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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48∼1968년남·북한의 ‘중립국’ 외교연구

김도민

본 연구는 1948년 수립된 남·북한 정부가 1955년 전후 등장한 ‘중립

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어나가기 시작하여 1960년 전후 본격적인 ‘중

립국’ 외교를 펼쳐지다가 1965년 베트남전쟁을 기점으로 ‘중립국’ 외

교가 분기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리 및 분석했다. 본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남·북한이 1950년대 중반 새롭게 등장하는 ‘중립국’

을 인식하고 외교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밝혔다.

1948년 남·북한은 정부수립 직후부터 ‘자유진영’과 ‘민주진영’에 충실

한 진영외교를 펼치며 자신의 국가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왜냐하

면 남·북한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극적 냉전의 최전선에 수립된 신

생 독립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북한은 냉전의 최전선일 뿐 아

니라 일제식민지에서 갓 벗어난 탈식민 국가이기도 했다. 따라서 남·북

한 정부는 진영외교를 펼쳤지만 진영외교로만 설명하기 힘든 반식민

이라는 ‘균열’이 존재했다. 남·북한 정부 모두 냉전의 진영외교 안에서

반식민 문제라는 ‘균열’을 냉전 안에 기입시키려 했다. 같은 반식민 문

제라도 북한은 사회주의 외부의 민족해방운동·평화운동이라는 것을 진

영 내로 끌어들이는 데 주력했다. 반면 남한은 반공진영 내의 일본보

다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식민’ 문제를 활용했다.

냉전은 1950년 한반도에서 ‘열전’을 낳았고 전쟁 동안 남·북한은 더

욱 철저한 진영외교를 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954년부터 반

식민·평화·중립 등을 주창하며 냉전의 양대 진영에 속하기를 거부하

는 ‘제3세력’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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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북한은 주요 아시아·아프리카 비사회주의 국가들(인도·인도

네시아·버마·이집트·이라크 등)과 무역협정을 맺거나 무역대표부를 양

국에 설치했다. 반면 남한 정부는 1954년부터 밀려드는 중립과 평화에

대해 공산세력의 ‘중립공세’이자 ‘평화공세’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

립과 평화를 주도하는 ‘중립국’들을 비판했다. 그러다가 남한 정부는

1957년 유엔총회에서 증대하는 중립국과 기권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중립국’ 외교에 수동적으로 나섰다. 남한과 북한 정부는 모두 하

나로서 불가분의 관계로서 제시됐던 ‘평화·반식민·중립’을 자신의 위

치에서 다르게 규정하며 중립국들과 외교관계를 구축했다.

1960년대 들어 남·북한은 ‘중립국’을 둘러싸고 외교경쟁을 펼쳤다.

북한은 1950년대 후반 이룩한 경제발전의 자신감을 가지고 ‘정부’대표

단을 파견하거나 초청하는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를 펼쳤다. 이로써

북한 정부는 1960년대 초 상당수 아시아·아프리카 중립국들과 외교관

계 및 영사관계를 맺었다. 나아가 북한은 평화적 공존을 주장하는 소

련과 갈등 속에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반제국주의와 반식민

주의를 외치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민족해방운동

세력과 더욱 친밀한 대외관계를 맺어나갔다.

반면 남한은 1960년 4·19 이후 수립된 과도정부·민주당정권·군사정

부는 이승만정권의 대미(對美)일변도의 진영외교를 비판하면서 계속

되는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표결 위기의 대응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를 표방했다. 남한 정부는 ‘중립국’ 외교를 펼치는 과정

에서 필연적으로 먼저 주도적으로 ‘중립국’과 관계를 맺은 북한을 상

대해야 했다. 남한 정부는 ‘두 개의 한국’ 문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일관성있게 지키기 힘들었다. 왜냐하면 후발 주자로

서 남한 정부는 만약 어느 ‘중립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다고

하여 단교하는 순간 해당 지역 외교에서 북한에게 더욱 밀릴 것을 우

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중립국’

에는 ‘두 개의 한국’ 원칙을 고수한 반면 영향력이 큰 중립국에서는

북한과 관계를 묵인하는 형태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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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은 북한에게 ‘중립국’ 외교에서 하나의 분기점이었다. 1965년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무산이 상징하듯이 1955년부터 이어진

‘반둥정신’은 분열된 세계에서 더 이상 추구하기 힘들었다. 1965년 제

2차 반둥회의의 무산은 양극적 냉전질서에서 탄생했던 반둥정신이 다

극적이고 국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냉전질서에서 내려진 최종 사망선

고였다. 이 시기 북한이 보기에 사회주의 진영은 분열했고 미국은 더

이상 소련 같은 강대국과 적대하기보다 약소국을 공격하는 이른바

“새로운 랭전전략”을 펼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1966년 중국의

문화혁명을 기점으로 교조주의 및 수정주의라는 좌·우경 기회주의를

모두 비판하며 작은 나라들과 자주적 연대를 추구했다. 또한 북한은

베트남전쟁에서 중국과 소련이 보이는 ‘소극적’ 대응에 비판적이었다.

동시에 북한은 1965년 남한의 베트남파병과 한일협정에도 또다른 위

기의식을 느꼈다. 북한은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으로서 중국과 소련

같은 대국에 의존하기보다 작은 나라들과 자주적 연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은 1960년대 초 중국에

기반한 중립국 외교를 벗어나 스스로 작은 나라들과 연대를 지향하며

아시아·아프리카·라틴마에키라 지역의 ‘중립국’ 혹은 비동맹국가들과

적극적인 관계개선에 나섰다.

남한의 ‘중립국’ 외교도 1965년을 기점으로 큰 분기를 겪었다. 군사

정부 및 제3공화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중립국 외교는 1965년 베

트남에 파병함으로써 위기를 맞았다. 자유진영의 상당수 국가들조차

미국의 베트남파병에 비판적이었는데도 남한은 자유세계 수호와 대미

외교 강화를 위해 참전을 결정했다. 결국 남한은 베트남파병을 이유

로 1965년 개최 예정이던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의 피초청국에

서 제외됐을 뿐 아니라 프랑스는 남한의 베트남 파병을 이유로 한국

문제의 유엔총회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남한 정부는 베트남파병이

낳은 ‘중립국’ 외교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1965년 처음 공개 언급

한 한국문제의 유엔총회 연례자동상정 지양정책을 1968년 실행했다.

이로써 남한 정부의 ‘중립국’ 외교는 1957년 시작 때부터 견지해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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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외교의 목적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었다. 남한 정부가 1960년대 미

소의 접근과 다극화하는 냉전질서 속에서 더 이상 기존의 양극적 냉

전문제로서 ‘승리’하기 힘들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

다. 박정희정권은 새로운 냉전의 시대에 박정희정권은 유엔외교를 포

기하는 대신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중립국들에 전방

위적으로 사절단을 파견함으로써 새로운 중립국 외교를 모색했다.

결국 1950년대 중반 시작된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는 1960년대 중

후반 ‘주체적’ ‘자주적’ 전환을 모색하고 추진했다.

이렇게 본고는 냉전의 최전선이자 탈식민 신생국 남·북한 정부가

또다른 탈식민 신생국들과 대외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인식을 가졌으

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외교정책을 펼쳤는지 밝혔다. 특히 남·북한 정

부의 중립국 외교정책에서 탈식민과 냉전의 관계가 1948년부터 1968

년이라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양상

을 그려냈다.

둘째 본 연구는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정책이 변화하는 양상을 추

적하면서도 외교를 수행하는 주체들이 탈식민 신생국들과 만나는 경

험도 밝혔다. 남·북한은 공히 1960년 전후부터 아프리카 외교를 적극

적으로 펼쳤다. 냉전의 도래는 이전까지 전혀 만날 필요성이 없었던

지역을 방문하게 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다.

식민지를 겪었던 남·북한 주요 인사들은 1950년대 중반 모두 아프

리카를 방문할 때 신생 ‘약소민족(弱小民族)’으로서 그들과 식민경험

이라는 역사적 공감대를 가졌다. 흥미롭게도 1960년 전후 남·북한 외

교행위 주체들은 다른 관점에서 이들을 규정하고 해석했다. 남한 인

사들은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이 경제발전을 원하며 그것을 충족하

기 위한 외부 ‘원조’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즉 남한 사람들은 1950

년대 식민경험의 공감이 아니라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발전의 욕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충족하는 외교를 펼쳤다. 마찬가지로 북한 지도부들

은 1960년 전후 아프리카인들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본받아 그들도 발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런데 남한 사람들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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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람들은 외부의 원조가 아니라 아프리카인들 스스로 경제발전

을 이룩함으로써 새로운 식민주의가 시도하는 ‘경제적 종속’에서 벗어

나 진정한 자립적인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지도

부는 자신들이 이미 그러한 자력갱생에 기반한 ‘진정한 독립’을 이룩

했음을 자랑차게 아프리카인들에게 선전했다. 그래서 북한 지도부는

제2차 반둥회의가 무기한 연기됐을 때 그 이유를 아프리카 신생 독립

국들의 외세 의존적인 모습에 찾으며 비판했다.

이처럼 1948년부터 1968년이라는 20년 동안에 걸친 남·북한의 외교

정책과 담론의 변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탈식민과 냉전, 분단 그리

고 경제발전 등이 어떻게 상호교차하며 시기에 따라 무엇이 더 주도

적이고 부차적인지를 드러냈다. 그 결과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미진했

던, 남북관계사 영역을 본격적으로 분석 가능했다. 특히 남·북한 통합

적 분석을 통해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경쟁에서 드러나는 남북관계

의 ‘(비)대칭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남·북한 정부의 ‘중립국’ 외교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1950,

60년대 남·북한에게 중립이란 무엇이었을까. 남·북한은 반식민·평화·

중립을 당대의 다양한 주체들은 어떻게 인식했을까. 당시 냉전의 한

복판이자 분단되고 전쟁을 겪었던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향

하는 평화의 상상력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물음들에 답하기 위해 앞

으로 남·북한 정부 차원을 넘어 다양한 주체들의 더 많은 시선을 확

보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냉전, 탈식민, 중립국, 외교, 한반도 분단, 민족주의, 비동

맹, 반둥회의, 민족해방운동

학번: 201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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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문제제기

1945년 8월 15일 이후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한반도에는 ‘해

방의 공간’과 ‘점령의 시간’이 펼쳐졌다. 탈식민으로 들끊던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과 소군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을 각각 분할점령

했다.1) 연합군으로 일본군과 함께 싸웠던 미·소는 1947년부터 세계

를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라는 양극적(兩極的, bipolar)

냉전질서로 분할해나갔다. 지구적 냉전과 맞물려 냉전의 최전선(最

前線) 한반도에서는 1948년 남과 북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적대적

인 분단정부가 수립됐다. 1950년 6월 25일 탈식민과 냉전 그리고 분

단이 교차하던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양극적 냉전질서는 한반도에서 발발한 열전(熱戰)으로 더욱 견고

해지는 듯했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 적대적인 양극적 냉전의 한쪽

편에 서기를 거부하며 ‘반식민(反植民)·평화·중립’을 주창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기를 거부한 세력의 상당수

는 식민지에서 갓 벗어난 신생 독립국들이었다. 2차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70년까지 세계는 미·소가 세계 헤게모니를 주도하는

양극적 냉전시대이면서도 동시에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에서

‘민족해방운동이 하나둘씩 연이어 권력을 장악”해간 탈식민의 시기

이기도 했다.2) 이 시기 새로 독립한 국가는 64개국에 이르렀다.3)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냉전 시기 최초의 아시아·아프

리카 회의는 반식민·평화·중립을 지향하며 냉전의 이분법적 편가르

1) 정용욱 편, 2018 《해방의 공간, 점령의 시간》 푸른역사, 4∼5쪽.

2) 이매뉴얼 월러스틴 지음, 백승욱 옮김, 2001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

언》 창비, 39∼41쪽.

3) 이리에 아키라(Akira Iriye) 책임 편집, 이동기·조행복·전지현 옮김 《1945

이후 서로 의존하는 세계: 하버드 C. H. 베크 세계사》 민음사, 5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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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거부하는 ‘제3세력’의 집단적·조직적 현실화였다. 반둥회의 발

기국이자 주최국 인도네시아는 반둥회의 소식을 세계에 발신하기

위해 《반둥 공보》(Bandung Bulletin)라는 잡지를 발간했다. 《반둥

공보》 표지에 크게 실린 다음의 지도는 인도네시아의 반둥회의 인

식을 잘 보여준다.4)

<그림 1> 《반둥 공보》 표지 속 지도 

반둥회의 참가국들은 국경없는 하나의 하얀색으로 지도의 ‘중심부’

를 차지했으며, 초청되지 못한 국가들은 검은색으로 ‘주변부’에 배치

됐다. 반동공보 표지 속 지도 그림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1955년 반

둥회의를 기점으로 세계정치에서 하나의 새로운 연합체가 아시아·아

프리카라는 지역에서 등장했음을 선포했다.5)

그렇다면 남·북한은 냉전의 한쪽 편에 서기를 거부하며 새롭게 등

장한 세력들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이들과 어떤 대외관계를 맺어나

4) Bandung Bulletin Issue 1(March 1955)

5) 지도가 재현하는 의미는 딩켈(Dinkel)의 다음 책을 참고했다. Jürgen Dinkel,

Translated by Alex Skinner, The Non-Aligned Movement: Genesis,

Organization and Politics (1927-1992), Leiden, Boston, Brill 2019,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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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을까? 남·북한 정부는 냉전의 두 진영을 거부하며 중립주의

(neturalism)나 비동맹(nonalignment)을 지향했던 국가들과 언제부터,

어떻게 그리고 왜, 대외관계를 맺어나갔을까? 이 물음에 답하고자

본고는 남·북한 정부가 1948년부터 1968년까지 냉전의 양 진영을 거

부하며 새롭게 등장했던 ‘중립국’들에 대해 펼쳤던 외교정책의 수립

과 전개과정을 분석 대상 및 시기로 삼았다.

첫째 본고는 남·북한과 ‘중립국’의 상이한 위치가 주조하는 탈식민

과 냉전의 역사적 교차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남·북한과 ‘중립국’의

만남은 복잡한 탈식민과 냉전의 교차를 낳았다. 냉전의 최전선에 위

치한 남·북한과 냉전의 한쪽 편에 서기를 거부했던 국가들 상당수는

모두 식민지에서 갓 해방된 탈식민 신생국들이었다. 그런데 남·북한

은 탈식민 국가이면서 동시에 미·소라는 냉전의 권력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위치인 반면 탈식민 ‘중립국’들은 냉전의 양극적 권력을

벗어나려는 위치였다. 이처럼 탈식민과 냉전의 권력은 남·북한과 ‘중

립국’에 모두 영향을 미쳤지만 그 ‘정도’는 상이했다.

둘째 본고는 탈식민과 냉전의 교차에 한반도 ‘분단’ 문제까지 겹쳐

보는 남·북한 통합적 시각을 견지하고자 한다. 분단국들은 서로 “배

제와 연관”되거나 “상호영향”을 주면서 “(비)대칭적” 관계를 만들었

다.6) 적대적인 남·북한의 분단 정부는 끊임없이 서로를 의식하며

‘중립국’을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경쟁을 펼쳤다. 남·북한 ‘중립국’ 외

교에는 탈식민과 냉전의 교차뿐 아니라 한반도 분단의 문제도 큰

영향을 미쳤다.7)

셋째 본고는 남·북한의 외교정책을 정리하면서도 동시에 행위 주체

들의 새로운 만남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냉전은 반대 진영의 국가들을

6) 독일사 연구자 클레스만은 동서독의 통합사적 시각을 강조했다. 크리스토프 클레

스만 지음, 최승완 옮김, 2004 《통일과 역사 새로쓰기》 역사비평사, 153∼154쪽

7) 1970년대 강만길이 역사연구에서 분단 문제의 중요성을 주장한 이래 여러

주장들이 이어졌다. 강만길, 2018(초판 1978년)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강

만길 저작집 02》 창비; 백낙청, 1994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과

비평사. 이종석, 2004 〈유신체제의 형성과 분단구조: 적대적 의존관계와

거울영상효과〉, 이병천 엮음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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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날 수 없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역’을 방문하게 만들었다. 냉전

의 최전선 남·북한 주요 인사들은 냉전과 분단의 ‘외교경쟁’에서 승리

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했다. 특히 1950년

대 중반부터 중립주의를 지향하는 탈식민 신생국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서 탄생했기 때문에 남·북한은 1950년대 후반부터 모두 아프리카 외교

활동을 시작했다. 이처럼 냉전과 분단의 질서는 이전까지 남·북한에게

미지의 땅을 방문하게 만들거나 미지의 사람들을 한반도에 불러들이는

새로운 만남의 장을 제공했다.

넷째 본고는 남·북한의 외교정책과 주요 인사들의 주장들에서 탈

식민·냉전·경제발전 등의 담론 변화를 드러내고 한다. 약소국(弱小國)

으로서 남·북한과 ‘중립국’은 탈식민과 냉전이라는 이중구조 하에서

경제발전을 추구해야 했다. 남·북한과 ‘중립국’들은 탈식민·냉전·경제

발전 등의 문제를 공유하면서도 발화의 주체와 시기에 따라 이들의

위상과 관계의 배치가 변화했다. 특히 본고는 남·북한 정부의 시기

별 ‘담론 배치’가 변화하는 역사적 맥락을 드러내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 및 범위가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

교라고 했을 때 따옴표 ‘중립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냉전 시기

두 진영의 어느 한편에 서기를 거부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중

립화·중립·중립주의·비동맹 등이 있다.

먼저 중립화(neutralization)란 주변국들이 해당국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해당국은 외국군의 주둔을 허용치 않으며 외국군과 군사

동맹를 맺지 않는 국제관계 설정을 의미한다.8) 다음으로 중립

(neutrality)은 전쟁에서 한쪽 편에 서지 않는다는 오래된 개념이었

다. 냉전 이전에 한반도에서는 1904년 1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평

화가 결렬될 경우 대한제국은 ‘엄정중립’을 지키겠다는 ‘전시중립선언’

이 있었다.9) 냉전 시기 중립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의 논쟁에 ‘동

8) 홍석률, 2004 〈중립화통일 논의의 역사적 맥락〉 《역사문제연구》 12, 53쪽.

9) 서영희, 2018 〈제15장 대한제국의 외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

원회 편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근대편》 동북아역사재단, 580∼5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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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게 불참’(impartial nonparticipation)한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강했

다.10) 예를 들어 한국전쟁 이후 정전체제를 관리할 임무를 맏아 설

치된 ‘중립국감시위원회’에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인 폴란드와 체코

슬바키아도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했다.

소극적 의미의 오래된 개념으로서 중립과 달리, 1950년대 새롭게 등

장한 중립주의(neutralism)와 비동맹(nonalignment)이라는 용어는 냉전

의 두 진영 간 적대적인 이분법적 대립을 지양하며 ‘평화’를 달성하려

는 적극적인 일련의 흐름을 지칭했다. 물론 중립주의·비동맹을 추구하

는 국가들도 시기별·사건별로 적극성의 차이는 존재했다. 그럼에도 국

제협정이 보장하는 중립화와 논쟁에 불참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중립과

는 달리, 세계정치의 ‘제3세력’으로 양극적 냉전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새로운 흐름을 지칭할 때 이를 중립주의 혹은 비동맹이라 불렀다.

본고는 냉전의 어느 한 편에 서기를 거부하며 중립주의·비동맹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국가들을 따옴표를 붙인 ‘중립국’으로 지칭하

고자 한다. 왜냐하면 본고가 정의하는 중립주의 및 비동맹을 추구하

는 ‘중립국’이라는 용어와 실제 남·북한이 사용하던 용어와 구별하기

위해서다.

남한은 반둥회의 전후 냉전의 한편에 서기를 거부하는 일련의 새

로운 흐름을 중립·중립국·중립주의 등이라는 말로 표현했다.11) 남한

은 냉전에 한편에 서기를 거부하는 국가들을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친공중립·엄정중립·친서방중립 등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1961년 개

최된 비동맹회의 이후 비동맹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지만, 남한 정부

는 1960년대까지 대(對)중립국 외교라는 표현을 줄곧 사용했다. 북

10) D. C. Thomas, op. cit., p. 73.

11)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에서 ‘비동맹’을 검색해보면 1955년 1건, 1959년 1

건, 1960년 1건이지만 1961년부터 28건으로 급증하기 시작한다. 반면 중

립정책·중립국 등은 1950년대 내내 꾸준히 100건 정도 확인된다. 물론

중립국에는 중립국감시위원회, 중립정책에는 ‘중립’과 ‘정책’이 다른 단어

로 따로 나오더라도 함께 검색에 걸리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단어들을 제외하더라도 중립정책과 중립국이라는 단어는 약 100건 내외

로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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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서도 1950년대 중립정책, 중립적 지위 등 중립이라는 단어가 쓰

였다.12) 비동맹과 유사한 의미로서 북한은 ‘쁠럭불가담’ 혹은 ‘쁠럭

불참가’도 사용했다.13) 1964년 조선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대

중 정치용어사전》은 〈중립〉이나 〈중립주의〉 등의 항목은 없고

〈중립국〉을 “국가들 간의 분쟁이나 전쟁에 참가하지 않으며 어떠

한 군사동맹에도 참가하지 않는 국가”라고 정의했다.14) 중립국을 설

명하는 북한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북한은 소극적 의미의 오래된

개념으로서 중립(neutrality)을 사용했다.

이처럼 남북한 정부은 중립주의(비동맹)를 지향하는 동일한 국가를

지칭할 때 자신의 위치에서 다른 용어를 사용했다. 남·북한의 두 주체를

동시에 서술하면서 어느 일방의 용어만을 사용한다면 많은 ‘오해’를 낳

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1950-60년대 중립주의나 비동맹을 지향했던

국가들을 지칭할 때 따옴표 ‘중립국’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특히 남·북한

정부가 썼던 중립국이라는 용어와 구별하기 위해 ‘중립국’을 사용하겠다.

12) 《로동신문》 1955년 10월 8일, 4면;《로동신문》 1955년 11월 29일, 4

면; 《로동신문》 1955년 10월 8일

13) 현재까지 비동맹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북한 표현인 ‘블럭 불참가’라는

용어가 《로동신문》에 등장한 처음 등장한 것은 1957년 7월 30일자 4

면의 〈《아이젠하워주의》는 아랍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멍에이다〉라

는 기사에서 확인된다.

14)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대중 정치 용어 사전》, 362쪽. 사전이 정의

하는 〈중립국〉은 다음과 같다. 국가들 간의 분쟁이나 전쟁에 참가하지

않으며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참가하지 않는 국가를 말한다. 중립국에는

국가적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영구(永久) 중립국이 있다. 영구 중립국은

전시에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평시에도 어떤 군사 쁠럭에도

참가하지 않으며 무력 충돌에 인입될 수 있는 협정에도 참가하지 않을

국제적 의무를 지닌다. 한편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 나라의 중립에 관한

지위를 존중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 현재 서서와 오지리가 영구 중립국

으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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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현황과 방향

본고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중립국’을 둘러싼 1950, 60년대 국제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1950, 60년대 국제관계 

냉전을 ‘동서’대립이라는 강대국 간의 진영론의 시각에서 본다면

A선이 국제질서의 핵심 축일 것이다. 반면 냉전을 강대국의 약소국

지배라는 ‘남북’문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B선이 국제질서의 중요

축이 된다. 동시에 A선은 냉전의 중심부와 중심부의 대립이 냉전의

주변부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초점에 맞춰졌다면 B선은 냉전의

주변부와 주변부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주목하게 만든다.〈그림

2〉에 따라 1950, 60년대 냉전 시기를 다룬 외교사 연구는 【1】미

소관계와 미중관계 【1-1】한미관계 【1-2】북소, 북중관계 【2】미

국·소련·중국의 '중립국' 외교 【3-1】남한의 '중립국' 외교, 【3-

2】북한의 비동맹 외교 【3-3】남북관계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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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냉전시기 외교사 연구는 ‘전통주의’(traditionalism or orthodoxy),

‘수정주의’(revisionism), ‘후기수정주의’(postrevisionism)의 관점에서 진행

됐다. 전통주의는 1950년대부터 60년대 초반까지 미국 고위 관료들

이 냉전의 시작과 심화의 책임을 소련의 팽창주의에서 찾는 시각이

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윌리엄스(William A. Williams), 콜

코(Gabriel Kolko), 호로비츠(David Horowitz), 가드너(Lloyd C.

Gardner) 등은 냉전의 기원을 미국의 자본주의적 팽창이라는 정치경

제 구조에서 찾아야 하다는 수정주의 관점을 제시했다.15) 1970년대

중반 이후 로트(Wilfried Loth)는 수정주의적 관점을 넘어 “동서양 진

영이 그들 나름의 안보 딜레마에서 오해와 오판을 거듭했다는 후기

-수정주의적 관점”을 제시했다.16)

1987년 출간된 개디스(John Lewis Gaddis) 연구가 대표하듯이 서양

외교사 연구는 2차대전 이후 1950, 60년대를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장기 평화(long peace)를 낳았던 시대로 규정했다.17) 서양 외교사 연

구는 먼저 냉전의 두 ‘중심’인 미소관계라는 앞의 그림의 A축을 중

심으로 연구가 진행됐다.

【1-1】【1-2】남한에서 1950, 60년대는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

련·중국의 규정력이 매우 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미관계, 북소·

북중관계가 가장 먼저 주목받았다. 1960년대부터 남한 정부 스스로

남·북한 외교사를 서술했다. 학술적 연구 대상으로서 한국현대사 연

구는 1987년 국내 민주화와 1989년 탈냉전, 1980년대 후반 ‘북한바

15) 베른트 슈퇴버 지음, 최승완 옮김, 2008 《냉전이란 무엇인가: 극단의

시대 1945-1991》 역사비평사, 18∼20쪽; T. Smith, ‘New Bottles for

New Wine: A Pericentric Framework for the Study of the Cold War’,

Diplomatic History, xxiv (2000), p.567-68.; 빌프레드 로트 지음, 정소

정 옮김, 2015 〈냉전과 20세기 사회경제적 역사〉 《아시아리뷰》 9.

16) 이동기, 2015 〈독일 냉전사 연구의 관점과 주제들〉 《역사비평》

111, 269쪽.

17) Gaddis, John Lewis,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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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알기운동’ 이후에야 본격화됐다. 특히 한국현대사 연구는 1980년

대 말부터 미국·소련을 직접 방문하여 문서관 조사를 통해 자료를

발굴·수집한 후 이에 기초한 연구성과들이 제출되면서 본격화됐

다.18) 이때부터 북한사는 북한이 생산한 원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제출됐다.19)

1990년 전후 본격화된 남한 내 외교사 연구들은 ‘동서문제’보다,

강대국의 약소국 지배라는 ‘남북문제’에 주목했다. 즉 한미·북소·북

중 관계를 살핀 연구들은 ‘주변’에서 ‘중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중심’

과 ‘중심’에 주목한 서양 외교사의 시선과 다른 ‘열전으로서 냉전’

‘지배와 종속’ 같은 주변부의 시선을 담아낼 수 있었다.

18) 정용욱, 1996 《1942-47년 美國의 對韓政策과 過渡 政府形態 構想》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정병준 2001 《李承晩의 獨

立路線과 政府樹立 運動》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홍석률, 1997 《1953∼61年 統一論議의 전개와 성격》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박태균, 2000 《1956-1964년 한국 경제개발계획

의 성립과정: 경제개발론의 확산과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허은, 2008 《미국의 헤게모

니와 한국 민족주의: 냉전시대(1945-1965) 문화적 경계의 구축과 균열의

동반》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북한사 연구는 해외에서 스칼라피노(R.

Scalapino)·이정식가 1972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출간했으며 이

책은 1986년 번역되어 남한 학계에 소개됐다. “냉전이데올로기”의 제약

과 북한의 기본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뤄진 연구였다. R.

Scalapino &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Ⅰ·Ⅱ, Univ. of

California Press, 1972; 로버트 스칼라피노·이정식 지음, 한홍구 옮김,

2015 《한국공산주의운동사》 돌베개; 한홍구 옮김, 1986 《한국공산주

의운동사》 1·2·3, 돌베개. 1986년에 3권으로 나온 번역본이 2015년 합본

개정판으로 재출간됐다. 김성보, 2000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

개》 역사비평사; 전현수는 박사논문을 소련 모스크바에서 1997년 출간

했다.; 기광서 2018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선인; 이종석 2000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북한사 연구의 경향은 와다 하루

키의 다음 글을 참고 했다. 와다 하루키, 2010 〈서동만의 북조선 연

구〉 서동만저작집간행위원회 엮음, 《북조선 연구: 서동만 저작집》 창

비, 448∼450쪽.

19) 김광운, 2003 《북한 정치사연구 1: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 선인; 서

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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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년대 이후 서구 외교사에서 미국과 소련 중심의 연구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적 전환과 트랜스내셔널한 전환의 흐름을 수

용”하면서 그동안 “소극적 내지 피동적 존재로 다뤄졌던 동서유럽

국가들”과 중국 나아가 ‘제3세계’까지 냉전의 중요 무대였음을 밝히

려는 새로운 경향이 등장했다.20) 2000년 스미스(Tony Smith)는 새로

운 주변-중심적 인식틀(Pericentric Framework)을 제안했다. 스미스는

냉전의 팽창(expansion)·강화(intensification)·지속(prolonging)에 영향을

미친 것은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였기 때문에 기존의 중심-주변의

시각에서 주변-중심으로 인식틀을 바꾸기를 주장했다.21) 2007년 출

간된 베스타(Odd Arne Westad) 연구는 냉전의 시선을 ‘제3세계’로 향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22) 2017년 중국 연구자 션즈화(沈志華)도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까지 북중관계에서 김일성이라는 ‘꼬

리’가 모택동이라는 ‘몸통’을 흔들었음을 제시하는 방대한 연구서를

제출했다.23)

이처럼 냉전 시대부터 최근까지 냉전시기 외교사 연구는 대체로

냉전의 ‘기원’과 냉전의 ‘주요 행위자’를 찾는 데 집중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이든 주변부라는 약소국이든 모두 냉전의 ‘결정적

행위자’는 누구냐라는 물음에 냉전사 연구자들은 하나씩 답안지를

제출했다. 그런데 냉전의 주요 행위자를 밝히다보면 논의는 자연스

20) 이주영, 2015 〈미국사학계의 새로운 냉전사 연구〉 《역사비평》 100

호, 99쪽; 백원담, 2015 〈냉전연구의 문화적·지역적 전환 문제〉 《중국

현대문학》 75.

21) 예를 들어 스미스는 동아시아에서 냉전이 격화되는 한국전쟁의 발발은

소련의 지시라기보다, 김일성의 반복적인 전쟁 요구를 스탈린이 ‘수용’함

으로써 발생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즉 스미스는 주변부라는 꼬리가,

냉전의 중심이라는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냉전 시기 내내 발생했기 때

문에 ‘주변중심적 틀’에서 다시 냉전사를 바라보기를 제안했다. T.

Smith, op. cit., p.574.

22) Odd Arne Westad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23) 션즈화 지음, 김동길·김민철·김규범 옮김, 2017 《최후의 천조: 모택동

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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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냉전의 ‘책임’ 문제로 이어지기 십상이었다. 특히 여전히 냉전의

마지막 ‘유물’이자 분단 국가인 남한 학계에서 냉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승리적 관점’에서 자유롭기 힘들었다.24)

【3】국내외 외교사 연구는 냉전의 ‘중심부-중심부’에서 ‘중심부-

주변부’까지 연구영역을 확장했다. 본고는 그동안 외교사 및 냉전사

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냉전의 ‘주변부-주변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물론 한반도가 냉전의 최전선이었기 때문에 남·북한 외교의

중심은 미·중·소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즉 냉전의 중심이던

‘미·소·중’이라는 상위 국제질서에 남·북한이라는 약소국은 영향을

받는 관계인 것은 분명하다.그렇다고 미소·미중·한미·북소·북중 관계

가 위계적으로 남·북한과 '중립국'의 관계를 그대로 결정하지는 못

했다. “실제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모든 변수들은 상호 영향을 받으

며 작동하기 때문이다.25)

냉전의 최전선 한반도에는 냉전적 규정력이 강하게 작동했지만,

남·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냉전의 한쪽 편에 서기를 거부하는 새

로운 국가들과 관계맺기를 고민해야 했으며 실제 외교관계를 맺었

다. 나아가 1960년대부터 남·북한은 '중립국'을 둘러싸고 ‘외교경쟁’

까지 펼쳤다. 이처럼 1950년대부터 새롭게 등장한 ‘중립국’은 한반도

-아시아-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였다.

【3-1】남한 외무부가 자신의 ‘중립국’ 외교를 먼저 정리했다. 외무

부는 남한 외교를 10년 단위로 정리한 책자를 꾸준히 발간했다.26) 자

24) 독일 냉전사 연구자 슈퇴버는 〈한국 독자를 위한 서문〉에서 “거의

50년 동안 전 세계 국가들이 연루되어 전 지구적으로 전개된 냉전은 더

이상 어느 한쪽, 하물며 ‘승자’의 관점으로 쓰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라

고 제안했다. 베른트 슈퇴버 지음, 앞의 책, 9쪽

25) 홍석률, 2012 《분단의 히스테리》 창비, 40∼41쪽

26) 외무부, 1958 《외무행정 10년》; 외무부 외교연구원, 1967 《한국외교 20

년》; 외무부 외교연구원, 1971 《한국외교의 20년(속편)》 배문사; 외무부,

1971 《60년대의 한국외교》; 외무부, 1979《한국외교 30년: 1948∼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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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간행물들은 남한 정부가 유엔총회 표결 문제와 '중립국' 외교 문제

를 함께 고민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정리한 남한 외교사 서술의 논

조는 북한과 외교경쟁에서 남한 외교가 ‘승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0년 이후 남한 정치학과 외교학에서 아시아·아프리카·중동 지

역에서 펼쳐진 남한 외교를 다룬 논문들이 다수 제출됐다. 논문들은

1960년대 초 군사정부의 아프리카 지역에 친선사절단을 파견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는 의의는 존재한다. 그런데 이 연구들의 시각

은 북한과 외교경쟁에서 승리했다는 당대의 ‘냉전적’ 대결 인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데 머물렀다.27)

2017년 도지인은 본고의 연구범위와 대상에 가까운 연구를 제출했

다.28) 그는 1960년대 전후 어떻게 박정희 정권이 '중립국' 외교를

펼쳤는지 외교사료관 문서를 활용하여 정리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

의 상황을 분석의 시야에 두면서 남·북한의 외교경쟁이라는 관점에

서 분석했다. 특히 그는 앞선 연구들과 달리 ‘냉전승리’라는 결과가

아니라 박정희 정권이 '중립국' 외교를 전개한 역사적 맥락을 드러

냈다. 다만 그의 연구는 외교사료관이 생산한 1차사료가 아니라, 외

교사료관에서 제공하는 간략한 해제만을 활용했다. 북한 자료도 원

자료가 아니라 연구성과만을 활용했다.

아시아·아프리카 신생국들이 1960년 전후 유엔총회에 대거 참여했

기 때문에 남한 정부는 유엔외교에 민감했다. 홍석률은 1961년 제15

차 유엔총회에서 미국이 남·북한 동시초청안을 제안하는 일련의 과

정과 그것이 남한 정치에 미쳤던 충격 등을 정리했다.29) 그의 연구

외교통상부, 1999 《한국외교 50년: 1948〜2008》; 외무부, 1990《한국외교

40년: 1948∼1988》; 외교통상부, 2009 《한국외교 60년: 1948〜2008》

27) 김명섭·양준석, 2012 〈한국외교사에서 아프리카와 중동: 인식의 변화

와 담당 외교조직의 변천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양준석,

2016 〈1961년 한국의 친선사절단 파견과 지역인식의 확장〉 《한국정

치외교사논총》

28) 도지인, 2017 〈1960년대 한국의 중립국 및 공산권 정책 수정에 대한

논의〉, 《한국과 국제정치》, 33

29) 홍석률, 2001 《통일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 1953∼1961》 서울대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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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엔총회의 문제가 어떻게 남한 내 정치세력과 통일논의 등과

맞물려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이어 이주봉은 1961∼63년 유엔총회에 대응했던 군사정부 정책의

형성 및 결정과정을 다루었다. 그는 군사정부가 유엔총회 문제를 남

한내 선전을 위해 활용했을 뿐 아니라 군사정부가 추진했던 '중립국

' 외교가 실질적으로 유엔총회에서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는 분석을 제시했다.30) 이주봉의 연구는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1961∼63년 군사정부 시기 유엔정책 관련 연구사의 공백을 채워줬

을 뿐 아니라 한국의 대유엔외교를 냉전승리의 성과로서 평가해온

기존의 정부 측 입장 및 연구자들에게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남한의 유엔외교를 다룬 이 둘의 연구는 대상 시기가 1960∼63년

에 한정됐다는 아쉬움이 있다. 즉 앞 시기인 1950년대 후반 및 이후

시기인 1964∼68년 등이 연구사 공백으로 남아 있다. 특히 남한의 '

중립국' 외교와 관련하여 1964∼1968년 시기 남한이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연례자동상정 지양정책을 공론화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정

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주봉이 ‘1960년대 정치세력의 통일논의’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연례자동상정 지양정책이 실행된 과정을 언급했

다.31) 그러나 이는 이주봉이 앞서 군사정부 시기를 자세히 밝혀낸

것과 달리 개괄적 수준에 머물렀다.

외교사 영역은 아니지만 문학 연구자 장세진은 남한과 반둥회의의

관계를 처음으로 연구했다. 그는 1955년 제1차 반둥회의 개최부터

1965년 제2차 반둥회의 무산까지를 연구범위로 설정했다. 그는 남한

지식인들이 1955년 반둥회의의 핵심 정신이던 반식민의 연대를 “인

터내셔널리즘”으로 이어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식인 그룹

에 한정된 연구라는 아쉬움이 있다.

30) 이주봉, 2011 〈국제사회의 한반도 문제 인식과 5·16군사정부의 유엔정

책〉 《역사와현실》 82.

31) 이주봉, 2013 〈1960년대 정치세력의 통일논의 전개와 성격〉 《한국

사학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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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북한과 '중립국'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남한 관변 연구기

관이 일찍부터 시작됐다.32) 남한 정부 측 연구 중 북한 '중립국' 외

교와 관련해서는 1975년에 통일문제연구소 한치환이 연구용역으로

국토통일원에 제출한 〈북괴의 대(對)중립국 외교정책 및 그 대비

책〉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치환은 북한 외교정책의 변천과

정을 5단계로 나누었다.33) 이후 1978년 국토통일원은 북한 이해를

높여 평화통일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북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

은 《북한개요》를 출간했다. 《북한개요》는 북한의 외교를 자세히

다루면서 제3세계 외교라는 항목으로 '중립국' 외교를 개괄했다. 이

는 앞선 한치환의 연구를 상당히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34) 《북한개

요》는 북한 외교정책 변화를 첫째 진영외교기(1948년 정권수립∼

1950년대초) 둘째 다변외교 개시기(1950년대 중반∼1950년대말) 셋

째 제3세계 외교 개시기(1960년대) 넷째 대서방 접근기(1970년대)

등 총 네 시기로 구분했다.35) 이 책은 1956년 제3차 당대회와 1961

년 제4차 당대회를 각각 다변외교 개시 및 제3세계 외교개시 시점

으로 설정했다. 이후 1980년대 이후 남한 학계에 제출된 북한 외교

사 연구들 대부분은 《북한개요》의 시기 구분을 따랐다.

본고도 《북한개요》가 제시한 시기 변화의 분기점에는 ‘동의’한

다. 그러나 정부 측 연구는 북한 정부수립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를 간과한 채 1950년대 중반을 다변외교로 변화했다고 규정할

뿐 진영외교가 다변외교로 변화한 과정을 ‘내재적’으로 밝히지 못했

32) 북한과 외교경쟁을 펼쳐야 했던 장면정권은 통일문제연구소를 외무부

에 개소하려 했으며, 이후 박정희정권은 외무부 외교연구원 등 산하 연

구기관이나 국토통일원을 설치하여 계속적으로 연구성과들을 축적했다.

33) 한치환, 1975 〈北傀의 對中立國 外交政策 및 그 對備策〉 국토통일원.

34) 국토통일원, 1979 《북한개요》

35) 앞서 한치환의 연구는 다섯 단계로서 1단계는 48년 정부수립부터 55년까

지의 대소일변도접근기, 2단계는 56년부터 61년까지의 다원적 대외접촉기,

3단계는 62년부터 64년까지의 대중공접근기, 4단계는 65년부터 68년까지의

대소관계개선 및 대중소관계소원기 그리고 5단계는 69년부터 75년까지 대

중소 동시적 접근 및 대외정책의 전술적 전환기 등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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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북한개요》는 1960년대를 ‘제3세계’ 외교 개시라고 규정

했지만 정작 북한 스스로 1960년대 제3세계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

았다. 나아가 《북한개요》는 1950, 60년대 북한이 국제질서를 이해

할 때 중요한 대상이던 ‘민족해방운동’이 '중립국' 외교나 다변외교

등과 관련하여 어떤 위상과 관계를 맺는지를 밝혀내지 못했다. 게다

가 냉전 시기 남한 정부의 연구는 북한에 대한 ‘외교승리’를 염두에

두고 북한 외교를 분석해야 하는 ‘냉전적’ 위치라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했다. 그럼에도 남한 정부가 생산한 초기 연구들은 북한 공식

문헌에 기반한 첫 연구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1980년대부터 남한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북한의 진영을 넘어선 외

교를 ‘비동맹외교’로서 주목한 연구들이 제출됐다.36) 김남식은 앞선

정부 연구성과를 따르면서도 1955년부터 1964년까지 시기를 한꺼번에

“반둥회의부터 3대혁명 역량 발표까지”로 묶는 차이를 보였다37) 이후

북한 비동맹연구에서는 김남식의 시기 구분은 지속됐다.38) 이상 연구

들은 대체로 196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비동맹외교를 ‘역투사’하여

앞 시기를 설명하려다 보니 역사적 맥락을 드러내기 힘들었다.

본고는 김남식의 시기 구분보다 남한 정부가 제시한 1956년과

1961년을 분기점으로 나눈 시기 구분이 더 북한의 '중립국' 외교의

역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본고는 1956년이 아니라 1957년

36) 고병철 외, 1997 《북한외교론》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임태균, 1983

《북한의 대비동맹정책에 관한 연구: 정책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과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김남식, 1986 《북한의

대비동맹 외교정책》 서울대학교대학원 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재규

편, 1986 《북한의 대외정책》 경남대학교출판부; 민병천 편저, 1987

《북한의 대외관계》 대왕사

37) 그는 “동시기에 있어 비동맹외교는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

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김남식은 “1964년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의

상호교환 방문, 최용건의 캄보디아, 말리 순방 등이 대(對)비동맹외교의

실제적 출발점이 됐”으며 1955년 반둥회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선언

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김남식, 앞 논문 34∼35쪽.

38) 김훈태, 1991 《북한 대외정책노선에 관한 연구: 비동맹론 수용 이후

김일성 대외관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계동, 2002 《북한의 외교정책》 백산서당, 132∼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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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북한의 '중립국' 외교의 실질적인 ‘변곡점’이라 생각하며 더 복잡

한 '중립국' 외교의 맥락을 드러내고자 했다.

2018년 홍종욱은 북한의 1950년대 중후반 반둥회의 및 비동맹운동

인식을 밝히는 논문을 제출했다.39) 이 연구는 반둥회의 관련하여 국

내외 연구들이 쏟아졌음에도 정작 북한과 반둥회의 관련 연구가 부

재했던 상황에서 처음으로 북한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이 이해한 반

둥회의와 중립주의, 비동맹의 시각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 다만 논문이 1950년대 중후반만을 다루다보니, 북한의

'중립국' 외교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기 힘들었다. 그는 북한이

반둥회의를 기점으로 반식민과 중립이라는 새로운 세계사적 흐름이

동참했으나 1950년대 후반 헝가리혁명과 유고슬라비아의 중립주의

를 비판함으로써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북한은 1950년대 '

중립국' 외교를 시작하면서 비사회주의 국가의 중립은 옹호하지만,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중립을 표방하는 경우에는 비판적이었다. 즉

북한은 1950년대 내내 일관된 ‘중립국’ 외교의 기조를 유지했지만

1955년 반둥회의 참가국들은 대체로 자본주의 국가였던 반면 1950

년대 후반 헝가리혁명과 유고슬라비아의 외교적 중립 선언은 사회

주의 진영의 이탈이었기 때문에 다른 평가를 내린 것이었다.

흥미롭게도 2000년 이후 국내에서 반둥회의 관련한 연구들이 쏟아

졌다.40) 특히 앞서 살펴본대로 장세진과 홍종욱의 연구가 본격적으

로 각각 남한과 북한의 반둥회의 관계를 연구했다. 그런데 반둥회의

39) 홍종욱, 2018 〈1950년대 북한의 반둥회의와 비동맹운동 인식〉 《동

북아역사논총》 61(1),

40) 김학재, 2013 〈6장 3절: 반둥의 대안적 평화와 탈식민 민족주의〉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서울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

위논문; 김학재, 2013 〈동아시아 냉전의 세 가지 평화 모델〉 《역사비

평》 105; 임예준, 2015 〈1955년 반둥회의가 유엔체제와 국제법질서에

미친 영향〉 《국제법평론》 42; 옥창준, 2015 〈미국으로 간 "반둥 정

신": 체스터 보울즈의 제3세계 〉 《사회와역사》 108; 미국·중국·일본

등에서 반둥회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했는를 다룬 연구들도 제출됐

다. 이병한, 2010 〈'두 개의 중국'과 화교정책의 분기: 반둥회의(1955)

전후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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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커져가는 것과 달리 정작 남·북한이 반둥회의에 ‘왜’ 초대받

지 못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조차 아직까지 명확히 실증되지

못했다. 물론 김학재 연구가 1955년 당시 반둥회의에 참석했던 미국

인 교수의 당대 저서를 근거로 한 추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1955년 인도네시아를 머문 한 학자의 ‘관람 후기’에 기댄 주장이었

다.41) 본고는 남·북한이 반둥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구체적인 맥락과

논리를 반둥회의 발기국이자 주최국인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생산한

자료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밝혔다. 또한 남·북한 각각이 반둥회의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해할 때 기존 연구들은 남·북한이 생산한 자료만

따라가다보니, 반둥회의 자체의 시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본고는

남·북한이 반둥회의를 인식하고 대응하려는 과정을 반둥회의를 주도

한 인도네시아의 시각과 교차하여 검토함으로써 좀더 복합적인 맥

락을 드러내고자 했다.

【3-3】남한 외교와 북한 외교의 연구가 상당히 진척된 반면, 남

북관계사 연구는 별다른 성과가 축적되지 못했다.

1989년 정용욱은 남·북한 역사인식을 비교하는 책을 출간하면서

남·북한 비교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42) 1998년 남·북한이 각각

1950년대 어떤 역사적 선택과 경로를 걸었는지를 비록 남북을 직접

41) “The mutually hostile attitudes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fact that they had only recently been engaged in hostilities with a

number of the invitied countries was felt to be sufficient reason for

excluding them.” The Asian-African Conference: Bandung, Indonesia,

April 1955, 1956, Cornell University Press, London: Geoffrey

Cumberlege Oxford University Press, p.3. 김학재도 카인의 주장을 인

용하여 남·북한이 반둥회의에 초청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학재,

2015 《판문점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501쪽. 비슷한 맥락에서 강준

만도 “한국, 타이완, 남아공, 이스라엘 등은 반공, 호전성, 인종차별주의

등을 이유로 제외되었다.”고 설명했다. 2005 〈93: 반둥회의〉 《세계문

화사전》 인물과사상사. 그러나 이 모든 주장은 구체적인 사료에 기반하

고 있지 않으며 적대적인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반둥회의에 초대된 맥

락을 드러내지 못했다.

42) 정용욱 편, 1989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강의: 근현대편》 일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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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지 못했지만, 한권의 책으로 묶어낸 연구가 제출됐다.43) 그리

고 2010년에는 남·북한 정부수립 과정에 대한 비교를 다룬 연구 성

과물이 출간되기도 했다.44) 나아가 2017년 수복지구라는 인제 지역

에 주목하여 남·북한 체제를 비교한 한모니까 연구는 남·북한 비교

사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다.45) 그러나 앞의 두 단행본은 남북을 동

일한 주제 및 같은 시기로 함께 묶어냈을 뿐 본격적으로 남북이 어

떤 상호관계를 주고받았거나 한반도 차원의 어떤 변화가 존재했는

지를 드러내지는 못했다. 대체로 세 연구는 남·북한 관계보다는 ‘비

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안국찬은 1986년 남·북한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비동맹 외교정

책을 비교 연구한 행정학석사학위논문을 제출했다.46) 그는 1950, 60

년대 남·북한의 아프리카 외교 사절 파견 등을 개괄했다. 1986년 당

시로서는 남·북한을 동시에 살펴본다는 선구적 의의는 있었으나 남·

북한 관계와 경쟁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개론적 정리

에 머물렀다.

2013년 김지형은 남·북한 관계사의 맥락에서 남·북한이 제3세계를

무대로 하여 외교경쟁을 펼친 것을 “한국 외교문서와 기존 연구성과

들”에 기초한 새로운 연구를 제출했다.47) 제3세계를 둘러싼 남·북한

의 관계에 주목한 시각은 본고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다만 연

구자 스스로 지적했듯이 북한 1차문헌과 북한 외부의 시선을 확보

하지 못한 한계로 남북관계사를 시도했으나 자료면에서 ‘균형잡힌’

연구성과를 내기는 힘들었다.

2018년 김도민은 1968년 이른바 ‘프라하의 봄’이라는 사태를 남한

43)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98

44) 이철순, 이정식, 심지연 외 《남북한 정부수립 과정 비교 1945-1948》

인간사랑 2010

45) 한모니까, 2017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46) 안국찬, 1986 《남북한 대비동맹(對非同盟) 외교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아

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47) 김지형, 2013 〈1980년대 초 남북한의 제3세계 외교경쟁〉 《동북아연

구》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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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했는지를 남북 관계이자 비교의 관

점에서 분석한 논문을 제출했다. 이는 남한과 북한이 1968년 ‘자주’

와 ‘주체’로 나아가는 냉전 전략의 변화를 양측의 1차사료뿐 아니라

윌슨센터 자료까지 활용하여 북한의 공식 문헌 이면의 맥락까지 분

석했다. 그러나 시기가 1968년에 한정됐을 뿐 아니라 나아가 연구대

상이 ‘프라하의 봄’이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드러내기 힘들었다.48)

2004년 국내에 소개된 동서독 현대사 연구자 클레스만(Christoph

Klessmann)은 “배제와 연관” “배제와 상호 연향 관계” “분단되었지

만 공통되기도 한 역사” “비대칭적 관계사” 등의 개념을 제시하며

정치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역까지 포괄하는 동서독 관계사를 소

개했다. 클레스만의 (비)대칭적 관계사의 시각과 문제의식을 한반도

에 가져와서 남북 관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면서 독일사와 비교하

는 단행본이 2005년 출간됐다. 그런데 이 단행본은 본격적인 학문적

연구라기보다 남북 관계사라는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소개 정도에

머물렀다.49)

남북관계사가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함의가 클 수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홍석률은 남·북한 권력이 체제경쟁 하에서

일삼은 ‘무책임성’과 ‘식민성’을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철은

남·북한은 서로 “거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양쪽은 서로를 함께 바

라봄으로써 “우리 안의 냉전을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50)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는 남·북한을 함께 시야에 둠으로써

남·북한 정부가 1950, 60년대 걸어간 외교의 길에서 어떤 ‘대칭성’과

‘엇갈림’이 있었는지 나아가 외교경쟁이 낳은 문제점도 드러내고자

했다. 한반도는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의 유물’로서 여전히 서로

를 이해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존재한다. 적대적 냉전과 분단이 강

48) 김도민, 2018 〈1968년 ‘프라하의 봄’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과 반응〉

《역사비평》 123.

49) 김승렬·신주백 외, 2005 《분단의 두 얼굴》 역사비평사, 6∼16쪽.

50) 홍석률, 앞의 책, 400쪽; 김연철, 2018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

관계사》 창비,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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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승자적 관점을 벗어나는 데 적대하는 상대의 시각을 서로 대

비해보는 작업은 큰 의미를 가지리라 기대한다.51)

이러한 연구 현황에 기반하여 본고는 먼저 남·북한 외교사 영역에

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남·북한 정부의 '중립국' 외교의 내

재적 논리의 변화와 구체적인 행위(방문 및 초청 외교) 그리고 남·

북한의 외교경쟁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남·북한의 1950, 60년

대 '중립국' 외교를 분석하고자 했다. 본고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

던 남·북한 '중립국' 외교의 구체적인 사실뿐 아니라 '중립국' 외교

정책의 변화과정을 실증하고자 했다. 즉 남·북한이 정부수립 이후

진영외교에서 1950년대 대두하는 '중립국'들에 어떠한 대응을 펼쳤

으며(제1,2장), 1960년대 초 남·북한은 '중립국'을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경쟁을 펼치다가(제3장), 1960년대 중반 베트남전쟁 참전과 제2

차반둥회의 개최 무산이라는 변화 속에서 남·북한은 각기 '중립국'

외교전략에서 새로운 분기를 맞게 되는(4장) 일련의 과정을 정리했

다. 각 장별 소결에서는 ‘남북관계’와 ‘담론’의 양상과 성격을 밝히고

자 했다.

본고는 북한의 경우 '중립국' 외교가 1950년대 중반 시작됐을 때,

그게 가능했던 1945년 이후의 민족해방운동과 평화운동이라는 반식

민의 문제가 어떻게 내적 논리로서 재구성되는지 또는 1957년과

1961년 외교사절단 파견의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을 밝히고자 했다.

남한의 경우도 이승만정권과 4·19이후 과도정부, 민주당정권, 5·16군

51) 외교사 영역은 아니지만, 본고가 다루는 '중립국' 외교는 ‘중립’의 문제

와 외교적 만남의 대상으로서 ‘타자’를 만나는 과정 그리고 여기서 발생

하는 민족주의 문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중립과 중립화통일론, 타자와의

만남으로서 한국 민족주의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됐다. 정

병준, 2018 〈중립을 향한 ‘반공포로’의 투쟁: 한국전쟁기 중립국행 포로

76인의 선택과 정체성〉 《이화사학연구》 56.; 정병준, 2019 〈최인훈의

《광장》과 중립국행 76인의 포로〉 《역사비평》 126. 허은, 2008 《미

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장세진, 2012

《상상된 아메리카》 푸른역사; 장세진, 2012 《슬픈 아시아》 푸른역

사; 장세진, 2018 《숨겨진 미래》 푸른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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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부 시기를 연속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소홀히 다뤄진

1950년대와 장면정권 시기 남한의 '중립국' 외교 정책의 구상과 실

현 그리고 좌절 등을 자세히 정리하고자 했다. 이로써 남한의 '중립

국' 외교정책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했을 뿐 아니라 정권별 외교정책의 동인도 드러내고자 했

다.

남·북한이 '중립국' 외교를 펼치면서 모두 실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중립국'에 남한은 사절단, 북한은 대표단이라는 명칭 하에

정부 관계자 및 민간인을 파견했다. 이 사절단 및 파견단은 1950년

대 처음 나갔을 때와 1960년대 파견됐을 때 '중립국'에서 주목하고

자 하는 것이 달라졌다. 1950년대는 반식민의 경험에서 약소민족으

로서 감정을 공유했지만 1960년 이후에는 식민경험보다 ‘발전’에 더

욱 주목하며 그들과 만났다. 사절단 및 대표단의 파견 및 활동의 구

체적인 과정을 밝히면서도 시기적에 따라 파견된 인사들의 관심이

왜 변했는지도 드러내고자 했다.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난 탈식민 국가이자 신생 독립국이자 분단국

가이면서 동시에 냉전의 최전선인 남·북한에 층층이 쌓인 조건이 '

중립국' 외교라는 문제를 통해 발현되거나 재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즉 남·북한은 1948년부터 1968년까지 ‘탈식민’ ‘냉전’ ‘분단’ ‘국가형

성’ ‘근대화’ 등의 제 문제들이 관계맺고 재배치되는 다이내믹한 과

정을 겪었다. 본고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는

이러한 제 문제들의 관계도와 배치도의 변화양상을 고찰하는 데 유

용하다.

북한은 1957년 선도적으로 '중립국'들과 관계 맺기에 성공했다. 반

면 남한은 1957년 수동적으로 사절단을 파견하지만 본격적인 외교

관계는 1961년 이후에야 이뤄졌다. 즉 남한은 '중립국' 외교에 관한

한 북한을 따라잡아야 하는 후발주자였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은 서

로 누가 더 많은 '중립국'을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외

교경쟁’을 펼쳤다. 동시에 이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국가로서 상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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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립국'과 남·북한이 동시에 외교관계를

맺을 때 발생하는 상대국 승인의 효과 문제를 야기했다. 이런 남·북

한 외교경쟁과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두 개의 한국’ 문제

가 1950, 60년대 어떻게 발생하고 남·북한은 각각 이를 어떠한 논리

와 실제 외교관계에서 해결해 나갔는지를 드러내고자 했다.

중립화통일론 관련하여 본고는 중립화통일론이 단지 통일문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중립국' 외교와 깊게 연동되어 있음을 밝히고

자 했다. 특히 장면과 박정희정권이 국내 중립과 국제적 '중립국'

외교를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밝힘으로써 당시 한국 내 들끓던 중립

의 열망이 어떻게 제어되고 통제되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나아가 박

정희정권이 1965년 정규군을 베트남에 파병함으로써 야기되는 남한

'중립국' 외교의 위기를 어떤 식으로 국내적으로 ‘해명’하고 나아가

‘실제’ 한국문제의 유엔총회 연례자동상정 정책을 폐기하게 되는 일

련의 과정을 구명하고자 했다.

3. 연구 자료

본고는 남·북한의 외교정책을 실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남·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생산한 문서를 활용했다. 남한 정부의 공식입장

은 외교사료관의 외교문서와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기록물, 국회도

서관의 국회회의록, 국가기록원의 국무회의록, 신문 내 정부 관료의

담화 등에서 확보했다. 북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로동당 기관지 《로

동신문》, 이론잡지 《근로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기관지

《인민》, 《조선중앙년감》 등에서 확보했다.

남·북한 정부의 외교 인식 및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정부 측

문서가 기본일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정부의 입장을 비판적·입체

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체가 생산한 자료의 확보도 필요

하다. 남한 외교 관련해서는 신문자료(《동아일보》,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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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및 잡지 등에서 남한 정부와 다른 시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국회에서 남한 정부 측 인사 및 여당 국회의원 그리고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남한외교를 둘러싸고 펼쳐진 질의응답이나

토론 내용은 국회회의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이 국회회의

록은 민감한 외교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점과 각 주체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북한에서 생산한 자료는 모두 정부가 생산한 문

서뿐이기 때문에외부적 시선을 확보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한정된 자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북한사 연구는 공식

문헌들을 ‘꼼꼼하게’ 사료비판함으로써 공식 입장 이면의 문제를 파

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즉 북한사 연구는 북한이 생산한 공식 문헌

이 무엇을 침묵하고 있는지, 때로는 시간에 따라 동일한 대상을 어

떻게 다르게 인식하는지 등을 ‘엄밀하고 신중하게’ 분석하는 연구방

법론을 구사해왔다.

그런데 미국의 우드로윌슨센터(www.wilsoncenter.org)는 북한 자료

의 한계를 돌파할 새로운 자료들을 수집제공하기 시작했다. 특히 우

드로윌슨센터는 1991년 이후 국제냉전사프로젝트(The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CWIHP)를 센터 내에 설치하고 냉전 시

기 관련된 모든 정부가 생산한 역사자료를 수집해왔다. 특히 국제냉

전사프로젝트는 그동안 연구자들이 지리적·언어적 한계 때문에 접근

하기 힘들었던 과거 공산권 문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제공하였다.52) 또한 2006년부터 우드로윌슨센터는 한국 북한대학원

대학과 공동으로 북한국제문서프로젝트(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NKIDP)를 수행하여 북한 주재 동유럽, 중국,

소련 대사관이나 반대로 공산권 주재 북한대사관의 문서를 상당량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윌슨센터는 연구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한 다양한 언어의 방대한 자료를 모두 영문으로 제공

할 뿐 아니라 키워드 검색까지 가능한 디지털아카이브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를 구축해놓았다. 이 디지털아카

52) https://www.wilsoncenter.org/about-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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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는 북한 연구와 관련하여 북한문헌 중심의 연구를 넘어 설 수

있는 그야말로 새로운 자료 보고(寶庫)이다. 특히 본고는 윌슨센터

가 제공하는 1950, 60년대 북한 주재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소련 대사관이나 중국, 소련, 동유럽 지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행

해진 주요 관료들의 대화록을 통해 북한의 '중립국' 외교와 관련하

여 북한의 공식문헌에는 드러나지 않는 새로운 사실 및 시각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53)

반둥회의 관련하여 본고는 처음으로 주최국 인도네시아가 발행한

《반둥 공보》를 활용했다. 이 자료는 반둥회의를 주도했던 국가들

이 추구하고자 했던 하나로서의 ‘반식민·평화·중립’의 시각을 이해하

는 데 큰 도움이 됐다.54)

본고는 2000년 이후 국내외 남·북한 현대사 관련 자료들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라는 ‘자료환경’의 변화를 적극 활용한 결과이기도 하

다. 한국현대사와 북한사가 1990년 전후 시작될 때만 해도 관련 자

료가 있는 미국과 소련, 중국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런데

2000년 전후부터 국내 여러 기관들은 현대사 관련 자료를 수집·해제

한 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본 연구는 현대사자료의 ‘DB화’라

는 새로운 자료환경을 활용하여 ‘검색과 발견’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남한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현황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외교사료관은 한국 외무부가 생산한 방대한 외교문서의 기본적

인 내용 해제를 포함한 검색을 제공한다.55)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53) 다만 윌슨센터 자료를 활용할 때, 영어 번역본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힘든 경우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 생산한 자료의 경우 원

본이 부재한 채 영어 번역본만 존재하는 경우가 여럿 확인되는 바, 사료

활용시 주의를 요한다.

54) 1955년 4월 반둥회의 발기국이자 주최국 인도네시아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는 1955년 3월부터 6월까지 회의 관련한 소식을 전하

는 《반둥 공보》(Bandung Bulletin)를 총 10회 발행했다. 모든 잡지는

반둥회의 개최 6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BANDUNG+60’ 웹사이

트’(https://bandung60.wordpress.com/)에서 피디에프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웹사이트는 캐나다 비숍대학교(Bishop’s University)

역사학부(Department of History) 웹스터(David Webster)가 제작했다.

55) 외교부 외교사료관 홈페이지(http://diplomaticarchives.mofa.go.k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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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현재까지 국회에서 생산한 국회회의록을

한글파일로 제공할 뿐아 아니라 모든 회의 내용이 검색가능한 시스

템을 구축해놓았다.56) 셋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의 모든 연설문을 검색가능한 형태로 제공한다.57) 넷째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에서 검색 및 원문 확인

이 가능한 《동아일보》《경향신문》을 제공한다.58)

북한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로동신문》 《근로자》 등 주요 문헌의 목차 검

색을 제공한다.59) 다만 북한자료센터는 사전 허가를 받은 방문객에

한하여 목차 검색 및 원문 복사를 허용한다. 반면 미국 윌슨센터는

북한 관련 수립 자료의 목차 및 내용 전체를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

형태를 제공한다. 나아가 윌슨센터는 폐가제인 통일자료센터와 달리

북한 정부가 생산한 문서라고 하더라도 원자료까지 모두 웹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현재 한국현대사 연구는 문서관 조사를 필요로 하던 시대

를 지나,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활용이라는 새로운 자료 환경에 직

면해 있다. 새로운 자료 환경의 구축 덕분에 본고는 한국현대사 연

‘외교문서 원문해제’라는 항목에서 해재 내용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외

교사료관은 외교문서를 자신들의 분류 방식으로 정리하여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외교문서는 제목(권차명), 생산년도, 생산과, 등록

번호, 분류번호, 롤번호, (파일번호), 공개연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

일번호는 없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 이후 정리하는 문서는 모두 《제

목(권차명), 생산년도, 생산과, 등록번호, 분류번호, 롤번호, (파일번호)

순으로 정리했다. 롤필름은 각각 쪽수가 표기됐는데, 전체 롤필름 번호

순과 각 문서별 번호가 따로 매겨 있거나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다. 따

라서 혼란을 방지하고자 문서의 쪽수를 따로 표기하지는 않았다.

56) ‘국회회의록시스템’ 홈페이지(likms.assembly.go.kr/record). 그러나 1960

년대 중반 이후 회의록은 아직 검색가능한 자료가 아닌 피디에프 파일

로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57)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http://www.pa.go.kr/)은 역대 대

통령들의 연설문을 ‘대통령 기록연구실’ 내의 ‘연설기록’ 항목에서 제공

하고 있다.

58)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홈페이지(newslibrary.naver.com)

59)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unibook.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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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기로서는 상대적으로 긴 20년을 다룰 수 있었다.

끝으로 자료와 관련하여 본고는 ‘시차적(Parallax) 사료교차’라는 연

구방법론을 견지하고자 했다.60) 시차적 사료교차란 다양한 주체가

생산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동일한 사건에 교차해보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일차적으로 사료에서 드러난 남·북한 혹은 상대국의 시각

을 내재적으로 실증할 필요는 존재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또

다시 냉전의 승자를 따지는 당대 사료의 주장을 답습할 위험이 크

다. 특히 남한과 북한은 냉전의 최전선이었기 때문에 약소국가라는

주변부 타자와 관계를 맺을 때조차, 공식 문헌에서는 냉전의 이분법

적 ‘진영론’의 관점에 따라 서술됐다. 따라서 본고는 일차적으로 남·

북한 정부의 공식 자료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른 주체가 생산한

자료를 통해 ‘시차적 관점’을 견지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

건을 둘러싸고 남한과 북한은 왜 다른 시각을 견지했는지, 동일한

반둥회의라고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뿐 아니라 반둥회의 주최국 인

도네시아는 어떻게 바라봤는지 등 적극적으로 남·북한 그리고 다른

주체들의 시차를 교차하고자 했다.

60) 시차적 사료교차라는 연구방법론은 커밍스가 제시한 ‘시차적 관점

들’(Parallax Visions)라는 개념을 그대로 빌려오면서도 사료의 측면에서

강조하기 위해 새롭게 제시하는 용어이다. Bruce Cumings,

PARALLAX VISIONS: Making Sense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at the end of the Century, Duke University Press, London

1999.; 권헉익은 초기 냉전 국제질서의 이해에서 발생하는 글러벌 파워

인 미국과 탈식민 민족해방운동 세력 간에 발생하는 시차 내지 오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커밍스의 시차적 관점을 주목했다. 권헌익, 2019

〈냉전의 개념사적 이해〉, 신욱희·권헌익 엮음, 《글로벌 냉전과 동아

시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24∼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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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1948∼1953년 남·북한의 진영외교와 반식민

(反植民) 문제

1. 북한의 진영외교와 사회주의 진영에 결속된 민족해방

운동

1948년 9월 9일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

1948년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 최종회의에서 김일성 내각 수

상은 “우리나라에 완전한 통일을 보장하며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독

립국가를 건설할 목적으로” 총 8가지 과업을 담은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정부의 정강〉을 발표했다. 이 과업들은 통일 정부수립 및

일제 식민지 잔재 청산을 지향했다. 김일성은 “우리민족”의 탈식민

과 분단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정부의 대외정책을 일곱 번째 항목

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61)

일곱째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우리민

족이 전세계 자유애호민족들의 대렬에서 동등한 한성원으로 되며

또한 우리민족의 평등적 지위와 자유를 존중하는 여러 자유애호민

주국가와 민족들과의 견실한 친선을 맺도록 도모하게 될 것입니

다.

