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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e artículo tiene como objetivo principal analizar las imagenes nacionales de Corea
que se han visto en la prensa española en los primeros años de la Guerra Fría
(1945-1950). Desde los comienzos de 1945, ante la creciente crítica internacional, el
general Franco centro su defensa del régimen en el anticomunismo, creyendo en qué
algun día cristalizaría el antagonismo entre los bloques capitalista y comunista y,́
entonces, las ventajas geoestratégicas de España le servirían para entrar en el bloque
occidental. En esta coyuntura, la Península Coreana, en donde se enfrentaron de manera
directa las dos grandes superpotencias, EE.UU. y la URSS, podía suministrar materiales
funcionales a la propaganda anticomunista del régimen franquista.

En el período entre 1945 1947, caracterizado por el rechazo internacional del–
régimen franquista impulsado por los países del bloque soviético en el terreno de la
ONU, la prensa española enfocaba Corea en general como una víctima más de la
expansión soviética con el propósito de demostrar el peligro de la conspiración y avance
del comunismo. Mientras, si analizamos los artículos relacionados con Corea entre
1948-1950, podemos subrayar un aspecto aparentemente contradictorio: una crítica hacia
la política de Estados Unidos. Según la prensa española, EE.UU. no comprende la
urgencia de favorecer ayuda económico-militar a aquellos países anticomunistas, como
España. Según esta óptica franquista, esa urgencia también se halla presente en Corea, ya
que, debido a la actitud poco responsible de EE.UU., se manifiesta de manera patente un
desequilibrio militar entre el Norte y el Sur En este ambiente, no es muy difícil
encontrar en la prensa española de aquellos años artículos que expresan cierta solidaridad
y compasión hacia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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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프랑코는 스페인내전에서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지원에 힘입어 승리를 거

두고 년에 걸친 인 독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스페인 역사상 유40 1 .

래를 찾기 힘든 이 장기집권이 아무런 저항 없이 순탄하게 지속되었을 리는

없다 스페인의 까우디요 가 타고 넘어야 했던 여러 차례의 고비 중. (Caudillo)

에서도 특히 제 차 세계대전 종전 전후에 몰아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과2

유엔의 외교단절 결의안은 정권의 존망이 걸린 최대의 위기였다1) 연합국.

입장에서는 파시즘과의 전쟁으로 정의내린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후에도

이들의 지원으로 성립된 독재정권이 계속 존속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스페인에 보다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압력을 계속하였다 하지만.

냉철하고 뛰어난 현실감각을 지닌 프랑코는 이 위기의 해법을 반공주의에서

찾는다 나라 안팎에서 맹렬히 일던 민주화의 요구도 갈수록 심화되는 동서.

진영의 분열과 냉전의 소용돌이에 파묻히게 되리라 예견하고 반공 프로파간

다에 힘을 쏟는다 참조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J. M. Armero, 1978: 44-52 ).

전략은 적중하여 프랑코는 위기를 극복하고 생이 마감되는 날까지 권좌에

머무를 수 있는 토대를 굳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프랑코주의자들이 사용한 정치적 프로파간다는 크게 대내용과

대외용 두 가지로 나누어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자는 프랑코독재에 대한 스.

페인 내부로부터의 비판을 소련이 주도하는 국제 볼셰비즘 과 프리메이슨‘ ’ ‘ ’

세력들의 선동행위로 호도하는 것이었다.2) 반면 후자는 국제여론을 자신들,

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이미 내전에서 공산주의와 맞서 싸운,

경험을 지닌 프랑코정권이야말로 민주주의 세계에 경종을 울린 반공의 선구

자이며 서구진영도 언젠가는 그 노력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

1) 막스 갈로는 이 시기를 프랑코정권의 암흑의 밤 으로 정의하기(Max Gallo, 1973: 153-159) ‘ ’
도 하였다.

2) 이 시기에 프랑코는 스스로 라는 가명을 사용하여‘Jakim Boor’ Arriba 에 프리메이슨 을‘ ’紙

비판하는 글을 싣기도 했다 후에 이 글들은 한 권의 책으로 모아져 출판되었다. . J. Boor.
1952. Masoneriá . Madrid: Semana Graf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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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반공선전을 뒷받침할만한 사례들을 국제사회에서 찾고 있었

는데 당시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던 아시아 특히 그 중에서도 미, , ㆍ

소 양 강대국이 직접적으로 대립해 있던 한반도의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가 되었다 더욱이 동아시아 속에서의 한반도 위치는 유럽에서 스.

페인이 차지하는 지정학적 가치를 부각시켜줄 수 있는 유사점까지 지니고

있어 스페인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사실 세기 초 러일전쟁과 헤이그특사사건 등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 20

마다 스페인 언론에 종종 등장하던 한국 관련기사는 일제강점기동안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제 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스페인의 언. 2

론은 또다시 한반도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년 특히 년 말부터 년 한국전쟁 발발 직전까지 스페인 언1945 , 1947 1950

론에 갑자기 증가한 한국 관련기사에 주목하면서 그 원인과 배경 기사들의,

내용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통해 냉전형성기중 프랑코주의 언.

론에 투영된 한국상 은 어떠하였는지 또한 프랑코주의자들은 정권의( ) ,韓國象

생존을 위해 반공이데올로기 선전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였으며 그 속에,

서 한반도의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 그리고 한국인들 스스로는 인지,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분단현실이 스페인 독재정권의 존속과 연장에 어떻

게 기여하였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스페인 언론의 한국 이미지 활용 배경.Ⅱ
국제관계에서 이미지와 인식의 역할1.

우리 개개의 인간들은 지나치게 복잡한 현실세계를 마주할 때 자신이 관,

리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화하며 이를 위해서 주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분류 체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정, (Schafer, 1997: 814).

