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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1948〜1950년 3·4차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논의와 1·2차 유엔한

국위원단의 활동을 분석했다. 유엔이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분단체제

유지에 기여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2차 대전 이래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국제사회가 줄곧 한국인들의 평화통일 노력을 좌절시켰다는 인식이 형성

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전쟁 이전에는 유엔과 한국사회에서 평화통일

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존재했다. 유엔한국위원단의 활동은 그 둘을 연결

하는 매개체였다.

1948년 3차 총회 결의안은 비록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조와 민족화해

기조를 선명하게 담고 있지 않았지만, 미국과 이승만의 뜻과 달리 한국정

부를 ‘전국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통일을 독립의 필수조건으로 상정하여

평화통일 논의의 장기적 토대를 마련했다. 미국과 소련이 대결 정책 일변

도로 가는 암울한 국제정세에서 총회 결의안은 미약하나마 국제협조 정신

의 상징이었다.

1·2차 위원단은 평화통일을 추구하기에 충분치 않은 권한을 가졌던 데

다 주된 협의대상인 한국·북한·미국 등으로부터 냉대를 받았다. 사면초가

에 갇힌 위원단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은 한국사회의 평화통일 여론

과 김구·김규식을 비롯한 한국인 민족주의진영의 활동이었다.

위원단과 민족주의진영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한국사회의 평화통일 여

론을 고취시켰고, 이로 인해 위기에 빠진 이승만 정부는 급기야 이 두 세

력을 모두 탄압하고 나섰다. 분단 전후 시점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바란 유엔의 여론과 한국인들의 평화통일 노력이 선순환을 이룰 경우 분

단 구조에 균열을 내며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승

만 정부의 독재와 한국전쟁은 그 가능성을 파탄시켰다.

1차 위원단이 1949년 7월 발표한 통일 중재 권고안은 현실적으로 국제

협조를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 민족화해를 고무하여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위원단이 한국인들의 평화통일 열망을 적극 수용

한 결과였다. 유엔의 첫 통일문제 접근법인 이 권고안은 통일 논의의 일

차적인 주체가 남·북한 한국인이라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칙을 환기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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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차 위원단의 통일 중재 활동이 이승만 정부의 안정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유엔의 한국문제 처리에서 평화통일 기조를 억누르려고 했

다. 미국이 취한 방법은 위원단 임무에서 통일 중재 대신 군사 분쟁 감시

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 위원단 조직에서 대표단을 강화하는 대신 사무국

을 위축시키는 것, 그리고 위원단 활동에서 군사감시반을 공산진영 봉쇄

에 기여하도록 운용하는 것이었다. 그렇잖아도 참가국들의 무관심으로 인

해 침체에 빠졌던 2차 위원단은 미국의 무리한 개입으로 인해 파행을 겪

으며 무력화되었다. 미국이 중시했던 군사감시반의 설치는 지지부진했다.

평화통일에 미칠 악영향이나 공산진영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한 여러 참

가국들은 미국의 봉쇄 정책에 선뜻 협력하지 않았다.

본래 미국에게 위원단은 주한미군 대신 국제적 책임으로 한국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대체물’이었다. 위원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능률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런 점에

서 볼 때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편의적으로 유엔을 공산진영 봉

쇄에 이용하고자 했던 미국의 대한정책은 해결하기 힘든 딜레마를 안고

있었다.

주요어: 유엔, 유엔한국위원단, 평화통일, 군사감시반, 한국전쟁

학번: 2009-2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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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유엔(United Nations, UN)은 1947~1975년까지 28년여 동안 줄곧 한국

독립·통일문제를 다루었다. 유엔은 한국임시위원단(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1947~1948), 한국위원단(UN Commission on

Korea, 1948~1950), 한국통일부흥위원단(UN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1950~1973)으로 이어지는 부속기

구들을 설치하여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한국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실

천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따라서 유엔의 한국문제 논의와 그 성격을 구명

하고자 한다면 이들 현지기구의 구성 및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유엔이 한국문제를 맡게 된 것은 미국의 대한정책과 관련이 있었다. 본

래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식민지를 처리하는 문제는 유엔이 아니라 승전

국들이 직접 책임지는 것이 국제적 합의였다. 승전국이 주도하는 식민지

관리 체제로 ‘신탁통치제도’를 구상했던 미국은 한국에도 이를 적용하기

위해 소련과 협상을 벌였지만, 1947년 말에 이르러 이 정책을 완전히 철

회하고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다. 미국은 유엔의 기능과 권위를 이

용하여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합법화하고 한국의 안보를 ‘국제적 책임’으

로 보호하고자 했는데, 이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 공산진영을 봉쇄하

는 전략의 일환이었다.1)

흥미롭게도 미국은 한국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이하

안보리)가 아니라 총회(General Assembly)에 상정했다. 유엔헌장에 따르

면 식민지의 독립과 같은 정치·안보 문제는 안보리가 우선적인 책임을 졌

지만, 안보리에서 한국문제를 다룰 경우 상임이사국인 소련의 방해로 인

해 미·소 대결이 재연될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미국은 의회의 성격을 지

닌 총회에서 다수결을 확보하여 자신의 정책을 관철하고자 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에 따라 한국문제는 1950년 한국전쟁 직후를 제외하고 줄곧

총회에서 논의되었다.

1) 미국의 신탁통치 구상 및 1947년 대한정책의 전환 배경과 그 경과는 다음 참조. 정용

욱, 2003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19~62, 417~4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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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의 대다수 비(非)공산진영 회원국들은

소련의 팽창정책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다는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며

‘평화’의 회복을 위한 유엔군의 설치에 동의했다. 정전 후에도 유엔은 스

스로 군사적 대결 구도의 한 축에 서서 분단을 ‘국제화’하고 분단 현상을

유지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 초에 이르러 미국

과 중국이 관계개선에 나서면서 비로소 남북통일 문제가 유엔의 관할을

벗어나 남·북한 한국인들의 문제로 ‘내재화’될 때까지 대체로 지속되었

다.2)

유엔이 특히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분단체제 유지에 기여했다는 사실

로 인하여 2차 대전 이래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국제사회가 줄곧 한국

인들의 평화통일 노력을 좌절시켰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각각의 국면에서 발생했던 긴장이

봉합되는 경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948년 분단 현실에 직

면한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에 나서면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협조’와 ‘민족화해’ 모두 중요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이것은

‘6자회담’의 전개에 따라 통일 논의가 부침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는 현

재의 한국인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논의에서 ‘국제

협조’가 전개되는 구체적인 양상과 그것이 ‘민족화해’와 접목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고는 1948~1950년 남·북한 분단정부 수립 이후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

기에 전개된 유엔의 한국문제 논의와 유엔한국위원단(이하 위원단)의 활

동을 다루고자 한다. 이때는 흔히 미·소 대결에 의한 냉전 구조가 형성되

는 시기로 여겨지지만, 한편으로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기치로

내세운 유엔의 창설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주의적 반전평화론이 유럽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는 시기이기도 했다.3)

2) 홍석률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전개에서 분단의 ‘국제화’와 ‘내재화’ 양상을 구명했다. 유

엔과 강대국들이 개입한 한국전쟁을 통해 분단체제가 형성되며 오랫동안 분단의 ‘국제

화’ 양상이 지속되었다. 1970년대 초에 이르러 관계개선에 나선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에서 직접 대치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분단의 ‘국제화’ 기조를 포기하는 데 합의하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해체에 공조했다. 그는 이렇게 분단체제가 ‘내재화’되는 과정

이 남북분단이 더욱 원숙한 형태로 자리 잡는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홍석률, 2012 《분

단의 히스테리》 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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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던 상황에서 국제평화를 모색하기 위

해 유엔에 참여한 중견국·약소국들은 미·소의 냉전 전략을 맹목적으로 추

종하지 않았다. 한국문제에서도 한국전쟁 이후처럼 체제경쟁과 무력대결

을 감수하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을 통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여론이 존재

했다. 유엔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한국 정부 수립의 국제적 정당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미국은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기 힘들었다.

한편 한국사회에서는 분단 현실이 닥치면서 통일노선을 두고 갈등이 커

져갔다. 4·3항쟁 등 분단정부 수립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수

립된 이승만 정부는 평화통일론을 억압했지만, 5·10총선거를 통해 적지

않은 민족주의자들이 제헌국회에 진출하는 등 여전히 평화통일을 추구하

는 정치세력이 존재했다.4) 이러한 국내외적 긴장의 틈에서 위원단은 평화

통일 중재를 모색해 나갈 수 있었다.

위원단을 정면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은데, 가장 자세한 것은 고든커

(Leon Gordenker)의 박사학위논문이다.5) 그는 유엔 현지기구의 효과와

3) 김태우는 한국전쟁 인식론 문제에서 이 시기 국제주의적 반전평화론의 역할에 주목했

다. 당시 소련이 주도한 반전평화론은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동아시아 공산주

의자들의 해방전쟁론과 충돌하는 측면도 있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한국전쟁

인식은 처음부터 ‘조국해방전쟁론’으로 일관하지 않았고 상당 기간 동안 두 담론이 병

존하는 과정을 거쳤다. 김태우, 2012 〈냉전 초기 사회주의진영 내부의 전쟁·평화 담론

의 충돌과 북한의 한국전쟁 인식 변화〉 《역사와 현실》 83, 한국역사연구회.

4) 본고에서는 1948~1950년 한국의 정치세력을 이승만 정부(한국정부), 민주국민당(구 한

국민주당), 좌익(남조선노동당), 민족주의진영으로 대별했다. 여기서 ‘민족주의진영’은

김구가 이끄는 한국독립당(임시정부계열), 김규식이 이끄는 민족자주연맹을 비롯한 중

도파 세력, 제헌국회에서 활동한 이른바 ‘소장파’ 의원들을 아우르는 범주이다. 이 시기

한국정치사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김구·김규식과 국회 소장파 의원들을 한데

묶었다. 서중석은 ‘우익 민족주의자’의 구성 요소로 ① 일제 때 비타협노선을 걸은 자,

② 친일파 숙청을 요구한 자, ③ 토지개혁 등 민주개혁에 찬동한 자, ④ 단독정부 수립

을 반대하고 민족통일을 지향한 자를 꼽았다. 그는 미군정기부터 이런 조건을 갖춘 세

력은 김규식을 비롯한 중도우파 성향의 좌우합작위원회 우측 대표들이라고 규정하면

서, 1948년 이후에는 김구와 한독당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도진순은 1947년 말

김구와 이승만을 정점으로 했던 우익진영이 분화한 후 단독정부를 반대하고 남북협상

을 추진한 김구와 김규식세력을 묶어 ‘남한 민족주의자’로 지칭했다. 평화통일을 추구

한 제헌국회 소장파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구분법을 수용하여 위원

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평화통일(남북협상), 민주화, 점령군 조기 철수 등을 추구한 이

들을 ‘민족주의진영’으로 통칭한다. 서중석, 2004 《배반당한 한국민족주의》 성균관대

학교출판부, 146~150쪽. 도진순, 1997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서울대학교출판부.

5) Leon Gordenker, The United Nations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The
Politics of F ield Operations, 1947~1950,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59. 19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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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분석한다는 취지에서 한국문제 사례를 검토했다. 그는 유엔한국

임시위원단(이하 임시위)과 유엔한국위원단이 여러 내적인 한계 때문에

한국의 독립과 평화통일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유엔이 지역분쟁

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단(Commission) 기구보다 단일대

표(Single Representative)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든커는 위원단이 생산한 유엔문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위원단의

내부 논의와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그러나 위원단과 관계를 맺

은 한국인들과 미국 등 외부 관련자들의 동향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위원단 활동의 전후사정을 온전히 파악하기 힘들다. 그는 위원단의

내적 한계에 주목했지만, 기실 위원단이 부침을 겪는 과정에서 외적인 압

력도 적잖이 작용했다. 그중 중요한 측면은 위원단이 일상적으로 관계했

던 미국·한국인들과 어떠한 역학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위원단과 한국사회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는 자세한 것이 없는데, 서중

석이 이 문제를 간략히 다루었다.6) 그는 1949년 활동한 1차 위원단이 평

화통일론을 견지하여 ‘중앙정부’를 자임했던 이승만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사실을 밝히며 위원단의 활동이 한국사회의 평화통일론과 공명했던 점을

적확하게 짚었다. 그러나 그는 1차 위원단만 언급했을 뿐 2차 위원단이

평화통일 문제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배경은 미처 살피지 않았다.

1·2차 위원단의 부침은 통일노선을 둘러싼 한국정치의 전개와 밀접한 관

련이 있었다.

위원단과 미국 대한정책의 관계 문제는 서구 학계에서 얼마간 다루어졌

다.7) 이들 연구에서 유엔과 위원단은 미국 정책의 종속변수로 상정되는

미국에서 출생한 고든커는 젊은 시절부터 유엔사무국 관리로 근무했는데, 특히

1950~1951년 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서 공보관으로 일하여 유엔의 한국 현지기구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

6) 서중석, 1996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역사비평사. ; 서중석, 2000 《남·북협상-김

규식의 길, 김구의 길》 한울.

7) 제임스 매트레이 지음, 구대열 옮김, 1989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을유문화사 ;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II: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 존 할리데이

〈유엔과 한국〉 프랭크 볼드윈 외 지음, 편집부 옮김, 1984 《한국현대사》 사계절

(Frank Baldwin ed., Without Parallel, New York: Pantheon Books, 1973) ; 릴랜드
굿리치 지음,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옮김, 1969 《국제연합과 한국문제(Ⅰ)》 국회도

서관 입법조사국 (Leland Goodrich, Korea: A Study of U.S. Policy in the 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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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았다. 나아가 커밍스나 할리데이 등 미국 대한정책에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유엔이 오히려 한국인들의 평화통일 요구를 차단하고 분단 고

착화에 이바지했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엔이 남북분단

과 한국전쟁에 직접 관여했던 전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위원단의 활동

을 미국 대한정책에 꿰맞추는 결과론적 인식을 보여준다.

사실 유엔이 강대국들의 ‘꼭두각시’(puppet)에 불과했다고 보는 것은 서

구 국제정치학계의 전통적인 입장이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탈

냉전의 기류를 타고 유엔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국면을 맞아 유엔의

‘자율성’(autonomy) 문제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강대국의 권력이 유엔 내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

이나 유엔사무국 등 집행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8)

유엔의 자율성을 사고하는 모습은 임시위를 다룬 한국 학계의 연구들에

서도 확인된다.9) 강성천과 최요섭의 연구는 모두 유엔·임시위가 통일정부

수립을 원조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임시위가 한국인들의 평화

통일 노력에 자극받으면서 미국·이승만과 갈등을 벌였던 사실에 주목했

다. 특히 최요섭은 임시위를 유엔 결의안의 정신에 따라 활동한 독자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학계의 이러한 인식은 유

엔이 비록 냉전기에 미·소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으나

일정한 긴장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측면을 반영한다.

이상의 유엔·위원단 관련 연구 동향을 정리하면, 먼저 이 시기 유엔의

한국문제 논의가 상세히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단의 임무가 형성되

는 경과가 명료하지 않다. 한편 위원단의 구성과 활동상 자체는 어느 정

도 밝혀졌지만 위원단과 외부 관련자들이 맺은 역학관계와 그것이 위원단

의 활동에 미친 영향은 제대로 구명되지 않았다. 1·2차 위원단은 임무와

Nation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56)

8) Michael Barnett and Martha Finnemore, Political Approaches, Thomas G. Weiss
and Sam Daws ed., The Oxford Handbook o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41~57쪽.

9) 강성천, 1994 〈1947~1948년 UN조선위원단과 ‘통일정부’ 문제〉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

학위논문. ; 최요섭, 2005 〈1947~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성립과 활동〉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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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활동 면에서 뚜렷한 부침을 겪었는데, 그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원단뿐만 아니라 미국·한국인 등 외부 관련자들의 대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고의 1장에서는 먼저 3·4차 총회의 한국문제 논의를 정리하여 미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영연방과 공산진영의 대응까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위원

단의 조직 운영을 분석하여 위원단이 미국과 갈등하게 되는 배경을 알아

본다. 2장에서는 1차 위원단의 최우선 임무였던 통일 중재 활동을, 3장에

서는 2차 위원단의 최우선 임무였던 군사 분쟁 감시 활동을 서술한다. 이

를 통해 각각의 활동이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미국의

개입에 의해 유엔의 한국 독립·통일문제 처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귀결되

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활용한 주된 자료는 미국 국립문서관 문서군(Record Group)

59(미 국무부 문서군) 중 미 국무부가 생산한 유엔·위원단 관련 문서철이

다.10) 이 문서들은 위원단의 활동과 더불어 미국의 정책과 국내 정치세력

의 대응을 상세히 보여준다. 이외에 미 국무부에서 편찬한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를 보조 자료로 활용했다. 국문

자료는 위원단과 한국정부의 동향을 다룬 한국 신문기사들을 주로 이용했

다.11) 한편 위원단의 내부 논의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원단이 직

접 생산한 유엔문서철(A/AC.26)을 검토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아직 구할

수 없다. 고든커의 저서가 이 문서철을 적극 활용했으므로 필요한 경우

이 책에서 재인용했다. 그리고 총회 및 안보리 논의를 분석하는 부분에서

유엔사무국이 편집하여 제공하는 공식기록(Official Records)을 활용했

다.12)

10) 해당 문서철은 1949년까지는 분류번호가 501.BB Korea이고, 1950년 이후는 357.AD이

다. 전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사자료집(한국현대사자료집성): UN의 한국

문제 처리에 관한 미 국무부문서》 38~44권으로 출간했다. 후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하여 제공한다. 소장제목은 RG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Decimal File, 1950-54, Entry A1 205K, 357.AD이고, 1950년 2차 위원단의 활동이 담

긴 자료상자 번호는 No. 1375이다.

11) 신문기사는 《자료대한민국사》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를 활용했다. 전자는 국사편

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기사를 이용했다. 이 자료들은 디지털자료 인

용 방식을 따라야 하겠으나, 편의상 생략했다. 웹사이트 주소는 참고문헌 참조.

12) 유엔문서 중 총회 및 안보리의 전체회의 공식기록은 유엔 디지털아카이브에서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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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유엔한국위원단의 임무와 조직 운영

1. 3·4차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논의에서 평화통일 기조의 부침

1948년 5월 10일 38선 이남 지역에 한정된 총선거가 치러진 후 미국과

이승만은 임시위에게 선거의 효력을 승인하고 곧 수립될 한국정부를 1947

년 2차 총회 결의안에서 규정된 ‘전국정부’(National Government)로 인정

하라고 요구했다. 임시위는 논란을 거친 끝에 선거의 효력은 승인했지만

한국정부를 전국정부로 인정하는 데는 반대했다. 만약 임시위가 한국정부

를 전국정부로 인정한다면 곧 유엔이 남북분단을 합법화했다고 해석되어

향후 총회에서 임시위가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중화민국·필리핀대표를 제외한 모든 대표들은 이 점을 우려하며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정부 승인을 꺼렸다. 특히 총선거 이전부터 단독

선거 자체를 반대했던 호주·캐나다·인도 등 영연방 국가 대표들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13)

임시위는 남·북한을 아우르는 통일된 정부가 수립되어야 비로소 한국의

독립이 완수될 수 있다고 인식했고, 아울러 38선에서 남·북한 군대 사이

에 충돌이 발생하며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현상을 우려했다. 임시위는 총

회에 제출한 2차 종합보고서에서 남북통일을 이루지 못할 경우 내전이 일

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조속히 평화협상(peaceful negotiations)을 시작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14) 통일과 독립이 불가분의 관계이며 분단은 내전

을 불러일으킬 것이므로 남·북한 또는 미·소가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임

시위의 시각은 미국·이승만의 입장과 크게 달랐던 반면 남북협상을 추진

했던 한국인 민족주의진영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5·10 총선거 이후 전국정부 승인 문제를 놓고 미국과 갈등을 벌이던 임

시위는 결국 1948년 9월 초 더 이상의 결의안 이행을 유보한 채 한국 현

다. 2012년 11월 현재 총회 분과위원회나 위원단 같은 부속기구의 문서는 제공하지 않

는다. 웹사이트 주소는 참고문헌 참조.

13) 최요섭, 58~63쪽.

14) UN Doc. A/575/Add.3 〈Second Part of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Vol.1, 1948, 1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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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활동을 종료했다. 이로써 한국정부 승인 문제와 임시위가 달성하지 못

한 남북통일 임무를 완수하는 문제는 3차 총회로 넘어갔다. 미국은 3차

총회 한국문제 결의안 초안을 준비하면서 임시위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

고 유엔이 신생 한국정부를 전국정부로 승인하고 계속 한국 독립·통일문

제를 책임지도록 만든다는 정책 목표를 고수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소련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했거니와 남북분단을 우려하며 단독선거를

반대했던 영연방 진영의 입장과 적잖은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지난 2차 총회에 이어 3차 총회에서도 한국문제를 둘러싸고 소

련과 대결하리라 예상하고 비(非)공산진영 회원국들의 지지를 최대한 많

이 확보하고자 했다. 그 관건은 당시 유엔에서 독자적인 발언권을 행사하

던 영연방 진영이 미국의 입장을 지원하는 것이었다.15) 영연방 진영은

1947년 2차 총회에서 한국문제 결의안을 논의할 당시 미국의 초안에 무조

건 찬성하지 않고 임시위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안들을 제시하

며 미국을 곤란하게 만든 바 있었다.16) 미국은 이 경험을 거울삼아 3차

총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영연방 진영과 협의하여

공동결의안을 작성했다.17) 영연방 진영은 한국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다는 정책 기조를 공동결의안에 적극 반영하고자 했다. 3차 총회 한국문

제 결의안의 주요 쟁점은 ① 한국정부의 위상, ② 유엔 현지기구의 형태,

③ 유엔 현지기구의 임무였는데, 특히 ①과 ③에서 미국과 영연방 진영의

이견이 불거졌다. 결의안 논의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한국정부의 위상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자신의 결의안 초안들에서

줄곧 대한민국정부를 “1947년 11월 14일 결의안에서 상정한 정부”(the

15) 2차 대전 종전 후 미국과 영국은 소련에 대항하여 ‘특수 관계’(Anglo-American

special relationship)라 불리는 동맹 체제를 구축했지만, 한국전쟁 이전까지 동아시아지

역 문제를 보는 양국의 시각은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영국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추진하는 봉쇄정책이 지나치게 과격하다는 인식을 보이며 정치·군사적 긴장을 누그러

뜨리고자 했다. 반면 미국은 영국이 신속하게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한 것을 비판하는

등 영국의 유화정책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김명섭, 2003 〈한국전쟁이 냉전체제의 구성

에 미친 영향〉 《국제정치논총》 43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20쪽.

