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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 원인에 대한 연구 

 

시라다 

한국학전공 

국제대학원 

서울대학교 

 

1950 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주도로 유엔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군사 원조를 제공한 국가들 중에는 태국이 있었다. 태국은 

한국(남한)과 외교관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이는 

태국과 한국 일반인들 사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전쟁의 일면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1950 년대 한국 전쟁에 대한 태국의 개입을 조사하는 

것이다. 태국은 왜 한국에 군대를 보냈을까? 태국은 정확히 어떻게 한국전쟁에 

참전했는가? 이를 위해 태국 지도부의 발언, 특히 당시 태국 총리였던 원수 쁠랙 

피분송크람의 발언을 추적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과 밀접하게 접해 

있던 국가로서의 태국의 당시 지정학적 상황, 그리고 태국 내외부의 공산주의 

위협이 태국 지도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동시에 

태국이 한때 일본과 동맹을 맺고 연합군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사실 등 이러한 

과거가 전후 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이해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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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피분송크람의 지도하에 있는 태국이 유엔과 미국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한국전쟁에 전투부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미국의 군사원조를 기대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다시 말해, 태국의 

파병결정에는 이념적이고 실질적인 고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전쟁 기간 동안 

태국은 전투부대를 파견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총회에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불행하게도, 미국 국무부가 태국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거절했기 때문에, 태국은 기대했던 것만큼의 보상(군사원조)을 받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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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논문의 주된 질문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이다. 첫째, 왜 태국이 

한국전쟁에 참가했는가? 둘째, 태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전쟁에 

기여하였는가?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해 태국은 무엇을 얻었는가?  

태국은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서방)과의 연대를 공고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권의 안정화를 도모했다. 태평양전쟁이 끝났을 당시 태국은 

힘든 입장에 있었다. 전쟁 당시 일본을 도운 경력으로 인해 서양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을 뿐아니라 태국 내부적으로 여러 정치세력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상황이 

복잡했다. 그러나 정권의 안정화 겸 서양의 신뢰를 회복시킬 기회가 생겼다. 

바로 한국전쟁이었다.  

피분은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화하여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및 유엔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한국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했으며 전쟁기간내내 유엔총회(UN General Assembly)에서 

미국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아쉽게도 미국은 태국의 이러한 

원조요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약속하지 않았다. 즉, 태국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미국은 태국이 원하는대로 보답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제한적으로나마 

태국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를 확보하였고, 이러한 군사원조는 이후 태국의 

군부가 막강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주로 미국자료를 사용하였다: 특히 미국의 

중앙정보부 사료철(CIA CREST), 미국외교사료문서(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외교사료관(외교안보연구원)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미국자료 및 한국 외교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이들 사료를 통해 미국과 태국간에 오고갔던 대화를 추적했다. 

태국자료의 경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2014 년도 사업 “태국 소재 한국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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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자료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참조하여 태국사료를 추적해보았다. 

사료는 존재했으나,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시간상 많이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주로 신문자료를 많이 활용하게 되었다. 

한편 이 연구는 태국 정부내의 사정을 많이 고려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피분과 당시 국왕 라마 9 세와 같은 인물간의 관계와 갈등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분석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태국 왕실에 관한 주제는 

민감한 분야인만큼 연구를 위한 1 차 자료를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적 방법론을 통한 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접근 방식을 

활용한 연구는 이미 정치학계의 다른 학자들에 의해 축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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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 및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 연구의 필요성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관한 연구는 왜 필요할까? 이는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관한 연구실적이 거의 없다. 한국전쟁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미국의 역할 및 입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Bruce 

Cumings 와 Rosemary Foot 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1 최근에 출판된 

연구실적들 또한 그러하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을 공공외교의 시야에서 분석한 

Steven Casey 와 좀 더 문화사적으로 해석한 Masuda Hajimu 의 단행본들 또한 

미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있다.2 물론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미국의 

사료를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가 

미국중심적이라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미국만이 참전한 

전쟁이 아니었다. 미국 외에 많은 나라들이 참전한 전쟁이었다. 따라서 미국 

외의 다른 나라들의 역할을 연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물론 다른 나라들의 역할에 대한 연구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William 

Stueck 의 경우 한국전쟁을 좀 더 범지구적인 시야에서 연구하였다; 그는 미국 

외에 소련, 영국, 인도, 일본,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등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의 입장과 역할을 분석하였다.3 Anthony Farrar-Hockley 는 영국의 

입장을, C. A. MacDonald 와 Denis Stairs 는 캐나다의 입장을, Ian 

                                                 
1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1: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2: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Rosemary Foot, The Wrong War: American policy and the 
dimensions of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Rosemary 
Foot, A substitute for victory: the politics of peace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 talk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2 Steven Casey, Selling the Korean War: propaganda, politics, and public opinion in the United 
States, 1950-195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Hajimu Masuda, Cold War Crucible: 
the Korean Conflict and the postwar worl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3  William Whitney Stue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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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Gibbon 은 뉴질랜드의 입장을 연구하였다.4 최근에는 Robert Barnes 가 

영국연방(British Commonwealth)과 국제연합(UN)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5 나아가 Chen Jian 과 Shen Zhihua 는 중국의 입장을, 

Kathryn Weathersby 와 와다 하루키는 러시아의 문서를 이용하여 한국전쟁을 

분석하고 있다.6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입장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박명림, 

박태균, 정병준 등을 포함한 대표적인 한국전쟁 연구자들이 한국과 강국(미국, 

소련, 중국, 일본)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전쟁을 서술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기정이 한국전쟁이 일본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기지국가론"을 

발전시켰다.7  

                                                 
4  Ian C. McGibbon, New Zealand and the Korean War Volume 1, Politics and Diplomacy 
(Aucklan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Ibid., New Zealand and the Korean War Volume 2, 
Combat Operations (Aucklan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5 Robert Barnes, The US, the UN and the Korean War: Communism in the Far East and the 
American struggle for hegemony in the Cold War (London: I.B. Tauris, 2014); Anthony Farrar-
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1, A distant obligation (London: HMSO, 1990); 
Ibid.,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2, An honourable discharge (London: H.M.S.O., 
1995); C. A. MacDonald, Britain and the Korean War (Oxford: Blackwell, 1990); Denis Stairs, 
The Diplomacy of Constraint: Canada, the Korean War, and the United State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4); John. Melady, Korea: Canada's forgotten war (Toronto: 
Macmillan of Canada, 1988). 
6 Jian Che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Zhihua Shen, Mao, Stalin and the Korean War: 
trilateral communist relations in the 1950s (New York: Routledge, 2012); Wada Haruki and 
Frank Baldwin,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14); Wada Haruki, “The Korean War, Stalin's Policy, and Japan,”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Vol.1-1 (1998): 5-29; Kathryn Weathersby, “The Soviet Role in the Early Phase of the Korean 
War: New Documentary Evidenc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2-4 (1993): 
425-458; Ibid., “The Korean War Revisited,” The Wilson Quarterly, Vol.23-3 (1999): 91-95. 
7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서울: 나남출판, 1996); 박태균, 『한국전쟁』 
(서울: 책과 함께, 2005); 정병준, 『한국전쟁: 38 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파주: 돌베개, 
2006); 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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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기 연구성과의 대부분은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소련의 역할 

및 입장에 집중하고 있다.8 구체적으로 태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다. 

물론 태국에서 출판된 서적들은 태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을 서술하고 

있으나, 이들 책의 대부분은 정부의 간행물로서 공식적인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 

학술적으로 한국전쟁을 분석하는 연구물은 거의 없다. 9  아마 Natee 

Chiamcharoen 이 유일할 것이다. 그는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이 미국과 

관계개선에 중요한 발판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참전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10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 논문의 주된 질문은 태국과 미국간의 외교관계이며, 한국전쟁이 아니다. 

따라서 기존의 한국전쟁 연구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둘째,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한국전쟁의 국제적 성격을 보여준다. 

한국전쟁은 한국에서 발발하고 전개된 전쟁이지만, 한국만에 대한 전쟁이 

아니었다. 또한 한국인들만의 전쟁이 아니었다. 수많은 국가들이 참전하였고, 

수많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혔던 전쟁이었다. 그리고 참전국가들은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고 있었고, 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계산들이 작용하기도 

                                                 
8  한국전쟁 당시 소련과 중국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Sergeĭ Nikolaevich 
Goncharov, John Wilson Lewis and Litai Xue,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9  Surangsri Tonsiengsom สุรางค์ศรี ตนัเสียงสม, Khwāmsamphan rawāng Prathētthai kap 

Sāthāranaratkaolī  khǭsǭ 1949-1999 ความสมัพนัธ์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กบัสาธารณรัฐเกาหลี ค.ศ. 1949-1999 

[Relation between Thailand and Republic of Korea 1949-1999]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Printing House, 2007); Preecha Sriwalai ปรีชา ศรีวาลยั, Songkhrām Lōk khrangthī 1-2 læs 

Songkhrām Kaolī สงครามโลกครังที 1-2 และสงครามเกาหลี [World War I -II and Korean War] (Bangkok: 

Odeon Store 2002); Armed Forces Education Department, supreme command headquarters, 
Prawat kānrop khǭng Thahānthai nai Songkhrām Kaolī ประวติัการรบของทหารไทยในสงครามเกาหลี [Military 

Records of Thai Soldiers in Korean War], (Bangkok: Amarin Printing and Publishing, 1998). 
10  Natee Chiamcharoen นที เจียมเจริญ, “Kānkhaorūam pen Phanthamit khǭng Thai kap Saharat 

amērikā nai Songkhrām Kaolī (phǭsǭ 2493)” การเขา้ร่วมเป็นพนัธมิตรของไทยกบัสหรัฐอเมริกาในสงครามเกาหลี (พ.ศ. 

2493) [Thailand's allying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Korean War (1950)], (Master’s Thesis, 
Chulalongkorn Universit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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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1 다시 말해 한국전쟁은 국제전이었고, 태국의 참전 배경 및 취지는 

한국전쟁의 이러한 국제적인 성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태국의 참전은 이후 한국과 태국의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한국이 태국과 국교수립을 하기로 

한 이유 중 하나로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의 기억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기억은 

국교수립 이후 한국 정부에서 꾸준히 재연상되었다. 또 흥미로운 것은, “태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한 대가로 한국은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증을 면제해주고 

있다"라는 인식이 태국인들 내에서 형성되었고, 지금도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11 Stueck, The Korean Wa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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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태국의 정권 안정화, 그리고 한국전쟁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 배경에는 태국지도부의 정권 안정화가 작용했을 

것이다. 당시 태국의 총리는 쁠랙 피분송크람(Plaek Pibunsongkram)이었다. 

그는 1948 년 4 월 8 일부터 1957년 9월 16 일까지 집권하였는데, 집권초기부터 

한국전쟁 발발까지 그의 정권은 매우 불안정했다. 그의 정권이 불안정했던 

이유는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그는 1947 년 11 월에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다. 따라서 정당성이 약했다. 둘째, 그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을 도와주었던 “친일” 혹은 “친추축국”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구연합국, 그리고 태국의 항일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과거 친일파였고, 

정치적‧외교적 정당성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한 태국의 

여러 개인 및 정치단체들이 그의 정권을 공격했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파중 

프리디(Pridi Banomyong)와 같이 과거의 항일세력이었던 막강한 라이벌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분송크람은 자신의 정권을 안정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연대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자연스럽게 

반공노선을 선택하였다.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에는 이러한 이유가 작용하였을 

것이다.  

