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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194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미소

공동회담(U.S.-Soviet Joint Conference)의 경과와 성격을 고찰하

였다. 그동안 선행 연구는 미소공동회담을 ‘미소공동위원회의 예비

회담’으로 평가하며 생략 및 약술하는 경향을 띠었다. 본고는 미소

공동회담의 사실관계를 밝히고 미소공동회담을 통해 드러난 한반

도 점령 초기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인식 및 대응,

그리고 미소공동회담의 귀결과 역사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소공동회담은 조선 주둔 미군사령부와 소련군사령부가 조선을

통치하면서 당면한 남북 간의 문제점들을 조율하기 위해 소집되었

다. 일본의 패망과 미·소의 분할 점령으로 인하여 남북 간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중단되었고, 식량 및 원료 부족으로 산업과 경제가

마비되었다. 미군과 소련군은 각각 산업용 석탄과 식량을 점령지

역 내에서 확보하고자 했으나 실패했고, 차선책으로 상대 점령군

으로부터 부족한 자원을 조달하고자 했다. 이는 물자 부족의 책임

을 상대 점령군에 전가하려는 의도도 있었는데, 상대측으로부터

물자를 받아내겠다는 양 점령군의 강경한 태도가 향후 미소공동회

담을 교착 상태에 빠트렸다.

물자 부족 문제 외에, 조선의 행정기관 수립 문제를 둘러싼 미국

과 소련의 갈등도 미소공동회담의 결렬 요인 중 하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설치한 미군 하의 행정기관을 북조선까지 확대하는 정

책을 구상했고, 소련도 북조선에서 행정10국을 설치하여 조선의

행정기관을 설립하는데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조선 행정기관

구상을 둘러싼 미·소 간 대립은 모스크바 3상회의때 해소되지 못

한 채 미소공동회담의 의제와 논의에서 다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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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공동회담에서 양 대표단은 의제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충돌

했다. 양 대표단은 본국의 정책과 관점, 행정기구 구상과 선전 전

략에 따라 각자 의제들을 준비했고 이것들을 회담에서 논의할 것

을 주장했다. 특히 대립했던 부분은 만주에서 남조선으로 석탄과

농산물을 수송하는 문제와 조선에서 자본재 반출을 금지하는 문제

였는데, 여기에는 남북 식량 및 석탄 사정과 이에 대한 각 점령군

대응, 소련군의 적산 처리 방식, 연합국의 대일배상 정책 등 다양

한 사안들이 엮여 있었다. 미국대표단이 제안한 내용 중 일부분이

회담 의제로 상정되지 않자, 미군은 소련이 조선의 남북 통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조선인들에게 선전했다.

양 대표단은 합의한 의제들 중에서 주로 쌀, 일본인 귀환, 철도

문제를 두고 맹렬하게 논쟁했다. 소련대표단은 남조선에서 생산한

쌀을 북조선으로 보낼 것을 요구했는데, 미군은 식량정책의 실패

로 인해 쌀을 확보하지 못했고 소련과의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 없

었다. 또, 양 대표단은 북조선에 있는 일본인 귀환자들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문제를 두고 대립했는데, 이 문제는 일본인들에 대한 미·

소의 관점 및 정책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소련대표

단은 남조선에서 북조선으로 철도 차량과 수리 부품을 보낼 것을

요청했고, 미국대표단은 운수공동위원회를 설립해 조선 전역의 운

수를 총괄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조선 행정기구 설

치 문제를 둘러싼 미·소 간 대립과 연결되어 있었다. 결국 양 대표

단은 쌀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를 보지 못했고, 일본인 귀환 문제

에 대해서도 협상을 지연시켰다. 철도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

았으나,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사항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

았다. 결과적으로 미소공동회담에서 가장 비중 크게 논의되었던

문제들이 모두 해소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미소공동회담의 제한적인 성과에 더불어, 조선인들이 미소공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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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 조선인들의 기대와 다르게 양 점령군

이 점진적으로 38선을 ‘철폐’하고자 했던 점 등의 요소가 미소공동

회담에 대한 조선인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미군은 이를 수습하

기 위하여 미소공동회담의 미진한 성과에 대한 책임을 소련군에

전가했으며, 미소공동회담을 미소공동위원회의 ‘예비회담’으로 선전

하기 시작했다. 미군은 미소공동회담이 가졌던 독자적인 ‘정식회담’

의 성격을 부정했고, 이러한 미군의 선전을 기점으로 남조선 언론

에서 미소공동회담의 명칭이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소공동회담의 역사적 의의를 정리하자면, 미소공동회담은 한반

도 점령 초기 다양한 현안에 대해 미군과 소련군의 인식과 정책이

서로 충돌한 현장이었다. 아울러, 미소공동회담은 미·소 간 조선

행정기구 문제 논의의 전후 경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모스크바 3

상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 간의 관계를 온전히 설명하는데 중요한

배경 요소였다. 마지막으로, 미소공동회담 명칭의 변화는 당시 미

군과 남조선 사회의 인식 변화를 극명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 있

다.

주요어 : 미소공동회담, 미소공동위원회, 모스크바 3상회의, 예비회담,

아놀드, 슈티코프

학 번 : 2018-2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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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해방 직후 조선인들에게 근대 이래로 가장 중요했던 완전 독립과 자주

적 민족 국가의 건설 과제가 주어졌다.1) 그러나 이 과제는 미군2)과 소

련군의 분할 점령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1945년 여름 미군과 소련군이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했고, 38선은 미군 관할 지

역과 소련군 관할 지역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었다. 당시 점령군은 일본

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군사적 편의를 위해 임시로 38선을 지정했다고

해명했으나, 38선 분할은 수년간 준비되어온 미국의 정책이 미국과 소련

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발현된 것이었다.3) 그동안 하나의 행정·경제 단

위로서 존재하던 한반도에서 38선 이남과 이북 지역 간에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갈 수 없게 되자 점령군과 조선인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다.

조선정부 수립 문제와 분할 점령으로 인한 통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정책을 서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실

1) 정용욱, 2003《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과도정부 구상과 중간파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9쪽.

2) 본고에서 별다른 수식어가 없는 경우 ‘미군’과 ‘소련군’은 해방 이후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과 소련군을 의미한다. 남조선에 주둔한 미군 수뇌부의 정식 명

칭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在朝鮮美國陸軍司令部;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이며, 본고에서 ‘미군사령부’로 약칭하고자

한다. 일본에 주둔한 미군 수뇌부의 정식 명칭은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太平洋美國陸軍總司令部; General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이며, 본고에서 ‘태평양미군총사령부’ 혹은 ‘맥아더사령부’로

약칭하고자 한다. 한편, 북조선에 주둔한 소련군은 제25군이었으며, 제25군

상부에서 모스크바와 연락하며 한반도 문제에 관여한 소련군은 연해주군관

구였다. 본고에서 제25군의 수뇌부를 ‘소련군사령부’로, 연해주군관구의 수뇌

부를 ‘연해주군관구사령부’로 약칭하고자 한다. (이길상 편, 1993《美軍政廳

官報》, 原主文化社, 16~17, 20~23쪽; 기광서, 2018《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

련》, 선인, 580~585쪽.)

3) 이완범, 2001《38선 획정의 진실: 1944-1945》, 지식산업사,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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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이하 3상회의) 결정4)이었다. 1945년 12월 모스

크바에 모인 미국, 소련, 영국 외무상들은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해

최대 5년간 신탁통치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명을 작성했다. 외무

상들은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를 설치하여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

통치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수립 및 신탁통치 문제

와 별도로, 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행정·경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2주

일 이내로 회담을 개최할 것을 합의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 남조선5)의 미군사령부와 북조선의 소

련군사령부는 1946년 1~2월에 미소공동회담(U.S.-Soviet Joint

Conference)6)을, 1946년 3~5월과 1947년 5~10월에 미소공동위원회

4) 일반적으로 한국사학계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 때 합의된 문서를 ‘모스크바 3

상회의 결정’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문서의 제목은 ‘Communiqué on the

Moscow Conference of the Three Foreign Ministers’이다. 코뮈니케

(communique)는 정부 간 회담의 경과를 요약해 신문 및 방송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발표되는 공식 성명을 뜻하며, 정부 간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

는다. ‘모스크바 결정’이라는 명칭은 당대 조선인들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조선의 정부수립과 국가건설 방향을 합의한 모스크바 3상회

의의 결과는 당시 조선인들에게 중대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러한 인식

은 ‘결정’이라는 명칭으로 표현되었다. (《두산백과》; FRUS, 1945, Volume

Ⅱ, General: Political and Economic Matters, Document 268,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Harriman) to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1945.12.27.))

5) 본고에서 한반도 38선 이남 지역과 이북 지역을 ‘남조선’과 ‘북조선’으로 지칭

하고자 한다. 1945~46년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남한’, ‘북

한’, ‘한국’이라는 명칭도 등장했지만, ‘남조선’, ‘북조선’, ‘조선’ 용어가 압도적

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6) 현재 한국 학계에서 ‘U.S.-Soviet Joint Commission’에 대한 국문 명칭은 ‘미

소공동위원회’로 확립되었으나, ‘U.S.-Soviet Joint Conference’에 대한 국문

명칭은 아직 분분하다. 그동안 연구자들은 ‘미소공위 예비회담’, ‘미소공동회

의’, ‘미소양군대표자회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담을 지칭했고, 그 중 ‘미소

공위 예비회담’ 명칭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다음 표는 연구자들이 사용한

명칭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대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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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Soviet Joint Commission; 이하 미소공위)를 개최했다. 통상

‘commission’은 임무가 부여된 조직을, ‘conference’는 일회적인 성격의

회의를 뜻한다. 미소공동회담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서 명시한 미군

과 소련군 간의 긴급 행정·경제 회의다.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분할 점

령으로 남북 간의 왕래, 운송, 통신이 중단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

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공동위원회를 조직하

기 전에 194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 덕수궁에서 회의를 개최

해 조선의 행정·경제 현안을 토의했다. 미소공동회담은 조선에 주둔한

미군사령부와 소련군사령부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만난 협상의 장

(場)이었다.

기존 연구에서 미소공동회담을 단독 주제로서 다룬 적은 없었고, 미소

공위와 해방 직후 정치사 연구에서 미소공동회담을 부분적으로 언급했

다. 시기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선행 연구사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1980년대에 출간된 해방정국 연구들은 미소공동회담을 소개했다.7)

이 연구들은 미국과 소련이 각각 경제·행정 통합과 물물교환을 주장해

미소공동회담이 결렬되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정부 수립 전에 먼저 남

북 간의 경제·행정 협조 체제를 형성할 것을 주장했던 반면, 소련은 정

에서도 명칭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판연도 저자(역자) 명칭
1979 김학준 예비회담; 미·소 양군 대표회의
1985 송남헌 미-소공위준비회의; 미-소공동회의
1989 심지연 미-소공위 예비회담
1992 신복룡·김원덕 미소공동회의
1996 서중석 미소공위 예비회담
1999 서용선 공동회의
2003 정용욱 미·소 양군 대표자 회의
2005 서동만 미소공위 예비회의(회담)
2006 정병준 미소공위 예비회담
2007 남광규 미소공위 예비회담
2018 기광서 미소양군대표자회담

7) 김학준, 1979〈分斷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解放前後史의 認識》, 한길사,

84쪽; 송남헌, 1985《해방 3년사 Ⅰ 1945-1948》, 까치, 259~261쪽; 심지연,

1989《미-소공동위원회 연구》, 청계연구소, 7~9, 2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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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수립할 때까지 물물교환과 같은 제한적인 문제만 협의할 것을 주장했

다고 서술했다.

커밍스(Bruce Cumings)의 연구를 시작으로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

대 초반까지 출간된 연구들은 미국 측 자료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미소

공동회담을 분석했다.8) 특히 이전 연구들과 다르게 쌀 문제를 미소공동

회담의 실패 원인으로 새롭게 제기했다. 소련이 미국에 남조선의 쌀을

북조선에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이 남조선에서도 부족한 쌀을 보

낼 수 없다고 반박해 소련 측의 불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기의

연구자들이 쌀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밝힐 수 있었던 배

경에는 당시 미국 측 내부문서가 공개되어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1990년대 이후에는 미 국무부와 군부의 위촉으

로 작성되었던 미국의 대한정책 보고서가 번역되어 미소공동회담에 대한

미국 관변의 시각 및 평가가 한국 학계에 소개되었다.9) 이 연구들은 미

국 정책결정자들의 입장이 무비판적으로 기술했으나, 《한국분단보고

서》와 같은 경우 미소공동회담 의제와 합의문 일부의 번역문이 실려 있

기 때문에 향후 연구자들의 참고대상이 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소련 측 입장과 자료, 새로운 소재에 주목하여

8) Bruce Cumings, 1981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1: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239~240; 서중석, 1996《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

비평사, 325~328쪽; 서용선, 1999〈미소공동위원회 연구: 미소의 협력과 갈등

을 중심으로〉《軍史》38, 197~198쪽; 정용욱, 2003 앞 책, 204~207쪽; 남광

규, 2007〈미소공위와 미소의 조선임시정부 수립대책〉《국제정치논총》

47(3), 127~128쪽.

9) 신복룡·김원덕 역, 1992《한국분단보고서·상》, 풀빛, 282~291쪽(C. Leonard

Hoag, 1970 American M ilitary Government in Korea: War Policy and

the F irst Year of Occupation: 1941~1946,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한국역사연구회 1950년대반 역, 2001《한미관계 20년사(1945~1965

년): 해방에서 자립까지》, 한울(Donald Stone Macdonald, 1992

U.S.-Korean Relations from Liberation to Self-Reliance: The

Twenty-Year Record, Westview Press, pp.38~39, 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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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공동회담을 서술하는 연구들이 등장했다.10) 서동만(2005)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결성 배경을 미소공동회담과 연결했는데, 미소공동회

담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식량부족 사태와 앞으로의 미소 간의 협의에

대응하기 위해 북조선만의 중앙행정기관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정병

준(2006)은 미소공동회담에서 결정된 38선 관련 규정에 주목했고 미소공

동회담을 소련에 대한 미국의 ‘38선 철폐’ 공세로 재평가했다. 기광서

(2018)는 독자적으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문서보관소 자료를 참고했고

당시 미국 자본의 침투에 대한 소련 측의 우려가 미소공동회담에서의 협

의를 한정시켰다고 역설했다.

지금까지 미소공동회담을 다룬 연구들은 대체로 미소공동회담을 제1

차,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서곡으로 설명했다. 기존 연구들은 조선정부

수립 문제를 중심으로 해방정국을 서술했기 때문에 미소공동회담을 생략

혹은 약술했고 제1차, 제2차 미소공위를 규명하는데 집중했다. 조선 정부

수립과 신탁통치 문제는 당대 조선인들에게 중요했던 과업이었고 한국현

대사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연구 주제였다. 그러나 38선 분단으로 인한

남북 간 경제·사회 분립 문제 또한 당대 민중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

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점령군에게도 조선을 통치하는 데 장애물로 작

용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다룬 미소공동회담의 중요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모스크바 3상회의부터 미소공위까지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

는데도 미소공동회담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의의를 평가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소공동회담의 진행 과정

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목하였다. 첫째, 미소공

동회담의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은 미소공동회담을 간

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미소공동회담에 누가 참여했는지, 어

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등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자세하게 밝혀

10) 서동만, 2005《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146~147쪽;

정병준, 2006《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168~173쪽; 기

광서, 2018 앞 책, 281~284쪽.



- 6 -

진 바가 없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신문자료와 점령당국이 본

토 상위기관에 보내는 전문 등을 활용했으며, 속기록과 같은 실제 협상

가들이 생산한 문서들을 참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미소공동회담

관련 1차 자료를 활용하여 회담의 일정과 양 대표단의 인적구성, 회담에

서 다루어진 의제와 실제 논의내용을 상술할 것이다.

둘째, 미소공동회담을 통해 한반도 점령 초기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인식 및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차, 제2차 미소공위

는 조선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다루었으나, 미소공동회담의 경우 개최 목

적 자체가 긴급한 행정·경제 문제 처리였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논의

할 수 있었다. 양 대표단은 각자 수개월 조선을 통치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안들을 자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고 상대방이 제안한 논점

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미소공동회담은 당

시 조선의 상황에 대한 미군과 소련군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본고는 혼란스러웠던 점령 초기에 미군과 소련군에 긴급했던 행정·경제

사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양 점령 당국의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

고 이러한 ‘비정치적’인 교섭이 결국 미국과 소련의 대한정책과 연동되면

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논의로 변질되는 양상을 서술할 것이다.

셋째, 미소공동회담의 귀결과 역사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

구들은 미소공동회담의 결과를 간략히 설명했는데, 본고는 이를 구체적

으로 다루고자 한다. 미소공동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회담 종료 이후

조선주둔 미군사령부와 소련군사령부에 의해 승인된 과정과 실제로 이행

된 결과를 추적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소공동회담은 분할 점령에 따라

발생한 조선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고, 이러한 결과를 은폐하기

위해 회담 종료 후 미군은 미소공동회담이 ‘미소공동위원회의 예비회담’

이라고 강조하기 시작했다. ‘미소공위 예비회담’은 회담의 성격 및 내용

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면서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간 명칭이다. 본고

는 회담을 ‘미소공동회담’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이는 공식 영문 명칭을

직역한 것이며 회담이 열렸던 당시 국문 신문에서도 등장했다. 본고는

미소공동회담 명칭의 변화와 이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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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회담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미소공위 예비회담’이라는 명칭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미소공동회담을 분석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본고는 미소공동위원회

미국대표단 문서철(Records of the American Delegation, U.S.-U.S.S.R.

Joint Commission on Korea; 이하 미소공위 문서철)을 주요 자료로 활

용했다.11) 미소공동회담에 참석한 미국대표단과 소련대표단은 합의문,

회의 기록 등 다수의 문서를 남겼는데, 이 문서들의 일부는 미소공위 문

서철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회의 속기록(transcript)은 미소공동회담의

실제 협상 내용을 각색 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높다.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 FRUS(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재조선미육군 24군단 정보참모부 군사실 문서철(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1945-1948; 이하 군사실 문서철),

《주한미군사(駐韓美軍史;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HUSAFIK))》등도 활용했다. 서울의 미군사령부, 도쿄의 태평

양미군총사령부, 워싱턴의 정부기관 및 군부는 전문을 통해 상황을 보고

했고 지령을 하달했다. 주요 전문은 FRUS에 수록되어 있고,12) FRUS에

11) 미소공위 문서철은 미국 국립문서관(National Archive Ⅱ)에 소장된 국제회

의·위원단·박람회 문서군(RG 43: Records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Commissions, and Expositions, 1825-1979) 안에 분류되어 있다. 미소공위

문서철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 문서철(Records Relating to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과 함께 마이크로필

름 M 1243으로 재생산되었다. 총 Roll 23개로 구성된 M 1243에서 미소공위

문서철은 Roll 1~18, 유엔한국임시위원단 문서철은 Roll 19~23에 해당된다.

정확하게 따지면 미소공위가 미소공동회담을 주관한 것은 아니지만, 미소공

위의 전사(前史)로서 미소공동회담과 관련된 자료가 M 1243의 Roll 3, 5, 15

에 소장되어 있다. 본고는 M 1243 인쇄본을 참고했다. 미소공위 문서철의

미소공동회담 관련 자료 중에서 미소공동회담 본회의 속기록은 정용욱·이길

상 편, 1995《解放前後 美國의 對韓政策史 資料集》6권, 다락방, 7~146쪽에도

수록되어 있다.

12) 본고는 미국 국무부의 Office of the Historian 사이트(history.state.gov)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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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미소공동회담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전문은 군사실 문서철에서 찾을 수 있다.13) 군사실은 점령 당시 재조선

미육군의 역사를 편찬하기 위해 전문, 비망록 등의 각종 문서를 수집했

는데, 그 중 미소공동회담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모은 자료는 군사실

문서철의 미·소 회담 폴더(US-USSR: American-Soviet Conference)에

있다. 이외에 본고는 사관기장(史官紀狀; Historical Journal)을 참고하여

군사령부 내부 논의를 확인했는데, 사관기장은 군사실 사관이 군단 참모

회의(Corps Staff Conference)에 참석하여 기록한 것이다.14) 그리고 본고

는 군사실에서 작성한 《주한미군사》 원고도 활용하여 미소공동회담 전

후 경과를 살펴보았다.15)

수록된 FRUS 원문을 참고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사이

트(db.history.go.kr)에서도 FRUS 원문과 번역문을 열람할 수 있다.

13) 군사실 문서철은 미국 국립문서관에 소장된 극동군사령부·연합군최고사령

부·유엔사령부 문서군(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1-1957) 안에 분류되어 있다. RG 554는 기존의 RG

332(Records of U.S. Theaters of War, World War Ⅱ, 1939-1948)와 RG

338(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 1917-1993)이 합쳐진 문서군이다. 군사실 문서철은 국사편찬

위원회의 전자사료관(archive.history.go.kr)과 국립중앙도서관(nl.go.kr) 사이

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본고는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에 게재된 원문을 참

고했다.

14) 사관기장은 전자사료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에 있는 군사실 문서철 외

에도, 정용욱 편, 1994《解放直後 政治·社會史 資料集》1권, 다락방, 7~480쪽

에 수록되어 있다.

15) 《주한미군사》원고에서 2부 4~5장은 미군과 소련군 간의 관계를 기술했다.

4장〈점령 첫 해의 미·소 관계(American-Soviet Relations, The First Yea

r)〉는 1945년 중반부터 1946년 중반까지를, 5장〈점령 두 번째 해의 미·소

관계(American-Soviet Relations, The Second Year)〉는 1946년 중반부터

1947년 중반까지를 다루었다. 미소공동회담을 다루는 절〈미·소 회담(The

Soviet-American Conference)〉은 4장에 위치하지만, 미소공동회담의 귀결

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5장까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2부 4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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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주로 선행 연구를 인용했으며, 미국의 윌슨

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이하 Wilson

Center)에서 수집 및 번역한 소련 문서도 참고했다.16) 조선인들의 관점

및 당대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동아일보》,《조선일보》,《해방일보》,

《정로》등의 신문자료와 《조선경제연보》를 활용했다.17) 신문자료는

미소공동회담에 관하여 당시 언론의 보도경향과 정치세력의 입장을 보여

주었으며, 1948년에 조선은행조사부가 발간한 《조선경제연보》는 해방

직후 남조선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돌베개 편, 1988《駐韓美軍史》에 영인되었고 원문과 번역문 모두 한국사데

이터베이스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2부 5장은 미국 국립문서관에 소장

된 육군참모부 문서군(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1996)의

군사 원고 문서철(Historical Manuscript File, 1917-1947)에서 찾을 수 있다.

본고는 4장의 경우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의 원문을, 5장의 경우 군사

원고 문서철 촬영본을 참고했다.

16) 윌슨센터에서 수집·번역한 세계 각지의 문서는 윌슨센터 전자문서관(Wilson

Center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이하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에서 열람할

수 있다.

17) 본고는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사이트(newslibrary.naver.com)에 게재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사 원문을 인용했다. 《해방일보》의 경우,

김남식·이정식·한홍구 편, 1986《韓國現代史資料叢書 5》, 돌베개에 수록된

원문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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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 미소공동회담의 개최 배경

1. 해방 이후 조선의 현안과 미·소의 대응

해방 이후 한반도의 경제는 대규모의 변동을 겪었다. 일본, 조선, 만주

를 포괄하는 일제의 독점적 지배하의 경제권은 해체되었고, 조선의 경우

미국과 소련의 38선 분할 점령에 따라 남북 간의 경제 관계 또한 단절되

었다. 한 지역에서 생산한 원료와 상품이 다른 지역의 수요자층에게 전

달되지 못하면서 생필품 부족, 공장 가동률 감소, 물가 폭등의 현상이 연

쇄적으로 일어났다.18) 국무부에서 미군정의 정치고문으로 파견된 베닝호

프(Harry Merrell Benninghoff)는 1945년 9월 15일 국무부에 미군의 진

주 직후 조선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

는 해방 이후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조선은행권의 발

행 급증으로 물가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19) 소련군 또한 황해도와 평안

도의 상황을 조사하면서 심각한 경제난을 목격했다. 1946년 1월 11일에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 슈티코프(T. F. Shtikov)에게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과 유통 중단으로 도시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었으

며 물가가 매일 상승하고 있었다.20)

18) 김기원, 1990《미군정기의 경제구조: 귀속기업체의 처리와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을 중심으로》, 푸른산, 13~15쪽.

19) FRUS, 1945, Volume Ⅵ,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Document 781,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Benninghoff)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5.9.15.) 베닝호프는 6개월 만에 조선은행권 유통량

이 350억 원(1945년 3월 기준)에서 750억 원(9월 12일 기준)으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20)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Archives of the General Staff of the

Armed For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op. 480, 29, st. 5, p. 2, pa. 21,

k. 35, Record ID 114893, (제목 미상) (194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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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과 소련군의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해방 이후 38선 이남

과 이북 지역 모두 산업의 위축을 겪었다. 38선 이남 지역의 경우, 1941

년에 6,382개 달하던 공장 수가 1948년에는 3,696개로 줄어 42.1%의 감

소율을 기록했다.21) 1946년 11월 남조선과도정부가 총 5,249개의 사업장

휴업 원인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장 70%가 원료부족을 휴업 원인

으로 뽑았다.22) 38선 이북 지역 또한 1946년 광공업 총생산고가 1944년

에 비하여 25.6% 가량 급감했다고 분석되었다.23) 물자가 부족하니 물가

도 덩달아 올랐다. 해방직후 38선 이남 지역의 물가와 미곡가격이 일시

적으로 하락했다가 1945년 10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했다.24) 1945년 12월

이 되어서는 신문에서 조선 경제가 ‘물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고되었

으며 시급한 물가 안정 대책이 요구되었다.25) 38선 이북 지역에서도 곡

물 가격이 폭등하였고, 특히 1945년 12월부터 1946년 3월까지 평양과 함

흥 쌀 가격이 급등하였다.26)

이러한 경제난 속에서 미군은 남조선에서 가장 필요한 자원이자 북조

선으로부터 얻어야 할 물자로 석탄을 지목했다. 베닝호프는 국무부에 보

내는 보고서에서 북조선과의 교류가 끊겼기 때문에 남조선이 심각한 석

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27) 아울러, 베닝호프는

21) 허수, 1995〈1945~46년 美軍政의 生必品 統制政策〉,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5쪽.

