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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정전협상 과정에서 반공포로 석방이 

한미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Shin Natalya

 한국학전공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미 동맹의 역사는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시작으로 오

늘날에 이르기까지 60여 년간 한국안보의 핵심이었다. 한국전쟁 

직후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기원이자 법적 근간이 되어 왔다.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보장하는 핵심근거라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역사적 중요성을 떠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는 수많은 엇갈린 평가

들이 존재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은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자 업적으로 평가

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불평등한 조약이었으

며 한국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고 현재까지 한미

관계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이러한 상충

된 평가는 조약 체결의 주역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엇갈린 

평가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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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이승만 대통령이 단행한 반공포로 석방

의 파장이 한미관계의 주요 합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합의의사록’에 

의한 한국군 작전통제권 문제가 현재까지도 한미관계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각각 고찰하고 미국 정부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유엔사령부와 상의 없이 단독적으

로 반공포로를 석방했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고 한미 정상이 주

고받은 서한 내용을 통해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

분으로서 반공포로 석방이 이후 이루어진 정전협정, 한미상호방

위조약, 한미합의의사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1950년대 정전협상 과정에서 일어난 반

공포로 석방 사건이 지금까지도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포함하여 

한미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고찰해 봄으로써 

이승만 정부의 잘못된 외교적 판단이 현재 한미관계에 이르기까

지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었음을 역사적으로 고증하였다. 

정전협정의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은   

한미 양국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를 계기

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있어 한국에 유리한 입장으로 조약이 이루

어지지 못했다. 결국 이승만 정부의 요구사항은 하나도 이루어지

지 않았다. 

주요어: 한국전쟁, 정전협정, 반공포로 석방,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관계

학 번: 2014-2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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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논문의 목적과 구성

1. 논문의 목적

한국전쟁 이후 휴전을 원하던 미국 및 유엔군, 그리고 북한

과 중국의 입장과는 반대로 이승만 대통령은 홀로 휴전협정에 반

대하고 북진을 주장했다. 정전협상이 진행 중이던 1953년 이승만 

정부는 미국에 알리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하도록 

지시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석방 사

건이 국가의 자존심을 세웠던 외교적 성공사례가 아니라 잘못된 

외교적 실책이라는 주장을 통해 한미관계의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에 있다. 즉, ‘반공포로석방’이란 결정적 사건

의 파장이 한미관계의 주요 합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합의의사록’에 

의한 한국군 작전통제권 문제가 현재까지도 한미관계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는 것에 있다. 

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목적과 구성에 대하여 살펴

보고 기존 연구에 대한 분석과 문제제기, 그리고 논문의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본 논문이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논하였다. 

제 2장에서는 반공포로 석방 이전 한국과 미국 간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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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협상을 이해하기 위해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

의 입장을 각각 고찰하고 미국 정부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제 3장에서는 반공포로 석방이 일으킨 파장에 대해 살펴보

았다. 자세하게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유엔사령부와 상의 없

이 단독적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했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고 한미 

정상이 주고받은 서한 내용을 통해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는 반공포로 석방사건이 한미관계에 미친 영향

에 대해 살펴보았다. 반공포로 석방사건 외에 한미 양국 간 불신

의 원인인 된 한국정부의 1) 정전협상 반대 및 불참,  2)불가한 

자동개입 요구, 3)이승만의 북진정책이라는 세 가지 중요 사안을 

각각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서 반공포로 석방이 이후 이루어진 세 가지 중요한 역사

적 결과물, 즉 1)정전협정, 2)한미상호방위조약, 3)한미합의의사

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1950년대 정전협상 과정에서 일어

난 반공포로 석방 사건이 지금까지도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포함

하여 한미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고찰해 봄으

로써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외교적 판단과 정책결

정이 차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한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이 갖는 의의는 이승만 대통령 시기 잘

못 끼워진 첫 단추가 순탄하지 않은 한미 양국 간 관계의 원인이 

되었음을 이해하고 역사적 고증을 통해 반공포로 석방사건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모색함으로서 후학의 학문적 연구에 작은 부분이나

마 기여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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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존연구 분석 및 연구 방법론

1. 기존연구 분석 및 문제제기

한국전쟁 당시 정전협정 및 반공포로 석방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승만 정부의 당시 외교정책을 성공적이라 평

가하며 옹호하는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1) 반면 이승만 정부의 

당시 정책과 의사결정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논증을 바탕으로 비

판적 시각을 보이는 연구들도 있다.2)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한 달 전인 1953

년 6월 18일 발생한 반공포로 석방사건은 이승만 정부가 이루어 

낸 반공 정책의 '위대한 성취'로 여겨져 왔다. 이는 이승만 정부가 

퍼뜨린 사회적 담론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학계의 일부 연구 결과

이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국립 기록 보관소 

및 기록 관리국 NARA(National Archive and Record 

Administration)에서 발표한 미국 정부 문서에서 '반공포로 석방'

이 실제로 한미 양국 관계를 급속하게 악화시킨 원인이었다는 연

구결과가 나오면서 이러한 인식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반공포로 석방 사건이 한미상

호방위조약 합의에 중요한 디딤돌이 됨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들은 반공포로 석방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3) 

기존연구들의 주된 특징은 주로 이승만 정부의 반공포로 

1) 차상철. 2011.「이승만과 합의의사록의 체결」. 군사연구 제135집. pp. 64-67. 참
조

2) 박태균. 2015.『박태균의 이슈한국사』. 창비; 박태균. 2006.『우방과 제국, 한미관
계의 두 신화』. 창비; 박태균. 2005.『한국전쟁』. 책과 함께 참조 

3) Tae Gyun Park. 2013. “Letters of President Rhee Syngman, Declassified in 
2012”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ume 156 No 2.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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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사건에 대해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라는 이분법적  

평가에만 그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기존 연구는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사건과 그 의미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반공포로 

석방 사건이 일으킨 파장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

다.4)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연구들의 한계에서 더 나아가 많은 연

구들이 놓쳤던 반공포로 석방 사건이 일으킨 파장과 영향력을 분

석하였고, 이 사건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합의의사록’

을 체결하게 함으로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군 ‘전시작전통제권’의 연원이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상 기존 연구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이 제시

하고자 하는 주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51년 봄에 

종전이 되었어야 할 한국전쟁이 왜 2년이나 시간을 끌어가며 

195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것도 종전협정도 아닌 정전협정이 

되어야만 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정전협상과정에서 이승만 대

통령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독단적으로 반공포로들을 석

방하였는가? 는 의문점과 함께 왜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을 

독단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미관계의 파국을 일으켰는가 하는 점

이다. 셋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평

가가 왜 엇갈리는가 하는 점이다. 

4)김일영･조성렬. 2003.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 아카데미; 조성훈. 2008. 한
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편찬연구소 편, 2013. 한미동
맹 60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남정옥. 2003.『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정결. 2017.「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결정 과정  분
석: 1953-54년 상호방위조약과 합의의사록 체결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
과 석사학위논문; 홍석률. 2001.「조약으로 보는 우리 역사」<휴전협정> - 전쟁도 평화도 아
닌 불안한 합의 - 내일을 여는 역사. 제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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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정전협정, 반공포로석방, 한미상호방위조약, 그리

고 한미합의의사록에 관하여 기존에 연구된 논문과 도서, 그리고 

문헌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당시 전쟁이라는 극한의 힘의 대결과 

국제정치적 역학 균형 하에 어떤 상황과 전개가 이루어졌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당시 한미 양국의 최고 통치자 이자 외교정책 결정

권자였던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 그리고 덜레스 

미 국무장관 등이 주고받았던 외교 서한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긴박한 시간에 이루어진 커뮤니케

이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상상이나 추측, 그리고 가정이 아닌 당

시 감춰졌던 사실에 기반을 둔 실제적 분석과 논증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정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단독으로 

이루어진 반공포로 석방 사건의 전후 과정과 7월 27일 정전협정

이 이루어지는 협상의 전후의 과정을 다루었다. 

