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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 정치와 숙청

- 권력투쟁 배경 및 유형의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

유동궁*

  1. 서론: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 이론적 고찰

  3. ’56년 8월종파사건

  4. ’67년 갑산파 숙청

  5. ’97년 황장엽 망명

  6. ’13년 장성택 처형

  7. 북한 권력투쟁 배경의 지속과 변화

  8. 결론: 연구의 정책적 함의

1. 서론: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수령제, 전체주의 등1) 북한 정치권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들을 살

* 육군사관학교 정치학 강사

1)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1; 장달중 편, 『현대북한

학강의』, 사회평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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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북한에서는 숙청이 필요 없다. 독재자를 중심으로 권력엘리트

와 전 사회가 유기체처럼 단결해 있는 전일적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런

데 2013년 12월 장성택이 갑작스레 숙청・처형되었다. 왜 숙청되었을

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수령제의 내용처럼 권력이 수령에게 완벽히 

집중되어 있고, 수령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조직들(공산당, 국가기구, 

군 등)과 담론들(주체사상,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이 사회적으로 뿌

리내려 있다면, 전체주의에서와 같이 전지전능한 지도자와 무장력을 

독점한 정권, 공포적인 감시시스템에 의해 사회가 통제된다면, 이견을 

제시하거나 정권에 도전하는 자는 없을 것이며, 독재자는 숙청을 할 필

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시기별로 숙청이 지속 발생하였다. 따

라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수령제 등을 보완하는 북한 정치권력에 관한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바로 ‘권력투쟁’의 관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북한에서 수령의 권력이 얼마나 공

고한지가 아니라, ‘왜 숙청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수령제 

등 북한 정치권력에 관한 일반적 설명을 부정하기보다는, 수령제라는 

거시적인 권력관계 틀 속에서도 수령과 엘리트, 또는 엘리트들 간에 갈

등요소들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즉, ‘권력투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수단과 결과로서 숙청이 발생하고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

한 권력투쟁의 배경에는 역사적으로 일관성 있는 ‘갈등구조와 논리’가 

발견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대상과 방법을 

선정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으로는 ’56년 8월종파사건, ’67년 갑산파 숙

청, ’97년 황장엽 망명, ’13년 장성택 처형을 선택하였다. 주지의 사실

이듯, 이 숙청 사건들은 시기별로 북한 정치권력의 변동이나 유지에 중

대한 영향을 미쳤고, 북한 정권 내 존재하는 갈등이 표면화되었던 사건

들이었다. 다음으로 연구방법에는 복수사례연구를 사용하였다. 북한이

라는 단일 정권 내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들 - 숙청사건들 - 을 통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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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살펴보았다. 각 숙청을 통해 들어난 권력투쟁의 배경과 유형을 검

토하였으며, 이후 각 사례별 연구결과를 비교하여 권력투쟁의 배경과 

유형에 있어서 지속성과 변화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표 1> 북한 정치권력에 관한 기존연구2)

구 분
'40년대-'60년대 '90년대-'00년대 '10년대

8월종파사건 '60년대 숙청 황장엽 망명 장성택 처형

정치 중심

이종석(1995)
김근식(1999) 정성장(2014)

정창현(2014)
서동만(2005)

백학순(2010, 2015)

경제(정책) 중심
김연철(2001), 이태섭(2001) 박형중(2014a, 

2014b)이정철(2002)

북한 정권에 관한 기존연구는 <표 1>과 같이 다양하다. 기존연구들

은 연구중점과 시기 및 사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기존연구들을 검

토하면, 다음과 같은 보완점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기존연구들은 

북한에서 권력, 권력투쟁, 숙청이란 무엇인지 명확히 개념화하지 않았

다. 또는 당연시하여 생략하였다. 둘째, 기존연구들에서 논의의 초점은 

‘북한에서 수령의 권력이 얼마나 공고해졌는지, 북한이 얼마나 전일적

인 체제로 발전했는지’에 있었다. 따라서 북한 정치에서 권력투쟁이 점

2) 김근식,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과 당내갈등」, 『통일문제연구』 통권 32호, 평화문제

연구소, 1999;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001; 박형중, 「김

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동학: 장성택 숙청의 구조적 배경」, 『한국과 국제

정치』 30권 1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4a; 박형중, 「수령독재 하에서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갈등 동학 그리고 장성택 숙청」, 『북한연구학회보』 18권 1호, 북한

연구학회, 2014b;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세종연구소, 2010; 백학순, 『김정은 

시대의 북한정치 2012~2014: 사상・정체성・구조』, 세종연구소, 2015; 서동만, 『북

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2005 ;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

동학과 정치체제: 현물동학과 가격동학의 긴장이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역사비평사, 1995;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들녘, 2001; 정성장, 「장성택 숙

청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국방연구』 57권 1호, 국방대 안보문제연구

소, 2014; 정창현, 『장성택 사건 숨겨진 이야기』, 선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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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라진 것처럼 묘사하였다. 이러한 설명과 묘사는 수령의 절대성과 

이에 따른 정권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왜 이후에도 북한에서 

숙청이 간간이 발생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셋째, 기존연구들은 시기

별, 사례별로 분리되어 있었다.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기에 관

한 개별적 연구 성과들은 존재하지만, 전 시기와 사례를 연결하여 분석

적으로 비교한 연구, 북한 권력투쟁의 발생배경과 유형에 있어 일괄된 

논리를 찾으려한 연구는 적었다. 이러한 특징은 마치 게디스(Geddes) 

(1999)와 한병진(2009)이 언급한 “권위주의 정권에서의 정치, 체제이

행, 권력엘리트 내부 투쟁에 관한 이론적 일반화의 부재”와 일맥상통한

다.3) 넷째, 기존연구들은 북한 권력투쟁에 대해 정치 또는 경제의 어

느 한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여느 공산정권들에서

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정치, 경제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권력투쟁을 통찰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정한 본 논문의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권력, 권력투쟁과 숙청의 개

념을 제시하고,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3장부터 6장까지는 각 숙청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권력투쟁의 배경을, 즉 갈등의 맥락을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살펴본다. 이때 정치와 경제(정책)의 양 측면에서 각 사

례를 살펴봄으로써, 권력투쟁에 관해 상대적으로 균형 있는 시각을 제

공한다. 7장에서는 각 사례별 연구결과를 연결하여, 권력투쟁의 배경에 

있어 일관된 갈등구조와 논리가 있는지 검토한다. 8장에서는 연구결과

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주는 함의를 제시한다.

3) Barbara Geddes, “Authoritarian Breakdown: Empirical Test of a Game 

Theoretic Argumen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Meeting, (1999. 9), pp.1-2; 한병진,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

찰」, 『국가전략』 15권 1호, 세종연구소, 2009,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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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가. 권력투쟁의 유형과 배경

권력투쟁과 숙청이란 무엇인가? 권력투쟁이란 광의에서 정치와 같

다. 정치란 “희소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투쟁”이며, 이 투쟁에서 승

리하려면 ‘권력’이라는 수단을 장악·분배·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정

치란 곧 권력투쟁 그 자체이다.4) 한편 협의에서 권력투쟁은 권력집단 

내부 지도자와 엘리트 간 또는 엘리트 간의 갈등을 의미한다.5)

<표 2> 권력투쟁의 유형

양 상
체제타파 여부 공개 여부 투쟁 수단 투쟁의 대상

체제내적/외적 공개/비공개 평화적/강제적 정치적/관료적

이러한 권력투쟁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기존 체제의 타파를 

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체제 내적’ 또는 ‘외적’ 투쟁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공개 여부에 따라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 투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체주의나 독재 정권에서는 민주주의에서처럼 선거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경쟁할 수 없기에 권력투쟁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기도 한

다. 한편 권력투쟁은 의존하는 수단에 따라 ‘평화적’ 또는 ‘강제적’ 투쟁

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평화적 수단에는 언론·선거·의회활동 등이 

있으며, 강제적 수단에는 쿠데타·혁명·암살·처형 등이 있다.6) 또한 

권력투쟁은 대결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정치적’ 또는 ‘관료적’ 투쟁

4) Andrew Heywood, 조현재 역, 『정치학: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36쪽. 

5) Milan W. Svolik, "Power sharing and leadership dynamics in authoritarian 

regim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3.2 (2009), pp.477-494.

6) Doopedia 두산백과, “권력투쟁”,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

   master.do?_method =view&MAS_IDX=101013000756762(검색일: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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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7) 정치적 투쟁은 최고권력자와 갈등하는 것이

고, 관료적 투쟁은 최고권력자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 간, 권력자의 묵

인 하에 경쟁하는 것, 즉, 충성경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숙청이란 무엇인가? 숙청은 “독재정당이나 비밀결사 내에

서 조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대자를 추방하여 조직의 순화를 

도모하는 일”을 말하며,8) 해임, 강등 등 평화적 방식과 암살, 처형, 구

금 등의 강제적 방식이 있다. 특히, 숙청은 전체주의에서 정적을 체계

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스탈린하 소련과 모택동하 중국

에서 대규모의 체계적인 숙청이 진행됐기 때문이다.9) 결국 숙청은 

권력투쟁의 수단이자 결과이다. 

한편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정권에서 권력투쟁과 이에 따른 숙청은 

어떤 배경 아래 발생했는가? 결론적으로, 권력투쟁은 ‘권력 원천

(source of power)’의 장악, 분배, 행사를 둘러싸고 발생했는데, 권력

의 원천이란 무엇인가? 

코르나이(János Kornai)에 따르면 전형적 사회주의(classical 

socialism)에서 권력의 원천은 권력제도·권력구조(institutions of 

power, structure of power 이하 권력구조)와 이데올로기(ideology)

이다.10) 여기서 권력구조란 ‘권력의 소재’에 관한 것으로, “한 정부, 조

7) 김근식, 앞의 논문.

8) Doopedia 두산백과, “숙청”,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6097&cid=

40942&categor yId=31645(검색일: 2017. 3. 30). 

9)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숙청”,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8317&cid=

42140&categor yId=42140(검색일: 2017. 3. 30).

10) 코르나이(Kornai 1992)에 따르면 사회주의 체제에 세 가지 원형(prototypes)이 

존재하는데, 첫째, 혁명적 이행 체제(revolutionary transitional system)이고, 

둘째 전형적 체제(classical system)이며, 셋째 개혁 체제(reform system)이다. 

만약 세 가지 원형 이후 체제변화가 발생한다면, 이는 탈사회주의 체제(post- 

socialist system)일 것이다. 코르나이는 1992년 저술 당시 북한과 쿠바를 개혁

체제로 이행하지 않은 ‘전형적 체제’로 분류하였으며, 현재의 북한은 여전히 전

형적 체제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Jâ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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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또는 사회 내에서 개인들 간에 권력이 배분되어 있는 방식”11)을 의

미하며, 개인이나 조직의 정치・행정적 역할과 권한, 이들 간의 권력관

계, 이들을 선출하는 방법, 임기 등과 관련된 제도들을 내포한다. 공산

주의 정권에서 권력의 정점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특히 ‘공산당 내 권

력구조’, 즉, 공산당 내 개인과 조직 간에 권력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

지가 핵심적인 권력의 원천일 것이다.

다음으로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이데올로기는 “권력주체의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목표, 가치체계, 관념”12), “조직화된 정치행동에 

하나의 토대를 제공해주는 일관성 있는 관념들”13)을 의미한다. 이데올

로기는 개인이나 조직 간에 또는 국가와 사회 간에 존재하는 권력배분

구조의 타당성을 설명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대한 충성을 고취시키는 

‘정당화의 기능’을 수행하며,14) 따라서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고, 그 해

석권을 장악하는 것은 공산주의 정권에서 매우 중요한 권력의 원천이

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은 이데올로기가 목표

로 하는 현실의 구체적인 반영으로서, 정책의 성공은 정책을 제시한 권

력주체와 정책의 기반이 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것이고, 반대로 실

패는 권력주체와 이데올로기를 약화시킨다.15) 따라서, 정책 역시 중요

한 권력의 원천인 것이다.

11) G. William Domhoff, Thomas R. Dye, Power Elites and Organizations, Sage

Publication, 1987. 

12) János Kornai, 앞의 책, p.33.

13) Andrew Heywood, 조현재 역, 앞의 책, 91쪽. 

14) 김달중・스칼라피노, 『아시아 공산주의의 지속과 변화: 중국, 북한, 베트남』, 법

문사, 1989, 40쪽.

15) 박명희, 「중국공산당의 당내권력투쟁에 대한 연구」, 『중국』 18권, 단국대 중

국연구소  1991, 35~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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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공산주의 정권에서 권력의 원천 : 권력투쟁의 배경

권력구조 이데올로기

정 책   

이상 상술한 권력의 원천을 둘러싸고 소련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

에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세력들이 경쟁하였다. 소련의 스탈린은 1924

년 레닌 사후 차기 권력구조를 두고 트로츠키, 부하린 등과 경쟁했으

며,16) 이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강력한 개인숭배와 독재체제를 구축하

였다. 한편 스탈린 사후 흐루시초프는 탈스탈린화를 통해 기존 스탈린

주의 노선을 비판하고, 권력구조를 개인독재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환원시켰다. 또한 정책 측면에서 스탈린은 공업화의 속도 및 내용과 관

련하여 트로츠키나 부하린의 우파와 갈등하기도 하였으며, 중국에서도 

역시 모택동과 등소평의 좌·우파가 대립하였고, 등소평의 승리로 모

택동의 장기집권이 차단되고, 개혁개방이 시작되었다. 

나. 연구의 분석틀

이상 권력투쟁, 숙청의 개념 및 유형과 실존 공산국가에서 권력투쟁

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상술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아래 <표 4>와 

같이 연구의 분석틀: 권력투쟁의 배경과 유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각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17) 그리고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북한 권력투

16) John M. Thompson, 김남섭 역, 『20세기 러시아 현대사』, 사회평론, 2004, 

317~319쪽. 

17) 여기서 유형을 ‘체제타파 여부’와 ‘투쟁의 대상’으로만 한정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권력투쟁의 배경 분석을 토대로 각 사례별로 ‘체제타파 여부’와 ‘투쟁의 대상’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며, 앞서 살펴본 ‘공개 여부’나 ‘투쟁 수단’ 등은 북한이라

는 연구대상의 특성상 그 근거를 찾거나 그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분석틀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체제내적이냐 외적이냐의 기준은 ‘공산주의’라는 

정치경제체제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예를 들어, 공산주의를 

타파하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나 서구식 시장경제체제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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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배경과 유형에 있어 지속성과 변화를 확인할 것이다. 

<표 4> 연구의 분석틀: 권력투쟁의 배경과 유형

배 경 권력구조 변경 이데올로기 논쟁 정책 대결

유 형
체제타파 여부 투쟁의 대상

체제내적/외적 정치적/관료적

3. ’56년 8월종파사건

‘8월종파사건’은 “1956년 8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에서 연안파 

윤공흠 등이 김일성을 당에서 축출하려 했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체포

된 사건”을 말한다.18) 이 사건은 “북한 역사상 유일무이한 조직적인 반

김일성 운동”이었으며,19) 김일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 

인사를 1958년까지 숙청하고, 1961년 9월 4차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20)

가. 8월종파사건의 배경

1) 권력구조 변경: 파벌정치의 해체와 김일성파 중심 단일체제 형성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산주의 정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

다든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하고 서구식 자유주의나 인권 등을 옹호하는 움

직임이 있었다든지 한다면, 이는 체제외적인 투쟁인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주의의 

변형인 수령제나 ML주의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유일사상체계

(주체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 등)에 반대하고 집단지도체제나 ML주의로의 회귀

를 옹호한 경우라면, 이는 체제내적인 것으로 보았다. 

18) 통일교육원, 『2017 북한 이해』,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30쪽.

19) 백학순, 앞의 책, 2010, 359쪽

20) 장달중 편, 앞의 책, 164~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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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원천은 ‘공산당 내 권력구조’이다. 8월종파사건은 김일성이 공산

당 내 권력구조를 ‘파벌연합’에서 ‘김일성파 중심 단일체제’로 변경하려

는 과정에서 그 반발로 발생했다. 

해방 직후 북한 정권에서는 여러 세력이 경쟁하고 연합했다. 어느 세

력도 단독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북한 정권 초기 조선

노동당 내 권력구조는 파벌 간의 연합을 띌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구

조는 1946년 창당 당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 특히 정

치위원회 및 상무위원회(이하 정치위 및 상무위)의 구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당의 최고 권력기구는 중앙위였으며, 이 중에서도 중앙

위가 선출하는 상무위와 정치위가 핵심적인 의결기구였다. 당은 집단

지도체제와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상무위와 정치위 

위원 구성은 각각 김일성파 2명, 1명, 연안파 6명, 2명, 소련파 2명, 

1명, 국내파 3명, 1명으로 파벌 간의 안배가 이루어져 있었고, 연안파

가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중앙위 위원장은 연안파의 김두봉이었고, 부

위원장은 김일성과 국내파의 주영하가 맡고 있었다.21)

그런데 이러한 파벌 연합구조가 김일성파 중심의 단일구조로 변경되

기 시작하였다. 그 계기는 6.25전쟁과 1953년 8월 조선노동당 6차 전

원회의였으며, 1956년 4월 조선노동당 3차 당대회를 통해 결정적으로 

강화되었다. 상무위원 11명 중 5명이, 조직위원 7명 중 3명이 김일성파

였으며, 실제로 다른 파벌 소속 위원들까지 포함하면, 상무위원 11명 

중 8명이, 조직위원 7명 중 7명 전원이 김일성 지지자였다. 당위원장에

는 김일성이, 부위원장에는 모두 김일성 지지자들이 선출되었다.22)

한편, 김일성파가 당을 장악해나가면서,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가 

고조되었다. 김일성의 과거 항일경력이 과장·미화되고, 수령 호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집단지도체제와 민주집중제를 

21) 이종석, 앞의 책, 1995, 194~197쪽.

22) 이종석, 위의 책, 1995, 271~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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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하는 것이었다.23) 결국, 김일성파 중심의 권력구조 변경은 김일성 

비판 세력에게 실망과 불안을 안겨주었고, 권력으로부터 배제되는 상

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반김일성 세력은 1956년 2월 소련 20차

당대회에서의 스탈린 비판에 편승하여 1956년 6~7월 김일성의 동구권 

순방 기간 반김일성운동을 본격화하면서, 8월종파사건을 도모하였던 

것이다.24)

2) 이데올로기 논쟁: 주체 확립 對 교조주의·형식주의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는 현존하는 권력구

조와 정치체계를 정당화하거나, 권력구조의 변동을 위해 사람들을 행

동하도록 고무시키는 핵심적인 권력의 원천이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

었다. 이데올로기는 중요한 권력의 원천이었으며, 김일성파는 권력구

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권력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르크스

-레닌주의(이하 ML주의)의 해석과 적용을 문제 삼아 반김일성파와 논

쟁하였다.

논쟁의 중심에는 김일성이 제시한 ‘주체 확립’ 문제가 있었다. 이는 

소련의 ML주의를 원론적으로 계승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 현실에 맞

게 적용할 것인지, ‘계승성 대 독창성’에 관한 논쟁이었으며, 그 본질

은 반김일성파에 대한 김일성파의 공격이었다. 주체 확립 문제가 제

기된 것은 6.25전쟁 중이었다. ‘주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

았지만, 김일성은 1952년 당원들에게 “우리나라 정세에 부합되게 마

르크스-레닌주의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고,25) 이러한 문제를 제

기한 이유는 다른 파벌들, 특히 소련파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다.26)

23) 이종석, 앞의 책, 1995, 147~149쪽; 백학순, 앞의 책, 2010, 287~289족. 

24) 이종석, 위의 책, 1995, 275~276쪽; 서동만, 앞의 책, 2005, 553쪽.

25) 김일성, 「로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김일성선집』 4권, 조

선로동당출판사, 1953. 331쪽. 

26) 서동만, 앞의 책, 5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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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6.25전쟁 기간 중 무정, 허가이, 박헌영 등이 숙청되었다. 

전후에도 ‘주체 확립’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갈등이 공식화 된 것

은 1955년 12월 당 선전선동일꾼을 대상으로 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

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였다.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박창옥, 박영빈 등 소련파 인사들이 “교조주의”

에 얽매여 “모든 사업에서 기계적으로 소련의 본을 따”고 있으며, “ML

주의를 소화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째로 집어 

삼키고” 있고, 전후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지 않은 채, 소련을 따라 “한

반도 긴장완화나 미제국주의 반대구호 중지” 등을 주장했다고 비판하

였다.27)

결국 김일성은 ‘교조주의’ 문제를 통해 소련파 박창옥이 관장하는 문

화예술 분야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여 1956년 1월 당 중앙위 상무

위에서 박창옥을 정치위원으로부터 제명하는데 성공했다.28) 또한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의 스탈린 개인숭배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학예술 분야에서 소련파 숙청을 지속하였다. 한편, 스탈린 

비판 이후 개최된 1956년 4월 조선노동당 3차 당대회에서는 소련·연

안파의 기대와 다르게 김일성 개인숭배에 대한 어떤 언급도, 파벌연합 

구조로의 그 어떤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김일성파 중심 권

력구조가 더욱 강화되었다. 결국 반김일파는 8월종파사건을 준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3) 정책 대결: 중공업 우선 정책 對 균형정책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은 이데올로기가 목표로 하

는 현실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며, 그 성패는 이데올로기의 타당

성과 권력행사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친다. 김일성파와 반김일성파는 

27)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

여」, 『김일성저작집』 9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468~475쪽.

28) 이종석, 앞의 책, 1995, 72쪽; 백학순, 앞의 책, 2010, 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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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공산주의가 

제시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발전정책에 있어 

대립하였고, 그 대결의 과정이자 결과로서 8월종파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쟁점을 둘러싸고 정책적으로 경쟁하였는가? 로웬탈

(Lowenthal)에 따르면, 저발전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책은 유토피아(집

단적, 공산주의적 목표) 대 발전(실용적, 개인적, 자본주의적 목표)이라

는 상반된 목표를 두고 갈등하다가, 결국 발전을 택하게 됨으로 탈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귀결되는데,29) 이러한 갈등은 북한에서도 존재했

으며,30) 특히 전후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우선순위’에서 이러한 갈등양

상이 나타났다. 

김일성파의 ‘투자우선순위’ 관련 정책은 1953년 결정된 ‘중공업 우선 

정책’이었다. 중공업 우선 정책은 집단주의적인 스탈린식 발전모델을 

따른 것으로, 경제건설 초기 투자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공업, 

농업 등 소비재보다는 중공업 등의 생산재 부분에 자원을 우선 투자하

여 일정 기간 내에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정책이었다. 

‘중공업 우선 정책’이 결정되자, 당내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뒤 따랐다. 

그 중심에는 단연 박창옥 등 소련파와 윤공흠 등 연안파가 있었다. 이들은 

1953년 3월 스탈린 사후 소련이 소비재 중시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고무되

어, 전후 피폐화된 주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재 공급이 절실

하며, 따라서 소비재 부문을 우선 발전시켜야 한다는 ‘균형정책’을 주장하

였다.31) 이러한 주장을 제기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중공업 우선 

정책이 중공업 투자자원 마련을 위해 소비영역과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것 

- 배급제, 협상가격차, 대중동원, 저임금 - 이었기 때문이었다.32) 이와 

29) Richard Lowenthal,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Charlmers

Johnson eds, Change in Communist Systems(Standford University Press, 

1970), pp.50-54. 

30) 이태섭, 앞의 책, 18쪽; 김연철, 앞의 책, 64쪽.

31) 이종석, 앞의 책, 1995, 264쪽.

32) 김연철, 앞의 책, 65~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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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윤공흠은 “김일성이 독재적이고, 그의 정책이 반인민적이며, 노

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이 너무 적으며, 농민들에 대한 대우가 가혹하고, 

인민군 장교들의 봉급은 매우 높아, 김일성의 정책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33)

따라서 중공업 우선 정책은 진퇴를 거듭하였다. 1953년 김일성은 소련·

중국 방문 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 부문의 공장들을 확장·신설

할 것이라 언급했고,34) 이에 1954년 3월 박창옥, 최창익 등 소련·연안파 

인사들이 국가계획위원장, 재정상 등에 임명되었다.35) 또한 중공업, 경공

업, 농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 1954년 4월 제7차 최고인

민회의에서 발표된 ‘3개년 계획’과 법령에 반영되었으며, 법령은 “식료품과 

공업품의 배급제를 철폐하고 자유상업에로 이행하기 위한 온갖 필수조건들

을 조성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36)

그러나 상술한 정책 조정 과정은 1954년 11월 경공업 중시 세력인 

최창익 재정상이 해임됨으로써, 다시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회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에서 “중공업의 우선적인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킨다.”라는 ‘전

후 경제발전의 총노선’이 정식화됨으로써 김일성의 승리로 일단락되었

다. 물론 이 방식은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절충안이었다. 따라서 이후에도 탈스탈린적 국제공산

주의 흐름에 편승한 연안파와 소련파의 불만은 지속되었으며, 결국 이

러한 불만이 8월종파사건으로 폭발하였던 것이다.

33) 김창순, 『북한15년사』, 지문각, 1961, 156~157쪽.

34) 김일성,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민주주의제국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정부대표단의 사업경과보고」, 『북한연구자료집』 2권,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 2010.

35) 김연철, 앞의 책, 77쪽.

36) 서동만, 앞의 책, 608-6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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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8월종파사건의 유형

이상 배경 분석을 토대로 본 사건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8월종파사건의 배경과 유형

유 형
체제타파 여부 투쟁의 대상

체재 내적+외적 정치적

먼저 이 사건은 ‘체제 내적’인 성격이 강한 권력투쟁이었다. 즉, 갈등

이 ML주의 담론 내에서 진행되었으며, 김일성파와 반김일성파는 공산

당 일당독재체제라는 틀 속에서 당내 권력구조 변경 측면에서 ‘김일성

파 중심의 단일체제’냐 ‘파벌 간의 연합: 집단지도체제’이냐를 두고 경

쟁하였고, 이데올로기 논쟁 측면에서는 ML주의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

는 ‘ML주의를 원론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ML주의를 북한 현실

에 맞게 적용할 것인가?’, ‘스탈린 사후 소련의 변화(탈스탈린화)를 받

아들일 것인가, 스탈린주의를 고수할 것인가?’ 즉, 주체 확립 문제를 

두고 경쟁하였다. 다만, 정책 대결 측면에서는 체제 외적인 면이 있었

다. 스탈린식 ‘중공업 우선주의’와 탈스탈린식 ‘균형정책’이 경쟁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8월종파사건은 정치적인 권력투쟁으로서 김일성파에 

대한 반김일성 세력(연안·소련파 인사 일부)의 도전이었다.  

4. ’67년 갑산파 숙청

1967년 갑산파37)의 숙청은 1967년 5월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4기 

37) 일제 식민지 시기 만주 장백현과 조선 함경북도 갑산군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던 국

내 기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로서, 만주를 기반으로 했던 김일성파와 연계하여 ‘재

만한인조국광복회’ 지부를 설립하고, ‘갑산공작위원회’라는 공산주의 단체를 조직

했으며, 해방 이후부터 만주를 기반으로 한 김일성파와 함께 북한 정치를 주도하였

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갑산파.” http://terms.naver.com/e ntry.nhn?docId=

571896 &cid=46629&categoryId=46629(검색일: 201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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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전원회의에서 갑산파 출신 당 조직, 사상, 문화 분야 담당자인 박

금철, 이효순, 김왈룡, 허석선, 이송운, 허학송 등이 온갖 기회주의: 봉

건주의, 교조주의, 자본주의, 수정주의 등을 구실로 숙청된 사건을 말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현 북한 정권의 기본적 특징인 강력한 개인독

재, 소위 수령제 또는 유일사상체계와 최고지도자에 대한 고도의 개인

숭배가 형성되었다.

가. 갑산파 숙청의 배경

1) 권력구조 변경: 김일성 및 만주파 중심 권력구조 구축과 후계구도 문제

김일성파 내부에는 두 개의 계파가 존재했다. 하나는 만주파이며, 다

른 하나는 갑산파이다. ’67년 갑산파 숙청은 조선노동당 내 ‘김일성파 

중심 권력구조’에서 갑산파가 배제되고, ‘김일성 개인 및 만주파 중심 

구조’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만주파 중심 권력구조 변경은 1961년 4차 당대회에서 시작되었다. 이 대

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구성을 보면, 김일성파가 37명, 연안파 3명, 소

련파 1명, 국내파가 44명이었으며, 37명 중 30명이 만주파, 6명이 갑산

파,38) 1명이 김일성 인척(김영주)이었고, 중앙위 부위원장 5명 중 3명이 

만주파, 2명이 갑산파, 정치위원 11명 중 4명이 만주파, 2명이 갑산파, 연

안파와 소련파가 각각 1명, 국내파가 3명이었다.39)

이후 권력구조 변경은 1966년 제2차 당 대표자회의 중앙위 제4기 제

14차 전원회의에서 이루어 졌다. 김일성 개인권력이 강화되는 조치로 

“당 중앙위 위원장, 부위원장 직제가 총비서제 및 비서 직제로 개편되

었고, 비서국이 신설되었다.”40) 총비서제와 비서국 신설은 김일성으로 

38) 박금철, 이효순, 이송운, 허학송, 김왈룡, 허석선이다. 

39) 이종석, 앞의 책, 1995, 288쪽.

4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4차 전원회의에 대한 보도」, 『로동신문』 196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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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당 사업을 의결기구인 정치위가 아니라 집행기구인 비서국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하였고, 이는 의결기구의 힘을 약화시

켰다.41) 또한 당 지도부 인사개편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갑산파가 권

력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상무위원 6명 중 4명이, 총비서 김일성을 포

함한 비서 11명 중 7명이 만주파였으며, 갑산파는 각각 2명과 4명42)뿐

이었다.

한편, 만주파와 갑산파의 대결은 특히 권력승계, 즉 후계구도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북한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던 신경완의 증언에 

의하면, “1967년 5월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4기 15차 전원회의 현안인 

‘박금철·이효순 사건’은 2인자 자리를 놓고 펼쳐진 첫 권력투쟁이었으

며,”43) 김정일은 15차 전원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 중앙위 비서국 

조직지도부에 근무하면서 갑산파의 죄행을 조사하고 전원회의에서 폭로

하였다. 당시 후계자 문제가 대두되었던 이유는 동구권의 영향이 컸다. 

갑산파는 소련의 탈스탈린주의와 중국의 권력투쟁 흐름에 편승하여 “김

일성의 스탈린식 개인독재 강화”나 김영주의 부상, 김정일로의 후계구도 

형성 등에 저항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갑산파는 “당 서열 4위였던 박

금철을 김일성의 차세대로 옹립하기 위해, 그의 업적을 선전하는 영화 

‘일편단심’을 만들기도 하였다.”44)

그러나 상술한 과정에서의 권력투쟁은 8월종파사건과 같이 직접적이

지 못했다. 김일성과 만주파의 권력 장악, 특히 최현 등에 의한 무장력의 

장악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랐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갑산파는 이데올

로기 조정이나 정책대결을 통해서 그 투쟁을 간접적으로 전개해야 했다.

41) 김갑식, 『김정일 정권의 권력구조』, 한국학술정보, 2005, 298쪽.

42) 갑산파에 동조하던 소련 유학파 김도만과 박용국을 포함시킨 숫자이다. 

43)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김영사, 2000, 100쪽.

44) 「김부자 실체: 김정일 위원장이 권력을 잡기까지 (1)」, 『자유아시아방송』 2006. 5. 

22; 「후계자 반열에 올랐던 김평일의 추락(1)~(2)」, 『자유아시아방송』 2017.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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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데올로기 논쟁: 정통 ML주의 및 혁명전통 다원화 對 유일사상체계

이상 상술한 1960년대 만주파와 갑산파 사이의 투쟁은 이데올로기 

영역에서도 진행되었다. 김일성과 만주파는 1960년대 초부터 이미 권

력 강화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서 광범위한 ‘대중학습’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중학습 교재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

상기」 12권(1995)과 김일성의 저작인 「김일성선집」 4권(1960), 「김일성

저작선집」 13권(1967)이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만주파는 주민들에게 

항일투쟁의 중심 세력으로, 공산주의 혁명건설의 모범으로 각인되었고, 

“모든 사상・이론적 문제나 실무 등에서 판단의 기준은 ML주의가 

아니라 김일성 저작이 되기 시작”했다.45) 또한 대중학습은 전 조선

노동당 차원에서 전개되었는데, 이는 당 내에서 김일성과 만주파의 

권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한편, 대중학습의 중점이 1960년대 중반부

터 조정되었는데, “명령은 끝까지 관철”, “오직 그의 가르침대로” 등 수

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 중점이 변하면서, “수령의 이

미지가 절대화되고,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이 사회적 담론으로 받

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46)

이상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김일성 및 만주파의 권력 강화는 갑산파

의 도전을 불러일으켰다. 갑산파 도전의 계기는 ‘정통 ML주의’ 논쟁이

었다. 이는 소련의 탈스탈린주의로 시작된 중·소 분쟁 과정에서 ‘누가 

더 정통 ML주의자냐’를 놓고 소련과 중국이 다퉜던 상황으로, 갑산파는 이

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정통 ML주의(소련)를 옹호하고 모택동 개인숭배 현

상을 비판함으로써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간접적으로 비판하였고, 만주파의 

항일경력을 북한 내 유일한 항일전통으로 내세웠던 당시 대중학습 방향에 

수정을 가하였다. 갑산파는 1966년경부터 만주파뿐만 아니라, 민족의 다양

45) 이종석, 앞의 책, 1995, 292-293쪽.

46) 이종석, 위의 책, 1995, 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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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사와 인물,47) 사례들로부터 항일전통과 공산주의 혁명에 관한 교훈을 

얻으려는 방향으로 대중학습을 전개했으며,48) 이러한 맥락에서 <표 6>과 

같이 만주파의 ‘항일혁명전통’에 관한 기사의 1966년 「로동신문」 게재 빈도

가 대폭 줄어들었다.49)

<표 6> 「로동신문」에 나타난 만주파 항일혁명전통 관련 기사 빈도 변화

구 분 1962.8~10 1964.4~6 1966.8 1968.8

만주파 항일혁명전통 기사 횟수 25 8 1 16

일반 역사문화전통 기사 횟수 27 3 13 0

출처 :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역사비평사, 1995, 295~297쪽.

그러나 결국 갑산파의 도전은 성공하지 못했다. 1967년 5월 조선

노동당 중앙위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갑산파는 ‘반당반혁명 종파

분자’, ‘수정주의자’ 등의 구실로 숙청되었고, 김일성은 1960년대 대내

외적 위기(베트남전쟁, 갑산파 도전 등)를 맞아 개인숭배를 전면화하

고, ‘모택동 사상 따라 배우기’를 통해 자신만의 ‘사상’ 구축을 시도하였

다.50) 1967년 3월 “도, 시, 군 및 공장 당 책임비서 협의회” 연설에서 

김일성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당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처음 “유일사상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는 

김정일에 의해 1974년 「유일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으로 체

계화되었다. 유일사상체계란 “ ML주의와 … 결별하면서 김일성이 제

창한 주체사상만을 당과 사회 전반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인정하겠다

는 것”이었다.51) 결국 1980년 개정 당규약에서 ML주의가 지도이념에

서 삭제되었다.

47) 독립운동가 신채호, 다산 정약용, 연암 박지원 등과 같은 실학자들을 포함한다.  

48) 특히 실학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49) 백학순, 앞의 책, 2010, 588~589쪽; 이종석, 앞의 책, 1995, 295~297쪽.

50) 이종석, 앞의 책, 1995, 300~301쪽.

51)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유일사상체계.”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 

viewNkKnwldgDi cary.do?pageIndex=1&dicaryId=144(검색일: 201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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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대결: 천리마 운동 및 대안의 사업체계 對 수정주의 경제이론 

생산성 증가보다는 투입 증가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중공업 우선 

정책’은 1960년대부터 그 한계가 들어나기 시작하였다. 북한 경제성장

률이 둔화되면서, 1966년과 1969년 두 해 동안 공업 생산액 성장률은 

-3.26%를 기록하였고,52) 이에 경제침체 해결방식과 관련하여, 갑산파

와 만주파가 충돌하였다.

갑산파는 무엇보다 ‘천리마 운동’과 ‘대안의 사업체계’에 반대하였다. 

천리마 운동이란 “하루에 천 리를 달리는 천리마를 탄 기세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의미로 사용되는 사회주의 노력

경쟁운동”으로서, 경제정책에 대한 소련의 간섭,53) 1950년대 말 동구권

의 대북원조 감소, 국방력 강화 방침54)에 따른 투자자원 조달의 제한 속

에서 노동력의 투입55)을 증가시켜 ‘높은 경제성장 속도’를 유지겠다는 

전국적 규모의 정책이었고, 본질적으로는 ‘대중의 희생과 노력’을 강요하

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을 이끌어내는데 있어 그 유인책은 ‘물

질적 보상’보다는 노동자의 명예심, 양심과 같은 ‘도덕적 자극’, 즉 ‘정치

사상의식’이었다. 따라서 천리마 운동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빈약했고, 노동력

의 투입이 증가되고 지속됨에 따라 대중의 피로도가 증가했기 때문이

다.56) 결국 천리마 운동은 김정일·김정은 시대 ‘150일 전투, 70일 전

투’57) 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발전을 정체시키는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58)

52) 이태섭, 앞의 책, 307~316쪽.

53) 소련은 북한에게 경공업 및 소비재 생산 중심으로 경제노선을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54) 국방력 강화 방침은 1962년 제기되어 1966년 ‘경제-국방병진노선’으로 공식화되었다.

55) 작업 시간, 작업 교대율, 노동 강도 등의 증가를 의미한다.

56)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천리마 운동.”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 

viewNkKnwldgDic ary.do?pageIndex=1&dicaryId=194(검색일: 2017. 4. 18).

57) 「통일부 北 200일 전투, 6월 시작해 12월 중순까지」, 『연합뉴스』 2016. 5. 30.

58) 김연철, 앞의 책, 24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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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안의 사업체계란, 1961년 12월 김일성의 지시로 확산된 “집

단주의 정신에 입각한 북한의 경제관리 형태”로서, “공장 지배인이 아

니라, 당 소속 공장 당위원회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생산을 포함

한 공장관리운영을 실시하는 경영방식”을 말하며, 그 본질은 “공장경영

에 대한 당의 지배를 강화하고, 경제적 자극보다 정치・도덕적 자극을 

앞세우는 정치 사업을 중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안의 사업체계 역

시 태생적으로 공장 전문경영인의 자율과 창의성을 제한하고, 사업 동

기를 위축시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59)

이에 갑산파는 “수정주의 경제 이론”60)과 “자본주의적 기업관리 

방식”61)의 채택을 주장하면서, “정치사상의식을 강조하는 김일성의 

정책이 물질의 1차성에 대한 ML주의의 유물론에 위배되며, 경제 

사업은 경제/기술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하고, 개별 기업/공장에 대한 

당의 통제를 줄여야 하며, 공업 생산액 성장률은 6-7%만 되어도 매우 

높은 것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 과거처럼 공업의 높은 성장속도를 보

장할 수 없기에 그 성장률을 낮춰야 한다.”고 만주파를 비판하였다.62)

이는 소련의 리베르만 방식63)을 따르는 것이었다.

이상 갑산파의 주장은 당시 북한에서 상당히 유포되어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김영주의 소련 유학 동료로서 당 국제비서 박용국과 당 선

전선동부장 김도만 등이 갑산파를 지지하였고, 또한 “황해제철소 등 몇

59)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대안의 사업체계.”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

viewNkKnwld gDicary.do?pageIndex=1&dicaryId=69(검색일: 2017. 4. 25).