16) 최요섭, 7~21쪽.

17) 영연방 진영을 대표하여 임시위 참가국인 호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또한 미

국은 아시아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임시위 참가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화민

국도 공동제안국으로 참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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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결의안 예비

초안

미국 결의안 최종

초안

미·호·중

공동결의안 초안

작성

시기(1948년)
~ 9월 초 9월 초 ~ 11월 초 11월 초 ~ 11월 말

한국정부 위상 전국정부 전국정부
38선 이남의

유일합법정부

유엔 현지기구

형태

위원단, 단일대표

모두 상정
위원단 위원단

최우선 임무 점령군 철수 감시 통일 중재 통일 중재

통일 중재

방식

남북협상 (남북한

총선거)

흡수통일 (북한만

선거 실시)
일반적 규정

[표-1] 1948년 3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안 논의 비교

출처: 미국 결의안 예비초안은 501.BB Korea/9-1048 〈러스크가 국무장관에게〉

1948.9.10. 《대한민국사자료집 42》 180~188쪽. ; 미국 결의안 최종 초안은 FRUS, 1948,

Korea 〈한국문제 결의안 초안〉 1948.11.5. 1321~1323쪽. ; 미·호·중 공동결의안 초안은

501.BB Korea/11-2748 〈마샬이 주한미국대사관에게〉 1948.11.27. 《대한민국사자료집 4

2》 442~446쪽.

Government envisaged in the Resolution of November 14, 1947)라고 규

정하여 한국정부가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전국정부

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임시위 때부터 일관되게 한국정부를 전국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호주는 이러한 문구에 강력하게 반대

했다.18) 결국 미국은 호주의 입장을 수용하여 공동결의안에서 한국정부를

‘임시위가 선거를 감시한 지역(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하고 합법적인

정부’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이러한 수정안이 불만스러웠지만 공동결의안의 다른 ‘유관 조항’

들에 비추어볼 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19) 즉 한국정부가

비록 전국정부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한국 독립·통일문제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20) 이승만 정

18) 501.BB Korea/11-1648 〈781, 제이콥스가 국무장관에게〉 1948.11.16. 《대한민국사자

료집 42》 401~403쪽.

19) 위의 자료.

20) 이를테면 위원단은 “대한민국정부의 지위를 유념”하면서 활동해야 했다. 또한 유엔 회

원국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때 결의안이 규정한 한국정부의 위상을 고려하라고

권고하는 내용도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뒤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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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이러한 결의안의 모호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한국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고 선전하기 시작했고, 미국 역시 애매한 태도를 보이며

이를 묵인했다.21)

유엔 현지기구 형태 문제에서 미국은 임시위 때와 마찬가지로 단일대표

를 배제하고 위원단 기구를 존속시키되 직접 참가하지 않는 정책을 택했

다.22) 한국문제를 전담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소의 직접 대결을 피

하면서 ‘국제적 책임’으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자 했던 미국은 여러 국

가가 관여하는 위원단을 선호했다. 또한 위원단은 미국이 직접 참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였다. 단일

대표의 경우 어느 한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인사가 지명될 가능성

이 컸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항상 관철되리라는 보장이 없었다.23) 더욱

이 당시 유엔에서 단일대표는 분쟁 당사자들을 중재하는 역할로 인식되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단일대표의 성격 역시 미국의 대한정책과 맞지 않았

다.

미국은 위원단에 더욱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참가국 구성을 바

꾸고 규모도 줄이고자 했다. 미국은 결의안 기초 과정에서 5개국(호주, 브

21) 3차 총회 논의 때 인도대표가 한국정부의 위상을 정의한 결의안의 문구가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입장을 문의하자, 미국대표 덜레스는 한국정부가 전국정부라는 뜻도

아니며 북한정권의 존재를 부인하는 의미도 아니라고 애매하게 답변했다. 릴랜드 구드

리치 〈유엔에서의 한반도문제 처리과정〉 브루스 커밍스 외, 1983 《분단전후의 현대

사》 일월서각, 404쪽.

22) 유엔 현지기구의 형태는 위원단(Commission)과 단일대표(Single Representative) 두

가지로 대별된다. 전자는 유엔의 위임을 받은 복수의 국가가 대표를 파견하여 구성하

는 기구고, 후자는 유엔이 직접 중립적인 인사를 지명하여 재량권을 부여하는 기구다.

양자는 서로 대비되는 특성을 지닌다. 위원단은 여러 국가가 지역문제에 관여함으로써

국제적 책임성을 부각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참가국들의 정책이 서로 충돌하게 마

련이므로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 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단일대표는 한

인물이 전권을 가지고 현지의 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제적 책임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당시 유엔에서 활동하던 현지기

구는 대부분 위원단 형태였는데, 발칸특별위원단, 인도-파키스탄위원단, 인도네시아위

원단, 한국위원단 등이 있었다. 단일대표는 팔레스타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유엔총회

가 임명한 중재자(Mediator for Palestine)였던 베르나도트(Count Bernadotte, 국제적십

자 총재)가 있었다. Gordenker, 255~266쪽.

23) 미국은 소련이 완전히 협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일대표 임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

장을 가졌다. 이는 사실상 단일대표 임명 가능성을 배제하는 태도였다. 501.BB

Korea/10-948 〈제이콥스가 나일스에게〉 1948.10.9. 《대한민국사자료집 42》 218~22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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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중화민국, 프랑스, 필리핀) 또는 7개국(앞의 국가에 인도, 터키 추

가) 구성안을 구상하여 9개국(호주, 캐나다, 중화민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으로 구성되었던 임시위에 비해 작은

규모를 설정했다.24) 미국의 구성안들은 공산진영 국가를 전혀 포함하지

않았고 임시위에서 미국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캐나다와 시리아를 제외시

켰다. 호주는 임시위 참가국 구성을 그대로 지속하길 바라는 입장이었는

데, 미국과 달리 공산진영 국가가 참여를 원할 경우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25) 결국 미국과 호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동결의안에서

이 부분을 공란으로 비워두었다.

결의안의 핵심인 위원단의 임무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변동을 거듭했

다. 미국이 처음 작성한 결의안 예비 초안은 미국 대한정책의 기조와 맞

지 않는 모순된 내용이었다. 통일 중재 임무에서 남북한의 “협

상”(agreement)을 추진한다고 명시했고 보안군(security forces) 통합 시

에 남·북한 군대 모두 해산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정부를 실질적인 통

일협상 주체로 상정했다. 누가 이것을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힘든데, 아마

도 임시위의 주장을 반영시킨 것 같다. 따라서 미국은 정책 기조에 맞게

예비 초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 사정에 밝으면서 강한 반공 성향을 지닌 관리들인 노블(Harold J.

Noble)과 제이콥스(Joseph E. Jacobs)가 적극 관여한 미국 결의안 최종

초안은 예비 초안에 비해 북한을 압박하는 기조가 강했다.26) 북한지역만

선거를 치러 한국정부에 통합시키는 통일방안을 상정했고 보안군 통합 시

북한군 해산만 규정했다. 곧 미국 결의안 최종 초안에서 규정된 위원단의

24) 501.BB Korea/11-2548 〈929, 제이콥스가 국무장관에게〉 1948.11.25. 《대한민국사자

료집 42》 437쪽. ; 501.BB Korea/11-2548 〈665, 러벳이 주유엔미국대표단에게〉

1948.12.3. 《대한민국사자료집 42》 452쪽.

25) 501.BB Korea/11-1648 〈781, 제이콥스가 국무장관에게〉 1948.11.16. 《대한민국사자

료집 42》 401~403쪽. ; 501.BB Korea/11-2548 〈929, 제이콥스가 국무장관에게〉

1948.11.25. 《대한민국사자료집 42》 437쪽.

26) 둘은 모두 주한미군정에서 정치 고문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노블은 주한미대사관에

서 근무하기도 했다. 이들은 3차 총회 당시 주유엔미국대표단의 고문으로서 한국문제

를 담당하여 결의안 초안 기초 작업을 주도했다. 미군정에서 제이콥스의 활동에 대해

서는 정용욱, 265쪽 참고. 주한미대사관에서 노블의 활동에 대해서는 김도민, 2012

〈1948~50년 주한미대사관의 설치와 정무활동〉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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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는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분

단을 고착시키는 성격이었다.

영연방 진영은 미국의 입장이 지나치게 과격하다고 우려하면서 위원단

에게 평화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자 했다. 호주는 북한

지역만 선거를 치른다고 명시한 문구를 삭제하고 “한국 통일을 달성하는

데 중재한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제안국인

호주에게 구체적인 협의를 맡겼던 영국도 직접 관여하여 북한군 해산만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미국은 영연방 진영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확인하고 이 요청들을 그대로 수용하여 공동결의안에 반영했다.27)

3차 총회 막바지인 1948년 11월 말에야 합의에 도달한 미국·호주·중화

민국은 급히 총회에 공동결의안을 제출했다. 미국의 결의안 작성 작업이

지연되는 동안 소련은 한국문제를 총회 의제로 올리는 데 계속 반대하며

결의안 채택을 무산 또는 보류시키고자 했다. 유엔의 한국문제 처리 자체

를 반대하는 것은 소련의 일관된 정책이었다. 소련은 이미 미소공동위원

회가 열리던 1946년 중반 무렵부터 미·소 협의에 의한 임시정부 수립이

불가능해질 경우 양국 점령군이 철수하고 조선인 스스로 정부를 수립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28) 이러한 정책은 한반도에 친소적이

거나 적어도 중립적인 국가를 수립하여 소련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

도록 만든다는 소련 대한정책의 기본 목표와 상응하는 것이었다.29) 소련

은 미국이 유엔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유엔의 한국문제 처리를 통해 한반

도에 친미 국가가 수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줄곧 유엔 논의 자체

를 반대했던 것이다.

미국이 소련의 반대를 뚫고 공동결의안을 상정하는 데 성공하자, 소련

은 임시위 즉시 해체와 점령군 동시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여

맞불을 놓은 후 공산진영 국가 대표들에게 연이어 장광설을 늘어놓게 함

27) 501.BB Korea/11-1648 〈781, 제이콥스가 국무장관에게〉 1948.11.16. 《대한민국사자

료집 42》 401~403쪽. ; 501.BB Korea/11-1848 〈829, 제이콥스가 국무장관에게〉

1948.11.18. 《대한민국사자료집 42》 415쪽.

28) 기광서, 2010 〈훈령으로 본 소련의 미소공동위원회 전략〉 《역사문제연구》 24, 321

쪽.

29) 양영조, 2007 《한국전쟁과 동북아 국가 정책》 선인, 423~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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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지연전술을 폈다.30) 소련을 비롯한 공산진

영은 미국이 남한 단독선거의 실시를 승인하기 위해 1948년 2월 소집했던

소총회가 유엔헌장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적인 절차라고 비판하며 선거 자

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임시위가 민주적 독립정부를 세우는 데 기

여하기는커녕 반민주·반민족적인 분단정부의 수립을 초래함으로써 유엔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31)

미국이 결의안 표결을 재촉하고 소련이 지연전술을 펴는 가운데 총회

회원국들은 한국문제를 상세히 토의할 여유를 별로 갖지 못했다.32) 짧았

던 논의 과정 중 주목할 대목은 한국대표로 출석한 장면(張勉) 특사의 연

설이었다. 그는 유엔이 한국정부를 전국정부로 승인해야 하며 북한지역만

선거를 치러 한국정부에 통합하면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33)

이러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공동결의안의 기조와 배치되었기 때문에 향후

위원단과 한국정부의 충돌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제대로 검토

되지 못했다.

결국 총회는 임시위 참가국에서 캐나다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7개국으

로 위원단을 구성한다는 캐나다의 수정안만 첨가된 미국 측 공동결의안

초안을 총회 폐막일인 12월 12일 다수결로 채택했다.34) 미국은 비록 유엔

이 한국정부를 전국정부로 승인한다는 당초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소

련의 반대를 물리치고 대다수 비(非)공산진영 국가들의 대한민국정부 승

인을 이끌어냄으로써 ‘절반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3차 총회 결의안에서 한국의 통일·독립을 완수하기 위한 1차 위원단의

임무는 크게 세 가지로 규정되었다. 최우선 임무는 남북통일과 군대 통합

을 중재하고 분단으로 인한 남북교류 장애를 제거하는 데 원조하는 일이

었다. 다음으로 대의정치의 발전을 감시하고 협의하는 일이었다. 마지막으

로 점령군 철수를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었다.35)

30) 《자유신문》 1948. 12. 13.

31) 최요섭, 73~74쪽.

32) Gordenker, 146~147쪽.

33) 〈1948년 12월 7일, 3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장면의 연설〉, 외무부 편, 1977

《유엔총회 한국대표 연설문집(1948~1975)》 1~16쪽.

34) 미국 측 공동결의안은 찬성48/반대6/기권1표로 통과되었다. 소련의 결의안은 찬성6/반

대46/기권0표로 부결되었다. UN Doc. A/PV.187, 1948. 12. 12.



- 14 -

이러한 임무 규정은 위원단에게 평화통일을 추진할 재량권을 부여하고자

했던 영연방 진영의 의도대로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규정으로 인해 위원단은 독자적으로 구체적인 권한과 임

무를 해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위원단의 주된 협의 대상인

한국정부가 이미 결의안과 배치되는 강경한 흡수통일방안을 내놓은 상황

에서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했다.

3차 총회 결의안에서 위원단의 임무 규정이 모호한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2차 총회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소련·북한 등 공산진영이 전

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위원단이 평화통일 중재를 추진한다면

북한 및 소련과 반드시 협의해야할 터인데, 위원단의 존재 자체를 배격하

는 공산진영의 태도는 위원단의 향후 활동에 암운을 드리웠다. 1차 위원

단은 처음부터 주된 협의대상인 남·북한 정부와 껄끄러운 관계를 맺으며

활동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던 것이다. 위원단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되

어야 할 미국이 과연 한국 현지에서 위원단 활동을 적극 지원할 지는 미

지수였다.

비록 미·소 대결을 극복한 국제협조와 남·북한의 민족화해 기조를 명시

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3차 총회 결의안이 한국정부를 전국정부로 승

인하지 않고 통일을 독립의 필수조건으로 상정했다는 사실은 평화통일 논

의의 장기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만약 유엔이

미국과 이승만 정부의 뜻대로 한국정부를 전국정부로 승인하여 한국의 완

전독립을 선언했다면 국제법상 평화통일 논의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

었을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추구한 영연방 진영 등 비(非)공산진

영의 노력이 이러한 진전을 가능하게 했고, 1·2차 위원단은 이를 근거로

평화통일 중재를 모색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1949년 4차 총회의 한국문제 논의를 살펴본다. 1차 위원단은

1949년 7월 활동을 마무리하고 4차 총회에 제출한 종합보고서에서 통일

중재 임무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자인하는 한편 한국에서 평화통일 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36) 그러나 미국은 소련과 협의를 시도하

35) 결의안 전문은 뒤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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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위원단의 평화통일 중재 활동을 진작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유엔의 한

국문제 논의에서 평화통일 기조를 약화시키고자 했다. 자세한 내용을 후

술하겠지만 그 이유는 그다지 선명하지 않은 3차 총회 결의안의 평화통일

기조와 1차 위원단이 거둔 미약한 성과만으로도 한국사회의 평화통일 여

론을 고취시키며 이승만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태가 야기되었기 때

문이다.

미국은 4차 총회 한국문제 결의안을 준비하면서 유엔을 활용해 한국을

안정화시킨다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 미국이 사고한 한국의 안

정화는 정치적 안정도 포함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군사적 안보였다. 미

국은 총회 결의안에서 평화통일 기조를 축소시킴으로써 이승만 정부의 정

치적 안정을 꾀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유엔·위원단이 공산진영을 군사

적으로 압박하는 데 기여하도록 만들고자 했다. 그 주된 수단이 바로 군

사감시반(military observer teams)이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을 주도한 곳

은 한국 현지에서 1차 위원단의 활동을 접하며 위기감을 가졌던 주한미대

사관이었다. 주한미대사관은 두 차례에 걸쳐 미 국무부에 건의안을 제출

하는 등 4차 총회 결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적극 관여했는데, 미국의 결

의안 초안 논의 경과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표-2]와 같다.37)

주한미대사관이 처음 미 국무부에 제출한 권고안에서 특이한 점은 미국

의 기존 입장과 달리 위원단을 해산하고 단일대표인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을 임명하라고 건의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1차 위원단 사

무국장 베르트하이머(Egon Ranshofen Wertheimer)의 제안에 영향을 받

은 결과였다. 베르트하이머는 비망록에서 1차 위원단이 임무 수행에 실패

한 이유로 대표단의 침체와 공산진영의 반대를 꼽고, 이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등판무관 임명을 추천했다. 그는 중립적 성향을 지닌

고위급 인사가 고등판무관으로 임명된다면 소련이 강하게 반대하지 않을

36) UN Doc. A/936, 1949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Vol.1, 34쪽. (이하 UNCOK Report(1949))

37) 미국은 호주·중화민국·필리핀을 공동제안국으로 삼아 공동결의안을 작성했다. 미국은

아시아지역의 위원단 참가국을 하나 더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필리

핀을 추가시켰다. 501.BB Korea/7-2849 〈463,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8.7.28. 《한

국현대사자료집성 44》 124~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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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트하

이머

비망록

주한미대사

관 권고안

노블 작성

결의안 초안

주유엔미

국대표단

초안

미·호·중·필

공동결의안

작성 시기

(1949년)
7월 중순 7월 말 8월 중순 9월 중순 9월 말

유엔 현지

기구 형태
단일대표 단일대표 위원단 위원단 위원단

위원단

최우선

임무

통일

중재
통일 중재

외국의 대북

군사원조 현황

감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감시

기존

임무

계속

수행

군사 분쟁

감시

통일 중재

방식

일반적

규정

대한민국

체제 기반

통일

통일 중재 임무

삭제

일반적

규정

일반적

규정

[표-2] 1949년 4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안 논의 비교

출처: 베르트하이머 비망록은 501.BB Korea/7-2149 〈443,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

게〉 1949.7.21.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64~67쪽. ; 주한미대사관 권고안은 501.BB

Korea/7-2849 〈463,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8.7.28.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124~125쪽. ; 노블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은 501.BB Korea/8-2049 〈513, 무초가 국무장관

에게〉 1949.8.20.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186~203쪽. ; 공동결의안 초안은 501.BB

Korea/9-1449 〈769, 애치슨이 주한미대사관에게〉 1949.9.14.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271~273쪽. ; 미·호·중·필 공동결의안은 뒤의 부록 참조 (원문은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RES/293(IV)&Lang=E&Area=RES

OLUTION, 검색일 2012.12.14.)

가능성이 있어 한국문제에서 진전이 있으리라고 전망했다.

주한미대사관은 베르트하이머의 제안을 수용하여 고등판무관 임명을 권

고했지만, 임무 규정은 그의 견해와 크게 달랐다. 통일 중재를 최우선 임

무로 삼은 것은 둘이 같았지만, 베르트하이머가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제

시하지 않은 반면 주한미대사관은 대한민국정부를 기반으로 한 통일 기조

를 명시했다. 이러한 강경 기조와 고등판무관 임명은 서로 모순되는 면이

있었는데, 아마도 주한미대사관에 유엔에 정통한 외교관이 없어 고등판무

관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렇듯 혼선을 빚었던 주

한미대사관의 입장은 유엔과 한국 사정에 모두 밝은 노블이 부임하면서

정리되었다. 1949년 8월 담당관으로 부임한 노블은 즉시 위원단 연락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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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인수하여 위원단 구성원들과 광범하게 접촉한 후 한국문제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다.

노블은 한국의 정세가 그리스와 동일하다고 인식하면서 유엔한국위원단

을 유엔발칸특별위원단과 비슷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위원단의 임무와 활동을 공산진영에 대한 군사적 봉쇄에 기여하는 방향으

로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1946년 그리스의 좌·우익세력이 본격적인

내전에 돌입하자 미국은 그리스정부에 경제·군사원조를 제공하는 한편38)

유엔을 활용하여 그리스내전이 발칸반도의 국제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했다.39) 이러한 미국의 의도에 따라 1947년 2차 총회는 1차

발칸위원단을 설치하여 ① 그리스와 알바니아·유고슬라비아·불가리아 등

인근 공산국가 간의 국경분쟁 중단과 관계정상화를 중재하는 임무와 ②

이들 공산국가가 그리스 좌익에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현황을 감시하는 임

무를 부여했다. 미국과 영국은 발칸위원단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을 주도

했다. 소련은 참가를 제안 받았으나 거부했다.

