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 쟁과 이승만 통령의

쟁지도(戰爭指 )

1) 南  廷  屋*

1. 머 리 말

2. 쟁 이  이승만의 반공노선과 방 략구상

3. 쟁 발발 후 이승만의 쟁목표와 수행방식

4. 쟁  이승만의 쟁지도

5. 맺 음 말: 쟁지도자로서 이승만의 평가 

1. 머 리 말

우남(雩南) 이승만(李承晩, 1875-1965)1)은 건국 통령으로서 임진왜란 

＊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이승만은 1875년 3월 26일에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에서 아버지 이경선(李敬善)과 어머니 

김씨의 3남 2녀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형 두 명은 이승만이 태어나기  홍역으로 죽

었기 때문에 외아들이 다. 이승만은 6  독자로서 지옥엽처럼 자라났다. 이승만은 

두 살이던 1877년에 서울로 이사했다. 이승만은 염동과 낙동에서 살다가 양녕 군의 

패를 모신 지덕사 근처 도동 골짝(남산 서쪽)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이승만의 도동집은 

우수 (雩水峴: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을 때 기우제를 지내는 마루턱) 남녘에 자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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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민족 최 의 기를 극복하고 국권을 수호한 국가지도자 다. 그 지

만 한국 사에서 이승만에 한 평가는 정치  욕이 엇갈렸던 그의 

일생과 업 을 변하듯 두 개의 얼굴을 지닌 야 스(Janus)로 포폄(褒貶)

되고 있다. 그를 지지하고 존경하는 인사들은 “이승만이야말로 건국의 원훈

(元勳)이자 한민족의 독립과 번 의 기 를 다진 국부(國父)로 세계 역사

상 보기 드문 정치가”로 평가하는가 하면, 그를 싫어하고 반 하는 사람

들은 “이승만을 한반도의 통일을 해하고 민주주의를 압살시킨 우리나라 

역사의 수 바퀴를 뒤로 돌려놓은 시 착오  독재자”로 매도하고 있다.2)

체로 이승만을 정 으로 평가하면서 그를 옹호하는 학자들은 “이승

만을 희세(稀世)의 재(偉才),3) 외교의 신,4) 한민국의 국부⋅아시아의 

지도자⋅20세기의 웅,5) 조지 워싱턴⋅토머스 제퍼슨⋅아 라함 링컨을 

모두 합친 만큼의 인, 한국의 조지 워싱턴” 등으로 격찬하고 있다.6) 반

면 이승만을 부정 으로 평가하는 학자들은 “그를 남북분단의 원흉, 친일

를 비호⋅ 용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흐려놓은 장본인, 남한의 미종속을 심

화시킨 미제의 앞잡이, 유엔의 문제아, 작은 장개석(蔣介石), 권력에 타락

한 애국자, 한국 쟁을 유발내지는 방 쟁에 실패한 사람”7)이라고 폄하

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은 그의 호를 우수  남쪽을 뜻하는 우남(雩南)으로 지었다. 유

익, ꡔ이승만의 삶과 꿈: 통령이 되기까지ꡕ(서울: 앙일보사, 1996), pp. 14-16.

2) 유 익, ｢이승만 통령의 업 ｣, 유 익 편, ꡔ이승만 통령 재평가ꡕ(서울: 연세 학교 

출 부, 2006), pp. 475-476; 유 익, ꡔ이승만의 삶과 꿈ꡕ, p. 10.

3) 金麟瑞, ꡔ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ꡕ(서울: 독학 회출 사, 1963).

4) 曹正煥, ｢머리말｣, 外務部 편, ꡔ外務行政의 十年ꡕ(서울: 외무부, 1959), p. 2.

5) 허정, ꡔ우남 이승만ꡕ(서울: 태극출 사, 1974); 허정, ꡔ내일을 한 증언: 허정 회고록ꡕ

(서울: 샘터사, 1979); 임종명, ｢이승만 통령의 두 개의 이미지｣, ꡔ한국사 시민강좌ꡕ 

38집(서울: 일조각, 2006), pp. 200-223.

6) 로버트 올리버 지음⋅황정일 옮김, ꡔ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ꡕ(서울: 건국 학교 출 부, 

2002), p. 342; 유 익, ｢이승만 통령의 업 ｣, p. 478; Robert T.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New York: Dodd Mead and Co., 1960), p. 321.

7) 김상웅, ｢이승만은 우리 사에 어떤 ‘악의 유산’을 남겼는가?｣, ꡔ한국 사 뒷얘기ꡕ

(서울: 가람기획, 1995), pp. 28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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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貶下)하고 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과 함께 6⋅25 쟁을 지휘했던 한국과 미국의 

장군들은 이승만을 훌륭한 도자  반공지도자로 평가하는데 주 하지 

않고 있다. 6⋅25 쟁을 후하여 육군참모총장을 두 차례나 역임했던 백

선엽(白善燁) 장군은 “ 쟁의 기를 이승만이 아닌 어떠한 도자 아래서 

맞이했다고 해도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회고했

다.9)  유엔군사령 을 지낸 클라크(Mark W. Clark) 장군은 쟁이 끝

난 후 미국의 한 텔 비  방송에서 “나는 지 도 한국의 애국자 이승만을 

세계에서 가장 한 반공지도자로 존경하고 있다”10)고 증언하면서 이승

만을 한 사람(great man)이라고 평가했다.11) 이러한 맥락에서 쟁 

동안 제8군사령 을 오랫동안 지내며 이승만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밴 리

트(James A. Van Fleet) 장군도 이승만을 “ 한 한국의 애국자, 강력한 

지도자, 강철 같은 사나이이자 카리스마 인 성격의 소유자”로 흠모하면

서,12) “자기 체 만큼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인물”이라고 

칭송했다.13) 밴 리트 장군의 후임인 제8군사령  테일러(Maxwell D. 

Taylor) 장군도 “한국의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베트남에도 있었다면, 베트

남은 공산군에게 패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반공지도자로서 

8) 유 익, ｢이승만 통령의 업 ｣, pp. 476-477; 송건호, ｢李承晩｣, ꡔ韓國現代史人物論ꡕ

(서울: 한길사, 1984), pp. 253-254; John M. Talyor, General Maxwell Taylor: The 

Sword and the Pen (New York Doubleday, 1989); Richard C. Allen, Korea's 

Syngman Rhee: An Unauthorized Portrait (Rutland, Vermont and Tokyo, Japan: 

Charles E. Tuttle Co., 1960).

9) 백선엽, ꡔ6⋅25 쟁회고록 한국 첫 4성 장군 백선엽: 군과나ꡕ(서울: 륙연구소 출 부, 

1989), p. 351.

10) 란체스카 도  리 지음⋅조혜자 옮김, ꡔ이승만 통령의 건강: 란체스카 여사의 살

아온 이야기ꡕ(서울: 도서출  촛불, 2006), p. 56.

11) 백선엽, ꡔ군과나ꡕ, p. 277.

12) Paul F. Braim , 육군교육사령부 역, ꡔ 한 장군 밴 리트ꡕ( : 육군본부, 2001), 

p. 489.

13) 로버트 올리버 지음⋅황정일 옮김, ꡔ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ꡕ, p.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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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쟁기 이승만의 군사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엿 

볼 수 있는 국내 연구는 4⋅19 명으로 인한 정치  문제에 가려져 부정  

는 제한 으로 이루어졌고,15) 이들 연구 수 도 ‘이승만의 6⋅25 쟁지

도’에 한 내용이 아니라 일반 인 쟁지도 이론  총론  성격의 ‘ 쟁

지도(戰爭指 )’16) 속에서 단편 으로 다루어져 왔다.17) 비록 2004년 연세

학교 국제 학원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이승만의 역사  재평가｣

라는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이승만 연구의 지평을 열었다는 정 인 평가

를 받았으나,18) 쟁지도자로서 이승만을 좀 더 심층 이고도 균형 있게 

평가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즉, 이들 논문들은 ‘이승만과 쟁지도’를 주제로 한 학문  연구의 최

의 시도라는 호평에도 불구하고 시 군사지도자로서 이승만을 종합 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한계를 안고 있다. 이들 논문들은 쟁 상황이나 작

14) 란체스카 도  리 지음⋅조혜자 옮김, ꡔ이승만 통령의 건강ꡕ, p. 57.

15) 유 익, ｢이승만 통령의 업 ｣, p. 481.

16) 쟁지도는 미국을 시한 유럽에서 “ 쟁에서 승리를 획득하기 하여 모든 국력을 사

용하는 기술”이라고 하여 쟁수행 략과 유사한 개념으로 악하고 있다. 즉, 쟁지도

는 국가의 쟁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쟁에 비하고 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

의 자원과 노력을 조직화하고 효율화하는 일련의 조정⋅통제의 과정을 말한다(남정옥, 

｢미국의 국가안보체제 개편과 한국 쟁시 쟁정책과 지도｣, 단국 학교 박사학  논문, 

2006, pp. 5-6).

17) 이기택, ｢한국  안보환경하의 쟁지도 고찰｣, 국방군사연구소 편, ꡔ역사  교훈을 통

한 한국의 쟁지도 발 방향ꡕ( 쟁지도세미나, 1994), pp. 9-34; 장병옥, ｢총력  비

를 한 국가동원태세 발 방향｣, 국방군사연구소 편, Ibid., pp. 37-62; 경만, ｢한국

의 기 리와 쟁지도체제 발 방향｣, 국방군사연구소 편, Ibid., pp. 65-91; 육군교육

사령부, ｢이승만의 쟁지도｣, ꡔ 쟁지도이론과 실제ꡕ( : 육군교육사령부, 1991), pp. 

256-270; 양흥모, ｢이승만 박사와 군 ｣, ꡔ신동아ꡕ(1965년 9월호), pp. 232-238.

18) 연세 학교 국제 학원 한국학연구소 제6차 국제학술회의(2004년 11월)에서 발표된 

논문  군사  외교 분야를 다룬 논문은 다음과 같다. 차상철, ｢외교가로서 이승만 

통령｣, pp. 65-85; 김세 , ｢군 통수권자로서의 이승만 통령｣, pp. 87-114; 온창일, 

｢ 쟁지도자로서의 이승만 통령｣, pp. 23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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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도외시한 채 정치  사건과 연 지어 이승만이 통수권 차원에서 행

사한 군 인사권에 집 하여 분석하고 있거나,19) 이승만이 6⋅25 쟁을 통

해 추구하고자 했던 쟁목표와 이를 실 하고자 했던 쟁수행정책  수

행방식을 결여함으로써 쟁지도에 한 체 인 면을 간과한 채 그 일부

분만을 다루고 있다는 비 도 받고 있다. 쟁 기간 이승만의 쟁지도에 

한 논리성과 객 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 통령의 헌법상 권한’20)에 근

거를 두고 쟁 동안 이루어진 통령의 쟁지도에 한 객  분석이 

수반될 때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의 한계와 미비 을 극복하면서 쟁

을 통해 이승만이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자로서 행정수반으로서, 특히 이

를 통 하는 쟁지도자의 치에서 미국  유엔과의 계 속에서 어떻게 

쟁을 지도하고 수행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본고에서는 먼

 쟁 이  이승만의 반공노선의 실체와 이를 기 로 이승만이 국권수호

를 해 어떠한 략을 구상하 는가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서 

쟁 발발 이후 이승만이 통령으로서 추구하고자 했던 쟁목표와 수행방

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도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한 쟁  이승만이 

어떻게 쟁을 지도해 나갔는가를 작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되 당시의 

국내외 상황  선 상황을 고려하여 살펴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

서는 쟁지도자로서 이승만에 한 평가를 제헌 헌법에 나와 있는 통령

의 권한과 책임에 기 하여 평가함으로써 이승만의 시 쟁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종합 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이승만의 시 행 과 쟁지도를 엿 볼 수 있는 한국

쟁 란지21)을 비롯하여 이승만 통령 담화집,22) 시에 제정된 법률  

19) 김세 , ｢군 통수권자로서의 이승만 통령｣, pp. 87-114.

20) 제헌헌법에 나와 있는 통령의 책무와 권한은 취임선서(제54조), 긴 처분  명령(제

57조), 외교  선 포고(제59조), 국군통수(제61조), 계엄선포(제64조), 국군참모총장 

 국군총사령  임면권(제72조)이 있다.

21) 국방부, ꡔ한국 란1년지: 단기 4283년 5월 1일 起-단기 4284년 6월 30일止ꡕ(정훈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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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명령으로 공포된 통령령, 미국 국무부의 외교문서,23) 이승만의 기 

 평 ,24) 이승만과 직⋅간 으로 인연을 맺었던 외교 ⋅정치가⋅장군

들의 회고록  기,25) 그리고 쟁을 후하여 이승만을 보다 객 으

편찬회, 1951); 국방부, ꡔ한국 란2년지: 단기 4284년 7월 1일부터-단기 4285년 6월 30

일까지ꡕ(정훈국 사편찬회, 1953); 국방부, ꡔ한국 란3년지: 自 단기 4285년 7월 1일-至 

단기 4286년 7월 27일ꡕ(정훈부, 1954).

22) 공보처, ꡔ 통령 이승만 담화집(정치편)ꡕ(서울: 공보처, 1952); 공보처, ꡔ 통령 이승만 

담화집(경제⋅외교⋅군사⋅문화⋅사회편)ꡕ(서울: 공보처, 1952); 공보처, ꡔ 통령 이승

만 박사 담화집ꡕ(서울: 공보처, 1953).

23)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FRUS), 1946, vol. 

8, The Far East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FRUS, 

1947, vol.Ⅵ, The Far East, 1973; FRUS, 1948, vol.Ⅶ, The Far East and 

Australia, 1976; FRUS, 1949, vol.Ⅶ, The Far East and Australia, 1976; FRUS, 

1950, vol.Ⅶ, Korea, 1976; FRUS, 1951, vol.Ⅶ, Korea and China, 1983; FRUS, 

1952-54, vol.ⅩⅤ, Korea, 1984.

24) 유 익, ꡔ이승만의 삶과 꿈ꡕ, 1996; 金麟瑞, ꡔ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ꡕ, 1963; 

허정, ꡔ우남 이승만ꡕ, 1974; 로버트 올리버 지음⋅황정일 옮김, ꡔ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

만ꡕ, 2002; 란체스카 도  리 지음⋅조혜자 옮김, ꡔ이승만 통령의 건강ꡕ, 2006; 로

버트 T 올리버 著⋅朴日泳 譯, ꡔ大韓民國 建國의 秘話: 李承晩과 韓美關係ꡕ(서울: 啓明

社, 1990); 유 익 편, ꡔ이승만 통령 재평가ꡕ(서울: 연세 학교 출 부, 2006); 김장흥, 

ꡔ민족의 태양: 우남 이승만 박사 평 ꡕ(서울: 백조사, 1956); 김 원, ꡔ이승만 박사 ꡕ

(서울: 한미문화 회, 1958); 고정휴, ꡔ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ꡕ(서울: 연세 학교 출

부, 2004); 이인수, ꡔ 한민국의 건국ꡕ(서울: 촛불, 1988); Robert T.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New York: Dodd Mead and Co., 1960).

25) 허정, ꡔ내일을 한 증언ꡕ, 1979; 백선엽, ꡔ군과나ꡕ, 1989; 정일권, ꡔ정일권회고록: 6⋅25

쟁비록 쟁과 휴 ꡕ(서울: 동아일보사, 1986); 임병직, ꡔ임병직 회고록ꡕ, 1964; 조병

옥, ꡔ나의 회고록ꡕ(서울: 도서출  해동, 1986); 변 태, ꡔ나의 조국ꡕ(서울: 자유출 사, 

1956); 한표욱, ꡔ한미외교 요람기ꡕ(서울: 앙신서, 1984); 김정열, ꡔ김정열회고록ꡕ(서

울: 을유문화사, 1993); 짐 하우스만/정일화 공 , ꡔ한국 통령을 움직인 미군  하우

스만 증언ꡕ(서울: 한국문원, 1995); 육군본부 역, ꡔ 한 장군 밴 리트ꡕ( : 육군교

육사령부 자료지원처, 2001); 해롤드 노블 著⋅박실 역, ꡔ戰火속의 大使館ꡕ(서울: 한섬

사, 1980); Harry S.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 Vol.Ⅱ(Garden City, NY: 

Doubleday, 1956); Dean Acheson, The Korean War (New York: W. W. Norton, 

1969); Forrest C. Pogue, George C. Marshall: Statesman(New York: Penguin, 1987); J. 

Lawton Collins, War in Peacetime: The History and Lessons of Korea(Norwalk, Conn.: the 

Eastern Press, 1969); Matthew B. Ridgway, The Korean War (Garden City,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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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성과26)를 활용했다. 그리고 당시 신문도 

사실 이면의 내용을 악하는데 도움이 다.

2. 쟁 이  이승만의 반공노선과 방 략구상

(1) 이승만의 건국사상과 반공 민주주의 군 의 건설

이승만의 건국사상은 일반 으로 한민국 건국의 지도이념인 반일⋅반

Doubleday, 1967); William Manchester, American Caesar: Douglas MacArthur, 

1880-1964 (New York: Dell, 1978); Omar N. Bradley and Clay Blair, A General's Life: An 

Autobiography by General of the Army (New York: Simon & Schuster, 1983); Mark Wayne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New York: Harper and Bros., 1954).

26) 6⋅25 쟁 이  이승만의 한반도 략구상과 이에 따른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의 계에 

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할 것: 차상철, ｢미국의 한정책, 1945-1948｣, ꡔ한국사 시

민강좌ꡕ 38집(서울: 일조각, 2006), pp. 1-20; 李昊宰, ꡔ韓國外交政策의 理想과 實現ꡕ

(서울: 法文社, 1988), pp. 275-322; 로버트 올리버 지음⋅황정일 옮김, ꡔ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ꡕ, pp. 313-332; 김계동, ꡔ한반도의 분단과 쟁: 민족분열과 국제개입⋅갈

등ꡕ(서울: 서울 학교출 부, 2001), pp. 199-204; 로버트 T 올리버 著⋅朴日泳 譯, ꡔ大

韓民國 建國의 秘話: 李承晩과 韓美關係ꡕ, pp. 284-361. 6.25 쟁의 흐름을 미국의 정책

과 투사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할 것: James F. Schnabel,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72);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June- 

November 1950,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U. S. in 

the Korean War (Washington, D.C.: OCMH, 1990);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U. S. Army in the Korean War (Washington:, D.C.: OCMH, 

1966). 이승만의 휴 반 와 단독 북진통일에 한 미국의 반응은 다음 문헌을 참고할 

것: 홍석률, ｢한국 쟁 직후 미국의 이승만 제거계획｣, ꡔ역사비평ꡕ 26(1994년 여름), 

pp. 151-153; 김계동, ꡔ한반도의 분단과 쟁ꡕ, pp. 538-549; FRUS, 1952-54, vol.Ⅹ

Ⅴ, pp. 96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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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 국제평화주의, 사회균등주의 등과 동일시되고 

있다.27) 이승만이 가슴에 품었던 건국의 꿈은 모범  민주주의 국가, 반소

⋅반공의 보루, 평등한 사회, 모범  수교 국가, 그리고 문명부강한 나라

로 만드는 것이었다. 즉, 그는 한민국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최 한으

로 보장된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이

러한 신국가의 구체  정부형태로서 미국식 통령 심제를 선호했다.28)

이승만은 통령이 되기 훨씬 이 부터 반공주의자 다. 그의 반공노선

은 해방 후 냉  상황에서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청년시 부터 꾸

히 러시아에 한 경계의식 내지 반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는 이

러한 맥락에서 복 이후 반공주의를 내세웠다. 청년시  이승만의 반러의

식은 을 통해 표출 다. 그는 1898년 ꡔ 셩회회보ꡕ을 통해 “부산 도

를 러시아에 조차해 주려는 한제국 정부 내의 움직임을 통렬히 비 ”했

고, 1910년 ꡔ독립졍신ꡕ에서는 “러시아가 한반도에 해 일본 못지않은 침략

야욕을 지닌 험한 이웃”으로 보았다.29) 이승만의 반러의식은 1917년 볼

쉐비키 명을 공산정부가 들어서면서 반공사상으로 바 었다. 그는 공산주

의를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역하며 국민을 지배하려는 

사상체계’로 보고, 이를 따르는 정치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했다.30) 이승만

의 반공사상은 1933년 모스크바 방문 때 보았던 소련국민의 비참한 생활상

을 보고 더욱 굳어졌고, 제2차 세계  이후 소련이 동유럽 국가들을 

성국화 하는 것을 보고서는 공산주의에 한 경각심이 더욱 커졌다.31)

이승만은 복 후 귀국해서 잠시 조선공산당에 해 유연한 입장을 취했

다. 그러나 좌우익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산당과의 결이 불가피해지자 

27) 리인수, ꡔ 한민국의 건국ꡕ, pp. 127-129.

28) 이주 , ｢이승만과 기독교｣, ꡔ미래한국ꡕ, 2005년 4월 16일; 유 익, ꡔ이승만의 삶과 꿈ꡕ, 

p. 225.

29) Ibid., p. 221.

30) 리인수, ꡔ 한민국의 건국ꡕ(서울: 촛불, 1988)), p. 131.

31) 유 익, ꡔ이승만의 삶과 꿈ꡕ, 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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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1945년 12월 19일 ｢공산당에 한 나의 입장｣이라는 연설을 통해 

“극좌 공산당원들을 소련의  세계  화 정책에 농락당한 반민족  이

기주의자”로 낙인 고 그들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즉, 이승만은 공산주의자

들이 민족보다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조국을 소련의 속국’으로 만들려 한다

고 했다. 이승만은 좌우합작이란 것은 이론상 그럴 듯하지만 공산당만 이

롭게 한다고 믿고, 이를 따르는 자들을 경원시했다.32) 나아가 그는 미국이 

소련과의 조를 우선시한 나머지 한국인에게 무분별한 좌우합작을 강요하

면, 한반도에 폴란드의 루블린(Lublin) 정권과 비슷한 친소 괴뢰정권이 탄

생하게 될 것이고, 결국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사이에 내 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33) 그는 한국에서의 반공운동은 ‘세계 모든 자유민들의 

싸움’34)으로 표 했다. 이 듯 이승만의 반공주의는 건국 후 국시(國是)가 

고, 국군도 반공민주주의 군 로 성장했다.

정부 수립 이후 국군은 건군의 이념  토 로 헌법 문에 나타난 자유

민주주의, 국제평화주의, 자주독립정신, 의병⋅독립군⋅ 복군의 민족 항쟁

정신, 그리고 반공정신을 근간으로 삼았다.35) 한 국군은 군내부에 침투

한 좌익세력의 발호로 1948년 10월에 ‘여⋅순10⋅19사건’이 터지자 숙군을 

단행하면서 정신 력 강화에 노력했다. 이에 국군은 6⋅25 쟁 기 낙동

강 선으로 리는 불리한 황에도 불구하고 국 국민당의 군 처럼 부

32) 김도 , ｢이승만노선의 재검토｣, 송건호 외, ꡔ해방 후사의 인식ꡕ(서울: 한길사, 1979), 

p. 311; ꡔ서울신문ꡕ, 1945년 12월 21일; 許政, ꡔ내일을 한 證 ꡕ(서울: 샘터사, 

1979), pp. 131-139.

33) Syngman Rhee, “memorandum-June 10, 1945"; “ꡔMemorandumꡕ-June 11, 1945"; 

“Secret Agreement(dated June 13), 1945"(이화장 소장 문서); 유 익, ꡔ이승만의 삶

과 꿈ꡕ, p. 202에서 재인용.

34) 김 섭 편, ꡔ이 통령 훈화록ꡕ, p. 40.

35) 건군이념은 국방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군 지도지침으로서 정병양성을 한 사병제

일주의로 제시 다. 사병제일주의란 사병 개개인의 자질을 조속히 향상시켜 국군 체의 

질  수 을 평 화함으로써 선진 민주국가의 우수한 군 와 등한 자질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국방군사연구소, ꡔ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ꡕ(서울:국방군사연구소, 1995),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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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의 집단 투항과 같은 자멸  상황을 래하지 않았다.36)

(2) 이승만 정부의 연합국방과 미국의 철군정책

정부 수립 이후 국방정책의 기본 방향은 연합국방(聯合國防)이었다. 이에 

해서는 국군통수권자 차원에서 강조 다. 연합국방은 “국제공산주의 세력

을 가상 으로 상정하고 이에 비하기 해 국방역량을 미국을 심으로 

하는 민주진 과 연합하는 것”이다.37) 먼 ,  국방부장 은 그의 취임

사에서 “국제 공산세력의 팽창에 응하기 해 미국을 심으로 한 서방

진 의 군사역량을 규합해야 하고, 한반도 쟁에 비해 미군의 작 지원

이 가능하도록 연합국방을 기본축으로 하기 해 [한국은] 지상군을 육성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38) 김홍일(金弘壹) 장군도 “ 의 특성을 단순한 

무력 이 아니고, 정치⋅경제⋅무력⋅문화⋅외교⋅사상의 총력 이고 …  

국제 으로 침략 선이 생기면 반침략 선이 생겨 경제⋅정치⋅군사 세 

가지를 종합한 립  국제연합 투체제가 형성되기 때문에 쟁은 2

개 국가간의 단순 쟁에서 집단과 집단간의 연합 쟁으로 변천하게 된다. 

[따라서] 일국의 총력국방은 국제간의 연합국방으로 변형된다”고 말했다.39) 

이승만도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선포기념식에서 “모든 우방들의 호의

와 도움이 없이는 우리[한국]의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한미간의 친선

만이 민족생존의 건”이라고 말하면서 한미 계의 요성을 강조했다. 반

공주의에 사상  근원을 두고 있던 그로서는 국제공산주의를 가상 으로 

하는 한국이 살아남기 해서는 미국과의 연합국방이 실했던 것이다.40)

36) 國防部, ꡔ國防史ꡕ (서울: 사편찬 원회, 1984), p. 146.

37) 國防部, ꡔ韓國戰爭史: 解放과 建軍ꡕ (서울: 사편찬 원회, 1967), p. 310.

38) 國防部, ꡔ國防史ꡕ , p. 147.

39) 白奇寅, ꡔ建軍史ꡕ(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266-267.

40) 國防部, ꡔ國防部史ꡕ 第1輯,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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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듯 건국 직후의 국방정책과 략은 반공민주주의 군 를 육성하고, 이

를 통해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효과 으로 처하는 것으로 결집 다. 

한 연합국방을 통해 미국을 심으로 자유진 국가와의 군사역량을 규합하

고, 한반도에서 쟁이 발발할 경우를 비하여 미군과의 공동작 을 고려해 

군사외교활동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승만의 반공민주주의 군  건설과 미국

과의 연합을 상정한 연합국방도 미국의 소극 인 한정책으로 그 목 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여기에는 미국 국방부의 쟁계획과 국무부의 쇄정책

이 지향하는 바가 달랐고, 이에 따른 한반도에 한 낮은 략  평가,41)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장차 에 한 쟁 양상에 한 오  때문이었다.

제2차 세계  이후 미국은 소련의 팽창 에 맞서 국무부로 하여  

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수립하게 하고, 합동참모본부로 하여  

소련과의 쟁을 상정한 쟁계획(emergency war plan)을 수립하도록 했

다. 국무부가 마련한 쇄정책은 소련의   침략에 비코자 소련 주

변부에 소 쇄선을 설정하여 소련이 이 선 밖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에서 후 미⋅소간에 설정된 한반도의 38도선은 

소련의 침략을 지할 쇄선이었다.42) 이에 반해 합동참모본부가 마련한 

쟁계획에 의하면 미국은 극동에서 일본을 방어하기 해 도서방 략

(off-shore defensive perimeter strategy)을 채택했다. 이 략의 핵심은 

알류산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도서방 선으로 일명 극동방

선으로 지칭 다.43) 극동방 선은 미국이 소련과의 면 시 극동에서 

41) 1947년 4월 29일 미국 합동 략분석 원회(JSSC: Joint Strategic Survey Committee)

가 작성한 ‘국가안보 면에서 본 미국의 외원조’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지원 우선순 에서는 18개국 가운데 5 고(Report by the Joint Strategic Survey 

Committee, “U. S. Assistance on Other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FRUS, 1947, vol.Ⅵ, pp. 736-750), 안보 우선순 에서는 16개국 가운데 15 으며, 

이 둘을 종합한 우선순 에서 한국은 16개국 가운데 13 다(JCS 1769/1, “United 

States Assistance to Other Countries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FRUS 1947, Vol.Ⅰ: General; The United Nations, pp. 738-750).

42) 남정옥, ｢미국의 국가안보체제 개편과 한국 쟁시 쟁정책과 지도｣,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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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공격을 막아내는 최후 방어선으로 이는 소련과의 면 이 발생해

야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쇄정책에 나타난 쇄선인 38도선과 미 합참의 쟁계획 상에 

나타난 극동방 선 간에는 개념 차이가 있었다. 쇄선은 소련과의 면

이 아닌 상태에서도 터키나 그리스에서처럼 소련의 세력 팽창을 지하는 

선인 반면, 극동방 선은 쟁이 일어났을 때에만 효력이 발생되는 군사방

어선이었다.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 것도 쟁계획 상에 소련과의 

면 쟁이 벌어지면 미국은 한반도의 쇄선인 38도선을 령하는 것이 아

니라 극동방 선을 령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군 를 

주둔시킬 필요가 없었다.44)

한 쟁 이  미국의 고  정책  략가들은 한국 안보에 한 

을 외부에 의한 면 인 군사  침공이 아니라, 당시 태평양 상의 모든 

국가가 안고 있는 체주의 세력에 의한 복활동이나 침투 등을 더 우려

했다.45) 이는 애치슨이 1950년 1월 12일 연설에서, “태평양 지역의 다수의 

나라들이 직 인 군사  공격보다는 내부의 경제  곤란, 사회  혼란 

때문에 공산권으로부터의 복 행 , 침투행 에 취약할 것이다”라고 말하

고 있는 데에서 잘 알 수 있다.46) 즉, 애치슨은 미국의 극동방 선에서 한

국과 만을 포함시키지 않은 신에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등 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외부의 침략  보다는 내부의 경제  혼란과 복  

침투 등과 같은 국내의 내부혼란을 더 인 것으로 평가했다.47)

그러므로 한국문제에 직 인 련이 있던 미국 국무부와 육군부는 주

한미군 철수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한 략  평가와 아울러 

43) Ibid., p. 49.

44) Ibid., pp. 65-66.

45) Ibid., p. 64.

46) Dean G. Acheson, “Crisis in Asia-An Examination of U. S. Policy," Department 

State Bulletin, vol. 22. 551, January 23, 1950, p. 116.

47) 남정옥, ｢미국의 국가안보체제 개편과 한국 쟁시 쟁정책과 지도｣,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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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에 한 군사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이와 같은 태평양 상의 

략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이후 한국 

안보에 결정 인 향을 미치게 다. 미국은 이러한 략  인식에 바탕

을 두고 한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미국은 한국을 방 하는데 

있어 면 쟁과 같은 외부의 규모 침공을 해서가 아니라, 치안유지와 

38도선에서의 무력충돌과 같은 소규모 국경분쟁에 처할 수 있는 정도의 

한국군을 육성하고자 했다.48)

그 결과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후 외부의 침략공격에 필요한 무기를 지

원하지 않고 내부의 혼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극 인 군사원조만을 실

시하게 다. 한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소규모 국경충돌 내지는 

치안유지에 합한 방어  성격의 군  육성에 을 두었다. 이를 해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 한국군의 훈련에 필요한 군사고문단만 남겨 

놓게 고, 무기  장비에 한 원조도 투기나 차 등과 같은 공격용 

무기가 아닌 방어용 주의 군사원조를 실시했다. 특히 미국은 미국 스스

로가 한반도를 략 으로 낮게 평가해서 철수한 한국에 해 소련이 장차 

미국과의 면 을 치를지도 모를 침략 쟁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했다.

(3) 주한미군 철수 이후 이승만의 방 략구상

한국은 정부 수립과 함께 미국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연합국방을 수립하

여 미국과의 군사우호동맹을 맺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승만의 노

력은 1949년 6월 말 주한미군 투부 의 완  철수로 새로운 환 을 맞

게 다. 주한민군의 철수는 쟁 이  수립된 미국의 쟁계획에 따라 이

루어졌다.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수립한 쟁계획에 한반도가 쟁지역에서 

48) Ibid.,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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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됨에 따라 한반도의 략  가치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제2차 세계  이후 동원해제로 병력이 부족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략  우선순 가 보다 높은 지역으로 병력을 환했다.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에서 여러 차례에 거쳐 논의와 수정을 거치며 결정 다. 최  주

한미군 철수 결정은 1948년 4월 2일 국가안보회의가 NSC-8에서 그 해 12

월 31일까지 철군을 완료하도록 결론을 내렸다.49) 그 후 구체 인 철군계

획은 9월 15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1월 15일에 완료하도록 수정 으나, 철

군은 계획 로 1948년 9월 15일부터 시작 다.50) 그러나 철군 과정 에 

일어난 여⋅순10⋅19사건이 일어나자 미국은 한국안보에 다소 불안을 느

고, 이승만을 비롯한 정부  국회에서도 이때를 놓치지 않고 미군 주둔을 

다시 요청하게 다.51)

이에 따라 미 육군부는 1948년 11월 15일에 극동군사령  맥아더(Dou-

glas MacArthur) 장군에게 1개 연 규모의 투부 만 무기한 잔류시키되 

7,500명을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52) 그러나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가 

한국을 승인하고, 12월 25일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수를 완료했다는 성명이 

발표되자 미국도 주한미군 철수를 다시 논의하게 다. 그 결과 미국 국가

안보회의는 1949년 3월 22일 NSC-8/2를 통해 1949년 6월 30일까지 주한미

군 철수를 완료하는 신 한국에 군사장비 이양과 함께 군사고문단 설치, 

100,400명(육군 65,000명, 해군 4,000명, 경찰 35,000명)의 병력을 지원하

49) FRUS, 1948, vol.Ⅵ, pp. 1163-1169.

50) 미 육군부의 최  ‘주한미군 철수계획(CRAPAPPLE)’은 1948년 8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2월 15일까지 완료한다는 것이었다(FRUS, 1948, vol. Ⅵ, p. 1209). 여기서 철수기

인 8월 15일은 한국정부가 7월 1일에 수립될 것이라는 단에 따른 것이었으나, 실제로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자 미 육군부는 철군일자를 30일 연기하도록 결정했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는 9월 15일 시작하여 1949년 1월 15일 완료되도록 수정 다(Plan 

CRABAPPLE, 18 June 1948, DA, P&O 091 Korea TS(18 June 48), RG319, NA).

51) ꡔ동아일보ꡕ, 1948년 11월 20일⋅21일.

52) Saltzman to Wedemeyer(1948.11.9), FRUS, 1948, vol.Ⅵ, p.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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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결정했다.53)

미국은 NSC에서 결정된 주한미군의 철수사항을 1949년 5월 17일에야 무

(John J. Muccio) 사를 통해 이승만에게 알려줬다.54) 이때 이승만은 

한국의 안보에 필요한 방 략 구상을 무  사에게 제의했다. 이승만은 

자신의 구상이 주한미군을 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했

고,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실 될 경우 쟁억지력을 갖게 될 것으로 단

했다.55) 이승만의 략구상은 첫째 서양조약(Atlantic Pact)과 유사한 태

평양조약(Pacific Pact)의 체결, 둘째 한⋅미 는 다른 국가를 포함한 상

호방 (mutual defense) 정의 체결, 셋째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

修好通商條約) 가운데서 미국의 우호조항(amity clause)을 재확인해  것

을 요구했다.56)

이승만이 태평양동맹을 본격 으로 추진한 것도 주한미군 철수가 임박해 

질 때 나온 북 서양조약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서유럽에서 소련의 침략에 

한 집단안 보장책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유럽 16개국이 1949년 3

월 18일 북 서양조약(North Atlantic Treaty)을 체결한데 이어,57) 그 해 

4월 4일 워싱턴에서 북 서양조약에 한 조인식을 하자 태평양동맹을 실

53) NSC-8/2(1949.3.22), FRUS, 1949, vol.Ⅶ, Part 2, pp. 969-978.

54) 1949년 5월 17일 무  사는 로버츠 군사고문단장과 드럼라이트 참사 을 동하고 이

승만을 방했고, 통령과 환담하는 자리에는 한국의 국무총리, 외무부장 , 국방부 장

이 배석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무  사는 이승만에게 1949년 6월 30일 주한미군 1

개 연 투단이 완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말 신에 앞으로 수주일 내에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he A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9.5.17), FRUS, 1949, vol.Ⅶ, Part 2, p. 1029.

55) 이승만은 무 로부터 주한미군 철수 통보를 받기 약 1개월 에 주한미군 철수에 한 

비책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주한미군 철수 가로 미국에게 20만 군 를 무장

시킬 장비와 1백 의 비행기를 요청하는 동시에 북으로부터 공격이 있을 경우 한국의 독

립과 안 을 보장하는 한⋅미간의 정체결을 요구했다. ꡔ동아일보ꡕ, 1949년 4월 15일.

56) The A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9.5.17), FRUS, 

1949, vol.Ⅶ, Part 2, pp. 1029-1030.

57) ｢北大西洋條約 다음에 올 것｣, ꡔ朝鮮日報ꡕ, 1949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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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노력했다.58) 이승만은 이미 통령 개인특사로 미국에 간 조병옥

(趙炳玉)과 주미한국 사 장면(張勉)에게 태평양동맹 결성을 미국 정부에 

제안하도록 지시한데 이어,59) 통령 자신도 이의 실 을 한 활동에 들

어갔다.

이승만은 1949년 5월 2일 트루먼 통령에게 한미방 군사 정 체결과 함

께 북 서양조약과 같은 태평양동맹을 요청했다.60) 5월 11일에는 주미자유

국 사가 태평양동맹 결성을 애치슨 국무장 에게 정식으로 제의했고, 여

기에 태평양 연안국가인 필리핀과 호주의 유엔 표들도 동조하고 나섰다. 

그  필리핀의 유엔 표 로물로(Carlos P. Romulo) 장과 필리핀 통

령 키리노(Elpidio Quirino)이 태평양동맹 결성에 열성 이었다.61) 한국에

서도 그 해 5월 18일과 5월 20일에 임병직(林炳稷) 외무장 과 이승만이 

각각 반공진 의 결성체로서 태평양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62)

한편 태평양동맹 결성에 극성을 보인 사람은 국의 국공내 (國共內

戰)에서 공산군에 려 패색이 짙어가고 있던 장개석 국민당 총재 다. 장

개석은 태평양동맹 결성을 하여 직  련국을 방문하는 외교활동을 벌

다. 장개석은 1949년 6월 12일 개인자격으로 필리핀을 방문하여 키리노 

58) ꡔ朝鮮日報ꡕ, 1949년 5월 3일.

59) 조병옥은 통령 개인특사 겸 유엔 표단장으로 1949년 3월 14일에 미국에 견 고(ꡔ朝

鮮日報ꡕ, 1949년 3월 25일),  주미한국 사로 임명된 장면은 1949년 3월 25일 트루

먼 통령에게 신임장을 정했다. 이 두 사람은 이승만의 지시로 미국과의 군원 교섭을 

비 리에 진행했다. 이들의 특별임무 속에는 태평양동맹 교섭도 있었다. 조병옥은 3월 

24일 애치슨 국무장 을 만나 군사원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했고, 장면과 조병옥은 4월 

2일 웨드마이어 장군을 방하고 한국방 문제와 한군사원조를 역설했다. 4월 5일에는 

미하원외교분과 원장 키(Kee)를 만나 한군원과 태평양동맹을 제안했다. 장면 사는 

이승만의 지시로 6월 27일 트루먼 통령을 방하고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과 태평양

조약 체결을 요청했다. 朴實, ꡔ韓國外交秘史ꡕ(서울: 麒麟苑, 1980), pp. 92-99; 서울신

문특별취재  편, ꡔ韓國外交秘 ꡕ(서울: 서울신문사, 1984), pp. 205-210.

60) ꡔ朝鮮日報ꡕ, 1949년 5월 3일.

61) FRUS, 1949, vol.Ⅶ, Part 2, pp. 1123-1128, 1142-1143.

62) ꡔ朝鮮日報ꡕ, 1949년 5월 19일; ꡔ朝鮮日報ꡕ, 1949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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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과 태평양동맹에 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 해 7월 6일에는 한국을 

비공식 방문하여 진해에서 이승만과 태평양동맹에 해 논의했다.63) 그 해 

7월 10일 장개석은 키리노 통령의 청을 받고 필리핀을 방문하여 피서

지 바기오(Baguio)에서 아시아 반공블록으로서의 태평양동맹 결성을 제의

했다.64)

장개석-키리노의 태평양동맹 회담에 가장 고무된 사람은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은 그 해 8월에 장개석과 키리노를 한국에 청했다. 태평양동맹 문

제로 한국⋅필리핀⋅자유 국은 긴 한 계를 유지하게 고, 이 과정에서 

한국과 자유 국은 정식으로 외교 계를 수립하게 다.65) 장개석은 이승

만의 청으로 1949년 8월 6일 진해(鎭海)를 방문하여 이승만과 태평양동

맹을 논의했다.66) 그러나 8월 6일 미국 정부가 ｢ 국백서(the White Paper 

on China)｣를 발표하여 무능하고 부패한 장개석 정부를 더 이상 원조할 

가치가 없다고 함으로써 이 회담에 찬 물을 끼얹었다. 이에 이승만-장개석 

회담은 태평양동맹이 국제공산주의 지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는 공동성

명서만 남기고 8월 8일 끝났다.67) 그 후 미국의 간섭으로 필리핀의 키리노 

63) ꡔ朝鮮日報ꡕ, 1949년 7월 8일.

64) The Charge in the Philippines(Lockett) to the Secretary of State(1949.7.8), FRUS, 

1949, vol. Ⅶ, Part 2, pp. 1151-1152.

65) ｢韓⋅中關係의 新 展開｣, ꡔ朝鮮日報ꡕ, 1949년 7월 17일. 한편 1949년 7월 28일 주한  

국 사 소육린(卲毓麟)이 이승만에게 신임장을 정했다. 이승만은 신임장을 받은 뒤 

소육린 사를 별살로 안내하여 장개석의 방한문제를 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개석의 방

한일정이 8월 6일부터 8일까지, 그리고 장소는 진해로 결정 다.  태평양동맹에 한 

추진계획과 장개석의 서도 달 다. 朴實, ꡔ韓國外交秘史ꡕ, p. 110.

66) 이승만과 장개석간의 진해회담에 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할 것. 오진근⋅임성채 공

, ꡔ해군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 가슴 넓은 사나이의 사랑이야기ꡕ(상)(서울: 한국해

양 략연구소, 2006), pp. 260-271; 朴實, ꡔ韓國外交秘史ꡕ, pp. 108-117; 서울신문특별

취재  편, ꡔ韓國外交秘 ꡕ, pp. 187-197; 邵毓麟, ｢使韓回憶 ｣, ꡔ政經硏究ꡕ 164호

(1978.10), 165호(1978.11). 

67) The A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9.8.8, 1949.8.12), 

FRUS, 1949, vol.Ⅶ, Part 2, pp. 1184-1185; The A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9.9.19), FRUS, 1949, vol. Ⅶ, Part 2, pp. 1080-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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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과 로물로 유엔 표가 태평양동맹에서 빠지자 이승만과 장개석이 주

도했던 태평양동맹은 힘을 잃게 다.68) 

한편 이승만은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한반도에서 안보공백을 메우기 

해 진해를 미국의 해군기지로 제공하겠다고 제의했다. 이승만은 진해항 교

섭을 해 그의 정치고문인 리엄스(J. J. Williams)를 앞세웠다. 리엄

스는 1949년 6월 순 미국 퇴역해군제독 코 만(Kauffman)을 만나 진해 

해군기지의 재 건립과 한국 해군장교 양성을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

당했다. 그 후 리엄스는 미국 해군참모총장 덴펠드(Louis E. Denfeld)

와 진해 해군기지 문제를 놓고 교섭했으나 실패했다.69) 이승만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1949년 7월 8일 빈포드(T. H. Binford) 제독이 이끄는 태평양

함  소속의 미군함 의 한국방문을 기회로 손원일(孫元一) 해군총참모장

에게 태평양함 사령  래드포드(Arthur W. Radford) 제독에게 편지를 쓰

게 했다. 손원일 제독은 7월 18일 래드포드 제독에게 미 함 의 방문에 감

사를 표시하면서 진해를 비롯해 부산과 인천 등의 항구를 기지로 제공하겠

다고 했으나, 이것마 도 실패했다.70)

한 이승만은 1949년 5월 2일 북 서양조약 결성에 즈음하여 “미국이 

한국과 군사방 동맹을 체결할 경우 한국의 국내치안 유지에 크게 도움이 

되고, 아시아에서의 반공투쟁에도 좋은 향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

나 미국은 “방 동맹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71) 나아가 무 도 5

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제퍼슨 통령 이래 어느 국가와도 상호

방 동맹을 체결한 일이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동맹체결의 가능성을 부정했

다.72) 이 문제는 1950년 1월 12일 애치슨 국무장 이 한국이 미국의 극동

방 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3월 8일 이승만은 “국무부는 재의 

68) 李昊宰, ꡔ韓國外交政策의 理想과 現實ꡕ, pp. 304-311.

69) Ibid., pp. 296-297.

70) 朴實, ꡔ韓國外交秘史ꡕ, pp. 95-96.

71) ꡔ朝鮮日報ꡕ, 1949년 5월 3일.

72) ꡔ朝鮮日報ꡕ, 1949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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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 선 개념을 바꾸어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73) 

이외에도 이승만은 북한과 우리 국민에 미칠 심리  효과를 고려하여 각 

군이 방 할 필요할 만큼의 력을 갖추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74) 미국

은 한국의 산악지형에 차가 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75) 이승만이 기

도하는 북진통일에 이들 무기가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제공하지 않았다. 

1950년 1월 로버츠(William L. Roberts) 군사고문단장은 성명을 통해 “한

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경제⋅군사원조를 모두 단할 것이다 … 

미군이 철수할 때 한국군에게 이월한 무기는 차와 비행기를 제외한 소

구경의 포를 포함한 방어무기들로서 이는 남한이 무력통일을 해 쟁

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한 것”76)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 듯 이승만의 한반도 방 략구상은 미국의 오해  무 심으로 실

되지 못했다. 쟁 이  이승만은 아무런 비 없이 그  쟁을 기다리

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쟁억지를 해 국군을 아시아 최고의 반공 군

로 육성하고, 주한미군 주둔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의 소극  한 

정책과 략으로 이의 실 이 불가능해지자 태평양동맹과 한미동맹, 진해기

지 제공, 그리고 국군 증강을 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이 미국

의 반 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이승만의 쟁 이  한반도 방 략 

구상은 쟁을 거치며 모두 실 되었는데, 이는 이승만의 실 국제정치인

식에 따른 정확한 단과 기 리능력을 확인해 주는 증좌(證左)라 아니 

할 수 없다.

73) 로버트 올리버 ⋅황정일 역, ꡔ신화에 가린 이승만ꡕ, p. 317.

74) Ibid..

75) 1949년 10월 한국 국방장 은 미국에 M-26 차 189 를 요청했으나 한국의 지형과 도로 

조건을 들어 반 했다(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6).

76) Report of UNTOCK covering period 15 December 1949-4 September 1950, UN 

Document, A/1350 (New York, 1950),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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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 발발 후 이승만의 쟁목표와 수행방식

(1) 이승만 통령의 쟁수행목표

이승만이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쟁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

이었을까? 이승만은 평생을 국권회복과 수호를 해 노력했다.77) 이승만에

게 있어서 국권회복은 일제강 기로부터 건국 이 까지의 목표 고, 국권수

호는 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한반도에서 통일된 자주 민주국가가 건

설될 때까지의 목표 다. 이승만은 국권수호 이외의 문제들은 모두 부차

인 것으로 보았다. 국민의 복리증진도 주권이 굳건해진 다음에야 가능하다

고 생각했다. 한 한반도에 향력을 행사하는 외국정부도 모두 자국의 

이익에 우선하여 행동한다는 에서 북한을 차지한 소련도 일본이 한국을 

령했을 때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탁통치나 군정을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외세의 착취수단으로 여겼다.78)

이승만은 국권회복을 해 통령이 되기 이 에는 항일독립운동을 했고, 

 복 이후 미⋅소의 냉 구도 하에서는 한반도의 완 한 자주⋅민주⋅

통일국가의 수립이 어렵다고 보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통한 국권회

복에 노력했고, 통령이 된 후에는 국권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즉, 이승만

은 정부수립 이후 추진되었던 연합국방에 기 를 두고서 주한미군 주둔, 

한미동맹, 태평양동맹, 국군의 력증강,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한국방 보

장의 선언을 얻고자 노력했다. 물론 이승만의 완 한 국권수호는 유엔의 

한반도통일안이자 미국의 한정책목표인 한반도에서의 통일⋅자주⋅독립

된 한국(a united, self-governing, sovereign Korea)이었다.79) 

77) 로버트 올리버 ⋅황정일 역, ꡔ이승만: 신화에 가린 인물ꡕ, p. 309.

7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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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볼 때 이승만의 국권수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

, ‘ 의의 국권수호’는 유엔감시하에 남한지역에서 실시되어 수립된 한

민국의 국권을 공산침략으로부터 지키는 것이고, ‘ 의의 국권수호’는 한

민국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에 통일된 자주 민주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제헌헌법에 명시된 ‘ 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1조)’이라는 국체

와 정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 한민국의 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로 한다(헌법 제4조)’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쟁이 일어나자 이승만은 의의 국권수호(북진통

일)를 쟁수행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해 매진했다. 이승만이 국가원수로

서 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쟁을 통해 얻고자 했던 국권수호는 그의 쟁

지도의 핵심이었다.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이승만의 국권수호라는 쟁목

표는 북진정책 는 북진통일로 정립 다.80)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달성하

기 해 국군에게 내린 38도선 돌 명령, 38도선 무용론, 압록강  두만강

으로의 진격, 국군단독의 북진 등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그 기 때문

에 이승만은 이에 해서는 조 도 양보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미국이나 

유엔, 그리고 유엔군으로 참 한 자유 우방국도 외가 되지 못했다. 이승

만이 쟁수행 과정에서 보여  북진통일에 한 지나칠 정도의 집념과 무

79)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the Problem, NSC-8 

(1948.4.2), p. 1.

80) 주한미군 철수 이후 이승만에게 있어 북진통일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국가 생존 략이었

다. 당시 차나 투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의 력으로 볼 때 이승만의 북진

정책 내지는 북진통일론은 허황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북진통일을 내

세웠던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그 하나는 북한과의 정통성 경쟁에서 우 를 차지하

기 한 정치  선 도구로 활용하기 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시

에서 철군에 따른 미국의 보장  군사지원을 얻기 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 

북진통일은 미국의 반발과 경계를 불러오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김일 , ｢6⋅25 쟁 직

후 한미동맹의 성립과 의의｣, 국가보훈처 편, ꡔ학술논문집: 나라사랑 국가수호정신ꡕ(서

울: 국가보훈처, 2005), pp. 354-356. 따라서 이승만의 실 성 없는 이러한 북진정책을 

‘공갈(恐喝, Bluff)'정책으로 혹평하기도 한다. 李昊宰, ꡔ韓國外交政策의 理想과 現實ꡕ, 

pp. 35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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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수를 둔 외교 행보가 부담이 되기도 했다. 국의  수상 처칠(Winston 

Churchill)은 “ 국이 이승만을 한 북한 정복 쟁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미국이 이승만의 북진정책에 동조할 때는 “미국을 좌지우지하면

서 미국을 자신의 정치 쇼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81)

하지만 이승만이 쟁수행목표를 달성한 데에는 근본 으로 한계가 있었

다. 그것은 한민국 건국의 후견인이자 쟁의 주도국으로 한국을 물심양

면으로 지원했던 미국의 쟁수행정책과 략 속에 담긴 정책  제한 요소 

때문이었다. 미국이 쟁에 참 하면서 표방했던 쟁목표는 쟁이  상태

의 회복이었다.82) 그러나 미국의 쟁수행의 제조건은 제3차 세계 의 

방지 고, 미국은 이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다.83) 미국의 쟁지도부도 

소련과의 면 을 피하기 해 북진할 때도 “소련이나 공이 개입할 징

후가 없을 경우에만 국한 한다”라는 단서를 달았다.84) 인천상륙작  이후 

38도선을 돌 할 때 미국의 쟁지도부는 “소련이나 공이 개입이 없을 

경우에 한 해서 북진을 실시하도록 했고, 그것도 소만 국경지역에서는 한

국군이 담하도록” 지시했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이다.85) 그러나 공군

81) 로버트 올리버 ⋅황정일 역, ꡔ이승만: 신화에 가린 인물ꡕ, p. 342.

82) UN Security Council res. 82(S/1501), 25 June 1950; UN Security Council res. 

83(S/1511), 27 June 1950; Sydney D. Bailey, The Korean Armistic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2), pp. 209-210.

83) The Position and Actions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Possible Further 

Soviet Moves in the Light of the Korean Situation, NSC-73, July 1, 1950.

84) A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by the Executive Secretary on United 

States of Action with respect to Korea, NSC-73/4, August 25, 1950.8.25; FRUS, 

1950, Vol.Ⅰ, pp. 375-389;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A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50-1951, vol.Ⅲ: The Korean War (Washington, 

D.C.: Office of Joint History,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CS:1998), p. 97.

85) Division of Historical Policy Research, Department of State, American Policy and 

Diplomacy in the Korean Conflict, Part 6, p. 118; FRUS, 1950, Vol. Ⅶ, p. 785; 

The Secretary of Defense(Marshall) to the Commander in Chief, Far East 

(MacArthur), September 29, 1950, FRUS, 1950, Vol. Ⅶ, p.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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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입하자 미국의 쟁수행목표는 “미국이 한국에서 최종 으로 달성하고

자 한 통일⋅자주⋅민주 한국이 실 으로 어렵다고 보고, 신 38도선을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 휴 정을 체결한 뒤 당한 시기에 한국군을 제

외한 외국군을 철수시키되 북한의 남침에 비하여 한국군의 력을 증강

시킨다”는 것으로 선회했다.86) 실제로 미국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휴 반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 정책에 따라 공산측과 휴 정을 체결하게 

다.

이 듯 이승만의 북진통일로 표되는 쟁수행목표는 미국의 쟁목표

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직 인 향을 받았다. 즉, 미국의 쟁목표

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련이나 공이 개입할 징후가 없을 경우에는 한미 

양국이 공동의 쟁목표를 달성하기 해 38도선 돌   한만국경으로의 

북진을 결행했다. 그러나 공의 직 인 개입 는 소련이 제3차 세계

을 감수할 의도가 있다고 단될 때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철수 내지는 

38도선에서의 휴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한미간 갈등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국군 단독으로 실 가능성이 없는 북진통일을 포기하는 가로 

미국으로부터 후 한국의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한미상호방 조약과 

한국군 증강에 한 지원을 얻어냈다.

(2) 이승만 통령의 쟁수행방식

6⋅25 쟁은 국가  기뿐만 아니라 안보  경제  측면에서 자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통수권자 이승만에게 크나큰 기 다. 그는 북한의 

침공을 받고 한민국의 힘만으로는 ‘ 의의 국권수호’마 도 어렵다고 생

각했고, 미국의 참 과 유엔의 력을 얻고자 노력했다. 그는 이것을 국가

86) United States Objectives, Polices and Courses of Action in Asia, May 17, 1951, 

FRUS, 1951, Vol.Ⅶ, pp. 43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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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요한 일이라고 단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

에 최선을 다했다. 이를 해 이승만은 쟁 당일부터 쟁의 해결의 근본

 치유책이 될 미국의 군사지원을 얻는데 힘썼다. 이승만은 국내문제  

군사상의 작 지도에 해서는 국방장 과 육군총참모장에게 임했고, 자

신은 미국의 지원을 얻기 한 시외교에 심 을 기울 다. 이승만은 무

 미국 사, 장면 주미 사와 한표욱(韓豹 ) 참사 , 극동군사령  맥아

더 장군 등과 긴 한 을 통해 한국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이승만은 쟁 당일인 6월 25일 오  11시 35분에 무  미국 사의 방문

을 받고 쟁사태에 한 요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승만은 쟁 발발 약 

7시간 만에 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지를 무 와의 회담에서 밝혔

다. 그는 “국군에게 시 히 필요한 소총과 탄약을 미국에게 요청하면서 서

울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들을 총력  태세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특

히 그는 “한국이 제1차 세계 의 배경이 되었던 제2의 사라 보(Sara-

jevo)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 기를 이용하여 호의 기회가 될 ‘한국

의 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서 그는 “미국의 

여론이 공산주의 침략에 더욱 강력하게 응하고 있다”고 덧붙 다. 다음은 

무 사가 이승만과의 화 내용을 그 날 14시에 문을 통해 국무장 에

게 보고한 것이다.

  내[무 ]가 보기에 통령[이승만]은 상당히 긴장한 듯 보 으나 태연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나는 통령에게 [경무 에] 오기 직 에 육군본부를 

방문했는데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참모부와 미고문단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나는 10시에 연합군최고사령 (SCAP: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에게 한국 상황을 알려주었다. 통령은 나에

게 한국은 더 많은 무기, 즉 소총과 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령은 

한국정부에는 암호장비가 없기 때문에 맥아더 장군에게 [이 사실을] 알리

지 못했다고 말했다.

  … 나는 통령에게 미고문단이 38도선의 모든 한국군 사단에서 함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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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의 사기에 도움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령

은 이 사태를 논의하기 해 14시에 국무회의(a cabinet meeting)를 개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통령은 서울에 계엄령(martial law) 선포를 

고려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말했다. 통령은 필

요할 경우 모든 남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돌멩이나 몽둥이이라도 들고 나

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호소해 왔다고 말했다. 통령은 국민들이 이런 방

식을 택해서라도 그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통령은 무기

와 탄약이 가용하다면 국민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 통령은 한국이 제2의 사라 보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하고, 재의 

기가 한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번 뿐인 ‘ 호의 기회(best 

opportunity)'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서] 통령은 미국 

여론은 공산주의 침략에 해 더욱 더 강력하게 응하고 있다고 말했

다.87)

무  미국 사와 회담을 마친 이승만은 13시경 국제 화로 주미 사 의 

한표욱 참사 과 장면 사에게 “ 놈들이 쳐들어왔어. 우리 국군은 용맹스

럽게 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격퇴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우리

는 끝까지 싸울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든 미국의 원조가 

시 히 도착하도록 노력해야 겠다”라고 지시했다.88) 이 때 장면 사와 한

표욱 참사 은 국무부와 긴 한 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승만의 지침을 받은 장면 사는 25일 14시 10분(워싱턴 시각 25일 01

시)에 국무부를 방문하고 한국의 지원요청 내용을 달했다. 이 때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에 제기하기 해 안 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알려

줬다.89) 한편 미국이 공식 요청한 안 보장이사회가 6월 26일 새벽 3시(미

국시각 25일 14시)에 개최 다.90) 개회와 더불어 유엔사무총장이 유엔한국

87)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6.25), FRUS, 

1950, Vol. Ⅶ, pp. 129-131. 

88) 韓豹 , ꡔ韓美外交요람기ꡕ, pp. 76-77.

89) Ibid., pp. 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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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의 보고서를 인용해 “유엔군 침략에 직면한 한국의 평화와 안 을 

회복하기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에는 유엔주재미국

표인 그로스가 무 사의 보고서를 토 로 사태를 설명하고 결의한 

안을 낭독한 후, 피해 당사국인 한국 표의 호소를 듣자고 제안했다. 장면 

사는 “북한의 우리에 한 침략은 인류에 한 죄악이다. 한국정부수립에 

유엔이 큰 역할을 했는데 평화유지에 기본 책임을 지닌 안보리가 침략을 

극 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라는 요지의 성명문을 낭독했다.91) 

장면 사의 유엔 연설은 미국의 극 인 지원 덕분이었다.

이승만은 26일 새벽 3시에 맥아더 장군에게 화를 걸어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은 구의 책임이요. 당신 나라[미국]에서 좀 더 심과 성의를 

가졌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요. 우리가 여러 차례 경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서 한국을 구하시요”라고 말했다.92) 이승만은 미국의 

지원과 참 을 얻어내기 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한국의 선 상

황은 더욱 어렵게 되어가고 있었다. 북한군이 27일에는 서울 북쪽 외곽까지 

진출해 있었고, 주한 외국인들과 군사고문단도 철수하고 있었다. 상황이 

박하게 돌아가자 이승만은 27일 01시경(미국시각 26일 12시) 두 번째로 주

미 사 에 화를 걸어 “일이 맹랑하게 되어 가고 있다. 우리 국군이 용감

히 싸우긴 하나 모자라는 게 무 많다. 즉각 장 사를 모시고 트루먼을 만

나 군사원조의 시 함을 설명하고 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93)

장면 사는 그날 15시(한국시각 27일 04시경)에 백악 으로 트루먼 

통령을 방했다. 이 때 트루먼은 “한국정부⋅국민⋅국군이 용감하게 싸우

고 있으며 국민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

국 독립 쟁 때 미 독립군이 무기⋅식량난에 어려움을 겪으며 낙담하고 있

90) 韓豹 , ꡔ韓美外交요람기ꡕ, p. 81.

91) Ibid., pp. 80-84.

92) 란체스카 여사, ｢6⋅25와 이승만 통령｣(1), ꡔ 앙일보ꡕ, 1984년 6월 24일.

93) 韓豹 , ꡔ韓美外交요람기ꡕ,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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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랑스의 라 트 장군이 우리를 도와  이 있다.  1917년 유

럽 제국이 독일의 침공을 받아 존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미국은 그 지원

에 나선 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장면을 격려했다.94) 이는 트루먼이 한국

의 지원을 우회 으로 표명한 것이었다.

이승만의 쟁수행방식의 1차 목표는 미국을 한국 선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이를 해 미 외교에 매진했다. 결국 이승만의 노력으로 트루

먼은 역사  사례를 들어가며 한국의 지원을 장면 사에게 시사했던 것이

다. 트루먼의 한국지원은 서울이 함락된 다음날 그 일단이 드러나기 시작

했다. 트루먼은 6월 29일 NSC에서 “나는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격퇴하

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 … 나는 우리[미국]의 작 이 

그곳[한국]의 평화를 회복하고 국경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

해해 주기를 원한다”95)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참 의지와 쟁정책을 밝혔

다. 미국은 이러한 쟁정책과 목표를 달성하기 해 6월 25일과 27일 유

엔 안 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에 따라 해⋅공군을 먼  병했고, 뒤이

어 6월 30일 국가안보회의의 결정에 따라 지상군 병을 결정했다.96) 한 

미국의 쟁지도부는 참 결정과정에서 “제3차 세계 을 방지하면서 한

국에서의 쟁은 유엔을 통해 해결한다”고 밝혔다.97) 미국은 이승만의 뜻

로 참 을 하게 다.

이승만은 미국의 참 과 유엔의 한국지원을 획득한 다음에는 총력 으로 

쟁을 지도했다. 6⋅25 쟁은 정규군만으로는 쟁을 치룰 수 없을 정도

로 치열했고, 장은 독일의 루덴도르 (Erich von Ludendorff)가 말한 

후방이 따로 없는 형 인 총력  양상을 띠고 있었다.98) 6⋅25라는 민족 

94) Ibid., pp. 86-87.

95)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 Vol.Ⅱ, p. 388.

96) 남정옥, ｢6⋅25 쟁 기 미국의 정책과 략, 그리고 쟁지도｣, ꡔ軍史ꡕ 59호(서울: 국

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 pp. 59-60.

97) 남정옥, ｢6⋅25 쟁 기 미국의 정책과 략, 그리고 쟁지도｣, p. 59.

98) Ian F. W. Beckett, “Total War," in Clive Emsley, Arthur Marwick and W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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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 국가  기상황을 맞이했던 한국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자발 으로 군 에 입 함은 물론이고, 각종 조직

을 결성하여 의 장으로 달려갔다. 여기에는 15세부터 17세까지의 소

년지원병과 학생신분의 학도의용군, 미군의 군복에 한국군 계 장을 달고 

싸운 카투사, 미군 투병력 10만 명의 병을 약해  지게부 인 노무

자, 40여개에 이르는 국군  유엔군 통제하의 유격 , 우익청년들로 구성

된 한청년단, 국립경찰, 여군, 반공인사들로 구성된 자생 유격 , 그리고 

비 력으로서 국민방 군 등 다양한 참 단체  국민들이 동참하여 

란의 기에 처한 국가를 해 선에 뛰어 들었다.99)

이 듯 이승만은 6⋅25라는 국가  기를 오히려 호기로 단하고 쟁

을 지도해 나갔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은 이승만이 바라는 로 한국을 지

원하기 해 참 했고, 이승만은 쟁 당일 무  미국 사에게 말했던 것

처럼  국민이 동참하는 총력 하에서 쟁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다. 

그는 비로소 마지막 기회가 될 완 한 국권수호를 해 할 수 있는 모든 

비를 갖추게 다. 그에게는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쟁목표인 북

진통일을 한 힘찬 행군만이 남아 있었다.

4. 쟁  이승만의 쟁지도

이승만의 쟁지도 에서 볼 때 6⋅25 쟁은 크게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의 기습남침과 미국 지상군의 참 이후이다. 시기구분은 

Simpson at the Open University, War, Peace and Social Change in Twentieth- 

Century Europe (Milton Keynes⋅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1989), p. 

26.

99) 하재평, ｢한국 쟁시 국가총력  개양상: 참 단체  조직의 활동을 심으로｣, ꡔ戰

史ꡕ 3호(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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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쟁 양상의 변화 인 측면과 한국 정부, 즉 이승만의 쟁지도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쟁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쟁목표와 쟁수행정책의 

일 성을 고려한 것이다.

먼 , 쟁 양상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6⋅25 쟁은 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일어난 ‘사변(事變) 는 동란(動亂)’의 성격을 띤 북한과 한

국간의 양자 결이었으나, 유엔의 결의에 따라 북한이 국제평화를 괴한 

‘불법 침략자’로 낙인 히면서 미 지상군이 참 하면서부터 쟁 양상은 국

제  양상을 띠게 다. 이러한 국제  성격은 공이 개입 이후 더욱 뚜

렷해졌다. 이승만의 쟁목표는 이 두시기 쟁수행방식에서 방법만 달리했

을 뿐 완 한 국권수호와 북진통일로 불변했다.

둘째, 6⋅25 쟁을 통해서 나타난 이승만의 쟁지도는 일 성을 유지했

다. 일견(一見), 6⋅25 쟁에서 이승만의 쟁지도가 없었다거나, 있었다하

더라도 미군 참  이후 는 이승만이 부산으로 떠난 이후 그리고 이승만

이 유엔군사령 에게 한국군 지휘권을 이양한 이후에는 통수권 차원의 

쟁지도를 하지 못했다는 반론도 있다.100) 그 지만 이승만이 6월 25일 오

 무  미국 사의 방을 받고 쟁에 한 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남침이 통일을 한 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데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승만의 쟁목표는 한반도 통일이었고 그 방식은 

힘에 의한 북진통일이었다. 그의 이러한 쟁목표는 쟁수행방식만 달리했

을 뿐 쟁기간 내내 유지 다. 다만 쟁 기 이를 달성하기 한 단기

목표로 그는 미군과 유엔군의 지원을 얻는데 총력을 기울 고, 미국이 참

한 이후에는 쟁 국면의 변화와 계없이 북진통일을 해 매진했다.

100) 이에 해 온창일 박사는 미군 참  이후 이승만의 쟁지도 부재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통령이 을 떠나단 날(’50. 7. 1)로부터 쟁이 종결될 때까지 그가 실시한 

쟁지도는 정치 인 문제와 연 이 있는 군사조치나 군사작 에 국한되어 실시했다”고 

말했다. 온창일, ｢ 쟁지도자로서 이승만 통령｣,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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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남침 이후부터 미국 지상군 참  이 까지

(’50. 6. 25～6. 30)

이 시기는 6월 25일 04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부터 개  당일 서울의 

문인 개성과 동두천이 함락된데 이어 4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병력

과 장비의 반을 상실한 국군이 한강 남쪽으로 려나 최후의 방어선을 

편성한 6월 30일까지의 상황이다.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04시를 후

하여  선에 걸쳐 포격을 개시했고, 동해안에서는 특수훈련을 받은 부

를 강릉일 와 부산지역으로 상륙시키려고 했다.101) 6월 25일 10시부터

는 벌써 북한 비행기가 김포와 여의도 공군기지를 정찰한 후 정오경에는 

야크(YAK) 투기 4 가 서울상공에 출 하여 용산역과 통신소 등 서울시

내 주요 시설에 기총소사를 하고 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육상⋅해상⋅공  

등 3면에서 공격을 감행해 왔다.102) 특히 북한은 오  11시경 평양방송을 

통해, “북한군은 자 조치로써 반격을 가하여 정의의 쟁을 시작했다”고 

하면서 선 포고를 했고,103) 13시 35분에 김일성은 “남한이 북한의 모든 

평화통일 제의를 거 하고 이날 아침 옹진반도에서 해주로 북한을 공격했

으며, 이는 북한의 반격이라는 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남침은폐용 방송

을 했다.104) 이 게 시작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국군은 개  4일 만에 수

도 서울을 빼앗기고 ‘한강 이남에서 삼척을 연하는 선’에서 편방어를 하

게 다.

그러면 이 기간 북한의 기습남침을 받은 한민국 쟁지도부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었는가? 먼  쟁지도부의 유무에 해서 살펴본 다음, 쟁 

10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ꡔ북한의 면남침과 기방어 투ꡕ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5), p. 55.

102) 합동참모본부, ꡔ한국 사ꡕ(서울: 합동참모본부, 1984), p. 787.

103)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25, 1950, FRUS 1950, Vol.Ⅶ, p. 132.

104) 북한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ꡔ조선 사ꡕ 25권, 1981, pp. 69ᐨ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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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가장 먼  인지한 육군총참모장과 국방장  그리고 통령의 작  

 쟁지도에 해 고찰하겠다.

먼 , 6⋅25 쟁 당시 한국에도 미국의 국가안보회의와 같은 기능을 가

진 쟁지도부가 있었는가? 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에는 미국의 

쟁지도부에 해당하는 국가안보회의와 같은 체계 인 쟁지도기구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쟁 이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국방기

구가 설치돼 있었다. 그것은 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된 최고국방 원회이

다.105)

쟁 이  이승만이 최고국방 원회를 운 했음이 미군사고문 에 의해 

확인 다. 육군총참모장 고문이었던 하우스만(James H. Hausman) 

는 “1주일에 한 번 이상 이승만 주재로 열린 국방회의[최고국방 원회]에 

참석했다”고 회고했다. 여기에는 통령을 비롯하여 국방장 , 육군총참모

장, 주한미군사고문단장, 육군총장고문  등 5명이 항상 참석했다.106) 하우

스만 는 통령의 군사고문 역할도 했다. 이승만은 하우스만을 불러 

“[요즘] 군의 형편은 어떤가. 자네는 군  증강 일에만 열심히 한다지. 군

인이 정치에 심을 두면 안돼”라고 충고를 했다. 이처럼 이승만은 수시로 

하우스만을 불러 군사 계를 묻고 했기 때문에 육군  계 이면서도 

통령을 자주 만날 수 있었다.107)

이 듯 이승만은 주 1회 이상 ‘한미연합국방연석회의’를 통해 한국군 

력 증강을 한 무기지원, 한국군의 훈련 상태 등을 수시로 검하고 확인

하 던 것으로 단된다. 비록 최고국방 원회가 미국 NSC와 같은 국가

략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미국의 최신 군사정보를 비롯해 한국군 간

부의 동향  한국군의 작 능력을 수시로 검할 수 있는 기회의 장(場)

으로 활용하 던 것으로 단된다.

105) 국군조직법 제4조; 國防部, ꡔ國防史ꡕ , p. 449.

106) 짐 하우스만⋅정일화 공 , ꡔ한국 통령을 움직인 美軍 ꡕ, p. 216.

107) Ibid., pp. 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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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 )과 국방장  신성모의 동향  조

치이다. 채총장은 날(6월 24일) 밤 있은 육군회  개  축하 연회 때문

에 늦게 귀가하여 취침 에 기습남침보고를 받고, 그날 05시에 “ 군에 비

상을 발령하고 각 국장을 비상소집하라”는 구두명령을 하달했다.108) 그리고

서 그는 국방장  비서와 함께 신국방장 의 사로 가서 07시경 북한의 

침공상황을 보고했다.109) 신국방장 은 10시 30분경에 경무 에 도착해서 

통령에게 “개성이 함락되고 탱크를 앞세운 공산군이 춘천 근교에 도착했

다”라고 보고했다.110) 이로써 북한의 기습남침 상황은 쟁 발발 6시 만에 

육군총참모장과 국방장 (국무총리서리로서 국무총리 겸직)을 거쳐 통령

에게 보고 다.111)

이후 채총장은 28일 수도 서울이 피탈될 때까지 서울의 문인 의정부 

선을 7차례나 방문하는 등 쟁 반에 따른 작 지도 보다는 일부 선

에 치 하는 국지 인 작 지도를 함으로써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다. 이처럼 반 인 황을 악하여 작  는 략  

차원의 시 인 지휘결심을 해야 될 치임에도 불구하고 방지역 선

108) 육군총참모장실 주한미군사고문 인 하우스만 도 “6월 25일 새벽 5시쯤 육군본부에

서 걸려온 화소리에 잠이 깼다”고 했다. 그는 “육군본부는 서빙고에 있었으며, 우리 

집과는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방 도착할 수 있었다. [내가 도

착했을 때] 채병덕 육군총참모장을 비롯한 몇몇 참모가 이미 나와 있었고, 옹진의 제17

연  춘천 제6사단, 의정부의 7사단 등에서 요란하게 화가 오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짐 하우스만⋅정일화 공 , ꡔ한국 통령을 움직인 美軍 ꡕ, p. 196.

109) 국방부, 사편찬 원회, ꡔ한국 쟁사ꡕ 제1권, p. 577.

110) 앙일보사 편, ꡔ민족의 증언ꡕ 제1권(서울: 앙일보서, 1973), p. 18.

111) 경찰은 내무부장  지시로 25일 6시 30분에 국경찰에 비상경계령을 하달했다. 아울

러 시민들의 동요와 불순분자들의 만행을 방지하고 기의 공습에 비해 ｢치안명령 제

26호｣를 하달해 통행 지 시간 연장과 등화 제를 실시토록 했다. 한 정부는 통령 

｢ 통령 긴 명령 제1호｣(비상사태하의 특별범죄에 한 특별 조치령)과 ｢ 통령 제377

호｣(비상시 법령공포식의 특례에 한 건)를 발표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26일 09시에 

통령 긴 명령 제1호(별첨)에 따라 각  법원의 일반 민⋅형사 재 을 이날 09 : 00를 

기하여 무기한 연기하고 긴 명령에 따른 특별범죄 재 에 만 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국방부정훈국, ꡔ한국 란1년지ꡕ, pp. C48-C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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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찰, 비상국무회의, 비상국회, 국방수뇌회의, 군사경력자 회의 등 각종 비

(非) 작 인 회의에 불러 나감으로써 반 인 작 지도에 차질을 가져

오게 했다.112)

즉, 채총장은 지상 작 을 총 하는 육군 총수로서 주요 투지역을 방

문하여 장지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부분의 시간을 오로지 

의정부 축선에만 매달림으로써 타 지역의 선 상황은 알 수도 없었고 

한 조치도 내리지 못했다. 그가  3일 동안 수행했던 일은 쟁 체 

국면을 보고 작 을 지도하는 육군 총수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의정부지역

의 1개 선사령  역할이었고 신국방장 의 조 증을 해소해 주는 연락

장교 역할에 불과했다. 3일 동안 밤낮없이 오로지 의정부의 장지도에만 

매달려온 그에게 남는 것은 신을 가 지 못할 피로뿐이었다.113) 김홍일 

소장은 “채총장은 수일의 피로를 못 이겨 담화 에도 코를 골며 잠꼬 를 

하는 처지이니 작 을 지도할 정신 ⋅체력  여력이 없었다”고 말했

다.114)

특히 통령의 단을 흐리게 했던 것은 두 사람의 발언이었다. 25일 10

시 30분경 통령에게 드린 최  보고에서 신국방장 은 “ 이 38선을 넘

어 남침하고 있으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각하의 신 (宸襟)을 어지럽  

드린 일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으나, 충용무 (忠勇無雙)한 국군은 을 격

112) 쟁 개시 이후 채병덕 총참모장과 국방장 의 행 은 다음과 같다. 6월 25일 14시(비

상국무회의 출석, 앙청), 26일 10시(군사경력자회의 참석, 앙청), 26일 11시(비상 

국회 출석), 27일 01시(비상 각료회의 참석, 이어서 비상국회 참석), 27일 11시(육군수

뇌회의 주재, 육본 참모  재경부 장 참석), 27일 13시(육군본부 시흥으로 철수), 27

일 14시(신성모 국방장  수원으로 철수), 27일 18시(육본, 다시 용산으로 복귀), 27일 

19시(채병덕 총참모장 7차 미아리 선 시찰), 28일 02시(채병덕 총장과 장경근 국방차

, 시흥으로 철수), 28일 03시(육군본부 참모부장, 정보 작 국장 동하고 시흥으로 

철수). 안용 , ｢수도권 방어의 낭패와 교훈｣, ꡔ군사연구ꡕ 제90집(서울: 육군본부 군사

연구실, 1979), p. 36.

113) 최용호, ｢한국 쟁 기작  연구｣, ꡔ군사연구ꡕ 117집(충남 논산: 육군본부 군사연구

실, 2001), p. 395.

114) 김홍일, ｢나의 6⋅25 서 (緖戰) 회고｣, ꡔ월간조선ꡕ,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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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하여 수일 내에 북한을 수복해 보일 것입니다”라고 호언했다.115) 6월 25

일 14시에 개최된 비상국무회의에서 채총장도 “북한군이 면 남침을 하

으나 격퇴가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다음날 26일 11시 비상 국회에 참석한 

신국방장 은 “3~5일 내에 평양을 령하겠다”고 주장했고, 채총장도 이에 

가세하여 “의정부에서 을 격퇴하고 있으니, 3일내에 평양을 령하겠다”

고 허세를 부렸다. 27일 01시 비상 각료회의에 이어 열린 비상국회에 참석

한 신국방장 은 의정부가 함락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수원 철수 가

능성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총장은 오히려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겠

다”며 호기를 부렸다.116) 이러한 채총장에 해 하우스만 는 신랄히 

비 하고 있다. 그는 “채병덕은 25일 국회에 불려 나가 증언석에서 졸다가 

국회의원들에게 호통을 맞았고, 의정부 선 시찰 때도 입에 날 먹은 술 

때문에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그의 반격론이었다. 국

회 증언과 육본 발표를 통해 ‘국군은 서울을 사수한다. 지  국군은 반격

이다’라고 거짓 발표를 해 서울을 아무런 피란 비도 못하게 한 채 고스란

히  수 에 던져 넣었다”고 비 했다.117)

채총장과 신국방장 의 시지도능력에 해 하우스만의 증언은 매우 분

석 이다. 그는 증언에서 “채병덕과 신성모는 모두 한국 과 같은 미증유의 

쟁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인물들이었다. 그 자리에 가 있었다 해도 

막강한 탱크 병력을 앞세우고 무 의 황무지를 달리듯 쳐내려오는 북한군

을 성공 으로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지만, 그 다고 해서 채총장이나 신국

방장 이 이것만은 잘했다는 업 을 남기지도 못했다”고 비 했다.118) 강문

(姜文奉) 장군도 채총장에 해 “채병덕의 결함은 치명 인 결함이라 하

겠다. 특히 군인으로서 최고의 작 지휘 으로서 그 다. 그것은 그의 술

115) 앙일보사 편, ꡔ민족의 증언ꡕ 제1권(서울: 앙일보사, 1973), p. 18.

116) 안용 , ｢수도권 방어의 낭패와 교훈｣, p. 36.

117) 짐 하우스만⋅정일화 공 , ꡔ한국 통령을 움직인 美軍 ꡕ, p. 254.

118) Ibid.,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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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의 부족 … [즉] 군사 문지식의 결여 … 작 지휘 으로서의 술능

력의 부족이다. 술능력의 부족은 패장을 낳게 하고 패장에 한 평가는 

혹평에 그치기가 일수이다”라고 혹평했다.119)

셋째, 국군 통수권자인 이승만의 동정  쟁지도이다.120) 본론에 앞서 

그 당시 이승만의 통치스타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승만의 쟁

지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뿐만 아니라 건국 이후 국무 원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정부수립 기부터 

경험과 훈련이 부족한 각료들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을 맡길 수 있을지를 놓

고 고심했다. 건국 기 각료들은 자신들이 해결할 문제들을 미루고 통령

의 최종 결정만을 기다렸다. 여기에는 이승만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도 있

고 잦은 각료교체로 자신의 분야에 경험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정부수립 후 짧은 기간 동안 최고 통치자의 결정이 아니고는 해

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이다.121) 이러한 문제 은 쟁 발발 

이후 비상 국무회의에서 그 로 나타났다. 그러나 쟁 기 이승만은 국

내 문제는 국무총리서리 겸 국방장 인 신성모와 각료들에게 맡기고 자신

은 미국의 지원을 얻는데 필요한 외교  노력에 심 을 기울 다.

이승만은 25일 10시경에 쟁 발발 소식을 듣고, 이때부터 쟁지도에 

들어갔다. 즉, 이승만은 6월 25일 10시경에 비원내의 반도지에서 낚시를 하

고 있을 때 경무 경찰서122) 서장 김장흥 총경으로부터 ‘북한의 거남침’ 

119) 姜文奉, ｢戰時 韓國軍 主要 指揮官의 統率에 關한 硏究｣, 연세 학교 박사학 논문, 

1983, p. 140.

120) 이승만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이승만은 밤 10시에 녁 기도 후 취침에 들어가 아침 7

시에 일어났다. 아침식사는 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하면서 성경을 읽어주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정도 긴 한 문제를 해결한 후 아침 9시 붕어를 돌보고 산책을 했다. 

9시 30분부터 각료들과의 회의  각종 서류들을 검토했다. 오후에는 매일 30분씩 장작

을 팼으나, 쟁이후에는 단했다. 녁에는 독서 신 1~2시간 정도 서 를 즐겼고, 

때때로 란체스카 여사가 국제문제를 다룬 서 을 읽어주었다. 로버트 올리버 지

음⋅황정일 역, ꡔ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ꡕ, pp. 294-296.

121) 로버트 올리버 지음⋅황정일 역, ꡔ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ꡕ, p.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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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보고 받고 경무  로 돌아왔다.123) 이승만은 10시경에 경무

에 도착한 신국방장 으로부터 최 의 황을 10시 30분경에 보고받고 임

시국무회의의 소집을 지시했다.124) 이 때 이승만은 한국군 단독으로는 북

한의 남침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의 지원과 유엔의 개

입을 한 시외교에 주력했다.

이승만은 25일 11시 35분에 무  미국 사의 방문을 받고 이에 한 

책을 논의한 후,125) 13시에 주미 사 에 미국의 원조를 얻어내도록 지시

했다. 이어 14시에는 비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태를 논의했으나 차나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을 강구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126) 그 

후 선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이승만은 25일 밤 10시에 무  미국 사를 

경무 로 불러 책을 논의했다. 여기에는 이범석과 신성모 등 ⋅ 직 

국무총리가 자리를 함께 했다. 이 회의에서 통령이 “ 으로의 천도를 

밝히자 무  사는 이를 반 하면서 자신은 통령이 서울을 떠나더라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127) 이는 이승만이 ‘서울 천도’를 내세워 미국의 

신속하고도 극 인 지원을 얻기 한 외교  제스처로 단 다.128) 이

122) 경무 경찰서는 6⋅25 쟁 당시 서울시경찰국 산하에 편제된 정식 경찰서 명칭이다. 경

무 경찰서는 1949년 2월 23일 경무  지역을 할하던 창덕궁경찰서를 폐지함과 동시

에 ‘국가원수와 앙청 경호경비'를 담당하기 해 설치 다. 경찰청, ꡔ警察50年史ꡕ(서

울: 警察史編纂委員 , 1995), pp. 106-107.

123) 란체스카 여사, ｢6⋅25와 李承晩 통령｣ , ꡔ 앙일보ꡕ, 1983년 6월 24일.

124) 란체스카 여사, ｢6⋅25와 李承晩 통령｣ , ꡔ 앙일보ꡕ, 1983년 6월 24일; 앙일보

사, ꡔ민족의 증언ꡕ 제1권, p. 18.

125) 무  미국 사는 이승만과의 화 내용을 25일 14시에 워싱턴의 국무장 에게 보고했

다(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6.25), FRUS 

1950, Vol.Ⅶ, pp. 129-131). 한 무  사는 이승만을 경무 로 방문하기 인 25

일 10시에 “한국에 한 북한의 면공격”을 알리는 문을 국무장 에게 보고했다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6.25), FRUS 

1950, Vol.Ⅶ, pp. 125-126).

126) 부산일보사 편, ꡔ臨時首都千日ꡕ 上(부산: 부산일보사, 1985), p. 20.

127)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6.26), FRUS 

1950, Vol.Ⅶ, pp. 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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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만은 미국이 이제까지 한국지원에 한 공식 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자 

이를 압박하기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승만은 25일 밤을 앉은 채로 꼬박 세웠다. 경무 비서들도 을 붙이

지 못했다. 북한 야크기는 이날 밤에도 서울 상공을 선회했고 그때마다 공

습경보가 요란하게 울렸다.129) 그런 상황에서도 이승만은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기 해 안이 다. 이승만은 26일 03시에 맥아더 장군에게 화

를 걸어 한국에서의 쟁사태에 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화를 했고,130) 

04시 30분에는 무  사에게 화를 해서 “극동군사령 과 참모장에게 한

국군에게 필요한 투기와 탄약 등을 요청하려고 화했는데 받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에 무  사는 05시에 이 통령과의 통화내용을 국무장 과 

맥아더에게 알리고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131) 그리고서 통령은 이 날

(6월 26일) 아침에 치안국을 방문해 경찰계통으로 들어온 황을 확인했

다.132) 한편 이날 10시에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신성모 국방장 이 주재

하는 군사경력자회의가 앙청에서 열렸으나,133) 신장 과 채총장의 낙

론에 려 한강선 결 방어 등의 좋은 의견이 나왔음에도 서울고수로 결정

다.134)

6월 26일 13시경 서울의 문인 의정부가 함락된 이후 통령의 피난문

제가 나왔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

128) 온창일, ｢ 쟁지도자로서 이승만 통령｣, p. 215.

129) 부산일보사 편, ꡔ臨時首都千日ꡕ 上, p. 24.

130) 란체스카 여사, ｢6⋅25와 이승만 통령｣ , ꡔ 앙일보ꡕ, 1984년 6월 24일.

131)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26, 1950, FRUS 1950, Vol.Ⅶ, pp. 

147-148.

132) 군사편찬연구소, ꡔ북한의 면남침과 기방어 투ꡕ , p. 81.

133) 군사경력자회의에는 채병덕 육군총장, 김정렬 공군총장, 김 철 해군총장 리, 김홍일 

소장, 송호성 장, 前통 부장 유동열, 前국무총리 이범석, 前 복군사령  이청천, 前 

1사단장 김석원 장 등이 참석했다. 군사편찬연구소, ꡔ북한의 면남침과 기방어

투ꡕ , p. 67.

134) 군사편찬연구소, ꡔ북한의 면남침과 기방어 투ꡕ ,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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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황 보고가 뒤죽박죽인데다 신장 의 “계속 걱정하실 것 없다”는 말로 

사태를 흐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16시께 란체스카 여사는 비서들에

게 기 서류를 챙기게 한 뒤 자신이 교통장 에게 특별열차를 기하도록 

연락했다. 그런데 신국방장 이 경무 로 들어와서 “각하 별 일 없습니다, 

사태는 호 돼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란체스카 여사는 피난 비를 

취소시켰고, 통령도 내일 아침(27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밤 10시가 넘자 비서들이 피난열차를 기하도록 교통장 에게 연

락했다.135) 통령은 새벽 1시에 주미 사 에 화를 걸어 군사원조의 시

함을 트루먼에게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다.136)

이 무렵 조병옥씨와 서울시장 이기붕이 허둥지둥 뛰어 들어와서 “각하, 

사태가 여간 박하지 않습니다. 빨리 피하셔야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통

령은 “날보고 서울을 버리고 떠나란 말인가? 서울시민은 어떻게 하란 말인

가?”라고 말했다. 조병옥은 란체스카 여사와 비서들에게 “각하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빨리 서둘러 피난을 보내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137) 란

체스카 여사의 설득에 통령도 할 수 없이 서울역으로 가서 기차를 탔

다.138) 이승만은 27일 11시 40분에 구에 도착했으나, 통령의 지시로 

기차를 다시 돌려 16시 30분에 에 도착했다. 이 때 미 사 의 드럼

라이트(Everett F. Drumright) 참사 이 와서 유엔안보리에서 소련이 거부

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 와 그 결과로 얻어진 유엔의 결의, 그리고 미국의 

공식 인 태도를 밝히면서 ‘이제는 각하의 쟁이 아니라 우리들의 쟁이

다’라고 말했다.139)

135) 란체스카 여사, ｢6⋅25와 이승만 통령｣(1), ꡔ 앙일보ꡕ, 1984년 6월 24일; 부산일

보사 편, ꡔ臨時首都千日ꡕ 上, p. 24.

136) 韓豹 , ꡔ韓美外交 요람기ꡕ, p. 86.

137) 부산일보사 편, ꡔ臨時首都千日ꡕ 上, p. 24.

138) Ibid., p. 26.

139) 통령비서실 황규면 비서  증언록; 란체스카 여사, ｢6⋅25와 이승만 통령｣ , ꡔ

앙일보ꡕ, 198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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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은 이 말을 듣고  역장실에서 충남지사 사로 자리를 옮겼다. 

통령은 27일 밤 12시께 쟁 이후 처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이 때 

통령이 권총을 꺼내 베개 에 넣는 것을 본 비서가 “각하, 무슨 일입니까? 

어, 자네가 보았구먼. 권총이야.” 통령이 내민 소형 모젤 권총엔 탄환이 

장 돼 있었다. “내 아까 구 보고 애기하여 한 자루 구해달라고 했지. 

해지면 나도 한 두 놈쯤 거꾸러뜨릴 수 있지 않겠어. 마지막 남는 총알은 

우리 몫이고 ….” 통령은 이때부터 부산 피난시  3년 동안 권총을 침

머리 시트 에 숨겨 놓고 잠자리에 들었다.140) 이는 국란을 맞이한 쟁

지도자로서 이승만의 사생 을 알 수 있는 목이다.

