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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전쟁 기간 ·미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중국을 ‘침략자’로 규탄하는 결의안을 중심으로- 

 

윤박요 

한국학전공 

국제대학원 

서울대학교 

 

제2차 세계대전 후 국과 미국은 서로에게 단일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되었다. 대전 후의 신(新) 질서 속에서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 걸

친 협력을 통해 이러한 동맹관계를 돈독히 다져 나갔다. 그러나 두 나라 사

이의 협력은 국이 미국의 정책노선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여 이루어

진 것이 아니었다. 양자 간의 동맹관계가 아무리 끈끈하다 하더라도 국과 

미국은 결국 서로 다른 국익을 추구하는 두 개의 독립국가이다. 국은 자

신의 이익을 염두에 두며 미국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끊임없이 이견

을 제기하 다. 한국전쟁 기간 양국의 마찰은 미국이 유엔에서 중국을 침략

자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하면서 최고조에 달하 다. 이 규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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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통과를 놓고 국은 미국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 고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 다.  

본 연구는 한국전쟁 기간 국과 미국 간의 견해차, 특히 중국군 참전 

후 전쟁의 상황이 유엔군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

려는 미국의 결의안을 놓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 던 국의 모습을 살핌으

로써 ‘막 가는’ 미국을 말리려 드는 국의 조정자 역할을 분석한다. 국이 

조정자로 나섬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하 는지, 그 배후의 동기가 무엇이었

는지, 그리고 국이 과연 얻고자 하는 바를 얻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조정

자 역할의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기  해제된 한국전

쟁 시기의 국 정부문서를 토대로 중국에 관한 ·미 양국의 갈등을 고찰

하 다. 결론적으로, 국은 미국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말하면 극동지역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조

정자로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력 쇠퇴라는 불가항력적 한계

를 떠안고 조정자의 길로 나서야 했던 국은 서유럽의 안보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보는 신세를 면치 못하 다. 절대적인 힘의 우위에 있는 미국은 서

유럽에 대한 약속이라는 지렛대를 휘두름으로써 국의 조정 시도를 얼마든

지 좌절시킬 수 있었다. 요컨대 서유럽의 안보와 극동지역에서의 이익은 동

시에 잡을 수 없는 두 마리의 토끼 다. 

국의 조정 시도는 비록 힘의 한계로 인해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

으나 한국전쟁을 연구하는 데 있어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제공한다는 점에

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전쟁에서의 외세에 관련 기존연구 중 대부분

이 중·소, 미·소, 그리고 중·미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처럼 이데올로기

의 대립이라는 구도에서 한국전쟁을 접근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간과될 

수도 있다. 부차적인 요소로 여겨져 왔던 국의 조정자 역할도 그 중의 하

나다. 사실 ·미 동맹관계에서 보는 국의 조정자 역할은 미국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잣대를 가지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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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다시 본다면 분명히 기존연구보다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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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목적 

한국전쟁의 학문으로서의 연구 가치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 연구성과들이 이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한국전쟁

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냉전질서 속에서 강대국들간의 이데올로기 

대립과 갈등이 ‘열전’의 형식으로 적나라하게 표출된 대사건이고 세계 근대

사 속에서 꽤나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성격도 전쟁의 

특수성을 말해 준다. 그 명칭으로 봤을 때,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국지전이

었다고 해서 한국전쟁이 지녔던 국제전적인 성격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이다. 한반도 전쟁터에 뛰어들었던 참전국의 다양성, 전쟁의 전개와 종결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그리고 전쟁이 불러일으킨 크나큰 파장 등이 

모두 한국전쟁의 국제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

쟁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국인 한국은 동족상잔의 참사를 겪고도 몇 십 년째 

분단의 슬픔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 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천문

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다른 주요 당사국들도 전쟁의 쓴맛을 맛보기

가 마찬가지 다. 특히 사회주의 중국은 오랜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

기도 전에 또 다른 원치 않은 전쟁에 뛰어들어 피폐하기 그지없는 국내경제

에 그 향이 엎친 데 덮쳤고, 서방국가의 봉쇄정책에 따른 외교적 고립은 

상당한 시간 동안 국면 타개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대만 정복이라는 

국가통일 과업 또한 완수하지 못하 다. 미국도 중국과의 교전에서 패배를 

맛보면서 높은 콧대가 꺾여야 했고 전쟁 과정에서 국 등 서방 동맹국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기도 하 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전쟁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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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늘날까지 이르러 전쟁 당사국들에게 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북

핵문제는 한국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가 떠안게 된 시한폭탄이 되었다.  

이처럼 풀어 나가야 할 무거운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

구하고 한국전쟁은 점점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아

물지도 않는 상처를 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무서운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 과거를 반성하고 끊임없이 문제제기

를 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미국과 소련은 냉전 질서의 양대 축을 이루었다. 미국은 

서방국가의 우두머리로서 유엔연합군을 집결시킴으로써 서방진 의 한국전

쟁 개입을 적극 추진하 고 공산 진 에 맞서 한 풀도 꺾이지 않는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 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동맹국인 국은 훨씬 더 유연한 

자세를 보 을뿐더러 때로는 미국과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 다. 특

히 양국의 갈등과 대립은 중국군이 참전한 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자면 미국이 유엔을 통해 중국1을 ‘침략자’로 규정

하려 한 데 대해 국은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미국이 그런 입장을 취할 경우 중국을 자극해서 전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

다고 판단해서 다.2 이러한 판단은 국의 아시아에서의 이익에 대한 고려

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쟁의 불똥이 중국과 인접한 홍콩이나 동

남아 등 국과 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 튈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보

는 것을 극히 우려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그 당시 국은 서방국가 가운데 

대 중국 투자액이 높은 국가로서 중국에서 3억 파운드 정도의 자산을 보유

                                    
1  본 논문에서 언급된 ‘중국’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모두 1949 년 건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을 가리킨다. 
2 From the Prime Minister to the President, messages exchanged between Prime Minister and 

President Truman on situation in Korea and confirmation of joint policy PREM 8/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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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3 이처럼 국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전쟁의 확대를 반대

하고 정치 협상을 통해 한반도 위기를 평화적으로 종결 지으려 하 다. 

그러나 한국전쟁 관련 연구 중에서 국의 이러한 조정자(mediator) 역

할이 덜 조명 받았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한국 학계의 경우 몇몇 학자를 

제외하고는 연구의 초점이 거의 미국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 물론 공산 측

에 맞서는 유엔군 가운데 미국의 역할과 향력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유엔군 파병국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

히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추구했고, 파병 군인의 수가 미국 다음으로 많

았던 국은 한국전쟁의 확대 방지와 조기 종결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전쟁 기간 중 국과 미국 간의 견해차, 특히 중

국군 참전 후 전쟁의 상황이 유엔군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중국을 ‘침략자’

로 규정하려는 미국의 결의안을 놓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 던 국의 모습

을 살핌으로써 ‘막 가는’ 미국을 말리려 드는 국의 조정자 역할을 분석하

고자 한다. 그리고 국이 왜 미국과 갈등을 빚어서라도 조정자 역할에 나

서야 했는가에 대해 문서 자료를 토대로 기존연구가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이 한국전쟁의 전개와 종결, 그리고 향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미치는 향 등의 면에서 국의 조정자 역할을 평가

해 보고자 한다. 

 

2. 기존연구 검토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은 뜻 깊은 연구 주제이다. 그런 만큼 다양

한 접근법으로 이루어진 기존연구들이 많다. 한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주요 

                                    
3 David Wolf, “’To secure a convenience’: Britain recognizes China-1950”,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18 No. 2(1983),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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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국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왔다.  

Anthony Farrar-Hockley은 국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다루었던 주요 

학자이다. 실은 안소니는 국 군인 출신으로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관이

었다. 특히 임진강 전투 등 혈투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 적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한 바 있었고 중국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 수감되는 수난

을 겪기도 하 다. 그의 대표작인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은 

2부작으로 국의 참전 결정 과정, 전쟁 기간 국군의 전투 상황 등에 대

해서 상세히 다루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저자가 전쟁 기간 ·미 

간의 갈등을 과소평가하고 미국과의 ‘특수한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4 이는 미국이 유엔을 통해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

려 한 데에 대한 저자의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 규탄 

결의안 통과를 반대했던 국의 ‘중재’ 역할은 과대평가되었다고 한다.5 이

는 국인이 한 지적으로서 매우 흥미로운 것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유학파 중국 학자인 Qiang Zhai(翟强)은 1994년에 펴낸 “The 

Dragon, the Lion, and the Eagle: Chinese-British-American Relations, 

1949-1958”에서 사회주의 중국의 등장이 불러일으킨 일련의 위기 앞에서 

미국, 국, 그리고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각각 어떻게 대처했느냐를 분

석하 다. 저자는 중·소 동맹,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승인, 한국전쟁 등 주

요 이슈에 포커스를 맞춰, 삼국 간의 역학관계를 분석하 다. 이들 분석을 

통해 국과 미국 간의 견해차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양국은 비록 중

소관계가 최종적으로 갈라지는 데에 공통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시점과 이

를 성사시키는 방법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국의 입장에서 서방국가는 

                                    
4 Peter Lowe,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112, No. 447 (Jun. 1997), pp. 817-818. 
5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2, An honourable discharge 

(London: HMSO, 1995),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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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합법 정부 지위를 승인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라 생각했으나 미국의 입장은 그리 온건하지 않았다. 단·중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관계가 갈라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며 섣불리 승인한다면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판단하 다.6 중국의 유엔 가입 문제를 놓고

도 ·미 양국이 극명한 의견차를 보 다. 국은 한국전쟁과 중국의 유엔

대표권이 별도의 사안이라고 주장해 중국을 가입시켜 정치 협상의 방식으로 

전쟁의 조기종결을 도모하 다. 이에 반해 미국은 양자를 연관 지어 중국의 

가입을 계속 거부하 다.7 국의 입장에서 중국에 관여하는(engage) 것이

야말로 아시아에서 국의 이익을 지켜 내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최우선시해야 하는 국으로서는 미국에게 자

신의 관점을 관철시키는 데 항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한국 학계에서 김계동 교수의 “Foreign Intervention in Korea”는 이 분

야에서의 노작이라고 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이 책에서 외국의 한반도 개입

을 현대사의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해방에서 한국전쟁의 

종결에 이르는 기간에 걸친 외국의 개입, 그 중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의 개입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제8장 같은 경우, 전쟁 기간 국

과 미국이 가장 팽팽하게 대립했던 세 가지 이슈, 즉 국의 완충지대 제안, 

애틀리(Attlee) 8 와 트루먼(Truman)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유엔 결의안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분석하 다. 저자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국이 미국에게 자신의 주장을 어느 정도 관철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하나 결국 불리한 위치 때문에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굴복해

                                    
6 Qiang Zhai, The Dragon, the Lion, and the Eagle: Chinese-British-American Relations, 1949-

1958 (Kent: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1994), p36-37. 
7 Qiang Zhai, 앞의 책 p102-103. 
8 애틀리(Clement Attlee), 국 노동당 정치인, 1945년~1951년 국 수상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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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하 다고 지적하 다. 다만 양국 간의 이러한 갈등은 무슨 수를 써서

라도 이겨야 하는 대결이 아닌 협상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

는 점을 또한 지적하 다.9 양국은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단기적인 이

익에만 급급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상대방의 버튼라인을 잘 준수하 다. 세계 전략에 있어 미국과 국

은 서로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은 저자의 주장이다. 

라종일 교수의 『끝나지 않은 전쟁: 한반도와 강대국 정치(1950-1953)』

도 한국전쟁 기간 ·미 양국의 갈등을 다룬 저작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이다. 이 저작이 출판되었던 당시 한국전쟁 관련 연구가 미국이나 유엔 

중심의 정책·외교, 그리고 군사적인 분야를 위주로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저자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국의 시각에서 폭넓은 주제에 대해 

접근하 다. 특히 그 시기 양국 사이 빚어졌던 갈등을 분석하는 데 있어 

국이 추구했던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에 착안하여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

으려 하 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해가 지지 않았던’ 국에도 칠흑 같은 어

두움이 드리워졌다. 전쟁이 가져다 준 막대한 피해로 인해 국의 국내경제

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고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국력도 급격히 쇠퇴해 갔다. 

반면, 미국은 전쟁특수의 덕을 톡톡히 보아 일약 서방국가의 우두머리로 등

극하 고 소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강대국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이러한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국은 자신의 강대국 위치를 유지

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 다. 국력 쇠퇴라는 현실 앞에서 국이 선택

한 방법은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동시에 ‘일정한 정책과 선택의 여지’를 확보하는 독립적인 세력

                                    
9 Gye-Dong Kim, Foreign Intervention in Korea (Aldershot, England; Brookfield, Vt., USA: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1993), 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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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리잡는 것이었다.10  문제는 양국관계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보는 양

국의 시각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저자는 이 시기 ·미 간 갈

등의 주요 원인이 양국의 시각 차이라고 주장한다. 