1차 발칸위원단이 1948년 1월 구성한 감시반(observation groups)은 ①

을 최우선 임무로 부여받아 활동했지만 인근 공산국가들은 모두 비협조로

일관했다. 결국 1948년 4월 이후 감시반의 주된 임무는 ②로 바뀌었다.40)

1948년 3차 총회에서 채택된 그리스문제 결의안은 2차 총회 결의안보다

더욱 강경한 논조로 인근 공산국가들이 그리스좌익에 군사원조를 제공하

는 것을 규탄하며 ②를 발칸위원단의 최우선 임무로 명시했다.41) 곧 미국

은 유엔의 그리스문제 처리에서 처음에 내전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중

시했지만, 1948년 2차 발칸위원단의 설치에 이르러 그리스정부의 군사적

승리와 공산진영 봉쇄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노블이 주목한 사

38) 그리스내전의 경과는 다음 논문 참조. 양정심, 2008 〈제주 4.3과 그리스내전 비교 연

구-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37, 이화사학연구소, 235~244쪽. ; 미국

의 對그리스 군사원조와 군사고문단의 활동은 다음 참조. 박동찬, 2011 《주한미군사고

문단(KMAG)의 조직과 활동(1948~53)》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50쪽.

39) Amikam Nachmani, Civil War and Foreign Intervention in Greece: 1946~49,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25, No. 4, 1990, 500~501쪽.

40) UN Doc. A/574, 1948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Special Committee on

Balkans〉 1~3쪽.

41) UN Doc. A/935, 1949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Special Committee on

Balkans〉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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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바로 2차 발칸위원단이었다.

유엔 현지기구의 형태 문제에서 노블은 위원단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

장했다. 그는 고등판무관이 유엔사무국의 지휘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위원

단 사무국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는 한국정부보다 유엔의

입장을 우선했던 1차 위원단 사무국이 빈번히 한국정부와 미국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평가하면서 고등판무관 역시 그러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크

다고 전망했다. 더욱이 유엔에서 단일대표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련과 협의해야 할 터인데, 그는 공산진영의 통일방안인 남·북한 연합정

부의 수립을 통해 한국 독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미국

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블 구상의 핵심은 유엔 현지기구의 임무 문제였는데, 그는 1948년 3

차 총회 그리스문제 결의안을 차용하여 2차 위원단의 최우선 임무를 설정

했다. 그것은 바로 군사감시반을 설치하여 외국이 북한에 군사원조를 제

공하는 현황을 조사하고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을 감시하는 일이었다. 발

칸위원단의 감시반 활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명백하게 소련과 북한을 압

박하려는 의도였다. 노블의 초안에서 대소·대북 봉쇄기조가 강해짐에 따

라 자연스레 평화통일 기조는 약해졌다. 노블은 통일 중재 임무를 아예

규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결의안 서문에서 한국통일이 유엔의 궁극적 목

표라고 선언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미 국무부는 주한미대사관이 제출한 노블의 초안을 곧바로 채택하지 않

고 주유엔미국대표단에게 따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주유

엔미국대표단의 초안은 지난 3차 총회 한국문제 결의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노블 초안에 비하면 상당히 중립적인 기조였다. 먼저 최

우선 임무가 “이전 결의안들이 부여했던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문구로 표현되었고 통일 중재 임무 역시 지난 3차 총회 결의안

과 동일한 내용으로 따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2차 위원단이 통일 중재 활

동을 계속 최우선 임무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군사감시반 설치

규정도 포함되었지만 북한을 도발 주체로 적시하지 않았다. 주한미대사관

은 이 초안을 논평하면서 2차 위원단이 통일문제에 집중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군사 분쟁 감시를 최우선 임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42)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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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이를 수용하여 주유엔미국대표단 초안을 임무 규정 순서만

바꾸어 공동결의안 초안으로 확정했다.

미 국무부가 노블의 초안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공산진영 봉쇄 기조

가 너무 강하여 영연방 진영의 반발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영국이 유엔

에서 한국문제와 그리스문제를 대하는 입장은 확연히 달랐다. 영국은 그

리스가 공산화될 경우 서유럽의 안보가 위험해지리라고 우려하며 미국의

그리스내전 개입에 적극 협력했지만, 한국문제에서는 임시위 때부터 계속

드러났듯이 공산진영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책을 견지했다. 미국은 1948

년 3차 총회에서 결의안을 너무 늦게 확정했던 탓에 곤욕을 치른 경험을

상기하며 4차 총회에서 가급적 빨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자 했다.43) 따라

서 영연방 진영의 동의를 쉽게 얻기 위해 지난 3차 총회의 공동결의안을

재활용하되 노블 초안의 핵심 내용인 군사감시반 설치 규정을 다소 중립

적인 문구로 첨가하는 방침을 취했다.

4차 총회가 시작할 즈음인 1949년 9월 말 일찌감치 공동결의안을 확정

한 미국은 한국문제를 총회의 첫 번째 의제로 배치하는 데 성공했다. 결

의안 토의 과정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군사 분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

에 위원단 산하에 군사감시반을 설치하여 군사 분쟁 감시 임무를 부여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44) 한국대표로 참석한 조병옥(趙炳玉) 특사는 한국정

부의 흡수통일방안을 재천명하는 한편 한국의 처지를 자유·공산진영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지는 “극동의 그리스”에 비유하면서 군사감시

반 설치를 호소했다.45) 미국이 실제 의도를 숨기고 짐짓 분쟁의 평화적

해결 역할을 내세운 반면 한국정부는 노골적으로 공산진영 봉쇄 기조를

강조하는 모양새였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진영 국가들은 기왕의 입장대로 미국의 공동결의안

초안을 반대하며 위원단을 즉시 해체하고 한국인들이 자주적으로 통일정

42) 501.BB Korea/9-2049 〈1169,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9.9.20. 《한국현대사자료집

성 44》 290~292쪽.

43) 501.BB Korea/7-2849 〈463,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8.7.28.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124~125쪽.

44)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21, 625~626쪽.

45) 〈1949년 9월 29일, 4차 유엔총회 특별정치위원회에서 조병옥의 연설〉, 외무부 편,

1977 《유엔총회 한국대표 연설문집(1948~1975)》 1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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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수립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非)공산진영 국가들은 대체로 미

국의 입장을 지지했지만, 평화통일 기조의 축소를 우려하는 견해도 표출

되었다. 과테말라는 한국통일이 여전히 유엔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주장하

면서 통일 중재를 위원단의 최우선 임무로 설정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

다. 과테말라의 제안은 인도와 교감을 거친 것이었는데, 미국의 반대로 결

국 부결되었다.46) 한편 이스라엘은 안보리에서 중재자(Mediator)를 임명

하는 것이 더욱 적합한 한국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문제

표결에서 기권한다고 선언했다.47) 즉 안보리에서 미·소 협상을 통해 남북

통일을 중재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군사감시반 설치가 한반도 정세를 악

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정치적 타협을 통한 평화통일을 모색했던 국

제사회의 여론이 여전히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총회 논의 과정에서 위원단 구성을 더욱 자신에게 우호적인 방

향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1차 위원단이 출범한 직후인 1949년 3월 일

찌감치 대표가 철수한 후 위원단 활동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시리아가

후임 위원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

이 위원단 참가 의사를 밝혔던 터키를 포함시키자고 제안하여 이를 관철

시켰다.48) 유엔총회는 위원단 구성까지 확정된 미국 측 공동결의안을 10

월 21일 다수결로 채택했다.49)

4차 총회 한국문제 결의안에서 2차 위원단의 임무는 크게 네 가지로 규

정되었다. 최우선 임무는 군사 분쟁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일이었다. 둘째

는 통일 중재 임무였다. 셋째는 ‘전국 범위의 선거’(elections of national

scope)를 포함하여 대의정치 문제를 감시하고 협의하는 임무였다. 넷째는

46) Gordenker, 203쪽. ; 501.BB Korea/12-1049 〈789,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9.12.10. 《한국현대사 자료집성 44》 382~383쪽.

47) UN Doc. S-0922 Series, Records of Secretary-General Trygve Lie, General

Assembly meeting files, 〈Daily General Assembly Report to the Secretary-Genera

l〉 No.7, 1949.10.1.

48) 노블은 한국정부에 비판적인 시리아 대신 터키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무

부에 권고한 바 있었다. 501.BB Korea/8-2049 〈513,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9.8.20.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186~203쪽.

49) 미국 측 공동결의안은 찬성46/반대6/기권3표로 통과되었다. 위원단 즉시 해체를 요구

한 소련의 결의안은 반대42/찬성6/기권5표로 부결되었다. UN Doc. OR, A/PV.233,

194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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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군 철수를 감시 및 확인하는 일이었다. 한편 군사감시반 설치를 목적

으로 첫째와 둘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시원을 임명할 권한이 주어졌

다.

4차 총회 한국문제 결의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한미대사관과 미 국

무부 사이에 다소간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군사감시반 설치를 통해 위원단 활동을 평화통일보다 공산진영 봉쇄에 기

여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는 입장은 양자 모두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시리아 대신 터키가 참가함으로써 대표단 구성이 미국에게 더욱 우호적인

쪽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2차 위원단은 1차 위원단에 비해 평화통일을 추

구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였다.

미국은 지난 2·3차 총회와 비교하여 1949년 4차 총회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자신의 뜻대로 한국문제 결의안을 관철시켰지만, 그 이유가 비

(非)공산진영이 미국의 정책을 전폭 지지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소

련 등 공산진영이 지난 총회 때와 달리 강력하게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3차 총회 때 한국문제의 의제 상정을 두고 미·소가 격렬하게 대립했

던 반면 4차 총회에서는 미국이 별다른 저항 없이 한국문제를 첫 번째 의

제로 올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방증한다.

사실 한국문제의 핵심이었던 정부수립 문제가 미·소 대결 속에서 분단

정부 수립으로 귀결되면서 진영을 불문하고 한국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아

지는 것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소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4차 총회 결의

안에서 군사감시반의 설치가 의미하는 바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은

결국 단견으로 판명되었다. 38선에서는 이미 군사 충돌이 국지전 수준으

로 심각해지고 김일성 정부는 남침을 계획하던 시점이었다. 발칸위원단

감시반의 전례를 볼 때 한국위원단 군사감시반이 이러한 전쟁위기 상황에

서 한국정부에 유리하게 활동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1950년 전면전이

발발했을 때 군사감시반은 유엔군이 신속하게 설치되는 데 공헌했다.

2. 유엔한국위원단의 조직 운영과 대표단·사무국·미국의 역학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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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단은 참가국이 임명한 대표들로 구성된 대표단과 유엔사무국이 임

명한 직원들로 구성된 사무국으로 조직되었다. 위원단은 형식상 총회의

책임 하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국 대표는 본국 정부의 지휘를 받았고

사무국은 유엔사무국의 통솔을 받았다. 한편 대외관계를 보면 위원단의

공식적인 협의 대상은 유엔에서 합법정부로 승인된 한국정부였다. 또한

유엔에서 한국문제 논의를 주도한 미국 역시 중요한 협의 대상이었다. 이

러한 위원단의 조직을 도식화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유엔한국위원단 관계도 (실선: 지휘관계, 점선: 협의관계)

위원단은 조직 특성상 능률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기구였다. 위원단은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여러 국가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여 구성

된 기구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견들로 인해 자칫 정책 결정과 집행이 지지

부진할 수 있었다. 또한 전술했듯이 3·4차 총회 한국문제 결의안의 임무

규정이 추상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위원단은 구체적인 임무와 권한을 해

석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곤 했다.50)

더욱이 위원단은 각 총회마다 설치되는 한시적 기구여서 활동 기간이

길어야 1년이었다. 1차 위원단은 9개월여(1948년 12월〜1949년 8월), 2차

위원단은 1년여(1949년 10월〜1950년 9월) 동안 활동했지만, 초반에 조직

을 정비하거나 후반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드는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활동 기간은 그보다 짧았다. 이러한 여건에서 위원단이 최대한 능률

적으로 활동하여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직력을 갖출 필요가

50) Gordenker, 2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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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만,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난관에 부딪쳤다. 하나는 대표단의 침체

였고 또 하나는 미국의 과도한 개입이었다.

위원단의 대표단은 여러모로 임시위의 그것에 비해 역량과 위상이 약화

되었다. 먼저 대표단 규모가 임시위 참가국이었던 캐나다와 우크라이나가

제외된 7개국으로 줄어들어 중량감이 다소 떨어졌다. 한편 임시위의 주된

협의 대상이 주한미군정이었던 데 반해 위원단의 경우는 신생 한국정부였

다. 애초에 대미관계를 고려하며 한국문제에 관여했던 참가국들이 보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특히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대표단을 주도할 위치에 있었던 프랑스는 임시위 때와 달리

위원단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51)

참가국 중 시리아·엘살바도르·중화민국 등은 국내 정세의 악화로 인해

더욱 위원단에 관여하기 힘들었다. 시리아는 1948년 ‘1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에 패배한 뒤 1949년에 들어 군사쿠데타가 빈발하며 정치적 혼란

을 겪었다. 1930년대부터 군사독재가 지속되던 엘살바도르 역시 1948년에

쿠데타가 발생하는 등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다. 중화민국은 국공내전에서

패퇴를 거듭하며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이 수립된 후에는 유엔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대표성을 둘러싼 시비를

겪으며 발언권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 때문에 중화민국대표 리우위완은

임시위 때와 달리 위원단에서 내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52)

참가국 중 그나마 한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표단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가는 인도와 호주였다. 인도는 1947년 독립한 직후 경제위기를 겪는 상

황에서 아시아지역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대외정책 기조로 설정했다. 대

한정책의 목표 역시 한국문제를 아시아지역의 평화에 기여하도록 해결하

는 것이었다. 더욱이 자신과 같이 식민통치를 겪은 한국에 유대감을 가졌

던 인도는 한국의 통일·독립을 평화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

51) 501.BB Korea/7-2849 〈463,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9.7.28.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117쪽. 프랑스는 이미 임시위 활동의 종료 이후 위원단에서 철수하고자 했으나

미국의 설득으로 계속 참가하게 되었다. 501.BB Korea/8-2049 〈513, 무초가 국무장관

에게〉 1949.8.20.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197쪽.

52) 501.BB Korea/7-2849 〈463,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9.7.28.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118쪽.



- 24 -

다.53)

호주는 주로 안보 측면에서 한국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2차 대전기 일

본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했던 경험으로 인해 전후 대일평화협정 체결 문

제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던 호주는 일본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한국의 정

세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호주는 전후 태평양지역의 안보를 영국보

다 미국에 의존하는 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한정책을 주시했

다.54) 호주는 본래 영국을 대신한 영연방 진영의 대표 자격으로 임시위에

참가했지만, 1·2차 위원단 시기에 이르러서는 미국과 안보 협력을 증진하

려는 목적도 중요한 참여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호주는 기본적으로 영국

의 정책을 따라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했지만, 군사감시반 설치

에 호응하는 등 미국의 봉쇄정책에 편승하는 면모도 보여주었다.

위원단 대표들은 참가국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임시위 대표들보다 대체

로 직급이 낮고 경력도 일천한 경우가 많았다. 대표단을 이끌만한 고위급

의 대표는 1·2차 위원단을 통틀어 호주대표 쇼, 중화민국대표 리우위완,

터키대표 굴렉 등이 있었지만, 쇼와 굴렉은 재임기간이 너무 짧았고 리우

위완은 전술했듯이 대표단을 이끌 처지가 아니었다. 프랑스는 1차 위원단

때 미국의 설득에 따라 비도(Georges-Augustin Bidault) 내각의 장관급

중진이었던 팔래즈(Pierre-Louis Falaize)를 상임대표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주한프랑스대리공사 코스티유가 줄곧 ‘임시대

표’ 직책을 겸임했다.55) 2차 위원단 때 대표직을 승계한 브리옹발 역시 공

사급 외교관이었다.

필리핀은 1차 위원단 때 임시위에서 교체대표로 일한 루나를 상임대표

로 승격시켰고, 2차 위원단 때에는 주일공사 아프리카에게 대표직을 겸임

하게 했다. 아프리카는 주일공사직을 우선하여 위원단 업무를 거의 다루

53) 김경수, 2006 《인도와 한국전쟁》 한국학술정보, 127~136쪽. ; Indian Council of

World Affairs, India and the United Nations, New York : Manhattan Pub., 1957,
29~30쪽.

54)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1953: Vol.1, Strategy and
Diplomacy, Canberra :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1981, 8·21쪽.

55) 501.BB Korea/2-849 〈532, 캐퍼리가 국무장관에게〉, 1949.2.8.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3》 46쪽. ; 501.BB Korea/3-1249 〈No.141, 드럼라이트가 국무장관에게〉 1949.3.12.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3》 160~161쪽.



국 가
이 름

직 위 이 력
이승만정부에

대한 태도1 차 2 차

호주

쇼(Patrick Shaw) 상임대표 주일본호주사절단장 비판

제이미슨(A. B. Jamieson)
교체대표,

상임대표

언론인, 대일이사회(Allied Council for

Japan) 영연방 대표
비판

중화민국

리우위완(劉馭萬) 상임대표
주한중국총영사

임시위 상임대표
지지

시시더(司徙德) 교체대표
정부관리

임시위 교체대표
지지

엘살바도

르

마가냐(Miguel Angel Magaña) 상임대표 외교관(중견급) 지지

고체스(Angel Gochez Marin) 상임대표 외교관(초급) 지지

산체스(Fidel Sanchez Hernandez) 교체대표 군인(대위) 지지

프랑스
코스티유(Henri Costilhes) 임시대표 주한프랑스대리공사 지지

브리옹발(Henri Brionval) 상임대표 외교관(중견급) 지지

인도

씽(Anup Singh) 상임대표 언론인, 외교관(초급) 비판

콘다피(Chenchal Kondapi) 교체대표 불명 비판

나야르(M. K. Unni Nayar) 교체대표 군인(대령) 불명

필리핀

루나(Rufino Luna) 상임대표
법률가, 외교관(중견급)

임시위 교체대표
지지

아프리카(Bernabe Africa) 상임대표 주일본필리핀공사 지지

부에노(Maximino G. Bueno) 교체대표 외교관 불명

시리아
무길(Yasin Mughir) 상임대표

외교관(초급)

임시위 교체대표·상임대표
비판

하킴(Yoiriguy Hacim) 교체대표 불명 지지

터키
굴렉(Kasim Gulek) 상임대표 상원의원, 외교장관 지지

이딜(Kamil Idil) 상임대표 공중보건의사, 외교관 불명

[표-3] 1·2차 유엔한국위원단 대표단 명단 (주요 임원)

출처: UNCOK Report(1949) Vol.2, 51~52쪽. ; UNCOK Report(1950), 34~35쪽. ; Gordenker, 32~34쪽. ; 501.BB Korea/7-2849 〈463,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9.7.28.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100~125쪽. (위원단 구성원의 이승만 정부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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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시리아는 1차 위원단 때 임시위에서 교체대표와 상임대표를

역임한 초급 외교관 무길을 유임시켰지만, 무길이 1949년 3월 말 일찌감

치 한국을 떠난 후 사실상 위원단에서 손을 떼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군

사쿠데타로 인해 정부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역시 불안한 정

세에 있었던 엘살바도르는 숙련된 외교 인력이 부족하여 대표 선임 자체

가 어려운 지경이었다. 1차 위원단 대표 마가냐는 1949년 3월 말, 2차 위

원단 대표 고체스는 1950년 5월 말에야 겨우 한국에 부임했다. 인도는 1

차 위원단 때 새로 파견된 씽이 줄곧 상임대표직을 맡았다. 그는 외교관

경력은 짧았지만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텔리

이자 독립운동에 투신한 명망가였으며56) 네루(Jawaharlal Nehru) 수상과

친분이 있었다.57)

위원단에 대한 참가국들의 무관심과 대표단의 중량감 부족은 대표단의

침체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직급이 낮았던 대표들은 상부의 구체

적인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힘들었다.58) 또한 고위

급의 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표단은 2차 위원단 초기를 제외하고 상임

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채 순환의장 제도를 운용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

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다만 통일 중재 임무에 한해서는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인도대표 씽과 호주대표 제이미슨이 적극 나섰던

덕분에 대표단의 활동이 어느 정도 활기를 띨 수 있었다.

위원단에서 대표단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자 사무국이 위원단 활동에 광

범하게 개입하면서 주도권을 쥐었다. 이미 임시위 때부터 사무국의 역할

은 단순히 대표단의 행정을 보좌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사무국은 결의안

을 포함한 각종 공문서의 초안을 기초했고 권한을 해석하는 문제에서 대

56) Inder Singh, Indian Americans Role in India’s Independence Movement, SikhSpectrum.com
Quarterly No.29, August 2007.

(http://sikhspectrum.com/2007/08/indian-americans-role-in-indias-independence-movement/, 검

색일 2012.5.20.)

57) 501.BB Korea/8-2049 〈513,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9.8.20.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199쪽.

58) 이를테면 코스티유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별다른 활동 방침을 지시받지 못한 채 임시

위 때의 지침을 활용하고 있었다. 501.BB Korea/3-1249 〈141, 드럼라이트가 국무장관

에게〉 1949.3.12.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3》 160~161쪽. ; 마가냐 역시 엘살바도르 정

부에 위원단 활동을 자주 보고했으나 지시는 거의 받지 못했다. 501.BB Korea/7-2849

〈463,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8.7.28.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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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이 름 국 적
이승만정부에

대한 태도

사무국장
베르트하이머(Egon Ranshofen

Wertheimer)
오스트리아 비판

사무부국장 슈워츠(Sanford Schwarz) 미국 비판

사무차장

루카스(Graham Lucas) 미국 비판

샤바즈(Arsen Shahbaz) 스위스 비판

주홍티(朱鴻題) 중화민국 불명

[표-4] 1차 위원단 사무국 명단 (주요 임원)

직 위 이 름 국 적 비 고

사무국장 렌보르그(Bertil A. Renborg) 스웨덴
통일 중재 임무에 적극적,

이승만 정부에 비판적.