27일 녁부터 7월 1일 부산으로 이동할 때까지 이승만은 에서 쟁

을 지도했다. 28일 아침 이승만은 충남도지사실에서 임시 각료회의를 열었

고, 이 날 회의에서 총무처장 이 신국방장 을 경질하고 이범석 장군을 임

명하자고 건의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141) 29일 8시 30분에 무  사는 충

남지사로 통령을 방하고 맥아더 장군의 내한 소식을 했고, 이튿날 

통령은 수원비행장에서 맥아더 장군과 회동했다. 이승만은 맥아더를 소령 때

부터 알았다. 맥아더의 장인이 한국우호연맹(League of Friends of Korea)

의 고참멤버로 이승만이 독립운동할 때부터 도와주었다는 것이다.142) 맥아

더 장군의 한강방어선 시찰은 쟁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맥아더의 한

국 선 결과 보고서가 미 지상군 참 에 결정 인 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6월 30일 한국 선에 미 지상군을 참 하기로 결정했고, 여기에 

맥아더의 미 극동군이 참 하게 다.

이로써 이승만의 미국의 지원을 얻어내기 한 피 물 나는 시 외교노

력은 미국의 참 으로 그 결실을 맺게 고, 한국군은 이제 강력한 미국의 

140) 란체스카 여사, ｢6⋅25와 李承晩 통령｣ , ꡔ 앙일보ꡕ, 1984년 6월 25일; 부산일보

사 편, ꡔ臨時首都千日ꡕ 上, p. 41.

141) 란체스카 여사, ｢6⋅25와 이승만 통령｣(1), ꡔ 앙일보ꡕ, 1984년 6월 24일.

14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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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지원을 받게 다. 이승만은 이제 미국의 참 과 유엔군의 지원에 

힘입어 북진통일을 한 힘찬 거보를 내딛게 다.

(2) 미국 지상군 참  이후부터 휴 정 체결까지

(’50. 7. 1～’53. 7. 27)

이 시기는 미국 지상군이 참 과 유엔안 보장이사회의 유엔군사령부설

치 결의안 채택, 인천상륙작 과 38도선돌 , 북진, 공군 개입  공세

에 따른 유엔군의 37도선 이남으로의 철수, 38도선에서의 선 교착과 휴

상 개시, 그리고 휴 정 체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쟁의 

흐름은 미국의 쟁정책을 바꾸어 놓았다. 즉, 참  이후부터 낙동강 방어

선 투까지 미국의 쟁목표는 ‘ 쟁이  상태의 회복’이었고, 인천상륙작

이후에는 ‘국제평화와 그 지역의 안 유지  통일한국’이 정책목표 다. 

이는 이승만의 북진통일과 일치했다. 그런데 공군 개입 이후 미국은 한

반도에서 철수를 고려했고, 선이 38도선에서 다시 교착되고 휴 상이 

시작되자 쟁 기 목표인 쟁 이  상태의 회복으로 회귀했다. 미국은 

이러한 정책변화 속에서 쟁을 지도하고 수행해 나갔다.143)

그 지만 이승만의 쟁지도는 미국의 쟁정책의 변화에 계없이 오로

지 북진통일과 국권수호 다. 그 기 때문에 이승만의 쟁지도는 미국의 

정책과 주기가 맞을 때는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한미간에 문제의 소지가 없

었으나, 그 지 않을 경우에는 한미간에 심각한 갈등기류가 형성되었다. 특

히 이승만이 주도하는 휴 반 , 한국군의 단독북진, 반공포로석방 등과 같

은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미국은 이승만 제거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여부를 단하기까지 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을 염두에 두고, 이승만의 쟁지도를 고찰했다. 이

143) 남정옥, ｢미국의 국가안보체제 개편과 한국 쟁시 쟁정책과 지도｣, pp. 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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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만은 쟁 동안 헌법상의 비상 권을 통해 쟁지도를 수행했다. 이승만

의 쟁지도의 범주에는 통령의 취임선서에 있는 국가보 , 긴 처분  

명령권,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그리고 주요 군인사권 등이 포함돼 있다.

첫째, 통령이 취임선서 때 행하는 국가보 는 통령이 재임 기간  

수해야 될 가장 요한 책무이다. 통령의 국가보 는 국권수호와 그 

맥을 같이한다. 이 게 볼 때 국가보 는 이승만이 통령으로서 쟁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북진통일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쟁기간 이승

만의 국가보 는 북진통일과 한미상호방 조약 체결이었다. 이승만은 1950

년 7월 10일 국군과 미군이 힘겨운 지연작 을 개하고 있을 무렵에 “이

제38선은 자연 해소 다”고 외쳤다.144)  7월 13일에는 “북한의 공격으로 

과거의 경계는 완 히 사라졌으며, 분단된 한국에선 평화와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고 이승만은 발표했다.145) 7월 13일 맥아더도 동경을 방문한 합참 

요원에게 “북한군을 38도선 로 몰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완 히 격 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가능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얼마 후 미 국무부 내부

에서도 참  목 을 놓고 열띤 논의가 벌어지자, 7월 17일 트루먼은 NSC

에 “유엔군이 38도선에 도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라”고 지시

했다.146) 그 결과 작성된 NSC-81/1에서는 “유엔군은 북한군을 38도선 이

북으로 몰아내거나 이 군 를 섬멸하기 해 38도선 이북에서 군사작 을 

한 합법 인 토 를 가져야 한다. 미 합참은 가능한 한 북한 령을 계

획하도록 맥아더에게 권을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147) 이승만도 인천상

144) 외무부, ꡔ한국외교 30년ꡕ(서울: 외무부 1979), p. 105.

145)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1950.7.14), FRUS, 1950, vol. Ⅶ, 

p. 387.

146) William Stueck, The Road to Confrontation: American Policy toward China and 

Korea, 1947-195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1), pp. 

203-204; Memorandum by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Lay)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Future United States Policy with 

Respect to North Korea," 17 July 1950, FRUS, 1950, vol. Ⅶ, p. 410.

147) US Courses of Action with Respect to Korea(1950.9.9), NSC-81/1, FRUS, 1950, 



軍史 第63號(2007. 6)42

륙작  직후인 9월 19일 부산에서 “유엔군은 38선에서 진격을 멈출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148)

선이 호 되어 동해안의 국군이 38선에 도달하자 이승만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일권 총장을 불러 ‘북진명령’을 내렸다. 이 때 맥아더 사령부는 아직 

유엔 결의가 없으니 명령이 있을 때까지 38선을 넘지 말라고 했다. 따라서 

정일권 총장은 이때를 “내 생애 3번 있은 기 의 하나”라고 말했다.149) 

이후 이승만은 평양  원산탈환 환 회에 참석하여 통일의 의지를 다졌

다. 그러나 통일의 막바지에서 벌어진 공군의 개입은 이승만의 북진통일

에 기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공군의 개입 이후 미국의 정책은 

“미국이 한국에서 최종 으로 달성하고자 한 통일된 자주⋅민주 한국이 

실 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38도선을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 휴 정을 

체결한 후 당한 시기에 한국군을 제외한 외국군은 철수시키되 북한의 남

침에 비하여 한국군의 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150) 이에 따

라 한국정부와 이승만의 강력한 반 , 특히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강경

응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휴 정을 체결하게 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휴 상에 걸림돌 역할을 하는 이승만을 쟁  두 차례에 거쳐 제거하

고자 계획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151) 그러나 이승만은 비록 북진

vol.Ⅶ, pp. 712-721.

148) 구 록⋅배 수 공 , ꡔ한미 계, 1882-1982ꡕ(서울: 서울 학교 미국학연구소, 1983), 

pp. 87-88.

149) 짐 하우스만⋅정일화 공 , ꡔ한국 통령을 움직인 美軍 ꡕ, p. 228.

150) NSC-48/5, FRUS, 1951, vol.Ⅶ, pp. 439-442.

151) 미국의 이승만 제거계획(Plan Everready)은 1952년 부산정치 동 때 맨 처음 계획 고

(FRUS, 1952-1954, Vol. 15, Part 1, pp. 965-968), 두 번째는 1953년 5월 휴 상에 

이승만이 반 하자 다시 거론 다(State Department-Joint Chiefs of Staff Meeting 

(1953.5.29), FRUS, 1952-1954, Vol. 15, Part 1, pp. 1114-1119). 그러나 이들 계획

은 실행되지 않았다. 휴 정 체결 후 이승만이 1953년 12월 12일 문 에서의 비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26일 미국이 주한미군 8개 사단  2개 사단 철수를 발표에 

심한 반발을 나타내자 이를 극 검토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FRUS, 1952-1954, Vol. 

15, Part 2, p. 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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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라는 쟁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한미상호방 조약이라는 쟁

이 , 아니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후 한국이 갈망해왔던 미국과의 군

사동맹을 체결했고, 한국군의 력증강을 실 하게 다.

둘째, 이승만의 국군통수권자로서 쟁지도이다. 이승만은 통수권자로서 

작 지휘권을 유엔군사령 에게 임했고, 이를 보완하기 해 한국군사사

단을 편성했으며, 헌법상에 명시된 국군총사령  임명을 비롯해 쟁 이

 역  비역을 합쳐 14명에 불과했던 장성들을 부 증편과 지휘구조

에 맞춰 장(大 )으로 임명하는 등의 군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은 맥아더 장군이 한국 선 시찰 때 총참모장 교체 제의와 쟁

기 실패 책임을 물어 채병덕 장군을 그 직에서 해임하고 정일권(丁一權) 

육군 장을 소장으로 승진시켜 육군총참모장 겸 육⋅해⋅공군 총사령 에 

임명했다.152) 정일권의 총참모장 기용은 이승만에 의해 격 으로 이루어

졌다. 이승만은 6월 30일 18시경 임시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충남도지사

실로 호출했고, 정일권은 수원에서 출발하여 에 21시에 도착했다. 이승

만이 정일권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 신국방장 이 배석했다. 이승만이  

임명장에는 통령 친필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임명장. 육군 장 정

일권, 명(命) 육군소장. 보(補) 육⋅해⋅공군총사령  겸 육군총참모장. 

1950년 7월 1일 통령 이승만”이라고.153) 이승만이 정일권 장군을 육해공

군총사령 에 임명한 것은 헌법 제72조에 명시된 ‘국군총사령  임면(任

免)’에 근거를 두고 실시한 인사 다.154) 

이승만은 7월 7일 유엔안보리에서 유엔군창설결의안이 채택되고, 다음날 

맥아더가 유엔군사령 에 임명되자, 그는 한국군의 작 통제권을 맥아더 장

군에게 임했다. 이승만은 7월 15일 맥아더에게 보낸 개인 서신에서 “ 재

152) 해롤드 노블 著⋅박실 譯, ꡔ비록 戰火속의 大使館ꡕ, p. 105; 짐 하우스만⋅정일화 공

, ꡔ한국 통령을 움직인 美軍 ꡕ, p. 213.

153) 정일권, ꡔ6⋅25비록 쟁과 휴 ꡕ, p. 38.

154) ｢제헌헌법｣ 제72조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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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쟁상태가 계속되는 동안(during the period of the continu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hostilities)" 한국의 육⋅해⋅공군에 한 지휘권을 

맥아더에게 임한다고 밝혔다.155) 이틀 후인 7월 17일 맥아더 장군은 워

커 제8군사령 에게 한국군에 한 지휘권을 행사할 것을 지시했고,156) 7

월 18일 맥아더 장군은 주한미국 사를 통해 이승만에게 답신을 보냈다. 

그러나 미 제8군사령부의 한국군에 한 작 통제는 제8군과 한국의 육군

본부가 상하 계라는 치 때문에 작 을 하는데 있어 복잡한 문제를 야기

할 수도 있었다. 이에 제8군사령  워커 장군은 작 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국의 육군본부에 명령하기 보다는 요청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한국군과 

조화를 이루며 효율 인 계를 유지해 나갔다.157) 그러나 공군 개입 이

후 이승만은 유엔군과 작 수립과정에서 한미간에 갈등이 발생하자 이를 해

결하기 해 유엔군부사령 을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해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이 언어장벽  작 상의 혼선을 들어 한국군 부사령  임명에 

반 하자 신 작 계획 수립과정에서 한국의 의견을 반 할 ‘한국군사사

단(Korean Liaison Group)'을 편성하여 유엔군사령부에 견했다.158)

이승만은 쟁 이  일부 령이 보직했던 사단장을 장 는 소장으로 

격상하여 미군과 그 격을 맞추었다. 그 게 함으로써 장성들도 쟁 이

에는 역과 비역 등 총 14명에 불과했으나,159) 미군 참  이후 육군본

155) The Korean President Syngman Rhee to the American Embassy(1950.7.15), 국방

부 사편찬 원회 편, ꡔ국방조약집, 1945-1980ꡕ 제1집(서울: 사편찬 원회, 1981), 

pp. 629-631; 서울신문사, ꡔ駐韓美軍 30年ꡕ(서울: 서울신문사, 1979), p. 169.

156)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 102.

157) Roy Kenneth Flint, “The Tragic Flaw: MacArthur, The Joint Chiefs, and the 

Korean War," Ph. 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1976, p. 98; 백선엽, ꡔ군과 나ꡕ, 

p. 183.

158) 김정렬, ꡔ金貞烈回顧 ꡕ, pp. 151-153.

159) 쟁발발 시 장성은 육군이 역 10명(채병덕 소장, 김홍일 소장, 이응  소장, 신태  

소장, 유재흥 장, 이형근 장, 송호성 장, 원용덕 장, 정일권 장, 이 식 

장)과 비역 1명(김석원 장) 등 11명, 공군이 2명(김정열 장, 최창덕 장), 해군

이 1명(손원일 소장) 등 14명이었다. ｢장교자력표｣,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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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참모  사단장에 보직된 령들을 장군으로 진 시켰다. 여기에는 김

백일, 백선엽, 김종오, 이성가, 송요찬, 이종찬, 백인엽, 장도 , 강문 , 

이한림, 유승열 등이 장으로 진 했고, 나 에는 쟁 기 군단 참모장

과 연 장을 지낸 령들이 장군으로 진 하면서 사단장으로 진출했다. 이

들로는 최 희, 최덕신, 김익열, 박임항, 김동빈, 유흥수, 최창언, 함병선, 

김웅수, 강 훈, 최석, 백남권, 민기식, 김종갑, 박병권, 김 권, 신상철, 

김용배, 임충식, 오덕 , 임부택, 윤춘근, 송석하 등이 있다. 그리고 군단장 

보직을 받은 유재흥과 김백일이 장에서 소장으로 진 했다. 이외에도 나

에 군단장에 보직된 장군으로는 백선엽, 이형근, 정일권, 강문  장군 등

이 역임했다.160) 총참모장 가운데 육군은 채병덕, 정일권, 이종찬, 백선엽 

장군이 역임했고, 해군은 손원일 제독이, 그리고 공군은 김정열과 최용덕 

장군이 역임했다. 한편 국군 최 의 장은 1951년 2월 22일 부로 장으

로 진 한 정일권 장군이었고,161) 최 의 장(大 )은 백선엽 장군이 차

지했다. 그는 1953년 1월 31일 장으로 진 했다. 미군은 병력 20만 명당 

1명의 장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당시 국군으로서는 장 

승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때 다.162) 1953년 2월 백선엽 장이 

총참모장으로 재임시 밴 리트 장군 후임으로 온 제8군사령  테일러 장군

은 장이었다. 이는 이승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인사 다.

한 국군도 폭 인 력 증강을 이루었다. 육군은 휴  무렵 8개 사

단에서 18개 사단으로 증설되고, 병력도 94,000명에서 55만 명으로 증강

다.163) 즉, 1950년 7월 5일과 7월 15일 사이에 제1⋅제2군단을 창설했고 8

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개  에 해편 던 제2⋅제5⋅제7사단 등 3개 

160) ｢장교 자력표｣,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자료.

161) 정일권, ꡔ6⋅25비록 쟁과 휴 ꡕ, p. 300. 두 번째 장 진 은 1952년 1월 12일부로 

진 한 이종찬 육군총참모장, 손원일 해군총참모장, 백선엽 제2군단장 등 3명이었다(백

선엽, ꡔ군과 나ꡕ, p. 230).

162) 백선엽, ꡔ군과 나ꡕ, p. 262.

163) 國防部, ꡔ國防史 1950. 6-1961. 5ꡕ , p.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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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을 재창설했다. 이어 제9⋅제11사단을 창설했으며, 10월 16일에는 제3

군단을 창설했다. 그 후 제2⋅3군단은 공군의 침공으로 큰 손실을 입고 

해체 다가 제2군단은 1952년 4월 5일에, 제3군단은 1953년 5월 1일에 재

창설 다. 해군은 쟁 당시 4개 정 에 33척의 함정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휴  무렵 해군은 6개의 를 기간으로 한 1개의 함 를 창설했

고, 병력도 6,954명에서 12,000명 수 으로 증강 다.164) 공군도 1개의 

투비행단과 1개의 훈련비행단 등 2개의 비행단으로 성장했고, 비행기도 

F-51 투기 80 를 포함하여 총 110 의 항공기를 보유했다. 병력도 1,897

명에서 11,000명으로 증원 다.165) 이는 이승만이 휴 에 반 하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일종의 ‘ 리품’이었다.166)

셋째, 이승만은 헌법에 보장된 계엄선포와 긴 조치  명령권을 행사하

여 민심을 수습하고 치안을 유지했다. 통령은 헌법 제64조  계엄법 제

1장(계엄의 선포)의 제1조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했다. 1950년 7월 8일 계

엄령선포시 이승만은 계엄법에 의거 선포의 이유는 “북한의 면  불법 

무력 침구(侵寇)에 의하여 군사상의 필요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하여” 선포한다고 했고, 계엄의 종류는 비상계엄으로서 “ 라남도와 라

북도를 제외한 남한 역”을 상으로 했다. 계엄사령 에는 “육군총참모장 

육군소장 정일권”을 임명했다.167) 계엄사령 은 7월 8일 “포고 제1호”에서 

“국내의 모든 체제를 시체제로 환함으로써 과감한 작 수행을 도모하고 

신속한 승리를 확보하기 하여 헌법  계엄법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음을 국민들에게 알렸다.168) 이승만도 7월 15일 ‘계엄선포에 한 통

164) 국방부 사편찬 원회, ꡔ韓國戰爭 要約ꡕ(서울: 사편찬 원회, 1986), p. 81.

165) 국방부 사편찬 원회, ꡔ韓國戰爭 要約ꡕ, p. 85.

166) CINCUNC to Joint Chiefs Staff(1953.6.28), FRUS 1952-1954, Vol. 15, Part 2, pp. 

1280-1282; Rhee to Eisenhower(1953.7.11), FRUS 1952-1954, Vol. 15, Part 2, pp. 

1368-1369.

167) 국방부 사편찬회, ꡔ한국 란 1년지ꡕ, p. C49.

168) ｢계엄령 선포｣(포고 제1호, 1950. 7. 8), 국방부 사편찬회, ꡔ한국 란 1년지ꡕ, p.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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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특별담화’를 통해 “작 지역에는 계엄령을 선포하 으니 민을 막론하

고 말을 삼감으로써 무근한 풍설(風說)로 민심을 동요시키거나 국방치안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169) 한 통령은 쟁을 당하여 

헌법에 보장된 긴 명령  처분권을 행사했다. 

특히 이승만은 쟁 당일부터 휴  무렵까지 통령으로서 군사⋅경제⋅

치안과 련된 각종의 비상조치를 공포하여 국가원수로서 쟁을 지도했다.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 한특별조치령( 통령 긴 명령 제1호, 1950.6.25), 

비상시법령공포식의특례에 한건( 통령령 제377호, 1950.6.25), 계엄령선

포(포고제1호, 1950.7.8),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통령령긴 명령 제3호, 

1950.7.16), 융기 불에 한특별조치령( 통령긴 명령 제4호, 1950. 

7.19), 비상시향토방 령( 통령긴 명령 제7호, 1950.7.22), 비상시경찰

특별징계령( 통령긴 명령 제8호, 1950.7.22), 징발에 한특별조치령( 통

령령긴 명령 제5호, 1950.7.26), 징발에 한특별조치령시행규칙(국방부령 

제1호, 1950.7.26), 계엄하군사재 에 한특별조치령( 통령긴 명령 제6호, 

1950.7.26), 비상시향토방 령( 통령긴 명령 제9호, 1950.8.4), 피난민수

용에 한임시조치령(법률 제145호, 1950.8.4), 징발보상령( 통령령 제381

호, 1950.8.21), 육군보충장교령( 통령령 제382호, 1950.8.28), 국군임시계

에 한건( 통령령 제384호, 1950.9.16), 비상게엄해제에 한건(1950.11.7), 

계엄선포에 한건(1950.11.7), 부역행 특별처리법(법률 제157호, 1950.12.1), 

국민방 군설치법(법률 제172호, 1950.12.21, 폐지 1951.5.12), 감행령(

통령령 제426호, 1950.12.28), 방공법(법률 제183호, 1951.3.22), 계엄병시

행령( 통령령 제598호, 1952.1.28), 시근로동원법(법률 제292호, 19536.3), 

민병 령( 통령령 제813호, 1953.7.23) 등.170) 이승만은 국가원수  행정

169) ｢계엄령선포에 한 이승만 통령 특별담화(1950. 7. 15)｣, 국방부 사편찬회, ꡔ한국

란 1년지ꡕ, p. C3.

170) 국방부 사편찬회, ꡔ한국 란 1년지ꡕ, pp. C47-C85; 국방부 사편찬회, ꡔ한국 란 2년

지ꡕ, pp. C215 -C238; 국방부정훈부, ꡔ한국 란 3년지ꡕ, pp. C120-C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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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으로서 이들 조치를 통해 시 공공이 안녕질서를 유지해 나갔다.

5. 맺음말: 쟁지도자로서 이승만의 평가

이승만은 건국 통령으로서 북한의 공신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

제의 한민국을 지켜 낸 국권수호의 통령이었다. 이승만은 복 이후 

숱한 간난(艱難)을 무릅쓰고 어렵게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한민국

의  통령으로 취임한지 채 2년도 안되어서 공산권 종주국인 소련과 

공으로부터 막 한 무기와 병력을 지원받은 북한의 기습 인 공격을 받

았다. 그 당시 이승만의 한민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에 의해 국경충

돌 방지  치안유지에 합한 경비  수 의 군 로 육성된 국군을 보유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소련제 차와 투기 등 에 합한 무기로 

무장하고 독⋅소 쟁 에서 풍부한 투경험을 쌓은 소련 군사고문단이 수

립한 쟁계획과 이에 따른 사단  기동훈련까지 끝마친 북한군의 면

인 기습공격을 받았다.

개  당시 비록 국군이 반공사상으로 철 히 무장 다고는 하나, 략  

기습공격과 남북한의 병력  무기지수 면에서 2 : 1이라는 격한 력차

를 고려할 때 쟁의 승패는 북한의 승리를 의심치 않을 수가 없었다.171) 

이에 해 개  부터 휴 까지 3년 1개월 동안 요 투를 거의 독자

으로 이끈 백선엽 장군은 “국군의 력이 북한군의 반 수 도 안 된 상

태에서 이루어진 기습으로 허망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술회했다.172) 

쟁 기 국군 수뇌부는 북한군의 병력⋅무기⋅ 술 등을 분석하고, 여기

171) Robert T. Oliver, “Why War Come in Korea," in Current History, Vol. 19, No. 

107(July 1950), pp. 142-143.

172) 짐 하우스만⋅정일화 공 , ꡔ한국 통령을 움직인 美軍 ꡕ,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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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할 국군의 병력⋅무기⋅ 술 등을 계산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 소

련제 차와 소련이 마련한 쟁계획으로 시작된 6⋅25를 불과 2년 밖에 

안 되는 한국정부가 막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승만도 

그 때의 상황을 “제갈량(諸葛亮)이가 국무총리 어도 공산군의 장총 포(長

銃大砲)와 차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고,  정부가 이에 한 책을 미

리 세우지 못한 것은 미국의 군사물자가 오지 않아 그 게 된 것이다”173)

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듯 당시 한국정부의 능력으로는 을 지도

하고 수행할 수 있는 쟁 리능력이나 기 리능력이 축 되지 않은 채 

남침을 당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열악한 안보상황에서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고 

미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한국군을 70만 군으로 성장  한 쟁지도

자로서 이승만의 쟁지도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쟁 이

 한반도에서 쟁억지력을 갖추고자 구상했던 한반도 략구상이라는 이

승만의 략  혜안(慧眼)은 범인(凡人)의 능력을 과하는 것이었다. 이러

한 을 고려하여 쟁지도자로서 이승만에 해 다음의 평가를 내렸다.

첫째, 이승만은 쟁 이  북한의 력증강에 즈음하여 이에 한 책

으로 한반도 략구상에 따른 한미동맹결성  안 보장 선언, 태평양동맹, 

한국군 력증강, 해군기지제공 등을 제의했고, 이를 해 통령특사 견

과 주미 사를 통해 미국의 군원을 얻고자 노력했다. 그 지만 이승만의 

뜻 로 되지 않았다. 여⋅순10⋅19사건과 38도선 충돌사건, 인민유격 남

침사건 등을 겪은 이승만은 북한의 군비증강에 을 느끼고 미국에 차

와 투기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은 이들 공격용 무기들은 한

국지형과 실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거 했다. 그가 주장한 주한미군 철

수 반 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를 체할 NATO와 같은 태평양동맹이

나 한미동맹 결성도 시기상조  미국의 략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173) ｢계엄령선포에 한이 통령특별담화｣(1950.7.15), 국방부 사편찬회, ꡔ한국 란일년지ꡕ, 

pp. C5-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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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당했다. 한 진해 군항을 미국의 해군기지로 제공하겠다는 이승만의 

제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미국은 한국이 미국 극동방 선에 포함

되지 않았다는 애치슨 국무장 의 극동방 선 연설을 그 화답으로 보내왔

을 뿐이었다. 6⋅25는 그로부터 정확히 5개월 뒤에 터졌다. 그 기 때문에 

이승만은 미국의 그동안 처사에 그 구보다도 억울한 입장에 있었고, 힘

없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비애를 맛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그의 

쟁억지차원의 략  혜안은 놀라울 정도로 선견지명 인 것이 되었다.

둘째, 쟁 발발 후 이승만은 국가원수  쟁지도자로서 탁월한 략

 선택을 했고 이것은 주효(奏效)했다. 개  기 황조차 제 로 보고되

지 않은 상황에서 이승만은 통수권  차원의 역할 분담을 효과 으로 실행

했다. 이승만은 미국을 끌어들이기 한 외교  노력에 최우선을 두고 행

동했다. 즉, 이승만은 무  미국 사와 긴 한 을 유지하는 가운데 워

싱턴의 한국 사에게 미국의 지원을 한 간단없는 지시를 했고, 극동군사

령 과 주한미국 사에게 한국군에게 필요한 무기와 탄약 요청함으로써 국

군에게 부족한 탄약과 무기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신 선 상황에 따라 

부 를 이동하여 병력을 배치하는 등의 순수한 작 사항에 해서는 군부

에 일임했다. 미군 참  이  쟁지도자로서 평정을 잃지 않은 가운데 

시외교에 기울 던 이승만의 노력은 유엔의 결의와 미국의 참 으로 결실

을 맺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강 을 맞아 새로운 

쟁’을 치르게 다.

셋째, 쟁수행과정에서 이승만은 한반도 통일과 북진통일이라는 쟁목

과 목표를 확고히 추진했다. 이는 한국의 국권을 수호했을 뿐만 아니라 

후 미국으로부터 한미동맹과 한국군 력증강이라는 기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 으로 지원받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확고한 쟁목표 

아래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의연하게 군림했고, 도움을 주고 있는 미국에게 

오히려 큰소리를 치면서 쟁의 주도권을 행사했다. 이는 이승만의 카리스

마 인 지도력, 미국 최고 명문 학을 졸업한 학문  배경, 그리고 정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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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단하는 통찰력에서 나왔다. 쟁지도자인 이승만에게 그러한 뚜렷한 

국가  목표가 없었다면 한국도 베트남 쟁에서 ‘자유월남’처럼 공산화되었

을 것이다.

넷째, 쟁수행  이승만은 유엔군의 원활한 지휘를 해 국군의 작

지휘권을 유엔군사령 에게 임하 으면서도, 반공포로석방 등 그 때 그 

때의 황에 따라 쟁지도를 융통성 있게 실시했다. 이는 이승만이 주권

의 일부를 포기했거나 는 미국과의 립 각을 세우는 등의 긴장 계를 

유지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는 오로지 국가이익을 해 처신했고 행동

했다. 미국이 고분고분하지 않은 이승만을 제거할 계획까지 수립했으면서

도, 미국이 이를 수용한 것은 이승만을 신할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반공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그는 국가이익을 해 반공포로 석방 

등 후 미국의 안 보장을 얻기 해 고집을 피우고 완고하게 행동했지만 

합리성과 국제정세를 정확히 읽고 단할  아는 견식이 풍부한 국제정치

지도자로서 쟁의 주체인 미국을 리드(lead)했다. 그 기 때문에 그는 자

신감을 갖고 미국과 여러 정책을 놓고 의할 때도 먼  원칙론을 내세워 

강력히 주장을 펴며 충돌하지만 이는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실리를 얻어

내기 함이었다. 휴 상 무렵 그가 강력히 주장했던 단독 북진통일도 한

국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승만 자신이 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클라크 

장군은 이러한 이승만을 보고 “명분을 히 구사해 실리를 얻어내는 외교

 수완을 도 체 어디에서 터득했는지 알 수 없다”고 탄복했다.174)

이 듯 이승만은 열악한 안보환경하에서 국가원수로서 행정수반으로서 

그리고 쟁지도자로서 쟁을 훌륭하게 지도하며 수행해 냈다. 그는 개  

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군의 신속한 개입을 재 하기 해 노력했고, 미

군 참  이후에는 작 통제권을 임하여 미국의 책임하에 쟁이 개되

도록 만든 후 그는 오로지 민족의 숙원인 북진통일을 해 노력했다. 그러

나 공군 개입으로 미국의 한정책이 휴 정으로 통한 종 정책으로 

174) 백선엽, ꡔ군과 나ꡕ, p.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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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자, 제2의 6⋅25를 방지하기 해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방 조약과 

한국군 력 증강 등 쟁억지력 확보에 그는 혼신의 노력을 다 했다. 그

는 미국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미국보다도 먼  깨달고, 조국의 미래

에 한 국가이익을 해 국헌신(爲國獻身)했다. 진정한 애국자로서, 건

국 후 국가원수로서, 그리고 6⋅25 쟁 때 쟁지도자로서 그의 참모습은 

죽은 뒤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승만의 오랜 미국 친구인 보스 은 이승

만의 결식에서 애 한 규로 그의 인간미와 조국에 한 사랑을 시심

(詩心)으로 기렸다. “내가 자네를 안다네! 내가 자네를 알아! 자네가 얼마

나 조국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네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내가 잘 안다네. 친

구여! 그것 때문에 자네가 얼마나 고생을 해왔는지, 바로 그 애국심 때문에 

자네가 그토록 비난받고 살아 온 것을 내가 잘 안다네. 내 소 한 친구

여….”175)

(원고투고일：2007. 3. 9, 심사완료일：2007. 6. 8)

주제어:이승만, 6⋅25 쟁, 쟁지도, 쟁정책, 쟁목표

175) 란체스카 도  리 지음⋅조혜자 옮김, ꡔ 란체스카 여사의 살아온 이야기ꡕ,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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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ar Policy, War Objective, and Conduct of War by

President Syngman Rhee during the Korean War

Nam, Jeong-ok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about the war policy, objective, and conduct 

of war by President Syngman Rhee during the Korean War.

The Korean War was the most difficult and potentially the most 

disastrous of the early Cold War period, a conflict which directly involved 

one of superpowers in open war with the most populous state in the world. 

The other superpower was only indirectly involved but there was always the 

possibility that it might intervene; the Third World War could erupt.

This study has tried answer the following key questions: (1) What was 

President Syngman Rhee’s strategy toward the United States prior to the 

Korean War? (2) How did President Syngman Rhee act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NKPA) surprise attack against the ROK? (3) What was war 

policy and objective of President Syngman Rhee? (4) When and Why did 

President Syngman Rhee try to penetrate the 38th parallel? (5) Why did 

President Syngman Rhee involve the United States into the Korean War? (6) 

What was role of President Syngman Rhee during the Korean War? (7) 

What did President Syngman Rhee obtain from the United States after the 

armistice?

In seeking answers to the above questions in this paper,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Documents 

and Files of the ROK Government, the Korean War History by 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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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Defense of the ROK were used, and the Memoirs of those officers 

and generals who played an active part in policy-making were consulted 

also.

In conclusion, President Syngman Rhee achieved an enforcement of the 

ROK Armed Forces and the ROK-US alliance relations through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ey Words : Syngman Rhee, The Korean War, Conduct of War, War Policy, 

War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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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인 탈냉 상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만 존재하고 있는 냉  

결구조는 6⋅25 쟁과 그 후유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950

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동안 치러졌던 이 쟁으

로 무려 500만명의 인명 피해와 1천만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으며 체 가옥

의 60%에 해당하는 293만호의 집과 건물 5만 3천동 손, 그리고 철도․

＊ 북한연구소 상임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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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630㎞가 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로서 한반도는 제2차 세계 의 종  부산물로 국토가 분단된데 이어 

이념 결과 냉 의 희생물로 정권이 분단되었으며 동족상잔의 6⋅25 쟁

으로 민족이 분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쟁의 직  당사자인 남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제2의 6⋅25 쟁을 방지하거나 재발시 완 한 승리를 

하여 과도한 국력을 투입하여 군사력 건설 경쟁에 몰두해 왔다. 특히 북

한은 재래식 력의 증강뿐만 아니라, 핵․미사일․화생무기 등 량 괴

무기(WMD) 개발을 통한 비 칭 력을 강화하는 군사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실험을 단행하여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한 채, 

한반도 안보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에 새로운 을 가하는가하면 세계 핵 

확산방지체제에 도 하고 있다.

한 북핵문제 해결을 한 4년간의 6자회담에서도 별다른 진 이 없자 

북핵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6⋅25 쟁 종 선언’과 ‘평화 정체결’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6⋅25 쟁의 기원과 책임에 해 재인식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6⋅25 쟁과 련하여 국내⋅외 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북

한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주로 쟁을 도발했다는 “ 통주의”  

시각과 남한 내부의 계 갈등과 민족해방운동의 흐름이 쟁으로 이어졌

다고 주장하는 “수정주의”  시각이 일반 이다. 자는 한⋅미 양국의 다

수의 연구자들이 소련의 팽창주의에 을 맞춰 쟁의 원인을 규명하려

는데 반해, 후자는 일제치하에서 배태되어 해방공간에서 격화된 계 모순

이 미국의 반공⋅반 명정책과 충돌하면서 면 으로 발 한 것으로 보

고 있다.1)

1) John Halliday, Korea: the Unknown War, London: Viking, 1988,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Korean War, Volume Ⅰ: Liberation and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Korean War, Volume Ⅱ: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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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6⋅25 쟁에 한 연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특히 쟁의 원인 

 개  책임에 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ꡔ한국 쟁의 기원ꡕ의 자 루스 커 스는 ① 북한 남침설, ② 남한 북침

설, 그리고 한국이 함정을 만들었다는 ③ 남침 유도설 등 세 가지 說을 검

토하고 결론은 “ 가 한국 쟁을 시작했나? 이 질문에는 답할 수가 없다” 

(Who started the Korean war? This question cannot be answered)2)

고 했다. 아마 이에 한 논쟁은 북한 김일성⋅김정일 父子 체제가 끝이 

나고 북한, 일본, 국, 러시아 측 자료가 더 많이 개방되어야 조용해질 

것이다.

그러나 냉 종식이후 러시아 측이 공개한 구소련의 6⋅25 련문서는 

쟁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들어내고 있다. 특히 “러시아연방 통

령 문서보 소”와 “외무부 외교정책문서 보 소”에 있던 1949년 1월～1953

년 9월까지의 6⋅25 쟁 련 기 문서 216건 548쪽 분량의 복사본을 친 

 러시아 통령이 한국 측에 달함으로써 6⋅25 쟁 연구에 매우 요한 

1차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3)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는 6⋅25 쟁에서 북한 김일성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북한군의 쟁수행과정을 분석함으로써 6⋅25 쟁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 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데 목 을 두었다. 제

2장에서는 해방이후 김일성이 북한에 등장하게 된 배경과 권력장악 과정 

 북한군의 창군과정을 살피고, 제3장에서는 김일성의 6⋅25 쟁 계획과 

소련의 쟁 승인과정을 분석하며, 제4장에서는 북한군의 쟁수행내용을 

단계별로 평가하고,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6⋅25 쟁의 역사  의미와 교

훈을 도출하기로 하 다.

2)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3) 외교통상부 사료, ꡔ한국 쟁 련 소련 극비외교문서ꡕ, 1998, 극동문제연구소, “러시아제

공 6.25 비 문서”, ꡔ극동문제ꡕ(199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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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일성(金日成)의 등장과 북한군 창설

(1) 김일성은 구인가?

김일성, 본명 김성주(金成柱)는 1912. 4. 15일, 평남 동군 고평면 남리

(지 의 평양시 만경 )에서 출생했으며 1930년 11월부터 김일성(金一星)

이라는 별명을 사용했고 만주지역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1941년부터 소련

군 극동군사령부 정찰여단(88여단) 1 장(소련군  임시계 )으로 활

약하면서 김일성(金日成)의 이름을 사용했으나 김일성이라는 이름과 행

에 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의 표 인 항일투쟁 사례로 “보천보 투”를 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도서 이 북한정권 수립에 여한 고려인 81명의 수기를 

마이크로 필름화 한 바에 따르면 김일성이 이끄는 동북항일연군 제1군 제6

사의 일부 병력이 1937년 6월 4일, 함경북도 갑산군 혜산진에 있는 일제의 

공서를 습격하고 보천보 일 를 일시 령한 보천보 투에서의 김일성

은 김성주가 아니라, 김일성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일본 육사출신의 본명 

김 서(함남 북천 출신, 1887-1937)로서 그는 일본군 출소를 습격한 후 

추격군과의 조우 에서 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보천보 투에서 북한 김일성이 주역의 역할을 했는지는 분명

하지 않다. 보천보 투의 김일성 부각이나 1945년 10월 14일, 평양 공설

운동장에서 열린 이른바 “김일성장군 환  평양시 군 회” 등은 소련 군

정이 북한 공산정권수립에 이용할 목 으로 김일성을 지도자로 만드는 과

정에서 필요했던 선 에 불과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가짜 김일성 논란은 

허동찬의 “김일성 평 ” 속(續), 이명 , 박갑동의 술과 박 철, 박달의 

진술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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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에 참 한 소련의 북한 령 의도는 동군의 퇴로차단을 한 군

사  목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친소정권을 수립하고 한반도를 소비에트

화 하여 소련의 지배권을 강화하겠다는데 있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그리고 북한과 소련의 계에 해 스칼라피노와 이정식은 소련이 북한에

서 정권수립이 까지는 령군에 의해, 그리고 정권수립 이후부터는 소련

사 이 요정책을 결정했으며 김일성은 소련에 의해 선택된 철 한 “외래

의 괴뢰”(a puppet of a foreign power) 다고 주장했다.4)

김일성이 소련에 의해 북한지도자로 선택된 과정은 당시 소련 극동군 총

사령  바실 스키 원수의 부 이었던  소련공산당 앙 원회 국제부 

부부장 이반 이바노비치 코바낸코(1993년 당시 72세, 모스코바 거주)의 증

언으로 들어났다. 즉 해방이후 소련군이 평양에 사령부를 개설할 무렵이었

던 1945년 8월 하순과 9월 순 사이에 스탈린이 소련 극동군 총사령  바

실 스키 원수에게 “북조선을 소련의 뜻에 맞게 이끌 조선인 지도자를 

추천해 보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극동군사령부가 김일성을 심사했는데 당

시 극동군 계자와 김일성의 화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붉은 군 에서 계속 근무하길 원하는가?/  그 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북조선으로 일하러 가라고 제안한다면?/ 세계 명과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면 항상 일할 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답이

요.”5)

소련 극동군사령부는 이러한 심사 끝에 김일성을 스탈린에게 추천했으며 

추천서에는 “마르크스, 엥겔스, 닌, 스탈린에 한 교육을 꾸 히 받고 

4) Robert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Ⅰ: The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p. 317-318, 381-382.

5) 소련군 정치 계자, 즉 제25군 제7부의 메크  소령  내무인민 원부 요원들이 김일성

에 해 “충분히 군사  교육을 받았다”고 추천한 것이다. 북한정권과 김일성의 괴뢰성

에 해서는 시모토마이 노부오 지음, 이 제 옮김, ꡔ북한정권 탄생의 진실ꡕ(기 랑, 

2004), pp. 76-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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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정신무장이 잘 되어 있음”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한 극동군사령부의 

정보  정치공작 담당과장이던 그리고리 메클 르 비역 령의 회고에 

따르면 스탈린은 베리야의 보고서를 읽은 직후 김일성을 비 리에 모스코

바로 불러 직  면 했으며 이때 김일성은 황공하다는 표정으로 “ , ”를 

연발하자 스탈린은 흡족해 했다는 것이다.6)

여기에서 김일성이 북한에 들어오기 에 이미 북한지도자로 지명되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소련군정은 김일성이 북한에 들어온 후 25일 만

인 1945년 10월 14일, 평양시 군 회에서 민족의 웅  유명한 빨치산

의 지도자로 소개했는데 이는 북한에서 지지기반이 취약한 김일성을 조기

에 지도자로 만들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김일성의 권력 장악

한 소련군정은 김일성의 권력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해 스탈린처럼 

개인숭배를 추진했다. 1946년 2월, 김일성이 북조선임시인민 원회 원장

이 되고부터 김일성을 “조선의 웅 김일성”으로 부각시켰으며 48년 북한정

권이 탄생하면서 “수령”으로 호칭했다. 그리고 소련은 6⋅25 쟁 이던 

1952년 4월, 김일성의 40회 생일에 맞춰 “원수” 칭호를 부여하 다. 소련이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추진한 것은 6⋅25 쟁에서 충성심을 동원하기 한 

수단이었으나 김일성 자신은 별로 한 것도 없이 북한의 지도자로 자리 잡

은 것이다.7)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소련의 日참 이 결정됨에 따라 동년 3월, 

스탈린은 멜 츠코  장 등에게 일참  비명령을 내렸으나 그 당시 

6) ｢ 복 5년사 쟁  재조명 5: 김일성은 소련군의 심사를 받았다｣, 동아일보 2004. 9. 12

일자.

7) 서재진, “항일무장투쟁과 소련의 김일성 수령 만들기”, ꡔ해외자료로 본 북한체제의 형성

과 발 Ⅰꡕ(신인: 2006),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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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한 구체 인 령정책은 확정되지 않았다. 소련은 일 선 포

고를 한 1945년 8월 9일, 제1극동군 선 하의 제25군사령  치스차코

(Ivan M. Chistiakov) 장으로 하여  북한으로 진격시켰다. 제25군은 소

련 태평양 함 와 합동작 으로 雄基−羅津−淸津−羅南을 거쳐 8월 22일

에는 元山에서 일본군을 격퇴함으로써 북한 동해안 령임무를 완수했다. 8

월 26일에는 치스차코  장이 평양에 도착하여 북한지역 령 해방군으

로서 도착성명을 발표하고 8월 28일까지 5개 사단, 1개 여단 총 12만 5천

여 명의 병력을 신의주⋅개성⋅해주 등 북한 역으로 진입 완료했으며 각 

도⋅시⋅군 단 까지 “소련 령군 지역사령부”를 설치하여 소련군정을 시작

했다.8)

그러나 동년 9월, 스탈린이 내린 한반도 북부에 한 령방침은 놀랍게

도 “반일⋅민주세력을 기 로 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인 권력” 수립에 그치

는 것이었다. 한반도는 동유럽과 달리 농업지 에 불과했고 노동자⋅회사원

은 인구의 3%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9) 한 10월에는 로마넨코가 이

끄는 소비에트 민정부(民政部)가 령정책을 시작했으나 평양주둔 제25군

은 미하일 강 소령 등 12명의 소련군인(한국인)들이 통역을 담당했을 뿐 

한국어 통역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해방 후 6개월간(1945.8.15-1946.2.8)은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정이 軍權, 

黨權,政權을 만들어 조된 지도자 김일성에게 몰아주는 작업을 완료한 시

기 다. 

첫째, 軍權은 무장단체를 장악하는 것부터 시작 되었다. 1945년 8월 15

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22일까지 동해안에서는 

소련군과 일본군의 투가 계속되었으며 해방정국의 주도권 경쟁과 치안 

혼란상은 극도에 달했다. 민족주의자인 曺晩植은 “平南建國準備委員 ”를 

구성하고 민족주의세력들을 심으로 “自衛隊”를 조직하여 경찰업무를 수행

8) 장 익, ꡔ북한 인민군 사ꡕ(서문당, 1991), pp. 27-30.

9) 시모토마이 노부오, 앞 ,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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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玄俊赫 등 국내  공산주의자들은 “治安隊”를 조직하여 세력을 확장

해 나갔다. 여기에 더하여 소련군정의 지원을 받는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赤衛隊” 등 3계 의 무장단체가 난립했으나 1945년 9월 24일, 소련

군복을 입은 김일성 , 김책 , 안길  등 40여명의 빨치산 출신

들이 소련 비야츠크로부터 원산항을 거쳐 평양에 도착하자 북한주둔 소련

군 사령 은 모든 무장단체를 “保安隊”로 통합하여 김일성 일 에게 넘겨주

는 조치를 취했다.10)

둘째, 黨權은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이북5도 책임자  열성자

회”−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10⋅14일, “조선인민해방 축하

회”−12월 16⋅17일, “북조선공산당” 개칭 등의 수순을 밟아 책임비서(당

수)에 김일성을 선출함으로써 黨權을 장악하게 하 다.

셋째, 正權은 1946년 2월 8일, 평양에서 “북조선 각도 인민 원회 표와 

사회단체 표자회의”가 개최되어 “북조선 5도 행정국”을 폐지하고 그 신 

“북조선 임시인민 원회”를 결성했으며 원장에 김일성, 부 원장에 김두

, 보안국장에 최용건 등 17명의 각료  요원들을 임명했는데 무소속 2명

을 제외하고 원 공산당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산당 단독정

권이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1946년 2월 8일 재 김일성은 북조선임시

인민 원회 원장(행정부 수반), 북조선 공산당 책임비서(당수), 그리고 

유일한 무장조직인 보안 까지 장악함으로써 소련 군정의 비호아래 북한의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그 후 김일성은 민족주의세력을 제거하고 단일후보 추천의 흑백투표를 

통해 1947년 2월 17일, 북조선인민 원회를 구성하 으며, 1948년 4월에는 

소련공산주의를 모방한 인민헌법을 제정하고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의

10) 1945년 10월 12일, 치스차코  장은 “소련 제25군사령 의 명령서”를 발표했는데 요지

는 다음과 같다. “북조선지역내에 있는 무장단체를 해산하고 무기와 탄약 등 군용물자를 

소련군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평민 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하여 규정된 인원수의 

보안 를 조직할 것을 허락한다.” 김창순, ꡔ북한15년사ꡕ(지문각, 1961),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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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선거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채택하고 김일

성을 수상으로 선임했으며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수순을 진행했다.

김일성의 북한권력 장악은 소련의 사  결정과 극 인 후원에 의한 것

으로 결국 소련이 북한에서의 최종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로서 김일성

의 북한권력 장악은 곧 소련공산주의의 북한장악이 되어 6⋅25 쟁과 분단

의 원인을 만들었다.

(3) 북한군 창설11)

1948년 2월 8일 오  10시, 평양역  大 장에서 소련군을 모방한 계

장을 부착한 인민군 보병, 포병, 기동화부 로 구성된 1만명 내지 2만 5천

명의 병력이 소련제 기 총, 박격포, 차포, 고사포, 곡사포, 직사포, 

그리고 모터사이클 등 신형장비를 갖추고 정렬한 가운데 조선인민군 창군

행사가 거행되었다. 사열  단상에는 북조선인민 원회(북한의 사실상의 정

부) 원장인 김일성을 비롯하여 북한 령 제2  소련군 사령  코르트코

 장, 인민군 총고문 스미르노  소장, 인민군 장성 등 북한이 軍⋅政⋅

黨의 핵심인사들이 참석했다. 여기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설

을 했다.

  “오늘 우리가 인민군 를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 완 자

주독립을 일층 진시키기 해서입니다. 웅  소련군 가 우리민족을 해

방시켜  후 2년이 넘는 동안에 민주주의 완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모든 

11) 북한은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을 공식 선포하고 이날을 창군일로 기념해왔

다. 그러나 1978년 2월, “조선인민군은 조선인민 명군의 직 인 계승자”라고 주장하

면서 창군일을 4월 25일로 변경했다. 이는 김일성이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 명군

(항일유격 )”을 창립했다는 항일 빨치산활동을 부각하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

성을 선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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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를 튼튼히 닦아 놓았습니다. 둘째의 목 은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자주

독립을 하여 투쟁하고 있는 북조선인민들의 그 고귀한 사업을 더욱 자유

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인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해서 입니다.”12)

여기에서 들어난 인민군 창설의 두 가지 목 은 첫째, 조국의 완 한 독

립, 즉 남북한 통일을 진하기 함이요, 둘째는 남북통일을 하여 투쟁

하는 북한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함이라고 밝힘으로써 결국은 무

력에 의한 남북통일을 목 으로 군 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창군 당시 인민군 편성은 인민군 총사령부 하에 제1보병사단, 제2보병

사단, 제3혼성여단, 직속병원 등으로 구성되었고 총사령 에는 최용건, 총

참모장에 강건이 임명되었다. 해방이후 불과 2년 6개월 만에, 그리고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도 에 2개 사단 1개 여단 규모의 정규군 를 창군한 것

은 소련과 국의 극 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제2차 

세계 이후 미국과 일본의 착을 우려한 소련의 한반도 정책에 따른 조

치라고 할 수 있다.

북한군 창군의 주역들은 부분 국공산당 산하에서 항일 에 참여했

던 자들과 소련군 출신 한인들이었고 과거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들은 

철 히 배제되었다. 첫째, “빨치산” 계열은 김일성, 최용건, 김책, 강건, 

안길, 김일, 최 , 김 , 오진우, 최 , 박성철 등으로서 이들은 국공

산당 만주성 원회에서 조직한 “東北抗日聯軍”으로 1940년말까지 항일 을 

수행하다가 일본군의 토벌에 쫓겨 소련령으로 도망했다. 그 후 소련군에 

편입되어 훈련  해방이 되자 김일성과 함께 북한에 들어온 것이다. 이들

은 창군뿐만 아니라, 6⋅25 쟁에서 주역을 담당했는데 김일성은 인민군 

최고사령 , 최용건은 최고사령부 부사령  겸 민족보 상(국방부장 ), 

김책은 선사령 , 강건은 선사령부 총참모장, 김 은 제2군단장, 최

, 이 호, 유경수, 오진우, 최 , 박성철, 최충국 등은 사단장으로 각각 

12) ꡔ김일성 선집 1ꡕ(조선로동당출 사, 1954), pp. 35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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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했다.

둘째, “조선의용군” 는 “팔로군” 계열로서 무정, 김웅, 이상조, 박효삼, 

이권무, 이익성, 김강, 방호산, 김창덕, 왕연, 박일우, 장평산, 박근일, 김

창만, 이림, 이필규, 우 등으로 1942년 국 山西省에서 국 八路軍 포

병사령  무정이 모택동의 지시에 따라 한인청년들을 모아 “華北 朝鮮義勇

軍”을 조직하여 항일 을 수행하다가 해방 후 입북하여 창군에 가담하 으

며 6⋅25 쟁 당시 무정은 제2군단장, 김웅은 제1군단장, 방호산, 김창덕, 

우, 이권무, 박효삼, 이익성, 장평산 등은 사단장으로, 이상조는 인민군 

부참모장, 왕연은 공군사령 , 박일우는 장으로 내무성 군 를 총지휘하

는 등 6⋅25 쟁의 주역을 담당했다.

셋째, “소련출신 계열”로서 최표덕, 이동화, 강 미하일, 최홍극, 황호림, 

최원, 최종학, 오기찬, 박길남, 문일, 이청송, 정율, 유성철, 정학 , 김

률, 이종인 등 소련군과 함께 입북한 소련 역군인들, 그리고 남일, 김일 

등 소련거주 한인 2세 민간인들로서 창군당시에는 간부학교 교 , 소련군 

통역 , 민족보 성의 주요 참모부서에서 활약했으며 6⋅25 쟁 당시에는 

선사령부 작 국장(유성철), 포병국장(김 률), 공병국장(박길남), 후방

총국장(최홍극) 등 주요 참모직을 수행했으며 남일은 총참모장, 최표덕은 

차사령 , 한일무는 해군사령  등으로 활약했다.13)

이 게 보면 인민군 창건과 6⋅25 쟁의 주역은 국과 소련에서 활약했

던 한인들이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25 쟁은 소련과 국이 한

반도의 공산화 략목표를 달성하기 해 김일성 등 한인들을 앞세워 군

를 만들고 동족상잔의 6⋅25 쟁을 치르게 만들었으며 조국해방을 한 정

의의 쟁이라는 명분과 개인  웅 의가 덧붙여져 민족  비극이 연출

된 것이다.

김일성은 소련 극동군 군사 원 슈티코  장에 의해 북한의 통치자로 

내정되었으며 1945년 9월 19일 원산항으로 귀국할 당시에는 소련군 평양지

13) 장 익, 앞 , pp.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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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사령부 부책임자의 직책이 주어졌다. 6⋅25 쟁 당시에는 내각수상, 

당 군사 원장(1950. 6), 조선인민군최고사령 (1950. 7), 조선인민군원수

(1953. 2)로서 6⋅25 쟁을 직  지휘했다.14)

1994. 7. 8 평양에서 사망할 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조선

로동당 총비서, 조선로동당 군사 원회 원장, 국방 원회 원장 등의 직

책을 맡았으므로 한민족사에서 동족상잔의 6⋅25 쟁과 과도한 쟁 비로 

2천만 북한동포들에게 가난과 고통을 안겨 데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3. 김일성의 6⋅25 쟁 계획과 스탈린의 승인

(1) 김일성은 왜 남침 쟁을 희망했는가?

냉 종식이후 밝 진 새로운 사료들을 종합하면 6⋅25 쟁에서 가장 큰 

책임은 북한 김일성이 져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특히 조선인민군 

창군이후 김일성은 군사력 강화를 해 군사훈련을 강조했다. 즉 김일성은 

“우리는 동서고 을 통하여 필승불패를 호언하던 강 한 군 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을 과소평가하고 투 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가 불의의 공격

을 당하면 당황망조하여 혼란에 빠지게 되며 자기의 힘을 제 로 써보지도 

못하고 패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 때문에 항상 에 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 어떠한 공격이라도 격 할 수 있도록 비된 태세를 견지하며 

의 일거일동을 리하게 살펴 의 음모와 책동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요합니다”15)라고 강조한 바 있다.

14) 북한연구소, ꡔ북한 사 ꡕ(북한연구소, 1999), pp. 258-259.

15) ꡔ김일성 작집ꡕ 제4권, pp. 48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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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일성으로 하여  6⋅25 쟁을 발의하도록 자극한 원인은 좌우

립으로 혼란한 남한 상황, 북한내부의 벌투쟁, 38선을 심으로 한 남북

한 사이의 빈번한 무력충돌, 국제정치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남한의 상황이다. 당시 남한은 좌익세력이 주도하는 폭동과 반란사

건이 잇따랐다. 1946년 9월 총 업과 10월 구 폭동, 1948년 4⋅3 제주도 

폭동과 10월의 ‘여순반란사건’ 등이 잇따랐다. 이는 남로당 앙지도부의 

지령에 의해 군 의 불만을 조직 으로 활용하여 좌익폭동이나 반란으로 

몰아간 사건들인데 김일성은 이를 보고 고무된 것이다. 좌우익의 극한 

립과 미군정의 미온 인 처 등으로 어수선한 남한의 혼란한 상황이 김일

성에게 쟁을 결심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둘째, 북한 내부의 벌투쟁이다. 1949년 6월, 북조선 노동당과 남조선 

노동당이 합당하 다. 이는 남노당이 북노당에 병합⋅흡수된 것을 의미하며 

박헌  세력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정권 기, 권력의 주

도권을 장악하기 한 투쟁에서 김일성의 경쟁자이며 조기통일을 주장하던 

박헌 의 허를 르기 해 남침 쟁을 도발했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공산

주의 사상이나 민족해방투쟁 경력에서 자신보다 앞서는 박헌 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군사행동을 통해 명성과 투쟁성을 부각시키고자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 38선 부근에서 발생한 남북한간의 군사  기 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한 계는 좌익에서 남북한 인민 원회를 조직코자한 1945년

부터 46년까지의 정치단계, 1946년 말의 좌익반란 단계, 1948년 부터 

1950년 에 이르는 좌익에 의한 비재래식 무장유격투쟁을 거쳐 1949년 

에 소규모 무력도발로 시작하여 한때 소강상태를 유지하다가 무장충돌과 

무력남침으로 악화된 것이 6⋅25 쟁이라는 것이다. 결국 6⋅25 쟁은 어

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차례의 반란과 유격  기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북한이 면 을 시도한 것이라 하겠다.16) 그동안 시도해 온 남

16) 김 은 북한이 6⋅25 남침이 에 다음과 같은 6단계의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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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해방과 계 명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해서라도 김일성은 6⋅25 남

침 쟁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넷째, 국제정세 변화에 자극을 받은 것이다. 먼  미국과 소련의 계변

화이다. 미국과 소련은 38선을 경계로 한 3년간의 군정을 끝내고 남북한 

각각의 단독정부를 수립했으며 한반도에서 각각의 군 를 철수시켰기 때문

에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들의 문제가 되었다. 이는 1950년 1월 12

일, 미국의 극동방어선에 한반도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애치슨 라인” 선언

으로 더욱 분명해졌다.

결국 투철한 공산 명가  지도자 김일성은 한반도 공산화 통일의지를 

불태우던  소련과 공의 극 인 후원과 지원에 힘입어 동족상잔의 비

극인 6⋅25 쟁을 도발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2) 스탈린은 어떻게 6⋅25 쟁을 승인하고 지원했는가?

사실 소련은 한반도 문제에 그다지 큰 심을 두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의 한반도 령은 일작 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1945년 6월 24일, 

모스코바에서 유럽 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규모 퍼 이드가 있었고 소련

군 총참모부가 일  작 계획을 완성한 것은 6월 27일이었다. 작 의 핵

심목표는 만주에서 일본 동군을 격퇴하고 만주를 군사 으로 령하는데 

있었다. 이를 해서는 우선 동군의 증원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

었다. 즉 소련군은 만주와 일본 본토간의 연락을 차단하기 해 여러 략

단계(1947년 말～1948년 ): 4⋅3제주 폭동 등 좌우갈등이 격화되는 시기, 제2단계

(1948년 여름): 남노당과 미군정청이 경쟁 인 정부수립을 비하던 시기, 제3단계(1948

년 말～1949년): 여순반란 이후 한민국정부의 존립을 하던 시기, 제4단계(1949년 

과 겨울): 한민국정부가 극 으로 북한의 무장유격  소탕작 을 개한 시기, 제

5단계(1949년 겨울～1950년): 극 인 유격  토벌작 으로 남노당 조직과 유격 가 

와해되는 시기, 제6단계(1950년 ): 6⋅25 쟁 직  의도 으로 조용해진 시기. 김

, ꡔ6⋅25의 실상과 허상ꡕ(도서출팜 원일정보, 1999), pp.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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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는데 여기에 라진, 청진, 웅기의 세 항구가 포

함된 것이다. 소련은 이때부터 한반도정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17)

소련이 북한에서 친소정권을 수립하기 해서는 정치기구를 수립하는 일

과 최고지도자와 권력엘리트들을 친소인물로 채우는 것이 선무 다. 동유

럽 국가들과 달리 북한은 토착공산주의 세력을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25에 창당된 조선공산당은 벌싸움으로 해산되었으며 일제의 탄압아래 

명맥을 유지하던 소수 공산주의자들은 서울과 남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

다. 기 소련군정은 민족주의자 조만식을 끌어들이려고 했으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는 완 히 다른 것이므로 실패했다. 

따라서 소련은 북한 공산화를 해 소련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차출

하여 데리고 왔다. 첫째, 해방직후 소련군인의 신분으로 소련군과 함께 북

한으로 들어온 그룹, 둘째, 1945년 9월부터 10월에 징병업무를 할하던 

특수기 인 군사 동원부를 통하여 선발된 자들로서 소련군 제25군 참모부 

할 하에 둔 그룹, 셋째, 1947년 이후 기술 문가 는 정부기구내 각 분

야 고문으로 견된 그룹 등으로 총 428명이라고 정상진은 증언했다.18)

한편 북한은 1948년 한 해 동안 소련과 더불어 6⋅25 쟁을 한 발 빠

른 비를 서둘 다. 2월에 인민군 를 창군하고 9월에는 정권을 수립했으

며 12월에는 북한주둔 소련군 철수에 이어 모스코바에서 북한군  확장을 

한 략회의가 열렸기 때문이다. 특히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수하면서 육

군의 차  자주포, 포, 화기를 인민군에 이양했으며 공군이 사용하

던 IL-10, YAK-9, PC-2 등의 항공기, 그리고 소련군사 고문  3,000명을 

잔류시킨19) 것은 쟁에 비한 북한군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

17) ꡔ 복5년사 쟁  재조명4: 소련의 야심은 없었을까ꡕ, 동아일보, 2004. 9. 5일자.

18) 서재진, 앞 , p. 36.

19) 1948년 12월 25일까지 북한에서 소련군이 완 히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북

한군 당 1명 기 으로 3,000명을 잔류시킴으로서 1949년 6월까지 주한 미군사고문

단 500명(한국군 사단당 21명)보다 6배에 해당하는 소련군을 잔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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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1948년 12월 모스코바에서 열린 소련, 공, 북한 3국의 략회의에서는 

구체 인 쟁 비문제가 논의되었다. 소련 국방상 불가닌(Nicholai, A. 

Bulganin)이 주제한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20)

1) 조선인민군을 향후 18개월 이내(1950년 6월 이 )에 북한으로부터 철군

한 소련군에 신할 만한 강력한 군 를 아래와 같이 편성한다.

  ① 6개 보병사단을 돌격사단으로 편성한다.

  ② 공측은 북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한인계 공군(동북 조선의용군) 

약 2만-2만5천명을 입북시킨다. 

  ③ 돌격사단 이외에 8개의 비사단을 편성한다.

  ④ T-34  차 등 총 500 를 보유하는 2개 차사단을 편성한다.

  ⑤ 공군은 정치  문제를 고려하여 당분간 편성하지 않는다.

2) 상기 내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감독하기 하여 “소련 특별군사사 단”

을 평양에 견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에 따라 “소련 특별군사사 단”이 편성되었는데 단장에는  북

한주재 소련 사 슈티코 (T. F, Shtykov) 장, 기계화부  술 문가인 

쿠바노 (kubanov) 장, 정보 문가 자카로 (Zakalov) 장군 등 총 40명

의 군사 문가들이 포함되었다. 이들에게는 1950년 6월까지 18개월 이내에 

북한 인민군의 력증강과 군사훈련을 완수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21)

1949년 3월 , 소련은 공과 북한의 수뇌를 모스코바로 청했다. 김일

성은 표단을 이끌고 소련을 방문하여 3개의 정을 체결했다. 첫째, 3월 

17일에 체결한 “조⋅소 경제문화 정”은 물품교환과 지불에 한 정, 기

술  원조에 한 정, 1950년까지 총 5억 4,600만 달러의 경제원조를 제

공하는 내용의 비 정을 체결했다.22)

20) 국방부 사편찬 원회, ꡔ韓國戰爭史 제1권ꡕ(국방부 사편찬 원회, 1967), p. 705.

21) 북한연구소, ꡔ북한군사론ꡕ(북한연구소, 1978),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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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같은 날 “조⋅소 군사비 정”을 체결했는데 주요내용은 6개 보병

사단과 3개 기계화부  편성에 필요한 무기  장비의 추가 원조, 7개 기

동 보안  편성에 필요한 장비의 추가 원조, 정찰기 20 , 투기 100 , 

폭격기 30  추가원조, 120명의 특별군사고문단 견, 10억원에 해당하는 

물자지원 등이다.

셋째, 3월 18일, 소련 당국의 주제하에 국과 “조⋅  상호방 정”을 

체결하고 “양측은 여하한 성질의 침략에 하여도 공동으로 방 하며, 어떠

한 제국주의 세력이 북한 는 국을 일방 공격하는 경우 양국은 공동

쟁과 공동행동을 취한다는 것”과 만주에서 병력과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고 

양측의 경제  필요에 따라 물물교환을 한다는 것을 약속했다.23) 이로서 

스탈린과 모택동의 6⋅25 쟁 지원 비는 구체화된 것이다.

소련과 공으로부터 병력과 장비를 지원받은 북한군은 1949년말까지 소

련군 철수 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력을 확보했으며 소부 훈련을 거쳐 

군단  부 훈련까지 소화하는 수 이 되었다.

1949년 말, 김일성은 모스코바를 방문하고 스탈린을 만난 자리에서 “남한 

동포를 이승만 압제 하에서 구출하기 하여 남침하기를 원한다고 제한 

다음, 우리가 남침 공격을 시작하기만 하면 남한에서 민 기가 국 으

로 확산되어 이승만 정권은 삽시간에 무 질 것입니다”라고 장담하면서 남

침 쟁 승인을 간청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심사숙고하여 완벽

한 계획을 작성하여 다시 오도록 지시”했다.

1950년 2월 순에서 하순까지 김일성은 남침계획을 보완하여 모스코바

를 다시 방문했다.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보고하기를 “본 계획의 성공 확실

성은 입니다”라고 호언장담 했으나 스탈린은 미군의 개입 기능성에 

22) 소련 라우다 지, 1949. 3. 17일자.

23) 이 조⋅  상호방 정에 따라 1949년 7월에 1개 사단, 8월에 1개 사단, ’50년 4월에 1

개 사단 등 총 5만명의 공군 소속 한인부 들이 북한에 들어갔다. 장 익, 앞 ,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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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만일 쟁을 신속히 종결지울 수 있다면 미군

의 개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모택동은 스탈린의 우려에 해 “김일성의 계획에 극 찬동하고 

김일성의 제의는 한국인 스스로가 해결하여야 할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미

국은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스탈린은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승인하고 “남침개시일은 1950년 6월 25일로 확정”했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 6. 25일로 택일한 것은 8⋅15 복  행사 에 종결, 

농사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기 해, 공군력사용에 제한을  수 있는 

우기철 이용 등을 주장했다.24)

이날 스탈린 별장에서는 김일성을 한 만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김일

성은 “남한의 비옥한 땅과 풍부한 수산물에 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남

북한이 통일되면 북한에서는 공업용 원자재를 공 할 수 있고 남한에서는 

풍부한 농수산물을 공 함으로써 남북한 발 에 상호 큰 이익이 될 것”이

라며 통일이후의 문제까지 언 하면서 흥분했다고 한다.25)

스탈린으로부터 남침 쟁을 승낙 받은 김일성은 북한으로 돌아와 극비리

에 쟁계획을 진행시켜오다가 1950년 4월경에 “노동당 앙 원회 정치

원회”를 열어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얻었다. 여기에서 김일성(정치 원회 

앙 원장)은 “조국통일에 한 건” 보고를 통해 “  단계에서 무력통일만

이 유일하고 올바른 실 인 정책임을 강조하고 정치 원회의 만장일치 

지지를 요청”했다. 민족보 상이자 인민군 총사령 인 최용건의 남한군에 

한 군사보고가 있었으며 자리 순서에 따라 박헌 (정치 원회 부 원장)

이 김일성의 보고를 지지하는 발언과 함께 “남조선에는 재 약 20만의 남

조선 노동당원이 지하에서 투쟁하고 있다. 만약 인민군이 남하하면 20만의 

남노당원이 일제히 일어서서 인민군의 군사작 을 원호하고  남조선지역

24) 소진철, “새 문서를 근거로 한 한국 쟁의 원인에 한 재검토”, 국방 학교 안보문제연

구소, ꡔ6⋅25 쟁과 한반도 평화ꡕ(2000), p. 10.

25) Khrushchev remembers, pp. 367-373. 장 익, 앞 , pp. 148-15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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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방할 것”이라고 호언했다.26)

(3) 6⋅25 쟁 계획

쟁에서 작 계획은 건설공사에서 설계도와 같다. 북한의 6⋅25 쟁 작

계획은 북한에 의한 선제기습 쟁이자 불법남침 쟁이라는 을 분명

히 해 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 해 1950년 4월 순, 민족보 성 총고문 

바실리에 (Vassyliev) 장, 인민군총참모부 고문 포스토니코  소장을 비

롯한 10여명의 새로운 소련 특별군사고문단이 북한에 도착했다. 지 까지

의 소련 군사고문 들은 인민군 창군과 정치⋅군사훈련이 주 임무 으나 

이들은 이른바 “작 통 장교”들로서 쟁계획 분야 문가들이었다. 당시 

북한군은 독자 으로 사단  이상의 부 작 계획이나 제병합동작 계획

을 수립할 능력이 없었다.

당시 민보성 작 국장이었던 유성철(당시 좌)은 1990년 한국에서 6⋅25

남침계획과 련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 다.

“1950년 5월 , 강건 총참모장이 선제타격 작 계획이라는 제목의 러시아

어 문서를 극비리에 번역하라고 주기에 받아 보니 남침용 작 계획이었다. 

이것을 번역하기 해 소련 2세 한국인 정 률, 정학 , 박길남 등과 의논

하여 5월 말경까지 완성했는데 번역작업과정에서 비 을 유지하기 해 

공군 출신 장교들은 제외한 채 민보성 별실에서 한 로 재작성했다”27)는 

것이다. 이로서 남침작  계획은 소련고문 에 의해 작성되고 인민군 참모

장교들이 번역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6⋅25 쟁계획이 소련군에 의해 수립되었다는 증거는  있다. 1950년 6

월 18일자로 조선인민군 총사령부가 인민군 제4사단장에게 하달한 “정찰명

26) 박갑동, ꡔ한국 쟁과 김일성ꡕ(바람과 물결사, 1990).

27) 유성철, “나의증언”, 한국일보, 1990. 11.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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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호”가 그것이다. 소련어로 작성된 의정부−서울 축선을 공격방향으로 

제시한 이 정찰명령은  투에서 노획되었으며 재 원본은 미국무성 

문서 제4266호로 보 되어 있다.

한 1950년 10월 4일, 서울에서 노획한 인민군 공격작 의 정보계획

(1950. 6. 20. 인민군 총참모장이 확인)은 6⋅25 쟁 작 단계를 3단계로 구

분하고 단계별 정보계획목표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정했다.

제1단계 작 은 인민군 총 10개 사단을 2개 군단의 공격집단으로 편조하

고 1군단을 주공으로 천-구화리, 연천-철원에서 38선을 돌 하여 서울을 

압박하고, 2군단을 조공으로 화천-양구에서 38선을 넘어 서울 동측방과 수

원방향으로 우회시켜 양개 군단의 조된 포 공격으로 서울을 령한 후 

수원-원주-삼척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했다.

제2⋅3단계 작 은 제1단계 작 에 이어 실시되나 략계획 자체가 서울

이 령되면 민 기가 일어난다는 상황을 제로 하고 있으므로 국군의 

조직 인 항은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제2단계에서는 신속한 과확 로

<표 1>  작 단계  정보계획 목표

작 단계 작 지역 정보계획목표

제1단계

방어선 돌   주력 섬멸

38도선 방어선

↓

서울(수원)-원주-삼척

- 방방어체계

-서울 방어조직

- 비  투입

제2단계

과확   비  섬멸

서울(수원)-원주-삼척

↓

군산- 구-포항(경주)

-후방방어진지

-사단의 방이동

-증원부   물자유입

제3단계

소탕작   남해안으로의

개

군산- 구-포항(경주)

↓

목포-여수-부산

- 근로상의 방어조직

-항구의 작업활동 

-항구의 방어 책

자료 : 국방군사연구소, ꡔ한국 쟁(상)ꡕ(1995),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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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 국군의 에비부 를 격 하며 군산- - 구-포항 선까지 진출하고 

제3단계로 환하여 잔존세력을 소탕하고 목포-여수-마산-부산 선까지 석

권할 계획이었다.

북한의 략계획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병력이 동원되기 에 이승만 

괴뢰군 와 이미 우리 강토에 침습한 미군을 단시일 내에 소탕하고 인민군

가 부산, 마산, 목포, 여수, 남해 계선까지 진출하여 우리 조국강토를 완

히 해방하며 인민군 를  조선 땅에 기동성 있게 배치함으로써 미제국

자들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했다.28)

쟁경험이 풍부한 특별 군사고문 들에 의해 작성되고 북한군이 번역하

여 작성된 6⋅25남침 쟁의 계획에 해  소련 공산당 서기장 니키타 흐

루시 (1894∼1971)의 회고록 ꡔ흐루시  인된 증언ꡕ(1990)은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즉 “6⋅25 쟁에 한 김일성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

함에 있어서 나는 우리나라의 고문 들이 이 작 계획을 작성할 때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모든 지원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책임은 스탈린에게 있다”고 했다.

소련의 군사 문가들이 한반도의 지형을 심으로 효과 인 부  기동계

획은 수립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신속한 참 과 유엔의 폭넓은 

지원을 측하지 못했으며 특히 남한 국민의 반공의식과 항정신, 그리고 

국군의 용맹성을 과소평가한 책임은 스탈린과 김일성에게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북한의 남침 쟁 계획은 쟁양상의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기습도발에만 한 나머지 소기의 목 을 달성

하지 못한 실패작이라 하겠다.

28) 북한사회과학력사연구소, ꡔ조선 사ꡕ 제25권(1981),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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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군의 쟁수행 평가

(1) 쟁 지도

쟁의 승패는 국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과 략⋅ 술⋅작 ⋅ 투를 

통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쟁을 지도하는 지도자와 지도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북한군은 1950년 5월말, 작 계획이 완성되자 6월에야 공

식 인 쟁지도  지휘체제를 구축하 다. 6월 10일, 민족보 성 총참모

장실에서 사단장  여단장  지휘 들이 비 작 회의를 가지고 여기에서 

사단  부  기동훈련을 가장한 남침 부 이동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때 2

개 군단사령부의 창설이 결정되고 동일 제1군단(군단장 김웅 장: 민족보

성 훈련국장)을, 6월 12일에 제2군단(군단장 김  장: 인민군 제3사

단장)을 각각 창설하 다.

그리고 6월 20일, 2개 군단을 지휘할 야 군사령부 의 선사령부를 설

치하고 사령 에 김책(부수상), 참모장에 강건(총참모장)이 임명되었다고 

유성철이 증언했다. 그러나 조선 사 제25권에서는 7월 5일에 선사령부

를 창설함으로써 “ 시 지휘체제를 강화하여 김일성의 지휘를 더욱 정확하

고 신속하게 실 하며 반  선에 한 지휘를 성과 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29)고 했다. 선사령부 편성일자 문제는 6⋅25 쟁은 사 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북침에 의해 갑자기 응 한 것이라는 논리를 개하기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서 6⋅25 쟁을 한 야 지휘체계는 조선인

민군총사령 에 김일성을 비롯하여 선사령부-군단-사단(여단)으로 확립

되었다.

6월 25일에 남침을 개시한 북한은 6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 원회에

29)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ꡔ조선 사 25ꡕ(1981),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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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군사 원회를 조직하고 김일성을 최고사령 에 임명했다. 군사 원회는 

소련의 국방 원회(commissar)를 모방한 것으로 앙과 지방을 망라하여 

북한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역량을 쟁 승리를 해 총동원할 수 있

는 시 비상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7월 1일, 정령 발표를 

통해 북한 역에 동원령을 선포하고 연령과 기 에 따라 각각 역의 의

무를 부과했다.

북한이 이토록 사  쟁 비가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지도는 효과

이라고 하기 어렵다. 작 계획 로 서부의 제1군단은 3일 만에 서울을 

령했으나 동부의 제2군단은 국군 제6사단의 용 부투에 돈좌되어 3일 만

에 수원을 령하지 못했다. 이에 한 책임을 물어 제2군단장 김 을 

보직해임과 동시에 군단 참모장으로 좌천시키고 제2사단장 이청송 소장과 

제12사단장 우 소장을 각각 해임하여 좌로 강등시키는 등 지휘미숙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고  지휘 들의 손실도 있었다. 선사령  김책(1903～

1951)은 김일성과 함께 항일유격  출신으로 북한정권 수립에 핵심 인 역

할을 했으나 1951년 1월 31일, 쟁 도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총참모

장 강건(1918～1950)은 1950년 9월 8일 지뢰사고로 사망했다.

(2) 쟁수행

북한 측 각종 문헌들은 6⋅25 쟁에 해 “조국해방 쟁은 백 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명한 령도력 에 우리 인

민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해 미제국주의를 우두머리로 하는 

외래침략자들과 이승만 괴뢰도당의 무력침공을 반 하기 하여 진행한 정

의의 쟁”30)이라고 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6⋅25 쟁 수행을 4단계

30) 백과사 출 사, ꡔ조선 백과사 ꡕ(17) (평양: 백과사 출 사, 2000), p.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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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 어 설명하면서 이는 조국해방을 한 정의의 쟁이자 반제반미투

쟁이며 세계 명  인민들을 고무충동하는 명 쟁이었다고 주장한다.

제1단계(1950. 6. 25～9. 15) 쟁은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을 좌 시키고 높은 기동성과 연속 인 타격으로 남반부 지역의 

90% 이상과 인구 92% 이상을 해방시키는 등 정치⋅군사 인 승리를 거두

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2단계(1950. 9. 16～10. 24) 쟁은 패 의 기에 몰린 미제국주의자들

이 최후의 발악을 해 추종 국가들의 병력과 태평양지역 미군을 총동원하

여 낙동강 선에서 반격을 가했으며 인천상륙작 을 감행했으나 “ 의 진

공속도를 최 한 지연시키면서 인민군 주력부 들을 구출하고 새로운 후비

를 편성하여 강력한 반공격집단을 형성하기 해 략 인 후퇴”를 단행

했다고 주장했다.

제3단계(1950. 10. 25～51. 6. 10) 쟁은 미군의 어리석은 속 속결 략을 

물리쳤으며 형제  국인민이 “항미원조보가 국”(抗米援朝保家衛國)의 기

치 에 지원군을 병하여 조선인민의 투쟁을 피로서 도와주었다고 했다. 

김일성은 이 시기를 “한편으로는 우리의 역량을 정비강화하며 다른 편으로

는 의 역량을 부단히 소멸하는 투를 진행하여 을 약화시킴으로써 

쟁의 종국  승리를 쟁취할 비를 하는 단계”라고 평가했다(김일성 선집 

제12편, p. 446).

제4단계(1951. 6. 11～53. 7. 27) 쟁은 1년 동안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

으로 분석하고 극 인 진지 방어 을 개하여 이미 차지한 계선을 완강

히 유지하는데 을 두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갱도진지를 구축하여 난

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고 곡사화력 증강, 습격 , 격수활동, 탱크 사냥조

활동, 비행기 사냥조활동 등 독창 인 술을 개발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2000년도에 발행한 조선 백과사 에서는 6⋅25 쟁에서 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콧 를 꺾어놓고 그 강

성에 한 신화를 산산이 깨트려 버렸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내리막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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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는 시조를 열어놓았다”는 김일성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으나 1950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평북(자강도) 만포 별오리에서 열린 노동당 앙

원회 제2기 제3차 회의에서 김일성은 “  정세와 당면과제”라는 보고를 통

해 쟁 6개월간의 략  반성을 심도 깊게 실시한 것과는 이하다. 여

기에서 김일성은 단  여덟 가지를 제시했는데 제시된 단 과 그 후 보완

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비  비부족 문제이다. 역습시 후방의 취약성을 감하고 노

농 , 교도사단 등 비 력 확보를 한 “ 인민의 무장화” 노선을 채

택했다.

둘째는 간부들의 지휘결함 문제이다. 일부 간부들의 비조직  부 지휘

와 더불어 정세 단과 난 돌  능력이 미숙했으며 부  통솔에 결함을 지

했다.

셋째는 부 규율성 문제이다. 지휘 들이 상부의 명령을 제때에 실행하

지 않았으며 명령을 철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간부의 자질과 

부 지휘능력 향상에 한 평가는 간부교육의 강화와 “ 군의 간부화” 정책

으로 발 했다.

넷째는 들의 유생역량(有生力量)을 소멸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지  문

제이다.  지역에서 사람과 가축 등 생명체들을 완 히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도망치게 만들었으며 곧 수습하여 반격할 기회를 허용했다

고 평가했다. 이는 앞으로의 쟁에서 철 한 유생역량 섬멸 을 상하게 

하는 목이다.

다섯째, 공군과 해군의 포화에 비하지 못했다는 문제이다. 즉 “우수한 

공군과 해군과 포화들을 소유한 들과 싸우는 특수한 조건에서 투를 진

행할  몰랐습니다. 특히 들의 공습이 심한 조건에서 산지 과 애간

투에 능숙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여 북한군이 당시 해⋅공군의 공격에 얼

마나 취약했는지를 입증했다. 이로서 북한은 해⋅공군을 증강하고 산악 과 

야간 투의 요성을 강조하는 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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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유격  개 문제이다. “  후방에서 유격 을 개하는 것은 우

리가 공군이 약하고 기동성이 약한 조건하에서 의 기동성을 괴하며 

을 분산 격멸하며 의 참모부와 후방을 습격하여 후방에서 제2 선을 

조직함으로써 의 퇴로를 차단하여 의 공포와 당황을 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여 비정규 을 통한 제2 선 구축이 원만치 못했음을 인

정했다. 이는 공군의 유격  상황을 기 했으나 남한에서 주민들이 공산

군에 호응하지 않음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일곱째, 후방공   군수보  문제이다. “우리의 후방공 사업들이 잘 

조직되지 못하 으며 후방기 들에는 많은 해독분자들이 잠입하여 선공

에 방해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후방 물자를 우리 부 는 제때에 

공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여 당시 보 품 공  부족을 시인했다. 시에

는 무기⋅탄약 외에도 군수⋅보 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를 지

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군수산업제일주의로 환 발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덟째, 정신무장 문제이다. “부  내에 정치공작사업이 고도로 개되지 

못하 고 부  내에서 고도로 되는 명  애국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이 

부족하 다”고 하여 투원의 장이탈과 포로 방지 책에 소홀히 했음을 

질타했다. 그후 군 의 정치사상교육 강화는 물론 인민의 사상무장을 강

조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쟁수행 평가는 6⋅25 쟁에 직

인 책임자인 김일성 스스로가 내린 것으로서 북한의 군사정책과 술교

리에 근간이 되었다.

한편 북한군 창설과 군사훈련, 그리고 쟁계획까지 수립했던 소련 군사

고문단이 막상 쟁이 개시되자 38선 이남으로 남하 지에 이어 미군의 인

천상륙작  성공 이후에는 철수시킴으로 북한군 쟁수행에 차질을 가져왔

다.31) 한 북한군과 국군의 연합작 도 북한군 총참모부와 국인민지

31) 스탈린이 소련군사고문단을 철수시킨 것은 3일 쟁의 실패, 미군의 조기참 , 소련군 포

로가 발생하여 6⋅25 쟁에서 소련이 참 했다는 증거를 남기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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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군 사령부 간에 연합사령부가 구성되기 까지는 지휘권문제로 순조롭지 

못했다.32) 국가간의 동맹이나 결속도 쟁의 양상이 변하고 국익이 상충될 

경우에는 이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5. 결    론

57년 의 6⋅25 쟁은 지 도 불안한 휴 체제를 유지한 채 남북한 간

의 군사 결과 동북아  세계평화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평화체제 구축과 련하여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탈냉 이후 구소련 측의 기 문서해제로 6⋅25 쟁에서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분명해졌다. 즉 소련은 세계공산화 략의 

일환으로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해 김일성을 북한지도자로 선택하고 군사

력 건설을 지원하여 6⋅25 쟁을 계획하고 지원했으며, 국은 소련의 요구

에 의해 지상군을 직  투입하여 쟁의 당사자가 되었으며 북한 김일성은 

스탈린의 지정에 의해 충성스러운 쟁집행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김일성을 북한 지도자로 선택하고 권력 장악을 지원한 것은 한반

도 지배권 확 를 노린 소련의 계획이라는 것이다.

둘째, 북한군의 창설은 소련의 계획과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남침 쟁

을 목 으로 창군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김일성이 6⋅25 쟁을 발의했으며 스탈린이 이를 최종 승인하고 

철 한 비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김일성으로 하여  6⋅25 쟁을 일으키

이라는 분석이 있다. 안승환, “주 북한소련군사고문단의 북한군지원활동”, 국방부 군사편

찬연구소, ꡔ한국 쟁사의 새로운 연구 2ꡕ(2002), p. 450.

32) 양진삼, “ 쟁기 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사이의 모순과 갈등”, ꡔ한국 쟁사의 새로운 연

구 2ꡕ, p.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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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자극한 원인은 좌우 립 심화로 혼란스러운 남한의 상황, 심각한 북

한내부의 벌투쟁, 38선을 심으로 한 남북한 사이의 빈번한 무력충돌, 

국제정치  상황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소련 군사고문 들이 작성하고 한국말로 번역된 작 계획의 개념

은 제1단계: 3일 이내에 서울(수원)-원주-삼척까지 진출, 제2단계: 군산-

구-포항까지 진출, 제3단계: 목포-여수-부산으로 진출하여 남한 체를 석

권한다는 것이었다. 남침기동계획은 북한군 제1군단을 주공으로 서부의 개

성, 의정부 축선을 통해 서울로 진격하게 하고 제2군단을 조공으로 화천, 

춘천, 홍천을 거쳐 수원북방으로 포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다섯째, 북한군의 쟁수행 내용은 성과 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제1

단계 작 은 3일 만에 서울 령에 성공한 제1군단 진출이 지연되고 있는 

동부의 제2군단과 선조정을 해 3일간 서울에서 지체함으로 미군과 유

엔군의 조기 참 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제2단계 작 에서 포항- 구-마산

을 연하는 낙동강 선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했으나 국군과 유엔군의 효과

인 방어작 에 고 했으며 9⋅15 인천상륙작 으로 세가 역 되는 상

황에서 제3단계 작 은 수포로 돌아간 채 압록강까지 추격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섯째, 6⋅25 쟁의 역사  의미는 8⋅15해방으로 자주독립 국가를 건

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내부 으로 단결하지 

못했고 소련의 한반도 공산화 정책과 김일성의 웅주의가 결합하여 쟁

을 유발했으며, 민족사 최 의 피해를 입힌 국제  성격을 띤 쟁으로 확

되었다. 휴 이후 반세기 이상이나 정 체제를 존속시킴으로 국력의 낭

비와 민족통일에 장애물이 되는 등 민족사에 큰 오 으로 작용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일곱째, 6⋅25 쟁의 가장 큰 교훈은 지도자의 상황 오 이 막 한 피해

를 입히는 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침 쟁을 시작하기만 하면 

남한내부의 공산주의 세력이 기할 것이라고 상했으나 그런 일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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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인들의 문제임으로 미군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도 빗나가 

유엔이 이를 “평화의 괴”(breach of the peace) 행 로 결의하고 유엔군

을 편성하여 응징하도록 했다. 한 국군과 한국인들의 호국의지를 과소평

가하는 등 지도자의 오 이 6⋅25 쟁을 성공시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공산화 명을 주창하던 소련과 국을 믿고 “조국해방 쟁”이라는 

명분으로 남침 쟁을 일으켰던 북한의 김일성은 결국 쟁에 실패했으며 

국제사회와 민족사 앞에 역사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투고일：2007. 3. 21, 심사완료일：2007. 6. 8)

주제어: 6⋅25 쟁, 김일성의 역할, 북한군, 작 계획, 쟁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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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 of Kim Il-sung and the Performance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in the Korean War

Park, Hun-ok 

This study purposes to shed new lights on the structure of the division 

between two Koreas and find out its implications on the today’s military 

security by scrutinizing the role of Kim Il-sung in the Korean War, one of 

the greatest tragedies in our history, and the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war execution of North Korean People’s Army (NKPA).

In order to analyze the role of Kim Il-sung in the Korean War and the 

issue of the NKPA’s warfare execution, this study attempts to do the 

followings; First, it examines the background for Kim Il-sung’s advent in 

North Korea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in 1945, and the process in 

which he assumed power under the shelter of the Soviet Occupation Army 

and established the NKPA. Second, it analyzes Kim Il-sung’s scheme of war 

against the South, the process of the Soviet Union's recognition, and the 

contents of the military operational plan. Third, it evaluates the NKPA’s 

execution of the war by its stages. Finally, it attempts to elicit the 

historical meanings and lessons of the Korean War.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oosing Kim Il-sung 

as the leader of North Korea and supporting him to grab power was the 

Soviet Union’s plot to extend her hold o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the NKPA was established, in substance, to carry out the 

invasion to the South by the Soviet’s intention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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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Kim Il-Sung proposed the Korean War against the South and 

Stalin finally recognized and actively supported his proposal and its 

preparation. The factors that had spurred Kim Il-sung to wage the Korean 

war are the disorder in the ROK caused by the deepening confrontations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serious battles between factions within North 

Korea, frequent armed conflicts between two Koreas, and changes in the 

milieu of international politics.

Fourth, the operational plan for the war, which was prepared by the 

Soviet military supervisors and translated in Korean, was consisted of the 

following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to march into the line of Seoul 

(Suwon)-Wonju-Samcheok within three days, the second stage, into the line 

of Gunsan-Daegu-Pohang, and the third stage, to sweep over the entire 

ROK’s territory by advancing to the line of Mokpo-Yeosu-Busan. The 

movement plan for the invasion to the South was to make the First Corps, 

as the main attacking forces, advance to Seoul through the western route 

of Gaeseong and Uijeongbu and to make the Second Corps, as the assistant 

attacking force, besiege Seoul by marching into the northern Suwon 

through the eastern route of Hwacheon, Chuncheon, and Hongcheon.

Fifth, the performance of the NKPA in the process of war execution was 

not quite satisfactory. At the first stage of the operational plan, the First 

Corps, which succeeded in occupying Seoul within three days, had wasted 

three more days in Seoul in waiting for the Second Corps that failed to 

advance on time. By this delay, consequently, the NKPA provided a chance 

for early entry of the US and UN troops into the war. While the NKPA 

succeeded in marching toward the Nakdong River Front of Pohang- 

Daegu-Masan at the second stage, it had to fight against heavy odds of 

effective defense operations by the ROK Armed Forces and UN troops. In 

the situation where the tide of the war began to go into reverse by the 9·15 

Incheon Amphibious Landing Operations, the third stage of the operational 

plan could not be carried out and even resulted in a retreat to the Amn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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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lu) River.

Sixth, the historical meanings of the Korean War can be found in that 

the Koreans failed to unite themselves although they were endowed with a 

chance to establish an independent nation state by the 8·15 Liberation and 

that this failure, combined with the Soviet policy to communize the Korean 

Peninsula and Kim Il-sung’s heroism, resulted in the tragic Korean War. 

Also the continuation of the cease-fire system over a half century since the 

Armistice has left a big stain on our history by causing serious waste of 

national resources and remaining obstacles to the unification.

Seventh, the biggest lessons from the Korean War is that a miscalculation 

of a political leader can provoke a tragic war causing enormous damages. 