치에서도 일어나는데 개개인은 의식적이던 무의적이던 그리고 외면적으로, ,

드러나던 내재적이던 국제관계에 대해 마음에 연상되는 이미지 즉 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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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실제세계에서 어떤 부분(mental image) ,

은 과장시키고 다른 부분은 무시하면서 현실 을 단순화시키려 한다‘ ’(reality) .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이미지와 예측에 의해 정의

된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실제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좌우되기도 하지만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면화시키는가에 달려 있기도 하다(Kegley and Wittkopf, 1999: 6).

이런 이유로 인해 국제정치학에서 국가이미지이론의 선구자로 불리는 볼,

딩 은 국제체제에 있어서 이미지 특히 국가의 이미지가 중요한 비(Boulding) ,

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정책 결정자들이 상황의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이 아니라 상황의 이미지 에 대응하여 정책과 행동을 결정‘ ’ , ‘ ’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Boulding, 1969: 423).3)

원래 이미지 란 용어는 년대 미국에서 널리 통용되기 시작하였는데‘ ’ 1950 ,

한 개인의 공적인 삶에 나타난 또는 어떤 제품 정당 또는 국가가 지닌 독, ,

특한 매력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그것의 소유.

자가 홍보활동 등을 통해 그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능동적

이고 적극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이 용어가 국가이미지 라고 쓰일 때에는. , ‘ ’

어느 정도 굳어진 선입견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기도 하며 어느 한 국가의,

이미지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결과

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Kunczik, 1997: 39).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져 오랜 기간 지속되며 평가되어지는,

국가와는 무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지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이한 현상.

은 이미지를 만들고 사용하는 측이 그렇게 하여도 실제적인 위험에 직면하,

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며 자신의 관점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한,

계속된다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스페인 언론에 비친 한.

국의 이미지 중에도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굳어진 측면 즉 주변 강대국,

들 사이에서 경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숙명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 국가이미지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식, ‘ ’(perception)

의 문제가 있다 앞서 언급된 내용들과 연계해 본다면 결국 인간은 일반적. ,

3) 이미지와 인식의 중요성으로 인해 국제정치학의 한 분과인 외교정책이론에서 정책결정과정,
에 관한 연구는 인지심리학의 다양한 이론과 접목하면서 발전해 왔다(Rosati, 1995: 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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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세상에 대하여 또는 구체적인 인식의 대상에 대하여 이미지나 신념 체계

를 오랜 시간에 걸쳐 나름대로 구축하게 되며 이들은 일단(belief system) ,

형성된 뒤에는 인지의 일관성 을 유지하려는 성향 때‘ ’(cognitive consistency)

문에 변화되지 않고 인간의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대상.

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전달되면 그것을 기존의 이미지 및 신념과 일치시키

려는 방향으로 해석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선별적 인. ‘

식 을 통해 기존의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selective perception)

며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해주는 정보들에만 관심을 기울이려는 경향을 보인

다 젠슨 이것은 스페인이 지닌 한국의 인(Holsti, 1970: 123-157; , 1998: 61).

식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프랑코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던 스페인.

언론에 나타난 한국 관련기사들을 살펴보면 당시 스페인의 집권계층이 한,

국의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만 집중적으로 관

심을 보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프랑코정권의 국제적 고립2.

국제 사회에서 프랑코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나타난 것은 제 차 세2

계대전 말기에 개최된 포츠담회담에서였다 한국의(Moradiellos, 2001: 74).

신탁통치문제가 거론된 이 회담에서 스페인문제도 뜨거운 주제의 하나였다.

연합국 내의 반 프랑코 여론을 감안할 때 서구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이( )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스탈린은 매우 적극적으로 나와 프랑

코정권과의 외교 단절 민주세력에 대한 지원을 주장한다, (Swain, 1999:

비록 영국의 소극적 태도로 스페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채택되246-250).

지 않았지만 회담의 최종 선언문에는 추축국의 지원에 의해 성립된 현 스“

페인 정부는 그러한 기원으로 인해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분명히 밝혔다.4) 장차 스페인문제 라고 불리게 되는‘ ’(La cuestion española)́
4)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이하( FRUS), The Conference of Berlin: The Potsdam

Conference, 1945. vol. II. Washington(1960: 1510); J. Lleonart y F. Mª Castiella. 1978.
España y ONU, I (1945-1946). La “cuestion española”́ 하지만 이 회담. Madrid: CSIC. 37.
은 소련과 영 미의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전후 유엔에서 스페인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임을 암시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1�7�1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 권 호19 1

프랑코정권의 외교적 고립은 이때에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프랑코정권에 대한 부정적 국제여론은 년 들어 더욱 악화되었다 연1946 .

초 미국 정부는 스페인 정부와 추축국“ ”(The Spanish Government and the

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행하여 세계대전 중 프랑코정권이 추축국에 협Axis)

력한 내용을 공개하였고 때를 같이하여 프랑스는 스페인과의 국경을 폐쇄, ,

하고 미국 영국과 함께 프랑코정권을 비난하는 자 성명을 발표한다, 3

년 말 유엔에서 스페인에 대한 외교적 제재를(Dunthorn, 2000: 85-89). 1946

담은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프랑코정권에 대한 비판은 최고조에 달했다 유.

엔 총회는 국제연합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의 회원으로서 프랑코 치하의

스페인 정부를 제외시킬 것 그리고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은 마드리드,

에 파견된 그들의 대사나 전권대사를 즉각 철수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Lleonart y Castiella, 1978: 386-388).

하지만 년에 들어서면서 동서진영의 갈등이 깊어지자 미국의 안보정1947 ,

책 관련 부서들을 중심으로 스페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들이

개진되기 시작했다 그 해 연말의 유엔총회에서 다시 논의된 스페인문제 는. ‘ ’

냉전의 갈등을 그대로 반영하여 제재에 적극적인 동구권과 미온적인 서구,

권의 논쟁으로 진통을 겪게 된다 프랑코정권에 대한 제재를 재차 확인하는.