22) 남조선과도정부 중앙경제위원회, 1948《남조선산업노무력 及 임금조사》, 94

쪽(김기원, 1990 앞 책, 203쪽 재인용).

23) 김재웅, 2018《북한 체제의 기원: 인민 위의 계급, 계급 위의 국가》, 역사

비평사, 119~120쪽.

24) 허수, 1995 앞 논문, 10~11쪽. 일제 패망 후 물자가 일시적으로 시장에 범람

했고 낙관적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물가가 10월까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25)《朝鮮日報》,〈時急한物價의對策 朝銀調査部通해最近變動狀態一瞥〉

(1945.11.28.);《朝鮮日報》,〈物價의危機〉(1945.12.14.);《東亞日報》,〈解放後

서울物價 平均卅培로暴騰〉(1945.12.22.)

26) 김성보, 1993〈解放 初期 北韓에서의 糧穀流通政策과 農民〉,《東方學志》

79, 864쪽.

27) FRUS, 1945, Volume Ⅵ,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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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에서 ‘정상적으로(in the normal manner)’ 석탄을 공급받을 때까지

일본 규슈에서 부산으로 매달 70,000톤의 석탄이 운송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고 보고했다.28) 북조선으로부터 석탄을 얻고자 하려는

미군의 노력은 지속되어,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

Commanding General,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하지

(John R. Hodge)는 소련과 교섭할 때 매 분기 240,000톤의 석탄을 남조

선으로 공급할 것을 우선적으로 합의할 것을 상부에 요청했다.29)

미군은 북조선으로부터의 석탄 공급을 당연시했으나, 실제 조선의 석

탄 수급 상황은 이보다 더 복잡했다. 미군은 흔히 석탄(coal)이라고 통칭

했으나, 해방 이후 남조선에서 특별히 부족했던 석탄의 종류는 역청탄

(bituminous coal)30)이었다. 미소공동회담에서 미국대표단이 문제 삼은

석탄 종류도 역청탄이었다.31)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북조선에서 생산된

유연탄은 역청탄이 아니라 갈탄이었기 때문에 일제시기에 38선 이남 지

역은 역청탄을 주로 일본 규슈와 만주의 무순에서 수입하여 운수와 공업

에 사용했다.32) 무연탄의 경우에도 38선 이남 지역 소비량의 80%는 38

Document 781,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Benninghoff)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5.9.15.); FRUS, 1945, Volume Ⅵ,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Document 786,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Benninghoff)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5.9.26.)

28) 위 자료 (1945.9.26.)

29) FRUS, 1945, Volume Ⅵ,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Document 808,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Harriman)” (1945.11.3.)

30) 석탄은 탄화도에 따라 무연탄과 유연탄으로 나눈다. 무연탄은 발전용 연료

로 적합하지 않아 가정용 연탄 등 난방 연료로 사용된다. 유연탄에는 갈탄,

역청탄 등이 있으며, 특히 역청탄이 산업용으로 다양하게 쓰인다. 일반적으

로 유연탄이라고 말하면 역청탄을 가리킨다. 해방 이후 남조선에서 연료 중

무연탄만 생산되었기 때문에, 역청탄이 필요한 철도 운영, 화력 발전, 공장

가동 등에 차질이 생겼다. (《두산백과》; 安東赫,〈鑛工界의展望〉,《새한민

보》2권 1호 (1948.1.5.))

31) M 1243, Roll 3, Target 4, “Joint U.S.-Soviet Conference”(이하 미소공동회

담 본회의 속기록) (194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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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이남 지역 내 생산량으로 충족했고 나머지는 38선 이북 지역으로부터

반입했다.33)

남조선 지역이 그동안 한반도 밖에서 역청탄을 수입해왔음에도 불구하

고 미국이 북조선에서 생산하는 석탄을 남조선으로 보낼 것을 소련에 요

구한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먼저, 1945년 9월에 합의

된 일본산 역청탄 수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매달 70,000톤의 석탄이

수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일본정부의 무성의’로 1945년 12월에

49,056톤, 1946년 1월에 6,500톤 밖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신문에 보도되

었다.34) 일본에서 석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군이 북조

선, 만주 등 소련 관할지역으로부터 석탄을 조달하는데 주력했을 것이다.

아울러, 남조선에서 석탄이 부족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일본과 미국에서

소련으로 전가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미소공동회담에서 상

품교환에 관한 합의가 무산되자, 워싱턴의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 이하 합참)는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太平洋美國陸軍最高指揮

官;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맥아더

(Douglas MacArthur)에게 “소련이 조선의 석탄을 보내기를 거부했기 때

문에 우리(미국)가 남조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고 있다”고 언론에 발표할 것을 권고했다.35)

32) 김보영, 1995〈解放後 南北韓交易에 관한 硏究: 1945年 8月~49年 4月 기간

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79~84쪽; 차철욱, 1998〈미

군정기 한일무역의 성격〉《釜大史學》 22, 363쪽.

33) 김보영, 위 논문, 79~84쪽. 김보영은 해방 이후 38선 이남 지역에서 석탄이

부족했던 원인이 38선 이북 지역으로부터 석탄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기보다 해외로부터의 석탄 수입량이 부족했고 미군정이 산업보다 수송부분

에 석탄을 우선적으로 배급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34)《東亞日報》〈日政府의無誠意로 朝鮮에石炭輸送遲々〉(1946.1.29.);《朝鮮日

報》,〈運輸産業함께危殆 石炭入荷, 豫定의一割로〉(1946.2.2.) 조선일보는 맥

아더사령부가 ‘조선 쌀 10만 석을 일본으로 가져가고 그 대신’ 조선에 일본

산 석탄을 들어올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35) FRUS, 1946, Volume Ⅷ, The Far East, Document 484, “Proposed

Message to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Drafted in the



- 14 -

해방 이후 남조선뿐만 아니라 북조선에서도 물자 부족을 단순히 38선

분할 점령이나 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해방

직후 북조선에 심각한 식량위기가 도래했고, 소련군은 남조선에서 생산

한 식량을 북조선으로 보낼 것을 미군에 요구했다. 식량 중 특히 곡물은

미소공동회담에서 소련대표단이 최우선적으로 남조선으로부터 조달하고

자 했던 품목이었다. 소련대표단은 농업종사자가 적은 38선 이북 지역이

그동안 38선 이남 지역으로부터 쌀을 받아왔기 때문에 미군은 북조선에

남조선의 쌀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36) 소련군은 미소공동회담 이후

에 미군과 북조선 전력 대금을 교섭할 때에도 남조선의 쌀을 요구했

다.37)

남조선 지역이 흔히 한반도에서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었으나, 해방 직

후 북조선의 식량 위기는 소련군사령부 및 각 도 인민위원회의 식량 정

책과 연결되어 있었다. 1945년 10월 24일 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에서

공포한 ‘식량관리령’을 시초로, 소련군과 인민위원회는 농민들로부터 곡

물을 ‘성출(誠出)’받아 도시민들에게 배급했다.38) 성출은 당국에 의무적으

로 농산물을 내놓는 ‘공출(供出)’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농민의 자발적 제

공에 방점을 두었다.39) 각 도 인민위원회 산하 식량관리국이 농민들로부

Department of State” (일자 미상)

36) 미소공동회담 제6차 본회의 속기록 (1946.1.25.)

37) HUSAFIK, Part Ⅱ, Chapter Ⅳ, “American-Soviet Relations, the First

Year”, “Further Economic Negotiations”

38) 김성보, 1993 앞 논문, 865~866쪽. 김성보는 성출이 식량 여유분의 완전한

입수와 모든 도시민에 대한 완전한 배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서술했

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기업체 산하 노동자, 관공서 사무원, 소련주둔군, 일

본인에게 우선적으로 성출 곡물을 배급하고 일반 도시민은 시장을 통해 식

량을 조달하는 구조였다.

39) 실제로 성출 제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농민의 자발성이 보장되었는지 의

문이다. 소련군의 지방순회 보고서에 따르면, 소련군과 인민위원회 대표단은

“고압적인 행정절차, 협박, 탄압으로” 농민들로부터 곡물을 성출받았고, 심지

어 소련군 안에서는 계획된 성출량을 먼저 달성할 경우 소련으로 귀국시켜

준다고 하여 내부경쟁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1946년에 식량상황이 더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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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곡물을 성출받으면 농민들에게 공정가격을 지불했다.40) 이러한 성출

제도가 실패하면서 1945년 말부터 1946년 초까지 북조선은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었다.

성출의 실패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지목되었다. 먼저, 성출의 대가로

농민에게 지불하는 공정가격이 당시 시장가격보다 낮았다. 북조선에서

물가와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곡물을 성출하여

공정가격을 받는 것보다 곡물을 시장에서 판매하여 더 높은 값을 받는

것을 선택했을 것이다.41) 이 외에도, 성출량 계획을 수확량에 비해 과도

하게 높게 설정한 문제도 있었다. 1946년 1월 11일에 슈티코프에게 제출

된 지방순회 보고서에서 “성출 캠페인이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실제 수확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곡물 성출량을 계획했다고 설

명했다.42)

이러한 식량 배급 사정은 소련군의 식량 조달과 각도별 식량 불균형으

로 더욱 악화되었다. 각 도 인민위원회에서 성출된 곡물이 해당 관할구

되자 공식적으로 할당량이 정해졌다.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Archives of the General Staff of the Armed For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op. 480, 29, st. 5, p. 2, pa. 21, k. 35, Record ID 114893, (제목

미상) (1946.1.11.); 김성보, 1993 앞 논문, 867쪽.)

40) 국사편찬위원회 편, 1987《北韓關係史料集》5권, 315쪽,〈북조선임시인민위

원회의 식량정책에 대한 결정서〉(1946.2.27.)(김성보, 1993 앞 논문, 866쪽

재인용)

41) 김성보, 1993 위 논문, 866~867쪽. 진남포의 경우, 쌀의 공정가격과 시장가격

의 차이가 1945년 10월에 3배였다가 12월에 7배로 늘어나, 그 간격이 더욱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42)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Archives of the General Staff of the

Armed For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op. 480, 29, st. 5, p. 2, pa. 21,

k. 35, Record ID 114893, (제목 미상) (1946.1.11.) 평안북도 박천군

(Hakusen)의 경우, 쌀 133,000석과 보리 2,326석이 성출량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제 수확량은 쌀 142,000석과 보리 2,205석이었다. 성출 이후 곡물이 9,000

석 밖에 남지 않았고, 이는 70,000여명의 박천군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필요한 83,000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



- 16 -

역의 인구에게 돌아가지 않고 소련군에게 인도되기도 했다. 1946년 3월

말 기준으로 평안북도의 곡물 성출량 512,909석 중에서 소련군 인도량이

420,115석을 차지했고, 1945년 기준으로 강원도에서 성출된 양곡 17,580

톤 전량이 소련군에 조달되었다.43) 그리고 북조선 내에서도 식량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도별로 식량 보유량이 달랐다. 북조

선 행정구역 중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에서 식량이 특별히 부족했

다. 1945년 12월 8~10일에 열린 전국농민조합총연맹 결성대회에서 상대

적으로 식량 생산량이 많은 북조선 서부 지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

이 나오기도 했다.44) 또, 1946년 2월 27일에 채택된 〈북조선임시인민위

원회의 식량대책에 대한 결정서〉에서도 “북한 특히 함남·북 및 평남 일

대의 식량궁핍은 극도에 달하여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되었

다.45)

남조선의 석탄 부족과 북조선의 식량 부족 현상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었으나, 미군은 북조선으로부터 석탄을, 소련군은 남조선으로

부터 쌀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방 직후 양 점령군이 각자 관

할구역의 식량과 원료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실패했고, 차선의

해결책을 상대 점령군으로부터 찾았던 것이다. 아울러, 물자 부족의 책임

을 상대 점령군에 전가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46) 각 점령지역에서

부족한 식량과 원료를 상대측으로부터 받겠다는 양 점령군의 강경한 입

장은 향후 미소공동회담에서 미국대표단과 소련대표단의 의견 대립으로

이어졌다.

43) 김성보, 1993 앞 논문, 868쪽.

44) 서동만, 2005 앞 책, 130쪽.

45) 국사편찬위원회 편, 1987 앞 책, 315쪽,〈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식량정책

에 대한 결정서〉(1946.2.27.)(김성보, 1993 앞 논문, 866쪽 재인용).

46) 북조선의 경우에도 농민들이 성출의 불만을 소련군에 돌리는 것이 목격되

었다.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Archives of the General Staff of

the Armed For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op. 480, 29, st. 5, p. 2, pa.

21, k. 35, Record ID 114893, (제목 미상) (194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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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소공동회담 개최 결정과 준비

1945년 11월 미 국무부의 전문을 시작으로, 미국과 소련 정부는 38선

분할 점령으로 인해 발생한 조선 내 경제·사회 문제에 대해 논의할 의사

를 서로 확인했고 이에 따라 미소공동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1945

년 11월 3일 미 국무장관 번스(James F. Byrnes)가 소련주재 미국대사

해리먼(W. Averell Harriman)에게 전문을 보내 조선 문제를 주제로 소

련 정부와 협상할 것을 지시했다.47) 국무부는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소련 정부와의 합의를 모색할 것을 명령했는데, 이는 후

일 미소공동회담에서 미국대표단이 회의 의제로 내세운 내용이었다.

(1) 충분한 양의 석탄과 전력이 소련 지역에서 미국 지역으로 정기적으로

공급하기로 보장할 것

(2) 두 지역 간 철도편과 기타 통신 수단을 재개할 것

(3) 조선 전역에 걸쳐 단일 회계정책(uniform fiscal policies)을 채택할 것

(4) 연안 해상운송을 재개할 것

(5) 일본인 송환을 비롯해서 전재민들을 질서 있게 정착시킬 것

(6) 두 지역에서 최소 필요한 상품에 대해 정상적인 교역을 재개할 것

국무부의 지시에 따라 해리먼은 소련 외무성 장관 몰로토프(V. M.

Molotov)에게 서신을 보냈고, 소련 정부는 해당 사안을 연구하겠다고 답

변했다.48) 해리먼의 서신 내용에 대해 미국과 소련 간의 본격적인 논의

47) FRUS, 1945, Volume Ⅵ,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Document 808,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Harriman)” (1945.11.3.)

48) FRUS, 1945, Volume Ⅵ,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Document 818,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Harriman)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5.11.9.); FRUS, 1945, Volume Ⅵ,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Document 820,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Harriman)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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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이루어졌다. 3상회의에서 미국대

표단은 해리먼의 서신에 대한 소련의 답변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미국

과 소련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제3조 제4항에서 “미소양국 조선주둔

군사령관 대표는 앞으로 2주일 이내에 회합하여서 남북조선에 공통된 긴

급문제와 행정경제방면의 영구적 조정방침을 강구할 것이다.”를 합의했

다.49)

미국 점령당국이 조선의 행정·경제 문제를 두고 소련군과 논의하고자

‘서둘렀던’ 반면에 소련 점령당국이 미군과의 교섭에 관해 ‘뜸을 들였다’

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조선의 행정·경제 사안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는 것을 의미했다. 기존 연구는 소련이 미국의 경제 통합 제안을 거부했

던 이유가 미국의 자본이 북조선의 산업과 교통에 침투하는 것을 우려했

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50) 미국은 자본력을 이북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경제 통합을 추진했고 소련은 이러한 미국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경제

통합을 꺼려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이외에도 정책적인 고려가 있었다.

조선의 행정·경제 사안은 결국 조선의 행정기관을 어떤 방식으로 세우는

가의 문제와 연결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조선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문

제에 대해 각자의 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1945년 11월 당시 번스는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 소련과의 협상 목적이

조선의 ‘정치·사회·경제 통합(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unity)’이라고

밝혔는데,51) 이러한 ‘남북 통합’은 미소공동회담 전후로 미국 정부와 미

49) FRUS, 1945, Volume Ⅱ, General: Political and Economic Matters,

Document 231, “United States Delegation Minutes, First Formal Session,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Spiridonovka, Moscow, December 16,

1945, 5:00–7:10 p.m.” (1945.12.16.);《東亞日報》,〈民主々義自治政府로 獨立

國家를育成 美陸軍省콤뮤니케發表〉(1945.12.30.)

50) 기광서, 2018 앞 책, 282~283쪽. 1946년 2월 17일자〈슈티코프, 주북 소련군

사령부와 주남 미군사령부 대표자 회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소련대표단은

미국 자본이 북조선의 산업과 교통에 자유롭게 침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될 것을 우려해서 미국의 ‘경제통합’ 제의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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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대외적으로 내세운 대한정책 모티프(motif)였다. 미국 정부와 미군

이 말하는 ‘남북 통합’은 사실상 미군이 남조선에서 세운 행정기관과 시

행한 정책을 이북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삼부조정위원회(SWNCC: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52)

의 지령(directive)과 모스크바 3상회의 미국대표단의 제안(proposal)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무부는 조선에서 국제신탁통치를 실시하는 정책을 해방 이전부터 계

획했다. 국무부는 미국, 소련, 영국, 중국 4대국에 의한 신탁통치를 기정

사실로 삼았고, 신탁통치를 실시하기 전에 미군이 어떤 형태로 조선을

통치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구상을 세웠다. 1945년 9월 초순까지만 해도

삼부조정위원회는 국제신탁통치 이전에 4대국에 의한 민간행정기구를 설

치하는 방안을 계획했으나, 9월 하순부터 해당 계획을 변경했다. 4대국에

의한 민간행정기구 방안 대신 미군정과 소련 ‘군정’이 통합하여 과도적

행정을 행하는 방안으로 대체했다. 이는 미군과 소련군의 한반도 점령이

확정되면서 미국과 소련이 조선에 대해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현실을 반영했다.53) 특히 ‘남한 행정의 조직에서 현지 사령

관은 그 권한을 소련과 협정에 따라 전 한국에 확대할 수 있게 그 구조

를 만들 것’을 지시했는데, 미국이 구상한 ‘미·소 군정 통합’이란 결국 남

조선에서 수립된 미군정 하의 행정기관을 북조선까지 확대하는 것을 의

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54)

51) FRUS, 1945, Volume Ⅵ,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Document 808,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Harriman)” (1945.11.3.)

52) 삼부조정위원회는 군부와 외교부서 간 정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부, 육

군부, 해군부의 대표가 참석한 협력조직이었다. 1944년 11월에 설립된 이래

로 미국의 한반도 점령정책을 결정하였다. (정용욱, 2003 앞 책, 28쪽.)

53) 정용욱, 2003 위 책, 122~124쪽. 해당 삼부조정위원회 지령은 〈SWNCC

176/3: 삼부조정위원회 극동소위원회가 삼부조정위원회에 보내는 비망록: 민

정에 관한 기본훈령 초안〉(1945.9.1.)과 〈SWNCC 79/1: 한국민간행정기구

의 구성과 구조〉(1945.9.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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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사령부는 국무부의 신탁통치 구상에 대해 반대했으나, 미군 하의

행정기관을 이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미군사령부

는 현지 정세를 고려했을 때 신탁통치를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하지의 정치고문 랭던(William R. Langdon)은 정무

위원회(政務委員會; Governing Commission)를 신탁통치 대안으로 국무

부에 제안했다. 비록 신탁통치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했으나, 정무위원회

구상과 국무부의 구상은 남조선의 통치기구를 북조선으로 확대한다는 점

에서 계획이 동일했다.55)

국무부의 계획과 미군사령부의 동의 속에서 준비된 ‘남북 통합’ 구상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소련에 공식 제안되었다. 1945년 12월 17일 모스

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대표단은 〈조선의 통합행정(Unified

Administration for Korea)〉 제안서(proposal)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에

서 미국은 크게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 하나는 미국·소련·영국·중국 대표

로 구성된 ‘집행당국(administering authority)’을 형성하는 것이었고, 다

른 하나는 조선주둔 미군사령부와 소련군사령부 지휘 하에 ‘통합행정

(unified administration)’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전자의 집행당국은 신탁

통치를 의미했고, 후자의 통합행정은 미·소 군정 통합, 즉 미군 하 행정

기관의 확대를 뜻했다. 특히 미국대표단은 통합행정이 즉시 실시되어 ‘화

폐, 무역, 운수, 통신, 전력, 해운, 전재민’ 사안을 포함한 ‘조선과 관련된

모든 문제(all matters of Korean national interest)’를 관할할 것을 주장

했다.56)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소련대표단은 미국대표단의 통합행정 제안을 받

54) 정용욱, 2003 위 책, 122~124쪽. 해당 삼부조정위원회 지령은 〈SWNCC 79:

삼부조정위원회 극동소위원회가 삼부조정위원회에 보내는 비망록: 한국민간

행정기구의 구성과 구조〉(1945.10.22.)이다.

55) 정용욱, 2003 위 책, 138~141쪽.

56) FRUS, 1945, Volume Ⅱ, General: Political and Economic Matters,

Document 233, “United States Delegation Minutes, Second Formal

Session,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Spiridonovka, Moscow,

December 17, 1945, 4 p.m.” (194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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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지 않았다. 소련대표단은 미국대표단의 제안을 검토한 뒤 별도의

소련 측 제안서를 제출했다. 미국대표단의 통합행정 제안에 관해서, 소련

대표단은 남조선과 북조선에 공통된 ‘긴급 문제(urgent questions)’를 연

구하고 조선주둔 미군사령부와 소련군사령부 간의 ‘영구적 조정

(permanent coordination)’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양군 사령부

대표단의 ‘합동 회의(joint meeting)’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57) 합동회

의는 소련 정부가 모스크바 3상회의 전부터 이미 구상한 것이었다. 3상

회의 개최 직전인 1945년 12월 10일에 소련외무성 극동회의 정치고문인

말리크(Y. A. Malik)는 〈조선 통일정부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대

한정책 제안서를 작성했다. 여기에서 그는 소련군과 미군의 조선 주둔으

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소미연합위원회(영문 번

역어: Mixed Soviet-American Commission)’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58) 미국과 소련 둘 다 조선 분할 점령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해 양군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나, 협의 방식에 대해 서

로 다른 의견을 가졌다. 미국은 행정기구(administration)를, 소련은 위원

회(commission)를 협의 매체로 각각 제안했다. 미국은 상시적인 기관을

설치하기를 원했으나, 소련은 일시적인 회의를 통해 양군 사령부의 이견

을 조정하기를 바랐다.

미군과 마찬가지로, 소련군도 조선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데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1945년 11월부터 소련군의 기획에 따라 북조선에서 행

정10국이 운영되었다. 소련군은 북조선에서 정치 및 경제 관리의 중앙화

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11월 19일에 행정10국이 설치되었

다.59) 행정10국은 산업국, 농림국, 보건국, 교통국, 교육국, 사법국, 상업

57) FRUS, 1945, Volume Ⅱ, General: Political and Economic Matters,

Document 240, “United States Delegation Minutes, Fifth Formal Session,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Spiridonovka, Moscow, December 20,

1945, 3:00–4:35 p. m.” (1945.12.20.)

58)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Archive of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f. 0102, op. 1, p. 1, d. 15, Record ID 122108, “On the Question

of a United Government in Korea” (194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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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보안국, 재정국, 체신국으로 구성되었고 각 국에 해당하는 도인민위

원회의 사업을 지휘했다.60) 기존 연구는 행정10국이 ‘북조선에서 중앙집

권적 정부 수립의 모체’가 되었고 ‘북한 최초의 중앙행정기관의 위상’을

가졌다고 평가했다.61) 행정10국이 북조선 지역의 산업, 상업, 재정, 운수

등을 관할하는 상황에서 소련대표단은 서울에 새로운 중앙조직을 세우자

는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대표단은 소련의 합동회의 제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했다.62)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제3조 제4

항에서 남조선과 북조선에 공통된 ‘긴급 문제’와 ‘행정·경제 사안

(administrative-economic matters)’의 ‘영구적 조정’ 방침을 강구하기 위

해 조선주둔 양군 사령부 대표단 간의 ‘회의(conference)’를 개최할 것을

최종 합의했다.63) 통합행정 제안을 강력하게 밀어 붙었던 미국대표단이

쉽게 포기하고 소련의 합동회의 제안을 받아들인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은 소련이 남조선의 행정기구를 이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최소한 남조선만이라도 행정기구

59) 기광서, 2018 앞 책, 158~164쪽. 기광서의 연구에 따르면, 행정10국은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연합회의를 통해 조직되었기 때문에 ‘5도행정국’ 명칭으로

통용되기도 하나, 이 명칭은 올바르지 않다. 소련 제25군 군사회의는 1945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북조선5도 인민위원회 연합회의를 개최했고, 여기에

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설립이 기획되었다. 그러나 조만식이 위원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기존 기획안이 무산되었고, 수장 없이 행정10국이

설치되었다.

60) 기광서, 2018 위 책, 164~166쪽.

61) 서동만, 2005 앞 책, 80쪽; 기광서, 2018 위 책, 164~165쪽.

62) FRUS, 1945, Volume Ⅱ, General: Political and Economic Matters,

Document 246, “United States Delegation Minutes of an Informal Meeting,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Moscow, Spiridonovka, December 21,

1945, 2:30 p.m.” (1945.12.21.)

63) FRUS, 1945, Volume Ⅱ, General: Political and Economic Matters,

Document 268,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Harriman) to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194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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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랭던의 정

무위원회 구상은 소련군이 정무위원회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38선 이남

에서만이라도 정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4) 실제로 미군은

정무위원회 구상의 내용과 유사하게 남조선의 협의대표기구로 남조선대

표민주의원(南朝鮮代表民主議院)을 설치했다.65) 둘째, 미국에게 통합행정

이란 정책이자 동시에 레토릭(rhetoric)이었을 수도 있다. 미소공동회담

때 미군은 자신들이 ‘38선의 장벽철폐와 행정기구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적극적으로 선전했는데, 이는 반소여론을 강화하고 소련군을 압박하는

전략의 일환이었다.66) 셋째, 미국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제3조 제4항

을 확대해석하여 통합행정 제안을 재추진할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 실제

로 미소공동회담에서 미국대표단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 논의

해야 할 ‘행정·경제 사안’으로 다양한 의제들을 제시했으며 이 의제들이

‘경제 및 행정 통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했다.67)

조선에 주둔한 미군사령부와 소련군사령부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 미소공동회담 개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먼저, 미군은 미소공동회

담에 관하여 〈SWNCC 176/13: 한국의 미소공동회담에 관해 맥아더 장

군에게 보내는 지령〉을 전달받았다. 삼부조정위원회는 극동군 사령관에

게 미소공동회담에서 ‘정치적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 대표들

은 경제 및 행정 문제로 논의를 제한할 것’을 지시했다.68) 삼부조정위원

64) 정용욱, 2003 앞 책, 140쪽. 정무위원회 구상에서 ‘국가수반을 선출하기 이전

에 소련측과 양군 철수 및 정무위원회 권한의 북한으로의 확장에 관한 협정

을 맺고, 회의체가 소련군 지역 내 인사를 정무위원회에 임명할 수 있게 위

의 계획을 사전에 소련측에 통지할 것. 만약 소련측의 참여가 쉽사리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38도선 이남에 대해서만이라도 이 계획이 실행되어야 할 것’

을 제안했다.

