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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과학을 역사적으로 성찰하는 연구로서 제국-

식민지 체제가 해체되고, 냉전 체제가 등장하는 이행기에 한국에서 국제

정치 지식이 재편되고 재구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분석했다.

현재 한국 국제정치학사를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뉘어 있다. 먼저 하나는 한국 국제정치학사 무용론으로 이들은 글

로벌 지식장이 출현하는 맥락에서 굳이 한국 국제정치학을 특별히 대접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 이들이 보기에 글로벌 지식장의

주변인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를 정리하는 일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학술적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글로벌 지식장에서 통용되는

문제의식을 따라 글로벌 지식장을 직접 공략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했

다.

다른 한 편,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국 국제정

치학사를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대개 이들은

한국에서 진행된 국제정치학의 전개 과정에서 등장했던 소수의 ‘한국적’

연구 성과를 현창할 뿐이다. 한국적 문제의식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

지, 한국적 연구 성과가 생산될 수 있었던 현실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따

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 연구는 한국 국제정치학이 외부의 지식과의 연

계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구실을 했다.

두 입장은 대비되는 듯 보이지만,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점에서 의견이 합치한다. 이처럼

한국 국제정치학사 연구를 통해 ‘한국적’ 연구가 등장했던, 혹은 한국 국

제정치학계가 직면하고 있었던 당대의 역사적 맥락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 국제정치학사 연구는 논의가 축적되지 못하고 일회

성으로 끝나버리곤 했다. ‘한국적’ 문제의식을 향한 강조만 계속 반복될

따름이었다.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포착하는 국제정치학사 정리



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글로벌 지식장의 강한 구심력 속에서

한국 국제정치학 지식장이 지닌 독특함에 대한 감각은 취약해질 가능성

이 크다. 이 독특함이 꼭 글로벌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한국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국제관계학이 지닌 서구중심주의를 비판하고

다원적인 국제관계학을 추구하는 글로벌 국제관계학(Global

International Relations)과의 활발한 소통도 궁극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

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학사 연구가 간과했

던 역사적 맥락을 복원하면서 한국 국제정치학이 형성된 과정과 경로를

분석한다. 특히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중반에 이르는 냉전 초기를 한

국 국제정치학계의 초기 모습이 형성된 시기로 다루었다. 한국 국제정치

학의 역사에 있어 이 시기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시기는 지식 질서의 이행기로서 일본 제국 지식 체계의 유산이 냉전

이라는 새로운 질서의 도래 속에서 미국산 국제정치학과 조우하는 양상

을 잘 보여준다. 국제정치 지식의 수용은 지금까지 한국 국제정치학사

연구가 가정했듯이, 단순한 ‘미국화’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는 냉전기 한국이라는 ‘장소’에 기초하여 지식 체계가 재구성되는 과정에

가까웠다. 적어도 지식 질서의 관점에서 냉전기 한국이라는 공간은 미국

산 국제정치학이 일방적으로 전파되고 이식되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냉전기 한국이 처한 국제정치 현실은 서구의 국제정치적 현실과

달랐다. 냉전기 한국이 직면한 국제정치 상황은 평등한 주권국가 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미국산 국제정치학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웠다. 그렇기

에 이 시기의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는 미국산 국제정치학의 일방적인

전파만이 아니라, 일본산 지식 체계의 유산이 냉전 질서를 해석하기 위

해 소환되고, 조심스럽게 재발견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모든 지식은 기

존의 축적된 지식의 눈을 통해 재해석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지식 체계의 전유(專有)와 재구성이야말로 한국적인 대응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했다.

우선 해방의 맥락에서 가장 발 빠르게 지식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



은 한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담론이었다. 표문화는 조선지정학개관을
통해 한국에 중립 완충국을 건설한다는 지정학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당대의 현실 속에서 표문화가 구상한 ‘조선 지정학’이었다. 냉전기 초강

대국인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표문화의 완충국 구상은 현

실에서 구현되기 어려웠다. 이후 표문화는 한국의 진영 외교를 지정학적

으로 정당화하는데 힘쓴다. 냉전 지정학이 모색되는 상황에서 냉전이라

는 진영 간 대결을 설명하기 위해 국방과 권역을 중시했던 일본산 지정

학이 조심스레 부활했다.

냉전기 한국이 직면한 구조와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이 활

용할 수 있는 지정학적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다. 강대국이 아니었던

한국에서, 여러 지정학 연구자들은 국제정세의 변동과 같은 외부의 조건

보다는 문화의 계발, 국내의 단결, 통일의 모색 등 한반도 내부의 조건

을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표문화 이후 영미 지정학(정치지리학)의 수용

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한국 지정학자들 안에서 줄곧 유지된 관점이었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 지정학은 냉전기 한국의 생존을 고민하는 지식 체계

로서 출발했지만, 냉전의 전개와 완화에 부합하는 한국의 생존술을 고민

했다.

한편 한국에서 국제정치학 관련 강좌는 해방 이후 대학을 중심으

로 설치된다. 국제정치학은 기존의 일본산(유럽산) 정치학 지식 체계와

는 계보를 달리하는 학문이라는 점이 강하게 의식되었다. 한국에서 최초

로 국제정치학 관련 강좌를 설치한 이용희와, 국제정치학 관련 서적을

최초로 출간한 조효원 모두 국제정치학이 ‘영미’ 학문이라는 사실을 의식

하고 있었다. 지정학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생존은 한국의 국제정치학자

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였다. 조효원은 당대 미국산 국제정치학을 활용하

여 한국의 냉전 외교 전략을 고안하고자 했다. 조효원은 근대국가의 논

리에 기초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을 소개했지만, 결과적으로 힘의 배분

에 따른 강대국과 약소국의 근본적 차이를 인정했다. 조효원의 논리 구

조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대안은 강대국의 외교정책에 순응하는 것뿐이

었다.



이용희는 ‘장소의 논리’에 입각하여 냉전 질서를 독창적으로 재해

석한다. 이용희는 양 진영으로 분열된 냉전의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럽적 경험을 추상화한 국제정치학이 아니라, 근대국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불평

등한 권력 배분을 통해 수립된 냉전기 진영의 경험에서 도출된 권위권

(權威圈)의 분석에 집중하면서, 이용희는 지금의 세계가 어떻게 국제정

치적으로 팽창되면서 형성되었는지, 냉전이라는 현대 국제정치의 등장

속에서 앞으로의 국제정치가 어느 방향으로 변모해나갈지를 두고 좀 더

넓은 지평에서 관심을 기울였다. 한국의 지정학이 냉전적 구조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고안하기 위해 분투했다면, 이용희의 국제정치학

은 냉전의 경험을 통해 현재의 질서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방향에서 한국의 국제정치학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재구

성 과정에서 이용희는 영미 국제정치학이라는 지적 체계를 적절하게 활

용했다.

지정학이 새로운 국제 환경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국제정치학이

국제 환경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국가의 위치를 고민했다면, 국제사회론

도 존재했다. 흔히 ‘이상주의’적 접근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국제사회론은

냉전기에 어떻게 변용되었을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국제연합

은 국제연맹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 조직으로서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국제연합의 승인을 통해 국제적 정당성을 얻고자 했던 한국의

경우, 국제연합을 향한 기대감은 상당했다.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의 상

임이사국인 미국과 소련이 냉전 속에서 대립하기 시작하면서, 보편적 국

제기구로서 국제연합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국제법학자 박재섭은 주권국가의 상위체로

서 국제연합을 국제사회론 차원에서 정당화하고자 했다. 박재섭은 국제

연합이 국제연맹을 대체하고 보완한 국제사회의 제도로서, 집단안전보장

을 통해 국제질서의 수호와 국제적 차원의 정의를 담보하는 기관이라 해

석했다. 국제연합군의 한국전쟁 개입은 국제연합이 질서와 정의의 수호

자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증명한 행위였다.



반면 이한기는 박재섭이 국제연합을 국제질서와 국제정의의 수호

자라 단순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의와 질서를 분별

했다. 국제연합은 그 자체로 정의로운 기관이라기보다는 현 질서를 현상

유지하는 기관일 뿐이었다. 이한기는 냉전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질서가

꼭 정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정치적인 것과 법적인 것의 세밀한 분별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논쟁을 거치면서 국제사회론은 국제법보다는 국제

정치학에 가까운 논의로 전환되고 있었다. 이는 냉전기 한국의 현실이

국제정치적 국제사회론 해석과 좀 더 부합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 지식이 국제적 지식 순환 과정에서 형성된다

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단순하게 사회과학 지식의 전

파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식의 전파가 가능할 수 있었던 현실의 역

학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은 접근이 지식의 내생적 발전이 아

니라, 외생적 조건을 강조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하지만 당대의 시점

에서 새롭게 등장한 국제정치 지식은 내생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냉전

이라는 구조와 여러 지식의 조합 속에서 현실을 힘겹게 읽어내면서 재구

성하는 과정에 가까웠다.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에서 이 시기가 의미가 있다면, 이 시기를

통해 제도가 수립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의 재편 속에서 현상을 국

제정치적으로 포착하고 했던 시각이 한국 사회에 비로소 수용되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를 미국 사

회과학사의 전파사가 아니라, 지식 체계의 변동 속에서 현실을 재해석하

고자 했던 ‘한국’ 지식인의 역사로 새롭게 구성하고자 했다.

주요어 : 글로벌 국제관계학, 한국 국제정치학사, 국제정치학, 지

정학, 국제사회론

학 번 : 2015-3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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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의 제기

1) 글로벌 국제관계학의 문제의식

최근 국제관계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는 바로 ‘글로벌

국제관계학’(Global International Relations)이다.1) 개념의 역사가 길지

않고, 한국어로 번역하기 쉽지 않기에 여전히 영어 개념을 그대로 따라

‘Global IR’이라 불리고 있는 글로벌 국제관계학의 지적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하나는 주권국가 간의 국제적 차원을 넘어서는 글로벌한 현상을

1) 글로벌 국제관계학은 현재 비서구 국제관계학, 탈서구 국제관계학의 연구 흐름과

조응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 연구로는 Arlene B. Tickner and Ole Wæver
eds.,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hip Around the World (Abingdon:

Routledge, 2009); Amitav Acharya and Barry Buzan eds., Non-Wester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erspectives on and beyond Asia (Abingdon:
Routledge, 2010); Robbie Shilliam e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Non-Western Thoughts: Imperialism, Colonialism and Investigations of Global
Modernity (Abingdon: Routledge, 2010); Amitav Acharya, “Global International
Relations and Regional Worlds: A New Agenda for International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8, No. 4, 2014; Yong-Soo Eun, What is
at stake in building “Non-Wester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bingdon:
Routledge, 2018); Ersel Aydinli and Gonca Biltekin eds., Widening the Wor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Homegrown Theorizing (London: Routledge, 2018);
Amitav Acharya and Barry Buzan, The Making of Global International
Relations: Origins and Evolution of IR at its Centen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Arlene B. Tickner and Karen Smith eds.,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Global South: Worlds of Difference (London:
Routledge, 2020); Felix Anderl and Antonia Witt, “Problematising the Global in

Global IR,” Millennium, Vol. 49, No. 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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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 때의 ‘글로벌’은 서구

(West) 중심의 세계사가 아니라 나머지(Rest)의 역사까지 포괄하는 지

구사의 의미에 가깝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연구들은 기존

국제관계학 서사의 서구 중심성을 비판하고 비서구의 역사와 전통에 귀

를 기울인다.2)

이를 통해 국제관계학이 기초를 두고 있는 서구적 의미의 주권국

가 간의 관계 이외에도 국제관계학이 다루는 주제와 범위가 시공간적으

로 대폭 확장될 수 있었다. 제국과 주권국가의 관계, 제국과 제국의 관

계, 제국 내부의 관계 등 역사적으로 존재한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둘러

싼 관심이 늘어났다. 이를 통해 주권국가의 관계가 일반적이고, 주권국

가 이외의 관계는 특수하다는 국제관계학의 근본 가정도 서서히 교정되

기 시작했다.3)

이 때의 글로벌 국제관계학은 기존의 ‘서구’의 국제관계와 더불어

‘비서구’ 국제관계의 경험까지 포괄하는 국제관계학을 건설하려는 시도이

2)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한 국제관계학계의 대표적 연구로는 Barry Buzan and
George Lawson, The Global Transformation: History, Modernity and the
Making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Julian Go and George Lawson eds., Global Historical Soci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이경아·이혜정, ｢근대 국제질서

의 탄생: 19세기 지구적 변환론｣, 평화연구 27권 2호, 2019; 구선영, ｢국제관계

형성의 기점으로서의 베스트팔렌 신화 재고: 각국의 역사적 문맥에 배태된 다양
한 주권 개념 형성에 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59권 2호, 2019.

3) 글로벌 국제관계학과 유사한 문제의식이 한국 국제정치학계에도 이미 존재했다.

이를 글로벌 국제관계학을 빌려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다. 동아시아 국제사회에

서 주권국가 체제가 매우 짧은 시기에 존속한 국제체제였음을 강조하는 연구로는
장인성,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한국 국제정치사상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근대 주권국가 체제 내에 존재하는 제국적 성격에

대한 포착으로는 전재성, 주권과 국제정치: 근대 주권국가 체제의 제국적 성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신욱희는 지구사와 니클라스 루만의 체계이

론을 원용하면서 비교지역연구를 위해서 보편-특수, 특수-특수의 이분법이 아니

라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그가 제시하는 ‘전체와 부분의 관
점’도 글로벌 국제관계학의 문제의식과 상통한다. 신욱희, ｢동아시아 지역질서연

구 시론: 보편/특수에서 전체/부분의 관점으로｣, 국제정치논총 61권 4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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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나머지의 역사적 유산을 찾아, 서구와 이를 대립시켜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국제관계에도 서구적 요소

이외에도 나머지의 요소가 잔존하고 있으며, 서구와 나머지의 관계를 단

절적인 것이 아니라 복합·혼재된 것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에 가깝다.4)

이처럼 현재라는 시간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공간을 인식하는

다원주의적 관점이 가능해졌다. 세계(世界)라는 말이 시간적 중첩인 ‘세’

와 공간적 중첩인 ‘계’를 포괄하는 의미라면 이 때의 글로벌 국제관계학

은 세계관계학으로도 충분히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관계학이라는 번역어도 아쉬움이 남는다. 이

말로는 글로벌 국제관계학이 지닌 또 다른,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근본적

차원의 목표까지 한꺼번에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국제관계

학을 논하는 현상의 숨은 의미는 현재 국제관계학이라는 지식을 생산하

는 거점이 충분히 글로벌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관계학 지식 생

산을 위해 지적 거점의 다원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국제관

계학의 두 번째 목표라 할 수 있다.

즉, 글로벌 국제관계학은 단순한 연구 주제의 확장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현재 국제관계학계를 진정으로 글로벌하게, 각자의 고유성에 입

각한 탈중심의 학계를 구성하자는 일종의 지적 운동이다. 앞서 언급한

국제관계학 연구 주제의 시공간적 확장은 그 자체로 고무적인 일이 분명

하지만, 문제의식을 발신하는 측은 대개 기존의 서구, 특히 영미 국제관

계학계(혹은 영미 국제관계학계에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소수의 비서

구 출신의 학자)의 사례가 많았다. 글로벌 국제관계학이 서구 국제관계

학계의 일시적인 지적 유행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글로벌한 ‘국제

관계학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학 연구를 수행하는 학계의 다

4) 이는 디페시 차크라바르티가 말한 ‘유럽을 지방화하기’와도 통한다. “유럽을 지방

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편주의적 사상이 항상 그리고 이미 특수한 역사들에 의해

수정되었는지를, 우리가 그 같은 과거들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든 아니든, 알아보
려는 것”이다.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김택현·안준범 옮김, 유럽을 지방화하기: 포

스트식민 사상과 역사적 차이 (서울: 그린비, 2014),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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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적 거점의 다원성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국제관계학

계가 글로벌하다고 단언하기란 쉽지 않다. 미국이라는 중심에 이어, 영

국과 유럽이라는 중심이 존재하며, ‘중국학파’(Chines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가 중국의 강대국화와 맞물려 서서히 부상 중인

상황이다.5) 국제관계학계는 충분히 글로벌하지 않으며 여전히 강대국의

경험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 국제관계학의 문제의식을 수용

한 국제관계학계는 이와 같은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기존에 주

변화되었던 다양한 국가의 국제관계학 연구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태동한 국제관

계학만을 학문의 기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학의 다양한

기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국제관계학을 ‘국제관계학들’로 다원화하고

자 하는 것이다.6)

2) 한국 국제정치학계의 현 상황

그렇다면 한국 국제정치학계는 글로벌 국제관계학에 과연 어떤 응

답을 해줄 수 있을까.7) 중화 체제의 오랜 경험, 제국-식민지 체제와 해

5) 국제관계학에 있어 ‘중국학파’의 형성과 관련한 연구로는 Yongjin Zhang,

Teng-Chi Chang eds., Constructing a Chines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Ongoing Debates and Sociological Realities (Abingdon: Routledge,
2016). Xiao Ren, “Grown from within: Building a Chines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acific Review, Vol. 33, No. 3/4, 2020; Yih-Jye
Hwang, “Reappraising the Chines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postcolonial perspectiv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47, No. 3, 2021.
6) 물론 글로벌 국제관계학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별 국제관계학의 전통과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 보편성의 추구에 가깝다. 지금까지의 보편성 추구의 방법
이 지나치게 서구의 일부 강대국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여러 전통과 특수성을 진정으로 종합하는 보편성을 추구한다 볼 수 있다. 이는

월러스틴이 유럽적 보편주의를 비판하고 ‘보편적 보편주의’를 말하는 것과 상통한
다. 이매뉴얼 월러스틴, 김재오 옮김, 유럽적 보편주의: 권력의 레토릭 (파주:
창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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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이후 이어진 분단과 내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부상, 권위

주의에서 민주화로의 전환 등 한국이 거쳐온 독특한 역사적 경로는 글로

벌 국제관계학이 응당 관심을 지녀야 할 주제이다. 또 서구 국제관계학

이론만으로 한반도 및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잘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국제관계학 시각을 요구하고 있으

며 이는 글로벌 국제관계학과 친화성을 보일 수 있다.8)

그러나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한국의 사례와 경험을 국제관계

이론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사례와 경험에 천착하는

한국(외교)사 연구와 보편이론을 지향하는 국제관계이론의 대화가 필요

하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는 지금 당장 쉽사리 도달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다.9) 국제정치이론의 다원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7) 국제적으로는 국제관계학이라는 말이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국제정

치학’이라는 용례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국제정치학’회의 경우에도

영문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KAIS)이다. 이 글은
국제 학계를 논할 때는 ‘국제관계학계’를 한국 학계를 논할 때는 ‘국제정치학계’라

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8) 특히 현재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불완전’ 주권국가 간 정치로 포착하는 시도로는

전재성,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
전재성 엮음, 동아시아 지역질서 이론: 불완전 주권과 지역갈등 (서울: 사회평
론아카데미, 2018); 전재성,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완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파주: 한울, 2020).
9) 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의 대화를 촉구하는 논의로는 하영선·김영호, ｢한국외교

사와 국제정치학: 한국국제정치학 바로 세우기｣, 하영선·김영호·김명섭 엮음, 한
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 (서울: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함택영, ｢한국 국제

정치이론의 발전과 반성: 이론과 역사의 만남｣, 한국과 국제정치 22권 4호,

2006; 김성배, ｢한국 근현대 외교사 연구의 평가와 과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8권 2호, 2017; 국제정치이론의 다원화의 관점에서 비주류 국제관계이론이 더 적

극적으로 소개될 필요가 있다. 최근 은용수의 작업은 국제관계이론을 다원화하며,

주류 이론이 해석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외교정책의 재해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에서 주목된다. 은용수, ｢비판이론의 학술적 공헌과 실천적 함의｣, 국제지역연구
 24권 3호, 2015; 은용수, ｢‘비주류’ IR이론과 한국의 국제정치문제: 탈식민주의를

향한 재조명, 탈식민주의를 통한 재구성｣, 국제정치논총 56권 3호, 2016; 은용
수, ｢혼종 식민성: 탈식민주의로 바라본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국제정치논총 
60권 1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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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한국외교사의 이론화는 역사적 사실을 이론의 자원으로 단순하게

취사 선별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오히려 본 연구는 한국의 경험이 글로벌 지식장에서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조건에 철저히 천착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다.10) 무엇이 한국의 조건인지를 더 철저하게 탐문할 때, 국제관계학의

글로벌화와 국제관계학의 다양한 기원이라는 글로벌 국제관계학의 문제

의식과 오히려 접속할 수 있는 지점이 보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살

펴보기 위해 한국 국제관계학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되짚어보고자 한

다. 한국 국제정치학이 걸어온 길 그 자체가 글로벌 국제관계학과 함께

논의해볼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이 한국이 지니

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학문을 어떻게 발전시켰고, 이를 지구적 보편성

과 어떻게 연결했는가를 묻는다면, 한국적이면서도 동시에 지구적인 국

제관계학의 추구가 가능해질 수 있다.11)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영역은 지금까지 ‘한국 국제정치학사’로

불린 영역과 어느 정도 겹친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국제정치학사를 향한

현재 학계와 사회적 관심은 그다지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글로벌 국제관

계학을 통해서 소통의 장이 열리고 있지만, 한국 국제정치학계에서 학사

정리는 관심이 시들해진 영역이 되었다. 현재 한국 국제정치학계는 스스

로의 역사를 성찰하기보다는, 글로벌 지식장으로의 본격적 편입에 더 관

심을 보인다. 최근 한국 국제정치학계는 글로벌 지식장의 기준에 맞는

연구를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역설적으로 한국 국제정치학계만의 독특한

문제의식과 이를 향한 지적 관심은 줄어들고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2016년은 한국국제정치

10) 이는 지구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을 주장한 백영서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백영
서는 ‘한국학의 세계화’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들에게서 일종의 지적 초조함을 읽

어내고, 오히려 한국학의 장소성에 더 천착하자고 제안한다. 백영서, ｢지구지역학

으로서의 한국학의 (불)가능성: 보편담론을 향하여｣, 동방학지 147권, 2009.
11) 한국의 경험을 통해 한국적이면서 동시에 지구적인 국제정치학을 모색하려는 시
도는 전재성, ｢한국 국제정치학의 향후 과제들｣, 국제정치논총 46권 특별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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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으나 연구 현황의 검토나 회고 등의 작

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12) 어쩌면 못했던 것일지 모른다. 50주년 기념

특집 논문13)과 마찬가지로 국제정치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난 60년의

발전을 정리·분석·평가하는 60주년 기념 특집이 학회 차원에서 기획되었

지만, 특집호의 구성이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14)

한국국제정치학회와 동년배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

공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50주년을 맞이하여 학과사15)를 정리하고,

관련된 학술회의 ｢한국 국제정치학의 발전과 전망｣16)을 개최했던 서울

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은 학과 창립 60주년을 조용히 흘려보

냈다.17) 한국국제정치학회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의

학사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꼭 50주년과 60주년의 의미 차이 때

문만은 아니었다.18) 글로벌 지식장에 바로 진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연

구자들의 등장으로 기존의 학맥(學脈)이나 학풍(學風)을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어느덧 암묵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

12) 2016년 6월 23일부터 25일 사이 “한국 국제정치학 1956-2016, 위기의 시대, 길을
묻다” 학술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이는 특집 논문으로 기획되지 못했다.

13) 한국국제정치학회 50주년 특집 논문은 김형국‧조윤영 엮음, 현대 국제정치학과
한국 (고양: 인간사랑, 2007)으로 발간되었다.

14) 한국국제정치학회의 60주년 기념 특집호 원고 공모는

https://www.kaisnet.or.kr/37/2506431 (검색일: 2022년 3월 15일)

15)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50년사 간행위원회,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50년사

(1956~2006) (서울: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2006).
16) 이 학술회의의 내용은 하용출 엮음, 한국 국제정치학의 발전과 전망 (서울: 서
울대학교출판부, 2008)로 발간된다.

17) 이는 2010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의 통합 이후, 정치외교학부가 등장한 시점에

서 학사 정리가 여의치 않은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굳이 따진다면 서울

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은 동주 이용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회의를 통해 학사 정리를 대체했다고 할 수 있다. 이 학술회의는 단행본으로 출

간되었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엮음, 한국 국제정치학, 미래 백 년의 설

계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18) 한국국제정치학회의 경우 한국국제정치학회약사: 1956-1992 (서울: 한국국제정
치학회, 1992)를 발간했고, 50주년 행사를 크게 치렀다는 점에서 60주년 기념 특

별 논문집을 발간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게 다가온다.

https://www.kaisnet.or.kr/37/250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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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제정치학계가 글로벌 지식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동시대적으

로 글로벌 지식장에서 공유되는 문제의식의 동향이 더 중요해졌다.19)

글로벌 지식장과의 연동, 글로벌 지식장으로의 편입 그 자체가 문

제는 아니다. 오히려 이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측면이 분명히 있

다. 글로벌 지식장의 서구 중심주의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구조 내부에

서 투쟁해야 할 필요도 있다. 한 학자는 서구 학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것을 만들어내자는 공허한 주장이 아니라, 글로벌 지식장

에 직접 들어가 이 상징공간을 지배하는 서구 학자들과 부딪치고 논쟁하

여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장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주

장하기까지 했다.20)

하지만 한국인 학자들이 글로벌 지식장에 뛰어들어 지식장의 구조

를 변형하기 위해서는 개별 학자의 노력만이 아니라, 소위 ‘한국적’, 혹

은 ‘비서구/탈서구적’인 문제의식을 통해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야말

로 글로벌 지식장의 구조 자체가 재구성되는 방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

다. 기존에 존재하는 글로벌 지식장의 문법을 체화하고, 그들의 논의 속

에서 상징폭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본 연구가 주

목하는 바는 바로 이 지점이다. 본 연구는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적 경

험에 기초하여 한국 측의 논의를 발신하고자 한다.

3) ‘한국적’ 국제정치학사 정리의 문제점

그러나 지금까지 이와 같은 발신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19)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학사 접근법을 반복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

는 현존하는 제도의 상(相)을 역투사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서술할 뿐이다. 앞으로
도 10년 정도를 단위로 일정한 보완 작업이 가능하겠지만, 학사를 정리·보완하는

작업 이상으로 연구의 의미가 확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한국국제정치학회 70년사, 나아가 100년사가 훗날 출간되더라도 큰 의미
가 없을지도 모른다.

20) 김경만, 글로벌 지식장과 상징폭력: 한국사회과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 (파주:
문학동네, 2015),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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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한국 국제정치학사의 정리 방식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한국

국제정치학사는 토착적인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강조했지만, 이는 문제

의식으로만 그쳤지 실제 이에 기초한 서술은 별로 존재하지 않았다.21)

소위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성과만으로 한국 국제정치학사의 서사를 구

성하기 어려웠다.

이는 매우 기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향

한 문제의식은 오랫동안 줄기차게 반복되었으나, 여전히 한국적 국제정

치학이 한국 국제정치학계의 주류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지금까지 유학파가 장악한 한국 국제정치학계에서 ‘한국적’ 국제정치학이

학계에서 지속적인 재생산 구조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

다. 유학파의 득세 속에서 한국 국제정치학사는 지적 전통에 기초를 둔

서사로 존재할 수 없었고, 이는 문제의식의 과잉과 성과의 빈곤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다른 진단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한국 국제정치학사가 강조해온 ‘한국적’이라는 수식어가 불가능한 기준을

세웠던 것이 아니었는지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 국제정치

학사는 한국 국제정치학의 형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역사

화하기보다는 지나치게 ‘한국적’인 것을 찾는데 몰두했을지도 모른다.22)

기존의 방식을 통해 설령 한국적인 것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통해 글로

벌 국제관계학와의 소통이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로 남는

다.23) 유학파가 득세했다면, 유학파의 득세 자체도 한국 국제정치학의

21)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찾기 위한 시도에 대한 정리로는 이철순, ｢‘한국적 (국제)정

치학’ 정립을 위한 담론 비평｣, 21세기 정치학회보 22권 3호, 2012; 한국적 국제
정치이론에 대한 비판적 재성찰로는 민병원, ｢한국의 국제정치이론: 비판적 성찰

과 제안｣, 김형국·조윤영 엮음, 현대 국제정치학과 한국 (고양: 인간사랑, 2007).
22) 민병원은 한국적 국제정치이론을 향한 요구가 한국의 존재론적 상황에 대한 절

박한 재평가의 반영물이었다고 본다. 민병원, ｢한국의 국제정치이론: 비판적 성찰

과 제안｣, 86쪽. 한국의 학문 전반에서 ‘우리의 이론’을 찾기 위한 시도로는 교수
신문 엮음, 오늘의 우리 이론 어디로 가는가: 현대 한국의 자생이론 (서울: 생
각의 나무, 2003).

23) 한 연구자는 글로벌 지식장의 관건은 ‘한국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창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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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대담하게 인정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4) 글로벌한 시각에서 본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의 접근법이 지닌 실천적 문제의식에는

동의를 표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연구가 그러했듯이 한국적이라는 수식어

를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

사에서 그동안 간과되어 왔으나,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대목은 바

로 글로벌한 맥락과의 연동이다. 주권국가를 전제로 하는 국제정치를 인

식하는 시각 자체가 등장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한 현상의 일환으로 전

개된 것이다.

국가 간 정치를 의미하는 ‘국제정치’라는 개념은 중화 체제에 익숙

했던 조선인들은 쉬이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상이었다.24) 조선인들

은 이와 같은 세계관의 변동 속에서 새롭게 적응해나가면서,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세계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25) 그렇다고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세계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

으로 볼 수는 없다.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상상은 보편적 맥락과 연결되

는 공간에 의해 규정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생성된 주체의 장소적 상

상력의 조합 속에서 규정된다.26) 즉 조선인/한국인들의 국제정치를 바

있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김경만, 글로벌 지식장과 상징폭력: 한국사회과학에 대

한 비판적 성찰, 126쪽.
24) 이는 한 연구서의 지적처럼 그야말로 ‘세계관의 충돌’에 가까웠다. 김용구, 세계
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동양 예(禮)와 서양 공법 (서울: 나남, 1997); 최근의 연구
들은 당대 ‘서양 공법’도 완전히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유바다,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한국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7.

25) 장인성은 줄곧 한국인의 국제정치사상을 읽어내고자 노력해왔다. 장인성, 장소
의 국제정치사상: 동아시아 질서변동기의 요코이 쇼난과 김윤식 (서울: 서울대학
교출판부, 2002); 장인성, 근대 한국의 국제관념에 나타난 도덕과 권력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장인성, 서유견문: 한국 보수주의의 기원에 관한 성찰 
(서울: 아카넷, 2017); 장인성,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서울: 서울
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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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는 상상은 외부의 규정력과 이를 해석해내는 주체의 상상력의 조합

이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조선/한국이 직면한 맥락에 맞게 여러

지식 체계를 적극적으로 전유하고, 이를 변형하면서, 주체의 상상력을

확보하고자 한 지점이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태의 국제정치학은

그와 같은 상상력의 한 수단일 뿐이다.

‘한국적’ 국제정치학이 가능하다면 이는 지배적인 서구 국제정치학

을 넘어서가 아니라, 하나의 지역 지식일 뿐인 서구 국제정치학과의 활

용과 이를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27) 중요한

것은 서구 국제정치학과 맞서는 대결 구도의 상정이 아니라, 현재 우리

가 놓여 있는 지형 위에서 무엇을 전유, 재조직, 재구성할 수 있느냐에

있다.28) 이와 같은 문제의식의 전환을 통해 비단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

사를 넘어서, 빈약한 한국 사회과학사 서술을 위해서도 유의미한 지점을

새로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는 글로벌 국제관

계학과 소통할 수 있는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를 제시할 수 있길 기대

한다.29)

26) 장인성, ｢토포스와 국제정치학적 상상력: 한국 국제정치사상 방법론 서설｣, 서울

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진, 21세기 초 한국의 정치외교: 도전과 과제 (서울:
늘품플러스, 2018), 87쪽.

27) 조영철과 최진우를 비서구적 연구와 탈서구적 연구를 구분한다. ‘비서구적’ 연구
가 서구와의 경쟁을 강조하고, 위계와 패권적 지위를 상상한다면, ‘탈서구적’ 연구

는 서구와의 연계와 공존, 위계 자체의 해체를 목표로 덜 패권적이고, 공평한 지

식장을 추구한다. 조영철·최진우, ｢지배적 서구와 한국 사회과학 관계 맺기: 글
로벌 지식장과 상징폭력 논의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29권 3호, 2017, 174-175

쪽. 본 연구는 조영철과 최진우의 표현을 빌린다면, ‘탈서구적’ 연구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28) 이상길, 아틀라스의 발: 포스트식민 상황에서 부르디외 읽기 (서울: 문학과지성
사, 2018), 540-541쪽에서 재인용. 이는 Michael Burawoy and Karl Von Holdt,
Conversation with Bourdieu: The Johannesburg Moment (Johannesburg: Wits
Univeristy Press, 2012), p.212.

29) 한국 사회과학사(정치학사)와 관련해서는 민준기, ｢한국의 학맥과 학풍: 정치학｣,

한국의 학맥과 학풍 (서울: 우석, 1982); 이계희, 정치학사 (서울: 을유문화사,
1998); 서규환 엮음, 한국사회과학사 연구 1 (인천: 인하대학교출판부, 2006); 김
성은, ｢한국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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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검토

1) 기존 연구의 분류

한국 국제정치학사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 경향은 크게 세 가지 흐

름으로 분별해볼 수 있다. 첫째로 제도 중심의 접근법이 있다. 한국 국

제정치학사는 다른 많은 사회과학의 학문 분과가 그러하듯이, 국제정치

학이 토대를 둔 제도 중심으로 정리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서 태동한 국제정치학이라는 새로운 지식 체계가 해방 이후 대학의 강좌

를 통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정치외교학과’라는 제도로 정착했으며 관

련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주로 전문 학회가 담당했다는 점에서 이와 같

은 제도 중심의 접근은 일정한 적실성을 지닌다. 일부 대학교의 정치외

교학과의 학과사30),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한국정치학회의 학회사31)가

고된다. 정수복은 한국사회학의 역사를 통해 한국의 사회학자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연구가 학문공동체의 어느 지점에 있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수복, 한국 사회학과 세계 사회학 (서울: 푸른역사, 2022),
48쪽.

30)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설립 50주년 기념집 (대구: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01); 연정60년사 편찬위원회, 연정60년사(1945~2004)
 (서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04);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50년사 간행위원

회,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50년사(1956~2006) (서울: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2006);
하용출 엮음, 한국 국제정치학의 발전과 전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60년사 발간위원회,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60년사

(1946~2006) (서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2009);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경
우, ｢정치외교학과의 역사와 학문｣, 고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
인문사회과학 학술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0);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동문회, 정의의 학맥 65년(1948~2013)　(부산:부산대학교출판부, 2013), 한국외국
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총동문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50년사:

1964-2014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총동문회, 2014) 등.

31)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 50년사(1953~2003) (서울: 한국정치학회, 2003); 한
국국제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약사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2); 한국국
제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50년사(1956~2006)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 60년사: 증보편(2003~2013) (서울: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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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정리에 속하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학과사와 학회사와 같은

접근이 취하고 있는 시계열적 정리 방식을 통해 연혁(沿革)을 포함한 다

양한 정보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람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대개 현존하는 국제정치학을 일종의 완

성태로 두고, 그 계보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서술한다. 현재 한

국 국제정치학계에서 명실상부하게 공인된 하위 분야라 하더라도 그 하

위 분야의 역사를 과거부터 추출하여 나열하는 방식이 곧 한국 국제정치

학의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하위

분야들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었는지를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로 태도 중심의 접근법이 있다. 여기에서 태도란 한국 국제정

치학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간주되는 미국산 국제정치학을 바라

보는 태도를 지칭한다.32) 태도 중심의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

되는 말은 아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국제정치학사를 다루는 대부

분의 연구들이 이와 같은 계보에 속한다. 태도를 중심으로 스펙트럼을

보자면, 미국산 국제정치학이 곧 보편 국제정치학이기에 이를 통해 한국

의 현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논자들의 경우 국제정치학이 미국산이라는 문제의식 자체가 부재하거나

취약하다. 다른 한 축으로는 국제정치학의 보편성을 배격하고, 이를 비

판적으로 의식하면서 맥락적(혹은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추구해야 한다

학회, 2013).

32) 본 연구는 ‘미국산’ 국제정치학이라는 표현을 과감하게 사용하고자 한다. 사실 무
엇이 한국적인지를 규정하기 어렵듯이 무엇이 미국적 국제정치학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미국산’이라는 의도적인 표현을 통해 지식의 원산지보다

는 지식의 생산지에 좀 더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일례로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의 국제정치학은 분명 한스 모겐소의 출신이자, 한스 모겐소가 활동

했던 독일(유럽) 지식의 반영이자 연속체인 측면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지

식이 본격적으로 생산된 냉전기 미국이라는 시공간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한국적’이라는 표현에도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추구

하고자 했던 이들을 있는 그대로 포착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적’이라는 표현은 존

중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국제관계학을 ‘미국산 사회과학’이라 분석한 글로는
Stanley Hoffmann, “An American Soci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Daedalus, Vol. 106, No. 3,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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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이 있다. 태도 중심의 접근의 다수파는 이와 같은 양 극단의 스

펙트럼 속에서 미국산 국제정치학의 한국적 수용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

다.

태도 중심의 접근법은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를 미국산 국제정치

학과의 관계망 속에서 포착하고 미국산 국제정치학과의 대비 속에서 한

국 국제정치학을 의식하고 파악한다. 다른 사회과학의 학문 분과가 그러

하듯이, 해방 이후 비로소 본격적으로 전개된 한국 국제정치학이 미국산

국제정치학의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해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미국산

국제정치학과의 관계망과 이를 바라보는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 국제정치

학의 역사를 서술하려는 분석의 의도는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태도 중심의 접근은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를 그 자체

로서 이해하기보다는 무엇이 미국적인지, 무엇이 한국적인지를 후대 연

구자들의 관점에서 재단하고 평가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33)

특히 해당 지식인들이 어디에서 학위를 받았는가(유학파냐 국내파

냐)와 같은 소박한 기준으로 연구 내용이 미국적인지, 한국적인지를 따

지기도 했다. 또 ‘한국적’ 국제정치학이라는 구호가 담론으로서 상당한

호소력을 지니고 오랜 기간 반복되었지만,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구체적

인 연구 성과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34) 미국산 국제정치학과의 대결 구

도가 과도하게 상정되면서, 정작 미국산 국제정치학의 이해도 제고되지

못했다. 미국 국제정치학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접근이 도매금

33) 노재봉의 글이 이와 같은 시각을 대표한다. 그는 국제정치적인 시각에서 투쟁을

강조하고 그 투쟁의 주체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로부터 이론을 정립하며 국제관계
를 파악해 들어간 ‘신채호형’과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상실하고 근대문명을 도입한

다는 단순한 의식에서 이를 그대로 소개하는 ‘유길준형’을 대비한다. 노재봉, ｢한

국국제정치학의 지성사적 고찰｣, 국제정치논총 28권 1호, 1988, 36쪽.
34)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정치학’, ‘한국적 정치학’을 오랫동안 주장해온 한 학
자는 앞으로는 담론이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명, 우리 정치학

어떻게 하나 (서울: 오름, 2006); 김영명, 담론에서 실천으로: 한국적 정치학의

모색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0).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사례를 꼽고 있는 연구로
는 이종성·장영덕·최영미, ｢한중일 삼국의 독자적 국제관계 이론화 성과에 대한

고찰｣, 국제정치논총 54권 4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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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판을 받았을 뿐이다.

셋째로 최근에는 지식정치, 지식의 정치학이라는 문제의식을 지닌

연구들이 활발히 제출되고 있다. 지식정치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

다. 하나는 지식인들을 전략적 행위자로 파악하고, 지식장에서 진행되는

학문적 권력과 자원 경쟁을 정치적 시선에서 다룬다. 이는 주로 냉전기

미국의 여러 재단의 지원과 자원을 통해 학계를 재편하고자 했던 일군의

지식인들이 지식/권력의 차원에서 재조명한다. 또 국제적인 지식 네트워

크의 전파 속에서 지식인 계급이 초국적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사실을

폭로하는 연구도 존재한다.35)

지식정치적 문제의식은 지식이 지닌 권력적 요소를 부각하고, 지

식의 국제정치적 불균등과 지식인 계급의 이중적인 양상을 포착한다는

강점이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 중 많은 부분은 지식정치적 문제의식

의 연장선상에 있다. 현대 한국 사회과학자들이 대부분 유학파로서 미국

학계와의 관계망과 자원을 활용하여 성장해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지

식정치적 접근이 지니는 적실성도 분명하다. “우리 현실에서 지식이란

상징의 투쟁에 관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속성이 대단히 강하고,

또한 그것이 밖으로부터 수입된 하나의 문화적 자원이라는 점에서 국제

정치적 속성이 대단히 강하다.”36)

다만 지식정치적 연구는 지식이 지닌 상대적인 자율성을 협소하게

바라보면서, 지식의 권력적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주변의 지식

인이 중심에 포섭되어가는 양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지식 질

서에 있어 중심과 주변이 확실히 구분되지만, 주변의 지식인들이 일방적

35) 이브 드잘레이‧브라이언트 가스, 김성현 옮김, 궁정전투의 국제화: 국가권력을

둘러싼 엘리트들의 경쟁과 지식 네트워크 (서울: 그린비, 2007); 홍성민 엮음, 
지식과 국제정치 (파주: 한울, 2008); 김종영, 지배받는 지배자: 미국 유학과 한

국 엘리트의 탄생 (파주: 돌베개, 2015); 김성해, 지식패권 1: 보이지 않는 족쇄

와 달콤한 복종 (서울: 민음사, 2019); 김성해, 지식패권 2: 약소국의 눈물과 잿
더미 위에 피운 꽃 (서울: 민음사, 2019); 오경환 엮음, 사회과학 지식의 담론사:

발전과 냉전의 얽힘 (파주: 한울, 2019).
36) 홍성민, ｢국제정치 문화 연구 방법론 서설｣, 지식과 국제정치,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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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심의 논리를 추수하는 행위자로서만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일례로 미국 유학파 지식인이라고 하더라도 꼭 미국의 대변자가 되는 것

이 아니다. 미국 유학을 통해 중심부의 지식에 강하게 노출되었다고 하

더라도, 한국 국제정치학자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현실의 해석이었고,

현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지식의 상대화와 이로부터의 ‘상대적

인 자율성’이 필요했다. 초창기 국제정치학도 한국 지식인들에게 국제정

치를 해석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한국의 국제정치적

운명과 연관되었다는 점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2) 기존 연구사의 비판적 검토

앞서 소개한 제도 중심, 태도 중심, 지식정치 중심의 세 가지 접

근법은 한 연구에도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 한국정치학회 50년사에
수록된 김용구의 ｢국제정치학사｣를 예로 들어보자.37) 이 글은 학회사

차원의 제도적 접근법으로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의 논문을

중심으로 학사를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글은 학문 세계의 주

변부인 한국의 국제정치학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흥미로운 태도 중

심적 질문으로 글문을 열고 있다.

우선 김용구는 한국 국제정치학자들의 고민은 강대국과는 다르다

는 점을 지적한다. 한반도는 3세기에 걸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

고 있는 매우 독특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근대국가의 건설이라는 19세

기적 문제가 통일 문제와 연관되며, 20세기 냉전의 문제가 여전히 잔존

해 있었다. 그리고 탈냉전으로 야기된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21세기적 문제가 남아 있었고, 한국 국제정치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중첩된 문제들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기에 강대국 학자들과 판이한 학문

적 자세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38) 그렇다면 이처럼 서로 다른 문제의식

37) 김용구, ｢국제정치학사｣, 한국정치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 엮음, 한국정치학회
50년사: 1953~2003 (서울: 한국정치학회, 2003).

38) 김용구, ｢국제정치학사｣, 281-2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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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 한국의 국제정치학사를 어떻게 서술할 수 있을까.

김용구는 ‘좁은 의미의 국제정치학’과 ‘넓은 의미의 국제정치학’을

구분한다. 좁은 의미의 국제정치학은 학문 제도로서 존재하는 국제정치

학을 의미한다. 1950년대에 국제정치학이 학문 제도로서 등장했지만,

김용구는 넓은 의미에서 국제정치적 지적 전통이 한국에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김용구는 넓은 의미의 국제정치학과 좁은 의미의 국제정치학

을 연결하는 지적 전통을 창조하고 재발견하는 일이 한국 국제정치학이

앞으로 해결해야 나가야 할 과제라 꼽았다.39)

그러면서 김용구는 현재까지의 한국 국제정치학 연구의 역사가 일

천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는 한국 국제정치학의 정체성에 관한 글이

많이 생산된 현상이 바로 연구의 역사의 일천에서 온다고 파악했다. 이

는 세계 학문의 주변 지역에 사는 지식인들이 세계 중심의 학문을 그대

로 전달하는 일에서 오는 허탈감의 표현이자 강대국의 이론을 그대로 전

파하는 계몽 단계의 지식인으로 머물 수 없는 자아 비판감의 표현일 따

름이었다.40)

이에 김용구는 ‘주변의 국제정치학사’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

39) 김용구, ｢국제정치학사｣, 282쪽.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국제정치학’의 지적 전
통을 발견하려는 노력으로는 하영선, 역사 속의 젊은 그들: 18세기 북학파에서

21세기 복합파까지 (서울: 을유문화사), 2011. 기실 한국 국제정치학의 본격적인

출발을 어디로 둘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해방 이후부터 본격적인 국제정치학이 등장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미

국산 국제정치학의 전파를 통해서 국제정치학이 대두할 수 있었다는 입장에 기인

한다. 이와 같은 시각을 비판하는 본 연구는 잠정적으로 세계사적 조류와 한국사
가 본격적으로 연동된 1919년 3·1 운동 이후부터 일본 제국의 정치학이 식민지

조선 내에서도 유통되고, 세계를 바라보는 조선인의 시야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서, 1919년 이후부터의 국제정치 관련 논의를 기존 중화 질서 하의
국제정치 논의, 중화 질서의 해체기 및 근대 국제정치 질서 편입기의 국제정치

관련 지식과 구분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국제정치학’이라고 본다. 이는 일본 제

국의 정치학의 유산을 강조한 본 연구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
후 서구 국제정치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세계사적 맥락과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를 연동하여 이해하기 위함이다.

40) 김용구, ｢국제정치학사｣, 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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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지식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지식정치적 문제

의식의 반영이다. 그에 따르면 주변의 학문은 다음과 같은 발전 단계를

거친다. 1) 주변이 중심의 이론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단계, 2) 수

용은 하되 그 학문의 정치적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는 단계, 3) 중심의

이론과 그 지적 배경을 이해는 하지만 다른 주변 지역의 중심에 대한 지

적 저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 4) 이런 문제를 모두 검토하고 국제

정치 구조 속에서 주변의 고유한 국제정치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

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였다.41)

김용구의 틀은 주변의 학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중심의 학사 정

리와 다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

에서 본 연구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 실제로 국제정치학사와 관련하

여 상당한 연구 결과가 구미 학계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있지만, 그들의

국제정치학사 정리 방식을 한국의 국제정치학사 서술에 직접 원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42)

41) 김용구, ｢국제정치학사｣, 288쪽.

42) 구미 학계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Torbjorn Knutsen,

A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2); David Long and Peter Wilson eds., Thinkers of the
Twenty Years’ Crisis: Inter-war Idealism Reassessed (Oxford: Clarendon
Press, 1995); Brian C. Schmidt, The Political Discourse of Anarchy: A
Disciplinary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8); Torbjorn Knutsen, “A Lost Generation? IR

Scholarship Before World War I,” International Politics, Vol. 45, 2008;
Nicholas Guilhot ed., The Inven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ealism, the Rockefeller Foundation, and the 1954 Conference on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Ian Hall, Dilemmas of Decline:
British Intellectuals and World Politics, 1945-197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2); L. M. Ashworth, A History of International Thought:
From the Origins of the Modern State to Academic International Relations
(Abingdon: Routledge, 2014); Robert Vitalis, White World Order, Black Power
Politics: The Birth of American International Relatio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5); Nicholas Guilhot, After the Enlightenment: Political
Re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Mid-Twentie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Brian C. Schmidt and Nico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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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용구가 가정하고 있는 학문의 발전 단계는 도식적이다.

주변이 중심과 다른 주변 지역의 이론까지 이해하면서, 이를 모두 검토

하면서 주변의 고유한 국제정치적 삶을 영위하는 일이 과연 언제 비로소

가능해질까. 중심의 연구자들도 자신의 학문적 경험을 역사화하면서 난

관을 겪는데, 이와 같은 김용구의 기준은 주변의 연구자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사 서술은 현실적

으로 쉽사리 등장하지 못한다.

아마 이 문제를 그 자신도 의식했기 때문에 김용구는 글의 말미에

서 학문이 겪는 주변-중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실의 변

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적’인 국제정치 이론은 존

재하지 않는다. 그런 이론의 논의는 한국이 현실 국제정치 세계에서 강

력한 발언권을 갖게 된 이후에 등장할 문제다. 한국의 국제정치적 위상

이 고양된다면, ‘한국적’인 이론은 자연히 대두되게 마련이다. 현실이 먼

저 있고 이론은 뒤이어 나타난다.”43)

이는 김용구의 인식에서는 자연스럽지만, 오히려 기준을 높게 세

웠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김용구의 주변은 중심의 논리를

Guilhot eds., Historiographical Investiga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Cham:
Palgrave Macmillan, 2019); 일본 국제정치학사와 관련해서는 사카이 데쓰야, 장
인성 옮김, 근대 일본의 국제질서론 (고양: 연암서가, 2010); Ryoko Nakano,
Beyond the Western Liberal Order: Yanaihara Tadao and Empire as Societ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3); 初瀬龍平, 戸田真紀子, 松田哲, 市川ひろ
み 編, 国際関係論の生成と展開:日本の先達との対話  (京都: ナカニシヤ出版,
2017); Ching-Chang Chen, “The Im/Possibility of Building Indigenous Theories

in a Hegemonic Discipline: The Case of Japanese International Relations.”
Asian Perspective, Vol. 36, No. 3, 2012; 일본의 국제법학사에 대해서는 Urs

Matthias Zachmann, Völkerrechtsdenken und Außenpolitik in Japan, 1919-1960
(Baden-Baden: Nomos, 2013); 일본 지정학사에 대해서는 柴田陽一, 帝国日本と
地政学:　 アジア・太平洋戦争期における地理学者の思想と実践 (大阪: 清文堂,
2016); Atsuko Watanabe, Japanese Geopolitics and the Western Imagination
(Cham: Palgrave Macmillan, 2019); 중국 국제정치학사와 관련해서는 Lu Peng,
“Pre-1949 Chinese IR: An Occuluded History,”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68, 2014.

43) 김용구, ｢국제정치학사｣, 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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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주변이다.44) 그러나 적어도 학사 연구의

첫 출발은 오히려 주변성을 철저히 인식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

을까. 상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주변의 핵심은 중심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논리를 쉽게 상대화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여기에서

부터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인정한 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쉽게 상대

화하지 못하더라도, 주변에서 중심의 논리가 그대로 관철되는 것은 아니

라는 점에 착목해야 한다. 김용구의 논의는 주변의 관점에서 어떻게 국

제정치학을 연구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

하지만, 문제의식이 실제 학문의 역사를 분석할 때 제대로 적용되지 못

하며, 자칫 기존의 태도 중심 접근법과 유사한 결론으로 끝날 수 있기도

하다.

2021년에 발표된 서정민과 조영철의 ｢탈식민 한국(남한)의 국제

관계학 연구의 등장과 진화｣를 보자.45) 이 글은 국제관계학의 다원적

기원이라는 특집의 일환으로 한국의 국제관계학사를 정리한다는 점에서

비서구 국제관계학, 글로벌 국제관계학을 의식하면서 한국 국제관계학의

전개를 살핀다는 특징이 있다. 이 글의 핵심 문제의식은 한국이 탈식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제관계학 연구에서 탈식민주의 연구가 왜

부재한지를 묻는 것이었다. 서정민과 조영철은 이와 같은 ‘비틀린 탈식

민성’(twisted postcoloniality)이 나타나는 역사적 원인으로, 일본 제국

의 특수성을 지적한다. 바로 옆 이웃 국가이자 중화 체제에서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여겼던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인들은 일본의 지배를 받아

들였지만, 이를 진심으로 수용하지 않고 서구적 근대성을 내심 열망했

44) 김용구의 지적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는 김용구의 실제 작업에 대

한 학문적 평가와 연동될 것이다. 김용구는 한국 외교사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통해, 유럽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한국 외교사와 세계 외교사를 연결하는 작업에
천착하고 있다. 김용구의 연구에 대한 개괄적 정리로는 김종학, ｢담여 김용구 교

수와 한국외교사｣, 김용구, 김용구 연구 회고록: 한국 국제정치학 발전을 위한

60년의 사색 (고양: 연암서가, 2021).
45) Jungmin Seo and Young Chul Cho,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in Postcolonial South Kore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47, No. 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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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았던 다른 지역의 많은 탈식민 국가들이

훗날 그들의 정체성을 세울 때 강한 탈서구적 지향성을 보였던 반면, 식

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해방 이후 강한 서구적 지향성을 보였다. 이로

인해 식민지 시기의 지적 제도와 그 유산은 탈식민 이후 사라지거나, 매

우 약한 수준으로 작동했다.46)

해방 이후 탈식민 남한 지식인들은 미국산 지식 체계를 적극 수용

했다. 남한 지식인들은 여타 탈식민 국가의 지식인들이 주로 채택하는

토착주의(nativism)로 나아갈 수 없었다. 전통적 중화 체제의 경험은 근

대 국제체제와 부합하지 않았고, 재해석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이에

한국 지식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국제정치학으로 대표되는 미국산 지식

체계를 수용하고자 했다. 그리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한국 지식인들은 이

와 같은 미국산 지식 체계가 지닌 ‘제국적’ 측면을 간과하게 되었다. 오

히려 중요했던 것은 한국의 생존이었다. 미국 국제관계학계가 행태주의

연구를 통해 과학적 탐구에 주력했다면, 한국 국제관계학계는 냉전 속에

서 국가의 생존이라는 문제 해결에 골몰했다.47)

서정민과 조영철의 연구는 일본산 지식 체계가 미국산 지식 체계

로 재편되는 과정과 한국 지식인들의 행위성과 그 작동 방식을 따진다는

분명한 강점이 있다. 그리고 여타 탈식민지 국가들과 한국의 경로가 다

른지, 또 이를 통해 미국 국제관계학의 문제의식과 한국 국제관계학의

문제의식이 어떻게 다르게 분화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존

에 골몰했던 한국 지식인들의 고민을 상대적으로 부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국-식민지 시기의 지식 체계가 일본이 보편적인 서구 문

명의 ‘아류’였다는 이유로 해방 이후 그 지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와 같은 시각이 미국산 국제정치학의 도입 이전

한국의 지식장을 일종의 ‘무주지’로 대상화하고마는 것은 아닐까. 이와

46) Jungmin Seo and Young Chul Cho,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in Postcolonial South Korea,” p. 7.

47) Jungmin Seo and Young Chul Cho,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in Postcolonial South Korea,”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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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각은 은연중에 미국산 국제정치학의 전파 대상으로 한국의 지식

장을 그리고 있다. 오히려 국가의 생존이라는 맥락에서 일본산 지식 체

계가 부활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했다.48) 서정민과 조영철의 문제의식

은 미국산 국제정치학의 전파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지

식 체계의 유산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경성제국대학 내에서 국제관

계학과 관련 강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과감한 정리를 하고 있을 뿐이었

다.49) 이와 같은 시각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국제정치학

의 전파 이전에 존재한 제국-식민지 질서의 지식 체계를 일정하게 점검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요한 것은 일본산, 미국산 지식의 구분이 아니

라, 국가의 생존이라는 이유에서 여러 지식이 재조합되고, 재구성되는

양상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볼 때 서정민과 조영철의 정리

방식은 역설적이게도 탈식민주의라는 또 다른 외부의 기준으로 한국 국

제정치학사를 단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탈식민주의라

는 주변의 논리로 한국 국제정치학을 접근하는 시각이 국제관계학의 다

원화의 과정에서 필요하지만, 한국과 다른 경험을 지닌 탈식민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를 둔 탈식민주의로 한국 국제정치학사를 바라본다

면, 한국 국제정치학사를 비틀렸다고 포착할 수밖에 없다. 탈식민주의를

‘위치 지워진 지식’(situated knowledge)을 향한 관심으로 본다면 서정

민과 조영철이 주목한 한국의 이와 같은 ‘비틀린 탈식민성’ 상황 자체가

바로 한국의 삶과 터에 뿌리내린 상황으로 그 자체로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주변의 자리를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50)

48) 한국 국제정치학사에서 넓은 의미의 국제정치학으로서 일본 제국의 정치학의 영
향력에 주목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김명섭의 연구가 국제정치학 이전에 존재했

던 ‘제국’의 정치학으로서 일본 제국의 정치학의 형성에 관심을 두는 정도이다.

김명섭, ｢제국정치학과 국제정치학: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위한 모색｣, 세계정치
연구 1권 1호, 2001.

49) Jungmin Seo and Young Chul Cho,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in Postcolonial South Korea,”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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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시각: 지식의 국적이 아닌, 지식의 재구

성에 주목하기

앞 절에서 살펴본 기존의 한국 국제정치학사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중심의 지식이 주변인 한국으로 일방적으로 전파된다고 가정한다.51) 중

심의 지식이 주변으로 이식·전파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주변은 중심의 지식을 소화하되, 이를 주변에 존재한 자체적 상상력을

통해 재해석해낸다.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은 자체적 상상력에 주목하기

보다는 지식이 어디에서 왔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은 문제설정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지식 체계가 미국산, 유럽산인지, 혹은 미국산 지

식 체계를 극복한 한국적 국제정치학인지를 따지게 된다.

국제정치학이라는 지식 체계는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사회과학과 그 하위 범주를 이루는 국제정치학이 외부에서 전

파되어 시작된 사실을 인정한다면, 적어도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에서

본다면 지식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문제설정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

한 질문을 던지고 당연한 답을 재확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한국 국제정치학계가 어떻게 얼마나 ‘미국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학술사/지식사회학 차원의 연구와 실태 조사는 매우 부족하다.52)

50) 이 대목은 철학자 김영민의 일리(一理) 개념에 빚지고 있다. “일리란 다양한 이
치의 망 속에서 주변 자리를 밝힘으로써 ‘자신의 자리’(立場)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이며, 그 자리들의 위계를 따지기 이전에 자기 자리가 깊어지고 역사를 얻어가

는 과정에 유의한다는 취지며, 마침내 인식을 넘어서 성숙의 경지를 얻겠다는 결
의인 것이다.” 김영민, 진리, 일리, 무리: 인식에서 성숙으로 (서울: 철학과현실
사, 1998), 180쪽.

51) 지식의 전파의 관점에서 해방 이후 한국의 국제정치 관련 논의를 정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오재완, ｢한국의 정치적 현실주의와 이론적 논의와 정책 적용

｣, 우암평화연구원 엮음, 정치적 현실주의의 역사와 이론 (서울: 화평사, 2003);
엄정식, ｢국제정치이론의 전파: 고전 현실주의 이론과 해방 이후 한국｣, 군사과
학논집, 64권 1호, 2013.

52) 동시대 한국 학계의 미국 유학파 지식인을 다루는 지식사회학 차원의 분석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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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구의 기초적 토대가 취약한 상황에서, 해방 이전 존재했던 일

본(유럽)산 지식 체계의 온존(溫存) 혹은 미국산 지식 체계로의 재편 등

을 상세하게 학술사 혹은 사상사 차원에서 규명하기도 현 단계에서 쉽지

않다.53)

이와 같은 연구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근본 차원

에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본산, 미국산, 한국적이라는 레테르를 사후

적으로 붙이고 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대 국제정치에 관심을 두던

한국 지식인들이 어떤 국제정치적 문제에 직면하여 지적 실천을 해왔는

지로 관심의 초점을 옮기는 것이다. 지식이 얼마나 한국적인가를 묻기보

다는, 지적 연쇄(連鎖) 속에서 어떻게 변용을 겪었는지를 묻는 방식이

다.54)

재한다. 이에 따르면 미국 유학파 지식인들은 한국사회에서 교육·문화적 헤게모니
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대학의 글로벌 헤게모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중적 지위를 지닌다. 이들은 지배자이지만 동시에 지배를 받는다. 김종영, 지
배받는 지배자: 미국 유학과 한국 엘리트의 탄생 (파주: 돌베개, 2015).

53) 식민지 시기 사회과학에 대한 연구로는 진덕규 엮음, 한국 사회과학 연구의 지

적 계보와 한국적 사회과학 이론 정립의 방안 자료집 1: 한국 사회의 근대적 전
환과 서구 ‘사회과학’의 수용 관련 문헌·인명 자료 (서울: 선인, 2012); 김동노 엮

음, 한국 사회과학 연구의 지적 계보와 한국적 사회과학 이론 정립의 방안 자료

집 2: 식민지 시기 ‘사회과학’ 연구의 체계화와 유산 (서울: 선인, 2016); 진덕규
엮음, 한국 사회의 근대적 전환과 서구 ‘사회과학’의 수용 (서울: 선인, 2013).