 

3. 연구의 자료와 방법 

사실 앞서 제기한 연구질문에 대한 답은 위와 같은 기존연구에서 얼마

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 대해 비판이나 새

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보다 새로운 자료를 활용한 기정사실에 대한 재접

근에 더 가깝다.  

본 연구는 국적인 시각에서 한국전쟁 기간 ·미 양국의 정책 갈등을 

분석하는 것인 만큼 국의 자료를 많이 활용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 자료는 국의 공식 정부 기록관인 국립기록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 TNA)에서 기  해제된 정부 문서를 가리킨다. 초기의 국 국립

기록 보존소는 4개 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문서보관소(Public Record 

Office), 역사문서위원회 (The Historical Manuscripts Commission, 구 역

사문서왕립위원회), 공공부문정보기록관(The 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OPSI), 그리고 정부(간행물)출판국(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HMSO)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11  

TNA에는 폭넓은 분야에 관한 문서들이 소장되어 있고 이 가운데 한국

전쟁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고 있는데 주로 한국전쟁 기간인 1950~1953

년 간에 생산되었던 것으로, 국의 내각문서, 외무성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서의 분류는 주로 PREM(수상 문서), FO(외무성 문서), CAB(내각 

                                    
10 라종일. 『끝나지 않은 전쟁: 한반도와 강대국 정치(1950-1953)』. 서울: 전예원(1994) 

62쪽. 
11 한국 국가기록원, 국 국립기록보존소(TNA)에 대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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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등이다. 본 연구는 이들 문서를 토대로 한국전쟁 초기 국이 미국과 

겪었던 정책 갈등, 특히 갈등의 최고조 던 중국을 침략자로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 통과를 둘러싼 양국의 줄다리기를 정리할 방침이다. 

이러한 1차적 자료뿐만 아니라 그간 출판된 관련 저작이나 학술논문 

또한 많이 참고할 것이다. 특히 국과 미국의 정책 차이를 비교할 때 미국

의 입장을 다룬 글들을 참조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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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침략자’ 규탄 결의안의 상정을 막기 위한 노력 
 

1. 인도의 평화중재—‘정전3인위원회’안의 제기 

2차 세계대전 후 국과 미국은 서로에게 단일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되었다. 전후의 신(新) 질서 속에서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을 통해 이러한 동맹관계를 돈독히 다져 나갔다. 양국 동맹관계 구축의 

직접적인 배경이 냉전질서의 형성이었다면 그 과정을 원활하게 해준 것은 

양국 간의 문화적, 정치적 동질성, 그리고 대전 중 긴 한 협력으로 얻어진 

서로에게 대한 믿음인 것이었다.12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의 주도 하에 

유엔군이 집결되었다. 유엔군의 집결에는 물론 국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

을 하 다. 국의 파병 수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았던 점도 양국 협력 

관계의 긴 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은 국이 미국의 정책노선에 대해 무조건

적으로 순종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양자 간의 동맹관계가 아무리 끈

끈하다 하더라도 국과 미국은 결국 서로 다른 국익을 추구하는 두 개의 

독립국가이다.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은 일본을 패망시킴으로써 극동지역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되었다. 반면, 국은 대

전에 따른 국력 쇠퇴로 인해 극동지역에서의 향력을 상실하 다. 국도 

스스로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아시아에서 국의 이익은 주로 동남

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옛 식민지에 집중돼 있었다. 2차 대전 후 피폐해진 국

내경제를 재빨리 회복해야 했던 국으로서는 이들 옛 식민지 지역과의 교

역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 국의 아시아 정책의 초점

은 아시아에 산재돼 있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맞추어져 있었다. 

                                    
12 라종일. 앞의 책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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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또한 국이 다른 서방국가보다 일찍 중국을 승인하는 주된 원인이기

도 하 다. 

이처럼 국은 자신의 이익을 염두에 두며 미국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

면서도 끊임없이 이견을 제기하 다. 양국의 마찰은 미국이 유엔에서 중국

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하면서 최고조에 달하 다. 

1950년 말, 전황이 유엔군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중국군은 공식적

으로 참전한 뒤 맥아더의 ‘크리스마스 공세’를 격파하 고 뒤이어 파죽지세

로 유엔군을 38선 이남으로 몰아냈다. 훗날 미 국무장관인 애치슨은 회고록

에서 1950년 말의 군사적 실패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후퇴를 가져왔다고 

기술하 다.  

이처럼 불리한 전황으로 좌절한 미국은 어떻게 하면 전투를 보다 유리

한 국면으로 이끌 수 있을지 방도를 강구하기 시작하 다. 미국은 유엔에서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중국의 적대행위에 대

응하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국이 당면한 최대 문제는 전쟁을 어떻게 끝

내는가 하는 것이었다. 국과 다른 서방국가는 미국의 이 같은 행동이 중

국을 자극해서 전쟁을 확대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 다. 국 외

상 베빈(Bevin)13은 미국인들이 아직도 극동문제에 관해 중국과 정치적으로 

협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중국과 제한전을 한다는 생각까

지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 다. 이 같은 상황의 전개에 대해 베빈은 

중국과의 전면전을 우려하고 있었다.14 따라서 이 규탄 결의안의 통과를 놓

고 국은 미국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 고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분주

하게 움직 다. 국의 이러한 모습은 1951년 초 워싱턴으로 파견돼 있었

                                    
13 베빈(Ernest Bevin), 국 노동당 정치인, 1945년~1951년 국 외상 역임. 

14 From Foreign Office to Washington, No.5534, 8 Dec 1950, PREM 8/1171,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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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두 명의 외교관인 프랭크스(Franks)15 , 젭(Jebb)16과 국 외무성 간의 

숨가쁜 전문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1950년 12월의 ·미 정상회담 후 양국 간의 팽팽한 긴장감은 다소 완

화되었다. 17  그러나 양국은 극동정책에 있어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한 것 외에 의견차를 좁히지는 못하 다. 최대의 쟁점은 역시 중국에 

관련된 것이었다. 국은 한국전쟁의 확대 방지와 협상을 통한 조기종결을 

위해 중국에게 일정한 양보, 즉 중국의 유엔대표권 문제,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견해를 줄곧 피력해 왔다. 미국은 이에 대

해 적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맞받아쳐 왔다.  

한편, 당시의 전황이 유엔군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1950년 9

월 19일, 중국 지원군이 비 리에 압록강을 도하해 북한에 잠입해 있다가 

10월 25일에 본격적인 전투에 돌입하 다.18 중국군의 갑작스런 공세에 당

황한 유엔군은 전선을 지키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청천강 이남으로 퇴각해 

버렸다. 유엔군의 후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중국은 12월 26일 38선을 

넘은 후 새해 전날인 12월 31일에 총공세를 시작하 다. 그 결과, 유엔군은 

전면적인 후퇴에 이르렀다.19  이런 상황에서 맥아더 장군은 중국군의 참전

으로 인해 유엔군이 ‘완전히 새로운 전쟁’에 직면해 있다며 더욱 강경한 대

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 다.20 

                                    
15 프랭크스(Oliver Franks), 1948년~1952년 주 미국 국대사 역임. 

16 젭(Gladwyn Jebb), 1950년~1954년 주 유엔 국대표 역임. 

17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1953, Vol.1: Strategy and Diplomacy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1981), p160. 
18 姜 廷 玉 .  「 抗 美 援 朝 紀 念 日 為 什 麼 是 1 0 月 2 5 日 」 . 『 中國共產黨新聞網 』

http://dangshi.people.com.cn/GB/151935/204945/205939/13022458.html（검색일: 2010년9월

17일）. 
19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민족분열과 국제개입·갈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425쪽. 
20 Cabinet Meeting, C.M. (50) 78, 29 Nov. 1950, CAB 128/18,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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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전황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강경한 대책이 불러일으킬 파장을 염

려해 인도는 다시 정전을 제안하여 평화중재에 나섰다. 12월 초에 주 유엔 

인도대사인 라우(Rau)는 중국대표인 우슈취안(伍修權)에게 접근하여 정전의 

가능성을 타진하 다. 인도의 접근에 대해 중국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

다.21 중국의 태도를 확인한 뒤 인도는 곧바로 정전 관련 결의안 준비에 착

수하 다. 이 소식을 접한 국은 당연히 기뻤다. 중국군 참전 후 내내 미

국과 갈등을 겪었던 국으로서는 또다시 갈등을 빚기가 꺼려지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서주는 것이 반가울 따름이었다. 더군다나 인도는 아시아와 제3

세계 국가 중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국가인데다 중국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창구’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국에게 중요한 우방이었다.22  베빈은 이러한 

인도의 적극적인 평화중재를 높이 평가한 바가 있었다.23 

인도의 주도로 아시아 및 아랍 13개국은 유엔정치위원회에 한국전쟁 

정전을 위한 ‘정전3인위원회’(이하 정전위원회라 약칭함)의 설치를 제안하

다. 이 안건은 12월 14일 유엔총회의 결의 제384호로 가결되어 유엔총회 

의장인 이란의 엔테잠(Entezam), 인도의 라우, 그리고 캐나다 외무장관인 

피어슨(Pearson)을 3인으로 하는 정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유엔에서 정전 임

무를 수행하게 하 다. 이 위원회는 중국을 상대로 한국 전역에서 군사행동

의 중지와 38선에 약 20마일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전협정 체결을 제의하 다.24  

그러나 중국은 이 정전안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해당 정전

안은 자신이 참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과된 것이므로 그 자체가 불법이

라고 주장하 다. 12월 22일 중국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조건 없는 정

                                    
21 김계동. 앞의 책 423쪽. 

22 朴枝香. 「 국 8動黨과 韓國戰爭」, 『歷史學報』Vol. 141(1994) 217쪽. 

23 Cabinet Meeting, C.M. (50) 84, 11 Dec. 1950, CAB 128/18, TNA. 
24 河載平. 「정전협정 체제와 유엔사의 역할」. 군사편찬연구소『戰史』제5호(2003)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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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대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중국은 유엔군

의 한국으로부터의 철수, 대만 문제의 해결, 그리고 중국의 유엔가입을 내

세웠다.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의 유엔대표

권 문제와 대만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25 

국과 인도를 비롯한 다른 서방국가들이 정치적 협상을 통해 한국전쟁

을 보다 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미국은 다른 속내를 

품고 있었다. 미국은 애초부터 유엔에서 정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달갑

게 여기지 않았다. 애치슨의 말을 빌자면 유엔이 정전을 제안하는 것은 자

칫 약자가 강자에게 살살 비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26 따라서 애

치슨은 유엔에서 정전안을 추진하는 것보다 우방들의 힘을 모아서 중국을 

‘침략자’로 규탄하는 결의안을 더 선호하 다. 정전위원회가 유엔에서 한참 

외교적 노력을 펼칠 때, 미국은 자신이 품고 있는 중국 규탄 결의안과 관련

하여 우방들의 의견을 타진하기 시작하 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국

가는 중국군이 38선 이남을 넘을 시 이를 ‘침략자’로 규정하자는 미국 측의 

요청을 받았다. 

미국이 규탄 결의안과 관련하여 연방국가들과 접촉했다는 소식을 접

한 국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등 연방국가 주재 고등판무관

을 통해 해당 국가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 다. 국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둬야 한다는 점과 결의안에 대한 그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에 관하여 해당 국가에게 강조하 다.27 

한편, 해가 바뀌면서 전황이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중국이 펼친 

                                    
25 Robert Barnes, “Branding an Aggressor: The Commonwealth, the United Nations and C

hinese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November 1950-January 1951”, Journal of Strategi

c Studies Vol. 33, No. 2(2010), p241. 

26 Dean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New York: Norton, 1969), p513. 
27 O’Neill. 앞의 책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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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공세에 린 유엔군은 계속 남쪽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1월

4일에 서울을 중국군에게 다시 내주고 말았다. 국대표로 극동사령부에 파

견돼 있었던 부처(Bouchier)는 본국으로 보낸 전문에서 전세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판단을 하 다. 개인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는 

만약 전세가 이대로 간다면 1월 말 혹은 2월 초에 유엔군과 한국군이 부산

에서 해로를 통해 일본으로 철수하는 것을 고안하 다.28 물론 부처 개인에 

생각에 불과하다고 하나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반 하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전황이 유엔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유엔 정전위원회의 평화

중재도 중국의 정전안 거부로 인해 난관에 봉착하자 미국에서는 중국을 비

난하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 다. 이 같은 미국 국내의 상황은 여론에 민

감한 미국 정부로 하여금 중국에 대하여 보다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만

들었다. 특히 정전위원회의 협상 시도가 실패한 뒤 미국은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지

게 되었다. 