둘째, 1954년 11월 17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발효된 한국

에 대한 미국의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내용을 다룬 한미합의의

사록(Agreed Minutes and Amendment Thereto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lating to Continued 

Cooperation in Economic and Military Matters, 이하 ‘한미합

의의사록’)의 진행 과정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1953년 10월 1일 가조인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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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하 ‘한미상호방

위조약’)의 전후 과정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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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반공포로 석방 이전 양국 정부의 입장  

제 1절 한국 정부의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입장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전협정을 

협상하는 가운데 전선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지속되고 있었다. 유

엔군 측은 회담이 지연되면 정전협정 체결 시 까지 전투가 계속될 

것이라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휴전협정 체결 시까지 전투를 계속 

한다는 원칙은 미 국무부와 국방부 간의 38도선 재돌파 문제를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형성되었다.5) 

정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은 1951년 봄부터 1953년 

7월 27 일까지 지속되었다. 협정 체결까지 159회 본 회담, 179

회 분과위원회 회담, 188회 참모장교회담, 238회 연락장교 회담 

등 총 765 회의 회담을 거쳐 2년 17일간 각종 회담의 결과로 휴

전협정이 체결되었다.6) 협상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의제는 총 5

개이고 각각의 내용은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다.7) 

표 1. 정전협상 과정의 5개 의제 및 내용 

5)김보영. 2008.「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41. 
6)이영전·노동영. 2015. 「한국 휴전협정의 당사자 문제」법학연구. 제 26권 1, p.8..
7)김인걸 외 편저. 1998.『한국현대사 강의』. 돌베개. p. 141. 

의 제 내 용

제 1 의제 의제 선택과 의사일정 채택

제 2 의제

전투행위를 정지한다는 기본 조건 아래 양군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등을 설정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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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5가지 의제를 갖고 이루어진 정전 협상 과정의 의사일

정과 의제별 회담 진행 기간은 아래 <표 2>과 같다.8) 

표 2. 정전 협상 과정의 의제별 회담 진행 기간

회담이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제 4 의제인 ‘전쟁포로에 관한 처리문제’였다.  

유엔 측은 전쟁포로 처리를 자신의 자유 선택에 의한 송환과 1:1 

교환 원칙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산당 측은 유엔의 제안을 반대

하였다. 당시 공산 포로 132,474명 중 7천 명 만이 송환을 원하

8)박태균. 2005.『한국전쟁』. 책과함께. p. 252. 

       회담기간

의제별   
1951년 1952년 1953년

제 1 의제  - 13일 소요 -

제 2 의제     -- 4개월 소요 --

제 3 의제         --- 6개월 10일 소요 ---

제 4 의제                ---- 18개월 11일 소요---- 

제 5 의제                     - 21일 소요 -

제 3 의제

정화 및 정전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써 

정화 및 정전 감시 조항, 실시기구의 구성, 

권한 및 직책문제

제 4 의제 전쟁포로에 관한 처리 문제

제 5 의제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쌍방 관련 국가들의 정부에 

권고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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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특히 중국 인민지원군 포로 명부에 있던 20,700명의 포로 

중 단지 5,100명만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

기 때문이다. 송환을 희망하는 자가 명부보다 적으면 새로운 정부

를 수립한 중국의 정통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

국은 당연히 유엔의 1:1 교환 원칙을 반대하며 전원 송환을 주장

하였다. 당시 양측의 포로 숫자의 불균형과 출신 성분 등으로 인

해 포로 송환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컸기 때문에 중국은 포로 문제

에 대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다.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도 끝까지 양보하지 않으려 하였던 것 중의 하나가 포

로송환 의제였고 양측의 의견차이로 인해 회담은 무려 1년 이상 

지연되었다.9)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 반대 운동은 이미 1951년 6월 휴전 

회담이 미국과 소련 사이에 표면화 될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1951년 7월부터 시작된 휴전회담은 포로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송환을 주장하는 유엔군측과 모든 포로의 강제 송환을 주장하는 

공산군측의 의견대립으로 근 2년 동안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

다. 이 때문에 휴전회담 반대운동도 잠시 수그러들었다 1953년 2

월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제안한 부상포로의 교환논의가 이루어

지면서 다시 격렬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53년 4월 11일 부상

포로 교환협정이 체결되고 4월 26일 다시 중지 상태에 있던 휴전 

회담이 재개 되자 각지에서 연일 휴전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등 

남한에서는 반 휴전 분위기가 고조되었다.10)  

이승만은 1953년 4월 24일 주미대사 양유찬을 통하여 중

공군과 북한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휴전이 된다면 한국군을 유엔

9)김보영. 2008.「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45. 
10)홍석률.「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이승만 제거계획」.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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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령부로부터 철퇴시키겠다는 각서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였고  

11) 곧바로 이러한 내용을 성명서에 담아 발표하였다. 

1953년 4월 26일 재개된 휴전회담은 풀리지 않는 포로문

제로 계속된 난항에 봉착하고 있었다. 공산군측은 종전의 입장에

서 후퇴하여 송환을 원치 않는 모든 포로를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일단 넘기고 나서 포로들의 의사를 심사한 후 처리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반면 유엔군측은 한국정부의 입장을 수용하여 송환을 원

치 않는 포로 중에 한국인 포로들은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인계할 

필요가 없이 휴전과 동시에 즉시 석방할 것을 주장하였다.12) 하지

만 미국의 이러한 주장은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

였고13) 결국 미국은 공산군측의 주장에 거의 접근하는 새로운 제

안을 한국 측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비밀회담에서 제출하였

다. 마침내 이 내용이 휴전회담에서 제안되자 이승만은 단독으로

라도 북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14) 

한국과 상의 없이 행한 미국의 독단적 회담 추진은 얼마 후 미국 

측과 상의 없이 포로를 석방한 이승만의 독단적인 결정의 불씨가 

되었다.  

1953년 5월 22일 이승만은 정전 회담에 한국 측 대표로 

참여한 최덕신 장군을 소환했다. 이것은 유엔군이 한국 정부와 협

의하지 않은 채 중립국에 의한 포로 심사와 관련된 공산군 측의 

제안을 단독으로 수용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주한 미국 대사와 유

11)「극동문제 담당 차관보 로버트슨이 작성한 대담 비망록」. 1953.4.24. FRUS. Vol. 
15. Part 1. p. 935. 

12)「유엔군사령관이 합동참모부에게 보낸 전문」. 1953.5.12. FRUS. Vol. 15. Part 
1. pp. 1008∼1009.

13)「국무장관 대리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전문」. 1953.5.18. FRUS. Vol. 15. Part 1. p. 
1047.

14)「주한 미국대사 브릭스가 국무부에 보낸 전문」. 1953.5.25. FRUS. Vol. 15. Part 
1. pp. 110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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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군 사령군은 같은 해 5월 25일 이승만을 만나 한국 정부의 입

장을 타진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이승만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15) 

이승만이 미국의 견해를 명백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하지만, 자신의 

태도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이승만은 현재의 

정전 제안을 비난하고 한국의 단독 북진을 주장하는 성명을 곧 발

표할 것으로 보인다.16) 

1953년 6월 4일 공산군측의 새로운 제안 수용에 따라 휴

전타결이 확실해지자 이승만은 6월 7일 재차 새로운 제안에 있는 

조건 하에서 휴전이 성립된다면 단독 북진도 불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17) 또한 동시에 전국에 준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백선

엽 이하 전 육해공군 장교에게 소환령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의 

위기는 정점에 다다랐다.18) 그러자 6월 7일 아이젠하워 미 대통

령은 계획대로 한국이 휴전에 협조한다면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겠다는 자신의 서한을 이승만에게 전달하였다. 이승만은 여

기에 대하여 직접적인 확답을 미룬 채 침묵을 지켰다.19) 

이승만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휴전회담은 마무리 작업에 들

어가 클라크는 6월 18일이면 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국 정부

에 보고하였다.20) 그런데 바로 그 전날 이승만은 상호방위조약과 

남한정부의 휴전 수락을 맞교환하고자 하는 미국 측 제안을 거부

15)박태균. 2005.『한국전쟁』. 책과함께. p. 130
16)“The Ambassador in Korea(Briggs) to the Department of State”. May 25. 