65) 정용욱, 2003 위 책, 210~211쪽.

66) 미소공동회담에 관한 미군의 선전은 제1장 제3절과 제2장 제3절에서 구체

적으로 다루겠다.

67) 미소공동회담 제1차 본회의 속기록 (1946.1.16.)

68) M 1243, Roll 15, Target 6, “Memorandum by the Assistant Secretary of

War” (1946.1.1.); FRUS, 1946, Volume Ⅷ, The Far East, Document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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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먼저 제4항에서 명기하는 행정·경제문제를 소련과 협상하고 향후

회담에서 조선임시정부와 같은 정치적인 사안을 다루기를 원했다. 미군

정 또한 이러한 삼부조정위원회의 관점을 공유했다. 1946년 1월 1일 미

군 내부의 비망록에 따르면, 정보참모부는 내부 행정 문제와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했다. 38선 분단

으로 발생한 긴급 사안들이 임시정부 수립 문제와 엮인다면 행정·경제

문제의 해결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69)

미소공동회담에서의 정치적 논의 배제는 소련 측에서도 강조한 바였

다. 소련군 총참모장 안토노프(A. I. Antonov)는 연해주군관구사령관 메

레츠코프(K. A. Meretskov)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미소공동회담 때 남북

조선에 관련된 긴급한 행정·경제 문제들만 다룰 것을 지시했다. 미국대

표단이 조선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에 응하지 말 것을 명령

했다. 조선정부 문제는 미소공동회담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준비를 통해 상부 기관의 권한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70)

이와 같이 미군사령부와 소련군사령부는 행정·경제 문제만을 논의한다

는 지령을 공통으로 받았고, 이후 양측은 서로 서신을 교환하며 회의 준

비 과정에 들어갔다. 특히 미군은 삼부조정위원회의 지령을 받기 전부터

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1946년 1월 2일에 미군은 소련

영사관의 샤브신(A. Shabshin)과 비공식 회의를 가진 후 4일에 공식 서

신을 전달했다. 회의에서 샤브신이 아직 상부로부터 명령을 받지 못했다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at Tokyo” (1946.1.5.) SWNCC 176/13은 삼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

해 1946년 1월 1일에 제출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어 5일에 맥아더에게 전달되

었다.

69) RG 554,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1945-1948(이하

군사실 문서철로 약칭), Box 76, Folder “US-USSR: American-Soviet

Conference”, “Memo: G-2 to C/S” (1946.1.1.)

70) ΑΒΠΡ, Φ. 06, οп. 8, п. 39, д. 634, л. 5-6,〈안토노프가 메레츠코프에게,

주조선 소미사령부대표자회의에 대하여〉(1946.1)(기광서, 2018 앞 책, 282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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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로 소련 측의 의견을 밝히기 거절하자, 미군은 서신을 보내 모스

크바 3상회의 결정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前) 군정장관 아놀드

(Archibald V. Arnold)와 10명 이내의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하는 것을

소련군에 제안했다. 미군의 평양 파견 요청은 미국 정부의 명확한 지시

로 시행되었던 것이 아니다. 하지는 삼부조정위원회의 지령이 도착하기

전에 소련군에 서신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송신 이후 국무부에 전보를

보내 미소공동회담의 세부 계획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 국무부에 문의

한 내용 중에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소공동회담에 참석할 대표단의

규모와 구성에 대해 명시적 혹은 암묵적 합의가 있었는지, 북조선 지역

에서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

었다.71) 미소공동회담이 어떤 형식으로, 심지어 어디에서 열릴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미군정은 평양에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앞장을 섰다.

미군은 정식 미소공동회담이 아니더라도 이른 시일 내로 소련군과의

회의를 가지는 것을 원했다. 1월 4일 미군 참모회의에서 하지는 러시아

인들과 언제 회의를 열 수 있는지 참모들에게 질문했으며, 조선인들이

남조선이나 북조선 지역 어디서든지 최대한 빨리 두 점령군 간 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72) 미군이 조선인 여론을 의식했을

수도 있으나, 일단 미군은 남조선을 통치하면서 당면한 문제점들을 해결

하고 행정기구 설치 구상을 실행하기 위하여 소련군과의 교섭을 원했을

것이다. 당시 미군은 역청탄과 같은 원료 부족과 이에 따른 산업 마비에

대처해야 했다. 그리고 정무위원회 구상이나 민간행정기구 구상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미군사령부와 워싱턴 당국은 남조선에 행정기관을 설치

하고 이를 북조선에 확대시킬 계획을 준비해왔다.

1월 8일 소련군은 서울에 대표단을 보내 사령관의 답변을 전달했다.

71) RG 554, 군사실 문서철, Box 76, Folder “US-USSR: American-Soviet

Conference”, “Radios Korean Situation (Outgoing): CG USAFIK to SCAP”

(1946.1.7.); HUSAFIK, Part Ⅱ, Chapter Ⅳ, “American-Soviet Relations,

the First Year”, “The Soviet-American Conference”

72) RG 554, 군사실 문서철, Box 28, Folder “Historical Journal of Korea, 1

Jan–30 Apr 1946”, “Corps Staff Conference” (19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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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비행장을 통해 입경한 피리보프(원어 미상) 소령과 3명의 수행원은

미군과 교섭하여 미소공동회담 일자와 장소를 결정했다.73) 대표단이 가

져온 소련군사령관 치스차코프(I. M. Chistiakov)의 서신은 1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서울 혹은 미군사령관이 선정하는 지역에서 회담을 여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었다.74) 치스차코프는 슈티코프, 차라프킨(S. K.

Tsarapkin), 샤닌(G. I. Shanin), 그리고 12~15명의 수행원들이 소련대표

단으로 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알렸다.75) 이에 대해 하지는 9일 답변을

보내 아놀드가 미국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통보했고 늦더라도 15일까지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미소공동회담에 참석하는 양국 대표단의 명단은 다음과 같

이 확정되었다. [표 1]과 [표 2]는 미소공동회담 폐회식 의사록(minutes)

에 성명이 기록된 인원으로, 양 대표단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대표단장은 아놀드가, 소련대표단장은 슈티코프가 맡게 되었다.

73)《朝鮮日報》,〈美蘇豫備會談開始 蘇聯側代表八日飛機로入京〉(1946.1.10.);

《解放日報》,〈美蘇豫備會談開始 소將校四名再昨日入京〉(1946.1.10.)(김남

식·이정식·한홍구 편, 1986 앞 책, 83쪽);《朝鮮日報》,〈美蘇共同委員會 一週

乃至十日內開催〉(1946.1.11.)

74) FRUS, 1946, Volume Ⅷ, The Far East, Document 456, “Lieutenant

General John R. Hodge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6.1.12.)

75) 미군정은 소련대표단의 입경을 앞두고 숙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곤란을

겪기도 했다. 미군은 소련대표단이 7명의 장교와 15명의 병사들로 구성되었

다는 공식 통보를 받고서 소련대표단의 장교들에게 조선호텔을, 나머지 인원

들에게 미국영사관 근처 부지를 숙박지로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미군은 소련군 통신을 도청하면서 소련대표단이 총 22명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군의 도청 사실을 은폐하면서 동시에 추가 인원에 대해 숙식

을 준비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 (RG 554, 군사실 문서철, Box

28, Folder “Historical Journal of Korea, 1 Jan–30 Apr 1946”, “Corps Staff

Conference” (1946.1.14.); 정용욱 편, 1994 앞 책 1권, 177쪽, “Overheard

Incident” (1946.1.14.))



- 27 -

서울의 미군사령부와 도쿄의 태평양미군총사령부는 미소공동회담 기간

동안 미국 본토에서 인력을 보내줄 것을 워싱턴의 육군부(Department

[표 1] 미소공동회담 미국대표단의 핵심 구성원

성명 직급 약력

1 Archibald V. Arnold 아놀드 소장 전 군정장관; 제7사단 사령관

2 Archer L. Lerch 러취 소장 군정장관

3 Sidney P. Spalding 스폴딩 소장 소련 파견 사절단 보급과장

4 H. Merrell Benninghoff 베닝호프 제24군단 정치고문(국무부 소속)

5 Robert H. Booth 부스 대령 아놀드 소장 부관

6 Frank H. Britton 브리톤 대령 연합군최고사령부 대표

7 J. C. Underwood 언더우드 대령 군정청 광공국장

8 W. J. Herlihy 헐리히 중령 군정청 체신국장

9 A. J. Cornelson 코넬슨 중령 군정청 운수국장

10 Gordon B. Enders 엔더스 중령 군정청 외무과장

출전: M 1243, Roll 5, Target 1, “Minutes of the Closing Meeting, 16th Session”

(1946.2.5.); HUSAFIK; 신문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

[표 2] 미소공동회담 소련대표단의 핵심 구성원

성명 직급 약력

1 T. F. Shtikov 슈티코프 상장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

(정치담당부사령관)

2 S. K. Tsarapkin 차라프킨 특명전권공사 외무성 미국부장

3 G. I. Shanin 샤닌 소장 슈티코프 상장 참모장

4 A. A. Romanyenko 로마넨코 소장
제25군 군사위원

(민정담당부사령관)

5 G. M. Balasanov 발라사노프 제25군 정치고문(외무성 소속)

6 V. P. Butusov 부투소프 공병대령

7 A. A. Manukian 마누키안

8 B. B. Lavrov 라브로프

9 T. I. Korkulyenko 코르쿨렌코 중령 제25군 민정 산업부장

10 A. S. Maslov 마스로프 주서울영사관 통역관

출전: M 1243, Roll 5, Target 1, “Minutes of the Closing Meeting, 16th Session”

(1946.2.5.); HUSAFIK; 신문자료; 기광서, 2018 앞 책; 정용욱 편, 1994 앞 책 3권을 기

반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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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War)76)와 국무부에 요청했다. 미국대표단 핵심 구성원 중 본국에서

파견된 인물로는 스폴딩(Sidney P. Spalding)이 있다.77) 스폴딩은 1943년

부터 1945년까지 소련에 사절단으로 파견되어 보급과장으로 활약한 전적

이 있었으며, 육군부는 러시아인들과의 협업 경험을 높이 평가해 스폴딩

을 태평양미군총사령부에 추천했다.78)

소련대표단원들 중 본국에서 보강된 인력은 차라프킨이었다. 소련 외

무성 미국부장인 차라프킨은 대미협상 전문가로서 소련 본토에서 차출되

76) ‘전쟁부’라고 불리기도 하나, 사실상 육군 행정을 관할했다. 미국의 육군부

(Department of War)는 1789년, 해군부(Department of Navy)는 1798년에

각각 설립되어 개별적인 지휘체계를 가졌다. 이를 통합할 필요성을 느낀 미

국 정부는 1947년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을 제정하여 육군부와

해군부를 국가군사조직(National Military Establishment)으로 통합했고 그

아래에 육군성(Department of Army)과 해군성(Department of Navy)을 두

었다. 같은 해에 공군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공군성(Department of Air

Force)도 국가군사조직 산하 부서로 새로 설치되었다. 국가군사조직은 1949

년 국가안보법 개정에 따라 현(現)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로 명칭을

바꾸었다. ‘Department of War’ 명칭은 영국으로부터 유래했던 것으로 보이

는데, 영국의 육군부(War Office) 또한 1963년에 국방부(Ministry of

Defense)로 명칭을 바꾸었다. (Encyclopedia Britannica; Oxford Reference;

U.S. Department of Defense 사이트; 엣센스 실용 군사영어사전)

77) 스폴딩 이외에, 육군부는 예톤(Ivan D. Yeaton) 대령을, 국무부는 데이어

(Charles Thayer) 대령을 보낼 수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결국 실행되지

못했다. 예톤 대령의 경우,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 간 협상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이유로 웨드마이어(Albert C. Wedemeyer) 장군이 예톤

대령의 조선 파견을 가로막았다. 한편, 국무부 소속 데이어 대령의 경우, 미

소공동회담에 참석하지 못했고 그 다음 회의인 1차 미소공위부터 미국대표

단에 합류하였다. (RG 554, 군사실 문서철, Box 76, Folder “US-USSR:

American-Soviet Conference”, “Korean Situation Incoming: Washington to

CINCAFPAC ADV.” (1946.1.9.); FRUS, 1946, Volume Ⅷ, The Far East,

Document 457,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Benninghoff)” (1946.1.12.))

78) HUSAFIK, Part Ⅱ, Chapter Ⅳ, “American-Soviet Relations, the First

Year”, “The Soviet-America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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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79) 그는 미국부장뿐만 아니라 일본부장을 역임했고 다수의 국제회

의에 참석한 전적이 있었다.80)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라프킨은 미소공동

회담 개최를 결정한 3상회의에 직접 참석했고, 이는 미소공동회담에서

미국 대표단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차라프킨은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제3조 제4항을 결정했을 때 경제교류 방식을 물물교환

(barter)으로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소공동회담 미국대표단은 제4

항이 물물교환이 아니라 “완전한 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을 의미한다고 반박했으나, 모스크바 3상회의의 자세한 상황

을 워싱턴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차라프킨의 주장에 밀릴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미군은 국무부에 급하게 전보를 쳐 모스크바 결정 원

문과 이에 대한 해석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81)

미군과 소련군 모두 현지에서 대한(對韓)정책을 담당하는 이들을 대표

단에 포함시켰다. 미국 대표단의 경우 군정장관 전임 아놀드와 후임 러

취가 참여했고, 소련 대표단의 경우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 슈티코프와

제25군 군사위원 로마넨코가 참석했다. 여기에서 미국과 소련 군대체제

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드러났다. 미군은 본토에 있는 군정학교(School of

Military Government)에서 장교들을 교육시켰지만 야전군 위주로 점령

군을 편성했다.82) 이와 달리, 소련군은 정치사상을 특별히 강조했으며

군사위원을 최소 부사령관급에 배치했다. 슈티코프와 로마넨코는 대일

전쟁 전부터 정치 및 행정 담당자로 경력을 쌓았으며, 각각 연해주군관

구사령부와 북조선의 소련군사령부에서 정치업무와 민정업무를 관장했

다.83) 이들은 미국 측 아놀드, 러취와 다르게 ‘정치군인’에 가까웠다.

79) 기광서, 2018 앞 책, 285쪽.

80) FRUS, 1946, Volume Ⅷ, The Far East, Document 459,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Benninghoff)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6.1.13.)

81) RG 554, 군사실 문서철, Box 76, Folder “US-USSR: American-Soviet

Conference”, “Radios Korean Situation (Outgoing): CG USAFIK to SCAP”

(1946.1.21.)

82) 정병준, 1999〈미국의 對韓정책사 자료 해제〉,《한국현대사자료집성: 미군

정기군정단·군정중대문서》47~51권, 국사편찬위원회



- 30 -

미군의 정치고문과 소련군의 정치고문도 대표단에 합류했다. 베닝호프

와 발라사노프(G. M. Balasanov) 모두 극동아시아와 한국 사정에 밝았

으며 본국 외무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들이었다. 베닝호프는 일본

에서 수십 년간 선교사로 있었으며 와세다대학 강사로도 일했다.84) 일본

사정에 정통했던 그는 국무부 소속으로 미군사령부 정치고문으로 파견되

었다가 미소공동회담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발라사노프는 주일 소련대사

로 활동했다가 1945년 11월에 평양으로 와 소련군사령부 정치고문을 역

임했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에 능통했던 발라사노프는 평양에서 일본

관련 행정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85) 실제로 발라사노프는

소련군사령부 산하 정치고문기관 책임자로 외무성과 연해주군관구에 남

북한 정세를 보고했고 관련 정책을 건의했다.86)

이외에 미군은 대표단에 맥아더사령부의 연락책 역할로 브리톤(Frank

H. Britton)을 포함시켰고 광공업, 통신, 운수, 외무 관련 사안을 직접 협

상하도록 군정청 국장들을 대거 배치했다. 소련대표단원들 중 일부는 신

원이 확인되지 않지만, 코르쿨렌코(T. I. Korkulyenko)의 경우 소련군 민

정 산업부장으로 북조선에서 생산하는 전력과 자원을 교환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배정되었던 것이다. 마스로프(A. S. Maslov)는 본부에

통역관을 배치해달라는 미군의 요청에 따라 소련대표단에 합류했던 것으

로 보인다.87)

대표단 구성원을 확정한 이후, 소련대표단은 1946년 1월 15일에 경성

역에 도착했다. 그리하여 두 대표단은 1946년 1월 16일에 중앙청 제1회

의실에서 개막식과 함께 미소공동회담의 첫 회의를 열었다.88) 미국 국기

83) 정용욱 편, 1994 앞 책 3권, 577쪽, “SHTIKOV, Tenrenti Fomich” (일자 미

상); 기광서, 2018 앞 책, 159쪽.

84) 정용욱, 2003 앞 책, 146쪽.

85) 정용욱 편, 1994 앞 책 3권, 571쪽, “BALASANOV, Gerasim Martinovitch”

(일자 미상)

86) 기광서, 2018 앞 책, 576쪽.

87) FRUS, 1946, Volume Ⅷ, The Far East, Document 456, “Lieutenant

General John R. Hodge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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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련 국기를 양측에, 태극기를 정중앙에 두고 40여 명의 한국인 기자

들과 20여 명의 미군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미소공동회담이 개최되었

다. 개막식은 경성방송국에서 중계되었으며, 한국어 통역은 미국 측에서

이묘묵 박사가, 소련 측에서 최(崔)드미트리 대위가 맡았다. 하지와 슈티

코프는 각자 “조선의 시급한 제(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

은 개회사를 발표했다. 그리고 1시간 이내로 식을 마무리했고 바로 대표

단 외의 사람들을 퇴장시키며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했다.89) 미소공동

회담에서 조선 언론에 공개되었던 행사는 개막식뿐이었고,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회의는 양 대표단만 참석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3. 미소공동회담 개최에 관한 남조선 사회의 반응

1946년 1월 당시 미소공동회담이 곧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조

선 언론은 미소공동회담에 주목하며 추측성 보도를 내놓았다. 《동아일

보》는 아놀드의 신년 담화를 다루면서 아놀드가 1월 12일 이내로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약 1개월이면 조선의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수

립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90) 한편, 《조선일보》는 임정 외무

부장 조소앙이 기자회견에서 12일까지 평양에서 미소공위가 열릴 것이며

“원칙으로 보아 우리 측을 참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

다.91) 미소공동회담에서 조선임시정부를 논의하여 곧 수립할 것이라는

보도나 회담이 평양에서 열리며 임정 등 조선인 단체들이 참여할 것이라

는 보도는 1946년 1월 초까지에도 미소공동회담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당시 미군 또한 미소공동회담의 세부

88)《朝鮮日報》,〈蘇聯代表入京〉(1945.1.16.);《朝鮮日報》,〈三十八度問題俎上

에 歷史的美蘇委員會開幕〉(1945.1.17.)

89) RG 554, 군사실 문서철, Box 28, Folder “Historical Journal of Korea, 1

Jan–30 Apr 1946”, 제목 미상, (1946.1.16.); 위 자료 (1945.1.17.)

90)《東亞日報》,〈美蘇間諒解되면 一個月內로새臨政樹立〉(1946.1.3.)

91)《朝鮮日報》,〈注目할美蘇韓會談 左側과의合作은有望〉(19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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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국무부에 문의했던 것과 같이, 남조선에서 미군이든 조선인이든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 열리게 될 미소공동회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조선정부 수립 문제 및 신탁통치 문제와 연

관된 만큼 미소공동회담에 이목이 집중했고 신문사들은 확실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 않더라도 관련 기사를 재빠르게 실었다.

조소앙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조선인 정치·사

회단체들은 미소공동회담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조선인 대표가 참석하

지 않은 채 회담이 진행되자 좌절했다. 1946년 1월 23일 맥아더는 워싱

턴의 합참에 보내는 전문에서 미소공동회담에 참여하지 못한 조선인들의

불만에 관해서 서술했다. 맥아더의 전보에 따르면, 조선인 단체들은 카이

로 회담부터 모스크바 3상회의, 그리고 당시 미군과 소련군이 진행하고

있던 미소공동회담까지 조선의 장래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조선인이 참여

하지 못했다는 점을 늘 불만스러워했다. 맥아더는 조선인 단체들이 자신

들이 당연히 조선인 대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92)

조선인들이 국제회담에 정식 대표로 참여하여 조국의 미래에 대해 발

언할 기회를 연속적으로 놓치게 된 것은 조선인 단체에 대한 미국의 기

본 입장과 연결되었다. 당시 미국은 공식적으로 어느 조선인 단체이든

그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93) 미소공동회담은 결국 조선인 개인 혹은

92) FRUS, 1946, Volume Ⅷ, The Far East, Document 463,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1946.1.23.)

93) 1946년 1월에 미소공동회담 외에도 국제연합총회(United Nations

Convention)가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하지가 조선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국제연합총회에 조선인 대표단을 파견할 것을 제안했으나, 국무부는 국제연

합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 조선인 대표단을

파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대신 공식 대표단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1~2

명의 조선인들을 보내는 데 이의가 없다고 권고했다. 결국 국제연합총회는

조선인의 참석 없이 10일에 개최되었다. (FRUS, 1946, Volume Ⅷ, The Far

East, Document 451,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1945.12.30.); FRUS, 1946, Volume Ⅷ, The Far

East, Document 452, “Memorandum by the State Department Member of

the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Dunn) to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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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와의 공식 협의 없이 진행되었고,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던 조

선인들은 건의문, 시민대회 등의 수단을 통해 의견을 표출했다. 미소공동

회담 개최 당일, 한국민주당은 건의문을 작성하여 양 대표단에 제출했는

데, 건의문에 신탁통치 반대, 임정을 토대로 한 한인 자율적 정권 수립,

38선 철폐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았다.94) 비록 미소공동회담이 끝나갈 무

렵이지만, 비상국민회의도 38선 철폐와 조선의 무조건 독립, 고창일과 장

덕수를 미소공위에 파견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95) 모스크

바 3상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조선공산당은 아예 미소공동위

원회 환영 준비 위원회를 조직해 1월 23일에 서울운동장에서 미소대표환

영 시민대회를 열었다.96) 전평, 전농, 공청, 서울시 인민위원회 등 좌익계

57개 단체 대표가 모여 조직한 이 위원회는 미소대표환영 시민대회를 우

익 반탁진영에 대치하는 조직적인 시위의 기회로 삼았다. 시민대회 개회

사에서 미소공동위원회 환영 준비 위원회의 부위원장 김광수는 ‘완전독

립국가’로서의 조선 재건, 조선 내의 일제 잔재 제거, 임시정부 수립 원

조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김광수는 이러한 내

용 외에도 38선의 시급한 철폐를 주장했다는 점인데, 이는 정치적 성향

과 상관없이 모두 미소공동회담에서 자주독립정부 수립과 38선 철폐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을 보여준다.

미소공동회담 진행 도중 계속 등장했던 ‘38선 철폐’ 논리는 ‘우익’과

‘좌익’을 가르는 사상이기보다는 조선인들과 점령군 간의 인식 차이를 뚜

렷하게 보여주는 담론이었다. 한국민주당이든 조선공산당이든 모두 38선

철폐를 지지했다. 조선인들의 입장에서 38선 분할 점령으로 발생한 행

정·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38선 경계선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1946.1.4.))

94)《朝鮮日報》,〈託治는一大侮辱 美蘇委員會에建議〉(1946.1.19.)

95)《朝鮮日報》,〈卅八度撤廢要求 美蘇共同委員會에提出〉(1946.2.6.)

96)《解放日報》,〈五十七團體를綱羅코 蘇美代表團歡迎準備 廿三日서울運動場서

歡迎市民大會開催〉(1946.1.21)(김남식·이정식·한홍구 편, 1986 앞 책, 96쪽);

《朝鮮日報》,〈美蘇兩代表歡迎 今二十三日, 市民大會〉(1946.1.23.); 김남식,

1984《남로당 연구》, 돌베개, 219~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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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들은 불과 수개월 전에 남북 구분 없이 사람과 물자가 이동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인위적인 경계선만 없어지면 다수의 경제 및 사회문제

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반면 미군과 소련군은 38선을

철폐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두 점령군이 조율하여

점진적으로 철폐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했다. ‘38선 철폐’ 레토릭을

적극적으로 내세운 미군도 당장 경계선 전체를 해제하고자 했던 것이 아

니라, 일단 행정구역에 따라 경계선을 재지정하고 미·소 양군이 함께 공

동통제소를 설치하고자 했다.97)

‘38선 철폐’ 레토릭은 특히 조선 문제 해결에 있어 소련군의 소극성과

미군의 적극성을 부각하려는 미군의 전략이었다. 미소공동회담 개최 직

전에 우익계열 언론에서 미군의 미소공동회담 의제 내용이 소개되었는

데, 회담 개최 하루 전인 1946년 1월 15일에 《동아일보》는 미소공동회

담에서 ‘38선의 장벽철폐와 행정기구의 통일안이 제출될 것을 미 국무성

은 발표하였다’고 알렸다.98) 미소공동회담에서 미국대표단이 준비한 실제

의제는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것보다 더 복잡한 것이었지만, 미군이

조선인들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명백했다. ‘38선의 장벽철폐와 행정기

구의 통일’은 미소공동회담 기간 동안 미국대표단이 내세우는 명분이었

고, 이러한 명분을 소련대표단과 조선인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미

국대표단은 ‘38선의 장벽철폐와 행정기구의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고, 소련대표단이 제안들을 받아들이지 않자 미

군은 소련이 ‘38선의 장벽철폐와 행정기구의 통일’에 반대한다고 우익계

열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러한 미군의 전략은 미소공동회담 종료

후 하지가 합참에 보낸 전문에서 재획인되었다. 하지는 만약 소련군이

전 조선에서 언론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하

지 본인이 조선인 단체들에 소련군이 38선 철폐를 거부한다고 ‘조용히

(discreetly)’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는 미군이 38선을 철폐하고자

노력했으나 소련군이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조선인들에게 알리면 미군

97) 미소공동회담 제1차 본회의 속기록 (1946.1.16.)