공화국정부는 일본을 제국주의적 침략국가로 재생시키는 것은

우선 우리민족의 독립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일본을 다시 제국주의

침략국가로 재생시키려고 시도하는 제국주의국가들은 전부 다 우

리민족의 원쑤로 인정할 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일본을 비군국화하며 민주화함에 대한 포츠담회의

61)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정강〉, 《근로자》 제9호,

1948년 9월호, 부록; 조선중앙통신사, 1948 《조선중앙년감: 1948년판》 ;

김광운, 2003 《북한 정치사 연구I: 건당·건국·건군의 역사》 선인, 6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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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을 실현할 것을 강요할 것입니다.62)

김일성은 “우리민족의 평등적 지위와 자유를 존중하는 여러 자유

애호민주국가와 민족들과 견실한 친선”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했다.

즉 북한은 자유를 사랑하는 어떤 국가 및 민족들과도 ‘평등한’ 외교

관계를 맺는다는 원칙을 밝혔다. 비록 김일성은 자신을 동등하게 존

중하는 어떤 자유애호 민족이나 민주국가와도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천명했지만, 소련에 의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냉전의

최전선에서 갓 수립된 신생국 북한 외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회주의 진영과 친선단결 강화였다. 따라서 1948년 10월 12일 북한

은 가장 먼저 ‘국제민주진영’의 선두인 소련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다음으로 북한은 1948년 몽고를 시작으로 인민민주주의

국가들 총 8개국과 순차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63)

1949년 2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2차 회의에서 김일성은 제1차 회

의 때보다 더욱 명시적으로 “우리 공화국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민주진영 나라 인민들과의 형제적 친선단결”의 강화라는

‘진영외교’를 강조했다. 나아가 김일성은 긴밀한 진영외교를 통해 소

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진영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조국의 통일독

립과 행복한 앞날을 향하여” 나아감으로써 “조선인민은 반드시 승

리”할 것이라고 주창했다.64)

62) 김일성, 위 자료, 16∼18쪽

63) 박태호, 198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1》 사회과학출판

사, 59∼60쪽; 북한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날짜는 다음과 같다. 몽고: 10

월 15일, 폴란드: 10월 16일, 체코슬로바키아: 10월 21일, 루마니아: 10월

26일, 유고슬라비아: 10월 30일, 헝가리: 11월 11일, 불가리아: 11월 29일

64)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2차회의에서 한 연

설〉 1949년 2월 1일, 1980 《김일성 저작집5(1949.1-1950.6)》 조선로동

당출판사. “우리는 쏘련인민과의 친선의 뉴대를 더욱더 튼튼히 하며 그

들과 영원히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승

인하고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은 뽈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벌가리

아, 로므니아, 웽그리아, 몽골을 비롯한 여러 민주주의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 쏘련인민과 모든 진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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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49년부터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사회주의 국가인 알바

니아(1949년 5월 17일), 중국(1949년 11월 7일), 베트남민주공화국(월

맹, 1950년 1월 31일) 등과 각각 국교 관계를 맺었다.65) 이로써 북한

은 정부수립 이후 1년 반 동안 소련을 선두로 총 11개 민주진영 국

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50년 한국전

쟁 발발 이전까지 북한의 외교관계 수립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와 같다.

표에서 확인되듯이, 북한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들은 대부분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었으며 일부 아시아에서 새로 수립된

사회주의 국가가 포함됐다. 이처럼 북한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실

질적으로 맺은 공식적 외교 관계는 모두 같은 진영의 국가들이었다.

북한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양자적 외교관계는 모두 사회주의 진영

국가뿐이었지만, 국제회의나 국제기구에서는 사회주의 진영 너머의

국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북한은 1949년 제1차 세계평화옹호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 외부의 국가들과 만났다. 세계평화대회는 반전(反戰)평화를 추

구하는 민간조직으로서 1949년 4월 20일부터 6일간 파리에서 열렸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으면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행복한 앞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조선 인

민은 반드시 승리하고야말 것입니다.”

65) 박태호, 198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1》 사회과학출판

사, 59∼60쪽.

년도 수교국(수) 누계

1948년
소련, 몽고,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

아, 헝가리, 불가리아(8)
8

1949년 알바니아, 중국(2) 10

1950년 북베트남(1) 11

<표1> 연도별 북한 수교 현황(1948∼19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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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72개국 약 2,000명이 참가했다.66) 신생국 북한은 세계평화옹호

대회처럼 세계적으로 활발하던 평화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

주의·인민민주주의 국가들 이외의 지역·국가로 대외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이자 무대”를 확보했다.67) 물론 세계평화옹호대

회 참가자들 상당수가 친공산당 인사와 공산당 외곽 조직이 많았으

나 북한이 평화운동에 적극 참여한 것은 “스스로 국제 정세와 한반

도 정세를 고려하여 선택한 운동”이었다. 즉 북한의 적극적인 평화

옹호운동 참여는 정용욱의 지적대로 “사회주의 진영과의 관계만을

고려한 양자택일의 노선적 선택이거나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

의 진영 노선에 대한 일방적 추수”는 아니었다.68)

1946년부터 북한은 이미 세계평화를 위한 대외활동을 주창했다.

1946년 8월 30일 북조선로동당은 〈로동당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세계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국가”와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주의

국가와의 친선을 강화”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6. 세계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국가 급(及) 평화를 사랑하는 민

주주의 국가와의 친선을 강화할 것.

우리 북조선로동당의 사명은 민족독립을 달성하고 조선의 진정

한 민주주의적 국가를 건설하여 조선으로 하여금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선진국가의 계열에 당당히 참가할 수가 있는 것

이다.(…)69)

66) 정용욱은 미국 하원 비미(非美)행위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참가자 수를 “2,200여명”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실제 이 대회에 참여한

북한은 조선중앙년감에서 2,005명을 제시하였다. 정용욱, 2014 〈6·25전

쟁 이전 북한의 평화운동〉 《역사비평》 106, 73쪽; 《조선중앙년감:

1950년판》, 170쪽.

67) 정용욱, 앞 글, 85쪽. 정용욱은 비록 중국 정부수립이 1949년 10월이었

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이 이른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평화옹호

운동에 참여했다고 평가했다.

68) 위 글, 287쪽. 정용욱의 논문은 북한이 1949년 4월 열리는 세계평화대

회에 참가를 준비하는 시기부터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부수립 이전부터

‘평화외교’를 중시했다는 점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69) 〈자료25: 로동당선언서-1946년 8월 30일〉, 김준엽 편, 1974 《북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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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9월 1일 북조선로동당 강령 중 마지막인 13번째 항목으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방과 평화를 애호하는 각국가 각

민족들과 튼튼한 친선을 도모할 것”을 명시했다.70) 이처럼 북한은

정부수립 이전인 1946년부터 ‘조선의 자주독립국가’ 건설과 ‘평화외

교’를 함께 주장했다.

정부수립 이후 부수상 겸 외상 박헌영은 1949년 북한의 대외관계

대상을 평화의 관점에서 세 범주로 나누었다. 박헌영은 첫째 평화의

벗이자 반식민 약소민족 지지 국가로서 소련과 둘째 인민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셋째 자유와 평화를 애호하는 인민들과 국가였다. 박헌

영은 소련과 모든 인민민주주의 국가들과 친선관계를 강화하는 외

교정책을 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정부는 자유와 평화를 애호하

는 인민들과 우리정부에 대하여 친선을 도모하려는 국가들과 정상

적 관계를 맺을 것”을 천명했다.71)

북한은 2차대전 이후 세계 도처에서 격렬해지는 민족해방운동과

평화운동을 ‘불가분(不可分)’의 관계로서 파악했다. 앞서 박헌영의

발언에서 드러나듯이 소련은 평화의 벗일 뿐 아니라 반식민 약소민

족, 즉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하는 국가였다. 1949년 4월 25일 파리

평화옹호세계대회에 북한 대표단 수석 자격으로 참여한 한설야의

발언에서도 민족해방운동과 평화운동의 불가분성은 확인된다. 세계

대회에서 한설야는 “새 전쟁방화자들”이 “민족 독립을 지향하는 인

민들을 반대”한다며 비판했다. 즉 한설야는 전쟁을 도모하는 ‘미영

제국주의자’들은 민족해방운동도 반대하며 그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그는 민족해방운동이 격렬해지고 민족해방운동이

구자료집 1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조선해방1년사》 1946년

457∼458면);

70) 〈자료81(정강·강령): 북조선로동당 강령-1946년 9월 1일〉, 김준엽 편,

1974 《북한연구자료집 1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조선중앙년

감: 1949년판》 85면)

71) 박헌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하여〉, 《인

민》, 4권 2호, 1949.2.(국사편찬위원회, 2002 《북한관계사료집》 37,

5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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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여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국가가 늘어난다면, 전쟁 방화자인

미국과 영국 같은 제국주의자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평화’가 도래한다는 논리를 펼쳤다.72)

북한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주목은 정부수립 이전인 1948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도 드러

난다.73) 당대회 시기 당중앙위원회 사업결산보고에서 김일성은 “창

립대회로부터 1년 반이” 경과한 1948년 3월 현재까지 국제정세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먼저 “전후 국제정치세력 배치에서 변경”과

“국제무대에서 민주세력과 반동세력과의 투쟁”이라는 두 가지를 제

시했다. 그는 2차대전 결과 제국주의 독일·이탈리아·일본이 격멸됐

으며 전후 질서는 이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반동세력과

민주세력이라는 두 진영 간 투쟁으로 재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

는 2차대전 이후 ‘민주’와 ‘반민주’와의 가혹한 투쟁의 결과 국제정치

세력에서 민주세력이 유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김일성은

전후 새로 수립된 이분법적 냉전구도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민

주진영’이 현재 우세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74)

그런데 김일성은 전후 세계질서를 ‘냉전적 대립으로 전환’과 ‘사회

주의 진영의 우세’라는 진영론의 관점에서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

았다. 그는 국제정세의 세 번째 ‘사건’으로 “식민지 예속국가들에서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식민지 예속민족들의 해방투쟁에서 발생되는

사변”을 제시했다.75) 그는 격렬한 세계 민족해방운동의 양상을 다음

과 같이 설명했다.

(…) 그 변경의 세째로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에 식민지 반식민

72) 정용욱, 앞의 논문, 역사비평, 74∼75쪽; 노획북한군문서철 Box 630

〈한설야씨의 보고〉(1949년 4월 25일 평화옹호세계대회, 파리) 평화옹

호전국민족위원회 《평화옹호세계대회문헌집》 평양 1949, 1∼13쪽.

73) 김광운, 2003 《북한 정치사 연구I: 건당·건국·건군의 역사》 선인, 598쪽.

74) 위 자료, 3∼5쪽.

75) 위 자료,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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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예속국가들에서 해방운동이 장성되고 식민지 예속국가 인민들

이 반제국주의적 강력한 민주진영에 결속된 것이며 일부 식민지

국가들은 종주국의 예속에서 해방된 사실입니다.76)

(…) 다른 방면으로 국제민주진영에는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

한 투쟁에 궐기한 작일의 식민지 노예민족이 결속되어 있습니다.

제국주의적 식민지 략탈자들을 반대하여 일어난 인도네시아, 월남

인민들의 류혈적 투쟁과 인도, 파레스티나, 마다까스갈에서의 민족

해방운동의 장성과 반(半) 식민지 예속국가인 중국, 희랍에서 일어

나는 강력한 인민해방운동들은 국제반동세력에 치명적 타격을 주

고 있습니다.(…)77)(밑줄은 인용자)

김일성은 2차대전 이후 민족해방운동이 장성하여 “일부 식민지 국

가들은 종주국의 예속에서 해방”됐을 뿐 아니라 “식민지 반식민지

예속국가들에서 해방운동이” “민주진영에 결속”됐다고 판단했다. 또

한 김일성은 민족해방운동이 미국을 위시한 ‘반동세력’에 타격을 줌

으로써 소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미제국주의를 선두로 한” 국제반동세력과

달리 “레닌 쓰딸린당이 지도하는 쏘련”의 외교정책은 “약소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존중”하며 “파씨즘을 격멸한 승리의 성과를 확보하며

제민족간의 친선과 협조”를 꾀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의 선두”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78)

사실 김일성이 언급한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 펼쳐졌던

민족해방운동은 결국 ‘자본주의 국가’ 수립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김일성은 민족해방운동이 “국제반동세력에 치명적 타격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김일성은 진영에만 한정되지 않았던 격렬하던 당

시 세계 민족해방운동에 주목하면서도 이 운동이 민주진영에 결속

되거나 반대 진영에 타격을 주는 효과를 강조했다.

76) 위 자료, 4쪽.

77) 위 자료, 10∼11쪽.

78) 위 자료, 8쪽.



- 34 -

김일성은 2차대전 이후 “국제정세는” 한반도 “정치정세에 가장 날

카롭게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그가 보기에 “오늘 우리 조선문

제는 오직 우리나라의 일개국에 국한된 문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후의 국제정세에서 조성된 민주와 반민주의 투쟁의 일환으로 되

는 문제”였다. 김일성은 남한 상황이 “민족반역자들로 결성된 한줌

도 못되는 반동진영이” “미제국주의의 직접 조종 하”에 있다고 보았

다. 따라서 김일성은 “해방 이후에 새로 장성된 우리 조국의 민주세

력은 일방으로는 국내의 반동세력과 투쟁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타

방으로는 강력한 국제반동세력과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고 주장했

다.79) 따라서 김일성은 세계 민족해방운동이 한반도의 분단과 남한

을 식민지예속화하는 “미 제국주의”를 처단하는 바로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반제국주의적 강력한 민주진영”의 선

두에 있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사회주의 진영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북한이 한국전쟁 전후 시기 세계 민족해방운동을 어떻게 성격 규

정했는지는 조선로동당 이론잡지 《근로자》 및 북조선인민위원회

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관지 《인민》에 실린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50년 1월 문봉훈은 《인민》에 〈현단계에 있어서의 식민지 및

예속제국가의 민족해방투쟁〉이라는 글을 실었다. 그는 민족해방운

동이 추구하는 “진정한 독립을 위한 투쟁의 길은 불피코 인민민주주

의를 위한 투쟁의 길로써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투

쟁” “성과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선봉대인 공산당의 옳바른 전략, 전

술하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하에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고 주

장했다.80)

1950년 5월 로동신문사 주필 리문일은 《근로자》에 〈미제의 침

79) 위 자료, 12쪽.

80) 문봉훈 〈현단계에있어서의 식민지 및 예속제국가의 민족해방투쟁〉,

《인민》, 5권 1호, 1950.1.(국사편찬위원회, 2003 《북한관계사료집》

39, 613∼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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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반대하는 극동 인민들의 투쟁〉이라는 글을 발표했다.81) 그는

새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와 자유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노동계급의

역할을 중시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인도에서 펼쳐지는 민족해방운

동은 현재 “공산당이 령도하는 인도 로동계급”이 “레닌-쓰딸린 학설

을 성과적으로 적용한 중국의 승리적 민족해방투쟁의 교훈을 지침

으로 하여”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그

는 인도 수상 네루가 민족해방운동을 지도하는 노동계급을 탄압하

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82)

1953년 11월 로동신문사 책임주필이자 당 선전선동 부부장 리문일

은 노동계급을 선두로 하여 민족해방운동이 강화·발전됐다는 주장을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극동 인민들의 투쟁〉이라는 글을 《근

로자》에서 다음과 같이 그대로 반복했다.83)

(…)그리하여 오늘, 식민지, 반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의 민족해

방운동은 그 나라들에 있어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령도하에서

로동계급을 선두로 전 인민적 무장투쟁으로 강화 발전되었으며,

더욱더 치렬한 불길로 일어나고 있다.

(…) 중국, 조선, 월남 등 인민민주주의 제도의 승리와 인도네

시야, 인도, 비르마, 말라이 및 기타 식민지 나라 인민들의 투쟁은

제국주의의 전 식민지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제 인민의 이러한

투쟁의 선두에는 자기 인민의 민족적 자주권과 자유와 독립을 위

하여 전체 민주주의적 및 애국적 력량을 결합하여 나아가는 공산

당 및 로동당들이 서 있다.(…)84)

81) 리문일은 소련계로 로동신문 및 근로자 주필이자, 당 선전선동 부부장

직, 1956년 당대회 이후 당 중앙위원 후보위원을 역임했으나 1960년 1월

당과 정부 내 숙청 과정에서 소련으로 망명 또는 귀국 했다. 김광운, 앞

의 책, 78∼79쪽; 서동만, 앞의 책, 526·550·787쪽.

82) 리문일,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극동 인민들의 투쟁〉, 《근로자》, 10

호, 1950.5.31.(국사편찬위원회, 2007 《북한관계사료집》 55, 333∼339쪽)

83) 1953년 8월부터 리문일은 당 선전선동 부부장직을 맡고 있었다. 서동

만, 앞 책, 550쪽.

84) 리문일, 〈위대한 10월의 사상은 승리하고 있다〉, 《근로자》,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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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북한 지도부는 민족해방운동이 왜 노동계급에 의해 지도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을까. 이는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에서 기인했

다. 리문일은 민족해방운동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일부분으로서

발전하여” 왔다고 주장했다.85)

1954년 3월 문화선전 부상 김태근은 《근로자》에 〈위대한 10월

의 사상은 승리하고 있다〉라는 글에서 리문일보다 더 명시적으로

민족해방운동과 프롤레타리아혁명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

다.86)

“쓰딸린 동지는 이상과 같이 각 나라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의 불

가분리적 호상 련계를 명시함과 함께 식민지 및 예속 국가의 피압

박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과 세계혁명운동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만일 이전 즉 세계혁명의 세기가 도달하기 전의 민족해방운동

이 전반적 민주주의운동의 일부분이였다면 로씨야에서 쏘베트 혁

명이 승리하고 세계적 혁명의 세기가 도달한 이후의 민족해방운동

은 세계 프로레타리아트혁명의 일부분으로 되고 있다’(저작집 제8

권 365페지).

쓰딸린이 우리에게 교시한 바와 같이 민족 문제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대한 일반적 문제의 일부분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에 대한

문제의 일부분이다. 위대한 쓰딸린에 의하여 천명된 이와 같은 명

제는 피압박 민족로동계급에게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명백하게 가

리켜 줌으로써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로동계급을 추동하여

주었다.(밑줄은 인용자)

김태근은 스탈린 저작을 직접 인용하며 러시아혁명 이전까지 민족

1953.11(국사편찬위원회, 2008 《북한관계사료집》 56, 194∼195쪽)

85) 위 자료, 194쪽.

86) 김태근, 〈쏘련 인민과 조선인민의 국제주의적 련대성〉, 《근로자》, 3

호, 1954.3(국사편찬위원회, 2008 《북한관계사료집》 57, 177쪽; 1954년

당시 김태근은 문화선전부상, 함경북도당위원장, 인민군총정치국장, 당건

설운수부장을 맡고 있었다. 서동만, 앞 책, 5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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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운동은 전반적 민주주의운동의 일부분에 머물렀다가 혁명 이후

세계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일부분으로 변화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

는 민족해방운동이라는 민족문제는 프롤레타리아혁명 및 프롤레타

리아독재의 일부분으로 규정했다. 이처럼 북한 지도부는 1954년까지

민족해방운동의 진행 양상에 주목하여 반식민이라는 문제를 강하게

고려했지만 사회주의 진영 내로 민족해방운동을 ‘종속’시켰다.

북한은 1948년 정부수립 직후 선포한 대외정책에서 자유애호 및

평화애호, 민족해방운동을 추구하는 국가나 민족이라면 누구하고도

‘동등동권적 원칙’하에서 관계를 맺겠다고 표방했다. 특히 북한 지도

부는 2차대전 이후 격화하는 민족해방운동에 주목했다. 그리고 민족

해방투쟁의 결과 아시아에서 새로운 자본주의 국가들이 수립되기도

했다. 즉 북한에게 원칙적으로 사회주의 진영을 넘어서는 ‘공간’은

열려 있었다. 그런데 북한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및 국제대회에

참여하는 정도에 머물렀지 상이한 체제의 국가들과 ‘양자’ 관계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87)

1948년 김일성은 2차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설명할 때 냉전이라는

두 진영의 대립이자 사회주의 진영의 승리의 과정으로 설명할 뿐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에도 주목했다. 사실 김일성은 1946년 8월 북조

선노동당 창립대회에서 자신을 “사회주의 계급운동의 리더보다는 전

체 민족운동의 지도자로 자임했다.”88) 1949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나온 《조선민족해방투쟁사》는 조선역사를 계급투쟁사가 아닌 민

87) 북한은 1948년부터 1954년까지 평화옹호대회, 국제직련대회, 국제녀성

대회, 세계 민청 및 국제 학련대회, 국제기자동맹 대회, 국제 영화축전

등에 참가했다. 예를 들어 1949년 12월 북경에서 진행된 아세아 제국 녀

성대회에 박정애를 단장으로 하는 90명의 조선 대표가 참가했다. 1949년

8월 바르샤바에서 진행된 국제교원직업동맹 제4차대회에 북조선 교원문

화일꾼 직맹대표 최호민 등이 참가했다. 1951년 11월 1일 세계평화리사

회 제3차회의에 한설야가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 1952《조선중앙년감:

1951∼1952년판》, 486∼489쪽.

88) 김광운, 2011 〈북한 민족주의 역사학의 궤적과 환경〉 《한국사연

구》 152, 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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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운동사로서 서술했다.89)

그런데 북한 지역은 소련군이 해방했으며 이후 소련군 점령이 이

뤄졌다. 더욱이 북한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격화하는 냉전 속에서

1950년부터 약 3년간 한국전쟁이라는 열전까지 겪어야 했다. 1950년

대 초반까지 북한은 격렬하던 세계 민족해방운동에 주목하면서도

민족해방운동은 노동계급이 지도해야 한다는, 즉 민족을 계급의 일

부로서 성격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이 시기 북한에서 민족

해방운동이라는 탈식민의 문제는 냉전의 규정력을 넘어설 수 없었

다. 따라서 북한 대외관계도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에서 상이한 체제

를 만날 수는 있었지만 민족해방투쟁에 성공하여 새로 등장하는 사

회주의 진영이 아닌 신생 독립국들과 양자적 관계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2. 남한의 진영외교와 반식민 문제

1) 유엔 승인외교와 반공논리로서 반식민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선서하는” 자리에서 새

로 수립될 대한민국의 지향점를 제시했다. 그는 “하루바삐 평화적으

로 남북을 통일”할 것과 다음과 같은 대외정책의 목표를 밝혔다.

(…) 대외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와 친선해서 평

화를 증진하며 외교 통상에 균등한 이익을 같이 누리기를 절대 도

모할 것입니다. 교제상 만일 친선에 구별이 있으면 이 구별은 우

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요 타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

자면 어느 나라던지 우리에게 친선히 한 나라는 우리가 친선히 대

우할 것이요 친선치 않게 우리를 대우하는 나라는 우리도 친선히

89) 위 논문, 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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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40년간에 우리가 국제 상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와 접촉할 기회가

없었던 까닭입니다. 일인(日人)들의 선전만을 듣고 우리를 판단해

왔었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우방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를

찾게 되었은즉 우리가 우리일도 할 수 있으니 세계 모든 나라들은

남의 말을 들어 우리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 하는 일을 보아서 우

리의 가치를 우리의 중량대로 판정해주는 것을 우리가 요청하는

바이니 우리 정부와 민중은 외국의 선전을 중요히 역이어서 평화

와 자유를 사랑하는 각국 남녀로 하여금 우리의 실정을 알려주어

서 피차에 양해를 얻어야 정의가 상통하여 교제가 친밀할 것이니

우리의 복리만 구함이 아니요 세계평화를 보장하는 것입니다.90)

(밑줄은 인용자)

이승만은 원칙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와 친선하여 평화를 증진함으

로써 외교통상의 상호 균등한 이익을 추구한다고 천명했다. 다만 이

승만은 “세계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각국”

과 “교제”를 “친밀”히 하면서도 전제 조건을 달았다. 바로 남한을

“친선치 않게” “대우하는 나라는 우리도 친선히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그는 ‘친선의 구별’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

니”라 “타동적으로 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즉 그는 타국이 남한을

적대시한다면 우리도 그들을 친선히 대우할 수 없다고 했다.91)

신생국 남한은 ‘친선한’ 냉전의 자유진영에 기반한 승인외교를 펼

쳤다. 갓 탄생한 남한 정부는 자신을 탄생시킨 유엔의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시급했다. 왜냐하면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직접통치하며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간 미국조차 신생국 남한 정부를 1948년

8월 12일 ‘사실상의 승인’(de facto recognition)을 한다면서도 유엔

총회 후 정식으로 ‘법률상의 승인’(de jure recognition)을 하겠다고

90)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大統領就任辭)〉, 1948년 7월 24일, 대통령기

록관대통령기록연구실(http://www.pa.go.kr)(이하 대통령기록관); 공보처

편, 1953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91) 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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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기 때문이다.92) 영국도 유엔총회 결정을 대기하며 남한 승인을

보류했다.93) 즉 남한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승인이라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 같은 진영 내 다른 국가들의 승인까지 기대할

수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열린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념식

에서도 유엔의 승인을 강조했다.94) 심지어 이승만은 “유엔총회에 의

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확인된 후”에는 비록 “신한국 정부는

소 측의 부인 하에 탄생한 것이지만 금후 소련의 승인을 얻기 위하

야 동국과의 우호적 접근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즉

소련에 적대적이던 이승만은 유엔총회의 남한 정부 승인이 있다면

유엔 회원국인 소련과도 관계개선을 시도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보였

다.95)

1948년 8월 11일 제6차 국무회의는 장면·장기영·김활란 등 세 명

을 유엔총회에 파견할 남한 정부 대표로 결정했다.96) 남한 정부 유

엔사절단은 최종적으로 김규홍이 추가되어 총 4명으로 구성됐다. 더

불어 조병옥·정일형·김우평 등 세 명으로 구성된 대통령특별사절단

도 유엔총회가 열리는 파리에 합류했다. 9월 6일 외교사절단환송회

92) 《동아일보》 1948년 8월 14일 1면; 미국과 남한의 ‘외교관계’의 수립

과정은 다음의 글을 참조. 김도민, 2018 〈주한미대사관을 통해본 초기

한미관계(1948∼1950)〉, 정용욱 엮음 《해방의 공간, 점령의 시간》 푸

른역사.

93) 《동아일보》 1948년 8월 19일, 1면

94) 《동아일보》 1948년 8월 16일, 1면.

95) 《경향신문》 1948년 8월 20일, 1면; 이승만은 유엔의 승인을 얻기 위

해 공산진영의 반대를 완하시키고자 소련의 승인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

인다. 이승만이 소련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한 발언의 의도를

입증하는 사료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기 이승만은 유

엔의 대한민국 승인을 매우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음은 확인할

수 있다.

96) 《경향신문》 1948년 8월 12일, 1면. 장면은 국제연합의 대한민국 대표

로 선정된 날 혜화동 자택에서 기자들에게 “세계 각국이 모이는 그 마

당에서 나는 분골쇄신 조국을 위하여 우방제국의 정의에 호소하여 하로

바삐 세계의 일원이 되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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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청광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97)

1948년 9월 21일 제3차 유엔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그런

데 12월 1,2일 파리 신문은 한국문제가 정치위원회나 유엔총회 전체

회의에서 토의되지 않고 내년으로 연기되리라는 관측보도를 내놓았

다. 이에 1948년 12월 2일 공보처장은 한국문제가 차기 유엔총회로

연기 된다면 공산진영에게 “악선전의 기회를 주는 만큼 우리는 끝까

지 금차총회에 상정되기를 바”란다는 담화를 발표했다.98)

1948년 12월 3일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국내 안보위기를 거론하며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토의 연기를 비판했다. 그는 한국문제 토의

가 연기된다면 남한 도처에서 “공산적색 ‘테로’ 자들이” “살인, 방화

로 우리를 공포시켜서 복종하게 만들려”는 “공산당”의 “공산화시키

는 공작에”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기 남한은 1948년

4월 제주도 사태와 1948년 10월의 여수와 순천에서의 군 반란 사건

을 겪으며서 안보위기를 겪고 있었다.99) 즉 이승만은 남한 정부가

유엔의 승인을 조속히 획득함으로써 남한 내 ‘위기’까지 진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까스로 1948년 12월 6일 유엔총회 정치위원회에서 한국문제 토

의가 시작됐다. 남한 대표단은 ‘민국대표초청안’이 가결되어 회의에

참석했지만, 북한은 체코슬로바키아가 제안한 ‘북한대표초청안’이 부

결됨으로써 참석치 못했다.100) ‘정치위원회’를 거쳐 12월 12일 유엔

총회에 상정된 대한민국정부 승인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 제195

III〉은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101) 유엔의 대한

97) 《동아일보》 1948년 9월 8일, 2면.

98) 《경향신문》 1948년 12월 3일, 1면.

99) 이승만 〈UN총회의 한국문제 토의 연기는 부당〉, 1948년 12월 4일,

대통령기록관; 공보처 편, 1953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대통령기

록관은 이승만의 발언을 12월 4일로 밝히고 있으나 신문을 확인해본 결

과 이승만은 1948년 12월 3일에 담화를 발표하였다. 《경향신문》 1948

년 12월 4일, 1면; 《동아일보》 1948년 12월 4일, 1면.

100) 《경향신문》 1948년 12월 8일, 1면.

101) 외무부, 1979 《한국외교 30년》, 182∼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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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승인에 이어 1949년 1월 1일 미국의 승인을 시작으로 한해 동

안 26개국이 남한 정부를 승인했다.102) 또한 1948년부터 1950년 시

기 남한은 6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103) 이 시기 남한 수교 및

승인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104)

1948년 12월 13일 제헌국회는 유엔총회 및 호주·대만·미국 등 각

국 대표들에게 감사문을 발송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남

한 정부는 유엔승인 경축대회를 서울시에서 개최했을 뿐 아니라 국

방부 비행기를 이용하여 유엔승인 경축문 10만매를 12월 15일 서울

시내에 산포했다.105)

102) 1949년 한해 동안 대만은 1월 4일, 영국은 1월 18일, 프랑스는 2월 25

일, 필리핀은 3월 3일, 터키는 8월 13일 각각 남한 정부를 승인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대사관을 설치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외무부,

1959 《외무행정의 10년》, 615∼619쪽.

103) 남한 정부는 1970년대까지 국가승인과 외교관계 수립은 ‘분리’하여 수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남한 정부는 국가승인을 부여한 후 통상대표

부를 설치→영사관계→외교관계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물

론 외교관계 수립과 함께 국가승인이 동시에 부여되기도 했다. 또한 남

한 정부는 1970년대 초반까지 통보나 대외발표시 직접적으로 “승인”이

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국가승인을 하기보다 외교

관계 수립을 통하여 국가승인이 동시에 부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오진

희, 2006 〈외교실무에서 본 국가의 국제법 주체성: 국가승인, 외교관계

수립 및 조약체결을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23,

104) 외무부, 앞의 책, 615∼619쪽.

년도 수교국(수) 승인국(수) 누계

1949년

미국, 대만, 

영국, 프랑

스, 필리핀

(5)

호주,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대

만,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

르, 프랑스, 그리스, 아이티, 인도네시아, 이란, 우르

과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터

키, 영국, 미국, 바티칸(26) 

5/26

1950년 스페인(1) 캄보디아, 아이슬란드, 베네수엘라, 남베트남(5) 6/31

<표2> 연도별 남한 승인 및 수교 현황(1948∼19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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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2월 이승만은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승인에 찬성 표를

던진 48개 국가들이 “우리 정부가 우리 반도 강산에 유일한 법적 정

부임”을 “인증”했다고 평가했다.106) 그러나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결의안 초안에서 최종 결의안이 도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유엔총회의 대한민국 승인은 선거 가능했던 38도선 이남에만 ‘한정

된’ 승인이었다.107)

이승만은 승인외교를 펼칠 때 ‘자유진영’의 단결이라는 냉전논리뿐

아니라 상대국과 ‘약소(弱小)국가(민족)’으로서 유사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 이후 AP통신이 전하는

필리핀의 대한민국 승인 의지 표명에 대해 “한비 양국은 현재 양자

가 다 어리고 적은 민주국임으로 강대국의 침략에 대해서 같이 경

계해야 될 처지에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108)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공격할 때 ‘반식민주의’와 ‘반제국주

105) 《동아일보》 1948년 12월 15일, 1면.

106) 이승만 〈이북동포와 인민군에게 보냄〉, 1948년 12월, 대통령기록관;

김광섭 편, 1950 《이대통령훈화록》 중앙문화협회.

107) 1948년 제3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승인을 둘러싼 논의는 대한민국

유일의 합법정부를 한반도 전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선거를 실시한 38

도선 이남에만 한정된 것으로 볼 것인지의 두 입장이 대립해왔다. 실제

결의안의 영문만 보면 양자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유엔총회에

제출된 결의안이 도출되는 전체 과정을 살펴본 신승욱의 연구가 이미

밝혔듯이 결의안의 범주는 38도선 이남에만 한정한 것이었다. 신승욱,

2018 〈1·2차 유엔한국위원단의 평화통일 중재 활동(1948∼1950)〉, 정

용욱 편, 앞 책.

108) 《경향신문》 1948년 8월 20일, 1면. 1948년 8월 3일 유엔총회에서 남

한이 약소민족으로서 완전독립을 주장하기 위한 ‘세계약소민족해방조선

연맹’이라는 단체가 설립되기도 했다. 이 단체는 9월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앞두고 이에 대표를 파견하여 우리의 민의를 대변하고 완전

독립을 전취하는 동시에 미소의 협조로써 세계의 약소민족을 해방시킴

으로써만이 세계평화를 기할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지난 8월 3일 ‘세계약

소민족해방조선연맹’이 결성되었다. 사무소는 중구 회현동 81번지이고

조직구성은 고문에 서재필,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을 참의(參議)에 조

소앙, 신익희, 장택상, 임영신 등을 망라했다. 그리고 위원장에 윤목을

부위원장에 신영달, 김현구 등으로 구성되었다. 《경향신문》 1948년 8

월 29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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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리를 적극 동원했다. 1948년 7월 24일 이승만은 대한민국 대

통령이 되는 첫 취임사에서 공산당이 ‘매국(賣國)주의’ 일삼는다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 기왕에도 누가 말한바와 같이 우리는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산당의 매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므로 이북의

공산주의자들은 절실히 깨닫고 일제히 회심개과(悔心改過)해서 우

리와 같은 보조를 취하여 하루바삐 평화적으로 남북을 통일해서

정치와 경제상 모든 복리를 다같이 누리게 하기를 바라며 부탁합

니다. 만일 종시(終始) 깨닫지 못하고 분열을 주장해서 남의 괴뢰

(傀儡)가 되기를 감심(甘心)할진대 인심이 결코 방임(放任)치 않을

것입니다.(…)109)

이승만은 북한의 “소위 인민공화국”은 “매국주의로 남의 지도를 받

고 참람(僭濫)히” 세운 괴뢰(傀儡)이며 그 배후에는 소련이라는 제국

주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는 “인민을 위협해서 감히

발언치 못하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팔아서” “사욕을 채우려하는 반

역분자들”이었다. 또한 이승만은 북한 인민군도 “타국의 강제 밑에

서” “위협에 끌려서” “적색군(赤色軍)에 뽑혀 무장을 하고 전쟁을 준

비”하는 군대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승만은 북한 지도부를 친일파

“이완용(李完用)과 송병준(宋秉畯)의 공명(功名)을 영광스러히 아는”

반민족적 집단이라 주장했다.110) 이승만이 판단하기에 소련이야말로

북한뿐 아니라 “아세아의 모든 독립 국가들을 침략”하여 식민지를

구축하는 “제국주의 적화(赤化)”의 지도자였다. 따라서 이승만은 “제

국주의 적화”를 물리칠 역량을 기르기 위해 “아세아의 모든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들과 협동하여” “단결”을 이루자고 주창했다.111)

109)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大統領就任辭)〉, 앞 자료.

110) 이승만 〈이북동포와 인민군에게 보냄〉, 앞 자료.

111) 이승만 〈용기와 신념과 천우로 만난(萬難)을 극복, 1950년을 희망으

로 환영〉, 1950년 1월 1일, 대통령기록관; 《週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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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소련을 적색제국주의론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남한을 미

국의 식민지정책에 따라 세워진 괴뢰라는 북한 지도부의 주장에도

적극 반박했다.112) 물론 그는 동양의 약소민족들이 서양 강대국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왜냐하면 동양의 약소민

족들은 2차대전 시기까지 서양 강대국이 약육강식의 논리를 내세우

며 동양을 침략했던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승만은 서양의

침략주의를 일삼았던 강대국들과 미국은 다르다며 다음과 같은 주

장을 펼쳤다.113)

미국은 자본주의(資本主義)다 식민주의(植民主義)다 혹은 제국

주의(帝國主義)라 하여 고립을 만들려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으

나 미국은 자초로 자주평등제(自主平等制)를 세웠고 따라서 땅이

멀고 물자가 풍부하므로 남의 토지나 세력을 탐내지 않고 따라서

인민들이 항상 평화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확보하고 모든 나라와

의 통상과 외교를 발전시켜 평화의 복을 같이 누리자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원수를 내어 몰아내고 적의 군사를 거더간 후 우리나

라를 도와서 정치 경제 상 원조를 주고 있나니 지금 세계정세는

공산주의자들의 반동만 아니면 침략주의를 다시 가진 나라도 없고

이런 주의를 가진 나라가 있어서는 세계에서 다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니 이전에 소위 약소국이라던 나라들이 조금도 두러워하거나

굴복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밑줄은 인용자)

첫째 이승만은 미국 자체가 “자주평등제”로 세워진 국가이자 풍부

한 물자 덕분에 “남의 토지나 세력을 탐내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약소국들은 미국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는 미국

112) 이승만 〈이북동포와 인민군에게 보냄〉, 앞의 자료. 김일성은 1949년

북한 정부수립 1년에 관한 보고에서 “미제국주의”가 남조선을 식민예속

화하며 매국노 “이승만도배들은” “나라 팔아먹기를 전업으로 삼는”다고

주장했다.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립 1년에 관한 보고〉

《근로자》 제17호 1949년 9월 15일(《사료집》 51, 133쪽)

113) 이승만 〈우방과 함께 부강 전진하자〉, 1949년 8월 4일, 대통령기록

관; 공보처 편, 1953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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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치나 토지에 야심이 없는 나라이며” “중간에 혹 몇몇 사람들

이 사욕으로 주권을 간섭하려 할지라도 미국인민이 그것을 용허치

않을 터이니 우리나라에 대하여 야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세상”이

다 안다고 주장했다.

둘째 이승만은 자본주의가 외국의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약소국가

의 경제를 지배하는 경제적 식민화에 대한 우려에도 반박했다. 이승

만이 보기에 미국 자본주의는 “모든 나라와의 통상과 외교를 발전시

켜 평화의 복을 같이 누리자는 것”이었다. 현재 남한 정부도 “지금

미국과 통상조약을 다시 정하여 양국 인민에게 균평한 이익을 도모

하려는 중”이었다. 따라서 미국이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상업과 경

제에 밝은 인도자들”이 “여러 재산가들과 합해서 많은 자본을 모아”

“우리의 물산을 외국인이 소용하도록 만들어 내며” 동시에 “외국의

자본을 얻어서 기계공장을 확장하여 세계 모든 나라로 하여금” 우리

의 “물건을 애용”하도록 하는 “경쟁”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뿐 아니

라 “모든 나라들”이 “함께 부강 전진”하는 시스템이었다.114) 이렇게

이승만은 미국은 약소국의 영토나 경제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국가

가 아니라고 주장했다.115)

셋째 이승만은 자신의 “평생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본인이 단연

코 “타국 통치 밑에서 정권을 잡고 남의 괴뢰가 되려할” 까닭이 없

다는 것을 누구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승만은 본인 스스로

일제 강점기 동안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쳤기 때문에 북한 지도

부가 “민국정부가 미국의 괴뢰정부라 미국의 식민지정책으로 된 정

부”라는 주장은 “허무한 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116)

1947년부터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극을 중심으로 냉전적 대

립은 격화되고 있었다. 1948년 갓 태어난 남한 정부는 곧바로 미국

을 중심의 자유진영에 기반한 진영외교를 펼쳤다. 나아가 남한 정부

114) 이승만 〈우방과 함께 부강 전진하자〉, 앞 자료.

115) 위 자료.

116) 이승만 〈이북동포와 인민군에게 보냄〉, 앞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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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영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유엔승인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남한

정부는 유엔승인을 확보한 이후 같은 진영의 국가들의 승인을 획득

함으로써 양극적 냉전 질서에 강하게 편입되어갔다.

그런데 남한 정부는 일제 식민지를 겪고 해방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식민지 이후의 국가이기도 했다. 즉 냉전의 질서는 탈식민이라

는 지층 위에 구축되어야 했다. 따라서 이승만은 냉전의 적을 설명

할 때 ‘반식민’ 경험을 끌어왔다. 즉 이승만이 보기에 소련은 세계를

자신들의 노예로 만드려는 제국주의 국가였고 그 구체적 사례가 바

로 북한이었다. 반면 기존의 식민지배를 일삼던 서양의 강대국들과

달리 미국은 약소민족과 동등한 정치적·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새

로운 강대국이었다. 이처럼 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한 남한 정부는 반

식민주의 반제국주의의 논리로서 소련과 북한을 비판했지만 동시에

같은 논리로서 강대국 미국을 옹호했다.

2) 진영외교의 균열 지점: 반식민 문제로서 ‘일본위협’

1948년 냉전의 최전선에서 탄생한 남한 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구축해 나갔다. 실제 남한 정

부는 상당수 자유진영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승인외교

의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남한은 아시아 반공국가들 중 일본에 대

해서는 외교관계 맺기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남한은 일제 식민지에

서 갓 벗어난 탈식민 국가로서 일본을 같은 진영의 반공국가라기보

다 ‘제국주의’ 국가라는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기 때문이다.

1940년대 말부터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여러 동아시아 국가를

하위 파트너로 삼는 ‘수직적·차별적’인 동아시아냉전체제를 구축하고

자 했다.117) 그런데 과거 제국주의 국가로서 ‘일본위협’은 냉전의 같

117) 미국의 동아시아 냉전질서 구축과 이에 따른 한미일간의 갈등에 대해

서는 다음 연구들을 참고했다. 홍석률, 1994 〈이승만정권의 북진통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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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편인 자유진영 내부에 균열을 야기했다. 남한 정부의 진영외교에

균열을 야기한 ‘일본위협’ 문제는 첫째 일본 재무장, 둘째 집단지역

안보체제, 셋째 한미상호방위협정 등 세 영역에서 발생했다.

1948년 초 미국 국방부 정책결정자들은 일본 재무장 문제를 처음

으로 제기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냉전이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격화함에 따라 패전국 일본을 재무장함으로써 소련과 군사적 충돌

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8) 그런데 1949년 2월 이승만은 미국

의 일본 재무장 계획에 반대했다. 그는 먼저 미국이 2차대전 당시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펼쳤던 적대국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그리고 그는 만약 미국이 일본을 재무장시킨 후 미군을 일본에

서 철수한다면, 북한이라는 공산세력에 대항해야 하는 남한에게 일

본은 “또 한 개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119)

일본위협이라는 문제는 ‘일본 재무장’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일본

을 아시아 반공집단안보체제에 포함시킬지를 둘러싸고도 발생했다.

남한 정부는 아시아 지역의 반공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안보체제로서

태평양동맹(Pacific Pact)을 구축하고자 했다.120) 1949년 3월 20일 필

리핀 퀴리노(Elpidio Quirino) 대통령이 먼저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와 같은 집단안전보장체제

로서 태평양동맹을 결성하자고 주창했다. 3월 23일 이승만은 퀴리노

의 제안에 찬성하는 담화를 발표했다.121) 1949년 7월 11,12일 대만의

장개석과 필리핀의 퀴리오는 회담을 가졌고 여기서 태평양동맹 논의

과 냉전외교정책〉 《한국사연구》 85, ; 이호재, 1969 《한국 외교의 이

상과 현실-이승만 외교와 미국(1945～1953)》 법문사; 李鍾元, 1996

《東アジア冷戰と韓米日關係》 東京大學出版會.

118) 김현, 1997 〈미국의 일본 재무장 결정(1950년 9월)의 외교정책 결정

론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0(4), 367쪽.

119) 《동아일보》 1949년 2월 16일 1면.

120) 아시아지역의 집단안보체제를 지칭할 때, 태평양동맹, 태평양조약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노기영, 2002 〈이승만정권의 태평양동맹 추진

과 지역안보구상〉 《지역과역사》 11.

121) 노기영, 위 논문 189∼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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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족시켰다.122) 7월 12일 임병직 외무부 장관은 회담 결과에 대해

“태평양일대의 평화애호 민주주의 제국은 그간 다 같이 제국간의 방

위협정의 필요를 느껴”왔는데 드디어 “결정적의 형태를 갖추게 되

었”다며 환영했다. 흥미롭게도 임병직은 태평양동맹의 발족이 미국의

일본 재무장 시도를 무산시키리라 기대했다. 즉 그는 “모든 태평양

제국이” “단결하여 일치 협력하”기 때문에 “일본 군국주의는” “꿈쩍

못할” 뿐 아니라 “미국으로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방위를 위하여 일

본을 재무장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123)

1949년 8월 6,7일 이승만과 장개석은 남한의 진해에서 “아세아반

공연합전선”이라는 태평양동맹 결성 추진을 위한 회담을 개최했

다.124) 이승만은 “한중 양국이 일제에 대항했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

힘을 합쳐 공산 위협을 물리쳐야 한다면서 당시 거론되던 태평양방

위동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125) 그런데 이승만과 장개석은 일본

의 태평양동맹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했다. 1949년 7월, 국민당

의 장개석은 국공내전에서 패배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미국까지

포함하는 태평양동맹 결성에 적극적이었다.126) 진해회담에서 장개석

은 “국민당 정부가 일본에 한 배상을 포기한 것을 이덕보원(以德報

怨)으로 설명하면서 이승만에게 일본과의 지난날보다는 앞으로 우호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태평양동맹 참여를 찬성했

다.127) 반면 이승만은 일본이 확실히 침략 의도를 버렸을 때에야 태

평양동맹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일본 참여를 반대했다.128)

미국은 1949년 10월 중국 본토에서 공산정권이 수립되자, 본격적

122) 《동아일보》 1949년 8월 13일, 1면.

123) 《동아일보》 1949년 7월 13일, 1면.

124) 《동아일보》 1949년 8월 10일, 1면.

125) 박실, 1979 《한국외교비사》 기린원, 114쪽.

126) 왕엔메이, 2013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의 주도권을 둘러싼 한국과 중

화민국의 갈등과 대립(1953-1956)〉 《아세아연구》 56(3), 164쪽.

127) 박실, 앞 책, 113∼115쪽; 이호재 《한국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1969, 313∼315쪽.

128) 노기영, 앞 책, 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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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차별적인 동아시아냉전체제 구축

을 시도했다. 먼저 미국은 2차대전 전후처리를 위해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런데 일제 식민지를 겪었던 남한은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회담에서 배제됐다. 1951년 8월 20일 변영태 외무부 장관은

“우리가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을 비판했다.129) 다

음날 이철원 공보처장도 가장 큰 피해국인 한국이 배제되고는 일본

의 군국주의·제국주의를 청산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130)

아시아·태평양 국가들도 대일평화조약과 함께 추진되는 일본의 재

건 및 재무장을 우려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의 대일강화조약을

동의하지만 태평양지역의 분쟁에 대비한 집단안전보장조약 체결을

요구했다.131) 결국 1951년 9월 1일 미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

세 나라는 태평양안전보장조약(Australia, New Zeal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curity Treaty, ANZUS)을 체결했다. 이 조약

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일본의 군사적 재기와 공산주의

침략에 대한 보장안으로서 모종의 공동안전보장조치를 강력히 강구”

한 결과였다.132) 즉 태평양 국가들도 일본위협을 ‘집단안전보장조약’

체결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남한 정부는 일본위협 문제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및 발효를

둘러싼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제기하기도 했다.133) 1953년 8월 4∼8

129) 〈대일강화조약에 대하여〉(1951.8.20. 발표), 변영태, 1956 《나의 조국》

자유출판사, 236-237쪽; 《서울신문》 1951년 8월 23일; 정병준, 2010 《독

도1947》 돌베개, 782쪽; 이혜정, 2004 〈한미동맹 기원의 재조명: 한미 상

호방위조약의 발효는 왜 연기되었는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 6쪽.

130) 《민주신보》 1951년 8월 22일; 정병준, 앞 책 783쪽.

131) 노기영, 앞 논문, 198쪽.

132) 《동아일보》 1951년 2월 28일, 1면

133) 미국은 1951년 일본과는 대일강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필리핀과는 상

호방위조약을, 호주 및 뉴질랜드와는 삼자방위조약을 체결했으면서도 남한

의 방위조약 체결요구를 계속 거부했다. 미국은 현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는 유엔을 통한 집단안보체제이며 또한 정전 이후 대제재선언(The greater

sanction declaration)을 통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승만이 북진

통일 같은 단독행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체결은 고려

대상이 아님을 확실히 밝혔다. “The Action Secretary of State to the



- 51 -

일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는 한미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협의를 위해

방한하여 남한 측과 다섯 차례에 걸친 회담을 가졌다. 8월 5일 이승

만은 덜레스에게 일본이 과거의 식민지시대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일본위협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승만은 덜레스에게 미국이 모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한다는 것을 명시주기를 요청했다.

덜레스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자체가 남한을 소련뿐 아니라 일본위협

으로부터도 지켜줄 것이라 대답했다. 즉 덜레스는 이승만에게 한국

은 일본을 두려워하지 말고 서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해 남한과

일본이 협력해주길 당부했다.134)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에서 일본을 최상위로 하는 수직적

위계 구조를 상정했다. 이에 따라 남한은 일본의 하위 파트너야만

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미국과 관련한 협정에서 최소한 일본과 동등

한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승만은 남한이 공격 받을 시 〈미일

안보조약〉 제1항처럼 미국이 ‘자동참전’한다는 내용을 한미상호방

위조약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주장은 받아들

여지지 않은 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로 명기됐다. 1953년 8월 7일 이승만과 덜레스는 〈한

미상호방위조약〉 초안을 발표했고, 이 조약은 10월 1일 워싱턴에서

변영태와 덜레스가 서명함으로써 체결됐다.135)

Embassy in Korea," May 22, 1953, FRUS 1952∼1954, vol.15 pp.1086∼

90; 도널드 스턴 맥도널드 저·한국역사연구회 1950년대반 역, 2001 《한미

관계20년사(1945∼1965)》 한울아카데미, 81쪽; 김남수, 2009 《한미상호방

위조약 체결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32쪽.

134) 김남수, 위 논문, 47∼49쪽.

13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 군사 관계사, 1871∼2002》, 731∼733쪽. 이후 합의의사록

협의 과정에서 이승만은 미일안보조약 관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미

국의 의무 같은 구절에 대한 수정을 1954년 5월 26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미 국무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안전 보장조약(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Security Treaty, ANZUS)을 모델로 삼았

기 때문에 미일조약의 효력정지 조항과 다른 것임을 설명하며 요청을

거절했다.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1950.5.27.). FRUS vol.15 p.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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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4년 11월에야 발효됐

다. 체결에서 발효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까닭은 한미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이었다.136) 이 충돌 중 한가지 요인은

남한과 미국 간의 일본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발생했다. 미국은 합

의의사록 관련 협상 중에도 지속적으로 한일회담 추진을 남한 정부

에 촉구했다. 미국은 한일 간 중재자를 직접 보내서라도 한일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했다.137) 이때마다 이승만은 미국에게 ‘일본이 다시 한

국을 잡아먹으려 한다’는 일본 위협인식을 표출했다. 나아가 이승만

은 미국 측에 한일관계 개선을 조건으로 합의의사록 초안을 수정하

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한일관계 문제와 한미간 합의의사

록 협상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남한 측 주장을 거부했다.138)

협상과정에서 남한 정부는 미국이 일본의 공격으로부터 남한의 독

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한 정부는 지난 약 40년의 일본

점령을 잊을 수 없으며 일본의 부활에 여전히 두려움을 느낀다는 견

해를 표명했다. 남한 정부는 미국이 남한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만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활동을 정지시키며, 남한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139) 그러나 남한 정부의 ‘일본위협론’은 협

상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140) 1954년 11월 17일 변영태와 브리그

스가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합의의사록〉에 서명함으로써, 〈한

136) 체결 이후 발효가 1년이나 연기된 것은 주한미군이나 작전지휘권 같

은 한미간의 군사안보문제뿐 아니라 환율문제, 일본에서 조달물자 구매

문제 같은 정치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혜정, 앞 논문.

137) 〈The Ambassador in Korea(briggs) to the department of state〉

(1954.9.20.) FRUS vol.15 p. 1885

138)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he Embassy in Korea〉

(1954.9.20.) FRUS vol.15 p. 1887; 〈The Ambassador in

Korea(briggs) to the department of state〉(1954.9.27.) FRUS vol.15 p.

1890

139) 〈The Ambassador in Korea(briggs) to the department of state〉

(1954.9.20.). FRUS vol.15 p.1900

140)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1954.10.26.).

FRUS vol.15 p.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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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호방위조약〉은 조인된 지 약 1년이 지나서야 발효될 수 있었다.

이승만은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본

위협 문제에 불만을 가졌다. 1954년 12월 29일 이승만은 미국 대통

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이승만은 자신의 입장은 “반일

(anti-Japanese)이 아니고 친미(pro-American)”라고 전제하면서도

“우리는 한쪽에는 일본의 공포와 다른 쪽에는 공산세력의 공포 사이

에 있”다며 일본위협 인식을 강하게 표출했다.141)

이승만은 미국 대통령에게 남한의 안보뿐 아니라 경제 회복에도

일본은 위협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만이 보기에 남한 경제는 일본

경제에 종속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한(對韓) 원조자금이

남한 경제 복구를 위해 직접 쓰이지 못하고 일본에서 물품을 구입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됐기 때문이다. 즉 이승만은 일본을 경유하는

미국의 대한원조 시스템은 “우리의 복구”를 “느려지”게 만들고 “우

리 자신의 생산시설을 만드는 데 덜 사용하게 된다”고 비판했다.142)

이승만은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지역질서 재편이라는 미국의 정책

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발흥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도 비판했

다. 이승만은 한국인들이 느끼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공포는

역사적 ‘기억’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국이 구축하려

는 동아시아 반공체제 구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승

만이 보기에 미국의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냉전질서 구축은 아시아

지역 공산세력들에게 미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꽤하려 한다

는 선전에 활용되기 좋은 소재였다. 즉 이승만은 미국의 일본 중심

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이 남한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에 대한 일

본점령의 재개를 예상하게 만들어, 안전을 위한 유일한 형태로 공산

세력의 용어에 따른 재통일을 받아들이게끔 만들” 위험까지 야기한

141)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hee) to President

Eisenhower〉(1954.12.29.), FRUS vol.15 pp. 1937∼41

142) 위 자료; 미국의 대일원조와 대한원조의 시스템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

구를 참고. 이현진, 2009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1948∼1960》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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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했다.143)

이처럼 이승만은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이 한국인들에게

과거 식민지배의 공포를 퍼트릴 뿐 아니라 일본의 재지배를 받느니

공산세력의 확장 및 적화통일이 외려 더 바람직하다는 낫다는 생각

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승만은 일본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불가침조약(non-aggression pact)” 체결을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승만은 “세 국가 중 하나가 공격자

가 되면, 다른 두 국가는 그 공격에 싸울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

체결을 미국에 제안했다.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이 제안한 한미일 삼

국간 ‘불가침조약’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으나 그

후 한미 간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144)

1948년∼54년 남한은 냉전의 적인 공산진영에 대항하기 위해 동아

시아집단안보체제 및 한미상호방위체제 구축을 통한 반공진영의 강

화를 추구했다. 그런데 남한에게 일본은 ‘자유진영’이기도 했지만 동

시에 과거 조선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식민지배하거나 침

략했던 ‘제국주의’ 국가이기도 했다. 1950년대 내내 남한의 진영외교

는 일본문제라는 균열 속에서 ‘뒤틀릴’ 수밖에 없었다. 이 뒤틀림의

지점에는 바로 반식민 문제로서 일본위협이 존재했다.

143) 이승만이 아이젠하워에게 보낸 서한 중 해당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 the totality of our national fears is of such a nature that this

whole situation impels many of our people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ccepting reunification on Communist terms as the only form of

safety which they may expect from a renewal of Japanese dominion

over our nation.”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hee) to

President Eisenhower〉(1954.12.29.), FRUS vol.15 pp.1937∼1941

144) 이승만이 아이젠하워에게 보낸 서한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적어도

1955년 1월 아이젠하워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승만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Eisenhower to Rhee〉(1955.1.31.) FRUS,

1955∼1957, vol. 23, Part 2, pp.11∼12 차상철, 2004 〈이승만과 1950년

대의 한미동맹〉, 문정인·김세중 편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선

인, 3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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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1948년 한반도에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적대적인 두 정부가 들어

섰다. 남·북한 분단 정부는 36년의 일제 식민지배와 격화하는 냉전의

최전선이라는 토양에서 탄생한 쌍생아였다. 냉전의 최전선에서 탄생한

탈식민 분단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식민청산과 남북통일 그리고 냉전

승리였다. 따라서 이승만과 김일성은 남·북한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선출되자마자 모두 탈식민과 남북통일 그리고 ‘친선’외교를 천명했다.

북한은 자신을 ‘존중’하는, 남한은 자신에게 ‘친선’하는 국가와 대

외관계를 맺겠다는 외교원칙을 발표했다. 표현은 달랐으나 남·북한

모두 적대적이지 않은 국가, 즉 자신이 속한 진영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주장했다. 실제 남·북한 정부가 수립된 이후 2

년간 수교한 국가는 모두 자신의 진영 내 국가들이었다.

소련과 미국의 양극적 권력은 동아시아에서 소련-중국-북한 대 미

국-일본-남한이라는 적대하는 수직적·차별적인 냉전질서를 남·북한에

게 강요했다. 신생국 남·북한에게 소련과 미국의 군사적·경제적·외교

적 지원은 생존을 위해 절실했다. 그런데 냉전의 양극적 권력은 탈식

민의 과정을 겪는 한반도라는 토양에서 발현되어야 했다. 그야말로 한

반도는 “탈식민 과정이 냉전의 권력과 만나는 역사적 공간”이었다.145)

신생국 남·북한은 냉전의 최전선이라는 규정력을 따라야 했지만,

한반도의 탈식민적 토양은 냉전논리로만 설명하기 힘든 ‘균열’를 만

들었다. 탈식민 신생국 북한은 소련의 거대한 영향력 하에 있으면서

도 민족해방운동에 주목했다. 김일성은 민족운동과 ‘조선민족해방투

쟁사’를 계급운동보다 중시했다. 또한 김일성은 국제질서를 설명할

때 양대 진영의 대립이라는 냉전질서뿐 아니라 세계 민족해방운동

도 항상 끌어들였다. 물론 신생국 북한은 민족해방운동이 노동계급

에 의해 지도 받아야 하며, 계급투쟁의 일부로서 민족해방운동의 성

145) 권헌익 지음, 이한중 옮김, 2003 《또 하나의 냉전》 민음사,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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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규정했다. 이제 갓 태어난 북한 정부에게 두 진영 이외의 ‘제3

의’ 선택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양극적인 냉전의 중심부가 만들어내

는 ‘틀’을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했다.

탈식민 신생국 남한은 미국의 거대한 영향력 하에 있으면서도 미국

이 추구하는 수직적·차별적·종속적인 미국-일본-남한이라는 지역통합

전략에는 비판적이었다. 우선 남한에게 일본은 자유진영이지만 동시에

과거 자신을 지배했던 제국주의 국가이기도 했다. 또한 이승만은 일본

보다 남한이 동아시아 반공(反共)의 대표 주자이길 바랐다. 또한 따라

서 이승만은 미국 중심의 반공 진영외교에는 동참하면서도 일본위협이

라는 반식민 문제를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동아시아 반공질

서를 구축하려는 미국이라는 냉전적 권력은 일본위협이라는 반식민 문

제와 끊임없이 충돌했다. 물론 이승만의 일본위협이라는 문제제기가

냉전의 중심부 미국이 만들어내는 ‘틀’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탈식민과 냉전의 ‘만남’은 남·북한의 대외관계뿐 아니라 반대진영을

비판하는 ‘담론’에서도 발생했다. 남·북한 정부는 냉전의 반대 진영을

공격할 때 제국주의의 ‘괴뢰(傀儡)’라는 논리를 활용했다. 즉 김일성

은 남한 정부가 ‘미제국주의’에 예속된 식민국가이며, 미국과 이승만

은 과거 친일파들을 활용해 장악한 권력으로 남조선 인민을 착취하

는 식민권력이라고 비판했다. ‘대칭적’으로 이승만은 북한은 소련이라

는 ‘적색제국주의’의 꼭두각시이자 식민지라고 비판했다. 탈식민 신생

국가로서 남·북한 정부는 상대를 공격하는 데 ‘반식민’의 논리를 활

용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왜냐하면 갓 식민지에서

벗어난 탈식민 사회에는 강한 민족주의적 정서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1948년 남·북한 정부는 냉전과 탈식민이 만나는 시공간에서 외교

적 첫 걸음을 내디뎠다. 탈식민이라는 토양에서 탄생한 남·북한 정

부는 미·소라는 양극적인 정치 권력이 만들어내는 이분법적 냉전질

서를 따라야 했다. 적대하는 이분법적인 냉전질서는 한반도에서 펼

쳐진 한국전쟁이라는 열전으로 더욱 강고해질 것만 같았다. 그런데

1954년부터 양극적인 냉전권력에서 벗어나려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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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1954∼1959년 중립주의 대두와 남·북한

‘중립국’ 외교의 시작

1. 북한의 중립주의 지지와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

1) 1955년 반둥회의 전후 반식민·평화·중립에 대한 지지

1948년 북한 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민족해방운동에 큰 관심을 보

였으며 실제 이들을 주요한 국제질서의 한 ‘사변’으로서 인식했다.

북한은 정부 수립 직후부터 평화옹호운동 등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 이외의 국가들과 만났다. 그러

나 신생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민족해방투쟁으로 수립된 인도나

인도네시아 국가들과 진영을 넘어 ‘양자’외교를 실현하는 데까지 나

아가지 못했다. 특히 1950∼1953년 한국전쟁이라는 열전을 겪은 북

한에게 세계는 견고한 ‘두 진영’으로만 구축된 더욱 양극화된 이분

법적 공간이었다. 북한에게 제3의 외교적 선택지는 부재해 보였다.

그런데 1954년부터 아시아에서 냉전의 양 진영과 거리를 두며 반

식민·평화·중립을 지향하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새로

운 흐름의 주역은 2차대전 이후 독립한 중국·인도네시아·인도·버마·

스리랑카·파키스탄 등이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은 정전협정 체결로 휴전됐다. 정전협정

은 3개월 내 양측 간의 정치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문제를 다룰

것을 규정했다. 정치회담이 열리지 못하던 차에 인도차이나에서 베

트남과 프랑스 간 전쟁은 격렬해졌다. 1953년 겨울부터 1955년 봄까

지 치열했던 ‘디엔비엔푸’ 전투는 1954년 5월 7일 북베트남의 승리

로 귀결됐다. 1954년 4월 26일 북베트남군이 제3차 디엔비엔푸 공격

을 준비하는 동안, 제네바에서 인도차이나와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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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회담이 개최됐다.146)

제네바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조정”과 인도차이나에서의

“평화 회복” 문제를 토의하는 자리였다.147) 1954년 1,2월 베를린에서

소련·미국·프랑스·영국 등 4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다. 베를린회

의는 제네바회담을 4월 2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중국을 포함한

기타 관련국 대표가 참석한 회의를 제의했다. 그런데 정작 인도차이

나 주변국 인도네시아·인도·버마·스리랑카·파키스탄은 초대 받지 못

했다.148)

2차대전 이후 독립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오랜 식민지배의 영향

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됐을 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소외됐다. 인도

차이나 전쟁의 주변국임에도 제네바회담에 초대되지 못한 동남아

국가들은 자신의 공동문제를 해결한 외교의 장을 스스로 창출해야

했다. 1954년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스리랑카 수상의 제안에 따

라 인도네시아·인도·버마·파키스탄 수상 등 5개국은 스리랑카의 콜

롬보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일명 콜롬보회의는 개최중인 제네바회

146) 베트남 공산당사는 디엔비엔푸 전투를 “식민주의 세력의 잘 훈련된

군대와 피악박 민중이 벌인 투쟁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 중의 하나”

라고 평가했다. 베트남공산당중앙위원회 마르크스레닌주의연구소 산하

베트남공산당사연구회(이하 베트남공산당사연구회) 지음, 김종욱 옮김,

1989 《베트남공산당사: 베트남 인민의 반제·반봉건 투쟁에서 해방 후

사회주의 건설까지》 소나무, 92쪽; 중국중앙공산당사연구실 지음, 홍순

도·홍광훈 옮김, 2014 《중국공산당역사: 상》 서교출판사, 534쪽.

147) 한설야, 〈평화 력량의 거대한 승리〉, 《근로자》, 제8호, 1954년 8월

(국사편찬위원회, 2008 《북한관계사료집》 58, 403쪽).

148) 중국중앙공산당사연구실, 앞의 책, 528∼533쪽; 《반둥 공보》

(Bandung Bulletin) Issue 1 (March 1955), 2쪽. 인도차이나 문제를 해

결하는 데 있어, 제네바회담이 긍정적 영향력을 끼쳤다는 데는 중국공산

당 입장과 1955년 당시 인도네시아 외교부의 입장은 유사했다. 그러나

제네바회담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데 ‘누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

냐에 대해서, 중국공산당사는 중국의 영향력을 강조한 반면,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발행하는 반둥 공보는 1954년 4월에 열린 콜롬보회의가 큰 영

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시선은 당시 평화

를 논의하는 중요한 국제회의이던 ‘제네바회담’ ‘반둥회의’에 대한 시선

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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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 대해 “프랑스는 제네바회담에서 변경불가능한 인도차니아의 완

전한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선언해야 할” 뿐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 간 직접적인 협상” 등을 제안했다.149)

제네바회담에 참석하고 있던 중국은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이라

는 새로운 외교정책에 기반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외교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었다.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은 주권과 영토 완정에 대한

상호존중, 상호 불침범, 내정에 대한 상호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

적 공존 등을 포함했다.150) 중국은 평화적 공존이라는 새로운 외교

정책을 펼침으로써 주변 약소국들이 ‘대국(大國)’ 중국에 느끼는 불

안감을 해소할 뿐 아니라 국경선 및 화교 국적 문제 등을 해결하고

자 했다. 1954년 4월 29일 중국은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을 〈중

국 티베트지방과 인도 사이의 통상과 교통에 관한 협정〉 서문에서

포함시켜 양국관계의 준칙으로 설정했다.151)

제네바회담 휴회 동안 중국 주은래는 인도와 버마를 방문했다.

1954년 6월 28일 주은래와 네루는 평화적 공존 5개 원칙을 포함하

는 〈공동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이러한[평화적 공존 5개_인용자] 원칙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적

용될뿐더러 일반 국제관계에도 적용된다. (…) 아시아와 세계 각지

에는 서로 다른 사회제도와 정치제도가 존재한다. 그러한 상술한

제반원칙을 받아들이고 또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시행하기만 한다면

(…) 이러한 나라들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고 친선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세계에 존재하는 긴장 정세를 완화시

149) Bandung Bulletin vol. 1, 1955.3,, p.2

150) 중국중앙공산당사연구실 지음, 홍순도·홍광훈 옮김, 2014 《중국공산

당역사: 상》 서교출판사, 538∼539쪽. 중국공산당중앙의 직속 당 역사

전문연구기관인 중국공산당당사연구실이 펴낸 《중국공산당역사》는

“1953년 12월 31일 주은래가 베이징에서 인도회의대표단을 접견할 때

처음으로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을 제기” 한 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55년의 반둥회의 때 최종 확정되었다”고 서술했다.