 

2. 연방국가 수상회의의 개최—‘정전5원칙’의 제기 

국은 한반도에서 벌어진 군사충돌이 이렇게 오래 가게 될 줄은 생각

지도 못하 다. 적대행위를 되도록 빨리 종식시키고 국군을 한국에서 철

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던 국은 전쟁이 예상과 다르게 길어짐으로 인해 매

우 곤혹스러웠다. 1950년 말에 발족한 정전3인위원회의 첫 협상 시도의 실

패와 계속 불리하게 전개되는 전황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에 대해 강경책

을 강구하는 것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었다. 미국에서 나타난 이러한 강경대

                                    
28 From British Embassy (Tokyo) to Ministry of Defence (London), Train 9, 7 Jan. 1951, PREM 

8/1171,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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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의 조짐에 대해 국은 당연히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 베빈은 

특히 중국이 공식적으로 침략자로 규정된다면 어떤 결과가 뒤따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 다. 우선, 국이 현재보다 더 무거운 전투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내다보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서 싸우는 대신 

중국을 직접 공격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장개석의 군대를 동원하여 대륙에서 

새로운 내전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연방국가들은 이 같은 

무모한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 다.29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연방국가의 수상들은 국제정세의 추세를 토론

하고 공동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 런던에서 회의를 가지기로 하 다. 

1950년 10월, 한국전쟁의 조기종결을 위해 국 수상 애틀리는 수상들이 

회의를 가지는 것을 제기한 바가 있었다. 같은 해 12월, 극동문제에 관한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개최된 ·미 정상회담은 의견차를 좁히기 보다는 의

견차만 확인하고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틀리는 연방국가와의 

일치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다. 

1951년 1월 4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연방국가의 수상

들이 런던에서 한국과 극동문제에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 다. 한국과 극동

문제에 관한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 국은 아래와 같이 천명하 다. 

 

i. 유엔헌장을 준수해야 한다. 

ii. 적의 침략에 맞서는 유엔군의 군사작전을 계속해야 한다. 

iii. 전쟁이 한국 밖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iv. 연방국가는 협상을 통해 한국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v. 협상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30 

                                    
29 Cabinet Meeting, C.M. (51) 5, 22 Jan. 1951, PREM 8/1405, TNA. 
30 Prime Ministers Meeting, P.M.M 51(7), 5 Jan. 1951, PREM 8/1405,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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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방국가들은 한국전쟁을 국지화시키고 정치적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 다. 수상들은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일련의 심각한 결과를 야기시킬 것

이라고 판단하 다. 따라서 그들은 미국의 규탄 결의안 대신 정전위원회를 

통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 다. 이러한 대안을 통해서 수상들이 적

어도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첫째는 중국과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 둘째는 관련 안건을 유엔 제1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

를 받게 하면 미국의 규탄안 통과를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

다는 것이다.3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상들은 정전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

고자 하 다. 향후의 정치적 협상을 위해 기초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정전에 

관한 5가지 원칙이 고안되었다. 수상들은 런던에서 회의를 가지는 동안 유

엔 주재 대표들을 통해 ‘5원칙’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에 의견을 타진하 다. 

그 결과, 미국 측이 정전위원회의 ‘5원칙’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나 협상을 시

작하기 전 정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빠져 있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 다.32  곧이어 미국의 의견이 반 된 수정안이 나왔고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 다. 

최종적으로 이 ‘5원칙’이 확정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a)평화 회

복을 위해 정전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보장해 주는 기제도 함

께 마련되어야 한다. b)정전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평화 회복을 위한 정치회

담을 준비해야 한다. c)모든 외국 군대가 한국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

다. d)한국의 통일행정과 평화 유지를 위한 잠정협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e)

유엔총회는 정전이 합의되는 대로 대만 문제와 중국 유엔가입 문제를 포함

                                    
31 Prime Ministers Meeting, P.M.M 51(5), 8 Jan. 1951, PREM 8/1405, TNA. 
32 From Washington to Foreign Office, No.101, 10 Jan. 1951, PREM 8/1405,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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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극동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합당한 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국, 미국, 소

련, 중국의 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33 이틀 뒤인 13일에 정전위원회의 ‘5원

칙’은 긴 토의 끝에 50대7, 기권 1로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가결되었

다.34 

미국은 비록 찬성표를 던졌지만 마음 속으로는 ‘5원칙’을 달갑게 여기

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정부에 대한 승인을 강력히 거부했던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협상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중국정부를 인정하

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지도부는 진퇴양난의 처지

에 빠져들었다. 만약 반대표를 던지면 우방과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고 국

제사회의 비난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찬성표를 던지면 국회의 비판과 

국내여론의 뭇매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35 그럼 미국이 왜 찬성표를 던졌을

까? 그 이유는 미국인은 애초부터 중국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36  

연방국가 수상들이 런던에서 한참 열띤 토론을 가지는 동안 국 수

상인 애틀리는 비 리에 트루먼 대통령과 극동정세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

다. 애틀리는 1월 8일에 트루먼에게 전문을 보내 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 다. 전문의 내용을 번역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 다. 

 

나는 지금 극동정세의 변화에 대해 심히 걱정한다. 하여 나는 허심탄회하게 

양국 간 그 어떤 오해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동료들과 나는 한국에서 끝까지 싸우고 충돌을 한반도 내에 국한시킨다

는 가정 하에 정책을 제정해 왔다. 이는 지난 12월 워싱턴 회담 시 합의된 내

                                    
33 Prime Ministers Meeting, P.M.M 51(9), 11 Jan. 1951, PREM 8/1405, TNA. 
34 O’Neill. 앞의 책 p178. 
35 沈志華. 「1951 年中國拒絶聯合國停火議案的決策」. 『炎黃春秋』Vol. 10 (2010). 6 쪽. 

36 From Washington to Foreign Office, No.107, 10 Jan. 1951, PREM 8/1405,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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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나의 이해이기도 하다. 이런 가정을 근거로, 우리가 공동으로 전선

을 지키고 입지를 굳힐 수 있다면 중국이 아마도 협상에 나올 것으로 판단하

다. 국 정부는 중국과의 협상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

해 왔다. 이는 유엔의 향후 행동에 대한 우리의 견해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유엔군 총사령관(the UN Command)

이 하고자 하는 일은 끝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철수하고 중국과 

직접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마도 군사적으로 한국에서 전선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지난 달

에 이런 가능성은 양측이 모두 인식하 다. 그리고 중국이 극동에서 전쟁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를 전반적으

로 봤을 때 우리의 주적은 소련이다. 그래서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전쟁

을 확대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본다. 보다 현명한 선택은 다른 지역에서 

공산주의자 침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중략) 

1월8일자의 애치슨 메시지에 따르면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쟁의 확

대를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유엔에

서 추진하고 있는 일은 반드시 중국을 자극해서 적대행위를 확대하게 할 것이

라 믿는다. 예를 들어 장개석 부대를 동원하여 중국에 대한 전복, 게릴라 작전

을 캠페인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이런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른

다. 그리고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한 후 유엔에서 이런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다...... 

하여 우리는 현 단계에서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안에 동의할 수가 없

고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도 반대한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최근 정전위원회가 제안한 ‘5원칙’을 토대

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방국가 지도자들도 이에 지지한다.37 

 

                                    
37 From Foreign Office to Washington, No.87, 8 Jan. 1951, PREM 8/1438,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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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애틀리는 미국의 정책노선에 대해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

다. 그의 생각에는 미국의 강경책이 전쟁을 억제하기는커녕 전쟁을 더욱 확

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런던에 모인 다른 수상

들의 의견을 반 한 것이기도 하 다. 이에 대해 트루먼 대통령은 1월 9일

자 회신에서 애틀리의 걱정을 해소시키려 하 다. 그는 중국을 침략자로 규

정한다고 해서 전쟁을 중국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절대 아니고 대만의 장개

석 부대를 동원하여 중국 대륙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도 없다고 해명하 다. 

동시에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38의 실패 사례를 언급하면서 집단적 

안보의 원칙을 강조하 다.  

 

만약, 민주국가들이 지금의 유엔처럼 1931년에 만주에서, 1935년에 에티오피

아에서, 혹은 1938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침략자에 굳건히 맞섰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물론 협상의 문은 열어 놓아야 한다. 그것은 유엔헌장에 따

른 우리의 임무이다. 그러나 침략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39 

 

전술한 바와 같이 미 국무장관 애치슨도 국 주재 미국대사인 기포드

(Gifford)를 통해 베빈에게 서신을 전달한 바가 있었다. 애치슨은 프랭크스

를 통해 베빈이 연방국가 수상회의에서 추진하고 싶은 일에 대해 전해 들

었다. 트루먼과 비슷하게 그는 국제연맹의 실패를 언급하면서 중국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 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여론을 거론하면서 매우 흥

미로운 지적을 하 다. 

 

                                    
38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인 1920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국제 기구 다. 그러나 국제 연맹은 1930년대 이후부터 계속되는 국제적인 분쟁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 으며, 제2차 세계 대전을 막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 다. 
39 Truman to Attlee, T10/51, 8 Jan. 1951, PREM 8/1438,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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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움직임을 살핀 결과, 나는 만약 유엔이 중국을 침략자로 규탄하는 데 

실패한다면 미국에서 ‘고립주의’가 대두되는 것을 극히 우려한다. 이러한 성향

은 우리가 북대서양조약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국과 다른 서유럽 국가들이 힘으로 유엔을 강화시키는 데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40 

 

애치슨이 말하는 고립주의는 국제정세가 자국의 경제나 안보에 악 향

을 미치지 않을 경우, 국제분쟁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며 정치, 군사

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한다는 정책이다. 만약 이 정책을 채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정세에 대한 모든 개입에서 물러날 것이다. 그럴 경우 미국은 

서유럽에 대한 경제와 군사 원조를 모두 철회하게 될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미국의 고립주의 성향은 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강한 어조의 메시지를 전달 받은 애틀리는 보다 조심스러운 

어조로 트루먼 대통령에게 다시 전문을 보냈다. 그는 앞으로 국제정세에 있

어서의 양국의 긴 한 협조에 대해 약속하 다. 군사적으로는 중국에 계속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도 천명하 다. 그러나 협상을 통해 사태를 평화

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애틀리는 중국이 우리의 제

안(‘5원칙’에 근거한 정치협상)에 적극 응할 것이고 협상의 문을 닫아 버리

면 안 된다고 판단하 다. 그리고 미국의 정책노선과 관련하여 경솔한 정책

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침략자 규탄 결의안에 대한 우려를 재확

인하 다. 그의 생각에 이러한 결의안은 중국에 별다른 향을 끼치지 못하

는 반면 오히려 자신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 다.41 이처

럼 침략자 규탄 결의안에 관한 국과 미국의 첫 번째 의견교환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국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책을 계속 

                                    
40 Acheson to Bevin, 8 Jan. 1951, PREM 8/1438, TNA. 
41 From Foreign Office to Washington, No.156, 13 Jan. 1951, PREM 8/1438,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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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해 나갔고 미국도 규탄 결의안의 통과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 다. 

이러한 양국 간의 갈등은 중국이 ‘5원칙’을 전면 부정함에 따라 더욱 증폭

되었다. 

 

3. 중국의 5원칙 거부와 규탄 결의안의 상정 

정전위원회가 제출한 정전 5원칙이 유엔총회에서 가결된 뒤 각국의 관

심은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모아졌다. 국을 비롯한 연방국가들

은 당연히 중국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한국전쟁이 평화적으로 종결되었으

면 하는 바람이었다. 미국은 원칙상 평화적인 해결을 찬성하지만 중국이 서

방국가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 다. 만약 중국이 제의

를 거부한다면 우방과의 단결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방들로 하여

금 자신의 규탄 결의안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계산이었

다.42  

아니나 다를까 군사적 승리에 들떠 있던 중국은 ‘5원칙’을 강력히 거부

하고 나섰다. 1월 17일 저우언라이 총리는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신화사(新

華社)를 통해 정전위원회의 제의에 대한 장문의 성명을 발표하 다. 성명에

서 정전위원회의 제의를 거부하면서 정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지 

미국이 ‘숨쉴 틈’을 확보하려는 책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하 다. 그리고 이에 

맞서 대안제의(counter-proposal)도 제기하 다. 

 

i. 적대행위의 조기종결을 위해 모든 외국 군대는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하고 한국문제의 해결은 민족자결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ii. 대만에서 미군의 철수 문제를 비롯한 다른 극동문제도 평화

                                    
42 沈志華. 앞의 글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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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iii. 평화회담에 중국, 소련, 국, 미국, 프랑스, 인도, 이집트가 

참석해야 하며 중국의 유엔가입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iv. 평화회담은 중국에서 개최되어야 한다.43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답변이 유엔에 대한 모독과 다름 없다고 강력히 

비판하 다. 따라서 미국은 원래 계획대로 자신의 규탄 결의안을 추진해 나

갔다. 미국은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후 국과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서

방국가에 보냈고 공동제의국(co-sponsor)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 다. 해

당 국가는 자국의 미국 주재 외교관들에게 미국의 초안을 같이 검토하라고 

지시하 다.  

