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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국제 신탁통치구상과 냉 변형

:한국 사례를 심으로

서울 학교 학원사회학과

하 지 은

구유럽식민지배의시 를지나미국과소련의냉 결이막을내린오늘날에는

세계 다수의국가들이주권회복과독립을달성했다는탈식민화시 의이미지가지배

이다.하지만그러한낙 언명이무색하게도,선진국주도의평화재건활동은소

실패국가나취약국가에 한공동 응을 개하는가운데서구민주주의가치확산이나

군사 개입의정당화에 을맞추는양상을보이기도했다.빠르게확산되어온‘민주화’

‘국가건설’사업에는,과거구식민지의 진 독립과안정 리제도로기능했던

유엔신탁통치제도를새로운정치사법 모델로다시 주목하고이를‘부활’시켜야한다는

담론이주된 제로자리하고있다.

본논문은이 듯하나의통치모델로소환되고있는신탁통치의본질과이를둘러싼

지배 략을 악하기 해,그것이최 로발 된2차 기간으로거슬러올라가

제도의역사 형성과발 단계를검토한다.신탁통치제도에 한기존의국제정치학

연구들은 시미국의식민지개 정책이 기구상단계에커다란 향을미쳤다는

데합의하면서그에 한역사 설명을개진해왔으나,이를단순히미루즈벨트행정부의

이상주의 외교노선에입각한일시 인계획으로치환함으로써구상의구체 인형태,

논리와그본질 목 을충분히설명하지못했다.

뿐만아니라선행연구들은구상이내포했던다양한문제의식과 략들이2차

종 을 후로 변하는정세와마주하면서어떻게발 ,변형되었는지를분석하지못했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 해본연구는단순히 시기간과냉 기간을일면 으로

립시키는것이아니라 후의맥락속에서신탁통치구상이구체화되고실천되는맥락을

분석에포함한다.특히구상의주된배경으로작용한미국의자유주의헤게모니가

지구 세력 계의변동과 지지역과의 응에따라변화되어가는과정이곧국제

신탁통치의구체 인양상의변형을야기했음을보여 다.

본연구는상기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국제 신탁통치구상의 개과정을다음의

세가지연속 인국면들로구분한다.먼 첫번째국면은2차 기간동안미국이

후국제질서의틀을기획하는과정에서구식민지 종속지역문제처리의방안을

모색하는시기를의미한다.이시기미국은구유럽제국주의의식민지배나보호통치의

틀로부터벗어나국제 ‧다국 기구를바탕으로한독특한지역 리방식을고안하고자

했으며,이는20세기 반자유주의헤게모니의형성과수립이라는거시 인배경을

응축한것이었다.이는 한당시가속화된 진 탈식민화흐름에 응하여,종속

지역과그주민들을미국의헤게모니질서로포섭하고 지사회를보다정당화된방식으로

통치한다는 략을반 하고있었다.

두번째국면,즉종 이후과도기에 어들면서이러한구상은실 가능한제도

틀로구체화되는동시에,연합국간 조 계의균열과한반도신탁통치문제의 개로

인해당 기획된정책기조와방향이일정한변화를겪게된다.그 에서도후자의

요인은국제 신탁통치의 표 인 용 상이자유엔의효용성을실험하는공간으로

두되었던한반도에서 지사회의정세변동과미소분할 령의국면이심화됨에따라

구상자체의한계와딜 마가되었다는 을보여 다.

이와 련,미국의한반도신탁통치정책에 한국내역사학계연구들은다양한사료를

바탕으로그것의 개과정과한국사회에미친 향을분석해왔으나,한반도와같은

단일한사례를 면에내세우고특정한시간 범 로제한함으로써세계사 ,보편

차원에서작동하는기획과의연계성을풍부하게설명하지못했다.이에본논문은분할 령,

모스크바3상회의,탁치정국등 요한역사 사건들을주목하되,국제 신탁통치구상의

성격과목표가탈식민화된사회질서의형성이아닌 령지내임시행정과우호 인

정부수립을 한기제로변용,굴 된다는 을정치사회학 으로 악한다.

아울러한반도사례에서비롯된구상의 환은국제 차원에서더욱심화된형태로

나타나는데,이는본연구에서다루는마지막국면에해당된다.냉 기미소 조 계의

교착이심화되는상황에서미국은자유주의진 에속한국가들의이해 계를보호하기

해신탁통치이사회의강력한권한보다는구식민모국의지배권한을인정하고그들에

의한배타 신탁통치를용인하는태도를보인다. 한이과정에서미국은‘략

신탁통치’의형태를체계화함으로써당 구상단계에서 제했던비군사화의원칙으로부

터벗어나특정지역의군사기지화와임시 령행정을신탁통치의방식으로실천한다.



이처럼‘탈식민화’의제가소거되어온신탁통치구상의역사 개과정을감안한다면,

재세계정세에서그것의부활과재평가를주문하는주장들을재론할수있을것이다.

이논의들은구상단계에서국제 신탁통치구상이지향했던이념과실제변형되어

용된 실간의괴리를간과할뿐만아니라,신탁통치의방식이특정지역에 한

외 개입과임시 령행정을통해내부의정치경제 제도를변화시키는수단으로활용될

험성을배제한다.본논문은이러한한계에 한분명한인식과신탁통치자체에 한

추가 인이론 ,법 ,정치 연구를통해,특정지역의주권과실질 인독립을 실화할

수있는방안을고민해야한다는 을시사한다.

주요어:국제 신탁통치구상,자유주의헤게모니,한반도4개국신탁통치안,

국제연맹의 임통치제도, 략 신탁통치,임시 령행정

학번:2013-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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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문제제기

“신탁통치이사회는 국제 심이 집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다루는 데 있어

유엔총회와 회원국,시민사회가 공동신탁통치(collectivetrusteeship)를 실천할

로벌 거버 스의 장(forum)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1997년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작성한 보고서 에서1)

냉 이 종식되고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세계정세 속에서 분쟁 이후의

‘취약국가(fragilestate)’ ‘실패국가(failedstate)’는 국제사회의 평화재건

활동이이루어져야 할주된 상으로간주되고있다.울리히 벡이 ‘로벌리

스크의 경험(벡,2010)’이라 명명한 9‧11테러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나 유럽

과 같은 선진국은 새로운 안보정세에 한 국제 력을 모색해왔으며,이

과정에서 분쟁을 겪은 취약국가나 실패국가를 로벌 안보 을 생산하는

원인으로 ‘문제화’해왔다.2)

1)Annan,Kofi,1997,RenewingtheUnitedNations:AProgrammeforReform,

UnitedNations.

2)탈냉 기에 어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패국가 담론은 빈곤과 질병,인권

문제와 내 등의 구조 모순에 처해 있는 국가들을 정치 능력의 부재 는 실패

로 규정하는 담론으로,안보,교육,보건,경제,복지,환경,질서유지,사회 인 라 확

보등 국민들에게제공할수있는능력을기 으로한다.이는곧정치,군사,경제등

다양한측면에서서구 심의정상 인제도와 규범을갖추지못한국가를 ‘병리 ’이

고‘일탈 ’이라 바라보는것으로,9‧11사태이후 미국부시행정부를비롯한여타 선

진국,국제기구,비정부기구뿐만아니라많은서구의학자들이세계안보 의원인

으로 실패국가를 인식함으로써 담론의 주된 논리를 개,구성해왔다.실패국가에

한 이러한 규정과 정의(定義)는 궁극 으로 이들을 구제하기 해 서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치를 확산시키고,필요시 군사 개입도 가능하다는 암묵 합의를

제하고 있다.민병원,조동 ,김치욱,2009,“실패국가와 취약국가의 개념”,『탈냉

이후 국제 계와 북한의 변화』,통일연구원.

2  신탁통치 상과 냉  변

이러한패러다임의기 에있는문제의식은이들국가의통치조직과체계를

‘민주 이고안정된(democraticandstable)’것으로재구축해야한다는것이다.

탈냉 국가형성과평화유지를모토로한활동들은이라크,아 가니스탄에서처

럼 단일 국가 주도에 의한 령행정의 방식이나 코소보,동티모르,나미비아

등과같이국가들의연합이나유엔에의한 리방식으로 개되었는데,이들은

모두잠재 분쟁과안보 의원인이될수있는지역에서‘민주 인’통치체계를

안정 으로 구축하려는 목 을 지향하면서 실천되었다.

여기서주목해야할사실은이같은평화재건활동에부응하여유엔신탁통치제

도(U.N.TrusteeshipSystem)에 한국제 심이증 되고있다는것이다.

컨 데이워트는 미국의 이라크 령행정의 사례를 들어 사실상의 토

신탁통치(de-factoterritorialtrusteeship)의 상을읽어낸바있다(Deiwert,

2004:771).그에따르면 국‧호주‧폴란드를포함한,미국주도의국가연합은

국제법에근거한합당한의무와책임을다한다는도덕 언명을선취함으로써

이라크국민에 한개입과통치를수행해왔으며,그 에서도연합군의주둔

기간 동안 지임시정부를 구성하고 행정권의 진 이양을 모색하고자 한

노력이신탁통치의방식을설명해 다고한다.이와비슷한시 에국제정치학자

폴 네디는유엔신탁통치이사회가이라크의혼란한정국에 한하나의해결책

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지 한 바 있으며3),국제앰네스티 소속 수잔 노셀은

‘핵심 국제기구 하나인신탁통치이사회를활성화함으로써미국이지고있는

단독강 국의지 와책임을유엔이분담할수있을것’이라는설명을내놓았다.4)

신탁통치제도에 쏠린 심들은 일시 이고 단발 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

이는곧학문 연구의장으로이어졌고,이제는그기능이종료된유엔신탁통치제

도의재평가필요성을제기하는일련의논의들이후속 으로등장하게되었다.

상기한국제정세속에서많은국제정치학 국제법연구자들은과거구식민지의

3)Kennedy,Paul,“UNTrusteeshipCouncilCouldFinallyFindaRoleinPostwar

Iraq”,DailyYomiuri,May9,2003(https://www.globalpolicy.org/component/cont

ent/article/168/34794.html),조선일보,“폴 네디,이라크유엔 신탁통치로….”2003

년 4월 10일,(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304/200304100332.html)

4)Nossel,Suzzane,“ATrusteeForCrippledStates”,WashingtonPost,Aug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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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독립과안정 리제도로기능한바있는유엔신탁통치를부활시켜야

한다는주장을제기해왔다(Krasner,2004;Parker,2003;Lyon,2008;Calpan,

2007).그 에서도주로(비교)국제정치학자나민주평화론을주장하는학자들은

세계안보의 을근본 으로해결하기 해서는‘통치불가능한’‘정부없는

국가(Statewithoutgovernment)’에서더나은국내정치 ·행정 ·법 거버

스를구축해야하며,그일환으로새로운형태의신탁통치(neo-trusteeship)를

통한‘집합 주권’의양식을만들어낼필요가있다고지 한다(Krasner,2004).

재의이같은양상들은실상제2차 후의상황과교묘하게닮아있다.

가히 명 이라부를수있는세계 이후과거의국제질서가붕괴되고새로운

질서가확립될때,유럽제국주의강 국의 유물이던구식민지들은‘비독립지역/

종속지역(dependentterritories)’이라명명되어기존의식민지 요소를극복하

고새로운국가와사회로확립,재구성되기를요구받았다. 한,식민지를둘러싼

강 국간쟁탈 이자유로운경제무역구조와세계안보를 한다는인식아래,

이를 히조 하고 리할수있는제도 형태가구축되어야한다는목소리가

등장했다.즉정치경제 ,군사 의미가복합된국제안보를확립하기 해서라도

구식민지와같은종속지역이 진 으로자치,독립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었다.

2차 기국제 신탁통치구상은이러한상황과문제의식의조건속에서

발 되어구식민지의주권회복과 외 독립을 한제도로구체화되었으며

1994년까지기능해왔다.그리고는 술한바와같이,세계 다수의국가들이

주권회복을 달성했다는 소 탈식민화 시 로 어든 재,내 과 분쟁으로

철된지역에 한안정 인국가건설의정치사법 형태로다시 주목받고

있다.본 논문은 재 하나의 통치모델로 ‘소환’되고 있는 신탁통치의 본질과

그지배 략을 악하기 해그것이최 로발 된2차 기간으로거슬러

올라가고자한다.5)즉오늘날신탁통치를연상시키는 상과논의를이해하기

5)과거 신탁통치기획이 재 평화유지활동이나 이와 련된 주장들에서 재출 하고 있

다는 논의는 다양한 논자들에게서 이루어져왔다.Bain,William&Jackson,Robert

s,2003,BetweenAnarchyandSociety:TrusteeshipandtheObligationsofPo

wer;Bain,William,2003,“ThePoliticalTheoryofTrusteeshipandtheTwilig

htofInternationalEquality”,InternationalRelations,vol.59.

4  신탁통치 상과 냉  변

해서는,제도의형성과발 단계를아우르는역사주의 분석을통해그것의

역사성과 복합성을 악할 필요가 있다.

신탁통치제도에 한기존의연구들은 시미국의식민지개 정책이제도의

기형성과정에커다란 향을미쳤다는데에 체로합의하고있으나,이를

미국의이상주의 외교노선에입각하여‘일시 ’이고‘단발 ’인제도 구상으로

서만주목해왔다.이처럼 기구상과기획이형성되는일련의계기들이논의에서

배제되고그에내포된지배 략 통치방식에 한복합 인설명이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신탁통치제도는 그간 일면 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6)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먼 국제 신탁통치구상의구체 내용,형태,

논리와그본질 목 을정치사회학 으로분석하여미국의 후식민지 리방

침을살펴보고자한다.구체 으로미국이유엔이라는새로운국제기구를형성하

는데주도하면서국제 신탁통치구상을입안했던목 이무엇이었는지,그리고

그것이어떠한맥락에서형성되었는지,아울러이는새로운강 국으로부상한

미국이기존의제국주의 장치를답습한것에불과한지,아니면보다확장된

차원에서새로운미국식헤게모니에의한제국 질서화(ordering)를보여주는

것으로해석될수있는지등과같은새로운질문들을제기해볼수있다.가장

기본 으로는이러한질문에 한 합한분석을모색함으로써,그간이루어져왔

던 단순한 상기술 설명을 체하고자 한다.

아울러구상의형성과정만큼이나주목되어야할것은그것이함축하고있던

다양한문제의식과 략,이해 계들이2차 종 을 후로 변하는정세와

6)사실 이러한 지 은 구 열(1995)에서제기된 바 있다.2차 기미국,소련, 국,

국의 한정책을 각각 분석한 그는,기존 연구들이 신탁통치에내재된다양한측면

들을 간과해왔다는 을 언 했다. 컨 제국과 같은 체제의 문제,서구 식민지

통치사에있어신탁통치가갖는의미,식민지통치가갖는타민족지배의정당성과식

민지주민의착취에 한도덕성문제,궁극 으로식민지처리가지향해야할목표의

설정(독립 혹은 자치의 확 ),국제연맹으로부터 물려받은 임통치 지역의 처리 등

과거의 유산과 련한 문제와 신탁통치 아래에서 식민지 모국의 권한, 략 필요성

이란 명목으로 태평양도서를 미국이 구 령한 문제,4개국의 공동참여 등 엄청난

문제들이포함되어있다는것이다.구 열,1995,『한국국제 계사연구2』,역사비

평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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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하면서어떻게발 ,변형되었는지에 한 이다.기존의연구들은 시

연합국간 조체제와 후냉 체제를 립시키고미국의신탁통치구상을 자

의맥락으로해석하여그것의역사 변화에 한설명을생략해왔다.구상의

제도화 실화과정이 국, 랑스 등구식민모국과의 립과구식민지

지의극렬한민족주의운동,미소 조노선의교착이라는딜 마에노출될수밖

에없었던, 단히정치 인과정이었음에도불구하고,이와 련한복합 인

동학은설명의 상에서제외된것이었다.본연구는단순히 시기간과냉

기간을 일면 으로 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갈등이 혼재했던 후의

맥락속에서신탁통치구상이어떻게발 ,변형되었으며,그리하여결국냉

기간 동안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신탁통치 자체를 제도 형태로 재검토하고 그것의

역사성과 재성을밝힘으로써 재신탁통치를둘러싼논의가놓여있는맥락과

조건을 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선행연구 검토

2.1.유엔 신탁통치제도에 한 국제정치학 연구

유엔신탁통치는 체로국제정치학계에서① 임통치제도로부터의경로의존

성 차별성,② 미국의이상주의 외교이념,③ 신탁통치의 재성에 한

재평가와 같은 세부 인 쟁 에 맞춰 연구되었다.

첫째신탁통치제도를역사 으로연구한논의들(Haas,1953,Sayre,1948)은

임통치제도의실제사례와기능을신탁통치제도의그것과비교하여양자간

연속성과차별성을평가하는경우가 부분이다. 한서구식민지배의역사에

있어 그것의 해결을 담하는 국제기구의 기능에 주목하여 ‘국제 책임성

(internationalaccountability)’개념을이론화한다.이러한연구들은신탁통치제

도를국제법사상과국제기구론에입각하여분석하지만,신탁통치의제도 동학

과 그 효과를 복합 으로 고찰하지 못했다.

둘째 신탁통치제도에 한 미국의 외교정책을 연구한 국제정치학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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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om,2001,Schlesinger,2003)은 시미국의신탁통치기획을주로외교노

선의사안으로해석해왔다.미국 외정책의 내지는이론에서 실주의와

자유주의간의 립구도가가장기본 이라고할때,신탁통치기획은권력정치

실주의와 비되는이상주의 자유주의노선으로규정되어온것이다.이는

특히미·소 립을 제로한냉 실주의가견고하게형성되어심화되기

이 에‘과도기 인’자유주의 구상으로서신탁통치계획을 치시키는해석이

라고할수있다.가령신탁통치구상에 향을미친요소들에있어 슨주의를

계승하고자했던루즈벨트의이상 핵심외교정책결정자들의뉴딜 이상주의,

필리핀에서의통치경험,당시국내여론으로조성된반식민주의와피압박민족에

한 연민 등을 꼽는 것이 표 이다.

이러한해석방식은미국의외교사를 통하는주요이념 립축을설명하는

이론틀에서연유한것이므로,신탁통치구상을외교정책과세계지배 략등으로

이론화하는데일정부분기여했다고평가할수있다.하지만신탁통치계획을

2차 종 이후냉 립이격화되는정세에서매우일시 인외교노선으로

규정짓는설명은그러한구상이발 된일련의계기들,가령기존의제국주의

식민지질서의 모순 표출,(안보 ·경제 이해 계를 포함하는) 후 다국

정치경제질서의기획등의복합 요소를고려하지못할뿐아니라이후냉

기 동안 신탁통치구상이 특정 지역에 미친 향을 악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비교 최근들어등장하고있는신탁통치연구들(Krasner,2004,

Parker,2003,Lyon,2008,Calpan,2007)은20세기후반까지유효하게기능했던

제도에 한재검토의필요성을제고한다. 표 으로크래스 는기존의국가

간체계에서신성시되어온 통 주권원칙에문제를제기하면서 재국제정세

의 주요 문제로 ‘국내 주권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

주권과베스트팔 주권이라는 과분한 지 를 리고 있는국가’를꼽는다.

그는신탁통치제도가이들국가에서 기능할 수있는새로운합법성의 원천이

될수있으며그것이 재제3세계국가형성과평화건설작업에유용한국제법 ·

사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그러나이 듯신탁통치의 재성을주장하는연구들은2차 종결에따라

신탁통치구상이탈식민화의새로운기획으로서형성된맥락에주목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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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시 에서 맞춰 ‘제 3세계 국가형성’문제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짙다.

한1990년 까지기능한신탁통치제도를미국식헤게모니,2차 이후의

후체제,자본주의 세계경제,냉 립등과같은구조 맥락으로부터

탈각하여 특수한 제도로서 물화시킨다.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탈냉 기에

어들어 종료된 신탁통치제도가 왜 하필 다시 주목받게 되었는지,그리고

그에내재된통치 략은무엇인지를고찰하지못한다는 에서한계를보인다.

이 에서오히려본연구는신탁통치의부활(revitalization)을둘러싼논의들이

지니는한계와그맥락을 악하기 하여,역사주의 시각을통해 기구상의

형성과 변형 그리고 실천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2.한반도 신탁통치정책에 한 역사학 연구

다음으로본연구는신탁통치구상이 개된일련의형성,변형과정속에서

한반도신탁통치문제를새로이고찰하고자한다.특히본논문은한반도신탁통치

문제에 한기존의연구들이국제 ,세계사 맥락속에서이를 히 치시키

지 못했다는 ,즉한반도라는 일국 범 를 넘어선 유엔과 시 조체제,

냉 체제의역사와같은보다거시 인맥락에서충분히다루지못했다는 을

문제시한다.

미국의국제 신탁통치구상이 후평화와 쟁을 리하는기획의요체로

제기될당시한반도는이를 용하는주된 상으로간주되었다.하지만종 과

해방이후혼란한한반도의 정국에서신탁통치문제는정치 갈등과 립의

주된계기로작용했다.이 듯신탁통치문제가극단 인이데올로기 립으로

화(轉化)된역사 실로 인하여,많은 역사학 연구자들은 다양한 사료를

바탕으로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정책에 한 연구를 축 해왔다.7)

7)신탁통치 문제를 부분 으로 다룬 단행본으로는 루스 커 스,1986,『한국 쟁의

기원』, 루스 커 스,1983,『분단 후의 사』,최상룡,1988,『미군정과한국

민족주의』,이완범,1987,「한반도 신탁통치 문제 1943-1946」,『해방 후사의 인

식 3』,이동 ,1990,『한국신탁통치연구』,한국역사연구회 사연구반,1991,

「미국과 소련의 한정책과 미군정」,『한국 사』,정용욱,1993,『해방 후

미국의 한정책』,구 열,1995,『한국국제 계사연구 2』,박찬표,2007,『한국의

국가형성과민주주의』,신복룡,2011,『한국분단사연구』,이완범,2013,『한반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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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90년 역사학에서축 된이연구들은신탁통치문제를주로민족주의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구상의 배경과 그에 한 국내 각 정 의 인식과 반응,

신탁통치 문제가 해방 정국에 미친 향,그리고 미·소공 에서의 련 쟁

등을 심으로 분석을 개했다.특히 한반도의 독립 열망과 경 임시정부

불승인등과 련하여미국의신탁통치구상을정치경제 이해 계에 한 략

고려에서비롯된것으로 단하고이를새로운제국주의의‘장된’통제수단으

로규정하는경우가 부분이었다.즉기존해석들은민족주의 ()제국주의라

는도식을 제로하여,신탁통치구상이 개식민지제도의지속을보장한다는

도덕 수사나명분을띤미사여구에불과했다고평가하는경우가많았던것이다

(구 열,1995:244).

이들연구들에서도출된한반도신탁통치구상의원인은각논자들마다다소간

강조 의차이를보이긴하나,크게다섯가지의원인이배경으로작용한것으로

요약된다.그것은 자치의 역량 부족에 한연합국간 공유된 인식,한반도의

략 치(지정학 특수성),루즈벨트의자유주의 이상,집단안보체제(조

체제)를통한세력균형의인식,경제 문호개방방침(경제 고립주의제어)의

철의지로요약된다.이와같은요소들 에서특히한반도의지정학 특수성이

주된원인으로주목받았으며이에 한고려가루즈벨트의이상주의라는외피를

입고신탁통치구상으로구체화되었다는설명이지배 이다.가령커 스(1986)

의경우 후동아시아질서의헤게모니장악을 한미국의 략 고려속에서

신탁통치가제기되었으며이는루즈벨트의자유주의 국제주의외교노선으로

할의 역사』 등이 있다.연구논문으로는 이수인,1998,「한국 신탁통치안의 세계사

배경구조」,사회과학연구 8(1).,유병용,1992,「2차 한국 신탁통치문제에

한 국의 외교정책 연구」,『역사학보』 134,신복룡,1994,「한국 신탁통치의 연

구:미국의구도와변질을 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27(2):27.,이주천,1998,「루

즈벨트 행정부의 신탁통치구상과 한정책」,미국사연구 8.,이형철,1987,「미국 국

무성의한국신탁통치계획:1942-1945」,한국정치학회보21(2),최 호,2012,「한반

도신탁통치문제의로컬리티:해방직후재일조선인사회를 심으로」,한국민족운

동사연구70.,Kim,Seung-Young,2013,“TheRiseandFalloftheUnitedState

sTrusteeshipPlanforKoreaasaPeace-maintenanceScheme”,Diplomacy&

Statecraft24(2)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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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된시도 으나미소 립의냉 구도의심화에따라국가주의 외교노선

으로 체되어 폐기되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신탁통치를둘러싸고 략 이해 계의측면만을부각해온기존의

근방식은미국 시정책입안자들의이상주의 사고가국제 조를고려한

실주의 틀을통해구체화되고양자가모순 으로결합되는맥락을충분히

보여주지못한다.신탁통치는무엇보다새로운국제기구인유엔의창설과강 국

간 조체제를 제로한 후질서구상의‘장치(dispositif)’고,이를둘러싼

루즈벨트행정부의정책에는기존의유럽강 국들의제국 통치모델과는다른

국제정치 기 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즉 새로운 미국식 헤게모니의

틀을창출해야한다는인식이크게작용했다.따라서미국이자국의이해 계

범 에국한하지않고 후자유주의 세계질서를신탁통치를통해구축하고자

한시도의정치사회 의미에주목해야하며,이는한반도신탁통치구상에 한

근에있어서도마찬가지라고할수있다.즉한반도신탁통치구상이동아시아에

서일본 지배 하의 토문제를해결하고 미국 방식으로탈식민화된 사회를

성립하려는시도 다는 에비추어,미국이이러한문제의식을어떻게한반도

내부 상황에 조우하여 용하고자 했는지 그 구체 인 실천들이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기존의 근방식들은신탁통치구상에 한설명을시간 ,공간 으

로제한함으로써공통 인한계를노정한다.먼 ,구상의배경을통해그것의

형태와논리를이론화하는해석은설명의시 을미군 령이 이나모스크바

3상회의결의로까지한정해왔다. 컨 한국신탁통치문제를기존연구검토와

함께본격 으로분석했던이동 (1990)의경우,트루먼행정부가집권하고한반

도의분할 령이 구체화된이후부터는 사실상그 존재의미를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미국이한반도에신탁통치를실시할의사가없었음에도불구하고

남한에 한 자국의 지속 인 령을 합리화하기 해 신탁통치라는 용어를

사용한것으로인식한다.이와비슷한맥락에서모스크바3상회의 한미소의

한반도분할 령의고착화를은폐하기 한외교상의타 의산물이라는해석을

개한다(이동 ,1990:25).하지만해방 후한반도에서신탁통치문제는 령의

과도행정을 한정치경제 장치로설정되었던것으로, 기 령이후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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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정세와 련되어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이와더불어공간 으로는기존의 들이주로한반도라는일국 범 에

제한된 분석틀을 유지해왔다는 에서 한계를 보인다.즉 민족주의 을

바탕으로 후신탁통치문제를한국의고유한사안으로해석해온것인데,이는

미국의국제신탁통치구상이지향하고있었던목표,세계 략등에 해충분한

답을하지못한다.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 해서는2차 기와그이후의

시 에서다양한지역들에 한논의의연장선상에서한국사례를고찰할필요가

있다.

3.이론 자원

3.1.임시 토 리모델로서의 신탁통치

앞선 에서선행연구를검토한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일차 으로

선행연구들은다양한분야와 에서미국의국제신탁통치구상에 근해왔음에

도불구하고,이를1)국제기구의역사나미국외교이념으로환원하여설명하거나

2)한반도와같은단일한사례를 면에내세우고특정한시간 범 를설정함으

로써세계사 ,보편 차원에서작동하는기획과의연계성을풍부하게설명하지

못했다.

본연구는기존연구의한계를극복하기 해국제 신탁통치구상의구체

내용과형태,논리를 악하고자하며,이러한차원에서신탁통치개념과모델에

한이론 기반을검토하고자한다.단 으로말해서,신탁통치는무엇이었고

어떻게 정식화,의미화될 수 있는가?국내 문헌들에서 신탁통치제도 자체에

한본격 인이론 분석이부재한것과 달리,해외 문헌들,특히 국제법과

국제정치사상분야의연구들은식민지배나 쟁 분쟁이후의사회를임시 으

로 리하는모델의일환으로신탁통치를 악하고있다.이러한 근은미국의

신탁통치구상의형성과변화를설명,해석하는시각으로서유용하게활용될수

있다.

표 으로국제법학자카스텐스탄은국제 토 리(internationalterri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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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ITA)의장기 역사속에서신탁통치를 치시키고있다.그에

따르면이는국제 권 에근거하여잠재 분쟁과갈등을내포하고있는사회를

임시 으로 리,통치하는것을의미한다.즉이는특정사회에서새로운질서와

국가를형성하기 해그에개입(intervention)하는하나의방법으로,국제주의

(internationalism)와과도행정기제(interimadministration)가결합된산물이

라는설명이다.특히,식민주의와군사 령등기존의다른제도 방식과달리,

통치의권 가강력한국제공동체(내지는세계정부)로부터부여되고이를 임받

은통치주체가 지사회의임시행정을담당한다는 에서역사상매우독특한

제도 형태로 정의된다(Stahn,2008).