151) 중국중앙공산당사연구실, 앞의 책, 5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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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152)

공동성명 발표일 주은래는 인도를 떠나 버마 랑군에 도착해 수상

우누와 회담을 가졌다. 1954년 6월 29일 회담 결과 양국은 〈공동성

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인도가 합의한 5개원

칙과 동일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양국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

겠다고 선언했다.153) 이처럼 중국은 제네바회담에 참석함으로써 국

제적 위상을 높여가면서 동시에 아시아에서 ‘평화적 공존 5개 원칙’

을 내세우며 인도·버마 등과 관계개선에 나섰다.

북한은 중국의 적극적인 인도 및 버마와의 관계 개선을 환영했다.

과거 1950년 북한은 인도 네루가 공산당을 억압하는 “남조선의 이승

만”과 같은 존재라며 강하게 비난했었다. 그런데 강길모는 1954년 7

월 북한은 인도를 중국과 합의가 가능한 존재일 뿐 아니라 3억 이

상의 인구를 가진 인도의 평화옹호투쟁 등이 제국주의자들의 아시

아 침략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그는 중

국이 인도와 버마와 각각 발표한 합의를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했

다.154)

최근에 진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주은래 총리와 인도 수상 네루 및

비르마 수상 우누와의 회담은 평화 위업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회담들은 이 나라들 간에 령토 완정 및 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불가침，내정에 대한 호상 불간섭，평등，호혜 및 평

152) 〈중국-인도 양국 총리 공동성명〉 《인민일보》 1954년 6월 29일, 1

면; 중국중앙공산당사연구실, 앞의 책, 539∼540쪽 재인용; 남한 신문에

도 대체로 비슷한 내용으로 공동성명 내용이 보도됐다. 〈정치적으로 인

지문제해결 불가침 등 오개원칙 재확인〉 《동아일보》 1954년 6월 30

일, 1면.

153) 중국중앙공산당사연구실, 앞 책, 540쪽

154) 강길모, 〈붕괴되는 미제의 대외 정책〉, 《근로자》, 7호, 1954.7(국사

편찬위원회, 2008 《북한관계사료집》 58, 257∼258쪽). 강길모는 1955년

10월부터 《민주조선》 편집부장을 역임했다. 공산권문제연구소, 앞 책,

10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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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공존의 원칙에 기초한 친선 관계를 맺음으로써 평화와 민족

적 독립을 념원하는 국가들이 그들의 정치 사회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목적을 위하여 성과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뵈여 주었다. 델리와 랑군에서 도달된 이 합의들

은 아세아 인민들이 쟁취한 평화의 승리 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아

세아 침략 계획에 대한 새로운 강력한 타격으로 된다. 오늘의 아

세아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려 하지 않으며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념원하고 있다.155)(밑줄은 인용자)

강길모가 보기에 1954년 중국이 인도 및 버마와 구축한 새로운 관

계는 “정치 사회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협조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1954년 7월 20일 제네바협정이 조인됐다. 제네바협정은 “프랑스를

비롯한 회담에 참가한 모든 국가가 베트남과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

아의 독립과 주권 및 통일과 영토 통합을 존중하고, 베트남과 인도

차이나 전역에 걸친 휴전 상태를 준수하며, 프랑스 군대를 철수시키

고, 북위 17도선을 잠정적인 군사분계선으로 간주하여 민족의 재통

일을 위한 자유총선거를 전국에 걸쳐 시행한다는 내용”이었다.156)

비록 중국과 베트남 공식 당사는 이후 제네바협정을 평가하는 입장

이 달랐지만, 적어도 냉전시기 두 번째 열전을 치룬 인도차이나에는

일시적으로 평화가 도래했다.157)

155) 강길모, 〈붕괴되는 미제의 대외 정책〉, 《근로자》, 7호, 1954.7(국사

편찬위원회, 2008 《북한관계사료집》 58, 257∼258쪽)

156) 베트남공산당사연구회, 앞 책, 93쪽.

157) 중국과 베트남은 제네바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우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중국공산당사는 “중국이 대형 국제회의를

통해 평화적 협상으로 중대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첫 시도임과 동시

에 다자간 외교를 활용한 첫 시작이었”을 뿐 아니라 “제네바회의의 성

공으로 인도차이나전쟁은 중단되었고 아시아 정세와 국제정세가 한층

더 완화되었으며 중국 남부 변경의 안전도 보장되었다”고 평가했다. 반

면 베트남공산당사는 “1954년 인도차이나에 관한 제네바회담에서 중국

의 정책은 인도차이나에 프랑스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중국의 남쪽에 완

충지대를 설치하며,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은 피하고, 인도차이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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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8월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위원장 한설야는 1954년 펼쳐

진 제네바회담과 중국-인도 및 중국-버마 회담 그리고 콜롬보회의

라는 일련의 사건을 모두 〈평화 역량의 거대한 승리〉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158)

인도지나에서의 정화의 실현은 평화를 공고화하며 국제적 협조

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으로 되며 세계 평화 력

량의 거대한 승리로 된다. (…) 인도지나에서의 평화 회복은 근 1

세기 동안이나 외래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여 민족해방투쟁

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온 인도지나 인민들의

위대한 승리의 뚜렷한 증거로 된다.159) (…)

오늘 아세아에서는 아세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권에 대

한 호상 존중, 불가침, 내정에 대한 불간섭, 평등, 호혜 및 평화적

공존의 원칙들에 기초하여 각 나라들이 호상 협조하며 공동의 위

업을 위하여 단결하는 행정이 촉진되고 있다. 최근에 있은 중국一

인도 및 중국一비르마 회담은 평화와 민족적 독립을 념원하는 자

유 애호 아세아 인민들의 결의의 표시이다.

우리는 콜롬보회의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최근에

콜롬보에서 진행된 인도，인도네시야，비르마，파키스탄 및 쎄이

론 등 5개국 수상회의는 인도지나에서의 평화 회복，중국의 국제

적 지위 승인 등 아세아의 중요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으며

이 나라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하려는 동남아세아 군사동맹

에 대하여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

실들은 아세아에 도래한 새로운 시대의 표식으로 된다. 벌써 오늘

의 아세아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의 대상으로 되고 있던

국을 약화시킨 뒤에 복속시키기 위해 베트남을 영구적으로 분할함과 동

시에, 동남아시아를 향한 중국의 팽창주의의 기바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고 비판적이었다. 중국중앙공산당사연구실, 앞 책, 537∼538쪽; 베트남공

산당사연구회, 앞 책, 93쪽, 각주 29번.

158) 한설야의 이 시기 직위는 《로동신문》 1954년 7월 16일, 1면 참조.

159) 한설야, 〈평화 력량의 거대한 승리〉, 《근로자》, 제8호, 1954년 8월

(국사편찬위원회, 2008 《북한관계사료집》 58, 403쪽).



- 63 -

과거의 아세아가 아니다.160)

한설야는 베트남공산당사의 평가처럼 제네바회담 결과에 따른 인

도차이나 전쟁의 휴전은 민족해방투쟁을 펼친 인도차이나 인민들의

승리라고 보았다. 또한 중국이 제창하는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과

중국-인도 및 중국-버마의 회담 결과는 평화와 민족적 독립을 염원

하는 아시아인들의 결의의 표시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콜롬보회의에

서 인도·인도네시아·버마·파키스탄·스리랑카 등 5개국이 취하는 군

사동맹에 대한 중립적 태도를 높게 평가했다. 한설야는 1954년 진행

된 사건들에서 평화·반식민·중립을 발견했다.

1954년 진행된 제네바회담과 콜롬보회담 그리고 중국·인도, 중국·

버마 간 관계개선은 아시아에서부터 냉전의 이분법적 적대를 넘어

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새로운 평화의 흐름 속에서

1955년 4월 개최된 반둥회의는 냉전의 양극적 대립을 거부하는 집

단적·조직적 현실체였다. 1955년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콜롬보회

의를 이끌었던 5개국 수상이 다시 만남으로써 확정됐다.

1954년 12월 28∼31일, 인도네시아·인도·버마·스리랑카·파키스탄

수상은 인도네시아 자바섬 보고르에서 다시 만났다. 12월 29일 수상

들은 〈보고르회의 공동선언(Joint Communique of the Bogor

Conference)〉를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은 1955년 4월 인도네시아 반

둥에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으며, 회의 목적을다

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했다.

1. 아세아 및 아프리카 제국간의 선의와 협조를 촉진시키며, 상

호적이면서도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며 발전시키고 그리고 우호 및

선린 관계를 확립하고 추구할 것

2. 국가들이 제시하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문제들과 관계들을

심의할 것

160) 위 자료, 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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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족적 주권에 관계되는 문제와 인종 차별 문제 및 식민지

통치 문제 등 아시아·아프리카 인민의 특별한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심의할 것

4. 오늘날 세계에서 아세아와 아프리카 및 그곳 인민들이 차지

하고 있는 지위와 그리고 세계 평화와 협조의 촉진을 위하여 그들

이 할 수 있는 기여에 대하여 논의할 것161)

보고르에 모인 수상들은 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폭넓고 지리적인

기반을 가져야 하며 독립 정부를 가진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초대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초청 원칙에 따라 수상

들은 아프가니스탄·캄보디아·중앙아프리카연방(Central African

Federation)·중국·이집트·에티오피아·골드코스트(Gold Coast)·이란·이라

크·일본·요르단·라오스·레바논·리베리아·리비아·네팔·필리핀·사우디

아라비아·수단·시리아·태국·터키·북베트남·남베트남·예멘 등 총 25개

국을 초대하기로 결정했다.162)

그런데 반둥회의 분단국이며 전쟁을 겪은 아시아 국가 중 남베트

남과 북베트남은 모두 포함된 반면 남·북한은 제외됐다. 1954년 중

반부터 1955년 중반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조사를 수행하며 방

문했던 미국 코넬(Cornell) 대학 교수 카인(Kahin)은 1955년 11월 출

161) 《로동신문》에 실린 다음 기사를 참고하여 번역했다. 〈인도네시아

수상의 연설〉 《로동신문》 1955년 4월 21일 4면.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to promote goodwill and cooperation among the nations of

Asia and Africa, to exploreand advance their mutual as well as

comman interest and to establish and further friendliness and

neighbourly relations) 2. to consider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problems and relations of the countries represented 3. to consider

problems of special interest to Asian and African people, e.g.

problems affectiong national sovereignty and of racialism and

colonialism 4. to view the position of Asia and Africa and their

peoples in the world of today and the contribution they can make to

the promotion of world peace and cooperation. Bandung Bulletin vol.

1, 1955.3,, p.2

162) Bandung Bulletin Issue 1, March 1955,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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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한 저서에서 남·북한은 서로 적대적일 뿐 아니라 초대받은 많은

국가들과 적대적이기 때문에 배제됐다고 주장했다.163) 그런데 카인

교수 스스로 책 서문에서, 본인이 1955년 실제 인도네시아에 있었지

만 “어떤 자료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 내용은 저자

개인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즉 그는 남·북한 초청에서 제외된 구체

적인 자료적 근거에 기반한 설명이 아니라 정황적인 설명에 그쳤다.

주최국 인도네시아 수상 알리 사스트로아미조조(Ali Sastroamidjojo)

는 International News Service 극동 편집자(Far Eastern Editor)

고든(I. H. Gordon)과 인터뷰한 내용이 1955년 3월판 《반둥 공보》

(Bandung Bulletin)에 실렸다. 고든은 먼저 아랍국가들(Arab

nations)이 초청받은 반면, 이스라엘은 왜 초청되지 않았는지 물었

다. 인도네시아 수상은 다섯 수상 모두 만장일치로 아랍국 초청에

는 동의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치 않았다고 답했다. 고든은 ‘공산

중국’은 초청받고, 왜 대만은 초청되지 않았는지도 물었다. 수상은

반둥회의 초청국을 결정했던 5개 국가들은 오직 하나의 중국으로서

‘공산 중국’만을 승인(recognize)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고

든은 “베트남(Vetnam)과 베트민(Vietminh)은 초청 받았는데 왜 한국

은 초청되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에 수상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

다.164)

알다시피 발기국(sponsoring countries)들의 수상들은 1954년 4

월 콜롬보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래로 그들은 인도차이나 문제에

공통된 입장을 견지한 채, 인도차이나 문제에 거의 전념해왔다. 세

계는 콜롬보 결정이 지금 인도차이나에 퍼져있는 사태 상황을 야

163) Ithaca, N. Y., The Asian-African Conference: Bandung, Indonesia,

April 1955, Cornell University Press, London: Geoffrey Cumberlege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p.3. 김학재, 2015 《판문점체제의 기

원》 후마니타스, 501쪽. 강준만, 2005 〈93: 반둥회의〉 《세계문화사

전》 인물과사상사.

164) 질문의 원문은 “Why were Vietnam and Vietminh invited, but not

Republic of Korea?”이다.



- 66 -

기하는 제네바회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우리의 제안들이 제네바회담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

는 남베트남 베트민(북베트남)을 포함한 모든 인도차이나 국가들

을 초청할 특별한 책임감(special responsibility)을 느낀다.

이러한 같은 이유가 한국(Korea)에는 적용되지 않았다.165)

고든은 적대적인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은 초청하면서 왜 남한과 북

한은 초청하지 않았는지를 물었다. 앞서 카인 교수의 주장처럼 적대

성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남베트남과 북베트남도 초청되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주최국 인도네시아 수상은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을

포함한 인도차이나 국가들을 모두 초청한 것은 콜롬보회의 때 주도

국 5개국이 인도차이나 문제에 발언해왔던 ‘특별한 책임감’에서 기

인했고 대답했다. 또한 그는 분단국임에도 5개 국가는 중국을 하나

의 국가로 보았다는 사실에서, 기본적으로 분단국가는 제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둥회의에 초청받지 못했지만 북한은 새로운 아세아제국회의에

참여했다. 아시아제국회의는 1954년 6월 진행된 국제긴장 상태 완화

를 위한 스톡홀름 회의에 참가했던 인도 대표단의 발기로 시작됐다.

스톡홀름 회의에 참가한 아시아 각국 대표들은 ‘아세아제국회의’ 개

최를 논의했다. 이 논의는 아세아제국회의를 1955년 4월 6일부터 10

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인도 뉴델리에서 1955년 2월 9,10일 동안 버마·스리랑카·인

도·일본·북한·씨리아 대표들이 참가하는 아시아제국회의 준비회의가

열렸다. 준비회의는 인도 준비위원회가 제출한 회의 목적 및 의정에

관한 초안의 일부 수정 초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아시아제국회

의 서기국은 수정 초안을 승인했으며 아시아제국회의 첫 의정으로

서 인도와 중국이 발표한 ‘평화적 공존 5개 원칙’을 토의하기로 결

정했다.166)

165) Bandung Bulletin Issue 1, March 1955,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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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4월 6일 인도 뉴델리에서 아세아제국회의가 열렸다. 아세

아제국회의는 소련·중국·북한·북베트남·인도·일본·버마를 포함한 아

시아 16개국의 사회계 대표들이 참가하는 민간 차원의 회의였다.167)

북한 대표단은 국제 스탈린상 수상자인 박정애를 단장으로, 평화옹

호전국민족위원회 위원장 작가 한설야, 북조선 기독교도연맹 위원장

목사 강량욱, 과학원후보원사 고고학자 도유호 등으로 구성됐다.168)

<그림 3> 아세아제국회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단

1955년 4월 7일 박정애는 아시아제국회의에서 연설했다. 그는 먼

저 인도와 중국이 제시한 ‘평화적 공존 5개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

혔다. 이어 그는 한반도는 ‘외국의 간섭 없이 조선 사람 자체에 의

해 통일’되기 위해 미군의 남한 철수를 주장했다.169)

1955년 4월 10일 아시아제국회의는 〈정치 문제들에 관한 결의문

166) 《로동신문》 1955년 2월 26일, 4면.

167) 《로동신문》 1955년 4월 6일, 1면.

168) 《로동신문》 1955년 3월 17일, 1면.

169) 《로동신문》 1955년 4월 10일, 4면; 《로동신문》 1955년 4월 9일, 4

면; 《로동신문》 1955년 4월 11일, 2면; 7개 국가는 대만·인도차이나·조

선·고아·서부이리안·오키나와·말라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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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결의문은 다음과 같이 총 12개 항목에

따라 작성됐다.

1. 대량살육 무기의 금지 및 관리

2. 아세아 국가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군사조약 및 동맹들과 아

세아에서의 외국군사기지들이 아세아에 끼치는 위험

3. 유엔 기구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의석 부여

4. 자기의 원래 목적에로의 유엔의 복귀

5. 아세아 제국간의 외교 관계의 정상화

6. 인종차별

7. 식민지 제도와 타국 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

8.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아랍 인민들의 투쟁

9. 반둥회의에 보내는 메시지

10. 북아프리카 인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11. 아세아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12. 평화적 공존의 원칙들에 관하여170)

결의안 중 제3항은 장개석을 축축하고 중국에게 유엔안전보장이사

회 의석을 부여하라는 친공산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반식민·중립·평화를 지향했다. 특히 제7항 ‘식민지 제도와 타

국 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에는 식민지 및 반식민지 제도가 존재

하는 사례로 1.대만 2.인도차이나 3.한국 4.고아 5.서부이리안(네덜란

드령 기니아) 6.오끼나와 7.말레이시아 등 총 7개를 제시했다. 결의

문은 모두 이 지역에서 외국군 철수와 평화적 조정을 위한 국제적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흥미롭게도 아세아제국회의는 반둥회의가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하는 ‘반둥회의에 보내는 메시지’를 제

9항에 담았다.

북한은 반둥회의에 초청받지 못했지만, 연일 관련 소식을 《로동

신문》에 자세히 보도했다. 북한은 미국과 대만의 장개석이 반둥회

170) 《로동신문》 1955년 4월 13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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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최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둥회의가 열리기 1주일 전인

1955년 4월 11일 홍콩에서 자카르카로 출발하던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북한은 사고의 배후에 미국과 대만이 있다고 주장

했다.171) 왜냐하면 북한이 보기에 미국은 반식민을 주장하는 반둥회

의 개최를 방해하는 제국주의인 반면, 소련은 반식민주의와 민족 자

주권을 옹호하는 적극적인 반둥회의 지지자였기 때문이다.172)

반둥회의 개최 하루 전날인 4월 17일자 《로동신문》은 반둥회의

에 거는 기대를 밝혔다. 《로동신문》은 반둥회의 개최 자체를 제국

주의에서 벗어난 탈식민주의의 결과이자 동시에 반둥회의를 통해

“서방에 반대하는 나라들의 새로운 쁠럭”이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

다.173) 즉 《로동신문》은 탈식민주의라는 흐름이 반둥회의를 거치

면서 반서방 ‘블록’을 만들어내길 원했다. 그러나 반둥회의 발기국이

자 주최국 인도네시아 수상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반둥회의 개최

전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발기국의 다섯 수상은 보고르회의 공동선

언에서 그들은 반둥회의 참가국들이 스스로 지역적 블록을 만들지

않기를 원했다”고 명백히 밝혔다.174)

《로동신문》은 평화가 유지되어야 식민주의 근절 및 민족적 독립

이 가능하다며, 반둥회의 참가국들이 “평화 지역을 창설”해주길 희

망했다.175) 《로동신문》이 보기에 탈식민과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

171) 《로동신문》 1955년 4월 16일, 4면

172) 《로동신문》은 소련이 반둥회의에 보내는 축전을 보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5개원칙은 평화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아세아 및 아프

리카 인민들의 견결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 원칙들은

또한 아세아 외부 국가들로부터도 더욱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쏘련

은 인민은 여하한 또는 온갖 형태의 식민지 지배를 반대하며 자기들의

정치적 및 경제적 독립을 요구하는 아세아 및 아프리카 제국의 투쟁을

충분한 이해로써 주시하고 있다. 쏘련은 각국간의 관계를 평등, 내정에

대한 불간섭, 불가침, 타국의 영토 안정에 대한 침범의 거부 및 주권과

민족적 독립의 충분한 존중 등 제 원칙의 토대 위에 설정하려는 아세아

및 아프리카 제국의 노력에 변함없는 동정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로

동신문》 1955년 4월 20일, 4면.

173) 《로동신문》 1955년 4월 17일, 4면.

174) Bandung Bulletin Issue 1, March 1955,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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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는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생각하는 것이기도 했다.176) 1955년

4월 18일 북한 외무성은 아세아·아프리카 회의 집행부 앞으로 외무

상 남일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아세아, 아프리카 제국 대표자 회의 개막에 제하여 조선 인민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에게 축

하를 드립니다. 새로운 력사적 시대에 들어 섰으며 자기들의 운명

을 자기 수중에 들어 잡으려는 인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념원과 의사를 반영하는 금번 회의 소집을 조

선 인민은 전 세계 평화애호인민들과 함께 열렬히 환영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세아 및 아프리카 회의 소집과 거기에서 토의될 것이

예견되는 아세아 및 아프리카 제국 인민들의 특별한 관심사로 되

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문제들의 정당한 해결과 전반적 평화와

협조를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도를

심의하는 것은 아세아,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 사업과 세계 평화

안전을 위하여 거대한 긍정적 의의를 가집니다. 자기 조국의 평화

와 통일 독립과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념원하며 제국간의 친

선 협조 관계의 설정을 희망하는 전체 조선 인민은 아세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금번 회의가 크게 기여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 회의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및 세계평화를 위하여, 이

지역 인민들의 자유로운 륭성을 위하여 취급되어야 할 제 문제들

이 정당하게 토의 해결될 것을 커다란 관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

다. 회의 앞에 제기되고 있는 절실한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성

과를 거둘 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177)

북한 정부는 초청되지 못해 발언하지 못하지만 반둥회의가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촉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주길 요청했다.

175) 《로동신문》 1955년 4월 17일, 4면.

176) Bandung Bulletin Issue 1, March 1955, p.3

177) 《로동신문》 1955년 4월 19일, 1면.



- 71 -

1955년 4월 18∼24일, 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인도네시아 반둥의

자유회관(Gedung Merdeka)에서 열렸다. 초대 받은 국가 25개국 중

중앙아프리카만 제외하고 발기국 5개국을 포함하여 총 29개국이 참

가했다.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앞서 사회계 대표들이 참석했던 아

시아제국회의보다 ‘급’이 높았다. 왜냐하면 각국 정부를 대표하는 고

위인사가 참석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반둥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1955년 3월부터 《반둥 공보》(Bandung Bulletin)를

발행했다. 제1호는 참가국 명단 및 해당 국가를 표시하는 다음과 같

은 지도를 실었다.178)

<그림 4>  반둥회의 참석국 지도

《반둥 공보》는 지도에서 세계를 반둥회의 초청국을 하얀색으로

비초청국을 검은 색으로 구별하여 표현했다. 흥미롭게도 《반둥 공

178) Bandung Bulletin Issue 1, March 1955, p. 9; 1955년 4월 반둥회의를

가능케한 주역이자 주최국 인도네시아는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는 1955년 3월부터 6월까지 회의 관련한 소식을 전하는 《반둥

공보》를 총 10회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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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지도에는 반둥회의 초청국을 주권 국가로서 영토의 경계 및

수도를 표시됐으나 비초청국에는 별다른 표시가 없었다. 즉 지도는

반둥회의 참석국들이 주권국가로서 세계의 주체임을 표상했다.179)

1955년 4월 24일 참가국 29개국은 최종 합의한 〈반둥 아시아-아

프리카 회의 최종 의정서〉(Final Communique of Asian-African

Conference of Bandung, 이하 〈최종 의정서〉)를 발표했다.180)

〈최종 의정서〉는 전문(前文)에서 먼저 참가국을 열거한 후 “아시

아·아프리카 회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닌 공통의 이익

과 관심사를 숙고하고 그들 인민의 경제적·문화적·정치적 협력을 최

대로 성취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종 의정서〉는 A.경제 협력 B.문화 협력 C.인권과 자결 D.종속국 인

민들의 문제 E.기타문제 F.세계 평화와 협력의 증진 G.세계 평화와

협력의 증진에 관한 선언 등 총 7개 항목으로 작성됐다.181)

〈최종 의정서〉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경제적·문화적·정치적 협력

을 담았는데,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반식민·평화·중립’이었다. 반둥

회의는 기본적으로 동남아시아 탈식민 국가 5개국이 주도하여 개최

한 국제회의였다. 반둥회의 발기국 중 하나이자 주최국 인도네시아

는 반둥회의라는 ‘사건’이 가능했던 경과를 동남아 식민지 국가들이

그동안 경제적 낙후 및 국제적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

과물로서 설명했다.182) 즉 반둥회의는 탈식민 국가들이 만나서 자신

들의 경제적·정치적 식민지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과 발전

179) 인도네시아가 발행한 반둥 공보에 실린 지도에 대한 해석은 다음 연

구를 참고했다. Jurgen Dinkel The Non-Aligned Movement:

Genesis, Organization and Politics(1972-1992), translated by Alex

Skinner, Brill: Leiden Boston, p.54

180) 반둥회의 최종의정서 영어본은 《반둥 공보》에 실려 있다.

Bandung Bulletin Issue 9, 24 April 1955, pp.2∼6; 《로동신문》은

1955년 4월 25일자 4면에 최종의정서 전문을 번역하여 실었다.

181) 한국어 번역은 이동기, 2013 《20세기 평화텍스트 15선》 아카넷, 100

∼112쪽. 참조했다.

182) Bandung Bulletin Issue 1, March 1955,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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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델을 제시하는 국제회의였다. 또한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식

민지의 자결과 독립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했다. 평화적인 식민주의

철폐뿐 아니라 현존하는 국제 긴장 및 핵무기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세계 평화를 주창했다.

〈최종 의정서〉는 반식민의 전제조건인 평화의 실현은 세계 모든

국가들이 기존의 전쟁을 일삼는 냉전적 적대감에 기반한 ‘진영론’을

벗어나 ‘중립주의’를 지향할 때 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최종 의정

서〉는 군사적·외교적·경제적 영역에서 모두 블록형성을 반대했다.

이른바 ‘평화 10원칙’은 “모든 국민의 주권과 영토 보전” “어떤 강대

국의 특정한 이익에 봉사하는 집단적 방어 제도의 불용”, “한 국가

가 다른 나라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공격 행위나 위협 혹은 힘의 사용을 금지”등 군사적·

외교적 중립을 명시했다. 제1항의 경제협력에서는 지역내 협력을 강

화하면서도 폐쇄적인 경제 블록 형성을 반대한다고 적었다.183)

북한은 《로동신문》에 반둥회의의 개막 소식부터 폐막까지 연일

반둥 발 중국의 신화사 통신을 통해 전달했다. 《로동신문》은 1954

년 4월 21일자 4면 전체에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의 개막식

연설 전문 및 수상의 연설도 모두 거의 그대로 번역하여 실었다. 4

월 19일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의 연설과 회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전했으며 특히 북베트남 수상 범문동의 발언 전문을 싣기도 했다.

이처럼 《로동신문》은 반둥회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자세히 전하면

서도 참가국 대표들의 발언을 ‘동등하게’ 소개하지 않고 중국·인도네

시아·북베트남 대표들의 발언을 전문 개제했다. 발언자에 대하여 선

택적으로 보도했지만,《로동신문》은 기본적으로 반둥회의 진행 소

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회담을 ‘평가’하기보다 진행상황을 전달

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반둥회의 폐막 후, 《로동신문》은 반둥회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

는 사설을 자주 실었다. 《로동신문》은 ‘평화적 공존’과 ‘민족적 독

183) 이동기, 앞 책,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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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과 자유에 대한 공통적인 지향’이라며 평화와 반식민을 가장 중요

한 성과로서 제시했다.184) 반둥회의가 열린 지 1년이 지난 1956년 4

월 23일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

화보고’에서 반둥회의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작년 4월, 29개국 대표가 참가한 반둥회의는 식민주의를 반

대하여 공고한 평화를 지향하는 수억만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

의 일치한 염원을 표명하였으며 유명한 5개 원칙에 입각한 이 지

역 인민들의 단결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

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185)

앞선 《로동신문》 평가처럼 김일성도 반둥회의 성과로서 반식민

과 평화를 제시했다. 김일성은 반둥회의의 성격을 반식민과 평화를

지향함으로써 그 결과 ‘제국주의’라는 냉전의 적을 타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김일성의 시선에는 반둥회의 〈최종 의정서〉가 제시한

‘중립’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1955년 4월 반둥회의를 기점으로 더욱 커져가는 아시아의 ‘반식

민·평화·중립’의 분위기는 5월 유럽으로도 이어졌다. 1955년 5월 15

일 소련·미국·영국·프랑스·오스트리아 대표들은 오스트리아 윈나에

서 “대오(對墺)국가조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오스트리아는 10년 만

에 ‘중립화 통일’과 ‘독립’을 실현했다. 《로동신문》은 오스트리아

문제 해결이 ‘상시적 중립’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결됐다고 보도했다.

즉 《로동신문》은 오스크리아가 어떠한 군사동맹에 참석하거나

184) 《로동신문》 1955년 4월 27일, 1면; 《로동신문》 1955년 4월 29일,

4면; 김남식은 “1955년 반둥회의가 개최되어 신생 독립국들이 공동투쟁

을 취하게 되었을 때도,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선언적인 것에 불과

했”다고 평가했다. 김남식, 앞 논문, 35쪽

185) 김일성 〈자료102: 조선노동당 제3차대회에서 진술한 중앙위원회 사

업 총결 보고-1956년 4월 23일〉, 김준엽 편, 1974 《북한연구자료집 2

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 683∼684쪽; 1956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 주요문헌집》 조선로동당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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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영토에 어떤 외국 군사 기지 창설도 허용치 않는다는 중립 원

칙하에 독립이 실현됐다고 봤다.186)

《로동신문》은 오스트리아 중립이 동맹이라는 냉전의 진영논리를

거부함으로써 탈식민이라는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고 봤다. 《로동신

문》이 보기에 오스트리아의 중립은 유럽에 ‘더욱 거대한’ 중립의 반

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로동신문》은 오스트리아 중립화통일이

서독 여론을 “중립주의”로 기울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서독 내에서

독일 문제 해결도 오스트리아 사례처럼 해결하자는 주장을 커지게 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독일뿐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도

오스트리아의 중립화통일에 영향을 받아 중립주의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로동신문》은 서독과 이탈리아에서 중립

주의 원칙이 대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187)

(…) 구라파와 중앙부에서 특히 서부 독일과 이태리에서 중립의

원칙이 대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서서[스위스_인용자]의 력사적 성립은 중립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리득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중립적 서서는 구라파의 정세가 심각한 변동을 일으킨 조건하에서

도 근 1세기 긴 동안이나 평화를 보장 받고 있다. 오늘날 미국 지

배층이 조작한 침략적인 군사 집단에서 빠져 나와 중립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구라파를 위하여 유리할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십

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영의 침략

계층은 대오 국가 조약의 체결로 구라파의 중앙부에 서서와 더불어

중립적 오지리가 존재하게 되였으며 그에 따라 이러한 중립의 원칙

을 지키는 운동이 구라파 정치 무대의 의사 일정에 오르게 된 데

대하여 극히 불안과 초조감을 가지게 되였다. 중립의 원칙은 침략

정책 수행 도상의 거대한 장애로 되는 것이다. (…) (밑줄은인용자)

186) 《로동신문》 1955년 5월 17일, 4면.

187) 《로동신문》 1955년 7월 3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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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은 오스트리아의 중립은 이전부터 존재해온 스위스의

중립과 함께 중립의 원칙을 지킴으로써 평화를 보장 받을 뿐 아니

라 미국과 영국의 ‘침략적 정책’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

다. 특히《로동신문》은 오스트리아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한 것은 바

로 “쏘련의 평화애호정책의 거대한 성과”라고 주장했다. 결국 북한

은 오스트리아의 중립이 냉전의 양 진영 중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공진영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

의 진영을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1955년 ‘반식민·평화·중립’이라는 새로운 물결은 아시아에서 시작

하여 유럽까지 퍼지고 있었다. 두 진영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중립을

표방하는 ‘제3세력’이 현실화했다. 1954,55년 북한의 주요 인사나

《로동신문》은 이미 상이한 체제의 국가들과도 대외관계를 맺겠다

고 밝혀왔다. 최종적으로 1956년 4월 23∼29일 조선로동당 제3차대

회에서 김일성은 '중립국' 관련한 새로운 대외정책을 제시했다.

김일성은 제2차 당대회 이후 진행된 8년간의 국제정세의 “거대한

변동들” 중 1956년 2월 열린 소련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언급했

다. 그는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흐루쇼프가 주장한 ‘평화 공존론’이

세계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옹호운

동이 더욱 광범하게 앙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성이 보기에 소

련을 위시한 평화세력과 달리 미국은 군사기지·군사동맹·군비확장을

시도하며 전쟁방화를 일삼는 ‘제국주의’였다.

이어 김일성은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상이한 사회경제체제의

평화적 공존 가능성”에서 출발하여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기초로

한 모든 나라들 간의 친선과 정치·경제·문화적 협조를 강화”하고 있

었다. 김일성은 구체적으로 최근 사회주의 진영의 두 거두인 소련과

중국이 인도·버마 등과 친선관계를 맺었던 사례를 제시했다. 김일성

은 소련과 중국이 앞장 서서 상이한 체제와 대외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1955년 반둥회의 개최 자체가 바로 진영외교를 넘어선

확장의 현실체라고 주장했다. 1956년 4월 23일 변화한 국제정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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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김일성은 북한 대외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위한 투쟁

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이며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

한 기타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들과의 형제적 친선 단결을 눈동자

와 같이 고수하며 정치 경제 문화적 협조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

습니다. 동시에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레닌적 원칙을 견지하며 자주권의 호상 존중과 평등권에 입

각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 애호 국가들과의 정치적 및 실무적 연계

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아세아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침략과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

할 것이며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을 강

화하기 위하여 인도, 비르마, 인도네시아, 일본 인민들과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며 기타 아세아 인민들의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적

극 지지 성원하여야 하겠습니다.(…)188)(밑줄은 인용자)

김일성은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레닌적 원칙을 견지하며 자주권의 호상 존중과 평등권에 입각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 애호 국가들과의 정치적 및 실무적 연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북한 대외정책이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 중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

민들의 공동 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도·버마·인도네시아·일본

등 기타 아세아 인민들과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189) 물론 김일성은 “형제적 친선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

188) 김일성 〈자료102: 조선노동당 제3차대회에서 진술한 중앙위원회 사

업 총결 보고-1956년 4월 23일〉, 김준엽 편, 앞 책, 684쪽.

189) 인도·버마·인도네시아는 자본주의 국가지만 '중립국'으로서 북한이 지

속적으로 주목해온 국가였다. 물론 일본은 반둥회의 참가국이었지만 과

거 조선을 지배한 제국주의 국가이기도 했다. 북한은 인도·버마·인도네

시아와는 무역협정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일본과는 민간 무역기구와 무

역을 시행하는 합의를 이루기도 했다. 왜 김일성은 1956년부터 일본과

친선협조를 강조했는지는 북일관계의 구체적인 맥락에 대한 추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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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전제, 즉 사회주의 진영이 더욱 강화된 바탕에서 “상이한 사

회제도를 가진 나라들”과의 외교확장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1948년

제2차 당대회 시기 사회주의 진영외교만 제시웠던 김일성의 총화보

고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유연해진’ 대외정책이었다.

1956년 4월 28일 조선로동당은 김일성이 제시한 새로운 대외정책

을 다음과 같이 〈로동당 규약〉에 명문화됐다.190)

제1장 당

1. 조선로동당은 우리 나라 노동 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

적 조직적 부대다. (…) 조선노동당은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애국주

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조선 인민과 위대

한 소련 중국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인민들과 모든 나라 근로

자들과의 국제주의적 단결을 공고히 하며 우리 나라의 통일 독립

을 지지 성원하는 모든 나라들과 일체 평화애호 인민들과의 친선

을 강화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투쟁한다.

(…)191)

〈로동당 규약〉은 김일성이 제시한 진영외교에 기반한 외교확장

의 논리 구조를 그대로 따랐다. 다만 〈로동당 규약〉은 김일성이

언급한 ‘상이한 사회제도’라는 표현 대신 “평화애호인민들과의 친선

강화”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적시됐다.192)

가 필요해보인다.

190) 김일성의 제3차 당대회 총화보고가 있은 지 이틀 후인 1956년 4월 28

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애는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한 보고〉에서 “김일성동지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결 보고에서 지

난 기간 우리 당 사업을 총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앞으로 수

행하여야 할 과업들을 제기”했으며 나아가 “본 대회의 결정에 구체화된

과업들은 전체 당 단체들과 당원들의 앞으로의 활동 목표이며 사업의

지침”이라고 정리했다. 박정애 〈자료107: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한

보고-1956년 4월 28일〉 김준엽 편, 앞 책, 799쪽.

191) 〈자료109: 조선 노동당 규약-1956년 4월 28일〉, 김준엽 편, 앞 책;

《근로자》 1956년 제5호 129∼141쪽.

192) 이종석은 〈로동당 규약〉에 대해 “최소강령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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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김일성은은 사회주의 진영 이외의 상이한 사회제도의 국가

들과도 대외관계를 맺겠다는 새로운 대외정책을 제시했다. 흥미롭게

도 김일성은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아시아 국가들과 대외관계를

확장함으로써 북한이 ‘아시아 반식민 민족해방투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김일성이 보기에 북한의 아시아

자본주의 국가들과 대외관계 확장은 민족해방운동과 밀접하게 연동

되어 있었다.

앞서 1장에서 살펴봤듯이 1948년 북조선 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에

서 김일성은 민족해방운동이 “반제국주의적 강력한 민주진영에 결

속”되어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1954년 로동신문 주필 리문일은 스

탈린 저작을 인용하며 민족해방운동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일부

분”으로서 발전해왔다고 규정했다.193) 즉 1954년 시기까지 북한 지

도부는 민족해방운동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1956년 8월 《로동신문》은 민족해방운동의 ‘독자성’을 인

정하는 〈민족해방운동의 강력한 앙양과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전면적 붕괴〉라는 논설을 다음과 같이 게재했다.194)

(…) 손에 무기를 잡고 자기의 민족적 독립을 쟁취 고수한 조선,

중국, 월남 인민들은 자본주의 체계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인민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식민지 민족해방은 언

제나 한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오늘날 식민지 체계

로부터의 해방은 각이한 형태로 진행 되고 있다. 아세아 일련의

나라들에서의 인민 민주주의적 혁명 승리의 영향하에서 거의 모든

조선 로동당의 최종 목적과 그를 위한 수단을 규정한 일반 강령”은 아니

라고 평가했다. 이종석, 1995 《조선로동당 연구》 역사비평사, 68쪽.

193) 김일성, 〈북조선 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진술한 당중앙위원회

사업결산보고〉, 《근로자》 14권 2호, 1948년 4월(국사편찬위원회, 2002

《북한관계사료집》 45, 10∼11쪽); 리문일, 〈위대한 10월의 사상은 승

리하고 있다〉, 《근로자》, 11호, 1953.11(국사편찬위원회, 2008 《북한

관계사료집》 56, 193∼195쪽)

194) 《로동신문》 1956년 8월 23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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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 아세아 제국에서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군과 빨

찌산 부대들이 출현하며 근로자들의 진출이 현저히 강화되는 등

민족해방운동이 강력히 앙양되였다.

이런 형편하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예속국들에서의 민족

부르쥬아지야의 수중에 《자치의 부여》라는 간판하에 형식상의

독립을 넘겨줌으로써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방지하며 이

나라들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계속 틀어 잡으려고 하였었다.

이러한 타산 밑에 례하면 영국은 인도, 비르마, 세일론 등지로부터

표면상 양보를 하고 물러 섰던 것이다. 그러나 민족해방운동의 강

력한 앙양은 표면상의 자치의 획득 정도로 머물지 않았으며 이 나

라들은 그후 얼마 안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주적인 공화국을

선포하고 정치적 독립을 쟁취 하였다.

그리하여 민족해방운동이 반제국주의적 민족 부르쥬아지야 혹은

그와 결합된 력량에 의해서 지도되는 일련의 나라들에 있어서는

민족적 독립 국가가 인민 민주주의적 형태가 아니라 부르쥬아 의

회식 공화국 및 기타 형태로서 형성되였다. 이러한 나라들로서 인

도, 인도네시아, 비르마, 세일론, 캄보자, 라오스, 씨리아, 요르단,

레바논, 파키스탄, 애급, 모로코, 수단, 튜니사, 리비아 등을 들 수

있다.(…) (밑줄은 인용자)

제3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이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겠다고 천명했던 것처럼, 《로동신문》은 민족해방운

동도 “각이한 형태” 진행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사회주의 진영 이

외의 국가와 친선관계를 맺겠다는 대외정책의 유연성은 다양한 형

태의 민족해방운동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는 인식변화를 수반했다.

예를 들어 북한 지도부의 민족해방운동의 결과 독립한 인도를 어

떻게 바라보느냐는 인도와 대외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연

동되어 있었다. 정부수립 이후 사회주의 진영외교만을 추구하던 북

한 지도부에게 자본주의 국가 인도의 수상 네루는 비판의 대상이었

다. 1장 1절에서 살펴봤듯이 1950년 리문일은 인도 내에서 민족해방

운동을 이끄는 공산당을 탄압하는 네루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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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955년 10월 27일 김일성은 인도의 대외정책 및 네루 수상

의 인상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인도정부가” “5개원칙에 기초한 평화애

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커다란 만족감”을 가지며 “인

도인민에게 친선의 정을 품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일성은 네루야말

로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을 공고화하기 위한 인도인민의

투쟁의 탁월한 지도자로서 또한 평화위업을 위한 열렬한 투사”이기

때문에 그에게 “깊은 감명과 존경심을 가지게” 한다고 대답했다.195)

이처럼 북한 지도부는 민족해방운동은 반드시 노동계급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서 아니라 ‘반제국주의적 민족 부르주아’의 지

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수립된 민족적 독립 국가 형태도 인

민 민주주의 형태가 아니라 부르주아 의회식 공화국이나 기타 형태

로 귀결될 수 있었다. 다양한 민족해방투쟁 결과 상이한 사회제도를

수립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총 17개국는 이제 북한 정부가 대외

관계를 맺어야할 대상이었다.196)

1954년부터 1956년까지 반식민·평화·중립을 주창하는 새로운 세력

이 등장했다. 아시아 사회주의의 선봉에 선 중국은 평화적 공존을

앞세우며 양자관계 및 다자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갔다. 1955년

열린 반둥회의 〈최종의정서〉는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경제발전

을 시급히 촉진”하기 위해 참가국 간 경제협력 증대가 필요하며 “일

195) 김일성, 1980 〈인도의 여러 신문들을 대표하여 인도기자 브. 브. 프

라사이드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55.10.27)〉 《김일성 저작집

9(1954.7-1955.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6) 민족해방운동의 성격 규정 문제는 1956년부터 북한학계에서 진행된

‘과도기유형논쟁’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관련된 주요한 이론적 문제들, 특히, 북한 과도기의 특질에 대한

논쟁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그 논쟁의 일부로서 북한의 과도기가 자본주

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유형인가, 전자본주의로부터 비자본주의

적 발전의 길을 거쳐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유형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

토론되었다.” 이러한 “‘과도기유형논쟁’은 1956년 12월 과학원 역사연구

소 주최의” “대토론회”에서 시작됐다. 이병천, 1988 〈해설: 북한학계의

논쟁〉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논쟁: 사회성격과 시대구분 문제》 창

작과비평사, 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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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국가들은 자신들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양자 무역협정”

을 체결하는 것도 인정했다. 1956년 제3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상

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국가들과도 ‘정치적 및 실무적 연계’를 맺겠

다고 발표했다.

물론 북한은 1954년 참석했던 사회 대표가 참석하는 민간 차원의

아세아제국회의에 새롭게 참석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외의 국가들

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는 이미 정부 수립 이후부터 평화옹호대회 같

은 여러 국제회의에 참여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지 않았다. 또한

1956년 아세아 단결 위원회가 북한 내 새롭게 설치됐으나 이들은

상이한 국가와 직접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었다.197)

그렇다면 왜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이 인도·인도네

시아·버마·일본 등과 적극적으로 관계맺기를 주문했음에도, 1956년

내내 북한 정부는 별다른 양자외교를 시도하지 못했던 것일까. 왜냐

하면 1956년 하반기 내내 북한 국내외의 상황이 매우 복잡했기 때

문이다. 복잡한 상황이 정리된 1957년부터 북한정부는 역사상 처음

으로 상이한 사회제도의 국가들과 적접 만나는 ‘양자외교’를 펼칠

수 있었다.

197)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이 인도·인도네시아·버마·일본 등

과 적극적으로 관계맺기를 주문했음에도, 1956년 내내 북한 정부는 별다

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들 국가들과 관련하여 다자외교 차원에서

1956년 5월 31일 북한 정부는 평양에 ‘아세아의 평화와 인민들 간의 친

선 단결을 위한 조선 아세아 단결 위원회’를 새롭게 결성했다. 북한이

설치한 ‘조선아세아 단결위원회’는 “각 정당, 사회 단체 간부들과 과학,

문화, 예술인들로 구성”됐다. 조선아세아 단결위원회 위원장으로 평화옹

호전국민족위원회 위원장 한설야가, 부위원장으로 과학원장 백남운과 조

선 적십자회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배동건이, 서기장으로 민주청년동맹중

앙위원회 부위원장 장서환 등이 각각 선출됐다. 한설야는 조선아세아 단

결위원회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아세아의 평화와 각

민족들의 자주 독립 및 호상 친선과 단결을” 사업 목적으로 추구할 것

이라고 발언했다. 《로동신문》 1956년 6월 2일, 1면. 1956년 2월 7일 북

경에서 중국 아세아 단결 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시켰으며 석달 후인

1956년 5월 21일 ‘아세아 단결을 위한 쏘련 위원회’가 모쓰크바 크로뽀

뜨낀 거리 제10호 가옥에 창설됐다. 《로동신문》 1956년 2월 10일, 4면;

《로동신문》 1956년 5월 24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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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57년 ‘상이한 사회제도’의 나라들과 양자외교의 시작

1956년 사회주의 진영은 큰 변화를 겪었다. 1956년 2월 열린 소련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흐루쇼프는 ‘전쟁의 비필연성’ 원칙을 주

장함으로써 1947년 즈다노프가 주장한 두 개의 적대적 진영론이라

는 ‘스탈린주의적 세계관’을 거부했다.198) 또한 흐루쇼프는 정치 보

고에서 “레닌주의 집단지도체제 원칙”의 재건과 강화를 제창하면서

“개인숭배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흐루쇼프의 비밀 보고는 빠르게

각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전해졌다. 소련에서 시작한 스탈린 격하

운동은 1956년 6월 폴란드의 포즈난봉기 및 10월 헝가리혁명 등을

야기했다.199)

1956년 3월 20일 조선로동당 확대전원회의에서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 참석했던 조선노동당 대표단 단장 최용건의 결과보고 및

대표단원 이효순은 흐루쇼프의 비밀 보고 번역 전문을 낭독이 있었

다. 보고를 받고 김일성은 개인숭배 비판에 동의하면서도 과거 남한

에서 박헌영 개인숭배만이 있었을 뿐 현재 북한에는 없다고 주장했

다. 북한 지도부는 스탈린격하운동 및 개인숭배 비판이 북한에 퍼지

는 것을 막고자 했다.200)

1956년 4월 23일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제3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

회사업총화보고를 했다. 김일성은 당의 공고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해방 직후 남반부에서 당원들과 간부들이 박헌영악당과 종파분자들

을 우상화”했으며 “우리당”은 “개인숭배사상을 철저히 청산”했기 때

문에 “당앞에 제기된 혁명과업”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어 김일성은 앞으로의 당사상 사업을 설명하면서 “당 사상 사업에

남아있는 교조주의”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며 ‘우리나라의 민족해방

투쟁의 역사에 대한 연구 사업’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198) 존 M. 톰슨 지음, 김남섭 옮김, 2004 《20세기 러시아 현대사》 사회

평론, 500∼501쪽.

199) 션즈화, 앞 책, 441∼443쪽.

200) 위 책, 444∼4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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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사상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는 광범한 당원들

에게 현단계에 있어서 조선혁명의 성격과 그 구체적 임무들을 깊

이있게 해설하여주며 우리나라 혁명의 전망에 대하여 똑똑히 인식

시키는 것을 중심과업으로 내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 사상사업에 남아있는 교조주의의 엄중한 표현의 하나는

조선문제, 특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연구와 선전을 대수롭지 않

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일군들과 당원들은 다른

나라의 혁명역사는 알면서도 자기 나라의 혁명역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버릇되여 있는 일부 일군들은 이것을 자기

의 부족점이나 수치로 생각하지 않고 도리여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기의 것에 대하여 알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형

편입니다.

이리하여 지난날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로동운동의 역사, 민족해

방투쟁의 역사에 대한 연구사업이 잘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리와 편찬 사업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로동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경험을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조선혁명을 옳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벌어진 로동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역사를

깊이 연구하며 우리나라 혁명투쟁의 고귀한 경험과 교훈으로 당원

들을 교양하여야 합니다.(…)201)

김일성은 흐루쇼프가 제시한 ‘개인숭배 비판’이라는 새로운 지침에

직접 반박하기보다 이미 개인숭배사상은 철저히 청산됐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했다. 김일성은 개인숭배

비판보다 현 시점에서 조선노동당의 사상사업 전개에서 ‘다른 나라

의 혁명역사는 알면서도 자기 나라의 혁명역사는 잘 모르고 있’는

사대주의를 문제시 했다. 즉 김일성은 소련이라는 외부 영향력의 차

단책으로서 “지난날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로동운동의 역사, 민족해

201) 김일성 〈자료102: 조선노동당 제3차대회에서 진술한 중앙위원회 사

업 총결 보고-1956년 4월 23일〉, 김준엽 편, 앞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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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투쟁의 역사에 대한 연구사업”의 전개뿐 아니라 당원들에 대한

“우리나라 혁명투쟁의 고귀한 경험과 교훈”의 “교양”을 강조했다.

소련공산당의 제20차 당대회 노선을 거부하는 김일성과 반대파의

당내 정치투쟁은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으로 표출됐다. 1956년 8

월 30∼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됐다. 김일성의

개인숭배 문제를 둘러싸고 비판과 반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전원회

의는 김일성 반대파 〈최창익·윤공흠·서휘·리필규·박창옥 등 동무들

의 종파적 음모 햄위에 대하여〉라는 결의를 통과시킴으로써 반대

파의 도전은 실패했다. 이후 북한은 《로동신문》 9월 5일자에 전원

회의 결의문을 게재하였으며, 이들을 당에서 출당시키고 당내 모든

직무에서 해임했다.202)

1956년 8월 조선노동당 숙청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중국과 소련

은 9월 19일 미코얀과 팽덕회가 이끄는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했다.

소련과 중국의 압력 하에서 김일성은 9월 2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

원회 전원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전원회의 결의문은 “8월 전원회의

가 이 동무들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신중함이 부족”했

음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과오에 대하여 반

성할 기회를 주”기를 결정했다.203) 그런데 김일성은 9월 전원회의

결정의 실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204)

이처럼 1956년 9월 소련과 중국이 연합하여 같은 목소리를 내자

조선노동당의 자율성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956년 10

월 발발한 헝가리혁명과 11월 소련군의 무력진압은 사회주의 국가

들 관계에서 ‘평등’ 문제를 야기했다.

1956년 10월 23일 헝가리 부다공대 대학생 중심 시위는 부다페스

트 전역으로 확대됐고, 시위대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너지 임레

(Nagy Imre)의 총리직 복귀가 24일 전격 이뤄졌다.205) 1956년 10월

202) 션즈화, 앞 책, 465∼484쪽.

203) 위 책, 504쪽.

204) 위 책, 510∼512쪽

205) “스탈린 사후 1950년대 발생했던 스탈린 격하운동과 1956년 흐루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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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로동신문》은 헝가리혁명 관련 기사를 처음 보도했다. 《로

동신문》은 부다페스트 발 타스통신을 인용하면서 “외국 반동세력은

합법적 주권을 반대하여 나서도록 반인민적 분자들을 체계적으로

선동했으나 웽그리야[헝가리_인용자] 인민공화국 정부는 소련정부에

원조를 요청했고 10월 23일이 끝나 갈 무렵 적대적 모험은 진압되

었다.”고 전했다.206) 1956년 10월 31일 《로동신문》은 다시 한번 헝

가리의 사태를 ‘반인민적 모험의 파탄’이라는 타스통신의 보도를 그

대로 인용했다.207)

1956년 10월 30일 소련은 헝가리에서 소련군을 철수하고 헝가리에

평등과 독립을 부여하며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

용을 담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 협조의 발전〉이라는 선언

을 전격 발표했다.208) 흥미롭게도 《로동신문》은 곧바로 소련 성명

을 11월 1일자 1면 맨 앞에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 협조의 발전 및 그 가일층의 강화의 기본에 관한 쏘련 정부의

선언〉이라는 제목하에 그대로 실었다.209)

그런데 소련은 11월 4일 헝가리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작전명 ‘회

오리바람’을 시작으로 소련군을 부다페스트에 투입하여 다시 점령했

다. 1956년 11월 4일 새로 들어선 너지 정권이 소련군에 의해 축출

됐을 때, 《로동신문》은 히틀러에 복무한 과거 헝가리 장교와 병사

들이 헝가리에 잠입했다는 기사를 실음으로써 헝가리혁명이 민중혁

의 제20차 공산당 대회 발언 이후 격화된 동구권의 반소운동 가운데,

1956년 헝가리혁명은 이른바 소련의 ‘위성국’이라 불리던 국가들에서 일

어난 가장 격렬한 동요였다.” 김도민, 2017 〈1956년 헝가리 사태에 대

한 남한의 인식과 대응〉 《역사비평》 119, 307쪽; 초어 모세, 2013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1956년 헝가리 혁명과 북한 유학생》 지문당,

81∼82쪽.

206) 《로동신문》 1956년 10월 28일, 4면.

207) 《로동신문》 1956년 10월 31일, 4면.

208) 션즈화는 중국외교부당안관 자료에 근거하여 1956년 10월 “29일 중공

중앙”이 이 선언을 소련이 발표할 것을 권고했고 소련이 이를 따랐다

고 설명했다. 션즈화, 앞 책, 528쪽.

209) 《로동신문》 1956년 11월 1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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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아니라 파시즘에 의한 반혁명으로 변질됐다고 보도했다.210) 11

월 6일 《로동신문》은 헝가리가 반동으로 가는 길을 저지시켰다는

《프라우다》 지의 사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소련의 진압을 지지

했다.211) 11월 14일 김일성은 새로 수립된 헝가리정부의 수상에게

헝가리혁명을 반혁명이라 규정하며 진압에 대한 축하와 지지의 메

시지를 보냈다.212)

이처럼 북한 지도부는 소련이 헝가리혁명에 취하는 입장이 ‘호상

내정에 대한 불간섭’에서 ‘무력 진압이라는 간섭’으로 변화했음에도

모두 지지했다. 그렇다면 북한지도부는 왜 공개적으로 모든 소련의

헝가리 관련 조치들을 지지했을까? 아직까지 북한 지도부 입장을

확인할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 정황상 추론하자면, 북한은 9월 소

련 대표단의 방북 이후 강화되는 내정간섭에 불만을 가졌지만, 동유

럽 사회주의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소련이 김일성이

사회주의 진영을 이탈하려 한다는 우려를 잠재우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션즈화가 확인한 소련 정부 문서에 따르면 소련 대사관은 북

한 정부가 헝가리혁명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신속히 지지 표명해

준 사실을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213) 즉 북한이 소련의 헝가리정책

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북소관계는 상당부분 개선됐으며, 소련

의 강경한 대북정책은 완화될 수 있었다. 반면 추정컨대,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소련이 10월 30일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호상 내

정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을 표방해놓고 단 4일만에 원칙을 뒤집어

무력진압을 시행했기 때문에 소련의 내정간섭에 대한 ‘우려’가 증폭

됐을 것이다.214) 따라서 소련은 헝가리혁명 무력 진압 이후인 11월

에도 9월에 조선로동당 내정문제에 개입했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210) 《로동신문》 1956년 11월 5일, 6면.

211) 《로동신문》 1956년 11월 6일, 5면.

212) 《로동신문》 1956년 11월 14일, 1면.

213) 션즈화, 앞 책, 531쪽.

214) 동유럽 및 몽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각을 확인한다면 북한과 소

련의 입장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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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215)

적어도 1956년 11월 헝가리혁명 무력진압 이후 북소관계는 개선됐으

며, 1956년 9월처럼 중국과 소련이 ‘연합’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216) 1956년 하반기 북한은 국내외적으로 스탈린격하운

동, 8월전원회의 사건, 중국과 소련의 내정간섭, 헝가리혁명 등 혼란한

상황을 겪었다. 복잡한 국내외 상황은 1956년 말 거의 해소됐으며, 1956

년 1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 공산당 대회에서 모택둥은 김일성에게

북한 내 중국 인민지원군의 철수가 필요한 조치임을 표명했다.217)

215) 추후 헝가리혁명을 둘러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각 및 소련과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척된다면 헝가리혁명 이후 북소관계가 변화한 상

황을 더욱 잘 이해하리라 기대한다.

216) 션즈화, 앞 책, 530∼532쪽. 션즈화가 제시하는 중국과 소련이 헝가리

와 달리 북한문제 처리에 있어서 다른 입장을 보인 까닭은 설득력이 조

금 떨어져 보인다. 션즈화는 중국은 “조선문제 해결을 위해 ‘소극’과 ‘적

극’ 두 가지 방안을” 소련에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

하여 사회주의의 동방 ‘빈틈’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정리했다.

반면 션즈화는 소련은 10월 30일 소련 정부의 ‘선언’ 및 11월 소련군의

헝가리혁명 진압에 대해 북한이 신속한 지지를 보임으로써 북한이 소련

에 더욱 의지하려 보였기 때문에 헝가리처럼 사회주의를 배반할 위험성

이 없다 판단했다. 그리고 북한 “외무성은 계속해서 소련 대사관에 중국

과 관련된 소식을 전달하면서 중소 관계의 이간질을 시도하였”고 이러

한 “김일성의 태도는 모스크바를 감동시켰으며 소련은 조선에 대한 정

책을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즉 션즈화는 바로 두달 내외의 시

간 동안 북한에 대한 입장에 헝가리혁명을 기점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하

고 그 근저에는 북한의 ‘중소간 이간질’이라는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추정을 제시할 뿐이다. 물론 션즈화가 중국 및 소련의 공문서에서 확인

했듯이 중국은 헝가리혁명에 대한 소련의 무력진압을 ‘공개적’으로는 지

지했을 수 있다. 그러나 1954년 이후 중국이 주창해온 ‘평화적 공존 5개

원칙’ 및 중국과 소련 간의 ‘영토’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전적으로 소련을 지지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북한 문제를 둘러

싸고 1956년 11월 이후 시점에서 중국과 소련이 서로 입장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단지 북한 김일성의 ‘이간질’ 때문으로 설명하는 것은 논

리적이지 않아 보인다. 션즈화, 앞 책, 530∼532쪽.

217) 1957년 11월 모스카바에서 열린 세계 공산당 대회에서, 모택동은 김

일성에게 중국 인민지원군의 철수가 필요한 조치임을 표명하고 실제 이

후 철수를 진행함으로써 김일성은 중국의 ‘내정간섭’의 위협으로부터 완

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북한에 주둔한 중국 인민지원군의 철수 정책 결

정과 경과 및 그 영향에 대해서는 션즈화가 자세히 정리했다. 션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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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적 혼란과 북소관계 개선 그리고 중국 인민지원군 철수 표명

등은 북한 지도부의 자율성을 상당히 높였다. 1956년 11월 하순 북한

은 지방권력기관 선거를 실시했으며, 12월부터 1957년 초까지 당원증

교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당내 적대분자들을 폭로’하여 내부정비에

힘썼다. 1957년 1월과 2월 《로동신문》은 8월 전원회의 사건의 당사

자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종파분자’로 다시 공개 비난했다.218)

그런데 1957년 북한은 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1958년부터

실시하고자 했다. 1957년 북소관계는 개선되어 1957년 2월 소조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및 소련은 북한에 대한 ‘물자 무상제공협정’을 비

준했다.219) 그러나 북중관계는 1957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미지근한

상태’였다. 1957년 1월 쌍방이 진행한 1957년 무역협정 회담에서 중

국은 자국의 물자공급 곤란을 이유로 북한의 식량 요구량을 충족시

키지 못했다.220) 반면 북한은 소련과 1957년 초 무역협정을 체결했

음에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소련에게 더 많은 지원을 요

청했다. 그러나 소련 지도부는 “갈수록 과해지는 조선인들의 지원

요구에 염증을 느겼으며, 미코얀은 소련공산당 정치국회의에서 조선

의 계획은 비현실적이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비판했다.221)

1956년 말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안정화되어 갔으며, 중국과

소련의 개입으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북한 지도

부는 1957년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5개년계획’을 시작하기 위

해,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원조가 필요했다. 북한 지

도부는 자립경제에 도달함으로써 외부 영향력을 차단하고 싶었지만,

‘자립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의 많은 원조가 절실했다.

1956년 제3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이 표방한 상이한 체제의 국가들

과의 관계 개선의 실행에 옮겨야 했다. 1956년 말 혼란스러운 국내

앞 책, 556∼579쪽

218) 위 책, 538∼540쪽.

219) 위 책, 532쪽.

220) 위 책, 548쪽.

221) 위 책, 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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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상황이 해소됐으며, 1957년 초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5개년 계

획을 실시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들과 경제협력이 절실했다.

1957년 4월부터 북한 정부는 처음으로 자본주의 국가인 인도·인도

네시아· 버마에 무역 대표단을 파견하여 양자적 통상관계 수립을 모

색했다. 북한의 방문외교는 어떤 대표단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대표단 명칭에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정부

친선대표단’ ‘조선로동당 대표단’ 같은 당 및 정부 기관 명칭을 붙인

다면 방문 대표단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 비록 당 및 정부 기관 명

칭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정부 관료가 포함된 경제 및 통상 대표단

이 다음으로 급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보통 무역성과 재정

성 부상 및 부국장 등이 단장으로서 대표단을 이끈다. 이상의 정부

차원과 달리 민간 차원으로 친선대표단, 과학·문화·출판·보도 등 부

문별 대표단이 타 국가 및 단체를 방문하기도 한다.222)

1957년 4월 중순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the DPRK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Trade) 대표단이 인도네시아 방문을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 동 대표단은 조선국제무역촉인위원회 부위원장 김최선을

단장으로 하는 4명으로 구성됐다.223) 1957년 5월 7일 《로동신문》

은 조선-인도네시아 양국 인민들 간의 친선 상황을 설명하는 논설

에서, 현재 북한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표단이 자카르타에 체류하

면서 조선-인도네시아 량국간의 통상관계 수립을 위한 가능성을 탐

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224) 1957년 5월 9일 북한 대표단은 경제위

222) 공식적으로 북한이 방문 대표단을 분류하는 정책 문서를 확인하지 못

했지만, 실제 조선중앙년감에서 방문 대표단을 분류 및 나열하는 순서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조선중앙년감: 1965년판》, 487∼190쪽

223) 《로동신문》은 구체적인 출발 일자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보도가 조

선중앙통신 4월 19일발인 것으로 보아 4월 중순쯤이며 4월 19일 이전일

것으로 보인다. 《로동신문》 1957년 4월 20일, 5면; 단장 김최선은 1957

년 12월 이집트 무역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대내외 상업성 부상

이라는 직책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4월 시기에도 같은 직책이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4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는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

회 직함만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24) 《로동신문》 1957년 5월 8일,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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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위원장 코사시 푸르와네가라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대

표단과 통상회담을 시작했다.225) 1957년 5월 15일 양국은 협정을 체

결함으로써, 북한은 인도네시아에 아연, 강철, 시멘트, 유리, 화학 비

료 및 견사를 수출하며 인도네시아는 고무, 차, 야자유, 식물성유, 키

니비, 커피, 재목 및 기타 물품들을 수출하기로 합의했다.226)

1957년 5월 16일 대내외 상업상 진반수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무

역 대표단이 인도 및 버마와 통상관계 수립을 위해 국제열차를 타

고 평앙을 출발했다.227) 6월 5일 북한 무역 대표단은 인도 상공상

모라르지 데사이와 회담하고 통상관계 설정에 대해 토의했다.228) 그

런데 북한과 인도 간 통상회담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나도록 별다

른 성과가 없었다. 7월 11일 《로동신문》은 양국 대표단 간의 회담

이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으며 곧 통상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는

진반수의 발언을 인용보도했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었다.229)

평양 주재 동독 대사와 외무성 부상 박성철이 1957년 12월 10일 나눈

대화에 따르면, 인도와 회담의 어려움은 협상 주체의 ‘위상’ 문제에서

발생했다. 인도는 정부 차원에서 협상은 진행될 수 있지만 어떤 정치적

이거나 심지어 무역 협정(trade agreement)도 정부 차원의 서명을 거부

했다. 인도는 북한과 협상들은 계약을 확립하는 목적일 뿐이며 협정은

무역 기구(trade organizations)의 서명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한은 협정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 차원의 협상을 유지하자

고 인도에 요구했다. 두 달에 걸친 긴 협상 끝에 북한의 주장은 받

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성철은 동독 대사에게 인도가 통상무역 협상

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인 이유를 ‘제국주의 국가들’의 보복 때문이

라고 설명했다. 박성철이 보기에 인도는 북한과 무역에 관심을 가지

고 있지만 이미 미국·서독·영국·일본 등과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기

225) 《로동신문》 1957년 5월 11일, 1면.

226) 《로동신문》 1957년 5월 17일, 1면.

227) 《로동신문》 1957년 5월 17일, 1면.

228) 《로동신문》 1957년 6월 8일, 1면.

229) 《로동신문》 1957년 7월 11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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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북한과 무역협정이 이들 국가들의 보복을 낳

을까 두려워했다. 결국 양측의 협상은 정부 차원이 아닌 외국무역

(foreign trade)의 회계를 북한이 인도 내 계좌를 개설하는 민간 차

원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귀결됐다. 박성철은 앞서 인도네시아 협

상보다 인도 협상이 더 힘들게 진행됐다고 회고했다.230)

1957년 8월 19일 인도 뉴델리에서 북한 무역 대표단과 인도 국영

무역 회사은 ‘양국간의 무역을 촉진시킬 데 대한 서한’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북한 국영 무역 기관이 대표가 뉴델리에 파견될 것이었

다.231) 결국 북한이 바라는 정부 차원의 무역 협정이 아니라 인도

국영 무역 회사라는 민간 차원에서 협상이 체결됐다.

북한 무역 대표단은 인도를 떠나 버마에 도착했다. 북한 대표단은

버마 정부의 고위급 대표들과 협상을 가졌다. 1957년 10월 2일 북한

무역 대표단과 버마 ‘연방 무역 발전성’은 수도 량군에서 ‘양국간의

무역을 촉진시킬 데 대한 서한’을 교환했다. 교환된 서한은 양국간

의 “경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쌍방이 무역 대표를 호상 상대국

수도에 주재”시킬 것을 명시했다.232) 북한 무역 대표단은 인도와 비

교할 때 버마와 협상에서 정부 수준에서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는 점

에서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 그런데 박성철은 동독 대사에게 처음

버마에 북한 대표가 방문했을 때 환영 나온 사람이 없었을 뿐 아니

라 버마 측에서는 자국을 방문 중인 미국·영국·이스라엘 등의 대표

들을 고려하여 북한 대표와 만남을 비밀하길 원했다고 말했다. 다행

히 그는 이후 버마의 우누 대통령을 만났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동독대사에게 밝혔다.233)

230) "Note about a Meeting on 29 November 1957 between Deputy

Foreign Minister Pak Seong-cheol with GDR Ambassador Comrade

Fischer and Comrade Behrens," December 10, 1957,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SAPMO-BA. Translated for

NKIDP by Bernd Schaefer.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0011

231) 《로동신문》 1957년 8월 25일, 2면.