98)《東亞日報》,〈美蘇共同委員會에寄함〉(194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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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지를 강화하고 소련군의 수락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99)

미소공동회담 개최 직전에 미군이 ‘38선 철폐’ 레토릭을 내세운 것은

언론을 이용하여 소련군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잘

드러낸다. 이는 신탁통치 파동에서 보여준 미군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군은 1945년 12월 《동아일보》 오보 사건과 1946년 1월 박

헌영-존스튼 기자회견 왜곡보도 사건을 통해 반소여론을 조장하고 우익

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여 한반도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축출하고자 했

다.100) 1945년 말과 1946년 초에 보여준 미군의 반소·반공 언론 전략과

같은 선상에서, 미소공동회담 때도 미군은 우익계 언론을 이용하여 반소

여론을 조장하고자 했다. 미군은 미소공동회담에서 미국대표단이 추진할

제안 내용이 ‘38선 철폐’라고 주장했고, 미국대표단에 맞서는 소련대표단

을 ‘38선 철폐에 반대’한다는 인상을 조선인들에게 심고자 했다.

99) FRUS, 1946, Volume Ⅷ, The Far East, Document 476,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1946.2.12.)

100) 정용욱, 2003〈1945년 말 1946년 초 신탁통치 파동과 미군정: 미군정의 여

론공작을 중심으로〉《역사비평》62, 312~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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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미소공동회담의 진행 과정과 귀결

194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의 미소공동회담 기간 동안 총 15회

의 본회의와 다수의 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본회의는 미국대표단장

아놀드와 소련대표단장 슈티코프를 주축으로 진행되었고, 분과위원회 회

의는 대표단장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이외 단원들이 모여 논의하였다.

제1~3차 본회의에서 양 대표단은 의제를 결정했고 의제 주제별로 4개의

분과위원회를 결성했다. 1월 23일에 열린 제4차 본회의부터는 각 의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매번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분과

위원회 회의를 열어 먼저 양측 단원들이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본

회의에서 대표단장들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보고받

았고 합의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협상했다.

비록 분과위원회에서 생산한 자료는 찾을 수 없지만, 본회의의 회의

속기록과 보고서 등 각종 문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회담에서

두 대표단이 실제 어떠한 내용을 논의했는지, 어떠한 지점에서 충돌했는

지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미소공동회담의 모든 회의는 비공개회의(closed

meeting) 형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시 언론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회의 내용을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상위기관에 보내는 보고서

및 전문은 실제 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상대

측의 입장을 특정 시각에 투영하여 ‘정제’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본고는 미소공동회담에서 생성된 각종 문서를 활용하여 신문자료와

상부 보고 자료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특히 양 대표단의 발언을

기록한 회의 속기록과 양 대표단 간 합의사항을 공식 명문화한 결정 문

서에 주목할 것이다. 미·소 대표단이 제안한 의제, 의제에 대한 상대측의

반응과 반론, 그에 대한 변론을 살펴보고, 이러한 입장을 내세운 대표단

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미군과 소련군의 각기 정책과 조선 내부

의 상황을 함께 검토할 것이다. 미소공동회담에서 미국대표단과 소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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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단이 생성한 문서들은 [표 3]과 같다.

1. 미·소 대표단의 의제 설정과 논의

1) 공동의제 채택

미국대표단과 소련대표단은 “남북조선에 공통된 긴급문제와 행정경제

방면의 영구적 조정방침을 강구”하기 위해 먼저 의제 설정에 착수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아놀드와 슈티코프는 각 대표단에서 준비한 의제를 소

개했다. 먼저 미국대표단이 제안한 의제는 [표 4]와 같다. 미국대표단의

의제는 총 20개에 달했으며, 내용 상 크게 8가지 정도로 나눠졌다. 제1~3

항은 전(全) 조선의 철도, 전력, 통신을 통제할 중앙조직을 서울에 설치

하는 문제를, 제4항은 만주에서 남조선으로 역청탄과 농산물을 수송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제5~8항과 제13항은 38선 문제와 관련 있었고,

[표 3] 미소공동회담에서 생성된 문서

문서 제목

(원문)

문서 제목

(우리말)
문서 내용

Joint Agenda 공동의제
미소공동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로

미국대표단과 소련대표단이 합의한 목록

Joint

Communique
공동성명

미소공동회담의 경과를 언론에 발표할 내용으로

미국대표단과 소련대표단이 합의한 문서

Decisions of

Joint Conference

미소공동회담

결정

미소공동회담에서 미국대표단과 소련대표단이 각

공동의제를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명문화한

문서. 양측 대표단장과 사령관의 서명이 포함됨.

Minutes 의사록
미소공동회담에서 각 회의의 경과를 요약한 문서.

미국대표단과 소련대표단 양측 검증을 걸침.

Transcripts 속기록
미소공동회담 각 회의에서 미국대표단과

소련대표단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글로 옮긴 기록

출전: 문서 제목(원문)은 M 1243, Roll 3, Target 4와 RG 554, 군사실 문서철, Box 76,

Folder “US-USSR: American-Soviet Conference” 내 각 해당 문서에서 가져옴. 문서

제목(우리말)과 문서 내용은 필자가 번역 및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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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항은 상거래 문제와 연관되었다. 제14항은 전재민, 제15~16항은 언

론, 제17항과 제19항은 적산에 관한 의제였다. 미국대표단이 이러한 문제

들을 의제로 선택하고 또 특정 방식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주관적인 행

위였으며 미군의 정책과 관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표 4] 미소공동회담 미국대표단이 제안한 의제

번호 의제

1
남북 철도를 단일 운영 체제로 복구하고 서울에 있는 중앙 기구의 완전한 통

제 하에 둔다.

2
서울에 있는 송전소의 통제 하에 조선 전역에 필요한 전력을 지속해서 공급할

것을 보장한다.

3
전화 및 전신을 단일 운영 체제로 복구하고 서울에 있는 중앙 기구의 완전한

통제 하에 둔다.

4 만주에서 남조선으로 역청탄과 농산물을 수송하는 것을 허용한다.

5

미국과 소련의 경계선을 조정한다. 38도선 이남에 있는 황해도 지역을 소련군

사령관에게 이양한다. 38도선 이북에 있는 경기도 지역을 미군 사령관에게 이

양한다.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강원도의 경계를 조정한다.

6 38도선을 따라 설치된 모든 군사 요새를 철거한다.

7 미국과 소련의 경계선에 미·소 합동 통제소(control posts)를 설치한다.

8

미군 지역과 소련군 지역 간의 통행을 허용한다. 허가증 제도(system of

controlled permits)에 따라 다음 경우를 허용한다. a. 1. 영구거주를 위해 귀향

하는 사람 2. 상업 종사자 3. 공무 수행자 4. 특별임무 수행자 5. 특별히 합의

된 사람 b. 생산재와 소비재 c. 모든 종류의 운송 수단

9

금융기관 처리 방법, 외환의 통제와 외환율, 국내 예금 이체, 신용·외환·상품거

래와 관련하여 단일 재정정책(fiscal policies)을 채택한다. 조선은행권을 전국

표준통화로 채택하고 그 밖의 모든 통화를 폐지한다.

10 남북 간 항구와 해상무역에 관해 단일 규제를 확립한다.

11 생산재와 소비재의 정상적인 흐름을 재개하여 상업과 산업을 활성화시킨다.

12 북조선 혹은 남조선에 위치한 회사 본부와 지부 간 통신을 허용한다.

13 각 지역에서 사용 중인 우표를 인정하여 우편 서비스를 복구한다.

14 전재민(displaced persons)의 정착을 위해 상호 간 합당한 계획을 준비한다.

15 조선 전역에 중앙방송망(central broadcasting network)을 복구한다.

16 조선 전역에 신문 배급을 확대한다.

17 조선으로부터 자본재를 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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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표단이 제시한 의제의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자면, 미국대표단

은 전 조선의 철도, 전력, 통신을 통제할 중앙조직을 서울에 설치하는 문

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놀드는 ‘경제 및 행정 통합(economy and

administrative unification)’을 위해 철도를 하나의 조직이 관리해야 한다

고 주장했으며, 조선 상공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송전과 남북 간 통신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01) 조선의 경제 및 행정 통합과 상공업 발전을

위해 남조선과 북조선 간 철도, 전력, 통신의 재개와 이를 관리할 조직이

필요했던 것은 맞으나, 미국대표단의 제안은 미국의 조선 행정기구 구상

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소련대표단이 미국

대표단의 통합행정 제안을 거절하면서, 미군 하의 남조선 행정기구를 이

북으로 확대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은 변경되어야 했다. 결국 미소공동회

담에서 미국의 조선 행정기구 구상 중 가장 핵심 내용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대표단은 최소한 서울에 중앙조직을 설치하여 조선 전역의 운

수와 통신, 전력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내

세운 ‘경제 및 행정 통합’의 성격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다. 북조선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앙조직을 서울에 두어 조선 행정의 주도권을 확보

하겠다는 미군의 입장은 균등한 ‘통합’과 멀었고 ‘편입’ 혹은 ‘흡수’에 가

까웠다.

아울러, 미국대표단은 만주에서 남조선으로 역청탄과 농산물을 수송하

는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놀드는 미국이 남조선에서 필요한

대두와 곡물, 그리고 역청탄을 만주에서 수입할 경우 북조선을 거쳐 운

송할 수 있도록 소련군이 허락할 것을 요청했다.102) 곡물과 석탄은 미군

101) 미소공동회담 제1차 본회의 속기록 (1946.1.16.)

102) 위 자료.

18 제한 없이 왕래할 수 있는 연락단(liaison groups)을 교환한다.

19
미국과 소련 정부의 대표가 조선에 있는 자국민 혹은 자국 정부의 부동산을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 위에서 언급한 항목의 세부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회의를 준비한다.

출전: 미소공동회담 제1차 본회의 속기록 (194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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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반도 진주 직후부터 남조선에서 가장 부족한 자원이라고 지목한 품

목이었다.103) 그러나 만주에서 남조선으로 역청탄과 농산물을 수송한다

는 의제를 실제로 실행하려는 의도보다, 해당 내용을 의제화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당시 만주는 소련의 점령 하에 있었다. 관동군을 패배시킨 소

련군은 1946년 5월에 만주에서 철수했다.104) 미군이 소련 점령지역으로

부터 어떻게 곡물과 석탄을 수입할 것인지 불분명했고, 미국대표단은 곡

물 및 석탄을 입수하기도 전에 먼저 이에 대한 수송을 허락받고자 했다.

미국대표단이 이와 같이 실행하기 어려운 의제를 강력하게 주장한 원인

은 미국대표단의 협상전략과 관련이 있었다. 먼저, 만주로부터 곡물을 수

입해야 한다는 미국대표단의 주장은 남조선에서 생산한 쌀을 북조선에

줄 수 없다는 미국대표단의 입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미국대표단은 소련

대표단과 식량에 관해 교섭하면서, 일제시기에 만주로부터 곡물을 수입

했던 것이 해방 이후 끊겼기 때문에 남조선에 식량이 부족하다고 계속해

서 주장했다.105) 이는 미국대표단이 남조선의 쌀을 북조선의 생산품과

교환하자는 소련대표단의 주장에 반박하는데 사용한 근거 중 하나였다.

따라서 만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겠다는 미국 측의 의제는 소련대표단이

남조선의 쌀을 요구할 것을 예상하여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만주로부터 석탄을 수입해야 한다는 미국대표단의 주장은 소련의 비협조

로 남조선에 석탄이 부족하다는 미국 측의 해명과 연결되어 있었다. 일

제시기에 38선 이남 지역은 38선 이북 지역이 아니라 일본, 만주 등 해

외로부터 역청탄을 수입했다.106) 미군이 남조선에서 필요한 석탄을 일본

이 아니라 소련 점령지역으로부터 조달하려는 조치는 남조선에서 석탄이

103) FRUS, 1945, Volume Ⅵ,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Document 781,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Benninghoff)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5.9.15.)

104) 이연식, 2009〈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 점령군·조선

인·일본인 3자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

위논문, 10~11쪽.

105) 미소공동회담 제6차 본회의 속기록 (1946.1.25.)

106) 김보영, 1995 앞 논문,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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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원인을 미국이 아니라 소련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38선과 관련하여, 미국대표단은 경계선을 조정하고 조선인들에게 통행

허가증을 발행하고 우편을 재개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놀

드는 각 도의 ‘정치적 통일성(unity of political development)’을 위해

38도 이남 황해도를 소련군에, 38도 이북 경기도를 미군에 이양할 것을

주장했다.107) 그리고 기존의 경계선에 따라 세워졌던 양측의 군사 요새

를 제거하고 새로운 경계선에 따라 미군과 소련군의 합동 통제소를 설치

할 것을 제안했다.108) 미국대표단은 군사적 필요성보다 행정적 필요성에

의해 소련대표단에 경계선 조정을 제안했다. 미소공동회담 개최 당시까

지만 해도 양군 간의 38선 충돌 사건은 빈번하지 않았으며, 1945년에 문

제가 되었던 38선 사건은 무력 충돌이 아니라 비행기 월경 및 불시착 사

례들이었다.109) 향후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난 옹진반도

에는 38선이 통과하여 미군과 소련군이 동시에 주둔하였으나, 양군은 이

미 1945년 10월에 옹진반도 내 도로 사용 관련하여 합의를 본 상태였

다.110) 그리고 옹진반도는 일제시기 행정상 황해도에 소속되어 있었고,

미국대표단은 미군이 이미 주둔해 있던 옹진반도 지역을 포함하여 황해

도 지역 전체를 소련군에 이양할 의사가 있었다. 따라서 미군은 소련군

107) 강원도의 경우, 통천, 평강, 철원, 고성, 인제, 회양, 이천, 김화, 양구, 양양

을 소련군 통제 하의 지역으로, 화천, 홍천, 평창, 삼척, 정선, 원주, 춘천, 횡

성, 강릉, 울진, 영월을 미군 통제 하의 지역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RG

332, Entry 11070, Box 70, “USSR Red Army Letters” Binder #1, Files for

1946, Memorandum to Col. Gen. Shtikov, Chief, Soviet Delegation, HQ,

USAFIK (1946.1.22.)(정병준, 2006 앞 책, 172쪽 재인용))

108) 미소공동회담 제1차 본회의 속기록 (1945.1.16.)

109) HUSAFIK, Part Ⅱ, Chapter Ⅳ, “American-Soviet Relations, the First

Year”, “Along the 38th”; 정병준, 2006 위 책, 192~193쪽. 정병준은 미소점령

기 38선 충돌이 1948년 기준으로 성격이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1945~47년에

비정치적이며 사소한 충돌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1948년부터 점차 정치적이

고 군사적인 충돌로 전환되었다고 분석했다.

110) HUSAFIK, Part Ⅱ, Chapter Ⅳ, “American-Soviet Relations, the First

Year”, “Along the 38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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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거나 군 수송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경계선

을 조정을 원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신 미군이 경계선 조정을 요구

한 배경에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 하지는 1945년 11월 이전부터 38선

을 행정구역에 따라 조정할 것을 제안했는데, 지방의 행정활동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111) 그리고 미소공동회담에서 미국대표단은

새로운 경계선에 따라 세울 미소 합동 통제소가 “세계에 우리가 운명을

같이하며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112) 38

선 통행 허가증과 관련해서는, 미국대표단은 모든 조선인들의 통행을 허

용할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재민과 상인의 통행만 제

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북조선 지역과 남조선 지역을 오갈 대

상으로 미군은 우선적으로 전재민과 상인을 지목했으며, 이는 상거래와

전재민에 관한 미국대표단의 입장과 연결되었다.

상거래에 대한 입장을 먼저 보자면, 미국대표단은 전 조선의 재정·무

역 정책 및 화폐를 통일하고 전 조선의 회사지부 간 통신을 허용하는 등

상공업을 활성화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놀드는 남조선과

북조선 간 상품교환을 위해 대금 결제 방식을 합의해야 하고 조선의 경

제를 통합 및 복구하기 위해 상거래와 회사지부 간 통신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3) 분리된 남조선과 북조선의 경제권을 통합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선은행권을 표준통화로 채택하는 등 미국대표단이 제안한

내용은 미군에 전적으로 유리했다.114) 또한, 상공업 활성화에 관한 의제

111) FRUS, 1945, Volume Ⅵ,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Document 808,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Harriman)” (1945.11.3.)

112) 미소공동회담 제12차 본회의 속기록 (1946.2.1.)

113) 미소공동회담 제1차 본회의 속기록 (1946.1.16.)

114) 비록 미소공동회담에서 조선은행권을 표준 통화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실

제로 남조선과 북조선에서 조선은행권이 통용되었다. 1947년 12월 북조선에

서 화폐개혁이 실행되어 조선은행권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암시장에서

계속 유통되었다. 조선은행권의 지속적인 유통은 당시 38선 월경무역의 호황

을 보여주었다. 미소공동회담 직전인 1945년 12월에도 ‘수백 명’의 상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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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선 내 공산주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미군의 전략과도 연결되었다.

미소공동회담이 진행 중이었던 1946년 1월 31일에 워싱턴은 최고연합군

사령부와 주한미군에 전신을 보냈는데, 남조선 내 공산주의 활동을 줄이

기 위해서는 소련군 사령관에 직접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기보다 ‘단일 농

업정책과 기타 경제개혁(uniform agrarian policy and other economic

reforms)’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해당 문제를 접근할 것을 권고했다.115)

따라서 미국대표단이 상거래 활성화 의제를 추진한 목적에는 조선 경제

의 복구도 있었으나, 경제난에 따라 증폭되는 조선인들의 불만과 공산주

의 활동을 잠재우기 위한 것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상거래 문제 외에도, 미국대표단은 전재민들을 정착시키는 문제에 관

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놀드는 중국, 일본, 만주에서 대략 100만 명

의 조선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북조선 혹은 남조선 지역

에 정착시킬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6) 미국대표단은 처음에 조선

인 전재민들의 처리만 문제 삼았으며, 소련대표단이 재북 일본인의 송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조선의 행정·경제 통합과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

다.117) 그러나 실제로 미국대표단은 일본인 전재민들까지 논의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1945년 11월 3일에 미 국무장관이 주소련 미국대사에

게 소련정부와 협상할 조선 문제에 일본인들의 송환도 포함되어 있었으

며, 특히 하지는 일본인들이 남조선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일본

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소련과 합의할 것을 요청했다.118) 비록 미국대표

38선을 넘어 이북에서 생활필수품을 판매해 이익을 취한다고 미군에 보고되

었다. 해방 이후 38선 밀무역 상인들은 식료품, 소, 의복, 자동차부품 등 다

양한 생활필수품과 경공업제품을 판매하여 고수익을 창출했다. (김재웅,

2010〈북한의 민간상업 통제정책과 상인층의 대응(1945~1950)〉《한국근현대

사연구》55, 222~225쪽; 한림대학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1989《駐韓美軍北韓

情報要約(1)》, 36쪽, “Intelligence Summary Northern Korea for Period 15

December–31 December 1945” (1946.1.2.))

115) RG 554, 군사실 문서철, Box 76, Folder “US-USSR: American-Soviet

Conference”, “Radios Korean Situation (Incoming)” (1946.1.31.)

116) 미소공동회담 제1차 본회의 속기록 (1946.1.16.)

117) 미소공동회담 제2차 본회의 속기록 (194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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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직접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으나 미국 측의 전재민 의제에 일본인 송

환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고, 또 미군사령부는 일본인들이 남조선 지역을

통과하지 않기를 희망했다.

언론과 관련하여, 미국대표단은 조선 전역에 중앙방송과 신문을 유통

시킬 것을 제안했다. 아놀드는 북조선과 남조선 간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앙방송망을 복구하고 조선 전역에 신문을 유통시키는 것이 필

요하다고 주장했다.119) 특히 조선 인구의 80%가 농민이기 때문에 신문

을 통해 농업 관련 정보를 배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120)

방송 및 신문 유통 의제는 북조선과 남조선 간에 정보를 자유롭게 오간

다는 명목도 있었으나, 북조선까지 미국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선전의 목

적도 있었다. 1945년 12월 22일에 미군정 공보부는 《농민주보》를 발간

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농민들의 현안에 관한 미군정의 입장을 직접 전

달하고 농민들을 계몽시키려는 목적을 가졌다.121) 미소공동회담에서 미

국대표단이 제기한 신문 배포 또한 《농민주보》와 같이 미군정의 통치

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곳까지 미군정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삼

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적산과 관련하여, 미국대표단은 전 조선의 자본재를 해외

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동산을 사찰할 것을 제안했다. 아놀드는

조선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한반도에 있는 기계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122) 미국대표단이 해당 의제를 제

기한 이유는 소련군의 기계 반출을 막기 위해서였다. 소련군은 전쟁 비

118) FRUS, 1945, Volume Ⅵ,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Document 808,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Harriman)” (1945.11.3.)

119) 미소공동회담 제1차 본회의 속기록 (1946.1.16.)

120) 미소공동회담 제3차 본회의 속기록 (1946.1.18.)

121) 박수현, 2021〈점령기 미군정의 공보 활동과 선전 담론: 미군정 발행 주간

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49, 72쪽.

122) 미소공동회담 제1차 본회의 속기록 (1946.1.16.); 미소공동회담 제3차 본회

의 속기록 (194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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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충당하고 향후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유럽과 만주에서 주요

산업시설을 ‘전리품’으로 반출했다. 소련 점령 하의 북조선에서도 마찬가

지였는데, 당시 주한미군은 소련군이 조선에 있는 기계 부품을 해외로

반출하고 있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 예를 들어, 1945년 11월에 하

지는 소련군이 압록강 발전소의 발전기와 수차를 모두 해체해 옮기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조선인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았다.123) 비록 이 보고가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미군정과 워싱턴은 이 보고를 받은 즉시 경

각심을 가졌는데, 그 원인은 압록강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으면 조선의

전력 생산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1945년 8월 기준으로 남조선 지역의 전력 30%가 이 발전소에서 생산되

었다고 봤다. 미 국무장관은 소련주재 미국대사에게 이 반출 문제를 소

련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을 지시했다.124) 기계 부품 반출에 대한

미국의 의견은 꾸준히 소련 정부에 전달되어 북조선에 있는 소련군도 인

지하고 있었다. 이후 미국 폴리사절단(Pauley Mission)이 일본의 재외자

산을 조사하기 위해 북조선을 방문했을 때, 미소공동회담 대표단원이었

던 발라사노프가 ‘이 똑똑한 미국인들은 우리의 공장을 보러 왔다고 말

하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옮겼는지 보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125)

실제로, 미국이 ‘자본재 반출 금지’를 고집한 이유에는 조선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적산(敵産) 처리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 미

국 정부는 1943년경부터 전후 대일 배상 문제를 논의했으며, 일본의 비

군사화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안정을 목적으로 배상안을 계획했

123) FRUS, 1945, Volume Ⅵ,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Document 811,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Harriman)" (1945.11.7.)

124) FRUS, 1945, Volume Ⅵ,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Document 817,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Harriman)" (1945.11.9.)

125) 정용욱 편, 1994 앞 책 3권, 571쪽, “BALASANOV, Gerasim

Martinovitch” (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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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6) 1945년 9월에 미국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폴리

(Edwin W. Pauley)를 대일 배상 문제를 담당하는 대사로 임명했고, 폴

리를 단장으로 한 사절단은 일본 재산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2차례

동아시아 지역으로 파견되었다. 특히, 2차 사절단은 일본의 재외 재산 조

사를 목적으로 삼았는데 1946년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북조선 지역

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127) 이를 통하여 미국 정부가 북조선 지역에 있

는 일본의 재산까지 포함하여 대일 배상 정책을 고려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시 미국이 적산처리와 대일 배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선인들의 입

장과 매우 달랐다. 실제로, 1945년 11월에 폴리가 미국의 대일 배상 정책

과 관련하여 발표한 성명이 조선에서 보도되면서 회자가 되었다. 폴리는

“일본은 연합국에 몰수된 조선, 만주, 중국, 대만, 필리핀, 난인 등지의

투자만으로도, 즉 수십억 불에 상당한 배상을 지출할 수 있다”고 발언했

고, 이는 조선인들 사이에서 큰 발발을 불러일으켰다. 조선인들은 한반도

에 있는 일본인 재산이 조선인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일본의 대연합국 배

상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우려했다.128) 조선인들의 입장에서 적산은 일제

가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수탈한 결과물이며 조선인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유산이라고 인식되었다.129) 반면에, 미국은 당시 통용되었던 1907년

헤이그 육전법규에 따라 점령군에게만 적산을 몰수할 권리가 있음을 주

장했고 조선인들이 요구했던 피식민지 국가의 피해 배상을 부정했다.130)

미군정 또한 적산처리와 배상청구 권한을 교전국에게만 한정하는 입장을

126) 송병권, 2011〈미군정기 폴리 배상 사절단의 배상안과 조선의 지역주의적

재편문제〉《史學硏究》102, 116쪽, 121쪽.

127) 황교성, 2017〈미군정기 폴리 사절단의 구성과 한국 관련 정책 제안

(1945~1946)〉, 동국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8~36쪽.

128) 장박진, 2012〈전후 한국의 대일배상 요구의 변용: 미국의 대일배상 정책

에 대한 대응과 청구권으로의 수렴〉《아세아연구》55(4), 120쪽.

129) 이현주, 2015〈해방 직후 적산처리 논쟁과 대일배상요구의 출발〉《한국근

현대사연구》72, 212쪽.
130) 장박진, 2012 앞 논문,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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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했다. 아놀드는 1945년 12월 기자회견에서 “조선인민은 일본으로부

터 배상 권리가 있다”는 조선인민당의 주장에 맞서 “한국에서는 배상 문

제가 있을 리가 없어 보인다. 한반도는 일본 영토였으나 전쟁 피해가 없

었으므로 배상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발언했다.131) 연합국

이 한반도 내 일본인 재산을 접수하고 교전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는 미군정과 미국 정부의 관점은 미소공동회담의 자본재 반출

금지 의제에 투영되었다.