60) 경제 규모가 커지면 경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이론을 말한

다.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61) 물질적 유인을 위주로 하며, 각 기업/공장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운영방식을 말한

다.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62) 이태섭, 앞의 책, 430~431쪽.

63) 이윤추구를 기본으로 하면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업소를 관리 운

영하며 국가가 기업소에 내려 보내는 계획 지표의 범위를 대폭 줄이고, 기업소가 

자체로 세운 계획에 따라 경영 활동을 조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조선로동당출판

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 제1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177~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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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공장에서는 ‘가화폐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매일 노동자들에게 

노동량에 따라 가짜 돈을 지불하고, 월말에 이를 진짜 돈으로 교환해 

주는 제도”로서, 물질적 유인책이며, 천리마 운동과 대안의 사업 체계

에 반하는 조치였다.64) 한편, 1966년 경제계획 지표를 보면 수정주의 

경제이론이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도 유포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1967년 경제계획에서 공업 생산액 성장률 목표는 7%로 과거 목표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결국 정책대결은 1969년 김일성의 논문 「사회주의 

경제의 몇 가지 이론 문제에 대하여」를 통해 종결되는데, 김일성은 “사

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적 방법이 아니라 오직 사회주의적 방법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숙청 후 1968년에 김일성은 성

장률 목표를 24%까지 끌어올렸다.65)

나. 갑산파 숙청의 유형

이상 배경 분석을 토대로 본 사건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7> ’67년 갑산파 숙청의 유형

유 형
체제타파 여부 투쟁의 대상

체재 내적+외적 정치적

먼저 갑산파 숙청은 ‘체제 내적’인 성격이 강한 사건이었다. 갑산파는 

이미 구축된 공산당일당독재 및 당내 김일성파 중심의 권력구조 속에서 ‘김

일성 개인 및 만주파에게로의 권력 집중’, 즉, ‘김일성의 스탈린식 개인독재

체제 구축’과 ‘김영주의 정치적 부상’, ‘김정일로의 후계구도 형성’ 등에 저

항하였고, ‘2인자로서 박금철의 부상’을 기도하였다. 이데올로기 논쟁 측면

64) 이태섭, 앞의 책, 429~430쪽; 433쪽.

65) 이태섭, 위의 책, 431~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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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갑산파는 ‘대중학습에서 항일전통과 혁명전통의 다원화를 시도’하여 

항일투쟁과 공산주의 건설에 있어서 김일성과 만주파의 유일적 권위를 희

석시키고자 하였다.66) 한편 정책 대결 측면에서 체제 외적인 성격이 존재

했다. 갑산파는 중공업 우선 정책보다는, ‘경공업, 농업 등에서의 균형성장’

을 주장했고, 천리마 운동 및 대안의 사업체계의 한계를 시정하기 위해 ‘수

정주의적 경제이론 및 자본주의적 기업 관리 방식’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한편, 갑산파 숙청은 ‘정치적’인 권력투쟁으로서 김일성 및 만주파에 대한 

갑산파의 도전이었다.

5. ’97년 황장엽 망명67)

‘황장엽 망명’은 북한 정권의 핵심인물로서 주체사상의 형성에 기여한 노

동당 비서 황장엽이 1990년대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맞아 1997년 2

월 12일 주중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망명한 사건을 말한다.68)

사실 황장엽 망명을 권력투쟁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북한

학계에서는 사건을 권력투쟁이라기보다는 황장엽 개인의 ‘일탈’로 보고 

66) 앞서 언급했듯이, 독립운동가 신채호, 다산 정약용, 연암 박지원 등과 같은 실학자

들에게서 항일투쟁의 전통을 찾으려는 변화들이 시도되었고, 1960년대 중반 김일

성 이외의 인물들에 대한 전기가 발행되기도 했다. 또한 실학 등을 강조하는 방향

으로 『로동신문』의 논조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고, 『근로자』, 『천리마』 등의 간행

물에서 실학에 관한 게재물의 빈도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혁명전통에 있어서 박금

철의 활동을 부각시키고자 박금철의 수절한 부인을 칭송한 『일편단심』 외에도, 

『향토사』, 『내고향』, 『펑퍼물』 등 갑산파의 혁명전통과 관련된 작품들이 제작되었

고, 1965년에는 『로동신문』에 이례적으로 박금철의 처인 서채순의 부고기사가 게

재되기도 하였다.  

67) 본 절은 김근식, 앞의 논문을 참고 및 재구성

68)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황장엽 망명사건.”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

viewKnwldgDicary.do?pageIndex=20&dicaryId=2&searchCnd=0&searchWrd=

(검색일: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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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본 사건은 권력투쟁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

을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북한 『로동신문』 등에 게재된 변절자를 

비난하는 논설이나 망명 후 황장엽의 증언을 살펴보면, 분명 당시 북한 

정권 내에는 이견과 불만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이견들이 표출된 것이 

‘황장엽 망명’임을 알 수 있다.69) 따라서 증거자료들이 망명 후 증언에 

한정되어 있고, 권력투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연구의 분

석틀에 따라 황장엽이 어떤 이견과 불만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 정권에 내재되어 온 갈등 구조와 논리를 간단없이 분석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가. 황장엽 망명의 배경

1) 권력구조 변경: 수령제와 후계자론에 대한 이견 가능성

황장엽은 무엇보다 수령제에 대한 이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아래 1995년 10월 8일자 및 10월 20일자 「로동신문」을 살펴보면, 

동구권 붕괴와 1994년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 북한 정권 내에는 수령을 

비판하고, 사상의 자유나 민주주의 등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

음을 알 수 있다.70)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노동계급의 수령이 서거한 이후 개인미신이라는 간판

아래 그의 권위를 헐뜯는 안팎의 원수들의 공격과 배신으로 시작된다. … 수령의 

권위를 헐뜯고 당과 수령을 인민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 반사회주의 책동의 첫째 전략이다.”71)

  “사회주의 배신자들은 사람들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은 

줴버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사람들의 창발성을 발양시킨다는 미명하에 사상의 

69) 김근식, 앞의 논문, 64~73쪽.

70) 김근식, 위의 논문, 71~74쪽; 81쪽.

71) 『로동신문』, 1995. 10. 8. (김근식,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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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를 부르짖으며 사회주의 사회에 부르쥬아 반동사상을 퍼뜨리고 자본주

의를 복귀시키기 위한 반혁명적 책동을 악랄하게 벌리었다.”72)

상술한 상황과 관련하여 황장엽은 망명 후 발간한 저서에서 다음과 같

이 수령제가 ML주의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73)

   

  “대중이 있고서야 당이 있고, 당이 있고서야 수령이 있으며, 당과 수령은 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존재라는 ML주의적 관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수령이 있고서야 

당이 있을 수 있고, 당이 있고서야 대중이 있을 수 있으며, 당과 대중이 전적으로 

수령을 위해 복무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다.”74)

  “ML주의의 어느 고전에도 당이 ‘수령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고 지적한 

명제는 없으며, 정권을 자기 아들에게 세습적으로 넘겨주어도 좋다는 명제는 없다. 

또 정식 선거절차도 거치지 않고 내가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장군’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총비서로 추대하라고 강요하여도 좋다는 명제는 찾아볼 수 없다.”75)

또한 황장엽은 다음과 같이 서구식 민주주의를 옹호하기도 하였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자본가 계급에게만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에게는 독재만 가져오게 한다는 주장은 계급적 편견으로 사실을 

왜곡한 궤변이다. … 다당제 민주주의를 통해 광범위한 대중이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체험하는 정치적 면에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그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정치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76)

결국 황장엽은 1996년 5월 9일 김정일로부터 “모스크바 국제토론회

72) 『로동신문』, 11995. 10. 20. (김근식,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73) 김근식, 앞의 논문.

74)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통일정책연구소, 1998, 121쪽.

75) 황장엽, 앞의 책, 1998, 27~28쪽.

76) 「황장엽의 비밀파일」, 『월간조선』. 1997. 4. (김근식,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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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의 의도에 맞지 않게 진행되었다”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느끼며,77) 망명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2) 이데올로기 논쟁: 주체사상의 독창성에 대한 이견 

이상 권력구조에 대한 이견에 더불어 황장엽은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도 이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공간자료와 황장엽

의 증언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황장엽은 어떤 내용에 있어 이견을 갖고 있었을까? 바로 ‘주체사상과 

ML주의의 관계’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김일성과 김정일은 1970년

대 권력투쟁을 통해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

였는데, 이러한 사상체계에서 주체사상은 ML주의를 넘어선, “스스로

의 고유의 원리에 의해 전개되고 체계화된 인간 중심의 새롭고 독창적

인” 사상체계였다. 따라서 ML주의는 1980년 조선노동당 당규약 개정

시 지도이념에서 삭제되었고, 주체사상만이 명시되었다. 황장엽은 이

러한 주체사상의 ‘독창성’에 대해 이견을 갖고, “주체사상을 ML주의 내

에서 해석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0년 10월 김정일이 당 중

앙위에서 한 담화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78)

  “최근 일부 사회과학자들이 주체사상을 해설하여 쓴 글들을 보면 주체철학의 

독창성과 우월성을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바로 해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난 시기 일부 사회과학자들 속에서 주체사상을 맑스주의의 유물변증법의 

틀에 맞춰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체사상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해준 일이 있는데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79)

77) 황장엽,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시대정신, 2006.

78) 김근식, 앞의 논문, 76~77쪽.

79) 김정일,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0

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296. (김근식,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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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은 아래 「신동아」와의 대담에서 위 글에서 언급된 일부 사회과

학자들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1996년 7월 내 이론을 비판하는 글이 나왔습니다. … 일부 사회과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썼더군요. 그러더니 김정일의 측근자가 찾아와서 이번에는 자기비

판해야 되겠습니다. …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기비판해서 올렸죠.”80)

결국 황장엽은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망명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정책 대결 : 기존 북한 경제노선에 대한 이견과 중국식 개혁개방 기대

끝으로 황장엽은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이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북한은 ‘내부모순과 외부제약’81)으로 인해 심각한 경

제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황장엽은 아래 『월간조선』과의 

대담, 『회고록』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기존 경제노선의 

수정과 중국식 경제정책의 채택을 희망했던 것 같다.82)

  “오늘 개혁개방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국은 전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희망의 등대이며, 국제 반동들의 질투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에서 

개혁개방의 성공은 인류 공동의 대경사이며, 역사 발전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개혁 개방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따라 배워야 한다.”83)

  “마땅히 자본가 계급과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사회 발전에서 역사적으로 기여

한 거대한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자본주의적 발전도 제대로 거치지 

못하여 봉건적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뒤떨어진 나라 사람들이 사회주의 구호 

80) 「김정일 체제의 통치이념과 권력실세들」, 『신동아』, 1998. 7.

81)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한계,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른 자원 

배분의 왜곡과 불균형, 과다한 국방비 지출, 동구권의 붕괴로 인한 무역 및 원조 

관계의 단절・축소 등을 말한다.

82) 김근식, 앞의 논문, 78.

83) 「황장엽의 비밀파일」, 『월간조선』, 1997. 4. (김근식,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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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자본주의를 무조건 비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가소로운 일이다.”84)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 북한도 하루빨리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충동을 받았다. … 틈틈이 국제부 요원들과 주체사상연구소 연구원들에게 변화하는 

중국의 실상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정신을 일깨워주려고 했다. … 나는 … 그(김정

일)의 사상을 조금이라도 계몽시켜볼까 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현대자본주의의 

계급구조 변화와 …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낡았다는 것을 이해시키려 했다.”85)

그러나 북한은 경제노선을 수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책의 수정은 

그동안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

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특히 수령제와 권력세습으로 인해 체제의 경직

성이 높은 북한이기에, 이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아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1991

년 5월 담화와 1995년 6월 21일자 「로동신문」을 통해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원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암시하였고,86) 결국 황장엽은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한해 100만 명가량이 굶어죽는 것을 보

면서,” 망명을 택하게 되었다.87)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부르짖는 사적 소유제도의 우월성이란 더 많은 재부

를 긁어모으기 위한 무제한한 약육강식의 경쟁으로서 … 불피코 착취와 압박을 

낳고 근로자들을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킨다.”88)

  “기회주의자들과 사회주의 배신자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상사업을 집어던지

고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자본주의적 방법을 끌어들여 사람들 속에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조장시키고 황금만능의 부르죠아 선전에 동조하고 소유의 다양화를 

84) 「황장엽의 비밀파일」, 앞의 글.

85) 황장엽, 앞의 책, 2006, 261~267쪽.

86) 김근식, 앞의 논문, 79쪽.

87) 황장엽, 앞의 책, 2006, 342쪽;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 이중전략과 실리사회

주의』, 선인, 2004, 60쪽.

88)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

일동지의 문헌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김근식,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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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창하면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제도를 통째로 파괴하여 

버렸다.”89)

나. 황장엽 망명의 유형

이상 배경 분석을 토대로 본 사건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8> ’97년 황장엽 망명의 유형

유 형
체제타파 여부 투쟁의 대상

체재 내적+외적 개인적 일탈

먼저 ’97년 황장엽 망명의 배경은 여전히 ‘체재 내적’인 성격이었다. 

물론 당시 북한 내에서 사상의 자유나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기류가 형

성되었고, 또한 망명 후 황장엽이 서구식 민주주의의 장점을 옹호하기

도 하였지만, 본질적으로 망명 전 수령제에 대한 황장엽의 이견은 ML

주의 틀 내에서 수령제의 과도한 개인권력집중을 비판하는 것이었고, 

ML주의 본연의 인민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민주집중제, 집단지

도체제 등으로의 회귀를 희망하는 것이었다. 수령제에 대한 이러한 태

도 변화가 발생한 배경은 무엇보다 1990년대 북한이 봉착한 대내외적 

위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도 망명 전 황장엽은 

서구식 민주주의나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단, 정통ML주의의 담론 

내에서 주체사상의 독창성에 이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반면, 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체제 외적’인 성격이 있었다. 황장엽은 기존 경제정책

의 고수보다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과 중국식 개혁개방의 도입을 희

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쟁의 대상 측면에서 본 사건은 정치적 

권력투쟁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일탈행동으로서 황장엽이 이견을 내비친 

89)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로

동신문』 1995. 6. 21. (김근식,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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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이는 당시 김정일의 권력과 수령제가 그만큼 공고했음을 의

미한다.

6. ’13년 장성택 처형

’13년 장성택 처형은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이 2013년 12월 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로 모든 직무에서 해임되고 출당・제명되

어,90) 4일 후인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성 특별군사재판에서 ‘국가전복

음모행위’ 혐의로 처형된 사건을 말한다. 장성택 숙청은 갑산파 숙청 후 

이례적으로 ‘종파행위’에 관한 북한의 공식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

이었기에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따라서 장성택 숙청을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살펴보는 것은 북한 정권에 내재되어 온 갈등 구조와 논리의 지속

과 변화를 간단없이 분석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가. 장성택 처형의 배경

1) 권력구조 변경: 장성택의 분파형성과 자신에 대한 우상화조장

권력구조 측면에서 장성택 숙청과 처형의 배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권력엘리트 간의 투쟁이며, 다른 하나는 장성택

과 김정은 간의 갈등이다. 먼저 권력엘리트 간의 투쟁이란 소위 충성경쟁

을 말한다. 권력승계기에는 권력구조의 변경이 발생하는데, 누가 후계자

를 후견할 것인지, 누가 수령과 연합하여 새로운 통치세력으로 부상할 것

인지가 결정된다. 새로운 통치세력으로 부상하게 되면, 권력위계에 따라 

9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1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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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상응하는 이권91)을 확보하게 되며, 따라서 권력구조 변경을 둘러싸

고 개인 및 기관 간의 갈등과 수령에 대한 충성경쟁92)이 발생하는 것이

다. 장성택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행정부를 필두로 조직지도부 및 군부

와 갈등하였고, 결국 경쟁에서 패배하여 2013년 숙청되었다는 것이 ‘충성

경쟁’ 관점에서 숙청의 배경이다.93)

그런데, 장성택은 왜 하필 혁명화나 해임 등이 아니라 처형되었을

까? 분명 장성택이 충성경쟁을 넘어서 김정은의 정치권력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장성택 숙청과 처형의 두 번째 배

경이다. 바로 장성택의 권위 신장이 김정은의 권력승계에 직접적인 위

협을 끼쳤다는 맥락이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성택은 갑산파 숙

청 이후 이례적으로 ‘종파행위’에 관한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승계 과정에서 차기 지도자는 후계자로 선정되고 취임하여 표면적으

로 권력을 이양 받더라도, 이후 이양된 권력을 스스로 공고화하고 영속

시켜야 하는,94) 즉 “권력과 지배의 정당성을 재구축”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95) 소련·중국의 권력투쟁을 거울삼아 승계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96) ‘후계자론’에 따르면, 김정은

은 후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 특히 업적과 공헌을 통해 영도력을 인

정받아 ‘절대적 권위와 위신’을 확보해야 했으며, “당 내에서 후계자의 

의도와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는 기풍, 전당이 후계자의 유일

적 영도 아래 하나 같이 움직이는 규율과 질서”, 즉, 영도체계를 세워

91) 무역권, 사업권, 배급권, 인사권 등의 각종 권한을 포괄한다. 

92) 권력승계 과정에 있어 공훈을 세우거나 재정적 지원(상납)을 증가시키는 등의 행

위를 말한다. 

93) 박형중, 앞의 논문, 2014b, 2~23쪽.

94) 오경섭,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 비교: 제도와 리더십의 동학을 중심으로』, 세

종연구소, 2012, 10쪽. 

95) 안경모, 「북한의 선군노선과 권위구축동학: 정치적 계승의 위기를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24쪽.

96) 박명규, 『북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엘리트·정책·안정성』. 서울대학교통

일평화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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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했다.97)

그러나 김정은에게 이 과정은 쉽지 않았다. 나이도 어릴뿐더러, 당사

업 경험도 부족했다. 승계과정 역시 4년(2009-2012)으로 짧았다. 주

민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의 권위를 비하하는 반체제 선전물이 유포되고 

저항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98) 이러한 상황에서 ‘장성택 섭정론’이 회

자되었고, 2013년 11월 6일경 열린 장성택 측근 모임에서는 ‘장성택 만

수무강’, ‘장성택 만세’ 등의 구호가 나왔다고 한다.99) 장성택은 의도했

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권위신장과 ‘섭정자’ 이미지로 김정은의 권위

와 영도체계 재구축을 위협했던 것이다.

‘정치국 결정서’와 ‘특별군사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장성택은 “주체

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력사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분파책동으로 

자기세력을 확장하고 감히 당에 도전”했으며, “현지지도를 자주 수행하

게 된 것을 악용하여 … 혁명의 수뇌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주어 제놈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였고, 

“제놈에게 아부아첨하고 추종하다 … 철직해임된 자들을 … 당중앙위

원회 부서와 산하기관들에 끌어들”였으며, “적들에게 매수되어 변절한

자들”을 “적발숙청된 이후에도 … 계속 끌고다니면서 당과 국가의 중요

직책에 박아넣었”고, “1980년대부터 아첨군인 리룡하놈을 … 당의 유

일적령도를 거부하는 종파적 행동을 하여 쫓겨났던 그자를 … 당중앙

위 제1부부장자리에까지 올려놓았”으며, “불평불만을 가진자들을 … 자

기 주위에 규합하고는 그우에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하였고, “높은 

부서와 산하단위의 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이며 … 제놈이 있던 부서를 

97) 백학순, 앞의 책, 2015, 82-83쪽.

98) ‘경력 없는 김정은’, ‘무능한 철부지’, ‘새끼돼지’ 등의 비하 표현이 발견됐고, 

김정은 생가의 대문이 파손되거나, 김정일과 김정숙의 사진을 불태우고 욕하는 

장면을 촬영한 화면이 입수되었다. 「김정일 등장 이후 北내부 반체제 움직임 늘

었다?」, 『DailyNK』 2011. 6. 29.

99) 정창현, 앞의 책, 2014, 47~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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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도 다치지 못하는 ≪소왕국≫으로 만들어놓았다.”100)

실제로 장성택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 같다. “제3차 조

선노동당 당대표자회의에서 장성택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룡회, 

문경덕, 리영수, 지재룡 등이 중앙정치에 진입하였고,”101) 당 행정부102)

를 통해서 “내각, 도인민위원회 등 북한의 제 행정기관과 국가안전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등 사법·검열기관, 외교관 등 해외

근무자 및 해외출장자 등을 지도하고 있었다.”103)

따라서 김정은은 장성택의 세력신장을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수

령의 절대성이 제도화되고 우상화된 고도로 경직된 체제에서, 권력승

계기에, 장성택과 그 분파가 성장하는 것은 수령제라는 권력구조의 승

계와 안착에 치명적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극단적 해석으로는 수령제

의 붕괴와 집단지도체제 또는 당내 파벌정치로의 회귀를 초래할 수도 

있었으며, 당시 북한의 복잡한 정치상황은 “파편화된 자율적 소왕국 집

합국가”로 묘사되기도 하였다.104)

결국 김정은은 장성택을 숙청하였다. 그리고 숙청의 결과로 당 중앙

위 행정부가 해체되고, 행정부가 맡아왔던 사업들이 조직지도부로 이

관되었으며, 황병서 등 새로운 엘리트들이 등용되었다. 한편 장성택 처

형 전 이미 장성택 측근인 리룡하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이 ‘월권’과 ‘분파행위’ 등의 죄목으로 2013년 11월 공개 처형되

었다.105) 이상의 과정은 분명 ‘권력투쟁’의 한 형태였다. 비록 김정은과 

장성택 간에 힘이 대등한 것은 아니었지만, 장성택의 분파형성과 권위

10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앞의 기사; 「특별군사재판 장성

택 판결문」, 『조선중앙통신』 2013. 12. 13.(정창현, 앞의 책, 2014, 재인용.)

101)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정치적 과제」, 『통일정책연구』 21권 1호, 

통일연구원, 2012, 10쪽.

102) 조직지도부의 일부였던 행정부는 2007년 장성택의 행정부장 임명과 함께 독립

부서가 되었다.

103) 정성장, 앞의 논문, 12쪽.

104) 박형중, 앞의 논문, 2014a, 23쪽.

105) 정성장, 앞의 논문,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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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은 권력승계기 김정은에게 있어서 분명 실제적 또는 상징적 위협

이 되었던 것이다. 

2) 이데올로기 논쟁: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유일영도 10대 원칙 훼손

사실 장성택 숙청 과정을 살펴보면, 장성택과 김정은 간에 직접적인 

이데올로기 논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장성택은 김정은의 지시

를 이행하는데 태만하였고, 때때로 ‘불경한’ 태도를 보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경직된 체제에서는 이러한 작은 일탈적 행태조차

도 김정은 중심의 정치사상적 단결과 김정은 권력의 이데올로기적 기

반인 ‘당의 유일영도 10원칙’ 구축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었다.  

주지의 사실이듯 김정은은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상사업을 전개했다. 무엇보다도 2012년 4월 11일 조선노동당 제

4차 대표자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선대의 사상을 계승한 당의 ‘유

일한 지도사상’으로서 ‘김일성-김정일주의’106)을 제시했고,107) 2013년 

6월 19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

히 세울 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구체화한 규

범적 지침으로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10대 원칙’(이하 당의 유

일영도 10대 원칙)을 공표했는데, 이 원칙은 1974년 ‘당의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개정한 것이었다.108)

이 원칙의 핵심내용은 제1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제3

조, “김일성-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 제4조 “당의 방침과 

지시를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와 엄격히 구별”, 제5조 “김일성과 김정일

의 유훈과 당의 로선과 방침, 지시를 무조건성의 원칙으로 준수”, 제6조 

106) 김일성-김정일주의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자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사상”이며,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여, 인민대중 중심의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을 포괄하고, 그 사상리론들이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 혁

명사상이다.” 통일교육원, 『2017 북한이해』 참조

107) 백학순, 앞의 책, 2015, 19쪽; 「조선로동당규약 서문」, 『로동신문』 2014. 2. 26.

108) 백학순, 위의 책, 2015,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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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 “개별적 간부들의 직권에 눌리워 맹종맹동하

거나 비원칙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을 철저히 제거”, “동상이몽, 양봉음위

하는 현상에 반대하고 투쟁”, 제9조의 “정책적 문제들을 당중앙의 결론

에 의해서만 처리”, 제10조 “주체혁명 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

까지 계승완성”,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당중앙’109)을 명시함으로써 김정은의 권위를 

명문·제도화하고, ‘당의 권위’를 명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한 김정은의 

권위를 당의 권위로 보완하는 한편, ‘개별 간부들의 일탈’을 경고함으로써 

‘김정은(당중앙)’뿐만 아니라 ‘당’의 지시·지침에 대한 개별 간부들의 이견

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결국 기존 권력구조를 답습한 김정은 중심의 영

도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었다.110)

그러나 ‘장성택은 이러한 ‘당의 유일영도 10대 원칙’을 일탈적 행

태 등으로 훼손하였다. ‘결정서’에 따르면, 장성택 일당은 “동상이몽, 양

봉음위”하였고, “당의 로선과 직책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집행

을 의식적으로 태업하고 왜곡 집행하였으며, 당의 방침을 공공연히 뒤집

어엎던 나머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에 불복하는 반혁명적 행위”

를 하였는데,111) 일례로 2013년 1월 31일 한국 국방부 정보본부는 “올해 

들어 장성택이 김정은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 자주 식별돼 북한 

내 실질 권력자가 김정은이 아닌 장성택이라는 소문이 지속적으로 들린

다.”라는 보도 자료를 내놓았고,112) 2013년 1월 제4차 당세포 대회와 

2013년 4월 당세포 대회에서의 장성택의 ‘비딱한’ 자세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으며,113) ‘판결문’은 ‘건성박수’와 같은 장성택의 ‘불경한 행동’을 죄

목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결국 장성택은 숙청되었고, 2014년 2월 제8

109) ‘당중앙’은 김정은을 의미한다. 

110) 백학순, 앞의 책, 2015, 128~133쪽.

1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 앞의 기사.

112) 정창현, 앞의 책, 2014, 67쪽.

113) 「장성택 처형 1년 … 지금 북 간부들은?」, 『TV조선』. 201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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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상일군대회에서 김정은은 “유일적 령도체계를 허물어보려는 그 어

떤 사상적 변질체도 배겨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숙청을 ‘사상적’으

로 정당화하였다.114)

3) 정책 대결: 이권사업의 자의적 운영, 경제정책에 이견 제시 가능성

‘결정서’와 ‘판결문’은 장성택 숙청과 처형의 사유로 ‘정책 갈등’의 측

면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각책임제 저해와 각종 이권사업들의 임의적 운영’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정책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장성택의 내각책임제 저해와 각종 이권사업들의 임의적 운영을 

살펴보자. 내각책임제115)란 경제관리 개선 조치로서 기존 당 중심의 ‘대

안의 사업체계’와는 다르게 경제는 경제담당기관 본인들(내각)에게 맡기

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권력승계 측면에서 내각책임제 시행의 근본적 목

적은 경제·행정 영역에서 ’90년대 이후 사실상 와해되었던 국가의 중앙

집권적 통제를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었다.116) ’90년대 위기로 인해 발생

한 경제·행정영역의 분권화·독자화는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었

으며, 이는 김정은의 권력승계와 영도체계 구축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114) 「당선전일군들은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자」, 『로동신문』 2014. 3. 4; 백학순, 앞

의 책, 2015, 99쪽; 128~130쪽.

115) 김정은은 2012년 4월 6일 당중앙위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에

서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경제

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

라 풀어나가는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내각책임제’를 강조하였

고, “내각책임제 강화에 지장을 주는 현상들과 투쟁”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창

현, 「김정은 체제의 북한 개혁・개방 방향과 전망」, 『통일경제』, 제2호, 현대경제

연구원, 2012, 32~33쪽.

116)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난으로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국가 통제 시스템과 계

획 경제 시스템이 사실상 와해되면서 각급 단위에서 자력갱생이 요구되었다. 이

에 따라 경제 각 부문, 지역, 단위는 각기 자신의 개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기

관 본위주의’에 바탕하여 사실상 분권화, 자유화, 독자화 상태에 처해 있었다.” 

이태섭, 앞의 책, 2001, 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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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따라서 김정은은 내각책임제를 시행하여 당·군의 독자적인 경제

사업 운영관행을 근절하고, 국가재정을 내각에 집중시키고자 하였는

데,117) 이는 내각을 중심으로, 궁극적으로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정권의 

재정체계를 재건하겠다는 것이었다. 

‘결정서’에 따르면 장성택과 그 세력은 “당이 제시한 … 내각책임제 

원칙을 위반하면서 나라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교묘한 방법으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주요

한 몫을 담당한 부문과 단위들을 걷어쥐고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

관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국가재정관리체계를 혼

란에 빠뜨리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매국행위를 

함으로써 … 수령님과 …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할 수 없게”하였는

데,118) 실제로 장성택은 비대해진 행정부 권력을 통해 내각책임제 구축

을 저해하고, 김정은과 내각의 경제이권을 침해한 듯하다. 일례로 당시 

총청치국 산하 석탄・수산물 수출 관장 외화벌이 업체인 ‘54부’가 행정

부 예하로 편입되었는데,119) 판결문에 따르면 장성택은 이 54부를 통

해 “석탄을 비롯한 귀중한 지하자원을 망탕 팔아먹도록 하여 심복들이 

거간군에게 속아 많은 빚을 지게 만들고 지난 4월 그 빚을 갚는다고 하

면서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팔아 먹는 매

국행위도 서슴지 않았고,”120) 또한 “54국 산하로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는 북한 해당화식당에서 발생한 이익을 별도로 관리하다 적발”되었

다고도 한다.121)

다음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이견 제시 가능성’을 살펴보자. 일부 보도

에 따르면, 장성택은 “기업/기관에 자율권을 부여해 생산성과를 늘리는 

117) 정창현, 앞의 논문, 2012, 32-33쪽.

11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4차 전원회의에 대한 보도」, 앞의 기사; 정창

현, 앞의 책, 2014, 38-42쪽.

119) 박형중, 앞의 논문, 2014b, 14쪽.

120) 『조선중앙통신』, 앞의 보도.

121) 정창현, 앞의 책, 2014, 68~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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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에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는데,”122) 이러한 ‘독립채산제’ 등 경제정책에 대한 이견 제

시 가능성은 장성택의 ‘정치적 부침’ 과정과 2000년대 북한의 ‘경제정

책 변경’ 과정을 대조해 보면 사실인 듯하다. 왜냐하면, ‘경제정책 변경 

시점’이 ‘장성택의 정치적 부침 패턴’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제정책이 변경될 때, 장성택이 정치무대에서 사라졌고, 그의 복귀를 

전후로 정책이 이전의 것으로 회귀하였다. 일례로 ‘6·28조치’ 변경과

정을 살펴보자. 

북한은 2002년 7·1조치라는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는 “가격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정책 변화들”123)

로서 개혁적 정책이었다. 이후 북한은 2003년 “공산품 거래를 허용하

는 ‘종합시장’을 도입했고, 이어서 국영기업들의 경영자율권을 일부 보

장하는 정책을 단행”했는데,124) 이러한 정책들이 진행되던 중 2003년 

7월 장성택이 공식석상에서 사라졌다. 결정서와 보도를 토대로 정황을 

판단해보면, 장성택이 사라진 것은 이미 이 시기부터 그가 정책변화에 

이견을 제기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 경제정책은 2005년에 재조정되었다. 이해 “10월부터 북한당국

이 식량에 관한한 과거의 배급제를 전면 부활하고, 시장에서의 곡물거

래를 불허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나왔고,”125) 또한 “2007년 하반기부

터 시장화 확대 경계와 장마당 단속이 본격화되었다.”126) 7·1조치를 

122) 「장성택, 김정은 겨냥 ‘그러면 안되는데’ … 역린 자극?」, 『JTBC뉴스』. 2013. 12. 5.

123) “가격 현실화(국정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상향, 석탄/전력이 아닌 쌀값 기준

으로 생필품 가격 재책정), 인플레이션 통제를 통항 인위적인 저가격정책의 포

기, 노동자 임금 인상, 인센티브제 강화, 각종 복지 혜택 폐기(교통/주택사용료 

등 인상), 환율 현실화, 기업 경영의 독립성과 노동 성과급제 실시” 등을 말한다. 

장달중 편. 앞의 책, 165쪽.

124) 권영경,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전략과 전망」, 현대북한연구회 엮, 『김정일의 북

한, 어디로 가는가?』, 한울아카데미, 2009, 207~208쪽.

125) 이석, 「북한의 경제: 변화와 지속」, 체제통합연구회 편, 『북한의 체제와 정책』, 명

인문화사, 2015, 116쪽.

126) 양문수, 『북한 경제의 시장화』, 한울아카데미, 2010,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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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조정되기 시작한 것인데, 이는 장성택

이 정치에 복귀한 시점에 근접했다. 장성택은 2006년 1월 28일 정치무

대에 복귀했고, 2007년 10월경에는 당 행정부장으로 승진했다. 이는 

곧 경제기관들이 장성택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당시 진행 중이던 ‘7·1조치를 억제하는 정책들’ 역시 장성택의 

지도를 받았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보수화와 과거 회귀 흐름”은 2009년에도 지속되

었다. 2009년 11월 말 “화폐개혁: 화폐 액면 절하(re-denomination) 

및 신·구 화폐 교환”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교환 한도를 초과하는 주

민 보유 화폐를 회수하여, 상인과 부유층의 부를 축소시켰고,” “궁극적

으로는 시장경제활동의 위축과 계획경제의 복원”을 낳았다.127) 이러한 

정책 결정에도 역시 장성택이 영향을 미친듯한데, 판결문에 따르면, 

“2009년 만고역적 박남기놈을 부추겨 수천억원의 … 돈을 람발하면서 

… 경제적 혼란이 일어나게 하고 민심을 어지럽히도록 배후조종한 장

본인은 바로 장성택”이었기 때문이며, 박남기는 화폐개혁이 야기한 경

제적 혼란128)으로 인해 2013년 3월 처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경제정책 변경은 2012년 김정은이 추진한 ‘6·28조치(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였다. ‘6·28조치’는 ‘7·1조치’와 유사한 개혁적 정책

으로서 그 핵심은 “경영권을 현장에 부여”하는 것이었으며,129) 구체적

으로 “국가(내각)의 계획적, 통일적 지도 밑에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 각 단위가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는 것”으로 ‘독립채산제’와 ‘분조관

리제’ 등을 그 내용으로 했다.130) 상술했듯이 장성택은 독립채산제가 

127) 양문수, 앞의 책, 103~109쪽.

128) 물가와 환율 폭등, 달러화(dollarization) 현상, 물자 부족 등이다. 양문수, 앞의 책.

129) 「평양326전선공장에서 보는 경제관리의 새 시도」, 『조선신보』 2013. 5. 1.

130) 정창현, 「계획 원칙 고수하며 실리 추구 경제관리 개선, 경제특구 확대」, 『통일뉴

스』, 20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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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상술한 ‘경제정책의 보수-개혁적 변경 과정’과 ‘장성택의 

정치적 부침: 복권과 실종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장성택이 2002년

부터 추진된 경제관리 개선 조치, 즉 개혁적 정책에 대해 이견을 제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장성택 처형 후 김정은 정

권에서 사적경제활동과 시장경제요소가 비공식시장경제·가계경제의 

영역에서 공식·비공식 국영경제의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 위 경

제정책의 변경 과정을 둘러싼 김정은과 장성택 간의 갈등은 사실인 듯

하고, 장성택 처형으로 인해 개혁적인 방향으로 그 가닥이 잡힌 것

이라 평가할 수 있다.131)

위의 추론이 타당하다면, 장성택은 단순한 ‘개혁개방론자’는 아니었

을 것이다. 즉, 장성택의 행태는 ‘개혁’ 또는 ‘보수’의 이분법적 양자택

일의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장성택은 김정일 사후 권력승계 

시기에 자신의 권력기반(당 행정부 중심 세력규합과 이권사업 운영 등)

에 유리한 방향으로, 즉, ‘내각책임제 저해와 당 행정부 중심의 경제운

용’, ‘중국에 우호적인 나선경제특구 운용’,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등에 

대한 반대’와 ‘시장화 억제 경제정책’, ‘계획경제의 복원’ 등의 특정 경

제정책을 선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나. 장성택 처형의 유형

이상 배경 분석을 토대로 본 사건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9> ’13년 장성택 처형 유형

유 형
체제타파 여부 투쟁의 대상

체재 내적+외적 관료적+정치적

131) 조한범・임강택・양문수・이석기,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

치는 영향 분석』, 통일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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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성택 처형은 여전히 ‘체재 내적’인 성격이 강했다. 장성택의 

비대해진 명성과 권위, 행정부 중심의 세력규합이 김정은의 권력승계

를 위협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결국 공산주의라는 정치체제 내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사실 장성택의 권력은 김정은의 제도화된 권력에 훨

씬 못 미쳤다. 한편 행정부의 장성택과 조직지도부·군부 간의 충성 경

쟁은 더욱이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 틀 내에서 발생한 갈등이었다.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도 장성택은 새로운 대안이데올로기를 옹호하거나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일탈적 행동을 통해 김정은의 ‘당의 유일

영도 10원칙’ 구축을 저해했다. 다만 정책 갈등에서는 과거 사례에서와 

같이 체제 외적인 성격이 있었다. 6·28조치 등과 같은 자본주의적 요

소가 반영된 개혁적 정책의 도입을 둘러싸고 갈등이 전개되었기 때문

이다. 한편 투쟁의 대상 측면에서 정성택 숙청은 분명 개인 및 기관 간

의 충성경쟁이라는 ‘관료적’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장성택이 혁명화 교

육, 해임 등이 아니라 처형된 점, ’67년 갑산파 숙청 이후 이례적으로 

‘반당・반혁명적 종파행동’들이 공식적으로 ‘결정서’와 ‘판결문’을 통해 

상세히 제시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장성택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

았든 간에 분명 김정은 권위구축을 저해한 ‘정치적’ 투쟁의 성격도 갖고 

있었다.  

7. 북한 권력투쟁 배경의 지속과 변화

지금까지 북한의 주요 숙청사건들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우리

는 북한 정권 내에는 수령제나 전체주의 등이 묘사하고 있는 현실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집단 간의 갈등과 다툼, 조정과 타협, 즉 정치와 권

력투쟁이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표 10>과 같이 권력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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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경을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정리해보면, 권력투쟁의 배경이 상당

히 일관성 있는 ‘갈등구조와 논리’의 연속선상에서 변동해 왔음을 발견

할 수 있다. 