 

III.1 태국의 과거, 그리고 친미 정책 

1954 년 9 월 6 일 태국의 나라탑 퐁세프라판親王(Prince Wan 

Waithayakon)은 태국의 대외정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과거 태국은 

평화와 안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보았다. 중립노선을 걷기도 하였고, 

불가침조약을 맺기도 하였다. 하지만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과거에 실패했던 

정책이 지금 와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절대적 평화, 불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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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해서는 오로지 국제연합(UN)과 그 헌장만이 희망이다." 12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과거에 태국이 “중립노선"과 “불가침조약"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는 점이다. 13  여기서 나라탑 퐁세프라판은 무엇을 시사하고자 

하였을까? 

 태국의 전통적인 대외정책은 주변의 강호들과 섬세한 “균형"을 조절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었다.14 따라서 중국, 미얀마, 베트남을 

대상으로 - 그리고 19 세기부터는 영국과 프랑스를 대상으로 - 군사적 충돌 및 

타협을 반복하며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유지해왔었다. 하지만, 태평양전쟁 

발발과 함께 태국의 이러한 “균형”정책은 연합국의 적개심을 불러 일으켰다. 

 1941 년 태평양전쟁 발발과 함께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침략하면서 

주변의 연합국(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들과 충돌하자, 태국은 “중립노선”과 

“불가침조약"을 통해 갈등을 피하고자 하였다. 이미 1940년 6월 12일 일본과는 

“우호관계 및 영토보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는 한편, 영국과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면서, 태국은 영국 혹은 일본이 제 3 국과 전쟁을 할 경우 관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15 하지만 결국 태국은 일본과 1941 년 12 월 21 일 동맹조약을 

체결하였고, 1942 년 1 월 25 일 미국과 영국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이 선전포고를 인정하였다.16  

                                                 
12 당시 나라탑 퐁세프라판(태국 외무장관)은 마닐라에서 열린 
동남아시아조약기구(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SEATO)회의에 참가하여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 
13 Russell Hunt Fifield, The Diplomacy of Southeast Asia, 1945-1958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58), 249. 
14 Fifield, The Diplomacy of Southeast Asia, 234, 267-8. 
15 Japan and Thailand: Treaty concerning the Continuance of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Mutual Respect of Each Other's Territorial Integrity, 12 June 1941, accessed 7 
October 2018 via League of Nations Treaty Series, 
http://www.worldlii.org/int/other/LNTSer/1941/37.html;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ailand: Treaty of Non-Aggression, 12 June 1940, accessed 7 October 2018 via League of 
Nations Treaty Series, http://www.worldlii.org/int/other/LNTSer/1941/28.html. 
16 Fifield, The Diplomacy of Southeast Asia,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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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태국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동맹국이자 연합국의 적국이 

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전쟁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예를 들어 당시 

영국령이었던 미얀마와 말레이시아를 침공하였고, 이들 영토의 일부를 

흡수하고자 하였으며, “버마전선"의 건설을 허용하면서 일본의 전쟁행위에 

동참하였다. 17  한편 프랑스로부터는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일부영토를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18  또한 1943 년 11 월에는 동경에서 개최된 

정상회담(대동아회원국연맹회의)에 나라탑 퐁세프라판이 참석하여 영국과 

미국의 전쟁행위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 

성명서를 통해 일본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긴밀히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19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당시 태국의 총리가 

피분송크람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1938 년부터 1944 년까지 집권하였는데, 

앞서 설명한 친일정책 그리고 반연합국 정책의 장본인이었다.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태국 내외에 항일 세력들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다. 태국내에서는 프리디를 중심으로 항일세력들이 활동하였는데, 

프리디는 당시 대일무장항쟁 세력을 훈련시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전략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s, OSS)와도 긴밀히 접촉하였다.20 

한편 미국에서는 태평양전쟁 발발 당시 주미태국대사였던 세니프라못(Seni 

Pramoj)이 별도로 항일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태국정부가 미국에 전쟁선포를 

                                                 
17 Ibid., 237. 
18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19 세기까지 태국의 영토였다. 하지만, 프랑스가 동남아시로 
진출하면서 태국은 이들 영토를 빼앗겼다. 이후 일본이 태평양전쟁 당시 동남아시아로 
진출하자, 태국은 이를 기회로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다시 태국령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19 당시 태국 이외에도 중국, 만주국, 필리핀, 버마, 인도의 친일세력들이 참가하였다; Jan 
Pluvier, South-East Asia from Colonialism to Independen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248. 
20 태국의 항일세력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 E. Bruce Reynolds, Thailand's Secret War: 
the Free Thai, OSS and SOE during World War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luvier, South-East Asia from Colonialism to Independence, 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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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당시, 태국 외무부는 세니프로못에게 전쟁선언문을 미국정부에 전달할 

것을 명령하였는데, 세니프로못은 이를 거부하였다. 대신 “자유태국(Free 

Thai)”라는 명칭하에 미국과 연합하여 일본과 친일태국정부에 대항하였다.21  

한편 1944 년부터 일본이 패망의 징조를 보이자 피분송크람 총리는 

서둘러 연합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시도하였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연합국은 태국을 계속해서 적국으로 대우하였고, 결국 태국정부는 

1945 년 8 월 16 일부로 미국, 영국과의 전쟁선언을 무효화함과 함께, 

영국(1946 년 1 월 1 일), 중화민국(1946 년 1 월 23 일), 호주(1946 년 4 월 

3 일), 프랑스(1946 년 11 월 17 일), 네덜란드(1947 년 1 월 30 일)와 차례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했다. 22  또한 연합국은 피분송크람을 전쟁범죄자로 

지정하고 법정에 세우고자 했다.23 

요약하자면, 태국은 태평양전쟁 당시 “중립노선"과 “불가침조약"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연합국의 적국으로 전락해버렸다. 

따라서 전후 태국의 지도부는 실패한 외교정책 뒤로 하고 새로운 외교정책을 

도모하였는데, 여기서 부상한 것이 “친유엔" 그리고 “친미(서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태국은 1946 년 12 월 16 일부로 유엔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후 

계속하여 유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47 년 9 월 20 일에는 앗타깃 

바놈용(Arthakitti Banomyong) 태국 외무장관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태국은 

유엔헌법을 “전심”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경제적 안정성" 및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 유엔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을 약속하였다.24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1954 년에는 나라탑 퐁세프라판 외무장관이 “중립노선"과 

                                                 
21 Pluvier, South-East Asia from Colonialism to Independence, 322. 
22 Fifield, The Diplomacy of Southeast Asia, 249. 
23 하지만, 피분송크람은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태국을 

위해 헌신한" 인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Richard J. Aldrich, The Key to the South: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Thailand during the 
Approach of the Pacific War, 1929-194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368. 
24 Fifield, The Diplomacy of Southeast Asia,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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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침조약"은 실패한 정책이며, 유엔만이 미래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하면서 태국의 “친유엔"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한편, 유엔에서 태국은 반공진영,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편을 들었다. 

유엔총회 회의록을 보면 태국은 미국을 거의 맹목적으로 지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태국은 유엔의 일원으로서 한국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미국이 제안하는 것은 항상 지지했다; 최소한 태국이 미국을 

유엔에서 한번이라도 반대했다는 증거는 공식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요컨대,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배경에는 이러한 과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친유엔" 및 

“친미" 정책이 작용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또 주목할 점은 태국의 지도부, 즉 피분송크람의 역할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피분송크람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동조한 친일경력을 

보유한 인물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피분송크람이 자신은 태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없이 일본과 협력하였다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변호했다; 그리고 당시 

대중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였으며, 피분송크람을 지지했다. 실제로 

피분송크람이 일본과 협력함으로서 태국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과거에 

영국과 프랑스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분송크람은 

애국자로 평가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 연합국, 그리고 태국의 항일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적과 

협력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적합한 지도자가 아니었다. 아울러 피분송크람의 

친일정책이 반드시 태국에 이득이 되었던 것도 아니었다. 독립을 유지하고 일부 

영토를 회복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전쟁 당시 태국과 일본의 관계는 

불평등한 관계였다. 태국은 일본에 많은 자원을 수출하고 전쟁물자를 

충당해주었던 반면, 일본이 특별히 태국에게 경제적으로 보답해준것은 없었다; 

다시 말해 일본은 태국의 많은 자원을 “수탈"해 갔고, 태국은 일본에게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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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빼앗겼다. 25  이러한 사실은 반대파(반피분송크람파)들에게 더 많은 

비판거리를 만들어주었다.  

이와 같이 피분송크람 정권은 과거의 친일 경력으로 인해 상당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태국의 지도부는 정권을 공고화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필요로 했다. 즉 탈바꿈이 필요했다. 여기서 피분송크람이 고안해낸 

것이 “친미(서방)”정책이었다. 특히 1950 년 이후로 피분송크람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태평양전쟁 당시 

유일하게 태국을 적국이 아닌 동맹국으로 대우해주었던 나라가 미국이었다. 

미국은 피분송크람이 이끄는 친일태국정부가 아닌 세니프라못의 “자유태국"을 

합법정부로 인정하였었다; 따라서 영국을 포함한 다른 연합국과는 달리 미국과 

태국은 적대관계가 아니었다.26  

요컨대, 태국 지도부(피분송크람)는 과거의 “동맹국"이자 초강국인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도모함으로서, 과거의 친일경력으로 인한 약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미국의 반공정책에 참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는 대한민국, 서독 그리고 베트남(바오다이 정권), 

라오스, 캄보디아 3 국으로 구성된 인도지나연맹국(Associated States of 

Indochina) 등 반공진영의 정부들을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 반면, 북한, 동독, 

호치민 정권 등 공산정권은 배척하였다.27 그리고 1950 년 6 월 25 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회원국 중 대만에 이어 두번째로 한국에 전투부대 파병의지를 

표명하게 된다.28  

 

                                                 
25 Pluvier, South-East Asia from Colonialism to Independence, 270-1. 
26 Ibid., 322. 
27 Fifield, The Diplomacy of Southeast Asia, 53. 
28 FRUS 1950, Vol. 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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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 태국의 반공정책 그리고 친미정책 

한편 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한 이유는 단순히 부끄러운 과거로부터의 

탈피만이 아니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피분송크람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반대파들의 공세를 받아왔는데, 당시 피분송크람 정권을 반대했던 세력은 

과거의 항일세력 뿐만이 아니었다. 공산주의자들 또한 피분송크람 정권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분은 이러한 공산세력을 심히 경계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당시 태국의 동북지역에서는 태국으로부터 독립을 도모하는 

분리파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이들과 합세할 경우 태국영토의 

일부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29  그리고 정부내에서는 

피분을 타도하려는 세력 중 과거 항일투쟁세력의 지도자였던 프리디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시 프리디가 피분을 타도하기 위해 공산주의자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30 아울러, 1950 년까지는 베트민(Viet Minh), 캄보디아의 

독립운동세력(Khmer Issara)과 라오스의 독립운동세력(Lao Issara)들 또한 

태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이들 조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31 미국 정보부에 의하면, 피분정권은 한국전쟁 내내, 

