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6·25전쟁사(제2권 북한군 남침부터 중공군 개입까지)

전쟁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조치는?

한반도에서북한군의남침이시작된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는 워싱턴시간으로는6월 24일 토요일오후 3시였다. 전
쟁을 예견하지못했던미국의주요정책결정자들은제각기한가로운주말
을 보내고있었다. 그러나오후 9시경, 한반도의사태가전해지면서상황
은 긴박하게전개되기시작했다.

미국정부의 즉각적인 조치
서울과 도쿄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
장관은 즉시 미주리 별장에서 휴식중인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미주리 별장에서 급히
돌아온 트루먼 대통령
(왼쪽)과 그를 마중하
는 애치슨 국무장관
(가운데), 존슨 국방장
관(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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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했다. 그때 대통령과 국무장관은“한국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에 호
소한다.”
는 외교적 방침을 결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히 소
집하도록 요구하는 일에 대해 의논했다.
그 당시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은 소련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
는 상황에서 일어난 북한의 남한 침공이 유엔과 미국의 권위를 위협하
고 있기 때문에 극동과 일본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었다.
다음날인 6월 25일(워싱턴 시간) 블레어 하우스(Blair House)에서는
곧 국가안전보장회의가열렸다.
회의에서 트루먼과 그의 주요 보좌관들은 한반도 문제를 미국이 극동
에서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다. 여기서 애치슨 국무장관은
미군과 유엔군 참전 결정 과정
일
한국

자
미국

상황 및 조치(한국시간 / 미국시간)

6. 23. (금)
6. 24. (토)

6. 25. (일)

•전쟁발발(25일오전4시/ 24일오후2시)
6. 24. (토) •UPI통신보도 (25일오전 11시4분/ 24일오후9시4분)
•무초대사보고(25일오전 11시26분/ 24일오후9시26분)

•백악관참모회의(26일0시/ 25일오전 10시)
•트루먼대통령에보고(26일오전1시20분/ 25일오전 11시20분)
6. 25. (일) •유엔안보리긴급회의(26일오전4시/ 25일오후2시)
6. 26. (월)
•트루먼주재백악관회의(26일오전9시30분/ 25일오후7시30분)
6. 26. (월)

•백악관2차회의 (27일오전 11시/ 26일오후9시)
※미해·공군투입결정

6. 27. (화)

•유엔안보리2차회의(28일오전5시/ 27일오후3시)
※유엔군파병결정

6. 27. (화)
6. 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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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제안을 채택해 북한에게 철병을 요청하
기로 결의했다.”
고 보고한다음, 국무및 국방부의 일치된 의견으로‘미국
이 즉각실시해야할 행동’
을제안했다.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전원은“한국을 원조해야 한다.”
는 방침을 인정
하고 지지했다. 그러나 방법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달랐다. 공군과 해군의
지원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합참의장에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취할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전쟁초, 미국의 정책적 입장
공산군의 남침으로 한국 정부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소
식이 전해진 후 3일 동안 미국 정부는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중요한 정책
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한국에서의 공산 침략을 방관하지 않겠다.
둘째, 한국 정부를 탄생시킨 유엔을 통해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그 같은 미국의 정책적 의지는 같은 종류의 공산침략 행위를 방치할
경우 또 다른 지역에서의 또 다른 침략행위를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한반도의 전쟁이 미·소의 대결로 확대될 수 있
다는 점과 한국 정부를 탄생시킨 미국과 유엔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미국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측면에도 기인한 것이었다.

생각해 봅시다!!
1. 한반도 사태를 접수한 미국정부가 취한 즉각조치는 무엇이었나?
2. 미국이 한반도 전쟁 개입할 것을 조기에 결정한 배경은 무엇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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