232) 《로동신문》 1957년 10월 8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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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인도네시아·인도·버마뿐 이집트와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1957년 9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 회의에서 김일성은 이

집트와 “경제적 및 문화적 련계를 발전시기키 위여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234) 1957년 12월 6일 이집트 정부 무역 대표단이 평양에

왔다. 이집트 공화국 상업성 무역 차관보 모스타파 칼리파를 단장으

로 하는 총 18명의 대표단은 1958년도 북한과 애급 정부 간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 북한 대내외 상업성 부상

김최선, 외무성 제2부장 양영순 등이 평양 역앞에서 직접 마중을 나

갔다.235) 12월 9일 김일성은 이집트 정부 무역 대표단 전원을 접견

했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평화를 고수하며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양국 인민들의 친선이 보다 강화될 데 대하여서와 동 대

표단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했다. 모스타파 칼라파 단장은

김일성에게 이집트 “인민들이 식민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

던 가장 준엄한 시기에 조선 인민이 보내 준 지극한 동정과 지지는

조선 인민의 따뜻한 우정의 표징”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236)

<그림 5> 김일성 수상의 이집트 무역대표 접견

233) 윌슨센터, 앞 자료.

234) 《로동신문》 1957년 12월 11일, 1면.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1945∼1961)》 선인, 586쪽.

235) 《로동신문》 1957년 12월 7일, 1면.

236) 《로동신문》 1957년 12월 10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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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12월 10일 북한과 이집트 정부 간에 무역협정 및 지불협정

이 평양에서 조인됐다. 협정에 따라 북한은 이집트에 각종 강재, 전

기 연, 전기 아연, 류안 비료, 카바이드, 흑연, 마그네샤크링카, 산화

연, 나후타링, 옥수수 콘스타치, 건어 및 염장어, 어간유, 호쁘, 인삼,

견직물 및 기타 제품을 납입하며, 이집트는 북한에 조면, 면사, 면직

물, 인견사, 인견 봉사, 인견 직물, 염료, 향료, 양모 직물, 피혁, 피혁

제품, 린회석, 망강, 석고 및 기타 제품들을 납입하기로 했다.237)

이상 1957년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들을 방문하거나 초대하여 체결

했던 무협협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957년 양자적 경제협력뿐 아니라 양자적 문화교류도 처음으로 시

작됐다. 1월 인도에 인도-조선 문화협회가 창립했다.238) 5월 북한에는

조선-인도 문화협회가 창립했다.239) 창립한 조선-인도 문화협회는

“조선 인도간의 문화교류를 위한 당면한 문제를 토의하며 양국 인민

들 간의 친선을 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인도-조선 문화협회 대표단에

6, 7월 조선-인도 문화협회 방문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냈다.240)

1958년 1월 11일 박성철 외무성 부상은 《로동신문》에 〈공화국

정부의 대외정책의 기초〉라는 글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1956년 확

237) 《로동신문》 1957년 12월 11일, 1면.

238) 《로동신문》 1957년 1월 2일, 1면.

239) 《로동신문》 1957년 5월 9일, 1면.

240) 《로동신문》 1957년 5월 17일, 1면.

상대국 기간(체결일) 단장 방문 및 초청 결과

인도네

시아

4월 

중순∼(5.17)

조선국제무역 촉진위원

회 부위원장 김최선
통상협정 체결

인도 5.16∼(8.19) 대내외 상업상 진반수 무역 촉진 서한 교환

버마 ?∼(10.2) 대내외 상업상 진반수 무역 촉진 서한 교환

이집트 12.6∼(12.10)
무역 차관보 모스타파 

칼리파

정부 간 무역협정 및 지불협

정 체결

<표3> 1957년 북한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무역협정 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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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사회주의 진영에 기반한 ‘상이한 체제’로의 외교영역 확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그는 1957년 한해 동안 북한은 “대외정책

분야에서 우리와 친선 관계의 유지를 희망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

과 관계를 정상화하며 경제 문화적 교류와 실무적 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외교성과를 정리했다.241)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 아시아·아프리카 '중립국'들 경제적·문화적

양자외교를 펼쳤고 무역협정 및 문화협정을 체결하였다.242)

1957년 북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제적·문화적

양자외교를 시작했다. 양자외교 결과 한해 동안 북한은 인도·인도네

시아·버마·이집트 등 총 4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인

도와 북한 양국에 문화협회를 창립하는 외교적 성과를 달성했다.243)

《로동신문》은 네 '중립국'과 통상관계 설정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관련 논평을 실었다. 여기서 《로동신문》은 먼저 네 국가와 통

상관계를 설정한 것에 대해 “정치 사회 제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

든 나라들과 평화적 공존 정책에 립각하여 친선 협조 관계를 설정

발전시키려는” 북한 “정부의 시종일관한 평화애호적 대외정책이 거

241) 박성철은 진영외교를 더욱 강화한다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과 함께”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대외정책의 확고한 기초로 되여 있

는 것은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나라들 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레

닌적 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나라들과 우호 관계를 설정 발전시키는 것”

이라고 했다.

242) 북한은 인도네시아와 1958년 9월 인도네시아-조선 친선협회를, 11월

인도네시아-조선 친선협회를 각각 창립했다. 나아가 양국은 1959년 2월

“조선-인도네시아 친선협회와 인도네시아-조선 친선협회 간에 문화 협

조에 관한 합의서와 1959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를 조인했다. 《로동신

문》 1958년 9월 12일, 3면; 《로동신문》 1958년 11월 11일 3면; 《로

동신문》 1959년 2월 5일, 5면. 1958년 1월 20일 북한과 시리아 간의 문

화협정이 다마스커스에서 조인됐다. 《로동신문》 1958년 1월 23일, 1면.

1959년 7월 23일 북한은 이라크와 통상 및 지불 협정과 문화 협조에 관

한 협정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조인했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 정

부는 협정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상대방 수도에 영사 기능까지 보유한

무역대표부 설치를 합의했다. 《로동신문》 1959년 7월 26일, 1면.

243) 박성철 〈공화국 정부의 대외 정책의 기초〉 《로동신문》 1958년 1

월 11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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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또 하나이 결실”이라 평가했다. 이어 《로동신문》은 네 국가뿐

아니라 “기타 아세아의 모든 나라들과도” 반둥회의가 표방한 “평화

적 공존의 5개 원칙에 기초하여” “친선 협조 관계” 수립을 표방했

다.

흥미롭게도 《로동신문》은 네 나라들과 자신들의 공통점을 ‘식민

경험’에서 찾았다. 특히 북한은 이들 나라가 모두 현재 모두 식민주

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되어 독자적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고 평가했

을 뿐 아니라 이 신생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예속화하려는 서방 제

국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244) 《로동신문》은 아세아

의 평화적 공존이 확립된다면 이는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의 ‘원동

력’이 된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로동신문》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이 “사회주의 진영”뿐 아니라 진영 이외의 아

시아·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적·문화적 관계의 강화를 낳았을 뿐

아니라 현재의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촉진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강조했다.245) 이처럼 북한은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중립국

'들과 관계개선을 통해서 반식민과 냉전 그리고 분단의 문제를 한꺼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외교 이외의 상이한 체제인 '중립국'과 양자

적 대외관계를 확대하더라도 중립을 표방하는 모든 국가와 대외관

계를 맺은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인도·이집트·인도네시아·버마 등

자본주의 국가들이 외교적 중립주의를 표방할 때는 이들과 적극적

으로 관계를 맺었다. 왜냐하면 북한이 보기에 자유진영이자 자본주

의 국가 내에서 중립을 표방한다는 것은 냉전의 적대국인 자유진영

의 이탈이자, 궁극적으로는 자유진영을 지배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

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북한은 자신들이 자유진영의 '

중립국'들과 관계개선을 함으로써 자유진영의 거두인 ‘미 제국주의’

244) 《로동신문》 1957년 5월 17일, 1면; 《로동신문》 1957년 8월 25일,

4면; 《로동신문》 1957년 10월 8일, 4면; 《로동신문》 1957년 12월

11일, 1면.

245) 《로동신문》 1958년 9월 6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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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타격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한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타

격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즉 북한은 자유진영 내의 중립주의를 표

방한 '중립국'과 적극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냉전의 적인 미

제국주의를 선두로 하는 반공진영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북한은 미국에 대한 타격은 동시에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

이며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중립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에

는 비판적이었다. 북한은 소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에 타격

을 주는 사회주의 진영 내의 ‘중립주의’에 대해서는 ‘수정주의’라 비

판했다. 북한은 1956년 헝가리혁명 당시 임레 나지 정부가 표방한

외교적 중립과 1958년 유고슬라비아 티토의 중립노선을 강하게 비

판했다.246)

북한이 보기에 1948년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지도자들은 이미 “일

련의 원칙적 문제에서 맑스-레닌주의로부터 리탈”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인터나쇼날의 전통과 절연하고 부르죠아 민족주의에로 전

락”하고 있었다. 북한은 유고슬라비아가 1953년 스탈린 사망 시까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정상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1955년 이후

에야 소련을 비롯한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다시 “정상적인 친선

및 협조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관계개선을 이루었다고 보았다.247)

246) 홍종욱은 1958년 유고슬라비아 티토의 중립을 북한이 비판한 데 대해

1955년반둥회의 시기 반식민과 중립을 지지하던 모습에서 “냉전논리의

후퇴”라는 입장에서 1956년 헝가리혁명에서 “임레 나지와 같은 수정주

의자들” 및 1958년 티토의 중립주의 등장에 대해 북한은 “평화공존은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공세라는 성격을 잃고, 그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 진영의 병립으로 축소”되었다는 즉 대두하던 중립주의 및 비동맹운

동이 북한에서 배제되는 “비가시화”로 정리했다. 홍종욱, 2018 〈1950년

대 북한의 반둥회의와 비동맹운동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61(1),

397쪽. 그러나 인도의 중립주의와 티토의 중립주의는 표면적으로 모두

외교적 중립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 냉전의 질서에서 미치는 효과가

달랐다. 또한 냉전과 반식민(민족해방운동, 혹은 중립과 평화공존)의 관

계는 반비례의 관계가 아니라, 냉전 논리와 반식민은 언제든지 잘 결합

하는 관계라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47) 《로동신문》 1958년 6월 14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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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고슬라비아는 1956년 소련의 제20차 당대회에서 진행된 흐

루쇼프의 스탈린 비판을 환영했다. 이제 유고슬라비아의 권위는 동

유럽에서 다시 회복됐다.

그런데 소련이 1956년 헝가리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하자 유고슬라

비아와 소련 관계는 다시 악화됐다. 1958년 3월 유고슬라비아 티토

는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이하 〈강령 초

안〉)을 발표했다. 〈강령 초안〉에서 그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사회주의적 기능, 사회주의 국가의 사멸의 전망, 또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것과 결부된 국제 정치에서의 패권주의 등을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국제관계에서의 비동맹과 평화공존을” 동

시에 강조했다. 티토의 중립주의 외교는 1958년부터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국가를 방문하여 지지 세력”을 넓혀나갔다.248)

1958년 6월 《로동신문》은 유고슬라비아가 발표한 새로운 〈강령

초안〉을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사회주의 혁명을 부인하는 자본주의의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생장론’이 자리잡고 있으며 공산당과 사회주의 국가의 역할을 왜

곡하고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들이 수정되고 있으며 또한 맑

스-레닌주의 리론의 발전 및 세계 공산주의 운동 실천에서의 일련

의 중요 문제에서 독선적인 왜곡과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249)

북한은 〈강령 초안〉을 “현대 수정주의의 집대성”이자 “전형”이

라며 비판했다. 북한이 보기에 유고슬라비아의 “수정주의적 강령은

맑스-레닌주의를 모독하며 훼손하려고 발악하고 있는 국제 제국주

의자들에게만 유리”할 뿐이었다. 북한은 “수정주의로부터 혁명적 맑

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옹호하는 것은 매개 공산주의자들의 신성

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티토가 대외정책으로 내세운 ‘중립’

248) 이정희, 2005 〈동유럽에서의 동요와 유고슬라비아〉 《동유럽사》

미래엔, 350쪽.

249) 《로동신문》 1958년 6월 14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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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250)

그들은 흔히 저들의 행동을 ‘제3 로선’에 빙자하기 좋아한다. 그

러나 공산주의자의 견지에서 볼 때 정치에서 ‘중간 로선’보다 더

해독스러운 것은 없다. 력사적 경험은 사회적 계급들 또는 집단들

의 투쟁에 있어서 ‘중간적 립장’은 그러한 립장에 서려는 자들의

주관적 의도 여하를 막론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항상 근로자들의

계급적 원쑤들에게 유익하였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유고슬라비야

는 소위 ‘중립’을 표방하는 자기의 대외정책으로써 항상 제국주의

자들에게 리롭게 행동하였다. 그는 국제 반동의 괴수 미제가 15개

국 무력 침공자들을 사촉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적 전쟁을 감

행하였을때에 유엔에서 ‘중립적’ 태도를 취하였다. 지구상의 선량

한 모든 인민들이 ‘미제는 조선에서 피묻은 손을 떼라’고 웨치고

있을 당시에 우리는 유고슬라비야 지도자들로부터 미제에 대한 단

한마디의 비난도 듣지 못하였다. 과여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태

도였겠는가! 맑스-레닌주의 립장으로부터 돌러 선 지 오랜 그들은

오늘 조선, 독일 월남에서의 통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쏘련과

미국의 ‘영향권’을 위한 투쟁의 결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의 침략 정책으로 인하여 조선, 독일, 월남이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그들이 모른단 말인가? 유고슬라비

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지도적 그루빠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터

무니없는 로선으로 미제를 괴수로 한 국제 반동의 침략 정책을 무

마함으로써 그들을 고무하고 있다는 그것이다. (…)

자기의 실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체험한 우

리 당과 조선 인민은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옹호하여 그 어떠

한 사소한 수정주의의 발현과 당내 침습에 대하여도 무자비하게

투쟁할 것이며 쏘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산주의 및 로동 운동의

통일 단결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며 그에 끝까지 충실할

것이다.(밑줄은 인용자)

250) 위 자료.



- 100 -

북한은 1950년대 중립의 세 거두라 불리는 ‘인도의 네루’ ‘이집트

의 나세르’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중 티토의 중립만을 네루·나세르

의 중립과 달리 비판했다. 앞서 살펴봤듯이 북한은 1955년 자본주의

국가인 오스트리아의 중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왜 북한은 중립

을 다르게 평가했을까. 왜냐하면 북한은 인도·이집트·오스트리아의

중립과 유고슬리바아의 중립이 각각 냉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구되는 중립은

미국에 타격을 주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추구되는 중립은 소련에

타격을 준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보기에 동일한 외교적 중립이더라

도 그것이 발원하는 ‘위치’에 따라 다른 효과를 발휘했다.

2. 남한의 중립주의 비판과 소극적인 ‘중립국’ 외교

1) 1955년 반둥회의 전후 반식민·평화·중립에 대한 비판

1953년 휴전 무렵부터 남한 국내외에서 ‘중립·평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제적으로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재미(在美)

한국인 김용중은 미국에서 “유엔을 통한 중립국 감시하 총선으로 통

일을 이루자는 논설을 본격적으로 발표했으며” 일본에서는 김삼규가

휴전 무렵 ‘중립화통일론’을 주창했다. 특히 1953년 휴전 전후한 시

기부터 1954년 열리는 제네바회담을 앞두고 각지에 흩어져 있던 망

명인사들이 분단문제 해결책으로 중립화(neutralization)를 내세웠다.

미국 국무부도 제네바 국제정치회담을 준비하면서 장기적 목표와

관련한 추상적 차원의 정책이지만 중립화론을 명시했다.251) 물론 국

제적 관계를 의미하는 중립화와 한 국가의 외교정책으로서 중립주

의는 구별되는 개념이었다.252) 구별되는 개념임에도 중립화든 중립

251) 홍석률, 2004 〈중립화통일 논의의 역사적 맥락〉 《역사문제연구》

12, 55∼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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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든 모두 한국전쟁 이후 강고한던 이분법적 냉전 질서에서 어느

한편에 서기를 거부하며 중립이라는 ‘제3의’ 길을 지향했다.

밖에서 불어오는 새로운 중립주의의 물결 속에서, 1954년 10월 이

른바 ‘뉴델리 밀회사건’이 남한 정치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1954년

10월 26일 민주국민당 선전부장 함상훈(咸尙勳)은 같은 당 신익희

(申翼熙) 의원이 1953년 7월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북한의 조소앙

(趙素昻)과 비밀리에 중립화 통일론을 논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함상훈은 비밀회담에서 “김일성, 이승만 정권을 배제하고 제3정권을

수립하되 그것은 국제적으로 중립화”하겠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주

장했다. 신익희의 적극적인 반박으로 이 문제는 흐지부지됐지만, 이

사건을 둘러싸고 남한 내에서 ‘중립화통일론’과 ‘제3세력’에 대한 비

판이 쏟아졌다.

자유당 박영종(朴永鍾) 의원은 “공연하게 제3세력”을 만들어 “중립

화를 운운하고 꿈꾸”는 것은 “어떠한 침략을 강행하는 자들의 밥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립화통일론’을 비판했다. 비슷한 논조로 민주

국민당 신익희도 제3세력과 중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제3세력이니 남북협상이니 운운은 최근에도 북쪽에서 괴뢰도배

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러니저러니 이야기한다는 말을 내 귀로는

듣지 못했지만 들었다고 하는 동지들의 이야[기]를 운위하는 것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중립을 하느니 무엇을 하느니 말하는 소리가

돌아다니는 이때에 우리들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새

삼스럽게 한 번 다시 알어야 될 것이고 공산․민주 양대 진영의

대립의 관계는 상대 문제가 아니라 절대 문제라는 것을 한 번 다

시 알어야 된다.253)(밑줄은 인용자)

252) 중립화란 주변 국가가 해당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보존을 보장

하고, 해당국은 외국과 군사동맹을 맺지 않고, 외국군의 주둔을 허용하

지 않는 의무를 지는 국제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석률,

위 논문, 53쪽.

253) 〈제19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66호(1954.10.30.)〉,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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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유당 의원이든 민주국민당 의원이든 여야 국회의원 모두

적대적인 이분법적 냉전을 거부하며 등장하는 중립주의와 제3세력

을 반공주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비판했다. 남한 정치권에서 뉴델

리 밀회사건으로 격발했지만, 1954년 하반기는 중국·인도네시아·인

도·버마·스리랑카·버마 등이 주도하는 평화와 중립의 물결은 더욱

커져갔다.

이승만 대통령은 커져가는 평화와 중립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1954년 8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승만은 현 세계 정세 분석

과 평화·중립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먼저 이승만은 1954년 세계는

소련 “위성국가 숫자의 놀랄만한 증가”뿐 아니라 “공산주의를 저지할

수 없”으니 “방치해 두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진단

했다. 그는 중립을 주장하는 정치가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254)

(…) 저명한 구주의 몇몇 정치가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십시

오. 수년 전만 해도 그들은 반동적이며 보수적이며 또한 반공산주

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의 입장

은 어떠합니까? 그들 부류 중 어떤 사람들은 가장 열렬한 공산주

의 지지자가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저항주의, 공존주의 내지

명백한 유화주의(宥和主義)와 같은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적색음모

를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들 중 어떤 자들은 스스로를

중립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어느 때는 하나의 명예스러

운 말로 여겨진 일이 있는 중립이란 단어에 대한 이 얼마나 가소

로운 곡해입니까? 나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투쟁에 있어서

는 중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믿어 줄 것을 희망합니다. (…)

이승만은 반공주의자이던 ‘저명한 구주의 몇몇 정치가들’조차 현재

‘공존주의자’ ‘유화주의자’ ‘중립자’ 등으로 변신했다고 비판했다. 예

254) 이승만 〈상항(桑港) 콤몬웰스 클라브에서의 연설〉, 1954.08.07; 대통

령기록관; 1954 《방미이승만대통령연설집》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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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1954년 3월 3일 영국은 “미국에 대하여 공산제국과의 통상

제한을 완화하도록 공식적인 압력”을 가했다.255) 물론 이승만은 과

거 “중립이란 단어”가 “하나의 명예스러운 말로 여겨”지기도 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승만은 현재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투쟁이라는 양극

적 투쟁에서 “중립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립 비판에 이어 이승만은 현 시점에서 커져가는 평화에 대해서

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 미국내에서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들이나 맑스주

의 철학 및 크레믈린의 의도에 동정하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을 반

대하고 있읍니다. 언제나 허위의 가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얼

핏 보면 극히 존경할 만한 자들과도 같이 보이는 그들은 여러분의

정의의 소리를 물밀어내어 버리려고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은 평화애호자인 척 가장하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 이들이

바로 한국과 인도지나와 서독 등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던지고 있는 모든 장소 장소에서 우리는 평화를 일우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평화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호소의 힘은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들어 주고도 자유로히 살아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

는 평화라는 용어는 허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져올 소위 평

화라는 것은 사상통제와 세뇌공작의 희생물이 되어서 쇠사슬에 얽

매인 남녀들이 가지는 개성도 희망도 없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밑줄은 인용자)

이승만은 1954년 거세지는 평화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가 다 평화

를 소망하”기 때문에 강력한 호소력을 가진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공산세력이 외치는 평화는 ‘사상통제’와 ‘세뇌공작’에 희

생되어 개성도 희망도 없는 ‘허위 평화’라고 비판했다.

1954년 남한 정부는 평화와 중립을 강하게 비판했음에도 정작

255) 《경향신문》 1954년 3월 5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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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말 보고르회의에서 개최가 확정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1955년 1월 6일 주미대사 양유찬의

반둥회의 개최 비판이 거의 유일했다. 양유찬은 반둥회의가 열린다

면 “중공으로 하여금 제마음대로 선전을 자행케하는 동시에 중공의

선전반향권으로 하여금 아세아 도처에 있는 그들의 간첩과 공작원

을 고무”시켜줄 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반둥회의에 참석하는 나

라들을 “병탄하려는 사건을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56)

1955년 3월 1일 이승만은 제36회 3·1절 기념사에서 반둥회의를 지

칭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평화나 중립 같은 “새로운 파동이” 세계에

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앞선 평화와 중립 비판

과 비슷한 논리를 제시했다. 그는 남한이 “세계전쟁 전선(前線)”이라

는 냉전의 최선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상적 안전인 중립 지위”

나 “침략자에게 양보해서 정하는 평화”가 이뤄진다면 모두 “패망의

첩경”이라고 주장했다.257)

1955년 4월 18일 반둥회의가 개최까지 남한 정부의 공식적인 “의

사표시”가 없었지만 국내에서는 “연일 반둥회의가 대서특필”되고 있

었다. 남한 정부의 ‘무대응’과 달리 국회가 먼저 적극적인 대책을 내

놨다. 1955년 4월 18일 국회는 첫 토의 안건으로 〈반둥회의 개최

조사·연구에 관한 건〉을 심의했다.

국회 외무분과위원회 소속 대한국민당 박영출(朴永出) 의원은 “반

둥회의는 좋은 방향으로 가던 나쁜 방향으로 가던 아세아, 아프리카

양 대륙에 연합한 한 큰 회의”이기 때문에 남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런데 현재 그는 반둥회의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너무 “무관심하게 있”는 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다.

그는 반둥회의 “견제라든지 예방”을 위해 “회합에 옵써버”나 “기자

단이라도 파견해” “엄중히 감시하고 그 진전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256) 《동아일보》 1955년 1월 8일, 1면.

257) 이승만 〈제36회 3·1절 기념사〉 1955.03.01., 대통령기록관; 《대통령

이승만박사담화집》 2, 공보실, 1956



- 105 -

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외무위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충실히

조사하기 위해 본회의의 수임을 요청했다. 이기붕(李起鵬) 의장은

박영출 의원의 제안대로 외무위원회에 위촉해서 반둥회의를 조사토

록 했다.258)

침묵하던 남한 정부는 반둥회의 폐막일인 1955년 4월 24일 갈홍기

(葛弘基) 공보실장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남한 정부는 “현재

반둥에서 개최되고 있는 아·아(亞·阿)회의는 공산진영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또 하나의 무모한 기도”이기 때문에 “동 회의에 대표를 파

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했다.259) 4월 25일 변영태 외무부 장관

은 반둥회의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260)

반둥회의에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우방 즉 비율빈, 태국, 파키스

탄, 터키 등 자유진영의 여러나라가 참가하여 다소 공산주의 선전

을 막으리라고 기대하였으나 본래부터 침략자의 낙인(烙印)을 받

은 중공을 참가케 한 사실 자체가 공산측에 유리한 선전이 되지

않을 수 없고 중공의 주장을 기분간(幾分間)이라도 용납하게 된

것이 유화적 결과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침략자는 초청하

고 침략의 희생자는 빼여놓았으며 얼마 전까지 식민지정책을 쓴

사람은 부르고 그 식민지정책에 희생된 나라의 하나는 빼여놓은

자체가 모순이라 할 것이며 공산침략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앉

기를 거절하는 확고한 방침을 가진 대한민국을 초청하지 않은 것

은 중공이 대세를 지배할 회합에 우리로서 갈 수도 없는 것이며

청하지 않는 것도 호의로 해석해서 우리의 주장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번 반둥회의에 참가한 자유국가

들에게 충심으로 간망하는 바는 반둥회의에 참가한 경험을 살려서

공산침략자들의 세계 무대에서의 면영을 도와주는 결과를 재래할

회합에는 참가를 거절하였으면 하는 것이다.(밑줄은 인용자)

258)〈제20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9호(1955.04.18.)〉, 2쪽.

259) 《동아일보》 1955년 4월 25일, 1면.

260) 《동아일보》 1955년 4월 26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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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태는 반둥회의가 제시하는 ‘반식민·평화·중립’을 조목조목 비

판했다. 그는 반둥회의가 평화와 반식민을 내세우지만, 정작 공산침

략자 중공과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을 초청하면서도 희생자 남한

을 빼놓은 것 자체가 ‘모순’이라 지적했다. 또한 그는 반둥회의가 냉

전의 어느 편에 서기를 거부하는 중립을 앞세웠지만, 정작 공산 중

국을 초청함으로써 반둥회의는 이미 공산측에 유리한 선전장이 되

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외려 그는 반둥회의가 남한을 초청하지 않은

것을 우리 입장을 존중한 ‘호의’로서 해석했다. 왜냐하면 남한 정부

는 “공산침략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앉기를 거절하는 확고한 방

침”에 따라 초청받았어도 어차피 참석을 거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그는 반둥회의에 참가한 비율빈, 태국, 파키스탄, 터키 ‘자유

우방국가’들에게 앞으로는 “공산침략자들의 면영(面影)을 도와주는”

국제회의에 참석을 거절하길 요청했다.

흥미롭게도 변영태는 반둥회의가 내세우는 반식민의 모순을 지적

하면서 일본 비판 논리를 끌어왔다. 갈홍기도 반둥회의에 참석한 일

본이 자유진영의 우방인 “미국을 배반”한 채, “새로운 아세아제국(帝

國)을 몽상하”며 “공산주의자들과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61) 그

는 일본이 반둥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에서 일본이 반공진영을 배

신한 채 공산세력과 가까워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제국주의를

꿈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반식민=반공=반일’이자 ‘제국

주의=친일=친공’이라는 논리 구조를 취했다. 이로써 ‘중공’이라는 공

산세력이 참여하는 반둥회의에 일본이 참석했기 때문에 1948년 정

부수립 이후 반식민의 차원에서 일본위협을 주장했던 ‘반식민=반일’

에 ‘반공’까지 결합했다.

1955년 4월 반둥회의 이후, 5월 오스트리아 중립화통일 문제도 남

한 정계에 커다란 논쟁을 야기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미국·영국·

프랑스·소련 군들은 오스트리아를 점령했다. 1955년 5월 15일 4개국

외상들은 오스트리아와 조약을 맺음으로써 오스트리아에 독립을 부

261) 《동아일보》 1955년 4월 25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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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했다. 이때 외상들은 오스트리아의 중립을 규정했으며 3개월 이내

에 점령군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262) 북한은 앞서 살펴봤듯이 오스

트리아의 중립화 통일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선언을 발표했으며

‘중립’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반면 남한에서는 오스트리아 ‘중립화’

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펼쳐졌다. 1955년 5월 16일 자유당 정기원

(鄭基元) 의원 외 9명이 제안한 다음의 〈긴급동의안〉이 18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토의됐다.263)

〈오지리 독립회복을 축하하는 멧세지(안)〉

대한민국 국회는 오지리 독립조약의 조인으로 귀국이 숙망한 독

립을 회복한 데 대하여 충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독일이 귀국을 강제로 합병한 이래 소련의 제국주의적 야망으로

말미암아 종전 후에도 장구한 시일 외군의 점령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가 독립을 못 한 지 17년 만에 주권을 회복한 귀국민에게

자유와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축하하으며 아울러 우리 국민은 차

기회에 아국과 귀국 간에 앞으로 더욱 친선 및 우호관계가 이루어

지기를 원하는 바입니다.264)

국회는 2차대전 이후 미국·영국·프랑스·소련 4개국의 공동점령 하

에 있었음에도 오스트리아 독립이 늦어진 이유를 소련의 ‘제국주의

야망’에서 찾았다. 국회는 탈식민과 반공주의 논리를 결합한 적색

제국주의론을 오스트리아 문제에도 적용했다.

〈긴급동의안〉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격론이 펼쳐졌다. 무소속 강

세형(姜世馨) 의원은 오스트리아 “중립국의 성격이라는 것”이 가지

는 “애매”함을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265)

262) 《동아일보》 1955년 5월 17일, 1면.

263) 정기원 외 9명의 제안자는 김수선·박영출·김지태·장경근·윤만석·박흥

규·하을춘·유봉순·한희석 등이었다.

264) 〈제20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46호(1955.05.18.)〉, 1쪽.

265) 위 자료,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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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신문에 보신 바와 같이 오스트리는 중립국이 됩니다.

이 중립국의 성격이라는 것은 제가 보는 데에 있어서는 대단히 애

매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우리와 반대되는 국시를 가지

고 나갈는지 모르는 것이고 또 미․소 양국이 어떤 내막이 있어

가지고 서로 타협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데에는 우리 대

한민국 자체로서는 늘 경계해야 할 입장에 서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 길게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만일 오지리가 불원한 장래에

내부 교란이 생겨 가지고 우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담한다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 국회로서는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 지금

그런 문제는 좀 두어 두고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 신

중히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저는 확신하고 그때에 찬성을 했읍니다

만 절대 무슨 공산주의 국가하고 타협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신념하기 때문에 그때에 저는 찬동을 했읍니다. 오지

리만은 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보류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66)(밑줄은 인용자)

남한 국회는 얼마 전 서독이 주권을 회복했을 때 만장일치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강세형은 확실한 반공국가인 서독에 축하 메시지

를 보내는 데 찬성했으나 오스트리아는 ‘중립국’이기 되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립국 오스트리아가 공산진영

에 가담한다면 축하 메시지를 보낸 남한 국회에 책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며 발송보류를 요청했다.

자유당 박영종 의원도 발송보류를 요청했다. 그런데 그 논거가 강세

형과 달랐다. 그는 오스트리아가 “자유진영으로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었다. 다만 국회가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면 “국가가 외교적

으로” 국회 결정에 기반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 “중대한 과오”를 범

할 수 있다는 외교전략적 이유를 제시하며 발송보류를 주장했다.

메시지 발송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원 모두 중립국 오스트리아

266) 위 자료,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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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공진영’에 들어올지 아니면 ‘공산진영’에 넘어갈지를 판단 기준

으로 삼았다. 이들은 오스트리아가 중립국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것

은 불가능한 상상이었다.

흥미롭게도 자유당 도진희(都晋熙) 의원은 냉전의 이분법적 진영

론에 갇힌 의원들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그는 오스트리아가 ‘강대

국’에 희생된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에 축하 메시지를 보

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약소국가인 오지리가 강대국가 세력에 휩쓸려서 17년 동안을 신

음하다가 천우인력으로 이번에 주권을 찾게 된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국제적 우의를 돈독히 하는 견지에서 멧세지를 보내자는

데에 강세형 박사는 이것을 반대했읍니다. 강세형 박사는 과거 독

일에서 힛틀러 유겐트 밑에서 정신을 함양하고 힛틀러 유겐트 교

육을 받었기 때문에 그 정신이 아직 살어지지 않은 까닭에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경고하니 약소국가의 한 국민

으로서 약소국가를 도웁는 견지에서 강세형 박사의 발언을 열 번

스무 번 반대하면서 이 안을 선배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시기를 간

절히 부탁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267)(밑줄은 인용자)

도진희는 강세형이 과거 히틀러 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강

대국 시각에 갇혀 긴급동의안에 반대한다고 보았다. 도진희는 “약소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약소국가를 돕는 견지에서” 발송 지지를 호소

했다. 논쟁 후 표결이 진행됐다. 메시지 발송을 위한 〈긴급동의

안〉은 재석의원 106인 중 찬성 68표, 반대 1표라는 ‘절대다수’로 가

결됐다. 그러나 얼마 전 국회가 서독 독립 축하 메시지를 만장일치

로 보냈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표결 결과였다.268)

이승만 대통령은 1955년 〈6·25사변 제5주년 기념사〉에서 오스트

리아 중립화 통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269)

267) 위 자료, 14쪽.

268) 《경향신문》 1955년 5월 19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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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자들이 10년이나 끌어 내려오던 오스트리아 통일에 합

의는 주었지만은 이것을 중립지대로 만들어서 저의 나라를 방위할

권리도 없게 해놓고 이제는 다시 그들의 전력을 다해서 덕국(德

國, 독일_인용자)을 또 이같은 지위에 둘려고 함으로써 자유세계

의 방위할 수단을 삭제해 나가고 있으며 구라파의 여러 백만 인구

를 중립상태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은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통일을 유럽지역에서 거세지는 공

산세력의 ‘중립공세’로 해석했다. 이승만이 보기에 중립화란 공산세

력이 “자유세계의 방위할 수단”을 없애버림으로써 그들을 공산화하

려는 전략이었다. 그는 공산세력의 ‘중립화’라는 공산화전략이 오스

트리아를 넘어 차후 독일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승만은 1955년 8월 15일 제10회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공산당이

‘중립주의’를 활용하여 냉전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냉전에서 공산진영이 승리전략으로서 “아직 공산군의 속박 받

지 않은 백성들을 중립국가로 만들어 빗그러 매”려고 한다고 주장했

다. 이승만이 보기에 소련은 중립국가를 빗그러매는 전략을 성공시

켰으며 “따라서 이 방식으로 계속해나고” 있었다. 특히 이승만은 공

산당의 중립공세란 자유진영을 분열시켜 자유진영 일부를 “떼여내서

불완전한 중립국 자격으로 만들어놓는” 것으로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모두 “그들이 성공”했다 주장했다.

이승만은 중립공세라는 전술의 배후에는 ‘평화적 공존주의’라는 전

략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1954년부터 거세지는 중립과 평

화를 공산세력의 공산화를 위한 중립공세라는 전술과 평화적 공존

이라는 평화공세로서 해석했다. 중립과 평화를 공산세력의 ‘공세’로

서 이해했기 때문에 이승만에게 시급한 것은 공산침략에 어떻게 ‘조

처’할지였다. 물론 이승만이 모든 종류의 평화를 공세라 주장하지는

269) 이승만 〈6·25사변 제5주년 기념사〉 1955년 6월 25일, 대통령기록관;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2, 공보실,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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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1955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평화를 네 가

지로 분류했다.270)

첫째 이승만은 공산당이 주장하는 평화적 공존을 ‘위장평화’라 규정

했다. 이승만이 보기에 공산진영이 주창하는 ‘평화’는 자유진영의 저

항의지를 약화시켜 공산당의 세계지배를 위한 위장전략이었다. 둘째

공산당과 협상으로 만들어낸 ‘거짓평화’가 있었다. 이승만이 보기에

판문정의 휴전회담이 바로 거짓평화의 대표적 사례였다. 그는 “타협

과 양보로 잠시 평화를” 실현된 듯 보이지만 이는 가짜평화였다. 왜

냐하면 그는 공산당은 실질적인 문제해결 없이 전쟁을 “잠시 연기”함

으로써 공산군을 “늘려” “마침내 적을” 정복하고자 하기 때문이었다.

셋째 인도 수상 네루가 퍼트리는 ‘타조(駝鳥)의 평화’가 있다. 이승만

은 타조가 “머리를 모래 속에 묻어놓고 크게 부르짖기를 위험한 것이

조금도 없다”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평화이니 중립

주의”를 타조의 평화라 지칭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

는 평화가 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양편에서 서로 전쟁이 유해무익

(有害無益)한 것을 깨닫고 각각 자기의 무력을 쓰지 않고 자기의 평

화목적을 달성하자”는 진정한 평화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승만은

‘동맹국’ 미국발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인 반면 공산당이나 '중립국'에

서 발원하는 평화는 공산세력을 이롭게 하는 ‘평화공세’에 불과했다.

이처럼 이승만은 평화를 들고나오지만 공산침략의 수단에 불과한

평화공세를 해결하기 위해 프레임을 전환하기를 주문했다. 그는 “평

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현재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보았다.

특히 남한에서 “근대 전쟁 중으로는 다른 나라보다 가장 많은 희생

을 당했고 아직도 우리 인명과 경제에 말할 수 없는 참상”을 겪었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자는 목소리는 호소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그

러나 이승만은 평화를 이루자는 관점에서 벗어나 공산침략에 어떻

게 대처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내하면 현재 미국을 제

270) 이승만 〈제10회 광복절 기념사〉, 1955년 8월 15일, 대통령기록관;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2, 공보실,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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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공산세력이나 '중립국'에서 발원하는 평화의 물결은 모두 공산

침략에 도움을 줄 뿐이기 때문이었다.

1955년 반둥회의를 전후하여 커져가는 반식민·평화·중립에 대해

남한 정부는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양극적인 냉전질서를 넘어서려는

평화와 중립의 주장은 냉전의 최전선 한반도에 도달하는 순간 ‘선

택’을 강요받았다. 남한 정부에게 '중립국'에서 발원하는 평화와 중

립주의는 자유진영을 공격하며 공산세력을 이롭게하는 평화공세이

자 중립공세일 뿐이었다. 일부 국회의원은 약소민족으로서 남한과

중립국 오스트리아를 동일시하기도 했지만 반식민도 일본을 경유함

으로써 친공의 논리로 둔갑했다. 냉전의 진영론을 벗어나기 위해 제

창된 하나로서의 반식민·평화·중립은 다시 강력한 냉전의 이분법적

폭력에 따라 ‘재구성’되었다.

2) 1957년 유엔총회의 위기와 ‘중립국’ 방문외교의 시작

1954년부터 새롭게 '중립국'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남한 정부는 '

중립국'을 비판하며 강화된 진영외교로서 중립세력에 대응했다.271)

1954년 ‘뉴델리 밀회사건’ 소동에서 드러났듯이 야당조차도 중립화

를 주장하는 ‘제3세력’을 비판하기에 바빴다. 그런데 1955년 반둥회

의 전후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표결과 관련하여 남한 정부가 '중립

국' 외교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서히 등장했다.

1955년 10월 야당지 《동아일보》는 〈외교진의 강화 급무〉라는

271) 예를 들어 1954년 7월 15일 국회에서는 자유당 최병권은 국무총리이

자 외무부 장관 변영태에게 제네바회담 결렬과 인도차니아 문제 등 아

시아의 걸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언급한 후 이를 타개하기 위한 남한

외교활동 관련한 방책을 질문했다. 여기서 최병권은 “우방 각국에 친선

사절단을 많이 파견”하거나 “자유국가 대표들”에 적극적인 외교방책을

펼칠 것을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 〈제3대국회 제19회 국회임시회의속

기록 제24호(1954.07.15.)〉,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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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의 칼럼을 실었다.272) 주요한은 “원칙적으로” “비공산국가와

전부 외교관계를 수립”하자고 주장했다. 그가 보기에 최근 국제여론

이 국제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국제여론은 유엔총회의 표

결과 직결되어 있었다. 그는 유엔총회에서 ‘의결권’은 대국이나 소국

이나 모두 ‘한표’임을 강조했다. 그는 강대국 프랑스가 유엔총회의

알제리문제 상정을 반대했지만 1955년 9월 30일 다수결에 따라 채

택된 사례를 들었다.273) 그는 1955년 5월 오스트리아가 강화조약에

소련이 조인한 것도 “세계 여론 앞에 굴복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세계여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자유진영 각

국에 상주대표단을 더 많이 설치하여 남한 정부 주장을 알리는 ‘공

작’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기존 남한 정부의 진영외교

강화론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진영외교뿐 아니라 유엔

총회에서 찬성표 확보라는 ‘실리’를 위해 '중립국' 외교도 강화하기

를 남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274)

(…) 공산측의 “평화선전”은 한국문제에 있어서도 집요하게 계

속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평양방송과 북평방송은 매일

과 같이 또는 수법을 여러 가지로 갈아가면서 민족통일을 위한 남

북협상을 웨치고 있다. (…) 이러한 선전공세가 자칫 잘못하면 인

도계열의 소위 중립로선국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전혀

부인할 수 없다 (…) 인도, 애급 기타의 소위 아랍·아시아 쁠럭은

종래의 단순한 중립노선에서 냉전에서 초월한다는 표를 던지고 있

었으나, 반둥회의 이래로 반식민주의의 강화는 알제리 뉴기니야

사이프러스 등의 문제에서 의식적으로 반서방적인 표를 던지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정략적 반서방노선이 한국문제에 파급될까 염

려되는 바 있다. 그러므로 중립노선을 배제하고 이를 극복하든가,

272) 《동아일보》 1955년 10월 28일, 3면.

273) 유엔총회에 알제리안 문제 상정 표결 결과는 찬성 28표, 반대 27표,

기권 5표였다. 프랑스 대표단은 의제 채택이 가결된 직후 회의장을 퇴장

했다. 《서울신문》 1955년 10월 3일, 1면.

274) 《동아일보》 1955년 10월 28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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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우리에게 불리한 표가 증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아랍·아시아 각국에도 공식 또는 비공식의 사절단이 상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계여론에 중점을 두는 덜레스 씨의 발

언을 주목하면서, 우리 외교진용의 강화와 확충을 주장하는 바이

다. (밑줄은 인용자)

주요한은 인도·이집트의 이른바 '중립국'들 ‘냉전을 초월’한다고

하지만 반둥회의 이후 반식민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유엔총회에서

‘반서방적 표’를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요한은 중립국의

반서방노선이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표결까지 파급될 것을 우려했

다. 따라서 그는 남한 정부가 중립노선을 배제하거나 극복하지 못할

거라면, 최소한 유엔총회에서 남한에 불리한 표가 증가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랍·아시아’ 중립국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275)

그러나 남한 정부는 1955년 후반 제기된 '중립국' 외교 강화 여론

을 무시한 채 진영외교로 일관했다. 예를 들어 1956년 11월 17일 조

정환 외무부 장관 서리는 터키·필리핀·서독 등 자유진영의 해외 공

관을 강화하는 예산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276)

진영외교만을 고수하던 남한 정부는 제11차 유엔총회에서 충격적

인 결과를 마주해야 했다. 남한 정부는 매년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남한의 유엔가입을 신청해왔다. 남한 정부는 유독 1956년 동안 전국

적으로 유엔가입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277) ‘유엔가입추진위’

지부가 전국의 도·군·면까지 설치됐다. 1956년 진행된 유엔가입서명

운동 결과, 1000만명이 남한의 유엔가입을 호소하는 진정서에 서명

했다. 1956년 12월 20일 천만장의 진정서들이 유엔에 제출됐다. 유

275) 주요한 예상대로 이후 유엔총회에서 남한에게 불리한 표는 지속적으

로 증가했다.

276) 《동아일보》 1956년 11월 18일, 1면.

277) 이승만정권은 유독 1956년 대대적인 유엔가입서명운동을 펼쳤다. 이

는 1956년 실시되는 제3대 정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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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서류였기 때문에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유

엔본부에 전달하는 데만 무려 12대 이상의 트럭이 필요했다고 한

다.278)

1956년 11월 11일 제11차 유엔총회가 개최됐다. 1957년 1월 5일

조정환 외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유엔총회에서 남한의 유엔

가입을 낙관적으로 본다고 말했다.279) 실제 1957년 1월 30일 유엔

특별정치위원회(Special Political Committee)에서 남한의 유엔가입안

이 찬성 45표, 반대 8표, 기권 22표로 통과했다. 유엔가입안이 유엔

총회를 통과하기 했지만 표결결과는 남한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왜

냐하면 기권표가 무려 22표나 나왔기 때문이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상당수의 기권표를 지적하며 남한

정부가 아시아·아프리카 '중립국'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흥미롭게도 두 신문은 남한 정부가 아시아·아프리카 '중립국' 외교

를 펼칠 때 적극적인 민족주의 활용을 주문했다. 왜냐하면 남한은

아시아·아프리카 '중립국'들과 같은 약소민족으로서 반식민이라는

민족주의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이었다. 즉 두 신문이 보기에 남한과

아시아·아프리카 '중립국'들은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민족자주” 혹

은 “치열한 내셔널리즘”을 공유했다.280)

1957년 2월 남한 정부가 '중립국'에 친선사절단을 파견할 거라는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조정환 외무부 장관은 파견 자체를 부인하지

는 않으면서도 “매우 난색한 표정으로” “매우 데리케이트한 문제”라

고 말할 뿐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1957년 2월 7일

《경향신문》은 남한 정부의 외교방침이 “전환”됐다는 근거로서 중

립국 오스트리아와 남한 정부가 국교수립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

를 내보냈다.281) 그러나 이미 조정환 외무부 장관은 1957년 2월 2일

278) 《동아일보》1956년 9월 11일, 1면; 《서울신문》 1956년 12월 12일,

1면; 《동아일보》 1956년 12월 22일, 1면.

279) 《동아일보》 1957년 1월 6일, 1면.

280) 《경향신문》 1957년 2월 2일, 1면 ;《동아일보》 1957년 2월 3일, 1면

281) 《경향신문》 1957년 2월 8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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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오스트리아와 교섭은 진행 중이지만 이 국가는 “민주

신흥공화국가라고 전제한 다음 이미” 오스트리아에서는 “공산세력의

자취가 없으므로 국교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이지” “외교방침을 변경

하여 중립국가와 국교수립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282)

'중립국' 외교와 관련하여 모호한 입장을 보이던 조정환 외무부

장관은 2월 16일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장래에 중립주의를 표방하는

외국의 국민들과 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민간외교의 테두

리”에서 관계개선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환은 중립국 외교 정

책이 “최근 갑자기 수립된 것이” 아니라 “건국 시초부터 세워진 기

본방책”이었다고 전제했다.283) 조정환의 언급처럼 1948년 7월 이승

만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미 대한민국과 친하게 지내려는 국가와

는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이는 원칙

론이었지 1956년까지 남한 정부는 중립국을 비판하며 진영외교만을

고수했었다. 따라서 1957년 2월 16일 조정환 장관의 중립국 외교 선

언은 그야말로 남한 정부의 외교방침의 일대 전환점이었다. 다만 그

는 '중립국' 외교의 한계도 제시했다. 그는 “중립주의 국가의 그릇된

지도자” 및 “표변하는 중립주의 국가”를 중립국 외교 대상에서 제외

하겠다고 밝혔다.284)

1957년 남한 정부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중립국'이 포함된

동남아시아와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각각 친선사절단을 파견했다.

1957년 3월 18일∼5월 13일 남베트남 공사 최덕신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별 친선사절단이 라오스·캄보디아·싱가포르·말라야·보르네

오·인도네시아·스리랑카·파키스탄·버마·태국 순으로 총 10개국을 방

문했다. 동남아 친선사절단의 순방 목적은 반공진영 강화였다. 최덕

신이 작성한 순방 결과 보고서에는 순방의 공식 목적은 “한국전쟁

지원에 감사표시 및 우호의사 전달”이었다.285) 6월 5일 김현철 부흥

282) 《경향신문》 1957년 2월 3일, 1면.

283) 《동아일보》 1957년 2월 17일, 1면.

284) 《동아일보》 1957년 2월 17일, 1면.

285) 각국 순방 기간은 다음과 같다. 라오스(3.18∼27), 캄보디아(3.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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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관은 친선사절단의 동남아 국가 순방 목적을 미국의 동남아경

제개발기구 설치에 따른 “반공진영 결속과” 미국이 제공하는 “기금

활용의 호혜원칙의 구현을 강조”하는 데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286)

흥미롭게도 반둥회의 발기국이자 중립주의를 주도해온 콜롬보그룹

의 다섯 국가 중 유일하게 인도만 제외됐다. 당시 관련 자료에는 인

도가 제외된 이유가 따로 설명되어 있진 않았다. 그렇다면 왜 남한

정부는 유독 인도만 제외했을까. 앞서 조정환 외무부 장관이 중립국

외교를 천명할 때 밝혔던 예외 원칙을 고려해보면 인도가 빠진 이

유를 추정할 수 있다. 1957년 2월 중립국 외교를 처음으로 공표하면

서 조정환은 ‘중립주의 국가의 그릇된 지도자’ 및 ‘표변하는 중립주

의 국가’를 제외하겠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은 조정환 장관의 이후인 1957년 3월 1일과 6월 25일 발언에서 인

도의 네루와 메논을 강하게 비판했다.287) 따라서 추정컨대, 남한 정

부가 친선사절단 방문국 중에서 콜롬보그룹 중 인도만 제외했던 까

닭은 인도의 네루와 메논을 ‘중립주의 국가의 그릇된 지도자’로 판

단했기 때문이었다.

1957년 5월 1일∼6월 19일, 김정렬 장군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아

싱가포르(4.1∼3), 말라야(4.4∼8), 보르네오(4.9∼13), 인도네시아(4.14∼

17), 실론(4.18∼24), 파키스탄(4.25∼5.2), 버마(5.3∼7), 태국(5.8∼13).

《친선사절단 아주 순방, 1957.3.18.-5.13》, 1957, 아주, 120, 724.41,

C-0002.

286) 《경향신문》 1957년 6월 7일, 1면.

287) 1957년 3월 1일 제38회 3·1절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한국전쟁 당시 인

도는 “네루의 지도 하에서 유엔의 중립국가들은 공산 침략군이 다 전패

한 것을 다시 허락해서 우리나라 어복을 관할하게 함으로 그들의 체면

을 세워줄 것을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승만은 네루 정책이 “소위 양

보하는 주의로 된 것인데 그 결과로 정의라는 것은 전수히 무시되었으

며 이 정의가 무시됨으로 말미암아 평화도 다 말살되었”다고 말했다. 나

아가 이승만은 1956년 헝가리사태 때 소련의 헝가리 침공을 지켜봤기

때문에 “인도국의 네루와 크리슈나 메논이 아세아 몇 나라의 대외정책

을 거머쥐고 나약하게 만들려는” 중립이라는 “괴휼정책도 무력하게 되

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6·25기념사〉 1957년 6월 25일, 대통

령기록관;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3, 공보실,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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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카 친선사절단이 모로코·튀니지·리비아·레바논·사우디아라비아·

수단·이디오피아·이라크·이란·아프가니스탄 순으로 총 10개국을 방

문했다. 앞선 동남아 친선사절단처럼 중동·아프리카 친선사절단의

사명도 “격렬한 동란을 치루는 동안 우리나라를 물심양면으로 지원

하여준 아불리가[아프리카_인용자]제국 및 중근동제국에 대하여 감

사를 표하고 이 대통령각하의 우의를 전달하는” 것이었다.288)

친선사절단장인 최덕신과 김정렬은 순방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게

‘순방 보고서 요지’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두 보고서 모두 제1 개요

(소감)과 제2 일정의 동일한 목차에 따라 작성됐다. 최덕신과 김정

렬은 공히 방문국에서 우리와 같은 ‘식민경험’을 발견했다고 적었다.

최덕신은 본사절단의 소감을 1.식민통치의 잔재 2.대일감정의 악화

3.공산주의 위협의 증가 4.종교적 결합의 필요성 5.인도의 지도자적

입장의 쇠퇴 경향 6.자원이 풍부성과 산업의 미개발 등 총 6개항으

로 정리했다. 그는 방문한 국가들이 “태국을 제외하고 2차대전이 종

결될 때까지 장구한 시일에 걸쳐서” “식민지 상태에” 있으며 몇 국

가는 곧 독립을 할 예정이라며 이 국가들의 식민경험에 주목했다.

특히 최덕신은 방문국들 모두 “일본점령통치가 최악이라고 혹평할

만큼 대일감정이 나쁘다”고 보고했다. 특히 그는 버마 수상 우누의

저서가 “일본제국주의 통치의” 잔혹한 경험을 잘 저술했기 때문에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에는 모두 통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최덕신은 1957년 6월 1일 귀국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방문한 국가

들이 “모두 우리나라와 같이 2차대전 후 신생한 국가요 해방된 민족

이라 우리나라와 흡사한 여러 점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289)

288) 각국 순방 기간은 다음과 같다. 모로코(5.1∼6), 튀니지(5.7∼10), 리비

아(5.11∼14), 레바논(5.15∼17), 사우디아라비아(5.18∼24), 수단(5.25∼

26), 이디오피아(5.27∼31), 이라크(6.1∼4), 이란(6.5∼11), 아프가니스탄

(6.12∼19). 외무부 구미과 《친선사절단 중동 및 아프리카 순방,

1957.5.1-6.19》, 1957, 구미, 119, 724.41, C-0018; 외교무부 보고서 자료

에는 9개국만 정리되어 있고 아프가니스탄은 빠졌 있다. 당시 단장이던

김정렬 회고록을 참고하여 아프가니스탄 일정을 기록했다. 김정렬, 2010

《항공의 경종: 김정렬 회고록》 대희, 175∼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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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선사절단장 김정렬도 보고서에서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신생 독

립국과 남한을 연결하는 ‘친근함’으로서 공통의 식민경험을 강조했

다. 예를 들어 모로코 황제는 양국간의 구체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일시적으로 외국인의 지배하에 있었단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언

급했다는 점을 보고서에 기록했을 뿐 아니라 김정렬은 수단이 “역사

적으로 외국 지배하에 있던 기간이 긴 이 나라는 독립을 쟁취한 후

중립노선을 일취(一取)하고 있다”는 평가를 보고서에 적시했다.290)

최덕신은 방문국에서 우리와 유사한 ‘식민경험’에 주목했을 뿐 아

니라 식민경험이라는 ‘반식민’을 활용하여 '중립국'들을 반공진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외교전략도 제시했다. 그가 보기에 동남아 지역

은 중국의 공산침략과 일본의 침략이 교묘하게 얽혀 있었다. 그는 이

지역에 “주은래의 미소 및 정책은 학교 공장 기타 여러 사회에 여러

가지 형태로 침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공산주의 세력이 자신의

세력을 부식하면서 “일본과 교묘하게 협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경험이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반식민을 강조함으

로써 반중공이자 반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291)

1957년 남한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 친

선사절단을 파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중립국' 외교를 시작했다. 남

한 정부가 외교사상 처음으로 '중립국'에 친선사절단을 파견하겠다

고 결정한 까닭은 1957년 2월 제11회 유엔총회에서 아시아·아프리카

'중립국'들이 대거 남한의 유엔가입에 기권표들 때문이었다.292)

289) 《동아일보》 1957년 6월 4일, 1면.

290) 《친선사절단 중동 및 아프리카 순방, 1957.5.1.-6.19》, 앞 자료.

291) 《친선사절단 아주 순방, 1957.3.18.-5.13》, 앞 자료.

292) 당시 아프리카·중동 사절단장이던 김정렬은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8

년이니까 1957년에는 건국한 지 이미 9년이 경과한 때였다. 하지만 대한

민국은 건국 초창기에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국전쟁이라는 초유의

전쟁을 치르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전쟁 탓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광범위한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했

으나 “전쟁 종결 4년 후 전후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이승만 대

통령은 1957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외교활동을 펴기 시작”했다는 회고

했다.김정렬, 앞 책, 161∼162쪽. 물론 김정렬이 회고하듯이 1957년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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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부가 친선사절단을 파견했음에도 제12차 유엔총회에서 기

권표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11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

제 결의안 제1010호〉은 총 80개국 중 찬성 57표, 반대 8표, 기권 9

표, 불참 6표로 통과됐다. 그런데 1957년 11월 29일 제12차 유엔총

회에서 <한국문제 결의안 제1180호>는 총 82개국 중 찬성 54표, 반

대 9표, 기권 16표, 불참 3표로 통과됐다. 기권표가 무려 7표나 늘어

난 표결 결과였다.

앞서 주요한의 우려대로 1957년 2월 제11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

국의 유엔가입 투표 결과(기권 22표)에서 드러났던 기권표 증대 현

명히 대한민국 외교가 변화한 시점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이 적극적으로 앞서서 본격적으로 외교활동을 펼쳤다기보다는 1955년부

터 아시아·아프리카 ‘중립국'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실질적으로 1957년초

유엔총회에서 한국 관련 표결에서 '중립국'들이 대거 기권표를 던지는

‘충격’이 ‘중립국'을 강하게 비판하던 이승만과 대한민국 외무부가 유엔

총회에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립국' 외교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고 보아야 역사적 맥락이 더 맞을 것이다.

회기 표결일 회원국수 찬 반 기 결

2 1947.11.14. 57 43 0 6 8

3 1948.12.12. 58 48 6 1 3

4 1949.10.21. 59 48 6 3 2

5 1950.10.07. 60 47 5 7 1

6 1952.02.07. 60 51 5 2 2

7 1952.12.03. 60 54 5 1 0

8 1953.12.08. 60 55 0 5 0

9 1954.12.11. 60 50 5 4 1

10 1955.11.29. 60(76) 44 0 11 5

11 1957.01.11. 80 57 8 9 6

12 1957.11.29. 82 54 9 16 3

<표4>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결의안 표결 대비표(1955∼1957년)



- 121 -

상이 이제는 한국문제 결의안 투표 결과에도 이어졌다.293)

1957년 11월 30일 조정환 외무부 장관은 유엔총회에서 가결된 한

국문제 결의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그는 “금번의 한국문제 표

결시에 기권표를 던진 국가는 주로 아·아클럽이며 그들은 공산위협

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공정책에 대한 견해 착오가

있”었다는며 표결 원인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아·아클럽에 대한

외교 강화책으로서 친선사절단 파견뿐만 아니라 외교사절 교환까지

도 모색중”이라고 언명했다.294)

1957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유엔총회에 국회대표로 참석했던 자유

당 김법린 의원은 환국인사를 했다. 김법린은 한국문제 표결에서 기

권한 16개국이 ‘중립국’이라는 사실을 앞으로 외무부가 “외교활동에

있어서”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295)

제일 첫째로 인도를 위시한 버마·쎄이론·인도네시아·네팔·아프카

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말하자 할 것 같으면 기권을 했읍니다. 소

위 제3세력 중립국가라는 그 사람들이 했고 제2로 말할 것 같으면

애급을 위시해서 수단 나로 등 아프리카 국가 또한 이 중동에 있

는 씨리아·싸우디아라비야 이런 나라들이 역시 기권을 했고 유고

스라비아는 공산당의 국가지마는 언제든지…… 이것은 말할 것 같

으면 기권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핀랜드 같은 나라들도 역시 기권

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볼 때에는 이 중립국가군 열여섯

나라…… 이것이 말할 것 같으면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에 대한

중립적 태도를 가지고 우리 문제에 있어서도 좌고우면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드리는 것입

니다. 앞으로 우리의 한국통일문제라든지 외교상에 이러한 점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외교활동에 있어서 심심한 고려가 있어야 할

293) 1947년부터 1965년 유엔총회의 표결결과는 다음의 책에 부록 〈137:

국제연합총회 한국문제 투표현황〉을 참조했다. 외무부 외교연구원,

1967 《한국외교의 20년》

294) 《경향신문》 1957년 12월 1일, 1면.

295) 〈제3대국회 제26회 정기회의속기록 제58호(1957.12.12.)〉,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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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이러한 애매한 태도를 취한 그것으로 말하

면 과거 제국주의시대 식민지로서의 반감 그것이 상당히 있고 전

후에 있어서 정치적 독립은 했지만 경제적으로 아직도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양다리를 걸고 자기네 문제

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최근에 있어서 소련 소위 스르토니크

[스푸트니크_인용자] 인공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서 미국에서는 상

당히 여론이 비등이 되어서 이러다가는 우리 자유 진영이 공산 진

영보다도 뒤떨어지겠다는 그러한 아주 공포 불안감 그런 것이 많

이 있었읍니다. 그것이 역시 유엔에 반영이 되고, 이래서 중립적

태도를 가진 국가군들이 다소간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애매한 태

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아셔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

다.(밑줄은 인용자)

김법린은 중립국의 기권 투표성항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그

는 첫째 중립국들이 과거 식민지 경험이 있으며 둘째 정치적 독립

은 했지만 경제적으로 낙후하여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두 진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며 셋째 최근 소련의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로 공산진영이 자유진영을 앞선다는 불안감을 제시했다. 그는

이 세가지 요인 때문에 중립국들이 유엔에서 더욱 애매한 태도인

기권 투표를 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김법린은 중립국의 중립적

태도의 원인을 반식민·경제발전·공산진영의 우세를 꼽았다. 그의 분

석은 앞서 남한 정부 친선사절단이 중립국을 방문했을 때 반식민

문제에 주목했던 점에서는 동일했지만, ‘중립적 태도’를 경제발전을

위한 ‘양다리’로서 해석한 점이 새로웠다.

1957년 12월과 1958년 1월 남한 여론도 대체로 유엔총회에서 한국

문제의 불리한 투표결과와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남한 정부가 앞으

로 중립국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일치된 견해를 피력했다. 1958년

남한 정부의 중립국 외교는 1957년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됐다. 조정

환 외무부 장관이 ‘아·아중립국’과 친선교류를 천명하고 친선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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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시아 지역에 파견했다.296) 1957년에 이어 1958년에도 최덕신

특사가 라오스·버마·스리랑카·말레이사아 4개국을 순방했다.297) 작년

과 달리 사절단이 아니라 최덕신 개인 순방이었으며 방문국 수도

대폭 줄었다. 순방 목적은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와 공산진영 측의

북한 유엔 가입 결의안 시도 저지’였다. 1958년 순방 목적은 작년

친선사절단이 내세운 ‘감사와 우호 증진’이라는 추상성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유엔가입을 둘러싸고 북한과 경쟁하게 됐다는 ‘위기 의

식’이 반영된 결과였다.

1959년 1월 14일 제5회 국무회의는 〈1959년도 외무부 주요시책〉

총 8개항을 수정 후 통과시켰다.298) 외무부 주요시책에는 중립국이

명시되지 않은 채 “국제친선의 증진과 외교관계의 강화” “경제외교

의 강화” “국제협력의 강화” 등으로 표혔됐다.299) 즉 남한 정부는

1957년부터 친선사절단을 '중립국'에 파견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외무부 장관이 중립국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정작

1959년 1월 ‘1959년도 외무부 주요시책’에는 ‘중립국’이라는 표현 자

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1959년 1월 17일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외무부가 발표한 외무

시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설은 먼저 정부가 여전히 “외교와 이데올로

기를 구별할 줄 모”른다고 질책했다. 사설은 남한 정부가 외교노선이

다른 ‘중립 블록’이라도 배척하지 말고 “외교적인 거래를 해서 유엔 내

외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주도록 적극 공작”하기를 요청했다.300)

296) 《동아일보》 1958년 1월 19일, 1면.

297) 《친선사절단 아주 순방, 1957.3.18.-5.13》, 1958, 아주, 121, 724.42,

C-0002.

298) 〈국무회의 제5회 일시:1959년 1월 14일(수)〉 신두영 《제1공화국 국

무회의록》 시대공론사, 2006; 국가기록원 국무회의록

299) 《동아일보》 1959년 1월 17일, 1면. 1959년 1월 15일 외무부주요시책

은 공보실을 통해 발표됐는데 그 8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국토통일을

위한 외교강화 2.국제친선의 증진과 외교관계의 강화 3.경제외교의 강화

4.대외선전의 강화 5.국제협력의 강화 6.민간외교의 육성 7.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도의 적극화 8.이민사무의 추진

300) 《동아일보》 1959년 1월 17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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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와 외교노선이 다른 중립주의 국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유진영으로 넘어오게끔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9년 2월 3일 이승만은 “우리나라와 외교적으로 소원한

관계에 있는 일부 아아(亞阿)국가와의 외교접촉이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데 이에 대한 각하의 견해와 신년도 외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라는 기자 질문을 받았다. 이승만은 다음

과 같이 답변했다.

정부는 작년(1958년) 가을에 유엔에서의 표결이 있기 오래전부터

아아(亞阿)국가들의 중요성과 동(同) 국가들이 가지는 특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왔다. 그 국가들의 일부에 대한

접촉은 이미 2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 대

한 이해를 획득하고 그 목적에 대한 동정을 얻는데 있어서는 시간

이 걸리는 것이다. 일부 아아(亞阿)국가들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투쟁의 성질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 국가들에게

중립주의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으며 또한 기회와 형편이 허용하는 한 그와 같이 하려고 노력하

고 있다. 전체적인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외무부가 이미 외교관계

를 확장하고 해외로부터 보다 큰 지지와 친선을 획득하기 위한 시

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기본적인 정책은 변함없이 민주주의와 국

제적 균등 그리고 반공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산주의

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강하게 반대하지 못하는 국

가들에게 원조를 청하지는 않을 것이다.301)(밑줄은 인용자)

이승만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1957년부터 접촉을 시작했다는 경과를 답변서에서 밝혔다. 다만 그는

접촉 효과가 없는 것은 그들에게 남한 입장을 이해시키고 “동정”을 얻

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승만은 남한 정부

301) 이승만 〈기자질문에 대한 답변서〉 1959년 2월 3일, 대통령기록관;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3, 공보실,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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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립국' 외교의 목표는 “기회와 형편이 허용하는 한” 아시아·아프

리카 국가들을 설득시켜 자유진영으로 넘어오게 하는 것이라 주장했

다.

1959년 3월 17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은 “아세아인끼리 합

력하여 가야 하며 교역의 시초는 의합(意合)에 있는 것이니 외무,

상공이 잘 협의하여 재외영사나 상인들의 협조를 얻어서 친선을 증

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

상에서 동남아 각국과의 친선강화를 강조했다.

그런데 1959년 3월 23일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은 〈외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인도를

제외한 동남아 각국에 대해서”만 편지왕래 및 군인 파견, 체육단이

나 영화 등 순회를 펼칠 것을 지시했다. 1957년 처음으로 '중립국'

외교를 위해 친선사절단을 파견할 때처럼 1959년에도 여전히 인도

는 중립국 외교 대상에서 배제됐다.

1955년 반둥회의 전후 중립주의를 표방하는 '중립국'이 대거 등장했

다. 이들은 유엔총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결로서 드러내기 시작

했다. 그 결과 이전과 달리 1957년부터 남한 관련한 결의안들에서 ‘기

권표’가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남한 정부는 유엔발 ‘위기’를 타계

하기 위해 1957년부터 '중립국' 외교를 펼치기 시작했다. 1957년부터

매년 남한 정부는 친선사절단을 '중립국'이 포함된 지역에 파견했다.