즉 1950 년부터 1953 년까지 태국내의 공산세력문제로 씨름해야 했다고 한다.32 

                                                 
29 Fifield, The Diplomacy of Southeast Asia, 250. 
30 NIE-20: Resistance of Thailand, Burma, and Malaya to Communist Pressures in the Event of 
a Communist Victory in Indochina in 1951, 20 March 1951, CIA-
RDP79R01012A000400050005-6, accessed 6 October 2018 via CIA CREST. 
31 Fifield, The Diplomacy of Southeast Asia, 249. 
32  Activities of Chinese Communist Agents in Thailand, 5 July 1950, CIA-RDP82-
00457R005200300010-4, accessed 18 October 2018 via CIA CREST; 
1.Possible Communist Invasion of Thailand 2. Possible Plan of Communist Underground in 
Thailand, 22 August 1950, CIA-RDP82-00457R005600340009-8; Chinese Communist 
Activities in Thailand, 6 September 1950, CIA-RDP82-00457R005600520005-2; OIR/DRF 
Contribution for NIE 20: Resistance of Thailand, Burma, and Malaya to Communist Pressures in 
the Event of an Early Communist Victory in Indochina, 31 January 1951, CIA-
RDP79R01012A000400050004-7; Possible Early Communist Action in Burma, 6 February 1951, 
CIA-RDP79R00904A000100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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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분정권은 내부적으로만 공산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북쪽으로는 이미 1949 년 중국본토가 공산화되면서 피분의 반공정권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정보부에 의하면 태국에 살고 있는 상당수의 

화교들이 공산주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었고, 반피분 선전활동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33  따라서 피분송크람은 당연히 중공과 화교들을 경계했다. 34  또한 

서쪽으로는 버마(미얀마)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버마(미얀마)에서는 국회의 4% 공산주의자들이었다. 또한, 공산주의성향의 

정치단체들로 인한 소요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버마(미얀마)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또한 중공과 접경하고 

있었다. 35  즉, 버마도 공산화될 위험이 있었으며, 피분정권은 분명히 이를 

우려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남쪽으로는 영국이 말라야(말레이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과 군사적으로 충돌하고 있었다; 물론, 말라야(말레이시아)의 경우 

공산주의 세력이 상당히 약했고, 결국 영국이 성공적으로 제압을 하였다.36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이 태국의 접경지역인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분 정권을 분명히 긴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피분정권과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인도지나였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경우 공산세력들이 막강하였고, 이러한 공산세력이 

피분정권을 위협하고 있었다.37 특히 베트남의 경우 베트민(Viet Minh)들이 

                                                 
Current Intelligence Digest, 25 June 1952, CIA-RDP79T01146A001100010001-9; Recent 
Chinese Communist Party Activity in Thailand, 28 August 1952, CIA-RDP82-
00457R013500150004-6; Psychological Strategy for Southeast Asia, 9 January 1953, CIA-
RDP80-01065A000300010025-7. 
33 NIE-20: Resistance of Thailand, Burma, and Malaya to Communist Pressures in the Event of 
a Communist Victory in Indochina in 1951, 20 March 1951, CIA-
RDP79R01012A000400050005-6, accessed 6 October 2018 via CIA CREST; FRUS 1950, Vol. 
6, 1537. 
34 Fifield, The Diplomacy of Southeast Asia,267-8. 
35 Ibid., 203, 211-2. 
36 Pluvier, South-East Asia from Colonialism to Independence, 467-76. 
37 William J. Duiker, Ho Chi Minh (New York: Hyperi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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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종식부터 매년 세력을 성공적으로 확장하였고, 1954 년에는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항하던 프랑스를 격퇴하게 된다. 38  또한 앞서 

설명하였듯이, 베트민들이 태국 내부로 침투하여 활동하기도 하였고,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또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분송크람은 인도지나, 

특히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을 극도로 경계했다.39 

요컨대 태국은 내부적으로는 물론 동서남북 사방으로 공산주의자들로 

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분송크람은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자 했다. 피분송크람의 이러한 결정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다.  

우선 피분송크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 집권초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태국 또한 민주주의를 

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국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40 또한 그는 태국 

국회 하원 연설에서 노골적으로 공산주의를 혐오한다고 말하여 태국 정치계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기도 했다.41 피분정권은 또한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반공정책을 시행했다. 예를 들어, 피분은 1950 년에 베트민의 방콕사무소를 

                                                 
Mark Atwood Lawrence, Assuming the Burden: Europe and the American commitment to war in 
Vietna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Fredrik Logevall, Embers of War: the fall of an empire and the making of America's Vietnam 
(New York: Random House, 2012). 
38 Fredrik Logevall, Embers of War: the fall of an empire and the making of America's Vietnam 
(New York: Random House, 2012), 73-270. 
39 Fifield, The Diplomacy of Southeast Asia, 250. 
40 Kān thalǣng nayōbāi khǭng khanarattamontrī tǭ rattasaphā khrangthī 7/2491 การแถลงนโยบายของ
คณะรัฐมนตรีต่อรัฐสภา ครังที 7/2491 [The Government’s Policy State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No.7/2491], 21 April 1948, accessed 20 October 2018 via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Thailand 
http://library2.parliament.go.th/giventake/content_sp/spr21.pdf. 
41  Kān thalǣng nayōbāi khǭng khanarattamontrī tǭ saphā phūthǣnrātsadǭn khrangthī 3/2492 
(sāman) การแถลงนโยบายของคณะรัฐมนตรีต่อสภาผูแ้ทนราษฎร ครังที 3/2492 (สามญั) [The Government’s Policy 
Statement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No.3/2492 (Ordinary)], 6 July 1949, accessed 20 
October 2018 via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Thailand 
http://library2.parliament.go.th/giventake/content_sp/spr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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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시키고, 태국내에서 활동하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독립운동세력들을 

색출하기 시작했다.42 아울러 화교들을 “반공"의 이름으로 핍박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반공산주의자인 피분송크람이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도모한다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피분송크람이 친미태세를 취하게 된 이유는 

반공사상뿐만이 아니었다. 태국의 반공세력은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고, 

피분이 의존할 곳은 미국 밖에 없었다. 미국은 당시 초강국이었으며, 적극적으로 

소련의 영향력을 봉쇄하고자 했다. 그리고 태국과 같은 반공정권을 원조할 

여력이 있는 유일한 국가였다. 2 차대전 후에는 영국, 프랑스, 서독과 같은 

서유럽의 반공 강호들조차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 할 만큼 삶이 급박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산진영에 맞서고 있던 중국(장개석이 이끄는 

중화민국)과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 또한 태국을 도와줄 여력이 없었다.43  

요컨대,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권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피분송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렇다면 피분송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고자 하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분정권은 미국의 반공정책을 지지하는 대가로, 미국이 태국에 

호의를 베풀어주기를 바랬다. 그렇다면 피분송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 미국의 

반공정책을 지지하고자 하였을까? 대표적인 사례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우선 베트남의 반공정권인 바오다이 정부의 승인을 예로 들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이 1950 년 2 월 7 일 바오다이 정권을 승인하자, 피분송크람 또한 

즉시 바오다이 정권을 승인하고자 했다.44 피분은 이틀후인 1950 년 2 월 9 일 

방콕포스트 기자와 만나 1950 년 2 월 13 일 내각회의에서 바오다이 정부를 

                                                 
42 Fifield, The Diplomacy of Southeast Asia, 250. 
43 전후 유럽, 중국, 일본이 겪었던 시련에 대해서는 다음 단행본들을 순서대로 참고할 
만하다: Tony Judt, Postwar: a history of Europe since 1945 (London: Pimlico, 2007);  
John W. Dower,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 (London: Penguin, 
2000). 
44 “US recognizes Vietnam, Laos and Cambodia,” 7 February 1950,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555 (20 February 1950),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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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즉각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45 그리고 

드디어 1950 년 2 월 28 일 그는 바오다이 정부를 공식 승인했다.  

피분송크람의 이러한 결정은 상당히 과감한 결정이었다. 대내외적으로 

바오다이정권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피분송크람의 

오른팔이었던 사라신(Pote Sarasin46) 외무장관조차 바오다이 정권에 대하여 

회의적이었다. 사라신은 바오다이 정권을 “프랑스의 괴뢰정부”라고 

비판하였다. 47  그리고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를 통해 공개적으로 

바오다이 정권의 승인을 “강하게” 반대했다. 해당 기사를 쓴 틸만 더딘(Tillman 

Durdin)은 태국 주위에는 막강한 공산세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도 

반공정권이 성공적으로 공산진영을 타도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태국의 여러 지도자들이 노골적인 반공주의 태세를 

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48 피분이 바오다이 정권 승인을 결정하자, 사라신은 

이에 항의하여 사퇴했다.49 또한, 곤티 수파몽콘(Konthi Suphamongkhon, 태국 

외무부 서방정책국장) 또한 바오다이 정권의 승인을 반대했다. 그는 바오다이 

정권의 대중적 지지율이 낮고, 실질적인 권력이 없으며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달성한 경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오다이 개인조차 호의적인 인물이 

아니며, 미국과 영국 또한 (그를 대체할 인물을 찾지 못하여) 마지못해 그를 

                                                 
45  Daniel Fineman, A Special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military government in 
Thailand, 1947-1958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7), 110. 
46 이후 사라신은 UN 한국위원회 태국 대표로 임명되었다. 
47 NIE-20: Resistance of Thailand, Burma, and Malaya to Communist Pressures in the Event of 
a Communist Victory in Indochina in 1951, 20 March 1951, CIA-
RDP79R01012A000400050005-6, accessed 6 October 2018 via CIA CREST. 
48 원문은 다음과 같다: “Foreign Minister Mai Poj told this correspondent Saturday that he 
would strongly opposed recognition of Bao Dai at this time. He said Thailand had strong 
sympathies with the Vietnamese independence struggle against the French and should wait and 
see whether the Bao Dai regime gained the confidence of the Vietnamese.” (The New York Times, 
14 February 1950). 
49 Fineman, A Special Relationshi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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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50 대외적으로는 태국의 가까운 이웃들인 버마, 인도, 

인도네시아가 바오다이 정권을 부인하고 있었다.51  

 또 다른 예는 공산주의 중국에 대한 태국의 입장이다. 미국정부의 

내부문서에 의하면 태국의 피분 총리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승인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 승인은 2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선은 중국 공산당이 대다수의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사실, 즉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산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동시에 유엔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52 

다시 말하자면, 태국은 "공산주의 중국을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조심스러워했다. 태국의 이러한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세가지이다. 첫째, 

당시 일부 서양 국가들은 이미 공산주의 중국을 승인하였다. 그 중에 미국의 

가장 절친한 동맹국인 영국이 포함되어있었다; 실제로 영국은 거의 

즉시(1950 년 1 월 6 일) 중공을 인정하였다. 반면 태국은 수년 간 중국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과 태국은 1975 년 7 월에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미국의 가장 친한 친구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조차도, 태국은 

미국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둘째, 태국과 중국은 접경국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리적 상황에서 태국이 중국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태국에게느 큰 위험을 의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태국은 유엔을 언급하였다. 이 때 마침 

미국은 유엔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던 시기였다. 중국이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50 Ibid., 111. 
51 Russell Hunt Fifield, The Diplomacy of Southeast Asia, 1945-1958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58), 149, 217, 319. 
52 FRUS 1949. The Far East: China (1974),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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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논리는 미국에겐 환영할 만한 일이었을 것이 틀림없다. 요컨대, 태국은 

중공에 대한 입장을 통해 미국을 지지했다.  