결의안은 미국의 제안으로 단락별로 표결에 부쳐졌는데 제재를 담고 있는,

중심단락이 부결되면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Lleonart, 1983:

280-312; FRUS 1947, 이것은 프랑코정권에게 국제사회로부vol. III: 1095).

터의 고립이라는 어두운 시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뜻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스페인의 외교적 고립을 둘러싼 국제환경을 개략적으로 살펴보

았다 이에 따르면 이 글의 분석대상 기간 은 크게 두 개의 시. , (1945 1950)∼

기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년에서 년 유엔총회까지의 시. 1945 1947

기로 프랑코정권이 국제사회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외교적 고립을 감

수해야만 했던 시간들이며 둘째는 년부터 년까지의 기간으로 비록, 1948 1950

외교적 고립에서는 벗어났으나 정권의 연장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 경제ㆍ

안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진영으로 편입하려 노력

했던 시기이다 다음 두 장에서는 각 시기별로 프랑코정권이 설정했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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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당면목표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고 그 목표의 실현을 위해 전개했던 프,

로파간다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의 이미지,

는 어떻게 부각되었는지 스페인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프랑코정권의 방어적 외교 전략. :Ⅲ 반공주의선전속의한반도
(1945 1947)∼

년 시기에 프랑코정권의 최대 관심사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판에1945 47∼

대한 방어와 외교적 고립의 탈피에 있었다 앞서 언급한대로 태생적 한계와.

권위주의적 체제가 비판을 받게 되자 프랑코는 자신의 방어 전략을 절대적

인 반공주의에서 찾았다 그의 시각에 따르면 세(Montero Díaz, 1998: 675). ,

계대전 중에 이루어진 서구 민주국가들과 소련의 동맹이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괴한 돌연변이 와 같은 것이었다‘ ’ (Suarez Fernandez, 1984:́́ ́́
따라서 동서 진영의 대립이 본격화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린다는19). ․

것 그리고 국제사회의 비판적 여론에 고무되어 일어나는 국내의 반정부적,

움직임을 초기에 철저히 차단한다는 것이 프랑코주의자들의 주된 전략이었

다 이런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글로는 프랑코의 최측근으로 나중에 수.

상의 자리에 오르는 까레로 블랑꼬의 보고서가 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처방은 다름 아닌 명령 단결 그리고 참고 견, ,

디는 것뿐이다 어떤 전복음모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 ]…

경찰 활동 만약 발생한다면 외부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은 강력한,

진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후에 악을 고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철( ).

저하게 응징하는 쪽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Tusell, 1984: 99-100).

이 시기에 프랑코정권이 채택한 대응전략과 선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유엔 및 국.

제사회의 비판이 주로 파시스트국가들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

로 제 차 세계대전에서 자신들은 중립을 지켰고 연합국의 작전에 협력하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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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부각시켜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지원으로 성립된 정권이라는 이미

지를 희석시키는 것이었다.5) 둘째로 파시스트 아류 정권 또는 군사독재정권

이라는 비판을 의식하여 법령을 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자신의 권력

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변화를 꾀하고자 하였다.6) 셋째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국제공산주의와 프리메이슨의 음모에 의해 발생한 부당

한 압력으로 돌리고 프랑코정권이야말로 스페인내전을 통해 공산주의와 싸

웠던 반공의 보루임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 세 번.

째의 선전을 위해 당시 스페인 언론들은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한 비판기사

를 자주 게재하였는데 이러한 반공주의 프로파간다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

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한반도의 상황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난 한국 관련 기사들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자극적인 문구의 제목을,

달고 있거나 한반도와 그 주변의 지도를 동반하고 있어 빠르게 시선을 사로

잡는 효과가 있었다 내용에 있어서는 길지 않은 소식 위주의 단신들이 많.

지만 때때로 깊이 있는 분석의 글들도 나타나는데 주제별로 기사들을 분류, ,

한다면 크게 소련 공산주의의 피해자로서의 한반도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 ,

목표였던 불운한 역사를 지닌 한반도 해방 이후 미 소의 이중 점령 하에, ㆍ

있는 어려운 현실의 한반도 등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

소비에트의 팽창에 노출된 한반도1.

공산주의 팽창의 희생자라는 한국의 이미지는 이미 제 차 세계대전 종결2

5) 년 월 포츠담회담이 열리던 시점에 프랑코가 행한 연설을 보면 이런 점이 잘 드러나1945 7
있다 자신이 스페인을 훌륭하게 통치하여 세계대전 중 스페인은 중립을 지킬 수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가능성으로 가득찬 자신의 체제와 파괴와 혼란을 가져오는 공산주의 혁명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국민들에게 묻고 있다. “Trascendental discurso del Caudillo en el
Consejo Nacional.” Arriba(18 de julio de 1945): 1-18.

6) 실제로 년 월에 국민투표로 확정된 스페인인들을 위한 기본법1945 7 “ ”(Fuero de los
에는 스페인을 가톨릭 군주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외형의 모습Españoles) .

만을 변화시켜 군사독재라는 이미지를 지우려는 의도였으므로 왕위는 계속 공석인 채로 남
아 있었다 이 내용은 자신의 후계자를 과거의 왕가에서 선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왕위선출까지도 프랑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시,
사한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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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소련군이 북한지역으로 진주하는 시기부터 나타난다 프랑코정권에 의.