1월 19일, 국의 유엔대표인 젭은 외무성에 각국의 의견이 반 된 수

정안을 보냈다. 미국의 유엔대표인 그로스(Gross)도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애치슨에게 통보하 다.44 당일 오후, 그로스가 국무부로부터 회답을 받

고 그 결과를 각국의 유엔대표에게 고지하 다. 각국 대표들은 초안의 몇 

가지 문항에 관해 미국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 다. 특히 제3항, 제8항과 

제9항에 관한 이견이 컸다. 결국, 캐나다의 피어슨은 자국 정부로부터 공동

제의를 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 다. 캐나다 정부는 1월 17일 저

우언라이의 성명에서 몇 가지 모호한 점이 있다면서 중국 측에 천명을 요구

하고 회답을 받기 전까지는 결의안에 대한 결정을 미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랑스의 라코스테(Lacoste)와 호주의 샨(Shann)은 아직 자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못 받고 있는 터라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하 다. 이어서 

그로스는 미국이 아마도 공동제의국 없이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고 초안 그

                                    
43 Foreign Office and Whitehall Distribution, PREM 8/1405, TNA. 
44 From New York to Foreign Office, No.104/NO.105, 19 Jan. 1951, PREM 8/1405,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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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제출할 수도 있다고 유감을 밝혔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과 유

엔에 관한 여론에 나쁜 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 다.  

젭은 이상의 상황을 정리하면서 수정안을 지지하고 공동제의하자고 외

무성에게 전문을 보냈다.45 그러나 이에 대해 베빈이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

는 결의안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

다. 특히 결의안에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문항이 포함

돼 있는 만큼 만약 공동제의를 하게 된다면 공동제의국으로서 공동대책위원

회에서 나오는 모든 결정을 지지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어 특별히 신중

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 다. 베빈에게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젭이 보내온 제111번 전문에서 한국 이외의 목표물에 대해 폭격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베빈은 애치슨이 평화적으로 극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개탄하 다. 그리고 미국

이 공동제의국을 구하기 위해 여러 국가를 개별적으로 접근하면서 다른 국

가가 이미 협조의 뜻을 보 다고 속임수를 쓰는 것도 베빈의 반감을 샀

다.46  따라서 베빈은 젭에게 미국의 결의안을 공동제의하거나 찬성표를 던

지지 말라고 지시하 다. 결국, 미국은 공동제의국을 구하지 못한 채 1월 

20일에 독자적으로 결의안을 제출하 다. 결의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i. 유엔은 중공의 개입에 대응하는 데 있어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주요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 다. 

ii. 중공 정부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엔의 모든 제

안을 거부하 다. 

iii. 중공은 한국에서 침략행위를 저질렀다. 

                                    
45 From New York to Foreign Office, No.111, 19 Jan. 1951, PREM 8/1405, TNA. 
46 From Foreign Office to Washington, No.255, 20 Jan. 1951, PREM 8/1405,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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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중공에게 유엔군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한국에서 군대

를 철수하는 것을 촉구한다. 

v. 유엔이 행동으로 침략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다. 

vi. 모든 국가에 유엔의 행동에 대해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vii. 모든 국가에 침략자를 지원하는 것을 삼가 줄 것을 촉구한다. 

viii. 공동대책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강구하여 관련 제안을 유엔총

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ix. ……47 

 

그리고 미국은 추가 제재에 관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규탄 결의안이 통

과되는 즉시 공동대책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미국이 고안한 추가 

제재는 군사, 경제, 정치 세 개의 분야를 포함하 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프랭크스는 곧바로 외무성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 다.48 

이처럼 국은 미국의 결의안 상정을 막지 못하 다. 미국은 이 결의안

을 제출한 후 무슨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서방국가들을 설득하여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 다.49  하지만 국은 미국의 결의안과 추가 제재

안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었다. 미국의 강경책이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아 

버릴 것이고 사태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다.  

사실 국은 일찌감치 중국이 1월 13일에 통과된 5원칙을 거부할 경우 

유엔에서 반드시 조치가 따를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따라서 외무성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 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군사·경제·정치 별로 

                                    
47 From New York to Foreign Office, No.116, 20 Jan. 1951, PREM 8/1405, TNA. 
48 From Washington to Foreign Office, No.205, 20 Jan. 1951, PREM 8/1405, TNA. 
49 김계동. 앞의 책 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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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정한 바가 있었다.50 미국의 그것과 대조해 보면 극명한 차이를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50 From Foreign Office to Washington, No.174, 15 Jan. 1951, PREM 8/1405,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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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의안 통과를 둘러싼 ·미 양국의 줄다리기 

 

1. 미국의 결의안에 대한 국의 입장 

이제 각국 지도부에게 남겨진 과제는 미국의 결의안 통과를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것이었다. 주미 국대사인 프랭크스도 미국 내의 상황을 분석하

면서 본국 지도부에게 결의안을 찬성할 것을 권고하 다. 그는 미국 행정부

가 국회와 여론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 다. 국회는 중

국을 규탄해야 한다고 한 소리를 내고 있고, 민간에서는 중국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만약 유엔에서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지 못한다면 고립주의를 야기시키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이러한 

성향이 유럽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내

다보았다. 따라서 국은 유럽의 안정, 미국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규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 다.51 

사실 베빈 외상은 결국 국이 찬성표를 던져야 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가 있었다.52  미국이 한국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서유럽

의 방위와 경제원조에 대해서도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소모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중국에 대

해 제재를 가하는 조치는 규탄 결의안과 별도의 제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고 생각하 다.53  결의안이 이미 제출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중국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여 협상의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지를 궁리해야 한

다는 것이 국 지도부의 생각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 단계에서 국의 생

각은 중국을 규탄하되 제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51 From Washington to Foreign Office, No.208, 21 Jan. 1951, PREM 8/1405, TNA. 
52 Cabinet Meeting, C.M. (51) 9, 22 Jan. 1951, CAB 128/19, TNA. 
53 Cabinet Meeting, C.M. (51) 4, 18 Jan. 1951, CAB 128/19,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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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중국의 성명에서 몇 가지 점이 불명확하다고 생각하 다. 1월 

20일 베빈은 주 중국 임시대리공사(Chargé d'affaires)인 허치슨(Hutchison)

에게 중국 외교부 부부장인 장한푸(章漢‘)와 직접 접촉하여 관련 문항에 

대한 해명을 구하라고 훈령을 내렸다. 베빈의 질의사항은: 

 

i. 모든 외국 군대에 중국 지원군도 포함되는가? 

ii. 정치협상이 정전의 전제조건인가? 

iii.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권에 대한 승인이 정전의 전제조건인

가? 

 

특히 정전에 대한 해석, 즉 정전이 먼저냐 정치회담이 먼저냐에 대한 

명확한 답을 구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 다.54 

허치슨이 훈령을 받은 뒤 당일 저녁에 장한푸를 만나 질의사항을 전달

하 다. 이에 대해 장한푸는 본국 정부에 지시를 요청하겠다고 말하 다. 

이어서 두 사람은 관련 사안에 대해 간단하게 의견을 교환하 다. 마지막으

로 회담을 끝내면서 둘은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서로 재

확인하 다. 허치슨은 베빈에게 보낸 전문에서 회담의 분위기로 봐서는 ‘협

상의 문이 결코 닫히지 않았다’고 강조하 다.55  

한편, 인도는 1월 17일 중국의 성명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정전위원회

의 제안을 완전히 거부하 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지었다. 중국과 공식

적으로 수교한 인도는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의 지도자와 접촉할 수 

있었다. 국이 장한푸를 통해 중국 측의 뜻을 타진하는 동안 인도의 주중 

대사인 파니카(Panikkar)는 본국 정부의 훈령에 따라 저우언라이 총리와 면

                                    
54 From Foreign Office to Peking, No.138, 20 Jan. 1951, PREM 8/1405, TNA. 
55 From Peking to Foreign Office, No.172, 21 Jan. 1951, PREM 8/1405,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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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가졌다. 면담 결과에 대해 파니카가 네루에게 보낸 전문에서 ‘한 시간 

넘게 진행된 면담의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하다. 중국 측이 협조의 뜻을 

강력히 시사하 다’고 보고하 다.56 파니카의 보고를 토대로 네루는 애틀리

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 다. ‘자세히 보면 어떤 부분은 

수용되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선 해명을 요구하 으며 자신의 대안제의도 제

기한 바 있었다. 이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니 우리가 향후 행동을 결

정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아 버리는 행동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

다. 마지막으로 네루는 애틀리에게 미국인들이 경솔한 행동을 취하지 않도

록 촉구하라고 당부하 다.57 동시에 캐나다도 저우언라이 총리의 성명에서 

몇 가지 모호한 점이 있다면서 네루에게 주 중국 인도대사인 파니카를 통해 

중국에 질의를 보내 주기를 부탁하 다. 캐나다 측의 질의사항은 국의 그

것과 비슷한 취지 다.58 인도를 제외한 연방국가들의 의견은 거의 비슷하

다. 비록 저우언라이 총리의 1월 17일 성명 내용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

나 향후 있을 제재 조치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59 

국으로선 두 가지에 대하여 심사숙고를 해야 하 다. 우선, 규탄 결

의안이 통과된 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뒤따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이었다. 만약 전쟁이 확대된다면 국은 계속 병력을 증원해야 되는가? 

국내각에서 이를 찬성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둘째는 미국 내의 여론에 

대한 고려 다. 이는 미국과 국 정부가 모두 걱정하는 사안이었다. 물론 

                                    
56 Panikkar to Nehru, 18 Jan 1951, PREM 8/1405, TNA. 
57 Nehru to Attlee, Prime Minister’s Personal Telegram, Serial No. T12/51, 19 Jan. 1951, PREM 

8/1405, TNA. 
58 From U.K. High Commissioner in Canada to Commonwealth Relations Office, No. 47, 18 Jan. 

1951, PREM 8/1405, TNA. 
59 Note by the Commonwealth Relations Office, 21 Jan. 1951, PREM 8/1405,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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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여론을 들먹거려서 국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불쾌한 일

이긴 하나 유럽의 경제재건과 방위를 항상 최우선시하는 국으로서는 여론

이 미치는 파장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 대한 미국 대중

의 비이성적인 생각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다. 이처럼 다양한 정

보를 종합한 뒤 국은 중국 측의 회답을 받을 때까지 규탄 결의안에 대한 

최종결정을 연기하기로 하 다.60  이제 각국의 관심이 또다시 중국의 태도

에 모아졌다. 중국이 기존의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으면 국을 비롯한 

연방국가들의 입지가 곤란해질 것이 분명하 다. 그럴 경우, 미국의 규탄 

결의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고 극동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월 17일에 중국이 정전위원회의 제안을 거부

하는 배경은 전투상황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군사적인 승리에 들떠 있던 중국 지도부는 정전위원회의 제안이 단지 미국

이 군사적인 패배에서 벗어나려는 책략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마오쩌

둥(毛澤東)이 그 당시의 상황을 오판하 다. 사실상 ‘숨쉴 틈’이 필요한 쪽

은 중국이었다.61 1월이 끝나 가는 무렵, 중국과 미국의 현저한 군사적 실력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 고 전세가 점점 중국에게 불리한 쪽으로 전개되어 

갔다. 이 같은 전황의 변화는 일본 극동사령부에 있었던 부처의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처는 20~22일자 전문에서 유엔군의 전투상황이 점점 호

전되고 있음을 본국 정부에게 보고하 다. 특히 유엔군의 공중폭격 작전이 

중국군의 늘어진 보급선에 큰 타격을 입혔고 중국군 사상자가 속출한 반면 

유엔군 측의 피해는 미미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62 

                                    
60 Cabinet Meeting, C.M. (51) 5, 22 Jan. 1951, CAB 128/19, TNA. 
61 沈志華. 「中國出兵朝鮮決策的是非成敗」. 『二十一世紀雙月刊』제61호(2000) 88쪽. 
62 From British Embassy (Tokyo) to Ministry of Defence (London), CAB 176/177/178, 20~22 

Jan. 1951, PREM 8/1405,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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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부는 전세의 악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1월 22일, 

저우언라이 총리가 국의 질의에 대한 회답에서 이전의 강경한 태도를 누

그러뜨렸다. 국의 첫 번째 문제에 대해 중국은 ‘만약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는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실행되면 우리도 지원군을 철

수할 것이다’라고 답하 다. 그리고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두 단계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첫 번째 단계는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정전하는 것이고, 정전의 기간은 7국회담의 첫 회의에서 합의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한국전쟁의 평화적이고 완전한 종결을 위해 한국

에서 외국군의 단계적 철수, 민족자결 원칙의 준수, 대만으로부터 미군의 

철수 등 다른 극동 현안을 논의할 것이다. 중국의 유엔가입 문제에 대해서

도 언급하 으나 단지 ‘유엔에서 중국의 합법 대표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답변은 1월 17일의 성명보다 많은 면에서 

양보한 것이었다. 특히 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정전 선행 여부에 대

해 중국은 긍정적인 답을 주었고 유엔가입 문제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

세우지 않았다.63 

중국의 회답을 분석한 국 지도부는 중국이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두었

다고 판단하 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 다. 1월 22일, 중국의 

회답을 접한 인도가 대책을 면 히 검토하기 위해 휴회하자고 발의한 제안

이 통과됨에 따라 유엔총회가 48시간 휴회에 들어갔다.64 1월 23일 개최된 

내각회의에서 애틀리는 각료들의 의견을 정리하면서 미국의 결의안에 대해 

규탄과 제재는 반드시 별도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하 다. 