무엇보다그독특성이드러나는 은국제공동체(유엔),실제 통치주체인

신탁통치국(는 국가연합), 지 주민 간의 계에서 ‘주권(sovereignty)’의

귀속문제가규정된다는 이다.그에따르면, 토와통치에 한 내 주권을

이 (cession)하고국제법 주권을인정하지 않는기존의식민지배방식이나

19세기보호통치와달리,신탁통치는한국가나국가연합이 지주민들이구성한

자치정부에행정권한을부분 으로이양하면서 토 주권을제한 으로갖는

방식이다. 리를맡은신탁통치의주체는신탁통치 정으로부터그권리와의무

를부여받게된다.이러한방식은주권침탈과 토병합이다분히만연했던기존의

식민지배에서 규정했던 통 주권 개념과 거리를 둔 것임과 동시에,다른

한편으로는탈식민화와사회의안정화라는목표하에외부 개입을국제 으로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Stahn,2008).

랄 데와헨리페리트 한이와비슷한맥락의설명을개진한다.이들은

20세기 후반에걸쳐어떻게국제 토 리의기제가 하고합법 인정책제

도로유지될수있었는지를분석하는데,이러한연장선상에서국제신탁통치를

해석하고 다음과같은 분석을 보여 다.첫째 국제신탁통치는 20세기 반에

걸친국제법과정치사상의발 을토 로형성된제도 형태로,특정지역의

통치에 한다양한문제의식이반 된결과이다.특히종속지역주민들의자치와

진 독립뿐만아니라민주 이고안정 인통치체계를발 시킬수있도록

한다는기치가국제주의 원칙과결합된것이었다.둘째이는 한식민주의가

아닌새로운방식의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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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되어,‘국내 정당성’과‘국제 정당성’을동시에확보하는방식이라는 이

강조된다(Wilde,2008;Perritt,2003).

이와같은 들은20세기동안 개된국제법과사상 기반의연장선상에서

미국의 국제 신탁통치구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술한

바와같이기존의연구들이신탁통치를일시 인외교 타 의장치로이해하거

나 략 이해 계에 한 고려의 측면에서 환원시킨 한계를 보여 온 반면,

이들은구상과제도의국제 맥락과정치모델로서의의미를규명한다.즉이들에

따르면,20세기 반국제 신탁통치구상은식민지통치의방식을새롭게변화시

켜보다많은정당성이확보될수있는방식으로 지사회를통치,개조하려는

장기 인 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3.2.제국과 자유주의 헤게모니

그 다면2차 기미국은어떠한목표와 략 인식하에서이러한신탁통치

형태를수용,제도화하고자했는가?후술하겠으나당시미국루즈벨트 통령은

국제주의 입장을견지하는국무부의많은정책입안자들과함께,국제신탁통치

구상을 후 외정책의주요골자로구체화하는역할을담당했다.이러한노력은

어떠한맥락과 에서이해될수있는가?보다구체 으로말해서,신탁통치는

제국주의 강 국의 장된지배장치로서식민지배의단순한재연에불과한가,

아니면 보다 확장된 차원에서 새로운 미국식 헤게모니를 내재한 통치모델로

해석될수있는가?미국이신탁통치를유엔의권 하에서기능하는보편화된

제도로정립하고자했을때어떠한지배 략이작동했는가?본연구는기본 으로

후자의 ,즉 국제 신탁통치구상이 근본 으로 미국의 제국 특성이라

할수있는자유주의헤게모니의특징들을함축하고있으며이를토 로형성되었

다는 견해를 견지한다.

그 다면 먼 미국 제국의 성격에 한 논의를 살펴보자.지 까지 미국

제국을둘러싼논쟁은 부분제국 성격을어떻게규정할것인지에 한것이었

다(정일 ,2012:4).이논쟁을 발한하트와네그리에따르면제국은구식민지

체제가종결된세계질서에서경제 ·문화 생산 교환들을효과 으로규제하

는새로운주권권력이다.유럽국민국가들의주권이일국 경계를넘어확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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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인제국주의와달리,제국은고정된 토 경계에의지하지않고개방 이고

팽창하는공간과 역을형성하며이공간속 토와주민을 리한다.하트와

네그리는이러한새로운제국 기획을미국의것으로특정화하지않지만,미국이

오늘날제국 지 를 하고 있는 이유는‘보편 ’가치와 경찰력에 기반한

사법 권 모델을만들어냄으로써유럽제국주의열강과의차별성을강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하트·네그리,2001:18).

비교역사사회학자스타인메츠는미국을 형 인비 토 형태의제국이라

규정한다.그는 닌의 제국주의론과 같은 기존의 맑스주의 분석들이 식민지

주민을직 이고도지속 으로통제하는형태인식민주의와미국이행사한

다양한형태의간 향력행사와구분하지못했다는 을지 한다.그에

따르면, 국, 랑스,스페인 는독일의경우와달리미국이추구한비 토

제국주의는 토병합이나주권박탈을통해 지지역에직 으로 여하지

않으며 군사력을 이용한 토제국의 건설로 이어지지 않았다.오히려 미국은

2차 이후반식민주의정책을채택하며자본의자유로운이동을보장했고

제국의 기지(outpost)를 이루는 주변 국가들의 주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조 아래 ‘기지제국(empireofbases)’을 이루었다(Steinmetz,2005:340).

국제정치학자피터카젠스타인 한이와매우비슷한맥락의설명을개진한다.

그는 후 미국 주도의 제국 권역이 ‘토성(territoriality)’과 ‘비 토성

(non-territoriality)’이혼재되는양상을보여왔다고해석한다.스타인메츠와

마찬가지로20세기 후반에걸쳐미국이상품,자본,용역의 국경 인유통을

방해하는장벽들을제거하기 해강력한노력을기울 고,이러한정치경제

이해 계가 제국의 탈 토성을 구성하는 근본 원천이었다고 지 한다.한편,

이와동시에미국은 후냉 시기를배경으로다른국가들의 토에군사기지를

설치하고이를운 함으로써이들을부분 으로나마통제해왔는데,그는이를

비 토성의측면으로바라본다.그리하여미국제국은 토 권력과비 토

권력의 종합을 내포한다는 지 이다(Katzenstein,2005)

이 같은 미국 질서에 해 그 배경을 설명한 아이 베리는 20세기 반

미국이마주한세계정치가권력경쟁이아닌근 성에 한 안사이의경쟁이었

다고말한다.일본과독일은 시즘체제하에서자본주의 안을체 했고소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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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주의를구체화했다.이들 안들사이의경쟁은권력과부의창출,연합과

동맹건설,지정학 도 들에 한극복등의다층 인능력들을성공의지표로

하고있었다(Ikenberry,2011:15).‘경쟁’속에서미국은 슨시 의국제외교

이념과뉴딜의정치경제구상을발 시켜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세계 으로

발 시키고자했다.역사상근 베스트팔 국가간체계내에서작동했던

자유주의질서는자유무역등유럽국민국가들의상호균형을지탱하는작동기제

로 작동(김학재,2012:26)했으나 미국은 이를 자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 가치와연 시켜새로운질서 역(milieu)에서다른국가들을규율하는

기제로 발 시켰다(Ikenberry,2011:71).

더나아가김학재는20세기 반이러한미국의자유주의질서구축이보편 인

제도 틀에따라무제한 으로확 됨에따라이를지탱하기 한군사 장치와

략 수단들이함께채택되었으며,이는단순히국가간의 계를평등하고

다자 인방식으로연계하지않고해당지역과국가·사회의다양성에따라다양한

분업 ·계 계들을형성한과정이었다고밝힌다.때문에자유주의헤게모니

는 이상주의 국제주의로 표상되는 단일한 기획이 아니라 실주의,제국

성격,군사주의 략등복합 인면모를내포하는다양한기획들의총체라고

할 수 있다(김학재,2012:33-34).

특히데이비드 헬드에 따르면종속 지역 내지 주변국을 리하는자유주의

제국의통치모델은다음과같은특성을보인다.첫째,국가-간(inter-state) 계

가 아니라 사회 간(inter-societal) 계 에서 제국의 심부는 주변국

내부의 다양한 행 자들을 지 매개인으로 삼아 통치하는 특정한 네트워크

조직을형성한다.둘째,제국은통치를정당화해야하는문제에 착하여주변부의

다양한요구에응하고이를제어내지조 하는다층 인능력을보여야한다.

셋째,주변부스스로가미국식지배체계,이념,제도를갖추도록하며,이는공공재

(publicgoods)의제공이라는틀로해석될수있다(Held·Koenig-Archibugi,

2004:18-19).

이상과같은논의들은제국으로서의미국의역사속에서신탁통치구상을고찰

하는데에단 를제공한다.미국이국제 신탁통치구상을통해 토에 한

야망을구유럽제국주의의폐단으로해석하고기존의식민지배나보호통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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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로부터벗어나독특한지역 리방식을고안한것은20세기 반자유주의

헤게모니의 형성과 수립이라는 거시 인 배경을 응축한 것이었다.즉 제국의

새로운 식민지 통치 유형으로서,고정된 토 경계를 갖지 않는 로벌한

공간에종속지역과그주민들을통합한다는기획이라할수있다.이러한비 토성

은 곧 2차 이후 더이상의 토팽창으로인한 국가 간 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리’한다는 문제의식의 요체가 되었다.

더불어신탁통치는미국식헤게모니의이념 요소인자유주의 가치를기

로하고있다.즉신탁통치는종속지역과그주민들을개별독립국가의틀로

통합하고이들을자유주의 가치가보편화된질서 역으로포섭한다는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이는 무엇보다 신탁통치구상의 형성 과정이 20세기 반

가속화된탈식민화흐름에 응함으로써 개되었다는 에서그러하다.미국은

진 민족주의와독립운동의열망이폭발하는상황에 응하여이를부분 으

로 수용하되 한 수 에서 제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확립했고,이러한

맥락에서 지 주민의 자율성과자치를일정정도보장하면서이들이 미국식

근 지배체계를학습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보았다.이러한시도는단 으로

‘문명화기획(civilizingmission)(Ekbladh,2010:15)’의일환으로서,식민모국의

배타 통치와 격한탈식민화사이에서식민지 리를 한‘제3의항’을마련하

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리하자면탈식민화의자유주의 모델로지칭될수있을국제 신탁통치구

상은루즈벨트행정부의일시 인계획에그치지않는,비 토 제국의성격과

식민지역에 한효율 인통치 략을동시에내포한기획으로이해될수있다.

4.연구방법과 자료

4.1.연구방법과 분석틀

이제앞선논의들을바탕으로본논문의연구방법과분석틀을보다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본 논문이 주목하는 지 은 1940년 2차 을 후로 하는

시 에미국주도의국제 신탁통치구상이어떻게형성, 개되었는가하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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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국제 신탁통치구상의 변화 경로

다.연구의 상이되는국제 신탁통치는구상의형성 입안에서부터구체화와

변형의과정을거쳐제도화 실천에이르는일련의경로를보여 다.본논문은

이러한역사 경로를추 하는작업을통해구상의내용과형태가어떻게체계

으로변동했는지를검토하고자한다.따라서기본 으로는역사주의 시각을

지향하되,신탁통치구상과 련된 다양한 개별 인 행 자 주체의 인식과

역할을기술하기보다는구상의형성과변형,재편을가져온거시 인요인들에

한 분석에 집 한다.

여기서국제 신탁통치구상의 개과정에있어본논문이주요하게살펴보는

분석의축은통치의방식과군사화의정도이다. 자의경우이는국제주의

원칙의 용여부에 한것으로,식민모국의배타 이고단일 인통치를유지하

는것인지아니면국제기구의일정한권한하에서 지주민에 한제한 인

근과지원체계를구성하는것인지의여부를의미한다.다음으로후자의경우

지사회와의 계를 형성하는과정에서 령 군정과군사기지화를 어느

정도로 용,실천하는지를 살펴보는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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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이들을기 으로 신탁통치구상의 내용 형태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주된변화양상은첫째국제주의 리원칙에서단일통치방식의인정으

로,둘째비군사 통치방침에서군사기지화방침으로,셋째포 ‧일반 용

방침에서제한 용으로의변동으로요약될수있다.그리하여식민지배, 임통

치와명확한차이를드러내고자했던신탁통치구상은일정한부침을통해그것이

발 된시 의원형이좌 되고변형된방식(A)으로제도화,실천되는모습을

보인다.

이와같은역사 과정은다층 인차원의요인들간상호작용을통해 개되었

으며,여기서 본 연구는 주요하게 작용한 요인 내지 변수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구분한다.첫번째는 지구 차원의 분석 수 에 한 것으로,2차

기 지구 세력 계의변동에따른자유주의헤게모니의형성과변형을

기본 인배경요인으로고찰한다.앞서언 하 듯이,국제 신탁통치구상은

유럽제국의균열과미국주도의세계권력재편이라는거시 인정세의변화를

배경으로하는것이었다.신탁통치구상에 한이러한 지구 범 의분석

수 은연합국간(특히미‧소) 조체제의 개상황,유엔의창설등을포 한다.

이를염두에둔다면,종 이후연합국과의 계변화와다양한지역들에 한

응 과정에서 자유주의 헤게모니 략이 변화해가는 국면들이 결국 국제

신탁통치구상에 직 향을 미쳤다는 을 가설 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분석의 두 번째 측면은 통치의 상이 되는 지 사회의 상황에

한것이다.이와 련하여우리는특히 후한반도정세를둘러싸고나타났던

미국의국제 신탁통치구상의 개과정을살펴볼수있다.한반도신탁통치

문제는미본국내그리고연합국간의상 수 에서설정된정책목표와이를

령 지에서 실화하기 한실무정책의내용간상호작용을보여주는 표

인 사례이다.본 논문은 본국 수 에서 입안된 국제 신탁통치방침이 지

군정당국 지역주민과의일정한 계속에서정책 변형을마주하게되는

상황에 주목할 것이다. 한 이러한 한국 사례에서의 변동은 단순히 일국

범 에서 그치지 않고,신탁통치구상 자체의 성격과 목표에 직간 향을

미치는 규정력을 발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구상의 개과정에 향을미친주된변수 하나로미소 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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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꼽을 수 있다.이는 앞서 언 한 두 가지 요인,즉 지구 차원의

권력변동과 지사회와의상호작용모두와연계되는것으로,특히본논문은

미국의 소인식과 소련 령지와의 계가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의 역사

개과정에 미친 향과 그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4.2.연구자료

본연구는기본 으로문헌연구에기 한역사주의 시각을지향한다.앞서

밝혔듯이본논문은2차 이후형성된자유주의국제질서속에서신탁통치구상

의형태와기능을검토함과동시에,그것이연합국간 계와미소에의한한반도

분할 령이라는특수한맥락에 목되는국면을살펴보고자한다.이러한분석을

해서는먼 1차자료분석과2차문헌의검토 이를통한이론화가요구된다.

1차자료분석을 해본연구는주로미국측의국제 구상 련자료

한정책자료와더불어,부분 으로유엔에서생산된신탁통치제도 련자료

등을검토할것이다.가장먼 유엔신탁통치제도와 련한1차자료로는 표

으로 매년 UN에서 활동 내역을 간행하는 연감 ‘UNYearbook’과 신탁통치

헌장을 둘러싼 논쟁을 자체 으로 정리한 RepertoryofPracticeofUnited

NationsOrgansSupplement시리즈8)를꼽을수있다.무엇보다방 한양의

자료를한논문에서포 할수없다는 을인식하면서자료검토시기를1945-47

년으로 제한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신탁통치구상을둘러싼미국측의자료로는기본 으로국무부에서

편집발간한미국의 외 계외교문서(U.S.DepartmentofState,Foreign

RelationsoftheUnitedStates;FRUS)를 활용하 다.이와 련,기존의

역사학 연구들은 미국의 한정책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련 FRUS

문서들9)을주로검토하 으나,본논문은이러한한계를조 이나마극복하기

8)UnitedNations,RepertoryofPracticeofUnitedNationsOrgansSupplement.

(http://www.un.org/law/repertory/)

9)이는 주로남한의 미 주둔군 사령부와 본국정부 사이에 교신된 문이나 정책건의서

등을 수록하고 있다.그 에서도 본 연구의 분석시 에 해당하는 자료는 1984년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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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신탁통치에 한 국제 논의와여타 시 동맹국과의 계를보여주는

FRUS문서들을 최 한 수집,활용하고자 했다.

더불어미국의 후구상 한정책의입안과정과 련해서는당시이과정에

참여한바있는미외교 회, 후 외정책에 한자문 원회,정치소 원회,

토소 원회,극동에 한국간 원회, 후계획 원회등에서논의된보고서와

기타 기록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10)그 에서도 본 논문에서는 국무부 내

후 외정책에 한 자문 원회(TheAdvisoryCommitteeonPostwar

ForeignPolicy)의문서들을집 성한‘노터 일(NotterFile)’11)을주요하게

검토했다.특히여기서신탁통치계획 련세부 인보고서,유엔회의제출안

상안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가 주로 미 국무부의 정책 견해와 구상에 주목하고 있다는

에 비추어 볼 때 주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다른 자료는 국무‧육군‧해군

삼부조정 원회(SWNCC,State-War-NavyCoordinationCommittee)의한

국 련문서 보고서들이다.이 원회는1944년11월군부와국무부의정책조정

과 조를 해설립된기 으로실무수 에서 후구상에 한세부지침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삼부조정 원회 문서군은 회담의 의사록과 토의,

안건, 원회의 결정사항,보고서 비망록,그리고 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의군사 령과미국의 한정책의 개를보여주는 요한자료이다.12)13)

역,출간된단행본을참고할 수 있었다.미국무성비 외교문서,1984,『해방3년과미

국 1』,김국태 역,돌베개.

10) 기록들에 한 범 한 연구는 표 으로 정용욱에 의해 이루진 바 있다.주요

자료의 해제와 후기획집단의조직 재편과정에 해서는정용욱,1993,『해방

후 미국의 한정책』,서울 학교 출 문화원과 정용욱,2002,『해방 후사 사료

연구 2』를 참고할 것.

11)RG59,RecordsofHarleyA.Notter,1939-1945,RecordsoftheAdvisoryCom

mitteeonPost-warForeignPolicy.이자료는1949년할리 노터가 국무부 발행처

를 통해 종합하여 발간한 Postwarforeignpolicypreparation,1939-1945에 수록

되어 있다.

12)국내에서소수의연구자들은미국의 한정책을이해하기 한맥락에서삼부조정

원회의 조직,의사결정과정,결정사항,최종보고서 등을 부분 으로 검토해왔다. 컨

이완범(2001)은한반도분할결정에 한검토과정에서 원회의보고서를일부분

20  신탁통치 상과 냉  변

본논문은여타의참고자료들과함께삼부조정 원회산하극동소 원회의한국

신탁통치 련 문서14)와 회의록15)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처럼 본 논문은 1차 자료에 한 역사주의 분석의 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실증 인 연구내용에 충실히 천착할 것이다.그러나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들에 한수용 비 문제제기와이를통한이론화를목표로한다는

활용하 으며,구 열(1995)은 미국의 후동아시아구상과 한정책에서소련의

에 한미국의인식 응이 차지하는 상을 고찰하면서 원회 자료를분석한

바 있다.미군정 기 남한의 국가형성과정을 살펴보는 박찬표(2007)는 한국 련 삼부

조정 원회 문서들을 각각의 주제별로 포 으로 활용하고 있다.이와 더불어,정용

욱(1993) 한 한국의 후 처리와 국가수립과정에 한 미국 최고 의사결정 수 에

서의 결정을 보여 수 있는 자료로 이 문서들을 분석하 다.특히 이 과정에서한반

도 령방식,군정의 형태,신탁통치와 국제 리기구 구성,주한미군의 주둔기간 등

해방 후시기 미국의 한정책의결 을이루는 몇가지주제들에 해서 원회

가 내린 결정들이 폭넓게 검토된다.

본 논문은 무엇보다 이와 같은 기존 역사학 연구의 성과를 토 로 한반도 신탁통

치 정책을 살펴보고자한다.하지만,그와 동시에이러한 연구들이한국 련특정 주

요 보고서들을 부분 으로 검토하 을 뿐 좁은 의미의 미국의 한정책의 맥락을 넘

어서는 연구가 상 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는 을 감안하여,한반도 사례를 국제

차원에서 검토하고 그 함의와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3)본논문에서활용된삼부조정 원회보고서 기타 련문서들은 기본 으로서울

학교 사회학과 학원 사회사연구 의 삼부조정 원회 자료 번역집에 의존하여 인

용된 것이다.국사편찬 원회의 지원을 토 로 진행된 자료 번역 로젝트는 삼부조

정 원회 문서 한국 련된문서(SWNCC76-79,101,115,150/1-3,176/1-8)를

포 하 으며,이에 포함되지 못한 삼부조정 원회 문서는 필자가 다른 경로로 확보

한 것이다.본 논문이자료 근과번역에커다란어려움없이작성될수있도록꼼꼼

한 자료 조사 번역을 수행해 서울 학교 사회학과 학원 사회사연구 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14)RG353,RecordsofInterdepartmentandIntradepartmentalCommittee(State

Department),RecordsoftheSubcommitteefortheFarEast,1945-1948.본문에

서 인용하는 극동소 원회 보고서의 출처는 이와 동일하므로,보고서의 제목,일자만

을 기재하도록 한다.

15)RG353,RecordsofInterdepartmentalandIntradepartmentalCommittee(State

Department),MinutesofMeetingsoftheSubcommitteefortheFar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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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2차문헌들을성실히검토하는것 한큰비 을차지하는작업이된다.

무엇보다본연구가포 하는분석범 가다층 이고 범 한만큼,2차문헌들

의연구내용을기반으로하면서동시에이에 한정치사회학 분석을개진하고

자 한다.

5.본문의 구성

본연구에서다 지는 국제 신탁통치구상의 개는다음과같이세가지

연속 인 국면들로 구분되며,이들은 본문의 각 장을 구성한다.

쟁 기간(1942-44년):신탁통치제도의 기반 확립 시 외교의 개

종 후 과도기(1945-46년):신탁통치구상에 한 논쟁,한반도 정세 변화

냉 기 개(1947년 이후):신탁통치구상의 냉 변형,군사 수단화

먼 제2장에서다룰첫번째국면은2차 기간동안미국이 후국제질서

의틀을기획하는과정에서구식민지 종속지역문제처리를 한신탁통치구상

을 입안,구체화하는 시기를 의미한다.이 장에서는 유엔의 권 를 바탕으로

한국제 신탁통치구상이미국의 후세계 략의일환으로부상하게된조건으

로 그이 국제연맹 임통치의 제도 유산과미‧소 조 계를살펴본다.

다음으로제3장에서살펴볼두번째국면은종 을 후로한과도기를 상으

로하며,이시기에는특히미국의구상이실 가능한제도 방안으로서연합국

간논쟁의 상이되는모습과그 표 인 상이라할수있는한반도문제에

마주하는모습이나타난다.과도기로설정된이국면에서가장주목될필요가

있는것은구상이내포하고있는한계와딜 마가 실 으로드러나기시작한다

는 이다.이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크게 연합국 간 조 계의 균열과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의 개라는 복합 인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제4장에다룰세번째국면은미국의국제 신탁통치구상이 실화,

실천되는과정에서그내용과기조가변화되는일련의과정을 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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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이 시 에서는두번째국면에서심화된신탁통치기획의동요가 국제

차원에서더욱심화된형태로나타나는모습을살펴볼수있다.이는특히냉

기 미국의 소 계 인식의 변화가 반 된 것으로,냉 변형과 실천을

보여 다.

이와같은논리구조를분석하기 해본논문은국제 신탁통치구상을설명

상으로 설정하고,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 분석의 층 를 지구 차원의

구조변동,미국의구식민지처리 련정책,소련, 국등연합국과의 조체제,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 정책과 남한 지상황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이다.

결론 으로는신탁통치기획의형성과변형,그리고실천에이르는일련의과정들

이이같은다양한수 의상호작용에의해‘층결정’된결과임을살펴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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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 신탁통치구상의 형성

“역사상 다른 나라들은 해외에서싸우고 그 로남아서 령과착취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은 자유의 테두리를 넓히고자 하며,제국의 힘이 아닌 자유의

힘이 우리의 힘입니다.”-2003년 5월 1일 부시 통령의 연설 에서16)

1. 임통치제도의 유산과 반(反)식민주의 문제의식

1.1.국제연맹 임통치의 제도 유산

1940년 미국을 심으로 마련된 신탁통치구상의 논의배경과 문제의식을

살펴보기 이 에,국제 토 리의 맥락에서 그 역사 배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먼 제1차세계 이후실시된국제연맹의 임통치(TheMandates

SystemoftheLeagueofNations)는식민지와 령지역의처리문제에 한

국제주의 해결원칙을최 로 용한것으로,이후국제 신탁통치구상의제도

기반이자 선례가 되었다.

식민지제도의 개 ,식민지의 해방과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최 로 실화된계기는제1차 이후국제연맹이독일과터키등패 국의

식민지들을 인수하고 토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국제연맹의

규약(Covenant)은“ 사회의엄 한상황에서스스로독립할수없는인민들의

복리를보호하고증진시키는것이국제사회의책임(제22조)”이라고규정17)함으

로써진보 이고자유주의 인원칙이구속력있는국제선언으로 용된최 의

사례가 되었다.

이러한기조에근거하여 임통치제도는1920년1월20일국제연맹의발족과

동시에 시행되었다.여기서 임통치를 담당한 국가,즉 수임국(Mandatory

16)“TranscriptofPresidentBush’sRemarksontheEndofMajorCombatinIra

q”,NewYorkTimes,May2,2003.p.16.니얼퍼거슨,2003,『콜로서스:아메리

카 제국 흥망사』,김일 ‧강규형 역,21세기 북스,55쪽에서 재인용.

17)Matz,Nele,2005,“CivilizationandtheMandateUndertheLeagueofNationsas

OriginofTrusteeship”,MaxPlanckYearbookofUnitedNationsLaw,vol.9,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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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임통치국 임통치령

A단계
국 팔 스타인,이라크

랑스 시리아- 바논

B단계

국 카메룬,가나

랑스 바논,카메룬,가나

벨기에 르완다- 룬디

C단계
국 뉴기니,나우루,서남아 리카

일본 남태평양제도

표 1. 임통치 실시 지역

Power)의지 는 쟁 에해당지역을 령한국가가부여받았으며, 임통치

령들은다음의표에서볼수있듯 지주민의자치(self-governance)정도에

따라 A·B·C의 3단계로 분류되었다.18)이와 련한 차는 1919-20년 동안

주요연합국최고 원회(SupremeCouncilofthePrincipalAlliedPowers)가

비자치지역들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특정 수임국에 배정함으로써 마련되었다.

한실제 통치와 련한 감독은 상설 임통치 원회(PermanentMandates

Commission)를 심으로이루어져,각수임국은정기 으로해당지역의통치에

한보고를해야했다(Sayre,1948;Louis,1978).이같은일련의제도 조치들

은식민지혹은피 령하의비자치지역을 리하고그러한지역을통치하는

기존의 식민모국(colonialpower)들을 감독하기 한 것이었다.

리평화조약으로성립된베르사이유체제가2차 을 래한철 한실패작

으로사후재평가되면서,그주요기반이라할수있는 임통치 한오래된

식민주의의물질 , 토 기반을유지하고 쟁 새로이확보한지역들을

18)이 단계 구분을 차례로 살펴보면,먼 A단계는 수임국의 행정 조언과 지원을 토

로한다면독립국가로잠정 으로인정될수있는발 의정도를달성한곳으로,이

지역주민들에게는수임국과는다른국 이주어졌다.B·C단계에해당하는지역은주

민의 수 이 자치·독립에 아직도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임국의 개입이 이 졌고 주

민들에게 국 이 부여되지 않았다.자세한 논의는 Sayre,1948,Louis,1978을 참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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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권

이

토취득·

병합

국제법

주권 불인정

정‧ 약

유무
주요 특징

식민통치 O O O x 양자 계

보호통치 O O O O
양자 계,

보호 약

임통치 △ x △ O 주권 리

신탁통치 x x △ O
주권 리,

다자화-국제화

주 :카스텐 스탄(2008),랄 데(2009)참고하여 재구성.

표 2.지배 모델의 비교

포섭하려는정치 타 의산물에불과했다는지 이제기되어왔다(Hass,1953).

표 으로하스의경우유럽각국들이독일과터키가장악했던지역들에 한

국제연맹의감독기제를수용한동기를고찰한결과,국내정치진 에서식민지

정책과 련하여 통보수주의자들과자유주의,노동당간의타 을이끌어내고,

제국의무분별한확장을 방하면서동시에 연방을효율 으로유지하는등

략 ,정치 목 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지 한다(Hass,1953).