해 통제되는 스페인 언론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은 세계대전의 마지막 단계

에서부터 공산주의의 전진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으며 스페인을 공격하,

고 있는 소비에트의 음모에 한반도도 결국 피해를 입게 되었음을 우회적으

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기사들은 고발적인 성격을 지닌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데 그 제목만으로도 내용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

러시아 군대 여러 지점에서 만주 국경을 넘다, (ABC 년 월 일. 45 8 10 ;

La Vanguardia Española 이하[ VE 월 일]. 8 10 ),

러시아인들 한국을 침략하다 (Arriba. 년 월 일45 8 11 ),

러시아 병력 만주의 국경을 넘다 첫 목표는 한국[ ] ”(… Ya 월. 8 10

일),

한국에서 러시아의 신속한 전진 (Arriba 월 일. 8 25 ),

항공으로 수송된 러시아 병력 한국에 착륙하다 (ABC 월 일. 8 25 ),

소련의 자동화된 병력들 만주국 점령 후 일본을 마주하고 있는 한, ,

반도로 빠르게 진격 바이칼횡단 러시아군 한국의 최남단인 부산항. ,

을 향하다(Arriba 월 일. 8 25 ),

태평양지역의 상황 매우 위험한 측면을 보여준다 트루먼 언급―

(ABC 월 일. 8 28 ).

원래 소련의 대일 참전은 년 테헤란회담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1943

년 얄타회담에서 구체화되었고 포츠담에서 재확인된 내용으로 스페인1945 ,

언론도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7) 하지만 실제로 소련군의 참전,

이 현실로 나타나자 이를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침략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미군의 한반도 진출을 다룬 기사들과 비교해보면 의도적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7) 예를 들면, ABC지는 년 월 일자 기사에서 포츠담회담 중 처칠과 스탈린은 일본에1945 8 10 , “
대한 영국 미국 그리고 중국의 최후통첩이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소련은, ,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다 고 합의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 “
군을 분산시키기 위해 첫 목표는 한국의 점령 이 될 것이라고 한 군관계자의 말을 인용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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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에 대한 소련의 침략 을 보도한 신문들1: ‘ ’ .
좌측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Arriba 년 월 일. 45 8 11 ; ABC 월 일. 8 12 ; ABC.
월 일8 25 .

오늘날 소비에트 군에 의해 침략당한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 . [ ]…

년 카이로에 모인 루즈벨트 처칠 장개석은 일본으로부터 한국1943 , ,

을 해방하여 독립 선언을 하자고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었다(Arriba.

년 월 일45 8 16 ).

러시아군은 만주국과 한국의 영토에 대해 공격을 개시하자마자 전

지역으로 전진하고 있다 어쨌든 러시아군대는 만주국과 한국의. [ ]…

대부분을 점령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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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45 8 12 ).

이렇듯 소련군의 움직임을 다분히 공격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소련 정부,

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강대국 외교관들이 마련한 평화안을 계속해서 모두“

틀어 놓는 주역”(ABC. 년 월 일 이라고 비판하였다45 9 5 ) .

반면 미군의 한반도 상륙에 대해서는 루즈벨트가 카이로에서 서명한 약,

속을 완전히 저버릴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동아시아에 있어, “

서의 미국의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랜 기간 야만적,

식민 상태에 시달리다 더 열악한 상태로 빠질지도 모르는 저 백만 한국인6

들에 대한 약간의 인정”(VE. 년 월 일 이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45 8 28 )

고 평가하였다.

한국의 역사 지정학적 운명2. ,

스페인 언론들은 한국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었던 일반 독자들을 위해 한

국의 역사나 정치 상황을 소개하는 글도 종종 실었다 이런 종류의 기사들.

의 대부분은 세기말부터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19

역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침략 의도도, ‘ ’

그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동인을 찾고 있다.

커다란 경제적인 잠재력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면이라는 아시아에서

의 전략적 위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팽창하려는 두 개의 강력한,

세력이 충돌하는 장으로 만들었다 두 세력은 다름 아닌 동쪽으로 향.

하는 짜르 러시아와 서쪽으로 향하는 군국주의 일본이다(Mundo. año

년 월 일VI. num. 282, 45 9 30 : 184).́́
러시아가 그 영토를 합병하려 시도하자 일본은 주저하지 않고 차르

제국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일본의 승리는 모스크바의 의지를 무력화.

시켰다 그리고 도쿄는 연속적인 조약들을 통해 그 영토의 권리를 순.

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갔고 년 마침내 보호조약을 폐지하고 그, 1910

나라를 손쉽게 합병하였다 물론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였지만. [ ] ,…

오늘날 소련의 눈은 또 다시 한반도에 고정되어 있고 미국은 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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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다른 대국에 복속되길 바라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미.

래와 군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한국의 영토에 대해 생각을 멈

추지 않았을 것이다(ABC 년 월 일. 45 8 30 ).

스페인 언론이 한국을 소개할 때에는 대부분 우호적인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의 혹독한 시련과 독립운동의 저항 정신을 부각시.

키고 일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날을 세운 것과도 연결지을 수 있다, .

일본동화작업(niponizacion)́́ 과정은 한국 민중들의 주권과 독립 정신을
옥죄는 일련의 법률 명령 규칙들에 분명히 나타난다 농산물과, , . [ ]…

지하자원은 모두 점령국에게 이익이 되었다 한국은 말 그대로. [ ]…

가장 철저하고 광범위한 의미로서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Mundo. nuḿ́ .

년 월 일282. 45 9 30 : 184-18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독립을 향한 비밀스런 움직임이 계속 존재해 왔

고 그것들은 다양한 싹을 틔웠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년 서, . 1919

울에서 대규모 시위운동이 일어난 후 파리 회담에 제출된 독립 청원서가 국

제적인 영향을 미친 일이다(VE 년 월 일. 45 8 28 ).

한편 이승만의 활동을 소개한 기사도 눈길을 끈다 해방 직후 아직 미국, .

에서 환국하기 전 그가 했던 발언들이 소개되었다.