그리고 중국을 규탄하는 것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 다. 다

만 미국의 결의안을 토의할 때 반드시 문항별로 검토하고 지지 여부를 결정

                                    
63 From Peking to Foreign Office, No.183, 22 Jan. 1951, PREM 8/1405, TNA. 
64 From New York to Foreign Office, No.130, 22 Jan. 1951, PREM 8/1405,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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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65 이제 국의 주요 목표는 결의안의 몇 가지 

문항과 관련하여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고 중국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2. 결의안 제2항과 제8항의 수정 

애틀리 정부는 유엔에서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국내에서 반대당

의 이견도 조심스레 대응해야 했다. 애틀리가 이끌었던 노동당 정부는 한국

전쟁 초기부터 처칠(Churchill)66이 이끌었던 보수당과 많은 갈등을 겪었다. 

비록 대외정책에 있어 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추구하는 것은 노동당과 보

수당이 모두 따르던 정책상의 큰 흐름이었다. 그러나 처칠을 비롯한 보수당 

인사들은 미국과의 돈독한 동맹관계를 더 중시하고 양국의 일치를 더욱 강

조했다면, 노동당 정부는 훨씬 더 진보적이면서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독립

적인 노선을 취하려고 노력하 다.67  특히 극동문제에 있어 노동당 정부는 

아시아에 대한 그 나름의 이해를 근거로 보다 독립적인 시각에서 정책 라인

을 제정하 다는 점이 보수당 정부와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애틀리를 비롯한 노동당 인사들은 극동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항상 중국과의 충돌을 조심스레 피하곤 하 다. 이에 반해, 처칠은 

미국과 같이 중국에 대해 강경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 다. 후술하

겠지만 두 정당의 이 같은 선명한 차이는 아시아에 대한 각자의 견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처칠은 철저한 유럽주의자이며 아시아에 대해서

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충분한 인식도 갖추지 못하 다. 그가 스스로 인정

했듯이 ‘난 유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65 Cabinet Meeting, C.M. (51) 6, 23 Jan. 1951, CAB 128/19, TNA. 
66 처칠(Winston Churchill), 국 보수당 정치인, 1940~45, 1951~55 두 차례에 걸쳐 국 

수상 역임. 
67 朴枝香. 앞의 글 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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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거기(극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도 잘 모른다.’ 처칠은 또한 자민족 중심주의적(ethnocentric) 성향이 강

하며 다른 문명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이 주요 위험

요소가 될 정도로 중요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군사력을 과대평

가하 다는 것이다.68  

이러한 배경 하에 처칠은 미국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은 노동당에 이의

를 제기하고 비판을 가하 다. 애틀리가 미국의 규탄 결의안에 비판적인 태

도를 취하는 것도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었다. 결의안에 대한 애틀리의 신중

한 태도와 달리 처칠의 그것은 미국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다. 심지어 홍

콩이 입을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고 봉쇄까지 고

려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69 이에 대하여 애틀리는 1월 23일 하원에서 한 

연설에서 결의안과 관련한 자신의 중국정책을 설명하면서 평화적으로 문제

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취지를 다시금 강조하 다. 그는 특히 아시아 국가들

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갈망하고 있으며 따라서 서방국가들은 그들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하 다. 요컨대 국의 입장은 중국을 규탄하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논하는 것은 시기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

다.70 

한편, 내각회의에서는 열띤 토론이 계속되었다. 1월 25일에 진행된 토

론에서 각료들은 규탄 결의안의 제2항과 제8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 다. 

우선 제2항 의 ‘중국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엔의 모든 제안을 거

부하 다’라는 문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

듯이 중국이 사실상 22일에 한 답변에서 유엔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 기 

                                    
68 Qiang Zhai, 앞의 책 p113~114. 

69 朴枝香. 앞의 글 225 쪽. 
70 Statement of the Prime Minister in the House of Commons, 23 Jan. 1951, PREM 8/1405, 

TNA. 



 33

때문이다. 따라서 각료들은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

이 결의안을 반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 다. 그리고 제8항이 담은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일제히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협상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은 협상의 문을 닫아 버리

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판단해서 다.71 

국 내각은 결의안 전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고 명

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 다. 국 내각이 결의안 전체에 대한 지지를 

주저한 이유는 설령 결의안의 관련 문항이 국의 뜻대로 수정된다 하더라

도 미국이 결국 결의안에 제재조치를 포함시킬 것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어붙일 것이라고 추정하 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추정 하에 

결의안 전체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렸던 것이다. 찬성을 주장하는 쪽은 ·

미 관계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단기적인 갈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양국 관계

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찬성파 각료들은 일시적인 

갈등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갈라지고 소원해진다면 국은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며, 소련이 서방진 을 이간질 시키려는 꾀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국이 결의안을 찬성한다면 미국의 비타협적인 태도

를 완화시켜 미국과의 소모적인 대립을 피하는 한편 평화 협상을 성사시키

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분석하 다. 반대파의 견해에는 

국 군부의 의견이 반 된 부분이 많았다. 이들은 중국과 전쟁을 확대할 경

우 국이 극동과 동남아에서 입을 피해를 경고하 다. 그 외에 국의 국

내 여론도 전쟁 확대를 반대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는 터라 국 정부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처럼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자 

일부가 기권하자고 제안하기도 하 는데 다른 각료의 반발로 부결되었다. 

                                    
71 Cabinet Meeting, C.M. (51) 8, 25 Jan. 1951, CAB 128/19,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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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은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강대국의 지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

기 때문이다.  

25일의 내각회의는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끝났다. 다만 규탄 

결의안이 잘못된 접근법이라는 것은 시종일관한 주장이었다. 이러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국으로서는 결의안을 찬성한다면 자신의 기존 주장을 번

복하는 꼴이 될 것이다. 내각은 그렇게 된다면 국이 독립성과 자존을 잃

고 앞으로도 미국에 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

다. 마지막으로 국이 결국 미국의 결의안을 반대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

면 국의 정책기조를 설명하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이것만 보장된다면 미국의 국내 분위기가 가라앉은 후 양국의 공동

이익이 반드시 되살아날 것이란 전망이었다.72  

회의가 끝난 뒤 외무장관(Minister of State for Foreign Affairs)인 거

(Younger)73는 내각의 요청으로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국의 유엔대표인 

젭에게 전달하여 결의안 투표의 방침을 지시하 다. 젭에게 내린 지시는 결

의안의 제2항이 만족스럽게 수정되지 않고 제8항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반

대표를 던지라는 것이었다.74  동시에 프랭크스에게 전문을 보내 곧바로 애

치슨을 만나 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의 유엔대표가 국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라는 훈령을 내렸다.75  제8항을 삭제하자는 

국의 요구에 대해 미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 다. 애치슨은 이러한 삭제가 

유엔의 권위와 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 다.76  다만 제2항에 

                                    
72 같은 문서. 

73 거(Kenneth Younger), 국 노동당 정치인, 1950~1951년 외무장관 역임. 1950년 봄부

터 외상 베빈이 지병으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거는 외상대리(Acting Foreign 

Secretary)로 임명되어 외무성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74 From Foreign Office to New York, No. 163, 25 Jan. 1951, PREM 8/1405, TNA. 
75 From Foreign Office to Washington, No. 337, 25 Jan. 1951, PREM 8/1405, TNA. 
76 김계동. 『한국전쟁: 불가피한 선택이었나』서울: 명인문화사(2014)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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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표현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

다. 

이튿날에 열린 국 내각회의에서 결의안 제8항의 찬반을 놓고 다시 

격론이 벌어졌다. 찬성 측은 이스라엘이 제안한 수정안을 지지하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 다.77 이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도 있고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힘을 보태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반대 측은 결의안이 수정된다 하더라도 

제재조치가 포함되는 한 국이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보

았다. 뿐만 아니라 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 다. 애틀리 수상은 찬반 의견을 종합한 뒤 대다수가 제2항과 제8항

을 수정하고 미국의 동의를 얻는 것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

었다. 이를 토대로 거는 제2항과 제8항이 만족스럽게 수정된다면 국이 

결의안을 찬성할 수 있다는 전문을 젭에게 보냈다.78  동시에 고등판무관들

을 통해 각 연방국가 정부에게 제2항과 제8항에 관한 수정안을 지지해 

달라고 협력을 요청하기도 하 다. 79  1월 26일, 국이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애틀리 수상은 만약 결의안에 대한 만족스러운 수정이 불

가능하거나 국만이 공산 진 과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기권표를 던

져도 괜찮다는 뜻을 외무성 전문을 통해 젭에게 전달하 다.80 

결국 국의 끈질긴 노력이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

다. 27일 프랭크스로부터 국의 입장을 전달 받은 애치슨이 트루먼 대통령

                                    
77 이스라엘이 결의안 제8항에 관한 수정안을 제안한 바 있었다. 그것은 1)평화감시위원회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평화감시위원회의 노력이 실패

할 경우 공동대책위원회는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었다. 
78 Cabinet Meeting, C.M. (51) 9, 26 Jan. 1951, CAB 128/19, TNA. 
79 From Commonwealth Relation Office to U.K. High Commissioner in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South Africa, India, Pakistan, 26 Jan. 1951, PREM 8/1405, TNA 
80 From Foreign Office to New York, No. 182, 27 Jan. 1951, PREM 8/1405,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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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나 제8항의 수정 여부를 상의하 다. 그 결과, 트루먼 대통령이 국

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8항의 끝부분에 ‘만약 조정위원회의 업무가 만족스러

운 진전을 보인다면 공동대책위원회는 보고서 제출을 보류할 수 있다’는 문

구를 추가하기로 결정하 다. 그리고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81 비록 국의 견해가 충분히 반 된 것이 아니었으나 협상의 여지

를 남겨두었다는 점은 당시 상황에서 국이 거둘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성과 다. 

 

3. 최종 타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은 중국과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갈등을 빚는 것도 불사하 다. 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규탄하고 제재하는 것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옳은 접근

은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무모한 길이었다. 연방국가들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 고 그 나름대로 국과 협력하기도 하 다. 그 가운데 

캐나다의 활약상이 돋보 다. 캐나다는 정전위원회의 구성원이었고 그의 주

도 하에 정전을 위한 5원칙이 제안된 바가 있었다. 국과 같이 캐나다는 

22일에 중국의 회답을 접한 뒤 협상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고 판단하

고, 이를 활용하여 평화 협상을 성사시키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보았

다. 미국이 규탄 결의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고 말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캐

나다는 정치협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 다. 그 결과로 캐나다의 

피어슨 외무장관의 주도 하에 정전 5원칙에 근거한 ‘피어슨 프로그램’이 고

안되었다. ‘피어슨 프로그램’의 핵심 취지는 다음과 같다. 

 

i. 7국회의(미국, 국, 프랑스, 중국, 소련, 인도, 이집트)를 소

                                    
81 From Washington to Foreign Office, No. 276, 27 Jan. 1951, PREM 8/1405,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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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다. 

ii. 회의의 급선무는 정전이다. 

iii. 정전 5원칙에 의거하여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책

을 마련한다. 

iv. 정전 5원칙에 의거하여 다른 극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토의를 

진행한다.82 

 

국은 결의안의 수정을 놓고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미국을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피어슨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미국에 파견돼 있는 두 명의 국 외교관도 이에 공감하 다. 젭은 

본국으로 보낸 전문에서 문제의 핵심은 미국의 결의안 수정이 아니라 중국

과의 협상 가능성이며 따라서 피어슨의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고 지적하 다.83  프랭크스도 상황의 진전이 캐나다의 대안에 달려 있다며 

국이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84 1월 28일에 국이 결의안 찬

성을 위한 마지막 조건을 미국에게 제의하 다. 그것은 향후 피어슨의 프로

그램을 담은 결의안이 상정될 경우 미국이 이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확언을 

주는 것이었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확언을 주지 못한다면 국은 규탄 결

의안이 수정되더라도 기권표를 던지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

다.85 이에 대해 미국은 비록 캐나다의 방안을 전부 수용할 수는 없으나 협

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표명하 다.86 

                                    
82 From New York to Foreign Office, No.162, 26 Jan. 1951, PREM 8/1405, TNA. 
83 From New York to Foreign Office, No.166, 27 Jan. 1951, PREM 8/1405, TNA. 
84 From Washington to Foreign Office, No. 276, 27 Jan. 1951, PREM 8/1405, TNA. 
85 From Foreign Office to New York, No. 190, 28 Jan. 1951, PREM 8/1405, TNA. 
86 From Washington to Foreign Office, No. 282, 28 Jan. 1951, PREM 8/1405,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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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에 열린 내각회의에서 거가 워싱턴과 뉴욕에서의 진전을 보

고하 다. 토의 끝에, 미국이 국의 제안 대로 규탄 결의안의 제2항과 제8

항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 고 캐나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

도를 보 으니 이제 국은 미국의 결의안을 지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

졌다. 회의가 끝난 직후 거는 내각을 대표하여 만약 미국이 약속을 지킨

다면 규탄 결의안을 찬성하라는 훈령을 젭에게 내렸다.87 

한 달여의 팽팽한 신경전 끝에 국과 미국은 최종적으로 타협을 보았

다. 2월1일에 열린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결의안이 찬성 44표, 반대 7표, 기

권 9표로 무사히 가결되었다. 결의안의 최종 형태도 국의 의견이 반 된 

것이었다.88 이로써 결의안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이 일단락되었다. 