하지만 서양 식민지 통치의 역사에서 임통치가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볼

때,이는특정지역들을 리,운 하는데국제 체계를마련하고자했던유의미한

시도로 주목될 필요가 있다.즉,제1차 이후 식민지 문제가 강 국들이

후에 해결해야 할 긴박한 문제로 두된 이후 이를 ‘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라는새로이창출된방식으로해결하고자한것이다.이와

련,필리핀고등 무 과후일유엔신탁통치이사회의미국 표를지낸 랜시

스 B.세이어는 식민지 처리 문제의 해결책을 개별 국가(식민 모국)가 아닌

국제 차원에서찾도록하여식민지를국제기구나그 임을받은국가가 리하

게 한다는 을 들어,‘국제 책임성(internationalaccountability)’원칙이

처음 발 되었다고 지 한 바 있다(Sayre,1948).

더불어이러한해결방식은식민지통치체계와의변별성을보여주는지 이기도

하다.다음표에서처럼 임통치는식민통치와보호통치에서이어지는타국지배

의 과정으로부터 단 된 들을 지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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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식민지 통치는 (식민모국에 따라 상이한 방식을 보이나 반 으로)

경제 수탈과착취를통한 략물자공 을 심으로이루어지며이를용이하게

하기 한법 ,군사 장치들(국내법체계를통한식민지역통치, 토의강제취

득과병합,식민지역내억압 계질서강화등)을갖춘것이었다. 한보호통치

는기본 으로식민통치의연장선상에있지만보호국가와보호령(protectorate)

간의 조약에 근거하여 외교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보호국가의 승인 없이는

타 국가와의 외교를 지하도록 한다.

이와달리 임통치는주권과 토의착취보다는국제 리, 진 개선에

을둔것으로,타국지배와통치의시간 ·공간 한계를설정하 다는 에서

오래된 식민주의와 차이를 보인다.19)

1.2.‘신성한 신탁’이념의 형성

임통치제도의 기반 하에서 형성된 국제 리원칙의 통과 함께 짚고

넘어가야할지 은‘신탁’이라는개념과이를둘러싼이념 틀이어떠한사상

배경에서 발 되었는가 하는 이다.

신탁은말그 로‘탁자가자신의이익을 해수탁자에게믿고맡긴다’는

것을의미한다.이개념의역사 근원을찾아거슬러올라가면유럽의정치사상

통과마주하게된다(Ryan·Pungong,2000;Bain,2003;Deiwert,2004:773).

특히 국의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EdmundBurke)의 정치권력론은 한

19)물론 임통치제도에 잔존하는 식민주의 요소는 그것의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

었다.이는 제도의 실시 기간 동안 여러 측면에서 드러났는데,그 에서도 상설 임

통치 원회의 감독 권한이 강력하지 못했다는 ,A단계 지역과 달리 B·C단계에 해

당하는 지역은 직 병합(directannexation)과 크게 다르지 않은 통치 방식을 받

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리고 무엇보다 임통치지역의 정치경제 지 를 통치국

가로부터 분리하여 규정하지 못하고 양자 간의 속 계를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을 꼽을수 있다.자세한 논의는Matz,2005를참고하라.김학재 한 20

세기 부상한 자유주의 근 성의 단면을 임통치제도에서 살펴보고 있으나,그것

이 약소국모두에게정치 독립의 망을충족시켜주지못했다는 에서민족자결주

의의 차별 용을 비 한 바 있다.김학재,2013,“한국 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서울 사회학과 학원 박사학 논문.59-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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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신탁통치이념의 기본 형태

사회 는국가내에서나타나는정치지배와신탁의 상들을설명한바있다.

그에게있어신탁은 의민주주의사회에서‘표(representation)’을가능하게

하는조건이다.구체 으로 모든정치권력이나특권은엄격한의미에서신탁이며

책임을수반하는것으로합법 인존재가치를상실할때소멸한다는설명이다.

그에 따르면,특히 특정 지역구 주민들에 의해 표된 의회의원은 스스로의

‘성숙한 단’에 따라 지역구의 이익을보장할수 있도록그 책임을 부여받게

되며,만약 그 목 을 상실하거나 반 되는 행 를 할 때 신탁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사상 논의는 서구 사회가 팽창하고 토 확장이

가속화됨에따라비서구사회에 한제국의지배권문제로 환된다.이민족에

의한 제국주의 지배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과거의 토착지배보다

더욱무질서하고혼란스러운상태를야기하는것이라고정당화되면서,더이상

한국가내부의 표자-국민의 계가아니라서구사회-비서구사회의 계로

치된것이다.즉이는서구사회가비서구사회의통치 권한을‘합법 으로’

‘수탁’한다는 논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 으로 1940년 신탁통치구상에 반 된 신탁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의그림에서도식화한것과같이신탁통치국-(비자치지역의) 지주민-국제

공동체(유엔)간의 독특한 계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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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국제공동체는특정지역에이해 계를갖는단일국가나국가연합에게

그 지역의 통치 권한을 탁(trust)한다.그리하여이를 임받은통치주체는

지행정기구를매개로 지주민을지원,통치하되이들이임시행정에 차

참여할수있도록고무하여장기 으로독립과자치의역량을갖추도록한다.

이러한과정에서 유엔은통치의책임을맡은국가가식민지주민들에 하여

제시한정책,의무조항 방법등이 수되고있는지감시한다(구 열,1995).

이같은일련의 계방식과작동메커니즘은‘문명의신성한신탁(sacredtrust

ofcivilization)’이라는논리로받아들여졌다.이는 임통치제도의형성과정에서

민족국가로 인정되지 못한 약소국과 식민지국가의 지 문제가 붉어져 나온

이후,단일한유럽국가가아닌국가들의연합 는국제공동체가이들국가들을

진 으로문명화한다는 로그램(civilizingprogram)을설정하는경향이나

타나면서구체화된것이었다.즉비서구사회의탈식민화와근 발 을연계하

여 지주민들의이익을일정수 보장해야한다는것,더불어이들을‘교육’시키

고‘민주화’하여국제시스템에포섭될수있도록해야한다는 이지배논리로

확립된 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넬마츠는 임통치에서부터형성된서구 인식체계의기반

에는문명화된(civilized)사회와그 지않은(uncivilized)사회의명확한구분과

경계설정이자리하고있다는 을밝힌다.그에따르면서구식민지의기나긴

역사를통해구성된이러한경계에서‘민주화’의정도가주요한척도가되었다.

즉문명화의여부가민주 인통치의실천여부로 단되면서서구식민주주의

체계의 정당성이 당연시되었다는 것이다(Matz,2005:68-69).

2. 시 미국의 후질서기획과 신탁통치

그런데여기서주목해야할 은20세기 반형성된국제 책임성과신탁

이념을 실천 가능한 제도 형태로 정교화하는 데 있어 주도 인 역할을 한

행 자는미국이었다는사실이다. 임통치의제도 기반과신탁이념은2차

발발이후미국의 후기획에서주요골자로흡수,수용됨으로써구식민지



2장  신탁통치 상의  29

처리문제에 한 미국 해결방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이 과정에서 미국

루즈벨트행정부 후기획집단은유엔창설과신탁통치실 을둘러싼구체

이고실질 인논의과정을거쳐이를제도화하는데강력한지도력을발휘했다.

이와 련,신탁통치에 한기존의연구들 한 시에표방한미국의식민지

개 정책이제도의 기형성과정에커다란 향을미쳤다는 에 체로합의하

고 있다(Ryan·Pungong,2000,Louis,1978,구 열,2005,정용욱,1993).

이에 본 에서는 신탁통치기획으로 표 된 미국의 후질서 구상과 그에

내포된 문제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1.구 식민지 처리문제에 한 미국의 일반 방침

2차 이후의시기가그이 과변별되는 은구식민지처리문제를 후

세계질서의형성과연계하여논의했다는것,더불어이러한논의과정에서미국이

간기(戰間期)와달리 극 인역할을담당했다는것이다.당시 통령루즈벨

트(FranklinD.Roosevelt)와국무장 헐(CordellHull)을포함한 시지도자들

은 쟁의원인이평화를유지하기 한강 국들간노력의실패에서연유한다는

인식을바탕으로 후의질서가새로운평화 안보체제를기반으로해야한다는

을주문했다.이러한논의과정에서강 국들이해결해야할긴박한과제의

하나로유럽의제국주의 식민지배문제가 두하 으며,이를 체할수있는

종속지역 리방안에 한구체 인작업이진행되었다(정용욱,1993,Louis,

1978).특히 루즈벨트는 기존의 제국주의에 한 수동 지지 노선을 버리고

독자 인반(反)제국주의 정책을지향하는등의정책방향을표방했다(이주천,

1998:224).

시에루즈벨트 행정부가식민지주권회복의 통을 한차례발 시키는

과정은기본 으로연합국들과의 계속에서이루어진것이었다.그시발 이라

할 수 있는 ‘서양헌장(AtlanticCharter)’은 1941년 8월 국 수상 스턴

처칠과미국 통령루즈벨트가 서양에서 만나 후의 세계질서에 하여

8개조의평화조항으로된구상을발표한것으로,선언 본연구와 련하여

주목되는 조항은 다음의 세가지이다.① 양국은 토확장을원하지않는다.

② 련주민들의자유의지에의거하지않는 토변경을인정하지않는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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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의한정치체제의자유로운선택권을존 하고강탈된주권 자치권의

반환을 희망한다.

이처럼‘토불확 (NoTerritorialAggrandizement)’와정부형태의자유로

운 선택을 보장하는 서양 선언의 식민지 조항은 이후 1942년 1월 ‘연합국

공동선언(DeclarationbyUnitedNations)’으로구체화된다.여기서연합국들은

모든국가가그국경선내에서공포와결핍으로부터해방되어안 하게살아가기

한평화체제를구축한다는정신을명시하 다.더나아가훗날유엔의기 가

된1943년3월‘민족독립에 한연합국공동선언(DeclarationbytheUnited

NationsonNationalDependence)’은식민지처리에 하여상당히 진 인

내용을담고있었으며, 국이수락한 서양헌장의범 를넘어선세계헌장

(WorldCharter)에 하는것이었다(구 열,1995).20)이선언에서미국은독립

을열망하는인민들에게독립국가의지 를가질수있는자격을부여하는것이

모든 유엔 회원국의 책임이라고 규정한다.

이같은 외 인여론 합의형성과정에서루즈벨트 통령은처칠수상과

립각을세우면서까지자신의 극 인식민지개 의지를보이기도했다21).

20)본선언이공표된이후헐국무장 은선언문을루즈벨트 통령에게 달하면서이

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연합국은 자유,독립,인권,정의의 수호를 한 이

러한 쟁에서 완 한 승리를 공언했다.이는 처칠 수상과 루즈벨트 통령이 마련한

서양헌장의 원칙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같다.선언문에헌장의 원칙을수

용함으로써연합국은자립의권리를강제로박탈당한국가들의독립을수호해야하며

이들 국가 내 국민들의 독립 열망을 존 한다는결의를 보 고,이러한 노력이 곧 새

로운 세계안보 체제의창출과유지를 한 것임을밝혔다.”MemorandumByCor

dellHullForthePresident,March9,1943.(Notter,HarleyA.,PostwarForeig

nPolicyPreparation1939-1945,DepartmentofStatepublication,1949.pp.470

-471.)

21)일례로,1943년 반 루즈벨트 통령이 국 식민지 감비아(Gambia)를 방문한

이 있는데,이곳에서 감비아인들이 ‘가축보다 더 심하게 다 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

은이후 국의식민통치에 한반 의목소리를높이기시작했다고한다.이경험은

곧 그의 신탁통치구상을 표방하는계기가되기도했다.이와 련한 자세한설명은 R

yan,David&Pungong,Victor,2000,TheUnitedStatesandDeclonization:P

owerandFreedom,PalgraveMacmillan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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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킴벌은1943년카이로회담과정에서루즈벨트의발언을다음과같이

인용한 바 있다.

“(처칠수상에게) 국은400년동안 속까지팽창본능을내재해왔기

때문에,한국가가다른지역을차지할능력이있음에도어떻게그리하지

않을수있는지를 이해하지못한다.(하지만)이제세계사에‘새로운

시기’가 도래했고, 국은 이에 응해야만 할 것이다22).”

루즈벨트의이발언에서‘새로운시기’를상징하는것은바로국제 신탁통치구

상이었다.다수의역사학자들에따르면,그는1942년 반부터유럽식민제국들이

독립국가들의연합과신탁통치지역들로 체되어야하고,이를체계 으로 리

할 새로운 기구를 수립해야 함을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Orders,2000).

표 인 로6월소련외무상인뱌체슬라 몰로토 에게 후평화정착에

한그의 비 인고찰을소개한부분을보면,미···소가강 국동맹을

이루어 후국제 안정성을보장하는‘네명의경찰 (fourpolicemen)’으로

기능하며,이를기반으로식민지역들이자치혹은독립을 한국제신탁통치제도

의지원을받음으로써평화를향한 망이상당히개선될것이라고주장한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그가계획했던국제 신탁통치구상은사실상 시연합국의식민지를

포함한 세계모든식민지를 상으로하 다는 에서이 의 임통치제도와

변별된다고할수있다. 임통치제도가독일과터키등패 국의식민지들을

처리 리하는것이었다면,루즈벨트는이로부터보다발 되고확 된 토

리체제를확립하고자했던것이다.이는 서양헌장에서표방했던바와같이

토불확 와 식민지 제도 개 의 기치를 세계 모든 식민지에 한 일반

방침으로 용23)하고강 국들이차후동의할수있는국제 차를창출하려는

22)Kimball,Warren,1996,TheJuggler:FranklinRooseveltasWartimeStates

man.Princeton,NJ,p.66.

23)카이로회담 비를 한백악 회의의 기록을살펴본정용욱은“신탁통치안의가능

성을 매우 강조하고 이를 모든 종류의 상황에 폭넓게 용해야 한다.[...]여러 가지

상이한 신탁통치안을 식민지역에 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루즈벨트의발언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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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그 에서도신탁통치 상지역으로언 되었던지역들은1차 이후 임통

치하에있는지역에서부터 국인이탈리아·일본의식민지 임통치령이었고,

이에더하여 국식민지인싱가포르와 랑스식민지인인도차이나24)와티모르

(Timor),포르투갈의 식민지 등이 포함되었다.

2.2.국무부의 후 계획 입안 구체화

한편 후식민지처리방침으로신탁통치구상이체계화되는과정에있어루즈

벨트 통령의 개인 인 의지만이 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그와 동시에,

미국내부의 후기획집단수 에서도신탁통치구상을둘러싼원론 ·실무 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25)

목했다.이를 통해 그는 어도 기 구상단계에서는 신탁통치안을 식민종속지역에

무차별 으로 용시킬것을원칙으로 했다는 을지 했다.정용욱,1993,36-37쪽.

24)인도차이나의 경우,카이로회담에서 루즈벨트는 이를 랑스로 반환해서는 안 되며

국제신탁통치를받아야한다고장개석에게말한 바있다.Roosevelt,Elloit,1946,As

HeSawIt,NewYork,p.75.인도차이나 신탁통치 문제에 한자세한논의는 Hes

s,GaryR.,1972,“FranklinRooseveltandIndochina”,TheJournalofAmerican

History,vol.59,no.2.;Bradley,Mark,2006,“FranklinRoosevelt,Trusteeshipan

dUSExceptionalism:ReconsideringtheAmericanVisionofPostcolonialViet

nam”,ACompaniontotheVietnamWar,(eds.)Young,MarilynB.&Buzzan

co,Robert,Oxford:Blackwell.에서 확인할 수 있다.특히 래들리는 1943년 6월

태평양 쟁 원회의 기록에 한 분석을 통해 루즈벨트의 ( )인도차이나 인식을

드러내고자 했다.그에 따르면 루즈벨트는 식민통치 자체에 한 반 감정보다는

랑스가 식민모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인식에 기반 하여 미국이

인도차이나에 한신탁통치국이되는 방식을 구상했다고 한다.여기서 인도차이나는

미국 통치이 의 필리핀과 비유됨으로써,미국식 체제에“우호 인 동화(benevolent

assimilation)”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간주되었다.Bradley,Mark,2006,pp.132-133.

25)앞서서론에서 언 한바와같이 미국의신탁통치정책에 한기존의 연구들은 부

분 한반도 신탁통치구상에 국한하여 그에 내포된 정치군사 략을 해석해왔으며,

이를 미·소 분할 령 군정통치와연계하여설명하는 과정에서매우 임시 이고과

도기 인 정책 처방으로 간주해왔다.하지만 한반도 신탁통치구상 한 당시 연합국

들이 구상하던 후 처리 문제,즉 유엔 창설,연합국 간 조체제, 토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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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 주요 담당기구 비고

구상·논의 단계

(1942.2-43.8)

자문 원회 산하

정치소 원회,

토소 원회

각 지역별 해결원칙 기 에 한 검토

이를 한 구체 인 조사-연구

정책·비 단계

(1943.8-45.1)

후계획 원회,

개별 지역 원회

세부 인 정책방침의 설정

군부와의 의 필요성 증

정책결정 단계

(1945.3-)
삼부조정 원회

부처 간 의를 통한 개별 실무사안 검토

지역별 정책의 결정

주 :정용욱(2003)에서 재구성.

표 3.미국 국무부의 후 기획기구의 발 과정

후 외정책입안을담당한국무부내에서는1940년1월‘후 외정책에

한자문 원회(TheAdvisoryCommitteeonPostwarForeignPolicy)’가

구성되면서연합국 시회담 비와 일반 지침 마련등의역할을수행하기

시작했다.자문 원회산하에다양한소 원회와 조사연구부서가설립되면서

후정책구상의발 이이루어졌으며,이러한일련의과정은다음과같이3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정용욱,1993:23-28).

먼 1942년 반 후국무부산하 후외교정책자문 원회내에서신탁통치

문제를주로다룬정치소 원회(SubcommitteeonPoliticalProblems)와패

국의 토등국경선분쟁을다룬 토소 원회(SubcommitteeonTerritorial

Problems)가과거동맹이나세력균형과같은 실주의 방식이아니라강 국들

간의 조체제를기반으로한새로운 리체계인유엔을통해구식민지의독립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을계획했다.이후 시기획작업은 체로1943년 반을

식민지제도개 등 지구 으로 요한안건들과연계된것이었고,이들을다루는

데 있어 미국은 보다 확장되고 넓은 범 에서 원론 인 논의 수 을 넘어 세부 인

사항들에 한 실무 작업을 진행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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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으로일반 원칙과지역별정책을구상하고검토한1단계와그에입각하여

세부 인정책과제를설정하고이와연 된사안들을조사·분석하는2단계로

구분될수있다. 자의경우자문 원회산하에정치소 원회와 토소 원회

등다수의 문 원회가 심 인역할을수행했고,그하부조직으로정치조사부

와 경제조사부 등 연구기 이 존재했다.

이후 1944년 1월 국무부의 조직이 개편,확 되고 2월 ‘후계획 원회

(Post-WarProgramsCommittee)’가설립됨에따라정책요강에 한세부 인

실 방안을논의·비하는단계로발 한다(정용욱,1993:27).이과정에서국무

부 후기획조직들은군사 령 군정수립과같은군사안보 사안과 련하여

군부와의 의를모색하게되었고,그결과1944년11월실무수 에서군부와

국무부의정책조정을담당하는국무·육군·해군삼부조정 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Committee;이하‘삼부조정 원회’)가설립되었다(정용욱,1993;

이완범,2001;신복룡,2006;박찬표,2007).

그 다면이와같은단계 인조직변화를염두에두면서이과정에서생산된

실제 정책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자.아래의 두 인용문은 식민종속지역과

신탁통치를주제로한실무보고서로정책 목표와세부통치방식을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Ⅰ.일반 정책

1.유엔회원국은근 세계의환경과조건속에서살아가지못하는인민들의

지역에 한행정의책임을지니고있는바,국제공동체내에서이들지역의주민들의

복지를최 한증진하는것,그리고다음과같은궁극 인목표를실 하는것이

‘문명의신성한신탁(sacredtrustofcivilization)’이라는일반원칙을수용한다.

그것은 (a) 련된인민들의경제사회 향상을보장하고,(b)각지역의다양한

상황에맞는형태로자치를 진시키며,(c)더나아가국제평화와안보를발 시키

는 것이다.

2.회원국들은이조항이 용되는지역에 한정책이,그본국지역에 한

정책과마찬가지로세계의다른지역의이익과복지가 히고려되는가운데에,

사회 ,경제 상업 사항에 하여선린주의(good-neighborness)의일반원

칙에 기 하여야 한다는 에 한 동의한다.26)

26)ProposedWorkingPaperforChapteronDependentTerritoriesandArrang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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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탁통치의)범 와 목

1)국제기구는(a)베르사유조약과로잔조약에의거하여주요연합국27)과일반

연합국(principalalliedandassociatedpowers)의권리,권한,이해 계와,1919년

구식민모국으로부터분리된비자치지역에 한연맹규약에근거하여국제연맹의

권리와의무를 수하고,(b) 국으로부터분리될특정한지역들에 한권한을

확보하는목 에서국제신탁통치제도를확립해야한다.이체제는회원국의요청에

따라어떠한지역으로든지확 용될수있다.이탈리아와일본은평화정착의

조항에따라 임통치지역에 한그들의모든권리,권한,이해 계를양도해야

할 것이다.

2.구조와 구성

1)신탁통치의 의무는 총회에 귀속되어야 하며,신탁통치지역에서의 실천은

신탁통치이사회와 리기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2)신탁통치이사회는 (a) 리국가와 (b)총회가 정기 으로 지명하는 다른

국가들에서동일한비율로선정된,특별한능력을가진인원들로구성되어야한다.

3)신탁통치지역에서 리기구(administeringauthority)는특별히구성된국제

행정기구(internationaladministration)이어야 한다.28)

상기한인용에서나타나듯이미국은‘문명의신성한신탁’과국제연맹의기치를

신탁통치제도에수용,흡수하여이를 국으로부터분리될지역을포함한식민종

속지역에 실천해야 한다는 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국무부의 방침은 한육군부와해군부의 일정한합의를 제로한

것이었다.<국제 신탁통치(InternationalTrusteeship)>라는제목의1945년

entsforInternationalTrusteeship,May15,1945.(Notter,HarleyA.,Postwar

ForeignPolicyPreparation1939-1945,DepartmentofStatepublication,1949.

pp.688-689.)

27)미국,일본, 랑스, 국,이탈리아5개국이었으나 미국이조약을 비 하지못하여 4

개국이 되었다.베르사유 조약은 우드로 슨 통령의 ‘평화원칙’에 의해 제창되어

국제연맹이라는 기구를 출범한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당시 공화당이 다수를

이루었던 미 상원의 반 로미국의 가입이이루어지지 않았다.이는 슨주의의정치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간주되어왔다.

28)ArrangementsforTerritorialTrusteeships,July6,1944.(Notter,HarleyA.,P

ostwarForeignPolicyPreparation1939-1945,DepartmentofStatepublicatio

n,1949.pp.6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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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SWNCC27보고서는 이 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SWNCC27

합동참모본부는1944년12월30일자국무부장 의서신을재차검토한바,군사

에서신탁통치논의에 한아무런이견이없다는의견을 달했다.[...]육군부와

해군부는군사 ,정치 측면을포 하고있는이것(신탁통치)이다른 덤바턴옥스

회담국(otherDumbartonOakspowers)과의논의를 한기 가될수있다는생각을

바탕으로,가능한한빠른시일내에이를정식화하려는(국무부의)노력이합당하다는

에 동의하는 바이다.만약 미국이나 여타 주요 강 국들이 안보기지(security

outposts)를직 으로확보(acquisitions)할수없다면,다수의합의국들의이해 계

를보장할 수있는일종의신탁통치형태(atypeoftrusteeship)를포 한제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9)

아울러,이에따라구체화된신탁통치의작동방식은3단계의 리체제를상정하

고있다.다음의그림에서와같이미국이고안한신탁통치제도는해당지역의

행정을담당할행정기구,해당지역에이해 계를갖는강 국과주변국으로이루

어질지역별감독이사회 는 원회,마지막으로신탁통치지역의시정을감독할

유엔으로 이루어지는 3단계 리체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림 3.미국이 구상한 국제 신탁통치의 작동방식 

29)물론이 시 에서표 된육군부와 해군부의 입장은 신탁통치에 한 총론 측면에서의

동의로 단되며,신탁통치 용 지역과 그 방식 등 구체 인 사항에 해서는 국무부 입

장과 결을달리하는 이 나타난다.이는특히 차후의 상황 개에따라 더욱 가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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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먼 유엔은신탁통치이념과‘국제 책임성’원칙을통해정식화된

것처럼구식민지에 한신탁자와같은특별한책임을담당한다. 한신탁통치의

행정과감독을담당할유엔기구(internationaltrusteeshipadministration)로

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council)의설립이요청되었다.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지역에 지 문가들을민간고등 무 (civilianhighcommissioner)

의자격으로임명하여 지행정기구구성의투명성을높일뿐아니라,궁극

독립을 해 제시된 정책,의무조항 방법 등이 수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다른축에서는식민지모국과주변 련국들의역할이‘지역 의체

(RegionalSupervisoryCouncil)’라는틀로규정되었는데,여기서우리는신탁통

치구상에내포된세력균형의원칙을확인할수있다.30)식민지가독립을달성하기

해서는식민지를직 책임지고있는국가와이들지역문제에상당한이해 계

를보유한국가들간에지속 인 의와 력이필요한바,이를 한효과 인

수단을제공하기 해각지역마다3-5개의 련국들이 정을체결하여일종의

원회(Commission)를구성한다는것이었다.이는단일한국가가특정지역의

배타 지배를 존속해왔던 기존의 식민통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주변 국가

간의권력균형을일정정도유지하고신탁통치종결 독립방식을둘러싼합리

인 조정 차를 마련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다음으로 지행정기구(administrativeauthority)는신탁통치이사회에서

임명한민간고등 무 을포함하여,지역 의체에서선정한 표들로구성된다.

지의자치정부를곧바로형성하지못할것으로 상되는지역의경우,이와

같이유엔기구와지역 의체가공동설립한행정기구가 반 인 리와통치를

책임진다는 것이다.

30)이러한 지역 원회에 한 강조는 한반도 신탁통치구상에서도 반 되어 있다.한국

은일본으로부터빼앗은 토 의하나이며잠정 으로 국,소련,미국으로구성된

지역감독 의회가 담당하고 독립을 상하면서 아마도 국과의 한 경제 계

를갖는것으로처리방안을상정하고있었다.“MemorandumonInternationalTrus

teeship”,April15,1943.,FRUS,WashingtonandQuebec,1943,pp.720.(구 열,

1995,25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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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극동국스탠리혼벡의실무보고서에따르면이들은다음과같은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31)첫째,식민지 인민들에게 보호,격려,도덕

지원 물질 원조를제공하고이들이정치 ,경제 ,사회 ,교육 진보를

이룩하도록계속 인노력을기울이고,둘째,식민지주민 자격을갖춘인물을

지역정부기구각부처에최 한고용하여이들을훈련시키며,셋째,독립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설정한 각 단계에 합한 자치 정부 조치를 진 으로

이들에게허용한다(구 열,1995).이처럼 지행정기구의통치는기본 으로

민사행정의 과도 실시 진 인 행정권 이양에 심을 두고 있었다.

2.3.미국 주도의 국제 신탁통치구상에 한 해석

그 다면미국의국제신탁통치구상이갖는의미와그에반 된 략을어떻게

해석해야할까?앞서지 했듯이기존연구들은이를이상주의 통과 실주의

·략 고려로 구분하여 양자를 립시켜 해석해왔다.

먼 루즈벨트의개인 동기와문제의식에주목한연구들은신탁통치로구체

화된그의외교이념을 슨의이상주의 통에 치시킨다.그가 국, 랑스,

포르투갈등강 국에의한식민지배의병폐를문제삼았던사례를언 하면서

식민지 인민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했던 의지를 강조해왔던 것이다.그리하여

이러한연구들은이같은외교이념을‘자유주의 이상주의(liberalidealism)’이

라규정하면서이것이2차 기미국의반(反)식민주의 기치를이해하는

열쇠라고 바라본다.

한편신탁통치구상에깔린안보·략 이해 계에주목한 실주의 의

연구들은특정한 토를둘러싼국제정치 분쟁을구조 으로 방하고 후

미국주도의세계안보환경을조성하는목 에서신탁통치를이해하고있다.이는

과거제국주의 체제의 해체를 통해 국제정치에서 구식민지들에 한 미국의

경제 근 권한을 자유로이 한다는 것,특히 그 에서도 동아시아에 한

정치군사 ,경제 이익을 확보하기 한 방편이었음을 지 한다.

하지만여기서무엇보다 요한 은미국의‘주도권’이라고했을때이주도권이

31)U.S.DraftofaDeclarationbytheUnitedNationsonNationalIndependence,

March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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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의미를 살펴 야 한다는 것이다.새로운 방식의 주도권,즉 헤게모니를

창출한다는것은 지구를포 하는‘지역(GrandArea)’에미국주도의통합된

세계질서를건설하고이를안 하게유지할새로운국제기구와장치를마련한다

는것을의미했다(정용욱,1993:29-34).이러한문제의식에서신탁통치는유엔으

로하여 식민지를 리,운 하도록하고그것을미국의헤게모니와 향권

내에두도록하는 후의국제질서구상을반 하는것이었다(이주천,1998:235).