한국은 지금 연합국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고 현재 이 수도워싱턴에서 그 정부의 대표[ ]

로 활동하는 이승만은 한국에 형식적인 독립만이 주어질 경우[ ]…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

인들에 대한 반감은 없지만 한국을 지배하려는 소련의 어떤 종류의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Arriba 년 월. 45 8 25

일).

스페인 언론은 분명 그의 반공주의적 성향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

다 계속해서 스페인 언론들은 미국이 소련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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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형성기 프랑코주의 언론에 활용된 한국의 이미지(1945 1950)∼ 최해성․

한국의 운명은 혹독했던 일본 지배하의 과거에 비해 크게 행복해질 것으로

는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중 점령 하의 한국 현실3.

한국의 당면 현실에 대한 기사 중에는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 임시,

로 정해졌던 선이 왕래할 수 없는 장벽으로 변했음을 다룬 내용들이 종종38

등장한다 그 중에는 스페인인들 특유의 상상력을 더하여 한반도의 비극적.

상황을 설명하기도 한다.

위도 도에서 도로 건너가는 단순한 행위로 인해 한국인37.999 38.001

들의 삶이 급격하게 달라진다는 일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

만 일본의 패배 이후 소련군과 미국군의 점령지를 구분하는 바로 그

도선이 한반도의 삶과 운명을 가르는 분명한 경계령이 되었다 최38 .

근 정보에 의하면 북쪽에는 극동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기이

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양 측의 전면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의 징후.

는 보이지 않는다 이 위도선은 한국인들이 사는 국토의 표면을 가르.

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와 산업기반까지도 나누고 있다(Arriba 년. 45

월 일11 8 ).

년 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 영 소 외상회담에서 한국의 미래1945 12 ㆍ ㆍ

가 논의되었다 이 시기는 프랑코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는.

시점으로 이 회담에서도 자신들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여 매우 우

려하고 있었다.8) 하지만 스페인문제가 다뤄지지 않았음을 알자 매우 안도하

면서 공식 확인 된 바에 따르면 모스크바 외무장관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은 스페인 그리스 트리폴리타니아 문제 라고 특필하고 회담의 결정 내용, , ”

전문을 빠짐없이 보도하는 열의를 보였다 물론 이 회담 전문에는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결정 사항도 들어 있다 한국은 연합국들이 관리하는 임시. “

8) 프랑코정권의 교육성에서는 국제사회의 비판 특히 프랑스정부의 반 프랑코적 움직임이 강,
해지자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ABC 년 월 일. 1945 12 29 ; Arriba 년. 1945 12
월 일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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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해 통치될 터인데 이 정부는 독립을 지향해 갈 것, ”9)이라고 전했

다 그러나 년이 되면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강경자세가. 1946

이어지고 에서 스페인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따라서 스페인 언론UN .

들은 세계대전 중 프랑코정권이 취했던 행동들에 대한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에 주력하는 상황이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빠진

다.

하지만 년 유엔에서 스페인문제와 함께 한국의 문제가 다뤄지자 언론1947

의 관심이 다시 고조된다 특히 이 무렵부터 외교전문주간지. Mundo에는 한

국에 관련한 기획기사들이 자주 등장한다 지금까지의 신문기사에는 단편적.

인 소식 위주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 시기 이후, Mundo 에 실린誌

기사들은 한국에 관한 다양한 심층적 분석들을 곁들이고 있어 프랑코정권,

의 프로파간다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 모스크바 삼상

9) Arriba 년 월 일. 1945 12 28 ; Mundo. num. 296(6 de enero de 1946). 12-13.́́
10) 외교와 경제의 전문 주간지 를 표방한(Revista semanal de politica exterior y economia)́ ́́

‘Mundo誌는 프랑코정권의 외교정책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편집’ .
장 비센테 가예고 는 년에 세워진 통신사 를 이끌던 전형적인 프(Vicente Gallego) 1939 ‘EFE’

자료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과거의 역사를 소개한 기사2: (ABC 년 월 일. 45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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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의 결의에 따라 성립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

자 이 잡지는 한국의 미래는 미국 소련 간의 풀 수 없는 문제 라는 제하로‘ - ’

세 페이지에 걸쳐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동 위원회의 과정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내부 실정도 비교적 상세히 분석하였는데 남한의 이승만, ,

김구 여운형 김규식 안재홍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조만식 박헌, , , , , , ,

영 등 당시 남북한의 주요 정치 인사들을 거의 망라하면서 분단 상황을 소

개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을 곤경에 빠뜨렸던 유엔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한국인들의 한결같은 뜨거운 열망이 민주적인 유엔에는 도달하지 못

한 모양이다 이 기구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보고 있으면 밀실외교와. ,

비밀통로에서 문제를 해결또는 강압하여 비판받았던 시절들을 떠올( )

리게 만든다 한국인들에게는 기나긴 민주주의. [ ]… 치료법을 받아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조국이 두 조각으로 찢겨져 서로 다.

른 방식의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결국 그들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두 국가의 지배를 받기 위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났음을 깨달

아야 할 것이다(Mundo 년 월 일. num. 390. 47 10 26 : 276-278).́

이 글에 앞서 Mundo 는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되는 국제상황을 분석하기誌

도 했는데 이것은 전쟁 기간 중 체결된 비밀협정에 원인이 있으며 루즈벨, “

트가 너무나 경솔하게 문제들에 접근했기 때문에 그 무거운 대가는 결국,

유럽과 전 세계가 여러 세대에 걸쳐 치러야 될 것 이라고 비판했다” (Mundo.