While the Korean War was waged by the misjudgement of Kim Il-sung, 

Stalin, and Mao, it is evaluated as a failed war. Their anticipations that a 

mere opening of a war against the South would cause uprisings of the 

communists within in ROK and that the US troops would not intervene in 

the war were all wide off the mark. Rather the United Nations judged the 

war as “breach of the peace” and sent the UN troops to punish this 

behavior. Furthermore, the failure of the Korean War can be attributed to 

Kim Il-sung’s misjudgement of underestimating the indomitable will of the 

ROK Armed Forces and South Koreans to defend the fatherland.

Finally, the Soviet Union, which had advocated communization of the 

world, was dissolved and Kim Il-sung, who waged the Korean War in the 

name of “Fatherland Liberation War,” was responsible to the national 

tragedies and pains. A critical lesson from here would be that the only way 

to prevent the second Korean War is to bolster our deterrence sufficient to 

keep North Korea from anticipating a victory in a war.

Key Words : The Korean War, The Role of Kim Il-sung,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NKPA), Operational Plan, Warfar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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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리 말

제2차 세계  이후 스탈린은 사회주의 모국 소련의 최고지도자로서 다

른 사회주의국가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수령 의 수령’으로 추앙되었다. 

이들 국가의 최고지도자들은 스탈린 앞에서 스스로 ‘제자’로 자처하는 겸양

＊ 이 논문은 2004년도 조선 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 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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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 고 그의 지도  지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주 하지 않았다. 이 

에 있어서는 모택동이나 김일성도 마찬가지 다.

한국 쟁에 한 소련의 정책 결정에서 스탈린이 수행한 역할이 

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당시 소련의 최고 권력기 인 소련공산당 

당 앙 원회 정치국조차도 한국 에 한 정책 결정에서는 사실상 소외되

어 있었다. 소련의 정책은 스탈린의 결정을 기반으로 소련 군부와 외무성

의 련 기 들이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형성되었다.

소련의 군수 지원에 의존한 채 쟁을 수행한 북한지도부는 스탈린의 지

도를 수용함으로써 ‘사회주의 모국’에 충실성을 보 다. 제2차 세계 이

라는 규모 쟁을 지휘한 경험을 지닌 스탈린은 쟁을 겪어보지 못한 

신생 동맹국의 무력통일 쟁에 안도감을 가질 수 없었다. 게다가 우려했

던 미국의 개입과 쟁의 장기화로 인해 그는 거의 3년 간 이 쟁에 몰두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은 한국 에 한 스탈린의 개입 문제, 특히 그의 지도  역할에 

해 시기별, 단계별로 고찰한 것이다. 여기서 지도와 주도는  다른 차

원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필자는 쟁의 주도권이 김일성과 박

헌 을 심으로 한 북한지도부에 있었다는 제에서 스탈린이 어떠한 방

식으로 쟁의 지도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1)

본 의 목 은 한국 쟁 시기 스탈린의  쟁 정책 반을 조 하게 

추 하는 것에 있지 않다. 그러기에는 한정된 지면만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 은 그가 견지하고자 했던 입장과 그것의 변화 과정 련 자료를 압축

1) 러시아에서 한국  련 고  정책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국내의 최근 연구들은 체로 

스탈린의 쟁 주도권 행사에 한 주장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 견지에서는 신복룡

이 처음으로 체계 인 근을 시도하 다. 신복룡, ｢한국 쟁의 기원–김일성의 개  의

지를 심으로–｣, ꡔ韓國政治學 報ꡕ 30輯 3號, 1996. 이외에도 이 시각에 입각한 주요 

연구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김학 , ꡔ한국 쟁–원인⋅과정⋅휴 ⋅ 향ꡕ, 博英社, 2003; 

황동하, ｢스탈린과 한국 쟁 발발– ⋅소 계를 심으로｣, ꡔ서양사론ꡕ 第79號, 2003; 

이재훈, ｢1949~50년 국인민해방군 내 조선인부 의 “입북”에 한 북, , 소 3국의 

입장｣, ꡔ국제정치논총ꡕ 제45집 3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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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하여 큰 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쟁 발발 이 의 한반도

소련이 해방 후 북한 체제의 형성에 끼친 향을 재론할 필요는 없지만 

스탈린의 북 입장은 많은 심으로 표 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소련이 

동유럽의 동맹국에 비해 북한에 한 비 을 낮게 보았던 것이 주요 원인

이었다. 이 때문에 스탈린은 심지어 사소한 북 지원에 있어서도 인색함

을 드러내곤 하 다. 이를 테면, 그는 1946년 12월 18일자 문에서 북한

의 산업  철도수송의 복구와 발 을 해 82명의 소련 문가 견을 약

속한 바 있었지만 이듬해 5월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북한 주재 소련

사 슈티코 의 거듭된 요청이 있자 그는 그제서야 문가 5～8명만을 견

하도록 조치하 다. “우리는 조선의 내정에 깊이 개입할 가치가 없다”는 이

유에서 다.2) 북한에 한 스탈린의 ‘홀 ’는 소련주둔군의 유지비용 부담

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1947년 10월 4일자 내각회의 결정을 통해 1948년도 

북한 주둔 소련군 주둔 비용을 북한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놓았

다.3) 이 비용을 북조선인민 원회에 부담토록 한 것은 남한 내 미군 주둔 

비용을 미 정부가 제공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났다.

당시 스탈린은 후 자국의 복구와 유럽 략에 더 큰 심을 집 하

고 있었고, 자체의 가용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한반도 문제는 우선순 에

서 벗어나는 경향이 농후했다. 가령, 소련군의 철수 후에 북한은 안 장치

로서 소련과 친선  상호원조조약의 체결을 희망하 으나 이 역시 실 되

2) ｢메 츠코 와 슈티코 가 스탈린에게(1947.5.12)｣, АПРФ, ф. 45, оп. 1, д. 346, л. 4.

3) 이 결정은 슈티코 를 비롯한 지 군부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하는 바람에 일부 수

정되었다. 이에 한 논의는 ｢북조선 주둔 소련군 유지 비용에 한 재정지원에 하여｣, 

ГАРФ, ф. р-5446, оп. 49А, д. 5425, лл. 1-10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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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다. 슈티코 는 김일성에게 이 조약이 “나라의 분단을 유지할 목

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반 한 남조선반동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

는 것”4)이라고 구실을 붙 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략  가치가 자국의 이

익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5)

남북의 지도자들은 분단의 극복을 권력의 최  심사로 둘 수밖에 없었

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해방’ 논리로 무장된 김일성에게는 더욱 큰 문제

을 것이다. 1949년 3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은 무력통일 방침을 스탈

린에게 처음으로 제기하 다. 이때 김일성은 원론  차원에서 이 방침을 

표명하 을 뿐 구체 인 계획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해 스탈린

은 북한 인민군이 남한군보다 인 우 에 있지 못한 , 남한에 주둔

한 미군의 개입 등을 들어 분명히 반 의 입장을 표명하 다.6) 하지만 그

는 남한측이 공격해올 경우에는 반격을 해도 좋다고 덧붙 다. 소련의 지

원 능력 미비와 미군의 직  개입 가능성은 그가 북한지도부의 요청을 수

용할 수 없었던 직 인 이유 다. 신에 김일성은 소련으로부터 4천만 

달러에 해당되는 차  2억 1천 200만 루블을 비롯한 경제 원조를 획득하

고, 이를 통해 본격 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킬 기회를 마련하 다.

모스크바 방문 이후 김일성 지도부는 소련에 지속 으로 개  의사와 이

에 한 동의를 구하려 하 다. 김일성과 박헌 은 평화  방식에 의한 나

라의 통일 문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 고, 통일의 지연에 한 강박 

념에 사로잡  있었다. 그들이 무력통일을 결심한 데에는 우선 남조선 인

민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단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

4) ｢슈티코 가 몰로토 에게(1949.1.19)｣, АПРФ, ф. 3, оп. 65, д. 3, лл. 1-2.

5) 소련이 동유럽국가들과는 1948년까지, 국과는 1950년 2월 14일에 상호동맹조약을 체결

하 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탈린이 북한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하나의 이유는 

남한에 군 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6) Капица М. С. На разных параллелях. Записки дипломата(다양한 도상에서. 한 외교 의 

기록). М., 1996, с. 217; A.V. 토르쿠노 /구종서 옮김, ꡔ한국 쟁의 진실과 수수께끼ꡕ, 

에디터, 2003, 4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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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라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통일문제에는 수년이 걸리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좌익 조직들은 세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기간이 길

어질수록 남측은 강력한 군 를 양성하여 북진을 감행할 수 있다는데 우려

하 던 것이다.7) 이처럼 북한측의 개 에 한 희망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

합 으로 결합되어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38도선상에서 남⋅북간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

한지도부는 최소한 개성과 옹진반도를 장악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슈티코 는 육상 선을 축소하기 해서도 이 작 에 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 다.8) 그러나 모스크바 지도부는 9월 24일 당 정치국 결정을 통해 

북한측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북한이 군사 으로 남측에 비해 우세하

지가 않고, 정치 으로도 남쪽에서 유격투쟁이 미흡하고 인민  기를 

조직하기에 역부족이란 것이었다.9) 크 믈린 당국은 옹진반도와 개성 지역 

령을 한 국지 도 남북간 쟁의 출발로 간주하여 분명한 반 를 표시

하 다. 

이 훈령은 한반도 내부의 역량 미흡만을 쟁 불가의 이유로 들었을 뿐 

정작 더욱 요한 요인인 소련의 북 지원 한계나 미국의 개입 우려에 

한 문제는 시하지 않았다. 사실 북한의 무력은 지속 으로 증강되고 있

었지만 반 로 유격 를 포함한 남한 내 좌  세력의 활동은 시간이 갈수

록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스탈린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그러

한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과의 충

돌을 피하는 확실하고도 안 한 승리의 방정식을 기 한 것이었다.10) 이러

7) 슈티코 가 스탈린에게 ｢남북 조선의 정치경제 상황 개요(1949.9.15)｣, АПРФ, ф. 3, оп. 

65, д. 776, л. 16. 동시에 김일성과 박헌 은 슈티코 에게 조선이 무한정 분단된 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달하 다. 한 김일성은 개  시 소련과 국 

공산당의 지원을 기 하 는데, 특히 조선인들이 국 국민당 군 와의 투에 참가하

으므로, 국도 북조선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 다.

8) 슈티코 가 스탈린에게 ｢남북 조선의 정치경제 상황 개요(1949.9.15)｣, АПРФ, ф. 3, оп. 

65, д. 776, л. 17.

9) ｢조선 주재 사에게 보내는 훈령(1949.9.24)｣, АПРФ, ф. 3, оп. 65, д. 776, лл.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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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정에서 볼 때, 그 당시는 조 한 김일성 지도부와는 달리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때 다.

소련의 군사  지원에 힘입어 북한 인민군의 무장은 빠른 속도로 강화되

었다. 이를테면, 1949년 8월 1일 재 북한 인민군은 보병 사단 5개, 보병 

여단 1개, 기계화 여단 1개 등 도합 80,0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었다. 소련

측의 비교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무장 수 은 남한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

었다.11) 그러나 쟁 발발 시기에 이르러 북한의 총병력은 약 18만 8,000

명을 상회함으로써 약 111,000명에 그친 남한을 압도하 다. 북한군의 무

장은 일제 구식 무기  자체 생산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부분 소련으로

부터 들여온 무기들로 충당되었다.12)

북한지도부의 무력통일 방침에 한 스탈린의 입장 변화는 1950년 들어 

감지되기 시작하 다. 무엇이 그로 하여  개 에 한 동의를 이끌도록 

하 을까. 국 명 성공 직후인 1949년 12월과 이듬 해 2월 두 차례에 

걸친 모택동의 모스크바 방문이 있었다. 처음 소 두 정상은 평화의 보장 

문제를 “  시기에 가장 요한 문제”로 간주할 만큼 지역 정세의 안정에 

인식을 같이 하 다.13) 두 번째 회담에서 양자는 북한의 지원과 한반도 통

일의 필요성에 해 의견을 나 었다. 스탈린은 ‘조선문제’를 결정 으로 해

결하길 원했고, ‘두 개 조선의 존재’에 동의할 수 없었다.14) 같은 시기 스

10) 이와 련하여 미국의 도 인 역사학자 존 M. 톰슨은 1930년  스탈린이 “외국 들

에 해 편집증 인 을 느 ”고, 마찬가지로 제2차  후에는 “동유럽과 독일에 

친서방정부를 수립하려는 연합국의 노력을 당연히 우려하 다”고 쓰고 있다. 김남섭 옮

김, ꡔ20세기 러시아 사ꡕ, 사회평론, 2004, 399, 469쪽. 요컨 , 스탈린이 한국  발

발 후에 외 으로 보인 조심스런 태도와 근은 결코 우연이라 볼 수는 없다.

11) 슈티코 가 스탈린에게 ｢남북 조선의 정치경제 상황 개요(1949.9.15)｣, АПРФ, ф. 3, оп. 

65, д. 776, лл. 18-19.

12) 한국 쟁기 소련의 북 군사지원에 해서는 기 서 ｢소련의 북한 군사원조와 ⋅소 

군 의 참  문제–한국  발발 후를 심으로–｣, ꡔ역사문화연구ꡕ(제25집, 2006)을 

참조.

13) ｢스탈린과 모택동의 회담 기록(1949.12.16)｣, АПРФ, ф. 45, оп. 1, д. 329, лл, 9-17.

14) Коротков Г. И., И. В. Сталин и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스탈린과 한국 쟁/Война в Коре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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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린은 김일성의 개  의 요청에 언제든지 그와 이를 논의할 비가 되

어 있으며, 아울러 도움을  비가 되었다는 회신을 보냈다.15)

동년 3월 30일～4월 25일 김일성과 박헌 의 모스크바 방문은 스탈린의 

개  동의를 직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때 그가 언 한 개 을 한 

상황의 변화는 ① 국 명의 성공으로 국제 으로 유리한 환경의 조성 ② 

필요시 국군의 병 가능 ③ 소동맹 체결에 의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 

축소 ④ 소련의 원자 폭탄 개발 등이었다.16) 스탈린이 언 하지 않았지만 

남한 내에서 미군이 철수한 것도 요한 변화 다. 그의 개  동의는 흔쾌

한 것처럼 보 다. 하지만 이때도 그 자신은 소련의 역할 범 를 명확히 

설정하 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란 나름의 확신을 가지면서도 만에 

하나 그것이 이루어질 경우 자국의 직 인 군사  응은 불가하다는 입

장이었다. 그가 오랫동안 견지해온 ‘일국사회주의론’  입장이 여 히 그의 

머리 속을 지배한 것처럼 보 다. 그는 미국의 개입 여부와 국지도부의 

동의를 개 을 결정짓는 조건으로 간주하 다. 미국의 개입 문제에 한 

스탈린의 생각은 당시 소련공산당 정치국원이었던 흐루쇼 의 증언에 의해

서도 뒤받침 되고 있다.

1950-1953(Взгляд через 50 лет), М., 2001, с. 76.

15) ｢스탈린이 슈티코 에게(1950.1.30)｣, АВПР, ф. 059a, оп. 5a, п. 11, д. 3, л. 92. 일부

의 연구들은 스탈린의 개  동의를 국의 만 해방 지를 비롯해 모택동을 견제하고 

그를 쟁에 끌어들이기 한 의도로 악하고 있다. 를 들면, 황동하, ｢스탈린과 한

국 쟁 발발– ⋅소 계를 심으로｣, ꡔ서양사론ꡕ 第79號, 2003, 116-118쪽. 그러나 이

러한 주장이 진실로 증명되려면, 스탈린이 미군의 개입과 최악의 경우 제3차 도 불

사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제가 필요하다. 국의 참 은 미군의 개입 시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와 같은 주장을 사료  근거에 바탕을 두지 않은 ‘정치 ’ 해석이라

고 생각한다.

16) 게니 바자노 ⋅나탈리아 바자노바 , 김 린 역, ꡔ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 쟁의 

말ꡕ, 열림, 1998, 52-53쪽; Торкунов А. В. Загадочная война: корейский конфликт 

1950-1953 годов(수수께끼 쟁: 1950-1953년 한국 쟁). М., 2000, c. 58-59. 의 인

용은 당시 담 기록을 요약한 것이며, 기록의 원본은 아직 발견(공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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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탈린은 약간의 의심을 표명하 다; 미국이 간섭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갈 것인지가 그를 불안하게 하 다.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김일성은 모든 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고 미국의 간섭이 배제될 것이며 

자신의 무력으로써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 다. 두 사람 모두 여

기에 일치를 보았다.17)

김일성이 미국의 개입이 없을 것임을 확신한 반면18) 스탈린은 여기에 약

간의 의문을 가졌지만 양자는 속 속결에 의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데 

동의하 다. 스탈린이 국지도부의 동의를 개 의 제 조건으로 삼은 것

은 미국의 개입 등으로 북한이 난 에 착할 경우 국의 지원에 의존해

야 한다는 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스탈린은 5월 14일 모택동에게 서신

을 보내 미군의 개입 시 국측에 책임을 확실하게 다짐 받고자 하 다. 

여기서 그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조선인들의 통일 착수에 동의하지만 

이 문제는 국과 조선이 공동으로 결정할 사안임을 강조하고, 국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검토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고 하 다.19) 한편 

스탈린은 이 에 북한측이 요청했다가 거 당한 친선과 동맹, 상호원조조약

의 체결을 국과는 체결할 수 있음을 언 하 다. 다만 승리를 굳히고 외

세의 개입을 방지하기 해 “조선의 해방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

다는 것이었다.20) 개  직  스탈린의 의 은 자국은 물론이고 다른 외부

의 개입이 없는 철 히 ‘내 ’의 형태로 이끌려는 데 있었다.

17) Хрущев Н. С. Воспоминания. Время, люди, власть/회고록. 시 , 사람들, 권력/Т. 2, М., 

1999, c. 83.

18) 김일성은 개  시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리란 확신을 동년 5월 모택동과의 회담에서도 표

명한 바 있다. 이때 모택동은 미군이 직  개입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보 으나 김일성은 

미국이 극동에서 싸울 어떠한 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언 하 다. Торкунов А. В. Там 

же, c. 69-70.

19) ｢스탈린이 모택동에게(1950.5.14)｣, АПРФ, ф. 45, оп. 1, д. 331, л. 55.

20) Торкунов А. В. Там же, c. 59.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은 “한반도에서 해방이라는 사업

이 성취되려면 조약이 즉시 조인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오역이다. A.V. 

토르쿠노 /구종서, ꡔ한국 쟁의 진실과 수수께끼ꡕ,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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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도부와의 담에서 스탈린은 기본 인 3단계 공격계획의 제시를 

통해 개  방식을 지도하 다. 첫 단계로 병력을 비, 집  배치하고, 둘

째 단계에서 북한이 평화통일안을 제시하며, 셋째 단계로, 이 제안이 남

한에 의해 거부된 후에 군사작 을 개시한다는 것이다.21) 북한지도부는 

스탈린의 제의를 그 로 수용하여 실행에 옮겼다. 다만 김일성은 동맹군

의 지원 없이 독자 인 힘으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

하 다.22)

한반도 분단에 해 소련은 미국과 남한의 지배층에 모든 책임을 돌렸지

만 어째든 분단 그 자체는 소련의 개입하에 이루어졌다. 즉, 스탈린은 한반

도 분단 극복에 한 ‘동지  의식’ 혹은 지연된 ‘지역 명 업의 완수’로

부터 자유롭지 않았으며,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공유해야 하는 ‘해방’에 한 

세계 을 거슬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신생 동맹국 지도부가 지속

으로 제기한 무력 통일 욕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로서는 사회

주의 종주국의 체면을 유지하고 국제 사회주의의 확장을 해 약간의 우려 

속에 개 을 승인하 다. 최악의 경우 국에 책임을 떠넘길 장치로 마련

해 둔 상태 다.

3. 개 과 외피  불개입

한국  개 에 이르는 비 과정은 소련의 인 군수지원을 통해 이

루어졌고, 작  계획도 소련군사고문들의 긴 한 력하에 수립되었다. 

반 인 개  비 상황은 지로부터 스탈린에게 보고되었으며, 그는 상응

21) 게니 바자노 ⋅나탈리아 바자노바 , 김 린 역, 의 책, 54쪽; Торкунов А. В. Т

ам же, c. 59.

22) 김일성은 수차례에 걸쳐 외부 군 의 지원 없이 독자 으로 통일을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하 으나 그 결심이 변한 것은 몇 달이 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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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문과 조언을 하 다. 이미 언 했듯이 소련의 한국  련 정책 라

인은 스탈린이 독 권을 행사하 다. 그는 당 정치국원들23)에게 한국  

련 주요 보고 문서들을 회람시키기는 했으나 정치국 내에서 주요 결정을 

채택하는 일은 드물었다. 주요 정책은 그 자신의 단에 따라 단독으로 결

정되고, 그것은 그의 명령에 의해 집행되었다. 쟁 과정의 긴박성이 신속

한 단과 결정을 요구하는 사안임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독단성은 매우 두

드러졌다.

한국  개 에 해 스탈린은 극히 모순된 태도를 취했다. 즉, 북한의 

‘통일’ 목표를 달성하기 해 군사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반면 외 으로

는 소련의 ‘ 쟁 불개입’ 태도가 그것이었다. 개  직후 소련은 이 쟁이 

마치 자국과는 련이  없는 사건인 것처럼 외 으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미국이 즉각 으로 소집한 유엔 안 보장이사회 회의에도 

참가를 거부하 다. 소련의 첫 공식 반응은 개  4일이 지난 29일에 있었

다. 당시 소련외교의 일선을 책임지고 있던 외무성 제1부상 A. A. 그로미

코는 성명을 통해 조선에서의 사태는 남조선군 의 공격에 의한 것이며, 

그 책임은 남조선 권력과 그 배후에 있다고 지 하 다. 그에 따르면, 소련

의 안보리 불참은 미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화인민공화국이 선출되

는 것을 반 하여 “합법  효력을 갖는 결정”을 채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24) 물론 이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 다.

23) 한국  당시(1952년 이 ) 당 정치국원들로는 I. V. 스탈린(당총서기, 내각회의 의장), 

N. A. 불가닌(내각회의 제1부의장), K. E. 보로쉴로 (내각회의 부의장), V. M. 몰로토

(내각회의 부의장), A. A. 안드 (당 앙 원회 산하 당검열 원회 원장, 내각

회의 부의장), L. M. 카가노비치(인민경제 물자-기술공  담당 내각회의 국가 원회 

원장, 내각회의 부의장), A. I. 미코얀(내각회의 부의장), N. S. 흐루쇼 (당 모스크바 

시  주당 제1서기), L. P. 베리야(내각회의 산하 특별 원회 의장, 내각회의 부의장), 

G. M. 말 코 (공산당 앙 원회 서기, 내각회의 부의장), A. N. 코시긴(경공업상, 

내각회의 부의장) 등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한국 에 히 개입한 이는 소련 무력상

을 역임한 불가닌 정도 다.

24) Правда( 라우다), 19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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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표가 미국이 소집한 안보리 회의에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면 미국이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다군 군을 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나 아니

면 최소한 시간을 벌어 북한측에 보다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었을 것

이다.25) 그로미코는 스탈린에게 만일 안보리가 북한이나 는 북한과 소련 

모두에 반 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토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건의하

다. 뜻밖에도 스탈린의 반응은 회의에 참가하지 말 것이었다. 이에 그로

미코가 안보리가 ‘유엔군’의 남한 견을 포함하여 일체의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는 을 제기했지만 그는 여기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26) 

분명한 것은 안보리 불참 결정은 스탈린 자신이 내린 명령이고, 이는 소련 

지도부 내에서조차 이견을 노출한 사안이었다.

스탈린이 안보리 불참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먼  그

는 화인민공화국에 한 굳건한 ‘연 ’를 계속 보여주고자 했을 수도 있

다. 6개월 이상 국과의 공조를 아무런 차 없이 순간 으로 번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요한 이유는 안보리 참석이 자

칫 미국에게 쟁 개입에 한 인상을 심어주어 북한과의 공모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27)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스탈린과 국은 후일 국의 참 으로 쟁이 

장기  국면에 어들었을 때 한반도에서 미군을 붙잡아놓은 것이 유럽 안

보의 보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하 다. 그 다면  하나의 가설로 개  당

시부터 스탈린은 미군의 참 을 상하면서 그와 같은 세력 균형을 보장 

25) 1950년 1월 13일부터 소련은 화인민공화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선출이 반 를 받은

데 한 항의의 표시로 안보리 회의  기타 유엔기 의 업무에 참석하지 않았다. 소련

이 안보리에 복귀한 시기는 거의 7개월이 지난 8월 1일이었다. 

26) Громыко А. А. Памятное(회고록). Т. 1. М., 1988, с. 206-207.

27) 소련의 안보리 결석 문제를 심층 으로 분석한 오충근은 소련 표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국이 이 쟁의 공모자임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결석을 택했

다고 하며, 그것은 본질 으로 미국에 한 정책이었음을 지 하고 있다. 오충근, ｢한국

쟁과 소련의 유엔 안 보장이사회 결석: 허사로 끝난 스탈린의 ‘실리’ 외교｣, ꡔ한국정

치학회보ꡕ 35집 1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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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 극단 으로 표 하면, 미군의 참 을 유도하지 

않았나 하는 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그간 미국의 개입을 우려한 그

의 일 된 진술을 통째로 부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한 북한 인민군의 

신속한 진군을 재 했던 그의 말이 거짓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즉, 북한 인

민군이 서울을 령하고 진격을 머뭇거리고 있던 7월 1일 그는 지속 인 

진군을 주문하면서 “조선이 빨리 해방될수록 (미국의–인용자주) 군사 인 

간섭의 기회는 어들 것”라고 강조하 다.28) 그의 의도는 김일성과 마찬

가지로 속 속결을 통한 쟁을 마무리하라는 데 있었다. 더욱이 미항공

의 작  개입에 더하여 미군의 거 투입이 상되는 상황에서 빠른 진격

을 통한 령지 확 는 미의 문제 다.

소련의 ‘공개  개입 지’ 원칙은 군사고문단의 활동에서 분명하게 드러

났다. 인민군의 작 계획과 비과정은 군사고문들이 극 개입하여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작  참여는 지된 상태 다. 군사고문들이 포

로가 되었을 경우 소련을 겪을 곤혹감을 미리 방지하고자 함이었다. 이러

한 소련측의 태도는 이 쟁이 기본 으로 ‘김일성의 사업’이라는 스탈린의 

인식에서 출발하 다.

규모 투 경험이 부재한 북한 군 는 제2차 세계 을 치른 소련군

의 풍부한 작  지도가 실히 필요했음은 물론이다. 김일성은 7월 8일 “25 

～35명의 소련 군사고문들을 조선인민군 선 참모부와 2개 군 참모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것”을 요청하 다.29) 북한측의 요청을 받은 슈

티코 는 상부의 허가 없이 고문들의 견을 약속하 다. 이에 해 스탈

28) ｢스탈린이 슈티코 에게(1950.7.1)｣, АПРФ, ф. 45, оп. 1, д. 346, л. 104. 북한군이 서울 

령 후 3일간 진격을 멈춘 이유에 해 신복룡은 “북한군의 최종 목표는 서울을 령하

는 것으로 종료하도록 되어” 있었고 “김일성이나 스탈린은 남한 역의 군사  령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 신복룡, ꡔ한국분단사연구 1943～1953ꡕ, 한울아카데미, 

2001, 643～644쪽.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지만 애 의 계획이었는

지에 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29) ｢슈티코 가 스탈린에게(1950.7.8)｣, АПРФ, ф. 45, оп. 1, д. 346, лл.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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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은 슈티코 를 질책하면서 군사고문들을 민간복을 입  ꡔ 라우다ꡕ지 특

원으로 장하여 선사령부와 군단에 견하도록 허가하 다.30) 아울러 

군사고문들이 포로가 될 경우 슈티코 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하

다. 스탈린으로서는 사후 허가를 내린 셈이었고, 여기서도 소련의 공개  

개입이 드러나는 상황을 막는데 주안 을 두었다.

4. 동맹군 의 참  문제

개  이후 공군을 시한 미군의 참 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황에 불안

을 느낀 북한지도부는 동맹군 의 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 다. 

슈티코 는 북한측으로부터 소련의 직  개입에 한 요청을 빈번하게 받

았지만 그때마다 이 사안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이에 한 화를 회피

하 다. 북한측이 실히 원했던 것은 미항공 에 맞서는 항공지원이었다.

유엔군의 인천상륙작  직후 소련은 한 때 연해주에 배치된 소련 항공기 

40 를 평양으로 견하는 계획을 검토하 다.31) 상 로라면 10월 3일 

쯤 소련항공 는 북한 상공에서 미군기와 조우할 수도 있었지만 이 계획은 

돌연 취소되었다. 그 이유는 소련 투기가 미공군기와 공 을 벌일 경

우 러시아어로 이루어지는 무선 교신으로 인해 소련 공군의 참 이 드러날 

30) ｢스탈린이 슈티코 에게(1950.7.8)｣, АПРФ, 미상. 필자는 200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소련 

군사고문들의 38도선 월경 지 명령이 정  때까지 유지되었다고 쓴 바 있다. ｢소련의 

한국  개입과정｣, ꡔ國際政治論叢ꡕ 제40집 3호, 2000, 160쪽. 이는 자료 해석의 오류로 

인한 필자의 착오 다. 다만 이 때 투입된 소련군사고문들의 작  기여도는 수 인 구성

에서 나타나듯이 그리 높지 않았다.

31) ｢바실리옙스키가 스탈린에게(1950.9.21)｣, АПРФ, ф. 3, оп. 65, д. 827, лл. 79-80; ｢바실

리옙스키가 스탈린에게(1950.9.23)｣, АПРФ, ф. 3, оп. 65, д. 827, лл. 81-82. 바실리옙스

키에 의하면, 연해주 스 스크 비행장에서 La-9기 40 로 편성된 제32 투비행사단 

하 제304 투비행연 는 10월 1～2일에 걸쳐 평양으로 이동할 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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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우려한 데 있었다.

9월 29일 김일성⋅박헌 은 스탈린에게 소련을 비롯한 우방에 참 을 요

청하 다. 이로써 북한은 자력으로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으로 

포기하 다. 북한지도부의 동맹 군  참  요청에 해 스탈린은 즉답을 

주지 않았다. 신에 10월 1일 그는 슈티코 에게 서신을 보내 ① 군사력 

조직을 통한 의 38도 진격 지  38도선 이북에서의 투 비 ② 남

반부에서의 유격  개 ③ 튼튼한 방어체계를 수립하기 한 지도부의 개

편 등을 김일성과 박헌 에게 주문하도록 하 다. 가장 요한 동맹 군  

지원문제에 해서는 의용군 형태의 지원을 국과 의할 것이라고 하

다.32) 같은 날 슈티코 와 북한 주재 총군사고문 바실리 에게는 “일

이 지 한 바와 같이 단 한 명의 군사고문 도 포로가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스탈린의 지시가 달되었다.33)

스탈린은 인천상륙작 으로 빚어진 북한군의 기에 직면하여 소련군 총

참모부 부참모장 M. V. 자하로  장을 북한 주재 소련군 총참모부 표

로 견하 다.34) 그의 견은 슈티코 가 비군사 문가이고, 특히 많은 

문제에서 북한지도부에게 확답을 해주지 못한데 한 북한 지도부의 일정

32) ｢스탈린이 슈티코 에게(1950.10.1)｣, ЦАМО, ф. 48, оп. 7, д. 134, лл. 81-83.

33) ЦАМО, Корректировка план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советских войск в Корее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меняющейся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 военно-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한국에서 변화하

는 군사정치, 군사 략 상황에 따른 소련군 투행동 계획의 수정/(미발간 논문), л. 4. 

1951년 9월 15일부터는 고문 들은 작 인 부 에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

34) 얼마 후 자하로 는 마트베 라는 필명을 사용하면서 국 주재 소련군 총참모부 표

로 자리를 옮겼다. 슈티코 와 총군사고문 바실리 는 1950년 11월 말 북한 지역에 

한 “미군과 남조선군의 반격 시기에 나타난 사업상의 과오”를 추궁 당하고서 곧바로 경

질되었다. 슈티코 는 이듬해 2월 3일 장으로 강등되었다가 10일 후에는 곧바로 군 

비로 면직되었다. ЦАМО, Состав группировки сил и средств советских войск, принимавш

их участие 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в Корее на различных этапах войны/한국 쟁의 여러 단

계에서 투에 참여한 소련군 부   장비 구성/(미발간 논문, 이하 ｢소련군 부   

장비 구성｣). 1995, л. 3. 슈티코  경질 이후 북한주재 사 겸 총군사고문으로 V. N. 

라주바  장이 부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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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신이 향을 끼쳤다. 최고 군사 문가로서 자하로 는 북한측과 인민

군 지휘 체계의 재조직, 방어선의 비 등 비책을 비하 다. 하지만 유

능한 군사 문가 견만으로 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북한이 패배의 기에 몰리자 흐루쇼 는 스탈린에게 북한에 “보다 특별

한 원조”를 제공해  것을 제의하 다. 이에 해 스탈린은 매우 신경질

으로 반응하고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자국군의 참 은 여 히 

고려의 상이 아니었다. 흐루쇼 에 따르면,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1개 

는 최 한 2개 차군단을 지원 받았다면 남쪽으로의 진격이 가속화되었을 

것이고 지체 없이 부산을 령했을 것”35)이며, 이 경우에 미국은 더 이상

의 개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스탈린의 직  개입 불가원칙은 유엔군

의 상륙 후 민족보 성 문화부상 김일(金一)을 비롯한 북한지도부 일부의 

직 인 불만을 사기에 충분했다. 김일성 자신은 불만을 표출할 치가 

아니었기에 이를 삼갔으나 부하들의 반발을 방조한 인상을 주었다.36) 김일

성 지도부로서는 동맹군의 참  유도에 력을 기울이는 것 이외에는 다른 

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북한의 긴  동맹군 병 요청에 해 스탈린의 입장은 확고부동했으며, 

소련군 참  불가 원칙은 변함이 없었다. 스탈린은 “이미 마음속으로 체념

하고 이것이(소련의 불개입–인용자)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듯이 보 다.”37) 

‘ 정 로’ 그는 국에 부담을 돌려 가능하다면 5～6개 사단병력을 의용군

으로 조직하여 병해  것을 요청하 다.38) 그러나 애  지원을 약속했던 

국이 소극 인 자세로 나오자 ⋅소간에 미묘한 신경 이 흘 다. 10월 

8일 국은 총리 주은래와 당 정치국원 임표(林彪)를 모스크바에 견하여 

국의 참  시 무기 원조와 항공 엄호 등 소련의 지원을 받아내려 하 다. 

35) Хрущев Н. С. Там же, Т. 2, c. 85.

36) 기 서, ｢소련의 북한 군사원조와 ⋅소 군 의 참  문제–한국  발발 후를 심

으로–｣, 99～106쪽.

37) Хрущев Н. С. Там же, Т. 3, с. 476.

38) ｢스탈린이 모택동 는 주은래에게(1950.10.1)｣, АПРФ, ф. 45, оп. 1, д. 334, л.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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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처음에는 국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하 다. 

국측 참 이 불투명해지자 12일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보를 보내 국

이 군  견을 거부했음을 알리고 북조선에서 철수하고 인민군을 북쪽으

로 퇴각시킬 것을 요구하 다.39) 그러는 사이 모택동의 결단으로 소련의 

지원 문제가 완 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군 의 병이 결정되었

다. 국 군 의 병 결정에 즈음하여 스탈린은 패 의 기에 착한 북

한지도부와 마찬가지로 허둥지둥한 모습을 보 다. 국군 의 병 결정에

는 스탈린과 국 모두 한반도가 자신들을 하는 ‘기지’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이 숨어 있었다.

국 군 는 원래 계획보다도 3배나 많은 18개 사단이 일거에 투입되어 

황을 완 히 변화시켰다. 국인민지원군의 참  후 국은 팽덕회를 사

령으로 한 조⋅ 연합사령부를 통해 군사작 을 지휘하 고, 한편으로 쟁 

련 국가 사이의 정치  조정 기능을 상당 부분 장악하 다.

스탈린은 국 군 의 참  결정 과정에서 미 항공 의 공격을 엄호해달

라는 국측 요청을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었다. 국측 요구가 거세기도 

했거니와 군 군 만으로 유엔군의 진격을 막아내리라는 확신이 들지 않

았을 것이다. 한편으로 공군의 출격은 지상군의 견보다 자국의 참  비

을 유지하기가 상 으로 용이한 선택이기도 했다.

소련공군의 참 은 1950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소련 제64항공군단

은 주로 공세 인 미공군에 맞선 방어  임무에 치 하 는데, 처음에는 

국지역의 주요 시설과  압록강의 교량  수력발 소 등의 방어에, 이

후에는 평양-원산 라인까지 작  반경이 확 되었다. 소련공군의 참 은 상

 진 에 한 직  타격이 실시되지 않은 방어에 치 한 작 이었다. 이

는 스탈린의 ‘비 개입’ 원칙에 의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작 에 투입된 항

공기들은 모두 국과 북한기로 장하 다. 미국을 자극하여 확 으로 이

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한 조치 다.40) 작  기 소련 공군은 국인민

39) ｢스탈린이 김일성에게(1950.10.12)｣, АПРФ, ф. 45, оп. 1, д. 334, л.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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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군의 작 을 엄호함으로써 세의 역 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미 공군

에 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황이 변한 이후에도 쟁 정책의 최종 결정은 여 히 스탈린의 수 에 

있었고 그의 군사  조언과 지도는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를 들면, 그는 

1951년 1월 말 북한인민군의 투력 향상을 해 군 의 양  팽창보다 질

 향상에 심을 가질 것을 구하면서 총 28개 사단을 23개 이하로 일 

것과 군단 지휘부의 재편성이 시의 하지 않으며 신에 기존의 군지휘

부를 4개 사단으로 편성하여 도합 5개 군으로 운용하도록 권고하 다.41) 

그해 6월에는 국인민해방군 총군사고문 크라솝스키와 제64항공군단장 벨

로 를 향해 국 조종사 교육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질책하면서 8개 

국 투비행사단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선으로 견할 것을 지시하

다.42) 이와 같은 스탈린의 군사  지도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

큼 많았다.

스탈린은 자신의 지도  역할에 한 가로 북한과 국에 비교  아낌

없는 군수지원을 해주었다. 비록 소련이 개발한 최신 병기들이 투입되거나 

무상 지원은 아니었으나 쟁 수행에 으로 필요한 군수장비들은 

부분 스탈린의 원조 제공에 의존하 다. 소련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에 

차 을 제공하고, 그것으로 소련제 무기와 탄약을 구매하도록 하 다. 1950

년 이래 국은 소련으로부터 50억 루블(약 13억 4천만 달러)을 빌어 주로 

한국 쟁에 쏟아 부었다.43) 이러한 군사원조 없이 스탈린의 발언권이 지속

40)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소련공군의 참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공표하지 않

았다. 미국 역시 소련과의 직  충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소련공군 참 에 

한 미국의 인지에 해서는 R. 트  編著/姜勝基 譯, ꡔ한국 에서의 미공군의 략ꡕ, 

행림출 , 1982, 357과 462쪽 참조.

41) ｢스탈린이 라주바 에게(1951.1.30)｣, АПРФ, ф. 45, оп. 1, д. 348, лл. 12-13.

42) ｢스탈린이 크라솝스키와 벨로 에게(1951.6.30)｣, АПРФ, ф. 45, оп. 1, д. 339, л. 47.

43) 녜롱 (聶榮臻), ｢항미원조 쟁 에서(在抗美援助戰爭中)｣, ꡔ韓國戰爭과 中國 Ⅱꡕ, 行政

自治部 政府記 保存所, 2002, 211-212쪽.



軍史 第63號(2007. 6)104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무데도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쟁 지도에는 북한과 국에 한 소련의 지속 인 군수지원과 공군의 참

이 버 목 역할을 해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쟁의 장기화는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소련의 권 를 축시켰

다. 앞서 언 한 북한 지도부 내의 불만도 그 지만 국 인민지원군 내의 

동향도 간단하지는 않았다. 국군 참  이후 소련은 국인민지원군에도 

군사고문단을 두어 작 을 지원하 다. 쟁 기 규모 작  경험이 

무한 북한군 지휘 들이 소련군사고문들에 의존했을 때와는 달리 국지휘

들이 그들을 하는 태도는 이했다. 국인민지원군 사령  팽덕회나 

부참모장 섭 진(聶榮臻) 같은 지휘 들은 소련군사고문들과 의견 차이를 

노골 으로 드러내는 데 주 하지 않았다.44) 국측 고  지휘 들의 그러

한 태도는 향후 ⋅소간 갈등의 씨앗을 키워나가는데 양소가 되었을 것

이다.

5. 휴 에 이르는 길

한국  휴  문제는 1950년 9월 말 소련 지도부가 유엔 안 보장이사회 

주재 소련 표들에게 미국 외교 들과의 하는 것을 허가함으로써 

상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45) 그 지만 상당 기간 양측간의 본격 인 의

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국인민지원군의 참 으로 세를 만회하게 된 

공산측은 처음 휴  문제에 해 섣부른 응을 하지 않았다. 12월 7일 주

은래가 제기할 휴  조건46)에 해 스탈린은 원칙 인 동의를 표하면서도 

44) ꡔ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 의 6⋅25 쟁보고서ꡕ 제2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 

229쪽.

45) ｢그로미코가 비신스키에게(1950.9.28)｣, АПРФ, ф. 3, оп. 65, д. 827, л.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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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해방되기 까지는 국이 자신의 모든 카드를 내보이기에 이르다”

고 말하고, 오히려 미국과 유엔의 입장을 악하도록 권고하 다.47) 그에

게는 당장의 휴  상보다 세를 보다 유리하게 굳히는 것이 선무 던 

것이다. 이 때 공산측은 휴  조건으로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의 즉각 철수

와 조선 문제의 해결은 조선인민 스스로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것을 우선

으로 내세웠다. 사실상 유엔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던 셈이다.

휴 문제는 개  이후 거의 1년간에 걸친 치열한 양측의 공방  속에 

선이 38도선 근방에서 교착되기까지 본격 으로 제기되지 않았다. 1951년 

6월 들어 모택동은 국군 의 막 한 피해와 함께 승리에 한 자신감을 

잃으면서 조심스럽게 휴 을 모색하 다. 군의 사기 하, 군수품 부족 등 

부정 인 내용들로 채워진 선의 소식들이 국지도부를 지치게 한 것은 

물론이었다.

스탈린은 모택동이 재정 문제와 군사작  수행 문제 등을 의하기 해 

김일성과 고강의 모스크바 방문을 원한다는 서한을 보내자 이에 한 답신

에서 쟁을 가속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에 동의를 표했다. 그 이유로는 

장기 이 첫째, 국 군 에 을 습득  하고, 둘째, 트루먼 체제를 

동요시키고 미⋅  군 의 신을 실추시킬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것이었

다.48) 스탈린의 진정한 본심은 두 번째 이유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쟁의 장기화를 통해, 특히 유럽에서 미국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려는 의

도 다. 그의 구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황을 최 한 활용하려는 것이었

46) 이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이 철수할 것 2. 타이완 해 과 타이완 

토에서 미군이 철수할 것 3. 조선 문제는 조선 인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할 것 4. 화

인민공화국 표를 유엔에 참가시키고 장개석 표를 유엔에서 배제할 것 5. 일본과의 

평화 정 비를 해 4  열강의 외무장  회의를 소집할 것. 만일 에서 언 된 군

사행동 지를 한 다섯 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5  열강은 휴  정 서명을 

한 회의 소집에 자국 표들을 견할 수 있다. ｢로신이 스탈린에게(1950.12.7)｣, АПРФ, 

ф. 45, оп. 1, д. 336, лл. 18-19.

47) ｢그로미코가 로신에게(1950.12.7)｣, АПРФ, ф. 45, оп. 1, д. 336, лл. 20-21.

48) ｢스탈린이 크라솝스키에게(1951.6.5)｣, АПРФ, ф. 45, оп. 1, д. 339, л.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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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흥미롭게도 국인민지원군 참 을 후에 그가 보여  ‘패배 의식’과

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김일성⋅고강과의 회담을 통

해 휴 이 재로선 “유익한 일”임을 인정하 다.49) 그럼에도 원칙 인 양

보 없는 상황에서 휴 이 이루어지기에는 요원한 일로 보 다.

6월 30일 스탈린은 휴  회담 장소로 미국이 주장한 원산항이 아닌 개성

을 주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모스크바가 아닌 모택동이 휴  교섭을 지휘해

야 한다고 하 다.50) 아울러 소련쪽이 김일성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이 그와 직  논의할 것을 요구하 다. 이후 휴  상 과정에서 스탈린-

김일성 교신 라인은 이 에 비해 히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스탈린의 

략  지침 제시 등 지도  역할은 단되지 않았다.

유엔측의 제의에 의해 7월 10일 개시된 휴 회담에서 양측은 상 로 

의제선정부터 립하다가 26일 5개항의 합의를 보았다.51) 공산측이 철 히 

철시키고자 했던 ‘외국군 철수 문제’에 해서는 미국이 양보할 수 없다

는 입장이 완고하자 모택동은 의 조항에서 제외할 것을 희망하 고, 스

탈린은 이를 ‘다른 시기로 연기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하 다.52) 

공산측으로서는 휴 의 최  조건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었다.

립지 인 개성에서 8월 19일과 22일 각각 벌어진 남측의 습격과 미군

기 폭탄 투하 사건 등으로 휴 회담이 2개월 간 단되었다. 사건 직후 김

일성은 개성지 의 립성을 보장하기 해 립국 표들에게, 회담 재개

의 필수조건으로 회담기간에 감독   증인의 자격으로 회담에 참석해  

것을 제의하 다.53) 하지만 스탈린의 반응은 정 이지 않았다. 립국 

국가 표들의 청은 마치 국과 조선 측이 미국인들보다 조속한 시일 

49) ｢스탈린이 로신에게(1951.6.13)｣, АПРФ, ф. 45, оп. 1, д. 339, л. 31.

50) ｢스탈린이 크라솝스키에게(1951.6.30)｣, АПРФ, ф. 45, оп. 1, д. 339, лл. 95-96.

51) 5개항의 다음과 같다. 제1항–의제의 채택, 제2항–군사분계선 설정, 제3항–휴 이행 

감시 원회 설치, 제4항–포로 교환 문제, 제5항–한반도 계국간의 정치 상 개최.

52) ｢스탈린이 모택동에게(1951.7.21)｣, АПРФ, ф. 45, оп. 1, д. 340, л. 92.

53) ｢모택동이 스탈린에게(1951.8.27)｣, АПРФ, ф. 45, оп. 1, д. 341, л.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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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휴 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이었다.54) 이처럼 스탈린의 미 기싸움은 완고한 형태로 이어졌다.

장기 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측은 북한이었고, 이에 따라 김일성은 

가능한 조속한 휴 을 희망하 다. 1952년  소련 사 의 보고에 의하면, 

그는 미 공군이 북한에 커다란 손실을 입히고 있기 때문에 회담을 질질 끄

는 것은 이롭지 않고, 포로에 한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믿었다.55) 동년 7월에도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미 공군에 항한 고

사포 무기와 비행기 지원을 희망하면서 “휴 정 체결, 교  지, 제네바

정에 의거한 포로교환 등을 해 가능한 한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을 요

청하 다.56) 물론 북한과 국이 휴 회담 기간 내내 상론을 주장한 것

은 아니었다. 때로는 유엔군의 혹독한 공세에 맞서 군사행동의 강화를 역

설하기도 하 다. 동년 8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주은래는 “미국이 평화를 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년 간 더 싸울 비를 해야 한다”57)고 하 다. 스

탈린은 이 회담에서 미국이 “작은 조선에게도 승리할 수 없었다”는데 만족

감을 표시하 다. 이것은 그에게는 큰 성과 을 것이다.

북한 지도부의 조속한 휴  희망은 국제 으로 화한 상황에서 련 국

54) ｢스탈린이 크라솝스키에게(1951.8.29)｣, АПРФ, ф. 45, оп. 1, д. 341, л. 89. 같은 해 11

월에도 소련은 당정치국 결정을 통해 북한 정부가 제시한 조선에서의 투행동의 즉각 

단, 선으로부터의 군 철수와 2㎞의 비무장지  설치, 조선 쟁 연장에 한 책임 

추궁 등을 내용으로 한 유엔 호소문이 “ 재 미국 측이 공갈 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

서 국, 북조선측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정치 으로 불리한 행

”라면서 연기할 것을 구하 다. ｢그로미코가 라주바 에게(1951.11.19)｣, АПРФ, ф. 

3, оп. 65, д. 829, л. 45. 그러나 북한측은 이 호소문을 제약 없이 발표하 는데, 이로 

말미암아 라주바 는 본국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55) Vanin Yu. V, The Korean War: From Local Conflict to International, ꡔ역사문화연

구ꡕ 제25집, 2006, 185쪽.

56) ｢김일성이 스탈린에게(1952.7.16)｣, АПРФ, ф. 45, оп. 1, д. 348, лл. 65-68.

57) ｢스탈린 동지와 주은래의 담 기록(1952.8.20)｣, АПРФ, ф. 45, оп. 1, д. 329, л. 67. 

담 후반부에 주은래는 국은 쟁이 2～3년 더 지속될 수 있음에 비하고 있다

고 하면서 소련의 추가 인 군사 지원을 요청하 다. 스탈린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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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이해 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우선 스탈린의 입장이 그랬다. 

물론 휴 상이 조기에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을 부 그의 책임으로 돌

릴 수는 없다.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공산측과 유엔측의 다리

기가 문제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스탈린은 공산측의 우 가 확보되지 않은 

휴 보다는 쟁 지속을 택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휴 회담은 그동안의 교

착상태에서 벗어나 극 인 타결 기회를 맞이하 다. 소련 정부는 휴  

상에서 최  난제 던 포로교환 문제에 해 극 인 양보 조치를 주문함으

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7월 27일 휴 정 체결은 스탈린이 

남기고 간 난제를 복잡하지 않게 해결했음을 보여주었다.

휴  정의 체결 후에도 소련의 쟁 개입 사실은 끝까지 숨겨야 할 사

안이었다. 소련국방성 제1부상 겸 소련군 총참모장 V. D. 소콜롭스키 원수

는 북한 인민군 총군사고문 라주바 에게 “( 정의) 서명 시에 조선인민

군 투부 에 단 한 명의 우리측 고문 도 있어서는 안 되며 조선에는 최

소한의 고문 들만이 남고 나머지는 휴가를 보낼 것을”58) 지시하 다. 스

탈린의 사망 후에도 그의 원칙은 이후 계승자들에 의해 철 히 수되었다.

6. 결론을 신하여

스탈린은 한반도 분단에 책임 있는–본인은 그리 느끼지 않았을 지라도

–당사자의 입장에서 무력을 통한 북한지도부의 통일  지향에 원칙 인 

공감을 가졌음은 분명하 다. 그가 막상 이 방침에 동의하기를 주 한 것

은 소련이 쟁을 지원할 만큼 경제 으로 회복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미

국의 개입을 실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미국과의 충돌은 그로서는 

58) ｢소련군 부   장비 구성｣, лл.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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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피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소련의 원폭 실험 성공과 

국공산당의 권력 장악은 그의 입장을 변화시키기에 이르 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도 희박하다고할 만큼 정세가 호 된 것으로 간주하 다.

쟁 기간 스탈린은 북한과 국에 해 ‘총지휘자’의 역할을 수행하 다. 

그가 이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① 소련이 두 국가의 안보에 든든한 

버 목이었다는  ② 쟁 수행에 필수 인 군수물자를 비롯한 각종 군사

 지원 제공 ③ 1930년  이후 사회주의 모국의 수령으로서 정신 , 도

덕  권  유지59) 등의 요인들이 뒤받침 되었기 때문이다.

쟁 기간 스탈린은 소련의 공개  개입 지, 즉 철 한 비 개입을 고

수하 다. 그러한 방침은 무엇보다 제3차 세계 의 발발로 이어질 수 있

는 미국과의 직  충돌을 방지하려는 데 목 이 있었다. 그가 한번도 표

한 은 없지만 미국은 그에게 두려운 상이었음에 틀림없었다. 따라서 

한국 은 소련의 개입이 드러나지 말아야 할 쟁이어야 했다. 당 정치국

원들조차 쟁 정책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은 스탈린의 독단성 이외에도 비

을 철 히 유지하기 한 목 에서 비롯되었다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스탈린의 입장에서 소련의 안보리 참석 거부는 한 정책  

오류 다. 스탈린 자신이 이 과오를 스스로 인정한 은 없다. 그러나 미국 

단독의 참 과 유엔 깃발 아래 16개 국가의 참  간에 얼마만큼의 간격이 

있는지는 그 자신이 실히 느 을 것이다.

그의 미 공포는 국 군  참 을 둘러싼 긴박한 상황에서 북한을 사

실상 포기하려는 의도까지 표출되었다. 하지만 국 군 의 참 으로 황

59) 이미 언 했듯이 스탈린이 정신  권 는 김일성이 보낸 다음과 같은 서신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친애하는 스승이신 당신께 따뜻한 동정과 충고에 한 감사를 

드립니다. 조선인민의 투쟁의 결정 인 시기에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커다란 정신  지지

를 받았습니다. 조선을 다시 속시키려는 미국 간섭자들을 반 하는 투쟁에서 궁극

인 승리를 쟁취하리라는 결의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한 고상한 투쟁에

서 원하는 당신의 어버이다운 배려와 원조를 늘 느끼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스탈린에

게(1950.8.31)｣, АПРФ, ф. 45, оп. 1, д. 347, лл. 14-15. 스탈린 생  양자의 계는 이

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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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 되고 쟁이 장기화되자 쟁 수행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었다. 

바로 한반도에서의 장기 을 통해 미국의 선 확 를 막아보고자 하 다. 

그가 포로교환 문제 등에 한 완고한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은 휴  

상이 장기화된 원인의 하나 다. 북한과 국은 더 이상 ‘무의미한’ 쟁을 

종식하길 희망했지만 스탈린은 결정 인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치 

않았다.

스탈린을 바라본 북한지도부의 경외감은 소련 국가와 완 히 등치시키기

에는 무리가 따른다. 1953년 그의 사망 후 소련에 한 북한의 태도는 스

탈린을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 기가 감지되기 시작하 다. 소련을 

‘조선의 해방자’로서 변함없이 칭송되긴 하 으나 후 독립 인 움직임이 

조 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원고투고일：2007. 3. 13, 심사완료일：2007. 6. 8)

주제어:스탈린, 한국 쟁, 소련의 개입, 미국,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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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actical Aspects of Stalin’s Role in Intervention of the

Korean War

Kee, Kwang-seo

This study aims at speculating Stalin’s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especially, his leadership according to periods and stages. For the purpose, 

it examines how Stalin intervened in the war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initiative of the war was in North Korea’s leadership centering on Kim 

Il-sung and Park Hun-young.

Stalin felt sympathy toward orientation of unification by North Korea 

through military power. However, he was reluctant to agree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direction as the Soviet Union did not recover its 

economic condition enough to support the war and he worried about the 

Washington’s intervention in it. He had to avoid collision with the United 

States absolutely at that time. Nevertheless, Soviet Union’s successful 

nuclear bomb experiment and the Chinese communist’s coming into power 

made him change his position. He identified that the situation had a 

favorable turn so that the Washington's intervention possibility was in 

doubt.

Stalin was a chief leader involved in North Korea and China before and 

during the war. He could do it because Soviet Union was a strong prop for 

security of the two countries, provided a variety of military supports 

including war supplies and maintained mental and ethical authority as a 

leader of communist countries since 19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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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in prohibited Soviet Union’s open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that 

is, he pursued its completely secrete intervention in the war. It had a 

purpose to prevent a direct collision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might 

lead to the Third World War. Though he never said it, it was certain that 

he was afraid of the US Government. Even the members in its political 

bureau was blocked from the war policy because of Stalin's decision to keep 

it a secrete in addition to his despotism.

Stalin refused the Soviet Union’s attendance to the UN Security Council, 

which was a significant political error. Although he never approved this 

error, he might desperately realize what difference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s single entry into the war and 16 countries’ entry under the 

sign of the UN.

His fear against the US Government was expressed as an intention to 

give up North Korea under such an emergent circumstance involving in 

Chinese military's entry into the war. However, Stalin infused a new 

meaning into the war as the situation changed due to China’s entry. He 

attempted to prevent expansion of the war line by the United States 

through lengthening the war in the Korean Peninsular. That he insisted his 

stubborn position on issues such as exchange of war prisoners was one of 

the reasons that the truce negotiation was lengthened. As the war lasted 

longer, North Korea and China hoped the meaningless war terminated, but 

Stalin did not want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a major concession.

Key Words : Stalin, The Korean War, Soviet Union's Intervention, The United 

States, Kim Il-sung



ꡔ모택동의 한국 쟁

− 국이 압록강을 건 기까지ꡕ*

1) 李  炳  柱 譯**

국은 1950년 10월 19일 25만 여의 “中國人民志願軍” 북한에 투입, 한국

쟁에 개입하여 1953년 7월 27일 휴 정의 성립 시까지 2년 9개월 동안 

한반도 戰場에서 공산군 측의 주역을 담당하 다. 그러한 사실은 국이 

한국 쟁의 起源 문제와도 히 연계되어 있었다는 의심을 받게 하는 계

기가 되었다. 국의 한국 쟁 개입이 北韓, , 中 간 사 에 계획된 것이

었느냐, 그 지 않으면 1950년 10월 유엔군의 진격이 북한과 中國 國境에 

근 해 감에 따른 自衛行爲 는가 하는 문제는 국의 한국 쟁 개입 의도

는 물론 한국 쟁의 기원문제와도 련된 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 지 까지 학계의 한국 쟁의 기원에 한 학설은 크게 “傳

統主義 派”의 설인 中⋅  음모설, 中⋅ ⋅북한 력설, 中⋅北韓 음모설

과 “修正主義 派”의 “美帝의 北韓 南侵誘 설”과 “民族解放戰爭說” 등으로 

나 다. 그러나 1990년 구소련 붕괴 후 한국 쟁 련 비 문서들이 解密, 

공개됨에 따라 최근에는  두 학 의 학설  통주의학 의 학설, 그 

에서도 특히 “ ⋅中⋅북한 력설”이 한국 쟁 기원의 정설로 굳어지고 

＊ 서평: 朱建榮 著, ꡔ毛澤東の朝鮮戰爭-中國が鴨綠江を渡るまで-(ꡕ(岩波書店, 2004. 7), 456

페이지

＊＊  남 학교 교수, 국사학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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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오늘날 까지 국정부의 련문서 공개가 미진하여 한국 쟁

의 기원에 한 결정  진실의 규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이 서평이 상으로 하는 朱建榮의 2004년도 책은 국의 한

국 쟁 개입 문제를 단일 주제로 하여 상세한 고찰을 한 것으로, 국의 

한국 쟁 개입의 主 인 毛澤東의 한국 쟁 개입 결정의 동기, 그의 “

국  사회주의” 사상, 介入 前後의 國際觀, 그리고 모의 특유한 리더십과 

략 등에 을 맞춘 드문 서이다. 이 책의 원제, “毛澤東의 朝鮮戰爭-

中國이 鴨綠江을 건 기까지(毛澤東の朝鮮戰爭-中國が鴨綠江を渡るまで)”는 

그러한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 책에 하여 자는 특별히 서론에서 다음과 같은 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일본에서 두 가지 상을 수상했고, 1990년 이후 공개된 구소련의 

정부문서 자료와 그에 근거한 국, 일본, 한국, 서구 학자들의 최신 연구 

성과들, 두 차례의 국 지방문을 통한 연구 자료의 수집과 많은 한국

쟁 련 요 인사들과의 인터뷰 자료, 그리고 미국에 6개월 간 체재, 슨

冷戰史硏究센타를 비롯한 많은 연구기 을 방문하여, 풍부한 자료들의 열람

과 여러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은 새로운 자료와 정보들을 종합 으

로 반 한 산물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자는 스스로 이 책에 해 출  

당시까지 “ 국의 한국 쟁 참 정책 결정 과정을 고증한 최 의 연구서”이

며, “ 재 2004년의 시 에서 국의 한국 쟁 참 정책 결정에 한 최신

의 연구 성과를 집 성한 것으로 읽어 다면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러한 언 은 자 스스로 이 책이 상당한 勞作임과 책의 내용에 한 자신

감을 숨김없이 내비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는 한 이 책은 사회과학

 見地에서 술된 것으로 정치  주 인 경향을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면서, 재의 남⋅북한 간 정치  립에 간여하거나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조선’ 는 ‘평양’으로, “大韓民

國”을 ‘한국’으로 表記 말하고 있다.

이 책이 국의 한국 쟁 개입을 단일 주제로 한 450여 쪽의 상당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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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술인 과 이 책에 해 자 자신이 든 의 여러 가지 장 들은 

오랜 동안 국과 한국 쟁의 문제에 심을 가져 온 본 평자로 하여  이 

책에 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 다. 그래서 본 평자는 기 를 가지고 이 

책을 여러 번 정독을 하 다. 그 결과 이 책에는 국의 한국 쟁 개입 문

제에 한 기본  觀點(view points)과 역사  사실  資料解釋에 있어서 

나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의 최근의 연구들과는 매우 다른 들이 지 않

음을 발견하 다. 그러한 들은 반드시 학술 으로 可否 間의 是非가 가

려져야 할 요한 쟁  사항들이며, 그것들에 한 학술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 책은 자가 책의 객 성을 유지하기 

해 노력했다는 공언과는 달리, 이 책 자체의 객 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

라, 비 문가인 일반 독자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지 않은 주장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의 그러한 면은 이와 같은 서평이 더욱 필요한 이유

로 믿고 있다.

이 서평의 고유명사의 표기는 이 책 속의 “조선인민공화국”과 “조선 쟁”

을 “북한”과 “한국 쟁”, “ 한민국”은 “한국”으로 한다. 주요 인명은 편의상 

漢字의 우리말 발음을 쓰되 한 차례 국어 발음( : 毛澤東(마오쩌둥))을 

호 안에 倂記토록 하겠다.

이 책은 序論에 이어 本論의 10개의 章, 그리고 結論 章인 第11章을 합

하여 총 12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각 장의 내용을 표하는 제

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국과 한국 쟁의 開戰; 제2장 미국의 개입에 

한 분석; 제3장 東北邊防軍의 창설과 소집; 제4장  베트남⋅타이완의 

戰略調整; 제5장 高崗과 林彪의 異議 提起; 제6Ⅰ장 활시 에 메겨진 화

살; 제7장 大論爭; 제8Ⅰ장 出兵과 中止의 틈새; 제9장 周恩來의 秘密 訪

; 제10장 鴨綠江의 편으로; 제11장 50년 후의 回顧.

이 책의 1장과 2장은 각각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제1장에서 1) 국은 북한의 남한침공계획을 1949년 부터 알았고, 



軍史 第63號(2007. 6)116

동조  여하고 있었는가?; 2) 1950년 6월 25일이 한국 쟁의 “유일한” 

분기 , 즉 開戰의 날인가?; 3) ‘6⋅25를 주도한 사람은 구 는가?’의 세 

가지 문제, 2장에서 1) 1950년 6월 27일 트루먼 통령의 성명에 의한 미

국의 한국 쟁에의 신속한 군사  개입에 한 국정부의 기 반응과 긴

 응; 2) 미국의 한국 쟁 개입의 략  의도에 한 국정부의 단

과 그에 기 한 국의 美 군사 략의 두 가지 문제들이 그것이다.

1장-1) 국정부는 북한의 남한침공계획을 1949년 부터 알

았고, 동조, 여했는가?

이 문제에 한 이 책의 결론은 毛澤東을 시한 국지도부는 1950년 5

월 순 김일성이 북경에 가서 毛와 가진 비 회담에서 남침계획을 설명했

을 때까지 북한의 남침계획을 잘 알지 못했고, 그 계획에 직  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세 가지 를 들고 있다. 먼 , 국공산당(

공)은 북한의 “ 명투쟁(무력 통일 쟁-필자)”에 한 기 단계의 지원 방

침으로 같은 사회주의 진 의 멤버로서 “동정은 하나, 직  여하지는 않

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 첫 번째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침은 국공합작과 국공내 의 오랜 과정에서의 공과 소련과의 계를 

통하여 毛가 깨달은 “ 명은 스스로의 힘에 입각하여 해야 한다”는 신념, 

소련이 이미 한반도에 깊숙이 여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김일성을 비롯

한 북한 지도자들이 국의 간섭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었다는 에 기 한 

것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김일성이  滿洲의 길림성에서 태어나고, 학

교까지 교육을 받았으며, 그 후 滿洲를 무 로 반일투쟁을 했다”는 틀린 기

술을 하고 있다.

둘째 는 1949년 부터 1950년 1월까지 국⋅북한 간에 이루어진 두 

건의 군사  력 사건에 한 것이다. 그 기간에 ․북한 간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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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력 사건은 1949년 5월 북한 民族保衛省 副相 겸 總政治部 주임 

金一이 공군 내 조선인 병사들의 귀환 임무를 띠고 북경에 견되어 毛

를 비롯한 국지도자들과 회담을 하고, 毛의 허락 하에 같은 해 7〜8월 

 瀋陽과 長春에 주둔하고 있던 2만여 명 규모의 조선인 2개 師團(164師, 

166師)을 북한으로 송환 받은 것과 1950년 1월 金光俠 부수상이 국에 

견되어, 공군 총참모장 리 聶榮臻(녜롱 )을 만나 추가로 공군 내 조

선인 병사의 송환을 교섭하여, 역시 앙의 허락 하에 ’50년 4월 공군 第

4野戰軍에 소속의 조선인 병사 14,000여명을 무기, 장비와 함께 송환 받은 

두 가지이다. 잘 알려진 바, 두 곳에서 송환된 조선인 병사들은 귀국 후 각

각 북한군 5사단과 6사단, 그리고 제12사단으로 재편되었다. 의 두 번의 

교섭으로 북한이 얻은 공군 내 조선인 부 들의 병력은 164사단 10,821

명, 166사단 10,450명 계 21,271명과 제4야 군 소속 14,000명의 총 35,271

명에 이른다. 이들 체병력은 3개 사단 이상의 규모로 당시 북한의 기존 

병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공내 에서 풍부한 實戰經驗을 가진 

병사들이어서, 이들 병력의 증원으로 북한의 군사력은 비약 으로 증강되었

고, 이들 3개 사단 병력은 6⋅25 남침 시 북한군의 핵심 공격부 의 역할

을 담당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자는 沈志華(선즈화, 국의 

한국 쟁 연구가)의 설을 따라, 당시 毛의 공군 내 조선병사의 북한 송환

을 허락한 동기는 북한의 군사  수단에 의한 한반도 통일계획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1949년 북한이 남한의 공격에 불안해하고 있

어서 “국제주의  입장에서 북한정권에 동정과 지지를 보여주기 한 것이

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셋째 는 1949년 12월 16일부터 1950년 2월까지 모스크바에서 ‘ 소우

호동맹 상호원조조약’ 체결을 한 모택동․스탈린 회담이 있었다. 그 회담 

기간  毛와 스탈린이 가진 여러 번의 비 회담에서 김일성의 南進計劃에 

한 말들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하여 자는 沈志華, 

Chen Jian(陳兼, 재미 국인 학자), Sergei Goncharov, 楊奎松(양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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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 연구들을 인용, 당시 〮⋅소 정상회담에서는 김일성의 남진계획에 

한 구체  토론은 없었으며, 따라서 毛는 1950년 5월 김일성의 訪中 때까

지 북한의 남진계획을 잘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장-2) 1950년 6월 25일이 한국 쟁의 “유일한” 분기 (開戰

의 날)인가?

오늘날까지 한국 쟁이 시작된 날은 북한군이 면  남침을 개시한 

1950년 6월 25일로 보는 것이 학계의 보편  정설이다. 그러나 이 책은 한

국 쟁을 국내 쟁과 국제 쟁의 2단계로 나 고, ‘6⋅25’만을 한국 쟁의 

기 으로 보는 것은 미국이 주도한 냉 시  시각에서 한국 쟁을 보는 일

면 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한국 쟁을 “한반도에서 남북으로 분단

된 같은 민족 간 再統一을 목표로 한 國內戰爭이라는 각도에서 본다면 한

국 쟁은 ‘6⋅25’보다 훨씬 , 38도선에서 남⋅북한 간 충돌이 많았던 

1949년에 이미 시작되었다 해도 과장은 아니며, ‘6⋅25’는 단지 당시의 양

 변화가 질  변화로 교체된 환 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책의 이러한 

해석은 국정부의 官邊 견해를 그 로 따른 것이다. 그러한 논리의 근거

는 ꡔ抗美援朝戰爭史ꡕ 제1권(2000년도)과 한국 쟁 발발 직후 북한주재 임

시 리 사로 견되었던 柴成文(차이청원)의 “증언”에 기 한 것이기 때문

이다. 이 책은 한 한국 쟁을 국내 쟁과 국제 쟁의 두 단계로 구별하

는 것의 정당성을 부여키 하여 한국 쟁과 미국의 南北戰爭과의 유사성

을 말한 “자유주의 성향의 학자”(?)들인 국의 J. Hardy와 미국의 B. 

Cumings의 설에 일리가 있다고 경강부회하고 있다.

1장-3) ‘6⋅25’를 주도한 사람은 도 체 구인가?

술한 바, 1990년 이후 解密된 구소련의 한국 쟁 련 비 기록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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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하나마 차 많이 밝 지고 있는 국 측 자료들, 그리고 한국 쟁에 

참 했던 북한군 고  장성들의 증언들을 통하여 한국 쟁이 김일성, 스탈

린, 모택동의 合力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사

실로 드러났다. 이 책도 한국 쟁의 발발에는 세 사람의 력이 있었다는 

을 인정한다. 그러나 金, 毛, 스탈린 세 사람  최 로 ‘6⋅25’ 한국 쟁

을 야기할 의사를 가졌었고, 그 것을 꾸 히 추진했으며, 쟁의 惹起와 진

행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한 주도자가 구인가 하는 문제에 해 이 

책은 역시 국학자들의 견해를 따라 김일성이 그 주도자 다고 말하고 있

다. 한국 쟁에 한 모택동의 기의 입장에 해서도 陳毅(천이) 元帥의 

아들로 軍事硏究家인 陳曉魯(천샤오루)의 말을 인용하여 “모택동은 조선에

서의 開戰을 바라지 않았고”, 국은 북한이 한국 쟁을 하는 것에 소극

이었다고도 주장한다. 스탈린에 해서도 자는 그가 1949년 반까지 김

일성이 “한반도에서 쟁을 행하는 문제에는 그다지 극 이지 않았던 것 

같고, 어도 주도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스탈린은 북한의 

한국침공이 제3차 세계 을 야기하여, 미⋅소 간 직  충돌이 일어날 것

을 무엇보다도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에서 김일성이 직  그의 남침계획의 

지지와 지원을 요구했을 때 그는 매우 곤혹스러웠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

나 한국침공이 국내 해방 쟁이기 때문에 김이 미국의 규모의 간섭을 

래할 우려가 없다는데, 스탈린은 그 것을 막을 명분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 김일성이 한국 쟁을 일으키는데 스탈린과 모택동을 끌어들이는데 성공

한 것은 그의 한반도 무력통일에 한 강한 신념, 스탈린의 승인을 얻기 

한 집요함, 그리고 그의 ‘교묘한 술책’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김의 교묘한 

술책이란 그가 당시 中⋅  間에 존재했던 불신과 국제정세의 변화, 즉 

공 명의 승리를 이용하여 스탈린의 승낙을 이끌어 내고, 스탈린의 승인을 

내세워 모택동이 반 하지 못하게 하여 ⋅소 양국을 자기의 목 에 이용

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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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1) 한국 쟁에 한 미국의 군사  개입에 한 국의 

기 반응과 응

북한의 ‘6⋅25’ 남침이 시작된 후 이틀 동안 국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6월 27일 한국 쟁 개입과 만해 에 미국 함 를 

배치하는 트루먼 통령의 성명이 발표 되자마자 국정부는 그에 한 반

응으로 수일 내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조치들을 연속으로 취했다: 첫째, 트

루먼의 성명 후 10시간 만에 주은래 외상의 격렬한 반발 성명 발표  

앙정부 인민 원회의 미국의 개입에 한 여러 가지 책들의 신속히 강

구; 둘째, 국정부는 긴  應措置로 6월 28일 국군 총참모부로 하여

 트루먼의 성명을 세 히 분석  하고, 周는 모택동과 의, “軍事觀察

組”(組長: 柴軍武=柴成文)의 즉각 인 북한 견 결정; 셋째, 6월 30일 

앙지도부의 臺灣과 티베트에 한 정책의 폭 수정; 넷째, 국 군  배치

의 면  조정 단행과 東北邊防軍의 창설 결정.

2장-2) 미국의 한국 쟁 개입의 략  의도에 한 국의 

단과 美 군사 략

국지도부는 과거 국공내  시 미국의 행태에서 얻은 역사  교훈에 비

추어 미국의 한국 쟁 간섭의 략  의도를 숙고하 으며, 그 결과 “蔣介

石”이 륙에서 쫓겨난 이후 미국은 곧 국에 반격한 기회를 엿보고 있

었던 바, 북한이 쟁을 일으키자 그것을 국에 한 반격을 실행하는 빌

미로 삼았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즉, 국지도부는 미국이 한국 쟁

에 개입한 략  의도를 “한반도의 내 을 국제화하여 국에 한 군사

침략을 발동한 것”으로, “ 국이 이 부터 경계해 오던 美帝國主義의의 ‘

中進攻計劃’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단하 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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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모택동이 미국의 한국 쟁 개입의 궁극  의도와 략  목표를 ‘아

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며, “三路向心迂回” 략을 그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한 미국의 큰 략으로 보았다고 말한다. 이른바 “삼로향심우

회” 략이란 한반도, 타이완, 인도차이나를 각 각의 침략 루트로 하여 최

종 으로 국을 공격, 괴시키려는 략을 의미한다.

자는 북한의 한국 쟁 야기와 미국의 개입과의 련에 한 국지도

부의  하나의 다른 인식을 지 하고 있다. 즉, 북한의 한국 쟁의 야기는 

미국이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 든 것이며, 미국이 아시아에 한 면  침

략을 실행에 옮길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中共中央은 세

계 략 반에 주목하여, 한국 쟁을 “국제투쟁, 아니면 어도 동방에서의 

국제투쟁의 ”으로 간주하고, 략상 북한정권의 存亡 보다도 아시아의 

세력균형 구조를 시하 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개입이 단순히 한

반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본의 륙침략 루-투를 따라, 한반

도를 발 으로 하여 국본토를 목표로 進攻할 것으로 상, 국 지도부

는 미리 한반도를 미국과의 交戰의 場으로 선택했으며, 한반도의 지리  

조건은 소하고 산이 많아서 미군의 기계화 병력이 기동하기 어려운 반면

에, 국과는 가까워 단기간에 많은 병력 투입이 용이하고, 소련으로부터의 

지원을 얻는 것도 쉬운  등이 국이 한반도를 미국과의 戰場으로 선택

한 이유라고 한다.

제3장은 2장에서 언 한 미국의 한국 쟁 군사개입에 하여 국이 

비책으로 취한 조치와 략, 곧 군사정찰조(군사정보요원들)의 북한 견과 

東北邊方軍의 창설을, 제4장은  베트남, 만, 그리고 티베트의 략조정 

문제를 상세히 논의하고 있다.

3장-1) 군사 찰조의 북한 견

1950년 6월 27일 트루먼의 미국의 한국 쟁 군사개입 성명 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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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恩來가 柴成文을 불러 그를 組長으로 하는 軍事偵察組의 북한 견을 명

하 다. 군사정찰조란 문자 그 로 군사정보원들을 말한다. 견인원 총 10

명  前 平壤駐在 東北通商事務所員 1명, 電信飜譯員 2명, 無線係員 1명을 

뺀 柴成文을 포함한 6명은 모두 앙군사 원회 정보부와 武官訓練斑에서 

차출된 高級 군사정보원 출신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보안상 사 원의 명

의로 가도록 하 다. 柴는 駐北韓 臨時代理大使에, 다른 군사정보원들은 각 

각 參事官, 一等書記官, 武官, 副武官의 職銜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主 

任務는 국공산당과 북한노동당, 국군과 북한군 간의 연락 유지와, 戰場 

상황의 변화를 비롯한 각종 군사정보를 수집, 본국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이들 ‘新大使館員’ 일행은 7월 8일 북경을 떠나 10일 아침에 평양에 도착

했을 때 북한 측의 큰 환 가 있었다. 당일 외상 박헌 의 환 과 김일성

의 견을 받았으며, 김일성과 사  간 직통 화의 개설, 국 측과의 연

락 책임자 지정 등의 ‘ 사 ’ 업무에 필요한 조치 등 각종 편의제공을 받

았다. 그러나 북한의 환 는 겉치 을 뿐, 실제 임무 수행에는 비 조

이었다. 북한 측으로부터의 상세한 戰線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에서 귀국한 延安派인 총정치부 부주임 徐輝( 국 사 측과

의 연락책임자)와 제2집단군 사령  武亭은 군사 찰조원들과의 화조차

도 엄격한 제한을 당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찰조의 早期 派遣은 국의 참 에 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데 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한다. 그들이 수집해 보

낸 북한군의 戰力과 술에 한 분석의 보고는 국 지도부가 북한군의 

쟁 持續力을 단하고, 한국 쟁 개입시기를 결정하는데 퍽 유용하 으

며, 미 항공기 공습의 력과 공 폭격이 陸上戰에 미치는 향에 한 정

보는 국 지도부로 하여  조기에 空襲作戰 비에 힘을 기울이고, 

국의 공군 육성정책을 앞당기는 결정을 하는데 기여했다. 한 소련제로 

무장한 북한군의 력, 술과 국군의 것과의 비교 보고는 동북변방군의 

훈련 목표와 약  보강의 목표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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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2) 東北邊防軍의 창설과 임무

동북변방군의 창설은 周恩來(군사 원회 부주석)가 소집하여 朱德(인민

해방군 총사령 ), 聶榮臻(총참모장 리), 林彪(第4野戰軍兼中南軍區司令

官)를 포함한 15명의 軍 高首腦들이 참석한 國防軍事 議에서 1950년 7

월 7일과 10일 2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고, 모택동의 재가를 받아 

7월 13일 앙군사  명의로 공포되었다. 그 임무는 東北국경의 안 을 지

키기 해 북한에 인 한 압록강 이북 지역으로 출동, 기하는 것과 한반

도 戰場의 情勢 여하에 따라 북한을 원조키 한 비를 갖추어 필요시 압

록강을 건  태세를 취하는 두 가지다. 창설 기 동북변방군의 지휘계통

은 中央軍委의 지시를 받는 상  지휘기 인 변방군사령부와 작 부 로서

의 제13집단군사령부의 二元的으로 되었다. 변방군사령부와 제13집단군의 

사령 으로는 8월 에 각각 東北軍區司令官 高崗(가오 강)과 鄧華(덩화)

가 임명되었다. 작 부 로서 새로 편성된 13집단군은 략 비 로 있던 

제4야 군 소속 제13집단군(38, 39, 40군)에다 제42군, 포병 제1, 2, 3사단

과 일부 高 砲部隊, 그리고 中南軍區의 50軍을 추가한 모두 5개 보병군단

과 3개 포병사단으로 구성된 총 병력 27만여 명을 상회하는 大軍이었다. 

동북변방군에 속할 의 부 들은 7월 순부터 8월 순까지  주둔지에

서 동북지역 주둔지로에 이동을 완료하 다.

4장-1)  베트남⋅ 만  티베트의 략 조정

中國首腦部는 한국 쟁이 발발하자 에서 본 동북변방군을 창설, 배치

함과 거의 동시에 베트남, 만, 티베트에 한 국의 기존 정책도 변경하

다. 국의 그러한 조치는 모택동이 한국 쟁에 개입을 계기로 취하고 

있다고 상정한 국을 향한 미국의 략(Grand Strategy), 곧 그가 “三

路向心迂回”이라고 명명한 미국의 략에 한 비책으로 행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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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고로, 이 책은 국의  베트남, 만, 티베트 략 조정을 “동북변방

군 창설과 연계된 ‘외부환경 정비’ 策”이었다고도 말하고 있다.

(1)  베트남 정책 변경

1950년 4월 순부터 시작된 국의 베트남에 한 기존 정책은 베트남

의 사단  이상의 군 기 (군사 원회, 군 사령부, 사단)에 국인 고문

을 견하고, 베트남軍에 한 군사물자 지원과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 쟁이 발발하자 국은 기존의 방침을 바꾸어 베트남에 국

군 지휘 을 보내 베트남군의 군사작 을 직  지휘하도록 하 다. 국정

부는 6월 3일 군사고문 들을 베트남으로 견함과 동시에 西南軍區 부사

령  겸 雲南( 난) 軍區 사령  陳賡(천껑)을 공 앙 표의 직함으로 

견, 中越國境 부근에서 랑스군을 축출하는 베트남군의 작  지휘를 직

 맡도록 한 것이 그 표  이다. 즉 9월  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

던 베트남의 308사단 등 주력부 를 무기와 장비 그 로 귀국하여 랑

스 군 축출 작 에 참가하 는데, 천껑 장군은 이 작 의 지휘 이었던 것

이다.

국의 와 같은 정책 변경은 다음과 같을 두 가지 목 을 겨냥한 것이

었다: ① 한국 쟁에 개입하기 에 먼  국의 서남 국경의 안 을 확보

하기 한 것. 당시 中越 국경 부근의 수만의 랑스 軍과 국경선 양쪽 산

악지 에 있던 십수만의 국민당 잔존부 들을 殲滅하여 미군이 랑스軍과 

국민당 군과 연합하여 국을 공격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조치 다; ② 

랑스가 미국 주도의 유엔군에 참가하여 한국 쟁에 병력을 투입하는 의

도를 견제하고, 미․불 ‘제국주의 진 의 조’에 기를 박는다는 것. 결론

으로, 이러한 략 조정으로 국은 한반도에서 미군에 한 총력 을 

펼칠 수 있으며, 中⋅美 間에 全面戰이 발생하는 경우에 備, 남부국경에

서 유리한 태세를 마련해 둘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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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臺灣進攻作戰의 연기

1950년에 들어 공의 륙의 제패가 거의 마무리 되자 1월 臺灣攻略作

戰을 계획, 연내에 실행하려고 각 방면에서 많은 비와 노력을 하 다. 그

러나 모두 이런 런 이유로 실효를 보지 못했다. 동년 1월 50만 군으로 

12개 군단을 편성하고 3월 臺灣進攻의 實戰演習으로 舟山列島와 金門島 공

격했으나 舟山列島 공략만 성공, 문도 공격은 실패했다. 1949년 12월 공

군건설을 한 航空學校를 개교하여, 일럿을 양성하고, 空挺( 라슈트)부

를 설립하여 만 공격에 투입하려 했으나, 둘 다 상당한 훈련기간이 소

요되어 별 진 을 못 보았다. 도해작 을 해 만든 해군도 기간이 日淺하

여 질과 량 면에서 국민당 해군에 비견할 수 없는 약체 다. 1950년 에

는 국민당 공군의 폭격에 의해 많지 않은 군함  26척을 잃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27일 미군의 한국  개입과 미 제7함 의 만해  배치가 

분명하게 됨으로서 국의 만침공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中央軍委

는 8월 11일 만진공계획을 52년 이후로 연기하 다. 이러한 臺灣進攻作

戰의 연기는 국의 한국 쟁 개입과 련한 문제에도 지 않은 향을 

끼쳤다. ① 미국의 제7함 의 만해  배치는 국정부와 국민들의 큰 분

노를 래해, 국이 “지원병”을 한반도로 보내게 된 심리  요인이 되었

고; ② 국은 량의 군 를 동남 연해에서 동북으로 이동시켜, 한국 쟁

에 처음보다 훨씬 규모의 병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되어, 병력의  

우 로 “맥아더의 정 병을 격퇴”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3) 티베트 령의 연기

국수뇌부는 1950년  국의 부분을 령하고, 이어 티베트의 령

을 년 내에 실시하기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쟁이 발발하자 티베

트 령계획도 종래 군사작 을 우선한다는 방침으로부터 정치  교섭을 

시하는 방침으로 바꾸었다. 국정부는 7월  서남군정 원회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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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평화 상사 을 견하 으며, 티베트 역의 령도 당  연내 해

결을 목표로 했던 것을 “ 히 연기한다”는 방침으로 바꾸었다. 공군은 

1950년 10월 티베트의 昌都(창두)를 령하는 것으로 일단 진격을 멈추었

으며, 1951년 5월 ‘티베트 평화해방에 한 합의서’가 조인되기를 기다려 9

월에 수도 라사(Lhassa)에 주하 다.

제5장은 1) 국의 9월 한국 쟁 출병 구상과 연기, 2) 미군의 인천 상

륙작  측, 3) 그 후 국의 3段階 병력배치계획을, 제6장은 1) 미군의 

인천상륙 후 상황정보의 交換不實에 한 국의 북한, 소련에 한 불만, 

2) 참 비의 가속화를 다루고 있다.

5장-1) 9월 출병구상과 그것의 연기

毛澤東을 시한 국수뇌부는 8월  한국 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후 

유엔군의 반격과 의도에 깊은 경계와 염려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때부

터 毛는 한국 쟁에 동원하기 한 동북변방군의 철 한 군사 비를 지시, 

실행  하 다. 毛는 8월 4일 黨中央政治局 議를 열어 합의 형식으로, 유

엔군의 38도선 이북으로의 진격 이후는 물론, 미군의 인천상륙 이 에 

국군을 북한에 출동시켜 미군과 교 할 뜻을 분명히 하 다. 毛는 이 회의

에서 북한을 반드시 도와야 하며, 북한에 한정해서 미국과 교 할 것이고, 

미국이 원자폭탄을 쓰더라도 국은 최후까지 싸울 것을 천명했다 한다. 

그리고 그는 다음날인 8월 5일 高崗(東北軍區司令官兼政治委員)에게 보

를 보내 邊防軍 각 부 는 9월 상순까지는 실 에 투입될 수 있도록 비

를 할 것과 8월 순 각 군의 사단장  이상의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작

의 목 과 의의 등을 明示하고, 각 부 는 8월 으로 모든 비를 완료, 

다음의 명령을 기할 것을 지시하 다.

高崗은 毛의 지시 로 瀋陽에서 8월 13, 14일 이틀 간 변방군의 간부들

을 소집, 軍事 議를 열었다. 13일의 회의에 高는 8월 4일 정치국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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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바 로, “속히 출병하여 북한군과 력, 일시에 미군을 타 해야 된

다”는 을 역설하고, 毛가 주문한 핵심문제인 국군의 참 시기, 유엔군

과의 교 의 경우 有, 不利條件, 그리고 미국의 원자탄 사용 가능성과 효과

의 세 가지 문제를 토론에 붙 다. 그러나 다수 간부들의 의견은 참 시

기에 하여 “유엔군이 북상, 中⋅北韓 국경에 도달한 때 참 하거나, 잠시 

참 을 보류”하자는 것과, 유엔국과의 교 의 유⋅불리조건에 하여 유엔

군의 수배의 포, 우세한 해군과 공군, 원자탄의 보유 등 압도 으로 많은 

우수한 근  무기와 장비 등을 거론하며 으로 불리하다는 비 론

들이 우세하 다. 게다가 14일 出兵 動員을 한 회의에서는 제13집단군 

지휘부 간부 3人(鄧華, 洪學智, 解方)은 瀋陽 변방군사령부의 高崗과 그의 

참모들에게 집단군의 편성 상황  장비부족에 비추어 불 때 8월 말까지 

비완료 명령의 완수는 매우 어려운 만큼, 비완료의 시간을 9월 말이나, 

가장 빠르더라도 9월 순까지 연장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그

러한 의견을 보로 앙군사 에 상신해  것을 요청하 다. 이러한 회

의 결과로 인해 高崗와 그의 참모들도 결국 참  부  간부들의 의견을 인

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고강은 제13군단 지휘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15일 毛澤東에게 電報로 심양군사회의에서 있었던 와 같은 前線과 군사

령부 지휘 들의 다수의견을 보고, 출병 작  시간의 연기를 건의를 하

다. 高의 보를 받아 본 毛도 지 부 의 그러한 상황을 인정, 8월 18일 

高에게 答申을 보내 변방군의 훈련  기타 필요 사항의 비완료 시기를 

9월 30일까지 연기하는 허락을 하 다.

그러나 자는, 毛가 와 같이 변방군의 요청을 허락한 요인으로 심양

군사회의 결과 외에도 그 간 북경 수뇌부의 미군의 군사력에 한 인식변

화를 지 하고 있다. 실상 8월 순 경에는 毛를 비롯한 국수뇌부의 유

엔군 작 의 특징과 무기의 력에 한 인식도 달라져 출병 문제에 하

여 보다 신 해지게 되었으며, 북경의 수뇌부 에는 출병 연기의 필요성

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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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2) 미군의 인천상륙의 측

9월 15일 유엔군 측의 인천상륙작 의 가능성을 국 측이 미리 검토, 

실제 감행일 보다 20여일 인 8월 23일 周恩來와 毛澤東에게 보고한 것은 

총참모부 작 주임 雷英夫( 이잉푸) 다는 것은 많은 기존의 연구들에 나

와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인천상륙작 에 한 국군 측의 측과 련하

여 기존 연구들이 다루지 않은 몇 가지 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

다. 첫째, 유엔군의 인천상륙작  측은 雷 개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

니라 그가 주임으로 있는 總參 部 作戰室의 여러 참모들의 공동연구의 결

과 다는 사실이다. 雷는 작 실 참모 여러 명이 문으로 된 백악 , 맥아

더 사령부, 前線사령  등 敵의 각 방면의 입장과 견해를 국어로 번역한 

자료들을 시뮬 이션(simulation)하여 격론 끝에 도출한 확신이 선 결론을 

작 실 주임으로서 여러 가지 근거와 견해를 정리하여 周恩來에게 보고했

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다. 그러한 보고를 받은 모택동은 “일리가 있고 매우 

요한 사안”이라면서 다음의 3가지 명령을 내렸다 한다: ① 情報部署들은 

조선, 미국, 일본의 동향을 면 히 찰하라; ② 그러한 정보를 스탈린과 

김일성에게 통보하여 참고토록 하라; ③ 제13집단군은 참 비를 가속화

하여 9월 말까지 끝내고,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라. 

毛의 지시에 따라 총참모부 작 실은 북한에 유엔군의 인천상륙 가능성의 

정보를 소련과 북한에 통보했으나, 양측은 모두 국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한다.