이 듯 후세계에서신탁통치가갖는 략 의미란상당히포 인것이며,

따라서이상주의 통과 실주의 고려 어느한축만을선택하여해석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음으로,이러한생각의연장선상에서기존의이러한연구들이미국이염두에

두었던신탁통치의구체 인작동방식에 한논의를충분히보여주지못한다는

을생각해볼수있다.신탁통치기획을담당하는국제기구를창설함과동시에

특정 식민지의 리를 한 지역 의체를 4 강 국 주로 구성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에서 해석될 수 있을까?

이는 무엇보다 자유주의 헤게모니와 기존의 국가 간 세력균형(balanceof

power)원칙을결합시켜야한다는강력한문제의식을반 한다고볼수있다.

신탁통치의기제를마련함으로써 지사회에 한개입의권한과의무를 련

국가들이연합된(allied)방식을 실화한다는것은,연합국간동맹 계를 후에

도 유지하고 잠재 인 분쟁의 소지를 억지한다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신탁통치기획이구식민지,즉종속지역과의 계에있어서함축하

고있었던 략을고찰해볼필요가있다.다시말해서,신탁통치가이상주의 ,

실정치 측면뿐만아니라구식민모국들과의 계를조정하고종속국주민들

의 진 인민족주의운동을제어하는등 략 차원의의도를담고있었다는

이주목되어야한다.정용욱의지 처럼국무부산하의 후정책입안자들은

신탁통치 원리를 세계 모든 식민지와 종속지역에 범하게 용하겠다는

것에상당한합의가이루어졌으나,이과정에서이 의 임통치제도로는 진

인민족주의운동을완화할수없다는문제의식도커다란원인으로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정용욱,1993:26).

이와 련하여존덜 스(JohnF.Dulles)의회고를다음과같이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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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제2차 이종말에가까워졌을때,일 정치 문제가식민지

논쟁으로부터시작되었다.만일서구국가가식민주의에 한 상유지를

속화시킬계획을가졌다면,그로인해불가피한폭력 명이발발되었을

것이며,그 패배도 한 불가피하게 되었을 것이다.식민 정책이 성공할

수있는유일한방법은7억인구에달하는종속지역주민들이좀더발 할

수 있는 평화 독립 국가를 수립하여 주는 데 있었다.32)

즉1,2차세계 을계기로크게고양된민족주의 항을 히수용하는

방안으로제시된신탁통치는식민지주민의복리를증진시킨다는도덕성을강조

함으로써타민족지배에따른정당성의 기를완화시키는효과를지향했다는

것이다(구 열,1995:242).더불어식민지의조속한독립과식민지배의완 한

해체가아니라식민지를국제기구나그 임을받은국가가 리하도록한시도는

구 식민모국들의 욕망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모든

국가들이 식민지에 자유롭게 근할 수 있도록 하기 함이었다.

단일한유럽국가가아닌국가들의 연합 는 국제공동체가 이들국가들을

진 으로문명화한다는 로그램(civilizingprogram)을설정하는경향이나

타나면서구체화된것이었다.즉비서구사회의탈식민화와근 발 을연계하

여 지주민들의이익을일정수 보장해야한다는것,더불어이들을‘교육’시키

고‘민주화’하여국제시스템에포섭될수있도록해야한다는 이지배논리로

확립된것이다.더불어이는장기 으로 지사회가자유주의헤게모니에우호

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결론 으로,식민지통치의방식을 후진 (backward),착취 (exploitative),

비민주 (undemocratic)으로규정한미국의국제신탁통치구상은보다많은정

당성이확보될수있는방식으로 지사회를통치,개조하려는장기 인 로젝트

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32)존 덜 스,1959,『 쟁과 평화』,한규종 역,서울:문교부 번역도서,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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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미·소 조 계의 형성과 소련의 ‘후견(tutelage)’구상

미국은 후계획의평화 실 을 해서는강력한잠재 경쟁자인소련을

조체제의일원으로포함시키려는것을기본정책으로설정하고있었다.국제주

의로표 된자유주의헤게모니는군사력이나정치 편의주의이상으로미소

계를 결속시킨 토 가 되었다.특히 루즈벨트 통령이나 헐 국무장 등은

미소 간의 진정한 이해와 조가 단순히 권력정치 인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종 후국제주의 이상을공유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이 가능성이

충분히존재한다고믿었다.이같은경향은특히1944년후반기이후 후체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각된다(구 열,1995).

미소간의이러한의견일치는1942년워싱턴에서열린소련외무상몰로토 와

미 통령루즈벨트의회담에서처음표면화되었다.여기서루즈벨트는국제연맹

의 임통치제도를 뛰어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동맹국들에게 략 으로

요한모든식민지 지역에 한 순수하고 단순한 국제화를 주장했다.3-5개

동맹국으로구성된지역 의회형식의 원회를구성하고그것이 지임시기구

를매개로실제행정에개입해야한다는것이었다.이와함께루즈벨트는일본

임통치령을 병합할 의도가 없으며,그것들이 국제 통제를 받기를 기꺼이

원한다고 언 하기도 했다(Louis,2007:354-357).

이에 해소련은신탁통치구상에동의하고그것의실 을 해미국을지원할

의사가있음을밝힘으로써미국의 후구상에고무 인태도를취했다(안소 ,

2010:181-182).이후소련은이탈리아식민지의경우를언 하면서유엔신탁통치

구상이 실화될경우이에근거하여그지역들에 한주요강 국의 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을 밝힌 바 있다(구 열,1995).33)

한편한반도신탁통치구상에있어서도소련은한국인들의독립능력미비를

근거로 체 으로동의하고이러한입장을 시회담과외교경로를통해내비쳤

33)후술하겠으나,국제연합창설을결정한샌 란시스코회의에서소련은구식민지 토등

을 상으로한국제신탁통치체제의창설에원칙 으로동의하 다.이는소련이신탁통

치실시에가담할것이라는 을재차확인하는것이었고,신탁통치의내용과성격을합

의하는문제를차후의과제로남겨두었다.이에 한자세한논의는기 서,2014,40쪽을

참고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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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령1943년테헤란회담에서스탈린은한국의신탁통치에 해확약을내릴

수없으나카이로에서합의된연합국의공동선언을승인하 다.여기서스탈린은

‘한국은마땅히독립되어야한다’는소감을피력하면서도,다른한편으로“한국인

은 아직 독립정부를 ,유지할 능력이 없으며 40년간 신탁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루즈벨트의의견에 으로동의를표했다(이주천,1998:236).이후

루즈벨트의회고에의하면1944년1월12일태평양 쟁 원회회의에서스탈린이

한국에 한신탁통치필요성에동의하 다고 해진다(정용욱,2001:25-26).

이에따라미국은한국문제에 소련이 조 인자세로참여할것이라는 에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게 되었다.34)

이러한 소련의 입장에 하여 지 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무엇보다 시와종 직후미국의국제신탁통치구상에 한소련의 보다는

냉 기 동구권에 한 성국가화 정책과 주변 제3세계의 주권문제 등과

같이주로냉 사의 에서이를해석해왔을뿐이다.그럼에도쵸두리,구 열과

기 서의 연구는 이에 주목하여 소련의 세계 략 구상을 분석해왔다.

먼 쵸두리는 미국과 소련이양국 간이데올로기 차이에도 불구하고구

유럽강 국의해체를동시에지향하고있었다는 에서신탁통치기획에 한

의견일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이러한 공통된 인식에 근거하여 1942년

반부터식민지문제를어떠한방식으로해결해나갈수있을지를양자간 화를

통해 논의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Chowduri,1964).

이어구 열은신탁통치에 한소련의 을다음과같이해석한다.그에

따르면이러한소련의 근방식이반제국주의 민족해방이념이나 진주의

명 사상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35)

34)루즈벨트 통령,스테티니우스국무장 ,홉킨스보좌 등미국의 시지도자들은194

5년2월얄타회담까지는소련이미국에 조 이었다고평가했다.미국의여론도이시기

까지연합국들간의 조에있어장애가된것은소련이아니라 국으로간주했다.Gad

dis,164쪽참고.

35)구 열은신탁통치에 한이러한동의는민족과독립에 한 닌주의 원칙으로부터

이탈한것이라고바라본다.처음부터소련이 외 계에서민족의자결권과독립의존

으로요약되는 닌주의의원칙을표명하 음에도,일정부분이원칙으로부터의이탈을

용인하는것이었다는설명이다.더욱이여기에자국의 극 인참여의지를표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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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후처리구상은 시의 박한상황속에서국가이익,세력균형,안보

등 형 인 실주의 국제 계 에기 한것이었으며서양식민통치의역사

에서발 된신탁통치제도의이념을별다른비 없이수용하고있었다(구 열,

1995:234).특히후진 인종속지역주민들이독립을이루도록그들에게근

체계를훈련,교육한다는발상에서미국과소련이동일한입장을 제하고있었다

는 을 지 한다(구 열,1995:236).

반면소련사연구자인기 서의최근연구는이와상이한논의를펼친다.그는

1945년2월얄타회담이후미국과소련이신탁통치실시를기정사실화한것은

결코부인할수없지만양국이신탁통치를이해하는방식은처음부터달랐음을

인식해야한다고지 한다.애 미국측이 후식민지 종속국에 해신탁통치

실시를 제기했을 때 소련은 이 용어를 신탁통치(trusteeship)혹은 보호통치

(protectorate)가아니라후견(opeka/tutelage)으로번역하여사용하 다(기

서,2014:36).36)

이것은 미국 측이 제시하는 신탁통치 개념을 그 로 수용하지 않고,이를

자국의방식으로재해석하 음을보여 다.이시기에소련이후견이란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후 식민지 처리 문제에서 미국

측과 근 방식을 달리하겠다는 의도를 미리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특히신탁통치의목표에있어서는오히려미국보다더욱 향 이고진보 인

입장을보 다. 시기간 소련은식민지청산문제에서 국, 랑스와 립했을

뿐 아니라 신탁통치의 궁극 목표에 있어서도 ‘자치를 향한 진 인 발

(progressivedevelopmenttowardself-government)’이라는모호한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독립(independence)’으로규정할것을주장했다(김학재,2013).

보다구체 으로,스탈린은“후견이임시 성격을지니며그것은자결권과독립

달성을 한조건을 비해야한다”거나그것이식민화가 아닌“독립을향한

단계”라고 함으로써 신탁통치에 한 구상이 미‧ 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써소련의국가이익이이데올로기 원칙의실 보다더 요하다는것을보여주었다고

지 한다.

36)최상룡의연구 한미국의국제신탁과소련의후견개념간에정치 ·법 의미의차이

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다.최상룡,1988,『미군정과 한국 민족주의』,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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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이러한측면에서소련은제국주의 인구시 국제질서의청산에더욱

극 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소련의 ‘후견’개념에 반 된 소련의 세계 략

구상이미국의신탁통치구상과의비교에서나타내는공통 과차이 을보다

심화된연구로살펴볼필요가있다.무엇보다후견개념에서소련이강조하고자

했던것은 시연합국간 조체제의일원으로참여했음에도 후기획에있어

극 인구식민지독립의지를지지하는등의상이한노선을지향한다는것이라

할수있다.이러한 은 서방 계에서이념 ,도덕 우 를확보할수

있다는 단과동시에,독립의 단계로서의신탁통치를통해 지사회에서

친소정치세력을확보,육성하며나아가소련에우호 인정부수립에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인식이 반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연구에서는이와 련하여자료의한계등의문제로본격 인해석을더할

수없으나,신탁통치와구분되는후견구상이이후냉 기동구권의 성국가화

정책으로 이어지는 매개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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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제 신탁통치구상의 개와 한반도 문제

이번장에서는 쟁이종결되고유엔이창설되는등복잡다단하고혼란스러운

1945-46년의 시기를 으로 다룬다.무엇보다 이 시기는 구상 단계로만

존재했던신탁통치방침이연합국들사이에서 실 이고당면한문제로논의되었

던기간으로,다양한논쟁과의견 립으로인하여당 기획된정책기조와방향이

일정한 변화를 겪게 되는 모습을 보인다.미국과의 시 력을 공고히 하기

해신탁통치이슈에 한직 으로회피해왔던 국은,구상에 한본격 인

논의가이어지면서‘국제주의 ’원칙을제어하려는태도를취하게된다.미국과

국간의 립은특히1945년4-6월샌 란시스코회의에서신탁통치지역의

용범 ,국제 리기구의형태 기능등세부 인사항을둘러싼논쟁으로

붉어지게 된다.

하지만구식민지처리의일반방침으로제안되었던신탁통치구상이본격 인

변화를겪게된것은유엔과신탁통치의효용성을‘실험’하는공간37)으로 두되었

던한반도정세가미·소분할 령에따라변동하면서부터 다. 국과 랑스

등구유럽강 국의압력이일부분신탁통치구상의변화에작용한것은사실이나,

신탁통치와 령의문제,미·소간냉 립과국제 리기제의 용문제가

수면 로 부상한 계기는 한반도 정세의 흐름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에 입각하여 이번 장에서는 미국의 국제 신탁통치안이 후

격한한국내정세변동 한반도주변정세의변화와어떻게조우하여 개되었

는지를살펴볼것이며,이를모스크바3상회의,남한의탁치정국에 한미국무부

의 응을 심으로 차례로 분석할 것이다.

37)포츠담회담에서미국은 한국이 세계기구(유엔)의 효용성에 한 시험 가 될것이라

는 반응을 보 다.구 열,1995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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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합국 간 상호작용과 갈등구조

1.1.구 유럽 강 국의 복귀 정책과의 충돌

시 국의외교정책은 쟁의승리와함께 후제국의유지라는두가지

목표에맞추어졌다(구 열,1995:135-136).미국과의 력이 쟁의승리에있어

으로필요했음에도불구하고 국의이해 계가걸려있는지역에서는

후에도 국의 향력이유지되어야한다는기조를확립38)함으로써미국의

후 체제 구상과 양립 불가능한 양상을 보 다.

이때문에신탁통치문제에서 국과미국의입장이서로상충되었던것은

불가피한일이었다(이주천,1998:234).미국은민족자결원칙과식민지의독립을

제로 한 신탁통치의 보편 용 원칙을 내세우며 유엔을 매개로 한 후

미국 국제질서를구상하 으나, 국은신탁통치제도가자국식민지의장래에

미칠 부정 인 향을 차단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1941년 8월 서양헌장

선언을 한논의에있어서처칠수상은민족자결원칙이나치즘의지배아래

있는유럽국가들을의미할뿐 국의식민지에는 용되지않는다는 을분명히

하고자 했다(유병용,1992:168,Louis,1978:123-124).

시에강력한동맹국이었던양국은더나아가1945년2월얄타회담에서극명한

의견차이를보 다.회담이 미국은이미신탁통치구상을 한 비작업을

지속해온상황이었으며,연합국의식민지에 한즉각 인국제신탁통치를실

하지못한다고하더라도식민지모국과해당지역의 련국들이식민지통치의

여러 측면에 해 력할 지역 의회를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일방 지배를

감독해야한다는입장을채택했다.39)곧이어미··소3개국지도자가한자리에

모인공식회담에서루즈벨트 통령이 쟁이후모든식민지를‘다국 신탁통치’

를 통해 궁극 으로 독립시킨다는 구상을 발표했다.이에 처칠 수상은 “내가

38)1차 으로는 일본에게 령당한 홍콩,싱가포르,말라야 등의 지역을 회복하는 것이

요하게 간주되었다.다음으로는 인도와 버마 등 동남아의 국령 보호가 요하며

이를 해서는인도차이나와인도네시아의 후처리그리고동아시아 체의안보체

제 구축 등이 국의 심사라고 지 했다.구 열,1995,143쪽 참고.

39)“MemorandumfortheSecretary– TrusteeshipandColonialProblems”,Jan.

18,1944,F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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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 유럽 강 국

용 상
연합국의 식민지를

포함한 일반 종속지역
연합국의 식민지 제외

통치 방식
국제 ·다국

(유엔 +지역 의체)

단독 통치

(단일 식민 모국)

국제기구의 권한
지 행정기구 구성,

과도행정 감독
의 자문

표 4.신탁통치에 한 미- 간 논의의 쟁

총리로있는 한 제국의 유산을한 치도포기하지않을 것”이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Louis,1978)40).

신탁통치구상에 한양국간논의에서주요하게나타나는세부쟁 은다음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신탁통치를 일반 식민지에 보편 으로 용할 것인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인통치방식에 해서도논쟁이일었다.앞서기술한것처럼미국의구상은

유엔과지역 의체를통하여국제 이면서동시에다국 인 리기구를구축하

여특정지역에 한자유로운 근권한을보장한다는것이었다.하지만 국의

입장은 리기구가 단일한 국가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경제

략 이해 계를갖는주변 련국들로 의회를구성한다고하더라도식민지

지역의통치책임은‘모국’이가져야한다는주장을 개한다(구 열,1995)이러한

40)참고로한반도 신탁통치 문제에 해서도 국은범세계 차원의 국가 ·제국 이

익이라는 틀에서 근했다. 국에게 있어 한반도는 인도,싱가포르,홍콩에 비해 상

으로 직 인 이해 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인식이 지배 이지만(정용욱,2

001:25),그럼에도불구하고 국이한반도신탁통치문제에 연할수없었다는것이

국의 딜 마 으며 이 이 미국과의 계에서 주목되어야 한다(신복룡,1994:38).

즉 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는 독자 인 해결을 모색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지만 국의 에서구상하는 후체제에서고려해야할 하나의 상이었다는

것이다.특히 식민성(ColonialOffice)은 한반도와같은 패 국 식민지의처리가 국

의 식민지문제를 처리하는 선례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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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미국의 안(왼쪽)과 국의 안(오른쪽)비교

입장은여 히종속지역주민에 한 리를강 국이직 통치방식으로수행하

되 국제사회나 기타 련국들은 의와 자문의 역할만을 담당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차이는 다음의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후식민지의처리를두고미국의이상주의 통과 국의 상유지

정책 간의 립을 넘어,근본 으로 후 세계의 헤게모니 쟁탈을 한 양국

간의 투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구 열,1995:140)41).

41)다른 한편 국은 국제 신탁통치의 방식이 소련의 향력을 확 하는 수단이 될

수있다는우려를표 하기도했다.이는소련의팽창으로인해 국의지배권이세계

곳곳에서 약화될 수 있으며,국제 ‧다국 신탁통치가이를 래할 기제가 될 수 있

다는 것이다.1945년 8월 9일 포츠담회담에서 소련과 국의 입장을 기록해놓은 미

외교문서 자료는 국의 이러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국의 정책 :

처칠은이탈리아구식민지에 한신탁통치행정에 소련을포함시킴으로써지 해와

아 리카에 소련의 향력을 확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한 국은 기존 임통치령을 신탁통치지역으로 환하는 논의에 해서도 동조하

지않았다.”“MemorandumbytheExecutiveSecretaryoftheCentralSecretaria

t(Yost)”,Aug9,1945.FRUS,1945.pp.63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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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유엔 헌장의 신탁통치조항을 둘러싼 논쟁과 그 결과

미국과구유럽강 국사이에서나타난의견 립은이후유엔헌장내신탁통치

조항을둘러싼논의에서다시 개된다.미국은 지구 권력기구인유엔

창설을 한1944년8-10월덤바턴옥스회의(DumbartonOaksConference)에

서1945년4-6월샌 란시스코회의(SanFranciscoConference)까지의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신탁통치구상의 공식화를 해 착수했다.

덤바턴옥스회의는유엔창설을 해개최된국제 비회의로,미국·소련·국

의3개국회의(1944년8월21일-9월28일)와미국·국·국의3개국회의(9월

29일-10월7일)가각각별도로열렸다.이회의에서결정된덤바턴옥스제안(일반

국제기구설립에 한제안)에는강 국의 조아래안 보장이사회를 심으

로 집단안 보장기능을발휘하려는 평화유지구상이 포함되어 있으며,이것은

후일유엔헌장의원안(原案)이된다.이회의에서유엔(TheUnitedNations)이

라는 새로운 명칭이 정해지기도 했다.

하지만덤바턴옥스회의에서연합국들이유엔헌장을논의하는과정에서서로

간의입장차이가붉어졌고,이는6개월이후구체 인신탁통치조항을공식화한

샌 란시스코회의에서도재연되었다.그 에서도가장큰차이는신탁통치구상

을식민지일반의문제해결원칙으로정립하려했던미국과이를반 한 국·랑

스간에발생했다. 술한바와같이 국은신탁통치구상이자국의식민지에

용되는것뿐아니라신탁의방식이단일국가의차원이아니라국제기구를

심으로 한다는 것에 반 했다.이는 랑스의 입장과 궤를 나란히 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샌 란시스코회의에서제안,작성된유엔헌장에서신탁통치와 련된부분은

<제11장비자치지역에 한선언>,<제12장국제신탁통치제도>,<제13장신탁

통치이사회>42)이다.후일미국의 후세계정책에 한고찰을내놓은존덜 스

(JohnDulles)국무장 은 이에 해 다음과 같이 언 한다.

42)외교부 유엔자료실 186번 유엔개황2013.1.

http://www.mofa.go.kr/trade/un/data/general/index.jsp?mofat=001&menu=m_30_60_20

/(검색일 :201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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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일종의 ‘인권 원회’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세계 기구가

식민지의주민에 한 심을표명하고,그리고이러한주민들로 하여

평화 으로자치정부로발 할수있도록원조하는그러한기구가필요하다

고생각하 다.[..]헌장제11장은(이러한)국제연합의근본정신과모든

종합 원칙을 규정하 다.43)”

덜 스가언 한<제11장>은앞장에서미국무부 후기획집단이 후신탁통

치를 둘러싼 일반 원칙을 확립했던 논리를 그 로 수용한 것으로,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주민이아직완 한자치를행할수있는상태에이르지못한지역의

시정(施政)의책임을지거나 는 그책임을맡는국제연합회원국은,그

지역주민의이익이가장 요하다는원칙을승인하고,그지역주민의복지를

이헌장에의하여확립된국제평화와안 의체제안에서최고도로증진시킬

의무와이를 하여다음을행할의무를문명의신성한신탁으로서수락한다.”

그러나<제12장>과<제13장>은크게세가지측면에서미국의원안과다른

방식으로성립되었다.첫째신탁통치 용지역과 련하여 국, 랑스의압력으

로인해모든식민지에 한일반 ·보편 용방침이채택되지않았다.즉

일반 식민지(ordinary colonies)와 국제 지 를 갖는 신탁지역(trust

territorieswithaninternationalstatus)이분리되어후자에 해서만신탁통치

의 리원칙을 용한다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한 이 과정에서 연합국의

식민지는 신탁통치의 용 상에서 제외되어 용 지역을1) 재 임통치

하에있는지역,2) 쟁의결과 국으로부터분리될지역,3) 리에책임을

지는국가가자발 으로신탁통치하에두는지역으로한정되었다(헌장제77조,

Louis,1978:512).그결과아시아의인도,싱가포르를비롯한 국식민지, 랑스

령인도차이나3개국,네덜란드령인도네시아등은모두그 상에서제외되었

다44).

43)덜 스,1959,59쪽.

44)우선 으로 국의 반 로 인해 국의식민지가 용 상에서 제외되었고,루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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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신탁통치를 담할국제기구인신탁통치이사회의권한문제와 련하

여, 임통치제도의상설 임통치 원회(PermanentMandatesCommission)

보다더욱구속력을갖는기 이될것인가의문제가존재했다.이에 한 국,

랑스의이견이제기되었으나,결론 으로는이사회의기능을1) 리기구가

제출하는 보고서를 검토,2)주민들의 청원을 수리하고 리기구와 의하여

이를심사,3)지역에 한정기 인시찰을실시등으로규정했다.하지만얄타회담

에서신탁통치 상국의결정은해당지역에이해 계를갖는국가들간의추후

약을통해해결한다고합의(김학재,2012:76)함에따라,각지역에 한신탁통

치조항 한 련국가들의합의에의해최종 으로결정되는것으로귀결되었다

(헌정 79조).이는 새로이 수립될 신탁통치이사회가 제한 인 권한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다른쟁 은신탁통치의목표와 련한문구의설정문제 다.

샌 란스시코회의에서 국과소련 표가반식민주의입장을분명히하면서

신탁통치의궁극 목 으로‘독립’이라는단어가들어가야한다고제안한반면,

국과 랑스 표는 ‘자치를 향한 진 인 발 ’이라는 용어를 내세웠다.

미국 표인헐국무장 은유럽문제에서 국과 랑스의 조가 으로

필요하다는 을상기하면서,이들의입장을부분 으로수용하여‘자치 는

독립을향한주민들의 진 발 ’이라는모호한문구를포함시켰다(헌장제76

조).그는‘자치’라는무제한 인개념에‘독립’도포함될수있다고해명하지만,

신탁통치 기의 구상에서 후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구 열,1995:253).

이상의논쟁들의결과,다음의표에서와같이신탁통치 련조항들이성립되었

다.이로써 1945년 유엔 헌장에 반 된 신탁통치에 한 합의는 국 등 구

식민모국들의권한에 한요구를부분 으로수용하고이를조정하는과정에서

트가한국과함께특별히모범사례로고려했던인도차이나도 랑스의반 에부딪쳤

으며,식민지 통치에서 최악의 사례로 꼽히던 포르투갈의 식민지도 최종 으로 제외

되었다.그 결과 열강들의 아 리카 식민지와 달리 국가,민족의식과 같은 오랜 역사

를 갖고 있는 동,아시아의 식민지들( 컨 인도, 키스탄,버마,인도차이나 등)

은 식민지 모국과의 구체 인 계에서 즉 상이나 쟁을 통해 독립이 허용되거나

이를 쟁취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구 열,1995,236-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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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제12장 국제신탁통치제도

제75조

국제연합은차후의개별 정에의하여이제도하에놓일지역의 리

감독을 하여국제연합의권 아래국제신탁통치제도를확립한다.

이 지역은 이하 신탁통치 지역(trustterritories)이라고 칭한다.

제76조

헌장의제1조에규정된국제연합의목 에따라신탁통치제도의기본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a.국제평화와 안 을 증진하는 것.b.신탁통치지역 주민들의 정치 ,

경제 ,사회 교육 발 을 진하고,각지역 그주민들의특수한

사정과, 련된주민들이자유롭게표명한희망사항에 합하도록,그리고

각신탁통치 정의조항이규정하는바에따라,자치 는 독립을향한

주민들의 진 발 을 증진하는 것.

제77조

1.신탁통치제도는신탁통치 정에의하여이제도하에놓여질다음과

같은 범주의 지역에 용된다.

a. 재 임통치하에있는지역.b.제2차세계 의결과로 국으로

부터분리될지역.c. 리에책임을지는국가가자발 으로신탁통치

하에 두는 지역.2. 의 범주 내에서어떠한지역을어떠한 조건으로

신탁통치제도하에두게될것인가에 해서는차후의 정을통해정하도

록 한다.

제78조
국제연합회원국간의 계는주권평등원칙의존 에기 하므로신탁통

치제도는 국제연합 회원국이 된 지역에 하여는 용되지 않는다.

제79조

신탁통치제도하에놓일각지역에 한신탁통치의조항은,어떤변경이나

개정을포함해서,직 으로 계되는 국가에의해합의되며,제83조

제85조에규정된바에따라승인된다.여기서이직 으로 계되는

국가는국제연합회원국의 임통치하에있는지역의경우, 임통치국

(mandatorypower)을 포함한다.

표 5.유엔 헌장의 신탁통치 련 주요 조항 (강조는 필자)

반식민 요소를 내포했던 기구상에서다소후퇴한측면을나타낸다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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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신탁통치 정은각경우에있어신탁통치지역을 리하는조건을포함하

고,신탁통치지역의 리를수행할당국을지정한다.그러한당국을이하

리기구(administeringauthority)라 하며,1개혹은그 이상의 국가,

는 기구 자체일 수 있다.

제84조

신탁통치지역이국제평화와안 의유지에있어제역할을하는것을

보장하는것이 리기구의의무이다.이러한목 을 하여, 리기구는

이와 련하여지역 방 신탁통치지역안에서의법과질서의유지를

해서뿐아니라안 보장이사회에 해부담하는의무를이행함에있어,

신탁통치지역의지원군(volunteerforces),시설 원조를이용할수

있다.

제85조

1.신탁통치 정의조항과그변동 는개정의승인을포함하여,‘략지역’

으로지정되지않은모든지역에 한신탁통치 정과 련한국제연합의

역할은,총회(GeneralAssembly)가수행한다.2.총회의권 하에운 되

는 신탁통치이사회는 이러한 임무의 수행에 있어 총회를 보조한다.