54)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관점 전환은 한국 사회과학사의 연구 축적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사회과학자들이 후진성 극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로

문제설정을 바꾸고 한국 사회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사 연구를 시도한 홍정
완의 연구가 큰 시사점을 주었다. 홍정완, 한국 사회과학의 기원: 이데올로기와

근대화의 이론 체계 (고양: 역사비평사, 2021). 홍정완의 한국 사회과학의 기원
은 주로 정치학계와 경제학계를 연구 대상으로 다루고 있기에 국제정치학계의 논
의는 전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홍정완은 1950년대 후반의 맥락에서 현실

주의 국제정치학의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론이 수용되는 양상을

지식 수용자의 관점에서 보여준다. 홍정완이 소개하고 있는 김영달의 사례를 보
자. 김영달은 한스 모겐소의 국가 간의 정치(Politics Among Nations, 1954)의
대목 중 특히 문화 제국주의에 주목했다. 문화 제국주의가 가장 교묘한 제국주의

정책으로 “2개국 간의 권력관계를 변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의 정신을 정
복, 지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김영달은 아시아 민족주의를

상대로 진행되는 “새로운 양식의 콜로니알리즘”으로 세력권 확대의 경합 현상, 즉



- 25 -

즉 지식 질서의 주변에 위치한 한국의 경우, 한국을 중심으로 한

지식의 지형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방식이 좀 더 유의미한 연구 성

과를 낼 수 있으리라 보인다. 그리고 지식의 수용과 이를 통한 지식 생

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피는 방식이 주변의 국제정치학사를 비로소

서술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다. 모든 지식은 현지의 실정에 맞게 변형

되면서 수용자의 입장에 따라 재맥락화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염두에 둔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 시

각을 견지한다. 먼저,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를 지식의 전파사로 접근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지식의 전파가 가능할 수 있었던 현실, 그리

고 현실 속에서 변화되는 지식장의 분위기를 세밀하게 따져보는 방식으

로 논의를 전환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방 이후 미국산 국제정치학이 전

파되었다는 시각을 지양하고, 그 이전에 존재했던 지식을 재조명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근대 조선부터 식민지 시기까지 국제정치 지식을

다룬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제도적 접근법이 누락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

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분석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미국산’(혹은 일본산) 국제정치학을 받아들인 주변의 지

식인들이라도 하더라도, 이들의 논의를 비한국적이라고 도매금으로 비판

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중심의 지식을 충분히 전유하고 이를 재활용하

면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한 부분에 주목할 것이다. 미국산 지식 체계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듯이 보이는 유학파 지식인들에게도 결국 중요한

것은 한국의 국제정치적 현실과 한국의 국익이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볼 때 미국산 지식 체계를 활용해서 미국의 외교 노선을 비판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55)

냉전을 지적했다. 이처럼 김영달은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상황을 새로운 식민주

의로 인식할 수 있는 지적 틀로서 모겐소의 이론을 활용하고 있었다. 냉전기 한
국의 상황에서 모겐소의 이론을 단순히 수용한 것이 아니라, 냉전적 이념이 지배

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 이론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홍정완의 연구가 보여주

듯이, 단순한 지식의 전파를 넘어서 전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지식이 최종
적으로 한국 국제정치학계라는 특정한 장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물어본다면 새로운

지식의 지형도를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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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를 지식의 수용과 전유, 재구성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로서 접근하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근래 축적되고 있

는 서구권 국제정치학사의 문제의식과도 상통한다. 국제정치학사는 이론

의 변화를 학문 내적의 패러다임 변화로 내생적(endogenous)으로 서술

하는 국제정치 이론사, 국제정치 사상사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 국

제정치학사는 학문의 발전이 국제정세의 변화나 학계 내부와 변화와 같

은 외생적(exogenous)인 조건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대

적으로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 외생적 조건으로 제2차 세계대전기 유럽

의 이민자 학자의 유입56), 전시 협력에 기초한 냉전기 국가-재단-대학

의 협력 등을 외적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미국의 국제정치학도 ‘냉전 사

회과학’의 일환으로서 맞춤형으로 주문자의 의도에 맞게 생산된 지식이

라는 점을 드러낸다.57)

55) 학문의 미국화를 다루는 대표적 연구로는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우리 학문 속의

미국: 미국적 학문 패러다임 이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서울: 한울, 2003); 한국
의 지적 식민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는 김현경, ｢한국의 지적 장은 식민화되었

는가?｣, 비교문화연구 12권 1호, 2006. 그러나 실제로 미국화가 한국 학계에서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천착은 부족하다. 단순히 미국 유학을 다녀왔
다는 정도가 미국화의 척도와 지표로 사용되는 정도이다. 미국이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엘리트에 주목하고 이들의 친미화(미국화)에 관심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미국 유학이 이들 지식인이 ‘친미적’ 국제정치학을 추구했다는 직접적 증
거는 될 수 없다. 미국화를 따지기 위해서도 한국 국제정치학자들의 미국 유학의

경로, 유학 시절 경험한 미국 학계의 분위기, 귀국 후 이들이 미국 학계와 맺은

네트워크, 변화된 교육 과정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면서 미국화의 양상을 섬세
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진단 속에서 한국적 국제

정치학의 구체적인 성취도 따져볼 수 있다.

56) Felix Rösch ed., Émigré Scholars and the Gene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European Discipline in Americ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4).

57) 노암 촘스키 외, 정연복 옮김, 냉전과 대학: 냉전의 서막과 미국의 지식인들,
(서울: 당대, 2001); 브루스 커밍스 외, 한영옥 옮김, 대학과 제국: 학문과 돈, 권
력의 은밀한 거래 (서울: 당대, 2004); Nicholas Guilhot ed., The Inven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ealism, the Rockefeller Foundation, and the
1954 Conference on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김
민수, ｢냉전기 국제정치론의 발전: 록펠러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사총 95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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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부인 미국 국제정치학계 내에서도 유럽적 지식의 수용과 전

유, 국가 및 재단의 자원을 끌어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

었다. 또 국제정치 지식은 국제정치에 있어 자국의 위상을 바라보는 고

민과 연동되는 측면이 컸다.58) 이처럼 국제정치 지식이 장소 연관적으

로 재구성되는 과정은 지식 자원의 층위, 제도적 층위, 정치적 층위가

상호 결합되어 진행된다.59) 기존의 지식 자원과 전통과 유산이 지식 자

원의 측면에서 한국 국제정치학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한국 학계의

제도적 조건의 변화라는 층위도 지식의 양상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정

치적 층위에서 작동하는 국제정치적 현실도 지식의 형성에 강한 규정력

을 발휘한다.

본 연구는 정치외교학과의 전파 속에서 국제정치학 지식이 전파되

기 시작했다는 기존의 제도 중심의 접근법과는 거리를 둔다. 오히려 본

연구는 학문 분과로서 국제정치학(International Politics)이 아니라, 국

제정치(international politics)를 포착하는 지식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

한다. 국제정치학이 먼저 있고, 국제정치가 그 때부터 의식된 것이 아니

라 그 시대의 국제정치적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정

치학이 발견-수입-적용되면서 지식 체계로서 국제정치학의 수용이 본격

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학사 연구

들이 자명하게 여겨왔던 ‘국제정치학’을 그 자체로 문제시할 필요가 있

58) 노재봉은 이를 ‘근대 국가세계에서 한국이 접하고 있는 역사적인 위상에 관한 자
각’이라 표현한다. 노재봉, ｢한국국제정치학의 지성사적 고찰｣, 36쪽. 영국 국제정

치학사를 영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와 접목한 좋은 연구로는 Ian Hall, Dilemmas
of Decline: British Intellectuals and World Politics, 1945-197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2); 미국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등장을 미

국 자유주의의 위기와 연결시킨 수작으로는 Nicholas Guilhot, After the
Enlightenment: Political Re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Mid-Twentie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59)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관점은 올리 웨버(Ole Wæver)의 지식 자원적 층위

(Intellectual Layer), 제도적 층위(Institutional Layer), 정치적 층위(Political

Layer)라는 틀을 원용한 것이다. Ole Wæver, “The Sociology of Not So
International Discipline: American and European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2, No. 4,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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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언제 오늘날과 유사한 형태의 국제정치학이 등장했는지를 역사적으

로 따진다는 것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무엇이 국제정치

학인지는 매번 당대의 상황 속에서 합의되고 구성되는 일종의 담론이라

보는 지식사회학적 관점을 빌려볼 필요가 있다.60)

문제설정의 전환을 통해 ‘냉전 초기 한국’이라는 정치적 시공간이

의미를 지니게 된다. 완성된 국제정치학이라는 체계를 상정한 채로, 언

제 그 기준에 부합하는 학술 성과가 등장했는지 살필 때 냉전 초기 한국

이라는 시공간은 단순한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머문다. 그러나 냉전 초

기 한국이라는 시공간이 문제될 때, 이 시공간에서 어떤 국제정치적 문

제가 존재했고, ‘어떤’ 국제정치학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로 문제를 새

롭게 접근할 수 있다.

국제정치학이 서구 국제사회의 경험에서 생산된 것을 인정하더라

도, 냉전 초기 한국의 맥락에서 국제정치학이 지니는 의미는 꼭 서구의

국제정치학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았다. 냉전 초기 한국이라는 시간대는

일본 제국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동아시아 질서가 붕괴했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서구적 의미의 국제사회에 완전히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행’의 시간대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서 국제정치를 주인

공으로서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한국은 냉전 초기의 맥락에서

서구의 국제정치적 문법을 진지하게 의식했지만, 이는 기존에 한국이 경

험하던 독특한 경험(해방과 분단, 냉전, 한국전쟁 등) 속에서 재해석되

었다. 현실을 해석하는 국제정치 지식들은 당대 한국이 경험한 국제정치

의 모습을 반영한다.61)

60) 국제정치학에 적용할 수 있는 담론 분석에 대해서는 차태서, ｢담론 분석이란 무

엇인가: 국제정치학의 경우｣, 국제지역연구 29권 1호, 2020.

61) 이는 해방 이후 다양한 지면에서 ‘국제평론’의 형태로 발화되었다. 평론의 수준은

천차만별이며, 동시대 영미 국제정치학과 비교하면 그 논리적 엄밀성이 부족하다.
하지만 한국의 E. H. 카 혹은 한스 모겐소를 애써 발굴하려는 노력보다도 더 중

요한 일은 당대에 존재한 지식 질서의 지형 속에서 생산된 지식을 당대의 지평

아래에서 이해하는 일이다. 한 연구자는 이 시기의 여러 평론이 비록 낮은 이론
적 정교화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문제의식과 당대의 이념적 정향을 잘 드러

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국제정치학사의 맥락에서 의미 있게 검토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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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외양상 한국 국제정치학자들이 미국산 국제정치학의 틀을 빌

렸더라도, 미국 국제정치학의 전개 과정이 그대로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

사가 된다는 말은 아니다. 개별 국가가 경험하는 국제정치 현실이 보편

적인 동시에, 일정한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다면, 보편과 특수라는 복합

적인 현실을 의식하는 국제정치학이라는 지식 체계의 수용에 대한 분석

은 이와 같은 보편-특수의 문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이다.

냉전 초기 한국이라는 장소성이 국제정치학의 수용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로 문제를 바꾸어 접근한다면, 단순한 지식 수용의 역사와는 구

분되는 새로운 함의를 도출해볼 수 있다.

한국에서 일본 정치학의 잔재와 미국산 국제정치학의 도입이 이루

어지고, 한국적 현실이 결합하면서 ‘국제정치학’으로 재편되는 과정은 한

국의 지식인들이 냉전기 한국이 경험했던 일련의 사건을 국제정치적으로

고민하고, 한국의 진로를 고민하면서 이를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과 결합

하며, 학문을 통해 현실을 해석하는 일련의 작업과 동의어였다. 이처럼

현실을 실감하는 가운데, 현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틀을 고민하

면서 논쟁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한국 국제정치학계의 경계가 비로소

그어지기 시작했다.62)

료라 평했다. 박상섭, ｢국제정치 교육제도의 발전과 국제정치학 연구｣, 하용출 엮

음, 한국 국제정치학의 발전과 전망, 7쪽.
62) 이어 본 연구는 냉전 국제정치의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에도 주목하면서,

논쟁을 통해서 지식 체계가 변동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여러 설명이 동시
에 공존할 수 있는 국제정치의 특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제정치를 다루는 지식

인들 간에는 논쟁이 활발히 이어졌고, 여러 논쟁을 거치면서 국제정치학이 서서

히 그 형태를 갖추어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논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 이론
의 역사를 정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대논쟁(Great Debate)을 중심

으로 국제정치 이론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Yosef Lapid,

“The Third Debate: On the Prospects of International Theory in a
Post-Positivist Er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3, No. 3, 1989; 물론
이와 같은 논쟁이 실제로 존재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당대의 국제관계

속에서 이론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중시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Brian Schmidt
e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First Great Debate (Abingdon: Routledg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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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의 구성

독일의 법학자 카를 슈미트는 ‘장소 확정’(Ortung, 장소 결정)이라

는 개념을 번역할 때 이를 ‘장소 특정(Localización)’으로 번역해도 좋겠

냐는 질문을 받고 ‘뿌리박음’(Radicación)이라는 새로운 번역어를 직접

제안했다. 실제로 슈미트는 바로 이 ‘장소 확정’을 파괴한다는 이유에서

줄곧 보편주의적 사고틀을 비판했다. 보편주의는 ‘장소 상

실’(Entortung), 즉 장소에 뿌리 박지 못한 사상을 대표했기 때문이다.

카를 슈미트의 문제의식 중 핵심은 장소 상실에 대항하여 보편화할 수

없는 구체적 장소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었다.

한국이라는 주변의 관점에서 국제정치학의 역사를 다루는 본 연구

에서도 카를 슈미트가 언급한 ‘장소 확정’이라는 관점은 유용하게 원용될

수 있다. 이를 빌려 ‘한국적인 것’을 찾고자 노력했던 ‘한국적’ 국제정치

학의 논의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논의가 지식 체계의 원산

지 규명에 집중하거나, 수입된 지식의 토착화에 주목해왔다면, ‘장소 확

정(뿌리박음)’이라는 관점은 전파된 지식 체계의 원산지보다는, 지식 체

계가 얼마나 한국이라는 장소에 잘 뿌리내렸는지, 한국이라는 구체적 장

소 속에서 지적 고민을 이어나갔는지에 주목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지정학-국제정치학-국제사회론이라는 세

가지 지식 체계는 국제정치적 문제군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식

의 특성상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지정학이 물리적으로 고정된 지

리적 조건 속에서 자국의 생존 전략을 고민했다면, 국제정치학은 먼저

자국과 타국과의 관계의 속성을 따져 물으면서 그 속에서 자국의 진로를

모색했다. 국제사회론은 자국과 타국을 모두 포괄하는 국제사회를 먼저

정의하고, 그 속에서 자국의 위치를 따졌다. 이 세 가지 지식 체계는 지

식의 원산지로만 보면 모두 외부로부터 전파된 지식 체계였지만, 흥미롭

게도 한국 지식인의 전유과 재구성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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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내리는 과정을 거친다. 국제정치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 체계는 비단

보편적 현상으로 존재하는 국제정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감지하고, 인식하는 주체의 현실을 강하게 의식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점

에서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이 세 지식 체계는 모두 단순히 인식론으

로만 머물지 않고, 냉전기 한국의 존재론적인 위상까지 함께 고민했다.

물론 지식장 내부에는 현상을 보편주의적으로 인식하는 일련의 흐

름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는 논쟁을 통해 비판을 받고, 보다 구체적인

현실에 입각한 논의로 대체되었다. 지정학, 국제정치학, 국제사회론이라

는 지식 체계 모두에서 논쟁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그 점에서 볼 때 결코

우연이 아니다. 논쟁은 모두 그 구체적인 양상을 달리했고 개별 지식 체

계마다 논쟁의 지적 기반은 차이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좀 더 ‘현실’에

뿌리박은 해석이 그렇지 못한 논쟁을 공격했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논쟁

을 통해 한국의 현실에 지식이 뿌리를 내린 것인 동시에, 반대로 지식

체계가 한국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논쟁이 필연적으로 요

구되었다.

제3장에서 다루어질 지정학의 경우, 한국 민족/국가의 생존을 위

해 지정학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정학 자체가 기초하고 있는 외부

의 규정력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한국과 같은 약소국의 입장에서 지정

학적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규정력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필요

했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자들이 골몰한 대상은 바로 지정학이 기초하고

있는 환경결정론이었다. 한국의 지정학자들은 공통적으로 환경결정론을

비판했고, 환경결정론을 극복할 수 있는 내부적 요소(신문화의 모색),

외부적 요소(통일) 등을 고민하면서 한국이라는 구체적 장소에 걸맞은

한국 지정학의 내용을 새로이 채워나갔다. 특히 1960년대에 본격화된

영미 정치지리학의 수용을 통해서도 더 주목된 시각은 환경을 바라보는

결정론적인 시선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장’의 작동 방식을 세밀하게 분

석하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의 변동, 그 속에서 한국의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선이었다. 차윤과 임덕순의 지정학 논쟁은 미국산 냉

전 지정학의 틀로 한국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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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확정’(뿌리박음)의 관점에서 보면 국제정치학의 양상도 유사

했다. 이는 제4장에서 다루어진다. 국제정치학을 지식 전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1950년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수입으로만 이 시기를 해석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정학과 마찬가지로, 당대 미국산 현실주의 국

제정치학이 전파되는 맥락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절실함의

반영이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권력정치라는 국제정치의 작동 방

식을 잘 알아야만 했고, 냉전 체제의 편입에 발빠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

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약소국의 관점에서 볼 때 권력정치를 절대화하

는 것만이 답이 될 수 없었다. 오히려 권력정치라는 관점이 약소국의 눈

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장소의 논리’를 통해 발견하는 관점이 등

장했다. 이를 통해 권력정치라는 현상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

라, 매우 특수한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상대화해서 볼 수 있었

다. 국제정치학의 시작은 이처럼 한국이라는 행위자의 생존 전략이라는

기술적 측면에서 출발하여, 점차 한국이 처해있는 국제정치적 현실을 분

석하는 폭넓은 시각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권력정치라는 특정한 관

점이 지닌 내재적 모순을 지적하고, 권력정치의 발신자가 아닌 수신자의

입장에서 뿌리내린 독창적인 설명틀이 제시될 수 있었다.

제5장에서 분석하는 국제사회론의 경우도, 지정학, 국제정치학과

비슷한 전개 과정을 보였다. 박재섭과 이한기 사이에서 진행된 국제법

논쟁은 국제연맹의 연속선상에서 국제연합을 보다 발전된 국제사회의 제

도로 보던 박재섭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여전히 ‘국제사회’는 허상에 가

까우며, 냉전이라는 현실은 하나의 국제사회의 등장이 아니라 두 개의

국제사회 속에서 전개된 것이라는 이한기의 논박이었다. 이한기가 보기

에 박재섭의 논리는 그야말로 ‘장소 상실’의 관점이었다. 이한기는 국제

사회론적인 국제법 논의를 비판하면서, 현실정치와 맞닿아 있는 국제법

해석을 추구했다. 이를 위해 이한기는 적극적으로 미국산 현실주의 국제

법학을 자신의 전거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법 논쟁의 이한기를 포함하여 이 시기의 지적 논쟁에 공격자

로 나선 이들은 표면적으로 모두 미국산 지식 체계를 일정하게 활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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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는 논쟁자들이 어떤 지적 체계를 활용했느냐를 통해 내리는

사후적 평가에는 큰 관심이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논쟁자들이 ‘장소

상실’된 지식을 비판하고 ‘장소 확정’에 기초한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 논

쟁을 시작했다는 점이며, 오히려 이 대목이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에서

더 기억해야 할 지점이라 본다. 본 연구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들

의 논쟁에 접근할 것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서 제2장에

서는 냉전 체제가 등장하기 전 시기에 조선/한국에서 국제정치 지식이

어떻게 등장하고 전개되어왔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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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제정치학 이전의 국제정치 지식

지금까지 한국 국제정치학사의 첫 출발은 제도적으로는 주로 해방

이후 대학 내 학과의 설치로, 내용적으로는 미국산 국제정치학의 전파로

정리되어 왔다. 기존의 정리 방식에서 도출해볼 수 있는 사실은 해방이

되기 전까지 한국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대표되는 국제정치 지식이 체계적

으로 교육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매우 취약했다는 사실뿐이다.

그렇다면 미국산 국제정치학이 전파되기 이전, 한국에서 국제정치

를 다루는 지식 체계가 전무했을까. 어쩌면 이와 같은 시각 자체가 미국

산 국제정치학을 일종의 보편적 기준으로 두고 역사를 일면적으로 재단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국가 간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국제정치의 장을

국제정치학과 같은 수준으로 체계적,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자

국과 구분되는 타국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지식은 일정하게 존재했다. 이

장에서는 미국산 국제정치학 출현 이전 국제정치 지식을 자국(나)과 타

국(남), 국제사회(우리)의 관계를 고민하는 지식으로 넓게 정의하고, 조

선/한국에서 이와 같은 국제정치 지식의 존재 양태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1)

1. ‘자주’에서 ‘독립’으로: 중화 체제와 국제사회의

충돌

먼저 조선은 중화 체제의 일원이었다. 중화 체제는 중국과 중국을

둘러싼 비중국 정치체 간의 형식적 불평등을 기초로 두고, 대국과 소국

의 신의에 기초한 관계를 통해 유지되었다.2) 이 관계 속에서 대국은 인

1) 이 장에서는 방대하게 축적된 중화 질서 및 중화 체제, 조선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연구 문헌을 모두 소개하기보다는 논의의 필요에 맞게 일정한 수준에서만 언급하

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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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으로 소국을 후히 대하고, 소국은 신(信)으로 대국의 관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대국은 소국을 통해 정

치적 권위를 획득하고, 소국을 대국을 통해 안보와 선진 문화를 습득하

길 원했다. 이는 주권국가의 대등한 관계에 기초를 두는 서구적 의미의

‘국제정치’와는 그 작동 방식이 상이했다.

조선은 중국(명 제국과 청 제국)에 조공을 바치고 중국을 향한 사

대(事大) 정책을 취했으나, 그 안에서 내정의 자주(自主)를 충분히 영위

할 수 있었다. 조선은 조선, 중국을 포괄하는 중화 세계, 이른바 ‘천하’

(天下)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중화 체제를 활용했다.3) 중화

체제의 중심이 명에서 청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

자호란을 포함하여 일련의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중화 체제 아래의 조

선의 지위는 복원되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중화 체제 안에서는 현재의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부국강병이나 세력균형, 전략이나 안보 개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소국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중화 체제 아래에서 조선이 사대

의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국은 중국뿐이었다. 이 상황에서 전략적

고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 대한 정보 축

적도 큰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 내면으로는 ‘오랑캐’인 만주족이 건설한

청 제국을 멸시하면서, 조선을 진정한 중화(眞中華), 혹은 소중화(小中

華)로서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적어도 공식적인 차원에서 ‘탈중화’는 이루

2) 중화 체제의 일반적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권선홍, ｢유교의 예(禮) 규범에서 본

전통시대 동아시아국제관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권 2호, 2014; 조선과 명,
조선과 청의 관계는 한반도와 중국 모두 단수의 정치체가 존재했던 시기이다. 그

렇기에 한반도와 중국에 복수의 행위가 존재했을 때의 관계와는 그 양상이 달랐

다. 여러 유형의 ‘천하’를 나누어 그 속에서 사대 관계를 바라보는 연구로는 장인
성, ｢중화체제와 ‘사대’｣,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3권 2호, 2014; 조선 시대 이

전의 대외관계와 외교사에 대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엮음,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고대편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9); 동북아역사재
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엮음,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고려편 (서울: 동북
아역사재단, 2019).

3) 정용화, ｢조선의 조공체제 인식과 활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권 2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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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았다. 주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예’를 잘

지킬 수 있을까에 가까웠다.

그러나 19세기 중반부터 유럽 세력이 동아시아로 본격적으로 진출

하기 시작하면서, 중화 체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중화 체제 하 천하의

관점에서 볼 때, 유럽 국가들은 저 멀리 존재하는 외부 세력일 따름이었

다. 그러나 이 유럽 국가들은 이제 군사적 우위 속에서 중화 체제 하에

서 중국이 누리고 있던 중심적 지위를 거부했다. 평등한 주권국가의 관

계에 기초한 국제 질서에 익숙했던 유럽 국가들의 눈에 ‘중심’을 주장하

는 중국의 태도는 시대착오적으로 보였다.

이와 같은 중화 체제와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된 국제사회의 충돌

속에서, 중국과 일본, 조선은 모두 국제사회 속 주권국가로의 긴 여정을

시작했다. 중화 체제의 외부에 위치했던 일본과 달리, 중화 체제의 중심

이었던 중국과 중화 체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던 조선의 경우, 이와 같

은 전환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했다.4) 그런 의미에서 국제정치와 관련

된 사유는 기존의 중화 체제라는 ‘우리’ 의식 속의 조선이 아니라, 중화

체제가 해체되는 새로운 상황에서 조선의 진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를 두고 등장할 수 있었다.

1) ‘국제정치’라는 새로운 감각과 조선책략

조선과 중국의 애매모호한 관계는 외부자의 시선에서 먼저 의식되

었다.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 당시, 프랑스와 미국은 청

정부에게 청과 조선이 국제법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를 물었다. 만약 조선

이 청의 지방이거나 청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라면, 조선의 행위에 대해

청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 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다음과

4) 근대 이행기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근대를 분석한 한 총서의 제목은 세

국가의 경로를 압축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김동노, 근대와 식민의 서곡 (파주:
창비, 2009); 강진아, 문명제국에서 국민국가로 (파주: 창비, 2009); 함동주, 천
황제 근대국가의 탄생 (파주: 창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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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았다. 조선은 청의 속방이지만, 내치와 외교는 자주적으로 행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청의 입장은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체결된 천진 조

약에 따라 서양 세력이 청 제국 안에서 여행, 통상, 선교의 권리가 인정

된 상황과 관련되었다. 청은 서양과 체결한 조약의 효력이 조선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5) 이와 같은 청의 입장을 확인한 후, 프랑스

와 미국은 조선을 향한 원정을 개시할 수 있었다. 프랑스와 미국의 입장

에서 볼 때 조선은 청에 조공을 바치고 있지만, ‘사실상의 독립국’이었

다.

조선이 청이 아닌 다른 세력과의 관계에서 ‘자주’ 국가임이 공인된

것은 1876년 일본과 체결한 조일수호조규의 제1조를 통해서였다. 조일

수호조규 제1조는 조선은 ‘자주지방’(自主之邦)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

리를 갖는다고 선언했다. 당대 조선의 위정자들은 기존의 중화 체제 속

에서도 조선이 ‘자주’를 영위 해왔기에, 이와 같은 규정이 지닌 새로운

의미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조선은 ‘자주’국이

면서 동시에 청의 조공국일 수 있었다. 이는 청과의 사대 관계를 완전히

철폐하고, 바로 국제사회에서 ‘독립’할 수 없었던 조선의 상황을 반영하

는 것이기도 했다.

당시 조선의 입장은 청과 사대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일

본을 포함한 다른 외부의 국가와는 ‘자주’에 기초하여 외교 관계의 수립

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일본은 중화 체제 하에서도 조선

과 관계가 있던 국가였기 때문에 조선은 조일수호조규를 통해 기존의 일

본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복원하고 개신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었다.

이와 같은 당시 조선 정부의 선택은 중화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

되거나, 중화 체제가 국제사회로 순조로이 이행되었다면 충분히 선택가

능한 대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위상은 국제정치적 변화 속에서

급변하기 시작한다. 이전까지 조선은 중국의 ‘동쪽 울타리’(東藩)일 따름

이었고, 청 제국은 조선이 중국 본토를 침공하려는 의지가 없고, 사대의

5) 이동욱, ｢청일전쟁의 기원｣,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엮음, 청일전쟁
과 근대 동아시아의 세력전이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0),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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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표하기만 해도 조선의 ‘자주’를 통한 현상 유지에 만족했다. 그러나

서양 세력, 특히 러시아 제국의 적극적인 동진 속에서 조선과 러시아가

국경을 접하게 되면서 제국의 동쪽 울타리로서 조선의 안보적 위상이 격

상된다. 청 제국은 일본의 류큐 합병(1879), 러시아의 연해주 획득과

중앙아시아로의 팽창 속에서 조선의 가치와 위상을 재검토하기 시작했

다.6)

특히 청 제국은 일본이나 러시아가 단독으로 조선을 점령하면, 제

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청 제국

내에서는 조선을 속방으로 유지하면서, 제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완충 지대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같은 청의 관점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 바로 주일 청국 공서참찬(公署參贊)이었던 황준헌

(黃遵憲)이 작성한 조선책략(1880)이었다. 조선책략은 중화 체제

하의 조선의 위상과 새로운 국제 환경에서 조선의 위상을 청의 입장에서

검토한다.

“아! 조선은 삼면이 바다라, 예로부터 천연 요새로 일컬어져 왔다. 오직 서

북쪽의 강토가 우리와 서로 연접해 있을 뿐이다. 수천년 이래로 신령을 우

러러 받들고 덕화를 흠모하여 오직 중국이 있는 줄만 알았다.

중국이 정치하는 체제는 안을 피폐하게 하여 바깥을 섬기는 것을 결코 원

치 않는다. 무릇 제후의 나라에 대해서도 오직 매어 둘 뿐, 끊지 않았다. 우

리 왕조에 복종하고 감히 무례하게 중국을 대하지 않는다면 군사 하나, 화

살 하나라도 손상시켜서 위험을 보이기를 원치 않았다. 조선은 이 때문에

조야 상하가 모두 문학을 닦고 예의를 지켰다. 또한 중국의 의관, 예악을 여

러 대에 걸쳐서 경건히 지켜 감히 실추시키지 않았다. … (중략) … 이것을

6) 당시 청의 입장에서 조선-청 관계를 다루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쟝팅푸, 김기주·김

원수 옮김, 청일한외교관계사 (서울: 민족문화사, 1991); 김형종, ｢19세기 근대
한중 관계의 변용: 자주와 독립의 사이｣, 동양사학연구 140권, 2017; 김기혁, 김
범 옮김, 동아시아 세계질서의 종막: 조선, 일본, 청, 1860~1882 (파주: 글항아
리, 2022);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과 이를 바라보는 조선의 시각으로는 최덕규,
｢조선책략과 고종정부의 북방정책: 러시아 레솝스키 함대의 극동원정

(1880~1881)을 중심으로｣, 군사 115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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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하자면 집에 인자한 아비가 있어 그 자식은 일 없이 배불리 먹고 편히

사는 것과 같으니, 이는 조선의 큰 행복이라 할 것이다.”7)

조선책략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선은 삼면이 바다였기 때문에 ‘천

연 요새’와 같은 위치에 있었고, ‘인자한 아비’인 청과 국경을 접하고 있

었기에 ‘자식’으로서 조선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현재 완전히 바뀌었다. 조선은 이제 동쪽으로 팽창하고 있는 러

시아와 이웃하게 되었고 이제 바닷길이 열려서 천연 요새로서의 기존의

지위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8) 이와 같은 위기를 맞이하여

청은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렸다.

“조선이라는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에 놓여 있어서, 형세가 반드시

다투게 마련이며,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국과 일본(中東)의 형세도 날로 위

급해질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한진대, 반드시 조선으로

부터 시작할 것이다.

아! 러시아가 이리 같은 진나라처럼 정벌에 힘써 경영해 온 지 300년, 그

첫 대상은 유럽이었고 다음에는 중앙아시아였고 오늘날에 와서는 다시 아시

아로 옮겨져 마침 조선이 그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

을 것이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어떠한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음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따름이다.”9)

조선책략은 조선이 기존과 사대 질서를 통해 관계를 맺고 있던

중국, 조일수호조규를 통해 이어진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의 팽창을 막

아내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새로운 외부 행위자와의 이어짐(聯)을 주문하

면서, 조선의 국제적 지위를 보장하고자 했다. 조선책략은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하고 있었던 김홍집을 통해 조선 사회에 소개된다. 조선책

7) 황준헌, 조일문 옮김, ｢사의조선책략｣(1880), 조선책략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46-47쪽.

8) 황준헌, 조일문 옮김, ｢사의조선책략｣, 조선책략, 47쪽.
9) 황준헌, 조일문 옮김, ｢사의조선책략｣, 조선책략,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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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은 조선 내의 논쟁을 유발했고, 조선에 새로운 국제정치적 감각을 소

개했다.

먼저 중국과 일본처럼 조선이 기존부터 알고, 관계를 맺고 있던

국가가 아닌 ‘외부’ 국가이자 지리적으로도 먼 미국을 통해서 조선의 안

전을 확보한다는 발상이 얼마나 유의미한지, 그리고 러시아가 청이 아닌

조선에게도 가장 큰 위협인지를 두고 논쟁이 발생했다.10) 결론적으로

고종을 중심으로 한 조선 정부는 조선책략이 제시한 방안대로 미국과

의 수호조약 체결에 임한다. 조선책략이 조선을 위한 책략이 아닌, 청

을 위한 대전략에 입각한 것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지만, 미국과의 수

호조약 체결을 빌어서 국내정치적으로 개화 정책의 추동력을 얻고자 했

던 것이다.11)

흥미로운 점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위한 협상이 조선과 미국 대표

간의 직접 협상이 아니라 주로 청의 천진(天津)에서 청과 미국 대표 간

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청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통해 ‘조선은 청의

속방’이라는 규정을 국제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했다.12) 이는 조선이 독립

국이라는 미국의 주장으로 무산되었다. 미국은 조약 체결의 대상인 조선

이 독립국이 아니라 중국의 속방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웠기에, 청

의 제안을 거절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은 1882년 체결되었고, 이어 조선은 영국, 독일

등 여러 서양 국가들과의 일련의 조약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기초로 체

결되면서 조선은 서양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여기에는 조선책략의 경계 대상이었던 러시아도 포함되었다. 이는 기

존 중화 체제 하의 조선의 대외관계가 주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만으

로 이루어졌던 것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변화였다. 이제 조선은 청 제

국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국의 안보를 고민할 수

10) ｢제대신헌의｣, 조선책략, 104쪽; ｢영남만인소｣, 조선책략, 109-126쪽.
11) 이헌주, ｢제2차 수신사의 활동과 조선책략의 도입｣, 한국사학보 25권, 2006.
12) 청은 조약 체결 후 조선이 작성한 속방조회문을 미국에 동봉하여,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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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2) 자주와 독립 사이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중화 체제가 아닌 주권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사회’ 속에서 조선의 지정학적 지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비로

소 등장할 수 있었다. 유길준이 작성한 ｢중립론｣(1885)에 드러나는 중

립 구상이 그 사례이다.13) 중립은 중화 체제 하의 예(禮)에 기초한 사

대 관계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새로운 발상이었다. 여러 국가들이 병존하

는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중립’의 발상이 비로소 가능했다.

임오군란(1882) 이후 청 제국의 군대가 병자호란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방어한다는 이유

에서 거문도를 일시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길준은 조선의 지

리적 지위와 정치적 지위를 함께 고려하면서 조선의 대외적 진로를 논했

다. 유길준은 조선이 지리적으로 보자면 ‘아시아의 인후’(咽喉)에 위치하

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의 벨기에와 그 지위가 유사하고, 정치적 지위에

서 보자면 중국의 공방(貢邦)이라는 점에서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의

관계와 그 지위가 비슷하다고 보았다.14)

유길준은 유럽 강국들 사이에 위치한 벨기에의 지리적 위치가 벨

기에의 중립화 결정으로 이어졌고, ‘자주지국’이 아닌 불가리아의 경우,

러시아의 팽창을 방어한다는 더 큰 목표 하에서 중립국의 지위를 국제적

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15) 먼저 유길준은 조선의 중립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13) 유길준의 ｢중립론｣에 대한 고전적 분석으로는 강만길, ｢유길준의 한반도 중립화

론｣, 분단 시대의 역사 인식 (서울: 창작과비평사, 1978).
14) 청은 열강의 개입을 통해 오스만 제국이 불가리아를 향한 종주권을 유지한 사례

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동욱, ｢청말 종주권 관념의 변화와 조선 정책의 전
환｣, 사총 96권, 2019, 81-82쪽.

15) 유길준, ｢중립론｣(1885), 장인성·김현철·김종학 엮음, 근대한국 국제정치관 자료

집 제1권: 개항·대한제국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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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 만들고자 했다. 현재 중국은 미얀마를 영국에 잃고, 베트남을 프

랑스에 잃어서 그 위신에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러시아가 조선을 침탈

한다면, 이는 미얀마와 베트남의 상실과는 전혀 다른 사태의 전개를 의

미했다. 조선과 중국의 관계는 ‘입술과 이’의 관계였기 때문이다.16)

그렇기에 유길준은 중국이 맹주가 되어,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

아 등 아시아 지역의 관련국을 모아서 조선의 중립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의 중립화는 러시아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익이 되는 동시에, 여러 나라가 조선을 둘러싸고 충돌을 피하고 서로

를 보존할 수 있는 일이었다.17) 유길준은 기존의 조선-중국 관계를 유

지하면서, 조선의 중립화를 통해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러시아의 남

하를 방어하고, 동아시아 차원의 대립을 막아내고자 했다.

이후 유길준은 서유견문(1889)의 ｢방국의 권리｣를 통해서 ‘형세

의 강약’에 따라 조공을 바치는 ‘증공국’과 조공을 받는 ‘수공국’이 결정되

는 것이지, 이는 권리의 다소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즉 조선은 증

공국이고, 청은 수공국이지만 조선이 다른 독립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권

리를 행사한다면 조선은 세계 중의 하나의 ‘독립주권국’일 수 있다는 점

을 논증하고자 했다.18)

그러나 유길준의 구상과 달리 임오군란(1882), 갑신정변(1884)

을 거치면서 청은 조선을 국제사회 속 독립국가가 아니라, 전통적인 의

미의 ‘속방’을 국제법을 통해 ‘속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였다.

1887년 조선이 초대 주미 공사 박정양을 미국에 파견하여 국제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자 했으나, 청은 속방인 조선의 외

교 활동을 통제하고자 했다.19) 이처럼 국제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던 조

선과 청의 애매모호한 관계는 청일전쟁이라는 무력 충돌을 통해 정리될

16) 유길준, ｢중립론｣(1885), 127쪽.

17) 유길준, ｢중립론｣(1885), 127쪽.

18) 유길준, ｢방국의 권리｣, 장인성·김현철·김종학 엮음, 근대한국 국제정치관 자료
집 1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142쪽.

19) 한철호, ｢주미 전권공사 박정양의 파견｣,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엮음,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근대편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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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었다.

3) 독립과 보호국 사이

청일전쟁 이후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1895)을 통해 청은 조선

이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자주독립’에 해가

되는 기존의 조선의 공헌(貢獻)과 전례 등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제

조선은 국내적으로는 ‘자주’적인 내정과 국제적으로 ‘독립’적인 외교를 수

행하는 명실상부한 자주독립국이 되었다. 조선 정부는 청일전쟁 중에 반

포된 ｢홍범 14조｣를 통해 “청나라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

주독립의 터전을 튼튼히 세운다”고 대내적으로 선포했다.20) 그리고 고종

은 홍범 14조를 반포한 1895년 6월 6일을 조선의 ‘독립’ 경축일로 정하

고자 했다.21) 청 제국 사신을 접견하던 자리인 영은문(迎恩門)을 철거

하고, 그 자리에 독립협회를 주도로 독립문이 건설된 것도 이 무렵의 일

이었다.

이후 조선 정부는 1897년 대한제국(한국)을 선포했고, 이제 동아

시아에는 청 제국과 일본 제국, 대한제국이 총 3개의 제국이 병립했다.

대한제국은 청일전쟁 이후 단절된 청 제국과의 국교를 회복하기 위해

1899년 한청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을 통해 양국은 각 국가의 수

도에 동등한 지위의 외교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한제국과 청

제국의 관계가 주권국가 간의 관계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

적인 장면이었다. 한국 측의 외교관 파견은 의화단 사건으로 조금 늦추

어졌으나, 1903년 대한제국은 북경에 주중 공사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에 이른다.22)

20) 고종실록 고종 31년 12월 12일자.

21) 고종실록 고종 32년 5월 10일자. 그러나 이와 같은 고종의 조치는 이미 ‘독립

국가’인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고 있던 러시아와 미국의 의문을 자아낼 따름이었
다.

22) 손성욱, ｢옛 황제의 도시에 세워진 공사관｣, 사신을 따라 청나라에 가다: 조선인

들의 북경체험 (서울: 푸른역사, 2020), 231-240쪽.



- 44 -

이제 중화 속의 조선은 형식적으로 ‘중국’과 ‘한국’이라는 대등한

국가로 전환되었으며, 조선(대한제국)의 독립국가화는 일차적으로 완결

되었다. 1900년에 대한제국은 만국우편연합, 1903년에는 국제적십자사

에 가입했다. 국제기구의 가입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의 지위

를 적극적으로 인정받고자 했다.23)

문제는 중화 체제로부터의 이탈 후에 한국의 ‘독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측의 자강을 통해서 독립이 인정

된 것이 아니라, 청일전쟁 등 외부적 조건의 변화로 독립이 인정된 상황

과 관련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은 1902년 영일동맹을 체결하고 러

시아와의 일전을 준비했다. 그리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서의 우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러일전쟁 직후 동양의 강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조선-청의 동양연대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양평화

가 모색되었다. 조선의 중립이 아니라, 일본-조선-청이 ‘정립’(鼎立)하면

서 서양과 동양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와 같은 기대를 배반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위임받는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했다. 대한제국은 이와 같은 조치에 저항

하기 위해 1907년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에 특사단을 파견하여 을사보

호조약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했으나, 이는 무위로 돌아

가고 말았다. 국가로서 조선의 국제정치 경험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

로 잠시 중단되었고, 조선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즉, 중국을 중심으로 수립된 중화 체제는 해체되었지만, 이후 주

권 평등에 기초한 국제정치의 원리는 전격적으로 동아시아에 수용되지

못했다. 오히려 주권의 불평등, 세력의 불평등 구조는 줄곧 유지되었다.

여전히 국제적 위계가 중시되는 ‘제국’ 체제가 동아시아를 규율했다.24)

23) 대한제국의 외교에 대해서는 서영희, ｢대한제국의 외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

교사편찬위원회 엮음,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근대편 (서울: 동북아역사재
단, 2019).

24) 사카이 데쓰야, 장인성 옮김, 근대 일본의 국제질서론 (고양: 연암서가, 2009),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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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국제정치 지식을 정리해본다면, 우선 조선의 경우 중화

체제의 ‘예’(禮)와 다른 국제정치의 작동원리를 배우고자 했다. 이 과정

에서 중화 체제의 ‘자주’와 구분되는 ‘독립’이라는 새로운 원리를 배울 수

있었고, 조선은 국제사회 내의 독립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여러 자강 조

치와 더불어 수호조약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을 추구했다. 국제정치에

서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바로 국제정치라는 장에서 자국(나)의 위치를

찾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지정학적 입장에 입각한 ‘중립’이 일

찌감치 모색되기도 했다.25) 이는 청일전쟁을 통해 청의 위상이 하락한

상황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평화와 한국, 일본, 청이 정립하는

발상과 연결될 수 있었다. 한일병합조약을 통해 국제정치를 경험하는 국

가라는 주체를 상실한 상황에서, 1910년 이후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한

국인의 시선은, 제국 안에서 조심스럽게 한국의 독립을 모색하는 가운

데, 국제사회의 작동 방식을 현실적으로 읽어내고자 했다.26)

125) 장인성,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한국

국제정치사상 연구, 64쪽; 실제로 동아시아에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은

‘균세’(均勢)로 번역되면서 개념의 변용을 겪었다. 장인성에 따르면 조선의 경우
균세는 ‘중립’과 ‘정립’의 발상과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유럽적 의미의 세력균형과

는 큰 차이를 보였다. 장인성, ｢균세와 정립｣,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

상: 한국 국제정치사상 연구, 239쪽.
26) 제국-식민지 질서 하 조선의 국제정치 지식, 국제정치학에 대한 분석은 매우 희
소하다. 권민주, ｢식민지 한국의 국제협조주의｣, 하영선·손열, 근대 한국의 사회

과학 개념 형성사 2 (파주: 창비, 2012); 장인성·김태진·이경미 엮음, 근대 한국

국제정치관 자료집 제2권: 제국-식민지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가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표적인 연구이다. 홍정완·전상숙의 연구는 식민지 조선인들

의 아시아 인식에 주목한다. 홍정완·전상숙 함께 움직이는 거울, ‘아시아’: 근현대

한국의 ‘아시아’ 인식의 궤적 (서울: 신서원, 2018); 식민지 지식인의 대외인식에
대한 분석으로는 전상숙,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과 민족 지도자

들의 대외인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권 1호, 2004; 이태훈, ｢1910~1920년대

초 제1차 세계대전의 소개양상과 논의지형｣, 사학연구 105권, 2012; 윤대식, ｢실
천지로서 안재홍의 벽상관: 식민지 지식인의 대외인식의 단면｣, 한국정치연구 
22권 3호, 2013; 김명구, ｢안재홍의 1920년대 구미 정세 인식｣, 대구사학 131권,
2018; 주로 이루어진 대외관계관, 국제정치 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는 제1차 세계
대전을 전후한 식민지인의 평화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장인성, ｢근대 한국의

평화 관념: ‘동양평화’의 이상과 현실｣, 와타나베 히로시·박충석 엮음, 한국·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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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국 안 독립의 모색: 국제사회에서 제국으로

제1차 세계대전은 최초의 탈제국 전쟁이었다. 미국의 대통령 윌슨

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하여 패전국이었던 독일 제국, 오스트리

아-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이 잇달아 해체되었다.27) 흥미로운 점은

서구에서 국제정치학이 탄생하는 맥락과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분위기

가 겹쳐 있다는 사실이다. 초창기 국제정치학은 기존의 유럽 국제사회의

자명한 원리였던 세력균형을 비판하고, 국제연맹으로 대표되는 국제조직

이 새롭게 등장하는 맥락과 겹쳐 있었다.

애버리스트스위스대학교에서 최초로 국제정치학 강좌를 맡은 알프

레드 짐먼(Alfred Zimmern)이 국제연맹의 열렬한 주창자였다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이처럼 초창기 국제정치학은 국제주의를 지향했던 시대의

산물이었다.28) 지금까지 주권국가들이 행동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를

‘서양’ (서울: 아연출판부, 2008); 장인성, ｢3·1 운동의 정치사상에 나타난 ‘정의’와

‘평화’｣, 대동문화연구 67권, 2009; 이지원, ｢3·1 운동기의 ‘평화’ 사상: 조소앙과
한용운을 중심으로｣, 한국학 41권 4호, 2018; 장원아, ｢1910~1920년대 전반 ‘평

화’ 논의의 전개와 성격｣, 역사문제연구 44권, 2020. 장인성, ｢3·1 운동기 독립선
언서들에 담긴 세계정신과 평화사상｣, 김현철 엮음,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
부의 재조명 Ⅱ: 공화주의의 세계사적 의미와 동아시아 독립운동의 전개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0); 제국-식민지의 지식 체계와 해방 이후 한국의 지식 체계

의 연속성에 주목하는 연구로는 홍정완, 한국 사회과학의 기원: 이데올로기와 근
대화의 이론 체계 (서울: 역사비평사, 2021); 기유정, ｢해방 후 한국의 ‘지역학’과

제국의 학설: 이용희의 ‘권역’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8권 2호, 2019.

홍정완의 연구가 텍스트 분석에 의거하여 해방 이후 한국 사회과학자들이 생산한
지식의 참조 체계가 일본의 텍스트에 의거하고 있음을 꼼꼼히 실증하고 있다면,

기유정의 연구는 이용희의 독창적인 문제의식, 특히 비민족주의론 국제정치론이

이용희가 성장했던 시기의 제국의 학설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포착하고, 이를
해석하기 위해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고 있다.

27) Erez Manela, The Wilsonian Moment: Self Determination and the
International Origins of Anticolonial Na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8) 최초의 국제정치학 강좌가 설치된 애버리스트위스대학에서의 국제정치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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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루어지는 세력균형에 기초하여 국제정치를 설명했다면, 초창기

국제정치학은 이와 같은 주권국가의 절대성을 문제시하고, 국가 간의 평

화가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묻고자 했다. 서구의 국제정치학이 활발히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지적 분위기는 일본과 식

민지 조선도 공유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적 분위기는 식민지 조선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19년 조선의 3·1 운동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개조(改造)의 시대적 분위

기 속에서 가능했다. 3·1 운동을 통해 등장할 수 있었던 동아일보의
창간사(1920)를 한 번 살펴보자.

“세계인류의 운명의 대륜(大倫)은 한번 회전하도다. 짜르는 가고 카이저는

쫓기도다. 자본주의의 탐람(貪婪)은 노동주의의 도전을 받고, 강력에 기본한

침략주의와 제국주의는 권리를 옹호하는 평화주의와 정의를 근본한 인도주

의로 전환코자 하난도다. 그런즉 인민으로 말미암은 자유정치와 노동으로

말미암은 문화창조와 정의인도에 입각한 민족연맹의 신세계가 전개하려는

것 아닌가. 오인은 몽상가가 아니라 또한 현실에 즉한 자로다. 어찌 이상과

하늘만 보고 사실과 땅을 망각하리오. 세계의 대세를 여실히 논할진대 일편

에 신세력이 있는 동시에 또 한편에 그와 대립하여 구세력이 있어 서로 투

쟁하는도다.”29)

동아일보는 강력에 기초한 침략주의와 제국주의를 구세력으로

두고, 이에 대항하는 평화주의와 인도주의를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를 이

끌어나갈 ‘신세력’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창간 주지(主旨)

의 하나로서 민주주의를 제시하면서, 민주주의가 인류 생활의 일대 원리

서는 Ieuan John, Moorehead Wright and John Garnett, “International Politics at
Aberystwyth, 1919-1969,” Brian Porter ed. The Aberystwyth Papers:
International Politics, 1919-1969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알프
레드 짐먼에 대한 지성사 연구로는 Tomohito Baji, The International Thought of
Alfred Zimmern: Classicism, Zionism and the shadow of Commonwealth
(Cham: Palgrave Macmillan, 2021).

29) ｢창간사: 주지(主旨)를 선명(宣明)하노라｣, 동아일보 1920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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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강력을 배척하고 인격에 고유한 권리의무를 주장”하는 것이라 주

장하면서 국내정치에서 이는 자유주의요,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연맹주

의’로 나타난다고 정리했다. 특히 동아(東亞)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각

민족의 권리를 인정한 이상의 친목단결, 세계 전국(全局)에 있어서 민주

주의는 정의인도를 승인한 이상의 평화 연결을 의미한다고 선포했다.30)

그리고 ‘연맹주의’는 동아일보와 같은 해 창설된 국제연맹을 강

하게 의식한 표현이었다. ｢창간사｣에서 보듯 연맹주의는 인간의 인격에

고유한 권리의무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었다.31) 국제연맹이라

는 조직이 국가들의 동맹인지, 혹은 제(諸)국가를 초월하는 국가의 주권

을 제한하는 일종의 독립적 실체인지를 두고 동아일보는 통치권의 핵

심이 강력(强力)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군대나 경찰, 총이나 칼로

가하는 위협이나 압박이나 결코 통치권이 아니며, 이를 통해서는 결코

통치권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강력은 통치권을 행사하고 보호하

는 수단에 불과했다. 오히려 인간의 사회성이 통치권을 가능케 하는 도

덕적·윤리적 요소로서 더 중요했다.

정의와 법률은 국내에서는 비교적 원만히 시행되지만, 국경을 넘

어 국제관계에서는 정의의 판단과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여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었다. 폭력, 전투가 시비를 결정하는 무정부 상태

에서 세계에 공통한 인류 본래의 선한 본성(善性)에 기초하며 인류가 동

경하는 평화를 실현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인류는 국가의 본질과 목적

을 세계에 확대하여 정의와 평화를 확립하고 보증하기 위해 국제연맹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32) 이는 국가의 성격 자체도 강력이 아니라 사회

성에서 찾는 논법과 연결되었다. 개인의 도덕과 국가의 도덕의 차이가

30) ｢창간사: 주지(主旨)를 선명(宣明)하노라｣, 동아일보 1920년 4월 1일.

31) 창간호 바로 다음에 게재된 김명식의 ｢대세와 개조｣는 ‘국제상의 개조’를 논하면

서 국제상의 개조가 침략주의를 협조주의로, 군국주의를 평화주의로, 폐관독수주

의를 문호개방주의로, 이권독점주의를 기회균등주의로, 외교비밀주의를 공개주의
로, 권모술책주의를 정의인도주의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상술했다. 김명식, ｢대세

와 개조｣, 동아일보 1920년 4월 2일.
32) ｢사설: 통치권의 근본의(義)는 하재(何在)오｣, 동아일보 19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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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33) 동아일보는 ｢국제연맹의 연구｣라는 연재 기사를 1920년 4

월부터 7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장기간 연재했다.34)

동아일보는 기존의 세력균형을 ‘세력균형주의’로 개념화하면서

세력균형이 시대착오적 논리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국제연맹이 성립되

어 세력균형주의는 타파되고 오직 정의에 의하여 가입국 전부는 중재 재

판을 호상체결한 모양”이었다.35) 이제 기존의 동맹 조약도 국제연맹의

정신에 따라 새로이 조정되어야 했다. 국가 간에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

국제연맹은 이사회를 통해 당사자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권장했

다. 영일동맹을 체결하고 있던 영국과 일본도 이와 같은 국제연맹의 절

차를 따른다면 동맹이 규정하고 있는 군사적 공동행동을 취할 수가 없었

다. 국제협조 시대의 동맹은 과거의 ‘동맹’과 같을 수 없었기 때문이

다.36) 영일동맹 역시 동양의 평화를 위해 특수 이권을 철폐하고 철저한

문호개방주의로 대체되어야 했다.37)

이제 ‘세력균형주의’에 입각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가장

(假裝)의 평화’로 표상되었다. 약영생(若嬰生)이라는 필명으로 김양수는

｢세력균형주의와 국제협조주의｣라는 글에서 근대국가의 주권은 대내적으

로는 국가 제한설을 취하지만 대외적으로 국가 만능설을 취한다고 분별

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는 국가의 주권을 제한할 하등의 권위가

없었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는 “적나라한 약육강식의 수라장”이었

다.38) 국제적 차원의 국가주권의 만능설에 입각하여 세력균형주의가 등

장했으나, 이는 세계대전의 사례를 통해 보더라도 세계의 평화에 별다른

33) ｢사설: 동양평화의 요체｣, 동아일보 1920년 6월 25일.
34) 우암(牛岩), ｢국제연맹의 연구｣, 동아일보 1920년 4월 27일~7월 19일.
35) ｢사설: 일영동맹의 갱신문제｣, 동아일보 1920년 5월 28일.
36) ｢사설: 일영동맹과 국제연맹｣, 동아일보 1921년 7월 15일.
37) ｢사설: 동양평화와 특수권포기｣, 동아일보 1921년 8월 9일.
38) 약영생(김양수), ｢세력균형주의와 국제협조주의｣, 개벽 46호, 1924, 4쪽. 김양수
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하영선, ｢약영 김양수의 미완성 식민지 국제정치학｣, 역
사 속의 젊은 그들: 18세기 북학파에서 21세기 복합파까지 (서울: 을유문화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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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헌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열국과 열국의 집단 관계를 통어(統

御)하는 초연적 권위가 없는 한에는 폭력의 지배가 국제생활의 유일한

기조일 것밖에 없다.”39) 그렇기에 국제적 차원에서도 국가의 주권 만능

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주권 만능에 기초

한 세력균형주의에 대하여 국제협조주의 또는 국제연맹주의의 등장은

‘역사의 진보’였다.40)

국제협조주의는 평화회의를 통해 제도화되었다. 평화회의는 국제

공법의 입법기관이었고, 이 입법기관의 정신과 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재

판이라는 사법기관과 기타의 국제행정의 상설기관이 설치되면서 국제적

무정부 상태는 ‘불완전한’ 정부 상태로 향상되었다.41) 그러나 여전히 약

영생의 강조점은 불완전성에 있었다. 약영생은 국제협조주의의 이상을

구체화한 국제공법의 불비(不備)로 반동 세력의 창궐을 불러왔다고 보았

다. 국제공법은 여전히 이론이 일관되지 못했고, 국제공법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가할 방도가 부족했고, 각국이 주장하는 국제법의 원칙이

동일하지 않았다는 약점이 있었다. 국제공법은 여전히 그 위신이 부족했

다.4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영생은 앞으로 국제생활의 진로는 협조적

연맹주의에 있을 것이라 단언하면서, 반동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심

리의 계발과 국가지상주의의 해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43)

1) 국제연맹에 대한 기대와 실망

국제연맹의 근본정신, 즉 ‘연맹주의’에 입각하여 국제연맹 회원국

일본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비판하는 논리도 등장했다. “국제연맹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뇨. 오인이 관찰하는 바에 의하면 제국주의가 아니며 강력

39) 약영생, ｢세력균형주의와 국제협조주의｣, 7쪽.

40) 약영생, ｢세력균형주의와 국제협조주의｣, 7쪽.

41) 약영생, ｢세력균형주의와 국제협조주의｣, 9쪽.

42) 약영생, ｢세력균형주의와 국제협조주의｣, 11쪽.

43) 약영생, ｢세력균형주의와 국제협조주의｣,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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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아니라 적어도 각 국가의 권리에 따라 여론으로써 국제적 갈등을

해결하려하는 평화를 목적하는 기관이며 전쟁을 금지하는 동시에 각국의

영토와 권리를 존중히 할 것으로써 근본 정신을 삼는 것이니, 이는 국제

연맹이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 조약에 분명한 바”였다. 국제연맹

의 가입국인 일본이 민족자결주의를 부정하고 제국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일대 모순이 아닐 수 없었다.44)

그러나 국제연맹에 대한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922년 워싱턴 회의의 성립 이후 ‘극동의 신시

대’45)가 오고 극동 지역에서 제국주의의 철폐를 기대감이 오르기도 했으

나, 이후에도 국제연맹을 통한 약자의 권리 향상은 매우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일보는 국제연맹이 아니라 인도국민대

회가 제창한 아세아연맹에 기대감을 보였다.46)

특히 1924년 국제연맹이 영국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던 이집

트의 청원을 거절하자, 동아일보는 국제연맹이 세계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강자의 악희장(惡戲場)’이라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

제연맹은 약자의 정의를 희생하면서 강자의 횡포에는 굴복하는 기관으

로, 국제연맹이 말하는 평화는 정복과 압박을 통한 ‘강자의 평화’일 따름

이었다.47) “국제연맹의 간섭이 영국의 이집트(埃及)에 대한 횡포를 제지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면 자력도 없고 타력의

의뢰도 시원치 않은 이집트의 처지에 있어서는 다시 자력에 돌아와 최후

혈전의 배수진을 포(布)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국의 무리한 강압의 각

하에 유린을 당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48)

44) ｢사설: 민족자결에 대한 당국의 해석(하): 연맹주의와의 모순｣, 동아일보 1921
년 4월 21일.

45) ｢사설: 극동의 신시대｣, 동아일보 1922년 2월 6일.
46) ｢사설: 아세아연맹의 제창｣, 동아일보 1924년 1월 8일. 반대로 일본이 제창한

아세아연맹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사이비 아세아연맹이라 비판했다. ｢사설: 사이

비적의 아세아연맹론｣, 동아일보 1924년 5월 2일; 일본이 제창한 아세아연맹의
경과와 각 세력의 반응에 대해서는 김경일, ｢아세아연대의 교훈: 아시아민족회의

와 아시아연맹의 사례｣, 정신문화연구 27권 3호, 2004.
47) ｢사설: 강자의 평화와 약자의 평화｣, 동아일보 1924년 11월 30일.



- 52 -

1925년부터 동아일보는 국제연맹에 대한 기대를 서서히 거두기

시작했다. 국제연맹은 세계적 조직을 표방했으나, 미국과 소련을 포괄하

지 못했다는 구조적 약점이 있었다. 국제연맹의 외부에 놓여있던 소련이

독일과 터키와 접근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범미연맹의 움직임이 나타

나면서, 국제연맹은 이름과 달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심의 서구

몇 개국의 ‘지역적 조직체’로 그 위상이 하락하고 있었다. 자본주의적 침

략국가의 속성을 띤 서구 국가들은 결국 자국의 이(利)를 극복하지 못했

고, 이기적 정책을 줄곧 추구했기에 반동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국제연맹은 이와 같은 국가의 이기적 행위를 초월하는 세계적 통제기관

이 되지 못했다.49) 1926년 브라질이 국제연맹 상임이사국 진출 실패를

이유로 국제연맹을 탈퇴하자 동아일보는 국제연맹의 ‘분화 작용’은 당

연한 일이며, 오히려 강대국의 전제(專制) 기관인 국제연맹이 미명 하에

유지되기란 어려운 일이라 국제연맹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았

다.50)

국제연맹은 국제평화를 운운하지만, 한 국가 내에서 통치를 받는

민족이 본국에 반항하는 전쟁 혹은 분규를 벌일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중재할 능력이 없었다. 그렇기에 국제연맹은 세계 대다수를 점한 약소민

족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없었다. 오히려 국제연맹은 민족운동을 진압하

는 경찰 행동이나 무력 전쟁을 묵인하는 강자의 ‘허식적 평화’를 추구하

는 기관이었다.51) 1928년 체결된 부전 조약을 근거로 평화적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을 말하는 국제연맹은 강자에 대항하는 약자의 반항 권리

를 인정하지 않았다.52) 국제연맹을 통해 표방되었던 세계 인류의 공존

48) ｢사설: 영애(英埃) 관계도 국내법 문제이냐｣, 조선일보 1924년 11월 28일.