<표 10> 숙청 사건을 통해 살펴본 북한 권력투쟁의 배경

배 경 ’56년 8월 종파사건 ’67년 갑산파 숙청 ’97년 황장엽 망명 ’13년 장성택 숙청

권력구조 

조선노동당 내

파벌연합구조

對 

김일성파 단일구조

김일성 개인독재/ 

만주파 중심 구조

對

집단지도체제/

갑산파와의 연합

수령제/권력세습

對 

ML주의 본연의

집단지도체제

인민민주주의 

김정은 권위구축  

對 

장성택 분파형성/

우상화조장

후계구도 문제

이데올로기 

주체확립/

스탈린주의 

對

교조·형식주의/

탈스탈린주의  

유일사상체계

對 

정통ML주의/

혁명전통 다원화

주체사상 독창성 

對 

ML주의 계승성

당의 유일영도

10원칙 훼손

정 책

중공업 우선 정책 

對 

균형정책

천리마운동/

대안의 사업체계 

對 

수정주의 경제이론/ 

자본주의적

기업관리 방식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

對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도입/

중국식 개혁개방

내각책임제/

6.28조치 

對 

당 행정부 중심 

이권사업 운영/

보수적 경제정책  

먼저 권력구조 면에서 북한 정권 내 권력투쟁 배경을 정리해보면, 그 

배경은 다음 <표 11>과 같은 갈등구조와 논리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권력구조를 둘러싼 갈등구조와 논리 

     공     산     당                일    당    독    재

‘다수파벌연합구조’ 

‘집단지도체제’

‘비혈통 권력승계’

‘단일파벌구조’ 

‘집단지도체제’

‘단일파벌구조’ 

‘개인독재(수령제)’

‘혈통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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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라는 큰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공산당 내 

‘다수파벌연합구조-집단지도체제-비혈통 권력승계’로부터 ‘단일파벌구

조-개인독재(수령제)-혈통세습’으로의 연속선상에서 권력구조를 둘러

싼 갈등이 전개됐으며, 그 논리는 ‘권력이 개인 또는 특정 파벌에 집중

되는가, 분산되는가?’, 의사결정권이 ‘절대적 개인(수령)에 의해 행사되

는가, 집단적 의사(의결기구)에 의해 행사되는가?’ 등의 문제였다. 따

라서 연구결과는 권력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체제내적’인 성격을 띠어 

왔음을 보여주며, 권력투쟁과 이에 따른 숙청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반

드시 서구식 민주주의체제를 둘러싼 갈등이나 체제전환을 함의하는 것

은 아니고, 권력투쟁으로 인해 수령제 붕괴 시 오히려  ‘공산당 일당독

재 하 단일파벌 집단지도체제’나 ‘다수파벌연합 집단지도체제’ 등 공산

주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권력투쟁 배경을 정리해보면, 그 배

경은 다음 <표 12>와 같은 갈등구조와 논리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갈등구조와 논리

마   르   크   스   -   레   닌   주   의

정통ML주의

(교조주의·형식주의)

주체사상의 계승성

(ML주의 내 주체사상)

주체사상의 독창성

(탈ML주의, 유일사상체계)

즉, 북한 체제 형성과 발전에 미친 지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ML주의

는 국가와 사회의 근저로서 유지되었고, 단지 ‘공식적・정치적 통치이

념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소련을 무조건적으로 답습하는 ‘교

조주의・형식주의’로부터 ‘ML주의라는 틀 내에서 해석되는 주체사상’, 

그리고 ‘ML주의로부터 결별한 독창적 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 유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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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체계’로의 연속선상에서 그 갈등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갈등 역시 ‘체제내적’인 성격을 띠어 왔음을 보여

주며, 권력투쟁과 숙청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서구식 가치나 자

유, 평등, 인권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전개됐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고, 권력투쟁으로 인해 ‘유일사상체계(주체사상)’ 붕괴 시 오히려 ML주

의 본연의 사상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측면에서 권력투쟁 배경을 정리해보면, 그 배경은 

다음 <표 13>과 같은 갈등구조와 논리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정책을 둘러싼 갈등구조와 논리

중 앙 집 권 적  공 산 주 의  계 획 경 제 체 제

공산주의적 경제정책

중앙집권화 

자본주의적 경제정책

분권화

즉, ‘중앙집권적 공산주의 계획경제체제’라는 큰 틀 속에서, ‘대안의 

사업체계’, ‘천리마 운동’, ‘중공업 우선 정책’ 등과 같이 정치논리가 우

선하는 경제정책들’로부터 ‘균형정책’, ‘자본주의적 경제관리 방식’, ‘수

정주의 경제이론’, ‘내각책임제’, ‘6·28조치’ 등과 같이 ‘경제논리가 우

선하는 경제정책들’로의 연속선상에서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전개됐으

며, 그 논리는 ‘중앙집권을 강화할 것인가, 권한을 현장에 부여할 것인

가?’, ‘자본주의적 경제요소를 도입할 것인가?’ 등의 문제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정책 갈등에서 ‘체제외적’인 맥락이 가장 컸음을 보여준다. 

즉, 로웬탈이 언급한 “경제노선을 둘러싼 유토피아(집단적, 공산주의적 

목표) 대 발전(실용적, 개인적, 자본주의적 목표)”132)의 갈등구조가 정

권 초기부터 존재해 왔으며, 공산주의적 사회경제시스템이 와해되고 

국가통제 밖 시장경제와 사적경제활동이 확산된 1990년대를 거쳐, 김

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정부의 재원조달에 활용한다는 인식 아래 시장

132) Richard Lowenthal,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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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요소와 사적경제활동이 6·28조치 등을 통해 공식화·제도화되어 

국가경제영역으로 통합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133)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경제영역에서의 일련의 변화가 북한을 동유럽

식 ‘탈사회주의적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

다. 이는 지켜봐야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권력구조와 이데올로기 등의 

영역에 있어 북한 정권의 통제력은 여전히 높으며, 상술했듯이 과거부

터 이 영역들에서의 갈등은 ‘체제내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북한에서는 정치와 경제 두 영역에서 모두 체제이행이 발생한 동유

럽과는 다르게, 중국처럼 ‘권력구조’와 ‘이데올로기’ 등 정치영역에서는 

공산주의적 체제가 공고히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영역에서만 탈사회주

의적 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8. 결론: 연구의 정책적 함의

이상 숙청 사례들을 통해 북한 정권 내 권력투쟁의 지속과 변화를 살

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북한에 권력투쟁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곤 하지만 분명 북한 

정권 내에는 개인이나 세력 간의 이견과 갈등, 조정과 타협이라는 권력

투쟁과 정치가 존재해 왔다. 둘째, 이러한 내재된 갈등과 권력투쟁은 

권력이양기나 대내외적 위기시에 여지없이 숙청으로 표면화되어 갈등

이 봉합되고, 그 결과로서 지배자의 정치권력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

었다. 즉, 수령의 절대 권력도 영원한 것은 아니며, 김씨 일가는 다양

한 위협에 대응해 정치적 생존을 추구하고, 수령제라는 자신의 권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는 김정은의 갑작스런 신상 변동이나 

노령화로 인한 권력교체기에 또 다시 권력투쟁과 숙청이 발생할 수 있

133) 조한범 외, 앞의 책,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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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대비

해야 하는 상황은 바로 이러한 시기인 것임을 시사한다.

물론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붕괴, 급변사태 등 정치변동은 쉽지 않을 

것이다. 권력투쟁의 양상을 살펴보면, 결국 모든 사례는 반대세력의 숙

청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반대세력이 무장력(쿠데타, 게릴라)

이나 사회세력(혁명, 사회운동)을 동원해 직접적으로 도전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영역과 이슈에서 대북 정책 기제를 개발해

야 할 것인가? 이러한 영역과 이슈는 앞서 언급한 권력투쟁의 배경, 그 

갈등구조와 논리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권력구조’, ‘이데올로

기’, ‘경제정책’ 영역에서 발견된 ‘갈등구조와 논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기제를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권력구조 측면에서 ‘수령

제’나 ‘단일파벌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기제, ‘집단지도체제’ 또는 ‘파

벌정치’로의 회귀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할 수 있다. 김정은

이나 만주계 김일성파 이외의 누군가에게 힘이 실리도록 제반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신격화 절대화된 수령의 권

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 북한 권력엘리트와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체사상과 공산주의의 정치경제적 우월성을 약화시키는데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기제 등을 마련할 수 있다.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

이는 대북방송・전단이나 한류문화콘텐츠 유포 등이 이러한 정책기제

의 사례이다.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북한의 개혁적 경제정책과 시장경

제 및 사적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를 개발할 

수 있다. 개성공단 재개나 중국을 경유한 북한과의 경제사업 확대 또는 

축소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유의할 점이 있다. 바로 권력구조나 경제정책에서의 개혁적 

변화가 반드시 북한 정권의 ‘붕괴’나 ‘교체’, ‘급변사태’, ‘서구식 체제로

의 이행’ 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수령제나 유일사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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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화나 개혁적 경제정책의 시행은 오히려 북한 정권의 강화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집단지도체제로의 회귀는 오히려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되어 정권의 정당성을 높여줄 수 있고, 자본주

의적 요소 도입을 통한 경제발전과 주민소득 향상은 오히려 정권에 대

한 불만을 해소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수령제가 고착되

어 정치적으로 소외된 불만 세력이 많아지거나 개혁적 경제정책의 중

단으로 경제영역에서의 실패가 지속되는 것이 혁명 등을 통해 중·장

기적으로 체제의 서구식 변동이나 정권의 붕괴/교체를 촉진할 수도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북정책의 방향은 권력구조, 이데올로기, 경제정책 측면에

서 그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것이 달성되었을 때 정권의 붕

괴, 교체, 급변사태나 체제이행, 이에 기인한 한반도의 안정과 불안정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분석과 이론적 전

망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수령제의 약화나 개혁적 경제정

책이 북한 정권의 붕괴 또는 교체, 서구식 체제이행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예측은 의도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끝으로, 최근 장성택 숙청 사례에서는 권력투쟁 배경에 있어 그 변화

가 발견되었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일부 갈등에서, 김정은이 장성택 세

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이는 북한이 중국의 

경우처럼 정치영역에서는 권력을 공고히 하고, 경제영역에서는 일부 

개혁적인 정책을 통해 시장경제를 국가경제영역으로 끌어안아 정권의 

재정기반으로 삼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불만을 해소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을 낳는다.

[원고투고일: 2017. 7. 4, 심사수정일: 2017. 8. 17, 게재확정일: 2017. 8. 21]

주제어 : 권력투쟁, 숙청, 권력구조, 이데올로기, 경제정책, 장성택, 김정은,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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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he North Korean Politics and Purges 
from the point of Power Struggle : Focused on The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Backgrounds and Types 
of The Power Struggles

Yoo, Dong-Kung

Considering the general ideas such as totalitarianism, and Su-ryong(the 

supreme leader) system theory,  there is no need to purge somebody in 

the North Korea. In December 2013, however, so-called ‘the actual ruler’, 

Jang Song-taek was executed horribly as a signal flare of the purge on 

the high ranking persons under the leadership of Kim Jung Eun. It doesn't 

make sense. If the power is overwhelmingly concentrated on the Supreme 

Leader, as described by the Su-ryong system theory, if all of the state 

apparatus are finely institutionalized to support his power, and if all of the 

ideologies legitimizing his authority such as Juche ideology are truly accepted 

by public and are prevalent in a society, and as described by totalitarianism, 

if all of the individuals and societies are under the surveillance of secret 

police, we can possibly assume that there are no different views, no challenges, 

and no purges. But if we look into the history of the North Korean regime, 

purges happened frequently. So we feel intuitively that we need different 

explanation about North Korean regime except the Suryong system or a 

totalitarianism, that is the perspective of the power struggle.

Under the awareness of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this article 

examines the four main purge cases of the North Korean regime: 1956, 

1967, 1997 and 2013 purges throughout the history of this country, not 

to explain ‘how much is this Suryong powerful?’, but to explain ‘why are 

these purges still happening?’ under the article's analytical framework, 

three backgrounds of power struggle: ‘an attempt to shift the power 

structure’ - ‘ideological debates’ – ‘economic policy confrontations’, and 

drew the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re is a question whether if there is a power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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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North Korean regime or not, we can assure that there is a power 

struggle, the politics in the North Korea. There are different views, conflicts, 

adjustments, and compromises among persons and groups. Second, the 

power struggles have been brought to the surface in the appearance of 

purges without exception in times of internal-external turmoils, and as 

the results of purges, the political power of the Supreme Leader have been 

maintained and solidified. Third, the power struggle took place for various 

reasons, not only because of a political factor such as a power structure 

shift, but also because of the ideological disputes or the economic policy 

confrontations, and all the reasons have their own consistent conflict structure 

and logic such as regarding the power structure shift,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vs. Suryong system which is a powerful dictatorship, regarding the 

ideological debate, ‘orthodox Marx-Leninism vs. Juche ideology’, and 

regarding economy policies, ‘communist economic policies vs. capitalist 

economic policies’. Fourth, something new pattern has been discovered in 

the recent Jang's purge case, that Kim Jong-un, the new Suryong, favored 

and adopted some reformative economic policies such as ‘6.28 measures’ 

over against Jang Sung-taek's conservative policies, which implicates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might step into the Chinese style transition, 

embracing the market economy elements into the state economy through 

the reformative policies to secure the regime's financial resources, and relieve 

discontents of North Korean people regarding economic matters, meanwhile 

strengthening the power in the political sphere.

Keywords : Power Struggle, Purge, Power Structure, Ideology, Economy

Policy, Jang Sung-taek, Kim Jong-un, Policy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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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46년, 在朝鮮일본인의 귀환과 

미군정의 대응

신재준*

1. 머리말

2. 해방 전후 미국의 귀환문제 인식과 재조선일본인의 동향

  가. 미국의 귀환문제 검토

  나. 재조선일본인의 동향

3. 1945-46년 미군정의 재조선일본인 송환

  가. 미군 관할지역의 일본인 송환

  나. 38선을 넘어온 일본인 송환

4. 맺음말

1. 머리말

1945년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함으로써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물꼬를 돌렸다. 귀환(Repatriation)1)은 이 시대적 분기점의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 Repatriation은 통상 歸還으로 번역된다. 자발적 이동이 아닌, 이동을 강제하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2 |  軍史 第104號(2017. 9)

가장 아래이자 앞에 있었던 현상이다. 해외 각지에서 종전을 맞은 수백

만 명의 한인과 그보다 몇 배는 될 제 민족 난민은 곧 고향으로 돌아가

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전역을 아우른 이 대규모 이동은 일본제국의 유

산을 지우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 전후처리의 일환이었다. 한국

으로서는 36년에 걸친 피식민 통치의 흔적을 지우는 동시에 새로운 국

가를 건설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처럼 그 자체로 종전-해방을 상징하는 동시에 식민지기를 결산하

고 현대사의 원형을 살핀다는 점에서 귀환문제는 주목할 만한 연구 대

상이다.2) 우선 당대 기록에 가까운 森田芳夫와 Wagner의 저술은 사

실관계와 자료 면에서 기본적인 참고문헌이다.3) 본격적인 연구는 주로 

2000년대 이후 진행되었다. 최영호는 다수의 논문을 통해 재일조선인

과 재조선일본인의 귀환과정을 분석했고, 서울·부산 등 지역별 귀환

양상도 아울렀다.4) 이연식 역시 여러 논문을 통해 귀환양상과 귀환자

주체가 있을 때는 送還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한편, 이에 관해 당시 일본에서는　

주로 引揚げ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얼핏 같은 맥락이지만 황선익에 따르면 引揚

げ는 해외의 일본인을 현지에서 구출하여 귀환시킨다는 적극적 의지가 내재된 용

어로, 전후 해외 각지의 조선인과 일본인 앞에 놓인 귀환실정의 엄연한 차이를 

상징하는 것이다. 황선익,「연합군총사령부의 해외한인 귀환정책 연구」국민대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2, 4쪽. 본고에서는 원칙적으로 귀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문맥에 따라 일본인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킨 미군정의 입장에서 송환

이라는 용어도 사용했다.

2) 장석흥은 귀환의 의미를 단순 이주가 아닌, 식민통치의 강제와 모순에서 비롯한 이

주 및 강제동원으로 해외에 나갔던 한인이 해방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보면 귀환연구의 범주는 귀환과정 외에도 귀환의 전사로서 해외 

이주 및 강제동원 문제, 미귀환 문제, 귀환 후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과 거기에

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등을 포괄할 수 있다. 장석흥,「귀환 연구의 성과와 과제」『해

방 후 한인 귀환의 역사적 과제』역사공간, 2012.

3) 森田芳夫,『在日朝鮮人處遇の推移と現狀』法務硏究報告書 43(3), 東京 : 法務硏修所,

1955; ―――,『朝鮮終戰の記錄』東京 : 巖南堂, 1964. Edward W. Wagner, The 

Korean Minority in Japan(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51

(여기에서는 일본 외무성에서 번역한『日本における朝鮮少數民族』(東京 : 外務省, 

1951) 판을 활용). 단 모리타와 와그너는 모두 귀환업무에 직접 관여했던 당사자들

로 논지에 자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황선익, 2012, 앞

의 논문,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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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경험, 귀환이 가져온 사회문제 등을 살폈다. 특히 박사학위논문에

서는 식민지배 집단의 이주와 지배, 퇴거라는 관점에서 재조선일본인

의 귀환을 분석했다.5) 황선익은 미국의 대일정책과 전후처리과정이라

는 큰 틀에서 동아시아 귀환을 전반적으로 조율한 연합군총사령부

(GHQ/SCAP)의 귀환정책을 분석했다.6) 국민대 한국학연구소가 펴낸 

일련의 총서 또한 귀환연구의 양적·질적 확장을 가져온 중요한 성과

이다.7)

본고는 해방 직후 재조선일본인의 귀환에 대한 미군정의 대응, 

즉 군정의 일본인 송환과정을 살펴보려는 글이다. 이제껏 재조선일

본인의 귀환은 해외 한인의 그것에 비해 빛을 덜 받은 경향이 없지 않

다.8) 어찌 생각하면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연식이 지적했듯이 

4) 최영호, 「해방직후 부산경남지역의 귀환자 원호체계와 원호활동」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36, 2003(a); ―――, 「해방직후 재경일본인의 일본귀한에 관한 연구」 『전농

사론』 9, 2003(b); ―――, 『일본인 세화회 : 식민지조선 일본인의 전후』 논형, 

2013 등.

5) 이연식, 「해방직후 해외동포의 귀환과 미군정의 정책」 『전농사론』 5, 1999; ―――,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

문, 2009; ―――, 『조선을 떠나며』 역사비평사, 2012 등.

6) 황선익, 2012, 앞의 논문.

7) 장석흥 외 공편,『해방 전후 국제정세와 한인의 귀환』 역사공간, 2012; ―――, 『해

방 후 중국·대만지역 한인의 귀환』 역사공간, 2012; ―――, 『해방 후 한인 귀환

의 역사적 과제』 역사공간, 2012. 이 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귀환문제에 시사점을 

주는 연구들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최근에는 디아스포라

(Diaspora)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 경향도 눈에 띈다. 귀환문제 연구사로는 이

연식,「해방 직후 조선인 귀환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 『한일민족문제연구』 6, 

2004; 장석흥, 2012, 앞의 논문 등을 참고.

8) 물론 이는 상대적인 것일 뿐 재조선일본인 귀환연구도 그간 많이 축적되었다. 관련 

연구로는 김경남, 「재조선 일본인들의 귀환과 전후의 한국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1, 2008; 노기영, 「해방 후 일본인의 귀환과 중앙일한협회」 『한일민족문제연구』

10, 2006; 이연식, 「해방 후 일본인 송환문제를 둘러싼 남한사회와 미군정의 갈등」

『한일민족문제연구』 15, 2008; 정병욱, 「해방 직후 일본인 잔류자들」 『역사비평』

64, 2003; ———, 「조선총독부 관료의 일본귀환 후 활동과 한일교섭」 『역사문제연

구』 14, 2005; 최영호, 「해방직후 부산항을 통한 일본인 귀환」 『항도부산』 24, 

2008; ———,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귀환과정에 나타난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1, 2008 등을 참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4 |  軍史 第104號(2017. 9)

이들은 귀환과정 및 그 이후를 통해 한국사회 그리고 한일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우리 역사의 일부이다. 또 오간 사람들을 

동시에 고찰할 때 당시 집단이동의 전체상을 복원할 수 있다.9)

본고는 우선 전시 미국의 정책구상과 해방 후 미 24군단-군정의 실

제 송환과정을 일관되게 추적하고자 했다. 글의 중심이 될 뒷부분은 가

급적 정책보다 실무지침에 가까운 군정의 업무 양상을 드러내려 했다. 

더하여 일본인 귀환의 상황적 요인이 송환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남한

에 진주한 미군의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초점을 두고자 한 부

분이다. 구체적으로 다음 두 측면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미군에 마땅한 지침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戰前 미국의 대한정

책 구상 가운데는 일본인 귀환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대부

분을 송환해야 할 것이라는 대강의 원칙만 확립한 것으로 구체적인 실

행방안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24군단은 남한 군정을 지시 

받았을 때와 비슷하게 급박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맞닥뜨려야 했다. 이

는 정책 지침이 마주한 현실을 앞서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둘째, 미군정의 위상이다. 주지하듯이 일본인 귀환은 동아시아 전체 

귀환의 일부였고, 자연 미군정의 귀환업무는 기본적으로 연합군총사령

부의 귀환정책을 집행하는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남한이라는 독립지

역을 관할하는 미군정으로서는 자연 정책집행과정에서 나름의 입장을 

가질 수 있었다. 연합군총사령부의 하위기관이자 독자적인 점령행정의 

주체라는 군정의 위상 또한 송환업무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면서 주로 군정 

자료에 의지해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기 미 

전구문서(RG 332 : U.S. Theaters of War, World War II, 1939–

1948)10) 중 주한미군사령부 G-2 군사실 문서철(USAFIK, XXIV Corps, 

9) 이연식, 「해방 직후 ‘우리 안의 난민·이주민 문제’에 관한 시론」 『역사문제연구』

35, 2016, 158-159쪽.

10) 동 레코드그룹은 RG 338(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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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Historical Section)에 수록된 문서들이다. 여기에는 미군정에

서 귀환업무를 주관했던 외사과(Office of Foreign Affairs) 및 각 지

방 전술부대들이 생산한 관련 문서들이 다수 있다. 학계에 알려진 이른

바「게인 보고서」도 여기 있다.11)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사』 1이다.12) 민

간인 송환에 관한 8장(Repatriation of Japanese Civilians and 

other foreign nationals)을 참고했다.

2. 해방 전후 미국의 귀환문제 인식과 재조선일본인의 

동향

가. 미국의 귀환문제 검토

아시아태평양전쟁의 발발과 함께 미국은 곧바로 ‘전후기획’에 들어갔

다.13) 국무부 산하 ‘전후 대외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mmittee on Postwar Foreign Policy)는 官界는 물론 재계·군

Organizations)과 함께 현재는 RG 554(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1960)로 재분류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열람할 수 있다.

11) 「Repatriation - from 25 Sept. 1945 to 31 Dec. 1945」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Box No. 34, Opinion Surveys 1945-46 & 

Political Trends thru Repatriation and Removal of Peoples in Pusan Area 

(5 of 6). 외사과 소속 게인(William J. Gane) 중위가 194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재일조선인 및 재조선일본인 송환업무의 골자를 정리한 약 100쪽 분량의 보고서

이다. 앞의 森田芳夫 자료집에도 실려 있다.

12) 『주한미군사』 1, 돌베개, 1998. 주한미군사(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 HUSAFIK)는 최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번역 출간했다. 

본고에서는 원문을 주로 하고, 번역본도 참고 활용했다.

13) 전시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해서는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

학교 출판부, 2003, 1부 1장(태평양전쟁기 미국의 대한구상과 점령정책의 준비)

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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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간의 두뇌집단을 망라해 미국의 전쟁목표와 전후 세계질서 수립

방안부터 지역문제의 해결원칙이나 그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자문위원회’는 여러 번의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전후구상을 점차 구체

화했다. 

한국문제는 1942년 중반 이후부터 취급되었다. 이 과정은 대체로 3단

계로 구분할 수 있다.14) 1단계는 1943년까지 정책 입안을 위한 조사연

구단계이다. 한국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취합하고 평가했으며 한

국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검토했다. 2단계는 1944년

까지 정책 대강이 만들어지는 단계, 3단계는 정책 결정단계이다. 삼부

조정위원회(SWNCC) 산하 극동소위원회에서 연합국의 한국 점령방식, 

점령 이후 군정 실시방법, 국제관리기구 구성을 위한 강대국간 협의 등

이 논의되었다.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곳이었지만 이미 

1942년경부터 신탁통치 구상이 검토되었다. 이는 국제적 차원과 국내

적 차원 및 정치·경제·군사·지리 등 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대체적인 기본방향은 일본과 분리하는 것이었다. 즉, 한반도를 

하나의 독자적인 정치경제단위로 하여 전후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

게 될 세계경제에 점진적으로 편입시킨다는 방침이었다.15)

한반도와 일본의 분리가 일찍부터 정책 기조가 된 이상 양국에 재주

하고 있던 상대국민의 처리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1945년 3월

에는 군정 설치 시 한국인과 일본인의 활용방안, 재조선일본인의 귀환 

등이 정책연구주제로 검토되었다.16) 6월에는 극동지역분과조정위원회

(The Inter-Divisional Area Committee on the East Asia) 한국소

위에서 재일조선인 및 재조선일본인의 귀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다. 

14) 정용욱, 2003, 앞의 책, 24-33쪽.

15) 정용욱, 2003, 위의 책, 48쪽.

16) 장석흥,「태평양전쟁기 미국의 해외한인 귀환정책」제48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문,

2005, 510-5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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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의 보고서17)에서 재조선일본인 귀환에 대한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문제의식과 대응방안을 엿볼 수 있다.

보고서는 우선 일본인 집단의 규모 및 속성과 같은 일차적 사실관계

를 확인했다. 1941년 현재 재조선일본인 수는 약 72만 명이며 종전 시

에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들의 절반 가까운 41%가 식민

행정 관계자이며 그 외의 경우도 대부분 기업가·경영인·기술자 등 

사회 상층부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어 보고서는 두 국민이 귀환을 희망할지 여부, 안보적 요소, 대규

모 귀환이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 등 관련된 여러 측면을 살폈다. 전자

의 경우 한국인들은 종전 시 이들 대부분이 본국으로 돌아가길 바랄 것

으로 생각되는 반면, 일본인들은 한일 양국의 경제사정과 그에 따른 자

신들의 형편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 일본의 팽창주의 

부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는 침투의 교두보가 될 일본인 수가 가능한 

적어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일시에 집단 귀환이 이뤄질 경우 일

본경제가 압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재일조선인의 귀환이 그 부

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 즉 일본인 집단

의 일부만 또는 전부를 귀환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 예

상보다 더 많은 일본인들이 잔류를 희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보고서는 그들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대부분을 귀환시켜야 할 것으

17) 보고서는「K-9 Preliminary a, ‘Korea: Repatriation of Japanese Residents in 

Korea’, 1945.6.1.」RG 59, Records Relating to Miscellaneous Policy Committee,

1940-45. 이 자료는 조용욱,「일본 내 한인의 귀환과 한국 내 일본인의 송환에 

관한 해방 직전 미국 측 자료」『한국근현대사연구』33, 2005에「한국 내 일본

인의 송환에 관한 문건」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문서의 초안 성격으로 내용

이 거의 같은 4월 27일자 문건은 RG 59, Office of Assistant Secretary and 

Under Secretary of State Dean Acheson, 1941-48, 1950에 들어 있다. 극동

소위의 K시리즈 보고서는 이외에도 한인의 국제적 지위(K-1), 정치적 문제와 

해외한인(K-3), 일본지역 한인의 귀환(K-7), 만주지역 한인 동향(K-12) 등

이 있다. 황선익, 2012, 앞의 논문,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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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았다. 한국인들의 감정이 모든 일본인들의 귀환을 원한다는 것이 

중요한 근거였다.18) 일본의 세력을 약화시킨다는 안보적 요소도 중요

했다.19)

다만 보고서는 수송·전력·통신 기타 주요산업에 종사하는 기술

자·경영자 등은 한국인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시 잔

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인들과의 관

계나 한국 사회경제에 대한 기여능력 등을 고려해 귀환 순서를 결정하

는 방법도 제시했다. 뒤에서 보듯 이 두 가지 송환방침은 모두 종전 후 

구체화해 미군정의 송환 업무에 적용되었다.

요컨대 해방 직전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일본인은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규모나 속도, 방법

과 같은 실행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 다수의 난민들

은 미국의 관여 없이도 자발적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생각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예상보다 일찍 전쟁이 끝남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 점령의 세부적인 

방침을 완성하지 못했다. 오키나와에 있던 미 육군 24군단은 급하게 

군정을 지시받고, 9월 초순 남한에 진주했다. 남한의 점령통치와 민정

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인 정책지침은 1945년 10월 13일 삼부조정위원

회에서 최종 승인되어 10월 17일 연합군최고사령부에 전달된 SWNCC 

176/8(한국의 미군 점령지역 내 민간행정에 관해 미 육군 태평양지구 

사령관에게 주는 초기 기본지령)이었다.20) 전체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완전한 정치적·행정적 분리, 사회적·경제적·재정적 통제로부터 완전

한 자유 획득, 자주독립국가의 재건 촉진 등을 제시했다.

18) 보고서는 역사적 경위에서 비롯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서로에 대한 반감, 즉 분노

와 경멸의 감정을 잘 지적했다. ‘압제자’로서의 일본인이라는 한국인들의 대일감

정은 다른 미국 자료들에서도 종종 언급된다. 예컨대『주한미군사』1, 596쪽; 

「게인 보고서」1쪽.

19)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연합군최고사령부의 귀환 

프로그램에서 최우선 고려대상은 역시 일본이었다. 황선익, 2012, 앞의 책, 59-60쪽.

20) 정용욱, 2003, 앞의 책, 120-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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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은 인적 분리에 대해 일본인을 전원 송환할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단 예외적으로 전문가와 기술자들은 사령관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잔류시킬 수 있었다. 또 일본인 귀환자와 재일조선인 귀환자의 이동을 

조화시키고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을 고려해 필요 시 일본인을 격리·보

호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한일간 모든 금융관계를 단절하

고 외환거래를 통제하며, 일본인 공사유재산을 찾아내 소유권을 확보

할 것을 지시했다.21)

나. 재조선일본인의 동향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당시 54명이었던 재조선일본인 집단의 

규모는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조선이 식민지로 병합된 이후 두드

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인 거류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난 1908년

에야 10만 명을 넘은 인구는 불과 3년만인 병합 이듬해 20만 명을 넘

었고, 일본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한 1930년대 이후에는 매 5년마다 10만

명씩의 인구를 더해간 끝에 1944년에는 71만여 명에 달했다.22)

이는 당시 조선 전체인구로 볼 때는 2.8% 정도의 비중에 해당한다. 

절대적으로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수치이다.23) 그러나 이들은 주

로 식민통치를 위한 관공리, 각종 이권 개발 및 수탈을 목적으로 한 사

업․상업․광공업 종사자 등이었다. 농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대개 지주이

거나 일본 대토지회사의 직원이었다.24) 대부분 농업 종사자였던 조선

21) 이연식, 2009, 앞의 논문, 95-96쪽.

22)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2쪽. 표 1 ‘朝鮮在住日本人人口および戶數’

23)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7쪽. 표 5 ‘朝鮮在住日本人の道別人口’ 조선총독부 통

계에 따르면 1944년 조선 총인구는 2591만 명, 일본인을 제외한 조선인 수는 

2,520만 명이었다.

24)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2쪽. 표 7 ‘朝鮮在住日本人·朝鮮人·外國人の職業’(1942년

말) 이 표에 의하면 75만 2천여 명의 일본인 가운데 공무자유업(29만 7천 명, 

39.5%)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업(14만 1천 명, 18,7%), 상업(13만 7천 

명, 18.2%), 교통업(5만 4천 명, 7.2%)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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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비해 일본인은 권력과 산업의 핵심 전반을 장악하고 독점하였다.

1945년 해방 당시의 일본인 수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1944년보

다는 다소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25) 한반도에서도 전쟁 대비태세가 있

었으나 일본에 비하면 대체적으로 평온한 편이었다.26) 남한 지역에서

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한 소련군이 북쪽 국경을 넘어 한반도로 진

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인들의 동요가 있었다. 다수의 일본

인들은 8월 16일부터 이미 각종 선박을 이용해 일본으로 돌아가기 시

작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빌리거나 상업용 선박 또는 도청 등 관공서

나 일본인 단체가 알선하는 선박을 이용했다.27)

부산항은 미군이 진주하기 전 일찍부터 일본인들 및 반대로 일본에

서 돌아온 조선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8월 18일에서 24일 사이 정

박해있던 화물선 27척이 귀환자들을 싣고 부산을 떠나 博多항에 입항

했다는 기록이 있다.28) 8월 20일에는 부관 연락선이었던 興安丸

(5,600톤)이 종전 후 처음으로 부산항에 입항해 다음 날 일본인 귀환자

들을 싣고 출항했으며 8월 22일에는 두 번째로 德壽丸(2,600톤)이 입

항해 24일 출항했다.29) 미군이 진주했을 때 부산을 빠져나가는 일본인

은 매일 약 4-6,000명 정도였다.30)

25) 종전이 다가오는 1944년 이후 일본 전시경제의 붕괴와 더불어 재일조선인의 귀국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해방 전에 귀환한 조선인은 약 30만에서 최대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945년 본토 공습이 시작됨에 따라 일본인들도 상대

적으로 안전한 부산 등지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Edward W. Wagner, 

1951, 앞의 책, 58쪽.

26)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의 전쟁 준비 체제에 대해서는 신주백,「1945년 한반도에

서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역사와 현실』49, 2003 참고.

27) 이러한 움직임은 지위 고하를 막론한 것이었다. 최영호, 2003(a), 앞의 논문, 18쪽.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을 위시한 총독부 고위직들도 미군 진주 전 가족을 미리 일

본으로 밀항시키려 했다.

28)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22-123쪽.

29) 연합군최고사령부는 8월 24일 오후 6시를 기해 100톤 이상 선박의 항행을 금지했

다. 재개된 것은 9월 6일 이후였다.

30) 해방 후 미군 진주시까지 빠져나간 일본인 수를『주한미군사』1은 약 160,000명 

(595쪽)으로 추정했고,「게인 보고서」는 63,648명(92쪽)이란 숫자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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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해방 직후 남한에는 권력의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조선총독

부는 일찍부터 전세의 불리함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갔다. 특히 비상시국에 예금의 인출량이 폭등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

서 필요한 자금 확보에 적극 나섰다. 패전 전후 총독부의 막대한 자금 

반출 및 통화 남발은 갓 해방된 남한 경제에 심각한 교란을 야기했

다.31) 또 지식인․정치범․사상범을 예비 검속하고 안재홍과 여운형 등 조

선인 지도자들과 접촉하면서 치안 유지방법도 모색했다.32)

조선총독부는 8월 27일 종전사무처리본부를 설치했다. 총무․절충․정

리·보호의 4부(뒤에 급여부 추가) 체제였으며 지방에도 설치되었다. 

이 가운데 직접적으로 귀환 업무를 담당한 것은 보호부였다.33) 보호부

는 일본인의 귀환준비, 잔류일본인 단체 조직, 기타 개인과 법인의 권

익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 존속기간을 1년으로 예정, 10개월에 걸쳐 한

반도 거주 일본인 65만 명과 만주 및 중국 북부 거주자 130만 명을 귀

31) 정병욱, 2003, 앞의 논문, 131-134쪽. 조선은행 발행고는 1945년 3월 35억 엔에

서 8월 15일 49억 엔, 10월 18일에는 88억 엔까지 늘어났다. 이연식, 2009, 앞의 

논문, 81쪽. 눈여겨볼 점은 총독부의 재정대책은 비단 퇴각자금뿐만 아니라 미군

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성격의 지출도 있었다는 

점이다. 관련해 잘 알려진 것이 1946년 상반기에 남한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김계조사건이다. 총독부에서 종전과 미군의 진주가 임박함에 따라 일본인 여자들

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인 광업가 김계조에게 수백만 원을 제공해 國際文化社란 

댄스홀을 만들게 한 사건으로 이는 일본인들이 수세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

적이고 공세적인 방향으로도 종전에 대처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 대해

서는 정병준,「해방 후 조선총독부의 전후공작과 김계조 사건」 『이화사학』36, 2008 

참고. 

32) 단 완만한 전후 처리를 모색하던 총독부와 달리 조선 주둔 일본군은 다소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일본군은 1만여 명의 특별경찰대를 편성, 각 도에 배치해 경찰력

을 유지했고 8월 16일과 18일, 20일 연이어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건국준비위원

회 등의 단체와 갈등을 빚었다. 류지아,「전후 재조선일본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형성된 한미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 28, 2007, 160-161쪽. 이연식은 이 시기 

군이 전면에 나서 치안유지의 뜻을 밝히고 동요를 위무하는 일종의 역할분담이 이

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연식, 2009, 앞의 논문, 74-78쪽. 

33) 총무부는 미군에 제출할 자료 작성, 절충부는 통역을 갖추어 총독부와 미군의 절

충 역할을 담당, 정리부는 각국의 사무인계 정리와 미군에 민간 기업 및 국유재산 

인도를 담당했다.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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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시킬 계획을 세우고 2,800여만 원의 예산도 책정했다.34)

또한 서울과 부산·대구·대전·광주·전주·여수·下関 8개 지역

에 안내소를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해 자국민의 귀환을 돕고자 했다. 그

러나 패전 후 혼란과 미군정의 진주로 이 기관들은 실제 계획대로 기능

할 수는 없었다. 서울과 부산·下関의 안내소만이 독자적인 기능을 수

행했다. 보호부는 9월 하순 미군정에 업무를 이관하고 해체되었다. 서

울과 부산의 안내소가 남아 귀환업무를 수행했고, 뒤에는 세화회로 흡

수되었다.

총독부는 별도로 민간인 중 유력인사를 앞세워 귀환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만들고자 했다. 8월 16일 총독부와 조선군은 귀환에 관한 협의

를 실시한 후 민간인 유력자에게 사태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일 소

공동의 경기도상공회에서 京城內地人世話會라는 이름의 민간인 구호단

체가 정식 발족했다.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각 지방의 세화회도 

잇달아 결성되었다.35) 이 단체는 귀환 정보를 제공하고 귀환할 아이들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등 일본인들의 귀환

과정 전반을 보조했다.36)

34)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50쪽. 참고로 해외 주재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초기 기본입장은 본토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현지 잔류를 유

도하는 것이었다. 이는 이후 연합군총사령부의 송환정책으로 대체되었다. 이연식, 

2009, 앞의 논문, 69-71쪽.

35) 회장은 조선상공경제회 회장이자 경성전기회사 사장이던 호즈미 신로쿠(穂積眞六

郞)라는 인물이었다. 노기영, 2006, 앞의 논문, 129-130쪽. 한편 이 단체 결성 시 

內地人이라는 식민지시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직 이들이 패전과 조선의 

해방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다소 안이하게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서울을 비롯해 지

방 지부의 결성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 명칭은 日本人世話會로 바뀌었다. 최영호, 

2003(a), 앞의 논문, 37쪽.

36)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315-322쪽. 세 번째 활동범위와 관련, 종전 직후 서울

에서는 북한이나 만주로부터 오는 피난민의 수용과 보호를 위해 경성제대 의대생

들과 경성일본인의사회 등이 의료봉사를 시행했다. 세화회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

하여 사업부에 의료과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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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45-46년 미군정의 재조선일본인 송환

가. 미군 관할지역의 일본인 송환  

9월 8일 인천을 통해 서울에 진주한 미 24군단은 총독부 기구를 물

려받는 형태로 군정청 조직을 정비해나갔다. 군정의 산적한 업무 가운

데 하나는 한반도와 일본, 만주에 걸친 수많은 난민들의 이동을 관리하

고 이들을 구호하는 문제였다. 권력의 공백이 생긴 가운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한해협을 넘나들고 있었다. 아직 본국 정부는 물론 연합군

총사령부의 이렇다 할 구체적인 송환정책이 없는 가운데 미군정은 나

름대로 상황에 대처해야 했다.