제87조

총회와그권 하의신탁통치이사회는그임무를수행함에있어다음을

할것이다.a. 리기구가제출하는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b.청원을

수리(受理)하고 리기구와 의하여 이를 심사하는 것.c.때때로

각 신탁통치 지역에 리기구와 합의된 정기 인 시찰을 실시할 것.

d.신탁통치 정의 조항에 따라 이러한 조치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

하지만신탁통치조항의논쟁을 기구상의‘쇠퇴’로단정짓기이 에,다음의

사실을확인하고넘어갈필요가있다.이는미국이구유럽동맹국들의입장을

일부분수용하 다고하더라도,이시 에서그본래의구상이 격히보수화되었

다거나신탁통치를둘러싼논쟁이해소되었다고볼수는없다는 이다.이후

유엔총회회의와신탁통치이사회설립을 한 비 원회의자료,그리고미국의

련외교문서를살펴보면,신탁통치조항이확립된이후에도다양한측면에서

논의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45)본 연구에서는 구상의 보수화,

냉 변형의 상이완연하게일어난시 을1946년이후로설정하고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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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이에 한 본격 인 논의를 개진하기 이 에,국제 차원의 제도화 기간

동안한반도신탁통치문제가어떻게 개되었으며그것이 한어떠한측면에서

국제 구상의한계와딜 마를표출했는지를살펴볼것이다.특히한반도문제에

서는(기구상단계에서검토되지못했던) 령과임시행정,그리고신탁통치와

의 모순 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에 주목한다.

2.한반도 신탁통치문제의 개

앞서살펴보았듯이연이은국제회의를통해결정된국제신탁통치의 용 상

은1) 재 임통치하에있는지역,2) 쟁의결과 국으로부터분리될지역,

3) 리에 책임을 지는 국가가 자발 으로 신탁통치 하에 두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규정은 비단 구 식민지에 한 일반 처리방침으로부터 후퇴했다는

의미를넘어,두번째지역,즉패 국으로부터분리될지역에 한통치의문제가

쟁 종결과 함께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에서 한 의미를 지닌다.다시

말해이는미국의국제신탁통치구상이당 그목표로설정했던유럽제국주의체

제의개 해체와식민지독립이아닌,패 국식민지의 후처리와행정

문제에 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상의성격이 환되는과정에서한반도는패 국인일본으로부터분리되어야

할식민지의 표 인사례이자독립국가로의이행을 한안정 인정치경제

체계의형성이요구되는지역으로주목받았다.앞서언 한바와같이,포츠담회담

에서미국은한국이유엔의기능과효용성을검증할수있는시험 가될것이라는

인식을보인바있으며,당시국제신탁통치제도의형성시기가 일 이막바지로

45)한 로 존덜 스 당시미 국무장 은 샌 란시스코회의를 회고하면서 ‘직 으로

계되는 국가’의 규정에 한 쟁 을 주요하게 바라본다.그는 “신탁통치이사회가 구

성되었으나그것은신탁통치 토를 리하고있는식민주의국가측과그 지않은비

식민주의국가측간에완 히양립불가능한갈등을응축했다.”라고언 함으로써샌

란시스코회의이후논쟁의여지가된사항들을지 하 다.덜 스,1959,108쪽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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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닫는시기와 첩된다는 에서패 국의식민지에 한‘과도행정’이신탁통치

이슈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구상과 그 보편 의미

이에 한본격 인논의에앞서미국의한반도신탁통치구상의내용과구체화

과정을살펴보자. 시미국의 외정책에 한기존의연구들은신탁통치구상의

구체화정도와실 가능성을달리해석해왔지만,다양한 후기획집단의작업

활동을조명한정용욱의 경우당시 한정책의원칙이신탁통치구상으로

정향되어있었다고분석한다.그에따르면한국의 후 상이구체 으로논의되

기시작한첫무렵부터미국의 외정책에 향을미치는여론형성집단과실무

외교 ,정책결정집단모두가루즈벨트 통령의신탁통치주장에조응하여한국

문제의해결방안에 해일치된견해를가지고있었다고한다(정용욱,2003).

표 으로국무부의 후기획집단은연합국간합의된‘토불확 ’원칙에

기반하여 후동아시아에서일본으로부터‘분리’되어야할 토로만주,한국,

만을설정한다는입장을수립했으며,46)그 에서도한국이국제신탁통치의

표 인 용지역이되어야한다고간주했다.이와 련하여자문 원회산하

토소 원회는‘토’를국가 단 로취 하는것뿐 아니라필요한경우에는

지역 단 로분석되어야한다고지 하면서, 후동아시아지역질서의형성과

한반도신탁통치구상을연계해야한다고주장했다(안병권,2010:148-149).즉

한반도를 둘러싼 내 논의에서미국은신탁통치를구 식민지 문제 처리의

일반원칙으로고수한다는 뿐만아니라한반도의지정학 요성과동아시아

지역질서의재편을동시에고려해야한다는 을주요하게고려했던것이다(정용

욱,1993:44).

한반도신탁통치구상에 한이같은 내 비작업이외에도,루즈벨트의

주도하의국제 합의들이 시외교의방식을갖추면서이루어졌다. 서양헌장

발표이후루즈벨트는1943년3월 국외상이든(AnthonyEden)을만난자리에

46)이를보여주는 표 인 문서는 국무부 특별조사부극동반의 1943년 9월 29일 보고

서인“T-357a:GeneralPrinciplesApplicabletothePostwarSettlementwithJ

apa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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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국에국제신탁통치를실시할것을제기함으로써이문제를최 로공식 으

로거론하 으며이든외상이이에동의했다.더불어웰즈국무차 은비슷한

시기에태평양 쟁 의회에참석하기 해워싱턴에있던송자문 국외교부장

에게미·간의회담과한국문제의처리방향을설명하 으며 국도이에동의했

다(구 열,258).

이에미국은미·· 3국이‘종 후한국을잠정 국제신탁통치아래두면서

독립국가로건설한다’는동일한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고평가하게된다.이로써

이 세 연합국들 간의 한국문제 처리방향에 한 논의는 사실상 종결되며,그

내용은그해 말 카이로선언의 한국 조항으로 표 되었다.12월 카이로선언은

신탁통치라는 용어를 실제 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로 ‘ 한 시기(indue

course)’라는조건이붙은 진 인한국독립안을명시하 다.이후카이로회담

직후에개최된테헤란회담에서루즈벨트는스탈린에게신탁통치구상을제안하여

그의 동의를 얻었다.

나아가1945년2월얄타회담에서한반도신탁통치구상은미소간의국제

합의사항으로승격되었다.얄타회담을앞두고구체화된미국측입장은아래의

요약 보고서 내용에 잘 나타나있다.

“한국문제는국제 성격을가지고있으므로한국에서군사작 을마침과

더불어① 실 가능한한한국의 령군과군정에연합국 표를두어야

한다.②그러한 표는한국의장래지 에실질 이해 계를가진국가들인

미국·국·국·소련(태평양 쟁에참여한다는것을 제로하여)으로구성

되어야한다.③ 다른국가들의 표권은미국의비례 힘을그 향력으로

약화될 정도까지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무부의 견해이다.47)”

이러한문제제기와공유된인식은 일 종 을 후로한시 당시,일본으로

부터분리된이후한국의정치경제 안정을 실화하기 한구체 인 비작업

에 향을 미쳤다.이 시기 한반도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마련된 세부 지침을

보여주는 표 인문서군로는삼부조정 원회산하극동소 원회(Subcommittee

47)FRUS,ConferenceatMaltaandYalta,pp.358-359.정용욱,1993,49쪽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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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heFarEast)의보고서인 SWNCC101시리즈를 꼽을 수 있다.1945년

9월11일작성된「한국의임시국제기구(TemporaryInternationalAuthority

inKorea)」라는 제목의 SWNCC101/1보고서과 동일한 제목으로 1945년

10월24일작성된SWNCC101/4보고서는다음과같은내용을담고있다.48)

다소 긴 인용이지만 그 요성에 비추어 련 내용을 일부분 그 로 옮겨볼

필요가 있다.

SWNCC101/1

5.일본의주권행사와연합국군정이종결된이후,한국은국제신탁통치체제와

련된 유엔헌장의 조항에 따라 국제신탁통치 하에 놓여야 한다.

6.미합 국, 제국,소비에트연방, 화민국은유엔헌장79조의취지내에서

한국과“직 으로 련된국가들”로간주되어야한다.실행가능한한조속히

4개국은유엔헌장79조,81조와그외 한조항에따라한국을 리하고공동으로

“ 리기구(administrativeauthority)”를설치할조건들을포함하는신탁통치

정을 맺어야만 한다.

48)SWNCC101시리즈는 1945년 4월 7일 작성되어 삼부조정 원회 내에 회람된 SW

NCC101을 기 로하여,SWNCC101/1(45년 9월 11일),101/2(45년9월 27일),10

1/3(45년 10월 13일),101/4(45년 10월 24일)로 차례로 발 되었다.이 문서들 모두

한국의 신탁통치를 담당할 임시국제기구의 성격에 한 실무 인 정책지침을 마련하

고자 한 작업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SWNCC101시리즈를 분석 상에포함한연구로는 표 으로박찬표(20

07)와 정용욱(1993)의 것이 있다.두 연구는 해방 후 미국의 주요 한정책을 포

으로 검토하는 데 있어 SWNCC문서 한국 련 보고서들을 참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이들을미국최고의사결정수 에서의정책을보여 수있는 자료로평가

하고있다.그들에 따르면SWNCC101시리즈는미 본국수 에서 확정된 한 령

정책과 신탁통치방침을 보여주는 것으로,보고서에서 논의된 틀이 모스크바 3상회의

의 상안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에서 다 진 문서의

내용을 검토하되,종 이 의 신탁통치정책과의 연속성 차별성을 드러내는 차원

에서 제한 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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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NCC101/4

5.한국은 유엔 헌장에서 제안된 국제신탁통지제도가 용가능한 지역이다.

한국은 일 의결과로 국으로부터분리된지역이며독립을 한 진 발 이

진되어야 하는 지역이다.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다.49)

6.한국을국제신탁통치제도하에두는것은한국인들에게여러이 이있을

것이다:

a.유엔 헌장은 략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지역에 한 신탁통치

정의 조항들이 유엔총회로부터 승인될 것이라는 을 규정한다.그러므

로 련 강 국들에 의한 한국 신탁통치 정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승인을받아야하고,따라서해당강 국들이동의안을실행하는데에따르는

책임을 강화할 것이다.

b.헌장은 한 리기구가신탁통치지역주민들의정치 ,경제 ,사회 ,

교육 발 에 한 연례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할 것을 규정한다.

결과 으로한국인들은유엔총회와신탁통치이사회가 리기구에행사할

수 있는 향으로부터 이득을 볼 것이다.

c. 한헌장은한국인들이 리기구에 해이의를제기할수있는 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탁통치 이사회가 신탁통치 지역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할 것이라는 을 명시한다.

d.게다가 유엔총회와 신탁통치 이사회는 각각의 신탁통치 지역에 한

정기 시찰을 제공한다.

7. 리국가들(administeringpowers)50)의주요한이 은특별 험지역에서

강 국 간의 경쟁에 한 안으로서 한반도에서의 공동 행동을 통해 안정을

달성한다는데있다.게다가유엔의신탁통치제도에서자율 인국제감독기구를

한반도에수립하는데내재한어려움들을피할수있을것이고,유엔의기 과

유사한 책임을 지는 국제기구의 설립으로 야기되는 복은 없어질 것이다.

8.헌장의84조에따라한국에서의 리기구는지역방어와법과질서의유지를

한 경찰력(policeforces)을 지에서 선발하도록 한다.

9.그러나특히신탁통치의 기충분한 지병력이조직되기 에한국에서의

외국군 는필수 이라고할수있다.네 리국들은그러한군 를 해 의해야

49)헌장 제78조는 유엔 회원국 간의 계를 주권평등 원칙이 존 되는 평등한 계로

규정하면서 신탁통치 용 상은 회원국 이외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50)미국,소련, 국, 국 등 4개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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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상기한인용에서확인할수있듯이미국은종 이 후기획단계에서구상하

던신탁통치하의 지임시행정기구구상을종 직후의상황에맞추어 용하

고자했다.특히샌 란시스코회담의기조를바탕으로신탁통치를실시할때

유엔의 틀을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여기서삼부조정 원회는한국의독립을약속했던카이로선언과직 계국간

의합의로해당지역의신탁통치조항을정한다는유엔헌장제79조와한반도

신탁통치방침에 한 련4개국과의합의를바탕으로,한국이독립될때까지

4개국간신탁통치 정을맺어 지에서 리기구를설치해야한다고보고있다.

그리고는 이 리기구의 성공 운 을 해서 4개국이 한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고,한국인들이독립을책임질수있도록 진하며,한국의안 보장을

한 국제 노력을 기울인다고 밝히고 있다.

한신탁통치의조건을총회의승인을얻도록규정함으로써유엔의감독을

받을수있도록하 다.이러한방식하에서는한국인이총회에청원을제출할

수있는권한도일정하게인정되어야한다고보고있다.더불어삼부조정 원회는

미···소4개국을유엔79조가규정하는의미에서‘한국에직 이해 계를

가진국가’로간주하 고,이들이행정당국이되어신탁통치 정을성립시키고

이를 실천한다는 방침을 결정하 다.

이처럼미국은 시외교의계기들을통해4개국의합의를이끌어냈을때와

마찬가지로,구식민지처리방침의보편 용을 한 상으로한국을설정함과

동시에한반도의지정학 치와동아시아지역주의 근을바탕으로하여

4 국 조체제의과도 국제 리기제를마련하고자했다.일련의과정에서

미국은한반도를미국의이해에 으로 요한지역으로간주하기보다는,

이와반 로한반도에 이해 계를갖고있는다른강 국들이존재한다는

지정학 인측면을인정하는태도를일 성있게견지한다.51)이것은 미국이

51)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보고서 반에 오롯이 반 되어 있다. 컨 앞서 인용한 S

WNCC101/4의 7번째 단락에서는 한반도를 강 국 간 경쟁이 실화될 수 있는 ‘특

별 험 지역’이라 규정하며 특정한 공동 행동이 요구된다는 을 언 하고 있다.더

60  신탁통치 상과 냉  변

한반도에서 인패권보다는세력균형을유지하면서주로제한 인이해를

추구했으며이를 해주변강 국들과타 하게만드는요인이라할수있다(박찬

표,2007).다시말해미국의신탁통치구상은어디까지나국제 합의와연합국들

의 공동 정책이라는 틀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다면,보다구체 으로미국이염두에두고있었던신탁통치실천방식을

살펴보기 해 앞서 인용한 보고서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자.다음의

인용은신탁통치 정에실질 으로포함되어야할사항들과 리기구의운

원칙을 차례로 언 하고 있다.

10. 한신탁통치아래한국임시행정기구의성공은신탁통치 정의조건이

한국인들에게받아들여질만한것인지에달려있을것이다.신탁통치 정에아래와

같은사항들을실제 으로포함시킴으로써가장효과 으로신탁통치제도에 한

한국인들의 상가능한반 에 응하고, 당한시기에한국을자주독립시킴을

결의한 카이로 선언의 서약이 용될 수 있을 것이다:

a.한국의독립은신탁통치기간동안독립정부로서의권한행사가연기된다는

조건에서 인정된다.

b.직 으로 련된국가들,즉조약에동의한 련국들은한국이독립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지는 로 안 보장이사회와 유엔총회

에서 한국의 유엔 회원자격을 극 으로 지지할 것을 보증한다.

c.한국 리기구의우선목표는한국인들이독립의책임을수행할수있도록

만드는 것이고,조속한 시 에 한국이 유엔 가입국이 되게 하는 것이다.

신탁통치국들은신탁통치정부를종료하고한국이유엔승인을합리화하기

해가능한빨리한국에서긴요한국내 상황을조성하고한국의안 을

보증할 수 있는 국제 조건을 형성하기 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d.이러한 목 을 해, 리기구는:

불어 SWNCC101보고서에 첨부된 ‘부록B’의 ‘논의사항’부분에서는 한반도의 지정

학 불안정성을다음과같이 설명하고있다.:“ 국,소비에트연방,일본사이에있

는 한반도의 략 치와일본에의한병합이 한국정부의불안정성은한반도를

국과일본사이의,그리고이후에는일본과러시아사이의‘경쟁의장(sceneofriva

lry)’으로 만들었다.연합국 주요 4개국이 한국에 한 신탁통치의 형태를 신속하게

동의하지 못한다면,한국을 지배하기 한 경쟁이 다시 가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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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한반도 신탁통치구상의 기본 형태

(1)한국의 인력을 가능한 최 의 범 로 활용할 것이고;

(2)독립국으로서의책임을지기 해한국인들을훈련시키기 한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것이고;

(3)한국인들이생활을 하고 리기구의권리와책임을이 할수있는

정부의형태를,지역의안 을최소로어지럽히는방식으로한국인들스스로

정하기 해,필요한시설을제공할것이다.그러한시설들은한국의 의제

의회의설립을포함하고, 당한시기가찾아오면,인민들의자발 의지에

따른 헌법의 제정을 한 입헌의회의 구성을 포함할 것이다.

e.효율 인한국의 리를 해,자유롭고독립 인한국정부의수립때까지

필요한 행정상,입법상,사법상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이를요약하자면,조속한독립의조건을마련해야하는신탁통치 리기구는

한국인들을최 로활용하고,한국인들을훈련시키는시설을제공하며,한국인들

의 입법 의회 구성을 진하고,이를 해 한국인들이 독립정부를 수립하기

까지행정상,입법상,사법상권한을행사해야한다고보고있다.여기서무엇보

다주목해야할 은한반도를식민지 토에서독립국가로 환하는데있어

어떠한성격의정부와사회질서형태를구성할수있을지의문제가 요해진

상황에서 신탁통치의 방식이 ‘임시행정’의 기제로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상기한논의들을바탕으로신탁통치의방식은다음과같이도식화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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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미소 분할 령과 모스크바 3상회의

지 까지살펴보았듯이미국의신탁통치기획은구상자체로서는이미종

이 에완숙단계에도달해있었다.52)남은문제는 후 격한한국내정세변동과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에 이를 어떻게 조응시키는가 하는 것이었다.

종 이후한반도는체제와이념을달리하는두강 국의남북분할 령이라는

새로운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기 군사 목 으로 개된 미소의 령은

한반도내정치세력들사이의분열과 립을 진했을뿐만아니라 시에형성된

미소 조 계의 틀과 이를 제로 한 신탁통치구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박찬표,2007).

미국의남한 령은일본군항복 수 무장해제와소련에의한 한반도

지배 지라는‘군사 목 ’이강한것이었다.종 직 미국은동아시아지역에

한정치군사 목표를 보다 실 인차원에서모색했고 그과정에서38선

획정과한반도이남에 한지 리(zonaladministration)53)방식을군부

52)미군의 남한 진주를 앞둔 1945년 9월 1일 미 본국의 삼부조정 원회 산하 극동소

원회 제38차 회의에서,국무부소속 일정책 문가인보튼은4개국의 한반도신탁통

치구상에 한 육군부 해군부 인사들의 질문에 다음과같이 답한바 있다.“4개국

신탁통치구상은 러시아 측과의 상,특히 스탈린과 홉킨스 간의 화에서 이루어졌

고,그에 따라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정책으로 공식 채택된

것이라할 수있다.”MinutesofSWNCCSubcommitteeontheFarEast,38thM

eeting,Sep1,1945,RG353,Entry499,Box121,NationalArchives,Washingto

n,D.C.

53)‘지 ’란 2차 종 시 해당 추축국에 한 군사작 을 행한 연합국들이 일정한

세력권을 행사하기 해 군사 경계선을 설정한 령지역을 의미한다.지 리

방식에는 한 령국이 령지 반에서 배타 통치권을 장악하며 다른 연합국은

명목상의 참가 권리만을 가지는 분할 방식(소 ‘이탈리아 방식’)이나 연합국이 등

한 권한을 가진 령 리 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령지역을 통치하는 방식이

있으나, 체로독일과같은엄격한국경장벽을두지않은상태에서각 지역을강 국

이 분할하여 령하는 것을 의미했다.보다 자세한 설명은 박찬표,2007,58-69쪽 참

고.무엇보다한반도사례에 있어 지 분할은 미‧소 간 력의 틀을 제로 한 것

이었다.즉 특정공간을 미국의 지 (U.S.zone)과 소련의지 (Sovietzone)로각각

구분한것은두 령군이일정정도동등한권한을 각 지 에행사하며 나아가서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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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채택했다(이완범,2006·2010).이 듯실제 인 령통치에 한본국

정부의 구체 인 지침이 형성되기 이 에 략 배치의 차원에서 술군의

진주가이루어지면서, 령 기국면에서는 지상황에 한 술군의군사

단을 심으로 정책의 기본 틀이 형성된다(박찬표,2007:35).

하지만이러한남한 령은이 까지구체화된 후신탁통치구상과배치되는

것이 아니었고,오히려 장기 인 신탁통치정책의 용을 염두에 둔 임시 인

조치의의미가컸다(정용욱,1993:60).54)때문에일단군정이실시된이후 령군

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 지침의 마련,한국 문제의 처리 원칙에 한 내부

방침의확정과국제 승인의확보가정책담당자들의 안이되었다.이에미

본국의 삼부조정 원회와 합동참모본부(JointChiefofStaff,이하 ‘합참’)은

1945년 8월 하순부터 10월 순에 걸쳐 한 정치-경제 방침을 집 으로

논의하 고10월하순부터 민행정(civiladministration)을담당할군정요원을

지에배치함으로써 령통치체제의수립을본격화한다(박찬표,2007:35).즉

토를물리 으로 령하는것을넘어장기 인 령통치의구조를마련하려는

노력이 개된 것이다.

합된 리기구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제로 하고 있었다.

54)이러한 맥락에서 38선 획정의의미는다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38선 획정에

한‘군사 편의설’을 비 한이완범의경우,존에드 헐(J.E.Hull) 장의증언기

록을 바탕으로 38선은 미국이 일 의 종 을 앞두고 소련을 견제하기 해 치 하

게계산하여만든정치 분할선임을주장한바있다.그리고는이러한암묵 타 의

결과 38선이 분단의 시발 이 되었다는 을 언 한다.하지만 38선이 결국 남북 분

단의경계선으로귀결되었다는결과론 설명과는 다른측면에서,당시미‧소양국의

령정책에서 38선이내포했던 의미를재해석해볼필요가있다.특히 삼부조정 원회

극동소 원회의당시보고서에서는38선철폐와미소분할의해소를주된정책 목표

로 설정하고 있었다. 컨 1945년 9월 27일 「한국 민사행정기구의 구성과 구조」

라는 제목의 SWNCC79/1은 이에 해 다음과 같이 언 한다.:“ 재 각각 소련과

미국의통제 하에있는북 38도이북과 이남두 지 로의한국분할은 각국의작

지역에 한미국과소련참모부간의결정결과이다.이러한분할은일본의항복을얻

어내고 군을무장해제 해산시킨다는제한된목 을 한비상조치로서채택되었

다.이러한분할의 지속은 한국 인민의 자발 의지에 기 한 독립 한국을그 목표로

갖는 일원화된 효율 신탁통치의 수립에 심각하게 지장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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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경로 설정

령 이 4개국의 지 분할 령 ⇒ 4개국의 연합 군정 ⇒ 신탁통치

기 령
미·소의 지 분할 령 ⇒ 양국의 연합 군정

⇒ 일원화된 신탁통치(centralizedtrusteeship)

표 6.한반도 신탁통치구상의 용 경로의 변화

군정수립에 한포 인정책지침은「북 38도이남의한반도내민사행정

에 하여미육군태평양지구사령 에게보내는 기기본지령」이라는제목의

SWNCC176/8보고서(이하「기본지령」)55)가 표 이다. 체 으로「기

본지령」은해방이 의정책구상이취하고있는방향,즉일본으로부터한국의

완 한정치·행정 분리,일본의사회 ·경제 ·재정 통제로부터한국의자유

회복이라는목표를제시하고이를 해군정이처리해야할임무를제시하 다.

특히본지령이‘신탁통치실시이 ’에한시 으로이 질한국의민정에 한

것이며 기 령이 이후 신탁통치로 체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국무부의신탁통치구상을둘러싼장기 인방침을 지 령당국에게 달

하여 이를 실 하기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서에서 주목할 은 미국이 시에 기획하 던 신탁통치구상을 령

이후의상황변동에맞추어 용하는과정에서약간의수정을가했다는 이다.

특히애 에상정된문제해결의발 경로에있어4개국연합군정(alliedoccupation)

의단계가생략되는등의수정이이루어졌다.즉미·소에의한분할 령⇒ 4개국

연합 군정 ⇒ 4개국의 국제 신탁통치 ⇒ 한국 독립이라는 4단계 구상에서

‘4개국연합군정’의단계가폐기되고미·소양국에의한군정방안이최종 으로

채택된 것이다.56)

55)맥아더가남한군사 령에 한구체 지령을합참에게 요구한 이후,삼부조정 원

회 극동소 원회가 안을 작성하여 9월 1일 SWNCC176/3으로 회람되었다.이후

수정과정을 거친 이 문서는1945년10월 13일 삼부조정 원회에의해 최종 으로승

인되었고 10월 17일 맥아더 장군에게 달되었다.

56)이를단 으로 보여주는 「한국 민간 행정기구의 구성과구조」라는 제목의 삼부조

정 원회극동소 원회의보고서는1945년 9월 27일SWNCC79/1로 처음제시되었

으며,이후 합참의 수정을 거쳐 10월 22일 최종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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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련하여종 무렵육군부민사국(CivilAffairsDivision)이오스트리아

모델57)에따라한국에 한통치는연합국이참여하는지 행정이바람직하며

연합국통제 원회형식의 의회를수립해야한다고제안58)한바있으나,10월에

이르러 ‘4개국 연합 군정’을 생략하고 양국 분할 령에서 곧바로 신탁통치에

한 상에들어갈것을결정하 다.이에따라미국의 한군정방침은오스트리

아와 달리 미·소 양국을 심으로 개된다.

무엇보다이「기본지령」은한반도에 한미·소의 향력행사가군사 령을

매개로보다직 으로행사되고있는 실 상황을기정사실로인정한 에서

이후의행동방안을‘양국의연합군정’으로모색한것이었다.즉신탁통치실시

이 에 령 지 별 정치경제 정책의 조정과 과도 행정을 한 단일 리

기구를설치하여미국의주도하에분할 령을일원화(centralize)한다는방침이

었다.여기서 단일 리 기구는 신탁통치 정 하의 앙행정기구(Central

AdministrativeAuthority)로연결되도록설정되었다.이처럼 령 기미국의

한방침은오스트리아의경우와달리양국의 향력을 심으로하고있음에도,

오스트리아에서와 같이 지 분할의 정세를 연합 군정을 통해 극복한다는

방식을지향하고있었다.59)미국은이상과같은연합군정 이를통한신탁통치구

57)(독 의 종결 이후)오스트리아 4개국 군정 사례는 20세기 반 자유주의 국제질

서 속에서 형성된 신탁통치기획이 미국의 남한 령이라는 특수한 맥락에 목되는

국면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일종의 거틀로 설정될 수 있다(강성 ·하지은,2015).국

제 차원에서신탁통치구상의제도화가성립되는사이,유럽에서는독일로부터분리

될지역인오스트리아에 한 리문제가독일 후처리방침문제와 함께 두되었

다.이후1945년-55년까지10년동안4 국에의한공동 령이실시된오스트리아사

례는군정의방식이신탁통치 리의형태로추진된 표 인사례로해석될수있

다(나인균,2000:116-117).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한과 비교 상의 다양한 맥락 등

의 문제로 오스트리아와 한반도를 직 으로 비교하지는 않으려고 하지만,향후 이

에 한 추가 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을 밝히고자 한다.

58)WarDepartment,CivilAffairsDivision,“Post-DefeatControlofJapanandJa

paneseTerritory”,July6,1945,RG165:ABC014Japan,NA,『한국분단사자료

집 Ⅳ』.

59)이러한양국의연합군정과뒤이은신탁통치 정수립방침은10월 24일승인된SW

NCC101/4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앞서 언 하 듯이,종 이후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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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동일하게 제시한다(정용욱,1993:124,박찬표,

2007:90).

그 다면이제모스크바3상회의의 개과정을간략히살펴보자.1945년12월

16일 3상회의에 앞서 미국 번즈(J.F.Byrnes)국무장 은 사 에 소련에게

「한국의통합행정(UnitedAdministrationforKorea)」이라는비망록을 달

하 다.60)비망록에서 제시된 미국 측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61)

①미·소·· 4개국이신탁통치체제의 리기구(administrativeauthority)가되어

유엔헌장제79호에규정한기본목 에따라행동한다.

②1인의고등 무 과4개신탁통치국의 표로구성되는집행 원회에서통치권한과

기능을수행한다.

③한국의통일행정체제,즉신탁통치체제에는한국인을행정 상담역고문으로둔다.

④신탁통치기한은5년으로하되필요하면4개신탁통치국간의 정으로다시5년을

연장할수있다.

소련측은미국의제안을검토한뒤,12월20일회의에서새로운안을제시했다.

미국의신탁통치안과는상이한,임시정부62)수립을골자로하는한국문제해결

통치구상의 실 을 한 본격 인 정책수립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문서 한

재의 지 분할 상황이신속히 신탁통치로 체되어야하며그방식으로단일 리

기구를 통한 ‘일원화된 신탁통치(centralizedtrusteeship)’를 설정하고 있다.