49) ｢사설: 국제연맹의 위기｣, 동아일보 1926년 7월 4일. 동아일보는 국제연맹이

‘제국주의적 국가의 연합동맹’에 불과하기에, 국제연맹을 대체할 수 있는 동양 제

국의 새로운 연맹 결성을 기대했다. ｢사설: 동양제국의 국제연맹｣, 동아일보 
1926년 11월 3일.

50) ｢사설: 범미연맹설과 국제연맹｣, 동아일보 1926년 6월 14일.
51) ｢사설: 세계평화의 전도｣, 동아일보 1929년 9월 8일.
52) ｢사설: 무엇을 위한 부전조약이냐｣, 동아일보 1929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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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의 노력은 내심 ‘국민주의’에 입각한 국제주의의 표방에 불과했

다.53)

1930년대에 들어서면 국제연맹을 바라보는 식민지 조선인의 학술

적 비판이 개진된다. 1931년 만주 사변 이후 일본과 국제연맹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고, 1933년 국제연맹 상임이사국이었던 일본은 국제연

맹에서 탈퇴했다. 1934년 1월 유진오는 ｢파산에 직면한 국제연맹의 기

구｣라는 연재 기사를 작성했다. 유진오는 일본과 독일의 연맹 탈퇴는 평

화유지 기관으로서의 국제연맹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케 했다고 진단했

다. 유진오는 국제연맹이 말하는 국제평화의 유지가 ‘정의’라기보다는 베

르사유 체제를 유지하는 것, 즉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와 독일에 대한 전

승국 측의 우월한 지위의 유지를 뜻한다고 비판했다. 즉 국제연맹은 이

상주의적 기관이 아니라 단순히 질서를 유지하는 현상 유지의 조직이었

다.54)

특히 유진오는 국가평등의 사상을 문제삼았다.55) 베르사유 체제는

모든 국가를 실질적으로 평등한 지위에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국제관계를 그대로 고정하고 유지해 가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연맹에서의 강대국은 국제

관계가 다난해지면서 약소국 측과의 평등한 지위를 불편히 여기게 되었

다. 실제 정치에 있어서는 강대국 간의 회담으로 사건이 처리되지만, 연

맹 총회에서 약소국도 같은 발언권, 토의권, 표결권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평등권은 강대국에게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모순은 일

본과 이탈리아, 독일 입장에서 더욱 컸다. 일례로 영국은 형식적으로 1

53) ｢사설: 국민주의와 국제주의와의 모순｣, 동아일보 1929년 7월 18일.

54) 유진오, ｢파산에 직면한 국제연맹의 기구 (1)｣, 동아일보 1934년 1월 1일.

55) 실제로 일본의 국제법학자들은 국가평등에 기초하여 당사국의 자유의사의 합치
를 통한 법질서가 아니라 공통의 도의의식 하에 국가 간의 운명적 상호결합에 기

초한 대동아 국제법을 모색했다.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한 대표적인 작업이 바로

다바타 시게지로(田畑茂二郞)의 國歌平等理論の轉換 (東京: 日本外政協會調査
局, 1944)이었다. 다바타 시게지로의 작업에 대한 사상사적 분석으로는 사카이 데

쓰야, 장인성 옮김, 근대 일본의 국제질서론, 88-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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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행사했지만, 국제연맹에는 영국의 자치 식민지인 아일랜드, 캐나

다, 호주, 남아프리카연방 등이 가입해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국은 다수

의 표결권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종속국을 갖지 못한 일본, 이탈

리아, 독일은 연맹의 현 체제에 강한 반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

다.56)

국제연맹은 기능적으로도 군비 축소에도 실패했다. 연맹 내의 대

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립이 없을 때에도 가능한 군비 축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안전의 보장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 연맹 규약 이

후에도 줄곧 부전 조약 등 여러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국제연맹

규약의 무력을 말하는 것이고, ‘무장평화’라는 국제사회의 모순점을 여실

히 드러내고 있었다.57)

이어 유진오는 조선일보에서 국제연맹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대

폭 확장하여 국제연맹을 향한 비판을 이어나간다. 많은 국제법학자들은

국제연맹이 곧 국제사회로 가는 일종의 예비단계로 보고 있었다. 유진오

는 국제사회의 가장 순수한 형태는 완전히 각 국가를 초월한 존재라 보

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국가가 주권의 최고성을 완전히 철폐해야 비로

소 가능할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열강 간의 대립은 날

로 커지고 있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제사회의 성립이 일정 정도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유진오는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국가의 대

립은 운명적으로 이어지리라 보았다. 즉 국제연맹이 곧 국제사회라 주장

하는 것은 관념론적 사상일 뿐이었다. 국제연맹은 그런 의미에서 ‘불완

전 국제사회’, ‘불완전 국제단체’일 뿐이었다.58)

국제연맹이 국제사회로 나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국

제연맹의 운명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한 19세기 강대국 중심의 ‘신성동

맹’에 가까웠다. 신성동맹과 마찬가지로 국제연맹도 약소국을 압제했다.

56) 유진오, ｢파산에 직면한 국제연맹의 기구 (2)｣, 동아일보 1934년 1월 2일.

57) 유진오, ｢파산에 직면한 국제연맹의 기구 (3)｣, 동아일보 1934년 1월 3일.

58) 유진오, ｢국제연맹과 국제사회 (1): 20세기에 재(在)한 신성동맹｣, 조선일보 
1933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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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이사국의 구성에서 그러하듯이 국제연맹은 세계대전의 전승국과 정

치적 동반자의 공수동맹이었다. 신성동맹이 중앙과 남아메리카의 독립

과, 그리스, 벨기에의 독립, 미국의 먼로주의를 막지 못했듯이, 유진오

는 국제연맹도 일본의 탈퇴로 벌써 붕괴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유진오는 소련의 국제법 학자 코로빈의 과도기 국제

법에서 표명된 국제연맹 비판을 인용한다.59)

“장엄한 초국가로 생각되고 그 품에 전문명인(全文明人)을 품는 법과 정의의

세계동맹으로 생각되고 전쟁과 사회적 정치적 동란을 소청(掃淸)하는 만능

약으로 생각된 국제연맹은 벌써 그 탄생 제일년에 요람을 싸고 돌던 대언장

어(大言壯語)와는 얼토낭토 않은 것으로 퇴화함을 게을리 하지않았다. 초국

가가 아니라 ××주의 전쟁의 승리자의 동맹, 전승한 연합국(聯合國)의 평화

의 일면이며 제국민(諸國民)의 위대한 중재자인 사업이 아니라 우편, 전신,

철도 기타의 국제적 기술동맹 식의 대규모의 행정동맹이다 ………편애국주

의적 도취의 연기 속에서 ××한 주먹 소리를 듣고 잇든 피상적 관찰자에게는

월슨의 주창한 전쟁자유주의가 진보의 최후의 더 정확히 말하면 최후에 거

의 다다른 말로 들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2, 3의 열강이 붕괴하고 혈전

(血戰)의 소동이 진정된 뒤 인간과 강령(綱領)이 그 잡을 자리를 잡게되자

국제연맹은 전후 구라파의 제조건 하에 낙착될 곳으로 낙착되지 않을 수 없

었다. 그것은 ××××정부군의 연맹, 노쇠해가는 서구 부르조아지의 자위(自

衛)의 일 형태이며 또 그 최후의 형태도 아니다. 그것은 탄생하자마자 노쇠

하기 시작하였다. 그 본질상 보수적이며 보수주의의 최악의 형태, 무기력의

보수주의다. 그 성과가 공허함은 당연이다.”60)

신기석은 ‘국제법 우위론’을 학설사 차원에서 검토하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대전 후의 국제주의의 대두로 국제연맹이 설립되고 기타 정치

적 요구에 적용되면서 빈 학파의 알프레드 페아드로스의 논의로 대표되

59) 소련의 국제법 학자 예브게니 코로빈에 대해서는 김용구, 러시아 국제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10-17쪽.

60) 유진오, ｢국제연맹과 국제사회 (完): 20세기에 재(在)한 신성동맹｣, 조선일보 
1933년 4월 28일; 유진오가 인용하고 있는 코로빈의 저서는 ア-·イ-コロ-ヴイン,

米村正一 譯. 過渡期國際法 (東京 : 改造社, 1933[1924]), 115-116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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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제법 우위론이 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정법 체계를 볼 때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내법의 존재 가능성과 그 현실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국제법 질서의 발전의 단계에 있어서 국제법과 국내법은 분명히

구분되고 있었다. 국제적 성질을 띤 이해관계가 늘어나면서 법 제정은

국가로부터 법적 협동체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근대

국가의 주권국가적 논리는 남아 있었다. 세계적으로 단일국가가 형성되

어야지만 국제법은 국가법과 동일한 기초를 지닐 수 있을 것이었다. 그

런 의미에서 국제법의 절대적 우위론은 부정되어야 하며, 국제법이 국내

법보다 우위에 있는 영역도 있지만, 동시에 국제법과 국내법이 분립되어

있다는 ‘국제법 우위의 이원적 구성’이라는 현재의 국제법의 법률적 지위

를 적당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61) 이는 국제법이 하나의 통일체가 아니

라,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원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국제법 우위론을 향한 신기석의 비판은 국제연맹을 일종의 ‘신

성동맹’으로 바라보는 유진오의 비판과도 연결되고 있었다. 이처럼 식민

지 조선인들은 국제연맹 식의 보편주의를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있었다.

1920년 동아일보 창간 당시 ｢대세와 개조｣를 쓰면서, 세계개조

에 대한 깊은 기대감을 표명했던 김명식은 1936년 ｢외교와 전쟁｣에서

국제정치에는 국제정치의 구심성을 무시하는 국가도 존재하고, 국제정치

의 구심성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국가도 존재한다고 보았다.62) 김명식

은 이 두 국가 모두 그 근본에는 ‘국가적 이익’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정치의 구심성을 실현하는 것도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요, 국제정치의 구

심성을 부인할 때 국가적 이익을 얻는 국가는 이를 무시한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국제정의는 언제나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구체적 현실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국제관계의 현상유지가 이익이 되는 국가는 국제협조

를 주장하지만, 현상타파가 이익인 국가를 이를 원하지 않았다. 국제정

치의 본질은 이제 그 국가의 경제적, 지리적 관계에서 도출되는 국가 이

61) 신기석, ｢국제법의 법이론적 기초: 그 학설사적 고찰에서 (6)｣, 조선일보 1935
년 10월 2일.

62) 김명식, ｢외교와 전쟁｣, 삼천리 7권 1호, 1935,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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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다.63)

만주 사변,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 중일전쟁 등 정세의 변

화 속에서 비밀외교, 동맹외교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던 ‘국민외교’와

‘연맹외교’는 다시 동맹외교에 그 자리를 넘겨주고 있었다. 정세의 변화

속에서 식민지 조선인들이 보여준 국제연맹을 바라보는 태도는, 국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 바깥의 국제단체에 대한 상상력을 지속하기 어려

웠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제정세 자체가 식민지 조선인이 호소할 수 있

는 국제 정의를 추구하는 국제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권국가를 지니지 못했던

식민지 조선인들의 국제정치적 상상력의 공간은 일본 제국으로 귀착되고

있었다.

2) 제국의 품 안으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많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1938년

동아 신질서 성명 발표 이후 동아협동체론과 대동아공영권 논리에 포섭

된다.64) 식민지 조선인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대보다는 ‘제국’ 내의 협동

체 노선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65) 이와 같은 노선 전환은 식

민지 조선에서 국제사회의 근거가 현실보다는 규범론적 상상에 머물렀다

는 예증이다.66) 현실적 토대가 약했던 규범론적 상상력은 현실의 변화

속에서 그 위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들었다.

식민지 조선인들이 보여준 국제사회를 보는 시선은 일본의 국제사

63) 김명식, ｢외교와 전쟁｣, 37쪽.

64) 최규진, ｢대동아공영권론과 ‘협력적’ 지식인의 인식지형｣, 역사문화연구 50권,
2014; 손열, ｢지역질서로서 공동체 개념의 등장: 동아협동체론의 성립, 전파와 식

민지 유통｣, 동아연구 36권 1호, 2017; 중일전쟁 이후 식민지 조선 지식인들의
동아협동체론에 대한 자료집으로는 홍종욱 엮음,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 초극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65) 식민지 지식인의 전향에 대해서는 홍종욱,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그늘, 지식인

의 전향｣, 사이 11권, 2011.
66) 장인성,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한국국제정치사상 연구,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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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론자들의 궤적과 유사했다. 1920년대 일본 국제법학계는 국제연맹으

로 대표되는 국가 상위의 국제기구에 국가 주권의 일부를 이양하는 방향

을 긍정했다. 국제협조의 분위기 속에서 주권국가가 포기할 수 없는 핵

심 권리라고 여겨졌던 전쟁권을 포기하고, 이를 국제연맹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로 이관해야 국제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였

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위기는 국제연맹을 위기에 빠뜨린다. 그 주역

이 바로 일본이었다. 1931년 만주사변은 중국과 일본의 전쟁, 정확하게

말하면 만주를 향한 일본의 침략이었으나, 일본은 이를 국가 간의 ‘전쟁’

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의 태도는 국제연맹의 지지

를 받을 수 없었고, 국제연맹이 결성한 리턴(Lytton) 조사단은 만주사변

의 경과를 조사하여, 일본의 책임을 따지는 리턴 보고서를 작성했고,

국제연맹 총회를 이를 채택했다. 또 국제연맹은 일본의 만주 침략을 비

판했으며, 이에 일본은 국제연맹의 탈퇴를 전격적으로 선언했다.67)

1930년대 이와 같은 정세의 변화 속에서 일본의 사회과학자들 역

시 지역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먼로주의가 세계의 일부 지역을

자신의 영향권으로 선언하고 그 안에서 지도국으로서의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받았듯이,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지도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했다. 더 나아가 국제연맹이 국제사회를 과연 대표할 수 있

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이들은 국제연맹이 곧 국제사회 그 자체

가 아니며, 결국 국제연맹도 개별 국가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더 나아가 일본의 국제법학자들은 ‘대동아 국제법’을 고민했다.

대동아 국제법의 대두는 국제연맹과 일본이 대립하는 상황과 밀접한 연

관이 있었다. 만주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은 국제연맹에서 탈퇴하면서,

일본은 국제연맹 바깥에서 자신만의 국제사회를 유기적 토대에서 재구성

하는 작업에 나섰다. 일본 국제법학자들은 구주(유럽)신질서와 미주신질

67) 리턴 조사단, 박영석 옮김, 리턴 보고서 (서울: 탐구당,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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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대표되는 몇 개의 지역적 공동체와 더불어 일본이 주도하는 동아신

질서가 정립(鼎立)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었다.68)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다양한 상상력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일본 제

국의 해체가 이루어져야 했다. 국내든 해외든 조선인들은 그 때를 기다

리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조선인들이

어떤 국제정치적 상상력을 보여주었는지를 살펴본다.

68) 대동아 국제법에 대해서는 송병권, ｢일본의 전시기 동아국제질서 인식의 전후적

변용: ‘대동아국제법질서’론과 식민지 문제｣, 사림 61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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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정학의 귀환과 재구성

1. 하나의 세계라는 책

1945년 5월 독일의 무조건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

세력의 패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제국 방어를 위해 절대적

으로 지켜야 할 지역으로 설정되었던 일본의 절대국방권은 무의미해졌

고, 이제 오키나와가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 되었다.

이 무렵 동아일보의 강제폐간 이후 자택에 근신 중이었던 송진

우를 한 인사가 조심스레 방문했다. 장철수(張徹壽)였다. 장철수는 고등

문관시험 외교과에 합격한 유일한 조선인으로, 벨기에와 아르헨티나를

거쳐 외교의 최일선에서 근무한 바 있었다.1) 장철수는 1943년 11월 대

동아 회의를 끝으로 외무성에서 보직 발령을 받지 못했고, 조선으로 돌

1) 장철수(1908~1954)는 1908년생으로 1926년 3월 보성고보를 졸업했다. 1929년 3월

교토의 제3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33년 3월에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법률학과(제

3부)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했
다. 1933년 9월에 일본 고등문관시험 외교과에 합격했다. 훗날 김성용(1918~1999)

이 1941년 고등문관시험 외교과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시험 직후 외교과가 행

정과에 통합되었기에 장철수가 조선인 유일의 외교과 합격자로 남았다. 장철수는
1934년 4월 프랑스 주재 일본대사관 서기생에 임명되어 외교관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1935년부터 2년 6개월 간 벨기에 주재 일본대사관에서 외교관보로 근

무했고, 1938년부터 1년 9개월 간 아르헨티나 주재 일본공사관 3등 서기관으로
근무했다. 1939년 10월 일본 외무성 본부 사무관으로 승진해 1943년까지 일본 외

무성 통상국을 비롯하여 조사국 제4과와 제5과 등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1943년 11월 도쿄에서 개최된 대동아 회의에 일본 대표(외무성 조사국 제4과 사
무관)로 참석하여 분과회의 사회를 맡았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외무

부 초대 정무국장이 되었으나, 장택상 외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1949년 5월 사

임했다. 이후 국제정치 평론가로 활동했으며, 성균관대학교와 경북대학교에서 외
교사를 강의했다. 장철수의 약력에 대해서는 윤현배, ｢당대의 기인기재 ｢대(大)장

철수: 잊을 수 없는 사람｣, 신동아 38권,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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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국제정세를 관망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살폈다.

여러 기록에 따르면 장철수는 송진우의 자택으로 웬델 윌키

(Wendell Willkie)의 책 하나의 세계(One World)를 들고 왔다. 그리

고 장철수는 송진우에게 대서양 헌장(1941)의 의미와 얄타 회담(1945)

의 소식을 전했다.2) 조선인 최고의 외교통 장철수가 송진우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했고, 송진우가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정확한 기록

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추정은 가능하다. 1944년 7월 송진우를 만났던 안재홍의

기록에 따르면, 그 무렵 송진우는 미국이 전 세계를 영도하고 있으며,

소련은 국가 재건을 위해 미국의 원조가 절실히 필요하기에 전후에도 소

련이 미국과 잘 협력하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3) 미국의

루스벨트와 소련의 스탈린이 만난 얄타 회담과 관련한 장철수의 정보 제

공은 송진우의 국제협조적 정세 인식을 강화했을 것이다.

또 대동아 회의를 가까이서 관찰했던 장철수는 대동아 회의의 결

과물인 대동아 공동선언(1943)이 대서양 헌장을 의식하면서 민족의 자

주독립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일본, 중화민국, 만주

국, 태국, 필리핀, 버마 대표가 참석한 대동아 회의에서 일본 제국 역시

아시아 여러 민족의 자주독립을 인정했다. 물론 영국의 식민지였던 말레

이시아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를 일본이 직접 지배하고,

비시 프랑스 식민정부를 통해 인도차이나에 대한 간접 통치를 유지했다

는 점에서 여전히 대동아 회의에는 모순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일본 제국 역시 아시아 민족의 자주독립이라는 전반적 흐름을 부

2) 장철수와 송진우의 만남에 대해서는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엮음, 고하송진우선
생전 (서울: 동아일보사무국, 1965), 291-292쪽;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엮음, 
독립에의 집념: 고하 송진우 전기 (서울: 동아일보사, 1990), 420쪽; 김학준, 고
하 송진우 평전: 민족민주주의 언론인, 정치가의 생애 (서울: 동아일보사, 1990),
275쪽.

3) 안재홍, ｢기로에 선 조선민족: 민정장관을 사임하고｣(1948),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
엮음, 민세 안재홍 선집 2권 (서울: 지식산업사, 1983), 261쪽. 이 글은 신천지 
3권 6호, 1948에 발표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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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장철수가 들고 온 하나의 세계라는 책은 전

쟁에서 승전국이 될 미국이 약소민족의 자결과 독립을 중시하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였다. 장철수는 전쟁이 끝나고 조선이 맞이할 미래를 하나
의 세계에 견주어 예측하고 있었다.

1943년 출간된 이후 베스트셀러가 된 하나의 세계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1942년 7주간의 외국 순방을 마친 웬델 윌키

의 여정을 담은 세계 기행문이었다.4) 이 책은 1944년 8월 일본 대동아

성의 주도로 편찬된 대동아 자료 제9권으로 전격적으로 번역된다. 국제

정치의 추이에 민감했던 장철수는 원서로든 번역서로든 윌키의 책을 탐

독했을 가능성이 크다.5) 하나의 세계에서 윌키는 세계대전의 발발 원

인을 약소민족과 강대국 사이의 세력 불균형에서 찾았다. 원인이 그러하

다면 앞으로의 세계평화는 “민족과 그 세계 사이의 현재의 균형의 결여”

를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했다.6)

윌키는 제국주의와 파시즘에 맞서는 전 세계 민주 진영의 대표이

자 약소국의 대변자로 미국과 소련을 꼽았다. 윌키는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를 대표하여 ‘해방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인들도 잘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윌키의 주장이 미국인을 상대로 한 발

4) 하나의 세계 집필에 반영된 웬델 윌키의 각국 방문에 대해서는 Samuel Zipp,
The Idealist: Wendell Willkie’s Wartime Quest to Build One Worl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20); 웬델 윌키의 하나의 세계에 대

한 기존 연구의 주목으로는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대를 묻다: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서울: 천년의상상, 2012), 제5장; 김유중, ｢해방기 김기림의 공

동체 의식과 신질서 수립을 위한 구상의 의의 및 한계｣, 한중인문학연구 52권,
2016; 박연희, 제3세계의 기억: 민족문화론의 전후 인식과 세계 표상 (서울: 소
명출판, 2020), 프롤로그.

5) ウイルキー, 石塚寿夫 訳, 四海一家: 大東亜資料 第9号 (東京: 大東亜省総務局総
務課, 1944). 대동아성 총무국은 이 책에 나오는 아시아 관련 정보를 목적으로 번

역에 착수했을 것이다. 하나의 세계를 옮긴 옥명찬은 이미 전쟁 중에 이 책의

존재가 일본에 알려졌고, 그때부터 이 책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역자
의 말｣, 웬델 L. 우윌키, 옥명찬 옮김, 하나의 세계 (서울: 서울신문사출판부,
1947), 248쪽.

6) 웬델 L. 우윌키, 옥명찬 옮김, 하나의 세계,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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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였다면, 동시에 그는 앞으로의 세계가 “일국이 타국을 제패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종결”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7)

윌키의 저서는 미국이 전후에도 세계를 바꾸기 위해 나설 것을 약

속하고 있었다. 여러 민족들은 새로운 균형 속에서 자결을 이룰 것이며,

미국과 그 동맹국인 소련은 이를 보장할 것이었다.8) 윌키의 주장은

1920년대부터 조선인들이 그토록 희구하던 시대상이기도 했다.9) 이는

민족자결주의를 추구해왔던 동아일보의 노선, 그 핵심에 있었던 송진

우의 구상과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었다. 해방 이후에도 송진우는 국

제연합의 ‘국제 헌장’을 준수하면서 민족의 자유와 호혜 평등을 기조로

한 외교정책을 한국민주당의 정견으로 내세웠고, 이를 통해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인류의 진보에 공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의 세계’ 노선

에 공명했다.10)

2. 한국의 지정학적 상상력의 계보

1945년 말 신탁통치를 둘러싼 파동 속에서 송진우가 암살되고,

7) 웬델 L. 우윌키, 옥명찬 옮김, 하나의 세계, 219쪽.
8) 하나의 세계는 해방 후 한국어로 빠르게 번역되어 소개된다. 하나의 세계 제4
장인 ｢우리의 동맹: 소련｣이 신천지 1946년 5월호부터 7월호에 발췌 소개되었

고, 1947년에는 완역본이 출판된다.

9) 김기림은 윌키의 책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국제연합기구도

말하자면 이러한 한 세계로 향하는 현재의 세계 각 국민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인 의욕의 발현이라 할 수 있겠다. 지상의 모든 국민과 민족이 각각 압제 없고
침략없는 국제관계 아래서 전쟁의 악몽을 잊어버린 채 평화와 자유와 번영을 누

릴 수 있는 한 세계,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한 국가나 민족의 각 성원이 빈궁과

압제와 혹사와 박해의 염려 없이, 자유와 행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
계는 이윽고는 전 인류의 것으로서 실현될 날이 아니 오리라고 누가 말하랴.” 김

기림, ｢하나 또는 두 세계｣(1947), 김기림 전집 5: 소설, 희곡, 수필 (서울: 심설
당, 1988), 252쪽.

10) ｢민족을 영구유지｣, 동아일보 1945년 12월 23일; 물론 동아일보의 민족자결
주의에 대한 강조는 당대 우익적 민족주의의 반영물이라 할 수 있다. 좌익 측의

국제정세관은 민족자결주의보다는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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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국이 경색되었지만, 하나의 세계를 향한 갈망은 유지되었다.

1946년 1월 동아일보의 사설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세계대전 이전에

는 세력균형에 따른 합종연횡이 국제정치의 원칙이었다면 세계대전 이후

의 세계는 다시금 민족자결의 원칙을 통해 국제적 연합 기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그 방향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었다.11)

그러나 여전히 국제정세는 안정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그 원

인을 진단하며 동아일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독립을 얻지 못

했던 인도차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

는 반식민지 투쟁을 꼽았다. 전쟁은 끝났지만, 과거의 식민 제국들은 이

지역에서 부활을 도모하고 있었다. 또 미국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

업, 우호국 획득을 위한 소련의 유럽, 서아시아, 극동으로의 팽창도 불

안정의 원인으로 짚었다.12) 동아일보는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아시아의 여러 민족의 독립을 인정하고 민족자결의 원칙을

더 보편적으로 확대하라고 주문했다.13)

1) 민족자결을 향한 갈망

민족자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맥락에서 국제평화를 위한 방

안으로 의의를 지녔다. 한국인들은 약소민족의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세계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논리를 강하게 내세웠다. 그렇기에

오늘날 국제적 평화기구의 목표는 대국 간의 세력균형이 아니라, 약소국

의 해방에 주안점이 놓여야 했다. “연합국 대국 간의 세력균형과 군소

11) ｢사설: 국제정세와 조선｣, 동아일보 1946년 1월 17일.
12) ｢사설: 국제정세와 조선｣, 동아일보 1946년 1월 17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의 식민지해방투쟁을 바라보는 조선인의 시각으로는 홍정완·전상숙,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아시아’, ‘제3세계’ 인식과 변동｣, 함께 움직이는 거울, ‘아시아’: 근현

대 한국의 ‘아시아’ 인식의 궤적 (서울: 신서원, 2018), 158-164쪽.
13) ｢사설: 극동평화의 선결 조건｣, 동아일보 1946년 5월 26일. 이 사설은 웬델 윌
키의 저서를 인용하며 세계평화를 위해 아세아민족이 자유롭게 해방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65 -

약소국의 위성적 안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압박 약소민족과 국가

의 민주적인 갱생발전에서 국제평화에 기여함이 있게 함에 그 진정한 목

표가 있는 것”이었다.14) 민족자결 원칙의 보편적 적용을 강조하는 가운

데, ‘동양평화의 열쇠’인 조선의 자주독립 없이는 세계평화가 있을 수 없

다는 논리도 등장했다.

“세계사적 발전 방향에 의하여 약소민족 해방이 이번 전쟁 목적이요, 국제

헌장의 근본정신으로 되어 있는지라, 우리는 문화민족으로서 세계평화 건설

에 일역을 담당하는 동시 자유민족으로서 독립정권 수립을 요구하는 것은

동양평화의 초석일 뿐 아니라, 항구적 세계평화 유지의 기본조약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15)

이처럼 복잡미묘한 국제 환경 속에서 동아일보는 특정 국가에

치우치기보다는, 국제적 차원에서 협조 노선을 견실히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미국과 소련 사이의 ‘완충 지대’이기에 미국과 소련 사

이에서 자주독립을 영위해야 했기 때문이다.16) 조선이 어느 한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상황은 정국의 경색을 불러올 수 있었다. 특히 미국

과 소련이 38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운 대

처가 필요했다.

조선일보도 조선의 독립은 미국과 소련 두 나라의 협조를 통해

서 비로소 가능하다고 보았다. “협조에 의해서만 인류는 전쟁에서 평화

로 미개 상태에서 문명 세계에로 구제가 될 것이오, 그 문화는 옹호될

것이오, 또 그 고차적 이상인 약소민족의 해방이 실시될 것이며 세계평

화는 재건될 것이라서 우리의 독립도 이에 따라 실현될 것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독립운동은 미소 양국의 대립 격화 조

장이 아니고, 도리어 그 협조 조장에 적극 노력”해야만 했다.17)

14) ｢사설: 국제평화와 약소민족｣, 조선일보 1946년 4월 13일.
15) ｢사설: 조선독립 없이 평화 없다｣, 동아일보 1946년 12월 12일.

16) ｢사설: 국제정세와 조선｣, 동아일보 1946년 1월 17일.
17) ｢사설: 단독정부설의 위험성｣, 조선일보 1946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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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의 주역인 미국과 소련의 지도권

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협조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들은 약소민족의 해방이라는

이상을 미국과 소련이 공유하고 있다고 믿었다. “국제 간의 쟁패적 야욕

을 일소하고 이상적 평화향의 실현을 위하여 간과(干戈)를 잡고 공통한

적을 무찌른 다음에는 국제적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제연맹의 미비하였던

바를 주밀(周密)히 기워서 유엔(UNO)을 결성한 국제연합국 중의 가장

강한 환(環)과 환(環)인 미국과 소련이 역시 전후 평화 내지 향후 평화

에 대한 기망(冀望)이 이같이 공통된 바”이다.18) 자국의 이익만을 따지

는 일은 저속한 ‘마키아벨리즘’으로 표상되었다.

“이번 대전을 계기로 국제외교의 지도권을 가진 미소 양국은 각국의 전후 경

제 부흥 평화조약 체결, 약소민족 해방 등에 대하여 지도적 책임이 중대하

다 아니할 수 없으나 항구적 평화건설을 위하여 또는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약을 존중하며 국제 신의를 지켜야 할 것이다. 만일 자국의 목적

만을 위하여 저속한 ‘마키아벨리즘’의 노예가 된다면 세계는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을 것이며 인류는 전쟁의 참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특히 무

장평화를 주장하는 금일에 있어 약소민족의 자유 해방이란 유명무실한 공허

의 선전에 불과할 것이니 무엇보다도 평화건설의 선행요건은 국제조약의 엄

수에 있다. 이럼으로써 세계평화를 보장할 수 있고 인류의 신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19)

그러나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의 발표로 미국과 소련의 전 세

계적 차원의 대립이 냉전이라는 갈등으로 본격화하면서 한국에서도 국제

협조 노선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20) 트

루먼 독트린 발표 이전에도 제1차 미국-소련 공동위원회가 공전(空轉)

하며 무기한 휴회로 전개된 가운데, 미국과 소련이 ‘하나의 세계’가 아닌

18) ｢사설: 국제정세와 조선의 연관성｣, 조선일보 1946년 3월 12일.

19) ｢사설: 극동평화의 지침｣, 동아일보 1946년 4월 5일.
20) 트루먼 독트린에 대해서는 한국미국사학회 엮음, 사료로 읽는 미국사 (서울: 궁
리, 2006), 352-3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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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의식되고 있었다.21)

미국과 소련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대립하면서, 조선의 문제도 세

계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하나의 세계를 빌려 전후 세

계에 있어 미국과 소련 간의 원만한 협조를 기대했던 장철수도 이와 같

은 정세의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의 세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소 협조는 전후에도 지속하여 이로써 세계는 완전히 평화를 확보

할 것 같았으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 요컨대 공동의 적이 없어진 후는

이데올로기가 다른 두 나라가 협조하기 어려운 것은 단순한 사회학적 사

실이다.”22)

이제 ‘하나의 세계’는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는 당위가 아니

라, 세계는 연속체이므로 한 지방에 일어난 사건이 다른 지방에도 파급

력을 지닌다는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다.23) ‘세계일가’(世界一家)는 이제

비현실적인 이상으로 남았고, 두 개의 세계가 엄연한 현실이었다.

“세계일가의 인류이상이 일장의 춘몽으로 화하고 뚜렷한 두 개의 세계로 분

열되었으며 희로애락 역시 일장의 시공으로 돌리고 이상실현의 위대한 정진

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전쟁 중에 대립은 전체주의와 민주주의

의 대립이었으나 이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대립은 혁명주의와 진화주의의

대립이다. 이상의 대립이 아니라 그 실현 방법에 대한 대립이다. 현실은 언

제든지 특수적인 것이며 여하한 특수적인 것도 보편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

문에 현실은 또한 개성적인 것이다. … 혁명주의도 한 개의 특수성이요, 진

화주의도 한 개의 특수성에 불과한 것이며 일자가 타자를 강요할 하등의 이

유, 하등의 권리도 갖지 못한 것이다. … 미소가 대립적으로 나가면 나갈수

록 우리는 우리의 신념과 자주성 위에 입각하여 미소대립을 □토 외로 물리

침으로 미소협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사적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여하한 간섭에도 응할 수 없는 바이다.”24)

21) ｢한 세계냐, 두 세계냐｣, 조선일보 1946년 11월 20일.

22) 장철수, ｢제2차 대전 후의 미국외교｣, 신천지 5권 2호, 1950, 41쪽.

23) 장철수, ｢전환전야의 세계정국: 미의 대소방침 확정과 독일문제｣, 신천지 5권 6

호, 1950, 14쪽.

24) ｢사설: 미소대립과 세계평화｣, 동아일보 194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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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계일가적 국제민주주의 노선에 따른

대소련 협조 정책의 유효성이 지나갔다는 평가가 등장했다.25) “세계적으

로 첨예화된 미소의 대립이 조선에 있어서만 협조적으로 나갈 수는 없다

는 것이 증명되었다. 중공군이 만주를 점령하고 있는 한 38 장벽을 철

폐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되었다.”26) 이와 같은 국제협조 노선

의 붕괴와 맞물리면서 지정학이라는 용례가 언론 지면에 본격적으로 등

장했다.27) 하나의 세계가 전격적으로 흔들리면서 조선의 위상을 해석하

기 위해 지정학이 소환된 것이다.

2) ‘극동의 요지’와 ‘동양의 발칸’

1947년에 처음으로 발견되는 지정학의 용례는 조선의 지정학적

지위를 논했다. 미국과 소련 양 우방을 통해 해방된 조선의 지정학적 지

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 우방의 협조를 원하며, 이에 따라 조선의

세계사적 임무는 미국과 소련의 협조의 매개적 역할을 하는데 있다”고

규정했다.28) 이어 제2차 미국-소련 공동위원회가 1947년 8월 결렬된

이후의 분위기 속에서 지정학의 용례가 또다시 등장한다. 이번에는 번역

기사로서, 지정학은 조선 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인의 여론을 다루고 있었

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정학은 소련의 팽창 정책을 설명하는 틀이었다.

“히틀러의 실패는 지정학의 관점이 적어도 일부분의 착오가 있었던 것을

시증(示證)함은 물론이나 그러나 이 지정학의 원칙에 의하여 소련의 중

25) ｢사설: 우리에게 최선을 주라: 웨드마이어 특사를 맞으며｣, 동아일보 1947년 8
월 27일.

26) ｢사설: 우리에게 최선을 주라: 웨드마이어 특사를 맞으며｣, 동아일보 1947년 8
월 27일.

27) 지정학과 직접 관련은 없더라도, 조선이 ‘극동의 발칸’이자 ‘극동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트루먼 독트린 이전부터 존재했다. ｢사설: 건국과 외교｣, 
조선일보 1946년 12월 1일.

28) ｢공위와 민족진영｣, 동아일보 1947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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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조선에 대한 정책을 설명한다면 가장 적당하다고 하겠다.”29) 다른

기사도 미국의 AP 통신 기사를 번역 요약하면서 소련의 팽창을 해설했

다.30) 그러면서 조선이 ‘극동의 요지(要地)’라는 지정학적 지위를 지니

고 있으며, 미국이 조선의 인심을 얻지 못하면 극동에 있어서 전면적 패

배를 각오해야 한다는 경고성 기사가 발표되기도 했다.31)

조선이 ‘극동의 요지’라는 지정학적 인식은 해방 이전에도 존재했

다. 지정학을 통해서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동양평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선의 독립이 선

행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는 조선이 독립을 상실하자, 동양평화가

파괴되었고,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협한다는 논리의 다른 표현이기도 했

다.32)

이와 같은 논법은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작성된 문서에서 쉽게 확

인해볼 수 있다. 먼저 3·1 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작성한 ｢독립선언서｣

와 더불어 다른 자매 문서로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청원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청원서는 “인류의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신세계는 무엇보다도 먼저 완전하고 투철한 민족자결주의의 실제적 승리

를 요한다”고 적으면서 민족자결주의의 보편적 적용을 요구했다. 그러면

서 청원서는 조선이 ‘동양의 발칸’이라는 비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발칸은 세계대전이 처음 시작된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

유는 윌슨을 포함한 서구인을 설득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수사였다.

29) ｢조선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여론 (7)｣, 동아일보 1947년 9월 7일. 이 연재 기사
에서는 조선이 독립자주를 할 수 있다면 소련과 미국 사이의 ‘중간적 완충지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선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여론 (10)｣, 동아일보 1947
년 9월 13일. 이 글은 중국 상해에서 발한 세계학전(學典)조선판 창간호에 수록
된 ｢우리들의 조선문제에 대한 관찰과 건의｣라는 기사를 번역한 것이었다.

30) ｢서반구 공격은 용이(容易), 지정학으로 본 소련 입장｣, 독립신문 1947년 10월
18일; ｢두 개의 세계 지배자, 하나는 소련이오, 다른 하나는 미국｣, 현대일보 
1947년 10월 18일; ｢지정학상으로 본 소련 세력｣, 신천지 3권 3호, 1948.

31) ｢조미친선의 길: 신군정장관에게｣, 동아일보 1947년 11월 4일.
32) 장인성, ｢3·1 운동의 정치사상에 나타난 ‘정의’와 ‘평화’｣, 대동문화연구 67권,
2009, 4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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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사실은 비단 ‘동양의 발칸’인 조선이 세계대전의 발발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인식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청원서는 동양의 정세변동

에서 조선이 기인한 바가 크며, 이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동양에 큰

파란을 일으켰고,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면서, 결과적으로 세계

대전의 발발로도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렇기에 정치상, 인도상, 세계

개조상 모든 측면에서 극동 조선 문제의 합리적 해결이 유럽의 발칸 문

제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분석했다.33)

신채호도 ｢조선 독립과 동양평화｣라는 글에서 조선이 동양의 발칸

이며, 서구 외교상의 큰 문제가 발칸에서 일어났듯이 조선도 동양 열국

의 교충지라 보았다. 그리고 조선인은 역사적으로 해양과 대륙의 양 민

족을 분리하여 동양에서 평화를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조선

은 일찍이 예로부터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양국의 울타리 역

할을 하여 피차가 서로 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다.”34) 그렇기에 조선의

독립은 조선만이 아닌 주변 세력 모두에게 득이 되는 상책이었다.35)

“금일 동양의 평화를 말하고자 한다면 가장 상책은 조선의 독립만한 것이 없

다. 조선이 독립하면 일본은 방자하게 탐욕스러운 데 이르지 않게 되고 사

방을 경영하여 그 힘을 모아 바다와 섬을 보호하게 된다. 러시아의 과격파

또한 빈약한 민족을 부식한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날개를 접어 치타 북쪽에

잦아들어 있을 것이다. 중국 역시 한가히 수습하여 십수 년의 혁명으로 어

지러운 국면을 정돈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진실로 동양평화의 요의(要

義)이다.”36)

동아일보의 송진우는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라는 긴 논설을

33) ｢獨立宣言書署名者其他取調槪要｣(1919),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8권: 종교운동편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에서 ｢米國大統領ニ提出セシ文書原稿寫｣.

34) 진공(신채호), ｢조선독립과 동양평화｣(1921), 단재 신채호 전집 5권 (천안: 독립
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314쪽. 이 글은 천고 1권 1호, 1921로 발

표된 글이다.

35) 진공(신채호), ｢조선독립과 동양평화｣, 315쪽.

36) 진공(신채호), ｢조선독립과 동양평화｣, 315-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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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세계와 조선의 관계를 따졌다. 송진우는 3·1 운동을 통해 세계

와 조선이 연결되었듯이, 조선 사회의 변동도 세계대세의 추이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다. 조선 문제로 인해 발단한 일본의 서남전쟁,

조선 문제로 인해 돌발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동양 전체의 풍운과 국

제정국의 파란을 야기했고, 조선 문제는 청나라의 멸망과 슬라브족의 수

모로 인한 세계대전의 발발과도 긴히 통하는 문제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조선 문제는 동양의 난관이자 세계의 논점이었다.37)

그러면서 송진우는 조선의 지리적 조건을 따진다. 동양 전체의 지

리적 관계로 볼 때 조선 반도는 중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 위치한 ‘중립

지대’였다. 중립 지대였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도, 일본을 통해서도 유

럽의 문화가 들어오기 쉽지 않았다. 송진우는 일본이 선진국으로서의 책

임을 다하지 않고, 동양의 공존공영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다고 비판했다.38)

송진우는 조선이 동양 각 민족을 향해 인도와 문화를 애호해왔다

고 기록했다. 북으로는 중국의 인의를 존중했고 동으로는 일본의 문화를

계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동양평화의 선구가 되고, 동양문화의 도율(度

率)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조선의 역할에 기초하여 자유-

생존-평화 삼대 이상에서 출발하여 민족적 자유, 사회적 생존, 세계적

평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39)

송진우에 이어 문일평도 ｢조선문화의 원동력｣을 통해 조선 역사의

대세를 지배하는 지리적 조건을 따졌다. 지리적으로 조선은 반도국으로

서 대륙의 교섭과 해양의 교섭이 서로 얽히어 조선 역사에 파란을 일으

키는 경우가 많았다. 만일 조선이 이 강린 사이에 끼어 있는 반도국이

되지 아니하고 일본처럼 섬나라였다면 남과 북으로부터 시달릴 일은 없

었을 것이었다. 동시에 반도는 대륙과 해양 사이의 교량으로서 우수한

중국과 인도의 문명을 수입하여 일본에 전달하는 천직을 지니고 있었다.

37) 송진우,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5)｣, 동아일보 1925년 9월 1일.
38) 송진우,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5)｣, 동아일보 1925년 9월 1일.
39) 송진우,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10)｣, 동아일보 1925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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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지리의 지배만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자연을 정복하는 것도 결

국 사람이기 때문에 지리적 결함이 있더라도 분투, 노력의 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는 보충이 가능했다. 즉 조선 지리는 조선 문명을 산출하

는 구조적 조건이지만, 동시에 조선 민족이 아니면 조선 문명을 산출할

수 없었다. 이처럼 문일평은 지리에 모든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 위에 살

고 있는 민족의 특성을 따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40)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출간된 지리학자 박노식(朴盧植)의 신조선지
리(1947)는 새로운 세계 질서 속 조선의 위상을 해석하는 지정학적 상

상력을 잘 보여준다.41) 신조선지리라는 책의 제목은 시간적으로는 해

방 후 ‘신조선’의 지리서라는 의미와 동시에, 공간적으로는 새로운 세계

질서 속 조선이 부여받은 위상에 대한 고민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선지리와 구분되는 ‘신’ 조선지리라는 뜻을 이중적으로 담아내고 있었

다. 특히 조선의 공간적 위상에 대해 박노식은 다음과 같이 쓴다.

“아시아대륙의 지절(脂節)로 중앙적 위치에 있는 조선은 대륙과 도서(島嶼)

양방의 점이(漸移)지대의 숙명적 위치에 있어 우리 민족이 정치적 독립을

완전히 수립한다면 외적에 대하여 국방상 유리함은 물론이다. 반대로 국력

이 소침(消沈)한 때에는 대륙, 도서 양국의 세력에 개재하여 강국의 속국이

되는 약점은 과거 역사가 증명한다. … (중략) … 세계 제2차 대전이 일본

의 대륙 침략을 근본적으로 전복(轉覆)은 시켰으나 그 후 조선의 위치가 38

선을 경계로 미소 2대 강국의 유충(誘衝)적 역할의 단계로 유도되어 국제

간의 주목을 유치(誘致)하는 초점이 되었다. 환언하면 대륙 세력과 일본을

중계로 한 태평양 세력의 파급이라 할 수 있다.”42)

40) 호암생(문일평), ｢조선 역사 강좌(7): 조선 문화의 원동력｣, 조선일보 1928년 12

월 8일; 이는 조선인의 ‘국제안’을 회복하고자 했던 문일평의 작업과도 연결된다.

문일평, ｢조선인과 국제안｣, 호암문일평 전집: 정치외교편 (서울: 민속원, 2001).
41) 박노식의 약력에 대해서는 조동규, ｢상당산인 박노식 박사｣, 대한지리학회지 
22권 1호, 1987. 박노식은 1943년 호세이(法政)대학 고등사범부 지력(地歷)과를 졸

업한 이후, 1944년 귀국 후 고등학교 지리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이 책은 해방 이

후 최초의 한국인이 저술한 한국지리서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종규, ｢한국지리와
해외지역 연구｣, 제29차 세계지리학대회 조직위원회 엮음,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

학자 (서울: 한울, 2001), 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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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선의 지리적 위치가 아시아대륙의 지절이지만, ‘중앙적 위

치’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이때의 중앙적 위치란 서방

에 돌출한 인도차이나의 말레이반도와 북방에서 수하(垂下)하고 있는 캄

차카반도라는 아시아대륙의 다른 반도와 비교했을 때 부각되는 상대적

위치를 뜻했다.43) 아시아대륙의 중앙적 위치에 존재했다는 점에 더해,

조선의 지리적 위상은 일본이라는 도서 세력의 부상 이후 대륙과 도서

양방의 점이지대라는 ‘숙명적’ 위치에 놓였다.

박노식은 전후에도 조선을 둘러싼 지리적 구조가 전혀 변하지 않

았다고 보고 있었다. 오히려 그 대립 구조는 전후에 그 양상이 더 확대

되었다. 이전의 조선이 대륙(중국)과 도서(일본) 국가 사이에서 간섭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38선을 중심으로 대결 구도가 이어졌다. 대륙 세력

이 중국에서 소련으로 대체되었듯이 도서 세력도 일본에서 미국이 주도

하는 ‘태평양’ 세력으로 변모했다. 이와 같은 분석에 근거하여 박노식은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내린다. “조선의 이러한 지위는 자주력만 있

다면 일본 열도를 전위로 태평양 진출에 호적(好適)한 위치라 할 수 있

다.”44)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심장했다. 먼저 하나는 지리적 분

석의 결론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직 달성되지 못한 자주를 향한 갈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른 하나는 박노식의 관념 속에서도 대륙 세력과 도서 세력을 중심으로

한 이분법적 구도가 강하게 의식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트루먼 독

트린 발표 직후 냉전의 전개 속에서 조선의 지정학적 상상력이 지향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박노식은 38선 북쪽 너머가 아니라 일본

을 전위로 하여 ‘태평양’ 세력의 일원이 되는, 즉 미국과의 결속을 통한

해양 세력으로서의 조선의 진로를 그렸다. 박노식은 조선의 반도성이 대

42) 박노식, 신조선지리 (서울: 동지사, 2008[1947]), 16쪽.
43) 박노식, 신조선지리, 15쪽.
44) 박노식, 신조선지리,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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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를 형성한다는 점을 인정하면

서, 그 양대 세력 간의 경쟁 안에서 하나의 편을 선택한 신조선의 미래

를 상상했다.45) 이처럼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서의 냉전은 한국인의

국제정치적 감각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46)

3) 국제정치 지식의 출발로서 지정학

이 장은 지정학을 냉전기 한반도의 공간적 지위를 해석한 지식 체

계로 정의하면서, 그 상상력의 계보를 추적한다. 현재를 사는 우리는 대

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설명하는 지정학적 설명틀이

냉전기에 자연스레 부상했으리라 생각하기 쉽다.47) 대륙 세력으로서의

공산 진영과 해양 세력으로서의 자유 진영이 대립했던 냉전의 상황이 지

정학적 설명틀과 자연스럽게 포개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냉전이 막 시작되었던 시기의 지식

장에서 지정학을 공개적으로 내걸고 논의를 전개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지식장의 분위기와 어느 정도 관

련이 있었다. 지정학은 ‘세상에 해를 끼치는 독이 든 학문’이자 나치 독

일의 학문으로 여겨졌다.48)

45) 이와 같은 지정학적 상상력은 훗날 동아시아에서 ‘태평양동맹’의 결성을 지정학

적으로 설명하는 논리와 연결된다. 육지수, ｢태맹의 지정학적 고찰｣, 동아일보 
1949년 9월 5일; 태평양을 기준으로 한 당대의 공간 상상력에 대해서는 장세진, ｢
해방기 공간 상상력의 전이와 ‘태평양’의 문화정치학｣, 상허학보 26권, 2009.

46) ‘냉전’이라는 용어가 ‘Cold War’의 번역어로서 당대 국제정세를 설명하기 위해 한
국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한국 사회로 냉전 담론이 확산되

는 과정에 대해서는 김봉국, 냉전과 투쟁: 전후 한국의 세계해석과 의미경쟁,

1945~1953 (서울: 선인, 2018).
47) 지금도 한반도의 지정학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수사가 바로 대륙과 해양 세력
의 대립이다. 이와 같은 통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는 김학노, ｢한반도의 지정학

적 인식에 대한 재고: 전략적 요충지 통념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53권 2호,

2019;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대립이 반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실
증적 검토로는 지상현, ｢반도의 숙명: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에 대한 비판적 검증｣,

국토지리학회지 47권 3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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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족/국가가 처한 지리적 여건과 환경을 기초로 한 정치·전략

적 차원의 고민은 설령 지정학이라는 이름을 직접 달지 못했더라도 전후

에도 줄곧 유지되었다. 오히려 세계 질서가 ‘하나의 세계’에서 ‘두 개의

세계’로 변모하는 맥락 속에서 지정학적 사고는 더욱 중요해졌다. 하나

의 세계 속에서는 전략적 사고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 반면, 두 개의

세계 속에서는 전략적 선택을 내려야만 했다. 두 개의 세계 속에서 나의

국가가 어떤 입장과 방향을 취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특히 한국에 있어 지정학의 귀환은 국가의 생존을 추구하는 국제정

치 지식의 출발을 뜻했다. 세련된 이론의 형태는 아니지만, 지정학적 사

유는 그야말로 여러 형태의 텍스트에 편재(遍在)되어 있었다.

당대 한국의 지정학적 상상력은 세계 질서의 재편 속에서 요충지

가 되고 만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생존술을 고민했다.49) 우리 국가와 민

족의 생존을 고민하면서, 지정학은 국제정치학, 국제법보다 더 먼저 국

제정치 지식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50)

지금까지 지정학사, 혹은 지정학 이론사는 주로 지정학 이론을 형

성하고 실천한 강대국 중심으로 정리됐다.51) 이 장에서 다루어지는 지

48) 여전히 독일 지정학계의 거두였던 카를 하우스호퍼를 다루는 일부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Holger H. Herwig, The Demons
of Geopolitics: How Karl Haushofer ‘Educated’ Hitler and Hess (Lanham:
Rowman&Littlefield, 2016).

49) 오태영은 탈식민-냉전 체제 형성기의 지정학적 상상은 세계 체제 및 동아시아
지역 질서 내 조선의 위상을 정립, 강화하기 위한 학문적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오태영, ｢탈식민-냉전 체제 형성기 지정학적 세계인식과 조선의 정위: 표해운의 
조선지정학개관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61권, 2015, 132쪽; 오태영은
지정학이라는 학문 이전에 존재하는 지정학적 상상력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

했다. 오태영, ｢‘남양’ 표상과 지정학적 상상력｣,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3권 2호,

2009.

50) 거티잔 디킹크(Gertjan Dijkink)는 지정학적 상상력을 민족적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깊은 시사점을 주었다. Gertjan

Dijkink, National Identity and Geopolitical Visions: Maps of pride and pain
(London: Routledge, 1996); Virginie Mamadouh and Gertjan Dijkink,
“Geopolitic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olitical Geography: The Politics of

Geopolitical Discourse,” Geopolitics, Vol. 11, No. 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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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은 한반도라는 요충지를 사는 지식인의 지적 실천이다. 이를 분석하

면서 약소국의 지식인이 지정학 이론을 어떻게 변용·실천‧전유했는지를

전개했는지 살펴본다. 이들의 지정학은 국제정치적 대립 구도를 강하게

의식하면서 그 안에서 민족과 국가의 생존을 도모한 결과물이었다. 그

사유의 방식이 ‘임기응변’에 가까울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임기응변

에 녹아 있는 약소국 한국 지식인의 고민의 편린을 읽어내고 새로운 의

미를 발굴해내는 것이다.

3. 조선 지정학과 냉전 지정학: 표문화의 지정학 변

천에 대한 고찰

1) ‘조선 지정학’ 사유의 기원

박노식의 신조선지리와 같은 해에 출간된 표해운(표문화)의 조
선지정학개관: 조선의 과거, 현재, 미래는 해방 후 조선이라는 시공간

에서 지정학을 발화하는 의미를 잘 보여준다.52) 이 책은 해방 이후 발

표된 지정학 관련 최초의 단독 저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국제

정치 현실을 읽어내면서, 조선의 지정학적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먼저 저자 표해운(표문화)의 약력을 따라가면서 지정학

사유의 기원의 흔적을 추적해보자.

51) 이와 같은 관점의 대표적인 정리로는 이영형, 지정학 (서울: 엠애드, 2006). 최
근 한국에서도 전통 지정학의 강대국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비판지정학적 연구들
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문인혁, ｢한국의 지정학적 구조 분석과 국가전략:

비판지정학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66권, 2015; 김태환·이재현·인남식, 지정학
적 시각과 한국 외교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박배균·이승욱·지상현 엮
음, 한반도의 신지정학: 경계, 분단,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파주: 한울,
2019); 이대희, ｢비판지정학과 지리학적 지정학의 비교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9권 1호, 2021; 한국 정치지리학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사 검토로는 임덕순, ｢
한국 정치지리학과 인문지리학 일반 50년의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31
권 2호, 1996.

52) 표해운(표문화), 조선지정학개관: 조선의 과거, 현재, 미래 (서울: 건국사,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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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문화(表文化)는 1908년 밀양에서 태어나 부산제일공립상업학교

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하여 오사카외국어학교(大阪外國語學校)에서

학업을 마쳤다. 이 때 몽고어를 공부한 경험을 살려 표문화는 만주로 넘

어가서, 1934년 대동학원(大同學院)을 제3기로 입학했다.53) 1930년대

만주는 식민지 조선인에게 기회의 땅이었고, 표문화는 이 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기획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동학원 졸업자들이 대부분 만주국 공

무원으로 나아갔듯이 표문화도 졸업 후, 봉천성 공서(公署) 총무청 기획

과에서 근무했다.54)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군인으로서

중국 산서성 지역에서 근무했다.55)

이후 그는 1938년부터 일본 육군 소속으로 중국 천진(天津)의 선

무관(宣撫官)으로 자리를 옮겼다.56) 선무관이 점령 지역 사람들의 협력

을 얻어내는 직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그의 뛰어난 어학 실력에

기초한 것으로 추정된다. 1939년 표문화는 도쿄 타임즈(タイムス出版

社)에서 『초급지나어독본』을 출간했으며, 1940년에는 같은 출판사에

서 『지나어회화연습장(支那語会話練習帳)을 출간했다. 1943년에 표문

화는 일본 고등문관시험에 응시하여, 행정과에 합격했다. 전쟁이 격화되

는 가운데 표문화는 고등문관시험 합격 후 아마 도쿄시의 주사(主事) 업

무를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아마 이 시기 표문화는 전쟁기 일

본에서 유행하던 여러 지정학 서적을 두루 독파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정학은 표문화 자신이 경험했던 제국 내 여러 공간(조선-일본-만주-중

국)과 그 공간의 문화 및 언어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설명틀이었기 때

53) 김민철, ｢만주국의 관료를 꿈꾸는 조선인 대동학원 출신자들｣, 민족문제연구 
12권, 1996, 42쪽.

54) 1936년에는 만주 지역 흥아협회에서 발간하는 『재만조선인통신』에 여러 글을

게재하면서 만주국의 소작 문제에 관심을 표현했으며, 일본민족의 발전에 대한

내재적 원인을 ‘황도 정신’에서 찾는 글을 쓰기도 했다. 표문화, ｢일본민족발전의
내재적 원인｣, 재만조선인통신 19호, 1937.

55) 1937년 잠시 부산으로 내려온 그는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집화정책에 대한 단
편적 고찰(釜山を中心とする集貨政策の斷片的考察)」이라는 연재 기사를 한 달

가량 기고했다.

56) ｢선무관 합격자｣, 동아일보 1938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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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전쟁이 일본 제국의 패전으로 끝나고 표문화는 조선으로 귀국한

다.57)

표문화의 삶은 일본 제국의 팽창 수축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몽고어 교육을 받고, 1930년대 새롭

게 열린 만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고등문관시험 행정과까지 합격하

면서 일본 제국의 운명에 기대를 걸던 그는 일본의 패전 속에서 해방된

조선으로 반강제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제 일본 제국이

아닌 신생 독립국의 지식인으로 모습을 바꾸어 활동해야만 했다.

표문화가 찾은 일차적 대안은 언어학이었다. 그는 국학대, 서울대

문리대 등지에서 만주어 강사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이어나갔다.58) 표

문화는 해방 공간에서 주로 만주어, 몽고어 전공자로 활동했지만, 표문

화의 목표는 이들 언어 연구를 통해서 조선어의 기원을 설명해내고자 했

다. 특히 표문화가 관심을 둔 비교언어학은 몽고, 조선, 일본 등 여러

동양 민족 간의 차이점을 다루면서, 이들 언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낳는 공간적 존재 형식에도 관심을 두었다. 일례로 당대 언어학은 같은

우랄 알타이어족이라 하더라도 대륙(중국), 반도(한반도), 섬(일본)이라

는 공간적 형식에 따라서 다른 언어와 민족으로 분화할 수 있다는 입장

을 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비교언어학의 학문적 특징은 지정학적 사

유와도 친화성을 보였다. 표문화에 따르면 조선어의 토대가 되는 조선이

라는 공간적 환경은 대륙적 속성과 해양적 속성을 모두 지닌 곳으로 정

의된다.

“조선의 환경에는 대륙도 있고 해양도 있어 그 대륙, 해양을 연락하는 가교

적 역할을 가진 위치에 놓여있는 조선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각 민족이 통과

하는 교착지대가 되어 있다. 이것으로서 조선어원(語原)을 구명하려면 각

57) 아마 그는 귀국 후 친일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해운(海雲)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을 것이다. 해운이라는 호를 통해 표문화는 해운 최치원이 당나라 빈
공과에 합격한 해운 최치원과 자신을 빗대고자 했다.

58) 이 당시 표문화가 집필한 교재에 대해서는 송강호, ｢국학대학의 만주어교재: 표

문화, 몽고어/만주어 교과서(1947)｣, 만주연구 13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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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이 교착한 각종의 언어와 그 언어의 역사를 구명 아니하고는 그 어원을

탐구하기는 가장 곤란한 일이다. 그 조선어가 북방에 속하느냐 남방에 속하

느냐 동이냐 서이냐 이러한 복잡성을 띤 역사적 근원을 구명하고자 비로소

복합한 교착을 하나하나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59)

표문화는 조선어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역사적 틀로서

우랄 알타이어족설에 기초한 언어학 이론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조선어의 계보와 이를 통해 조선의 위상을 고민했다.60) 이와 같은 행보

는 1947년 조선지정학개관의 출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부제인

조선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알 수 있듯이, 표문화는 조선의 지정학적

과거를 짚고, 현재의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가늠하고자 했다. 이

책은 ‘논문집’이라는 저자의 표현답게 다소 내용이 분절적이지만 건국 도

상에 있는 조선민족적 입장이 잘 반영된 책이었다.61)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조선지정학적 운명

서문

제1장 지정학에 관한 설명

제2장 조선의 부속적, 주변적 지위

제3장 조선의 관계적 지위

제4장 조선반도의 대륙정치성과 해양정치성

제5장 미소 양국의 민족성과 그 국책

제6장 위임통치제도와 신탁통치제도의 창설

59) 표문화, ｢조선어원에 관한 일고｣, 자유세계 2권 2호, 1953, 118쪽.

60) 언어학 연구자가 해방 이후 지정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제국-

식민지 시기에 언어학을 통해 표현되었던 지정학적 관심사가 해방 이후 지정학으

로 표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후 표문화는 언어학자라기보
다는 줄곧 지리학자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언어학을 향한 관심도 유지되었는데,

1949년 표문화는 우랄알타이언어학회를 결성하여 이사장을 맡았다.