사무부국장 코츠(Charles L. Coates) 영국

선임

사무차장

(사무부국

장보)

게일라드(John P. Gaillard) 미국

군사감시반 업무 담당

위해 발칸위원단

사무국에서 전출.

사무차장

타오킴하이(Andre Tao-Kim

Hai)

프랑스(베트

남인)

바카이(Irshad Baqai) 파키스탄

[표-5] 2차 위원단 사무국 명단 (주요 임원)

표단에 법률적 조언을 제공했다. 또한 사무국장 등 사무국의 주요 임원들

은 대표단 회의에 출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59) 이러한

업무들은 위원단 정책 결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출처: UNCOK Report(1949) Vol.2, 51~52쪽. ; Gordenker, 45~48쪽. ; 501.BB

Korea/7-2849 〈463,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9.7.28.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100~125쪽. (위원단 구성원의 이승만 정부에 대한 태도)

출처: UNCOK Report(1950), 34~35쪽. ; 501.BB Korea/11-1149 〈웹이 주한미대사관에

게〉 1949.11.11. 《대한민국사자료집 44》 367쪽.

특히 사무국 대표인 사무국장(Principal Secretary)이 위원단에서 커다

란 영향력을 행사했다. 1차 위원단 사무국장 베르트하이머는 풍부한 경력

59) Gordenker, 45~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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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춘 외교관으로 외교 역량에서 대표들을 압도했다.60) 유엔 관리의 본

분에 충실하여 위원단이 최대한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는

평소 열의가 부족한 대표단에 불만이 많았다. 그는 사무국장의 직무를 ‘정

치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원단 정책 결정에 관여했다.61) 2

차 위원단 사무국장 렌보르그도 국제연맹과 유엔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외교관이었다.62) 그 역시 전임 사무국장 직무를 인수하여 위원단 활동을

주도하고자 했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베르트하이머만큼 인상적인 활

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사무국이 침체된 대표단을 대신하여 위원단을 주도하는 현상은 참가국

들을 움직여 위원단 활동을 통제하고자 했던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사실 대다수의 사무국 임원들은 비(非)공산진영 국가 출신으로서 유엔의

최대 후원자인 미국의 입장을 자발적으로 존중했기 때문에 사무국의 활동

이 미국 대한정책을 전면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미

국의 입장에서 사무국이 미국이나 한국정부의 이익을 위협한다고 판단했

을 때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였다.

유엔사무국은 관례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지기구의 사무국을 일

일이 통제하지 않았다.63) 또한 현지기구 사무국의 업무와 인사를 관리하

는 주무부서는 안전보장이사회부(Department of Security Council

Affairs)였는데,64) 이곳을 지휘하는 사무부총장은 미·소의 합의에 따라 항

60) 베르트하이머는 1894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다. 1차 대전 때 오스트리아군 장교로

복무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24~1930년 영국과 독일

에서 대학강사와 저널리스트로 일했다. 1930~1939년 국제연맹 사무국에서 일했고,

1939~1946년 2차 대전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강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특별자

문으로 활동하며 반나치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1946년 이후 유엔사무국에서 근무하

고 있었다. 1945~1946년 미 국무부 국제기구과의 고문을 맡기도 했다. 501.BB

Korea/2-2249 〈국무장관이 주한미대사관에게〉 1949.2.22.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3》

102~103쪽.

61) 501.BB Korea/3-1249 〈141, 드럼라이트가 국무장관에게〉 1949.3.12. 《한국현대사자

료집성 43》 157~158, 165쪽.

62) 렌보르그는 1892년 스웨덴에서 출생했다. 외교관으로서 워싱턴, 도쿄, 상하이, 톈진, 몬

트리올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1929년 국제연맹 사무국에 합류했다. 국제연맹 아편자문

위원회에서 일하는 등 마약 통제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했다. 1946~1949년 유엔 통신기

록과 과장을 역임했다. 501.BB Korea/11-149 〈931, 애치슨이 주한미대사관에게〉

1949.11.2.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350쪽.

63) Gordenker, 259~260쪽.

64)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48~1949》 153~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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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소련인이 임명되었다. 이러한 여건들로 인해 미국이 위원단 사무국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다. 더욱이 미국이 직접

위원단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원단 업무에 개입하는 것은 자칫 유

엔의 위신을 해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었다.

1차 위원단에서 이승만 정부의 격렬한 반발을 무릅쓰고 통일 중재 활동

을 주도한 측은 바로 사무국이었다. 대표단은 미국에게 협조적인 본국의

정책을 따라야 하는 데다 대부분 직급이 낮은 외교관들이었기 때문에 한

국정부와 충돌하는 사태를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무국

은 굳이 한국정부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었다. 더욱이 민주주의에 익숙한

미국·유럽 출신의 사무국 임원들은 파시즘의 폐해를 목도한 경험이 있었

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의 독재에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1차 위원단이 통일 중재 활동을 벌여나가는 동안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은 2차 위원단의 통일 중재 활동

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새로 참가한 터키를 이용하여 대표단을 강화하고

사무국을 약화시키는 계획에 착수했다. 그 주된 수단은 상임의장 제도 도

입과 사무국 개혁이었다. 1차 위원단 사무국을 맹비판하며 상임의장직 설

치를 처음 제안한 이가 노블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65) 아마도 그가 이

계획을 입안한 것 같다.

먼저 미국은 터키에게 상임의장을 맡을 수 있는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고 있던 터키는 미

국의 제안을 거부하지 못하고 외교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중진 정치인 굴

렉을 상임대표로 선임했다.66) 1950년 1월 말 2차 위원단이 활동을 시작하

자 미국은 굴렉과 합작하여 상임의장 선출 공작을 추진했다. 굴렉은 미국

의 지원을 받으며 유세를 벌인 끝에 상임의장에 선출되었다.67)

65) 501.BB Korea/8-2049 〈513,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9.8.20.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197~198쪽.

66) 357.AD/1-1250 〈27, 애치슨이 주한미대사관에게〉 1950.1.12. ; 357.AD/3-3050 〈333,

드럼라이트가 국무부에게〉 1950.3.30.

67) 357.AD/1-3050 〈115,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50.1.30. ; 357.AD/2-250 〈141, 무초

가 국무장관에게〉 1950.2.2. ; 357.AD/3-3050 〈333, 드럼라이트가 국무부에게〉

19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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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렉은 지체하지 않고 사무국 개혁에 착수했는데, 주된 대상은 대표단

보좌업무와 의전문제였다. 굴렉은 사무국이 대표단의 공식 업무뿐만 아니

라 대표 개인의 행정업무까지 보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자신

의 개인비서로 사무국장 렌보르그를 지명했다. 또한 굴렉은 대표단의 순

위를 높이고 사무국 임원의 순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전 순서를 개정했

다.68)

굴렉의 사무국 개혁은 사무국의 대내외적 위상을 낮추려는 의도였다.

보좌업무 개혁은 사무국을 마치 대표단의 개인비서조직처럼 만드는 방향

이었고, 의전 순위 개정은 사무국의 대외적 위상을 깎아내리는 효과가 있

었다. 위원단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가 갑자기 상임의장의 개인비서로 격

하된 렌보르그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사무국과 대표단 사이에 갈등

이 불거졌다. 위원단 사무국의 항의를 접수한 유엔사무국 역시 굴렉의 조

치에 비판적이었다. 그러자 미 국무부가 직접 나서서 유엔사무국을 설득

했다. 결국 유엔사무국은 위원단 사무국에게 굴렉의 개혁 조치를 수용하

라고 지시했다. 렌보르그는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랐지만, 자신은 끝내 굴

렉의 개인비서 역할을 거부했다.69)

2차 위원단에 막 부임한 굴렉이 위원단의 전후사정을 자세히 알 리 없

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무국 개혁 역시 사실상 미국이 주도했다고 보아

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미국은 2차 위원단이 굴렉의 사무국 개혁을 통해

비로소 제 위상을 찾았고 한국인들로부터 널리 존경받게 되었다고 호평했

다.70)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자화자찬에 불과했다. 굴렉의 개혁은 위원단

에서 그나마 활력을 유지하던 사무국을 위축시킨 데다가 대표단과 사무국

의 갈등만 증폭시켰다. 더욱이 굴렉이 상임의장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터

키 총선에 참가하기 위해 3월 말 일찌감치 귀국해버림으로써 대표단은 다

시 순환의장 체제로 복귀했다. 결국 굴렉의 개혁은 위원단 전체를 침체시

68) 1차 위원단의 의전 순위는 의장-사무국장-각국 대표-사무부국장 순이었는데, 굴렉은

상임의장-각국 상임대표-사무국장-각국 교체대표-사무부국장 순으로 개정했다. 즉 사

무국장의 의전 순위가 2위에서 8위로 급락했다. 357.AD/2-650 〈157, 드럼라이트가 국

무장관에게〉 1950.2.6. ; 357.AD/3-2550 〈322, 드럼라이트가 국무장관에게〉

1950.3.25.

69) 357.AD/2-450 〈130, 그로스가 국무장관에게〉 1950.2.4. ; 357.AD/2-850 〈142, 그로

스가 국무장관에게〉 1950.2.8.

70) 357.AD/3-2550 〈322, 드럼라이트가 국무장관에게〉 19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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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위원단을 그저

한국에 “머무르기만 하는 존재”(mere presence)로71) 만들고자 했던 목표

를 달성한 셈이었다.

71) 501.BB Korea/3-2149 〈156,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9.3.21. 《한국현대사

자료집성 43》 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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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유엔한국위원단의 평화통일 중재 활동

1. 평화통일 방안의 모색

1948년 12월 3차 총회에서 한국문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1차 위원단이

구성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한국사회에서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평화통

일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1948년 9월 ‘유엔외교’를72) 벌인 이

후 침묵을 지키던 김구·김규식 측은 점령군 조기 철수와 남북협상을 통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노선을 재천명하며 대외활동을 재개했다.73) 국회에

서는 1차 위원단이 입국한 직후인 1949년 2월 7일 소장파의 주도로 71명

의 의원들이 서명한 ‘남북평화통일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평화통

일을 실현하기 위해 즉시 점령군 철수 임무에 착수할 것을 위원단에게 요

청하는 내용이었다. 통일과 점령군 철수 문제는 이념적인 성격이 강하여

국회에서 소장파가 항상 소수로 밀렸던 사안인데, 이 결의안은 서명자의

규모가 큰 편이었다.74)

1차 위원단의 입국을 전후하여 평화통일 논의가 다시금 고조되었지만,

민족주의진영은 위원단 활동의 전망을 낙관하지 않았다. 김구는 위원단이

입국하기 직전 시점에 행한 연설에서 “위원단에 기대기만 하지 말고 한국

인들의 손으로 남북협상을 성사”하자는 민족자주 원칙을 강조하면서, 위

원단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더 유력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

적했다.75) 김규식은 더욱 회의적이었는데, 분단을 허용한 책임이 “1947년

72) 김구와 김규식은 3차 총회를 맞이하여 다시금 유엔의 한국문제 논의에 기대를 걸고

1948년 9월 말 유엔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여기서 양김은 남·북한 총선거를 실

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일독립촉진회 대표의 총회 출석을 요

청했다. 그러나 총회는 이 서한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도진순, 318~321쪽.

73) 《서울신문》, 《독립신문》 1948. 12. 17. ; 김구 지음, 도진순 엮고보탬, 2007 《백범

어록》 돌베개, 335~347쪽. ; 《부산신문》 1948. 12. 19.

74) 서중석, 1996, 153~155쪽. ; 이 결의안은 찬성37/반대95/기권27표로 부결되었다. 주한미

대사관은 이승만의 강경한 반대연설 후 결의안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꺾였다고 논평했

다. 그러나 이승만의 노골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64명이나 되는 의원이 반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당시 1차 위원단의 입국으로 인해 평화통일 여론이

고무되었던 정황을 알 수 있다. 501.BB Korea/2-749 〈122,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9.2.7.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3》 44쪽.

75) 김구, 335~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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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를 위반하고 소총회 결의를 시행한” 임시위에게 있다고 비판하면서 1

차 위원단의 성과를 비관했다.76)

1차 위원단을 반신반의하는 민족주의진영의 분위기는 위원단에게 위기

이자 기회였다. 전술했듯이 1차 위원단은 평화통일 중재 임무를 적극 실

천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총회 결의안의 평화통일 기조가 그다지 명확하

지 않았거니와 협의 대상인 남·북한 정부는 이유는 달랐지만 모두 총회

결의안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당시 한국사회에서 그나마 위원단의 우군

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세력은 한국인들의 평화통일 여론을 짊어진 민족

주의진영뿐이었다. 위원단이 사면초가를 벗어나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

서는 민족주의진영과 소통하며 한국사회의 평화통일 여론과 결합해나갈

필요가 있었다. 후술하겠지만 민족주의진영은 이후 위원단과 접촉하면서

점차 태도를 바꾸게 된다.

1차 위원단은 1949년 2월 초 한국에 들어온 직후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

았던 호주·인도·시리아대표로 1분과위원회(이하 1분위)를 구성하고 통일

중재와 관련한 구체적인 임무들을 부여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단의 통일 중재 임무를 라디오 방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북한

한국인들에게 홍보할 것. ② 38선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교류 장애 문

제를 연구하고,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원단에

개선 방안을 건의할 것. ③ 남·북한 주민 간의 사회적·문화적 교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것. ④ 위원단의 방북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과 즉시 접촉할 것.77)

1분위가 맡은 임무들을 대별하자면 곧 통일방안을 연구하는 것과 통일

문제 협의를 위해 방북하는 것 두 가지였다. 그런데 위의 임무 조항에서

주목할 점은 남북교류의 필요성을 전제함으로써 자연스레 평화통일 기조

를 확정했다는 것과 대북 접촉을 상정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정부의 실체를

인정하고 나아가 남북대화 중재를 의도했다는 것이다. 위원단이 초반부터

민감한 평화통일 중재 임무를 공식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화통일론을

가졌던 호주대표 쇼가 고위급 대표로서 대표단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사무국 역시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했다.78)

76) 《조선일보》 1949. 2. 9.

77) UNCOK Report(1949) Vol.2,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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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가 통일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주로 활용한 수단은 임시위 때처럼

각종 직책에 있는 한국인들과 회견하는 것이었다. 1분위가 공식 회견한

인사는 총 14명인데, 그중 한국인은 13명이고 정치성향별로 분류하면 민

족주의진영이 6명, 민국당이나 이승만 정부 측이 7명이었다. 명단은 다음

과 같다. 전자는 김구, 김규식, 김병회(金秉會, 국회의원), 김약수(金若水,

국회부의장), 박건웅(朴建雄, 민족자주연맹), 설의식(薛義植, 조선언론협회

회장). 후자는 권연호(權然鎬, 장로교 목사), 김도연(金度演, 재무장관), 김

병연(金炳淵, 평안남도지사), 이범석(李範奭,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 이응

준(李應俊, 육군총참모장), 임영신(任永信, 상공장관), 지대형(池大亨, 국회

의원). 외국인은 번스(A. C. Bunce, 주한경제협조처장)였다.79) 이외에도 1

분위는 대의정치 문제를 다룬 2분위의 공식회견에 참석하여 통일문제를

질의하거나 위원단을 방문하는 인사와 비공식회견을 갖기도 했다.

1분위가 공식 회견한 인사들의 비율을 보면 민족주의진영의 비중이 절

반 가까이 된다. 그러나 1분위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 이승만 정부의 반발

을 감수해야 했다. 이승만 정부는 위원단과 한국사회의 평화통일 여론이

결합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위원단과 민족주의진영의 접촉을 제한하고

나섰다.80) 1분위는 초반부터 김구·김규식과 만나고자 했지만 이승만의 반

대에 부딪쳤다. 이승만은 2월 중순 쇼와 회견한 자리에서 위원단은 정부

가 허락하지 않은 민간인을 만날 수 없으며 특히 양김은 ‘반역자’이므로

회견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1분위는 양김의

초청을 당분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81)

78) 사무국은 통일을 ‘중재’(good offices)하라는 총회 결의안의 문구가 곧 남·북한의 협상

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법률적 조언도 대표단에 영향을 미쳤다. 501.BB

Korea/8-2049 〈513,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9.8.20.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201~202쪽. ; 501.BB Korea/2-1549 〈74,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9.2.15.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3》 80~81쪽.

79) UNCOK Report(1949) Vol.2, 3~4쪽.

80) 이승만 정부는 언론에게 남북협상이나 이북정권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엄중히 경

고하여 평화통일 여론을 차단하는 한편 위원단의 협의 대상은 오직 정부뿐이라고 강조

했다. 《서울신문》 1949. 1. 14. ; 《자유신문》 1949. 1. 19. ; 이승만 정부는 실제로

위원단 사무소 경비를 담당한 경찰을 동원하여 한국인들의 방문을 엄격히 제한함으로

써 위원단의 반발을 샀다. 501.BB Korea/2-2349 〈91,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9.2.23.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3》 109~111쪽. ; 501.BB Korea/3-349 〈No.112, 주

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9.3.3.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3》 129~131쪽.

81) 501.BB Korea/2-2249 〈181, 드럼라이트가 국무장관에게〉 1949.2.22. 《한국현대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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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면 담 자 면담 형식 면담 내용

3월 10일 김약수(국회부의장) 1분위 공식 회견 미·소 협조, 한국 정치지도자 일치단결 필요

3월 12일 김구
주홍티(사무차장)

비공식 면담

3월 14일 박건웅(민자련) 1분위 공식 회견 미·소 협조, 한국 정치지도자 일치단결 필요

3월 15일 안재홍(신생회) 2분위 공식 회견 한국정부의 흡수통일론 반대, 미·소 협조 필요

3월 19일
김약수 외 국회의원

6명(소장파)

‘외군 철수

청원서’ 제출

자율적인 평화통일 성취 위한 전제조건으로

점령군 철수가 필요함.

3월 23일 김구, 김규식
무길 비공식

면담

3월 24일 김구 씽 비공식 면담

3월 24일 서용길(소장파 의원)
위원단 비공식

방문

3월 28일
김약수,

이문원(소장파 의원)

베르트하이머

비공식 면담
조속한 점령군 철퇴 요구

3월 28일 조소앙(사회당)
주홍티(사무차장)

비공식 면담

3월 31일 조소앙 2분위 공식 회견

미·소 협조 필요, 통일 역량 키우기 위해 한국

정치 단결과 민주화 필요, 남북 교류 진작

위해 남북 통상 합법화·이산가족 상봉 제안.

4월 22일 김규식 1분위 공식 회견 남북협상안 제안, 한국인 고문단 설치 제안

4 ~

5월중
김병회(소장파 의원) 1분위 공식 회견

조속한 점령군 철수 필요, 이승만의 대미

의존성 비판, 한국 정치의 단결과 민주화

필요, 남북협상 지지, 통일한국의 중립화 주장.

4월 30일

설의식(조선언론협회

회장,

통일독립촉진회)

1분위 공식 회견
무력·흡수통일 반대, 남북협상 통한 평화통일

주장

5월 24일 김구
주홍티(사무차장)

비공식 면담

5월 31일 김구 1분위 공식 회견
남북협상안 제안. 한국 정치 민주화 필요,

남북한 군사 충돌 위기 완화 필요

6월 18일
김약수 외 국회의원

5명(소장파)

‘외군 철수

진언서’ 제출

고문단을 포함하는 미·소 점령군의 완전한

철퇴 요구

[표-6] 1차 위원단 민족주의진영 인사 면담 내역 (통일 관련 주제)

출처: 《조선일보》 1949. 3. 11., 5. 29., 6. 1., 6. 18. ; 《동아일보》 1949. 3. 16., 4. 1., 4.

23. ; 《서울신문》 1949. 3. 16., 3. 20., 3. 25., 3. 31., 5. 1. ; 《독립신문》 1949. 3. 31., 3.

29. ; 《경향신문》 1949. 1. 13. ; UNCOK Report(1949) Vol.2, 3~7쪽.

료집성 43》 98~99쪽. ; 501.BB Korea/3-349 〈112,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9.3.3.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3》 129~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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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는 활동 초기인 2〜3월 이승만 정부의 견제로 인해 민족주의진영

인사들과 회견하는 데 애를 먹었다. 이 기간 중 위원단과 공식 회견한 민

족주의진영 인사는 김약수, 박건웅, 안재홍, 조소앙 네 명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통일 여론은 주로 김약수 등 제헌국회 소장파 의원들을 통

해 전달되었다. 입법부 성원으로서 넓은 의미의 정부 관계자였던 이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위원단과 접촉할 수 있었다.

1차 위원단과 회견한 민족주의진영 인사들이 밝힌 통일문제에 대한 입

장은 평화통일론에 근거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대개 미·소 협조를 진작해야 한다거나 ‘민족진영’의 단결이 통일의 선결조

건이라는 등 추상적인 원칙론을 제기하는 데 그쳤다. 간혹 남북협상을 지

지하는 발언이 있었지만 역시 상세한 내용이 아닌데다 심지어 언론에 소

개되지도 않았다. 이승만 정부는 위원단에게 민간인과 협의한 내용을 언

론에 공표한다면 여론이 분열되리라고 경고하며 전부 비공개를 요구한 바

있었다.82) 이승만 정부가 평화통일론을 적대시하던 상황에서 탄압을 각오

하고 어떠한 구체적인 평화통일안을 내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결국 부담을 무릅쓰고 민족주의진영을 대표하여 과감하게 평화통일안을

꺼낼 수 있는 이는 김구와 김규식뿐이었다. 양김을 만나려는 뜻을 굽히지

않던 1분위는 주한미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끝내 면담을 성사할 수 있

었다.83) 김규식은 유엔과 한국정부가 모두 북한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남·북한 정부의 협상을 바라기 어렵다고 진술하며 정당·사회단체가 주축

이 되는 남북협상을 제안했다. 다만 남·북한 정부의 묵인과 협조가 필요

한 상황이므로 정부의 비공식 대표가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언급

했다. 이러한 제안은 대한민국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평소의 정견과 맞닿

아 있었다. 또한 김규식은 위원단이 소수의 한국인으로 구성된 고문단을

조직하여 통일문제를 협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84) 만약 위원단이 이

제안을 현실화시킬 경우 고문단은 민족주의진영의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었다.