24군단은 9월 21일, 부산·경남지방에 주둔한 40사단으로 하여금 

부산·진해를 통한 일본인 귀환의 책임을 맡겼다(Field Order No.56). 

최대의 귀환항인 부산은 사단 산하 160연대가 담당했다. 40사단 사령

부와 160연대 일부는 9월 23일, 철도편으로 인천에서 부산으로 이동했

고, 이어 사단 대부분이 26일 현지에 도착했다. 사단이 송환업무를 처

음 시작할 때는 한반도 진주 전 일본군 항복을 대비해 준비했던 작전계

획을 변형해 적용해야 했다.37)

명확한 지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송환방침을 확립하고, 이러한 정보

를 일본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40사단은 송환 당사자인 일본인들의 도

움을 받았다. 9월 24일, 부산 일본 주둔군 장교가 참석한 회의에서 일

본군의 규모와 주둔지역 등 중요한 정보를 획득했고, 이를 바탕으로 교

통담당 장교가 적정한 인원의 집결과 승선 등 부산지역 귀환자 수송 업

무를 시작했다.

37) 「40th Infantry Division, History of Evacuation and Repatriation in 

Korea, 28 Sept. 45 - 15 Nov. 45」 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the Okinawa Campaign, USAMGIK, 

Box No. 4, Translation: Keijo Nippo 10 Aug.-2 Sept.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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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부터 40사단은 교통장교 주재로 일일회의를 열어 귀환상황

을 점검했다. 여기에는 현지의 선박 및 철도 관계자, 그리고 일본 측에

서 세화회와 군의 대표가 참석했다. 일본인들을 하루에 적어도 4천 명 

이상은 귀환시킬 것, 배선은 4일 전까지 할당할 것 등 구체적인 송환지

침은 현지 전술부대와 귀환 당사자 및 수송·구호 관계자의 협의로 결

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울을 포함한 각지에서 귀환열차에 탑승할 일본인 수와 

열차시간 등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것은 지방의 일개 전술부대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었다. 이는 군정의 역할이었다. 군정과 원활한 

연락관계가 이뤄지지 않는 한 부산의 송환계획만으로는 많은 혼선이 

불가피했다. 승선 준비와 별도로 열차가 여러 날 도착하지 않는다든지 

반대로 통제되지 않은 귀환자 집단이 부산에 대거 나타나는 일들이 벌

어졌다. 부산의 귀환담당자들이 보고 없이 제대 군인과 그 가족들을 귀

환시키는 일도 있었다.38) 이는 아래 적듯이, 제대 또는 휴가 군인도 원 

소속에 복귀시켜 군을 집단 송환한다는 군정 방침에 어긋난 것이었다. 

이 같은 초기의 혼란은 군정이 전체 귀환업무를 조율하면서 점차 극복

할 수 있었다.39)

미군이 현황을 파악한 후 가장 먼저 송환에 나선 대상은 약 25만 명

에 달하는 일본군이었다.40) 군대를 최우선으로 귀환시키고 다음으로 

민간인을 귀환시킨다는 것은 연합군총사령부의 지침이기도 했다.41) 11월 

38) 「게인 보고서」45-46쪽.

39) 부산 현지 귀환회의에 군정에서 파견된 연락장교가 참석하기 시작한 것은 10월 

17일부터 였다. 「40th Infantry Division, History of Evacuation and 

Repatriation in Korea, 28 Sept. 45 - 15 Nov. 45」RG 332.

40) 미군의 일본인 송환은 크게 군과 민간인의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은 24

군단이 송환과정을 직접 주관했으며, 민간인은 군정청 외사과가 담당했다. 물론 

후자의 경우도 24군단과 밀접한 협조관계를 통해 실행했다. 일본군의 귀환에 대

해서는 류지아, 2007, 앞의 논문; 이연식, 2009, 앞의 논문; 조건,「해방 직후 

일본군의 한반도 점령 실태와 귀환」『한국학논총』47, 2017 등의 연구를 참고.

41) 미국의 해외 일본인 귀환정책의 근거는 포츠담선언 8조(영토조항)와 9조(일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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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의 지침은 이를 더욱 구체화해 귀환 우선순위를 다음의 다섯 범주

로 나누었다. 첫째는 제대 또는 휴가 군인을 포함한 군인 및 군속과 구 

경찰, 일본 神道의 神官, 광부였다. 둘째는 민간인, 특히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극빈자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됐다. 셋째 범주로는 그 외의 

민간인이었다. 그러나 정부 및 산업 관련 노동자 등 군정에 필수적이라 

생각되는 부류는 제외되었다. 넷째는 위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던 정부 

및 산업 관계자들이다. 마지막 범주에는 철도, 통신 관련 근무자가 속

했다.42)

24군단은 일본군 자체의 철수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그것에 기초해 

일본군을 우선 송환했다. 점령군 입장에서도 강력한 무장력을 지닌 

군대의 무장해제와 송환은 군정의 안정에 중요했다. 미군은 8월 15일

이후 제대한 군인을 재소집43)하는 한편 이미 9월 23일44)부터 진

행 중이던 서울-부산간 민간인 송환을 중단시키고 군 수송을 위한 

특별열차를 편성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무장해제와 귀향조치)였다. 종전 후 연합군총사령부의 귀환조치는 기본적으로 군

인에 대한 것으로 민간인 귀환은 후순위였다. 이연식, 2009, 앞의 논문, 92쪽. 연

합군총사령부가 귀환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내놓기 시작한 것은 10월 중순부

터였는데, 민간인에 대한 그것은 11월로 더욱 늦었다. 황선익, 2012, 앞의 논문, 

63쪽.

42) 『주한미군사』1, 602-603쪽;「게인 보고서」넷째 범주의 경우 군정의 허가를 받은 

후 귀환시킬 수 있었으며 다섯째 범주의 귀환을 위해서는 군정장관의 허가를 받

아야 했다. 반대로 일본의 안정적인 석탄 공급을 위한 SCAP의 요청에 의해 광산 

관계자들을 우선 귀환시키는 등의 경우도 있었다. 최영호, 2003(b), 앞의 논문, 

42쪽.

43) 하지는 군 일부를 편의적으로 한반도 현지에서 동원 해제한다는 일본군사령부 요

청을 거절하고, 모든 군인은 군인 신분으로 귀환할 것을 지시했다. 단 가족들을 

기다리는 경우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11월 1일까지 휴가를 허용했다.

「Results of Conference between Lieutenant General Hodge and Lieutenant 

General Ihara, Chief of Staff, 17th Japanese Army」(1945.10.4) RG 332, 

Box No. 34, Opinion Surveys 1945-46 & Political Trends thru Repatriation 

and Removal of Peoples in Pusan Area(4 of 6).

44) 일부 논문에서는 10월 10일부터 군정청에 의한 계획수송이 시작되었다고 하나 미

군정의 자료는 자신들 주관 하의 수송 실시를 9월 23일로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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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부산에서 군정 감독 하 일본군 3,675명과 민간인 5,341명

을 태운 첫 번째 귀환선이 博多로 출항했다. 10월 5일까지 40사단 관

할지역의 일본군이 모두 귀환한 데 이어 다른 지방의 일본군도 귀환을 

서둘렀다. 각지의 연락부대 또는 가족 동반을 위해 대기하는 경우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일본군은 10월 중순-11월 초까지 한국을 떠

났다.45)

<표 1> 1945년 9-12월 재조선일본군 귀환인원

9.27-10.28 10.29-11.25 11.26-12.28 계

귀환자(명) 129,051 44,860 2,330 176,241

출전 :「게인 보고서」(RG 332), 91쪽.

민간인의 귀환은 24군단 보조 하에 미군정이 맡았다. 미군정은 

민정관실(Secretariats)에 외사과를 두어 일본인 귀환을 담당하도

록 했다. 외사과는 총독부의 종전사무처리본부 보호부와 세화회가 담

당하던 귀환업무를 인수했다. 9월 23일에는 보호부가 폐지됨에 따라 

업무가 정식으로 이전되었다. 외사과 내에서는 난민계(Displaced 

Persons Division)가 주무 부서로서 군정청 교통부 및 보건부, 지방 

군정부대와 전술부대 등 관련기구와의 협조 하에 귀환업무를 담당했

다.46)

군정의 매뉴얼에 따르면 외사과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귀환해 온 사람들로부터 해외 한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둘째 

극동 각지에서 돌아오는 한국인 귀환자들의 계획적 수용에 관해 군정

45) 「40th Infantry Division, History of Evacuation and Repatriation in 

Korea, 28 Sept. 45 - 15 Nov. 45」RG 332.

46) 「게인 보고서」 1쪽. 귀환계획은 애초 군정청 계획국이 담당했으나 업무분장과정을 

통해 외사과로 이관되었다. 난민계에는 기획 및 특수계획반 ․ 운영반 ․ 통계정보반 ․

연락반이 있었고 12월 31일까지 게인 중위를 포함한 14명의 인원(조선인 2명 포

함)이 배치되었다. 외사과는 해외 각지 한국인의 귀환업무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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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과 협의하는 것. 셋째 한국을 출입하는 모든 귀환자에 대해 기록을 

유지하고 관계부서(G-2)에 매일 보고하는 것. 넷째 서울 소재 일본인 

귀환자들을 감독하는 것. 세부적으로 열차의 배정을 각지 세화회에 통

보하고 열차 화물적재 등. 다섯째 각 도시에서 귀환하는 일본인에 대해 

기록하고, 귀환자들의 도착 예정상황을 부산의 연락사무소에 통보하는 

것. 여섯째 한국에 잔류하는 일본인에 대한 통계기록을 만드는 것이

다.47)

난민계의 게인 중위는 외사과장 엔더스(Gordon B. Enders) 소령

의 지시에 따라 귀환에 관한 제반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향후 

업무방침을 수립했다.48) 그에 따르면 군정당국은 첫째 일본인은 물론 

조선인의 송환업무를 조직적으로 통제하고자 했다. 둘째 일본인 송환

의 경우 기존단체인 세화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자 

했다. 미군정은 세화회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유일한 민간단체로 공인

했다. 셋째 군정의 다른 조직, 즉 교통국·보건국, 그 외에 지방 군정

기관 등과 밀접히 협조하면서 추진하고자 했다.

미군정은 10월 3일 세화회를 통해 일본인은 향후 군정에 협조해 귀

환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수송계획 발표 시 집결지로 지정된 서

울·대전·대구·수원·김천에 집결하여 귀환하며 군정청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소지할 것, 치안과 군대의 송환 촉진을 위하여 모든 일본인은 

관련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재 지역에 머물 것을 요청했다. 10월 8일에

는 군정법령을 통해 일본인들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개별적인 이동을 

금지했다.49)

이러한 준비를 거쳐 외사과 난민계는 교통부와 협의 하에 본격적인 

귀환 수송을 실시하게 되었다. 수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 가운데 하

47) USAMGIK, Manual of Military Government Organization and Function. 
Seoul, 1946; 최영호, 2003(a), 앞의 논문, 26-27쪽에서 재인용.

48) 「게인 보고서」 3-4쪽.

49) 최영호, 2003(b), 앞의 논문, 4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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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수송인원의 결정이었다. 이는 세화회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일본인들은 각 지역의 세화회와 군정에 등록했

으며 귀환을 희망하는 자는 자신이 속한 세화회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

여받았다. 지역의 세화회에서는 이들 가운데 우선 귀환대상자를 선발

하고 예방 접종을 실시했으며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귀환준비를 진행

했다. 각 지역의 군정부대는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에 남아있는 민

간인의 수와 송환해야 할 수를 주기적으로 난민계에 보고했다. 

난민계는 이러한 정보를 종합해 귀환열차의 운행계획을 세웠으며 이

는 서울 지역의 열차운행을 담당하는 제30열차통제반(30th Traffic 

Control)에 48시간 전에 통고되었다. 또한 열차 시간과 정차장소, 열

차 번호 및 수용인원 등은 철도가 지나가는 집결지의 철도부서와 해당 

지역 전술부대 및 군정부대에 통지되었다. 귀환자의 지역 내 이동은 해

당지역 전술부대가 통제했다.

이처럼 미군정이 귀환과정을 절차화한 것은 우선 귀환 속도를 올리

기 위해서였다. 이외에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하나는 일본인

들이 가지고 가는 돈이나 기타 재산의 액수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미군

정은 9월 25일 법령 2호「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 제한의 건」

을 통해 일본으로의 재산 반출을 금지했다. 9월 말 태평양사령부

(CINCAFPAC) 지령 역시 조선에서 일본인이 반출할 수 있는 재산을 

엄격히 제한했다.50)

이에 따라 귀환 시 일반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현금은 일인당 최대 

1,000엔으로 제한되었다. 그런데 40사단이 처음 받았던 지시에 따르면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달리 군인의 현금 휴대 제한은 더욱 엄격

했다. 즉 군인에게 허용된 것은 장교 500엔, 사병 250엔뿐이었다.51)

50) 이는 반대로 재일조선인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삼부조정위원회의 방

침이었다. 이연식, 1999, 앞의 논문, 176쪽.

51) 「40th Infantry Division, History of Evacuation and Repatriation in Korea, 

28 Sept. 45 - 15 Nov. 45」RG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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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분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미군 재무장교가 인수, 조선은행 특별계

좌에 예치했다. 직접 착용하는 시계나 장신구류 등을 제외한 금·은·

보석·유가증권·기타 금융증서도 모두 영수증을 발급하고 미군이 인

수했다.52)

그 외에 일본군에게는 다양한 제한이 가해졌다. 우선 모든 종류의 일

본군 깃발은 두고 가야 했다. 단 오직 개인에게만 의미를 지니는 유형

은 허용되었다.53) 일본군은 휴대할 수 있는 의류 등에도 제한을 받았

는데 셔츠와 속옷은 두 벌, 모자와 신발은 하나, 기타 만년필은 한 자

루, 연필은 세 자루, 잉크 한 병 등이었다. 단 개인 카메라는 휴대할 

수 있었고, 열흘 분량의 의료품이나 식료품도 허용되었다.54)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질병의 확산을 막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모

든 귀환 대상자는 장티푸스와 천연두 등의 예방접종을 의무로 했다. 10월

16일부터는 예방접종 후에 증명서를 발급해 이 증명서가 없으면 귀환

열차 탑승을 금지했다. 또한 모든 귀환열차는 그 중 한 량을 병원 칸으

로 사용하게 했으며 세화회의 지원 하에 일본인 의사와 의대생을 동승

52) 12월에는 규정이 다소 완화되어 일본이나 조선, 대만, 관동 지역 은행이 발행한 

통장 지참은 허용되었다.『주한미군사』1, 605쪽. 한편 법령 2호는 세화회의 운영

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원래 세화회는 기부금으로 활동경비를 조달했

다. 총독부로부터 1,000만 원, 은행과 회사 등에서 400만 원, 조선군에서 4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의 자금을 운용했으나 법령 2호에 따라 12월에 1,0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군정에 압수당했다. 대신 군정이 운영자금을 지원했지만 그것으

로 부족해 귀환자들에게 차용증을 주고 차입금을 받아 운영에 보탰다. 이는 후에 

재외공관 차입금 변제문제로 부상하여 재외재산과 함께 귀환자들이 일본정부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항목이 되기도 했다. 노기영, 2009, 앞의 논문, 132-133쪽.

53) 개인의 무운을 기원하며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주던 千人針과 같은 것이 여기에 포

함되었을 것이다.

54) 「Processing of Evacuees both Military and Civilian Prior to movement to 

Japan」(1945.10.16). 필자는 이 문서를 2010년경, 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Box 32에서 확인했으나(국편), 2017년 현재 국

편의 웹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소장정보는 다르므로 해당 정보를 병기해둔다. RG 

338, USAFIK, Box 8046, The Liaison Detachment of Japanese Army; HQ 

XXIV Corps, Inter-Staff Routing Slip, Oct. 7, 1945-Feb. 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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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해 열차 내 응급상황에 대비했다. 12월까지 각각 182명과 254명을 

수용할 수 있는 두 대의 병원열차가 부산에 보내졌으며 의료팀 또한 파

견돼 일본인 및 조선인 귀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수행했다.55)

승선지인 부산항에서 귀환자들은 집결장소(Assembly)를 지나 우선 

DDT방역을 거쳤으며(Delousing) 필요할 경우 예방접종을 받았다

(Inoculation).56) (그림 1) 다음으로 부두에 마련된 임시 환전소에서는 

1,000엔 한도에서 조선 돈을 일본 돈으로 바꿀 수 있었다(Currency 

Exchange).57) 이 과정은 세화회 직원이나 일본군에 의해 수행되었다. 

마지막은 소지품 검색이었다(Inspection).

<그림 1> 부산항 귀환부두 구조

출전: 「40th Infantry Division, History of Evacuation and Repatriation in 

Korea, 28 Sept. 45 - 15 Nov. 45」 RG 332.

55) 「게인 보고서」 31쪽.

56) 10월 1일부터 모든 일본인 귀환자에게 장티푸스와 천연두 예방접종이 실시되었는

데, 10월 20일 이후에는 대부분 서울에서 미리 접종함으로써 부산에서의 귀환속

도를 올릴 수 있었다. 혈청 투여 등의 업무에는 세화회의 도움을 받았다.

57) 부두의 임시 환전소는 10월 20일에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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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은 30-50명 정도로 구성된 미군 검사반이 직접 개개인의 짐을 

확인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민간인, 특히 여성에 대한 소지품 검사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다. 미군 보고서는 대다수 귀환자들의 볼품없는 

외양 때문에 많은 검사반원이 짐 검색을 철저히 할 의욕을 상실했다고 

털어놨다.

이 틈을 이용해 특히 민간인들을 통한 대규모 재산반출이 자행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미군도 귀환자들이 여성을 통해 돈을 반출하거나 또

는 속옷이나 담뱃갑·비눗갑 등에 넣어서 가져가는 방법 등 각종 밀반

출 방법을 청취하고 있었다. 군인들의 경우 검색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민간인들을 통해 재산을 반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점차 모든 검색과정

이 강화되었다.58) 한편 이 같은 부산의 송환과정에서 40사단은 계획된 

일정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해 부족 등이 원활한 수송절차를 방해했

다고 평가했다.59)

선박의 운행은 연합군최고사령부 산하 일본 상선을 통제하는 일본선

박관리부(SCAJAP) 및 미 해군 7함대의 협조로 실시했다. 또 일본 해

군선박 및 상선, 미국의 리버티선(Liberty ship)과 LST(상륙함) 등이 

활용되었다. 일본에서 귀환하는 조선인 귀환자의 63%, 부산에서 귀환

하는 일본인의 100%가 일본선박관리부 관리 하의 배편으로 귀환했다.60)

58) 민간인들도 군인과 같은 수준으로 검색했고, 여성들은 한국인 여성들이 검색했다. 

자연히 압수되는 물품이 증가했는데, 이에 많은 귀환자들은 현금을 일본에서 환금

성을 가진 의류(특히 실크 등 고급소재)나 화장품, 기타 물품으로 바꿔서 귀환하곤 

했다. 미군 보고서에는 점잖은 노신사가 지팡이를 쥔 손에 8만 엔을 숨겨가려 했

던 사례 등이 기록되어 있다.

59) 그 외에 언어 장벽, 시설상의 결함, 수송 노동자들의 미숙련 상태 등을 장해요인으로

지적했다. 미군의 이러한 평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왔고 어

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선뜻 판단하기 어렵다. 한일을 오가는 양국민의 귀환과정은 

같은 공간에서 진행되었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을 것인 바, 상이한 귀환경험과 

그것이 점령군과의 관계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도 생각해볼 법한 문제이다.

60) 『주한미군사』 1, 615쪽. 승선 정원에 대한 최고사령부의 지침은 리버티선의 경우 

3,500명, LST의 경우 1,200명이었지만 귀환희망자의 폭주로 대부분의 경우 정원

을 초과한 인원이 승선했다. 리버티선에는 4,500명이 탑승하기도 했으며 LST도 

필요할 경우는 1,500명씩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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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은 귀환선박의 증편을 두고 연합군최고사령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즉 미군정은 10월에서 11월에 걸쳐 자국의 병원선과 소형선박을 

이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사령부 측은 선박의 통제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다. 10대의 LST를 증편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 7함대 사령부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일본인 송환에 미 해군 

함정을 이용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었다.61) 송환을 더 빠르게 실시해 

잔류 일본인 수를 가급적 신속히 줄이고자 한 미군정의 입장은 일본 본

토 및 선박 통제에 더 치중했던 상부기관과 달랐던 것이다.

그럼에도 미군정은 1945년 연말까지 관할지역 내 일본인 대부분을 

별 무리 없이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난민계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1945년 본국으로 귀환한 일본인의 수는 총 469,764명이었다.62) 통계

에 잡히지 않은 인원을 고려한다면 실제 귀환자 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난민계는 1946년 1월 9일 현재 남한지역에 19,994명의 일본인

이 있으며 그 중 약 76%인 15,174명은 서울 포함 경기도에 있는 것으

로 파악했다.63)

표 2. 1945년 8-12월 재조선일본인(민간인) 귀환인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귀환자(명) 63,648 105,207 104,981 163,920 32,008 469,764

출전: 「게인 보고서」(RG 332), 92쪽.

61) 『주한미군사』1, 613쪽.

62) 「게인 보고서」92쪽. 월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8월 63,648명, 9월 105,207명, 10월

104,981명, 11월 163,920명, 12월 32,008명

63) 「Report of Repatriation Progress」(1946.1.10) 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Box No. 32, Miscellaneous Over-all Documents of 

USAMGIK thru Independent Agency Records: Public Services/Social 

Services(1 of 5). 그 외에 경남 1,950명, 경북 1,320명, 전남 635명, 전북 396명,

충남 386명, 충북 104명, 강원 29명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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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월 말 하지(John R. Hodge) 사령관은 군정장관 러취

(Archer L. Lerch)를 통해 “군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모든 일

본인들은 가능한 모두 송환할 것”을 지시했다. 지침에 따라 외사과는 

잔류가 필요한 일본인들을 선정하고 남은 일본인의 송환을 서둘렀다.64)

나. 38선을 넘어온 일본인 송환

1946년 1월 15-17일, 도쿄에서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중국전구사령

부, 서태평양육군사령부, 5함대 및 7함대 사령부, 주일8군사령부, 주한

미군사령부 합동 회의가 있었다. 여기서는 한중일 삼국 등 동아시아 전

반을 아우르는 귀환문제가 논의되었다. 일본인 귀환에 관해서는 가능

한 일본 해군선박과 상선을 최대로 활용할 것, 일본정부는 귀환에 사용

할 선박의 운용과 승무원 충원, 수송에 필요한 각종 물자 공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 귀환 우선순위는 첫째 군인, 둘째 민간인으로 할 것

(단 현지 사령관 재량으로 조정 가능) 등의 큰 원칙을 확인했다.65)

한국의 경우 초기의 일본인 귀환은 일단락되었으나 곧 새로운 요소

가 발생했다. 북한과 만주 등지에서 38선을 넘어온 일본인 난민의 대

규모 유입이 그것이었다. 이에 미군정의 송환업무도 새로운 전기를 맞

았다.

이북에서 내려오는 난민의 유입은 이미 1945년 말부터 문제가 되었

다. 이들은 대부분 육로로 넘어왔고 일부는 배를 타고 해로로 내려오기

64) 6월 말까지 잔류 일본인은 400명 수준으로 격감했다. 대부분은 일시 허가를 받아 

잔류하고 있거나 또는 부산항만 근로자, 세화회 직원 등 귀환과정에 관여하는 사

람들이었다.『주한미군사』1, 628쪽.

65) 「General Policies Governing Repatriation of Japanese Nationals in Conquered 

Territory - Annex IV, Agreements Reached at Conference on Repatriation,

15-17 January 1946, Tokyo, Japan」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Box No. 34, Opinion Surveys 1945-46 & Political 

Trends thru Repatriation and Removal of Peoples in Pusan Area(3 of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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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다. 특히 북에서 내려온 난민들은 이전의 귀환자들과는 달리 개인 

물품을 제대로 소지한 경우가 드문 것은 물론 긴 탈주 과정으로 인해 

대부분 극도로 비참한 상황이었다. 대규모 인원에게 식량 및 숙소

를 제공하는 것은 미군정으로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66)

미군정은 송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들의 재류지역에 따라 귀환 루

트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준비했다. 즉 평양과 신의주·해주·강계·사

리원 등지의 약 10만 명은 철도를 통해 부산까지 수송 후 부산에서 송

환, 함흥·원산 등지의 약 8만 명은 원산항을 통해 송환한다는 계획이

었다. 전자는 약 2천 명씩 1-2달, 후자는 약 3천 명씩 수송 시 한 달 

이내에 송환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67) 또 매일 2,500명의 

남하 일본인들을 부산으로 수송할 수 있는 정기열차 편성계획을 세우

기도 했다.

이들 난민의 문제는 비단 미군정이나 연합군총사령부뿐만 아니라 북

한을 점령한 소련이 개재된 문제였다. 미군정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

정의 부담을 토로했다. 하지는 1945년 12월 말 연합군총사령부에 전문

을 보내 소련이 일본인들에게 38선을 넘도록 권유하거나 강요하고 있

다고 보고했다.68) 비슷한 시기 미군정 정치고문 베닝호프가 서울 주재 

소련 부영사 콘스탄티노프를 만나 이들의 수송문제를 논의하기도 했고, 

1946년 1월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미국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

66) 『주한미군사』1, 630쪽. 1946년 1월 초 기준, 미군정은 북한지역의 잔류 일본인은 

약 232,000명, 만주지역은 약 200만 명으로 추산했다.「Recap of Repatriates」

(1946.1.11) 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Box No. 

45, XXIV Corps History thru Korean National Defense(1 of 2)

67) 「Report of Repatriation Progress」(1946.1.10) RG 332. 만주지역의 경우 신경

(장춘)·심양·대련 등 남만철도지역 약 120만 명의 난민들은 대련을 통해 일일 5

천 명씩 9개월간 송환, 하얼빈·치치하얼 등 북만주지역 약 78만 명은 함북 나진

항을 통해 일일 5천 명씩 5-6개월간 송환, 안동(단동)의 약 5만 명은 북한을 거쳐 

부산에서 송환하는 것을 구상했다.

68) 『주한미군사』1, 630쪽. 조금 뒤의 일이지만 하지가 소련군사령관 치스차코프에게 

직접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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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9)

소련 측과 협의를 통해 월경 난민문제를 통제하려던 미군정의 시

도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정은 소련군 측이 요

구하는 식량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하지는 소련이 부족한 쌀을 

확보하고, 관할 지역의 일본인을 소개하는 데 미군을 활용하고자 하는 

단 두 개의 목표만을 갖고 있다고 의심했다. 남한도 쌀 부족 정도가 심

각한 상황이었다. 또 이들을 모두 철도로 부산까지 수송할 경우 남한의 

수송능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70)

협상이 결렬된 1946년 2월 이후 월경 난민의 수가 급증했다. 특히 3월

에는 한 주에 1천 명을 넘었고, 5월까지 꾸준히 증가했다.71) 미군정은 

1945년 12월부터 38선을 따라 주요 거점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난민의 

유입을 통제했다. 서울을 포함하여 개성·의정부·춘천·주문진 등에

는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캠프도 설치했다. 개성과 의정부의 수용인원

은 4천 명에서 5천 명 정도였으며 난민의 증가에 따라 이후 2만 명까

지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다. 주문진에서는 15개의 대형 군용텐트

와 그보다 작은 10개 이상의 텐트로 임시캠프를 대신했다.

각각의 캠프에서는 우선 전염병 등 질병 유무를 확인하고 없을 시에 

DDT 살포 및 천연두, 장티푸스, 콜레라 등 12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했

다. 이후 트럭 등을 활용해 난민들을 우선 서울로 보낸 뒤 열차를 이용

해 부산까지 수송했다.72) 이와 달리 주문진의 경우는 LST를 이용해 

69) 이연식, 2009, 앞의 논문, 112-113쪽.

70) 『주한미군사』1, 630-637쪽.

71) 3월의 유입 난민은 5,281명이었던 데 반해 4월에는 23,36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5월에는 44,011명을 기록했는데 특히 19-26일 주간은 14,526명으로 절정에 달했

다.『주한미군사』1, 644-646쪽.

72) 이들이 서울에 도착하면 세화회에서 인적사항 등록과 난민 증서 발급, 부산까지 

귀환절차 안내 등을 맡았다.「Weekly Report, 3-9 March 1946」(1946.3.11, 

Displaced Persons Office) 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Box No. 33, Military Government Histories: Kangwon Police thru 

Repatriation(6 of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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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일본으로 보냈다.73)

이와 함께 새롭게 문제가 된 것은 콜레라의 유행이었다. 5월 초 중국

과 인도차이나로부터 부산에 입항한 배 세 척에서 시작된 콜레라는 남

한 전역 특히 남부지방을 강타했으며 북한까지 번져 문제가 심각해졌다. 

5월 28일 연합군총사령부의 지시로 부산의 송환업무는 폐쇄되고 귀환

자 수송도 중단되었다.

적체되어 가는 피난민들의 귀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정은 귀환

항을 다양화할 것을 총사령부에 요구했다. 그 전까지 일본군이 진해나 

인천항을 통해 귀환했던 것을 제외하면 민간인의 귀환은 대부분 부산

항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뢰가 설치되어 있거나 큰 배가 드나들 수 있

는 적절한 항구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인천의 경우는 

주로 미군 요원들과 화물선 수송항이었다. 콜레라를 계기로 군산과 인

천항이 부산을 대신하게 되었다. 피난민들이 몰렸던 주문진에서도 귀

환자들을 직접 수송했다.

이 기간 난민들의 수용소 격리기간이 연장되면서 이들을 통제-관리

하는 업무가 대폭 증가했고, 이는 군정 전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

다. 사정이 급했던 미군정은 남한의 콜레라가 통제기에 들어갔다는 판

단에 따라 6월 초에 부산항 수송 재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콜레라의 확

산을 우려한 총사령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총사령부가 하지의 거

듭된 요청을 받아들여 귀환이 재개된 것은 8월 1일부터였다. 이 지점에

서도 직할지를 달리하는 미군정과 총사령부의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난민의 유입도 점차 둔화되었다.74)

일본인의 귀환은 1946년 여름까지 군정의 중요한 업무였으나 가을 

이후 귀환규모는 눈에 띄게 줄었다. 북에서 내려오는 난민을 제외하면 

73) 『주한미군사』1, 643쪽. 형태나 기능, 운용 면에서 일종의 포로수용소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전쟁기의 포로수용소와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반대로 다른지도 관

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다.

74) 『주한미군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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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에 남아 있는 일본인은 단지 228명뿐이었다.75) 이어 다음 

두 달간 101명이 더 귀환하여 12월 28일에는 127명만이 남았다. 이중 

68명은 군정에 필요한 기술자였고 나머지는 일시적으로 잔류 중인 사

람들이었다. 이들의 귀환도 계속되어 1947년 3월에는 40여 명으로 더

욱 줄었다. 1946년 12월 13일, 24군단 참모회의에서 작전참모부(G-3)

는 일본인 귀환이 거의 끝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고했다.76)

4. 맺음말

이상에서 1945-46년 미군정의 재조선일본인 본국 송환업무 전반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일본인 귀환환경이 군정의 송환업무에 어떤 영향

을 주었는지를 짚어보았다.

첫째로 정책 집행주체인 미군정의 시각에서 볼 때 특히 한국 진주 직

후에는 송환업무를 수행하는 데 의지할 마땅한 지침이나 능력이 부족

했다. 연합군총사령부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군정 내에서도 서울과 부

산간 소통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이는 업무의 혼란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수송순위가 확립되고 군의 송환이 일단락된 10월 이후부터 군

정 외사과를 중심으로 업무체계가 잡혀갔다고 볼 수 있다. 전 과정에 

걸쳐 크고 작은 업무에 귀환 당사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것도 크게

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지침이나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군정 송환업무상의 장

75) 북에서 내려와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난민은 11월 초 약 200명으로 이들은 곧바로 

일본으로 송환되었다. 군정장관 러취는 11월 12일의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난민은 

곧바로 부산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60시간 내 배에 타고 있다고 발표했다. 『주한미

군사』 1, 656쪽.

76) 1947년에는 2,659명, 1948년 5월까지 414명의 일본인이 추가로 남한을 거쳐 본

국으로 송환되었다.『주한미군사』1, 656-6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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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진주 초기에 국한된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지속되

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인지는 조금 더 깊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또 

본문에서 간략히 언급했지만 이러한 송환과정에서 미군이 송환대상

인 일본인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졌는지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다.

둘째로 미군정은 지휘계통상 동아시아 귀환을 총괄하는 연합군총사

령부의 하위기관이면서 동시에 한국을 관할하는 점령행정의 주체였다. 

같은 지휘계통이더라도 직접적인 관할지역이 다른 만큼 이에 따라 충

분히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었다. 주로 귀환자들의 수송문제에서 보내

는 쪽과 받는 쪽의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 미군정은 북한을 점령한 소

련군사령부와의 관계에서도 애를 먹었다.

두 번째 논점에 관해 본고는 『주한미군사』 이상으로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 명백한 한계이다. 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의 여지가 많고, 

또 필요하다. 최근 귀환연구의 하나의 흐름은 일국사적 시각을 넘어서

려는 것이다. 관점은 물론 지리적으로도 한국과 일본을 넘어 만주, 중

국 관내, 사할린, 동남아諸島까지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이

동이라는 귀환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관점에서 귀환의 

전체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동하는 자 못지않게 이동을 주관-통제

하는 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 연합군총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와 같이 설령 단일한 지휘계통에 있더라도 각 주체가 처한 서로 다른 

상황과 그에 따른 입장을 입체적으로 그려내려는 시도가 따라야 할 것

으로 생각한다.

[원고투고일: 2017. 7. 6, 심사수정일: 2017. 8. 18, 게재확정일: 2017. 8. 21] 

주제어 : 재조선일본인, 난민, 귀환, 송환, 미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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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Repatriation of Japanese in Korea and 
the Response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from 1945 to 1946.

Shin, Jae-Joon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responded to the process of returning to Japan from 

1945 to 1946. The repatriation of the Japanese in Korea or the Koreans 

in Japan was a huge social phenomenon in terms of the termination and 

liberation of colonial period and massive movement of millions of people. 

In the course of filling up the vacancies of these movements and clearing 

up the remnants in the past colonial period, a prototype of later history 

of each society was embodied. Especially, this article makes an effort to 

focus on how the situation of the return of the Japanese influenced the 

response of the USAMGIK as the subject of ‘execution’ of repatriation.

First, USAMGIK had insufficient proper manuals or capability with which 

implement repatriation. There had been communication problems with Seoul 

and the provinces of USAMGIK itself as well as with GHQ/SCAP. This 

point caused a confusion in the process of repatriation. Second, USAMGIK 

was the subordinate body of the GHQ/SCAP, which are in charge of oversees 

repatriations in East Asia, and at the same time was the subject of occupation 

administration under the jurisdiction of Korea. Even the same command 

system could have different interests depending on which of the direct 

jurisdictions were different, and this difference in opinion was mainly 

revealed by the problem of transportation of returnees.

Keywords : Japanese in Korea, Refugee, Repatriation, USAMGIK(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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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은 선거과정에서부터 전세계적인 

관심과 우려를 받아왔으며, 한국의 관심은 각별하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지만, 미국이 한반도정책과 동맹정책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지에 따라 동맹국으로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016년 말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조교수, han.b.sohn@kndu.ac.kr

** 해군작전사 향로봉함 부함장, navywoo@naver.com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82 |  軍史 第104號(2017. 9)

국내의 혼란한 탄핵정국 속에서도 조태용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제1차장은 미국을 방문하여 마이클 플린

(Michael T. Flynn) 당시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나는 등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안정적으로 끌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백악관 참모진을 구성

할 것이며, 비공식적인 조언을 통해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은 예견

된 바이다. 하지만 취임 직후인 1월 30일 대통령 행정명령(NSPM-2)

을 통해 NSC의 장관급 위원회(Principal Committee, NSC/PC)에서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합참의장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1) 정보와 

군사 분야의 조언 없이 합리적인 외교안보정책이 결정될 것인가에 대

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미국 내에서는 러시아의 대선개입과 관련하여 

트럼프가 정보당국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나 플린, 스티브 배

넌(Steve Bannon) 등의 지위경쟁 등에 초점을 두고 분석했다.2) 이후 

이들의 NSC 복귀가 결정되기는 했으나, 다양한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

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조언자로서 합참의장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3)

1) 미국 NSC의 구성과 역할, 역사에 대한 연구로 Karl F. Inderfurth and Loch K. 

Johnson, Fateful Decision: Inside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David Ruthkopf, Running the World: The 
Inside Story of NSC and the Archtects of American Power (New York: 

Public Affairs, 2006); 전권천, 서길원,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운영시 정

책갈등의 특징 분석,” 「군사논단」 제82호 (2015 여름) 참고.

2) Jeff Stein, “Palace Coup: Shuffle of National Security Council Players 

Lambasted,” (http://www.newsweek.com/shuffle-national-security-council- 

players-lambasted-549892); “Trump gives National Security Council seat to 

ex-Breitbart chief Steve Bannon” (https://www.theguardian.com/us-news/ 

2017/jan/28/lobbying-ban-trump-executive-order-isis-strategy); Nicole Gaouette,

“Bannon role on National Security Council under fire,” (http://edition.cnn.com/

2017/01/29/politics/susan-rice-steve-bannon/, 검색일: 2017.5.3.) 참고.

3) 합참의장의 역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현재 합참의 전신인 육·해군 합동위

원회(Joint Board), 육·해군 최고사령관(Chief of Staff to the Commander in 

Chief of the Army and Navy)의 직책도 군 최고통수권자의 군령권을 보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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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책 추진 시에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합

참의장의 군사적 조언이 항상 수용된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미국

의 대통령과 합참의장의 관계는 부침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외교안보

정책, 군사정책의 결정과정에서 합참의 군사조언이 수용되기도 했지만 

무시되거나 비판받기도 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은 군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는 했으나 유럽 본토를 공격

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에 개입해야 한다는 군의 조언에 동의하지 않았

고,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전면적인 베트남 전

쟁을 결정하는데 있어 합참은 군사적으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

다.4) 조지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사막의 폭풍작전”의 기

획단계에서 합참의 조언을 기대하기는 했으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기도 했다.5)

본 연구는 “왜 어떤 군사조언은 수용되고, 어떤 군사조언은 무시되는

지”, 즉 “합참의 군사조언이 언제, 어떻게 수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에

서 시작한다. 군사적 조언을 제공하는 군의 입장에서 보면, 군사조언이 

언제, 어떻게 수용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는 필수적이다. 

즉, 군사조언은 항상 수용되었는가? 군사조언의 수용조건은 무엇인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연구 질문이 제기된다. 현

역할이었으며, 1949년 브래들리(Omar Bradley) 대장으로부터 시작된 현재의 합

참의장직 역시 1947년 만들어진 국방부 장관을 군사 분야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1986년 제정된 골드워커-니콜스법(GNA)에서도 법안의 목적 자체가 

“합참이 대통령과 NSC, 국방부장관에 군사적 조언과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증진

(improve)하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Public Law 99-433-OCT. 1,1986, “The  

Goldwater- Nichols Department of Defense Reorganization Act of 1986,”

   (http://history.defense.gov/Portals/70/Documents/dod_reforms/Goldwater- 

NicholsDoDReordAct1986.pdf).