이 책은 한 총참모부 작 실외에도 제13집단군, 外交部 등도 북한군 

후방에 유엔군의 상륙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제13집단

군 수뇌부에서 8월 31일 解方이 기 하여 鄧華, 洪學智가 연명하여 朱德

(해방군 총사령 )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유엔군이 “향후의 반격 략의 하

나로서, 병력의 일부를 연안의 후방 수 개 장소에 상륙시켜 교란과 견제 

법을 쓰고, 주력은  치로부터 철도와 국도를 따라 북상, 진격해 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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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수의 병력이 재의 치에서 응 하는 사이에 주력이 후방(평양 

는 서울 지역)에 거 상륙, 前後에서 격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

는 바, 그럴 경우 북한군의 처지는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고 하 고, 같은 

보고서는 林彪를 통해 9월 8일 모택동에게 보고되었다 한다. 외교부도 8월 

15일 이후 연일 같은 문제에 한 분석회의를 열었었다고 한다.

5장-3) 3단계 병력배치 계획

3단계 병력배치 계획이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 을 상한 국수뇌부가 

38선 이북으로 유엔군이 북진할 것에 비하여 제13집단군의 출병에 따른 

조치로서 국군의 후속 재배치를 시차를 두고 시행한 것을 말한다. 그러한 

병력배치계획은 앞의 첫 국방군사회의(7월 7일)에 이은 제2차 국방군사회의

(8월 26〜31)에서 논의되고 9월 3일 모택동의 재가를 받아 결정되었다. 회

의 결과, 정식으로 비  결정된 한국 쟁 참 에 비한 3단계 병력 배치계

획은 다음과 같다: ① 참 할 최 一線의 동북변방군의 병력은 제13집단군 

지휘부의 요청을 수용, 제50군을 증원하여 11개 군단의 36개 사단(제13집단

군 소속 3개 군단, 제42군, 제50군)과 일부 고사포부   후방지원부 의 

70만 명으로 하고; ② 第2陣 병력은 3개 군단의 12개 사단으로 하여 華東軍

區에서 조달하며 10월 말까지 濟南, 徐州 一線에, 제9집단군을 그 후방(山

東省 남부 철도 연변)에 각각 配備  하며; ③ 第3陣의 병력은 제19집단군

(3개 군단)의 9개 사단으로 西北軍區로부터 이동시켜 隴海鐵道 연변(후에 

津浦鐵道의 산동성 부지역으로 변경)에 집결, 비토록 하 다.

그러나 자는 다른 장에 서도 간간히 林彪가 모택동의 북한 출병 방침

에 하여 이견 내지는 반 하고 있었던 것을 논하고 있으나, 이 장에서도 

임표의 異見을 소개하고 있다. 柴成文의 말을 인용하여 자는 임표는 출

병연기를 주장한 高崗과 제13집단군 간부들보다 좀 더 나아가 “두 달 가까

이 쟁 비를 추진해 온 과정에서 국의 비부족과 미군과의 실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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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 에 따르는 험성을 통감하여, 毛의 북한 출병방침 자체에 “반 ”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두 사람 간에는 유엔군 

략방침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술한 바, 毛는 미국의 궁극  의도는 

국을 향한 三路向心迂回 략으로 악, 국군으로 하여  북한 戰場에

서 미리 미군에 반격을 가하는 것에 을 둔 반면, 林은 戰火가 국으

로 미치게 되는 것을 우선 으로 생각, 쟁을 한반도로 한정시켜야 한다

는 의견이었다. 즉, 비공식의 場에서의 일이긴 하나, 林은 毛에게 “김일성

으로 하여  북한 내에서 산에 들어가 게릴라戰을 개하게 하여, 미국에

게 국 공격의 구실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

러나 고강과 임표가 모두 모택동의 “신임이 높은” 부하들이고, 도당을 지어 

반 한 것이 아니라 개별 으로 異議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毛는 크게 

개의치 않았으며,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참 비를 속행시켰다는 말하고 

있다. 아마 자는 이러한 문제를 부각시켜 이 章의 제목을 “高崗과 林彪의 

異議 提起”로 한 것 같은데, 장 내의 더 많은 다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좀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6장-1) 미군의 인천상륙 후 상황정보의 交換不實에 한 북한, 

소련에 한 불만

8월 하순부터 9월 에 이르기까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 을 상하고 

부심하고 있던 국수뇌부는 9월 16일 뉴스를 통해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

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18일과 9월 27, 31일에 각각 김일성은 국

사 倪志亮을 통하여 周恩來에게 인천상륙 후 북한군이 당면한 어려운 戰況

들, 즉 “북한군은 인천방면에 2개 연  밖에 없고 後援部隊도 바랄 수 없는

데다, 미군은 이미 서울에 迫頭하여 쟁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과 

“38선 이북에는 재 수비를 담당할 부 가 남아있지 않으며, 남에 있는 주

력부 는 미군에게 완 히 퇴로를 단당한 상태라는 소식을 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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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식들에 주은래와 우선 그 간에 북한, 소련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 周는 9월 18일 駐中 소련 사를 로쉬친

(Roshchin)을 불러 “ 국지도부는 미 해병 의 인천상륙에 해 신문발표

와 평양의 라디오 방송이외에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했었다”고 불평했다. 

다른 한편, 모택동은 10월 1일 周恩來의 名義의 보로 김일성에게 구체

인 방어 략을 제시했다: “남방에 갇  있는 북한군 주력군부  第一方面

軍의 8개 사단을 두 그룹으로 나 어, 한 그룹은 화기를 버리고 작은 

으로 짜서 군의 간격을 뚫고 북방으로 귀환하고, 다른 그룹은 분산해서 

 후방에서 게릴라戰으로 북진하는 군을 견제  하라.” 이러한 ․북한 

간의 직  화는 국지도부가 그때까지 북한과의 모든 연락을 소련을 경

유하여 하던 것을 김일성에게 직  연락, 극 으로 국의 의견을 제시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한국 쟁에 깊게 간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6장-2) 참 비의 가속화

유엔군의 인천상륙 직후 김일성은 내무상 박일우를 안동에 견하여 제

13집단군 수뇌들에게 “조선의 당과 정부를 표하여, 국에 참 을 요청한

다”는 말을 했다. 제13집단군 수뇌부는 그러한 북한의 참  요청을 앙

에 보고하는 동시에 유엔군은 계속 북상하여 압록강까지 진격해 올 것으로 

단, 국의 참 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참 비를 더욱 서둘 다. 

국 앙에서도 9월 17일 변방군 사령  高崗을 평양에 비 리에 방문하고 

오도록 하고, 9월 20일 주은래의 책임 하에 새로운 작 방침을 마련하 다. 

참모본부와의 력으로 마련된 새 작 방침은 이 의 ‘短期決戰’ 방침을 ‘지

구 ’으로 바꾸고, 각각의 戰場과 투에서 우세한 병력과 화력을 집 하여 

소규모의 군으로 분할, 포 , 섬멸하면서 서서히 군을 약화시켜 장기

의 바탕을 마련하며, 국 국경을 향한 유엔군의 북상 공세를 지함을 주

요 목표로 정했다. 한 周는 참 비와 황 악  상 투지역의 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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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調査를 해 大軍의 출동 에 정보부원으로 된 수명의 선발 를 북한에 

견하자는 東北邊方軍 수뇌부의 건의를 받아 들여 5명을 선발, 武官 명의

로 평양에 견하 다. 외교 으로도, 周는 미국의 항공기와 군함의 국 

공, 해의 침입에 한 강력한 항의서한을 3회에 걸쳐 유엔사무총장에

게 보냈고, 9월 말에는 만약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어 북상하면 국은 좌

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와 신호를 수일간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에 달했다. 

그러나 자는 당시 국은 만약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지 않고 남북 양립

의 이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내심 기 하여, 출병이외의 가능성을 찾고 

있었고, 국정부의 강경 발언은 국 국민들에게 美 戰爭에 한 心的 

비를 구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 한, 한국 쟁에서 미국이 국이 

충돌하게 된 것은 당시 “미국이 국의 군사력 행사에 한 결의를 근본

으로 무시하고 있었거나, 국의 문화 통의 미묘한 표  방식을 이해하

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이 미국에게 있는 듯한 시사를 하고 있다.

제7장과 8장은 7장에서 유엔의 계속된 북상에 따른 국수뇌부의 지원군 

병 정책의 결정과정(10월 1〜5일)을, 8장에서는 출병결정 후 지원군 출

동의 실행과정(10월 6〜12일)에서의 여러 번의 번복 등 우여곡 과 모택동

의 승리를 祥論하고 있다.

7장-1과 2) 지원병 출병결정 과정에서의 논란과 모택동의 승리

38도선 이북으로 북진하는 유엔군을 자력으로 지할 능력을 상실한 김

일성이 9월 29일과 10월 1일 소련과 국에게 각각 보로 직  군사지

원을 요청하 다. 소련의 직  군사지원을 요청하는 김일성의 보를 받은 

스탈린은 같은 날 김과 모택동에게 각각 보를 보냈으나, 그 내용은 아주 

다른 것이었다. 즉 김에게 보낸 답신은 소련으로부터의 직  군사지원에 

해서는 언 을 피한 체, “人民義勇隊를 조직할 것”을 권하고 “먼  국

의 동지들과 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로쉬친 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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毛에게 한 스탈린의 보의 要旨는 두 가지 다: ① 자신은 모스크바에

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휴가 이라 조선의 정세에 해 잘 악하고 있지 

못하나, 모스크바로부터의 보고로 북한의 망  상황을 알게 되었고, ② 

국이 북한을 해 5〜6개 사단이라도 속히 38도선으로 보내  수 있다

면 북한은 38도선 이북에서 후속 병력을 재편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국의 부 는 志願 의 신분으로 출동하고, 국 지휘 들에 의해 통솔되

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건에 해서 나는 조선 동지들에게는 조 도 말하

지 않을 것이며 후에도 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었다. 스탈린이 양쪽에 

와 같은 다른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은 그는 부터 국과 북한에게 별

도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자기를 극동문제의 “ 심인물(key person)”로 

행세해 왔었는데, 이번 경우에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즉 스

탈린은 늘 국과 북한 간의 자주  상호 연락을 취하는 것을 꺼려하여, 

兩 를 분리시킴으로써 자신의 결정  향력을 保持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도 같은 수법으로 소련군은 출병시키지 않으면서, 국군의 출동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교묘한 언사로 권유하고, 국의 출병이 성사될 경우 그것이 

自己의 功임을 김일성에게 과시하려 한 것이라고 자는 말하고 있다.

다른 한편, 10월 1일 스탈린의 보뿐만 아니라 같은 날 밤 김일성으로

부터 국군의 출병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보를 받은 모택동은 10월 1일 

밤부터 5일까지 출병문제를 결정하기 한 4차례의 정, 군 수뇌부회의를 

개최하 으나, 모두 많은 반 로 상당한 난항을 겪은 후에야 출병으로 결

정할 수 있었다. 다음은 그러한 과정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제1차 회의는 이른바 書記局 議(10월 1일 밤)로 모택동과 4인의 書記, 

즉 朱德, 劉 奇, 周恩來, 壬弼時가 中南海의 頤年 議室에 모여 김일성

의 구원병 요청에 한 국군의 참 에 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

다. 이 회의에서의 최종 결론은 毛의 주도로 “10월  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상세한 것은 2일 오후 書記局 擴大 議에서 논의하기로 하 다. 문제

는 앞서 서기국회의에서 결정된 모의 早期出兵案이 2차 書記局 擴大 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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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와 3차 政治局擴大 意(10월 4일)에서 참석자 다수의 반 로 

결의가 무산되고, 제4차 政治局擴大 意(10월 5일)에 가서야 어렵게 결정

을 보았다는 것이다. 컨 , 제2차 서기국 확 회의는 1차 회의 때의 毛, 

朱, 劉, 周와 정치국 원, 高崗, 聶榮臻와 各 地方區의 주요 책임자들이 참

석하 고, 毛가 議 議題를 卽時出兵을 前提”로 하여 그 日時와 參戰軍 總

指揮官 임명의 두 가지로 제한하여 시작하 으나, 토의과정에서 출병반

와 愼重派가 태반이어서 出兵推進의 毛가 고립되는 형국이 되어, 결국 早

期參戰案을 유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회의의 결과와 련하여 특기할 사항은 자가 주은래를 출병

반 로 明示한 것이다. 참 반 자로 잘 알려진 林彪가 이 회의  출병

에 반 하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개진하고, 毛의 참 군 총사령  취임 요청

을 中日戰爭 때 당한 자신의 重傷으로 인한 病弱함을 들어 苦辭한 것도 회

의에서 다고 자는 말한다. 다음 날 제3차 정치국확  회의서도 역시 같

은 상이 일어나 즉시출병안의 가결은  다시 무산되었다. 후일 洪學智 

등의 회고를 인용하여 자는 당시 회의에서 卽時出兵案에 찬성한 것은 毛 

1人뿐이었고, 周와 彭은 애매한 태도, 그 외 全員(7 혹은 12명)이 반 다

고 한다. 그러나 毛는 포기하지 않고, 제4차 政治局擴大 議에서 前과 다른 

事前 打診과 설득방법을 사용하여 그의 즉시출병안의 가결을 철시켰다고 

한다. 毛는 事前에 鄧 平과 高崗을 확실한 자기편으로 만들고, 그들을 이

용하여 彭을 설득, 지원군 총사령  취임을 약속받았다. 그런 연후 毛는 회

의에서 彭으로 하여  즉시출병의 당 성을 강력히 주장  하고, 그를 지

원군 총사령 에 추천하면서, 출동에 한 구체  계획은 회의 후 팽과 함

께 검토하겠다고 선언, 반 의 의견을 르고 회의를 즉시 병으로 매듭

지었다.

제8장의 요한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1) 10월 5일 정치국확 회

의에서 의 早期參戰이 결정 후 毛澤東이 취한 출병에 필요한 군령과 외교

 조치와 2) 毛가 中國人民志願軍의 ｢출병명령｣ 下達한 날(10월 9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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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명령의 “一時中止”를 命한 날(10월 12일) 사이의 혼선과 志願軍 내 不

滿  국의 소련, 북한과의 불편한 계가 그것이다.

8장-1) 政治國擴大 議에서의 早期參戰 결정 후 취한 군령 

 외교  조치

10월 5일의 정치국확 회의에서 참 결정이 채택된 후 모택동은 주은래, 

고강, 팽덕회와 국군의 조기참 을 한 실천사항을 의논하고, 조치를 취

하 다. 우선 지원군의 “設立命令”의 발포는 10월 8일로 정하고, 周, 彭, 高 

3人이 담당할 임무를 부여하 다. 彭과 高는 8일 瀋陽으로 가서 동북변방

군의 고 간부회의를 소집, 앙정치국의 결정을 하고 각 부 가 즉시 

북한출병의 비를 완료하도록 하며, 高는 지원군의 참  기의 물자보

의  책임을 맡으며, 국군의 출동 정일을 10월 15일로 한다는 것, 그

리고 周는 소련을 방문, 소련 공군의 지원과 무기와 장비의 량구입 문제

를 스탈린과 교섭하라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 毛는 7일 소련 사를 통하여 참 결정을 소련에 하 다. 

그 내용은 스탈린이 에 요구했던 6개 사단이 아닌 9개 사단을 보낼 계획

이며, 그러나 출동하는 것은 좀 기간을 요한다는 것이었다. 毛는 8일 북한 

사를 통하여 김일성에게도 출병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출병기일에 

해서는 언 하지 않았다. 한, 같은 날 정된 로 ｢ 국인민지원군의 설

립에 한 명령｣을 發 하고, 9일 지원군의 한반도 출동명령을 하달하 다. 

그러나 이 ｢9일의 命令｣의 내용은 지 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다. 

그 이유는 그 명령 안에 지원군의 出動 期日과 규모가 明記되어 있어, 그

것이 북한에 설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자는 추측하고 있

다. 그러나 당시 출동 지 명령의 상은 20만여 병력의 주력부 가 아닌 

규모가 연  정도인 先遣隊 었다고 한다. 게다가 지원군의 출동에 련

된 문제들이 그 때까지 소련과 완 히 의되지 않았고, 만약 북한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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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출동 일을 미리 알게 되면, 북한군이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8장-2) ｢출병명령｣日과 “一時中止”日 間 군내 불만과 국의 

, 북한 계

모택동이 9일 출병명령을 내린 같은 날 고강과 팽덕회는 심양으로 가서 

변방사령부의 군단 이상 간부들을 소집하여 “參戰動員報告 議"를 열었다. 

회의 벽두에 高와 彭은 毛主席의 조선원조 출병결정의 정당성과 지원군 부

원들의 필승의 신념과 확신을 강조하고, 참 문제에 한 간부들의 의견

을 듣는 토론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토론  팽은 한 간부로부터 “東北區

의 主席(고강)은 출병에 찬성하지 않는데, 西北軍政委員  주석(팽의 이  

직함-필자)이 출병을 극 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新任司令

官인 자신을 외부인사로 보는 차별 인 질문을 하여 팽은 크게 노했다.  

다른 군단 간부는 참  시 공군지원의 有無를 질문하여, 사령 직을 받을 

때 毛주석으로부터 공군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말로 답변을 

했다. 다음 날 10일 彭이 安東에 가서 제13집단군 수뇌들과 출동계획에 

한 “합동연구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공군지원 문제가 제기되었고, 출

병규모도 원 계획(2개 보병군단과 2개 포병사단)의 先發 출동부  보다 많

은 4개 보병군단과 3개 포병사단 全部의 동시 출동이 미군 처에 효과

일 것이라는 건의가 있었다. 즉 이들 회의들을 통해서 참 출동을 앞둔 지

원군 간부들에게 前의 참 을 반 하던 감정이 살아 있는 것과, 자신도 重

視하여 毛에게 물었던 공군지원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

다. 팽은 지원군 간부들 간 그러한 심리상태와 요구를 모에게 알리기로 결

심, 至急電報로 毛에게 보고하 고, 毛는 지원군 지휘 들의 출동병력 증원 

요구를 허가하 다.

그러나 11일 1시경 소련에 간 주은래가 스탈린과 연명으로 “ 국지원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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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을 한 소련 공군의 출동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至急電報를 毛에게 

보내 왔다. 그러한 소식을 해들은 팽은 12일 밤 북경에서 열린 정치국회

의에서, “지원군사령  직을 그만 두겠다”고 할 정도로 노했다고 하며, 毛

도 무나 기 외의 소식이라 9일 출병명령의 “일시 지” 명령이 내렸다. 그

러나 자는 毛의 “일시 지” 명령을 彭을 달래는 동시에 지원군 간부들의 

불만을 진정시키며, 소련에 압력을 가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어이 소련 

공군의 지원을 끌어내기 한 毛의 다목  포석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제9장은 10월 上旬 주은래가 은 히 소련을 방문해 가졌던 1) “주은래․

스탈린 비 회담” 내용과 그 결과에 한 자의 검증, 제10장은 1) 모택동

의 志願軍 출병의 再결정과, 2) 지원군 주력부 들의 압록강 渡河 과정이 

주된 내용이다.

9장-1) “주은래․스탈린 비 회담”의 내용과 결과

주은래․스탈린 비 회담의 내용에 한 문제는 사소하게는 회의장소인 

스탈린의 별장지의 치와 訪  經緯에서부터 회담의 핵심인 周의 발언 내

용, 스탈린의 소련 공군지원 약속 여부, 회담의 결과와 그에 한 해석 문

제에 이르기까지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한 까닭은 이 회담이 비

회담이었기 때문에 그에 한 , 소 양국의 공표도 없었고, 회담에 한 1

차 자료가 없는 것과, 회담에 , 소 양측의 통역으로 참여하여 90년 까지 

산증인으로 남아있던 소련 측의 페르드 코, 국 측의 師哲(스 : 黨中央

政治秘書室 主任)과 康一民(캉이민: 黨中央辦公廳 機要秘書)들의 증언이 

각기 다른 까닭이다. 이 장에서 자는 주로 강일민의 증언, 柴成文(駐北韓

臨時大使), 洪學智(제13군집단군 부사령 ) 등의 고증에 보다 큰 신빙성을 

두고 련문제 연구자들의 견해를 함께 참조하여 에서 든 회담의 핵심문

제들을 검증하고 있다.

주은래․스탈린 회담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다. 국 지원병에 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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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공군의 지원출동과 소련제 무기와 장비의 공여  그 방법이 그것이다. 

이 두 문제에 해 스탈린의 답은 국 측이 기 하는 소련공군의 국

군 원호를 한 출동은 없으며, 국 측에 10개 사단 분의 무기, 장비의 공

여를 약속하 다. 한 지원군 출동과 투시의 소련공군의 지원이 없는 

신 소련공군을 북조선에 인 한 안동일 에 진 配備하고, 국의 沿海

地域에 있는 도시에도 配備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주은래는 소

련공군의 국군 지원 문제에 한 스탈린의 의지가 워낙 완강한데다 원조

를 청탁하는 입장이라 회담 결과는 스탈린의 의사 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작은 문제로 이 회담 결과를 김일성에게 연락하는 방법은 례 로 소련측

에 맡기기로 하 다. 다른 한편, 주은래는 와 같은 회담 결과를 즉각 지

보로 모택동에게 달하고, “출동 지의 再 ”의 제안과 함께 공여방식 

문제에 한 지시를 요청하 다. 이러한 周의 보를 받은 毛는 13일 정치

국확 회의를 열어 “공군지원 없어도 참 한다”는 출병의 재결정을 하 다. 

그리고 같은 날 각각 周와 스탈린에게 국의 “출병 재결정”과 무기, 장비 

공여결재 방식은 차 으로 했으면 한다는 소식을 타 하 다. 스탈린은 毛

의 에 정했던 로 출병한다는 보를 받고 무기와 장비의 원조에 

해 상당히 극 으로 국 측의 요청에 응하려하고 차 방식으로 공여할 

것에 동의, 3주 안(11월 까지)에 국 동북부에의 운송을 약속했다.

와 같은 , 소 간 회담의 최종 결과에 한 종합 인 의미에 한 

자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 국은 스스로의 의지와 단에 따라 참 을 결

정했고, 毛의 그러한 결단에 의해 스탈린은 毛를 다시 보았다. 소련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공산당의 존재가 큰 비 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국군

의 한국 쟁 참 으로 ․소 간 월시 를 맞이하게 되었다.”

10장-1) 지원군 출병의 재결정

주은래로부터의 “소련공군의 공군지원은 없다”는 내용의 보를 받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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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동은 10월 12일 밤〜13일 앙정치국확 회의를 열었으며, 심양으로부터 

팽덕회와 고강도 참석하 다. 회의에서 毛의 주은래의 보 내용을 인용한 

“소련 공군의 지원은 없다”는 말이 있자, 彭은 “소련의 배반”이라고 크게 

노하면서 지원군 사령 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한 彭의 분노에 毛

는 소련공군의 출동이 없음으로 생기는 곤란을 인정하고, 그러나 스탈린이 

소련공군을 견, 국본토의 방 의지를 확약했고, 규모의 무기, 장비의 

갱신을 약속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彭에게 총사령  직에 있을 것을 권유

하고, 한 “ 를 들어 우리가 승리 못해도 스탈린은 우리에게 큰 빚을 지

게 된다. 우리는 다음에 싸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싸움을 재개할 수 있다”

는 말도 덧붙 다. 이러한 毛의 차분한 달램에 彭은 승복했으며, 毛는 지원

군의 출동을 再決定하 다고 한다.

회의 다음날인 13일 모택동은 주은래와 스탈린에게 각각 보를 보내, 소

련의 국에 한 무기 공여 결재방식에 차 형식을 따르겠다고 하고, 周에

게는 소련에 남아 무기 공여 문제에 한 교섭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하

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모두 최종 으로 국군의 출병일을 10월 19일로 

확정했다는 것을 알렸다. 이들 보는 국군의 참  병력 규모는 제1陣 즉

시투입 부  25만 여명, 제2陣 부  15만명, 제3陣 부  20만명 총 60만 여

명이며, 지원군의 작  방침도 이 의 防禦中心의 방침을 의 후방으로 돌

아 들어가는 ‘運動戰(流動的 進擊作戰)’ 술로 바꾸었다고 하 다.

10장-2) 지원군 주력부 들의 압록강 도하 과정

지원군의 출동일이 10월 19일로 결정됨에 따라 팽덕회 휘하의 지원군은 

간부회의를 열어 부 들의 출동 비를 검하고 작  계획에 한 보다 세

한 방안의 토의 등으로 분주하 다. 그러한 에 17일 아침 모택동으로

부터 참 군의 압록강 도하를 보류하라는 명령이 문으로 하달되었다. 주

은래가 귀국하기를 기다려 최종 인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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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 停止’라고 하는 바, 이 명령은 18일 팽덕회와 고강이 참석한 북경에서의 

서기국 확 회의에서 出動日을 다시 이 의 19일로 번복하 다. 자는 당

시의 그와 같은 毛의 “왔다갔다”한 정책 변경을 국군의 북한 출병을 앞에 

두고 그의 심정이 얼마나 조했는가를 잘 보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게 하여, 17일경 먼  북한을 진입한 정찰군(연  규모)에 이어 지원

군의 주력부 들을 10월 19일 압록강 변으로 이동하여 도하를 실행하 다. 

팽덕회는 19일 녁 무렵 참모 1명과 경비원 2명을 동하고 압록강 철교

를 건  북한 땅으로 들어갔으며, 지원군 주력부 들은 같은 날 5시 30분 

제42군, 39군, 40군, 38군의 병력이 安東과 長旬河에서 1陣으로 도하하

고, 2진 제50군과 66군은 25일과 26일 안동과 輯安에서 북한으로 도하하

다. 그리하여 11월 1일까지 실제로 북한에 출동한 병력은 6개 보병군단의 

18개 사단, 3개 포병 사단, 1개 고사포 연 , 2개 공병 연  등 총 28만여 

명에 달했다.

마지막의 장인 제11장은 1〜10장까지의 내용들을 다시 요약한 것이 부

분으로 새로운 것이 많지 않다. 따라서 11장에 한 논의는 이 서평에서 

지양하려 한다.

끝으로, 이 책에 한 나의 讀後 所感을 피력함으로써 이 서평을 마무리

하려 한다.

이 책은 1949년 12월〜’50년 2월 모스크바에서의 毛⋅스탈린 회담 때부

터 1950년 10월 19일 “ 국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건  한국 쟁에 직  

투입될 때까지 10개월여의 기간을 주된 논의의 상으로 하고 있다. 그 기

간  북한의 남한침략 계획을 둘러쌓고 국이 소련과 북한과 가진 외교 

 군사 조 계를 추 하여 국이 한국 쟁에 개입하게 된  과정을 

매우 상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색이며 장 이다. 다음의 세 

가지가 그 심  논 이다: 첫째, 국의 한국 쟁에 군사  개입의 주도

자는 모택동이었다. 국의 한국 쟁 개입의 결정과정에서 당 앙 원회에

서 지 않은 고 인사들의 반 가 있었고, 스탈린의 慫慂과 모택동, 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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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간에 보를 통한 많은 意思疏通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국의 한국 쟁 개입을 결정, 실행  한 것은 毛의 강력한 意志

다는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쟁에 국군을 투입하는 과

정에서 毛는 출병명령을 여러 번 번복하거나 연기하는 등 상당한 망설임을 

보 다는 것이다.

이 책(2004년도 개정 )은 그 初版(1991년)이 출 된 후 10여 년 동안 

자가 국을 직  방문하여 수집한 한국 쟁에 한 많은 一次資料들을 

근거로 하고, 최근의 美, 中, 日, 韓國 등 한국 쟁에 한 최근 연구 성과

들을 함께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라 말한다. 그러한 에서 이 책은 자의 

지 않은 정성과 수고로 이루어진 귀 한 勞作이라 하겠다.

그러나 에서 든 이 책의 특색과 장 , 그리고 자의 오랜 수고가 기

본 자료들의 이용에 있어서 편 과 제한이 이 책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하고 있다는 것이 본 평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구체 으로, 서두에서 지

한 바, 이 책 자의 “정치 , 학문  립”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한국

쟁의 주요 핵심 문제들에 한 이 책의 자료이용이 국 측 자료와 연구서

에 치우쳐 있고, 미국과 한국, 일본의 유력한 자료와 연구서들은 거의 도외

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한국 쟁의 기원에 한 견해도 

국과 북한의 견해에 심하게 경사되어 있으며, 결과 으로 최근 학계의 정

설과도 乖離를 보이고 있다.

평자의 와 같은 문제 제기와 련된 이 책의 몇 가지 핵심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6․25’(1950년 6월 25일)는 한국 쟁의 開戰日이 아니며, 38度線 上에

서의 남, 북한 간 무력 충돌들이 격화되고 있었던 1949년이 진정한 한

국 쟁의 개시 이라는 주장

2) 한국 쟁은 미국이 한반도룰 통해 국을 침략하기 해 만들어 논 함

정으로, 북한이 그 함정에 빠져 일어난 것이었다는 주장

3) 한국 쟁의 主 는 북한의 김일성이며, 스탈린과 모택동은 김의 농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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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말려서 마지못해 참여했다는 주장

4) 모택동은 1950년 5월 북경에서의 모택동․김일성 회담 때까지 북한의 

남한침략 계획에 하여 모르고 있었으며, 한국 쟁 문제에 해 매우 

소극 이었다는 주장

그 밖에도, 김일성이 “  滿洲 吉林省에서 났다”는 잘못된 記述까지 하고 

있고, 숫한 일본서   親 北韓 학자로 알려진 和田春樹의 책만을 인용하

고 있다.

와 같은 주장들은 사실이 아닌 주장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독자들

을 오도할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지면 계상 이들 문제들에 

하여 일일이 상세한 반론을 펼 여유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서 열거

한 주장들에 하여 포 인 短評과 함께 簡單한 근거자료들을 註에서 제

시하는 것으로서 그치려 한다. 단 자의 김일성의 출생지에 한 기술은 

상식 이하의 것임으로 근거 제시를 생략한기로 한다.

1) 1949년이 한국 쟁의 始發点이라는 견해: 이 견해는  국과 북한의 

변 측 주장과 같은 것이다. 1949년도 남, 북한 간 충돌의 횟수를 근

거로 한 것으로, 그 숫자는 북한정권과 슈티코 의 스탈린을 설득키 

한 조작이었다는 것이 1990년  이래 한국과 미국의 연구서들과 소련의 

解密 자료에 확실하게 나와 있다.1)

2) 미국이 국을 침략하기 해서 한국 쟁을 유도했다는 설: 1950년 6월 

30일 북한의 남침을 지키 하여 맥아더 장군이 트루먼 통령으로부

터 유엔군 총사령  직을 임명 받을 때 미 정부의 방침은 制限戰爭으로 

유엔군의 작  한도를 한반도 이내로 분명히 못 박았다. 따라서 모택동의 

1) A. V. トルクノフ 著, 下斗米伸夫⋅金成浩 譯, ꡔ朝鮮戰爭の謎と眞實-金日成, スタ-リン, 

毛澤東の機密電報による-(草思社, 2006), pp. 33-34; 58-70; 정병  지음, 한국 쟁-38

도선 충돌과 쟁의 형성(돌베개, 2006), pp. 298, 301-302; Kim, Kook-Hun,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Its Rise and Fall,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1989, pp. 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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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路向心迂廻” 략도 허구 에 세워진 잘못된 략이었다 하겠다.2)

3) 김일성이 한국 쟁의 主 다는 것은 본 평자의 련 논문이나 다른 

많은 韓, 美,  소련의 사료들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3)

4) 마지막으로 모택동은 1950년 5월 김일성과의 회담 때까지 그의 남한 침

략 계획에 해 몰랐다는 주장: 이 주장의 근거로 자가 든 재미 Chen 

Jian 교수의 서  1949년 12월  모택동․스탈린 회담에서 북한의 

남침계획이 의논이 안 되었다는 언 은 자의 誤讀의 결과 다. 한 

모택동은 이미 1949년 5월 북경에서 북한의 金一과의 회의 시 북한의 남

침계획을 들었고, 략  조언까지 하 다. 즉 당시 공군 내 조선인부

를 북한에 송환해  것은 북한의 남침계획을 돕는 조치의 하나 다.4)

의 로 보아, 실례 같지만 이 책의 자는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의 기본  자료나 유력한 연구서들을 보지 않았거나  참고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서의 생명은 최선을 다해 여러 방면에서 련 문제들

을 천착하여 추구하는 상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지 못한 

이 이 책의 문제라는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원고투고일：2007. 3. 20, 심사완료일：2007. 6. 8)

주제어:中國人民志願軍, 朱建榮, 東北邊防軍, 抗美援助戰爭史, 韓國戰爭

2) Max Hastings, The Korean War, A Touchstone Book, 1987, p. 64.

3) 이병주, ｢최신  소련 비 자료에 의한 한국 쟁 발발 배경｣(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ꡔ戰史ꡕ 제4호, 2002. 6), pp. 167-203.

4) Chen Jian 교수의 책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pp. 85〜88; 앞의 A. V. 

トルクノフ의 책, pp. 104-105; 日書로 萩原遼, ꡔ朝鮮戰爭: 金日成とマッカ-サ-の陰 ꡕ

(文藝春秋, 1993), pp. 147-1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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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Book Review : Mao Zedong’s Korean War- till China

crosses the Yalu River, written by Zhu Jian-rong

Lee, Byung-joo

China entered the Korean War on October 19, 1950 by providing 

approximately 250,000 soldiers calle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CPV) 

to North Korea. The CPV became the leading force for the Communist side 

in the battlefields of the Korean Peninsula until the armistice agreement 

between the UN and the Communist Forces on July 27, 1953.

This fact provides reason for suspicion of China’s close connection to the 

cause of the Korean War. That is because China’s motive for involvement in 

the Korean War and the cause of the Korean War are important issu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China’s involvement in the 

Korean War was pre-planned with North Korea and Soviet Russia, or it was 

an act of self-defence as the UN Forces’ approach to the border of China 

and North Korea.

This book is a rare work which gives us a detailed account of the entire 

process of how China became involved directly with the Korean War. It 

tracks various major events of China's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Soviet Russia, and establishes Mao Zedong as the central figure, which 

eventually led China into the Korean War from the late 1940's until the time 

of the CPV’s crossing the Yalu in late October, 1950.

By doing so, it also reveals not only China’s motive for involvement in 

the Korean War, but also the cause of the Korean War. In a bi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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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the book describes 1) Mao’s motive behind his decision to get China 

involved with the Korean War; 2) his ‘Chinese brand socialism’, 3) his 

international views before and after involvement in the Korean War; and 4) 

his particular style of leadership as well as political and military strategy.

In spite of such a detailed account of events, this book fails to deliver 

accurate conclusions. Major themes in this book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tarting day of the Korean War is not on 25 June 1950, but 

rather some time of 1949 when skirmishes occurred frequently on the 

38th parallel; 

2) The Korean War was a trap set by the US in order to invade China 

through the Korean Peninsula. Kim Il-sung fell into the trap by 

invading the ROK; 

3) Kim Il-sung was the prime mover of the Korean War, and Mao and 

Stalin were reluctant to support the war; 

4) Mao was not aware of North Korea’s scheme for Military invasion of 

the ROK until the meeting of Mao-Kim in May, 1950.

The author often asserts completely incorrect information, for example, 

claiming … “Kim Il-sung was born in Manchuria …” It has been well 

documented that Kim was born in North Korea and did not move to 

Manchuria until he was 7 years old.

In spite of the author’s claim of using many raw materials and other 

researchers’ recent works, which he has gathered directly in China and 

during his six month stay in the US, he primarily serves up the Chinese 

government' official views garnished with some North Korean Government 

allegations. Despite his research overseas, he failed to use credible the US 

sources and recently published books, not to mention the sound research 

on the Korean War by the ROK scholars. These shortcomings are described 

in detail in my Korean review (specific name of the article here and 

citation/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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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ook does work in helping us to understand ways in which China's 

high-ranking personnel (i.e., Mao and other civil and military key persons 

related with the Korean War matters) handled government and military 

affairs, and their mentality during the period from 1949 to 1950. 

Nevertheless, it is this reviewer's sincere hope that this review can help 

prevent general readers from being misled on some of the basics of the 

Korean War by the author's numerous misstatements of fact.

Key Words : Zhu Jian-rong, Chinese People’s Volunteers (CPV), The Korean 

War, Mao Zedong, China’s Involvement



美國의 韓國戰爭 休戰에 한

  基本方針의 形成*1) 

-中國參戰과 UN軍 總 却을 中心으로-

阪田恭代 著

2)許 珍 寧**⋅李 鎭 成 譯

1. 머 리 말

2. 군정(軍政) 의와 국무성(國務省)의 계획

3. 미⋅  정상회담( 上 談)

4. 2가지 노선의 견지( 持)

5. 맺 음 말

＊  은 神田外語大學 교수인 坂田恭代(さかたやすよ)가 “美國の朝鮮戰爭關する基本方針

形成,” ꡔ軍事史學ꡕ 통권141호, 2000에 실은 을 번역한 것이다. 坂田恭代는 “Amerika to 

Chousen-Gentei sensou, Kyusen, sosite Touitsu mandai," in Kanji Akagi, ed. 

Chousen sensou-Kyusen 50 shunen no kenshou(Tokyo: Keio gijuku daigaku 

shuppankai, 2003)을 통하여  논문을 더욱 발 시켰다. 주요 서는 “Building a 

Security Community in Northeast Asia? The Six Party Talks and Beyond," 

Sung-Hack Kang, ed. The United Nations and Global Crisis Management(2004); 

“Emerging Concept for a ‘Pacific Community' and U.S-ROK Security Relations," in 

Chae-jin Lee and Hideo Sato eds., U.S-Japan Partnership in Conflict Management 

-the Case of Korea(The Keck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등이 

있음. 번역을 흔쾌히 응해  坂田恭代 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한다.

＊＊ 육군사 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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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리 말

1950년 가을, 미국과 UN은 쟁목 을 쟁이  상태의 원상(原狀)회복

에서 한국통일의 실 으로 확 하여 한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 10월 

7일 UN총회 결의376조 5항에서 “통일 한국의 독립  민주 정부 수립”이 

UN의 목 임이 재차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UN군은 38선을 돌 하여 북

상하 다.1) 몇 주일 후인 10월말, 국인민지원군의 소규모 개입이 11월 5

일 더 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UN군사령  보고에 의해 UN에 

인지되어, 11월 10일 UN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에서 미⋅

 양국을 포함한 6개국이 국군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국 국경선 불가

침을 확인해 주었다. 한편으로는 국군 면개입 재제(宰制)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통일을 추구하 다.2)

하지만 그것은 실패하 다. 11월 24일, UN군은 압록강을 목표로 최종 공

격을 개시하고, 국군 20만 명 이상이 조선인민군을 지원하는 형태로 참

하여 한국 쟁은 “  새로운 쟁(全く新しい戰爭)”이 되었다. 11월 28

1)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1950, Volume 

Ⅶ, Korea(Washington, D.C.: United State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pp. 

904-906. 神不二編集代表, ꡔ朝鮮問題戰後資料 第一卷ꡕ(東京: 日本國際問題硏究所, 1976) 

(이하 ｢FRUS, 1950, Ⅶ｣라고 기술한다). James I. Matray, “Truman's Plan for Victory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the Thirty-Eighth Parallel Decision in Korea," 

Journal of American History 66(September 1979). 批木政夫, ꡔ朝鮮戰爭-美國の介入

過程ꡕ(東京: 中央公論社, 1986) 등.

2) 미⋅ 을 제외하고 랑스, 노르웨이, 쿠바, 에콰도르가 6개국 공동결의안 제안국이었다. 

미국과 국 사이에 한⋅  국경 부근의 비무장지  설치안도 검토되었지만, 최종 으로 

미⋅  양국은 동의하지 않고 정식으로 제안하지 못하 다. 批木政夫, 앞의 , 제5

장. Rosemary Foot, A Substitute for Victory: The Politics of the Korean Armistice 

Talks(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pp. 26-28. 中達啓示, “朝鮮停戰交涉開始への-

第三次世界大戰回癖のための努力,” ꡔ國際政治ꡕ 25호(1994). William Stue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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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맥아더 사령 은 “우리들은  새로운 쟁에 직면하고 있다. …… 

그들( 국군-필자3))의 궁극 인 목 은 의심의 여지없이 한국내 UN군 

체의 완 한 멸이고, 이를 해 결연한 의지로 노력하고 있다”4)라며 합

동참모본부에 보고하 다. 미국과 UN은 쟁발발 이후 최  기에 직면하

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응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군사

 수단에 따른 통일 신 쟁의 목 을 휴   쟁 이  상태로의 회

복에 한정하 다. 이를 해 1951년 7월부터 휴 교섭이 개시되었다.

휴 을 한 기 노력은 1950년 11월 말부터 1951년 1월까지 이루어졌

고, 이때 UN군은 총퇴각 에 있었다. 특히 아시아⋅아랍 각 국가와 국 

연합국이 주도한 UN에서는 휴 과 평화가 모색되었지만, 결과 으로 기 

휴 의 노력은 미⋅  방의 조건이 잘 맞지 않아 실패하게 되었다. 하지

만 이 시기에 휴 과 휴  후에 한 미국의 기본방침이 검토되었고, 휴  

조건이 형성되었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에 미국의 휴  정책의 원형이 형성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기

논의는 뒷날 휴  교섭의 기본방침이 되었고, 한국 쟁과 한국 문제의 

행보를 결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쟁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미국의 정책에는 군사정책과 외교정책의 

양면이 있었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지 되고 있는 것처럼 군사정책 측면에

서 쟁은 한반도에서 철퇴 없이, 한반도에 한정하는 이른바 제한 쟁 기

조가 이 시기에 확정되었다 할 수 있다.5) 분쟁의 결과는 주로 외교  수단

에 의해 변화된다. 하지만 이 시기 휴 과 평화에 한 미국의 정책은 군

사정책 측면에서 검토될 여지가 있다. 특히 국무성이 한국 휴  정책의 검

3) 이하, 인용문의 (  )내는 필자가 의미를 보충하기 해 추가 기록한 것임.

4) FRUS, 1590, Ⅶ., op. cit, pp. 1237-1239.

5) Burton I. Kaufman, The Korean War: Challenges in Crisis, Credibility, and 

Command (New York: Alfred A. Knopf, 1986), chapter 4. Rosemary Foot, The 

Wrong War: American Policy and the Dimensions of the Korean Conflict, 1950- 

1953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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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를 처음부터 주도하 으나 그에 해 지 까지 미국 정부내의 군정(軍

政) 의, 동맹국과의 의, 그리고 UN에 있어서의 외교 등은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루지지 않은 상태다.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무성의 계획(計

劃)을 심으로 미국의 기 휴 에 한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2. 군정(軍政) 의와 국무성의 계획(計劃)

− 38선의 휴 과 두 개의 노선

국군 면개입을 하는 11월 28일의 맥아더 보고를 한 즉시, 미국 

정부 내에서는 최고 수 (top-level)의 군정(軍政)지도자 의가 이루어졌

고, 새로운 정책 검토가 시작되었다. 국이 참 함에 따라 ( )소 면

쟁의 험성이 높아졌다고 인식되었다. ( )소 면 쟁의 경우 한반도

의 략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고 철퇴(撤 )가 요망되었다는 에서 군

정(軍政)지도자는 한반도에서 선을 유지해야 하는 UN군의 능력에 비

이었다. 동시에 당면책으로 기 철퇴(撤 )를 희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트루만(Harry S. Truman) 통령과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장

은 미국과 UN의 신( 信)과 정치  이유로 한국 포기 신 선 유지의 

요성을 강조하 다.7)

6) 휴 에 둘러싼 UN 외교에 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Foot, A Substitute for 

Victory, op. cit. Stueck, op. cit. Foot⋅李和倫, ꡔ한국 쟁 휴 을 둘러싼 트루먼 정권

의 정책ꡕ(東京: 早稻田政治公法硏究 , 1989)에서 미국의 정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 

시기에 있어서는 미국의 휴 에 한 소극성이 지 되고 정책형성에 있어서는 충분한 분

석이 되지 않는다.

7) Ohn Chang-II,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Kim Chull Baum and James I. Matray, eds., Korea and the Cold 



美國의 韓國戰爭 休戰에 한 基本方針의 形成 151

국무성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의하여, 쟁의 조기종결계획을 검토

하기 시작하 다. 그것은 38선에서의 휴 과 쟁 이 의 원상(原狀)회복

이라는 한정  목표에 바탕을 둔 정치  타 책이었다. 이를 한 교섭을 

모색하면서 외교 ⋅군사  압력의 2가지의 정책이 형성되었다. 먼  11월 

29일, 애치슨 국무장 은 국 그리스도교회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국군의 개입을 “뻔뻔한(厚かましい) 침략행 ”라고 비난하고, “자유 략”

이라는 새로운 정책원칙을 피력하 다.

6가지의 원칙 (1) 국제연합에 한 지지, (2) 지역안 보장기구의 발 , 

(3) 동맹국과 력을 통한 군사력 증강, (4) 경제 력, (5) 공정한 교섭 

비, (6) 도의  가치 추구  한국문제 해결에 UN 조직 견지( 持) 등을 

통하여 압력과 함께 교섭의 길을 확인하 다.8)

애치슨의 원칙을 정책으로써 구체화한 사람은 딘 러스크(Dean Rusk) 

극동문제담당 국무차 보 다. 12월 1일, 러스크가 애치슨을 해 작성한 

메모는 당  국무성의 기본 인 입장을 잘 나타내는 요한 문서 다. 그 

내용에는 휴 을 목표로 한 교섭과 압력의 2가지 정책노선이 분명하게 나

타났다. 한국에 한 4가지 요한 목표는 (1) 공산주의 침략의 방지, (2) 

⋅소와의 면 쟁 회피를 한 분쟁지역 제한, (3) 만족할 수 있는 조건

에서 UN 아래 한국 분쟁 조기 종결 후 미국 철수, (4) 주요 동맹국과의 공

동보조  UN에서의 다수의 지지 유지 등이었다. 이것들을 실 하기 한 

방책으로써, 선을 안정화시키는 략으로 “UN 체제 하에서의 정 ”을 제

안하고 그러기 한 조건을 신 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 다. 그

리고 휴 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후에 “정치  해결”을 한 “교섭 과정”에 

집 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한편 만족스러운 조건에서의 휴 이 거부될 

War (Claremont, CA: Regina Book, 1993), pp. 210-211. FR50, Ⅶ, op. cit, pp. 

1246-1247.

8) U. S.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December 1950), pp. 

96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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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나 철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쇄( 鎖) 작 과 만주(滿洲) 공격 등을 

포함한 국과의 쟁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 다.9)

국무성은 서둘러 교섭목표로 휴 을 제안하 지만, 최소한의 조건으로 

38선에서의 휴 을 희망하는 정부  군 지도자들의 의는 계속 진행되었

다. 첫 번째 쟁 은 휴 선으로 38선의 군사  타당성이었다. 12월 1일, 펜

타콘 회의에서 애치슨은 선 안정화를 해 휴 을 받아들여, 38선으로 

후퇴하는 것은 군사 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문의하 다. 콜린스(J. L. 

Collins) 육군참모장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UN군의 신이 

손상되지 않는 범 내에서 국무성의 의견을 수용하 다.10) 이에 반해 12월 

3일 회의에서 래들리(Omar N. Bradley) 합동참모본부장은 UN군이 “질

서 있는 방법으로 철수한다는 원칙으로 견고한 해안보(海岸堡)를 구축한다”

라는 방침을 제시하고, “그 때 다른 국가가 UN에서 38선 휴 을 제안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언 하면서 휴 안을 부정하 다.11)

두 번째 쟁 은 휴 을 해 국이 요구해온 정치  가는 군정지도자 

사이에서 단념시키되 큰 타 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었다.12) 

국의 요구는 UN군의 한국으로부터의 완  철수, 국의 UN의석(議席) 

승인, 미국의 만 포기, ( )일 강화조약 교섭 등을 상정하 다. 12월 3

일, 마샬(George C. Marshall) 국방장 은 휴 의 정치  가를 높게 치

9) FRUS, 1950, Ⅶ, op. cit, pp. 1281-1282.

10) Ibid., pp. 1276-1281.

11) Ibid., p. 1331. 당일 회의에서 UN군이 한국에 있어서 연속 인 방어선은 유지할 수 없

다고 평가되고, 인천(仁川), 부산(釜山)의 해안보(海岸堡)에의 철수를 명령하는 것이 합

의되었다.

12) UN의 에서 오수권(俉修權) 표를 단장으로 하는 화인민공화국 표단은 UN안

보장이사회의 토의에 참가하고, 11월 28일 오 표는 국의 UN에 있어서 합법  지

의 승인, 만으로부터의 미군의 철수, 한국으로부터의 외국군의 철수와 한국인에 의한 

한국문제의 해결의 3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FR50, Ⅶ, op. cit, p. 1249. 安田澣, 

“中國の朝鮮戰爭第一次, 第二次戰役-三八度線と停戰協議,” ꡔ法學硏究ꡕ 68호(1995), pp. 

45-46. 12월 4일 주은래(周恩來) 국외상은 ( )일 강화조약교섭에의 참가도 요구하

다. Stueck, op. cit, p. 139. New York Times, December 5, 1950, p.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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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야 한다면 단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애치슨도 공감하 다. 하

지만 38선에서 동맹국과 공동보조의 요성과 정치  에서 동맹국간의 

단결을 유지할 수 있는 38선의 요성을 강조하 다. 국이 험을 감수

하면서 38선을 돌 할 경우, 국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UN의석(議席) 

등 휴 에 따라 얻게 되는 정치  이익을 잃게 될 것이라 역설하 다. 그

리고 “38선 휴 이 교섭의 최  조건”이라 강조하 다.13)

12월 2일부터 3일간, 애치슨이 주도한 UN 외교 방침도 논의되었다. 11월 

10일 UN 안보리에 상정한 6개국 결의안은 11월 30일 소련의 거부권 행사

로 부결 기 때문에, 12월 3일 애치슨은  다른 략으로 UN 총회에서 

채택된 “평화를 한 결집(平和のための結集)”에 기 한 국군 개입문제를 

UN 총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 다.14) 군정(軍政)지도자들 사이에 UN 

총회에 새로운 6개국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동시에 계속해

서 국군 철수를 요구하고 다른 국가가 제시하는 휴 안을 지지하지 않기

로 하 다.15)

몇 일간의 의 끝에 군정(軍政)지도자는 약간의 차이를 남겨둔 채, 최

로 정책  합의를 하 다. 이로 인해 12월 4일부터 개최된 미⋅  정상

회담시 한국문제가 심 의제가 되었다. 12월 3일 국무성의 정책 안이 국

방성을 통하여 다음날 합동참모본부와 조율하여 트루만 통령에게 달

13) FRUS, 1950, Ⅶ, op. cit, pp. 1311, 1323-1334.

14) Dean Acheson, Present of the Creation: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 (New 

York: W. W. Norton and Co., 1969), pp. 473-474. UN총회의 “평화를 한 결집(平

和のための結集)” 결의는 이른바 “애치슨 랜”이라 불리고, 애치슨이 UN의 집단안 보

장⋅평화유지활동에 있어서 소련 등의 강 국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UN안보리가 작동할 

수 없는 경우는 총회에서 토의하는 권한을 강화하기 해 추진한 결의이다. Denis 

Stairs, The Diplomacy of Constraint: Canada, The Korean War, and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Toronto, 1975), p. 146. Leland Goodrich, Korea: A Study of 

U.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56), 

pp. 156-157.

15) FRUS, 1950, Ⅶ, op. cit, pp. 1301-1305, 1307-1308, 131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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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16)

이 문서에서도 국무성의 교섭과 압력의 2가지 노선은 계승되었다. 미국 

정부의 정책 방침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38선 휴

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정치 ⋅군사  조건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

무성은 38선 부근의 휴 과 비무장지  설치를 명시하 다. 합동참모본부

는 군사  에서 휴 을 지지하 지만, 그 조건으로 UN군의 안 보장과 

군사활동에 해 불필요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을 것을 요구하 다. 휴 선

으로 38선은 군사  이유가 아닌, 정치  이유가 강조되었고, 38선 고정화

에 해서 군은 소극 인 자세를 보 다. 만문제와 국의 UN의석 문제 

등이 휴 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에서 국무성과 합동참모본부의 견해

는 일치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휴 이 받아들여진다면, 한국 통일은 군사  수단이 아닌 “정

치  수단”에 따라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 추구와 더불어 

UN이 한국의 정치 , 군사 , 경제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에도 양

측 의견은 일치하 다.

세 번째는 국이 휴 을 부정하고 38선을 돌 할 경우, 결국 UN군은 

“군사  필요성” 때문에 철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압력 행사

의 조치에 있어서 국무성은 합동참모본부 보다도 신 하 다. 국무성은 우

선 정치⋅군사 인 로써 “철수의 여지가 없어진 경우에 UN에서 국을 

‘침략자’로 선언하는 것을 상정하 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철수까지 기다리지 

않고 당장 침략자로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하 다. 이에 해 국무성은 타

16) Ibid., pp. 1348-1349. James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ume Ⅲ  

The Korean War, part 1 (Wilmington, DE: Michael Glazier, Inc., 1979), pp. 370- 

371. “The State-Defence Discussion of Position for Truman-Attlee Conversations," 

n. d. in U. S. Policy toward Korea, crica 1951, Records of the Office of 

Northeastern Affairs (Briefing Books), 1943-1953, Confidental U. S. State Depart-

ment Special Files: Northeast Asia, 1943-1956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0), Microfilm, Reel 15, pp. 54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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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휴 이 부정되고 철수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 침략자 규정을 한다

는 표 으로 수정하 다. 국무성은 군사  조치에 있어 국의 “군사  패

배”를 추구하기 해 아시아 쟁에 더 휘말려드는 것은 ( )소 정책상 

유리하지 않지만, 국 국내의 반공 항운동, 국부(國府)군 활동 등의 “군

사  행동(いやがらせ)”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다. 합동참모본부는 

새로운 조치로써 해상 쇄와 보 선의 폭격에 한 조항을 요구하 지만, 

국무성은 그것을 거 하 다.

최종 으로 12월 4일, 미⋅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성명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만약 정  명령이 제시된 가가 받아드려지지 않을 정도로 작은 조건

으로 결정되어 진다면, 그것은 상태에서 군사 으로 유리하고, 국제

연합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 을 한 

결정은 UN군을 험에 놓이게 하고, 만문제와 국의 국제연합에서

의 의석 등에 한 합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2) 만약 상황의 안정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 이 실시된다면, 국제연합은 

한국의 정치 , 군사 , 경제  안정화를 진행시키고, 그것과 동시에 

정치  수단에 따라 독립 통일한국을 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3) 만약 국이 정 을 거 하고 군을 38선 이남으로 이동시키면, UN

군은 철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스로 국 침략의 성공을 인

정하여 동맹국인 한국을 포기할 경우에는 UN군의 철수는 단지 군사  

필요에 기인할 따름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

(4) 만약 항(前 )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국제연합은 국이 침략자

라는 것을 선언하기 한 긴  행동을 취하고, 국제연합의 침략을 받

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의를 확인한다. 한 국의 무모한 행동(いやが

らせ) 때문에 국 내의 반공주의  항을 자극하기 한 가를 감

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일본의 독립 진, 동남아시아 지역의 상호방  등 비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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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각국의 지원의 강화도 검토사항으로 포함되었다.17)

3. 미⋅  정상회담( 相 談)

−기본방침의 확인과 두 가지 노선을 둘러싸고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UN에

서는 단결을 도모하기 해 UN 참 국이며 가장 요한 동맹국인 국과 

의견을 조율하고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이 미국의 목 이었다. 회담에서는 

원폭(原爆) 사용, 서유럽 방  등 범 한 문제가 의논되었지만, 한국과 

극동문제가 최  쟁 이었다.

본 회의에서 미⋅  양국은 기본방침에 다음과 같은 합의를 보았다. 먼

 UN 조직 하에서 행동,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 제한 쟁을 유지한다는 

에 동의하 다. 회담 , 국은 UN군을 후퇴시켜 서울, 인천-성흥, 흥남-

부산의 세 가지 해안보(海岸堡)에 집결시키는 계획을 확인하 다.18) 휴

이 정치⋅군사  에서 바람직하다며 아틀리(Clement R. Attlee) 국 

수상도 38선에서의 휴 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한 휴  후에 국과의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데 합의하 다.19) 휴 은 스스로 제안하지 않고, 

다른 국가의 제안에 지지(支持)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미국의 방침에 동의

하 다. 12월 5일 회담에서 미⋅ 은 UN총회에 6개국 결의를 상정하고 다

른 국가가 정  결의안을 제출하면, 원칙 으로 그것을 지지한다는 에 

합의하 다.20)

17) FRUS, 1950, Ⅶ, op. cit, p. 1371.

18) Ibid., p. 1364.

19) Ibid., pp. 1450, 1453.

20) Ibid., pp. 1126-1127, 1268,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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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회담에서 쟁 이 된 것은 국무성이 성명서에 제시한 교섭과 압력

의 2가지 정책노선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의 문제 다. 국은 국에 해 유

연한 태도를 취하면서 국과의 교섭이나 거래에 정 이었지만, 미국은 보

다 완고한 태도를 취하 다. 그것은 주로 양국의 략 (戰略觀)과 략  

이익, 국 (中國觀)과 ( ) 국정책의 차이에 연유하 다. 극동정책을 

둘러싼 립으로 회담 부터 미⋅  양국의 입장 차이가 표면화되었다.

국은 유럽⋅ 서양 시 입장을 보 다. 4일 회담에서 아틀리 수상은 

“UN은 우리들과 같고, 특히 극동에 있어서 체면을 잃을 수도 있다. 그 지

만 우리는 서양과 동양을 구분 짓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극동보다 

서구를 우선시하 다. 그러나 국의 소련에 한 자립과 민족주의에 기

한 “ 소이간(離間)”을 도모하기 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치  가를 지불

하더라도 국과의 교섭을 주장하 다.21)

이에 해 미국은 국과 극동에 있어서 큰 폭의 양보 없이 견고한 태도

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 다. 4월 애치슨은 “침략”에 보상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침략을 조장한다는 에서 거 하 다. 미국 측은 국의 ( )소 

자립에 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이 소련에 종속되어 있다는 견

해를 강조하 다. 애치슨은 국이 장기  입장에서 결론을 유보하 지만 

당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론하고 “그들의 선의(善意)에 의거하는 것

은 실수다”라고 주장하 다. 더욱이 애치슨은 국의 서양 시 자세에 

해 미국 여론의 동향, 그리고 미국의 태평양도서연쇄(島嶼連鎖) 방어 략

의 요성을 지 하면서 “우리는 세계의 양측에서 단일의 외정책을 가져

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양양주의(兩洋主義, two-ocean view)" 

입장을 강조하 다.22)

21) Ibid., pp. 1365-1366.

22) FRUS, 1950, Ⅶ, op. cit, pp. 1366, 1369-1370, 1374-1375. Steven Hugh Lee, 

Outposts of Empire: Korea, Vietnam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1949-1954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1995), pp. 100-105. Stueck, op. cit, 

pp. 139-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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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애치슨 장 은 극동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의견 립 조정, 정책 논

의 진척, 한국⋅극동문제에 한 미국 정부의 입장 정리를 해 국무성 실

무참모인 러스크 국무차 보와 존 히커슨(John Hickerson) UN담당 국무

차 보를 소집하 다. 7일, “한국의 2가지 주요한 체(代替) 방침에 한 

미국의 입장”이라는 주제의 문서가 작성되었고, 이 문서에는 당시 미국 정

책을 가장 포 으로 다루는 2가지 정책노선의 내용이 명확히 나타났

다.23) 2가지 노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노선은 “ 기 무조건 휴 ”이라는 극동문제 교섭 노선이었다. 그

것은 정치  조건을 동반하지 않고, 방의 병력 재편을 허용하는 “38선 부

근(附近)”의 휴 , 그리고 미국 측이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극동문제의 “교

섭”이 상정되었다. 휴  후의 극동문제의 교섭을 UN이 원하면 북경(北京)

정권과의 교섭까지도 용인하 다. 단지 제조건으로 국민당 정권 표의 

UN으로부터의 추방 문제와 북경(北京)정권의 UN의석 문제에는 응하지 않

았다. 극동문제 교섭의 의제로는 한국문제를 일단 제외하고, 만과 국 

UN의석 문제 등을 연계시키고, 국의 침략에 보상을 부여하는 것은 거

되었다. 하지만 우호국과의 단결을 유지하기 해 필요하면 한국 이외의 

문제에도 응하지만, 특정문제에 있어서는 사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미국 측이 희망하는 문제 제의 가능성도 유보하 다. 의제는 주로 인도네

시아, 티벳, 재(在)  미국인 우 (優待)와 재산 문제 등이었다.

한국문제 해결에 있어 “최 의 목표”는 UN이 개입한 통일이고, “최소의 

목표”는 “1950년 6월 25일 이 의 원상회복”이었다. 그리고 재 상황에서

는 무력에 의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 명

로운 조건을 제로 한 군 의 단계  철수가 가능할 것이다. 동시에 (

⋅소 등) 주변국의 공산주의 압력이 강해짐으로써, UN의 감시가 시되었

23) 이 문서의 작성자는 명기되지 않지만, 5일 히커슨과 러스크가 애치슨의 명령에 따랐다는 

을 고려하면, 두명이 심이 되어 작성하 다고 추측된다. FRUS, 1950, Ⅶ, op. cit, 

pp. 1410-1411, 1439-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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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의 목표와 조건을 고려하여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해결책은 우선 

한국이 38선 이남에서 공산주의에 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 한⋅일 우호 계도 진될 필요가 있었다. UN 

감시 하에 한국회복계획24)은 한국에 한정하고, 북⋅ 국군과 UN군의 단계

 철수와 UN 부 의 장기 잔류도 상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역할이 

불분명할 경우 철수한다는 것이다.

그 밖의 극동문제에서도 입장을 명확히 했다. 먼  만문제가 의제에 

휘말릴 경우, 미국은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주민 의사와 태평양의 략

 상황을 고려하여 평화  해결을 지지하고자 하 다. 다음으로 국의 

UN의석 문제는 미국이 기본 으로 북경(北京)정권의 UN 가입에 반 하지

만, UN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토의될 경우, 그 결의의 결과로

서 “승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 다. 한 안보리에서도 미국은 같은 입

장이지만, 거부권 행사의 상이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 다. 더욱이 

( )일 강화조건 문제가 교섭 의제에 휘말리게 되면, 소련과 국의 거부권

을 포함한 그 해결책에 해서는 사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두 번째 노선은 휴 이 거부될 경우, 는 철수의 여지가 없을 경우 “

투의 계속”이라는 압력 행사 노선이었다. 아시아에서 쟁 확 를 억제하면

서 “침략에 한 항”을 계속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경우 UN에서 침략

자 결의를 포함한 최 한의 정치  항을 개하고, 군사 작 은 철수할 

때까지 지속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경우, 해상과 공

과 공격의 지속, 외교⋅경제 제재 검토, 국민당 정권의 능력을 이용한 국

24) 한국통일과 부흥에 한 UN총회결의 376조 5항에 기 하여, 국군 개입후도 한국의 구

제⋅부흥원조문제에 한 토의는 계속되었다. 11월 7일, UN경제사회의원회에서 한국구

제부흥계획에 한 결의가 채택되고, 12월 1일의 UN총회결의에 기 하여 UN한국재건소

(再建所)가 시행기 으로 설치되었다. Kim Se-Jin, ed., Korean Unification: Source 

Materials with an Introduction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6), pp. 135-137. Gene M. Lyons, Military Policy and Economic Aid: The 

Korean Case, 1950-1953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61). FRUS, 1950, Ⅶ, op. 

cit, pp. 1045- 1046, 1954, 1071, 1073, 1110-1115,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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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 내 비 공작을 개한다는 계획이다. 한 국이 UN군에 한 규

모 항공공격, 는 일본, 만에 한 공격을 실시하지 않는 한, 국 륙

에 한 보복공격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해상⋅항공 

쇄도 상정되었지만 UN 제재 형식의 국가 간 경제 제재의 실시가 더 요

구된다고 생각하 다.

의 문서에 나타난 미국의 입장은 7일의 외무 당국자 실무회담과 정상

회담에서 토의되었다. 제1노선, 즉 교섭에 따른 극동문제 해결방법이 토의

의 쟁 이 되었다. 국 측은 북경(北京)정권과 국교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국을 극동질서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국과의 정치 거래를 통해 한국문

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 다. 더욱이 국 UN의석 승인, 한국휴  합의, 

휴 정 성립 등을 다른 국동문제와 연결시켜 한국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생각하 다. 특히 아틀리 수상과 국 외무성은 제2차 세계 에 합

의된 1943년 미⋅ ⋅  삼국의 카이로선언에서 일본 항복 후에 한국 독립

과 만의 국 반환이 약속되었었다는 을 들어 이 선언에 기 하여 한

국문제와 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UN 헌장과 카이로선언

에 따른 침략 포기와 토 불가침 원칙을 국이 인정한 이상, 만을 북

경(北京)정권에 반환하고 UN 감시 하에 한국의 독립과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25)

미국 측은 국만큼 양보할 계획은 없었다. 극동문제의 해결을 해 한

국문제와 국문제를 연계한 국과의 거래는 정치 , 략 인 이유로 반

하 다. 특히 트루만 통령은 국의 UN의석 승인이 “미국에서 정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국내 문제를 제기하 다.26) 한 북경

(北京)정권을 인정하고 카이로선언에 기 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애치슨은 

만과 한국의 공산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에서 비 실 이라 단하

25) Ibid., pp. 1437-1438, 1450. 카이로선언 방식 등 국의 극동문제 해결책에 있어 인도

의 향이 있다고 지 되고 있다. Stueck, op. cit, pp. 139-140.

26) FRUS, 1950, Ⅶ, op. cit, pp. 145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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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트루만 통령도 재의 상황은 카이로선언 당시와 다르다는 을 지

하 다. 더욱이 마샬 국방장 은 미국의 태평양도서연쇄(島嶼連鎖) 방어

략의 에서 만 “ 립화”는 용인할 수 있지만, 세력에 지배되는 

것은 거부하 다.27) 미국은 필요시 극동문제 의제를 한국문제에 한정하고, 

만문제와 국의 UN의석 문제를 연계해서 해결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

었다. 단지 우호국과 단결을 유지하기 해 필요하다면, 다른 문제의 “토

의”에 응할 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종 으로 국은 만문제에 있어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카이로선

언에 기 한 해결 방안을 철회하 다. 하지만 국의 UN의석 문제는 미⋅

의 차이가 확연히 남아있었다.

한편 제2의 노선, 즉 휴 이 거부될 경우의 ( )  압력 조치는 국 

측이 난색을 표명하 다. 7일의 회담에서 아틀리는 경제 제재, 륙에서의 

정부 복(顚覆)활동 등의 효과를 의문시하고, 한 한국내 ( ) 국 제

한 쟁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국 륙 주변에서의 제한 쟁에는 반 하

다. 올리버 랑크스(Oliver Franks) 주미 국 사도 해상 쇄 등의 군사

조치는 극동문제의 해결에 장애가 될지 모른다고 유감을 표명하 다.28)

12월 8일, 미⋅  공동성명의 상황은 2가지 노선이 모두 교섭의 심에 

놓이게 되었다. 양국은 국군 개입을 언 하면서 극동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어 “침략에 해 보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UN 기구를 통한 “침

략에 한 거부”를 계속할 것을 선언하여 원칙 으로 압력 노선을 확인하

다. 한편 “교섭에 의한 쟁 해결 용의가 있다”는 교섭 노선을 국 측에 

분명히 호소하 다. 한국문제에 해서 UN의 목표로 “자주 독립과 한국의 

통일”을 언 하 고 통일의 약속(commitment)을 확인하 다. “한국에서 

UN의 목표를 평화  수단으로 달성, 자주 는 독립 한국을 한 한국문제 

27) Ibid., pp. 1452, 1455-1456.

28) Ibid., pp. 1451, 1460.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1: A Distant Obligation (London: HMSA, 1990), pp. 36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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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모색하기 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명시하

고,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은 실질 으로 폐기되었고, 재 상황에서 원상회

복 정책에 을 두었다. 국의 UN의석 문제는 미⋅ 의 견해 차이가 명

시되었지만, 그것은 “공동 노력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이 강조

되었다. 만문제에 해서는 “주민 의사 존 ”과 “태평양 평화와 안  유

지”를 고려하고, UN에서 평화 으로 해결하도록 하며, 미국의 입장이 견지

( 持)되었다. 더욱이 비공산주의 아시아 각국에 한 지원 강화도 지지되

었다.29)

4. 2가지 노선의 견지( 持)

−UN 정 안과 침략자 결의

(1) UN 정 안−교섭의 모색과 기의 휴  조건

국무성의 2가지 략노선은 UN외교 안에서 유지되었다. 미⋅  공동선언 

방침은 당  교섭 노선이 우선시 되었고, 미국은 UN의 정 (調停) 노력을 

지지하여 기 휴  우선 략이 형성되었다.

29) FRUS, 1950, Ⅶ, op. cit, pp. 1476-1478. NSC 93, “A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by the Secretary of State on Results of Conversation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British Prime Minister"(December 1950) in Docum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Microfilm (location A: Ⅱ0905) (University Publi-

cations of America, 1994).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문제 등도 의논의 상이었다. 

Department of State, op. cit, pp. 1372, 1376. 당신 주미 한국 사 에 근무했던 한국

외교 , 한표욱(당시는 참사 )에 따르면 한국 측에서는 미⋅  공동선언에 “휴 이라는 

생각이 내포되고 있다”는 , 그리고 교섭에 따른 쟁종결이 지향되고, 통일목표에 

한 표 이 완화되어져 갔다는 것이 우세했다. 한표욱, ꡔ이승만과 한미외교ꡕ(서울: 앙

일보사, 1996), pp.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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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상회담이 완료될 때까지 아시아⋅아랍과 ⋅연합 각국을 심

으로 UN에서 휴 과 평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미국

의 기 과제는 38선을 휴  조건으로 휴 을 해 다른 문제가 제조건

이 되지 않도록 “선(先)휴 , 후(後)교섭”이라는 원칙을 UN 정 안에 포함

시키는 것이었다. 미⋅  회담이 완료된 다음날, 애치슨 장 은 회담에서 

확인된 “침략거부” 원칙으로 스스로 휴 은 제안하지 않지만, 다른 국가가 

제안하고 국이 응하면 미국도 수용한다는 행동 방침을 미국 외교 계자

에게 달하 다. 단지 휴 의 가로써 “정치  부수 조건, 는 다른 불

명  조건”에 응하지 않고, 휴 이 성립한 후에 “ 한 장(場)”에서 공산 

국과 한국문제의 평화  해결을 한 토의에 응하나 이러한 교섭과 연계

되는 “의제”에 미국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

다.30)

38선에서의 휴 의 진척은 처음부터 진행되어갔다. 12월 5일 미⋅  회

담 , 인도를 심으로 아시아⋅아랍 13개국은 국⋅한국 양군(兩軍)이 

38선에서 정지(停止)할 것이라고 선언하도록 요청하고, 이 게 되면 “극

동에서 분쟁해결을 해 필요한 새로운 조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성명을 발표하 다. 미⋅  양국도 성명 발표에 해 사 조율을 하

다.31)

12월 12일, 13개국 성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시아⋅아랍 13개국은 

정식으로 정 안을 UN총회 제1 원회에 상정하 다. 2가지 결의안이 제출

되고, 13개국이 지지한 제1결의안은 미국입장을 반 한 것이다. 이는 휴

에 을 두어 즉각 인 휴 을 요구하면서, 그 후의 교섭에 해서는 “

30) FRUS, 1950, Ⅶ, op. cit, pp. 1486-1488.

31) 12월 5일의 성명을 지지한 아시아⋅아랍 16개국은 인도 이외에 아 가니스탄, 미얀마,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바논, 키스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에맨이다. Ibid., pp. 1399-1400, 1408-1410. New York Times, Dec. 6. 1950, p. 1. 장

면 주미한국 사는 한국의 분단을 의미하는 않는 발언도 허용할 수 없다고 리스크에게 

항의하 다. FRUS, 1950, Ⅶ, op. cit, p.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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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는 문제의 평화  해결”을 해 “새로운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간단

한 표 에 머물 다. 그리고 휴 의 조건을 검토하기 해 UN총회 의장이 

3명으로 구성된 정 원회를 결성하도록 요청하 다.

제2결의안은 필리핀을 제외하고 12개국이 지지하 고, 참가국은 국 입

장을 반 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극동문제의 “평화  해결”을 한 회의를 

가능한 빨리 개최할 것을 권고하 다. 다음날, 휴 에 을 둔 제1결의안

이 UN총회에서 채택되고, “선(先)휴 , 후(後)교섭” 원칙이 확인되었다.32)

아시아⋅아랍 각국의 정 안 상정(上程) 날인 12월 11일, 애치슨의 요

청으로 트루만 통령은 국가안 보장회의를 개최하고 휴 안 검토를 정식

으로 승인하 다. 회의 결과 휴 안의 조건으로써 UN군이 군사 으로 불리

하지 않을 것, 정치 인 타 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포함할 것, 그리고 UN

군의 안 을 보장하기 해 휴  수락 에 휴 에 연계하는 구체 인 사

항을 교섭할 것 등이 결정되었다.33)

국가안 보장회의의 지시에 기 하여 합동참모본부는 처음으로 휴 에 

한 군사  조건을 정식으로 검토하 다. 이는 12월 13일 국가안 보장회

의 문서 95(NSC 95)에 회람되었다. 12월 15일 국무성은 더욱 조건을 간략

화하여 정 3인 원회의 요청에 응하는 형태로 UN통일사령부의 휴  조건

을 발표하 다. 그것은 한국 (全)국토에서의 정 , 38선 부근을 남방한계

선으로 한 20마일 폭의 비무장지  설치, 부 ⋅병력 보강과 교 , 장비⋅

물자보충 지, 한국 (全)국토에 무제한 근할 수 있는 UN 정 감시

원회의 설치, 1 : 1원칙의 포로 교환, UN총회의 정 정 확인, UN의 새로

운 조치 결정 때까지 정 유효 등 총 8가지 항목이었다. 여기에서 38선에 

기 한 휴 과 비무장지 의 설치가 UN정 안의 조건으로 정식으로 확인

32) Ibid., pp. 1524-1525. 14일, 정  3인 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앤사자무 UN총회의장, 배

네가르 라워 인도 표, 스타 피안트 캐나다 표가 확정되었다. Ibid., pp. 1540, 

1542.

33) Ibid., pp. 1517, 1518-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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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한 UN군 안 을 확보하고, 쟁 재발 방지를 목 으로 병력증강 

지와 사찰 등 엄격한 군사 조건이 제시되었다.34)

국 측은 UN 정 안을 거부하고 북경(北京)정부의 지시로 12월 19일에 

오(伍) 표 등은 귀국하 다. 주은래 외상은 12월 1일과 22일의 성명을 

통하여 국이 UN의 결정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 3인 원회는 무

효라고 비 하면서 극동문제 교섭 에 휴 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선(先)

휴 , 후(後)교섭” 방식은 UN군의 “고난극복”을 한 “미국의 꾀(策 )”라

고 비난하 다. 신 한국문제의 평화  해결을 한 교섭 “기반”으로 한국

에서의 외국군 즉시 철수, 한국인 자신에 의한 한국문제 해결, 미군의 만 

철수, UN에서 화인민공화국 표의 “합법  지 ” 승인을 요구하 다.35)

그 후 1951년 , 북한⋅ 국군은 신정(正月)공세에서 무심코 38선을 돌

하 고, 1월 4일에 서울을 령하 다. 그 날인 3일, 정 3인 원회가 

조정 실패를 보고한 것을 수용한 미국은 기존의 6개국 결의를 신하여 새

로운 “침략자 결의”를 채택하여 외교  압력행사로 략방향을 수정하

다.36) 하지만 국 등 6개국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과 인도, 캐나다는 교섭

을 계속할 것을 주장하 기 때문에, 미국은 “침략자 결의안”을 일시 으로 

연기하 다.37) UN은 일보 진 해서 극동문제의 교섭을 더욱 명확히 하

다. 이 시기에 교섭노선에 해 미국은 최 한 타 하는 모습을 보 다.

극동평화의 조건은 정 원회가 작성한 “부속(附屬)보고”를 통하여 제시

되었다. 국과 연합 각국이 심이 되어, 1월 4일부터 있었던 런던 정상회

담에서 정 원회의 부속(附屬)보고가 검토되었고, 최종 으로 미국도 수

34) Ibid., pp. 1528-1531, 1549-1550, HJCS, op. cit, p. 384.

35) Ibid., December 25, 1950, p. 1030 (January 15) 1951, pp. 113-115. Department of 

State, op. cit, pp. 1594-1598.

36)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 1951, Volume Ⅶ, 

Korea abd China (Washington, D.C.: U. S. G. P. O., 1983) (이하 ｢FRUS, 1951, Ⅶ｣

로 기술한다), pp. 6-9.

37) Ibid., pp. 9-13. Stueck, op. cit, pp. 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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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극동문제 해결을 한 “5원칙”이 발표되었다.38) 1월 11일, UN총회 제

1 원회에서 정 원회의 부속(附屬)보고가 제출되었고, 13일에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보고의 문에 휴 , 자주 는 통일 한국의 수립, 극동문제의 

평화  해결의 3가지 조치를 “단계 ”으로 실 하는 것이 목 이라 명시하

고, 그 다음에 “5원칙”이 제시되었다. 5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즉시 정 은 성립되고, 분쟁 재발 방지를 보증하는 조치에 한 결정

을 이행한다.

(2) 정 이 성립되면, 평화 회복을 한 새로운 조치를 검토한다.

(3) UN총회결의의 목표인 한국에 있어서 통일⋅자주⋅민주 한국정부의 수

립, 이를 한 자유선거, 모든 외국부 의 단계  철수, 한국인이 정부

에 한 자유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UN의 원칙에 기 한 결정을 책

정(策定)한다.

(4) 항(前 )의 목 이 실 될 때까지 한국의 행정, 평화와 안 을 유지

하기 한 UN의 원칙에 기 한 잠정  조치를 책정(策定)한다.

(5) 정  합의 성립 후, 만문제와 국의 UN의석 문제 등의 극동문제 

해결을 해 UN총회가 미⋅ ⋅소⋅  4개국을 포함한 기 을 설치

한다.39)

의 5원칙은 미국이 허용할 수 있는 범  내에 머물 다. “선(先)휴 , 

후(後)교섭”의 원칙은 기본 으로 견지( 持)되었고, 한국문제에 해서도 

UN의 여와 UN군의 단계  철수가 확인되었다. 제5원칙의 극동문제 교섭 

내용은 미⋅  회담에서 토의한 범 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만문제와 국 UN의석 문제에 해 구체 으로 언 한 것은 유화(宥和)

이라고 비 한 당시의 애치슨 회상과 같이 5원칙 지지는 미국 정부에 있어 

38) Stueck, op. cit, pp. 152-154. Stairs, op. cit, pp. 161-162.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Diplomacy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1), pp. 

170-178. FRUS, 1951, Ⅶ, op. cit, pp. 18-21, 25, 46-47, 51.

39) FRUS, 1950, Ⅶ, op. cit, p. 64. DSB, op. cit, January 29, 1951, pp. 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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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러운 단이었다.40)

1월 17일, 애치슨은 5원칙이 미국 정책에 일치하고 있다고 표명하면서, 

미국 정부 스스로 그에 한 해석을 인정하 다. 즉, 휴  후에 극동문제 

교섭이 상정된 것, 한국으로부터 외국군은 1950년 10월 7일 총회 결의 로 

“단계 으로 철수한다”는 것, 다른 극동문제는 “해결”보다 “토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해결에 해 사 에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미국 

측이 만 등의 문제 이외에 극동의 다른 문제를 의제로 제안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은 특히 제 5원칙과 일치하 다.41)

결국, 국정부는 5원칙을 그 로 받아들이지 않고, 1월 17일에 안을 

제시하 다. 주은래 외상은 정  에 교섭을 행할 것을 요구하 고, 국 

국내에서 미⋅ ⋅ ⋅소 4개국과 함께 랑스, 인도, 이집트를 포함한 7개

국의 극동문제회의 개최를 제안하 다. 교섭의 제조건은 외국군 철수와 

한국인 자신에 의한 한국문제 해결, 쟁의 기종결 등 한국문제 해결에 

합의하는 것과 함께 극동문제 교섭 의제에 만에서 미국 철수를 포함하고 

극동회의 개최의 제로써 국의 UN가맹을 인정하는 것 등을 요구하

다.42)

애치슨은 국이 UN의 제안을 “완 히 거부했다”라고 강조하면서, UN이 

한국문제의 평화  해결을 해 “모든 가능성”을 모색한다고 선언하고 국

에 해 압력을 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43)

40) Acheson, op. cit, pp. 512-513. 미 의회의 비 도 강해졌고, 1월 19일과 20일에 미 하

원⋅상원이 국을 침략자로써 선언해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하 다. Goodrich, op. cit, 

p. 163. Stueck, op. cit, pp. 154-155. 1월 19일, 한국정부는 5원칙에 한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장면 주미 사는 리스크에 항의하 다. 성명에서는 국을 침략자로 부르면서 

“침략자가 한국문제의 해결에 참가하는 것에 강하게 반 한다”고 진술하 다. 한 제5

원칙의 국을 포함한 극동문제회의의 개최는 ‘비 실 ’이고 국은 UN가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법 견지’로 보아도 참가자격이 없다고 주장하 다. 더욱 제4원칙의 통일까지 

UN의 잠정  조치에 있어서도 불만을 표시하 다. FRUS, 1950, Ⅶ, op. cit, pp. 95-96.

41) DSB, op. cit, Jan. 29, 1951, pp. 164-165.

42) Ibid., Jan. 29, 1951, pp. 167-168. FRUS, 1951, Ⅶ, op. cit, pp.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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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략자(侵略 ) 결의(決議)−압력(壓力)과 교섭(交涉)

미국 정부는 UN휴 안이 거부되었다고 단하고, 직  “침략자 결의” 채

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 다. “침략자 결의”는 압력에 심이 놓여졌지

만 교섭의 길도 남아있었다. 즉, 미국은 미국이 만든 조건에서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국에 해 우선 외교 인 압력을 가하여 교섭에 유리한 입장

에 서는 것이 목 이었다. 2가지 노선은 결코 상반되는 것은 아니었고, 만

족할 수 있는 한국문제 해결을 향한 2가지 수단이었다.

1월 , “침략자 결의”의 채택을 최 에 검토했을 때 애치슨의 진술에 따

르면, “침략자 결의”를 추진하는데 있어 목 으로 삼았던 것은 다음과 같

다. 첫째, UN이 단결해서 국의 “침략”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국에 

하는 것, 둘째, 국의 군사능력을 제한하기 해 경제 인 규제를 가하

는 것, 셋째, UN과 미국이 “제국주의  의도”가 없고 평화 인 해결을 요

망하고 있다는 것을 하기 한 교섭의 길을 상시 남겨놓는 것이었다. 구

체 으로 UN총회 결의 형식으로 국을 “침략자”로 선언하고 국에 해 

집단  조치를 검토하기 해 UN총회의 “평화를 한 결집”에 설치된 “집

단 조치 원회”를 활용하고, 더욱이 개와 조정(調停)을 한 정 원회

나 그 밖의 기 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생각하 다.44) 

결국 압력을 가하면서 교섭을 계속하는 2가지 방법이 의도되었다.

1월 20일, 워런 오스틴(Warren Austin) 미국 UN 표는 UN총회에 침략

자 결의안을 정식으로 상정(上程)하 다. 애치슨의 방침 로 결의안에는 

국을 “침략자”로 선언하고 “평화를 한 결집” 결의를 바탕으로 “집단  조

치 원회”는 “긴 사항으로써 …… 추가조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휴 과 

한국문제의 평화  해결을 해서는 “평화  수단”에 따른 교섭의 길을 계

속해서 남겨놓아야 한다고 제안하 다.45)

43) Ibid., p. 164. DSB, op. cit, Jan. 29, 1951, p. 164.

44) FRUS, 1951, Ⅶ, op. cit, pp. 7-9.



美國의 韓國戰爭 休戰에 한 基本方針의 形成 169

국과 유럽 동맹국에게 “침략자 결의안”의 “집단  조치”는 맥아더에게 

쟁확 에 따른 새로운 권한 부여 여부에 심이 집 되었지만, 미국 정

부는 그것을 부정하 다.46) “침략자 결의”에서 상정되었던 압력은 군사  

조치가 아니고 주로 경제  조치 다. 애치슨의 지시 로 침략자 결의안의 

집단  조치는 주로 수(禁輸), 자산동결 등 경제  수단이었고 새로운 군

사  조치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없었다.47) 국무성은 결의안의 작성단계

에서부터 국 륙에 한 쟁확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UN

표에 함과 동시에 국방총성과 총합참본부와도 확인하 다.48)

인도와 캐나다 등은 교섭의 가능성을 더욱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국의 의향을 확인하기 해 “침략자 결의” 채택은 일시 연기되었다.49) 

국의 응에 조 의 유연성이 보이고, UN에서 새로운 제안도 부상했지만, 

미국의 5원칙이 최 의 타 이었고 그 이상의 양보는 거 되었으며 신 

“침략자 결의” 채택을 하 다.50)

최종 으로 미국은 국의 설득으로 교섭 수단을 확실히 남겨놓고 추가

조치 검토를 연기(延期)하는 것에 응하 다. 1월 29일, 미국 결의안은 수정

되고 다음날 제1 원회에서 승인되어 2월 1일, UN총회에서 채택되었다(44 

45) Ibid., pp. 100, 108-109. DSB, op. cit, Jan. 29, pp. 166-169, 198.

46) Stueck, op. cit, p. 154.

47) 미국은 외교 계 단  등 정치  조치도 상정하 다. FRUS, 1951, Ⅶ, op. cit, p. 9.

48) 즉, UN통일사령부로써의 미국 정부는 UN군의 부  안 을 확보하기 해 만주( 국 동

북부)의 항공기지가 UN군에 한 규모 공격에 이용될 경우, 반격하는 권한은 유보(留

保)되고 그 때 가능성이 있으면 UN참 국에 사  통보한다는 방침이었다. Ibid., pp. 

109-110. HJCS, op. cit, p. 431. Papers of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Harry 

S. Truman, 1951 (Washington, D. C.: USGPO, 1965), pp. 2-3. 12월 말부터 1월 상

순(上旬)에 있어, UN군의 철수 등을 상정하고 합동참모본부는 ( )  군사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잠정 ’ 방침으로써 1월 12일에 국가안 보장회의 정책문서 101호가 작성되었

다. HJCS, op. cit, pp. 394-421.

49) Stairs, op. cit, pp. 164-165, 170-171. Stueck, op. cit, pp. 155-156. FRUS, 1951, 

Ⅶ, op. cit, pp. 117, 125, 128 130-131.

50) Ibid., pp. 123-124, 1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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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포기 9표). 국과 캐나다는 “침략자 결의안”에 찬성하 지만, 인도

는 반 하 다.51)

“침략자 결의”의 채택에 따라, 미국은 외교 으로 국에 해 압력을 행

사할 수 있게 되었고, 교섭에 있어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 다. 이후, 미국

은 UN총회에서 교섭의 모색이 계속되면서 군사  압력을 가하고, 한편으로

는 휴  교섭의 방법을 보완해 갔다. 이때의 황호 (戰況好轉)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 1월 순 이후, 릿지웨이(Matthew B. Ridgway) 미 

제8육군사령  하 UN군은 력정찰을 목 으로 한 반격작 을 개시하고 

있었다. 콜린스 미 육군참모총장과 호트 반덴버그(Hoyt Vadenberg) 미 공

군참모총장은 선시찰을 마치고 “한국에 남아 싸우는 것은 가능하다”고 낙

인 평가를 하 다.52) 그 후, UN군의 반공(反攻)은 본격화되었고, 미국

은 재차 38선을 목 에 두고 스스로의 조건에 기 한 휴 을 모색하기 시

작하 다.

5. 맺 음 말

1950년 겨울, 국의 면  참  후 UN군의 “12월 총퇴각”로 불리는 군

사 기 사이에 휴  정책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쟁의 명 로운 결

과를 한 새로운 계획이 구상되었다. 오스트 일리아의 학자 오닐(Robert 

O'Neill)이 지 한 로 이 시기에 황이 크게 역 된 것과 계없이, 미국

이 국 륙에 한 쟁을 확 하지 않고 한국에서의 제한 쟁 정책 원칙

51) Ibid., pp. 130, 133-137, 144-146, 148-151. 교섭은 엔라잠 UN총회의장, 스웨덴과 멕시

코 표로 구성된 새로운 “조정(調停) 원회”를 통해 행하게 되고, “추가조치 원회”의 

활동은 5월까지 연기되었다. Stueck, op. cit, pp. 170-178. 5월 8일, 추가조치 원회에

서 략 물자의 수가 결의되었다. FRUS, 1950, Ⅶ, op. cit, p. 1894.

52) HJCS, op. cit, pp. 432-433. Stueck, op. cit,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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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한 것은 쟁이 “군사 (성격)에서 외교 ”인 성격으로 변화되어간 

“ 요한 환 ”이었다. 즉 UN의 목표는 “북한의 해방과 비공산주의 정권

하 북한 통일이 아닌, 38선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쇄한다”는 것으로 축소

되었고, 그 후 맥아더와 UN군의 임무는 “외교 과 정치가가 상호 용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의논하는 사이에 견고한 선을 유지하고, 군에 

한 손해를 래한다”는 것으로 한정되었다.53) 그 환 이 된 새로운 외교

략은 국무성이 주도하여 형성하 고, 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되고 UN

외교를 통하여 견지( 持)되었다.

본 논문은 국무성의 계획을 심으로 미국의 휴  정책을 검토해 보았고, 

결론으로써 그 특징과 문제 을 지 하고 싶다. 첫 번째는 쟁 종결을 

한 최 조건이 38선에서의 휴 과 쟁 이  상태의 원상회복이었고, 그것

이 당시의 목표 다는 것이다. 1945년 8월의 미⋅소 분할선으로 선정된 38

선이 궁극 으로 정치 인 결정이었던 것과 같이 이는 군사  요인보다 정

치  고려가 우선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54)

38선에서의 휴 은 국무성이 UN의 희망, 쟁발발 기의 “침략의 격퇴”

라는 목표를 견지( 持)하기 해 외교 인 요소를 시한 결정이었다. 

1951년 여름, 휴 교섭이 개시될 때에는 휴 선은 38선이 아닌 군사 선

으로 변경되었지만, 그것은 38선의 방 가 곤란하다고 하는 군사  고려를 

우선시한 결과 다.55) 하지만 그로 인해 국무성은 38선 부근의 정치  방

침을 해결하기 한 목 으로 교섭과 압력의 2가지 노선을 추구하 다. 하

지만 미국이 생각한 “교섭”은 략  이해 계 이외에도 미국과 UN, 그

에서서 UN의 집단안 보장 신과 도의성(道義性)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어서 그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 12월 의 기 에서 조지 난

53) O'Neill, op. cit, p. 159.

54) 批木政夫, “美國の戰後朝鮮構想,” ꡔ國際問題ꡕ 29호, 1977년, pp. 31-33.

55) 泏積, “朝鮮戰爭初期の美韓關係, 戰爭から戰線安定化まで-韓國の內政と外交をめぐる美國

の介入,” ꡔ軍事史學ꡕ 30권 4호, 1995, pp. 52-54.



