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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1948∼50년 주한미 사 의 

설치와 정무활동

김도민

본고는 1948∼50년 주한미사 단의 일부로 한국에 설치된 주한미특별

표부와 이후 승격된 주한미 사 의 조직과 상, 정무활동 등을 고찰

한 이다. 미국은 미군정이 종료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확정했음에도 한

국을 포기하지 않았다. 1948년 8월 미국은 사 이 총 하는 미사 단

을 한국에 견했다. 미국은 미사 단을 통해 한국에서 여 히 가장 큰 

향력을 행사했다. 미사 단은 신생 한민국의 안정화와 한국에서 반

공보루 구축이라는 목표를 실 시키기 해 활동했다. 미 표부는 1949

년 1월 1일 미국정부의 한국정부 정식 승인이 발표된 이후 본격 인 인

 구성을 갖추었으며 1949년 4월 미 사 으로 승격했다. 이 게 설치

된 미 사 의 인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거 했다. 나아가 사  

서기  직원  정치 담당자가 거의 반에 이를 정도로 사 은 정

치  활동에 집 다.

미 사 은 한민국 수립 이후 6.25 쟁 발발까지 한미 계에서 가장 

요한 상을 차지했다. 미 사 은 미국 향력이 한국정부에 이르는 

가장 요한 통로 으며 한국정부의 가장 요한 고문기구 역할을 담당

했다. 한국정부는 미국원조뿐 아니라 한국 내 주요 안까지 미 사 의 

자문을 구했다. 미 사 도 사안에 따라 한국정부 내정에 직  개입했다.

미 사 의 기본  정무활동은 한국 내 정보를 수집하고 미 국무부에 

정세를 보고하는 것이었다. 공식 ·비공식  통로에서 수집된 정보는 작

성자의 에 따라 가공 으며 이후 사 의 상 자들을 거치면서 일

부 내용이 락되기도 했다. 미 사 은 수집된 정보와 정세 단에 기

하여 다양한 정치  활동을 펼쳤다. 나아가 미 사 의 정세 단은 미 

국무부가 한정책을 수립하는 데 주요한 참고자료 다. 



1948∼49년 미 사 의 정무활동은 신생 한민국 안정화에 집 다. 

미 사 이 단하기에 미군정기 해결되지 못한 친일청산이라는 탈식민 

문제와 국회의 민주주의 실  노력은 안보불안에 시달리는 한국 행정부 

안정화보다 요하지 않았다. 한국 국회의 행정부 비 은 갓 태어난 이

승만정부를 흔들어 한국 안정화를 해치는 것일뿐더러 외세권력에 억 려

온 특수한 한국역사에서 기인하는 민족  분노와 원한의 산물에 불과했

다. 따라서 미 사 은 1949년까지 이승만정부의 반민주  조치들을 묵

인하거나 변호했으며 나아가 외부 개입을 극 으로 차단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미 사 의 태도는 1949년 말 돌변했다. 1949년 말 한국 내 안

보상황은 호 으나 인 이션이 발생했다. 특히 미 사 이 단하기

에 한국경제 기는 국가재정을 멋 로 운 하는 이 통령의 독선 때문

에 발생했다.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해 이 통령을 견제하려던 미 사

과 미 국무부는 1950년 5월 국회의원선거에 직  개입했다. 이승만은 

선거연기를 시도했으나 사 과 미국은 신속하게 개입하여 이승만의 선

거연기를 철회시켰다. 

미국은 개입하면서 한국의 체주의 국가화 방지를 표방했다. 그런데 

미국이 내세운 민주주의 수호라는 정책  수사 이면에는 독단 인 이승

만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미국은 1년  식민잔재 청산과 

국회 독립성 훼손이 문제시될 때 한국정부를 방  혹은 옹호하던 입장을 

철회하고 극 으로 한국정부에 개입했다. 결국 이 시기 미 사 은 한

미 간 외교 안을 해결하는 일반 인 사 의 상을 넘어 한국 내정에 

극 으로 개입하는 독특한 고문기구 역할까지 수행했다.

1948∼50년 시기 미 사 과 한국정부를 심으로 형성된 한미 계는 

이후 한국 사에서 반복되는 탈식민과 민주주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일정한 역사  맥락을 제공할 것이다.

주요어: 주한미 사 ,  무 ,  이승만,  탈식민,  민주주의,  고문(顧問)

학  번: 2007-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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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1948년 8월 15일 한민국 수립은 한미 계의 새로운 출발 이었다. 

갓 태어난 한국정부는 국내외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안정화를 시 히 

달성해야 했다. 특히 신생 한국정부는 미군정기 지연된 친일청산이라는 

탈식민(脫植民) 문제와 미국이 이식한 민주주의 제도의 첫 운 이라는 

과제까지 떠안았다.1) 이 시기 한국정부의 식민잔재 청산과 민주주의 제

도 운 의 결과는 이후 한국 사에 지속 으로 향을 미쳤다.

미국은 1945년 조선해방 이 부터 한국의 독립 능력에 회의 이었다. 

미국은 후 ‘신세계 질서’(New World Order) 구상에 따라 과거 제국주

의 국가들의 직 인 식민지배 형태가 아니라 한국을 강 국 리 하에 

두는 신탁통치안을 추진했다. 그런데 미국은 1947년 7월 소련과 의가 

사실상 결렬되자 신탁통치안을 철회하고 유엔을 통한 독자 인 한국정부 

수립이라는 새로운 한정책을 입안·실행했다.2) 미국은 이 게 수립된 

한국정부의 안정화를 해 방 인 원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거

한 외교사 단을 지에 견했다. 결국 미군정이 종료하고 한민국이

라는 독립 정부가 수립 음에도 1948∼50년 동안 미국은 여 히 한국사

회에 가장 커다란 향력을 미치는 외부규정력이었다.

미군정 종료 후 한국과 미국은 령과 피 령 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1) 미군정기 한국에 민주주의 제도가 이식되는 과정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했다. 박찬표, 2007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 미국은 한국을 점령하기 전부터 강대국의 지배 하에 한국을 운영하는 신탁통치를 대한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미군정 시기에도 미국은 한국에서 신탁통치를 실현시키려 했다. 그런데 1947

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소련과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기존의 모스크바결정

에 의한 한국문제 처리를 폐기하고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하는 것을 「SWNCC 176/30」 문

서에서 대한정책으로 확정했다.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 국가운영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수

년간 유지해온 한국 신탁통치안을 미군정 말기 급격히 철회한 것이었다. 미국은 신탁통치안의 

폐기를 소련과 협의가 어려운 상황논리에 기대어 소련의 책임을 강조했다. 정용욱, 2003 《해

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8,9장 참조. 그러나 미소 간 협의의 어려움이라는 

상황논리는 미국의 정치적 수사(修辭)에 가깝고 실제 미국은 현실적으로 남한에서 극렬한 반탁

운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탁통치를 통해 남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힘들다

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대한정책을 수정한 것이었다. 미국 대한정책의 변화는 미소 간 냉전의 

심화라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보다 “한국문제에 관한 한 정세변화의 현실적인 고리와 주요동인

은 한반도 내의 상황전개 자체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같은 책, 382쪽 각주 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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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외교 계를 맺었다. 그 다고 한미 간 군사  계가 완 히 

단 된 것은 아니었다. 미군정 종료 후에도 주한미군은 10개월 간 한국

에 주둔했으며 미군철수 후에도 주한미군사고문단(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이하 KMAG)이 한국에 상주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KMAG이라는 군사  통로가 여 히 존재했지만, 두 국가는 1950년 6.25

쟁으로 미군이 한반도에 다시 진주하기까지 주로 외교채 을 통해 

계를 맺었다. 이 시기 형성된 미국의 한( 韓)인식과 한국의 미(

美)인식은 이후 한국과 미국의 외교정책에 많은 향을 미쳤다.

이에 본고는 1948∼50년 시기 한미 계의 가장 요한 통로이자 한국

정부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친 주한미특별 표부(the Mission of the 

United States Special Representative in Korea 이하 미 표부)와 1949

년 4월 승격된 주한미 사 (United States Embassy in Korea, 이하 미

사 )을 연구 상으로 삼았다.3)

미국은 미 사 의 신(前身)인 미 표부와 KMAG, 경제 조처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Mission on Korea, 이하 주한

ECA), 합동행정국(Joint Administration Services)으로 구성된 주한미사

단(American Mission in Korea, AMIK)을 1948년 8월 한국 지에 

견했다. KMAG은 군사를 주한ECA는 경제를, 미 사 은 정치와 문화 

역을, 합동행정국은 사 단의 시설 리와 서비스 련 업무를 주로 담

당했다.4)

미국은 1948년 8월 주한미사 단의 일원인 미 표부를 미국 국무부(이

하 미 국무부)의 극동국 동북아시아실 하  기구로 한국에 설치했다. 미

표부와 이후 승격된 미 사 은 주한미사 단을 총  지휘했을 뿐 아

니라 미군정 권력의 한국정부 이양이라는 행정권 이양 과정에도 깊이 

3) 미대사관의 공식 명칭은 1949년 4월 승격 이전까지 ‘미대표부’였으나 본고에서 일반적 의미를 

지칭할 때는 시기와 무관하게 미대사관으로 썼다.

4) 이 시기 주한미군철수와 주한미사절단 내 미국 기구에 대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이원덕, 

1987 《주한미군철수에 관한 연구 : 1947∼1949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현진, 2009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60》 혜안; 조이현, 1995 《1948∼

1949년 駐韓美軍의 철수와 駐韓美軍事顧問團의 활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동찬, 

2011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조직과 활동(1948∼53)》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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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했다. 나아가 미 사 은 미국의 한정책이 한국에서 실행되는 데 가

장 요한 지 외교기구 다.

한국정부도 미 사 을 한미 계의 가장 요한 통로로 인식했다. 한

국정부는 한미 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을 미 사 을 거쳐 미국과 

의했다. 심지어 한미 계와 무 해 보이는 한국 내부의 문제까지 미

사 의 자문을 구했다. 이 시기 미 사 은 한국과 미국 간 외교 안을 

해결하는 일반 인 사 의 역할을 넘어 한국 내정에 극 으로 개입

하는 고문기구 다. 

한국정부가 미 사 에 크게 의존한 것은 기 신생 한국정부의 불가

피한 선택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군사  원조와 정치  

지원은 1948∼50년 국내외  불안에 시달리던 한국정부의 생존과 안정화

에 이었기 때문이다.

미 사 은 이승만정권 기(1948∼50년) 한미 계사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지 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이호재는 이승만

의 미 외교정책을 심으로 이 시기 미군철수와 군사  원조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 발생했던 외교  갈등을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 

련 한정책이 이승만 통령의 미외교 개과정 속에서 어떻게 충돌

했는지를 잘 드러냈다. 그런데 그는 당시 한미 외교 계의 매우 요한 

역이던 정치  사안을 다루지 않았다.5)

커 스와 박명림은 6.25 쟁의 기원을 찾겠다는 연구목표 하에 1948∼

50년 시기를 분석했다. 두 연구자 모두 이 시기 미국의 한정책의 특성

을 밝히는 과정에서 미 사  혹은 주한미 사(이하 미 사) 무 의 주

장을 일부 언 했다. 

먼  커 스는 한국정부 수립 이후 6.25 쟁 직 까지의 한국 상황을 

체 으로 개 했다. 그는 이 시기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완료했음에

도 여 히 한국에서 큰 향력을 행사했음을 밝혔다. 특히 미국 향력

이 실 되는 새로운 통로  하나로 미 사 을 처음으로 언 했다. 그

런데 그는 미 사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거 했다고 언 했을 뿐 그 

5) 이호재, 2000(초판 1969) 《한국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이승만외교와 미국정책의 반성》 법

문사 7~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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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규모나 인  구성을 밝히지 못했다. 나아가 그는 미국의 향력

이 행사된 개별 사례를 소개하는 데 머물 기 때문에 미 본국의 한정

책이 지 기구를 통해 한국정부에 이르는  과정을 밝히기 어려웠다.6)

기존 연구  박명림은 1948∼50년 미국과 이승만 사이에 펼쳐진 한미 

간의 갈등을 가장 자세히 분석했다. 박명림은 이 시기 한미 간 갈등의 

본질을 미국 한정책의 특성에서 찾았다. 미국이 체주의 국가화 되어

가는 한국을 제어하여 민주주의 토 인 선거제도만큼은 지키려 했고 그 

결과 한미 간 충돌이 발생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이 분석을 통해 선거

개입을 시도한 미국 한정책의 근본  목표가 한국 안정화에 기 한 반

공보루 구축이었다는 리한 분석을 제공했다.7) 그런데 그는 1949년 당

시 상이하던 미국여론과 미국정부의 입장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을 

뿐 아니라 1950년 미국이 이승만 통령의 선거연기 시도에 개입하게 되

는 체 과정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미국의 한정책을 분석했다. 

따라서 아쉽게도 이 시기 미국이 표방한 민주주의 수호라는 정책  수사

(修辭) 이면에 존재하던 ‘실제 의도’를 드러내기 어려웠다.

이들 주요 연구를 포함해 1948∼50년 시기를 다룬 한미 계 련 연구

들은 체로 미국여론과 미 국무부, 지 미 사 , 한국정부 같은 다양

한 행 주체들의 입장 차와 계에 주목하지 않았다.8) 1948∼50년 미국 

한정책과 한미 계의 성격은 다양한 행 주체들을 시야에 넣고 분석되

어야만 명확해질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미 사 의 정무활동을 주로 다

루하면서도, 미 사 이 미 국무부와 한국정부 사이에서 어떤 계를 맺

었는지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우선 1장은 한민국 수립되어 미 사 이 설치되기까지의 과정을 미

6) 커밍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대사관”과 “가장 다수의 군사고문단”이 한국에서 활동했을 뿐 

아니라 대규모 대한원조 등으로 정부수립 이후 1950년까지 미국의 영향력은 “새로운 고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Bruce Cummings, 2002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2: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역사비평사 15장. 

7) 박명림, 앞의 책, 8,10장. 

8) 김태기가 거의 유일하게 대사 무초의 주장이 미국의 대한정책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그는 

한국정부의 대일강화회담 참여 여부를 분석하면서 대사 무초의 주장이 미국 대한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미쳤음을 밝혔다. 김태기, 1999 〈1950년대초 미국의 대한 외교정

책: 대일강화조약에서 한국의 배제 및 제1차 한일회담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입장을 중심으

로〉《한국정치학회보》33집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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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한정책의 맥락에서 살펴본 후 다음으로 설치된 미 사 의 조직과 

운 을 정리했다. 2장은 미 사 이 여타 주한미사 단 기구와 미 본국, 

한국정부 각각에서 어떤 상을 차지했으며 나아가 미 사  활동과 미 

국무부의 한정책 수립의 기 자료가 던 미 사 의 정보수집 경로와 

한국정세 보고과정을 분석했다. 3장은 1948∼50년 미 사 의 정무활동

을 심으로 정리했다. 특히 미 국무부와 미 사 이 1949년 말과 1950

년  한국의 선거실시와 공정선거 실 을 해 개입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추 하면서 이 시기 미국 한정책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했다. 

주로 정치 역을 심으로 미 사 의 활동을 분석했지만 어떤 사안은 

여타 역과 불가분의 계를 맺기도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한꺼번에 

다루었다.

본고는 《국무부 인명록》과 미 사 이 미 국무부와 교환한 서신  

보고서, 주요 인물들의 구술자료, 회고록, 각종 신문 자료 등을 이용했다. 

1949∼50년 미 국무부의 조직도와 미 사 의 구성원, 체 인  규모 

등을 확인하기 해 본고에서 처음으로 Record Group(이하 RG) 59의 

《국무부 인명록》(REGISTER of the Department of State APRIL 1, 

1950)을 활용했다.9) 

미 사 의 인식과 활동은 국무부 내 자료 분류 방식인 십진분류문서

철에 소장되어 있는 일명 한국내정문서철(Internal Affairs of Korea)과 

이것의 편자료인 《미국의 외 계 자료집》(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이하 FRUS)을 활용해 악했다. 한국내정문서철은 미

사 과 미 국무부 간에 주고받은 훈령, 문, 비망록 등 모든 외교문서들

이 망라되어 있는 방 한 자료원이다. 이 자료는 이 시기 미국의 한국 

지 활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기존 연구자들은 주로 한국내

정문서철의 편자료인 FRUS만을 활용하여 이 시기를 다루었기 때문에 

미국 한정책이 입안되어 실제 한국에서 이행되는  과정을 밝 내기 

힘들었다. 본고는 한국내정문서철 에서 1948∼49년은 RG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가운데 895(Internal Affairs of 

9) 이 자료는 http://www.archive.org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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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시리즈를, 1950년은 795시리즈의 정치(795.00)와 895시리즈를 이용

했다.10) 특히 미 사 이 매달 작성하여 국무부에 송하는 Political 

Summary for Mth, Date는 미 사 의 인식과 활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11)

공식  자료만으로 알기 힘든 미 사 의 체 인 운 과 주요 인물

들의 성향은 미 사 무 (John J. Muccio)의 구술자료를 이용했는데, 본

고에서 처음으로 트루먼 통령도서 에 소장된 무 의 구술자료를 본격

으로 활용했다.12) 미 사 의 1등서기  노블(Harold J. Noble)의 회고

록은 당시 미 사 의 운 과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했다. 나아가 미

국 자료만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국 내 신문자료를 참고했다. 당시 이

승만의 입장은 그의 사설고문(kitchen cabinet)이던 올리버(Robert T. 

Oliver)와 주고받은 서한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몇몇 사실 확인을 

해 하지 장군의 부 부실(Adjutant General's Department)을 거쳐 간 

문들이 수록된 RG554의 Box195  일부 문서를 활용했다.

10) 십진분류 방식은 각 관련 영역을 찾기 편하게끔 세세한 하위분류 번호를 매겨놓았다. 그러나 

이 경계가 명확하다고 신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떤 사안은 정치와 경제, 문화 모두에 

걸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풀브라이트(Fulbright) 관련 문서는 사회문제 중 교육 

관련한 ‘895.40’뿐 아니라 군사문제 중 장비와 물품(Equipment and supplies)으로 분류된 

‘895.24’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풀브라이트 자금이 학교건축에 전용하는 것이 문제가 됐기 때

문에 관련 내용으로 장비와 물품에 들어갔을 것이다. 

11) 미 국무부의 RG59 중 십진분류된 한국내정문서철은 1940년대와 50년대 분류방식에는 약간

의 차이가 있다. 40년대까지는 정치문제(political Affairs and Conditions)와 통신

(communications)·교통(Transportation)·과학(science)이 각각 895.00과 895.70으로 분류되어 

895시리즈에 포함되었으나, 50년대는 이들이 각각 795와 995 시리즈로 따로 분류되었다. 

12) 무초의 구술자료는 트루먼도서관 홈페이지(http://www.trumanlibrary.org)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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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  주한미 사 의 설치와 조 직

1.  주한미특 별 표 부  설치와 사  승 격 의 과정

미국은 2차 에 참 함으로써 외교정책의 방향을 1차  이후 표방

해온 고립주의에서 실주의로 환했다. 고립주의(isolationism)란 한 국

가가 자국의 이익과 안보에 직  련 없는 세계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려

하는 외교정책의 원칙을 의미한다. 미국 통령 랭클린 루스벨트

(Franklin Roosevelt)는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정책 때문에 2차 이 

발생했다고 단했다. 따라서 그는 2차 의 재발 방지를 해 기존의 

고립주의에서 탈피하여 실주의  외교정책을 펼쳤다. 미국의 실주의

 외교정책은 강 국들과 의 하에 후 세계질서를 구축하고 세계문

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구체화 다.

그런데 강 국 심의 국제정치를 주도하던 민주당의 루스벨트 통령

은 1945년 종  직  사망했다. 당시 부통령이던 해리 트루먼(Harry 

Truman)이 통령직을 수행했으나 연방의회를 주도하던 민주당은 1946

년 미국 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크게 패배하고 말았다. 연방의회를 장악

한 공화당은 반공주의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더 이상 강

국 소련과 의를 통해 후 세계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트루먼 

통령도 의회 산을 확보를 해 강 국 소련과 의라는 미국 외정책

을 소 쇄( 鎖)로 환했다.13) 미국의 소 쇄 정책은 1947년 3

월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 선언을 기 으로 본격화 다.14) 냉

의 격화와 함께 각국 외교 표가 주재하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도 이

제 격렬한 냉 의 장(戰場)이 되었다.15)

이 시기 한반도 상황도 변했다.16) 미국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삼상회

13) 권용립, 2010 《미국외교의 역사》 삼인 10, 11장 참조.

14) 조이현, 앞의 논문 4쪽; 커밍스, 앞의 책 35쪽.

15) 김홍철, 1985 《외교제도사(外交制度史)》 민음사 245∼47쪽. 

16) 세계체제론자인 커밍스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대소 봉쇄정책으로 전환하자 이 영향력이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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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 로 소련과 한반도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해 1946년 3월 제1차 

미소공동 원회(이하 미소공 )를 열었다. 제1차 미소공 는 1946년 4월 

18일 합의에 이르러 미소공  5호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미국은 자신

이 의도하던 상목표가 실 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1946년 5월  조기

에 회담을 결렬시켰다. 1947년 5월 제2차 미소공 가 재개 으나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할 뿐이었다. 결국 미소공 는 재개된 지 5개

월 만에 막을 내렸다.17) 

미국은 1947년 7월 순 이후 미소공  결렬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향

후 새로운 한정책을 모색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삼부조정 원

회(SWNCC)는 한국문제를 담할 특별 원회(이하 특 )를 구성했다.18) 

특 에서 논의된 한정책들은 그 로 「SWNCC 176/30, 한국에 한 

특별 원회 보고서: 한국에서 미국의 정책」에 반 되었다. 이 보고서를 

기 으로 이제 미국은 미소 간 의에 따른 한국문제 처리라는 모스크바

결정을 폐기하고 한국문제의 유엔이 이라는 한정책을 공식화했다.19)

1947년 9월 16일 미국은 한국독립 문제의 독자 인 유엔 상정을 소련

에 통보했다. 9월 17일 마셜(George C. Marshall) 미국 국무장 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국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미국의 

제안에 따라 한국문제는 유엔으로 이 다.20) 한국문제의 유엔이 은 

체제인 한반도의 대한정책에 그대로 적용됐다고 설명한다. 즉 “미국의 대한정책을 미·소 간 대

립의 한 형태, 즉 냉전과 연결시켜 파악하였다.” 그러나 정용욱은 커밍스의 세계체제론에 입각

한 논리는 “한국현대사의 고유한 역사발전의 흐름과 동떨어진 인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미

국 대한정책 자체의 내적 논리나 정책에 반영된 현실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내용적·실증

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정용욱, 2003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3∼8쪽.  미국의 세계전략과 실제 대한정책의 ‘간극’ 혹은 ‘긴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7) 같은 책, 417~426쪽.