82) UNCOK Report(1949) Vol.2, 46~48쪽.

83) 서중석, 2000, 285~286쪽.

84) 《동아일보》 194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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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는 북한지역만 총선거를 치른다는 한국정부의 통일방안과 대한민국

체제를 전제한 전국총선거 방안을 모두 부정하고 1947년 2차 총회 결의안

을 따라 남·북한이 동등한 조건에서 전국총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합당하

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미 존립한 남·북한 정부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으

므로 정부와 민간 정당·사회단체 인사들이 모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남북회담을 열어 통일정부 수립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85) 김구는

이전까지 남·북한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제

안을 통해 김규식과 비슷하게 현실을 고려한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김구는 고문단을 만들자는 김규식의 제안에도 “남북평화통일

을 위한 건설적 의사”라며 적극 찬동했다.86)

1분위는 5월 31일 김구와 면담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하고 최종보고

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그 동안 1분위는 민족주의진영이 탄압당하고 평화

통일 여론이 수그러드는 이른바 ‘6월 공세’ 정국을 목도하게 되었다.87) 1

분위는 보고서 결론에서 소장파 국회의원 체포 사건과 김구 암살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통일의 전망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국정치의 분위기가 개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88) 곧 많은 민족주의진영 인사들이 면담에서 주

장했던 바와 같이 민주화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린 것이다.

1분위는 민족주의진영의 평화통일론을 수렴하여 보고서에서 평화통일

중재 권고안을 제시했다. 두 종류로 하나는 총회를 향한 권고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인을 향한 건의였다. 전자는 ① 통일의 전망을 키우기 위해

한국정부가 보다 광범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점, ② 미국과 소

련이 남북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총회에 주

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후자는 ① 위원단은 남·북한 대표자의 회합

을 지원할 것, ② 위원단은 합법적 남북 통상 재개를 지원할 것, ③ 위원

단은 통일의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남·북한 상호 악선전의 중단을 요청할

85) 501.BB Korea/6-649 〈327,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9.6.6. 《한국현대사자

료집성 43》 431~435쪽. ; 김구, 380~384쪽.

86) 《서울신문》 1949. 4. 28.

87) ‘6월 공세’는 이승만 세력이 1949년 6월 일으킨 각종 반대세력 탄압 사건들을 통칭하

는 표현이다. 6월 동안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탄압, 소장파 국회의원 체

포(국회프락치사건), 김구 암살사건 등이 연이어 전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참

조. 서중석, 1996, 201~257쪽.

88) UNCOK Report(1949) Vol.2,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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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원단 민족주의진영 이승만 정부 미국 북한 조국전선

통일

논의

주체

유엔
남북한 정부
남북한

정치·사회단체

남북한
정치·사회단체

유엔
한국정부

유엔
한국정부

남북한
정치·사회단체

통일

논의

관련

자에

대한

입장

미·소 협조
남북한 정부는
남북협상 참여

가능

유엔 협조
미·소 협조

좌익·민족주의
진영 탄압

북한정권 부정
미·소 협조
부정

북한정권 부정
미·소 협조
부정

유엔·미국
개입 배격

한국정부 부정

통일

기조
평화통일 평화통일 흡수통일

대한민국 체제

기반 통일
평화통일

통일

방안

남북대화 통한

모종의 총선거

남북협상 통한

남북한 총선거

(유엔 협조)

북한지역 선거

통해

한국정부에

통합

북한지역 선거

통해

한국정부에

통합

남북협상 통한

남북한 총선거

(유엔 배격)

통일

여건

마련

에

대한

입장

남북 경제적
교류 확대

남북한 상호
악선전 중지

한국정치
민주화

남북
경제·사회적

교류 확대

한국정치
민주화

남북 교류
전면 반대

남북 경제적
교류 찬성

유엔·주한미군
철퇴

한국정치
민주화

[표-7] 1949년 현재 각 세력별 남북통일 논의 비교

것 등이었다.89) 1차 위원단은 7월 8일 전체회의에서 이 권고안을 채택하

고 한국인을 향한 후자의 권고안은 언론에 공표했다.90)

출처: UNCOK Report(1949) Vol.2, 3쪽. ; 이신철, 2008, 132~138쪽. ; FRUS, 1949, Korea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NSC 8/2 보고서〉 1949.3.22. 969~978쪽. ;

501.BB Korea/4-2649 〈229,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9.4.26. 《한국현대사자료

집성 43》 276~279쪽.

1분위 권고안은 1·2차 위원단을 통틀어 위원단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유

일한 통일 중재 원칙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제시한 첫 통일문제 접근법

이었다. 이 권고안은 위원단의 한국 독립·통일문제 해결 방향이 이승만

정부·미국의 입장과 달리 정치적·평화적 타협이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냈

다. 통일 논의 주체에서 남·북한 민간인의 참여를 상정하여 정부가 일방

89) 앞의 자료, 3쪽.

90) 《조선중앙일보》 1949.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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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통일논의를 주도하는 방식을 경계했고,91) 또한 통일을 추진하는

데 미·소 협조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는 민족주의진영의 입장과

동일했으며 한국정부와 유엔만 통일 논의 주체로 인정했던 미국·이승만

정부의 정책과 확연히 달랐다.

통일문제의 핵심인 통일 기조 및 방안에서도 위원단은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방식을 추구하여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인 흡수통일론 내지 북진

통일론을 거부했다. 한편 위원단과 북한 조국전선의 통일노선은 겉보기에

비슷한 면이 있지만 조국전선이 유엔을 배격하고 민족자주를 강조했기 때

문에 양자의 통일방안은 화합될 수 없었다.

1분위 권고안은 통일 여건에 관심을 기울인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

다. 당시 한국인들은 당장 남북통일을 이루는 과제도 중요했지만 38선의

군사 충돌로 인해 고조되던 전쟁위기도 해결해야 했다. 권고안대로 남북

교류를 진작하고 상호 비방을 줄인다면 전쟁위기를 완화하고 남북대화 여

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이 부분 역시 남북교류를 금지했

던 이승만 정부의 입장과 대비되었다.

1분위 권고안에서 확실히 드러났듯이 위원단이 한국사회의 평화통일 여

론에 호응하는 행보를 보여줌에 따라 처음에 위원단을 반신반의했던 민족

주의진영은 점차 기대를 걸기 시작했다. 김규식은 1949년 2월만 해도 위

원단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지만, 불과 2개월여 뒤에는 자진하여 위원단

과 협조할 한국인 고문단의 설치를 요청할 정도로 태도가 바뀌었다. 김구

역시 말년에 위원단에게 좋은 인상을 가졌다. 그는 유엔의 역할이 남북대

화의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아무리 (남·북한이-

인용자) 싸우고자 할지라도 옆에서 말리려는 사람의 성의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비유를 썼다.92) 그는 1차 위원단이 적어도 그러한

‘성의’는 보였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위원단의 평화통일 노선은 민족주의진영의 성원을 받는 만큼 이승만 정

91) 위원단은 권고안을 공표하는 공보에서 “(위원단은) 남·북한에서 다양한 견해를 가진

대표들이 참석한다는 보장이 있을 경우에 한해 중재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또

한 남북대화는 “화해와 이해심(conciliation and understanding)”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501.BB Korea/7-1149 〈855,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9.7.11.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30쪽.

92) 김구, 392~3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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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미국에게는 불편한 존재였다. 1분위 권고안이 발표되자 특히 극우반

공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

국민당의 조영규(曺泳珪)는 위원단이 북한정권을 승인하고 북한의 통일정

책과 보조를 맞춘다고 비난했다. 이승만의 측근인 윤치영(尹致暎)은 위원

단이 “공산당 제5열”이며 권고안을 작성한 이들을 추방시켜야 한다고 일

갈했다.93) 이들이 보여준 강렬한 적개심은 위원단과 한국사회의 평화통일

여론이 결합하며 분단 구조에 균열을 가할 가능성을 매우 두려워했음을

반증한다. 미국 역시 권고안에 냉소적이었다. 주한미대사관의 노블은 권고

안이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소련에게 이용만 당할 수 있다고 혹평했다.94)

1분위 권고안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승만 정부

는 위원단의 활동을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골적으로 탄압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승만 정부는 평화통일 여론을 고무하며 최대의 정적(政敵)인

김구·김규식에게 정치적 활로를 열어주는 위원단을 용납할 수 없었다. 엄

연한 국제기구인 위원단을 윤치영의 말처럼 ‘추방’시킬 수는 없었으므로,

이승만이 고른 방법은 위원단 주변의 한국인들을 탄압함으로써 위원단과

한국사회가 결합하는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경찰은 1949년 7월 중순 위원단 출입기자 5명을 전격 체포했다.95) 공안

당국이 제시한 혐의는 이들이 모두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로당) 프락치로

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이승만 정부가 이 사건에서 좌익

세력과 함께 위원단도 탄압대상으로 겨냥한 것은 분명했다. 사건을 지휘

한 이호(李澔) 치안국장은 미국에게 기자들의 혐의가 “위원단과 너무 밀

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라고 솔직하게 밝혔다.96) 위원단과 한국

인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이승만 정부의 속내가

드러나는 진술이었다.

93) 《국회속기록》 1949. 7. 12. ; 《경향신문》 1949. 7. 14. ; 501.BB Korea/7-1549

〈875,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9.7.15.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44쪽.

94) 501.BB Korea/8-2049 〈513,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9.8.20.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189~193쪽.

95) 《경향신문》 1949. 7. 19. ; 《조선중앙일보》 1949. 8. 4.

96) 미국은 이승만 정부가 위원단에게 적대심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

기며 이승만에게 그 혐의를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501.BB Korea/7-1849 〈881,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9.7.18.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46쪽. ; 501.BB Korea/7-1849

〈606, 애치슨이 주한미대사관에게〉 1949.7.19.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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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원단은 이승만이 위원단의 활동을 빌미로 삼아 한국인들을 탄압

한다는 사실에 깊이 실망했다. 위원단은 항의의 표시로 정례 기자회견을

당분간 중단시켰다.97) 사무국은 사건 직후 피의자 면담을 요청하는 등 자

체 진상조사를 추진했지만 공안당국은 비협조로 일관했다. 공안당국은 2

주일여가 지난 뒤에야 면담을 허용했는데, 그때는 이미 “끈질긴 설

득”(long mediation) 끝에 피의자들이 전향한 뒤였다.98)

경찰은 이 사건에 이어서 8월 말 사무국의 한국인 직원 2명을 체포했

다.99) 혐의는 역시 이들이 남로당 프락치라는 것이었다. 사무국은 기자 체

포 사건 때보다 더욱 격분했는데, 한국정부가 유엔헌장에서 규정된 면책

특권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유엔기구 직원을 체포함으로써 유엔의 권위를

부정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사무국은 유엔사무국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

해 체포의 불법성을 주장한 보고서를 제출했다.100) 유엔사무국은 면책특

권 문제에 주목하여 유엔사무총장 명의로 한국정부에게 항의서한을 보냈

다. 이승만 정부는 답신에서 피의자들이 유엔 직무 때문에 체포되지 않았

으므로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론하고 다만 위원단에 사전 양해

를 구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밝힐 뿐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같은

답신의 다른 구절에서 피의자들의 혐의가 “유엔 직위를 미끼로 한” 행위

라고 시인하여 자신의 주장이 모순임을 자인했다.101)

미국은 한국정부의 위원단 탄압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승

만을 옹호하는 편에 섰다. 미국은 좌익이 위원단과 한국정부의 관계를 악

화시키려고 노력해왔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에 동조하며, 좌익이 위원단을

한국에서 축출하려는 투쟁에 착수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102) 미국은 정례 기자회견을 중단한 위원단의 조

97) 501.BB Korea/7-2549 〈무초가 본드에게〉 1949.7.25.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87~88쪽. ; 《경향신문》 1949. 7. 24.

98) 501.BB Korea/7-2849 〈465,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9.7.28. 《한국현대사

자료집성 44》 126~131쪽. ; 501.BB Korea/8-249 〈470, 드럼라이트가 국무장관에게〉

1949.8.2.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142~153쪽.

99) 《경향신문》 1949. 9. 6.

100) 501.BB Korea/9-1249 〈555,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9.9.12. 《한국현대

사자료집성 44》 260~269쪽.

101) 《동아일보》 1949. 9. 25.

102) 1949년 6월 말 필리핀대표 루나와 엘살바도르대표 마가냐가 당장 한국을 떠나라는

요지의 협박편지를 받았다. 얼마 후 북한은 이 편지들을 인용하며 위원단을 비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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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사태를 예단한” 결과라고 비판하는 등 오히려 위원단에게 곱지 않

은 시선을 보냈다.103)

이승만 세력이 1949년 하반기 민족주의진영과 1차 위원단을 상대로 일

련의 탄압을 자행한 결과 평화통일론의 국내외적 기반이 크게 약해졌다.

국내에서는 민족주의진영이 몰락하면서 평화통일 여론이 침체되었다. 한

편 면책특권 논란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듯이 이승만 정부의 위원단 탄압은

곧 국제사회를 모욕하는 처사였다. 위원단은 이 사태를 겪으며 위상이 크

게 실추되었다.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까지 국제사회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4차 총회 결의안에서 군사감시반 설치가 2차 위원단의 최우선 임

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2차 위원단이 평화통일 중재 활동을 펼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1950년 1월 말 활동을 시작한 2차 위원단은 1차 위원단과 마찬가지로

통일 중재 임무를 담당할 1분위를 설치하고 인도·호주·중화민국대표를 분

과위원으로 선임했다. 1분위가 맡은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①

남북교류 및 통일방안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인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 ② 방송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에게 위원단의 통일 중재 의지를 알릴

것.104) 여기서 규정된 통일방안 연구 임무는 의견 청취만 포함되었을 뿐

‘개선 방안의 건의’는 생략되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내용이었다. 위원단 내

에서 통일 중재 임무에 대한 열의가 떨어졌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1분위는 한국인들과 회견을 진행했지만, 오직 정부 관리나 민국당 측

인사들만 만났을 뿐 민족주의진영 인사들은 단 한 명도 초청할 수 없었

다.105) 민족주의진영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에서 별다른 대외활동을 재개

방송을 내보냈다. 주한미대사관은 이 일련의 사건들을 조국전선의 ‘평화통일공세’에 뒤

이은 소련의 ‘새로운 공세’라고 파악했다. 501.BB Korea/7-2149 〈899, 무초가 국무장

관에게〉 1949.7.21.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60~61쪽.

103) FRUS, 1949, Korea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9.7.23. 1065~1066쪽.

104) UN Doc. A/1350, 1950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15

쪽. (이하 UNCOK Report(1950))

105) 2차 위원단 1분위가 공식 면담한 인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신익희(申翼熙, 국회의

장), 임병직(林炳稷, 외무장관), 김성수(金性洙, 민국당 대표), 지대형(국회의원), 윤치영

(국회의원), 김활란(金活蘭, 이화여대 총장), 이범석(국무총리), 김도연(재무장관), 박순

천(朴順天, 부인신문 대표), 전용순(全用淳, 대한상공회의소 대표), 윤보선(尹潽善, 상공

장관), 번스(주한미경제협조처장). 357.AD/5-2550 〈551, 드럼라이트가 국무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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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고 있었다.106) 또한 사무국의 위상이 약화되어 한국정부의 견제

에 취약했던 2차 위원단이 적극적으로 민족주의진영 인사들을 초빙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평화통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데다가 도중에 전

쟁까지 겪게 된 1분위는 아예 통일 중재 권고안을 작성하지 않았다.107)

2. 대북 접촉 시도

1948년 12월 말 시점에서 미국은 1차 위원단이 북한과 통일문제를 협의

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리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위원단의 대

북 접촉은 이승만 정부의 반발을 불러올 터였기 때문에 미국에게도 탐탁

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위원단 활동을 공공연히 반대한다

는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되었다.108) 미국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

해 일종의 ‘예방조치’를 고안했는데, 1차 위원단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남·북한 정부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방북을 시도하는 방법이었

다.109) 곧 의도적으로 남·북한 정부를 도발하여 위원단의 대북 접촉 가능

성을 처음부터 없애버린다는 전략이었다. 미국은 1949년 2월 초 1차 위원

단이 활동을 시작한 직후 이 방안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권유했다.110) 그

러나 베르트하이머와 쇼 등은 미국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고 신중한 태도

로 대북 접촉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111)

1950.5.25.

106) 서중석, 2000, 300~313쪽.

107) 의견 청취 과정에서 평화통일·남북교류 방안을 모색한 이들은 오히려 위원단 구성원

인 렌보르그와 1분과위원들이었다. 일례로 인도교체대표 콘다피는 김성수와 회견하던

중 일종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안했으나 김성수는 이를 반대했다. 《동아일보》 1950.

3. 1. ; 《국도신문》 1950. 3. 9.

108) 미국은 위원단이 독자적으로 대북 접촉을 추진할 권한이 있으므로 자신들이 이 문제

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미국은 총회가 위원단 활동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위원단을 가급적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즉 위

원단의 대북 접촉 시도를 방관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이다. FRUS, 1949, Korea 〈국무

장관이 무초에게〉 1949.2.15. 961쪽.

109) 501.BB Korea/12-1848 〈294,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8.12.18. 《대한민국사자료

집 42》 505~506쪽.

110) FRUS, 1949, Korea 〈가디너가 작성한 대화록〉 1949.2.7. 953~955쪽.

111) 501.BB Korea/2-949 〈59,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9.2.9. 《한국현대사자

료집성 43》 48쪽. ; 501.BB Korea/3-2149 〈157,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8.3.21.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3》 193~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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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원단이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은 소련에게 서한을 발송하는 것이

었다. 문제는 그 서한의 내용이었다. 쇼·무길·씽 등 1분과위원들은 대북

접촉을 추진한다는 1분위의 임무에 걸맞게 소련에게 위원단의 방북을 주

선해주도록 요청하고자 했다. 반면 한국정부에 우호적인 코스티유·루나·리

우위완은 대북 접촉에 반대하며 소련과 직접 통일문제를 협의하자고 주장

했다. 수차례의 논쟁 끝에 1차 위원단은 전자의 방안을 실행하기로 결정

했다.112) 첫 번째 통일 중재 사업에서 진통 끝에 대북 접촉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정함으로써 1차 위원단은 북한정부를 실질적인 협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꾸준히 접촉을 시도해나갈 수 있었다.

이승만 정부는 위원단의 대북 접촉 움직임을 크게 경계했다. 한국정부

는 위원단에 공식 서한을 보내 한국정부가 한반도 전체 통치권을 보유한

유일합법정부이므로 위원단은 한국정부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113) 특히 이승만은 1분과위원들과 회견한 자리에서 위원단이 북

한정부와 협상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일갈하여 대표들에게 충격을 주

기도 했다.114) 이승만의 완고한 태도는 대표단을 위축시켰다. 초기에 고위

급 대표로서 위원단을 이끌며 통일문제에 관심을 두었던 쇼가 이승만에게

회의를 느끼고 2월 말 대표직에서 물러나버렸다.115) 대표단의 위상이 타

격을 입은 상황에서 베르트하이머가 이끄는 사무국이 통일 중재 사업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사무국은 베르트하이머와 사무부국장 슈워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북

접촉 방법을 고안했는데,116) 그중 북한의 정보기관이나 상업기구를 통하

112) 1차 위원단은 2월 18일 유엔사무총장을 통해 소련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소련은 이

서한에 내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501.BB Korea/2-1549 〈74, 주한미대사관이 국무

장관에게〉 1949.2.15.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3》 77~81쪽. ; 501.BB Korea/3-2149

〈157,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8.3.21.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3》 193~194

쪽. ; Gordenker, 222쪽.

113) 《서울신문》 1949. 2. 9.

114) Gordenker, 221쪽.

115) 501.BB Korea/2-2249 〈181, 드럼라이트가 국무장관에게〉 1949.2.22. 《한국현대사

자료집성 43》 98~99쪽.

116) 사무국이 고안했던 대북 접촉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① 남·북한의 지도자가 중립 지

역(상하이나 홍콩)에서 회합하도록 주선하는 것. ② 선박으로 전권대사를 입북시켜 북

한정부와 협의하는 것. ③ 소련정부에게 위원단의 방북을 주선해주도록 요청하는 것.

④ 북한 정보기관이나 상업기구를 통해 북한정부와 방북문제를 협의하는 것. ⑤ 위원

단 대표가 개인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정부와 협의하는 것. ⑥ 통일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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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북한정부와 방북을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무국은 이

사업을 은밀하게 추진했는데, 굳이 해외의 북한 기관과 비밀리에 접선하

는 방법을 탐색했고, 사업 추진 사실을 대외적으로는 물론이고 1분과위원

을 제외한 다른 대표들에게도 숨겼다.117) 그 이유는 한국정부의 반발을

우려하여 가급적 보안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이 위원단

을 배격하는 공식 정책과 달리 비밀 접촉에서는 대화에 응할 가능성도 없

지 않았다.