4) Chalres D. Allen and Breena E. Coates, “The Engagement of Military Voice,”

Parameters Vol.39, No.4 (Winter 09/10), pp.73-98.

5) Douglas Bennett, “Military Advice and Civil-Military Relations,” (SAMS 

Monograph,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2010.4.9.),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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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으로는 미국과 한국 합참의 역할과 기능, 제도 등의 분명한 상이성

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 질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군사조언(military advice)”에 대한 기존 연

구를 살펴보고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합참의 군

사조언이 군사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군사조언은 합참과 대통령, 국방장관의 개인적 상호관계를 

넘어서 민군관계 전반의 하부요소로 이해되며, 정책결정과정과 정부정

치, 협상론과도 맞닿아 있다. 때문에 케네디 행정부 시기 중 사례로 선

정한 일부 군사정책의 결정과정 전반을 살펴보기보다는, 합참이 조언

한 배경과 내용, 이에 대한 대통령의 수용도를 비교함으로써 연구주제

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는 결국 한국군이 전문성을 높이고, 합리적

인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

을 것이다.  

2. “군사조언”의 이론적 검토

가. “군사조언”의 기존 논의  

본 논문은 국방정책의 결정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정치와 전문

성 간의 갈등”6)이나 민군관계 전반을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나 민

6) 사폴스키(Harvey M. Sapolsky) 등은 미국 국방정책의 결정절차에 있어, “정부 

대 민간(Public vs. Private)”, “시장 대 기획(Market vs. Planning)”, “중앙집권화 

대 분권화(Centralization vs. Decentralization)”, “정치 대 전문지식(Politics vs. 

Expertise)”의 영속되는 질문들이 존재한다고 정리하였다. Harvey M. Sapolsky, 

et. al., 『미국의 국방정치(US Defense Politics: The Origins of Security 

Policy)』, 이병구·김기호 역 (서울: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3), pp.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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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군의 상호작용, 정치행위와 군의 전문성, 문민통제와 정부조직 

등과 같은 민군관계의 일반적 연구주제들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다. 따라서 군사조언에 대한 연구는 민군관계의 고전적 연구들로부

터 시작된다. 초기의 민군관계 연구들이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관점에

서 “민(民)과 군(軍)”, “정치와 군사”, “정치의 군사에 대한 우위” 등을 

다룬 제도적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후 연구들은 문민통제의 원칙이

조직과 과정에서 정착되어가는 것을 전제로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조직보다는 개인 차원에 중점을 둔 행태적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1) “조직”중심의 제도적 분석

군사조언을 조직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문민통제의 원칙 아래 “당위적인 측면”에서 정치와 군

사조직의 위계를 지정하는 초기 민군관계 연구들이 있다. 둘째는 사례

분석을 통해 군조직과 군사조언의 특성을 일반화하는 연구들이다. 이

러한 연구들은 군을 편협한 이익을 추구하는 단일집단으로 전제하고, 

군사적 전문성과 정치적 식견을 갖춘 ‘군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먼저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1957년 『군인과 국가

(The Soldier and the State)』에서 안보의 증진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민군관계가 필요하며, “전쟁은 정치적 목적에 기여하고, 군은 전문가로

서 국가의 목적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팅턴에 따르면 군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치가들에게 군사조언을 제공해야 하는데, 1)국가

안보를 위해 요구되는 수단을 제시하고, 2)군사적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책(course of action)을 개진하며, 3)군의 의견에 반하는 결

정이라도 국가 차원의 결정을 실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놓았다.7)

또 보상이나 처벌 때문에 의견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8)

7) Samuel P. Huntington,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 (New York: Vintage Books, 1957), pp.72-76.

8) Samuel Huntington, The Soldier and the State,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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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관계 이론의 또 다른 선구적 연구로 모리스 자노비츠(Morris 

Janowitz)의 1971년 『직업군인(The Professional Soldier)』을 

들 수 있다. 자노비츠는 핵무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냉전 상황은 

보다 전문적인 군의 식견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적 억제, 

제한전쟁, 갈등해결, 핵실험, 군비통제와 군축 검증과 같이 군사적 

개념이 외교적 측면에서도 중요해졌기 때문에 정치가들도 군의 전문적

인 조언을 필요로 함을 전제한 것이다. 그는 냉전 초기와 중기의 변화

된 상황변화를 고려하면서, 군은 1)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2)설득과 갈등종결을 위한 군사력의 위협 또는 사용의 고

려, 3)정치적, 행정적 군비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9)

한편 하나의 정부조직으로서 군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그래함 

앨리슨(Graham Allison)을 들 수 있다. 앨리슨의 『결정의 엣센스

(Essence of Decision)』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설명하는 세 가

지 모델을 설명하면서, 정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미리 규정된 

행위패턴에 따라 행동한다는 “조직행위모델”을 제시하였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비교분석하고 최선의 대안을 합

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들이 이미 갖고 있는 표준행동절

차(SOPs) 가운데 가장 유사한 것을 골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

에 따르면 군은 사전에 준비해둔 프로그램, 레퍼토리, 표준행동절차 등

의 틀 내에서 군사조언을 하며, 때문에 편협한 군의 이익이 정치적, 국

가적 이익에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10)     

앨리슨의 논의를 보다 구체화한 연구로, 엘리엇 코헨(Elliot Cohen)

은 『통수권(Supreme Command)』에서 정치와 군사영역을 명확히 구

9) Morris Janowitz, The Professional Soldier: A Social and Political Portrait
(New York: The Free Press, 1971), p.418.

10) Graham Allison and Philip Zelikow, 『결정의 엣센스』, 김태현 역 (서울: 모음북

스, 2005), 제3,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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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헌팅턴의 연구는 “정상적”이고 원칙적인 측면에서만 설명가능하

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이익이 상충되고, 군

의 보조적인 역할이나 합참의 지위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고,11) 스콧 세이건(Scott D. Sagan)은 군 조직은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를 가지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국가안보 

이익과 상충되는 ‘지엽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

다.12) 데일 허스프링(Dale Herspring)도 군은 더 이상 비정치적인

(aploitical) 행위자가 아니며, 다른 관료적 이익집단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였다.13) 웨이드 마르켈(Wade Markel)은 정치 분야를 포괄적으

로 다루지 못하는 군사조언을 비판적으로 다루면서도, 역사적으로는 

군사조언이 발전해왔음을 주장했다. 한국전쟁에서처럼 합참 초기에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자원의 전반적 관리에만 치중했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에 이르러서는 전쟁과 평화를 위한 안보정책 전반에 대한 

군사조언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14)

11) Elliot A. Cohen, Supreme Command: Soldiers, Statesmen, and Leadership 
in Wartime (New York: Ancho Book, 2002).

12) 지엽적인 이해관계란 예방전쟁의 선호, 확전통제능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 결정적

작전과 기선을 잡기 위한 대규모 선제공격 선호, 대도시공격보다는 대군공격 선

호, 보복능력의 개발 소홀, 지휘통제체계의 위임 선호 등이다. Scott D. Sagan, 

“군사독트린과 지휘통제체계의 기원,” in Peter R. Lavoy, Scott D. Sagan, and 

James J. Wirtz, 『상상할 수 없는 전쟁계획(Planning the Unthinkable)』, 정현

성 역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0), pp.29-75.

13) 허스프링은 재원, 자율성, 영향력 등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행위라고 한다면 군이 

완전히 정치에서 분리되는 것을 불가능하며, 정치가들과 군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고 보았다. Dale R. Herspring, The Pentagon and the Presidency: Civil- 
Military Relations from FDR to George W. Bush (Lawrence: Universiry 

Press of Kansas, 2005), pp.1-7.

14) Wade Markel, “The Limits of American Generalship: The JCS’s Strategic 

Advice in Early Cold War Crises,” Parameters (Spring 2008),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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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차원의 행태적 분석

민군관계의 초기 연구들이 당위성에 기초하여 군 ‘조직’을 중심에 두

고 있었다면, 군사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들은 군사조언을 

제공하는 행위자, 즉 개인으로서 ‘합참의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정책결정 ‘과

정’에 주목하고, 합참의장의 개인적 성격, 정치적 성향, 여타 NSC 구

성원과의 친밀도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인” 차원의 분석 역시 앨리슨이 기초를 제공했다. 앨리슨은 『결정

의 엣센스』의 개정판을 내면서, 1971년에는 “관료 정치(bureaucratic 

politics)”라고 명명했던 제3모델을 “정부 정치(governmental politics)”

로 부르며 설명모델을 제시하였다.15) 즉 정책게임에 참여하는 각각의 

행위자들은 자신의 조직을 배경으로 두고 있지만, 개인적 정체성과 기

타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도 가지고 있으며 개인 및 조직의 “입장

(position)”과 국가, 조직, 개인의 “이익(interest)”에 따라서 정책게임

에 참여하게 된다. 결국 대통령과 국무 및 국방장관, CIA국장, 합참의

장뿐만 아니라 주요 참모 및 보직자, 외교관, 의원, 언론 등이 모두 참

여하는 동심원의 정책결정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16)

민군관계에 대한 사례 연구들은 ‘개인’으로서 대통령과 합참의장

의 개인적 성향, 상호관계 등을 다룬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자노

비츠도 군 지도부를 “영웅적(heroic)” 유형과 “관리형(managerial)”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조지 패튼(George Patton), “황소” 윌리엄 홀

15) Graham Allison and Philip Zelikow, 『결정의 엣센스』, 제5, 6장.

16) 정부의 결정과 행동은 “정치적 결과물(political resultant)”이다. “정부를 이루는 

여러 인사들 사이에 정규화된 채널을 따라 진행된 흥정” 속에서 “문제에 대한 해

결책으로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권한을 가진 여러 관리들이 서

로 타협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혼란을 일으킨 결과”임을 의미한다. Richrad E. 

Neustadt, Presidential Power and the Modern Presidents: The Politics of 
Leadership from Roosevelt to Reagan, 5th ed. (New York: Free Press, 

1990); Graham Allison and Philip Zelikow, 『결정의 엣센스』, pp.36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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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William “Bull” Halsey), 제임스 두리틀(James Doolittle), 커티

스 르메이(Curtis LeMay) 등을 전사적 기질을 가진 영웅적 유형의 

사례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오마 브래들리

(Omar Bradley), 윌리엄 리어히(William Leahy), 에른스트 킹

(Ernest King) 등을 기술적, 실용적 관점을 가진 관리형 유형의 사

례로 제시했다. 자노비츠는 이들의 군사조언도 개인적 성향에 따라 “절

대주의적(absolutist)” 또는 “실용적(pragmatist)”으로 나타난다고 제

시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보다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이행하고 있

음을 주장했다.17)  

반대로 더글라스 베넷은 제공된 군사조언을 수용하는 정치지도자들

에 주목하면서, 군과 정치지도자의 ‘상호작용으로서의 군사조언’으로 

분석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는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평화작전”을 

사례로 들면서, 군사정책을 실행하는 지휘관들의 정치적 이해보다는 

정치지도자들의 군사적 이해에 따라 정책결정이 달라진다고 결론내렸

다. 베트남 전쟁 당시 의욕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맥나마라

(Robert McNamara) 장관은 현장 지휘관인 웨스트모어랜드(William 

Westmoreland) 베트남 사령관의 의견을 무시했으며, 이라크 전쟁 당

시에는 럼스펠드(Donald Rumsfeld) 장관이 휴 쉘턴(Hugh Shelton) 

합참의장의 전술적 조언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군의 수동적 자세나 

육·해·공의 자군 이기주의가 정치지도자들의 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

하긴 했지만, 군사조언 없이 군사정책을 결정할 경우 합리적인 결과에 

이를 수 없음을 비판한 것이다.18)

민군관계를 다룬 다양한 연구들은 현재의 외교안보상황이 분명히 군

사조언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조직으로서 군을 바

라보는 연구들에 따르면, 군은 전문성에 기초한 군사조언을 제공할 수

17) Morris Janowitz, The Professional Soldier, p.264.
18) Douglas Bennett, “Military Advice and Civil-Military Relations,”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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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지만, 편협한 이익 또는 정치 전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조

언을 내놓을 수도 있다. 한편 정책결정과정에서 조언을 제공하는 합참

의장 개인의 성향, 정치지도자들과의 상호작용 등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었다. 그러나 군사조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책결정과정에 반

영되는지, 왜 어떤 조언은 수용되고 무시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

다. 군사조언과 군사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인 논의가 보

다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정부정치모델과“협상우위” 

앞선 논의를 정리하면, “군사조언”은 합동참모본부라는 ‘정부기관’이, 

‘군’이라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집단을 대표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복잡한 ‘외교안보정책’과 연계된 군사정책의 기획과 실행

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합

일된 의견을 가질 수 없고, 수직적인 위계구조를 고려 시 합참의장 개

인의 역량과 성향이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예상하지 못한 위

기상황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개인들의 위협인식, 전문성, 가치

관, 개인적 친소(親疏)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앨리슨

의 정부정치모델을 중심으로 “개인” 차원의 행태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대통령은 어떤 군사조언을 수용하고, 어떤 조언을 거부하는가? 앨리

슨은 ‘정부정치모델’을 설명하면서 각 행위자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

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1)협상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 2)자산을 

사용하는 기술과 의지, 3)자산과 의지에 대한 다른 행위자들의 평가가 

정치적 행위를 위한 “권력”을 구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앨리슨이 제

시한 협상자산은 다음과 같은데, “①(직위가 부여하는) 공식적 권한과 

책임, ②행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에 대한 통제, ③문제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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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통제, ④우두머리들에게 결정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될 것이라는 모습을 그려줄 수 있는 정보력, 

⑤국내정치게임 등 다른 게임에서 다른 경기자의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 ⑥(개인적인 인간관계나 카리스마에서 나오는) 개인적인 설

득력, ⑦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협상 자산을 가진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 등이다.19)

이를 보다 단순화하여 본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합참의 실제적인 능

력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다. 즉, “軍의 정보와 자원 통제력”과 

“대통령의 대군(對軍)인식”이 “협상우위(bargaining advantages)”를 

결정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군사조

언의 수용과 관련된 행위자들의 2차 게임이라면, 위의 두 가지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군사조언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던 

베넷 역시 “정치지도자의 군 경험”, “군 지휘관들의 정치적 식견”, “군

별 이기주의(service parochialism)”로 단순화하여 평가하고 있는

데,20) 자군 이기주의는 정보와 자원의 통제력과, 정치지도자의 군 경

험은 대통령의 대군인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베넷이 스스로 언급

하고 있는 것처럼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군의 정치적 식견은 정책결정

과정과 크게 관계가 없었는데, 군사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군이 아니라 

정치지도자이기 때문이다.21)

19) Graham Allison and Philip Zelikow, 『결정의 엣센스』, p.369. 앨리슨이 1972년

논문에서는 협상우위(bargaining advantage)가 “자산”만을 의미했으며, 1999년 

Essence of Decision에서는 자산, 기술과 의지, 다른 행위자들의 평가를 모두 포

괄하는 “권력”의 의미로 확대해서 사용한다. 권력은 “정부의 결정과 행동에 미치

는 영향력”을 말한다. Graham T. Allison and Morton H. Halperin, 

“Bureaucratic Politics: A Paradigm,” World Politics, No.24 (Spring 1972).

20) Douglas Bennett, “Military Advice and Civil-Military Relations.” 

21) 민주국가에서 문민통제(Civil Control)의 원칙은 분명하며, 그 이유로는 1)책임있

는 민주주의 이론에 의해 제시된 바이며, 2)군부는 비군사적인 순수 정치적 요인

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3)큰 분쟁의 발생 시 전 국민을 효과적으로 동원

할 수 있는 것은 정치가뿐이기 때문이다. Joseph Frankel, 「외교정책결정의 분

석」 김진호 등 역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1), 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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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의 정보와 자원 통제력

신뢰성 있는 군사조언을 구성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조건은 현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능력과 군 내부 자원의 통제능력

이다. 첫째, 군사력 또는 외교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명확한 상황인식 뿐만 아니라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정책결정자들이 필

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능력은 군사조언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적에 대한 정보 외에도 지전략적 상황과 

기후기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외교, 경제 분야의 정보를 

포괄해야 한다.   

둘째, 자국이 보유한 군사적 자원의 통제력 역시 군사조언의 신뢰성

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군은 군사조언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참

여하기도 하지만, 결정된 군사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건전

한 결심을 위한 현존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과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육·해·공 전군에 대한 장악능력은 군사조언의 실질적

인 신뢰성을 높인다. 육·해·공 각 군별 이익추구가 건설적인 경쟁과 

균형 잡힌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헌팅턴이 그토록 주장한 국가안보의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합참 차원에서 전군의 자원을 

조정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대통령의 대군(對軍) 인식 

군사조언의 신뢰성을 높이는 두 번째 조건이자, 정책결정과정에서 

조언이 수용되는 변수는 합참의 군사조언을 수용하는 정치지도자들의 

대군인식이다. 첫째,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대통령으로 대표되

는 정부 관료들이 군사(軍事)를 완전히 통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미국의 경우 많은 정치인들이 실제 

전투에 투입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럼스펠드 장관의 사례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군경험이 항상 군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군에 대한 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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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인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22) 군사조언이 단순히 군사적 옵

션을 검토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항에 대한 배경지식과 기

술적 조언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이다.  

두 번째는 군의 정치적 식견에 대한 신뢰문제이다. 군사조언이 건전

하고 합리적인 상황판단에 근거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군사적 측면

에만 국한되어 있다거나 편협한 군의 이익에만 기초한 것이라고 인식

한다면 군사조언은 수용될 수 없다. 마르켈이 주장하는 것처럼, 역사적

으로 합참의 전략적 조언이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발전되어 온 것도 사

실이지만, 복잡한 국제정치의 현실과 위기 상황 속에서 군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포괄하기는 힘들다.23) 또한 군사조언이 외교안보정

책으로 온전히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24) 그러나 군도 정치적 고려

요소를 간과하여 군사에만 치중한 편협한 군사조언을 내놓는다면 

조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3. 케네디 정부 시기 군사조언과 정책결정과정

본 연구는 케네디 정부 시기 세 차례의 군사정책 결정과정 사례를 다

룬다. 형식상 비교 사례연구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3년이 채 되지 

22) Bradley Graham, By His Own Rules: The Ambitions, Successes, and Ultimate 
Failures of Donald Rumsfeld (New York: Public Affairs, 2009), p.39. 

Douglas Bennett, “Military Advice and Civil-Military Relations,” p.25에서 

재인용.

23) 마르켈은 복잡한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한국전쟁 시에는 “제한전쟁에 대한 제

한적 조언”, 쿠바 미사일 위기 시에는 “유용한 분석, 그러나 오류가 있는 조언”, 

베트남 전쟁 시에는 “분석 없는 군사조언”이었다고 비교하여 분석했다. Wade 

Markel, “The Limits of American Generalship,” pp.18-26.

24) 히틀러와 같이 민간지도자가 군사적 고려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정치지

도자가 군사조언을 무조건 수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Joseph Frankel, 「외교

정책결정의 분석」,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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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케네디 대통령의 짧은 재임기간을 고려할 때 단일사례의 세 가지 

사건 정도로 볼 수도 있다. 또한 각 사례가 독립적이지 않고, 이전 사

건이 이후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단일 정부

의 사례를 다룸으로써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군사조언의 결정요인과 

그 수용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군사정책으로 결론날 수 있음을 잘 드

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냉전 중 미-소 간 가장 위험한 시기였으

며, 미국 국내에서도 민-군 간의 가장 극명한 대립의 시기였다. 이는 

북한과 대치하는 가운데, 사드 배치와 같은 군사정책의 혼란이 이어지

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 그대로 “위기의 대통령(the Crisis Presidency)”25)이었던 케네디

(John F. Kennedy) 정부는 세계 전역에서 소련과의 경쟁에 나섰고, 

그의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디에서나 “동지와 적(friend and 

foe)”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했다. 조지 케난(George Kennan)의 봉쇄

정책은 여전히 유효했고, 소련의 영향력 확장이 우려되는 곳에는 어김

없이 미국의 군사력이 투입되었다. 군대경험이 없었던 국방장관실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OSD)의 ‘신동들(Whiz Kids)’

은 맥나마라 국방장관의 개혁조치들을 진행해갔지만, 군사조언의 책임

은 합참의장을 비롯한 각 군 참모총장들에게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

황을 바탕으로 주요 사태인 피그만 침공, 라오스 개입, 쿠바 미사일 위

기 등 3개 사례를 분석한다.26) 우선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고, 군사조

언의 결정요인으로서 1)정보와 자원에 대한 통제력과 2)대통령의 대군

인식을 바탕으로 군사정책결정과 군사조언의 수용 과정을 살펴본다.

25) Steven L. Rearden, Council of War (Washington DC: NDU Press, 2012), p.211.

26) 케네디 정부 시기 소련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외교안보정책의 주요 사건으로는, 

1961년 8월 13일 동독 정부가 인민군을 동원하여 베를린장벽을 구축한 사건도 있

었다. 동베를린과 서방3개국의 분할점령 지역인 서베를린 경계에 쌓은 콘크리트 담

장으로, 서베를린을 동베를린과 주변 동독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켜 하나의 

섬으로 남게 만들었다. 케네디 정부의 주요 군사정책을 모두 망라한다면, 유럽에서 

소련과 대치한 “베를린 장벽” 사건까지 총 4개 사례로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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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그만 침공 : 군의“침묵”과 불신 형성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가 1953년부터 쿠바를 독재하고 있었던 

바티스타(Fulgencio Batista)에 대항해 혁명을 일으키면서 쿠바는 내

전상태에 빠졌다. 지리적으로 미국의 턱밑에 공산국가가 서는 것을 용

인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쿠바의 공산화를 저지한다는 목표는 동일했

지만, 국무부와 국방부의 해법이 같지는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1958년

3월 합참과 상의 없이 쿠바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를 취했고, 당시 해군

작전사령관(Chief of Naval Operations, CNO)이던 알레이 버크

(Arleigh Burke) 제독은 국무부의 조치가 공산주의자들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27) 그러나 의회의 지지를 받았던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1959년 1월 바티스타가 탈출함으로써 쿠바는 완전히 

공산화되고 말았다. 

쿠바 내전이 일어난 이후, 합참은 쿠바의 지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

면서 군사작전의 실행을 주장해왔다. 특히 국무부의 금수조치에도 불구

하고 카스트로가 완전히 쿠바를 손에 넣으면서 구체적인 군사작전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버크 제독은 미국 단독행동, 미주기구(OAS)를 통한 

다자행동, 단독 비밀작전 등의 세 가지 옵션을 제시했고, 합참 차원에

서는 우선 3월 중순까지 관타나모 기지의 방호력을 증강시키기로 했

다.28) 그러나 당시 쿠바 국내에서 카스트로는 혁명의 영웅으로 인정받

고 있었고,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섣불리 군

사작전을 감행하기 힘들었다. 

27) Memo, CNO to JCS, April 19, 1958, “Suspension of Delivery of Military 

Equipment and Military Sales to Cuba,” JCS 1976/243; Memo of 

Discussion at DoS-JCS Meeting, June 27, 1958, FRUS, 1958-60, VI, p.118.

28) Memo, CNO to JCS, February 19, 1960, “U.S. Action in Cuba,” JCS 

2304/2; Memo of Discussion 437th Meeting of the NSC, March 17, 1960, 

FRUS, 1958-60, VI, p.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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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중앙정보국(CIA)이 주도하는 비밀작전을 검토

하도록 지시했다. CIA는 쿠바 망명자들을 훈련 및 투입하여 카스트로

를 제거하는 작전을 기획하고 있었으며, 당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카

스트로 반대세력의 소행으로 위장함으로써 미국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었다. 1960년 3월 17일, 아이젠하워는 버크 

제독이 참석한 백악관 회의에서 CIA가 수립한 비밀공작 계획을 원칙적

으로 승인했다.29) 이 계획은 약 1년여 뒤, 피그만을 상륙하는 비밀작전 

“사파타(Zapata) 계획”으로 발전했다.  

1) 통제력: CIA 주도의 비밀작전 계획 수립

군은 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과 같은 전시 상황이나, 아이젠하워

와 같이 NATO 최고사령관 출신 대통령이 군사정책을 결정하는 시스

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950년대 초부터 백악관에 유지되어 

온 합참의 특별보좌관 사무실은 폐쇄되었고, 명목상으로 NSC에 대한 

군사조언의 책임은 유지되었지만 정책결정의 핵심층(inner circle)에서 

서서히 배제되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30)

사실 CIA가 주도하여 기획하고 있던 비밀작전이었으므로 합참은 아

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다. 당시 카스트로 제거작전을 위해 비밀리

에 “5412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여기에는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국

무부 차관, 국방부 부장관, CIA 국장 등이 포함되었으며, 최초 단계에

서 포함되었던 합참은 이후 구체적인 논의단계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었

다. 1960년 여름을 지나면서 5412 위원회는 쿠바 망명군에 대한 조직, 

훈련, 무장 등 일체의 권한을 CIA에 부여했다.31)

29) Goodpaster Memo of Conference with the President, March 17, 1960, FRUS, 

1958-60, VI, pp.861-863; 5412 Committee Paper, March 16, 1960, “A 

Program of Covert Action Against the Castro Regime,” FRUS, 1958-60, VI, 

pp.850-851.

30) Steven L. Rearden, Council of War, p.213.
31) 5412위원회의 역사와 조직, 이후 303위원회로의 발전 등에 대해서는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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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합참이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이

젠하워 대통령이 1960년 8월 18일, 이미 1,300만 달러의 비밀작전 예

산을 승인하면서 국방부의 장비 및 훈련 병력의 지원을 지시했기 때문

이다. 합참은 관타나모 기지와 인근 공역에 대한 방호력을 증강시키는 

역할에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 비밀작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것에 대해 특별히 알 필요가 없

었을 뿐이다.32)

합참이 CIA의 계획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1961년 1월 11일에 이

르러서야 가능했다. 3월로 계획된 이 비밀작전에 투입될 망명자들은 

모두 600-750명에 이르렀으며, 자체 공중근접지원 속에 카스트로를 

축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합참은 이 계획이 실패할 경우 카

스트로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버크는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해 보다 긴밀한 정

치-군사협력 및 군사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3) 그러나 

합참은 당시 미사일 프로그램에서의 주도권 문제로 각 군의 이익을 가

지고 싸우고 있었고, 이 계획이 실패할 경우 대규모의 군사작전으로 발

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2) 대군인식: 합참에 대한 역할기대(role expectation)

아이젠하워 행정부 초기, 합참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군

인 출신이었던 아이젠하워는 합참이 국가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and Policy Approval of Covert Operations,” 23 Feb. 1967, https://www.cia.gov/

library/readingroom/docs/DOC_0000790232.pdf (검색일: 2017.6.10.).

32) 조직행위관점에서 CIA의 집단사고(groupthinking)나 합참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도

부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Alex Robertto 

Hybel, U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from Truman to Kennedy: 
Responses to International Challenges (New York: Palgrave and MacMillan,

2014), pp.150-154

33) Report by Director, Joint Staff to JCS, January 24, 1961, “U.S. Plan of 

Action in Cuba,” JCS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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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하기를 기대했다. 국가경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냉전에 필요한 

안보태세를 갖추어 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임기 말에 이르

러서는 보다 넓은 시각을 갖지 못한 합참보다는 비밀작전에 능했던 

CIA의 조언에 의존하게 되었다. 특히 합참이 미사일 프로그램 및 핵타

격 관련 이슈에 대해 각군 이기주의에 따라 분열된 모습을 보이면서, 

1953년과 1958년 자체 개혁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없었다. 

취임 후 케네디 대통령은 일단 합참을 신뢰했고, 군사조언에 귀 기울

였다. 2차 세계대전에 어뢰정 PT-109호의 정장으로 참전했던 케네디 

중위는 17년 후 최고 통수권자로서 군사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올랐

다. 오히려 군부가 전임자인 아이젠하워와 비교하면서, 대통령의 일천

한 군 경험을 얕잡아본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국방부의 장군들은 일본

군의 공격을 받고 침몰한 소형 함정을 지휘했던 케네디 대통령이 핵무

기를 비롯한 다양한 군사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

고 있었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지도 않았다.34) 대통령이 

지명한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S. McNamara) 국방장관 역시 2차 

세계대전 당시 통계제어 장교로 복무한 경험 외에는 국방과 관련된 경

험이 없었다는 점에서,35)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군 경험을 중시하는 2차

대전의 영웅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1960년 11월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CIA로부터 비밀작전을 보고받

은 케네디는,36) 취임과 동시에 덜레스(Allen Dulles) CIA 국장, 합동

34) Robert Dallek, “JFK vs. the Military,” The Atlantic (JFK Special Issue, 

2013.8.), p.2.

35) 1961년부터 1968년까지 국방장관직을 수행한 맥나마라 장관은 취임 초부터 선언

한 것처럼, “논쟁을 심판하거나 이익들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촉진”하고자 했으며, “유연반응전략”과 같은 미국 국방정

책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Steven L. Rearden, Council 
of War, pp211, pp.245-275.

36) Study prepared by the Deputy Director, CIA, January 18, 1962, “An 

Analysis of the Cuban Operation,” sec. IV,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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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회의, 기타 보좌관들에 작전계획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37) 아이

젠하워가 인계한 것과 달리 CIA의 계획은 꽤 많이 진척되어 있었고, 

군경험이 없었던 케네디에게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것은 합참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3) 상호작용: 합참의“침묵”과 대통령의 불신

“유연반응전략(flexible response)”의 교리수정을 비롯한 맥나마라 

국방장관의 개혁조치들은 당연히 합참의 반감을 살 수 밖에 없었다. 중

요한 문제에 대하여 고위 군 장성들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하기는 했지

만, 대부분의 장군들보다 어리고 군 경험도 일천한 새 장관은 “아마추

어”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마추어는 맥나마라

가 아니라 고위 장성들이었다. 핵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아이젠하

워를 비판하면서 시작된 케네디 행정부는 더욱 다양한 행동 대안을 원

했고,38) 맥나마라는 유연반응전략을 통해 그 요구를 충족하고자 했다. 

피그만 사건은 전적으로 작전을 준비한 CIA가 실패한 것이지만, 결과

적으로 케네디 행정부의 의도를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한 합참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사실 CIA의 책임 하에 준비된 작전인데다,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다

는 점에서 합참은 일반적인 차원을 벗어난 답을 하기 힘들었다. CIA가 

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비밀작전에 군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무척 꺼려지는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최초에 합참 전략기획부(J-5)가 

37) Arthur M. Schlesinger, Jr., A Thousand Days: John F. Kennedy in the 
White House (Cambridge: Houghton, Mifflin, 1965), pp.232-233.

38)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맥조지 번디(McGeorge Bundy)는 NSC의 보고라인을 단순

화하고,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대통령에게 보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는 “더 많은 조언을 받을수록,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NSC가 장기적인 정책기획보다는 현안과 위기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Andrew Preston, The War Council: McGeorge Bundy, the NSC, and 
Vietna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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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전에 대해 “매우 회의적(very doubtful)”이라고 평가했음에도 불

구하고,39)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는 “절대적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fair chance)있다”는 평가로 바뀌었다.40) 또 상륙지점이 트리니다드

(Trinidad)에서 피그만으로 변경되면서, 1/3 정도였던 성공가능성은 

다시 버크에 의해 “절반” 정도로 높아졌다.41)

1961년 4월 17일, 1,400여명의 망명자들로 꾸려진 작전병력은 카스

트로의 군대에 대적할 수 없었고, 3일 만에 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

고 말았다. 합참은 전 작전과정에 있어 효과적인 공중지원이 절실하다

는 판단을 하고 있었지만, 개입정도를 낮게 유지하려는 대통령 앞

에서 분명하게 조언할 수 없었다.42) 결국 합참은 대통령에게 어떠

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성공가능성에 대한 판단이야 틀릴 수 있다

고 하더라도, 군사작전의 성공을 위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지 “않

은” 것이고, 케네디 대통령의 강한 불신의 원인이 되었다. 

1961년 6월, 맥스웰 테일러(Maxwell D. Taylor) 대장은 케네디의 

지시로 피그만 사건에 대한 사후검토를 내놓았다. 그는 합참이 CIA의 

계획에 대해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비판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에게 더 

많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43) 케네디는 명시적으

39) Enclosure C to Report by the DJS to JCS, January 24, 1961, “U.S. Plan 

of Action in Cuba,” JCS 2304/19.

40) JCSM-57-61to SECDEF, February 3, 1961, “Military Evaluation of the 

CIA Para-Military Plan, Cuba,” FRUS, 1961-63, X, pp.67-78; Peter 

Wyden, Bay of Pigs: The Untold Stor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9), p.89.

41) 해군작전사령관이었던 버크 제독은 분명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분명히 했다.

    Lawrence S. Kaplan, Ronald D. Landa, and Edward J. Drea, History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McNamara Ascendancy, 
1961-1965 (Washington DC: Historical Offic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06), pp.176-177.

42) Steven L. Rearden, Council of War, p.215.

43) Maxwell D. Taylor, Swords and Plowshares (New York: W. W. Norton, 1972), 

p.18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합참의 “군사조언”과 정책결정과정  | 101

로 합참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5월 펜타곤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조

언을 제공할 책임”에 대해서 강조했다. 단순히 ‘군인으로서 행동하는 

것 이상(more than military men)’을 요구하면서 직접적이고 정제되

지 않은 조언을 기대한다는 것이었다.44)

케네디는 합참의 군사조언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이후 그의 짧은 

임기동안 합참의 어떠한 조언에도 불신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피그

만 사건 이후 1961년 4월 전역한 육군참모총장 테일러 대장을 대통령 

군사대표부(Military Representative, MILREP)에 임명하면서 합참

을 대신하여 군사조언을 담당하게 했다. 비록 1962년 10월 테일러를 

합참의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합참의장으로 내정한 상태에서 임시직

책을 준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합참의 군사조언 역할에 

대한 강력한 불만의 표시였다는 점이다. 

나. 라오스 개입 :“자군 이기주의”와 시기 상실

백악관과 합참이 쿠바와 베를린 전선에서 소련과 대치하고 있는 동

안, 동남아시아의 라오스 왕국에서도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사실 라오스의 지전략적 중요성은 베트남에 비해 결

코 작지 않았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만약 라오스를 잃는다면, 장기

적으로 동남아시아 전체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45) 케네

디 정부 역시 라오스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소련과 중

국, 북베트남이 지원하는 공산진영 파테오 라오(Patheo Lao)와 미국

이 지원하고 있었던 왕립 라오정부(Royal Lao Government, RLG)가 

44) NSAM 55, June 28, 1961, “Relations of the JCS to the President in Cold 

War Operations,” Kennedy Papers, National Security Files, JFK Library.

45) Fred I. Greenstein and Richard H. Immerman, “What Did Eisenhower Tell 

Kennedy about Indochina The Politics of Misperception,” Journal of 

American History 79 (September 1992), pp.56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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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했다. 라오스 역시 아이젠하워에서 케네디 행정부로 해결되지 않

고 넘겨진 문제였고, 케네디 취임 당시 라오스에서는 행정수도였던 비

엔티안(Vientiane)의 통제권을 두고 전투가 이어지고 있었다. 

다만 합참과 국무부의 해결방안은 극명하게 갈렸다. 합참은 대규모

의 병력을 투입할 것을 주장했지만, 케네디는 독단적인 군사개입을 꺼

려했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했다. 케네디는 합참에 라오

스 개입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지만, 아울러 외교적 해결방법이 추진된 

이후로 군사적인 개입은 미루고 있었다. 당시 합참은 최소한 6만 여명

의 병력을 투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 미만의 병력으로는 소

련이나 북베트남을 강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끝

없는 전쟁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46)  

1961년 3월 공산진영이 우세해지자 다급해진 케네디 대통령은 

라오스에 대한 제한된 비밀공작작전 “MILL POND”를 승인했다.47)

태평양전구사령관이었던 해리 펠트(Harry D. Felt) 제독은 무기와 장

비를 라오스 육군(Forces Armees de Laos, FAL)에 제공했고, 라오

스 군과 미국군을 조합하여 연합 TF인 “JTF116”을 창설했다.48) 그러

나 여전히 해결방안에 대해 국무부와 국방부의 의견은 차이가 있었다.  

1) 통제력: 부족한 정보와 자군 이기주의

라오스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합참은 라

오스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라오

스에 대한 신호정보는 전혀 없었으며, U-2기에 의한 정보 역시 제

46) JCSM-34-61 to SECDEF, January 24, 1961, "Courses of Action in Laos," 

JCS 1992/903; Memo, Nitze to McNamara, January 23, 1961, “White House 

Meeting on Laos, January 23, 1961,” FRUS 1961-63, XXIV, pp.26-27.

47) Memo, CJCS to JCS, March 16, 1961, “Funding for Mill Pond Operations,” 

JCS 1991/932.

48) Steven L. Rearden, Council of War, pp.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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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이었다. 합참은 대부분의 정보를 베트남 대사관과 라오스군 에 

파견된 군사고문에 의존하여 획득할 수밖에 없었다. CIA는 미리 개

입하여 정부군을 지원하는 비밀작전을 실행 중이었지만, 전세(戰

勢)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내놓기가 힘들었다.49)  

합참 내 각 군은 베를린 봉쇄에 대한 대응전략에서 차이를 보인 것처

럼, 라오스에 대한 선호대응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각 군이 태

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 선호였다. 당시 국방차관이었던 길패트릭

(Roswell Gilpatric)에 따르면, 독일과 라오스 사태를 다룬 1961년 10

월 20일 합동참모회의에서, 합참의장인 렘니처(Lemnitzer)와 조지 데

커(George  H. Decker) 육군참모총장은 일시 동원을 통한 대규모 병

력의 신속한 증원을 요구한 반면, 공군참모총장인 커티스 르메이와 해

군작전사령관 조지 앤더슨(George W. Anderson, Jr.)은 인내심을 

가지고 이를 지연시킬 것을 주장했다.50)

사실 케네디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을 대규모로 투입하

기 힘들었는데, 이는 피그만 침공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기도 했다. 

케네디 대통령이 합참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도 개입에 대한 군사적 정

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때문이었지만, 위와 같이 합참의 의견은 전혀 

일치되지 않고 파편화되어 전달되었다. 합참의 의견이 나뉘면서 사실 

케네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외교적 수단밖에는 남지 않았다.  

49) CIA는 공산진영과 대항할 수 있는 정부군을 육성하고자 하였으나, 장비를 갖추지

도 못했던 정부군은 훈련도 되지 않았으며 뿌리 깊은 부패가 만연해 오히려 정부

군 내에서 Kong Le가 주도한 쿠데타가 발생했다. 1960년대 초반 라오스 정부 권

력다툼과 CIA의 공작에 대해서는, Robert A. Strong, Decisions and 
Dilemmas: Case Studies on Presidential Foreign Policy Making since 1945
(New York: M. E. Sharpe, 2005), pp.53-54 참고.

50) JSCM-728-61 to SECDEF, October 13, 1961, "Preferred Sequence of 

Military Actions in a Berlin Conflict," JCS 1907/433, Memo, SECDEF to 

CJCS, October 17, 1961, "Preferred Sequence," JCS 190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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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군인식: 대규모 군사력 투입주장에 대한 불신

피그만 침공의 실패는 합참에 대한 대통령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케네디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취임과 함께 오

명을 남긴 작전의 책임을 합참의 소극적인 군사조언에 두고 있었다. 

