인민연합의 대북정책과 같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을 밝혔다.

제2장에서 칠레는 1949년 한국정부를 승인했고, 이 사건은 중남미
국가가 최초로 한국을 인정한 사례였다는 사실과 미국의 의도대로 칠레는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시작하여

언커크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다루고 있다. 또한 미∘칠 관계를 개념화하여 미국은
한∘칠 관계의 촉매(catalyst)로서 역할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칠레는 미국과 사이 좋을 때에는 한국의 참다운 우방으로 행동하는
반면에 미국과 갈등이 일어날 때에는 칠레정부는 한국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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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을 보여주거나 북한에 다가갔다고 볼 수 있다.

제3장에서 칠레의 국내정치 변경에 따른 한국문제를 분석하였다.
칠레정부는 친미적인 우익 세력에서 중도노선 세력으로 전환하면서
한국문제에 대한 입장도 달라졌다. 기독교 민주당은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도 외교에 있어서 보편주의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이는 진영을
넘어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도였다. 이어서 칠레와 북한
교류가 활발하며 칠레 중요 인사들은 북한을 방문하여 한국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1966년에 칠레정부는 언커크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유엔에서 자신의 입장이
약화될까봐 우려하여 칠레 정부에 철수결정에 대한 재고하게 만들었다.

제4장에서 칠레사의 중요한 사건인 인민연합의 승리를 두고 칠레와
북한관계를 분석해 왔다. 아옌데 정부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혁명을 하고자는 정부로서 미국의 압박에 대한 면역성이 있었다. 따라서
아옌데 대통령의 임명 며칠 후 협의 없이 언커크에서 철수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을 의도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미국과 한국의 언커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상기

언급된

모든

것을

감안하였을

때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제3세계국가 간의 연대로 인하여 언커크의 구성이 흔들렸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칠레사퇴가

언커크

해체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냉전시대와 강대국 중심의 기존 시각과 다른 시각에서 한국문제를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으로, "미∘중 협상으로 인하여 언커크 해체되었다”는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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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언커크 해체를 교섭을 하였는지 보지 못하고 있다. 언커크
회원국의 국내 상황과 태도를 보지 않으면 1960년대 중반부터 언커크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바로 이를 고려하여 미국은
중국에게 언커크를 해체하겠다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언커크의 해체는 북한외교의 승리다”라는 주장은
북한 우방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 2차례 걸쳐 언커크
철수결정 내렸을 때에는 북한의 의도대로 했다기보다 자신의 외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과 달리 북한은
칠레정부에게 압박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그렇다면 북한은 반제국주의
국가 간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칠레 정부를 설득하여 언커크에서 철수하게
하였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칠레의 국내적 정치 상황의 변화와
칠레의 주체적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당시 '세계체제‐지역체제(아시아/중남미)‐국가체제'를 고려했을
때, 언커크는 '한국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국내정치적

변화가

언커크라는

기구의

존립에

큰

충격을

주었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긴장완화(detente)라는 배경 속에서
아시아라는 지역질서의 변동에 칠레의 역할은 결코 미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면과 자료 부족으로 제약으로 칠레 외의 다른
언커크 회원국의 사례를 모두 보여주지 못하였다. 파키스탄 사례는 칠레
사례와 유사한 점이 많다. 가령 양국 모두 미국의 참다운 우방이었다가
좌경화되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또한

언커크

창설회원국이며 1970년 초반에 언커크에서 철수하였다.157
157 “Telegram 3842 From the Embassy in Pakistan to the Department of State, April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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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를 위한 모든 자료들을 입수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과 미국 자료는 문제없으나 북한과 칠레는 몇 가지 문제점
있다. 우선, 칠레 외교 사료관에서 소장된 북한에 관한 자료들은 일관되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 아옌데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면서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었다. 또한, 북한 자료 자체이다. 본
논문에서 주칠레 북한대사관과 주북한 칠레대사관의 문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로동신문을

언급하였다.

로동신문은

어느

정도

사실인지, 어느 정도 국내를 위한 선전인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다른

자료와

비교

하였다.

마지막으로 언커크의 회의록을 보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이들
한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차후 연구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다.

1969, 1050Z”, FRUS, 1969–1976 VOLUME E–7, DOCUMENTS ON SOUTH ASIA, 1969–
1972, 문서번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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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hile and North‐South Korea Relations:
Chile’s withdrawal from the UNCURK

On May 27th, 1949, Chile became the first Latin American country
to recogniz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next year, as
consequence of the Korean War, the Fifth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determined the cre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CURK), with Australia, the
Netherlands, the Philippines, Thailand, Turkey, Pakistan and Chile as
member states.

Chile was an active member of this commission, but also tried to
withdraw from th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two times. The first time, on
August 11th, 1966, Chile tried to withdraw with motivations to shift its
foreign policy. However, Chile was convinced b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reconsider its decision. Finally, Chile withdrew from the
UNCURK on November 16th, 1970, after the democratic triumph of the
Marxist regime headed by Salvador Allende. Only three years after Chile’s
withdraw, on September 7th, 1973, UNCURK was disbanded by a
resolution of the 28th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is thesis argues that Chile’s withdraw influenced the decision to
disband the UNCURK. On explaining the dissolution of UNCURK, the
impact of US‐China rapprochement and the role of North Korea’s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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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re the most accepted explanations. This thesis recognizes the
impact of the US‐China negotiations and the leading role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but – tracing the development of Chile’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 argues that we need to consider the political
developments

of

Third

World

countries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Therefore, the Third World
and the solidarity among these nations are important elements 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Question.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will focus on Chile and North‐South
Korea Relationship. In the 1960s, Chile’s relationship with the US is
conceptualized as a catalyst of the Chile‐South Korea relationship.
Therefore, when Chile’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was good,
Chile acted as an ally of South Korea. On the contrary, when conflicts
occurred

between

both

countries,

the

Chilean

government

showed

indifference regarding to the Korean Question.
In the mid‐1960s, the new Chilean government changed its stance on
the Korea issue. The Christian Democrats, while receiving American aid,
tried to apply the principle of “universalism” to Chile’s foreign policy and
promote relationships with all the countries, regardless of their ideology.
Followed by lively exchanges between Chile and North Korea, Chile
decided to establish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withdraw from the
UNCURK.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re concerned about their
position at the United Nations, so they put pressure on the Chilean
government to reconsider their decision to with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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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70, Chile’s recently elected Marxist government, which was
immune to the pressure of the United States, decided to withdraw from
the UNCURK and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is
attitude of the Chilean government mad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reconsider the role and importance of UNCURK, as is reflected in
the negotiations between China and United States.

In conclusion, despite being geographically far away from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hile in Asian regional order changes that emerged
after the normalization of China‐United States relations is far from being
insignificant.

Key words: Chile, North‐South Korea,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CURK),

Third

World,

Universalism, Chile‐United States relationship, North Korea’s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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