18) 미국의 대외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1944년 11월 군부와 국무부의 정책 조정과 협조를 위해 

국무부·육군부·해군부 삼부조정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on Committee, SWNCC)가 

만들어졌다. 정용욱, 앞의 책 28쪽. 당시에는 공군이 없었기 때문에 육군부와 해군부가 국무부

와 함께 대외정책을 조율했다. 1947년 공군부가 설치된 직후 삼부조정위원회는 사부조정위원

회(State-Army- Navy-Air Coordinating Committee, SANACC)로 이름을 바꾸었고, 1948년 

사부조정위원회를 확대한 국가안보회의가 설립되었다. 국가안보회의에는 사부조정위원회에 참

여했던 국무부·육군부·해군부·공군부 외에 중앙정보국(CIA)·예산국·통상부 등이 정기적으로 참

여했으며, 사안에 따라서 다른 정부 기관들의 관련자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박태균, 2006 《우

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비 386∼87쪽.

19) 정용욱, 앞의 책, 417~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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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을 통한 세계질서 모색이라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의 첫 실습

상이 한국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유엔총회는 유엔 감시 하 한국총선거 실시를 결의하고 한국에서 선거

를 감시할 유엔한국임시 원단(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 이하 임시 원단)을 발족시켰다. 한국에서 활동하던 임시 원

단은 1948년 2월 26일 선거가능 지역만의 총선거 실시 결의안을 가결시

켰다. 이 결의안에 따라 한국 역사상 첫 국회의원선거가 1948년 5월 10

일 실시 다. 제헌국회는 이승만을 통령으로 선출했으며 이 통령은 

한국정부 수립을 1948년 8월 6일 국제연합조사 원단에 통고했고 최종

으로 8월 15일 한민국정부 수립을 선포했다.21)

한민국정부의 탄생과 함께 기존의 미군정은 종료 으며 민간사무국

(Civil Affairs Sections)으로 환 다. 종료 다음날부터 한민국 각 정

부 부서와 미국 측 표들은 정권이양과 련된 상을 시작했다. 미국 

측 표들은 새로 한국에 부임하는 주한미특별 표의 조정(coordination) 

하에 한미 간 정권이양 상을 진행했다.22)

미국은 군정 종료와 미군 철수 후에도 한국에서 향력을 여 히 행사

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극동지역 소 쇄를 한 반공의 보루

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8 

문서(이하 「NSC 8」)에서 반공보루 구축이라는 한정책의 목표를 제

시했다.23)

「NSC 8」 문서는 문제와 분석, 결론 세 부분으로 구성 다. 국가안보

회의는 한정책과 련된 미국의 목표와 황을 분석 항목에서 자세히 

다루면서, 분석의 말미에 미국이 취해야 할 한정책을 세 가지로 제시

했다. 여기서 미국은 한국을 완 히 포기하거나 군사력을 동원해서 면

20) 조이현, 앞의 논문 6∼8쪽.

21) 《서울신문》 1948.7.18, 1948.8.14.

22) “Muccio To Secretary of State: Political Summary for August 1949" RG 59, 

895.00/9-1448 5쪽.

23) 「A REPORT to the PRESIDEN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THE PROBLEM, 

April 2, 1948」(이하 「NSC 8」); 국방군사연구소, 1996 《한국전쟁 자료총서》 1권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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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장한다는 첫 번째와 셋 번째 안 모두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을 완 히 포기할 경우 극동에서 소련의 

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며 반 로 한국을 면 으로 보장한다면 미국

은 한국에서 발발할지 모르는 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두려워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미국은 미군철수에 따른 악 향을 최소화 하면서도 제한된 

범  내에서 모든 당한 수단을 활용해 한국정부를 지원한다는 두 번째 

방안을 한정책으로 채택했다. 

미국이 채택한 두 번째 방안은 한국정부가 따라야 할 정책으로 정치

·경제  안정화와 공산주의 향력 차단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안정화와 방공(防共)은 곧 미국 한정책의 목표 

자체 다. 만약 미국은 한국정부가 미국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면 비폭력

 혹은 정치  복 수단까지 동원하여 한정책을 실 하겠다는 강력

한 의지를 보 다.24)  

미국정책을 잘 수행하는 한국정부를 만들려는 미국의 의도는 「NSC 

8」의 분석 항목에서 가장 먼  제시된 한정책의 반 인 목표 세 가

지에서도 확인된다. 세 가지 목표는 첫째 외국 통제에서 독립 ·자립 ·

자주  한국을 수립할 것과 둘째 자유 한국인의 의지를 표하는 국민  

정부를 수립할 것, 셋째 건 한 경제와 교육체계 확립을 해 한국을 도

울 것이었다.25)

미국은 수립될 한국정부가 외국통제에서 벗어난 독립국가이길 원했다. 

그런데 독립 ·자립 ·자주 인 한국정부 수립이라는 미국 한정책의 

첫째 목표는 모두 미국이 수립·보장하며 돕는 것을 제하고 있었다. 즉 

독립 ·자립 ·자주 인 한국정부 수립이라는 미국의 한정책의 목표는 

한정책의 필요조건이었지 충분조건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 

24) 「NSC 8」 10쪽. 군사국방연구소, 앞의 책 11쪽. 이 두 가지 목표는 남한정권 붕괴 방지와 

공산주의 침투 차단이라는 미국의 대한원조 목표와도 일치한다. 이현진, 2009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정책 1948~1960》 혜안 44~66쪽.

25) 「NSC 8」 1쪽. 군사국방연구소, 앞의 책 2쪽. 문서에 규정된 목표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의 통제로부터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유엔의 구성원으로서 적합한, 통일되고 자립적이며 

자주적인 한국을 가능한 한 빨리 수립할 것. 2. 자유롭게 표현된 한국인의 의지를 충분히 대표

하는 국민적 정부의 수립을 보장할 것. 3.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국가에 핵심적인 기초들인 건

전한 경제와 교육 체제의 확립을 위해 한국인들을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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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와 반공보루 구축을 해 어떤 훌륭한 정책들을 만들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 정책들을 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국은 한국과 추구하는 바가 일치할 때는 한국정부를 지원했지만, 한국이 

미국의 정책을 따르지 않을 때는 한국정부에 강제 으로 개입하려 했다.

미국 한정책의 목표는 주한미사 단의 목표이기도 했다. 주한미사

단은 한국정부 안정화와 미국이익 실 이라는 임무(mission)를 부여 받

았다. 여기서 미국 이익은 앞서 한정책의 목표 로 한국에서 반공보루 

의 구축이었다. 마찬가지로 주한미사 단의 목표 실 은 한국정부에 얼

마나 사 단의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미국은 한정책의 효과 인 실행을 해 거 한 미국 외교사 단

(U.S. diplomatic mission)을 한국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26) 워싱턴은 

주한미사 단 설치 비를 해 산국(Bureau of the Budget)과 국방

부, ECA, 미공보원(USIS), 국무부를 표하는 문가로 이 진 을 한

국 지에 보냈다. 국무부 소속의  울 (Glenn Wolfe)가 이 의 단

장이자 주한미사 단 설치의 체 인 책임을 맡았다. 울 는 1948년 9

월부터 1948년 10월까지 한국 지에서 활동하면서 육군부에서 국무부로 

편의시설 이  업무를 수행했다. 주한미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미용실과 

신발 수선실 같은 모든 편의시설은 차츰 국무부로 이 다.27)

미국 외교사 단의 일반 인 목표는 미 국무부가 표방하는 미션 스테

이트먼트(mission statement)에 잘 드러난다. 2011년에도 미 국무부는 상

국의 안정화와 미국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것을 외교사 단의 임무

로 부여했다.28) 한미 외교 계가 처음 시작된 이 시기에도 미국은 동일

26) 「NSC 8」 앞의 자료.

27)  “Oral History Interview with Ambassador John J. Muccio,"(Washington D.C. February 

10 & 18, 1971) Jerry N. Hess and Harry S. Truman, Library Independent, Missouri 

1972, 24쪽(이하 《무초 구술》로 약칭); 《미 국무부 인명록》의 ‘Glenn Wolfe’ 항목을 참조. 

글렌 울프는 초기 주한미사절단의 설치를 준비하는 사절단의 단장이었다. 주한미사절단의 총괄 

책임과 한미 간 정권이양 관련 협상의 대표는 주한미특별대표 무초가 맡았다.  

28) 2011년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다음과 같다. “Shape and sustain a 

peaceful, prosperous, just, and democratic world and foster conditions for stability and 

progres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and people everywhere.” FY 2011 
Agency Financial Report, November 2011(http://www.state.gov/s/d/rm/index.htm#mission 

검색일 2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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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표를 추구했다. 그런데 안정화 추구라는 사 단의 임무는 60여 년 

과 동일했으나 사 단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상은 매우 상이했다. 갓 

태어난 한민국은 국제  승인과 지속 이고 집 인 미국의 군사·경

제  원조 없이는 붕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29) 즉 이 시기 한미 계

에서 주한미사 단은 한국 안정화에 인 향력을 행사하는 존재 다.

주한미사 단은 미 국무부 극동국(Bureau of Far Eastern Affairs) 동

북아시아실(Office of Northeast Affairs)의 하  기구로 한국 지에 설

치 다. 미 국무부 내 지휘계통은 1951년 1월 작성된 미 국무부 조직도

에서 잘 드러난다(<그림 1> 참조). 미국 통령의 명령은 국무장

(Secretary)과 극동국 차 보(Assassistant secretary), 동북아시아실 담

당자를 거쳐 미 사 에 달 다. 그런데 실제로 미 사 은 부분 미 

국무장 의 직 인 지휘를 받았으며 미 사  한 미 국무장 에게 

직  보고서를 제출했다.

   

 

29) 정용욱, 앞의 책, 468~4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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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한 국가는 다른 국가와 외교 계를 수립하기 한 비단

계로 표부를 먼  상 국에 설치한다. 미 표부는 주한미사 단의 일

원으로 서울 반도호텔에 설치 다.30) 미 표부는 반도호텔의 건물과 부

지를 한국정부로부터 400만 달러(한화 180억원)에 구매했다.31) 미국 

통령은 1948년 7월 28일 무 를 사 의 주한미특별 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President to Korea with personal rank of 

ambassador)로 임명했다.32) 무 는 1948년 8월 9일 미국 워싱턴을 출발

하여 일본 도쿄에 8월 14일 도착했으며 맥아더사령부에 머물다가 8월 23

일 오후 2시 25분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다.33)

미국은 한국에 견할 주한미특별 표 무 를 특명 권 사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으로 임명했다. 특명

권 사는 외교  서열상 최고 다. 보통 한 국가가 상 국을 얼마나 

요시 하느냐는 어떤 서열의 외교 을 상 국에 견하느냐에 따라 

명된다.34) 따라서 당시 미국이 최고  외교 을 견했다는 사실에서 한

30)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자 할 때, 외교 및 재외국민의 보호와 

계도 업무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재외공관이라는 기관을 상대국 현지에 설치한다. 해외에 설치

되는 상주공관에는 대사관(embassy, 大使館)과 대표부(representative, 代表部), 총영사관(1事

館) 등이 있다. 최병구, 2004 《외교, 외교관》 평민사, 189쪽. 반도호텔은 1936년 일본인 토

건업자 노쿠치(野口) 씨가 세웠다. 해방 후 미군사령부가 차지했으며 정부수립 이후 미대사관

과 주한ECA 사무실과 직원숙소로 이용됐다. 6.25전쟁 중 일부 파손됐다가 1953년 수리 후 정

부 관료들의 회의장소로 자주 사용됐다. 4.19 이후 들어선 장면정권은 반도호텔에서 거의 모든 

집무를 했다. 1974년 재일교포사업가 계열의 ‘호텔롯데’가 매입·신축하여 현재의 소공동롯데호

텔이 자리하고 있다.〈반도호텔 헐린다〉 《동아일보》 1974.6.4.

31) 미대표부는 이승만 대통령의 반도호텔 부지의 무상 증여를 거절하고 유상으로 미대사관 부지

를 구입했다.〈1949년 2월 한국정세요약보고〉 RG59, 895.00/3-1449; 《조선일보》 

1949.1.13. 미대사관 부지인 반도호텔을 구입할 것인지 무상으로 한국정부로부터 넘겨받을 것

인지를 둘러싸고 1948년 말부터 49년 초까지 소동이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정부에 고

마움의 표시로 무상으로 선물하고자 했으나 미대사관은 이를 거절했고 결국 토지와 건물을 구

매했다. 그런데 반도호텔 구매는 한미 간 행정이양협정의 일부로서 처리됐다. 따라서 반도호텔

의 구매의 구체적 과정과 결과, 의미는 이 협정이 먼저 연구되어야만 밝혀질 수 있다.

32) 《미 국무부 인명록》 364쪽의 ‘Muccio’ 항목 참조. 

33) “Marshall To Ambassy Naking: OUTGOING TELEGRAM(1948.8.10.)” RG59, 

895.01/8-1048. 《서울신문》 1948.8.11. 《자유신문》 1948.8.24

34) 최병구, 2004 《외교, 외교관》 평민사 208쪽; 상대국에 파견되는 외교관 대표의 직명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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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상이 미국의 외교 계에서 상당히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정부는 1949년 1월 1일 한국정부를 법률상 승인(de jure 

recognition)했다.35) 1948년 12월 12일 유엔이 한국정부 승인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 이었다. 미국정부가 한국을 정식으로 승

인했지만 외교 차에 따라 외교 이 상 국 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

(提呈)한 후에야 비로소 미 표부는 미 사 으로 승격이 가능했다. 무

는 1949년 4월 20일 이승만 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 이날 제정

식과 동시에 미 표부는 미 사 으로 승격했고 주한미특별 표 무  

한 사로 자동 승진했다. 신임장을 건네받은 이 통령은 무 에게 답

례사를 하면서 물을 흘렸다.36)

직명 내용

전권위원(Commissioner Plenipotentiary) 임시사절단

대리공사(Chargé d'Affaire) 외무부장관에게 파견된 상주 공관장

전권공사(Minister Plenipotentiary)

특명사절(Envoy Extraordinary)
국가원수에게 파견된 공사

특명전권대사(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국가원수에게 파견된 대사

출처: 《미 국무부 인명록》과 외교사절의 직무·특권과 면제 등에 관하여 1961년 4월 18일 빈

에서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을 참조하여 정리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은 유엔조약집 홈페이지(http://treaties.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직명에 따른 외교관 분류

35) 법률상 승인은 형식상 승인(de facto recognition)과 달리 상대국 승인 철회가 불가능한 최종

적 정식승인이었다. 이병태, 2010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36) 《경향신문》 1949.4.21. 미국의 정식승인 발표가 있자 다른 국가들의 승인이 이어졌다. 

1949년 1월 4일 중국, 1월 18일 영국, 2월 5일 프랑스, 3월 3일 필리핀, 4월 13일 바티칸, 5

월 27일 칠레와 브라질, 6월 21일 뉴질랜드, 7월 13일 도미니카, 7월 15일 쿠바, 7월 19일 

캐나다7월 26일 네덜란드가 한국정부를 승인했다. 1949년 7월까지 소련을 제외한 강대국 12

개국이 한국정부를 승인했다. 그런데 한국 현지에 외교대표를 파견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많지 

않았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한국정부 승인을 일본 내 네덜란드 사절단장이 발표했다. 나아

가 대사 무초의 대사 봉정식이 성대하게 치러진 것과 달리 다른 국가의 대사들의 봉정식은 열

리지 않았다. "Muccio To Secretary of State: Incoming airgarm-234" RG 59, 

895.01/7-2249; “Office of the U.S. Political Adviser for Japan To the Foreign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tification to Chief of Korean Mission by Chief of 

Netherlands Mission Regarding Dutch Recognition of Republic Korea" RG 59, 

895.01/7-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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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en.wikipedia.org/wiki/Diplomatic_rank(검색

일 2012.4.24. 검색어: Diplomatic rank) 

2.  주한미 사 의 조 직 과 운

한국 지에서 미국 한정책을 수행하는 미 사 의 활동 범 와 성

격은 한정책이라는 상  지침에 따라 일차 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미 

본국의 한정책이 미 사 의 활동과 성격을 일방 으로 결정하지는 않

는다. 왜냐하면 미 사 의 활동과 성격은 실제 한정책을 수행하는 미

사 의 인  구성과 조직, 운  방식 등에도 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

라서 미 사  내 직원의 경력과 성향, 미 사 의 조직체계와 운  실

태는 미 사 의 활동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 재외공 에서 근무하는 외교 은 서열에 따라 직 을 부여 받았

다. 미 사  직원의 직명과 외교서열(diplomatic hierarchy)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외교서열에 따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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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담당업무)
이름 주요 경력

사

(책임자)

무 (M u c c i o , 

John Joseph )

1900년생. 조지 워싱턴 학 석사. 1918년 미 육군 근

무. 홍콩과 푸 우, 상하이, 나마 등에서 근무. 1945년 

연합군원정군최고사령부에서 독일문제에 한 미국 정치

고문으로 근무. 1948년 7월 28일 사  특별 표로 한국

에 부임. 1949년 4월 7일 특명 권 사로 임명.

참사

( 리자)

드 럼 라 이 트

( D r u m r i g h t , 

E v e r e t t 

Francis) 

1906년생. 오클라호마 학 이학사. 한커우와 베이징, 

상하이, 난징, 충칭, 인도네시아 쿤닝, 런던에서 근무. 

1948년 7월 7일 사 단의 참사 으로 서울에 부임.

1등

서기

(정치)

노 블 ( N o b l e , 

Harold Joyce)

1903년 평양 출생. 1931년 캘리포니아 학 박사. 일본

과 오 곤 학에서 교수 역임. 1947∼48년 도쿄 연합군사

령부 특별참모이자 자문 원. 1948년 주한미군에 근무. 

1949년 리  오피서(Reserve officer)로 국무부에 배속된 

후 1949년 8월 11일 담당 으로 서울에서 근무.

1등 스 튜 어 트 1912년생. 1949년 1월 1일 2등  리  오피서이자 

미 사  직원  서기   이상이거나 부 사, 사의 직책을 맡은 

사람이 미 사 의 보고서 작성 같은 주요 실무와 리를 담당했다.37)  

따라서 3등서기  는 부 사  이상에 한정하여 1948년 1월부터 

1950년 3월까지 미 사 에서 근무한 주요 미 사  직원들의 직 과 주

요 경력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38)

    <표 2> 미 사  내 주요 직원(1948년 1월∼1950년 3월)

37) 대사관 직원의  직명은 다음과 같다. 대사(ambassador), 공사(minister), 참사관(a counsellor 

of an embassy), 1등·2등·3등서기관(a secretary of an embassy), 담당관(attache). 만약 서

기관 급 직원이 영사 업무까지 담당한다면 이 직원은 추가로 영사와 부영사라는 직명을 부여

받았다.

38) 노블과 스튜어트는 미군정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부임 시기와 무관하게 먼저 적었다. 실무직원 

명단은 부록을 참고할 것. US Public Law 160에 따라 분류된 CATEGORIES AND 

SALARIES OF FOREIGN SERVICE PERSONNEL를 보면, 외무부직원의 등급은 일반적으로 

6등급과 직원과 노동자들은 22등급으로 나뉘는데 이는 서열보다 직무연한에 따른 월급의 수준

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다. 

39) RG554 Box195 Outgoing Misc 15 to 26 4808 cg usafik To State Dept Zpol 9367 

Unclassified

40) RG554 Box195 Outgoing Misc 01 to 14 4808 cg usafik To State Dept Zpol 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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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공보)

( S t e w a r t , 

James L.)

공보(public affairs) 료로서 서울에 임명. 1949년 4월 7

일 1등서기 으로 임명. 

1등

서기

(경제)

존 ( J o n e s , 

O w e n 

Thomas)

1907년생. 1932년 하바드 경 학석사. 1946년 11월 한국

경제사 단(Korean Econ. Mission)의 지원부서의 력 책

임자로 근무. 1948년 2월 외교부 직무 사로 근무. 1948년 

3월 6일 1등서기 이자 사로 서울에 임명. 1949년 8월 

15일 다마스카스(Damascus)로 떠남.

1등

서기

(정치)

가 디

( G a r d i n e r , 

J o h n 

Pennington)

1905년생. 수출입 재정 련 업무 경력. 국방부 경제학

자로 근무. 극동 원회와 삼부조정 원회, 사부조정 원

회 부국장으로 근무. 1948년 9월 17일 1등서기 이자 

사로 서울에 임명. 

1등

서기

(정치)

쿠 니 홀 름

( K u n i h o l m , 

Bertel Eric)

1901년생. 랑스와 에스토니아, 모스크바, 취리히

(Ziirich), 이캬비크(Reykjavik), 타 리즈(Tabriz), 테헤란

(Tehran), 퀘벡(Quebec), 베이루트(Beirut) 등에서 근무. 

1948년 7월 1일 1등서기 이자 사로 서울에 임명. 1949

년 7월 15일 1등서기 으로 앙카라(Ankara)로 떠남. 

1등서

기 (?)

스톤(S to ne, 

John Freeman)

1909년생. 1930년 하버포드 학 학사. 베를린과 방콕 

등에서 근무. 1950년 3월 20일 서울 임명. 

2 등

서 기

(경제)

배 인 (Ba ne , 
David Morgan)

1915년생. 1941∼46 미군 생활. 도쿄에서 근무. 1949년 
7월 29일 서울에 임명. 

2등서

기

(경제)

코 리 ( C o r y , 

Thomas J.)

1914년생. 1935년 캘리포니아 학 학사. 밴쿠버

(Vancouver)와 트 일(Trail), 모스크바, 남경 등 근무. 

1949년 8월 25일 2등서기 이자 사로 서울에 부임. 

3등

서기

(정치)

맥 도 드

( M a c d o n a l d , 

D o n a l d 

Stone)

1919년생. 1945년 하버드 졸업. 미군과 외교부에서 근

무. 1948년 1월 27일 서울 부 사로 임명. 특별임무 후에 

지방수집가 담당. 1948년 2월 캘리포니아 학에서 한국

어와 지역학을 수학. 1949년 8월 24일 부 사이자 3등서

기 으로 서울에 임명. 

3등

서기

(정치)

더개스트

(P r e n d e r g a s t , 

C u r t i s 

Walker) 

1915년생. 1937년 스탠포드　 학 학사. 신문기자와 외교

부 서기  등으로 근무. 1948년 2월 한국어와 지역학을 

배우기 해 캘리포니아 학에 수학. 1948년 2월 10일 

서울 부 사로 임명. 1948년 8월 17일 오후 서울에 도

Restricted 

41) 스튜름은 담당관 직급이었으나 미 외교부에서 직무영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부영사 급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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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39) 1949년 8월 24일 부 사이자 3등서기 이 됨.

3등서
기 (정

치)

헨 더 슨
( H e n d e r s o n , 
Gregory)

1922년생. 1947년 하바드 학 M.B.A. 1947년 11월부

터 한국어와 지역학 연구차 캘리포니아 학에서 수학. 

1948년 7월 7일 서울 3등서기 이자 사로 임명. 1948

년 7월 27일 아침 서울 도착.40)

3등서

기 (?)