년 월 일 여기에는 세계대전 중 자신들의 행위가num. 373. 47 6 29 : 276-278).́
정당했음을 우회적으로 주장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

프랑코정권의 외교적 승리를 상징하는 년 유엔 총회의 내용에 대해서1947

는 스페인문제가 다른 나라들에게 소련의 야망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다,

고 자평하면서 한국과 발칸반도 국가들의 문제를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

랑코주의자였고 편집위원인 루이스 까레로 블랑꼬 호세 마리아 꼬르데로, , (J. M. Cordero
페르난도 알마그로 라몬 가리가 등은 대부분 당대의 대표적 정치학자들로서 프랑Torres), ,

코주의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 Mundo誌에 실린
기사들은 프랑코정권 수뇌부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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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결정한 임시. ,

한국위원단 이 한국문제를 매우 효율적으로 다룰 뿐만 아니라 이(UNTCOK)

미 상당히 진행된 소련의 계획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았다 또한.

유엔은 기다리다 지친 한국 사람들에게 신탁통치라는 중간단계를 건너뛰고“

신속한 독립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소련 점령지역에 위원들이 들어가서. [ ]…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Mundo 년. num. 394. 47́
월 일 이라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렇듯 구체적이고 매우 분11 23 : 276-278)” .

석적인 이 시기의 기사들을 통해서 프랑코정권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갈수

록 높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료 미소에 의해 점령되어 대치되어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분석한 기사3: (Mundo 년 월. 47 12 28
일: 6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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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코정권의 공격적 외교전략. :Ⅳ
미국 지향 정책 속의 한반도(1948 50)∼

프랑코정권은 년 말 유엔총회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희망의 빛을 보았1947

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거.

의 붕괴 직전의 상황에 처한 경제를 회복하고 동서분쟁의 냉전체제에서 안

보를 굳건히 하는 일이었다.11) 때마침 미국이 계획한 유럽부흥계획 마셜플(

랜 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의 참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 (NATO)

의 기회였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가입이.

요원해지자 프랑코는 전략을 바꿔 직접 미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하는데 모,

든 힘을 쏟는다 자신의 정권에 부정적 시각(Martínez Lillo, 2000: 335-337).

을 지닌 트루먼 행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로비그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프랑코는 투철한 프랑코주의자 레케리카를 미국에 파견하여 이른바

스페니쉬 로비 를 지휘하게 한다 이 로비그룹 에는 가톨릭‘ ’(Spanish Lobby) . ‘ ’ ,

반공주의자 군사전문가 트루먼정부에 대항하는 공화당 의원 그리고 스페인, , ,

에 이권이 있는 기업가 등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의 인물들이 망라되어 있었

는데 그 영향력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마침내 미국의 은행들로부터 차관을,

얻는데 성공한다(Viñas, 2003: 59-60; Marquina Barrio, 1986: 269-308).

한편 국제정세의 흐름도 더욱 프랑코정권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냉전이 본격화되자 유명한 봉쇄정책 의 입안자 조지 케난은 미 국무부에 스‘ ’

페인과의 신속한 관계정상화를 권고한다(FRUS, 1947. vol. III: 1091-1095).

나아가 미국의 안보기관에서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소련과의 전면전

에 대비해 다양한 전략들을 수립하게 되는데 유럽의 방어를 위해서는 지정,

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스페인과 시급히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

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트루먼과(Marquina Barrio, 1986: 221-229; 298-309).

11) 프랑코는 내전 이후 무솔리니나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정책에 영향을 받아 년까지1959
경제자립정책 을 표방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을 뿐 밀과(autarquia economica)́́ ́́
석유 등 원자재의 수입에 크게 의존해야 했다 특히 년 이후 국제사회로부터의 배척이. 1945
심해졌을 때 아르헨티나 페론 정부의 차관과 밀 수출이 없었다면 치명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 시기의 스페인 경제에 대해서는. J. A. Biescas y M. Tuñon de Lara(1994: 23-27)́́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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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프랑코정권에 대한 유럽 동맹국들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하여 이러

한 시각들이 지나치게 군사적이라고 평가하고 스페인 정부가 민주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다(FRUS,

1950. vol. III: 1549-1555).

이렇듯 프랑코정권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면서도 국무부와 국방부

의 의견차이로 미국과의 협상 체결이 난항을 거듭하자 급기야 프랑코정권은

트루먼 행정부의 대스페인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다 특히 스페인 언론은 미.

국 정부가 스페인과 같은 지정학적 가치를 지닌 반공국가에게 경제적 군사,

적 지원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와 같은 프랑코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요충,

지인 한반도에 남북 사이의 군사적 불균형이 뚜렷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보내지 않는 미국의 정책은 분명 문제

가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한반도의 상황은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좋은 소재였다 이것은 이 시기의 한국 관련기사들 속에 소.

련의 야심에 의해 희생된 한반도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미국정책의 실패로

인한 피해자라는 이미지도 자주 부각되는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비.

례하여 남한에 대한 이념적 동질성을 느끼면서 동정심을 표하는 기사들도,

점차 늘어난다.12)

한국의 계속된 이미지 공산주의 팽창의 희생자1. ,

소련의 음모에 의한 희생자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는 냉전이 본격화되는

년 이후부터 더욱 단호한 어조로 설명된다 이 시기의 스페인 언론은1947 . ,

한 민족의 미래를 전혀 염려하지 않고 단지 파괴하거나 정복하려드는 것이

소비에트들의 국제적 음모라고 비난한다 그리고 그 일례로서 소련의 붉은. ‘

군대 가 점령한 도선 이북지역의 현상을 들고 있다 경제 소비에트화가 진’ 38 .