이후 합참의 조언의 건전성과 합리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음이 분명

하다. 라오스 위기를 두고 케네디 대통령이 5월 초 합참의 의견을 물었

지만 만족할 수 없었다. 각 군의 의견은 분절되었고, 군별로 서로 다른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항상 대규모 군사개입으로 귀결

되었다. 합참은 케네디에게 어떠한 신뢰할만한 군사적 선택지를 제공

하지 못했던 것이다. 심지어 케네디는 “피그만 사건의 경험이 없었다

면, 라오스에서 수백 배나 많은 손실을 입을 뻔했다”고 술회하기도 했

다.51)

백악관이 특별한 조치에 나서지 않고 라오스 군이 수세에 몰리게 되

자, 합참은 더 이상 군사개입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라오스 문제에 

대해 발을 빼고자 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합참의 입장은 합리적

인 선택이었다. 특히 병력을 투입해야 하는 육군은 불리한 상황에서 개

입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었고, 제한적인 전쟁양상이 전면전, 심지어 

핵사용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조지 데커(George Decker)는 “만약 우리가 개입하게 

된다면, 그것은 승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이것은 하노이, 중국에 

대한 대규모의 폭격뿐만 아니라 핵폭탄의 사용을 고려하는 것을 의

미한다”고 강조했다.52)

51) Theodore C. Sorensen, Kennedy (New York: Bantam Books, 1966), p.726.

52) Richard K. Betts, Soldiers, Statemen, and Cold War Cris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p.178; 합참의 군사계획에서 핵무기의 사용

이 고려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소련과 전선을 형성하고 있던 미국

의 작전기획에서 핵무기 사용은 아이젠하워 정부에서부터 전략기획과정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다. 라오스에 국한한 핵사용 옵션이 고려되었는지는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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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군에 대한 무기 및 장비를 증강하고, 지휘참모와 부대를 결합

한 JFT 116을 조직하면서 라오스 개입을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미국은 

외교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선호했다. 딘 러스크(Dean Rusk) 국무장

관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규모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협상의 기초를 닦기 위한 것”이라고 개입의 

제한적 목적을 강조했다.53) 케네디 대통령도 1961년 3월말 영국의 맥

밀란(Harold Macmillan) 수상과 만난 자리에서, 라오스의 전략적 중

요성에 비해 과도한 대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만약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4-5개 대대의 병력으로 베트남을 봉쇄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54)

그러나 합참의 입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케네디와 맥

나마라의 유연반응전략은 핵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합

참은 핵교환에 이르는 전면전으로의 비화를 우려하고 있었지만, 케네

디는 핵사용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단계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았다. 

외교적 개입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었던 케네디에게 군

사적 행동에 국한된 합참의 선택지는 매우 지엽적인 것이었다. 4월 29일

맥나마라 국방장관과 케네디 법무장관(Robert F. Kennedy)이 참석한 

회의에서, 맥나마라는 합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

섰다. 그는 “우리는 싸우고 싶어하는(willing to fight) 군인들을 바라

왔다”면서 군을 겨냥했다.   

하지 않지만, 당시 동남아시아에 대한 작전권을 갖고 있던 펠트 제독의 작전계

획에는 중국의 개입 및 이에 대한 핵사용 옵션이 고려되었다. Steven L. 

Rearden, Council of War, pp.222-223.

53) MFR by Nitze, March 21, 1961, “Discussion of Laos at White House 

Meeting,” FRUS 1961-63, XXIV, p.95.

54) Harold Macmillan, Pointing the Way, 1959-1961 (New York: Harper and 

Row, 1972), pp.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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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작용: 결정 지연으로 인한 개입시기 상실

정전협정이 불안하게 유지되던 5월 중순, 14개국 제네바 회의가 열

렸다. 하지만 케네디나 합참이나 이러한 외교적 노력만을 통해서 라오

스의 공산화를 완전히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합

참은 백악관의 승인 아래 라오스에 미국과 동남아시아조약기구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SEATO) 6만 여명을 투입하

는 계획을 검토했다. 그 이하로는 소련이나 북베트남을 압박하여 미국

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9월 베를린에 집

중되어 있던 전력을 SEATO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55)

1962년 봄이 되자 상황은 다시금 악화되었다. 파테오 라오와 북베트

남군은 주정부가 있던 남타(Nam Tha)를 점령하였다. 아테네에서 나토 

장관회의에 참석 중이던 맥나마라는 급히 라오스로 출발했다. 렘니처 

합참의장은 펠트 제독의 선제적 조치 건의를 케네디에게 전했고, 헬기

와 공중지원 장비를 갖춘 해병대대를 태국으로 전진배치하면서 우본

(Ubon)에 이미 배치되어 있던 육군전투부대와 교대토록 했다. 

그러나 합참의 예상과 달리, 6월 중순 라오스 정부가 연립정부 구성

을 발표하면서 상황은 종결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공산진영의 목적이 모두 달성된 채 끝이 난 것이

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합참과 케네디 대통령은 중요 이슈에 대한 

의견교환에 실패하면서 결정은 지연되었고, 아무런 행동도, 이익도 취

하지 못하고 상황이 종료되었다. 합참에게 있어 라오스의 전략적 가치

는 매우 큰 것이었지만, 상황이 지나치게 악화될 때까지도 합참은 일치

된 의견을 내놓지 못했고, 케네디는 그런 합참의 조언에 귀를 닫고 있

었다. 피그만 사건 이후 형성된 케네디의 합참에 대한 불신을 회복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55) Steven L. Rearden, Council of War,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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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쿠바 미사일 : 대통령의“무시”와 합참 배제

“13일”이라는 책과 영화로도 잘 알려진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

기는 “냉전시기 가장 위험했던 순간”56)이 분명했다. 피그만 침공사건

으로 자존심을 다친 미국과 케네디 행정부는 쿠바의 카스트로 정부를 

봉쇄하면서 압박했다. 합참은 쿠바를 침공하여 8일 만에 카스트로 정

부를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57) 케네디 대통령에게도 이 계

획을 승인받기도 했다.58) 그러나 케네디는 여전히 전면적인 군사작전

보다는 외교 및 경제적 수단을 통해 쿠바를 압박하고자 했고, “몽구스

(Mongoose) 작전”59)과 같은 비밀암살을 통해서 카스트로 정부를 전복

하는 방안 정도를 고려하고 있었다. 

반면 소련은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쿠바의 전략적 가

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라틴 아메리카의 공산혁명을 전파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의 전략적 약세를 

상쇄할 수 있는 군사적 기지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련의 입

장에서 터키에 배치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쥬피터(Jupiter)는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60) 따라서 단순히 공산주의의 전진기지를 방호하

56) 이근욱, 『쿠바 미사일 위기: 냉전 기간 가장 위험한 순간』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3).

57) Memo, SECDEF to CJCS, April 20, 1961, no subject, JCS 2304/29; JCSM- 

278-61 to SECDEF, April 26, 1961,  “Cuba,” JCS 2304/30.

58) Memo, SECDEF to JCS, May 1, 1961, “Cuba Contingency Plans,” JCS 

2304/34.

59) Document 291. “Program Review by the Chief of Operations, Operation 

Mongoose(Lansdale)” January 18, 1962. FRUS, 1961–1963, X, Cuba, 

January 1961–September 1962. 

60) 앨리슨 이래 흐루시초프가 왜 쿠바에 공격용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있다. 그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는가의 문제를 차치하고, 흐루시초

프는 국방장관이었던 마린노브스키(Rodion Maliovskiy)와의 대화를 통해 볼 때 

주피터 미사일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소련도 쿠바에 주피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다. Aleksandr Fursenko and 

Tomothy Naftali, “One Hell of a Gmble,” Khrushchev, Castro, and Kennedy,
1958-1964 (New York: Norton, 1997),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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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방어 미사일 외에도, 미국을 턱 밑에서 압박할 수 있는 공격 

미사일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쿠바에 핵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 “ANADYR 작전”이 실행되었

다. 1962년 9월, 소련의 첫 미사일인 SS-4 MRBM이 쿠바에 설치되었

고, 이에 탑재할 핵탄두는 한 달여 후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후에 드러

난 것처럼 소련의 비밀작전은 완벽하지 못했다. 쿠바 망명자들로부터 

미사일 배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었던 미 정보당국은 U-2 정찰사진, 

인간정보 자산, 소련 함선들의 항해기록 등을 갖고 있었으며, CIA는 

이미 62년 봄 SA-2 지대공 미사일(SAM)이 설치되고 있음을 확인

했다. 

쿠바 미사일 위기의 결정적인 발단은 10월 14일, U-2기가 쿠바에 

MRBM인 SS-4와 IRBM인 SS-5의 발사 기지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

다. 10월 16일 처음으로 보고를 받은 케네디 대통령은 20일 “해상봉쇄

(naval quarantine)”를 결정했고, 22일 이 결정을 발표했다. 그리고 

10월 28일 흐루시초프가 미사일 철수를 발표하기까지 “냉전 기간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있었다.

1) 통제력: 합참의 분열과 통제력 약화

언제나 정보력의 부재가 가장 먼저 거론된다. 초기 CIA의 정보는 군

에 전달되지 않았다. 쿠바가 지대공미사일을 설치하고 있고 그것이 미

국의 정찰을 방해하려는 것은 분명했지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명확하지 않았다. 게다가 합참은 이전 사건들의 여파로 정책결정과

정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급히 조직된 “EXCOM(Executive Committee)”

은 공식적으로 10월 22일에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대

통령이 선정한 일부 각료와 보좌진으로만 구성되었다.61) 위기 동안 합

61) NSAM 196, October 22, 1962, “Establishment of an Executive Committee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Kennedy Papers, National Security Files, 

JFK Library.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합참의 “군사조언”과 정책결정과정  | 109

참이 급변계획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는 했으나, 사실 EXCOM에서는 

테일러 합참의장만이 유일한 군인이었고 참모총장들이 대통령을 만난 

것은 10월 19일 하루에 불과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소련이 터키 쥬피터 미사일의 철수를 요구한 것이

나, 케네디 대통령이 쥬피터의 군사적 효용성을 낮게 평가하고 소련의 

요구를 수용한 것에 대해서도 합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나마도 테

일러가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각 참모총장들에게 전달해줄 뿐이었다. 

특히 러스크 장관의 주도로 극소수의 참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정된 

대소련 제안에 쿠바 불가침 공약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테일러도 

모르고 있었다.62)

여기에 합참 내부의 분열도 있었다. 1962년 10월 1일 케네디 대통령

은 합참의장에 자신을 보좌하고 있던 맥스웰 테일러를 중용했고, 육군

참모총장에는 얼 휠러(Earle G. Wheeler)를 임명했다. 2차대전의 영

웅인 르메이는 공군참모총장에, 조지 앤더슨은 해군작전사령관에 임명

했다. 테일러 합참의장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절대적이었던 반면 군

은 그를 반기지 않았다.63) 이미 피그만 침공 당시 테일러가 합참을 비

판한 사후검토를 내놓으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테일러는 민-군의 조화

된 의견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군은 테일러를 불신했고 일부는 그가 가

지고 있던 난청문제를 과장하기도 했다.64)

합참은 쿠바에 대한 다중 작전계획을 갖고 있었다. 대규모 공습계획

인 OPLAN-312-62, 약 18일간의 전면침공계획인 OPLAN 314-61, 

62) Steven L. Rearden, Council of War, p.232.
63) 테일러 합참의장은 피그만 침공 이후 합참을 비판하면서 군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로버트 케네디가 

오랜 친구였던 테일러를 추천하고 신뢰했기 때문인데, 그 결과 합참이 아니라 테

일러로부터 군사조언을 구하게 되었다. Arthur Schlesinger, Jr., Robert 
Kennedy and His Times (Boston: Houghton, Mifflin, 1978), pp.476-477.

64) Jeffrey G. Barlow, “President John F. Kennedy and His Joint Chief of 

Staff,” (Ph.D. Diss.,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981), p.2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10 |  軍史 第104號(2017. 9)

5일 이내에 작전을 종결하는 단기침공계획인 OPLAN-316-61이 그것

이었다. 케네디 대통령도 15만 명의 예비군 소집을 의회에 요청했고, 

10월에는 맥나마라 장관과 SA-2 기지에 대한 공습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65) 하지만 쿠바에 대한 세 가지 작전계획에 대한 각 

군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달랐다. 르메이의 공군은 미사일 기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주장했고, 테일러와 육군은 침공계획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에는 합참의장과 참

모총장간의 갈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테일러를 제외한 합동참모회

의의 구성원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되는 것에 문제를 제

기했다. 테일러만이 참석했던 EXCOM에서 공습계획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군사적 용어만을 사용해서 생각하는” 군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

이었다.66) 합동참모회의 구성원들은 테일러와 민간인들이 자신들과 상

의 없이 다음 단계를 고민한다고 비판했다. 앞의 두 사건과 달리 쿠바 

미사일 위기는 군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합참은 정보

와 자원의 통제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2) 대군인식: 대통령의 불신 

사실 1960년대 초, 냉전의 전선이 아직 불명확했던 케네디시기를 고

려할 때, 합참의 작전계획은 지나치게 군사적이었다. 베를린을 볼모로 

한 유럽전선과 한반도와 타이완의 동북아시아가 냉전의 중심을 이루는 

65) Letter to President of the Senate and Speaker on the House Transmitting 

Bill Authorizing Mobilization of Ready Reserve, September 7, 1962, 

Kennedy Public Papers, 1962, p.665; Memo, McNamara to Kennedy, 

October 4, 1962, “Presidential Interest in SA-2 Missile System and 

Contingency Planning for Cuba,” Kennedy Papers, National Security File, 

Kennedy Library. 

66) McGeorge Bundy, Danger and Survival: Choices about the Bomb in the 
First Fifty Years (New York: Random House, 1988), p.43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합참의 “군사조언”과 정책결정과정  | 111

가운데, 라오스, 쿠바와 같이 밀고 당기는 모든 전선들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특히 1961년 1월 6일, 흐루시초프가 “해방

전쟁”의 물결을 선동하면서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곳곳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합참이 기존의 작전계획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다. 쿠바에 대한 다양한 작전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던 합참은 카스

트로의 전복을 의도하고 있었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했던 케네디의 

요구는 충족시키지 못했다. IRBM과 MRBM, SA-2 기지를 신속하게 

공습함으로써 위협을 제거하고, 단기간에 쿠바를 침공하여 카스트로 

체제를 전복하려는 작전계획-316만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번디는 10월

21일의 상황을 술회하면서, 로버트 케네디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합참

의장의 주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지도 않았으며, 이는 그만큼 생각의 간

극이 컸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67)

특히 위기 기간 중 유일하게 대통령과 각 군 참모총장들이 만난 10월 

19일, 르메이가 강력하게 대규모 공습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조심스

런 입장에 도전했다. 해상봉쇄를 발표하기 하루 전인 10월 21일 일요일

에도 공습계획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번디에 

따르면 군의 공습계획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규모였고, 

작전을 실행해야 할 스위니(Walter C. Sweeney) 중장은 첫 공습으로 

90% 이상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장담하지 못했다. 더욱 중요한 것

은 군의 누구도 쿠바의 미사일이 보복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자

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소 간의 핵전쟁의 위험이 상존했다는데 있

다.68)

번디에 따르면,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군과 거리를 

두었고, 군의 의견은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위기를 해결하면서 

67) McGeorge Bundy, Danger and Survival, p.438.
68) Ibid, p.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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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도와준 측근들에 대한 신뢰는 강화되었지만, 반대로 테일러를 

제외한 모든 군 지휘관들과의 관계는 더욱 틀어졌다. 군의 군사조언은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고, 이 때문

에 군사조언에 대한 케네디 대통령의 회의적인 시각만 강화되었다.69)

3) 상호작용: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합참 배제

르메이를 비롯한 합동참모회의 모두가 주장했던 바와 달리, 10월 20일 

미국은 쿠바를 “봉쇄(quarantine)”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시간 여간 

이어진 EXCOM 회의에서 테일러 의장은 대통령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소련이 핵공격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공습을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공습규모와 강도에 대한 차이는 있었지만, 딘 애치슨

(Dean Acheson)도 쿠바 미사일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공습주장에 

동조한 터였다. 이후 테일러는 합동참모회의에서 맥나마라 국방장관과, 

러스크 국무장관, 유엔대사였던 아들레이 스티븐슨(Adlrai E. Stevenson)

등이 공습에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각 군 참모총장들에게 전달했다.70)

물론 케네디 대통령이 모든 군사행동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이미 

그가 승인한 바와 같이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습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었다.71) 그는 합참에 쿠바에 대한 대비태세 증강을 지시해

놓고 있었다. 합참은 전략공군사령부(SAC)에 DEFCON-2를 지시

했고 전략폭격기들은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케네디 대

69) Ibid, p.458.

70) 월터 풀(Walter S. Poole)은 케네디 대통령이 결정 이후 테일러에게 “이번 결정에 

당신과 동료들이 기쁘지 않을 것을 안다”면서, “그러나 나는 당신이 이번 결정을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기술했다. Walter S. Poole, "The Cuban 

Missile Crisis: How Did the Joint Chiefs of Staff Work?" (Paper presented 

to the Colloquium on Contemporary History, Washington DC, September 

22, 2003),  Steven L. Rearden, Council of War, pp.230-231에서 재인용.

71) 번디는 처음부터 외교적 수단이 고려되었던 것은 아니며, 군사행동이 전제되지 않

았다면 외교적 해결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술회했다. McGeorge Bundy, Danger 

and Survival, p.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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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의 대소련 제안이 작성될 때 테일러를 비롯한 합참의 그 누구도 참

여하지 못했다. 제안의 내용이 쿠바 불가침 공약과 터키 쥬피터 미사일

의 철수라는 점에서 합참의 군사조언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합

참은 소련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야 제안의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10월 22일 대통령의 해상봉쇄 발표로부터 흐루시초프의 미사일 철수 

발표까지 6일간 EXCOM은 긴장감에 싸여있었다. 22일부터 시작된 해

상봉쇄작전은 충돌 없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쿠바의 미사일은 미국을 

향하고 있었다. 27일 소련은 주피터 미사일과의 교환 철수를 공개적으

로 제안했다. 28일 9시 모스크바는 방송을 통해서 “(미국이) 공격용이

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을 해제하고 소련으로 철수할 것”이라는 것을 발

표했다.72) 미 ․ 소간의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

는 소련이 쿠바에서 탄도미사일을 철수하기로 하면서 종결되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특히 대소련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미국과 소련은 핵실험금지조약에 한걸음 다가섰으며, 쿠바 위기가 종

료된 이후 논의가 진전되어 1963년 8월 제한핵실험금지조약(LTBT)가 

체결되었다. 이는 미․소간의 전략무기감축조약(SALT)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케네디는 만약 “(르메이의) 의견에 따랐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서 그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술회했다.73) 케네디 대통령은 “피그만 침공 때에는 합참

이 더 많은 군사조언을 하길 원했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 때에는 그

들이 말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74)

72) McGeorge Bundy, Danger and Survival, p.399.

73) Benjamin C. Bradlee, Conversation with Kennedy (New York: Pocket Books, 

1976), p.117,  Steven L. Rearden, Council of War, p.230에서 재인용.

74) Steven L. Rearden, Council of War,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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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에 주는 교훈

외교정책결정을 다루는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한 국가의 

외교안보정책은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에 의해 결

정되고 실행된다. 복잡한 국가이익이 경쟁하는 국제정치의 환경 속에

서 외교안보정책의 결정은 보다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조언”을 

통해 제공되는 전문가의 의견은 결정적인 역할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정책결정의 힘’을 발휘한다. 현대에 와서 핵무기와 핵전략에 대한 전략

적인 군사조언 없이 북한의 핵위협 대응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란 불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도 미국, 영국과 마찬가지로 “합동

참모본부”에 의해 군사조언이 고안·제출된다.75)

작전부대에 대한 지휘와 군령보좌를 동시에 수행하는 한국 합참의 

입장이 미국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케네디 시기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

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분명한 문민통제(Civil 

Control)의 원칙이다. 정치지도자가 군사적인 용맹성을 바탕으로 군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섰던 시대는 지났으며, 전시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지도 없이 군이 군사적 목표만을 추구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도 허용되

지 않는다. 군이 한국의 민주화에 역행했다는 원죄의식에 빠져있을 필

요도 없지만, 전쟁의 치명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군사정책을 책임져

야 한다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 코헨이나 모텐(Matthew Moten)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군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경계가 명백한 

것은 아니지만, 군은 전문성에 기초한 건전한 군사조언을 통해서만 

국가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결정과 정치행위에 참여해야 한다.76)

75) Joseph Frankel, 「외교정책결정의 분석」, pp.38-39. 

76) Elliot A. Cohen, Supreme Command, pp.4-8; Matthew Moten, “A Broken 

Dialogue,” in Suzanne C. Nielsen and Don M. Snider, eds., American 
Civil-Military Relations, the Soldier and the State in a New Er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9),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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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합참 중심의 정보와 자원의 통제력을 확대함으로써 군사조언

의 신뢰성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피그만 침공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CIA 등이 주도하는 비밀작전에 대해서 군이 모든 정보

를 공유할 수는 없었지만,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협력 

및 지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어떠한 적대적 대외정책도 군사적 지

원에 대한 고려 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은 국내·외 

상황에 대해 별도의 정보 획득·분석을 위한 능력과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또 외교안보정책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군에 대한 통

제력 역시 중요하다.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 능력만이 정

책결정과정에서의 군사조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군과 군사조언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

다. 맥마흔(Arthur W. MacMaho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교·군사·

경제의 “판단의 협조(concert of judgement)”를 통해 집단적인 합

의로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77) 그러나 궁극적

으로는 헌법상의 정책결정자인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피

그만 침공이 실패로 끝난 뒤 케네디 대통령이 보여준 극도의 불신감은 

이후 모든 군사조언에 대한 회의와 의심으로 이어졌다.78)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시부터 대군신뢰도 증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정치지도자들의 군사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군사적 옵

션의 검토뿐만 아니라 제반사항에 대한 배경지식과 기술적 조언을 포

함해야 한다. 또 단순히 군사적 측면에만 국한되거나 편협한 군의 이익

에만 기초하지 않도록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명확한 상황인식과 

77) A. W. MacMahon, The Administration of Foreign Policy (Urbana: Institute 

of Government and Public Affairs, 1953), ch.1.

78) 피그만 침공 실패 이후 케네디 대통령은 원색적으로 군사조언에 대한 불신을 드러

냈다. “Those sons of bitches with all the fruit salad just sat there 

nodding, saying it would work.” Robert Dallek, “JFK vs. the Military,” 

The Atlantic (JFK Special Issue, 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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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능력이 필요한 것이다.79)     

넷째, “정책게임”에서의 정치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여전

히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책결정 스타일 등에 많이 좌우되는 냉전 초기

를 다루긴 했으나, 케네디 정부 시기 합참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 

NSC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경쟁해야 했다. 그러나 NSC 회의는 비정기

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케네디의 동생이던 법무장관 로버트 

케네디와 백악관 정책보좌관이던 시오도어 소렌슨(Theodore C. 

Sorensen)도 참여하게 되지만, 법률상 군사조언자로 남아 있었던 합참

은 점차 중요한 ‘핵심층(inner circle)’에서 배제되었다. 이후 베트남 전

쟁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합참의장이 

존슨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결정했던 화요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다. 대

통령과의 비공식적인 권력관계의 구성보다는 우선 제도적인 권위의 확

보가 필요하겠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능력의 부족으로 고유의 책

임인 군사조언의 기회조차 상실해서는 안 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군의 정보와 자원 통제력, 대통령의 대군

인식이 군사조언의 수용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첫째 군의 전문성과 그에 대한 의존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

다. 현대무기의 기술적 측면이 더욱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교리의 엄

밀성과 높은 수준의 숙련도가 요구된다. 단 하나의 핵폭탄만으로도 재

앙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핵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

화된다. 또 다양한 요소가 얽히고 설킨 정치행위 속에서 한 사람이 모

79) 골드워터-니콜스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파벌주의에서 제도적, 실질적인 합동

성을 강화하게 되었음을 다룬 연구로, Peter J. Roman and David W. Tarr, 

“The Joint Chiefs of Staff: From Service Parochialism to Jointnes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113, No.1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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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분야를 통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민군관계는 보다 공식화된 

조직과 제도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군은 군사전문가로서 정치지도자

에게 조언을 제공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전문성에 기초한 정치와 군사

의 분화가 이루어지면 질수록, 역설적으로 정치와 군사를 연계하여 포

괄적으로 다루는 전략적 군사조언을 필요로 한다. 군의 편협한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전략적 인식과 판단이 가능한 지략가가 요구되는 이유

이다. 

둘째는, 반대로 군사 분야의 조언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의 통합능력이 절실하다. 앞서 베넷이 주장한 것처럼 정치지도

자가 군 경험을 가진다고 해서 군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은 아니

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지도자가 군사상의 고려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정치지도자는 군의 건전한 군사조언을 이끌

어내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안보와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또 군사조언을 포함하여 정치·외

교·경제·군사 전 분야의 정보와 자원을 통합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가 합참의 군사조언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주제

들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1960년대 초

반 “위기의 냉전시기”를 지나, 골드워터-니콜스법 이후 합참의 군사조

언의 변화와 이후 발전하고 있는 미국 합참의 제도와 구조를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의 이기주의와 파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에 주는 함의가 크다. 두 번째는 본 연구가 대통령, 국방장

관과 합참의 양자 또는 삼자관계를 넘어서 NSC의 행위자와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

국의 한반도정책과 관련한 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정책적 논

의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는 군사조언이라는 부분적 논의를 넘어 민

군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이론을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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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군부의 권력탈취 방지와 군의 민주화를 논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

가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정부, 국회, 시민사회와 군을 포괄하는 민군관

계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의 당면한 위협과 주변국의 현실적인 압력에 

직면한 한국은, 국가적으로 국방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운용하기 

위한 노력이 더더욱 중요하다. 

[원고투고일: 2017. 7. 7, 심사수정일: 2017. 8. 15, 게재확정일: 2017. 8. 21] 

주제어 : 민군관계, 군사조언, 정보와 자원 통제력, 대군인식, 피그만 침공,

라오스 개입, 쿠바 미사일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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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litary Advices on the Military Decision Making at 
JCS of USA

Sohn, Han-Byeol/Kim Sung-Woo

It is natural that the military leadership plays a leading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military policy, but ‘the military advice’ is not always 

reflected on the process of the policy making. Historicall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CJCS) has been fluctuated, which has led to accept, ignore 

or criticize the military advic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security 

and military policy. This study begins with questions such as “why a military 

advice is accepted, while the other advice is ignored?”, and “when and 

how military advice of the JCS is accepted?” Research questions are raised; 

Was military advice always accepted? What are the conditions for accepting 

military advice? How are they reflect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hat is the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This article reviews the existing research on “military advice” and 

analyzes, through the case study, the process of reflecting the military 

advice of JCS to military policy. First, it presents two determinants of 

the advice acceptance;  “information and resource control power of the 

military,” “the President’s perception of the military,” which constitutes 

"bargaining advantages." And it analyzes the Kennedy government's military 

decision-making processes; Pigs bay invasion, Laos intervention, and the 

Cuban missile crisis, and draws lessons to contribute to the ROK military's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and strategic security policy.

Keywords: civil-military relations, military advice, control of information and

resources, perception of the military, Pigs bay invasion,

Laos intervention, Cuban missil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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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기 太平洋지역 美 ․ 蘇간 해군력 경쟁 *

- 해양지정학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

                                    정광호**

1. 서론                       

2. 냉전기 미국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

3.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어적 해양전략

4. 소련의 해군력 증강과 미국의 공격적 해양전략

5. 결론

1. 서론

19세기 말 미국의 북아메리카 대륙 통합은 미국에게 지리와 정치적

인 측면에서 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지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

* 이 글은 정광호, 『미국의 태평양 해양전략 전개에 관한 연구; 도전국가의 핵심해양

공간 진출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71-249쪽

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해군소령, 군사학 박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22 |  軍史 第104號(2017. 9)

주었다. 아·태 지역에 이르는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은 태평양이라는 해상 

교통로를 아무런 방해 없이 항해할 수 있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제해권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수단

이 해군력이고, 이것은 곧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리가 

미국의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의 태평양 진출이 본격화 되

었다.1)

해양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태평양이란 공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

학적 특성은 시간과 거리의 관점에서 미국에게는 언제나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태평양이

란 공간을 극복해야 되었다. 아시아에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서는 전

진기지, 군수, 보급, 통신, 특히 태평양이란 광대한 공간을 돌파할 수 

있는 공격적인 해군력이 필수 조건이었다. 이 같은 필수 조건들이 정치

적 선택의 과정에서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이 태

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평양이란 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군사전략을 설정해야만 했다. 

한편, 공격과 방어라는 물리적인 힘대 힘의 메카니즘으로 본다면 미

국의 지정학적 취약점은 역으로 미국과 대결하는 도전국가의 지정학적 

유리함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태평양 공간 돌파를 위한 

시도는 미국과 대결하는 국가의 해상방어구역 설정을 통한 거부로 전

개된다는 것이 태평양이란 지정학적 공간이 가지는 군사전략적 특성이

다. 따라서 태평양이란 공간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국가전략 수립을 위

한 정치, 그리고 해군력을 수단으로 하는 해양지리 공간의 확보라는 핵

1) 미국의 태평양 진출에 대한 해양력의 논리를 구축한 사람은 다름 아닌 머핸(Alfred 

Thayer Mahan, 1840~1914) 제독이다. 머핸은 바다와 이를 지배하기 위한 해군력

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과 해협에 대한 지배를 그 

국가의 해양력을 결정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초로 바다의 거리와 정치적 관계를 국

가의 핵심이익으로 규정한 해양지정학의 출발이었다. Philippe Moreau Defarges, 

『지정학 입문: 공간과 권력의 정치학』, 이대희·최연구 역, (서울: 새물결, 1997), 

p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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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 요소를 통해 국가 간의 도전과 이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공간

임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1, 2>는 이 글의 논리적 전개를 위한 분석의 틀이다.   

<표 1> 태평양 지역의 힘의 공백과 도전국의 대응

구  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힘의 공백 여부 

× ○

도전국의 대응 현상 유지 핵심해양공간 진출

<표 2> 도전국가의 핵심해양공간 진출과 미국의 대응

구분
도전국가의 핵심해양공간 진출 여부

× ○

미국의 

대응

안정적 현상 유지 현상 타파 및 도전에 대한 대응

방어적 --> 방어적 방어적 --> 공격적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힘의 공백 여부는 도전국이 현상유지자적 

입장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해군력 증강을 통해 핵심해양공간2) 진출

로 대응할 것이냐로 나타난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해서 

2) 적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거나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역, 적의 군사력

을 분산시키고 양면전쟁을 강요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공격 또는 방어 시 전진기

지 및 완충지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핵심공간(crucial sphere)’이라 한다. 핵

심공간은 전략적 요충지(chokepoint)와는 다르다. 전략적 요충지는 순수한 지리적 

개념으로 수에즈 운하나 말라카 해협과 같이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가치를 갖는다. 

반면 핵심공간은 지리와 같이 고정적 개념 뿐 아니라 국가간의 역학관계를 반영하

는 것으로 국제정치적 상황, 국가관계, 시기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한다. 박창희, 

“동북아의 ‘지전략적 핵심공간’과 근대 일본의 현상도전,” 『아시아연구』

(2010), pp.60-61. 태평양지역에서의 해양지리적 공간을 ‘핵심해양공간(crucial 

maritime sphere)’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해양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고, 경쟁국에 대해 공격과 방어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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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지역의 해양전략을 방어적에서 공격으로 변화시킨다. 즉, 공격

과 방어의 균형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글은 냉전기 태평양지역에서 미·소간의 파워게임을 해양지리적 

공간에 대한 인식을 주요 변수로 해서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 어떻게 변

하는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2. 냉전기 미국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

가. 지리적 인식의 변화

미국에게 제2차 세계대전은 태평양에서 시작되었고, 이 전쟁의 종료 

시까지 태평양은 미국의 주요 전장이었다. 독일 나치와의 싸움을 연합

국이, 특히 소련 사람들이 버텨냈다면, 미국은 태평양에서 싸우면서 진

격하여 단독으로 일본을 점령하고 또 전후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를 포

괄적으로 재조정했다. 

태평양 전쟁 종료 후 미국은 지정학적 개념에 의한 해양전략을 발전

시켰다. 가장 특징적인 것이 미국 서부의 인구 증가와 해외기지에 미군

을 전진배치 시켜 영구히 주둔하는 미군을 만든 것이었다. 태평양 전쟁 

시 필리핀과 괌 전진기지의 포기로 뼈아픈 전략적 실수를 경험해야 했

던 미국은 시간과 거리라는 지정학적 요소를 태평양의 해양전략에 철

저히 반영시켰다.3) 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일본, 독일, 영국, 이탈

리아, 한국 등 프랑스와 소련을 제외한 모든 산업 강국의 영토에 광대

한 해양군사기지 네트워크를 유지함으로써, 유럽에서의 힘의 균형과 

3) 1960년대 무렵 총 150만 명의 미군이 35개 나라의 수백 개 기지에 주둔하고, 43개 

국가의 안보에 대한 공식 원조와 70개 나라에서의 군대 훈련과 장비 공급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Chalmers Johnson, The Sorrow of Empire: Militarism, Secrecy, 
and the End of the Republic (New York: Henry Holt, 200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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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초한 현실 정치의 운용이라는 기존의 대서양 중심주의에서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먼저 지리적 변화를 살펴보면, 전쟁 시기 동안 미국 서부의 이주민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캘리포니아 인구가 1940년 690만 7,000명

에서 1950년 1058만 6,000명으로 증가했고, 1962년에는 거의 두 배로 

늘면서 캘리포니아가 최초로 뉴욕을 제치고 인구가 가장 많은 주가 되

었다. 1950년대에 미국의 평균 인구 성장률은 26%였지만, 로스앤젤레스

는 54%, 샌디에이고는 86%, 새크라멘토는 81%, 새너제이는 121%였다.

1950년부터 태평양 연안 주들과 서남부 지역은 국방 관련 계약에서 

유일한 경쟁 지역인 뉴욕과 뉴잉글랜드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다른 지

역을 압도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는 1급 

계약에서 뉴욕과 미시간에 이어 3위였으나, 뉴욕이 11.6%였던 1958년 

무렵에는 전체 계약의 21.4%로 첫째였고, 또 그때 6.9%의 텍사스와 

5.8%의 워싱턴 주를 합치면 태평양 연안 주들과 텍사스는 모든 1급 계

약의 1/3 이상을 차지했다. 그들은 레이건이 병력 증강 관련 지출을 코

네티컷(5.8%)과 매사추세츠(5.1%)로 돌리게 했던 1987년까지도 32%

를 점하고 있었다. 인구 당 수치를 보아도 태평양 연안 주들은 전국 평

균 세 배를 차지했다. 

하와이 또한 병력 수가 증가하였다. 전쟁 기간 동안 4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하와이에 주둔하거나 건강을 회복하였고, 한국과 베트남에서 

벌어진 전쟁 기간 동안에도 하와이는 계속해서 주요한 휴식과 충전을 

취하는 지역이었다. 인구 중에 백인 비율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던 미

국 남부 하원들의 반대를 누르고 하와이가 주의 지위를 획득한 1959년 

무렵, 군인들과 그 가족들은 전체 인구의 1/6을 차지했고, 인구의 1/4

은 국방 관련 지출에 직접적으로 의존했으며, 수년간 섬의 16~25%가 

군대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었다. 미 국방부는 1980년경 하와이 전

체 인구의 일곱 명 중 하나를 고용했고, 1990년에는 군인과 그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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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전체 인구 110만 명 중 11만 7,216명이었는데, 이들은 하와이의 

오아후 섬에 집중되어 있었다.4)

오아후 섬에 있는 태평양지구총사령관(CINPAC)은 미국 군사력의 

중심부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적 권력을 갖게 해주는 근원지가 

되었다. 총 사령관은 태평양사령부(PACOM)를 지휘하는데, 이 기구는 

전체 태평양, 즉 일본·한국·동남아시아·중국과 인도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고, 이는 전 지구 표면의 절반을 차지했다. 태평양사령부의 상

징은 사나운 독수리가 북태평양 최상부에서 페리 제독의 모자 형태로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 한쪽 발톱은 베이징 상공에 세우고 있었다.

냉전기간 중 소련과 가깝다는 사실 때문에 알래스카의 중요성이 부

각되었다. 1940년대 후반, 국방부는 페어뱅크스 인근에 장거리 폭격기 

주둔을 위해 아이엘슨(Eielson) 공군 기지를 건설했는데, 이 기지는 

개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장이었다. 포트리처드슨(Fort 

Richardson)과 엘멘도르프(Elmendorf) 공군 기지 같은 제2차 세계대

전 당시의 기지들은 다시 재정비 후 개선되었고, 세인트로렌스(St. 

Lawrence), 코디액(Kodiak), 셰미아(Shemya), 에이댁(Adak) 등의 

섬에도 새로운 기지를 건설했다. 특히, 더치하버(Dutch Harbor)는 소

련에 대항할 수 있는 잠수함 기지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었다. 

후일 상원 의원으로 베트남 전쟁을 강력하게 반대하게 되는 주지사 

그루어닝은 소련의 공격 시 조기 경보를 위한 광범위한 레이더망을 알

래스카에 건설하고자 운동을 벌였는데, 이러한 레이더망은 이후 원거리

조기 경보선 또는 듀라인(DEW line)이라고 알려지게 된다. 3,000마일 

길이의 듀라인은 4년에 걸쳐 총 2만 3,000명에 의해 건설되었다. 

1957년 무렵부터 작동된 듀라인은 중간 중간에 자리한 황금으로 된 커

다란 반구형 덮개를 가진 50개의 레이더 기지를 연결하고, 최종적으로 

콜로라도 주 스프링스(Springs)에 있는 북미방위사령부에(NORAD)로 

4) Robert C. Schmitt, Hawaii Data Book (Honolulu: Mutual Publishing, 2002),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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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다. 그것은 원래 1955년 도입된 비행거리 4,250마일의 소련 장

거리 폭격기 Tu-16 배저(Badger)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곧 미국 본토를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경고 시간을 20분도 허락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소련의 탄도미사일 추적을 위해 운용되었다.5)

한편, 1956년 맥클린(Malcom P. McLean)의 컨데이너의 발명은 태

평양에서의 시간과 거리의 취약점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컨테이너 운송 덕분에 태평양 연안의 항구들은 미국의 서부 해안과 동

아시아의 물자들이 모이는 집산지가 되었고,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같

은 오래된 중심지와 또 그곳에서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방식을 대체해 

버렸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미국의 군수물자 수송에도 혁신적인 역할

을 하였다. 1961년에 베트남에서 급속한 군비증강이 진행될 시, 깜란 

만을 분주한 컨테이너 항구로 변화시킴으로써 미군에게 있던 태평양 

해상교통로의 커다란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여기에 투입된 배들은 가

지고 돌아올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서 일본에서 수출품을 싣

고 왔는데, 그 덕에 동아시아 항구 여러 곳에서 컨테이너 무역이 시작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항구 20개 중에서 열세 개가 환태

평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6)   

나. 군사전략적 인식의 변화

태평양 전쟁 종료 후 태평양에 대한 군사전략적 인식의 변화도 있었

다. 전후 태평양이 미국의 호수로 됨에 따라 미국의 태평양에 대한 지

정학적 취약성을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5) Bruce Cumings, Dominion from Sea to Sea: Pacific Ascendancy and American 
Pow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0) pp.613-614.