즉, 피분송크람은 여러 반대와 희생을 무릅쓰고도 미국의 반공정책을 

지지하고자 하였다. 물론 한가지 주목할 점은 태국 정부 내외의 여러 인사들 

또한 피분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미국의 무기 원조와 

바오다이에 대한 태국 외교 지원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다. 태국은 분명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지원의 규모와 

속도는 바오다이에 대한 피분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여겨졌다.53 하지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바오다이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환영받는 정권이 아니었고, 따라서 

상당히 불안정한 정권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한 정권을 승인하는 것을 

태국정부로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피분은 또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반공태세를 널리 

선전하였다. 1948 년 6 월 25 일에는 미국인 소유의 일간지인 방콕포스트가 

피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피분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현재 

인도차이나와 말라야에서 반군이 태국에 침투했는데, 태국 국민들은 이들 

공산세력에 단호히 저항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당시 방콕에서 

지역정부들과의 회의가 열렸었고, 타국 외교관들과 미국무부 관리들이 회의 

참석을 위해 방콕에 집결해 있었다. 즉, 피분송크람은 의도적으로 타국, 특히 

미국의 정부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의식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태국의 반공주의를 표명한 것이다.54 

한편 1948 년 7 월 뉴욕타임즈의 틸맨더딘과의 인터뷰에서 피분은 

공산주의를 불법화하기 위한 법안을 곧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그는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의 처벌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법안 

                                                 
53 Fineman, A Special Relationship, 109. 
54 Ibid.,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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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A Draft Act to Set Punishments for Offenses Threatening the 

Security of the Realm)’이라는 제목의 반공법 초안을 법률위원회(Juridical 

Council)에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무산되었다.55 하지만 피분송크람이 대외적으로 자신의 반공태세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또한 1949 년에는 필리핀의 키리노 대통령과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 총통이 제창했던 반공연맹회의를 방콕에서 열고자 했다. 

피분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바라던 대로 즉시 서양인들의 관심을 끌었다.56 동년 

9 월 12 일 피분은 유나이티드 프레스의 리처드 애플게이트에게 태국이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태국이 공격받을 경우 영국과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57 

요컨대 피분송크람은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반공주의와 반공태세를 

노골적으로 선전했다. 이러한 미디어를 통한 선전활동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태국 주위에는 공산중국과 베트민 등 

막강한 공산주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항하며 도전장을 내민다는 것은 수많은 적들을 만든다는 뜻이었다.  

바오다이 정권 승인 및 미디어 선전활동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피분송크람은 무모할 정도의 결단과 발언들을 하였다.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이미 언급하였듯이 피분송크람이 이러한 과감을 결정을 내린 이유는 서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고, 특히 미국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였다. 구체적으로 

피분은 미국이 (태국의 이러한 반공태세를 취하는) 이에 대한 대가로 태국에 

군사적 원조를 해줄 것을 기대했다.58 피분은 미국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55 Ibid., 79-80. 
56 Siam Nikorn, 1949 년 8 월 28 일; Bangkok Post, 1949 년 8 월 27 일. 
57 Siam Nikorn, 1949 년 9 월 13 일. 
58 NIE-20: Resistance of Thailand, Burma, and Malaya to Communist Pressures in the Event of 
a Communist Victory in Indochina in 1951, 20 March 1951, CIA-
RDP79R01012A000400050005-6, accessed 6 October 2018 via CIA C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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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공산주의와 싸우겠다는 강한 결의를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신뢰를 사려고 했다. 

그리고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피분은 다시 한번 

미국의 군사적 원조를 받을 목적으로 한국에 전투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한다. 

즉 태국의 한국전쟁 참가는 피분송크람의 이데올로기적(반공산주의) 

실리적(정권의 안정화) 목적을 위한 무모‧과감한 행동의 연장선상이었던 것이다. 

 

III.3 미국의 입장과 태국의 참전 

태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계 2 차대전 이후 미국은 소련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었다. 특히 1946 년에서 1947 년 사이에 발생한 터키와 이란 사태로 인해 

서방은 소련을 극하게 경계하기 시작했다; 소련은 지중해로의 진출과 이란의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터키와 이란을 자신의 영향권내로 흡수하고자 하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은 이를 견제하고자 했다. 반면 유럽재건계획(Marshall 

Plan)은 소련의 서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1947 년 이후로 

“냉전"질서가 확립되었다.59 그리고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수립한 전략 

중 하나가 “소련이 주요 물자‧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이었다.60  

여기서 중요하게 부상한 지역들이 서유럽(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 일본, 

중동의 석유 생산지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쌀 재배지였다. 그리고 태국은 

남베트남, 미얀마와 함께 동남아시아의 “밥그릇(rice bowl of Asia)"이라고 

                                                 
59 Shen, Mao, Stalin and the Korean War, 25-6; John Lewis Gaddis, We Now Know: Rethinking 
Cold War History (New York: Clarendon Press, 1997); Benn Steil, The Marshall Plan: Dawn of 
the Cold War (New York: Simon & Schuster, 2018). 
60 Melvyn P. Leffler, A Preponderance of Power: national security, the Truman administration, 
and the Cold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2). 



22 

불릴 정도로 중요한 쌀 생산지였다. 61  따라서, 한국전쟁 후 태국은 미국의 

반공전략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50 년 8 월 26 일 

태국을 방문한 미국의 조사단(국무부의 John Melby, 그리고 국방부의 Graves 

Erskine 소장)은 태국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반공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62  한편, 미국중앙정보부(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는 

1950 년 10 월 13 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태국이 공산화 될 경우 미국의 

위신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며, 소련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입을 것이다; 

태국은 “상당한" 외부협력과 지원 없이는 1 년 이내로 공산화될 위험이 있다.63 

따라서 미국무부는 1950 년 10 월 15 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태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둘째, 태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변국들에게 반공진영의 매력을 보여주고, 그들이 공산화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태국의 경제적, 정치적 안정성이 필요하다.64 따라서 

1951 년부터는 44,800,000 달러에 달하는 군사원조금을 제공하는 한편 

군사고문단(Military Assistance Advisory Group)를 가동하는 등 미국은 

태국을 다방면으로 돕고자 하였다.65  

그런데, 태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미국에 많은 것을 

양보해야했다. 우선, 태국의 최고 지도자인 피분송크람이 미국에 개인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미국은 태국정부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61 Jane Werner Watson, Thailand: rice bowl of Asia (London: Frederick Muller Ltd, 1966); 
Fifield, 296; Paul H. Kratoska, "Southeast Asia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to independence," 
in Routledge Handbook of Southeast Asian History, ed. Norman G. Owen (New York: Routledge, 
2014), 65-74. 
62 Fineman, A Special Relationship, 131-2. 
63 Consequences to the US of Communist Domination of Mainland Southeast Asia (ORE 29-50), 
13 October 1950, DOC-0000258837, accessed 9 October 2018 via CIA CREST. 
64 Policy Statement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15 October 1950, FRUS 1950, Vol. 6, 
1529-30. 
65 Fineman, A Special Relationshi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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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미국은 특히 태국 군부에 많은 무기와 돈을 기여하였고, 태국의 군부는 

권력의 중심이 되었다. 둘째, 미국은 태국이 유엔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유엔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원했다. 셋째, 태국의 쌀을 아시아의 여러 

필요한 지역으로 수출해주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태국을 경제적으로 

지지해줄 의향이 있다고 국무부는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태국이 미국의 

반공정책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태국은 버마에서 중공에 대항하고 

있던 국민당의 잔존세력을 지원하고, 인도지나의 공산주의자들과 대항하기 위해 

용병을 파병하기도 했다. 66  그리고 미국의 호의를 얻기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된다.67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신속히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한국에 

개입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유엔회원국들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유엔의 한국전쟁 참전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1950 년 6 월 

29 일에는 태국 외교부에 전문을 통해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유엔군을 위해 

식량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엔/미국의 이러한 요청을 받자, 태국의 

군부는 피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군부는 미국의 군사적 원조를 얻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이에 피분은 식량(쌀)과 함께 전투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유엔이 공식적으로 전투병 파병을 요청하기도 전에 

태국이 전투부대 파병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유엔(미국)은 한국전쟁 초기에 태국 정부에 식량지원을 요청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피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쌀뿐만 아니라 유엔이 요청하면 군대를 

보내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그리고, 유엔이 공식적으로 유엔 

회원국들에게 전투부대 파견을 요청하기도 전인 1950년 7월 3일 태국지도부는 

이미 전투부대 파견을 공식화했다. 당시 피분은 태국 정치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66 Ibid., 136-7; Alfred W McCoy and Nina S Adams, Laos: War and Revolution (New York: 
Harper & Row, 1970), 2. 
67 FRUS 1950, Korea, Vol. VII, 1533; Fineman, A Special Relationshi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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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다: “미국과의 우호를 위해 소규모 군부대를 한국에 파견함으로서, 

우리는 그 대가로 여러가지를 얻을 수 있다.”68 다시 말해 피분의 파병 결정은 

일종의 실리적 계산이었던 것이다.  

1950 년 7 월 14 일 유엔총회장인 Trygve Lie 는 한국전쟁의 유엔참전을 

지지하는 모든 구성국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투병 파병, 특히 지상군 파병을 호소했다.69  피분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다. 1950 년 7 월 22 일 피분은 자신이 내린 파병결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려 노력했다. 그는 “우리는 이렇게 (파병을 약속)함으로써 

유엔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와 공감하고 경제적과 군사적으로 우리를 

지지해 주길 바란다”며, “사소한 투자로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우리가 공산주의자가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70 또는 

피분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미국인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제(대출)와 무기 공급 측면에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그의 

목적을 강조했다. 그는 태국 군인들이 사용하던 무기는 매우 구식이며, 정부는 

"돈도 없고, 스스로 제조할 수도 없고 공급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71  

이후 태국의 파병안은 빠른 속도로 구체화, 승인되었다. 7 월 23 일에 

태국의 국방 위원회(Thai National Defense Council)는 한국전쟁을 위해 UN 에 

                                                 
68 Fineman, A Special Relationship, 116-7; Stueck, The Korean War, 74. 
69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Security Council,” Chronology of International 
Events and Documents Vol. 6-14 (1950): 474-5. 
70 원문은 다음과 같다: “...ในการทีเราทาํเช่นนีก็หวงัวา่เราจะแสดงให้บรรดาประเทศทีเป็นเพือนในองคก์ารสหประชาชาติไดเ้ห็นอก

เห็นใจ และซึงมีท่าทีจะไดท้าํ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รามาทงัใน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การเงิน ทางการทหาร... เพราะฉะนนัเราลงทุนเพียงนิดหน่อย เราอาจะได้

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จากประเทศเหล่านี... เขาเกรงวา่เราจะไปเขา้เป็นฝ่ายคอมมิวนิสต.์..” (Rāingān kānprachum rūamkan khǭng 

rattha saphā khrangthī 8/2493 chutthī 1 รายงานการประชุมร่วมกนัของรัฐสภา ครังที ๘/๒๔๙๓ ชุดที ๑ [Report of 

Joint Parliamentary Meeting Session 8/2493 Volume 1, 22 July 1950], 790) 
71 원문은 다음과 같다: “...การทีเราตอ้งเอาอกเอาใจเขาเช่นนี ขอเรียนตรง ๆ วา่ ๑. อยากจะให้เขาช่วยเหลือใน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 

นอกจาก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ก็มีอีกหลายอยา่งทีเขาจะตอ้งช่วยเหลือเราอยู ่ และลาํพงัตวัเราเองไมส่ามารถจะเปลียนอาวุธของเราเองได ้ อาวธุของทหารทีมี