사무국은 요원을 상하이·홍콩 등지로 파견해 조사한 결과 홍콩에 북한

의 ‘위장 기관’(front)이 존재하며 북한을 오가는 선박을 통해 서신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118) 사무국은 그때서야 대표단에 정식으로 사

업을 제안했다. 한국정부에 우호적인 루나가 사무국의 독단에 불만을 터

뜨리며 사업을 반대했지만, 1분위와 사무국이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위

원단은 이 경로를 이용해 북한정부에 서신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서한의

수취인은 김일성이었고, 요지는 위원단의 방북을 공식 요청하며 필요하면

사무국장이나 일부 대표가 사전 협의를 위해 먼저 북행할 수 있다는 내용

이었다.119) 서한은 3월 말 홍콩에서 북한 선박을 통해 발송되었다.

미국은 베르트하이머가 미리 언질을 준 덕분에 사업 추진 사실을 일찍

부터 알았지만, 특별한 대응 없이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베르트하

이머는 비록 통일 중재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

했지만, 사업이 공개되거나 김일성이 긍정적인 회답을 보낼 경우 한국정

부가 격렬하게 반발하리라 예상하고 미국의 사전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

을 위한 남북한 총선거를 요청하는 것. 이중 첫 번째로 ③의 방법을 추진하고, 그 다음

④의 방안을 실행하게 된 것이다. 501.BB Korea/2-1649 〈157, 드럼라이트가 국무장관

에게〉 1949.2.16.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3》 85쪽.

117) 501.BB Korea/3-1249 〈235, 드럼라이트가 국무장관에게〉 1949.3.12. 《한국현대사

자료집성 43》 152~154쪽.

118) 501.BB Korea/3-349 〈112,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9.3.3. 《한국현대사

자료집성 43》 129~131쪽. ; 501.BB Korea/3-2149 〈157,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

게〉 1949.3.21.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3》 195쪽. ; 북한의 ‘위장 기관’은 당시 북조선

노동당이 직영하던 조선상사(朝鮮商社) 홍콩사무소였을 가능성이 높다. 미군정기부터

남북 교역상들 간에 홍콩을 통한 중개 밀무역이 성행했는데, 북한 측 창구가 조선상사

였다고 한다. 조규하·이경문·강성재, 1987 《남북의 대화》 고려원, 460~469쪽.

119) 501.BB Korea/3-2149 〈157,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8.3.21. 《한국현대

사자료집성 43》 193~197쪽. ; 501.BB Korea/4-1649 〈401,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9.4.16.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3》 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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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은 이 사업을 지원하지 않았다.120)

1949년 5월 중순에 이르러 언론 보도를 통해 사업 내용이 조금씩 드러

나기 시작했다.121)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한국정부는 사실 여부를 문의

하는 공식 서한을 위원단에 보냈다. 여기서 한국정부는 대북 접촉 반대

입장을 재천명하며 위원단의 의중을 확실히 밝혀달라고 압박했다.122) 위

원단은 서한의 공개 여부를 두고 논쟁을 거듭한 끝에 그간의 사업 경과를

공식 발표했다.123) 그런데 때마침 주한미군 철수 일정이 발표되면서 위원

단의 당초 우려와 달리 이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1차 위원단의 서한은 봉투도 뜯기지 않은 채 6월 초 그대로 반송되었

다.124) 북한과 막후교섭을 벌여 통일문제를 논의하길 기대했던 위원단은

이제 활동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결국 1차 위원단

은 씽의 제안으로 6월 29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북한정부에

방북을 요청했다.125) 하지만 이러한 공개 제안은 오히려 한국에서 논란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컸던 데다가 위원단을 부정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

면 일종의 대북 ‘평화통일공세’로 비춰질 여지가 다분했다. 그런데 시기가

절묘하게도 때마침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하 조국전선)이 평화

통일안을 발표하면서, 양측의 ‘평화통일공세’가 맞붙는 모양새가 연출되었

다.

조국전선은 1949년 6월 27일 결성대회에서 평화통일안을 채택하고 남북

정례 편지 교환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

것의 골자는 ① 미국과 유엔의 간섭이 없는 자주통일을 실현하고, ② 남·

북한의 애국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협의체와 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

하고 오는 9월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통일 후의 국가정체는 명시

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민주개혁’을 한국으로 확장하는 ‘연립정부’의 수립

을 의중에 두었다.126)

120) 501.BB Korea/3-2149 〈157,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8.3.21. 《한국현대

사자료집성 43》 193~197쪽.

121) 《연합신문》 1949. 5. 13. ; 《동아일보》 1949. 5. 16.

122) 《연합신문》 1949. 5. 20.

123) Gordenker, 228쪽. ; 《연합신문》 1949. 5. 21.

124) 501.BB Korea/6-1349 〈696,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9.6.13. 《한국현대사자료집

성 43》 463쪽.

125) 《경향신문》 194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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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과 반공적 정당·사회단체들은 조국전선의 제안이 “상투적인 기만

이며 선전”이고 “민심을 현혹”시킨다고 맹렬하게 비난했지만,127) 이에 대

응할 만한 다른 평화통일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민심을 현혹”시킨다는

표현은 오히려 북한의 평화통일안이 한국인들에게 호소하는 바가 있었다

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준다.128) 당시 이승만은 분단정부의 안정을 위

협하는 평화통일론을 억압하며 막연하게 북진통일이나 흡수통일을 외칠

뿐이었다.129)

1차 위원단은 평화통일안을 접하고 어떤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

만 북한의 통일공세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대북 방송의 정례화를 추진했

다. 이것은 베르트하이머가 주도한 계획이었는데, 그는 위원단이 북한의

비난처럼 ‘미제국주의의 주구’나 ‘이승만의 대변인’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

정부와 주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130) 흥미롭게도 이승만

정부는 위원단의 통일 중재 활동에 적대적이었던 기존의 태도와 달리 위

원단이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전에 방송국 시설을 지원하겠다고 선뜻 제안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했다.131) 이승만 정부는 북한의 통일공세에 맞대

응할 필요성을 느끼던 상황에서 위원단의 대북 방송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1차 위원단의 마지막 대북 접촉 시도였던 대북 방송 정례화는 방송원고

내용을 둘러싼 위원단과 이승만의 갈등 때문에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위

원단이 마련한 원고를 사전에 직접 검토한 이승만은 “위원단의 임무는 한

국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문구에 이의를 제기했다.

3차 총회 결의안을 그대로 인용한 이 표현은 한국정부를 전국정부로 인정

126) 조국전선은 김일성 정부가 남·북한의 통일운동을 통합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

로 설립한 통일전선체로, 1949년 6월 25~27일 결성대회를 열어 정강·정책과 평화통일안

을 발표했다. 조국전선의 수립 과정과 평화통일안의 구체적 내용은 이신철, 2008 《북

한 민족주의운동 연구》 역사비평사, 105~162쪽 참고.

127) 《경향신문》 1949. 7. 10. ; 《경향신문》 1949. 7. 12.

128) 주한미대사 무초는 1950년 6월 초 조국전선이 두 번째 평화통일안을 발표했을 때

“여전히 38선의 철폐를 갈망하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이라 평가하

기도 했다. FRUS, 1950, Korea, Vol.2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00쪽.

129) 서중석, 2004, 175~178쪽.

130) Gordenker, 234~236쪽.

131) 501.BB Korea/7-2549 〈무초가 본드에게〉 1949.7.25.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87~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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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뜻을 암시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이다. 1

차 위원단은 문구를 수정하라는 이승만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방

송 취소를 통보했다.132) 이때 위원단이 강경하게 반응한 이유는 한국정부

가 위원단 출입 기자들을 체포하는 등 위원단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고 나

섰기 때문이다.

2차 위원단은 통일 중재 임무를 담당할 1분위를 설치했지만, 전술한 임

무 규정을 보면 통일방안 연구와 대북 방송 임무만 포함되었을 뿐 대북

접촉은 명시되지 않았다. 대표단의 성향이 미국과 한국정부에 더욱 우호

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 38선 충돌이 격화되어 남·북한 사

이에 전쟁위기가 불거졌던 험악한 정세를 반영한 측면도 있었다.

대표단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은 몇 가지 대북 접촉 방

안을 수립하여 대표단에 제안하는 등 대북 접촉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

다.133) 그러다가 뜻밖의 기회를 잡았는데, 리에(Trygve Lie) 유엔사무총장

이 1950년 5월 말 소련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했던 것이다. 렌보르그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소련에게 대북 접촉 중재를 요청하자고 대표단을 설

득했다. 결국 2차 위원단은 유엔사무총장에게 위원단의 대북 접촉 의향을

소련에게 전달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134)

대북 접촉을 꺼렸던 대표단이 이 제안에 동의한 이유는 북한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지 않고 소련의 중재를 통하는 간접적인 방식인 데다 유엔

사무총장의 권위를 빌리는 방법이어서 부담이 덜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위원단은 이승만 정부의 반발을 우려하여 주한미대사관에도

통지하지 않는 등 이 사업을 극비에 부쳤다.135) 리에는 결국 위원단의 요

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소련을 방문한 목적이 공산진영이 유엔에 계속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민감한 한국문제를 제기하기 힘들

었다고 해명했다.136)

132) 501.BB Korea/7-2849 〈466,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9.7.28. 《한국현대

사자료집성 44》 132~135쪽. ; Gordenker, 234~236쪽.

133) 사무국장 렌보르그가 고안했던 대북 접촉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① 홍콩을 경유해

북한에 서신을 보내는 방법을 재시도하는 것, ② 국제적십자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방

법, ③ 물물교역 기관을 38선상에 설치하여 접촉을 시도하는 방법, ④ 소련에게 다시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 Gordenker, 229쪽.

134) FRUS, 1950, Korea, Vol.2 〈드럼라이트가 국무장관에게〉 1950.5.5. 68~76쪽.

135)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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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원단은 1950년 5월 중 두 차례에 걸쳐 평화통일 및 남북교류 방

안을 협의하기 위해 대북 접촉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라디오 방송을 내

보냈다.137) 이미 1차 위원단의 대북 방송이 공교롭게 북한 조국전선의 평

화통일공세와 얽혀들며 파장을 일으켰던 바 있지만, 모든 기회를 활용하

고자 한 1분위의 판단으로 다시 방송을 단행했던 것이다.138) 이승만 역시

같은 시기인 5월 6일 정부수립 이래 처음으로 대북 방송 연설을 행했다.

이승만은 유엔과 미국이 원조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차마 “국제상 양해의

신의”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북진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북진통일을 강조했다.139) 남북통일이 지연되는 책임을 국제사회에 돌리면

서 다분히 위원단의 평화통일 중재 활동을 폄하하는 논조였다.

2차 위원단과 이승만의 대북 방송은 비록 그 함의가 달랐지만 같은 시

기에 실시되면서 남측의 통일공세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북한은 여기

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5월 초부터 한국군이 38선에서 도발하고 있으며 위

원단이 군사감시반을 설치하여 한국군을 비호한다고 규탄하는 선전공세를

펴기 시작했다.140) 이러한 대남 선전공세의 일환으로 조국전선은 6월 7일

두 번째 평화통일안을 채택하고, 이것을 남측 정당·사회단체들과 위원단

에 전달하기 위해 대표를 38선상에 위치한 여현역(礪峴驛)으로 파견하겠

다고 발표했다.141) 위원단의 즉시 철퇴를 일관되게 요구했던 북한이 위원

단까지 접촉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위원단

일행과 막상 회동했을 때 북측 대표들이 침묵으로 일관했던 사실로 미루

어보면, 아마도 북한은 위원단이 당연히 접촉 제안을 거부하리라 예상했

던 것 같다. 회합 제안 자체가 남침을 위한 명분 쌓기였으므로, 위원단의

거절은 분명 북한에게 유엔을 비난하는 좋은 선전거리가 될 터였다.

북한의 제안을 접한 직후 2차 위원단 내에서는 북한의 주장을 이미 알

고 있는 마당에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136) Gordenker, 223~224쪽.

137) 《서울신문》 1950. 5. 3. ; 《연합신문》 1950. 5. 5.

138) Gordenker, 236~237쪽.

139) 《연합신문》 1950. 5. 7.

140) 정병준, 2006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459~460쪽.

141) 조국전선의 두 번째 평화통일안은 1949년의 첫 번째 평화통일안과 세부적인 사항에

서 차이점이 있었으나, 유엔과 미국의 개입을 배격하는 민족자주 원칙은 변함없었다.

이신철, 148~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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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분위기가 반전되어 6월 9일 위원단은 사무국원을

대표로 삼아 여현역에 보내자는 씽의 제안을 전격 채택했다. 위원단의 입

장이 갑자기 바뀐 이유는 한국정부의 지원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북

한과 접촉하길 원했던 렌보르그는 위원단 대표가 여현역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외무부의 입장을 타진했는데, 뜻밖에도 임병직

외무장관은 이 제안에 호응하며 외무부 요원을 동행시킬 수 있다는 의향

을 밝혔다.142)

이승만 정부의 협조적인 태도는 북한의 접촉 제안만큼이나 이례적이었

다. 그러나 위원단의 통일 중재 활동을 대하는 이승만 정부의 태도가 근

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그보다는 작년처럼 북한의 평화

통일공세에 맞대응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위원단을 이용하려 했을 것이다.

이승만의 대북 연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이승만 정부는 민족주

의진영을 무력화시키고 빨치산 투쟁을 진압하는 등 내부 정세를 어느 정

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통일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

다.143) 이승만 정부는 비록 북한의 제안에 응하는 한국인은 “매국노로 지

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144) 위원단의 접촉은 선뜻 지원함으로써

한국이 유엔과 협조하여 통일을 추구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선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승만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는 미국과 교감을 거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조국전선의 평화통일안이 한국의 여론에 호소하는 바가 있

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접촉을 통해 위원단과 한국정부가 더 많은 이득

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전망했다. 위원단은 대북 접촉 선례를 만들 수 있

고 한국정부는 유엔·위원단과 협조하여 통일을 이룬다는 정책을 선전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145) 이 때문에 미국은 나중에 위원단이 한국정부의

개입 사실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을 때 이를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정

치적으로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146)

142) Gordenker, 230~231쪽. ; FRUS, 1950, Korea, Vol.2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50.6.9. 99~101쪽.

143) 서중석, 2004, 178~183쪽.

144) 《서울신문》 1950. 6. 10.

145) FRUS, 1950, Korea, Vol.2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50.6.9. 99~101쪽. ; FRUS,

1950, Korea, Vol.2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50.6.11. 102~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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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원단은 사무부국장 대리 게일라드를 대표로 임명하여 6월 10일

여현역으로 파견했다. 군사감시원들과 통역관, 외무부 요원 한 명, 외신기

자 몇 명이 동행했다. 여현역 근처에 도착한 일행은 초소 병사들에게 제

지당했다. 외무부가 이미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현지 부대까지 명

령이 닿지 않았던 것이다.147) 여현을 포함한 개성지구를 담당한 부대는 1

사단이었는데, 상황을 보고받은 백선엽(白善燁) 사단장은 급히 여현역으로

향했다. 백선엽은 상부의 지시를 받지 못했다며 월경 허가를 주저했다. 결

국 외무부 요원이 사태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쓴 후에야 게일라드 일행

은 여현역에 당도할 수 있었다.148) 여현역을 두고 남·북한 부대 간에 한

바탕 총격전이 벌어진 후 비로소 게일라드는 북측 대표들을 만났다.149)

게일라드의 임무는 2차 위원단의 방송 연설문을 전달하고 북한 측의 문

서를 접수하며 위원단의 방북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게일라드는 열심히

북측 대표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들은 줄곧 침묵을 지켰다. 북측 대표들

은 자신들이 단지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문서를 접수할 권한이 없다고 밝

히면서 위원단의 방송 연설문을 받지 않았다. 또한 게일라드는 위원단의

방북문제나 통일문제 등을 질문했지만 역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결국 게

일라드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북측 대표들이 건넨 평화통일안

문서만 가지고 복귀했다.150)

2차 위원단은 게일라드가 복귀한 직후 외무부 및 군경당국의 사전 양해

를 구하고 “협조 약속”을 받았다고 솔직하게 밝혀 사실상 한국정부의 승

인 하에 북한과 접촉했음을 인정했다.151) 그런데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자 위원단은 며칠 만에 말을 바꾸어 한국정부의 승인을 구

146) 357.AD/6-1650 〈874,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50.6.16.

147) 한국군이 위원단을 경호했다는 증언도 있다. 육군본부 정보국 첩보부대(HID)에서 복

무했던 이태화(李泰和)는 HID가 상부의 지시를 받고 위원단 일행을 경호했다고 증언했

다. 조규하·이경문·강성재, 494~496쪽.

148) Gordenker, 231~232쪽. ; FRUS, 1950, Korea, Vol.2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50.6.11. 102~103쪽.

149) 조국전선이 파견한 대표는 3명으로 이인규(李寅奎), 김태홍(金泰弘), 김재창(金在昌)

이었다. 모두 미군정기에 남한에서 활동하다가 월북한 경력이 있었다. 당시 김재창은

조국전선의 기관지 〈조국전선〉 기자였고, 다른 두 명은 확실치 않으나 조국전선 서

기국 소속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아무튼 중요한 협상을 맡을 수 있는 비중 있는 인사들

이라 보기는 힘들었다. 이신철, 153·158쪽.

150) Gordenker, 232~233쪽. ; 《동아일보》 1950. 6. 13.

151) 《동아일보》 195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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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독자적인 권한으로 접촉했다고 해명했다.152) 위원단이 이승만

정부의 개입 사실을 부정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승만 정부의

통일 노선을 추종한다는 인상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일 수 있다. 전술했듯

이 미국은 위원단의 이러한 태도를 반기지 않았다.

152) 《동아일보》 195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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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유엔한국위원단의 군사 분쟁 감시 활동

1. 군사감시반 설치 논의

1949년 4차 총회 결의안에서 처음으로 군사 분쟁 감시 임무가 포함되었

지만, 군사감시반 설치 논의는 1949년 초 1차 위원단이 활동을 시작한 직

후부터 시작되었다. 나중에 군사감시반의 효용에 주목하여 총회 결의안에

규정을 삽입하고 한국 현지에서 설치 과정을 주도한 장본인은 미국이었지

만, 사실 군사감시반 설치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하며 미국의 관심을 환기

한 이는 1차 위원단 사무국장 베르트하이머였다.

베르트하이머는 1948년 12월 사무국장에 취임한 시점에서 이미 38선 충

돌과 빨치산 투쟁에 주목하여 한반도를 ‘군사 분쟁 지역’으로 인식했던 것

같다. 그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38선 지대 시찰을 추진했고, 그의 주선으

로 1차 위원단은 1949년 2월 중순 첫 시찰 일정으로 개성을 방문했다.153)

38선지대의 엄중한 대치 상태를 확인한 베르트하이머는 위원단이 군사감

시반을 설치하여 군사 분쟁을 감시하고 전쟁위기를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

을 것이다. 당시 유엔 현지기구가 군사감시반을 운용하는 것은 드문 사례

가 아니었다. 군사감시반은 주로 무력 충돌을 조사하고 중재하거나 정전

협정의 이행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했다.154)

베르트하이머는 한국에 들어온 직후 1차 위원단 내에서 어떠한 논의도

없던 상황에서 미국에게 먼저 군사감시반 설치를 검토하자고 제안했

다.155) 그가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한 이유는 군사감시반으로 인해 유엔의

한국문제 처리 방향이 정치적 타협을 통한 평화통일의 중재에서 군사적

개입을 통한 전쟁위기 관리로 바뀔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엔이 한국에

153) 501.BB Korea/2-2349 〈91,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9.2.23. 《한국현대사

자료집성 43》 108~111쪽. 1차 위원단은 이후에도 옹진반도 등 38선 지대를 수차례 시

찰했다.

154) 1948~1950년 활동했던 군사감시반의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체결한

휴전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휴전감시단(UN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이

활동한 바 있고, 인도네시아위원단과 인도-파키스탄위원단도 정전협정의 이행을 관리

할 목적으로 군사감시반을 운용했다. 발칸특별위원단의 감시반은 그리스내전 상황에서

군사 분쟁 현황을 조사하고 적대행위의 중단을 중재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155) FRUS, 1949, Korea 〈드럼라이트가 국무장관에게〉 1949.2.18. 963쪽.



- 54 -

군사감시반을 설치할 경우 한반도를 ‘비(非)독립지역’보다 ‘군사 분쟁 지

역’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게다가 군사감시반의 활동

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위원단이 통일 중재 임무를

중시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활동의 중점이 그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컸다. 베르트하이머는 군사감시반 문제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미국의 의중

을 먼저 타진해보고자 했을 것이다.

미국은 군사감시반이 내전을 억제하여 한국 정세의 안정에 기여하리라

는 베르트하이머의 설명에 동의하며 군사감시반 설치에 찬성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미국이 군사감시반을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 한국의 안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체물’로 인식했다는 사실이다.156) 군사감시반이 명백히

한국에 유리하게 활동하길 기대한 미국의 입장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군사

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상정했던 베르트하이머의 관점과 사뭇 달랐다.

군사감시반 문제를 대하는 양자의 태도는 동상이몽이었지만, 아무튼 미국

의 찬성을 얻은 베르트하이머는 대표단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베르트하이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차 위원단에서 군사감시반 설치 문

제는 내내 답보를 면치 못했다. 성향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대표들이 군

사감시반 설치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157) 루나와 리우위완은 한국정부

가 군사감시반을 반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158) 평화통일을 선호했던 제

이미슨과 씽은 전술한 군사감시반의 특성에 주목하여 반대 입장을 밝혔

다. 제이미슨은 군사감시반의 설치는 곧 위원단이 통일 중재라는 능동적

인 임무를 포기하고 그저 ‘현상유지’(status quo)만 추구하는 방향으로 돌

아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씽 역시 통일 중재 임무가 완전히 실패한

뒤에야 군사감시반을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59)

군사감시반 설치를 특히 반대한 대표는 코스티유였는데, 그 이유는 프

156) 위의 자료. ; 501.BB Korea/2-1849 〈172, 애치슨이 주한미대사관에게〉 1949.3.22.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3》 91~92쪽.