 

 

 

 

 

 

 

 

  

                                    
87 Cabinet Meeting, C.M. (51) 10, 29 Jan. 1951, CAB 128/19, TNA. 
88 Cabinet Meeting, C.M. (51) 11, 1 Feb. 1951, CAB 128/19,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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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미 간 중국에 대한 견해차의 배경 
 

1. 서유럽의 안정 문제 

이상으로 한국전쟁 초기인 1951년 1월에 있었던 ·미 양국의 정책갈

등을 집중 조명하 다. 국 내각회의에서 벌어진 격론과 런던과 미국 주재 

국 외교관들 간의 숨가쁜 전문에서 보여지듯이 국은 미국이 유엔에서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극도의 경각심을 지녔으며, 결

의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 다. 결과적으로 

·미간의 끈질긴 협상 끝에 미국이 부분적으로나마 양보하여 결의안의 일

부를 수정하는 것을 동의하 다.  한편 국은 결의안 수정을 놓고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는 동시에 캐나다의 평화협상 시도를 전적으로 지지하기도 하

으며, 심지어 미국측에 미국이 캐나다의 협상 시도를 방해치 않는 것을 

규탄 결의안의 최종 찬성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  

국은 왜 미국과의 불화를 무릅쓰면서까지 결의안을 반대했을까? 앞서 

언급한 바처럼 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규탄하는 것이 경솔한 행동으로 

판단되었고 사태의 진정은커녕 더 큰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 다. 

그러면 국의 이 같은 판단에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 국익에 대한 고려가 주된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고려의 

이면에는 서유럽의 안정，그리고 홍콩의 안정과 중국과의 교역이 큰 요인으

로 작동하 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 2차 세계대전을 겪은 국은 급격한 경제적·군사

적 쇠퇴를 경험하 다. 국뿐이 아니라 자유진 인 서유럽 전체도 전쟁의 

극심한 피해로 인해 피폐해져 있었다. 요컨대 전후 유럽의 상황은 총체적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유럽은 기아와 빈곤, 달러와 금 보

유고의 고갈, 경제회복의 둔화 등 일련의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었고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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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국의 분열, 독일문제의 미해결 등 여러 정치적인 문제도 떠안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소련의 팽창주의와 공산진 의 세력 확장이 더해져 정치·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친 최악의 위기를 몰고 왔다.89  

이처럼 자생적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유럽 국가들

은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제 2차 세계

대전 후의 국은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대외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는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

게 하는 동시에 국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세계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발상이었다.90 국의 첫 번째 목적은 뜻대로 달성

되었다. 1947년에 트루먼 대통령이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을 선

포함에 따라 미국과 소련 간의 군사적 대립은 공식화되었다.91 그러나 정치·

군사적인 처방의 성격이 강한 트루먼 독트린만으로 유럽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따르자 미국 정부 내에서 추가적인 원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92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내놓은 종합적인 처방은 마셜플랜이었다.93  

위에서 살핀 바처럼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대외정책의 중심은 절대적

으로 서유럽에 있었다. 서유럽 제국(諸國)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으로서 자

유진 의 한 축을 이루는 만큼 미·소 대결의 주요의 장(場)이 아닐 수 없었

다. 국의 입장에서 서유럽이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앞자리를 차

지하는 것은 당연히 반가운 일이었고 또한 이는 국이 바라는 바와 맞아떨

                                    
89 남정옥. 「미국의 트루만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 마샬 플랜을 중심으로」. 『史學志』Vol. 

32 No.1 (1999) 185쪽. 
90 Ra Jong-Yil, “Special relationship at war: The Anglo-American relationship during the 

Korean War”,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7 Issue 3(1984), p302. 
91 남정욱. 앞의 글 186쪽. 

92 김정배. 「마셜플랜의 결정과정: 마샬의 제안까지」. 『역사와 경계』Vol. 31 (1996) 298

쪽. 
93 유럽부흥계획, 일명 마셜플랜은 당시의 미 국무장관 조지 마셜이 제창한 것으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의 황폐화된 동맹국을 위해 미국이 계획한 재건, 원조 계획이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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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냉전의 개막과 공산주의의 확장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정책 결정자들에게 유럽 우선주의는 불변의 정책기조이기는 

하지만 냉전이 심화되면서 정부 부처간에 의견차이가 점점 벌어져 가는 것

은 사실이었다. 예컨대 당시 중앙정보국의 관료들이 아시아가 지니는 중요

성에 대해 강조한 바가 있었다. 그들은 서유럽의 중요성을 인정하기는 하나 

가까운 미래에 급박한 위기가 아시아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 다.94  

이와 같은 시점에서 한국전쟁의 발발은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의 관심

이동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미국에서의 이와 같은 움직임

에 국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 국에게는 서유럽의 안정이 자

국의 안보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항상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세력범위 하에 있고 국의 발언권이 별로 없는 극동지역의 중요도

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국은 미국의 전략 중심이 서유

럽에서 극동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국

전쟁 기간 중 국이 미국의 정책에 끊임없이 이견제기를 하고, 특히 중국

이 참전한 후 중국을 다루는 정책을 놓고 미국과 심각한 대립을 벌 던 것

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이 중국을 자극하는 일

을 가급적 피하고 전쟁을 한반도에 국지화시켜야 한다는 정책기조에는 전쟁

의 확대로 인해 미국의 관심이 극동지역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려는 전략

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국의 이 같은 우려는 1950년 12월에 워

싱턴과 외무성 간 오가던 전문에서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프랭크스 주미 

국 대사가 트루먼·애틀리 정상회담의 상황을 외무성에게 전하면서 미국의 

협상 대신 강경한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호전적인 태도를 보

고하 다.95  이에 대해 외무성은 사태가 이대로 진행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94 김명섭. 「6·25전쟁 직전의 ‘애치슨선언’에 대한 재해석: 서유럽에서 동아시아로 확장되는 

미국의 전략적 관심」. 박두복 편『한국전쟁과 중국』. 서울: 백산서당(2001) 84~88쪽. 
95 From Washington to Foreign Office, No. 3330, 7 Dec. 1950, PREM 8/1171,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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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조만간 중국과 전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 다. 그럴 경우 두 가

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나는 미국의 정책에서 극동지역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서유럽의 그것을 추월하게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련이 그 틈을 타 유럽에 개입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었다.96 이러

한 상황의 전개는 국의 국익과 분명히 상충되는 것이었다.  

전쟁 발발 후 양국은 전쟁의 성격에 대해 공동인식을 가졌다. 즉 한국

전쟁은 소련이 그 배후에 있는 대리전쟁(proxy war)이었다는 것이다. 이러

한 공동인식 하에 국은 유엔의 미래와 소련의 다른 지역에서의 도발을 사

전 예방하기 위해 침략자의 도발을 저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큰 틀에

서 미국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었다.97  

그러나 국은 막후 세력을 보다 더 경계해야 하고 쓸데없는 곳에 자원

을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국의 입장에서 한국

전쟁을 장기화하거나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 다. 국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한 근거가 없지는 

않았다. 구 소련 문서를 토대로 진행된 연구인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에서 스탈린이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의 군사력을 

유럽으로부터 분산시키려 하 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가 있었다.98  더욱 흥

미로운 것은 1950년 8월 스탈린이 고트발트(Gottwald) 체코슬로바키아 대

통령에게 전달한 편지 다. 이 편지에 따르면 소련이 안보리에서 대표를 철

수시킨 이래로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사태에 개입함으로써 수렁에 빠져 버

렸고……유럽이 사회주의를 공고화하는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세계적 

차원의 힘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이 공산주의 진 에게 

                                    
96 From Foreign Office to Washington, No.5534, 8 Dec 1950, PREM 8/1171, TNA. 
97 김계동(2014). 219쪽. 
98 Sergei Goncharov, John Lewis, and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

orean War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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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소련이 일부러 안보리에서 대표를 철수

시킴으로써 미국의 군사개입을 유도하 고 유럽에서 공산주의 혁명에 유리

한 환경을 조성하 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태균 교수는 더 이상 밝혀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스탈린의 언급은 단지 자신의 실수에 대한 ‘변명’일 가

능성이 높다며 만약 위의 언급이 사실인 것으로 입증된다면 한국전쟁의 기

원에 대한 연구는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하 다.99 

스탈린의 편지에서 드러난 그의 의도의 진실성을 떠나서 한국전쟁의 발

발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개입으로 인해 국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소련의 의도에 대해 국 지도부가 얼마 정도 정확히 파악했었는지 알 수가 

없으나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 고 정책 제정 시에도 충분히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2. 홍콩의 안정과 중국과의 교역에 대한 고려 

홍콩 안정에 대한 우려도 국을 미국과 대립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이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국은 경제회복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국민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은 해외 식민지와의 무역을 더

욱더 중요시하게 되었다. 당시 국의 식민지는 주로 동남아에 집중되어 있

었고 이 지역은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중국의 향을 받기 쉬운 곳이었다. 

특히 대륙과 붙어 있는 홍콩은 중국이 기침을 하면 바로 감기에 걸릴 수 있

는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홍콩은 국의 식민지 중에서 수익성이 높은 곳이었다. 1843년에 자유

항으로 선포된 이후 홍콩은 그 지리적 편리성에 힘입어 극동지역의 무역중

심지로 성장하 다.100 때문에 홍콩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국 극동정책

                                    
99 박태균. 『사건으로 읽는 대한민국』서울: 역사비평사(2013) .187~191쪽. 

100 李世安. 「香港在新中國成立初期對外貿易中的作用」. 『世界歷史』Vol. 2 (1994). 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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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안점이 되었다. 국의 홍콩 안정에 대한 걱정이 대륙 공산주의의 확

산에 따라 증폭되었다. 중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다면 새로 들어설 

공산당 정부가 홍콩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불명확하 기 때문이었다. 만

약 국이 홍콩을 지키지 못한다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국의 위

신도 크게 떨어질 것이고, 나아가 그 파장이 인접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이 홍콩의 무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미국의 대 중국 금수조치와 국민당 잔당의 상하이 등 중국 주

요 항구에 대한 폭격으로 인해 중국의 해상 교역통로가 대부분 차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에 따라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

해 중국의 필수물품 확보는 홍콩을 거친 중계무역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

었다. 이 덕분에 홍콩과 중국 간의 교역이 대폭 활성화되었다. 이 시기의 

국 대 중국, 홍콩 대 중국의 교역액을 비교해 보면 홍콩의 중요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 1949~1953년 ·중/홍콩·중 교역액 비교(단위: £100만) 

 

출처: Wen-guang Shao, China, Britain and Businessmen: Political and 
Commercial Relations, 1949-57 (Palgrave Macmillan, 1991), pp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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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가 보여주듯이 중국과의 교역액 면에서 홍콩은 국을 압도적

으로 초과하 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1949년 이후 홍콩은 중계

무역지로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1949년 이전 7500만 파운드 수준에 머

물렀던 교역액은 1949~1950 1년 사이 두 배 가까이 껑충 뛰어올라 1억4

천7백만 파운드에 달하 고 1951년 1억5천6백만 파운드로 그 정점을 찍었

다. 한편 1952년에 접어들면서 교역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그 원

인은 그 당시 미국이 주도한 대 중국 금수조치가 한창 시행 중이었기 때문

이다.101  

홍콩을 통한 중계무역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직접 교역 역시 국으로

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국은 이미 중국에서 300년 넘게 무역활

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막대한 경제이익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아편전쟁 이후 국의 대 중국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 자본

이 이미 중국 곳곳에 스며들었다. 2차 세계대전 후 국력의 쇠퇴로 중국 상

권에서 미국에게 려난 국은 전후 복구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

해 광활한 중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음은 한국전쟁 

기간 중국이 미국, 국, 프랑스 등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규모이다. 