อยู่เวลานีก็เป็นอาวุธทีเก่าลา้สมยัใชม้าตงัแต่ก่อนสงครามแลว้ และกาํลงัเงินก็ไม่มี และทาํเองก็ไม่ได ้แลว้ก็ไม่มีทีขาย...” Ibid.,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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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명의 대대급 지상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피분은 내각의 

특별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즉각 승인했다.72 같은 날 태국 의회는 한국의 

유엔군을 돕기 위한 이러한 태국군 파병안을 승인했다.73 8 월에는 미국방장관 

Louis Johnson 은 태국 정부가 제안한 4,000 명의 병력을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74 한편 9 월에는 쌀 지원이 결정되었다.75 

당시 미국은 한국전쟁을 “미국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사안으로 

묘사하고 싶어했고, 따라서 유엔의 여러 회원국들이 참전해주기를 바랬다; 

그리고 태국의 참전을 열렬히 환영했다.76  그리고, 태국의 이러한 적극적인 

미국‧유엔 지지에 사의를 표하듯, 9 월 2 일에 미국인들은 구두로 피분에게 

미국을 방문하라고 초청했다(당시 육군 장군이자 부수상이었던 Phin 

Chunhawan 은 미군들을 대상으로 만찬을 주관하고 있었다).77 이는 미국과 

태국 군사 정부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미약하게나마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1950 년 9 월 22 일 태국군의 한국파병은 태국국왕의 정식 승인을 

받았다. 태국 국왕은 “세계 평화와 국제사회의 공정함을 지키기 위한 유엔의 

노력에 협력”하기 위해 부대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던 피분은 약 반시간 동안 한국전쟁에 투입될 제 1 군단에게 격려 

연설을 하였다. 연설의 일부에서, 피분은 태국군 파병의 절실함을 토로했다. 

그는 태국이 전투부대 파병을 지연시킴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난을 

                                                 
72 New York Times 1950 년 7 월 24 일. 
73 The Times of India 1950 년 7 월 24 일. 
74 Telegram from Secretary of State (Acheson) to SCAP Tokyo, 18 Aug 1950, RG 319, Deputy 
Chief of Staff for Operations, Far East and Pacific Branch, Korean Message File, June 1950 - May 1954, 
490/4/26-28/1-5/E.99A/Box726, accessed via National Library of Korea (NL). 
75  태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 4 만 톤의 쌀을 기끼어 공급할 것이며 10 월에 쌀이 보낼 
것이라고 나라탑親王가 전했다. 며칠 후에 미국이 그 제의를 받았다.  (Telegram from 
USUN NY NY to Secretary of State, 23 Sep 1950; Telegram from Secretary of State to USUN 
NY NY, 27 Sep 1950, RG 319, Deputy Chief of Staff for Operations, Far East and Pacific Branch, Korean 
Message File, June 1950 - May 1954, 490/4/26-28/1-5/E.99A/Box726, accessed via NL). 
76 Barnes, The US, the UN and the Korean War, 44; Fineman, A Special Relationship, 119. 
77 Siamrat, 1950 년 9 월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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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태국은 전쟁이 끝난 후에나 부대를 

파견하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다고 피분은 말했다.78 과연 다른 나라들이 “전투병 

파병 지연”을 이유로 태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는지는 의문이 든다.  만약 

이것이 과장된 표현 혹은 거짓말이었다 한들, 피분송크람이 전투부대 파병에 

열정적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림 1> 지상군 파견을 윤허하는 국왕 라마 9 세의 칙령79 

 

 

                                                 
78 Siam Nikorn, 1950 년 10 월 10 일. 
79 Prakāt hai chai kamlang thahān phư̄a kānrop ประกาศให้ใชก้าํลงัทหารเพือการรบ [Permission to use 
combat troops], 22 September 1950, accessed 2 January 2020 via Royal Thai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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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병력 사용 윤허 

 

국왕 서명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랑싯 왕실 

국왕 대리인 

 

국왕 폐하께서는 유엔사무총장이 한국전에 태국이 지상군을 파견하도록 요청하고 

태국 정부가 이에 협력하겠다고 회신한 것은 국가 간의 공정함과 평화를 수호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 국제사회에 협력하도록 규정한 태국 헌법 제 57 조에도 부합되는 

일이며, 또한 정부가 국회에서 세계 평화와 국제사회의 공정함을 지키기 위한 

유엔의 노력에 협력하기로 한 정부 정책과도 일치하는 일이라고 판단하신다. 

 

이에 헌번 제 60 조에 의거한 국왕이 권한으로 이 시간부터 지상군을 한국전에 

파견하여 유엔군과 협력하도록 칙령을 내리는 바이다. 

 

현 왕조 재위 5 년 불기 2493 년 9 월 22 일 공표 

 

칙령 수행자 

 

피분송크람 원수 

총리 
 

 

  

                                                 
Gazette, http://www.ratchakitcha.soc.go.th/DATA/PDF/2493/A/050/4.PDF. 
정환승, 빠릿 인센, 『한국-태국 관계사』,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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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국전쟁 그리고 태국의 친미정책 

 피분송크람 정권의 결정에 따라 태국의 전투부대의 전개(출발)일자는 

1950 년 10 월 18 일로 지정되었다.80 그리고 11 월 7 일 태국이 제 21 연합연대가 

부산에 도착했다. 81  도착일 당일부터 21 연대는 대구에 배치되었고, 

11 월 15 일에는 북한의 수도인 평양으로 이동했다.82 1950 년 11 월 23 일에는 

유엔군의 일환으로 실제 전투에 참전하게 된다.83 이후 태국군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 각지에서 미군과 함께 정찰 임무 및 각종 교전에 참전하였다. 

한편 태국의 파병은 육군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해군 또한 전투에 참여하였다. 

1950 년 10 월 22 일 2 대의 프리깃 함과 수송선, 그리고 민간 선박 한척이 

한국으로 전개되었다.84 

태국군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관계로,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전투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85 

태국군의 가장 대표적인 전투는 1952년 11월1일부터 1950년 11월 11일까지 

약 열흘에 걸쳐 치러진 234 고지전, 소위 말하는 Battle of Porkchop 이다. 

포크찹 전투는 태국군이 보여준 “가장 용감하고 치열한 전투”였다. 이 전투는 

미국군-태국군과 중국 공산군간의 교전이었으며, 태국군의 손실은 사망 2 명, 

부상 76 명이었다. 이에 비해 당시 중국군의 손실은 3 백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태국군은 그들의 용맹을 과시하고 명예를 드높였고, 미군 또한 

“태국군의 유감없이 발휘한 전투력을 높이 치하하며 이로써 앞으로 어떤 

전투에서든지 유엔군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었다”고 극찬하였다. 

                                                 
80 Siam Rat 1950 년 9 월 26 일; Prachakorn 1950 년 10 월 9 일. 
81 Nakornsarn 1950 년 11 월 16 일. 
82 Siam Nikorn 1950 년 12 월 9 일. 
83 『6·25 전쟁 1129 일(이중근 편저)』, 79. 
84 정환승, 빠릿 인센, 『한국-태국 관계사』 (서울: 폴리테이아, 2015), 50-2. 
85  大韓民國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 11 권』 (서울: 國防部 
作戰編纂委員會, 1980), 2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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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찹 전투를 통해 태국군은 ‘작은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태국 

무공훈장 37 개, 미국 은성무공훈장 133 개, 공로 훈장 6 개, 그리고 동성 

무공훈장 26 개가 주어졌다.86  

하지만 태국은 한국전쟁 참전은 이러한 전투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태국은 다른 방식으로도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특히 유엔의 일원으로서 

한국문제에 적극적 관여했다. 예를 들어 유엔한국통일 및 재건 위원회(United 

National Commission for Unification and Reconstruction of Korea)의 

구성국으로 활약했고, 1954 년에는 제네바 정치회담에 유엔대표의 일환으로 

참가하였다.87 태국 전투부대의 참전내용은 이미 태국정부의 발간자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관계로 본고에서는 태국의 이러한 유엔활동, 특히 

유엔총회에서의 활동을 관찰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태국은 유엔총회에서 미국을 조용히, 하지만 거의 

맹목적으로 지지했고, 이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고자 했다. 

1950 년과 1954 년 사이 유엔총회에서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다수의 결의문이 

발표되었었다. 이러한 결의문들이 채택되기까지 유엔총회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공진영,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 그리고 인도를 중심으로 

한 중립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러한 열띤 토론들이 있을때마다 태국은 

항상 미국을 지지했다.  

                                                 
86 정환승, 빠릿 인센, 『한국-태국 관계사』, 49-50; 大韓民國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제 11 권』, 247-54. 
87 Barnes, The US, the UN and the Korean War, 56, 216,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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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Thailand 대대의 이동 및 주요작전상황도88 

1950 년 

11 월 7 일 부산도착 

11 월 7 일~25 일 대구 UN 군수용대 

11 월 26~12 월 4 일 평양진출 

12 월 5 일 평양-개성 

12 월 6 일~12 일 개성지역경계 및 철수엄호 

12 월 13 일 개성-문산 

12 월 14 일 문산-수원•오산 

1951 년 

1 월 2 일 서울진출 

1 월 3 일 서울-수원(예비) 

1 월 5 일~17 일 수원-평택지역경계 

1 월 17 일~20 일 상주진출•작전로경비 

1 월 21 일~3 월 8 일 문경지역 대 겔리러전 

3 월 9 일 지평리 부근 진출(예비) 

3 월 25 일~4 월 2 일 춘천진출 및 지역경계 

4 월 3 일~10 일 화천 진격전 

4 월 11 일~26 일 가락 및 금곡(金谷) 

4 월 27 일 서울(창동倉洞) 진출 

4 월 28 일~5 월 21 일 춘계공세방어전 

5 월 22 일~25 일 의정부•동두천진격 

5 월 26 일~27 일 전곡 – 연천(漣川)진출 

5 월 28 일~9 월 7 일 연천서북지역방어 

10 월 8 일~12 월 14 일 Jamestown 선방어 

12 월 15 일~1952 년 1 월 24 일 전곡 및 호수리(互水里) 

1952 년 

1 월 25 일~5 월하순 우구동(탑골)지역방어 

5 월하순~7 월 15 일 장암리(場岩里)(군단예비) 

7 월 16 일~9 월 30 일 Jamestown 선방어(2 차) 

10 월 1 일~21 일 동두천(군단예비) 

10 월 23 일~11 월 11 일 Porkchop 고지전투 

11 월 11 일~12 월 29 일 Jamestown 선 정찰전 

12 월 29 일~1953 년 1 월 30 일 비석거리•부평리(예비) 

1953 년 

1 월 31 일~2 월 13 일 임진강 서남 지역(예비) 

2 월 13 일~4 월 7 일 나부리(羅浮里)지역방어 

4 월 8 일~26 일 부평리(예비) 

4 월 27 일~5 월 4 일 Kansas 선방어 

5 월 5 일~7 월초순 교동진출 및 Wyoming 선방어 

7 월 14 일~27 일 우구동(Boomerang)지역방어 

  

                                                 
88 大韓民國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부록』 (서울: 國防部 

作戰編纂委員會,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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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사례는 3 가지이다. 첫째,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고자 했던 유엔총회결의문 384(V). 둘째, 중공에 대한 경제제재를 

요구하는 결의문 500(V). 셋째, 전쟁포로의 신속한 석방을 위한 결의문 

610(VII). 상기 세가지 결의문들이 주목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Robert Barnes 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영국연방(Commonwealth of Nations)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다. 미국은 

유엔에서도 소련과 첨예하게 대립하였는데, 여기서 영국연방은 미국의 중요한 

동반자였다; 다시 말해, 미국은 영국연방이 반공진영의 편을 들어주기를 바랬다. 