12)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양국의 이념적 동질성은 년 월에 갑작스럽, 1950 3
게 이루어진 한서외교관계 수립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
고 미국 타이완 영국 프랑스 필리핀에 이어 스페인은 여섯 번째로 빠른 수교국이 되지만, , , ,
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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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면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혼란 그런 와중에서도 군사력을 강화하고,

유엔 결의안을 거부하는 등 국제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움직임에 대해

거론하면서 한반도 북쪽의 경제적인 혼란을 볼 때 소비에트들은 한국이, “[ ] ,

실제적 통일을 이루어 독립 주권국가들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는 것에는 전

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정한 완전히 독단적인 방향으로” , “

이끌어가려한다 고 비판했다 그리고 결국소련은 한국이 공산화된다는 확실” . “

한 보장이 있을 때만 한국에서 물러날 것 이라고 마치 그들의 숨은 전략을”

밝혀내듯 논평하였다(Mundo 년 월 일. num. 399. 1947 12 28 : 602-604).́
또한 평양의 라디오방송이 북쪽에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이 수립되었음, ‘ ’

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측하기도 한다, .

비록 한반도 남쪽에서는 인민위원회가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엄숙‘ ’

히 선언했지만 결국 인민군의 역할이 결정적인 요체가 될 것인바, ,

동 위원회는 소비에트들 손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역

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 쿠데타는 러시아가 관련되었음.

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효과적이고도 완전한 한국의 지배를 러시아에,

가져다 줄 것이다(Mundo 년 월 일. num. 407. 48 2 22 : 261).́

또한 소련에 의해 국제협약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고발하는 일련의,

기사들 속에도 한국에 대한 합의사항이 여러 차례 파기되었음을 소개하면서,

결국 소련의 국제정치가 그런 식으로 계속될 때 그들과 조약을 맺는다는 것

은 그들이 조약을 파기할 가능성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냉소적

인 결론을 내렸다(Mundo 년 월 일. num. 436. 48 9 12 : 46-49).́
남한에 여순사건 등의 혼란이 발생하자 비교적 자세히 상황을 설명하며

역시 소련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잊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정부군이 반란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

다는 사실이 아니라 극동지역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토에서,

또 다른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 ]…

고 하듯이 결국 우리는 다시 한 번 러시아 제국주의의 새로운 공격,

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가 어느 시기에 가서 마음만 먹는다면 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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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형성기 프랑코주의 언론에 활용된 한국의 이미지(1945 1950)∼ 최해성․

차 세계대전은 아마도 동북아시아에서 양대 세력인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Mundo 년 월 일. num. 443. 48 10 31 : 304).́

인용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비록 프로파간다적 성격이 짙은 내용이긴 하지

만 그들의 불길한 예측은 불과 년이 채 안 돼 한반도에서 현실로 나타났, 2

다.

한국의 또 다른 이미지 미국 정책 실패의 희생자2. ,

앞서 분석한대로 활발한 스페니쉬 로비 를 통해 미국 내의 여론이 프랑, ‘ ’

자료 남 북한 사이에 전쟁의 위험이 있음을 크게 보도한 스페인 언론4: , (Mundo 년 월 일. 49 5 6 :
33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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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정권에게 유리하게 변화하고 안보전략 담당 부서에서 스페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국무부의 정책이 이들과 일치하지,

않아 구체적인 결실을 맺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스페인 언론은 한국의,

상황을 활용하여 미국의 경제 군사적 지원이 빠르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비판하였다 특히 소련의 지원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월등하게 앞선.

상황에서도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서로 의견충돌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 국무부와 국방부 사이에 또는 백악관과 국회 사이에 나타난 의견 불일“ ,

치는 판단기준의 부재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 .

국의 무책임한 자세와 그 결과로 남한이 소비에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

음을 강도 높게 비판한 후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의도를 드러내,

었다.

서구에서 누가 한국의 운명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가 소비에트 군대?

에서 지척거리에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럽인들은 삼천만 한국

인들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미국인들. [ ]…

도 자신들의 직접적인 책임에 속하는 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불과 년도 채 안된 과거에. 5

스스로 떠맡은 일이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남한을 포기한 채로 동양에서 자신들의 문제[ ]…

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제한된 목적을. [ ]…

지닌 움직임이 아니라 전 세계에 침투하여 지배할 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

방법은 남한에 대해 확고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약. ,

속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가는 길은 그 목적을 이루려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보인다 왜냐하면. , 군사력을 갖지 못한 민주주의는 민주,

주의를 갖지 못한 군사력의 침략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Mundo 년 월 일 필자 강조. num. 461, 49 5 6 : 340)( ).́

아마도 밑줄 친 부분처럼 명료하게 프랑코정권의 의도를 드러내는 대목도

없을 것이다 결국 스페인을 통치하고 있는 반민주적 정권에 대한 미 국무.

부의 비판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며 반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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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 미 국무부는 프랑코정권에 민주화를 향한 변화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고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스페인 언론은 한국 이외에,

중국의 상황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장개석. ,

정부를 민주화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을 때 장개석정부는 소련, “

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 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장개석정부에게 민주주의” , “

의 실현을 요구하는 사이 러시아는 그 총통에게 단지 중국에서 승리할 것,

만을 원하고 있다 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은 역시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구” .

성되는데 중국 국민당 정부의 민주주의 체험은 물론 미국의 권고로 시작, “

된 것이지만 원조는 충분하게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자체, .

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는 주장이었다.” (Mundo 년 월 일. num. 452. 49 1 2 :́
이 시기에 스페인 언론은 남한 및 대만이 처한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6-8).

라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지역의 정황에 대해서도 지속

적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이것은 결국 프랑코정권이 한국과 아시아지.

역에 상당히 높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년대 후반, 1940 ,

스페인 외무성 내에 필리핀 및 극동지역 담당 부서가 만들어지고 그 지역,

에 파견되는 외교관과 언론사 특파원 수가 증가하는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

이 있다고 볼 수 있다(Rodao, 1995: 239).

남한에 대한 이념적 동질감의 표현3.

이 시기에는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남한에 대해 이념적 동질감을 표

현하거나 공산주의와 대치한 현실에 동정과 공감을 나타내는 기사도 눈에

띄게 증가한다.