 

  

                                    
101 Wen-guang Shao, 앞의 책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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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1950~1953년 중국과 세계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규모

(단위: $1만) 

 

         출처: Wen-guang Shao, 앞의 책 p67. 

 

<그림2>가 보여주듯이 한국전쟁 기간 중 국은 세계 주요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가장 컸다. 특히 1951년 5월부터 전면적

인 대 중국 금수조치가 내려진 후에는 국과 중국의 교역액이 타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홍콩의 안정과 중국과의 무역을 유지하는 것은 

전후 복구가 시급한 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국은 실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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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 그의 생각에 국이 중국을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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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리한 방편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

다.102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국으로서는 당연히 미국의 규탄 

결의안을 강력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추가 

제재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국의 국익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으로 받아들여

졌다. 이는 국이 결의안 제8항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

이었다. 

 

3. 조정자로서의 역할 

이상으로 한국전쟁 초기 국의 조정자 행보, 그리고 국은 왜 그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럼 국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우선 국과 미

국의 ‘특별한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 양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의 긴 한 협조를 통

해 돈독한 동맹관계를 구축하 고 상대방에게 제일 중요한 동맹국으로 부상

하 다. 국에게는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특히나 중요하게 여겨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안겨준 참담한 현실 앞에서 미국의 전폭적인 경제적인 원조는 

국뿐만 아니라 서유럽 전체의 복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 게

다가 국 자신의 힘만으로는 유럽을 향한 소련의 세력 확장을 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적인 원조에도 전적으로 의지하여야만 하 다. 

그러므로 국이 추구하는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의 주요목적은 자국의 핵

심이익인 서유럽의 안정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받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국의 이러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트루먼 독트린

의 선포, 마셜플랜의 시행, 그리고 훗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설립에 따라 

                                    
102 Evan Luard, Britain and China (London: Chatto & Windus, 1962),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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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세계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 고 더 크고 더 많은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그러나 국이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만이 아니었다. 국이 추구하 던 또 하나의 목적은 미

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의 지위

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정책과 선택의 여지’를 확보하는 

독립적인 세력으로 자리잡는 것이었다.103 

문제는 이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다. 분명한 

것은 양국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보는 두 나라의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상황은 미국이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으나 국

이 바랐던 ‘정책과 선택의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는 국력의 현저한 

차이에서 드러나는 현실이었다. 미국의 행동양식은 국에게 익숙한 대국 

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도하고 지배하려는 패

권적인 것이었다.104 이처럼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충분한 정책과 선택

의 여지를 확보하지 못한 국은 과연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

었을까? 다시 말하자면 서유럽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

요한 국으로서 과연 극동정책을 제정하는 데 있어 미국의 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맥도날드(Callum MacDonald) 교수는 매우 부정적으로 답하

다. 그는 국의 압력행사가 미국의 극동정책에 아무런 향도 미치지 못

하 고 국력의 차이 앞에서 국의 외교가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고 신랄하

게 지적하 다.105 그러나 규탄 결의안을 둘러싼 양국의 줄다리기에 대한 고

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의 조정자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 으나 

                                    
103 라종일. 앞의 책 57 쪽. 

104 라종일, 앞의 책 69 쪽. 

105 Callum MacDonald, Britain and the Korean War (Oxford: Basil Blackwell, 1990),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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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 부재 던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비록 국력 면에서 월등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제 현안에 관한 공조에 있어서는 국의 지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 다. 워싱턴과 런던을 오가던 숨가쁜 전문도 미국이 국을 중

요한 파트너로 본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예 다. 결의안의 통과를 

위해 미국은 적어도 국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어붙이지는 

않았고 협상의 자세를 취하여 국과 끈질긴 줄다리기를 벌 다. 국에게

는 비록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었으나 결의안은 국의 의견이 반

되도록 수정되었다. 국도 이에 대해 스스로 최대한의 양보를 받았다고 평

가하 다. 

앞서 제기한 질문으로 돌아가자. 국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는가? 

국이 조정자로 나서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특히 중

국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전쟁의 

조속한 종결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관건이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

에서 국의 조정자 역할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우선, 한국전쟁의 전개와 종결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자. 

1951년 초의 규탄 결의안 반대 사례에서 국의 외교적 노력이 매우 성공

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결의안 전체에 대한 국의 부정적인 입장, 

특히 제2항과 제8항에 대한 결연한 반대는 미국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완화

시키는 데 성공하 다. 미국은 국의 강경한 태도와 다른 동맹국의 반대 

입장을 통해 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국은 연방국가 중에서 상

당한 위신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적지 않은 향을 

미칠 수 있었다. 결의안의 투표와 관련하여 많은 국가의 유엔대표들이 젭에

게 문의한 것도 알려진 사실이었다.106 따라서 국의 지지 여부는 자유진

                                    
106 Rosemary J. Foot, “Anglo-American Relations in the Korean Crisis: The British Effor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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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결에도 일정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국이 판단하 다. 요컨대 미

국 정책에 대한 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미국으로 하여금 타국의 의견에 대

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 다. 이처럼 국은 개별 사안에서 미

국의 태도에 일정한 향력을 행사하여 정책의 세부사항에 수정을 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여전히 큰 흐름을 주도한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었

다. 결의안 사례에서 살폈듯이 국은 비록 결의안을 하나도 좋아하지 않았

지만 이의 통과를 끝까지 반대할 수가 없었다. 38선 이북진격 등 한국전쟁

에 관한 다른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 던 

것처럼 한국전쟁의 전개와 종결에 있어 국의 향은 부차적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과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 다. 국은 서방국가 중 제일 먼저 중국을 승인하고 외교관계의 수립

을 적극 시도하 다. 중국이 협상에 잘 응하도록 하기 위해 국은 중국의 

유엔가입도 줄곧 제안하 다. 이로 인해 전쟁 기간 국은 중국과 상대적으

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교전 당시 주중 대리공사 던 허치슨이 

중국의 고위층 관료와 접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그러나 국은 역시 많은 면에서 미국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

었다. 중국의 유엔가입을 찬성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은 1950년 1월 소

련이 국민당 정부의 대표권을 박탈하고 공산당 정부를 가입시키자는 안건에 

기권표를 던졌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대만정책과 대 중국 금수조치 등에서

도 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선택하 다. 국의 이 같은 양면적인 행각은 

중국의 불만과 불신을 샀고 양국관계는 1973년에 가서야 실질적으로 개선

될 수 있었다.107  요컨대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국은 

                                    
Avert an Expanded War, December 1950-January 1951”, Diplomatic History Vol. 10 Issue 

1(1986), p56. 
107 李世安. 앞의 책 20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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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었다. 

이는 국이 미국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더 큰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

문이었다. 

결론적으로 국은 조정자 역할에 상당한 공을 들 으나 기대하는 만큼

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 다. 국은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 서유럽

에 대한 미국의 약속, 그리고 극동문제에서의 정책적 여유라는 두 가지 목

적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 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던 것이다. 

서유럽의 안정이 국과 미국의 공동이익이었던 반면에 극동에서 양국의 이

익이 심각하게 대립하 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의 조정자 역

할은 미국과의 비대칭적인 동맹관계로부터 오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양국의 대립 과정에서 미국이 종종 국내의 고립주의 성향을 들먹여 국을 

압박하는 것은 단적인 예 다. 이럴 때마다 미국의 약속 철회를 두려워하는 

국으로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만 하 다. 

그럼 중국이 국의 조정자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망과 불만의 부분이 컸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의 이 같은 모습

을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봉쇄로 인한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방도를 찾

는 데 감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유엔에서 ·미 양국의 뚜렷한 갈등 양상

을 지켜 보면서 중국은 서방 각국 간의 이해갈등을 눈여겨 보았다. 각국 간

에 뒤얽힌 이해갈등에 대해 저우언라이 총리는 ‘서방진 이 철판 같이 똘똘 

뭉쳐져 있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서방국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하 다.108 이러한 방침에 근거한 대 서방 접근

법으로 1950년대 모진 고립에 갇혀 있었던 중국이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등 유럽국가와 수교하면서 탈출구를 찾을 수 있었다.  

                                    
108 周恩來. 「我們的外交方針和任務」. 『周恩來外交文選』(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0 年). 

5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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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 문서에 나타난 중국관(中國觀) 

 

1. 중국 공산당에 대한 견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은 일찌감치 중국공산당 정부의 합법 정부 지

위를 승인한 바가 있었다. 중국 정부 승인 문제를 놓고 국과 미국 간의 

인식차이가 매우 컸다. 국이 중국 정부에 대한 승인을 강력히 주장하는 

까닭은 이 방법만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관여하고 서방국가에 우호적이게 끌

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 ·미 양국은 중소관계를 최종적으로는 갈

라지게 한다는 것에 대한 공동인식은 갖고 있었으나, 그 시점과 이를 성사

시키는 방법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미국은 당면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중국을 승인하는 것이 섣부른 행동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서방에 더 많은 무

리한 요구를 하게끔 만들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미국과는 극명히 다른 국의 견해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었다. 미국과 달리 국은 중국에서 300년 이상 활동해 

온 경험이 있었고, 이 동양 나라에 대해 그 나름대로의 인식과 견해를 가지

고 있었다.109  국의 중국 공산주의를 보는 시각도 미국의 주류 관점과는 

달랐다. 국은 중국 공산주의자가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orthodox 

Marxists)임을 긍정하면서도 그들의 민족주의 성향에 주목하여 소련인과 

결코 다른 무리라는 것을 확신하 다.110  

위와 같은 인식의 형성은 중화민국 시기인 194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1942~1946년 간 주중 대사를 지냈던 시모어(Horace Seymour)

는 본국에 보낸 보고에서 중국 공산당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 바가 

                                    
109 David Wolf. 앞의 글 p300. 
110 Qiang Zhai. 앞의 책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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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는 공산당 점령지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중국의 공산주

의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 다. 이는 당시의 서방국가 중에 매우 드문 일이

었다. 그에 따르면 현지 인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며 공산

당을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이 대 중국 

정책을 제정할 때 공산당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외무성에게 제안하기도 

하 다. 시모어 대사가 제공한 정보는 국 정부 내부에서 큰 반향을 일으

켰다. 이를 계기로 국 외무성은 중국 공산당에 관한 정보수집을 본격적으

로 시작하 다. 공산당 점령지역을 좀더 면 히 조사한 결과, 현지의 사회 

분위기, 경제 상황은 국민당 통치 지역과 매우 대조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

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한 뒤, 시모어 대사는 ‘공산당 정부는 향후 국

민당 정부를 대체할 유일한 정부일 것이다’라고 예견하기까지 하 다.111 

시모어 대사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분석은 향후 국 정부가 대 중국 

정책을 제정할 때, 특히 중국을 승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

다. 이에 반해 당시의 미국 주중 대사 던 헐리(Patrick Hurley)는 개인의 

반공적 성향으로 인해 편향적인 시각으로 중국 공산당을 보았고 본국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 다.112 이처럼 현지 외교관의 시

각차이가 한국전쟁 기간 ·미 양국의 대 중국 정책에서 반 되었다. 미국

의 정책 결정자들은 중국 공산당을 소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로 보았고 경제적 봉쇄 등을 통해 중국과 제한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

다. 이에 반해, 국의 지도부는 중국 공산당의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정당

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식하면서도 중국 공산주의자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강

조하 다.113  

                                    
111 李世安. 『太平洋戰爭時期的中英關係』(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112~114 쪽. 
112 李世安. 앞의 책 133 쪽. 
113 Cabinet Meeting, C.M. (50) 85, 12 Dec. 1950, CAB 128/18,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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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핀 것처럼 중국 공산당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는 국의 대 중

국 정책의 초석이 되었다. 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위험한 

처사일뿐더러 중국을 소련의 품으로 어 넣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이는 대 중국 관여정책을 주장하는 국으로서는 절대로 받아

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쟁 기간 중국문제를 놓고 미국과 정책 

갈등을 빚었을 때에 국은 자신의 견해를 근거로 미국에 떳떳하게 맞섰다. 