그런데 남한 정부는 '중립국' 외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외무부는

동남아 친선사절단을 파견하면서도 아시아의 대표적인 '중립국' 인

도를 제외했다. 외무부 장관은 중립국 외교를 표방했지만, 정작 외

무부 주요시책에서 중립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외무부가 중립국 외교를 전개하는 동안에도 중립주의와 '

중립국'을 비판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이처럼 남한 정부는 유엔총

회에서 기권표 증대라는 위기에 밀려 '중립국' 외교를 시작하긴 했

지만 강고한 이분법적 진영외교의 ‘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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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1954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견고해질 것 같던 양극적·이분

법적 냉전질서에 균열이 발생했다. 1954년 아시아에서 진행된 제네

바회담과 중국의 평화적 공존 5개 원칙 제창, 콜롬보회의 및 보고르

회의 등은 냉전의 이분법적 폭력를 거부하려는 일련의 새로운 흐름

이었다. ‘반식민·평화·중립’을 지향하는 새로운 흐름은 1955년 아시

아·아프리카 회의 개최와 함께 냉전질서를 거부하는 ‘제3세력’으로

등장했다.

1955년 반둥회의 발기국이자 주최국 인도네시아는 반식민·평화·중

립을 불가분(不可分)의 관계로서 파악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아

프리카 국가들이 식민지에서 갓 벗어났거나 여전히 민족해방투쟁을

펼치는 ‘탈식민의 과정’에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보기

에 식민지 해방과 신생국의 경제발전은 ‘세계 평화’라는 전제 하에

서 실현 가능하며, 동시에 평화의 도래는 군사동맹을 강요하는 냉전

의 편가르기를 거부하는 ‘중립’의 연대를 필요로 했다. 그야말로

1955년 반둥회의가 채택한 〈최종의정서〉는 ‘하나’로서의 반식민·평

화·중립을 담아낸 선언이었다.

그런데 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한 남·북한 정부가 바라보는 ‘반식민·

평화·중립’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인도네시아와 달랐다. 대칭적인 냉

전의 최전선이라는 남·북한의 ‘위치’는 각자에게 반식민·평화·중립에

대한 양극단의 선택을 강제했다.

북한은 정부수립 이전부터 주목해온 평화와 민족해방운동의 시각

에서 1954년 켜져가는 반식민·평화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냈

다. 북한 지도부는 제네바회담의 결과와 중국·인도, 중국·버마의 관

계개선, 인도네시아·인도·버마·스리랑카·파키스탄 주도하에 열린 반

둥회의 등에 적극 공명하며 지지했다. 1956년 제3차 당대회에서 북

한 지도부는 반식민·평화를 지향한다면 상이한 체제의 국가와도 대

외관계를 맺겠다고 밝혔다. 1956년 하반기 북한 국내외의 복잡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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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정리되자 북한 지도부는 1957년부터 비사회주의 ‘중립국’들과

‘양자외교’를 펼쳤다. 그 결과 1957년 북한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

로 자본주의 ‘중립국’ 인도네시아·인도·버마·이집트와 무역협정을 체

결하는 외교적 성과를 달성했다. 1957년은 그야말로 북한의 ‘중립국’

양자외교의 해라고 불릴만 했다.

남한 정부가 보기에 중국이 내세운 평화적 공존은 공산침략을 위

한 시간 벌이용 위장평화일 뿐 아니라 인도 등 제3세력이 주창하는

‘평화·중립’은 타조(駝鳥)가 머리를 모래에 쳐박은 채 공산침략이라

는 위험이 없다고 외치는 자기 기만적 행동에 불과했다. 또한 남한

정부는 반둥회의가 침략자 ‘중공’과 과거 제국주의 국가이던 일본은

초청하면서도 희생자인 남한을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세력이

앞세우는 반식민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반식민·평화·중립을

비판하며 더욱 철저한 진영외교를 추구하던 남한 정부에게 1957년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표결 결과는 충격을 안겼다. 유엔은 남한 정

부 정당성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유엔총회에서 증대하는 ‘중립국’과

기권표는 남한정부에게 커다란 위기였다. 결국 1957년부터 남한 정

부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 대표가 이끄는 친선사절단을 아

시아·아프리카에 파견했다. 친선사절단은 아시아·아프리카 ‘중립국’

들과 우리가 약소민족으로서 식민경험을 공유한다는 데 주목했다.

파견된 사절단장들은 모두 식민경험이라는 동병상련이 유용한 대

(對)중립국 외교의 자원이라고 판단했다. 남한과 아시아·아프리카

‘중립국’들은 약소민족으로서 식민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유사했

지만, 냉전의 진영에 서기를 거부하며 민족자결을 주장하는 ‘중립국’

들과 달리 남한 정부의 ‘중립국’ 외교의 목적은 유엔총회에서 찬성

표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1957년은 남·북한 모두에게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중립

국’과 양자외교를 시작한 중립국 외교의 출발점이었다. 다만 북한의

대외활동은 '중립국'과 무역협정 및 문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극성

을 보인 반면 남한은 유엔에서 발생한 위기에 사절단을 파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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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 성격이 컸다.

남·북한 정부는 반식민·평화·중립을 둘러싸고 상반된 인식 및 '중

립국' 외교전략을 펼쳤지만, 반식민·평화·중립이 낳는 ‘효과’에 대해

서는 ‘대칭적 유사성’을 보였다. 남·북한 정부는 반식민·평화·중립이

낳는 효과가 자신의 진영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졌다. 반둥회의

와 오스트리아 중립화통일은 자본주의 진영에서, 헝가리와 유고슬라

비아가 내세운 중립외교는 사회주의 진영에서 발원한 것이었다. 북

한은 반둥회의와 오스트리아 중립화통일이 미국을 공격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환영하면서도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의 중립에 대해서

는 사회주의 진영을 약화시키는 반(反)혁명이자 수정주의라 규정하

며 비난했다. ‘대칭적’으로 남한은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의 중립은

반소이자 반공이라며 환영했지만 반둥회의와 오스트리아 중립화통

일은 자유진영을 약화시킨다며 비난했다. 남·북한 모두 상대 진영에

서 발원하는 중립은 상대편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진영을 강화하

는 효과를 낳는다고 보았다. 평화와 중립은 남·북한 정부에게 냉전

의 상대진영에게 가하는 ‘평화공세’이자 ‘중립공세’일 뿐이었다.

냉전질서를 거부하며 등장했던 하나로서의 평화·반식민·중립이라

는 새로운 시각은 한반도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굴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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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1960∼1963년 남·북한 ‘중립국’ 외교경쟁

의 전개

1. 북한의 전면적인 ‘중립국’ 외교의 전개

1) ‘정부’대표단 파견 및 초청외교

1957년 북한은 상이한 체제 국가들과 양자외교를 시작했고 그 결

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1960년부터 북한은

무역 관련 대표단뿐 아니라 ‘급’이 더 높은 정부 차원의 대표단을 '

중립국'에 파견하거나 북한으로 초청했다.

1960년 5월 크림 벨카셈을 단장으로 하는 알제리 임시정부 대표단

이 북한을 방문했다.302) 이미 북한은 1958년 알제리 민족해방운동

세력이 선포한 임시정부를 승인했었다. 1960년 5월 12일 북한 정부

대표단과 알제리 임시정부 대표단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

에서 북한은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자유

를 위한 알제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을 높이 평가하고 그에 전적인

련대성을 표명”했다. 알제리 임시정부 대표단은 북한의 사회주의 건

설 달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 분단 문제는 남한에서 미군이 철

수한 후 “조선 사람 자신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는” 북한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303)

공동선언 발표 후 1960년 5월 12일 알제리 임시정부 대표단은 박

성철 외무상이 안내하는 황해제철소를 참관했다. 《로동신문》은 알

제리 임시정부 대표단의 단장이 “제철소의 규모가 방대하며 그 생산

공정이 고도로 기계화된 데 대하여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302) 《로동신문》 1960년 5월 11일, 1면.

303) 《로동신문》 1960년 5월 13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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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은 재정 및 경제상 프란씨스 아흐메드가 북한 “근로자

들이 자기의 경제를 훌륭히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알제

리 인민도 독립을 쟁취한 후 조선 인민처럼 자기의 민족 경제를 훌

륭히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과 고무적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된다”

고 말했다고 전했다. 즉 《로동신문》은 알제리 임시정부 대표단이

북한의 자립적 경제 발전을 보고서 동일한 식민지 경험을 가진 알

제리도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고 보도했다.304)

1960년 10월 28일 북한 무역성 명의로 초청한 버마 정부 무역대표

단 5인(단장, 국회의원 우먀)이 평양에 도착했다.305) 버마 정부 무역

대표단(이하 버마 대표단)은 10월 29, 30일 평양 방직 공장, 평양 견

방직 공장, 공업 및 농업 전람관, 강선 제강소와 남포 제련소를 참

관했다. 《로동신문》은 우먀 단장이 참관을 끝마친 다음 현대적 설

비를 갖춘 참으로 훌륭한 공장이라 감탄하면서 여기서 생산되는 질

좋은 견직물들을 서로 교역함으로써 양국 간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로동신문》은 대표단 성원 더킨 페탄과 우탄

신이 참관 후 남긴 감상록에 “과거에는 일제 통치 하에서 압박 받았

고 해방 후에는 미제가 도발한 전쟁에 의하여 파괴되였던 조선은”

“오늘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고 썼다는 사실을 보도했다.306)

1960년 10월 31일∼11월 2일, 버마 대표단은 에 걸쳐 함남도 각지

와 조국해방 전쟁기념관 그리고 희천 공작기계 공장을 참관했다.

《로동신문》은 이들 방문 소식을 방문 순으로 보도하지 않고 마지

막 날인 11월 2일 방문했던 희천 공작기계 참관 소식을 먼저 전했

다. 즉 먼저 방문했던 조국해방전쟁 기념관의 보도가 오히려 희천공

작 기계 방문 다음에 배치됐다. 《로동신문》은 손님들이 1만여 종

의 공구, 지구, 부속품들이 질서 정연하게 진열된 공구실을 보고 그

의 정밀성에 감탄했다고 전했다. 특히 《로동신문》은 참관을 끝마

304) 《로동신문》 1960년 5월 13일, 2면.

305) 《로동신문》 1960년 10월 29일, 1면.

306) 《로동신문》 1960년 10월 31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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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대표단 성원 우툰 센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우리는 기계 제작 공업에서 조선 인민이 달성한 훌륭한 성과들

을 보았다. 앞으로 조선 인민은 더욱 눈부신 성과를 달성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특히 우리는 이 공장에서 본 모든 성과가 바로 조

선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수차에 걸친 현지 교시와

이 교시를 실천하기 위한 이 공장 전체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

적 로력 투쟁에 의하여 이룩되였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이 성

과는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이며 세계 평화에 기여

하게 될 것이다. 아세아에서 식민주의가 종식할 때는 왔으며 아세

아 인민들이 단결할 때는 왔다. 누구의 예속도 받지 않고 아세아

인민들이 서로 단결하여 협조해 나간다면 식민주의는 영원히 그리

고 반드시 종식되고 말 것이다.307)(밑줄은 인용자)

버마 대표단은 북한의 눈부신 경제발전에 감탄했으며 이것이 아시

아 식민주의 종식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단결해야 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또한 《로동신문》은 이들의 ‘감탄’과 ‘주장’을 매우 자

세히 보도했다.

1960년 11월 5일 양국은 북한측 무역상 리주연과 버마측 정부 무

역대표단 단장 서명 하에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은 북한은

중공업 제품을 버마에 수출하고 버마는 농산물을 북한에 수출한다

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버마에 “기계류，강철, 화학 제

품, 건재, 직물, 식료품 및 기타 상품들을 수출하”기로 합의했다.308)

1960년 북한은 자랑찬 자신의 경제발전에 기반하여 사회주의 진영

이 아닌 국가의 정부 대표단도 적극 초대하는 외교를 펼쳤다. 1960

년 11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 회의 토론에서 “락후한 식

민지 반봉건 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강력한 경제 토대를 가진 사회

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시켜 놓은” “류례 없는 번영” 등이

307) 《로동신문》 1960년 11월 3일, 3면.

308) 《로동신문》 1960년 11월 5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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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됐다.309)

이날 토론에서 외무상 박성철 대의원은 먼저 국제정세를 설명하면

서 “소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부단한 장성과 통일 단결의

강화”가 사회주의 승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사회주

의 진영의 통일단결을 해치는 유고슬라비아 같은 수정주의를 강하

게 비판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전제한 후 민족해방운

동을 언급했다. 박성철은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자세하게 설명

한 후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경제발전과 외교성과를 자랑차게 발언

했다.

(…)전후 조선 인민이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중첩되는 난

관을 극복하면서 혹심한 전쟁 피해를 단시일 내에 회복하고 사회

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달성한 기적적 성과들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과 자주적 발전의 길에 들어선 인민들에게 있어서 새

로운 고무적 힘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청소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오늘 당당한 위

신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 진출하고 있으며 세계의 수 많은 나라들

과 친선적 련계와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 진영의 대가정의 일원으로서 이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

호상 존중, 동지적 호상 원조와 협조의 원칙에 입각하여 형제적인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평화적 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나라들과의 정치, 경제, 문화적 제 관계

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르마,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 련합 공화국, 이라크를 비롯한 40여 개 국가들과 통상 관계

를 설정하고 있으며 70여개의 나라들과 문화적 련계를 맺고 있습

니다. 최근 우리 나라와 큐바 공화국 간의 외교 관계 설정은 량국

간의 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 투쟁을 강화함에 있

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입니다. 또한 우리 공화국은 50개

309) 《로동신문》 1960년 11월 23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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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하는 각종 국제 기구에 참가하여 각 부문에서 국제적 협조를

강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국제 관계에서 조선 민주주

의 인민 공화국의 국제적 위신은 날로 제고되고 있으며 그는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을 실시하면서 아세아와 극동에서 평화를 강화하

는 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310)(밑줄은 인용자)

외무상 박성철은 북한이 사회주의 진영 외에 평화애호국이자 '중

립국' 등을 포함하는 40여 국가들과 통상관계를 설정했을 뿐 아니라

이들을 포함한 70여 국가들과 문화관계를 맺었다는 외교성과를 강

조했다. 박성철은 자국의 기적적인 경제발전이 신생국들에게 “새로

운 고무적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외교성과를 성취할 수있

었다고 주장했다.

북한 정부는 자신들이 이룩한 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아시아·아

프리카 국가들과는 통상관계를 맺으려 시도했을 뿐 아니라 기존에

통상관계를 맺었다면 국가들과는 좀더 진전된 관계인 ‘영사관계’를

체결하고자 했다. 따라서 1961년 북한은 영사관계 설정을 위해 아시

아·아프리카 지역에 두 개의 ‘정부 대표단’을 파견했다. 북한이 사회

주의 진영 이외 국가에 대대적으로 ‘정부’급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북한은 버마·인도·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정부 대표단을 파

견했다. 1961년 5월 3일 북한 ‘정부 무역 및 친선 대표단’(이하 정부

대표단)은 특별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여 버마로 향했다.311) 이는

앞서 북한을 방문한 버마 정부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었다.312)

1961년 5월 6일 북한 정부대표단은 버마 랑군에 도착했다.313) 1961

년 5월 16일 북한 정부대표단 단장인 내각 부수상 겸 무역상 리주

연과 버마 정부 무역 발전상 우 트윈은 회담 후 공동선언을 발표했

310) 《로동신문》 1960년 11월 23일, 8면.

311) 《로동신문》 1961년 5월 4일, 2면.

312) 《로동신문》 1961년 1월 27일, 1면.

313) 《로동신문》 1961년 5월 7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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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선언에는 양국이 무역 관계를 넘어 ‘영사관계’ 설정뿐 아니

라 상대국 수도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기로 합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북한은 발표문에서 버마 정부의 “평화애호적 중립정책”이 버마

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나아가 북한은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족적 독립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버마에 “굳은 련대성을 표명”했다. 즉 북한 정부

는 버마의 평화애호적 중립정책과 민족경제 발전 및 독립을 불가분

의 관계로서 파악했다.314)

1961년 5월 18일 북한 정부대표단은 버마를 떠나 인도 수도 뉴델

리에 도착했다.315) 5월 20일 북한 정부대표단은 인도 상공성에서 열

리는 오찬회에 참석했다. 《로동신문》은 오찬회가 “시종 화기에 넘

치는 친선적인 분위기”였다고 전했다.316) 또한《로동신문》은 5월

25일 북한 정부대표단이 인도 수상 네루를 방문했으며 역시나 “친선

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구체적인

네루의 발언 내용은 전혀 《로동신문》에 실리지 않았다.

《로동신문》은 북한 정부대표단이 다른 국가를 방문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곧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앞선 버마와 영사관계를 맺

은 것도 바로 보도됐다. 그런데 《로동신문》은 1961년 6월 4일 북

한 정부대표단이 인도를 떠나 인도네시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6월

6일 전하면서도 정작 인도와 회담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다. 뒤늦게

《로동신문》은 1961년 6월 8일자에 북한과 인도 정부 간에 호상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즉 《로동신

문》은 6월 2일 뉴델리에서 체결된 합의 내용을 6일이나 지나서야

보도했다. 또한 《로동신문》에는 버마 때 장문의 단독 사설이 보도

된 것과 다르게 이번 인도 합의를 설명하는 단독 사설은 없었다.

사실 북한은 이미 1957년 인도와 무역대표부 설치 및 통상 협정을

314) 《로동신문》 1961년 5월 19일, 1면;《로동신문》 1961년 5월 22일, 2면.

315) 《로동신문》 1961년 5월 20일, 2면.

316) 《로동신문》 1961년 5월 27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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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한 상태였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처음으로 정부

급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인도 전후로 방문한 버마와 인도네시아와

영사관계를 수립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인도와 영사관계를

수립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인도는 북한과 남한 둘 중

한 국가만을 인정하지 않는 ‘엄정한’ 중립외교를 펼쳤다. 따라서 북

한이 의도한 남한을 제외한 단독 영사관계 설정은 힘들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한도 북한보다 먼저 인도와 영사관계를 설정하고자

했다. 즉 북한과 남한은 '중립국' 인도를 둘러싸고 먼저 영사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외교경쟁을 펼쳤다. 그러나 인도는 1962년 3월 1일

남·북한 동시 영사관계를 설정했다.

이처럼 《로동신문》은 인도 방문 결과를 늦게 보도할 뿐 아니라

협정 체결을 발표하면서도 ‘논평’을 하지도 않았다. 또한 《로동신

문》은 북한 정부대표단이 버마·인도·인도네시아를 방문을 모두 마

친 후 성과를 정리하는 논평에서도 방문 순서와 달리 인도를 마지

막에 배치했다. 즉 《로동신문》은 북한 정부대표단이 방문한 국가

순서대로 언급하지 않고, 달성한 성과 순으로 서술했다.317)

1961년 6월 4일 버마와 인도를 방문했던 북한 정부대표단은 뉴델

리를 떠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했다.318) 6월 17일 양국은 총

영사 교환을 합의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쌍방은

편리한 시기에 무역 및 기타 대표단들을 교환할 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을 뿐 아니라 “상기 목적의 실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총령사

급의 령사기관”을 상대국 설치하겠다는 합의를 담았다.319) 이로써

1957년 민간 통상협정 체결로 시작된 북한과 인도네시아의 양자관

계는 1961년 ‘영사관계’로 격상했다.

《로동신문》은 이 합의를 자세히 논평했다. 먼저 《로동신문》은

이 합의야말로 북한 정부가 “사회 제도의 차이에 관계 없이 모든 평

317) 《로동신문》 1965년 7월 2일, 3면.

318) 《로동신문》 1961년 6월 6일, 1면.

319) 《로동신문》 1961년 6월 19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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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애호 국가들과 우호 협조 관계를 설정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종

일관 노력”한 “정당한 대외정책”의 성과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로

동신문》은 인도네시아의 대외정책이 “반제국주의 립장에 확고히 서

서 독자적 중립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로동신문》은 양국의 공통된 ‘식민 경험’에 주목했다. 《로

동신문》은 양국이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모두 “장구

한 기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자들의 기반 하에서 다 같이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이어《로동신문》은 양

국은 공통된 식민경험에 기반하여 “오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

대하며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련결되여 있으며 호상 지지 성원”하고

있다고 주창했다. 흥미롭게도 《로동신문》은 양국이 겪는 일종의

‘분단문제’의 원인을 미국에서 찾았다. 《로동신문》은 미군이 주둔

하 남한은 경제적 예속화를 처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서부 이리안 귀

속 문제뿐 아니라 내정간섭을 미국 때문에 겪는다라 주장했다.320)

1961년 6월 26일 리주연을 단장으로 북한 정부대표단은 버마·인

도·인도네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321) 이상 북한 정부대표단의

아시아 지역 순방 일정 및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320) 《로동신문》 1961년 6월 20일, 4면.

321) 《로동신문》 1961년 6월 25일, 3면; 《로동신문》 1961년 6월 27일, 2면.

방문국 방문기간 방문결과

버마 5.6∼5.18 영사관계 설정 및 상호 총영사관 설치 합의

인도 5.18∼6.4 상호 무역대표부 설치 합의

인도네시아 6.4∼6.18
무역 및 기타 대표단 교환, 상호 총영사관급 영

사기관 설치 합의

<표5> 1961년 북한 정부대표단의 아시아 순방

(단장: 내각 부수상 겸 무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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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은 1961년 7월 2일자 1면에 〈우리나라와 아세아 국

가들 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이라는 사설을 실어 북한 정부대표단의

세 나라 방문성과를 평가했다. 《로동신문》은 버마와 인도네시아 등

과 영사관계 설정 및 영사관 설치 합의를 달성함으로써 북한의 “대외

적 위신”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로동신문》은 아시아 “중립

국가들이 견지하고 있는 중립 정책”을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했다.

(…)금번 공화국 정부 무역 및 친선 대표단은 평화 애호 국가들

과의 친선과 협조를 귀중히 여기고 있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립장

으로부터 출발하여 아세아 중립 국가들이 견지하고 있는 중립 정

책이 이 나라들의 리익과 자주적 민족 경제의 발전에 부합된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동시에 아세아와 극동의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표단은 장기간의 식민지 통치

의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이 나라 정부들의 반제, 반식민주의적

립장 특히 서부 이리안을 회복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인민의 투쟁,

자국의 령토 내에 둥지를 틀고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장개

석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한 비르마 인민의 투쟁에 대한 조선 인민

의 지지를 다시금 표명하였다.(…)322)(밑줄은 인용자)

《로동신문》은 아시아 '중립국'들이 취하는 중립정책이 그들의

자주적 민족경제 발전에 부합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사

설은 정부대표단은 “장기간의 식민지 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이 나라 정부들의 반제, 반식민주의적 립장”을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사설은 반둥회의에 기반한 아시아 '중립국'들의 단결을 가로

막는 것은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분할통치 전략 때문이라고 보

았다. 따라서 《로동신문》은 1955년 개최된 반둥회의가 낳은 ‘반둥

정신’에 기초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반제국주의 및 반식민주

의 연대를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322) 《로동신문》 1961년 7월 2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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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

며 자주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서로 지지 협조하

며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절실히 깨닫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설정과 그 발전을 열렬히 념원하며 요구하고 있다.

광범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반

둥회의의 정신에 언제나 충실하여 온 조선 인민은 앞으로 계속 아

세아 인민들과 더불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견결할 것이며 이미 이루어진 비르마, 인도네시아 및 인도 인민들

과의 귀중한 친선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323)(밑줄은 인용자)

같은 시기 북한은 정부대표단을 아프리카 지역에도 파견했다.

1961년 6월 7일 보통 교육상 리일경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정부대

표단은 기니의 수도 코나크리에 도착했다.324) 기니는 북한과 이미

1958년 외교관계를 설정한 국가였다.325) 북한 정부대표단은 6월 13

일 기니 대통령 세쿠 투레를 방문하여 담화를 진행했다. 《로동신

문》은 기니 대통령이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조선 인민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언명했다고 전했다.326) 또한 《로동신

문》은 리일경 단장이 기니 정부 요인들이 주최하는 연회에서 “조선

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전선에 확고히 서

있”으며 남한을 강점한 “미 제국주의자들을 물러 가게 하고 조선 인

민의 자신에 의하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북한의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흥미롭게도 연회에서 리일경 단장은 1961년 남한에서 발생한 5·16

군사정변을 언급했다. 리일경은 5·16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종 하

323) 위 자료.

324) 《로동신문》 1961년 6월 10일, 2면.

325) 북한 정부는 1958년 10월 2일 기니가 프랑스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독

립을 선포하자 며칠 후인 10월 8일 승인 및 외교관계를 설정했다. 《조

선중앙연감: 1959년판》 152쪽.

326) 《로동신문》 1961년 6월 15일, 1면.



- 139 -

에” 발생한 것이며 “이러한 음모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에서 감행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의 발악적인 책동

들의 련쇄의 한 고리”라고 지적했다. 즉 리일경은 방문한 아프리카

지역도 남한의 군사 쿠데타처럼 미국의 조종하에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니 정부 요인들에게 경고한 셈이었다. 《로동신문》은

기니 국민 교육상이 북한의 이러한 “정당한 립장”을 지지할 뿐 아니

라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와 경제 건설에서 조선 인민

이 달성한 승리를 찬양”했다고 전했다.327)

1961년 6월 14일 북한과 기니 양국은 ‘통상 및 문화협조 협정들과

방송 분야 및 통신사들 간의 협조에 관한 협정들’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상업적 및 비상업적 지불을 위하여 리자나 수

수료 없는 파운드화의 은행 구좌를 호상 설치”하기로 합의했다.328)

1주일 간 기니 방문을 마친 북한 정부대표단은 1961년 6월 14일

가나 수도 아크라에 도착했다.329) 정부대표단은 6월 22일까지 가나

에 머물렀다. 정부대표단 입장에서는 이미 외교관계를 수립한 기니

보다 가나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데 더 노력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은쿠루마 대통령은 1955년 반둥회의에 참석했으며 초대 가나

대통령으로서 범아프리카주의를 선도하는 인물었기 때문이다.330)

방문 기간 중 북한 정부대표단은 가나 대통령 은크루마 등과 회담

했다. 은 《로동신문》은 이 회담을 “화기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 행정에서

량국 간에 친선적인 뉴대가 맺어지고 날로 강화 발전되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됐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로동신문》은

가나 외상이 “조선, 월남 및 독일 인민이 겪고 있는 민족적 분렬의

비극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327) 《로동신문》 1961년 6월 16일, 2면.

328) 《로동신문》 1961년 6월 17일, 3면.

329) 《로동신문》 1961년 6월 17일, 5면;《로동신문》 1961년 6월 19일, 2면.

330) 로버트 J. C. 영 지음 김택현 옮김, 2005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트

리컨티넨탈리즘》 박종철출판사, 425∼4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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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사태는 콩고에서도 명백히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조선, 월

남, 독일 및 콩고는 통일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전했다.331) 즉

《로동신문》은 양국이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주의를 비판하며 콩고

가 겪는 민족분열을 북한도 겪고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고 평가

했다. 그런데 북한 정부대표단은 방문 기간 중 가나와 공동선언 발

표 같은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다.

가나를 떠나 북한 정부대표단은 1961년 7월 1일 말리 대통령을 방

문했다. 말리는 북한과 1960년 이미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였다.332)

《로동신문》은 말리 대통령이 “불란서 통치 시기에도 말리 인민들

은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을 주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인민

의 곤난을 자기들의 곤난으로 여겼다고 하면서 말리 공화국 정부와

말리 인민은 조선의 국토 완정과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모든 활동을 무조건 지지할 것을 결심하고 있다고 강

조”했다고 전했다.333) 1961년 7월 5일 북한 정부대표단 단장 보통교

육상 리일경과 말리 정부대표단 단장 국무사법상 쟝 마리에 코넨의

명의로 양국은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과 문화 협조에 관한 협

정〉을 체결했다.334)

1961년 7월 6일 말리 방문 성과를 안고 북한 정부대표단은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 도착했다.335) 7월 13일 북한 정부대표단은 모로코 왕

을 방문했다. 방문 자리에서 리일경 단장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모

로코 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로동신문》은 모로코

왕이 “조선 인민에게 번영과 성과기 있기를 축원”했다고 전했다. 이

는 앞서 말리와 가나 방문시 방문국 대통령 및 고위 관료가 적극적

으로 반제국주의 및 반식민주의에 호응했던 것과 상당히 다른 반응

이었다. 실제 북한 정부대표단은 모로코 방문에서 어떤 공동선언 발

331) 《로동신문》 1961년 6월 25일, 3면.

332) 《조선중앙연감: 1961년판》 145쪽.

333) 《로동신문》 1961년 7월 5일, 1면.

334) 《로동신문》 1961년 7월 8일, 2면.

335) 《로동신문》 1961년 7월 9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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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나 협정 체결을 이루지 못한 채, 1961년 7월 22일 아랍련합공화국

의 수도 카이로에 도착했다.

1961년 7월 29일 북한 정부대표단은 아랍연합공화국 대통령 나쎄

르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나쎄르 대통령은 1956년 영국·프랑스와

수에즈전쟁을 펼치던 당시 이집트를 적극 지지해준 북한 정부와 인

민에 감사를 표했다.336) 1961년 7월 30일 아랍련합공화국 주재 북한

무역대표 박영은 북한 정부대표단 체류를 환영하는 연회를 개최했다.

연회에는 북한 정부대표단 전원과 아랍련합공화국 외무성 국무 비서

하페즈 이스마일, 중앙 교육성 부상 아흐에드 포라이바 및 아랍연합

공화국 지구 경제성 부상 할레드 함브가 참가했다. 또한 아랍련합공

화국 주재 사회주의 국가 대사들과 '중립국' 외교 사절 등도 참가했

다. 1961년 7월 31일 양국은 ‘총영사 관계’ 설정뿐 아니라 양국 간에

문화 교류를 더욱 촉진하자는 데 합의했다.337) 나아가 리일경 단장은

이집트 카이로에 북한 기자들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338)

이상 북한 정부대표단의 아프리카 지역 순방 일정 및 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 표와 같다.

336) 《로동신문》 1961년 8월 4일, 1면.

337) 《로동신문》 1961년 8월 3일, 1면.

338) 《로동신문》 1961년 8월 4일, 1면; 총영사 관계 설정 합의에 따라

1961년 11월 27일부터 아랍연합공화국 주재 북한 총영사 박영은 카이로

에서 사업을 개시했다. 《로동신문》 1961년 12월 3일, 3면.

방문국 방문기간 방문결과

기니 6.7∼6.17
통상 및 문화협조 협정들과 방송 분야 및 통신사들 간

의 협조에 관한 협정들 체결

가나 6.17∼6.22 -

말리 6.22∼7.6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과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모로코 7.6∼7.22 -

이집트 7.22∼8.1 총영사 관계 설정 합의

<표6> 1961년 북한 정부대표단의 아프리카 순방

(단장: 보통교육상 리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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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리일경 단장이 이끄는 아프리카 순방 정부 대표이 방문한

국가는 카사블랑카 회의의 주요 5개국과 일치했다. 1961년 1월 모로

코 카사블랑카에서 기니·가나·말리와 모로코·이집트 5개국 수상과

알제리아 임시정부 수상이 개최한 회의를 카사블랑카 회의라 부른

다.339) 카사블랑카 회의는 보수적인 몬로비아 그룹과 구프랑스령이

던 지역의 브라자빌 그룹과 달리 급진적인 성향과 비동맹주의 국가

들이 주도했다.340) 비록 북한 정부는 공식문헌에서 아프리카 순방국

을 카사블랑카 5개국이라 명시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1961년 1월 카

사블랑카 그룹에 창립된 이후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961년 8월 8일 북한의 아프리카 방문 정부대표단은 귀국했다. 북

한 정부대표단이 귀국한 다음날인 8월 9일자 《로동신문》은 아시

아 국가 순방 때처럼 반제국주의 및 반식민주의의 연대성을 강조한

평가를 내렸다.341) 1961년 8월 26일 《로동신문》은 1면 사설에서

좀더 자세히 이번 아프리카 방문성과를 평가했다. 특히《로동신문》

은 기니와 말리와 맺은 협정 및 아랍연합공화국과 맺은 영사관계

합의를 높이 평가했다. 《로동신문》은 이러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특히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

동 투쟁에서 맺어진 친선 협조 관계는 더욱 공고 발전되였으며 호

상 지지와 련대성은 가일층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로동신

문》은 ‘미 제국주의’가 “소위《평화 계획》이니 뭐니 하는 허울 좋

은 간판을 내걸면서 더욱 더 음흉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아프리카를

비롯한 후진 국가들에 침투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음을 지적

하며 북한이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의 강화와 세계 평화 력량의 단

결 그리고 나라의 완전 독립과 자주적 발전을 위”해 투쟁할 것을 강

조했다.342) 이처럼 북한은 자신들이 아프리카를 방문하여 이룩한 관계

339) 《조선중앙연감: 1962년판》, 544쪽.

340) 로버트 J. C. 영, 앞 책, 432쪽.

341) 《로동신문》 1961년 8월 9일, 2면.

342) 《로동신문》 1961년 8월 26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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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야말로 ‘미 제국주의’의 침투를 막아내는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1961년 9월 25일 아프리카 방문국 중 말리는 정부 친선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다. 이날 말리 정부 친선대표단 단장 마데이라 케이타

(내정 및 공보상) 및 대표단 전원은 김일성 수상을 접견했다.343) 평

양시 환영 군중대회에서 부수상 정일룡은 앞서 북한이 아시아·아프

리카 '중립국'을 방문하면서 펼쳤던 논리를 그대로 반복했다. 정일

룡은 말리와 북한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과거 동일한

제국주의의 식민경험을 겪었으며 현재는 “평화와 민족적 독립의 공

고화를 위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

하고 있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국은 반식민

의 경험에서 출발하여 서로 친선협조 관계를 맺어나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말리가 “적극적인 중립정책을 실시하면서 주권에 대한 호

상 존중, 내정 불간섭, 평등화 호혜, 평화적 공존의 제 원칙에 입각”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발언 끝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날 북한이 식민통치 유산을 완전히 청

산하고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닦았을 뿐 아니라 “선진 기술과

선진 문화를 가진 강력한 공업-농업 국가로 되었”다고 자랑차게 발

언했다.344)

《로동신문》은 말리 정부친선대표단이 1961년 9월 25일 황해 제

철소를 참관한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 이곳에서 손님들은 1호 용광로와 나란히 솟은 2호 용광로

를 이곳 로동자들이 불과 반년도 못 되는 기간에 건설했다는 이야

기를 듣고 우리 로동 계급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깊은 감명을 표

시하면서 오래 동안 발길을 멈추고 용광로에서 쏟아져 내리는 붉

은 쇠’물을 감명 깊게 바라 보았다.(…) 참관을 끝마치고 대표단

단장 마데이라 케이타는 벌써 조선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한 나라로 되었다고 하면서 이 제철소 방문을 통하여

343) 《로동신문》 1961년 9월 26일, 1면.

344) 《로동신문》 1961년 9월 26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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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조국의 빛나는 장래를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 인민의 완강한

노력과 불굴의 투지를 보았다고 말하였다. 손님들은 이곳 로동자

들의 열렬한환송을 받으면서 제철소를 떠났다.345)(밑줄은 인용자)

1960년에 들어 아시아·아프리카 ‘중립국’의 정부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정부대표단이 대대적으로 ‘중립국’을 방문했다.

특히 1961년 북한은 아시아·아프리카 ‘중립국’ 중 일부와 1957년 맺

었던 통상관계보다 더 높은 단계인 ‘영사관계’로 나아가는 외교성과

를 달성했다.

이 시점에서 북한 조선로동당은 1961년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8

일간 제4차 당대회를 열었다. 이는 1961년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4차 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6

개월 간의 준비작업을 거친 행사였다. 1961년 9월 11일자 《로동신

문》 사설은 제4차 당대회를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의 대

회”로서 규정했다. 이미 김일성은 1961년 5월 7일 비날론 공장 준공

을 경축하면 4차당대회가 “승리”의 대회일 것임을 언급하기도 했

다.346) 9월 11일자 《로동신문》 사설은 이번 당대회를 “조선의 공

산주의자들이 평화와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에 얼마나 위력한

진지를 꾸려 놓았으며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과

시한 승리자의 대회”라고 설명했다. 대회 첫날인 9월 11일 김일성은

6시간 이상에 걸친 장문의 보고를 했다. 김일성은 1957년부터 60년

까지 이루어진 사회주의 개조와 건설과정에서 얻어진 경제적 성과

345) 《로동신문》 1961년 9월 26일, 3면.

346) 《로동신문》 1961년 5월 3일 2면. 김일성 발언은 다음과 같다. “우리

는 승리와 번영의 길로 확신성 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열

릴 우리 당 제4차대회는 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이룩한 영광스러운

업적을 총화하고 인민들을 새로운 광활한 앞길에로 부를 것입니다. 당과

인민과의 통일, 인민들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모두다 영광스러운 사회

주의건설자로서 높은 정치적 열성으로 당대회를 맞이하며 빛나는 로력

적성과를 당대회에 선물로 보냅시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미래가 약속되

여 있으며 우리는 자신의 로력으로 이 땅에 사회주의 강국을 창건하는

성스러운 역사적 위업의 실천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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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성장을 자랑차게 총괄했다.347)

김일성은 총결 보고의 다섯 번째로 국제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총

결기간 동안 “대외적 관계의 분야에서도 거대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발언했다. 먼저 그는 “사회주의 역량은 제국주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압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소련은 공업과 농업 그리고 “소

련사람들에 의한 우주비행 시현”처럼 과학기술에서 세계 최고봉에

올랐을 뿐 아니라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이 이미 승리하였으며 사회

주의 건설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역량의 장성과 함께 식민지민

족해방운동의 전례없는 앙양과 그로 인한 제국주의 식민지체계의

종국적 붕괴과정”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

가 보기에 “수억만 아세아인민들이 민족적 독립을” 거의 다 “쟁취”

했으며 이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이제 “민족해방투쟁의 거세찬 불길은 아프리카 대륙을 휩쓸고 있으

며 라틴아메리카에 퍼지고 있”었다.

김일성은 대외관계에서 먼저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강조했다.

김일성은 북한이 진영외교에 기반하면서도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 원칙에 립각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적 독립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설정하며 발전시키

는 것을 대외 정책의 중요한 일환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일성은 지난 시기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는 큐바 공화국을 비롯하여 기니아, 말리공

화국 등 일련의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새로 설정하였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비르마, 아랍 련합 공화국, 이라크 등 많은 아세아, 아

프리카 나라들과 우리 나라와의 국가적 관계도 부단히 높은 단계

347) 1961년 9월 11일 대회에 관한 보도는 《로동신문》 1961년 9월 11∼

20일자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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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의 동남 아세아 및 아프리카 제국 방문은 이 나라들과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

습니다.348)

김일성은 외교관계뿐 아니라 “경제 및 문화 교류 분야에서도” 북

한의 “대외관계는 더욱 확대 발전”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평화 애호 국가들과 우리 나라와의 사이

에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김일성은 “우리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희망하는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하며 경제, 문화 교류를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일본과의 “정상적인 관계” 수립을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이처럼 북한은 1961년부터 대외관계를 진영외

교를 기초로 하면서도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로 확장 그리

고 자본주의 국가와도 관계 수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외교의 전개와 수정주의

비판

북한 지도부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세계 민족해방운

동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1, 2장에서 살펴봤듯이 북한 지도부는 민

족해방운동을 정부수립 이후부터 1954년 시기까지는 사회주의 진영

에 종속된 것으로 이해했지만, 1955년 반둥회의 이후인 1956년부터

민족해방운동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글들이 공개됐다. 이처럼 북한이

사회주의 진영 외교를 넘어 '중립국'과 외교관계를 확장한 것은 곧

348) 북한의 제4차 당대회의 일련의 진행과정과 그 의미는 서동만의 연구

가 잘 정리해주었다. 서동만, 앞 책, 788∼790쪽; 1961년 9월 11일 대회

에 관한 보도는 《로동신문》 1961년 9월 11∼20일자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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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해방운동의 독자성을 인정한 것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다.

실제 북한은 진영외교를 넘어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민족해방운동

을 펼치는 독립운동 중인 국가나 신생 독립국들과 적극적인 외교관

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식민지로 1950년대

내내 민족해방운동을 펼쳤던 알제리에서 1958년 9월 19일 알제리

공화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자 북한의 조선아세아아프리카 단결

위원회는 아세아아프리카 단결이사회 상설서기국에 임시정부 수립

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349) 1958년 9월 25일 김일성 수상은 알

제리 공화국 임시 정부 수상에게 “축하”뿐 아니라 “알제리 공화국

림시정부를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통지했다. 즉 김일성은

아직 독립하기 전인 임시정부이지만 알제리 민족해방운동을 이끄는

임시정부를 외교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평화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공동 투쟁”을 강화하기를 기원했다.350)

이처럼 북한 정부는 1955년부터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민족

해방운동의 범주를 확장했으며 이는 1950년대 후반 북한의 ‘대외관

계’ 확장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북한 정부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관심은 1950년대 후반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넘어 라틴아메리카

까지 확장되고 있었다.351)

사실 라틴아메리카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과 달리 이미 독립

한 국가들이 대부분이었다. 나아가 미국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349) 《로동신문》 1958년 9월 24일, 1면.

350) 《로동신문》 1958년 9월 26일, 1면.

351) 북한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칭하는

일련의 시각은 제3세계라는 용어와 비교해볼 때 흥미로운 시각을 던져

준다. 로버트 영은 제3세계라는 용어가 “위계적인 관계에서 부정적인 느

낌을 주며 또 그것이 점차 빈곤·채무·기아·갈등과 결부되기 때문”에 “한

결같은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지리와 위상과 문화

를 묘사하는 ‘세 대륙(three continents)’라는 용어, 그리고 1966년에 아

바나에서 열린 아프리카·이시아·라틴아메리카민중연대기구의 첫 회의 이

후에 아누아르 아브델-말릭이 동의한 ‘트리컨티넨탈(triocontinental)’(즉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J. C. 영, 앞 책, 2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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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친미국가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은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표결 시 미국의 제안에 동의

하는 쪽이었다. 그런데 1950년대 중반부터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민족해방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로동신문》은 1956년쯤 서서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민족해방운

동의 새로운 발화점으로 언급했다.352) 1957년부터 격해지는 과테말

라·아르헨티나·파나마·에콰도르·칠레 등지의 사태들에 《로동신문》

은 “미제의 내정간섭을 반대하는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민

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써 본격적으로 주목했다. 특히 이 시기 북한

은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이 “이미 아세아·아프리

카에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전면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환경 속

에서” 이제는 미국의 식민지 통치 기반이자 ‘뒤뜰’이라고 할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까지 제시했다.353) 이어

1958년 《로동신문》은 더욱 미국의 견고한 후방이던 라틴아메리카

에서 “반미 민족해방투쟁은 날로 확대 강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나

아가 《로동신문》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반미 민족해방운동의 확

산이 제13차 유엔총회에서 토의 과정 및 표결 과정에서 변화를 낳

았다고 주장했다.354)

북한은 1959년 12월 《로동신문》에서 1959년 1월 1일 쿠바에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 사건에 대해 “라틴아메리카에서 반미 민족해

방투쟁의 전례 없는 앙양을 보여 주었”을 뿐 아니라 “민족해방투쟁

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355) 이제 북한은 명확히 민족해방운동의

시야에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라는 세 대륙을 두었다.

북한과 쿠바의 양국관계는 상호 방문을 통해 더욱 긴밀해졌다.

352) 《로동신문》은 다음과 같이 짧게 언급했다. “미국의 세습 령지로 알

려져 있는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민족 해방 운동은 앙양되기 시작하

였다” 《로동신문》 1956년 8월 23일, 4면.

353) 《로동신문》 1957년 3월 2일, 4면.

354) 《로동신문》 1958년 10월 29일, 6면.

355) 《로동신문》 1959년 12월 30일,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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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8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쿠바를 방문했을 뿐 아니라 10월

쿠바 정부 보건 대표단과 청년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다. 1960년 12

월에는 쿠바 국립은행 총재 체 게바라를 단장으로 하는 쿠바 정부

경제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다.356)

<그림 6> 쿠바 정부 경제대표단의 김일성 수상 방문(1960.12.2.)

(왼쪽 5번째 체 게바라, 6번째 김일성, 출처: 《로동신문》 1964년 12월 3일, 1면)

김일성은 쿠바 정부 경제대표단 환영연회에서 쿠바혁명의 승리가

라틴아메리카와 전세계 민족해방운동과 평화 위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357)

1960년 6월 10일 북한 대외문화연략협회의 초청으로 라틴아메리카

문화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다.358) 이때 김일 제1부수상은 이들과

356) 《로동신문》 1960년 12월 1일, 1면.

357) 《로동신문》 1960년 12월 3일, 1면.

358) 《로동신문》 1960년 6월 12일, 3면. 라틴아메리카 문화대표단은 평양

에 도착했다. “아르젠틴 법률가 로돌포 아라즈 알파로를 단장으로 하고

칠리의 저명한 평화 인사이며 미술가인 조세 벤뚜렐리와 칠리 종합 대

학 미술학부 교원이며 화가인 쥴리오 에쓰까메즈 외 2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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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하면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공동 투

쟁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제국 인민들 간의 련대

성과 단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언했다.359)

1961년 9월 11일 김일성은 제4차 당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5번째로 국제관계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라틴아

메리카에 민족해방운동이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민족해방투쟁의 거세찬 불길은 아프리카 대륙을 휩쓸고 있

으며 라틴아메리카에 퍼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현재 전체

면적의 3분의 2와 그 인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28개의 나라들에

독립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식민주의의 기반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프리카 인민들은 식민지체계의 마지막 아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큐바 인민혁명의

승리는 라틴아메리카에 민족해방의 새로운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라틴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들

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그 주구들의 독재정

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360)(밑

줄은 인용자)

북한은 라틴아메리카 신생 독립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설정 및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즉 북한은 라틴아메리카

로 민족해방운동의 시야를 확장했을 뿐 아니라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 원칙에 립각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적 독립국들과 우호적 관계를 설정하며 발전

시키는 것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일환으로 삼”았다. 김일성은 “조선

로동당과 조선 인민은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 인민들의 편에 항상 튼튼히

359) 《로동신문》 1960년 6월 18일. 2면.

360)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1961년 9월 12일,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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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있을 것이며 그들의 해방 투쟁을 계속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

며 그들과의 련대성을 부단히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천

명했다.361) 북한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방문하거나 그들을 북한

으로 초청하는 양자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예를 들어 조선 문

화협회가 브라질·베네수엘라·칠레 등에 창립됐을 뿐 아니라 북한 무

역대표단이 칠레를 방문했다.362) 나아가 《로동신문》은 라틴아메리

카 베네수엘라 시인의 시를 번역하여 실었다.363)

북한이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타 지역의 민족해방운동에 주

목하며 이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던 이유에는 1960

년 전후 북한의 국내외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북한 지도부는 1957년부터 시작한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5개

년 계획을 1년 앞당겨 1960년 완수했다. 1959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1960년을 완충기로 삼은 후 제2차 5개년계획을 60년이

아니라 61년 수행할 것을 확정했다.364) 북한은 61년 제2차 5개년계

획 실행을 위해 더 많은 외부 원조를 필요로 했다. 그런데 1960년부

터 중소갈등이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중소갈등에서

어느 한편에 서기보다 등거리 외교를 펼침으로서 실리를 추구했다.

그 결과 1961년 북한은 중국과 소련 각각과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365)

그런데 조선로동당은 1961년 2월 소련공산당과 갈등하던 알바니아

노동당 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그해 알바니아 정부대표단을 초

청함으로써 서서히 반소련적 입장을 드러냈다. 1962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공공연히 중국 입장을 지지하며 소련을 비판했다. 왜냐하면

북한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와 중인 국경전쟁에 대한 소련의

대처에 불만이었기 때문이다.366)

361) 김일성, 위 자료.

362) 《로동신문》 1962년 8월 30일, 3면; 《로동신문》 1963년 5월 30일, 1면.

363) 《로동신문》 1963년 11월 13일, 5면.

364) 《로동신문》 1959년 12월 31일, 1면; 션즈화, 앞 책, 610∼611쪽, 재인용.

365) 이종석, 2011 《북한의 역사 2》 역사비평사, 2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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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6월 20일 주북한 주재 동독대사관은 〈북한 로동당 입장에

대한 정보 보고(Information about the policy of the Korean Workers

Party)〉를 본국 베를린에 제출했다. 이 문서는 당시 북한의 소련 인

식과 적극적인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들과 대외

관계 개선 노력이 맞물려 있는지를 보여준다.

동독대사관은 1962년 쿠바위기 때 소련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비난

을 보고했다. 동독대사관은 조선로동당은 소련이 평화적 공존 정책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지만 사실은 소련이 제국주의자들에

게 항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적었다. 동독대사관 북한이 소련과

갈등 때문에 알비니아와 루마니아를 제외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과 양자관계를 줄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동독대사관은 북한이 소련

및 동유럽 대다수 사회주의 국가들과 갈등 때문에 북한이 더욱 적극

적으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AALA) 국가들과 관계를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동

독대사관이 보기에 북한은 1963년 시점까지 소련과 갈등을 대외적으

로 드러내지 않았으며 나아가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진영을 먼저 언급

하며 다음에 AALA 외교관계 확장을 강조했다. 그런데 동독대사관은

북한이 AALA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를, 1960년대 초 소련뿐

아니라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소원해진 관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찾았다.367)

북소관계의 악화든, 경제발전에 필요한 무역관계 확장이든, 공식적

으로 북한은 ‘미 제국주의’를 타격을 위해 민족해방운동이 커져가는

지역 국가들과 대외관계 확장을 시도했다. 특히 1960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까지 양자외교 및 다자외교를 펼쳤

다. 그런데 북한은 민족해방운동의 맥락에서 아시아·아프리카·라틴

366) 이종석, 위 책, 28∼29쪽.

367) "Information About the Policy of the Korean Workers Party from

the East German Embassy," June 20, 1963,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SAPMO. Translated for NKIDP by Bernd

Schaefer.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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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지역 국가들과 대외관계를 확장하려고 했지만 민족해방운

동을 지지하며 열린 1961년 제1차 쁠럭불가담 수뇌자회담에는 비판

적인 거리를 유지했다.

1961년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와 인도의 네루 그리고 이집트의 나세

르가 주도하는 제1차 쁠럭불가담 수뇌자회의가 열렸다. 참가국은

1955년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다. 《로동신

문》은 1955년 ‘반식민·평화·중립’을 주창했며 열린 반둥회의는 연일

자세히 보도했지만, 1961년 9월 열린 제1차 쁠럭불가담 회의는 간단

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 특히 《로동신문》은 비동맹회의를 언급하

면서도 인도와 이집트가 내세우는 반식민·비동맹 정책을 지지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유고슬라비아의 발언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368)

1962년에도 《로동신문》은 12월 인도네시아 신문의 주장을 보도하

면서 유고슬라비아가 “쁠럭불가담의 가면을 리용하여 아세아, 아프

리카 나라들을 분열시키려” 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

장했다.369)

북한이 쁠럭불가담 회의에 비판적이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1960년

대 초까지 공개적으로 여전히 사회주의 진영 외교를 강조했기 때문

에 소련과 적대적인 티토가 주도하는 쁠럭불가담회의를 옹호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1960년대 초 비록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과는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중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

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인도는 쁠럭불가담 회의에 참여했음에도 중

국과 국경분쟁을 겪고 있었을 뿐 아니라 쁠럭불가담이라는 ‘비동맹’

이 내세우는 범주에 사회주의 진영의 중국은 참여하지 못했다. 따라

서 1960년대 초 북한은 민족해방운동에 주목하면서도 동시에 그 민

족해방운동이 펼쳐지는 국제회의는 쁠럭불가담이 아니라 제2차 아

시아·아프리카 회의여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했다. 이 시기까지 북한

은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반식민·반제국에 놓으면서도 동시에 사회

368) 《로동신문》 1961년 9월 9일, 6면.  

369) 《로동신문》 1962년 12월 13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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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국가인 중국이 주도하는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열리

기를 원했다. 북한은 중국이 배제된 채 중립외교를 표방하는 ‘비동

맹’회의에는 비판적이었다.

2. 남한의 ‘중립국’ 외교경쟁의 전개

1) 과도정부와 민주당정권의 ‘중립국’ 외교의 표방과 현실

1957년부터 이승만 정부는 '중립국'을 포함하는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 친선사절단을 보냄으로써 처음으로 외교관계 개선을 시도했

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의 '중립국' 외교의 시작은 유엔총회 발 위

기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라는 성격이 켰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의 핵심 '중립국'인 인도를 외교관계 개선을 위한 대상

에서 배제했다. 같은 시기 북한은 바깥으로 대표단을 보내거나 초청

할 뿐 아니라 실제 양자적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비사회주의 국

가들과 적극적으로 대외관계개선에 나섰다.

4·19혁명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1960년 4월 27일 허정

과도정부가 들어섰다. 1960년 6월 4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허

정은 국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7가지 새로운 정부 시

정방침을 발표했다. 외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셋째와 다섯째에

포함됐다.

셋째로 금반의 민주의거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의 인식

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국위가 선양된 이 기회에 과감, 참신한 외

교를 추진할 것입니다. 현하 복잡하고 긴급된 국제정세에 비추어

확고부동한 반공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제까지의 공허하고 독선

적인 구호외교를 지양하고 효과적이며 실제적인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자유국가와의 유대를 일층 강화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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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교적 소원한 관계에 있는 중립국가들과의 관계도 개선할

것이며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합리적으로 해

결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할 것이며 일본 측이 진실로 성의를

가지고 이에 응한다면 쌍방이 다 같이 얻는 바 많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다섯째로 이미 정부가 새로운 경제개혁의 지침을

공표한 바 있읍니다만 부정과 부패로 형성된 이권에 대한 철저한

교정은 불법축재의 환원책으로써 구체화할 것입니다. (…) 겸하여

경제외교를 강화해서 외원의 계속적인 확보에 노력하겠읍니다.370)

(밑줄은 인용자)

허정은 4·19 이후 현 시점을 ‘과감’하고 ‘참신한’ 외교를 추진할 기

회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민주의거’ 덕분에 해외에서

남한을 바라보는 인식이 새로워졌을 뿐 아니라 ‘국위가 선양’됐기

때문이었다. 먼저 허정은 이승만 정부의 외교를 “공허하고 독선적인

구호외교”라 규정했다. 이어 그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국가와의 유

대” 강화라는 진영외교뿐 아니라 비교적 소원했던 “중립국가들”과

관계개선을 명시했다. 이승만 정부가 1957년 이후 '중립국' 외교를

시작했음에도 정작 외무부 주요시책에서 중립국 외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과 대조적이었다.

과도정부도 손원일 주독대사를 특사로 하는 친선사절단을 아프리

카에 파견했다. 사절단은 카메룬·나이지리아·토고·기니·마리연방·모

로코·콩고 등 6개국을 비공식 방문했다. 손원일은 방문국에서 남한

과 교류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실제 상당수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

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371)

허정 과도정부 하에서 기존 국회의원들이 1960년 6월 15일 헌법을

개정하여 의원내각제로 개헌했다.372) 이후 새 헌법에 따라 7월 제5

370) 〈제4대국회 제35회 임시회의속기록 제29호(1960.06.04.)〉 2∼3쪽.

371) 《친선사절단 콩고킨샤사 독립경축식 참석 및 아프리카·모로코 비공

식순방, 1960.6.27-7.20》, 1960, 구미, 798, 724.41, C-0007, 5.

372) 4·19혁명 이후 제2공화국 탄생까지의 개헌과정과 그 논쟁점에 대해서

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오제연, 2015 〈제2공화국 시기 윤보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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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민의원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새로운 국회가 구성됐다. 1960년 8월

12일 새로운 국회는 민주당 최고위원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선출했

다.373) 8월 13일 제2공화국 대통령 윤보선은 취임사에서 외교정책의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이승만정권이 “자유진영의 두통거리”이자

“무정견·무정책의 연속”으로 “세계우방으로부터 고아 취급을 받았”

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적 정책을 합리화하

고”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내의 불평불만을 외

우로 돌”리는 “기만적 외교”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374)

1960년 8월 19일 장면 총리가 이끄는 제2공화국이 출범했다. 8월

24일 신정부의 외무부 장관 정일형은 “외무행정의 7대 목표라는 원

칙”을 발표했다.375) ‘외무행정 7대 원칙’은 장면정권의 대외관계를

규정하는 최초의 공식 발표였다.376) 정일형은 외무행정 제5원칙으로

“반공진영의 결속과 중립국가군(群)에 대하여 외교를 강화한다”를

제시했다.377) 장명정권은 이승만정권이 '중립국' 외교를 표방하면서

도 정작 외무부 주요 시책에서 ‘중립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

았던 것과 달랐다.

장면정권이 중립국 외교를 명시적으로 밝혔지만, 1960년 9월 8일

국회 민의원에서 이충환과 나용균 의원은 신정부의 외교정책에 대

해 추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일형은 중립국 외교의 사례로서

인도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신정부에서는 중립 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는 “천명”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립국의 거의 대

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사람들은” 이승만정권 하에서는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현 정권에서 인도의 유력한 기독교 신자이자

의사 한 분이 “사증을 발급”받아 남한에서 열린 “기독교 대회”에 참

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 관여 논란〉 《한국인물사연구》 23.

373) 《경향신문》 1960년 8월 12일, 1면.

374) 〈제2대 윤보선 대통령 취임사〉 대통령기록관 기록콘텐츠 연설기록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375) 〈제5대국회 제37회 민의원속기록 제6호(1960.09.08.〉, 30쪽.

376) 《경향신문》 1960년 8월 26일(조간), 1면.

377) 《동아일보》 1960년 8월 25일(조간),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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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했다고 설명했다.378)

1960년 9월 22일 참의원 회의에서 양춘근 의원은 외무부 장관에게

남한 중립국 외교의 “자세한 복안”을 물었다. 정일형은 중립국가를

첫째 친공국가와 둘째 엄정중립의 중립국가 그리고 셋째 친서방적

인 중립국가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겠다고

답했다. 그가 보기에 ‘친공’이나 ‘친서방’ 중립국은 별다른 외교적 노

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먼저 친공 중립국들은 남한과 “악수를 하고

국교를 수립하기를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

다. 반대로 남한은 친서방적인 중립국들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

립”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뒷받침” 있다면 “가급적이

면 조속한 시일 내에” “재외공관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379)

문제는 친공적이지도 친서방적이지도 않은 ‘엄정 중립국가’들이었

다. 정일형은 엄정 중립국 관련한 남한의 외교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미묘한’ 발언을 했다.

“(…) 그다음에 엄정 중립국가도 상당한 수가 있는 것을 저도 알

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그 사람네들은 영어로 싸우스 코리

아, 노스 코리아 즉 남한 북한을 이렇게 가르면서 우리 남한도 좋

다 북한도 좋다 이런 국책으로 나가는 국가가 몇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과는 아직은…… 아직은이올시다. 대한민국에서도 이

렇게 남·북한을 다 같은 위치에서 외교를 전개하려는 이런 무모한

중립국가들과는 우리는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1948년 12월 12일 유엔 제3회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임을 국제

적으로 승인받은 이상 이와 같이 북한정부와 우리가 사실은 무슨

동등하다든지…… 사실상 승인하는 그런 중립국가와는 아직은 국

교를 수립할 그런 생각은 없읍니다. 만일 전 국민이 그래도 하자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이해가 될 것이올시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378) 〈제5대국회 제37회 참의원속기록 제13호(1960.09.22.)〉, 13쪽.

379) 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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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방침이라는 것을 천명해 두는 것이올시다.380)(밑줄은 인용자)

정일형은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를 펼치지만, 남·북한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엄정 중립국과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유일

의 합법정부로 국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는 “남·북

한을 다 같은 위치에서 외교를 전개하려는” “중립국가들과는”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며 미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그

는 “만일 전 국민이 그래도 하자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이해가 될

것”이지만 현 정부 방침은 남·북한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엄정 중립

국과 외교관계 수립은 불가함을 “천명해” 둔다고 밝혔다.381)

정일형이 “만일 전국민이 그래도” 엄정 중립국과도 국교를 수립하

자 하면 “이해가” 된다고 발언한 까닭은 당시 남한 내 중립화통일론

이 급속도로 확산된 시점과 맞물렸기 때문이었다. 1950년대 내내 이

승만정부는 북진통일을 주창하며 중립화나 평화통일론 자체를 금기

시했다. 그러나 1960년 4·19 이후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중립화

통일론에 대한 논설이 각종 신문·잡지에 실렸을 뿐 아니라 1960년 6

월 김삼규가 남한을 방문했으며 9월에는 대학생 토론회 등이 열리

기도 했다.382) 따라서 정일형은 엄정 중립국과 외교관계 수립에 대

380) 위 자료, 13쪽.

381) 1969년 입장이긴 하지만, 남한정부는 ‘승인’과 ‘외교관계 유지’간에 명

백한 구분을 두었다. 즉 국가 또는 정부승인이 반드시 외교관계 수립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의미에서 외교관계 단절이 반드시 문제되

는 국가 또는 정부에 대한 승인철회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었다. 《신정

부 승인에 대한 한국의 입장》, 1969, 북미, 2999, 722.5, C-0032, 6.

382) 대학생들은 ‘중립화 통일론’에 큰 관심을 보였다. 1960년 9월 24, 25일

고려대학교에서 ‘전국 학생 통일문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서 최

우수상을 받은 단국대학교 김혁동을 포함한 다수 학생들은 “민족 자주

성에 입각한 탈냉전 ‘중립적’ 통일과 열강이 보장하는 영세중립화 방식

의 통일”을 주장했다. 국내적으로 ‘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1960년 10월 미국 상원의원 맨스필드는 오스트리아처럼 한국 중립화 통

일을 언급함으로써 ‘중립’이라는 말은 더욱 남한사회에서 주목받았다. 홍

석률, 2001, 앞 책, 113∼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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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아직은̇̇ 아̇니올시다”라고 발언했던 것이다.

1960년 8월 출범한 장면정권의 새로운 '중립국' 외교정책은 9월

열리는 제15차 유엔총회에서 곧바로 시험대에 올랐다. 제15차 유엔

총회는 그동안 전혀 참석하지 않았던 흐루쇼프를 포함한 상당수 세

계 공산 지도자들이 참석했다.383) 이는 “국제연합 사상(史上)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특기할 만한 현상이었다.384)

1960년 9월 17일 장면정권은 정일형 외무부 장관을 남한 수석대표

로 하는 총 11명의 유엔대표단을 확정했다.385) 그런데 1960년 9월

19일 민의원에서 민관식 의원은 대표단 내에 국제회의를 경험한 사

람이 전혀 없다며 비판했다. 이에 정일형은 국내 대표들만으로 충분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960년 9월 26일 그는 10년간 유엔

주재 남한 외교사절로 근무했다가 지난 9월 초 사임했던 임병직에

게 다시 고문역을 맡겼다. 《동아일보》는 그의 재임명을 두고 “서

방측 중립국가 대표들을 잘 아는 경험” 덕분에 “막후외교의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386)

1960년 9월 20일 참의원에서 정일형은 중립 진영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아아(亞阿) 쁠럭”의 유엔총회 대거 가입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유엔총회는 처음에 57개국으로 되었다가 58개국, 59개국, 60개

국…… 지금 몇 나라인지 아시지요? 여든두 나라올시다. 이번에

신생 아프리카에서 열다섯 나라가 이미 쎄큐리티 카운슬에서 가입

이…… 허가가 되었고, 세 나라가 다시 가입을…… 가맹을 요청을

해서 만일 이대로 된다면 우수리 없는 꼭 100개국이 됩니다. 유엔

383) 《서울신문》 1960년 9월 4일, 1면.

384) 《동아일보》 1960년 9월 21일(석간), 1면.

385) 제15차 유엔대표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석대표는 정일형 외무부

장관, 대표는 장리욱 주미대사(내정), 임창영 주유엔대사, 고광림 주미공

사, 최희송 참의원(민주당), 박준규 민의원(민주당), 김재순 민의원(민주

당), 윤재근 민의원(민정구), 최두선 동아일보사장, 유진오 고려대학교

총장, 고황경 이화여대 교수 등이다. 《동아일보》 1960년 9월 18일(조

간), 1면; 《경향신문》 1960년 9월 17일(석간), 1면.

386) 《동아일보》 1960년 9월 28일(조간),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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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회원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유엔총회의 이 구

성멤버를 볼 것 같으면 민주진영, 공산진영, 중립진영 세 쁠럭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우리 이 문제를 결의할 때에는 전부 다수가 민

주진영이 여기에 가담이 되었었지만 이번 신생 아프리카 열여덟

나라가 가입이 되면 아아(亞阿) 쁠럭하고 20개국이 됩니다.387)(밑

줄은 인용자)

그는 신생 가입국까지 포함하면 무려 유엔 100개국 중 중립 진영

의 국가들이 20개국에 이른다고 파악했다. 그가 보기에 현재 유엔

구성은 더이상 “전부 다수가 민주진영”이던 과거와 달랐다. 그는

“유엔에 공산 내지 중립국가군의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유엔총회에

서 한국통일 방안이 우리의 바람과 달리 “그들이 하자는 대로” 결정

되버릴 수 있도 있다고 보았다. 즉 그는 “만일” 유엔총회에서 “유엔

감시하에 통일을 하자고 결의가 될지라도 이것이 반공”이자 “민주통

일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따라서 그는 남한 정부가 유엔총회에서 도출되는 “유엔결의를 받

아들인다”는 기존의 원칙을 수정하여, 유엔총회의 “결의를 존중하지

마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유엔결의를 존중해서

유엔 감시하에 남북통일선거로 반공민주통일을 한다”로 변경했다고

참의원에서 밝혔다.388)

1960년 12월 3일 국회에서 정일형은 1960년 11월 1일부터 17일까

지 유엔총회를 다녀온 환국보고를 했다. 보고에서 정일형은 유엔총

회가 열리는 곳에서 남한 측에서 먼저 인도의 수석대표 메논 씨를

찾아 만났던 일화를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서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먼저 정일형은 “과거 자유당 천하에서는 이 중립국 사람 외교관

하고는 저녁도 먹지 못하게” 하는 ‘지시’뿐 아니라 “외지에 있는 외

교관들이 그런 중립국 대표단이 초청을 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실

정”이었기 때문에 “인도가 한국에 대한 감정이 매우 나빴다”고 설명

387) 〈제5대국회 제37회 참의원속기록 제11호(1960.09.20)〉, 14쪽

388) 위 자료,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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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정일형이 직접 방문해도 인도 측에서는 “일언지하에 뭐든지

거절하고 또 만나는 것도 그렇게 신통히 생각치 않고” “처음에는”

만나주지도 않았다. 간신히 정일형은 인도의 메논과 만난 후 관계개

선이 이뤄졌다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389)

(…) 그 중간에 있는 외교관을 통해서 급기야 가서 만났읍니다.

가서 참 우리의 과거의 실정과 지금 제2공화국의 변화된 외교정책

을 그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찾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잘 해명이 되지 않고 잘 양

해가 되지 않었읍니다마는 그 다음날 다시 찾어가서 만나서 얘기

할 때에는 상당히 부드러운 감정으로 말할 수가 있었고 또 메논

씨 말씀이 나중에는 허허 웃으면서 우리가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다소 반대적 감정을 가졌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든지 또

새로 된 당신에게든지 무슨 감정이 있을 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서로 조금 부드러운 감정을 가지고 헤어졌고 금후에 있어서

저는 좀 참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릅니다마는 금후에

인도에까지, 이 중립국에까지 우호관계를 수립을 하고 또 우리나

라 경제가 허락이 되면 거기까지 재외공관이라도 설치할 그런 의

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가급적이면 친절히 또한 우리 실

정을 그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느라고 전후 두

차례를 찾어가서 얘기를 해 보았읍니다.(…)390)(밑줄은 인용자)

정일형은 “우리나라 경제가 허락”된다면 ‘엄정 중립국’ 인도에도

‘재외공관’을 설치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였다.391) 남한 대표단은 '중

389) 〈제5대국회 제37회 참의원회의록 제44호(1960.12.03)〉, 11쪽

390) 위 자료, 12쪽.