6) Marc Levinson, The Box: How the Shipping Container Made the World Smaller
and the World Economy Bigg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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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태평양에 대한 통제는 지정학적인 해양적 특성 때문에 ‘해군의 

문제(Naval Problem)’였다. 해상기지, 중앙 집중화된 정보 및 경보 시

스템, 평시 전략 물자의 비축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인식은 해상전진기지의 활용과 향후 태평양에서 

미국의 잠재적 적국에 대항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기동타격

력’, 즉, 항공모함 기동전단을 구성하는 ‘기동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7)

포레스털(James V. Forrestal, 재임기간 1940~1944) 해군성 장관

은 전후 미국은 태평양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는 해상기지와 항공모함

의 항공력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포레스털은 태평양에서 행동의 자

유와 동아시아에서의 미래의 적으로부터 미국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서는, ‘공·해전투력(air-sea power)’를 기반으로 하는 ‘방어적 쐐기전

략(defensive wedge strategy)’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포레스털은 태평양에서의 해양우세 확보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

적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남태평양의 미

크로네시아가 자신의 방어적 쐐기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기동방어경계

개념(mobile defensive perimeter concept)’의 핵심적 요소라고 하였

다. 그는 “만약 태평양 전쟁 시 미크로네시아 제도가 미국의 수중에 있

었다면, 진주만 기습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하면서 미크로네시

아는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확보해야 되며, 미국의 공격적인 항공모함 

기반 전력을 운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거점이라고 주

장했다.8) 즉, 포레스털의 방어적 쐐기전략은 태평양에서 적의 위협에 

대응해, 해상전진기지의 확보와 항모기동전력의 공해합동 전력을 이용

7) Hal M. Friedman, Governing the American Lake: The US Defense and 
Administration of the Pacific, 1945-1947 (Michigan: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07), pp.83-85.

8) Hal M. Friedman, Creating an American Lake: United States Imperialism 
and Strategic Security in the Pacific Basin, 1945-1947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2001), pp.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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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전략으로 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취약점을 

상쇄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1947년 태평양 함대사령관이었던 니미츠 제독은 항공모함의 항공력

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태평양의 통제를 위해서, 다양

한 해상플랫폼을 보유하는 ‘균형함대(balanced fleet)’ 보유를 주장하

기도 했다. 작전사 부사령관이었던 혼(Frederick Horn) 제독은 전후 

미국이 태평양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태평양의 주요 전략적 기점에 최

소한의 해상전진기지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의 역할은 항공모함의 기

동부대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하였다. 

한편 킹(Ernest J. King) 제독은 혼 제독의 태평양에서 최소한의 해

상기지의 역할론을 부정하면서, 미국이 태평양 전쟁 시 구축했던 ‘기지 

시스템(the system of bases)’은 전후 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력 중 

‘핵심구조’라고 하면서 해상전진기지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해군력에 의해서 방어되어야 하는 해양전장이라고 했다.

홀시(William Halsey) 제독은 태평양에서 좀더 공격적인 미 해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헬시 제독은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였던 

이타주의(altruism)와 제2차 세계대전 전, 태평양에서 일본의 도전을 

워싱턴 체제를 통해서 대응하려고 했던 미국의 선택은 전략적 실패라

고 하였다. 그는 전후 태평양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보물(tangible and intangible treasure)’을 위해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적이 행동하기 전, 

적의 ‘해ㆍ공 전투계획(sea-air plan)’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해군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태평양에서의 군사력 투사

를 위해 창끝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미 해병대의 필요성을 역설하

였고, 태평양 전진기지의 합병을 주장하였으며, 해군이 주가 되는 육·

해군의 통합된 작전통제권 보유를 주장하였다.9)

9) Hal M. Friedman, Ibid.,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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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냉전기 들어서 미국은 태평양 연안 지역의 인구 증가로 인

한 경제발전, 해군의 역할 및 해상전진기지의 강화, 운송수단 발전 등

의 변화로 인해 태평양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이 20세기 초보다, 시간

과 공간적 측면에서 더 가까워졌다. 

이 시기 미국의 태평양 해양전략은 방어적이었다. 대표적인 미국의 

스윙전략(swing strategy)은 힘의 중심을 대서양에 집중시켜, 유사시 

태평양의 해군력을 대서양으로 전개시킴으로써 태평양 지역에 힘의 공

백을 야기 시켰다. 태평양 전쟁기와 마찬가지로 냉전기에도 미국의 태

평양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은 방어적이었고 이것은 곧 1970년대 들어

서면서 소련의 태평양 진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태평양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 속에서, 냉전기 해양

전략은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이원화된 정치적 구도 속에서 발전되

었다. 전후 도래된 해양전략은 양극화된 냉전체제를 수호하는 해양과 

대륙을 근간으로 형성된 철저한 지정학적 구도에 의한 해양전략이었다. 

냉전기 미국은 소련을 해양으로 봉쇄하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대양

해군(transoceanic navy)’을 건설했다. 한편 대규모 지상군을 근간으

로 내륙에서 연안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던 소련은, 1970년대 들어

서면서 머핸 제독의 역사적 인식에 의한 지정학적 해양전략 개념을 채

택해 소련의 지정학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태평양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10)

10) Samuel P. Huntington, “National Policy and the Transoceanic Navy,” Proceedings 
(May 1954), pp. 48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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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어적 해양전략

가. 태평양에서 위협의 부재와 중심(gravity)의 이동

태평양전쟁 후 미국은 정치질서의 통합과 상대적 안정, 외부 위협으

로부터의 안보 확립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더욱더 확고히 가지게 되

었다. 외부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높은 의존, 대양을 가로질러 존재하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 등과 같은 안보적 환경은 미국의 군사전략에서 해

양적 요소를 강화시켰고, 직접적인 본토의 방어보다는 군사력 투사에 

더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11) 이것은 곧 전후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미 

해군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각 군이 자군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타군과의 내부적 경쟁에서 정체

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방어적 독트린 보다는 공격적 독트린을 추

구함으로써 자군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한다. 태평양의 주전장은 해상

이고, 대서양의 주전장은 지상이다. 태평양의 군사전략은 해양전략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미 해군이 군사전략에서 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대서양보다는 태평양에서 공격적 해양전략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것은 

곧 군사력 투사 임무를 강조하는 독트린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후 일

본의 패배는 태평양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의 부재란 안보 환경이 조성

되었고 나아가서 태평양에서 미 해군의 역할 축소란 결과로 나타났다. 

전후 태평양과 대서양의 균형에서 미국의 전략적 중심은 대서양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 쿠데타, 베를린 봉쇄, 1949년

독일분단 등의 여파로 공산주의가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소련이 미국

의 잠재 적국으로 부상하였던 것이다. 미국은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유

11) Robert S. Wood, “Fleet Renewal and Maritime Strategy in the 1980s,” in 

John B. Hattendorf and Robert S. Jordan, eds., Maritime Strategy and 
Balance of Power: Britain and American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St. Martin’s 1989), 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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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을 방어하기 위해 정치·경제·군사적인 방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1947년 3월에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

여 자유와 독립 유지에 노력하고, 소수자의 정부지배를 거부하는 의사

를 가진 여러 나라에 대하여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트루

먼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경제적 지원으로 미 국무장관 마셜이 

제안한 서유럽 국가의 ‘유럽부흥계획’인 ‘마셜플랜(Marshall Plan)’ 그

리고 1949년 군사적 동맹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창설하

였다. 

한편 이 시기 태평양에서 미국에 대한 도전적 요소가 전혀 없었던 것

은 아니었다. 1949년 중국 국·공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였고, 

1950년 2월에는 중·소 동맹이 체결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1964년 

베트남 전쟁 등을 통해서 공산주의 체제가 점점 더 확산되는 안보적 환

경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 일련의 사건들은 미국의 태평양의 제해권이 확립된 상태에서 

지상전투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에서와 같은 미 해군

의 공격적 해양전략이 필요하지 않았다. 주한 미군은 1949년 6월 30일

까지 남한에서 철수하였고, 장개석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원조가 중단

되었으며, 필리핀은 제 2차 대전 중에 미군에 소속되어 있던 군사조직

(SCOUT)이 1949년 7월에 해체되었다. 

이같은 미국의 방어적 자세에 대해서 한국,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은 나토와 같은 지역 군사동맹의 결성을 희망하여 1949년 3월 

20일 퀴리노 필리핀 대통령이 ‘태평양 연맹(Pacific Union)’ 결성을 공

식적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은 태평양 연맹이란 군사적 동맹체제

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12) 미국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유

12) 필리핀에서 태평양 연맹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때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1949년 3월 23일,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버터워즈

(Butterworth) 극동국장에게 “태평양 연맹을 착수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며 

현재의 환경에서 미국의 호의적인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미 정부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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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우선주의에 대한 결과로 귀착되는 것이었는데, 태평양 연맹에 대한 

소련의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49년 7월 22일 커크(Kirk) 소련 

주재 미국 대사의 보고에 의하면 소련은 태평양 연맹에 미국이 참가하

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소련은 제안된 태평양 연

맹이 본래적으로 취약한 것이기 때문에 소련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소련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태평양연맹이 유

럽에서 소련에 대한 미국의 중심을 태평양으로 분산시킬 것이며, 동남

아시아에서 영·미간의 대립을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13)

미국은 1950년 1월, 국무장관 애치슨(Dean Acheson)의 ‘방위선 발

언(defense perimeter)’을 통해서 한국과 대만이 제외된, 알류산열도-

일본-필리핀 등을 아시아의 최종 방어선으로 설정하였고, 류큐열도, 

남방제도, 마르쿠스제도 등을 미국의 장기적 기지로 확보되어야 하며 

적당한 시기에 국제적 인가를 획득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950년

4월 미국은 중국 내전에 불간섭 원칙을 표명하였다. 

20세기 초 미국이 취했었던 태평양에 대한 방어적 자세와 마찬가지

로 전후 미국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이같은 정치적 방어주의는 향후 태

평양 지역의 힘의 공백상태를 소련으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여, 1970년 

이후 소련 해군력의 전략적 중심을 태평양으로 이동시키는 주요 원인

이 되었다.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방어적 자세는 곧 해군력의 약화로 이어졌다. 

미국의 해군력은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시점을 제외하고 태평양 지

역에서 소련과의 본격적인 해군력 경쟁을 실시했던 1970년대까지 지속

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었다. 트루먼 대통령(재임기간, 1945~1953)은 

긴축재정정책과 국내 개혁에 치중하고 있었고 긴축정책은 태평양 해군

력에 영향을 미쳤다. 1950년 미 해군은 공격용 항공모함 16척을 요청

를 필리핀에 알리도록 지시했다. 김정배, “냉전초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태평양 

연맹(Pacific Union)을 중심으로,” 『大丘史學』(제 65권), p.11.

13) 상게서,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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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나 단지 8척만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51년 공군은 공격용 항공모

함을 완전히 폐기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육군은 항공모함을 4척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였으며 해군은 10척의 항공모함을 각각 요청하였다. 

이에 해군은 6척의 운영예산을 배정받았고, 7번째 항공모함은 태평양

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만 배당받았다. 한국전쟁이 발생했을 

때, 단 1척의 항공모함만이 태평양에 배치되었다.14)

나. 대서양 중심의 해양전략 발전

전후 미국의 국가 전략은 ①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 공격 억제, ② 카

리브해를 포함한 북·남미 방어구역 보호, ③ 중앙 유라시아 균형 유

지, ④ 전 세계 정치·경제 이익 관리 등의 세계 패권국으로써 질서 유

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15)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의 

정치적 붕괴와 일본의 패배가 가져온 대서양과 태평양에서의 안보적 

환경은 미 해군으로 하여금 위기 시 군사력의 간헐적 투입이 아닌 항구

적인 ‘군사력의 전방배치(forward force deployment)’로 전환케 하였다. 

태평양에서의 위협의 부재와 미국의 방어적 자세로 인해 힘의 중심

이 대서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공격적 해양전략을 열망했던 미 해

군은, 유라시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서양에서는 공격

적 해양전략, 태평양에서는 방어적 해양전략을 추구하였다.  

1948년 미국의 일반위원회(GB)는 미 해군의 임무를 ① 해양통제,

② 전진기지의 확보, ③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소련 기지 공격과 전

진기지의 거부 등으로 제시했다.16) 소련에 대한 첫 번째 전쟁 계획은 

14) George W. Baer, 김주식 역. 『미국 해군 100년사』(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5), pp. 

591-592.

15) Robert S. Wood, “Fleet Renewal and Maritime Strategy in the 1980s,” p.332.

16) Eric Grove and Geoffrey Till, “Anglo-American Maritime Strategy in the Era 

of Massive Retaliation, 1945-60,” in John B. Hattendorf and Robert S. 

Jordan, eds., Maritime Strategy and Balance of Power: Britain and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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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핀처 계획(Pincher Plan)’이다.17) 이 계획의 주목적은 소련의 

전쟁능력(war-making capacity)을 파괴시키기 위해 신속한 전략공

중공격(strategic air offensive)을 감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공

군은 영국, 인도, 이집트에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해군은 해상교통로

(SLOC) 보호 및 소련 해군을 봉쇄하는 방어적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계획은 1947년 11월 미 합참이 승인한 ‘브로일러 계획(Broiler 

Plan)’, 1948년 ‘크랭크사프트 전쟁 계획(Crankshaft War Plan)’, 

1949년 ‘하몬 보고서(the Harmon Report)’로 발전하였다. 미국은 하

몬 보고서에 소련의 70개 도시를 핵공격을 통해 파괴시킬 수 있지만, 

이것은 소련 산업의 30~40% 정도만 파괴하고 소련 국민의 의지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18) 따라서 미국은 소

련이 가지고 있는 전쟁능력의 핵심 요소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파괴

시키는 것이 전쟁 계획의 핵심으로 판단하였다. 이 같은 공중에서의 핵

공격을 통한 전쟁 계획은 해군의 임무를 방어적 임무로 제한시키고 있

었다.

1949년 10월 미국은 소련의 유럽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오프태클

(Offtacle)’ 계획을 작성했다. 이 계획의 가정은 소련이 공격을 함으로

써 미국에게 전쟁을 강요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

하여 220발의 원자폭탄으로 104개의 도시를 공격하여 소련의 저항의

지와 능력을 파괴시키고 대서양에서는 전략적 공격을 태평양에서는 전

략적 방어를 수행함으로써 소련에게 미국의 전쟁 목적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남중국과 남한이 소련에 의해 침략당할 것으로 간주했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St. Martin’s 1989), pp.275-276.

17) 미 합참은 핀처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대소련 전쟁계획 발전에 

초석이 된 보고서였다. Walton S. Moody, Building a Strategic Air Force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6), p.137.

18) Gian P. Gentile, “Planning for Preventive War, 1945-1950,” JFQ (Spring 

2000),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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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영국의 식민지와 스리랑카, 필리핀은 영·미와 동맹을 맺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시아의 방어에 있어서 핵심은 군사작전 기지로서 오키

나와의 지속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일본을 방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

였다. 즉, 미국의 태평양 해양전략은 일본을 최종 방어선으로 하여 도

서를 거점으로 공군과 해군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서 해군의 역할은 ① 소련과의 전쟁 발생 시 핵폭탄을 사용

하여 전략공중공격 실시, ② 공중공격(영국, 이집트, 오키나와)을 위해 

공군 기지 및 작전해역 보호, ③ 동맹전략을 위해 핵심 지역(서유럽, 

북서아프리카, 중동, 일본) 방어, ④ 합동 전선보급기지(북아메리카, 호

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방어, ⑤ 위에서 언급된 지역

의 방어를 위한 해상·공중 교통로 통제 임무다. 이같이 오프태클 계획

은 해군에게는 방어와 관련된 임무를 부여했다.19)     

대서양 우선주의는 유사 시 미 함대 전력의 배치에서도 나타났다. 미

국은 유사 시 다른 어떤 전구보다도 지중해에 항모공격전단의 신속한 

배치를 계획했다. ‘D’일(1항모+4순양함+16구축함), ‘D+30’일(4항모+6

순양함+28구축함), ‘D+90’일(7항모+6순양함+28구축함) 등의 순으로 

축차적인 해군력 증강을 계획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전함 3척, 경항

모 2척, 순양함 10척, 구축함 50척으로 구성된 상륙전력을 지중해에 

배치 계획을 세웠다. 한편 태평양에서의 해군력 배치는 단지 일본과 오

키나와를 방어하기 위해 순양함 2척(추후 4척으로 증강), 구축함 24척

의 배치만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남태평양은 ‘안잠(ANZAM: 호주, 뉴

질랜드, 말레이시아)’의 지휘 하에 통제되도록 계획하였다.20) 이 같은 

전력 배치는 대서양 우선주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19) Thomas H. Etzold and John L. Gaddis, “Containment: Document on American

Policy and Strategy,” Foreign Affairs (Fall 1978), pp.70-71.

20) Eric Grove and Geoffrey Till, “Anglo-American Maritime Strategy in the 

Era of Massive Retaliation, 1945-60,” pp.27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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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략의 스펙트럼 확대와 해양력 균형

1950년대부터 소련은 해양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소련 해군에 의

한 공격은 대서양뿐만 아니라 태평양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1954년 초에 소련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 능력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

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었다. 소련은 적의 주요 목표물(항

구)을 해상에서 핵미사일을 이용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 1955년 9월,

소련은 처음으로 해상에서 핵 운반이 가능한 미사일을 발사실험 했다. 

실질적인 잠수함 발사 실험을 위해 소련은 1956~57년 세계에서 첫 번

째로 ‘잠수함발사탄도유도탄(SLBM)’ 발사가능한 ‘Z-V Class’를 생산

했다. 1957년 8월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성공, 2개월 후에

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호(Sputnik) 발사, 1958년에는 더 

발전된 골프(G)-급, 호텔(H)-급 잠수함을 생산했다.

소련 해군력의 지속적인 증가는 그동안 미국의 전유물이었고 확신에 

차있었던 해양통제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미국의 해양력 우위를 잠식하

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소간 해양력 균형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가

져왔다.21) 소련 해군력은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소

련의 핵 및 재래식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대량보복 전략은 이상과 현실 

간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으로 표면화 되었다. 억제의 스펙트럼은 신뢰

성이 보장된다면 재래식 군사력까지 포함할 정도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핵무기의 사용에 대한 좀 더 많은 유연성을 필요로 하였다. 소련의 도

전 행위 스펙트럼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

려 요소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다. 

1955년 12월, 미국의 ‘장기목표그룹(the Long Range Objective 

Group; OP-93)’은 첫 번째 보고서에서 소련의 강력한 핵전력과 직면

하고 있는 미국은 제한된 핵무기의 사용을 제기하였고 강력한 재래식 

21) Geoffrey Till, Maritime Strategy and The Nuclear Age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4),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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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의 증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22) 1955년 작전사령관으로 임명

된 버크(Arleigh Burke) 제독은 대량보복 전략을 비판하였고, OP-93

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1958년 1월에는 ‘1970년대의 해군(The Navy 

of the 1970 Era)’이란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하였다.23) 이 보고서에서 

향후 미 해군의 주 임무는 제한전쟁의 억제 및 수행이었다. 대량보복 

전략의 폐기와 유연반응전략으로의 전환은 증강하고 있는 소련 해군에 

대응하기 위한 미 해군의 공격적인 역할 확대를 가지고 오고 있었다. 

즉, 광범위한 스펙트럼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반응(flexible response) 

전략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다.   

1960년 말부터 소련의 해군력이 본격적으로 증강되기 시작하면서 소

련은 자국의 지정학적 취약점을 상쇄시키기 위해 핵심해양공간을 태평

양까지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소련의 핵심해양공간의 확대를 

통한 해상거부능력의 증대는 미 해군으로 하여금 언제어디서나 해양통

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방전개방어(forward defense)라는 유연반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져왔다. 

미국 주도의 해양력 우세의 안보환경에서 소련의 해양력 증대를 통

한 미·소간 균등한 해양력 균형의 출현은 미국으로 하여금 더 유연한 

해양전략을 요구했다. 미국은 먼저 대서양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함으로

써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한 해양전략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1972년

‘스트롱 익스프레스(Strong Express)’ 훈련은 대서양 연안 측면을 방어

하는 유연반응에 초점을 맞춘 훈련으로서 총 12개국에서 함정 300척, 

전투기 700기, 병력 64,000명이 참가하였다. 이 훈련은 상륙훈련, 유

럽 북방 측면을 지원하기위한 연안공군력 투사, 호송임무, 노르웨이해, 

북해, 영국해협에서의 대잠전 등의 훈련을 실시했다. 1977년에는 ‘오션 

22) Norman Friedman, The Postwar Naval Revolution (London: Naval Institute 

Press, 1986), p.49.

23) Eric Grove and Geoffrey Till, “Anglo-American Maritime Strategy in the 

Era of Massive Retaliation, 1945-60,” pp.29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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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리 77(Ocean Safari 77)’ 훈련을 실시했고, 1978년에는 해상기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상수송훈련(Reforger, Wintex, Nifty 

Nugget) 등을 실시했다.24)

1970년대 들어서, 유연반응전략은 무기체계의 발전을 가져왔다. 함

대함·함대공 미사일,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함대간 전술 정보 공유가 

가능한 데이터 링크(communication data links: Link-11) 시스템, 

기뢰전 능력 등의 무기체계를 발전시켰다. 1978년에는 능동소나, 함재

기로부터 발사가 가능한 경어뢰(MK-46 Mod 5 Neartip), 소나부이 

등을 개발했다. 그리고 수중익선유도탄정(Patrol Hydrofoil Missile 

Ship; PHMO)과 수상함의 고속 기동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가변심도소

나를 개발했다. 또한 미국,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서독은 ‘나토 시 

그내트 프로젝트(NATO Sea Gnat Project)’를 통해서 미사일 방어 무

기체계인 데코이(decoy) 시스템을 개발했다. 한편 소련 잠수함 탐지를 

위해 해저 바닥에 송ㆍ수신이 가능한 ‘고정음향탐지체계(the Azores 

Fixed Acoustic antenna)’를 설치하였다.25)

이러한 유연반응 전략은 재래전 능력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동시에 

제한된 핵무기의 사용 또한 계획하였다. 1974년 ‘슐레진저 독트린(the 

Schlesinger Doctrin)’은 ‘제한된 핵무기 옵션(limited nuclear 

options)’을 강조했다.26) 1970년 말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포세이돈(Poseidon) 400기가 나토에 배치되었고, 미국의 항모는 핵공

격 및 전술핵 사용에 대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전후 소련이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모든 전장에서 최대한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미국은 대서양으로 힘의 중심을 이동하여 대서양에

서는 공격적 해양전략, 태평양에서는 방어적 해양전략을 추구하였다. 

24) Eric Grove and Geoffrey Till, op. cit., pp.313-315.
25) Ibid., p.316.

26) Charles A. Sorrels, U.S. Cruise Missile Program: Defense, Deployment and 
Implication for Arms Control (New York, 1983),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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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소련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서양에 접

한 국가들 간의 해양동맹 기구인 나토(NATO)를 창설시켰고 각종 연합 

훈련 등을 통해 공격적 해양전략을 체계화 시켰다. 그리고 핵무기에만 

의존하는 대량보복전략 하에서 소련의 해군력 강화는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미국의 해양전략의 스펙트럼을 확대시켰고, 재래식 군사력의 향

상과 함께 유연반응 전략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한편 태평양에서의 위협의 부재는 미국으로 하여금 정치적 방어주의

를 통한 방어적 해양전략을 유지하게 하였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부

터 소련의 해군력 증가는 미국의 해군력과 점점 더 균형을 유지하게 되

었고 이는 공격과 방어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왔다. 소련의 핵심해양공

간의 확대는 태평양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이것은 곧 미 해군이 성장하

려면 태평양에서의 공격적 역할을 추구해야 하다는 논리를 다시금 주

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4. 소련의 해군력 증강과 미국의 공격적 해양전략

가. 소련의 태평양 진출과 해군력 증강

1) 소련의 태평양 진출과 “핵심해양공간(Blue belt of defense)” 

태평양 지역을 바라보는 소련과 미국의 지정학적 관점은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을 ‘대륙과 대륙 사이, 즉 대륙간

(intercontinental)’ 이란 관점으로 ‘저 곳(over there)’으로 바라보고 

있고, 소련은 ‘대륙 내(intracontinental)’의 ‘집 앞(doorstep)’이란 관

점으로 태평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27) 두 개의 전선(유럽전선, 태평

양전선) 보유, 4,500마일에 이르는 중국과의 국경선 등의 지정학적 취

27) James T. Westwood, “The Soviet Union and the Southern Sea Route,” 

Naval War College Review (Jan-Feb. 1982), p.5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냉전기 太平洋지역 美·蘇간 해군력 경쟁 | 141

약점은 소련의 힘의 중심을 우랄산맥 서쪽 유럽으로 집중시켰고, 상대

적으로 태평양에서는 방어적인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였다. 하지만 태

평양전쟁 후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정치적 방어주의와 이로 인한 이 지

역에서의 힘의 공백에 대한 소련의 인식은 소련의 태평양 진출이라는 

새로운 도전적 안보 환경을 가져왔다.    

소련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은 1960년대 이후 브레즈

네프기(1964~1982)부터 시작되었다. 1904년 러일전쟁 패배 후, 태평

양전쟁 종료 시까지 소련은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브레즈네프기인 1960년대 들면서 소련은 정치·경제·군사적

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곧 태평양 지역에 대한 소련

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소련군은 1965년 태평양 지역에 20개의 사단에서, 1973년에는 45개

의 사단, 1985년에는 미·중 간 데탕트에 대한 대응으로 8개 사단을 

추가로 전개시켜 총 53개 사단으로 증가시켰다. 고정익 전투기 또한 

1965년에는 300기였던 것이 1985년에는 1,700기로 증강 배치되었

다.28) 소련은 전통적으로 태평양 지역에는 탄도미사일 부대를 30%정

도만 배치했었는데, 1970년 말부터 증가 배치하기 시작했다. 1983년 6

월 태평양에 배치된 델타급(D-class) 전략핵잠수함(SSBN)의 비율은 

38.8%였고, 델타급 탑재 미사일 배치 비율은 37.3%였다. 1984년 초에

는 델타급 전략핵잠수함(SSBN)의 비율은 41.6%까지 증대되었다. 이같

은 태평양 지역의 전력 증강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소련의 네 개

의 함대 중 태평양 함대를 제일 큰 함대로 전환시켰다.29)  

소련의 태평양지역에 대한 전략적 관심의 증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30)

28) Michael MccGwire, Military Objectives in Soviet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7), p.164.

29) Ibid., p.175.

30) Abdul Razak Abdullah Baginda, Soviet Military Power and the Asia- 
Pacific Region: A Survey (Malaysia: Regal Publications, 1989), pp. 99-100 

and 1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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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의 군사력 경쟁

이다. 냉전기 미국은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하와이를 본부로 하

는 두 개의 함대(서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7함대, 동태평양 지역을 관

할하는 3함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다. 7함대는 15척의 잠수함(SSN, 

SS), 2척의 항공모함, 23척의 수상전투함, 9척의 상륙함, 그리고 오키

나와에 38,150명의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련이 태평양

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러한 해군력에 대항하는 전략이 필

요하였다. 

둘째, 1970년대 초 소련은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물러날 것으로 인

식하여 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의 공백을 채우려고 하였다. 미국의 베트

남전 패배, 필리핀과 대만에서 전진기지의 미 보유, 주한 미군의 감축 

결정(닉슨독트린), 미소간 전략핵무기감축협정(SALT-Ⅰ) 등의 미국의 

‘스윙전략(swing strategy)’은 소련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서 미국의 후

퇴로 인식하게 하였고, 이렇게 해서 발생된 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의 공

백이 1977년 소련의 태평양 지역의 급격한 해군력 증강으로 이어졌다.

셋째, 중국과의 관계이다. 1950년대 말부터 중소 양국 간의 공산진

영 내 주도권 경쟁으로 동맹체제의 이완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중소 양

국 간의 심화된 갈등은 1969년 우수리강에서 국경분쟁으로 심화되어 

상호 간 돌아올 수 없는 적대관계로 변했다. 1970년대 초부터 소련은 

동남아 국가들의 혁명지원과 동시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

중국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베트남의 캄란만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였다. 

중국은 소련의 압박이 지속되자 1979년 1월 1일에 미국과 국교를 수립

하였다. 곧 이어 소련은 1979년 4월 3일에 중국으로부터 중·소 동맹

조약 폐기를 통보받았다. 따라서 소련은 기존의 동맹관계가 공식적인 

적국의 관계가 되어 위협이 가중되었음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소련은 

동맹국인 중국의 이탈로 큰 전략적 손실을 감당하여야 하는 위협환경

에 직면하게 되었다. 

넷째, 일본과의 관계이다. 1978년 중·일 조약이 체결된다.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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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 관계였던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두 국가 사이의 분쟁의 종

말을 의미했고, 이것은 곧 소련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위협으로 작

용했다. 

다섯째, 지정학적 취약성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소련의 지정학적 취

약성은 네개의 함대가 서로 분리되어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 당시 

소련이 머핸주의를 추구했던 점에서, 곧 머핸의 집중의 원칙에 어긋나

는 전력 배치 개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련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해군력 증

강을 추구하였다.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소련의 태평양 지역 접근 

루트는 육상(철도)과 해상이다. 1960년대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은 철도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하지만 브레즈네프의 ‘남방

해상루트(SSR: Southern Sea Route)’ 정책을 통해서 해상 수송로를 

확보하였다. 

<그림 1> 소련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전략적 접근 루트

※ James T. Westwood, “Soviet Maritime Strategy and Transportation,” 

Naval War College Review (Nov-Dec. 1985), pp.42-5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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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은 1984년 9월 20일, ‘바이칼-아무르철도(BAM: Baikal- 

Amur Mainline)’가 최종 완성되기 전까지는 동과 서를 잊는 유일한 

길은 20세기 초에 건설된 ‘시베리아횡단철도(TRS: Trans-Siberian 

Railroad)’를 이용했다. 하지만 시베리아횡단철도는 5,000마일의 중소 

국경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30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

종 국경 분쟁 시 전략적으로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소 

국경으로부터 110~310마일 이격된 바이칼-아무르를 잇는 철도를 건

설한 것이다. 

최초 ‘바이칼-아무르철도(BAM: Baikal-Amur Mainline)’ 건설을 

위한 결정은 극동지역의 소련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36년

스탈린에 의해 결정되어 1939년에 건설이 시작되었다.31) ‘BAM’ 건설

로 인해 소련의 북해 함대와 태평양 함대를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대양

해군을 건설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약 2,000만 명 정도가 극동 지역에 

거주하였는데, 1928~60년까지 소련 인구의 20%에서 32%, 산업 생산

의 9%에서 27%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극동지역으로의 인구 및 경제력

의 집중이 소련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관심을 증가시키는 계기

가 되기도 하였다.32)    

‘바이칼-아무르철도(BAM: Baikal-Amur Mainline)’는 소련의 공

격잠수함, 수상함, 구축함 등을 보유하고 있는, 소련의 태평양 함대 중 

세 번째로 큰 해군기지인 ‘소베츠카야 가반(Sovetskaya Gavan)’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BAM’의 완성으로 소련은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

적 접근이 전보다 유리해졌고, 취약성 또한 감소하였다.

31) BAM 건설을 결정하기로 한 역사적 배경이 된 최초의 사건은 1904-05년 러일전쟁과 

1918-22년 러시아 내전시 열강들의 개입으로 블라디보스톡에 약 70,000명의 일본군이 

주둔해 있었던 역사적 사건 등을 통해서 소련은 극동지역으로의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

고자 생각한 것이다. James T. Westwood, “Soviet Maritime Strategy and 

Transportation,” Naval War College Review (Nov-Dec. 1985), p.42.

32) C. Bohlen, “Soviet’s Lay Last Rail in New Far East Link,” The Washington 
Post, 30 September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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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61~1981년, 약 20년의 기간 동안 ‘TSR’과 ‘BAM’을 통한 

물자 수송이 78%에서 58%로 감소하였다. 이는 브레즈네프의 ‘남방해

상루트(SSR: Southern Sea Route)’ 정책을 통해서 해상 교통로를 확

보하여 해상을 통해 극동지역으로 물자를 수송했기 때문이었다. 남방

해상루트는 1960년대까지 소련의 해상교통로가 아니었다. 하지만 해상

수송이 철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면에서 더 저렴하고 효율적

이었고 중국과의 분쟁 시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중국의 공격에 직

접적으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이같은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소련은 

‘남방해상루트(SSR: Southern Sea Route)’를 개척한 것이었다. 

해상수송은 크림반도의 오데사(Odessa)에서 지브롤터해협을 통과하

여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루트는 약 17,000마일이고 50일 정도가 소

요되었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게 되면 11,000마일이고 약 32일이 소

요되었다.33) 따라서 소련에게 있어서 남방해상루트(SSR)는 1970년대 

이후 사수해야 되는 국가의 핵심 이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었다. 

소련 태평양 함대는 1932년 4월 21일 탄생되었다. 태평양 함대는 극

동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사령부가 있는 블라디보스톡(2척의 항

모, 해군보병여단), 블라디보스톡의 북쪽에 위치하고 사할린을 감시할 

수 있는 두 번째 큰 해군기지인 소베츠카야 가반(Sovetskaya Gavan), 

나홋카(Nakhodka), 블라디미르(Vladimir), 올가(Olga), 사할린 남쪽에

위치한 코르스코프(Korskov), 아나디르(Anadyr), 마가단(Magadan), 

캄차카반도에 위치해 있고 전략잠수함을 보유한 페트로파블로프스크

(Petropavlosk) 기지 등으로 건설되었다.

소련 태평양 함대 기지들의 지정학적 취약점은 페트로파블로프스크 

기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지들이 오호츠크해의 소련의 연안을 따라 

33) ‘북방해상루트(The Northern Sea Route)’는 일 년 중 해빙기 때인 약 100일 정

도만 이용할 수 있었다. 북방해상루트는 소련의 동과 서를 이어주는 역할보다는 시

베리아 북부 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한 루트로 주로 이용되었다. James T. 

Westwood, “The Soviet Union and the Southern Sea Route,”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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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일본과 미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좁은 수로를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이었다.

‘요새개념(bastion concept)’에 입각한 소련의 해양전략은 전략핵잠

수함을 주요 수단으로 핵심 기지에 배치하여 해상으로부터 접근하는 

미 해군전력을 거부하는 전략이다. 요새개념을 태평양지역에 적용시키

기 위해 소련은 1960년 말부터 핵심해양공간(오호츠크해, 동해, 캄차

카반도해역)을 설정하여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인 해

군력 증강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34)

태평양 지역 핵심해양공간의 역할은 이 공간 내에서 소련 해군의 행

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려 것이다. 소련은 오호츠

크해와 동해를 통제하는 블라디보스톡 해군기지, 쿠릴열도와 캄챠카반

도, 베링해를 통제하는 페트로파블로스크 해군기지 등 두 개의 핵심 기

지를 통해서 핵심해양공간을 통제하였다. 

태평양 지역의 핵심해양공간을 통제하기 위한 소련 해군의 주 임무

는 ① 전략핵잠수함(SSBN)의 보호였다.35) 특히 델타급 전략핵잠수함

이 미국의 주공격 목표물인데, 이 이유는 오호츠크해에서 델타급 전략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사정거리가 

미 본토의 2/3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② 해상으로부터 전개되는 미국

의 공격을 거부하여 소련 본토를 보호하는 것이다. 미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구역은 쿠릴열도를 기준으로 하여 ‘내부방어구역(inner defense 

zones)’과 ‘외부방어구역(outer defense zones)’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방어구역은 오호츠크해, 동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방어

34) Phillip A. Petersen, “The Soviet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Application 

of Military Power,”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34(May-june 1981), 

pp.18-19.

35) James T. Westwood, Power in the Pacific: An Assessment of Security 
Issues between the USSR and Japan, SA-013(Falls Church, Va: E-system, 

1983),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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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은 쿠릴열도로부터 300~400마일 지점에서 미국의 항모를 공격하

는 것이다. ③ 베링해를 통한 미국의 공격을 거부하는 것이다.  

태평양 지역의 핵심해양공간 중에서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은 

오호츠크해이다.36) 태평양에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요새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호츠크해의 확실한 방어가 보장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 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

요한 것은 오호츠크해의 확실한 통제, 즉 핵심해양공간인 ‘청색방어지

대(blue belt of defense)’의 확보였다.37)

오호츠크해는 쿠릴열도가 천연장벽을 형성하고 있었다. 쿠릴열도를 

통과할 수 있는 해협의 평균 수심은 180~900 미터이고, 해협의 폭을 

다 합치면 100마일 이상이다. 소련은 이 지역에 고정탐지시스템(fixed 

detection system), 기뢰, 디젤잠수함 등을 배치하였다. 미국이 오호

츠크해로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서는 항모와 상륙전력을 이용해 쿠릴

열도를 통과해야 된다. 따라서 쿠릴열도는 소련에게 있어서 미국의 접

근을 거부할 수 있는 최전방 전략적 방어 지점인 것이었다. 소련은 

1978년부터 남부 쿠릴열도 네 개 섬에 군사력을 배치하기 시작해서 

1983년에는 10,000명의 병력을 배치하였고, 1983년 여름에는 남부의 

이투루프(Iturup) 섬에 미그-23(MiG-23) 전대를 배치하였으며, 1984년 

36) Michael MccGwire, Military Objectives in Soviet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7), p.170.

37) 청색방어지대는 1966년 4월 1일, 소련 국방부장관인 말리노프스키(Malinovsky)가

제 23차 당 대회에서 “우리의 청색방어지대(blue belt of defense)가 완성되었다”

고 언급하였다. 그는 ‘청색방어지대’의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미·

소 전문가들은 미국의 항공모함 및 전략핵잠수함(SSBN)에 대응하기 위한 ‘청색방

어구역(blue defense zone)’ 및 ‘해군 플랫폼과 무기체계를 통한 방어 시스템

(blue belt)’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색방어지대’는 소련을 봉쇄할 수 있는 핵심해

역인 인도양(Indian ocean), 바렌츠해(the Barents sea) 그리고 태평양의 오호츠

크해(the sea of Okhotsk)를 소련의 핵심방어구역으로 설정하였다. Robert 

Waring Herrick, The USSR’s “Blue Belt of Defense” Concept: A Unified Military
Plan for Defense against Seaborne Nuclear Attack by Strike Carrier and Polaris/ 
Poseidon SSBNs (Virginia: Center for Naval Analyses, 1973),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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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는 40기를 증강 배치하였다.38) 이 같은 핵심해양공간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은 전략적 및 전술적 억제가 가능하고 잠수함발사탄

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을 추적 및 격침시킬 수 있는 대잠능력을 갖춘 전투함, 공격용 

잠수함, 연안대잠항공기, 헬기탑재 항모(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함) 등

으로 구성되었다. 실제로 1965~66년 당시 소련의 핵잠수함 35척 중 

23척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39)

소련은 태평양의 청색방어지대인 오호츠크해를 방어하는 훈련을 

1970년대 들어서 여러 차례 실시했다. 서방세계에 ‘오킨 70(Okean 

70)’으로 알려진 1970년도 소련 해군의 훈련은 태평양 방면에서 대양

해군의 능력을 과시했다. 모스크바의 중앙 지휘부는 4개의 소련함대,

1개의 인도양 전대 그리고 1개의 실질적인 지중해 함대를 지휘했고, 

200척 이상의 수상함과 잠수함이 그 훈련에 참가했는데, 유도미사일 

함정과 헬기 항공모함도 포함되었다. 