157) 501.BB Korea/4-2649 〈229,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9.4.26. 《한국현대

사자료집성 43》 276~279쪽.

158) 루나는 한국정부가 ‘전국정부’를 자임하는 상황인데 군사감시반이 38선상에 체류한다

면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폈다. Gordenker, 202~203쪽. ;

501.BB Korea/5-2449 〈292,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9.5.24. 《한국현대사

자료집성 43》 385쪽.

159) Gordenker, 200~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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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의 감군(減軍)정책 때문이었다. 당시 프랑스는 2차 대전 후 식민정책

을 재편하는 국면에서 군대 감축을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미 베트남에 상당한 군사력을 투입하고 있던 프랑스는 더 이상 아시아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길 꺼렸다.160) 만약 군사감시반에 참가했다가

한국의 안보위기가 악화될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던 프랑스는 그 지

위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할 터였다. 따라서 프랑스는 군사감시반 설치를

계속 반대했고 나중에 2차 위원단 때에도 끝내 감시원을 파견하지 않았

다.

대표단 중 강대국에 속했던 프랑스·호주·인도대표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군사감시반을 당장 설치하기는 어려웠다. 유엔사무국 역시 한반도의 군사

분쟁이 군사감시반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161)

베르트하이머는 미국에게 참가국들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리

미국이라도 총회 결의안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을 조급하게 밀어붙이기는

힘들었다.162) 더욱이 참가국들이 한국문제에 군사적으로 관여하는 부담을

지는 대신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미국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1차 위원단은 1949년 6월 초에 이르러 군사감시반 설치 논의를 사

실상 중단했다. 미국은 1차 위원단에서 당장 군사감시반을 설치하는 방침

을 포기하고 4차 총회 결의안에 군사 분쟁 감시 임무를 정식으로 포함시

키는 정책으로 전환했다.163) 미국은 4차 총회에서 군사감시반 설치를 호

소하기 위한 포석으로 한국정부가 북한의 군사 도발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증거’들을 생산하고자 했다. 먼저 미국은 이승만 정부에게 군사감

시반 설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도록 설득했다.164) 이승만 정부는 권고를

160) 쟈끄 베르네 〈프랑스와 한국전쟁〉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1987 《韓佛外交史,

1886~1986》 평민사, 170~173쪽.

161) 유엔사무국의 인식은 한국의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었는데, 주한미군이 철수한 이

유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FRUS, 1949,

Korea 〈가디너가 작성한 대화록〉 1949.5.6. 1010~1011쪽.

162) 501.BB Korea/5-2449 〈292,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9.5.24. 《한국현대

사자료집성 43》 386~387쪽.

163) 501.BB Korea/7-1949 〈607, 애치슨이 주한미대사관에게〉 1949.7.19. 《한국현대사

자료집성 44》 51쪽.

164) 501.BB Korea/7-1449 〈869,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9.7.14. 《한국현대사자료집

성 44》 3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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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 위원단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승만 정부는 이 서한에서 북

한군이 38선 이남을 습격한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군사감시반이 이를 저지

하고 한국정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65) 이러한 진

술은 기본적으로 한국정부의 입장이었지만 동시에 미국이 군사감시반에

기대하는 바이기도 했다.

한편 미국은 1차 위원단이 총회에 제출한 종합보고서가 북한의 대남 군

사 도발을 제대로 강조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이 문제를 조명하는 부

속보고서를 작성하게끔 하고자 했다.166) 미국의 설득에 따라 1차 위원단

은 1949년 8월 부속보고서 작성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조직

했다. 운영위의 기본 임무는 북한의 대남 전복활동을 조사하는 일이었지

만, 이승만에 비판적인 씽의 발의로 한국정부의 전복활동 대응을 조사하

는 임무를 추가했다.167) 이 임무는 사실상 이승만 정부의 시민권 탄압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더욱이 이승만 정부와 갈등을 벌이던 사무국은 의도

적으로 운영위 사무를 방기했다.168) 결국 운영위는 대표단의 내분과 사무

국의 비협조로 인해 파행을 겪은 끝에 부속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다.169)

미국의 무리한 개입이 위원단을 혼란시킨 한 사례였다.

2. 한국전쟁 발발 전후 군사감시반의 활동

4차 총회 결의안에서 규정된 군사감시반은 명문만 놓고 보면 군사 분쟁

감시뿐만 아니라 통일 중재 임무도 같이 수행하게끔 되어있었다.170) 2차

165) UNCOK Report(1949) Vol.2, 46쪽.

166) 501.BB Korea/8-449 〈969,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9.8.4.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154쪽.

167) 《경향신문》 1949. 8. 17. ; 501.BB Korea/9-2249 〈587,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

게〉 1949.9.22.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309~318쪽.

168) 베르트하이머가 8월 초 한국을 떠난 후 사무부국장 슈워츠가 사무국을 이끌었다. 그

역시 이승만 정부에 대단히 비판적인 성향이었다. 501.BB Korea/4-2649 〈231, 주한미

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9.4.26.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3》 271쪽. ; 501.BB

Korea/7-2849 〈465,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9.7.28.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121~122쪽.

169) 501.BB Korea/8-3049 〈531, 주한미대사관이 국무장관에게〉 1949.8.30. 《한국현대

사자료집성 44》 235~236쪽. ; 501.BB Korea/9-3049 〈A-295,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9.9.30.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331~334쪽.

170) 결의안의 해당 문구는 다음과 같다. “… 본 절 ⒜ 및 ⒝항이 규정한 목표를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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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단에서 초기에 이 부분의 해석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4차 총회에

서 해결되지 못한 논란이 위원단에서 재연되었던 것이다. 인도대표 씽은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이루면 군사 분쟁의 위험은 자연히 사라진다는 논

리를 펴며 두 임무를 동등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술했듯이 인

도는 4차 총회에서도 과테말라와 교감하며 동일한 취지의 제안을 했던 바

있다. 한편 렌보르그는 결의안 문안대로 군사감시반이 두 임무를 모두 수

행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터키대표 굴렉이 주도하던 위원단은

이들의 제안을 모두 거부하고 군사 분쟁 감시를 최우선 임무로 확정하며

이 임무만 군사감시반에 맡기기로 결정했다.171)

2차 위원단은 1950년 3월 2일 군사감시반의 설치를 정식으로 결정했다.

설치안을 보면 위원단 참가국이 감시원을 충당하며 운영비용도 참가국이

직접 부담하는 원칙을 세웠다. 감시반 규모는 8명으로 시작하되 차차 증

원해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감시반의 활동 구역은 38선 지대와 한국 내

분쟁지역으로 설정했다.172) 이러한 규정은 역할이 비슷했던 발칸위원단

감시반에 비해 상당히 소극적인 성격이었다.

발칸위원단 감시반의 규모가 30명을 넘는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

면, 비록 첫 단계라고 하지만 8명은 너무 적은 인원이었다. 게다가 운영비

용도 문제였다. 위원단 활동에 무심했던 참가국들이 과연 운영비용을 성

실하게 지원할지 의문이었다. 설령 유엔이 주된 책임을 맡는다 하더라도

미국·소련·영국 등 주요 강대국이 참여하지 않는 한국위원단의 군사감시

반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할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173)

수 있도록 감시원들을 임명할 재량권을 가지고, …” 여기서 ⒜와 ⒝는 각각 군사 분쟁

감시와 통일 중재 임무였다.

171) 357.AD/5-2550 〈551, 드럼라이트가 국무장관에게〉 1950.5.25. ; Gordenker, 205~206

쪽.

172) 《국도신문》 1950. 3. 4.

173) 한국위원단은 당시 유엔 현지기구들 중 예산이 가장 적은 축에 속했다. 1949년도 예

산을 비교해보면 한국위원단의 예산은 미국·영국·소련 등 강대국들이 참여한 발칸위원

단, 인도-파키스탄위원단, 팔레스타인중재위원단 등에 비해 ½~⅓ 수준에 불과했다. 한

편 군사감시반의 운영비용도 따져본다. 총 7명이 활동한 1950년도 2차 위원단 군사감

시반의 운영비용은 23,258달러로 1인당 약 3,323달러가 소요되었다. 총 34명이 활동한

1948년도 발칸위원단 감시반의 운영비용은 381,742달러로 1인당 약 11,228달러가 소요

되었다. 현지의 환율을 고려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2차 위원단 군사감시반

의 재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다는 정황은 알 수 있다. UN Doc. A/1267, 1950

〈Budget Estimates for the Financial Year 1951〉 8~10쪽. ; UN Doc. A/18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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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원단 참가국들은 이렇듯 소극적인 설치안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많은 참가국들이 감시원 파견을 주저했는데, 특히 프랑스·터키·인

도는 줄곧 군사감시반에 참여하지 않았다. 프랑스가 거부한 이유는 전술

한 바 있다. 터키는 재정 부족 때문이라고 변명했지만 사실 직접 국경을

맞대었던 소련을 자극하길 꺼렸기 때문이다.174) 인도 역시 국경을 접한

중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위협을 느끼고 유화정책을 펴던 상황에서 섣불리

군사감시반에 참여할 수 없었다.175) 필리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

가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야 감시원을 파견했다. 중화민국은 일찌감치 파

견을 제의했지만, 유엔사무국과 미국은 당시 논란이 일던 유엔 대표성 문

제를 고려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176) 미국은 2차 위원단 참가국들의 반

응이 미온적이자 임시위 참가국이었던 캐나다에게도 접근했는데, 캐나다

도 결정을 미루다가 전쟁 이후 감시원을 파견했다.177)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감시원을 임명한 나라는 호주와 엘살바도

르뿐이었다. 대미 안보 협력을 중시하던 호주는 감시원 파견에 동의했다.

호주는 1950년 5월 초 주일본영연방점령군에서 복무하던 피치(F. S. B.

Peach) 육군소령과 랭킨(R. J. Rankin) 공군소령을 감시원으로 임명했

다.178) 그러나 호주는 군사감시반 대표직을 수행할 장성급 요원도 보내달

라는 미국의 요청은 수락하지 않았다.179) 호주는 한국문제에서 대미 안보

협력 기조와 평화통일 기조를 저울질하며 군사적 개입의 수준을 조절하고

자 했던 것이다. 엘살바도르는 미국의 요구를 거스르지 못하고 두 명의

감시원을 임명했으나 재정 부족 때문에 출발이 지연되었고, 결국 전쟁 이

후에 한 명만 한국에 도착했다.180)

〈Budget Estimates for the Financial Year 1952 and Information Annex〉 9쪽.

174) 357.AD/2-2250 〈퍼킨스(주터키미대사관)가 국무장관에게〉 1950.2.22. ;

357.AD/6-2650 〈330, 워즈워스(주터키미대사관)가 국무장관에게〉 1950.6.26.

175) 김경수, 37~43쪽.

176) 357.AD/5-2550 〈551, 드럼라이트가 국무장관에게〉 1950.5.25. ; 357.AD/7-750 〈31,

오스틴이 국무장관에게〉 1950.7.7.

177) 357.AD/5-650 〈644, 드럼라이트가 국무장관에게〉 1950.5.6.

178) 357.AD/5-2550 〈551, 드럼라이트가 국무장관에게〉 1950.5.25. ; 357.AD/6-650

〈814,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50.6.6.

179) Robert O’Neill, 12쪽.

180) 357.AD/4-2650 〈265, 쇼(주엘살바도르미대사관)가 국무장관에게〉 1950.4.26. ;

357.AD/5-1750 〈324, 쇼가 국무장관에게〉 19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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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방 문 지 활 동

5월 29일 피치(호주군, 육군 소령) 한국 도착

6월 2일 랭킨(호주군, 공군 소령) 한국 도착

6월 5일 2차 위원단, 피치와 랭킨에게 38선 지대 시찰 명령

6월 9일 서울 → 개성 1사단 사령부 방문. 타워 고지 방문.

6월 10일 개성 → 배천, 연안
1사단 산하 연대본부 방문. 여현역에서 위원단

대표와 북한 인사의 회동 참관.

6월 11일
배천 → 개성 →

서울
개성 월남인수용소 방문

6월 13일
서울 → 의정부 →

서울

7사단 사령부 방문. 동두천의 연대본부 방문. 38선

시찰.

6월 14일
서울 → 춘천 →

원주
6사단 사령부 방문.

6월 15일 원주 → 강릉 8사단 사령부 방문.

6월 16일
강릉 → 주문진 →

강릉
38선 시찰.

6월 17일 강릉 → 서울 서울로 복귀

6월 21일 서울 → 옹진반도 17연대 본부 방문.

6월 22일 옹진반도 까치산 시찰. 옹진반도 서북쪽 전선 시찰.

6월 23일 옹진반도 → 서울 서울로 복귀.

6월 24일 〈38선 지대 시찰 보고서〉 작성

[표-8] 한국전쟁 발발 이전 군사감시반 활동 일지

출처: UNCOK Report(1950), 40쪽.

2차 위원단은 1950년 6월 5일 군사감시반의 공식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피치와 랭킨에게 38선 지대를 시찰하라고 명령했다.181) 두 감시원이 맡은

임무는 38선의 상황을 조사하고 군사감시반 활동에 필요한 행정 사항을

검토하는 일이었다. 피치와 랭킨은 6월 9일에서 23일까지 2주일 동안 38

선 서쪽의 옹진반도에서 동쪽의 강릉 주문진까지 주요 전선을 모두 방문

했다.182) 시찰을 마친 두 감시원은 전쟁 발발 하루 전인 6월 24일 〈38선

지대 시찰 보고서〉(이하 시찰보고서)를 작성했다.183)

181) 《자유신문》 1950. 6. 7.

182) 감시원들은 시찰에 들어가기 전에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브리핑을 받았다. 아마도 주

한미군사고문단이 시찰 일정을 안내했을 것이다. 357.AD/6-650 〈814, 무초가 국무장

관에게〉 1950.6.6.

183) UNCOK Report(1950), 4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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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찰보고서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이 남침했

다는 판단을 공식화하고 참전을 결의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했다.

따라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시찰보고서는 한국군이

‘대규모 공격’(large scale attack)에 나설 태세를 갖추지 못했고 북한군의

어떤 특별한 동태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

으리라고 전망했다. 먼저 한국군의 현황을 판단한 근거를 대별하면 다음

과 같다. ① 한국군은 모든 전선에서 종심(縱深)으로 배치되었고184) 북한

군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없다. ② 한국군은 선제공격에 필요한 장사정

포·전차·공중지원 장비가 없고 탄약·유류 등 보급물자를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다.

한국군에게 선제공격 능력이 없다는 시찰보고서의 판단은 대체로 정확

했지만, 그 근거들까지 모두 사실에 들어맞지는 않았다. 그중 사실에 부합

한 ②는 상대적으로 관찰하기 쉬운 부분이었다. 감시원들은 부대를 둘러

보기만 해도 대강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터이고, 주한미군사고문단

으로부터 한국군의 장비·보급물자와 관련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받았을

수도 있다.

근거 ②와 달리 ①은 세밀한 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감시원들에게 그러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지 않다. [표-8]을 보면

감시원들은 주로 사단 사령부와 연대본부만 방문했고 전선에 배치된 대대

급 이하 전술부대들까지 시찰하지 않았다. 또한 감시원들은 주로 사단장

이나 연대장 등 부대지휘관이나 정보장교들과 면담했는데,185) 이들이 과

연 초면인 외국 감시원들에게 부대 배치와 같은 민감한 군사 정보를 솔직

하게 알려주었을지 의문이다. 특히 한국군이 종심으로 배치되었다는 기술

은 전혀 사실과 달랐다.186) 이 오류로 미루어보건대 감시원들은 직접 관

찰한 경험보다는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사고문단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

여 시찰보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184) 종심배치란 부대 진지들이 전방에서 후방으로 일렬로 배치되었다는 뜻으로 곧 방어

진형을 의미한다.

185) Robert O’Neill, 13쪽.

186) 전쟁 직전 한국군은 종심방어 진형을 전혀 구축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쟁 발발 직후

38선상에서 첫 방어선이 뚫리자 그대로 서울을 향하는 진격로가 무방비 상태에 놓였

다. 정병준, 676~6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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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군의 동태와 관련하여 시찰보고서는 조사 기간 동안 38선 전

황의 급변을 의미하는 북한군의 특이한 동향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기술했

다. 감시원들이 독자적으로 대북 정보를 수집할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아

마도 이러한 진술 역시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평가를 그대로 수

용한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시찰보고서가 앞의 한국군 현황

을 평가한 부분과 달리 이 대목에서는 ‘보고되었다’는 식으로 기술하여 단

정을 피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감시원들은 일부러 북한군의 전쟁 준비

를 암시하는 두 가지 정보보고를 보고서에 덧붙였다.187)

이미 2차 위원단은 북한의 38선 병력 집중을 경고한 신성모(申性模) 국

방장관의 5월 10일자 성명에 주목하고 김백일(金白一) 육군참모부장 대리

와 장도영(張都暎) 육군본부 정보국장을 면담했던 바 있다. 이들은 한국군

의 군사력이 북한군에 비해 크게 열세라고 지적하고 북한군의 남침은 시

간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했다.188) 감시원들은 분명 시찰에 나서기 전에 이

러한 자료들을 참고했을 터이고, 시찰 과정에서 한국군 장교들로부터 비

슷한 주장을 접했을 수도 있다.

비록 감시원들은 당시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판단처럼 당장 전면전이 일

어나지 않으리라는 결론을 내렸지만,189) 한편으로 북한군의 남침을 우려

하는 한국인들의 반응을 접하며 전쟁을 암시하는 징후들을 가볍게 무시하

지 못했던 것 같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시찰보고서의 결론은 단 하루 만에 틀렸다고 판명되었다. 그러나 한국군

의 수세와 북한군의 공세를 지적한 본문의 서술은 유엔 안보리가 신속하

게 북한군의 남침을 인정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2차 위원단은 6월 25일 오후 1시 30분경 뒤늦게 전쟁 발발 소식을 접하

고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대응책을 논의한 결과 남·북한 군대에 정전을

호소하는 방송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대표단 의장과 사무국장 등은 오

187) 시찰보고서에 첨부된 두 가지 정보보고는 다음과 같다. ① 최근 38선 부근에 거주하

던 북한 주민들이 38선 북방 4~8㎞ 지역으로 소개되었다는 정보. ② 옹진반도 취야(翠

野)시 근방에서 북한군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정보.

188) 《연합신문》 1950. 5. 12. ; Gordenker, 208쪽.

189) 주한미군사고문단은 1950년 초부터 북한군이 전쟁을 준비하는 징후들을 포착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전면전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미국은 소련이 북

한을 완벽히 통제한다고 여겼는데, 소련이 미군과 위원단이 주둔하는 한국을 쉽사리

침공하지 못하리라고 예상했다. 박동찬, 114~121쪽. ; 정병준, 661~6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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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3〜5시경 이승만을 방문하여 정전 호소 방송에 찬성하는지 여부와 한

국전쟁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할지 여부를 문의했다. 이승만은 두 사안 모

두 찬성함으로써 유엔이 전쟁에 개입해주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190)

이승만의 동의를 얻은 위원단은 그날 저녁 방송을 통해 즉시 정전과 유엔

이 중재하는 평화회담의 개최를 제안했다.191)

위원단의 방송은 유엔사무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실행한 것으로 군사적 개입을 시작하던 미국의 정책과 다른 방향이었다.

위원단은 미국·한국정부와 같이 북한군이 기습 남침했다고 판단했지만 북

한을 무조건 적대시하기보다 평화적 해결책을 먼저 모색했다. 비록 당시

정세에서 즉시 정전과 평화회담의 개최는 비현실적인 대안이었지만,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했던 위원단에게 그것이 본분에 맞는 행동이었

다.

미국은 국제적 책임으로 한국의 안보를 보호한다는 정책에 따라 유엔을

군사적으로 동원하여 전쟁에 개입하고자 했다.192) 한국군이 일방적으로

밀리던 초기 전황에서 미국의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관건은 되도록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기습 남침을 인정하고 조속히 한국정부를 지원하도

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는 국가들의 복잡한 이

해관계가 충돌하는 장이기 때문에 지역분쟁 문제에서 어떤 결의안을 채택

하기에 앞서 사실 확인(fact-finding)을 거치는 절차를 중시했다.193) 바로

이 부분에서 미국이 기대했던 바대로 2차 위원단의 정보보고가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었다.194)

미국의 요청으로 6월 25일(미국 동부시간)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190) UNCOK Report(1950), 23~25쪽.

191) 357.AD/6-2550 〈939,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50.6.25. ; 《민주신보》 1950. 6. 27.

192) 미국은 1949년 중반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후한 시점에 이미 이러한 방침을 세워놓았

다. 김계동, 2000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서울대학교출판부, 218~220쪽.

193) Leland Goodrich and Anne Simons, The United Nations and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57, 제8장 〈Fact-finding Committees and Commissions〉 참조.