391) 국회에서 정일형은 인도에 어떤 재외공관을 설치하고자 하는지는 밝

히지 않았다. 1961년 10월 2일 일부개정 시행된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

법〉에 따르면 재외공관의 종류는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

사관” 등이 있다. 국회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6551&ancYd=19611002&ancN

o=00739&efYd=1961100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

&ancYnChk=0#0000). 검색일(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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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국' 대표단의 “예방”을 적극적으로 맞이하기도 했다. 1960년 11월

5일 하루 종일 남한 대표단은 유엔 각국 대표단들의 예방을 맞았다.

정일형은 “중립국가 AA쁠럭 튜니시아라든지 알제리라든지 이런 분

들의 대표단들을 저희들이 부부씩 다 초대”했으며 그날 저녁 내일이

면 외무부 장관이 될 알제리 수석대표를 만났다고 밝혔다.392)

정일형이 국회에서 유엔총회에서 펼친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의

‘성과’를 제시할 때, 같은 당의 김용성 참의원은 장면정권이 추구하

는 중립국 외교의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특히 정 장관께서는 지금 중립국과의 우호적인 개척관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는 우리 대한

민국의 통일·외교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 자체로서 근본적으로 재

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장관께서는 물론 민주당이 과거 야당시절에 이(李) 대통령의

북진통일론을 배격하고 이것을 얼토당토않고 국제정세에도 맞지

않고 국내정세에도 맞지 않는 고집쟁이 외교다, 고립외교다 이렇

게 아마 주로 비판해 가지고 유엔가입 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다 이렇게 들고 나서는 줄 생각합

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이 중립국가와의 외교적인

관계, 우호적인 관계, 정상적인 외교수립 관계를 촉진한다면 왜 일

본에 있던 중립주의자…… 우리나라를 영세중립화하자, 우리나라

를 중립화하자는 이런 중립주의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문제를 왜

경원하며 이것을 기피하며 여기에 대한 여권관계 같은 것을 많이

방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외무부는 국민한테는 중립주의를

탄압하고 반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외교적으로는 중립국가하고 외

교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사실은 일대 모순이요, 이율배반적인 정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일본에 있는 유명한 중립화운동자 김삼규 씨가

우리나라에 한 번 4·19혁명 이후에 왔다가 다시 지금 들어오기를

392) 〈제37회 국회 참의원회의록 제44호(1960.12.03)〉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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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원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국내정세로 보아서 중립주의자들

을 들여 놔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외무부에서는 그들

여권발급 문제를 상당히 주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인도하고

적극적인 중립국가와 외교를 맺으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구성요소

요 통일문[제]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서의 중립주의자들에 대한

문제는 외무부에서 이렇게 경원하는가, 나는 이 문제는 한번 정책

적인 의미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393)(밑줄은 인용자)

김용성은 장면정권이 국내적으로 커져가는 “중립주의를 탄압하고”

면서도 외무부가 “중립국” 외교를 개척하겠다는 사실은 거대한 ‘모

순’이자 ‘이율배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동지총연맹 정상구(鄭相九) 참의원은 중립화통일론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물었다. 그는 자신이 “출마할 당시에 한국에서 영

세중립국이 한국이 되어야 된다고 맨 먼저 부르짖은 사람”이라고 강

조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현재로서는” “영세중립화하면 공산주의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세중립국이 안된

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영세중립화

는 영원히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상적으로는 그래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건지를 외무부 장

관에게 물었다.394)

두 의원의 질의에 정일형은 세 가지로 대답했다. 첫째 그는 남한

정부는 김삼규의 입국을 “결정적으로 거부한 일이 없”으며 “정식으

로” “요청해 오면” 외무부의 방침을 그때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둘

째 그는 “우리가 유엔감시하에 총선거가 되어 가지고 이 나라가”

“중립화”나 “공산주의화”되는 것은 안되며 “반공자유주의국가가” 되

어야 한다는 신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커져가는 학생

들의 중립화통일 주장 관련하여 정부는 탄압하고 위협한 적이 없으

며 “저희 정부 내지 저 개인의견”으로서 “일부 학생들이 이 참 자유

393) 위 자료, 18∼19쪽.

394) 위 자료, 2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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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을 신봉하고 이 중립화론이라든지 이런 논의를 하는 그분들에

게 가급적이면 저희 힘이 미쳐지면 그들하고 좀 만나기를 희망하고

또 만나 서로 의견교환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기

회를 가지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395)

이처럼 장면정권은 적극적으로 '중립국'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국

내에서 커져가는 남북교류 및 중립화통일론의 열망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임였다. 따라서 김용성 의원의 질문처럼 ‘중립’ 관련하여

남한 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모순이 문제시 될 수 있었다. 이는 민주

당정권이 합의된 ‘당론’이 존재하기 힘든 내부적 상황뿐 아니라 선

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탄생한 정부로서 ‘국내의 국민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작동했기 때문이었다.396)

1961년 3월초 휴회됐던 제15차 유엔총회가 다시 개최됐다. 휴회

기간 중 2월 18일∼3월 7일 동안 남한 정부는 ”신생 아프리카 제국

의 적극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임창영 주유엔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을 콩고·카메룬·토고·가나·나이지라아·아이보리코스

트 등 7개국에 파견했다.397)

1961년 3월 13일 국회 민의원에서 〈남북통일 방안에 대한 국회

결의의 재강조를 위한 유엔총회에 보내는 멧세지 발송에 대한 결의

395) 위자료, 26∼27쪽; 정일형은 정부의 학생운동 탄압을 부인했지만, 1960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오천석 문교부 장관은 최근 학교에서 펴져가는 중립론

을 “금후로는 학생들의 그 사상적 동향에 대해서 더 주시할 작정”이라고

발언했다. 〈제5대국회 제37회 참의원회의록 제59호(1960.12.27.)〉 43쪽

396) 1960년 말 그리고 1961년 초 민주당정권은 국내적으로 커져가는 남북

교류 및 중립화통일을 체제 내로 수렴할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신민

당 위원장 김도연과 대통령 윤보선 등 ‘당 중진급 의원들’은 남북교류

및 중립화통일 등이 당의 통일방안이 아니라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당내 혼란은 커졌다. 홍석률, 앞 책, 207쪽.

397) 국가별 방문일자는 다음과 같다. 콩고(2월 18일∼20일), 카메룬(2월 20

일∼21일), 토고(2월 23일∼24일), 가나(2월 25일∼27일), 나이지라아(2월

28일), 아이보리코스트(3월 2일∼7일). 사절단 수행원으로는 전영철 주국

련대표부촉탁과 김창훈 주국련대표부촉탁이 파견됐다. 《친선사절단 아

프리카신생국 순방, 1961.2.18-3.7》, 1960〜1961, 구미, 803, 724.41,

C-0007, 10.;《동아일보》 1961년 2월 8일 1면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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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라는 긴급동의안이 제출됐다. 이미 1960년 11월 2일 열렸던

민의원 비상회의에서 “통일 독립 민주한국을 수립한다는 유엔의 기

본원칙에 따라 한국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안전이 항구히 또 확고

히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대한민국헌법 절차에 의하여

유엔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이라는 국회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유엔에 보내졌다. 이번 긴급 메시지는 3월초

다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통한문제가 논의될 때 국회의 견해를 명

확히 제시하기 위한 결의안이었다.398)

긴급 메시지 논의에서 민주당 박준규 의원은 지금 “유엔에 99개

국” 중 “45개국이” “소위 아세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중립진영” 국가

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유엔 감시하라는 것은 반드시 자유진영의 감

시하가 아니라” “내년에는 중립진영의 감시하가 될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국회는 긴급동의안을 유엔총회에 보냄으로

써 “대한민국헌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을 그 보류조항”으로 한다

는 점을 명시하고자 했다. 이날 국회에서 국회 결의의 재강조를 위

한 유엔총회에 보내는 멧시지는 만장일치로 통과했다.399)

제15차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논의 및 표결 결과는 1960년 8월 민

주당정권이 수립된 이후 9개월 동안의 외교 노력의 성패를 판가름

하는 기준이었다. 왜냐하면 민주당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인 '

중립국' 외교를 표방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부터 국회에서

는 “이북 괴뢰에서는” 아아(亞阿) 쁠럭 등 중립진영과 “공식 비공식

적으로 문화협정, 통상협정 등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민주

당정권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장면 총리는 “북한

괴뢰들도” 아아 쁠럭에 “벌써 손을 뻗쳐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

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앞서 임창영 주유엔대사

의 아프리카 순방과 이후 뉴욕의 한국 대표들이 연달아 “맹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유엔의 정세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

398) 〈제5대국회 제38회 민의원회의록 제35호(1961.03.13.)〉 10∼11쪽.

399) 위 자료,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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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전 세계 자유국가의 지지를 능히 받을 수 있을 만큼 온 심혈

을 경주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400) 즉 장면 총리는 '중립국'을 둘러싼 북한의 적극적

인 외교공세를 인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별다른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1961년 4월 8일 참의원회의에서도 김용성 의원은 “중립주의 진영

과의 외교관계” “진척” 정도를 장면 총리에게 다시 물었다. 특히 김

용성은 장면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도 “예멘, 오지리, 버마, 큐바 같은

나라는 전부 북한 괴뢰정권과 경제 또는 문화협정을 맺었”고 “실질

적 외교관계를 전부 북한과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동안 이 중립

주의 진영과의 외교관계가 어느 만치 진척된 것인지” 물었다.

장관이 유엔총회 옵서버로 출장중이기 때문에 외무부 정무차관 김

재순이 대신 출석하여 대답했다. 그는 먼저 “중립진영과의 외교강화

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2공화국 우리 장정권의 획기적인 외교방침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 성과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구체적인 성과로 인도를 언급했다. 그는 인도

가 “독립 이래 저희들이 축전을 치면 과거 이(李) 정권 시대에는 답

전이 안왔”는데 “이번에는 답전이 왔”을 뿐 아니라 “유엔 밖에 에카

페총회라던가 이런 데 공기로 보아서 중립국과의 유대강화정책은

대체로 점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답변했다.401)

1961년 4월 10일 유엔 제1위원회에서 한국문제가 상정됐다. 먼저

400) 〈제5대국회 제38회 민의원회의록 제41호(1961.04.02.)〉, 20쪽

401) 〈제5대국회 제38회 참의원회의록 제41호(1961.04.08.)〉, 33쪽; 한국문

제 관련 총회결의가 모두 끝난 이후 답변이지만 장면 총리는 한국 “대

표단은 5그룹으로다가 편성을 해가지고 각 지역별 국가군을 분담해 가

지고 치열한 공작을 계속해”왔다. “외무부는 북한괴뢰집단이 수차 발표

한 소위 조국평화통일안이라는 그 기만적인 선전을 봉쇄하기 위해서 통

한각서를 작성을 해서 유엔총회에 문서로서 이것을 배부하고 한국 분단

의 책임이 공산 측에 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고 신정부의 통한방

침을 해내외(海內外)에 천명”했다. 〈제5대국회 제38회 민의원회의록 제

49호(1961.04.14.)〉,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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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문제로서 남·북한 중 누구를 초청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초청안을 둘러싸고 ‘미묘하고도 격렬한 논쟁’

이 발생했다.402) 특히 상당수 '중립국'들이 표결에 참가하였기 때문

에 미국의 남한만 초청하는 ‘초청안’이 통과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었다. '중립국'들은 “북한이라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

고, 사안이 한국의 통일문제인만큼 당사자인 북한도 출석해서 의견

을 개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논쟁에서 서방측

은 고립되고 '중립국'들과 공산권 국가들이 공조하는 형국이 펼쳐졌

다. 이대로 표결이 진행될 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려

웠다.

1961년 4월 11일 회의에서 미국 대표 스티븐슨(Adlai E. Stevenson)

은 북한이 유엔의 자격과 권위를 수락한다는 조건하에서 남북 동시

초청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1961년 4월 12일 스티븐슨 수정안이

찬성 59표, 반대 14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스티븐슨 수정안은 이

전 초청안에 비하면 서방측이 양보한 것처럼 보였지만, “남한과 북

한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제3세계 국가

들이 공산측과 같은 입장에서 연대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낳기

도 했다. 그런데 미국이 ‘남·북한’ 동시초청안을 제시했다는 사실 자

체만으로도 남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이었다..

김재순 차관은 “스티븐슨의 기민하고 또 현실적인 발언을 통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호의적인 표수라고” “계산”했다. 반면 민주

당 민관식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유엔 상임대사 임창영이

“그동안 AA그룹의 해외 각국을 역방하면서 소위 중립외교를 위해

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인도네시아가 소위 제안했다고

하는 북한괴뢰의 동시 초청안이라고 하는 것이 AA그룹에 뒷받침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다.403)

402) 이하 제15차 유엔총회에서 미국 스티븐슨 제안이 도입되고 통과된 일

련의 과정과 이것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홍석률의 연구를 참고하여 정

리했다. 홍석률, 앞 책, 213∼225쪽.

403) 〈제5대국회 제38회 민의원회의록 제48호(1961.04.13.)〉,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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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장면 총리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아프리카 신생 제국이 공산 측의 유혹과 중립국의 영

향 및 한국 문제에 대한 미숙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 반수 이상이

한국의 입장을 위해서 투표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그는 남·

북한 동시 초청안이 “유엔 대표를” 참석시키지만 그렇다고 “대한민

국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한 개의 독립국가” 즉 “정당한 법적 권위

를 가진 국가의 대표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그는 “한 개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북한괴

뢰 정권의 대표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유엔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

면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북한 대표 측을” “참여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굉장히 곤란한 궁지”에 몰아넣었기

때문이다.404)

장면 총리와 김재순 외무부 차관은 ‘승리’라 주장했지만 정작 외무

부 장관 정일형은 ‘실망’과 ‘낙담’을 언급했다. 1961년 5월 1일 정일

형은 참의원 회의에서 유엔총회 참석 귀환보고를 했다. 그는 남한

대표단만의 초청안이 제시됐을 때 “아프리카라든지 중립국가”의 “강

력한 반대에 봉착”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을 수밖에 없

는 그런 분위기”를 전했다.405) 그는 유엔 구성이 “중립국과 흑인406)

의 수가 대등하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진영의 발언권과 지휘권이 약

화일로로 간다는 이런 사실”에 기초하여 앞으로 중립국 외교를 모색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407)

404) 〈제5대국회 제38회 민의원회의록 제49호(1961.04.14.)〉, 3∼8쪽. 남북

동시초청안을 민주당 정권의 외교적 승리라는 장면 총리의 답변은 국회

에서 상당한 반발을 낳았다. 국회에는 국무총리와 외무부 책임자를 출석

시켜 대정부질의를 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됐고, 재석원수 32인 중 찬성

18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제5대국회 제38회 참의원회의록 제46호

(1961.04.18.)〉, 11쪽

405) 〈제5대 국회 제38회 참의원회의록 제56호(1961.05.01.)〉, 4쪽

406) 당시 정일형 외무부 장관은 유엔총회에 대거 아프리카 신생국이 가입

했기 때문에 제15차 유엔총회를 “흑인총회”라고 지칭했다.

407) 〈제5대 국회 제38회 참의원회의록 제56호(1961.05.01.)〉,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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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정권은 대외적으로 이승만정권과 달리 적극적인 '중립국' 외

교를 표방했다. 반면 장면정권은 국내에서 커져가는 ‘중립화통일론’

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장면정권이 들어서고 그해 겨울 내

내 국내외의 ‘중립’을 둘러싼 모순적 상황은 지속됐다. 비록 짧은 기

간이었지만 새로운 정권은 이승만정권이 금지했던 '중립국' 인도 등

과 실제 만났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 신생국들에 유엔총회 표결에서

지지표 확보를 친선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면정권은

제15차 유엔총회에서 이전과 다르게 비록 조건부이지만 ‘남·북한 동

시초청안’이 통과되는 유엔외교의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장면

정권이 유엔외교에서 사실상 ‘실패’를 겪은 까닭은 유엔에 대거 새

로 가입한 아프리카 신생국들 상당수가 냉전의 어느 한편에 서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즉 외무부 장관 정일형의 표현대로 “유엔총회

의 구성분자가 굉장히 이질적, 이질화”했다. 이후 1960년대 초중반에

도 유엔총회 구성원의 이질화라는 ‘구조적 변화’는 계속됐다.

2) 군사정부의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와 ‘두 개의 한국’ 문제

1960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은 자신들의 행위를

‘군사혁명’으로 칭하면서 총 6개항의 이른바 〈혁명공약〉을 발표했

다. 여기서 쿠데타 세력은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으며

반공체제 강화 및 “유엔헌장 준수”와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 등을 강조했다.408)

쿠데타 세력은 국내적으로는 민주당정권 시기 커져가던 통일 및

중립 논의를 “용공·중립”이라는 ‘간접침투’로 규정하며 탄압했다.

1961년 5월 24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자 내각 수반 장도영은

“용공중립주의”의 “일소”를 첫 번째 시책으로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40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2008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

베개, 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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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적의 간접침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부의 내부로

부터 아래는 청소년학도에 이르기까지 간첩이 침투하여 용공중립

을 지향하는 패배주의경향이 미만하고 국민의 도의정신은 사회악

이 양성하는 절망과 자포자기 속에서 부패와 패륜의 중독증을 일

으켜 기호빈사에 임하였음을 목도할 수 없어 죽음을 결하고 궐기

한 것이오 5·16군사혁명인 것입니다. (…) 우선 이 시기에 몇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로 적의 간첩과 용공중립주의를 일소하기 위한 노

력이 진행중에 있으나 의구나 기우는 불필요하다 (…)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마지막으로 재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간

접침략을 분쇄하고 진정한 민주주의공화국으로서의 조국을 재건하

는데 있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다같이 아래 구호를 높이

외치고 국가목표달성에 돌진합시다. 간접침략을 분쇄하자!409) (밑

줄은 인용자)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9일 회의에서 국가재건을 위한 범

국민운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해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을

의결하고 10일 밤 공포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첫 번째 “범국민운

동”의 목표로 “용공·중립사상의 배격”을 제시했다.410) 이로써 쿠데타

세력은 용공중립을 배격하는 제도적 규정을 마련했다. 제도 마련 이

후 곧바로 1961년 6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운동장에서 국가재건범

국민운동촉진대회가 열렸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약 7만명

의 “시민·학생·직장인이 운집하여 혁명군과 더불어 국민운동대열의

선봉에 설 것을 맹서하였다.”411)

이처럼 쿠데타 세력은 “정부의 내부로부터 아래는 청소년학도에

이르기까지” 당시 활발하던 통일 및 중립 논의를 “용공중립주의”이

자 공산세력의 “간접침략”이라 규정하며 제도뿐 아니라 국민 동원이

409) 《경향신문》 1961년 5월 25일(조간), 1면.

410) 《경향신문》 1961년 6월 11일(조간), 1면.

411) 《경향신문》 1961년 6월 12일(조간),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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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분쇄’하고자 했다.

군사정부는 국내 ‘중립사상’은 철저히 억압 및 배제하면서도 국제

적으로는 중립국 외교 강화를 추구했다. 쿠데타 세력은 1961년 5월

16일 발표한 ‘혁명공약’에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표방했다. 1961

년 5월 20일 외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홍일 예비역 중장은 22일

첫 기자회견에서 ‘혁명내각’의 외교정책 첫 번째는 “자유우방제국과

더욱 밀접한 우호친선관계를 맺는 동시에 보다 나은 우방을 얻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412) 1961년 5월 24일 쿠데타 세력은 국내적으로

중립을 분쇄한다는 담화를 발표하며 국내 차원의 중립을 강하게 배

격했다.

3일 후인 1961년 5월 27일 김홍일 외무부 장관은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이해하는 나라를 보다 많이 얻기 위하여 유력

한 민간인을 포함한 특별친선사절단을 중립제국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413) 군사정부는 대한민국 외교사상 최대 규모인 5개반(미주,

동남아, 중근동, 구주, 아프리카)의 친선사절단을 구성한 후 84개 우

방 및 중립제국을 순방하여 군사혁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유엔에서

의 지지를 얻는 것을 목표로 했다.414)

5·16군사정변 주체세력이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행사하는 국가

최고통치의결기구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외무국방위원장 유양수 육군

소장은 1961년 8월 15일 발간된 《최고회의보》 창간호에서 군사정

부의 〈외교신장의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완전한 적성국가를 제

외하고는” “공동이익점의 발견에 노력하여” 외교관계를 맺을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대유엔정책상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특히 대유엔정책상 고려해야 될 문제는 유엔의 99개회원국중 45

412) 《동아일보》 1961년 5월 21일(조간) 1면; 《동아일보》 1961년 5월

23일(조간), 1면.

413) 《동아일보》 1961년 5월 28일(조간), 1면.

414) 《동아일보》 1961년 7월 1일(조간),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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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에 달하고 있는 아세아 아불리가 지역의 국가들이 AA회의쁠

럭이라는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하여 그 유엔에 있어서의 발언권이

커가고 있는 사실인데 이승만씨 집권이래로 이 진영과의 외교접촉

의 태무(殆無)와 실패로 유엔에서 한국문제 토의에 있어서도 커다

란 차질(蹉跌)이 초래되고 있었던 점을 조속히 시정하는 데 최선

을 다 해야 할 것이고 이 진영과의 관계조정은 친선사절단의 파견

을 비롯한 외교접촉을 증가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울 일이고 유엔회

원국과 상호간의 이점을 발견하고 그들의 민족 감정과 처지와 대

외정책을 십분파악하며 이를 이해하고 우리의 대외시책을 조정하

는 영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415)(밑줄은 인용자)

그는 이승만정권 시기 소홀했던 중립국 외교를 비판하며 “AA쁠

럭”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라는 “대외시책을 조정하는 영단”을 군사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미 앞서 살펴봤듯이 1950년대 후반 야당

이던 민주당은 이데올로기를 떠나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중립국 외

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창했으며 실제로 4·19 이후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를 국가 외교정책으로 표방했다.

유양수의 주장은 장면정권의 국익 차원의 중립국 외교 강조와 유

사했다. 그런데 유양수가 국내 차원과 국제적인 외교의 분리를 주장

했다는 점에서 장면정권과 달랐다. 군사정부도 앞서 장면정권 시기

김용성 의원의 비판처럼 중립 관련한 국내외 정책이 이율배반적이

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유양수는 국가이익의 관점에

서 국내외 차원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군사정부에게 다

음과 같은 하나의 논리적 ‘대답’을 제시했다.

우리 외교정책면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은 국내정치와 국민

감정을 그대로 강하게 대외적으로 구현하려 하는 경향이다. 세계

각국은 보편적으로 대내적인 국책과 외교정책과를 정책운영상 구

415) 유양수 〈외교신장의 구체적 방안〉 《최고회의보》 1호, 1961년 8월

15일,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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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고 그 조정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세계에는 각기 다른

목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국가가 많이 있다. 그중에는 우리가 좋아

하지 않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사귀기 힘든 국가들도 많이 있을 것

이다. 우리는 ‘저놈 상대 안는다’하는 태도보다는 속담대로 ‘미운놈

떡하나 더 준다’는 태도로 외교를 해야하지 않을가? 외교대상의 취

사는 어데까지나 국가이익(현재와 미래에 대한)의 규준으로 하여야

한다. 외교는 친선자에 대하여는 친선의 유지강화에 힘쓸 것은 물

론이지만 이질자, 소원자, 비협조자, 반대자 등 우리의 완전한 적성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들의 이해를 촉구하고 계속적인 설득으로 공

동이익점의 발견에 노력하여 관계의 조정과 타협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요 추상적 또는 감정적인 이유로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외교가 종전에 적극적인 반

공국가외에는 소원히 해버려 가지고 유엔외교에 있어서 부가측의

손실을 보게 된 것도 그런 류의 것이라 하겠다.416)(밑줄은 인용자)

유양수의 글이 실린 《최고회의보》 창간호에 정치학 박사이자 고

려대학교 교수 조순승의 〈국제정세와 혁명정부의 외교방향〉이라

는 글이 실렸다. 조순승은 “우리의 국가적 이해관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유엔을 통한 외교문제”이기 때문에 중립진영 국가에 대한 적극

적인 외교를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내정치에서 “중립주의사상” “배

격”과 국제적으로 “중립국가들과의 교섭”을 분리하지 못했던 이승만

정권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417)

우리가 오늘날 많은 중립국가들을 포섭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이러

한 고민은 사실 이정권 때 수행한 외교정책의 실패를 그대로 인계받

416) 유양수 〈외교신장의 구체적 방안〉 《최고회의보》 1호, 1961년 8월

15일, 97쪽; 유양수는 “국가이익에 치밀치 못했던 이씨 외교는 사면초가

의 고립속에서” “콜론보고서에서 지적된대로 수개국과의 긴밀한 관계

외에는 세계와의 접촉에서 분리되어서 미국의 과중한 외교부담물로 전

락”했다고 평가했다.

417) 조순승, 〈국제정세와 혁명정부의 외교방향〉 《최고회의보》 1호,

1961년 8월 15일, 39∼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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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데서 오는 고민이기도 한 것이다. 국내정치에서 중립주의 사상을

배격한다고해서 중립국가들과의 교섭까지도 거절하다시피한 이정권

시대의 외교정책으로 우리는 사실상 중립국가군과 거의 아무런 연결

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이 유엔내에서의 중립진영국가의 수는 격증

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제와서 우리의 입장을 그네들에

게 이해시키는데 고민하지 않으면 안될 역경에 빠지고 만 것이다.

이렇게 볼진데 이번 혁명정부가 이러한 외교정책상의 잘못을 과감히

시정하고 아·아중립진영과의 국교정상화에 전력을 다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큰 소득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밑줄은 인용자)

이처럼 군사정부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내의 “중립주의 사상”과 국

외의 중립국 외교를 분리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중립 관련한 국내외

분리정책 하에서 군사정부는 아시아·아프리카 중립진영과 “국교정상

화”를 위해 대규모 친선사절단을 파견했다. 흥미롭게도 군사정부가

파견한 친선사절단은 중립국을 만났을 때 그들과 “동정(同情)”을 형

성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경제발전’에 주목했다.

1961년 7월 군사정부가 우방 및 중립 국가들에 대대적으로 파견했

던 친선사절단원으로 참여했던 교수 세명은 《최고회의보》에 방문

기를 남겼다. 흥미롭게도 방문기에서 세 교수 모두 방문국들과 ‘빈

곤 해방의 의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동남아친선사절단에 참여했던 김준엽 고려대학교 교수는 먼저 “중

립국가군에 대해 적극외교를 전개키로 결심한 혁명정부의 용기를

찬양”했다. 그는 “동남아 각국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다

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립하며 경제를 어떻게 번영시키는

가 하는 일”이며 대부분 “우리와 마찬가지의 후진국가들이고, 빈곤

에서 해방되려고 지금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썼다.418) 그

는 방문국들과 공통경험으로서 경제문제뿐 ‘반식민’ 문제에도 주목

했다. 그는 “아세아 아프리카 지역”은 “2차대전 이후에 비로소 제국

418) 김준엽 〈동남아친선 방문을 끝마치고〉 《최고회의보》 2호, 1961년

10월 1일,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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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자들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색인종이고 또

한 강한 민족주의의 소유자들이다”라고 평가했다.419)

중근동 친선사절단원 이용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은 방문국가

들의 “중립주의”가 “반드시 한국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상의 근거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그 사람들의 중립주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나라의 국제

적 입장을 갖다가 협조받는 데 또한 협조를 구할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발견”했다고 주장했다.420) 특히 그는 아랍 세계

에서 고양된 ‘중립주의’를 ‘경제문제’로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 적극적인 중립주의국가가 반드시 왕국이 아닌 혁명을 일으

킨 이락의 그뿐아니라 왕국인 모록코 같은 데서도 예를 보듯이 정

치와 관계없이 중립주의가 선양(宣揚)되고 있다는 사실, 그 중립주

의 기본구상이 말하자면 어떠한 철학이나 어떠한 정치이념에서 보

다는 현재 아주 위약한 경제구조나 현재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향

상시키고 현재 뒤떨어져 있는 일반적인 경제형편을 급격하게 향상

시키려고 하는 그런 국내적인 요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사

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립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선 본 인상으로서는 마치 국내적인 경제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하

는 말하자면 외자도입의 한 방법으로 쓰는 인상도 없지 않아 있었

습니다.(…)421)(밑줄은 인용자)

이용희는 중근동 지역에서 주창되는 중립주의를 경제적 이익의 문

제로 환원해서 해석했다.422) 그의 설명은 중근동 지역에서 중립주의

419) 김준엽, 위 글, 100쪽.

420) 이용희 〈중근동 친선방문을 마치고 나서〉《최고회의보》 3호, 1961

년 12월 1일, 140쪽.

421) 이용희, 위 글, 140∼141쪽

422) 이용희는 모로코는 “자기들의 역사적인 영토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이 현재 그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태에 비교해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이

양단된 국토하에서 그 일단에서만 살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깊이 동정

을 하는 그런 태도로 나오고 또는 지금 이러한 극난한 시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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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끌던 이집트의 나세르가 1955년 반둥회의와 1961년 제1차 비

동맹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반식민’을 주창했던 현실과 상이했다.

아프리카 친선사절단원 조의설 연세대학교 교수도 먼저 군사정부

의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를 극찬했다. 그는 “현 혁명정부에서 미증

유의 과감한 대외정책의 하나로 친선사절단을 각국에 파견하였다는

것은 환언하면 과거에는 사대외교, 일인외교, 무능외교” “쇄국주의,

고립정책에 그쳤던 것이 이번에 막대한 예산 밑에 적극주의 개방외

교에로 진전한 것은 국가와 민족발전사상에 중대한 계기”라고 썼다.

이어 그는 아프리카 방문국들에서 ‘경제발전’의 의지를 발견했으며

‘경제원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친선사절단에게 이민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아프리카 정부요인들이 먼저 “기술노무

자”를 요구했다고 한다. 즉 그는 “기술요구는” 아프리카 “전지역에

걸쳐 공통되는 절박한 문제”였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는 방문한 “신

흥 아프리카” 국가들의 “건설의욕과 실천력”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

다고 강조했다.423)

흥미롭게도 친선사절단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지역을 방문했던

세 ‘교수’는 모두 방문국들에서 ‘경제발전의 의지’를 발견했을 뿐 아

니라 이를 당시 남한 상황과 연결하여 사고했다. 제2장에서 살펴봤

듯이 이승만정권 시기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했던 사절단장들

은 방문국에서 남한의 ‘식민경험’과 공통성을 발견했었다. 그런데 군

사정부 친선사절단에 참가하여 방문기를 남긴 세 교수 중 유일하게

김준엽만이 식민경험을 언급했다.

세 교수들은 1961년 당시 방문한 아시아·아프리카 신생국들이 내

세우는 중립주의에서 ‘반식민’이 아니라 남한과 공통의 것으로서 빈

국민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북방의 위협을 막으면서 동시에 국내의 경재

재건을 하려는 굳은 결심하에 궐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들의 경제

향상의 노력에 비추어서 극히 감격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

고 했다. 즉 이용희는 “우리나라 입장”과 “자기 나라의 입장”이 비슷하

다는 “동지적 우호감”을 가졌는다고 설명했다. 이용희, 위 글, 141쪽.

423) 조의설 〈‘아프리카’ 친선방문을 마치고〉 《최고회의보》 3호, 1961년 12

월 1일,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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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타파의 의지와 발전의 욕망을 남국과 공통의 것으로 ‘발견’했다.

일제 식민지 시기 독립운동을 펼쳤던 김준엽만이 경제발전뿐 아니

라 동남아 국가들에서 반식민도 발견했을 뿐이었다.

세 교수가 반식민이 삭제된 채 경제발전만을 방문국에서 ‘발견’했

던 까닭은 반공과 발전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한 당시 군사정부의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는

1961년 8월 창간된 《최고회의보》의 첫 번째 〈혁명정부의 사명〉

이라는 글에서 “우리가 사명을 완수함으로서 반공태세도 강화되고

자주경제가 확립되어 우방과의 연대가 굳게될 것은 물론 국토통일

의 기운도 가까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그는 “4·19 이후에도 2

차나 개헌을 하였으나 반공국시를 소홀히 하여 국가존립의 위기를

자초했고 민생고 해결에 효과적 시책이 없으므로 해서 국민 생존에

위협마저 주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반공과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

라며 빈곤 극복을 강조했다.424)

이처럼 군사정부는 쿠데타 직후부터 펼친 중립국 외교는 앞선 장

면정권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물론 장면정권은 중립국 외교를 강조

했으며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인도의 메논과 처음으로 만나

는 적극성을 보였다. 그런데 장면정권은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 친

선사절단을 파견할 때도 엄정 중립국으로 분류된 인도와 통일아랍

공화국은 방문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군사정부는 과거 정권들

을 일인외교·사대외교·무능외교라 비판하며 인도와 아랍통일공화국

까지 사절단을 파견하는 ‘파격’을 보였다. 1961년 10월 23일 외무부

정무국장은 5개 친선사절단 귀국종합보고 및 건의에서 “방문 국가

중 중립국가 18개 국가”였으며 “총 16만불 경비”를 사용했으며 “군

사정부에 대한 지지 정도”는 56퍼센트이며 유엔에서 지지 여부는 약

72퍼센트라고 보고했다.425)

군사정부의 중립국 외교 강화 정책은 1962년도에도 지속됐다.

424) 박정희 〈혁명정부의 사명〉 《최고회의보》 1호, 1961년 8월 15일, 4∼5쪽.

425) 〈국가재건최고회의보 본회의회의록 제27호(1961.10.23.)〉,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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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8월 28일 각의(閣議)에서 경제기획원은 내년도 운영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을 의결함으로써 중립국 외교 관련한 정부 시책을 제

시했다. 정부는 일반행정부문의 외교 및 국방부문에서 외교정책의

첫 번째로 “자유우방국가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중립국가에 대한 외

교활동을 활발히 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치를 높인다”며 중립국 외교

활동 강화를 시책으로 밝혔다.426)

1961년 11월 6일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은 일본산경신문의 서면질문

에 다음과 같이 “뚜렷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외교관계를 맺”

을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427)

우리는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려는 나라와는 설사 그들이

중립국가라 하더라도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과 유대를 강화하

고 협조하기를 원하고 있다. 아랍연합, 인도, 인도네시아 등 뚜렷

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외교관계를 맺어서는 안될 이유는

없으며 그들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노력이

우리의 목적과 일치된다면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1961년 12월 24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는 동아일보사의

편집국장 김영상과 장충동 의장공관에서 45분 간에 걸쳐 단독회견

을 가졌다. 이 회담은 1962년 1월 1일자 《동아일보》에 실렸다. 박

정희는 김영상의 외교 관련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은 자유진영에 대해서는 예산의 제약도 받고

하니 이 이상 더 늘이지 않고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공관장들로써

그들이 있는 가까운 나라까지 겸직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주로 중립국가 특히 아프리카 방면 이런 데에 내년도에는 공관 몇

개를 더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26) 《경향신문》 1961년 8월 29일(석간) 1면; 《동아일보》 1961년 8월

29일(석간), 1면.

427) 《경향신문》 1961년 11월 5일(석간),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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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유엔총회가 진행되어 나가는 경향을 보더라도 자유진영은

우리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믿어도 좋은데 새로운 신생 아프

리카의 여러 나라들 중립을 표방하고 나오는 나라들의 향배가 앞으

로 유엔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영향력을 많이 주게 될 터이므로 거

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외교도 그런 데에 치중해서 파고들어가지 않

으면 안될 것입니다. 〔혁명직후 친선사절단 파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__인용자〕 내가 보기에는 대체로 잘 되었다고 봅니

다. 아프리카 방면은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사람들에게 접

근할 수 잇었는데 내년에 가서는 그런 공관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

도 중요한 일이되겠습니다마는 문화사절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내는 동시에 아프리카 몇몇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 이런 분들도

우리 나라에 초청해서 친선을 도모하려 합니다.428)(밑줄은 인용자)

박정희는 1962년도 외교 목표를 자유진영보다 중립국가, 특히 신

생 독립국이 대거 등장한 아프리카 중립국 외교에 집중함으로써 유

엔총회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방문외교

뿐 아니라 초청외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희의 외교 방침은

1962년 1월 5일 오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62년도 시정방침연설에

‘선린외교’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발표됐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혁명공약에 명시한 바와 같이 유엔헌장의 정

신 및 국제협약을 충실히 준수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

과의 유대를 가일층 강화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국토통일을 거족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격동하는 내외정세에 적응

할 수 있는 외교체제를 완비하여 자주외교의 기반을 확립할 것이

며 종래의 고식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특히 유엔 및 비공산국가에

대한 외교활동을 적극화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경제개발을 뒷받

침하기 위한 강력한 경제외교를 전개하여 해외시장개척과 외자의

도입을 장려할 것이다.(…)429)(밑줄은 인용자)

428) 《동아일보》 1961년 1월 1일, 1면.

429) 《동아일보》 1962년 1월 6일(조간), 1면; 공보부, 1962《혁명과업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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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시정방침에서 군사정부가 7개월간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제시했다. 그는 “자유우방과의 유대” 강화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대미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난 “자주외교”를 주창했다. 구체

적으로 그는 “유엔 및 비공산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주창했다. 비록 박정희가 중립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비공산국가는 실질적으로 ‘중립국’을 의미했다.

박정희의 시정방침에 따라 남한 정부는 1962년에도 왕성한 중립국

외교 사업들을 전개했다. 1962년 1월 9일 외무부는 〈자유우방 및

중립국 제국과의 정식 외교관계수립〉430)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외

무부 장관 명의로 재외공관장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했다. 외

무부에서 기안한 이 문건은 아주과장, 미주과장, 구아과장, 정무국장,

차관 순으로 결제가 진행됐다.

특히 이 문건은 “1962년도의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연초 공문으로

각 재외공관장에게 지시한바 있는 자유우방 및 중립국 42개국과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에 있어 1962년도 기본 운영계획서에 표시된 상

주, 겸임, 통상 사절의 구체적인 파견계획”을 지시했다. 이러한 지침

이후인 1962년 1월 25일 주미대사 정일권은 미주지역에 대한 〈자

를 위한 지도자의 길, 국민의 길: 1962년도 시정방침》 삼화인쇄 주식회

사, 23쪽. 시정방침에 대해 박태균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자주외교와

관련해서는 ‘유엔 및 공산주의 나라가 아닌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이는 1950년대 형성된 비동맹 국가들, 특히 제3세계를 겨냥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외교방향은 당시 한국과 미국에서 평가하고

있었던 박정희를 포함한 쿠데타 주도세력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외교방침은 미국과의 관계에만 집중되었던 한국 정부의

외교노선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외교 다변화의 대상

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 서독과의 차관 교섭에서 나타나듯이 일부 유럽국가에 대한 접근

도 있었지만, 외교다변화에 대한 박정희 구상은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태균, 2011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 주

도의 동아시아 지역 집단 안전보장 체제 구상과 좌절〉, 《세계정치》,

11호, 17∼18쪽.

430) 《국교수립-자유우방 및 중립국가》, 1961〜1964, 미주, 660, 722.2,

C-000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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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방 및 중립국 제국과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 중간 종합보고〉를

제출했다.431)

나아가 외무부는 1962년 6월 19일 〈외교관계 수립 교섭진도표 제

출의뢰〉라는 문건을 비서실 이기주 명의로 작성하여 미주과 구아

과 아주과에 각각 배포했다. 외무부 비서실은 “외교관계 수립교섭

진척현황을 상시 파악하기 위하여 별첨 양식과 같은 진도표를 작성

하였으며 이 표를 확대한 상황판을 장관실에 비치”했다. 각 과장은

“매월 말일 현재의 진도를 익월 2일”까지 첨부한 양식에 근거하여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432)

외무부 정무국은 1962년 8월 2일 〈1962년도 중요 사업 및 사무

내역〉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서 외무부는 첫째 상주공관 증설계획,

둘째 겸임사절 파견 예상국가, 셋째 친선사절단 파견 대상국가를 목

적으로 제시한 후에 각 지역별 자유진영과 중립국가로 나누어서 분

류했다. 나아가 외무부는 1961년도부터 계속하여 적극 추진할 대상

국가 및 1962년도 운영계획에 책정된 국가뿐 아니라 1962년도 운영

계획에 없음에도 교섭추진할 대상국가를 상당수 포함시키는 적극성

을 보였다.433)

군사정부는 1961년처럼 대대적인 파견은 아니지만 1962년도에도

하반기에 열리는 제17차 유엔총회에 대비하기 위해 동남아·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에도 친선사절단 및 문화사절단을 파견했다.434)

앞서 박정희가 1961년 12월 동아일보사와 단독으로 한 신년대담에

서 밝힌대로 아프리카 수상이나 대통령을 남한으로 초청하는 외교

도 실행됐다. 1962년 9월 22일 카메룬 공화국 외무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 일행 5명이 남한에 도착했다.435)

431) 위 자료.

432) 위 자료.

433) 《동남아지역 국교관계 미수립국가에 대한 대책》, 1961〜1962, 동남

아주, 662, 722.2, C-0004, 32.

434) 《경향신문》 1962년 12월 22일, 1면.

435) 《동아일보》 1962년 9월 22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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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카메룬 사절단의 김포공항 도착

(출처: 《동아일보》 1962년 9월 22일 1면)

1962년 9월 24일 카메룬 사절단은 청와대를 방문해 박정희와 면담

했다. 이 자리에서 사절단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박정희 의장에게 본

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후, 김현철 내각수반, 최덕신 외무장관,

유창순 상공장관 등을 만나 양국간 외교강화와 통상 문제 등을 협

의했다. 1962년 9월 24일 카메룬 사절단은 3일간의 방문을 마치고

남한을 떠났다.436)

1962년 11월 2일 지방경제장관을 단장으로 3명으로 구성된 니제르

공화국 친선사절단이 남한을 방문했다.437) 니제르 사절단은 곧바로

박정희 의장, 유양수 재정경제위원장, 김현철 내각수반, 최덕신 외무

장관, 장경준 농림장관 등을 차례로 방문하였으며 두 나라의 우호

증진과 경제협력 문제를 협의했다. 특히 니제르는 1961년 백선엽 주

불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이 이 나라를 방문했을 때 양국

은 국교수립에 관한 원칙을 합의했었다. 이들 일행은 1962년 11월 3

일 수원의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였다.438) 이미 1962년 초 신생 독립

국 니제르 정부는 남한 정부에게 농업과 어업 분야의 기술자 각 1

명씩을 보내달라는 기술원조를 제의했다.439)

436) 《동아일보》 1962년 9월 24일, 1면.

437) 《동아일보》 1962년 11월 2일, 1면.

438) 《동아일보》 1962년 11월 3일, 1면,

<그림8> 카메룬 사절단의 청와대 방문

(출처; 《동아일보》 1962.9.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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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기술자를 파견하는 형태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기술자

를 남한에 초청하여 훈련시키는 방식의 ‘기술원조’도 실현됐다. 1963

년 3월 남한 정부는 방한한 콩고 농림사절단과 일반농업부문의 기

술원조 제공을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남한 정부는 1954년 콩고

인 2,3명을 6개월 내지 12개월에 걸쳐 농업진흥청 및 수원농대 등

등에 초청하여 훈련하기로 했다.440)

농업부문 뿐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 ‘원조’는 1964년부터 적극적으

로 시행됐다. 1964년 남한 정부는 우간다에 의사 4명을 처음으로 파

견함으로써 기술협력의 길을 열었으며, 그후 아프리카 여러나라에

30여명의 의사를 정부비용으로 파견하는 동시에 각종 의약품과 의

료기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남한 정부는 “우리 의사

들의 훌륭한 기술과 봉사” 같은 기술원조가 “파견국 국민들로부터

호평과 존경을 받았다”고 자평했다.441)

이처럼 군사정부는 신생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초청 및 방문외교

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특히 군사정부는 가난한 신생국들에게 기술원

조를 제공함으로써, 즉 ‘발전’의 문제를 중심으로 관계개선을 시도했다

군사정부의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는 북한과 외교경쟁을 낳았다.

북한은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상당수 중립국들과 양자협정 등을

체결한 상태였다. 따라서 남한은 후발 주자로서 중립국을 둘러싸고

북한과 외교경쟁을 펼쳐야 했다. 1961년 친선사절단으로 파견됐던

김준엽·이용희·조의설 등도 모두 북한 침투에 대비하여 남한 외교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442) 1961년 9월 13일 제46차 국가

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공보실 이명영도 북한의 아프리

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침투를 강하게 의식했다.443)

439) 《동아일보》 1962년 4월 26일(석간), 1면.

440) 《동아일보》 1963년 3월 23일, 3면.

441) 《한국외교 30년》 232∼233쪽.

442) 김준엽, 앞 글; 이용희, 앞 글; 조의설, 앞 글.

443) 이명영은 아프리카 지역을 개괄하면서 북한이 “통일아랍[공화국]과 무

역대표부 설치, 기니아[기니]와 1958년에 대사관 설치, 콩고 1962년에 대

사관, 마리 일자 미상에 대사관”을 설치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정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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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부의 중립국을 둘러싼 외교경쟁은 냉전의 최전선 남·북한

이 펼치는 체제경쟁의 일환이기도 했다. 박정희는 1961년 12월 《최

고회의보》에서 〈공산위협과 우리의 경제재건〉이라는 글에서

“4·19 이후 또다시 고개를 처들게 된 용공중립의 사상은” “빈곤에

허덕이는 약화된 국민심리”를 파고드는 “공산도당들의” “간접침략”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그는 비록 북한이 “허구헌날 선전을 일삼고

있는 숫자상의 경제건설은 전연 신빙성이 없”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소련과 중공의 뒷받침으로 경제건설을 서둘르고 있다는 사실만은

솔직히 인식”할 것을 강조했다. 결국 박정희는 북한과 “경쟁에서 이

겨내야 할 우리의 난제가 여기에 또한 가로놓여 있”다며 북한과 경

제적 차원에서의 ‘경쟁’을 강조했다.444) 박정희는 반공을 체제 경쟁

적 발전주의와 결합함으로써 북한과의 산업화 경쟁에서 승리하는

이른바 ‘승공(勝共)’을 추구했다.445) 196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시기부

터 이제는 ‘반공’보다 ‘승공’이라는 표현이 더 일반화됐다.446)

남한 정부는 북한과 외교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북한과 만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 정부는 중립국가들에 대한 적극 외교정책

의 일환으로 북한과 중국이 회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아·아경제회의

에 대표를 파켠키로 결정했다 나아가 남한의 정식가입도 추진하기

로 했다.447) 앞서 정권들은 동 회의에 참가를 거부해왔다. 왜냐하면

1958년 카이로에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각국의 상공회의소의 국제

회의로 발족한 아·아경제회의는 인도·중국·북한 등 38개 중립 및 공

산국가들고 구성됐기 때문이었다. 제3차 아시아·아프리카 경제회의

가 12월 열릴 예정이었다. 남한 정부는 처음으로 대한상의의 이병언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록 제46호(1961.09.13.)〉

444) 박정희 〈공산위협과 우리의 경제재건〉 《최고회의보》 3호, 1961년

12월 1월, 5∼9쪽.

445) 정용욱·정일준, 2004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선인, 18〜19쪽.

446) 김성보, 2019 〈10장: 한국의 반공주의를 다시 본다〉 역사문제연구소 한독

비교사포럼 기획, 김귀옥 외, 《분단과 냉전의 역사인식을 넘어》 한울, 319쪽.

447) 《경향신문》 1961년 11월 28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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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서화숙을 파견했고 남한은 정식회원 자격을 획득했다.448) 1961년

12월 29일 회의에 참석했다가 귀국한 남한 대표 서화숙은 “동 아·아

경제회의에는 북한괴뢰와 중공을 비롯하여 월맹 몽고 등 공산정권

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정회원

국으로 참가하게 된 것은 아아지역에 대한 적극외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남한 정부는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38개의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로 구성된 아아경제회의에 정

회원으로 가입했다.449)

이처럼 군사정부는 중립국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다보면 ‘필연적

으로’ 중립국에서 북한을 만나야 했다. 1961년 8월 통일아랍공화국

은 카이로에서 남·북한 각각과 동시에 영사교환을 합의했다.450)

1962년 3월 1일 남한과 인도 정부가 서로 총영사급의 영사대표를

교환함으로써 양국간에 영사관계를 수립할 것을 결정했는데 동시에

이미 뉴델리에 상주무역대표부를 두고 있던 북한정부와도 인도는

총영사급의 영사대표를 결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451) 1962년 3월 1

일 남한과 캄보디아는 총영사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남한

은 중립국 캄보디아에서 북한보다 앞서 영사관계를 맺은 것이었

다.452) 1962년 7월 10일 버마 정부와 남한 정부는 영사수립과 서울

과 랑군에 각각 총영사관을 설치를 합의했다. 그런데 버마에는 이미

북한 총영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다.453) 이처럼 군사정부는

5·16 쿠데타 직후부터 중립국 적극 외교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중립

국에 1962년까지 북한과 동시 영사관계를 수립한 나라는 인도·버마·

캄보디아·통일아랍공화국 등 4개국이었다.

군사정부는 중립국을 둘러싸고 남·북한 동시 영사관계 수립이라는

448) 《경향신문》 1961년 11월 5일(석간), 1면.

449) 《경향신문》 1961년 12월 30일, 1면.

450) 《동아일보》 1961년 8월 1일, 1면; 《동아일보》 1961년 8월 4일, 1면.

451) 《동아일보》 1962년 3월 3일(석간), 1면.

452) 《동아일보》 1962년 3월 7일(조간), 1면.

453) 《동아일보》 1962년 7월 10일(석간), 1면.



- 186 -

현상에 직면하여, 중립국 관계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두 개의 한국’

문제를 대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1963년 4월 23일 외무부 정무국

동남아과는 대(對)중립국 정책자료로서 〈분단국가와 국가승인문

제〉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외무부 차관 및 장관 등이 이 문건을 결

제했다.454)

이 문건은 먼저 분단국가와 국가승인 문제의 구체적 사례로서 ‘중

국과 중공’ ‘동독과 서독’ ‘월남과 월맹’의 사례를 자세히 검토한 후

군사정부의 현재까지의 경과 및 입장을 정리했다. 남한 정부는 중립

국에서 북한과 동시 영사관계 수립은 용인하지만 “우리정부가 한반

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북괴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고(2개의 한국관 불용인), 아울러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 있어

서 북괴의 국가성 확립 책동(즉 북괴의 국가승인 획득 책동)을 저지

봉쇄하여야 한다는 절대적인 명제”를 고수해야 했다. 따라서 군사

정부는 북한과 직접적인 외교접촉은 물론 동시 외교관계 수립을 절

대 불용인할 뿐 아니라 법률상(de jure) 북한을 승인하는 중립국과

는 어떠한 관계도 불수립한다는 방침을 견지했다.455)

그런데 남한이 동일한 중립국을 두고서 북한과 동시에 영사관계

수립할 때, “영사관계수립의 국가승인 효과 발생 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다. 비엔나 영사관계협약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외교관

계의 수립은 영사관계의 수립을 포함하는 반면, 영사관계의 수립은

외교관계를 반드시 표함하지는 않았다.456)

군사정부는 이미 북한과 영사관계를 수립한 중립국과 “동시 영사

관계 수립이” 상대국에 대한 “국가승인 효과를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다. 구체적으로 군사정부는 “인도, 버마,

454) 《분단국가의 국가승인문제》, 1963, 동남아, 689, 722.5, C-0005, 19.

455)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은 국가승인을 포함하지만, 국가승인이 이루어

진다고 반드시 양국간 외교관계가 수립된 것은 아니었다. 남한의 경우

1970년대까지 국가승인을 부여한 후 양국간 수교협상을 거쳐 외교관계

수립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밝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오진희, 앞 글, 8쪽.

456) 오진희, 위 글, 8쪽 각주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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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아랍공화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승인 효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사인가장(exequatur) 발급없는” 방식을 취했다. 왜냐하면

영사관계 수립 시 반드시 국가승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

사인가장을 발급하는 등의 행위는 통상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해석

됐기 때문이었다.457) 따라서 이 문건은 군사 정부가 “캄보디아의 경

우” “영사인가장 발급이” 중립국에 대한 “국가승인과는 하등의 관계

가 없다는 명시적 유보(留保)를 부친 조건하에” 북한과 동시 영사관

계를 수립했다. 이로써 군사정부는 “유일합법정부성에는 아무런 저

해를 받을 이 없이”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을 저지하고” 북한과 “동

시영사관계 수립”함으로써 북한의 “일방적 진출을 견제할 수 있었”

다고 평가했다.458)

나아가 이 문건은 분단국가 사례들에 견주어서 군사정부가 취해온

“국가승인문제와 관련한 대북괴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정

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군사정부는 국가승인 관련한 문제에서

“독일의 경우보다는 약한 입장에 있고, 오히려 월남의 경우와 비슷

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즉 서독은 강한 경제

력을 바탕으로 중립국이 서독하고만 대사관계를 수립하고 동독과는

영사관계에 머물거나 단교하게끔 하는 강한 전략을 취해왔다.

반면 월남은 동시 영사관계 및 대사관계를 묵인하는 쪽으로 진행

됐다. 사실 군사정부는 “독일과 월남에 비하여, 유엔과의 관련하에서

본 우리정부의 정통정부성(유일합법정부성)이 보다 법적으로 승인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남과 같이 분단국가 중에서 가장 약

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문건은 그 이유를 “주로 종

래 대(對)중립국 외교의 실책”과 남한의 국력이 서독처럼 상대국보

다 우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이 “중립국 진출에 있어 아국보다

기선을 제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보다 “뒤떨어진 위치에서”

457) Majorie M. Whiteman, 1973 Digest of International Law,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vol.2, p. 586. 오진

희, 앞 글, 8쪽 각주 10번.

458) 《분단국가의 국가승인문제》, 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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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대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았다. 특히 이 문건은 “우리

정부는 독일과 같이 강대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아국에게 유리

한 방향으로 대중립국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

했다. 끝으로 이 문건은 남한이 중립국에서 북한을 만났을 때 필요

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459)

우리정부가 지금은 비록 북괴에 매반 국가승인효과 없는 북괴와의

동시 영사관계를 용인하여 우리정부의 유일합법성을 고수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최소한 독일의 유형을 지향하여 아국과

는 외교관계, 북괴에 대하여는 국가승인 효과 없는 비외교관계 수

립 유지라는 방향으로 대중립국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아국의 국력 면 등 현실적인 제 제약을

고려할 때, 지금으로서는 종래와 같이 중립국과의 비외교관계의

수립을 계속하여 북괴의 일방적인 대중립국진출을 적극 저지하는

정책을 견지하면서, 전술한 목표를 향하여 점진적으로 모든 외교

적 역량을 집중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밑줄은 인용자)

1963년 4월 군사정부는 현재 남한은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존처

럼 중립국과 비외교관계 수립을 해서라도 북한의 일방적인 중립국

진출을 적극 저지하지만 그 지향점은 서독처럼 ‘아국과는 외교관계’

이지만 북한과는 ‘국가승인 효과 없는 비외교관계 수립’에 두었다.

이처럼 군사정부가 국가승인 관련한 외교정책을 마련한 지 5개월

도 채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다. 1963년 8월 25일 통일아랍공화

국은 “종래의 분단국가 불승인 정책을” 바꾸어 북한과 “대표부급 외

교관계를 수립”해버린 것이었다460)

459) 위 자료, 10∼11쪽.

460) 《아랍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교섭》, 1962∼1964, 아중동, 661, 722.2,

C-0004, 33.; 《경향신문》 1963년 8월 26일 2면; 1963년 9월 4일 카이

로 주재 남한 총영사 강춘희는 통일아랍공화국이 북한과 외교대표를 교

환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알기 위해 통일아랍공화국 외무성을 찾았다. 그

는 “통일아랍공화국은 한국과 북괴가 가까운 장래에 통일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괴와 외교관계를 교환하기로 결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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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7월 22일 외무부 아중동과는 〈아랍제국과의 외교관계수립

문제>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군사정부는 통일아

랍공화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대U.A.R.[통일아랍공화국_

인용자] 외교”에서 “수세적인 입장에 놓이”므로 “급기야는 이미 설

치한 주카이로 총영사관의 철수여부를 검토”하기까지 했다.461)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문서는 주카이로 총영사관의 “존폐 양면의

득실을 신중히 고려한 결과” 중동 지역에서 북한 “활동의 독무대화

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정치상 영향력이 큰 애급과 적대관계에 이

르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서 당분간 잠정적으로 존속시킨”

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을 하면서도 이 문건은 다음의 두가지를

우려했다. 첫째 북한은 “대사관인데 비하여 아국은 영사관”이기 때

문에 해당 지역의 외교활동에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둘

째 “다른 중립국가들로 하여금 대한정책(對韓政策)을 결정하는 데

있어 옳지 못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약점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두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문건은 “아국의 유일합법성

및 2개의 한국관 불용인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중립국과의 우호관계

계속 유지 및 북괴의 중립국 침투저지라는 역사적 사명을 여하히

수행해 나가는냐에 문제의 귀결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이 문건은 “카이로 공관의 경우 아국의 대중립국 정책에 있어서의

전면적 후퇴를 전제로 하지 않는한 애급이 차지하고 있는 아랍 및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는 한편 해지역이 북괴의 독무대

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북괴승인 효과 없는 영사관계만

은 계속 유지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로 귀결됐다.462)

1963년 10월 대통령선거와 11월 국회의원선거를 거쳐 12월 17일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군정이 종식되고 제3공화국이

출범했다. 군사정부가 약 2년간 추진해온 중립국 외교를 어떻게 평

다는 설명을 들었다.” 《경향신문》 1963년 9월 5일, 3면.

461) 《아랍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교섭》, 위 자료.

462) 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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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있을까. 1963년 12월 27일 국회본회의에서 자유민주당 정명

섭(丁明燮) 의원은 신정부의 신년도 예산 질의를 하면서 ‘외교실적’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463)

(…) 혁명 전에 재외공관이 22개 있던 것을 66개로 늘여 놓고도

오늘날 외교실적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전과 별로 나은 것이

없다. 우리 국위가 대외에 그렇게 크게 선양된 것이 없다. 이 외화

부족한 시기에 그렇게 외화를 낭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에 있어서는 차라리 그 공관을 다소라도 줄여 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지금 국난 국난 말합니다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좀 돌려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무리한 세금을 징수하지

말고 좀 감해 주거나 이랬으면 어떨까.(…)

정명섭은 외무부 장관에게 “혁명 전에는 재외공관 수가 22개이었

었는데 지금 현재는 3배인 66개로 증가되었고 예산도 혁명 전에는

1억 73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4배인 6억 7600만원이 되었”다

고 언급했다. 그는 늘어난 재외공관과 늘어난 예산에 비해 별다른

외교실적을 올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일권 외무부 장관은 돈을 들인 만큼 성과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먼저 “유엔에 있어서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공관 증설은

불가피”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유엔에 있어서” “지나간 3년

동안의 성적을 보시더라도 매년 표가 증가되어” “금년에도 2표나 우

리를 지지하는 표가 늘었고 또 실지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두 나

라가 참석했다면 두 표를 더 얻을 수가 있었던 실질적으로는 네 표

라는 증가”라는 성과를 이뤘다고 발언했다.464)

군사정부가 1961년 쿠데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중립국 외교

의 결과 실제 인도·아랍연합공화국·버마·캄보디아 등 그동안 기피해

온 국가들과 영사관계를 맺는 등 외교적 관계를 확보했다. 그리고

463) 〈제6대국회 제39회 국회회의록 제8호(1963.12.27.)〉, 1쪽.

464) 위 자료,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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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부는 중립국에 대사 및 겸임대사, 영사관등 설치라는 양적 증

가는 있었다. 나아가 남한정부의 중립국 외교의 최종 목표인 유엔총

회에서 한국에 대한 지지표를 늘리는 데서도 정일권 외무부 장관의

주장처럼 실제 유엔총회에서 남한 지지하는 찬성표가 2표 늘어났다.

군사정부는 중립국 외교를 성공적이라고 자평했으나 현실은 달랐

다. 군사정부는 북한과 관계를 먼저 맺은 주요 중립국인 인도, 아랍

연합공화국과 뒤늦게 영사관계를 수립했다. 아랍연합공화국은 북한

과 대사관계로 나아갔음에도 남한은 아랍연합공화국과 단교하지 못

한 채 그대로 영사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군사정부의 유엔외교는 정일권 외무부 장관의 주장처럼 유엔총회

에서 지지표가 2표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군사정부가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표결에 대한 기권과 결석의 비율이 높아지

는 경향을 바꿀 수는 없었다.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결의안에 대한

“결석 및 기권 비율은 제15차 총회까지 20% 초반을 보”였으나 “군

정시기에는 30%”를 넘었으며 “대표초청 문제에서도 제16차 총회에

서만 21.3%를 기록했을 뿐” 남한 단독 초청안을 제출했던 “제17차

총회에서는 32.7%를, 제18차 총회에서는 33.3%를” 보였다.465) 즉 군

사정부는 적극적으로 중립국 외교를 펼쳤지만 1961년 이후 유엔총

회에서 한국문제는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가는 ‘데드 이슈화’ 현상

을 저지하기는 힘들었다.

465) 이주봉, 2011 〈국제사회의 한반도 문제 인식과 5·16군사정부의 유엔

정책〉 《역사와현실》 82, 3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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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1957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비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는 1960년 한

단계 더 도약했다. 북한은 상대국에 파견하는 대표단을 정부 ‘급’으로

격상했을 뿐 아니라 대외활동을 아시아·아프리카를 넘어 라틴아메리

카까지 확장됐다.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비사회주의 국가들과 양자외

교에 나선 이유는 첫째 경제발전에 필요한 경제협력의 필요성 때문

이었다. 물론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 비중은 소련과 중국이 대

부분을 차지했으며 비사회주의 국가의 비중은 매우 낮았. 둘째 이유

는 북한이 1950년대말부터 커져가는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에 대한 ‘갈등’을 표출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제국주

의’의 타격을 부르짖으며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의 냉전승리를

외쳤지만,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를 겪으며 소련을 믿기도 힘들었

다. 이제 북한은 자력갱생을 더욱 외치면서도 경제·국방병진노선을

추진해나갔다.466)

남한 정부는 1957년 엉거주춤 내디딘 중립국 외교에서 별다른 성

과를 내지 못한 채 4·19를 맞았다. 새로 수립된 장면정권은 중립국

외교를 표방했으며 중립국 인도 등과 만나기까지 했다. 장면정권은

대외적으로 ‘중립국’ 외교를 펼치면서도 4·19 이후 커져가는 국내의

중립화통일론의 열망은 제어했다. 1961년 제15차 유엔총회에서 남·

북한 조건부 동시초청안이 채택됨으로써 장면정권의 ‘중립국’ 외교

는 위기를 맞았다. 1961년 쿠데타로 등장한 군사정부도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 표방하며 역대 최대의 친선사절단을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 파견했다.

장면정권과 달리 군사정부는 국내 중립논의를 용공(容共)으로 탄

압하면서도 대대적으로 ‘중립국’ 외교를 수행한다는, 즉 중립에 대한

466) 북한의 경제·국방병진노선이 추진되는 맥락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한모니까, 2003 〈1960년대 북한의 경제·국방병진노선의 채택과

대남정책〉 《역사와현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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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분리’ 정책을 펼쳤다. 군사정부는 ‘실리외교’ ‘자주외교’의 원

칙 하에 적극적으로 중립국 외교를 펼쳤다. 심지어 1963년 초 박정

희정권의 ‘중립국’ 외교는 야당에게 이집트의 반미(反美)외교이자 이

집트의 나세르식 민족주의 외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시기

북한이 ‘자력갱생’을 추구하며 적극적으로 비사회주의 국가와 양자

외교를 펼쳤던 상황과 흡사했다. 이처럼 1960년대 초 냉전의 최전선

남·북한은 모두 ‘중립국’ 외교를 강화하면서 양극적 냉전의 진영과

거리를 두는 형국이었다.

‘중립국’ 외교의 후발주자로서 남한은 북한보다 더 많은 ‘중립국’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분투했다. 특히 남한 정부는 1960년대 초중반

커져가는 북한의 아프리카 ‘중립국’ 침투를 저지하려 노렸했다. 이처

럼 한반도 분단은 남한을 체제경쟁의 차원에서 ‘중립국’을 둘러싼

치열한 외교경쟁으로 이끌었다. 반면 경제적·외교적 우위를 점하던

북한은 남한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해 공식적으로 별다른 반응을 보

이지 않았다.

1960년 전후 남·북한 정부는 ‘중립국’ 외교를 전개하면서 탈식민

신생국들의 ‘경제발전’ 욕망을 포착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외교관계

를 확장을 모색했다. 북한 지도부는 비사회주의 국가들이 방문하거

나 그들을 초청할 때 식민경험과 신생 국가로서의 경제적 어려움에

공감했다. 특히 북한은 탈식민 신생국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미 제

국주의’가 경제적 예속화를 노리는 신식민지 정책 때문이라고 선전

했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며 발전을 꿈꾸는 탈식민 신생국

들에게 바로 자신들이 미제국주의의 예속화 야욕을 극복하고 자립

경제를 달성한 국가라고 자랑차게 설명했다. 북한은 자국을 방문한

아시아·아프리카 신생국 대표들에게 자국의 거대한 ‘공장’들을 참관

시킴으로써 그들도 북한처럼 자립적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며 북한과 친선관계 강화를 ‘유혹’했다.

1961년 들어선 군사정부에서 파견된 사절단원들은 이승만정권 시

기 친선사절단장들이 강조하던 ‘식민경험’은 거의 언급되지 않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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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후진국들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사절

단 파견 인사들 중 일부는 반식민의 경험을 언급했지만, 대부분 사

절단원의 기행담은 방문국가에서 ‘국가이익’을 위한 경제발전 문제

에 집중됐다.

1960년대부터 남·북한은 모두 ‘중립국’ 외교의 매개로서 경제발전

을 제시했지만 제시하는 방법론은 상이했다. 북한 지도부는 양국간

상호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했기 때문에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을 중시했다. 특히 북한 지도부는 중공업 제품을 판매하고 상대

국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무역협정 체결을 시도했다. 이렇게 북한 지

도부는 쌍방간 무역이라는 경제협력을 통합 자립적 경제발전을 모

색했다. 반면 남한의 군사정부는 미국 원조에 의존하는 힘든 경제상

황임에도, 가난한 아프리카 신생국들에게 ‘기술원조’ ‘의료원조’ 같은

외부 원조에 기반한 경제발전을 제안했다. 남·북한이 ‘중립국’에 제

시한 상이한 경제발전 방법론은 당시 남·북한이 취하던 경제발전 정

책에서 기인했다. 북한은 “세계시장과 단절된 속에서” “사회주의·인

민민주주의권 안에서도 자기 완결적인 경제를 수립하려는 자립지향

적 사회주의 발전의 지난한 길을 선택”한 반면 남한은 “세계시장에

의존하고 농업을 희생하면서 자본축적을 이루는 대외지향적 자본주

의 발전을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467)

냉전의 최전선 남·북한은 1960년 전후부터 ‘중립국’을 둘러싸고 본

격적인 외교경쟁을 전개했다. 1960년대부터 남·북한은 국가발전의

욕망을 공유하면서 외교경쟁을 펼쳤다. 남·북한은 경제발전이라는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함으로써 중립국 외교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했다. 비록 남·북한은 모두 경제발전을 추구했지만, 북한

은 반식민과 냉전이 결합된 경제발전을, 남한은 식민경험이 탈각된

채 냉전승리와 결합된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비)대칭성을 보였다.

467) 김성보, 2000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북한 농업체제의 형

성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3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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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1964∼1968년 남·북한 ‘중립국’ 외교의 분기

1. 북한의 주체적 대외활동의 전개와 작은 나라들

과의 연대

1) 제3세계 관련 국제회의 주최 및 개최의 노력

북한은 1960년 전후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

리카 지역에 대한 대외관계 확대에 힘썼다. 북한은 1961년 제4차 당대

회에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민족해방운동과 연대를

명확히 제시했다. 북한은 이 지역 내 비사회주의 국가들과 양자외교를

통해 대외관계를 확장했을 뿐 아니라 냉전의 어느 한편에 서기를 거

부하는 국가들이 주도하는 국제회의 개최 및 주최에 힘썼다.