60)참고로미국무부는모스크바3상회의를앞두고한반도신탁통치 정의 요성을내

부 으로다시 상기한다.1945년 11월14일국무부극동국내부비망록에따르면국

무부는 소련과 한국 신탁통치안 정이 일련의 신탁통치 정 첫 번째인 만큼 다

른 정들의모범이될 수있도록가 자세한서류를 작성했다는것을알수 있다.

61)박태균,2006,『우방과 제국 :한미 계의 두 신화』,창작과 비평,53쪽과 이동 ,

1990,『한국신탁통치연구』,평민사,74-75쪽의 번역을 참고하 다.

62)여기서미국은 임시정부와과도정부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했다.새 정부수립

과 련하여 군정당국 산하의 공보과(PublicInformationSection)는 혼란과 편 주

의에 한책임의 회피를 해 과도정부(InterimGovernment)라는용어를 채택해

것을 제안했다.이는 기존 조직으로서 김구가 지도하는 한민국임시정부(KoreanP

rovisionalGovernment)와의 구분을 해 공보과에서 제안한 것이었다.미국무성비

외교문서,1984,『해방 3년과 미국 1』,김국태 역,돌베개,190-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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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제시한것이다.21일번즈는소련안의기본골격을수용하면서사소한

몇가지수정을요구했고,22일몰로토 가이를수용함으로써최종안에합의했다.

그 내용은 12월 27일 공동 성명으로 발표되었다(박찬표,2007:127).

12월 28일 한국에 해 합의된 3상회의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독립국가건설과일본통치의잔재청산을 해‘한국민주주의임시정부’를구성한다.

② 미군사령부 표와소련군사령부 표로공동 원회를조직하고,한국의정당

사회단체들과 의하여임시정부수립방안을작성한다.이는미···소각국정부의

심의를받은후양국정부의최종 결정으로승인된다.

③공동 원회는한국임시정부와의 의를통해독립국가수립지원정책과5년동안의

4개국신탁통치 정안을작성한다.

④남북간의일상 조정을확립하기 해2주일이내미·소 령군사령부 표간의

회의를소집한다.63)

임시정부수립을우선시한소련측의제안에미국측이별다른이의를제기하지

않고합의한이유는무엇일까?최종결의안에 한미국의이해방식과해석은

어떠했을까?이와 련 최상룡은 얄타 회담 이래 미·소 조의 기조가 지속,

유지되었으며,모스크바 결의안은 보다 요한 문제에 한 합의에 도달하기

한양보에불과했다고주장한다.그에따르면미국이 국문제에서소련의

양보를얻어내기 한 거래용으로한국문제에서 소련의 안이 철되도록한

것으로해석된다(최상룡,1988:179).더불어이동 은미·소양국의입장을고려했

을때양국모두분할 령이라는 상태를합리화내지는은폐하고이를둘러싼

국제 비 을피하려는목 에서일정정도의타 을이 냈다고해석한다(이동

,1990:80).여기서이동 은미국이소련으로하여 신탁통치자체를거부하도

록 유도함으로써 신탁통치구상을 폐기할 명분을 찾고자 했다고 해석한다.

63)“TheAmbassadorintheSovietUniontotheActingSecretaryofState”,Dec

27,194.,FRUSvol.Ⅱ,pp.820-821;서 석,1991,『한국 민족운동연구:해방후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통일 선』,역비한국학연구총서,역사비평사,305쪽 번역문 참

고.

68  신탁통치 상과 냉  변

한편박찬표는미국의일방 인양보나일시 인타 의지로만해석하는기존

연구들과달리,3상회의이 령 기국면에서미국정부가당면한과제에

더욱 을맞춘다.한반도 지에서신탁통치에 한강력한반발이제기되고

미군정이단정수립요구를표출하는상황에 응하여,이를일정부분수용하면서

도기존의정책방향을유지하도록의도했다는 을지 한다(박찬표,2007:131).

하지만이러한해석들은3상회의에임하는미국의 략 의도를 악하는

데도움을주지만,이를 령 기국면에서 요시되었던신탁통치구상과연

지어설명하지못한다.가령3상회의이 까지미국이표방한신탁통치구상이

결의안의임시정부수립방침과 립되는것인지,그리하여구체 으로마련된

기존의장기 정책방침이 내외 요인(소련에 한양보이든남한 령 지의

요구에 한 응이든)에의해좌 된것인지,아니면신탁통치구상이부분 인

변형의과정만을거친것인지등을충분히설명하지못한다.이는결국다음의

의문들과연결된다.왜미국은이 의구상과다른임시정부수립을받아들이면서

도신탁통치실 을여 히계획하려고했던것일까? 한미국측은3상회의

결의이후어떠한성격과체제의임시정부형태를구성하고자했으며그과정에서

신탁통치는 어떻게 실 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되었는가?

신탁통치구상과의연계성속에서3상회의결의안을고찰해보자.먼 결의안은

미국이 미·소의 분할 령 ⇒ 양국의 연합 군정 ⇒ 신탁통치 ⇒ 독립이라는

단계를상정하 던것에서임시정부수립의단계가첨가된형태로서 미·소의

분할 령⇒ 양국의연합군정 임시정부수립⇒ 신탁통치⇒ 독립의경로를

설정하 다.이러한경로에서신탁통치는이 의신탁통치구상에서계획된일정

기간동안의제한 통치단계로설정된것과동일하다.한반도를둘러싼강 국

간의권력균형을일정부분유지함과동시에미국의헤게모니가정당하게개입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임시 기간으로 설정된 것이다.이러한 통치

하에서는4개국과국제기구의감독하에서제한 인권리가 지한국인에게

부여된다는 한동일하게 철되고있다.그리하여3상회의결의안은다음과

같이 도식화된 통치형태를 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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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모스크바 3상회의 결의안에 반 된 신탁통치구상

이처럼신탁통치의기본 인형태와틀은기존의구상단계에서기획된것과

동일하게유지되고있다.하지만3상회의결의안은신탁통치를구체 으로실 하

는방법의성격들이변형된것이었으며,이는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첫

번째변형된요소는유엔의감독권한과4개국의 향력이고르게반 되는민간행

정기구가 지에서기능하기보다는미소 령당국에의한일원화된민사행정이

령지 내에서이루어진다는 이다.이는미소분할 령의 실을반 하는데,

오스트리아에서의지 분할 령을극복하기 해통일된행정기구를마련하는

노력이이루어진것과비슷한모습이다.둘째는남북 령지 를포 하는임시정

부가제한된주권을행사한다는 이다.미국의계속 여수단을확보하기

해신탁통치를 실시하되이를 지임시정부를 매개로 한다는 이 주목할

만한 특이사항이다.

결론 으로결의안을둘러싼미국의기획은임시정부를 제로한신탁통치

모델로 요약될 수 있다.결의안은 단순히 미국이 소련과의 합의를 해 양보

내지는 타 의 차원에서 결정한 안이 아니었으며, 한 신탁통치구상과 양립

불가능한것이아니었다.그보다는소련의제안에따라임시정부구성안을수용하

면서도신탁통치구상에서계획했던바를충분히 철할수있다는고려가더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그리하여 3상회의 이후 미 정부는 임시정부의 성격을

둘러싸고 소련과 헤게모니경쟁을벌일뿐 아니라임시정부의권한과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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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함으로써 신탁통치와 연계시키도록 노력하게 된다.

3.한반도 신탁통치문제의 심화 :미소 계의 교착과 기획의 균열

3.1.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정책의 변용

5년간의신탁통치실시방침을공식화한3상회의결의안이국내에알려지기

시작하면서한국인들의독립열망은반탁운동으로집결되었다.이는일반 인

상을뛰어넘는폭발 인수 으로 개되었고거친 열음과마찰음을내면서

한국 내 정치지형을 근본 으로 바꿔버렸다.신탁통치를 둘러싼 정치 갈등

경쟁은 단순히 특정 사안에 한 략 근의 차이로 문제화되는 것을

넘어극단 인이데올로기 립으로 화(轉化)되기에이르 다(신복룡,1994;

구 열,1995;정용욱,2003).

이러한 사정과 련하여 주한미군정이 육군부 문으로 보낸 1945년 12월

30일 비망록은 다음과 같이 신탁통치 정국에 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담고

있다.64)

“모든한국인들의마음속에는,‘신탁통치’가다모클 스의칼처럼흔들거

리고있습니다. 재나미래어느시기에신탁통치가부과될경우,한국인은

실제 으로 물리 인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장5년의한국신탁통치실시를나타내고있는모스크바회의보도는

지의 국민을 깊은 망에 몰아넣었다.지난 몇 주 동안에 한국인들은

그들의독립을 해물리 으로싸우지않으면안될것이라는믿음을결집시

켜왔다.신탁통치소식은그러한확신을굳 주고있다.폭력 인소요는

아닐지라도우리의 령에 한명백하고도소극 인 항은일어날것이

틀림없다.총 업이 최 의 행동이 될 지도 모른다.”

이 듯신탁통치내용을담은모스크바3상회의결의안에 한반 의견이

64)미국무성비 외교문서,1984,180-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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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발치는 가운데,미국이 당면한 딜 마는 명확했다.

먼 ,미국은3상회의결정에부합하는 상방침과미소양국 심의일원화된

통일행정방안에따른실제 인 령정책을마련해야했다.소련 령지 와의

한 조 계를유지함과동시에,신탁통치구상 3상회의결의안을미국의

향력이 히보장될수있는방향으로 진 으로실천해야했던것이다.

하지만분할 령 이후 북한 지역에서보여 소련의행동은 미국이 소련의

조의지를의심할수있는근거로작용하고있었다.소련은한편으로자신들에게

우호 인북한에 한지배를확보하기 해그들이신뢰하는인물들을 요한

직책에임명하는작업을진행했다.소련과북한공산주의자들은민족부르주아지

와결별하고북한에서 인민민주주의 명을강화하는 단계로 들어섰다.65)이

같은정책의상징으로서신탁통치를반 한조만식을가택연 시키는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매트 이,1989:101).

소련 령지 는동시에 부분의한국인들이신속하고과감한사회경제

65)물론소련의정책이처음부터자국에우호 인정부를한반도에성립하고자했던것

인지의여부는여 히학자들간논쟁의 상이다.특히소군정연구에서주된쟁 이

되었던 사안 하나는 1945년 9월 20일자 스탈린의「훈령」제1,2항에 해당되는 구

에 한해석문제이다.1항은“북조선 토에소비에트 여타의소비에트권력기

을창설하거나소비에트질서를도입하지말것”,그리고2항은“모든반일민주정당

조직들의 범 한연합을기반으로북조선에부르주아민주주의권력수립을방조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여기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권력’의 의미와 련, 령 기

소련이 이미 배타 인 친소단독정부를 북한에 수립하고자 의도했는지의 여부를 둘러

싼 다양한 해석이 개진된 바 있다.하지만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은 령 기까지는소련이북한내반일 인우익과좌익을망라하여부르주아민

주주의 개조를실행할권력을 정립하고자 했다는 이다.모스크바 3상회의이 까

지지속된 기 소련의정책 방침은북한에서공산계와비공산계사이에 이른바연

립형태의권력구조를형성하도록 지도한다는것이었으며(이철순,2010:128-129;기

서,2005:8-9),이는 곧 3상회의의 상 방침에도 반 되었다.

하지만 3상회의 이후 46년 순에 어들면서 좌우연 에 의한 친소 인 권력기

반 형성보다는 공산주의 계열의 세력을 심으로 한 북한만의 단독정권 수립에

을두기 시작했다는 이명확해져갔다.조만식의가택연 사건은이러한정책 변

화를 보여주는 표 인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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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원하고있다는 을인식하고있었고,이를바탕으로실제 인개 조치를

단행하게된다.1946년2월임시인민 원회가수립되도록하는한편,그직후

3월 친일 분자, 지주 교회소유인 토지를 압수하는 규모 농지 계획을

면 으로 실시한다.

그러자남한미군정과미본국의국무부는북한에서의사태가무엇을의미하는

지 단정 으로 확신할 수 없었으나,그것이 미군 령 지 와의 비 속에서

남한사회 반에미칠 향을우려하기시작했다(매트 이,1989:101).이과정에

서미군정은소련이한국에사회주의국가건설을 한기 를마련함과동시에

규모개 에 한일반 의욕구를만족시키려는시도로해석하기시작했으

며,국무부는소련이양국간합의를이룬일원화된 령행정보다는한국내부의

정치사회문제에더욱 을두고있다는 을인식하기시작했다.이러한생각은

미본국으로보내는,군정당국의정치고문이작성한서한에서확인할수있다.

“소련측지역에서의주요정치활동은공산주의의지배를받는단결된

정치 선의결성으로수렴되고있는데,동 선은미소공동 원회회담에서

소련 측 입장을 강화시켜 것으로 추측됩니다.[...]김일성의 지도하에

있는소 ‘인민정부’는북한에서 차 요한 치를차지해가고있으며,

불쾌하게도미군정과 비시켜보려는의도를가지고소련측에의해토착,

자치정부의 형태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66)”

두번째로미국이마주했던 딜 마는신탁통치구상의시험 라 할수있는

한반도에서오히려이를둘러싼국무부,군부67) 지미군정간의의견차이와

마찰이끊이지않았다는것이다.기본 으로분할 령의 상유지가아닌신탁통

치 실 과 분할 령의 해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는 모두 반 으로

동의하는편이었지만,세부 인사항들,가령신탁통치하의임시정부구성을

66)「재한국정치고문랭던이국무장 에게보내는한국상황보고서」,1946년 3월19

일,미국무성비 외교문서,1984,243쪽.

67)당시군사 이해 계와일본 심주의 략을지향했던군부는남한으로부터의조

기 철수를 주장하며 반공우 세력을 심으로 하는 령 목표의 조속한 실 을 주장

했다.박찬표,2005,134-13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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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한다면 이를 어떠한 성격으로,그리고 어떠한 인물로 구성할 것인지,

소련과의 령지 와는어떠한방식으로이를결정해나갈것인지,미군정의개입

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 등에 하여 견해 충돌이 빚어졌다.

특히남한미군정사령 하지(JohnR.Hodge)와그의정치고문랭던(William

R.Langdon)은38도선의철폐와남북의행정 ,경제 통합을 한소련과의

상에있어서,미국무부가구상한국제신탁통치기구의설치보다는우익 심의

한국인 정치지도자들을 통한 과도정부의 조속한 구성과 이에 한 미군정의

원조가우선 임을밝혔다.무엇보다이들이국무부의일반 신탁통치방침을

불신했던이유는 지남한사회의 박한정치 상황과소련 령지 의 면

개 분 기에서는이러한해결원칙이 실화될수없다는 단에서 다(정용욱,

1993:145).

“국제 신탁통치에 하여한번더재고해주시기바랍니다.주한미군

당국은이해방된나라로부터군 와군정을철수시키려는노력을개시해야

한다고느끼고있지만,그러한과업이지 당장시작된다하더라도군정을

승계할신탁통치를 한실제 구조가시의 하게수립될수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68)”

상기한논의를바탕으로다음의그림과같이미군정-국무부- 지한국인간의

계를 도식화할 수 있다.국무부가 착한 제반 상황은 소련의 령지 와

비하여 령정책에 한민 의불만이즉각 인독립요구와연계되어반탁

정서로 확 되고 있다는 ,그리고 국제 신탁통치의 궁극 실 을 한

지수 의 령정책에미군정스스로가회의 으로반응하고있다는 으로

요약된다.

이와같은두가지압력에마주하여미국무부는이 까지구체화했던신탁통치

정책을다른변화된형태로 철시키려는노력을기울이게된다.서론에서지 한

바와같이,한반도신탁통치정책에 한기존연구들의 근방식은설명의시 을

68)「재한국 정치고문 리 랭던이 국무장 에게 보내는 비망록」,1945년 12월 11일,

미국무성비 외교문서,1984,164쪽.

74  신탁통치 상과 냉  변

그림 7.미 국무부-미군정- 지 한국사회 간의 계양식

미군 령이 이나모스크바3상회의결의로까지한정하거나,그이후를분석한다

고하더라도남한사회의탁치정국에만 을맞춰왔을뿐이었다.하지만분할

령과정에서신탁통치문제는 령의과도행정을 한정치경제 장치로설정되

었던 것으로, 기 령 이후 군정이 이루어지는 정세 속에서도 지속 으로

유지되고있다.그러나그형태는국제주의 원칙과4개국간세력균형의기조를

제하던기존의방식에서벗어나,‘미국의이해 계에부합하는’민주 인임시정

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화하게 되었다.

이와 련하여 1946년 당시 미 국무장 번즈의 공식 비망록을 살펴보자.

이는미군정과 한국내부의 반탁입장에 응하여 본국정부의의견을 요약된

형태로 언 한 것이다.

“우리정부는여러차례기회가있을때마다한국의신탁통치가합당한

방법이라는것이우리의의견임을각국정부에표명해왔습니다.지난12월

모스크바에서이들정부간에한국에 한 정이체결되었으며동 정은

신탁통치에 한규정을작성하 습니다.이후에있은국무성의방송발표가

‘신탁통치안으로부터후퇴하는것’이라는내용의하지장군의논평에 해서

는 본인은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합니다.동 발표내용은 결코 어떠한

의미에서건모스크바 정에 한우리의태도변경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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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니다.동발표는사실상 과도 신탁통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도

행정 리를담당할수있는정부를구성할수도있으리라는희망을피력한

것입니다.이와 련하여공동 원회의 당면한 기본 임무는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것이지,신탁통치에 한 찬반 토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을상기시켜두어야할것입니다.신탁통치에 한최종결정은

4개국 정부에 의해 내려질 것입니다.69)(강조는 인용자)

인용문에서번즈국무장 은모스크바3상회의에 한미국의입장이향후에도

지속된다는언명과함께,신탁통치안의폐기를단정짓는미군정당국에오해를

해명하고자한다.이과정에서그는신탁통치의 철여부보다는행정권을장차

이어받을수있는민주주의 임시정부구성이더욱 요하다는 을보여 다.

이러한문제의식은미소공 미국 표단이1946년3월에작성한 상지침에서

확인할수있다.미국 표단은신탁통치의필요성과미소 조에 한국무부의

방침과이에회의 인미군정의인식을수렴하여회담개시이 「한국정부구성

에 한 상지침」(이하「 상지침」)을마련했다.70)다음은그일부를인용한

것이다.

“소련은처음부터러시아에순종 인인물이지배하는정부를수립하려하

거나미소양국이조기에철수한다는조건으로소련이만족할만한민주정부

를 창설하려고 애쓸 것이다.다른 지역에서 소련이 취한 행동과 미국의

신탁통치제안에 해소련이모스크바에서보 던첫반응을보건 소련은

후자의 술을취할것이다.[...]한국인들은러시아의개입에맞서 토

통일을유지할능력이없으며,통일 정부를유지할능력이없다.[...]반면

신탁통치는한국인들사이에인기가없다.[...]미국의1차 목 은러시아

의 한국 지배를 막는 것이고,한국의 독립은 2차 이다.그러므로수년

내에한국정부에완 독립을허용하는것이미국의이익에부합한다고생각

되지않는다.유엔기구가침략방지기제를제공할것이라는 한증거가

없는한미국과소련은필요하다면한국에일정형태의 토 보장을연장하

69)「국무장 이 육군부 장 패터슨에게 보내는 비망록」,1946년 4월 1일.이 서한은

해군부 장 포 스탈에게도 발송되었다.미국무성비 외교문서,1984.247-248쪽.

70)정용욱,1993,207-208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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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하며,한국의국제 계에서필수 인어떤특권을행사해야한다.[...]

소련은미국을한반도에서몰아내고싶어안달이기때문에이러한 에

격렬하게반 할것이다.따라서한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어떤 방법도

최소한 고 차원에서 일정 형태의 장된 통제가미국에 의해수년간

계속 행사되어야 한다는 조건 에 기 해야 한다.”(강조는 인용자)

의인용은미국이 소 략의 에서임시정부수립문제를 악하고있다

는 을보여 다.소련의행동으로미루어보았을때그들이만족할만한정부를

세우고자할것이며,이는미소공동 원회회담에서가시화될것으로 상되었다.

때문에미국은한국의소련화를방지하기 해서라도조기에한국을독립시키는

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밝히고있다.즉한국의즉시독립은친소정부의수립을

의미하므로결코받아들수없다는것이다.그리하여공산주의에 한민주주의의

치,소련의지배에 항한미국 향력의확보가보다 실 인목표가되었다.

그런데본인용문이 소 략의차원에서임시정부수립문제를고찰한다고

했을때,향후구성될임시정부에는제한된권한만부여하여야한다는인식을

보이고있다는 이주목된다.임시정부수립은어떤형태든일정기간한반도에

한미국의 향력을유지시킬수있는식으로 진 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이러한이유로「 상지침」은신탁통치내지는그것에 하는 장된

통제책들이당분간필요하다고생각했으며,이를① 유엔의국제 보장(유엔의

개입),② 미국의차 공여,③ 한국의외교와국방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명시하 다(정용욱,1993:208).특히유엔의개입을신탁통치를 신할수있는

가장 실한 보장 장치로 인식하고 있다.

이상과같은미국의문제의식은 시기간동안신탁통치구상을제기한때의

그것과비교했을때연속 인측면과단 인측면을동시에드러낸다.먼

기존의신탁통치구상이 지민간행정기구를상정하고이에한국인들이참여하는

방식으로통치를실시한다는방침을계획한것과마찬가지로,미국측의임시정부

수립방안은비록미국의이해 계에부합하는임시정부가수립된다고하더라도

이는 통치권과 주권행사가 제한된 행정기구에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는 을

명시한다. 체 으로임시정부의 상과권한을기존의신탁통치구상에서한국

인의제한 인입지처럼축소하고,미소공 내지는양국 령당국을통해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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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내부문제에결정권을행사하려는의도를담고있었다.이때미소공 는

3상회의의미국측원안에서제시되었던고등 무 과,그리고임시정부는행정기

구와 비슷한 상을 부여받게 될 것이었다(정용욱,1993:212).이 게 볼 때

미국측임시정부수립방침이모스크바결정이 원래의신탁통치구상에담긴

계획과 의도를 여 히 철시키고 있다는 이 다시 확인될 수 있다.71)

하지만임시정부의성격과이를둘러싼 지정치상황의재편과 련해서는

소련의 령지 에 항해야한다는문제의식이이 보다강하게작용하고있음

을알수있다.무엇보다 인반탁운동과공산주의진 의이데올로기

향력이가시화되는상황에서,남한내미국의입지를강화하고미군정지 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미국의 향력이구 될수 있는 정부의

수립이 요하다는 것이었다.

71)미국의이해 계에부합하는임시정부를구성하되이에 한통제를신탁통치구상의

방식으로 실 한다는 국무부의구상은미군정에서도받아들여졌다.이를단 으로보

여주는 자료는 1946년 5월 8일자 주한정치고문 랭던이 국무부장 에게 보내는 비망

록이다.랭던은 령 기신탁통치실시여부를놓고국무부와 립각을세웠던것과

달리,신탁통치구상의 간 실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이 자료에서 랭던은 신

탁통치가필요한이유로 ① 2-3년간의 확고하고도 집 된 행정 리가 한국인들의

재통합과 근 책임의 발 에 필수 이라는 ,② 한국인들에게 조직 입법

과정에 한 기 인 지원,지도 훈련과 당국에 의한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

는 ,③ 소련 정부가 신탁통치를 일종의 이고 신성한 것으로 취 하고

있다는 ,④ 미국은 처음부터 한국에 한 신탁통치의 주요 제안자 다는 ,

⑤ 신탁통치기간 동안 임시정부가 소련군 사령부 지 의 공산주의 정권에 항

할수있도록한다는 등총7가지사항을거론하고있다.뿐만아니라랭던은“미

국정부가신탁통치를유보할수도있다는 재의입장을수정한다면,제일 요한

제는미국이 재상정하고있는한국에서의4 국혹은 국제연합기구로구성되는

기의 자문 혹은 감독 통제기 의 성격을 명확히 해두는 일일 것입니다.”라고 언

하면서, 지 임시정부의 처리와 련해서는 미군정에 의해 발 해온 남한의 행정제

도를임시정부의행정 집행기구로채택하여확 시킬것을제안하고있다.그이외

의 자세한 논의는 미국무성비 외교문서,263-270쪽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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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일원화된 령행정 방침의 굴 과 소 략의 요성 강화

지 까지검토한미국의한반도신탁통치정책의 개 변화과정을다시

정리해보자.3상회의결의안은소련 령지 와의상호작용속에서 시 조체제

를어떻게신탁통치제도로녹여낼것인가의문제를응축하고있었고,이에미국은

임시정부를 제로 한 신탁통치 모델을 지향했다.

하지만그이후남한내부시민사회의반탁운동과미군정의회의 인의견,

그리고소련진 의이데올로기 향력에마주하게됨으로써미국의헤게모니

가약화될 기를인식하게된다.이에미국은신탁통치안에서구상했던통치의

방식과형태를유지하되,미국의 향력이구 될수있는‘과도정부’를우선 으로

지원,수립한다는 입장을 갖추기 시작한다.

그 다면 이상의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싼 실천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기존의신탁통치구상에서는탈식민화에 한 진 요구에 응하여

식민지역의주민들을자유주의 질서 역으로통합하려는미국의시도가작용하

고 있었다.비 토 제국의 성격과 식민지역에 한 효율 인 통치 략으로

고안된신탁통치모델은 세계를무 로자유주의를보편화한다는기획속에

내포된 것이었다.때문에 자유주의의 경계와 한계는 략 이해 계에 따라

설정되지 않았다.

하지만신탁통치의보편 구상과미소양국간일원화된 령행정방침에서

미국에우호 인임시정부구성을통한신탁통치라는방향으로정책 환이

일어난것은미국의자유주의 헤게모니가소련공산주의에 응하여그 용

범 와경계를구획하는국면을보여 다.미국이 시에유지하고자했던국가

간균형은소련 령지 와의 응 과정 속에서 령지 간의 권력균형으로

화되었다.이에따라자유주의통치 략은 령지 간권력균형과결합함에

따라‘ 세계’라는공간 구상의범 가차별 으로분화되는 상이나타난다.

이러한경계간의균형속에서미국은신탁통치라는장치를통해종속지역의

사회를자유주의 헤게모니진 으로 포섭하고진 내국가들간의연계성을

높이는 략을 추구했다.

이처럼분할 령과그에따른지 세력균형이가시화됨에따라탈식민화된

사회를구성하는것보다우선 으로는미국의자유주의헤게모니가 철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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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구성하는것이더욱 요해졌다.소련의사회경제체제가한반도이북지역에서

도덕 헤게모니를강력하게발휘하는상황에서,미국은단순히소련지 와의

립이나 상만이아닌남한지역에서폭발하는민족 열망을자신의헤게모니

내로포용해야만했던것이다. 한 령의의미와목 은탈식민화보다는국가형

성에맞춰지게된다.이러한신탁통치의 리형태뿐만아니라신탁통치의이념

목표,즉탈식민화된사회구성이라는목표가간 으로활용된다는 이돋보인

다.구상단계에서탈식민화의이념이란통치의궁극 목표로상정되었던것에

비해실천단계에서는미국의헤게모니를 철시키는수단으로 화된다.그리하

여 령은탈식민화의이슈를자유주의헤게모니진 으로포 해내는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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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 신탁통치구상의 냉 변형과 실천

이 장에서우리는연합국동맹체제내부의논쟁 갈등과미국의 소 략의

변화에따른자유주의진 의재편과정에서기존의신탁통치구상이변용,굴 되

는모습을살펴볼수있었다.무엇보다한국사례에서드러났듯이미소분할 령과

남한 지의탁치정국으로인해이 의구상에내포된딜 마가분출하기시작했

고,동시에신탁통치는탈식민화된사회질서의형성이아닌 령지내임시행정과

후 안정화를 한 기제로 간주되기에 이르 다.

이와 같은 사정은 단순히 한반도에 제한된 것이 아니었다.신탁통치구상이

당면한난제는일국 차원으로환원하여설명될수없다.처음루즈벨트행정부에

서한반도에 한국제 신탁통치방식을구상했을시 에그것이아 리카에

있는이탈리아식민지와 랑스통치하의인도차이나등에동일하게 용되기를

구상했던 것만큼(Bogle,2001:3),한반도 신탁통치구상의 환은 신탁통치의

성격과목표자체를변화시킬정도로큰의미를갖는계기가되었다.특히여기서

나타난 기존의 신탁통치기획의 한계와 딜 마는 그와 비슷한 시기에 국제

차원에서더욱심화된형태로나타난다.이는유엔의사법주의 ,보편 ,이상

기획이냉 의 실주의 권력 계와충돌을빚으면서 자에서지향했던국제

주의 원칙이 소진,좌 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72)

4장에서는이처럼미국의국제 신탁통치구상이 실화,실천되는과정에서

그내용과기조가변화되는일련의과정을포착하고자한다.탈식민화의자유주의

모델을 세계 으로보편화하는차원에서구상된이모델은그기본가치 던

72)그 지만이러한 이유엔에 한 기능주의 해석을의미하지는않는다.김학재

(2013)의 주장처럼 유엔은 냉 의 향을 강하게 받았지만 단순히 강 국의 도구로

락한 것이 아니며,보다 정확하게는 냉 의 로젝트 자체로 유엔의 설립을 추구한

자유주의기획의변형이자,반작용혹은 보충으로이해할수 있다.이는국제신탁통치

기획의형성과변형에 해서도 마찬가지이다.(김학재,2013,82쪽 참고)여기서무엇

보다 주목되어야하는것은신탁통치기획의단순한변화보다는기획자체가내포하고

있었던 딜 마와 한계가 어떻게 표면화되고 심화되었는지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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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식민화’를소거하고‘자유진 ’을군사 으로공고히하는방향으로나아갔다.