軍史 第63號(2007. 6)172

(George F. Kennan) 미 국무성 정책기획실장이 “ 재의 순간은 …… 소련

의 지도자와 교섭하는 것으로 최악의 시기이다. …… 한국의 지 정세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교섭의 제 조건은 우리들이 반도의 어딘가에서 선

을 안정시키고, 장기 으로 규모 공산군과 교 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다”고 애치슨에게 말한 것처럼, 스스로의 조건에서 교섭하기 해서는 “힘

의 우 ”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다.56) 한편 “압력”에 있어서는 

소련과의 면 쟁이 고려되어 제한 쟁 수행과 휴  합의를 목 으로 외

교 ⋅경제  조치가 시되고, 군사  압력 조치는 신 히 검토되었고, 그 

범 는 논의가 지속되었다.57)

두 번째는 휴  후의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구상되었는가의 여부이다. 

한국은 10월 7일의 UN총회결의가 견지( 持)되고, UN하의 통일, 미군과 

UN군의 철수가 장기 인 정책 목표 다. 하지만 이를 해 한국을 사실상 

포기하고 만문제와 국의 UN의석 문제에서 양보한다는 국안(案)에서

처럼 국과의 “잠정  합의(modus vivendi)"에 응할 계획은 아니었다.58) 

미국은 미⋅  회담에서 최악의 경우 국의 UN가맹에 있어서 UN 의결을 

존 하는 것까지 분명히 고려하 지만, 한국과 만의 공산화는 받아드릴 

수 없었으며 국의 UN가맹도 스스로 수용할 수 없었다. 한편 미국은 국

군의 면  참 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당사자로 국 존재를 인정할 수밖

56) George F. Kennan, Memoris, 1950-1963 (Little, Brown and Co., 1972), pp. 28-31. 

Acheson, op. cit, pp. 476-477.

57) 국 륙에 쟁확 의 선택이 안 히 포기되지 않았다는 에서는 이하를 참조. Foot, 

The Wrong War, op. cit.

58) Lee, op. cit, p. 102. 최근 공개된 공산당권 자료에 기 한 연구에 따르면, 국의 참  

목 은 국경의 안 이라는 한정 인 목표에 머물지 않고, 한국을 포함한 극동질서 체

의 재편이라는 보다 큰 목표가 ⋅소 양국간에서 기획되어졌다는 이 분명하 다. 

는 이하를 참조. Alexandre Y. Mansourov, “Stalin, Mao, Kim and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eptember 16-October 15, 1950: New Evidence from the 

Russian Archive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6-7 (Winter, 

1995/1996), pp. 101, 116.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Xue Litai, Chen, 

우건  등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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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었기 때문에 국과의 세력균형 하에서 분쟁 해결, 즉 일종의 “잠정  

합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1950년 12월 순, UN의 정 안이 거부되고, 극동문제의 교섭 논의가 시

작되었을 때 웨 (J. Webb) 국무장  리는 UN 표에 지시한 내용을 통

하여 미⋅  양국은 “궁극 인 목표에 있어 분명히 차이가 있었지만, 잠정

 합의를 향해 논의할 여지가 있을지 모른다”고 기 하 다. 결국 국이 

38선에서의 휴 과 외국군 철수를 희망한다면, “어느 정도의 화해”와 평화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진다.59) 하지만 궁극 인 목표가 다른 이

상, 외국군 철수까지 포함한 “잠정  합의”는 곤란하 을 것이다.60)

마지막으로 한국에 입장에서 간단히 지 하고 싶다. 쟁 종결을 한 

휴 과 평화 정책은 미국과 UN 동맹국이 결정하고, 한국은 휴 에 반 했

다. 한국 정부의 목 은 군사  승리를 통하여 통일을 실 하는 것이었고, 

외교에 의한 해결, 즉 38선에서의 휴 , 그리고 국과의 “잠정  합의”를 

의미한 평화 교섭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필사 으로 항했다.61) 미국과 

UN의 ( )  교섭 노선에 해 한국은 항의했지만, 미국은 압력 행사 노

선에 있어서는 보다 더 강한 조치를 희망하 다.

한국 정부는 미⋅  공동성명 노선을 우려하고, 더욱이 5원칙을 실질

으로 거부하 지만, “침략자 결의”는 환 하 고 국에 해서 정치뿐만 

59) 같은 시기에 러스크도 국과의 “잠정  합의”에 있어서 언 하고 있다. FRUS, 1950, 

Ⅶ, op. cit, pp. 1583-1584, 1588-1589.

60) 12월 에 모택동이 UN 감시하의 한국 역의 선거와 통일이라는 해결책을 용인한 것과 

같은 사실이 있지만, 그 제조건으로써 미군의 철수는 불가결하 다.

61) 한국의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이하를 참조. Han Pyo Wook, The Problem of Korean 

Unification: A Study of the Unification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1948-1960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87). Robert T. 

Oliver, Syn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 1942-1960, a personal 

narrative (Seoul: Panmun Book Co., 1978), Yong-Pyo Hong, State Security and 

Regime Security: President Syngman Rhee and the Insecurity Dillmma in South 

Korea, 1953-1960 (Oxford: Macmillan Press, 2000), Ohn,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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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군사 보복조치까지 검토할 것을 희망하 다.62) 하지만 “침략자 결

의”에 있어서 압력과 함께 교섭의 길이 남겨져 있었다는 에 불만이 있었

다. 당시의 한국 외교  한표욱은 오스틴 미국 표가 국을 침략자로서 

규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태도를 보 다. 한 휴 의 길을 고려하고 있

다는 연설에 해서는 “우리(한국 당국)는 ｢침략자｣의 규정에 만족하지만 

｢휴 정의 태세｣에 해서는 실망하 다”라고 회상하고 있다.63) 이러한 

한국의 불만은 휴 을 실 해가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과제가 되었고, 1951

년  UN군이 반격으로 환해 가는 , 맥아더를 끌어들여 군사  승리

냐, 아니면 외교에 의한 해결이라는 결로 발 시켜 갔다.

(원고투고일：2007. 3. 2, 심사완료일：2007. 6. 8)

주제어:한국 쟁, 미국 정책, 한국 정  상, 원상회복, 국 정책

62) 註 (29), (31), (40). FRUS, 1951, Ⅶ, op. cit, pp. 94-96. 

63) 한표욱, 앞의 ,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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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on The Building of the

US Truce Policy during the Korean War

Heo, Jin-nyeong

Lee, Jin-sung

  This article is designed to review on how the US Truce Policy had built 

during November 1950～January 1951 during those times, the Department of 

State had played main role in making the US policy.

  Playing the main role by Department of State, and discussing with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US Truce Policy 

for end of the Korean War began to being made. The US top level decision 

makers had taken the Unification of Korea and Independence as well as 

war with China into considerations because of China's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Therefore, some alternatives to using military means were 

searching for a solution to the  Korean problem.

  The US early positions had formed since Department of State discussed 

with other departments and partners since November 1950. During that period, 

Department of State had established two policies. One was negotiations with 

China that was moderate means, th other was containment or making an 

attack against Manchuria that was hard-line policy. Negotiations' objectives 

were truce and the status quo ante bellum. Hard-line policy included 

military operations against China.

  The US wanted to take concerted actions with Great Britain to carry out 

two policies. In Washington the US-Great Britain conference, 4∼8 December 

1950, far east problems were focused and discussed. Great Britain agreed to 

two policies, negotiations and militar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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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tegic concept of Department of State was kept in the UN community. 

In statement between the US and Great Britain, negotiation means had 

priority. The US had supported efforts of the UN for the Korean Armistice, 

and made a collaborations between the UN community. However, China had 

denied cease-fire suggestion (the first truce, second negotiation) on 19 

December 1950. China had taken the offensive to break through the 38th 

parallel in January 1951. China also was kept denying 5 principles that 

was made in London conference on 13 January 1951. Instead of it, he 

insisted again negotiation first and then cease-fire.

  Therefore, the US had changed his first position, cease-fire first option, 

into diplomatic press after declaring China aggressor. The US was going to 

press China by carrying a resolution in the UN. The objectives were to ① 

declare China aggressor, ② inflict economic restriction in order to limit 

China’s military capabilities, and ③ let China know that the US always 

want to resolve the Korean problem by peaceful means. The UN resolution 

was carried by a large majority. From this time, the US complemented 2 

options in detail for truce.

  In conclusion, the US basic principles for the Korean War were made by 

Department of State, and embodied after China’s intervention to Korean 

war. In particular, the US cease-fire conditions were truce and the status 

quo ante bellum. To carry out these policy, agreement and support of Great 

Britain and the UN community were important considerations. However, 

linked Korean issues with China’s one (seat in the UN and Taiwan), early 

efforts of the US to cease-fire in the Korean War had failed by China 

denying the suggestions. But the basic principles during the early Korean 

War (November 1950～January 1951) had become important objective of the 

US-China truce negotiation from that time to end of war.

Key Words : The Korean War, US Policy, Korean Armistice Negotiation, status 

quo ante, China Policy



6⋅25 쟁에 한 국의 개입과

국에 미친 향

1) 李  完  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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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의 쟁계획 참여와 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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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의 정치  종결: 한반도 휴 체제의 성립

6. 맺 음 말: 국에 미친 향

1. 서    론

국의 최고지도자 毛澤東은 1950년 10월 6⋅25 쟁에 참 하기 부터 

김일성-스탈린과 함께 쟁 개  과정에 개입했으며 병력을 지원했다. 한 

국은 1950년 10월 쟁 참여 후부터 1953년 7월 휴 에 이르기까지 6⋅25

쟁의 개과정과 종결에 결정 인 향을 끼쳤다. 따라서 국의 참 과 

＊ 한국학 앙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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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미친 향은 6⋅25 쟁 이해의 심  테마들 의 하나이다. 그

지만 국 참  북한- 국 간 쟁 개  논의과정에다가 참  그 자체와 

향을 포 으로 연구한 논문은 드문 편이다. 우선 연구 황에 해 개

하고자 한다.

국 참 에 한 서방학계의 학문 인 연구의 효시는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이다. 이 책은 ꡔ 공군 압록

강을 건 다ꡕ, 국방부 사편찬 원회(역)(서울: 국방부 사편찬 원회, 

1989)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국 참 을 ‘자 ’인 것으로 평가해 그

때까지만 해도 호 이며 모험주의 인 나라로 인식되던 국의 외행태

가 신 한 단에서 나온 것임을 주장했다. 유엔군이 38선을 넘자 국도 

압록강을 넘었음을 강조했으며 국 참 의 이유는 동북지역의 안 보장을 

확보하려는 의도 다고 설명하여 개입의 배후에 동기(motivation behind 

intervention)가 있었음을 지 하 다. 한 국-북한-소련 의설을 주장

했다.

김학  교수는 1970년 미국의 Kent State University에서 국과 한국  

발발과의 련성에 해 석사학  논문을 작성했는데 이는 1985년 한국연

구원에서 펴낸 The Sino-North Korean Relations, 1945-1984의 제1부 

“The Korean War and China: Sino-North Korean Relations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에 증보되어 있다. 이 논문의 핵심논지는 

James Cotton과 Ian Nearly가 공편한 The Korean War in Histor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9)의 한 章인 “China's 

Non-involvement in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A Critical 

Re-assesment”에 실려 있다.

국의 한국 쟁 참  연구의 1970년  선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 해

야 할 인사는 박두복(朴斗福) 교수이다. 그는 화민국 문화 학에서 취득

한 정치학박사 논문을 ꡔ中共參加韓戰原因之硏究ꡕ라는 제목으로 臺北의 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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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文化事業公司에서 1975년에 출간했다. 그는 공과 모택동에 한 스탈

린의 의심을 풀어주는 것이 국이 장래를 해 긴요하다는 단에서 참

했다고 보았다. 이 논문의 요 부분은 한국과 미국 학계에 연속 으로 공

간되었다.1) 이 책에서 그는 국 참 의 외  원인( 공과 毛澤東에 한 

의구심을 해소)과 내  원인( 국의 안보, 정치  고려) 등을 분석했다.

1980년 에 들어서 다음과 같은 국 자료들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했

다. “伍修權의 外交回顧 (1950. 1~1958. 10),” 陳維利(譯), ꡔ中 硏究ꡕ 제8

권 1호(1984년 3월), pp. 251-282; “伍修權의 외교회고록(Ⅱ)(1950. 1~ 

1958. 10),” 陳維利(譯), ꡔ中 硏究ꡕ 제8권 2호(1984년 6월), pp. 253-280. 

한 中國 공산당 앙당학교 산하 黨史硏究室 소속 연구원으로 추정되는 

姚旭이 기 지 ꡔ黨史硏究ꡕ에 1980년에 실은 것을 “미국에 항하고 조선을 

지원한 명한 정책: 국 인민지원군이 출국하여 참 한 30주년을 기념하

며,” 李鴻永(譯), ꡔ中 硏究ꡕ 제8권 4호(1984년 12월), pp. 213-235로 번역 

출간했다.2)

한 平松茂雄(히라마쓰 시게오), ꡔ中國ど朝鮮戰爭ꡕ(東京: 勁草書房, 1988); 

황인모(역), ꡔ 공과 한국 쟁ꡕ(서울: 병학사, 1989)3)도 특기할 만하다. 

1) 박두복, “ 공의 한국  개입,” 김철범(편), ꡔ한국 쟁: 강 국 정치와 남북한 갈등ꡕ(서

울: 평민사, 1989); ｢ 공의 한국 쟁 개입의 원인에 한 연구｣, ꡔ한국 쟁의 정치외교

사  고찰: 한국정치외교사학회논총 제5집ꡕ(서울: 평민사, 1989); ｢한국 쟁이 공정치

에 미친 향｣, ꡔ한국 쟁과 휴 체제ꡕ, 제2차 한국 쟁 학술심포지움 논문집, 한국 쟁

연구회 주최, 국토통일원 후원, 1989, pp. 135-169; “China and the Korean War," 

Chae-Jin Lee and Doo-Bok Park, China and Korea: Dynamic Relations (Stanford: 

The Hoover Institute, 1996); “ 국의 한국 쟁 개입원인,” 한국 쟁연구회(편), ꡔ탈냉

시  한국 쟁의 재조명ꡕ(서울: 백산서당, 2000).

2) 한편 한림 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는 미국 내쇼날아카이  북한 노획 문서에 의존하여 

ꡔ한국 쟁기 공군 문서ꡕ 4권을 2000년에 간행했는데 국군의 실상을 악할 수 있

는 자료이다.

3) 일본 방 연구소 연구원인 그는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의 ꡔ국제문제ꡕ 1977년 8월호에 “朝

鮮戰爭の開戰と中國: 中共系朝鮮人部隊の役割”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 은 “한국 쟁

의 개 과 국: 공계 조선인부 의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김동춘(편역), ꡔ한국 사

연구ꡕ(서울: 이성과 실사, 1988), 249-268쪽에 번역되었으며 그의 서 2장에도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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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宋在卿, “中國의 韓國戰 介入의 內政的 要因 硏究,” 박사학 논문, 한

양 학교 정치외교학과, 1991도 선구  국내 업 이다.

한편 정토웅은 한국국방연구원(편), ꡔ한국 쟁의 략  조명ꡕ(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88)에서 “북진작 과 공군 개입평가”를 발표했는데 

ꡔ군사ꡕ 제20호(1990)에 재수록했다. 한 황병무는 김철범(편), ꡔ한국 쟁

을 보는 시각ꡕ(서울: 을유문화사, 1990)에 “한국 쟁과 국의 외교정책”을 

발표했다. 한 이병주, “ 국의 한국  개입과 그 향,” 한국국제정치학

회(편), ꡔ한국 쟁의 역사  재조명: 국제정치논총특집ꡕ(서울: 한국국제정

치학회, 1990년 6월), pp. 233-253는 본 연구의 주제와 일치하므로 언 할 

만하다.

1990년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한국 쟁연구회는 “한국 쟁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주제로 제2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는데 모두 5개의 분

과  제4분과가 ‘ 국과 한국 쟁’이었다. Jonathan D. Pollack의 “ 국, 

소동맹, 한국 쟁”(ꡔ사상ꡕ 1990년 호에 실림), Francois Joyaux의 “한

국 쟁기간  국군의 개입,” 伊豆見元의 “미 정책과 한국 쟁,” 翟志海

(Zhai Zhihai)의 “ 국의 한국 쟁 참  결정에 한 재고” 등이 발표되

었다. 이 당시 국의 참  문제에 한 연구는 한국이 아닌 주로 외국에

서 이루어졌고, 자이의 논문4)이 한국학계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이 인상

있다. 이외에 朱建榮, ꡔ毛澤東の朝鮮戰爭: 中國が鴨綠江を渡るまでꡕ(東京: 岩波書店, 

1991, 개정  2004); 주지안롱(朱建榮), ꡔ모택동은 왜 한국 쟁에 개입했을까ꡕ, 서각수

(역)(서울: 역사넷, 2005)도 주목할 만하다.

4) Hao Yufan and Zhai Zhihai,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History 

Revisited," China Studies Quarterly, No. 121(March 1990), pp. 94-115로 서방학계

에 최 로 소개된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국내학계에 반복해서 발표되었다. 자이 지하이, 

“中國의 韓國 戰爭 參戰 決定,” 김철범(편), ꡔ진실과 증언: 40년 만에 밝 진 韓國 戰爭

의 진상ꡕ(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160-196; 자이 지하이, “中國의 韓國戰爭 參戰 

決定,” 김철범-제임스 매트 이(편), ꡔ韓國과 냉 ꡕ(서울: 평민사, 1991), pp. 235-264; 

Hao Yufan and Zhai Zhihai,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History 

Revisited," Kim Chull Baum and James I. Matray, eds., Korea and Cold War: 

Division, Destruction, and Disarmament (Claremont, California: Regina,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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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김계동 교수는 “한국 쟁을 보는 시각: 쟁기원과 국의 참 과정,” ꡔ통

일문제연구ꡕ 제2권 2호(1990년 여름)을 발표했는데 10년 후 ꡔ한반도의 분

단과 쟁: 민족분열과 국제개입-갈등ꡕ(서울: 서울 학교 출 부, 2000)을 

간행하면서 7장을 “평화 재, 회복정책과 국의 개입” 부분에 할애하여 치

한 분석을 시도했다.

신 은 “ 국의 참  배경-원인  향”을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편), ꡔ한국 쟁의 이해: 한국 쟁 발발 40주년 논집ꡕ(서울: 역사비평사, 

1990)에 발표했다.

한편 쟁기념사업회는 ꡔ한국 쟁사ꡕ, 6권을 행림출 사에서 1990년부

터 1992년 사이에 완간했다. 집필 원은 류재갑, 김학 , 박상섭, 김 곤, 

김부기, 황병무, 김철범 등이며 각권의 부제는 1권: 요약통사, 2권: 쟁의 

기원, 3권: 북한군침공과 한국군방어, 4권: 낙동강에서 압록강으로, 5권: 

공군 개입과 새로운 쟁, 6권: 한국 쟁의 향 등이다. 국의 개입이 

6권  한 권을 차지할 정도로 이 문제가 매우 비  있게 다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Edwin P. Hoyt는 The Day the Chinese Attacked, Korea, 1950: the 

Story of the Failure of America’s China Policy (New York: McGraw- 

Hill Pub. Co., 1990)를 술해 국 참 을 미국의  정책 실패로 규

정했다. 한 사학자 Roy Edgar Appleman은 그의 한국 쟁연구 5부작 

 하나인 Disaster in Korea: the Chinese Confront MacArthur (College 

Station, TX: Texas A & M University Press, 1989)에서 내어놓았는

데 이는 Texas A & M University Military History Series의 11권 째 

책이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미국에서의 연구가 특기할 만하다. Chae-Jin Lee 

and Doo-Bok Park, “China and the Korean War," China and Korea: 

pp. 14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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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Relations (Stanford: The Hoover Institute, 1996), pp. 7-58; 

Shu Guang Zh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조성훈 박사는 후자의 책을 “마오쩌둥의 군사사상이 한국 쟁에 미

친 향,” ꡔ해외한국학평론ꡕ 2(서울: 일조각, 2001), pp. 103-129로 서평

했다.

이러한 硏究들은 기존의 硏究 수 을 한 차원 더 심화시킨 것이다. 화이

은 中國 參戰의 배경을 외부의 안보  동기에서 구했는데, 첸지안5)과 장

슈  등은 모두 中國參戰의 中國 국내정치  연원과 효과 등에 주목하

고 있다. 송재경도 기존의 연구가 냉  출 이라는 국제정치  상황과 

국의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內政的 요인도 

개입의 주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공산주의 정권 수립 이후 내부 으로 

시 히 요청되는 사회주의체제의 정비, 毛澤東 체제의 확립과 당시 경제 -

군사 으로 필요한 소련으로부터의 지원 필요성 등이 內政的 요인이라는 

것이다.6) 한 池在運 교수는 “中國의 韓國戰爭 參戰決定에 關한 硏究,” ꡔ中

國硏究ꡕ 제17호(한국외국어 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연구소, 1996), 

pp. 29-51에서 국자료를 다각도로 활용하여 참 결정이 거의 毛澤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A. V. Vorontsov, “어떻게 해서 1950

년 한국 에 국의용군의 개입이 이루어졌는가?” ꡔ국제고려학ꡕ 제5호

(1999년); 박동찬, “한국 쟁과 국의 참 결정,” ꡔ 사ꡕ(1999년 12월), 

pp. 111-146 등도 국과 소련의 자료 공개 황에 부응하고 있는 연구들이

5)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미국에서의 연구로 

1980년 에 출간된 다음 연구도 특기할 만하다. Lawrence Stephen Weiss, Storm and 

the Cradle: the Korean War and the Early Yea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1953(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

6) 宋在卿, “中國의 韓國戰 介入의 內政的 要因 硏究,” 박사학 논문, 한양 학교 정치외교

학과, 1991, p. i. 그는 국내정치와 외정책은 긴 한 계에 놓여 있다는 연계이론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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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이공환 석사는 “中國의 韓國戰 參戰 決定 硏究: 旣存硏究의 批判

的 檢討,” 정치학 석사학 논문, 서울 학교 학원 외교학과, 1999에서 

통주의, 수정주의, 후기수정주의, 탈냉 기 논의 등으로 나 어서 살펴보고 

있다.

한편 2000년 10월에 한  한국 쟁 련 국제학술회의가 열리는 등 한

간의 학술교류가 확 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국 참  연구가 산출되었

는데 다음과 같다.

이종석, ꡔ북한- 국 계, 1945-2000ꡕ(서울: 심, 2000)  “제3장 한

국 쟁과 북한- 국 계”에서 국의 참 결정과정과 쟁 수행을 다루고 

있다.7)

이완범은 ｢ 국의 한국 쟁 참 : 국-러시아 자료의 비교를 심으로｣

(China's Entry into the Korean War: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ussian Declassified Materials and the Chinese Documents), ꡔ정신문

화연구ꡕ 제23권 2호(2000년 여름) 외에 ｢미국과의 결을 주 했던 소련과 

국: 국의 한국  참 -S. 곤차로 (외), 미덥지 않은 맹우들: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한국 쟁｣, ꡔ해외한국학평론ꡕ 2(서울: 일조각, 2001)8); 

이완범, “ 국의 한국 쟁 참 : 한국의 연구성과, 자료와 논 ,” ꡔ한국

쟁  한국의 참 략과 포로문제ꡕ, 한-  국제학술세미나, 2001년 10월 

25일, 39-60쪽을 발표했다.

沈志華, “ 聯과 韓國戰爭: 러시아 비  해제 당안 속의 역사 진상,” ꡔ現

代北韓硏究ꡕ 3(2000), pp. 11-91; 楊奎松, “中國의 조선 출병 시말,” ꡔ現代

北韓硏究ꡕ 3(2000), pp. 93-148 등은 한국 쟁연구회가 주최한 1999년의 

비공개 학술회의 결과물로서 당시로서는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되는 국의 

7) 이종석, “한국 쟁과 북한- 국 계,”(Ⅰ), ꡔ 략연구ꡕ 통권15호(1999년 2월), 222~251

쪽; 이종석, “한국 쟁과 북한- 국 계,” (Ⅱ), ꡔ 략연구ꡕ 통권16호(1999년 7월), 228 

~260쪽이 증보되어 수록되어 있다.

8)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의 서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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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업 이었다.

한 2000년 10월 국 단동에서 개최된 한국 쟁50주년 한 학술회의의 

발표 논문 부분이 박두복(편), ꡔ한국 쟁과 국ꡕ(서울: 백산서당, 2001

년 6월 30일)으로 발간되었다. 당시 발표된 국측 논문 12편에서 선정된 

5편의 논문과 한국측 논문 11편  선정된 10편을 가지고 주제별로 재구성

하여 단행본으로 만든 것이다. 제1부는 한국 쟁의 국내외  배경으로 김

기조 박사의 ｢한국 쟁의 근인이 된 열강에 의한 한반도 분할과정: 한국

에서의 스탈린의 주도  역할｣과 양 조 박사의 ｢북한의 화  양면정책과 

그 성격(1948-1950)｣, 김명섭 교수의 ｢6⋅25 쟁 직 의 ‘애치슨선언’에 

한 재해석: 서유럽에서 동아시아로 확장되는 미국의 략  심｣, 서주석 

박사의 ｢한국 쟁을 후한 한반도의 국제 계｣ 등이 실려 있다. 제2부는 

국 국내정치와 참 으로 박두복 교수의 ｢ 국의 한국 쟁 개입원인: 개입

결정의 피동 -능동  측면｣, 章百家 교수의 ｢ 기처리 시각에서 본 항미원

조 출병과정｣, 이완범 교수의 ｢ 국인민지원군의 한국 쟁 참  결정과정｣, 

沈志華 연구원의 ｢ 국의 한국 쟁 참 결정에 한 평가: 50년 후 한국

쟁 역사에 한 고착과 회고｣, 楊奎松 교수의 ｢ 국의 한국  출병 시말｣ 

등이 있다. 마지막 제3부는 국 참 과 국제정치이다. 온창일 교수의 ｢

국의 한국  개입에 한 미국의 정책과 략｣, 김계동 교수의 ｢ 국의 한

국  개입에 한 국의 정책｣, 牛軍 교수의 ｢한국 쟁에서 -미 양국 결

정에 한 비교연구｣, 李丹慧 연구원의 ｢38선과 17도선: 한국 쟁과 베트

남 쟁에서 -미 정보소통 비교연구｣, 조성훈, ｢한국 쟁의 세균 논쟁 비

｣ 등이 실려 있다. 한 김기조, “미- -소 계의 진 과 한국 쟁의 발

발 배경: 미국과 국은 그 쟁을 사 에 얼마나 알고 있었나?” ꡔ한국

쟁  한국의 참 략과 포로문제ꡕ, 한-  국제학술세미나, 2001년 10월 

25일, 61-80쪽도 특기할 만하다.

국외의 업 으로는 미국 라운 학교에서 1977년 “미국의 中- 韓정

책 연구, 1947-1950”9)으로 박사학 를 받은 William Whitney Stueck,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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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95년 린스턴 학교 출 부에서 출간한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1999년 일본의 明石書店에서 

ꡔ朝鮮戰爭: 民族の受難と國際政治ꡕ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으며 2001년에 

김형인-김남균-조성규-김재민 등에 의해 ꡔ한국 쟁의 국제사ꡕ라는 제목으

로 국역되었다. 이 책의 3장이 “유엔의 반격과 국의 개입”이다. ‘맥아더의 

오 ,’ ‘ 국의 참 으로 당황하는 미국,’ ‘미-  충돌은 방지할 수 있었는

가?’ 등이 다루어져 있다. 한 Richard C. Thornton, Odd Man Out: 

Truman, Stalin, Mao,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Washington, 

D.C.: Brassey's, 2000)도 훌륭한 업 이다.

한편 국 장군들의 회고담을 번역 편집한 것으로 Xiaobing Li, Allan 

R. Millett, Bin Yu eds. and trans., Mao’s Generals Remember Korea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1)이 있다.10) 한편 沈

志華(主編), ꡔ 聯歷史檔案選編ꡕ 第26卷(北京: 社 科學文獻出版社, 2003); 

沈志華(編), ꡔ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ꡕ 全3卷(臺北: 中央硏究院近

代史硏究所史料叢刊, 2003)을 편집했던 센지후아의 업 이 주목할 만하다. 

그는 SHEN Zhihua,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ussian and 

Chinese Version of Mao's 2 October 1950 Message to Stalin on 

Chinese Entry into the Korean War: A Chinese Scholar's Reply," 

translated by CHEN Jian,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8-9 (Winter 1996/1997)을 술한 이래 沈志華, ꡔ毛澤東-斯大林 

与 朝鮮戰爭ꡕ(廣州: 廣東人民出版社, 2003)을 간행했다.

9) 이 논문은 The Road to Confrontation: American Policy toward China and Korea, 

1947-195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1)로 출간되었다.

10) 한편 Xiaoming Zhang, Red wings over the Yalu: China, the Soviet Union, and 

the Air War in Korea (College Station, TX: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2)는 

국과 소련의 공군 작 에 한 책으로 Texas A & M University Military History 

Series 80호이며 Patrick C. Roe의 The Dragon Strikes: China and the Korean 

War, June-December 1950 (Novato, CA: Presidio, 2000)은 국참 이 이루어진 과정

과 1950년 12월까지의 남진 과정에 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軍史 第63號(2007. 6)186

21세기 이후로는 다음과 같은 업 이 특기할 만하다. 김옥 , “ 국의 한

국  참 과 국내정치: 참 의 내  요인과 향을 심으로,” ꡔ國際政治

論叢ꡕ 제42집 1호(2002년 5월), pp. 225-250; 장시아오 , “한국 쟁기 

공의 인식과 응,” ꡔ6⋅25 쟁과 동북아 군사 계의 변화ꡕ, 6⋅25 쟁 국

제학술세미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년 6월 9일, pp. 81-102; 趙成

勳, “6⋅25 쟁 이  한국지도자의 국정세 변화인식과 응,” ꡔ한국근

사연구ꡕ 제31집(2004년 겨울), pp. 245-271; 조성훈, “한국 쟁시 국

군 彭德懷의 참 략과 성격,” ꡔ한국근 사연구ꡕ 제33집(2005년 여름); 

정 수, “ 국 조선족의 한국 쟁 참 연구,” ꡔ국민윤리연구ꡕ 57권(2004년 

1월), pp. 241-270; 정 수, “ 국자료로 본 한국 쟁: 국의 입장과 역할

을 심으로,” ꡔ시민정치학회보ꡕ 제6권(2003년 12월), pp. 129-166; 김경일

(金景一), ꡔ 국의 한국 쟁 참  기원: 한 계의 역사 -지정학  배경

을 심으로ꡕ, 홍면기(洪冕基)(역)(서울: 논형, 2005). 한 국방부 군사편

찬연구소 서상문 연구원은 국 자료를 포 으로 활용해 ꡔ毛澤東과 6⋅25

쟁: 병 결정과정과 개입동기ꡕ(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를 

간행했다.

2. 국의 쟁계획 참여와 물  지원

1949년 3월 김일성은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에게 남침의사를 직  표명했

으나,11) 스탈린은 북한의 선제공격이 아닌 ‘도발받은 정의의 반공격 ’ 시

나리오를 제시하여 남침을 허가하지 않았다. 허가하지는 않았지만 무력공격 

원칙에 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허가 신 북한과 의하면

서 소련은 1949년 6월부터 남공격용 무장원조를 본격화했다. 1949년 8월 

11) 이완범, ꡔ한국 쟁: 국제  조망ꡕ(서울: 백산서당, 2000), pp.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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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민국과 병력  장비 면에서 등한 수 에 이르자 38선 근처

에서 주도 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8월 4일 북한은 3개  병력을 동

원해 옹진을 공격했으며 한민국 국군은 옹진에서 궤멸직 까지 몰렸다. 

소련은 슈티코  사를 통한 김일성의 8월 12일자 개  요청12)에 해 공

산당 앙 원회 정치국 차원에서 심각하게 검토했다. 9월 24일 소련공산

당 앙  정치국은 시 에서의 남침을 승낙하지 않으면서 북한 인민군

을 강화시킬 것을 지시했다.13) 이에 평양 주재 소련 사 슈티코 는 10월 

4일 김일성-박헌 에게 면  남결정의 불가를 통보했으며 이들은 공식

으로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14) 소련공산당 앙 원회가 북의 쟁 개

시에 해 검토할 정도로 사안이 구체화되기는 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북한은 1949년 10월 38선 이북에 있는 은 산 탈환에 나서는 등 이 지시에 

완 히 복종하지는 않았으나 미-소 양국의 강력한 제어로 인해 더 이상 확

되지 않았으며 1949년 12월부터 1950년 5월까지  이상이 동원된 

12) “ 연방공산당(볼셰비키) 앙 원회 의사록 No. 71/191, 정치국 의사록 71호 191항목에 

한 조선주재 소련 사에 한 훈령,” 1949년 9월 24일, ꡔ한국 쟁(1950. 6. 25) 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53ꡕ(서울: 한민국 외무부, n. d.), p. 75; “Politburo 

Decision to Confirm the Following Directive to the Soviet Ambassador in Korea,” 

24 September 1949, Archive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Fond 

059a, Opis 5a, Delo 3, Papka 11, listy 75-77, in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5(Spring 1995), p. 7; 이완범, ꡔ한국 쟁: 국제  조망ꡕ(서울: 백산

서당, 2000), pp. 66-69; Anatoly Torkunov, ꡔ한국 쟁의 진실: 기원, 과정, 종결ꡕ, 허

남성․이종 (역) (서울: 국방 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p. 67.

13) “ 연방공산당(볼셰비키) 앙 원회 의사록 No. 71/191, 정치국 의사록 71호 191항목에 

한 조선주재 소련 사에 한 훈령,” 1949년 9월 24일, ꡔ한국 쟁(1950. 6. 25) 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53ꡕ(서울: 한민국 외무부, n. d.), pp. 74-76; “Politburo 

Decision to Confirm the Following Directive to the Soviet Ambassador in Korea,” 

24 September 1949, Archive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Fond 

059a, Opis 5a, Delo 3, Papka 11, listy 75-77, in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5(Spring 1995), pp. 7-8; 이완범, ꡔ한국 쟁: 국제  조망ꡕ(서울: 

백산서당, 2000), p. 69.

14) “슈티코 가 스탈린에게,” 1949년 10월 4일, ꡔ한국 쟁(1950. 6. 25) 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53ꡕ(서울: 한민국 외무부, n. d.),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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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은 없었다.15) 주한미군사고문단 정보 보고에 의하면 1950년 3월부터 

38선 분쟁이 재개되었고 5월 5일부터 6월 16일 사이에 주당 평균 약 14건

의 충돌이 있었으나 회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충돌은 없었다. 

1950년의 38선 충돌은 부분 정찰과정에서 일어난 소규모 충돌과 총격  

수 이었다. 따라서 국군은 38선 충돌이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6⋅25직 까

지 남한 내부의 게릴라 소탕에 집 할 수 있었다. 한편 1949년 5월부터 8

월까지 38선 무장충돌은 실질 으로 ‘작은 쟁’ 수 까지 고조되었다. 

 이상의 38선 충돌이 잠시 주춤하여 쟁으로 바로 직결되지는 않았지

만,16) 북한은 소규모의 38선 충돌 지속을 통해 병력 증강, 실  훈련, 

무장강화를 이루었으며 웅진반도에서의 투 경험을 토 로 ‘도발받은 정의

의 반공격 ’이라는 개 형식의 창출하는 등 핵심 인 쟁계획과 쟁 을 

수립했다.17)

1950년 1월 순 김일성은 슈티코  사를 통해 스탈린에게 매우 강한 

개 의지를 달하면서 毛澤東과의 만남도 자신이 주도 으로 주선하려 했

다. 이 게 김일성이 여러 차례 압박을 가하자 스탈린은 1월 30일 김일성

의 공격에 한 승인 의사를 간 으로 암시했다. 이러한 노선변화 이면

에는 국의 공산화(1949년 10월 1일)와 애치슨 미 국무장 의 1950년 1월 

12일자 극동방 선 설정이 요한 계기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50

년 4월 하순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일성-박헌  면담에서 스탈

린은 국제 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고 있음을 언 하고 북한이 통일과업을 개

시하는데 동의했다. 스탈린은 오직 국의 지도자가 동의해야만 해방과업이 

개시될 수 있다고 부기했다. 한 “이 문제의 국과 북한 동지 간에 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국측의 의견이 부정 이면 새로운 합의가 

15) 정병 , “1949-50년 38선 충돌과 북한의 한국 쟁 계획,” ꡔ한국 쟁의 재인식ꡕ, 한국역사

연구회 한국 쟁50주년 학술심포지엄, 2000년 6월 10일, p. 29.

16) 박명림, ꡔ한국 쟁의 발발과 기원ꡕ I(서울: 나남, 1996), p. 621.

17) 정병 , “1949-50년 38선 충돌과 북한의 한국 쟁 계획,” ꡔ한국 쟁의 재인식ꡕ, 한국역사

연구회 한국 쟁50주년 학술심포지엄, 2000년 6월 10일,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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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때까지 결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18) 쟁의 확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고 단한 김일성은 5월 13일 녁 늦게 북경 中南海의 회

인당에서 毛澤東과 만나 무력통일 의향을 달하고 스탈린과의 모스크바회

담 결과를 설명했다. 만 진공을 비하고 있던 毛澤東은 스탈린이 조선 

진공에 어떻게 이처럼 쉽게 동의했는지 이해하지 못해 화를 단시켰다. 

5월 13일 밤 11시 30분 야심한 시각에 周恩來를 로신 사에 보내 소련정

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19) 이에 특 으로 5월 14일 北京에 수된 

비신스키의 암호 문을 통해 필리포 (스탈린의 가명)는 “국제정세가 변화

했으므로 인하여 통일에 착수하자는 조선 동지들의 제의에 동의한다는 의

견을 개진했습니다”는 친서를 毛澤東에 보냈다.20) 5월 15일 毛澤東은 김일

성-박헌 과 다시 만나 구체 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먼  毛澤東은 국은 

만해방을 우선 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조선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고 

제했다. 김일성은 3단계 계획21)을 설명하자 毛澤東은 체로 찬성했다. 박

18) 비쉰스키, “毛澤東을 하여: 필리포 의 편지,” 2649 No. 4058/암호 문, 1950년 5월 

14일, ꡔ한국 쟁(1950. 6. 25) 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53ꡕ(서울: 한민국 외

무부, n. d.), p. 97.

19) 로쉰, “필리포  동지에게 즉각 보고하기 하여,” 암호 문, 1950년 5월 13일, ꡔ한국

쟁(1950. 6. 25) 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53ꡕ(서울: 한민국 외무부, n. d.), 

p. 96.

20) 비쉰스키, “毛澤東을 하여: 필리포 의 편지,” 2649 No. 4058/암호 문, 1950년 5월 

14일, ꡔ한국 쟁(1950. 6. 25) 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53ꡕ(서울: 한민국 외

무부, n. d.), p. 97; “Ciphered Telegram from Vyshinsky to the Soviet Ambassador 

in Beijing,” 14 May 1950, Archive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Fond 059a, Opis 5a, Delo 3, Papka 11, list 106 in Kathryn Weathersby, “Limits 

to Revisionist Interpretations: New Russian Archival Materials and Old American 

Debates,” International Media Conference on “Rethinking the Half Century of 

Liberation: The Historical Trajectory and Pathway to Korean Unification," Seoul, 

June 13, 1995, p. 21.

21) 이는 원래 1950년 4월에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제시했던 계획이었으나(“Report on Kim 

Il Sung’s visit to the USSR, March 30-April 25, 1950," Prepared by the Inter-

national Department of the CC of the All-Union Communist Party (Bolshevik), 

Archives of the President of Russia in Evgeniy P. Bajanov and Natalia Baj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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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의 설명에 의하면 毛澤東은 김일성에게 일본군이 개입할 가능성에 

해 물었는데 김일성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김

일성은 미국이 일본군 2만～3만 명을 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지만 만약 그 다면 조선인들이 더욱 강하게 싸울 것이므로 세에는 

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2) 그런데 周恩來에 따르면 毛澤東은 

일본의 참 이 쟁을 장기화할 것이라고 김일성에게 경고했으며 일본인뿐

만 아니라 미군이 직  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 

김일성은 미국인들은 극동에서 군사 으로 개입하겠다는 의향을 보이지 않

았으므로23)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싸우지 않고 국을 떠

났으므로 한국에서도 그와 같이 소극 으로 응할 것으로 측된다고 평

가했다.24)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The Most Mysterious War of the 20th Century, 

Based on Secret Soviet Archives,” Completely Rewritten and Edited by Dr. & 

Mrs. Tong-chin Rhee, p. 44) 러시아가 제공한 문서에 기반해 작성된 “한국  문서요

약,” 1950년 5월 15일, p. 26, ꡔ한국 쟁 련 소련 극비 외교문서(1949. 1-1953. 8)ꡕ

(서울: 한민국 외무부, 1994)에는 “김일성은 북한이 3단계 계획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다. 이는 김일성이 소련의 계획을 자신의 계획인 것처럼 간주하고 얘기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러시아측이 쟁계획을 교시한 책임을 가하기 해 사실을 조작했을 가능

성도 있다. 그런데 바자노  부처가 인용한 원문서에는 “ 가 도발했는지를 은폐하기 

하여 옹진반도의 을 공격한다는 김일성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표 이 나오므로 어도 

3단계(①38선 특정지역으로의 병력집 , ② 장평화공세, ③옹진에서의 개 , 국지 의 

면 화)의 마지막 단계인 옹진에서 공격한다는 것은 김일성의 아이디어일 가능성도 

있다.

22) “Roshin's cable to Stalin,” May 15, 1950, Evgeniy P. Bajanov and Natalia 

Bajanova,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The Most Mysterious War of the 20th 

Century, Based on Secret Soviet Archives,” Completely Rewritten and Edited by 

Dr. & Mrs. Tong-chin Rhee, p. 55.

23) 아마 애치슨라인에 근거를 둔 설명이 아닌가 한다.

24) “Roshin's cable to Stalin,” May 16, 1950, Evgeniy P. Bajanov and Natalia 

Bajanova,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The Most Mysterious War of the 20th 

Century, Based on Secret Soviet Archives," Completely Rewritten and Edited by 

Dr. & Mrs. Tong-chin Rhee,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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毛澤東은 김일성에게 만약 미국이 한국 쟁에 참 한다면 소련은 참 이 

어렵겠지만 자신들은 병력을 견해 돕겠다고 약속했다.25) 제국주의가 38

선을 넘는다면 반드시 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26) 毛澤東은 1949년 5

월 상순 북경에 견된 특사 김일에게 “필요시 북조선을 돕기 해 국군

을 견할 수 있다고 이미 언 했었음으로 병 약속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7) 국의 평가에 의하면 소련이 미국과 38선을 국제 으로 합

의한 당사자 으므로 이를 분쇄하는 쟁에 참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이 있었음에 비해 국은 한반도와 련해 아무런 국제  의무가 없기 때

문에 북한이 필요할 경우 직  병력을 견해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과 으로 보면 소련은 미국과의 3차 을 회피했고 국을 신 동원했

다고 할 수 있다.

국은 쟁 개 과정에서 북한에 한 도덕 인 간  지원과 미국이 참

25) 1950년 5월 15일, “한국  문서요약,” ꡔ한국 쟁 련 소련 극비 외교문서ꡕ, p. 26. 그런

데 沈志華 선생은 2000년 10월 24일 丹東에서 개최된 한 학술회의 석상에서 로신과 

국인의 회고에 의하면 이 당시 국의 동의와 약속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격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본 연구자가 보기에는 격론은 있었지만 국은 동의했고 개입 약속도 

했다.

26) 楊奎松, “ 국의 조선출병 시말,” ꡔ 북한연구ꡕ 3(2000), p. 105. “필리포 가 周恩來

에게 달하기를 원하는 암호 문,” 1950년 7월 5일, ꡔ한국 쟁(1950. 6. 25) 련 러시

아문서: 기본문헌, 1949-53ꡕ(서울: 한민국 외무부, n. d.), p. 79에는 “ 군들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하게 되는 경우 북쪽에서 의용병이 신속히 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국

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있다.

27) 이 회담에서의 毛澤東의 반응에 해서는 재 두 가지 엇갈리는 설명이 있다. 첫째 김

일성이 슈티코 에게 말한 것에 토 를 둔 문 “슈티코 가 비신스키에게,” 1949년 5월 

15일, ꡔ한국 쟁(1950. 6. 25) 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53ꡕ(서울: 한민국 외

무부, n. d.), pp. 18-20에는 毛澤東이 매우 극 으로 개입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일종의 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한편 毛澤東이 코발 (Kovalev) 주  소련 

연락 에게 말한 것에 토 한 “꼬발로 가 필리포 에게,” 1949년 5월 18일, ꡔ한국 쟁

(1950. 6. 25) 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53ꡕ(서울: 한민국 외무부, n. d.), 

pp. 21-22에 의하면 국은 비교  조심스런 반응을 보 다는 것이다. 코발 의 회고

는 다음에 있다. Ivan Kovalev, “The Stalin-Mao Dialogue,” Far Eastern Affairs, No. 

1(1992), pp. 100-192; No. 2(1992), pp. 94-111.



軍史 第63號(2007. 6)192

할 경우 참 한다는 약속 외에 물리 인 직  지원도 했는데 이는 북한 

쟁 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 국은 내 에서 승리함으로써 내  기간 

동안 인민해방군내에서 국을 도왔던 조선인들의 조국 북한을 원조할 병

력의 여유가 생겼고, 북한 한 이를 당연하게 원하고 있었다. 만주가 어려

울 때 조선인들의 투쟁은 공산당의 승리에 결정 인 요인들 의 하나 다. 

따라서 이는 호혜 인 지원이었다. 국은 참 하면서 상호의무가 먼 이며 

국경방어는 그 다음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28) 1948년 2월 국 인민해

방군내 李紅光 지 의 1만 명의 부 가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기 해 귀환

했다. 1949년 7월～8월에 국 瀋陽과 長春에 주둔하던 인민해방군 제4야

군 166사단과 164사단의 조선인 병사들이 북한으로 들어와 각각 1만 명 

수 의 조선인민군 제6사단과 제5사단에 개편되었다. 林彪는 국인민해방

군 산하에 1만 6,000명 이상의 조선인 병력이 있음을 통보하는 毛澤東 명

의의 문을 1950년 1월 8일 모스크바에 타 했다. 다음 날인 1월 9일 김

일성과 슈티코 는 공군내 한인병력의 이동문제에 해 회담했다. 김일성

도 국무역 표부를 통해 국정부의 편지를 받은 상태 는데 편지의 내

용은 북한정부가 희망하면29) 조선인병력을 넘겨  수 있다는 것이었다. 김

일성은 물론 동의하면서 재는 북한에 배치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4월까지 

이들을 국에 잔류시키도록 요청했다. 스탈린은 3개 사단의 추가편성에 

해 2월 9일 구두허가를 내렸고 3월 14일에는 문서로 허가했다.30) 그 직

28) 루스 커 스, ꡔ한국 사ꡕ, 김동노(외역)(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p. 399.

29) 1945년 해방 직후 조선의용군의 입북시 소련군의 무장해제 후 추방을 국은 연상했으므

로 국군 내 조선인 병사의 귀환에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해방직후의 사건은 김일성 체

제가 구축되기 에 친 국  무장력이 입국하는 것을 소련이 제어한 것이며 1949-1950

년에는 김일성 체제가 확실히 구축되었고 쟁도 비해야 하므로 국내 조선인 부  

병력이 북한으로서도 긴요했을 것이다. 한편 국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향력 확 를 

기했다고 할 수 있다.

30) “한국  문서요약,” 1950년 1월 8일, p. 19, ꡔ한국 쟁 련 소련 극비 외교문서(1949. 1 

-1953. 8)ꡕ(서울: 한민국 외무부, 1994); “모스크바에서 슈티코  사에게,” 1950년 

1월 8일, ꡔ한국 쟁(1950. 6. 25) 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53ꡕ(서울: 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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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공군 내 마지막 한인사단의 입북이 추진되었다. 결국 1950년 4월에는 

국군 최정  부 인 독립15사 부 원 약 1만 4,000명이 이동을 개시해 5

월  원산으로 들어와 조선인민군 제7보병사단을 형성했다.31) 이와는 별

도로 같은 시기에 약 3,000명의 병사가 들어와 인민군 제4사단 제18보병연

가 되었다. 1949년 7월～8월의 2만 여명과 1950년 5월의 17,000명 등 총 

37,000명 이상의 투로 단련된 정  병력이 북한인민군에 편입되었던 것

이다. 한 1950년 2월 국 제16군 제155사단은 북한으로 돌아와 조선인

민군 제7사단이 되었으며 국 출신의 비정규 부 들이 돌아와 1950년 3월 

제10사단을 새로이 구성했고 1950년 2월과 3월에 4～5만 명이 귀국했다는 

통계도 있다. 훨씬 더 많은 조선인 병사들이 1950년 5월 海南島 탈환을 

한 ‘최후의 투’까지 싸웠으며 6월에 쟁이 시작되서야 돌아왔다는 설도 

있다.32) 이들 조선인 부 의 귀환은 북한군 의 병력수 뿐만 아니라 질  

수 을 제고시켰다. 완 무장부 의 귀국은 쟁발발의 결정  배경이 되었

다고 할 수 있다.33) 커 스는 국내 에 참가했던 15만 명의 한국인이 

외무부, n. d.), p. 58; “한국  문서요약,” 1950년 2월 9일, p. 22, ꡔ한국 쟁 련 소

련 극비 외교문서(1949. 1-1953. 8)ꡕ(서울: 한민국 외무부, 1994); “비신스키가 슈티

코 에게,” 1950년 2월 9일, ꡔ한국 쟁(1950. 6. 25) 련 러시아문서: 보충문헌, 1949- 

53ꡕ(서울: 한민국 외무부, n. d.), p. 47; “한국  문서요약,” 1950년 3월 14일, p. 

22, ꡔ한국 쟁 련 소련 극비 외교문서(1949. 1-1953. 8)ꡕ(서울: 한민국 외무부, 

1994).

31) 자이 지하이, “ 국의 한국 쟁 참  결정,” 김철범(편), ꡔ진실과 증언: 40년 만에 밝

진 한국 쟁의 진상ꡕ(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168에는 김일성의 1950년 1월 요청

에 따라 당시 인민해방군에 소속 던 한국계 국군(완 무장한 1개 사단과 여단)을 보

내는 것만으로 김일성을 도왔다고 나와 있다. 한편 김 생, ꡔ조선의용군의 입북과 6⋅25

쟁ꡕ(서울: 명지출 사, 2000), p. 282에 의하면 1950년 3월에 국 남창에서 정주 집

결하여 4월 에 원산 도착 후 12사단으로 개편되었다고 한다. 한 이 부  이외에 1949

년 7월에 166사단과 164사단이 각각 심양과 장춘에서 신의주와 나남에 도착하여 인민군 

6사단과 5사단이 되었다고 한다.

32) 루스 커 스, ꡔ한국 사ꡕ, 김동노(외역)(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p. 338.

33) 딘 러스크는 국이 남침 몇 달 부터 국 북쪽에 있는 부 를 구석 구석 뒤져서 한국 

국 이나 한국인 조상을 둔 군인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북한군에 보냈다는 사실(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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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과 1950년에 귀환하게 되자, 김일성이 이들을 활용하여 소련으로부

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얻어내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서는 국과 

소련이라는 양 강 국 틈바구니에서 자율성을 얻게 되기를 기 했다는 것

이다.34) 실 경험이 풍부했던 그들은 최 방에서 용감하게 싸워 반 승리

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한 비록 별다른 사 임이나 자문은 없었다 할

지라도 1950년 5월 북한의 군사․정당 표단이 국 瀋陽에서 국측 표

단과 군사사항에 한 토의를 가졌다는 사실35)도 상징  의미를 가진다. 

1950년 5월 재 북한군은 10개 사단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소련

으로부터 이양 받은 군수물자로 이들을 무장시킨 상태 다.

당시 남한은 아직 정치⋅경제 으로 혼란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병력

⋅장비가 열세 다. 남한은 10만에 이르는 병력은 갖추었으나, 장비는 빈약

하여 북한의 군사력과는 비교될 수 없는 상태 다. 더구나 비군도 없이 8

개 사단  4개 사단은 후방에 배치되어 제주4⋅3사건, 여⋅순10⋅19사건 

등 게릴라 소탕작 에 여념이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김일성은 1950년 4

월  조선노동당 앙정치 원회에서 무력통일안을 확정시키는 한편, 침략

계획을 은폐하기 하여 남북통일최고입법회의의 서울 개최, 남북 국회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등 평화공세를 벌 다.

1950년 6월 16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침공작 계획(1개월을 기한으로 한 

3단계 계획안36))을 모스크바에 보고했다. 김일성은 슈티코 에게 투행

포로로부터의 심문 내용으로 확인) 등에 주목하면서 국이 1950년 6월 공격의 공범자

이거나 혹은 이 공격을 완 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딘 러스크, ꡔ딘 러스크의 증언: 

냉 의 비망록ꡕ, 홍 주-정순주(역)(서울: 시공사, 1991), p. 111.

34)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Chapter 11 North Korea's China Connection," pp. 355- 

356, 376.

35) 조 환, “한국 쟁의 개 시 ․소의 역할: -소분쟁의 기원, 쟁과의 연계,” 김철범

(편), ꡔ진실과 증언ꡕ(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281.

36) “한국  문서요약,” 1950년 6월 16일, p. 28, ꡔ한국 쟁 련 소련 극비 외교문서(1949. 1 

-1953. 8)ꡕ(서울: 한민국 외무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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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6월 30일쯤에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5월 29일에 말했으며,37) 6월 

21일에는 총공격에 선행된 옹진반도에서의 국지 보다는 6월 25일 全 선

에서 투를 개시하는 것이 목 에 부합한다고 언 했다.38) 스탈린은 21일

의 즉각 인 회답에서 全 선에서의 즉각  진군에 해 지지했다.39)

북한은 1950년 6월 16일 남조선로동당 총책 김삼룡-이주하와 조만식 선

생을 교환할 것을 제의했지만 이는 자신들의 쟁 발발을 은폐하려는 장 

평화공세 다. 따라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은 쟁의 시작이 아니

라 이 의 남북갈등이 단원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상황으로 국면 환이 

37) D. 볼꼬고노 , ꡔ스탈린ꡕ(서울: 세경사, 1993), pp. 459-462; 와다 하루끼, ꡔ한국 쟁ꡕ, 

p. 85.

38) 1950년 5월 29일, 1950년 6월 21일, “한국  문서요약,” ꡔ한국 쟁 련 소련 극비 외교

문서ꡕ(서울: 외무부, 1994), pp. 27-28; 바자노 (외), 앞의 책, pp. 75-76.  자료를 

토 로 한가지 지 해야 할 은 소련에 남침일자를 통고하지 않아 소련을 경악시켰다는 

시몬스(Robert Simmons)식의 ‘소련경악설’이 여지없이 몰락한다는 것이다. Robert R. 

Simmons, The Strained Alliance (London: The Free Press, 1975). 시몬스가 애 부

터 제시하고 있는 것은 소련이 쟁발발 직후 신속하게 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일 뿐, 

“소련이 몰랐다”라는 명확한 증거는 아니었다. Robert Simmons, ꡔ한국내 ꡕ 기 서

(역)(서울: 열사람, 1988), pp. 154～155. 시몬스의 가설에 하여 이즈미 하지메(伊豆

見元)는 지지하며(이즈미 하지메, “한국 쟁 연구의 새로운 단계”; 김동춘[편역], ꡔ한국

사연구ꡕ[서울: 이성과 실사, 1988]), 스투엑은 비 했다. William Stueck, “The 

Soviet Union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World Politics, Vol. XⅩⅧ, No. 

Ⅳ(July 1976). Khrushchev Remembers, with an introduction, commentary and 

notes by Edward Crankshaw, translated, & translated and edited by Strobe 

Talbott(New York: Bantam, 1971), p. 402에는 정된 시각까지 알고 있었다고 나오

며 술한 바와 같이 최근에 공개된 소련문서에도 쟁계획이 소련에 통보되었다고 나와 

있다. 즉 김일성은 잘 짜여진 계획 로 진행시켜 소련당국자를 결코 놀라게 하지 않았

다. 그런데 김일성의 ‘全 선에서의 진격’은 기존의 3단계 계획안의 옹진에서의 진격과는 

다른 것이었다.

39) 바자노 (외), 앞의 책, p. 76; “Stalin cable to Shtykov," June 21, 1950, Archives 

of the President of Russia in Evgeniy P. Bajanov and Natalia Bajanova,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The Most Mysterious War of the 20th Century, Based 

on Secret Soviet Archives,” Completely Rewritten and Edited by Dr. & Mrs. 

Tong-chin Rhee,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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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계기로 볼 수 있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한국군의 북침을 알리는 내무성 보도를 통해 

“38선 역에서 1～2㎞ 침입한 국방군을 단숨에 격퇴하고 당일로 지역에

서 5～10㎞를 진격했다”고 주장했다.40) 그러나 38선 역에서 선제공격을 

당한 측이 어떻게 즉각 으로 반공격을 가해 5～10㎞나 진할 수 있을까? 

따라서 북침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3. 국의 참

1950년 9월 15일부터 10월 국인민지원군이 개입하기 까지는 유엔군

이 으로 우세했다. 유엔군의 반격은 38선을 북진하면서까지 이루어

졌다. 많은 반 에도 불구하고 맥아더의 독단으로 감행한 9월 15일 인천 

상륙작  성공으로 세를 역 시킨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한 후, 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戰前 원상회복이라는 쟁 목표를 넘어서서 10월 8일 

38선 북진을 단행했다. 트루먼은 “ 국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맥아

더(Douglas MacArthur)의 단을 믿어 유엔군의 북진을 계속 지지했다. 

1950년 10월 국군이 개입한 후 38선 이남을 넘어 계속 진공하여 1951년 

1월 20일 유엔군이 재반격을 개시하기 까지는 국군의 인해 술이 성공

을 거두었다.41)

毛澤東은 남침 계획안 최  수립 때에는 金日成-스탈린과 직  공모하

지는 않았으므로 물  지원을 제외한다면 개  기에는 소련과 비교하여 

신 하고 消極的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美國 介入 이후에는 1950년 

40) ꡔ로동신문ꡕ, 1950년 6월 26일.

41) 그런데 박태균, ꡔ한국 쟁ꡕ(서울: 책과 함께, 2005)에 의하면 장진호 투와 같은 특수

한 상황에서만 국이 인해 술을 구사했으므로 국이 시종일  인해 술을 구사한 것

은 아니며 오히려 게릴라 술을 구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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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約束에 의거 다음과 같이 中國軍을 派遣하게 되면서 積極的이 

되었다.

中國의 각을 자극한 최  사건은 美國의 介入 그 자체가 아니라 美國

이 1950년 7월 中國본토와 臺灣 사이에 제7함 를 배치시킴으로써 中國 내

에 다시 介入하고 臺灣해 을 ‘ 립화’42)시키기로 決定했다는 것이었

다.43) 臺灣을 배제시킨 애치슨라인의 中宥和的 태도에 한편으로는 안도

하 던 中國은 다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44) 中國은 美國이 6⋅25 쟁

에 즉시 介入하고 臺灣해 을 쇄하자마자 美國의 介入 의도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中國 륙 체에 있다고 간주했다. 미국은 한국에서의 

쟁이 만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해서 만해 에 함 를 견했다고 

정당화했지만 국은 이를 문자 그 로 믿지 않았다. 국은 소련의 공식 

논평이 나오기 하루 인 1950년 6월 27일 미국 개입을 비 했으므로 소련

보다 더 즉각 이며 극 으로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국의 미국에 한 의구심 때문이었다.

맥아더는 공산주의자에 한 응징이 한반도에만 집 되어서는 범세계

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산주의에 한 효과가 없으므로 이 기회에 국민당군

을 동원하여 中國 본토를 습격하든지, 미군기가 만주를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 다. 그러나 이러한 확  주장은 논의만 되었을 뿐, 세계

을 우려한 국무부가 반 하여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결과 으로는 큰 

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美國의 介入으로 민감하게 변했던 中國을 자극

하기에는 충분했다.

美國이 戰爭목표를 ‘원상태로의 회복’에서 ‘한반도 체를 친미정부 하에 

42) 이 말에 해 국의 지도부는 ‘명실상부한 립화라면 그 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는 태도를 가지기도 했다.

43)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22, No. 574(3 July, 1950), p. 5.

44) 자이 지하이, “中國의 韓國 戰爭 參戰 決定,” 김철범(편), ꡔ진실과 증언: 40년 만에 밝

진 韓國 戰爭의 진상ꡕ(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169. 毛澤東은 미군이 최종 으로 

국민당을 구하기 해서 中國내 에 참가하기로 決定할 것이라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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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킨다’로 변경하여 38선을 돌 하게 되자 양상은 심각해졌다. 처음 미 

국가안 보장회의는 트루먼 통령에게 中國이나 聯이 介入할 징후가 없

으면 미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서 진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

다. 1950년 9월 29일 트루먼은 그 건의를 승인했으며 맥아더에게 戰爭 수

행 권한을 주었다.45) 中國은 유엔군이 38도 분계선을 넘어 설 기미를 보이

자 가장 강력한 어조로 경고했다. 국제사회에서도 美國의 38선 북진은 의

외로 받아들여졌으며 中國의 자 권 발동에 해 동정하는 분 기도 일각

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9월 30일 周恩來는 “中國인민은 결코 외국의 침략을 

용인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이웃 국가가 제국주의자들의 야만  침략을 

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 인민정치 상회의 국

원회 경축 국경  회에서 경고했고,46) 10월 2일(中國 시간으로는 10월 3

일 아침)에는 니카르(Sadar Panikkar) 인도 사에게 “만일 美國 군 가 

北韓을 령한다면 中國은 戰爭에 介入할 것”이라고 통고했다.47) 그러나 

美國의 애치슨 국무장 은 周恩來가 “권한 있는 변인이 아니다”면서 국

45) John W. Spanier, The Truman-MacArthur Controversy and the Korean War (New 

York: W. W. Norton, 1965). 10월 15일 트루먼-맥아더의 웨이크 섬 회담에서도 맥아더

는 소련과 국의 참  가능성을 부인하고 그들의 능력자체를 거의 무시했다. 맥아더는 

트루먼의 국 개입 가능성 질의에 해 국이 개  이후 한 달 는 두 달 이내에 참

했다면 결정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지만 지 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과소평가했다. 

국은 만주에 30만의 군 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직 5만～6만의 병력만 압록강을 건  

수 있을 것이고 공군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만약 국이 평양까지 내려온다고 시도한다

면 오로지 최악의 살육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bstance of Statements made at 

Wake Island Conference on 15 October 1950,” FRUS, 1950, Vol. 7, pp. 948-960. 

이러한 태도는 쟁에 한 극도로 낙 주의  망이라고 할 수 있다.

46) 국 해방군화보사(편), ꡔ그들이 본 한국 쟁 1: 항미원조(抗美援朝)- 국인민지원군ꡕ, 

노동환(외역)(서울: 빛, 2005), p. 39; FRUS, 1950, Vol. VII, pp. 848-849, 851, 

858.

47) 자이 지하이, “中國의 韓國 戰爭 參戰 決定,” 김철범(편), ꡔ진실과 증언: 40년 만에 밝

진 韓國 戰爭의 진상ꡕ(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171. 10월 1일 周恩來는 네루 인도

수상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으며 10월 8일에도 니카르를 만났다. 周恩來, ꡔ周恩來外交文

選ꡕ(北京, 1990), pp.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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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식 인 성명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트루먼 통령도 周恩來의 

을 단순한 선 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다. 국공내 으로 지쳐 

참 할 능력도 여력도 없는 국이 유엔의 태도를 탐색하기 해 단순히 

공갈하거나 허세(bluffing)부리는 것이라고 미국은 평가했다.48) 周恩來의 

경고에 담긴 진의를 해석하기 해 동원된 일본 해군 제독이자 외교 인 

노무라 장군은 그 경고가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非韓國軍이 38선을 

넘는다면 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맥아더 사령부의 정

보담당  로비(Charles Wiloughby) 장군은 노무라의 분석이 단지 추측

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49) 미국인들은 니카르가 “감정 이고 불안정하

며 毛澤東을 옹호하는 쪽으로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50) 제썹(Phillip Jessop) 국무차 과 러스크(Dean Rusk)

는 니카르가 “어떤 숨겨진 동기 때문에 국공산당의 노선을 일시 으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니카르의 ‘음흉한 성격’은 “그의 삽 모양의 수

염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다”고 언 했다.51) 미- 간의 직  채  상실

48) Dean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 (New 

York: W. W. Norton, 1969), p. 452. 당시 국에 한 이해가 었던 미국은 국의 

한국  개입 가능성을 과소평가 했었다. 박두복, “ 국의 한국 쟁 개입원인,” 한국 쟁

연구회(편), ꡔ탈냉 시  한국 쟁의 재조명ꡕ(서울: 백산서당, 2000), p. 155. 1950년 

10월 7일 유엔 리하의 한반도 통일이 유엔의 결의로 통과되자 미국은 국이 유엔에 

도 하여 한반도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한 미국은 인천상륙이 에는 국의 

개입 가능성에 해 염려했지만 상륙 이후 승세에 도취하여 국은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했다. 만약 소련이나 국이 개입 의사가 있었다면 인천상륙 이 에 개입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10월 15일 웨이크섬에서 트루먼을 만난 맥아더는 국의 개입

가능성에 해 희박하다고 언 했다. 정토웅, “북진작 과 공군 개입평가,” ꡔ군사ꡕ 20 

(1990), p. 207.

49) 그러나 국무부는 다르게 평가했다. 알랙시스 존슨(U. Alexis Johnson)은 한국군만을 북

진시킬 것을 제안했다. FRUS, 1950, Vol. VII, pp. 848-849, 864-866. 그러나 투 

비가 이미 끝난 상황이라 북진을 연기할 수 없었다.

50) 김계동, ꡔ한반도의 분단과 쟁: 민족분열과 국제개입-갈등ꡕ(서울: 서울 학교 출 부, 

2000), p. 337.

51)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Princeton: Princ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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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원천 으로 쇄한 것이었으며 메시지 

달자로 니카르를 선택한 것은 국의 잘못이었다.52) 만에 한 국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1949년 여름 니카르를 경유한 국의 경고는 허풍

으로 끝났으므로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다.53) 맥아

더는 국이 실제로 참 할 계획이라면 사 에 이러한 방법으로 그의 의도

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워싱턴은 만주에서 북한으로 많은 

기갑부 의 행렬이 이동하고 있다는 공군 정찰에 바탕을 둔 보고서를 받았

지만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54) 국의 계속된 경고에 해 미국

은 국군의 개입 가능성에 하여 불안감을 갖기는 하 으나, 국이 본

토의 통일을 이룩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한 만문제를 지니고 있

는 만큼 한국 쟁에 개입한다는 것은 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맥아

더 역시 이러한 낙 론을 가졌고, 조만간 한반도가 통일되어 평화가 회복

되리라고 확신하 다. 9월 20일 CIA는 국 의용군이 참 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그려보았고, 한 달 후에는 만주 부 들이 한국으로 견될 것이

라는 다수의 보고서에 주목하기는 했다. 그 지만 11월 1일 CIA 스미스

(Walter Bedell Smith) 국장은 국은 “필시 미국의 만주침공을 정말 두려

워하고 있으며,” 따라서 “ 면 의 험이 증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

경의 안 을 해 완충지 를 설립하려 할 것이라고 단했다.55) 미국은 

한-만 국경에 완충지 를 설정하여 국의 이해를 보장한다면 국의 쟁 

개입 가능성은 어들 수 있다고 생각했음에 비해 국은 북  38도선 이

북을 그들의 안 을 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완충지 로 간주했다.

University Press, 1990), pp. 738-745.

52) 李丹慧, “38도선과 17도선: 한국 쟁과 베트남 쟁에서 -미 정보소통 비교연구,” 박두

복(편), ꡔ한국 쟁과 국ꡕ(서울: 백산서당, 2001), p. 448에서는 국이 미국이 거부감

을 가지고 있는 니카르를 정보 달자로 선택한 것은 실책이었다고 평가된다.

53) 스툭, ꡔ한국 쟁의 국제사ꡕ, pp. 211-212.

54) 스툭, ꡔ한국 쟁의 국제사ꡕ, p. 191.

55) 루스 커 스, ꡔ한국 사ꡕ, 김동노(외역)(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pp. 39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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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이 미국의 즉각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오 하여 쟁

을 도발했듯이 당시 미국은 국의 참 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오

하여 확 을 감행했던 것이다.

미국이 개입하고 북한이 리자 국은 북한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참 을 비했다. 그 지만 1950년 10월 부터 순까지 국의 

毛澤東 등 지도부는 미국과의 결을 부담스럽기도 하고 소련의 지원도 확

실하지 않아 잠시 머뭇거리기도 했다. 다음과 같이 장고를 거듭했던 것이

다.56) 1950년 10월 1일 스탈린이 毛澤東에게 參戰勸誘에 한 電文을 보냈

으므로 10월 2일 새벽 毛澤東은 스탈린에게 參戰한다는 電報의 草案을 作

成했다. 그러나 10월 2일 오후 中共黨 中央書記處 擴大 議에서 參戰 反  

意見이 優勢하자 10월 2일 밤 毛澤東은 주  소련 사 로신에게 參戰保留 

決定을 통보했다. 그러자 10월 5일 스탈린은 毛澤東에게 參戰을 보다 강하

게 권유했다. 10월 7일 유엔군의 38도선 북상을 허용하는 서방측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되자 10월 8일 毛澤東은 人民志願軍 結成과 出動에 한 待

機 命令을 국군 내부에 公 했다. 그러나 10월 11일 스탈린과 周恩來는 

국의 參戰을 保留하고 北韓政府를 中國으로 却시키는 것에 해 合意

했으며 10월 13일 스탈린은 스탈린-周恩來 合意를 金日成에게 傳達했다. 

한편 10월 13일 下午에 毛澤東은 中共黨 政治局 議에서 參戰을 決定하고 

스탈린에게 通報했다. 이에 10월 13일(모스크바 시간)과 14일 스탈린은 中

國의 參戰 決定 김일성에게 通報하고 却 白紙化를 指示했다. 10월 14일

에 毛澤東은 參戰日字를 19일로 決定했다.57)

국은 소련의 ‘유보 인 간청’과 북한의 극 인 간청58)이라는 외  요

56) 이완범, “ 국인민지원군의 한국 쟁 참  결정과정,” 박두복(편), ꡔ한국 쟁과 국ꡕ(서

울: 백산서당, 2001), pp. 217-241.

57) 이완범, ꡔ한국 쟁: 국제  조망ꡕ(서울: 백산서당, 2000), pp. 143-147.

58) 북한은 1950년 10월 1일 박헌 을 북경으로 견해 毛澤東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앙

원회 김일성-박헌  연명의 친서(“존경하는 모택동 동지 앞”)를 달했다. 이 편지는 

국 丹東의 항미원조 쟁기념박물 에 소장되어 있으며 2000년 서울에서 열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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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다가 자국의 주체 인 단이 최종 으로 작용해 참 했다고 할 수 있

다.59) 毛澤東에 한 스탈린의 불신을 해소하기 해서 국은 소련이 주

도하는 쟁에 참가한 측면도 있다. 국은 소련의 요구에 부응해서 참

했지만 종속국이 되려 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소련으로부터 독립하

려는 의지에서 나온 참 이었다. 소련의 정치-경제  원조를 확보하고 만주

에서 소련세력을 철 히 철수시켜 강력한 정치-경제  군사력을 확보하기 

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출병은 소련-북한 계와 내부 인 상황인식의 복합  결과

으며 국력의 단순한 소모 기보다는 소련으로부터 물자를 확보하여 독립

을 담보하려는 ‘자기보 ’  의도의 명 략을 운용한 결과 다.

국이 참 함으로써 韓國戰爭은 미- 戰爭으로 환되었다.60) 결과를 

단순화시키면 中國의 參戰을 유도한 것은 美國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국의 경고를 받아들여 38선을 넘지 않았다면 국도 개입하지 않

았을 것이라고 국측 학자들은 한결같이 주장했다. 이는 국개입의 책임

을 으로 미국에 돌리려는 인식태도인 것이다.61)

시회와 도록, ꡔ6⋅25 쟁50주년특별기획 : 아! 6⋅25 그때는 자유를, 이제는 통일을ꡕ

(서울: 조선일보사- 쟁기념 , 2000), p. 68에 나온다. 한 10월 8일 瀋陽에서 박일우

가 彭德懷와 하기도 했다. 洪學智, 앞의 책, p. 28, p. 36.

59) 병에 반 하는 국제주의자 周恩來(미국과의 계 개선 주장)와 병을 주장하는 친소

 高崗과의 논쟁이 10월에 벌어졌다. 1950년 10월, “한국  문서요약,” ꡔ한국 쟁 련 

소련 극비 외교문서ꡕ(서울: 외무부, 1994), p. 57.

60)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61) 만약 38선을 넘지 않았다면 국은 출병하지 않았을까? 국의 군사령 들은 개입의 최

 시 이 미군과 동맹군들이 38선을 넘은 후라고 건의했지만 이 조건이 필요조건이라

고 간주하지는 않았으며 인천상륙작  훨씬 이 부터 개입을 비했으므로 개디스는 만

약 38선을 넘지 않았더라도 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John Lewis 

Gaddis, We Now Know：Rethinking Cold War History (Oxford：Clarendon Press, 

1997), p. 81; 박건 (역), ꡔ새로 쓰는 냉 의 역사ꡕ(서울: 사회평론, 2002),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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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  리 의 개

1950년 10월 24일 한국군 제6사단이 청천강 상류에 있는 운산(雲山)에서 

국군으로 보이는 군에 포 되었고, 이를 구출하기 한 미국 제1기병

사단마 도 26일에 포 되어 고 하 다. 국군은 4개군 약 50만 병력으

로 고원지 를 타고 몰려 내려왔다. 아직 국군의 진면목을 교 을 통하

여 확인하지 못했던 맥아더는 자신에 차 있었다. 11월 24일 맥아더가 직  

지휘에 나서 총공격을 시도하며 방어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11월 26일 

85만 명의 규모 공세에 한 맥아더는 미군의 단계  후퇴를 미 합참에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 서부 선의 유엔군은 29일까지 청천강 이남으로 후

퇴하 고 12월 1일부터는 동부 선에서도 철수를 개시하 다. 12월 4일 맥

아더는 “ 국군 100만이 북한에 투입되었으며, 새로운 쟁이 시작되었다”

고 발표하 다.

1950년 12월 4일 유엔군은 평양에서 완  철수하 고, 14일부터 24일 사

이에는 동부 선의 유엔군 12만 명과 피란민 10만 명이 흥남( 南)에 모여 

해상으로 철수하 다. 국군의 개입으로 세는 역 되고 장기화될 조짐이 

나타났다. 국군의 원조에 힘입은 북한군이 26일 다시 38선을 넘어 남진

하자, 맥아더는 미국에 재차 지상증원군을 요청하고 새로운 정치  결정과 

략계획을 제시하 다. 이와 함께 국이 동조한다면 38선을 경계로 휴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국에 한 면  응을 주장하 다. 

그러나 면  험을 경계하던 트루먼 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

며, 오히려 한반도로부터의 유엔군 철수안에 더욱 심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과 국의 결이 기정사실화되어 명실상부한 국제 으로 轉化된 상

황에서 국 등 서방 참 국은 미국에게 휴 을 구하게 되어 한국 쟁 

정 을 한 유엔 3인 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들이 국과 하 으나 

실패하 다. 미국 휴 안에 별다른 내용이 없음을 확인한 국군과 북한군



軍史 第63號(2007. 6)204

은 1951년 1월 5일 서울에 진입하고도 군사작 을 계속했다. 당시 선은 

평택 장호원 안양 일 로 고착되었는데 이를 바로 공군의 신정공세라고 

한다. 국이 한국 쟁 정 에 거부 태도를 취하 던 것은 당시 황이 그

들에게 유리하 기 때문이며, 그들은 계속 유엔군을 추격하여 남진하 다. 

남한정부와 민간인들은 1950년 1월 4일 다시 피란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1⋅4후퇴이다.

1951년 1월 25일부터 유엔군은 반격을 재개하여 2월 10일 인천과 김포

(金浦)를 탈환하 고 서울에 진입했으며 다음날 서울을 수복하 다. 그러나 

공군의 2월 4차공세로 다시 빼앗겼다가 국군 제1사단의 공격으로 3월 14

일 완 하게 서울을 탈환하 다. 그해 7월 10일까지 소모  양상을 띠었으

며 이때 서방 참 국들은 미국에게 휴 을 추진하도록 더 강력하게 압력을 

가했다. 2월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공식 으로 국을 침략자로 규정했다.

이 게 국군의 공세를 지하고 38선 근방을 경계로 군사  치상태

를 회복한 미국은 '38선 재돌 ' 논쟁을 벌 다. 휴 을 추진하자고 주장하

는 미 국무부와 재돌 -재북진을 주장하는 미 군부와의 논쟁이 벌어진 것

이었다. 결국 3월 24일에는 38선을 다시 돌 하 다. 이때 맥아더는 국 

북동부인 만주(滿洲)지방을 폭격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정부는 휴 을 

모색하는 입장을 취하 다. 국과의 면 을 불사하면서까지 확 을 옹호

한 맥아더는 국 공업지  폭격을 포함한 4개 항목에 달하는 면  응

을 계속 주장하 으나 철되지 않았다. 맥아더와 미국정부(국무부)의 이와 

같은 립은 4월 11일 유엔군총사령 인 맥아더를 해임시킴으로써 끝났다. 

미 국무부의 입장은 철되었던 것이다.

결국 새로운 사령  릿지웨이(Matthew Ridgway)에게 38선의 면  재

돌 가 불가함이 통보되어 미국은 휴 을 극 추진하 다. 국이 참 한 

후 선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어느 한 쪽의 일방  승리가 불가능해졌고, 

미국도 맥아더를 해임하는 등 더 이상 쟁을 확 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소련이 국과 북한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미국은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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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과 하기 시작했다. 이에  주소 사 (George F. Kennan)과

의 1951년  비  막후교섭62)을 거친 소련의 외상 리 말리크(Adam 

Malik; 당시 유엔 주재 소련 표 음)는 1951년 6월 23일 '戰場에서의 휴

'을 공식 제의했고 국도 처럼 유엔가입이나 만문제를 언 하기보

다는 곧 이를 지지하는 신속한 행동을 보 다.63) 남북 양측은 쟁의 계속

을 통한 상 방의 흡수통일을 추구하여 휴 을 반 하 지만 7월 10일 개

성에서 휴 정을 체결하기 한 본회담이 개시되었을 때, 자신들의 표

단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5. 쟁의 정치  종결: 한반도 휴 체제의 성립

1951년 7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는 투와 회담이 지속되었다. 

휴 회담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회담이 2년여를 끌 동안 

국측은 “회담하면서 공격하고 공격하면서 회담한다"는 법을 택하 으며 

미국은 공산측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하여 여러 차례 공 폭

격을 가하 던 것이다.64) 군사분계선의 설정, 휴  감시 방법  그 기구

의 설치, 방의 당사국 정부에 한 건의, 쟁포로 송환문제를 둘러싸고 

62)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 131.

63) Barton J. Bernstein, “The Struggle over the Korean Armistice: Prisoners of 

Repatriation," Bruce Cumings, ed.,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pp. 264- 

265.

64) 표  폭격으로는 1952년 6월 23일에 이루어진 수풍 을 비롯한 10여개의 발 소 폭격

과 7～8월에 이루어진 평양 폭격이 있다. Rosemary Foot, The Wrong War: American 

Policy and the Dimensions of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pp. 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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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의견 립이 심해 여러 차례 회담이 단되기도 하 다.

7월 10일 직후에는 비교  원활히 진행되어 26일에는 의제를 합의했다. 

그러나 일차 으로는 양군의 경계선 책정 문제가 난제 다. 이미 38선을 

넘어 진격하고 있던 미군은 양군의 선에 따라서 결정하자고 주장하

으나 공산측은 38선의 원상회복을 고집했다.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8

월 22일 공산측은 회담을 일방 으로 단시켰다. 회담이 단되자 투는 

다시 격렬하게 벌어졌다. 2개월 뒤 유엔군총사령  릿지웨이의 제안에 따

라 10월 25일부터 문 에서 휴 회담이 재개되었다. 북한측은 선을 

군사경계선으로 하자는 유엔군측의 주장에 양보하고, 11월 27일에는 립

국감시 원회의 설치에도 동의하 다.

결국 의사일정과 휴 선 획정문제, 감시 원단 구성문제 등에 한 합의

가 이루어진 1952년 5월 포로송환 문제−즉 쟁포로의 자유송환(유엔군측

의 입장)이냐 원 본국 송환(공산측 입장)이냐−만이 미해결의 난제로 남

게 되었다. 유엔군측은 많은 북한군 포로가 쟁  강제 징집된 뒤 투항하

고, 한 한국군 포로 가운데 많은 수가 북한군에 강제 편입된 사실 그

리고 국군 포로 가운데에는 국에 송환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상당

수에 달한다는 사실들을 이유로 포로 송환은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 으나, 북한측에서는 무조건 강제송환을 주장하며 이를 

거 하 다. 휴 회담의 교착상태에서 투가 계속되는 동안 2가지 한 

사건이 일어났다. 먼  1952년 12월 3일 제7차 유엔총회에서 포로송환에 

한 결의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것은 송환 원회를 조직, 포로

를 120일간 설득하여, 그들이 희망하는 장소로 송환하자는 결의 지만 북

한측에서 반 하 다.  하나는 1953년 3월 5일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함

으로써 새로운 기를 맞이한 이다. 미국과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모두 

교체된 시 인 3월 28일 북한측에서 휴 회담 재개를 제의하여 4월 이후 

휴 정이 재개되었다. 공산측은 송환을 희망하지 않는 포로를 립국에 

맡겨, 그들의 귀국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자는 새로운 제의를 하 다.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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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상병포로교환 정이 성립되어 정각서가 교환되었다. 결국 아이젠하

워의 롤백정책에 린 공산측 양보로 6월 8일 포로의 자유송환 원칙이라는 

합의가 도출되어 휴 정은 사실상 매듭 지워졌다.

그러나 휴 을 시종일 하게 반 해온 이승만 통령이 6월 17일 북한으

로의 귀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 약 2만 6천명을 과감히 석방하는 일이 벌

어져65) 공산측의 강력한 군사공세를 불러일으키는 등 잠시 휴 성립에 암

운을 던져 주었다.

이에 한미방 조약의 체결과 경제원조 등을 약속하면서 이승만을 무마시

켜 “휴 정체결에 더 이상의 방해는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이승만으로부

터 얻어낸 미국은 마지막 고비를 넘겨 7월 22일 군사분계선이 확정되고 각

각 2㎞씩 비무장지 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여 7월 27일 공산군 측의 북한군 

사령 과 국인민지원군 사령  그리고 유엔군 사령  사이에 휴 정이 

체결되어 3년 1개월에 걸친 승패 없는 쟁은 끝이 났다. 남한정부는 휴 에 

반 한다는 의도아래 북진을 외치며 휴 정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

6. 맺음말: 국에 미친 향

국 공산당은 인민공화국 수립 부터 북한에 병력을 보내 지원했으며 

쟁 결정과정에서도 병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결국 지켰다. 따라서 

국은 북한의 맹으로서 지 까지도 북한체제 유지의 든든한 후원자로 자

리하고 있다.

그런데 6․25 쟁에 가장 큰 변화를 겪었으며 향을 받은 주변국은 역

65) 휴 에 반 해온 이승만 통령이 1953년 6월 9일 반공포로를 석방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온 후 18일(한국시간) 반공포로를 석방하 다. 이를 버거는 rebellion이라고 규정하

다. Carl Berger, The Korea Knot: A Military-political History, Rev. ed.(Philadel-

phia, Pennsylvan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64),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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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이다.  하나의 북한 주변국 소련은 쟁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

으나 이 사실을 숨겼으므로 형식 으로는 6․25 쟁과 아무 계없는 나라

이기 때문이다.

국은 많게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으며 국내경제 발 의 

해를 래했을 뿐만 아니라 만을 통일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국 역사 이래 최  규모의 탄약을 소모했다고 한다. 외 으로는 6⋅25

에 개입함으로써 유엔으로부터 침략자의 낙인이 , 1971년 말 화민국

이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서 축출되고 가입이 허락될 때까지 미국 주도하의 

국제 사회에서 고립을 감수해야만 했다.66) 그러나 국이 이 게 손실만을 

입었던 것은 아니다.

국이 6⋅25 쟁 개입으로 얻은 최 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국의 생명

선인 동북지역의 안 을 해  필요한 완충지 인 북한이  세력

의 지배권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했다는 것이다. 북한을 완충지 로 확보한 

것은 지 도 국의 한반도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요한 고려요소로 작

용하고 있다.

한 국은 화된 군장비와 무기 등 소련으로부터 규모 군사-경제 

원조를 받아 경제회복과 군 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

부 으로는 1949년 건국이후 토지개 을 비롯한 사회주의 개 에 한 심

각한 항과 경제생활의 궁핍으로 공산당 통치에 한 환멸과 불만이 국

으로 만연했다. 이 게 혼란했던 내부  제반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국내

의 정치통합과 공산정권의 공고화를 이룰 수 있었다. 한 북한이 유엔군

의 참 으로 존망의 기에 착하게 되었을 때 참 하여 북한을 구출해 

66) 이러한 에 주목하여 평소 국공산당에 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스탈린이 국과 

미국을 이간시키기 하여 자신은 참 하지 않은 채 국의 참 을 유도하는 함정을 의

도 으로  놓았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만약 한반도에서의 미․ 결이 일어나지 않

았다면 1950년  에 미국은 국을 승인했을 것이며 따라서 국을 고립화시키려는 

소련의 략은 20여 년 동안 성공 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김학 , ꡔ한국 쟁ꡕ(서

울: 박 사, 1989),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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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19세기 말 청․일 쟁 패배 이후 상실하 던 한국문제에 한 발

언권을 회복하는 요한 계기를 부여받게 되었다. 6․25 쟁 이  소련의 

그것에 비하여 무하 던 국의  북한 발언권은 6․25 쟁 개입으로 

말미암아 1958년 국군이 북한에서 철수할 때까지 소련의 그것을 능가할 

수 있었다.67) 외 으로도 국은 미국이라는 강 국과 쟁하여 미국을 

한반도의 북부에서 축출하는데 성공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둠으로써 

그 국제  지 를 향상시켰다. 국은 북한과 맹 계를 구축하여 후 

복구에 참여했으며 오늘날까지도 향력을 행사하려하고 있다. 한반도와 인

도차이나 문제 해결을 한 제네바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신생정권의 국제  

상도 높 다. 재도 휴 상의 한 당사자로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한 6자회담의 의장국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1953년 스탈린의 사망으로 소련은 내우외환을 겪게 되었다. 내부 으

로는 후계구도를 둘러싼 불화가 일어났으며 쟁실패에 한 비 이 고조되

어 외부 으로는 스탈린 주도의 공산주의 진 의 결속력이 크게 약화되고 소

련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스탈린에 뒤이은 흐루시 (N. S. Khrushchyov)

의 수정주의  정책은 소련의 지 를 크게 동요시켰다. 6․25 쟁 에 북

한을 기에서 구하여  것은 얼마  김일성을 옹립하 던 소련이 아니라 

국이었다는 사실은 소련에게 -소-북한 계 상 실질 인 심각한 타격

을 제공했다. 한 국으로서는 소련으로부터 약속된 참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함으로서 차후 -소 분쟁의 요인  하나로 작용하게 되었다.

(원고투고일：2007. 3. 6, 심사완료일：2007. 6. 8)

주제어: 6⋅25 쟁, 국의 한국  개입, 모택동, 스탈린, 휴

67) 정진 , “북한- 공-소련의 삼각 계," ꡔ계간 사ꡕ 제1호(1980년 11월),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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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War and

the Chinese Entry into the Korean War

Lee, Wan-bom

When Russian archives were widely open and Chinese documents had 

been already published on the late 1990’s, a hot debate on the Chinese 

Entry into the Korean War was opened. The discrepancy was revealed 

between the Russian and Chinese version of Mao’s 2 October 1950 message 

to Stalin on Chinese Entry into the Korean War. While Mao made a 

decision not to send any troops then in the Russian version, he said Stalin 

to make a decision to send 12 divisions on 15 October in Chinese version.

Mao’s handwriting message which exists 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entral Archives was not sent. Mao verbally delivered the reluctant message 

on entry into the Korean War to Roshchin and authorized the Soviet 

Ambassador to convey it to Stalin.

Due to direct confron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e Soviet Union and 

China were originally reluctant to enter the Korean War. After Stalin 

discussed China's entry into war with Zhou Enlai from on 9 October, they 

agreed on the evacuation of North Korea and the retreat of Korean troops 

to the Northeast China. As Mao Zedong believed that the US control of 

entire Korea would pose a threat to China, he became less reluctant than 

Stalin. Mao's hesitation partially came from his calculation to receive more 

military help from Soviet Union such as air umbrella. Despite Stalin’s 

reluctance, Mao made the final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o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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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950. Had China not intervened in the Korean War, Mao would 

have lost an opportunity to assume a leadership role in Asian revolutionary 

movement.

Key Words : The Korean War, Chinese Entry into the Korean War, Mao 

Zedong, Stalin, Armistice



한국 쟁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53

1) 羅  鍾  男*

1. 들어가는 

2. 기의 한국군과 재편성 논의

3. 시 한국군 재편성(Making a Better Army)

4. 시 한국군 증강(Making a Bigger Army)

5. 맺 음 말

1. 들어가는 

한국군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되어 이후 약 37개월간 지속된 한국

쟁 기간  제1년차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1) 한국군의 시련은 공군

이 참 한 1950년 10월 이후 극에 달했는데, 1951년 5월에는 국군 제3군단

＊ 육군사 학교 교수

1) 본 논문에서는 ‘한국군’과 ‘한국 육군’ 혹은 ‘국군’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는데, 논의의 

범 와 성격상 모두 ‘육군’에 한정됨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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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군의 집 공격을 받아 붕괴됨으로써 유엔군 선 체에 치명 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쟁 제1년차에 기에 처한 한국군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외부

에서는 물론 내부에서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개  기에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낙동강방어선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부터 공군의 집

공격이 가해지던 1951년 까지 한국군 수뇌부는 어려운 장상황에도 불

구하고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최 한 활용하여 지속 인 재편성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매우 조 이었는데, 북한군을 상 하던 1950년 9월까지

의 재편성은 체로 큰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공군 참  이후에 실시

된 재편성 노력은 별다른 효과가 없었으며, 그 결과 1951년 에 한국군은 

장(戰場)의 유일한 피해자로 락하 고, 심지어 일부 부 들은 미군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 다. 1951년 3월에 작성

된 미 8군 사령부의 투 찰 보고서는 ‘과연 한국군이 공군에 한 공포

와 공황(恐慌, the Chinese Neurosis)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을 제기할 정도 다.2)

그러던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휴 논의가 시작되었던 1951년 7월부

터 유엔군 사령부 주  하에 한국군에 한 실질 인 재편성이 시작되었다. 