1963, 64년은 북한에게 ‘아프리카 외교의 해’였다. 1948년부터 1964년

까지 북한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468)

468) 《조선중앙년감: 1966∼1967년판》, 505∼506쪽

년도 사회주의 국가 계 비사회주의 국가469) 계 누계

1948년

소련·몽고·폴란드·체코

슬로바키아·루마니아·헝

가리·불가리아

7 -

1949년 알바니아·중국 2 -

1950년 북베트남 1 -

1958년 - 알제리·기니 2

1960년 쿠바 1 말리 1

1963년 - 우간다·예멘·아랍연합공화국 3

1964년 -
인도네시아·모리타니·캄보디

아·콩고(브라자빌)·가나
5

소계 11 소계 11 23

<표7> 1948∼1964년 북한의 외교관계 수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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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확인되듯이 북한은 1958년부터 사회주의 진영 이외의 국가

들과 외교관계를수립하기 시작하여 1963과 1964년 아시아·아프리카 8

개국과 외교관계를 설정했다. 8개국 중 무려 6개국이 아프리카 지역

의 국가들이었다. 1965년 1월 탄자니아와 외교관계를 설정한 것을 포

함하면 1963년 3월부터 1965년 1월까지 2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무려

아프리카 7개국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1964년에도 북한은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비사회주의 국가들을 지

속적으로 방문했다. 북한이 당 및 정부 급 대표단을 파견한 아시아·아

프리카 지역의 '중립국' 방문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470)

469) 1987년 출간된 책에서 북한은 알제리와 기니, 말리 등을 비사회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박태호, 1987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관계

사》 1권, 239쪽.

470) 《조선중앙년감: 1965년판》, 487쪽.

대표단명 단장 및 구성 인원수 방문 국가 방문 기간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원택

(6명)

인도네시아, 캄보

디아, 세일론
3.29∼5.15

정부 친선대표단 보통 교육상 윤기복
가나, 세네갈, 니

제르
3.29∼4.28

정부 친선대표단 로동성 부상 문정식(3명) 잔지바르 4.23∼5.19

조선로동당 

대표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

치위원회 후보위원 및 조

선로동당 평양시 위원회 

위원장 한상두(3명)

알제리 10.28∼11.17

정부 대표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

치위원회 후보위원 및 재

정상 한상두(3명)

알제리 10.28∼11.17

정부 대표단 내무상 박문규(3명) 캄보디아 10.31∼11.20

최용건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단원과 수

원 동반)

아랍연합공화국, 

알제리, 말리, 기

니, 캄보디아

11.19∼12.22

<표8> 1964년 북한의 아시아·아프리카 비사회주의 국가 방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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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196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은 알제리에 유독 대외

활동에 힘을 쏟았다. 다른 국가와 달리 이례적으로 조선노동당과 정

부 대표단이 모두 ‘알제리 인민 무장봉기 10주년 기념행사’ 참가를 위

해 10월말에서 11월 중순까지 알제리를 같은 시기 방문했다. 이후 다

시 한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을 단장으로 하는 정

부 대표단이 알제리를 방문했다. 북한에게 이 시기 알제리는 중요한

국가였다. 1964년 4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예

비회담에서 아프리카에서 개최되기로 확정됐는데, 1964년 10월 20일

부터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준비상설위원회

회의가 열렸다.471)

북한이 아프리카 지역의 비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을 때

대체로 남한보다 먼저 국교를 수립한 국가들이었다. 그런데 북한이

1964년 11월 11일 모리타니와 국교관계를 수립했는데 이 나라는 이미

남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상태였다.472) 즉 북한은 이미 남한보다 앞

서서 아프리카 지역 다수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을 뿐 아니라

남한이 이미 국교를 수립한 국가와도 국교를 수립하는 ‘외교승리’를

거둔 것이었다. 북한과 모리타니아의 국교수립은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남한 정부는 모리타니아와 단교했다.473)

사실 북한이 남한과 국교를 수립하고 있는 모리타니와 동시에 국교

를 수립한다면 ‘두 개의 한국’ 문제를 야기했다. 그런데 북한은 남한

과 모리타니 외교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474) 북한은

남한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두 개의 한국’ 문제를 북한이 공식

471) 《로동신문》 1964년 11월 15일, 4면.

472) 《로동신문》 1964년 11월 15일, 1면.

473) 남한 정부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모리타니와 단교했다. 관련

내용은 4장 1절에서 다루었다.

474) 북한이 남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모리타니를 어떻게 인식했

으며 실제 상대국과 어떤 외교전략을 펼쳤는지는 자료상 확인하지 못했

다. 이는 이집트나 알제리 외무부가 생산한 자료에 북한과 모리타니의

외교관계 수립의 과정이 드러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국가들의

새로운 자료 발굴이 추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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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나아가 북한은 남한과 모리타니의

외교관계에 침묵함으로써 ‘중립정책’을 펼치고 있는 모리타니와 발생

할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자 한 판단이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로동신문》은 〈마우리타니아[모리타니_인용자]와의 외교관계 설

정을 환영한다〉라는 논평에서 외교적으로 “중립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모리타니와 국교수립에 대해 가장 먼저 반식민주의와 반제국주

의를 강조했다. 이어 논평은 모리타니가 “외래 제국주의자들과 식민

주의자들이 끼친 악독한 후과를 가시고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지향”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로동신문》은 제국주의 반대를 기본

으로 하면서도 자주적 발전을 이루어야 진정한 반식민주의의 실현이

자 전제라고 주장했다.475)

1964년 북한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양자외교의 차원에서 상당한 외

교적 성과를 이루었다. 양자외교를 넘어 북한은 냉전의 한편에 서기

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주도하는 국제회의에도 주목했다. 특히 1964년

북한은 국제회의로서 1964년 제2차 쁠럭불가담 수뇌자회의 및 아시

아·아프리카 회의 예비회의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1964년 3월 23∼28일, 세일론의 콜롬보에서 세일론·아랍연합공화

국·유고슬리비아 3개국의 발기로 23개국 대사급이 참여하는 쁠럭불

가담 수뇌자 준비회의가 열렸다. 준비회의는 1964년 10월 첫 주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수뇌자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476)

1964년 4월 14일 《로동신문》은 쿠바 신문을 인용보도하는 형태

로 쁠럭불가담 준비회의 소식을 전했다. 《노티시아스 데 오이》라

는 쿠바 신문은 4월 11일자 사설에서 유고슬리비아 정부가 “콜롬보

준비 회의에서 베네주엘라 정부를 이 회의에 참가시킬 것을 주장”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쿠바 신문은 베네수엘라는 “제국주

의에 리용되고 있는 미주의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쿠바 신문은 “카이로 회의에서 필요한 반제 동맹 결성”을 유

475) 《로동신문》 1964년 11월 15일, 4면.

476) 《조선중앙년감(1965년판)》, 4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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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슬라비아가 “파탄시키려고 애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로

동신문》은 쿠바 신문을 인용보도하는 방식으로, 제2차 쁠럭불가담

회의가 유고슬라비아 때문에 반제국주의로 귀결되지 못할 수 있다

는 우려를 드러냈다.477)

1964년 4월 10일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준비회의가 인도네

시아 자카르타의 신흥세력 경기 대회 본부 청사에서 개막됐다. 회의

에는 총 22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온 대표들이 참가했으며

회의장은 참가국들의 국기로 장식됐다. “회의장 벽에는 쇠사슬을 끊

어버리고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세 사람의 아세아, 아프리

카 투사를 그린 커다란 프랑카드가 걸려 있었다.”478) 4월 10일 오전

본격적인 예비회의에 앞서 진행된 탕가니카를 제외한 21개국이 참가

한 비공식 회의가 진행됐다. 여기서 인도네시아 제1부수상 겸 외상이

의장으로, 카메룬 대표가 제1부의장으로, 캄보디아 대표가 제2부장으

로, 인도네시아 제1외무 부상이 서기장으로, 각각 선출됐다.479)

1964년 4월 7일 마침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은 인도네시아 국

회 초청으로 자카르타에 도작하여 친선 방문중이었다.480) 따라서 비

록 정식 참가국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친선 방문중이

477) 《로동신문》 1964년 4월 14일, 4면.

478) 《로동신문》 1964년 4월 12일, 4면. 개막 회의에 참가한 국가는 21개

국으로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중국, 가나, 기니아, 네팔, 리베리아, 모

로코, 비률빈, 아랍련합공화국, 알제리,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인

도, 에티오피아, 카메룬, 캄보쟈, 파키스탄, 토이기, 씨리아, 세일론. 회의

개막 후 탕가니카(Tanganyika) 대표단이 참가하여 총 22개국이 예비회

의를 진행했다. 《로동신문》 1964년 4월 14일, 4면. 탕가니카는 1961년

12월 9일 영국 연방 왕국의 일원으로 독립하였지만 1962년 공화정으로

전환되면서 탕가니카 공화국이 되었다. 1964년 4월 26일 잔지바르와 연

합 관계를 수립하면서 소멸되었다.

479) 《로동신문》 1964년 4월 12일, 4면.

480) 《로동신문》 1964년 4월 7일, 1면.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친선 방문하는

우리나라 최고 인민회의 대표단 쟈카르타에 도착 대표단은 최고 인민회의

최원택 의장을 단장으로 하고 최고 인민회의 상임 위원장 강량욱 부위원장

(부단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김종항 고등 교육상, 최고 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 김옥순,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김히준, 외무 부상 허담을 단원

으로 하여 전원 6명으로 구성되여 있다. 《로동신문》 1964년 3월 30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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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전원은 4월 10일 열린 제2차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 예비회의에 참가하였다.481)

《로동신문》은 5일간 진행된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예비회

의 소식을 매일 자세히 전했다. 《로동신문》은 예비회의 논의 중,

인도네시아·중국·알제리 등이 주창하는 제국주의 및 신구 식민주의

를 반대하는 목소리만을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회의 참가국 중

인도의 목소리는 보도하지 않은 채, 인도의 침략성을 비판하는 보도

를 실었다. 1964년 4월 14일 《로동신문》은 대대적으로 제2차 아·

아회의 예비회의가 “17억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이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침략 행동을 분쇄하자”는 데 대해 각국에서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했다. 같은 면에《로동신문》은 인도 수

상 네루가 4월 6일 국회에서 중국 영토인 악사이친(Aksai Chin, 인

도의 서북 국경지역) 지역을 “강점할 작정”이며 네루는 콜롬보 회의

의 제안에 기초한 “중국과 인도의 직접적인 회담을 거부”하고 있다

는 북경발 신화통신 보도를 인용 보도했다.482) 즉 《로동신문》은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예비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를 “침

략 전쟁 준비” 세력이라 비판하는 보도를 실은 것이었다.

1964년 4월 15일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예비회의가 폐막했

다.483) 4월 17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예비회의가 가지는 성과를

발표했다. 외무성은 예비회의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배격하고

제2차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를 1965년 3월 10일에 아프리카에서 소

집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에서 달성한 새로운 성과”라고 성명

했다. 외무성 담화는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소집을 열렬히

지지 환영”할 뿐 아니라 “적극 참가하여 회의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

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로 끝맺었다.484)

481) 《로동신문》 1964년 4월 13일, 3면.

482) 《로동신문》 1964년 4월 14일, 4면.

483) 《로동신문》 1964년 4월 17일, 4면.

484) 《로동신문》 1964년 4월 18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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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은 폐막 회의에서 채택된 〈공보〉를 거의 그대로 실

었다. 〈공보〉는 제1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아시아에서 진행됐

기 때문에 제2차 회의를 “1965년 3월 10일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며

아프리카 통일 기구”에 주최국 결정을 위임했음을 알렸다. 《로동신

문》에 실린 〈공보〉에는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참석국을 둘

러싼 논쟁도 담겼다. 〈공보〉는 소련과 말레이시아를 초청하는 문

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음을 밝혔다. 흥미롭게도 〈공보〉

는 북한과 남한을 모두 초청했다는 내용이 실렸음에도 《로동신

문》은 별다른 논평이나 수정없이 그대로 보도했다.485)

북한은 제2차 아·아회의 예비회의를 새로운 성과라고 칭송했다.

《로동신문》은 “예비회의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파괴

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배격하고 제2차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를 1965년 3월 10일 아프리카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

다. 그러나 1955년 반둥회의 때와 달리 2차 반둥회의 개최를 둘러싸

고 중국과 인도는 대립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 편에서 인도를 비판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인도 대표의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다.486)

이처럼 1964년 북한은 쁠럭불가담 회의 및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같은 국제회의 개최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견해를 제시

했다. 《로동신문》 보도량으로만 보면 북한 지도부는 쁠럭불가담보

다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졌다.

북한은 냉전의 한편에 서기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주도하는 국제회

의에 관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국제회의를 직접 주최하기도 했다.

1964년 6월 16∼23일, 7일간 북한 수도 평양에서 제2차 아시아 경제

토론회가 열렸다. 1962년 콜롬보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 이은 두 번

째 회의였다.487) 국제회의 명칭은 ‘아시아’ 경제 토론회이지만 참가

국의 구성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아시아·아프리카’ 경제 토론회였다.

485) 《로동신문》 1964년 4월 18일, 4면.

486) 《로동신문》 1964년 4월 18일, 1면.

487) 《조선중앙연감: 1965년판》 4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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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참가한 34개국 민간 대표들의 절반 이상인 21개국이 아프

리카 국가였기 때문이었다.488)

회의는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에 대하여”(북한 대표단

보고), “신 식민주의와 아세아 경제”(인도네시아 대표단 보고), “신식

민주의와 아프리카 경제”(카메룬·가나·콩고<레>대표단 보고), “아세

아, 아프리카 나라들 간의 무역 관계”(일본 대표단 보고), 기타 보고

들이 토의됐다. 회의에서 반제·반식민주의 투쟁과 경제건설에서 쌓

은 경험과 의견들이 교환됐다. 1964년 6월 23일 〈평양선언〉 및

〈아세아 경제 토론회 결의〉 등이 채택됐다.489)

<그림 9 > 제2차 아시아 경제 토론회 참가국 대표들

(출처: 《로동신문》 1964년 6월 24일, 1면)

488) 《로동신문》 1964년 6월 24일, 2면. 총 34개 참가국을 지역별로 분류

하면 아프리카 21개국(알제리·앙골라·바수톨랜드Basutoland·베추아날랜

드Bechuanaland·카메룬·콩고(브라자빌)·콩고(레오폴드빌)·감비아·가나·케

니아·말리·모잠비크·네팔·니제르·북부칼리만탄·르완다·소말리·서남아프리

카·수단·우간다·잔지바르), 아시아 11개국(인도네시아·세일론·중국·이라

크·북한·씨리아·타이·북베트남·남베트남·일본·팔레스타인), 오세아니아 2

개국(호주·뉴질랜드) 등이었다.

489) 《조선중앙년감: 1965년판》 461∼4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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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가 채택한 〈평양선언〉의 제목은 “자력갱생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할 데 대하여”였다. 〈평양선언〉에는 《로동신문》

이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예비회담에 대해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 반대로서 의미부여 했던 것과 유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담겼다.

본 토론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해방을 쟁취하며 자유롭고 부강한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세기적 숙망과 공

동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오늘 자

기 력사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

메리카의 일련의 나라들 앞에는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히

투쟁하며 자력갱생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정치적 독립의 달성은 민족해방 혁명의 종국적 승리

를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은 민족해방

혁명의 완수를 위한 하나의 련속적인 혁명 과업이다. 자립경제 건

설은 이 나라들이 이미 쟁취한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그것은 이 나라들이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물려

받은 경제 기형성과 락후성을 청산하고 현대과학과 기술문화를 소

유한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여 세계 경제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것이

다. 자립적 민족경제는 《폐쇄적인 경제》나 《고립된 경제》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은 국가들 간의 경제적

협조를 배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라들 사이의 호상 지지와 협

조를 더욱 촉진시킨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해 나갈 때에만 다

른 나라와의 국제적 협조관계도 건전한 토대 우에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외부의 진정한 원조가 있을 경우에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다. 《진정한 협조》와 《사심 없는 원조》를 말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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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자기의 그릇된 정책을 강요하는 수단

으로 리용하거나 자기의 협애한 경제적 리득만을 추구하는 미끼로

삼는 것은 경제협조의 원칙에 배치된다. 경제적 협조와 호상원조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 자주성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하며 경제 기술적으로 효과적이라야 한다.(…) 본 회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이 반제 민족해방의 혁명적 기

치를 높이 추켜 들고 더욱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자들의 침략과 예속화 정책을 분쇄하고 사회적 진보를 위한 혁명

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일층 강화할 것을 호소한다.490)

《로동신문》은 〈평양선언〉 전문 바로 위에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라는 커다란 제목이 달았을 뿐 아니라

같은 지면에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새생활창조를 위한 인민들

의 친선과 단결의 시위〉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491)《로동신

문》은 〈평양선언〉을 과거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족의

해방운동뿐 아니라 새롭게 경제적 종속이라는 형태로 등장한 ‘신식

민주의’에도 반대한다고 의미 부여했다. 《로동신문》은 신식민주의

란 바로 “자기의 그릇된 정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리용하거나 자기

의 협애한 경제적 리득만을 추구하는 미끼로 삼”으며 신생 독립국의

내정간섭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선언문은 “미제

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예속화 정책을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북한이 평양에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비사회주의 국가

대표들을 모아놓고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주창하는 〈평양선언〉

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련은 《쁘라우다》에 비판하는 논설을 실었다.

이에 《로동신문》은 《쁘라우다》 논설을 1964년 9월 7일자에 게재

함과 동시에 《쁘라우다》가 평양 경제 토론회의 성과를 헐뜯으려 비

방한다고 공개 반박했다.492) 사실 북한은 1962년 상호경제원조회의

490) 《로동신문》 1964년 6월 24일, 2면.

491) 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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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con) 참여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전체 사회주의 정치경

제의 중심체로 재편하려는 소련의 시도에 대해 자립적 민족경제를 내

세웠기 때문이었다. 또한 북소갈등은 1962년 쿠바미사일 사태 및 중

국과 인도 간의 국경분쟁을 둘러싸고 더욱 증폭됐다. 1962년 가을부

터 1964년 10월 흐루쇼프가 실각할 때까지 양국 간에 단 한 차례의

정부대표단 방문도 없었다.493) 제2차 아시아 경제 토론회를 둘러싼

《로동신문》과 《쁘라우다》의 상호 공개 비판은 바로 북소갈등의

‘정점’에 놓여 있었다.494)

제2차 아시아 경제 토론회는 〈아세아 경제 토론회 결의〉(이하

〈결의〉)도 채택했다. 〈결의〉“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단

결과 호상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반둥 정신에 기초하여 소집될 제2차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를 열렬히 환영하며 이 회의에 자기의 옵써버를

파견할 것을 위원회에 위임”했다.495) 제2차 아시아 경제 토론회의

〈결의〉뿐 아니라 위원장 구나와르다나 세일론 대표도 1955년 반둥

회의에서 선포된 반제·반식민이라는 “반둥의 원칙”을 중시하며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열려 “우리의 공동의 념원을 더욱 촉진할 것을

희망”했다.496)

1964년 10월 1∼5일, 제2차 쁠럭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 의정 초

안을 토의하기 위한 외상회의가 아랍연합공화국 수도 카이로에서 열

렸다. 곧바로 5∼10일, 제2차 쁠럭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가 개최됐

다. 이 회의에는 47개국 국가 수반 및 전권 대표들과 아프리카통일기

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와 아랍연맹 등 11개국 옵서버

가 참가했다.497)

《로동신문》은 1961년 제1차 쁠럭불가담 회의가 열렸을 때 거의

492) 《로동신문》 1964년 9월 7일, 2면.

493) 이종석, 2011 《북한의 역사 2》 역사비평사, 28∼29쪽.

494) 임영태, 1999 《북한50년사: 1권》 들녘, 37쪽.

495) 《로동신문》 1964년 6월 24일, 2면.

496) 《로동신문》 1964년 6월 24일, 3면.

497) 《로동신문》 1964년 10월 4일, 4면; 《로동신문》 1964년 10월 14일,

4면; 《조선중앙년감: 1965년판》 471쪽.



- 206 -

보도하지 않았다. 반면 《로동신문》은 이번 제2차 쁠럭불가담 회의

를 자세히 보도했다. 북한은 외상회의가 열리는 10월 4일 김일성 내

각 수상 명의로 제2차 쁠럭불가담 국가수뇌자 회의에 축전을 보냈

다. 축전에서 김일성은 회의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

족적 독립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

리카 인민들의 위업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했다.498)

쁠럭불가담 회의에서 총 다섯가지 의제에 관한 토의가 진행됐다.499)

《로동신문》은 제2차 쁠럭불가담 회의에서 의정의 가장 중요한 문

제로 무엇을 삼을 것인지를 둘러싸고 “격렬한 론쟁”이 펼쳐졌다고 전

했다. 북한 지도부는 회의 선언이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

하는 투쟁을 포기케 하려는 유고슬라비아 찌또 도당의 무원칙한 ‘평

화적 공존’을 물리치고 반제 투쟁이 ‘평화적 공존’의 선결 조건이라

고 강조”했다고 정리했다. 즉 북한은 이 회의가 최종적으로 “제국주

의, 식민주의 및 신 식민주의를 제거하지 않는 한 전 세계에서 평화

공존이 실현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으로 규정했다.500) 이처럼 북한은

쁠럭불가담회의가 ‘평화적 공존’보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반대 투쟁

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501)

북한 지도부는 1964년 열린 제2차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준비회의,

제2차 아시아 경제 토론회, 제2차 쁠럭불가담 회의 등이 모두 ‘제국주

의 및 신구 식민주의 반대’를 지향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지도부는

498) 《로동신문》 1964년 10월 5일, 1면.

499) 조선중앙년감 편집위원회, 1965 《조선중앙년감: 1965년판》 조선중앙

통신사, 472쪽. 의제는 다음과 같다. 1.국제 정세에 관한 일반 토론 2.세

계 평화와 안전의 수호 및 공고화; 국제 문제 해결에서의 신흥 국가들

과 민족해방운동의 적극적 역할의 제고, 아직도 예속 하에 있는 나라들

의 해방을 위한 일치한 조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제국주의, 인종 차

별 및 인종 격리 정책, 군사 조약, 외국 군대 및 기지들의 청산 3.경제개

발 및 협조 4.문화, 과학 및 교육 협조 5.기타 문제들.

500) 《조선중앙년감: 1965년판》, 427쪽

501) 남한의 《동아일보》도 제2차 쁠럭불가담 수뇌회담이 반식민 및 반제

국주의로 귀결됐다는 북한과 유사한 인식을 보였다. 《동아일보》 1964

년 10월 12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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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내내 커져가는 반제·반식민의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킬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1965년 예정대로 열리기를 원했다. 10년 만

에 열리는 국가 정상급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라는 국제회의에

북한도 초대 받은 상태였다. 《로동신문》은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준비를 자세히 보도했다.

1965년 4월 반둥회의 10주년 기념행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원래 1965년 3월 열리기로 했던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가 1965년 2월 열린 준비상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알제리 대표의

“회의 준비를 위한 물질적 관계”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고, 6월 29일

열릴 예정이었다.502)

1965년 4월 10일 북한 김일성 수상은 반둥회의 10주년 경축행사에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김일성 수상의 첫 비사회주의 국가

해외 방문이었다. 첫날 김일성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수카르노

대통령과 담화를 나누었다. 다음날 김일성은 반둥회의가 열렸던 반둥

시를 방문했다.503) 반둥회의 10주년 기념 체육행사에 참가할 북한 체

육 대표단과 기자 대표단, 집단 체조 대표단 등도 인도네시아를 방문

했다. 평양에서도 반둥회의 10주년 ‘평양시 기념회’가 진행됐다.504)

1965년 4월 18일 《로동신문》은 〈≪반둥의 리념≫은 승리하고 있

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1면에 싣고, 지난 10년간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 펼쳐진 사건들이 ‘반둥이념’이 계속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논평했다.505)

502) 1964년 10월 20일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준비

상설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제1차 회의에는 13개국 대표들이 참가

했으며 알제리 대표가 회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제2차 회의는 1964년 11

월 12일 알지에에서 비공개하에 진행됐다. 상설 위원회 성원국들은 알제

리·캄보디아·중국·에티오피아·가나·기니아·인도·인도네시아·이란·모로코·

파키스탄·탄자니아·아랍연합공화국 등이었다. 《로동신문》 1964년 10월

24일, 4면; 《로동신문》 1964년 11월 15일, 4면; 《로동신문》 1965년

2월 14일, 4면.

503) 《로동신문》 1965년 4월 11일, 1면.

504) 《로동신문》 1965년 4월18일, 3면; 《로동신문》 1965년 4월 13일, 3

면; 《로동신문》 1965년 5월 5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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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4월 14일 반둥회의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던 김일성은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의했

다. 강의에서 그는 “주체를 세운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상에

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주창했다. 특히 그는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정신

을 발양하며 자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아

가는 자주적인 립장”을 강조했다.506) 즉 김일성은 10년 전 반둥회의

를 기념하기 위한 방문에서 다시 한번 주체사상을 제시했다. 여기서

그는 ‘신식민주의’라는 새로운 경제적 식민주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

한 ‘자력갱생’ 및 ‘경제에서의 자립’은 강조했다. 즉 김일성은 반둥회

의 10년이 지난 현재, 비록 상당수 아시아·아프리카 식민지들이 정

치적 독립을 쟁취했지만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제국주

의 국가들에게 정치·경제적으로 다시 지배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도 김일성의 알리 아르함 강의를 임시

인민 협상회의 제3차 회의에서 언급하면서 “자립적 경제의 기초가

없이는 우리는 독립도 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507) 특히 수카르노는

북한이 “처음부터 반둥정신을 견결히 발휘하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

카 인민들의 전초선에 선 투사이”며 “지금” 북한은 “제2차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의 성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했다.508)

1965년 수카르노와 김일성은 10년 전 반둥회의를 소환하면서 경제

적·정치적 식민성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자립’을 강조했다. 즉 1955년 반둥회의 〈최종 의정서〉가 담아낸

‘경제적·정치적’ 식민성의 동시 해결이 다시금 10년이 지난 현재 다

시 강조됐다. 사실 1955년 당시 북한은 ‘반식민’과 ‘평화’를 강조하며

제국주의라는 냉전의 적을 타격하는 것으로 반둥회의의 성격을 규

505) 《로동신문》 1965년 4월 18일, 1면.

506) 《로동신문》 1965년 4월 17일, 1∼3면.

507) 《로동신문》 1965년 4월 17일, 5면.

508) 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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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지, 반둥회의 최종 의정서가 담아낸 ‘경제협력’에는 크게 주목하

지 않았었다.509) 즉 북한은 10년이 지난 1965년 과거 ‘평화’에 주목

하기보다 ‘경제’ 문제해결을 통한 ‘신식민주의’ 극복을 주창했다. 이

처럼 북한은 반둥회의 10주년 행사에 김일성 수상이 참석하며, 제2차

반둥회의가 열리기를 고대했다.

1965년 6월 8일 알제에서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상설준비위

원회 제7차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7개월 간의 준비사업을 총화하

는 최종회의로서 결과물은 6월 24일 열리는 외상회의에 제출될 예정

이었다.510)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건물은 6월 12일 완공될 예

정이었다.511)

1965년 6월 17일 오전 박성철 외무상은 6월 24일부터 열리는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외상회의 참석차 평양을 떠났다. 6월 18일 박

성철은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 도착하여 “제2차 아프리카 아세아 회

의가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 있는 노력

을 다”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로동신문》은 이 훌륭한 결과라

는 것이 바로 “외상 회의가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신식민주의를 반

대하는 혁명적 기치 밑에 단결과 호상 협조의 정신을 발양”함으로써

훌륭히 수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512)

박성철이 알제리에 도착하여 성명을 발표한 다음날인 19일, 갑자기

알제리에서 혁명이 발생했다.513)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1965년 6월 24

일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외상회의 날이 됐음에도 일부 대표단

509) 본고 2장 1절의 1소절을 참고.

510) 상설준비위원회는 알제리·아랍연합공화국·모로코(마로끄)·가나·기니·에

티오피아·인도·중국·캄보디아·파키스탄·인도네시아·탄자니아·이란·말라위·

잠비아 등 총 15개국으로 구성됐다.《로동신문》 1965년 6월 11일, 4면.

511) 《로동신문》 1965년 6월 7일, 4면.

512) 북한은 제2차 반둥회의를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가 아니라 “아프리

카 아세아 회의”라고 바꿔 부르기도 했다. 자료상 그 이유를 확인할 수

는 없지만, 제2차 회의가 아프리카에서 열리기 때문에 방문국을 배려한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로동신문》 1965년 6월 18일, 1면; 《로동신

문》 1965년 6월 22일, 1면.

513) 《로동신문》 1965년 6월 22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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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알제에 오지 않았다. 1965년 6월 29일 19시 외상회의 대신 캄보

디아·중국·에티오피아·가나·기니·인도·인도네시아·이란·모로코·파키스

탄아랍연합공화국·알제리 대표들이 참석하는 상설준비위원회 특별회

의가 열렸다. 결국 특별회의는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1965년

11월 5일 알제에서 진행할 것과 외상들의 예비 회의를 10월 28일에

진행할 것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514) 1965년 7월 1일 박성철은 알

제리에서 빈손으로 귀국해야 했다.515)

북한은 제2차 반둥회의가 정말 11월에 될 것인지 궁금해하며 관련

정보를 중국 측에 문의했다. 1965년 9월 12일 박성철 외무상은 북한

주재 중국 대사 하오칭(Hao Deqing, 郝德青)에게 관련 상황을 물었

다. 하오칭은 현 시점에서는 북한에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힘들다

며 사과했다. 이처럼 중국은 스스로 1965년 9월 시점까지 제2차 반

둥회의에 참석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다.516)

1965년 10월 11일 중국 외무부상 차오관화(Qiao Guanhua, 乔冠

华)는 중국이 제2차 반둥회의의 무기연기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박세

창에게 알렸다. 차오관하는 무기 연기 이유를 첫째 버마 우 탄트(U

Thant)의 참석 둘째 이집트 나세르가 소련 참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며 우경화한 점 셋째 중국 측 입장을 지지하던 말

리와 탄자니아조차 알제리 쪽 입장으로 선회한 점 넷째 인도네시아

가 혼란에 휩싸였다는 사실 등을 들었다. 차오관화는 현재 회의가

열린다면 많은 논쟁(argument)이 발생하여 아시아·아프리카 사이의

단결(cohesion)을 해칠 것을 우려했다.517)

1965년 10월 19일 제10차 상설준비위원회가 알제리에서 열렸다.

514) 《로동신문》 1965년 6월 28일, 4면.

515) 《로동신문》 1965년 7월 2일, 1면.

516) "Record of Conversation between Vice-Foreign Minister Qiao

Guanhua and North Korean Ambassador in China Pak Se-chang,"

October 11, 1965,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PRC FMA 106-00836-13, 118-123. Translated by Jake Tompkins.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8773

517) 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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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국과 캄보디아는 제2차 반둥회의를 연기하자는 공동 제안

을 제출했다. 10월 22일 중국 주은래 총리는 반둥회의 참가 대상 국

가 및 정부 수반들에게 회의 연기에 대한 중국 입장을 밝히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518)

1965년 10월 25일 제11차 상설준비회의 둘째날, 주최국 알제리는

인도·인도네시아와 함께 예정대로 10월 28일 예비 외상회의를 열겠

다고 주장했다.519) 즉 상설준비위원회 의장국 알제리는 제2차 반둥

회의 예비 외상회의를 지정된 시일인 1965년 10월 28일 소집을 결

정했다.520)

다음날인 10월 26일 즉각 중국은 알제리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

을 발표했다.521) 10월 27일 북한은 중국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

표했다. 1965년 10월 28일자 《로동신문》은 주은래 총리가 10월 22

일에 북한에 보낸 전문 및 성명도 모두 공개했다. 북한은 정부 명의

로 중국 반대에도 강행되는 반둥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 정부는 회의 연기에 찬성하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일부 나라들만”으로 진행된 회의는 “반제 반식민주의 공동 투쟁에

서 단결을” 약화시킨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북한 정부가 주장한 ‘단

518) 《로동신문》 1965년 10월 28일, 4면.

519) "Record of Second Conversation of Premier Zhou Enlai and Vice

Premier Chen Yi with Foreign Minister Pak Seong-cheol ,"

November 11, 1965,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PRC FMA 106-01476-06, 70-117. Translated by Stephen

Mercado.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8693

520) 《로동신문》 1965년 10월 28일, 4면.

521) 중국은 “10월 28일 소집되기로 예정된 아세아아프리카 예비 외상회의

는 제2차 회의의 구성 부분이며 이 예비 외상회의의 개막으로써 제2차

아세아아프리카 회의의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연기에 대

한 토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알제리 결정에 강하게 비판

했다. 중국은 의장국 “알제리의 결정은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가 근 10년

간 시종 일관 견지”해온 전원합의라는 원칙을 “유린”함으로써 “분렬의

정세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국은 “강압적으로 소집되는 제2

차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는 오직 분렬의 회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회

의 불참을 발표했다. 《로동신문》 1965년 10월 28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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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약화의 논리는 앞서 중국이 북한 측에 밝혔던 무기 연기의 이유

와 동일했다.522)

1965년 10월 28일 일부 참가국 반대에도 알제리에서 제2차 예비

외상회의가 개최됐다. 45개국 중 20개국의 외상 및 대표들이 외상회의

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개최 여부를 결

정하는 자리였다.523) 처음에는 오직 말리만 회의 연기를 지지했으나

이후 17개국이 회의 연기를 주장했다.524) 결국 1965년 11월 2일 외상

회의는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의 무기연기를 정식 결정했다.525)

북한이 바라던 제2차 반둥회의는 1964년 자카르타에서 예비회담에

서 개최 결정 이후 1965년 두 차례의 연기 끝에 결국 무산됐다.

《로동신문》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연기의 원인을 첫째 아시

아·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새로운 긴장 및 충돌, 둘째 소련 참가, 셋

째 미국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한 규탄을 포함한 제국주의 및 신

구 식민주의 규탄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 차이 등을 들었다.526) 즉

《로동신문》은 공개적으로 제2차 반둥회의가 연기된 이유를 미국

을 비롯한 제국주의 및 신구 식민주의라는 ‘외부’ 세력에서 찾았다.

그런데 북한 지도부는 공식 문헌에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원인이

‘경제 문제’ 관련하여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내부’에도 있다고

보았다. 이는 1965년 11월 10일 중국 베이징의 댜오위타이 국빈관

(钓鱼台国宾馆, Diaoyutai State Guest House)에서 중국 측 주은래

522) 《로동신문》 1965년 10월 28일, 1면.

523) 《동아일보》 1965년 10월 28일 3면

524) 《아·아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전6권(V.5 회의개최연기

및 아국초정문제, 1965.8-11)》, 1962∼1965, 동남아1, 1479, 723.1,

C1-0016, 5.

525) 윌슨센터, 앞 자료; 《동아일보》 1965년 11월 2일, 5면.

526) 일련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적은 중국정부의 판단이었다. 김일

성은 주은래의 “제2차 아프리카 아세아 회의를 연기할 데 대한 중국 정

부의 립장”에 긴 회답 서한 전문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는 제2차 아프리카 아세아 회의를 연기한 데 대한 중화 인민공화국 정

부의 제기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합니다.”고 했다. 《로동신문》 1965년

10월 28일, 1면.



- 213 -

수상과 부수상 진의가 북한 측 박성철 외무상과 박세창 주중국 북

한대사 등과 나눈 긴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527)

제2차 반둥회의에 소련이 참가하는 데 대해 중국은 반대하고 있었

다. 그런데 진의는 처음 이집트의 나세르는 중국의 입장에 동조했으

나 소련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는 약속을 받은 이후 소련 참가를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중국과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박성철도

진의가 이집트를 비판하는 데 동의하며, 아랍연합공화국과 알제리,

말리 등도 미국의 경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을 제국주의로

강하게 비난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진의는 1965년 9월 알제리에서 부테플리카(Bouteflika)를 만났던

이야기를 박성철에게 들려주었다. 진의는 부테플리카가 솔직히 아프

리카 나라들의 문제는 반제국주의나 반식민주의가 아니라 빵(bread)

이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했다. 진의는 부테플

리카에게 우리 중국이 당신에게 빵을 줄 수 있으며 소련도 미국도

줄 수 있으나, 문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스스로 빵을 만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의은 1965년 9월 말리·기니·아랍련합공화국·시리아·파키스탄·아

프가니스탄·수단 등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했다. 그런데 진의는 이

들 국가들이 외국에 의존하며, 행정 비용이 무려 30퍼센트가 넘을

정도로 부패가 심하다고 박성철에게 말했다. 진의는 방문한 아프리

카 국가들이 엄격하게 해외무역을 통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동

차와 가솔린 등 과소비 등도 정말 끔직하다고 박성철에게 말했다.

진의의 아프리카 국가 비판에 북한의 리주연 부수상은 기니는 프

랑스에서 마실 물을 산다며 맞장구를 쳤다. 이에 진의는 기니의 일

527) 이하 대화 내용은 다음의 윌슨센터 소장 문서를 참조했다. 윌슨센터

는 원본이 중국 외무부 사료관(Chinese Foreign Ministry Archives)에

소장된 중국어로 된 자료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다른 자료들과 달리 이

문서는 영어 번역본만 공개되어 있을 뿐 중국어 원본이 윌슨센터에 올

라와 있지 않다. 따라서 영어본은 중국어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

한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후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 윌슨

센터, 앞 자료.



- 214 -

반 관료(ordinary cadre)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진의는 그들에

게 오직 우리는 장관들만이 차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차관

(assistant ministers)이나 국장(division directors)은 차가 없어서 모

두 버스를 탄다고 말했다. 진의의 발언에 박성철은 북한에서 우리는

모두 11번을 탄다(In Korea we all take the No. ‘11’)며, 즉 모두 걸

어 다닌다며 자신들의 근검절약을 강조했다.528)

중국과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했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전히

외국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적극적

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진의와 박성철의

대화에서 그는 공개적인 공식 문헌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아프리

카 국가들의 ‘부패’와 ‘과소비’ 나아가 외세 의존적인 ‘종속성’ 등을

지적했다. 그는 공개적으로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무산된 이유

를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는 ‘괴뢰’들의 분열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회의 무산의 또 다른 이유를 아시아·아프리

카 국가들이 자신들처럼 ‘11번’ 버스를 타는 근검절약을 함으로써

스스로 두발로 걸어다니는 자립경제를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기보다

외국 원조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국내적으로 부패와 과소비에 빠

져 있는 데서 찾았다.

긴 대화의 끝에서 박성철은 진의에게 반둥회의 무산 이후 상황을

타개할 어떤 지침(guidelines)이나 방법(methods)은 없는지 물었다.

진의는 박성철에게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같은 집단적인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보다 양자 및 다자적 접근을 통해 공산당이 위협적이지 않

다고 상대국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박성철은 진의의 지침과 방법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다시 한

번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어떤 조건하에서 열릴 수 있는지를 물었

다. 진의는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대부분 나라들이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해야 한다. 즉 반미(反美) 조건이 무르익은 후에야

528) 변역된 영어문은 다음과 같다. “In Korea we all take the No.

‘11’(meaning to use one’s two legs to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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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다. 둘째 가장 큰 장애물은 ‘괴뢰’ 집단이다.

남한과 남베트남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모두 제국주의의 ‘괴뢰’들이

다. 따라서 우리는 제국주의 괴뢰들과 같이 앉아서 회담을 열 수 없

다. 셋째 알제리는 우 탄트 초대를 철회해야 한다. 넷째 소련은 유

럽 국가이기 때문에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재차 박성철은 진의에게 그렇다면 미국을 반대하는 국가가 60개

이상이면 제2차 반둥회의가 열리는 것인지, 인도와 일본 태국 같은

나라들이 언제 미국을 반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를 되물었다. 박

성철은 인도·일본·태국 등을 제외하고는 혁명 투쟁에서 승리했기 때

문에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개최가 너무 오래 연기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고 진의에게 물었다. 즉 북한은 최대한 빨리 아시아·아프

리카 회의가 다시 열리기를 바랐다. 그런데 진의는 박성철에게 조건

이 언제 무르익을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의 개최 시기는 매

우 빠를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모호하게’ 대답했다.

박성철은 진의에게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미국을 반대하지 못하는

나라들을 배제한 반제국주의 세력이 참여하는 진짜 회의를 여는 것

이 낫지 않겠나고 또 물었다. 먼저 진의는 캄보디아가 이렇게 일부

강경한 국가들이 중심이 되는 회의를 먼저 열자는 제안을 했으며,

캄보디아든 북한이든 이런 회의를 여는 데 중국은 반대하지 않는다

고 박성철에게 말했다. 그러나 진의는 박성철에게 분리된 회의는 불

리하며 외려 회의 연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다시 한번

진의는 박성철에게 앞서 제시했던 지침대로 북한은 일단 양자 및

다자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은 분열된 회의를 열기보다 많은 아시아·아프리카 국

가들이 단합하는 형태의 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중

국은 미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가 회의에서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지만 정작 북한이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일부 국가들만이라도

먼저 국제회의를 개최하자고 주장했지만 이에 중국은 분열되어 일

부만 참여하는 회의는 불리하다며 선을 그었다. 물론 표면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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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 북한은 중국에게 향후 대책을 문의하고 중국의 지침에 동의

를 표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1965년 11월 제2차 반둥회의 개최

가 무산된 상황에서 이후 반제국주의를 향한 투쟁의 방식에 있어서

는 북한은 강경한 입장을, 중국은 조금 사태를 관망하자는 쪽이었

다. 이처럼 두 국가 간에는 아시아·아프리카를 둘러싼 대외정책에서

‘미묘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다.

2) 좌·우경 기회주의 비판 및 작은 나라들과 자주적 연대

1955년부터 북소관계는 갈등의 조짐이 보이다가, 1962년 쿠바사태,

1964년 9월 《로동신문》의 소련 공개 비판으로 대립은 최고조에 이

르렀다. 북소관계가 갈등으로 치달아가는 동안 북중관계는 더욱 가까

웠졌다. 대립하던 북소관계는 1964년 10월 흐루쇼프가 물러남으로써

개선됐다. 북한 지도부는 소련공산당의 새로운 지도자인 브레즈네프

와 코시긴에게 상당한 기대를 가졌다. 1965년 소련의 코시긴 수상이

평양을 방문했을 뿐 아니라 그는 1962년 거절했던 군사적·경제적 원

조를 약속하는 등 실질적인 북소관계 개선이 이뤄졌다.529)

대립하던 북소관계와 달리 북한은 중국과 1965년까지 상당히 관계

가 좋았다. 앞서 살펴봤듯이 북한은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개최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 입장을 적극 지지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북한

이 취할 대외정책 지침까지 중국에 물을 정도였다. 그런데 북중 관계

는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혁명으로 대립으로 치달았다.

1966년 8월 12일 《로동신문》은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사설

을 실으며 교조주의를 비판했다. 사설 첫 문장은 “교조주의를 반대하

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

지하고 있다”로 시작했다. 즉 북한은 교조주의 비판에서 출발하여 ‘현

대수정주의’ ‘종파주의’ 그리고 ‘대국주의’를 비판하며 자주적인 반제

529) 션즈화, 앞 책, 764∼7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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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을 펼침으로써 다음과 같이 ‘세계혁명’의 승리를 주장했다.

(…) 그러나 최근 년간에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자기의 그릇된 노

선과 견해를 다른 형제당들에게 강요하며 이것을 접수하지 않는다

고 하여 압력을 가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등 참을 수 없는 현상들

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국주의적 행동을 허용하

지 말아야 한다. 대국주의는 형제당들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 형제당들의 자주적 입장이 어

느 개별적인 당의 입장과 같지 않다고 하여 결코 그것이 맑스·레

닌주의에 배제된다고 말할 수 없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서 제기

되는 문제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당들의 자주적 태도가 ‘기회주

의’나 ‘중립주의’나 ‘절충주의’로 될 수도 없다. 다른 당들의 정책이

자기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 틀렸다고 하며 함부로 딱

지를 붙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제공산주의운동 내에서 의

견상이가 있는 조건 밑에에서 형제당들사이에 연계와 접촉을 가지

는 문제도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 문제도 자기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매개 당이 자주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우리 당

은 현대수정주의와 교조주의 및 종파주의를 반대하며 맑스·레닌주

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혁명

투쟁을 진행하는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며 모든 반제역

량과 단결하여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싸워 나아갈 것이다.530)(밑줄은 인용자)

북한은 1966년 10월 8년 만에 제2차 당대표자회의를 열었다. 김일

성은 “현정세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내부형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

에 대하여 옳은 리해를 가지며 정당한 평가를 내”린 다음 “조성된 정

세에 맞게 당의 대내외활동 방침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531) 김일성은 당대표자회 보고

530) 〈자료7: 자주성을 옹호하자-1966년 8월 12일〉, 김준엽·김창순·이일

선 공편, 1981 《북한연구자료집 7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 66

∼67, 72쪽; 《로동신문》 1966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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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먼저 국제정세를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

간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 범위에서 사회주

의력량, 민족해방운동, 로동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은 계속 장성”하고 있

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해방투

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이 장성하고 있지만 미국의 ‘새

로운 냉전’ 전략이 새로운 위기를 낳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 특히 사회주의나라들은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큰 나라들

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주로 웰남에 침략의 예

봉을 돌리며 조선, 꾸바, 동부독일 등 분열되여 있는 나라들과 작

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 하는 데 대하여 응당한 경각

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침략에

힘을 집중하기 위하여 구라파에서는 정세를 일시 완화 또는 고착

시키려고 획책할 수 있다는데 대하여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 전선에서의 긴장상태의 완화가 전반적 국제

정세의 완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제국주의자들로 하여

금 다른 전선에서 침략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줍니다. 따

라서 그것은 세계 평화와 안전에 더욱 큰 위험으로 됩니다.532)(밑

줄은 인용자)

김일성은 현 국제정세를 미국이 소련과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큰 나

라들과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즉, 미국이 소련과 대립하던 ‘양극적’

인 이분법적 대립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판단했다. 김일성은 미국이

‘대국(大國)’과는 평화적 공존을 유지하면서 분열된 나라나 작은 나라

들을 공략하는 ‘새로운 냉전’ 전략을 채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일

성이 판단하기에 현재 미국은 유럽에서의 정세를 일시 완화하면서 베

531) 〈자료9: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1966년 10월 5일〉, 김준엽·김창

순·이일선 공편, 위 책, 94∼148면; 《로동신문》 1966년 10월 6일.

532) 〈자료9: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1966년 10월 5일〉, 위 책,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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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전쟁 및 한일협정을 통한 한·미·일 군사동맹 등 아시아 전선에서

침략을 강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일성은 분열된 나라나 작은 나라

들을 공략하는 미국의 냉전 전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

법을 제시했다.

현정세에서는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

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 것없이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전선

에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어 그들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시켜야 하며 미제가 발붙이고 있는 모든 곳에서 그들이 함부

로 날뛸수 없게 손발을 얽어매놓아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

만 이러저러한 지역과 나라들에 힘을 집중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국제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전략을

성과적으로 분쇄할 수 있습니다.533)(밑줄은 인용자)

분열된 나라와 작은 나라들을 공격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냉전 전략

에 대응하기 위해, 김일성은 세계 모든 지역 및 전선에서 미국을 타

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일성은 민족해방운동이 펼쳐지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지역을 더욱 중요한 냉전의 ‘전장(戰

場)’으로 주목했다.

이미 북한은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 아시아·아프리카를 넘어 라

틴아메리카 지역의 민족해방운동에 주목하며 이들과 연대를 표명했

다. 그럼에도 이 시기 김일성은 대외관계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

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를

먼저 자세히 제시한 후 간략히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

의 평화적 공존 원칙에 립각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의 민족적 독립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설정하며 발전시키는 것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일환으로 삼고” 있다고 발언했다.534)

533) 〈자료9: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1966년 10월 5일〉, 위 책, 97쪽.

534)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1961년 9월 12일,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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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당대표자대회에서도 김일성은 먼저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강조한 다음에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민족해방운동과의 연대

를 제시했다. 그런데 김일성은 1961년과 달리 사회주의 진영 단결은

간략하게 설명한 채,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에서의 대외관계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제시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를 청

산하고 인민들이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민족해방의 길은 간고한 투쟁의 길입니

다. 이 과정에서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필사적인 반항도 받

게 되며 수많은 난관과 시련도 겪게 됩니다.

정치적 독립의 달성은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첫걸

음에 불과합니다. 독립을 달성한 인민들 앞에는 외래제국주의자들

과 국내반동세력의 파괴책동을 반대하고 민족해방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기구를 분쇄하며 제국주의 및 국내반동들의 경제적 지

반을 박탈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수

립하며 자립적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신생 독립국가 인민들은 식민지통치에서 넘겨받

은 세기적 락후성과 빈궁을 청산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

할 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민족적번

영을 이룩하기 위한 모든 신생 독립국가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

지합니다. 우리는 신생 독립국가들과의 친선과 협조 관계를 발전

시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아

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을 대

외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535)(밑줄은 인용자)

김일성이 보기에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펼치는 작은 나라 침략에 대

535) 〈자료9: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1966년 10월 5일〉, 앞 책,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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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하기 위해 이제 전지구적 반제국주의 투쟁이 중요했다. 즉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따라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민족해방운동이

나 반제국주의 투쟁은 그 위상이 사회주의 진영보다 더욱 중요해졌

다. 특히 북한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반제국주의 투

쟁은 정치적 독립문제뿐 아니라 신생 독립국들은 북한처럼 민족적 독

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자력갱생’을 확립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진영도 이제는 과거 소련을 선두로 하던 ‘위계

적인’ 상황과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즉 김일성은 미국의 전략이 바뀐

것처럼 사회주의 진영의 혁명적 상황도 “오늘은 과거에 쏘련이 단독

으로 혁명하던 때와는 사정이” 달라졌다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국제공산주의운동 내에는 각국 당들의 활동을 유일적으로 지도

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조직이 없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으며 공산

주의운동에서 국제적인 중앙을 필요로 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

니다. 제3국제당이 해산된 후에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 어떠한

《중앙》이나 《중심》도 없습니다. 따라서 혁명의 《중심》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로 왔다갔다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더우

기 어느 한 나라가 《세계혁명의 중심》으로 되거나 어느 한 당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지도적당》으로 될수는 없는 것입니다.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은 결코 그 어떤 국제적《중앙》이나 그

어떤 다른 나라 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 당의 지도밑에 그

나라 인민의 힘에 의하여 수행되고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국제

공산주의운동에서 그 어떤 《중심》이나 《중앙》도 인정하지 않

습니다. 만일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어떤 당의 특권적 지위를 허

용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당은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다른 당들에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다른

당들은 그밑에서 복종하고 떠받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형제당들사

이에서 이러한 관계가 허용되게 된다면 매개 당들은 자주성을 가

질수 없게 되며 도대체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독자적으로 수

행해나갈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이러한 관

계가 절대로 허용될수 없습니다.536)(밑줄은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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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대국주의(大國主義)”를 견제하고

자주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일성은 북한이 “자주로선”

을 견지하면서 “좌우경의 편향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국제

무대에서” 북한은 그 “지위가 공고히 되었”을 뿐 아니라 “대외활동에

서” 업적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김일성은 앞으로도 북한은 “계속 대

내외활동에서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며 좌우경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1966년을 기점으로 북한은 중국과 소련 같은 좌우경 기회주의를 일

삼는 대국에 의존하기보다 ‘자주적인’ 대외관계를 개척할 것을 천명했

다. 이제 북한은 대외관계에서 전보다 더욱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

리카 지역의 반제국주의 민족해방투쟁에 높은 위상을 부여했다.

이러한 김일성의 새로운 냉전전략은 1968년에도 계속됐다. 이는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발생한 ‘프라하의 봄’에 대한 북한 지도부

의 인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537) 체코슬로바키아는 1968년 봄부터 사

회주의 개혁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1968년 8월 20일 소련

및 동구 4개국 군대가 체코에 진입함으로써 프라함의 봄은 진압됐다.

북한 지도부는 프라하의 봄이 만들어내는 일련의 개혁을 ‘자본주의화’

‘반공화’ ‘친미화’되어가는 반혁명이라 규정하면서도, 직접 다른 국가

가 체코슬로바키아 문제에 개입하는 데도 비판적이었다. 소련의 무력

진압에 대해 북한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지지를 선언했다. 동시에

1968년 9월 16일 《로동신문》은 쿠바 카스트로의 긴 연설을 보도했

다. 카스트로는 쿠바·베트남·북한의 주권 수호 및 이를 위한 인민의

주체적인 혁명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1968년 10월 8일 김일성은 “체 게바라 전사 한돐에 즈음하여 아세

아아프리카아메리카인민단결 기구 기관리론잡지” 《뜨리꼰띠넨딸》

제8호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

536) 위 자료, 112∼113쪽.

537) 이하 1968년 ‘프라하의 봄’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반응은 다음의 논문

을 참고했다. 김도민, 2018, 앞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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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업은 필승불패이다〉라는 논문을 실었다. 여기서 김일성은 새로운

냉전 상황에서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에 의존하려는 사대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큰 나라들에 대한 의존심을 가지

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혁명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대신하여 혁명을 해줄 수 없다”, “작은 나라들도 주체를 세우고 인민

대중을 묶어세워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일어나 싸운다면 큰

적을 타승 할 수 있다”, 조선전쟁의 경험이 이 진리를 증명해주었으

며 꾸바혁명의 승리와 웰남인민이 (…) 반미구국항전이 또한 이 진리

를 훌륭히 증명”해준다고 강조했다.538) 즉 북한은 중국과 소련 같은

강대국보다 쿠바·베트남 등 작은 나라들과 연대를 강조하며, 이 작은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 제국주의”에 대해 주체적으로 용감

히 싸울 것을 주창했다.539)

북한은 중국과 소련에 대한 거리두기 이후 민족해방운동이 펼쳐지

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대외

관계를 맺어나갔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작은 나라들의 자주

적인 외교를 강조했다. 1969년 북한은 중립노선을 표방하지만 친서방

적이던 적도기니아·차드·중앙아프리카 등과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에 합의했다.540) 1970년대 북한 지도부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

카 지역의 국가들과 활발한 방문 및 초청 외교를 수행했다. 그 결과

북한은 1971년∼73년 사이에만 무려 이 지역 20여 나라들과 새로운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5년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 참석하고

자 했으나 무기한 연기된 지 10년 만인 1975년 8월 25일, 쁠럭불가담

국가 외무상회의는 북한을 쁠럭불가담운동의 정식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541)

538) 《조선중앙연감: 1969년판》, 44쪽.

539) 김도민, 앞 논문, 94쪽.

540) 박재규 편, 1986 〈북한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 《북한의 대외정

책》 경남대학교출판부, 516쪽.

541) 1971년∼73년 사이에 북한은 시에라레온, 말타, 카메룬, 르완다, 우간다,

세네갈, 부르끼나파소, 파키스탄, 마다가스카르, 자이르, 토고, 베닌, 감비

아, 모리셔스, 이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아프가니스탄 등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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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한의 베트남파병과 ‘중립국’ 외교의 위기

1)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와 베트남파병이라는 ‘모순’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탄생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1월 10일 국회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하면서 제3공화국 정부의 대외정

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국제연합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할 것입

니다. (…) 변천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고 통일을 위한 제반문제에

대비하는 연구와 태세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유엔헌장에

명시된 이상과 정신을 존중하여 각종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국제협조의 지위향상에 노력할 것이며,

자유우방은 물론 모든 비공산 평화애호국가와의 친선을 돈독히 하

고 세계무대에 있어서의 발언권의 강화와 국위선양을 기하는 동시

에 해외교포의 지도보호 및 이민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

을 할 것입니다.(밑줄은 인용자)542)

박정희는 연두교서에서 “자유우방은 물론 모든 비공산 평화애호국

가와의 친선을 돈독히” 한다며, 즉 자유진영 및 중립국 외교를 계속

추진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는 1961년 군사정부 출범 당시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중립국 외교의 기조를 제3공화국에서도 지속하겠다

는 발언이었다. 물론 연두교서에서 자유우방이 먼저 나오고 모든 비

공산 평화애호국가가 다음에 언급되었기 때문에 박정희의 연두교서

문구 자체만 놓고 보면 진영외교를 우선에 두고 중립국 외교도 실행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롯하여 20여개의 나라들과 새롭게 외교관계를 맺었다. 박태호, 1987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2》 사회과학출판사, 109, 141∼142쪽

542) 《한국외교 20년》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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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964년 1월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별 대표의 질문

에서 민정당과 삼민회는 모두 기존 군사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면

서 신 정부에게 ‘대미(對美)외교’ 강화를 요청했다. 먼저 민정당 대표

윤보선은 “과거 군정 2년여의 결과는” “미국과의 상호이해와 우호증

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더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립 이래 가장 이해가 멀고 상호 불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

에 대해 “실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문제 전반에 있어서 정

부의” “미국에 대한 것과 같은 비협조적이며 비현실적인 외교방침에

대하여 우리 민정당은 명백히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특히 그는 그동

안 군사정부가 과거 이승만정권의 대미일변도를 사대주의라 비난하며

적극적으로 중립국 외교를 펼쳐온 데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그는 신

정부에 “각 면으로 관계가 깊은 미국과의 각별한 우호의 증진을 주장

하는 것은 결코 사대주의가 아니고 현실에 입각한 외교”이기 때문에

“자유우방과의 관계 중 특히 미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는 적극적

인 노력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543)

민정당 대표 윤보선이 군사정부의 중립국 외교를 비판했지만, 중립

국 외교 강화라는 외교정책은 사실 민정당의 전신인 민주당정권 시절

추구하던 것이기도 했다. 3장에서 살펴봤듯이 4·19 이후 새로 수립된

민주당정권은 적극적인 대(對)중립국 외교 정책을 표방하면서 과거

이승만정권의 대미일변도 외교정책을 ‘사대주의 외교’라며 강하게 비

판했었다.544)

543) 〈제6대국회 제39회 국회회의록 제12호(1964.01.14.)〉, 10쪽.

544) 물론 1963년 대통령선거 상황에서 중립국 외교와 박정희 후보가 나세

르 및 수카르노 등 중립국 지도자들을 본받아야 한다며 자신의 ‘민족주

의자’적 이미지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대미외교에 대해 우려를 표방할 수

는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가 대내적으로 표방했던 주체적 민족주의자의

모습과 실제 외교에서 대중립국 외교는 맞물리는 면이 있었으나 그렇다

고 대중립국 외교가 대미외교나 진영외교보다 더 앞섰다고 판단할 근거

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박정희는 대중립국 외교를 강하게 표방하고 추

진했으나 이 또한 대미외교와 진영외교에 기반한 ‘확장’의 의미였지 야

당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미외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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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민회 대표 박순천 의원은 작년 1963년 대통령선거 당시 격렬했던

‘사상논쟁’을 거론하며 신정부의 ‘국정 방향’을 물었다. 박순천은 “대통

령이 신봉하는 민주주의의 정체를 명백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먼저

그는 박정희가 1963년 출간한 《국가와 민족과 나》라는 저서에 “인

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의 교도(敎導) 민주주의에 비슷한 행정적

민주주의를 제창하기도 하였고 에짚트[이집트_인용자]의 나세르 대통

령을 찬양하면서 ‘동서의 강대세력 한복판에서 실리외교를 추진하여

제3의 세계를 외치는 그의 철학은 우리의 관심을 모아 마땅하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즉 그는 대통령이 신봉하는 민주주의의 정체를 밝

혀주기를 요청했다.

박정희는 1963년 대통령 후보 당시 출간했던 《국가와 민족과

나》에서 나세르를 “실리외교를 추진하며 제3의 세계를 외치면서 세

계균형을 조정하려고 나서는 그의 철학”에 우리는 “관심을 모아 마

땅하”다고 했다. 즉 박정희가 주창한 민족적 민주주의는 외교적으로

는 나세르처럼 “민족경제의 재건을 돕는 인사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실리외교이자 냉전의 양대 진영에서 한쪽에 전적으로 기울

이는 진영논리를 넘어 ‘제3의 세계’를 지향하는 자주적인 외교를 의

미했다.545)

특히 박순천은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가 주창했던 ‘민족적 민

주주의’가 “자주 자립을 강조하고 반미적 경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닌지, “유엔을 통한 통한론과는 달리 공산진영이 주장하는

외부적 개입 없는 ‘자주적 통일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물었다. 이어 박순천은 “박 대통령이 말하는 민족주의라는 것이 절름

발이 민족주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국을 우리나라에 대한 외래침

략세력이라고 판단한 입장에서의 민족주의” 즉 반미(反美)주의가 아

니냐며 비판했다.546)

민정당과 삼민회 같은 야당들은 군사정부가 2년 7개월 동안 새롭게

545) 《동아일보》 1963년 9월 25일, 3면

546) 〈제6대국회 제39회 국회회의록 제13호(1964.01.15.〉, 1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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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해온 중립국 외교가 결국 반미외교를 낳았음을 비판하며, 새로

들어서는 제3공화국 정부에게 더욱 강화된 대미외교를 주문했다. 야

당들은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진영외교를 먼저 제시했음에도 그 문

구 자체보다 앞선 군사정부의 대외정책의 연장이라는 맥락에서 제3공

화국이 적극적으로 중립국 외교를 펼칠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야

당들은 신정부의 외교정책의 방점이 중립국 외교보다 대미외교를 포

함한 ‘진영외교’에 놓이기를 요청했다.

제3공화국은 기존에 군사정부가 추진해온 중립국 외교 강화라는 외

교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박정희정권은 1964년 1월 인도와 버마 같은

중립국들과 공식 통상협정을 최초로 체결했다.547) 그런데 1964년 내

내 남한의 중립국 외교는 그야말로 ‘위기’의 연속이었다. 위기는 먼저

중국의 팽창이라는 외부에서 발생했다.

1964년 1월 27일 프랑스와 중국은 외교관계 수립했으며 앞으로 3개

월 내에 상호 간 대사 교환에 합의했음을 공동 발표했다.548) 이로써

자유진영의 4대강국 중 프랑스가 최초로 중국을 승인했다. 프랑스의

중국 승인은 남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먼저 남한 정부에게 프랑

스의 중국 승인은 자유진영의 분열을 의미했다. 나아가 프랑스의 중

국 승인은 남한 정부의 유엔외교에서도 위기를 낳았다. 왜냐하면 유

엔에서 한국문제 표결시 프랑스의 영향력이 미치는 아시아·아프리카

중립국들이 더 이상 남한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64년 1월 28일 정일권 외무부 장관은 《동아일보》 기자와 단독

회견에서 유엔외교를 언급했다. 그는 유엔외교에 위기가 곧바로 발생

하리라는 데는 선을 그으면서도 “물론 일부 이탈 국가는 있을” 수 있

음을 인정하고 “이탈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기 위한 유엔외교

강화를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진영과의 결속을

강화해야 하며 중립진영에 침투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저지”할 것이며

547) 버마와는 1964년 1월 17일, 인도와는 1964년 1월 22일 각각 통상협정

을 체결했다. 《동아일보》 1964년 1월 10일, 3면; 《동아일보》 1964년

1월 20일, 3면; 《동아일보》 1964년 1월 23일, 2면

548) 《동아일보》 1964년 1월 28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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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549)

1964년 10월 16일 중국은 원폭실험에 성공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

국·소련·영국·프랑스에 이어 다섯 번째 핵보유국이 되었다.550) 남한

국회는 중국 팽창을 우려하는 국민을 대신해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

다. 1964년 10월 26일 국회에서 삼민회 김대중 의원은 중국 팽창에

따른 중립국들의 유엔총회 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 만일 유엔에서 앞으로 이제 중공이 가입되고 그러고 아세

아, 아프리카에 대한 중공의 영향력이 심대해지고 지금 총회 성립

당시 51개국으로부터 이제는 114개국인지 확대가 되었다는데 여기

에는 아세아, 아프리카 말하자면 한국에 대해서는 전연 알지 못하

고 또 중립주의 노선을 취하고 비공(非共), 비자유의 입장을 취한

이런 나라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결의가 이루어졌

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가령 중립국감시하에 남북총선거해라 한

다든가 두 개의 한국 다 유엔에 가입시킨다 이건 사실상 두 개의

한국으로 굳어져 버린 건데 이러한 결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

이냐? (…)551)(밑줄은 인용자)

김대중의 질의에 정일권 국무총리도 중국 팽창이 중립국에 미칠 악

영향을 인정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중국 핵실험이 군사 면에서

아직까지 위협적이지 않지만 “세계에서 제5번으로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는 이 사실 또 이것이 동남아 사태 혹은 AA불럭 혹은 라틴아

메리카 저개발국가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은 실로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남한 정부는 중국 팽창에 따라 커져가는 중립국 영향력뿐

아니라 북한이 이에 편승하여 중립국에 외교적 침투를 펼칠 것도 우

려했다. 그는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커져가는 북한

549) 위 자료.

550) 《동아일보》 1964년 10월 17일(호외4), 1면.

551) 〈제6대국회 제45회 국회회의록 제18호(1964.10.26.)〉,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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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전 공세를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의 팽창에 따라 “모든 면

에 있어서 사기가 앙양되었을 것이고 곧 장래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심리적인 작전 또 우리의 강한 반공사상을 파괴하는 데 노력을

미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여러 면에서 허세를 북한괴뢰가 부릴

것”으로 예상했다.552)

실제 1964년 동안 북한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을 자주 방문했

뿐 아니라 상당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그야말로 아프리카 외

교의 해였다. 특히 북한은 이미 남한이 국교수립을 맺은 모리타이아

와는 1964년 11월 11일, 브라지빌 콩고와는 12월 24일 각각 국교관계

를 수립했다.553) 남한 정부 및 언론은 이렇게 거세지는 북한의 아프

리카 외교‘공세’의 원인 중 하나로 중국의 영향력을 지목했다. 1964년

11월 23일자 《경향신문》은 북한이 “지금 이러한 중공세력을 업고

순방외교 초청외교 등 갖가지 방법으로 아프리카에 침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554) 외무부는 1965년 5월 30일 제2차 아·아회의 개최준비를

둘러싼 분석에서 “북괴는 작년부터 중공의 영향력에 편승(便乘)하여

아·아지역에서의 그들의 지위를 향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555)

남한 정부는 1964년 아프리카 신생 중립국을 상대로 적극외교를 펼

치기 위해 이전부터 해오던 친선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1964년 남한 정부는 모리타니아 및 브라자빌 콩고

등과 북한보다 먼저 외교관계를 수립했음에도 북한의 외교관계 수립

을 막아내지 못했다. 이후 남한 정부는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지 않

552) 위 자료, 23쪽

553) 《경향신문》 1964년 11월 23일 3면; 《동아일보》 1964년 12월 25일

1면. 남한은 1961년 군사정부가 들어선 이후 적극적인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중립국 외교를 펼친 결과 북한보다 먼저 1963년 12월 12일 백선엽

주불대사를 모리타니에 겸임대사로 발령함으로써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

는 성과를 올렸다. 《경향신문》 1963년 12월 12일, 1면.

554) 《경향신문》 1964년 11월 23일, 3면

555) 《아·아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전6권(V.3 회의개최준비

및 참석교섭 상황보고, 1965.4-5)》, 1962∼1965, 동남아1, 1477, 723.1,

C1-0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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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원칙에 따라 모리타니아와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기 수교국과

단교를 했다. 나아가 남한은 브라자빌 콩고와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단교뿐 아니라 상주공관까지 철수하는 방식으로 강력하게 대응했

다.556) 이처럼 남한은 1964년 내내 아프리카 신생중립국에 대한 북한

과의 외교경쟁에서 상당히 밀리는 형국이었다.