미국 유엔대표부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덜레스에 의하면 미국은 전,

세계 비공산권 국가들에게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자고 요청했다 유엔의 정치위원회에서는 한국문제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덜레스는 러시아가 한국에서 공산주의 테러,

를 지원하고 있음을 고발했다 모스크바정부에 지리적으로 유리. [ ]…

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모든 지역을 구할 수는 없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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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적어도 그리스 터키 그리고 더 중대한 이유로 독일과 한국 등, , ,

요충지에 있는 국가들은 지원을 해야만 한다(ABC 년 월 일. 48 12 8 ).

그리고 스페인 언론들은 종종 한국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 관리

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깊은 관심과 동정을 표하기도 한다.

태평양지역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에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지역

의 하나인 한국의 문제는 왜냐하면 마셜장군이 언젠가 언급한대로-

동아시아의 열쇠이므로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 - .

한국을 남과 북 두 동강으로 나눈 도선은 이제 하나의 철의[ ] 38…

장막이다(Mundo 년 월 일. num. 407. 48 2 22 : 261).́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총회에서 한국정부의 문제가 검토될

것이다 마셜장군은 이 문제를 미국의 개의 목표 중 두 번째로 중요. 7

하다고 정의하였다(Mundo 년 월 일. num. 439. 48 10 3 : 170).́

한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미국의 철군이 이루어지자 남한의 불리한, ,

상황을 분석하고 국내 정치의 혼란한 양상을 조명하면서, ,

이렇게 하여 미국정부는 중국에서 보여줬던 맹목과 예지의 부족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극동지역에서 동구 베를린이라고 칭할 만하기 때문이.

다 즉 다시 말하면 한 면은 대륙을 향하고 있고 또 다른 면은 남쪽. ,

을 향해 마치 배의 뾰족한 선수 처럼 일본열도에 면하고 있기( )船首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다(Mundo 년 월. num. 451. 48 12́
일26 : 598-600).

또한 김구의 암살을 비롯하여 정치지도자들 사이에 나타난 반목을 우려,

하면서 지도자들이 서로서로 싸우고 있는 사이에 북쪽의 러시아 추종 국, “ ,

가는 나라 전체를 점령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고 경고했다” .

반쪽짜리 국가에서 지도자들 사이에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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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싸움의 결과로 침략당하기 일보 직전에 까지 이르렀고 어쩌면 러,

시아에 의해 무장된 북쪽 국가의 군사들에 의해 점령당할지도 모를

일이다 반면 유엔 한국위원단은 선 최전선을 시찰하고 있는. [ ] 38…

데 그곳은 끊임없는 국경 분쟁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의 보, .

고서는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Mundo.

년 월 일num. 474. 49 6 5 : 360).́

그리고 최후에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공격을 잊지 않았는데 한국의 상황,

은 이제 미국의 패배주의라는 전체적인 체계에서 본질적인 측면을 나타내“

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

결론.Ⅴ
지금까지 우리는 제 차 세계대전 종전 전후로 프랑코 정권이 직면해야 했2

던 국제적 고립의 원인과 배경을 검토하고 그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스페,

인 언론이 전개했던 반공주의 선전과 그 속에 이용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 글이 다루는 년에서 년까지 스페인과 한국은 매. 1945 1950

우 유사한 국제적 환경에 직면하였고 그것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양국은,

비슷한 대외행동을 취하였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강대국의 영향력에.

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양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두 나라는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개최된 연합국 수뇌회담과 년 유엔1947

총회에서 함께 어젠더로 다뤄질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중에는 자신들의 의,

사와는 무관하게 국제사회의 정당한 일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

기도 한다 냉전이 본격화되자 한국 남한 과 스페인 양국은 경제적 군사적. ( ) ,

취약성으로 인해 생존을 위해서는 강대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

이게 되고 미국소련 중심의 양극체제 속에서 미국 주도의 반공블럭으로, ․
편입을 시도한다.

이와 같은 한서 간의 유사성은 분명 프랑코정권의 선전에 좋은 자료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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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스페인 언론에 소개된 한국의 이미지는 때로는 소련의 국제 팽창주의.

에 희생된 피해자로 때로는 미국 대외정책의 실패에 따른 피해자로 그려지,

는데 결국은 자신들의 위치에 맞는 한국의 특정이미지가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가 다루어질 것임을 보도한 기사5: (Mundo 년 월 일. 48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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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환경에서 정보를 받아드릴 때 그것을 분류하,

고 체계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보기 원하는 부분만을,

보려는 특색을 지닌다 이러한 경향은 정책결정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

나며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도 적용해 볼 수 있다, .

프랑코정권은 한국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보고자 했으며 자신들의 이익,

에 알맞게 주조된 스펙트럼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중심적인 결론 이외에도 다음 몇 가지 결과들을 도

출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해방공간에 해당되는 시기에 한국과 스페인에. ,

나타난 반공주의의 유사성이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군국주의에 부역한.

인물들이 해방 후 급속히 반공주의로 전환한 것과 세계대전 중 파시스트 국

가들에 협조한 프랑코주의자들이 종전 후 강력한 반공주의를 무기로 들고

나온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냉전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라는 정치적 대의명분과 안보 전략적 실리 사이에서 서로 모순된 입장을ㆍ

보이게 되며 결국 후자가 힘을 얻으면서 반공독재정권의 생존을 가져오게,

되었다 넓은 의미에서 프랑코 이승만 정권은 냉전의 수혜자라 할 수 있다. , .

끝으로 이러한 외교 환경의 유사성과 이념적 동질성은 프랑코 정권의 한

국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그 결과 년 양국 역사에 있어 최초로 외, 1950

교관계 수립을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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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서외교관계 수립을 보도한 스페인 일간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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