유엔군 선의 반을 담당하던 한국군의 투력 향상 없이는 미군의 쟁

수행 부담이 끝없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시작된 한국군 

재편성 과정에서 제시된 가장 요한 목표는 한국군의 투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었다. 한 1952년 5월부터 시작된 한국군 증강 계획은 성공

으로 진행 이던 재편성 로그램의 효과를 극 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 결과 약 2년여에 걸친 재편성  증강 로그램의 성공으로 인하여 

쟁 제1년차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한국 육군은 물리 ⋅심리 인 측면 모

두에서 ‘새로운 군 (a new army)’로 태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 육군

2) Far Eastern Command, Report of Army Field Observations (March 1951), pp. 7-8, 

U. 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Carlisle, Pennsylvania[hereafter USAM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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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믿음직한 군 (a reliable military)’3)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임스 밴 리트(James A. Van Fleet) 미 8군 사

령 과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 사령 이 한국 육군을 상

로 추진한 두 가지 로그램, 즉 재편성 로그램과 증강 로그램의 성공

에 기인한다.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군과 

미군은 한국군의 투 효율성 향상과 강한 군 로 성장시키기 해서 서로 

긴 한 조를 통해서 마침내 ‘새로운 한국군(a new ROK Army)’을 만드

는데 성공하 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 쟁을 후한 시기의 한국군에 한 연구는 부분 

해방 직후 시작된 한국군의 창군 과정, 기 성장, 그리고 개  기의 

투수행에 집 되었다. 특히 해방 직후부터 한국 쟁 발발 시까지 미국의 

한반도 소외정책으로 인해 장비와 훈련이 부족했던 한국군이 북한군의 기

습공격을 받아 개 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냉 사  근4)

과 KMAG에 의한 한국군 창군  기 발 과정을 자세하게 다룬 군사사

(cross-military cultural) 근이 주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5)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다른 시기에 비해서 비교  가용한 사료가 풍

부한 한국 쟁 제2, 3년차에 해서는 일부 단편 인 주제들을 제외하고는 

포 인 연구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이다. 1950년  말에 KMAG의 

3) Ridgway, Interview Manuscript, “Troop Leadership At The Operational Level: The 

Eighth Army In Korea,” by General Walker Fl Winton, Jr., p. 2, Clay and Joan 

Blair Collection, Box 62, USAMHI.

4) Nam-Sung Huh, “The Quest for a Bulwark of Anti-communism: The Form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Officer Corps and Its Political Socialization 

1945-1950"(Ph.D. diss., Ohio State University, 1987); Young-woo Lee, “The United 

States and the Form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1945-1950"(Ph.D. diss., 

Duke University, 1984); To-woong Chung, “The Role of the U.S. Occupation in 

the Creation of South Korean Armed Forces, 1945-1950"(Ph.D. diss., Kansas 

State University, 1985).

5)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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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 한국군의 증강  재편성을 다룬 미군 보고서 형태의 연구

들이 고작이었다.6) 최근에 와서야 온창일, 박일송 등이 ‘소규모의 보잘 것 

없던 한국군’이 3년간의 한국 쟁을 치루면서 ‘ 을 치룰 수 있는 군

다운 군 ’로 발 하는 과정, 의의  향에 한 연구들을 내 놓으면서 

이 주제에 한 실질 인 근이 시작된 듯하다.7)

한국 쟁  한국군의 재편성과 증강을 통한 발 과정에 해서 다룰 본 

논문은 1951년 6월 이후 밴 리트 사령 이 주도한 한국 육군의 재편성 

과정과, 1952년 5월 이후 클라크 유엔군 사령 이 주도한 한국군 증강 과

정을 심으로 논의를 개할 것이다.8) 특히 본 논문은 한국 쟁 제1년차

6) Alfred H. Hausrath, The KMAG Advisor: Role and Problems of the Military 

Advisor in Developing an Indigenous Army for Combat Operations in Korea 

(Chevy Chas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Operations Research Office, 1957); 

David C. Skaggs and Richard P. Weinert, American Military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n Army 1951-1965 (U), Draft Manuscript, RG 319, Military 

History Section, “KMAG in Peace and War," Box 1, National Archives, College 

Park, Maryland. [hereafter RG No., Title, Box No., NA.]; Kenneth W.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 11 July 1951 to 27 July 1953 (U), RG 338, Military 

Historians’ Files, Box 12-13, NA.

7) 온창일, “6⋅25 쟁과 한국군의 팽창,” 유 익⋅이채진 편, ꡔ한국과 6⋅25 쟁｣(서울: 연

세 학교 출 부, 2002), 55~90; 박일송, “ 쟁  국군의 충원과 교육훈련,” ｢한국 쟁

사의 새로운 연구｣, Vol. 2(2002. 12), pp. 3~53; Il-Song Park, “The Dragon From 

the Stream: The ROK Army in Transition and the Korean War, 1950-1953"(Ph. 

D. diss., Ohio State University, 2002).

8) 본 논문에서는 한국군이 재편성 과정에서 학교 교육 시스템, 화력 증강, 장교단 교육 등 

거의 모든 차와 과정을 미국 육군의 모델을 ‘그 로’ 도입하 음은 물론, 미국 육군의 

교육  훈련 체계, 술  교리, 문화 등을 배웠다는 측면에서 Americanization을 

그 이론  틀(frame)로 제시한다. Americanization을 학문, 경제, 문화, 기술 등에 

용한 표 인 연구로는 Emily S. Rosenberg, Spreading the American Dream: 

American Economic and Cultural Expansion, 1890-1945 (New York: Hill and 

Wang, 1982)와 Heide Fehrenbach and Uta G. Poiger eds., Transactions, Trans-

gressions, Transformations: American Culture in Western Europe and Japan 

(New York: Berghahn Books, 2000) 등이 있으며, Americanization을 군 에 용한 

연구로는 Maria Hohn, GIs and Fräuleins: The German-American Encounte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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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북한군과 공군에게 심각한 심리 ⋅물리  타격을 입었던 한국군이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불과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냉 의 군 (a 

Cold War Army)’ 혹은 ‘자유 민주주의의 보루(a bulwark of liberal 

democracy)’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現代) 한국군으

로 발 할 수 있는 석을 마련하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의 한국군과 재편성 논의

한국군의 군사  약 이 가장 많이 노출된 시기는 공군의 제1차 공세

가 시작되었던 1950년 10월부터 제5차 공세가 완료된 1951년 5월말까지

다. 이 시기에 유엔군 선의 한 축을 이루며 북진하던 한국군 부 들은 

공군의 우선 공격목표로 선정되어 큰 타격을 입었다.9) 특히 선이 청천

강에서부터 한강으로까지 이동하 던 1950년 11월말부터 1951년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한국군은 이 다 할 방어작 을 펼치지도 못하고 유엔군 

선을 따라 후퇴만 반복하 다. 공군 참  이후 세가 역 된 이후 곤혹

스러웠던 것은 유엔군도 외는 아니었다. 1950년 12월에 매튜 리지웨이

(Matthew B. Ridgway) 장이 신임 8군 사령 으로 부임하 으나, 불과 

10일 후에 개시된 공군의 신정공세에 의해서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은 

서울마  내주고 37도선까지 려났다. 공군의 공세가 지속되자 워싱턴 

1950s West Germany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2); 

Virginia M. Bouvier, ed., The Globalization of U.S.-Latin American Relations: 

Democracy, Intervention, and Human Rights (Westport: Praeger, 2002) 등이 있다.

9) Shu Guang Zh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Lawrence,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87; Bin Yu, 

“What China Learned from Its ‘Forgotten War’ in Korea," in Mao’s General 

Remember Korea, trans. and ed. Xiaobing Li et. al.(Lawrence,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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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한반도에서 미군을 포함한 체 유엔군을 철수하는 문제가 다

시 거론되었다.10)

그러나 신임 리지웨이 사령 은 공군 참  이후 수세로 일 하던 유

엔군 체에 자신감과 투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해서 “Why We Are 

Here!”라는 자신의 결의가 반 된 훈시문을 하달하고, ‘더 이상 철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 다.11) 그리고 1951년 1월 말에 규모 력수색

작 으로 추진한 Operation Wolfhound를 시작으로 이후 약 5개월 동안 리

지웨이 사령 의 지휘 아래 열을 가다듬은 유엔군은 공산군과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결국 병참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지속 인 투수행에 문제 을 드러낸 공군은 유엔군에 차 려서 

1951년 3월 말에는 서울을 포기하 다. 이후 유엔군은 Killer, Ripper, 

Thunderbolt 등의 작 을 추진하면서 다시 38도선을 회복하 다. 5개월 만

에 세가 다시 역 된 것이다.12)

1951년 4월과 5월에 개시된 두 차례의 춘계공세에서 공군은 최  약 

700,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규모 공세를 감행했다. 이에 맞선 유엔

군은 공산군의 반 정도인 약 340,000여명의 병력만으로 맞섰으며, 공산

군의 공격을 성공 으로 막아내고 선을 차 북쪽으로 추진하여 마침내 

캔자스(Kansas) 선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 다.13) 1951년 에 공군과 

미군 사이의 결을 자세하게 찰한 정일권 참모총장은 기술과 화력을 바

탕으로 한 미군과 우세한 병력을 바탕으로 한 공군의 결에서 쟁

10) James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298-300.

11) Lt. General M. B. Ridgway, “Why We Are Here," 21 January 1951, Ridgway 

Papers, Box 17, USAMHI.

12) 온창일, ꡔ한민족 쟁사ꡕ(서울: 집문당, 2001), 623-40;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338.

13) 정일권, ꡔ정일권회고록: 6⋅25 비록- 쟁과 휴 ꡕ(서울: 동아일보사, 1986), 280(이하 ꡔ

쟁과 휴 ꡕ); 온창일, ꡔ한민족 쟁사ꡕ, 640.



한국 쟁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53 219

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하 다.14) 정일권 참모총장이 평가한 

로, 미군과 공군은 서로에 해서 각각의 장 을 살려 상  우 를 달

성하 으나, 어느 한쪽도 상 방을 압도하지는 못했다.

이처럼 공군의 규모 공세와 유엔군의 반격이 몇 차례 반복되었던 

1951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장의 유일한 피해자는 한국군이었다.15) 1950

년 12월 이후에 한국군에 한 미국의 병참지원이 일부 증가하 으나, 한

국군은 여 히 소총, 수류탄, 지뢰 등 기본 인 투물자를 포함하여 

인 병참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장교와 병사의 약 80%가 

정규훈련을 받지 않은 인원들이어서, 한국군 지휘 들은 정상 인 작 수행

이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하 다.16) 훈련이 안된 병력들을 지휘하는 

한국군 지휘 들은 부 를 보존하기 해서는 군이 다가오기 이 에 철

수할 수밖에 없었다.17) 그러나 한국군 부 들의 조기 철수는 인 하는 미

군 부 와 유엔군 선 체에 심각한 부담을 가져왔다. 이 시기에 빈번하

게 발생한 한국군 부 들의 조기 철수나 붕괴는 부 원 체가 희생하는 

순간까지 인  부 의 철수로 확보를 해서 노력하 던 국군의 설마리 

투와 네덜란드 군의 횡성 투 등과 비교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

되었다.

그 결과 리지웨이 사령 을 포함한 미군 지휘 들은 한국군을 재편성하

는 것이 매우 시 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특히 한국군 장교단  간

부들의 리더십 부족을 우선 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 하 다.18) 1951

14) 정일권, ꡔ 쟁과 휴 ꡕ, 307-09.

15) 정일권, ꡔ 쟁과 휴 ꡕ, 315-18.

16) 김행복, ꡔ한국 쟁의 쟁지도: 한국군  UN군 편ꡕ(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9), 450.

17) 장도 , ꡔ장도  회고록: 망향ꡕ(서울: 도서출  숲속의 꿈, 2001), 215(이하 ꡔ망향ꡕ).

18)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hereafter FRUS]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7), 

Vol. 7: Korea and China, 1951, Part I, p. 419; From Major General(USAR) Frank 

E. Lowe to President Harry S. Truman, 8 January 1951, Frank E. Lowe Papers, 

Box 1, USAM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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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에 8군 사령부의 투 찰단(Combat Observation Team)이 국군 

제3군단의 투를 찰한 후 작성한 보고서는 한국군 지휘 들이 “부 를 

효율 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 하 다.19) 한 

이 보고서는 한국군 장교와 부사 들에게 “강한 투의지의 근원인 열정

이고 문 인 리더십을 기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20) 그 결과 한

국군 부 들이 공군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한국군은) 제 로 싸워 보지

도 못한 채 매번 공포와 공황에 빠져 스스로 붕괴하 던 것이다”라고 평가

하 다.21)

공군 참  이후 고 을 면치 못하던 한국군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사건은 1951년 5월 순에 동부 선의 리 북방에서 국군 제3군단 

체가 공군의 공격을 받아 붕괴한 사건이었다. 개  이래 단일 투에

서 가장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 투에서 한국군은 3개 사단이 심

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 지역에서 유엔군의 선이 20㎞나 남하하 다.22) 

붕괴된 선을 막아내기 한 미군 제10군단의 필사 인 노력이 없었다면, 

동해안의 국군 제1군단마  고립되어 어려움에 처할 뻔하 다. 리 투의 

치욕스런 패배 직후 제3군단은 해체되었으며, 태백산맥 동쪽의 제1군단을 

제외한 모든 투일선에서 한국군 부 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미군

의 보호를 받기 해서 후방으로 려난 것인데, 한국군 지휘 들은 이러

한 상황을 투부 로서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곤혹스러워했다. 

뿐만 아니라 미군 지휘 들로부터 ‘싸울 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더 이상 

19) Far Eastern Command, Report of Army Field Observations (March 1951), pp. 7-8, 

USAMHI.

20) Ridgway to Hull, 23 July 1951, Ridgway Papers, Box 20.

21) John E. Wiltz, “The MacArthur Hearings of 1951: The Secret Testimony," Military 

Affairs 39 (December 1975): 169, footnote no. 40.

22) 백선엽, ꡔ6⋅25 한국 쟁 회고록: 군과 나ꡕ(서울: 륙연구소 출 부, 1989), 192-93(이

하 ꡔ군과 나ꡕ); 유재흥, ꡔ격동의 세월ꡕ(서울: 을유문화사, 1994), 234-40(이하 ꡔ격동의 

세월ꡕ); 온창일, ꡔ한민족 쟁사ꡕ, 6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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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치욕 인 최후통첩을 받아야 했다.23) 뿐만 아니

라 이 패배가 계기가 되어 한국군에게 한 미군의 군수지원이 단되었고, 

이로 인해서 국군의 병참 수 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한 국방장 과 육

군 참모총장이 경질되는 등 극단 인 장이 뒤따랐다.24)

흥미로운 사실은 1951년 5월의 리 투를 계기로 한국군 재편성을 둘러

싼 한국정부와 유엔군 사령부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되었다는 이다. 선

에서 드러난 한국군의 나약한 투력은 한국군과 한국정부 만의 문제가 아

니라 유엔군 체의 문제라는 을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유엔군 선의 반을 담당하던 한국군 부 들의 투력 회복 없이는 유엔

군 체가 고 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국정부와 유엔

군 사령부는 한국군에 한 재편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일치하 다. 그

러나 과연 어떠한 방법과 차를 통해서 한국군의 재편성을 추진할 것인가

에 한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립된 것이 문제 다. 한국정부는 무기, 

장비  인력부족을 한국군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 하면서, 미국이 당

장 한국군의 인원과 규모를 증강시키고, 이들에 해 충분한 무기와 보

지원을 증가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 다.25) 특히 이승만 통

령은 미군이 한국군에게 무기와 장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 다. 

그러나 리지웨이 사령 은 한국정부와 이승만 통령이 제안하는 해법, 즉 

단순한 한국군의 규모 증강과 미국의 한국 군사원조 증강이 한국군의 문

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26) 그는 1951년 에 

23) 백선엽, ꡔ군과 나ꡕ, 199.

24) “Statement by President Syngman Rhee," 24 March 1951, Ridgway Papers, Box 

20.

25) Ridgway to Collins and JCS, 10 May 1951; Omar N. Bradley, Chairman, JCS,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Defense–Subject: President’s Rhee’s (Republic 

of Korea) Statement," 23 May 1951, Record Group 218, Geographic Files, 1951-53, 

Box 31, The 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College 

Park, Maryland [hereafter RG No., Title, Box No., NA.].

26) Ridgway to Collins and JCS, 10 May 1951, RG 218, Geographic Files, 1951-53, 



軍史 第63號(2007. 6)222

한국군의 투를 측하고 작성한 미군의 보고서들을 인용하면서, 한국군의 

문제가 단순히 인원과 무기의 부족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

으로 리더십의 결여와 훈련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27)

이처럼 한국군의 문제 해결에 한 한국정부와 유엔군 지휘부 사이의 이

견(異見)은 차 미묘한 갈등으로 발 하 다. 이승만 통령은 한국군에 

한 증강과 무기 지원을 거부하는 리지웨이 사령 을 상 하지 않고 직  

워싱턴의 미국정부에 자신의 의사를 달하려 하 다. 한 AP등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언론을 상 로 미국이 한국군에 한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 다.28) 이에 해서 리지웨이 사령 은 이승만 통령을 ‘고집불통’

이라고 비난하며, 한국정부와 이승만 통령이 한국군 증강 문제를 정치

인 문제로 확 하여 해결하는 것을 반 하 다.29)

그러던 와 에 국군 제3군단의 패(大敗)로 끝난 리 투는 본인의 의

지 로 한국의 증강과 재편성을 이루려던 이승만 통령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이승만 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투력은  향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  이후 가장 최악

의 패배를 당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군 3군단의 패배로 인해서 1951년 6월 

이후 진행된 한국군 재편성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이승만 통령의 입지는 

제한되었고, 신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군 재편성에 한 주도권을 행사하

게 되었다.

공군에게 큰 패배를 당한 이후 자신감을 잃은 한국군의 근본 인 문제

Box 31, NA; Ridgway to the Army, “Personal for General Haislip," 25 May 1951, 

RG 319, Chief of Staff, Decimal File, 1951-52, Box 641, NA.

27) Ridgway to the Army, “Personal for General Haislip," 25 May 1951, RG 319, Chief 

of Staff, Decimal File, 1951-52, Box 641, NA.

28) Ridgway to Collins and JCS, 20 May 1951; Ridgway, Interview Manuscript, 

“Troop Leadership At The Operational Level: The Eighth Army In Korea," by 

General Walker Fl Winton, Jr., p. 2, Clay and Joan Blair Collection, Box 62, 

USAMHI.

2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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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엇(what)이며, 한국군의 재편성을 가(who) 주도할 것인가에 한 

문제가 일단락되자, 그 다면 과연 어떠한 과정(how)을 통해서 한국군을 

재편성할 것인가에 한 문제로 심이 환되었다. 이 문제를 능수능란하

게 해결한 사람은 1951년 3월에 리지웨이 사령 의 후임으로 제8군 사령

에 취임한 제임스 밴 리트 장이었다. 제2차 세계 의 맹장이자, 1948

년부터는 공산주의 게릴라들 때문에 고 을 면치 못하고 있던 그리스에서 

미국 군사고문단을 지휘하여, 그리스 육군을 공산게릴라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킨 밴 리트의 등장은 한국군에게는 다행스러운 일

이 아닐 수 없었다.30) 그는 불과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 육군을 규모로 증강시켰고, 미국의 그리스 군사원조를 증가시켰

으며, 미국 군사고문단을 활용하여 그리스 육군의 교육훈련 수 을 향상시

켰다. 그 결과 밴 리트 장군이 육성하고 훈련시킨 그리스 육군이 그리스 

북부의 산악지 를 심으로 활동하던 공산 게릴라들을 완 하게 소탕할 

수 있었다.31)

밴 리트의 진가는 그가 한국군의 문제 에 해 내린 최 의 진단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밴 리트는 안으로 떠오른 한국군 재편성 문제에 

하여 임자인 리지웨이와  다른 처방을 내놓았다. 리지웨이는 한국

군의 가장 시 한 문제로 장교단의 리더십 결함을 지 하 는데, 한국군이 

미군과 같은 충성심과 문성을 겸비한 장교단을 갖는 것이 최우선 으로 

해결해야할 일이라고 단하 다. 따라서 한국군이 믿음직스럽고 문 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장교단을 갖추지 못한다면, 투 효율성 향상 등 재 

30) Paul F. Braim, The Will to Win: The Life of General James A. Van Fleet 

(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2001); Raymond E. Bell Jr., “A General 

for the ‘Tough Hombres’," World War II (September 2004): 24, 80.

31) Eric Downton, “Van Fleet Put His Greek Battle Training to Work," Look Reports 

(September 1951); Lindesay Parrott, “South Korean Troops Improved in Combat," 

The New York Times, 18 October 1952, James A. Van Fleet Papers, S-24, George 

C. Marshall Library, Lexington, Virginia. On Van Fleet’s achievement at Greece, 

see Braim, The Will to Win, 15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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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고질 인 문제 들은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어 한국

군을 괴롭힐 것이라고 단하 다.32)

하지만 밴 리트는 한국군의 투 효율성을 증강시키는 것이 선무라

고 단하 다. 리지웨이가 주장하는 장교단의 부실과 리더십 부재 등의 

문제는 한국군이 직면한 가장 근본 인 문제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러한 근

원 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공군에 한 패배로 인해서 내외부 으

로 수많은 비난에 직면한 한국군과 한국군 지휘 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성과를 드러내야 했다. 빠른 

시간 내에 에 두드러진 발 을 이 야 만, 비로소 한국군의 자신감이 회

복될 것이고, 자신감이 회복된 다음에 장교와 지휘 들에 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리더십을 겸비한 훌륭한 문 직업군 장교단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었다. 사실 국군이 참 한 1950년 10월 이후 

1951년 까지 장에서 드러난 한국군의 문제 을 분석한 KMAG의 보고

서에 의하면 당시 한국군은 장교단의 리더십 부재뿐만 아니라, 심각한 훈

련 부족, 무기와 장비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특히 군  체에 걸

쳐있는 자신감 부족은 매우 심각한 수 이었다.33) 한국 쟁 내내 한국군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 온 KMAG의 분석을 신뢰한 밴 리트 사령 은 한국

군이 실추된 자신감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군 로써 갖춰야 할 투 효율

성을 갖추기 해서는 한국군의 체질을 완 히 바꿀 수 있는 재편성 로

그램이 필요하다고 단하 다.34)

그 결과 한국에 부임한 지 약 3개월 동안 한국군을 정 하게 찰한 후 

32) Ridgway to the Department of Army for Hull, 5 May 1951, RG 218, Geographic 

Files, 1951-53, Box 31, NA.

33) CG EUSAK to CINCFE, “Personal for Hicky from Van Fleet," 20 July 1951, RG 

554, KMAG AG Decimal File, 1951, Box 41, NA.

34) Ibid; Van Fleet to Collins, 13 June 1951; Collins to Van Fleet, 17 July 1951, Van 

Fleet Papers, Box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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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 리트는 1951년 7월에 한국군 재편성 계획을 미국 육군성에 제출하

다. 밴 리트가 제출한 한국군 재편성 계획의 가장 요한 골자는 한국군

에 한 교육과 훈련을 강조한 것이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 체계 마련 등 한국군의 체 인 훈련시스템을 마련하

는 것이고, 둘째, 사단  부 에 이르기까지 각  부 의 야  훈련(field 

training)을 강화하는 것이며, … 마지막으로, 이상의 두 가지 훈련을 바탕

으로 실제로 선에서 각 부 가 투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 학교 교육 시스템은 재에도 어느 정도 수 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

고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장할 기구를 발족시켜 이를 더욱 보강될 것

이다. … 재 한국군의 모든 사단들에게 각 부 별로 최소한 60일 정도의 

훈련 기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35)

밴 리트 사령 이 한국군 재편성 로그램을 비하는 과정에서 요

한 역할을 했던 첫 번째 요소는 그가 그리스 육군을 훈련시켰던 경험이었

고, 두 번째 요소는 그동안 5년 이상 한국군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 온 

KMAG의 축 된 노하우 다.36) 밴 리트가 한국군의 재편성 과정에서 강

조한 학교 교육 시스템 강화와 각  부 들에 한 야  훈련의 강화는 그

가 그리스 육군에 용하 던 것들이다.37)

밴 리트 사령 의 한국군 재편성 계획은 미국 국방부와 육군성으로부

터 극 인 지지를 받았다. 한국 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미국 외교정책의 

추진방향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고민하던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있어서 

한국군의 성공 인 재편성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새로운 냉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즉, 만약 한국군이 한국 선에서 자

립 으로 공산군과 치할 수 있는 수 으로 성장하고 강화될 수 있다면, 

35) Van Fleet to Collins, 13 June 1951, Van Fleet Papers, Box 86.

36) Braim, The Will to Win, 245-47.

37) Van Fleet to Collins, 13 June 1951, Van Fleet Papers, Box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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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을 포함 한 유엔군은 다른 선에서 공산군에게 새로운 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콜린스(J. Lawton Collins) 육군참모총장과 페이스

(Frank Pace, Jr.) 육군성 장 은 밴 리트가 제출한 한국군 재편성 계획

을 극 환 하 으며, 밴 리트에 한 극 인 지원을 약속하 다.38)

하지만 밴 리트 사령 의 한국군 재편성 로그램에 한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은 이승만 통령과 한국군 지휘 들이었다. 이승만 통령은 만약 

선의 상황이 호 되지 않는다면 국가 체가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

이라는 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밴 리트 사령 이 제시하는 한국군 

재편성 계획을 환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한편 이 시기에 한국군 지

휘 들이 밴 리트 개인과 미군 체를 하는 태도는 매우 흥미롭다. 이

들은 임 8군 사령 인 워커나 리지웨이와 달리 밴 리트를 잘 따랐으며,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상의하는 등 친 한 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

다. 한국군 지휘 들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밴 리트 사령 의 개인  성

향에 의한 차이에서 생겨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시기에 한국군 지휘 들

이 체 으로 미군을 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은 쟁 제1년차를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오래 에 일본군이나 국군

에서 배운 오래된 군사지식만으로는 공군과 같은 막강한 군 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미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미군이 어떻게 공군을 상 하고 있는가를 여러 차례 보아

왔던 터라, 한국군이 재편성을 통해서 미군과 같은 압도 인 투력을 갖

는 군 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군 지휘

들은 밴 리트 장군의 재편성 로그램을 극 으로 환 하 는데, 무

엇보다도 이 재편성 로그램이 한국군의 체질을 근본 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기 때문이다.39)

38) J. Lawton Collins, War in Peacetime: The History and Lessons of Korea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9), 314-18.

39) Van Fleet to John J. Muccio, Ambassador of the U.S. to the ROK, 2 May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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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 리트 사령 의 한국군 재편성 계획을 후원한  다른 세력은 오랫

동안 한국군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 온 KMAG이었다. KMAG은 밴 리트

가 한국에 부임하기 오래 인 1950년 12월부터 한국군의 투 효율성을 증

강시키기 한 일부 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었다.40) 뿐만 아니라 KMAG

은 밴 리트가 한국군 재편성에 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 을 때, 그동

안 한국군을 편성하고 훈련시키면서 축 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밴 

리트를 보좌하 다. 밴 리트는 자신이 계획한 방향으로 한국군 재편성

을 추진하기 해서는 KMAG의 확장과 유능한 고문 들의 증원이 필수

이라고 단하고, 이것을 육군성에 강력하게 요청하 다. 그 결과 KMAG 

고문 들의 숫자가 격하게 증가하여 1951년 7월에는 무려 1,300여명 정

도가 고문 으로 활동하 는데, 이는 개  기에 비해서 무려 4배나 증가

한 숫자이다.41)

그러나 기에 처한 한국군의 재편성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요소는 밴 리트 자신의 강한 신념과 추진력이었다. 그는 이승만 

통령을 포함한 한국의 정치지도자들과 한국군 지휘 들의 극 인 지지

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 다. 그는 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의 한국

군 부 를 방문하 으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한국군의 상황에 해서 

자세하게 알려고 노력하 다. 밴 리트는 매번 자신의 방문에 이승만 

통령과 국방장 을 동행하려고 노력하 는데, 이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에

게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로그램에 한 지지를 얻기 한 것이었다. 이

처럼 최 한 가까운 곳에서 한국군 지휘 과 병사들의 사정을 직  듣고 

W. M. Hodge, Major General, Commanding General, the 9th U.S. Army Corps, to 

Van Fleet, 28 April 1951, Van Fleet Papers, Box 86; Chang, Doyoung, Commanding 

General, 6th ROK Army Division, to Van Fleet, 25 November 1951; 15 July 1952, 

Van Fleet Paper, Box 73.

40)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55), 141-51.

41)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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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려고 노력한 밴 리트의 노력은 성공하여, 그가 방문하는 곳마다 

한국군의 지휘 과 병사들이 그를 환 하 다. 한국군 부 들에 한 잦은 

방문과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과의 빈번한  등은 그가 그리스에서 비슷

한 임무를 추진하면서 이미 큰 효과를 얻었던 것들이었다.42) 결국 밴 리

트 장군의 헌신 인 노력의 결과, 한국군은 불과 2년도 되지 않는 짧은 시

간에 완벽한 모습으로 선에 다시 나타날 수 있었으며, 많은 한국인들이 

밴 리트 사령 을 “  한국군의 아버지(the father of the modern 

ROK army)”로 칭송하게 되었다.43)

3. 시 한국군 재편성(Making a Better Army)

밴 리트는 자신이 구상했던 한국군 재편성의 가장 근본 인 목표인 한

국군의 투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해 가장 먼  한국군의 학교 교육  

훈련 체계를 보강하 다.44) 한국군은 1947년 이래 KMAG의 지도하에 미국 

육군의 학교교육 시스템을 본뜬 일부 학교와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

나, 쟁이 발발하자 모든 것들이 무 지고 말았다. 1951년 1월에야 비로소 

KMAG의 헌신 인 노력에 의해서 일부 학교들이 부활하 으나, 제 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45) 1951년 5월의 한국군 학교교육  훈련 시스템

42) Braim, The Will to Win, 272-78; Eric Downton, “Van Fleet Put His Greek Battle 

Training to Work," Look Reports (11 September 1951), Van Fleet Papers, Box 

S-24.

43) Syngman Rhee’s address to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28 July 1954; 

“ROK Army Comes of Age as a New Division Is Born," New York Well Telegram, 

24 November 1952, Van Fleet Papers, Box S-24.

44) Braim, The Will to Win, 273; Van Fleet to Collins, 13 June 1951, Van Fleet 

Papers, Box 86; CG EUSAK ADV to CINCFE, “Personal for Hickey from Van 

Fleet," 20 July 1951,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51, Box 41,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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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한 KMAG의 보고서에 따르면, 12개의 병과학교와 2개의 훈련소가 

존재했으나 이들은 어느 구의 종합 인 통제를 받지 않고 KMAG 고문

들에 의해서 개별 으로 조직  운 되고 있었다. 그 결과 병과학교들이 

독자 으로 장교 양성과정, 기  군사반(OBC)  고등 군사반(OAC) 과정

을 운 하 으나, 각 학교들의 교육과정을 체 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

구가 부재하여 각 학교별, 교육과정별 교육 시스템이 복되기도 하고 

한 일 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46) 한 한국군의 유일한 신

병 훈련소인 제주도 육군 훈련소는 넘쳐나는 신병을 교육시키기에 시설이 

턱 없이 부족하 다. 한 운 병 훈련과정과 같은 특수과정의 신설로 인

해서 제주도 육군훈련소의 임무는 더욱 가 되고 있었다.47) 이 외에도 유

능한 강사의 부족, 훈련 장비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이 훈련소가 제 로 

기능을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48)

밴 리트 사령 은 한국군 체의 학교 교육  훈련 시스템을 부활하

고 활성화시키기 해서 1951년 8월에 구에 한국군의 모든 교육훈련 체

계를 장할 기구인 교육사령부(the Replacement Training and School 

Command)를 출범시켰다. 교육사령부는 당시에 독자 으로 활동하고 있던 

45) Kenneth W.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 11 July 1951 to 27 July 1953 

(U), RG 338, Military Historians’ Files, Box 12-13, NA., pp. 125-26;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141-48.

46)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26; KMAG to Secretary of the Army, 

“Korean Army Training Program," 11 April 1951; G-3 to Chief, KMAG, “Advisors 

to Korean Army Training Installations," 26 February 1951,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51, Box 57, NA.

47) Chief, KMAG, to Senior Advisor, The Leaders School, “Inactivation of The Leaders 

School," 31 May 1951,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51, Box 41, NA; G-1 

Advisor to G-3 Advisor, “Replacement," 29 April 1951; G-3 Advisor to Chief, 

KMAG, “Increased Output 1
st
 RTC," 26 July 1951; Chief, KMAG, to Commanding 

General, EUSAK, “Replacement Training, ROKA," 29 July 1951,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51, Box 57, NA.

48)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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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병과학교와 2개의 신병 교육 를 통합하여 운 함으로써 명실 공히 

한국군 체의 교육훈련에 한 임무를 담당하 다.49) 교육사령부의 출범

으로 인해서 그동안 각 병과학교별로 진행되던 여러 가지 종류의 임  교

육, 기  교육, 보수 교육이 통일성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다. 이를 해서 교육사령부에서는 각 학교에서 사용할 훈련 교재와 교범

을 발행하 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각  부 들에 용할 표  술과 

교리를 발 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 다.50)

그러나 밴 리트와 KMAG은 각 학교별가 지역별로 흩어져 있어서 교육

사령부에 의한 일 성 있는 교육 운 과 감독이 어렵다는 것과, 이들 학교

들을 연결할 수 있는 통합 행정 시스템 부재 등 심각한 문제 을 발견하

다. 면 한 검토 후에, KMAG은 만약 한국군의 모든 학교들이 한 곳에 모

여서 하나의 사령부 아래 통제되어 있다면 훨씬 효과 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하 다.51) KMAG으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밴 리트 사령 은 한국군 지도부의 조를 얻어 교육사령부를 구에서 

주로 옮기기로 결정하 다. 특히 새롭게 주에 자리를 잡은 교육사령부

에는 보병학교, 포병학교, 통신학교가 주축을 이  1951년 11월까지 우선

으로 옮겨와 교육을 시작하 으며, 나머지 학교들은 제 치에서 육군본

부의 통제를 받았다. 주로 새로 옮겨온 교육사령부는 1952년 1월 6일에 

육군 교육훈련센터(the Korean Army Training Center)로 개편되었다.52)

49) G-3 to Chief of Staff, KMAG, “Replacement and School System," 3 August 1951; 

Chief, KMAG, to Brigadier General Arthur S. Champany, Deputy Chief of KMAG, 

“Activation of the Replacement-Training and School System," 6 August 1951,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51, Box 33, NA.

50) Major Lyle E. Widdowson to Senior Advisor, RTSC, “Programs of Instruction and 

Weekly Training Schedules," 18 October 1951,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51, Box 33, NA.

51) KMAG G-3, General Reference Files, no date, quote from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28-29.

52)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29-30;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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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무 (Kwang-ju Military Post)53)

학교 교 육 과 정
규 모
(명)

교육기간
(주)

총 가용
학생 수

보병

학교

고등군사반(Advanced Officers Course) 120 14

4,080

기 군사반(Basic Officers Course) 600 14

장교 양성과정(Officer Candidate School, BI) 1,250 10

장교 양성과정(Officer Candidate School, BM) 1,050 14

기갑과정(Tank Course) 1,062 11

포병

학교

고등군사반(Advanced Officers Course) 30 10

2,010

기 군사반(Basic Officers Course) 40 8

장교 양성과정(Officer Candidate School) 360 14

차량 수리과정(Motor Maintenance) 100 10

FDC and Survey 50 4

통신 특기과정(Communication Specialists) 30 6

병 양성과정Enlisted (BM) 1,400 8

통신

학교

장교 양성과정(Officer Candidate School) 40 14

1,210

기 군사반(Officers Basic Course) 35 10

교환병 양성과정(Radio Operator, CW) 500 16

교환병 양성과정(Radio Operator, Voice) 100 6

기기 수리과정(Radio Repair) 100 16

야  가설과정(Field Lineman) 150 8

교환수 양성과정(Switchboard Operator) 50 5

통신 보 과정(Signal Supply) 50 6

통신 수리과정(Telephone Repair) 50 8

서신 종합과정(Message Center) 100 8

유선 종합과정(Wire chief) 35 13

연간 총 교육가능 인원 7,300

178-79; Addenda, Van Fleet Papers, Box 89.

53) “Brochure of ROKA Training,"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25 November 1951, RG 338, Office of the Military History, 

Classified Organization Files, Box 85,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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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교육훈련센터는 장차 강한 군 로 성장할 한국군의 요람이자 상징

으로서, 이승만 통령으로부터 ‘상무 (尙武臺)’라는 명칭을 부여받았다.54) 

훗날 많은 한국군 지휘 들이 회상하듯이, 상무 의 개소야말로 ‘신(新) 한

국군(a new ROK army)’을 건설하기 한 모든 장병의 노력이 결집된 결

과 다. 한 과거의 악몽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던 한국군 체에게 있어

서 상무 는 공군과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교리를 공부하고 심신

을 단련할 수 있는 수련의 도장(道場)이었다.55) 육군 교육훈련센터의 개소

를 계기로 한국군은 지난날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해 노력을 집 할 수 

있었다.

육군 교육사령부가 육군 교육훈련센터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다른 요한 변화는 바로 신병 교육체계의 발 이었다. 과거 제주도 육군 

훈련소에 의존하던 신병 훈련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악하고 있던 밴 

리트 사령 과 KMAG은 1951년 11월에  다른 신병 훈련소를 논산에 개

소하기로 결정하 다. 육군 제2훈련소로 불릴 이 새로운 훈련소의 임무는 

장차 증가할 신병들에 한 체계 인 교육훈련을 담당하여, 제한된 시설과 

인력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던 제주도의 제1훈련소의 임무를 해소하

는 것이었다.56)

논산에 육군 제2훈련소가 개소하던 1951년 11월 이 까지 제주도의 제1

훈련소는 배우 벅찬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우선 육군의 각 부 에 보낼 

약 14,000여명의 신병들에 한 기  군사 훈련을 담당했으며, 운 병 교육 

등 일부 특기 교육도 병행하 다.57) 특히 1951년 7월 이후에는 신병들에 

54) Colonel Albert G. Wing to Chief, KMAG, “Opening Ceremony of KATC," 16 December 

1951,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51, Box 41, NA.

55) 이한림, ꡔ이한림회상록: 세기의 격랑ꡕ(서울: 팔복원, 1994), 224(이하 ꡔ세기의 격랑ꡕ).

56) “Replacement Training Center 1 & 2," in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no date, Van Fleet Papers, Box 90.

57)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45;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148-51; Addenda, Van Fleet Papers, Box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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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훈련 기간이 처음에는 4주 다가 8주, 12주로 차 연장됨에 따

라서 한국군 유일의 훈련소로써는 훈련 시설, 인력  자용 교육 자재 등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 많았다.58) 그러던 와 에 제2훈련소의 개소로 인하

여 한국군의 신병 훈련 시스템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는데, 불과 열흘 

미만의 기  군사 훈련 후에 각 부 로 신병들을 보냈던 과거와는 달리 평

균 6~8주의 기  군사훈련을 마친 병사들을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59)

한국 육군의 학교교육 시스템을 육군 훈련센터 심체제로 종합시킨 밴 

리트 사령 은 한국군 연  이상의 각  부 들의 투 효율성을 증가

시키기 한 요한 제도 하나를 제안하 다. 창군 이래 1951년 7월까지 

한국군의 연  부 들은 훈련다운 훈련을 제 로 받은 이 한 번도 없

었다. 한국 쟁 발발 직 까지 고작해야 1/3정도가  훈련을 마쳤다

는 것은 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 쟁 1년차를 경험하면서 부분의 

연   사단  부 들은 훈련다운 훈련을 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다. 

부 단  훈련 기회의 부재와 더불어 각  부 의 군사훈련 유경험자 비율

이 어든 것 역시 심각한 수 이었다. 결국 장병 개인에 한 훈련과 부

 훈련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군 부 들에게 높은 수 의 투력

과 투 효율성을 기 하기는 무리 다.

밴 리트 사령 은 이처럼 훈련이 부족한 한국군 부 들에게 제 별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해서 자신이 그리스 육군에서 용하여 

큰 효과를 얻었던 야외 훈련소(the Field Training Center, FTC)라는 부

별 훈련 로그램을 도입하 다.60) 이 로그램의 주된 목 은 한국군 각 

58)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44-45;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148-51; Addenda, Van Fleet Papers, Box 89; G-3 advisor to G-1 Advisor, 

“Replacements" G-3 to Chief of Staff, KMAG, “Korean Army Personnel Situation," 

22 May 1951; G-3 Advisor to Chief of Staff, KMAG, “Increased Output 1st RTC," 

26 July 1951, RG 554, KMAGAG Decimal Files, 1951, Box 57, NA.

59) Eugene R. Edwards, “Cradle of the ROK Army," Korean Survey 6(November 1957): 

9-14, Van Fleet Papers, Box S-19.

60) Braim, The Will to Win, 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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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한 제 별 훈련을 실시하여, 각 부 의 

투 효율성을 상승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해서 미 제8군 하의 각 군

단이 한국군 사단들에 한 훈련을 지원하되, KMAG이 체 인 훈련 일

정과 진행상황을 통제하기로 하 다.61) 마침내 첫 번째 야외 훈련소가 

1951년 8월에 미 제1군단의 통제 하에 부평에 개소(開所)되어, 한국군 제9

사단이 처음으로 입소하 다.62)

제1야외 훈련소 개소에 즈음하여 밴 리트 사령 은 한국군 사단이 훈

련을 담당한 미군 군단장의 책임 하에 약 9주가 소요되는 훈련 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시하 다. 첫 번째 주에는 부  이동  훈련 비를 해 

할당되었고, 나머지 8주는 개인훈련으로부터 시작하여, 소부   부  

훈련으로 진행되었다.63) 야외 훈련소 로그램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해

서 미군 군단들은 유능한 장교와 부사 을 선발하여 지원하 으며, 이들은 

훈련소에 입소한 한국군 부 들에 배치되어 각종 훈련을 감독하고, 지도하

으며, 매일매일 훈련 결과를 야외 훈련소장인 군단장에게 보고하는 등 

실질 인 교 의 임무를 수행하 다.64) 한국군 부 의 훈련을 지원  지

도하기 해서 견된 미군 장교와 부사 들은 본격 인 훈련이 시작되기 

이 에 미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 고, 훈련이 진행되는 도 에는 매일 

야간에 교육훈련 결산을 통하여 체 인 진행상황을 검할 정도로 열성

을 가지고 임했다. 한 이들은 본인들이 미국 육군의 각종 교육기 에서 

배운 내용과, 한국 쟁에 참 하여 새롭게 습득한 각종 투기술을 종합하

여 교육을 비하는 등 매우 성실하게 교  임무를 수행하 다.65) 이들은 

61) Van Fleet to Commanding General, I, IX, X U.S. Corps, “ROK Army Training 

Within Corps Areas," 30 September 1951, Van Fleet Papers, Box 84.

62)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33; Addenda, Van Fleet Papers, Box 89.

63) Van Fleet to Commanding General, I US Corps, Chief of Staff, ROK Army, Chief, 

KMAG, Commanding General, 9th ROK Division, “Letter of Instruction," 5 August 

1951, Van Fleet Papers, Box 84.

64) Hausrath, The KMAG Advisor, 1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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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배우려는 한국군 장교  병사들의 성

실하고 근면한 태도에 감탄하곤 하 다.66)

제1야외 훈련소가 한국군 제9사단을 성공 으로 훈련시켰다는 보고를 받

은 밴 리트 사령 은 당장 이 로그램을 확 하기로 결정하 다. 그는 

당시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군단들에게 각각 1개씩의 야외 훈련소를 

설치하여 운 하라고 지시하 다.67)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KMAG은 

밴 리트의 지시에 따라 1951년 9월에 세 개의 야외 훈련소를 추가로 개

소하 고, 각 훈련소마다 차례로 입소할 한국군 사단들을 지명하 다.68)

한국군의 재편성 로그램이 자신의 지침과 KMAG의 감독 아래 순조롭

게 진행되자, 밴 리트 사령 은 한국군의 가장 고질 인 문제이자, 쟁 

제1년차에서 한국군 부 들을 가장 어렵게 하 던 ‘화력 부족’의 문제를 해

결하기로 결심하 다. 돌이켜 보건 , 쟁 제1년차에 한국군 부 들은 

차와 항공기는 물론 구경의 포병장비조차 보유하지 않았으며, 각 사단에 

105㎜곡사포 가 편제된 것이 고작이었다.69) 그런데 더욱 심각했던 것

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미군의 포병장비 일부가 지원되었던 1951년 

4월과 5월 이후에도 한국군 부 들의 화력은 크게 증강되지 않았다는 이

다. 그 이유는 한국군 부 들이 이러한 장비들을 제 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 인 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일부 부

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미군의 장비들을 귀찮게 여기는 경우도 있었으며,

65) Ibid.

66)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32-44.

67) Alfred H. Hausrath, The KMAG Advisor: Role and Problems of the Military Advisor 

in Developing an Indigenous Army for Combat Operations in Korea (Chevy Chas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Operations Research Office, 1957), 179-81.

68) 한편 기존 한국군 부 들에 한 보충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야외 훈련소는 한국군의 증

강이 본격화된 1952년 6월 이후에는 신설  창설된 부 들에 한 훈련 임무가 추가되

어, 부  훈련소(the Unit Training Center) 임무를 추가 으로 시행하 다.

69) Chief, KMAG, to Deputy Chief of Staff, EUSAK, “Memo," 25 May 1951, Van Fleet 

Papers, Box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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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육군 야외훈련소(Field Training Center, FTC) 황70)

구    분
한국군
부

훈 련 기 간 훈련소요
기간 (주)시  작 종  료

제1 야외훈련소:

미 제1군단 하

(부평)

9사단 1951.  8. 18 1951. 10. 12 8

8사단 1952.  2. 18 1952.  3. 15 4

1사단 1952.  4.  7 1952.  4. 18 2

1사단 1952.  8. 18 1952.  9. 27 6

수도사단 1952. 11.  3 1952. 12.  5 5

제2 야외훈련소:

국군 제1군단 하

(양양)

3사단 1951.  9. 24 1951. 10. 18 4

5사단 1951. 11.  1 1952.  1.  9 10

11사단 1952.  1. 25 1952.  3. 29 9

12사단 1952. 11. 12 1952. 12.  4 3

15사단 1952. 12. 10 1952. 12. 31 3

20사단 1953.  1.  2 1953.  2. 15 3.5

21사단 1953.  3.  9 1953.  5.  9 8

22사단 1953.  5. 20 1953.  7. 13 7.5

25사단 1953.  7. 13 - -

제3야외 훈련소:

미 제10군단 하

(양구)

7사단 1951. 10.  8 1951. 11. 18 6

3사단 1951. 11. 27 1952.  1.  7 6

6사단 1952.  1. 21 1952.  3. 15 8

제4야외 훈련소:

미제9군단 하

(사창리)

2사단 1952.  4. 21 1952.  6. 15 8

8사단 1952. 10.  4 1952. 10. 17 2

9사단 1952. 10. 27 1952. 11. 15 3

2사단 1952. 12.  1 1952. 12. 20 3

22사단 1953. 7 . 23 - -

1. 제2야외훈련소는 1952년 7월 1일부터 부 훈련소(the Unit Training Center, 

UTC)로 변경되어 신편부  훈련을 담하 음.

2. 제3야외훈련소는 1952년 3월에 폐지되고, 제4훈련소로 이 .

3. 제4야외훈련소는 1952년 5월 1일부로 제5연  훈련소(Regimental Training Center, 

RTC)로 개편.

70)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 Chapter 3, Figur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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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경우가 허다하 다.71) 밴 리트 사

령 과 KMAG은 한국군의 재편성을 성공 으로 이루기 해서는 한국군의 

화력증강이 가장 근본 인 문제이며, 이를 해서는 미군의 화력 장비와 

무기 지원이 필수 이라고 단하 다. 한 이들은 한국군에게 단순히 미

군의 무기  장비만 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들을 조작하고 효과

으로 운 할 것인가에 한 교육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 다. 이

를 해서 KMAG은 한국군에 포병부 와 포병 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선무라고 단하 다.72)

한국군의 화력을 증강시키기 한 밴 리트와 KMAG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한국군의 포병화력 증강 

계획이었다. 이를 해서 우선 KMAG은 한국의 굴곡이 심하고 산악이 많

은 지형에 포병이 합한가에 해서 면 하게 검토하 다.73) 한반도 지형

에 한 기  조사를 마친 후, KMAG은 한국군에 합한 포병 증강 계획

을 제안하 는데, 이 계획은 한마디로 한국군의 체 포병 화력에 융통성

을 강조함과 동시에 화력의 집 을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을 개발하는 것이

었다.74) 이러한 개념 하에 KMAG은 우선 각 사단별로 105㎜ 포병 를 

신설함과 동시에 육군 하에 미국 보병 사단이 보유한 포병부 와 유사한 

71) Major David E. Wright and Major Fred T. Shelton, Jr., “Debriefing Report," 10 

September 1951; Major Eldon B. Anderson, “Debriefing Report, No. 76," 6 March 

1952, RG 550, Military Historian’s Officer, Organizational Files, Box 61, NA.

72) Major Lyile S. Widdowson, Adjutant General, KMAG, to Commanding General, 

EUSAK, “Activation and Training of Additional ROKA Artillery," no date,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51, Box 38, NA.

73) Colonel C. C. B. Warden, Adjutant General, KMAG, to the Adjutant General, 

Department of the Army, “Revised Table of Organization and Equipment 7-ROK," 

18 January 1952, RG 319,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3, General Decimal Files, 1952, Box 124, NA.

74) Major Lyile S. Widdowson, Adjutant General, KMAG, to Commanding General, 

EUSAK, “Activation and Training of Additional ROKA Artillery," no date,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51, Box 38,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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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즉 155㎜ 1개 와 105㎜ 6개 로 이루어진 포병 부  6개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이었다.75)

밴 리트 사령 의 지시를 받아 수립한 한국군에 한 KMAG의 포병 

증강 계획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간결하고 분명하 으나, 실제로 이 계획

을 추진  실행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 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여곡

이 반복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록 KMAG이 한국군의 화력 증강

을 해서 필요하고 한 포병 장비의 양을 설정하 으나, 실제로 이러

한 무기들을 확보  지원하기 해서는 복잡한 행정  차와 논의들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군에 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

고 있던 미국 육군, 합참, 국방부의 실무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복잡

하고 힘들었다.

한국군에 포병부 를 신설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이에 필요한 모든 

행정  차는 KMAG이 담당하 으나, 이 부 의 실제 편성과 훈련을 담

당한 것은 바로 제8군 하의 미군 포병부 들이었으며, 이들은 신편되는 

한국군 포병부 들에 한 교육 훈련  실제 장운용까지 책임져야 했다. 

이를 해서 밴 리트 사령 은 제8군 하의 미군 포병부  간부들을 

KMAG으로 소속을 환하여 신편 한국군 포병부 들에 한 리와 훈련

에 집 하도록 조치하 다. 밴 리트 사령 과 KMAG은 이러한 모든 조

치를 통하여 한국군 포병 증강계획이 원래 의도하 던 바 로 완료되어, 

이 부 들이 하루빨리 제 모습을 갖추는데 모든 노력을 집 하 다.76)

한국군의 화력을 증강시키기 한 밴 리트의 계획이 반 된 두 번째 

로그램은 한국군에 기갑부 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로그램은 

75) Sawyer, KMAG in Peace and War, 183-84;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 

88; James R. Wheaton, “Korean Artillery," Military Review 34 (October 1954): 55; 

Major Lyile S. Widdowson, Adjutant General, KMAG, to Commanding General, 

EUSAK, “Activation and Training of Additional ROKA Artillery," no date,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51, Box 38, NA.

76)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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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미군 지휘 들과 기갑 문가들로부터 수많은 반 에 직면하 다. 

반 자들은 한국의 산악지형에서 기갑부 가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인가에 한 문제를 제기하 다.77) 한 당시 미국 육군이 보유한 체

인 기갑 장비  탄약의 재고 부족 때문에 밴 리트가 추진한 한국군의 

기갑 증강계획 자체가 기에 처하기도 하 다.78) 뿐만 아니라 포병 증강

계획과 달리 기갑 증강계획을 한국군에 용하는 과정에서 상치 못한 문

제들이 발생하 다. 즉, 한국군 내부에 기갑 문가가 무하여 KMAG 고

문 들이 한국군에 기갑 장교와 부사 들을 발굴하여 훈련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언 한 다양한 어려움과 난 에도 불

구하고, 한국군에 기갑부 들이 창설되어 각 사단에 배치되자 이들이 가져

온 심리  효과가 단하여, 기갑부 에 의한 화력증강의 효과보다는 한국

군 체의 사기 진작에 더욱 기여하 다.79)

종합하면, 1951년 밴 리트 사령 의 지휘아래 추진된 한국군 재편성 

로그램의 목 은 한국군의 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한 것이었을 뿐

만 아니라 보다 근본 으로는 인력 심의 투력을 강조하는 동양  군

(Asiatic military)에서 화력과 기동 심의 미국식 군 (Americanized 

military)로 환시키는 것이었다. 육군 교육훈련 센터를 창설하여 육군 

하의 병과학교와 훈련소를 통제토록 하 으며, 한국군 각 부 에 보충할 

신병들의 기 군사 훈련을 획기 으로 강화하기 하여 육군 제2훈련소를 

개소하 다. 한 KMAG과 미군 각 군단의 긴 한 조 아래 도입된 야외 

훈련소에는 한국군 각 사단이 입소하여 약 8~9주 정도의 편제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하여 한국군은 

그동안 병사  장교 개인에 한 훈련을 보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77) HQ, the Eighth U.S. Army, Commanding Reports, November 1951, RG 550, 

Military Historian’s Office, Classified Organization History Files, Box 67, NA. 

78) HQ, the Eighth U.S. Army, Commanding Reports, September 1952, RG 550, 

Military Historian’s Office, Classified Organization History Files, Box 76, NA.

79) 백선엽, ꡔ군과 나ꡕ, 2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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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 이래 최 로 연   사단 등의 부  훈련을 실시하여 쟁 제1년

차에 타격을 입은 투력을 보강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밴 리트 사

령 이 신념을 가지고 추진한 한국군의 화력 증강 로그램은 미국 육군 

내부의 많은 반 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사단  부 들에 포병과 기갑부

를 신설하여 편제 부 의 화력을 증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는 곧 각 

부 의 투 효율성 증가로 연결되었다. 그 결과 기존의 인력(manpower) 

심의 투력을 행사하던 한국군이 1952년 이후 차 화력(firepower) 

심의 투력을 행사하는 군 로 변화하는 등 한국군의 근본 인 체질이 변

화하 다.

선 인근의 훈련소와 각  학교기 들에서 한국군의 투 효율성을 증

강시키기 한 다양한 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던 와 에 밴 리트 사령

과 KMAG은 한국군의 주축인 장교단의 체질 개선이 시 함을 깨닫게 되

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 문 직업  장교단’의 육성이 선무라고 단하

면서, 이것이 이 지지 않는다면 함께 진행 이던 다른 모든 사업들이 제

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 다. 밴 리트가 미국 육군

참모총장인 콜린스 장군에게 쓴 편지에서 밝혔듯이, “… 재 한국군이 가

지고 있는 가장 근본 인 문제 은 장교단의 낮은 훈련 수 과 형편없는 

리더십입니다. 사실 이것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에 걸쳐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어떤 군 에 새로운 장교단을 육성한다는 

것은 말 그 로 새로운 군 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80) 이러한 

개념 하에 밴 리트는 한국군 장교 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해서 두 

가지 핵심 인 로그램을 제시하 다. 첫 번째는 한국군 장교들을 미국 

육군의 병과학교에 탁교육 시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국군의 장교 

육성  교육에 주축이 될 육군사 학교와 육군 학을 활성화하려는 계획

이었다.

한국군 장교들을 선발하여 미국 육군의 병과학교에서 탁교육 시키겠다

80) Van Fleet to Collins, 8 September 1951, Van Fleet Papers, Box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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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상은 이미 1948년부터 제기되어, 일부 시행되기도 하 다. 그 결과 

1950년 6월 쟁이 발발하기 이 까지 약 15명의 한국군 장교들이 조지아

주 포트 베닝에 치한 미국 육군보병학교에서 탁교육을 받았다.81) 탁

교육을 마친 한국군 장교들은 부분 한국군의 병과학교에서 교 임무를 

수행하 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배운 선진 교리를 한국군에 하고 

발 시키기 해서 다. 비록 한국 쟁의 발발로 인해서 탁교육이 단되

었으나, KMAG은 이 로그램이 한국군의 교리 발   장교단의 리더십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음을 확신하여 1950년 12월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

다. KMAG의 단 로라면, 미국 육군의 교육기 에서 제 로 교육  훈

련을 이수한 한국군 장교들이 장차 한국군 장교단 체에서 핵심을 이루게 

될 것이었다.82) 이러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KMAG은 1951년 에 한국군 

장교들의 미국 탁교육 제도를 부활하는데 실패하 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제도를 신뢰하고 책임져  후원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리지웨이 

사령 은 이 로그램의 장 을 인정하 으나, 극 으로 나서서 이를 지

지하지 않았다. 결국 자칫 사라질 기에 처한 KMAG의 로젝트를 살려

낸 사람 역시 밴 리트 다. 그는 이 로그램의 가능성을 인정하 을 뿐

만 아니라 극 으로 지지하 다.83)

밴 리트 사령 의 극 인 후원에 힘입은 KMAG은 즉시 미국 육군의 

보병학교와 포병학교에 한국군 장교들의 탁교육 문제를 문의하 다.84) 

81)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88-89.

82) Major General Reuben E. Jenkins, Assistant Chief of Staff, G-3, to Chief of 

Staff, the US Army, and Secretary of the Army, “ROKA Replacement Training 

and School Command Brochure," 2 October 1951, RG 319, Chief of Staff, Decimal 

Files, 1951-52, Box 742, NA.

83) Braim, The Will to Win, 273.

84) Ibid.; Brigade General Champeny, Chief Advisor to the KATC, traveled to these 

two schools in July 1951. Champeny to Van Fleet, “Agreements Relative to 

Groups of Koreans Going to the United States For Attendance at Service 

Schools," 24 July 1951,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51, Box 57,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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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병학교에서는 약 150명 정도의 한국군 장교들을 상으로 20주 동안 진

행될 특별 교육반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정 인 답변을 해 왔고, 포병학교

에서는 약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특별반을 비하겠다고 응신해왔다.

<표 3>  한국군 장교 미국 병과학교 탁교육 황85) 

병과학교 1952년(입교) 1953년(할당) 1954년(할당)

보병학교 317* 351* 398*

포병학교 214* 248* 347*

공병학교 6 89* 108*

의무학교 4 64 8

생병 양성과정 0 0 22

통신학교 11 12 20

정비학교 13 0 12

병참학교 4 12 12

기갑학교 14 14 17

헌병학교 2 8 10

항공엔진 정비과정 0 0 10

항공학교 0 0 5

정보학교 0 0 2

경리학교 0 2 4

수송학교 1 2 4

부 학교 6 4 6

지휘참모 학 2 6 15

화학학교 0 10 7

심리 학교 0 0 1

Public Information 0 1 5

직무교육 0 6 6

총    계 594 829 1,019

* 통역  포함

85)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Chapter 3, Figur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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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951년 9월 10일 통역  20여명과 KMAG 장교 2명을 포함한 약 

270여명의 한국 육군 장교단이 미국 육군의 추 교육기 인 보병학교

(Fort Benning)와 포병학교(Fort Shill)에 입교하기 하여 부산항을 출발

하 다.86)

KMAG은 미국 육군의 교육기 에서 교육받을 한국군 장교의 숫자를 증

가시키기 해서 육군성에 보병학교와 포병학교에 한국군 장교단을 한 

특별반을 설치의 정례화를 요청하 다. 육군성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 

검토한 결과 1952년 3월에 KMAG의 요청을 수용하여 보병학교에 150명, 

포병학교에 100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한국군 장교단 특별반 설치를 인가

하 다. 한 육군성은 한국군 장교단에 한 탁교육의 요성을 인정하

여 다음해인 1953년에도 이 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하 다.87) 

그 결과 1952년 4월에 한국군 장교들이 입교한 미국 육군의 군사교육 기

은 무려 20여개에 달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8군 사령부의 기록에 

의하면 1952년에 미국 육군의 군사교육기 에서 특별반 훈련을 받은 한국

군 장교단은 무려 594명이었으며, 부분 보병학교와 포병학교가 주를 이

뤘다. 이듬해인 1953년에는 829명이 같은 탁교육을 받았으며, 1954년에

는 그 숫자가 1,019명으로 증가하 다.88)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격 으

로 시작된 한국군 장교단의 미국 육군 탁교육은 한국 쟁이 끝난 이후에

도 지속 으로 증가하여 1950년  말과 1960년  에는 매년 1,000명을 

훨씬 넘는 장교들이 미국 육군의 군사교육기 에서 교육을 받았다.

한국 쟁 에 미국 육군 군사교육기 에서 실시한 한국군 장교들에 

한 탁교육은 이 시기에 한국군이 미군의 선진 인 교리와 조직, 문화를 

86)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74.

87)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74-77; Champeny to Van Fleet, “Agreements 

Relative to Groups of Koreans Going to the United States For Attendance at 

Service Schools," 24 July 1951,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51, Box 57, 

NA.

88)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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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데 큰 향을 미쳤다. KMAG은 한국군 장교들에 한 미국 탁교

육이 소요되는 비용이 아깝지 않은 매우 정  효과를 갖는다고 평가하

다. 한국군 장교단의 미국 탁교육을 실질 으로 담당하여 추진하던 한 

KMAG 참모장교는 이 로그램이 “짧은 시간 안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

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있는 로그램”이라고 평가하 다.89) 1952년 

부터 KMAG 단장으로 재직한 라이언(C. E. Ryan) 장은 미국 탁교육

을 마치고 돌아온 한국군 장교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군 교육훈련에서 

매우 추 인 역할을 담당하며, 일종의 ‘연쇄작용(a chain reaction)’을 

수행하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했다.90)

사실 한국군 장교들에 한 미국 탁교육은 한국군에 미친 향은 

KMAG 단장의 평가보다 훨씬 크고 요했다. 미국 탁교육을 해 선발

하는 과정부터 우수한 한국군 장교들이 경쟁하 으며, 선발된 장교들은 개

인 스스로가 국가와 육군 체를 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탁교육에 

임했다. 이들은 매우 열심히 공부하 는데, 특히 세계 최강 미군의 교육기

에서 직  교육받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 다. 이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가장 표 인 것이 바로 

1951년 9월과 1952년 3월에 미국 육군 포병학교의 고등 교육반에 참가한 

한국군 포병 장교들로 구성된 특별반이 같은 시기에 교육을 받고 있던 미

군 장교들보다 더 높은 성 을 받은 것이다.91)

89) KMAG G-3, General Reference Files, no date, quote from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80.

90)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180; Brigade General C. E. Ryan, Chief, 

KMAG, to Chief of Staff, ROK Army, “Subject: Korean Army Attendance at US 

Service Schools," 3 November 1951,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48-53, 

Box 33, NA.

91) Major General Reuben E. Jenkins, Assistant Chief of Staff, G-3, to Deputy Chief 

of Staff for Operations and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Army Students 

Attending the Artillery and Infantry Schools," 21 November 1951, RG 319, Chief 

of Staff, Decimal Files, 1951-52, Box 742,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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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 리트 사령 이 추진한 한국군 재편성 로그램 에서 한국군의 

문 장교단 형성에 요한 향을 미친  다른 사업은 육군사 학교와 육

군 학의 재편성하는 작업이었다. 이 두 학교는 한국군을 표한다는 상징

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학교들은 밴 리트와 KMAG의 지도 아

래 꾸 히 추진되던 한국군 재편성과 발 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바

탕이 되었다.

육군사 학교의 확 와 발 에 가장 극 이었던 사람은 이승만 통령

이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8군사령 이었던 워커 장군과 리지웨이 

장군에게 이 문제를 거론하 다. 그러나 워커와 리지웨이는 이승만 통령

의 요구가 비 실 이라고 단하여 외면하 는데, 그 이유는 쟁 제1년

차의 한국군은 선 격동기에 무나 많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사 학

교와 같은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교육기 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이 소강된 틈을 타서 한국군 재편성에 착수한 밴 

리트는 이승만 통령과 다수의 한국군 지휘 들이 요구하는 육군사 학교 

부활  재편성이 장차 한국군 장교단의 지속  발 을 해서 매우 요

한 안건이라고 단하 다. 그 결과 밴 리트 사령 은 1951년 10월에 이

종찬 참모총장이 건의한 로 미국 육군사 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모델로 

한국에 4년제 육군사 학교를 설립을 승인하 다.92) 이후 KMAG은 곧바로 

진해에 육군사 학교를 만들기 한 장소를 탐색하기 시작했으며, KMAG 

소속의 장교들 에서 미국 육군사 학교 출신 장교를 선발하여 이 업무를 

담토록 하 다.93) 뿐만 아니라 밴 리트 사령 은 신설된 한국군 육군

사 학교의 교장 안춘생 장이 1951년 말에 미국 육군사 학교를 직  방

문하여 직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선하 다. 안춘생 교장은 웨

92) Barim, The Will to Win, 273-74.

93) “Plan for Korean Military Academy," in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25 November 1951, RG 338, Military Historian’s Office, 

Classified Organization Files, Box 85,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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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포인트 방문 직후에 밴 리트 사령 에게 쓴 편지에서, 미국 육사에

서 본 모든 것에 “압도되었다(overwhelmed)”라고 그 소감을 밝혔다.94)

KMAG의 의도 로 육군사 학교는 교육제도와 내용까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미국 육사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하 다. 우선 한국 육사의 임무

(mission)가 웨스트포인트와 동일하게, “한국 육군의 추가 될 인격, 리더

십, 덕성을 갖춘 문 직업  장교 육성”으로 설정되었다.95) 1952년 1

월 20일에 육군사 학교의 개교식에 참석한 이종찬 참모총장은 미국 육군

참모총장에게 쓴 서한에서, “오늘 개교한 한국군의 육군사 학교는 모든 한

국 국민의 희망입니다. 는 한국군의 육군사 학교가 미국의 육군사 학교

처럼 스럽고 존경받을만한 통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

니다”라고 밝혔다.96)

한국의 통령,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다수의 육군 지휘 들이 육군사

학교의 부활과 개교를 간 하게 원했다면, 한국 쟁에 참 한 미군 지휘

들은 육군 학의 창설과 부활에 많은 심을 쏟았다. 특히 밴 리트 사령

과 KMAG은 진행 이던 한국군의 재편성 로그램에 더욱 박차를 가하

기 해서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에서 가장 심각한 문

제로 악된 한국군 견  고 장교들에 한 리더십 회복 훈련이 필요

함을 직감하 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학교교육 시스

템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악하 다. 바로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

군 육군 학이 1951년 말에 개교하 는데, 이 학교에는 미국 육군의 지휘

참모 학(the U. 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at Fort 

Leavenworth)과 유사한 임무가 부여되었다.97) 한국군 학교 교육 시스템 

94) Ahn Chun-sang to Van Fleet, 4 July 1952, Van Fleet Papers, Box 72.

95) “Korean Military Academy," in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no date, Van Fleet Papers, Box 90.

96) Lt. General Lee Chongchan, Chief of Staff, ROK Army, to General J. Lawton 

Collins, Chief of Staff, U.S. Army, 5 February 1952, RG 319, Army Intelligence 

Project Decimal Files, 1951-52, Box 164,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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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최고 교육기 인 육군 학은 “한국군에  쟁을 제 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단  이상의 지휘   참모장교를 육성하여 배출”

하는 것이었다.98) 육군 학의 개교식에 참석한 밴 리트 사령 은 축사

(祝辭)를 통해서, “육군 학의 개교야 말로 한국군이 홀로서기를 시작했음

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거 한 첫 걸음”이라고 그 요성을 평가하 다.99)

한국군 육군 학에서의 교육은 미국 육군의 지휘참모 학에서와 같이 약 

6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개교 기에는 미국 육군 지휘참모 학을 졸업한 

미국군 장교들이 교 으로 선발되어 부  술과 같은 요 과목들을 

어로 강의하 고, 이때 통역 들이 배치되어 강의를 통역하여 달하

다.100) 미군 교  외에도 한국군 장교들도 육군 학의 교 으로 활동하

는데, 이들은 부분 미국의 군사학교에서 탁교육을 받고 복귀한 장교들

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교 의 수요가 증가하자 매 기수별로 성 이 우

수한 학생장교  10명씩을 교 요원으로 충원하기도 하 다. 제1기로 입

교한 한국군 장교들의 어 청취  읽기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악한 육

군 학에서는 1952년 1월부터는 매일 1시간 이상씩 어 교육 시간을 편성

하여 교육하기도 하 다.101) 1952년 7월에 입교한 제2기 학생장교들부터 

매 기수별로 50명씩을 선발하여 교육시켰는데, 이 숫자는 당시 선의 상

황을 고려하여 KMAG과 육군본부가 의하여 결정하 다.102)

97)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205.

98)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in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no date, Van Fleet Papers, Box 90.

99) Van Fleet, Press Release, 16 December 1951, quote from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205.

100) “ROK Army Students Add Knowledge–KMAG School Important Link," 4 May 

1952, Van Fleet Papers, Box S-24.

101) Chief KMAG to Superintendent,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no date; G-4 to 

G-3, KMAG, “ROKA Military School Facilities," 17 September 1951, RG 554, 

KMAG AG Decimal Files, 1948-53, Box 33, NA.

102)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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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 학교와 육군 학의 설립과 성공 인 운 은 기존의 한국군 학교 

교육체계에 한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밴 리트 사령 의 지도

아래 추진되고 있던 시 한국군 재편성의 방향과 척도를 결정하는 매우 

요한 단계 다. 특히 새로운 학교의 설립과 더불어 이들 학교에서 세계 

최강 미국 육군의 교리와 술을 극 으로 수입하여 한국군에 용함으

로써, 한국군은 차 쟁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주 , 독자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 기간에 한국군

에 소개된 다양한 근 항공지원(Close Air Support)이나 핵-방사선

(Nuclear-Biological Warfare)과 같은 선진 교리들을 통해 한국군 장교들

은 쟁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103) 새롭게 

배운 선진교리들을 직  장에 용함으로써 한층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이다.104) 한 한국군이 차 미군으로부터 선진 교리를 수용

하면서 쟁을 수행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춰감에 따라, 이에 걸 맞는 

한국군 행정 시스템이 발달되었던 것도 밴 리트 사령 의 주도하에 진행

된 한국군 재편성의 요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한국군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 던 밴 리트 사령 은 한국군의 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해서 모든 역량을 집 하 다. 이를 해서는 그는 

한국군의 학교 교육 시스템을 재정비하 고, 이 과정에서 1952년 1월에 육

군 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여 한국군의 모든 교육 훈련을 담당  하 다. 

한 밴 리트는 미국 각 군단 하에 야  훈련소(FTC)를 개소하여, 각 

부 별 보충훈련을 실시하 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고질 인 문제 으

로 제기되었던 화력 부족을 해결하기 해서 포병  기갑 력을 증강하

다. 그러나 한국군의 체질 개선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바로 한국군 

103)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Training," in United States Military Advi-

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no date, Van Fleet Papers, Box 90.

104) HQ, the Eighth U.S. Army, Commanding Reports, March 1952, RG 550, Military 

Historian’s Office, Classified Organization History Files, Box 71,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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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들을 선발하여 미국 군사학교에서 일정 기간 교육시키는 탁교육이었

다. 한국 쟁 기간 에만 1,019명이 참가한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한국군 

장교들은 세계 최강 미국 육군의 선진 교육을 배울 수 있었고, 그 결과 이

들이 배운 선진 교리가 한국군의 재편성 과정에 그 로 반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밴 리트 장군이 주도하 던 투력 향상 로그램은 

한국군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어서 한국군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군 (現代軍隊)로 성장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 다.

4. 시 한국군 증강(Making a Bigger Army)

1952년 5월에 리지웨이 장이 NATO군 사령 으로 옮겨간 후, 신임 유

엔군 사령 에 취임한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장은 밴 리트 사

령 이 추진하고 있던 한국군 재편성 정책의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획

기 인 조치를 제안하 다. 그것은 한국 육군의 규모를 증강하려는 계획이

었다. 클라크 신임 유엔군 사령 은 장차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미군이나 

유엔군의 도움 없이 독자 으로 공산군을 상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시

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밴 리트가 주 하 던 한국군 재편성 

작업이 한국군이  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 인 기술과 교리

를 습득하여 군 다운 틀을 갖추는 기  작업이었다면, 클라크 장군이 추

진한 한국군 증강 정책은  세계  냉  체제 속에서 한국군의 군사  가

치를 극 화하기 한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군 증강에 한 클라크 장군의 기본 인 구상은 한국군을 최  20개 

사단, 700,000명 수 으로 증강시켜 편성하고, 증강이 완성되는 즉시 한반

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을 다른 선으로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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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에서 출발하 다. 클라크 장군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쟁 2년차에 어든 쟁이 1951년 7월 이후 진행된 휴 회담에 의해 

체로 소강상태를 이루고 있었으며, 밴 리트 장군이 역 을 두고 추진하

고 있던 한국군 재편성이 차 가시 인 성공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

이다.

역사 으로는 미국 정부와 주한 미군 지휘 들은 한국군의 양  팽창을 

요구하는 한국인들의 주장을 일축하며 한국군의 규모를 제한하는 일 된 

정책을 추진해왔다. 공군의 공격이 거세던 1951년 에 이승만 통령은 

수세에 몰린 유엔군 선의 유일한 희망이 한국군을 50만명 수 까지 증강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군을 증강시키면 주한 미군에 한 증강이 

필요 없거나 혹은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해도 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국 쟁에 참 하고 있던 미군의 고  지휘 들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요구를 일축하 는데, 왜냐하면 투 효율성의 증강이 뒷받침되지 

않는 단순한 군 의 증강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

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 으로, 당시 한국의 경제 수 이 뒷받침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군 규모는 고작해야 10개 사단 정도라고 악하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군이 10개 사단 이상으로 증강할 경우 한국

군에 한 모든 지원과 책임을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악하 던 

것이다.

주한 미군 지휘 들이 한국군의 증강에 소극 이었던  다른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에 한 미국 정부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군의 증강보

다는 일본 자 의 재편성, 만의 국민군에 한 추가 재정 지원,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군 에 한 지원 등에 우선순 가 있다고 악하

던 것이다.105)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리지웨이 사령 은 1952년 에 한

105) Collins, War in Peacetime, 314; Hull to Ridgway, 8 April 1952; Ridgway to the 

Department of the Army, 9 April 1952, RG 319,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of Staff, Top Secret Correspondence, 1948-62, Box 5,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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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부와 밴 리트의 끈질긴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한국군의 최  규모

(ceiling)를 252,000명에서 383,000명으로 증강하는 계획에 동의하 으나, 

더 이상의 투  투지원부  증강을 제한시켰다. 따라서 한국군 상비 

사단의 숫자는 10개로 제한되었으며, 횡  팽창을 통한 증강 자체가 제한

되었다.106)

하지만 클라크 사령 은 냉  에서 한국군을 20개 사단 규모로 증

강시키는 것이 갖는 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다. 클라크 신임 사령

이 이러한 단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 인 계기는 밴 리트 8군 사

령 의 지휘 아래 추진되고 있던 한국군의 재편성 성과에 해 매우 정

으로 단하 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군 병사들 개개인의 투 능력과 

한국군 부 들의 투 효율성에 깊게 감명 받았다”고 밝히며, “한국군의 장

래가 매우 밝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 활용해

야 한다고 단하여, 이를 해서는 결정 인 시기에 한국군의 증강이 필

수 이다”라고 주장하 다.107) 한 그는 한국군의 증강으로 인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 쟁에서 미군의 투손실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으며, 장차작 에서도 한국군이 최 선의 부분을 담당함으로 인해

서 일선에서 물러난 미군을 활용한 다양한 종류의 군사작 을 구사할 수 

있기를 기 하 다.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 으로, 한국군 증강을 통해서 

한국군이 단독으로 한국 선을 담당할 수 있다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냉 의 다른 선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 다.

106) Ridgway to the Department of the Army, 9 April 1952, RG 319,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of Staff, Top Secret Correspondence, 1948-62, Box 5, NA; 

Major General R. E. Duff, Deputy Assistant Chief of Staff, G-3, to Chief of 

Staff, U.S. Army, “To Determine What Can be Done Now to Make Better Use of 

Korean Manpower, from a Military Point of View," 5 July 1951, RG 319, Chief of 

Staff, Decimal Files, 1951-52, Box 742, NA.

107) Clark to the Department of the Army, 23 June 1952. RG 218, Geographic Files, 

1951-53, Box 40,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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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증강을 통해 미국 병사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려는 클라크 장

군의 의도는 미국의 정책결정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1951년 의 맥아더 청문회와 같은 해 7월부터 시작된 휴

회담으로 인해서 한국 쟁에 한 미국인들의 심이 어들었을 뿐만 아

니라, 차 쟁에 한 염증과 걱정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시된 클라크 사령 의 한국군 증강 주장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108)

그러나 클라크 사령 이 한국군 증강 계획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국군을 20개 사단 규모로 

증강하기 해서 필요한 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다. 제한된 

미국 육군의 산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군에 한 증강은 곧 유럽을 포

함한 기타 지역에 사용할 산의 감소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특히 트루먼 

행정부 내의 유럽우선론자(Europeanist)들은 유럽에 책정된 군사 산을 냉

의 부차 인 선으로 간주하던 한국으로 환하는 것에 반 하 기 때

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  이후 지속 으로 되어 온 미국의 

군사 산의 부족과 자로 인해서 클라크 사령 이 제안한 한국군 증강문

제는 미국 정부가 특별 산을 할당하지 않는 한 실 될 가능성이  없

는 것이 되고 말았다.

한편 클라크 사령 이 추진하는 한국군 증강을 가로막았던  다른 문제 

 하나는 과연 한국군에 한 증강과 투자가 미국의 냉  정책으로 추진

될 만한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 다. 다시 말해서, 한국군의 증강이 미국의 

 세계  군사정책 에서 요한 가치를 갖는 것인가를 입증해야 하는 

것과, 한국군이 장차 그러한 가치를 갖는 군 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해야 했다. 밴 리트와 일부 KMAG 소속의 장교들은 한국군의 잠재

력을 높게 평가하여 한국군에 한 투자를 확 할 것을 주장하 으나, 

쟁 제1년차에 한국군이 비참하게 패퇴하 던 모습을 기억하는 부분의 미

108) Eugene M. Lyons, Military Policy and Economic Aid: The Korean Case, 1950- 

1953 (Columbus, Ohio: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61),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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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군사 지휘 들과 정책결정자들은 한국군에 한 투자가 과연 클라크가 

주장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해서 의문을 제기하 다.109)

이와 같은 반 와 의심에도 불구하고, 클라크 사령 은 1952년 6월부터 

한국군 증강 계획을 추진하 다. 한국군의 증강이 시작되자 약 1년 부터 

한국군의 재편성을 주도하고 있던 밴 리트와 KMAG은 열렬한 지지를 보

냈으며, 한국 정부 역시 한국군 증강에 필요한 법률 개정 등의 행정  지

원을 아끼지 않았다. 우선 KMAG은 한국정부와의 조를 통해 한국군 증

강의 주축을 이룰 800~1,100여명 정도의 건강한 청년들을 매일 충원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세 곳의 육군 훈련소를 통해서 매주 약 7,200여명이 배출

될 수 있도록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이 시기에 동원된 병력들이 바

로 장차 규모 한국군의 추가 되었음은 당연한 것이다.110) 한편, 주한 

미군 각 군단 하에 하나씩 설치되어 한국군 기존 사단  부 의 훈련을 

담당하던 야외 훈련소(FTC)를 1952년부터 창설부  훈련소(Unit Training 

Center)로 변경하여 운 하 는데, 새롭게 변경된 기구에서도 주한 미군의 

각 군단들이 새롭게 창설된 한국군 사단  부 에 한 창설부  훈련을 

담당하 다.111)

클라크 사령 의 확고한 의지와 밴 리트  한국인들의 강력한 지지에

도 불구하고, 시 한국군 증강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

려움이 있었다. 우선 새롭게 편성된 한국군 사단  부 들을 조직하고 훈

련시킨 후 직  선에 데리고 나가서 싸우도록 격려할 능력을 갖춘 미군 

장교와 부사 의 숫자가 으로 부족하 다. 이와 같은 상황은 KMAG 

뿐만 아니라, 미 제8군 사령부, 동경의 극동군 사령부도 외는 아니었

109) Major General Frank E. Lowe to Truman, 15 December 1950, 20 January 1951, 

14 February 1951, Frank E. Lowe Papers, USAMHI.

110)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 60; “Supplement to Information Folder" in 

Republic of Korea Army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no date, Van 

Fleet Papers, Box 9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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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2) 둘째, 육군성 내부의 반 가 차 강화되었다. 육군성 계자들은 

미군의 세계  군사정책 에서 한국군에게 미군의 병참  투물자

를 집 해서 지원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견된 미군은 물론이고, 한국보

다 우선순 가 높은 제3지역에 한 지원이 제약된다는 것을 비난하 다. 

왜냐하면 뚜렷한 군사 산의 증강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군에 해 갑작스

런 지원을 증가하는 것은 미군 체의 보   투지원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정책 결정자들은 미국 정부가 충분

한 산을 반 할 때까지 한국군 증강을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 다.113)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크 사령 은 1952년 10월 에 자신의 복안 로 

한국군 증강계획을 육군성에 제출하 다. 기본 으로 클라크 사령 은 향후 

2년 이내에 한국군에 10개 사단을 증강하고, 그 신 유엔군을 차 으로 

한국으로부터 철수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114)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군의 증강이 클라크 사령 의 계획 로 순

조롭게 진행되면, 미군은 최  군단 2개, 사단 5개, 그리고 투근무지원 

부 의 일부를 한국으로부터 철수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클라크 사령

의 계획이 완성되는 1954년 7월 1일 이후에는 한국에 잔류하는 주한 미

군이 1951년의 30% 수  미만이 될 것으로 상하 다. 다만 한국군의 증

강이 완료되어 한국군이 한국 선 체를 책임지고 담당하기 까지, 미국

은 약 4개 사단 정도의 부 를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단하 다.

112)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s, 46-47. 

113) Colonel G. O. N. Lodoen, Chief, Plans Office, Office of Assistant Chief of Staff, 

G-4, to Assistant Chief of Staff, G-3, “Subject: Post Hostilities ROK Army," 14 

July 1952, RG 319, Records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3, General 

Decimal File, 1952, Box 125, NA.

114) Major General C. D. Eddleman to Chief of Staff, the U.S. Army, “Proposed 

Two-Year Program for the Augmentation of the ROKA to Reduce United Nations 

Forces in Korea," 3 November 1952, RG 319,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of Staff, Top Secret Correspondence, 1948-62, Box 5,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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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군 10개 사단 추가 증강 계획115)

일  시
창설
사단 

총 가용
사단

미군-유엔군 철수부

1952. 11. 15 1 10

1952. 12. 15 1

1953.  1.  1 1

1953.  1. 17 11

1953.  1. 26 1

1953.  3.  7 1 12 1개 사단, 8군 비로 환

1953.  4.  4 1

1953.  4. 19 13

1953.  5.  2 1

1953.  5.  9 1개 사단, 한국에서 철수

1953.  5. 17 14

1953.  5. 30 1

1953.  6. 27 15

1953.  7. 12 1

1953.  7. 17 사단 1개를 포함한 군단(-), 한국에서 철수

1953.  7. 25 16

1953.  7. 31 17 극동사령부 하 병력을 40,000명 수 으로 축소

1953.  8. 19 1 18

1953. 10. 31

1953. 11.  1 19

1953. 12.  9 20

1953. 12. 16 1개 사단, 한국에서 철수

1954.  6. 30 사단 1개를 포함한 군단(-), 한국에서 철수

* 1954년 6월 30일까지 주한 미군의 군단 2개, 사단 4개, 기타 부 가 한국에서 철

수할 정

* 1954년 6월 30일 이후에도 군단 2개, 사단 4개, 기타 부 의 추가 철수 비

115)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Joint Chiefs of Staff–Subject: Replacement of 

U.S. Forces by Republic of Korea Army (ROKA) forces," no date, RG 319,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Assistance Chief of Staff, G-3, Top Secret Decimal 

Files, 1952, Box, 16,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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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으로 클라크 장군이 제출한 한국군 증강 계획은 무나 짧은 시간

에 무리할 정도로 많은 양의 투 물자를 일시에 한국 선에 투자해야 한

다는 단 이 있었다.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와 육군성에서는 클라크의 계획을 

승인하 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증강이 향후 미국의 냉 정책을 추진하

는데 필수 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 다.116) 미국의 군사정책 결정자들은 

한 한국군에 새로운 부 를 창설함에 따라 차 선의 최일선 부 들이 

한국군으로 바 면서 미군의 사상자 숫자가 어들 것이라는 에 고무되

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에서는 한국군의 증강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1954년 에는 미 제8군이 체 으로 병력 활용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병력의 여유는 곧  세계  냉  선에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의 군사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하 다.117) 그 결과 합동참모본부와 육군성에서는 클라크 장군이 제안한 

한국군 증강의 제1단계인 12개 사단 증강 계획을 아무런 반  없이 승인하

으며, 1952년 9월까지 한국군은 약 463,000명으로 증강하 다.118) 하지

만 합동참모본부와 육군성에서는 클라크 장군이 계획한 로 한국군을 12개 

사단 이상으로 증강시키기 해서는 트루먼 통령의 직 인 승인과 지

원이 필요하 다.

그러던 와 에 한국군 증강에 가장 결정 인 변수가 1952년 말에 미국 

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불거져 나왔다. 사실 아무도 상치 못했던 

이 변수는 당시 공화당 통령 후보로 선거 유세에 열 하고 있던 제2차 

세계 의 웅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후보가 1952년 10월 

116) JCS to Clark, 30 October 1952, RG 218, Geographic Files, 1951-53, Box 41, NA.

117) J. E. Welch and B. R. Eggeman, “Joint Chiefs of Staff Decision on J.C.S. 

1776/317–A Report by the Joint Strategic Plans Committee on Augmentation of 

Wartime Republic of Korea Army and Marine Corps," 26 September 1952, RG 

319,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3, Top Secret 

Decimal Files, 1952, Box 20, NA.

118) JCS 1776/328, 27 October 1952; JCS 1776/332, 31 October 1952; JCS to Clark, 

30 October 1952, RG 218, Geographic Files, 1951-53, Box 41,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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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에 행한 연설에서 트루먼 통령이 한국군 증강에 극 이지 않다고 

비 하면서 시작되었다. 아이젠하워는 한 한국 쟁의 장기화에 해서 비

하며, 미국은 아시아에서는 미국이 직  개입해서 싸우지 말고 한국인들

을 포함한 지인들이 공산군과 싸울 수 있도록 극 으로 지원해야 한다

고 주장하 다.119) 특히 이 문제는 아이젠하워 후보가 미국 정부가 한국군

의 증강에 극 이지 않다는 등 트루먼 행정부의 소극 인 한국정책을 비

난한 밴 리트의 개인 서신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극에 달했다.120) 결국 

이를 계기로 한국군 증강 문제가 갑자기 미국 통령 선거 의 요한 사

안으로 부상하 으며, 그 결과 트루먼 통령도 이 문제에 심을 갖게 되

었다. 불과 이틀 후인 10월 31일에 트루먼 통령은 합동참모본부가 요청

한 로 한국군을 14개 사단규모로 증강하는 안을 그 로 승인하 다.121)

그 결과 한국군 14개 사단 증강계획안이 통과된 지 불과 얼마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육군성이 한국군 증강계획을 본격 으로 검토하기 시작하

다. 육군성 계자들은 먼  유엔군 사령부에 장차 미군의 사상자 비율

을 낮추고 한 미군 부 들의 선 투입을 하게 낮추기 해 필요한 

정도의 한국군 증강 수 을 악하라고 지시하 다. 특히 클라크 사령 에

게는 1953년 말까지 약 50,000여명을 제외한 모든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

고, 1954년 말에는 한반도 방어 체를 한국군에게 이양하기 해서 한국

군을 어느 정도까지 증강시켜야 하는지에 해서 자료를 요청하 다.122)

119) “Background on Korea Issue Enlivening Presidential Race," The New York 

Times, 31 October 1952; “Lovett Denies Van Fleet’s Charge of Delay in Training 

Korean Troops," no date, Van Fleet Papers, Box S-24.

120) Ibid.

121) DA to CINCFE, 31 October 1952, quote from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 

62.

122) Major General C. E. Eddleman, Assistant Chief of Staff, G-3, “Proposed Two- 

Year Program for the Augmentation of the ROKA to Reduce United Nations 

Forces in Korea," 3 November 1952, RG 319, Records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3, Top Secret Decimal Files, 1952, Box 20,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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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젠하워 후보의 정치  공세가 있은 후, 합동참모본부와 육군성에서 

한국군 증강 문제가 무나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악한 클라크 사령 은 

한국군 증강이 보다 신 하고 면 하게 계획되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단하 다. 따라서 그는 육군성이 요구하는 한국군 증강을 한 최종 계획

을 제출하면서, 한국군의 증강에 따른 미군 부 의 한반도 철수에는 몇 가

지 제 조건이 있다고 강조하 다. 첫 번째 조건은 당시 진행 이던 한

국 쟁의 소강상태가 한국군 증강이 완료될 때 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

과, 미국이 한국군의 증강에 필요한 충분한 투 장비와 물자를 차질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123) 한 향후 18개월 이내에 한국군

을 20개 사단으로 증강하라고 지시한 육군성의 계획이 비 실 이며 지

의 상황을 무시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험한 계획이라고 일축하 다. 따

라서 클라크 장군은 자신이 제안한 한국군 20개 사단 계획이 국방부와 육

군성에서 다시 면 하게 검토해  것을 요청하 다.124)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일단 통령에 선출된 아이젠하워 신임 통령이 

한국군 증강을 면 으로 검토하겠다는 소극 인 자세로 돌변하자, 이에 

따라 한국군 증강 계획에 극 이던 합동참모본부, 육군성, 국방부 모두 

클라크 장군의 계획에 한 검토를 단하 던 이다.125) 한국군 증강을 

둘러싼 미국정부의 근본 인 태도 변화는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표방한 소

123) Clark to the Department of the Army, 28 October 1952, RG 218, Geographic 

Files, 1951-53, Box 41, NA.

124) Major General C. E. Eddleman, Assistant Chief of Staff, G-3, “Proposed Two- 

Year Program for the Augmentation of the ROKA to Reduce United Nations 

Forces in Korea," 3 November 1952, RG 319, Records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3, Top Secret Decimal Files, 1952, Box 20, NA.