FRUS. 1952-1954. Vol. XV. Part I. p 1,100-1,102.
17)동아일보. 1953년 6월 9일자.
18)동아일보. 1953년 6월 7일자.
19)홍석률.「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이승만 제거계획」. p. 154.
20)「유엔군사령관이 합동참모부에게 보낸 전문」. 1953.6.10. FRUS. 15(2) p.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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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서한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냈고 다음날 6월 18일 마침

내 이승만은 유엔군 또는 미국 측과 그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반

공포로를 독단적으로 석방해 버렸다. 이 때문에 모든 조항이 다 

합의되어 양측의 서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휴전협정은 

다시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각자의 입장이 상이했고 상의 

없이 단독으로 중대한 의사결정을 했던 양측은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 사건을 계기로 한미관계를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

을 마주하게 되었다.     

제 2 절 미국 정부의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입장

1953년 1월 20일 아이젠하워 장군이 미국 34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을 때, 대한정책지침(1951년 12월 승인된 NSC 118/2)

은 1년 이상 지난 낡은 것이었다.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

던 상황에서 아이젠하워가 취임한 지 두 달이 채 못 되어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은 국내외를 떠나 미국과 전체 공산주의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바로 1953년 3월 5일 스탈린 

소련 수상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다. 스탈린의 죽음은 그가 전 

세계 공산국가에 행사해 온 강력한 통제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큰 

것이었다.21)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사이에서 반공포로

석방 전후에 많은 서한이 오고갔다. 이 서한들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은 석방을 정전 교란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남한의 지도부를 교체할 또 다른 계획을 고민할 정도로 

21)미국합동참모본부사: 1991. 한국전쟁 하. p.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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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분했다고 한다. 또한 두 지도자 사이의 갈등은 학자들이 이미 

평가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22)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4월 9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군의 지원과 관계없이 

북진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은 북

한과 중국 공산군에게 휴전을 촉구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만약 미국이 항공기, 장거리 포병, 해군 군함 등을 지원을 원하지 않는

다면, 미군은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23) 

1953년 4월 23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는 그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는 듯 했다. 아이젠하워는 

가장 정중한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만일 내가 한국뿐 아니라 유엔군 파견 국가들의 참전에 의해 공산주의 

침략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하여 보내온 4월 9일자 당신의 서신 

내용에 의해서 깊은 혼란에 빠지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건 나의 솔직함

이 부족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정부가 당신의 나라에 대한 방어

를 지지하는 우리 정부나 다른 정부에 의해 지지될 수 없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한반도 내에서 적대행위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노

력이 완전히 위태로워질 워 질 수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이미 필리핀, 호

22)Park Tae Gyun. 2014. “What happened Sixty Years Ago?: ROK-US Deep 
Distrust Between President Rhee and Eisenhower“.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ume 21. No 1. pp. 37-53.  

23)한국대통령기록보관소. 201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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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뉴질랜드와 체결한 것과 유사한 안보협정을 한국과 체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제안은 받아들일만한 것이

었다. 반공포로 석방 12일 전인 1953년 6월 6일자 서한에서 그는 

정전협정에 대한 이승만과의 합의가 연장되는 시점에 조약에 기꺼

이 서명할 용의가 있었다. 미국 정부가 유럽의 NATO나 동남아시

아의 SEATO와는 다른 태평양 지역에서 “집단 안보 체제”를 구

축하는 것을 꺼려해 왔지만 그것의 창설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

긴 했다. 이승만은 1948년 취임 이후 집단안보체제를 강력히 요구

해왔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

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한을 보냈다. 

"우리의 헌법 체제 하에서 그러한 조약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된다는 것을 이 대통령께서도 물론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국가와도 협의나 회담 없이 라는 이승만의 첫 요구조

건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음을 의미했다. 게다가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을 동시에 철수시키는 것은 아이젠하워 정부의 입장에

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1953년 6월 6일 아이젠하워 대

통령이 보낸 서한은 이 대통령이 상호방위협정의 필수조건으로 제

시한 주요 조건의 대부분을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일주일 뒤인 6월 13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존 포

스터 미 국무장관의 서한을 통해 이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비밀리에 이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24) 

1953년 초와 반공포로 석방 직전 기간 사이에 양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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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주고받은 서한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 모두 일체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았으며 정전과 같은 평화적 

수단을 통한 타협은 적어도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은 한국전

쟁의 조속한 종결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아이젠하워 행정부를 

대단히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에 1953년 6월 19일 국무‧합참합동

회의에서 다시 이승만 제거론이 거론되었다.25) 그러나 회의 직전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고 온 외교, 군사 관계 고위 관리들은 의원들

이 미국이 이승만에 대항하여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반

대했다는 사실을 참석자들에게 통보하였다. 이것은 한국전쟁으로 반

공, 극우 분위기가 극렬하였던 당시 의회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으

로, 실제 이러한 분위기의 주도자였던 매카시 의원은 미행정부의 정

책과 달리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을 찬양하고 나서기도 하였다. 의

회의 반정부적 태도 표명은 미국 내의 여론 상 이승만 제거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태도도 문제가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부의 참석자들은 한국

군의 충성도에 대한 평가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했다. 반공포로 석방에서 보이듯이 한국군에 대한 이승만의 

영향력은 과소평가할 수 없었고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군이 

어떠한 태도를 표명할는지 불확실 하였다. 이에 이 회의에서 이승

만의 제거계획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26) 

24)한국대통령기록보관소. 2012: 176-178.
25)「국무‧합참합동회의 비망록 전문」. 1953.6.19. FRUS. Vol. 15. Part 2. pp. 1213

∼1221.
26)홍석률.「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이승만 제거계획」.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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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유사시에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계획은 반공포로 석

방 사건 이전부터 여러 번 논의 되었다. 1952년 7월 5일자 유엔

군사령관 클라크가 합참에 보낸 전문에 따르면 이승만을 무력하게 

하려는 견제계획, 혹은 이승만을 완전히 제거 하려는 비상계획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이승만을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초대하여 부산을 벗어나게 

한다. 

둘째, 유엔군사령관이 부산지역으로 들어가, 5명에서 10명의 독재적 

행동을 한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한국 기관을 보호한다. 

셋째, 이승만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통고하고 계엄령 해제, 국회활동

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승인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만약 이승만이 이를 거부하면 보호 감금하고 장택상 국무총리

에게 이를 요구한다. 

다섯째, 장택상도 거부하면 유엔군 과도정부를 수립한다. 

여섯째, 만약 이승만, 장택상이 동의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유엔군이 

개입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한 몇몇 개인을 제거하였다는 성명을 발표

하고,  한국정부는 계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휴전회담기간에도 이와 유사하게 미국 정부당국과 유엔사는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철회하는 돌발 사태에 대비하여, 미 제8군

에서 세 가지 우발적인 상황을 가상하여 “상비계획(Ever Ready 

Plan)”이라는 명칭으로 이승만의 돌출 행동 제재를 위한 조치를 

재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의 작전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미군 철수 

시작. 전방지역에 대한 보급 감소. 한국정부와 육군에 대한 정보활동 

범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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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을 전개할 때: 한국군 보안부대들은 무

장 해제 및 해체시키며, 긴요하지 않은 시설 폐쇄, 모든 긴요시설과 통

신센터의 경비 강화.

셋째, 한국군과 군중들이 공공연히 유엔군에게 적대행위를 할 때: 유

엔군과 유엔군에 협조하는 한국군은 방어지대로 철수.27) 

이상 세 가지 상황의 어느 경우에서나, 유엔의 이름으로 계엄

령을 선포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군사 및 민간지도자 체포, 군정 

선언 등의 엄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결국 이승만을 축출하

려는 계획이었다. 유엔군사령관 클라크는 1953년 5월 22일에 이 

계획을 워싱턴으로 제출하였다.28) 

이 시기의 한미관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권 유지를 

우선시했던 비민주적인 독재정권과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했

던 미국과의 갈등과 견제 그리고 유착의 껄끄러운 공생관계라는 

기묘한 여정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반공포로”라는 용어도 원래부터 존재하던 개념이 아니었다. 