발 데 스

( V a l d e s , 

Philip Hanna)

1921년생. 1947년 일  석사. 국무부와 충칭 등에서 

근무. 1949년 5월 17일 서울에 부임 후 8월 부 사이자 

3등서기 으로 임명.

3등서

기 (?)

베리

( B e r r y , 

Robert M.)

1917년생. 1944년 하바드(Harvard) 학 박사. 베를린

에서 사로 근무하다 1949년 8월 17일 서울에 3등서기

이자 부 사로 부임.

부 사

( 정 치 · 

사 업

무)

로 지 어

(Rozier, John 

Wiley)

1918생. 1940년 에모리 학 학사. 신문 편집자와 외교부 

직원 등으로 근무. 1947년 9월 12일에 부 사로 서울에 부임. 

1949년 5월 국 충칭에 부임.

부 사

(정치)

마 크 (M a r k , 

David Everett)

1923년생. 콜롬비아 학 학사. 1946년 서울 부 사로 부임. 

1949년 11월 베를린으로 부임. 

담 당

41)

(경제) 

스 튜 름

(Sturm, P. J.)

1912년생. 일  학사, 박사. 1946년 8월 서울에 수석 경

제 분석가로 임명. 1947년부터 외교부에서 직무 사로 근무. 

1947년 7월 서울에 부임. 1949년 8월 2등서기 으로 캔버라로 

부임.

출처: 《미 국무부 인명록》을 참조하여 직급 순으로, 같은 직급이면 오래 근

무한 사람부터 적었다.

해당 시기 미 사 에서 근무한 주요 직원은 총 18명이었다. 스톤 1등

서기 과 발데스 3등서기 을 제외한 16명은 1949년 1월 미국정부가 한

국정부를 정식승인하기 이 부터 이미 한국에서 활동 이었다.42)

미 사 무 는 미 사  내 서열 1 로 사 의 총책임자 다. 무

는 실제 한국을 경험한 은 없었으나 독일과 나마 등 미군 주둔지에

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무 의 미군과의 경험은 미군정 이양을 앞둔 한

다고 판단하여 포함시켰다. 

42) 노블과 스튜어트는 국무부 직원으로 1949년에 배속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미군정 내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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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그가 사로 부임하게 된 요한 이유 다.43) 참사  드럼라이트는 

미 사  내 서열 2 로 사 에서 리자 이었다. 그는 런던과 동경, 

국 등에서 외교  생활을 했는데 특히 자신의 외교  경력에서 18년여 

 15년을 국에서 보낼 정도로 국 문가 으며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드럼라이트 역시 무 처럼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다. 그런데 

당시 한국정부 내 국어에 능통한 료들이 많았기 때문에 드럼라이트

는 한국정부와 의사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44) 

1등서기  노블은 미 사  내 서열 3 로 한국에 정통한 인물이었

다.45) 노블은 1903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그는 이승만과 오래 부터 친

분을 쌓았으며 한국문제에 정통했다. 그는 1939∼40년 학교수로 빙

되어 일본 교토(京都) 3 학에서 근무했다. 그는 1945년 2차 이 끝나

자 신문기자 생활을 하면서 일본과 극동 련 기사를 작성했다. 1947년 

노블은 주일미군에 참여하면서 미 군부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1948

년까지 일본 령군 최고사령부 민정국의 출 담당 책임을 맡았으며 이

후 한국으로 건 와 주한미군의 정치연락 장교 겸 하지(John R. Hodge) 

장의 정치고문을 담당했다.46) 1948년 노블은 하지의 정치고문으로 활

동하면서 이승만과 본격 인 계를 맺었다.47) 

노블은 미군정에서 사 체제로 넘어가는 시 에서 요한 역할을 담

43) 《무초 구술》 5∼6쪽.

44) Harold Joyce Noble, ed. with an introd. by Frank Baldwin, 1974, Embassy at war,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4쪽.

45) 같은 책, 8쪽.

46) 그의 아버지 윌리엄 노블(William Arthur Noble)은 1892년 감리교 선교사로 조선에 머물면

서 3년간 배재학당 교사로 이승만을 가르치면서 이미 이승만과 관계를 맺었다. 김승태·박혜진 

엮음, 1994 《내한선교사총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375쪽; 정병준, 2005 《우남 이승만 

연구》 295쪽에서 재인용. 이승만은 일제시기 노블 등 조선의 선교사를 통해 필요한 자금의 

전달을 받았을 정도로 일제시기부터 이승만과 노블 집안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다. 정병준, 앞

의 책 295쪽. 해롤드 노블은 1925년 선교회가 운영하는 이화전문에서 9년간 교편을 잡았고 

이후 동양사를 전공하여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1931년 한미관계 관련한 논문으로 박

사학위를 받았다. 1928년에서 41년까지 한국 관련한 7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노블의 약력

은 편집자 볼드윈의 노블 소개를 참조했다. Noble, 앞의 책 250∼255쪽.

47) 1948년 2월 한국단독선거 관련하여 시차제 선거를 이승만에게 제의하면서 15년 동안 이승만

을 알고 지냈다고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노블은 1933년부터 이미 이승만과 관계를 맺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933년은 노블이 이화전문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시점과 일치한다. 로버트 

올리버 저 박일영 역, 2008 《이승만 없었다면 대한민국 없다》 동서문화사, 180∼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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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다. 노블의 요성은 1948년 5.10선거 이후 이승만에게 보낸 하지 사

령 의 답변에서 잘 드러난다. 하지는 유엔임시한국 원단과 미군정, 남

조선과도정부 기능 외 모든 사항을 노블 박사와 연락할 것을 이승만 

통령에게 통보했다. 하지의 답변서에서 알 수 있듯이 노블은 미군정 말

기 군정의 권력 이양 시 에서 미군정과 한국정부의 요한 통로 역할을 

했다.48)

미국정부는 노블을 한국에 정통하며 정부 내 고 인사들과 친 한 

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미국에도 충직한 인물로 평가했다. 노블은 가족 

경력 덕분에 한국정부 수립 직후 이 통령과 한국정부 내 고 인사들과 

긴 하게 할 수 있었다. 나아가 미국정부는 노블을 미국 이익에 충

직한 인물로 신뢰했다. 당시 미국정부는 이승만과 친분이 두터운 미국 

인사를 이승만의 사설고문단으로 의심했었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노블은 

이승만과 친하면서도 미국 이익에 충직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정부 수립 이후 노블에게 요한 역할을 맡겼다.49)  

노블은 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48년 리 유엔총회에 미국 표단 

고문(advisor)으로 견 다. 이 시기 신생 한민국의 안정화를 해 유

엔승인은 매우 요했다. 왜냐하면 외부 으로 한국정부의 정당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유엔승인이었기 때문이다. 노블은 유엔승인을 

해 유엔총회가 열리던 리에서 그곳에 온 한국 표단을 도왔을 뿐 

아니라 1948년 11월 유엔의 한국결의안 안을 작성하는 데 주요 당사자

로 직  참여했다.50)

48) “From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Report on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s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the Korean Election of May 10, 1948” 

RG59, 895.00/7-2248의 첨부문서 72호의 두 번째 편지; 하지는 유엔임시한국위원단 관련 연

락은 웨커링(John Weckerling) 장군, 군정과 남조선과도정부 기능과 관련한 모든 것은 딘

(William F. Dean) 군정장관에게 연락할 것을 이승만에게 알렸다. 같은 자료.

49) 하지의 정치고문 제이콥스는 노블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노블은 한국인들에게 신뢰를 받

고 있으며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 노블은 한국인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잘 어울리면서

도 충직한 미국인이며 그의 관점은 우리가 여기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것과 일치한다.” 

“Jacobs To Secretary of State : INCOMING TELEGRAM(1948.8.4.)” RG59, 

895.00/8-448

50)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1948.11.16.) FRUS 6권 

1329~1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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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2월 유엔의 한국승인 발표 후 노블은 잠시 공직에서 물러나 

있었다. 이때 사 무 는 노블을 미 사 에 참여시키려 노력했다. 왜냐

하면 무 는 노블의 한국 련 지식과 경험이 미 사  활동에 매우 필

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51) 결국 노블은 1949년 7월 25일에 국무부

에 배속되어 미 사 의 1등서기 으로 활동했다. 

1등서기  존과 2등서기  배인과 코인, 담당  스튜름은 경제 역을 

담당했다. 한국의 경제상황 련 자료는 체로 담당  스튜름이 작성했

으며 한국과 미국 간 주요 경제조약 련 의와 보고서 작성은 존이 맡

았다. 이 둘은 모두 1946년 미군정기 때 미국의 조선경제사 단(Korean 

Economy Mission) 일원으로서 1년 이상 한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었

기 때문에 한국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존은 1948년 2월 한 

달간 잠시 미 외교부에서 직능 사로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 1946년부터 

1949년 한국을 떠나기 까지 경제 련 부문에서 지속 으로 활동했다.

3등서기  맥도 드와 헨더슨은 한국의 지방정세와 국회, 사법부, 이승

만 통령 련 정치 역을 담당했다. 맥도 드는 서울과 지방 정세를 

체 으로 장했다. 특히 그는 사 무 가 매달 국무부에 보고하는 

월간정세요약보고서(Political Summary for Mth, Date 이하 요약보고서) 

안을 1949년 3월 이후부터 모두 작성했을 정도로 한국의 체 인 상

황을 이해하고 있었다.52) 맥도 드는 미군정 말기인 1948년 1월부터 한

국에서 부 사로 활동했다. 헨더슨은 언론보도, 정당, 국회, 법률 련한 

정치 역을 담당했다. 특히 그는 1949년 이후엔 국회 락치사건의 선거

공 을 직  참 하면서 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1등서기  가디 와 쿠니홀름은 정치 련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가

디 는 미국 정부 내 극동 원회와 사부조정 원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 1등서기  스튜어트는 1949년 1월

부터 주한미공보원 원장을 맡았다. 그는 미군정기 주한미군사령부 

내  미공보원장을 역임했었다.53)

51) Noble, 앞의 책, 250∼255쪽.

52) 1949년 2월까지의 요약보고서 작성은 미군정기 때부터 근무해온 부영사 마크가 담당했다.

53) 1등서기관 스톤과 3등서기관 발데스와 베리의 담당 업무를 현재까지 자료상으로 확인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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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서기   이상으로 한정하면, 정치를 담당한 직원은 1등서기  3

명과 3등서기  3명인 반면 1등서기  1명과 2등서기  2명이 경제를 담

당했다. 정치 담당 서기 은 서기  직원 13명  거의 반에 이르 다. 

따라서 미 사 은 주요 인  구성 비율로 보건  정무활동을 가장 시

했다.54)

미 사  직원들은 체로 각 담당 역에 한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했

다. 따라서 미 사 이 생산한 문과 보고서의 성격을 일차 분류한 후 

이를 작성한 직원을 확인하면 보고서 작성자가 속한 부서를 거꾸로 추정

할 수 있다. 나아가  미 사 의 조직도와 일반 인 미 사  서열 구

조를 참조하여 당시 미 사  조직도를 추정하면 〈그림 3〉과 같다.55)

<그림 3> 주한미 사  조직도(추정)

했다.

54) 물론 활동 영역과 부서를 확인하지 못한 서기관 3명이 존재한다. 그런데 정치와 경제 관련 보

고서 작성자를 확인한 결과 적어도 이들은 미대사관 내에서 정치와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

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확인할 수 있었다.

55) 이 시기 주한미사절단 내의 다른 기구인 주한ECA와 KMAG의 조직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

아, 이들 기구를 관장하는 역할까지 담당한 미대사관의 조직도도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재까지 해당 자료가 아직 기밀해제 되지 않았거나 조직도가 자료 불량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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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미 사 은 사를 정 으로 참사 이 그 아래 치하고 참사

 으로 리과· 사과·경제과·정치과·공보원·무 실이 배치되는 조직 

구조 을 것이다. 사 무 는 미 사 의 총책임자 으며 참사  드럼

라이트와 함께 미 사 을 체 으로 리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인물이 경제와 정치 분야에 따라 명확히 나뉘어 있

는 것으로 단할 때, 경제과와 정치과는 분리된 부서 다. 일반 으로 

미 사  내 리과는 행정 ·기술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미 사  

하 직원 명단에 수많은 기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리과 한 분리된 부서로 존재했을 것이다. 사과는 한

국과 미국 간 출입국 등 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는데 이 시기 독립

된 부서로 존재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미 사 은 주한미군사령부의 공보원(Office of Civil Information, 

OCI)을 수하여 이 기구를 1949년 7월 미공보원(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USIS)으로 재탄생시켰다. 공보원은 한국 내 주요 

도시에 설치된 지부를 통해 민( 民) 선 활동을 펼쳤다.56) 미 국무부 

소속은 아니었지만 육·해군의 무 (武官)이 한국 내 정보수집 같은 비군

사활동을 지원하기 해 미 사  내 무 실에서 상주했다.57)

미 사 의 운 방식은 보고서의 보고경로와 당시 1등서기 이던 노블

의 회고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미 사  내 각 과에서 작성한 모든 

보고서는 참사 을 거쳐 사 무 에게 보고 다. 사 무 와 참사  

드럼라이트가 하  보고서에 한 논평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 국무부에 송했다. 무 의 이름으로 워싱턴에 보고하는 문도 무

보다 드럼라이트가 직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 사  내 서열 2 인 드럼라이트와 3 인 노블은 미 사 에서 처

리해야 할 주요 안에서 반 인 견해를 공유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안에서 노블과 드럼라이트가 비슷한 입장을 취한 것은 이 둘의 성향이 

모두 강력한 반공주의자인 데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드럼라이트는 

국에 공산주의자가 증가하자 근무지를 옮길 정도로 공산주의자를 매우 

56) 허은, 2008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고대민족문화연구원 79~85쪽.

57) FRUS 7권 1000~10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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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했다. 노블 회고록을 편집한 볼드 은 노블을 철 한 반공주의자로 

평가했다.58)

미 사 의 인  규모는 1950년 4월 기 으로 사와 참사  각 1명을 

포함하여 3등서기  이상이 13명이었고 그 이하 실무직원은 97명으로 

총합 약 110명이었다.59) 미 사 은 1948년 9월까지 3등서기  이상에 

해당하는 주요 실무자를60) 거의 확보했다. 그런데 하 실무  직원의 

다수는 미국의 한국정부 정식승인이 발표된 1949년 1월 1일 이후 한국에 

견 다. 1949년 1월 미 사 에 부임한 하 실무직원은 무려 54명이었

다. 그 다고 모든 직원이 새롭게 충원된 것은 아니었다. 1949년 1월 미

사 에 새로 들어온 직원  1948년부터 군 련 업무에 종사하던 직

원들이 국무부 소속으로 바  비율이 40퍼센트에 달했다.61) 1949년 2월 

이후 약 1년간 더 늘어난 미 사  직원 수는 30명 정도 다. 미 사  

인  규모는 1950년 2월 이후 6.25 쟁 직 까지 거의 그 로 유지

다.62) 결국 미 사 은 1948년 8월 15일 미 표부가 설치된 지 약 반년 

만에 비로소 본격 인 활동이 가능한 인  기반을 확보했다.

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한국에 설치된 미 사 의 인  규모는  세

58) Noble, 앞의 책, 14쪽.

59) Foreign Service List에 따르면 1950년 7월 1일 기준으로 미대사관은 108명의 직원이 있었

다고 한다. Noble, 앞의 책 240쪽 미주 2번. 이로 미루어보아 1950년 4월 이후 석달 동안 미

대사관 직원 수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판단된다.  

60) 노블과 스튜어트의 경우는 이미 미군정에 근무하면서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미대사관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숫자에서 제외했다. 

61) 1950년 4월에 작성된 《미 국무부 인명록》을 활용하여 당시까지 미 국무부 직원들의 한국 

파견 시점에 따른 숫자를 정리했는데, 이 시기 이전에 잠시 근무하고 떠난 사람들은 통계에 포

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현지 직원을 증파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1950년 4월 전에 떠난 직

원은 많지 않으리라 판단하며 따라서 시간에 따른 전체적인 직원들의 파견 추이를 확인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미대사관에는 이러한 국무부 소속의 직원 외에도 육군의 J. W. 

프레이저와 해군의 조지 E. 리차드슨 같은 무관(military attache)등이 상주했으며 한국 현지에

서 고용된 한국인 직원들도 미대사관에서 함께 근무했다(《평화일보》 1949.4.21.; 김정기, 

2008 《국회프락치사건의 재발견 1》 한울 15, 20쪽; 당시 한국인 직원 명단을 확보하고자 

미대사관과 한국 외교통상부에 문의했으나 6.25전쟁 시기 이 직원 명단이 소실되어 현재 그들

의 명단이 기록된 문서는 남아 있지 않았다. 

62) 1950년 초 미대사관과 KMAG, 주한ECA, JAS로 구성된 주한사절단(AMIK)의 전체 인적 규

모는 약 1000명이었다. Noble, 앞의 책 7쪽. 노블, 해롤드 저 박실 역, 1980 《전화 속의 대

사관: 6.25 당시 미 대사관원의 치룬 한국동란 비록》한섬사 14쪽에는 서울 대사관이라 번역

됐지만, 이에 해당하는 ‘mission’은 미대사관뿐 아니라 주한ECA와 군사고문단, JAS 등을 모두 

포함한사절단 전체 인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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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가장 거 했다.63) 미 사  내 주요 직원들 부분은 정치와 경

제 련 역에서 활동했으며 특히 정무활동 련 직원이 가장 많았다. 

나아가 미 사 은 국무부 하 기구 지만 그 인  구성은 미군정 혹은 

군부와 상당한 연속성을 보 다.

63) Cummings, 앞의 책, 1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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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  주한미 사 의 상 과 역 할

1.  주한미 사 의 상

해방 이후 남한을 통치하던 미군정은 1948년 8월 종료 으며, 주한미

군 한 1949년 6월말 한국에서 철수를 완료했다. 이때부터 1950년 6.25

쟁 직후 미군이 한반도에 다시 진주하기 까지는 주한미군이 한국

사에서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던 유일한 시기 다. 앞서 「NSC 8」 문

서에서 분석했듯이, 이 시기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했지만 그 다고 미

국이 한국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극동에서 한민국을 반공의 

보루로 구축하고자 했으며 이를 해 한국정부에 향력을 행사하려 했

다. 한국정부에 향력을 행사하기 해 미국은 거 한 주한미사 단을 

견했으며 이 시기 한미 계는 주로 외교채 을 통해 진행 다.  

한미 계의 핵심 통로이던 주한미사 단은 주한ECA와 KMAG, 합동

행정국, 미 사 으로 구성 다. 이 에서 미 사 은 한국에서 활동 

이던 여타 미국 기구를 체 으로 이끌었다. 나아가 미 사 은 미 본

국과 한국정부 사이에서 가장 요한 통로 역할을 했다. 따라서 이 시기 

미 사 의 상은 한국 내 지 미국 기구와 미 본국, 한국정부 등과 

미 사 이 어떤 계를 맺었는지를 살펴 야만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먼  미 사 은 주한미사 단 내에서 가장 높은 상을 차지했다. 미

국은 1949년 4월 국가안 보장회의 정책문서 「NSC 8/2」에서 미 사 

무 에게 주한미사 단의 총  지휘권(over-all direction)을 부여했다.64) 

NSC 문서 규정에 따라 주한ECA와 KMAG, 공보원, 합동행정국 직원들

64) 「A REPORT to the PRESIDEN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THE PROBLEM, 

March 22, 1949」(이하 「NSC 8/2」); FRUS 7권 978쪽. 이 문서는 미대사관과 대사의 지

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i. All phases of U.S. Government activity in Korea should be unified in a combined 

American Mission in Korea under the over-all direction of the American Ambassador."

(밑줄은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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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미 사 무 의 지휘를 받았으며 그의 승인 없이는 미국 정부 내

의 어떤 부서에도 정책 보고서나 문이 발송될 수 없었다.65) 

미국이 무  사에게 주한미사 단의 총  지휘권을 부여한 까닭은 

외교사 단을 통합  형태로 운 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실험의 일환

이었다. 미국은 그리스에 견된 미국사 단에서 미국 사와 원조사

단장의 책임범 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행정상 혼란을 겪어야 했다. 미

국은 주그리스미국사 단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해 주한

미사 단을 미 사 과 사를 심으로 통합하려 했다.66)

그런데 주한미사 단을 통합사 단 형태로 운 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실험은 그 게 성공 이지 않았다. 먼  「NSC 8/2」에서 사에 

총  지휘권을 부여했지만 미 사 무 는 주한미사 단 내 여타 기구에 

한 실질 인 지휘통제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나아가 미 사 무

는 주한미사 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의 책임자도 아니었다.67)

사 무 를 심으로 실질 인 통합사 단이 구축되지 못한 것은 통

합사 단 운 에 필요한 컨트리 (country team)이 이 시기까지 체계

․조직  구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미국은 사의 책

임 하에 주한미사 단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컨트리

을 구상했다. 컨트리 이란 각국에 견된 부처 간 원활한 력과 활동

을 해 구성된 새로운 외교  조직형태를 의미했다. 미국이 해외에서 

컨트리 을 구성하고자 계획한 것은 1947년 그리스와 터키 원조를 시작

하면서 지만 이 명칭과 개념이 처음으로 공식화된 시 은 1951년이었

다. 게다가 실제 한국에서 첫 컨트리  회합이 열린 것은 1959년 7월 22

이었다.68) 따라서 1948∼50년 당시 주한미사 단은 미 사를 심으로 

65) 노블, 앞의 책, 15쪽.

66) 박동찬, 앞의 논문 42∼43쪽; 당시 미대사관 1등서기관이던 노블은 이러한 통합사절단이 “한

국에서의 경우는 하나의 실험이었고 가장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단호하게 평가했다. 노블, 앞

의 책, 15쪽.

67) 《무초 구술》 26쪽.

68) ‘컨트리팀’이라는 명칭과 개념이 처음으로 공식화된 것은 1951년 클레이 문서(Clay Paper)에

서였다. 유럽의 재건과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대외원조 활동에 깊이 관여하게 

된 미국은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무부, 국방부, 농무부, 상무부, 경제협조처 

등 정부기관 소속의 기관원들을 지역 또는 개별국가 단위로 파견하였다. 해외파견 기관과 기관

원들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국무부가 이끌던 미국의 대외정책 수행은 더욱 복잡해졌다. 19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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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운 되기 힘든 상황이었다.

미 사와 미 사 을 심으로 하는 통합사 단이 실질 으로 운 되

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기 미 사 과 주한미사 단 내 여타 미국 기구

들이 맺은 계도 긴 하지 못했다. 즉 미 사 의 상은 형식 ·상

으로 높았지만 여타 한국 내 미국 기구를 실질 으로 통제하거나 사

단 내 기구들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해 서로 긴 히 력하는 

계는 아니었다. 이들의 계는 미 사 과 주한 ECA와 KMAG 간에 

펼쳐진 구체  사례에서 간 으로 확인 가능하다.