 

2. 중국과의 교전에 대한 분석 

국이 중국과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중

국과의 전쟁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전쟁하게 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연방국가 수상회의가 한창이었던 1951년 1월 초, 국 합참은 ‘중국

과의 전쟁’이라는 비망록을 작성하 다. 합참은 합동정보위원회(Joint 

Intelligence Committee)에게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 중국에 어느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평가하라고 지시

하 다. 이에 대해 JIC은 ‘중국은 서방국가의 공격에 결코 취약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결과는 마치 옛이야기에서 등장한 고래와 코끼리의 싸움처럼 

그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들은 간접적으로는 중국이 미국과 유엔—특히 

국과 프랑스에게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견해를 보 다. 그들

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물론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에 전력을 다한다면 대다수의 중국 대도시들을 파

괴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쟁을 이길 수 없다. 중국의 475만 대군

이 대도시에서 살지도 대도시에 의지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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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매우 가볍게 여겨진다. 역사적으로 홍수와 기근이 잦은 관계로 중국인

들은 대규모의 재해 앞에서 매우 강인하다. 따라서 원자탄 폭격을 맞더라도 그

들이 완강하게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산업지대와 교통선의 파괴는 물론 큰 불

편을 줄 수 있겠으나 그들은 소련으로부터 충족한 중장비를 보급 받을 수 있

는 것이 분명하다. 더군다나 그들과의 교전 경험이 말해 주듯이 중국군의 소형

무기로 무장된 돌격보병들은 매우 잘 훈련되어 있고 이들이 현대화 장비를 갖

춘 서방 군대 앞에서도 손색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서방의 공격에 전혀 취

약하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반면에, 중국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군사자원은 아시아로 쏠리게 될 것이

고 막상 제일 중요한 서유럽은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서방이 아시아의 수렁에 

빠지는 것은 소련이 제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제한전은 전면전, 

내지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험천만하다. 이 외에도 전쟁의 

불똥이 중국에 인접한 동남아로 튈 것이며 그럴 경우 국과 프랑스가 모두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114 

 

요컨대 중국에 향해 휘두르는 도끼에 자신의 발등이 찍힐 것이라는 것

이 국 합참의 분석이었다. 중국과의 교전을 통해 국이 자신의 분석에 

대해 더욱더 확신을 가졌다. 훗날 육군성은 중국군과의 교전 경험을 토대로 

한국전쟁 교훈기록을 작성하 다. 국이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첨단무기를 

보유한다고 해서 중국군의 인해전술과 고도로 훈련된 보병 돌격작전 앞에서 

월등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115  

한국전쟁 발발 후, 특히 유엔군의 작전이 불리한 국면을 맞았을 때 미

국은 감정에 치우친 판단에 따라 중국에 대해 호전적인 태도를 취하 다. 

이에 대해 국은 늘 바짝 긴장하 고 사태의 진일보적 악화를 우려하곤 하

                                    
114 WAR WITH CHINA, Memorandum by United Kingdom Chiefs of Staff, 6 Jan. 1951, PREM 

8/1408, TNA. 
115 Korea Notes No.2 by War Office, 25 July 1952, WO 291/2429,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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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군에 대한 독자적인 분석과 판단이 있었기에 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규탄 결의안에 대한 찬성에 선뜻 나

서지 못하 던 것이다. 

 

3. 중국의 체면의식에 대한 인식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은 중국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중국과의 300년 이상의 교역활동을 통해 얻은 것이었다. 중

국인과 교류하면서 동양과 서양 간의 문화충돌을 종종 겪어 보게 마련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1793년에 있었던 매카트니 사절단 사건이었다. 

당시 청나라의 건룡제(乾m帝)가 쇄국(鎖國)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대외무

역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유럽의 상인들이 불이익을 보았다. 

이는 대외무역을 중요시하는 국으로서 가만히 둘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

었다. 국 국왕 조지 3세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건룡제의 82돌 

생일을 계기로 매카트니(George Macartney)를 특사로 한 사절단을 청나라

에 파견하 다. 사절단은 건룡제를 알현하는 과정에서 접견의 예의문제 때

문에 청나라와 마찰을 빚었다. 보통 외국 사신이 황제를 알현할 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삼궤구고두(三跪九叩頭)의 예를 갖추

어야 하는데 매카트니 특사가 이를 단호히 거절하 다. 결국 합의 끝에 건

룡제 뒤에 조지 3세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한쪽 무릎만을 굽히는 국식 예

를 취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116 

이번 사건을 통해 국은 중국인의 체면문화를 체험하게 되었다. 문화 

차이로 인해 국과 중국이 체면을 위한 싸움을 벌 지만 결국 이익의 추구

                                    
116 이 사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James L. Hevia, Cherishing Men From Afar: Qing Guest 

Ritual and Macartney Embassy of 1793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5)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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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쌍방은 협상을 통해 모두의 체면을 살리기로 합의하 던 것이다.117 

회고하건대 1951년 초 중국이 유엔의 평화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국이 

몇 가지 질의사항을 보낸 적이 있었다. 질의에 대한 중국의 답변을 분석하

면서 국은 중국이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보았고 협상의 자세를 취하

다고 판단하 다. 이 같은 판단에 매카트니 사절단의 경험에 관한 기억이 

재생되어 작용하 을지도 모른다. 훗날 국 상무부(Board of Trade) 관료 

출신이었던 스토크스(Richard Stokes)가 애틀리에게 보낸 서신에서 중국의 

체면의식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다. 서신에게 그는 ‘ 국은 중

국과 무역을 하고 싶을 뿐 절대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 중국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다면 문제의 탈출구를 찾

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하 다. 그리고 중국인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체면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기도 하 다.118  

국 정부 내에서 이러한 견해를 가진 자가 있다는 것, 이 자가 무역 

담당 부서 출신이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함의를 제시해 준다고 본다. 그리고 

중국의 체면의식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고 상무부 내

에서 어느 정도 공유된 견해 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공유한 자들의 의

견이 규탄 결의안에 대한 국의 입장에서 반 되었다고 보는 데에는 무리

가 없을 것이다. 

 

 

 

                                    
117 万婧. 「中西方跨文化傳播中的面子協商」. 『新疆大學學報』Vol. 42 No. 4 (2014). 

132 쪽. 
118 Richard R. Stokes to Clement Attlee (Korea-And War with China), 7 May 1951, BT 172/53, 

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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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논문은 기  해제된 한국전쟁 시기의 국 정부문서를 토대로 중국

에 관한 ·미 양국의 갈등을 고찰하 다. 그리고 갈등 속에서의 국의 조

정자 행보에 착안하여 국이 무엇을 얻고자 하 는지, 그 배후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국이 조정자로 나서면서 과

연 얻고자 하는 바를 얻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조정자 역할의 한계를 짚어

보았다. 

한국전쟁 발발 후 미국은 신속히 유엔군을 결집시켜 전쟁에 개입하 다. 

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미국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병력을 

파견하는 등 큰 틀에서 든든한 후원자로서 미국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었다. 

그러나 각론에서 양국 간에 이견이 존재하 다. 특히 중국군이 참전한 이후 

대 중국 정책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증폭되었고 때로는 심각한 대립의 양

상을 보이기도 하 다.  

필자는 양국 간 대립의 초점이었던 ‘침략자’ 규탄 결의안에 포커스를 

맞추었다. 시간적으로는 불과 짧은 1개월이었지만 1951년 1월 한 달 동안 

∙미 간 벌어졌던 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 다. 중국군 참전 후 

유엔군이 수세에 몰리자 미국은 유엔에서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

안을 상정시켜 국면 타개를 시도하 다. 그러나 미국의 시도는 국의 강력

한 반발에 부딪쳤다. 한국전쟁의 조기종결을 원하는 국의 입장에서 결의

안의 통과는 사태를 진일보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일 위험천만

한 ‘경솔한 행위’ 다. 따라서 국은 결의안의 통과를 결연히 반대하는 동

시에 캐나다가 제안한 정전을 위한 ‘평화 5원칙’을 강력히 지지하 다. 중국

의 정전5원칙 거부로 인해 결의안의 통과가 불가피해지자 국은 결의안을 

보다 더 온건하게 수정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이로써 국은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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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극을 최소화하려고 하 던 것이다. 결국,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양

국이 드디어 접점을 찾아 결의안 제2항과 제8항의 수정을 합의하고 문제를 

마무리하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이 서방국가 간의 분열을 초래할지도 모를 

위험을 무릅쓰고 대 중국 정책과 관련하여 미국과 대립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국은 결의안으로 인해 

중국이 자극을 받아 새로운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극히 우려하 다. 

그럴 경우, 국의 양대 이익인 서유럽의 안정과 중국 시장의 확보가 모두 

위협 받게 될 것이라는 게 국의 판단이었다. 국익에 대한 고려 외에도 오

랜 경험에 기반한 중국에 대한 독특한 견해도 중국과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다졌다. 

그러나 국은 불행하게도 국력 쇠퇴라는 불가항력적 한계를 떠안고 조

정자의 길로 나서야 하 다. 서유럽에서 ·미 양국이 공동이익을 가진다는 

것은 협력과 공조가 가능했던 것인데 반해 극동지역에서 양국의 상이한 이

익은 마찰을 일으키게 마련이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절대적인 힘의 우

위에 있는 미국은 서유럽에 대한 약속이라는 지렛대를 휘두름으로써 국의 

조정 시도를 얼마든지 좌절시킬 수 있었다. 요컨대 국은 극동지역에서 이

익을 지키기 위해 조정자 역할로 나섰는데 결국 국력이라는 현실 앞에서 서

유럽의 안정과 극동에서의 이익은 동시에 잡을 수 없는 두 마리의 토끼 다. 

국의 조정 시도는 비록 힘의 한계로 인해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

으나 한국전쟁을 연구하는 데 있어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제공한다는 점에

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전쟁에서의 외세에 관련 기존연구 중 대부분

이 중·소, 미·소, 그리고 중·미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처럼 이데올로기

의 대립이라는 구도에서 한국전쟁을 접근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간과될 

수도 있다. 부차적인 요소로 여겨져 왔던 국의 조정자 역할도 그 중의 하

나다. 사실 ·미 동맹관계에서 보는 국의 조정자 역할은 미국의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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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잣대를 가지고 한국

전쟁을 다시 본다면 분명히 기존연구보다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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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on the Anglo-American 

Policy Conflicts during the Korean War 

Focusing on the resolution condemning China as an 

‘aggressor’ 

 

Yin Boyao 

Korean Studies Maj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World War II,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ally to each other. In the new post-war order, the two countries 

strengthened their alliance by cooperating with each other across various sectors. 

However,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not achieved through the UK’s 

unilateral and unconditional compliance to the US policy course. However strong the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may seem, the UK and the US are after all two 

independent nations pursuing their own different national interests. While trying to keep 

step with the US, the UK has been continuously putting forward objecting opinion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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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of its own interest. The fri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during the 

Korean War reached its climax when the US tried to pass a resolution condemning China 

as an “aggressor” in the UN. The UK engaged in a fierce battle of wills over the passage 

of the condemnation resolution, actively seeking a political settlement to the situation. 

The thesis examines the United Kingdom's mediator role in the Korean 

War by looking into divergence of opinions between the UK and the US during the war, 

especially when Britain dismissed a U.S.-proposed resolution trying to define China as 

"an aggressor" and started to wage a psychological war against America after China's 

entry into the war had put the UN troops at a disadvantage. The thesis analyzes the 

limitations of the UK as a mediator by reviewing what the UK had wanted, what its 

motivation behind was, and whether the UK attained its goal. To do that, the author 

examines differences between the UK and the US regarding China based 

upon declassified documents of the UK government. The UK turned out to be a mediator 

to avert escalation of war that was prompted by the United States, or rather to protect its 

own interests in the Far East. But unfortunately, the UK, which suffered decline of its 

national strength, had to take into account the U.S. views due to its security concerns in 

West Europe. The United States, with its overwhelming power, was able to frustrate the 

UK's mediation efforts by threatening with guarantee of security in West Europe. In short, 

security issues in West Europe and stakes in the Far East could hardly be handled at the 

same time then.  

Despite that the UK's mediation attempt failed to play its due part, the research 

is relevant as it offers a new perspective and starting point for Korean War-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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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Most of the existing researches on external factors in the Korean War focus on 

China-Soviet, U.S.-Soviet and China-U.S. relations. Yet a review of the Korean War 

with the vision which emphasizes ideology conflict could lead to neglect of many other 

factors. The UK's mediator role, which has been deemed a secondary factor, is one of 

them. In fact, the UK's role as a mediato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nglo-American 

alliance serves as an importance gauge to assess the U.S. policy in an objective manner. 

A reexamination of the Korean War using this gauge will provide some new insights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Keywords: Korean War, Anglo-American Policy Conflicts, Mediator Role, Chinese 

troops, Aggressor, Condemnation Resolution 

 

Student Number: 2012-22832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기존연구 검토
	3. 연구의 자료와 방법

	제2장 침략자 규탄 결의안의 상정을 막기 위한 노력
	1. 인도의 평화중재정전3인위원회안의 제기
	2. 영연방국가 수상회의의 개최정전5원칙의 제기
	3. 중국의 5원칙 거부와 규탄 결의안의 상정

	제3장 결의안 통과를 둘러싼 영미 양국의 줄다리기
	1. 미국의 결의안에 대한 영국의 입장
	2. 결의안 제2항과 제8항의 수정
	3. 최종 타협

	제4장 영미 간 중국에 대한 견해차의 배경
	1. 서유럽의 안정 문제
	2. 홍콩의 안정과 중국과의 교역에 대한 고려
	3. 조정자로서의 역할

	제5장 영국 문서에 나타난 중국관(中國觀)
	1. 중국 공산당에 대한 견해
	2. 중국과의 교전에 대한 분석
	3. 중국의 체면의식에 대한 인식

	제6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