미국이 전쟁 과정에서 만들어낸 심리전의 한 축이었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전략 전술의 다른 이름이었다. 미국이 1952년 정치파

동기에 이승만을 견제하려 했던 것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라

기 보다는 유엔을 내세워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내외 여론

과 남한의 정치적 안정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것에 있었

다. 또한 휴전 회담 과정과 반공포로 석방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이

승만 제거계획도 단순하게 이승만의 독단적인 행동을 막기 위한 것

이라기보다는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여 미국의 국

27)미국합동참모본부사: 1991. 한국전쟁 하. p. 383. 
28)미국합동참모본부사: 1991. 한국전쟁 하. p.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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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 이익을 영속화 하려는 전략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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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반공포로 석방의 파장  

제 1 절  반공포로 석방의 과정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 석방’을 전

격 단행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헌병 총사령관 원용덕 소장을 불러

들여 반공포로석방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한 것은 6월 6일이었다. 

당시 포로수용소는 미군 병참관구사령부가 관할하고 있었고, 한국

군은 경비부대와 헌병을 파견하여 미군 지휘 하에 수용소 경비를 

맡고 있었다. 이승만은 3개월 전인 3월 24일 대통령령 제153호로 

국방부 관할 하에 헌병총사령부를 설치하여 다른 어떤 기관으로부

터도 통제를 받지 않는 대통령 직속부대로 체제를 개편하였다.29)

6월 18일 자정을 기해 각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들의 탈출

이 감행되기 시작하였고, 원용덕은 오전 6시 정각에 서울 정동의 

중앙방송국에서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담화문’을 다음과 같이 

방송했다.

본직은 단기 4286년 6월 18일 0시를 기해 관하 지휘관에게 한인 

애국 포로수용소 접수를 명하였다. 본직은 신성한 조국 주권의 존엄

성의 유지를 위해 이를 명령하였으며, 이는 국제 공법인 제네바협약 

총칙 제12조 (전쟁포로는 그를 관리하는 국가의 주권에 속한다)에 

의거하는 것이다. …… 이제 애국 동포에 고하노니, 포로수용소 인근

에 소재하는 부대, 경찰관, 애국청년단 및 일반 주민들은 본직이 지

휘하는 헌병의 본 임무수행에 절대적인 협조가 있기를 요망하며,

……30)

29)육군본부. 2002.『한국전쟁과 반공포로』. p.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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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포로석방 다음날인 6월 19일 이승만은 자신이 반공포

로 석방을 단행하였다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31) 

 “나는 나 자신의 책임 하에 1953년 6월 18일 한국인 반공포로 석

방을 명령하였다. 내가 유엔군사령부 및 관계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여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각도의 지사나 경찰관서에 최선을 다하여 이 석방 포로들을 돌보도록 

지시하였다. 우리는 우리 국민과 친구들이 이 조치에 협력할 것이며, 

어디에서나 불필요한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 제네바협약

과 인권정신에 의하여 반공 한인 포로는 벌써 다 석방되었어야 할 것

인데 …… 국제관계로 해서 불공평하게 그 사람들을 너무 오래 구속

했었다.”

표 3. 반공포로석방 현황 32)

30)육군본부.『전게서』. p. 245-246.
31)이승만. 1953. 『대통령 이승만박사 담화집』1. p. 300; “Press Release of the Office 

of Public Information, Republic of Korea”. 1953/6/18. FRUS. 1952-1954. Vol.ⅩⅤ p. 
1199.

32)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9.『한국전쟁 휴전사』; 육군본부. 2002. 『한국전쟁과 반공포
로』

       현황

수용소

총수용  

인원
석방포로 (%)

미      

 탈출자

탈출 후 

체포

부

상

사

망

부산지구수용소 7,092 4,322(61%) 2,653 116 1

광주지구수용소 10,610 10,432(98.5%) 165 8 5

논산지구수용소 11,038 8,024(72.8%) 2,674 336 2 2

마산지구수용소 3,825 2,936(76.7%) 731 144 8 6

영천지구수용소 1,171 904(77.1%) 150 11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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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수용소에 나뉘어 분산 수용된 35,698명의 포로 가운

데 76.7%에 달하는 27,389명의 포로가 탈출에 성공하였다. 한국

군 경비병의 묵인과 협조 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탈출 과정에서 

부상자가 80명, 사망자도 64명이나 되었다. 대부분의 부상자와 사

망자는 부평지구수용소 탈출과정에서 발생했다. 부평지구 제10포

로 수용소는 부평지구 미군기지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곳 미군 

수용소장은 한국군 경비 병력을 철수시키고 대신 미 해병대의 지

원을 받아 이중의 경계 배치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헌

병대가 수용소 내의 전선을 끊어 포로들의 탈출을 유도하였고, 이

를 저지하려는 미군이 포로들에게 기관총과 소총사격을 가했던 것

이다. 탈출 후 체포된 인원도 931명이나 되었지만, 대다수의 탈출

한 포로들은 한국 당국의 도움을 받아 현지 주민들에게 간단히 흡

수되었다.33) 

반공포로 석방 후에도 휴전반대운동은 계속되었다. 반대운

동의 정점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 그는 휴전 반대운동을 한

미교섭의 수단이자 대내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1953년 6월 25일, 한국전쟁 3주년 기념식

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에 대한 한국 국민의 결의를 재천명했

다.34)

33)김보영. 2009. 「한국전쟁 시기 이승만의 반공포로석방과 한미교섭」. 이화사학연구. 
제38집. p. 192. 

부평지구수용소 1,486 538(36.2%) 802 39 60 47

대구지구수용소 476 233(48.9%) 61 180 2

소계 35,698 27,389(76.7%) 7,23 931 8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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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미국의 반응

1953년 6월 17일, 반공포로 석방 하루 전날, 이승만 대통

령은 도발 선언으로 보이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의 첫 부분에서 

그는 임박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불가피한 인식의 절망감을 표

현한다. 

  “한국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국가로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만드는 실질적인 조건에 있어서 한국

에서 발생할 상황에 상관없이 공산 침략자들과 정전협정을 체결할 용

의가 기꺼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6월 18일 남한 전역을 작전 통

제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남한 헌

병대에게 명령을 내려 반공포로 수용소에서 반공포로들을 석방한 

것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지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반공포로 석방이 이루어진 1953년 6월 18일은 북한군, 중

공의용군(CVA),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바로 

그날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이 유엔군의 '협약 위반'에 대한 합의에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날 

결의를 중단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 분명했다. 그들 사이에 

이루어진 협약은 비무장지대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 중립국

으로서 인도군이 귀환을 거부한 모든 반공포로를 관리한다는 합의

였고 이승만은 이것을 무단으로 위반한 것이었다. 반공포로 석방

34)이승만. 1953. 「6.25사변 제3주년 기념사」.『대통령 이승만박사 담화집』1.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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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미관계에 있어서 갈등과 충돌을 야기하는 강력한 도화선이 

되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명령한 반공포로석

방에 대해 매우 분노했다. 석방 하루 후인 1953년 6월 19일 자 

서한에서 그는 이승만의 행동을 강력히 비판했다. 반공포로 수용

소가 “유엔사령부의 권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엔사령부의 

권위에 반하는 남한 세력”의 “노골적인 폭력”으로서 이승만 대

통령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석방조치를 강력히 비난했다. 게다

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0년 7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보

낸 서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했다:35)

“1950년 7월 15일, 귀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엔군의 합동군사 

작전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적대행위 기간 동안 한국 내 모든 지역

과 해상 및 공군력에 대하여 유엔군 사령관에게 부여한 권한 행사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알려 왔습니다. 나는 클라크 장군으로부터 귀하가 

그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어떤 측면에서도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받았으며 이에 확신하였습니다.”

“귀하의 현재 명령과 조치는 이 보장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유엔

군 사령부에 대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계속

된다면 엄청난 군사력을 투입하여 피와 용맹으로 한국을 위해 이룩한 

모든 것들이 불필요하게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현재 행동 

방침이 지속 된다면 유엔사령부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조건 하에서 

귀하와 계속해서 공동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비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5)한국대통령기록보관소. 2012: pp.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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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귀하가 유엔사령부의 권위

를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또 

다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유엔 총사령관은 이제 필요할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아이젠하워는 덧붙였다.36) 이러한 조

치란 미국이 결국 실행은 안했지만 계속 준비하고 있던 이승만 대

통령을 퇴진 혹은 제거하려는 '만반의 준비(Ever-ready Plan)'였

을지 모른다. 