당시 미 사 과 주한ECA 사이의 계는 1949년 풀 라이트

(Fulbright) 자 용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사이의 논쟁에서 간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승만 통령은 1949년 반 학교건물을 짓고

자 했다. 이 통령은 건축에 필요한 자 을 미국의 풀 라이트 자 에

서 용하기를 원했고 이를 사에게 요청했다. 사 무 도 이 통령 

요청에 극 동의했으며 미 국무부에 자 용 허가를 여러 차례 문의했

다. 그러나 미 국무부와 ECA는 한국정부의 재정 자와 인 이션 같은 

경제  문제를 제시하며 풀 라이트 자 용을 반 했다. 결국 자

용은 실 되지 못했다.69) 그런데 자 용 문제는 원조와 경제 련 

경 미국의 대외 군사경제원조가 세계 전역에 확대되자, 트루먼 대통령은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의 ‘조정기구’(mechanisms for coordination)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에 대한 작업

을 클레이(Lucius Clay) 장군에게 위임했다. 작성한 비망록의 결론은 이렇다. “각국에서의 활

동이 완전하게 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국에 파견된 미국 대표들은 미국

대사의 지도하에 팀을 구성할 것이다. 미국대사의 조정, 일반적인 지시, 지도 권한이 새롭게 강

조될 것이며, 각국에 파견된 미국의 모든 기관원들에게 주재국의 선임 대표로서 미국대사의 역

할과 권한에 대해 다시 한번 주지시켜질 것이다.” 성문화된 것은 아니 행정조치였다. 케네디 

정권에 이르러 어느 정도 체계화를 이루었다. 케네디는 백악관에 입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미국대사들에게 컨트리팀의 구성에 대한 전권을 부여했다. 그런데 현지 주둔군과 사령관

은 미국대사와 함께 일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Oakley, Robert B. Casey, Michael, Jr., 

“The Country Team: restructuring America's first line of engagement” Strategic Forum, 

2007년 9월; 박동찬, 앞의 책 42∼43쪽. 

69) 국무부의 자금전용 반대 이유는 세 가지였다. 첫째 청산은 일반적인 법적·재정적 고려를 하여 

미국 외교정책의 일반적인 틀 내에서 청산이 되어야 하며, 해외청산위원회의 자금을 한국 학교

건물의 건축을 위해 전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회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 국무부의 

결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둘째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

었다. 해외잉여재산의 부채에 대한 한미간의 타협은 자칫 다른 36개 나라에서의 잉여재산협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한국 현지의 경제 안정화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학교건물 건축 용도로의 기금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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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었기 때문에 주한ECA와 미 사 이 먼  이 사안을 논의했어야 했

다. 그러나 미 본국의 ECA가 경제문제를 이유로 미 사 의 요청을 거

부하기까지 미 사 과 주한ECA는 이 사안을 논의하지 않았고 미 사

 단독으로 처리했다. 풀 라이트 자 은 미국의 외정책에서 매우 

요한 사안이었음에도 주한미사 단 내의 긴 한 논의는 부재했다. 

주한미사 단 내 미 사 의 상은 KMAG과의 계에서도 알 수 있

다. 미 국무부와 군부는 1948년 KMAG을 한국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기구를 극동사령  맥아더(Douglas MacArthur) 통제 하에 두느냐 아니

면 사 통제 하에 두느냐를 놓고 립했다. 맥아더는 KMAG을 극동군

사령부 하의 정식 편제부 로 설치해 직  통제하려 했다. 미 국무부

와 군부는 논쟁 끝에 KMAG을 주한미사 단의 일부로서 무  사의 

통제 하에 두면서도 미 육군부의 직할 기구로 편입하기로 결론났다. 즉 

사는 한원조 련한 역에서 KMAG에 행정  통제권을 행사했지

만 KMAG의 군사 작 은 미 육군부의 통제를 받았다. 결국 KMAG은 

사와 미 육군부로부터 이  통제를 받았다.70)

무  사의 구술과 1948∼50년 미 사 이 주한ECA, KMAG과 실제 

맺었던 계를 종합하면 주한미사 단 내 미국 기구들은 형식 으로는 

미 사 의 하  기구 으나 사가 주한미사 단에서 실질  지휘통제

한국경제에 인플레이션을 악화할 위험이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국무부와 워싱턴의 ECA 모두는 

학교건물을 위해 거대지출을 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정부의 추가적 재정지출을 낳아 재정적자

를 심화시킬 것이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구

나 학교건축 시 필요한 자재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어야 하므로 이런 구매에는 달러지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원화로 된 대충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풀브라이트 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이러한 학교건축 프로그램은 

현재로서 실행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결국 한국사회의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하면서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의 부흥에 상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처음 목표대로 인

적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풀브라이트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미 국무부는 주장했다.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Transmitting letter from President Rhee requestiong that 

proceeds of FLC indebtedness be utilized for construction of schools in 

Korea(1949.8.9.)” RG59, 895.24/8-949; “From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Discussion with Senator H. Alexander Smith of President  Rhee’s request that 

proceeds of FLC indebtedness be utilized for construction  of schools in 

Korea(1949.10.20.)”  RG59, 895.24/10-2049; “From the Secretary of State To Officer 

in Charge of the American Mission, Seoul, (1949.11.22.)” RG59, 895.24/11-2249

70) 박동찬, 앞의 책 100∼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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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발휘하는 구조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사는 주한미

사 단의 총 으로 리했으며 나아가 미 본국은 미 사 을 통해 한

국정부에 가장 큰 향력을 행사했다. 

다음으로 미 사 은 미 본국과 계에서 ‘한정  자율성’을 가졌다. 

한국 지에서 활동하는 미 사 은 미 국무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

으며 이 자료는 미 국무부의 한정책에 주요한 단근거 다. 미 국무

부 한 미 사 의 건의와 입장을 체로 따랐다. 를 들어 미 사

은 1949년 후반으로 갈수록 한국 내외에서 커져가는 이승만에 한 비

에 해 안보불안과 안정화를 내세우며 한국정부에 개입하는 것을 반

했다. 이에 미 국무부는 1949년까지 이러한 미 사 의 불개입 입장에 

암묵 으로 동의했다.71) 

나아가 미 본국이 지 재외공 에 하달하는 명령은 추상성과 개 성

을 띠기 십상이었기 때문에 재외공   하나인 미 사 은 본국의 명령

을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정책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실제로 미 사 은 사안에 따라 ‘한정  자율성’을 발휘했다. 표 으로 

1950년  이승만은 5월로 정된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하고자 했다. 여

기서 미 국무부는 선거연기 철회를 해 한국정부에 직  개입했다. 그

런데 미 국무부가 선거연기 철회를 한 략은 구상했으나 구체 인 실

행방법들은 미 사 에 일임했다. 왜냐하면 미 국무부는 한국 정세를 더 

잘 알는 미 사 이 더 효과 인 한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단했기 

때문이다.72)

그 다고 미 사 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미 국무부의 명시 이고 확정

 지침까지 변경할 수는 없었다. 를 들어 앞서 살펴본 풀 라이트 자

 용에 해 미 사 은 이승만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미 국무부에 여

러 번 요청했으나 결국 미 국무부의 용 불가 지침을 그 로 수용했다. 

결국 미 사 과 미 국무부의 계에서 미 사 은 미 국무부에 한정

71) “Muccio to Niles(1949.9.12.)” RG59, FW895.00/8-3149. 1949년 한국정부 개입과 관련한 

일련의 미 국무부와 미대사관의 인식과 행동은 본고의 3장 1절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72)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Officer in Charge of Korean Affairs 

(Bond)(1950.3.15.)” FRUS 7권 30∼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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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매우 요한 상을 차지했지만, 정치 외에 

경제 문제까지 여된 사안 같은 경우는 미 사 의 요청과 다른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왜냐하면 경제 문제가 련된 사안은 주로 정치외교 

역을 담당하던 미 국무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역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와 미 사 의 계에서 한국정부는 여타 지 미

국 기구보다 미 사 을 가장 요시 했다. 한국정부는 정치·문화 방면

의 미국원조뿐 아니라 군사 ·경제  원조까지 미 사 을 통해 미국에 

요청했다. 나아가 이승만 통령과 한국정부 리들은 한국 내부 문제까

지 미 사 의 자문과 조를 구했다. 이 시기 미 사 은 한국정부에 

한국문제 반을 자문하고 의하는 실질 인 정치고문 역할을 했다.

물론 한국정부에 한 미 사 의 상은 미군정 후반기 남조선과도정

부 내 활동하던 미국인 고문 보다 낮았다. 미국은 1947년 5월 남조선과

도정부를 미군정 내에 설치하면서 기존 미국인 부서장을 각 부서 고문

으로 이동시키고 한국인을 부서장에 임명했다. 부서장에서 고문 으로 

이동한 미국인은 부결권(否決權)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남조선과

도정부의 각 부서에 실질 인 권한을 행사했다. 한국인 부서장은 미국과 

직  이해 계가 없는 일부 역에서 제한 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

었다.73)

미국인 고문 이 남조선과도정부를 실질 으로 통제하는 구조는 미군

정 종료와 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사실 독

립 인 주권국가는 외국인 고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더구나 미 사 

무 도 한국정부의 독자 이며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무 는 미국

은 더 이상 한국을 “경 ”하지 않으며 한국정부가 한국 내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74)

사 무 의 불개입 천명과 달리 미 사 은 모든 방면에서 한국정부

에 실질 인 고문 기구 역할을 했다. 특히 미 사 무 는 한국정부 내 

73) 손영남은 일제 강점기의 집권적 통합형과 달리 미군정의 행정기관은 분권적 위임형이었기 때

문에 이러한 한국인 부처장의 제한적 권한행사가 가능했다고 설명한다. 손영남, 앞의 논문 36

∼37, 57쪽.

74) 《무초 구술》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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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미국인 고문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미 사 이 단

하기에 한국인들은 일제강 기와 미군정기를 거치는 40여년 동안 국가를 

독자 으로 운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75) 즉 미 사 은 미국

인 고문 의 숙련된 행정 지식과 기술이 한국 행정부의 효율 인 운 에 

매우 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미국인 고문 의 역할은 단순히 한국 

행정부 료들에게 행정지식과 기술을 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미

국인 고문 은 한국정부에 미국 향력이 행사되는 가장 요한 통로

다.76)

따라서 미 사 은 한국정부에 향력을 행사하기 해 미 국무부에 

각 분야별 미국인 고문단 견을 극 으로 요청했다. 실제 한국정부는 

사가 승인한 인사들을 상공부 고문 으로 임명했다. 한 사 무 는 

주한미사 단의 직원들을 한국정부 내 일종의 정책고문으로 극 활용하

기를 이승만 통령에게 권고했다.77) 결국 이 시기 미 사 은 한국정부

의 정치고문 역할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미국인 고문  자체를 리하는 

일종의 상  고문 기구 다. 

이승만 통령도 미국이 한국문제에 깊이 여하기를 원했다. 특히 이 

통령은 미 사 을 미국 계에서 가장 요한 통로로 인식했다. 그런

데 이승만 통령이 생각하는 고문기구의 이상  역할은 미국과 미 사

75) “Interdepartmental Meeting on the Far East(1950.4.27)” RG59, 795.00/4-2750 ;《한국

전쟁총서》 39권 222쪽.

76) “Seoul(Muccio) to Secretary of State: Incoming Telegram(1948.9.17.)” RG59, 

895.42A/9-1748; “Rovett to AMREP(Seoul): Outgoing Telegram(1948.10.5)” RG59, 

895.42A/9-1748; “Letter: Muccio to Niles(1948.10.7)” RG59, 895.42A/10-748; 

“Seoul(Muccio) to Secretary of State: Incoming Telegram(1948.10.26.)” RG59, 

895.42/10-2648; “Rovett to AMREP(Seoul): Outgoing Telegram(1948.12.23)” RG59, 

895.42/10-2648; 이 문서들에서는 고문관(advisor) 대신에 자문관(consultant)라는 용어가 사

용되었다. 이는 이 시기 이승만은 개인고문을 원했으면서도 ‘고문’(advisor)이라는 용어가 가지

는 반자주성이 당시 중도파나 공산주의자들의 선전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협정

문들에서 고문이라는 용어를 삭제해줄 것은 미국에 요청했듯이 고문이라는 용어를 자문관으로 

대체해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The Special Representative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48.9.3)” FRUS 6권 1289∼90쪽. 당시 고문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그렇게 달갑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48년 11월 현재 정부 부처 내의 미국인 고문의 월급이 일

반인 월급의 200배였으며, 이러한 차별이 야기하는 ‘설움’이 높다는 비판여론이 신문에 실릴 

정도였다. 《세계일보》 1948.11.12.  

77) “The Special Representative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49.1.27.)” 

FRUS 7권 95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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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향하는 것과 달랐다. 이승만은 미국의 이해를 표하는 고문 보

다 자신의 견해를 미국에 달할 수 있는 사설고문단을 원했다.78) 이승

만은 자신의 사설고문단을 확보하기 해 미국인 고문 을 선발하는 데

까지 향을 미치려 했다.79)

미 사 은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에 가장 요한 기구 다. 미 사

은 한국 지에 견된 주한미사 단 내에서 가장 요한 상을 차지했

다. 한국정부도 미 사 을 미국으로 통하는 가장 요한 연결고리로 인

식했다. 그런데 미 사 과 한국정부 모두 고문기구와 고문 을 통해 자

국의 향력을 상 국에 미치기를 원했다. 따라서 이 둘은 한국 내 고문

기구와 고문 의 바람직한 역할에 한 입장 차이가 매우 컸다. 결국 이

승만은 사설고문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은 이들을 경계했다.

지 까지 살펴본 미 국무부와 미 사 , 주한미사 단 내 미 사 , 한

국정부와 미 사 이라는 세 계에서 드러나듯이, 미 사 은 1948∼50

년 한미 계에서 매우 높은 상을 차지했다. 미 사 의 높은 상은 

미군정이 종료하고 주한미군까지 철군한 한국 사의 유일한 시기이자 

갓 독립한 한민국의 상황에서 한국의 생존에 인 역할을 하는 당

시의 특수성을 그 로 반 한 것이었다.

2.  정보 수 집 과 정세 보 고

미국의 재외공 (在外公館)들은 외교정책 수립에서 요한 역할을 담

당했다. 지 재외공 은 미국의 외정책 수립에 필요한 련 정보뿐 

아니라  시 에서 가장 효율 이고 실  가능한 정책  안의 분석까

78)  사실 이승만의 사설고문단 활용은 해방 전부터 미국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일관되게 견지

해온 이승만의 오래된 ‘정치전략’이었다. 정부수립 이전부터 이승만의 사설고문단으로 활동해온 

인물로는 로버트 올리버, 굿펠로우((Preston Goodfellow), 정한경, 임영신, 임병직 등이 있었

다. 워싱턴에서 활동한 이승만의 사설고문단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정용욱, 앞의 책 

70∼81, 217∼22쪽. 정병준, 앞의 논문 168∼76쪽.

79) “The Special Representative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48.9.2.)” 

FRUS 1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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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본국에 제공했다.80) 따라서 미 본국에 제공하는 지 재외공 의 분

석과 건의는 미국 외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참고자료 다. 

미국의 재외공   하나인 미 사 도 다양한 정보와 분석을 미 국무

부에 제공했다. 미 국무부는 미 사 에서 올라오는 정보와 분석을 한

정책 수립 시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를 들어 미 국무부는 1949

년 한국정부의 일강화회담 참여 여부와 주한미군 철수시기를 둘러싼 

정책을 결정 할 때 사 무 의 견해를 미 국무부의 정책으로 거의 그

로 반 했다.81) 

미 사 은 미 국무부에 정확한 한국 지 정보를 제공하기 해 다양

한 경로에서 정보입수를 시도했다. 미 사 은 한국의 군사·정치·경제·여

론동향 등 각 분야별 정보를 확보하기 해 다양한 공식 ·비공식  정

보수집 통로를 확보했다. 

먼  한국 지의 수많은 미국 공식기 들은 미 사 의 기본 인 정

보수집 통로 다.82) KMAG은 군사 련 정보를 확보했다. 1949년  미

군 장교가 각 도의 도청 소재지마다 한 명씩 배치 으며 보통 4∼8명으

로 이 진 미군 고문단이 한국의 여단 본부에서 활동했다. 한국군 부

에 견된 미군 고문단은 자신만의 무선 통신수단까지 확보하고 있었다. 

미 사 의 군사 련 정보력은 6.25 쟁 발발 당시 무 가 북한의 면

 공격을 이승만에게 확인시켜줬을 정도로 뛰어났다.83) 

주한미사 단의 일부인 주한ECA와 미 사 의 경제과 직원들은 한국 

경제 련 정보를 수집했다. 이 두 기 은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와 황

을 함께 수집하고 평가한 후 합동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두 기 이 

수집하는 경제 련 정보라도 그 종류에서 차이가 있었다. 미 사 의 

80) 최병구, 2004 《외교, 외교관》 평민사 189쪽.

81) 1949년 대사 무초는 대일(對日)강화회담에 한국정부를 서명국으로 참가시킬 것을 주장했다. 

한국정부의 대일강화회담 참여라는 무초의 견해는 이 시기 미 국무부의 정책에 그대로 반영됐

다. 김태기, 앞의 논문.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주한미군철수 완료를 1948년 12월 31일

까지 완료할 것을 정책문서로 확정했음에도 한국 현지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철수

시기를 늦출 것을 건의한 대사 무초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주한미군은 예정보다 6개월 늦은 

1949년 6월 31일 철수를 완료했다. 조이현, 앞의 논문, 20∼23쪽.

82) 《무초 구술》 26쪽. 실제 현재 연구성과에 따르면 6.25전쟁은 북한의 전면적 남침으로 시작

됐다. 정병준, 2006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83) RG 59, 895.00/3-1749; 《무초 구술》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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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직원들은 정권이양에 연 된 한국과 미국 사이의 경제 정 련 

정보를 주로 모은 반면 주한ECA는 미국 한원조의 집행과정과 효과 

련 정보를 수집했다.

미 사 의 정치과와 미 사  하 기구인 미공보원은 한국의 정치와 

여론동향 련 정보를 수집했다. 미 사 의 정치과 직원들은 한국의 정

세 악을 해 한국에서 발행되는 각종 신문을 수집 정리했으며 한국정

부 내 주요 료와 국회의원 등을 직  만나기도 했다. 특히 미공보원은 

청주와 제주도를 제외한 각 도의 도청소재지에서 사무실을 운 했기 때

문에 지방의 여론동향을 악하는 데 요한 통로 다. 

그런데 미 사 은 한국의 정확한 정세를 악하는 데 한국 지의 공

식기 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단했다. 왜냐하면 미공보원이 주요 

도시에 설치 으나 이 지역이 한국의  지역을 포 하지 못했을뿐더러 

미공보원이 설치된 사무실에도 1949년 2월 당시까지 부산을 제외하고 미

국인 직원이 없었을 정도로 실무자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84)

미 사 은 공식  정보수집의 한계를 보완하기 해 한국 역에 퍼

져 있던 미국인 선교사(이하 미 선교사)들에 주목했다. 미 선교사들은 공

식 인 미국 기 들보다 지 정보수집에 더 유리한 지리 ·언어  조건

을 갖추고 있었다. 당시 미 선교사들은 서울, 인천, 개성, 변수원

(Pyunsowhen, 邊水原), 원주, 안동, 구, 부산, 순천, 주, 목포, 주, 

동, 청주, 평택, 송정리 등에서 활동 이었다.85)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 

선교사들의 근거지는 미국의 공식 기구인 미공보원보다 훨씬 넓었다. 

한 미 선교사들은 한국어에 능숙했을 뿐 아니라 그 지역의 주요 한국 인

사들과 할 기회가 많았다.

미 선교사들의 이 은 지리 ·언어  차원에 머물지 않았다. 미 사

은 한국에 근 민주주의를 확립시키려 했다. 그런데 근 민주주의를 실

시키기 데 주한미사 단이 제공하는 정치 ·외교  지원만으로는 역부

84) 장영민, 2005 〈정부 수립 이후(1948-1950) 미국의 선전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1

집》  285∼86쪽; “From Drumright To the Secretary of State: Transmitting Report on 

Survey of Condition in South Koera(1949.3.17.)” RG59, 895.00/3-1749의 첫 번째 첨부문

서 「SURVEY OF SOUTH KOREA」의 19쪽(이하 〈1949년 2월 한국지방 순회보고서〉).

85) ‘변수원’이 현재 수원 일부 지역인 것으로 추측하나 정확한 지명을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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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라 단했다. 미 사 은 한국에서 근 민주주의 확립을 도와  기

구로서 한국에서 활동 인 미 선교사들에 주목했다. 사 이 단하기

에 한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은 물질 ·정치  지원을 넘어 개인의 존

경과 체면 같은 도덕  가치를 한국사회에 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

사 은 선교사들이야말로 근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개인의 가치 

같은 도덕  상품(commodities)을 한국사회에 지속 으로 제공하는 비공

식  외교기구로서 시했다.86)

미 사 은 교회와 성당이 있는 지역을 주요 이동 거 으로 하여 정보

수집 활동을 펼쳤다. 나아가 미 사  직원은 순회과정에서 만난 미 선

교사들에게 서울 사 에 정기 으로 방문하여 한국지방의 정세를 보고

해  것을 요청했다. 각 지역의 선교사들은 미 사  직원의 서울방문 

요청에 체로 동의했다.87)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 사 은 미 

국무부에 한국정세를 보고했다. 미 사 은 효과 인 정무활동을 펼치기 

해서라도 한국정세를 정확히 악해야 했다. 미 사 이 한국정세를 

86) 같은 자료, 19쪽.

87) 〈1949년 2월 한국지방 순회보고서〉의 두 번째 첨부문서 “Despatch No. 153: Tour of 

Consular District(1949.3.17.)” 1쪽; 1949년 1월 5일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전라도 전주에 

있는 린튼(William A. Linton) 박사는 서울을 방문하여 사절단 직원 한명과 짧은 대화를 나눴

으며 당시 전주지역의 게릴라의 활동상황 등에 관한 지역 안보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자

신의 견해를 제공했다. 린튼은 전주지역에 여전히 소요사태가 있지만, 심각한 사건은 없었다며 

전주지역에 대한 안보상황을 상대적으로 밝게 묘사했다. “From American Mission in Korea 

To Secretary of State: INCOMING AIRGRAM(1949.1.16.)” RG59, 895.00/1-649. 윌리엄 

린튼(1891∼1960)은 1912년 6월 조지아 공과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제너럴 일렉트릭(GE) 회

사 입사를 포기하고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에서 교육 선교사로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린튼은 

1912년 8월 23일 샌프란시스코 항을 출항하여 9월 20일 목포항에 도착하여 입국하여 목포에

서 첫 선교를 펼쳤다. 곧 군산으로 옮겨 영명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1917년 이 학교 

교장이 되었다. 그는 주로 전주, 이리, 군산 등지에서 교육 선교를 펼쳤으며 샬롯 벨의 결혼으

로 이후 무수한 린튼가(家) 사람들이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일제 하 1930년대 신흥

학교 교장이던 윌리엄 린튼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1937년 신흥 학교를 자진 폐쇄했다. 