61) 표해운, ｢서문｣, 조선지정학개관 (서울: 건국사, 1947).



- 80 -

제7장 조선의 관계적 위치에 기인한 조선사의 사례와 민족정신의

정화

제8장 조선의 중립지대성적 완충독립국가에 관한 고찰

제9장 민족심리의 의의와 민족문화의 발견

제10장 민족심리와 환경의 영향

제11장 불란서혁명과 중국혁명의 민족심리적 비판

제12장 문화모방에 관한 지정학적 고찰

표문화는 이 책의 발문에 해당하는 ｢조선지정학적 운명｣에서 조선

의 숙명과 운명을 대비했다.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숙명’과 달리 ‘운

명’은 주체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었다. 조선의 지

리적 형태는 숙명과 운명의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었다. “우리 조선의

형태에는 숙명도 있고 운명도 겸유(兼有)한다.”62) 표문화는 조선 지정학

이란 ‘변용할 수 있는 운명’을 의미한다고 보면서, 지정학에 기반한 조선

민족의 생명 전개 대책을 논하고자 했다.63) 강조점은 변용에 놓였다.

조선 지정학의 임무는 “이제 단순히 변경할 수 없이 부여된 조건으로서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과제이고 임무이고 목적이고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64)

2) 숙명을 극복하기: 완충국의 건설과 민족문화의 개혁

그렇다면 표문화는 숙명과 운명이 결합된 조선의 지정학적 지위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먼저 그는 제2장에서 조선이 부속적 위치와 주변적

위치를 지닌다고 파악했다. 조선은 아시아 대륙의 부속적 위치에 있었

다. 중국, 만주와 몽고, 소련 입장에서 본다면 조선의 위상은 부속적일

따름이었다. 그렇기에 강국들은 대륙으로 영토를 확장할 때에는 항상 조

62) 표해운, ｢조선지정학적 운명｣, 조선지정학개관, 2쪽.
63) 표해운, ｢조선지정학적 운명｣, 조선지정학개관, 2쪽.
64) 표해운, ｢조선지정학적 운명｣, 조선지정학개관,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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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향한 무력 공격을 함께 감행하곤 했다.65)

해양 세력이 등장하면서 조선의 지정학적 지위는 더욱 중요해졌

다. 해양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의 위치가 꼭 부속적이지 않았기 때문이

다. 해양의 입장에서 조선은 대륙으로 팽창하는 데 꼭 필요한 교량 역할

을 맡았다. 일본은 대륙적 국가로 변모하기 위해 조선을 자국의 영토로

삼고자 했다. 해양 세력의 등장 속에서 조선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높

아졌다. 일본과 대립했던 미국도 대륙 세력과의 충돌할 때 조선이 중요

한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조선에서의 충돌을 회피하고

자 하는 공작을 강화하고 있었다.66)

표문화는 조선의 자연정치적 위치가 부속적이라면, 문화정치적 위

치는 주변적이라고 보았다. 조선의 역사는 “길고 가늘게 계속된 반도적

역사”였다.67) 조선은 항상 1개 내지 그 이상의 대륙 해양 제 세력의 여

파를 받았고, 어떤 때는 2개 이상의 세력의 항쟁 또 어떤 때는 한 개의

압도적 세력의 지배를 받아 조선사는 내용적으로 대외적 사항에 지배되

는 부분이 많았다. 이는 조선 내부 문화의 영역에서 타율성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으며, 조선 외부에서는 정치적 위치를 중심으로 하는 열강의

지정학이 발동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68)

주변 열강의 지정학이 발동할 때 조선은 관계적 위치를 부여받았

다. 지정학의 비조(鼻祖)라 할 수 있는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의 중앙적 위치, 역(閾, 문지방)적 위치, 병참적 위치라는 개념

을 빌리며 표문화는 조선이 이와 같은 속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고 평

가했다. 바로 이와 같은 지리적 요인 때문에 조선은 역사적으로 오랫동

안 고통을 받았다.

조선의 지리적 비극이라는 숙명을 극복하기 위해 표문화가 지정학

차원에서 상상한 대안은 바로 이 책 제8장에서 제시한 완충국(緩衝國)

65) 표해운, 조선지정학개관, 11쪽.
66) 표해운, 조선지정학개관, 12쪽.
67) 표해운, 조선지정학개관, 13쪽.
68) 표해운, 조선지정학개관,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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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설이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완충국이었을까. 이는 표문화의 현실

인식과 깊이 연결된 대안이었다. 현재 조선은 미국과 소련의 점령을 받

고 있었다. 이 양국의 정책이 교착 대립하는 동안에는 한 국가만 먼저

조선에서 철퇴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양국이 교전할 직접적 의사가 없는 이상 양국의 대립 충돌

을 피하려는 협조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었다. 이 협조의 지점을 노려서

조선이 완충국이 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69)

완충국이란 2개 또는 그 이상의 강국이 상호 간 직접의 충돌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중간에 독립의 존재를 용인받은 국가를 뜻했다.70) 완충국

은 강대국의 충돌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강대국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취약한 약소국에게도 자국의 독립을 유지하는 방안이었

다.71)

표문화는 근래 여러 국제회의를 통해 약속받은 조선의 독립은 완

충국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즉 완충국의

성립은 주변국의 이해의 일치가 존재해야 비로소 가능했다. 만약 주변국

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대립적 상태가 계속되고 피해는 중간 지위

의 약소민족만이 부담하며, 장차 전쟁 발발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컸

다.72) 완충국의 가장 비참한 말로는 여러 차례 분할되어 나라의 독립을

최종적으로 상실했던 폴란드였다.73)

조선이 ‘제2의 폴란드’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표문화는

69) 표해운, 조선지정학개관, 59쪽.
70) 표해운, 조선지정학개관, 61쪽. 하지만 한국사의 사례에서 완충국의 경험을 찾

기란 어려웠다. 표문화는 유럽의 완충국 사례를 인용한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였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지도자 토마시 마사리크(Tomáš
Garrigue Masaryk)는 러시아와 독일 사이의 완충국이 필요하리라는 국제정치적

예측 하에, 영국과 프랑스의 동의를 얻어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을 승인받았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71) 표해운, 조선지정학개관, 61쪽.
72) 표해운, 조선지정학개관, 63쪽.
73) 표문화는 ｢서문｣에서 38선 분단을 보면서 폴란드의 운명을 상기했다고 적었다.

표해운, ｢서문｣, 조선지정학개관.



- 83 -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하나는 국제적인 방안으로 미국과 소련

의 협력과 이해의 일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표문화는 이

와 같은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근거로 조선이 대륙적 속성과 해양적 속성

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든다. 대륙적 속성과 해양적 속성의 과학적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표문화는 한 인류학자의 신장 비교표를 제시한다.

이 신장표에 따르면 북부 조선인의 신장은 몽고인, 퉁구스인, 중국인과

대동소이하고, 남부 조선인의 신장은 조선과 근접한 일본인의 신장과 유

사했다. 이를 근거로 표문화는 북부 조선인은 대륙적이며, 남부 조선인

은 해양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74) 대륙과 해양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조선은 “대륙 해양 양 성격을 임기응변적으로 발휘하여, 주위의 해

양국과 대륙국과 우호적으로 결합적 친목과 상호적 발전을 도모해야 했

다.”75)

표문화는 앞으로 등장할 신국가가 조선이 지니고 있는 대륙·해양

적 민족성을 분석 파악하여 각각의 성격을 잘 영도하여야 해양국과 대륙

국과의 우호 관계를 쌓을 수 있다고 희망적으로 내다보았다.76) 이는 미

국과 소련과의 우호 관계를 위한 포석이었다. “미국 정책의 중점은 자본

주의 국가의 지향으로서 광대한 시장과 투자를 요구하는 한편 자본주의

적 세계건설과 그 지배에 있고 소련의 정책의 본질은 대륙 국가로서 그

들의 발전을 용이하게 영도하는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영토적 야심에 기

인한 해양성 국가건설에 있는 한편 그들의 국력증대에 따라 사회주의 국

가건설과 그 지배에 있었다.”77)

해양국인 미국과 대륙국인 소련과의 우호 관계를 위해서 조선인은

독립을 일정 기간 유보하면서 신탁통치안도 수용할 필요도 있었다. 조선

의 독립이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이어진다면 독립은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선의 독립 자체가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격화시킬

74) 표해운, 조선지정학개관, 26쪽.
75) 표해운, 조선지정학개관, 25쪽.
76) 표해운, 조선지정학개관, 26쪽.
77) 표해운, 조선지정학개관,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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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있었다. 그 점에서 볼 때 신탁통치 파동을 겪으면서 조선의 문

제가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이어지는 일은 표문화가 피하고자 했던 가

장 아찔한 상황이었다. 오히려 지정학적 견지에서 볼 때 미국과 소련이

적어도 조선을 두고 대립하지 않는 기회를 노려서 조선의 독립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었다.

“조선민족적 입장에서 멸망의 길을 갈지라도 신탁을 반대하여 즉시 독립을

전취할까, 또는 국제정치 노선을 통찰하여 강대국의 국책을 이해하면서, 조

선의 정치적 위치의 원리를 검토하는 동시에 조선인은 민족적 위신을 견지

하여 군정에 협력하면서 양국이 조선에서, 이해가 합치되도록 촉진시켜 중

립지역성적 완충독립국가일지라도 조선의 독립을 초래할까?”78)

문제는 조선의 힘만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그리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79) 이는 지정학을 현실 분석에 활용

할 때 나타나는 일종의 아포리아였다. “우리가 막부(모스크바) 삼상 협

정을 반대할지라도 우리 독립은 우리의 의지에 만족할 만한 즉시 독립은

불가능이고 한편 삼상 결정을 지지할지라도 우리가 희망하는 독립은 불

가능일 것이고 좌익이 삼상 협정을 지지하여도 소련식 조선이 급속히 될

것이 아니다.”80) 이처럼 의지도 희망도 쉽사리 통하지 않는 세계에서 조

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지정학자 표문화는 민족문화의 앙양(昂揚)이라는 또 다른 대

안을 제시했다. 즉 완충국의 건설만큼 중요한 것은 부속적인 지정학적

지위 때문에 주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민족문화를 철저히 개혁하는 일이

었다. 조선지정학개관의 후반부가 민족심리와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로

78) 표해운, ｢현하 세계정세와 지정학상으로 본 조선독립｣, 백민 3권 4호, 1947, 13

쪽.

79) 장인성은 중립평화의 조건으로 열강 간의 세력균형과 한국의 자강을 꼽는데, 자

강이 취약한 상황에서 중립은 결국 열강의 세력균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분
석했다. 장인성, ｢동양과 평화｣,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상상: 한국국제정

치사상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276쪽.
80) 표해운, ｢현하 세계정세와 지정학상으로 본 조선독립｣,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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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이유이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표문화의 조선 지정학은 대외적으

로는 완충국을, 대내적으로는 민족문화의 개혁을 목표로 했다. 표문화는

민족문화라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쉽사리 바뀌지

않으나 꼭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표문화는 타 문화권에서 발전한 여러 제도 등을 수용할 때 이를

수용하는 항상 개별 문화권의 ‘피’와 ‘땅’을 반영해야만 한다고 주장했

다.81) ‘피’가 민족성이라면 ‘땅’은 장소성을 의미했다. 그런 의미에서 개

별 문화권의 문화는 타 문화권으로 곧바로 이식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

었다. 일례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번영을 부러워하여, 앵글로

색슨 문화권에서 발달해온 대통령제를 라틴아메리카에 무분별하게 도입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혼란과 민주주의의 모습을 띤 사실상의 독재

였다.82) 이처럼 표문화는 미국적 문화나 소련적 문화를 조선에 직접적

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일각의 흐름을 모두 비판하면서, 한반도의 ‘피’와

‘땅’에 맞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당대 지정학이 직면하고 있는 제

1의 과제라고 파악했다.83)

지정학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미지가 ‘땅’이 지닌 지정학적 가치에

기초한 전략적 논의라면, 표문화에게 지정학은 민족이 당면한 지정학적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지식에 가까웠다. ‘땅’의 가치는 외부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살고 있는 민족, 즉 ‘피’에

따라 변화될 수 있었다. 자연 혹은 환경, 즉 ‘땅’은 단순히 일정한 가능

성을 제공할 뿐이었고,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는 인간의 의

지, 즉 ‘피’의 정신에 매달려 있는 것이었다.84) 표문화는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의 산물이라는 환경결정론적 견해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다.

81) 표해운, 조선지정학개관, 87쪽.
82) 표해운, 조선지정학개관, 90쪽.
83) 표해운, 조선지정학개관, 92쪽.
84) 표해운, 조선지정학개관,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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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埃及)문화는 나일강의 소산이 아니라 오히려 나일강의 과제였다. 국

가 생활, 민족 생활이라는 것은 하천과의 상호관계가 가장 긴밀하게 결합되

어 있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하천의 제약만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

므로 나일강의 범람에 대항하면서 그 강안에 정착하여 공부하며 노력한 민

족이 이집트 문화의 전개자인 것이다. 지정학의 과제는 이러한 것이다. 여기

에서 일국의 혈(血)과 토(土)가 결합하여 성립된 민족성과 민족정신의 분석

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85)

표문화가 말하는 ‘조선 지정학’은 조선의 공간적 배치를 비판적으

로 검토한 후,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치에 대한 대안 제시와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대외적, 대내적 방안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땅’과 관

련된 이야기로 시작했던 지정학은 결국 ‘땅’과 ‘피’의 규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의 적극적인 재해석으로 이어졌다.86)

3) 냉전의 지정학: 완충 지대에서 충돌 지대로

그러나 조선 지정학을 꿈꾸었던 표문화의 바람은 쉽사리 이루어지

지 못했다. 그가 바랐던 중립지대성 완충국의 건설이 현실에서 좌초한

것이다. 조선지정학개관이 나온지 1년 만에 남북한의 단독정부가 수

립되었다. 대륙적 성격을 지닌 북부 조선과 해양적 성격을 지닌 남부 조

선이 각기 개별 정치체로서 대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둘의 대립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이어졌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냉전 체제도 더욱

견고해지고 말았다.

격변 속에서 표문화는 자신의 지정학적 입장을 일정하게 수정한

다. 이와 같은 입장의 수정은 1955년 1월에 출간된 『정치지리학개요:

지정학적 고찰』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1947년 조선지정학개관이 해

방의 맥락에서 ‘조선 지정학’의 방향을 탐구한 저작이었다면 1955년 정
치지리학개요는 냉전의 맥락을 강하게 반영하면서, 지정학 그리고 정치

85) 표해운, 조선지정학개관, 10쪽.
86) 표해운, ｢현하 세계정세와 지정학상으로 본 조선독립｣,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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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 일반의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 책을 시작하면서 표문화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논한다. 흥미

로운 것은 조선지정학개관이 환경결정론을 향한 비판이 강했다면, 정
치지리학개요에서는 환경과 인간의 관계가 상호 영향 관계로 다소간 바

뀌었다는 점이다.

“인간의 자연에 대하는 의존관계는 순연(純然)한 수동적이 아니다. 인간은

능동적으로 자연적 환경을 어느 정도까지는 변화시킨다. 그리고 변화된 자

연환경에서 인간은 또 다시 영향을 받는다. 인간과 자연과의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의 지배 하에서 지리학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적 변이성과

발달과의 관점 하에 국가의 지리적 관계 및 그 토지와의 인과관계를 연구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87)

이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그리고

인간이 이어 그 환경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라는 물음이 줄곧 표문

화에게 유지되었다는 증거이다. 표문화가 고민한 변화하는 환경은 바로

이제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양대 진영 어느 쪽에 선택해야만 하는 냉전

이었다. 양 진영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충돌할지 그 예측이 곤란한 만

큼, 이제 정치지리학과 지정학의 중요성은 더욱 배가되고 있었다.88) 이

런 상황에서 지정학을 독일산 학문이자 침략주의적·독재주의적 학문이라

는 이유에서 배격하는 것은 실책이자 무지의 소산일 따름이었다.89) 민

주주의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국가의 방어를 위해서 정치지리학의 연구

가 필요했다.

“침략적 학문이라고 해서 민주주의 입장에서 정치지리학을 공부하지 않겠다

면 침략을 하지 않고 침략에 대한 방어가 한국으로서 중요하다면 그 방어문

제는 정치지리학 또는 지정학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가. 정치사 특히 외교

87) 표문화, 정치지리학개요: 지정학적 고찰 (서울: 고려문화사, 1955), 9쪽.
88) 표문화, 정치지리학개요, 12-13쪽.
89) 표문화, 정치지리학개요,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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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전개는 정치지리를 토대로 해서 외교가 국제 간에 벌어지는 것이다.

외교사는 현상 문제이고 그 외교가 전개되는 근본 원인은 정치지리학적 해

결 없이 외교의 원인은 구명할 수 없는 것이다.”90)

표문화는 정치지리학개요 서문에서 자신이 번역이 아닌 감히 ‘창

작’을 했다고 밝혔지만91), 실제 정치지리학개요는 일본 지정학자 이이

모토 노부유키(飯本信之)의 1929년 저작 정치지리학의 체계를 대폭

차용한 것이었다.92) 이는 정치지리학개요의 구성에서 잘 드러난다.

지정학을 처음 일본 학계에 소개한 것으로 유명한 이이모토 노부유키의

정치지리학의 체계는 제1편 지리학과 정치지리학의 개념, 제2편 국가

의 형상 관찰, 제3편 국가와 자연경역(景域)의 관계, 제4편 국가와 문

화경역의 관계로 구성되었고, 표문화의 정치지리학개요의 체계는 제1

편 정치지리학의 개념, 제2편 국가의 형상에 관한 관찰, 제3편 국가와

자연경역의 관계, 제4편 국가와 문화경역의 관계, ｢부록 1｣로서 정치지

리학에서 본 한국정치적 지향, ｢부록 2｣로서 정치지리적 위치에서 본

인도지나반도가 수록되었다.

그렇다면 표문화는 왜 이이모토 노부유키의 정치지리학을 선택

했을까. 표문화는 양 진영의 충돌을 예측하고 전망하는데 있어 독일 지

정학이 유용하다고 판단했다.93) 양 진영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

본어로 번역되어 있던 독일 지정학은 상당히 매력적인 지적 자원으로 재

발견될 수 있었다. 그리고 독일 지정학을 토대로 민족을 넘어서는 ‘광

90) 표문화, 정치지리학개요, 13쪽.
91) 표문화, 정치지리학개요, 2쪽.
92) 이이모토 노부유키(飯本信之)가 ｢인종쟁투의 사실과 지정학적 고찰｣(人種爭鬪の

事實と地政學的考察)이라는 논문을 지리학평론에 발표하면서 유럽, 특히 독일산

지정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했다. 이 논문에서는 서구 대 동양이라는 ‘인종쟁투’의
관점에서 지정학이 소개된 점이 눈에 띈다. 이석원, ｢‘대동아’ 공간의 창출: 전시

기 일본의 지정학과 공간담론｣, 역사문제연구 12권 1호, 2008, 276쪽.
93) 표문화, 정치지리학개요, 12쪽. 특히 카를 하우스호퍼의 지정학이 일본에 널리

소개되었다. 카를 하우스호퍼의 지정학과 일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진일, ｢
‘생존 공간’과 ‘대동아공영권’ 담론의 상호전이: 칼 하우스호퍼의 지정학적 일본관

을 중심으로｣, 독일연구 29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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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廣域)을 강조했던 일본 지정학의 설명방식은 냉전적 대결을 포착할

수 있는 좋은 틀이었다.94) 일본 지정학이 패전 이후 경제지리학으로 모

습을 바꾸면서, ‘정치적’ 시각을 상실하고 있었기에, 표문화는 전쟁 전에

발간되어, 독일산 지정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이이모토 노부유

키의 정치지리학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설명해내고자 했다.

표문화는 정치지리학에서 중요한 문제는 국가의 위치라고 보면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하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연구하고자

했다.95) 프리드리히 라첼의 말을 빌리면서, 국가의 위치에는 중앙적 위

치, 역적 위치, 병참적 위치가 있다고 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주변국

가의 압력, 특히 해양으로부터의 압력을 더 추가했다. 해양이 교통의 매

개물이고 특히 20세기 들어서 해양의 결합작용이 우심(尤甚)한 정치적

의의를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96)

해양까지 고려하여 다시 국가의 위치를 정의하면서 표문화는 해양

적 국가에 속하는 도서국과 반도국, 대륙적 국가에 속하는 주연국(周緣

國)과 내륙국으로 국가를 분류했다.97) 흥미로운 것은 조선지정학개관
에서 해방 직후 조선이 해양적 정체성과 대륙적 정체성을 동시에 지닌

국가라 보았다면, 이제는 반도국이 ‘해양적’ 정체성을 띤다고 분명하게

정의했다는 점이다. 이는 표문화의 지정학적 현실 인식의 변화인 동시

에,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밀착했던 반도국 한국의 지정학적 현실을 고

려할 때 자연스러운 이론적 수정이었다.98)

94) 우선 냉전 국제정치의 현실이 당시 국제정치학이 가정했던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단순하게 환원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국제정치학은 유럽 국제사회의 역사
적 경험에 기초한 민족국가를 기초로 지식 체계를 구성했으나, 냉전은 민족국가

의 논리와 더불어, 민족국가를 초월한 진영의 논리가 공존하는 질서였다.

95) 표문화, 정치지리학개요, 48쪽.
96) 표문화, 정치지리학개요, 57쪽.
97) 표문화, 정치지리학개요, 85쪽.
98) 반도국은 대륙으로의 위치, 해양으로의 위치 어느 것이든 이용할 수 있었다. 그

러므로 평시에는 경제적으로 이중의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군사적으로는 육해
양방에 군비를 필요로 하는 점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있기도 했다. 대륙에 부착

된 반도국으로서 대륙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흥망이 미치는 영향으로서 과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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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완충국을 바라보는 표문화의 시선이 변화했다. 조선지
정학개관에서 완충국의 건설은 해방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책

이었다. 그러나 정치지리학개요에서 표문화는 강대국들이 그들 사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간을 분리하는 전략을 자주 선택했고, 그 상황

속에서 완충국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맥락을 서술할 뿐이었

다.99) 앞선 논의에서 완충국이 약소국 조선의 대안으로서 모색되었다

면, 이제는 강대국 지정학의 맥락에서 중립적으로 서술될 따름이었다.

이는 완충국을 설명하는 이이모토 노부유키의 정치지리학의 설명 방식
이기도 했지만, 표문화에게 있어 완충국의 수립이 이제 그만큼 절실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제 표문화는 지리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 국가 간의 동

맹이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하기에 완충국이 필요해진다고 현상을 완전

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했다.100) 이제 완충국의 수립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정치지리적으로 볼 때 동맹은 인접 국가 간에 이루어지

기 쉽지 않기에, 인접 국가 사이에서는 완충국을 만들고, 동맹은 외부의

국가와 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논리가 강조되었다. 이는 표문화가 생

각한 당대 상황에서의 한국의 외교적 전략 방향과도 통했다. 한국은 완

충국이 아니라 이제 자유 진영의 일원으로서 반공의 제1선을 담당했는

데, 한국은 동일한 사상적 노선에 있는 제2선인 일본과 친선이 진행되

지 않고, 상호반목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대일감정만이 문제

가 아니라, 인접 국가 간의 동맹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오히려 지리적으로 먼 미국과 한국이 동일한 목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더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었다. 지정학적 입장에서 볼 때에도 한국은 이제

일본을 우회하여, 미국과의 결속을 단단히 확보해야 했다. 이는 동맹 체

결의 지리적 기초였다.101)

터 현재까지 정치적 마찰이 심했고 삼면에 면하는 해양의 경계로서 반도국은 해
양국의 흥망에 따라 해양국과의 마찰이 심했다. 표문화, 정치지리학개요, 85쪽.

99) 표문화, 정치지리학개요, 59쪽.
100) 표문화, 정치지리학개요, 64쪽.
101) 표문화, 정치지리학개요,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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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진영이 대립하는 냉전의 구도에서 진영 간 마찰이 심한 지역은

한반도, 독일, 인도차이나였다.102) 이들 지역은 모두 지정학적으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이유로, 양 진영이 모두 눈독을 들이는 지역이었

다. 표문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소민족의 해방이라는 구호가 미국

과 소련 모두에게서 제창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강대국의 국가정책

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한반도, 독일, 인도차이나가 분할되었다고 주장

했다. “약소민족의 해방은 결국에 있어 강대국 국책수행의 선전 도구이

며 그 이해가 일치하는 한계 내에 있어서 해방이 되고 해방이 되어도 그

강국의 국책에 일치하지 않으면 분할 또는 멸망도 된다는 것이다.”103)

강대국의 국가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약소국의 분할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약소국의 입장에서 비극이 아닐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분할은

매우 인위적이었고, 약소민족의 민족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았

다. 물론 이러한 분할은 장래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기도 했

다. 양대 진영은 각각 조약 체결을 통해 동맹을 규합하면서 직접적 마찰

을 대비하고자 했다. 표문화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남아시아조약기구 등이 이와 같은 대립선의 충돌을 제어하고자 하는

강대국의 의지가 발현된 것으로 파악했다.10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논

의되던 약소민족의 해방도 미국과 소련의 양대 진영의 대립의 산물이었

다. 양대 진영은 약소민족을 해방시켜 그들 세력권으로 편입시키고자 했

고, 양대 진영이 직접적으로 마찰하는 지역을 차례차례 분할했다.105)

표문화의 인식에서 세계는 강대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강

대국들은 동맹을 규합하면서 동시에 세계를 분할했다. 이 속에서 한반도

의 중립지대성 완충국 건설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표문화는

6·25 이후 등장한 중립화 주장을 모두 비판했다. 6·25 사변 이후 전쟁

102) 표문화, 정치지리학개요, 186쪽. 인도차이나에 대해서 표문화는 다른 글을 발

표하기도 했다. 표문화, ｢인도지나반도의 정치지리적 위치: 주로 불인(佛印)에 대
한 지정학적 견해｣, 새벽 창간호, 1954.

103) 표문화, 정치지리학개요, 187쪽.
104) 표문화, 정치지리학개요, 188쪽.
105) 표문화, 정치지리학개요,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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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화를 경험하고 중립화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있지만, 국방력이 없는

중립화는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106) 또 표문화는 인도를 중심으로 한

제3세력에 기대를 거는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그가

볼 때 양 진영의 대립이 이어지는 한 제3세력의 존재가치는 차차 희박

해질 것이었다.107) 해방 직후의 미소 양국의 세계정세와 1954년 8월까

지의 정세는 판이하게 전환했기 때문이다.108)

중립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동국인 강대국이 중립국을 승인해

야 하지만, 미국과 소련 양국은 도저히 타협점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대립이 심각해졌다. 중립이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

황 속에서 한국의 중립화는 곤란한 대안이었다.109) 한국은 이제 완충

지대가 아니라 엄연한 충돌 지대로 진입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는

‘자유 진영의 일원’으로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110)

“이것이 세계정세와 정치지리가 전진하는 부합점일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8·15 해방 직후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고, 미소 양국의 완충지대로서 독

립을 가망(可望)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세계정세는 명백하게 그 노선이

확립되었다. 여기에는 중립국의 존재를 허용 못할 정도로 역사는 전진하고

있기 때문이다.”111)

해방 직후 완충국의 건설을 희망했던 표문화는 1960년 4‧19 이

후 중립화통일론이 한국 사회에 등장했을 때에도 이와 거리를 두었다.

이미 현실의 변화가 중립적 완충국과는 멀어졌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

106) 표문화, 정치지리학개요, 238쪽.
107) 표문화, 정치지리학개요, 239쪽.
108) 표문화는 정치지리학개요를 마무리하며, 조선지정학개관을 작성할 당시와
지금의 현실을 비교한다. 조선지정학개관의 내용이 시대의 추이에 따라 내용이

틀리는 점도 있으나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조에 있어 그 때 그

때의 역사를 재인식하는데 오히려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표문화, 정치지리
학개요, 248쪽.

109) 표문화, 정치지리학개요, 239쪽.
110) 표문화, 정치지리학개요, 240쪽.
111) 표문화, 정치지리학개요, 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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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이다. 4‧19 이후 발표된 글에서 표문화는 한국 외교와 국방의

과제는 동북아시아 대륙 주변에 나열되어 있는 자유 진영의 전략적 지역

을 연결하여 군사동맹을 체결하여 공통적인 방공(防共) 운명의 개척을

위한 투쟁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적었다.112) 중립화 통일안에 대해서도

표문화는 감정적인 공상과 이상에 불과하며, 현실 파악의 역량이 부족한

대안이라 혹평했다.113)

4) ‘대립선’과 ‘진영’, 일본산 지정학의 부활

표문화는 1958년 국방지정학강의: 미소 양대 진영의 대립선 연

구를 중심으로라는 책을 쓴다. 이 책의 집필 목적은 “국방과 외교 문제

에 있어서 지정학이 어느 정도 필요하며 군사 또는 외교에 어느 정도 참

고가 되느냐 하는 것을 주지케 하기 위하여 감히 집필한 것”이었다.114)

정치지리학개요를 통해 일본 지정학 체계를 냉전적 현실에 맞게 변용

했듯이, 국방지정학강의도, 비록 강의록의 형태이지만 일본 지정학에

서 많이 논의되던 국방지정학, 특히 에자와 조지(江澤讓治) 등이 저술한

국방지정론(1944)의 체계를 대폭 차용했다.115) 특히 국방지정론에
수록된 쿠니마츠 히사야(國松久彌)의 ｢국방지정학의 제문제｣를 참고한

정황이 포착된다. ｢국방지정학의 제문제｣는 제1장 국방지정학의 근본문

제, 제2장 국방과 지리적 위치, 제3장 국방과 정치적 경계, 제4장 국방

과 국토와 구조로 구성되었다. 표문화의 국방지정학강의의 제1편은

기초이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이는 제1장 국방지정학의 근본

문제, 제2장 국방과 국가적 위치, 제3장 국방과 정치적 경계, 제4장 국

112) 표문화, ｢지정학상으로 본 외교국방문제(하)｣, 동아일보 1960년 10월 20일.

113) 표문화, ｢한국의 중립통일에 관한 기초이론: 지정학으로 본｣, 동국정치 3권,
1961, 57쪽.

114) 표문화, 국방지정학강의: 미소 양대 진영의 대립선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 우
성사, 1958), 3쪽.

115) 일본 지정학의 흐름에 대해서는 남기정, ｢지정학의 시대와 러일관계의 전개｣, 
평화연구 11권 4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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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국토의 구조로 짜여져 있었다는 점에서 쿠니마츠 히사야의 논의를

그대로 전재한 것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표문화는 왜 이러한 표절에 가까운 차용을 했을까. 그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대립선’(對立線)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정학적 기초

이론을 전개했으며 이 이론을 통해 “미국과 소련의 대립선의 변천 현황

및 장차 전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 구체적인 분규를 다시금 분석, 검토함으로써 그 원인과 중요성을 파

악하는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 보면서 과거 일본 국방지정학의 이론을

빌려 냉전을 분석하고자 했다.116)

표문화는 소련 진영과 자유 진영이 대립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대

륙 주변에 무수한 독립국가들이 양대 진영의 ‘대립선’에서 유성(遊星)과

같이 놀고 있다고 보았다.117) 그리고 양대 진영 사이에 중간 진영이 개

재하고 있었다. 중간 진영의 국가들은 독립국가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

지만,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이들이 확실히 양대 진영 사이의 국경이자 완

충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118) 이는 대동아공영권 시기 만주국을 건설했

듯이 냉전도 여러 완충국의 건설이 이루어졌고, 이는 냉전과 대동아공영

권의 공통점이었다.119)

그렇기에 좀 더 노골적으로 전전, 전중기 일본 지정학과 유사한

문제의식이 부활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의 대결이었고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났다는 인식을 비판하면서, 표문화

는 기존의 강대국들이 자국 내에서는 민주주의 정치를 실시했지만, 식민

지에서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의미에서 빈곤

116) 표문화, 국방지정학강의, 3-4쪽.
117) 표문화, 국방지정학강의, 53쪽. 표문화는 완충국의 사례로 일본의 대동아공영

권을 제시한다. 일본은 한국과 일본을 합쳐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고, 이를 핵심체

적 중심국가로 설정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대륙에는 만주국, 몽고자치연맹을 건
설하여 소련의 남진을 막는 완충국을 건설했다.

118) 표문화, 국방지정학강의, 54쪽. 이와 같은 완충지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는 극
동의 한반도,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반도, 서남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꼽았다.

119) 표문화, 국방지정학강의,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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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가 신흥국가로서 국제무대에 등장하면서 구체제를 신체제로 혁신

하겠다는 것은 세계사의 진보일 수 있었다.120)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독

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추축국의 대립이었고, 부유한 현상유

지의 국가군과 빈곤한 현상타파 국가군의 대립이었다. 결과적으로 현상

유지 국가군의 승리로 제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다.121) 그럼에도 표문

화는 독일과 일본 모두 근본적으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국가였다는 점

을 강조했다. 오히려 이 두 국가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측면에서 미

국과 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국책을 진실하게 실천한

국가였다. 그런데도 미국과 영국은 독일과 일본을 타파하기 위해 소련을

연합군에 가담시켰고, 막대한 군사원조를 감행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블록경제 형성에 있어서 독일과 일본 양국의 공영

권 건설에 위협을 받았고, 신체제를 수립하려는 현상타파 국가군과의 충

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122)

결과적으로 이는 미국이 원조한 소련이 세계무대에 등장하는 것으

로 이어졌으며,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2개의 블록이 새롭게 수

립되어 자유주의 국가군과 공산주의 국가군이 대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

은 블록의 형성은 ‘지리주의’에 입각한 것이라 표문화는 해석했다.123)

이 때의 지리주의는 지역적 결합을 추구했던 대동아공영권의 논리와 달

랐지만, 적어도 민족주의를 초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 점에서 볼 때 지정학적 논리는 일종의 비-민족국가적 정치론으로서

진영(블록)의 논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틀이었다. 한국이 처한 냉전적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문화는 일본 국방지정학의 논리를 적극적으

로 복권·부활시키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1947년의 표문화가 완충국의 건설을 위해 대외적으로

120) 표문화, 국방지정학강의, 87쪽.
121) 표문화, 국방지정학강의, 86쪽.
122) 표문화, 국방지정학강의, 87-88쪽.
123) 표문화, 국방지정학강의, 87-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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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과 소련의 협력,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민족문화를 앙양을 내세웠

다면, 1950년대 후반부터 표문화는 냉전 질서 속에서 한국도 동맹이라

는 선택지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화의 개혁이라는 대내적 대안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한국은 아시아 대륙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는 주변적 위치이기 때문에 한국

에는 문화, 정치 등 특징이 현저하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대륙의 중심부가

아니라 중심부에 부착되어 있는 주변적인 고로 대륙에서 발생한 변동이 여

파적으로 한국에 반향(反響)하는 까닭이다. 주변적 위치이기 때문에 항상

대륙의 본류를 떨어져 한국사의 특징인 부수성적 원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가령 이와 같은 지역과 민족이 만일 대륙의 중앙위치에 존재하였더라면 거

기에는 한국사적 부수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중앙에 있는 민족의 역사

로 일개의 새로운 세계역사의 건설까지 발전했거나 혹은 벌써 멸망해버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사는 화려한 세계사의 건설이 아니고 말하자면 길고

가늘게 계속한 반도적 역사이다. 이와 같은 주변적 위치로 말미암아 필연적

으로 모든 현상이 부수성적으로 표현되게 되는 것은 주위에 위치하는 열강

의 문화나 정치가 한국 반도에 철저히 삼투하지 못하고 그 문화정치 사상의

진수를 한반도에서는 섭취저작할 여유도 없이 그 피상적 형식의 접수에만

영일(寧日)이 없었고 그 정신은 한국반도의 피와 살이 되지 못하고 항상 조

강(糟糠)만이 상미(嘗味)하였을 뿐이었다.”124)

주변적 위치에 있었기에, 문화의 진수를 섭취하지 못하고 ‘길고 가

늘게 계속한 역사’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

는가를 두고 표문화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먼저 우리 자신을

건전한 신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건전한 신체를 만드는 것은 곧 우리

민족이 이러한 국난에 봉착한 금일 우리의 총역량을 집중하여 일대 전환

의 호기를 파악하고자 일대 정화를 정치를 단행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 (중략) … 우리의 모든 부분의 역량이야말로 양호한 정치적 위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국내의 일대 정화 작용이 단행될 것이다. 오직

우리의 역량과 역량 향상이 모든 해결의 약건(鑰鍵, 열쇠)이라는 것을

124) 표문화, 국방지정학강의,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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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해야 할 것이다.”125) 이는 조선지정학개관에서 보여준 ‘정신’에 대

한 강조와 유사한 논리 전개였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주변적 위치라

는 구조 속에서 문화적 요소인 ‘정신’을 강조하는 방식의 단순한 논리 전

개가 아니라, 역량의 향상이 있어야지만 주변적 위치라는 구조를 지정학

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126)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지정학과 관련된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여준 표문화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정학은 한국이 경험하는

냉전의 맥락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다. 해방 직후 지정학이 미국과 소

련 사이의 완충국을 상상하는 지적 기반이었다면, 냉전의 전개 속에서

지정학은 자유 진영 내의 동맹을 확보하고, 국력의 증강을 요구하는 논

법으로 그 내용이 바뀌었다. 이는 지정학 이론이 빈약했기 때문이라기보

다는, 특히 한국에서의 지정학이 현실의 변화를 발빠르게 반영하면서 한

국의 생존을 모색하는 학문이자 일종의 지적 기술이었기 때문이었다. 대

륙과 해양의 정체성이 공존하던 반도의 맥락에서, 38선 분단과 한국전

쟁을 통한 경계선의 획정 이후, 한국에서 지정학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해양의 틀 내에서 지정학적 진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지정학

의 적극적인 모색 속에서 일본 지정학이 모습을 바꾸어 부활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표문화가 논의했던 여러 지정학적 사고틀은 1960

년대의 지정학에서도 큰 틀에서 유지된다. 일본 지정학 대신 영미 지정

학이 지적 참조 체계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말이다.

125) 표문화, 국방지정학강의, 141쪽. 표문화는 이와 유사한 결론을 표문화, ｢역사

적으로 본 한국의 정치적 위치와 우리의 진로｣, 협동 40호, 1953; 표문화, ｢지정
학적 견지에서 본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법률과 경제 1권 3호, 1954에서 표

방하기도 했다.

126) 표문화의 유사한 입장이 노도양(盧道陽)의 글에서도 보인다. 노도양은 지리적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살고있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보았다. 한국의
지리적 환경을 두고 중립화를 주장하는 인사들을 비판하면서 그는 “한국의 장래

는 오직 우리 국토에 사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능력으로 우리의 자연 환경을 여

하히 적응, 이용, 극복, 타개하는데 달려있지 협소, 빈약을 이유로 하는 중립화의
여부에 달린 것은 아니다”라고 쓰고 있었다. 노도양, ｢소위 ‘한국중립화’ 지리학적

고찰｣, 신천지 9권 1호, 1954,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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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미 지정학의 수용과 한국 지정학의 대안들:

1960년대 지정학을 중심으로

앞 절에서 살펴본 표문화는 지정학을 독학으로 공부했지만, 오히

려 뛰어난 감각으로 현실을 지정학적으로 포착하는데 능숙했던 인물이었

다. 표문화라는 개인의 행보를 통해서 지정학 관련 논의의 장이 열렸다

는 사실은 학계에서 축적되는 세련된 지식의 확보보다는, 지정학 지식이

시급히 필요했던 당대 현실을 반영한다.

1) 학계에서 시작된 지정학 논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지리학계 내부에서 지정학과 관련된

좀 더 체계적인 논의의 장이 열리기 시작했다.127) 도쿄제국대학 출신으

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육지수는 1962년 ｢지정학

적 입장에서 본 자유 하의 발전｣이라는 글을 쓴다. 육지수는 종전과 동

시에 전체주의 학문이라는 이유로 지정학이 유럽과 미국에서 사라졌지

만, 세계대전 후에도 한국에서 ‘지정학적’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

는 사실에 주목했다.

육지수는 지정학이 널리 운위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한

다. 하나는 한국에서 논의되는 지정학이 본래의 의미에 더해 전략적이라

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된다는 점128)과 다른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한국의 상황이 제1차 세계대전 독일의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이었다.

127) 한국 지리학계에서는 정치지리학 연구가 1960년대 후반부터 석사학위 논문이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학문적 체계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기혁, ｢인

문지리학의 연구주제｣, 제29차 세계지리학대회 조직위원회 엮음, 한국의 지리학
과 지리학자 (서울: 한울, 2001), 253쪽.

128) 육지수, ｢지정학적 입장에서 본 자유 하의 발전｣, 김용구 엮음, 자유 하의 발전

 (서울: 사상계사, 1962),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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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국가적, 민족적 단결을 강화하

는 관념적 수단 그리고 실지(失地) 회복, 영토확장의 정치적 활동을 정

당화하는 이론으로서 의미를 지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뜻하지 못한

38선의 출현은 한국을 양단했고, 한국인들은 실지 회복을 부르짖고 있

으며, 경제발전을 갈망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한국에서 지정학을 향한

동경이 싹텄다.129)

육지수는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 대립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미국의 성장 첨단은 필리핀-대만-일본을 거쳐 한반도에 이르렀고 소련의

성장첨단은 시베리아-만주를 거쳐 한반도에 이르러 이 두 국가는 38선

을 중심으로 대치하기 시작했다. 소련이 무리한 팽창을 기도했던 것이

바로 6·25 사변이었으나, 이는 실패로 돌아가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은 계속되고 있었다. 육지수는 이러한 긴장 상태의 극복을 추구하는 운

동이 중립론이라고 주장했다.130) 육지수는 일각에서 논의되는 중립론이

비현실적이라 비판했다. 소련과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철수가 이루어진다

고 하더라도, 소련은 한반도와 인접한 국가이기에 이는 지정학적으로 불

균형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이었다. 결국 한국과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국가는 외부적 균형인 중립론의 추구가 아니라, 그 자신의 힘이 강

해지는 방법을 따라야 했다.131)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 육지수는 현재와 같이

국토의 양분 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지적한다. 지정학에 있어 피와 땅과

의 혼연의 일체를 언급하면서, “우리의 한민족은 압록강 이남의 땅에 있

어서는 그 땅과 결합되어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일체를 이

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정학에서 말하는 ‘지역착오’인 것”이라 단언했

다.132)

129) 육지수, ｢지정학적 입장에서 본 자유 하의 발전｣, 29쪽.

130) 육지수, ｢지정학적 입장에서 본 자유 하의 발전｣, 31쪽.

131) 육지수, ｢지정학적 입장에서 본 자유 하의 발전｣, 31-32쪽.

132) 육지수, ｢지정학적 입장에서 본 자유 하의 발전｣,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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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민족이 같은 유기체를 이루지 못하고 별개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 발전에 큰 지장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통일은 요청되

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남한의 농업과 북한의 광공업이 결합되면 더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유기체가 개별적으

로 존재하는 것보다 일체의 유기체를 이룩한다면 더 큰 발전을 볼 수 있다

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133)

육지수는 한국의 현실에서 민족의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전체주의

국가의 전매특허품’이자 ‘19세기적 유물’인 지정학적 이론을 활용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다.134) 그러나 육지수는 해방 후 한국과 전전의 독일의

유사성을 인정했지만,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지정학적 개념을 그

대로 끌어올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135) 표문화가 일본 지정학에 기초하

여 냉전기 한국 지정학의 방향을 모색했다면, 육지수는 이와 같은 노골

적 행보를 보이지는 못했다. 여전히 지정학은 ‘전체주의 국가’의 유산이

자, 19세기적 학문이라는 인상이 강했기 때문이다.

또 지정학이 보여주는 지리적 환경결정론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

기 때문이다. 육지수는 “국토와 국가와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환경과 환

경의 주체와의 관계이며 인류사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양자의 결합을

매개하는 생활기구를 문제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 생활기구가 역사적,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 점에 유의하여 실천”하는 일이 필요했

다.136)

이 때의 ‘생활기구’는 표문화가 말한 ‘민족문화’와 유사한 의미를

지녔으나 육지수는 민족문화라는 말보다는 생활기구라는 표현을 사용함

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일본산 지정학과 거리감을 유지하고

자 했다.

그렇다면 어떤 지정학이 필요했을까. 한국 지리학자 가운데 이 공

133) 육지수, ｢지정학적 입장에서 본 자유 하의 발전｣, 32쪽.

134) 육지수, ｢지정학적 입장에서 본 자유 하의 발전｣, 33쪽.

135) 육지수, ｢지정학적 입장에서 본 자유 하의 발전｣, 33쪽.

136) 육지수, ｢지정학적 입장에서 본 자유 하의 발전｣,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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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을 보완해주는 논의를 제공한 인물은 형기주였다.137) 형기주는 1964

년에 쓴 ｢국토통일: 지정학상의 가능성｣을 통해 지정학이 ‘죄스러운 용

어’라 인정하면서도, 정치지리적 문제를 두고 전승국인 영국과 미국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형기주는 본격적으로 영미 지

정학(정치지리학)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했다.138) 형기주는 영국과 미

국과 같은 승전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새로운 지정학의 핵심이 국가를 정

치적 지역사회 내지 공속(共屬) 의식체로 간주하고, 국가의 생태를 기능

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 정리했다. 즉 한 국가의 기능 요소에는 위치를

포함한 자연적 특색, 경제인구 등의 내적 영력(營力), 그리고 인접국가

군의 작용 등이 포함되고 이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항상 가변적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139)

즉, 영미 지정학은 국가의 기능을 지리적 환경만이 아니라, 국가

의 경제적 활동성, 국가가 직면한 국제관계 등 다양한 요소의 종합 속에

서 바라보았다. 앞서 살펴본 일본산 지정학이 양 진영으로 분열된 냉전

적 국제정치적 상황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논리를 제공했다면 형기주를

통해 도입된 영미 지정학(정치지리학)은 한 국가의 상황을 다양한 관점

에서 분석할 때 강점을 보였다. 또 일본산 지정학의 논법이 표문화의 사

례가 보여주듯이 ‘국방’의 관점을 강조하고, 그 대안으로서 ‘문화’의 혁신

이라는 다소 정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면, 영미 지정학은 국방을 국가의

137) 형기주(1933~)의 악력에 대해서는 ｢남계 형기주 교수 약력 및 논문 목록｣, 한
국경제지리학회지 2권 1호, 1999. 임덕순은 형기주의 지적 스승으로서 서울대 사

범대 지리교육과 교수였던 최복현을 지적한다. 최복현은 경제지리학과 더불어 정

치지리학을 가르쳤는데, 특히 강의에서 미국 지리학자 사무엘 V. 발켄버그
(Samuel V. Valkenburg)의 Elements of Political Geography(1942)를 주로 참조

했다 한다. 임덕순, ｢한국 정치지리학과 인문지리학 일반 50년의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31권 2호, 1996, 296쪽.

138) 형기주, ｢국토통일: 지정학상의 가능성｣, 20세기 강좌 5: 20세기의 한국 (서울:
박우사, 1964), 172쪽.

139) 형기주, ｢국토통일: 지정학상의 가능성｣, 172쪽. 실제로 발켄버그의 정치지리학
의 요소의 목차는 물리적 요소, 경제적 요소, 인간-문화적 요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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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중 하나로 상대화하면서, 국가의 지정학적 대안으로도 문화 이외에

도 경제, 사회와 관련된 폭넓은 분석을 가능케 하는 지식 체계였다.

영미 지정학의 논의를 흡수하여 자신의 논의를 전개한 형기주도

환경결정론이 확고부동한 법칙은 아니라고 보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환

경결정론에 대한 반박으로 형기주는 1960년대 소련과 대등한 균형을 이

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공,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 미국, 소련과

대비되는 제3세력을 만들려는 유럽의 사례를 제시했다. “한 국가의 위치

가치란 위치 자체의 숙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의 현실성 및 그

이용성에 있다는 말이다.”140) 양 진영의 대립 속에서도 중국과 유럽이

보이는 행보는 위치 가치가 현실의 변화 속에서 의미의 변용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국도 대륙과 해양 양면의 압력을 받

고 있지만, 이로부터 일정하게 자율성을 띨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

다.141)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형기주는 ‘충돌’, ‘분리’, ‘독립’이

라는 세 가지 이념형을 제시한다. 충돌은 여러 세력의 전장이 되는 것

을, 분리는 완충국과 중립국을 건설하는 것, 독립은 양대 세력과 동등한

세력을 견주는 것을 뜻했다. 기존의 지정학 논리와 세력 관계의 추이를

보건대 한국은 지금까지 충돌이나, 분리의 기능을 담당하는 정도였

다.142) 그러나 형기주는 양대 세력의 팽창이 극점에 도달했고, 한국이

사는 길은 하루속히 양 세력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의 길을 추구하

는데 있다고 보았다.143)

“대전 직후의 사정은 미소 양국의 이해관계에만 얽혀져 있던 소위 세력의 양

극화 시대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사정이 매우 복잡해졌다. 바다 건너 일본이

점차 국력을 회복하게 되어 미소와는 다른 새 세력기능체로서 등장하게 되

었고, 원조항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6·25 동란에 개입했던 중공도 지금에

140) 형기주, ｢국토통일: 지정학상의 가능성｣, 173쪽.

141) 형기주, ｢국토통일: 지정학상의 가능성｣, 173쪽.

142) 형기주, ｢국토통일: 지정학상의 가능성｣, 174-175쪽.

143) 형기주, ｢국토통일: 지정학상의 가능성｣,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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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는 미소와는 아주 다른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실이다. 국제정치학자들

은 1960년을 시점으로 한 오늘날의 정치경제를 ‘과두적 세력균형시대’로 이

행하는 과도기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이 시기를 지나면 미소중일

의 4개 기능 세력 사이에서 헤쳐나서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144)

‘다극화 시대’라는 새로운 현실 속에서 그러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독립의 방향은 무엇일까. 형기주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앉아서 기다리는

방식이나 제3세계주의적 아시아-아프리카 민족운동을 모두 거부했다.

전자는 백년하청과 같은 처방과 다를 바 없고, 후자는 교묘한 공산주의

적 술수에 빠져 들어가,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통일국가를 이룰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었다.145)

그렇다고 분리를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완충국이나 중립국의

건설도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었다. 소극적인 중립은 강대국의 의사에 좌

우되는 것이었기에, 결국 ‘독립’의 대안은 한국 자체의 국력을 신장하기

위한 경제적 자립과 신축성 있는 외교였다.146) 이처럼 영미 지정학의

논의를 받아들이면서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론을 비판하고, 운명의 개척

을 강조하는 식의 흐름이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었다.

2) ‘변연 지역’ 한반도의 지정학적 진로

이제 지정학은 지리학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제정치학과 군사

전략 전문가들에게도 그 문호가 점차 확대되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정

학이 본격적으로 소개·수용되기 시작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플로

리다대학교, 워싱턴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경험하고 돌아온 차윤(車

胤)147)이 영미 지정학의 수용의 흐름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구미동창

144) 형기주, ｢국토통일: 지정학상의 가능성｣, 181쪽.

145) 형기주, ｢국토통일: 지정학상의 가능성｣, 183쪽.

146) 형기주, ｢국토통일: 지정학상의 가능성｣, 184쪽.

147) 해군 소위였던 차윤은 항공기와 미사일 기술의 발전으로 대륙 지배, 해양 지배

에 절대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기존 지정학 이론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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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발간하는 청탑(靑塔)이라는 잡지에 차윤은 1966년 6월 ｢한국

의 지정학적 문제와 국가정책의 방향｣이라는 글을 쓴다. 차윤은 ‘고전지

정학’과 ‘현대지정학’을 대비한다. 고전지정학이 자연이 인간생활을 절대

적으로 지배한다고 본다면, 현대지정학은 자연이 인간생활에 어느 정도

의 제약을 주는 것일 뿐,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사고체

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았다.148)

고전지정학과 현대지정학을 대비하는 차윤의 목표는 자명했다. 앞

서 언급한 많은 한국의 지정학자들이 그러했듯이, 차윤도 지정학을 논할

때 피할 수 없는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그

리고 차윤은 현대지정학의 논의를 빌려 이와 같은 숙명을 극복할 방안을

찾고자 했다. 차윤은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이 한국의 정치지리적 위치

중 특히 중앙적 위치(central position)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국

은 북으로는 소련(러시아), 동으로는 일본, 서로 중국으로 형성된 삼각

형의 중심에 위치했다. 그렇기에 한국의 근대사는 제2차 세계대전 전까

지만 하더라도, 이 세 국가가 한국을 두고 싸웠던 투쟁사였다.149) 하지

만 역설적으로 한국은 세력 각축장이었기 때문에 중국, 소련, 일본의 삼

각관계 속에서 어느 한 쪽의 지배를 받을지언정 국토양단이라는 비극까

지는 피할 수 있기도 했다.150)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은 양대 세력

속에서 분할되고 말았는데, 이는 한국이 중앙적 위치 이외에도 세계 질

서의 변동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지정학적 위치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라

고 차윤은 분석했다.

차윤은 냉전기 한국에 변연(邊緣) 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조건이 추

가되었다고 보았다. 변연 지역은 미국의 지정학자 니콜라스 J. 스파이크

먼(Nicolas J. Spykman)의 지정학 이론에 기초한 지역 개념이었다. 니

했다. 차윤, ｢세계전략의 지정학적 개관｣, 해군대학논집 3권 1호, 1961, 71쪽.

1963년 차윤은 워싱턴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제목은 ｢
Political-Geographical Appraisal of Divided Korea｣였다.

148) 차윤, ｢한국의 지정학적 문제와 국가정책의 방향｣, 청탑 6권, 1966, 23쪽.
149) 차윤, ｢한국의 지정학적 문제와 국가정책의 방향｣, 23쪽.

150) 차윤, ｢한국의 지정학적 문제와 국가정책의 방향｣,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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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스 스파이크먼은 1944년 출간된 평화의 지리학(Geography of
Peace)151)에서 세계를 심장 지역(Heartland), 변연 지역(Rimland), 그

리고 근해 대륙(Offshore Continents)으로 나눈다. 유라시아 대륙의 중

앙 대륙 평원을 심장 지역으로, 해안으로부터 대륙을 분리하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연해와 지중해 지역을 변연 지역으로, 그리고 영국, 아프

리카,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등을 근해 대륙이라고 보았다. 스파이크

먼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대립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세계를 지배

하기 위해서는 변연 지역을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스파이크먼은 “변

연 지역을 지배하는 자가 유라시아를 지배한다.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

가 세계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52)

차윤이 보기에 냉전기 한국은 아시아의 공산주의 대륙 세력과 이

세력을 억제하려는 자유 세계의 해양 세력 간의 완충 지대를 형성하는

변연 지역의 국가였다.153) 이와 같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로 인해 어느

진영도 한국을 양보할 수 없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38선 분할로 이어졌

다.154) 스파이크먼의 논리를 통해 차윤은 미국과 소련의 지정학적 팽창

이라는 단순한 설명에서 벗어나서, 그렇다면 왜 하필 한반도가 분단되었

는지를 지정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스파이크먼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강대국, 특히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연구된 것이었고, 세계전략의 관점에서 변연 지역의 관리를 강

조했다. 그렇다면 변연 지역 안에 속한 한국은 어떤 지정학적 논리를 세

워야 했을까. 차윤은 냉전기 한국이 변연 지역에 속했다고 보면서, 자유

세계 속에서 지정학적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중앙적 위치

에 이어 새롭게 부여된 변연 지역적 환경에서 한국의 국력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유

151) 니콜라스 존 스파이크먼, 김연지 외 옮김, 평화의 지정학 (고양: 섬앤섬,
2019[1944]).

152) 니콜라스 존 스파이크먼, 김연지 외 옮김, 평화의 지정학, 88쪽.
153) 차윤, ｢한국의 지정학적 문제와 국가정책의 방향｣, 24-25쪽.

154) 차윤, ｢한국의 지정학적 문제와 국가정책의 방향｣,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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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부터 고립되는 일을 피해야 했다. 자유 세계와의 결속을 위해 군

사 동맹, 경제협조, 반공 외교 강화가 이루어져야 했다.155)

심지어 차윤은 대일 감정을 인정하더라도 자유 세계의 반공 신장

력의 기점인 일본과도 확실히 결속해야 한다고 보았다.156) 차윤은 글이

쓰인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한일 국교정상화를 이와 같은 지정학

적 구도 속에서 이해할 것을 요구했다.157) 또 차윤은 변연 지역의 자유

진영 국가들을 결속하는 반공 군사방위망(NATO, SEATO, METO 등)

을 좀 더 활발히 전개할 것을 원했으며, 한국도 이와 같은 반공군사방위

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이외에

어떤 방위망에도 가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물론 중요한 조약이지만, 차윤은 국가집단을 구성하고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히 고려할 점이 바로 국가 집단의 지리적 요소임을 강조했

다.158)

차윤은 냉전의 지구적 대립 속에서 아시아의 반공 국가들을 규합

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진로를 설정한다. 표문화의 논의가

저 멀리 있는 미국의 결속만을 주장했다면 차윤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

국가들의 ‘지역적’ 반공 연대까지 포괄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차윤은

한국이 힘만 있다면, 중앙적 위치와 변연적 위치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차윤은 한국이 소유한 영토, 자원, 위치, 인구를 가

지고 어떻게 하면 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를 논하면서 대안으로 통

일된 한국을 제시했다.

“한국은 통일 없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 국가생태학적으로 분단된 한국

은 허리 꺾어진 사람 같아서 병신인 것이다. 국력을 지정학에서는 ‘피’(血)와

‘땅’(土)의 결합상태로서 표현하고 있다. 피와 땅의 결합이라고 함은 민족과

그 민족이 향유하는 영역(공간)이 자연법칙 상으로 잘 결합되었느냐 아니냐

155) 차윤, ｢한국의 지정학적 문제와 국가정책의 방향｣, 28쪽.

156) 차윤, ｢한국의 지정학적 문제와 국가정책의 방향｣, 28쪽.

157) 차윤, ｢한국의 지정학적 문제와 국가정책의 방향｣, 28쪽.

158) 차윤, ｢한국의 지정학적 문제와 국가정책의 방향｣,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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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국가의 자연환경은 그 속에서 생활하는 국민과 상관성을 가지

므로 그 국민의 정신적 구성에 영향을 주며, 따라서 국토와 국민의 결합에

서 생겨나는 국가의 독특한 의사의 생명적 표현이야말로 그 국가의 ‘힘’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159)

1969년 차윤은 정경연구에 자신의 논의를 다시 요약하여 발표

한다.160) 차윤은 이 글에서 다가올 1970년대에 통일의 가능성이 더 높

아졌다고 보았다. 그는 먼저 한반도에 분단을 초래케 한 대륙 세력과 해

양 세력 간의 양극적 대립이 변연 지역을 두고 완화될 가능성을 점쳤다.

그 증거로 미국이나 소련 모두 변연 지역을 두고 옛날만큼의 욕심을 지

니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161) 소련의 경우 중소분쟁을, 미국의 경

우 월남사태를 거치면서, 극동 지역에서 서로가 다 너무나도 힘에 벅차

고 쓰라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진 나머지 그들의 개입을 확

대하려고 하지 않았다.162)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의 직접적인 대립

의 가능성은 낮아졌다. 냉전의 완화 속에 변연 지역으로서 한반도의 가

치는 점차 떨어지고 있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멀기에, 극동의 지정학

적 판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 즉 한반도를 중앙적 위치에다 둔 중

공, 소련, 일본의 정삼각형 관계로 회귀할 가능성이 컸다.163) 현재 북한

은 중소분쟁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서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갈팡질팡하

고 있었고, 중소분쟁의 추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었다. 차윤

은 이 상황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대외정책을 수행하고, 남한의 구심력을

강화한다면 통일이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164) 한국의 분단

159) 차윤, ｢한국의 지정학적 문제와 국가정책의 방향｣, 29쪽.

160) 차윤, ｢70년대 한국의 지정학적 구조｣(1969), 손세일 엮음, 한국논쟁사 3: 정치·
법률·경제 (서울: 청람문화사, 1976). 이 글은 본래 정경연구 52권, 1969년 5월

호에 발표된 글이다.

161) 차윤, ｢70년대 한국의 지정학적 구조｣, 169쪽.

162) 차윤, ｢70년대 한국의 지정학적 구조｣, 169쪽.

163) 차윤, ｢70년대 한국의 지정학적 구조｣, 170쪽.

164) 차윤, ｢70년대 한국의 지정학적 구조｣,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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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국이 지닌 변연 지역의 속성에서 도출된 것이라면, 냉전의 새로운

전개 속에서 변연 지역의 속성이 약해지는 가운데 통일을 모색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논한 것이다.