1965년 1월 6일 이동원 외무부 장관은 거세지는 북한의 아프리카

외교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립국 외교강화 방안 네 가지를 발표했

다. 첫째 아프리카 지역에 상주공관 3개를 증설하고, 둘째 레오폴드빌

콩고, 리제, 중앙아프리카, 우간다 등 4개국에 겸임공관을 설치하며,

셋째 아세아·아프리카 중립국의 거물급 정치지도자들을 한국에 초청

하며, 넷째 미국·서독·한국 등 3개국 합동병원 설치를 포함하여 의사·

교사·농업기술자 파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올해 안으로 이것들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557)

1964년 내내 중국 영향력은 커져갔고, 북한은 아프리카에 적극적으

로 외교‘공세’를 펼쳤다. 즉 남한은 아프리카 지역 중립국 외교경쟁에

서 북한에 밀리는 상황이었다. 1964년 말과 1965년 초는 박정희정권

에게 중립국 외교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 이 시점에서

박정희정권은 베트남 추가파병을 결정했다.

1965년 1월 8일 박정희정권은 국무회의에서 남베트남 정부로부터의

한국군지원부대의 증파요청을 수락키로 결정하고 한국군 비전투부대

를 월남에 파견키로 의결했음을 홍종철 공보장관을 통해 발표했다.

이미 1964년 9월 박정희정권은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교단으로 구성

556) 남한 정부는 모리타니아와는 1964년 12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단교

를 정식 결의했다. 《경향신문》 1964년 12월 5일, 1면; 브라자빌 콩고와

는 1965년 5월 11일 발표했다. 《동아일보》 1965년 5월 13일, 1면. 앞서

3장에서 살펴봤지만 두 개의 한국의 원칙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

었다. 1965년 12월 현재 한국과 북한이 함께 공관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는 인도 버마 캄보디아 통일아랍공화국의 4개국인데 그중 인도와 버마

는 함께 총영사관, 캄보디아와 통일아랍공화국은 하국이 총영사관이고

북한은 대사관이다. 《동아일보》 1965년 12월 2일, 1면.

557) 《경향신문》 1965년 1월 6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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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군사원조단을 파견했기 때문에 제2차 원조단을 증파하는 것이었

다. 증파되는 한국군 규모는 공병 및 수송부대와 자체방위 병력을 포

함하여 약 2천명 내외였다.558) 박정희정권은 1964년 1차 파병 때와

달리 국회 동의를 필요로 했다.559)

베트남 추가파병 발표 다음날인 1월 9일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접견실에서 취임 후 1년여 만에 기자회견을 처음으로 열었다.560) 회

견장에서 1964년 말부터 추가파병 논란이 시작된 이후 그가 처음으로

“파병을 해야 옳다”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는 “월남의 공

산화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미칠 것이며” “6·25 때 우방제국

이 우리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려준 사실” 등을 지적하여 우방의 위기

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561) 박정희는 베트남 “군사지원은 비동맹

국에 대한 적극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유엔외교에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월남파병의 최종결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나로서는 월남파병은 옳다고 본다. 미국은 월남에서 손을 떼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6·25 때 16개 자유우방으로부터 지원을 받았

다. 오늘날 우리의 우방이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좌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친구가 물에 빠져 당장 생명의 위

협을 받을 때 이를 구하는 것은 친구로서의 의무이다. 월남파병이

대중립국 외교, 유엔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는 중립국들에 대해 자유수호의

의도를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다.562)(밑줄은 인용자)

558) 《동아일보》 1965년 1월 8일, 1면.

559) 《동아일보》 1965년 1월 9일, 1면.

560) 《경향신문》 1965년 1월 9일, 1면; 《경향신문》 기자는 “기자회견을

싫어하는 대통령의 습성 때문에 지금까지 집권자와의 대화를 해오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열린 기자회견이었음에도, “이날 1년 만에 가진 대

통령과의 기자회견은 한시간 동안 계속되었으나 비서실 측의 개입으로

거의 기계적이고 수박겉핥기식으로 시종”됐다고 비판했다.

561) 《경향신문》 1965년 1월 9일 1면; 《경향신문》 1965년 1월 11일, 3면.

562) 《경향신문》 1965년 1월 9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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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월남파병이 기존에 추진해온 중립국 외교와 유엔외교에

미칠 파장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유수호라는

진영외교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언론들도 외무부 당국

자의 발언을 빌어 “월남파병 문제가 실현된다면” “오는 3월 알제에서

열릴 제2차 아아정상회담에서의 일부 중립국가의 외교공세”뿐 아니라

“제19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가 상정되었을 때 중립국가들이 던질

보팅 패턴”의 변동을 야기하여 찬성표 감소라는 ‘위기’가 발생할지 모

른다는 우려를 보도했다.563)《경향신문》은 박정희는 기자회견에서

“파병이 대중립국 외교나 유엔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임을 시인”했다

고 논평했다.564)

1965년 1월 16일 국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외교방침을 포함하는

연두교서를 발표했다. 그는 1964년 동안 미국 대통령 선거, 소련 흐루

쇼프의 실각, 프랑스의 중국 승인, 베트남 사태의 격동, 중국의 핵실

험 등을 언급했다. 그는 격동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나라가 제가끔 자기 나라의 실

리를 추구하는 정책이 뚜렷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야 한다고 했다. 즉 박정희는 양극적인 냉전질서가 1964년에는 다극

화되면서 남한도 국익이라는 ‘실리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희는 실리외교의 구체적 정책으로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

계를 더욱 긴밀히”할 뿐 아니라 “세계 자유진영의 유대 강화를 위하

는 안목에서 일본과의 선린관계”의 조속한 수립을 주창했다. 나아가

그는 “중공과 그 추종자들의 동남아 지역에 대한 침략위협이 증대”하

는 상황에서 남베트남의 군사지원 요청에 대해 “우리나라의 반공과

국가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며 자유우방의 결속된 반공노력에 크게 기

여하는 견지에서 군사지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즉 박정희는 다극

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실리외교’의 구체적 방법론으로서, 진영외교

의 강화를 위한 베트남파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년 전 연두교서에

563) 《경향신문》 1965년 1월 8일, 1면.

564) 《경향신문》 1965년 1월 11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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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박정희는 진영외교 강화를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

번 연두교서에서 박정희는 미국 및 일본 나아가 베트남파병 등 반공

진영외교 강화를 강하게 내세웠다. 중립국 외교 관련해서 그는 “아프

리카 중동 지역에 대한” 외교활동 강화를 덧붙일 뿐이었다.565)

1965년 1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

군부대의 해외추가파견에 관한 동의안〉을 접수했다. 1월 18일 국회

는 제1차 국방위원회를 외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개최하고 외무부·국

방부·법무부 장관들을 출석시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국회는 5일 간

의 걸쳐 심의를 거쳐 1월 25일 주월남 남한대사 신상철을 소환하여

현지 정세 보고도 청취했다.

1965년 1월 25일 국방위원회는 “월남의 가열해지고 있는 공산 베트

콩의 침략은 동남아의 안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한국의 국가안전

보장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정부는 월남

공화국과의 협의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정하는 기간까지 이미 월남에

파견된 1개 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 요원 등 140명 외에 자체경비 병

력을 포함한 공병 및 수송부대 등 비전투요원 2000명 범위 내에서 추

가파견한다는 정부원안을 다수결로 승인키로 의결”했다.566) 의결된 국

방위원회 결의안은 국회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본회의에서 월남파병 동의안을 둘러싸고 여러 비판들이 제기됐

다. 비판의 초점은 첫째 파병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 둘째

파병에 따른 우리 자체의 국방 문제, 셋째 파병으로 실제 베트남 사

태에 어느 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넷째 중립국을 자극하여 우

리의 외교적 실리에 어긋난다는 점 등으로 모아졌다. 특히 야당 의원

들은 박정희정권의 베트남파병 결정이 기존 외교정책과 모순적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민정당 정운근 의원은 남한 정부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다원외교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 파병으로” 인해

다시 과거 대미(對美)일변도 외교로 돌아가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민

565) 〈제6대국회 제47회 국회회의록 제1호(1965.01.16.)〉, 4쪽.

566) 〈제6대국회 제47회 국회회의록 제6호(1965.01.25.)〉,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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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김대중 의원은 박정희정권의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와 월남파병

은 ‘모순적’이라고 다음과 같이 날까롭게 지적했다.

군사정부 이래에 박정권은 혹은 민족적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혹

은 아세아는 아세아 사람끼리 단결해서 살아 나가야 한다는 말도

하고 혹은 구라파보다는 미국이 크고 미국보다 아세아가 더 크다

는 이런 방향으로써 나간다 혹은 세계를 다 돌아 봐도 우리를 살

려 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도 하고 혹은 다변외교라고도

하고 또는 중립국 외교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는데 알지에 회담에도

참석한다고도 하고…… 이제 말씀할 것은 지금 거론한 것이 본 의

원이 전부 부당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있

었다 이 얘깁니다.

이런 것으로 보나 전체적으로 일관해서 우리 국내에서 박 정

권이 군사혁명 이래 천명한 과거의 친미일변도의 외교는 민족자결

에도 합당치 않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이익에도 합당치 않는 것이

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하고서도 부득이 하니까 어느 정도 손을

잡지만 그러나 보다 널리 중립국 외교를 해야 하고 다변외교를 해

야 되겠다, 보다 또 미국에 대해서는 대항적인 이런 자세를 취하

겠다, 적어도 이러한 인상을 또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간접적인 영

향으로 일관해서 취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 그 반면에 또 박 정권은 한일회담을 서두르기도 하고 동남

아세아 외상회의 다시 말하면 장차는 동북아방위동맹국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도 가기도 하고 또 이번의 월남파병같이 맞

붙어서 친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미국과 일치한 이러한 외교노

선이다, 이로써 박 정권의 외교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양면이 벌

어지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사상적인 의

혹도 받았고 또는 지난번 학생들이 민족적 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자주적인 민주주의를 한다더니 너희가 역시 외국에 대해서 자주적

이 못 된다고 해서 민족적 민주주의에 실망했다고 장례식도 나오

고 이랬던 것입니다.(…)567) (밑줄은 인용자)

567) 〈제6대국회 제47회 국회회의록 제6호(1965.01.25.)〉,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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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은 박정희정권의 자주적 외교지향에 따른 중립국 외교 강화

와 대미외교 소홀 자체를 비판하기보다 중립국 외교라는 다변외교와

베트남파병이라는 대미일변도의 진영외교 간의 모순을 지적했다. 나

아가 그는 사대주의가 아닌 이상 친미외교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전

제 한 후, 박정희정권의 기본 외교노선이 ‘다변외교’인지 ‘진영외교’인

지를 밝혀주길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이번에 박 대통령 연두교서에 보면 오늘의 각국의 외교의 동향

은 자기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현대외교의 방향이

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박 정권은 오늘

날 무엇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이익이 된다고

보는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만일 사대주의적인 사상으로 우

리가 친미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배격되어야 합니다. 우

리의 입장에서 친미 할 밖에 없는 또 그것이 우리 민족의 이익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친미(親美) 하는 것이 조금

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20세기 후반기에 있어서의

외교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에 대해서 5·16 이후로 갈피를 잡을 수 없게 혼란을

시켜 논 박 정권이 이제는 또 친미를 하는 것이 민족에 이익이 된

다고 해서 또 월남파병을 주장…… 내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박 정권의 기본외교노선을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이 나라를

지금 국가의 안전과 경제발전과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

떠한 외교의 방침이 기본이냐, 다변외교를 해서 중립국 표도 얻고

무엇을 하는 그것이 기본방침이냐? 물론 다변외교 속에는 미국도

중요한 위치를 포함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무엇이 친미 또는 한일

국교정상화 이런 등등으로 있어서 무엇이 우리 외교의 기본목표

요, 방향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국민에게 바르게 천명을 하고 그

것을 기초로 해서 월남파병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납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568)(밑줄은 인용자)

568) 위 자료, 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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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의원의 질의에 정일권 국무총리는 반공이라는 진영외교가 중

립국 외교보다 중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 반공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하고 생사고락을 같이할 친구가 있다면 미국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입니까? 아까 어떤 분들은 중립국 외교 혹은

다른 나라의 미움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고립을 할 우려성이 있다

하는 말씀도 있었읍니다. 또 중공이나 북한괴뢰가 전쟁에 가입되어

가지고 전쟁이 확대된다는 우려를 표시한 분도 계셨습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두렵고 무섭다면

우리의 반공국시를 포기하고 중립국을 리드해 나가고 아아 블럭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 애급(埃及), 인도네시아, 유고, 아

프리카의 가나 이러한 나라하고 우리가 친교를 맺을 것을 원하십

니까? (…) 유고는 물론이요 가나는 물론이요 그러면 그러한 중립

국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 않으려고 결심하겠읍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진영으로 보더라도 저는 유엔에서 항상 느낀 점은 두 번이

나 대표로 있으면서도……여기에 위원회에 계셨던 박준규 의원께

서도 느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한국 문제를 위해서 미국이

항상 애타게 앞장 나서서 중립국가의 지도자들을 설득시키려고 노

력을 하고 있고 결의안을 내기 위해서는 자유우방국가들을 자기들

이 찾아다니면서 이러한 문장으로 이렇게 내주시오. 참 솔직한 부

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유엔외교에 있어서도 제가 믿기에는 큰 힘

은 역시 우리가 미국에 의지했기 때문에 금일까지 이러한 좋은 결

과를 가져온 것으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김대중 의원께서 여러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관

련된 박 정권의 외교노선에 대해서 천명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이었

습니다. 금년 연두교서에도 있읍니다마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유대

를 강화하면서 자유우방과 계속 유대강화에 노력하는 것이 금년도

에 있어서의 외교노선입니다.569)(밑줄은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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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외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월남에 파병함으로써의 외교상의

득실”을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 이와 같은[월남파병_인용자] 결정을 첫째로써 그동안 정책

적으로 다소 산발화 하고 흩어질 자유아세아를 결속하는 데 다소

의 도움을 주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세째로써 앞으로 월남파

병을 통해서 한국의 대미외교에 있어서 자세와 권위가 증대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째로써 아프리카, 아랍 지역에 있어서 반둥

에 대한 역할을 저희들은 몹씨 관심 있게 그동안 알아보았읍니다

마는 아랍 지역 또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서 한국의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전연 언론계에 언급도 안 될 뿐 아니라 무관심하다고 합

니다.(…)570)(밑줄은 인용자)

1965년 1월 남한의 베트남파병이 중립국 외교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국회 내 논쟁은 1년 만에 많이 달라져 있었다. 1964년 1월 당시 야당

들은 대부분 기존 군사정부가 대미외교를 소홀히 하면서 중립국 외교

를 펼쳤다며 대미외교 강화를 주문했다. 그런데 1965년 1월 남한의

베트남파병을 기점으로 야당들은 이제 중립국 외교의 손실을 우려한

비판을 내놓았다. 1년 전 박정희정권은 대미외교 및 진영외교를 언급

하면서도 중립국 외교도 강화한다는 ‘동시 추진’을 주장했다. 반면 박

정희정권은 1965년 1월 월남파병을 기점으로 중립국 외교의 손실보다

도 미국 중심의 반공진영외교를 더욱 중시한다 명시적으로 밝혔다.

1965년 1월 16일 계속되는 질의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월남파병 자

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국내 국회 모든 정세와 여건하에서 볼 때

지원병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고 경비병을 보내는 것은 그 시기로 보

아서 온당치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민주당은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569) 위 자료, 15∼17쪽

570) 위 자료, 17쪽. 이동원의 외교상 득실의 발언 중 둘째는 첫째와 같은

내용을 부연설명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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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국군 정규병을 국군의 명예를 무시하고 보낼 수도 없다”고 주

장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중용지도(中庸之道)를 택해서 의용병을 보

내는 것이 결국 월남에서 요구하는 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는

것”이라며 수정안 제출을 제안했다.571)

1965년 1월 15, 16일에 걸쳐 파병동의안을 둘러싼 국회토론이 민주·

민정·공화·무소속 등의 격렬한 논쟁 후 종결됐다. 당초 파병 찬성 경

향을 보였던 민정당은 1965년 1월 20일 열린 연석회의에서 이례적인

표결 끝에 월남파병동의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도 1월 21

일 의원총회를 열고 월남파병에 대해 “현재와 같은 조건하에서의 파

병이라면 반대한다”며 입장을 밝혔다.572)

야당들의 반대에 정일권 국무총리는 1월 23일 열리는 민주당 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파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573) 심지어 정일권은 민

주당의 반대를 설득하고자 민주당총회에 나가서 베트남파병이 중립국

외교 손해를 끼친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이 파병으로 인한 중립국가군의 향배에 대해서 의견이 많지만

지금까지 유엔에서 한국문제에 대하여 기권 아니면 반대표를 던지

던 중립국가들이 우리가 월남에 파병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권

이나 반대투표를 하던 과거의 태도를 바꾸어 찬성투표를 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574)

이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이미 기자회견에서 베트남파병이 남한의 중

립국 외교에 미칠 악영향에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정일권은 야당의 파병

반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 영향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이후 정일권은

571) 〈제6대국회 제47회 국회회의록 제7호(1965.01.26.)〉, 3쪽.

572) 《경향신문》 1965년 1월 21일, 1면. 민주당은 “이 문제는 1.헌법상의

문제인 동시에 2.공동방위조약의 미체결 3.이와 관련된 국가안전보장 문

제 등으로 보아 현재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의용군을 보내는 것이 타당

하다”고 전했다.

573) 《동아일보》 1965년 1월 23일, 1면.

574) 《경향신문》 1965년 1월 23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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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순천 대표 최고위원과 나용균 국회부의장도 개별적으로 접촉

했다. 미국 측도 야당 영수급과 빈번히 접촉하여 설득공작을 펼쳤다.575)

1965년 1월 25일 공화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본회의에 월남파병

동의안을 강행 상정했다.576) 국회의장 이효상은 파병문제는 “매우 중

대한 문제고 신중하게 다루어야”하므로 국회법에 따라 기립투표를 해

야 하지만 국회법 제105에 따라 “찬동을 얻어서 비밀투표에 부하고

자” 제안했다. 그런데 기립표결 하자는 이의가 있어 기립 표결할지

비밀 투표할지를 먼저 기립표결 투표를 시행했다. 재석 149인 중 찬

성 104표, 반대 30표로 표결 방식은 비밀투표로 확정됐다.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10일이 지난 1965년 1월 26일 자정을

넘어 17일 오전 0시 41분에 비밀투표가 시작됐다. 월남파병 동의안은

총투표수 125표 중 찬성이 106표, 반대가 11표, 기권이 8표로 정부원

안대로 가결됐다.577) 공화당은 전원 찬성했으며 민정당은 반대(김준

연, 조윤형은 제외),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한 조건부 제안이 관철될

때까지 의시표시를 보류한다는 의미로서 기권했다.578)

이로써 1964년 9월 11일 제7후송병원(130명)과 태권도교관단(10명)

의 비전투부대 파병 이후 공병 및 수송부대 등 비전투요원 2000명의

추가파병이 현실화됐다. 이어 1965년 10월 3일 전투부대로서 청룡부

대를 시작으로 남한군은 베트남에 쏟아져 들어갔다.579) 1965년 본격

화된 베트남파병은 남한의 ‘중립국’ 외교에 큰 손실을 낳았다.

575) 《동아일보》 1965년 1월 23일, 1면

576) 《동아일보》 1965년 1월 25일, 1면; 《경향신문》 1965년 1월 25일, 1면.

577) 〈제6대국회 제47회 국회회의록 제7호(1965.01.26.)〉, 19쪽

578) 《경향신문》 1965년 1월 25일, 1면.

579) 2회 이상 파병된 인원도 숫자에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 베트남에 갔다

온 연인원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용호, 2007 《통계로 본 베

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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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립국’ 외교 손실의 현실화와 ‘자주외교’의 모색

1964, 65년 국회에서 박정희정권의 ‘중립국’ 외교라는 다원외교와 베

트남파병이라는 진영외교의 ‘모순’을 둘러싸고 복잡한 ‘논쟁’이 펼쳐졌

다. 분명한 것은 1965년 이후에도 박정희정권은 베트남에 파병하면서

도 중립국 외교의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이었다. 제3공화국은 기존 중

립국 방문외교 및 초청외교를 지속했다. 박정희정권이 베트남에 남한

군대를 본격 파병한 1965년부터 베트남 상황에 변화한 1968년까지 중

립국에 파견사절단을 보낸 시기 및 방문국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년도 사절단장 방문국

1965

최두선 특사
세네갈, 아이보리코스트, 니제르, 다호메, 나이지리아, 중

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가봉 (8개국)

이수영 대사
우간다, 말라위,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수단, 튜니

시아 (7개국)

1966

이동원

외무장관
이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요르단 (5개국)

이성규 대사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쿠웨이트, 통일아랍공화

국 (5개국)

1967

이동원 의원
세네갈, 잠비아, 시에라레온, 라이베리아, 아이보리코스

트, 가나 (6개국)

최완복 대사 니제르, 어퍼볼타, 토고, 다호메 (4개국)

양유찬 

순회대사

에티오피아, 케냐, 루안다, 콩고(킨샤사), 가봉, 카메룬, 

차드 (7개국)

1968

김용직 대사 자메이카, 과테말라,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페루 (5개국)

박준규 

국회외무위원장

이란, 레바논,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리비

아, 튜니시아, 모로코, 통일아랍공화국 (9개국)

박동진 대사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루안다, 콩고(킨샤사), 카메룬, 

가봉, 차드 (8개국)

이수영 대사
세네갈, 시에라레온, 라이베리아, 어퍼볼타, 가나, 토고, 

다호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8개국)

백두진 의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버마, 인도, 네팔, 파키스

탄 (7개국)

<표 9> 남한의 ‘중립국’ 파견사절단(1965∼1968)

(출처: 《한국외교 30년》 230∼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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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남한 정부는 북한이 중국의 커져가는 영향력에 편승하여 아

프리카 지역의 중립국 ‘침투’에 성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남한 정부

는 북한의 아프리카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지역

의 중립국들에 대한 외교를 추진했다.580) <표 9>가 보여주듯이 1965

년부터 1968년까지 단 한번도 빼지 않고 모두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에 사절단을 파견했다. 흥미롭게도 1968년 사절단 파견은 1965∼1967

년 3년간 두세 차례보다 횟수가 많았을 뿐 아니라 지역도 광범했다.

1965년 1월 국회에서 펼쳐진 베트남파병이 야기할 중립국 외교에

미칠 악영향은 곧 현실화됐다. 1965년 1월 25일 이동원 외무장관은

“아랍 지역 또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서 한국의 파병 문제에 대해서

는 전연 언론계에 언급도 안 될 뿐 아니라 무관심하”다고 주장했지

만, 남한은 베트남파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2차 반둥회의에서 참석

배제를 통보 받았다.581)

1964년 3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외상급 준비회의는 남한을 피초청국으로 결정했다. 미국도 남한 정부

가 제2차 반둥회의에 참석하여 북한과 외교경쟁을 펼칠 것을 요청했

다. 그런데 남한 정부는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 참석을 결정하

지 않은 채 준비 상황을 주시했다. 왜냐하면 외무부는 내부적으로 제

2차 반둥회의 참석의 손익을 따졌봤음에도 참석 여부를 명확히 결론

짓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 정부는 1965년 6

월 1일까지 참가여부와 대표단명단을 보내달라는 알제리 정부의 통고

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참석을 결정하지는 않았음에도 남한 정부는

주최국 알제리에 정일권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6∼24명의 대표단

을 파견한다며 그 명단과 참가를 통고했다.582)

580) 《한국외교 30년》 229쪽.

581) 〈제6대국회 제47회 국회회의록 제6호(1965.01.25.)〉, 17쪽.

582) 〈발신전보(발신일: 미상, 발신인: Tong Won Lee(이동원), 수신인:

AHMED LAIDI Chairman Standing Commitee for the Preparation of

the Second African-Asian Conference)〉, 《아·아회담

(Afro-AsianConfrence) 제2차, 1962-65, 전6권(V.4 알제리정변 발발 및

회의 개최연기, 1965.6-7)》 1965, 동남아1과/아중동과, 1478, 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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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965년 6월 4일 알제리의 알제 시에서 열린 15개국 대사급

준비회의는 남한과 남베트남의 참가문제를 토의한 끝에 6월 24일 열

리는 외상회의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인도 뉴델리 남한 총영사는 인

도는 알제리 대표가 상임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남한의 베트남파병이라

는 “새로운 중대 사태 발생” 때문에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겠다고 발

표하자 이에 부당성을 지적했다고 보고했다. 보고는 중국·파키스탄·탄

자니아·가나 대표들이 알제리 대표 발언을 적극 지지하였는데 반하여

인도측 주장은 동조를 얻지 못하여 알제리 대표의 보고가 그대로 접

수되었다고 전했다.583)

이처럼 1965년 남한 정부는 베트남파병으로 인해 제2차 반둥회의

참가국에서 배제당하는 ‘수모’를 겪었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이 앞으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미칠 악영향도 우려했다. 1965년 7월 29일 외무

부 방교국장 이문용은 아주국장에게 제20차 유엔총회 대비를 위한 교

섭 상대국이 남한의 베트남파병 및 제2차 아·아회의 초청 문제를 언

급할 시 필요한 답변 지침을 요청했다.584)

1965년 8월 2일 아주(亞洲)국장 현아구는 방교(邦交)국장에게 답변

지침 자료 및 당국의 견해를 담은 〈협조전〉을 보냈다. 〈협조전〉

은 알제리의 “자의적인 초청장 발송 거부는 명백히 국제의무를 위배

한 것으로서 마땅히 국제 사회의 규탄을 받아야 할 것이며 끝내 이와

같은 부당한 처사를 고집하는 한 알제리의 국제회의 주최 자격을 상

실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제시했다. 또한 이 전문은 북한이 동회의에

초청된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국제연합 감시하의 자유로운 선거에

C1-0016, 4. 전문에 발신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신문보도 및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1965년 5월 말에서 6월 초중반 사이에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1965년 6월 10일, 1면.

583) 〈제2차 아아회의에 관한 보고(기안자: 동남아주과 김기수, 기안일

1965.8.10.)〉 《아·아회담(Afro-AsianConfrence) 제2차, 1962-65, 전6권

(V.5 회의 개최 연기 및 아국 초청 문제. 1965.8-11)》 1965, 동남아1과/

아중동과, 1478, 723.3, C1-0016, 5; 《경향신문》 1965년 6월 10일, 1면.

584) 〈협조전(분류기호: 외방연 220, 제목: 자료 제공 요청, 발신일:

65.7.29. 발신: 방교국장 이문용, 수신: 아주국장)〉, 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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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정당히 수립되고 국제연합에 의하여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

부로 인정된” 남한 정부가 “마땅히 초청되어” “동회의에 참석할 권리

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585) 이처럼 남한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남

한의 베트남파병과 제2차 반둥회의 참석 배제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

될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했다.

박정희정권의 베트남파병은 중립국 외교의 중요 대상이던 제2차 반

둥회의의 참석 배제라는 손실을 야기했다. 그런데 박정권의 베트남파

병은 알제리 같은 중립주의 혹은 친사회주의 성향의 국가의 ‘공격’으

로만 끝나지 않았다. 자유 진영의 프랑스는 남한의 베트남파병을 강

하게 비판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미국의 베트남전쟁 확대에 반대하

며 베트남의 중립화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이다.586)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는 남한의 베트남파병에 대해 외교적 보복 조

치로서 제20차 유엔총회 시 한국문제 공동제안국(co-sponsor)에서 빠

지겠다고 남한 정부에 통보했다. 주프랑스 남한 대사 이수영은 유엔

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가 급히 프랑스로 귀국하여 12월 6일 오전 11

시 30분 프랑스 외무부의 아주국장 및 사무국장 그리고 국련(國聯)국

장을 방문하여 이들과 면담했다. 면담에서 이수영은 프랑스 측에게

한국문제의 유엔총회 공동제안국 거부를 재고해주길 요청했다.587)

1965년 12월 6일 21시 30분 이수영은 프랑스 아주국장이 자신의

“강력한 요청”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고 외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한국이 월남에 18,000명의 전투부대를 파견한 사실은 제네바협

585) 〈협조전(분류기호: 외아남 102, 제목: 자료 제공 요청, 발신일:

1965.8.2. 발신: 아주국장 현아구, 수신: 방교국장)〉, 위 자료; 제2차 반

둥회의는 외상회의가 열렸으나 중국과 북한 등은 불참했으며 결국 본회

의가 열리지 못한채 1965년 11월 초 무기한 연기됐다. 따라서 남한이 피

초청국으로 불참된 것이 이후 더이상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586) 〈착신암호전보(발신인: 외무부장관 수신인: 대통령각하, 일시: 3일 11

시, 제목: 20차 유엔총회 참석보고(4))〉 《UN(유엔) 총회, 제20차. New

York, 1965.9.21-12.21. 전3권(V.2 활동보고 Ⅱ, 1965.12)》, 1965, 국제연

합, 1525, 731.2, H-0007, 2.

587) 《동아일보》 1965년 12월 7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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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한 월남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도하는 드골 정책과 상치

되며 불정부는 월남에 (1)전투원 파견 (2)군사물자 원조를 하는 여

하한 국가도 제네바협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월남

파병은 불란서의 대월정책 수행을 일층 곤란케 하였다. 또한 불외

무성은 백대사를 통하여 누차에 걸쳐 한국의 월남파병을 재검토하

도록 종용한바 있는데 이에 대한 회답을 전혀 받은바 없으며 이미

불정부가 한국군 파월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한바 있음을 상

기시키면서 금번 유엔총회에서 통한 공동결의안에 CO SPONSOR

을 기피하는 이유는 다만 불란서의 약간의 유감 표시의

GESTURE에 불과한 단순한 FORMALITY의 문제에 불가하다.

따라서 동결의안에 찬성 투표는 할 것이나 이의 CO SPONSOR

가 되는 것은 삼가키로 결정을 본 바 있다.(…)588)(밑줄은 인용자)

이수영 대사는 프랑스의 “공동제안국 거절”은 “우리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줄 뿐 아니라 “아세아 제국 및 중립국 특히 구불령 제국에 대

한 영향이 과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즉 그는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표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프랑스 측에 재고려를

요청했다.589) 그런데 그는 프랑스 사무국장과 면담에서도 동일한 답변

을 들어야 했다. 다시 한번 그는 프랑스 쪽에서 단지 “형식

(Formality)에 불과하다”지만 “유엔 한국문제 토의 VOTING

PATTERN[투표 형태_인용자]을 좌초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결국 이수영은 프랑스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득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그는 프랑스의 조치는 명백히 남한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보복행위였을뿐 아니라 이로써 “실질적인 목표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 해석했다.590)

유엔총회 한국문제 공동 제안국에서 프랑스의 이탈이 과거 프랑스

지배하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이수영의 우려

588) 〈수신인 장관 발신인 주불대사 일시 062130〉, 앞 자료, 56쪽.

589) 위 자료, 57∼58쪽.

590) 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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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실화됐다.591) 제20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대표 초청안은 유엔회원

국 117개 국가 중 재적과반수인 59표에는 9표 부족했다. 재적득표율

이 42.7%였다.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가 대표 초청문제가 논의된 이

래 처음으로 재적과반수에 미달하는 역대 ‘최악’의 수치였다.592)

1965년 12월 27일 외무부 방교국은 ‘제2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상

정토의 및 표결 결과’를 분석했다. 방교국은 총회 폐막을 하루 앞두고

야간회의를 강행함으로써 대표 출석률이 저조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의 유엔내외의 정세 변동 속에 분쟁당사자(남·북한) 동시 초청의 기

운이 크게 증대해진 데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문서는 특기사항

으로서 “종전에는 한국 대표초청안과 통한결의안에 대한 반대투표국

이 주로 공산국에 국한되었던 것이 이번 총회에서는 반대투표국의 범

위가 비공산국(친공중립국)에까지 확대된 것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

라고 적었다.593)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찬성표 감소 현상은 1957년부터 시작된 오

래된 ‘위기’였다. 이승만정권이 ‘중립국’ 외교에 나선 까닭도 유엔총회

에서 찬성표 감소 문제 때문이었다. 1950년대 말부터 증대하는 신생

독립국의 상당수는 중립주의 성향을 지녔다. 1960년 전후 유엔총회

내 중립주의 성향의 신생국이 유엔 내 급증이라는 구조적 변화는

1965년까지 계속됐다. 그런데 유엔총회 내 구성원 변화라는 구조적

위기가 ‘상수’였더라도 1965년 남한의 베트남파병은 중립국 외교에 커

다란 손실을 야기했고 유엔외교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는 데 영향

을 미친 것도 분명했다. 프랑스뿐 아니라 대부분의 자유진영 국가들

도 미국의 베트남파병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했을 뿐 아니라 중립주의

국가들은 미국의 베트남전쟁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1968년 박정희정권은 유엔총회 내 구성원의 변화와 베트남파

591) 실제 반대와 기권을 한 국가들의 결정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

당 국가들의 외교자료를 확보해야 정확한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592) 〈제2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상정토의 및 표결 결과(예비적 분석)

1965.12.27. 외무부 방교국〉, 앞 자료.

593) 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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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라는 상황에서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의 연례자동상정 지양정책

을 공론화하고 실행했다. 이미 1965년 10월 20일 이동원 외무부 장관

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제20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논의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판단하에 한국문제의 유엔총회 자동상정 재검토를 발표

했었다. 이동원은 “유엔에서의 정세가 유동적이고 일부 영연방제국에

서 한국문제의 연례적인 유엔 자동상정을 재고하자는 움직임을 보이

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정세를 종합검토하여 남북통일에 실리

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해마다의 자동상정에 대해서는 재검

토하겠다”고 밝혔다.594)

1965년 이동원 외무장관의 자동상정 재검토 발표는 남한 내 정계

및 학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자유당 시절 외무장관을 역임한 변영태

는 정부의 재검토 발표는 “남북을 통일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후 “더 말할 흥미조차 잃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정권 시절 외무장관

을 역임한 정일형은 “유엔이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요 북한 김

일성 정권을 괴뢰라고 정의해주는 유일한 국제기구인데, 그 유엔에

매년 상정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며 “한국문제 연례상정

이란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유엔에서 한국은 ‘잃어버린 나라, 저 버려

진 나라’라는 인상을 국내외에 주게 될 뿐이다”라며 분개했다.595)

반면 민중당 조윤형 의원은 “벌써 해야 할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다”며 오히려 때 늦은 것을 아쉬워하며 정부의 재검토 발표를 찬성

했다.596) 《경향신문》도 이동원 외무장관의 발언에 찬성하는 논조를

펼쳤다. 《경향신문》은 먼저 “건국 이래의 ‘연례자동상정’ 정책을 재

검토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그간의 정세변동”을 분석했다. 《경향신

문》은 “유엔은 지난 10여 년간 그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졌”는데, 즉

“오늘날의 유엔내외의 정세변동을 숨김없이 말한다면 지금까지 안일

하게 자유진영에만 일임해오던 종전의 유엔정책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594) 《동아일보》 1965년 10월 20일, 1면.

595) 《동아일보》 1965년 10월 21일, 1면.

596) 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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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절대 다수 지지를 받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향

신문》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다대수 신생국들은 이미

미국 정책의 동조자라고만 낙관할 수 없고 더구나 우리의 월남파병으

로 대중립국 외교에는 곤란이 적지 않이 따르고 있다는 것도 시인하

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남한 정부의 자동상정 재검토 정책에는 찬성

했다. 다만 《경향신문》도 통일문제를 걱정하며 “새로운 정세하의

통한문제 논의에도 보다 깊은 연구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597)

1965년 10월 이동원 외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논쟁을 시작했지만, 한

국문제의 유엔총회 자동상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1961년부터 나

왔었다.598) 특히 1964년 외무부는 제19차 유엔총회를 대비해 한국문

제의 자동상정이 가지는 장단점을 깊이 있게 검토했다. 1964년 8월 4

일 외무부는 유엔총회에 대한 최종적인 기본대책 및 훈령을 작성했

다. 이 기본대책 및 훈령은 1964년 열리는 제19차 유엔총회에서도 연

례자동상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흥미롭게도 이 문

서는 한국문제 연례자동상정 지양정책이 공개된다면 국내 여론의 반

발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미국 등과 교섭은 가급적 구두로 할 것이며

“이 문제에 관한 대외적인 발표나 보도는 일제 없도록 할 것”을 명시

했다.599)

실제 1965년 10월 이동원 외무장관이 자동상정 지양정책을 공개하

자 비판적 여론이 거셌다. 거센 비판에 직면한 남한 정부는 결국 제

20차 유엔총회에서 자동상정 지양정책을 실행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유엔총회 내 구성원 변화에서 야기되는 한국문제 표결 ‘위기’라는 구

조적인 현상이 바뀌지도 않았다. 비록 1966년 제21차 유엔총회에서

다시 찬성표 50%를 약간 상회했지만 다시 1967년에는 50퍼센트 이하

597) 위 자료.

598) 이주봉, 앞의 논문, 376∼378쪽

599) 〈1964년 8월 4일〉 《UN(유엔) 총회, 제19차. New York,

1964.12.21-65.2.18. 전4권(V.2 기본대책 및 훈령, 1964.8-65.3)》 1964, 국

제연합, 1521, 731.2, H-0006, 2.; 1964년 제19차 유엔총회는 분담금 납부

문제 등으로 결국 한국문제가 논의되지 못한 채 종료됐다.



- 248 -

로 하락했다.600)

1967년도 제22차 총회에서도 한미간는 자동상정 지양문제는 논의했

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어차피 공산측이 ‘언커크해체’ 및 ‘외군철수

안’을 제기한다면 우리 측이 한국문제상정을 원하지 않더라도 ‘자동

적’으로 토의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미 양

국은 자동상정 지양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산측 기도에 대

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일단 지양정책의 실행은 미루었다.601)

1968년 5월 22일 외무부 방교국은 제23차 유엔총회 기본대책안을

작성했다. 외무부는 연례적 자동상정 지양조치는 이미 결정된 사항으

로서 이의 시행과 관련해 “우방국과 협의하에 신축성있게 대처”하겠

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즉 기본대책안은 한국과 미국 간에는 “원칙

적으로” “자동상정 지양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대책안

은 한국문제 토의 관련하여 “국내의 이해를 계몽하여 표결결과에 일

비일희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시키”며 나아가 “연례적 상정규제문제에

관하여 적기에 신축성 있는 정부 입장을” 밝히는 공보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602)

1968년 중순 이제 한국문제 연례자동상정 지양정책의 실행만이 남

았다. 1968년 7월 6일 뉴코리아호텔에서 제23차 유엔총회에서 다룰

한국문제 토의를 위한 유엔대책 간담회가 열렸다. 국회 외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김서용·김정연·백두진·유진산·이원우·정일형·차지철)과 김

명회(金明會) 연세대 교수, 유봉영 조선일보 부사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외무부 장·차관 및 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준규 의원은 장관

에게 “자동상정 방식을 계속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외무부 장관은

“정세를 보아서 결정할 것”이며 “아국이 유엔회원국이 아니므로 우방

600)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 전망과 대책 1968.1.25. 주미대사관 별첨

한국대표초청안에 대한 득표비율의 변동〉 《UN(유엔) 총회, 제23차.

New York, 1968.9.24-12.21. 전4권(V.1 기본문서)》 1968, 국제연합,

2675, 731.2, H-0010, 2.

601) 위 자료.

602) 〈제23차 유엔총회기본대책안 1968.5.22. 외무부방교국〉, 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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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즉 장관은 “김[용식] 대사와 협의

하여 정부의사가 굳어지면 미국 등 우방국(최소한 공동제안국)과 협

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603) 이처럼 외무부 장관은 최종적인

실행 결정은 제23차 유엔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남한 정부가 실행 결

정을 하면 곧바로 우방국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1968년 제23차 유엔총회가 개최되고 한국문제 공동제안국들과 함께

하는 제1차 전략회담이 10월 11일 열렸다. 수 차례 전략회담이 진행

되는 와중에 ‘절차’ 문제로서 남한대표 초청안이 통과된 이후 ‘본질’

문제로서 ‘통한문제결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

1968년 12월 2일 오전 11시 20분 남한 본부는 11월 28일 작성한 새

로운 통한문제결의안 시안을 미국대표부에서 미국측 페더슨

(Pedersen) 대사를 만나 협의했다. 협의에서 남한 측 김용식 대사는

“3항과 4항의 전문 삭제”라는 형태로 자동상정 지양정책을 실행하자

고 미국측에 제안했다. 미국 측 두쎈 참사관은 “보고 제도만의 수정

을 가한다면 우리 입장의 약화로 보”일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페더

슨 대사는 “긴장상태 완화안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새로

운 문구를 남한 측에 제시했다. 즉 페더슨 대사는 “언커크 활동에 관

한 구절에서 약간의 융통성(Flexibility)를” 둠으로써 “심리적

(Psychologically)으로 언커크 활동을 강화하게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주장을 펼쳤다. 새로운 문구 제안에 김용식 대사는 “14년 간의

결의의 내용과 같은”데도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면 태도 약화로

간주”되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604)

같은 날 오후 5시 10분 미국대표부에서 페더슨과 김용식은 다시 만

나 자동상정 지양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문안을 논의했다. 페더슨 대

사는 “새로운 적극성, 특히 긴장의 완화를 포함시킨” 문안으로 “제3항

및 제4항” 바꾸자고 했다. 이에 김용식 대사는 동의했다.605)

603) 〈1968.7.9. 외 방연 731.1 호 수신 국무총리 각하 제목 유엔대책 간담

회 토의 보고〉, 위 자료.  

604) 〈미측과의 협의 날자: 1968.12.2. 오전 11:20 장소: 미국대표부〉, 위 자료.

605) 〈미측과의 협의 날자: 1968.12.2. 오후 5:10 장소 미국대표부〉, 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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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합의 후 1968년 12월 5일 오전 10시 55분 유엔 제8회의실에

서 공동제안국들과 전략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 언커크 첫 번째

보고 제출 시기를 두고 남한은 6월, 미국은 3월, 필리핀은 4월을 각각

제안했다. 최종적으로 미국은 “명년 총회 전에 다시 한번” 언커크 보

고서를 “낼 수 있을 때 편리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4월로 결정했

다.606) 1968년 12월 6일 오전 10시 열린 전략회의에서 미국은 합의한

최종 결의안을 6일 3시까지 배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오후 1시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68년 12월 16일 한국문제의 유엔자동상정을 지양하는 새로운 통

한결의안이 14개국의 공동제안으로 제23차 유엔총회 제1정치위원회에

제출됐다. 결의안은 찬성 72표, 반대 23표, 기권 26표로 채택됐다.607)

이어 12월 20일 제23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결의안 제2466호〉

(RESOLUTION 2466(XXIII)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0 DECEMBER 1968)가 통과됐다.608) 새로 작성된 제3, 4, 5항에는

언커크의 기능을 강화하며 보고형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609) 특

히 한국문제의 유엔총회 연례자동상정 지양은 제5항에서 규정됐다.

제5항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한국문제를 ‘사무총장이나 총회에’

606) 〈제--차 전략회담 날짜: 1968.12. 5. 오전 10:55 장소 유엔제8회의

실〉, 위 자료.(실제 문서 제목에 몇차인지 표시가 없다.)

607) 《경향신문》 1968년 12월 17일, 1면.

608) 《경향신문》 1968년 12월 21일, 1면.

609) 외무부, 1976 《유엔한국문제결의집(1947-1976)》, 352쪽. 《동아일

보》 1968년 12월 10일 3면에 실린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3.동지역에

있어서의 긴장상태완화에 협조하고 특히 1953년말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행동과 사건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4.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 있어서의 긴장상태 완화를 조장하

며 자제를 촉구하고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데 최대한의 지지와

원조 및 협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주한 제반 노력을 승인하고 지지한

다. 5.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한국에 있어서의 유엔의 제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전술한 노력과 기타 노력을 계속하며 총회에 의하여 종전에

부과된 모든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동위원단은 사무총장이

나 총회에 제출되는 상시보고서를 통하여 그 지역에 있어서의 사태와 전

술한 노력의 결과에 관해서 총회회원에게 주지시킬 것을 요구하며 그 첫

보고서는 본결의안 채택 후 4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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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보고서(regular reports)’를 제출한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남한 정부는 새 통한문제결의안을 ‘외교 승리’로서 규정했다. 1968

년 12월 6일 최규하 외무부 장관은 “융통성있는 재량상정정책”을 담

은 새로운 통한결의안을 채택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음날인 12

월 7일 진필식 외무차관은 새로운 통한결의안이야말로 “종전의 통한

결의안의 내용을 일층 강화한 한국 외교의 결실”이라고 주장했다. 왜

냐하면 재량상정이라는 새로운 방식은 언커크가 과거 “총회에서만 제

출할 수 있었던 보고서” 이제는 “유엔사무총장에게로 수시로 제출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앞으로는 북괴의 한반도내에서의 도

발 행위를 수시로 유엔 회원국들에 주지시켜 북괴의 침략적 태도에

대해 세계여론의 압력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정부는 앞으

로 능동적인 입장에서 유엔에서의 공산측 행동을 봉쇄하는데 융통성

과 신축성을 갖고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610)

야당과 언론은 정부의 새 유엔정책 실행을 대체로 ‘발전적 조치’로

서 평가했다. 여론 분위기는 3년 전인 1965년 10월 이동원 외무장관

이 처음 연례자동상정 재검토를 공개했을 때와 매우 달라졌다. 야당

성향의 《동아일보》도 “우리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정책변화에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611) 1968년 12월 23일 북한 외무

성은 새로운 통한결의가 “이때까지 일련에 한번씩 유엔에 내”던 “보

고를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아무 때나 내도록 규정하였다”고

비난했다는 점에서 남한 정부의 의도는 적중한 측면이 있었다.612)

남한 정부는 새로운 ‘재량상정’의 결의안은 찬성 72표, 반대 23표,

기권 26표로 통과됐다. 과거 ‘자동상정’ 결의안보다 찬성표가 늘어난

결과였다. 《동아일보》는 새로운 “통한결의안에 지지 찬성한 국가의

수가 작년보다 5표나 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 한국외교의 빛나는

610) 《경향신문》 1968년 12월 7일, 1면

611) 《동아일보》 1968년 12월 7일, 3면.

612) 〈수신 주미대사 주유엔대사 발신 장관 일시 071135〉 《UN(유엔)

총회, 제24차. New York, 1969.9.15-12.17. 전6권(V.1 기본대책)》 1969,

국제연합, 3151, 731.2, H-0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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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를 표시하는 것”이라며 기뻐했다.613)

1968년 남한 정부와 여론은 모두 한국문제의 연례자동상정 지양정

책의 실현을 외교승리로 평가했다. 물론 새로운 재량상정 방식 덕분

에 1968년 거세지는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을 유엔에 상시 문제제기

할 수 있으며 중립국 표를 얻기 위한 ‘외교자원 낭비’의 폐단을 시정

하는 신축성과 능동성을 확보한 측면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유엔

에서 중립국 표를 얻으려는 ‘외교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뒤집어보면, 중립국 표를 얻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

인’한 것이기도 했다.

1950년 제5차 유엔총회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언커크)를 설치

키로 결정한 이후 1951년부터 매년 유엔에서 한국문제는 자동상정됐

었다. 왜 18년 만인 1968년에야 한국문제 연례자동상정은 폐지됐을까.

첫째 구조적으로 1960년 전후부터 지속되는 유엔총회의 중립 성향의

구성원 증대라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 둘째 1965년 남한의 베트

남파병이라는 ‘결정타’가 있었다. 1967년 8월 17일《동아일보》는 베

트남파병이 중립국 외교와 동시에 유엔외교 위기를 낳는다며 다음과

같은 정세분석을 보도했다.

미국의 후견아래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겨온 한국문제의 토의는

최근 월남문제 등으로 국제정치면에서 미국의 입장이 난처하게 됨

으로써 많은 난관을 겪어온 게 사실이다. 특히 아아그룹을 비롯한

많은 중립국으로부터 한국외교가 따돌림을 받게된 데는, 그것이 설

령 한국경제에 커다란 플러스를 줬다할지라도 한국군의 월남파병

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그와함께 국제정

치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저하됐기 때문이란 것을 지

적하지 않을 수 없다.614)(밑줄은 인용자)

남한의 베트남 파병이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관련한 위기를 발생시

613) 《동아일보》 1968년 12월 18일, 3면.

614) 《동아일보》 1967년 8월 17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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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는 인식은 1968년 7월 8일 제23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열린 유엔대

책 간담회에서 유진산 의원의 질문과 김용식 대사의 답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유진산은 “월남문제 등으로 자유진영이 수세에 있는데 동시

초청안이 어려워지면 미국이 태도변경을 하지 않겠는지요?”라고 물었다.

김용식은 “근본적인 문제인데, 미국은 한국 주장을 따를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즉 유진산은 베트남문제가 자유진영을 유엔총회에서 수세에

넣었다고 지적하자 김용식은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대답했다.

1968년 박정희정권은 지속적인 유엔총회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1965년 베트남전쟁 파병이 낳은 중립국 외교의 위기 속에서 더이상

실질적인 실효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했을 것이다. 1968년 남한 정부

의 한국문제 연례자동상정 지양정책의 실행은 중립국 외교의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컸다. 이처럼 1968년 유엔총회에

한국문제 자동상정 지양정책 실행은 1957년 유엔위기를 돌파하기 위

해 시작했던 남한 정부의 중립국 외교의 목표과 성격이 변화했음을

의미했다. 1968년은 남한 정부에게 약 20년 간 펼친 유엔외교의 전환

이자 1957년부터 약 10년간 추진해온 중립국 외교의 대전환의 시기였

다. 1968년 남한의 중립국 외교의 전환은 새로운 냉전질서의 도래와

도 맞물려 있었다. 1960년대 중반 세계의 냉전질서는 양극적 대립에

서 다극화·다변화했다. 자유진영의 프랑스가 미국과 대립하거나, 중국

이 자유진영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미국과 소련은 대립하기

보다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다. 1968년 박정희정권의 중립국 외교는

유엔외교에서 승리라는 기존의 목표와 다른 차원에서 중요해졌다.

1968년 9월 3일 국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새로운 냉전시대에 새로운

외교전략으로서 중립국 외교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국제 정세를 살펴보아도 부단히 변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동서

양진영간의 대립, 양극화 및 냉전을 통하여 유지되어 온 전후 체제

는 불가 항력적인 변화의 힘 앞에서 서서히 변질해 가는 징후를

보여 왔습니다. (…) 핵 균형과 중소 분쟁을 계기로 시작된 미.소의

접근은 그 후 꾸준한 전진을 보여, 최근에 와서는 이 양국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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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면에서는 근본적인 대립을 보이면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개척

하고 증가시키는 새로운 대립과 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

니다. (…)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에 있어서 아직도 공

산주의는 제국주의적 야욕을 버리지 않고, 신생국과 발전 도상의

국가의 약점을 노려 침략과 침투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립주의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신생 ‘아시아’. ‘아프리카’ 국

가들은 각종 침략적 세력의 위협 앞에서도 각기 자국의 자유와 번

영을 위한 사회 개혁과 근대화의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는 투쟁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 나라 외교는 새시대와 새변천에 호응하여 보다

고차적이면서도 보다 현실적인 국가 이익의 추구와 국제 협력에

의한 상호 발전의 보장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영도적인 역할을 다

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당면 목표인 경제 건설과 자주 국방

을 촉진 확립하여, 북으로부터 오는 광신적인 공산주의 침략의 위

협에 대배하고, 자유와 평화의 이념 위에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국

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보장 외교, 대 중립국 외교 및 경

제 외교의 실을 거둔 바 있습니다.

(…) 나는 그동안 추진하여온 대 중립국 친선 외교의 강화에 있

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황제를 초청한 바 있으며, 기술 협력

을 통한 새로운 협력 관계를 창조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에서의 우리의 국제적 유대를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의 객체적 존재에서 주체적 존재로 옮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의 일단인 것입니다.

(…) 우리는 또 대 중립국 외교에 있어서, 형식적인 친선 외교에서

진일보하여 더욱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유대 관계의 확립을 위하여,

우호 통상과 경제 및 기술 협력을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다각적인 경제 외교의 강력한 추진을 통하여 제 2차 5개년 계

획의 완수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이 발족할 통일원과 더

불어 대 ‘유엔’ 외교를 신축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통일에의 국제적

기반을 더욱 유리하게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615) (밑줄은 인용자)

615) 박정희, 〈196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1968년 9월 3

일, 대통령 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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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의 국제정세를 “동서 양 진영 간의 대립, 양

극화 및 냉전을 통해 유지되어온 전후 체제는 불가항력적인 변화의

힘 앞에서 서서히 변질해”갔으며 “미소의 꾸준한 접근은 최근에 와서

협력의 가능성을 개척하고 증가시키는 새로운 대립과 협력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616) 남한 정부는 1968년 1월 푸에블로호

사건을 둘러싼 북미협상에서 배제됐을 뿐 아니라 참전 중인 베트남전

쟁이 1968년 베트남전쟁 반대의 격화와 파리에서 진행중인 베트남평

화협상 등을 목도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남한 “외교는 새 시대와 새 변천에 호응하여 보다 고차적

이면서도 보다 현실적인 국가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는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 침략과 위협에 대비”해 “경제 건설과 자

주국방”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립국 외교를 통해 남한이 “국제 사

회의 객체적 존재에서 주체적 존재” 변화하고 있으며 더욱 중립국 외

교에 실질적인 확대를 강조했다. 1968년 박정희는 미국의 강력한 대

공 전략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의 단결을 강조함과 동시에

남한의 현실적인 국익을 추구하는 ‘자주’외교를 모색했다. 그리고 박

정희정권의 ‘자주’외교의 대상에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지

역의 중립국은 새롭게 중요한 외교대상이었다. 따라서 1968년 박정희

정권은 이전과 달리 무려 다섯 차례나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중립국들에 전방위적으로 사절단을 파견했다.

616) 김도민, 앞 글, 85∼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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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1955년 ‘반식민·평화·중립’을 내걸고 열린 반둥회의는 미국과 소련

이라는 양극적 냉전질서에 충격을 주었다. 냉전의 최전선 남·북한은

모두 반둥회의에 초청받지 못했지만 북한은 적극 지지와 연대를 보낸

반면 남한은 비난을 퍼부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1964년 남·북한

모두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 초청됐다. 북한은 제2차 회의가

빨리 그리고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바랐으며 남한은 공개적으로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중립국’을 둘러싼 북한과 외교경쟁이라는 차

원에서 제2차 회의 준비상황 및 참석 시 펼칠 주장들을 면밀히 검토

했다. 10년 전 반둥회의가 열릴 당시와 비교하면 남·북한은 이제 반둥

회의를 둘러싸고 외교경쟁을 펼쳐야 했다.

북한이 그토록 바라던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1965년 개최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며 무산됐다. 1955년 반둥회의에서 10년이 경과

한 1965년, 아시아·아프리카는 분열했다. 10년 동안 세계는 변했다.

1950년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적 냉전질서에서 중립·평

화·반식민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시켰

다. 그런데 1960년 전후 미국과 소련의 양극적 대립은 완화되고, 중국

과 소련의 대립은 격화되면서 냉전질서는 다극화했다. 식민지배를 받

는 국가들은 대부분 독립했으며 개별 국가이익이 더 중시되는 시대였

다. 1965년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무산된 것은 반둥정신의

파산이라는 한 시대의 종말이자 새로운 냉전의 도래를 의미했다.

새로운 냉전 시대에서 남·북한은 각자 새로운 ‘중립국’ 외교전략을

모색해야 했다. 1960녀대 초중반 갈등하던 북소관계와 달리 북한은

중국에 기반한 아프리카 외교를 펼쳤고 상당한 성과를 이룩했다. 그

런데 1965년 제2차 반둥회의 무산과 1966년 중국 문화혁명은 북중 갈

등을 야기했다. 1966년 북한은 좌·우경 기회주의를 모두 비판하며 여

전히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강조했지만, 갈수록 ‘아시아·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작은 나라들과의 수평적·자주적 연대를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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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쳤다. 북한이 보기에 사회주의 진영은 분열됐으며 ‘미제국주의’는

소련 같은 ‘대국(大國)’과 대립하기보다 ‘작은 나라’들에 침투하는 새로

운 냉전 전략을 펼치고 있었다. 새로운 냉전 시대에 북한은 작은 나

라들과 연대하며 ‘주체적으로’ 대(對)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외교에 박차를 가했다.

남한의 ‘중립국’ 외교는 1965년 베트남파병으로 ‘손실’을 겪었다. 첫

째 남한은 제2차 반둥회의 피초청국에서 제외당하는 외교적 ‘수모’를

경험했다. 둘째 남한은 1965년 자유진영 프랑스가 남한의 베트남파병

을 이유로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의 공동제안국에서 빠짐으로써 유엔

외교에서 타격을 입었다. 1968년 박정희정권은 유엔총회 구성원의 변

화에 따른 구조적이며 지속적인 유엔외교 위기와 1965년 베트남파병

이 낳은 ‘중립국’ 외교 손실을 타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유엔총

회에 한국문제 연례자동상정 지양정책을 실행했다. 이처럼 1968년을

기점으로 유엔외교에서 출발했던 남한 정부의 ‘중립국’ 외교는 그 목

표와 성격이 전환됐다.

1968년을 기점으로 남·북한에게 더 이상 맏을 만한 냉전권력의 ‘보

스’는 존재하지 않았다. 냉전질서는 다극화했다. 약소국 스스로 자신

을 지켜야 하는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도래했다. 따라서 남·북한은

미국과 소련·중국이라는 두 진영의 ‘보스들’에게 단결을 촉구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자주’와 ‘주체’의 전략을 모색했다.617) 남·북한의 새로

운 냉전전략의 중심에 ‘중립국’들이 놓여 있었다.

617) 김도민, 앞 글, 9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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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885년 한반도에 처음으로 중립이 등장했다. 1885년은 조일(朝日)

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10여년이 지나 청·일뿐 아니라 러시아·미

국·영국 등이 세력 다툼을 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국제분쟁의 위

기가 커지던 시기였다. 위기의 시기에 주(駐)조선 독일부영사 부들러

(H. Budler)가 조선왕조에 중립화를 권고했다. 조선정부는 부들러의

중립화정책 권유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해 유학에서 돌

아온 유길준은 조선 중립화를 담은 〈중립론(中立論)〉을 썼다.618)

조선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던 중립은 한반도를 둘러싼 일

본과 러시아 갈등이 커져가던 1900년 무렵, 대한제국이 중립국을 인정

받기 위한 외교 교섭을 시작하면서 다시 등장했다. 그런데 러시아와

일본은 대한제국의 중립화를 반대했다. 그럼에도 고종은 1904년 1월

21일 대한제국의 ‘전시중립선언’을 발표했다. 대한제국은 러일 간 평화

가 결렬될 경우 ‘엄정중립’을 지키겠다는 내용이었다. 대한제국의 전시

중립선언이 무색하게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한반도에 수만의

군사를 파병했다. 결국 대한제국은 1910년 일제식민지로 전락했다.619)

1950년대 남·북한 분단정부는 중립주의를 추구하는 ‘중립국’들과 마

주했다. 1885년과 1904년 한반도에 중립이 등장한 이래 약 6,70년 만

에 다시 만나는 중립이었다.

본고는 그동안 남·북한 외교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1948년부터

1968년 시기 남·북한 정부의 ‘중립국’ 외교정책의 시작과 전개 그리고

전환의 과정을 정리했다. 동시에 본고는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

는 행위주체들의 담론이 20년간 어떻게 시기별로 변화하는지 그 양상

618) 강만길, 2018(초판 1978년) 〈유길준의 한반도 중립화론〉 《분단시대

의 역사인식: 강만길 저작집 02》 창비, 124∼126쪽.

619) 서영희, 2018 〈제15장 대한제국의 외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

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근대편》 동북아역사재

단, 580∼5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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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혔다. 특히 남·북한 ‘통합사적 관점에서’ 탈식민-냉전-분단의 교

차가 만들어내는 ‘(비)대칭성’의 관계도 드러내고자 했다. 이미 각장

소결에외교정책과 담론, 남북관계사의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본고는 남·북한 정부의 ‘중립국’ 외교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시야를

조금만 더 확장하여 1950, 60년대 한반도에서 중립이란 무엇이었을지

에 대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아닌 다른 주체들은

1950년대 등장했던 ‘반식민·평화·중립’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을까? 한

국전쟁을 겪었으며 적대적인 냉전과 분단의 최전선을 살아가던 사람

들 중에서 평화와 중립을 함께 상상했던 사람은 없었을까?

한반도 평화와 중립의 관계는 1953년 중립국을 선택했던 한국전쟁

포로들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립국행 포로들의 선택 이유

는 다양했다. 그들 중 1960년 4·19 이후 소설가 최인훈이 《광장》의

모티프로 삼았던 중립국행 포로 주영복은 인터뷰에서 중립과 평화를

불가분의 관계로서 설명했다. 한국전쟁 포로 주영복에게 중립국이란

처참한 전쟁을 벗어난 평화이자 유토피아였다.620)

1978년 적대적인 남·북 분단의 문제를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이

라는 책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했던 강만길도 “분단현실과 그 극복 문

제를 염두에 두고 몇가지 지난날의 역사적 사실을 다시 조명”하는

소재로서 유길준의 한반도 중립화론에 대한 글을 책에 포함시켰

다.621) 강만길은 분단문제의 극복이자 한반도 평화를 상상하기 위해

‘중립화론’을 떠올렸다.

한반도 차원을 넘어 실제 중립주의를 추구했던 ‘중립국’들은 한반도

분단과 전쟁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의 주요

상대국이던 인도·인도네시아·이집트·알제리 등은 남·북한이 중립국을

620) “전쟁 다시는 없어야 할 거고 내 자신이 비참한 전쟁에 다시는 동원

되기 싫고, 또 나는 이 죽이고 죽는 피를 보는 이 세계를 벗어나야 되겠

다. 그렇다면은 나는 중립국 가는 길 외에 없다.“ KBS, 2010 《특별기

획-한국전쟁 10부작: 8편 정전》

621) 강만길, 앞 책,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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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싸고 펼치는 ‘외교경쟁’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중립국’들이 상상

하던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평화는 무엇이었을까? 이를

위해 ‘중립국’들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관 발굴·조사·수집·번역이 필요

할 것이다.

이처럼 중립을 둘러싼 한반도 내외의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연구를

추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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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iplomacy of South and North

Korea towards ‘Neutral Countries’ from 1948 to 1968

Kim Do-mi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is a study on the diplomacy of South and North

Korea towards ‘neutral countries’ from 1948 to 1968.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revealed a series of processes through which

North and South Korea recognized the emerging ‘neutral

countries’ in the mid-1950s and devised and implemented foreign

policy towards them.

In 1948, South and North Korea tried to secure their national

legitimacy by conducting ‘Camp Diplomacy.’ The two Koreas

were not only at the forefront of the Cold War, but were also

post-colonial countries that just emerg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terestingly, even though they faced the same

issue of anti-colonialism, North Korea focused on attracting the

national liberation and peace movements outside of socialism to

its side as part of Camp Diplomacy, while South Korea used the

issue of anti-colonialism as a means to raise its status over

Japan within the anti-communist camp.

The Cold War gave birth to a ‘hot war’ on th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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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insula in 1950, and during the war, the two Koreas were

forced to adhere to more strict Camp Diplomacy. From 1954, the

Third Forces emerged, advocating anti-colonialism, peace and

neutralism, and refusing to belong to the two camps of the Cold

War. In 1957, North Korea entered into trade agreements with

major Asian and African neutral countries (India, Indonesia,

Burma, Egypt, Iraq, etc.).

By contras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busy criticizing

neutral countries that were leading neutralism and peace

movement, because it regarded neutralism and peace movement

that arose from 1954 as offensives by the communist camp.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owever, had to face a considerable

drop in the percentage of votes in its favor in the 1957 UN

General Assembly vote on the Korea issue. Many of the

abstentions were caused by the so-called new independent

nations entering the United Nations, claiming ‘neutralism.’ As a

resul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ent the first friendly

delegation to Asia and Africa to resolve the voting ‘crisis’ on the

Korea issue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this wa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passive in its diplomacy towards neutral

countries, acting under pressure from the UN diplomatic crisis.

In the 1960s, the two Koreas competed diplomatically for the

support of the ‘neutral countries.’ With confidence gained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achieved in the late 1950s, North

Korea pursued active diplomacy towards the neutral countries,

sending or inviting ‘government’ delegations. As a result, North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and consular relations for the first

time with many Asian and African neutral countries in the early

1960s. Furthermore, unlike in the 1950s, North Korea had a cl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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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in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Meanwhi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that assumed power

after April 1960 criticized the diplomacy of Syngman Lee and

pursued an active diplomacy towards neutral countries. In the

process of pursuing diplomacy towards neutral countri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evitably had to fist deal with North

Korea, which had a dominant position over South Korean in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neutral countries. In

other word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ich was a late

comer in neutral diplomacy, had to face the ‘two Korea’ problem

in the diplomatic competition towards the neutral countri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sisted that it cannot accept the

recognition of two Koreas, but it was difficult to adhere to this

position consistently.

The year 1965 was a turning point in the diplomacy towards

neutral countries for North Korea. The failure to hold the 2nd

Bandung Conference in 1965 was the death sentence of the

‘Bandung spirit.’ At this time, from the North Korean perspective,

the socialist camp was divided, and the United States was

launching a new Cold War strategy by attacking small countries

rather than engaging in hostilities with great powers such as the

Soviet Union. Therefore, from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in

1966, North Korea pursued independent solidarity with small

countries, criticizing both left and right opportunism, including

dogmatism and revisionism. North Korea, in the early 1960s,

stepped out of its China-based diplomacy towards neutral

countries and pursued solidarity with small nations.

South Korea's diplomacy towards neutral countries also re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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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jor turning point in 1965. The diplomacy towards neutral

countries pursued by the military government and the Third

Republic entered into crisis in 1965 when South Korean troops

were sent to Vietnam. South Korea was excluded from the

invitation to the second Asian-African Conference, which was

scheduled for 1965. Criticiz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r

participating in the Vietnam War, France refused to be a

co-sponsor on the Korea issue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68, the South Korea government implemented a policy to

abolish the traditional approach towards the UN General

Assembly regarding the Korea issue.

In sum, this paper illuminated the post-colonial and Cold-War

division that crossed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it illustrate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colonialism and the Cold War

changed over time during the 20-year period from 1948 to 1968.

Second, this study also traced the changes that occurred in the

foreign policy of North and South Korea towards the neutral

countries, while also shedding light on the experience of the

diplomatic actors encountering the new nations emerging from

colonialism. Both South and North Korea actively engaged in

African diplomacy from around 1960. The advent of the Cold

War provided a new ‘experience’ for the diplomatic actors,

leading them visit places they had never been to before.

Major South and North Korean figures that visited Africa in

the mid-1950s had experienced colonialism and thus empathized

with the colonial experience of the African countries. After 1960,

however, the South and North Koreans defined and interpreted

Africa from different perspectives. South Koreans believed that

new African independent countries want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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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at outside aid is important to achieve it. Similarly, North

Korean leaders wanted to show that after 1960, African countries

could develop by imitating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Unlike South Koreans, however, North Koreans argued that,

instead of outside aid, African countries could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on their own and thereby free themselves from the

‘economic subordination.’

By examining the changes in foreign policy and discourse

between the two Koreas over the two decades of 1948-1968, this

study illustrated how post-colonialism, the Cold War,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conomic development interacted with

one another. In addition, through an integrated analysis of the

history of inter-Korean relations, it was possible to reveal the

(non-)symmetry of inter-Korean relation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future research needs to

pursue the following questions: How did the various actors of

South and North Korea perceive anti-colonialism, peace and

neutralism (or nonaligment)? What was the image of peace

pursued by those who lived i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as

at the center of the Cold War, was divided, and experienced

war? In the future, researchers need to be attentive to the

perspectives of various actors beyond the government.

Keywords: Cold War, Postcolonial, Neutral Countries, Foreign

Policy,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Nationalism, Non-Alliance

Movement(NAM), Bandung Conferenc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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