즉종속지역과그주민들을자유주의 가치가보편화된질서 역으로통합하려

는 이 국면과 달리,자유진 에 속한 구 식민모국의 이해 계를 보호하고

자유주의헤게모니에부합하는임시정부를구성하는등정치 , 략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 주안 을 두게 된 것이다.

1.국제 리원칙의 좌

: 국, 랑스,이탈리아의 배타 신탁통치

미국의국제신탁통치구상이냉 구도하에서보수화된 상은가장먼

국, 랑스와같은기존강 국과패 국인이탈리아의지배권한을일정정도

인정해주는 결과를 래했다.

3장에서살펴보았듯이 국과 랑스는미국의신탁통치구상에내재된보편성

과국제 리원칙을제어하고자했고,기획의 실화가불가피할경우패 국의

식민지의처리방안으로제한한다는입장을표한바있다.이에미국은여 히

국제 ,다국 인 리기구를구축하여그에 한자유로운 근권한을보장해야

한다는입장이었다.더불어패 국이탈리아에 해서는,이탈리아본국 토에

한 령통치를연합국의공동참여를통해실시할뿐만아니라기존에보유하고

있던식민지(소말릴란드,에리트리아,리비아)를유엔의권한하에통치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상황이었다(박찬표,2007;덜 스,1959).73)

73)1945년 12월 20일 작성된 국제신탁통치 련 요약보고서는 “이탈리아 식민지에

한신탁통치는기구자체가 리국가가되어야분쟁의씨앗이되지않을것이다.미국

은 국으로부터분리된모든신탁통치지역과 련하여특별한지 를계속가질것

이다.신탁통치 정의 타결에 긴 히 계되는 국가 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언

하고있다.이는유엔 헌장<제81조>에서 “신탁통치지역의 리를 수행할당국인

리기구는 1개 혹은 그 이상의 국가, 는 기구 자체일 수 있다.”는 문구에서 기구

자체의 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BriefingBookPaper– Memora

ndumonUnitedStatesParticipationinAdministrationofTrustTerritories”,D

ec20,1945,F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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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 란시스코 회의에서 유엔 헌장의 신탁통치 조항이 확립되었을 때 향후

논의의쟁 으로남아있었던사안 하나는신탁통치에참여할국가를결정하는

문제에 한것이었다.<헌장제79조>는신탁통치 상국의결정이해당지역에

이해 계를갖는 련국가들간의추후 약을통해결정되어야한다고규정하

으며,이는그이후신탁통치 정안의마련과실행에있어서도마찬가지로 용되

는방침이었다.이에 하여미행정부와정책결정집단은유엔신탁통치이사회와

지역 의체를통한국제 ,다국 리 차를구성하고이를구식민지에 용하

는과정에서미국이‘직 계국(statesdirectlyconcerned)’의범주에포함되어

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미국의이러한입장은1946년2월23일유럽국(OfficeofEuropeanAffairs)의

부국장히커슨이당시번즈국무장 에게보낸메모에서확인된다.이는신탁통치

련 유엔 회의를 앞두고 “유엔에 견된 미 정부의 민간,군사 표들에게

일 인방침을제공해야한다”는삼부조정 원회의결정에따라작성된비망록

이었다.

국정부에보내는서한(이는유엔총회런던회의에서미 표단이처음

비한 안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정부의확실한입장은우리가 계되는아 리카신탁통치지역에서뿐

만아니라모든신탁통치지역에직 으로 련되는국가 에하나라는

것이다.그이유는미국이1차 의종결로특별히양도된(renounced)

지역들을옹호하는핵심 연합국 에하나이기때문이다.이러한측면에서

미국과 그들 지역의 민족들의 권리와 련하여 미국과 리국가들 간의

정에 심을가져야한다.”이서한은미국이탄자니아에제안한신탁통치

결정에참여할 계국임을주장하는바이다.여기서제기된주장은합당한

것이고,본인은미국이그러한결정에참여할권한을가질수있다고생각한다.

이는다음의문서에서도마찬가지로드러난다.이는1946년4월11일장

실무 원회(Secretary’sStaffCommittee)회의이후요약정리된회의록으로,

의 비망록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74)

74)“Secretary’sStaffCommitteeFiles,StaffCommitteeDocumentSC-192,Polic



4장  신탁통치 상의 냉  변 과 실천 83

국정부가1946년2월4일탄자니아,토고,카메룬에 한신탁통치 정

안사본을보내왔고,벨기에정부가1946년1월30일르완다- 룬디에 한

정안 사본을 보내왔다.때문에 미국도 서둘러야 한다.

국무장 과해군장 의비망록과 련하여,많은실무자들이“직 계

국”문제를수차례검토했다.이들은다음과같은결론에이르 다.직

계국은베르사유조약하에서주요연합 연맹국(PrincipalAlliedand

AssociatedPowers)의권리를계승하는5개강국(미국, 국, 국,소련,

랑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이탈리아 정 정 조인국인 소련, 국,

랑스는이탈리아 임통치지역에서이탈리아의권리와권한을물려받기를

주장할수있다.그리고소련, 국, 국은일본의항복을수용한이들로서,

일본이동일하게보유하던권리를물려받을수있다.미국은아 리카에서의

많은이해 계를최 한효율 으로보호할수있고,그들의조약권리를

주장함으로써종속지역주민에 한일반 목표를발 시킬수있을것으로

보인다.

두인용문에서확인할수있듯이미국의입장은기존의 임통치지역과패 국

으로부터분리된지역에 한모든신탁통치의결정에미국이개입해야한다는

것,그리고 ··소· 4개국이미국과함께‘직 계국’의권한을부여받고

지역 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75)

하지만한반도신탁통치문제의사례에서처럼식민지인민들의즉각 인독립

요구가소련진 이표방한 즉각 인독립 정부안에 한지지로확 되면서

공산주의진 에 응하는자본주의 자유주의진 의군사 역을확고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로 인해 미국은 구 강 국들이 유지했던 제국

yandProceduresConcerningtheNegotiationofTrusteeshipAgreements”,Ap

ril11,1946,FRUS.

75)지역별로 구체 으로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임통치령과 련해서,미국, 국, 랑스,소련은 직 계국이다.

(2)이탈리아식민지들에서직 계국은(이탈리아정 정에따라)미국, 국, 랑스,소련이다.

(3) 임통치를받지않았던태평양지역(컨 오키나와)에 한한,직 계국은일본항복을

수락한 이들,즉 미국, 국,소련, 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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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imperialmilieu)을 일방 으로해체하는것이 아니라,그들이 자유주의

진 을지탱하는 국가로서의역할을 할수 있도록그들의식민지이해 계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은 1946년 7월 4일 해군부 장 포 스털이 국무부 장 에게

보내는 아래의 서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이들지역(국의식민지)에 하여직 계할국가가되어야

하는지아닌지를유엔총회에서검토해야하는문제가이시 에서발생한다.

미국은그들지역의 지주민들의복지에 한일반 심사보다는이들

지역에 실 인 이해 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나아가,본인은미국의이러한주장이우리가결정 으로 략 이해

계를갖고있는태평양섬에 한신탁통치에있어다른국가들이그들의

심을주장할수있는선례로작용할것이라고우려한다.태평양섬신탁통치

에서직 계국의숫자가최소한으로유지되어야한다는것이해군부의

주장인한,미국이아 리카지역에직 계해야한다고주장하는것은

정말 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상기인용문을보면‘직 계국’의규정사안을둘러싸고포 스털은태평양에

한자국의이해 계와개입권한이침해되지않도록해야한다는인식을보여주

고있다.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자유주의진 의국가들이그들과직 으로

계된지역에 한 향권을유지하도록일정정도방 해야할필요성을주문하

고있는것이다.이는 곧국제 ,다국 리 원칙이아닌,역내 련국가가

신탁통치를 담당한다는 원칙으로 환한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표는실질 으로신탁통치방식이실천된지역을이를담당한국가와

함께 정리한 것이다.여기서 신탁통치의 주체는 (나우루의 사례를 제외하면)

련국가의연합이아닌기존의단일한식민모국이나 령국이자리하게되었음

을알수있다.특히 국과 랑스뿐만아니라이탈리아구식민지 하나인

소말리아에 하여이탈리아가 본래 지니고 있던 권한을 인정하도록한 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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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탁통치지역 신탁통치국

단독

통치

서카메룬 국

동카메룬 랑스

탄자니아 국

가나 국

토고 랑스

소말리아 이탈리아

태평양제도 미국

르완다- 룬디 벨기에

뉴기니 호주

사모아 뉴질랜드

공동/연합

통치
나우루 국,호주,뉴질랜드

표 7.신탁통치 실시 지역

이에 하여카스텐스탄은처음신탁통치구상이유엔의직 이고강력한

토행정이나 지사회에 한다국 리기제를기획했던것과달리,실질 인

신탁통치의 행정은 유엔의 단순한 감독 하에서 수행되는,국가에 의한 행정

(state-conductedadministration)의형태76)를취하게되었다고분석한다. 한

개별국가에의한 토행정은다른한편으로신탁통치이사회의권한을약화하는

방식이기도했다.그는이미샌 란시스코회의에서신탁통치이사회의임무를

<제87조>를통해명시하 으나법 조항과 실사이의괴리가이후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지 한다.

더불어 이러한 단일 모국의 신탁통치는 자국의 시스템에 우호 인 정부를

구성하고사회질서를재편하는방식으로실천되었다.한반도신탁통치정책의

변용에서 살펴보았듯이 신탁통치의 목표는 탈식민화된 사회구성과 궁극 인

독립 진이아니라냉 질서하의자유주의진 을공고히하는것으로정향되었

다.이러한 환은 국과 랑스의신탁통치에서도그양상을드러내는데,특히

76)리우 시아오 엔은 이를 ‘asingle-nationtrusteeship’이라는 용어로 표 한 바 있

다.Liu,Xiaoyuan,2010,RecastAllunderHeaven:Revolution,War,Diplomac

y,andFrontierChinainthe20thCentury,BloomsburyAca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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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제76조>에서명시한신탁통치지역주민들의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발 방향이근 의회제의수용에맞추어지게되었다는 에서그러하다.

신탁통치국들은기존지역의 통 인정치체제를부족 (tribal)이고후퇴한

것으로규정하며자유주의와의회민주주의에기반한정치제도를수용하도록

종용했다(Deiwert,2004:791).데이워트는 이 과정에서 이들 지역의 행정 ,

경제 자립의 노력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지 한다.77)

결론 으로 신탁통치구상의 실천 국면은 자유주의 헤게모니와 세력균형

원칙을결합한지역주의 리방식에서기존식민모국의통치권리를인정한

배타 리방식으로일정한 환을보여 다.신탁통치는미국이기획했던바와

같이 실화될수있었지만,그형태는탈식민화와 진 독립문제를방기하는

방식으로 철되었던 것이다.

2. 략 신탁통치의 체계화 정당화

다음으로미국의국제신탁통치구상은미국내부의정책결정자들간다양한

논의를거쳐‘략 신탁통치(strategictrusteeship)’이라는지배형태를산출함

으로써냉 보수화의 다른양상을드러냈다.실상 략 신탁통치문제는

샌 란시스코회의를 후로많은논란이 개된사안이다.결과 으로는<헌장

제85조>에서‘략지역(strategicareas)’를별도로규정하여‘일반 ’신탁통치

와차이를두도록하 으나,이를 실화하는과정에서군사 , 략 이해 계와

냉 안보체제의 구축에 한 미국의 인식이 더욱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한 이와 같은 배경에서,당 비군사화(de-militarization)의 원칙을

77)그는 구 식민모국들이 이들 지역과 맺은 신탁통치 정을 살펴볼 때, 기 구상에서

구체화된 경제사회 발 의제들이 통치를 한 공허한 수사로 귀결되었다는 을

지 한다.진정 정치 으로 독립한 국가의 설립을 단계 으로 지향했던 기 구상에

따르면,신탁통치 정은 행정 인 자립과 기존 모국으로부터의 경제 분리에 한

조항을수반해야한다.하지만실제 으로 리 국가들은 신탁통치지역에 의회제도를

명목 으로 용한다는 것에집 했고,이 듯정당화된통치 하에서 신탁통치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는 데에 더욱 했을 뿐이었다.Deiwert,2004,p.79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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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하고있던신탁통치구상은단일한지배국가에의한군사 활용을용인하는

모습을보이게된다.이번2에서는이두가지측면에서신탁통치구상의냉

보수화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1.태평양제도에 한 략 신탁통치

앞서언 하 듯이 략 신탁통치라는지배방식은샌 란시스코회의이 부

터 미국 정책결정자들 간의 입장 차이를 빚었던 사안이었다.미국 국무부와

합참은미국의 세계 헤게모니수립과 략 이해 계의 철이라는기본

제에서일치했으나, 략 으로 요한지역을둘러싼논의에있어서는서로

다른 견해를 보 던 것이다.쟁 은 신탁통치의 상으로서 식민지 지역만이

아니라 략 으로 요한 지역을 포함시킬 지의 여부에 한 것이었다.미

합참은종 을앞두고 략지역등구체 인 토문제를처리하지않은상태에서

신탁통치를논의해서는안된다고주장하며,태평양 쟁에서치른미군의희생을

보상받기 해이들지역이미국의 토로편입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구체 으

로는일본의 임통치령이었던태평양의여러섬들을신탁통치에서제외시켜야

한다고주장했다.군부에게이지역들은식민지가아니었기때문에유엔의신탁통

치하에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정용욱,1993:61).

무엇보다국무부는 국가안보의필요성에 한군부의열망을인정하면

서도이것이 서양헌장의‘토불확 ’원칙과국제 신탁통치구상으로표출된

자유주의 헤게모니 확립 시도에 배된다는 을 염려했다.즉 태평양에서

미국의 략 기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이것이 과거의 병합

(annexation)이나팽창주의 정책으로이어져서는안된다는딜 마에 착한

것이었다(Eldridge,2001:41-42).

이과정에서스테티니우스(EdwardR.Stettinius)미국무장 은안보상의

이해를 고려한 군부의 의견에 일견 동의하면서도 략 인 측면만을 강조할

수없으며이를 후 자유주의헤게모니 수립이라는틀에서포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Louis,1978,Eldridge,2001).부처간연이은정책논쟁속에서결국

국무부는삼부조정 원회를통해 략 신탁통치의방식을고안하고그것의

주체와실제 권한, 리국가와유엔기구각각의권리등실제 인사안들을

88  신탁통치 상과 냉  변

략 신탁통치 비 략 ·일반 신탁통치

감독주체 유엔 안 보장이사회 유엔 총회

장
지역 행정에서 신탁통치국의

자율성이 높음

총회에서의 투표를 통해

국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용이함

단

소련의 비토권을 인정하는

이상 안보리의 승인을 받기

어려움

신탁통치이사회의 감독과

심사가 필수

주 :Louis,1978;정용욱,1993참고

표 8.신탁통치제도의 두 가지 유형

검토하기시작했다.그리하여국무부는새로이고안된 략 신탁통치를통해

미국의군사, 략 권리의유지,태평양 세계다른지역의평화를보장하는

데 필요한 지역 등의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 다.

당시미 국무부가설정한 략 신탁통치와일반 신탁통치 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유엔헌장에의하면 략지역은강 국이비토권을갖는안 보장이사회의

승인을받아야했고,비 략지역은총회결정에의존했다.특히 자에 해서는

안 보장이사회회원국가운데그지역에 략 인이해 계를가진강 국이

신탁통치를맡는것으로설정되었다.이러한방식은신탁통치이사회의감독과

심사 차를간소화한다는 에서 지행정의높은자율성을나타내는것이었다.

이러한방식의직 인 상이되었던것은 일 과정에서미군이 령했던

태평양제도(카롤린,마샬군도,마리화나제도등)다.미트루먼 통령은1946월

11월6일“미국은일본의 임통치령과2차 의결과로책임을떠맡은모든

일본섬들을 미국을 리국가로 하여 신탁통치를실시할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 다(Eldridge,2001).이후1947년5월2일,유엔안보리는미국정부에

의해제출된합의안(카롤린,마샬,마리화나제도와같이이 의일본 임통치령

이었던제도들을 략 지역으로서신탁통치하에둔다는)을만장일치로승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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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 의회는 1947년 7월에 승인했다.78)

이 듯 미국의 략 신탁통치구상이 제도화되는 동안 신탁통치 기간

군사 활동(militaryactivities)에 한 사안은 신탁통치이사회의 안건으로

계속제기되었다.79) 원회에서의논쟁은주로미국과태평양섬들간의신탁통치

정에 집 되었는데,이는 미국이 신탁통치지역을 서부 태평양에서 군사 ,

략 교두보(bridgehead)가될수있도록 환시키는장기 인계획을가지고

있다고주장이제기되면서시작되었다.특히펜타곤이미사일시험장,해군기지,

략공군기지,기타군용지를구성,유지할수있도록신탁통치지역의주민들에게

군사 정을 강제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논쟁 을 이루게 된 것이다.하지만

이와같은논란에도불구하고신탁통치이사회는군사시설에 한어떠한입장도

보이지않았으며미국과태평양섬들간의신탁통치 정80)을사실상승인하는

것으로 논쟁이 마무리되었다.81)

이와같은일련의과정과 련하여미국외교사학자마키는 임통치령을일반

신탁통치지역으로하지않음으로써미국이집단안보개념을보강하고국제사

회에서그들의도덕 , 상지 모두를증진시킬기회를상실했다고해석한다.

일반 신탁통치를확립하도록제공함으로써미국은순수하게국가 ,일방 인

략 고려를희생함으로써집단안보체제라는개념에양보할수있는것으로

78)UNYearbook1946-1947,p.389.

79)UnitedNations,RepertoryofPracticeofUnitedNationsOrgansSupplement

No.7,Vol5,p.6.

80)실제 성립된 정의 조항들은 신탁통치지역의 군사기지화 상의 단면을 더욱 실

하게 보여 다. 컨 정 제7조는 “ 리국가로서 미국은 오직공 질서와 안보의

요구에입각해서만언론,표 ,집회의 자유를보장한다.”고 언명하고있다. 한유엔

신탁통치조항 제87,88조에서 지역으로부터의 보고와 청원의 기회를 제공하며 유엔

표가 지역을 방문할 것을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미국의 정 제8조는“ 리

국가는 이러한 방침의 용 정도를 안보 이유로 인해 축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고 밝히고 있다.마지막으로 제15조에서 “ 재의 합의 조항은 리국가의 동의 없이

변경,수정,종결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미국은 자국의 동의 없이 자

국이 임받은 어떠한 권력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언하고 있다.

81)UnitedNations,RepertoryofPracticeofUnitedNationsOrgansSupplement

No.7,Vol5,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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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으나,결국드러난것은세계권력을가진정부가외교정책의두가지모순되는

요소들사이에갇히게되었을때무엇이발생하는지를생생하게보여 것이었다.

즉 새로운 국제기구를 효과 으로 작동시켜 도덕 ,이념 신을 확보하는

것과잠재 을방어하는것사이에서끊임없이동요하는모습을나타내며,

결론 으로는후자를 해 자를희생시키는결과가 래되었다는지 이다

(Maki,2007:175-176)."

2.2. 령 군정과 신탁통치 :‘오키나와 문제’

략 신탁통치로 표면화된 미국의 문제의식은 오키나와에서도 재연된다.

미국은 일 과정에서일본 토의분리와 련한‘오키나와문제(Okinawa

Problem)82)’를 략 신탁통치의 방식으로 풀어낸다.

미국 내부에서는 후 일본이 통제했던 임통치령과 변경의 작은 섬들을

어떻게처리할것인가를두고군부와국무부간의의견논쟁이1945-46년동안

본격화되었고이는1950년 까지지속되었다.이러한논쟁의과정은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후일본 토의지 동아시아질서구상에서신탁통치를

활용하는 방식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시기간동안미국무부는오키나와에 한일 된방침으로‘오키나와를

일본이보유하는작은섬들로간주하고이를비군사화하여야한다’는반환계획을

82)동아시아 후 토처리구상에 있어 오키나와의 지 와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 주된

쟁 하나 다는 에 기 하여오키나와-일본 령사연구들은이를‘오키나와문

제’라언명한다.1941년8월미국무부가강력하게주장했던‘토확 지’원칙을담

은 서양헌장이 공표되고 1943년 카이로선언에서 이를 재강조한 이후, 일 종

에따라 개최된1945년9월 포츠담회담에서는“일본의주권은4개의본섬과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로 제한(Japanesesovereigntyshallbelimitedtotheislands

ofHonshu,Hokkaido,Kyushu,Shikoku,andsuchminorislandsaswedetermi

ne)”한다는조항이채택되었다.여기서‘작은섬들’의 문구가 미국정부 내부처 간에,

연합국들 간에,그리고 일본과 미국 간에 커다란 논쟁이 되었다.특히 오키나와가 역

사 으로 독립된 왕국을 유지해왔으나 이후 1879년 일본의 으로 편입된 경우인 만

큼일본의 토획득의시 을언제로잡느냐와같은문제가 요해졌다.보다자세한

논의는 Eldridge(2001)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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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 다.이러한정책방침은오키나와와일본간의정치 ·문화 ·언어 ·인

종 동질성,오키나와에 한 략 통제가 토팽창을반 하는연합국간

합의원칙과모순된다는 ,게다가미국의오키나와통제가상당한재정지출을

요한다는 등 다양한 이유들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 과정에서합참은주요군사 격 지 하나 던오키나와의

요성을인식하 고9월2일일본과연합국간항복조인식이거행된이후에도

시 령의연속으로 령상태를유지했다(정근식·경수·이지원,2008:78).그

리고는 1945년 말에 이르면 합참 내에서는 일본 임통치령들과 오키나와가

후미국의안보계획에서핵심 인기지지역으로간주되어야한다는합의에

도달했다.이들은 미국이 이 지역을 획득하는 것이 식민지화나 착취를 한

시도라기보다는,단지 앞으로 태평양의 안보를 수호하기 해 요구되는 미군

기지들을획득하고자하는것이며,이러한목 에서미국은이지역을통치하고

요새화하기 해 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Louis,1978;

Eldridge,2001).특히오키나와의처리와 련합참은‘쟁으로인한희생을

보상받기 해’이지역을일본으로부터분리하여군사기지로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을 개진했다.

이후미군은태평양 쟁과정에서오키나와에주둔하기시작하여50년 까지

임시 인조치로 령행정을수행하 고그이후51년샌 란시스코강화조약을

체결함에따라본토반환이이루어지는72년까지약20년동안오키나와에 한

령통치를본격 으로실시했다.특히51년이후 략20년간지속된통치는

오키나와를신탁통치 정지역으로설정한샌 란시스코강화조약의3조에의거

하여이루어졌는데,이는45년 령이후지속된오키나와 토처리를둘러싼

논쟁에서국무부와군부의견간의타 이이루어진지 이었다(Eldridge,2001).

그 다면 강화조약 3조에 한 미국의 해석과 이에 투 되어 있는 구상은

무엇이었는가?다음은 3조의 내용이다.

일평화조약(1951.9.8.)3조:“일본국은오키나와나오가사와라를미

합 국을유일한 시정권자로하는신탁통치제도하에두기로 한,유엔에

한미합 국의 어떠한제안에도동의한다.이러한제안이 행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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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결될때까지,합 국은 해를 포함한이들 제도의 역 주민에

하여 행정,입법 사법상 권력의 부 일부를 행사할 권리를 가

진다.”

오키나와를 신탁통치 정지역으로 설정한 의 조항은 일본의 ‘잔여주권

(residualsovereignty)’을허용하는방침의일환이었다.미국의 기오키나와

령은일본이 토주권을보유했기때문에반환이 제된 령이었다. 일강화

조약제2조에서일본은한국, 만 펑후제도에 해서는주권,즉 토주권을

포기하지않았다.하지만오키나와에 해서는일본의잔여주권을허용했고이는

미국의단독신탁통치계획과결합되어나타났다.이와 련,1951년9월미국무부

고문이면서 일강화조약의미국특사로서 일강화조약회의에서연설한덜 스

는3조에내재된의미를다음과같이설명한바있다.“[오키나와통치와 련하여]

미국은 리국가(administeringauthority)로서오키나와에 한유엔의국제

신탁통치를가능하게하면서,일본이잔여주권을유지하는것을허용하는것이

최선의 방법83)”이라고 언 했다.

이상과같이통치권으로서의주권과 토주권으로서의잔여주권이구별되었고,

후일본이 일강화조약체결까지보유하게된다고해석된법 주권은후자에

해당한다.덜 스의연설에나타났듯이,일본이잔여주권인 토주권을보유한

상태에서미국의신탁통치가가능했던것이다.결국오키나와는일본의완 한

토도아니며,일본의잠재주권을남겨두었다는 에서미국이합병한 토도

아니었다.그 다고미일안보조약에따라일본이미국에게공여하는일본본토의

단순한‘기지 구역’과도달랐다.이는매우‘새로운’형태의종속지역이되었고

한이후의미군 령통치는아주‘특이한’ 령이었다(정근식·경수·이지원,

2008:81-82).

이후1950년12월15일,‘류큐열도미국민정부에 한지령’에따라당시까지의

83)공식 성명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TheUnitedStatesfeltthatthebestformula

wouldbetopermitJapantoretainresidualsovereignty,whilemakingitpossi

blefortheseislandstobebroughtintotheU.N.trusteeshipsystem,withthe

UnitedStatesasadministeringauthority.”JohnFosterDulles’sSpeechatthe

SanFranciscoPeaceConference,May9,1951,Obermiller,20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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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큐열도미국군정부가 폐지되고 새로운 류큐열도미국민정부(UnitedStates

CivilAdministrationoftheRyukyuIslands,USCAR)가설치되었다.더불어

1957년 6월 5일 아이젠하워 미 통령이 오키나와 통치에 한 기본 법으로

‘류큐열도의 리에 한 통령행정명령제10713호’를발포하 는데,이로인해

오키나와통치의최고책임지가종래의민정부장 에서고등 무 으로바 었

다.국방장 의 할하에두었던류큐열도미국민정부의장은고등 무 으로

명명하 다(정근식·경수·이지원,2008:245;아라사키모리테루,2008).이러한

조치들은남한 령정책에서미국무부가표방했던정책방향이었다.즉 령구조

를민정부 심으로개편하고민간고등 무 을임용하여민정부의 령통치를

총 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과정에서오키나와 지통치권의변천 정부구성형태의변화를살펴보면,

쟁이 지방자치 /분권 제도와기구들이미국통치하의단독정부수립을

해 부분퇴색되는모습이나타난다.51년이후통치기간동안행정체제는

앙집권 인 통치수단의 행정체제로 이행되었다(정근식·경수·이지원,

2008:242).즉 일본 정부의 오키나와에 한 통치권의 상실에 따라 오키나와

통치기구는 미국의 향 하에 단독 정부 형태로 구성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본토에서지방자치제도가확립되어가는것과달리오키나와의통치구조는

지방자치제 성격보다는 독립된 국가 성격의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실질 으로 미국에 귀속된 종속 성격을 띤 정부의 제도화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미완의 탈식민화

3.1. 령과 신탁통치의 모순 결합

지 까지 살펴본 략 신탁통치 방식의 확립 문제는 신탁통치의 군사화,

령과 신탁통치의 모순 결합에 한 논의로 이어진다.

실상국제연맹의 임통치조약은 임통치지역의군사 이용,즉군병력

주둔,군사기지의설치, 지군 의활용등을 지함으로써비군사화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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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해왔다(Parker,2003).이는국제신탁통치제도에서도골자로하고있는것이

다.헌장<제84조>에서“ 리기구는지역 방 신탁통치지역안에서의

법과질서의유지를 해서뿐아니라안 보장이사회에 해부담하는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신탁통치 지역의 지원군(volunteerforces),시설 원조를

이용할수있다”라고명시하고있으나,이는신탁통치이사회와유엔총회의검토를

거쳐결정될수있는사안이었으며유사시 지지원군을활용하는것이상의

군사 행 를 실행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패 국이소유한 토에 한 령,그리고 령이후의지 를규정하는

문제에있어서미국은국제평화와안보의유지를명목으로‘략지역(strategic

area)’를 설정하게 된다. 커에따르면그러한 략 신탁통치 련 규정은

태평양제도와오키나와에 한 략 신탁통치 정이처음으로맺어지기까지

사실상불투명한의미를가진것이었으나,미국이이를 실화함으로써태평양지

역의군사기지를연결하는일련의고리를수립하게되었다고설명한다(Parker,

2003).