3) 공간 변화의 ‘정치지리학적’ 해석

차윤의 글을 두고 임덕순이 바로 반론을 제기했다.165) ｢변연 지역

이론의 한반도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처럼 이 글은 변연

지역 이론을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따졌다. 임덕순이

보기에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행동은 애당초 한국이 지닌 변연

지역의 성격에 연유한 것이라 볼 수 없었다. 임덕순은 스파이크먼의 변

연 지역 이론에 바탕을 둔 트루먼 독트린이나 이의 실천인 마셜 플랜이

유럽의 강화를 위해서는 쓰였지만, 한국을 위해서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

적했다. 한국에서는 반대로 1950년 한국동란 전까지 계속 미국은 철회

책을 써왔다.166)

임덕순은 꼭 스파이크먼의 세계전략 차원의 논리를 빌리지 않더라

도 오히려 한국이 극동 자체 내의 정치지리적 공간 실재로서, 호상(弧

狀) 배열상의 한 지역이기 때문에, 열강이 이곳에서 자국의 국가 이익을

생각했고, 그것이 국토 분단의 커다란 가능성을 안게 했다고 보았다. 한

국은 바다와 육지의 교합지에 있으면서, 양쪽으로의 지향가능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양 세력의 차단 기능도 갖고 있었다. 미국과 소련의 한

국에 대한 욕심의 지리적 이유는 바로 한반도의 이 같은 기능 때문이었

다. 즉, 한반도의 분단은 극동 지역 내의 한반도의 지리적 요소와 관련

된 것이지, 스파이크먼의 변연 지역 이론은 한국 분단과는 직접적 관련

165) 임덕순, ｢변연 지역이론의 한반도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차윤 교수의 ｢70년

대 한국의 지정학적 구조｣(1969), 손세일 엮음, 한국논쟁사 3: 정치·법률·경제,
(서울: 청람문화사, 1976). 이 글은 정경연구 54호, 1969년 7월호로 발표된 것이

다.

166) 임덕순, ｢변연 지역이론의 한반도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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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었다.167)

임덕순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차윤이 제기한 국토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를 하기 위한 논리적 포석이었다. 차윤의 핵심 주장은 한

반도가 지닌 미국과 소련 사이의 변연 지역으로서의 위치가 약화되면,

다시 한반도의 위치가 중국-소련-일본 사이의 중앙적 위치로 바뀌면서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령 한반도의 위치 기능이

바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 하나로 한국에서 대결하고 있는 양 세력

정치의 양상이 쉽게 바뀌어지리라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국제 세력정치

의 행방은 한 지역의 정치지리적 위치 외에도 교통관계, 국가의 위신,

이데올로기, 전통, 위치와 관련된 국가이익 등 좀 더 다양한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지리적 위치에만

주목하는 차윤의 주장은 매우 단순한 ‘환경결정론’일 따름이었다.

그렇기에 임덕순은 한국의 통일은 당분간 쉽지 않다고 결론을 내

린다. 중국과 소련이 모두 이념적으로 안정 상태이고, 한국의 남북통일

을 그렇게 열망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도 무력통일은 예나 지금이나 원

하지 않았다. 환경의 의미와 가치는 시대, 기술 공학, 인간의 의지, 경

제발달 정도, 무기의 발달, 지리적 개념의 부여 여하 등에 따라 매우 가

변적이었다. 지리적 환경은 인간에게 가능성만 줄 뿐이지, 인간의 행방

과 운명을 결정지우는 것이 아니었다.168) 즉 임덕순이 보기에 차윤의

논의는 좀 더 세련된 ‘숙명론’일 뿐이었다.

임덕순이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공간의 의미 변화를 가져오는 인

간의 활동이었다. 임덕순은 이와 같은 입장을 ｢한국의 공간변화에 관한

일연구: 정치지리학의 Unified Field Theory를 적용하여｣(1968)라는

학위 논문에서 제기했다. 논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임덕순의 관심은

바로 정치지리학적 입장에서의 ‘공간의 변화’였다.169) 공간의 변화는 단

167) 임덕순, ｢변연 지역이론의 한반도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177-178쪽.

168) 임덕순, ｢변연 지역이론의 한반도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179쪽.

169) 임덕순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임덕순, ｢한국의 공간변화에 대한 정치지

리학적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권 1호, 1969로 요약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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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영토가 확대 축소되는 과정만을 의미하지 않았고, 지리적 조건만

따진 것도 아니었다. 임덕순은 자연지리적으로 정적(static)인 한국 공간

이 최근세 이후 외세의 상태변화에 따라 그 가치와 의미에 있어, 동적

(dynamic)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정치지리학의 여러 개념을 통해 고찰하

고자 했다.

이 때 임덕순이 활용한 ‘정치지리학’은 바로 미국의 정치지리학 체

계였다. 임덕순은 차윤과의 논쟁에서 줄곧 ‘지정학’ 대신 ‘정치지리학’이

라는 용어를 고집했다는 점에서 임덕순은 미국의 정치지리학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특히 그가 논문 작성에 주로 활용한 것은 스테판 존스

(Stephen Jones)의 통일장 이론이었다.170)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장’

(場, Field) 개념이었다. 장은 외력을 받아 변하는 공간을 뜻했다. 또

장은 일정한 시간 단위 내의 주어진 공간을 의미했다. 외력은 단순히 외

부 세력을 의미하지 않았고, 정치적 사고(idea)-결정(decision)-운동

(movement)이 장을 변화시키는 조건이었다. 임덕순은 이와 같은 정치

적 선택의 결과로서 공간의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했

다.171) 차윤이 지정학을 통해 한반도라는 ‘땅’의 복원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했다면, 임덕순의 정치지리학은 한반도라는 영토 자체보다는 좀 더

넓은 ‘장’의 작동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한국은 아시아 북동부에 위치하는 작은 반도이다. 반도는 해륙(海陸) 관계

에서 볼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반분리성(semi-detachment) 때문에 분리

와 결합의 두 기능을 갖는다. 어느 것이 우세하게 작용하는가는 차지하고

있는 국가와 그 주위 국가의 자연적 및 사회적 환경요인에 따라 달리 나타

난다. 분리작용은 고립 가능성을 주고, 결합작용은 디딤돌 내지 가교적 역할

을 부여할 수 있다.”172)

대한지리학회지에 소개된 내용을 활용하고자 한다.

170) Stephen B. Jones, “A Unified Field Theory of Political Geography,” Annals of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y, Vol. 44. No. 2, 1954.

171) 임덕순, ｢한국의 공간변화에 대한 정치지리학적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권 1

호, 1969, 27쪽.

172) 임덕순, ｢한국의 공간변화에 대한 정치지리학적 연구｣,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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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덕순이 보기에 한국의 가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타 장소 또는

타 지역과의 관계를 통해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 속성이었다. 특히 주변

국가들의 정책결정자들이 한국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했다.

주변 국가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가치가 긍정적이라면, 한국 공간을 향한

벡터가 강하고, 한국을 향한 가치가 부정적이라면 한국 공간을 향한 벡

터가 약했다.173) 이를 위해 임덕순은 중국, 소련(러시아), 일본, 미국의

한국관을 검토했다. 이 네 가지 국가들의 세력관계와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의 조합이 한국의 가치를 형성했다는 것이 임덕순의 주장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임덕순은 주위 강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속에서 한국의 공간이 지니는 의미가 줄곧 변해왔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라는 땅은 경제성보다는 주로 전략적 위치 가치의 의미를 지녔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극동의 세력 관계 속에서 중요한 ‘장’이었다. 오늘날의 한

반도는 중공, 소련, 미국 등의 관심과 이데올로기가 교합하는 곳에 있으

므로 공산 측으로서는 동부방위상, 미국 측으로서는 서부방위상 각자의

의미에서 하나의 요충지가 되고 있었다.174) 임덕순은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이 변모할 가능성, 베트남전쟁으로 대표되는 동남아시아에서 국제정

치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한국 공간의 의미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고 예측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을 향한 미국의 관심은 변함없이 이어

질 것이었다.175) 임덕순은 차윤이 한국의 통일이라는 결론을 두고 지나

치게 단순한 지정학적 논리를 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었다.

차윤은 자신이 환경결정론자라는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

다. 그는 자신이 한국의 과거와 현실을 설명할 때 환경결정론적 입장을

취해온 것은 사실이라 인정했다. 한국의 역사와 현실은 예외 없이 한국

의 지리적인 또는 지정학적인 환경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이다.176) 그

173) 임덕순, ｢한국의 공간변화에 대한 정치지리학적 연구｣, 28쪽.

174) 임덕순, ｢한국의 공간변화에 대한 정치지리학적 연구｣, 39쪽.

175) 임덕순, ｢한국의 공간변화에 대한 정치지리학적 연구｣, 39쪽.

176) 차윤, ｢한국의 안보문제와 관련된 지정학적 사고의 적용성 시비(하)｣(1969),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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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차윤은 자신의 입장이 한국이 과거에 환경에 의한 결정적 영향을

받아왔기에 앞으로는 국력을 길러서 환경의 지배를 받을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용하는 국가가 되어야한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즉 환경결정

론에서 ‘인식행동론’적 입장으로 발전해 가야한다는 것이었다.177) 차윤

은 자신이 분단된 현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통일이라는 현상변

경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환경결정론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오히려 인식

행동론에 가까운 것이라 강변했다. 차윤은 그의 주장이 70년대에 가서

한국의 통일이 반드시 온다는 주장이 아니라, 70년대에 가서 통일을 달

성해야겠다는 일종의 목표 설정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산 진영

에 맞서는 역량을 유지하고 안으로는 경제자립과 자주국방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위한 주장이었다는 점을 고백했다.178)

즉, 차윤의 지정학은 통일이라는 현상변경을 위한 지정학적 대안

을 대내적 차원에서 강변하는 것이었다. 임덕순과의 논쟁에서 드러난 차

윤의 입장은 한국에서 지정학을 논하는 방식을 솔직하게 드러낸 측면이

있었다. 냉전기 한국에서의 지정학은 환경결정론적인 ‘숙명’을 논하는 방

식이 아니라, 환경결정론적 조건을 철저하게 규명하면서, 앞으로의 ‘운

명’을 적극적으로 논하기 위해 동원되는 지식 체계였다. 피와 땅의 결합

으로서의 통일은 국제정치의 구조를 쉽사리 바꿀 수 없던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대안 중 하나였다. 이처럼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에 대

한 환경결정론에 가까운 지정학적 분석 뒤에는 항상 한반도의 미래와 운

명을 논하고자 하는 욕망이 감추어져 있었다.

5. ‘숙명’의 고전지정학과 ‘운명’의 현대지정학

표문화의 논의가 ‘조선을 위한 지정학’을 고민하다가, 현실의 변화

세일 엮음, 한국논쟁사 3: 정치·법률·경제 (서울: 청람문화사, 1976), 194쪽. 이
글은 정경연구 57권, 1969년 10월호로 발표되었다.

177) 차윤, ｢한국의 안보문제와 관련된 지정학적 사고의 적용성 시비(하)｣, 195쪽.

178) 차윤, ｢한국의 안보문제와 관련된 지정학적 사고의 적용성 시비(하)｣,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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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냉전 지정학으로 급격히 변화했다면, 1960년대 한국 지식인들은

냉전 속에서 영미 지정학을 통해서 다시 한국의 지정학을 고민하고 있었

다. 차윤이 영미 지정학을 빌려 한국의 통일과 이를 위한 대내적 변화를

촉구하고자 했다면, 임덕순은 영미 지정학(정치지리학)의 논의를 통해서

한국이 놓인 국제정치적 장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골몰했다. 이 둘은 논

쟁을 벌였지만, 표문화의 틀을 빌려서 설명한다면, 둘 다 ‘숙명’이 아닌

‘운명’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지정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

다. 차윤이 구조 자체의 변화를 읽어내면서, 대안의 강조점을 냉전적 동

맹 체계에서 통일로 지정학적 대안을 바꾸어나갔다면, 임덕순은 정치지

리학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우리가 흔히 ‘숙명’이라고 바라보

았던 지리적 조건도 고정된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을 뿐이

다.

이 장에서 살펴본 한국에서의 지정학 지식의 전개는 국제정치학의

체계적인 발전 이전 한국의 국제정치 지식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지정

학이 국제정치 지식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냉전의 전개 과정 속

에서 한국의 국제정치적 지위가 변동했고, 지정학이 이와 같은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해방의 맥락에서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

에서 ‘중립적 완충국’을 주장했던 표문화는 한국전쟁을 거친 이후, 전 지

구적인 냉전 체제가 공고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해양’에

가깝게 변화했다고 분석했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지정학적 진로를 설

정했다. ‘땅’으로 대표되는 지리적 위치는 일종의 ‘숙명’이지만 표문화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운명’, 그리고 그 운명을 주도하는 ‘피’로

서 민족의 활동에 기대를 걸었다.

차윤과 임덕순 사이에서 벌어진 지정학 논쟁은 한국 지식인들이

지리적 숙명을 강조하는 ‘고전지정학’이 아니라 운명을 강조하는 ‘현대지

정학’을 얼마나 내재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차윤과 임덕순 모두

지리 그 차제가 아니라, 지리에 정치적 의미를 담아냈다. 차윤은 냉전의

완화 속에서 통일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강조하고자 했고, 임덕순은 한국

이 놓인 장 자체를 지리적 조건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의 작동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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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내고자 했다. 이 둘은 모두 지리과 공간이 지닌 의미의 변동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한국의 미래를 상상했다. 한국을 살아가고 있던 이들

도 영미 지정학의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표문화가 설정한 ‘조선 지정학’

의 후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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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제정치학의 도입과 재구성

1. 슬쩍한 국제정치학?: 한국에서 국제정치학 지식

장(知識場)의 형성

1955년 연희대학교 교수 조효원을 둘러싼 짤막한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우선 조효원이 외무차관 자리를 노린다고 지적했다.1) 1955

년 7월 말 변영태 외무장관의 전격적 사임 이후, 조정환 외무차관이 외

무장관 서리를 맡고 있었기에 외무차관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자리를 향한 야심의 발로일까. 당시 조효원은 아시아민족반공연맹

(Asian Peoples Anti-Communist League, APACL)의 한국 위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중이었다.2)

하지만 이 기사의 핵심은 그 다음에 나왔다. “즉 어떤 학자는 말하

기를 그가 관부(官府) 학자인 것쯤은 문제로 삼을 것도 없고 (조효원)씨

의 저서인 아세아정치론이나 국제정치학은 모두가 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 로센거, 모겐소, 슈만 씨 등의 저서를 슬쩍한 것이라 하니 조 박사

는 차관 운동보다 발등에 떨어진 불똥을 꺼야할 판”이었다.3) 이처럼 이

기사는 한 익명 학자의 입을 빌려 조효원이 유명 학자들의 저서를 표절

1) ｢기자석｣, 경향신문 1955년 8월 6일.
2) 조효원은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의 주안점이 ‘반공’ 세력의 결속에 있다고 보았고, 일
본과 인도네시아와 같이 용공(容共) 정책을 취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연맹에

포함하자는 대만 측의 노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 문제를 두

고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의 주역이 되어야 할 양대 세력인 대만과 한국의 갈등을
벌이면서 1955년 타이베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2차 아시아민족반공대회는

무기한 연기되고 있었다. 결국 제2차 아시아민족반공대회는 1956년 필리핀 마닐

라에서 개최된다.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을 둘러싼 한국과 대만의 갈등은 왕은메이,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의 주도권을 둘러싼 한국과 중화민국의 갈등과 대립:

1953~1956｣, 아세아연구 56권 3호, 2013.
3) ｢기자석｣, 경향신문 1955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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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사실을, 그 원저자의 이름까지 노골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과연 조효원이 차관 운동을 할 학문적 자격이 되는지를 엄중히 따졌다.

이 오래된 기사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조효원의 표절 여부를 윤

리적으로 따지기 위함은 아니다. 이 장의 목표는 조효원의 표절 행위를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기존의 강고한 서사를 비판하고, 이를 어떻게 재해

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길어낼 수 있을까에 가깝다. 이 장은 미국 국제정

치학의 표절에 가까운 번역도 지식의 재구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국제정치학이 형성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다. 초창기 한국 국제정치학의 형성 과정을 바라볼 때, 한국 국제정치학

자들의 차용과 변형, 혼용 과정은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표절을 일종의 재구성 과정으로 적극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문

학평론가 피에르 바야르의 논의가 참고된다. 그는 과거에 생산된 텍스트

를 현재의 작가가 표절한다는 통설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오히려 창

작은 “단지 과거의 유령들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유령들과도, 다시 말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작가들과도 똑같이, 아니 어

쩌면 그 이상으로, 더불어 이루어진다는 걸 잘 보여준다. 또 창작 과정

의 중심에 있는 상호적 교류의 움직임 속에서 미래의 작가들이 살아있도

록 돕고, 그들을 특혜받은 영감자들의 열에 세워야 한다는 것도 잘 보여

준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했다.4) 창작의 시간적 선후 관계에 주목하고

이를 전복한 바야르의 논의를 중심과 주변이라는 공간적 관계에도 적용

해볼 수 있다. 텍스트는 생산된 지역의 맥락을 반영하지만, 생산된 지역

을 벗어나서 또 다른 생명력을 새로이 획득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볼 때

모든 텍스트는 텍스트가 생산된 지역과 전혀 다른 지역에서 누군가 이를

읽어주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유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다.

이 장에서는 1950년대 중반에 한국에서 연이어 출간된 국제정치

학 저서인 조효원(趙孝源)의 국제정치학(1954)과 이용희(李用熙)의 

4) 피에르 바야르, 백선희 옮김, 예상표절 (서울: 여름언덕, 2010),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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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원론(1955)의 내용과 구성 체계를 영미 국제정치학이라는 지

식 체계의 수용과 재구성의 관점에서 다룬다.5) 지금까지 이 두 저서는

주로 미국산 국제정치학과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대표로서 비교됐다. 유

학파인 조효원의 저서는 미국산 국제정치학의 직수입에 불과하며 국내파

인 이용희의 저서는 주체적, 한국적이라는 매우 단순한 평가와 함께였

다.6) 이 장은 한국의 초창기 국제정치학 지식장(知識場)이 형성되는 과

정에서 조효원과 이용희 모두 영미 국제정치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7)

그렇다면 왜 조효원과 이용희는 지식의 참조 체계(reference)로서

영미 국제정치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는 일본 제국

의 정치학에서 국가 간 정치에 주목하는 국제정치학 분야가 미진했기 때

문이다. 일본의 정치학 체계에서 국제정치 지식은 국제사회론, 지정학,

식민정책학 등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서구권의 국제관계학과 사뭇 흡사

한 측면이 있었다. 서구권에서도 국제관계학은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

제법, 외교사, 정치지리학을 포괄했기 때문이다.8) 제국과 제국 안의 식

민지 사이의 여러 정치·경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식민정책학이 활용되었

고, 제국 바깥의 정치공동체와의 관계를 다루기 위한 학문으로서 국제법

5) 1950년대 한국에서 출간된 다른 국제정치학 저서로는 이원우(李元雨, 1926~1991)

가 번역한 일련의 책들이 있다. 이원우는 E. H. 카, 한스 모겐소, W. 프리드맨
(Friedmann)의 책을 번역하여 소개했다. E. H. 카, 이원우 옮김, 국제정치학개론:
위기의 20년 (서울: 덕수출판사, 1955); W. 프리드맨, 이원우 옮김, 국제정치론 
(서울: 신지사, 1956); E. H. 카, 이원우·이영희 옮김, 20세기 국제정치사 (서울:
신명문화사, 1957); 한스 모겐소, 이원우 옮김, 국제정치와 미국외교정책 (서울:
영창서관, 1957). 기유정은 이용희와 W. 프리드맨 간의 논의의 유사성에 주목한

연구를 발표했다. 기유정, ｢냉전 초기 한국의 민족국가론과 그 균열들: 이용희의
비동시대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2021.

6) 김용구, ｢한국국제정치학사｣, 한국정치학회 엮음, 한국정치학회 50년사:
1953~2003 (서울: 한국정치학회, 2003)의 평가가 대표적이다.

7) 이 장에서 논하는 ‘영미 국제정치학’은 194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던 국제정치학을 뜻한다.

8) Frederick. S. Dunn, “The Sco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World Politics, Vol.
1, No. 1, 1948,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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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외교사가 연구되고 있었다. 지정학은 제국의 경계선을 설정한다는 측

면에서는 국제정치적 요소가 있었고, 제국 내의 경제적 재편까지 함께

고민한다는 점에서 국제경제적 요소를 함께 지녔다.

경성제국대학으로 대표되는 제도를 통해 일본 제국의 정치학이 식

민지 조선에 일정한 지적 유산을 남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 제국

이 해체된 이후, 주권 평등 원칙에 기초한 여러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

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미국에서 등장한 ‘국제정치학’의 본격적인

수용이 필요했다. 일본의 국제법과 외교사가 강대국의 행위나 강대국 간

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어왔기에, 평등한 주권국가 간의 행위 그 자체

에 학문적 관심을 두는 국제정치학이 자생적으로 탄생하기 어려웠다. 이

를 위해서는 외부의 새로운 지식 체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

었다.9)

미국산 국제정치학을 단순히 번역했다는 혹평을 받는 조효원의 
국제정치학도 현실을 둘러싼 국제정치학적 인식을 위해 영미 국제정치

학을 재구성한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한국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용희

의 국제정치학 역시 영미 국제정치학의 성과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

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재구성하면서 자신만의 국제정치 체계를 확립했

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도래는 일본

지정학의 일정한 부활과 영미 지정학(정치지리학)의 본격적인 수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장은 조효원의 국제정치학과 이용희의 국제정치원론을 중

9) 강동국은 ‘세력균형’을 중심으로 일본의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관계를 논하면

서 전간기 일본 제국의 정치학에는 세력균형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에, 국
제정치 현실의 변화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그렇기에

세력균형론에 기초한 국제정치학은 결국 1945년 이후 수입품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 강동국,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분화:
Balance of Power의 개념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6). 그러나 강동국의 평

가와 달리 미국산 국제정치학이 일방적으로 일본 학계를 장악하지 못했으며, 일

본 국제정치학계가 ‘국제관계론’이라는 이름으로 일본만의 폭넓은 문제의식을 유
지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웅현, ｢일본의 국제정치학: 국제관계학 또는

국제관계론｣, 한국국제정치학회 소식 104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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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이 두 저작이 냉전이라는 당대의 현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유학파, 국내파라는 꼬리표를 붙여 해석의 폭을 좁

히고 있는 기존의 접근법을 지양하고,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를 바라보

는 새로운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 미국의 정치학과를 모델로 한 정치학과가 한국의 여러

대학에 설치되었다. 국제정치와 관련된 교육도 주로 정치학과에 배정되

었다. 그러나 정치학과가 제도적으로 설치되었지만, 미국과 유럽의 정치

학계와의 지적 교류는 본격화되지 못했다. 그렇기에 초창기 정치학과에

서 강의를 맡았던 한국인 정치학자들은 대개 제국-식민지 질서 하에서

법학이나 역사학 교육을 받은 인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10) 초창기

정치학계의 상황에 대해 신기석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일제 시대로 말하면 조선 청년의 정계·학계로의 진출은 몽상도 못하던 터이

요, 정치과에 적을 두어봐야 거의 고문(高文) 수험 준비의 계제에 지나지

않았다. 식민지의 대학에 정치과를 두지 않으려는 것이 제국주의 일본의 교

육방침이었으며, 호구지책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정치

학 연구의 길을 밟으려는 학도가 희귀하였다. 그리고 구미에서 연구하고 돌

아온 정치학도들도 그리 많지는 못하며 거개가 실제 정치 면에서 일하고 있

는 까닭이다.”11)

10) 김학준은 초기 서울대 정치학과의 인적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정치

학과의 첫 주임교수였던 신도성(도쿄제국대학), 강사로 서양정치사상사를 담당한
서임수(경성제국대학), 중국정치사상사를 담당한 김종무(경성제국대학), 중국정치

사를 담당한 김일출(연희전문학교-도후쿠제국대학), 조선정치사를 담당한 이병도

(와세다대학), 민주정치원리를 담당한 한치진(서던캘리포니아대학), 국제정치사를
담당한 신기석(경성제국대학), 조선외교사를 담당한 이선근(와세다대학), 비교정부

론을 담당한 유진오(경성제국대학), 사회정책을 담당한 한춘섭(도쿄제국대학), 계

획경제론을 담당한 김용갑(와세다대학)이었다. 김학준, 공삼 민병태 교수의 정치
학: 해방 이후 한국에서 정치학이 소생-성장-발전한 과정의 맥락에서 (서울: 서
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88쪽.

11) 홍정완, 한국 사회과학의 기원: 이데올로기와 근대화의 이론 체계 (고양: 역사
비평사, 2021), 51쪽에서 재인용. 이는 신기석, ｢1950년을 중심으로 한 한국 각 학
계의 동향, <정치학> 소장 학도에 기대: 정치학계의 회고와 전망｣, 고대신문 
1950년 3월 18일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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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의 상황이 이럴진대, 국제정치학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

다.12) 제국-식민지 질서 하의 대학 제도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지적 훈련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과 거리가 멀었

다. 이는 일본의 경우도 매한가지였다. 전후 일본의 정치학은 다음과 같

이 개편된다. 강대국과 강대국의 법적, 역사적 관계를 논했던 국제법과

외교사는 전후 법학부와 사학과에서 명맥을 유지했다. 반면 제국-식민지

관계를 다루었던 식민정책학은 국제경제학이나 지역연구, 혹은 국제관계

론으로13),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지정학은 주로 정치적 요소가

탈각된 경제지리학으로 모습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국제정

치학’은 일본에서도 영미 국제정치학의 영향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

었다.14)

특히 식민지 조선에서 법학부나 법문학부에 속했던 정치학 교육

속에서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감각을 지닐 수 있는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

지 못했다.15) 경성제국대학 출신인 유진오와 신기석이 국제법과 외교사

12) 물론 본 연구는 제국-식민지 질서 하의 정치학의 유산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국-식민지 질서 하의 정치학이 ‘미약’하거나 ‘부재’했다고 주장

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맥락을 인정한다. 한국 정치학계가 제국-식민지 시기와

1950년대를 기억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는 기유정, ｢근대 한국의 정치학과
그 학적 전환의 논리: 1950~1960년대 정치학 개론서의 변천과 그 담론 분석을 중

심으로｣, 정치사상연구 20권 1호, 2014.
13) 전전, 전중기의 일본 제국의 식민정책학과 전후 국제경제학과 지역연구의 연속성

을 다루고 있는 연구로는 박양신, ｢근대 일본 식민정책학의 전후: 아시아 연구의

관전사｣, 일본학 53권, 2021.
14)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稲造)는 1928년 강연을 통해 영국에서 등장한 ‘국제정치학’
의 성립을 일본에 소개하고 있다. 新渡戸稲造, ｢国際政治学の新設｣, 講演 30卷,
1928. 그러나 일본에서도 국제정치학 관련 서적이 본격적으로 출판되는 것은

1950년대의 일이다. 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가미카와 히코마츠(神川彦松)의 
국제정치학개론(1950), 마에시바 카쿠조(前芝確三)의 국제정치론(1952), 우치야
마 마사쿠마(内山正熊)의 국제정치학서설(1952), 다나카 나오키치(田中直吉)의 
국제정치론(1954), 국제정치학개론(1956) 등이 있다. 국제관계론의 경우에는 도
쿄대 교양학부에 설치된 국제관계론 강좌에 기초한 카와타 타다시(川田侃)의 국
제관계론(1958)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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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적 관심을 보인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인해 해방

이후에도 국제법과 외교사가 비교적 오랜 기간 국제정치학 교육으로서

중시되었다.16)

그 점에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설치된 국제정치학 강좌를 경성

제국대학이나 일본 내 제국 대학 출신이 아니라, 연희전문학교 출신으로

국제정치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던 이용희가 맡았다는 사실은 제국 시기

일본의 정치학이 국제정치학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기 어려웠던 저간의

사정을 반영했다.17) 지금까지 이 과정은 서울대 외교학과의 태두로서

이용희 개인의 특출난 능력의 반영으로 신화화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

를 이용희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제국

-식민지 질서 내에서 자생적으로 등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

적인 장면으로 해석한다. 달리 말하면 이용희는 ‘국내파’라기보다는 오히

려 경성제국대학이나 일본 본토 유학파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 ‘비

일본파’의 일원으로서 해방 이후 국제정치학 강좌를 담당할 수 있었

다.18)

15) 경성제대 법문학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치학 강좌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는

전상숙, ｢식민지시기 정치와 정치학｣, 사회와 역사 110권, 2016.
16) 외교사 연구사에 대해서는 이완범, ｢한국 외교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융성-쇠퇴

-반성-부흥의 완만한 궤적｣, 김형국·조윤영 엮음, 현대 국제정치학과 한국 (고
양: 인간사랑, 2007), 194쪽. 일반적으로 국제정치학은 정치학 내의 여러 세부 분

야 중의 하나로 취급되기에,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치외교학과’라는

학과명은 외교가 중시되었던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매우 특별한 조어법이다.
이와 같은 학과명은 국제정치가 국내정치만큼 중요한 한반도의 장소성을 일정하

게 반영한다.

17) 후술할 한국 최초의 국제정치학 서적을 집필하는 조효원도 연희전문학교 출신이

라는 점이 상징적이다. 이는 기독교 계열 미션스쿨로 시작한 연희전문학교가 제

국-식민지 질서 하에서 일정한 지적 자율성을 담보하고 있었다고 해석되어야 한
다.

18) 이는 이용희 이전에 아마 강사로서 국제관계/국제정치 강좌를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봉윤이 미국 유학파(UC 버클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정치 강좌

가 줄곧 ‘비일본파’에게 배정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봉윤(1914~2005)은 한스
켈젠의 지도로 UC 버클리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46년 귀국한 최봉

윤은 미 군정 하에서 공보부에서 일했으며, 미국식 모델에 기초하여 서울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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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도 스스로 ‘비일본파’라는 자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

다. 이와 같은 인식은 유네스코 한국총람에 수록된 이용희의 글에 잘

반영되어 있다.19) 이용희는 유럽의 근대정치학이 유럽의 정치·사회·경제

등의 근대화 속에서 등장한 학문이라 정의하면서, 구한말까지 한국 사회

에서 근대적인 정치학이 등장할 여지가 없었다고 적었다. 또 일본의 정

치적 지배를 받으면서 정치 현상의 객관적인 탐구를 추구하는 정치학 연

구의 등장은 가능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20) 이는 기존 제국-식민지 지

식 체계 하에서 진행된 관학 정치학 연구를 송두리째 비판하는 것이었

다.21)

이용희가 보기에 한국의 정치학은 해방 이후에 비로소 가능했다.

정치학의 사회적 조건으로서 대학교 내에 설치된 정치학과와 정치외교학

과가 등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금단의 학문’이었던 정치학을

연구하겠다는 학도와 실제 정치에 관심을 품은 학생들이 각 대학 정치학

과에 운집했다. 그러나 실제 정치 환경의 급변과 사회적 수요에 정치학

연구는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 이는 기존 대부분의 정치학 연구가 국학

학과를 창설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김학준, ｢재미 원로 회견기: 정치학과

창설의 주역, 최봉윤 교수｣, 대학신문 1984년 3월 5일. 최봉윤은 이승만과의 갈
등으로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8월 미국으로 돌아갔다. 최봉윤의 귀국은 이용

희가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였던 이선근의 주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에 취임하는

시기와 맞물린다. 최봉윤의 활동에 대해서는 김동선, ｢최봉윤의 독립운동과 민족
의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9권, 2021.

19) 이용희, ｢정치학｣,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엮음, 유네스코 한국총람 (서울: 유네스
코 한국위원회, 1957). 이 글은 본래 작성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총

람의 영문 번역서인 UNESCO Korean Survey(1960)의 Political Science 항목은

Lee Yong-Hee가 작성하고 Min Byong-gi가 영문으로 옮겼다는 점을 기록해두고
있는데, 이를 감안할 때 ｢정치학｣은 이용희가 작성한 것이 분명하다. 이 글은

1959년 한국정치학회보에 수록된 서중석의 ｢8·15 해방 후의 한국정치학계｣와

내용이 유사하다.

20) 이용희, ｢정치학｣, 205쪽.

21) 이는 종전 이후의 맥락에서 일본 정치학인 부활해야 할 정도의 전통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마루야마 마사오의 평가를 떠올리게 한다. 마루야마 마사오, ｢과학
으로서의 정치학｣, 김석근 옮김, 현대 정치의 사상과 행동 (서울: 한길사, 1997),
3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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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치사 연구이거나, 일본의 관학 혹은 사학을 통해 전파된 일본 정

치학의 관료적 학풍의 유산, 마지막으로는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에 불

과했기 때문이다.22)

일본산 정치학의 유산은 일본적인 이념이 삭제된 채로, 해방 이후

에도 형식적인 교과서 풍의 지식과 분류방식을 통해 그대로 유포되고 있

었다. “교과 분류에 있어서 미국의 예를 따라 형식을 갖춘 경우에 있어

서도 실제 강의되는 것은 전전(戰前) 일본 학계를 풍미하던 독일 국가학

의 유풍이거나, 그 계통의 주권론, 그리고 판에 박은 듯한 정치사상사,

정치사, 외교사, 의회론, 행정론, 기타 등등이었던 경향이 있었다.”23)

1947-1948년 즈음 당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교과 내용을 보

면 정치학과의 경우, 정치학개론, 현대정치 서론, 정당과 선거, 조선정

치사상, 정치사상사, 국가원론, 국제관계, 여론과 선전, 행정원론, 헌법,

국제정치, 비교정치, 태평양지역문제, 조선정치사, 현대조선정치, 외교정

책원론, 국제조직 등의 교과목을 마련한 상태였다.24) 국제관계와 국제

정치 강좌가 함께 설치되어 있었을 만큼,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지식 체

계는 일관되지 못했다.25)

이용희는 자신이 이 무렵 설치한 ‘외교정책원론’과 ‘국제정치학’ 강

의가 일본식 학풍으로부터의 벗어난 학풍의 한 사례로 언급했다. 서울대

학교를 시작으로 이와 같은 강좌를 각 대학이 모두 설치하게 되었고, 이

는 영미의 제도와 학풍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의 반영물이었

22) 이용희, ｢정치학｣, 205쪽.

23) 이용희, ｢정치학｣, 205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이전 여러 정치학 개론서

및 원론서가 경쟁적으로 출판되었다. 이들 개론서, 원론서의 지적 원천으로서 일
본산 정치학 지식을 치밀하게 밝히고 있는 사상사적 분석으로는 홍정완, 한국
사회과학의 기원, 제1부 ｢해방 후 남한 정치학계의 이데올로기 지형과 학적 동

향｣.

24) ｢문리과대학 교과내용｣, 13-14쪽.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사료.

25) 이용희는 국제관계라는 강좌명이 ‘International Relations’의 역어임을 인지하면서

도, 국제관계와 국제정치가 어떻게 다른지 작성자의 뜻을 알 길이 없다고 기록했
다. 이용희, 일반국제정치학(상): 동주 이용희 전집 3 (고양: 연암서가, 2017), 3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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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 이용희는 한국에 있어 첫 국제정치학의 강좌를 자신이 개설했다

는 사실에 강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27)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국제정치와 관련된 교과서 및 입문서가 본격

적으로 발간되기 시작했다. 조효원의 국제정치학(1954)과 이용희의 
국제정치원론(1955), 표문화의 정치지리학개요(1955), 국제연합을
소개하는 정일형의 국제연합독본(1955), 이원우의 국제연합개설
(1954) 등이 그 사례였다.28) 이는 38선 분단과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

서 국제정치의 힘을 생생히 체험한 한국에서 국제정치에 관한 학적 관심

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과 맞물려 있었다. “6·25 사변, UN의 개입, 휴전

성립 등 국제정치의 작용을 체험함으로써 착잡한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내정치 현실까지도 국제정치라는 시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한 것이다.29)

2. 국제정치학을 통한 한국의 진로 설정: 조효원의

현실주의 재해석30)

현실 국제정치 및 이를 이해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 국제정치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갓

귀국한 조효원이 첫 물꼬를 열었다. 그가 집필한 국제정치학(1954)은
한국인이 저술한 최초의 체계적인 국제정치학 저서였다.

조효원의 개인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조효원은 황해도 해주 출

신으로 해주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37년 4월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입

26) 이용희, ｢정치학｣, 206쪽.

27)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동주 이용희 전집 1 (고양: 연암서가, 2017), 6쪽.
28) 이용희, ｢정치학｣, 206쪽.

29) 손제석, ｢국제정치학의 연구 및 대학교육 경향｣, 한국정치학회보 2권, 1967, 104
쪽.

30) 제2절의 내용은 옥창준, ｢현실로서의 냉전과 한국 국제정치학의 형성: 조효원과
이용희의 냉전 국제정치론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3권, 2021에 서술된 조효

원 항목의 내용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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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했고, 1940년 3월에 졸업했다. 연전 졸업 후 조효원은 조선식산은행

에서 근무했다. 해방 이후 조효원은 미 군정청에서 회계 계장을 맡기도

했다.31)

조효원은 한국인 유학생 파견을 위해 미국의 각 대학을 방문하고

귀국한 문장욱을 모시고 미국 유학과 관련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했

다.32) 이후 도미한 조효원은 1950년 2월 위튼버그대학(Wittenberg

College) 경제학과를 입학 1년 만에 졸업하고, 1952년 3월 덴버대학교

에서 정치학 석사학위 논문(A history of U.S. and U.S.S.R. relations

with Korea)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이미 석사학위 취득 전인 1951년 3

월부터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으로 진학한 조효원은 하비

워커(Harvey Walker)의 지도를 받으며 1953년 11월 “The Evolution

of the Functions of the 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 A

Study of the Growth and Death of a Federal Lending Agency”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다.

1954년 귀국한 조효원은 연희대학교 정법대학 정치외교학과에서

국제정치학 강의를 맡으면서 학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한다.33) 연희대학

교는 1953년에 네브라스카대학교에서 “국제법과 각국 헌법의 관계”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서석순에 이어 조효원을 잇달아 선발하여, 미국

유학파를 중심으로 강의 체계를 재편하고 있었다. 서석순이 영국정치론,

미국정치론, 외교론, 의원내각제 정부론 등 비교정치학 부문을 담당했다

면, 조효원은 정치학설사, 정치사상과 같은 기존의 강의와 더불어 아시

아정치론, 국제정치학, 외교론, 행정학 등 새로운 조류의 강의를 맡았

31) ｢군정청사령｣, 공업신문 1948년 1월 15일.
32) ｢미국 유학은 어떻게? 종전 후의 사정과 동태는?｣, 공업신문 1948년 7월 22일.

33) 1951년부터 1955년까지 연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국제정치 관련 강의는 국제

관계, 국제정치, 국제조직론, 외교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범모, ｢비교정치
학 20년의 반성｣, 한국정치학회보 2권, 1967, 56쪽; 반면 연정 60년사의 기록은

다소 상이하다. 1953년부터 1955년까지 국제정치 관련 강의는 외교사, 국제사정,

국제조직, 외교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제정치학이라는 이름의 강좌는 1956
년 1학기에 개설되었다. 연정60년사 편찬위원회, 연정60년사(1945~2004) (서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04), 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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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4)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효원은 일종의 교재 집필의 필요성을 실감했

다. 1954년 9월에 출간된 국제정치학의 ｢서문｣에서 조효원은 이 책이

그 자신이 거쳐온 미국의 위튼버그대학, 덴버대학교와 오하이오주립대학

교에서 교재로 연구하던 여러 참고 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부분만을 체계화해 본 것”이라고 밝혔다.35) 실제로 조효원은 한국에서

출간된 국제정치학 관련 저서가 현재까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면서 자신

의 책이 한국의 최초의 국제정치학 저서이자 ‘첫 발디딤’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드러냈다.36)

1) 현실주의로 접근한 국제정치

국제정치학의 서술 체계에서 조효원이 강조한 것은 국제문제를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원칙과 이 원칙을 반영한 강대국의 실제 외교정책

이었다. 그는 이와 같은 자신의 서술 전략을 ‘현실주의 수법(Realist

Approach)’이라 명명했다.37) 그렇다면 조효원의 ‘현실주의’는 당대의 현

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을까. 조효원이 보기에 현재의 국제관계는 강

대국과 약소국 모두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자 엄연한 현실이었

다. 이와 같은 보편적 현실 속에서 강대국은 자국의 국제적 지위를 유지

하거나 향상하기 위해, 또 세력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종속국이

나 식민지는 질서의 현상타파와 기성 세력에의 반항과 투쟁을 추구했다.

이와 같은 국제관계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이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과 원

리를 추출하는 학문이 바로 국제정치학이었다.38)

조효원은 국제정치의 핵심이 ‘힘(power)’에 있다 보았다.39) 특히

34) 연정60년사 편찬위원회, 연정60년사(1945~2004), 15쪽.
35) 조효원, ｢저자 서문｣, 국제정치학 (서울: 문종각, 1954).
36) 조효원, ｢저자 서문｣, 국제정치학.
37) 조효원, ｢저자 서문｣, 국제정치학.
38) 조효원, 국제정치학, 1쪽.
39) 조효원, 국제정치학,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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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원의 관심은 권력 구조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세력정치(power

politics)’였다.40) 이를 보여주기 위해 조효원은 현상 유지 정책, 제국주

의, 고립정책 또는 중립정책, 세력균형을 두루 소개하고 냉전 등의 상황

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외교 정책적 테크닉(technique)을 다루었다.

그리고 이를 역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국제 열강의 실태와 그 외교정

책의 역사를 책의 후반부에 첨부하면서 말미에 국제기구론을 배치했다.

이렇게 구성된 국제정치학의 목차는 아래와 같았다.

[국제정치학의 목차]41)

서설

제1편 민족, 국가, 국제사회

제2편 세력정치

제1장 국력의 기초(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Elements of National Power 번역)

제2장 민족주의(Frederick Hertz, Nationality in History and

Politics 축약 번역)

제3장 현상 유지 정책(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Policy of the Status Quo 번역)

제4장 제국주의(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Imperialism 번역)

제5장 고립정책과 중립정책(Strausz-Hupé and Possony,

International Relations, Techniques of Foreign Policy 참고)

40) 조효원, 국제정치학, 4쪽. 이는 조효원의 독창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당대 미국
에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을 정초한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의 틀을 빌린

것이었다. 조효원은 국제정치학에서 모겐소의 저작, 특히 Politics Among
Nations의 제2판(1954)을 상당 부분 번역하여 핵심 전거로 활용했다.

41) 조효원이 참조한 것이 확실해 보이는 텍스트를 해당 목차 옆에 소개했다. ‘번역’
은 거의 대부분을 전재한 경우를 뜻하고, ‘축약 번역’은 일부 내용을 전재한 경우,

‘참고’는 내용을 어느 정도 자신의 언어로 소개한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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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세력균형주의(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Balance of Power 번역)

제7장 냉전과 그 테크닉(Strausz-Hupé and Possony,

International Relations, Techniques of Revolution and the Cold War

참고)

제3편 지난날의 열강

이탈리아/일본/독일/프랑스/러시아

제4편 오늘날의 열강

영국/소련/미국

제5편 안전보장과 국제조직(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International Government 번역)

조효원은 오늘날 “각국 간에 부단히 작용되는 세력의 유지, 세력의

팽창, 나아가서는 세력의 단합, 협조 이 모든 것이 국가와 민족을 기반

으로 하는 복리의 추구로서 하나의 불가분한 상호 관계를 이루고 있다”

고 파악했다.42) 세력정치의 주체로 민족국가를 꼽은 것이다. 민족국가

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관계는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회의를 통해 공인

되었으며, 이후 근대 국제법과 이에 기초한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출현

했다.43) 여기에서 조효원은 힘의 불평등한 관계에 주목했다. 명분상으

로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공인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강대국이 중심되

는 질서가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강대국들은 타 국가와 비교해 힘이 월

등하므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국제 정국(政局)을 조정할 수 있었다.

2) 누가 강대국인가

즉 강대국 간의 세력배합 관계가 각 시대 국제관계의 성격을 규정

했으며, 여러 강대국 간의 상호 관계가 바로 세력정치였다.44) 이처럼

42) 조효원, 국제정치학, 17쪽.
43) 조효원, 국제정치학,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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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정치를 알기 위해서는 즉 그 시대의 강대국이 누군지를 알아야 했

다. 조효원은 강대국과 약소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국력(國力)을 제

시했다. 특히 조효원은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의 국가 간의

정치(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의 전거를 밝히지 않은 채, 발췌 번역하면서 국력의 요소를 상세히 소개

한다. 모겐소의 원저에 나오는 국력의 요소는 크게 불변적 요소와 가변

적 요소로 나뉘어 있었고, 그 서술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지리적 요소-

자연 자원-공업 능력-군비-인구-국민성-국민의 사기-외교의 질-정부의

질).

조효원은 모겐소의 원저 순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군비로 국력을

시작한다. 그리고 국제정치의 최종 해결 수단은 바로 무력이라는 그 자

신만의 해설을 덧붙였다.45) 원저작자인 한스 모겐소의 서술이 군비와

더불어 군대의 양과 질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배분하는 능력이 국가의

국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조효원의 독

창적인 해석이었다.46) 조효원은 모겐소의 원 주장보다 한 걸음 더 나아

간다. 오히려 “아무리 우세한 무기와 발달된 전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강

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장된 군인과 후방 요원의 수가 많아야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47)

국제정치의 힘의 관계를 논하면서 조효원은 현대 미국의 현실주의

적 국제정치학의 권위자인 ‘모오겐도’(Hans Morgenthau)를 비로소 언급

한다. 즉 세력의 유지(to keep power), 세력의 확대(to increase

power), 세력의 시위(to demonstrate power)가 세력정치의 핵심이며,

이는 각각 현상 유지 정책, 제국주의 정책, 위신 정책으로 나타났다.48)

그리고 이에 따라 조효원은 국제정치학 제3장에서 현상 유지 정책을,

44) 조효원, 국제정치학, 20쪽.
45) 조효원, 국제정치학, 21쪽.
46) 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1954), pp. 112-113.

47) 조효원, 국제정치학, 23쪽.
48) 조효원, 국제정치학, 70-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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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제국주의 정책을 다루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조효원이 모겐소가 언급한 ‘세력의 시위’ 정책을

전혀 소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국력을 논할 때 물리적인 군사력

을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효원은 비가시적인 힘을 중시하지 않았

다. 조효원이 더 천착한 것은 ‘외교정책의 테크닉’이었다. 마치 군사전략

가가 전장에서 적군을 격멸하기 위하여 때와 장소 및 전황에 따라 각종

의 전술을 연구하듯이 외교정책도 정세에 관한 명철한 분석, 고찰 및 시

간적 고려하에 행사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49)

3) ‘고립’과 ‘중립’의 허상과 냉전

외교정책을 다루면서 조효원이 참조한 책은 한스 모겐소와 더불어

동시대에 활동하던 로버트 스트라우스-휘페(Robert Strausz-Hupé,

1903-2002)와 스테판 포소니(Stefan Possony)가 함께 저술한 국제관
계(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Age of the Conflict between
Democracy and Dictatorship, 1950)였다.50) 스트라우스-휘페는 유럽에

서 미국으로 이주해 온 모겐소가 미국 국제정치학계에서 ‘현실주의’를 본

격화한 것과 유사한 궤적을 밟았다.

1903년 오스트리아 태생으로 192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로버트

스트라우스-휘페는 미국에 독일산 지정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했다. 스트

라우스-휘페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지정학적 사고의 중요

성을 군부와 루스벨트 행정부에 설파했다. 스트라우스-휘페의 국제관계
는 그 부제처럼 소련과의 대립을 민주주의와 독재의 대립으로 기술했

고, 이는 파시즘과 투쟁했던 제2차 세계대전과의 연속선상 하에서 소련

과의 대립을 해석하는 것이었다. 이는 전형적인 냉전적 인식틀에 가까웠

49) 조효원, 국제정치학, 103쪽.
50) Robert Strausz-Hupé and Stefan T. Possony,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Age of the Conflict between Democracy and Dictatorship (New York:

McGraw-Hill,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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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1)

조효원은 스트라우스-휘페의 논의를 받아들이면서 자신만의 해석

을 가미했다. 외교정책의 테크닉은 “시간과 국제적 정세”52)에 따라서 변

동하는 법이며 “각국의 외교정책이 고립정책으로부터 간섭정책으로 돌변

하며 자국의 이익을 작량(酌量)하고, 금일의 중립정책이 내일의 협조정

책으로 바뀌는” 시대가 현대의 모습이었다.53) 조효원은 고립정책과 중립

정책을 ‘구식’이라는 이유에서 비판했다. 고립정책과 중립정책의 추구는

현대 국제질서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이기적’ 행위였다. 미국이

20세기 초 고립정책을 포기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국제정치에서는 세계

와 동떨어진 고립정책이나 중립정책을 펴기는 어려울 것이었다.54)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조효원에게 냉전기에 등장한 ‘제3세력’은 언

젠가 냉전적 구도로 포섭되어 사라질 존재에 가까웠다. 아랍 연맹국과

인도 등이 주도하는 제3세력은 자국의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데올로기를 무시해 가면서 유리한 편을 추종하려고 가늠하고 있는 위험

한 존재였다. 요(要)는 미국과 소련 중 어느 진영이 먼저 성공적인 간섭

을 통하여 이 세력을 흡수하느냐에 있었다.55) 이처럼 조효원이 생각하

는 현실의 국제정치에서는 ‘진공’ 상태가 허용될 수 없었다.

조효원은 냉전에 대한 본격적 분석을 시도했다. 월터 리프만

(Walter Lippmann)의 냉전 정의를 빌리며 그는 냉전을 “선전과 침투,

협력과 간접적인 경제적 군사적 압력으로 싸우는 전쟁”이라 보았다.56)

그는 냉전에 있어 외교와 이데올로기적 대결이 격화되는 것을 두고 역설

51) 로버트 스트라우스-휘페의 경력과 지적 배경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는 Andrew

Crampton and Gearóid Ó Tuathail, “Intellectuals, institutions and ideology: the
case of Robert Strausz-Hupé and ‘American geopolitics’,” Political Geography,
Vol. 15, No. 6/7, 1996.

52) 조효원, 국제정치학, 104쪽.
53) 조효원, 국제정치학, 104쪽.
54) 조효원, 국제정치학, 121쪽.
55) 조효원, 국제정치학, 158-159쪽.
56) 조효원, 국제정치학,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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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양 진영의 “극히 정확한 세력의 균형”에 놓여있기 때문이라 분석

했다.

즉 미국과 소련이라는 행위자의 특수성보다는 국제정치적 세력의

균형적 분포 상황이 현재의 냉전을 낳았다. “양방의 세력은 에누리 없는

평형상태에 놓여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양방의 세력 간의 약간의

우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전쟁에서 승리를 획득할 자신을 가

질 정도로는 우세하지 못한 것만은 확실했다.”57) 그가 보기에 냉전기에

국가들이 택할 수 있는 수단은 정치/경제적 간섭, 선전, 외교전이었

다.58)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키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력의 증강

이지만, 이는 실제에 있어서 수 개의 강국에만 가능한 사실이며 금일

70여 개 국가의 대부분은 지리적인 또는 인구 및 자연 자원의 제약으로

고립한 채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기는 곤란한 형편에 있었다. 따라

서 수 개국이 동맹 혹은 협정의 방법으로 서로 협조하여 공격 혹은 방어

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여러 가지 불안하고 불확정한 방편이었다.59)

그렇다면 약소국의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대안은 강

대국의 정치/경제적 간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냉전은 간섭

으로부터의 고립과 중립이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시기

의 간섭이 피간섭국의 자주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냉

전 시대의 간섭은 어디까지나 제국(諸國)의 평등권에 입각한 쌍방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60) 냉전 시기의 간섭은 약소국을 강대국의 막하(幕

下)로서 다루지 않고, 그들을 강대국의 전우로서 다루며 약소국을 결속

시킨다는 목적을 지녔다.

57) 조효원, 국제정치학, 149쪽.
58) 조효원, 국제정치학, 150쪽.
59) 조효원, 국제정치학, 402쪽.
60) 조효원, 국제정치학,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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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론의 현실 적용: 아시아와 한국의 진로

국제정치학에서 표명된 조효원의 현실주의적 수법이 주로 이론

적 차원의 논의와 그 사례로서 서유럽을 다루고 있었다면, 이를 당시 한

국이 놓여 있었던 아시아적 현실에 맞게 적용한 작업물이 바로 다음 해

인 1955년 2월에 출간된 아세아정치론이다. 이 책도 조효원이 미국의

위튼버그대학, 덴버대학교와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아시아정치론’, ‘극

동정치론’, ‘미소 극동 외교정책’, ‘중국’, ‘일본’, ‘인도’ 등등의 제 강좌에

서 연구하던 참고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수집한 것이었

다.61)

조효원은 “아시아의 어떤 지도자들이 동서 양 진영 간에 중간노선

을 보지(保持)함이 마치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가장 현명한 정책이

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만약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날에

는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62)고 쓰면서 이 책을 저술한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밝혔다. 아시아의 독립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비동맹, 중립 노선

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조효원의 논리는 아시아 민족주의의 대세를 그 자

신의 입장에서 비판하려는 시도였다.63)

이 책에서 그는 현대 구미와 아시아의 상황을 논한다. 구미가 아

시아 없이 살 수 없는 이상, 구미 그 자신을 위해서도 아시아 민족주의

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구미가 아시아의 민족주의를 바르게 이해함이

없이 아시아에 임한다면 그에 대한 아시아의 반발은 아시아의 민족주의

그 자체를 기형적인 것으로 이탈시키고 그 반작용은 또 구미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한층 어지럽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었다.64)

조효원은 민족주의가 “민족이 그 원하는 바대로 살려는 노력”이라

61) 조효원, 아세아정치론 (서울: 문종각, 1955), 1쪽.
62) 조효원, ｢서문｣, 아세아정치론, 1쪽.
63) 이는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표문화의 정치지리학개요에서 표명된 외교전략과

유사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64) 조효원, 아세아정치론, 1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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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면서 산다는 것의 의미를 풀어낸다. 사는 것은 주체와 객체의 모

순 없는 마찰 없는 조화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객체 측에

서 경제적 착취나 정치적 탄압, 문화적 파괴를 가하면 주체 측은 고통을

받으며 모순과 마찰이 발생한다. 민족주의는 이와 같은 객체적 조건을

배제하려는 주체 측의 운동이었다. 그러나 조효원은 주체만의 운동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주체도 세계 대세의 변화와 같은 객

체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세계

대세’에 순응하고 나아가 그 선두에 섬으로써 주체 측의 변화를 이루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았다.65)

여기에서 세계 대세의 변화는 냉전의 도래를 의미했다. 아세아정
치론은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각 국가들이 세계 대세의 변화에 어떤 정

치적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조효원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물이었다. 조

효원은 이 책에서 아시아 각 국가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

와 같은 정보는 모두 로렌스 로신거(Lawrence K. Rosinger)가 대표 집

필한 The State of Asia: A Contemporary Survey(1951)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었다.66) 조효원은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아세아정치론을
자기식으로 재구성한다.

조효원은 전후 아시아에서 반공 아시아 국가들의 세력을 규합하고

자 했다. 이와 같은 서술 전략은 아세아정치론 곳곳에 녹아있다. 먼저

｢인도지나｣편을 보자. 이 장은 The State of Asia에서 앨런 해머(Ellen

Hammer)가 집필한 인도차이나의 요약이다. 대부분의 얼개는 앨런 해머

의 논지를 따라가지만 1954년 제네바 회담 이후의 내용은 조효원이 가

필했다. 여기에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전역을 지배하고

65) 조효원, 아세아정치론, 19쪽.
66) 이 책은 미국에서 극동 국가들을 냉전적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고, 아시아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후 아시아인들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냉전보다는 아시아 민

족주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Lawrence K. Rosinger et al.,
The State of Asia: A Contemporary Survey, (New York: Alfred A. Knopf,

1951). p.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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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데올로기로 식민지주의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민족주의를 꼽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시아 민족주의 세력이 특히 인도의 네루를 중

심으로 세계적으로 소위 제3세력을 형성하여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 사

이에서 중립주의를 선언하면서 양대 진영의 공존을 주장하고 있었다.67)

그러나 네루가 부르짖고 있는 민족주의는 공산 침략자들의 활동을 북돋

을 뿐이었다. 아시아의 민족주의가 유럽의 민족주의(제국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대두한 것이라고 본다면, 조효원은 네루식의 민족주의 노선이

소련의 아시아 진출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68)

이처럼 조효원에게 아시아 국가들을 판별하는 기준은 소련을 비판

하고, 자유 진영에 포섭되었는지 아니냐에 있었다. ｢필리핀｣편을 작성하

며 조효원은 1954년 9월 8일 마닐라에서 정식으로 조인된 동남아세아

방위기구(SEATO)의 구조와 내용을 검토하여 필리핀을 중심으로 전개

되는 동남아시아 국제정세를 논했다.69) 반면 비동맹 노선을 표방한 버

마를 두고는 버마가 공산주의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으며 만약 그들

이 공산화한다면 수십 년을 두고 피로써 투쟁한 대가는 오직 새로운 제

국주의에 의한 착취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70)

SEATO는 “적색 액체를 막기 위한 제방”으로 표상되었다.71) 그러

나 이 제방에는 중립과 공존을 내세우며 소련으로 기울 수 있는 사벽(砂

壁)이 포함되어 SEATO의 제방은 그 자체의 강도가 세지 못했다. 그렇

기에 동북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 중심이 되어 적색 액체를 막는 동북아

시아방위기구라는 제방이 구성되어야 SEATO 제방은 이 새로운 제방과

합작하여 태평양방위조약기구(PATO)란 더 큰 제방을 이룰 수 있을 것

이었다.72)

이는 조효원이 원하는 아시아 신질서의 모습이었다. 신질서가 조

67) 조효원, 아세아정치론, 74쪽.
68) 조효원, 아세아정치론, 19쪽.
69) 조효원, 아세아정치론, 189쪽.
70) 조효원, 아세아정치론, 151쪽.
71) 조효원, 아세아정치론, 192쪽.
72) 조효원, 아세아정치론,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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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가는 국면에서 한국이 해야할 공헌은 아시아 정치사의 결정적인

시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과된 세계사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달리 서구 제국주의의 침탈로부터 자유롭기

에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서구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조효원의 판단이었다. 한국의 역할을 통해 아시아는 서구 사회와 불가분

적이면서 대등한 존재로서 자주적 지위를 전취해 나아가는 ‘신아시아’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73) 이는 아세아정치론의 저술로만 그

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구성에 입각하여 조효원은 1954년 결성된 아시

아민족반공연맹의 한국 대표를 맡아서 회의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외교

구상에 입각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즉 정리하자면 조효원은 자신이 미국 유학 생활을 통해 섭취한 여

러 미국산 지식을 조합하여, 냉전기 아시아에서 한국이 지향해나가야 할

외교정책 노선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 그는 단순히 미국산 국제정치학

의 수입상이 아니라 약소국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 노선을 구상하면

서 미국산 국제정치학을 그에 따라 취사선택해서 조합하며 재구성했다.

조효원은 미국과 소련의 전 지구적 대립을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 중심의

권력 투쟁으로 좁게 해석했다. 원자폭탄의 발명과 이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 소련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와 같은 현실은 쉽사리 바뀌지 않

는 구조에 가까웠다. 그 점에서 약소국 한국의 관점에서 가능한 외교적

선택지는 세계 대세를 파악하고, 강대국의 개입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며

그 안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었다.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민

족주의와 달리 ‘정도’(正道)의 민족주의를 걷고 있는 한국이 취해야 하는

현실주의 노선이었다.

조효원이 미국에서 학부-대학원 과정을 거치며 국제정치와 국제정

치학을 향한 관심을 쌓아왔다면, 이용희는 제국-식민지 시절 독학으로

국제정세의 변동에 관심을 지니는 가운데 국제정치학 서적을 읽기 시작

했다.

73) 조효원, 아세아정치론, 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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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소의 논리’와 냉전의 재해석: 이용희의 지식

수용과 현실 분석을 중심으로74)

1) 국제정치학과의 만남

1919년 3·1 운동을 이끈 민족지도자 33인 중 한 명인 이갑성의

장남으로 태어난 이용희는 부친의 독립 운동 경력으로 인해 일본 제국-

식민지 내의 관립 교육을 받기 어려웠다.75) 이용희는 어쩔 수 없이 관

학 아카데미즘과 거리를 두면서, 민족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독서를 이어

나갔다.

특히 그는 연희전문학교 시절부터 조선학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조

선의 특수한 민족사를 보편사로서의 세계사와 연결하는 문제를 깊이 고

민했다. 이용희는 그 돌파구를 미술사학에서 찾아냈다. 빌헬름 보링거

(Wilhelm Worringer)의 추상과 감정이입(1908)을 통해서 이용희는

지역의 사회적 문맥에 따라 문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문화는 가치의 우열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

당 지역의 예술의욕을 제각기 반영한 것이었다.76) 예술미가 문화에 따

74) 제3절의 내용은 옥창준, ｢현실로서의 냉전과 한국 국제정치학의 형성: 조효원과

이용희의 냉전 국제정치론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3권, 2021에 서술된 이용

희 항목을 기초로 했다.

75) 훗날 한 대담에서 이용희는 3·1 운동의 결정적인 의미가 바로 한국의 정치사적인

독립의식이 세계사적인 의식의 조류와 연결되었다는 점을 꼽는다. 3·1 운동은 한
반도의 의식형태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자기의 역사성을 세계사에 연결시켰다. 이

용희·노재봉, ｢한국 인식의 방법론｣(1972), 정치사상과 한국민족주의: 동주 이용

희 전집 2 (고양: 연암서가, 2017), 479-480쪽. 이 글은 지성 1권 1호에 발표된
글이다.