1940년 10월 주경(駐京) 미국 영사 마시(G. Marsh)는 선교사의 철수를 명령했고 결국 윌리엄 

린튼은 가족을 이끌고 1940년 11월 14일 출국했다. 1946년에 윌리엄 린튼은 다시 한국으로 

와서 1946년 11월 신흥학교 교장 직에 복직했다. 그는 1956년 대전에 대전 대학을 설립했는

데 후에 이 대학은 현재의 한남 대학교로 명칭이 바뀐다. 린튼은 1960년 8월 13일 미국 테네

시 주에서 70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윌리엄 린튼은 21세에 입국하여 48년 동안에 한국에 

500개의 교회를 세웠다. 오승재·김조년·채진홍, 2003 《인돈평전: 윌리엄 린턴의 삶과 선교 사

역》 지식산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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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해 어떻게 정보를 수집했으며 어떤 분석과 견해를 미 국무부

에 제공했는지를 이해하기 해서는 미 사 이 작성한 요약보고서를 

여겨볼 필요가 있다.88) 미 사 은 주간단  보고서와 비정기 보고서 등

을 참조하여 매달 지난달의 한국정세를 종합한 후 논평을 담은 요약보고

서를 작성해 미 국무부에 보고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개별 안 련한 

미 사 의 논평을 담았기 때문에 미 사 이 생산한 여러 보고서 에

서 미 사 의 입장과 견해가 가장 잘 보여주는 종합 ·최종  보고서

다.89)

요약보고서는 시기별로 부각되는 주요 사안을 목차에 새롭게 추가하기

도 했지만 체로 정세요약과 한국의 국제 계, 한국과 유엔, 국회, 행정

부, 정치상황, 국내상황, 북한 등의 목차에 따라 작성 다. 요약보고서는 

요약 항목에서 먼  작성 시 까지의 체  한국정세를 서술한 후 해당 

월의 주요 사항을 요약했다. 체로 반부는 한국의 외  정세를 다

루었고 후반부는 한국 내 정세를 분석했다.

미 사 의 심은 요약보고서에 드러난 로 신생 한민국의 안정화

에 집 다. 한국 안정화는 미국의 한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문서인 

88)  요약보고서는 1948∼49년까지는 RG59의 895.00에, 이후 6.25전쟁 이전까지는 RG59의 

795.00에 실려 있다. 요약보고서는 미군정기부터 하지의 정치고문 역할을 하던 제이콥스가 매

달 작성하였던 것으로, 미대사관이 설치되면서 대사 무초(대사 부재시 대리대사를 담당하던 드

럼라이트)가 작성하여 매달 중순쯤 전송하였다. 이 월간보고서는 미대사관이 설치된 이후 시간

이 지나면서 조금씩 체계화됐으며 특히 1949년 3월 정세보고서부터는 목차를 갖추어 미 국무

부에 보고됐다.

89) 미대사관에서 생산한 또 하나의 주요한 보고서는 “Weekly Analyses”(WEEKA)였다. 

WEEKA는 한국 내 상황과 관련한 문서들인 “Political Review for week ending Mth, Date”,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in the ROK during the week ending Mth, Date”, 

“Weekly Evaluation Rpt, Mth, Date(USIS-Seoul)” 등을 종합한 보고서였다. WEEKA는 해당

주간의 중요한 정치·여론·군사·경제 동향에 대해 간략한 사건보고와 논평을 달고 있는 주간전

문으로 미대사관에 주재하는 무관(Military Attache)이 작성했다. WEEKA는 미대사관 업무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1948년 전반기 시점에는 주한미군사령부내(Office of Military Attache)에

서 작성되어 워싱턴의 육군부 정보국에 전송되었다. 이후 미대사관이 한국에 설치되면서 육군

부·해군부·공군부 소속의 무관들이 미대사관 무관실에서 함께 작성하여 워싱턴의 육군부로 전

송했다. 국무부 소속의 미대사관 직원은 초기 WEEKA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 1949년 6월 

11일부터 WEEKA는 국무부에도 전송이 됐으며 1949년 6월 24일부터 Joint Weeka로 명칭이 

바뀌었다. 1949년 8월 26일자 Joint Weeka가 일시적으로 KMAG 단장이 육군부 정보국에 전

송했으며 1949년 12월 9일자 Joint Weeka부터 미대사관 직원이 참석하여 함께 작성했으며 

이 보고서는 대사의 승인 하에 미 본국으로 전송됐다. 정용욱 편, 1993 《주한 미국대사관 주

간보고서》 영진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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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8」에 명시된 미 사  정무활동의 가장 요한 목표  하나

다.

요약보고서의 목차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미 사 은 한국정부의 안

정화를 해치는 정치  기의 원인을 한국 내부와 외부 두 방향에서 찾

았다. 우선 한국정부의 외  정치 기는 국인 소련과 북한 같은 

공산주의 세력뿐 아니라 자유주의 세계의 한국정부 승인문제에서 발생했

다. 따라서 미 사 은 외  기에 응하여 한국정부의 안정성을 높

이기 해 세계 각국의 한국정부 승인 황과 세계여론, 북한의 상황을 

의주시했다.  

다음으로 미 사 은 한국정부의 내  정치 안정화를 해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력 수 과 한국 내 공산주의 세력의 황, 한국군과 경찰

의 치안유지 활동의 효율성 등의 정보를 수집·보고했다. 왜냐하면 미

사 이 단하기에 한국정부의 안정화는 주요 행정부와 국회 같은 국가

기구 간 력증 와 한국 내 공산주의세력의 박멸에서 실  가능했기 때

문이었다. 미 사 은 행정부를 시했기 때문에 1949년 국회 반민족행

특별조사 원회(이하 반민특 )가 미군정기 동안 지연된 탈식민 문제

를 해결하려 했을 때 이는 국회가 행정부의 안정화를 해한다는 부정  

평가를 내렸다. 나아가 1949년 내내 커져가는 이승만정권의 체주의 국

가화 우려는 한국정부의 안정화라는 목표보다 요하지 않았다.

미 사 은 특히 이승만 통령의 발언과 활동, 통령과 련된 한국

정치 상황을 면 히 조사 보고했다. 흥미롭게도 미 사 의 이승만 통

령 평가는 1949년 반을 후로 이하게 달라졌다. 1949년까지 이승만 

통령의 정부기구 장악 시도는 행정부의 안정화에 기여했으나 1949년 

말이 되면서 차 비 의 상이 되었다. 즉 미 사 은 1949년이 물

어갈수록 이승만 통령 심의 권력 집 을 한국정부 안정화의 요

인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90)

90) 미군정기 때부터 이승만과 관련한 상반된 평가가 존재했다. 하지 사령관은 이승만을 이후 한

국을 이끌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한 반면 하지의 정치고문이던 미 국무부 소속의 제이콥스는 

이승만은 신뢰하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욱, 앞의 책, 

447∼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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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 이 이승만에 한 평가와 한국 행정부 시 논리가 1949년 말

을 기 으로 바  것은 한국에서 시 히 요청되는 안정화의 이 이동

했기 때문이었다. 미 사 의 주요 심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속

으로 안보 차원의 안정화를 요시하다가 1949년 말부터 한국경제에 집

다. 미 사 의 상황 단의 변화는 1949년과 1950년 두 차례 지방순

회 이후 작성된 보고서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미 사 은 1949년의 첫 번째 보고서에서 지방의 안보와 정치 상황을 

가장 먼  자세히 다루었다. 특히 라도 지방은 여순사건이 발발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 사 은 이곳의 안보상황과 여론을 정

확히 악하려 했다. 반면 미 사 은 두 번째 보고서에서 체로 1년 

과 동일한 라도 지역을 다루면서도 이 과 달리 경제 련 정보를 

안보상황보다 요하게 수집했다. 1년 만에 미 사  정보수집의 이 

바  것은 1950년  미 사 은 인 이션 문제를 가장 시 히 해결해

야 할 과제로 단했기 때문이었다.91)

미 사 이 수집한 정보의 내용은 자신들이 악하는 한국의 정세인식

과 하게 련되어 있었다. 즉 수집된 정보는 이미 미 사 의 심

을 반 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미 사 이 한국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

할 것인가의 물음에는 한국에서 가장 요한 안이 무엇이냐는 미 사

의 단이 이미 제되어 있었다. 

물론 특정 기 이 자신의 활동목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서

를 작성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수집한 정보 자체가 당시 

한국정세를 객 으로 반 하지 못한다거나 수집된 정보가 미 국무부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작성자의 단에 따라 락된다면 문제일 수 있었다. 

왜냐하면 객 이고 정확한 정보에 기 할 때라야 효과 인 한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91) 〈1949년 2월 한국지방 순회보고서〉; “From Drumright To Department of State: Report 

on a Trip through Kyungsang Namdo and Cholla Namdo from Pusan to 

Mokpo(1950.4.18.)” RG59, 895.00/4-1850(이하 〈1950년 3월 한국지방 순회보고서〉); 지

방순회를 통한 정보수집과 대민접촉 활동은 미군정기 때부터 공보원 지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을 돌며 여론수집과 선전을 펼쳐오던 방식이었다. 박수현, 2009 〈미 군정 공보기구 조직의 

변천(1945.8∼1948.5)〉서울대국사학과 석사논문 57∼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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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 사 이 정보를 수집하던 출처는 우익 편향 이었다. 표

으로 미 사 이 한국의 정치  상황을 악하기 해 주로 활용한 신

문은 편향 이었다. 미 사 이 보고서 작성 시 활용한 신문자료는 부

분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등이었다. 미 사 은 《동

아일보》를 극우(extreme rightist), 《서울신문》을 도(moderate)  

《조선일보》를 도자유(Moderate liberal)로 한국 내 신문의 정치성향

을 분류했다.92) 미 사 이 분류한 신문의 정치성향 분류 기  자체가 

당시 한국 내 상황을 객 으로 반 한 것인지의 논의를 차치하고라도 

《서울신문》이 1949년 반 정간된 이후 정부 기 지로 바 었다는 사

실을 감안할 때 정보출처가 우익 편향 이었다. 

물론 당시 한국 정치는 이미 우익 심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한국정

세 악을 해 우익 신문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자료 다. 그런데 정

당활동 외에 다른 한국 내 상황을 설명할 때조차 미 사 은 우익지 기

사만을 활용해 작성했다. 미 사 은 당시 발행되던 《자유신문》 등 여

타 신문들을 한국정세 악의 자료원으로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미 사  내에서 미 국무부에 송하는 보고서는 미 사  내 상 자

의 심에 따라 하  보고서의 한쪽만 강조되거나 때로는 생략되기도 했

다. 미 사 의 하 직원은 공식 ·비공식  경로에서 유입된 정보를 일

차 가공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일차 가공된 보고서는 미 국무부에 최

종 제출하기에 앞서 사 무 나 참사  드럼라이트 같은 미 사  상

직원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가공 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성자의 개입은 미 사 이 1949년  한국의 체 인 정세를 악하

기 해 실시한 지방순회 시 작성한 보고서에서 잘 드러난다.93)

1949년 2월 미 사 은 앰뷸런스와 커다란 군 트럭을 타고 한국을 2주

간 순회했다. 미 사 의 주도 하에 KMAG과 합동행정국의 참여로 구

성된 조사단은 시계 방향인 강원도, 경상도, 라도, 충청도, 경기도 순서

로 방문했다. 조사단은 방문 지역에서 주요 한국 리와 미국인 선교사 

등을 만나 지 정세를 수집했다. 특히 한국인 조사 은 지역 여론을 정

92) “Listing and Comments on Korean Daily Newspapers" RG 59, 895.911/3-1149

93) 〈1949년 2월 한국지방 순회보고서〉앞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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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악하기 해 방음시설이 갖춰진 트럭에서 지역주민 총 50여명

과 면담했다. 조사단 책임자 던 미 사  3등서기  로지어와 맥도날드

가 이 지방순회의 과정과 결과, 평가를 담은 22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

했다.

1948년 여순사건이 휩쓸고 간 라도 지역은 여 히 혼란스러웠다. 미

사  직원은 라도 지방에서 야기된 사회혼란의 원인을 경찰의 오만

과 불법 인 기부  강요에서 찾았다. 그런데 여순사건이 삽시간에 라

도 지역에 퍼진 것은 해방 이후 해결되지 못한 친일경찰의 문제가 복합

으로 작용한 결과 다.94) 즉 당시 라도 지역의 사회혼란은 경찰의 

오만이나 부정부패 같은 개인  문제 외에도 친일경찰 문제라는 해방 후 

청산되지 못한 탈식민 문제가 복합 으로 얽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미 사  하 직원은 탈식민의 문제를 삭제한 채 장 보고서를 

작성했다.

미 사 의 상 직원은 하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한번 가공한 

후 미 국무부에 보고했다. 하 직원의 보고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지 

평가들은 상 직원의 재가공 과정에서 배제되기 일쑤 다. 이 재가공의 

과정은 여순사건을 후한 라도 지역 주민들의 미( 美)인식 변화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사 무 는 〈1949년 1월 요약보고서〉에서 여순사건 이후 한국인들

은 외부원조의 필요성을 더욱 자각하게 되었으며 이 과 달리 미국의 충

고를 기꺼워하려는 경향이 커졌다고 평가했다.95) 무 는 1949년 2월 호

주 표와의 담에서도 한국인의 미인식이 비우호 에서 우호 인 태

도로 변했으며 그 이유를 여순사건에서 찾았다. 즉 무 가 단하기에 

여순사건은 한국에서 국가통합을 강화한 정  매 다.96)

그런데 무 와 달리 미 사 의 하 직원은 한국인의 미인식이 격

94) 여순사건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했다. 서중석, 2009〈이승만과 여순사건〉 《역사

비평》 봄호(통권 86호); 노영기, 2004 〈여순사건과 육군의 변화〉 《역사학연구 22집》 호

남사학회

95) 〈1949년 1월 요약보고서〉 RG 59, 895.00/1-1049

96) 「주한미사절단 1등서기관 가디너(Gardiner)의 대담비망록」(1949.2.7), FRUS 7권. 953∼

9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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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변화한 원인에 해 다른 분석을 제시했다. 로지어와 맥도 드는 

1949년 2월 라남도 목포와 순천 지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 주

민들의 격한 미인식 변화를 확인했다. 목포지역 주민들은 여순사건 

이 까지 미국 사람을 미국 ‘놈’(Nom)이라 비하하여 불 으나 여순사건 

이후 미국인을 미국 ‘양반’(Yangban)이라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다. 한 

순천지역에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여순 사건 이후 증했다.97)

두 지역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이 라도 지역주민들의 미인식은 

여순사건을 기 으로 변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미 사  직원들은 

격한 미인식 변화의 원인을 빨갱이로 몰리지 않기 한 지역주민들의 

생존 략에서 찾았다. 즉 하 직원은 라도 지역주민들은 여순사건을 

경험하면서 미국에 우호성을 보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

은 것으로 단했다.  

미 사 의 상 자인 드럼라이트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 장문의 보고

서를 요약한 2쪽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 국무부에 보고했다. 그런데 앞

서 하 직원의 분석은 이 요약 보고서에  언 되지 않았다. 나아가 

미 사 의 책임자인 무  한 하 직원의 인식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

다.98) 하 직원의 우호성에 한 평가는 무 와 드럼라이트의 보고서에

서 생략되었다. 왜냐하면 당시 미 사 의 목표는 남한 주민들의 자유로

운 의사표  같은 민주사회의 실 이 아니라 반공보루인 신생 이승만정

부의 생존과 안정화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즉 미 사 의 책임자 들

은 지역주민들의 미인식의 변화 원인에는 심이 없었다. 결국 미 사

 내 하 부서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는 미 사 의 상 직원의 심 

역에 따라 일부가 생략된 채 재가공되어 미 국무부에 보고 다.

미 사 은 공식 ·비공식  경로에서 정보를 입수했다. 그런데 그 출

처는 편향 으며 나아가 미 사 에서 작성한 보고서들은 하 직원의 

97) 〈1949년 2월 한국지방 순회보고서〉 앞의 자료.

98) “여순사건은 한국인들이 안전을 희구하게 한 것 같”다라고 무초가 가디너와의 대담에서는 잠

시 언급한 경우가 있다.「주한미사절단 1등서기관 가디너(Gardiner)의 대담비망록」

(1949.2.7), FRUS, vol. 7. 953∼955쪽. 그러나 이는 대담을 기록한 보고서였으며, 대담의 일

부 내용이 중요하게 보고서에서 다뤄지지도 않았다. 이처럼 남한주민들이 안전추구를 원했던 

것은 무초조차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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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일차가공 으며 사와 참사 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락되

기 일쑤 다.

미 사 의 보고서들이 한국의 정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매우 요

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의 안정화가 무엇에 기반하는지에 따라 미국의 

한정책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앞서 지방순회 보고서들에서 확

인했듯이 미 사 이 1948년 한국인들이 미국을 우호 이라 단하기 시

작했으며 한국사회에 안정화가 높아졌다고 단했다. 그런데 한국인이 

격하게 이인식을 바꾼 까닭에는 국가폭력에 한 두려움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 만약 미 사  하 직원이 단한 정세인식이 요하게 다

졌고 한국인들의 공포와 불안을 미국이 오롯이 인식했다면 미국은 한국

의 안정화를 높이기 해 다른 정책  안을 모색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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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  주한미 사 의 정무활동

1.  신 생  한민국 지 원(1948∼49년) 

미 사  정무활동의 일차  목표는 한국정부의 안정화 다.99) 그런데 

안정화된 한국정부가 미국 이익과 상충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이 한 

문제일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정부의 안정화를 추구하면서도 동

시에 한국정부가 미국의 말을 잘 따르게 해야 했다.

미 사 은 한국정부의 안정화와 통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

성하기 해 다방면의 정무활동을 펼쳤다. 1949년까지 미 사  정무활

동은 체로 한국정부 안정화를 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집

다. 미 사 은 한국정부 안정화를 해치는 기의 발생지에 따라 크게 

두 방향에서 한국정부를 지원했다. 

먼  미 사 은 한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기를 제거하여 한국정부의 

안정화를 달성하려 했다. 미 사 이 단하기에 한국내부의 기는 한

국정부의 행정  비효율성에서 발생했다. 미 사 은 한국 행정부가 문

제투성이라고 생각했다.

미 사 은 이승만 통령과 한국정부 내 고 료들의 ‘정실인사’에 

비 이었다. 이 통령과 정부각료들은 행정  문성보다 개인에 

한 충성심과 인  친분에 따라 인사를 했다. 게다가 이승만 통령은 최

고각원들만 교체하고 그 이하 실무 리들은 기능과 근면자격 여하에 따

라 인용한다는 인사원칙을 지키지 않았다.100) 미군정기 직원이 다수 

교체 기 때문에 한국정부 내 훈련된 행정 리들은 매우 부족했다. 심지

어 미군정 하의 직원과 신생 한민국의 직원 간의 마찰도 심각했다. 교

체된 한국인 직원은 남아 있는 남조선과도정부 직원들을 냉소했으며 각 

부서의 장 과 남조선과도정부의 국장들은 서로 의심하고 질시했다.101) 

99) 「NSC 8」. FRUS 6권 1169쪽.

100) 도널드 스턴 맥도널드 저, 한국연사연구회1950년대반 역, 2001 《한미관계 20년사

(1945~1965)》 한울아카데미 239∼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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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 은 이승만 통령과 국무총리의 정책 결정력과 추진력도 문제 

삼았다. 미 사 이 단하기에 이 통령과 국무총리의 업무 비효율성

은 이 의 미군정기 군정장 처럼 이들이 강력한 역할을 하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102) 그런데 미 사 의 정실인사와 업무장악력 련 비 은 모

순 인 면이 있었다. 

사실 통령은 강력한 행정업무 처리와 정책결정을 해 자신의 의

을 잘 읽고 수행하는 참모가 필요하다. 즉 통령은 강력한 정책 결정력

과 추진력을 해서라도 더더욱 자신에게 충성하는 장 을 뽑아야 한다. 

미 사 조차 1949년  통령에 충성하는 참모가 한국정부 안정화에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103) 그런데 1950년 1월 미 사 의 이 

통령 비 은 완 히 달라졌다. 1년 만에 미 사 은 탈 앙집권  행

정체계를 구축할 것을 이승만 통령에게 권고했다.104)

미 사 은 1948∼49년까지 한국행정부의 실무 능력 강화를 해 첫째 

기본 인 행정지원을 제공했다. 미 사 은 한국정부의 행정  실무능력

에 지속 인 심과 지원을 기울 다. 왜냐하면 한국정부의 행정력이 한

국 안정화의 매우 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미 사 은 매달 미 국

무부에 보내는 월간정세보고서에 한국 행정력에 한 황과 평가를 거

의 빠짐없이 다루었다. 미 사 은 1949년 1월 한국 행정부를 반 으

로 형편없으며 앙 차원의 행정  무능뿐 아니라 지방과 하부 차원은 

더욱 열악하다고 평가했다.105) 반년쯤 지난 1949년 반에도 미 사 은 

여 히 한국정부의 행정  무경험을 비 했다.106)

처음 국가를 운 하는 한국정부도 안정화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미 사

에 극 으로 요청했다. 한국정부는 직원의 직무능력을 기르기 한 

101)《무초 구술》 6∼7쪽; 맥도널드, 앞의 책 239쪽.

102) 〈1948년 12월 한국정세요약보고〉 RG 59, 895.00/12-1748

103)  “Drumright To Secretary of State: The Composition of the Present Korean 

Government" RG 59, 895.01/3-2449 4쪽.

104) “The A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1.18.)” FRUS 7

권 8~11쪽. 미대사관의 일관성이 결여된 비판은 한국정부 안정화와 한국정부 통제라는 정무활

동의 두 목표의 간극에서 발생했다.

105) 〈1949년 1월 한국정세요약보고〉 RG59, 895.00/1-1049

106) 미대사관은 한국 고위관료들의 행정무경험을 자신의 가족 이상의 범위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데서 발생한다고 생각했다.〈1949년 6월 한국정세요약보고〉 RG59, 895.00/6-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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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행정학교를 1949년 9월 15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열었다. 그런데 

행정학교 담당자는 학생들을 교육시킬 경험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함을 

토로하며 훈련에 필요한 제안과 자료를 미 사  직원에게 요청했다.107) 

한 한국정부는 경찰의 화를 해 경찰의 미국 유학을 요청했고 이

는 최종 으로 성사 다.108) 

둘째, 미 사 은 한국행정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미국인 고문의 

견을 미 국무부에 요청했다. 미 사 무 는 미 국무부에 정부행정과 

인사 리, 교육, 재정, 기타 부문에서 고  미국 고문단을 견할 것을 

요청했다.109) 이외에도 미 사 의 1등서기 이던 노블은 실제 이승만 

통령의 문서 작성 같은 행정 실무 역에서 고문역할을 담당하기도 했

다.110) 

셋째, 미 사 은 한국 내 청년단 지원에 힘썼다. 미 사 은 청년들을 

한국정부의 근간으로서 시했다. 이승만 통령은 새로 조직된 한청

년단을 지원해  미국인을 미 사 에 요청했다. 한청년단은 1948년 

여순사건 이후 공산주의 공격에 항하기 해 이승만이 주도하여 만든 

통합 우익청년단이었다.111) 미 사 도 이승만의 지원요청에 동의하며 

107) 실제 인적·물적 지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문서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다른 지원들

이 대체로 이뤄졌던 것에 미루어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이 있었으리라 추정한다. “Airgram: 

Muccio to Secretary of State(1949.10.6)” RG59, 895.01/10-649.  