194) 노블은 미 국무부에 군사감시반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군

사감시반이 ‘쓸모 있는 중립적 보고’(value of neutral reporting)를 유엔에 제출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501.BB Korea/8-2049 〈513,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9.8.20. 《한국현대사자료집성 44》 186~188쪽. ; 미 국무부 역시 그러한 시각에 동

의했다. FRUS, 1949, Korea 〈애치슨이 주한미대사관에게〉 1949.12.14. 1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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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원단의 정보보고가 회람되었다. 이것은 미국·한국정부가 제공한 정

보와 군사감시반이 수집한 정보를 인용하며 한국군이 기습 남침을 당해

퇴각 중이며 군사력에서 열세에 있다고 진술하는 내용이었다.195) 미국은

이 보고를 인용하며 북한의 기습 남침을 규탄하고 적대행위 즉각 중지와

북한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남·북한 정부 모두

선제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상황이었지만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 대

표들은 위원단의 보고를 ‘공식적인 사실’(official report of facts)로 인정하

면서 미국 결의안을 지지했다. 오직 유고슬라비아만 보고를 불신하며 남·

북한 대표를 모두 초청하여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안보리는 유고

슬라비아의 제안을 부결하고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찬성9/기권1/불출석

1)로 미국 결의안을 채택했다.196)

2차 위원단은 6월 25일 안보리 회의 이후 일련의 후속 보고들을 유엔사

무총장에게 제출했다. 2차 위원단의 활동 경과를 개관한 전문에서 전쟁

직전 북한이 평화통일안을 발표한 사건을 두고 남침을 은폐하려는 기도였

다고 평가했다.197) 또한 군사감시반이 작성한 시찰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이 계획적으로 대규모 남침을 벌였고 한국군은 완전히 방어진형으로 편성

되어 있었으며 사전에 정보를 취득하지 못해 기습을 당했다고 보고했

다.198)

6월 27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남침을 격퇴

하기 위한 집단적 안보행동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는 미국 결의안 초안과

함께 2차 위원단의 전문들도 회람되었다. 이중에는 위의 정보보고들 외에

안보리가 즉시 평화협상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정전 권고안도 있

었다.199) 유고슬라비아는 이 권고안에 주목하여 같은 기조의 결의안 초안

195) UN Doc. S/1496, 1950.6.25.

196) UN Doc. S/PV.473, 1950.6.25. 당시 안보리 이사국은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화

민국(이상 상임이사국), 유고슬라비아, 쿠바, 에콰도르,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이상 비

상임이사국) 11개국이었다. 이중 소련은 중화민국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대표 자

격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1950년 초부터 안보리 회의에 불참하고 있었다. 6월 25

일 회의에서 미국 결의안은 유고슬라비아만 기권하고 모든 이사국이 찬성했다.

197) UN Doc. S/1505, 1950.6.26.

198) UN Doc. S/1507, 1950.6.26.

199) 6월 25일 안보리회의에서 영국은 위원단에게 추가적인 권고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조항을 미국 결의안에 추가시켰다. 2차 위원단은 이에 호응하여 6월 26일 정전 권고안

을 제출했다. UN Doc. S/1503, 19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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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출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다른 이사국들은 위원단의 정전 권고

안을 무시한 채 다른 정보보고들만 주목하며 북한의 계획적인 기습 남침

을 공식화하고 미국 결의안을 지지했다. 결국 안보리는 유고슬라비아의

결의안을 부결하고 다수의 찬성으로 미국 결의안을 채택했다.200)

미국은 전쟁 직후 시점의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남침을 공식화하고

북한군 격퇴를 위한 집단적 안보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민감한 결의안들을

별다른 지연 없이 수월하게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조차

예상하지 못한 바였는데,201) 소련이 불참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 주된 요인이기는 했지만 유엔에서 공신력을 가졌던 위원단의 정보보

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위원단의 정보보고가 인

도를 비롯한 중립 성향 국가들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

면서 “유엔과 미국은 위원단에 큰 신세를 졌다”(UN and US owes much

to UNCOK)고 표현했다.202)

2차 위원단 군사감시반은 전쟁 직후 유엔군의 신속한 설치에 기여한 이

후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군사감시반은 캐나다·엘살바도르·필리

핀 감시원들이 1950년 7월 말 뒤늦게 도착함으로써 대표 없이 총 7명으로

구성된 채 공식 출범했다.203) 군사감시반은 전쟁포로 대우와 학살, 피난민

구호 문제 등 주로 인권 문제를 조사하는 임무를 새롭게 부여받았지

200) UN Doc. S/PV.474, 1950.6.27. 미국 결의안은 찬성 7(미국, 영국, 중화민국, 프랑스,

쿠바, 에콰도르, 노르웨이), 반대 1(유고슬라비아), 투표 불참 2(이집트, 인도), 불출석

1(소련)표로 통과되었다. 이집트와 인도대표는 미국 결의안에 공감하는 입장이었으나

본국정부의 지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에 불참했다.

201)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연(delays), 논쟁(debate), 비난(recrimination)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FRUS, 1949, Korea 〈육군부가 국무부에 보내는 비망록〉

1949.6.27. 1046~1057쪽.

202) 357.AD/6-3050 〈애치슨이 연합군최고사령부(SCAP)에게〉 1950.7.1.

국 가 이 름 계 급

호주
피치(F. S. B. Peach) 육군 소령

랭킨(R. J. Rankin) 공군 소령

캐나다
맬킨(H. Malkin) 공군 중령

화이트(F. E. White) 육군 중령

엘살바도르 로보(L. Lovo Castelar) 육군 중령

필리핀
에부엔(B. N. Ebuen) 육군 중령

오제다(D. S. Ojeda) 육군 소령

203) 군사감시원 7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UNCOK Report(1950),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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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04) 한국정부와 유엔군, 그리고 위원단 참가국들의 무관심 속에서 적극

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다. 군사감시원들도 애초에 익숙할 리 없는 인권 문

제를 제대로 조사할 역량이 부족했을 것이다. 결국 군사감시반은 전쟁으

로 인해 군사 분쟁 감시라는 본래 임무를 제대로 실행해보지도 못하고 2

차 위원단의 임기 종료와 함께 해산되었다.

204) UNCOK Report(1950), 31쪽. 군사감시반이 이러한 임무를 맡게 된 이유는 리에 유엔

사무총장이 2차 위원단을 구호·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구로 재편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Trygve Lie, In the Cause of Peace: Seven Years with the United Nations,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54, 334~335·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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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 음 말

1948년 3차 총회 결의안은 비록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조와 민족화해

기조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이승만의 요구와 달리 한국정부를 전

국정부로 승인하지 않고 통일을 독립의 필수조건으로 상정하여 평화통일

논의의 장기적 토대를 마련했다. 미·소의 대결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지 않길 바랐던 영연방 진영 등 비(非)공산진영 국가들은 유엔에서

한국문제를 계속 다루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유엔을

동원해 공산진영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물론 한국의 통일·독립을

한국인들 스스로 해결하게 하자는 소련의 정책 역시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가중시키는 적대적 태도였다. 그런 점에서 3·4차 총회 결의안

에 담긴 모호한 평화통일 기조는 미약하나마 국제협조 정신의 상징이었

다.

평화통일 중재를 위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지 못했던 1·2차 위원단은 한

국 현지에서 냉대까지 당했다. 공식적인 협의대상인 이승만 정부는 민족

주의진영과 협조하며 평화통일론을 고양시키는 위원단을 용납하지 않고

급기야 탄압에 나섰다. 또한 북한은 일관되게 위원단을 배격하여 협의의

가능성을 봉쇄해버림으로써 위원단의 기를 꺾었다. 미국은 위원단을 지원

하기는커녕 오히려 평화통일 중재 활동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한국사회의 평화통일 여론과 민족주의진영의 활동은 사면초가에 갇힌

위원단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편 민족주의진영은 위원단의 평화통일

중재 활동과 결합함으로써 이승만에 대항하는 정치적 활로를 열고자 했

다. 1차 위원단이 발표한 통일 중재 권고안은 국제협조를 이루기 힘든 상

황에서 민족화해 원칙을 고취하여 평화통일을 모색한다는 취지였고, 이는

위원단이 한국인들의 평화통일 열망을 적극 수렴한 결과였다. 민족화해를

장려한 유엔의 첫 통일문제 접근법은 통일 논의의 일차적인 주체가 남·북

한 한국인이라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칙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2차 위원단은 전쟁 전야에 남·북한이 통일공세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북

한과 처음으로 접촉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1차 위원단의 것을 진전시킨



- 67 -

새로운 통일 중재 권고안은 작성하지 못했다. 이승만 정부의 민족주의진

영 탄압으로 인해 평화통일 여론을 효과적으로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이

다. 분단 전후 시점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원하는 유엔의 여론과 한

국인들의 평화통일 노력이 선순환을 이룰 경우 분단 구조에 균열을 내며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한국전

쟁은 그 가능성을 좌절시켰다.

미국은 1차 위원단의 통일 중재 활동이 이승만 정부의 안정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유엔의 한국문제 처리에서 평화통일 기조를 억누르려고 했

다. 미국이 취한 방법은 위원단 임무에서 통일 중재 대신 군사 분쟁 감시

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 위원단 조직에서 대표단을 강화하는 대신 사무국

을 위축시키는 것, 그리고 위원단 활동에서 군사감시반을 공산진영 봉쇄

에 기여하도록 운용하는 것이었다. 그렇잖아도 참가국들의 무관심으로 인

해 침체에 빠졌던 2차 위원단은 미국의 무리한 개입으로 인해 파행을 겪

으며 무력화되었다. 미국이 중시했던 군사감시반의 설치는 지지부진했다.

평화통일에 미칠 악영향이나 공산진영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한 여러 참

가국들은 미국의 봉쇄 정책에 선뜻 협력하지 않았다.

본래 미국에게 위원단은 주한미군 대신 국제적 책임으로 한국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대체물’이었다. 위원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능률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런 점에

서 볼 때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편의적으로 유엔을 공산진영 봉

쇄에 이용하고자 했던 미국의 대한정책은 해결하기 힘든 딜레마를 안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위원단의 통일 중재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유엔은 미국의 주도 아래 직접 참전했다. 한편 정치적 탄압과 학살 속에

서 한국인 민족주의진영이 몰락하고 평화통일 여론은 깊이 침체했다. 위

원단을 계승한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유엔 감시 하 남·북한 총선거’를 치

러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적 전국정부를 수립”(establishment of a

unified, independent and democratic Government of all Korea)할 임무를

부여받았지만,205) 군사적 대결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통일 논의

205) 1950년 10월 7일 5차 유엔총회 채택, A/RES/376(Ⅴ) 〈한국 독립 문제 결의안(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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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전시키기 힘들었다. 다만 ‘남·북한 총선거 실시’ 규정과 ‘전국정부 수

립’ 표현에 잔영(殘影)처럼 남아있던 평화통일 기조는 1950〜60년대 조봉

암(曺奉岩)을 비롯한 진보세력이 반공주의의 억압을 뚫고 평화통일론을

주창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본고는 위원단의 활동을 면밀하게 밝히고자 노력했지만 위원단이 생산

한 유엔문서를 직접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단 내부 논의를 적극적

으로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유엔문서를 참고한다면 대표들이나 사

무국의 입장을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터이고 따라서 상부인 참가국

정부나 유엔사무국의 정책도 소상히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

대한정책에 비판적이었던 호주와 인도 등 영연방 국가들의 정책을 상세히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인도의 경우 임시위와 위원단에서 비교적 능동

적으로 활동했고 한국전쟁 때에도 미국과 중국을 중재하며 정전협상을 모

색하는 등 한국문제에 깊이 관여했다. 이러한 견지에서 당시 유엔을 매개

로 했던 인도의 대한정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위원단과 외부 관련자들이 맺은 관계에 주목했지만 북한·소련 등

공산진영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위원단의 통일 중재 활동과 군사 분쟁 감시 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집중적

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른 임무들, 곧 대의정치 발전을 감시하고 협의하는

임무와 점령군 철수를 감시하는 임무 등은 일부러 논의에서 배제했다. 이

임무들 역시 민주화와 통일이라는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화두와 직결된 사

안들이므로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들은 추후 보완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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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948년 12월 12일 3차 유엔총회 채택, 〈한국 독립 문제

결의안(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A/RES/195(Ⅲ))

총회는,

한국 독립 문제를 다룬 1947년 11월 14일 결의안 112(Ⅱ)호를 고려하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하 임시위)의 보고서 및 임시위와 협의한 유엔소총회의 보

고서를 고려하고,

임시위 보고서에 언급된 난점들로 인하여 1947년 11월 14일 결의안이 규정한 목

표들이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고, 특히 한국 통일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

에 유의하여,

1. 임시위 보고서의 결론을 승인하고,

2. 임시위가 감시 및 협의할 수 있었고 한국인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을 효과

적으로 통치하고 관할하는 합법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점을 선

언하고, 또한 이 정부가 임시위가 감시했으며 이 지역 유권자들이 정당하게

자유의사를 표현한 선거에 기초했다는 점을 선언하고, 또한 이 정부가 한국

내에서 이와 같은 유일한 정부라는 점을 선언하고,

3. 점령당국은 실행할 수 있는 한 조속히 점령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권고하고,

4. 1947년 11월 14일 결의안에서 규정한 목표들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

로서 호주, 중화민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로 구성되는 유

엔한국위원단(이하 위원단)을 설치하여 임시위의 임무를 계승하고 또한 본 결

의안에서 명시한 대한민국정부의 지위를 유념하여 본 결의안의 규정을 수행할

것을 결의하고, 특히,

⒜ 총회가 1947년 11월 14일 결의안에서 수립한 원칙들에 따라 한국통일과 모든

한국 보안군들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중재할 것,

⒝ 한국의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우호적 교류의 장애를 제거하

는 데 노력할 것,

⒞ 국민이 자유롭게 표현한 의사에 기초한 대의정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감시

와 협의를 가능하게 할 것,

⒟ 점령군의 실제 철수를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철수 사실을 확인하며, 이 목표

를 위하여 양 점령당국 측 군사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결의하

고,

5. 위원단은,

⒜ 본 결의안을 채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에 가서 본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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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년 11월 14일 결의안에 따라 수립된 임시위를 대체한다고 간주할 것,

⒞ 전 한국을 아울러 여행하고 협의하고 감시할 권한을 가질 것,

⒟ 스스로 운영 절차를 결정할 것,

⒠ 사태 전개에 따라 본 결의안의 규정 내에서 위원단의 임무 이행을 소총회와

협의할 수 있을 것,

⒡ 차기 정기회기 및 본 결의안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는 특별회

기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사무총장이 회원국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중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결정하고,

6. 사무총장이 위원단에게 필요한 기술 고문을 포함하여 충분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 또한 위원단 경비와 위원단 참가국 상임대표 및 교체대

표의 수당을 지불할 권한을 사무총장에게 부여하고,

7. 위원단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편의를 제공해줄 것을 관계

회원국, 대한민국 정부, 모든 한국인들에게 요청하고,

8.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실현하는 데 유엔이 달성했거나 앞으로 달성할

결과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삼갈 것을 관계 회원국들에게 요청하고,

9. 회원국과 그 밖의 국가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를 수립하는 데 본 결의안 2

절에 명시된 사실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부록 2》 1949년 10월 21일 4차 유엔총회 채택, 〈한국 독립 문제

결의안(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A/RES/293(Ⅳ))

총회는,

한국 독립 문제를 다룬 1947년 11월 14일 결의안 112(Ⅱ)호와 1948년 12월 12일

결의안 195(Ⅲ)를 고려하고,

유엔한국위원단(이하 위원단) 보고서를 고려하고, 또한 동 보고서의 결론에 주목

하고,

위원단 보고서에서 언급된 난점들로 인하여 전기(前記)한 결의안들이 규정한 목

표들이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고, 특히 한국 통일과 아울러 한국의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우호적 교류의 장애 제거가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

실에 유의하고,

위원단이 미국 점령군의 철수는 감시하고 확인했으나 이미 발표된 바 있는 소련

점령군의 철수를 감시하고 확인할 기회는 갖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임시위가 감시 및 협의할 수 있었고 한국인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을 효과적

으로 통치하고 관할하는 합법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또한 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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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시위가 감시했으며 이 지역 유권자들이 정당하게 자유의사를 표현한 선거

에 기초했고, 또한 이 정부가 한국 내에서 이와 같은 유일한 정부라는 1948년 12

월 12일 결의안의 선언을 상기하고,

위원단이 보고서에서 서술한 상황이 대한민국과 한국인들의 안녕과 안전을 위협

하고 한국 내에서 공공연한 군사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1. 호주,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터키로 구성되는 위원단을 존속

시킬 것을 결의하고, 또한 위원단은 1947년 11월 14일 결의안 및 1948년 12월

12일 결의안이 설정한 목표들과 후자 결의안이 규정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위

를 유념하면서,

⒜ 한국 내 군사 분쟁을 야기할 수 있거나 혹은 이에 관련되는 어떠한 사태라도

감시하고 보고할 것,

⒝ 한국의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우호적 교류의 장애를 제거하

는 데 노력하고, 총회가 1947년 11월 14일 결의안에서 수립한 원칙들에 따라 한

국 통일을 실현하는 데 좋은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을 때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

도록 준비를 갖추고 중재를 가능하게 할 것,

⒞ 본 절 ⒜ 및 ⒝항이 규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감시원들을 임명할 재

량권을 가지고, 또한 위원단의 대표 여부와 상관없이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조력

과 중재를 활용할 권한을 가질 것,

⒟ 전국 범위의 선거를 포함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표현한 의사에 기초한 대의정

치를 계속 발전시키는 데 전 한국을 아우르는 감시와 협의를 가능하게 할 것,

⒠ 사정이 허락하는 한 소련 점령군의 철수를 확인할 것을 결의하고,

2. 위원단은,

⒜ 본 결의안을 채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에서 회합할 것,

⒝ 계속하여 한국에 머물 것,

⒞ 전 한국을 아울러 여행하고 협의하고 감시할 권한을 가질 것,

⒟ 계속하여 운영 절차를 스스로 결정할 것,

⒠ 사태 전개에 따라 본 결의안의 규정 내에서 위원단의 임무 이행을 소총회(만

약 존속한다면)와 협의할 수 있을 것,

⒡ 차기 정기회기 및 그 이전에 본 결의안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는 특별회기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사무총장이 회

원국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중간 보고서를 제출할 것,

⒢ 총회가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존속할 것을 결정하고,

3. 위원단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편의를 제공해줄 것을 관계

회원국, 대한민국 정부, 모든 한국인들에게 요청하고, 또한 본 결의안의 목표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삼갈 것을 요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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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총장이 위원단에게 필요한 기술 고문과 감시원을 포함하여 충분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 또한 위원단 경비와 위원단 참가국 상임대표 및

교체대표, 본 결의안 1절 ⒞항에 따라 임명될 수 있는 인원의 수당을 지불할 권

한을 사무총장에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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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UNCOK) Ⅰ․Ⅱ‘s activities for

promoting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and it’s results from 1948 to 1950

Shin, Seung Wook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discussions of independen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in the third and the fourth United Nations(UN) General

Assembly(GA), and the activities of UNCOK Ⅰ·Ⅱ from 1948 to 1950.

Many researchers have judged that international society leading by

USA and USSR had discouraged Koreans from effort for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constantly since World War Ⅱ, because the UN

had contributed to maintain of the divided system of Korea after the

Korean War. There were not a few activities for promoting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however, in the UN and the South Korean

society at least before the outbreak of Korean War. The UNCOK had

become a link between the UN and Koreans.

There were spirits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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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reconciliation’ imperfectly in the resolution of the Korean

Question that passed in the third GA, 1948. But the resolution

arranged the long-term foundations for the discussion of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because the resolution didn’t recognize the

newborn Republic of Korea(ROK) as the ‘National Government’ though

strong demands by USA and Syng-man Rhee, and defined the

reunification of Korea as an essential factor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The resolution was the small symbol which represented spirits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grim Cold War system.

UNCOK Ⅰ·Ⅱ lacked authorities for promoting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and besides they got a cold reception at ROK

Governmen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Government and USA. It was public sentiments desiring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and activities of Korean nationalists leading by

Kim Koo and Kim Kyu-sik that supported the lonely UNCOK.

UNCOK and Korean nationalists fully inspired public sentiments

desiring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through communicating

actively. Then Syng-man Rhee who felt a sense of crisis launched a

crackdown on all of them finally. There were some possibilities for

promoting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if the Koreans and UN that

shared the will to realize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establish a

virtuous cycle. They were crushed, however, by a dictatorship of the

Syng-man Rhee Government and breakout of the Korean War.

A peaceful reunification recommendation which UNCOK Ⅰ

released at July 1949 put emphasis on ‘national reconciliation’ because

it was difficult to increase ‘international cooperation’ practically. It was

the result of reflecting positively the will of the Koreans. This

recommendation as the UN’s first approach to peaceful reunific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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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s relevant today for evoking simple but important principle that

both South and North Koreans is the most primary main agent of

discussion of unification of Korea.

USA tried to suppress the UNCOK’s activities for promoting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because they began to threaten stability

of South Korean Government. USA succeeded in defining observation

of military conflict instead of promoting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as the UNCOK’s priority duty in the resolution of Korean Question at

the fourth GA. And USA weakened secretariat of UNCOK Ⅱ through

carrying out a reshuffle which had been at strife with Syng-man

Rhee. Also USA tried to organize the military observer teams in South

Korea as soon as possible which would contribute to containment of

the Communist camp. But launching of the military observer teams

was delayed till outbreak of Korean War, because participating nations

in the UNCOK hesitated to support USA’s containment strategy for

concerning possibilities that military observer teams might provoked

Communists.

The UNCOK was regarded as the ‘substitute’ for US Armed

Forces in Korea by USA originally which had protected security of

South Korea. In order that USA’s intention realized, UNCOK should

had enough authorities and worked actively. Considering that aspects,

a USA’s policy toward Korea which contained Communists through

utilizing UN was in a dilemma.

Keywords : United Nations(UN),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UNCOK), peaceful reunification, military observer teams,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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