미국대표단과 비교했을 때, 소련대표단의 의제 수는 매우 적었다. 소련

대표단이 제안한 의제는 [표 5]와 같으며, 내용 상 3가지로 정리할 수 있

다. 소련대표단은 북조선과 남조선 간에 물자를 교환하는 문제, 북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을 일본으로 송환하는 문제, 북조선과 남조선 간에 운송수

단을 운행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소련 측도 미군 측과 마찬가지로 자국

군의 정책 방향과 점령 상황에 적합하게 의제를 선정하고 표현했다.

먼저, 소련대표단은 북조선과 남조선 간에 물자를 교환하는 문제를 논

의할 것을 주장했다. 소련대표단은 의제를 제시했을 때부터 거래할 북조

선과 남조선 생산품을 이미 설정해 놓았다. 소련대표단은 북조선에서 전

력, 석탄, 비료, 철광석, 목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비쳤고 남조선

에서 반드시 쌀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전력은 소련대표단이 미

131) 장박진, 2012 위 논문, 120쪽; 이현주, 2015 앞 논문, 220쪽.

[표 5] 미소공동회담 소련대표단이 제안한 의제

번호 의제

1 회담 절차

2 북조선에서 남조선으로 상품 전달 (전력; 석탄, 비료, 철광석, 목재)

3
남조선에서 북조선으로 상품 전달 (쌀 및 식량; 섬유, 가죽제품, 산업용 부품

등의 경공업 원료)

4 양 지역 간 철도 및 차량 운행

5 북조선에서 일본으로 일본인 전재민 송환

출전: 미소공동회담 제1차 본회의 속기록(1946.1.16.)과 한림대학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1989 앞 책, 46쪽, “Intelligence Summary Northern Korea for Period 15 January–31

January 1946” (1946.2.5.)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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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표단의 합의를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해방 이후 미소공

동회담 때까지 소련군은 계속해서 북조선에서 남조선으로 송전하는 것을

허용했다.132) 전력 대금 방식이 합의되지 않았는데도 남조선으로 송전이

지속되었고, 소련군은 이러한 전력을 미군에 대한 협상카드로 사용했다.

미소공동회담이 진행 중이던 1946년 1월 26일에 미군사령부는 소련대표

단이 북조선에 쌀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단전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태평양

미군총사령부에 보고했다.133) 단전에 대한 경고는 미소공동회담 뿐만 아

니라 향후 교섭에서도 이어졌다. 1946년 3월 3일 치스차코프는 하지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해방 이후 1946년 2월까지 남조선에 송전되었던 전력의

대금을 쌀과 공업부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이 대금 문제가 해결되

지 않을 경우 정기적인 송전을 약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134)

둘째, 소련대표단은 북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을 일본으로 송환하는 문

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슈티코프는 일본인들이 북조선에서 일본으

로 돌아갈 때 미군이 운송수단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135) 일본인들을

재빠르게 귀환시켜 식민지와 식민모국을 분리시킨 미군과 다르게, 소련

군은 북조선을 비롯해 만주, 사할린, 쿠릴열도에 있는 일본인들을 억류했

다.136) 일본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기본적인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었는

데, 미국은 전후 일본을 복구하고 통치해야 했던 반면에, 소련은 잔류해

있던 일본인들을 ‘통치’하기보다 ‘처리’해야 했다. 소련군은 점령지역에

있는 일본인들을 소련 본토의 전후 복구와 점령 지역의 산업시설 반출을

위해 무상노동력으로 활용했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노동력을 사용한 뒤

132) HUSAFIK, Part Ⅱ, Chapter Ⅳ, “American-Soviet Relations, the First

Year”, “Further Economic Negotiations”

133) RG 554, 군사실 문서철, Box 76, Folder “US-USSR: American-Soviet

Conference”, “Radios Korean Situation (Outgoing)” (1946.1.26.)

134) HUSAFIK, Part Ⅱ, Chapter Ⅳ, “American-Soviet Relations, the First

Year”, “Further Economic Negotiations”

135) 미소공동회담 제2차 본회의 속기록 (1946.1.17.)

136) 변은진, 2018〈8·15직후 38도선 이북의 일본인 귀환단체 및 간부진 현황〉

《韓日關係史硏究》60, 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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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송환에 필요한 행정력과 비용을 미군에 전가했다.137)

마지막으로, 소련대표단은 북조선과 남조선 간의 운송 문제를 의제로

제안했다. 슈티코프는 운송수단 중에서도 철도, 트럭, 해운만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를 원했다.138) 조선의 경제 및 행정 통합을 강조했던 미국대표

단과 다르게, 소련대표단은 남북 간의 물물교환과 전재민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수단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다. 아울러, 소

련대표단은 단순히 남북 간의 운수 개통이 아니라 운송수단에 대한 미군

의 지원을 받는 것도 목표로 했다. 당시 북조선에서 석탄과 땔감을 생산

할 수 있었으나 이를 운송할 수단이 없어 평양시와 같은 도시지역에 공

급받지 못한 상황을 소련군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39) 실제로

미소공동회담에서 소련대표단은 운수 문제를 논의하면서 미군으로부터

열차와 수리부품을 요구했다.140)

정리하자면, 소련대표단은 경제, 운수, 송환 문제만 제기했으나, 미국대

표단은 이외에도 38선 경계선, 언론, 적산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기를

원했다. 서로 의제가 겹치는 분야에서도 소련대표단과 미국대표단이 생

각하는 논의의 범위가 달랐다. 경제의 경우, 소련대표단은 남북 간의 물

물교환 형식을 제안했고, 미국대표단은 전 조선에 동일한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상공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중시했다. 운수의 경우, 소련대표

단은 조선 내 주요 교통수단이라고 판단한 철도, 트럭, 해운만 논의하기

를 원했고, 미국대표단은 항공부터 수레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의제에 포

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송환의 경우, 소련대표단은 북조선에 잔류하던 일

본인들의 송환에만 관심을 가졌으나, 미국대표단은 이들을 포함한 전재

민 전체에 관해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137) 이연식, 2009 위 논문, 10, 114쪽.

138) 미소공동회담 제2차 본회의 속기록 (1946.1.17.)

139)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Archives of the General Staff of the

Armed For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op. 480s, 29, st. 5, p. 2, pa. 21,

k. 35, Record ID 122241, “The Japanese Population in Korea and the

Korean Population in Manchuria” (1946.1.10.)

140) 미소공동회담 제9차 본회의 속기록 (194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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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 미국대표단은 북조선과 남조선의 경제와 행정을 ‘통합

(unify)’하고자 했고 소련대표단은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각각 필요했던

물자를 교환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양 대

표단은 조선의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 대립했다. 미국대표단

은 미군 하의 서울에 설치된 행정기구가 소련 관할 지역까지 권한을 행

사할 수 있기를 원했고, 소련대표단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소련대

표단이 미소공동회담에서 여러 차례 주장했듯이, 미군과 소련군의 ‘행정

통합’은 소련군사령부가 홀로 결정할 수 없었고 정부 차원에서의 합의가

필요했다. 그리고 소련군은 이미 행정10국을 설립하여 북조선의 산업, 상

업, 재정, 운수 등을 지휘할 조직을 갖추었다. 양군의 조선 행정기구 구

상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소련대표단은 미군이 제안한 ‘경제 및 행정 통

합’에 동의할 수 없었고 물물 교환, 일본인 송환과 같은 소수의 특정 주

제만 논의하기를 원했다.

미소공동회담 공동의제를 결정하면서 두 대표단이 특별히 충돌했던 부

분은 미국대표단이 제안한 의제 제4항 ‘만주로부터의 수송 허용’과 제17

항 ‘자본재 반출 금지’였다. 슈티코프는 ‘만주로부터의 수송 허용’ 의제를

외교관들의 지시 없이 결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141) 소련이 미국과 만

주에 관한 교섭하기를 꺼렸던 것은 미소공동회담에서뿐만 아니라 모스크

바 3상회의에서도 확인된다. 1945년 12월 16일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대표단이 만주 통치권을 중국 국민당 정부에 이양하는 문제를 논의

할 것을 제안했을 때 소련대표단은 반대했다. 소련 측은 이미 1945년 8

월 15일에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대일 군사작전과 관련하여 소련 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3상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

고 주장했다.142) 중국 동북지역 및 만주와 관련하여 소련 정부가 이미

141) 미소공동회담 제2차 본회의 속기록 (1946.1.17.)

142) FRUS, 1945, Volume Ⅱ, General: Political and Economic Matters,

Document 231, “United States Delegation Minutes, First Formal Session,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Spiridonovka, Moscow, December 16,

1945, 5:00–7:10 p.m.” (1945.12.16.) 만주 문제는 결국 모스크바 3상회의 의

제에서 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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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와 교섭을 진행했기 때문에 미소공동회담에서 소련대표단이 만

주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을 난감해 했을 것이다. 아울러, 소련군은 북조

선에서 생산하는 석탄을 미군에 대한 협상카드로 사용하고자 했고, 곡물

은 소련군도 필요한 품목이었다. 미군이 석탄을 북조선 대신 만주에서

조달하려는 시도와 소련군도 필요한 만주의 곡물을 수입하려는 시도는

소련군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치였을 것이다.

미국대표단이 제시한 ‘자본재 반출 금지’ 의제와 관련하여, 소련대표단

은 북조선에서 자본재 반출 문제가 없으므로 북조선과 남조선의 공통 사

안을 논의하는 미소공동회담에서 의제로 상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143)

비록 미군은 소련군이 북조선에서 기계 등의 자본재를 반출한다는 보고

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소련군은 자본재 반출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소

련은 미국과 다르게 2차 대전의 피해가 막대했고 지리상 소련군 점령지

역에 인접했기 때문에 만주와 북조선에 있는 일제의 주요시설을 파괴 혹

은 반출하여 전쟁 비용을 충당하고 미래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자 했

다.144) 전쟁 비용 조달과 군사적 위협 방지를 위하여 소련군은 자본재

반출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소공동회담에서 반출 사실을 부

인했을 것이다.

3차례의 본회의 끝에 미국대표단과 소련대표단은 미소공동회담에서 논

의할 의제를 합의했다. [표 6]은 두 대표단이 합의한 공동의제와 각 공동

의제를 담당할 분과위원회 목록이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하여 미소공동

회담 내부에서 경제, 운수, 행정, 일반 분과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이 중

경제, 운수, 행정 분과위원회에는 각 주제에 맞는 의제들이 배정되었고,

일반 분과위원회에는 대체로 조건이 붙은 의제들이 배치되었다.

143) 미소공동회담 제3차 본회의 속기록 (1946.1.18.)

144) 이연식, 2009 앞 논문, 10~12쪽.

[표 6] 미소공동회담 공동의제 내용과 담당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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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대표단은 대체로 미국대표단이 제안한 의제를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공동의제로 상정했다. 전력, 철도, 통신 문제는 미국대표단이 제안한 ‘서

울 중앙조직 설치’ 부분을 제외하고 각각 공동의제 제1항, 제3항, 제11항

으로 설정했다. 미국대표단이 제안한 ‘단일 재정 정책 및 통화’ 의제는

제5a항과 제5b항, 두 개의 의제로 분할하여 대금 문제만 미소공동회담에

서 논의하고 재정체계 일원화 문제는 향후 연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전재민 문제도 제6항 일본인 전재민 송환 사안과 제8항 조선인 전재민

38선 통행 사안으로 구별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대표단이 제안

번호 의제 조건
분과

위원회

1 북조선에서 남조선으로 송전 조건 경제

2
쌀, 원자재, 연료, 산업장비, 화학제품 등

남북 간 상품 교역
경제

3 양 지역 간 철도 및 차량 운송과 해운 운수

4 남북 항구에 관해 단일 규제 수립 운수

5a 남북 간 교역 상품에 관한 대금 결제 경제

5b 재정체계 일원화 향후 연구 일반

6
232,000여명의 일본인 전재민을 북조선에서 일본으로

송환
행정

7
미·소 경계선을 따라

미소공동통제소(joint U.S.-U.S.S.R. control posts) 설치
행정

8 양 지역 간 조선인 통행 행정

9 소포를 제외한 우편물 교환 행정

10
북조선을 통해 남조선으로 석탄 및 농산물 운송

(석탄 및 농산물은 미국이 북조선 밖에서 획득)
미확정 일반

11 남북 간 전화 및 전신 복구 향후 연구 행정

12 회사 지부 간 정기적 통신 확립 향후 연구 일반

13 남북 방송국의 주파수 및 파장 배당 확인 행정

14 38도선 경계선의 부분적 및 국소적 조정
소련군

상부 보고
일반

15
(행정·경제 문제에 관하여) 북조선의 소련군사령관과

남조선의 미군사령관 간 향후 조정 방안
일반

출전: M 1243, Roll 3, Target 4, “Joint Agenda” (1946.1.20.); 미소공동회담 제3차 본회

의 속기록 (194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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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소공동통제소 설치 의제와 우편물 교환 의제는 각각 공동의제 제7

항과 제9항으로 상정되었고, 분과위원회도 미국대표단의 요구대로 설치

되었다. 미국대표단의 연락단 교환 의제는 제15항 ‘양 사령관 간 향후 조

정 방안’으로 확대하여 논의할 것을 결정했다.

미국대표단이 제안한 의제 중 몇 가지는 소련대표단의 반대로 공동의

제로 상정되지 않았다. ‘조선 전역 신문 배급’ 의제는 배제되었고 ‘중앙방

송망 복구’ 의제도 ‘주파수 및 파장 배당 확인’ 의제로 축소되었다. 적산

문제 또한 모두 공동의제에서 제외되었다. 소련대표단이 반대해서 공동

의제로 상정되지 않은 점도 있으나, 미국대표단 또한 회의 당시 강력하

게 추진하지 않아서 공동의제로 설정되지 않은 점도 있었다. 본회의에서

중앙방송망 의제에 관하여 논의된 적이 없었고 신문 의제도 본회의에서

비교적 짧은 논의 끝에 미국대표단이 금방 포기했다.145) 언론 문제나 적

산 문제를 미소공동회담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미군이 이에 관하여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전자와 관련해서 미국은 향후 미소공동위원

회에서 조선 내 ‘언론의 자유’를 더욱 강조했으며, 후자와 관련해서 향후

폴리사절단을 통해 북조선 내 적산에 접근하고자 했다.

한편, 미소공동회담에서 논의하지 않고 향후 연구하거나 상부에 보고

한 후 결정하겠다고 합의한 미국대표단의 의제도 있었는데, 제5b항 ‘재

정체계 일원화’, 제11항 ‘남북 간 전화 및 전신 복구’, 제12항 ‘회사 지부

간 정기적 통신 확립’, 제14항 ‘38도선 경계선의 부분적 및 국소적 조정’

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소련대표단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대표단

의 강한 요구로 공동의제 목록에 기록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제10항

‘북조선을 통해 남조선으로 석탄 및 농산물 운송’ 의제였다. 이 의제들은

‘향후 연구용(for future study)’, ‘소련군 상부 보고 후 결정’, ‘미확정

(open)’ 조건이 달렸으나, 모두 미국대표단장과 소련대표단장의 서명이

들어간 공식문서에 기록되었다.146) 미국대표단은 반드시 미소공동회담에

서 논의되지 않아도 향후 소련군 및 소련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공동

145) 미소공동회담 제3차 본회의 속기록 (1946.1.18.)

146) M 1243, Roll 3, Target 4, “Joint Agenda” (194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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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로 상정하기를 원한다고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향후 연구용’으로

의제를 설정하는 것에 그쳐도 미국대표단의 의도가 관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군은 미소공동회담이 종료된 이후 공동의제와 논의내용을

발표할 때 자신들이 ‘38선 철폐’와 ‘남북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나

소련의 반대로 관련 사안을 논의하지 못했다고 선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국 측의 의도는 제4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제4차 본회의에서 아놀드는 협상과 무관하게 ‘미국의 시각

(The United States’ point of view)’에 대해 발언해 미소공동회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목표와 주장을 확실하게 회의 기록에 남겨두고

자 했다.147) 미국이 조선을 위한다는 모습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하

여 아놀드가 이와 같이 발언한 것도 있으나, 미국대표단장이 ‘뜬금없이’

‘미국의 시각’에 관하여 주장한 이유는 당시 남조선에서 타스통신 사건이

발발하여 미군이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2) 미소공동회담 결정 채택

미군과 남조선의 우익세력이 반탁운동의 수혜를 받던 와중에, 타스통

신은 신탁통치를 제안한 국가가 소련이라는 미군의 주장이 거짓임을 폭

로하여 반탁운동의 근거를 없앴고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렸다.148) 1946년

1월 22일 타스통신은 미군이 반탁시위를 고무한다고 보도하면서 폭로를

시작하였다. 맥아더와 하지가 22일자 타스통신 보도를 비난하고 부인하

자, 1월 24일에 타스통신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원래 미국이 신탁통치

를 제안했다는 점을 밝히며 협상 전말을 공개했다. 나아가서, 미군의 언

론 통제로 남조선에서 타스통신 보도가 알려지지 않자 슈티코프는 1월

26일에 기자회견을 자청해 24일자 타스통신 보도 전문을 발표했다.

타스통신 사건은 남조선 내 반탁운동과 반소여론이 고조되자 소련이

미국과 언론공방을 벌인 사건이었는데, 이를 미소공동회담의 경과와 연

147) 미소공동회담 제4차 본회의 속기록 (1946.1.23.)

148) 정용욱, 2003 앞 책, 176~185쪽; 정용욱, 2003 앞 논문, 305~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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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면 흥미로운 지점들을 관찰할 수 있다. 첫 타스통신 보도가 나온 1

월 22일은 미소공동회담에서 양 대표단이 공동의제를 합의하고 각 공동

의제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슈티코프의 기자

회견이 열린 1월 26일은 미소공동회담에서 쌀 문제 논의가 정점을 이루

었던 시점이었다. 타스통신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미소공동회담이 한참

진행 중이었던 점과 소련군대표단장이 타스통신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

했던 점을 고려하면, 소련대표단은 타스통신 사건을, 타스통신 사건 관련

자들은 미소공동회담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미소공동회담에서 본격적

인 의제 논의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리고 최대 쟁점인 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에 타스통신 보도와 슈티코프의 기자회

견이 이루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신탁통치 파동이라는 폭발

적인 정국 속에서 미군과 소련군 모두 미소공동회담에서 협상을 앞두거

나 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 시점에 언론 발표를 통해 상대측에 압박을 가

하고 회담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했다.

배후에 타스통신 사건이 발발하는 동안, 두 대표단은 본회의에서 제2

항 상품교환, 제3항 운송, 제6항 귀환 의제를 중점으로 맹렬하게 논쟁했

다. 남조선과 북조선 간 거래할 상품 중에서 쌀이 가장 논란이 되었으며,

양 지역 간 왕래할 사람 중에서 전재민 문제가 주목되었다. 미국대표단

과 소련대표단은 이러한 상품과 사람을 운반하기 위한 주요 교통수단으

로 철도를 공통으로 지목했으나 철도 운영 재개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

다.

먼저 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면, 소련대표단은 남조선에서 생산한

쌀을 북조선으로 보낼 것을 요구했던 반면, 미국대표단은 북조선에 남조

선의 쌀을 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쌀 문제는 미소공동회담 제6~8차

본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슈티코프는 일제시기부터 북조선 지

역은 농업종사자 수가 많지 않아 쌀이 부족했고 남조선 지역으로부터 쌀

을 받아왔다고 설명하며 미국 측은 북조선에 남조선의 쌀을 제공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놀드는 일제시기 만주 지역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해왔던 통로가 막혔고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곡물 저장분을 가져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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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남조선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아 쌀을 보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인구 대비 쌀 생산량은 오히려 남조선 지역이 더 낮았고 일본과

북조선에서 유입되는 인구 때문에 그 비율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

했다.149)

제7~8차 본회의에서는 오로지 쌀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가 진행될 정도

로 양측의 의견 대립이 극심했다. 아놀드는 계속해서 남조선에 곡물 잉

여분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대신 연합국 구제부흥기관(UNRRA:

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에 구호물자를

요청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슈티코프는 연합국 구호물자는 별도의

문제이며 미국 측이 쌀을 공급하겠다고 확언하기 전까지 북조선에서 공

업원료 등의 물자를 보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아놀드는 교역 초기

에 남조선과 북조선에서 각각 보내는 물량이 같지 않더라도 조선 전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북조선에서 공업원료를 먼저 제공해야 남조선의 공장

과 농장이 운영되어 북조선으로 물자가 갈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슈티코프는 여기에 반박하여 북조선에서도 식량을 받아야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식량을 받지 못하면 북조선의 물자를 팔 다른

곳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놀드는 남조선 생산품 중에서 교역

가능한 총 90개의 품목도 제시했으나, 이는 주로 공산품이었고 소련 측

이 원하는 식량은 포함되지 않아 슈티코프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150)

소련대표단은 식량정책의 실패로 북조선에서 식량위기가 더욱 극심해

지자 미소공동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남조선의 곡물을 얻고자 했다. 소

련군사령부와 각 도 인민위원회의 성출 제도가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성

출량 계획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식량 배급에 차질이 생겼

고, 성출된 곡물 중 많은 분량이 소련군에게 돌아가면서 북조선 주민들

의 궁핍한 상황이 악화되었다. 소련대표단은 북조선의 식량위기를 타파

하고자 남조선에서 생산한 쌀을 계속 요구했으나, 미국대표단은 남조선

149) 미소공동회담 제6차 본회의 속기록 (1946.1.25.)

150) 미소공동회담 제7차 본회의 속기록 (1946.1.26.); 미소공동회담 제8차 본회

의 속기록 (19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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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분의 쌀이 없다고 강경하게 주장하며 소련 측의 요구를 거절했다.

미군이 처음부터 북조선 지역으로 쌀을 보내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

미소공동회담 이전에 미군은 소련군과 협상하기 위한 카드로 남조선의

쌀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1945년 11월 미 국무장관이 소련주재 미국대

사에게 보낸 전신에서 당시 미군이 소련군에 제공할 수 있는 남조선의

생산품 품목을 밝혔다. 목록에 쌀 400~500만 부셸(bushel)151)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하지가 1946년 1/4분기에 마련할 수 있다고 예측한 수치

였다.152) 그러나 미군은 바로 다음 달에 입장을 번복했는데, 1945년 12월

에 베닝호프는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당장 북조선으로 쌀을 보

낼 수 없다고 보고했다. 1945년 작물 상황은 좋았으나 다음과 같은 원인

으로 쌀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153)

1. 조선인들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쌀 전량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타 곡물의 소비량이 감소했다. 기타 곡물은 대체로 북쪽으로부터

와서 지금은 구할 수 없다. (물론, 다른 곡물에 비해 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2. 농민들은 쌀 파는 것을 원치 않는데, 그 이유는:

1) 소비재가 부족하여 화폐에 별다른 가치가 없다.

2) 미군정의 기본방침이 조선인들의 물산을 조선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하

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쌀 대부분이 일본으로 운송될 것이라

고 오해하고 있다.

3) 많은 사람들이 향후 가격 인상을 기대하며 쌀 판매를 보류하고 있다.

3. 일본과 소련 점령지역에서 온 전재민들로 인해 우리(미국) 점령지역의

151) 부셸(bushel)은 미국과 영국에서 사용하는 무게의 단위로, 곡물 및 과실의

무게를 잴 때 쓴다. 미국에서 약 27.2154kg에 해당한다.

152) FRUS, 1945, Volume Ⅵ,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Document 808,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Harriman)” (1945.11.3.)

153) FRUS, 1945, Volume Ⅵ,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Document 846, "The Acting Political Adviser in Korea (Benninghoff)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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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4. 트럭, 열차, 철도용 석탄이 부족하여 심각한 운송 문제를 일으켰다.

여기에서 베닝호프가 제시한 남조선 쌀 부족 원인의 대부분은 미소공

동회담에서 제기되지 않았다. 전재민의 증가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아놀

드는 일제시기 만주에서 곡물을 들여왔고 일본군이 철수할 때 쌀을 가져

갔기 때문에 남조선에 식량이 부족하다고만 해명했다. 조선인들의 쌀 소

비량이 증가했다는 점이나 농민들이 쌀을 판매하기를 거부했다는 점을

드러내면 자칫 미군정의 점령 행정 능력에 대한 지적을 받을 수 있어서

해당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 미국대표단은 미군의 통제

범위 밖에 있었던 일제시기의 무역과 미군 상륙전에 일어났던 일본군 철

수 과정을 원인으로 지목했을 것이다.

북조선의 상황과 비슷하게, 1945년 말부터 남조선이 ‘풍작기근’을 겪게

된 배경에는 점령군의 식량정책이 있었다. 1945년 10월까지만 해도 남조

선의 식량사정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었다. 해방 직후 조선건국준비위

원회(이하 건준) 식량대책위원회와 식량영단임시운영위원회(이하 식량영

단) 모두 식량 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54) 미군 또한 남조선의 식

량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았는데, 베닝호프는 일제가 1944년도 수확물을

대량 일본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것이고 10월

말에 수확하면 식량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155) 실제로 1945

년도 작황은 건준, 식량영단, 미군의 예상대로 풍작이었다. 1945년 기후

는 1940~1944년에 비해 유례없이 순조로웠고, 1945년 미작은 해방 이전

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비료 부족과 같은 해방 이후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156) 풍작과 미곡수집 지연으로 10월까지 쌀이 대량 방매되

154) 부미선, 2003〈1945~46년 美軍政의 米穀市場 自由政策〉, 서강대학교 사학

과 석사학위논문, 12~13쪽.

155) FRUS, 1945, Volume Ⅵ,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Document 781,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Benninghoff)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5.9.15.)

156) 최영묵, 1996〈미군정의 식량생산과 수급정책〉《역사와현실》22, 62~66쪽;



- 59 -

었고 남조선에서 미곡 가격이 하락했다.157) 1945년 11월 전문에서 하지

가 소련군과 교환할 품목으로 상정했던 것도 이러한 낙관적 전망 속에서

판단했던 것이다.