125) Omar N. Bradley, “Memorandum for General Collins," 19 November 1952; JCS to 

General Eisenhower, 3 December 1952; Frank Pace. Jr., Secretary of the Army, 

“Memorandum for Secretary of Defense–Subject: Further Expansion of Republic 

of Korea Military Forces," 17 November 1952, RG 319, Records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3, Top Secret Decimal Files, 1952, Box 20,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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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Look’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 산의 감소와 가용 산의 

부족이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를 들어, 계획된 로 한국군을 20개 

사단 규모로 증강하는 로그램을 무리 없이 진행하기 해서는 미국이 

NATO와 동남아시아에서 진행하고 있던 모든 군사정책을 단하거나 지연

해야 했기 때문이다.126)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부 군사정책 결정자들은 

한국 정부의 경제 능력이 호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군을 무리하게 증강

하는 것은 종국에는 미국 정부의 부담을 가 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 하

다.127) 이와 련하여 합동참모본부에 제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군에 

한 증강이 완료되는 첫 해만 하더라도 부  증강에 소요되는 비용만 약 

2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며, 추가 으로 부  유지에 필요한 산까지 합

하면 한국군에 총 30억 달러가 소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128)

육군성과 국방부에서 한국군 증강을 둘러싼 찬성과 반 의 논의가 뜨겁

게 진행되던 와 에, 한국 쟁의 휴  논의가 막바지에 도달한 1953년 5월

에 아이젠하워 통령이 한국군을 20개 사단, 655,000명 규모로 증강시키

는 최종안을 승인하 다.129) 사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이 계획이 많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증강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것에 큰 비 을 두었기 때

문에 이 계획을 승인하 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당시 휴 의 

성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던 한국 정부와 이승만 통령을 설득하기 

126) Omar N. Bradley, “Memorandum for General Collins," 19 November 1952, RG 319, 

Records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3, Top Secret Decimal Files, 1952, 

Box 20, NA.

127) Robert A. Lovett, Secretary of Defense, “Memorandum for the Joint Chief of 

Staff–Subject: Further Expansion of the ROK Army Forces," RG 319, Records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3, Top Secret Decimal Files, 1952, Box 20, NA.

128) Ibid.

129) Chief of Staff, U.S. Army to Clark, 14 May 1953; Clark to the Department of 

the Army for JCS, 10 June 1953, RG 218, Geographic Files, 1954-56, Box 44,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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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드로 한국군 증강 문제를 선택하 던 것이다.130)

한국군 증강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정부 내에서, 그리고 미국 정부와 한

국 정부 사이에 매우 복잡한 이해 계가 첩되어 있었으나, 실제 한국에

서 진행된 한국군 증강은 클라크 장군이 계획했던 것 보다 더 빠르고 순조

롭게 진행되었다. 한국군의 열한 번째 사단인 제12사단은 미국 정부가 약

속한 투 장비와 물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설되어, 창설부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고 난 후 1952년 12월에 처음으로 선에 투입되

었다. 열두 번째인 제15사단도 제12사단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1953년 1월

에 선에 투입되었다.131) 이상의 두 개 사단에 한 증강이 완료되자, 이

후에 창설을 시작한 신설 사단들에 한 증강 작업은 보다 순조롭게 진행

되었다.

이승만 통령과 한국 정부는 유엔군 사령부와 클라크 장군이 주도하는 

한국군 증강 정책의 인 지지자 다. 외 으로 한국군의 증강을 열

성 으로 주장해왔던 이승만 통령도 이 시기에는 체로 자제하면서 

망하 는데, 그 이유는 클라크 장군이 주도하는 계획을 자신이 나서서 미

국의 언론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신 이승만 

통령은 알 산더 스미스(H. Alexander Smith) 상원의원 등 미국 내 자신

의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청년들이 이름도 없는 

한국의 낯선 선에서 죽고 다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한국 정부와 한국

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지원해 달라는 것과 

우리 국민들을 훈련시켜달라는 것뿐이다. 우리 땅의 공산주의자들은 (미국

의 도움 없이) 우리 손으로 직  물리치게 해 달라”132)고 강조하는 등 한

130) Clark to the Department of the Army for JCS, 13 May 1953, RG 218, Geo-

graphic Files, 1954-56, Box 44, NA.

131)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 66.

132) Syngmen Rhee to Senator H. Alexander Smith, no date, quote from David 

Curtis Skaggs and Richard P. Weinert, American Military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rmy, 1951-1965, Draft Manuscript, p. II-1, RG 319,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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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증강 정책에 한 측면 지원을 호소하 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한국군 증강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 해서 1952년 5월까지 병역법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모든 행정  차를 마무리하 으며, 클라크 사령 의 

한국군 증강 계획을 직  수행하는 KMAG과의 면 한 조 계를 유지하

다.

클라크 장군이 주도한 한국군 증강 계획의 가장 큰 수혜자(受惠 )들은 

한국군 장교단이었다. 왜냐하면 한국군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장교들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보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부분의 장교들

에게 조기 진 의 기회가 보장  확 되었기 때문이다. 를 들어 1952년 

반에 소령에서 령으로 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으로 10개월 

미만이었다.133) 한 군 에 장기간 복무할 수 있게 되어 차 문 직업

군 가치를 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 신편 부

에 배치된 한국군 장교들은 평시와 시 등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매

우 다양한 사례와 상황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들은 모두 이들

이 장차 문 직업군 장교로 성장할 수 있는 거름이 되었다.134)

돌이켜 보건데, 1952년 반 이후 본격 으로 시작된 한국군의 증강 정

책의 출발 은 1951년 7월 이후 밴 리트 장군이 주도 아래 성공 으로 

진행된 한국군의 투력 향상 로그램이었다. 1951년 7월 시작된 한국

쟁에서의 휴  논의는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한국 쟁의 종결을 재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곧 미국 지상군의 한국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

Historian’s Office, Unpublished Manuscript, “KMAG in Peace and War," Box 1, 

NA.

133) 이병형 소령의 경우 소령에서 령으로 진 에 걸린 기간은 고작 5개월이었다. 이병형, 

ꡔ연 장ꡕ(서울: 병학사, 1997), 11-12.

134) 1952년 11월에 신편 제58연 장으로 임명된 김인철 령은 불과 2주 만에 연  구성을 

완료하 고, 이후 미 제10군단의 지휘 아래 약 4주간의 창설부  훈련을 마쳤다. 그 후 

제58연 는 신편 20사단에 소속되어 창설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선에 투입되어 

첫 투를 경험하 다. 김인철, ꡔ6⋅25 쟁 회고록: 38선에서 휴 선까지ꡕ(서울: 보문

당, 1992),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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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 증강 문제가 두되었으며, 클라크 유엔군 사령

은 밴 리트 주도하에 성공 으로 진행된 한국군의 투력 향상 로그

램의 효과를 극 화시킬 수 있는 안을 구상하 다. 즉, 투력이 향상된 

한국군을 정 수 으로 증강시킨 이후 선(戰線) 체를 한국군에게 이

양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실제 증강에 필요한 무기  장비, 산, 인원 등

을 보충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 략 

변화와 강군(强軍)을 갖고자 열망하는 한국정부의 희망이 조화된 한국군 

증강은 성공을 거뒀고, 그 결과 1953년 7월 한국 쟁 휴 이 성립될 당시 

한국군은 명실 공히 20개 정규 사단 규모의 ‘믿음직한 군 (a reliable 

military)’135)로 거듭날 수 있었다.

5. 맺 음 말

1951년 6월 이후 밴 리트 8군 사령 의 주도 아래 실시된 한국군 재편

성 과정을 분석한 본 논문은 한국군이 이 시기의 성공 인 재편성을 통해 

쟁 제1년차에 고질 인 문제 으로 지 되던 투 효율성 혹은 투력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성공 인 

재편성은 1952년 5월부터 유엔군 사령부의 주도로 시작된 한국군 증강 

로그램의 거름이 되어, 한국군은 1953년 말까지 무려 50만의 군으로 

증강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특히 한국군이 쟁 에 진행된 재편성과 

증강 과정을 통해서 쟁 제1년차까지도 상당부분 남아있던 일본군과 국

군의 흔 을 버리고, 신 선진 미국 육군의 제도, 교리, 술, 문화 등을 

135) Ridgway, Interview Manuscript, “Troop Leadership At The Operational Level: 

The Eighth Army In Korea," by General Walker Fl Winton, Jr., p. 2, Clay and 

Joan Blair Collection, Box 62, USAM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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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함으로써  다른 모습의 군 로 발 할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53년 이후의 한국군은 규모와 장비 등 물리 인 측면뿐만 아니

라 쟁수행 방식(a way of fight)에서도 쟁 발발 이 의 한국군과 큰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 다.

돌이켜 보건 , 밴 리트 미 8군 사령 이 주도한 한국군 재편성 로

그램과 클라크 유엔군 사령 이 주도한 한국군 증강 로그램은 매우 요

했을 뿐만 아니라 성공 인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과 미군은 

쟁 제1년차에 겪었던 시련을 극복하 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한 존경

과 신뢰를 쌓게 되었다. 그 결과 재편성의 성공으로 인해서 한국군은 스스

로 자신감을 배양함은 물론, 이후 장에서 증강된 투 효율성을 바탕으

로 과 할 수 있는 강한 군 가 되었다. 한 한국군의 성공 인 재

편성의 효과를 더욱 확 시킨 클라크 사령 의 한국군 증강 정책의 성공으

로 인하여 한국 쟁의 휴 이 체결되던 시기의 한국군은 쟁 발발 이 의 

한국군과는 성격, 규모, 수 면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는 새로운 한국군(a 

new ROK Army)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한국 쟁이 종결되기 이

에도 다양한 가시 인 성과들을 통해서 밴 리트와 클라크 사령 의 업

을 가름할 수 있었으나, 이 시기에 한국군에 투자한 여러 가지 노력의 결

과들은 이후 10년 혹은 20년,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지속 인 향을 미치

는 것들이었다.

(원고투고일：2007. 3. 27, 심사완료일：2007. 6. 8)

주제어:한국 쟁, 한국 육군, 제임스 밴 리트, 마크 클라크, 재편성과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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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organization and Expan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during the Korean War, 1951-53

Na, Jong-nam

This study deals with the reorganization and the expan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rmy during the Korean War, in particular during 

the second and the third year of the war. The reorganization of the ROK 

Army began in earnest in the summer of 1951 in what proved the start of a 

sustained campaign of Americanization. This project transformed both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a seriously broken the ROK Armed Forces 

over the next two years. After the success of General James A. Van Fleet’s 

project to increase the ROK Army’s combat effectiveness, General Mark W. 

Clark’s expansion program, which intended to increase the ROK Army’s size 

up to 700,000-men and twenty divisions was also significant in transforming 

the ROK Army into a reliable Cold War military. Despite many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both Koreans and Americans were finally ready to cooperate 

towards the same goal.

General Van Fleet, the commander of the 8th US Army in Korea, directed 

the first phase of this sustained, serious effort at Americanization. He 

provided the main blueprint for this project, focusing on both increasing the 

ROK Army’s combat effectiveness and founding a basis of professional 

military. With the Koreans’wholehearted support, he was able to transform 

this Asian military into a first-class force in the next two years. General 

Clark, the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built on Van Fleet’s 



한국 쟁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53 265

achievements by expanding the ROK Army to twenty divisions, while 

pulling US ground forces out from Korea. 

The success of two timely and effective Americanization projects had 

increased the ROK Army’s combat effectiveness and expanded its size. The 

ROK Army had become a reliable military as many observer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ROK Army recognized as early as summer 1952. In 

particular battles against the Communists, the ROK Army units were 

proving the value of what they learned and achieved under the US Army’s 

direction.

The success of the ROK Army’s Americanization project had two instant 

consequences for Americans and Koreans. First of all, as US policy makers 

expected, major US ground forces were able to withdraw from the ROK, 

leaving the Cold War mission to the ROK Army. By economizing US military 

forces on the Asian front, the US was able to improve its Cold War 

manpower situation. Koreans also benefited by achieving their old 

aspirations. Because of this strong military forces, South Koreans could 

preserve their national pride and security through their own efforts.

Key Words : The Korean War, The Republic of Korea Army, James A. Van 

Fleet, Mark W. Clark, Reorganization and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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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6⋅25 쟁에 한 연구는 1990년  이후 국내 학자들에 의해 활발해졌으

며, 주로 정치⋅외교사에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1) 6⋅25 쟁에 

＊ 혜천 학 교수

1) 6⋅25 쟁에 한 정치외교사 심의 연구는 이호재, ꡔ한국 외교 정책의 이상과 실: 

이승만의 외교와 미국ꡕ(서울: 법문사, 1975); 김 곤, ꡔ한국 쟁과 노동당 략의 발발

과 기원ꡕ(박 사, 1976); 정일권, ꡔ 쟁과 휴 ꡕ(서울: 동아일보사, 1986); 하 선, 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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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사사(軍事史, Military History)를 심으로 한 연구는 1970년부터 

1980년까지 6⋅25 쟁에 한 군사사(軍事史, Military History)를 심으

로 한 연구는 1970년부터 1980년까지 국방부에서 ꡔ韓國戰爭史ꡕ 제1～11권

을 6⋅25 쟁시 치른 개별 투에 하여 참가부   주요지휘 (아군⋅

군), 투 의 개황, 투경과의 개요, 투 후의 개황 순으로 기술⋅편

찬하 다. 육군본부에서 펴낸 사류(戰史類), 그리고 종군기자의 참 기 

등을 빼 놓으면, 학문 인 차원에서 쓰인 책은 많지 않다. 1990년  이후 

6⋅25 쟁 련 군사사에 한 본격 인 연구가 이루어졌다.2) 그러나 무기

국 쟁의 새로운 근- 통주의와 수정주의를 넘어서ꡕ(서울: 나남출 , 1990); 라종일, 

ꡔ끝나지 않은 쟁, 한반도와 강 국 정치(1950～1954)ꡕ(서울: 원, 1994); 박명림, 

ꡔ한국 쟁의 발발과 기원ꡕ Ⅰ⋅Ⅱ(서울: 나남출 , 1996); 소진철, ꡔ한국 쟁의 기원-국

제공산주의의 음모ꡕ(익산: 원 학교출 국, 1996); 김학 , ꡔ한국 쟁-원인⋅과정⋅휴

⋅ 향ꡕ(서울: 박 사, 1997); 김 작⋅서주석 외, ꡔ한국 쟁과 휴 체제ꡕ(서울: 집문

당, 1998); 김계동, ꡔ한반도의 분단과 쟁-민족분열과 국제개입⋅갈등ꡕ(서울: 서울 학

교출 부, 2000); 김  외, ꡔ 구를 한 쟁이었나-한국 쟁의 진실과 의미ꡕ Ⅰ⋅Ⅱ

(서울: 다할미디어, 2000); 이완범, ꡔ한국 쟁 국제  조망ꡕ(서울: 백산서당, 2000); 

이희진⋅오일환, ꡔ한국 재의 수수께끼ꡕ(서울: 가람기획, 2000); 박두복 편 , ꡔ한국

쟁과 국ꡕ(서울: 백산서당, 2001); 이종학, ꡔ6⋅25 쟁사-그 진실과 교훈을 찾아서ꡕ(경

주: 서라벌군사연구소, 2001) 참조.

2) 6⋅25 쟁에 한 군사사(軍事史, Military History) 심의 연구는 국방부 사편찬 원

회, ꡔ한국 쟁사 1: 해방과 건군ꡕ(서울: 국방부 사편찬 원회, 1967); 국방부, ꡔ韓國戰

爭史ꡕ(서울: 국방부, 1976); 김양명, ꡔ한국 쟁사ꡕ(서울: 일신사, 1976); 국방부 사편

찬 원회, ꡔ한국 쟁 휴 사ꡕ(서울: 국방부 사편찬 원회, 1989); 쟁기념사업회, ꡔ한

국 쟁사ꡕ(서울: 쟁기념사업회, 1990); 국방군사연구소, ꡔ韓國戰爭ꡕ(서울: 국방군사연

구소, 199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ꡔ6⋅25戰爭史  戰爭의 背景과 原因ꡕ(2004); 국방

부군사편찬연구소, ꡔ6⋅25戰爭史  北韓의 全面南侵과 初期 防禦戰鬪ꡕ(서울: 국방부군사

편찬연구소, 2005); ꡔ6⋅25戰爭史  漢江線 防禦와 初期 遲延戰ꡕ(서울: 국방부군사편찬

연구소, 2006) 참조. 정토웅은 군사사(軍事史, Military History)는 군사 으로 요한 

모든 사항의 변천을 총망라하여 취 하므로 쟁사보다는 범 한 소재를 취 한다고 

하 다. 쟁사(戰爭史, History of Warfare)는 쟁이 어떻게 수행되었는가를 주로 다

루는데 쟁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이 일차 으로 군인들이기 때문에 군사사 범  내에 

쟁사가 속한다고 하 다. 여기에서 ‘ 쟁이란 우리의 자로 하여  우리의 의지를 완

벽하게 이행하도록 강요하려는 폭행 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토웅, 군사사 연구방법

론(I), ꡔ軍史ꡕ 제24호(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2), pp. 10-12  군사사 연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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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련된 연구는 부족했다.3) 공학 인 측면에서 무기의 구조와 성능에 

한 연구와 사 연구를 목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제한 쟁 성격의 6⋅25 쟁과 핵무기 등 무기의 역할에 한 연구를 통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입증하는데 을 두었다.

첫째, 6⋅25 쟁의 기원 이론의 하나인 북한의 ‘남침 주도설’이 무기 운

용을 살펴 으로써 입증되는가?

둘째, 제한 쟁 성격의 6⋅25 쟁과 핵무기 등 무기의 역할과 운용이 상

계가 있는가?

셋째, 무기 운용이 한국군 건설에 향을 미쳤나? 

첫 번째 연구 주제는 북한의 ‘남침 주도설’을 6⋅25 쟁 개  기의 무

기 운용 사례를 살펴보아 입증하는 과제이다. 특히 6⋅25 쟁 개  주도의 

사실은 남침 당시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와 무기 운용을 살펴보아 입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남침 주도설’을 입증하기 하여 북한이 ‘남한의 

공산화’라는 정치  목 과 ‘남한 령’이라는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6⋅25 쟁 개  기에 북한군이 선제타격계획의 시행으로 차, 자주포, 

항공기 등의 공격용 무기를 배치⋅운용하면서 격기동 , 게릴라  등을 

실시하여 남한 령을 시도한 6⋅25 쟁 개 과정을 살펴보아 이를 입증

하고자 한다.

두 번째 연구 주제는 핵무기 등 무기의 역할과 운용이 제한 쟁 성격의 

6⋅25 쟁과 상 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제이다. 6⋅25 쟁의 성격이 

‘제한 쟁’, ‘국제  국지 쟁’이면서 실 화 양상을 띠는 것은 쟁 당

(Ⅱ), ꡔ軍史ꡕ 제25호(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2), pp. 78-85 참조.

3) 6⋅25 쟁기 무기운용에 한 연구는 강창국, 6⋅25 쟁기 피아 지상무기 운용, ꡔ軍史ꡕ 

제52호(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강창국, 6⋅25 쟁기 피아 항공기와 함정

의 운용, ꡔ軍史ꡕ 제58호(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강창국, 무기 운용으로 

본 6⋅25 쟁의 기원과 개에 한 연구(경기 학교 박사학  논문, 2006. 12); 나종

남, “한국 쟁에 사용된 피아 주요무기 비교”, ꡔ國防과 技術ꡕ 2000년 6월호(서울: 한국

방 산업진흥회); 최석철, ꡔ무기체계@ ⋅미래 ꡕ(서울: 21세기 군사연구소,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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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가 일련의 국면 환용으로 무기 운용을 하 기 때문이며, 이는 운용 

면에서도 변화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기 운용의 복합성 때문이라고 본

다. 이를 해서 6⋅25 쟁의 개 과정이 여러 국면 변화를 거치면서 나

타난 쟁의 성격과 육⋅해⋅공군 각 군별 개별 투사를 포 ⋅종합

으로 연구⋅평가해 보아 무기 운용 실례를 확인해 으로써 제한 쟁 성격

의 6⋅25 쟁의 성격과 핵무기 등 무기 운용의 역할과의 상 계를 확인

할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 연구 주제는 무기 운용이 한국군 군사력 건설에 향을 미쳤는

가를 확인하는 과제이다. 한국군 군사력 건설에 향을 미쳤다면 한국군 

건설은 단순한 군비 증강이 아니고 정치 ⋅경제 인 면과의 상 계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6⋅25 쟁 후 1961년 5월까지의 군사력 건설은 

6⋅25 쟁 경험을 반 한 것이며, 조직⋅무기체계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

었으며, 6⋅25 쟁 기간  군사력 건설과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 목 을 이루기 하여 참고한 자료는 1⋅2차 사료, 즉 각 군사

를 참조하 으며, 1차 자료의 군사(軍史)를 부분별로 원용하 을 뿐만 아니

라 선행연구자료, 6⋅25 쟁 참 용사와의 면담, 6⋅25 쟁 련 문헌, 국

방부에서 수집⋅정리하여 간행한 공간사(公刊史) 등을 이용하 다. 한국군

을 포함한 유엔군측과 북한군을 포함한 공산군측의 자료는 기록자 입장에

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러시아⋅ 공과의 외교 계 개선 이후 공개된 

련 자료는 물론 공산군측 참 자 수기, 증언록, 자료 등을 활용하 다. 무

기체계는 포 으로 다 참고하지는 못했다.

2. 무기 운용으로 본 ‘개 (주도)책임론’

6⋅25 쟁의 기원을 규명하는데 두 학 의 기본 인 시각이 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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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주의 학 의 표 인 이론은 스탈린 주도설과 ⋅소의 음모설 등

이다. 수정주의 학 의 표 인 이론은 북침설, 남침 유도설, 민족해방

쟁설, 내 설 등이다. 한국 쟁에 한 연구의 핵심 주제는 “ 가 한국

쟁을 시작했는가”, “왜 한국 쟁이 발발했는가”라는 쟁의 기원과 원

인의 규명에 집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원과 원인에 해서 

여 히 논란과 의문 이 남아있다. 1970년 까지는 미국의 통주의  시

각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1980년 에 들어오면서 수정주의  시각에서 

한국 쟁을 해석하는 외국의 서들이 번역되고 다양한 해석과 견해가 나

왔다.

미⋅소간의 냉 이 격화되자 미국의 한정책은 분명한 소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는 명분과 략  이해 계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이 소련의 향권에 들어가려는 것을 막으려 하면서도 안보 공약과 지

원정책을 최소화하 다. 미국의 세계 략  에서 볼 때 한국은 자산

이라기보다는 부담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 이었고 따라서 한국의 안보에 

한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을 꺼려왔음이 사실이다. 반면 북한에 

진주한 소련은 처음부터 동구의 선례에 따라 한반도 체 는 북한만이라

고도 그들의 세력권에 편입시키고자 북한에 정치 ⋅군사  지원은 물론 

공과 연계하여 북한을 지원하 다. 국제  환경요인이 북한 내부지도자들

의 내부 권력 투쟁과 공산화 통일의 신념을 자극하여 기야 소련과 북한

의 강력한 야합 속에 북한의 소  ‘ 남 선제타격’으로 나타났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병력면에서 육군 182,680명, 해군 4,700명, 

공군 2,000명, 해병  9,000명으로 총 병력 198,380명이었다. 한국군은 육

군 94,974명, 해군 7,715명, 공군 1,897명, 해병  1,166명으로 총 105,752

명이었다.

장비 면에서, 소총, 기 총 등 경무기를 제외하고 지상무기인 포⋅ 차⋅

장갑차와 항공기 등을 북한군과 비교할 때 북한군의 SU-76 자주포, 122㎜ 

곡사포 등 348문에 비해, 한국군은 105㎜ 곡사포 91문이었고, 북한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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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242 4)에 비하여 한국군은 장갑차만 27 (수리  2 ) 다. 북한군은 

항공기 211 에 비하여 한국군은 비무장 항공기 22 다.

교육훈련 면에서, 북한군은 창설 이래 수 년 동안 내부 혼란이 없이 

정 로 교육훈련에 집 하여 ⋅후방을 교 로 근무하면서 투력 향상을 

기했다. 그러나 한국군은 창설 이래 2년여 동안 여수⋅순천 10⋅19사건으

로 인하여 오랜 동안 토벌작 으로 인하여 투력소모는 물론 교육훈련도 

불충분한 상태 다.

장비의 가동상태 면에서, 한국군은 6⋅25 쟁 직  총 차량 보유 수 

1,566  의 35%(500 )를 회수하여 기지정비 실시 에 있었으며, 나머

지 차량은 일체검사를 실시 실시하던 에 북한군의 공격이 개시되어 1/2

이상이 사용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반면에, 북한군은 소련이 지원한 무

기와 장비들은 북한군을 증강시키기 하여 1949～1950년 사이에 제공한 

신품들을 무장하 다. 북한군 기동장비의 가동률은 최고의 수 을 유지하고 

있었다.

에서 살펴본 내용과 기타 문헌에 나타난 자료를 심으로 6⋅25 쟁 

기의 남⋅북한 병력과 무기 황을 요약⋅재정리하면 <표 1>, <표 2>와 

같다.

4) 6⋅25 쟁 개  당시 T-34 차의 수를 제시하고 있는 쟁사의 기록에는 차이가 있

다. 120  <육군본부 정보국, ꡔ1949년도 연말 종합 정보보고ꡕ(1949.12.27)>, 173  <육

군본부 정보국, ꡔ유엔한국 원단에 보고한 자료ꡕ(1950.5.12)>, 248  <국방부 사편찬

원회, ꡔ한국 쟁사 제1권ꡕ(1967), pp. 771～773>, 150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61), pp. 10～11>, 242  <육군본부 정보국, ꡔ인민군 특보ꡕ(1960), p. 136>, 242  

<국방군사연구소, ꡔ韓國戰爭ꡕ 上(1995), p. 33>, 242  <육군 학 교육참고 2-1, ꡔ한국

투사ꡕ(1997), p. 30>, 242  <6⋅25 쟁 50주년 기념사업 원회, ꡔ6⋅25 쟁의 실상ꡕ

(2000), p. 30> 등으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제시한 242 를 사용하기로 한다. 최용호, ‘라주바 의 6⋅25 쟁 보고서’ 분석, ꡔ軍史ꡕ 

제43호(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8), pp. 53～56 참조⋅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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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6⋅25 쟁 기 한국군과 북한군의 병력 황

구 분 한 국 군 북 한 군

육  군
8개 사단(22개 연 ) 67,416명
지원  특수부 27,558명
      계 94,974명

10개 사단(30개 연 ) 120,880명
지원  특수부 61,800명
      계 182,680명

해  군   7,715명   4,700명
공  군   1,897명   2,000명

해병   1,166명   9,000명
총  계 105,752명 198,380명

  

자료 :국방부 사편찬 원회, ꡔ韓國戰爭 要約ꡕ(서울: 국방부 사편찬 원회, 1986), 
pp. 109～133; 국방군사연구소 ꡔ韓國戰爭ꡕ(上)(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 33, 59～6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ꡔ6⋅25戰爭史 -戰爭의 背景과 原因ꡕ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 679～682;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88), p. 15 참조⋅재정리.

<표 2>  6⋅25 쟁 기 한국군과 북한군의 무기 황

구  분 한 국 군 북 한 군

궤도차량 장갑차 27

T-34(85㎜포) 차 242
BA-64 장갑차 54

SU-76(76㎜포) 자주포 176문
(M-72 Sidecar 560 )

곡 사 포 105㎜ M3 91문(3문은 사용불가) 122㎜ 172문

박 격 포 81㎜ 384문, 60㎜ 576문
120㎜ 226문, 82㎜ 1,142문,

61㎜ 360문

  차
화   기

57㎜ 차포 140문
2.36˝ 로켓포 1,900문
(  차 괴불가능)

45㎜ 550문

고사화기 -
85㎜ 12문, 37㎜ 24문
14.5㎜ 고사기 총 다수

경 비 정
경비함 28척, 보조함 43척 

계 71척
경비함 30척, 보조함 80척

계 100척

항 공 기
L-4  8 , L-5 4
T-6 10 , 계 22

YAK-9/11/18, IL-10, IL-2 투기
연습  정찰기, 계 211

자료 :국방부 사편찬 원회, ꡔ韓國戰爭 要約ꡕ(서울: 국방부 사편찬 원회, 1986), 
pp. 131～133; 국방군사연구소 ꡔ韓國戰爭ꡕ(上)(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 33, 6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ꡔ6⋅25戰爭史 -戰爭의 背景과 原因ꡕ(서
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6), pp. 680～681; 쟁기념사업회, ꡔ한국
쟁사ꡕ 제1권 요약통사(서울: 쟁기념사업회, 1990), p. 115;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88), p. 11 참조⋅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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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남침공격계획5)의 기본개념은 1950년 6월 말에 면 공격으로 

쟁 개시 2일차에 신속히 서울을 령하고, ‘인민 기’를 유발하여 한국정부

를 복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군은 신속히 남해안까지 개하여 

미 증원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 1개월 내에 쟁을 종결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8월 15일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서울에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한

다는 것이었다.

북한군의 남침공격계획은 그들의 공격집단을 천-구화리, 연천-철원, 화

천-양구 지역에 집 하여 공격작 을 개함으로써 2일내에 서울 부근의 

국군주력부 를 포  섬멸하는 것이었다. 그 후 과를 확 하여 남해안까

지 진출한다는 개념하에 세 가지 단계로 추진하도록 수립되었다.6) 이 남침

공격계획의 명칭은 소  ‘선제타격작 계획’으로서 러시아어로 작성되어 있

었다. 6⋅25 쟁 당시 북한군 작 국장이었던 유성철 소장의 증언에 의하면

<표 3>  북한군 ‘3단계 남침공격계획(선제타격계획)’

단    계 진출선 작 종심 작 기간

1단계 한국군 주력 포 격멸단계 수원-원주-삼척 90㎞ 5일

2단계
한국군 증원병력 격멸 

과확  단계
군산- 구-포항 180㎞ 14일

3단계
남해안 진출 

한국군 잔 소탕 단계
남해안 지역 80㎞ 10여일

“38도선 남해안까지 작 종심 350㎞를 한 달 만에 수행하여 제1단계 작  완료”

자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ꡔ6⋅25戰爭史 -38線 初期戰鬪와 遲延作戰ꡕ(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p. 8.

5) 유성철, ‘6⋅25때 北韓軍 작 국장-나의 證 ’, 한국일보, 1990.11.9.

6) ꡔ인민군공격작 의 정보계획ꡕ(북한인민군총사령부, 1950.6.20); ꡔ라주바  보고서ꡕ , 

pp. 135～137; 러시아 국방부 ⋅김종국 역, ꡔ러시아가 본 한국 쟁ꡕ(서울: 오비기획, 

2002),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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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의 명칭은 ‘선제타격작 계획’으로서 러시아어로 작성되어 있었다.7) 

실제로 러시아어로 된 사본이 쟁 에 노획되었다. 이는 소련 군사고문

이 주동이 되어 남침계획을 수립하 음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북한군의 

‘3단계 남침공격계획(선제타격계획)’을 요약⋅정리하면 <표 3>과 같다.

3. 6⋅25 쟁의 성격과 무기 운용

(1) ‘제한 쟁’ 성격의 6⋅25 쟁기 무기 운용

제한 쟁이란 한정된 정치목 에 부합되도록 행동지역, 사용수단, 사용무

기, 병력  달성해야 할 목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면서 수행하는 무

력 을 말한다. ‘제한 쟁’이란 용어는 클라우제비츠가 처음 사용한 이론  

개념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쟁은 최 의 제한 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다. 즉, 마샬 장군은 1951년 5월 상원 외교 원회에서 한국 쟁의 

특징에 한 질문에 해서 “본인은 이것을 제한 쟁이라고 규정할 수 있

으며, 어디까지나 한정된 상태이기를 바란다”고 답변하 다.

제2차 세계  이후 무기인 핵력(核力)에 있어서 1945년 미국이 핵

무기 개발에 성공하여 일본 공격시 운용한 이후 1949년 소련도 핵무기 개

발에 성공했으며, 한국 쟁은 핵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한국 쟁이 결과에서 제한된 목 의 쟁이 가능하

여 소  “승리 없는 평화”의 가능성을 제공하 다.8)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ꡔ6⋅25戰爭史 -38線 初期戰鬪와 遲延作戰ꡕ(서울: 국방부 군사

편찬연구소, 2005), p. 4 참조.

8) 이몽 아롱(Raymond Aron)은 핵무기는 그 실제상의 사용이라는 수 에서 고려되기 

보다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의 모색에 그 심의 (的)을 집 시키고 있으며 이것

이 곧 억지(deterrence)의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억지는 개인의 사생활의 경우나, 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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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쟁을 통하여 유엔군은 재래식 무기의 부분을 사용하 다. 즉 

무반동총으로부터 8인치 자주포, B-28폭격기, F-86제트기, 네이팜탄 등의 

주요화력이 동원되었으나 핵무기만은 극히 제한하 다. 쟁 기 6개월간

에 미국 정부는 핵무기의 사용을 고려한 바 있으나 그 사용은 쟁확  방

지책으로서 지되었다.9)

핵의 사용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한 재래식 무기가 발 함에 따라 

쟁 양상은 한층 더 한정 인 것으로 되고, 이에 따라 국지 쟁화가 진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 데탕트 정책 하에 있어서 강 국 간의 쟁(major 

war)은 회피가능하나 소규모의 국지 쟁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

이다.

즉, 핵시 에 있어서 제한 이란 우선 피⋅아 간에 쟁의 승리를 

으로 노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 완 한 격멸이 불가

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게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아측의 희생의 가가 

비합리 으로 높기 때문에 자칫 쟁의 목 과 의의를 상실한, 단지 싸움

을 한 싸움인 상호자살행 만 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은 미

국과 소련의 핵 결 상태에서 쟁발발 억제를 한 ‘상호확실 괴’에 잘 

나타나고 있고 굳이 핵 결이 아니라도 그것으로 확 이 될 수 있는 재래

의 경우에도 잘 반 되어 있다.10) 1950년 6월 25일 구 소련식 훈련을 받

정치단 체간에서도 존재했었던 의의 것으로, 심리   기술  차원을 갖는 개념으로 

방어 인 것과 공격 인 것의 간에 해당한다고 하 다. Raymond Aron, Clausewitz- 

Philosopher of Wa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3), 조성환, “ 이몽 아

롱의 쟁  략사상 연구- 쟁의 클라우제빗츠  해석을 심으로-”(서울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1985), pp. 81～83 참조.

9) 강병규, ꡔ한국 쟁의 정책환경ꡕ(서울: 한림출 사, 1970), p. 84.

10)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개해온 핵억제의 기본 인 논리는 공멸에 한 이다. 핵

쟁에서는 승자가 있을 수 없고, 방어가 불가능하며 공멸의 결과를 래할 것이기 때문

에, 는 그러한 사실을 서로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핵 쟁은 억제되어 왔다. ‘상

호확실 괴(MAD, Mass Assured Destruction)’를 바탕으로 한 핵억제 략은 지 까지 

유지되어 오기는 했지만 험하고 비 실 이다. 무엇보다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인

류가 멸할 수 있을 정도로 처참한 피해가 상된다. 그리고 선제공격의 력이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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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어 남한을 침략했다.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 다. 어느 면에서 한국 쟁은 그 지역에 국한된 제한

인 쟁이었다.11) 미군이 38도선을 넘어온다면 참 하겠다고 경고했던 

국 공산군이 후일 이 쟁에 개입하기는 했지만, 압록강 이북의 지역은 유

엔의 지상군이나 공군에게 ‘출입 지’ 구역이었다. 한국 쟁은 1953년 7월

에야 종료되었다. 유엔군의 총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와 포로를 합친 숫자

는 약 40만 명이었다. 한국에서의 쟁은 서부 국가들을 결속시키는 계기

가 되었다.  서독이 무장하게 된 직 인 계기가 되었고, 서독의 무장으

로 유럽은 두려움을 느 다.

6⋅25 쟁은 핵무기가 이미 출 한 시기에 치러진 쟁이다. 이 핵무기

체계가 보유한 자체 속성과 능력은 쟁사에서 라는 시  구분을 의미 

있게 해주었다. 핵무기는 쟁에 동원될 수단의 하나로 개발되고, 태평양

쟁을 빨리 끝내기 하여 일본에 하여 사용됨으로써 그 력이 입증된 

바 있는 핵무기체계는 그때까지 치러온 쟁을 ‘재래식 쟁’이라는 범주에 

속하여 몰아넣음으로써 ‘핵 쟁’이라는 새로운 쟁을 추가하여  쟁

을 ‘이원화’시켜 놓았다. 재래식 쟁이라는 범주에 속하게 된 쟁은 정치를 

비롯한 군사 외  목 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흔하게 동원되어 온 쟁이었

다.12) 실질 으로 구체화된 의 쟁으로서 재래식 쟁은 종교, 이념, 

정치, 경제, 심리  토 등과 연 된 역에서 정의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동원되는 무력사용 행 로서 핵무기 출  이 에 존재해 온 형태의 

쟁이다.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장이 고조된 국면에서는 선제공격의 경쟁 인 선택이 우려된

다. 선제공격을 포기할 경우에는 의 선제공격을 허용한 상태에서 규모 보복공격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최 억제 략(Maximum Deterrence)’에 의하여 규모 핵보유가 

필요하여 핵경쟁을 유발한다. 박휘락, ꡔ 쟁, 략, 군사입문ꡕ(서울: 법문사, 2005), pp. 

167～189 참조.

11) 버나드 로 몽고메리 지음⋅승 조 옮김, ꡔ 쟁의 역사ꡕ Ⅱ(서울: 책세상, 1995), p. 846.

12) 온창일, ꡔ 략론ꡕ(서울: 집문당, 2004),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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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국지 ’ 성격의 6⋅25 쟁기 무기 운용

한국 쟁은 제2차 세계 이 종료된 지 5년 후에 발발한 국제 쟁이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어떤 방식이든 한국 쟁에 개입 는 련되어 

있었다.13) 즉 유엔의 깃발 아래 참 한 17개국과 북한, 공, 소련 등 교

국가의 수는 20개국에 이른다. 여기에 직  개입을 하지 않았을 지라도 

병원선을 보내는 등 여러 가지 원조를 제공한 나라들을 헤아려 보면 그 수

는 훨씬 늘어난다. 그 밖의 나라들은 립을 지켰는데, 20세기의 국제사회

에서는 더욱이 제2차 세계  이후 세계가 동⋅서 양진 으로 립된 상

황에서의 립이란 지구의 어느 한구석에서 일어난 쟁이라고 해서 무

심하다거나 월한다는 고  국외 립이 될 수 없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

다. 세계 정치 인 에서 볼 때 한국 쟁이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상 한국 쟁에서 립을 표방한 나라들은 교  양측의 의사와 

상 없이 그 사이에 서서 극 으로 계의 역할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라도 쟁의 타결을 모색하 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 쟁을 

통하여 되도록 자국의 입장을 반 시키고자 노력했다.

둘째, 한국 쟁이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련된 세계 쟁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여기에 련된 어느 나라도 그들이 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

식 으로 인정하지 않았다.14)

소련은 실제로 투에 직  참여했으면서도 그 사실을 부인했다. 공은 

공식 으로는 국가의 직 인 책임이 없는 의용군만을 보낸 것에 불과하

다는 입장을 취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유엔을 앞장세워 침략자

에 한 자유 수호임을 강변하 다. 유엔이 창설된 직후 한국 쟁의 경우

13) 이창훈, “한국 쟁과 강 국 정치”, ꡔ한국 쟁의 역사  재조명ꡕ, 국제정치논총특집(서

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0. 6), p. 261.

14) 라종일, “한국 쟁과 후 세계정치”, ꡔ軍史ꡕ 한국 쟁 40주년 특집, 제20호(서울: 국방

부 사편찬 원회, 1990. 6), pp. 3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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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단 한번 유엔헌장을 수하는 경찰행 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 까지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한국 쟁을 통하여 제한 쟁을 체험했다. 쟁의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을 제외한 여타 교  당사국들은 암암리에 투행 를 한반도에만 국

한시킨다는데 합의했다. 공군의 개입을 본 맥아더 유엔군사령 이 확 의

지를 보이자 미국 정부는 그를 즉각 해임시켜버린 것만 보아도 그 고 부

분 인 제한사항을 제외하면 교 국들 사이에는 정상 인 외교 계의 유지

와 더불어 통상 계까지도 지속되었다. 미국은 한국 쟁을 계기로 그들의 

세계 략을 거 환하면서도 국내생활은 정상 으로 계속되었다. 

한국 쟁이 세계 쟁이면서도 제한 쟁이 된 이유는 미국과 소련이 제1

⋅2차 세계  때와는 달리 유보된 쟁수단과 능력이 있었고, 유보된 

장과 군사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쟁은 핵무기가 출 한 후 “공

포의 균형”으로 특징져지는 오늘날에 있어서 국지 인 분쟁이 어떤 방식으

로 싸워지고 매듭 지워지는가 하는 문제에 한 해답으로서 하나의 특징이 

있다.15) 즉 제한 쟁으로서의 한국 쟁은 애 부터 교  양측이 쟁 의 

상수 에서 상호 자제하겠다는 일종의 묵시 인 거래를 가능  했으며, 

유엔군은 만주를 성역화 시켰으며, 공산군은 소련 MiG-15기의 참 에도 불

구에도 부산과 인천의 유엔군 보 기지에 한 공 공격을 지하 다.

넷째, 한국 쟁이 동⋅서 양진 의 결이 이념으로 치장되어 열 화한 

최 의 경우 다. 종래의 통 인 쟁과는 달리 한국 쟁의 경우에서는 

같은 나라에서도 이념 인 입장에 따라서 쟁에 한 해석이나 태도를 달

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를 들면, 서유럽의 공산당이나 그 동

조자들은 부분 한국에서 발생하고 일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공산측의 

공식입장을 본국에 반 하는 데 종사하 다. 한국 쟁의 수행이나 종결과정 

그 향에 있어서 이념은 주요문제가 아니었고 주요한 것은 결국 미⋅소 

15) 온창일, “ 총력  그리고 제한 -6⋅25 쟁의 수행과정”, ꡔ한국 쟁의 정치외교사  고

찰ꡕ, 한국정치외교사학회논총 제5집(서울: 평민사, 1989),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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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강 국이 목 한 향력의 확 , 세력의 추구 등과 같은 패권 인 역할 

행사에 한 인식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4. 6⋅25 쟁의 개 과정별 무기 운용

6⋅25 쟁의 개 과정에 있어서 미국의 정치  목 과 군사목표는 불일

치하 으며, 그에 따르는 쟁 수단을 제한했다. 이것이 유엔군사령  맥아

더의 략 논쟁과 문의 근본요인이다. 한 미국은 다양한 쟁 수단을 

보유하 으나 국제정세 추이의 변화와 정치  목 이 변경됨으로써 한국

쟁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한 쟁지도 원칙이 미비하 다고 본다. 그

기 때문에 국제정세의 추이에 따라서 정치  목 을 제한하고 쟁 개 

과정이 여러 국면으로 변동됨에 따라 군사목표 뿐만 아니라 정치  목 마

 변경되었다. 6⋅25 쟁의 개 과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 북한군 남침기(1950. 6. 25～9. 15)에 미국의 지휘하에 유엔군이 

수세 이었을 때 유엔군사령부의 정치  목 은 유엔 안 보장이사회의 결

의에 입각하여 평화를 회복하고 38선의 경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목표는 38선 이남으로부터의 공산군의 격퇴와 

38선 이북 지역의 보 능력을 괴하는 것으로 국한되었다. 북한공산군이 

불법 으로 한국을 공격할 당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정치  목 은 군사  

방도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는 정당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쟁의 

확 가 3차 의 유발 즉 공군 개입의 구실이 되는 것을 우려한 미국의 

소극론이 이를 제한한 것이라고 본다.

제2단계 유엔군 반격  북진기(1950. 9. 15～11. 25)에 유엔군사령부의 

정치  목 은 10월 7월 유엔 결의에 입각하여 군사  방도에 의한 통일 

한국의 실 에 있었다. 그러나 미국 합참과 국무부의 건의를 받아드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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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 보장회의는 군사목표를 제한하 다. 즉 38선 이북 지역에 한 지상

군 작 은 허용했지만 공⋅소련군 개입 징후가 없을 때에 한하는 것이었

다. 한 한⋅만 국경지 의 병력 운용은 비(非)한국군의 사용을 지하

을 뿐만 아니라 만주에 한 해⋅공군의 활동도 지했다. 그 같은 핵심

인 쟁수행 방침은 미 합참이 결정하고 통령이 지사령 에게 명령하

다. 따라서 지지휘 은 의 략⋅ 술  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효과 이고 임기응변  략 술을 구사할 수 

없었다. 38선을 돌 한 유엔군이  한반도를 군사 으로 완  장악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략이 한⋅만 국경지 를 확보하는 것이었으나 미국 정

부의 군사목표 제한은 정치  목 과 완 히 유리되는 것이었다.

제3단계 공군 개입  유엔군 재반격기(1950. 11. 25～1951. 6. 23)에 

유엔군사령  맥아더 장군이 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이른바 ‘ 으로 새

로운 쟁(an entirely new war)’에 착하 을 때 유엔은 공군을 침략

자로 규정하고 그 응징을 정치  목 으로 설정하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격퇴코자하는 지지휘 의 건의와 한국 정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38선을 

심으로 한 ‘안정된 군사  교착상태’에 군사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군사작

에 있어서 지사령 을 철 히 경계하고 마침내 맥아더를 해임한다는 

트루먼의 발표는 1951년 4월 11일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맥아더 사령부에 

알려졌으며, 곧이어 맥아더 장군을 소환하기에 이르 다.

제4단계인 선교착기(1951. 6. 23～1953. 7. 27)에 정치  목 은 쟁 

종결과 휴 이었으며 군사목표는 휴 상에 유리한 지역 확보에 두었다. 

1953년 7월에 정 정을 체결한 것은 사  에서 볼 때 유엔군이 한

반도를 완 히 장악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한반도의 일부만을 확

보함으로써 유엔군의 실질 인 제한패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인은 정

치  목 과 군사목표의 실질  분리  일 성 있는 쟁 지도원칙이 결

여된 것이다.

제한 쟁으로서의 한국 쟁은 처음부터 방이 쟁 의 상수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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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자제하겠다는 일종의 묵시 인 거래를 가능  했다. 유엔군사령부의 

책임하에 치러진 한국 쟁에 있어서 그 수단의 제한도 본질 으로는 군사

략과 정치 략의 괴리 는데 특히 군사 으로는 작  목표의 제한, 작

<표 4>  6⋅25 쟁 개 과정별 쟁 지역과 투의 성격

쟁 국면 쟁 지역 투의 성격 주 요  사 항

북한군 남침기

(1950. 6. 25

～9. 15)

82일(2개월20일)

38도선

↓

낙동강선

∙북한군의 공격

∙한국군의 후퇴

∙낙동강방어선 투

6. 25  북한군 남침

6. 28  서울 실함

7.  7  유엔군사령부 창설

8월～9월 순, 낙동강선에서

치열한 공방  개

유엔군 반격 

북진기

(1950. 9. 15

～11. 25)

71일(2개월10일)

압록강선

↑

낙동강선

∙한국군⋅유엔군의

반격

∙북한군의 후퇴

9. 15  인천 상륙작

9. 28  서울 수복

10.  1  한국군 38도선 돌

10. 26  한국군 선두,

압록강( 산) 도달

공군 개입  

유엔군 재반격기

(1950. 11. 25

～1951. 6. 23)

210일(6개월28일)

압록강선

↓

38도선 남쪽

∙ 공군 개입

∙한국군⋅유엔군의

후퇴

10월 하순, 공군 약30만 명

북한지역에 잠입

11월 하순, 공군 총공격,

국경선직  유엔군후퇴

12. 24  흥남철수작

51. 1.  1․4후퇴

선교착기

(1951. 6. 23

～1953. 7. 27)

764일(25개월4일)

휴 선 부근

↑

38도선 남쪽

∙38도선 북쪽

( 재의 휴 선

부근에서 2년간의

고지 투 계속)

51. 7. 10  휴 회담 시작

53. 4. 26  상병포로 교환

    6. 18  반공포로 석방

    7. 27. 10:00 정 정

조인

자료 : 국방부, ꡔ韓國戰爭史ꡕ 제1～11권(서울: 국방부, 1970～1980); 국방부 사

편찬 원회, ꡔ韓國戰爭 要約ꡕ(서울: 국방부 사편찬 원회, 1986), pp. 

109～133 참조⋅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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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제한, 무기 운용의 제한이라고 본다. 한국 쟁을 통하여 유엔군은 

재래식 무기의 부분을 사용하 으나 핵무기만 사용만은 극히 제한되었다. 

작  기 6개월간에 미국 정부는 핵무기의 사용을 고려한바 있으나16) 그 

사용은 쟁확  방지책으로서 지되었다. 본 장에서는 제한 이면서 국제

 국지  양상으로 치러진 6⋅25 쟁의 단계별 주요 작 과 무기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쟁 단계별 쟁 지역과 투의 성격을 요약⋅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1) 북한군 남침기 무기 운용

제1단계 북한군 남침기(1950. 6. 25～9. 15)에 미국의 지휘하에 유엔군이 

수세 이었을 때 유엔군사령부의 정치  목 은 6⋅25의 유엔 안 보장이

사회의 결의에 입각하여 평화를 회복하고 38선의 경계를 회복하는데 제한

되었다. 군사목표는 38선 이남으로부터의 북한 공산군을 격퇴하는 것이었

으며, 38선 이북지역의 보 망을 괴하는 것이었다. 북한공산군이 불법

으로 한국을 공격할 당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정치  목 은 군사  방법

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는 정당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쟁의 확

가 3차 의 유발, 즉 공군 개입의 구실이 되는 것을 우려한 미국의 

소극론이 이를 제한한 것이라고 본다.

6⋅25 쟁의 기원 이론  하나인 북한의 ‘개 (주도)책임설’은 무기 운

용을 살펴본 결과 이를 뒷받침해주었다. 특히 6⋅25 쟁 개  주도의 사실

16)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일본의 항복

을 이끌어낸 미국이 두 번째로 원자폭탄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했던 쟁은 한국 쟁이었

다. 1950년 11월 30일 미국 트루먼 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원자폭탄의 사용에 

해 항상 극 으로 고려하고 있다(There has always been active consideration of 

its use …)”는 내용은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1950, vol. VII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pp. 1261～

12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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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침 당시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와 무기 운용을 통하여 확연히 드러

났다. 북한군이 ‘남한의 공산화’라는 정치  목 과 남한 령이라는 군사목

표를 달성하기 하여 6⋅25 쟁 기에 선제타격계획을 시행할 때 T-34 

차, SU-76 장갑자주포, 120㎜ 화포, 항공기 등 주요 무기를 갖춘 20만 

병력이 격기동 , 게릴라  등으로 3일 만인 1950년 6월 28일에 수도 서

울을 령함으로써 그들의 군사목표를 달성한 사실을 평가해 볼 때 ‘개

(주도)책임설’이 입증된다. 

략⋅ 술 면에서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속 속결 략으로 T-34 

소련제 차를 앞세워 20만 병력이 선제기습남침 타격작 을 감행하 으

며, 한국군은 북한군의 남침시 수세방어 략을 펴면서 제공권이 장악한 상

태에서 투에서 새로이 출 한 3.5인치 차 로켓포를 이용하여 북

한군의 차를 격 할 수 있었으나, 낙동강 선까지 후퇴하여 유엔군과 더

불어 내선작 의 이 을 최 한 활용하면서 낙동강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

었다.

(2) 유엔군 반격  북진기 무기 운용

북한과 소련은 한국이 극동방 선에서 제외되는 허 을 노려, 쟁을 단

기 화 할 경우 미국이 쉽사리 6⋅25 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

과 한국내의 불안정한 정세 등을 감안할 때 그들의 화야욕은 무난히 달

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단 하에서 남한을 무력침공 하 다. 유엔17)은 이

17) 유엔과 한민국이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정부수립 이 의 1947년부터이지만 결정 인 계

기가 된 것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불법남침을 개시한 6⋅25 쟁이었다. 유엔한국

원단의 보고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이 남침을 개시한 지 하루만인 6월 26일 

04:00(25, 14:00 지시간)에 유엔 긴 안 보장회의를 개최하여 ‘공산침략행  정지요

청에 한 결의문(The Requestment of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in Korea. June 

25, 1950)’이 가결되었다. 이는 한국 쟁에 있어 유엔이 집단안 보장 조치로 침략을 제

재하고 평화의 회복을 달성하려는 유엔 결의로서 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 결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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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단호히 처하 다. 

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해 참 한 투부 를 견한 16

개국과 의료지원 부 를 견한 5개국은 휴 이 조인될 때까지 유엔의 깃

발 아래 6⋅25 쟁에서 주도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유엔군의 일환으로 참

한 21개국의 국가별 참 일자, 참 규모  피해 황을 요약⋅정리해 

보면 <표 5>와 같다.

6⋅25 쟁 당시 유엔의 한국에 한 물자지원은 1950년 7월 14일 유엔 

사무총장이 52개 유엔 회원국18)에 지원을 요청하자 투부 를 견하지 

않은 다수의 국가들이 의무보 , 식량 등 비군사원조 제공의사를 표명하

다. 이 결과 1952년 9월 15일까지 유엔회원국 45개국 정부와 비회원국 3개

국 정부로부터 약 475,800,000달러 상당의 기부   물품이 제공되었

다.19) 한민국을 돕기 해 해외에서 투부  병, 의료부   시설지

원, 그리고 물품을 원조한 나라를 종합⋅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은 북한으로 하여  침략을 지하고 38도선 북으로 군 를 철수시키도록 하는데 있었

다. 6월 28일 13:45(27일 11:45 지시간)에 한국군사원조에 한 결의안(The Military 

Assistance to Republic of Korea)이 결의되었으며, 핵심 내용은 유엔회원국이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는 데 필요한 군사원조를 지원하도록 요청한 데 있다. 제2차 세계  후 

유엔이 창설된 다음 국제평화 괴에 한 최 의 집단 안 보장조치로서 요한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한국군이 유엔군과 함께 공산 침략에 응하게 됨에 따라 쟁이 북한군

(공산군)  한국군과 유엔군의 쟁으로 확 되는 요한 환 이 되었다. 국방부 

사편찬 원회, ꡔ韓國戰爭史ꡕ 제1권 北傀의 南侵과 緖戰期(서울: 국방부 사편찬 원회, 

1977), pp. 942～945, 954; 국방군사연구소, ꡔ韓國戰爭ꡕ 上(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 174～175; 국방군사연구소, ꡔUN軍支援史ꡕ(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p. 1, 15 

～17; 김계동, “미국의 한반도 군사정책변화(1948～1950)-철수⋅불개입정책에서 한국

 참 으로의 결정과정, ꡔ軍史ꡕ 제20호 한국 쟁 40주년 특집(서울: 국방부 사편찬

원회, 1990), pp. 168～182 참조.

18) 당시 유엔 회원국은 총 59개국이었으나 이미 원조를 제공한 미국과 지원결의안에 반 한 

유고슬라비아, 소련진  5개국을 제외한 국가이다.

19) 국방부 정훈국, ꡔ한국 란 3년지ꡕ(서울: 국방부, 1953), p. C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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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유엔군 참  규모  피해 황

구  분
국가명

(참 일자순)
참  일자 참  규모

참
연인원

사자 부상자

투부

견국  

미    국 1950. 6.27

∙제8군, 3개군단 하 8개 사단 

∙제7함 본부, 해병  제1사단 

∙3개공군 20개 비행단 70개 비행

1,789,000 *33,642  92,134

    국 1950. 6.30 ∙보병 2개 여단  ∙군함 17척 56,000 1,086 2,674

오스트

일리아
1950. 7. 1

∙보병 2개   ∙군함 4척

∙ 투비행 1개 

∙수송기 1개 편

8,407  332 1,216

네덜란드 1950. 7.16 ∙보병 1개  ∙군함 1척 5,322  124 645

캐 나 다 1950. 7.26
∙보병 1개 여단 ∙군함 3척 

∙수송기 1개 편
25,687  516 1,212

 랑 스 1950. 7.29 ∙보병 1개  ∙군함 1척 3,421  269 1,008

뉴질랜드 1950. 7.30 ∙포병 1개  ∙군함 2척 3,794  43 79

필 리 핀 1950. 9.19 ∙보병 1개  7,420  112 229

터    키 1950.10.17 ∙보병 1개 여단 14,936  724 2,068

태    국 1950.11. 7
∙보병 1개  ∙군함 3척

∙수송 1개 편
6,326 130 1,139

남 아 공 1950.11.16 ∙ 투비행 1개 826 35

그 리 스 1950.12. 1 ∙보병 1개  ∙수송기 1개 편 4,992 186 543

벨 기 에/

룩셈부르크
1951. 1.31

∙벨기에 : 보병 1개  

∙룩셈부르크 : 보병 1개 소
3,498/83 106/2 336/13

에티오피아 1951. 5. 6 ∙보병 1개  3,518 122 536

콜롬비아 1951. 5. 8 ∙보병 1개   ∙군함 1척 5,100 213 448

소    계  1,938,330  37,642 104,280

의  료

지원국

스 웨 덴 1950. 9.28 ∙ 십자병원 160

인    도 1950.11.20 ∙제60야 병원 627

덴 마 크 1951. 3. 7 ∙유틀란디아 호 십자병원선 630

노르웨이 1951. 6.22 ∙이동외과병원 623    3

이탈리아 1951.11.16 ∙제68 십자병원 128

소    계 2,168      3

계 1,940,498  37,645 104,280

자료 :국방부, ꡔ韓國戰爭史ꡕ 제10～11권(서울: 국방부, 1979～1980); 국방군사연구소, 

ꡔ한국 쟁피해통계집ꡕ(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6. 12); 쟁기념 , ‘유엔참  

21개국 피해통계’ 련국가 실사자료(1999, 미발행)에서 재정리.

* 미국군 사자 인터넷자료 www.archives.gov (검색일: 200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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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해외 원조국(물품원조국 포함) 황

국  명 원조 사항 국  명 원조 사항

베네수엘라 10만 불 가치의 의료 캐 나 다 군함 3척, 1개 항공수송 , 상업시설 

화민국

( 만)

백미 1,000톤, 석탄 1만 톤,

소  3,000톤, DDT 20톤
이스라엘 약품 마취제, 기타 의료품

칠    동, 소 , 략물자 종목 미상 이탈리아 야 병원

코스타리카 해군  공군기지 지원병 수제보유  바 논 5만 불

쿠    바 사탕 2,000톤, 알콜 10,000가론, 청 리 비 아 천연고무

에콰도르 의료물자(종목미상),  1만 톤 멕 시 코 두류 

엘살바도르
지원병(훈련과 장비, 미군에 요청)

경제 원조
네덜란드 구축함 1척, 500톤의 두류 

에티오피아 지상군 노르웨이 상선

 랑 스 군함 1척, 1개 보병 , 의료품 키스탄 소맥 5,000톤

그 리 스 수송기 6 , 지상부   나 마 지원병 분견 (훈련 기지) 

아이슬랜드 간유 125톤 라과이 1만불 가치의 의료품 

인    도
야 구호 , 황마의 40만개

(  압박붕 ), 의료품
필 리 핀

차 17 , 차식 1 , 차 1개 연 , 

비  5,000개, 와구진 청 500 ,

 1,000톤, 청 추가 보  

룩셈부르크 지상군 스 웨 덴 야 병원

덴 마 크 의무부 태    국
1개 보병 투부 , 십자 계 인사

20명, 백미 4,000톤, 수송선 2척 

아르헨티나 우육통조림 터    키
1개 보병 투부 , 와구진 청

( 액 용품) 

오스트

일리아

1개 비행 , 군함3척, 지상부 ,

의료품 

남아 리카

공 화 국
1개 비행  

벨 기 에 항공 수송기, 보병     국 지상부   해군, 소 , 약품 60만 톤 

볼리비아 장교 30명(보류) 미    국 육․해․공군, 기타

 라 질
500만 불, 크루제이 약 270만 불

(수락 보류)
우루과이 20만 불, 모포 7,000매

자료 :국방부, ꡔ韓國戰爭史ꡕ 제10～11권(서울: 국방부, 1970～1980); 김명섭, 6⋅25

쟁과 병 외교: 미국 이외의 20개 유엔참 국에 한 연구 성과와 과제, ꡔ한국

쟁 연구학회 학술세미나ꡕ(서울: 한국 쟁연구학회⋅조선일보사, 2003), pp. 

69～96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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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유엔군 반격  북진기(1950. 9. 15～11. 25)에 유엔군사령부의 

정치  목 은 10월 7월 유엔 결의에 입각하여 군사  방도에 의한 통일 

한국의 실 에 있었다. 그러나 미국 합참과 국무부의 건의를 받아드린 국

가안 보장회의는 군사목표를 제한하 다. 즉 38선 이북 지역에 한 지상

군 작 은 허용되지만 이는 공⋅소련군 개입의 표시가 없을 때에 한하는 

것이고, 한⋅만 국경지 에 있어서의 비한국군의 사용을 지하 을 뿐만 

아니라 만주에 한 해⋅공군의 활동도 지되었다. 38선을 돌 한 유엔군

이  한반도를 군사 으로 완  장악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략이 한⋅

만 국경지 를 확보하는 확 략이었으나 미국 정부의 군사목표의 제한은 

정치  목 과 완 히 유리되는 것이었다.

무기 운용 면에서 지상 작 에서 운용되었던 다양한 무기들은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과 공산군의 제2차 세계 에서 제작⋅개량되어 활약했던 

무기들이며, 지상무기⋅함정⋅항공기 운용 련 쟁이론을 시험하거나 이

를 구사한 것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6⋅25 쟁이 제2차 세계 에서 활약

했던 무기의 재등장은 물론 신무기의 출 으로 한반도 역시 무기의 시험장

이 되었으며, 무기 운용 이론을 구사한 쟁이었다.

략⋅ 술 면에서 한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9월 15일 우회기동 략

으로 지상군 75,000명이 항공모함을 포함한 261척의 함정을 이용한 인천 

상륙작 의 성공에 이어 9월 28일에는 서울을 탈환할 수 있었다. 북한군은 

개  기 3일간 우세한 공 활동을 했으나 제공권을 상실하 다. 1950년 

10월 원산 상륙작 , 12월 흥남 철수작  당시 제해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항공모함의 활약상을 평가해 볼 때, 제해권 장악의 요성과 항공모함의 

가치가 입증되었다. 한 유엔군은 략폭격을 구 지역에 실시했다. 유엔

군의 확 략으로 북으로 진격시 북한군은 북으로 후퇴하면서 정규 과 

비정규 을 배합한 술로 맞서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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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군 개입  유엔군 재반격기 무기 운용 

공군은 1950년 10월 6⋅25 쟁에 개입하면서부터 1953년 7월 정 에 

이르기까지 6⋅25 쟁의 개과정과 종결에 결정 인 향을 끼쳤다. 

공20)이 6⋅25 쟁에 하여 심을 표명한 것은 1950년 8월 17일 주유엔 

미국 표 오스틴이 유엔군의 군사목표가  원상회복, 즉 38선 회복에 

있지 않고 한반도 통일에 있음을 명백히 선언하면서부터 다. 유엔군이 인

천 상륙(1950. 9. 15)에 38도선을 돌 (1950. 10. 1)하여 국경선인 압록강

변까지 진격했을 때 유엔군의 북진을 공의 안보에 한 직 인 으

로 간주하 다.

1950년 10월 공군은 항미원조보가 국(抗美援朝保家爲國)을 명분으로 

6⋅25 쟁에 개입할 당시 공의 지상군은 5개 야 군 하에 20～22개 병

단, 71～75개 군, 210～245개 사단으로 총병력은 2,438,000명으로 추정된

다. 1950년 10월 19일부터 항미원조지원군(抗美援朝志願軍)21)이란 이름으

로 한⋅만 국경선을 넘어 6⋅25 쟁에 개입한 공군은 제4야 군 제13병단 

소속 6개 군으로서 기 병력은 약 18만 명에 이르 다. 11월에는 제13병단

을 지원하기 하여 산동반도에서 만주로 이동한 제3야 군 소속 3개 군의 

12만 명이 한⋅만 국경선을 넘어 장진호 부근으로 진출하 다. 이들은 주로 

안동-신의주, 청성진-삭주, 집안-만도진, 그리고 임강- 강진의 4개 경로를 

이용하여 한만 국경선을 넘었다. 6⋅25 쟁 기간  공군은 야 군 하

에 5개 병단, 25～27개 군, 75～81개 사단의 약 100만 명이 개입하 다.

20) 1949년 10월 1일 화인민공화국( 공)을 선포(주석 毛澤東, 수도 北京)하 으나 유엔에 

회원국으로 가입된 상황은 아니었다. 유엔 안 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당시 화민국

(국민당)이었다.

21) 모택동이 팽덕회에 보낸 서한(1950. 10. 8, 국어)에 의하면, 국인민 명군사 원회 

주석 모택동이 ‘팽덕회 등 장군에게 13병단 소속 병력과 그 지원병을 국인민지원군으로 

개편해서 출동하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국인민지원군사령 은 팽덕회가 맡아 6⋅25

쟁에 개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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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 공군 개입  유엔군 재반격기(1950. 11. 25～1951. 6. 23)에 

유엔군사령  맥아더 장군이 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이른바 ‘ 으로 새

로운 쟁’에 착하 을 때 유엔은 공군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그 응징을 

정치  목 으로 설정하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격퇴코자하는 지 지휘

의 건의와 한국 정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38선을 심으로 한 ‘안정된 군사

 교착상태’에 군사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군사작 에 있어서 지사령

을 철 히 경계하고 마침내 1951년 5월 맥아더 장군을 소환하기에 이르

다. 상태로의 복귀 는데 군사  상황에 따라 목표의 변화를 보 지만, 

쟁과 련된 단과 태도 그리고 행동의 유형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무기 운용 면에서 6⋅25 쟁 당시 유엔군은 재래식 무기, 즉 57㎜ 무반

동총으로부터 8인치 자주포, B-28 폭격기, F-86 제트기 등을 운용하 으나 

미국의 트루먼 통령은 핵무기 사용만은 제한하도록 했다. 유엔군의 핵

(核) 사용 억제로 공 타격에 의한 지상작 을 지원하 으나, 공군은 무

기 운용의 제한으로 인해 술로 가능한 작 술을 구사하 다. 교 지역 면

에서 미국은 소련을 의식하고 국과의 지역을 한반도로 제한했으며, 

국의 정치  목 이 한반도 공산화가 아닌 북한 공산정권의 유지라는 틀 

안에서 수행된 제한 쟁이었다. 그러나 교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의 입장에

서 보면 면 이 되었다.

(4) 선교착기 무기 운용

제4단계인 선교착기(1951. 6. 23～1953. 7. 27)에 정치  목 은 쟁 

종결과 휴 이었으며 군사목표는 휴 상에 유리한 지역 확보에 두었다. 

1953년 7월에 정 정을 체결한 것은 사  에서 볼 때 미국  유엔

군의 실질 인 제한패배라고 할 수 있는 데, 이 원인은 정치  목 과 군사

목표의 실질  분리  일 성 있는 쟁 지도원칙이 결여된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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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6⋅25 쟁 개 과정별 정치  목 ⋅군사목표⋅

무기 운용의 상 계

쟁 단계 정치  목 군사 목표 략⋅ 술 무기 운용

제1단계

북한군

남침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입각하여 평화 회복, 

38선 경계 회복

∙38선 이남으로부터의 공

산군 격퇴, 38선 이북 지

역의 보 망 괴

∙속 속결 략

(선제기습 )

∙수세방어 략

(내선작 )

∙T-34 차

∙3.5˝ 로켓포 

∙항공기

∙ 투기(Yak)

제2단계

유엔군 반격

 북진기

∙유엔 결의(10⋅7)에 

입각하여 군사  방

도에 의한 통일 한

국의 실

∙38선 이북지역 지상군작

 허용, 단 공⋅소련

군 개입 표시 없을 때.

한⋅만 국경지 에 비한

국군 사용 지, 만주에 

해⋅공군의 활동 지

∙우회기동 략

(인천상륙작 )

∙제공권( 략폭격)

∙배합 술

∙ 투기(F-86)

∙폭격기(B-29)

∙항공모함 

제3단계

공군 개입

 유엔군

재반격기

∙ 공을 침략자로

규정, 응징
∙안정된 군사  교착상태

∙인해 술

∙ 량소모

∙ 투기(MiG-15)

∙헬기(H-13)

∙(핵무기사용 억제)

제4단계

선교착기
∙ 쟁 종결⋅휴 ∙ 상에 유리한 지역 확보

∙장기지구

(고지쟁탈 )
∙재래식 무기

상 계

∙정치  목 과 군사목표의 변화 : 북한군 남침기(유엔안보리 결의에 입각하여 평화 회복, 38

선 경계 회복: 38선 이남으로부터의 공산군 격퇴, 38선 이북지역의 보 망 괴)→유엔군 

반격  북진기(유엔 결의(10⋅7)에 입각하여 군사  방도에 의한 통일 한국의 실 : 38선 

이북지역 지상군작  허용, 단 공⋅소련군 개입 표시 없을 때. 한⋅만국경지 에 비한국군 

사용 지, 만주에 해⋅공군의 활동 지)→ 공군 개입  유엔군 재반격기( 공을 침략자

로 규정, 응징: 안정된 군사  교착상태)→ 선교착기( 쟁 종결⋅휴 : 상에 유리한 지

역 확보)

∙ 략의 변화: 섬멸 →억제 략(핵무기 사용 억제)

∙ 술의 변화: 격기동 (속 속결 ), 수세방어 략(내선작 )→우회기동 략→ 량소모

⋅장기지구

∙무기 운용의 변화: 수냉식→공냉식 기 총, 신형 차(T-34)⋅ 차무기(3.5˝로켓포)⋅

제트기(MiG-15, F-86) 등장, 항공모함⋅헬기(OH-13) 운용, 핵무기사용 억제

자료 :국방부, ꡔ韓國戰爭史ꡕ 제1～11권(서울: 국방부, 1977～1980); 김철환⋅육춘택, 

ꡔ 쟁 그리고 무기의 발달ꡕ(서울: 양서각, 1997), 부록 #2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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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쟁의 개 과정은 동일한 국면이 지속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쟁 국면은 더욱 복합화 되었다. 한국군과 유엔군, 북한군과 공군 측의 정

치  이해 계가 서로 달랐으며, 특히 정 은 한국 쟁과 련하여 상호 

억지와 상호 경쟁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6⋅25 쟁의 국면별 투 작

의 형태가 상호 달랐으며, 무기 운용은 정치  이해 계와 투작 의 형

태와 연 되어져 운용되었다. 다시 말해서 6⋅25 쟁의 국면변화와 함께 

무기 운용은 복합 으로 변화되었다.

무기 운용은 쟁과 정치  목 과도 상호작용이 있다. 6⋅25 쟁은 종

국에는 정 (停戰)에 의해 남⋅북한의 분단은 고정화되었다. 3년 동안의 

쟁은 개  이 의 상이 그 로 유지되는 차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미

국은 상유지 략을 구사하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미⋅  계를 

고려하게 되었으며, 쟁을 일으킨 북한 측에서도 쟁의 수행이 의도된 

방향으로 자율 으로 되지 않고, 국도 극 인 지원이 되지 않는 등 한

반도를 하나의 동⋅서 이념의 완충지 (buffer zone)로 여기어 직  미국

과 교 을 피했다. 소련도 미국과 직  교 을 하지 않고 하나의 리 화 

하면서 유럽과 한반도라는 두개 지역에서 동⋅서 양진 을 리하는 형태

로 한반도 문제를 고착화시켰다. 6⋅25 쟁의 개과정별 정치  목 ⋅군

사목표⋅무기 운용의 상 계를 요약⋅정리하면 <표 7>과 같다. 

5. 무기 운용이 한국군 군사력 건설에 미친 향

(1) 6⋅25 쟁 기간  군사력 건설

한국군의 창군 이래 미국의 외원조법의 변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군

사원조를 받았으며, 그 효시는 1949년 6월 30일에 철수한 주한미군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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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5,600만 달러 상당의 무기와 장비 다. 이는 비록 국가간의 원조

정에 의한 정상 인 원조에 의한 것은 아니었으나, 1949년 10월에 체결된 

미국의 상호방 원조계획(MDAP, Mutual Defense Assistance Program)22)

에 근거한 상호방 원조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때 한국군이 인수한 무기

는 약 5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 으며, 질에 있어서는 모두가 

미군이 제2차 세계 에서 사용하던 것으로서, 차나 성능이 우수한 

차화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105㎜ 야포가 최  구경의 화포 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무기는 북한의 에 처할 수 없다고 

단하고, 한편으로는 병력을 약 10만 명 수 으로 증가시키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M24 차, 155㎜ 견인곡사포, F-51 투기 등의 무기를 미국에 요

청하 으나, 지원 상병력만이 6만 5천명 선으로 상향 조정되었을 뿐, 추

가 인 무기의 지원은 한 군사정책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을 맞이하게 된 한국 정부는 1월 26일에 비로소 

미국과 한⋅미상호방 원조 정을 체결23)하 으며, 이로써 한국은 미국의 

외원조 상국의 일원이 되어 정상 인 군사  경제 원조를 받을 수 있

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 정의 체결로 1950년 미국의 한방 원

조는 3월 15일에 2,674만 달러가 책정되었으나, 미국의 유럽우선정책에 따

라 1,097만 달러가 승인되었다.24)

22) 미국의 상호방 원조법(Mutual Defense Assistance Act, 1949. 10)에 의거한 미국의 

상호방 원조계획(MDAP, Mutual Defense Assistance Program)의 시행으로 한국에 

한 군사원조를 시행하게 된 법이다. 하 선, ꡔ한국 쟁의 새로운 근ꡕ(서울: 나남, 1990), 

p. 434.

23) 한⋅미상호방 원조 정(1950. 1. 16)은 1949년 4월에 북 서양조약에 가입하여 그 해 10

월에는 1949년 상호방 원조법을 제정하고 NATO 가맹제국에 한 군가원조를 본격화하

다. 미국의 세계 인 군사원조의 일환으로 한국에 한 군사원조를 실 하기 하여 

체결된 정이다. 정문은 육군본부 팜 트 70-22-1, ꡔ육군발 사ꡕ 상권(서울: 육군

본부, 1970), pp. 158～159; 국방부, ꡔ國防史ꡕ (서울: 국방부, 1984), pp. 529～530 

참조.

24) 국방부, ꡔ國防史ꡕ (서울: 국방부, 1987), p.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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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쟁 기간  한국군이 받은 부분의 미 군사원조는 직 군원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 규모는 한국은행 발행 ꡔ경제연감⋅4290(1957년)ꡕ에 

의하면 연간 3～4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뿐, 정확히 밝 지지

는 않았다. 그 이유는 쟁 기간  한국군은 유엔군사령 인 미 극동사령

의 작 통제를 받으면서 미군⋅유엔군과 연합작 을 실시하 으며, 군수

지원도 미군의 군수지원계통으로 미군  유엔군과 더불어 이루어졌으므로 

직 군원자 의 각 국가별 분리가 곤란하게 되어, 미국이 이 비용을 외

원조법이나 군사지원계획에 의한 산으로 추 하지 않고, 자국군의 식⋅

보 ⋅구송⋅군비의 일부로 처리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쟁기간 에는 

직 군원 주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상군원은 물자도입과 군원교육 등에 

국한되었으며, 그 규모는 1천 5백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6⋅25 쟁 기간  한국 육군은 3개 군단에 10개 사단을 창설함으로써 

6⋅25 쟁 개  기에 8개 사단에 지나지 않았던 병력이 1953년 7월 27일 

정  당시에는 3개 군단, 18개 사단으로 확충되어 그 총병력은 1953년 12

월말 재 613,670명으로 증강되어 병력면에서 5배 이상의 팽창이 있었

다.25) 6⋅25 쟁을 치르는 가운데 세계 막강 군으로 육성 강화되었다. 

공군도 미군과의 쟁을 통해서 쟁을 경험했다면 한국군 역시 질

⋅양 인 면에서 비약 으로 발 을 하 다고 본다. 질 인 면에서는 미

국의 지원으로 선진무기로 무장되었으며 작 지휘체제를 확립하여 

인 군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26)

25) 한국 육군의 력 증강에 한 자세한 내용은 육군본부 팜 트 70-22-1, ꡔ육군발 사ꡕ 

상권(서울: 육군본부, 1970), pp. 404～417; 국방부, ꡔ國防史ꡕ (서울: 국방부, 1987), 

pp. 331～388 참조.

26) 국방부 사편찬 원회, ꡔ韓國戰爭 要約ꡕ(서울: 국방부 사편찬 원회, 1986), pp. 59 

～85; 국방부, ꡔ國防史ꡕ (서울: 국방부, 1987), pp. 331～4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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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25 쟁 후 1961년 5월까지 군사력 건설

6⋅25 쟁 후 남⋅북한 치상태는 계속되어 미군과 유엔군도 그 로 주

둔하고 있었으므로, 미국의 한군사지원은 6⋅25 쟁의 개 과정에서도 

계속되었다. 그 후 유엔군이 단계 으로 철수하고, 미군의 주력이 재배치될 

것을 고려하여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 조약27)을 비 하고, 한 경

제  군사원조에 한 한⋅미간 합의의사록에 서명(1954. 11. 17)함으로

써, 미국의 한군사지원은 제도 이며 계획 인 단계로 어들게 되었

다.28) 특히 한⋅미상호방 조약은 6⋅25 쟁에서 한국이 정 정을 조건

으로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최 의 성과 다.

한⋅미상호방 조약의 골자는 한국과 미국의 어느 당사국이 태평양지역

에서 침략세력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아 독립과 안 을 받을 경우에는, 

타당사국은 그것을 자국의 평화와 안 을 태롭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공동으로 그 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쟁이 재발될 경

우 한⋅미상호방 조약에 의한 미국의 군사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 정의 

정신과 유엔참 국의 결의에 따라 한국에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를 유지하며, 그 하에 주한 미 제8군, 주한공군, 그리고 주한해군을 주

력으로 일부를 직  방어하는 한편, 한반도에서의 쟁 재발을 방지하기 

27) 국방부, ꡔ國防史ꡕ (서울: 국방부, 1987), p. 83.

28) 한⋅미상호방 조약 체결은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변 태 한민국 외무부

장 과 덜 스 미 국무장 이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조약은 미 상원 비 (1954. 

1. 26) 10개월 후인 1954년 11월 17일 정식 발효되어 한⋅미군사동맹의 법  토 를 이

루게 되었으며, 연합방  체제의 법  근간으로서 한미주둔군지 정과 정부간 는 당

국자간의 각종 안보  군사 련 후속 정들의 기 를 제공하고 있다. 이 조약은 문

과 본문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에는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한 공동방 의 결의

가 명시되어 있다. 한⋅미상호방 조약에 한 내용은 국방부 사편찬 원회, ꡔ국방조

약집 1945～1980ꡕ 제1집(서울: 국방부 사편찬 원회, 1981), pp. 154～15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ꡔ韓美 軍事 關係史 1871～2002ꡕ(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564～571, 731～7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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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억지 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한국군에 한 군사지원을 계

속하 다.

6⋅25 쟁 발발 이후 수행해오던 미군의 한국군에 한 군수지원책임을 

1955년도에 한국군에 이양하고, 장비원조도 그들의 육⋅해⋅공군 산에서 

지원하던 것을 외원조자 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환에 따

라, 1956년도부터 미 합참은 한국군의 투 병력을 외원조의 기  병력

으로 인가하게 되었고, 미국의 한 직 군원은 군사지원계획(MAP)에 의

한 군원, 즉 정상군원으로 환하 다. 새로운 군원체제가 수립된 후, 한국

군은 1956년도에 2억 달러를 비롯하여, 1961년도까지 연평균 2억 3천만 달

러의 군사원조를 받았으며, 1954년과 1955년도에 받은 2,300만 달러(기간 

 직 군원은 미포함)를 포함하여 후(1954～1961) 총 13억 8천 4백만 

달러의 정상군원을 받았다.29)

미국의 외원조정책의 변화로 1958년도를 정 으로 감소해 나갔다. 

1959년도에는 미국측의 제의에 이해 군원이 문제를 의하게 되었으며, 

미국은 한군사원조물자 에서 피복⋅ 식⋅개인장구⋅군사무용품 등을 

한국측에 이 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군원이 은 미국의 한군원계획의 

군유지비에 속하는 물자 에서, 국내생산이 가능하거나 통상 인 국제무역

으로 획득 가능한 물자는 지원을 받는 국가의 부담으로 환시켰다. 이는 

곧 미국측의 군원이 감소되는 반면, 한국측의 국방비가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959년도에 한국의 국방비는 GNP의 7.5%이었으며, 정부일반 산의 45%

를 하고 있었으므로, 군원이 으로 인한 국방비의 증가는 한국측에 있어

서는 국가재정상의 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61년

도에 출범한 당시의 한국정부는 군원이 을 연기하기 하여 미 의를 

강화하기에 이르 으며, 그 결과 군원이 계획과 실시에는 많은 변화가 있

었다.

29) 국방부, ꡔ國防史ꡕ (서울: 국방부, 1987), pp. 84.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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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의 군사원조에 힘입어 육군이 3개 군단 18개 사단, 해군이 1개 

함 , 해병 가 1개 투단, 공군이 2개 비행단 규모로 확장되었으며, 총 

병력은 약 600,000명에 이르 다. 장비 면에 있어서도 근 인 장비와 

투용 함정  투기를 갖추게 되었다.

정  후 한국정부는 북한의 새로운 에 비한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하여, 1953년 10월 1일에는 한⋅미상호방 조약을 체결하 으며, 그 후 

1954년 11월 17일에는 한⋅미군사지원 정을 체결하여 한국군을 화하

기 한 미국의 극 인 군사원조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군

은 정  후에도 지속 인 군비증강을 이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

었다.

정  후 북한은 정 정서의 군비증강 지조항(제13조 D항)을 반하

여 군사력 건설을 하자, 1957년 6월 유엔군측도 이 조항의 폐기선언을 함

으로써 한국군은 신형무기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어 계속 인 군사력 건설

을 하게 되었다.30) 이러한 군사력 건설이 한⋅미 양국의 재정에 과 한 

부담을 래하게 되어 1958년에는 한국군의 병력 규모를 720,000명에서 

630,000명 수 으로 감축하게 되었다. 이때, 한국 국방부는 93,000여 명의 

육군병력을 감축하는 반면에 공군에 3,000여 명을 증원하여 합계 90,000명

의 병력을 감축하게 되었으나, 이를 계기로 한국군은 무기의 질  화

와 화력의 증강을 기하면서 1960년 를 맞이하 다.

6. 결    론

6⋅25 쟁 개 과정과 무기 운용은 한 연 성이 있다. 6⋅25 쟁의 

개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에 의한 개 의 정치  목 이 ‘남한의 공산화’

30) 국방부, ꡔ國防史ꡕ (서울: 국방부, 1987), p.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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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군사 목표는 ‘남한 령’이라는 단일 목표 다. 그러나 쟁 개 과

정은 동일한 국면이 지속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쟁 국면은 더욱 복합화 

되었다. 한국군과 유엔군, 북한군과 공군 측의 정치  이해 계가 서로 

달랐으며, 특히 정 은 한국 쟁과 련하여 상호 억지와 상호 경쟁의 측

면에서 이루어졌다. 6⋅25 쟁의 국면별 투 작 의 형태가 상호 달랐으

며, 무기 운용은 정치  이해 계와 투작 의 형태와 연 되어져 운용되

었다. 다시 말해서 6⋅25 쟁의 국면변화와 함께 무기 운용은 복합 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밝 졌다.

무기 운용이 남⋅북한 군사력 건설에도 많은 향을 미쳤다. 6⋅25 쟁

의 개 과정의 각 국면마다의 국제 인 조치들은 더욱더 한반도 문제를 

더욱 구조화되도록 만들었으며, 남⋅북한 계의 냉 의 구조화가 더욱 심

화되었다. 한국군 군사력 건설에 이러한 6⋅25 쟁의 경험이 반 되었다. 

냉 이 구조화되고 미국이 한국에 한 군사원조가 더욱 증 되었다. 이러

한 미국의 군사원조는 근 국가로서의 한국에 한 군사력 건설에 많은 기

여를 하게 되었다. 한⋅미동맹이라는 정치 ⋅군사  동맹 체제를 만드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한국의 국가 형성에도 지 한 

향을 미쳐왔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25 쟁의 기원 이론  하나인 북한의 ‘개 (주도)책임설’은 무

기 운용 분석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다. 6⋅25 쟁 개  주도의 사실은 남

침 당시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와 무기 운용을 통하여 확연히 드러났다. 

특히 ‘개 (주도)책임설’을 입증하기 하여 북한이 ‘남한의 공산화’라는 정

치  목 과 남한 령이라는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6⋅25 쟁 기

에 선제타격계획의 시행으로 차, 자주포, 항공기 등의 무기를 운용하면서 

격기동 , 게릴라  등을 실시한 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입증하 다.

둘째, 핵무기 등 무기의 역할과 운용이 제한 쟁 성격의 6⋅25 쟁과 상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6⋅25 쟁의 성격이 ‘제한 쟁’, ‘국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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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쟁’이면서 실 화 양상을 띠는 것은 쟁 당사자가 일련의 국면 환

용으로 무기 운용을 하 기 때문이며, 이는 운용 면에서도 변화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기 운용의 복합성 때문이라고 본다. 핵의 사용이 한국 쟁

은 핵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제한

된 목 의 쟁이 가능하 다. 6⋅25 쟁을 통하여 유엔군은 재래식 무기

를 동원하 으나 핵무기만은 극히 제한함으로써 제한 쟁이 되었다. 핵의 

사용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한 재래식 무기가 발 함에 따라 쟁 양상

은 더욱 제한 쟁화가 되고 이에 따라 국지 쟁화가 되었으며, 6⋅25 쟁

의 경우에도 잘 반 되어 있다.

셋째,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은 단순한 군비 증강이 아니고 정치 ⋅경제

인 면과 상 계가 있었다. 6⋅25 쟁 기간  군사력 건설은 쟁 경

험을 반 하 으며, 조직⋅무기체계 면, 략⋅ 술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6⋅25 쟁 후 1961년 5월까지의 군사력 건설은 6⋅25 쟁 발발 직

과 쟁 기간  군사력 건설과 비교해 볼 때 확연히 달랐다. 이와 같은 

군사력 건설의 기반은 6⋅25 쟁 경험과 정치 ⋅경제  면과 깊은 연 성

이 있었다. 6⋅25 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된 한국군은 한국이 근 국

가의 틀을 갖추는데 기여하 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이 군사력 건설에 치

되는 상을 가져옴으로써 국가건설(national building)에 향을 미쳤

다. 이에 한 연구는 제외시켰으나 후속연구가 긴요하리라고 본다.

(원고투고일：2007. 3. 8, 심사완료일：2007. 6. 8)

주제어: 6⋅25 쟁, 무기체계, 항공기, 함정, 제한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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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War as a Characteristics of Limited War

and the Role of Weapon System such as Nuclear Weapon

Kang, Chang-kook

  This study is to study on the Korean War from 25 June 1950 to 27 July 

1953 as a characteristics of limited war and the role of weapon system such 

as nuclear weapon.

The Korean War was the International War that executed the massive of 

weapon, and the Limited War in the employment aspect of weapon system. 

Major weapon system employed in the war, were the conventional weapons 

such as tanks, armored vehicles, small arms, machine guns, mortars, and 

guns as the mobile weapon system though the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 had developed already, And also aircraft such as fighter, 

bomber, cargo, helicopter in the air, aircraft carrier, cruiser, destroyer, 

frigate on the sea were employed.

I obtained the lessons and effects through the analysis of weapon system 

employment during the Korean War as the four things.

First, theory of responsibility(initiative) of breakout of the Korean War, 

which is one of theories of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was proved the 

invas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thoroughly prepared military 

power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NKPA) in June 1950.

Second, the weapon system employ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ar which characterized as the limited war and internationally 

local war, were in correlations. It could find the analysis of the wea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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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employment through the proceedings in each phase during the 

Korea War.

Third, the weapon system employment affected strongly to the build for 

the ROK Armed Forces in an after the Korean War.

In addition, through the analysis in the strategic and tactical employment 

levels of the major maneuvering and fire power weapons of the ground 

weapon system, fighters and warships employed during the Korean War, we 

can also obtain the lessons and effects to the war as the followings:

Without of any warning, the NKPA led by 242 T-34 tanks made in USSR, 

struck all across the 38th parallel with synchronized preparatory field 

artillery and mortar fire, and occupied Seoul, the Capital, in three days. 

The ROK Armed Forces could not destroyed the tanks due to its capability. 

Consequently, the ROK Armed Forces maneuverable in the Korean peninsula, 

needed strongly tanks. And the friendly forces' tanks such as M24 Chaffee, 

M26 Pershing, M4A3E8 Sherman, M46 Patton, and M41 Centurion were 

employed.

The NKPA’s 176 SU-76 Armored Vehicles equipped 76.2mm gun, were 

employed with the tanks and 211 fighters by the NKPA during the Korean 

War. Its major role was fire support for ground troops with its main gun, 

and its firepower was effective to the infantry units. Various types of small 

arms such as M1 Garand and Carbine, M1891 and M1938 Carbine, were 

employed, but those weapons had limitations for firing. The Chinese 

Communist Forces (CCF) used PPSh-41 sub-machinegun with hand grenades 

when they were execution the human wave tactics. In the dimension of 

employing fire weapons, the ROK Armed Forces and UN Allied Nations 

employed various small arms separately, but the NKPA and CCF used 

various types of small arms in separate before reaching their effective 

ranges.

The reason why the communist forces lost the air supremacy in early 

stage of the Korean War, the sole means of fire support was the artillery 



軍史 第63號(2007. 6)302

including 122mm howitzers, 76mm guns, and 45 anti-tank guns. To obtain 

superior in fire, the communist forces concentrated and employed various 

fire weapons such as howitzers, guns, and mortars, and even they 

classified the large calibered mortars as the fire weapon, and supported fire 

power for the combat units. 

The importance of air and naval superiority is reconfirmed. After 

employment of MiG-15 Fighters by the Communist, tactical and skill for air 

combat was greatly changed. Helicopters were appeared newly for transport, 

search and rescue, evacuation. Close Air Support was effective for ground 

forces, but system and equipment for request and equipment need to be 

developed. Sweeping Mines in the sea was very hard to operate. The value 

of Aircraft Carrier is reestimated as the key naval forces.

Throughout the Korean War, we can hav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at the weapon suitable to the Korean peninsula need to introduce and 

employ, the doctrine need to develop, and the performance of weapon 

system need to modify and develop, too.