그리고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영국연방 회원국들(영국, 남아프리카, 실론, 

파키스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은 대부분의 경우 미국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영국연방이 연합하여 미국을 반대한 경우가 3 차례 있었다. 바로 위에 언급한 

3 개 결의문 채택과정에서 발생했다. 89  그런데, 미국의 가장 중요한 반공 

동반자들이었던 (인도를 제외한) 영국연방의 회원국들이 이렇게 미국에 등을 

돌렸을때 미국을 전적으로 지지했던 나라가 태국이었다. 그렇다면, 태국은 왜 

미국을 열렬하게 지지했으며, 이러한 친미정책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했을까? 

이를 위해 상기 3 개 결의문 채택과정에서 태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엔총회결의문 384(V) 

1950 년 10 월 13 일 중공은 한국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하고, 1950 년 

10 월 25 일 처음으로 유엔군과 교전하였다.90 미국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유엔총회결의문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영국연방 회원국들이 

이러한 제의를 지지해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영국연방 회원국들, 특히 인도의 

                                                 
89 Ibid., 249-54. 
90 Shen, Mao, Stalin and the Korean War,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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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한국전쟁이 제 3 차 세계대전으로 확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할 경우 그러한 위험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고자 했던 미국의 제안을 반대했다. 

반대로 전쟁을 조속히 중단하고자 했다. 그리고 인도를 중심으로 정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의했다.91 영국연방의 이러한 강력한 반대로 인해 결국 

미국은 양보를 해야했다.92 1950 년 12 월 14 일에 채택된 결의문(384(V))는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긴장을 완화하고자 하는 영국연방의 

입장을 수용하여 정전(ceasefire)을 위한 3 자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규정하였다.93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문(498(V))은 이보다 훨씬 나중인 

1951 년 2 월 1 일에 채택되었는데, 이것도 중공이 정전제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또한 미국이 다시 한번 조금이나마 양보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94 

 이렇듯 미국은 가장 믿었던 동맹국(영국연방)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그런데 태국은 미국을 간접적으로 지지했다. 인도가 13 국 결의문(384(V))을 

작성할 당시 터키와 태국 또한 이러한 정전협의 제안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터키와 태국은 이에 반대했다. 터키는 당시 자국의 전투부대가 

중공과 교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공에 정전협의를 제안하는 것이 말이 

않된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태국은 인도의 정전협의 제안에 뚜렷한 입장을 

                                                 
91 소위 13 국 결의문(13-power resolution)이라고 하며, 인도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 파키스탄, 필리핀,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예멘이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Editorial Notes, FRUS 1950, Korea, Vol. VII, 1525-6). 
92 Barnes, The US, the UN and the Korean War, 29-60. 
93 UNGA Resolution 384(V): Intervention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Korea, 14 December 1950, accessed 10 October 2018 via UN Archives. 
94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중공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연국연방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충안에 합의했다: 제재계획을 
수립하되, 만약 중공이 정전논의에 적극 참가할 경우 이러한 제재계획을 보류할 수 있다 
(Barnes, The US, the UN and the Korean War, 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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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것을 거부했다.95 즉, 태국은 미국을 반대하는 영국연방을 간접적으로 

반대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태국은 조용히 미국을 지지했던 것이다. 

참고로 결의문 498(V)의 경우도 그러했다. 1951 년 1 월 20 일 주유엔 

미국대사인 Warren Austin 이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문을 제안하면서, 

이를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와 함께 공동명의로 유엔총회에 제안하기를 

위했다. 하지만 호주를 제외한 영국, 캐나다, 프랑스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다.96 

영국, 캐나다, 프랑스는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미국의 제안에 관여되는 것을 

꺼려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Warren Austin 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동맹국들"이 미국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불평을 했다. 같은날, Warren 

Austin 은 다른 유엔회원국들과 회의를 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문의했다. 당시 

Warren Austin 이 만났던 대표들은 우루과이, 쿠바, 콜롬비아, 페루, 터키,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태국의 대표들이었는데, 이들 9 개국 

대표들은 모두 미국을 지지했다. 태국대표의 경우, 공동명의자로 미국과 함께 

동 결의문을 제안할 수는 있는지는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없는 관계로 

불확실하지만, 결의문 자체는 지지한다고 분명히 설명하였다.97  

 

유엔총회결의문 500(V) 

앞서 언급하였듯이 1951 년 2 월 1 일 유엔총회는 결의문 498(V)을 

채택했는데, 동 결의문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유엔총회는 중공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조치(additional measures)"를 취할 것이며, 이를 위해 

특수위원회(Collective Measures Committee, CMC)를 설치한다. 즉 유엔은 

중공의 “침략"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경제적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95 FRUS 1950, Korea, Vol. VII, 1428. 
96 Stueck, The Korean War, 175; FRUS 1951, Korea and China, Vol. VII, Part 1, 114. 
97FRUS 1951, Korea and China, Vol. VII, Part 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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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 결의문에 따라 미국은 신속히 제재계획을 구체화하여 적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여기서 영국연방, 특히 영국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반발했다. 당시 

여러가지 이유가 작용하였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3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홍콩, 싱가폴, 말라야(말레이시아)은 아직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영국의 식민지들이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중공과 근접해 

있었고, 화교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들이었다. 따라서, 영국이 중공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이행할 경우 중공과 중공에 동조하는 화교들이 적대적으로 

대응하여 영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었다.98 둘째, 인도와 영국은 

중공을 최대한 정전협의에 참가하도록 유도하여 한국전쟁을 조속히 종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중공에 대한 제재조치는 이러한 계획에 역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셋째, 최소한 1951 년 4 월까지는 중공의 공세가 강력했고, 유엔군이 

밀리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영국연방은 판단했다.99  

결과적으로는 중공에 제재를 가하는 결의문 500(V)이 1951 년 5 월 

18 일부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동 결의문이 채택되기까지 3 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과, 그 이유가 영국연방의 반대 때문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100  영국연방이 이렇게 미국이 반대하였을때 태국은 미국을 조용히 

지지하였다.  

 

                                                 
98 “Southeast Asia and the Far East: Memorandum by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18 
October 1949,” CAB129/37/7 (CP(49)207); “Cabinet Memorandum: Hong Kong, 19 August 
1949,” CAB129/36/27(CP(49)177). 
99 Barnes, The US, the UN and the Korean War, 61-91. 
100 Ibid.,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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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결의문 610(VII) 

이미 많은 학자들이 규명하였듯이 한국전쟁이 2 년간 지속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정전협정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전쟁포로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되었었다. 미국은 “no forced repatriation”의 원칙, 즉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귀환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고수하였다; 반면 공산진영은 모든 

포로가 자동적으로 귀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미국은 다시 한번 

영국연방과 충돌하였다. 미국은 협상이 길어지는 것을 특별히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영국연방, 특히 인도는 서둘러 정전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전쟁포로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정전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영국연방은 정전협정을 먼저 체결한 후에 전쟁포로 문제를 

계속 논의해도 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영국연방의 강력한 압박으로 인해 

결의문 610(VII)이 1952 년 12 월 3 일부로 채택되었다.101 그리고 동 결의문에 

따라 유엔은 “선 정전협정 체결, 후 전쟁포로 문제 해결” 공식을 채택하였다.102  

 이렇듯 미국이 영국연방의 압박을 받고 있을 때 태국은 주로 침묵을 

지키거나 미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서 계속하여 미국의 편을 들어주었다. 

당시 미국과 인도 사이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결의문 610(VII)의 

제 17 조였다. 인도가 처음 제의했던 조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전쟁포로 문제는 특별정치회담에서 해결한다. 둘째, 

정전협정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최대 150 일 이내로 해결을 하고, 만약 해결을 

못할 경우 유엔이 본 문제를 담당한다.103 미국은 원래 “선 전쟁포로 문제해결, 

후 정전협정 체결" 공식을 원했고, 해결시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전쟁포로 문제를 

                                                 
101 Barnes, The US, the UN and the Korean War, 116-145. 
102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10(VII): Korea: Report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3 December 1952, accessed 8 
September 2018 via UN Archives. 
103 FRUS 1952-1954, Korea, Vol. XV, Part 1, 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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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치회담에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즉시 석방시키는 방안을 선호했다.104 

이렇게 미국과 인도가 갈등하는 가운데, 1952 년 11 월 17 일 유엔총회에서 

제 13 차 회의가 열렸고, 당시 인도의 제안을 채택할지의 여부를 놓고 토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태국의 대표는 전쟁포로 문제에 관한 여러 “원칙,” 특히 

제 17 조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105 다시 말해, 인도정부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드릴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도정부의 제안을 간접적으로 

반대하였다. 즉, 다시 한번 조용히 미국의 편을 들었다. 결국은 인도정부가 

제안한 대부분이 반영되었고, 미국이 얻은 건 사실 30 일 단축한 것밖에 

없었다.106  하지만, 미국이 믿고 있던 영국연방이 미국에 반기를 들었을 때 

태국은 미국편을 계속 들었다느 것은 주목할 만하다.  

 

  

                                                 
104 Barnes, The US, the UN and the Korean War, 170-4. 
105 FRUS 1952-1954, Korea, Vol. XV, Part 1, 672-3. 
106 Ibid., 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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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태국의 맹목적 친미정책의 결과 

이미 설명하였듯이, 태국은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목적으로 

한국전쟁 당시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렇다면 태국은 과연 

미국으로부터 그들이 원했던 원조를 받았을까? 여기서 학자들의 의견이 

달라진다고 본다.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태국과 군사원조협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태국과 미국간의 관계가 강화되었다는 증거로 해석을 한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이 내부적으로는 대태국군사원조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50 년 5 월 피분은 New York Times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2 년전(1948 년) 약 2 억 5 천만 달러 

상당의 원조(무기제공)를 요청했다. 지난달 Edwin Stanton 대사가 yes 로 다시 

한번 이러한 공약을 확인해주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1 천만 달러 상당의 장비만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장비가 아직까지 태국에 이전돼지도 않았다.”107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는 상황이 좀더 호전되었으나,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변하지 않아싸. 예를 들어, 피분은 미국이 태국에게 30,000,000 달러 

상당의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08 하지만, 미국측은 1950 년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태국에 10,000,000 달러의 군사원조금을 제공할 계획이었으며, 

1951 년도의 경우 추가 군사 지원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만 있다고 내부적으로 밝혔다.109 즉 미국은 피분이 기대했던 금액의 

1/3 상당의 금액만을 군사원조로 제공할 계획이었으며, 향후 군사원조 또한 

보장된 것이 아니었다. 물론 미국은 경제적인 원조를 하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ECA 프로그램의 일환인 64,000,000 달러 상당의 기금이 

                                                 
107 New York Times 1950 년 5 월 6 일. 
108 New York Times 1950 년 9 월 20 일. 
109 Policy Statement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Oct 15 FRUS 1950, East Asia and The 
Pacific, Vol. VI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0v06/d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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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5 개국에 제공될 예정이었는데, 그 중의 약 11 만달러가 농업, 보건, 

그리고 일반 경제 회복을 위해 태국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었다. 110   이는 

군사원조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원조였다. 그리고 ECA 프로그램은 10 월 

초에 시작되었다.111  하지만 금액상 피분이 원했던 금액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미국이 이렇게 대 태국 군사원조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피분정권의 

정치적 정당성 결렬에 있었다. 쿠데타를 통하여 1948 년에 정권을 다시 잡아낸 

피분에 대하여 주태국 미국대사 스탠턴(Edwin Stanton)은 격분하였다. 