1945년에 풍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 심각한 식량위기가 도래

한 이유는 결국 식량 배급의 문제였다. 미군은 10월 5일 일반고시 제1호

〈미곡의 자유시장〉을 발표하여 일제의 식량통제정책을 해제했고 미곡

의 자유판매를 공포했다.158) 선행 연구에 따르면, 미군이 미곡의 자유시

장제를 선포한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다. 먼저, 미군은 은닉된 쌀을

시장으로 불러들여 도시 거주민들에게 충분한 쌀을 제공하려고 했다. 미

군은 일제의 공정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농민들이 정부가

아니라 암시장에 쌀을 판매한다고 인식했다.159) 아울러, 미군의 통제력이

지방의 농촌 지역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일제와 같이 제대로 식량통제

정책을 실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미군 대신 지방에서 식량 관리에 나섰

던 건준이나 인민위원회의 활동을 무마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

다.160)

그러나 미군의 미곡 자유시장제는 당국의 쌀 보유량을 충분히 확보한

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남조선의 식량 사정을 악화시켰다.

일단, 조선생활품영단은 미곡 매입가격을 일제의 공정가격보다 높게 설

정했으나 매입가격이 여전히 시장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아 충분한 미곡

을 매입하지 못했다.161) 그리고 자유시장제 속에서 모리배의 매점, 지주

및 농민의 매석과 밀수출을 통해 남조선의 시장에서 쌀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162) 식량 유통 및 배급의 실패로 1945년 말부터 심각한 식량 부

족의 조짐을 보이자 미군은 소련과의 교섭 품목에서 쌀을 제외했고 미소

김점숙, 2000〈미군정의 식량정책과 소비실태〉《史學硏究》61, 214쪽.

157) 허수, 1995 앞 논문, 10~11쪽.

158) 이길상 편, 1993 앞 책, 725~727쪽, “Free Market in Rice” (1945.10.5.)

159) 최영묵, 1996 앞 논문, 71~72쪽; 부미선, 2003 앞 논문, 17쪽.

160) 최영묵, 1996 위 논문, 71~72쪽.

161) 김점숙, 2000 앞 논문, 211쪽.

162) 최영묵, 1993 앞 논문, 72~73쪽; 부미선, 2003 앞 논문,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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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회담에서 소련의 쌀 요청을 극구 거절했다.

결국 슈티코프는 미국대표단으로부터 남조선 쌀 공급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하자 제12차 본회의 때 공동의제 제2항 자체를 미소공동회담 결

정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고, 아놀드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163) 미소

공동회담의 남은 기간에 슈티코프는 쌀 문제를 두고 미군에 비난을 가했

다. 아놀드가 일본군이 곡물을 대량 가져가 조선인들이 곡물 저장분을

소비하게 되어 쌀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반복하자, 슈티코프는 미

군이 일본군을 통제하지 못해 조선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

다.164) 그리고 아놀드가 교역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소련대

표단의 결정을 비판하자, 슈티코프는 “남조선 통치와 복지는 모두 미군

사령부에 달려 있으므로 소련군사령부가 남조선의 기근에 책임이 없다고

밝혀야 하겠다. 나는 아놀드 소장에게 7만 명의 남포 화학공장 노동자들

이 식료품을 생산하지 않는 것을 책임지라고 하지 않는다. 소련군사령부

는 그들을 책임지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165) 소련대표단

이 쌀을 포함한 남북 교역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기를 포기하고 소

련군이 따로 북조선의 식량 상황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미소공동회담에서의 귀환 문제 논의를 검토하자면, 두 대표

단은 북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을 일본으로, 일본에 있는 북조선 지역 출

신 사람들을 조선으로 송환하는 문제에 관해 주로 제11~12차 본회의에서

협상했다. 슈티코프는 미 극동군이 귀환자들을 위해 선박, 식량, 백신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고, 특히 일본에서 오는 조선인들이 북조선 항구가

아니라 각자의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미군이 그들의 식량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166) 이에 아놀드는 소련군이 북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을

송환하면서 각자의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식량을 책임지지 않는 상황

에서 소련 측의 요구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미군은 항구까지만 식량을 지

163) 미소공동회담 제12차 본회의 속기록 (1946.2.1)

164) 미소공동회담 제14차 본회의 속기록 (1946.2.4)

165) 미소공동회담 제15차 본회의 속기록 (1946.2.5)

166) 미소공동회담 제12차 본회의 속기록 (19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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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대표단 간의 의견 대립은 귀환 일본인에 관한 미군과 소련군 간의

근본적인 시각 및 정책 차이로부터 기인했다. 먼저, 미군은 일본과 남조

선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귀환 정책을 준비했다. 미소

공동회담과 관련된 지령 SWNCC 176/13은 ‘한국 관련 기본 지령인

SWNCC 176/8에 명시된 기본 목표’ 대로 소련과의 합의를 도출하라고

지시했는데, 미국대표단은 SWNCC 176/8과 수정안 176/12를 기반으로

하여 송환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1945년 10월 13

일에 확정된 〈SWNCC 176/8: 태평양미국육군사령관에게 보내는 조선

내 미군 점령지역의 민사 행정에 관한 기본 초기 지령〉은 신탁통치 수

립 이전까지 조선의 민사 행정에 대한 기본 지침을 제시했다. SWNCC

176/8에서 일본인 민간인은 미군 점령 목적과 부합할 경우 활동을 지속

하고 미군은 이들을 조선인들의 반일감정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명령했

다.167) 그러나 일본인 민간인에 대한 이러한 방침은 미군의 실제 점령

상황과 부합하지 않았다. 일본인들이 남아 정부기관과 주요시설을 관리

하는 것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이 미국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컸고, 일본인 외에도 조선인 이동인구도 많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

책도 마련해야 했다.

결국 1945년 12월 17일에 삼부조정위원회 극동분과위원회는 기존 조항

을 삭제했고 <SWNCC 176/12: 조선 내 전재민>이라는 제목으로 포괄적

인 방침을 제시했다. SWNCC 176/12는 북조선 지역 출신을 포함한 모든

조선인 전재민들이 해외에서 조선으로 돌아오도록 조처를 할 것을 지시

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필요한 전문직·기술자를 제외하고 일본 본토

출신인 일본 국적 사람들은 모두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

다. 또, SWNCC 176/12에서 지시한 모든 전재민 관련 조치에 대한 비용

은 점령 비용(occupation costs)으로 계산되어 일본에 청구할 수 있었

다.168) SWNCC 176/12에 따라 미군은 남조선, 북조선, 일본 출신 전재민

167) M 1243, Roll 15, Target 6, “Basic Initial Directive for Civil Affairs in

Korea” (194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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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출신지로 이동시키고자 했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소공동회담의 미

국대표단은 북조선에 있는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북조선 출

신 사람들의 송환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했다.

반면에 소련군에게 일본인들은 전후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처리’의

대상이었다. 미국과 다르게, 소련은 전후 일본을 복구하고 일본인들을 통

치할 필요가 없었다. 소련군은 진주 직후 일본인들의 이동을 금지시켰고

일본인들을 만주, 사할린, 소련본토 등지에 압송해 전후복구에 활용하거

나 북조선에서 집단으로 수용하여 잡역에 종사시켰다.169) 북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은 거주 공간과 식량의 부족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었고, 소련군

수뇌부는 대체로 일본인들을 방임했다.170) 소련군은 미군에 일본인 귀환

의 책임을 떠넘기고자 했다. 소련군은 서울주재 소련영사관을 통해 미군

이 일본인들의 귀환에 힘쓰고 있으며 남조선에 일본인들이 거의 남지 않

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171)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소련군은 북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의 귀환을 위해 전폭적인 미군의 지원을 요청했을 것이다.

아울러, 소련군에게 전재민 문제는 궁극적으로 식량 배급과 관련된 문

제였다. 미소공동회담에서 소련대표단은 북조선에 있는 일본인 전재민이

나 일본에 있는 북조선 전재민에게 얼마나 식량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

하자, 소련대표단장은 송환 의제를 미소공동회담 결정에서 삭제하고 미·

168) M 1243, Roll 15, Target 6, “Displaced Persons in Korea” (1945.12.17.)

169) 이연식, 2009 앞 논문, ⅰ~ⅱ, 110~116쪽. 이연식은 미군과 소련군 간의 일

본인 정책이 달랐던 일차적인 원인이 양군 간의 주둔비용 조달 방식 차이였

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미군은 점령비용을 향후 대일배상 요구

액에 포함시키되 일단 자국에서 충당했던 반면, 소련군은 전쟁으로 심각한

인명 및 경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점령지역에서 주둔비용과 노동력을 확

보하고자 했다.

170)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Archives of the General Staff of the

Armed For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op. 480, 29, st. 5, p. 2, pa. 21,

k. 35, Record ID 114893, (제목 미상) (1946.1.11.)

171) 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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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령관들이 이후에 직접 교섭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일본인 송환

에 대해 태평양미군총사령부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소련군은 1946

년 봄부터 일본인들을 대거 남하시켰다.172) 이러한 경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북조선 내 식량 위기로 소련군과 조선인에게 돌아갈 식량이 줄어드

는 상황 속에서 소련군은 일본인 전재민에게 식량을 배급하는데 부담감

을 가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미군과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춘곤

기로 식량 사정이 더 악화되자 소련군은 재북 일본인들의 남하를 재촉했

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철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면, 소련대표단은 남조선이

북조선으로 열차와 수리 부품을 보낼 것을 요구했던 반면, 미국대표단은

‘운수공동위원회(joint transportation commission)’을 설립해 조선 전역

운수를 총괄할 것을 제안했다. 철도 의제는 주로 제5~6, 9~10차 본회의에

서 논의되었다. 슈티코프는 일제시기 북조선 지역의 열차가 남조선 지역

의 정비소에서 수리되었기 때문에 미군은 북조선으로 열차 부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북조선 지역에 있던 상당수

의 열차를 타고 남조선 지역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미군은 북조선으로 열

차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놀드는 조선 전역에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고 운수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조정하기 위해 ‘운수공동위원회’

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73) 이에 슈티코프는 ‘운수공동위원회’에

행정 권한(administrative rights)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며 해당

권한은 사령관에게 있다고 피력했다.174) 소련 측의 열차 및 부품 요구에

대해서 아놀드는 남조선에서 일본 소유 열차의 절반밖에 확인되지 않는

다고 반박했다.175) 그리고 일제시기 평양, 원산, 청진에도 열차 수리시설

이 있었으며 일본인 기술자들이 해고된 이후로 남조선의 열차 수리시설

상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놀드는 계속해서 조선인 기술자들의 능

172) 이연식, 2009 앞 논문, 112~113쪽; 신재준, 2017〈1945~46년, 在朝鮮일본인

의 귀환과 미군정의 대응〉《軍史》104, 75쪽.

173) 미소공동회담 제5차 본회의 속기록 (1946.1.24.)

174) 미소공동회담 제6차 본회의 속기록 (1946.1.25.)

175) 미소공동회담 제9차 본회의 속기록 (1946.1.29.)



- 64 -

력 부족을 강조하며 소련 측의 요청을 제지하고자 했다.176)

아놀드가 조선 전역에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을 세울 것을 요구했

고 이에 슈티코프가 행정 권한을 가진 조직을 세울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조선 행정기구 설치 문제에 관한 갈등이었다. 미국대표

단은 삼부조정위원회와 미군사령부의 구상에 따라 조선 전역에 자원 동

원력과 정책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조직을 서울 중심으로 설치하

고자 했다. 반면에 소련대표단은 이미 운영되고 있던 행정10국을 고려해

야 했고 미군과 남조선이 주도권을 가지지 않은 행정조직을 형성하기를

원했다. 비록 양 대표단은 표면적으로 ‘조선 남북 통합’, ‘사령관 결정권’

등의 이유를 들었으나,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의 주도권을 누가 갖는가의

문제였다.

아울러, 미소공동회담에서 양 대표단이 검토한 통계수치 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1948년 조선은행이 발간한 《조선경제연보》에 의하면 조선

내 철도공장의 차량수리 상황은 [표 7]과 같다. 해방 이전에 열차를 수리

할 수 있는 관영공장이 경성, 부산, 원산, 청진, 평양에 위치했다. 1945년

이후로 북한지역의 통계가 확인되지 않지만, 1944년도 총 수리 차량 수

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경성, 평양, 부산, 청진, 원산 순으로 많았다. 대체

로 경성과 부산에서 열차가 가장 많이 수리되었지만, 화차의 경우 오히

려 경성보다 평양 공장에서 더 많은 차량수선이 이루어졌다. 1945년 이

후로 차량 수리 건수가 급격히 감소해 1946년도에 경성과 부산 공장에서

수리한 차량 수는 1944년에 비해 각각 31.7%, 27.7% 가량에 불과했

다.177)

176) 미소공동회담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1946.1.30.)

177) 조선은행조사부는 해방 이후 차량 수리 건수의 저하 원인으로 첫째, 조선

인 고급 기술자와 숙련공의 부족, 둘째, 북한지역 및 일본 공업과의 분리, 셋

째, 일제시기 조선인 노동자들의 과도한 근무, 넷째, 해방 이후 종업원에 대

한 생활 보장 부재 등을 지목했다. 미국대표단이 지적한 조선인 기술자들의

능력 부족 요인 외에, 1944년도에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12시간 이상의 과도

한 노동이 강제되었다는 점과 해방 이후 종업원들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자

결근자들이 속출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朝鮮銀行調査部,



- 65 -

조선은행조사부의 통계와 미국대표단의 주장을 종합해보았을 때, 일제

시기 열차 수리가 경성, 부산, 원산, 청진, 평양 등지에 분산되어서 이루

어졌고 남북 분할 점령으로 조선 전역에 있는 철도공장의 유기적인 연결

망이 차단되었다. 미국대표단은 경성에 철도 관리와 수리 기능이 집중되

어있는 점을 내세우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철도 운영 기구를 설립할 것

을 주장했다. 그리고 남조선에서 북조선으로 열차 수리용 부품을 보내

달라는 소련대표단의 요구에 맞서, 미국대표단은 원산, 청진, 평양을 포

함한 조선 전역의 공장을 가동해 차량수선 책임을 분담할 것을 제안했

다.

미국대표단과 소련대표단은 제3항 운수 의제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절

충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문을 작성했다.178) 여기에 미국 측이 주장했던

‘운수공동위원회’와 소련 측이 주장했던 열차와 부품 공급 사안이 모두

포함되었다. 결정에 따르면, 미군은 북조선에서 남조선으로 오는 화물 수

송을 지원해야 했고 또 북조선에 100대의 철도 객차를 무조건적으로 제

1948《朝鮮經濟年報》, Ⅰ-158쪽.)

178) M 1243, Roll 3, Target 4, “Item Three–Joint Agenda” (1946.2.1.)

[표 7] 1944~1946년 조선 철도공장의 차량 수리 상황

연도 차량 종류 경성 부산 원산 청진 평양

1944

기관차 665 235 287 232 -

객차 900 792 - 167 180

화물차 2,840 1,590 741 631 2,925

합계 4,405 2,617 1,028 1,030 3,105

1945

기관차 305 115 - - -

객차 324 321 - - -

화물차 1,417 973 - - -

합계 2,046 1,409 - - -

1946

기관차 148 84 - - -

객차 177 178 - - -

화물차 1,075 464 - - -

합계 1,400 726 - - -

출전: 朝鮮銀行調査部, 1948 앞 책, Ⅰ-158쪽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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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야 했다. 기관차 수리 및 부속품 생산은 미군과 소련군이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운수공동위원회’는 행정적인 권한보다 기술적인 성격

을 강조해서 설립하기로 합의를 봤다.

1. 조선 내 소련과 미국의 군사책임지역 간 철도 및 트럭 운송과 해운을 확

립한다.

2. 각 군 사령관에게 본인의 군사책임지역 내 운수 시설을 통제하고 운영할

의무가 있다.

3. 공동의제의 제2항과 제8항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상품 교환 및 인구 이

동에 관한 합의를 이행하는데 수송을 보장한다.

4. 미군 사령부는 화물이 소련의 군사책임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책임지역으

로 수송될 수 있도록 부족한 철도 차량과 선박을 제공하는데 가능한 모

든 조치를 취한다.

5.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열차의 소재를 확인하고 열차가 제

시간 안에 돌아오도록 보장하기 위해, 교환 지점(exchange points)을 적

절한 위치에 잡는다.

6. 두 지역 간 모든 운임은 상호 합의된 단일 관세에 따라 출발지에서 지불

되고 향후 정산된다.

7. 두 지역 간 해운은 운송에 앞서 조정되며 두 지역의 사령관이 승인한 계

획을 따른다.

8. 차량은 공동의제 제7항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라 설립된 통제소를 통과하

는 고속도로를 주행한다.

9. 기관차의 일반 및 대규모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생산

하기 위해, 조선주둔 미군과 소련군 사령부는 각자의 지역에서 1946년 4

월 1일까지 원산, 서울, 부산, 인천, 평양에 있는 기관차 정비소를 1945년

8월 1일 기준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다음 사

항을 수행한다.

- 1945년 8월 1일 기준 비율로 북조선과 남조선의 철도 차량 수리를

재개한다.

- 두 군사책임지역의 철도 차량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수의 부속품을

생산하여 1945년 8월 1일 기준 비율로 두 지역의 정비소에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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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두 사령부가 이 합의문을 승인한 지 30일 이내에, 남조선에 있는 미군

사령부가 북조선에 있는 소련군 사령부에 100대의 철도 객차를 전달한다.

11. 철도, 해상, 트럭 운송의 제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그리고 두 지역

간 운수를 재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양 사령관

들에게 전달할 권고(recommendation)를 마련하기 위해, 기술적인 운수공

동위원회(Joint Transportation Commission)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는 각

지역에서 3명씩,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열리며, 어느 한 지역의 사령관이 요청하면 더 자주 열릴 수 있다. 운

수공동위원회의 결정은 두 지역의 사령관이 승인한 후에 두 지역에서 효

력을 갖는다. (밑줄은 인용자가 표시)

2. 미소공동회담 결정 승인과 실행 결과

1946년 2월 5일 제15차 본회의를 끝으로 미국대표단과 소련대표단은

그동안 교섭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미소공동회담 결정(Decisions of

Joint Conference)을 작성했다. 각 공동의제에 관한 결정 내용은 [표 8]

과 같다. 제3항 운수, 제7항 공동통제소, 제8항 조선인 38선 통행, 제9항

우편, 제13항 방송 주파수 및 파장, 제15항 향후 조정방안의 경우 합의를

봤지만, 경제 관련 의제이자 ‘미소공동회담’의 최대 쟁점인 제1항 전력,

제2항 상품교환, 제5a항 상품지불과 관련하여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공

동의제를 합의할 때 논의되었던 대로, 제5b항 금융 시스템 의제와 제11

항 통신 의제는 향후 연구할 것을 기약했고, 제14항 38도선 변경 의제는

조선주둔군 사령관들에게 결정을 맡겼다. 제6항 전재민 의제는 공동의제

에서 삭제되었고, 제10항 북조선을 통한 운송 의제는 소련대표단이 거절

했으나 결국 미국대표단의 고집 끝에 일방적으로 공동의제에 상정되었을

뿐 논의되지 않았다.

[표 8] 미소공동회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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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운수 문제 외에도, 양 대표단은 남북 간 조선인 통행, 우

편 교환, 38선 통제소, 향후 조정방안 등의 사안을 합의했다. 조선인의

38선 통행과 관련하여, 합의문이 발표된 후 60일 이내에 조선인들이 귀

환을 신청하면 남조선과 북조선 중 이전 거주지로 영구 귀환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리고 미·소 사령부는 영구 거주지로 귀환하는 조선인들에게

식량을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조선인들이 출발하는 지역의 사령

부가 식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했다. 양 대표단은 쌀을 비롯한 상품 교

역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게 되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귀환 의제

에서 제한적이지만 일종의 식량 교환 방책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양 대

표단은 일본인 귀환자들뿐만 아니라 조선인 귀환자들에게 식량을 제공하

는 조치를 합의하게 된 것이다. 조선인들의 귀환 외에도, 38선 부근의 학

교 재학생들과 미소 사령관의 승인을 받은 상인들이 38선 이남과 이북을

번호 의제 결정

1 북조선에서 남조선으로 송전 조건 미합의

2 쌀, 원자재, 연료, 산업장비, 화학제품 등 남북 간 상품 교역 미합의

3 양 지역 간 철도 및 차량 운송과 해운 합의

4 남북 항만에 관해 단일 규제 성립 3번과 통합

5a 남북 간 교역 상품에 관한 대금 결제 미합의

5b 재정체계 일원화 향후 연구

6 232,000여명의 일본인 전재민을 북조선에서 일본으로 송환 삭제

7 미·소 경계선에 따라 미소공동통제소 설치 합의

8 양 지역 간 조선인 통행 합의

9 소포를 제외한 우편물 교환 합의

10
북조선을 통해 남조선으로 석탄 및 농산물 운송

(석탄 및 농산물은 미국이 북조선 밖에서 획득)

소련대표단

비동의

11 남북 간 전화 및 전신 복구 향후 연구

12 회사 지부 간 정기적 통신 확립 8번과 통합

13 남북 방송국의 주파수 및 파장 배당 확인 합의

14 38도선 경계선의 부분적 및 국소적 조정 향후 논의

15
(행정·경제 문제에 관한) 북조선의 소련군사령관과 남조선

의 미군사령관 간 향후 조정 방안
합의

출전: M 1243, Roll 3, Target 4, “Decisions of Joint Conference” (1946.2.1.) (양 대표단

이 합의한 의제는 진하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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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179)

양 대표단은 남북 간 우편물 교환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했는데, 최대

한 이른 시일 내로 개성에서 소포를 제외한 편지, 엽서, 등기 우편물을

교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180) 그리고 38선 통제소와 관련하여, 미군과

소련군이 서로 2km 내의 가까운 거리에 통제소를 각각 설치해 전화 및

전령으로 양자 간 통신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181) 아울러, 미·소 사령부

가 향후 행정 및 경제 문제를 상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회의

(special meeting)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 특별회의에서 미·소 사령

부의 대표단들이 협의한 공동권고(joint recommendations)는 양 사령부

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효력을 얻을 수 있었다. 또 두 사령부의 교섭을

보조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 간 전화 통신을 유지하고 2~3명으로 구성된

연락단을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182)

상위 내용의 미소공동회담의 결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군과

소련군 사령관들의 승인이 필요했다. 사령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서

를 최종 수정하기 위해 3월 2일 미군과 소련군 대표들이 평양에서 만나

협의했다.183) 이때 파견된 미국 측 인사들은 부스, 베닝호프, 메이(May)

대령을 포함한 7명이었다. 하지와 치스차코프의 서명이 들어간 최종 문

서에서는 공동의제 제7항과 제8항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 원래 대표

단들이 합의한 제7항 38선 통제소 내용은 38선 경계선을 변경한 후 통제

소들의 위치와 운영 규정을 정하는 것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수정한 내용

에 따르면 38선 변경과 무관하게 통제소 위치와 규정을 정하게 되었

다.184) 제8항 조선인의 38선 통행 문제는 더 많은 수정을 거쳤는데, 상업

179) M 1243, Roll 3, Target 4, “Item Eight–Joint Agenda” (1946.2.1.)

180) M 1243, Roll 3, Target 4, “Item Nine–Joint Agenda” (1946.2.1.)

181) M 1243, Roll 3, Target 4, “Item Seven–Joint Agenda” (1946.2.1.)

182) M 1243, Roll 3, Target 4. “Item Fifteen–Joint Agenda” (1946.2.1.)

183) FRUS, 1946, Volume Ⅷ, The Far East, Document 488,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Langdon)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6.3.19.);《東亞

日報》〈平壤갓던美國代表歸京 蘇軍代表不日間入京豫定〉(1946.3.6.)

184) M 1243, Roll 3, Target 4, “Item Seven–Joint Agenda” (19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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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이유로 조선인들의 남북왕래를 허용했던 조항을 아예 삭제했

다.185) 그리고 조선인들이 개인 혹은 가족 사정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미·소 사령부의 승인을 받으면 38선 통행을 허가하는 내용도 삭제했다.

정치고문 랭던(William R. Langdon)은 국무부에 보고하면서 최종 합의

문이 “미국의 요구에서 부분적으로 후퇴한 것(some recession from

American desiderata)”이라고 지적했다.186)

1945년 3월 7일 미군정의 특별성명에 따르면, 미소공동회담에서 양 대

표단은 상업 활동 혹은 개인 및 가족 사정으로 조선인들의 남북왕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으나 소련군사령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아 시행되지 않

을 것이라고 발표했다.187) 미군정이 이와 같이 발표한 이유는 미국이 성

사시키고자 했던 남조선과 북조선 간의 교역과 ‘38선 철폐’가 소련에 의

해 저지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소련군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제8항이 수정된 것은 사실일 것이다. 미소공동회담에서 소

련대표단은 조선인들의 남북왕래 허용 문제에 관해서 미국대표단보다 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소련대표단은 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매겨 이에 따라 조선인들의 통행을 허용하

고 매 통행 건수에 관해 양 사령부의 허가를 받을 것을 주장했다. 반면,

미국대표단은 최대한 많이 조선인들의 왕래와 상업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원했고 통행 허가 시스템을 더 단순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188) 최종적

으로 미소공동회담 결정 제8항에서 귀환과 학업 이외의 목적으로 38선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미소공동회담

에서 보여준 소련대표단의 입장과 부합했다. 조선인들의 38선 통행을 제

한하려는 소련군의 취지, 특히 상업과 불분명한 목적의 조선인 통행을

185) M 1243, Roll 3, Target 4, “Item Eight–Joint Agenda” (1946.2.1.)

186) FRUS, 1946, Volume Ⅷ, The Far East, Document 488, “The Political

Advisor in Korea (Langdon)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6.3.19)

187) RG 554, 군사실 문서철, Box 76, Folder “US-USSR: American-Soviet

Conference”, “Press Release: Results of U.S.-U.S.S.R. Conference”

(1946.3.7.)

188) 미소공동회담 제11차 본회의 속기록 (194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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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려는 소련군의 의도는 북조선 지역의 운송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이 38선 이남 혹은 이북에서 판매하려

는 상품도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남조선과 북조선 간의 물가 차이와 당

시 성행했던 38선 월경밀무역을 고려하면,189) 소련군은 상인들의 38선

통행을 공식적으로 허가하면 북조선이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

다.