서신 내용의 “또 다른 계획”과 “이러한 조치”는 이승만

을 무력하고 무능하게 만들거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정전 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달리 가정해볼 수 

있었던 계획은 한반도에서 유엔군을 철수하는 것이지만, 이는 1945

년 이후와 지난 3년 동안의 미국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실행 가능 한 것은 아니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뿐 아니라 덜레스 국무장관도 서한으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절망감을 표현하였다. 덜레스 장관의 서한은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 파일에는 없지만 1953년 7월 11일자로 이 

대통령이 덜레스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덜레스 장관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은 이 대통

령이 정말 난감하다는 것이었다. 서한 내용 중 그 부분의 단락은 

다음과 같다.37) 

“내가 확실하게 가장 열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 당

신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을 때, 그 편지의 내용은 내가 우리 민족에 

36)한국대통령기록보관소. 2012: pp. 66-67.
37)한국대통령기록보관소. 2012: pp. 17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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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편협한 이기심을 제외하고는 고마움도 모르고 인간의 가치를 전

혀 고려하지 않는 무자비하고 가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

습니다. 나는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구하고 또 요구했고, 우리가 받고 또 받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돌발 행동에 대한 대응 조치로 아이젠하

워 대통령은 특별사절로 로버트슨 국무부 차관보를 보내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사령부에 반환하도록 

강요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인 1953년 6월 

25일, 미 국무부차관보 로버트슨(Walter Robertson)이 미 대통

령 특사로 서울에 도착하였다. 하루 전 도쿄에 도착한 로버트슨 

차관보는 클라크 장군, 브릭스 주한미대사, 머피(Robert D. 

Murphy) 주일미대사와 회동하였다. 이들은 가능한 빨리 휴전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이승

만 대통령이 계속 비타협적이면 유엔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라

고 말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이는 한국과 무관하게 공산군 측과 

휴전협정을 체결할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었

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과 로버트슨의 협상 결

과에 만족했다. 1953년 7월 8일자 서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이

렇게 전했다.38) 

“로버트슨 차관보의 보고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

고 믿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오해가 우리 사이에 오랫

38)한국대통령기록보관소. 2012: pp. 69-70. 



- 26 -

동안 미루어온 이해와 목적에 있어 나름 친밀감을 가져왔기를 바랍니

다. 귀하께 깊은 공감을 표하며 위대한 애국자로서 역사에서 당신의 

빛나는 위치는 인내와 냉철한 노력 덕분입니다.” 

이 서한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정부 간의 모든 갈등이 해결

된 듯하다. 그러나 현실은 워싱턴의 기대와 매우 달랐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7월 11일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

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의 요청을 존중하여 조건을 이행 한다

"라고 정전을 방해하지 않기로 한 그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전을 

통한 통일에 대한 대가로 정치적 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재차 밝혔

다. 다시 말해, 이승만은 "우정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아이젠하

워 대통령이 보낸 사절과 동의했던 것이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감히 진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이젠하워의 계획이 성공적으

로 실행되기를 바라면서도 “세계는 전면전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기에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서로 다

른 생각을 하면서 한 배에 탄 두 사공에 비유될 수 있었다. 결국 

합의를 맺기는 했지만 그 합의에 대해 서로 다르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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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반공포로 석방의 영향 

제 1절  한미 간의 불신의 기원과 여파   

1. 정전협상 반대 및 회담 불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1954년 3월 21

일과 4월 16일자로 보낸 편지에서“만일 이대통령이 계획을 실행

한다면 미군과 유엔군에 보내는 아이젠하워의 명령은 그들이 개입

하는 것을 막고 안보를 보장하는 최선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

고 말했다. 이것은 이승만의 독단적 행동과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다.39)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군의 강화를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밴 플리트 장군을 한국에 보내어 이승만 대통령이 한

국 대표를 정치 회담에 파견하도록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는“회담은 

이미 한국 정부가 수락한 조항이며 한국이 회담 참석을 거부하는 유

일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 불가한 자동개입 요구 

이승만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정부에 대하

여 전쟁 재발 시, 미국 정부가 한국에 자동적이고도 즉각적인 전

쟁 개입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단 한 번

도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바

가 없다. 1953년 덜레스가 이승만에게 보낸 서한에서 알 수 있듯

이 미국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전쟁 개입은 국방장관이었던 자신 

39)한국대통령기록보관소. 2012: pp.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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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만 아니라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조차 결정 권한 밖의 일이

었다. 

덜레스는 이승만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국 헌법에 따라 

“오직 의회만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으며, 한국이 상호방위조약

을 맺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우리가 제안한 조약이 침략을 억제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북

진통일 지원이나 전쟁 개입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리 약속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3. 이승만의 북진정책

이승만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입버릇처럼 북진통일을 주장

했다.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남한

에 의해 북침을 당하기 전에 선제공격을 해서 그것을 사전에 막아

야 한다는 김일성의 불안과 공격적인 발상에서 나온 결정이었을지 

모른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3년 11월 4일 이승만에게 보낸 서

한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정책이 미국 정부를 불안하게 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상원에서 상호 방

위 조약에 대한 비준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그는 이 조약이 실제로 평화와 상호방위를 증진할 것이라

고 상원의원들에게 확신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전쟁 재개를 일방적으로 촉발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만약 당신이 혼자 공격하기로 

결정한다면 한국군은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효과적인 군사력으로서 

영구적으로 파괴될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한다며 심각하게 경고했

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정책 주장은 한미 양국 간 상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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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약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1953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루어진 그의 연설

에서도, 그는 정치회담의 성공을 위해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겠다

고 선언했다. 제네바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기 50일 전인 1954년 3

월 11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통일을 위한 이승

만 대통령의 북진정책은 분명히 되살아났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북과 남을 통일하고 이 땅에서 중공군을 몰

아내기 위한 우리의 숭고한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대는 북진하라는 신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승리를 확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도덕적, 물질적 지원만을 요청합니

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은 원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전

투에 참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한이 전투에 대해 단독 책임을 지겠

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선 후방에서 적절한 무기, 탄약 및 기타 물

류, 항공 및 해군 지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 요청을 승인하면 우

리는 헐 장군과 비밀리에 전체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입니다. 내

가 타이페이에 있을 때 장개석 장군은 동시에 군대를 본토로 옮기기

로 동의했습니다. 나는 그가 그렇게 할 것임을 압니다. 물론 이 정보

는 반드시 철저히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1954년 7월 1일 덜레스에게 보낸 이승만 서한에서 통일을 

위한 이승만의 북진 계획이 차츰 구체화되는 듯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당신에게 비밀리에 제안하고 

설명할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우리는 비교적 적은 희

생으로 압록강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일 이 역사적 

경계선이 제대로 요새화가 된다면 남한의 다른 어떤 경계선보다 쉽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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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러한 결정적이면서도 제한

된 조치는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40)

이승만 대통령은 뒤에 언급되는 합의의사록 서명 이후에도 

북진통일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그는 세 곳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이 1956년 11월 20일 이승만이 노랜드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

에서 밝혀졌다. 이승만은 휴전 협상이 시작된 후 북이 점령한 38

선 이남에 위치한 개성, 옹진반도, 한강 삼각주, 이 세 곳을 강조

했다.41)

이승만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계획 탓에, 그의 오랜 친구 중 

한 명인 로버트 T. 올리버 박사는 1956년 그에게 날짜가 없는 편

지를 보내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승만의 '북진통

일' 정책은 1950년대 후반까지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의 계획

을 중단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되었다.42) 

제 2절  정전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합의의사록

1. 정전협정 체결

1953년 7월 27일 한국 정부가 불참한 상황에서 “정전협

정”43)이 체결되었다. 곧이어 8월 8일 서울에서 변영태 외무장관

40)한국대통령기록보관소. 2012: pp. 251-252.
41)한국대통령기록보관소. 2012: pp. 359-360.
42)한국대통령기록보관소. 2012: p. 362.
43)정전협정의 공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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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덜레스 국무장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에 가조인 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제적인 분쟁을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했으며, 각 당사국이 합법적으로 통

치하고 있는 영토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은 자국의 평화

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각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공동으로 대처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이 조약은 한미 양국이

원하는 한 ‘무기한’유효하다고 선언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한반도에서 벌어진 3년간의 적대 행

위가 종식되었다. 유엔과 공산군이 합의하는 데 2년이란 시간이 걸

렸다. 그러나 정전협정은 모든 군사적 충돌이 영구적으로 중단되었

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의 긴

장도 해소되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정전협정 후에도 결국 이승만은 벼랑 끝 전략에서 아무 것

도 얻지 못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에

서 추방될 때까지 계속 입장을 고수하거나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휴전에 대한 정책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휴전 이전에 상호방위

조약에 서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휴전 당시에는 어느 쪽도 이루

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한미 지도자들 사이에 불신의 감정이 생기

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덜레스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10일 후

인 1953년 8월 7일에 서한을 보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여기에 포함된 것 외에 이러한 협의의 결과로 명시되거나 암시된 

다른 합의나 이해는 없습니다. 어느 한 국가가 어떤 이유로든 이 선

언문에 포함된 합의사항 중 하나라도 폐기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다

협정’이며,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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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국가는 이러한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해왔던 의무들로부터 자유롭

게 될 것입니다.”