76) 이용희의 보링거열(熱)에 대해서는 이용희, 우리나라의 옛 그림: 동주 이용희 전

집 8(고양: 연암서가, 2017[1995]), 20-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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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를 수 있다면 지식도 각 사회의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1940년 3월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한 이용희는 만주국의 수도

신경(장춘)의 만주국협화회 사무원으로 취직하여 생활공간을 만주로 옮

겼다.77) 그러나 이용희의 협화회 근무생활은 그리 오래 이어지지 않았

다. 부친 이갑성이 어용단체에서 일하는 것을 극구 만류했기에, 이용희

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원산과 봉천-하얼빈을 연결하는 해산물 무역업

에 종사했다.78) 사업을 위해 봉천과 하얼빈을 드나들며 이용희는 틈날

때마다 일본 제국의 지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하얼빈의 하얼빈

도서관, 봉천(심양)의 만철 도서관을 활용하면서 이용희는 연구다운 연

구를 비로소 시작한다.79)

그러면서 이용희는 사회과학 서적 독서에 관심을 기울인다. 연희

전문 재학 시절 이용희는 일본인이 저술한 정치학 책을 읽었으나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만주국의 현실을 보면서 이용희는 정치의

문제를 민감하게 의식한다.

“만주에 있어 보니까, 알다시피 한국 사람도 많았지만 절대적으로 다수인 피

지배자는 중국 사람이죠. 만청족이나 몽고인은 그 수효가 문제가 아니 되었

습니다. 중국인들이 만주국이라는 괴뢰를 통해 일본에 지배받고 있었지. 그

러나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옆에서 보고 있노라니 그 지배의 방식과 성격이

잘 보이더군요. 그래서 다시 정치의 성격에 대해 흥미를 일으켰습니다.”80)

식민지 조선 내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은 조선의 정치적 입장과 상

77) 김용구는 이용희가 1940년에 만주 신경의 건국대학에 입학했다고 전한다. 김용

구, 김용구 연구 회고록 (고양: 연암서가, 2021), 12쪽.
78) 이용희·노재봉, ｢독서연대기로 돌아보는 젊은 정신의 회억｣(1974), 독시재산고:
동주 이용희 전집 6 (고양: 연암서가, 2017), 44쪽. 이 글은 1974년 서울평론 9
권, 10권, 11권에 연이어 발표된 글이다. 만주 시절 이용희의 지적 성장에 대해서

는 강동국, ｢국제정치학자 이용희의 탄생｣,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엮음, 한
국 국제정치학, 미래 백 년의 설계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79) 이용희·노재봉, ｢독서연대기로 돌아보는 젊은 정신의 회억｣, 46쪽.

80) 이용희·노재봉, ｢독서연대기로 돌아보는 젊은 정신의 회억｣,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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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식민지 조선에서 유통되던 일본 정치학, 일본 정치학에 기초가 되

는 영국의 정치학 서적의 독서를 통해 의문을 해소하기는 어려웠다. 이

와 같은 정치학은 우리와는 인연이 먼 이야기였기 때문이다.81) 특히 영

국 정치학의 많은 영향을 받은 일본 정치학의 경우, 주권국가의 단일성

에 대한 회의와 국가와 대비되는 사회의 발견에 주목하고 있었다. 주권

국가를 지니지 못했던 식민지인이었던 이용희에게 이런 논의는 실감이

나지 않고 따분하기 그지 없었다.82) 그러나 만주에서 중국인과 일본의

관계를 ‘옆’에서 관찰하면서 이용희는 실제 정치의 문제에 눈을 뜨기 시

작했다.83)

1943년부터 이용희는 영국의 정치학, 프랑스의 헌법학, 독일의 국

가론을 읽고 비교하면서, 왜 같은 정치, 국가를 다루면서 학문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피게 되었다. 이용희의 잠정적인 결론은 결국 각국의 정

치학은 “자기 정치를 합리화하는 수단”이라는 점이었다.84) 이는 정치학

이 일종의 프로파간다라는 이용희의 관찰과도 상통했다. 학문은 학문 그

자체로 그치지 못하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무엇인가를 지향하

면서 작동하고 있었다.85)

같은 해, 이용희는 대련에 갔다가 E. H. 카의 20년의 위기
(1939)86)와 월터 샤프(Walter Sharp)와 그레이슨 커크(Grayson

Kirk)가 함께 쓴 현대 국제정치론(Contemporary International

Politics, 1940)를 구입한다. 이 두 책을 접하고 이용희는 상당히 흥분

했다. 국제정세를 정리하지 못하고 혼미에 빠져 있던 그에게 ‘영미’(英

米)의 국제정세관을 처음으로 전해주었다.87) 이어 이용희는 P. T. 문

81) 이용희·노재봉, ｢독서연대기로 돌아보는 젊은 정신의 회억｣, 48쪽.

82) 이용희·노재봉, ｢독서연대기로 돌아보는 젊은 정신의 회억｣, 49쪽.

83) 이용희·노재봉, ｢독서연대기로 돌아보는 젊은 정신의 회억｣, 48쪽.

84) 이용희·노재봉, ｢독서연대기로 돌아보는 젊은 정신의 회억｣, 51쪽.

85) 이용희·노재봉, ｢독서연대기로 돌아보는 젊은 정신의 회억｣, 66쪽.

86) E. H. 카의 일본 내의 수용에 대해서는 西村邦行, ｢日本の国際政治学形成におけ

る理論の〈輸入〉―Ｅ・Ｈ・カーの初期の受容から―｣, 国際政治 175号, 2014.
87) 이용희·노재봉, ｢독서연대기로 돌아보는 젊은 정신의 회억｣,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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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의 제국주의와 세계정치(Imperialism and World Politics,

1926)를 읽으면서 시야를 넓혔다.88)

이용희와 국제정치학 서적의 만남에서 가장 주목해볼 사실은 이용

희가 정치학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문제의식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정치학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1943년의 시점에서 카, 샤프와 커크

의 책은 3~4년 정도 전의 책이었지만, 문의 책은 거의 20년 정도 전에

출판된 책이었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당대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고

있던 이용희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20년의 위기에서 표명된

카의 이상주의 비판은 세계개조와 국제연맹에 비판적이던 식민지 조선인

이용희에게도 즉시 울림을 줄 수 있었고, 샤프와 커크의 책은 당대 국제

정세를 바라볼 수 있는 충실한 자료집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이용희는 문의 저서를 통해 세계정치가 지닌 제국주의적

속성에 눈을 떴다. 문의 책 제국주의와 세계정치는 그 제목 그대로 제

국주의에 대한 세계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었다. 이용희는 아시아-아프리

카에 이르는 전 세계의 식민지 상황를 망라하는 문의 책을 통해서 제국

주의 문제를 세계정치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식민지

는 조선의 생생한 현실이었다는 점에서 이용희에게는 매우 큰 영향을 주

었다. 이용희는 문의 책을 통해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가 퇴

조하면서, 국제협조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

다.89)

이용희에게 서구적 의미의 근대국가는 그 자체의 논리만으로 분석

될 수 없었고, 식민지 팽창이라는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했다. 여기에서

비로소 ‘국제정치’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이 지점에서 이용희와 식민정책

88) 이용희·노재봉, ｢독서연대기로 돌아보는 젊은 정신의 회억｣, 49쪽.

89) 이용희와 직접적인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이즈미 아키라는 제국-식민지 관계는 궁극적으로 피식민지인이 스스로를 다스리

는 자치 식민지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이즈미 아키라는 그 모델을 영연방제국에

서 찾았다. 이즈미 아키라의 사상과 활동에 대해서는 정준영, ｢경성제국대학 교수
가 된 식민정책학자: 이즈미 아키라의 식민정책론과 ‘국제공법강좌’｣, 사회와 역

사 118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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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했다. 식민정책학의 흐름이 팽창 중심의

제국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경제 협력 중심으로 제국과 식민지 간의 바

람직한 관계를 모색했듯이, 이용희도 제국과 식민지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세계정치를 고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이용희에게 세계정치

란 단순히 제국-식민지 질서 이후의 새로운 질서가 아니라, 제국이라는

강대국과 식민지라는 약소국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관계였다. 이용희는 이를 단순히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강

대국과 약소국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고민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에서 국제정치학 강좌를 처음으

로 맡았던 이용희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를 역임하면서 당대 미국

및 유럽에서 발간된 여러 국제정치학 학술지와 학술서를 광범위하게 섭

렵하면서 학자의 정체성을 강화해나갔다. 이용희가 참고하고 있던 정치

학 관련 문헌은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에서 발간하는 잡지인 서울대
정치학보 제3호에 ｢정치학 일반 참고문헌｣으로 그 목록이 일부 소개되

어 있다. 이 목록에서 이용희는 미국 도서 167종, 영국 도서 86종, 프

랑스 도서 53종, 캐나다 도서 40종, 총 346권을 소개한다.90) 이처럼

이용희도 영미의 국제정치학과의 활발한 교류 속에서 국제정치학자로서

의 자의식을 키워나갔다.

2) 누구를 위한 정치학인가

이용희의 국제정치론은 1955년 9월 출간된 국제정치원론(國際
政治原論)으로 정리된다.91) 우선 국제정치원론 ｢서문｣에서 이용희는

90) 편집부, ｢정치학 일반 참고문헌｣, 서울대 정치학보 3호,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1958, 181~203쪽. 흥미로운 점은 일본 측 문헌은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 의도적인 누락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희는 당시 한

국사회과학이 일본이 수용한 국제지식을 일본적으로 왜곡된 것을 다시 좁혀서 전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는 점에 강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용희·노재
봉, ｢독서연대기로 돌아보는 젊은 정신의 회억｣(1974), 독시재산고: 동주 이용희

전집 6 (고양: 연암서가, 2017),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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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문제의식을 명확히 밝힌다. 먼저 하나는 “동양 사회를 지배하게

된 서구형 정치 양식은 도대체 어떤 것이며 또 오래 세계를 지배하였던

구미 정치의 국제정치 권력으로서의 성격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었

다.92) 이용희의 문제의식은 현재의 국제정치의 양상을 서구 권력의 결

과물로서 바라본다는 특색이 있었다. 조효원이 한국에 ‘국제정치학’이 부

재함을 지적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미국산 지식을 최대한 빠르게 소개

하려고 했다면, 이용희는 세계를 지배한 구미 정치의 권력으로서의 속성

을 문제의 시야에 넣고 분석하고자 했다.

이용희는 현존하는 정치학이 지배와 통치의 의태(擬態)를 합리화

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지배는 사람의 퍼스낼리티까지 미치고 있어

서, 피지배자는 물리적 압력은 고사하고 심리적으로 권위감에 압도되어

서 감히 지배의 성격을 따지지 못했다는 것이다.93) 이는 이용희에게 몹

시 못마땅한 일이었는데, 이용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국제정치적 상

황에 적용하고자 했다. 그에 따라 국제정치원론의 지적 목표는 유럽정

치 및 그것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의 연구를 통해 우리 겨레가 왜 이렇

게도 취약한지, “우리의 현상을 진실로 이해하는 것”이었다.94)

이용희가 품은 또 다른 의문은 과연 종전의 일반(一般)정치학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점이었다.95) 이용희는 과거에 자신이 공부를 위

해 읽었던 일반정치학이 유형적으로 국가 현상 그리고 정치기능을 탐구

하고 있지만, 그 유형의 본보기는 유럽의 입헌 민주정치라는 점을 지적

했다. 즉 일반정치학이 가정하고 있는 현실은 지극히 유럽적 현실이기

91) 국제정치원론에 대한 분석으로는 장소의 의미(2017)에 수록된 박건영, 민병

원의 글이 참고된다. 박건영, ｢국제정치란 무엇인가: 국제정치원론에 대한 소고

｣; 민병원, ｢국제정치의 정학과 동학: 국제정치원론과 한국 국제정치학｣.

92) 이용희(이동주), 국제정치원론: 동주 이용희 전집 1 (고양: 연암서가,
2017[1955]), 4쪽.

93) 이용희, ｢서문｣(1958), 정치사상과 한국민족주의: 동주 이용희 전집 2 (고양: 연
암서가, 2017), 4쪽.

94)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4쪽.
95)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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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한국인이 이를 바로 참고하고 함의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용희는 서양의 일반정치학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

냐는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 제기가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96)

그는 일반정치학의 유형이 되는 유럽의 민주주의는 유럽적 번영

위에 입각한 것이며, 그 유럽적 번영은 현실적으로 후진 지역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역사적으로 국제

적 불평등 위에 수립된 민주정체와 그것을 유형화한 정치학을, 국제적인

피지배 지역의 학도(學徒)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그

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97)

이와 같은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대안으로 이용희가 제시한 것은

바로 ‘장소(場所)의 논리’였다. 장소의 논리는 “정치학이 성취한 일반 유

형 그리고 서양의 정치 가치가, 개별적 지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이를

일으키고 또 어떠한 ‘권위’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문하는 것”이었다. 장소

의 논리의 핵심은 서양의 정치 가치가 일종의 지적 ‘권위’로서 작동하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이용희는 구미적 시공간에서 태어난 ‘정치학’이

우리에게도 보편타당한 ‘일반’ 정치학이 된 데에는 결국 유럽의 국제정치

적 힘이 우월했기 때문이라고 날카롭게 진단했다.98)

즉 ‘일반’ 정치학은 그 자체로 일반적인 정치학이 아니라, 사실상

강대국의 정치 관념 및 가치를 일반화하는 효과를 지녔다는 점에서 ‘일

반화된’ 정치학이었다.99) 이용희는 지금 일반정치학으로서 통용되는 국

내정치학이 사실은 구미적 장소를 계기로 하는 소이(所以)를 우선 정확

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유럽적 전통이 지닌 근원적이면 역사

적인 성격을 석출하여야 한다고 파악했다. 이는 한국의 경우처럼 국제정

치적 환경과 여건이 국내정치에 큰 영향을 주는 조건에서는 더욱 필요한

시각이었다.100)

96)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5쪽.
97)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2쪽.
98)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3쪽.
99)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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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의 논리’에 입각한 이용희의 국제정치학 체계는 조효원의 국

체계와는 전혀 판이했다. 국제정치원론의 목차는 다음과 같았다.

서문

제1부 서론

제1장 국제정치 현상

제2장 국제정치학의 성립

제3장 근대국가의 이해

제4장 현대국가에의 지향

제2부 국제정치의 정태

제5장 국제법적 질서

제6장 외교제도론

제7장 새력균형과 집단안전보장

제3부 국제정치의 동태

제8장 힘(권력)

제9장 외교정책과 그 실시(1)

제10장 외교정책과 그 실시(2)

제4부 결어

먼저 이용희의 국제정치원론은 국제정치 현상을 논하면서 시작

한다. 조효원의 국제정치학이 국제정치를 설명하기 위해 서양사에서

민족이 등장하고, 근대국가를 이루고, 근대국가들이 국제사회가 형성된

이야기부터 시작했음을 상기해본다면 이용희가 지닌 관점이 얼마나 조효

원과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효원은 국제정치의 핵심이 국제사회의 행위자인 근대민족국가,

그 중에서도 강대국의 ‘세력(권력)정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피부

로 느끼는 국제정치는 곧 강대국의 세력정치라고 본 것이다. 반면 이용

100)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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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국제정치가 바로 ‘내 나라’라는 프리즘을 거

쳐 들어온다고 보았다. 이 때의 내 나라는 이는 초역사적인 국가 일반이

아니라,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이며 애증의 대상이 되는 존재였다.101) 여

기에서는 강대국도 약소국의 구분도 무의미했다.

즉 국제정치(國際政治)는 말 그대로 ‘국가 간’의 정치 현상을 의미

하지만, 국제정치 안에서 ‘내’ 국가나 ‘남’ 국가의 가치는 완전히 같을 수

없었다.102) 이용희에게 ‘국가’는 객관적 사실인 동시에 국제정치에 있어

서 국가는 개성적 가치를 지닌 상징이며, 개개인의 사회생(社會生)을 집

단화하는 가치 표지(標識)였다.103)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한다는 점에

서 국제정치적 상황은 ‘객관적’이었지만, 국제정치는 동시에 ‘내’ 나라라

는 프리즘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는 ‘주관적’ 사실이었다. 조효원이 국

제정치를 보편적 현상으로 설명했다면 이용희는 객관과 주관이 결합되는

이중의 문제의식을 강조했다. 즉 국제정치 현상은 주관적 사실이 부단히

다른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객관화하는 동시에 객관적 사실이 끊임없이

주관화하는 이중의 과정이었다.104) 국제정치는 단 한 개의 사실관계이

지만, 동시에 ‘내 나라’라는 입장에서 물들인 내 나라적 국제정치상으로

있고, 내 나라적 국제정치상을 통한 내 나라의 행위는 다시 남과 어울려

서 단순히 상(像)이 아닌 한 개의 사실관계를 이루었다.105)

국제정치의 단위로서 국가 일반은 현실적으로는 한낱 허구에 가까

웠으며 국제정치의 국가는 어디까지 ‘내 나라’라는 주체에서부터 출발해

야 했다.106)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모든 국가의 대외목적은 ‘내 나라’의

가치관을 본보기로 하여 해석하고 계획하고 남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이

었다.107) 즉 이용희가 볼 때 국제정치적으로 논의되는 보편적 가치는

101)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13-14쪽.
102)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14쪽.
103)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14~15쪽.
104)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15쪽.
105)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132쪽.
106)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15쪽.
107)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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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개별 국가의 특수한 가치가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국제정의라

하여도 세계평화라 하여도 결국 ‘내’ 나라의 해석에 의한 정의, 평화에

불과하다. 국제적 경제 질서 또는 국제법 질서라 하여도 ‘내’ 나라에 유

리하거나 이해되는 질서에 불과하다. 인류사회의 번영이라 할지라도 ‘내’

나라의 번영이라는 이론에서 출발한다. 주의, 주장, 제도, 문물의 국제

화도 따져보면 ‘내’ 나라의 틀이라야 된다는 것이 심저(心底)에 있다

.”108)

3) 현실주의 비판

그런 의미에서 이용희에게 힘은 일국의 목적을 보편화하고 일반화

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었다.109) 힘의 관계가 비교적 고정되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평화가 유지되며, 힘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하면

전쟁이 발발하여 힘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해야만 했다.110) 그

렇기에 이용희가 바라보는 국제정치에서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않은 전쟁 상태가 아니라면, 반드시 일정한 질서가 존재하고 그 질서의

틀 안에서 ‘힘’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용희에게는 더 중요한 관심사는 군

사력이 강조되는 전쟁 상황보다는 질서가 유지되는 양상이었다.

‘동적’인 내 나라적 권력정치는 ‘정적’인 객관적 제도화의 정치와

함께 작동했다. 국제정치는 단순히 힘만이 노골적으로 작동하고 ‘내’ 나

라의 의사가 관철할 수 있는 터가 아니었다. 동시에 국제정치는 제도화

된 질서만이 존재하고 그 위에서만 평화가 이룩된다는 정지(靜止)의 세

계도 아니었다. 비유하자면 ‘힘’의 동과 ‘질서’의 정이 양 개의 좌축이 되

어 그 사이에서 부단히 전동하는 좌표와 같은 것이었다.111) 이론상으로

볼 때 힘이 국제정치의 모든 출발점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결국 당대

108)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16쪽.
109)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17쪽.
110)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20쪽.
111)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24쪽.



- 147 -

국제질서의 양태가 힘의 모습을 결정했다.112) 그리고 그러한 질서는 항

구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산물일 따름이었다.113)

이와 같은 이용희의 관찰은 단순한 힘을 중시하는, 기존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속류적 해석을 향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었다. 이용희는 현

재 영미 국제정치학의 주류가 권력정치의 이론, 즉 ‘현실주의’라 파악한

다.114) 그러나 그는 영국 국제정치학과 미국 국제정치학의 권력 개념을

구분해서 파악했다. 영국 국제정치학은 현실적으로 객관화된 권력의 양

태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영국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권력은 국제사회

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것에 가까웠다.115)

반면 미국 국제정치학의 권력은 주체의 심리에 주목했다.116) 미국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정치는 객관화된 세계의 제도, 질서, 기구라기보

다는 순수한 주체들의 체계였다.117) 이용희의 권력론은 미국 국제정치

학과 영국 국제정치학을 종합하고자 했다. 국제정치 현상의 정확한 파악

을 위해서 힘의 동태(動態)와 질서의 정태(靜態)를 함께 봐야했기 때문

이다. 주체의 심리에 주목하는 미국 국제정치학은 내 나라를 중심으로

한 힘의 동태를 밝히는 데 유용하고, 영국 국제정치학은 국제정치 질서

의 정태를 해명하는데 일정한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118)

이용희는 외교사와 국제법을 넘어서 국제정치학이 새롭게 제기된

배경으로 국제정치의 상황 변화를 꼽았다. 19세기 말까지 구미의 여러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구미의 여러 국가의 입장을 아는

것이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했다. 그 점에서 19세기 말까지

는 외교사와 유럽적인 국제법만으로도 국제상황을 이해하기 족했다.119)

112)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25쪽.
113)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159쪽.
114)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38쪽.
115)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39쪽.
116)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40쪽.
117)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40쪽.
118) 국제정치의 정태로서 이용희는 국제정치원론에서 국제법(제5장)과 외교제도

(제6장)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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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학문은 ‘내’ 국가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것이었는데, 구미 세력

의 경우 ‘내 나라’의 입장만 고집해도 현실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

었다.120)

구미 세력의 근대국가는 ‘내’ 나라적이며 호전적인 근대적 단일 민

족주의에 근거하여 근대적 식민지를 널리 확보해 나갔다. 그러나 구미

세력의 세계적 팽창이 극한에 이르자 국제적인 공업국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식민지 경제가 본국 경제체제 속에 전적으로 녹아들면서, 내 나라

를 구성했던 단일민족주의가 흔들리고, 근대국가 안에는 다민족적인 요

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121) 내 나라적인 개념에 기초한 정치학 개념은

식민지 정책을 발판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와 같은 국제정치적 요소와

균열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용희의 관찰이었다.122)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근대국가 유형의 변질이 시작되었고, 기

존의 국내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학 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국제

정치의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었다.123) 기존의 세계 질서는 신흥 세력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도전을 받았으며, 기존의 근대국가 유형과는 다

른 변질로서 독재정치와 공산주의가 출현했다. 그 결과 과거의 국제정치

관을 시정하고 새롭게 현 국제정치를 분석, 검토하여 구미 열국의 활로

를 구하려는 실제적 요청과 이에 응하는 연구의 분위기 속에서 국제정치

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영미권을 중심으로 등장했다.124)

새로운 학문인 국제정치학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이후 구미정치가

세계정치를 대신하기 어려워진 맥락 속에서 세계정치를 포착하고자 했

다.125) 근대 국제정치가 구미 국가들의 대내적 민족주의를 가능케 한

근대국가의 식민지 팽창을 은폐했다면, 현대 국제정치는 국가 간 평등이

119)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29쪽.
120)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31쪽.
121)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61-62쪽.
122)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64쪽.
123)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29쪽.
124)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29-30쪽.
125)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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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름 아래,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압도적인 국력을 지닌 미국과

소련의 등장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있었다. 이용희는 미국과 소련을

단순히 주권평등에 기초한 근대국가의 논리에 기초해서 분석할 수는 없

다고 보았다. 미국과 소련은 ‘내’ 나라적 논리로만 분석할 수 있는 대상

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근대국가는 본래 비등한 실력을 가진 수 개국의 존재를 전제로 하였다. 소

세력의 규합에 의한 대세력 대항은 있었으나 그러나 장기로 볼 때에는 압도

적 세력이 없다는 것이 근대유럽정치사의 특색이었다. 현대에 있어서는 나

라 사이의 실력의 차가 너무나 현격하여 다수 근대국가의 경쟁적 공존이라

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곧 미국, 소련 양 대국의 실력은 거의

다른 나라로 하여금 경쟁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126)”

미국과 소련은 모두 유럽식 근대국가의 기초였던 민족과 국민, 주

권 개념을 초월하는 존재였다. 특히 공산주의의 국제적 권위는 근대국가

전의 유럽 중세 혹은 동양적 질서에 가까운 측면이 있었다.127) 설령 미

국과 소련 중 어느 한 세력만 남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계층적 질서는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컸다.128) 그렇기에 이용

희는 내 나라적 근대국가적 논리에 입각한 기존의 ‘좁은 의미’의 영미 국

제정치학으로는 냉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이용희는

자신의 방식으로 현대 국제정치학을 재구성한다.

4) 냉전과 제국주의

현대 국제정치를 분석하기 위해, 이용희는 먼저 국가 간의 불균등

에 주목했다. 이 불균등은 국토, 인구, 자원, 기술력과 자본력과 노동력,

국민의 부에서 모두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었다. 세계의 높은 생산력을

126)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82쪽.
127)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83쪽.
128)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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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하는 미국, 소련 양 세력 사이에는 동북아시아로부터 동남아 그리고

중근동을 거쳐 중동 유럽에 이르는 마찰지대가 존재했고 이 지대에는 대

체로 빈국(곧 약국)들이 군집하여 있으며, 특히 아시아, 중근동에는 극

빈국이 즐비했다.129)

이와 같은 물질적 조건을 배경으로 두고 현대 세계는 특히 제2차

대전을 통해 정치사적인 변혁을 겪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

과 동유럽의 위성국가 그리고 극동의 중공 정권의 성립으로 방대한 공산

지역이 출현하여 세계 시장은 사실상 폐쇄 상태에 이르렀다. 국제연합과

국제협조 기구들은 양대 진영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형편으로 인해

사실상 공개 정치투쟁의 장이자, 냉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130)

조효원은 전 지구적 현상이었던 냉전을 두고 개별 지역을 냉전적

논리로 분석하고 그 처방을 제시했다. 아시아 민족주의를 논했지만, 조

효원의 최종 귀결점은 결국 진영 논리였다. 반면 이용희는 냉전이 보편

적 현상이지만 각 지역에 나타나는 특수 상황에 주목했다. 유럽, 미 대

륙,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은 각기 역사가 다르고 경제 형편이 같지

않고, 정치문화의 전통이 하나가 아니기에 국제정치상의 역할과 의미와

반응도 서로 다른 특색이 있었다. 국제정치는 단순히 세계 대세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상호 관계의 총화(總和)를 뜻했다. 각 지역

의 특수사정이 국제정치의 ‘살’이고 역사의 대세는 국제정치의 ‘뼈’였

다.131)

이용희는 아시아의 정치 대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북부의 공

산 세력과 한국, 필리핀, 대만,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등을 현지 세력

으로 하는 자유 세력과의 대치”를 중심으로 하며 인도, 실론, 버마, 인도

네시아 등 제3세력이 그사이에 개재(介在)했다.132) 일본은 대체로 친미

적으로 제3세력 노선에 대해서도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

129)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95쪽.
130)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102-103쪽.
131)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103쪽.
132)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110-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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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아시아 지역은 중근동 지역과 같이 세계 양대 세력의 접촉지대가

되어 있어서 한반도의 양단, 베트남의 분단, 그리고 중공 대 대만 사태

의 불안정은 심한 긴장을 조성했다.133) 유럽, 중근동과 마찬가지로 아

시아는 미국의 관점에서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긴요한 싸움터였다.134)

실제로 이용희는 아시아의 반공전선 결성이 한국 외교에 있어 매

우 중대한 포석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동남, 동북아시아가 미국의 지

원 아래 공산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뭉친다면 한국이 이 지역 반공세력

의 지도 세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외교적인

국제위신이 오를 뿐 아니라 미국의 대한정책이 변경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동북아에 있어 미국이 한국을 위주로 하여 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묘책이었다.135)

이와 같은 관찰은 조효원과 일견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이용희는 냉전(현대)기에 국제정치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고 보았다는 점이었다. 이용희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이 서로 군

소국을 좌우에 거느리고 각기 그 영향 지역을 넓히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상황이 옛 세력균형의 상태와 흡사한 구석도 있다고 분석했

다.136) 그러나 세력균형이 근대 주권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면, 현재의 국제질서는 공산주의라는 국제정치적 권위에 귀의하는 국제

정치 질서가 출현했다는 점에서 독특했다.137)

진영 내에서 위계적인 양상을 보이는 공산 진영의 등장 이후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이라는 두 개의 국제정치 질서가 수립되었다.138) 이용

희는 자유 세계와 공산 세계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치관, 이해관계 등

133)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111쪽.
134)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112쪽.
135) 이용희, ｢우리나라의 외교를 위하여: 외교란 자랑이나 이상의 선언이 아니다｣

(1958), 한국외교사와 한국외교: 동주 이용희 전집 4 (고양, 연암서가, 2017),
382쪽. 이 글은 신태양 7권 2호, 1958에 발표된 글이다.

136)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157쪽.
137)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158쪽.
138)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159쪽.



- 152 -

의 근본 모순에서 냉전이 연원한다고 보았다.139) 하지만 그는 단순히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냉전을 설명하지 않았다. 냉전의 핵심은 과거 국제

정치의 애토믹(atomic)한 구조가 제2차 대전을 계기로 하여 깨어져 나

가는 데 있었다. 이는 근대국가가 현대국가로 넘어가는 과정과 겹쳤고,

강제력 측면에서 매우 막강한 양대 초강대국이 출현했다.140) 양 진영의

근본적인 정략은 안으로는 강제력의 통합적 강력도 및 여론의 통합적 밀

도를 높이면서 한편 타 진영의 통합과 강력도를 약화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이었다.141)

조효원이 냉전기 자유 진영의 간섭정책을 소련의 제국주의와 비교

하여 긍정했다면, 이용희는 자유권의 단결을 단순히 자발적이면서 합의

적인 공동의식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해석하지 않았다.142) 각국 외교정

책은 평등하게 이룩된 결합이 아니라 초강대국의 정책에 따라 부등위(不

等位)하게 통합되었다.143)

초강대국의 정책에는 제국주의적 요소가 존재했다. 한스 모겐소가

현상유지 정책과 대비되는 현상변경 정책으로서 제국주의를 논했다면,

이용희는 이와 같은 모겐소의 분류법이 강대국 중심의 시선이 녹아있다

고 분석했다. 이렇게 본다면 한 때의 국가 행위는 어떤 경우에는 제국주

의가 되고, 같은 행위가 조금 지나면 현상유지책이 되는 모순이 있기 때

문이다. 영국이 인도를 침략하는 것은 제국주의 정책이지만, 19세기 이

후 인도를 확보한 이후 영국의 정책은 모겐소의 관점에서 현상유지책으

로 분류되어야 했다. 이용희는 냉전이라는 현상을 유지하는 미국과 소련

의 정책이 현상유지 정책이 아니라, 그 배후에 존재하는 제국주의적 요

소를 분별해야 한다고 보았다. 오히려 미국과 소련의 정책이야말로 제국

주의의 원형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몰랐다. “제 아무리 가장한다 하더라

139)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342쪽.
140)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342쪽.
141)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343쪽.
142)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349쪽.
143)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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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국주의 정책의 목적은, 국가와 형식적 독립은 다소간 건드리지 않

으나 사실에 있어서 그 영토와 자원을 주변국의 것으로 붙이는 형태로

타국을 지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144)

5) 근대국가와 현대국가

연방제이자 다민족주의를 추구하는 미국과 소련은 강대국으로 부

상하면서, 근대국가 유형과는 다른 새로운 국가 유형이 새로운 표준이자

본보기로서 기능하고 있었다.145) 이용희는 현대 국가의 거시적 방향은

역사적 정치집단(국민국가)을 하위단위로 하고, 그 위에 여러 개의 하위

정치집단을 포함하는 중위의 지역적 정치권이 서고, 또 그 위에 세계기

구가 서는 계층적 정치 세계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했다.146) 이용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영연방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영연방은 오래된 식민

지 국가인 영국 제국이 그 독특한 현실정책에 기초하여 오늘날의 정치형

태에 적응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취한 형태가 아주 암시적이다. 아무 정치적, 경제적 구애(拘礙)

도 주지 않으면서도 그 상호의존적인 방대한 지역과 인구와 그리고 자본과

기술의 호혜적 활용이 일거에 이룩된다. 각 지역 간의 공업의 성격과 자원

의 차이와 생산력 발달의 불균형을 교묘히 조합할 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으

로 영연방 블록을 결성하여 국제기구에 있어서 대체로 동일 보조를 취하면

서 또 여러 표수로서의 위력을 발휘한다.”147)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연방은 모두 근대국가의 단순한 동맹 체제

와는 차이가 있었다. 동맹은 기본적으로 동맹국의 국내 정체나 경제 체

제와는 공식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대외관계’였다. 미국, 소련, 영연방은

144)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362쪽.
145)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118쪽.
146)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119쪽.
147)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116-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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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가능한 한 같은 시장, 같은 정치체, 같은 이념의 형성을 목표로 하

는 하나의 역사적 지역체로 기능하고 있었다.148)

냉전 국제정치는 이용희가 보기에 권위 관념의 공유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별할 수 있었다. 하나는 동일한 권위 관념을 공유하는

‘국제사회’였다.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는 국가는 유아독존하기보다는

서로 형제자매 국가인 듯 행동했다. 또 이러한 국제관계는 계층적이며

서열적인 정치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주권 사상과 같은 정치 신화는 자

리 잡을 수 없었다.149)

다른 하나는 권위 관념이 서로 다른 나라 사이의 국제관계였다.

미국 진영과 소련 진영 사이의 갈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이때의 권위는

선동, 모략과 술책, 음모의 기구이며 최후의 우열은 강제력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용희가 보기에 국제정치학에서 ‘권력정치’에 주목하는

현실주의는 바로 이 지점에만 주목하는 반쪽짜리 이론일 따름이었

다.150)

강제력이 작동하는 권력정치와 동일한 권위를 공유하는 국제사회

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이용희가 더 주목한 것은 바로 같은 국제사회 속

에 속해있는 국가들 간의 권역감이 형성되는 과정이었다.151) 이들은 주

권 평등의 원칙으로 출발했지만, 강제력의 통합, 경제 상황의 공동 개선

을 통해 서서히 전통적인 국가권위의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었다.152) 이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지역적 및 세계적인 국제기구의 발달과

설립을 통해 국민주의적 테두리는 서서히 약화될 것이었다.153)

148)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118쪽. 영연방을 향한 이용희의 관심은 일본의 식민정

책학자들이 바람직한 제국-식민지 관계로서 영연방을 의식한 것을 빼닮아 있었

다.

149)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262-263쪽.
150)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265쪽.
151)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298쪽.
152)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299쪽.
153)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381-382쪽. 이용희는 미주기구와 유럽석탄강철공동체,
서유럽동맹, 북대서양동맹, 유럽이사회와 같은 유럽기구 등이 아직 유럽정치공동

체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유럽통합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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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원에게 냉전은 기존의 근대 국제정치의 강대국의 수가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개의 국가로 줄어든 것에 지나지 않았고, 세계사의 전개

에 있어 그리 특별한 현상은 아니었다. 근대국가의 세력균형의 원리는

그대로 현대 국제정치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반면 이용희에게 냉전은

기존 근대 국제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국가가 변동하는 것인 동시에,

강제력 중심의 국제질서가 권위 중심의 국제질서와 병존하는 완전히 새

로운 현상을 의미했다. 현대의 국제정치 상황은 형식상으로 보면 국제권

위적이며 침략적인 공산주의의 위협과 이를 방어하려는 민주 세력의 단

결로 보는 것이 보통이었다.154) 조효원의 냉전론과 유사한 이와 같은

시각을 두고 이용희는 이를 프로파간다에 가까운 일종의 정치 조작이라

고 보았다. 강국들은 후진 지역을 국제정치적 조작의 터로 사용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

강국, 심지어 민주 세력의 강국들도 후진 지역에 프로파간다를 행

한다는 것이 이용희의 시선이었다. 민주형 프로파간다는 권위형인 공산

주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반대 프로파간다로 작동하면서, 강제력형

국제관계 원칙을 유지하는데 공헌했다.155) 이들은 민주형 권역 내에 후

진국을 뒷받침하면서, 민주형 질서의 약소국들은 권위의 부족을 보충하

기 위해 프로파간다를 널리 활용했다.156) 하지만 이를 대표하는 미국의

방식은 특정한 권위를 국내의 권위로 강요하지도 않고 타국 정부와 정치

통제 관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강제력 및 여론의 통합은 어디까지나 자

발적이며 협력적이며 합의적이라 포장하고 있었다.157)

이용희는 자신의 지식 실천이 강국의 프로파간다를 후진 지역에

그대로 전파하는 첨병이 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용희는 현실을 “있는 그

대로” 현실적으로 보아야 하지만, 다른 한 편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

다. 아랍인의 국제기구를 표방한 아랍동맹, 공산주의를 매개로 하는 공산권의 기

구들도 이와 같은 새로운 정치경향의 사례였다.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235쪽.
154)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377쪽.
155)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313쪽.
156)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314쪽.
157)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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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수용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었다.158) 국제정치학의 수용이 오히

려 냉전 체제라는 독특한 국제 갈등 관계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용희가 보기에 조효원의 방식은 민족적 문제를 냉전의 초강대국이 제

공하는 시각에서 해결하는 것이었다.159)

4. ‘작전 지역’에서 국제정치와 국제정치학 읽기

조효원을 바라보는 이용희의 비판적 의식은 38선 논쟁으로 본격적

으로 전개된다.160) 조효원은 미국 정부의 공문서와 실제 외교 교섭에

참여했던 인물의 저서를 근거로 38선 분단은 얄타 회담이나 포츠담 회

담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군사 지휘관들을 통해 결정되었

다고 주장했다. 즉 한반도의 분할 점령과 이어진 분단은 ‘전략’의 결과물

이 아니라, 급박한 정세의 결과물이었다는 논리였다.161)

이용희는 이와 같은 조효원의 논리가 제임스 웹 국무차관의 발언

에서 드러난 미국 정부의 공식 해명을 그대로 ‘요약’한 것에 불과했다고

보았다.162) 이용희는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해명이 ‘1947년’이라는 특

158) 박건영, ｢국제정치란 무엇인가: 국제정치원론에 대한 소고｣, 민병원·조인수 외,

장소와 의미, 25쪽.
159) 최정운, ｢국제정치의 연구｣, 우리나라 지역연구 현황, 문제점, 활성화방안 연구:

1991-92 (서울: 서울대학교 부설 지역연구종합센터, 1990), 142쪽.

160) 조효원-이용희의 38선 논쟁은 김학준, ｢38선 획정에 관한 논쟁의 분석｣, 한국
정치학회보 10권, 1976; 김용구, ｢국제정치학사｣, 한국정치학회 엮음, 한국정치
학회 50년사: 1953~2003 (서울: 한국정치학회, 2003), 289쪽; 논쟁 내용에 대한 구

체적이면서 자세한 분석으로는 김영호, ｢탈냉전과 38선 획정의 재조명: 동주 이용

희의 ｢38선 획정 신고｣를 중심으로｣, 국가와 정치 16권 2010; 남기정, ｢이용희
의 냉전인식: 냉전과 분단 기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20권,
2017.

161) 조효원, ｢38선은 누가 획정?｣(서울신문 1955년 1월 21일), 손세일 엮음, 한국
논쟁사 3: 정치·법률·경제 (서울: 청람출판사, 1976), 4쪽.

162) “8월 10일 일본이 처음 항복을 제의하자 그 익일되는 11일 육군 장관은 맥아더

장군을 통하여 실시한 일반명령 제1호 안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였는데 그중 제1
항이 38선 남북에 있어서의 미국/소련군에 의한 일본군 항복접수에 관한 것이었

다. 11, 12일 양일간 동안은 국무-육군-해군 연락위에서 토의되고 14일에는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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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시점에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63) 1947년은

그리스와 터키를 둘러싼 미국의 원조가 트루먼 독트린 아래 시행되고 있

었으며, 미국의 외교정책을 둘러싼 공화당의 민주당 정권을 향한 공세가

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특히 중국정세도 악화일로에 있었고 한반도의 미

소 공동위원회도 실패하여 38선 획정의 책임이 민주당 외교정책에 있다

는 국내의 비판에 직면해 있었다. 이용희는 트루먼 행정부가 얄타에서

비밀 거래가 있었다는 국내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지니

고 미국 스스로 ‘1945년 8월설’을 강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164)

38선 논쟁에서 이용희가 조효원의 논의를 비판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이용희는 조효원이 자료를 해석

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조효원은 공개된 자료의 서사를 그대로 따라

가고 있었지, 자료를 의심하거나 자료 속에 숨겨진, 혹은 숨기고 싶어하

는 정치적 의도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의도의 배제를

두고 이용희는 줄곧 조효원을 학자가 아니라 ‘정객’이라고 비판했다. 이

는 자연스럽게 조효원이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 주체적 시각을 결여하

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조효원은 공개된 자료의 서사를

따라서 미국 정책결정자의 해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는

국제정치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미국 쪽 논리를 그대로 전파하는 것에

불과했다.

참모부의 검토를 필하였으며 15일에는 대통령 결재를 얻어 마닐라에 있는 맥아더
사령부에 타전되었다. 또 일방 동 명령은 참고로 주 모스크바 딘 장군에게도 타

전되었으며 타방 스탈린과 영국 정부에도 연락되었다. 그런데 스탈린은 16일, 동

안(同案)에 대한 회답을 하였는데 제1항 38선에 관하여는 가부(可否) 간에 아무
언급이 없었다. 맥아더 장군에 의하여 동 명령이 공표된 것은 1945년 9월 2일이

었고 당시 소련군은 12일부터 북한에 진군하고 있었다.” 이용희(이동주), ｢‘38선’

획정의 시비｣(조선일보 1955년 1월 26일), 손세일 엮음, 한국논쟁사 3: 정치·법
률·경제, 7쪽. 이 기록은 U. S. Congress. Senate, “Statement by Under

Secretary of State Webb,” The United States and the Korean Problem:
Documents 1943-1953 (Washington: AMS Press, 1953), pp. 2-3.

163) 이용희, ｢‘38선’ 획정의 시비｣, 7쪽.

164) 이용희, ｢‘38선’ 획정의 시비｣,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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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였다. 이

용희는 강대국의 국제정치적 의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을 제

기했다. 하나의 세계가 두 개의 세계로 전환되는 맥락에서 미국과 소련

의 세력권 분할이 은폐되는 가운데 38선 분할에 대한 진실도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했다. 조효원이 미국 측 자료를 꼼꼼히 읽고, 미국

측 자료의 논리를 그대로 설파하는 미국 외교정책의 대변자가 되었다면

서, 이용희는 국제정치적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의 외교사적

차원의 설명이 아니라, 전체 국제정치적 구도 하에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했다.

논쟁을 통해 은연 중에 제시된 이용희의 대안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생산된 1차 자료와 2차 자료 모두 자료 비판을 행하되, 미국과 소

련의 전후 구상의 국제정치적 측면을 두루 봐야한다는 것이었다. 한반도

의 38선 분할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소련의 대일전

참전 문제와 전후 처리 구상이 결합되는 와중에 일어난 국제정치적 ‘의

도’를 지닌 행위였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에서는

아무리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일이라도 의도 없이 진행되는 일은 존재하

지 않았다. 특히 강대국의 행위를 분석할 때는 더욱 이와 같은 분석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었다. 강대국은 그들의 책임을 덜기 위해 그 정치적

의의를 ‘극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165)

이용희는 강대국의 작전 속에서 정치가 제대로 존재할 수 없는 약

소국의 상황에서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국제정치학’이라는 지식 체계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이는 이용희가 국제정치에 접근하는 기

본 시각(‘장소의 논리’) 그리고 냉전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으로 이어졌

다. 이용희의 시각은 이용희 개인의 것으로 그치지 않고, 1956년 8월

창립한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정신으로 이어진다.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약

사｣는 한국 사회과학의 지식 수용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표방한다.

165) 이용희, ｢38선 획정 신고｣(1965), 한국외교사와 한국외교: 동주 이용희 전집 4 
(고양: , 연암서가, 2017), 134쪽. 이 글은 1965년 아세아학보 1권에 발표된 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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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학이 20세기의 학문이며 동시에 영미(英美)의 학문이라는 것은 주

지하는 바와 같다. ‘학문은 권력의 시녀’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항상 어디

서나 진리라고 믿는 것은 아니나 여러 학문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역시

권력의 정책적 요청과 전연 관계없이 생기고 발전한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

다. 국제정치학이 구미의 질서가 세계화함으로써 시대적으로는 국제연맹과

더불어 그리고 영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한

나라의 대외문제는 차차로 국제문제로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으며

전쟁과 평화는 이미 한 나라의 정책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166)

이처럼 ｢약사｣를 제공한 국제정치학회 편집위원회167)는 ‘국제정치

학’이 시간적으로는 20세기의 신학문이자, 공간적으로는 영미의 학문이

라 정의하고 있었다. 학문의 지적 기원을 강하게 의식하는 태도였다. 또

이 ｢약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지식이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미의 팽창을 통해서 비로소 확산되었다는 지식의 국제정치성

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미의 질서가 세계화”했다는 현실의 변화

속에서 국제정치학적 시각이 확산되었고, 기존에는 한 나라의 대외(對

外) 문제를 뜻했던 여러 사건들이 ‘국제문제’로 새로이 바뀌게 되었다.

즉 국제정치학이 먼저 있고, 현실의 변화가 있던 것이 아니라, 현

실의 변화 속에서 권력의 정책적 요청에 따라 국제정치학이 탄생했다.

그 점에서 볼 때 국제정치학의 발달은 ‘학문이 권력의 시녀’라는 말을 증

명하는 사례였다. 그렇다면 국제정치학을 공부한다는 것의 의미는 현실

적으로 존재하는 영미의 질서를 추인하고, 그 질서 안의 모범적인 추종

자가 되는 것이었을까. ｢약사｣의 집필자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학문이 권력의 시녀로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학문으로서 체

계화한 이상에는 그 체계의 원리에 따라 발전하고 독자적으로 존립해왔고

166) 편집위원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약사｣, 국제정치논총 1권, 1963, 110쪽.
167) 이 글의 작성자는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편집위원회 제공’으로 기록되어 있

으나, 글의 내용과 문체상 이용희가 작성한 것으로 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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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또 자고로 학문의 흐름은 상품의 흐름과 그 방향

을 같이 해 왔다. 그러나 비록 상품과 더불어 수입된 학문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내 것이 된 이상에는 그것은 나의 학문이며 우리의 학문으로 만들어야

한다.”168)

｢약사｣는 학문이 ‘권력의 시녀’라는 현실적 조건을 인정하고 있었

다. 그러나 이는 학문이 현실의 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인

주장으로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이는 여러 학문의 발달사에서 보듯이

학문은 권력의 정책적 연관성 속에서 발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작금의

학문 현실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하기 위한 준비였다. “국제정치학 역

시 구미의 질서가 세계화함으로써 시대적으로는 국제연맹과 더불어 그리

고 영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

다.”169)

｢약사｣는 구미적 역사의 산물인 국제정치학이 영미 특히 미국의

진영 정책의 요청에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구미적 역사의 산물

인 이 이론을 이 땅에서 수용하는 태도를 논했다. “우리는 모름지기 그

역사를 역으로 뒤집어서 재평가하면서 국제정치 이론 자체를 재음미, 재

평가하여 우리의 것으로 새로이 체계화하여야 한다고 보았다.170)

전쟁과 평화를 자기 의지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에 있어서

의 국제정치학은 일견 무의미하다 수도 있지만, 일국의 입장에서가 아니

라 국제정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오늘날의 한 나라의 정치 현상을 이해

하는 첩경이었다. 한국에서 국제정치학은 ‘작전’ 지역에서 ‘정치’를 읽어

내려는 시도였다.171) 한국과 같이 건국뿐 아니라 존립마저 국제정치에

거의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곳에서는 차라리 모든 사회과학은 ‘국제정치’

로부터 시작하여야 했으며 바로 이 점이 한국에 있어서 (국제)정치학의

168) ｢한국국제정치학회 약사｣, 110쪽.

169) ｢한국국제정치학회 약사｣, 110쪽.

170) ｢한국국제정치학회 약사｣, 110쪽.

171) 그런 의미에서 이용희는 “나의 국제정치학은 국내정치학에 이르는 한 개도론의

역할”이라고 정의했다.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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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이유였다.172)

조효원과 이용희는 각자의 차이가 있지만, 1950년대 중반 국제정

치학과 관련된 개별 저서를 통해 냉전 국제정치론을 세세하게 피력했다.

이는 영미 국제정치학, 특히 한스 모겐소로 대표되는 미국산 현실주의의

일방적 이식(移植)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 둘은 해방 이후 약 10년

간 경험한 냉전에 대한 그들 자신의 해석을 ‘국제정치학’이라는 새로운

지식 체계를 통해 담아냈다. 조효원의 국제정치학과 아세아정치론에
서 나타난 냉전 국제정치는 여러 국가들의 세력 경쟁이 이루어지는 힘의

장이었다. 조효원은 이를 보편적인 세계 대세로서 수용하면서, 국력 면

에서 약소국일 수밖에 없는 한국의 외교 전략을 담아내고자 했다. 조효

원은 국력의 증강을 자체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약소국의 경우, 자유 진

영의 간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아시아의 반공 국가들을 엮어내면서

한국이 그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냉전에 대처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조효원은 아시아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아시아 국

가들의 중립 노선을 비판했다. 이는 단순히 미국 국제정치학의 ‘번역’을

넘어서 조효원 자신의 정세 분석을 미국 국제정치학 이론을 빌어서 피력

한 것이라 볼 수 있었다. 조효원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

제정치 질서를 일종의 양 진영의 세력균형에 입각한 대결 구도로 파악했

고, 이 구조를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한국이라는 약소국의 길을 모색

했다.

이용희에게도 국제정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종의 구조였다.

그러나 이용희에게 국제정치는 보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유럽 세계의

팽창을 통해 ‘일반화된’ 현상이었다. 더 중요했던 사실은 국제정치를 경

험하는 주체가 ‘내’ 나라라는 사실이었다. 또 냉전은 단순히 5, 6개의 강

대국이 단 두 개로 줄어들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는 근대

국가 간의 이룩된 고유의 국제정치 질서가 바뀌어 가는 것을 의미했으

며, 근대 국제정치의 초석이었던 주권국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진영별

172) ｢한국국제정치학회 약사｣,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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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필요에 따라 실질적으로 제한받는 상황을 뜻했다.173)

이전의 군소 근대국가가 부국강병책을 통해 강국이 되기를 꿈꾸었

다면, 현대 전쟁의 규모와 성격은 이제 전통적인 근대국가로서는 감당하

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이제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을 다른 국가

들이 실력으로 능가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174)

그런 의미에서 이용희가 보기에 나라 간의 권력 투쟁만을 강조하

는 시각은 ‘현실적’이지 못 했고, 오히려 비현실론에 가까웠다. 한국을

포함한 약소국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나라 간의 권력 투쟁이 아니

라 진영이 형성되면서 기존의 국제정치 문법이 변동하는 양상을 잘 읽어

내고, 그 속에서 한국의 ‘주체적’ 시야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근대국가적

논리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던 이용희의 시선은 유럽의 영연방과 유럽공

동체, 그리고 동양의 사대 질서까지 폭넓게 확장될 수 있었다.175)

173)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369쪽.
174)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370쪽.
175) 이용희는 영연방과 사대주의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조선 왕조가 명나라를 섬
길 때는 조선이 직접적으로 섬긴 것은 명나라 자체가 아니라 천자였기 때문에 영

연방에서 군왕을 섬긴다는 것과 유사했다. 또 사대질서 하에서는 동양적인 예를

갖추어 질서가 유지되었는데, 이는 영연방에서 말하는 헌법적, 입헌적 의미와 그
기능이 유사했다. 이용희, 미래의 세계정치: 동주 이용희 전집 5 (고양: 연암서
가, 2017[1994]), 58-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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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제사회론의 재편과 재구성

1. 유럽적 국제사회의 종식과 국제연합

독일의 법학자 카를 슈미트(Carl Schmitt)는 대지의 노모스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의 국가 간 전쟁으로 시작되었다고 기록했다. 당

시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들은 서로를 동등한 권리를 지닌 주권국가로 승

인했으며, 이들은 전쟁 중에도 유럽 국제법 안에서 적(敵)으로서 정당한

지위를 누렸다.1) 바로 이 점이 슈미트가 바라본 주권국가의 ‘주권’(主

權)이 지닌 진정한 의미였다. 주권국가는 전쟁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

는 존재였고, 그 점에서 주권국가는 서로 그 지위가 평등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사태의 전개는 완전히 달라졌다. 전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념이 등장하면서 전쟁의 의미가 변모하기 시작했다.

먼저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한 베르사유 평화조약은 ‘전쟁 책임’을

명기하면서 전쟁을 범죄화했다. 슈미트가 볼 때 이는 적을 정당한 존재

로 인정하고 대우했던 유럽 국제법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었

다. 국가 간의 전쟁을 범죄화하면서, 상대는 정당한 권리를 지닌 적이

아니라, 절멸해야 할 대상으로 타자화되었다.2) 이제 패전국은 전쟁이라

는 범죄를 자행한 행위자로서 차별적인 법적 지위에 놓였다. 그리고 독

일은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이유에서 이전에 획득했던 모든 식민지를 상

실했다. 유럽의 평화를 보장해온 것이 식민지로의 안정적인 팽창이었다

는 점을 감안하면, 독일의 식민지 상실은 유럽의 미래에 불안을 드리웠

다.3)

1) 카를 슈미트, 최재훈 옮김, 대지의 노모스: 유럽 공법의 국제법 (서울: 민음사,
1995[1950]), 314쪽.

2) 카를 슈미트, 최재훈 옮김, 대지의 노모스, 316쪽.
3) 카를 슈미트, ｢역외 열강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법적 광역질서｣(1939), 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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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미트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유럽 외부의 존재인 미국과 소련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체제를 흔

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4) 1924년 국제연맹 제5차 총회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네바 의정서(The Geneva Protocol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를 논의했다.5) 이 의정서

를 제안한 미국의 한 시민 조직은 국제적 차원의 분쟁이 발생하면 상설

재판소에 문제를 회부하고, 만약 재판과 중재 절차를 거부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를 침략자로 정의하고자 했다.

논의 끝에 국제연맹 제5차 총회는 의정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바

로 다음 해 총선 후 새로이 등장한 영국 정부가 의정서를 통해 침략과

침략자를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며,

이와 같은 조치가 국제연맹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비 축소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정서의 비준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6)

그러나 전쟁의 위법화를 촉진하려는 미국인들은 여기에 좌절하지

않고, 1928년 켈로그-브리앙 부전(不戰) 조약을 통해 국가의 정책 수단

으로서 전쟁에 대한 유죄 선고를 가했다.7) 슈미트는 이 조약을 통해 유

럽 국제법의 토대가 완전히 바뀐다고 진단했다. 부전 조약은 국가의 정

책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한다고 명시했지만, 누가 전쟁을 정의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슈미트는 앞으로 미국이 부전 조

약의 조항을 독점적으로 정의하고 해석할 위험성을 읽어냈다.8)

전 옮김, 헌법과 정치 (부산: 산자니, 2020), 583쪽.
4) 국제연맹의 역사에 대해서는 Ruth B. Henig, The League of Nations (London:
Haus Histories, 2010).

5) 카를 슈미트, 최재훈 옮김, 대지의 노모스, 332-333쪽.
6) 카를 슈미트, 최재훈 옮김, 대지의 노모스, 343쪽.
7) 카를 슈미트는 켈로그-브리앙 조약을 줄곧 미국 측 국무장관의 이름을 따서 ‘켈로

그 조약’이라 부른다. 이는 미국의 행위성을 강조하는 슈미트의 의도적 표현이다.

8) 세력균형에 따른 정치적 해결을 중시한 유럽식 국제법과 법률적 중재를 강조한
미국식 국제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최정수, ｢‘국제법 제국주의’와 미국식 세계법치

주의｣,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24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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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고, 국제연맹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더불어, 슈미트는 소련의 행보에 경계심을 표했다. 그는 소련이

국제연맹과 매우 이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련이 국제연맹에 가입하면

국제연맹의 동질성이 깨어져 나갈 것을 우려했다.9) 그리고 미국에 이어

소련도 적극적으로 전쟁의 의미 변화에 동참하고 있었다. “유럽 국제법

상의 전쟁 개념을 온통 뒤바꾸어버린 힘들이 자체가 불안하게 되어 있었

던 유럽 국가들을 무시하면서 동방과 서방으로부터 횡행하였다. 동방과

서방은 결국 1945년 8월 8일의 런던 협약에서 만나 짧은 순간 동안 융

합되었다. 이제 (전쟁의) 범죄화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10) 유럽 외부

의 국가였던 미국과 소련은 런던 협약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전쟁범죄자, 이른바 ‘전범’을 재판하기 위한 재판소 설립에 동의하

기에 이르렀다.

한편, 미국과 소련은 전쟁의 위법화와 더불어, 국제연맹을 대체하

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기 위해 1944년 덤버턴오크스, 1945년 샌프

란시스코에서 일련의 회의를 개최했다.11)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여 수립

한 국제연합은, 카를 슈미트의 관점에서 볼 때 유럽적 관점을 일정하게

보존했던 국제연맹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새로운’ 체제였다.

국제연맹과 부전 조약이 불안정하게 공존하던 기존 질서와 달리,

국제연합은 헌장을 통해 명시적으로 무력 사용을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

한 국가를 향한 군사적 제재를 헌장 내에 마련했다. 국제연합 질서 하에

서 전쟁은 명시적으로 범죄화되었고, 보편적 이념과 질서를 담보한 국제

연합이 주권국가의 전쟁 행위를 처벌할 것이었다. 슈미트가 볼 때 이제

유럽적 정신의 정수이자 유럽 국제법 질서의 핵심인 주권국가의 자율성

은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카를 슈미트의 논의는 역설적으로 유럽이라는

9) 카를 슈미트, ｢국가사회주의와 국제법｣(1934), 김효전 옮김, 헌법과 정치, 404쪽.
10) 카를 슈미트, 최재훈 옮김, 대지의 노모스, 345쪽.
11) 국제연맹의 쇠락과 국제연합의 탄생 과정은 김학재, ｢UN과 브레튼 우즈 체제의

창설｣, 윤해동 외, 대한민국을 만든 국제회의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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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시공간에만 적용되어온 기존 국제법 질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이기도 했다. 유럽과 달리, 유럽의 식민지였던 비유럽 지역은 유럽과 동

등한 주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비유럽 지역은 유럽 국제법의 적용 대

상이 아니었다. 슈미트는 유럽 외부의 미국과 소련이 전후 국제연합을

주도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을 터이지만,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세계의 여러 약소민족은 미국과 소련이 기존의 유럽 국가들과 다르

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이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이를 대변

하는 국제연합에 희망을 걸었다. 미국과 소련이 ‘하나의 세계’ 속에서 새

로운 세계 질서를 열리라 기대했던 해방 직후 한반도의 분위기도 이와

같은 세계사적인 기대감과 연동되어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과 소련

이 협력하는 ‘하나의 세계’ 아래에서 38선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분단 문

제가 순조로이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존재했지만 말

이다.

1) 보편적 장으로서 국제연합

이 장은 국제연합의 위상을 따지는 한국 지식인들의 논의를 따라

가면서, 당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국제연합에 대한 해석이 긴밀

히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먼저 한국인들은 보편적

국제기구를 표방하는 국제연합의 ‘승인’을 통해 한국이라는 신생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국(나)의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

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만 했다.

국제연합의 한국 승인은 한국에 동정과 은혜를 베푸는 일이 아니

었다. 이는 철저한 민족자결의 실현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

을 위해 국제연합 자신의 신성한 사명을 다하는 일이었다. 또 “청일전

쟁, 러일전쟁, 만주 사변, 중일전쟁이 모두 한국을 중심으로 하고 한국

을 거점으로 해서 일어났으며 금후도 그러할 우려가 많으니 한국 독립을

완성하는 것은 곧 동양의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UN 업무

의 큰 부분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받았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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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은 1948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연합 제3차

총회에서 12월 12일 채택된 결의안 제195호(Ⅲ)의 승인을 통해서 일차

적으로 결실을 보았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완

전한 인격”을 얻은 것으로 선전되었다.13)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은 북한

과의 정당성을 두고 경쟁하던 한국의 상황에서 큰 의미를 지녔다. 자연

인이 탄생과 동시에 인격을 가지는 것과 달리, 국가는 국가들의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승인 또는 국제기구의 승인이 필요했

다. “만약 승인이 없다면 그 국가의 지위는 무주공산 아니면 괴뢰국에

불과했다. 국제연합은 소련까지 포함하는 세계 유일의 국제기구였기에

그 총회의 승인 효과는 남달랐다.”14) ‘국제’와 ‘국가’가 병립하는 현 단계

는 언젠가 국제기구의 토의와 정신으로 대체될 것이었기에 국제사회의

대표격인 국제연합의 승인은 더욱 의미가 컸다.15)

그러나 1948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이루어진 한국 정부의 승인과

관련된 투표 결과는 냉전적 구도로 첨예하게 분열되어 있었다. 찬성표

48표에 가려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반대표는 소련, 폴란드, 우크

라이나,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벨라루스 등 공산 진영의 6개국

에서 나왔다. 즉 한반도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때 냉

전적 대립 구도가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이 있었다.