미소공동회담에서 두 대표단은 미소공동회담 결정과는 별도로, 공동위

원회(Joint Commission) 설립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미소공동회담

은 긴급한 경제·행정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로 회의를 개최

하는 것이 취지였기 때문에, 미소공동회담에 참석한 양 대표단은 특별한

규정 없이 임의로 각 사령부가 결정해서 구성되었다. 다만, 조선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는 회의체의 경우, 공동위원회라는 정식단체를 조직할 것

을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서 합의했다. 미소공동회담에서 미·소 대표

단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한국조항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조직

의 윤곽을 결정했다. 두 대표단은 양군 사령부에서 각 5명씩 선정하여

총 10명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필요할 경우 평양에

서 개최할 수도 있으나 평시에 서울에서 여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공동위원회는 남조선과 북조선의 민주적인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조선 전역 어느 곳이든 방문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미소공동회담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 한 달 이내

로 공동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190)

미소공동위원회 조직에 대한 합의문에서 공동위원회 위원들이 조선 전

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미국 측이 원하던 바

였다. 1946년 2월 28일 워싱턴의 합참은 맥아더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공

동위원회 위원들과 참모들이 조선인 민주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하기

위해 조선 전역을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91) 미국

189) 김재웅, 2018 앞 책, 203~204쪽.

190) FRUS, 1946, Volume Ⅷ, The Far East, Document 478,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Benninghoff)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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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와 같이 이동의 자유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한 배경에는 북조선 지

역에 흩어진 단체들과 협의해 미국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조선임시

정부를 수립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다. 실제로, 제1차 미소공위에서 미국

대표단은 평양 이외의 도시들을 방문하고 이북의 종교단체들과 협의하는

일정을 계획했다.192)

조선 전역 이동과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의 전략은 미소공동회

담의 경험을 통해 강화되어 제1차 미소공위에서 적극적으로 실행되었다.

미소공동회담이 종료된 직후, 하지는 맥아더에게 전문을 보내 미소공동

회담의 결과를 평가하며 다음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언론의 자유를 강력

하게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193) 하지는 소련과 조선임시정부 수립에 대

해 논의하기 전에 북조선 지역의 ‘보도 통제(blackout)’를 깨트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소공동회담에서 소련대표단이 조선 전역에 걸친 신

문 유통과 라디오 방송망 구축을 고려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회담의 결

과가 미국의 관점에서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는 제

1차 미소공위가 시작할 때 조선인 단체들과 자유롭게 협의하기 위해서

언론 및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소련대표단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언론 및 이동의 자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조선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논의를 미루는 것도 함께 제기했다.

맥아더는 이러한 하지의 제의에 대해 동의를 표하며 워싱턴에 허락을 구

했다.

하지의 제안을 전달받은 합참은 제1차 미소공위가 열릴 때 미국대표단

이 언론과 이동의 자유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전략을 허가했다. 그러

나 소련이 이에 불응한다면 조선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논의를 연기하지

191) FRUS, 1946, Volume Ⅷ, The Far East, Document 483,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at Tokyo”

(1946.2.28.)

192) M 1243, Roll 5, Target 미상,〈분과위원회에 주는 지시〉첨부〈일정표〉

(1947.4.6.)(정용욱, 2003 앞 책, 224쪽 재인용)

193) FRUS, 1946, Volume Ⅷ, The Far East, Document 476,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194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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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언론과 이동의 자유에 대한 협상은 조선임

시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에 재개하고, 대신 조선 민주 정당 및 사회단체

들과의 협의를 위해 공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먼저 합의하

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회의장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언론과 이동

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을 선전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

의 제의와 이에 대한 합참의 답변을 종합하자면, 하지와 맥아더는 조선

전역에 언론과 이동의 자유를 확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고 조

선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중시했다. 반

면, 합참은 언론과 이동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으나 이른 시일 내에 조선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미군정과 미국대표단은 합참의 지시에 따라 제1차 미소공

위를 초반에 휴회할 수 없었고 대신 공동성명(joint communique) 방침에

대한 협상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언론의 자유 수호자’로서 미국의 입지

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제1차 미소공위 초반에 미국대표단과 소련대표

단은 미소공동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결정하면서 공동성명 발표

방식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논쟁했다. 미국대표단은 회의의 투명한 운영

을 위하여 공동성명을 매 회의 끝마다 발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소련

대표단은 미국대표단이 제안한 방식이 불필요한 논의와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반대했다.194) 미소공위 첫 회의에서부터 양 대표단은 회의 개

최 목적인 조선 임시정부 수립 방안이 아니라, 언론 발표 방식을 두고

맹렬하게 충돌했고, 이는 미국대표단이 언론에 관하여 강경한 입장을 세

우고자 했던 전략과 관련 있었다.

미소공동회담에서 체결되었던 공동위원회 조직에 관한 합의문은 실행

되어 제1차 미소공위가 열렸으나, 미소공동회담에서 함께 작성되었던 공

동의제 결정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미소공동회담 결정 중에서 합의

194) M 1243, Roll 3, Target 5, “U.S.-Soviet Joint Commission”(이하 제1차 미

소공동위원회 본회의 속기록) (1946.3.20.);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제2차 본회

의 속기록 (194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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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의제의 이행 여부 및 결과를 추적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미소공동

회담 결정에서 합의되었던 사항이 모두 이행되지 않았는데, 미군과 소련

군은 운수공동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고 38선에서 기존의 통제소들을 유

지했으며 통행자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했다.195) 미소공동회담에서 작성되

었던 합의문은 명칭이 〈미소공동회담 결정〉이었으나 실질적으로 강제

력이 없었다. 미소공동회담에서 협상한 대표단들은 미국 정부와 소련 정

부, 혹은 최고연합군사령부와 연해주군관구의 대표단이 아니었고 조선주

둔 미군사령부와 소련군사령부의 대표단이었다. 따라서 미소공동회담에

서 결정된 사안을 이행한다는 것은 현지의 미군사령부와 소련군사령부가

상부의 지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사정 혹은 본토의 대한정책

구상에 따라 임의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었다. 양 사령부는 특별한 제재

없이, 상황의 불가피함 혹은 상대측의 비협조로 인하여 양 사령부 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195) RG 554, 군사실 문서철, Box 76, Folder “US-USSR: American-Soviet

Conference”, “From Hodge to General Eisenhower” (1946.7.23.) 해당 문서

는 미군정의 시각에서 미소공동회담 결정의 이행결과를 서술한 것이기 때문

에 미군 또한 미소공동회담 결정 전체를 이행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예

를 들어, 미소공동회담 결정 제3항에 따르면 결정이 승인된 지 30일 이내에

미군사령부가 소련군사령부에 100대의 철도 객차를 제공해야 되는데, 미국

측이 실제로 제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 9] 미소공동회담 결정 중 합의된 의제의 이행 결과

번호 의제 이행 여부 결과

3 양 지역 간 철도 및 차량 운송과 해운 불이행
운수공동위원회

미설치

7 미·소 경계선을 따라 공동통제소 설치 불이행
38선 통제소

개별 유지

8 양 지역 간 조선인 통행 불이행
38선 통행자

개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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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공동회담 결정 중에서 그나마 시행되어 가시적인 효과를 보인 것

은 남북 간 우편물의 교환과 연락장교단의 파견이었다. 미소공동회담에

서 우편물 교환이 합의 및 시행되면서, 분단점령 이후 쌓여 있었던 편지

들이 출고되어 38선 이남 혹은 이북의 목적지로 전달되었다. 당시 신문

보도에 따르면, 매일 200~300통의 이북 행 편지들이 쇄도했으며 2월 18

일 기준으로 서울중앙우편국에 80만 통의 보통 우편과 1만 5천통의 서류

우편이 창고에 쌓여 있었다고 한다.196) 1946년 3월 15일 개성에서 남북

간 우편물 교환이 처음 이루어졌고, 이후 1주일 간격으로 교환 관례가

정착되었다.197) 그러나 1946년 7월 말에 소련군은 콜레라를 이유로 우편

물 교환의 중지를 요청했고 이후 1946년 10월 12일에 이르러서 교환을

재개했다. 이때부터 교환은 두 달에 한 번 간격으로 이루어졌으나, 미군

정보참모부는 재개 이후로 남조선에서 북조선으로 보낸 우편물 수량이

북조선에서 남조선으로 보낸 우편물 수량의 세 배임을 지적하며 우편물

에 대한 소련의 검열을 의심했다.198)

우편물 교환 외에도, 미군과 소련군 사령부는 미소공동회담의 결정대

로 2~3인 연락장교단을 구성하여 상대측에 파견했다. 미군은 1946년 3월

11일에, 소련군은 그다음 달인 4월 3일에 각각 평양과 서울에 연락장교

196)《東亞日報》,〈三八南北의臨時措置 우선郵便物을交換 이달下旬에葉書, 封書

만實施〉(1946.2.18.)

197) HUSAFIK, Part Ⅱ, Chapter Ⅳ, “American-Soviet Relations, the First

Year”, “Further Economic Negotiations”

198) RG 319, Historical Manuscript File, 1917-1947(이하 군사 원고 문서철로

약칭), Box 160, Folder “1-112”, “Economic Negotiations” (일자 미상)

9 소포를 제외한 우편물 교환 이행 우편 교환

13 남북 방송국의 주파수 및 파장 배당 확인 이행

15
(행정·경제 문제에 관한) 북조선의 소련군사령

관과 남조선의 미군사령관 간 향후 조정방안
일부 이행

연락단 파견,

향후 교섭 실시

출전: M 1243, Roll 3, Target 4, “Decisions of Joint Conference” (1946.2.1.); RG 554,

군사실 문서철, Box 76, Folder “US-USSR: American-Soviet Conference”, “From

Hodge to General Eisenhower” (1946.7.23.)를 기반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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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보냈다.199) 특히 미군은 서울에 파견된 소련군 연락장교단이 소련

영사관의 연락책 역할을 대신하기를 원했다. 소련군 연락장교단이 조직

되기 전까지 소련영사관은 양 사령부 간의 서울 내 연락 지점이었으며,

미소공동회담 개최를 위해 소련군과 처음 접촉했을 때도 소련영사관을

통했다. 소련군은 소련영사관을 계속해서 연락 지점으로 유지하고 싶었

던 반면, 미군은 소련영사관의 공산주의 활동을 의심하며 소련영사관과

의 접촉을 줄이기를 원했다. 미군과의 충돌 끝에 소련영사관은 폐쇄되어

1946년 7월 2일 소련대사 폴리안스키(A. S. Polianski)가 떠났고 영사관

관리인들만 남았으나, 이 관리인들은 조선인 정치단체들과 접촉하며 기

존의 활동을 지속했다. 당시 미군은 서울 내 소련의 공작 활동이 소련영

사관, 소련군 연락장교단, 러시아 정교회 세 가지 지점을 중심으로 운영

된다고 파악했다.200)

정작 미소공동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협상하지는 못했으나 미소공동회담

이후로 두 점령군 간에 협의가 오고 간 항목들이 몇 가지 있다. 예를 들

어, 미소공동회담 종료 이후 북조선의 비료와 전력에 대한 교섭이 추가

로 진행되었다.201) 1946년 2월부터 8월까지 미군사령관과 소련군사령관

간의 서신을 통해 북조선의 비료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비료에 대

한 대금을 합의하지 못하여 무산되었다.202) 그러나 전력 대금 교섭은 성

사되어, 두 점령군은 1946년 6월 17일에 합의문을 작성했고, 북조선의 송

전이 지속되었다.203) 그리고 1946년 5월에는 미소 합동 38선 조사단

199) HUSAFIK, Part Ⅱ, Chapter Ⅳ, “American-Soviet Relations, the First

Year”, “Maintaining Liaison”

200) RG 319, 군사 원고 문서철, Box 160, Folder “113-194”, “The Communists

and the Americans” (일자 미상)

201) RG 554, 군사실 문서철, Box 76, Folder “US-USSR: American-Soviet

Conference”, “From Hodge to General Eisenhower” (1946.7.23.)

202) HUSAFIK, Part Ⅱ, Chapter Ⅳ, “American-Soviet Relations, the First

Year”, “Further Economic Negotiations”

203) RG 319, 군사 원고 문서철, Box 160, Folder “1-112”, “Economic

Negotiations” (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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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U.S.-Soviet Border Survey Group)이 조직되어 경계선 침범사례

를 방지하기 위해 38선의 정확한 위치를 판정하기 시작했다.204) 비록 미

군과 소련군은 모든 교섭에서 합의를 본 것은 아니었으나, 미소공동회담

을 기점으로 양군 간 교섭이 비교적 활성화되었다. 이는 모스크바 3상회

의 결정과 미소공동회담 결정 제15항을 통해 미군과 소련군 간의 교섭이

명문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소련군은 미소공동회담 이전

에 미군과 협상할 수 없는 원인으로 본국으로부터 지령이 내려오지 않았

다는 점을 댔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합의는 소련군을 협상

장으로 불러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소공동회담은 미군과 소련군

이 조선의 일명 ‘비정치적’ 문제, 특히 경제 문제를 협상하는데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섭이 반드시 합의와 이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미소공동회담에서 가장 비중 크게 논의되었던 쌀, 귀환, 철도 문제가 모

두 해소되지 않았다. 비록 미군정은 미곡 자유시장제를 폐지하고 식량

수집·통제로 방침을 바꾸었지만, 1946년 내내 남조선에서 쌀이 여전히

부족했고, 미군정의 식량정책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10월 항쟁205)으로

분출했다. 소련군과 맥아더사령부는 1946년 12월이 돼서야 소련 점령지

역에 있는 일본인들과 일본에 있는 북조선인들을 맞바꾸는 협정을 체결

했다. 그러나 미소공동회담 이후 소련군이 북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을 대

규모로 내려보낸 결과, 협정이 체결된 당시 북조선에 남아있는 일본인들

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협정 내용은 사실상 북조선에서 적용되지 않았

다.206) 38선 남북 간의 철도는 조선인들에게 개통되지 않았고 점령군의

204) 정병준, 2006 앞 책, 174~175쪽.

205) 10월 항쟁은 1946년 10월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파업과 소요사태를 가리킨

다. 조선공산당의 신전술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근본적으로 해방 이

후 쌓인 남조선 사회의 불안정성이 폭발된 것이었다. 특히 10월 항쟁은 식량

부족과 같은 민생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실제로 항쟁에서 ‘식량

배급의 실시’, ‘식량 공출 반대’, ‘소작료 3·7제 실시’ 등이 요구되었다. (이동

원, 2004〈1946년 ‘朝美共同會談’의 성립과 활동〉,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

사학위논문,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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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물로 남았다. 서울-평양 간 열차는 1946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과

소련군 연락장교용으로만 운행되었다.207)

3. 미소공동회담 결과에 관한 남조선 사회의 반응과

미군정의 평가

미군과 소련군은 공동성명(joint communique)을 통해 미소공동회담의

경과를 조선인 일반 대중에게 알렸는데, 공동선언 발표가 지체되고 발표

된 내용도 빈약하자 미소공동회담에 대한 조선인들의 불만이 쌓였다. 남

조선 언론은 미소공동회담 첫날부터 공동선언이 발표되기를 기다렸으나,

1월 30일이 돼서야 첫 번째 공동선언이 공개되었다.208) 제1차 공동선언

에는 미국과 소련 대표가 회의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이 적혀있었다. 미소

공동회담 종료 후 다음 날인 2월 6일에 발표한 제2차 공동선언에서는 공

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 내용을 게재했다.209) 마지막 공동선언인 제3

차에서는 운수, 조선인의 38선 통행, 우편, 라디오 방송 주파수, 행정·경

제 문제에 관한 양 사령부 간의 향후 조정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는 사실

만 밝혔고 합의한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210) 미소공

동회담에서 대표단들끼리 합의한 결정서를 양 사령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야 했기 때문에 회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결정서를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신탁통치 파동으로 미소공동회담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나 공동선언을 통해서만 회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조선인 일반

대중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항간에 억측과 낭설이 유포되던 와중, 미군정은 양 사령부의 승인이

206) 이연식, 2009 앞 논문, 112~113쪽; 신재준, 2017 앞 논문, 76~77쪽.

207) 정병준, 2006 앞 책, 148쪽.

208)《朝鮮日報》,〈秘密裡에續行 美蘇共同委員會第二日〉(1946.1.18.);《東亞日

報》,〈美蘇共同委員會 第一次共同聲明書發表〉(1946.1.31.)

209)《東亞日報》,〈朝鮮臨時民主主義政府 一個月以內로樹立着手〉(1946.2.7.)

210)《東亞日報》,〈美蘇間政治的會談 一朔後서울에서開催豫定〉(1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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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자마자 바삐 특별성명을 내어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미군정은 미

소공동회담 결정 원문을 게재하지 않았고 해당 문서 내용을 축약하여 발

표했다. 특별성명에서 미군은 미국대표단이 남조선과 북조선의 ‘통합

(unity)’를 위하여 제시한 의제들이 소련대표단의 거절로 논의되지 못했

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인 상인의 38선 통행 조항이 소련군사령관의

불승인으로 인하여 ‘조선인에 의한 양 지역 간의 무역이 38도선 철폐의

동기’가 지체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의 38선 경계선 변경 제안이

‘6주간 동안에 걸쳐 소(蘇)군사령부에 의해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

련 측의 결정통지가 아직까지도 미군사령부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점 등

소련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부각했다. 아울러, ‘미국의 태도는 금번 회담

이 조선의 국민정부수립의 준비를 위하여 통일시키는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이라는 신념에 기초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측에서는

이와 반대로 금번 회담이 단순히 미소양군사령부 간의 조정을 요하는 소

수의 가장 긴급한 문제에만 관련되는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였던 것이다.’

라고 서술하여 조선의 독립 및 통일에 적극적인 미국과 이와 다르게 소

극적인 소련의 모습을 그리며 대조시켰다.211) 특별성명을 통해 미군은

미소공동회담에서 더 많은 사항이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소련

군에 전가했다고 볼 수 있다.

미소공동회담의 ‘실패’ 원인을 소련으로 지목한 미군정의 시각은 남조

선 우익계열 언론에 의해 재생산되었다. 《동아일보》의 경우, 미소공동

회담을 ‘기대도 수포화한’ 회담이라고 평가했으며 ‘소련 측 반대로 미국

측 제안은 대부분 묵살’되었다고 대서특필했다.212) 《조선일보》 또한

‘미소회담 3주간의 경위’라는 제목으로 미군정의 특별성명 전문을 실으며

미군정의 입장을 대변했다.213) 남조선에서 우익계열 신문은 미국과 소련

211)《東亞日報》,〈期待도水泡化한前番의美蘇會談 蘇聯側反對로美國側提案은大

部分黙殺〉(1946.3.9.); RG 554, 군사실 문서철, Box 76, Folder “US-USSR:

American-Soviet Conference”, “Press Release: Results of U.S.-U.S.S.R.

Conference” (1946.3.7.)

212) 위 자료 (1946.3.9.)

213)《朝鮮日報》,〈美蘇會談三週間의經緯 軍政廳特別發表로알려진全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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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회담을 대서특필하며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소련의 태도를 비판

하는 모습을 미소공동회담 결정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발

표할 때도 보여주었다. 미군정은 오히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발표 때

보다 미소공동회담 결정 발표 때 특별성명을 작성하는 등 전면적으로 나

섰다고 볼 수 있다. 미군정은 미소공동회담 결정이 승인되자마자 스스로

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사항과 회담내용을 공개했고, 우익계열 언론

은 미군의 ‘선의’와 소련군의 ‘악의’를 부각하여 보도했다.

우익계열 신문과 반대로, 조선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와 조선공산

당 북조선 분국 기관지 《정로》는 미군정의 특별성명 전문을 싣지 않았

으며 거의 언급하지도 않았다. 특별성명에 관하여 유일하게 보도한 기사

는 하지가 특별성명에서 제1차 미소공위가 3월 14일 내로 개최될 것이라

고 발표했다는 내용이었다.214) 《해방일보》와 《정로》는 오히려 이 시

기에 토지개혁과 여성운동을 보도하는데 전념했는데, 이 당시 북조선 임

시인민위원회(이하 임시인위)의 ‘민주개혁’215)이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다.

1946년 3월이 되면서, 《해방일보》와 《정로》는 농민들의 오랜 숙원이

자 임시인위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 토지개혁을 다루기 위해 많

은 분량의 지면을 사용했고 미소공동회담 결과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대조적인 남조선 언론 분위기 속에서, 미군정은 미소공동회

(1946.3.9.)

214)《解放日報》,〈蘇美共同委員會 今日十四日內로開催 하-지中將今日聲明書發

表〉(1946.3.8.)(김남식·이정식·한홍구 편, 1986 앞 책, 157쪽.)

215) 미소공동회담 직후인 1946년 2월에 설치된 임시인위는 ‘민주개혁’을 실시하

여 인민민주주의적 국가 건설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토대를 마련했다. 민주개

혁은 토지개혁, 중요산업 국유화, 노동법령과 남녀평등법령 실시, 교육개혁

등을 포함했는데, 특히 토지개혁은 민주개혁 중 가장 먼저 시행되어 사회경

제적 대변동을 불러일으켰다. 1945년 3월 5일 임시인위는 토지개혁 법령을

공포하여 봉건적 토지관계를 청산하고 지방 통치력을 확립했다. (김광운,

2003《북한정치사연구Ⅰ: 건당·건국·건군의 역사》, 선인, 280~293쪽; 김성보,

2011《북한의 역사 1: 건국과 인민민주주의의 경험 1945~1960》, 역사비평사,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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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의 결과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응에 대비하고자 했다. 미소공동회담 종

료 직후 미군정의 정치고문 베닝호프는 회담의 빈약한 성과가 조선인들

의 불만을 자아낼 것이며 조선인들이 가진 반외세적 감정은 신탁통치를

앞두고 미군정에게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국무부에 보고했다.216) 그

리고 이러한 현지의 악감정을 잠재우기 위해 제1차 미소공위 개최 시기

에 맞춰 미국의 대한경제원조 정책을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도

조선사회의 불만에 대응하여 2월 11일 담화를 발표했다.217) 여기에서 하

지는 ‘아마 조선 민중은 지난 소련회담을 순전히 준비회담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조선과도정부 수립안을 세울 미소공동위원회 제1차 회담

으로 생각한 듯합니다.’라고 조선인들의 ‘착각’을 지적했다. 그는 ‘이 준비

회담에서는 정치 문제를 토의하려고도 아니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애초 예정되지 않은 조선독립 문제가 논의·해결되지 않자 조선

인들이 실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의 성명은 북조선 신문에도 일

부 실려 보도되었다.218)

미군과 소련군 대표단 간 회담이 종료된 이후, 하지는 회담을 ‘예비회

담(preliminary conference)’이라고 지칭하며 회담의 예비적인 성격을 강

조했다. 조선인들에게 발표하는 담화뿐만 아니라, 참모들이 참석하는 회

의에서도 ‘예비회담’으로서의 특성을 규정하고자 했다. 1946년 3월 8일

참모회의에서 하지는 ‘몇 명의 장교들이 지금까지도 생각하는 것과 다르

게’ 소련과의 첫 회담은 ‘공동위원회(Commission)’가 아니었으며 ‘단순히

예비회담’이었다고 발언했다.219)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삼부조정위원회

지령, 미소공동회담 결정 등 미소공동회담 관련 공식문서에서 ‘예비

(preliminary)’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으나, 회담의 ‘예비’적인 성격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1946년 1~2월 회의가 개최되었을 당시 남조선 신문

216) FRUS, 1946, Volume Ⅷ, The Far East, Document 475,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Benninghoff)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6.2.9.)

217)《東亞日報》,〈저번美蘇會談엔失望말라 다음會議々題만決定 하-지中將, 十

一日또聲明發表〉(1946.2.12.)

218)《正路》,〈朝鮮問題에關한 하-지中將의聲明〉(1946.2.14.)

219) 정용욱 편, 1994 앞 책 1권, 196쪽, “Corps Staff Conference” (1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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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들은 ‘예비회담’, ‘준비회담’, ‘미소공동위원회 제1차 회담’ 등 명칭을

혼용했으나, 회의 종료 후 점차 신문 기사에서 회의명이 ‘예비회담’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220)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은 회담의 성격 및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

지 못하면서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간 명칭이었다. ‘예비회담’은 정식회담

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식회담 이전에 개최되는 비공식 회의를 의미했

다. ‘예비회담’으로 지칭한다는 것은 ‘정식회담’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뜻하며 ‘정식회담’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인상을 주었다. 1946년 1~2월

미소공동회담과 1946년 3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

했지만, 두 회담의 개최 목적과 논의 내용이 명백하게 달랐다. 전자는 미

220) 회의가 개최되기 전인 1945년 12월 말부터 1946년 1월 중순까지 《동아일

보》,《조선일보》,《해방일보》에서 회담을 ‘미소회담(혹은 소미회담)’, ‘미소

공동회담(혹은 미소공동회의)’이라고 지칭했다. 또, ‘미소공동위원회(혹은 소

미공동위원회)’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세 신문에서 조선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한 미소공동위원회와 미소공동위원회가 조직되기 이전에 긴급한

조선의 행정·경제 문제를 논의한 미·소 간 회담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회담 개최 전 시기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예비회담’과 ‘준비회담’ 용어도 등장하기도 했지만, 이는 대체로 1월 8일 서

울에 도착한 소련군 4인 대표단이 미군사령부와 가진 별도의 회의를 뜻했다.

회담이 개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소회담’, ‘미소공동회담’, ‘미소공동위원

회’ 명칭이 혼용되었다. 《동아일보》,《조선일보》,《해방일보》는 세 개의

공동성명 전문을 모두 번역하여 게재했는데, 각 공동성명마다 세 신문이 사

용한 회담 명칭이 달랐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제1차 공동성명에

서는 ‘미소공동위원회’, 제2차에서는 ‘미소공동회의’, 제3차에서는 ‘조선주둔

미소양군 대표회의’라고 번역했다. 《해방일보》는 제1차에서 ‘미소공동회담’

명칭을 사용했고, 제2차와 제3차에서 다른 두 신문과 동일하게 번역했다. 이

와 같이 세 신문에서 회담 명칭을 혼용하는 현상은 1946년 3월에 제1차 미

소공위가 개최될 때까지 이어졌다. 한편, 《정로》도 ‘미소공동회의’, ‘소미회

담’, ‘소미대표회의’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정로》는 세 차례

의 공동성명을 게재하면서 회담을 ‘소미(양군)사령부대표회의’로 매번 지칭했

다. 이는 《정로》에서 미소공동회담 명칭이 ‘소미(양군)사령부대표회의’로

확립되었던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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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령부와 소련군사령부가 당면한 조선의 행정·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열렸고, 미군사령부와 소련군사령부는 이 회담에서 정치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을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반면 후자는 두 사령부가 전

자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정치 문제, 즉 조선임시정부 수립방안을 협의

하기 위해 개최했고, 여기에서 조선의 행정·경제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소공동회담은 ‘정식회담’이었고 향후 미소공동위원회의

개최 목적 및 논의 내용과 차별성을 보였기 때문에 ‘미소공동위원회 예

비회담’으로 지칭하기 어렵다.