정전협정 이후에도 미국은 휴전을 전쟁의 종식으로 간주했

지만, 이승만은 그것을 전쟁행위의 일시적 중단으로 인식했다. 이

승만은 휴전 후에도 북진통일론을 계속 주장하면서, 한미군사동맹

체제의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만으로는 부족하

다고 판단한 이승만은 미국에게 한국군의 대폭적인 전력강화와 현

대화, 그리고 미국의 경제원조의 일본 전용방지를 강력히 요구했

다.44) 그러나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승만의 군

사적 단독행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덜레스는 이승만에

게 한국과 일본의 안보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또다시 권고했다.45) 이승만은 일본의 팽

창주의적 야욕과 미국의 친일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일본의 

‘재건과 성장’을 주축으로 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계속되

었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10월 1일 한미 양국 대표는 워싱턴에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공식적으로 조인했다. 비록 이듬해인 1954년 1월 15

일에는 한국 국회가, 1월 26일에는 미국 상원이 비준했지만 비준

서 교환의 지연으로 인하여 조약의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조약의 제 5조에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 한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이었다.46) 

44)“Rhee to All diplomatic officials”. 1953. 14. August. [Memorandum]. Rhee 
Papers.

45)“Dulles to Rhee”. 1953. 10. December. Rhe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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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 11월 초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호방위조약의 핵심 쟁점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을 유엔군으로 이양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

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47) 서한의 내용처럼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통해 미국은 원하는 것을 얻었고 한국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1954년 11월 17일 ‘한미합의의사록’이 체결됨으로써 

비로소 조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

약’의 체결로부터 ‘한미합의의사록’의 체결에 이르는 1년이 넘

는 기간 동안,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증강 문제와 한일관계의 정

상화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긴장과 갈등으로 점철된 불편한 관

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이승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자동개입’ 조항이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조약을 내심 원했지만, 최소한 ‘일본 

내와 그 부근에’ 미군의 주둔을 허용한 미일 안보조약과 같은 조

약이 되어야만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반면에 미국은 무엇

보다도 한국이 ‘성급한’ 모험을 결코 시도하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임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48) 만일 한

국이 미국에게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이었다면 한미상호방위조

약은 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자동개입’ 조항이 있는 조약이 되

었을지 모른다. 

46)외교통상부. 1999.『한국외교 50년: 1948-1998』(서울:대한민국 외교통상부). pp. 
344-345. 미국 상원은 이 안건에 대하여 81대 6으로 비준하였다. 

47)A letter from President Eisenhower to President Rhee (highly 
controversial). November. 4. 1953.

48)Aide-Memoir of the Korean Government. 7. July. 1953. Rhee Papers; 
Robertson to Dulles. July. 1953. FRUS. 1952-1954. XV: Korea. Part 2. 
1341; Dulles to  Robertson. 6. July 1953. ibid. p.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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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합의의사록49)

1954년 11월 17일에 체결되고 발효된 “한국에 대한 군

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의사록”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1954년 11월 18

일에 발효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군

사원조 및 경제원조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한미 간에 상호 합의

한 것이다.50)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승만이 다루기 힘든 까다로운 협상의 상대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승만은 ‘반항과 고집’의 대명사로 오랫동안 인식되어져 왔

다.51)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까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동맹자(an unsatisfactory ally)”라고 여겨왔

다.52) 아이젠하워는 정상회담을 갖기 직전에 자신의 측근인 해거

티(James C. Hagerty)공보 비서에게, “그[이승만]는 자신의 나

라를 통일시키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가 통일을 위해 전쟁을 시

작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다. 그 결과가 너무나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완고한 노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49)한미합의의사록’의 공식적인 영문 명칭은, ‘Agreed Minute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Conferences Held Between President Eisenhower and President Rhee and 
Their Advisers in Washington, July 27-30,1954 and Subsequent Discussions 
in Washington Between Representatives of the Two Governments’이다. 합의
의사록(合意議事錄, agreed minute)은 이미 존재하는 조약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합
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의정서(議定書, protocol)라고도 불리며, 국제법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조약의 범위에 들어가고 국가를 정식으로 구속한다. ‘한미합의의사록’의 
전문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조약정보 중 조약 번호 1152번을 참고.

50)이동원. 2018.「이승만 정권기 ‘한미합의의사록’의 체결과 개정」. 역사와 현실(107). 
p. 451. 

51)David Ekbladh. 2010. The Great American Mission: Modernization and 
Construction of an American World Ord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148.
52)Eisenhower's Diary. 24. July. 1954. “The Papers of Dwight David 

Eisenhower”.XIV: The Presidency. pp. 41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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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붙잡아 둘 수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

다.53)

1954년 7월 27일 오전 10시 백악관에서 제1차 정상회담

이 개최되었고 7월 28일 오전에 개최된 제 2차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한국군의 해군과 공군의 전투력 향상을 포함한 군사적 문제

들이 논의되었다. 같은 날 하오 이승만은 상원과 하원의 합동회의

에서 행한 연설에서, 제네바 회의가 실패했기 때문에 휴전의 종결

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군과 타이완군 그리고 미국

의 해군과 공군력을 동원한 합동공격으로 중공군을 격퇴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도 가능하다고 역설했다.54)

이승만 대통령의 충격적인 연설은 미국의 여론을 악화시켰

다. <뉴욕 타임즈>는 사설에서 이승만이 전쟁을 선동했다고 비난

했다.55) 이승만도 그 연설이 자신의 일생에서 범한 ‘최악의 실

수’라고 후회했다.56) 여론에 민감한 미국정치의 생리를 잘 아는 

이승만의 뼈아픈 실책이요, 최악의 실수였다.

1954년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 방

문기간 중 총 4차에 걸친 회담의 결과물로 서울에서 1954년 11

월 17일 오후 4시 이승만이 입회한 가운데 변영태와 브릭스는 양

국을 대표하여‘한미합의의사록’과‘부록’에 공식 서명했다. 그

리고 같은 날 한미 양국이 워싱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승인

한 양국 의회의 비준서를 교환함과 동시에 조약의 법적 효력이 발

53)Hagerty Diary. 27. July. 1954. FRUS. 1952-1954. XV: Korea. Part 2. p. 
1839.

54)한표욱. 1996.『이승만과 한미외교』. p. 225-226.
55)한표욱. 1996.『이승만과 한미외교』.p. 228.
56)Stephen Jin-Woo Kim. 2001. Master of Manipulation: Syngman Rhee and 

the Seoul-Washington Alliance. 1953-1960.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p. 73. 참조. 



- 36 -

생하게 되었다. ‘한미동맹’이 공식적으로 작동하는 데에는 조약

이 체결된 후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린 셈이었다. ‘한미합의의사

록’의 핵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57)

(1)대한민국은 유엔을 통한 국토통일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미국과 협

조한다. 

(2)국제연합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작전지휘권 하에 둔다. 그러나 양

국의 상호적 및 개별적 이익이 변경에 의하여 가장 잘 성취될 것이라고 

협의 후 합의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1955 회계연도에 총액 7억 달러에 달하는 계획적인 경제원조 및 직

접적 군사원조로써 대한민국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화되도록 원

조하는 미국의 계획을 계속한다. 

(4)대한민국의 군비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의 적당한 군사대표들과 충분히 협의한다. 