108) 무초에게 현대 경찰 조사방법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FBI가 운영하는 국립학교에 서울시 경찰

국의 조지프 파커(Joseph F. Parker) 대위가 파견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주기를 요청했다. 

파거는 결국 수업료는 없지만 숙식은 제공되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 파견되었다(“Chief, 

Division of Securtiy(D. L. Nicholson) to  Director, FBI(J. Edgar Hoover): Admission of 

Captain Joseph F. PARKER(PAAK Bor Yanng) to the National Police 

Academy(1949.3.29)” RG59, 895.105/2-2849; “Police Commissioner(William P. O’Brien 

to Chief of Protocol Department of State)(1949.5.19.)” RG59, 895.105/5-1949

109) “The Special Representative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49.1.27.)” 

FRUS 7권 951~52쪽. 

110) 올리버, 앞의 책, 239쪽.

111) “Muccio to Secretary of State: The Establishment of the “Great Korean  Youth 

Corp” in Connection with the Korean Cabinet Crisis(1948.12.3)” RG59, 

895.4089/12-3048; 대한청년단의 결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족청을 제외하고 청년조선총동맹, 

독청, 국청, 대청, 서청 등 5개 청년단체 대표가 회동하여 1948년 11월 23일 대표연석회의에

서 전국청년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 5개 청년단체들은 가칭 대한청년의용단이라는 이

름 하에 발전적으로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1948년 11월 26일 각 청년단체는 통합을 가

결하고 11월 27일 단체명을 ‘대한청년단’으로 개칭했으며 12월 19일 서울운동장에서 결성식이 

거행됐다. 김행선, 2004 《해방정국 청년운동사》 선인 507∼5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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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에 미국인 특별고문의 견을 건의했다.112) 

미 국무부는 이승만과 미 사 의 요청을 받아들여 청년 분야에서 뛰

어난 경험을 가진 존 래셔(John Lasher)를 1949년 7월 26일 미 사  담

당 (attaché)으로 견했다.113)  달 간 활동한 래셔는 한국의 청년상

황을 이해하기 해 고군분투했다. 그는 매일 한청년단 지도자들과 모

임을 가졌으며 매주 평균 한 번씩 이승만, 정부각료들과 끊임없이 연락

했을 뿐 아니라 많은 시민조직과 토론했다. 

래셔는 1949년 7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 결과를 〈 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로 남겼다.114) 래셔는 자신의 활동이 여러 면에서 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한청년단의 건설부가 완 히 재조직

으며 교체된 기술 숙련자들은 만족스러운 수행결과를 보 다. 청년실업

자 훈련을 해 개설한 라디오 강좌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다. 그는 

ECA의 자 지원이 없어서 더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115)

미 사 의 한국행정부 지원을 한 정무활동은 1948∼49년 내내 행정

부 강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미 사 의 ‘행정부 우선주의’는 행

정 차원의 기술 ·인  지원을 넘어 한국 내 발생했던 국회와 행정부 간

의 싸움에서도 잘 드러났다. 

1948년 9월 국회에서 반민족행 처벌법(이하 반민법)이 통과되고 1949

년부터 반민특 가 활동했다. 국회 반민특 는 미군정기에 처리되지 못

한 탈식민 과제인 친일  청산을 시도했다. 그런데 반민법에 해당하는 

인사들  많은 수가 이승만 행정부의 료 다. 따라서 반민특 가 처

벌을 시행할수록 행정부 료들은 축되거나 행정공백이 발생했다. 

미 사 은 이 시기 강력한 입법부가 한국정부의 안정화를 해친다고 

112) “Seoul(Muccio) to Secretary of State: Incoming Telegram(1949.2.5)” RG59, 

895.4089/2-549

113)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Ambassador in Korea(Muccio)”(1949.5.4.)“ FRUS 

1002쪽. RG59, 895.20 MISSION/5-449

114) “Seoul(Drumright) to Secretary of State: Transmitting report by John H. Lasher on 

Korean Youth Crops(1949.9.27)” RG59, 895.4089/9-2749(이하 〈중간보고서〉); 

“Seoul(Muccio) to Secretary of State: Transmittal of Final Report to President Rhee by 

John H. Lasher on Korean Youth Crops Activities(1949.11.22)” RG59, 

895.4089/11-2249)(이하 〈최종보고서〉)

115)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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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다. 따라서 미 사 은 한국정부 안정화를 해 행정부가 입법부

의 요구를 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했다. 실제 이승만 통령은 

1949년 내내 반민특 의 무력화와 국회의원 체포를 통해 입법부를 약화

시켰다.

물론 미 사 은 한국의 국회를 첫 민주  기구이자 한국의 강고한 권

주의 구조에서 벗어나는 데 정  역할을 수행한다고 인식했다. 즉 

한국인과 국회가 보여  행정부 권 에 항하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요한 토 다. 그런데 미 사 은 한국 국회를 정 으로 인식했음에

도 이승만 통령의 입법부 무력화 시도에 극 동조하며 행정부 우선주

의라는 입장을 1949년 내내 견지했다. 

이 시기 미 사 의 인식과 행동의 괴리는 한국  특수성이라는 논리

로서 합리화 다. 미 사 이 단하기에 강력한 국회는 행정부와 국회 

간 불화를 발생시켰고 주요한 두 국가기구의 반목은 한민국 안정화에 

치명 일 수 있었다.116) 나아가 국회의 항  태도는 한국  특수성의 

발로 지 미국의 민주주의와  다른 것일 뿐이었다. 미 사 은 미국

의 민주주의는 개인주의 같은 개인성 이론에 기반했으며 시민권 투쟁은 

법  근거에 따른 것인 반면 한국 민주주의는 미국 민주주의와 성격이 

 다르다고 평가 하 했다. 즉 한국 국회가 드러내는 항  움직임

은 오랜 시간 식민지와 군정의 경험이 낳은 외세의 강압  권 에 항

하는 민족  분노의 결과이지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실 은 아니었다. 겉

보기에 한국 국회가 극동에서 권 에 항하는 가장 강력한 민주  기구

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항은 민족  분노의 산물일 뿐이라고 폄

하했다.117) 따라서 미 사 이 단하기에 이승만정권이 국회의 항을 

무력화 시키는 정책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 국회의 

항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한국  특수성의 산물에 불과했기 때문이

다.

116) “Drumright to Secretary of State: Developments Relative to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Traitor’s Act(1949.2.18)” RG59, 895.04417/2-1849 4~5쪽.

117) “Drumright To Secretary of State: The Composition of the Present Korean 

Government" RG 59, 895.01/3-2449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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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까지 미 사 은 갓 태어난 한국 행정부의 안정화와 한국의 특

수한 역사  경험을 제시하며 이승만 통령의 국회 독립성 침해를 옹호

할 뿐 그를 제어하기 한 어떤 개입도 시도하지 않았다. 결국 반민특  

활동은 행정부의 비 조와 특별경찰 습격사건으로 무력화 으며118) 결

국 국회의 행정부 비 은 국회 락치사건을 거치면서 매우 약화 다.119)

이승만 통령은 국회를 무력화 했을 뿐 아니라 1949년 내내 비민주

·반인권  통치체제를 강화했다. 한국정부는 1949년 6월부터 본격 으

로 반민주 인 극우반공체제를 구축했다. 반민특 해체와 국회 락치사

건, 김구암살, 국민보도연맹 창설, 언론사 정·폐간, 신문기자 체포, 고희

두와 장형두의 고문치사 등이 발생했다.120) 1949년 내내 미국과 세계여

론은 한국정부의 강압  통치행 를  더 강하게 비 했다.121) 일련

의 반민주주의  통치에 하여 유럽과 미국언론 들은 비  기사를 쏟

아냈다.

한국정부 비  기사들이 미국의 《시카고 선타임즈》(Chicago 

Sun-Times, 5월 31일자)와 《타임 매거진》(Time Magazine, 6월 20일자), 

《네이션》(The Nation, 8월 13일자) 국의 《이코노미스트》

(Economist, 8월 27일자)에  실렸다. 이 신문들은 신문정간을 통한 언론

통제, 반민특  습격과 해체, 우익청년단체들의 무자비한 폭력, 비 경찰 

문제 같은 반민주  조치들을 비 했다. 심지어 한 언론은 한국은 더 이

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시즘에 매우 가까운 ‘가장 우익 인 경찰

국가’(a rightest police-state)가 되었다며 이승만정권을 강력히 비 했

다.122)

118) 반민특위가 무력화되는 과정과 원인은 허종, 2003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친일파 청산 

그 좌절의 역사》 선인 4장을 참조.

119) 미대사 무초는 1949년 12월에 한국 국회 독립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Muccio To 

Secretary of Department: 제5회 특별회기의 마지막 주의 의회활동" RG59, 895.032/12-949

120) 서울신문 정간 관련해서는 RG59, 895.918/6-2549 드럼라이트가 국무장관에게. 제목: 정부

의 언론정책의 추가 상황들.; 고문치사 사건은 RG59, 895.0441 / 10-3149  공문 683. 제목: 

고희두 살해자 재판 참조.

121) 서중석은 1949년 ,5 6월 경부터 이승만정권이 반공체제 강화를 두드러지게 나타냈으며 이

러한 움직임 속에서 극우반공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6월공세’로 개념화했

다. 서중석, 1996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역사비평사 203∼04쪽.

122) “Drumright to Secretary of State: Potically Summary for May, 1949(194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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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의 사설고문 올리버도 미국 여론의 악화를 

심각하게 생각했다. 올리버는 1949년 12월 26일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에

서 한국에 우호 이던 사람들까지 한국 경찰의 행태를 비 하고 있음을 

지 했다. 나아가 올리버는 시민권의 보호를 해 이승만 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 까지 올리버는 항상 이승만의 정책과 

조치를 정당화하고 지지했었다. 그런 올리버조차 이승만에게 기존 정책

을 바꿀 것을 제안했을 정도로 1949년 하반기 미국과 세계 여론은 한국

정부에 비 이었다123)

유엔한국 원회도 한국정부를 강력히 비 했다. 유엔한국 원회의 사

무국장은 1949년 8월  미 국무부 극동정책자문 원회 원장을 맡고 

있는 필립 제섭(Philip C. Jessup) 무임소(無任所) 사(Ambassador at 

Large)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시민 자유를 없애며 체주의

(totalitarian)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국정부를 비 했다. 사무국장은 반

민주 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생존은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미국 

한 반공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을 더 이상 도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

다. 나아가 그는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극 개입할 것을 주문했다.124)

미 사 은 한국 외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 에 극 으로 반박했

다. 미 사 의 반박논리는 1949년 9월 12일 미 국무부의 동북아국 담당

자인 나일스 본드(Niles Bond)에게 제출한 무 의 답변서에 잘 드러난

다. 무 는 한국정부를 비 하는 사람들을 “꿈의 세계에 산다”며 그들의 

비 실성을 단호하게 반박했다. 

무 가 단하기에 한국은 재 매우 불안정한 안보상황에 처해 있었

RG59, 895.00/6-1349의 7∼8쪽; “Webb to Ambassy Seoul: Outgoing 

Telegram(1949.6.17.)” RG59, 895.918/6-1749; “Korea’s Impending Explosion by 

Andrew Roth(1949.8.13)” RG59, FW895.00/8-1949; “Counselor of Embassy(Eale R. 

Dickover), London to Secretary of State: Korea, British Views and Opinions(1949.9.8.)” 

RG59, 895.00/9-849 

123) 로버트 올리버 저 박일영 역, 2008 《이승만 없었다면 대한민국 없다》 동서문화사, 321∼

22쪽; Robert Oliver, Syngman Ree, p.264; 박명림, 1996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2》 나

남, 533쪽.

124) “UNCOK Principal Secretary(Egon Ranshofen-Wertheimer) to Department of 

State(Ambassador Phillip C. Jessup)(1949.8.4.)” 895.00/8-449; 《국도신문》 1950.1.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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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수도 서울은 인 군과 충돌하는 38선에서 30마일 정

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공산주의 게릴라들의 공격과 약탈이 여 히 

한국 역에서 횡행했다. 1949년 반 38선충돌은 여 히 자주 발생했다. 

한국 내 일 즉발의 기상황은 한국 의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한국

정부는 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해 불가피하게 비민주  반인권 인 

극단  조치들을 수행했다. 즉 안보 기 상황에서는 이승만정부의 안정

과 효율성이 가장 요했다. 따라서 미 사 은 한국정부의 비민주  조

치들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며 국내외  비 들에 극 으로 반박했다.125)

미 사 은 인  차원의 행정지원을 넘어 1949년 시기 내내 커져가는 

미국과 세계여론, 미 국무부의 비 에 해 이승만정부의 다양한 통치행

와 정책 등을 극 으로 변호하며 외부의 개입을 막아내는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했다. 1949년 내내 미 사 은 잦은 38선충돌과 여 한 한국 

내 공산주의세력의 체제 복 활동, 국공산화, 1949년 8월 소련의 핵실

험 성공 등 한국의 국내외  안보불안을 내세우며 극 으로 이승만정

부를 옹호했다.126) 미국과 세계 여론은 미국정부의 극 인 개입을 요

청했으나 미 사 은 한국정부 안정화를 해 불개입을 주장했다. 여기

서 미 국무부는 한국상황을 주시할 뿐 미 사 에 어떤 실질 인 개입을 

지시하거나 직  개입을 시도하지 않았다.

125) “Muccio to Niles(1949.9.12.)” RG59, FW895.00/8-3149; 다음으로 총 8개로 비판들을 

요약하며 이것들에 대하여 각각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한국정부가 권위주의적이다. 둘째 정

부의 심리적 기반이 매우 작다. 셋째 한국은 ECA 원조와 경찰국가 본성(police state nature) 

때문에 생존한다. 넷째 한국은 민주적 국가의 도덕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다섯째 한국정부는 

비효율적이다. 여섯째 한국정부는 자기규율(self-discipline)의 결여됐다. 일곱째 선거들은 하나

의 소극(笑劇, farce)이다 여덟째 정부가 모든 반대파를 감옥에 넣는다. 1, 2, 3, 4, 8의 비판

에 대해서는 앞서 지적한 대로 한국의 생존을 위회 이승만정부의 안정화와 효율화가 민주주의

보다 중요하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그리고 7의 비판은 한국의 1448년 5.10총선거를 볼 때 사

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5, 6째의 정부의 효율성과 자기규율에 관한 문제제기는 받아

들이면서도 일본통치 40여년과 미군정 3년으로 인해 행정경험이 거의 없는 데서 오는 불가피

한 것이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자료.

126) 미대사관은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의 김호익 경감 암살사건을 서울에서 경찰에 대항한 공산

주의의 첫 성공한 시도로서 평가했다. “Muccio to Secretary of State: Incoming 

Airgram(1949.8.10)” RG59, 895.00/8-1049; 1949년 10월 한국정부 직원과의 대화에서 미

대사관 직원 헨더슨은 소련의 핵실험 성공이 한국 내 공산주의자 사기를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Drumright To Secretary of State: Rumors and Reactions on the Possible Extension of 

Assembly Member's Terms" RG 59, 895.03/10-749의 첨부문서 5번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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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승 만  통 령  견 제 (1950년)

한국 안보는 1949년 여름 격화된 38선충돌과 북한의 9월공세를 지나 

49년 말과 50년 에 이르면서 진정 다. 38선충돌이 거의 사라졌으며 

한국군은 향상된 능력을 기반으로 인 동계토벌을 성공 으로 수행

했다.127) 특히 라남도의 평화와 질서 수 은 여순사건 직후의 혼란스

러움을 거의 극복했다. 1949년 9월 약 3000명에 이르던 빨치산 세력은 

이후 군경의 성공 인 토벌의 결과 1950년 3월 후반에 약 400명 내외로 

어들었다.128) 

한국 내 안보상황이 1949년 하반기부터 지속 으로 향상되던 것과 달

리, 한국 행정부의 무능과 비효율성은 그 게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미

사 과 주한ECA는 증 하는 정부재정의 자에 따른 인 이션 문

제를 심각하게 인식했다. 더구나 미 사 이 단하기에 이승만정권은 

경제문제 해결을 한 한 조치를 취할 능력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려

는 의지조차 결여되어 있었다.129)

정부 재정 자의 부분은 거 한 국방과 치안 련 비용에서 발생했

다. 1949년 말이 되면 한국 내 안보와 치안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 다. 

이제 한국에서 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경제안정화 다. 그런데 

정부기   정부부처는 주한ECA의 권고를 무시하고 재무부장  혹은 

통령의 승인 하에 자주 은행 출을 시행했다. 특히 주한ECA의 출 

검토 차는 이 통령의 직  지시 때문에 자주 무력화 다.130)

ECA와 미 사 은 재 한국의 심각한 경제 기가 행정부의 권력남

용에서 발생한다고 단했다. 미 국무부의 제섭 사가 한국의 인 이

127) 이 시기 한국 내 안보상황은 1949 1월∼195050년 5월의 〈월간한국정세보고서〉와 존 R. 

메릴, 1988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과학과사상 6장을 참조했다. 

128) “Drumright to Department of State: Guerrilla Strength and Activity(1950.4.15)” RG59, 

795.00/4-1550; 《한국전쟁총서》 39권 184쪽.

129) <1949년 10월 한국정세보고〉 RG59, 895.00/11-749; 심지어 미대사관은 북한의 관료체제

가 더 잘 규율화되어 있으며 정직하다는 한국 내 평가를 보고서에 인용할 정도였다. 같은 자

료.  

130) 존 메릴, 1988, 앞의 논문 16,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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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정부의 극 인 응을 구하기 해 1950

년 1월 11일에서 14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이승만 통령은 방한한 제

섭 사의 경제문제 비 을 외려 과장 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 통

령은  인 이션 상황은 한국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고 주장했다.131) 

경제 련한 이승만의 단에 해 미 사 무 는 그의 안일한 상황인식

이 바 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 는 한국정부가 극 인 조치를 취하

지 않는다면 국 국민당 장개석정부처럼 한국정부도 붕괴할 것을 상

할 정도로 한국경제가 매우 심각한 기 수 이라고 생각했다.132)

미국이 단하기에 한국에서 커져가는 인 이션에 따른 경제 기는 

단지 경제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다. 미국은 한국의  경제

기를 정치와 불가분의 계로서 인식했다. 한국의 경제 기는 행정부

의 권력남용이라는 정치  문제 때문에 더욱 악화 다. 경제 문제를 담

당하는 ECA 측은 한국문제의 근원을 “정상 인 민주  차”(normal 

democratic processes)가 확립되지 않은 한국의 정치 실에서 찾았다.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모두 정치  이유 때문이라는 

ECA의 입장에 으로 동의하지는 않았다. 그 지만 미 국무부도 한국

에서 발생하는 경제문제는 정치문제와 불가분하는 데는 ECA와 인식을 

같이했다. 이미 미 국무부는 1949년 가을부터 한국에서 발생하는 인

이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인 이션이라는 경제문제는 

한국의 정치  문제 때문에 더욱 악화된다고 단했다.133) 따라서 미국

은 한국의 경제안정화를 달성하기 해 이승만 통령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의 개입은 1950년  국회의원 선거연기 문제와 공정선거 

실 을 둘러싸고 펼쳐졌다.134)

131) 1950년 1월 한국정세보고〉 RG59, 795.00/2-1550.《한국전쟁총서》 39권 110쪽); 

〈1949년 12월 한국정세보고〉 RG59, 895.00/1-2150.《한국전쟁총서》 39권 17쪽.

132) “The A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1.18)” FRUS 7권 

8∼11쪽.

133) 같은 자료 32쪽.

134) 이 시기 미국의 개입은 선거문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방면에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위헌성과 유엔인권선언 위배를 문제삼은 미대사관 법률고문 에른스트 

프랑켈과 3등서기관 그레고리 헨더슨의 문제제기가 대사 무초에게 받아들여졌다. 주한미대사관

은 1949년 국가보안법 일부를 한국정부가 개정하게끔 압박을 가했고, 실제 한국정부는 일부개

정안을 만들었고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던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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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연장 논의는 한국정치권에서 1949년 9월 처음 등장했다. 

혼란스러운 국내상황과 국회의원들이 느끼는 재선의 두려움이 선거연기 

논의를 발생시켰다. 한국언론은 선거연기 논의에 비  논평과 논설들

을 쏟아냈지만 이 시기 이승만 통령은 선거연기 문제를 국회의 업무라

며 망할 뿐이었다.135)

미 사 은 선거연기와 련한 한국의 정치상황 개를 주시했다. 미

사  직원은 1949년 10월 선거연기 소문과 련하여 민주국민당(이하 

민국당) 의원들과 화를 나 기도 했다. 그런데 미 사 은 선거연기 

련 별다른 논평을 제시하지 않았다.136)

1949년 12월 국회의원 임기연장과 선거연기 문제는 한국정치권의 주요 

문제로 두했다. 12월 6일 이범석 국무총리는 이번 겨울이면 한국의 폭

도들이 모두 섬멸될 것이기 때문에 선거연기 반 를 주장했다. 반면 이

승만 통령은 12월 9일 기자와의 문답에서 선거연기 문제는 필요에 따

라 결정하겠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137)

1950년 1월 국무장  애치슨(Dean Acheson)은 선거연기와 련한 한

국정세 평가를 미 사 에 요청했다.138) 미 사 의 드럼라이트는 선거

연기가 실화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국무장 에게 제출했다. 미 사

은 선거연기가 불가능한 근거로 첫째, 한국 들이 선거연기를 격렬히 

반 하고 있으며 둘째, 한국 내 게릴라가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에 안보

불안을 내세운 선거연기 주장은 더 이상 근거가 부족하며 셋째, 선거연

기가 야기할 부정  세계여론의 래 등을 제시했다. 동시에 미 사 은 

외국단체와 함께 한국의 국회의원과 정부 요인들을 물  하여 정

달리 적극적으로 개정법안을 재의결하여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셨다. 당시 3등서기관이

던 헨더슨은 국가보안법 개정이 바로 미대사관의 실험이 성공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강성현, 

2012 《한국 사상통제기제의 역사적 형성과 ‘보도연맹 사건’, 1925-50》 서울대대학원 사회

학과 박사논문 230~31쪽. 1949년 내내 한국의 인권상황에 문제제기를 하던 그레고리 헨더슨

의 주장이 1949년 말에 가서야 받아들여진 것은 이 시기 미대사관과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시도와 맞아떨어진다.

135) 〈1949년 9월 한국정세보고〉 RG59, 895.00/10-749

136) “Drumright to Secretary of State: Rumors and Reactios on the Possible Extension of 

Assembly Members’ Terms(1949.10.7)” RG59, 895.03/10-749

137) 《자유신문》 1949.12.7.; 《자유신문》 1949.12.10.