오히려 ‘예비회담’ 명칭은 미소공동회담이 아니라, 1946년 1월 8일에

서울에 도착한 소련군 4인 대표단이 미군사령부와 가진 회의를 지칭하는

데 적합하다. 이 회의에서 소련군 대표단과 미군사령부는 미소공동회담

의 일정과 장소를 결정했으며, 소련군 대표단이 도착했을 당시 《동아일

보》와 《조선일보》에서도 이 회의를 ‘예비회담’이라고 지칭했다. ‘예비

회담’ 명칭은 미소공동회담의 일정 및 장소를 조정하기 위해 먼저 파견

된 소련군 대표단과 미군사령부가 가진 회의를 뜻했다가, 점차 미소공동

회담 자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정리하자면, 조선인들의 회의 불참, 점령군의 점진적인 해결방식과 제

한적인 합의 내용은 당대 조선인들에게 미소공동회담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조선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점령당국은 1946년 1~2월

에 있었던 미소공동회담을 본격적인 미소공동위원회의 정치 논의에 대비

하기 위한 한시적인 행사로 강조했고, 이로써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

이라는 용어가 정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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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미소공동회담은 194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조선

주둔 미군사령부 대표단과 소련군사령부 대표단 간의 양자 회의였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제3조 제4항에 따라, 양 사령부는

미소공동회담을 개최하여 남북에 공통된 긴급 행정·경제 문제를 토의하

였다. 각 점령군의 대한정책 담당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총 15회의 본회

의가 진행되었고 총 15개의 공동의제에 대한 결정문이 작성되었다. 미소

공동회담 결정은 1946년 3월에 양 사령관의 최종 수정 및 승인을 받았

다.

미소공동회담의 목적은 해방 이후 미군과 소련군이 조선을 통치하면서

당면한 남북 간의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패망

과 미·소의 분할 점령으로 인하여 한반도 남북 간의 경제 관계가 단절되

었고 남북 모두 생필품 부족, 산업 위축, 물가 폭등 등의 현상을 겪었다.

양 점령군의 정책은 이러한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는데, 특히 점령 초기

에 미군은 산업용 석탄을 일본으로부터 충분히 수급하지 못했고 소련군

도 북조선에서 식량 배급 정책에 실패하면서 식량 위기를 가속시켰다.

각자의 점령지역 안에서 물자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미군과 소

련군은 부족한 식량과 원료를 상대 점령군으로부터 얻고자 했으며, 동시

에 물자 부족의 책임을 상대측에 전가하고자 했다. 각 점령지역에서 부

족한 자원을 상대측으로부터 확보하겠다는 미군과 소련군의 강경한 태도

는 미소공동회담을 교착 상태에 빠트렸다.

물자 부족 문제 외에, 조선의 행정기관 수립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소

련의 갈등도 미소공동회담의 결렬을 가져온 요소였다. 미소공동회담 개

최를 결정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대표단은 미군사령부와 소련군사

령부 공동 지휘 하에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소련대표단

은 이에 반대하며 한시적인 회의체를 통해 두 사령부 간에 협의하기를

원했다. 미국 정부는 남조선에서 수립한 미군 하의 행정기관을 북조선까

지 확대하는 정책을 구상해왔고, 3상회의에서 미국대표단이 제안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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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사실상 이러한 계획을 의미했다. 소련군도 마찬가지로 북조선 지

역의 경제와 행정을 관할하는 행정10국을 설치하여 조선의 행정기관을

조직하는데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결국 양국은 소련의 제안대로 3

상회의 결정의 한국 조항을 작성했고 미소공동회담을 열었는데, 조선의

행정기관 수립 문제를 둘러싼 미·소 간 대립은 해소되지 않은 채 미소공

동회담에서 다시 발현했다.

미소공동회담에서 미국대표단과 소련대표단은 의제를 설정하는 단계

부터 충돌했다. 미국대표단은 전 조선의 철도, 전력, 통신을 통제할 중앙

조직을 서울에 설치하는 문제와 만주에서 남조선으로 석탄과 농산물을

수송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38선, 상거래, 전재민,

언론, 적산 등의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소련대표단

은 남북 간 물자 교환, 일본인 송환, 남북 간 운수 문제를 제기하며 소수

의 특정 주제만 논의하기를 원했다. 미국대표단과 소련대표단이 제안한

의제들은 각 사령부의 점령정책과 관점, 행정기구 구상과 선전 전략을

반영한 것이었다. 특히 양 대표단이 의제를 선정하면서 팽팽히 대립했던

부분은 만주에서 석탄과 농산물을 수송하는 문제와 조선에서 자본재 반

출을 금지하는 문제였는데, 여기에는 남북의 식량 및 석탄 사정과 이에

대한 각 점령군의 대응, 소련군의 적산처리 방식, 연합국의 대일배상 정

책 등의 다양한 사안들이 얽혀 있었다. 결과적으로 양 대표단은 미국 측

의제들을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공동의제로 상정했다. 공동의제 중 일부

는 조건을 달아 미소공동회담에서 논의하지 않고 향후 교섭을 기약했는

데, 이를 근거로 미군은 소련군이 조선의 남북 통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조선인들에게 선전했다.

미·소 대표단은 공동의제를 논의하는 단계에서 주로 쌀, 일본인 귀환,

철도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소련대표단은 남조선에서 생산한

쌀을 북조선으로 보낼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대표단은 북조선에 남조선

의 쌀을 보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군의 식량정책으로 1945년 말부터

남조선에서 쌀의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미군은 남조선의 쌀을 소련군

과의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없었기에 소련군의 요구에 강경하게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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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었다. 또, 두 대표단은 북조선에 있는 일본인 귀환자들에게 식

량을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했는데, 이는 일본인들을 ‘통치’해야 하

는 미국의 입장과 그들을 ‘처리’해야 하는 소련의 입장 대비를 보여주는

사안이었다. 그리고 철도 문제와 관련해서, 소련대표단은 남조선에서 북

조선으로 철도 차량과 수리 부품을 보낼 것을 요청했던 반면, 미국대표

단은 운수공동위원회를 설립해 조선 전역의 운수를 총괄할 것을 제안했

다. 운수공동위원회 설치를 주장한 미국대표단과 행정 권한을 가진 조직

을 세울 수 없다고 반박한 소련대표단 간의 대립은 근본적으로 조선 행

정기구 설치 문제와 연결되었다. 결국 양 대표단은 쌀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일본인 귀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사령

관들이 직접 교섭하도록 결정하여 합의를 미루었으며, 철도 문제에 대해

서만 양측 의견을 절충하여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향후 체결된

소련군과 맥아더사령부 간의 귀환 협정이 실질적으로 북조선에 적용되지

않았고, 운수 공동의제에 관한 미소공동회담 결정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

았기 때문에, 미소공동회담에서 가장 비중 크게 논의되었던 문제들이 모

두 해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미소공동회담 결정에 따라 남북 간 우편물 교환, 연락장교단 파견, 양

사령부 간 향후 교섭 등이 진행되었으나, 미소공동회담 결정은 실질적으

로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다. 미소공동회담

의 제한적인 성과와 더불어, 조선인들이 미소공동회담에 참여하여 발언

할 수 없었던 점, 조선인들의 기대와 다르게 양 점령군이 점진적으로 38

선을 ‘철폐’하고자 했던 점, 미소공동회담의 공동성명 발표가 지연되었던

점 등의 요소가 미소공동회담에 대한 조선인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미

군은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성명을 발표했고 소련대표단의 ‘소극적’

인 태도를 부각하여 미소공동회담의 미진한 성과에 대한 책임을 소련군

에 전가했다. 아울러, 미군은 미소공동회담을 미소공동위원회의 ‘예비회

담’으로 적극 선전하기 시작하면서, 미소공동회담을 독자적인 ‘정식회담’

으로 취급하지 않게 되었다. 남조선 신문에서 ‘예비회담’ 명칭은 본래 미

소공동회담의 일정과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에 도착한 소련군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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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과 미군사령부 간의 회의를 지칭했으나, 미군의 선전 이후로 미소

공동회담 자체의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정리하자면, 미소공동회담의 역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

다. 먼저, 미소공동회담은 한반도 점령 초기 다양한 현안에 대해 미군과

소련군의 인식과 정책이 서로 충돌한 현장이었다. 해방 이후 남조선과

북조선이 겪은 원료 및 식량 부족 현상은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었으나, 미군과 소련군은 38선 분할 점령과 상대 점령군의 비협조로 인

해 이러한 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상대측으로부터 부족한 물자를

요구했다. 이와 같은 양 점령군의 공세적인 태도와 더불어, 적산처리, 일

본인 송환 등의 문제에 대한 미군과 소련군의 서로 다른 접근방식은 미

소공동회담에서 협상 교착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미소공동회담은 모스크바 3상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 간의 관

계를 온전히 설명하는데 중요한 배경 요소였다. 선행 연구는 대체로 조

선 정부수립과 신탁통치 문제를 중심으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소공

동위원회까지의 과정을 서술했다. 조선 정부수립과 신탁통치 문제가 당

대 조선인들에게 중요했던 과업이었고 현재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에게 중

요한 연구주제였다. 그러나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대표단과 소련대

표단은 조선 문제와 관련하여 신탁통치 외에도 통합행정(unified

administration), 즉 조선 행정기구 문제를 논의했으며, 미소공동회담의

전후 과정은 이 통합행정 논의의 경과를 보여주었다. 미군과 소련군은

각자의 대한정책 구상에 따라 행정기구를 설립하여 한반도에 대해 주도

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조선 행정기구를 둘러싼 양군의 충돌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소공동회담으로 이어졌는데, 특히 미소공동회담에서 미국

대표단은 서울에 있는 행정기구를 이북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를 직접적으

로 드러냈다. 소련이 반복적으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조

선의 ‘경제·행정 통합’을 내세웠던 것은 통합행정이 단순히 미국의 정책

이 아니라 정치적 레토릭 기능도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미소공동회담 명칭의 변화는 당시 미군과 남조선 사회의

인식 변화를 극명하게 반영했다. 미소공동회담은 미국과 소련 간의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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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기 때문에 공식 국문 명칭이 없었고, 남조선 신문들은 자유롭게 회

담의 영문 명칭을 번역할 수 있었다. 회담이 열렸을 당시 미소공동회담

은 ‘미소회담’, ‘미소공동회담’, ‘미소양군 대표회의’ 등 다양하게 지칭되었

고, 특히 미소공동위원회가 조직되기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소공동

위원회’라고도 명명되었다. 이는 당시 남조선 사람들이 잘못 알고 미소공

동회담을 미소공동위원회라고 지칭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미소공동회담

을 미소공동위원회와 별다르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특히 조선인들은 미국이 미소공동회담에서 이루겠다고 선전한 ‘38

선의 장벽철폐와 행정기구의 통일’을 조선정부 수립의 일환으로 받아들

였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내세운 목표를 미소공동회담에서 달성하지

못하자, 하지는 미소공동회담이 앞으로 올 미소공동위원회의 예비회담

격이라고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기존에 미소공동회담의 일정과

장소를 조정한 회의를 지칭했던 ‘예비회담’ 명칭이 미소공동회담을 의미

하게 되었고, 미소공동회담이 점차 ‘정식회담’으로서 인식되지 않았다.

본고는 미소공동회담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밝히고, 미소공동회담을 통

해서 본 점령 초기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인식 및 대응,

그리고 미소공동회담의 귀결과 역사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미국

측 문서를 주로 참고했기 때문에 소련 측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

으며, 소련의 입장과 관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또한, 미소공

동회담 주제만 다루었기 때문에 주요 자료인 미소공동위원회 문서철 전

체를 살펴보지 못했고, 미소공위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회담 간

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그리고 독일과 같이 미국과 소련

이 분할 점령했던 다른 지역 사례를 비교 검토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

점은 향후 연구 과제로 설정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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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미소공동회담 미국대표단의 의제 원문 (38~39쪽)

SECTION Ⅰ.

This conference meets to carry out Paragraph 4 of Section Ⅲ, Korea, of

communique of the Moscow Conference, which states:

“For the consideration of urgent problems affecting both Southern and

Northern Korea and for the elaboration of measures establishing

permanent coordination in administrative-economic matters between the

United States Command in Southern Korea and the Soviet Command in

Northern Korea, a conference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Commands in Korea shall be convened within a

period of two weeks.”

As its objective, the conference, applying the principle of the fundamental

unity of Korea, will take all possible action in the administrative and

economic fields; such action must necessarily be consistent with the broad

program for Korea envisaged in the Moscow communique.

SECTION Ⅱ.

The following must be accomplished initially to coordinate North and South

Korea as an administrative-economic unit:

1. Reestablish the railroads of North and South Korea as a single operating

unit under complete control of the central organization located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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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sure continued delivery of required electric power to all of Korea,

under control of the Transmission-Line-Dispatcher in Seoul.

3. Reestablish telephone and telegraph communication as a single operating

unit under complete control of the central organization in Seoul.

4. Permit transportation of bituminous coal and agricultural products from

Manchuria to South Korea.

5. Adjust the boundary of the U.S. and Soviet zones of military

responsibility by:

- The transfer to the Soviet Military Commander of that portion of

Hwanghae Province lying south of 38° parallel.

- The transfer to the U.S. Military Commander of that portion of

Kyonggi Province lying north of 38° parallel.

- Adjustment of the boundary in Kangwon Province to conform to

administrative local sub-division boundaries.

6. Remove all military fortifications along the 38° parallel.

7. Establish joint U.S.-Soviet control posts along the boundary of U.S. and

Soviet zones of military responsibility.

8. Permit passage between zones of U.S. and Soviet military responsibility

under a system of controlled permits for:

a. Persons who are:

1. Returning to their homes for permanent occupancy.

2. Engaged in commerce.

3. On Government business.

4. On special missions.

5. Covered by special agreement.

b. Producer and consumer goods.

c. Any and all types of transportation.

9. Adopt uniform fiscal policies in respect to methods of handling financial

institutions; restrictions and rates of foreign exchange, inter-area deposit

transfers and trading in credits, exchange, and commodities; adopt Bank

of Chosen currency as standard for entire country and eliminate all other

currency.



- 91 -

10. Establish uniform regulation of ports and of water-borne commer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11. Resume normal flow of producer and consumer goods to stimulate

commerce and industry.

12. Permit communication by home offices of commercial organizations with

their branches in North or South Korea.

13. Reestablish mail service by honoring stamps being used in either area.

14. Prepare mutually agreeable plans for the settlement of displaced

persons.

15. Reestablish the central broadcasting network over all of Korea.

16. Extend newspaper circulation to all of Korea.

17. Prohibit the removal of capital goods from Korea.

18. Exchange liaison groups which shall have unrestricted travel.

19. Permit a representative of the interested (American and Russian)

government to inspect real property of his government or of a national

thereof anywhere in Korea.

20. Arrange meetings of sub-committees to work out details of

above-mentioned items.

SECTION Ⅲ.

As rapidly as is consistent with orderly and efficient operation, remove all

restrictions to free intercours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operate

all of Korea as an administrative-economic unit.

2. 미소공동회담 소련대표단의 의제 원문 (47쪽)

1. How much electric energy will be supplied from North to South Korea?

2. Transportation (delivery) of foodstuffs from South Korea to North

Korea, particularly the question of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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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aw materials for light industry, such as textiles, leather goods, supply

parts for industry and others? This question must be decided first. Also,

railroad and truck transportation between the two areas; evacuation of

Japanese from Northern Korea to Japan. What items can be transported

to the Northern part of Korea in exchange for coal, fertilizer, iron ore,

lumber?

(미소공동회담 제1차 본회의 속기록 (1946.1.16.))

The Soviet agenda as presented at the first session contained only five

points for discussion, namely:

a. Conference procedure.

b. Delivery of electric power from northern to southern KOREA.

c. Delivery of rice and other commodities from southern to northern

KOREA.

d. Rail and motor connections between the two zones.

e. Evacuation of Japanese refugees from northern KOREA to JAPAN.

(한림대학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1989《駐韓美軍北韓情報要約(1)》, 46쪽,

“Intelligence Summary Northern Korea for Period 15 January–31 January

1946” (1946.2.5.))

3. 미소공동회담 공동의제 원문 (51~52쪽)

S E C R E T

HEADQUARTERS

U.S. - U.S.S.R. JOINT CONFERENCE

Seoul, Korea

20 January 1946

JOINT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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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ditions of supplying Electric Power to Southern Korea from Northern

Korea.

2. Permit exchange in commodities such as rice, raw materials, fuel,

industrial equipment and chemical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3. Railroad and motor transportation between the two zones and coastwise

shipping between ports of Northern and Southern Korea.

4. Establish uniform regulation of the ports of Northern and Southern

Korea.

5a. About the mutual payment for goods which are being delivered from

South Korea to North Korea and vice versa.

5b. Question of establishing a uniform financial system (for future study).

6. Movement of approximately 232,000 Japanese in the category of displaced

persons from Northern Korea to Japan.

7. Establishment of joint U.S.-U.S.S.R. control posts along the boundary of

zones of U.S.-U.S.S.R. military responsibility.

8. Movement of Korean citizens from one zone to the other.

9. Movement of mail, except parcels, between zones.

10. Transportation of coal and agricultural products through the territory of

North Korea into South Korea (coal and agricultural products will be

obtained by U.S. outside of the territory of North Korea). (This item is

opened)

11. Reestablish telephone and telegraph commun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study).

12. In regard to the establishment of regular communications between the

offices of trading organizations (for study).

13. To verify the distribution of frequencies and wave lengths for

broadcasting stations in Northern and Southern Korea.

14. In regard to the partial and local changes of boundaries along the 38°

parallel, representatives of Soviet Command will bring this question

before their high command and they will return to the discussion about

the inclusion of this question into the agenda after having received

instructions from their high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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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o work out measures for the future coordination between the

Commander of the Soviet Troops in North Korea and the Commander of

the American Troops in South Korea (on the administrative-economic

questions).

A. V. ARNOLD

Major General, U.S.A.

Chief of the U.S. Delegation

T. F. SHTIKOV

Colonel General, U.S.S.R.

Chief of the U.S.S.R. Delegation

4. 미소공동회담 결정 제3항 원문 (66~67쪽)

HEADQUARTERS

U.S. - U.S.S.R. JOINT CONFERENCE

Seoul, Korea

1 February 1946

ITEM THREE - JOINT AGENDA

“RAILROAD AND MOTOR TRANSPORTATION BETWEEN THE TWO

ZONES AND COASTWISE SHIPPING BETWEEN PORTS OF

NORTHERN AND SOUTHERN KOREA.”

Meeting in joint session at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Section Ⅲ, Korea, of the Moscow Communique of 27

December 1945, representatives of the Soviet Command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mutually agreed upon the following

points:

1. Movement by rail, truck and coastwise transport between the Soviet and

American zones of military responsibility in Korea will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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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ch military Commander will be responsible for the control and

operation of the transportation facilities within his zone of military

responsibility.

3. The reestablishment of transport movement will insure shipments in

fulfillment of the agreements concerning the exchange of goods and

movement of the population as agreed to in Item Two and Item Eight of

the Joint Agenda.

4. The United States Command will do everything practicable to supply

deficiencies in regard to transportation needs (railroad trains and vessels)

in order to insure the complete transfer of freight from the Soviet zone

of military responsibility to the American zone of military responsibility.

5. For the accounting of rolling stock, moving from one zone to the other,

and to secure its return in due time, exchange points will be established

at suitable locations.

6. All payments for transportation service between the two zones will be

made at the point of origin and in accordance with a mutually agreed

upon uniform tariff, with subsequent settling of accounts.

7. The movement of vessels between ports of the two zones will be

coordinated prior to movement and will be in accordance with plans

approved by the Military Commanders of the two zones.

8. The movement of motor transportation will be on highways passing

through control point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greements reached

in Item seven of the Joint Agenda.

9. In order to effect average and major repairs and the production of spare

parts for the repair of locomotives, the American and Soviet Commands

in Korea, each in their respective zones, will undertake all possible

measures to bring about by 1 April 1946 the maximum standards which

existed on 1 August 1945 in the locomotive repair shops at: Wonsan,

Seoul, Pusan, Inchon and Pyongyang, and will:

- Resume the repair of locomotives of the railroads of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ratio which existed on the schedules of 1 August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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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as an objective the manufacture of the required number of spare

parts for the repair of locomotives of the railroads of both zones of

military responsibility and to distribute them between the shops of the

two zones in the ratio which was in effect on 1 August 1945.

10. Within thirty days after the approval of this agreement by both

Commands, the American Command in South Korea will deliver one

hundred (100) railroad passenger cars to the Soviet Command in North

Korea.

11. A technical Joint Transportation Commission will be created to insure

coordination in regard to all problems of railroad, sea, and truck

transportation, and for the preparation of recommendations to both

Commanders concerning all problems which may arise in connection with

the re-opening of transportation between the two zones. This commission

will consist of six members, three for each zone. Meetings will be held

at least once a month or oftener upon the request of the Military

Commander of either zone. Meetings will be held alternately in Seoul or

Pyongyang, insofar as practicable. The decisions of the Joint

Transportation Commission will be effective in the two zones after

approval by the Military Commanders of both zones.

A. V. ARNOLD

Major General, U.S.A.

Chief of U.S. Delegation

T. F. SHTIKOV

Colonel General

Chief of Soviet Delegation

APPROVED:

J. R. HODGE

Lieutenant General, U.S.A.

Commanding,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I. M. CHISTIAKOV

Guard Colonel General

Commanding, Soviet For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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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gress and Implications of

U.S.-Soviet Joint Conference in

1946 Korea

Ji Hyun Park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progress and implications of the

U.S.-Soviet Joint Conference held in Seoul from January 16 to

February 5, 1946. Previous studies tended to view the Joint

Conference as a ‘preliminary meeting’ of the U.S.-Soviet Joint

Commission and underestimate its importance. This paper argues that

the Joint Conference holds historical significance in illuminating the

early problems faced by the U.S. and the Soviet forces in Korea and

their reactions to these problems. The paper also aims to shed light

on the transitional period between the Moscow Conference of the

Three Ministers and the Joint Commission. Additionally, the paper

narrates that the various Korean names for the Joint Conference

reflect how the U.S. Command and South Koreans perceived the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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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at the time.

The Joint Conference was convened to coordinate urgent economic

and administrative issues that arose between the U.S. Command in

the South and the Soviet Command in the North. After the liberation

and division of Korea, people and goods were not able to move freely

between the two zones, causing shortage of food and raw materials

and, thus, paralyzing the industry and economy in both areas. The

American and Soviet forces, respectively, attempted to secure

industrial coal and food within their zones, but failed, and, as a

next-best attempt, turned to the opposing occupational force to

procure the scarce resources. This was also intended to shift the

blame for the shortage onto the opposing side. Both the U.S. and the

Soviet Command held steadfast to their missions to obtain resources

from the other side, leading to a stalemate during the Joint

Conference.

Additionally,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powers over the issue of

establishing a central administration in Korea also induced the

breakdown of the Joint Conference. The U.S. government sought to

expand the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the U.S. Command in South

Korea to North Korea. Likewise, the Soviet had already established a

system of 10 administrative offices in North Korea before the Joint

Conference, in order to secure the initiative in establishing

administrative agencies in Korea.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over the issue of establishing a central administration

in Korea was not resolved during the Moscow Conference, but

reappeared in the agendas and discussions during the Joint

Conference.

The U.S. and Soviet delegations clashed from the onset of the Joint

Conference. The two delegations each prepared their own agendas in



- 103 -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untries' policies on Korea and

insisted that they be discussed at the meeting. Particularly, the U.S.

insisted on coordinating transport of coal and agricultural products

from Manchuria to South Korea and prohibiting transfer of capital

goods from Korea to abroad, while the Soviet vehemently disagreed

discussing such issues. These were delicate issues, because they

were tied to the food and coal situation in North and South Korea,

the Soviet policy toward Japanese property, and the Japanese

reparations to the Allied Powers. When some of the agenda proposals

by the US delegation were turned away, the U.S. Command used this

point to claim that the Soviet was halfhearted in facilitating the

unification of Korea.

Among the agreed agendas, the two delegations fervently debated

on the topic of rice, Japanese repatriation, and railroad transportation.

The Soviet delegation demanded that the rice produced in South

Korea be sent to North Korea, but the failure of the U.S. food policy

resulted in shortage of rice in South Korea, making it difficult for the

U.S. to trade rice with the Soviet. In addition, the two delegations

fought over the issue of who should provide food and other resources

for Japanese repatriates in North Korea, and this issue clearly show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nations’ policies and perspectives

toward the Japanese. Moreover, the Soviet delegation requested that

the U.S. send railroad cars and spare parts from South Korea, and

the American delegation proposed that the two Commands establish

Joint Transportation Commission to oversee transportation needs

throughout Korea. This transportation agenda was essentially linked

to the problem of establishing a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Korea. In the end, the two delegations could not agree on the rice

issue, and the agreement on the repatriation issue was also de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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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the railroad issue was settled, but the two Command did not

actually carry out the agreemen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all of

the issues that were most heavily discussed in the Joint Conference

were not resolved.

Along with the limited achievements of the Joint Conference,

factors such as the exclusion of Korean representatives at the Joint

Conference and the gradual 'abolition' of the 38th parallel by both

forces, contrary to the expectations of the Koreans, heightened the

dissatisfaction that Koreans had toward the Joint Conference. In order

to ease the situation, the U.S. Command shifted the blame to the

Soviet forces and began to disregard the status of the Joint

Conference as an independent negotiation. The U.S. Command argued

that the Joint Conference was expected to have ‘disappointing’ results

because it was just a ‘preliminary’ meeting of the Joint Commission.

Based on this propaganda by the U.S. Command, South Koreans

started to regard the Joint Conference as the ‘Preliminary Conference

of the Joint Commission,’ as opposed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

Joint Conference.

keywords : U.S.-Soviet Joint Conference, U.S.-Soviet Joint

Commission, Moscow Conference of the Three Foreign

Ministers, Preliminary Conference, A. V. Arnold, T. F. Shtik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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