(5)대한민국의 도발에 의하지 않는 침공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의 헌법

절차에 의거하여 침략자에 대하여 그 군사력을 사용한다.

1950년대 초반까지 미국은 동아시아지역 이외의 국가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1949), 앤저스동맹(ANZUS:1951) 그

리고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1954)등과 같이‘다자동

57)‘한미합의의사록’과 ‘부록’의 영문과 한국어 번역문은, U.S.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29. November. 1954. pp. 810-811. ; 남정옥. 2003.『한미군사관
계사 1871-200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pp. 733-7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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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multilateral alliance)을 체결했지만, 유독 동아시아에서는 

미일안보조약(1951), 한미상호방위조약(1953), 그리고 미-중화

민국안보조약(1954)등과 같이 ‘양자동맹’(bilateral alliance)을 

체결하였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양자동맹’을 

체결한 이유가 물론 소련의 위협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

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동아시아의 반공적인 동맹국들이 미국이 

원하지 않는 대규모의 전쟁에 빠져들게 만들 수도 있는 공격적인 

행동을 적대국들에게 감행하여 미.소 전쟁 혹은 제 3차 세계대전

으로 확전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58) 

이렇게 동맹국에 대한 동맹 혹은 조약을 체결했던 의도가 

동맹국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 협조였다기 보다는 보호와 소극적 

개입, 그리고 확대가능성 봉쇄가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북진통

일’과 전쟁 ‘자동개입’을 주장했던 이승만의 신념은 미국의 의

도를 간과한 약소국 대통령의 고집이자 신념에 불과했고 실현 가

능성이 전혀 없는 골치 아픈 외침에 불과했다.

반공포로 석방 사건은 명백하게 한미관계를 악화시켰다. 그

리고 반공포로 석방 사건으로 인하여 한미양국은 한미합의의사록

을 작성하게 되었다. 한미합의의사록에 의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

권을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도록 하고 그 대가로 

미국정부는 한국군 유지에 필요한 원조를 약속하였다.59) 

미국 입장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

을 제공하면서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58)Victor D. Cha. 2009. “Power play: Origins of the U.S. Alliance System in 
Asia”. International Security. pp. 158-196. 특히 158-164와 193-196 참조.

59)박태균. 2015.『박태균의 이슈한국사』. 창비.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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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점에서 중요했다. 동시에 아이젠하워 정부는 한국군의 단

독 북진을 막기 위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계속 유엔군 산하에 

둘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방책으로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사령부의 작전통제권 하에 둔다.(Retain Republic of 

Korea forces under the operational control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는 내용을 한미합의의사록에 담아냈던 것이

다. 이제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는 북한의 남진을, 그리고 

한미합의의사록으로는 이승만의 북진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60)

한편 김일영과 조성렬은 한국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점

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자체의 군사적 능력

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를 보장받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

‘조약’에는 여타 면에서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이러한 군사 

및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한미합의의사록’이었다. 그러나 이승

만은 반대급부로 북진을 포기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군에 대한 작

전통제권을 상실함으로써 주권의 일부를 침해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

다. 물론 한미합의의사록에서는 종래의 포괄적인 ‘지휘권(command 

authority)’이 좀 더 제한된 의미의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

나 이로써 주권국가의 체모가 일부 손상된 것은 사실이며, 이 문제는 현

재까지도 한미동맹의 현안으로서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1950년대 한미관계에서 나타난 갈등은 

마치 미국의  세계 정책에 대항하는 이승만의 민족주의적 입장을 

60)김일영･조성렬. 2003.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 아카데미; p. 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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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결국 한미관계에서 나타난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정부의 대응은 겉으로만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띠었

을 뿐, 결코 민족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더 많은 원조를 

받기 위하여 군사작전권을 유엔군에 넘겨주기로 합의한 한국 정부

를 과연 민주주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61)

61)박태균. 2006.『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비.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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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은 과거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외

교사의 중대한 결정을 중심으로 한·미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

고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만일 다른 결정이 이루어

졌다면 한미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달라진 것으로 가정된 한미관계는 70년이란 긴 세월을 거

쳐 오면서 정전협정이 종전협정 혹은 평화협정으로 변화되지 않았

을까 하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정전협정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대미 외교행위의 결과는 

많은 연구들에 의해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공포

로 석방 사건을 당시 남한의 자주적 안보와 통일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행동했던 이승만 정부의 공로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주고 있다. 이와 반대로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이승만 정부의 잘못

된 판단과 외교정책으로 인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이

끌어 내지 못하였고 오히려 한미 관계의 불신을 심화시켜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본 연구는 전자의 주장보다 후자의 주장에 동의하며 그 이

유를 논증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아울러 전쟁 발발 시 미군의 자

동개입 조항과 같은 당시 핵심적으로 남한에 유리한 조건은 하나

도 이루어지지 못한 알맹이 없는 한미조약과 이승만의 독단적 반

공포로석방 행위는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한미관계의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문헌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였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후 

1953년 10월 1일 가조인으로 먼저 체결되고 이듬해인 19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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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었다. 정전협정 체결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연되었을까? 그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계획이나 입장과 달리 계속해서 북진통일을 주장하고 고집

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이승만 대통령의 단독결단에 의한 

“반공포로석방” 사건 이후로 극도의 불신 상태에 빠졌다. 그리

고 혹시나 발생하게 될지 모를 이승만의 북진을 반드시 막아야 했

기 때문에 남측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연작전을 

전개 했던 것이다. 결국 한미 양국은 1954년 11월 17일 “한미

합의의사록”을 체결했고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한 “군사작전통제

권”을 확보하고 나서야 비로소 상호방위조약을 곧바로 발효시켰

던 것이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 당사자는 협상을 한다. 협상(協

商)이란 글자 그대로 화합하고 헤아린다는 의미이다. 즉 협조와 

협력을 하면서 상호 간에 상의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전쟁에

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무릅쓰고 도와주던 상대와의 

중대한 약속을 어기고 그 상대를 무시하고 독단적 행동을 했던 사

건이 한국과 미국의 외교사에 발생했다. 그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

령의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사건이었다. 

정전협정 협상 중 포로송환에 대한 의제가 논의되었고 유

엔군과 공산군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포로송환문제는 단순히 교환

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자국으로의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들도 있었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을 신중히 조정해야 하는 중

대한 문제였다. 1년 넘도록 해결되지 않던 의제를 중립국의 중재

로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전쟁 참여국들의 입

장이 조율되고 있는 가운데 남한의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반공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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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석방해 버렸던 것이다. 

정전협정의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러한 독단적인 행

동과 배려 없는 행위로 인해 미국 정부지도자들은 크게 분노하였

고 한미 양국간의 관계는 악화되었으며 진행되던 정전협정에 관한 

협상은 중단되어 미뤄지게 되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한미상호방

위조약에 있어 한국에 유리한 입장으로 조약이 이루어지지 못했

다. 결국 이승만 정부의 요구사항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정전협정을 해야 한다고 했던 주

장과는 반대로 이루어졌다.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자동 개입해

야 한다는 이승만의 주장도 실제 조약에는 실현되지 못했다. 군사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갖는 대신 한국군의 유지비를 책임지기로 

했던 그 약속이 지금에 와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덜레스 국무장관은 늘 이승만을 예측

하기 힘든 ‘위험한 동맹자’(a dangerous ally)라고 인식했고, 

덜레스는 그를 ‘속임수의 달인’(master of evasion)이며, ‘엄

청난 골치 덩어리’라고 간주했으며,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후

일 “나는 공산군과의 전투와 최대의 두통거리인 이승만을 상대해

야 하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했다”고 회고했다62)

만일 이승만 정부가 위협, 경고, 거부, 응징, 불참, 비협조, 

지연, 독단행동 등의 네거티브 전략(Negative Strategy)이 아니라 

친선, 우호, 약속이행, 보상, 양보, 협조, 동맹형성 등 포지티브 전

략(Positive Strategy)을 구사 했다면 정전 협상 당시 한미관계 

62)Barton J. Bernstein. 1978. “Syngman Rhee: The Pawn as Rook: The 
Struggle the End the Korean War”.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10. pp. 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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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만 아니라 과거 군사정부, 문민정부 그리고 현재의 한미관계는 

어떤 의미에서건 명확히 달라졌을 것이다.  