138) “Outgoing Airgram: Acheson to AMEMBASSY Seoul(1950.1.10)” RG59, 795.2/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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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선거의 실시를 압박했다.139)

한국정부는 1950년 2월 25일 정 로 선거를 실시한다는 공식발표를 

했으며 이에 따라 각 정당들의 선거 책 원회가 활동을 개시했다. 그런

데 한국 내 여러 신문들은 이승만 통령의 숨은 의도가 존재할지 모른

다며 이번 발표를 신뢰하지 않았다. 1950년 3월 13일 국회에 제출된 개

헌안이 표결방식을 놓고 표결이 무산 으며 다음날 14일에는 최종 으로 

부결 다. 개헌안은 내각책임제와 특별법원설치, 선거연기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했다.140) 

이승만 통령은 개헌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국회 산안의 충분한 심

의시간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6월 말로 선거연기를 제안했다가 3월 

17일 외신기자와의 문답에서 다시  5월 3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겠다

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승만 통령은 1950년 3월 21일 선거를 정 로 

5월에 실시하겠고 재차 발표했다.141) 미 사 은 이 통령의 5월선거 

실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선거가 정 로 진행되리라 확신했

다.142) 

1950년  선거실시에 한 이승만 통령의 여러 차례 말바꾸기가 있

은 후, 1950년 3월 31일 이 통령은 산안 통과의 충분한 시간 부족과 

국회에서 헌법개정을 통한 선거연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을 근거로 제시하

며, 선거를 1950년 11월로 연기할 것을 최종 발표했다.143)

이승만 통령은 표면 으로 국회의 산안 심의 시간 부족 등을 내세

웠지만 선거연기의 격 인 결정은 1949년 말과 1950년  한국정치의 

지형 변화와 맞물려 있었다. 1949년 12월 이승만은 자신을 심으로 하

139) “Drumright to Department of State: Movement to Extend Term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1950.1.25)” RG59, 795.2/1-2550

140) 《평화신문》 1950.2.28;《자유신문》 1950.3.15; 《한성일보》 1950.3.18.

141) 《서울신문》 1950.3.15; 《자유신문》 1950.3.18; 《조선일보》 1950.3.22.

142) 한국안정화를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함으로

써 이승만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어떻겠느냐는 미 국무부에 질의에, 무초는 자

신을 소환을 하되 5월 하순에 예정된 선거가 열리기 전에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3월 31

일 미 국무부에 답변했다는 사실에서, 예정된 선거실시에 대한 미대사관의 강한 확신을 확인할 

수 있다. “The E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3.29)” 

FRUS 7권 36쪽.

143) 《자유신문》 1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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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민당(이하 국민당)을 발족함으로써 국회 내 세력 개편을 시도

했다. 이에 국회 내 최  세력이던 민국당은 내각제개헌안을 내세우며 

이승만 통령의 의도 인 정계개편에 항했다. 1950년   민국당을 

심으로 한 반이승만계와 국민당을 심으로 한 친이승만계가 정치투쟁

을 펼쳤다. 그런데 이승만은 민국당보다 강력한 자신의 정당을 확보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고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5월선거를 실시하는 것 매우 

험한 상황이었다.144) 따라서 이 통령은 선거연기를 발표했을 가능성

이 크다.

갑작스럽게 선거연기가 확정 지만 미 사 은 기민하게 응했다. 선

거연기 발표 다음날인 4월 1일 미 사 은 한국의 경제문제와 련하여 

미리 작성해둔 외교각서(Aide-Memoire)에 선거연기라는 정치문제를 경

제문제와 동등하게 취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미 국무부에 건의했

다.145) 미 사 의 건의가 반 된 새로운 외교각서가 4월 3일 주미 장면 

사에게 수교 다. 이 자리에서 미 국무부 리는 헌법과 법에 따른 자

유롭고 인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의 토 ”이기 때문에 이승만 

통령이 한민국 공화국의 법 규정 로 선거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구

했다.146)

사 무 는 미 국무부 리와 장면 사의 회담 다음날 달받은 각

서를 이승만에게 달했다. 불과 몇 달 만에 이승만의 강압  통치행

를 옹호하던 무 는 동일한 조치들을 비 하기 시작했다. 먼  무 는 

경찰의 부당한 체포와 국회의원들이 당하는 고문  등을 거론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연기까지 시행한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무장 과 산국장 호

만을 만족시킬 방법은 국회계류 인 법을 통과시키고 5월 이 에 선

거를 실시하는 것뿐이라는 강력한 견해를 이승만에게 달했다.147) 

144) 강성현, 앞의 논문, 231쪽. 당시 한국정치 상황은 김수자, 2005 《이승만 집권초기 권력기

반 연구》 경인문화사 4장을 참조. 

145) "The E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4.1) FRUS 7권 

39~40쪽.

146) 같은 문서, 편집자 주 3번.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Officer in Charge of 

Korean Affairs (Bond)(1950.3.15.)” FRUS 7권 4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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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미 본국과 사의 강력한 경고에 굴복하여 4월 7일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5월 총선거 실시를 최종 발표했다. 이승만 통령은 선

거연기 철회의 근거로 한국 내의 공산주의 을 제시했다. 이승만이 

단하기에 재 한국 내 공산주의 세력은 여 히 체제 복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런 안보 기 상황에서 미국의 한원조 련 산은 반공을 

해 매우 요했다.148) 결국 이 통령은 반공의 필수품인 미국원조를 확

보하기 해 선거연기를 철회했다. 

선거연기를 철회시킨 일련의 과정은 미 국무부의 략이었으나 그 구

체 인 술은 미 사 이 입안·실행했다. 3월 15일 회의에서 미 국무부

는 이승만을 견제하기 해 사 무 를 소환하고 외교각서를 달하는 

략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미 국무부 직원은 략의 최종

인 술은 지 주한미사 단에 맡겼다.149) 실제 미 국무부는 사 무

의 본국 소환 시 과 이 통령에게 달할 외교각서 내용의 언론 공개 

여부 등과 련한 사항을 으로 미 사 의 결정에 따랐다. 를 들

어 미 국무부는 ‘한미 간의 력 결여’라는 강력한 문구의 삽입을 바람직

하다고 단했음에도, 한미경제안정 원회의 조치들의 진행과정을 지켜

본 후 이것을 결정하자는 무 의 제안을 그 로 수용했다.

가까스로 국회의원선거가 1950년 5월 30일로 확정되었으나 미국은 한

국에서 선거가 민주 으로 시행될 것인지 확신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미 

국무부는 선거 련 보고를 좀 더 철 히 할 것을 미 사 에 지시했다. 

나아가 미 국무부는 좀 더 완벽한 보고와 분석을 해 주한미군정과 한

국 정치국(POLIT Section) 등에서 다년간 근무한 크리스토퍼 노 드

(Christopher Norred)를 견했다.150) 미국은 선거진행 상황을 지속 으

로 감시했으며 공정선거 실 을 해 한국내정에 극 으로 개입했다.

147) “The E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4.4)” FRUS 7권 

44∼45쪽.

148) 《서울신문》 1950.4.8.

149)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Officer in Charge of Korean Affairs 

(Bond)(1950.3.15.)” FRUS 7권 30∼33쪽.

150) “Outgoing Telegram: Acheson to AMEMBASSY Seoul(1950.4.14)” RG59, 

795.00/4-1450. 《한국전쟁총서》 39권 175쪽. “Incoming Telegram: Drumright to 

Secretary of State(1950.4.16)” RG59, 795.00/4-1650. 《한국전쟁총서》 39권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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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다가올수록 이승만은 선거에 개입하려 했고, 미 사 은 이를 

지하고자 했다. 이승만은 선거의 공정성 향상이라는 명분 하에 김효석

(金孝錫) 내무장 을 사임시키고 후임으로 백성욱(白性郁)을 임명했다. 

새로 취임한 백 장 은 경찰간부 등을 면 개편시켜 자유선거가 가능토

록 하라는 이승만의 지시를 수행했다. 미 사  1등서기  노블은 이 

통령에게 재 경찰서장 이동은 경찰 사기에 나쁜 향을 미칠 뿐 아니

라 해외언론에 악 향을 주기 때문에 정된 인사이동을 선거 뒤로 미룰 

것을 권고했다. 외려 이승만 통령은 자유로운 선거를 해 경찰서장 

해임을 정 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미 사 의 최고 책임자이던 드럼라이트는 노블의 비 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통령에게 한원조와 련한 강력한 경고 메시

지를 노블 편으로 달했다. 드럼라이트는 공정선거를 해치는 경찰인사 

이동은 이번 주 미 상원에서 진행되는 ECA지출법안 투표를 포함한 미

국 한정책에 상당한 향을 미칠 것임을 통고했다.151) 미 사 은 선

거연기 철회를 이끌어내던 술처럼 한원조와 연계한 강력한 경고를 

이승만 통령에게 달했다. 

결국 이 통령은 앞으로는 경찰 간부를 해고하거나 정치활동의 증거

가 없는 경찰간부의 인사이동도 없을 것을 노블에게 확신시켰다. 특히 

선거기간 동안 모든 경찰은 어떤 정치활동에도 개입하지 않게 만들겠다

고 주장했다. 이승만 통령은 노블의 면 에서 경찰의 선거 불개입 명

령을 어기는 자를 형사범으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무장 에게 달했

다. 나아가 이 통령은 경찰인사 단행에 앞서 노블에게 먼  그 명단을 

제출한 후 의논할 것을 약속했다.152) 그런데 미 사 은 이미 시행된 경

찰서장의 인사 련하여 어떤 수정이나 변경을 이끌어내지 못했다.153)

151) “The Charge in Korea(Drumright)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5.2)” FRUS 7권 59

∼62쪽.

152) 같은 자료, 62∼63쪽.

153) 이렇게 진행된 선거에 대하여 미대사관은 대체로 공정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5월 30

일 선거에 앞서 10일간 미대사관 직원들이 각 지방을 직접 시찰하면서 총선거의 상황에 대한 

무초의 보고서에 잘 드러난다. 이 보고서에는 선거분위기가 대체로 48년선거 때보다 자유롭고 

관권의 방해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일부 정부가 후원하는 청년단과 국민회가 선거법을 위반하

였지만 전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이승만의 5월 24일의 한국지방 유세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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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의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미 국무부와 미 사 은 한국의 민주

주의 수호와 이승만정부의 체주의 국가화 방지를 표명하며 한국내정에 

개입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해서라는 미국의 정책  수사(修辭) 이

면에는, 1949년 후반부터 미국의 경제정책을 잘 따르지 않는 이승만 

통령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즉 미 사 의 입장이 1949년 불개입

에서 1950년 개입으로 바  실제 이유는 미국 정책을 따르지 않는 한국

정부를 통제하기 해서 다.154) 결국 미국은 이승만 통령 견제를 통

해 한국의 안정화를 달성하여 궁극 으로 한국에서 튼튼한 반공보루를 

구축하려 했다.155) 

특정 후보나 특정 그룹의 후보들을 언급하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현명한 투표를 촉구

하는 대체로 공정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Muccio to Secretary of 

Department(1950.5.27.)” FRUS 7권 89∼92쪽.

154) 박명림은 ‘미국의 범위’(American Boundary)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이 시기 미국의 대한정

책의 본질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대한정책의 범위를 좌선한계(左線限界)인 ‘공산혁명’과 우

선한계(右線限界)인 ‘파시스트독재의 제도화’로 설정했으며, 한국의 집권세력이든 반대세력이든 

이 범위를 ‘48년질서’ 시기 동안 넘을 수 없게끔 미국이 개입하고자 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박

명림, 앞의 책 520∼21쪽. 특히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는 한국 내 좌익(“면전의 좌파의 위

협”)이 사실상 소멸하다시피 했으므로 우선한계를 중심으로 한미관계는 갈등했으며, 미국은 이

승만체제가 “우익파시스트독재와 부패·무능으로 치달아 최소한의 민주적 제도를 파괴”하여 “공

산혁명을 초래할 토양이 배양”되는 것을 막고자 “자본주의적·민주주의적 외양을 가지면서 자생

력을 갖는 체제를 창출해내는 것이 전간기 미국의 대한정책의 본질이었다”고 주장한다. 같은 

책 527쪽.

      이러한 박명림의 주장에서 우선 미국의 대한정책의 우선한계로서 설정한 ‘선거제도’라는 것

의 정확한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한국 내 의회일정과 여전히 불안한 안보상황을 내

세우며 6개월 이후의 선거실시를 주장한 이승만의 선거연기 시도가, 이승만정부가 ‘권위주의

적’ 국가에서 ‘전체주의 국가’로 넘어가는 ‘임계점’, 즉 민주주의제도를 파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령 1948년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탄생했으므로 1950년 이승만이 시

도한 선거연기가 바로 선거제도의 파괴이고 이것이 ‘전체주의’ 국가를 판별하는 기준점으로 미

국이 설정했다 하더라도, 1950년 미국이 예정된 선거실시를 위해 개입한 이유를 한국의 “민주

주의 외양”만큼은 지켜주려는 미국의 범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박명림의 해석은, 미국정부가 

내세우는 대한정책의 ‘수사(修辭)’의 이면에 존재하던 ‘고집불통의 이승만에 대한 견제’라는 또 

하나의 대한정책의 ‘본질’인 간과한 설명이다.

155) 실제 1950년 초 미국이 한국선거에 개입하여 이승만정부를 통제하고자 했던 이유는 경제위

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정부가 장개석정부처럼 붕괴하여 공산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인식은 1949년 1월 15일 한국에서 커져가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하여 대사 무초가 이승만을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말에서 잘 드러난다. 무초는 

한국이 1947∼48년 중국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당시 중국 관료들은 인플레이션의 심각

성을 인지하지 못하고서 언제든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으나 결국 인플레이

션이 통제 불능해졌고 이것이 결국 국민당(Nationalist) 붕괴를 초래하는 원인이었다고 주장했

다.(“The A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1.18.)” FRUS 7

권 8∼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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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민주주의를 활용해 한국에서 미국의 향력을 높이려는 술은 

미군정기 말에 이미 시도된 바 있었다. 미 국무부는 1947년 유엔감시하

에 한국에서 시행될 선거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때 미 국무부는 결선투표

를 제안했는데 이는 우익의 분화 때문에 좌익 소수 가 당선될 가능성을 

‘ 의민주주의  차’를 활용해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다.156) 미국

은 1947년에 이어 1950년에도 여 히 선거라는 민주주의를 활용해 한국

을 통제하고자 했다.

미국은 상 ·결과 으로 보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보존하기 해 

선거에 개입했으며 이승만은 반공국가 실 에 가장 필요한 미국원조를 

받아내기 해 미국에 굴복했다. 미국과 이승만은 한국의 반공보루 구축

이라는 목표에서는 서로 일치했다. 다만 이들은 반공  구체  실  방

법론에서 차이를 보 고, 결국 1948∼49년과 달리 1950년  미국과 이

승만은 서로 ‘충돌’했다.

156) 정용욱, 앞의 책, 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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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 음 말

1948년 8월 한국과 미국은 미군정 종료와 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외교

계를 새롭게 맺었다. 미국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하고 1883

년 미국 공사 푸트(Locius Foote)를 첫 외교 표로 조선에 견했으

나, 1905년 특명사 이자 권공사인 모건(Edwin V. Morgan)을 끝으로 

1948년까지 어떤 미국 외교 표도 한국에 상주하지 않았다.157) 한국과 

미국 간 외교 계는 거의 반세기가 지난 1948년 8월에야 회복 다. 

미국은 미군정이 종료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확정했음에도 한국을 포기

한 것은 아니었다. 1948년 8월 미국은 미 사 이 총 하는 주한미사

단을 한국에 외교기구로 견했다. 미국은 거 한 주한미사 단을 견

하여 신생 한민국의 안정화와 한국에서 반공보루 구축이라는 목표를 

실 시키기 해 노력했다. 주한미사 단의 일부인 미 표부는 1949년 1

월 1일 미국정부의 한국정부에 한 정식승인이 발표된 이후 본격 인 

인  구성을 갖추었으며 1949년 4월 미 사 으로 승격했다. 

한민국 수립 이후부터 6.25 쟁 이 까지 2년여 기간은 해방 이후 

재까지 주한미군의 향력이 가장 낮은 시기 다. 왜냐하면 1949년 6

월 주한미군이 완  철수했고 그 이 부터 이미 상당수 미군이 철수를 

했거나 철수 비 상태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2년여 시기 한미 계에

서 외교 계가 가장 요했으며 한미 간의 가장 요한 외교통로는 미

사 이었다. 미 사 은 미국의 향력이 한국정부에 이르는 가장 요

한 통로 으며 한국정부 입장에서도 가장 요한 고문 기구 다. 한국정

부는 미국원조뿐 아니라 한국 내 주요 안까지 미 사 의 자문을 구했

다. 미 사 은 이 시기 한국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친 외부규정력이었다. 

미 사 의 기본  정무활동은 한국 내 정보를 수집하고 미 국무부에 

한국정세를 보고하는 것이었다. 공식 ·비공식  통로에서 수집된 정보

는 작성자의 에 따라 가공 으며 이후 미 사 의 상 자들을 거치

157) 《미 국무부 인명록》 5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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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락되기도 했다. 미 사 은 수집된 정보와 정세 단에 기 하여 

다양한 정치  활동을 펼쳤으며 미 사 의 정세 단은 미 국무부가 

한정책을 수립하는 데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 다.

1948∼49년 미 사 은 신생 한민국 안정화에 집 했다. 미군정기 

해결되지 못한 친일청산이라는 탈식민 과제와 행정부 비 이라는 국회의 

민주주의 실  노력은 행정부 안정화보다 요치 않았다. 특히 미 사

이 단하기에 행정부의 국회 무력화 조치는 한국  특수성에서 기인하

는 불가피한 것일 뿐 민주주의 괴와는 무 했다. 즉 한국 국회의 행정

부 비 은 갓 태어난 이승만정부를 흔들어 한국 안정화를 해치는 것일뿐

더러 외세권력에 억 려온 한국역사에서 기인하는 민족  분노와 원한의 

산물에 불과했다. 따라서 미 사 은 1949년까지 이승만정부의 반민주  

조치들을 묵인·변호했으며 나아가 외부 개입을 극 으로 차단했다.

불개입이라는 미국의 태도는 1949년 말 변했다. 미 사 과 미 국무

부는 한국 경제 기를 해결하기 해 이승만정부에 개입했다. 미 사

이 단하기에 한국경제의 기는 국가재정을 멋 로 운 하는 이승만 

통령의 독선 때문에 발생했다. 따라서 미 사 과 미 국무부는 이승만 

통령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이승만의 선거연기 발표를 신속하고 효과

인 개입으로 철회시켰다.

미국은 불과 몇 달 까지 식민잔재 청산과 국회 독립성 훼손이 문제

시될 때 이승만정권의 조치들을 방  혹은 옹호하던 입장을 철회하고 

1950년 극 으로 한국정부에 개입했다.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수호

를 표방했으나 격히 변화한 미국의 한정책의 실제 목표는 독단 인 

이승만을 견제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이 시기 미 사 은 한국과 미국 

간 외교 안을 해결하는 일반 인 사 의 상을 넘어 한국내정에 

극 으로 개입하는 고문기구 다.

본고는 1948∼50년 미 사 의 설치과정과 주요 정치  활동을 분석함

으로써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1948∼50년 미 사 은 미국의 

향력이 한국에 미치는 데 가장 요한 통로 다. 미군정이 종료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했음에도 미국은 한국에서 반공의 보루를 구축하고자 했



- 64 -

다. 그런데 미군정기와 달리 이 시기는 한국정부를 통해서만 미국의 

한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 미 사 의 역할은 매

우 요했다. 동시에 미 사 은 한국정부의 향력이 미국에 이르는 

요한 매개체 다. 이승만은 미국의 지원을 미 사 을 통해 요청했고, 미

사 무 의 견해는 미 국무부 결정의 주요한 단기 이었다. 즉 미

사 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를 이어주는 가장 요한 연결고리 다.

둘째, 미 국무부의 한정책 결정과정에서 지 미 사 의 견해는 매

우 요한 고려사항이었다. 를 들어 1949년 미국여론과 미 사 은 한

국정부에 개입할지를 두고 상이한 입장을 가졌으나, 미 국무부는 실질

인 개입을 지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지 미 사 의 견해에 ‘암묵 으

로’ 따랐다. 한 미 국무부는 1950년 선거개입의 과정에서 미 사 의 

술을 그 로 수용했다. 

셋째, 1949∼50년 미 사 과 미 국무부의 활동을 통해 미국 한정책

의 성격 일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미국은 1950년 한국의 선거문제에 개

입하면서 민주주의 수호를 통한 한국정부의 체주의 국가화 방지를 표

방했다. 그런데 권 주의 정부와 체주의 국가를 별하는 미국의 기

은, 상 국의 지도자가 미국의 통제에 잘 따르는 정권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었다. 앞서 살펴본 로 1950년 미국이 극 으로 한국선거에 

개입한 것은, 주한미사 단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이승만을 견제하기 

한 일련의 과정  하나 다. 따라서 이 시기 미 국무부의 한정책의 

본질은 민주주의 제도의 수호라기보다 통제불능의 이승만을 견제하여 한

국안정화를 실 하고 이를 통해 반공의 보루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1948∼50년 미국 한정책의 성격을 온 히 규명하기 해서는 

미 사 과 일부 미 국무부의 활동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시 미국 

한정책 결정에 주요한 향력을 미친 미 군부와 의회, 여론 등의 이해

계와 활동이 드러날 때라야 비로소 미국 한정책의 성격이 오롯이 밝

질 것이다. 한 미 사 의  다른 요 활동 역이자 미국 한정

책에서 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문화 부분을 본고에서 다루지 못했다. 

이것들을 추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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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약력

Allen, Douglas D.

1945~48년 일본 육군부 승무원(mess steward)으로 근무. 1949

년 11월 10일 서울 임명. 10등급 부서 직원. 숙소관리인(billet 

mgr.)

Bach, Morton.
국무부 소속. 스위스 수도 베른(Bern)에서 근무. 3등급 부서직원. 

1949년 6월 2일 임명.  담당관으로 서울 부임.

Bell, Lois Maxwell
8등급 직원이자 분류 분석가(classification analyst) 1949년 1월 

1일 서울에 첫 임명. 

Benjamin, Louis Kuhn.

국무부 소속. 1947년 뉴델리 근무. 1948년 9월 14일 서울 임명. 

같은 해 12월에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승진. 1949년 3월 8일 행

정관(admin, officer). 1949년 7월 24일 2등급으로 승진. 

Benson, Mark Turner

아테네에 개인 기술자로 근무. 5등급. 부서직원으로 1948년 12월 

22일 서울 임명. 1949년 2월 11일 부 인사부장(asst. personnel 

officer) 역임. 1950년 3월 20일 국무부 복귀.  

Berrean, James Harold 1949년 1월 1일 서울로 4등급 부서직원이자 담당관으로 첫 임명.

Brennan, Owen Francis
12등급 부서직원. 1949년 6월 4일 배전반 관리자(switchboard 

supervisor)로 첫 임명.