Key Words : The Korean War, Weapon System, Fighter, Warship, Limited War



｢황생 (黃生傳)｣에 나타난

김기의 북벌론에 한 연구

1) 權  都  京*

1. 들어가는 말

2. ｢황생 ｣의 창작 배경과 작품의 반 인 내용 소개

3. ｢황생 ｣에 나타난 북벌론의 양상과 의의

4. 맺 음 말

1. 들어가는 말

｢황생 (黃生傳)｣은 18세기 재야 학자인 김기(金琦: 1722-1794)가 창작

한 한문단편소설로, 그의 문집인 ꡔ기헌유고(寄軒遺稿)ꡕ1)에 실려 있다. ｢황

생 ｣은 황생이라는 인물의 일 기 속에서 북벌론을 문답식으로 풀어내고 

있는 작품으로, 인물 의 양식  범주 속에서 문답체 구조의 서사성을 구

＊ 이화여  한국어문학연구소 연구원

1) ꡔ기헌유고ꡕ는 4권 1책, 127장이며, 한시⋅산문⋅제문⋅  등의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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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소설  서사성을 일정 부분 획득한 작품이다.2) ｢황생 ｣은 ꡔ기

헌유고(寄軒遺稿)ꡕ, 권지4에 일곱 편의 제문(祭文)과 함께 편집되어 있는

데, 매면 12행, 매행 24자, 총 3,730자로 (傳)이란 표제를 달고 있는 

형 인 작품과 비교하자면 다소 긴 분량임을 알 수 있다. ｢황생 ｣은 김기

의 여타 다른 작품들과 함께 그의 후손인 김사변(金思變) 선생 에 해

져 오던 것으로 유일본만 존재한다. 김사변 선생의 요청으로 1959년에 송

호 교수의 부친인 송재식(宋在植) 선생이 김기의 다른 작품들과 함께 묶

어서 ꡔ기헌유고ꡕ로 출간했다.3)

｢황생 ｣에 한 기존 연구로는 작가의식, 창작 배경, 구조  양식  특

징을 다룬 논의가 존재한다. ｢황생 ｣의 작가의식과 련해서는 사회비  

 개 의식이 지 4)되었으며, 창작 배경의 측면에서는 북벌설화와의 련

성이 간략히 언 5)되었고, 구조  양식  특징에 한 연구에서는 서사갈

등의 양상과 문답식 구조의 특징6)이 밝 졌다. 이상의 기존 논의에 의해 

｢황생 ｣ 연구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환기될 수 있었으며, 특히 구조  

양식  특징과 련해서는 ｢황생 ｣의 서사가 짜여지는 구성 원리와 갈등

구조의 양상, 자아와 세계와의 계양상과 인물형상화의 특징, 인물 의 양

식  특징 속에서 허구 인 소설성을 구 하는 방식 등 작품의 내재  연

구의 본격 인 첫 단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황생 ｣에 구

되어 있는 북벌론의 양상과 의미를 구체 으로 분석하고 그 시 인 의

의를 규명해 내야 할 단계에 이르 다고 할 수 있다.7)

2) ｢황생 ｣의 이러한 특징에 해서는 권도경, ｢黃生傳｣의 서사 갈등의 양상과 양식  특

징, ꡔ동양고 연구ꡕ 24, 2006을 참조하기 바람.

3) ꡔ기헌유고ꡕ는 송 호 선생이 소장하고 있으며, 동일한 본이 국립 앙도서  고 운

실에 보 되어 있다. 본 고는 송 호 선생 소장본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4) 권도경, ｢김기의 문학세계와 작가의식｣, ꡔ고소설연구ꡕ 13, 2002.

5) 김수 , ｢기헌 김기 연구｣, ꡔ고 문학연구ꡕ 24, 2003.

6) 권도경, ｢황생 의 서사 갈등의 양상과 양식  특징｣, ꡔ동양고 연구ꡕ 24, 2006.

7) ｢황생 ｣에 나타난 18세기 사회상과 시 상, 작가 김기의 사상에 한 기존 연구는 존재

하지 않는다. ｢황생 ｣에 나타난 18세기 재야실학자 김기의 북벌사상을 연구하고자 하는 



｢황생 (黃生傳)｣에 나타난 김기의 북벌론에 한 연구 305

양란의 종결 후 구체화된 북벌론은 17세기에 그 정 을 맞았다가, 18세

기 이후로는 당 의 국제  역학 계와 국내의 정치질서를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어 나갔다. 내분을 효과 으로 수습하고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동시에 각종 문화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하고 있었던 청나라와의 

계는 한 세기 의 주류 국가이념인 북벌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단계

에 어들고 있었다. 국내 으로는 소 화주의를 외치는 화이론  세계 이 

주류 념으로서 여 히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부(國富)의 증  

 사회 발 을 한 개 과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북학 의 주장이 

이념지도의 새로운 한 국면을 형성한 시기이기도 했다. 기존의 공식화된 

이념지도가 해체되고 시 의 변화에 탄력 으로 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

러다임이 요구되는 시 다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지식 이론은 기존의 

것을 비 하고 회의하는 동시에 변주하는 과정에서 모색되어 나아갔다. 북

벌론은 사회 체계를 재편하고 유지하기 해 국가가 채택한 이데올로기로

서, 비록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을망정 여 히 18세기에도 그 향을 드리

우고 있었다. 그 상만큼이나 새로운 지식 이론 구축을 한 기존 이념의 

발  해체의 주된 상이 된 것은 물론이다. 18세기 지식 이론의 체계 

속에서 북벌론은 기존의 국가 체계를 비 하는 동시에 재  미래의 발

 략을 모색하기 한 요한 계기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황생 ｣에 

나타난 북벌론의 특징과 의의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도 이러한 차원에 놓여져 있다.

본 고는 ｢황생 ｣에 구 되어 있는 북벌론의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 

의의를 규명하는 것으로 목 으로 한다. 연구는 크게 두 측면으로 나뉘어 

진다. 첫 번째는 ｢황생 ｣이 치한 18세기 북벌론의 개 양상을 살펴보

는 창작배경에 한 연구이다. 18세기 북벌론의 개와 변주와 하게 

연결되어 있는 고탑회귀설과 련하여 ｢황생 ｣의 북벌론이 형성된 배경

본 고의 일차 인 의의도 바로 이와 같은 ｢황생 ｣에 한 18세기 사회상과 작가 김기

의 사상에 한 본격 인 기존 연구가 부재하다는 지 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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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국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두 번째는 ｢황생 ｣에 나타난 북벌론의 양

상과 의의에 한 구체 인 분석이다. 이 부분은 극 인 요동 령론과 

축차 ⋅토착 인 령론, 청나라 지형에 맞는 진법 운용과 첨단무기 개발, 

통 인 화이론과 진보 인 부국강병론의 발  결합의 세 측면을 심

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 ｢황생 ｣의 창작 배경과 작품의 반 인

내용 소개

(1) 작자 김기의 사상 인 배경과 ｢황생 ｣

김기(金琦)는 명문인 안동(安東) 김문(金門)에서 몰락한 계  출신으로

써 근기지방에서 세거하다가 낙향한 바로 이처럼 재지사족으로서 당 의 

개  사상과 문학세계를 보여  독특한 소설작가이다. 김기의 사상  경

향은 경제지학, 치도론, 상수학  지식 등에 집 된 진보  성향을 보여

다. 김기가 이러한 사상  경향을 보이게 된 배경은 개인  심에 의한 

독자  연구와 성리학의 낙론을 계승한 학통, 경화벌족 출신의 집권층과 

인층으로 별되는 교유 계의 세 가지 방향에서 설명된다. 김기는 안동 

김문의 계  가운데서도 조정에 출사하지 않고 사림의 자세를 고수하는 것

을 내력으로 하는 사렴공 (使廉公派) 출신이다.8) 김기 자신도 소싯 부터 

뛰어난 인재로 칭송받았으나, 1739년( 조 15) 18살의 나이로 참여한 과장

에서 과거제도의 비리를 경험한 이후로 평생을 과장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

8) 김기의 10 조가 되는 김사렴(金使廉)은 고려가 망한 후 의를 지켜 태조가 불러도 거

하고 평생을 벼슬하지 않았으며, 자손들 역시 직을 하지 말 것을 유훈으로 남겼다. 

실지로 김기의 직계가계에서는 사후에 추증된 외에는 벼슬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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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의 경험이 김기를 재야사족으로 남게 하는데 결정 인 향을 미

쳤는 바, 김기는 집권층의 출사권유를 거 하며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

았다.9) 그러나 김기는 정치와 사회에 한 심을 완 히 버리지 않고 

1768년 이후 개인 으로 치도의 근간이 되는 경세학과 상수학 등을 연구했

다. 이후 김기는 낙론의 거유인 李縡(1680-1746)의 제자 擽泉 宋明欽(1710 

-1758)으로부터 정식으로 사사를 받으면서 경제지학과 상수학에 학문 인 

근을 해나갔다.10) 이러한 상수학  심은 조선 성리학자들의 상수학 연

구에 결정 인 향을 미친 주돈이(周敦頤)의 ꡔ태극도설(太極圖說)ꡕ, 소옹

(邵邕)의 ꡔ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ꡕ 등을 평가한 ｢여신돈항( 愼敦恒)｣,11) 

천체와 우주론에 한 지식을 서술한 ｢물리문답(物理問答)｣12) 등에서 확인

된다.13)

김기는 과거응시를 거부하고 낙향한지 16년만인 1755년( 조31)에 재상

경하여 당  경화벌족들과 친분을 쌓았다. 연안김문(延安金門) 출신으로 

의정을 역임한 죽하(竹下) 김익(金熤: 1723-1790), 연안이문(延安李門) 출

신으로 서를 역임한 이정보(李鼎輔: 1693-1766), 이익보(李益輔: 1710- 

1758) 형제와 이조원(李肇源: 1758-1832) 등이 이 시기에 친교를 맺은 인

물들이다. 이들 에서 김기는 특히 김익과 상당히 친교가 깊었는데, 두 사

람의 교유 계를 그가 김익에게 보낸 ｢죽하김상공익(上竹下金相國熤)｣14)이

라는 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서른 네 살이던 김기는 그의 친구

9) “幼學壯行, 固是士君子之事, 則吾亦可仕, 然仕 , 欲以行道也, 苟道之不行, 而徒貪爵祿, 

隨衆進 而已, 則是君子事君之道乎”(｢行狀｣, ꡔ寄軒遺稿ꡕ, 卷之五).

10) 송명흠은 士禍를 피하여 낙향하는 부친을 따라 충청도 沃川⋅宋村 등지로 옮겨 다니며 

살았다. 1764년 贊善으로 經筵官이 되기까지 충청도에 玉溜閣에 머물면서 학문을 지속했

는데, 이때 김기가 송명흠에게 사사받을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1) ꡔ寄軒遺稿ꡕ, 卷之二.

12) ꡔ기헌유고(寄軒遺稿)ꡕ, 권지(卷之)三.

13) 김기 성리학 이외의 다양한 학문과 신선술, 자연학 등에도 심이 많았는데 이러한 성향

이 ｢황생 ｣, ｢정생 ｣에서 월계, 잡학, 신선추구, 술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14) ｢上竹下金相國熤｣, ꡔ寄軒遺稿ꡕ, 卷之二,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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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김익의 조카사 인 이생(李生)의 소개로 김익을 만났다. 김익은 김기

를 마치 오래 사귄 사이처럼 했다고 하며, 얼마후 이생이 요 한 후에도 

친분을 이어가기를 당부했다. 그러나 경향의 거리와 낙척불우한 처지 때문

에 떠돌아다니느라 친교는 14년간 끊어진다. 그후, 김기는 1768년( 조44) 

에 다시 상경하여, 홍문  직을 역임하고 있던 김익을 다시 찾아보았

다. 김익은 지 가 높아져 빈객이 문에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김기

를 붙잡아두고 은정을 베풀었다고 한다. 이후로는 김기는 다시는 상경하지 

않았으나, 23여년이 흐른 이후에도 편지를 보낼 정도로 두 사람의 사이는 

각별했다.15) 한편, 1759년( 조35) 이후 송능상이 죽고 난 후에 김기는 충

청도를 떠나 라도 설천(雪天)으로 이거했다. 이 시기에 김기는 설계(雪

溪) 박치원(朴致遠)⋅김근추(金謹樞)⋅신돈항(愼敦恒)⋅정동박(鄭東泊)⋅신

천능(愼千能) 등의 하층 제자들을 길러냈다.16) 김기의 제자들 에 일부

는 스승 송능상과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기가 송능상에게 문

리를 묻기 해 보낸 편지에서 박치원에 해서 언 한 것으로 보아, 박치

원만은 송능상이 죽기 부터 학문  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17) 이 무

주 은거기의 평민제자 양성경험은 ｢정생 ｣에서 인여성⋅여항인을 등장

15) 김기는 ｢上竹下金相國熤｣ 끝부분에 자신의 나이가 일흔이 다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

라서 1768년 상  이후 23여년이 지난, 1791년 무렵에 쓴 편지임을 알 수 있다.

16) 이들 제자들과의 계는 ｢答愼千能｣⋅｢ 愼敦恒｣⋅｢門生金謹樞祭文｣⋅｢門生鄭東泊祭文｣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다.｢행장｣에서는 이들을 평민학자로 표 하고 있다. 

이들이 몰락한 재지사족 출신임을 들어 이 게 표 한 것인지 아니면 실지로 서층이었

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신돈항의 인척 에 박치원(1680-1764)이라는 同號⋅同名의 인

물이 확인된다. 雪溪라는 호를 가진 이 인물은 密陽 朴氏로 1709년(肅宗34)에 과거에 

제하여 知中樞府事까지 지냈다. 신돈항이 편한 그의 문집 ꡔ雪溪隨 ꡕ(신돈항 편, 규장

각, 27권)에는 신돈항이 그의 문생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설계 박치원은 김기가 출생

하기도 에 이미 과거에 제한 인물이기 때문에 ｢행장｣ 기록처럼 김기의 제자일 것으

로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김기와 학문 인 교류를 나 는 사이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나 

더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다.

17) “前日 及於朴致遠, 則致遠以生疑於章句爲大, 不可其 , 頗近於謹嚴之道, 自謝妄發矣”(｢上

雲坪宋先生｣, ꡔ寄軒遺稿ꡕ, 卷之二,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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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그들의 욕망⋅의식세계를 구 하게 되는 동인을 제공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기는 학문 으로 연암⋅담헌과 더불어 낙론을 계승한 동시 의 인물이

다. 이단상(李端相)에서 김창 (金昌協)으로 계승된 낙론의 학맥은 이재와 

어유 (魚有鳳)으로 나 어 계승되는데, 김기는 이재로부터 송명흠으로 이

어지는 계보를 이었고, 담헌은 이재에서 김원행(金元行)으로 계승되는 학맥

을 이었으며, 연암은 어유 으로부터 이보천(李輔天)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받고 있다. 한, 담헌의 스승 김원행과 김기의 스승 송명흠은 김기와 친분

이 있던 이조 서 이정보에 의해 1750년 직에 나란히 등용된 일례도 있

는 것으로 보아 김기와 담헌, 연암 등과는 어떤 형태로든 직⋅간 으로 

면식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18) 김기가 사상 , 문학 으로 담헌과 연

암을 심으로 한 북학 의 개 론과 유사한 성향을 보이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학통과 학문  경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기의 교유 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경화거족 출신의 집권층과의 두터운 

교유와 함께 하층 인물들을 학자로 길러내면서 친 한 계를 유지했다

는 이다. 자는 김기로 하여  서울의 최신 문화를 수시로 받아들이면

서 실에 한 심을 지속 으로 열어둘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

으로 보이며, 후자는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성장한 하층 출신의 인재들을 

함으로써 계층과 사회 문제에 한 개방  시각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기는 사상 으로 진보 인 실비 의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집필 활

동을 통해 진  개 론을 주장한 인물이다. 김기는 벌열의 권력독 과 

사치에 한 비  인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실질 인 부국강병책을 시행

하야 한다는 치도 을 펴고 있다. 김기는 소  인(賢人)들에 의해 시행되

는 통 인 치도론으로는 폐단을 근 할 수 없다고 보고 진 인 법률시

행을 주장한다.19) ｢송명치란론(宋明治亂論)｣에서 김기는 북송(北宋) ‘희풍

18) ꡔ英祖實 ꡕ, 英祖26, 庚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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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지폐(熙豊紹聖之弊)’의 근원을 제공하 다 하여 비 받아온 신법(新法)

을 재평가함으로써 치도에 있어서 ‘이재지법(理財之法)’의 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김기가 말하는 치도란 단순히 수동 인 ‘수성지도’에 있는 것이 아

니라 개 인 부국강병책의 시행이다. 즉, 치병(治兵), 강무(講武), 축재

(蓄財), 실변(實邊) 등의 시무에 걸친 강력한 행정실무법의 시행인 것이

다.20) 김기가 이상으로 삼는 치자상 역시 유가  인이나 지사가 아니라 

당나라 때에 ‘이재지재(理財之才)’를 종횡무진으로 발휘한 안연(晏然), ‘경

구부지법(輕重九府之法)’을 시행한 (管仲), ‘낙 시변지책(樂觀時變之

策)’으로 유명한 허연(許然)과 같은 경세가이다. 김기는 18세기 조선을 신

법의 실패로 인해 표 인 난세로 평가되는 송나라 신종(神宗) 때보다 폐

단이 심각하며, 국세가 어느 때보다 한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21) 김기

가 보는 당 의 폐단은 벌열의 권력 병과 사치풍속에 기인한다. 1784년

(정조 8) 무렵 김기가 당시 재상의 반열에 있던 김익에게 보낸 편지 ｢상죽

하김상국익｣을 보면 이러한 시각이 잘 드러나 있다. ⋅정 년간에 왕실과 

벌열의 사치한 풍속은 앙정계나 재야 할 것 없이 국가의 요한 폐단으

로 인식되고 있었다.22) 김기는 ｢상죽하김상국익｣에서 재야산림의 입장에서 

19) “世俗所 , 賢 之無補於世之說, 適中其見”(｢上竹下金相國熤｣, ꡔ寄軒遺稿ꡕ, 卷之二).

20) “其急先之務, 孰有切於治兵講武蓄財實邊”(｢宋明治亂論｣, ꡔ寄軒遺稿ꡕ, 卷之三)

21) “自今奢侈贓汙之害, 有甚於熙豊靑苗之弊, 而國勢危急, 莫此時若也”(｢上竹下金相國熤｣, ꡔ寄

軒遺稿ꡕ, 卷之二).

22) ⋅정 연간에 사치의 폐단은 붕당, 분경, 조세, 재정 등과 더불어 시 한 국가의 문제

로 인식되고 있었다. 비  지식인과 정치인을 심으로 궁 , 사 부, 서리를 심으

로 한 사치한 풍속이 여항에까지 속도로 퍼지고 있음을 경계하는 이론이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청나라 사행이 빈번해짐에 따라 능라, 담비가죽 등의 소  唐物 

유입이 비 의 상이 되었으며, 가체⋅진주⋅자개 등 사 부가 여성들의 사치 한 문

제가 되었다. 이에 조는 스스로 무명으로 만든 옷을 입음으로서 모범을 보 으며(ꡔ

조실록ꡕ, 조 10년 2월 5일, 辛亥), 능라⋅보석 등의 수입품 반입과 가체 지, 혼수 간

소화를 명하는 교시(ꡔ 조실록ꡕ, 조 22년 11월 6일, 丁酉: 조 25년 9월 21일, 병인: 

조 32년 1월 16일, 甲申: 조 45년 4월 5일, 정묘)를 여러 차례 내렸다. 그러나 이미 

사치풍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서, 신하들이 어 에서 비단옷 에 무명 겉옷을 

겹쳐 입음으로서 임 을 기망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ꡔ 조실록ꡕ, 조 10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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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폐단의 구체 인 실상을 확하게 고발하고 있다.23)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폐단이 국가와 백성을 한 ‘정도(正道)’를 하는 악습의 연결고

리를 래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 하고 있다. 권문세족의 사치한 

풍속이 지방 의 탐학과 주세과징을 낳고, 이로 인해 백성은 도탄에 빠지

게 되며, 결과 으로 국가의 재정이 탄에 이르게 되는 악습이 되풀이 된

다는 것이다. 이처럼 김기는 재정, 군사, 제 등 행정의 개 을 시하고 

있다. 이는 김기가 재야산림이면서도 치도를 실질 인 부국강병책과 련지

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김기는 고답 인 유가  재야지

식인으로서 실정치에 담쌓고 지냈던 것이 아니라, 개 인 정책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이를 앙정계의 치자에게 환기시키고자 하는 노력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24)

｢황생 ｣은 김기가 자신의 사회개 사상을 북벌론을 통해 집 성해 낸 

작품이다. 여기서 김기는 황생(黃生)이라는 이인과 혹자 간의 문답을 통해 

북벌의 성공을 해 조선이 수행해야 할 개 책이 무엇인가를 논함으로써 

결과 으로는 조선의 당  실에 한 비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앞

으로의 논의를 해 ｢황생 ｣의 강의 거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

선 효종조(孝宗條) 때에 라도 신창(新昌)이라는 곳에 황생(黃生)이라는 

辛亥).

23) “近聞士大夫家, 若婚嫁, 則新婦 具, 郎家當之, 而髢長必滿二尺六寸許, 然後用之, 此乃至

貴之物, 難得之貨也, 一 之入至於千金, 千金乃中人數家之産也, 一女子頭上, 戴數家之産, 

古人見帶牛佩犢以爲非, 况見戴人之家, 則 復 何 (中略) 今以如此薄俸, 備如此用度, 則

其勢不得, 不受賂於列邑, 而邑宰之黜陟, 出於賄賂之多 , 爲邑宰 , 其勢不得不聚斂於

民而後, 乃辨其賂物也, 推此而觀, 則奢侈之弊, 常患財乏, 財乏之弊, 不顧廉防, 不廉之弊, 

至於受賂, 受賂之弊, 至於聚斂, 聚斂之弊, 至於使斯民, 不得安業, 民不安業, 國受其禍, 

此必然之勢也”, ｢上竹下金相國熤｣, ꡔ寄軒遺稿ꡕ, 卷之二.

24) 김기의 생애와 학술활동  학승⋅교유 계, 사상  경향에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권

도경, ｢김기의 문학세계와 작가의식｣, ꡔ고소설연구ꡕ 12, 2002. 8. 30을 참조하기 바란다. 

의 논문은 김기의 사상⋅학문  배경과 생애에 한 최 이자 유일한 연구이다. 필자

의 논문에서 이 부분을 요약 제시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요구된 김기의 생애  사상⋅

학문  배경에 한 소개를 신함을 여기서 분명히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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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가 있었다. 황생은 태어난 지 열달이 되지 않아서 혼자 을 깨우치고 

학문을 연마할 수 있었으며, 콩으로 병사를 만들어 군사훈련을 할 정도로 

이인 인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황생의 학문은 유학에서부터 과학기술과 

군사, 지리 등 실용 인 역에까지 두루 걸쳐있는 것이었다. 황생은 비범

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쓰이지 

못할 것을 알고 야에 묻  있었다. 그런데 혹자(或 )가 찾아와 북벌성공

책과 사회개 에 한 가르침을 구하자 그에 한 자신의 의론(議論)을 펼

친다는 거리로 되어있다.

(2) 18세기 북벌론의 개 양상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이란 두 차례의 호란을 경험한 조선 사회는 북벌론

을 심으로 사회체제와 정치⋅이념 질서를 통합해 나아갔다. 청복수론

( 淸復讐論)과 치론(禮治論)은 흩어진 통치질서를 재정비하기 해 17

세기 집권층이 내세운 강력한 국가 이데올로기 다.25) 그러나 국 내부의 

정세 변동을 배경으로 18세기에 들어오면 정권을 유지하고 있던 기득권층 

내부에서도 북벌론의 실  가능성에 한 회의와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

다. 컨  조선 사람으로서 명나라에 의를 지킨 인물들의 사 을 기록

한 ꡔ명배신고(明陪臣 )ꡕ의 자 황경원(黃景源: 1709-1787)은 북벌계획은 

명이 남천(南遷)한 후 세 황제가 생존했을 당시(1645-1662년)에만 가능했

던 일이라고 규정했다.26) 북벌론의 실  실 가능성과 이념  생명력을 

17세기의 특수한 국내외 정치 상황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제한한 것이다. 

신 송시열(宋時烈)과 송 길(宋俊吉) 같은 인물들이 북벌을 추진한 일은 

존주 의( 周大義)을 밝힌 것27)이라고 하여, 북벌론에서 존주론으로의 국

25) 청복수론과 치론을 심으로 한 17세기 국가 이데올로기의 양상에 해서는 정옥자, 

ꡔ조선후기 조선 화사상연구ꡕ, 일지사, 1998을 참조하기 바람.

26) 黃景源, ꡔ明陪臣 ꡕ, 권3, 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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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데올로기의 면 인 환28)을 명시하고 있다. 주(周)나라를 정통으

로 하여 명나라로 이어지는 ꡔ춘추(春秋)ꡕ 정통질서를 지키기 해 명나라

에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명의리론과 존주론은 18세기 반 명나라 황실

에 올리는 제의를 조선의 국가의례화 한 보단(大報壇) 제사의 창설과 18

세기 후반 존주론의 이념을 총정리한 ꡔ존주휘편( 周彙編)ꡕ의 편찬 등으로 

변된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이데올로기의 구축  강화 작업은 북벌론의 기치 

아래 일사불란하에 움직 던 사회질서와 사상⋅이념이 느슨해지는 경향이 

나타나자, 내수외양(內修外攘)과 자강지도(自强之道)를 부르짖음으로써 노

론 집권층의 정치 기반을 유지하기 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는 것29)

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가 나서서 공식 이데올로기가 명의리론과 존주

론임을 재차 확인시켜 주어야 할 정도 다는 것은 거꾸로 그만큼 18세기 

조선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에 응하는 지식인 

사회의 이론 한 다기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다. 동

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사상⋅학문  지식체계의 변화 속에서 조선의 국

가  미래 략을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조선 후기 지식인 사회의 

표 인 화두로 두된 것도 이러한 다층 인 흐름 의 하나 다. 잘 알려

져 있다시피 청나라의 선진 문물과 국에 수입되어 있던 서양의 과학 기

술을 배워, 국부(國富)를 축 하기 한 실질 인 조처를 국가의 행정 차원

에서 실행해야 한다는 북학 운동의 두가 표 인 경우이다. 기존 질서

27) 黃景源, ꡔ明陪臣 ꡕ, 권3, 규장각.

28) 정옥자는 게서에서 북벌론에서 명의리론⋅존주론으로의 환을 단선 인 것으로 규

정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순환 인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정옥자는 18세기 

명의리론과 존주론을 북벌론과 같은 차원의 구체 인 개념으로만 용하고 있으나, 본

고는 명의리론과 존주론에는 일반 인 개념과 구체 인 사건으로서의 개념이 이원 으

로 존재하며, 일반 인 개념으로서의 명의리론과 존주론이 구체 인 사건으로서의 북

벌론 혹은 명의리론⋅존주론으로 환되었다가 다시 일반 인 개념으로서의 명의리

론과 존주론으로 회기하기도 하는 유동 인 체계로 규정한다.

29) 정옥자, 게 서,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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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회의와 비 을 바탕으로 사회의 방 인 패러다임의 교체를 추

구하는 진보의 물결과 통 인 명분론을 심으로 기득권층의 이념을 재

확인하고자 하는 시 착오 인 과거 회기의 흐름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

이다.

18세기는 양극화 된 두 층 의 이념이 충돌하는 가운데, 사상계가 자기 

갱신과 극복을 이루어나가는, 그 어느 때보다 민한 시기 다고 할 수 있

다. 이처럼 양극화 된 이념지도를 배경으로 17세기 이래로 유명무실해 진 

북벌론은 명의리론과 존주론이라는 명분론으로 옷을 갈아입고 시 의 변

화에도 불구하고 여 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볼 수 있다. 즉 명의리론과 

존주론은 표면 인 얼굴만 바 었을 뿐 그 이면의 알맹이는 북벌론의 핵심 

근간과 동궤에 있다. 시 의 여건과 이슈에 따라 명의리론과 존주론은 

북벌론으로 구체화 되었다가, 다시 북벌론이 명의리론과 존주론으로 일반

화 되는 구도 속에서, 새롭게 나타난 18세기 논의가 바로 고탑회귀설이

다. 고탑회귀설은 오랑캐인 청나라의 운세가 백년을 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발상지인 고탑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17세기 후반인 숙

종 조부터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 본격 으로 유포되기 시작되어 18세기 

엽까지도 지속되었다. 1673년 오삼계(吳三桂)의 난, 1726년 청 황실 내

부의 골육상쟁, 1712년 목극동 사건, 1730년의 자연재해 등은 고탑회귀

설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국 륙 내부의 정세 변동과 청나라 황

실의 내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청나라가 쇠락하는 결정 인 증거로 

받아들여졌으며, 조(朝)⋅청(淸) 국경 토의 측량과 백두산정계비 설립은 

청나라가 원으로부터 철수하여 고탑으로 귀향하기 한 퇴로를 마련하

는 구체 인 움직임으로 인식되었다.30)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계기들은 표면 으로 드러난 사건들이고, 고탑

회귀설이 18세기 조선의 정계와 행정계, 지식층 속에서 횡횡하게 된 이면

30) 고탑회귀설의 양상에 해서는 배우성, ꡔ조선후기 국토 과 천하 의 변화ꡕ, 일지사, 

1998, 64-93쪽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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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한 계기는 북벌론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벌론이 18세기 들

어서 명의리론과 존주론으로 환되면서 실질 인 략으로서의 존재가

치를 상실했으며, 신 청나라의 문화와 과학기술을 배워서 국가발 을 이

룩하자는 국가재조론이 북학 를 심으로 확 되어 나갔다는 사실은 앞

서 정리한 바와 같다. 북벌론은 본질 으로 그 출발부터 실질 인 실

략을 구체 으로 모색하지 않았다는 에서 명분론에 가까웠던 것인데, 18

세기 이후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면서 국가와 사회를 이끌 실용 인 

략으로서의 상을 상실해 나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식 인 국

가 략의 부재를 비집고 들어간 것이 북학 란 한 지식인 그룹의 이론이

었다고 할 수 있다. 고탑회귀설의 유행과 이에 한 정부  지식인들의 

응 양상 속에는 청(淸)⋅명(明)에 한 명분론 인 인식과 청방어(

淸防禦)의 필요성에 한 실 인 인식이라는 일견 모순 인 논리가 공

존하고 있다는 에서 18세기 북벌론이 화(轉化)해 가는  다른 국면

을 보여 다.

일단 고탑회귀설은 범 하고 주도면 하게 수집된 정보와 이에 한 

객 ⋅종합  분석에 근거한 군사 략의 일부가 아니라, 뚜렷한 근거가 

없는 바램이 만들어낸 일종의 당 론 인 허  테제에 해당한다. 애 에 

청나라 만주족의 근거지는 흥경( 京)이지 고탑이 아니다. 이미 선조 부

터 조선 정부는 이를 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에 기반한 청나라

의 고탑 기원설이 확산되었던 것이다. 옹정제에서 건륭제로 이어지는 청

나라 최고의 치세에 한 조선의 단 착오도 같은 오류의 차원에 놓여 있

다. 강희제는 삼번(三藩)의 난을 평정하고 원의 반청  명 잔존세력을 

일소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건륭제는 만주, 만, 내⋅외몽고까지 토를 

확장하여 분할 통치했다.31) 이러한 조선의 단 착오는 청나라 내정에 

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데 일차 인 원인이 있다 하겠지만 보다 

근본 인 원인은 객 인 정보마 도 일방 인 방향으로 호도하는 인식체

31) 이에 해서는 이춘식, ꡔ 국사서설ꡕ, 교보문고, 1992, 409-420쪽을 참조하기 바람.



軍史 第63號(2007. 6)316

계의 오류에서 찾을 수 있다. 오랑캐인 청나라는 당연히 망해야 하고 망할 

것이라는 실과 동떨어진 명분론 인 인식이 조각조각의 정보들을 종합하

여 객 인 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 의 성세를 리고 있는 청나라를 망국의 국가로 악하게 하는 기득권

층의 인식논리 속에는 실질 인 북벌을 수행할 능력은 없으나 청복수는 

이루고 싶은 강력한 바램이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벌론의 비 실성

과 실질 인 추진 략의 부재에 한 실 인 인식이 역설 으로 실 정

세에 한 단 오류와 실재하지 않는 비 실 인 망을 확산시키는 계기

로 작용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 실 인 명분론에 한 집착이 불러온 

시 착오 인 소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명분론 인 북벌론의 잔재는 

청나라의 고탑회귀 과정에서 발생할 조선과 청나라 간의 국경 침공과 이

로 인한 면 의 공포를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숙종  반기까지

만 해도 청의 고탑 회귀 과정에서 평안도 내륙지역과 함경도 역이 피

해를 입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 이었으며, 이 때 몽고가 심양과 고탑 

사이에서 청의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결과 으로 조선이 청과 면 의 상

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청나라의 내부 정세와 국 

륙의 동향에 한 정보가 확 되고 이에 한 인식이 차츰 실화됨에 

따라 조 에는 청의 상 진로가 평안도의 청북지역과 함경도의 북 지

역 등으로 좁 지기는 했지만, 고탑회귀설을 심으로 한 비 실 인 국

제 정세 인식은 18세기에도 여 히 지속되었다. 다만 면 인 쟁에 

한 비론이 평안도를 심으로 한 북방 방어라는 국지 인 쟁에 한 

비론으로 축소되었을 뿐이다. 청나라가 궁극 으로는 멸망할 것이며, 

고탑 회귀시 조선의 북방 토를 거쳐 갈 것이라는 기본 논리는 변하지 않

고 끈질기게 계승되었던 것이다.32)

32) 이종성(李宗城: 1692-1759) 같은 이는 청나라가 고탑으로의 회귀시, 조선의 육진(六

鎭) 지역으로 들어올 것이므로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해서는 배

우성, ꡔ조선후기 국토 과 천하 의 변화ꡕ, 게서, 78쪽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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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일부에서 지속된 북벌론의 한 국면은 이러한 고탑회귀설과 

련되어 있다. 숙종조의 표 인 북벌론자인 윤휴(尹鑴: 1617-1680)는 남

국에 웅거한 반란세력인 오삼계와 제휴하여 북벌군을 심양으로 출격시킬 

것을 주장하 다. 윤휴는 만에서 반란을 일으킨 정성공(鄭成功) 세력과 

연 하여 청나라와 외교를 단 한 이후, 오삼계와의 연합군을 심양으로 출

동시키면 10일내에 내로 진출할 수 있다는 강경론을 폈다. 한편 윤휴의 

강경 북벌론이 실 으로 화한 것이 바로 내수외양론(內修外攘論)이다. 

이이명(李頤命: 1658-1722)을 필두로 한 내수외양론은 효종 조의 북벌론을 

그 로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정도의 실인식은 보여 다. 그러나 명나

라 말기의 군사지도인 ｢요계 방도｣33)를 상징 으로 내세운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여 히 명나라를 심으로 한 명분론 인 천하 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화이론 인 세계 을 구 할 실질 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조선 통치 

질서의 수장인 왕에게 원론 인 자기성찰을 요구함으로써 정신 인 차원에

서 소 화주의를 구 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여 다. 그런데 고탑회귀설과 

연계하여 18세기에 제기된 북벌론에 하여 실 인 실 가능성을 회의하

는 논자들의 비 론도 그 안티테제로 존재했다. 개발론(開發論)이 표 인 

경우에 해당된다. 개발론의 표자는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이다. 남구

만은 청나라 군사지도인 ꡔ성경지(盛京誌)ꡕ를 구해옴으로써 고탑회귀설의 

오류를 지리 으로 증명했다. 고탑회귀설과 련한 조선의 기의식이 

국의 지리를 악하지 못한 비 실 인 것으로 청나라와의 면  가능성

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지 한 것이다. 신 국경지 의 면 인 개발과 

행정 체계의 구축을 주장했다. 방 지방을 개발하여 거주 인구가 늘어나

면 국경 방어 문제는 자연 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개발이 곧 최선의 청

33) 숙종의 재가를 받아 1706년(숙종32)에 10폭 병풍 형식으로 완성된 군사지도로, 명나라가 

멸망한지 이미 80년이 지난 시 에 과거의 군사편제를 담아낸 시 착오 인 지도이다. 

이이명은 여기에서 명나라의 훌륭한 방어태세와 군사시설을 기록했다. 이에 해서는 이

찬, ꡔ한국의 고지도ꡕ, 범우사, 1991, 383쪽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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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淸防御)라는 논리이다.34)

18세기 엽부터는 청이 내외 인 안정기로 어들면서 청나라 내부 

정세에 해 사신들이 직  견문한 고  정보가 유입되고, ꡔ성경지ꡕ와 같

은 청나라의 군사지도가 수입되면서 고탑회귀설의 오류가 수정되기 시

작하 던 것이다. 이처럼 18세기 지식인들에게 확인되는 고탑회귀설의 

의미 변화는 북벌론에 한 인식 변화의 한 축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

식 변화가 국방에 한 기의식의 면 인 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었다. 고탑회귀설은 그 구체 인 양상과 이에 한 인식이 세부 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여 히 18세기 후반인 정조 연간까지도 맹 를 떨치고 

있었으며, 북벌론의 후  변모 과정의 한 국면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35)

3. ｢황생 ｣에 나타난 북벌론의 양상과 의의

(1) 극 인 요동 령론과 축차 인 지화론

김기는 북쪽을 청나라 오랑캐로부터 방어한다는 북수(北守)의 소극 인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심양⋅요동 령  북방 진출까지 포함한 

극 인 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기서 요동 정벌은 민족의 북방 고토회복

의 일환으로 주장되고 있다는 사실이 요하다. 요동지역은 청나라의 등장

34) 남구만은 국경지역에 무산부(茂山府)와 후주부(厚州府)를 설치하고, 길주(吉州)와 갑산

(甲山) 사이에 도로를 개통하는 등의 구체 인 개발론을 제기했다. 이에 해서는 배우

성, ꡔ조선후기 국토 과 천하 의 변화ꡕ, 게서, 73쪽을 참조하기 바람.

35) 청나라에 한 군사지리  지식의 확 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여 히 

고탑회귀설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에 해서는 김문식, ꡔ조선후기경학사상연구ꡕ, 1996, 

107-115쪽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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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조선 기 이후의 북방 정책 속에서 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청

나라가 후 이었을 무렵부터 요동에 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을 침공

했기 때문에 해군 조부터 조선군과 명군의 군사연합작  지역으로 요동

령이 고려된 바 있다.36) 조선후기로 가면 요동 령론은 극 으로 검토

되지는 않으나 그 략 인 가치는 요하게 다 졌다. 청나라에서 변란이 

일어나면 이들이 원래의 발상지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고탑회귀설을 배경

으로 하여 요동지역이 조선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군사

요충지가 될 것이라는 논의가 형성되었다. 청나라의 변란을 측하고 이에 

맞는 북방 방어 략의 수립 필요성을 환기시키기 해 조선 후기의 군사론 

속에서도 역시 요동 지역이 요하게 다 졌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 군사론에서 언 되는 요동의 존재는 어디까지나 방어

인 차원에 한정된 것이었다. 해군조에 검토된 요동 령론으로부터 축소되

어 청나라와 몽고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가를 방어하기 한 소극 인 략

상의 요충지로 거론되었던 것이다. 청나라가 고탑으로 회귀한다면 몽고가 

제3세력으로 부상할 것이고, 몽고족은 외의 요충지인 심양을 획득하기 

해 조선을 우회하여 군사를 동원할 것이라는 기감을 타개하기 해 그 

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국방인식은 몽고의 군세를 확 해석한 정

보 수집상의 오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조선 후기 국방론 속에서 요동은 

동북아 정세에 한 잘못된 단 속에서 짜인 략 속에 치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황생 ｣에서 김기가 제시한 요동 략은 단순 방어가 아닌 극

인 공략론이었다. 청나라가 고탑으로 회귀하고 나면 그 일 를 극 으

로 공략하여 북방고토를 회복해야 한다는 공세론을 보여 다. 이러한 김기

의 요동 공략론은 당  동북아 정세에 한 일반 인 국방론과는 다른 

단 속에 치한다. 청나라의 변란 가능성을 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에 

36) ꡔ光海君日記ꡕ, 권127, 光海君 10년 윤4월 5일조; ꡔ光海君日記ꡕ, 권127, 光海君 10년 윤4

월 15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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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김기의 단은 철 히 청나라 자체에만 집 되어 있다. 몽고의 군세에 

한 확 해석의 오류는  찾아볼 수 없다. 요동이라는 북방고토를 

심으로 하여 청나라와 조선과의 계에만 철 하게 집 되어 있다. 요동에 

한 김기의 군사 략이 수세 인 방어론이 아니라 극 인 공세론으로 

짜여져 있는 것도 이처럼 정확한 정세 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의 요동 공략론은 3단계의 단계 인 략으로 짜여져 있다. 요동공

략을 한 3단계 략은 다음과 같다.

① 제일 먼  심양(瀋湯)을 공략하여 령한 후에 본격 인 요동 공략의 

거 으로 삼는다.37)

② 백두산 주둔군을 고탑으로 출 시켜 령한 후에 심양과 함께 요동의 

제2거 으로 삼는다.38)

③ 황해도 주둔 수군(水軍)을 서해로 움직여 산동성을 공략, 령한 후에 

심양⋅ 고탑과 이원 인 연합체계를 구축한다.39)

김기의 요동 공략론은 백두산-심양, 백두산-요동, 황해도-서해-산동성의 

세 루트를 활용하며, 심양⋅ 고탑⋅산동성을 군사 거 으로 삼는다. 심양 

공략을 심으로 하여, 고탑을 함락한 다음, 이 요동에 주둔한 군사와 

력작 을 펴서 등주⋅래주를 공략하고, 확장된 군세를 바탕으로 형주⋅양주

⋅ 주⋅곤주⋅서주⋅양주 일 를 손에 넣는다는 축차 인 령론으로 확

되어 있다. 이러한 요동 공략을 심으로 한 4단계의 축차 인 령론은 

청나라의 불안정안 내정 상태를 배경으로 요동-심양- 고탑, 등주⋅래주-형

주⋅양주- 주⋅곤주⋅서주⋅양주에서 발행할 힘의 공백을 극 으로 활

37) “以大炮破其城門, 乃可拔之, 旣得盛京 (中略) 儲畜甚多, 當取爲我有, 以給軍用多”, ｢黃生

傳｣, ꡔ寄軒遺稿ꡕ.

38) “命一大 , 聚衆兵於白頭山中, 待夏月極熱, 進軍拾取靈固塔 (中略) 於時, 搗其巢穴, 取其

財物, 遼師連營, 相通以給軍 ”, ｢黃生傳｣, ꡔ寄軒遺稿ꡕ.

39) “又使一 , 率水軍五萬, 自黃海道, 發船西海, 値泊登萊二州 (中略) 遼帥爲輔車之勢”, 

｢黃生傳｣, ꡔ寄軒遺稿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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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축차 인 령 확 의 마지막 단계에서 요

하게 거론되는 것이 바로 명나라 잔여세력과의 연합이다. 축차 인 령이 

3단계까지 완성되고 나면 명나라 잔여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등주⋅래주-형

주⋅양주- 주⋅곤주⋅서주⋅양주 등 그 유민들이 집결해 있는 지역까지도 

우리의 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와 같은 4단계의 축차

인 령론은 동북아 정세를 청-조선-명의 유민을 심으로 악한다는 

에서 특징 이다. 18세기 북방 군사론이 동북아의 정세를 청-조선-몽고의 

3자축을 심으로 악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

다. 김기의 요동 령론이 국 륙 북방을 심으로 한 동시 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 으로 방 으로 확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기의 요동공략  축차 인 령론은 단기 인 북벌이 아닌 장기

인 토착화론이라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기는 단기 인 략이 아니

라 장기 인 략을 제시한다. 장기 인 략의 핵심은 토착 인 지화론

이다. 토착 인 지화론은 축차 인 령론을 통해 요동을 확보한 후에 

과를 확 하는 술이다. 첫째, 요동과 산둥반도의 요충지를 령한 뒤 

군 를 장기 주둔시킨다.40) 둘째, 군사를 농병(農兵)으로 임시 환, 둔

을 개간하여 지식량을 자 자족하는 체계를 구축한다.41) 셋째, 휴식을 

취하면서 요충지를 쇄하여 방어체계를 공고히 한다.42) 넷째, 산둥반도를 

심으로 한 명나라의 잔여세력과 연합하여 청나라를 멸망시킨다.43) 다섯

째, 명나라로부터 고탑을 심으로 한 요동 일 를 임받아 북방의 고

토를 회복한다.44) 여섯째, 도읍을 평양으로 옮겨 요동, 고탑, 조선 세 나

40) “旣得盛京則亦用火器, 以爲固守之計”, ｢黃生傳｣, ꡔ寄軒遺稿ꡕ.

41) “廣開屯田, 以爲王師久留之計”, ｢黃生傳｣, ꡔ寄軒遺稿ꡕ.

42) “守要害而備, 援兵衝突之患”, ｢黃生傳｣, ꡔ寄軒遺稿ꡕ.

43) “中原遺民, 必聞風 起, 爭殺長吏, 以應我帥, 於時, 收其豪傑, 分地以地, 而使各自爲戰, 

則天下人民之爲漢人 , 比諸淸人, 爲十分之九, 而此則, 無論智愚, 皆爲我邊之人, 衣冠殊

制, 人心不異, 夫如是不過一年, 天下震動, 我衆而彼寡, 我强而彼弱, 雖有智 , 亦不知爲

盧計矣 (中略) 散亡 盡矣”, ｢黃生傳｣, ꡔ寄軒遺稿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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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를 아울러 통치한다.45) 이 토착 인 지화론은 공략한 요동, 고탑을 

조선의 토로 합병하는 략으로 기획되어 있다.

김기는 토착화와 지화 략을 구체 으로 실 하기 해 지의 풍토

와 지리, 만주족의 습성의 세 가지를 고려하여 맞춤 술을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컨  고탑 공략시 백두산 주둔군을 움직이는 시기는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만주족의 습성이 추 에는 

강하나 더 에는 약하기 때문이다. 6⋅7월 무렵에 찾아오는 고탑 일 의 

더 를 만주족들이 견뎌내지 못하니 이때 공략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다.46) 만주족의 체질을 극 활용한 략이다. 거꾸로 이는 쟁터가 될 

지의 기후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고탑이 한반도 보다 도 상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름이라 하더라도 한반도의 그것에 비하면 더

가 약하다. 즉, 훨씬 더운 여름을 겪어온 조선 군 에게 유리한 최 의 

기후 조건이 된다고 악한 것으로 생각된다. 말하자면 지리(地理)와 인화

(人和)란 생태 ⋅자연  조건을 동시에 고려한 략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 해 둘 것은 이러한 요동 공략론과 북방 고토 회

복론의 술  기반 속에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조선의 국방론과 군사론

을 풍미한 고탑회귀설이 내재해 있다는 사실이다. 고탑회귀설과 련된 

논자들은 외 없이 몽고가 심양과 고탑 사이에서 청의 퇴로를 차단함으

로써 결과 으로 조선이 청과 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을 

강조하고 있다. 실재로 오삼계의 난 등으로 국 정세가 유동이던 숙종

에 의주부윤 조성보는 몽고가 장차 북경과 심양간 길을 차단하고 심양을 

44) “帝命則, 皇帝必以遼東靈固塔, 屬之於我, 作爲藩屛, 使備北虜”, ｢黃生傳｣, ꡔ寄軒遺稿ꡕ.

45) “我國旣得此兩地, 則當移都箕城, 統理三國, 而國力稱裕”, ｢黃生傳｣, ꡔ寄軒遺稿ꡕ.

46) “命一大 , 聚衆兵於白頭山中, 待夏月極熱, 進軍拾取靈固塔, 何以待夏進兵, 蓋北胡之性, 

能耐寒而不能耐暑, 且北土風氣, 雖當夏月, 不知甚熱, 而每値六七月之交, 大暑暴至, 熱如

爐火, 胡人皆吐 , 臥於樹陰之中, 但飮藥物, 不能動身, 如是數三十日之後, 暑熱漸 , 始

乃 醒, 我軍必俟, 其極熱之時, 出其不意則, 彼必束手就縛, 於時, 搗其巢穴, 取其財物, 

遼師連營, 相通以給軍 , 則靈固塔卽彼虜”, ｢黃生傳｣, ꡔ寄軒遺稿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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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것이며, 나아가 북경방면으로 세력을 넓 나갈 것이라는 첩보를 조정에 

올린 바 있다.47) 조선이 북방을 공략하기 해서는 이러한 배후의 몽고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다면 몽고의 주요 공략지인 심양

을 선공하여 배후를 안 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심양이 청국에서 

지니는 군사 ⋅ 략  상 외에 몽고와 청의 군사 계 면에서도 심양은 

조선의 북방 공략상 요한 요충지가 되는 것이다. 김기 역시 고탑이 청

나라의 근원지라는 인식48)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기의 극 인 요동 

령론과 단계 인 지화론이 기존의 고탑회귀설과 차별화되는 지 은 실

질 인 과학기술과 군사 략을 기반으로 한 사회 개 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이다. 수동 인 북수(北守)와 명분론 이 탁상공론으로 귀결된 

고탑회귀설과 달리 김기의 요동 령론과 지화론은 실 이고 극 인 

륙공략론으로 확 되고 있다는 에서 사회발 론의 성향을 띈다고 할 

수 있다.49)

(2) 청나라 지형에 맞는 진법 운용과 첨단무기 개발

김기는 요동 진출과 축차 인 령론을 구체 으로 실 하기 한 략

47) ꡔ肅宗實 ꡕ 3, 肅宗 1년 4월 甲午.

48) “靈固塔卽彼虜千年屈 ”, ｢黃生傳｣, ꡔ寄軒遺稿ꡕ.

49) 18세기 조선의 군제가 그야말로 虛設化 방향으로 나타나며, 군사 육성이 여의치 않은 상

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김기의 북벌론은 다분히 이상론에 그친다는 지 이 있을 수도 있

다. 본 연구는 ｢황생 ｣에 나타난 김기의 북벌론의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는 논문이므로, 

18세기 조선의 군사나 군제 운 의 양상과 련하여 김기의 북벌론이 지니는 실 가능

성의 여부 혹은 ꡔ풍천유향ꡕ과의 련성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하나의 논제로서 본격

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보인다. 이 부분은 본 연구자가 당 에 본격 인 후속 연구

를 비 에 있었다는 을 지 해 두기로 한다. 한편 ｢황생 ｣에 나타난 18세기 북벌

론이 사회발 론의 성향을 띤다기 보다는 고탑회귀설이 더 맹목 으로 민간에게 변형

되어 나타난 상으로 읽어낼 가능성도 있다. 이는 한 작가의 작품 속에 존재하는 작가

의식의 다층 인 측면이 될 터인데, 필자는 이 부분을 ꡔ｢황생 ｣의 작가의식에 한 연

구ꡕ란 후고에서 다루고자 비 에 있음을 미리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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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 인 핵심은 바로 청나라의 주력 부 인 기병

(騎兵)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략과 술, 무기  진법의 운용이다. 

략이 총체 으로 군 를 움직이는 작 계획이라면, 술은 구체 인 투에

서 군사와 무기, 진(陣)을 운용하는 기술이다. 김기가 ｢황생 ｣에서 제시하

고 있는 요동 령 략의 핵심 요체는 다음의 두 가지 차원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청나라의 발 빠른 기병을 제압할 수 있는 술 개발이다. 두 번째

는 요동의 활한 륙에 합한 진법의 창안이다. 김기는 이 두 가지 필

승 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술로 차를 심으로 활용한 진법을 주장

하고 있다.50) 일반 으로 진법이란 군병력의 행렬(行列)로서 진을 설치하

는 방법을 가리키는데, 구체 으로 군의 편제와 용병술 외에 군법(軍法)⋅

통신(通信)⋅행군(行軍)⋅ 투훈련을 포 한다. ｢황생 ｣에 나타난 김기의 

군  운용 술은 군사훈련과 작 방식, 병력  화력배치 등 진법의 일반

인 체계를 고루 갖추고 있는 조직 인 것이다. 김기가 ｢황생 ｣에서 선보

이고 있는 진법의 형태는 일반 인 병법이론과 비교할 때, 상 인 청나라 

군 의 진법을 상 하기에 알맞은 공수(攻守) 략으로 개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진법은 거(車)⋅보(步)⋅기병(騎兵)을 심으로 운용된

다. 김기의 진법은 이러한 통 인 구성요소 에서 거병(車兵)의 장 을 

극 화하여 운 한 진법을 구사하고 있다. 청나라의 철기(鐵騎)에 응하여 

아군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한편 군에 한 괴력을 극 화 하는 방안

으로 거진(車鎭)의 면화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병(戰車兵)

의 극 인 활용은 명나라의 장수인 척계 (戚繼光)이 북방의 기병을 제

어하기 해 계주(薊州)의 투에서 도입한 술이다. 김기는 척계 이 

차병을 운용해서 북방 기마민족의 철기병(鐵騎兵)을 효율 으로 제압했던 

것에서 착안하여 여진족의 후 인 청나라 철기병의 속도 과 괴력에 

항하기 해서는 차병을 극 으로 활용한 진법을 구사하는 것이 최선

책이라고 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  김기의 진법의 핵심은 척계 의 

50) “其制鐵騎之策, 非車戰不能”, ｢黃生傳｣, ꡔ寄軒遺稿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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ꡔ기효신서ꡕ로부터 차 술(戰車戰術) 자체는 차용하되 그것을 북벌을 감

행할 조선 군  실정에 맞게 변용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김기의 이러

한 술은 ꡔ기효신서ꡕ에 한 비 으로부터 시작된다.51)

그런데 ꡔ기효신서ꡕ에 한 비 과 토착 술에 한 요구는 18세기 조선

의 군사 문가들 사이에서 하나의 요한 화두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

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군 의 진법은 ꡔ기효신서ꡕ를 축약한 보 서인 ꡔ병학

지남(兵學指南)ꡕ52)을 심으로 체계화 되어 있었다. ꡔ병학지남ꡕ은 조선 후

기까지도 군사 술의 주된 교범으로 자리잡고 있었다.53) 그럼에도 불구하

고 조선 군 가 운용하는 술서로서의 ꡔ병학지남ꡕ의 실효성에 한 비

은 17세기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되는 동북아 질서의 재편 과정 속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즉, 명나라가 주도하는 천하질서가 붕괴되고 청나라

를 심으로 동북아 국가의 계사가 교체되는 상황 속에서, 명군(明軍) 병

서의 용은 그 실효성을 의심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긴박한 륙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정작 조선 군 가 필요로 했던 것은 명나라가 제국을 구

축하는 과정 속에서 확립한 ꡔ기효신서ꡕ가 아니라, 청군(靑軍)을 효과 으로 

상 할 수 있는 새로운 술서 다고 할 수 있다. 청나라에 패배한 명나라 

군사서의 폐기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에 이미 방호 법(防胡大法)

이라고 알려진 ꡔ연병실기(鍊兵實紀)ꡕ가 도입54)되었으며, 종-숙종 를 

거치면서 ꡔ기효신서ꡕ의 일명 척법(戚法)을 비 하는 이론 인 토 가 마

련55)되었다. ⋅정조 는 이러한 척법에 한 비 론이 본격 으로 논리

51) “目今軍門操練之法, 卽明 戚繼光新書之餘陰也, 此法便於倭, 而不利禦戎也”, ｢黃生傳｣, 

ꡔ寄軒遺稿ꡕ.

52) ꡔ병학지남ꡕ은 선병(選兵)⋅편오(編伍)⋅ 법(戰法)⋅기계(器械)⋅수 (守哨)⋅주사(舟師) 

등을 조목별로 요약한 병서로, 정조 22년인 1708년에 이상정(李象鼎)이 ꡔ병학지남연의

(兵學指南註解)ꡕ라는 주해서를 펴내기도 했다.

53) 이에 해서는 육군사 학교, ꡔ한국군사사상사ꡕ, 육군인쇄공창, 1981, 28쪽을 참조하기 

바람.

54) ꡔ宣祖實 ꡕ, 권182, 宣祖 37년 12월 辛酉條.

55) ꡔ顯宗實 ꡕ, 卷7, 顯宗 5년 1월 癸酉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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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기 시작한 시기로, 국가  차원에서 공식 으로 척법을 체할 병서와 

술 마련이 다각도로 시도된 시기 다. 사도세자가 ꡔ기효신서ꡕ의 6기(技)

를 수정 보완하여 18기로 변용56)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 35년인 1759년

에 ꡔ무 신보(武藝新譜)ꡕ57)가 만들어졌으며, 정조 13년(1789)에 이르러 마

침내 ꡔ무 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ꡕ가 간행58)됨으로써 척법을 체할 병서 

마련이라는 국가 인 노력의 한 단계가 마무리되었다.59) ｢황생 ｣에 나타

난 김기의 진법은 ꡔ기효신서ꡕ에서 ꡔ병학지남ꡕ, 다시 ꡔ무 신보ꡕ에서 ꡔ무

도보통지ꡕ로 이어진 조선후기 진법의 발  과정 속에 치한다고 할 수 있

다. 더 정확하게는 국제군사정세의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감한 ꡔ기효신서ꡕ

를 체하여 실 에 극 활용할 수 있는 진법 개발 과정과 흐름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지 에서 김기의 진법이 북벌을 성공시키기 해 구체 으로 그가 비

하고 극복하고자 한 척법과 어떤 측면에서 차별화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김기의 진법은 차를 극 활용하여 이에 맞게 화기를 배치하고 

병력수나 그 운용을 조 한 에서 기본 으로 ꡔ기효신서ꡕ의 척법과 유사

하다. 차에 다양한 화포를 탑재하여 할 때 발사하도록 함으로써 

차와 화포의 연합작 을 구사하며,  따로 화기(火器)에 능한 정 부 를 

배치하여 지원사격을 하도록 병력을 운용하는 기본 인 기조에서도 유사

을 찾을 수 있다. 차이 은 진법의 구성과 운용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거 (車營)의 구성 측면이다. ꡔ기효신서ꡕ는 편상거(偏廂車)를 심

으로 차진이 짜여진다.60) 진법의 구성 측면이다. ꡔ기효신서ꡕ에 나타나 

56) ꡔ凌虛關漫稿ꡕ, ｢武藝六技演成十八船說｣.

57) ｢武藝六技演成十八船說｣.

58) ꡔ武藝圖譜通志ꡕ, 序.

59) 이상의 18세기 병학론의 흐름과 양상에 해서는 백기인, ｢18세기 송규빈의 국방론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 논문, 1999를 참조하기 바람.

60) ꡔ기효신서ꡕ의 차진은 거 (車營)은 좌우부(左右部)로 구성되어 있고, 4차(車)가 1국

(局)을, 4국(局)이 1사(司)를, 4사(司)가 1부(部)를 이룬다. ꡔ紀效新書ꡕ, 卷之十六, 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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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척법은 거 (車營)과 기 (騎營)의 연합 진법으로 되어있다. 편상거는 

진나라 마융(馬隆)이 녹각거(鹿角車)와 함께 만든 것으로 조선조의 군사

문가들에 의해 우리나라의 좁은 도로에 가장 합한 차화거로 꼽아온 것

이다.61) 외 의 침략을 효과 으로 방어하기에 합한 최 의 차로 지목

된 것이 바로 편상거인 것이다. 컨  18세기 반에 경상좌도의 수군 

도사를 지낸 양완(梁玩)62)은 국의 편상거와 녹각거의 장 을 취합하여 

당  조선의 실정에 맞게 개량한 편상녹각거를 고안해 낸 바 있다.63) 한편 

구한말의 항일 의병장인 방산(舫山) 허훈(許薰: 1836~1907) 선생 역시 산

集, ｢車營編｣, ꡔ기효신서ꡕ에 나타난 차진의 구성법  제반 특성에 한 구체 인 내

용은 백기인, ｢18세기 송규빈의 국방론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 논문, 2000

을 참조하기 바람.

61) 이상에 해서는 허훈 , 이우성 옮김, ꡔ방산선생문집ꡕ, 이우성, ꡔ한국 고 의 발견ꡕ, 

한길사를 참조하기 바람.

62) 양완은 1866년(고종 3) 병인양요(丙寅洋擾) 때 천총(千摠)으로 좌선 장이 되어, 강화도 

정족산(鼎足山)에 침입한 제독(提督) 로즈가 지휘한 랑스 함 를 , 다량의 신무기

를 노획한 공으로 한성부좌윤(左尹)에 특진하 으며, 보수 인 척화론자(斥和論 )로서 

신임을 얻어 어 (御營)⋅ (禁衛)⋅포도(捕盜)의 각 장을 거쳐, 1875년 형조 서, 

1884년 공조 서를 역임한 구한말의 표 인 군사 문가이자 장군인 양헌수(梁憲洙: 

1816-1888)의 할아버지이다. 양완의 집안은 표 인 무장 집안으로 조선말기부터 구한

말, 외세의 으로 조선의 자주국방이 태로웠던 시기를 배경으로 정계로 진출한 가

문이다. 조선후기의 표 인 군사 문가 가문이라고 할 수 있다.

63) 양완 순조 때 지은 ꡔ악기도설(握奇圖說)ꡕ에는 수  에 집을 얹어서 아군 병사를 보호

할 수 있도록 만든 화거인 바퀴 2개가 달린 편상녹각거가 소개되어 있다. 이 편상녹각거

는 수 의 앞쪽에 칼날이 달린 2개의 녹각목을 설치하여 의 근을 막으며, 수  에

는 나무 지붕을 얹고 소가죽으로 덮어서 의 시석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지붕의 길이

는 6척, 높이는 3척이며, 지붕의 좌우는 각각 2척 5 이다. 편상녹각거 1 에는 2명의 

병사가 앞에서 끌고 2명의 병사가 뒤에서 며 차장(車長) 한 명이 조정을 담당했다. 양

완은 편상녹각거로 50보 간격으로 4개의 층을 이루면서 부챗살 모양으로 진을 펼치면 

수비하기에 편하고 공격하기도 쉽다고 했다. 이 편상녹각거가 규모로 제작되어 배치된 

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양완이 지은 ꡔ악기도설ꡕ에는 편상녹각거 외에도 여

러 가지 진법과 술이 담겨 있으며, 이는 그의 손자인 양선수가 병인양요 당시에 큰 활

약을 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군사 련 연구에서는 보고 있다. 이상에 해

서는 민승기, ꡔ조선의 무기와 갑옷ꡕ, 가람기획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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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릉이 많고 상 으로 도로가 정비되지 않고 좁은 조선의 지리  상

황에 가장 합한 차로 편상거를 제시한 바 있다.64)

그러나 편상거는 어디까지나 조선의 지리  특수성에 합한 차이다. 

ꡔ기효신서ꡕ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군사 문가들이 여 히 편상거를 심으

로 진법을 짜거나, 이를 개량한 술에 머무른 것은 산과 구릉이 많고 상

으로 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조선의 실정에 맞는 차가 편상거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본다면 당  조선의 진법이 편상거를 심으

로 한 차의 운용 술로 고착화 되어 있었다는 말도 된다. 즉 조선 군

의 형 인 차진이 편상거 심으로 짜여져 간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

체 인 술이 언 되건 아니되건 간에 조선의 군 를 원으로 움직여 가

자는 북벌론에서도 이러한 진법에 한 반성이 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정작 원 륙 속에서 군 를 운용해야 할 상황에서도 

조선의 국토 내부에 합하게 진화해온 편상거진(偏廂車陣)이 펼쳐졌을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후기의 북벌론 속에서 실질 으로 진

법 자체를 고민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륙의 지리  특수성에 합한 

진법의 창안과 무기의 개량  개발이 구체 으로 제안된 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수  에 덮개만 얹었을 뿐 좌우사방이 뻥 뚫려 있는 편상

거로는 철기로 무장한 청군의 기병을 할 수 없다. 편상거를 비롯한 기

존의 차가 궁수가 올라타서 폭약을 담은 활을 쏘는 화 거(火箭車)에 불

과하다면, 김기의 무강거는 명실공히 본격 인  개념의 차에 가까

운 것이다.

김기는 청의 철기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 새로운 차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바로 무강거(武剛車)이다. 일반 으로 무강거는 건개(巾蓋)

가 있는 옛 차 가운데 하나로 서한(西漢) 시  때 만들어졌으며, 차 

투나 의장( 仗)에서 맨 앞에 섰다65)고 알려져 있으나, 김기의 무강거는 

64) 許薰, ꡔ舫山先生文集ꡕ, 한국문집편찬 원회 편, 경인문화사, 1994.

65) 이에 해서는 유흠⋅갈홍 지음, 김장환 옮김, ꡔ서경잡기-西漢 사회에 한 132편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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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다. 김기가 나름의 군사무기에 한 

지식을 활용⋅연구하여 새롭게 창안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김기의 무강거

는 철로 된 덮개가 있고, 뚫린 공간이나 구멍이 없이 철로 사방이 막힌 구

조로 되어 있으며, 김기가 들이받는 뿔이라고 표 한 칼날로 덮여 있다. 

무강거를 움직이는 군사는 이처럼 사방이 막힌 틀 속에 들어가 있으며 

 노출이 되지 않는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칸도 따로 설계되어 있으며, 

폭약을 장착한 화기를 그 속에 숨겨놓고 달리면서 화포를 발사하는 구조

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무강거의 설계는 의 차에 거의 가깝다고 할 

수 있다.66)

이러한 김기의 무강거는 칼을 박은 철강으로 폐되어 군사와 화기를 노

출시키지 않는다는 에서 아군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군에 한 

최 의 괴력을 자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컨  청나라 군 의 

철기병과 비교를 해보면, 무강거의 력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철기병은 비

록 강철 갑옷으로 몸을 둘러 다 하더라도 기동력의 주체인 말과 인간이 

드러나 있다는 에서 취약 을 노출한다. 철갑옷을 입은 말의 기동력이 

떨어지거나 의 병기에 의해 말이 살상될 시에 철기병은 곧바로 험에 

노출된다. 이에 반해 김기의 무강거는 생명체가 아니며 그것을 조정하는 

인간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철 틀으로 된 기계 자체

의 장 을 최 한 끌어낼 수 있다. 김기가 청나라 군 의 주력 무기로 지

한 활⋅쇠뇌도 이 철갑차인 무강거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동

시에 표면에 설치되어 있어 있는 칼날과 장착된 화포의 살상력 한 내부

에 숨겨져 있는 구조로 인해 압도 인 우세를 자랑할 수 있다. 일단 근

이 벌어져 군이 무강거 로 뛰어들고자 시도를 할 경우, 칼날이 표면

을 덮고 있기 때문에 기계의 손상은 최소화 된다. 반면 백병 을 벌이려고 

문록ꡕ, 문서원를 참조하기 바람.

66) “所 武剛車  (中略) 而偏箱鹿角鐵籠, 隨其地勢, 皆有可用 (中略) 而中藏弓炮, 且馳且

則”, ｢黃生傳｣, ꡔ寄軒遺稿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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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군 병사 자신은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 

한 화포가 기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군은 언제 어디서 폭약이 발

사될 지 측할 수 없다. 신 군인 청군의 철기는 고스란히 드러나 있

다. 이와 같은 상 인 차이는 무강거의 괴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

이다.67)

한편 김기의 무강거는 수륙 양동 작 을 가능하게 한다.68) 김기는 궁극

으로 요동을 령한 후에 산동의 명나라 잔여세력과의 연합작 을 구상

하고 있는데, 이 산동 지역에는 운하가 발달한 지형이 많다. 수 (水戰)과 

육 (陸戰)을 동시에 구사해야 할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김기가 무강거를 강철로 사방을 막은 틀로 설계한 것은 이

러한 수륙 양동 작 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기의 무강거는 물 

에서는 배로, 육지에서는 차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고안되어 있는 

바, 철로 된 인 수륙 양용 차에 비유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육지에

서만 기능하게 되어 있는 종래의 차를 뛰어넘는 획기 인 설계이며, 시

를 뛰어넘는 최신의 기획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차진의 운용 측면이다. ꡔ기효신서ꡕ를 기반으로 한 조선의 

기존 진법 운용법은 기병과 거병을 좌우 양부로 하여 보병을 배치하는 것

이었다.69) 이 법에서 화공(火攻)은 편상거를 기본으로 한 거 (車營)의 

화 거(火箭車)와 기 (騎營)의 기병이 양익을 이루며, 보병이 각 을 보

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태에서는 조선 군 의 장 인 화포 

공격이 상 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반면 김기의 진법은 철 히 무강

67) “以虜之弓弩, 不能透武剛鐵籠, 而鐵騎不能衝鹿角故也”, ｢黃生傳｣, ꡔ寄軒遺稿ꡕ.

68) “所 武剛車 , 在水爲船, 在陸爲車”, ｢黃生傳｣, ꡔ寄軒遺稿ꡕ.

69) ꡔ기효신서ꡕ의 거진법(車陣法)은 편상거의 좌우에 양두(兩頭) 각 1문(門)씩을 배치하고 

편상거의 에 불랑기(佛狼機) 2가(架)를 설치하며, 모든 차에는 군사 20명씩을 배치하

고 각각 기(奇)⋅정(正)의 두 로 나 어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ꡔ기효신서ꡕ에 나

타난 거진법의 보다 구체 인 양상에 해서는 백기인, ｢18세기 송규빈의 국방론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학원 박사학 논문, 2000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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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핵심으로 짜여진 철포 (鐵砲營)이다. 화포를 내장하여 포격을 극 화

한 무강거를 심으로 진 을 구성함으로써 거 과 기 을 합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무강거를 지원사격하는 화포 부 를 보강하고 있다.70) 

쇠뇌와 철갑으로 무장한 청나라의 철기병 부 를 부술 두 번째의 방법으로 

화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71) 화포 부 는 보병에 의해 운용된다. 때문

에 엄 히 말히서 김기의 거진(車陣)은 무강거의 철포 을 심으로 화포

로 무장한 보 (步營)이 지원사격하는 형태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다. 김기

가 재 조선이 청나라에 비해 유일하게 앞선 기술이라고 지 하고 있는 

화기  화포, 화약을 활용한 포병(砲兵)을 그가 개발한 무강거와 함께 연

계한 진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는 철포진(鐵砲陣)을 다양한 무기를 운용한 술과 결합시킴으로써 

그 력을 최 치로 끌어올리는 진법을 구사한다. 김기의 진법에 동원되는 

무기는 갖가지 화기로부터, 공성 장비에 이르기까지 재래무기⋅장비는 물론 

당  최첨단 무기⋅장비까지 총동원된 것이었다. 거론되는 무기와 장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화기(火器)⋅화포(火砲)⋅화약(火藥)

지뢰포(地雷炮), 매화포(梅花炮), 자기포(自起炮), 철 우(鐵關羽),

진천뢰(震天雷)

② 육 (陸戰) 보병용 기계

철호립(鐵虎笠), 구겸창(鉤鎌槍), 수수 (隨手破)

③ 공성기계(攻城器械)

운제(雲梯), 충거(衝車), 석포(石炮)

70) “車 乃不食之馬, 有脚之城, 而又間發鐵關羽”, ｢黃生傳｣, ꡔ寄軒遺稿ꡕ.

71) “器械之外 勝捷徑, 莫如火炮”, ｢黃生傳｣, ꡔ寄軒遺稿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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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김기의 진법은 기병으로 사용할 말이 부족한 조선 군 의 실정과 

청나라 철기병의 력, 요동  원의 지리 인 특성을 두루 고려한 독자

인 술이라고 할 수 있다.72) 지리와 군사, 무기 등 실질 인 투에 활

용할 술을 구성하는 핵심 인 요소들을 확하게 악한 결과이다. 놀라

운 은 야 투를 경험한 실  군사 작 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기의 진법이 당  군사 문가가 내놓은 어떤 략보다도 북벌의 실  

투를 아군이 우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실질 인 술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진법과 술이 당 에 존재하지 않은 최첨단 무기의 개

발과 창안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컨  새로운 첨단

무기는 유형원(柳馨遠)73)이나 윤휴(尹鑴)74)와 같은 17세기 철학자나 양

완75)과 같은 18세기 실  군사가에 의해서도 주창되었지만, 이들이 제안한 

차는 기존의 편상거를 개량하는 수 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이 최첨단 

무기라고 개발한 병거(兵車)는 인 개념의 차로 보기 어려우며, 단

지 동시 발사할 수 있는 화포를 얹은 수 에 불과했다. 반면 김기의 무강

거는 인 수륙양육 철갑차로 당 의 기술 수 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

었다.

김기는 국내외, 고 을 막론한 병서와 군사서를 범 하게 연구하여 군

사 지식을 축 한 것으로 보인다. 화포와 화기, 각종 공성장비 등을 동원한 

술을 설명하면서 국가 인 차원의 첨단 무기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목도 북벌을 성공시키기 해서는 군장비의 신이 제

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기는 토, 인구, 군사력, 국력 등 

방 인 조건에서 뒤지는 조선이 북벌을 성공시키기 해서는 조선의 

72) “遼野平廣, 正合車戰之地也”, ｢黃生傳｣, ꡔ寄軒遺稿ꡕ.

73) 김 석, ｢조선후기 국가재조론의 두와 그 개｣, 연세 학교 박사학 논문, 1990, 220

쪽.

74) 한우근, ｢백호 윤휴 연구(2)｣, ꡔ역사학보ꡕ 19, 1962, 106-114쪽.

75) 노 구, ｢梁玩의 ꡔ握奇圖說ꡕ과 戰車 운용론｣, ꡔ문헌과 해석ꡕ 6,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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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에 합하면서도 원의 지리  조건 속에서 청군의 철기병에 효율

으로 항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의 연구와 개발이 정부의 차원에서 선결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사 부분에 한 김기의 심과 지식이 넓

고도 깊었으며, 실무 경험이 결핍된 가운데서도 최 의 정책 제안을 하려

고 폭넓은 연구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  경험이 부족한 만큼 

문 군사가의 병서⋅군사서를 범 하게 참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기는 

외국의 첨단문물을 연구하는 가운데 서양의 최신식 무기에 한 문 지식

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첨단 지식이 무강거의 개발과 이를 활용

한 진법의 창안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무강거를 심으로 첨단 군

장비를 활용한 진법은 첨단기술 을 주장하는 이러한 김기의 북벌 략에

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76)

(3) 통 인 화이론과 진보 인 부국강병론의 발  결합

김기는 북방 선제공격과 고토회복, 공격 인 방어론을 실 시키기 한 

일환으로 화부흥운동을 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 륙에 흩어져 

있는 한족(漢族)과의 연 를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기

는 요동 지방 여기 기에 흩어져 있는 명나라의 후 , 즉 한족과의 결탁을 

주장한다. 청국을 공략하기 해서는 조선의 극 인 선공책을 국 륙 

내부에서 호응해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를 해서 여 히 일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족의 후 들과 연 하는 것이 필수 이라는 것이

76) 물론 김기가 주장하는 진법운용이나 첨단무기의 부분을 국 병서에서 등장한 것이 차

지하고 있으며, 송규빈의 ꡔ풍천유향ꡕ에서 보이는 사유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에서 

김기의 북벌론에서 확인되는 진보성이 그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다. 김

기의 북벌론과 군사론이 국  18세기의 다른 군사이론가들과 구체 으로 어떠한 차

별성이 있으며, 김기만의 고유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보다 미시 으로 근해야 하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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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명나라 잔존세력과의 연합  청나라 정복론은 화이론(華夷論)

에 입각해 있다. 김기는 청나라가 망하여 사라지면 명나라가 복권하여 천

하 질서가 재편될 것이고, 조선이 제후의 나라로서 명 제국을 섬기면 요동

과 고탑을  것이니 도읍을 옮겨 제후국으로서 명을 심으로 한 천하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77)하고 있다. 명나라를 신하여 청나라에 복수

하고 명황실을 복원78)하는 동시에 명나라를 심으로 한 천하질서 속에 제

후국으로 편입되어 들어감으로써 화이론  세계질서를 회복하자는 화이론

 세계 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당  18세기 조선 사회에서는 화이론과 련하여 두 가지의 이론이 존재

했다. 첫째는 통 인 화이론이다. 조의 아들이자 정조의 부친인 사도세

자는 ｢황마찬(皇馬贊)｣79)에서 북벌을 통해 청의 연산(燕山)과 계수(薊水)

에서 말을 달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바 있으며, 정조는 ꡔ존

주휘편( 周彙編)ꡕ을 편찬하여 사회의 복고회귀를 꾀하는 한편 북벌론을 

존주론으로 정리80)하 다. 두 번째는 북학 를 심으로 한 상 주의 화이

론이다. 북학 는 인 화이론에서 환하여 존주의식과 실인식을 분

리시키고 있다는 이 특징이다. 청에 한 개심  복수의식을 조선 사

회의 발 론과 분리해서 청 문물로부터 배울 것은 받아들이자는 논리이다. 

즉, 화이론에 따라 국가들을 등 화 하는  명분론을 탈피하되 그

다고 명의리론( 明義理論)으로부터 완 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명나라만을 화(華)의 심으로 보는 사고를 버리고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조선의 사회문화  후진성을 실하게 인식하면서 반성 

77) “天下旣定, 主上當斂軍而還, 以俟皇命則, 皇帝必以遼東靈固塔, 屬之於我, 作爲藩屛, 使備

北虜 (中略) 而謹守候度, 挾輔帝室, 夫然則聖主功烈, 高山桓文之上, 而天下皆仰之矣”, ｢黃

生傳｣, ꡔ寄軒遺稿ꡕ.

78) “諭以復雪, 復之義, 促令還復華制”, ｢黃生傳｣, ꡔ寄軒遺稿ꡕ.

79) 권오 , ｢凌虛關漫稿解題｣, ꡔ英祖⋅莊祖文集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240쪽.

80) 이에 해서는 정옥자, ꡔ조선후기 조선 화사상연구ꡕ, 일지사, 1998, 116쪽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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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종래의 소 화주의를 비 하는 사고의 환이다.81) 이러한 북학 의 

명의리론과 화이론은 복고 인 존주주의와 진보 인 사회개 론이 결합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82) 국부론을 앞세워 17세기 이래의 통 인 화이

론을 유연하게 용하는 사고인 것이다.

김기는 북벌론을 제기했다는 에서 자의 통 인 화이론을 계승하는 

한편, 극 인 북벌의 성공을 해 사회 개 론을 앞세웠다는 에서는 

북학 의 상 인 화이론이 보여  국부론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김기

는 비단 ｢황생 ｣ 뿐만 아니라 ꡔ기헌유고ꡕ 소재 여려 편의  속에서 사회 

개 론을 주장한 바 있다. 김기의 개 론은 세 , 정치제도와 같은 행정⋅

정치 범주로부터 신분제도 철폐와 같은 사회구조 인 범 까지 방 으

로 뻗쳐있다. 다분히 진 인 김기의 개 사상은 궁극 으로 사회부강론으

로 귀결된다는 에서 북학 를 비롯한 실학자들의 심사와 맞닿아 있다

고 할 수 있다. ｢황생 ｣에 나타난 김기의 사회제도 개 론은 구체 으로 

신분제의 타 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으로 정리 된다. 물론 신분제의 철

폐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은 조선후기 실학자들에게서 공통 으로 나타

나는 표 인 논의 의 하나이다. 특히 18세기 표 인 실학자인 홍

용이나 정약용에게서 이에 한 보다 강력한 주장들을 확인할 수 있다. 김

기는 이들과 신분제와 인재등용에 한 사상의 흐름을 함께 하면서도 이를 

북벌의 성공을 한 제 조건으로 명시했다는 에서 논의의 차별성을 지

닌다고 할 수 있다. ｢황생 ｣에서 김기는 북벌의 성공을 해 조선이 수행

해야 할 개 의 선결책이 무엇인가를 논함으로써 결과 으로는 조선의 당

 실에 한 비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 선결 과제로 제

시된 것이 바로 문벌 타 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책이다. 인재의 등용이 

81) 18세기 북학 의 화이론에 해서는 유 학, ｢18-9세기 연암일 의 북학사상의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1992, 56쪽을 참조하기 바람.

82) 이에 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성무, ｢한국근 사의 성격 좌담회 ｣, ꡔ동양학ꡕ 18, 

1988, 579쪽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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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아닌 문벌에 의해 미리 정해지는 신분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북벌 략이 있더라도 이를 운용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양반이니 평민

이니 하는 명칭부터 한 후에, 나이가 열다섯이 되면 몸이 건강한 자는 

군 에 들어가고, 학문이 뛰어난 자는 유생이 되고, 그 나머지는 농민이 되

게 함으로써 철 히 개인별 능력에 따라 직임을 맡게 할 것을 주장하고 있

다. 농민은 가호당 세 을 내어 후방에서 군 를 유지할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맡고, 유생과 군인은 각각 문과와 무과에 응시하여 철 히 능력에 따

라 북벌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행정과 군사의 문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업무 심의 등용체계를 제안하고 있다.83) 뿐만 아니라 유생과 군인의 발

탁과 등용은 치사청(治事廳)이란 문 기 에서 문 으로 담당함으로써 

인사청탁과 임용비리를 근 하는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84) 

이러한 김기의 인사 개  제도는 선천 으로 신분이 정해지는 기존의 사

농공상 제도를 철 히 해체하고 있다는 에서 단히 진 이다. 게다가 

개인별 자질과 수 에 맞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는 에서 근 인 직능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김기는 이러한 신분제 

타 와 능력 주의 인재 등용을 북벌을 성공시키기 한 사회 기 를 튼

튼히 하는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 능력 주로 인재를 등용해야 사회체

제가 신이 되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부가 축 이 되어야만 군사를 

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 한 능력 있는 인재 등용을 통해 부국강병이 

이루어 사회가 안정이 되어야만 북벌을 감행한 후에 후방 걱정을 덜 수 있

83) “必欲有爲, 先罷我國所 兩班之名, 自宰相之仲子, 以下擇人, 年十五以上, 形體壯健 , 

於軍案, 才學可取 , 於儒籍, 其餘則歸之於農, 而有身戶庸調, 以供軍 , 入於儒籍軍案

, 復其信使之, 傳習所業 (中略) 不入儒籍軍案 , 不許文武科赴擧, 文武用人不問地閥, 

隨才任官, 又別設一府, 名曰治事廳, 使大臣掌之搜訪, 格外人士, 才學出類 , 聚於府中, 

養以厚祿, 日夜講習兵事, 至有一藝一能, 有所可用 , 亦皆抄選, 生聚敎訓, 各極其方, 如

是十年, 則庶可兵精用足, 而人才可得也”, ｢黃生傳｣, ꡔ寄軒遺稿ꡕ, 卷之四.

84) “又別設一府, 名曰治事廳, 使大臣掌之搜訪, 格外人士, 才學出類 , 聚於府中, 養以厚祿, 

日夜講習兵事, 至有一藝一能, 有所可用 , 亦皆抄選, 生聚敎訓, 各極其方, 如是十年, 則

庶可兵精用足, 而人才可得也”, ｢黃生傳｣, ꡔ寄軒遺稿ꡕ, 卷之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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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가 불안정하다면 군을 북방으로 진격시켰을 때 오히려 본국이 

험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요동 공략 략을 진두지휘하고 실행

에 옮길 인재의 확보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김기의 북벌론이 북학 와 다른 은 극 인 명 황실의 복권주의에 입

각해 있다는 에 있다. 북벌을 통해 명 황실을 부흥시키고 더 나아가 명

나라와 조선 사이에 존재했던 제국과 제후국의 계를 복원시키고자 한다

는 에서 오히려 통 인 화이론 보다 더욱 보수화된 시각을 읽을 수가 

있다. 통 인 청복수론과 명의리론이 북벌을 통한 청에 한 복수를 

명나라를 신하여 조선이 거행한다는 명분론에 머물 던 것에 반해, 김기

는 화이론  질서의 원형은 이미 변화한 동북아 질서 속에서 다시  재

하고자 하는데 있다. 명나라를 심으로 한 천하질서의 회복을 해 조선

이 총 를 메고 나서서 이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러한 화이론  질서의 회복의 후로 진보주의

인 사상이 짜여져 있다는 이다. 김기의 주장에 따르자면 화이론  천하

질서의 복원을 한 북벌의 성공 요건은 조선의 질서, 즉 통 인 사회 

체계의 개 이다. 즉 북벌이 성공하기 해서는 기득층의 재편과 통질서

의 개 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기의 화이론  세계  속에

서 명나라 제국주의의 회복은 조선 민족사의 원류인 고조선⋅고구려⋅발해 

등이 웅거했던 북방 고토의 회복과 부국강병론으로 귀결된다는 이 특징

이다. 천하의 주인이 된 명나라로부터 요동과 고탑을 얻은 후에 조선 땅

과 아울러 삼국을 통치해야 하는 동시에 국토 확장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

루어야 한다는 것85)으로,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북방 고토인 요동과 고

탑에 한 회복 의식이 간 으로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방 고토 

회복과 국토확장, 부국강병은 수도를 고구려의 서울이었던 평양으로 옮겨야 

한다고 할 정도로 김기의 국가발  략은 진보 이다. 명나라와 조선 사

85) “皇帝必以遼東靈固塔, 屬之於我 (中略) 我國旣得此兩地, 則當移都箕城, 統理三國, 而國力

稍裕”, ｢黃生傳｣, ꡔ寄軒遺稿ꡕ, 卷之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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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통 인 제후 계의 회복이 요동, 만주, 간도 등 민족 고유의 북토

(北土) 회복과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회개 과 국

부론이 진보주의라면 북방 고토의 회복은 민족주의에 해당한다. 당연히 

자는 명나라에 한 사 주의와, 후자는 명나라 제국주의와 반  극편에 

치하는 개념이다. 특이하게도 김기의 이념 지표 속에서는 이들 정반 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

해 두고 싶은 은 한 사상가의 이념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분법 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분법 으로 양분된 두 좌표의 극  사

이에서 한 개체의 세계 은 자유스럽게 오가는 것이며, 그 스펙트럼의 간

극은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넓을 수도 좁을 수도 있다. 한 인간의 가치

을 좌(左)니 우(右)하여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는 좌향

우측(左向右側)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반 로 우향좌측인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한 그 사이의 무수한 좌표도 존재 가능하다. 이러한 에서 볼 

때 김기의 북벌론은 통 인 화이론과 개 인 국보론이 결합된 새로운 

조합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김기의 북벌론은 명분론 인 화이론의 실

리 인 변화발 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국방⋅군사론 인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기의 화

이론은 정치 인 명분론을 벗어나 본격 인 국방⋅군사론으로 확 되어 있

다. 단순히 존주주의  세계 의 복권이 아니라 고조선 이래의 북방고토 

회복을 한 축차 인 령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나라를 원에 

두고, 화이론  천하질서를 회복하는데 결정 으로 기여한 조선이 요동, 간

도, 만주, 심양, 고탑 등의 북방고토를 유함으로써 명나라를 제외한 최

고의 강국을 이룩하자는 제안이다. 분명히 명사 주의나 소 화주의의 계

승  부활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일면 이러한 지 은 온당하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해 두고 싶은 은 명사 주의와 소 화주의의 복원

이 명분론이 아닌 실질 인 군사제도의 개 을 제로 하여 제안되었다는 

이다. 김기는 정치 인 명분보다는 군사 인 측면에서 군제의 개 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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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명나라를 심으로 한 화이론  세계 의 재

과 조선의 소 화주의 성립을 해서는 독자 인 기술과 술의 개발을 

통한 부국강병을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에서 김기의 화

이론  천하질서 재구축론은 17세기의 북벌론을 군사 인 첨단기술의 개발

을 통해 진보 발 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논자에 따라서 일견 부조화 하

다고도 볼 수 있는 이 조합은 화이론  세계 과 실용 인 기술개발의 진

보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 맺 음 말

본 고는 ｢황생 ｣에 나타난 북벌론의 양상과 특징을 극 인 요동 령

론과 축차 ⋅토착 인 령론, 청나라 지형에 맞는 진법 운용과 첨단무기 

개발, 통 인 화이론과 진보 인 부국강병론의 발  결합이란 세 국면

을 심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 다. 아울러 이를 통해 ｢황생 ｣에 제시된 

북벌론이 18세기 지식 이론과 이념지도 속에서 차지하는 치와 의의를 검

토해 보았다.

(1) 김기는 북쪽을 청나라 오랑캐로부터 방어한다는 북수(北守)의 소극

인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심양⋅요동 령  북방 고토회복까지 

포함한 극 인 략을 구사하고 있다. 김기의 요동 공략론은 심양- 고탑

-산동성으로 이어지는 3단계의 축차 인 략으로 짜여져 있다. 한편 김기

의 요동공략  축차 인 령론은 단기 인 북벌이 아닌 장기 인 토착화

론이라는 에서 주목할만 하다. 김기는 토착화와 지화 략을 구체 으

로 실 하기 해 지의 풍토와 지리, 만주족의 습성의 세 가지를 고려하

여 맞춤 술을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김기의 축차 인 령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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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 인 지화론은 북방 안보의 유지라는 상 유지론으로 그치지 않고, 

조선의 사회 개 을 통한 체질 개선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극 인 륙공

략론으로 확 되고 있다는 에서 사회발 론의 성향을 띈다는 에서 의

의가 있다.

(2) 김기는 요동 진출과 축차 인 령론을 구체 으로 실 하기 한 

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 인 핵심은 바로 청나라의 주력 부 인 

기병(騎兵)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략과 술, 최첨단 무기의 개발과 이

를 활용한 진법의 운용이다. 김기의 진법은 기병으로 사용할 말이 부족한 

조선 군 의 실정과 청나라 철기병의 력, 요동  원의 지리 인 특성

을 두루 고려한 실질 인 술이다. 김기는 국내외, 고 을 막론한 병서와 

군사서를 범 하게 연구하여 무기에 한 지식을 축 한 것으로 보인다. 

화포와 화기, 각종 공성장비 등을 동원한 술을 설명하면서 국가 인 차

원의 첨단 무기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목도 북벌을 

성공시키기 해서는 군장비의 신이 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

이다. 무강거를 심으로 첨단 군장비를 활용한 진법은 첨단기술 을 주장

하는 이러한 김기의 북벌 략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3) 김기의 북벌론은 명나라 잔존세력과 연합하여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이후, 명나라를 심으로 한 천하질서를 구축하고, 조선은 그 소 화로 

치해야 한다는 화이론  세계 에 입각해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러한 화이론  질서의 회복의 후로 진보주의 인 사상이 짜여져 있다는 

이다. 명나라를 심으로 한 화이론  세계 의 재 과 조선의 소 화주

의 성립을 해서는 독자 인 기술과 술의 개발을 통한 부국강병을 선결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에서 김기의 화이론  천하질서 재구

축론은 17세기의 북벌론을 군사 인 첨단기술의 개발을 통해 진보 발 시

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논자에 따라서 일견 부조화 하다고도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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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합은 화이론  세계 과 실용 인 기술개발의 진보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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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Kim-gie's Argument about the

Expedition of the North in Hwang-saeng-jeon (黃生傳)

Kwon, Do-kyung

This paper is the study on Kim-gie's argument about the expedition of 

the north in Hwang-saeng-jeon(黃生傳). This study inquired into Kim-gie's 

argument to conquer the north as two conditions.

The first is the aspec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argument to conquer 

the North in Hwang-saeng-jeon(黃生傳) as two conditions. The second is 

the meanings and significances that argument to conquer the North in 

Hwang-saeng-jeon(黃生傳) occupies in the 18th discussion about the national 

defense.

Key Words : Hwang-saeng-jeon(黃生傳), Argument about the Expedition of the 

North, the Measure to Enrich and Strengthen a Country, the 18th 

Discussion About the National Defense, Kim-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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