반민주적인 피분정권을 받아들이지 못한 스텐턴은 미국정부에게 “당분간 

피분정권의 승인을 보류하고 미국의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요청하였다.112  

그러나, 미국무부는 서양측에게 무시를 당한다면 피분이 어쩔 수 없이 

소련을 의지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특히, 태국은 대외관계에서 바람이 

부는대로 구부러지는 것으로 유명하였고, 피분송크람 또한 외교적으로 변절이 

심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이다. 113 예를 들어 1941 년에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을 도와주었던 그는 1944년에야 일본에게 등을 돌렸다. 상황에 따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제나 정책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당시 동남아시아 지역은 미국에게 있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 이유는 일본과 관련이 있다. 당시 미국은 소련 및 기타 공산주의 

진영을 봉쇄하기 위해 유럽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거점전략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110 The Times of India 1950 년 5 월 11 일. 
111 New York Times 1950 년 10 월 3 일. 
112 원문은 다음과 같다: “withhold recognition for an unspecified period and issue a statement 
expressing American objections” (Daniel Fineman, A Special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military government in Thailand, 1947-1958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7), 55). 
113 Fineman, A Special Relationshi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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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일본을 재무장시키고 경제를 재건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동남아시아의 자원과 시장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동남아시아의 필요 혹은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114 따라서 미국은 태국의 

친서방 자세를 유지시키기 위해 피분정권을 지지했다. 

 

<그림 2> 

115 

같은 사진에 찍힌 도조 

히데키(東條英機)과 피분 

  

 

<그림 3> 

116 

일본 제국의 내각총리대신인 도조 

히데키 장군은 피분의 특사인 Phraya 

Phaholphayuhasena(본명: 폿 파혼요틴), 

주일본 태국 대사인 Direk Jayanama 등을 

도쿄에서 환영했다.  

 

                                                 
114 전후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관계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  Andrew J. Rotter, The Path to 
Vietnam: Origins of the American Commitment to Southeast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Michael Schaller,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Michael Schaller, "Securing the Great Crescent: 
occupied Japan and the origins of containment in Southeast Asia,"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69-2 (1982): 382-414. 
115 Untitiled, accessed 7 August 2019 via https://ameblo.jp/kouran3/entry-11948896154.html. 
116 Untitiled, accessed 7 August 2019 via http://jjtaro.cocolog-nifty.com/nippon/2012/09/post-
dbf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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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분송크람에 대한 미국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군대는 비효율적이고, 무기들을 보내 주어도 딱히 

전투능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었다.117 또한 태국은 경제 원조를 받을 자격이 

없었고, 미국이 원조를 제공할 만큼 중요하지도 않았다. 결국 미국은 진실된 

우호적 감정보다는 필요에 의해 마지못해 피분정권을 지지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미국외교문서(FRUS)의 기록을 보면, 태국은 계속하여 

미국이 구체적으로 태국으로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지 질의했고, 미국은 

계속하여 확답을 피했다. 그리고 1953 년초 미중앙정보부는 미국의 

대태국정책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우리는 태국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한도내에서 대태국 군사원조공약 회피해왔다. 피분정권을 

지탱해주는 것은 ‘미국이 태국을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다. 미국이 

군사원조를 거부할 경우 피분정권은 흔들릴 것이다. 1952 년에는 태국정부가 

친서방 정책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징조가 다수 포착되었다. 당시 태국정부는 

필요할 경우 자유진영을 탈피하겠다고 우리를 위협했으나, 미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즉, 확약은 하지 않으면서, ‘태국이 위험에 처하면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고 피분정권이 믿게 하는 것이다.118  

요컨대, 태국은 한국전쟁 참전의 대가로 제한적으로나마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는 피분 

정권에게 내부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안정감을 주었다; 반면 군부의 힘이 

강해지면서 태국정부내에서 민간인들의 영향력을 극히 제한시켰다.119 

즉, 미국은 피분송크람 정권을 군사적∙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서 

태국에서 군사 독재 정권이 번창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피분의 시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군사 독재자들이 쿠데타와 심하게 부패한 

                                                 
117 Fineman, A Special Relationship, 81. 
118  Psychological Strategy for Southeast Asia, 9 January 1953, CIA-RDP80-
01065A000300010025-7, accessed 18 October 2018 via CIA CREST. 
119 Fineman, A Special Relationship, 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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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통해 국가 지도자의 지위를 쟁취해 왔다. 군대와 왕권의 밀접한 관계가 

군부의 권력 강화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피분 정부 때 이루어진 

정치 및 군사적 거래가 군을 크게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미국이 직접적으로 태국 내부의 정치상황을 결정지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태국 문민정부의 약화에 기여하였다고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47 년(태국의 문민정부 시기)에 무기 및 태국군 

훈련을 위한 자문단 파견을 꺼려하였고, 피분송크람이 정치무대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120 결국 미국의 이러한 행위가 결국 피분송크람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히려 

피분송크람이(즉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미국이 군사원조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태국의 정부정책, 그리고 외교정책이 군부에 의해 좌우되게 됀 것이 

아닐까?121 

 

  

                                                 
120  이러한 경향은 사실 1950 녀초부터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었다. 
Eisenhower 및 Kennedy 정권시 미국은 “안정”을 위해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독재정권을 
지지하고는 하였다. 태국도 마찬가지였다. (Tony Smith, America's Miss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wide struggle for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179-
236). 
121 Fineman, A Special Relationship, 30,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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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전쟁당시 유엔총회 한국관련 결의문122 

제 5 차 유엔총회(1950-1951) 당시 한국관련 결의문 

 

제 6 차 유엔총회(1951-1952) 

 

                                                 
122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문, 제 2 차-13 차(1947-58) 및 한국통일에 대한 성명과 
제안(1953-58), 1947-58, 분류번호: 731.221(1947-58), 등록번호: 10713, 접속일자: 2018 년 
9 월 18 일, 국가기록원. 

 

 7 October 1950 376 (V) 

 
THE PROBLEM OF THE INDEPENDANCE OF KOREA 

 14 December 1950 384 (V) 

 
INTERVENTION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KOREA 

 1 December 1950 410 (V) 

 
RELIEF AND REHABILITATION OF KOREA 

 1 February 1951 498 (V) 

 
INTERVENTION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KOREA 

 18 May 1951 500 (V) 

 
ADDITIONAL MEASURES TO BE EMPLOYED TO MEET THE AGRESSION IN KOREA 

 

 5 February 1952 507 (VI)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7 December 1951 574 (VI)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PERIOD FROM THE COMMENCEMENT OF OPERATIONS (1 DECEMBER 1950) TO 30 
JUNE 1951, AND REPORT OF THE BOARD OF AU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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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차 유엔총회(1952-1953) 

 

 

 3 December 1952  610 (VII) 

 
KOREA: REPORTS OF TH E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25 November 1952  661 (VII)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FINANCIAL REPORT AND 

ACCOUNTS FOR THE FINANCIAL YEAR ENDED 30 JUNE 1952, AND REPORT OF THE 
BOARD OF AUDITORS 

 11 March 1953  701 (VII) 

 
KOREA: REPORTS OF THE UNITED NATIONS AGENT GENERAL FOR KOREAN 

RECONSTRUCTION 

 23 April 1953  706 (VII) 

 
QUESTION OF IMPARTIAL INVESTIGATION OF CHARGES OF USE BY UNITED NATIONS 

FORCES OF BACTERIOLOGICAL WARFARE 

 28 August 1953  711 (VII) 

 
THE KOREAN QUESTION 

 28 August 1953  712 (VII) 

 
TRIBUTE TO THE ARMED FORCES WHO HAVE FOUGHT IN KOREA TO RESIST 

AGGRESSION AND UPHOLD THE CAUSE OF FREEDOM AND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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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차 유엔총회(1953-1954) 

 

 

 

 

 

 

 

 

 

 

 

 

 3 November 1953  714 (VIII) 

 
QUESTION OF IMPARTIAL INVESTIGATION OF CHARGES OF USE BY UNITED NATIONS 

FORCES OF BACTERIAL WARFARE 

 8 December 1953  716 (VIII) 

 
THE KOREAN QUESTION 

 7 December 1953  725 (VIII) 

 
THE KOREAN QUESTION: REPORT OF THE AGENT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27 November 1953  767 (VIII)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FINANCIAL REPORT AND 

ACCOUNTS FOR THE FINANCIAL YEAR ENDED 30 JUNE 1953, AND REPORT OF THE 
BOARD OF AUDITORS 

 3 December 1953  804 (VIII) 

 
QUESTION OF ATROCITIES COMMITTED BY THE NORTH KOREAN AND CHINESE 

COMMUNIST FORCES AGAINST UNITED NATIONS PRISONERS OF WA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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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태국은 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는가? 물론 유엔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를 위해 참전하였다. 하지만, 태국의 한국참전배경에는 반공사상과 

국익이 분명이 연루되어 있었다. 태국은 한국참전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원조를 받기 원했다. 안타깝게도, 태국이 과연 

미국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군사적 원조를 받을 수 있었는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태국군의 참전 사실이 정부의 

공식기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승만은 1954 년 8 월 7 일 샌프란시스코 방문 

당시 기자회견에서 태국을 아주(亞洲)의 “용감한 나라”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한국전쟁 당시 태국군의 활약을 의식한 것이 분명하다.123 그리고 1958 년에 

대한민국은 태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성립하기 위하여 태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는데, 당시 한국 외교부에서 태국과의 외교관계 성립의 이유로 양국의 

우호, 그리고 과거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언급하였다. 1958 년 2 월 28 일, 

당시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었던 조정환이 태국 외교부장관인 프리디텝퐁 

테와군(Pridi Bebyabongs Debakula)親王에게 서한을 보냈다.124 그리고 한-태 

외교관계수립의 이유로 다음 2 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 태국이 한국전쟁 당시 

전투부대를 파견하였다는 사실; 둘째, “유엔한국재건위원회에서의 태국의 

역할."125 또한 1958 년 4 월 2 일에는최덕신(당시 주남베트남 공사)이 프라못 

종자런(Pramote Chongchareon, 주남베트남 태국대사)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태국과의 외교관계수립에 있어서 한국전쟁 당시 “태국군의 용감한 전사들"의 

                                                 
123 상항(桑港) 콤몬웰스 클라브에서의 연설, 1954년 8월 7일, 접속일자: 2019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124 태국외교부 공식사이트에서는 이름이 Priditheppong Tewakul 로 되어있다.  
125 조정환이 Pridi Bebyabongs Debakula 에게 보낸 서한, 1958 년 2 월 28 일, 국교수립 - 태국, 
1958.10.1(공사급), 분류번호: 722.2, 롤번호: C-0001, 등록번호: 57, 프레임: 1421-2, 외교부 
외교사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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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약을 강조했다. 126  이후 1958 년 10 월 1 일, 태국과 한국은 공사급 

외교관계수립에 합의를 했고, 1960 년 8 월 30 일에는 공사관이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물론, 외교관계 수립에 있어 실리적인 계산 또한 분명히 작용을 했다. 