그 다면군사 령과기지구축으로실천된신탁통치방식은우리는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그리고 이는 령의 역사와 다양한 사례들 속에서 어떠한

의미는갖는가?본논문은군사 령이신탁통치의한유형이되어양자가혼재된

지배형식을‘신탁- 령(trustee-occupation)’이라는개념으로이해해보고자한다.

군사 령의개념을학문 연구의 상으로문제화했던연구들(Roberts,1985;

1998,Stahn,2008,Stirk,2009Benvenisti,2012)은주로국제법과 쟁규범의

역사속에서 령을정의하고군정의형식과의무, 령시주권소재,피 령지의

사회변동 등을 고찰했다.이 령의 정의와 련하여 로버츠는 쟁법의

발 과정을통해과거의정복으로부터군사 령이구별된역사 맥락을분석한

바 있다.

다음표에서확인할수있듯이기본 으로정복은무력에의한강제 타국 토

취득을말하며,과거국제 습법은 국의완 무력화와공식 인정복의사를

표시한다면타국의승인이필요없이정복에의한타국의 토취득을허용하 다.

이경우 지사회의 내외 주권은부정되고정복국의법 역으로포섭된다.

이는 강 국 간 “정당한 쟁”(‘국가이성’에 의한 자유로운 선택)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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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conquest)

령

(belligerent

occupation)

신탁- 령

(trustee-occupation)

특징 지배국가의 군사 행동
령당국의 임시 ,

군사 조치

국제기구의 감독

하의 령통치

지

주권
주권의 부정·이 주권 보류

국제법 주권의

한시 보류

강조

국의 무력화,

강제병합 목

( 토권 변경 지향)

휴 의 확보,

침략군 의 해체,

배상 집행

안보 +자유주의

헤게모니 진 편입,

군사기지 활용

근거
18-19세기 쟁법,

구 식민지배체제

헤이그 약,

제네바 약 등

쟁법규

유엔헌장,

략 신탁통치

표 9.군사 령의 역사 유형

종속지역의 식민화에 있어 활용되었던 방식이다(Roberts,1985:249-250).

이후20세기 반헤이그 약(1907년)과제네바 약(1949년)등부 규약의

발 에따라정복과구별되는 령을규정하고이것의한계를설정하는노력이

개되었다.특히헤이그 약은 령(belligerentoccupation)을국제법상유일

하게명시한규약으로,이에따르면 령은 쟁행 에의한일시 인상태로

규정된다. 한 령국이 지에서 통상 인 주권을 행사하여 지의 토가

일시 으로 령국의사실상의(defacto)통치84)하에있게되지만,이는임시 인

군사 조치의성격으로이루어지고궁극 으로는 지의정치 역에개입할

수없다85). 령국이특정정치 법률을개정할수있으나군사 목 을 해

84) 령군의 권한은 령지역의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립된다.

령지에서 령국은 치안의 유지와 군사상 필요에 따라 령군의 명령(Ordinance)

을공표할 수있으며이에 따라 령지를 리하고재 을 실시할 수있다.조기성,2

001,『국제법』,이화여자 학교 출 부,563-565쪽.

85)이와 련헤이그부 규칙제 43조는“군사상 령에 있어 령국은 제한된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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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로버츠는이 듯정복에서 령으로의국제법 환을무력행사의정당성

합법성측면에서바라본다.과거의정복이식민지로의무분별한병합을 래할

수밖에없는방식이었다면, 령은이러한무력행사가보다정당하고합법 인

틀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그범 와동학을규정한시도의산물이었다는것이다

(Roberts,1985:251).

한편일군의정치학자 국제법학자들이개념화한신탁통치- 령은 시국제

법이제한한 령에서외부 행 자의간 인개입(intervention)을가능하게

하는방식이라할수있다.신탁통치- 령은일반 인 령과구별되는상황이면

서 동시에 령법의 특정한 의무 하에서 이를 수하는 상황이다(Wilde,

2009:320).이와 련 벤베니스티는 다음과 같이 지 했다.

“효과 인통제를행사하는권력은오직평화로운해결이이루질때까지의

기간동안오직임시 인 리권력(managerialpowers)을갖는다.제한기간

동안, 령국은 주권자를 신하여 토를 리한다.그리하여 령자의

지 는 신탁자(trustee)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란과게어슨은통상 인권한(입법·사법·행정권)을갖는통치당국이주권과

토를 취득하는 등 임시 인 군사 조치 이상의 행동을 직 으로 할 수

없지만,피통치지역의정치경제 구조의재편과행정기구의 지화에간 으

로개입하여‘우호 ’이고‘안정화된’국가를구성하고자하며,이러한실천들을

신탁통치- 령으로규정할수있다고지 한다.그리고그과정에서통치당국은

이러한 령통치과정을 정당화하기 해 유엔이라는 장치와 신탁통치제도의

요소를 활용하게 된다.이는 결국 령에 한 국제법 제한 규정으로 인해

령통치의외연을확 할수없는상황에서,민간화된 지기구를통해 령통치

의 목 을 간 으로 실 하는 방식이라고 분석된다.

에서 그들의 권한을 행사하며 원칙 으로 군사 목 을 달성하고 공공의 안 과 질

서를회복하는데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을뿐이다.”라고규정하고있다.조기성,20

01,5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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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반의’국가형성 :주권제약과 외부개입의 지속

이제남은문제는,한반도신탁통치정책의변용이후미국의보편 기획이

다양한방식으로굴 ,보수화되었다고했을때,그것의효과를어떻게이론 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한 것이다.

앞서살펴보았듯이 지구 인신탁통치구상은구식민모국을단독 리국가

로하는배타 리메커니즘을용인함으로써기존의국제주의 ,다국 원칙을

배제하는모습이나타났다. 한이는종 이후냉 기에 어들면서‘임시 령

행정’의일환으로그성격과의미가명확해졌으며,특히군사 령을통해잠정

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결국기존의자유주의 탈식민화라는기조보다는,서구자유주의진 의

공고화 안정화와함께,약소국이나종속지역에 한강 국의‘외부개입’을

강화하는메커니즘으로구성했다.군병력이특정지역에잠정 으로주둔하여

일시 으로주권을정지하고질서를회복시키며,그과정에서신탁통치의방식과

같이 지주민들을지원,교육함으로써 지임시정부를구성하여독립정부가

되도록 한다는,일련의 로그램이 정식화 된 것이다.

그 다면이 듯변형된신탁통치기획의방식은 지사회에어떠한 향을

발휘하는가?이질문을둘러싼논의는‘주권론’과‘국가론’의측면에서이루어질

수있다.불과왓슨이처음사용한‘국가(quasistate)’개념은제2차세계

후에독립한아시아,아 리카의많은국가들이오늘날국제사회에서유럽국가들

과같은국가간 계에들어가기에는국가로서미흡한 이많다는 을지 하기

한것이었다(Bull&Watson,1984).이를이론 으로체계화한잭슨은 국가가

외부로부터침략당하지않을권리로정의되는소극 주권(negativesovereignty)

만을 지녔다고 바라보았다. 극 주권(positivesovereignty)이 한 국가가

국내 ,국제 으로국가정책을수립하여실행할수있는‘정치 ’능력을의미하는

것과달리,소극 주권은주권체제(sovereigntyregime)에의해제도 ·법 으

로서만 보장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Jackson,1990).

탈식민지국가들은다른여타의주권국가와마찬가지로사법 인국가의지

(juridicalstatehood)라할수있는외 인권리와의무를부여받았다.그 지만

동시에경험 인국가의지 (empiricalstatehood)라는측면에서볼때는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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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만을지니고있다.즉이들국가는국민이독립된국가의지 에걸맞는

혜택을제 로 리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이는2차 이후수많은신생독립

국가들이국가간체계로부터승인을받았다는소극 인의미에서주권을가진

것은맞지만,실제로국가를외부의침략으로부터지켜내고국민의경제생활을

해결하며민주주의를통해국민통합을이루어낸다는 극 인의미에서완 한

주권국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을 보여 다(정일 ,2000:9-10).

종속지역에 한강 국의외부개입과이를통한서구자유주의진 으로의

포섭을지향하게된신탁통치제도는1990년 반까지 외 독립을달성하는

성과를창출했으나 지사회의주권제약과종속성을야기하는결과를낳았다.

각지역사회는국제주의 ,다국 리원칙하에놓이지못하고,단일국가가

군사 보호자이자경제 인원조자,나아가정치 인지도자로자리매김하는

상황에마주해야했다.물론이들지역들이이후차례로주권국가로서독립한

것은 분명했지만,독립된 주권국가에 알맞은 군사 ,경제 ,정치 능력을

갖추기에는역부족한것이었다.즉국가임(statehood)에는틀림없지만국가다움

(stateness)을 완성하지 못한,‘반의 국가형성’과정에 그쳤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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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연구요약과 결론

본 연구는 미국 주도의 국제 신탁통치구상이 2차 기 다양한 배경과

상황 조건속에서 후자유주의 국제질서의장치로형성된이후구체 인

제도로논의되고나아가변형된방식으로 용되는일련의과정들을분석했다.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에 한 선행연구들은 국제정치학과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와 에서 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구체 내용과

형태,이를둘러싼복합 인동학을충분히설명하지못했다.가령국제정치학

연구는 임통치제도와의연속성,미국의이상주의 외교이념의 향에입각하

여분석하지만,신탁통치구상의원인과배경에 한논의에집 하여이를 편

으로해석함으로써기획자체의제도 동학을역사 으로밝히지못했다.한편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정책에 을 둔 국내 역사학계 연구들은 한반도와

같은단일한사례를 면에내세워특정한시간 범 를설정함으로써세계사 ,

보편 차원에서 작동하는 기획과의 연계성을 풍부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본논문에서는이와같은기존연구의한계를극복하기 해역사주의 이고

정치사회학 인시각을바탕으로미국주도의국제신탁통치구상이 개된과정과

그의미를분석하고자했다.특히국제 신탁통치구상의형성,제도화,변형에

한 역사 고찰을 통해 선행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새로운 설명과

이론화를 시도했다.

이에따라도출된연구결과는다음의표와같이요약될수있다.이는2차

기간,종 후 과도기,냉 기를 시기 으로구분하여각 국면별로

나타나는 구상의 목표와 배경,구체 인 내용(상지역,통치주체)을 정리한

것이다.본논문에서는무엇보다구상의주된배경으로작용한미국식자유주의

헤게모니가 지구 세력 계의변동과 지지역과의 응에따라변화되어

가는과정이곧국제신탁통치의구체 인양상의변형을야기했음을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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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 1942-44년 1945-46년 1947년 이후

단계 국제주의 과도기 국가주의

목표
식민지배제도 개

국제 토 리

국제주의 원칙

변용
‘자유진 ’확립

개과정
신탁통치구상 확립

시외교와 합의

샌 란시스코 회담

신탁통치조항 수립

미소 계의 교착

신탁통치의 군사화

배경 자유주의 헤게모니
자유주의

헤게모니의 동요

자유주의와 냉

실주의의 결합

상지역
연합국 식민지 포함

모든 일반 식민지

연합국 식민지 제외

상지역의 제한
11개 지역 용

통치주체
국제기구의 감독과

지역 의체

국제기구의 감독과

지역 의체

(직 계국)

구 식민모국의

배타 통치

군사화의

정도
비군사 통치

비군사

통치기조의 변용
군사기지화

표 10.시기별 국제 신탁통치구상의 특징 구분

가장먼 , 시기간동안부상한국제 신탁통치구상은미국주도의헤게모니

략이 2차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구 식민지 토를 리하고 국가 간

경쟁을조정,안정화하고자했는지의문제의식을보여 수있는연구 상이었다.

이는한편으로,국제연맹의제도 유산과 슨행정부이래발 해온이상주의

사상을거름삼아, 토와주권침탈로 철된구유럽제국주의의폐단을해결하고

구식민지의 지사회를보다정당화된방식으로통치,개조하려는임시 리모델

로형성되었다.여기에는 20세기 반가속화된탈식민화흐름에 응하여,

이와같은 진 인민족주의열망을 히제어해야한다는문제의식이오롯이

반 되었다는 한 밝힌 바 있다.

하지만국제 신탁통치구상에는기존의유럽강 국들의제국 통치모델과는

다른국제정치 기 를마련해야한다는인식이크게작용한만큼,이를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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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의이상주의 외교이념으로환원하여설명할수없다는 을언 하

다.무엇보다이는미국 후기획집단의이상주의 사고가국제 조를고려한

실주의 틀을 통해 구체화된 것일 뿐 아니라,‘지역 의체’구성방안에서

드러나듯이주변국가간의권력균형을일정정도유지하고특정구식민지사회를

둘러싼합리 인조정 차를마련하고자한것이었다.결론 으로이는단일한

국가가특정지역의배타 지배를존속해왔던기존의식민통치의방식으로부터

벗어나는것으로서,새로운미국식헤게모니의틀과연합국간 조체제의기조를

창출,유지해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둘째,본 논문은 종 이후 연합국과의 계구도와 다양한 지역들에 한

응 과정에서 이러한 자유주의 헤게모니 략이 변화해가는 국면들이 결국

신탁통치구상에 향을미쳤다는 을분석했다.1945-46년에해당되는이국면

은구상단계로만존재했던신탁통치계획이연합국들사이에서 실 이고당면

한문제로논의되었던기간으로,다양한논쟁과의견 립으로인하여당 기획된

정책기조와방향이일정한변화를겪게되는모습을보인다.특히샌 란시스코

회의에서신탁통치지역의 용범 ,국제 리기구의형태 기능등세부 인

사항을둘러싼논쟁이붉어지면서,미국주도의자유주의헤게모니 략과연합국

간 세력균형 원칙을 내포한 기획의 딜 마가 나타나게 되었다.

다음으로,본연구는이러한구유럽강 국의압력보다더욱커다란문제로

작용했던것은유엔과신탁통치의효용성을실험하는공간으로 두되었던한반

도신탁통치문제 다는 을밝힌바있다.여기서우리는미국의신탁통치구상이

후 격한한국내정세변동 한반도주변정세의변화와어떻게조우하여

개되었는지를살펴보았으며,이를모스크바3상회의,남한의탁치정국에 한

미 국무부의 응을 심으로 차례로 살펴볼 수 있었다.결론 으로 국제

신탁통치구상은미소 계의교착과 지사회의 진 독립요구와마주함으로

써,탈식민화된사회질서의형성이아닌 령지내임시행정과우호 인정부수립

을 한 기제로 변용,굴 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국제 신탁통치구상의변용과굴 이단순히한반도라

는일국 차원으로환원되어설명될수없다는 을밝히면서,한반도신탁통치

문제가 일시 인 정책구상으로 폐기되지 않고 강 국과 약소국 간의 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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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정에미친 향을 악하고자했다.즉한반도신탁통치구상의 환은

기존구상단계에서설정된신탁통치의성격과목표자체를변형,소진시키는

결과를낳았다.탈식민화의자유주의 모델을 세계 으로보편화하는차원에

서구상된신탁통치모델은그기본가치 던‘탈식민화’를소거하고‘자유진 ’을

군사 으로공고히하는방향으로나아갔다.즉종속지역과그주민들을자유주의

가치가 보편화된 질서 역으로 통합하려는 이 국면과 달리,자유진 에

속한구식민모국의이해 계를보호하고자유주의헤게모니에부합하는임시정

부를 구성하는 등 정치 , 략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 주안 을 두게 된

것이었다.

2.연구함의와 과제

“미국은 침략 의도를 가진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며 타국을 굴복시켜

스스로의 힘을 늘리는 일보다 지역 안정과 안 에 기여하고

국제 무역을 보호하려는 일에 더 심이 있는 국가로서 행동해왔다.86)”

-국제정치학자 찰스 A.쿠찬

“우리는모든국민의 권리를보호하는평화 이고 진정한 표권을가진정부를

세우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도울 것입니다.그 후 우리 군 는 물러갈 것이며,

이라크는하나로통일되어자주 이고주권을행사하는국가로 나아갈것입니다.

-2003년 4월 10일 이라크 국민을 향한 부시 통령의 텔 비 연설 에서

2.1.연구함의 :탈냉 기 신탁통치 부활 논의의 한계와 문제

이제본문에서직 으로다루지못했지만,연구의결과들을통해얻을수

있는 재 함의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의 마지막 부분에서요약한바와같이 2차 기간 동안 형성된

86)Kupchan,CharlesA.,2003,TheEndoftheAmericanEra,Vintage,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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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탁통치구상은그것이애 에지향했던,구식민지배제도의개 과일반

인처리방침으로서 철되지못했다.비군사 통치와국제주의 리를주요

기조로내포했던신탁통치구상은 국 인 쟁이후유럽국가들에의한재식민

화와 격한탈식민화사이의‘제3의항’을제도화하고자했던시도로그의의를

생각해볼 수 있다.그러나 구상이 구체화, 실화되는 과정은 그것의 목표와

략이자유주의헤게모니를실 하기 한임시 령행정의모델로변용되는

양상을보 다.이는국제연맹의 임통치제도가설정했던비군사 통치원칙으

로부터벗어나,일정기간동안의 령통치를통해잠정정부를구성하여서구

민주주의체제이식과기지구축을수행하는방식으로서,신탁통치구상의이념과

실 간의 긴장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와같은역사 모델의형성은탈냉 기신탁통치부활(revitalization)의

주장을재론할수있는여지를마련해 다.서론에서언 한것과같이,이러한

주장들의공통 인 제는냉 의붕괴이후내 등구조 문제에시달리고

있는취약국가 실패국가가세계안보의잠재 을양산한다는것,이를

근본 으로해결하기 해서는이들국가에더나은국내정치 ,행정 ,법

거버 스를구축해야한다는것이었다.이러한주장들은곧분쟁을겪은(혹은

겪고있는)지역의민주화와국가형성을‘지원’하는하나의정치사회 모델로서

신탁통치제도를주목하고있다.그에따르면이미유엔신탁통치제도의기능은

1990년 반이후종식되었으나,그것이기존에구식민지와같은종속지역의

진 자치를지원한통치형태 던만큼이를재-보완하여활용할수있다는

것이다.

그러나이러한논의들은1940년 와그이후국제 신탁통치구상이애 에

지향한이념과실제변형되어 용된 실간의괴리를간과하고있다는 에서

한계를노정한다. 임통치제도의제도 통과미국의자유주의헤게모니 략

을응축함으로써 발 된구상은더 이상 탈식민화와독립지원이라는 보편

가치를주창하지않는다.오히려신탁통치모델은 재국제 군사행동 경찰행

동(policeaction)의정당성을구성하는근거로활용되고있다.이는단일국가

주도에의한 령행정(이라크,아 가니스탄등)뿐만아니라국가들의연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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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 의한 리기획(코소보,동티모르,나미비아 등)까지 범 한 범 로

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한미국부시 통령의공식발언에서확인할수있듯이,이와같이‘국가건

설’과 ‘민주화’를 주창하는 활동들은 지 사회의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평화 이고 진정한 표권을 가진 민주 인 정부를 확립한다는 것,그리고는

하나의통일된형태로 외 독립을달성하도록지원87)한이후임시 령행정을

종결짓는다는것을기본 차와논리로확립하고있다.즉임시 으로통제할

권한을보유하고있는외부 주체임에도불구하고, 지에서비롯되는행정

진공상태를채우고 련 토에정치경제 제도를변화시키는등의외 개입

(externalintervention)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사정을고려해볼때,기존의신탁통치구상과그모델에 한역사 이

고이론 인분석이충분히이루어지지못하고단순한 지사회의 리를 한

정치사법 제도의형태로서만주목한다면,그것이다시 식민주의역사의내러

티 를재연하는결과를낳을 험성이존재한다는 을생각할수있다.이러한

우려를불식시키기 해서는앞으로신탁통치모델자체의역사성에 한이론 ,

법 ,정치 연구 작업이 추가 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2.논문의 한계 향후 과제

본논문은이상의연구결과와그함의에 한설명에도불구하고여 히분석상

의한계 을내포하고있다.무엇보다연구 상자체가 범 한분석수 을

요하고복합 인역사 맥락과요인들을응축하고있으므로, 련자료를최 한

살펴보고자하더라도여 히미진한수 에그칠수밖에없었다.몇가지한계

에서도논문의말미에서향후과제로남겨두고싶은것은다음의세가지로

정리된다.

87)이와비슷한맥락에서,2003년4월9일미 연합군이바그다드로진격한이후연합군사

령 토미 랭크스(TommyFranks)장군은 “미국은해방자(liberator)로서 온 것이지

령자(occupier)는아니다.”라고언 한바있다.Rosen,Nir,”WhenaLiberatorisan

Occupier“,AsiaTimes,Dec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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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국제 신탁통치구상을미국의헤게모니 략과자유주의 세계창출의

논리로 해석함으로써 당시 시동맹의 주된 행 자 던 소련에 한 설명은

부차 으로이 질수밖에없었다.본논문의제2장3에서 시미소 조 계와

소련의‘후견’구상을살펴보고자했으나,자료의한계등으로인해2차문헌에

근거한부분 인설명에그치고말았다.비록신탁통치를둘러싼일련의체계화

과정이미국루즈벨트 통령과국무부에의해 개된것이기존연구자들사이에

서도 합의를 이루는 지 이라 할지라도,당시 구 식민지 처리 문제 유엔

성립에 한소련의입장을분석범 에포함시키지못한것은유엔과신탁통치제

도를 지나치게 미국 심 이고 기능주의 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

한이와비슷한맥락에서 소련식 국가형성모델의규명과 해석의 과제가

존재한다.본연구가미국의신탁통치구상을구식민지의 토의 리와임시 령

행정,더나아가국가형성의모델로살펴보고자했을때,그것이소련식 령행정

모델과의 비교에서나타내는특징 요소들을보다 풍부하게규명할수 있을

것이다.특히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에 한 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될

수있다.가령소련 령지 에서의통치는미국의신탁통치구상의연장선상에서

어떻게이해,해석될수있는가?소련의동구 령과함께북한 령의모델은

미국의신탁통치구상과의 비를통해어떠한유형 요소가드러내는가?등과

같은질문이다.본논문에서는이에 한규명의과제를향후의작업으로남겨놓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본연구에서는신탁통치제도자체에 한심층 인분석이이루어

지지못한 이 다른한계로남는다. 컨 국내학계의신탁통치정책연구들이

갖는 시공간 한계를 극복하기 해 국제 신탁통치제도의 성립과 실제 인

기능을한반도사례와연계하여분석하고자했으나,기본 으로한반도사례의

함의와 그 효과에 집 하다보니 실제 신탁통치지역의 실 맥락을 충분히

담아내지못했다.더불어신탁통치이사회가성립된이후그내부의다양한논쟁과

논의들이냉 기간동안각회원국의외교정책을반 함으로써 개되었으나,

이 한본격 으로분석되지못했다.특히이와 련해서는,신탁통치이사회가

안정 으로기능하기시작했던1950년 ,국제정치의새로운정치세력으로

등장한 ‘제3세계’국가들이 원회 내에서 어떠한 치를 부여받았으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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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향력을미쳤는지등의질문이제기될수있다.이는결국독립운동과

탈식민화의차원에서미국과유엔의국제 신탁통치에 한 지사회의 응과

태도를살펴본다는 에서앞으로더욱풍부한설명을낳을수있는지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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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national Trusteeship Project and its Cold War Transformation

: Focusing on the U.S. Trusteeship Policy for Korea  

Ha, Jieun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UN Trusteeship System, constructed after the World War Ⅱ

and well-operated until early-1990s, is only remembered as the old 

system done with its function. And today, it is recognized that most 

nations in the world gained their own independence, which has 

created the dominant image of post-cold war world as a de-colonization 

era. Despite such optimistic perspectives, however, the recent 

peace-keeping projects driven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ted 

States has been practiced into so-called failed (or at least faltering) 

states, considered as a potential threat to international security. 

These operations focus on promoting Western democratic political 

institutions and developing stable governance, even by intervening 

in domestic affairs of these states. And in this situations, some 

argue that the trusteeship system has to be reexamined and revitalized 

as a new legal-political model for provisional administration and 

indirect interven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dominating strategy of these missions 

and limitations on this current argument, this study aimed to 

re-interpret the historical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trusteeship system during 1940s. Previous researches in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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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have tried to analyze this process within a broad historial 

context and agreed on that U.S. anti-colonial policy, designed by 

President Roosevelt and the wartime planning group, had a 

fundamental role in the process. According to them, however, the 

trusteeship plan was pointed out only as a temporarily designed 

option which was based on pure idealism, right before the 

U.S.-USSR confrontation became intensified. And then, these studies 

failed to fully explain the specific features, logics, and main purpose 

of the trusteeship plan.    

In addition, most of existing researches could not figure out how 

the underlying strategy of U.S. trusteeship policy become specified 

and transformed along the phases of its institutionalization.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within them, this thesis especially deals 

with historical trajectories that a U.S.-led international trusteeship 

project was developed and practiced in turbulent circumstances of 

post-war time and pre-cold war era, and in reaction to the changes 

of wartime cooperation, rather than only focusing on its designing 

phase. 

To begin with, in the first phase during WWⅡ, the United States 

accepted it as a general solution for problems of every each 

dependent territories including the former colonies. Trusteeship 

means that a ‘trusted’ nation by the United Nations, temporarily 

administer and govern until specific dependent territories stands 

alone gaining self-governing power, under the supervision of UN 

General Assembly and Trusteeship Council. Trusteeship has 

difference in that it does not cede the territory and sovereignty to 

the colonial powers, but pursue the limited and indirect intervention 

towards onto the territories, in comparison to former colonial rule or 

protective rule. Furthermore, it was designed for stronger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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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developed from the League of 

Nations mandate system after the World War Ⅰ. 

In this paper, it is obviously suggested that this international 

trusteeship project fundamentally implies the postwar liberal 

international order led by U.S. Empire. The United States 

considered an territorial competition as core clue of the World War 

and evil of Western Europe colonialism; and based on this 

interpretation, they tried to build up ‘non-territorial governance’. It 

means that, the United States pursued to influence towards the 

subordinate nations inside the integrated liberal hegemony, not to 

build up a territorial empire using direct domination or army force. 

The trusteeship plan, meanwhile, was a part of the whole ‘civilizing 

mission’ to build up a post-colonial world under U.S. principle 

securing autonomy and self-rule of each indigenous inhabitants. In this 

respect, it could be interpreted as a liberal model of de-colonization. 

Second, 1945-1946 right after the end of war saw that, trusteeship 

project started to be specified as a feasible scheme towards the third 

world, while it found itself encountered with profound discrepancy 

amongst wartime allies and, more importantly, the problem of four 

trusteeship plan towards Korea. Accordingly, the directions and 

basic objectives of the international trusteeship policy are enforced 

to undergo significant mutations and changes. The case of South 

Korea, in particular, posed some dilemmas and issues over 

trusteeship plan itself. as this thesis attempted to show in chapter 

Ⅲ. President Roosevelt suggested that post-war Korea should be 

placed under an international trusteeship arrangement by four great 

powers(US-USSR-UK-China), and might be treated as a kind of 

testing ground for U.S. version of a post-colonial world. Despite 

these efforts, however, tensions arose from zonal occup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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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me consolidated and anti-trusteeship movement in local society 

came to be entwined with pessimistic position of USAMGIK, which 

eventually brought about cold-war transformation of original policy.  

  With regard to this trusteeship plan for Korea, existing 

researches, especially in Korean historical studies, have concentrated 

exclusively on the unique case of Korea and limited their analysis to 

a specific time period(1944-45). For this reason, they could not tell 

us effects and implications of trusteeship issue in Korea in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trusteeship project embodying liberal 

hegemony in more broader level. By situating South Korean case in 

multi-layed spaces, this study suggests that U.S. trusteeship plan 

was transformed for establishing a subordinate and stable government, 

which could be favorable to liberal hegemony bloc, through interim 

governance of military occupation.   

Finally, this transition of U.S. plan for trusteeship was 

intensified and magnified on global scale, which is discussed in the 

last chapter. Under the early cold-war circumstances, caused by 

stalemate in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wo great powers, the 

United States chose to withdraw the original principles of their plan 

while developing it as a effective program to maintain the military 

frontiers of ‘Free World’. In this respect,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of former colonial powers in dependent territories, not that 

of Trusteeship Council, was approved and strengthened, which resulted 

in legitimizing unilateral, state-conducted form of trusteeship, not 

multilateral, international form. Besides, an idea of ‘strategic 

trusteeship’, that is, a certain way of trusteeship focusing on 

utilizing some territories as military-strategic bases, was eventually 

accepted and guaranteed to the United States.  

Considering these historical dynamics, we might be able to raise 

118  신탁통치 상과 냉  변

some questions on recent arguments about revival of trusteeship. 

These argument tend to overlook discordance between its ideal 

model and actually practiced system, and more importantly, neglect 

the likelihood that trusteeship model would become kind of 

‘dispositif(apparatus)’ intervening in other countries through 

temporary administration under the name of ‘democratiz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it tells us the 

limitations on various state-building and peace-keeping operations at 

the post-cold era, as well as calls for a need to contemplate more 

reasonable model which could have such states achieve their 

substantial autonomy and self-governing. 

Keywords : International Trusteeship, U.S.-led liberal hegemony, 

a four power trusteeship plan for Korea, Mandates System, 

strategic trusteeship, interim administration of military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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