강경외교가 아닌 온건외교를 통해 미국과 긴밀한 협력관계

를 이루면서 맺어진 미일 관계와 달리 현재까지도 한미관계는 당

시 이승만 대통령의 강경외교정책에 의해 꼬이고 틀어져 있다. 본 

논문은 당시 이승만의 외교적 판단 오류가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

한 한미상호방어조약으로 이어졌고 현재까지도 군작전권 문제 등 

한미관계의 난항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음을 규명하고 한일관계와

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대미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

는데 있어 이론적 측면에서 일부 기여하고자 한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비대칭 협상 전략을 수립할 때

는 위협이나 협박과 같은 극단적이고 대립적인 벼랑 끝 전략 전술

은 자충수 혹은 차후에 해가 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단기적이

고 일시적인 관계라면 이승만의 전략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 그

러나 결과를 분석해보면 이승만은 그 전략으로 인해 그가 그토록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어떤 형태이건 네거티브전략은 장기

적인 동맹 관계에서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신뢰

가 깨진 관계에서 일시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나 보상은 장기적

으로 보면 결국 손실이기 때문이다. 

만일 한국이 미국에 대해 어떤 다른 외교적 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가까이 일본

에서 찾을 수 있다. 한때 격렬한 적대국이었으며 실제 전쟁을 치

렀고 핵폭탄 투하까지 했던 미국과 일본은 가장 강력한 동맹국 관

계이다. 만일 일본이 국가의 위상, 국민의 자존심을 고수하기 위해 

미국과 끝까지 적대관계를 유지 했다면 일본의 번영은 가능했을

까? 일본은 철저히 도광양회63)적 외교를 했고 그것이 오늘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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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경제적 발전과 성장을 이룬 근본적인 힘이 되었다. 자유민주

주의의 절대 국가 미국과의 관계는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한 밑바탕

이 되었던 것이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권력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 일에 그 당

사자들은 다 사라졌지만 그 후손들은 여전히 고통과 불안 속에 살

고 있다. 동족이 분열되고 외국의 군사력이 개입되고 전쟁을 치루

고 아직도 그것이 진행 중이다. 아무도 책임지는 지도자, 정부가 

없이 오랜 대립과 갈등은 여전히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무책임한 전쟁, 무책임한 권력, 무책임한 리더십, 무책임한 외교가 

낳은 책임부재의 현장이 바로 한반도 이다.  

역사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자만이 역사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고 한 비스마르크의 말처럼 한국전쟁이나 반공포로석방 등은 

역사의 발자국 소리인지 모른다. 20세기 최고의 외교 사상가 중 

한 사람이었던 헨리키신저 박사는 “외교의 힘이란 비전과 기민한 

행동의 결합에 있다”라고 말했다. 비전만 있고 기민함이 없으면 

외교는 망상에 지나지 않으며 기민함만 있고 비전이 없으면 우왕

좌왕 하는 실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외교정책은 절대 그래서

는 안 된다. 외교가 그 어떤 국가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바버라 

워드의 말처럼 우리 모두의 운명이기 때문이다.64) 

통일된 한국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이승만의 개인적 

야망에 의해 지연되고 늘어져 버린 전쟁에 의해 수많은 국민들과 

63)‘도광양회(韜光養晦)’란 ‘칼을 칼집에 넣어 검광(劍光)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고 그믐 밤 같은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다. 원래 삼국  
연의(三國演義）에 나오는 말로 유비가 조조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쓴 ‘도회        
지계(韜晦之計)’’란 계략에서 유래한 말이다. 삼국연의에 나오는 도회지계를 중    
국의 외교전략으로 만든 사람은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이었다.        
박승준. 『주간조선』. [2285호]. 2013. 12. 09. 네이버 검색. 2021. 11. 29.

64) 오상현. 2004.「Two-Level Game 이론에 의한 북미 핵협상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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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군인들이 희생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

리고 정전협정 당시 외교 수장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어떠한 결과

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앞으로의 대미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이 이러한 오류와 실수를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과 과거 역사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을 통해 현재의 교훈이 되고자 함에 본 연구의 주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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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국문/영문)

본 조약의 당사국은,

The Parties to this Treaty,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

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

고,

Reaffirming their desire to live in peace with all governments, 

and desiring to strengthen the fabric of peace in the Pacific area,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건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Desiring to declare publicly and formally their common 

determination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external armed attack 

so that no potential aggressor could be under the illusion that 

either of them stands alone in the Pacific area,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

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Desiring further to strengthen their efforts for collective defense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security pending the 

development of a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system of 

regional security in the Pacific area,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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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agreed as follows:

제 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

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

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Article 1  The Parties undertake to settle any international 

disputes in which they may be involved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and to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any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or obligations assumed by 

any Party toward the United Nations.

제 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

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

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

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Article 2  The Parties will consult together whenever, in the 

opinion of either of them, the political independence or security 

of either of the Parties is threatened by external armed attack. 

Separately and jointly, by self-help and mutual aid, the Parties 

will maintain and develop appropriate means to deter armed 

attack and will take suitable measures in consultation and 

agreement to implement this Treaty and to further its purposes.

제 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

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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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

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Article 3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제 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

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許與)

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Article 4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제 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

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

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Article 5  This Treaty shall be ratifi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ll come into force 

whe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ereof have been exchanged by 

them at Washington.

제 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

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Article 6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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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have 

signed this Treaty.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 두벌로 작성되었

다.

Done in duplicate at Washington,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this first day of October 1953.

대한민국을 위하여 변 영 태

FOR THE REPUBLIC OF KOREA: Y. T. Pyun

미합중국을 위하여 존 포스터 덜레스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ohn Foster Dulles

미합중국의 양해사항

어떤 체약국도 이 조약의 제3조 아래서는 타방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제외하고는 그를 원조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또 이 조약의 어떤 경우도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하에 합법적으로 존치

하기로 된 것과 미합중국에 의해 결정된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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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Anti-Communist POW’s Release 

During the Armistice Negotiations 

on Korea-U.S. Relations

Shin Natalya

Korea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erms of Korean security, the U.S.-R.O.K. alliance has 

been the core since the U.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and 

the conclusion of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has become an origin and a 

legal basis of the R.O.K.-U.S. alliance since it has been signed 

just few months later the Armistice Agreement. There is no 

discourse over the importance of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in the R.O.K-U.S. alliance as it is the key basis 

for maintaining and guarantee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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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eninsula. However, in spite of its historical significance, 

there are controversial opinions about the background and the 

content of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There is a perception that the signing of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was regarded as a contribution and 

achievement of President Syngman Rhee, who was able to drive 

out communist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Meanwhile, 

there is an opposite perception on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s an unequal treaty, which intensified South 

Korea's military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and might be 

the root cause of serious inequality and controversy in 

R.O.K.-U.S. relations even nowadays.

These conflicting evaluations of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can also be viewed as an evaluation of President 

Rhee and his policy, since he was a key player in the signing of 

the treaty. The Release of anti- communist prisoners of war 

was made independently by Rhee a month prior to the Armistice 

Agreement. It was a part of Rhee’s strategy and diplomacy. 

The Anti-Communist prisoners of war (P.O.W.) Release has 

been considered as a big contribution and achievement of the 

anti- communist policy conducted by the Rhee administration by 

some researchers. However, such a perception was challenged 

by studies, showing that the Release of P.O.W., in fact, led to a 

deterioration of R.O.K.-US relations and constituted an important 

stepping stone in concluding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Then is it appropriate to view Rhee’ diplomatic skill as 

a president with successful, nationalistic for the country? Did 

President Rhee achieve all the goals he wanted to by reb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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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Nations with the 

incident of releasing anti-communist prisoners of war?

This study intends to make a historical re-evaluation of 

the release of anti-communist prisoners of war by analysing 

how it affected the process and outcome of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Furthermore, I would like to figure out 

how those two historical events that occurred 68 years ago have 

an impact on the ROK-U.S. alliance today, and how it will 

contribute to strengthening and play in developing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keywords: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Release of 

            Anti-Communist POW’s, R.O.K.-U.S. Mutual 

           Defense Treaty,  Relations between Korea and U.S.

Student Number : 2014-2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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