12) 조헌영, ｢국제연합과 한국 독립｣, 경향신문 1948년 9월 19일.

13) ｢사설: 국련결의와 우리의 태도｣, 조선일보 1948년 12월 14일; 대한민국의 국제

연합 외교에 대해서는 허동현, ｢대한민국의 건국외교와 유엔｣, 숭실사학 30권,
2013. 1948년 12월 12일 총회 결의안의 배경과 결의안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는

김정배, ｢미국과 유엔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의 역사적 함의｣, 서양 역사와 문화

연구 44권, 2017. 이 시기 정치고문으로 국제연합 대표단으로 참가했던 조병옥은
특사유엔기행(1949)이라는 기행문을 남겼다. 이 기행문에 드러난 서사에 대한

예리한 분석으로는 공임순, ｢국제연합에 의한 국가주권의 물신화와 여행서사의

국가화: 조병옥의 『특사유엔기행』의 역사지정학｣, 시학과 언어학 19권, 2010.
14) 실제로 1948년 12월 국제연합 총회 전까지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국가

는 바티칸뿐이었다.

15) ｢사설: 미국의 정식승인｣, 조선일보 1949년 1월 4일; 국제연합을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당대의 대표적 시각으로는 최봉윤, ｢국제연합과 세계평화(1)｣, 민성 4권
3호, 1948; 최봉윤, ｢국제연합과 세계평화(2)｣, 민성 4권 4호,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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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제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던 박기준(朴琦俊)은 한반도 문제

를 국제연합의 장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국제연합이라는 보편적 틀 자

체가 깨질 가능성을 이미 우려하고 있었다. 박기준이 보기에 한국 정부

는 국제연합의 승인을 통해서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자 하고 있으나, 오

히려 국제연합을 통한 대한민국 정부 승인은 국제정치적으로 볼 때 국제

연합의 위상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특히 박기준은 가맹국 다수의 지지를 받는 미국이 국제연합에서

소련을 고립시키는 일을 경계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소련의 미래를 점치는 일종의 시금석이었다. 만약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국제연합의 승인을 얻으면, 이는 결과적으로 소련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소련은 국제연합을 이탈하여 슬라브 연맹을 결성할 것이었다. 만약 이북

정권이 슬라브 연맹이라는 새로운 블록 안으로 편입된다면 한반도의 통

일도 어려워지고, 갓 등장한 국제연합이 국제연맹의 길을 갈 가능성이

컸다.16) 박기준은 현실적으로 양 진영의 등장을 인정하더라도, 적어도

국제연합은 이와 같은 대립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기를 기대했다. 그래야

만 국제연합이 지닌 보편적 장으로서 기능이 유지될 수 있었고, 냉전적

대립이 국제연합을 통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동시대의 다른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승인해줄 상위

의, 외부의 권위체로서 국제연합의 역할에 주목했다면, 박기준은 다른

의미에서 국제연합을 향한 기대감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

기준은 미국과 소련 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연합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하여 다른 문제를 쉽사리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

았다.17)

16) 박기준, ｢남한 신국가와 세계: 대한민국과 UN｣, 신천지 3권 7호, 1948, 16쪽.
17) 박기준, ｢미소 관계의 신국면과 파리 UN 총회의 귀추(하)｣, 경향신문 1948년
10월 2일; 반면 우선 독립국가를 먼저 건설한 후 국제연합 내에서 우리의 의견을

주장하자는 의견도 존재했다. “이 나라를 독립시켜 놓은 다음 우리와 같은 세계

약소 민족국가를 총단결하여 가장 새로운 법칙으로 엄정한 심판을 내려 그들의
싸움을 피나기 전에 말려봄이 어떠하냐.” 이선근, ｢UN의 동향과 미소관계 전망

(5)｣, 경향신문 1948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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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에 이동주(李東洲)라는 필명으로 국제문제 평론가로

활동하던 이용희는 당대의 상황을 ‘국제적 무정부 상태’라 비관적으로 보

고 있었다. 이용희는 국제적 협조 시대와 국제적 무정부 상태를 대비했

다. ‘국제적 협조’는 외교가 정상적으로 본 궤도에서 작동하는 시대를 뜻

했다. 국가 간의 분규가 발생하더라도 평화 해결의 방법은 여전히 남아

있고, 제3국이나 국제기구나 국제재판의 권위를 빌릴 수 있었다. 국제적

협조의 시대에는 군비 축소가 이루어지고,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며, 국

제회의의 결의나 조약협정, 국제판결에 대해서 열국은 신의를 지니며,

준수하고 신용했다.18)

그러나 ‘국제적 무정부 상태’는 국제적 협조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통칭했다. 외교 관계는 긴장해있고, 제3국의 알선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의 권위는 보잘것없으며, 열국은 군비 확장에 힘을 쓰며, 국제여론은 존

재하지 않으며 일국적이며 배타적인 여론이 횡행하고, 조약과 협정은 준

수되지 않기 십상이었다.19)

현재의 국제정세는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 가까웠다. 미국과 소련

은 외교를 군사적 관점에서 벌이고 있었고, 미국과 소련의 군비는 계속

증가일로에 있었다. 미국과 소련의 여론은 각각 적대적인 것이 주류가

되었고, 미국과 소련은 군략적 점거에 힘쓰는 상황이었다.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국제연합이 무력하다는 의견이 국제연합 회원국 사이에서도 나

오고 있었다.20) 이용희는 “현재에 있어서는 또한 꼭 평화만이 지속되고

국제협조는 반드시 온다고 한다는 것도 감상적이오 현실적이 아니다”라

고 평가했다. “평화야 뉘 싫어하리요마는 이런 국제 위기에 처하여서는

평화 이외의 다른 가능성도 추구하고 논구하는 것이 현시대에 처하는 사

람의 일종의 의무”였다.21)

18) 이용희, ｢미소위기의 의의와 군사론｣(1949), 한국외교와 한국외교사: 동주 이용

희 전집 4 (고양: 연암서가, 2017), 316쪽. 이 글은 이동주라는 필명으로 신천지
 4권 2호, 1949에 발표되었다.

19) 이용희, ｢미소위기의 의의와 군사론｣, 316-317쪽.

20) 이용희, ｢미소위기의 의의와 군사론｣, 317쪽.

21) 이용희, ｢미소위기의 의의와 군사론｣, 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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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국과 열강의 이중 구조로서 국제연합

이와 같은 의무감에서 이용희는 세력균형과 국제연합이라는 현재

국제정치의 원리를 치밀하게 검토했다. 그는 현재 국제평화 유지의 방식

으로 세력균형의 ‘책’(策)과 국제연합이 표방한 집단안전보장의 ‘제’(制)

가 통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22) ‘책’이 일종의 일국의 외교정책이었다

면 ‘제’는 국제사회의 제도를 의미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일국의 외교

정책인 세력균형과 비교하여 일국을 초월하는 국제사회의 제도인 집단안

전보장이 국제평화의 진보를 이루어냈으며, 기존 국제연맹의 미비점을

보완했다는 차원에서 국제연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23)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집단안전보장제가 제로서

확립되고, 세력균형책이 무세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

문이다.24) 우선 이용희는 세력균형과 국제연합의 관계를 발전과 진화의

과정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이 둘은 현 단계의 국제질서에서 함께 통용

되고 있는 국제정치의 원리일 따름이었다. 또 세력균형 안에도 이미 집

단안전보장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었고, 집단안전보장 안에도 세력균형적

요소가 있었다. 즉 이용희가 보기에 ‘책’(策)과 ‘제’(制)는 이분법적 관계

가 아니었다.

세력균형 안에 집단안전보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먼저 외견으로 볼 때 균형책은 특정한 국가의 외교정책이 될 수도 있었

으나, 이는 균형책의 본질은 아니었다.25) 1713년의 위트레흐트

(Utrecht) 조약을 통해 보건대 균형책은 한 국가의 의사가 아니라 열국

의 공동 의사의 표명이었다.26) 균형책은 오히려 “다수의 국가가 공동안

22) 이용희, ｢세력균형과 국제연합｣(1950), 독시재산고: 동주 이용희 전집 6 (고양:
연암서가, 2017), 93쪽. 이 글은 학풍 2권 9호, 1950년에 ｢정치학 특집｣의 일환
으로 이동주라는 필명으로 발표되었다.

23) 이용희, ｢세력균형과 국제연합｣, 93쪽.

24) 이용희, ｢세력균형과 국제연합｣, 93쪽.

25) 이용희, ｢세력균형과 국제연합｣,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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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공동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채택된 공동의 방책”이었다. 일국의

정책이 이러한 공동 정책에 부합될 때에만 균형책은 외교정책으로서 가

능할 수 있었다.27)

즉 세력균형은 ‘공동안전’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피차의 안전이

밀접하게 연결된 환경으로서 ‘지역’을 자연스레 상정했다.28) 세력균형의

공동은 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할 때 비로소 제대로 기능할 수 있었

다. 개별 국가들은 지역 내의 공동안전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균형책을

도모하며 각자의 이익을 절충하고 손해를 타협했다.29) 그런 의미에서

균형책을 통해 확보되는 공동안전은 일국의 타산을 초월한 법질서나 국

제사회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균형책은 이익사회에

서 가능한 것으로, 배타적 개체의 변증법적 결합물이었다.30)

그렇기에 세력균형 하에서는 지역적 문제를 논할 때 개별 국가의

이해가 반영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서는 발언권이 큰 강대국이 한층 유

리했다. 강대국은 이해 절충에 있어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이해는 기실 압력이 가중된 공동이해였

고, 균형책도 중압된 균형책이라 볼 수 있었다.31) 열국이 공동안전을

옹호하기 위하여 형성한 세력균형책은 열국(列國) 간의 세력균형에서만

유래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균형(외부적 균형)을 사실상 유지하는 열

강(列强) 간의 세력균형(내부적 균형)이 있어서 비로소 안정되는 것이었

다. 즉 균형책은 앞으로는 열국의 균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작동하

기 위해서는 뒤에서 열강 간의 세력균형이 작동해야 했다. 이용희는 이

를 ‘열국과 열강 사이의 이중 구조’라 불렀다.32)

국제연합 헌장 1조에 따르면 국제연합의 목적은 국제평화와 안보

26) 이용희, ｢세력균형과 국제연합｣, 94쪽.

27) 이용희, ｢세력균형과 국제연합｣, 95쪽.

28) 이용희, ｢세력균형과 국제연합｣, 97쪽.

29) 이용희, ｢세력균형과 국제연합｣, 100쪽.

30) 이용희, ｢세력균형과 국제연합｣, 100쪽.

31) 이용희, ｢세력균형과 국제연합｣, 101쪽.

32) 이용희, ｢세력균형과 국제연합｣, 102쪽.



- 172 -

에 있었다는 점에서 국제연합의 목적은 세력균형과 마찬가지로 공동안전

이었다 할 수 있다.33) 물론 이 둘 사이에 차이도 존재했다. 세력균형이

개별 국가의 이해타산적 행위로부터 출발하여 공동안전을 보장하고자 했

다면, 국제연합은 개별 국가를 넘어서 존재하는 국제사회의 법질서로서

공동안전을 보장하려 했다.34) 이는 세력균형과 국제연합이 추구하는 형

식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균형책에서 주로 활용되는 형식인 국가 간의

조약으로, 조약은 개별적 이해 절충과 타협을 통해 이루어졌다. 반면 국

제연합의 형식은 개별 국가 간의 절충과 타협이 원용하는 정당한 방식을

규정하고, 분쟁의 해결과 국제적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었다.35) 그렇기

에 균형책이 직면하는 지역적 한정성이 국제연합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국제연합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해가 해결될 수 있는

보편적인 틀에 가까웠다.36)

그러나 균형책이 열국과 열강 간의 이중 구조를 통해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처럼 이용희가 보기에는 국제연합도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

하기 위한 일종의 이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선 국제연합에서 국

제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주요 책임기관은 안전보장이사회였다. 국제연

합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파괴하는 행위, 침략의 존

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보유했다.37) 그리고 국제연합

헌장 제23조에 따라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당시 중화민국) 이

른바 5대 강대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차지했다. 이

5대 강대국은 이른바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들 5대 강대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집단안전보장제는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

다.38) 특히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보

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는 매우 불

33) 이용희, ｢세력균형과 국제연합｣, 105쪽.

34) 이용희, ｢세력균형과 국제연합｣, 105쪽.

35) 이용희, ｢세력균형과 국제연합｣, 106쪽.

36) 이용희, ｢세력균형과 국제연합｣, 106-107쪽.

37) 이용희, ｢세력균형과 국제연합｣, 110쪽.

38) 이용희, ｢세력균형과 국제연합｣,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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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했다.

열국 간의 외면적인 세력균형은 그 내면에서는 열강 간에 은밀하

게 작동하는 측면이 있었다.39) 열국의 공식적인 법질서를 표방한 국제

연합도 마찬가지였다. 국제연합은 국제연합 자체의 실력(實力)을 소유하

지 못했고 개별 회원국의 실력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균형책과 마찬가지

로 5대 강대국의 특권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40) 그러나

국제연합 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대국이 특권을 남용하여 자국의

우위를 유지하는데 편중(偏重)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공식화하지 않았

다.41) 만약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결국 가능한 평화유지의 수단은 집단안전보장

이 아니라 개별 국가의 정당방위와 국제연합 헌장 제8장이 허용한 지역

적 정당방위뿐이었으며, 이는 국제연합의 등장 이후에도 기존의 균형책

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했다.42)

‘국제적 무정부’ 상태 하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을 지니고

있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계속된다면, 국제연합은 국제사회를 대표하

는 기구가 되기 어려웠다. 오히려 지역적 차원에서는 기존의 세력균형이

앞으로도 우세할 가능성이 컸다. ｢세력균형과 국제연합｣이 실린 학풍 
특집호에 글을 게재한 장철수도 국제연합을 근대국가의 원리를 초월한

국제사회의 제도로 보지 않았다. 국제연합 안에는 여전히 외교와 타협의

원리가 녹아 있었다. “UN이라는 것이 성립된 것은 인류 진보사 상에 큰

‘모뉴멘트’임에 틀림없으며, 인류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고초를 겪

어온 것은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다. 그러나 UN의 실태를 보건대, 외교

는 타협이라는 원리는 의연히 거기에 적용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과거의

39) 이용희, ｢세력균형과 국제연합｣, 111쪽.

40) 이용희, ｢세력균형과 국제연합｣, 118쪽.

41) 이용희, ｢세력균형과 국제연합｣, 118쪽. 훗날 다른 글에서 이용희는 국제연합이

강대국의 일치 요건 측면에서 “확고한 정치적 기초를 가지지 못했다”는 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희·손제석, ｢유엔거부권 문제와 그 장래｣(1958), 한국외교
사와 한국외교: 동주 이용희 전집 4 (고양: 연암서가, 2017), 398쪽.

42) 이용희, ｢세력균형과 국제연합｣,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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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각축은 여전히 그것을 무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현실은 원자탄이 발

명된대도 불구하고 제3차 대전의 소리를 벌써 듣게 된 것으로 보면 부

정하지 못할 사실이다.”43)

1950년의 시점에서 이용희는 열국과 열강의 관계 속에서 국제연

합 질서를 정치적으로 포착하고 있었다. 이 지점은 사실 냉전기 국제연

합의 난제이기도 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고 등장한 국제연합은

국가 간 질서를 넘어선 국제사회의 새로운 권위인가? 국제연합의 등장

과 기존 강대국 중심의 질서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렇다면 미

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양 진영의 등장 이후 국제연합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특히 곧이어 1950년 ‘국제연합군’의 이름으로 전쟁의 개입이 이루

어진 한국의 경우 국제연합의 권위는 더욱 특별했다.44) 대한민국은 국

제연합에 의해 창조되고 국제연합의 손으로 방어되고 있는 독특한 나라

였다.45) “38선의 문제가 마침내 유엔의 총의와 유엔군의 직접적 실력

발동에 의하여 해결의 단서를 얻게 된 것은 결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

니고 세계사적 견지에서 인류가 행복을 추구하며 발전하는 하나의 길이

실로 자유 세계의 발전에 있다는 결정적 단계에서 취하지 않을 수 없었

던 행동에 의한 것”이었다.46)

한국인들에게 한국전쟁 당시 국제연합군의 개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국제연합의 집단안전보장의 힘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정당

성을 재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소련의 불참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해결되

43) 장철수, ｢국제정치학의 대상과 임무｣, 학풍 2권 9호, 1950, 84쪽.

44) 한국과 국제연합의 관계와 여러 국제법 쟁점을 다루는 포괄적 연구로는 조시현,

｢한국전쟁의 국제법적 성격: 무력행사 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

학 41권 2호, 2000; 정인섭, ｢한국 문제를 통한 UN법의 발전｣, 서울국제법연구 
22권 2호, 2015. 한국과 국제연합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황병주, ｢냉전 초

기 한국의 국가형성과 유엔｣, 윤해동 외, 대한민국을 만든 국제회의 (서울: 대
한민국역사박물관, 2016); 이시우, UNC 유엔군 사령부 (파주: 들녘, 2013).

45) ｢사설: 유엔의 사명｣, 동아일보 1952년 6월 21일.
46) ｢사설: 국제연합일에 제하여｣, 조선일보 1950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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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으며, 소련이 1950년 8월 안전보장이사회에 복귀한 이후에는 안

전보장이사회를 우회하여 총회를 중심으로 결정이 내려졌다는 한계도 분

명했다.

이 점에서 볼 때 한 연구자의 지적처럼 한국전쟁과 국제연합의 관

계는 “평화라는 근본규범이 적용된 사례인 동시에 평화 제국주의 기획이

관철된 것”이었으며, “가장 보편적인 초국적 규범이 가장 예외적인 방식

과 과정을 통해 관철된 것”이었다.47) 이와 같은 모순적 상황은 국제사회

의 전개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던 한국 지식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

을 줄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쟁은 국제연합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권

능을 보여준 것인가? 아니면 냉전기 국제연합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인

가?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법학자 박재섭(朴在灄)48)과 이한기(李漢

基)49)의 논쟁은 국제연합이 지닌 모호한 위상을 둘러싼 본격적인 지적

대결이었다. 박재섭의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학위 논문인 ｢국제법에 있어

서의 전쟁의 지위｣50)에 대한 이한기의 서평으로 시작된 논쟁은 전쟁의

지위 문제를 포함하여 한국전쟁에 있어서 국제연합군의 행동을 국제법적

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가로 쟁점이 점점 확장되어 나갔다.51) 지금까지

47)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 기획 (서울: 후마니타
스, 2015), 195쪽. 특히 이 책 제4장은 한국전쟁 초기에 내려진 국제연합의 여러

결정을 20세기 자유주의 기획과 19세기 국가 주권 원칙의 충돌이라는 국제법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48) 박재섭(1916~2012)에 대한 회고로는 박수길, ｢그 분이 남긴 정신적 유산｣, 국제
법학회논총 57권 3호, 2012.

49) 이한기(1917~1995)에 대한 회고로는 이한기박사추모문집간행위원회, 삶으로 가
르치신 큰 스승: 기당 이한기 박사 추모문집 (서울: 오름, 1996); 기당이한기박사
탄신 100주년 기념문집 발간위원회, 기당이한기박사 탄신 100주년 기념문집 
(서울: 문학공원, 2018).

50) 박재섭의 학위논문은 국제법에 있어서의 전쟁의 지위: 제1차 대전 발발시를 출

발점으로 하여, 고려대학교, 1963으로 제출되었으며, 1964년에 일조각에서 전쟁
과 국제법으로 제목으로 다시 출간되었다. 이 글에서는 삼우사에서 재간행되어

나온 전쟁과 국제법 2010년도 판본을 활용한다.

51) 이한기와 박재섭의 논쟁은 국제법학회논총을 통해 지면으로 진행되었고 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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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쟁은 한국 국제법학계의 좁은 테두리 내에서만 기억됐다.52) 본 연

구는 이한기와 박재섭 사이에서 1964년 3월부터 1965년 9월까지 장장

1년 6개월간 학술지 지면을 통해 진행된 논쟁이 냉전기 국제법의 위상

을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철저히 검토한 사례로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2. 국제사회론과 정의의 국제법: 박재섭의 국제사회

론53)

1963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법을 통한 세

계평화 수립 제1차 세계대회가 개최된다. 이 대회는 세계재판소의 수립

과 지역재판소, 교통과 통신, 법률 연구, 군비 축소, 우주법, 외계법 문

제 등 방대한 문제를 토론하는 세계적 장이었다.54) 이 회의에 한국 대

표로 참석한 유기천에 따르면 이 세계대회는 “평화를 위한 근본 원리와

규범을 세움으로써 세계 인류를 자폭의 위기에서 구출하고자 하는 근본

요제(要題)이니 공산 진영까지도 이 노력이 침투되어 있다는 엄연한 사

실을 오인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55)

일 엮음, 한국논쟁사 3: 정치·법률·경제 (서울: 청람출판사, 1976); 이한기, 영서
당기: 이한기 수필문집 (서울: 박영사, 1986)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은 한국
논쟁사 3을 활용한다.

52) 한국 국제법학계의 대표학회이자 논쟁이 벌어진 국제법학회논총의 발간 학회

인 대한국제법학회는 이 논쟁이 한국에서의 국제법 연구 수준이 높아짐을 반영하

는 동시에, 자연법과 실정법의 대립이라고 정리했을 따름이다. 대한국제법학회 엮
음, 대한국제법학회 60년사 (서울: 대한국제법학회, 2013), 124쪽; 김태천, ｢국제
법학의 현대적 과제｣, 저스티스 74권, 2003에도 박재섭-이한기의 논쟁은 자연법

주의와 실증법주의의 대립으로 소개되어 있다.

53) 박재섭과 관련된 내용은 옥창준, ｢해석의 전쟁과 전쟁의 해석: 박재섭-이한기의

한국전쟁 해석｣, 학술회의 총서: 6·25 전쟁과 냉전지식체계의 형성 (과천: 국사
편찬위원회, 2020)의 내용을 기초로 했다.

54) ｢유, 전씨 참석, “법을 통한 평화 제1차 세계대회”｣, 동아일보 1963년 6월 26일.
현재 법을 통한 평화 세계대회는 국제법률가대회(World Jurist Association)로 개

칭되었다.

55) ｢인류의 평화는 무기 대신 ‘법’으로｣, 동아일보 1963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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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한 세계평화’ 수립 운동은 1958년 출간된 그랜빌 클라크

(Grenville Clark)와 루이스 손(Louis Sohn)의 세계 법을 통한 세계평

화(World Peace Through World Law)에서 표방한 구상의 연장선에

있었다. 이 책은 국제연합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의 전

면적인 개선안을 상세히 담아냈다. 국제연합을 사실상의 세계정부로 개

혁하고자 하는 방안이었다.56) 그러나 국제연합 내부에서 이와 같은 개

혁이 어려워지자, 미국 변호사 협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별, 세계적 운동

을 통해 ‘법을 통한 세계평화’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모해나갔다.57)

‘법을 통한 세계 평화’라는 국제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에서도 이를

학술적으로 가장 세련되게 표현한 작업물이 나왔다. 바로 박재섭의 고려

대학교 법학과에 박사학위 청구 논문 ｢국제법에 있어서의 전쟁의 지위｣

였다. 이는 한국에서 국제법을 주제로 나온 ‘첫’ 박사학위 논문이었다.58)

이 박사학위 논문에 기초하여 박재섭은 바로 전쟁과 국제법을 출간했

다. 전쟁과 국제법은 기존의 출간된 국제법 교과서를 제외한다면 국제

법을 주제로 하여 나온 독보적인 단행본급 저작이었다. 박재섭 자신도

“전쟁 문제를 이 책에서와 같은 각도에서 비교적 포괄적으로 그리고 상

세히 구명한 전문 서적은, 적어도 저자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까지 발간되지 않았다”며 큰 자부심을 보였다.59)

1) 박재섭의 지적 배경: 페아드로스의 사숙(私淑)

56) Grenville Clark and Louis B. Sohn, World Peace Through World Law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이 책은 한국어로도 번역된다. 그

렌빌 클라크, 루이스 비 손, 김종수·이승헌, 세계법에 의한 세계평화 (서울: 법
문사, 1968).

57) 이 운동은 1964년 한국에서 ‘법의 날’ 제정으로 이어진다. 법의 날은 미국의 사례
를 따라 5월 1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사회주의 진영의 ‘노동절’(메이데이)에 대

항하기 위한 냉전적 전략이기도 했다.

58) 이한기, ｢서평: 박재섭 저, 국제법에 있어서의 전쟁의 지위｣, 손세일 엮음, 한
국논쟁사 3: 정치·법률·경제, 320쪽.

59) 박재섭, 전쟁과 국제법 (서울: 삼우사, 2010[1964]),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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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박재섭의 지적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자. 박재섭은 진주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34년 경성제국

대학 예과 11회 갑류에 합격60)하고 1938년에 예과 문과를 수료했

다.61) 이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로 진학하여 1941년 법학과

(사법 전공)를 13회로 졸업했다. 경성제국대학 재학 중이던 1940년에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했으며, 경성제국대학 졸업 후에는 조선총독

부 농림부에서 관리로 근무했다.62)

박재섭은 경성제국대학 법학과에서 국제공법 강의를 수강하며 국

제법 관련 기본 지식을 학습했다. 당시 경성제국대학 법학과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 박재섭과 비슷한 시기에 경성제국대학을 다녔던 이항녕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국제공법 강의는 1936년 경성제대에 부임한 소가와

다케오(祖川武夫)가 담당했다.63) 이항녕에 따르면 소가와 다케오는 국

제법 수업에서 주로 요코타 기사부로(橫田喜三郞)의 국제법을 교과서

로 썼다.64) 요코타 기사부로의 영향을 받은 소가와 다케오는 ‘정당한 전

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쟁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

다. 이와 같은 경성제대 법학과의 분위기는 박재섭에게 일정한 영향을

60) ｢전문교 합격자｣, 조선일보 1934년 3월 28일.
61) ｢성대 예과｣, 조선일보 1938년 3월 10일.
62) 연구원 자료, ｢박재섭 박사 연보｣, 법학행정논집 13권, 1976, 7쪽. 1943년부터
1946년 초엽까지 박재섭은 경기도 양평(1943~1945)과 충청북도 보은 군수(1945)를

역임했다. 이 때 그는 ‘朴原載完’이라는 창씨명을 사용했다.

63) 소가와 다케오는 도쿄제국대학의 다치 사쿠타로(立作太郎, 1874~1943)의 마지막

제자이자 요코타 기사부로(橫田喜三郞, 1896~1993)의 첫 제자였다. 소가와 다케오

는 경성제국대학 법학회의 논집 15권 1호(1944)에 ｢국제조정의 성격｣, 15권 3호
(1944)에 ｢국제조정의 성격에 대하여｣를 발표했다. 소가와 다케오에 대해서는 祖

川武夫, 國際法と戰爭違法化: その論理構造と歷史性 (東京: 信山社出版, 2004).
64) 이항녕(1915~2008), 작은 언덕 큰 바람 (파주: 나남, 2011), 73쪽. 요코타 기사부

로는 이미 1930년대에 한스 켈젠(Hans Kelsen, 1881~1973)으로 대표되는 빈 학파
의 국제법학자들과 직접 교류하고 있었다. 한스 켈젠의 지도를 받기도 했던 경성

제국대학의 오다카 토모오(尾高朝雄)와 함께 요코타 기사부로는 한스 켈젠 탄생

50주년 논문집에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오다카 토모오의 논문은 “Kunftige
Aufgaben der Reinen Rechtslehre”였고, 요코타 기사부로의 글은 “Begriff und

Gliederung der Verfassung der Völkerrechtsgemeinschaft”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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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해방 이후 박재섭은 경성제국대학 선배인 유진오와의 인연을 통

해 고려대학교 정법대학에서 대학교수직을 시작하며 국제법 강의를 맡았

다.65)

1954년 박재섭은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초대 방문학자로 1954년 9월부터 1955년 6월까지 미국에서

수학했다.66)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재섭이 ‘Zai-sup PAK’이란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학술 활동을 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국제

연합 창설에 참여한 후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맡고 있으며, 앞서

소개한 세계법을 통한 세계평화를 쓴 루이스 손과의 교류를 포함하여,

하버드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국제법 관련 문헌을 충분히 활용했으리라

생각한다. 박재섭 자신의 표현처럼 “국제법 관계에 있어서 이미 방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 또 시시각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있

어서는 이러한 자료에 직접 접할 혜택을 갖지 못하였다.”67) 특히 그는

자신이 경성제국대학 시절 경험했던 일본인 교수들이 참고하고 있었던

유럽의 국제법 연구서를 본격적으로 직접 탐독하면서 자신의 국제법 체

65) 황산덕의 회고에 따르면 1948년 2월경 고려대학교의 유진오 교수가 황산덕과 박
재섭을 따로 불렀다. “한편 박재섭 군은 경제학을 맡고 싶다고 했으나 정법대학

에서는 경제학 교수가 따로 없으니 법학 과목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 유

(진오) 선생의 일관된 대답이었다. 당분간 침묵이 지나가고 드디어 나(황산덕)는
국제법(International Law)을 염두에 두고 말을 꺼내려는 순간 박 군이 나보다

0.5초 정도 빠르게 국제법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이 과목도 결국 박 군이 맡게 되

었다. 유 선생은 나에게 재차 상법을 권하였으나 국제사법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리하여 박 군은 나중에 정년퇴직 할 때까지 평생 동안 고려대학교의 국제법 교수

로 일관하였고 나의 전공과목은 한 학기 뒤에 뜻하지 않게 변경되었다. 우연한

기회에 두 사람의 평생 운명이 한순간에 결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황산덕, 황산
덕 회고록 (서울: 한동문화사, 2017), 137쪽. 비슷한 내용의 회고는 취현 황산덕

박사 유고집 편찬위원회, 취현 황산덕 박사 유고집: 법과 사회와 국가 (서울:
방문사, 1991), 60쪽에도 나온다.

66) 연구원 자료, ｢소계 박재섭 박사 연보｣, 법학행정논집 13권, 1976, 7쪽. 박재섭
과 함께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에서 연구했던 인물은 유기천(1915~1998), 민영
규(1915~2005), 방용규(1915~2013)였다. 국제법학회논총 ｢휘보｣에 따르면 박재섭

은 1955년 8월에 귀국했다. ｢휘보｣, 국제법학회논총 1권, 1956, 162쪽.
67) 박재섭, 국제법 (서울: 일조각, 1956),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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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세우고자 했다.

박재섭의 국제법 체계는 귀국 직후인 1956년 5월에 출간된 국제
법으로 일차적으로 종합된다. 국제법의 목차는 제1편 국제법 서론,

제2편 일반 국제법, 제3편 조직된 국제단체(國際團體)의 기본법으로 구

성되었다. 국제법 서론이 국제법의 사회학적, 규범적 기반을 다루었다면

주권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반 국제법과 조직된 국제단체의 국제법으

로 자신의 입론을 둘로 나누어 구상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박재섭이 국제법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주로 참조한 인물

중 특히 주목되는 사람은 빈대학교의 알프레드 페아드로스(Alfred

Verdross)이다.68) 페아드로스는 국제법의 형성이 국가의 의사로부터 독

립해 있으며, 국제법의 성립과 법적 구속력의 근거를 국가의 의사 바깥

에서 찾고자 한 학자였으며 한스 켈젠과 더불어 일본 국제법학계에도 이

미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즉 박재섭에게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로

대표되는 미국 유학은 일본의 국제법학자들이 참고하던 지적 원천을 직

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박재섭은 페아드로스의 저작을 탐독했다. 박재섭의 국제법
은 페아드로스의 국제법(Völkerrecht, 1955)의 체계를 많이 참조했

다. 페아드로스의 국제법은 제1부 국제법의 개념과 기초, 제2부 일반

국제법, 제3부 조직화된 국제단체의 기본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박재

섭이 자신의 국제법을 작성하는 데 있어 페아드로스의 체계를 빌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했다.69) 페아드로스의 법 체계는 ‘국제사회’의 존재를

68) 박재섭, 국제법, 1쪽.
69) 훗날 페아드로스(1890~1980)의 국제법을 다룬 서평에서 박재섭은 다음과 같이
썼다. “과거 읽었던 또는 새로 입수한 구미의 국제법 일반 해설서를 나열하고 필

자의 것을 엮으려고 하였으나, 사전의 준비가 대단히 부족하였고 또 시일도 짧았

기 때문에, 체계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선배학자들의 것을 그대로 취하게 되
었다. 그러나 이렇게 취하는데 있어 일관된 입장의 결여, 체계의 혼란, 논리적 모

순을 피하기 위하여, 결국 페아드로스 교수의 저서에 주로 의존하게 되었던 것이

다.” 박재섭, ｢서평: 페아드로스 저, 국제법｣, 국제법학회논총 5권 1호, 1960,
103쪽. 그러면서 페아드로스는 약 20년 전의 학생 시절부터 페아드로스로부터 가

르침을 받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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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험적 근거로 두고 국제사회의 법인 국제법을 우위에 두고 국가는 국제

법에서 허용한 권한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2) 국제단체의 법으로서 국제법

페아드로스의 영향을 깊이 받은 박재섭의 국제법 해석에서 국제법

을 바라보는 사회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이 강하게 나타난다. 먼저 박재

섭은 국제법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교회법, 미국의 주법

(州法), 국제연합법과 같이 법규가 설정 적용되는 ‘단체’의 범위에 따른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70)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국제법의 경우 국제

단체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했다.

국제단체는 단지 국가뿐 아니라, 국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그와 교

통(交通)하는 단체를 포함했다.71) 이전의 국제단체가 ‘국가들의 단체’로

서의 국제단체(die Staatengemeinschaft, society of states)에 한정되

었다면, 지금의 시대에는 개인도 포함되는 다각적인 국제단체

(internationale Gemeinschaft, international society)가 등장했기 때문

이다.72)

다각적인 국제단체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프랑스 사회학자 조르쥬

셀르(George Scelle)의 지적처럼 정부 사이의 공적 교통(交通)과 더불

어 국민 자체 사이의 무수한 사적 교통의 반영이었다.73) 셀르는 모든

사회는 궁극적으로 개인들로 구성되며 개인들이 사회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유사성의 연대’와 ‘분업의 연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

았다. 유사성의 연대가 외관과 언어 등의 유사성을 통한 연대라면, 분업

70) 박재섭, 국제법, 5쪽. 이 부분은 Alfred Von Verdross, “On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Law,”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3, No. 3,
1949의 내용과 유사하다.

71) 박재섭, 국제법, 5쪽.
72) 박재섭, 국제법, 5쪽.
73) 박재섭, 국제법, 15쪽. 셀르(1878~1961)의 사회학적 평화 사상에 대해서는 김학

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 58-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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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대는 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성에 기초한 연대였다. 이 두 연대를 통

해 등장하며, 연대의 균형을 지켜주고 유지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국제)

법이었다.74)

셀르의 논의를 흡수한 박재섭은 현재의 국제연합이 국가들의 일시

적인 평화의 요구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항구적인 요구에 확고히

뿌리박은 장구한 물질적 및 정신적인 발전과정을 반영한 산물로 보았다.

“실정 국제법은 자유로이 유동하는 법사상에서 성립한 것이 아니라, 점

차 더 견고해지는 사회적 기반 위에 세워진 일정한 단체의 구체적인 질

서”인 것이다.75)

또 박재섭은 국제법을 포함한 모든 실정법은 사회적 기초뿐 아니

라 규범적인 기반을 지닌다고 해석했다. 국제법의 실정법인 조약법 및

관습법은 법의 일반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모든 실정 국제법은 그

에 선행하는 일정한 법 원칙에 의존했다. 만약 이러한 규범적 기반이 없

다면 국제단체란 상호투쟁하는 수많은 권력의 집합체에 불과하며, 국제

법은 무수한 다종다양한 외교적 통첩, 국제조약 및 중재재판의 판결의

뭉치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고, 그 사이에는 아무런 정신적 유대도 존재

할 수 없었다.76) 그리고 규범의 핵심은 사람의 사람에 대한 폭력을 금

지하고, 법의 파괴자에 대하여 단체의 반동(反動)으로서만의 강력(强力)

을 허용한다는 점이다.77)

이와 같은 규범이 반영된 결과물이 바로 국제연합 헌장이었다. 헌

장은 제2조 4항에서 무력의 위협과 무력행사를 금지했다.78) 그러나 헌

장은 동시에 크게 두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다. 먼저 무력 공격에

맞서는 국가의 고유한 자위권은 여전히 보장되었다. 또 공격받은 국가를

원조하고자 한 국가는 공격자에게 무력으로 대항할 권리를 지녔다. 박재

74) 김석현, ｢국제법학에 있어서 의사주의와 객관주의의 대립｣, 국제법학회논총 54
권 2호, 2009, 26쪽.

75) 박재섭, 국제법, 15쪽.
76) 박재섭, 국제법, 28-29쪽.
77) 박재섭, 국제법, 19쪽.
78) 박재섭, 국제법, 289쪽.



- 183 -

섭은 전자를 국제연합 헌장이 허용한 ‘개별적 자위’, 후자를 ‘집단적 자

위’로 명명했다.79)

국제연합 헌장 제51조에서 표방된 집단적 자위권은 “무력 공격이

있을 때 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회원국은 임시적 집단적

자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즉 제51조의 조치는 일시

적인 것으로, 추후 이사회의 통제를 받고, 이사회의 결정에 종속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자력구제 조치

는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있어 이사회의 강제조치를 대신할 수 있

었다.80) 박재섭이 보기에 이와 같은 자력구제 조치는 이사회의 결정이

없더라도, 국제사회의 보존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 여기에서 중요

한 것은 무력 공격이 전쟁을 유발하기에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질

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처럼 국제사회를 우위에 두는 국제법을 강조하는 박재섭의 눈에

당시의 냉전 질서는 그 자체로 특수하지 않았다. 국제법학자 퍼시 코베

트(Percey E. Corbett)는 국제연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세계는 서로

대립하는 소련 진영과 민주 진영이라는 양 진영으로 분열되었기에 이들

은 하나의 사회로 단결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81) 냉전을 바라보

는 일종의 현실주의적 관찰이라 할 수 있었다.

또 다른 국제법학자 J. L. 브라이어리(Brierly)도 비슷한 의견이었

다. 작금의 국제법은 사실 전 세계에서 소수에 불과한 서구 국가의 팽창

으로 세계적인 것이 되었을 뿐이었다. 서구 국가의 팽창은 국제법의 입

법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의 복종까지도 요구하고 있었다. 비서구

국가들은 국제법의 본래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서구적 신념 및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렇기에 국제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가들

을 국제사회 내에 결합할 수 있는 유대의 강화가 필요했다.82) 코베트와

79) 박재섭, 국제법, 291쪽.
80) 박재섭, 국제법, 298쪽.
81) 박재섭, ｢국제법의 보편성에 대한 소고｣, 국제법학회논총 2호, 1957, 22쪽.
82) 박재섭, ｢국제법의 보편성에 대한 소고｣,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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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어리 모두 현재의 국제질서는 ‘하나’의 보편적인 국제사회를 이루

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박재섭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했다.

코베트의 주장은 셀르 식으로 보면 ‘유사성의 연대’를 강조한 나머지 ‘분

업의 연대’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다. 먼저 이들의 지적처럼 양 진영이

현재 대립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양 진영은 서로 독립적으로 자기 완

결성을 지니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이미 통일적인 국제

법 질서를 이루고 있었다.

물론 공동의 가치를 공유한다면 단체 의식의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연대는 노동의 분화를 통한 분업이라는 근대 사회의 특

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지, 꼭 가치를 처음부터 공유할 필요는

없었다. 즉 박재섭이 보기에 현대 시기에 양 진영은 모두 노동의 분화에

따른 상호 교통이 불가피했다. 상호 교통을 통해서 단체 의식이 생기고

이를 통해 당사자의 자의적 행동을 자제하기 위한 법 규칙, 즉 보편적

국제법의 토대가 나타나고 있었다.83)

또 전통적인 국제법이 브라이어리의 주장처럼 본래 서구 기독교

문화권에서 발생하여 서구 문화의 팽창에 따라 세계에 전파된 것은 사실

이나, 박재섭이 더 주목한 것은 서구문화나 서구에서 발생한 국제법이

기타의 국가에 ‘수용된’ 사실 그 자체였다. 박재섭은 서구의 문화와 서구

국제법에는 모든 인간에 수락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84) 이처럼 박재섭의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법으

로서 단순히 실정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법의 일반원

칙을 그 규범적 기반으로 두었다.85) 그리고 국제법은 일개 국가나 사회

보다 더 우위에 존재했으며, 국제법의 보편성은 냉전에도 불구하고 점점

83) 박재섭, ｢국제법의 보편성에 대한 소고｣, 27쪽.

84) 박재섭, ｢국제법의 보편성에 대한 소고｣, 28쪽. 박재섭은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의 연원으로 법의 일반원칙을 수용한 사실을 두고 사회주의 국가 국
민과 자본주의 국가 국민 사이에도 공통된 법 확신이 있다는 것을 소련이 시인한

것이라 평가했다. 박재섭, ｢쏘련의 국제법 학설｣, 사상계 5권 6호, 1957, 71쪽.
85) 박재섭, ｢국제법의 보편성에 대한 소고｣,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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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고 있었다.

이처럼 박재섭의 국제법 체계에서의 핵심은 국제사회였다. 열국으

로 구성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인간 사회라면 마땅히 공유해

야 할 보편성을 내재하고 있었고, 특히 그 핵심에는 전쟁을 금지해야 한

다는 준칙이 존재했다. 이와 같은 준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

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 국제법의 핵심인 국제연합 헌장에도 반영되

었다. 한국전쟁 당시 국제연합군의 개입은 전쟁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원

칙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이와 같은 결정을 통해 국제연합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는 가까스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 소련의 안전보

장이사회 복귀 이후에도, 국제연합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우회하여 총회를

통해 한국전쟁에 개입하고자 했다. 이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대로 작동

하지 않는 가운데, 헌장에 표명된 ‘정신’을 옹호하고자 한 불가피한 행위

였다.

3) 집단안전보장으로서 한국전쟁

이와 같은 박재섭의 규범적 국제사회론은 전쟁과 국제법에서 매

우 세련되게 전개된다. 이 책에서 박재섭은 전쟁을 정의하는 여러 국제

법 학자들의 논의를 치밀하게 검토하면서, 전통적 의미의 국제법에서 다

루어진 전쟁(‘정식 전쟁’) 개념이 국가 중심의 논의로서 지나치게 협소하

여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시정하고 현실에

더 적합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86) 박재섭이 도입한 대

안적 개념은 바로 ‘실질적 전쟁’이었다. 실질적 전쟁에는 무력에 의한 복

구, 국제조직이 취하는 군사적 성격의 강제집행의 집단적 조치 및 내란

등이 포함되었다.87) 실질적 전쟁 개념을 강조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전쟁이 점차 광범위하게 금지됨에 따라, 소위 정식 전쟁은 이에 비례하

여 그 의의를 상실하고, 소위 실질적 전쟁이 그 중요성을 더 지니게 되

86) 박재섭, 전쟁과 국제법, 81쪽.
87) 박재섭, 전쟁과 국제법,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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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88)

그렇다고 박재섭이 실질적 전쟁을 긍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는 제1차 및 제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

다는 확신이 널리 인식되었고 오늘날 전쟁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보

편적 규칙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실질적 전쟁이라는 개념을 끌고 왔

다.89) 박재섭은 국제연합 헌장이 전쟁 지위의 제한에 관하여 가장 중요

한 규칙을 포함한 ‘실정법’이자 법의 일반원칙을 반영한 결과물로 보았

다. 국제연합 헌장 제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

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

사를 삼간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당방위 및 긴급원조를 제외하고

는 개별 국가의 상호 무력행사가 국제적 차원에서 금지되었다. 이는 “국

제법사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석이자, 일단 시작되면 다시 정지되지 않는

영원한 평화를 향한 전진에 있어서의 하나의 정류소”였다.90) 헌장의 전

쟁 지위 제한 규정의 실효성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바로 국제연합의 집

단안전보장 제도이며,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진 한국전쟁

당시 국제연합군의 출병은 그 생생한 구현 사례였다.91)

박재섭은 학위논문 후반부에 한국전쟁을 상세하게 다루며 한국전

쟁의 가장 큰 국제법적 쟁점에 대해 자신만의 의견을 덧붙였다. 박재섭

이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주목했던 것은 ‘평화의 파괴’가 안전

보장이사회에서 결정되고 이에 따라 국제연합의 집단안전보장 조치가 시

행되었다는 사실 자체였다. 박재섭은 국제연합군 출동이 국제연합의 집

단안전보장 조치라 강하게 옹호했다.92) 회원국에 무장공격을 격퇴할 것

88) 박재섭, 전쟁과 국제법, 55쪽.
89) 박재섭, 전쟁과 국제법, 49쪽.
90) 박재섭, 전쟁과 국제법, 59쪽.
91) 박재섭, 전쟁과 국제법, 60쪽.
92) 박재섭, 전쟁과 국제법, 331쪽. 이와 같은 박재섭의 논리는 호주의 국제법학자
줄리어스 스톤(Julius Stone)의 견해를 의식한 것이었다. 스톤은 안전보장이사회

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국은 국가 주권을 강조하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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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한민국에 원조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한 1950년 6월 27일 안전보

장이사회의 결의안을 회원국이 따른다는 것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미하며 이는 국제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별

적인 차원의 자위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못박았다.93)

물론 박재섭은 한국전선에의 국제연합군의 출동이 미리 준비되었

던 계획과 장치를 통해 발동된 것이 아니고, 미국의 주도 하에 행해졌기

때문에 집단적 행동으로서 여러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94)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재섭은 이를 국제연합 자체의 결함이 아닌 실행 차

원에서 나타난 미비점으로 해석했다.

한국전쟁 이후 이와 같은 미비점은 서서히 개선되고 있었다.

1960년 콩고로 출병한 국제연합군의 경우 그 구성이 일국에 편중되지

않았고, 그 출동 비용도 국제연합이 부담했다. 콩고의 국제연합군은 사

무총장이 대표하는 국제연합의 직접적인 규율 하에 놓였다.95) 박재섭은

한국전쟁은 헌장 그 자체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따르지는 못했지만, 헌장

의 ‘정신’에 부합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한국전쟁 당시 국제

연합의 개입은 현 국제정세에 비추어 가능한 한도까지 적용되어 “국제연

합의 집단안전보장 제도의 붕괴를 구제한 행위”였다.96) 박재섭의 주장은

이한기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다.

관습법에 따라 더 넓은 범위의 자위 및 기타 무력구제를 행했다고 해석했다. 스
톤은 한국전쟁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국제연합의 행위가 아니라, 국제연합이라는

틀 바깥에서 벌어진 주권국가들의 자위(Self-defense) 행위라 해석했다. 한국전쟁

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소련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석 중에 행해졌기 때
문에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서는 효력이 없으며, 그 결의는 실은 회원국들의

개별적 또는 협조적 행동을 지지하는 ‘우연한’ 공동 의견의 표명이고 집단적 자위

이지, 국제연합의 집단적 안전보장 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박재섭은 스톤의
저서를 다루는 비판적인 서평을 작성하기도 했다. 박재섭, ｢스톤 저, 침략과 세

계 질서｣, 국제법학회논총 4권 1호, 1959.

93) 박재섭, 전쟁과 국제법, 331쪽.
94) 박재섭, 전쟁과 국제법, 332쪽.
95) 박재섭, 전쟁과 국제법, 359쪽.
96) 박재섭, 전쟁과 국제법, 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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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사회론 비판과 질서의 국제법: 이한기의 정

치적 국제법론97)

이한기는 박재섭을 ‘한국의 페어드로스’98)라 칭하며 박재섭이 실질

적 전쟁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집단안전보장 제도를 통한

‘특정한 형태의 전쟁’, 새로운 법적 근거에 입각한 ‘실질적인 전쟁’을 허

용하는 모순적 논리를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99)

1) 이한기의 비판과 박재섭의 반론

이한기가 보기에 박재섭은 전쟁 금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전쟁 금지가 국제법적 차원에서 이미 확립되었다고 성급하게 확신하고

있었다. 이한기는 국제연합 헌장 외에도 군비 축소, 집단안전보장 제도

의 확립, 일반적 강제관할권의 수립, 국제법규를 정립 또는 개정하는 절

차와 기관의 확립 등 국내법에서의 폭력 금지의 전제에 가까운 것들이

국제법 체계에서 확립되지 않는다면, 전쟁 금지가 실정법상으로 확립되

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100) 설령 실정법상 전쟁이 금지된 것으

로 해석된다 할지라도 박재섭의 자연법적 태도로 볼 때 전쟁의 금지가

자연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두고 매우 조심스러운 판단이 내려져야만

했다.101)

또 이한기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97) 이한기와 관련된 내용은 옥창준, ｢해석의 전쟁과 전쟁의 해석: 박재섭-이한기의

한국전쟁 해석｣, 학술회의 총서: 6·25 전쟁과 냉전지식체계의 형성 (과천: 국사
편찬위원회, 2020)의 내용을 기초로 했다.

98) 이한기, ｢서평: 박재섭 저, 국제법에 있어서의 전쟁의 지위｣(1964), 320쪽.
99) 이한기, ｢서평: 박재섭 저, 국제법에 있어서의 전쟁의 지위｣, 321쪽.
100) 이한기, ｢서평: 박재섭 저, 국제법에 있어서의 전쟁의 지위｣, 325쪽. 국제사법
재판소는 강제관할권을 지니고 있지 못했다. 이한기,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능: 강

제관할권의 부여는 시기상조｣, 대학신문 1956년 10월 22일.
101) 이한기, ｢서평: 박재섭 저, 국제법에 있어서의 전쟁의 지위｣, 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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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전쟁이 가능하다는 박재섭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종의 난점이 존

재한다고 지적한다. 박재섭의 해석은 역설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확립되

면 ‘정당한 전쟁(正戰)’이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

나 이와 같은 요건이 잘 확립되었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상위의 판정자

가 없는 한, 결국 아무리 요건이 객관적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당사자 쌍방이 모두 정전을 행했다고 주장할 때, 이를 국제법의 차원에

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102) 이는 분쟁의 판정자로

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헌장 제7장의 적용을 강조한 박재

섭의 논리를 향한 비판을 함축했다.

이어 이한기는 박재섭 논리의 중추인 한국전쟁 발발 당시 국제연

합군의 위상을 문제삼았다. 박재섭은 국제연합군의 행동을 국제연합 자

체의 행동이라 해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한기가 보기에 국제연합군의

편성과 지휘의 제1차적 책임은 미국에 있고 국제연합의 책임은 매우 간

접적이었다. 실전에 참가한 가맹국의 군대에 국제연합기의 사용이 허용

되었고, ‘국제연합군사령부’라는 이름이 부여되고, 맥아더가 총사령관으

로 임명되었지만, 맥아더는 미국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는 미 극동 군

사령관의 자격에서 행동했고, 국제연합과의 관계는 매우 형식적이고 명

목적이었다. ‘국제연합군사령부’는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설치된 조직이

아니었기에 이를 법적으로 국제연합의 보조 기관이라 볼 수도 없었다.

이한기는 최초의 추상적 형태에서 국제연합군이 국제연합의 행동이었을

지 몰라도, 한국전쟁 당시 국제연합군은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정

치·군사적 요소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국제연합군은 국제

연합의 속성을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분석했다.103)

박재섭이 한국전쟁에서 일차적으로 주목하려고 했던 것은 국제연

합의 집단안전보장 조치였다. 박재섭은 국제연합의 시점에서 국제법, 그

리고 이를 통한 국제평화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한기가 서평에서 지적하

고자 했던 것은 박재섭의 전쟁과 국제법에서 결여되어 있는 ‘정치적

102) 이한기, ｢서평: 박재섭 저, 국제법에 있어서의 전쟁의 지위｣, 326쪽.
103) 이한기, ｢서평: 박재섭 저, 국제법에 있어서의 전쟁의 지위｣, 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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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의 회복이었다. 물론 전쟁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각자의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를 회피하고자 했으나, 한국전쟁은 그야말로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었다. 박재섭의 논리적 약점은 이와 같은 현실을 분석할 때 정치

성을 회피하고 국제연합의 시각을 빌려 법적인 차원에만 논의를 국한하

고 있다는 점이었다.

박재섭이 바로 서평에 대한 반론을 발표했다.104) 박재섭은 현재의

상황에서 전쟁의 지위를 국제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

니라고 보았다.105) 국제법의 테두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국제법

이외의 척도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박재섭은 이한기의

주장이 문제를 구명할 수 없다는 비관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을 읽어냈

다.106) 오히려 국제법학자라면 더 적극적으로 전쟁의 제한을 이론적으

로 고민해야 했다.

“국제단체는 국가와 같이 아직 조직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국내법과 같이 법

을 제정, 적용 및 실시하기 위한 강력한 조직을 갖지 못한 국제법은 전자에

비해 미약한 것은 틀림없으나, 그 궁극의 목표는 그 속에서 모든 민족, 국가

들이 다 같이 평온하게 공존할 수 있는 국제평화 상태인데 틀림없다. …

(중략) … 이렇게 하여 평화질서의 이념으로서의 법이념은 윤리적 단체 일

반의 이념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러한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끝없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또 계속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107)

먼저 전쟁 금지에 대해서 박재섭은 국제적인 무력행사가 국제법

적으로 금지된다는 것과 그러한 금지된 무력행사가 실제에 있어 일어나

지 않는다는 것을 이한기가 혼동하고 있다고 보았다.108) 국제법을 우회

104) 박재섭, ｢서평에 대한 답: 졸저 국제법에 있어서의 전쟁의 지위에 대한 이한
기 교수의 서평에 대한 답｣(1964), 손세일 엮음, 한국논쟁사 3: 정치·법률·경제 
(서울: 청람문화사, 1976), 332쪽.

105) 박재섭, ｢서평에 대한 답｣, 329쪽.

106) 박재섭, ｢서평에 대한 답｣, 330쪽.

107) 박재섭, 전쟁과 국제법, 42쪽.
108) 박재섭, ｢서평에 대한 답｣, 3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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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한기의 주장에 대해 박재섭은

“국제법규의 위반이 누누이 일어났고 또 일어날 것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국제법규가 법의 세계에는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단언했

다.109) 제1차 대전 후 전쟁의 금지는 한걸음 그 범위가 넓어졌고, 제1

차 및 제2차 대전 이후 전쟁의 금지는 일반적 법으로서 지위를 얻었

다.110)

국제연합의 안전보장 기능도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박재섭이 보

기에 한국전쟁 시기 총회가 채택한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는 국제연합

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기점이었다. 이를 통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

임이사국의 의견 불일치 이후에도 국제연합이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

겨났기 때문이다. 이는 안전보장이사회를 우회해야 할 만큼 ‘평화’라는

목적이 중요해졌음을 의미했다. 1956년 이스라엘, 영국 및 프랑스의 이

집트 공격(수에즈 사건), 헝가리 사태, 콩고 내란 등에 있어서 국제연

합, 이제는 총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111)

이제 국제연합 헌장 제2조 4항에서 표명된 무력행사 금지 원칙은

인류 전체가 거의 파멸의 위험에 직면하는 국제적 무질서 상태가 오지

않는 한 후퇴하지 않을 것이었다.112) 또 이한기의 주장처럼 설령 합법

성의 여부를 결정할 판정자가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국제법

상 합법성의 요건마저 부인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결국 중요한 사실

109) 박재섭, ｢서평에 대한 답｣, 333쪽.

110) 박재섭, ｢서평에 대한 답｣, 333쪽.

111) 수에즈 사건의 당사자는 프랑스와 영국과 같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었다. 프랑스와 영국이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한국

전쟁 당시 채택되었던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따라 이 문제가 안전보장이사회

가 아니라 국제연합 총회에서 다루어졌다. 특히 수에즈 사건 당시 수립된 국제연
합 긴급군은 한국전쟁 당시 국제연합군의 한계를 전면 개선했다. 우선 전투에 직

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유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국제연합군의 구성도

미국의 병력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이 다양해졌다. 또
긴급군의 총사령관은 국제연합이 임명했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정치적 및 행정

적 통제 아래에 있었다. 박재섭, 전쟁과 국제법, 391-393쪽.
112) 박재섭, ｢서평에 대한 답｣, 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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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쟁을 하려는 이들도 합법성의 요건을 최대한 구비하려 한다는 점이

었다. 국제법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국가 간의 분쟁이 공정한 판정자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아주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국제법을

최대한 준수하고자 했다. 어떤 종류의 행위의 합법성의 요건에 관한 규

칙이 조약에 규정되었거나, 법적 확신이 따르는 국가들의 관행에 표명되

었을 때 합법성의 요건은 국제법상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 했다.113) 이

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전쟁은 서서히 국가들의 관행상으로도 위법화

되고 있었다.

이어 박재섭은 한국전쟁의 전개과정에서 국제연합이 안전보장이사

회와 총회를 통해 목표를 정하고 이 테두리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강조했

다.114) 또 그는 한국전쟁이 국제연합의 수호를 위해 미국이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고, 국제연합군의 깃발을 내세운 것이 어느 한 국가의 이익

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법’의 실시를 상징한 것이었다고 주장했

다.115) 박재섭은 전쟁이 범죄화된 상황에서 무력을 사용한 자와 이를

응징하는 자 간에는 일종의 위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보았다.

2) 취약한 국제사회와 국제법

이한기는 박재섭과 자신이 ‘보다 근본적인 국제법철학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서 논쟁을 확대해나갔다.116) 이한기는 박재섭이 현실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박재섭의 의견은

인간의 이성이 국가의 이기주의와 투쟁심, 복수심을 제어하여 현실 위에

이념의 꽃을 피운다는 영구평화론에 가까운 것이었지,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불완전한 현실에서는 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117) 현실

113) 박재섭, ｢서평에 대한 답｣, 334쪽.

114) 박재섭, ｢서평에 대한 답｣, 336쪽.

115) 박재섭, ｢서평에 대한 답｣, 336-337쪽.

116) 이한기, ｢전쟁과 국제법의 서평에 대한 비평에 답한다｣(1965), 손세일 엮음, 
한국논쟁사 3: 정치·법률·경제 (서울: 청람문화사, 1976), 339쪽.

117) 이한기, ｢전쟁과 국제법의 서평에 대한 비평에 답한다｣, 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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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법과 정의가 일치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118) 박재섭이 추

상적인 법의 세계에서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한기는 역사와 현실

의 세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법의 추구가 꼭 정의로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는 “불완전하고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는 그만큼 복잡하며 절대적인 그리고 완전한

해결을 얻기란 결국 불가능한 것”이었다.119)

현실을 무시하는 박재섭의 태도는 자위권에 대한 좁은 해석과 통

했다. 국제연합의 집단안전보장 제도가 이상대로 잘 가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자위권은 근본적으로 항상 ‘방어적’ 성격만을 지녀야만 했다. 박

재섭은 공격할 국가에 태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으며, 먼저 공격을

가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지식을 활용하여, 국가들의 상호견제를 기대하

고 무력행사는 법에 나타난 대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

다.120)

이는 법적인 차원에서는 이해될 수 있어도 현실을 무시한 것이었

다.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과연 획득할 수 있는지, 또 국

가들의 물심양면의 상호 견제가 과연 기대될 수가 있느냐는 불확실한 영

역이었다. 핵무기와 같은 신병기의 출현 이후에도 과연 방어적인 자위권

이 가능할 것인가도 문제였다. 박재섭의 진단은 희망적 논리에 그칠 따

름이었다. 결국 이한기는 방어적 자위권이 박재섭이 희망한 대로 제대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 자체가 마련한 제도적 보장이 확실히 뿌리 박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121)

현실로 존재하는 국제연합은 이한기가 볼 때 제도적 보장이 매우

취약한 기구였다.122) 제도적 보장이 취약한 상황에서 법규범이라는 이

유에서 규범과 사실이 현실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118) 이한기, ｢전쟁과 국제법의 서평에 대한 비평에 답한다｣, 341쪽.

119) 이한기, ｢전쟁과 국제법의 서평에 대한 비평에 답한다｣, 341쪽.

120) 이한기, ｢전쟁과 국제법의 서평에 대한 비평에 답한다｣, 343쪽.

121) 이한기, ｢전쟁과 국제법의 서평에 대한 비평에 답한다｣, 343쪽.

122) 이한기, ｢전쟁과 국제법의 서평에 대한 비평에 답한다｣, 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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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국제법을 ‘세계국가의 교설’처럼 시종하는 것이었다.123) 국제정치

의 현실에서는 국제연합을 우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1958년 미국

은 자위권을 근거로 레바논 출병을 정당화했다. 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

혹은 무력 공격의 위협조차 전혀 없었지만, 미국은 자위권을 원용했다.