Breuer, Morris Martin
12등급 부서직원. 1949년 1월 1일 목공부서(carpentering unit) 

관리자로서 서울에 첫 임명됨.

Bricker, Ralph Oliver

1939~49년 사회안보위원회 사회안보보좌관이자 지역대표로 근무. 

1949년 1월 26일 3등급 부서직원이자 부 행정관으로 서울에 배

정. 1949년 10월 16일 2등급으로 승진.

Bro, Albin Carl

1939~49년 시머 칼리지(Shimer College) 프랑스학장(pres., 

Frances). 1949년 11월 25일 3등급 리저브 오피서(Reserve 

officer)이자 담당관으로 서울에 임명. 

Bruun, Reginald Robert
1946~48년 미 육군부 기계 관리자. 1949년 1월 1일 8등급 부서

직원이자 자동차 수리부서 관리자로 임명. 

Bugovics, Vasilys 

Nicholas
1949년 1월 1일 10등급 부서직원이자 숙소 관리자로서 첫 임명.

Burke, Betty Agnes

1946~48년 육군부 부 행정관이자 컨설턴트(admin, asst. and 

accountant, Dept. of Army). 1949년 1월 1일 9등급 부서직원이

자 부 행정관(admin, asst.)으로 서울에 임명

Caldwell, Elsie Fletcher 

(Mrs.)

1946~48년 육군부 시각물 전문가(visual specialist). 1949년 1월 

1일 8등급 부서직원이자 부 문화관리(asst. cultural officer)로서 

서울에 임명. 1949년 5월 29일 7등급으로 승진.

Caldwell, John Cope

1944~45년 중국지역 OWI(Office of War Information)에서 근무

하다 1945년 국무부로 지역 전문가로 이전 국무부 지역 전문가. 

1946년 활동 책임자(act. chief. Area Div. Ⅲ) 1947 사임. 1949

년 1월 1일 3등급 리저브 오피서이자 담당관으로서 서울에 임명. 

1949년 11월 29일 국무부 복귀.

<부록 1> 미대사관 전체 실무직원의 약력(1948년 1월~195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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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Gordon Lee
1942~49 미 육군 근무. 1949년 8월 5일 8등급 부서직원이자 조

사관(investigator)으로 서울에 임명. 

Chung, Harry Chun Cha

1948~49 항공기지 건축정비 감독관(construction and 

maintenance foreman). 1949년 7월 4일 8등급 부서직원이자 배

관과 난방 부책임자로 부산에 임명.

Coan, John Kichmond
1949년 8월 12일 8등급 부서직원이자 재고기록(inventory 

records) 부 관리인(asst. supervisor)으로서 서울에 첫 임명.  

Culpepper, Jane Arthur

1946~48년 육군부 급여인사관(payroll and personnel officer). 

1949년 1월 1일 10등급 부서직원이자 급여책임자(chief of 

payroll)로서 서울에 임명. 

Dale, Ira Judson, Jr.

1946~48년 육군부 무선장치 수리인(radio repairman). 1949년 1

월 1일 10등급 부서직원이자 무선장치부서(radio teletype 

section) 관리자로서 서울에 임명.

Dans, Louis Leo
1942-49 미 육군 중위 해외복무. 1949년 12월 8일 10등급 부서

직원이자 숙소관리자로 부산에 임명.

Dieter, Arthur Christian

1933~43년 식량 관련 공장 관리인(plant steward with meat 

co.) 1943~46년 미 육군 해외 부서(overseas ser.). 1949년 1월 

1일 10등급 부서직원이자 행정 보좌관(admin, asst.)으로서 서울

에 임명. 1949년 5월 1일 8등급이자 물자배급 책임자(chief of 

commissary section)로서 승진. 

Dix, Jefferson, Jr.
1946~49년 미 상무부(Dept. of Commerce) 행정관. 1949년 2월 

28일 3등급 부서직원이자 예산과 재정 관리로서 서울에 임명. 

Donahue, John Walton
1949년 1월 1일 6등급이자 창고(warehouse unit) 관리자로서 서

울에 첫 임명. 

Drew, Walter Henry

1948년 주한미군에서 정보편집 전문가(information and editorial 

specialist)로서 한국에 근무. 1949년 1월 1일 9등급 부서직원이

자 부 정보관리(asst. information officer)로서 서울에 임명. 

1950년 1월 12일 8등급이자 언론담당자(press officer)로서 승진. 

Erwin, Edgar Donald

1946~47년 미 육군의 전기 업무의 무선장치 수리인(radio 

repairman) 1947-48 주한미군 사무원(clk.). 주한미군근무. 1949

년 1월 1일 7등급 부서직원이자 부창고 관리자로서 서울에 임명.

Faust, Donald George
1949년 1월 1일 9등급 부서직원이자 수선유지부 관리자로서 서울

에 첫 임명. 

Fickett, Lester Calvin

1942~46년 미 육군 대위 1947-49 사무실 관리자이자 호텔 공급

회사 관리자(office mgr. and controller for hotel supply co.). 

1949년 3월 3일 7등급 부서직원이자 재고부서(inventory unit) 

부 관리자로서 서울에 임명. 

Floyd, Samuel Fulton
1950년 2월 1일 8등급 부서직원이자 부 통신사(radio officer)로 

서울에 첫 임명. 

Flynn, Bernard Michael 1949년 1월 1일 3등급 부서직원이자 우편업무지국(post 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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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ch) 부 책임자로 서울에 첫 임명. 

Foster, Catherine Edna
1949년 7월 21일 10등급 부서직원이자 숙소 관리자로 서울에 첫 

임명. 

Fridrich, George 

Joseph, Jr.

1948 멕시코 시티에서 출납관(disbursing officer)으로 근무. 

1949년 1월 24일 8등급 부서직원이자 부 출납관(a disbursing 

officer)으로 서울에 임명. 

Gardner, Walter David

1946~49년 한국의 농업국 행정관(admin, officer, Korean Dept. 

of Agri.). 1949년 4월 26일 3등급 부서직원이자 담당관으로서 

서울에 임명. 

Garlock, Robert Bert

1949년 1월 1일 7등급 부서직원이자 인사부(personal services) 

책임자로 부산에 임명. 1949년 12월 11일 9등급이자 건물관리자

(supt.)로 서울로 첫 임명. 

Gavin, Thomas Edward
1949년 1월 1일 4등급 부서직원이자 퍼스널 서비스(personal 

sers.) 서울지국 책임자로 첫 임명. 

Gerdt, Gene Otto

1949년 1월 1일 9등급 부서직원이자 건물관리자(bldg. supt.)로 

서울에 첫 임명. 1949년 12월 8일 퍼스널 서비스의 책임자로 부

산에 임명. 

Glennon, Thomas 

Francis

1949년 1월 1일 7등급 부서직원이자 통신부(telephone section) 

책임자로 서울에 첫 임명.

Grotjohan, Albert 

William J.

1949 방콕의 행랑과 운송 지역 관리자(regional supervisor, 

Diplo. Pouch and Courier Ser.). 1949년 11월 29일 창고 부 관

리자로 서울에 임명. (계급은 6등급)

Hanna, Roy Ira
1949년 1월 1일 6등급 부서직원이자 재고(inventory) 관리자로 

서울에 첫 임명.

Hatt, Reginald Lynn
1947~49년 주한미군 임시숙소 관리인. 1949년 2월 3일 8등급 

부서직원이자 호텔 관리자로 서울에 임명. 

Hochstaetter ,George 

Arthur

1948~49년 주한미군 숙소관리자. 1949년 1월 1일 10등급 부서

직원이자 플라자 빌딩 관리자로 서울에 임명

Holbert, William Dale
1949년 1월 1일 9등급 부서직원이자 관리자(supervisor)로 서울

에 첫 임명

Holmes, Jonathan Ivins

한국에서 46~49년 군의 교육 참모educational adviser로 활동. 

1949년 ECA 우편 보조(asst.)로 근무함 1949년 12월 11일 11등

급 부서직원이자 우편부서(mail unit) 관리자로 서울에 임명.

Jacoby, Rolf

1949년 1월 1일 8등급 부서직원이자 부 문정관(asst. cultural 

officer)로 서울에 첫 임명. 49년 5월 29일 7등급으로 승진. 1949

년 6월 30일 사임. 1950년 2월 6일 7등급 부서직원이자 문정관

(cultural affairs officer)으로 재임명되어 서울에 임명. 

Jennings, Dwight Olin
1949년 1월 1일 10등급 부서직원이자 전기 관리자로 서울에 첫 

임명.

Jennings, Herbert 

Samuel

1948~49 육군부 물공장(water plant) 관리자. 1949년 1월 1일 5

등급 부서직원이자 빌딩 유지보존(property maintenance 

section)의 부책임자(asst. chief)로 서울에 임명.

Jones, Richard Emerson 1947년 홍콩과 난징에서 국무부 소속으로 담당관으로 근무.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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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 12일 3등급 담당관으로 서울에 임명. 

Jose, Dorothy Isabel
1950년 2월 7일 7등급 부서직원이자 정보관리 보조(asst. 

information officer)로 서울에 임명. 

Kearney, Ralph Milton

1942~46년 미 육군 대위 해외복무 1948-49 제품 회계사

(accountant for mfr.). 1949년 6월 5일 9등급 부서직원이자 인

사부 보조(personnel asst.)로 서울에 임명. 

Killam, Floyd Leslie
1949년 2월 3일 9등급 부서직원이자 배관과 난방 관리자로 서울

에 첫 임명. 

Knez, Eugene I.

1940~46년 미 육군 대위 해외복무. 1948~49년 인류학 큐레이터 

워싱턴 주립박물관(Wash. State Museum)1949년 8월 24일 7등

급 부서직원이자 문정관 보조관(asst. cultural officer)으로 서울

에 임명.

Knowlson, Clive E.

1947년 국무부 소속으로 카불에서 근무. 1948년 11월 13일 11등

급으로 서울에 임명 후, 행정 보조원으로 근무. 우편·문서·메신저 

등 관리자 대행(act. supervisor). 

Larsen, William Alfred
1948~49년 육군부 분류 직원(classification clk.) 1949년 1월 1

일 11등급 부서직원이자 우편관리자로 서울에 임명.

Lasher, John Howard
1949년 6월 30일 2등급 리저브오피서로 국무부에 임명. 1949년 

7월 26일 서울 담당관에 임명.

Lau, Robert Man Sin.

1942~49 육군부 건설현장 주임(construction foreman)이자 토목

기사(civil engineer). 1949년 5월 29일 8등급 부서직원이자 건물 

관리자(construction supt.)로 서울에 임명.

Little, Martin B.

1942~49 미 육군 소령(maj.) 해외근무. 1949년 11월 30일 5등급 

부서직원이자 통신국(communications branch) 부 책임자(asst. 

chief)로 서울에 임명. 

Loftus, Victor Harald

1948년 국무부 소속으로 웰링톤에서 출납관(disbursing officer 

at Wellington). 1948년 9월 29일 영사로 서울에 임명. 1949년 1

월 8일 출납관(disbursing officer) 담당. 1949년 5월 24일 서울 

영사 담당. 

Lottridge, John James
1948년 육군부 건축기사(architectural engineer). 1949년 1월 1

일 2등급 부서직원이자 우편국장으로 서울지국에 임명. 

Lucas, Gerald Wayne
1949년 1월 1일 10등급 부서직원이자 숙소관리자로 서울에 첫 

임명. 

MacDonald, Alex 

Eugene

1948~49년 육군부 회계사(auditor). 1949년 1월 1일 6등급 부서

직원이자 회계사(accountant)로 서울에 임명. 

Marsh, Robert Henry

1949년 1월 1일 4등급 부서직원이자 행정관리(admin, officer)로 

부산에 첫 임명. 1949년 5월 25일 행정관리로 서울로 임명. 1949

년 5월 29일 5등급으로 예산 및 기획(budget and planning) 분석

가가 됨. 

Matthews, Glenwood 

Berton

1944~45년 OWI근무 47년 6월 사임. 1949년 1월 1일 8등급 부

서직원이자 주택(housing) 부책임자로 서울에 임명. 

Mclntyre, Mary
1949년 1월 1일 9등급 부서직원이자 행정보조(admin, asst.)로 

서울에 첫 임명. 

Melnikoff, 1949년 1월 1일 5등급 부서직원이자 공급부(supply section)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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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g Irradionovitch 책임자(asst. chief)로 서울에 첫 임명. 

Metzgen, Madeleine 

Oona Mercedes

1947~48년 육군부 전화교환원(telephone operator). 1949년 1월 

1일 12등급 부서직원이자 전화교환원(telephone operators) 관리

자로 서울에 임명. 

Molster, John Speed 1949년 5월 29일 4등급 부서직원이자 예산분석가로 서울에 임명. 

Moore, L. T.
1945 미 육군 해외복무(overseas ser.). 1949년 2월 1일 8등급 

부서직원이자 고체연료 관리자로 서울에 임명. 

Morgan, Stuart 

Ellsworth

1949년 1월 1일 5등급 부서직원이자 통신지국 부 책임자로 서울

에 첫 임명. 1949년 9월 4일 4등급이자 통신지국 책임자로 승진. 

Morrison, Harold J.
1948~49 육군부 연락 조사관(contract insp.). 1949년 1월 1일 

11등급 부서직원이자 구매부 책임자로 서울에 임명. 

Murray, Frank Bolin

1933~48 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회계사(supervisory 

accountant), 감사관(auditor), 조사관(examiner). 1949년 7월 27

일 7등급 부서직원이자 재정회계사이자 감사관(fiscal accountant 

and auditor)으로 서울에 임명.

Nosker, Natalie Scott
1949년 1월 1일 10등급 부서직원이자 작업(operation) 관리자로 

서울에 첫 임명.

Plowman, Janice

1944 바티칸 도시에 국무부 관리로 근무. 1948년 7월 14일 행정

보조(admin, asst.)로 서울에 임명(11등급). 1949년 3월 20일 서

울의 9등급이자 서기관으로 승진. 

Pott, William S. A. 
1950년 2월 17일 3등급 리저브오피서(reserve officer)이자 정보

장교(information officer)로 서울에 첫 임명. 

Pyun, Kapsu Philip
1946~47년 미육군 근무. 1949년 1월 1일 7등급 부서직원이자 

서울 창고관리자로 임명.  

Reiner, Herbert, Jr.
1947~48 주한미군 보급품(supply) 직원. 1949년 6월 29일 행정

관리(admin. officer)로 서울에 임명(7등급)

Robello, Eugene Wilson

1940~44: 선박건축회사를 위하 해양전기기사(marine electrician 

for shipbuilding co.) 1949년 2월 19일 8등급 부서직원이자 전기 

부 책임자로 부산에 임명. 

Roberts, John Edward
1947~49년 주한미군 정보특별관으로 근무. 1949년 1월 1일 3등

급 부서직원이자 서울의 부 정보책임자(officer)로 임명.  

Rogers, Leo John
1949년 1월 1일 9등급 부서직원이자 건물 관리자로 서울에 첫 임

명. 

Rose, Robert Harlan
1948~49년 주한미군에 숙소직원이자 부서관리자로서 근무.

1949년 1월 1일 9등급 부서직원이자 서울의 건물 관리자로 임명.

Ryckman, Lawrence 

Richard

1944~46 미 해군 근무, 이후 해외복무(overseas ser.)

1949년 1월 1일 6등급 부서직원이자 주택(housing) 책임자로 서

울에 임명. 1950년 1월 22일 5등급이자 총무부 직원으로 발령. 

Salmon, John Stanislaus 

Joseph

1947~49년 주한미군정(U.S. Mil. Govt, in Korea) 부 구매관료. 

7등급 부서직원이자 공급(supply) 책임자로 부산에 임명(임명일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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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chter, Arthur 

Martin

1947~48 주한미군 매점(Exchange Ser.) 창고관리인

(warehouseman). 1949년 1월 1일 7등급 부서직원이자 서울의 

창고 관리보조원으로 임명. 

Sinclair, John T.

1948년 국무부 행정분석가로 근무. 1948년 12월 15일 4등급 부

서직원으로 서울에 임명. 1949년 3월 7일 인사부 책임자. 1949년 

7월 10일 3등급이자 인사부 관료.

Smith, Robert Fredrick

1946~48 육군부 자동차 고문(automotive adviser). 1949년 1월 

1일 7등급 부서직원이자 교통책임자로 서울에 임명. 1949년 11월 

27일 6등급이자 교통특별관(specialist).

Smith, William 

Washington Patrick

1949년 1월 1일 7등급 부서직원이자 창고 부 관리자로 서울에 첫 

임명. 

Speer, Robert Patterson 1949년 1월 1일 5등급 부서직원이자 편집자로 서울에 첫 임명. 

Stegner, Donald William
1949년 3월 16일 9등급 부서직원이자 자동차수리 부 관리자로 

서울에 첫 임명. 

Stelmachwitze, George 

Joseph

1949년 1월 1일 7등급 부서직원이자 창고 부 관리자로 서울에 첫 

임명. 

Sturm, Paul Jones

1946년 8월 19일 보조(Auxiliary)부서 경제분석가로 서울에 임명. 

1947년 6월 4등급 부서직원으로 외무부(Diplo, Ser.) 직업영사

(cons, of career)이자 서기관으로 임명. 1947년 7월 13일 서울

에 부석직원으로 임명. 

1949년 8월 19일 2등서기관으로 캔버라로 떠남. 

Tanner, Charles M.
1949년 1월 1일 5등급 부서직원이자 영화(motion picture) 직원

으로서 서울에 첫 임명. 

Traver, Arthur Bruce
1949년 1월 1일 9등급 부서직원이자 자동차 관리자로 서울에 첫 

임명. 

Urban, Clara L.
1949년 10월 19일 8등급 부서직원이자 인사부 보조원(asst.)으로 

서울에 첫 임명. 

Warrington, Charles 

King

1949년 1월 1일 4등급 부서직원이자 재산관리(property 

maintenance) 책임자로 서울에 첫 임명. 

Whipple, Dorothy Ada.
1949년 7월 4일 7등급 부서직원이자 부담당관으로서로 서울에 첫 

임명. 

Wilson, Carlin Louis
1949년 1월 1일 7등급 부서직원이자 창고 부관리자로 서울에 첫 

임명.

Witman, Francis Earl

1948~49년 한국에서 전쟁부(War Dept.) 창고관리인

(storekeeper). 1949년 1월 1일 7등급 부서직원이자 창고 부관리

자로 서울에 임명. 

Wright, Phillip Arnau
1946~49 미 육군 해외복무. 1949년 2월 3일 12등급 부서직원이

자 통신교환원 관리자로 서울에 임명.

Yates, Louise Marie 

Worstman (Mrs.)

1947~49 전화교환원. 1949년 11월 26일 12등급 부서직원이자 

교환원(operators) 관리자로 서울에 임명.

출처: 《미 국무부 인명록》을 참고하여 알 벳 순으로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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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 h e  U n i t e d  S t a t e s  E m b a s s y  i n  

K o r e a  a n d  i t s  p o l i t i c a l  a c t i v i t i e s  

f r o m  1948 t o  1950

Kim, Do Mi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installation process, organization, status and 

especially political activities from 1948 to 1950 of the United States 

Embassy in Korea which was approved from the Mission of the 

United States Special Representative in Korea in April 1949.

Although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ended with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ROK) in Aug. 1948 

and the withdrawal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USAFIK) had 

already been decided by then, US ultimately did not intend to give up 

the ROK. In the interest of maintaining the influence of US in ROK, 

The US Government sent the enormous American Mission in 

Korea(AMIK) which consisted of four agencies: the US Embass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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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he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the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Mission on Korea and the Joint 

Administration Services. The AMIK worked in various fields of 

activity in order to make ROK an anti-communist fortress in the Far 

East Asia.

The US Embassy in Korea stood the most important in the 

Korean-American relation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a 

newly-independent nation to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ll 

phases of U.S. Government activity in Korea should be unified in a 

combined American Mission in Korea under the overall direction of 

the American Ambassador" in conformity with the rules of 「A 

REPORT to the PRESIDEN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THE PROBLEM, March 22, 1949」(「NSC 

8/2」). US could in other words exercise political leverage over Seoul 

through its embassy.

On the other hand, the ROK government also regarded the US 

Embassy in Korea as the most significant instrument through which 

it can reach Washington. The ROK government asked for the advices 

not only about US aid but also about other serious pending issues. In 

reality, US embassy and government intervened according to 

circumstances in Seoul’s internal affairs.

Politically, the basic activities of the US Embassy in Korea were to 

collect  information and send reports to Washington. The information 

gathered through formal and informal routes was at first process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preparing members of the Embassy. Then 

it was reprocessed by senior staffs such as Ambassador Jone J. 

Muccio or Councilor Everett F. Drumright once more.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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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nd reports were used for the Department of State to 

establish the US policy regarding Korea as well as for US Embassy 

to do its work in Seoul.

After closely examining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he US Embassy 

in Korea from 1948 to 1949, this study states that the focus of its 

activities changed since late 1949. From 1948 to 1949,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he Embassy was focused on the political stability of the 

newborn ROK. During this period, its situation was in turmoil due to 

some pending issues: the punishment of the pro-Japanese Koreans 

which had been yet to be solved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Rhee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In these circumstances, the US Embassy decided that the stability 

of Rhee administration wa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problem of 

decolonization or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Its 

judgement was that up to late 1949 the national security of South 

Korea was still very insecure. It also judged tha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s criticism on the administration was not the same thing as 

in the Western democracies, being nothing more than some national 

resentment or anger springing from the specific historical context of 

Korea. The US Embassy therefore overlooked or justified the 

anti-democratic measures of Rhee administration, and went so far as 

to behave as ROK's protector from external intervention. 

From December 1949, however, the US Embassy and the 

Department of State took a dramatic turn of attitude. The security of 

ROK at that time was highly improved, but inflation arose. They 

thought that the economic crisis of South Korea originated from the 

arbitrary decisions and policies of president Syngman Rhee who had 

been conducting the national finance on his ow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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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point when the US was checking president Rhee in the 

interest of solving South Korea's economic problem, Rhee was 

attempting to postpone the scheduled election in May 1950. The US 

Embassy and the Department of State quickly intervened in Rhee’s 

endeavor, and in the end he stepped back from his initial stance. 

Intervening in this political issue, US claimed to advocate the 

protection of democracy in South Korea. But behind the rhetoric of 

political slogans was its masked intention to check Rhee's 

arbitrariness. Recanting its non-involvement policy of just some 

months ago, the US performed an active role.

In sum, throughout these two years, the US Embassy was not only 

an institution that dealt with diplomatic issues generated in the 

Korean-American relations but also an advisor that directly 

intervened in South Korea's domestic affairs.

k e y wo r d s : t h e  Un i t e d  S t a t e s  E mb a s s y  i n  K o r e a ,  J o h n  J .  Mu c c i o ,  

S y n g ma n  R h e e ,  d e c o l o n i z a t i o n ,  d e mo c r a c y ,  a d v i s o r

S t u d e n t  N u b m e r : 2007-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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