예를 들어, 1958 년 7 월 11 일 이승만 대통령이 최덕신 공사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태국에 외교관을 

파견해야 한다. 태국의 수도 방콕은 다수의 국제기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기구들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아울러 

공산진영의 움직임과 동정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을 예의주시할 수 

있다.127 하지만, 이미 설명했듯이, 한국이 태국과 국교수립을 할때 과거 태국의 

한국전쟁참전 경험과 기억이 작용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전쟁 당시 태국군의 활약은 한국정부에서 계속하여 재언급 되었다. 

아울러 반공진영의 동반자이자 같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친근감을 표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박정희는 1966 년 2 월 7 일 태국방문에 앞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태국은 “공산세력의 부단한 침략과 그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자유의 이웃”이자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또 우리와 가장 친근한 나라들” 중 

하나었다.128 그리고 1966 년 2 월 10 일 태국국왕이 주최하는 만찬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26 최덕신이 Pramote Chongchareon 에게 보내는 서한, 1958 년 4 월 2 일, from Choi Duk Shin, 
국교수립 - 태국, 1958.10.1(공사급), 분류번호: 722.2, 롤번호: C-0001, 등록번호: 57, 프레임: 
1436, 외교부 외교사료관. 
127  이승만이 최덕신에게 보내는 서한, 1958 년 7 월 11 일, 국교수립 - 태국, 
1958.10.1(공사급), 분류번호: 722.2, 롤번호: C-0001, 등록번호: 57, 프레임: 1442-3, 외교부 
외교사료관. 
128 동남아순방: 김포공항에서 출발성명, 1966 년 2 월 7 일, 접속일자: 2020 년 1 월 2 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
d=13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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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들은 귀국에 대하여 특별한 우정과 친근감을 갖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 한국이 공산침략을 당하였을 때, 귀국의 

용감한 군대가 와서 우리를 도와준 그 은혜는 우리 국민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일로서, 나는 다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탐욕 때문에 우리 아시아는 항상 불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 이웃」들은 서로 

힘을 모으고 굳게 결속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129 

 

그리고 1966 년 2 월 18 일 서울에 귀국하여 김포공하에서 박정희는 

태국을 한국과 마찬가지인 “발전도상에 있는 성장국”이며, 다시 한번 한국과 

같은 “공산주의침략의 위협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위험지대의 민족국가”라고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유대감을 

표하였다.130 

이후 전두환이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필리핀) 순방에 앞서 1981 년 6 월 25 일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들 나라 중 몇 나라는 북한공산집단의 6,25 남침으로 우리가 지극히 

어려울 때 직접 군대를 파견하여 우리를 도와”주었다. 131  “태국”을 직접 

                                                 
129 동남아순방: 태국국왕 만찬회에서 인사, 1966 년 2 월 10 일, 접속일자: 2020 년 1 월 
10 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
d=1305664. 
130 [동남아순방]김포공항에 안착 귀국인사, 1966 년 2 월 18 일, 접속일자: 2020 년 
1 월 12 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
d=1305670. 
131 [아세안 5 개국 순방편]출발성명, 1981 년 6 월 25 일, 접속일자: 2020 년 1 월 13 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48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 전투부대를 파견한 나라가 태국과 

필리핀이었다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두환은 태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 

 태국 현지에 도착해서는 노골적으로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했다. 1981 년 7 월 3 일 방콕 도착성명에서 전두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 국민은 귀국을 항상 우리의 가장 친열하고 가까운 친구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태국은 대한민국이 1950 년 북한의 남침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유엔」군 기치아래 참전,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와 함께 

싸워 준 은인의 나라입니다.”132 같은날 태국의 국왕이 주관하는 만찬자리에서 

전두환은 다시 한번 태국이 “한국 국민에게는 오래전부터 친열한 나라”이며, 

“1950 년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남침으로 곤경에 놓여 있었을 때 귀국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우리를 도와준 데 대해 한국 국민은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133 

 한국전쟁 당시 전투부대를 파병하여 한국을 도와준 은인이라는 인식을 

미소간의 냉전이 완화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994 년 6 월 24 일 서울을 방문 

중이던 태국총리를 위해 마련한 만찬자리에서 김영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태국은 우리에게 매우 친밀한 우방”이며, “우리가 전쟁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
d=1306802. 
132 [아세안 5 개국 순방편] 태국 도착성명, 1981 년 7 월 3 일, 접속일자: 2020 년 1 월 13 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
d=1306823. 
133 [아세안 5 개국 순방편] 푸미폰 태국 국왕 주최 만찬 답사, 1981 년 7 월 3 일, 접속일자: 
2020 년 1 월 13 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
d=130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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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며 “한국 국민은 그 고마움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134 

또 주목할 것은 정치성향을 막론하고 한국전쟁 당시 태국의 기여에 대한 

고마움은 지속되었다. 진보정권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 탁신 태국총리가 

서울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2003 년 8 월 25 일 태국총리를 위해 마련한 

만찬자리에서 노무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50 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했고, 우리와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 국민은 6,300 여 태국 젊은이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태국 국민들의 진정한 우정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135 

 

보수정권이 다시 집권한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 태국의 참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변하지 않았다. 2010 년 6 월 4 일 샹그릴라 회의 당시 이명박은 

기조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을 비롯한 유엔 

16 개국은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연 200 만 명의 참전용사를 보냈고, 이 가운데 

4 만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들의 값진 희생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지켜 낼 수 있었습니다.136 그리고 

                                                 
134  추안 리크파이 태국 총리를 위한 만찬사(한국과 태국은 번영의 동반자), 
1994 년 6 월 24 일, 접속일자: 2020 년 1 월 13 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
d=1307992. 
135 탁신 치나왓 태국 총리를 위한 만찬사, 2003 년 8 월 25 일, 접속일자: 2020 년 1 월 14 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
d=1309431. 
136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 2010 년 6 월 4 일, 접속일자: 2020 년 1 월 14 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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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3 월 24 일 서울을 방문중이던 태국총리를 위한 만찬자리에서 이명박을 

다시 한번 “태국은 6・5 전쟁 참전 국가”이고 양국이 국교를 수립한 후 50 년간 

깊은 관계로 발전하였음을 확인하였다.137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기억이 공식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태국과 한국의 일반 대중은 태국의 참전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한편,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전쟁에 자국이 참전했기 

때문에, 한국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태국인들에게 비자를 면제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138 하지만, 한국정부 내부에서 그렇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 최소한 

한국 외교부에서 공개한 외교사료에서 그러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태국과 대한민국간의 일반여권소지자들에 대한 일반사증면제 협정은 

1981 년 11 월 9 일에 체결되었다. 그리고 한국외교부는 일반 태국인들에게 

사증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태국과 한국간의 

상호사증면제 협정은 “양국 간에 각분야에서의 인적교류를 촉진하고 기존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여타 ASEAN 국가와의 

동협정 체결 추진이 더욱 용이하게 될 것이다.”139 요컨대, 일반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
d=1330326. 
137 태국 총리 초청 국빈 만찬사, 2012 년 3 월 24 일, 접속일자: 2020 년 1 월 14 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
d=1330566. 
138 예를 들면 태국에서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예능프로(귀즈쇼)이며, 채널 8 에서 2016 년에 
방송되었던 ‘The Infinity’라는 프로그램 (https://www.youtube.com/watch?v=1bJiegoVv_A), 
또는 태국의 한 여행 블로그 (http://tourkoreath.blogspot.com/2015/07/visa.html)에 기재된 
정보 등이 있습니다. 
139  한-태 사증 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날짜, 한.태국 간의 사증면제에 환한 각서 교환, 
1981.11.9 서울에서 각서 교환 1981.12.9 발효 (조약 763 호), 분류번호: 741.41, 롤번호: 2011-
0055, 파일번호: 5, 등록번호: 16056, 프레임: 56-7, 외교부 외교사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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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태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태국인들이 현재 비자 없이도 

한국 입국이 가능한 것일까? 물론,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계속하여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따라서 무비자 협정 체결에 있어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태국이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할 당시 도의적, 이념적 

고려와 함께 실리적 계산이 작용했듯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비자협정체결에 

있어 실리적 계산이 철저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4> 한태 정상 교류 일지(1966~2012 년)140 

방문시기 방문 인사 

1966 년 2 월 박정희 대통령 

1967 년 4 월 타넘 낏띠카쩐 총리 

1977 년 9 월 타닌 끄라이위치안 총리 

1981 년 7 월 전두환 대통련 

1981 년 11 월 쁘렘 띤쑨라논 총리 

1994 년 6 월 추안 릭파이 총리 

1996 년 3 월 김영삼 대통련(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2000 년 10 월 추안 릭파이 총리(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2003 년 8 월 탁신 친나왓 총리(태평양경제협의회(PBEC) 총회 계기) 

2003 년 10 월 노무현 대통련(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2005 년 5 월 탁신 친나왓 총리(제 6 차 정부혁신세계포럼) 

2005 년 11 월 탁신 친나왓 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2009 년 4 월 이명박 대통령(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2009 년 6 월 아피싯 웨차치와(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09 년 10 월 이명박 대통령(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2012 년 3 월 잉락 친나왓 총리(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2012 년 11 월 이명박 대통령 

                                                 
140 정환승, 빠릿 인센, 『한국-태국 관계사』,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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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ailand’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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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the United Nation, under the 

leadership of the United States, decided to send assistance to South Korea. 

Among the nations who provided military aid was Thailand. Thailand joined the 

Korean War, even though it was not in a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Korea 

(South Korea). This is an aspect of the Korean War that is not very well-known 

among either the Thai or Korean general public.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ailand’s involvement in 

Korean War in the 1950s. Why did Thailand send troops to Korea? How exactly 

was Thailand involved in the Korean War? For this purpose, the author traces the 

statements made by the Thai leadership, especially Field Marshal Plaek 

Phibunsongkram, Thailand’s prime minister at that time. This paper also seeks to 

understand Thailand’s geopolitical situation at the time, as a country that clo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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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ed China and Vietnam, and how Communist menace both in and out of the 

country affected the Thai leadership’s decisions. At the same time, it seeks to 

understand how its past – the fact that Thailand had once allied itself to Japan 

and declared war against the Allies – might have affected its postwar attitude. 

This study found that Thailand, under Phibunsongkram’s leadership, 

decided to send troops to Korea as a gesture of support to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ted States, expecting foreign aids in return. In other words, there were 

ideolog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to sending men to fight in Korea. During 

the war, not only had Thailand sent combat troops, but also actively supported 

the United States initiative in the UN General Assembly. Unfortunately, these 

efforts were not exactly reciprocated by the United States, as the State 

Department refused to make any clear commitment to Bangk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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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논문심사를 맡아 주신 은기수 교수님과 신성호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들의 도움 없이는 저의 논문이 잘 

마무리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입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행정 업무를 

항상 친절하게 도와 주신 유지애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최삼현 장학재단(Global Sharing Foundation(GSF)), 부영그룹의 

우정교육문화재단,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글로벌 초우수 인재 장학금(초우수 

외국인 핵심인재 지원(SNU Global Scholarship II))의 경제적 지원과 지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세 기관의 장학금 덕분에 학비나 생활비를 

걱정할 필요없이 2 년간의 석사과정을 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 언급하지 못했지만, 저를 언제나 믿고 옆에서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신 가족, 친구,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0 년 1 월 22 일 

시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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