또 미국이 감행한 쿠바 봉쇄의 사례도 무력 공격에 대한 자위권을 어디

까지 해석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124)

국제사회는 국내사회에 비해 이익이 작동할 여지가 더 컸다. 즉

법률가나 학자가 문제를 ‘구명’(究明)할 수는 있지만 모든 문제를 국제사

법재판소를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국제사회에는 법적으로

구명을 하더라도 오히려 이를 통해 사태가 악화되고 해결을 보지 못한

사건이 비일비재했다.125)

“미국은 비단 쿠바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1954년 과테말라에서 친공적인 아

르벤스 정부를 전복시켰고, 1960년에는 U-2기 사건을 일으켜 세계의 이목

을 끌었으며, 오늘날 월남문제에 개입하고 있으나 누구도 이것을 국제법의

척도로써 재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일찍이 미국이 내세운 먼로주의가

국제법상의 원칙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퀸시 라이트

(Quincy Wright) 같은 국제법학자는 쿠바 문제는 논하는 가운데서, 미국인

을 위한 먼로주의는 바야흐로 세계를 위한 그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면서, 쿠바 문제도 비단 민주주의를 위하여 안전한 서반구를 창조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안전한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목

적이라고 설파하였다.”126)

국제정치의 경우, 해결은 정치적 실력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가 많았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분야에 법이 침투해 들어갈 여

지는 매우 적었다. 이를 국제법의 좁은 테두리에서 구명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아카데믹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에 불과했다.127) 이한기는 전

123) 이한기, ｢전쟁과 국제법의 서평에 대한 비평에 답한다｣, 344쪽.

124) 이한기, ｢전쟁과 국제법의 서평에 대한 비평에 답한다｣, 344쪽.

125) 이한기, ｢전쟁과 국제법의 서평에 대한 비평에 답한다｣, 345쪽.

126) 이한기, ｢전쟁과 국제법의 서평에 대한 비평에 답한다｣, 345-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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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금지하는 국제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결국 현 단계에

서 전쟁 금지는 하나의 소망에 불과할 뿐, 실정법의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국제법의 경우 규범의 이론적 구조가 아니라 규범의 ‘실

현’이 판정 기준이 되어야 했다.128) 여기에서도 이한기가 본 중요한 기

준은 바로 현실이었다.

“현실과의 접촉을 상실한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 물론 국제법규도 규범인

이상 국제법규 위반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반이 빈번하고 법 실

현의 노력이 사실적 강제의 가능성을 완전히 결한 경우에는 국제법의 형식

은 있어도 실질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규범의 이

론적 구조가 아니라 규범의 실현인 것이다.”129)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법 제도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그대

로 둔 채로 강제수단에 호소하는 국가를 ‘불법화’해버리는 것은 체제의

크나큰 결함이었다.130) 또 박재섭이 미국이 국제연합의 수호를 목표로

한국전쟁에서 적극적 태도를 취했다고 하고 있으나, 미국의 참전 이유가

국제연합의 수호에 있었는지, 또 공산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국가정책에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며, 국제연합군은 사실상의

‘반공 십자군’의 성격을 강하게 지녔으며, 그 자체로 국제연합의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군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131)

정리하자면 박재섭을 공격하는 이한기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현실적으로 볼 때 법과 정의가 항상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박재

섭은 법과 정의를 크게 분별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재섭은

규범 자체에만 집착할 뿐, 규범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가에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지니지 못했다. 이는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박재섭의 해석에

127) 이한기, ｢전쟁과 국제법의 서평에 대한 비평에 답한다｣, 346쪽.

128) 이한기, ｢전쟁과 국제법의 서평에 대한 비평에 답한다｣, 347쪽.

129) 이한기, ｢전쟁과 국제법의 서평에 대한 비평에 답한다｣, 348쪽.

130) 이한기, ｢전쟁과 국제법의 서평에 대한 비평에 답한다｣, 348쪽.

131) 이한기, ｢전쟁과 국제법의 서평에 대한 비평에 답한다｣, 353-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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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전쟁이 금지되었다는 규범 그 자체에만 집착했기

에, 박재섭은 한국전쟁을 단순히 북한의 무력행사에 대한 국제연합의 집

단안전보장 조치라 소박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집단적 안전보장 아래

에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이익이 반영되어 있었다는 엄연한 사실

을 박재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3) 이한기의 지적 배경: 필립 제섭과의 지적 교류

그렇다면 이한기는 어떤 지적 배경에서 이와 같은 논리를 세울 수

있었을까. 이한기는 1931년 휘문고보에 진학했고 졸업 후 가나자와(金

澤)의 제4고등학교 문과에 진학하여 일본 대학으로의 유학을 준비했

다.132) 1941년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법률학과에 입학한 이한기는 법학

의 여러 과목 중 역사나 정치에 제일 가까운 국제법에 흥미를 느꼈다.

역사와 정치를 향한 관심은 훗날 현실에 대한 천착과 연결되는 대목이

다. 또 박재섭이 요코타 기사부로의 제자(소가와 다케오)에게 국제법을

배웠다면, 도쿄제국대학에서 이한기는 직접 요코타 기사부로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이는 어떤 지적 행보의 차이로 귀결되었을까.

훗날 한 회고에서 이한기는 패전이 짙어지는 가운데, 요코타 기사

부로 등 일본의 국제법학자들이 UN 헌장을 몰래 입수해서 이를 연구하

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한다.133) 박재섭이 다소 이상화되고 정리된 교과

서적 지식의 형태로 요코타 기사부로의 전쟁 비판론을 받아들였다면, 박

재섭은 요코타 기사부로의 지식뿐 아니라 전쟁 말기 국면에서 요코타 기

132) 이한기는 문과에서도 을류를 지원했는데 이는 독일어를 제1외국어로 배워서 독

일 문학을 공부하기 위함이었다. 이한기, ｢고희유감｣(1986), 영서당기, 6쪽. 독일
을 향한 휘문고보 교우지에 실은 ｢풍운아 히틀러｣에도 드러난다. 이한기, ｢풍운아

히틀러｣(1934), 영서당기, 121-127쪽.
133) 이한기, ｢나의 생애, 나의 학문｣(1977), 영서당기, 47쪽. 이한기의 지적 세계에

대해서는 정인섭, ｢기당 이한기 박사의 학문세계: 국제법 교육에 있어서의 기당
선생｣, 기당이한기박사 탄신 100주년 기념문집 발간위원회, 기당이한기박사 탄신

100주년 기념문집 (서울: 문학공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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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로가 보여준 행동을 보면서 국제법이 놓여 있는 현실적 토대를 더

의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한기는 1943년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한 후,

조선으로 귀국했다.134)

해방 후 이한기는 식민지 시기에 완전한 공백 상태였던 한국의 외

교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학문으로서 국제법을 연구하고자 했

다.135) 1946년 이한기는 광주의과대학(현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독일어 교수로 재직하는 한편, 해방 후 신설된 조선대학에서 국제법 강

의를 담당했다.136) 1949년에는 서울로 올라와 동국대학교 교수로서 국

제법 강의를 맡았고, 이선근의 주선으로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에서 강

의를 잠시 맡기도 했다.137) 이 시기 이한기는 도쿄제국대학 교수였던

요코타 기사부로의 국제법과 야스이 가오루(安井郁)의 국제법강의,
다시 사쿠타로의 평시국제법론과 전시국제법론을 기초로 하여 나름

대로의 국제법 강의안을 구상하여 수업을 진행했다. 영문 도서로는 J.

브라이어리의 국제법(Law of the Nations)와 펜윅(Fenwick)의 국
제법(International Law)을 활용했다.138)

이 시기 이한기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한기는 서

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자신의 강의를 듣고 있던 정일영을 통해

미국의 국제법학자인 필립 제섭(Philip Jessup)의 현대 국제법(A
Modern Law of Nations, 1948)을 소개받았다. 이한기는 즉각 이 책의

번역 작업에 착수한다.139) 이 책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유럽 대

륙의 학자들과 같은 논리적, 사변적, 그리고 철학적인 경향이 일체 배제

134) 이한기, ｢나의 생애, 나의 학문｣, 47-48쪽.

135) 이한기, ｢고희유감｣, 12-13쪽.

136) 이한기, ｢나의 생애, 나의 학문｣, 48쪽.

137) 이한기, ｢고희유감｣, 6쪽.

138) 이한기, ｢나의 생애, 나의 학문｣, 49-50쪽.

139) 필립 제섶(Philip Jessup, 1897~1986), 이한기 옮김, 현대 국제법: 서설 (서울:
일한도서출판사, 1950[1948]). 제섭의 국제법의 일부 내용은 출간 직후 신천지에
소개되기도 했다. 필립 제섶(제섭), 이윤수 옮김, ｢현대 국제법 서론｣, 신천지 
1949년 10월호. 훗날에도 이한기는 제섭의 현대 국제법을 애정하는 책으로 꼽

기도 했다. ｢나의 서재: 기당 이한기｣, 매일경제 1970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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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다.140)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당일까지도 이한기는 전쟁의 발

발도 모른채 현대 국제법을 번역하고 있을 정도로 이 책에 빠져들었

다.141) 필립 제섭이 현대 국제법에서 피력했던 논지는 동국대학교에

서 발간하는 동대신문에 기고한 이한기의 ｢세계정부의 이론｣에도 일정

하게 반영되었다. 이 글에서 이한기는 국가 주권의 지양에 가까운 입장

을 보였다.

“일단 세계국가가 주권을 갖게 되면 제 국가 간의 전쟁을 금지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권능과 실력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세계국가 하의 제국

(諸國) 간에 전쟁이 발생할지라도 이것은 일국 내의 내란의 경우와 같이 일

종의 국제적 내란의 성질을 가질 것이며 세계국가가 이것을 진압하기에 필

요한 군대를 동원하리라고 예상된다. 제국의 주권이 이미 해소된 이상 각

국의 군비는 그 필요한 최소한에 그칠 것이며 따라서 일국 내의 개인이 국

가의 명령과 강제에 대항하는 실력을 갖지 않음과 같이, 개별 국가도 세계

국가에 대항하는 실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142)

이는 국제연합을 “전쟁의 법적 규제, 일반적으로 국제관계에 잇어

서의 힘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도상에 나타난 최후의 이정표”라 높

이 평가했던 필립 제섭의 주장과 상통하는 것이었다.143) 이에 더해 이

한기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권능이 세계국가로 가는 초석이라 긍

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이 결의에 반대한 국가를

구속할 수 있으며 그 반대 여하에 불구하고 효력을 발생한다는 사실은

세계국가의 주권이 어느 정도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144) 이처

140) 필립 제섭, 이한기 옮김, 현대 국제법, 6쪽; 이한기는 정일영(1926~2015)을 통

해서 옮긴 책을 필립 제섭에게 전달한다. ｢저서 역에 감사: 제섭씨 이한기 교수에
서한｣, 대학신문 1953년 6월 22일.

141) 이한기, ｢나의 생애, 나의 학문｣, 50쪽.

142) 이한기, ｢세계정부의 이론｣, 동대신문 1952년 11월 20일.

143) 필립 제섭, 이한기 옮김, 현대 국제법, 198쪽; 이와 같은 제섭의 주장에 주목

한 서평으로는 민병태, ｢서평: 현대 국제법｣, 대학신문 1953년 3월 26일.

144) 이한기, ｢세계정부의 이론｣, 동대신문 1952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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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한국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한기는 국제연합의 위상을 긍정적

으로 보고 있었다.

이한기의 관점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한기의 미국 유학, 특

히 필립 제섭과의 직접적인 지적 교류를 통해서였다. 1950년대 필립 제

섭은 현대 국제법을 집필한 시기보다 현실의 변화를 민감히 의식하는

국제법학자로 입장이 변모해 있었기 때문이다. 1954년 스미스-문트 사

업의 도움을 통해 미국 유학을 떠나 컬럼비아대학교로 가게 된 이한기에

게 컬럼비아대학교 법과대학 도서관은 그야말로 신세계였다.145) “세계

각국의 문헌이 속속히 들어오고 전문적 라이브라리안(사서)이 과목과 항

목별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연구의 편의를 제공한다. 문헌의 부족에 고통

을 느끼던 이 한국의 학도는 문헌의 과다에 어리둥절하였다.”146) 자신이

번역한 책의 저자인 제섭의 지도를 받으면서 미국 국제법학의 학풍을 깊

숙이 체험한 그는 1956년 2월 귀국했다.

미국 유학은 이한기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한기는 2학기

동안 제섭의 강의를 충실히 들으며, 미국산 학문의 ‘프래그머티즘’을 배

우며, 국내외의 판례를 중심으로 실정법의 검출에 이바지하는 살아있는

법으로서 국제법을 경험했다고 이 시기를 회고했다.147) 미국 국제법학

계를 지근거리에서 관찰했던 이한기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현재 국제법의 탐구는 단순한 법학적 시야만 가지고는 극히 한정된 일면밖

에 파악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제법상의 가치판단은 국제법 외에서 구하는

145) 정일영은 트루먼 대통령의 국제문제 특사로 한국을 방문한 필립 제섭이 1950년

1월 명예학위를 받기 위해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를 직접 만나 서명된 책
을 선물로 받았다. 정일영은 미국 유학 중이던 1953년 컬럼비아대학교의 필립 제

섭을 만났고, 이한기가 번역하고 있던 현대 국제법의 번역서 서문을 받았다. 이

점이 인연이 되어 이한기는 컬럼비아대학교로 1954년부터 1956년까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정일영, ｢한국 국제법 반세기｣, 한국외교와 국제법 
(파주: 나남, 2011), 795-796쪽. 이한기도 1950년 2월 순회대사로 한국을 방문한

제섭을 만났다고 회고했다. 이한기, ｢나의 생애, 나의 학문｣, 49쪽.

146) 이한기, ｢인화와 협동으로 학문은 자란다｣(1956), 영서당기, 194-195쪽.
147) 이한기, ｢나의 생애, 나의 학문｣,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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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밖에 없는 것이 되었다. 이리하여 미국 국제법 학계에서는 한동안 케난

씨와 모겐소 교수가 미 외교정책에 대한 ‘법률주의’를 통박한 소설(所說)을

위요하고 구구한 논전이 전개되었다. 모겐소 교수에 의하면 법률주의란 전

후 미국외교 정책의 지적(知的) 오류의 하나이며 그것은 이상주의, 감상주

의 및 고립주의라는 과오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이러

한 ‘법률적, 도덕 처리방법’은 노골적인 권력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무대에

서 취약과 실패를 초래하는 연원이 되는 것이다.”148)

이처럼 미국 국제법학계와의 조우, 그리고 필립 제섭과의 지적 교

류는 이한기의 지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쳤다.149) 귀국 후 이한기는 제

섭의 책 초국내법(Transnational Law, 1956)을 소개하는 서평에서

‘초국내’라는 새로운 번역어를 소개한다. 왜 초국가, 초국민, 초민족이라

는 번역어를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한기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일단 초국가법이라는 말이 연상케 하기 쉬운 세계법의 냄새를 피할 수

있고 또 초국민이니 초민족이니 하여 셀르(Scelle)의 이른바 ‘만민법’(萬

民法)이라는 술어와 혼동되기 쉬움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였다.150) 이

처럼 미국 유학 이후에 이한기는 세계법과 만민법으로서의 국제법과는

거리를 유지했다.

이한기는 ‘국제’(international)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국가 중심적

용어라는 제섭의 문제의식을 소개한다. 국가를 중심에 놓는 협의의 국제

법은 “국경을 넘어서 세계사회에 상호 관련된 복잡한 제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진단이었다. 이와 같은 제섭의 입장은 국제사회와 국제

단체를 강조한 박재섭과 유사한 현실 진단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한기가

소개한 제섭의 문제의식은 셀르 식의 개인을 중심으로 한 ‘만민법’ 혹은

148) 이한기, ｢현대 국제법 특집: 미국 국제법학의 동향｣, 대학신문 1956년 6월 11

일.

149) 이한기, ｢현대 국제법 특집: 미국 국제법학의 동향｣. 특히 이한기는 국제법학자

퍼시 코베트(Percey E. Corbett)의 논의에 주목했다. 코베트는 국제법을 막연히
국제사회의 법으로 보는 페아드로스, 셀르와 같은 학자를 비판하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대표했다. 코베트는 국제사회의 존재를 단적으로 부인했다.

150) 이한기, ｢서평: 초국내법｣, 국제법학회논총 3권, 1958,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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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국의 법’의 처방이 아니었다. 제섭은 국가가 유일한 국제법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셀르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개인만이 유일한 주체라는

셀르의 입장이 극단적이라며 동의하지 않았다.151)

그렇다면 제섭의 ‘초국내법’은 무엇이었을까. 이는 국가 간의 세밀

한 협의 아래 기존의 국가 중심적 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초국내적 문

제에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까웠다. 이한기는 제섭을 통해

국제법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읽어냈다. 제섭은 초국내적 사태가 반드시

국제법을 통해 해결될 필요도 없다고 보았다.

초국내적 사태는 법 이외의(extralegal) 방법 또는 초법적(meta

juridical) 수단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있었다. 심지어 비법(非法)적 방

법의 결과도 법적 효과를 얻어내는 일도 가능했다.152) 질서를 희구하는

인간 본래의 충동으로 인간은 정의(正義)를 정당화하는 이론을 개발코자

하지만, 제섭은 정의관에 집착할 때 나타나는 사고의 동결을 경계했

다.153)

제섭은 초국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 해결책과 비법적

해결책, 즉 정치적 고려를 함께 결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현실에서 완전

히 초연한 법은 불가능했다. 국제법은 현실 권력을 고려해야만 했

다.154) 이처럼 국제법에 대해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는 제섭의 영향을

받은 이한기는 이를 토대로 자신만의 국제법 체계를 가다듬었다.

제섭과 더불어 이한기의 국제법 체계에 영향을 준 저작은 바로 이

용희의 국제정치원론(1955)이었다.155)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수학하던

151) 이한기, ｢서평: 초국내법｣, 134쪽.

152) 이한기, ｢서평: 초국내법｣, 135쪽.

153) 이한기, ｢서평: 초국내법｣, 136쪽. 이한기는 브라이어리의 국제법 상의 의무의

기반에 대한 서평에서도 국제분쟁을 국제법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비판했다. 국제법정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단순한 분쟁에 불과하며 참으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복잡한 사태의 해결에는 사법적 방법이 무력하다는 것

이다. 이한기, ｢서평: 국제법상의 의무와 권리｣, 국제법학회논총 5권, 1959, 114
쪽.

154) 이한기, ｢서평: 초국내법｣, 137쪽.

155) 이한기는 자신에게 영향을 준 인물로 이용희(이동주)를 언급한다. 이한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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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 이 책을 받아서 읽어본 이한기는 국제정치원론이 “‘우리’의 두뇌

에서 엮어진 최초의 정치학서”라고 극찬하면서 이 책이 어떠한 교리나

이상론에 잡히지 않는 철저한 현실주의적 관찰 위에 서있다고 평했다.

국제관계의 연구에 있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국제정치학-국제정치사-

국제법이 삼자가 이 책에서는 미우리만치 원숙한 발달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극찬과 함께였다. 이한기는 특히 제5장 ｢국제법적 질서｣를 논하

면서, 이용희가 국제법을 국제정치의 정태적 현상으로서, 국제법이 권력

정치의 도구로서 활용되고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용희는 기

왕의 국제법이 세계법과 같은 보편 국제법으로 행세하려고 하였다는 점

을 간파하고 이를 비판했다.156)

국제정치원론의 제7장에서 이용희는 ｢세력균형과 집단안전보장

｣을 배치하고 있다. 이 글은 이 장 모두에 소개한 ｢세력균형과 국제연합

｣을 변화된 맥락에 맞추어 수정한 것이었다. 이한기가 직접 국제정치원
론의 ｢세력균형과 집단안전보장｣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글에서

표명된 이용희의 관점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용희는 현재의 집단안전보장과 균형 원칙이 서로 엉클리고 또

서로 뒤범벅이 되어 현실정치를 이룬다고 보았다.157) 국제연합으로 대

표되는 국제기구는 정치질서와 무관하기보다는 정치질서의 반영이었

다.158)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강력제재’로서 국제연합이 채택한 방안

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개별 회원국과의 특별 협정을 통해 국제연

합 명령 하에 동원될 각국 병력을 결정하는 방안, 다른 하나는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개별 회원국이 자유재량으로 자국 병력을 제공하

는 경우였다.

와 멋’의 세 친구｣(1984), 영서당기, 119쪽.
156) 이한기, ｢장소의 논리: 이동주 저 국제정치원론을 읽고｣, 경향신문 1955년
10월 30일; 이한기, ｢현대 국제법 특집: 미국 국제법학의 동향｣, 대학신문 1956
년 6월 11일에서도 국제정치원론을 언급하고 있다.

157)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동주 이용희 전집 1 (고양: 연암서가, 2017[1955]), 226
쪽.

158)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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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자의 경우 1955년까지 단 하나의 특별 협정도 체결되지

않았으며, 후자의 경우 이는 본질상 국제연맹 체제와 유사한 방식일 따

름이었다. 또 특별 협정을 통해 훗날 국제연합군이 창설된다 하더라도

초강대국의 침략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

제로 남았다.159)

특히 이용희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을 문제시했다. 특히 안전보

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5개국은 제2차 세계대전 말의 세계 세력의 분배

상태를 보고 결정했으나, 이는 전후 정세의 변화로 말미암아 안전보장이

사회에 있어서 중대한 대립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

는 강대국 간의 합의에서 존립한다는 성격에서부터 초강대국의 평화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또 특별 협정을 통

한 국제연합군의 형성이 안 되어 있는 한 강력제재는 국제연맹식인 개별

국가의 자유 재량에 의거할 뿐이었으며, 국제연합이 연맹의 실패를 반복

할 가능성이 컸다.

또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의 위협 및 파괴, 침략 사태를 결정하더

라도 강대국의 거부권 행사로 말미암아 합의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컸

다.160) 이 경우 피해국은 집단안전의 기능이 발휘될 때까지 개별적 혹

은 집단적 정당방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국가 간 전쟁

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적 불비를 보완

하기 위하여 집단적 정당방위권으로서 지역체가 활발히 결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161) 즉 이용희는 국제사회로서 국제연합은 제대로 작

동하고 있지 않으며, 집단안전보장도 국제연합을 우회하여 지역체를 통

해 간접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보았다.

4) ‘국제정치의 신화’와 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

159)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231쪽.
160)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232-233쪽.
161) 이용희, 국제정치원론, 233-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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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법학과 이용희의 영향을 받은 이한기의 국제법 시각은 
국제법학(상)(1958)으로 체계화된다. 국제법학(상)에서 그는 법의

규범 이론을 분석하는 전통적 방법을 거부하고, 현실에 기초하여 살아있

는 규범을 직접 검출해내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을 활용했다.162) 이한기

는 전통 국제법이 의제적(擬製的) ‘리가리즘’(legalism)과 법형식 논리의

체계화에 급급하다고 보았고, 국제법에 현저한 규범과 현실과의 배치(背

馳)를 은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필립 제섭은 국제법학(상)을 위한

서문을 써주었는데, 제섭 역시 국제법이 절대로 완전한 또는 완성된 법

체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었다.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필요에 응하여 성장

하고 변화하며, 세대로부터 세대로 제 국가사회의 관행, 표준, 관습을

반영하는 것이었다.163)

이한기는 국제법학(상)에서 현대의 국제법을 “국제사회의 법, 그

구성단위인 국가, 국제조직 및 개인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정의한다.164)

국제법이 실시되는 공간적 범위인 국제사회의 출발은 근대유럽이라는 공

간적 한정성을 지니고 있었다. 처음 유럽 기독교사회의 법으로서 출발한

국제법은 유럽 세력의 세계적 팽창에 따라 비유럽사회, 국가에도 통용되

기 시작했다.165) 그 기반에는 서양 세력의 우월한 군사력이 있었다.166)

이한기는 최근 교통, 문화, 협력, 조직 등이 발전하면서 국제사회의 사

회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현재 국제사회의 단계에서는

포괄적인 국제법 질서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국제사회에는 그 구조 상 적어도 두 개의 국제정치 질서가 있는 것을 솔직

히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두 개의 정치질서 간의 관계는 그것이 각각 상

반적인 국가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한 개의 세계 질서로서 통합될 가능

성은 현재로는 예단하기 어렵다. 세계기구로서의 국제연합 같은 것은 이 두

162) 이한기, ｢나의 생애, 나의 학문｣, 52쪽.

163) ｢제섭 박사의 서문｣, 이한기, 국제법학(상) (서울: 박영사, 1958), 4쪽.
164) 이한기, 국제법학(상), 25쪽.
165) 이한기, 국제법학(상), 26쪽.
166) 이한기, 국제법학(상),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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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질서의 통합적 기구라기보다 차라리 두 개 질서의 호혜적이며 기술적인

국제통로로서 있는 것이 실상이다. 이 두 개 질서의 쌍방에서 합의하는 국

제법규란 필경 본래의 국제법규 중의 호혜적이며 기술적이며 또 국제행정적

인 것에 불과하며, 한 개의 포괄적 국제법적 질서를 말할 수 있는 국제사회

의 기반이 결여되어 있다.”167)

이한기가 볼 때, 국제사회란 아직 제(諸) 국가의 단순한 집적에

불과했지, 사회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부족했다.168) 현 단계의 국제사회

는 양극화로 인해 국제법이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세계정부와 세계국가를 긍정했던 이한기의 입장은 이제 많이 바뀌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적 논리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는 구분되는 것이

었다.

“현재 2대 세력의 중추가 있고 잔여 80여 개국은 아시아 아랍의

수개 중립국가와 미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양 대국의 주위에 위성국, 동

맹국 또는 우방국으로서 집결하고 있었다. 이 양극 간에 긴장 상태가 증

대함에 따라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고 일단 전쟁이 발생하면 세

계를 파멸하고 말 것이었다. 이 원자 시대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조직

화는 세계정부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으나 그 수립은 전통적 국

제법 상의 동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강제에 의해서 달성될 것이며 또 그

수립 방법은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에 의해서 발견될 것”이었

다.169)

이한기는 국제법이 결국 강국 간의 관계를 제도화한 것이라 파악

했다. 국제법은 특정한 시기의 현실 국제관계의 유지를 돕는 것이었

다.170) 국제법은 평화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될 수 없었다.171) 이

와 같은 이한기의 국제법 시각은 법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솔직히 인정

167) 이한기, 국제법학(상), 31쪽.
168) 이한기, 국제법학(상), 31-32쪽.
169) 이한기, 국제법학(상), 33-34쪽.
170) 이한기, 국제법학(상), 35쪽.
171) 이한기, 국제법학(상),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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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정책을 결정하는 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

는 법학의 ‘형식적 독단주의’를 배격했다.172)

기존의 국제법 해석론이 규범의 의미를 명백히 하고, 규범의 당위

성을 해명하는 학문이라고 비판하면서, 이한기는 그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법적 규범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며 그 결과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

추었다. 즉 국제법에 대한 일종의 사회학적 접근을 하고자 한 것이

다.173) 박재섭이 국제사회로부터 출발하여 국제법의 존재근거를 연역적

으로 증명하고자 했다면, 이한기는 국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행

위자인 국가들의 행동을 가치 판단하지 않고, 국가들의 행동 그 자체로

부터 자신의 논리를 세우고자 했다.

이한기는 1956년 수에즈 사건과 헝가리 사태를 둘러싼 국제정치

의 현실을 보고 국제사회의 냉엄함을 읽어냈다. 수에즈와 헝가리 문제

해결은 모두 국제연합 헌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국의 국가이

익의 입장에서 절충과 타협 등 외교적 방편을 통한 정치적 해결책을 중

시했다. 이는 국제연합의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는 공개토론의 올림픽이

될 수는 있으나, 국제연합 자신이 독자적 역량을 소유하고 법적인 해결

책을 제시하는 ‘세계정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낸 사례였

다.174) 각각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소

련이 연루되어 있는 수에즈와 헝가리 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

지 못했고, 국제연합 긴급총회에서 그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여기에서는

강제력 없는 권고적 결의안밖에 채택되지 못하였다.175)

172) 이한기, 국제법학(상), 95쪽.
173) 이한기, 국제법학(상), 95쪽.
174) 이한기, ｢국제정치의 신화｣(1956), 영서당기, 203쪽.
175) 이한기, ｢국제정치의 신화｣(1956), 영서당기, 204쪽. 수에즈 사건 당시 파견된

국제연합경찰군에 대해서도 이한기는 이 군대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아니라

총회의 결의로서 가맹국에 대하여 권고의 성격밖에 지니지 못하며, 군사적 목표
도 지니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한기, ｢국련경찰군이란 무엇｣, 조선일보
 1956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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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이 세계정부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한

기는 한국전쟁의 경험을 재해석한다. 이한기가 볼 때 한국전쟁에서 국제

연합의 기본적인 태도는 이 전쟁이 국제법적 ‘전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

다. 국가 정책의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전쟁은 국제연합으로 대표되는 국

제법의 세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국제연합은 국가 정책

수단으로서의 전쟁 개념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국전쟁의 비전쟁설

을 주장하고 있었다.176)

또 국제연합과 한국에 파병한 여러 국가는 북한과 중공을 향해 ‘전

쟁 선언’을 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연합이 헌장 제7장을 통한 강제 조치

를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 간의 전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였다.177)

하지만 국제연합의 입장은 적어도 국제법 차원에서 볼 때 일관되지 못했

다. 6월 25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은 ‘북한의 관헌’(Authorities of

North Korea)으로 칭하면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단계

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전쟁을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으로 보지 않

았다. 이는 국제연합 총회가 대한민국의 국가성을 인정했지만, 북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저간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1950년 6월 27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다. 이한기는 ‘국

제’(international)는 국가 간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원용하

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 대 국가 간 전쟁 개념을 전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한기는 북한의 힘(力) 사용을 두고 이 법적 성질이 전쟁 행위인지 전

쟁 상태인지 국제전쟁 또는 내란의 어느 것을 구성했는가에 관하여 하등

의 토의도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178)

이한기는 한국전쟁의 해석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혼란은 전쟁과

평화 어느 것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시대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보았

다.179) 그는 한국전쟁의 영어 표현으로 conflict, crisis, dispute, war

176) 이한기, ｢한국휴전협정의 제문제｣, 국제법학회논총 3권, 1958, 56쪽.
177) 이한기, ｢한국휴전협정의 제문제｣, 49쪽.

178) 이한기, ｢한국휴전협정의 제문제｣,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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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용어가 일정하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산 진영은 한

국사태에 대한 국제연합군의 개입을 불법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내란설’을 취하고, 자유 진영은 그들의 군사 행동을 국제연합 결의에 따

른 ‘경찰 행동’(police action)으로서 정당화했다고 보았다.180)

두 진영 모두 공통적으로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존이 국제

법적 전쟁 개념을 회피하고 있었다.181) 6월 27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

의안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의 퇴거와 대한민국에 대한 적절한 군

사적 원조 제공을 ‘권고’(recommend)했다. 즉 이 결의를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군사적 강제조치에 참가하는 여부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

회가 아니라 각 회원국의 광범한 자유재량에 유보하고 있을 따름이었

다.182) 한국전쟁에 국제연합군의 이름으로 참전한 국가들의 의사는 ‘권

고’적 성질을 지닌 개별적 의사의 집단적 표현이었지, 헌장 상의 집단안

전보장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 보기 어려웠다.183)

이한기가 볼 때, 한국전쟁에 있어 국제연합의 행동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용어로서는 사용 가능해도, 엄격한 법적인 의미를 갖춘 말은 아

니었다.184) 물론 이한기는 한국전쟁에서 국제연합군의 활동이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경찰 행위의 성격도 일부 존재한다고 보았다.185) 그러나

한국전쟁에서 각 국가가 보여준 행동은 1930년대 이탈리아의 에티오피

아 침략 당시 이탈리아 제제 여부와 유사한 일종의 ‘조정적 행위’였

다.186)

179) 이한기, ｢한국휴전협정의 제문제｣, 56쪽.

180) 이한기, ｢한국휴전협정의 제문제｣, 57쪽.

181) 이한기, ｢한국휴전협정의 제문제｣, 57쪽.

182) 이한기, ｢한국휴전협정의 제문제｣, 59쪽.

183) 이한기, ｢한국휴전협정의 제문제｣, 59쪽. 국제연합 헌장 제24조는 “국제연합 회

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

며,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책임하에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원국을 대신하
여 활동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184) 이한기, ｢한국휴전협정의 제문제｣, 62쪽.

185) 이한기, ｢한국휴전협정의 제문제｣, 62쪽.

186) 이한기, ｢한국휴전협정의 제문제｣,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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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기는 한국전쟁의 성격을 두고 공산 진영은 한국사태에 대한

국제연합군의 개입을 불법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한국사태의 ‘내

란설’을 취하고, 자유 진영은 그들의 군사 행동을 국제연합 결의에 따른

‘경찰 행동’(police action)으로서 정당화하고 있다고 보았다.187) 한국전

쟁은 세 가지 차원의 전쟁이 서로 얽혀 있는 전쟁이었다.

“한국사변은 내란이라기보다는 전쟁이라 보는 것이 적당했다. 전쟁이란 원래

국가 간에 실행되는 강제수단인 동시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국제법규 하에서

실행되는 단체 상호 간의 강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는 반드

시 일정 국가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성립되고 또는 승인된 단체를 지칭할 뿐

만 아니라 국가의 내부에서 그 국가 자체에 대하여 투쟁을 시도하는 소위

반도(叛徒)의 단체도 일정한 경우에 전쟁당사자로 인정된다. 이리하여 한국

사변은 제1, 북한반란단체 및 중공과 대한민국 간의 전쟁이며 제2, 참가제

국(정확히 말하면 UN의 권고에 따라 참가한 개별적 제국[諸國])과 북한 정

권 및 중공과의 전쟁이다. 정치적 의미에서는 범세계적으로 전개된 공산 진

영과 자유 진영과의 전쟁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참전 제국과

자유 진영 제국의 대부분이 국제법 및 국내법상으로 전쟁 개념을 수락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서의 군사 행동을 제제 또는 경찰 행동이라는 고답적 자

의식 위에서 합리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에티오피아 전쟁 시 이탈리아에

대한 제재와 같은 사고방식으로부터 탈각하지 못하였다.”188)

뒤이어 출간된 국제법학(하)(1961)에서 이한기는 국제연합 헌

장 내에서 무력행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오히려

국제연합은 특정한 형태의 무력행사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

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헌장 제7장을 통해 발동하는 강제조치,

또한 국가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에 의거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경

우가 그 사례였다.189) 이한기가 볼 때 이는 일종의 모순이었다. 특히

187) 이한기, ｢한국휴전협정의 제문제｣, 57쪽.

188) 이한기, ｢한국휴전협정의 제문제｣, 79-80쪽.

189) 이는 카를 슈미트의 국제연맹 비판을 연상시킨다. 국제연맹은 전쟁을 근본적으

로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되는 전쟁과 그렇지 못한 전쟁을 구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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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가 무력을 행사할 때,

자신의 무력 행사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침략적인 행위를 위법이

라 판정하기도 사실상 어려웠다. 이 경우 침략전쟁이 자위의 미명 하에

‘합법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다.190)

이한기는 국제연합 질서 하의 집단적 안전보장이 지닌 결함도 인

식했다. 집단적 안전보장 하에서도 각국의 무력은 그대로 인정되고 있었

고, 안전보장은 군비에 기초를 둔 개별적 안전보장의 합을 통해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파괴한 국가가 대

국이나 대국의 비호 아래 있는 중소국가인 경우 전쟁은 국지전을 넘어서

세계 전쟁으로 커질 가능성이 컸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연합은 세계국가

가 아니었고, 세계국가의 창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국제

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 안전보장은 세력균형과 병존하여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191) 힘의 뒷받침이 없는 정의는 스스로 유지될 수 없었

다.192)

이한기의 국제법 체계의 핵심은 열강 중심의 국제질서였다. 특히

냉전기 두 진영으로 분열된 열강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국제법의 논리만

을 고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의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길이었다. 이

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과 정치를 결합하거나, 적어도 법적인 사안과 정

치적인 사안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했다. 이한기가 보기에 국제연합 체

제는 현재의 국제질서 속에서 법적 차원의 권위를 지니기 어려웠다. 한

국전쟁 기간 국제연합이 보여준 행위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가까스로 일

부 회원국들이 ‘국제연합군’을 구성했으나, 국제연합군의 성격은 헌장 상

의 의무의 반영이 아니었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의 힘이

반영된 결과물일 따름이었다.

고 있었다.

190) 이한기, 국제법학(하) (서울: 박영사, 1961), 192쪽.
191) 이한기, 국제법학(하), 205쪽.
192) 이한기, ｢국제분쟁의 성질｣, 고시계 5권, 1960,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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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소국에서 국제법 읽기

박재섭과 이한기의 논쟁은 마치 한국전쟁의 상황과 유사하게 전개

되었다.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을 진화론적 연속선 상에서 파악하는 박재

섭의 국제법 체계와, 국제법에 존재하는 국제정치적 논리를 면밀히 의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제연합이 중심이 되는 법적 절차가 아닌, 국제

연합 체제 바깥의 정치적 분쟁 해결 절차까지 고민했던 이한기의 국제법

체계는 그 충돌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확실한 승자가 될

수 없었던 논쟁은 결국 논쟁은 깔끔하지 않은 ‘휴전 상태’로 종식된다.

이 논쟁은 박재섭과 이한기라는 한국 국제법학자의 ‘내전’이었지만

동시에 그 배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국제법 체계의 ‘국제전’이기도 했

다. 박재섭과 이한기 모두 미국 유학을 잠시 경험했고, 개별 국가만으로

는 해결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이 등장하고 있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

했다. 박재섭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국

제연합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가 더 강력해지는 과정에 주목했다면, 이

한기는 오히려 국제법의 영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국제정치’의 영역이

더 등장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 둘의 입장이 완전히 대립하는 것이라고만 볼 수 있을

까. 박재섭과 이한기는 모두 약소국 한국의 장소성을 반영한 국제법 연

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박재섭의 규범적 논의는 일견 이상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박재섭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들의 사회를 규율

하는 국제법의 발달을 통해서 국가의 폭력 행위를 최대한 규율하는 것이

었다. 박재섭은 국제연합 헌장이 ‘집단적 자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집단적 자위도 국제질서와 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공헌해야 하며, 개별

적 국가의 자위권이 방어적인 것만 허용되듯이, 그 기능이 일정하게 제

한된다고 파악했다.193)

193) 박재섭, ｢현국제법에 있어서의 집단적 자위의 의의｣, 국제법학회논총 11권 1

호, 1966,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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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섭은 집단적 자위가 실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헌장 51조에 따라 궁극적으로 국제연합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확신했

다. 집단적 자위를 주장하면서 일부 국가가 국제법 질서에 도전한다면,

그 질서를 수호하는 국가들은 국제연합과 같은 가능한 제재 방안을 통해

서 통해서 이와 같은 국가들의 행동을 중지시켜야 할 것이었다. 혹은 이

와 같은 행동이 국제법 수호에 힘써왔던 국가들에 의해 범해졌다면 이러

한 국가들 내의 지성들이 활약해서라도 그 행동을 중지해야 했다.194)

박재섭은 쿠바 봉쇄와 도미니카에 출병한 미국의 개입을 두고 미국이 국

제연합 헌장을 위반했다고 엄중하게 비판했다.195) 국제연합 헌장을 자

연법이 반영된 ‘실정법’으로 보면서 박재섭은 국제법 질서 하에서 한국의

생존을 고민하고자 했을 것이다.

반면 이한기는 국제법을 정태(靜態)적이라 보고, 국제법의 이면에

존재하는 국제정치의 동태(動態)까지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해석했다. 이

한기의 논의는 국제법학자의 논의가 얼마나 국제정치학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196) 박재섭과의 논쟁이 진행되던 1965년 5월, 이한

기는 ｢한국의 안전보장과 외교｣라는 글을 썼다. 이 글에서 이한기는 안

전보장의 방식으로 개별적 안전보장과 집단적 안전보장 두 가지 방식을

논한다.197) 개별적 안전보장에 속하는 것은 군비확장과 동맹 체결이며

지금까지의 국제사회는 개별적 안전보장의 결과인 세력균형을 통해 그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왔다.198) 새롭게 등장한 집단적 안전보장은 다수

194) 박재섭, ｢현국제법에 있어서의 집단적 자위의 의의｣, 220쪽.

195) 박재섭, ｢현국제법에 있어서의 집단적 자위의 의의｣, 218쪽.

196) 이는 법적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논쟁’(Streitigkeiten)과 정치적 성격을
지녔기에 법적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긴장’(Spannungen)을 분별했던 독일의

국제법학자 한스 모겐소가 제2차 세계대전기 미국으로 망명을 와서 미국 국제정

치학의 태두가 되는 과정을 빼닮아 있었다. 동태적인 세력 변동 하에서 ‘전쟁 금
지’와 같은 정적인 제도가 아니라 동적인 분쟁 해결 제도의 역사성을 재해석한

연구로는 니시 다이라, ｢세력 변동 하의 평화 구상: 한스 모겐소의 정치적 분쟁론

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7호, 2016.
197) 이한기, ｢한국의 안전보장과 외교｣, 정경연구 1권 4호, 1965, 7-8쪽.
198) 이한기, ｢한국의 안전보장과 외교｣, 8쪽.



- 213 -

국가의 조직화와 협력을 통해 그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집단적 안전보장이 수호하고자 하는 국제질서는 그 자체로 정당

한 질서가 아니라, 일정 기간에 존재하는 ‘현 상태’(現狀)일 따름이었다.

그렇기에 질서에는 항상 ‘현 상태’의 지지자와 반대자가 존재하기

마련이었다. 그렇기에 질서는 끊임없는 ‘현 상태’의 지지자와 반대자와의

투쟁이었고, 질서 안에 존재하는 긴장 관계는 집단적 안전보장이라는 명

분이 아니라, 전쟁과 타협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밖에 없었다. 현 질서의

특정한 형태의 제도가 성공하는 것은 결국 ‘현 상태’에의 반대자가 약하

기 때문이었다.199) 이처럼 이한기에게 질서는 곧 힘이라는 최종 심급을

통해서만 보장되는 것이었다. 질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국제법만이 아니라, 이를 가능케 하는 국제법 배후의 국제정치의 동학을

함께 분석해야 했다.

199) 이한기, ｢한국의 안전보장과 외교｣,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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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1962년, 이용희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한 책을 마무리한다.

“현재 사람은 ‘국제사회’라는 말을 빌어, 혹은 국제법에서 혹은 국제정치에서

하나의 세계를 생각하여 보려고 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금

(尙今) 개념론이 아니면 국제기구에 대한 기대일 따름이지 강력한 통합원리

로서 과거의 유교 사회, 기독교 사회, 이슬람 사회와 같은 구실을 인간 의식

에 미치기에는 너무나 앞날이 요원하다. 그런데 그것도 그럴 것이, 비록 근

대국가의 모순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그것을 단위로 한 국제정치의 양상

이, 마침내 모순의 심화와 더불어 변모하여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근대국가

의 관념은 아직도 강력히 인간의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 깊이 뿌리박고 있으

며 국제정치의 근대국가적 양상은 근대적 강국정치로서 상금도 세계를 휘덮

고 있고, ‘계급’을 내세우는 정치체도 이러한 환경에 있어서 그 현실정책은

근대국가의 포즈를 취한다. 근대국가 간의 국제정치로서의 면과 초국가적인

국가군 대 국가군의 양상은 마치 겹쳐서 박혀 있는 사진과 같이 세계정치에

이중으로 투영되고 있다고 이해된다.”1)

먼저 그는 현재 국제사회라는 개념이 유럽 사회, 이슬람 사회, 유

교 사회와 같은 특정한 국제사회의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세계사회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세계라는 단일한 의미체계 혹

은 행위 체계가 통용되는 ‘터’로서 국제사회라는 개념을 구성했다. 그러

나 현재의 국제사회론은 이전 유교 사회, 기독교 사회, 이슬람 사회가

그 안의 인간을 규율하던 만큼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2)

그러나 여전히 세계는 단일한 의미체계를 완전히 공유하지 못했

다. 유교 사회, 이슬람 사회는 국제사회에 편입되었지만, 여전히 전통적

1) 이용희, 일반국제정치학(상): 동주 이용희 전집 3 (고양: 연암서가, 2017[1962]),
277쪽.

2) 이용희, 일반국제정치학(상), 6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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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 행위 형태에 새롭게 수입된 제도, 개념 체계가 어설프게 접목된

불안정한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3) 또 공산 정치의 출현으로 세계정치는

단일한 세계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엄연히 분열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

다.4)

동질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국제사회가 아직 이룩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용희는 근대국가 간의 국제정치와 양 진영 간에 벌어지는 초국

가군 간 정치라는 두 개의 축이 현재의 세계정치에 이중으로 투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이용희의 ‘국제정치’는 국가 간 정치를 뜻하는 국제

정치만이 아니라, 국가를 초월하는 새로운 정치체에 대한 분석까지 포괄

했다. 앞으로의 세계정치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는, 정치가 특정한 의

미로 통용되는 장소로서 ‘세계’가 국제사회의 모습에 가까울지, 초국가적

진영의 모습에 가까울지에 달려 있었다.

이 마무리 단락은 본 연구가 다룬 냉전 초기 한국의 국제정치학의

상황을 잘 포착하고 있다. 특히 이 단락에서는 한국으로 대표되는 비서

구권 지역의 경험과 시각에서 국제정치를 포착하는 시선이 주목된다. 비

서구권의 경우,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방식이 유럽과 완전히 동일할 수

없었다. ‘국제사회’의 법 체계인 국제법을 보편적인 질서로 수용하는 태

도는 그야말로 자가(自家)와 그 고장을 망각한 ‘국제정치적 카핑’에 불과

했다.5) 국제사회론은 스스로 보편적인 질서임을 가장했지만, 사실 유

럽, 더 나아가 서구의 국제사회에 토대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 살펴본 박재섭-이한기 논쟁의 핵심은 박재섭으로 대표

되는 보편적 국제사회론의 실상을 철저히 비판하는 것이었다. 박재섭이

냉전 질서의 도래를 두고 국제연합을 통해 국제법의 보편성과 통일성이

확장된다는 식으로 현실을 해석했다면, 이한기는 여전히 국제연합이 불

완전한 국제사회이며, ‘정의’가 아닌 ‘질서’의 측면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3) 이용희, 일반국제정치학(상), 63쪽.
4) 이용희, 일반국제정치학(상), 66쪽.
5) 이용희, 일반국제정치학(상),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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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론의 비판과 연결되는 것은 국제정치의 작동 방식에 대한

철저한 이해였다. 국제정치학의 도입보다 지정학의 귀환이 시기적으로

먼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정학은 체계적인 학습

의 결과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해방 직후 한국이 직면한 국제정치적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가 있었기에 급박하게 소환되었다. 지정학은

국제체제의 변동 속 한국이라는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도모하는 지식이

었다. 동시에 지정학은 냉전이라는 지정학적 환경을 강하게 의식했다.

한국의 지정학자들은 ‘땅’ 자체의 가치를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오

히려 ‘땅’ 위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통해 변화를 추구하거나, 냉전

의 전개와 완화에 따라 ‘땅’의 가치 변동을 읽어내고 그 속에서 중립과

동맹, 통일 등의 대안을 다양하게 모색했다. 또 지정학은 단순히 일국의

지정학적 진로를 모색하는 데에만 활용되지 않았다. 지정학은 국가를 넘

어서는 진영의 등장을 설명할 때에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었고, 특히 여

기에서 일본산 지정학 지식이 부활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조효원을 필두로 도입된 미국산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은 한국이 직

면한 냉전적 현실에 부합하는 외교 노선을 설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

되었다. 이는 미국산 국제정치학의 전파와 그 지식을 흡수한 결과물이었

다. 한국 국제정치학의 형성사에서 지식 체계의 기원을 찾는 방식으로만

접근하면, 미국산 국제정치학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했

는가라는 질문을 간과하게 된다. 조효원의 행보는 미국산 국제정치학의

활용이라는 측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활동한 조효원과 이용희의 국제정치를 바라보

는 시각은 상당히 차이가 났다. 두 사람은 공통으로 일본 제국의 정치학

이 아니라 영미 국제정치학을 자신의 지적 원천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에

서, 이와 같은 국제정치관의 차이는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상상력의 차이

였다고 할 수 있다. 조효원이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현실을 받아들이면

서, 한국의 국제정치적 진로를 시급하게 탐색했다면, 이용희는 국제정치

를 비서구인의 관점에서 물음을 제기했다. 유럽의 경험에서 등장한 국제

정치는 유럽국가의 군사국가화, 경제국가화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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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민지 건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팽창하여, 세계정치를 형성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는 유럽이 그러했듯이, 공통의 소속감을 형성하지 못

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의 전개는 적어도 진영

내의 권역감을 공유하는 ‘국제사회’를 역설적으로 가능케 하는 측면이 있

었다. 이용희는 권력정치든 국제사회론이든 하나의 기준을 초장소화하여

현실을 해석하는 일을 비판하고, 권력정치와 국제사회가 공존하는 현 상

황을 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넓은 시야의 국제정치학의 길을 모색했

다. 앞서 소개한 마무리 단락이 실린 책이 제목이 ‘일반’ 국제정치학이었

다는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

냉전 초기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는 한국의 경험일 뿐 아니라,

비서구권이 경험한 국제정치학의 일반적인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해방 직후 한국을 포함한 비서구권 지역의 국제정치 양상은

매우 복잡했다. 비서구권은 국제정치적 권력 경쟁을 감지할 수 있으나,

이들은 세계사회의 완전한 일원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이 상황에서 민족

해방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비서구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

자결과 ‘하나의 세계’, 그리고 국제연합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조직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냉전이 도래하면서 국제협조 노선은 자리를 점차 잃었고,

이 속에서 한 민족과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학이 발빠르게

등장했다. 한국의 경우, 영미 국제정치학의 수용은 ‘미국화’의 산물만은

아니었고, 냉전기 한국의 국제정치적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

이었다. 지정학적 시각 속에서 일본 지정학이 부활했던 것도 이와 같은

수단의 일환이었다.

본 연구는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를 기존의 학사와 다르게 접근

하기 위해 좁은 의미의 국제정치학을 넘어서 넓은 의미의 국제정치 지식

에 주목했다. 기존의 한국 국제정치학사 연구에 따르면 냉전 초기는 미

국 국제정치학의 이식과 전파가 이루어지는 ‘완제품 수입’의 시기로 매우

단순하게 정리되었다. 이와 같은 기존의 해석이 무척 강고하기에 이 시

기는 학문적 재해석의 대상조차 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학사의 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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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기존의 한국 국제정치학사가 ‘국제정치학’(International Politics)을

완제품으로 두고 역사를 서술해왔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렇기에 본 연

구는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를 미국산 국제정치학 이론 중심의 수용사

가 아니라, 1945년 해방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이라는 공간을 규율한

국제정치적 현실로서 냉전에 대한 해석의 계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논

의의 방향을 바꾸었다.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는 기존의 방식이 그러했듯이 지식의 수용

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식의 수용을 통해 어떤 현실적 입장이 한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형성되었는가로 새롭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모든 지

식은 지식 질서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이동하기 마련이지만, 이 과정은

설령 일방향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일방적 수용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모

든 지식은 장소의 상황에 맞게 변형되면서 수용자의 입장에 따라 재맥락

화된다.

지식의 형성과 축적은 현실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를 둘러싼 논쟁

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무주지’에 미국산 국제정치학이 일방적으로 전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지식 체계와 결합되고, 특정한 지

식의 형태는 경쟁에서 탈락하면서 냉전기 한국 국제정치학계가 형성되어

갔다. 최종적으로 이는 미국산 국제정치학의 승리로 끝났더라도, 그 안

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지식 체계의 혼합과 재조합, 한국적 지식의 재구

성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적’ 지식 생산에 있어 이 시기의 경험은

일정한 울림을 주기 때문이다.6)

현재 한국 사회과학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과학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

6) 이와 같은 지식 생산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미술사학자 고유섭의 전통론은

그런 의미에서 타당하다. “‘전통’이란 결코 이러한 ‘손에서’ ‘손으로의’ 손쉽게 넘어
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피로써’ ‘피를 씻는’ 악전고투를 치러 ‘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얻으려 하는 사람이 고심참담, 쇄신분골하여 죽음으로

써, 피로써, 생명으로써 얻으려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주고 싶다 하여 간
단히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고유섭, ｢조선 미술문화의 몇낱 성격｣(1940), 
조선미술사 상: 총론편 (파주: 열화당, 2007),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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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학계의 ‘한국 지부’에 불과하다는 오명(汚名)을 쉽사리 탈피하지 못하

고 있다. 이는 선진 사회과학을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망이 강했던 나머

지, 한국 사회과학을 성찰하려는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지식장과의 연동성을 높여 한국 사회과학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 어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학사나 사회과학사라는 문제의식이

매우 취약한 한국 사회과학계의 경우, 글로벌 지식장의 충격 속에서 재

생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본 연구는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를 단순히 미국 국제정치학의

전파사가 아니라, 냉전기 한국이라는 공간 내에서 여러 지식 체계들이

조합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접근이 지나치게 지

식의 내생적 발전이 아니라, 외생적 조건을 강조했다는 비판도 가능하

다. 하지만 당대의 시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국제정치 지식은 내생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냉전이라는 구조와 여러 지식의 조합 속에서 현실을 읽

어내면서 가까스로 재구성되는 과정에 가까웠다. 한국의 지정학은 강대

국의 지정학 전략과 달리 현실의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반영하는 지

정학을 실천하고자 했다. 한국 국제정치학은 같은 현실주의를 표방하더

라도, 미국산 현실주의 국제정치학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았다. 이는 ‘한

국적’ 국제정치학의 독특함이라기보다는, 한국이 직면한 국제정치적 현

실에 기초한 해석이었다. 국제사회론에서도 국제연합을 바라보는 이상주

의적, 법률주의적 해석이 아니라 냉전을 현실적으로 독해하는 국제법 지

식이 등장했다. ‘한국적’이라는 것은 꼭 우리 고유의 자원에서만 도출되

는 것이 아니다. 국제정치 지식처럼 한국의 국제정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지식은 기존 원산지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 것이 당연했

다.7)

7) 한국적인 것을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용희의 발언이 주
목된다. “다시 말해서 역으로 어떤 문화가 수용돼서 다른 지역에 들어와 원산지

의 문화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던 예가 하나라도 있어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

로나 다른 것이 당연한데 당연한 것을 마치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말한다면, 그
것은 신비설(神秘說)이에요. 나는 그러한 신비설을 믿지 않아요. 다만 어떤 생활

형태에 어떤 문화 콤플렉스가 들어와서 그 생활 형태와 어떤 관계를 이루는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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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접근법은 글로벌 지식장의 등장까지 포함하는 학계 외

부의 조건까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하는 현재의 학사 서술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된 접근법이 비단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뿐 아니라 글로벌 국제관계학의 역사를 새로이 바라볼

수 있는 서술의 첫 신호탄이 되기를 기원한다.

글로벌 국제관계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학 연구자들이

현상을 좀 더 글로벌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관계학 학술장 자

체가 좀 더 다원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포착함으로써, 한국만의 국제정치학사가 아니라, 글로

벌 국제관계학의 일환으로서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를 새로 쓰고자 시

도했다.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는 세계를 객관적으로 포착하고자 하는

지식 역시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와 마찬가지로 매우 울퉁불퉁하다는, 지

극히 당연하지만 간과된 현실의 현실을 드러낸다. 그 울퉁불퉁함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는 눈으로부터 새로운 상상력이 출발할 수 있을 것

이다.

는 것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바람직한 일이지. 그러나 어떤

문화 형태가 다른 지역에 들어와서 왜 그대로 있지 않고 변했느냐 하면, 역으로

왜 그대로 있어야 하느냐고 묻고 싶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 있어 본 예
가 있어요? ……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것이 들어와서 한국적인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당연하죠. 음악도 그렇고, 그림도, 춤도, 옷도 그래요. 또 한국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소박사회, 지금의 소위 미개
사회로부터 문명사회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이용희·노재봉, ｢한국

인식의 방법론｣(1971), 정치사상과 한국민족주의: 동주 이용희 전집 2 (고양: 연
암서가, 2017), 475쪽. 이 글은 지성 1권 1호, 1971로 발표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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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historical process of

reconfiguration and reconstruction of knowledg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Korea during the Cold War period. Currently, the

existing perspective on the history of Korean international politic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One view holds that there 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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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to treat the history of Korean international politics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is view, analyzing the history of Korean

international politics, which is the periphery of the global

knowledge field, is not a viable academic research subject in

itself. The other view is that it is significant to organize the

history of Korean international politics to define “Korean-style”

international politics.

Both these studies share the fact that Korean international

politics was formed in connection with external knowledge. These

studies are not interested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international politics.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and path of the formation of Korean

international politics while restoring the historical context. In

particular, the early Cold War, from liberation to the mid-1960s,

was treated as a period when the early appearance of Korean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was formed.

The reasons for selecting this period as the subject of

analysis in the history of Korean international politics are as

follows. This period is a transition period in terms of knowledge

order. This is not explained only by ‘Americanization’. Rather, this

was close to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knowledge system

based on Cold War Korea. The Cold War Korea was not a “Terra

nullius” where U.S. international politics was unilaterally

propagated and transplanted.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faced by Korea during the Cold War was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facing Korea during the

Cold War was difficult to explain only with American international

politics, which focuses on relations between equal sovereign

states. Therefore, the history of Korean international politics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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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eriod was not only a one-sided propagation of American

international politics but also a time when the legacy of the

knowledge system under the imperial-colonial order was revisited

to provide with a novel interpretation on the existing Cold War

order. All knowledge is bound to be interpreted through the eyes

of existing accumulated knowledge. This study considered that the

exclusive and reconstruction of such a knowledge system shows

the Korean response pattern well.

First of all, the fastest appearance of the knowledg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context of liberation was the

geopolitical discourse. PYO Moonhwa proposed a geopolitical

alternative to establishing a neutral buffer state in Korea through

the Introduction to Korean Geopolitics. However, such an idea was

difficult to implement in reality as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began. So PYO Moon-hwa later tried

to justify Korea’s Cold War diplomacy geopolitically rather than

establishing a neutral buffer state.

PYO Moon-hwa revived imperial Japan’s geopolitical

knowledge system to explain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superpowers of the Cold War. In Korea, which was not a major

power, many Korean geopolitical researchers paid attention to

conditions within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the search for Korean unification, rather than

external conditions such as changes in international affairs. This

was a perspective that was maintained within Korean geopolitics

even after the acceptance of Anglo-American style

geopolitics(political geography). As such, in the case of Korea,

geopolitics started as a knowledge system that considered the

survival of Korea during the 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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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while, courses on international politics in Korea were

created in universities after liberation. It was strongly conscious

that international politics is a discipline that differs from the

existing Japanese/European style of political science. The fact that

international politics is an Anglo-American science was received

wisdom for LEE Yong-hee, who installed the first course on

international politics in Korea, and CHO Hyo-won, who published

the first book on international politics. Like geopolitics, Korea’s

survival was an important issue for Korean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tists. CHO Hyo-won tried to devise Korea’s Cold War

diplomatic strategy by utilizing the U.S.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time. CHO Hyo-won introduced realist international politics based

on the logic of the modern state but eventually acknowledged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powerful and weak countries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power. In CHO’s view, Korea’s

diplomatic alternative was to conform to the foreign policy of the

great powers.

LEE Yong-hee reinterprets the Cold War order based on the

‘logic of topos’(場所). Lee Yong-hee argued that to analyze the

reality of the Cold War, a new approach is needed to critically

look at international politics that abstracts European experiences.

Rather, focusing on the analysis of authority derived from the

experience of the Cold War camp established through the unequal

distribution of power, LEE Yong-hee paid attention to how the

current world was formed by expanding international politics and in

which direction international politics will change in the future amid

the Cold War. LEE Yong-hee’s international politics sought to

reconstruct Korea’s international politics, which can analyze the

current order and critically overcome it. LEE Yo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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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ly utilized the knowledge of Anglo-American

international politics.

The United Nations, which emerged after World War II, was

highly anticipated as a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placing the

League of Nations. In the case of Korea, which wanted to gain

international legitimacy through the approval of the United Nations,

expectations for the United Nations were considerable. However,

the United Nation’s status as a univers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was faltering as the U.S. and the Soviet Union,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began to confront each other

during the Cold War.

In this situation, international lawyer PAK Zai-sup tried to

justify the United Nations in terms of international society. PAK

Zai-sup interpreted that the United Nations guarantees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 order through collective security. The

intervention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

prov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the United Nations is

the guardian of international justice.

On the other hand, LEE Han-key strongly criticized PARK for

interpreting the United Nations simply as a guardian of

international justice, distinguishing between order and justice. The

United Nations itself was not a just institution, but an institution

that maintained the status quo of the current order. LEE Han-key

emphasized that order does not necessarily mean justice in the

arena of Cold War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at he emphasized a

fine-grained distinction between political and legal things.

This study does not overlook the fact that the knowledge of

social science is formed in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knowledge. However, this study focused on the dynamic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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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ty that could spread knowledge. It is also possible to criticize

that this approach emphasized exogenous conditions, not

endogenous development of knowledge. However, the newly

emerging international political knowledge was more of a process

of reconstructing reality by struggling to read through the structure

of the Cold War and various combinations of knowledge. If this

period is significant in the history of Korean international politics,

it may not be because the system was established through this

period, but because the view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lens of

reality was finally accepted in Korean society. As such, this study

attempted to reorganize the history of Korean international politics

into the history of ‘Korean’ intellectuals who tried to reinterpret

reality amid changes in the knowledge system.

keywords : Global International Relations, History of

Korea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s, Geopolitics,

Internation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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