1975년에는 ‘오킨 75(Okean 75)’로 알려진 소련의 두 번째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에서는 소련은 ‘오킨 70’ 이래로 5년 만에 소련 해

군이 괄목할 정도로 성장했음을 보여 주었다. 이 훈련기간 동안 총 

220척의 함정과 잠수함이 공격적인 전략을 전개했다. 이 함정들은 자

국 해군의 항공대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그 항공대에는 백파이어

(Backfire)로 불리는 장거리 폭격기도 포함되었다. 백파이어는 2발의 

대함미사일을 장착했으며, 연료를 보급 받지 않은 채 3,000마일을 비

행할 수 있는 항속거리를 갖고 있었다. 이 훈련에서 소련 함대는 일본, 

필리핀 해, 동지나해, 캼차카반도 등 1,500마일의 방어지역을 넘어선 

곳에서까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38) Drew Middleton, “Soviet Strategic Region,” New York Times, 2 September 1983.

39) “Stuart Loory from Moscow,” New York Herald Tribune, 2 April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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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00해리 방어 개념과 해군력 발전

브레즈네프기(1964~1982) 소련 해군은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머핸주

의적 해양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대대적인 해군력 증강을 추진하

였다. 이는 1956년부터 1985년간 소련 해군총사령관을 지낸 고르시코

프 제독에 의해 수립된 소련의 국가 해양력 증진을 목표에 둔 해양전략 

추진에 따른 결과였다. 고르시코프는 영국 오브제독의 해양 거부론에 

기초한 대륙적 해양전략사고에 머핸 제독의 해양통제사상을 발전시켜 

소련이 대륙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즉 대

서양과 태평양 등 인접 해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해양지향

적 국가전략을 추진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세적 해군

력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고르시코프의 해양전략 사상을 기반으로 한 브레즈네프기 소

련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와 불가피하게 핵전쟁을 하게 될 경우를 

상정하고 해군력을 성장시켰다. 이에 따라 소련의 해군전략은 미국의 

전략핵잠수함과 항공모함 기동전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그 초점

이 맞추어졌다. 소련 해군은 평시에 적의 전략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유사시 적의 해군력이 본토를 공격하고자 하

는 의도를 보일 때, 이를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즉응전력을 갖추는데 집

중하였다.40)

1960년 이후부터 소련 해군은 공격(해양통제)과 방어(해양거부)의 임

무를 강조하였다. ① 전략 핵공격을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략핵잠

수함(SSBN) 보호, ② 미국의 공격에 대한 소련 본토 및 동맹국 방어, 

③ 육상작전 지원, ④ 적의 해상교통로(SLOC) 차단 등의 임무를 강조

하였다. 태평양 지역에서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련은 핵심해양공

간(오호츠크해+동해)에서는 해양통제를 실시하고 이후 1,000마일 지

역까지는 해양거부 전략을 실시하는 1,000해리 방어 개념을 도입하였

40) Bryan Ranft and Geoffrey Till, The Sea in Soviet Strategy,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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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1)

소련 태평양 함대의 주 임무는 바다로부터 접근하는 미 항모의 공격

을 거부하고 소련의 전략핵잠수함(SSBN)을 보호하는 것이다. 미 항모

의 접근을 거부하기 위해 소련은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잠수함

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과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공대함미사일(ASM: 

Air-to-Surface Missile)을 개발했다. 특히, 공대함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배저(TU-16 Badger), 백파이어(TU-22M Backfire), 비어

(TU-95 Bear), 블라인더(TU-22 Blinder) 등의 폭격기를 개발하였

다. 그리고 소련은 전략핵잠수함(SSBN)의 75%를 작전, 25%를 수리 

개념으로 운용하였다. 작전 중에 있는 전략핵잠수함은 3주 이내에 어

디든지 배치할 수 있었다. 따라서 1,000해리 해상방어구역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고 전략핵잠수함의 생존성을 향상시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잠수함, 수상

함, 전투기, 미사일 등의 무기체계의 발전은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

면서 1,500해리 방어 개념으로 발전하였다.42)

1970년대에 소련은 태평양 함대와 그 지원기지들을 신속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증강했다. 1974년, 소련 해군력 중 잠수함 24%, 수상함 

26%, 해군 항공기 10%의 해군력이 태평양 함대에 배치되었고 소련 전

체 해군력의 20%가 태평양 함대에 배치되었다. 소련은 1980 중반부터 

잠수함 및 항모 전력을 증강시켰다. 그리고 <표 3>에서 보면 1987년대

에는 소련 전체 해군력의 약 32%가 태평양 함대에 배치되었고 이 증강

된 전력 중 대잠전 능력과 전략핵잠수함(SSBN: Nuclear Power 

Ballistic Missile Submarine) 전력을 강화했다. 특히 소련은 약 

3,000마일의 작전거리를 갖춘 약 400대의 지상발진 백파이어

(backfire) 전략폭격기를 주요 연안지역에 배치하여 미국 해군을 위협

41) CIA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11-15-82/D, Soviet Naval Strategy and 
Programs through the 1990s(1983.3), p.121.

42) Ibid.,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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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도 오호츠크해 방어를 위한 훈련을 실시했는데, 

1985년 9월, 소련은 대규모의 상륙군을 일본 홋카이도에 상륙시키는 

연습을 하였다. 이 훈련에는 백파이어 폭격기, 노보로시스크 항모를 포

함한 20척의 잠수함 및 수상함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 

태평양 함대에 최초로 소련 ‘항모전투그룹(CBG: Carrier Battle 

Group)’이 배치되었다. 이 전투그룹의 구성은 항모(노보로시스크) 1척, 

카라(Kara)급 순양함 3척, 크레스타(Kresta)급 순양함 1척, 크리바크

(Krivak)급 호위함 1척, 크리바크(Krivak)-Ⅱ급 호위함 1척, 보리스 

치리킨(Boris Chilikin)급 군수지원함 1척 등으로 구성되었다. 1985년 

이 항모전투그룹은 일본을 돌아서 블라디보스톡까지 평균속력 18노트

로 기동하였다.  

<표 3> 소련 함대 해군력 비교, 1987 

구분 북해 발틱 흑해 태평양

SSBN 37 - - 25

SSB 2 6 - 7

SSGN 30 - - 20

SSG 8 3 1 4

SSN 50 - - 25

SS 45 30 30 30

항모 1 - 1 2

순양함 9 1 7 11

구축함 18 9 14 12

호위함 8 6 7 11

경순양함 2 2 3 4

구축함 2 2 7 9

총계 212 59 70 160

출처: Jane’s Fighting Ships, 19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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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태평양 지역 공격적 해양전략

1) 태평양에서의 공격적 전략 개념 발전 

과거 20년 동안 소련 해군력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었고, 이

에 반해 미 해군의 군사력 수준은 감소하고 있었다. 1970~1980년 동

안에 미 해군 함정 척수는 총 847척에서 538척으로 감소하였고, 병력

은 675,00명에서 535,000명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미 해군력의 감축과는 달리 미 해군의 전략적 사고는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고, 공식적인 해양전략의 탄생이 이 시기

에 이루어졌다. 

1946~1975년 기간 동안 미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군사력의 사용

에 있어서 총 215건의 군사력 사용 중 81%인 177건이 해군력의 사용과 

관련이 있었고, 177건 중 절반 이상이 항모의 투입과 관련된 사건이었

다.43)

그리고 1975~1984년 기간 동안 71건의 군사력 사용 중 81%인 58건

이 해군력의 사용과 관련이 있었고, 58건 중 35건이 항모의 투입을 통

한 작전이 이루어졌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전략핵군은 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재래식 군사력이 정치적 목적 해결에 더 큰 역할을 하였

다. 1946~1975년 30년 기간 동안 미국은 대외 관계에서 19차례의 사

건에서 핵군사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1975~1984년 기간 동

안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핵무기의 실질적인 사용은 없었다.44) 이처

럼 냉전은 머핸이 전혀 발전시키지 못했던 평시 해양력의 정치적 사용

에 관한 영역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었다.45)

43) Barry M. Blechman and Stephen S. Kaplan, Force Without War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e, 1978), pp.38-41.

44) John B. Hattendorf, The Evolution of the Maritime Strategy, 1977-1986
(Newport, Rhode Island:  Naval War College Press, 2004), pp.3-4.

45) Geoffrey Till, Maritime Strategy and The Nuclear Age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4), pp.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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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초부터 구체화되고 있었던 소련 해군력의 증가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미국 해군과 능력 면에서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까지 

발전되고 있었다. 소련의 해군력 발전을 직시하고 있었던 미 해군은 만

약 소련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장은 북서태평양과 북대서양에서 

일어날 것이고 소련의 전략핵잠수함(SSBN)은 바렌츠해와 오호츠크해 

등 핵심해양공간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판단했다.46) 소

련 해군력의 지속적인 성장은 그동안 미국의 힘의 중심이 대서양에 집

중되어 있었던 것을 태평양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었다. 

미 해군은 소련이 해상에서 항공작전 능력 향상과 전략핵잠수함

(SSBN) 보호를 위해서 ‘키예프급(Kiev-class)’ 항모를 핵심으로 사용

할 것으로 판단했다. 왜냐하면 소련은 제 2타격 능력 유지 그리고 협상 

국면에서 소련에 유리한 협상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재래전 단계 또는 

초기 핵타격 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보류하고자 하는

‘유보전략(withhold strategy)’을 수행할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

었다.    

미 해군은 이같은 소련의 전략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 가지 영역에서의 변화를 주장했다. ① 소련의 전략핵잠수함(SSBN)

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래식 무기로써 해양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 보

유, ② 소련의 핵심해양공간 내에서 미 해군의 효과적인 억제 능력 향

상을 위해서 장거리, 원격 대잠전 무기체계 보유, ③ 소련의 핵능력을 

고려한 미 해군 독트린의 재평가 필요성이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 이같은 안보환경과 인식의 변화는 미 해군으로 하여금 공격적 독

트린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베트남 전쟁 이후 미 해군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46) James M. McConnell, “Strategy and Missions of the Soviet Navy in the 

Year 2000,” in James L. George, ed., Problems of Sea Power as We 
Approach the Twenty-First Century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1978),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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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972년까지 미 해군은 매년 42척의 함정 건조를 계획했으나, 실

질적으로 1968~1975년까지 매년 12척만이 건조되었다. 이전 10년 동

안 미 군함은 947척에서 478척으로 감소되었고 1976년 국방예산은 

1940년 이후 가장 낮은 24.8%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포드

(Gerald R. Ford, 재임기간 1974~1977) 대통령은 미 해군력 우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미 의회는 포드 행정부의 해군력 증강에 대

한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미 해군은 공격적 독트린의 전략

적 사고를 계속 발전시켰다. 

해군참모총장 줌왈트(Elmo Zumwalt, 재임기간 1970~1974) 제독

은 미 해군이 소련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군평가단(the 

Navy Net Assessment Group)’을 설치하고, 5개년 장기 정책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젝트 2000(Project 2000)’을 지원했으며 

미 해군대학의 교과과정을 개정하여 전략적 사고의 확대를 위해 노력

했다. 그리고 코켈(William Cockell) 대령에 의해 작성된 ‘1970년대 

미국의 태평양-인도양 전략(U.S. Strategy for the Pacific-Indian 

Ocean Area in the 1970s)’ 보고서는 태평양 지역을 전략적 독립 전

장으로 간주하였다.47) 이 보고서는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인도양에서 

미국의 주요 해군기지로써 판단했고, 페르시아만에서 극동지역에 이르

는 해상교통로를 전체적인 하나의 핵심 관리 지역으로 구분했다. 

한편 미 해군력이 어느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적 사

고 또한 발전했다. 1975년 국방장관 슐레진저(James Schlesinger, 

1973~1975)는 미 해군력의 최종 목표를 575척, 1976년 국방장관 럼스

펠드(Donald Rumsfeld, 1975~1977)는 600척, 1977~1978년 국방장

관 브라운(Harold Brown, 1977~1981)은 425~500척의 해군력 건설

의 목표로 설정했다. 600척 건설에 대한 기준은 미래 소련과의 전쟁을 

47) John B. Hattendorf, The Evolution of the Maritime Strategy, 1977-1986
(Newport, Rhode Island:  Naval War College Press, 200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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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판단이었고, 가장 낮은 400척의 군사력 건설 기준은 미 해군이 

단지 평화유지 작전 및 소련 해군이 개입하지 않은 분쟁을 위한 목적으

로 한 건설이었다. 참모총장 할로웨이(James L. Holloway Ⅲ, 재임기

간 1974~1978)는 미 해군이 소련 해군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평시 전

방전개를 통해서 해양통제 및 군사력 투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600척 해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1982년 해군성 장관 레먼(John 

F. Lehman, jr)은 600척 해군을 승인하였다. 

미 해군은 소련 해군의 작전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이 항모전투전단이라고 판단했다. 전시 해양통제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도전하는 적 세력(소련 해군력 및 지원기

지)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이러한 공격적 행동을 위한 가

장 효율적인 수단이 항모전투전단이라고 판단했다. 소련의 지정학적인 

취약점을 이용하고 항모를 활용한 해군력의 공격적 운영은 소련을 방

어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응하게 한다는 것이 미 해군의 공격적 전략이

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전력이 600척 해군 개념이었다. 

600척 개념의 공격적 전략 운용을 위하여 미 해군은 현재 총 12척의 

항모로 태평양(2), 지중해(2), 인도양(1)에서 작전 중인 항모 전력을 태

평양(3), 지중해(3), 인도양(2) 등 3척의 항모를 증강시켜 총 15척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48) 3척의 항모 증강은 이를 구성하는 수상

함 26척, 군수지원함 8척 등 추가적인 증강을 필요로 한다. 

한편 항모를 포함하지 않고 독자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군사력

의 운용에 있어서 유연성이 가능한 4개의 수상전투단(SAG: Surface 

Action Groups) 창설을 제안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뢰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현재 25척 보유하고 있는 

기뢰전함(1960년 중반에는 100척 보유)을 적어도 31척까지 증강시키는 

48)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Building 
a 600-Ship Navy: Costs, Timing, and Alternative Approaches (Mar. 1982),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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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제안했다. 1970년대 동안 미 해군에서 공격적 전략 개념의 확

대는 항모전투단과 수상전투단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이 개념은 ‘해상

타격전략(Sea Strike Strategy)’과 ‘시플랜 2000(Sea Plan 2000)’ 개

념으로 나타났다. 

2) 해상타격전략(Sea Strike Strategy)

‘해상타격전략’과 ‘시플랜 2000’은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 전쟁

에서 유럽의 중부 전선(대서양)에 대한 집중과 해군의 제한된 역할을 

강조하는 카터 행정부의 국방 정책에 대한 미 해군의 반대 입장이 내포

된 계획이다. 

해상타격전략의 기본 개념은 헤이워드(Hayward) 제독이 1976~ 

1977까지 미 7함대 사령관으로 재임 시 구상되었다. 헤이워드 제독이 

미 7함대 부임 시, 7함대는 단일통합작전계획(SIOP: Single Integrated

Operation Plan)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계획에서는 소련 

해군 및 태평양의 지정학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이 계

획은 유연반응전략을 기본 전략으로 하여 분쟁 발생 시 대서양에 집중

하기 위하여 태평양의 군사력을 대서양으로 전환시키는 ‘스윙전략

(swing strategy)’을 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헤이워드는 태평양 해

양전략의 재검토를 지시했다.49)

헤이워드의 목적은 소련과의 전쟁 시 전쟁계획 발전의 가장 효과적

인 수단으로써 태평양 함대를 미 해군전략 내에 위치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전쟁 준비와 태평양 함대의 전비태세 상태에 관심이 있었

다. 이 당시 태평양 함대는 공격적인 전쟁 계획이 없었고 단지 방어적

인 계획만 존재했다. 헤이워드는 태평양 함대의 유연성을 위해서는 신

뢰성 있는 공격 계획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49) John B. Hattendorf, The Evolution of the Maritime Strategy, 1977-1986
(Newport, Rhode Island:  Naval War College Press, 2004), pp.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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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워드는 캄차카반도와 동시베리아에 구축되어 있는 소련 해군기

지에 대한 공세적 타격을 위한 계획을 검토했다. 해상타격전략은 최초 

소련과 재래전 발발 시 미 태평양 함대의 작전계획으로 시작되었다. 이 

전략은 태평양 함대가 현재 운용이 가능한 전력으로 소련의 페트로파

블로스크, 블라디보스톡, 쿠릴열도에 대한 분쟁 초기 공격을 위한 계획

이었다. 태평양 함대는 페트로파블로스크 기지로부터 동·남쪽 각각 

500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4개의 공격용 항모로 구성된 전투그룹을 형

성하고, 소련 목표물의 50% 파괴를 목적으로 두 방향에서 약 100기의 

함재기로 공중 공격을 실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해상타격

전략은 전면전 계획에 의해 필요에 따라 태평양 전력을 대서양으로 이

동(swing)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포함하였다. 즉, 태평양 

지역에서 공격적 해양전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소련이 약 101,000명의 병력을 극동지역에서 유럽으로 신속

히 수송할 수 있는 공중수송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미 

해군의 해상타격전략은 극동지역의 소련 병력을 유럽으로 전개되는 것

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이었고, 태평양 국가들로 하여금 소련의 태평양 

진출에 대응하여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

는 전략이었다. 또한 해상타격전략은 미 태평양 함대 전력의 즉각적인 

사용을 전제로 하였고, 동시에 유럽으로 전개되기 위해 요구되는 30일

간의 비효율적인 대기기간 대신에 알래스카와 미 서부해안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같은 전략의 변화는 미국의 안전보장이사

회에서 작성되는 국가전략의 변화를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다. 

3) 시플랜 2000(Sea Plan 2000)

1977년 1월, 지미 카터 대통령 취임과 함께 해군성 장관에는 클레이

터(W. Graham Claytor Jr.), 해군성 부장관에는 울시(R. J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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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lsey)가 임명되었다. 이들은 카터 대통령의 방위정책 보고서인 

‘PRM-10(Presidential Review Memorandum-10)’이 전략을 수행하

기 위한 해군의 임무와 역할, 해군력 건설 등의 수준이 현실을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1977년 8월 1일, 미 국방부 차관은 해군에

게 전투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해군의 임무와 군사력 구조 등에 대한 검

토를 지시했다. 미 해군대학 소속의 고등연구센터(the Center for 

Advanced Research) 연구원인 웨스트(Francis J. West, Jr.)를 책임

자로 하고 10명의 해군장교와 2명의 해병대장교로 구성된 ‘시플랜 

2000 연구 그룹(the Sea Plan 2000 Study Group)’이 조직되었다. 

클레이터는 이 연구를 위한 인식으로써 미 해군은 태평양전쟁 이후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역할보다 미래에는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

고, 수상함은 이지스(Aegis) 전투체계에 의해 생존성이 향상될 것이며 

소련과의 대결에서는 유연성과 균형을 갖추어서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해군의 공격적인 임무는 평시 해군력의 전진배치

를 통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소련과의 경쟁에서 해상우세를 달성하

여 소련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이었다.      

나아가서 시플랜 2000은 미 해군은 소련과의 전쟁에서 소련 함대를 

격파하고 어떠한 장소라도 소련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

인 역할이라고 제시하면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상, 수중, 공중

에서 공격적인 작전을 계획해야 되고 해상교통로(SLOC) 보호나 동맹

국 지원 등의 임무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50) 책임자인 웨스트 또한  태평양에서 미 해군은 공격적인 

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시플랜 2000은 1978년 3월 

해군성 장관 클레이터에 의해 승인되었다.  

50) Office of the Secretary of the Navy, Sea Plan 2000: Naval Force Planning
Study (Mar. 1978),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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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전략 형성 :‘전방전개 해양전략(Forward Maritime Strategy)’

1978년 6월 헤이워드(Thomas B. Hayward, 1978~1986) 제독의 

해군참모총장 취임은 그동안 태평양 지역에서 공격적 해양전략을 추구

하고자 했던 미 해군의 전략적 사고를 더욱더 확대시키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 전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

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헤이워드는 1979년 1월 ‘참모총장 

전략 개념(CNO Strategic Concepts)’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미 해군은 공격적인 능력을 갖추어

야 한다. 소련 해군의 능력은 미국과 동등할 정도로 향상되고 있고, 작

전범위 또한 태평양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핵심해양지역

을 통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는 소련 해군력

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② 지금의 미 해군력은 소련 해군력보다 수적으로 우세하고 앞으로

도 그럴 것이다. 이같은 해상에서 우세를 유지하는 동력은 항공모함과 

해상에서의 생존성에 놓여있다. 따라서 미 해군은 소련 해군과의 ‘미러 

이미지(mirror-image)’를 지향해서는 안되고 언제나 우세를 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추구해야 된다. 

③ 미 해군은 기술적 우세와 동맹국과의 협조를 유지해야 한다. 

④ 미국은 소련의 지리적 취약점과 방어적 정체성을 이용해야 된다. 

⑤ 미 해군은 현재 있는 자산으로 전투수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시

간·장소·위협에 대한 통제를 위해 방어적 전략이 아닌 공격적이 전

략을 수립해야 된다. 

⑥ 태평양의 군사력을 유럽으로 전환시키는 스윙전략은 시대착오적

이다.

⑦ 현재 미 군사력은 서태평양, 지중해, 북대서양, 노르웨이해, 인도

양 등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따라서 미국은 핵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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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우선순위를 둬야하고 이러한 지역에 대해 축차적인 통제 필요

하다.    

정리해보면, 미 해군이 5개 전구(서태평양, 대서양, 지중해, 노르웨

이해, 인도양)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개의 전투 함대가 필요

하고, 한 지역에서 소련을 격퇴시키기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소련을 

격퇴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가진 해군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51)

헤이워드는 해군성 부장관을 지낸 머레이(Robert J. Murray)를 책

임자로 한, ‘전략연구그룹(Strategic Studies Group; SSG)을 창설했

다. 1981년 8월 31일 전략연구그룹(SSG)의 첫 모임에서 머레이는 향후 

미 해군이 추구해야 될 ① 단기 공격적 전략과 ② 장기 공격적 전략이

란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소련과의 전쟁에서 우

세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러한 개념을 구

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략연구그룹(SSG)은 여러 기관 및 장교들

과 인터뷰 및 공청회를 실시했다. 

미 해군성 장관 레먼(John Lehman)은 전략연구그룹(SSG)과의 인

터뷰에서 미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미 해군만이 소련의 위협

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지정학적 요소들을 고려한다

면 15척의 항모를 운용할 수 있는 600척 해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

다. 500척 이내로는 미국은 세계 전쟁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없고,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핵심 지역을 포기해야 된다고 했다. 만약 그렇게 된

다면 소련은 미국의 힘의 공백 지역으로 전력을 투사할 것으로 판단했다.

전략연구그룹(SSG)은 ‘전방전개 해양전략(a Forward Maritime 

Strategy)’ 개념을 발전시켰다.52) 이 개념에서, 해군력은 전쟁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억제가 실패한다면 전방지역에 신

51) Thomas B. Hayward, “The Future of U.S. Sea Power,” Proceedings, vol. 

105, no. 5(May 1979), p.66.

52) John B. Hattendorf, op. cit., p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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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군사력을 투사하는 해양전략을 수행함으로써 소련과의 전쟁을 미

국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종결지을 수 있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군력이 태평양과 유럽에서 해상교통로(SLOC)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

양통제를 달성한다면 다양한 전선에 신속히 군사력을 투사하는 해양전

략은 통상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소련의 전투수행 의지, 소련군의 중

부전선 집중, 신속한 승리에 대한 야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소련이 적대행위를 시작하기 전 소련의 핵심해양공간 

내에서 소련 해군력의 팽창을 억제하는 것이다.  

1982년 6월, 왓킨스(James Watkins, 1982~1986) 제독이 헤이워

드 후임으로 참모총장에 보직되었다. 왓킨슨은 해군 단독만이 아닌 미

국 전체를 고려한 해양전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는 1982년 10월

14쪽의 “해양전략에 대한 보고서(Memorandum on Maritime 

Strategy)”를 발간하였다.53) 그는 해군의 임무를 ① 해상교통로를 보

호하여 전장지역으로의 접근을 확보하는 것, ② 미국의 측면을 보고하

고 소련의 측면을 노출시키기 위해 해상에서 공세적인 작전 필요(소련 

함대 격침, 핵심 거점 지역 보호), ③ 해군은 직·간접적으로 지상 전

투를 지원하여 전선 안정화 필요(전술항공, 상륙작전, 동맹국과의 협동

작전), ④ 소련의 전략적 자산에 대한 공격(소련으로 하여금 시간이 지

나면서 그들의 궁극적인 전략적 수준 감소 인식) 등으로 정리하면서 전

략의 개념을 확대시켰다. 

한편 태평양 전구에서의 미 해군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① 

미 본토 방어, ② 태평양 해상교통로(SLOC) 방어, ③ 소련 해군 격파, 

④ 소련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등이다. 그리고 태평양 전구에서 소련과

의 대결 시, 미국은 알류산 열도와 필리핀 북부로 동시에 진격하여 소

련 군사력을 중국 국경지역으로부터 분산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53) “Memorandum on Maritime Strategy,”(Center for Naval Warfare Studies: 

the Newport Paper,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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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련의 태평양 핵심해양공간 최종 방어선인 쿠릴열

도를 일본과 연합을 통해 봉쇄하여 소련을 억제시킨다는 전략을 계획

하였다. ‘최상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the best defense remains a 

good offense)’ 개념이 전방전개 해양전략의 핵심이었다. 

소련의 태평양 진출과 미국의 전략개념의 확대는 공격적 해양전략 

개념인 전방전개 해양전략을 탄생시켰고, 3단계의 국면 전개로 개념화 

할 수 있다.54)

첫째, 전쟁의 억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잠수함과 같은 대잠전 

전력의 전진 배치, 소련 해군 기지 봉쇄를 통한 소련 잠수함의 기동 억

제, 항모의 전진 배치, 상륙전력의 전진 배치 등을 통하여 소련과의 전

쟁을 억제하는 것이다. 

둘째, 주도권 유지 단계이다. 만약 억제가 실패한다면 주도권 유지를 

위해서는 가능한 신속히 해군력을 전개시켜 핵심 해역에서의 해양통제

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전쟁 수행 단계이다. 해양통제의 확보, 적 연안 목표물에 대한 

직접적인 항모공격과 상륙전력 사용과 함께 공격을 전개한다. 소련 본

토에 대한 직접적인 재래식 공격을 실시하여 승리를 달성한다. 

왓킨슨은 이같은 3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미 해군의 공격적 해양전

략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55) ① 소련으로 하여금 미국

과의 전쟁은 국지전이 아닌 세계 대전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

어주어 소련의 공격적인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② 소련 해군을 파괴

하여 적의 의지를 무력화 시킨다. ③ 항모와 상륙전력을 이용하여 소련 

군사력의 재배치를 제한하여 지상전에 영향을 주어 소련의 지정학적 

취약점을 증대시킨다. ④ 핵무기의 상호 교환, 직접적인 소련 본토에 

대한 공격 위협 등과 같은 전략을 통해 전쟁을 미국에 유리하도록 종결

54) Linton F. Brooks, “Naval Power and National Security: The Case for the 

Maritime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vol.11, no. 2(Fall 1986), pp.65-66.
55) James D. Watkins, “The Maritime Strategy,” Proceedings(Jan. 1986),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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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는다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미국의 해양전략의 변화는 머핸 이래로 

해군이 평시에 그처럼 종합적인 교리를 제시한 적은 없었다. 미국의 해

양전략은 왓킨스(James D. Watkins: 1982.6~1986.6) 해군참모총장

의 꾸준하고 혁신적인 지휘하에서 발전되었으며, 레먼(John F. 

Lehman Jr: 1981. 2~1987.5) 해군장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채택되었

다. 그러는 동안 레이건 대통령과 와인버거(Caspar Weinberger: 

1981.1~1987.11) 국방장관은 해군이 그 해양전략을 실행하도록 허용했

으며, 따라서 마지막으로 고조된 냉전기간 동안 해양력의 적절성을 부

활하도록 허용하였던 것이다. 

5. 결론 

앞의 논의를 통해 이 글에서 말하고자하는 바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국가 간 힘의 메커니즘은 철저하게 해양공간을 통한 해양지정학적 원

리로써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작용과 반작용,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 

작동하고 있는 태평양 지역은 ‘기존 힘(현상유지국가)’의 공백은 곧 ‘다

른 힘(도전국가)’의 유입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1970년 중반 이후 미국과 중국의 화해에 따른 데탕트 도래, 베트남 

전쟁 패배에 따른 반전 분위기 고조 그리고 소련의 대양해군 건설 추진 

등으로 양국간 해군력 우위가 반전되었다. 1969년 7월 25일, 소위 ‘베

트남 신드롬’ 극복을 위한 ‘닉슨 독트린’에 의해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동맹국과의 안보 분담을 제시하였으며 미국의 군사력 부담을 완

화시키는 고립주의 대외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 

행정부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다. 1977년 카터 행정부는 전임자 포드 

행정부가 제시한 1978년부터 1982년 간 해군력 건설 계획 전력을 1/2

로 대폭적으로 삭감하였고, 계획되었던 니미츠급 항공모함 4번함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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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도 취소시켰다. 반면 소련 해군력은 약 1,700척으로 증강되었다.

태평양에서 이와 같은 미국의 수세적인 전략은 소련에게 태평양 지

역의 힘의 공백상태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1970년대 들어 소련은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머핸주의적 해양전략을 적

극적으로 채택하여 대대적인 해군력 증강을 추진하였다. 이는 1956년

부터 1985년 까지 29년간 소련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고르시코프 제독

에 의해 수립된 소련의 국가 해양력 증진을 목표에 둔 해양전략 추진에 

따른 결과였다. 철저한 머핸주의자인 고르시코프 제독은 소련이 대륙

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서양과 태평양 등 인

접 해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해양지향적 국가전략 추진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세적 해군력 건설을 추

진하였다.  

태평양 지역에서 소련의 도전에 대한 미 해군은 태평양 해양전략을 

방어적에서 공격적으로 전환시켰다. 미 해군은 소련 해군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평시 전방전개를 통해서 해양통제 및 군사력 투사 능력을 갖

추기 위해서는 600척 해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전후 방

어적인 계획만 존재했었던 태평양 전략을 재검토하여 공격적인 계획인 

‘해상타격전략’을 계획하였고,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어떠한 장소라도 

미 해군의 전방 전개를 통해서 소련 해군의 접근을 거부하는 ‘시플랜 

2000’ 등의 공격적인 해양전략을 수립했다. 

한편, 참모총장 헤이워드 제독은 ‘참모총장 전략 개념(CNO Strategic

Concept)’을 제시하여 미 해군이 공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고 판단하였고, ‘전략연구그룹(SSG)’를 통해서 해군의 역할을 억제를 

유지하고, 억제가 실패한다면 주도권을 유지하며, 공격적 작전을 통해 

전쟁을 승리고 이끌어야 한다는 공격적 해양전략인 전방전개 해양전략 

개념을 구상하였다.

즉, 소련과 미국의 공격과 방어라는 물리적 힘의 메카니즘은, 냉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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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힘의 공백에 대한 소련의 인식은 소련으로 

하여금 핵심해양공간인 오호츠크해의 방어를 위한 태평양 함대의 증강

을 가져왔고, 이러한 안보딜레마에 의한 군비경쟁은 현상유지를 추구

하고자 했던 미국의 방어적 해양전략을 공격적으로 전환시켰던 것이다.

21세기 현재 태평양 지역은 해양공간을 통해 미·중 간 첨예한 대립

을 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 기간뿐 아니라 태평양 전쟁 기간 중에도 이 

지역에서 힘의 공백을 발생시킴으로써 도전국으로 하여금 세력 전이의 

희망에 대한 빌미를 마련해 주었다. 이같은 두 번의 경험은 미국으로 

하여금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해양

전략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답을 줬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미국은 자신들의 선언만큼 공격적인 해

양전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이것은 곧 중국의 거센 도전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태평양 지역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강대국 간 해양지정학적 메

카니즘이 작동한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더 공격적인 해양전략을 추구하려 

할 것이고, 중국은 자신들이 한계를 느낄 때까지 군사력을 증강시킬 것

이다. 

한편 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같은 현상은 한국의 해양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전략은 위협이 존재하고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북쪽에서 오는 주적인 북한의 위협, 

서·남·동에서 오는 중국과 일본의 잠재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즉, 

한국은 바다의 관점에서 보면 전방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의 해양전략은 북한의 위협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방위 위협을 거

부할 수 있는 해군력을 건설하는 것이다. 즉, 한국의 해양전략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핵심해양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공세적 거부전략

을 건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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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aval Power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Russia 
of The Pacific in the period of Cold War 

– Focused on the Change in the Maritime Geopolitical Recognition -

Jung, Gwang-Ho

In the Pacific region, the mechanism of the power between inter-nation 

is acted on a maritime geopolitical principle through a crucial maritime 

sphere. In other words, the mechanism have been opera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such as  the action-reaction, the balance of offense-defense, 

resulted in the occupying of new challenging power at the vacancies of 

other power in the pacific region.

Since the mid 1970s, the dominance of the naval for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en reversed due to the arrival of detente according 

to the reconciliation of the U.S. and China, the rising of a reversal atmosphere 

following the defeat of the Vietnam War, and the construction of the Soviet 

navy. In the pacific region, such an U.S. defensive strategy gives the 

Soviet Union a blank of power recognition in the Asia-Pacific ocean. Based 

on this recognition, the Soviet Union navy has reinforced a naval power. 

The U.S. navy has converted defensive maritime strategy into offensive 

maritime strategy(sea strike strategy, sea plan 2000) against the Soviet 

navy’s challenge. The U.S. navy argued that a naval force of 600-ships 

would be needed to maintain a balance with the Soviet navy, take maritime 

control and have military power projection capability through its forward 

deployment in the peacetime. the U.S. navy has planed a offensive plan 

the ‘maritime strike strategy’ and the ‘maritime plan 2000’ that denied 

access to the Soviet navy. In other words, in the pacific region, the 

mechanism of the physical force of offense and defense in the U.S. and 

Soviet navy was developed as follows.

The Soviet perception of U.S. powerlessness in the Cold War has brought 

the Soviet Union to the pacific fleet’s increase to defend the crucial maritime 

sphere in Sea of Okhotsk Sea, and as a result, the U.S. navy has conve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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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ive maritime strategy into offensive maritime strategy.

Keywords : maritime strategy, crucial maritime sphere, maritime geo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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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사변시기 중국 관영언론의 인식과 대응

-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 

이재령*

1. 머리말

2. 난징국민정부 초기 직영언론의 현황

3. 만주사변 이후 《중앙일보》의 시국인식

4. 《중앙일보》의 대일방책

5. 맺음말

1. 머리말

1920년대 후반 난징국민정부(이하 난징정부로 약칭)는 북벌을 끝내

고 쑨원(孫文)에 의해 제시된 훈정(訓政)으로 진입하였다. 이것은 혁명

시기에 당이 국가를 관리하는 ‘이당치국(以黨治國)’의 통치체제로 최종

단계인 헌정을 준비하는 예비과정이었다. 그동안 군사적 물리력을 통

치수단으로 삼았던 군정에서 벗어나 국민당을 정점으로 각종 정책과 

법령에 따라 국가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 과정에서 일당지배체제

* 단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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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당화, 합리화하는 정책 홍보와 국민당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삼민

주의를 사회 각 방면에 뿌리내리는데 선전수단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북벌이 끝난 후로도 장제스(蔣介石)의 군축에 반발한 옌시산

(閻錫山), 펑위샹(馮玉祥), 광시계(廣西系) 등 지방 군벌세력과의 내전

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당내에서도 장제스의 개인권력 강화에 반대한 

후한민(胡漢民), 왕징웨이(汪精衛) 등의 저항이 거세었다. 이러한 혼돈

양상은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갈등구조를 낳았

고, 언론계에는 새로운 변화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에 

국민당 중앙은 물론 지방당부와 군벌, 당내 파벌마다 제각기 신문․잡지

를 경쟁적으로 발간하였으며, 시사 뉴스에 관한 국민들의 욕구가 고조

되면서 민영언론도 급속히 성장하였다. 특히 《신보(申報)》·《대공보(大

公報)》 등 상업일간지는 1920년대를 거치면서 재정적으로 건실해지고 

여론의 영향력도 전국 범위로 확대되었다.1) 이후 언론계는 발행주체에 

따라 국내외 정치·경제·외교 등의 현안마다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

였고, 그 과정에서 《민국일보(民國日報)》·《중앙일보(中央日報)》 등의 

국민당 직영신문들도 관영언론의 한 축을 형성하였다.  

난징정부시기 언론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직영언론의 확대였다. 

국민당은 북벌과정에서 자체 언론매체를 갖기 시작했는데 훈정에 들어

서면서 《중앙일보》․중앙통신사․중앙방송국 등 독자적인 보도체계를 갖

추었다. 1931년에는 당·정·군이 직접 운영하는 신문이 전체의 7할을 

차지하였다.2) 이런 상황 속에서 난징정부 언론계는 외형상 당보, 정부

1) 난징정부시기 신문발행이 급증하여 1927년 628종, 1933년 867종, 1935년 1,736종

으로 십여 년 만에 세 배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발행지는 대부분 상하이(上海)․베이

징(北京)․텐진(天津)․난징(南京)․우한(武漢) 등 몇몇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역간 편차가  

컸고, 난징을 둘러싼 장쑤(江蘇)․저장(浙江)지역이 새로운 언론중심지로 부각되었다. 

趙君豪, �中國近代之報業�, 商務印書館, 1939. 98쪽. 이 시기의 언론계 현황은 이

재령, �현대중국과 지식인-난징국민정부의 교육․언론정책과 지식인의 대응�, 신서원, 

2003. 111~120쪽. 참조.

2) 許煥隆, �中國現代新聞史簡便�, 河南人民出版社, 1988. 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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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군사지 등의 관영언론 이외에 국민당내 파벌과 공산당 및 기타 정

파의 신문·잡지, 민영상업지, 외국신문 등 운영주체가 서로 다른 언론

매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1930년대 들어서 난징정부는 반장세력을 제거한 후 대내적으로 중앙

집권 및 통일정책과 공산당 토벌에 주력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불평등

조약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런데 1931년 9월 18일 만주(滿洲)에

서 시작된 일본의 침략행위는 중국 국민의 위기감과 애국심을 자극하

였고 언론의 역할과 비중을 강화시켰다.3) 또한 대외적 요인에 의한 국

난상황은 아직까지 불완전한 난징정부의 정치 통합과 국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하였다. 

이제 막 전국적인 통일정부를 세운 장제스는 만주사변 직후 군사

력에 의한 신속한 대응보다 “선안내후양외(先安內後攘外)” 정책을 내세

워 공산당 섬멸에 주력하였다. 당내의 다른 정파들도 일본 침략에 대해 

각자 의견을 개진하면서 정치적 군사적 위상 변화를 꾀하였다. 언론계 

역시 지난(濟南)사건, 만보산(萬寶山)사건, 대수해(大水害), 중촌(中村)

사건 등의 현안마다 적극적으로 보도, 논평하며 시국에 대응하였다. 따

라서 만주사변 전후 중국신문들의 현실인식과 대응은 훈정시기 중국 

언론계는 물론, 국내 정세변화와 동북아 지역질서를 이해하는데 중요

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동안 만보산사건이나 만주사변 등 일제침략을 둘러싼 한․중 양국의 

인식과 대응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이루어졌다.4) 특히 만주사변의 전

주곡인 만보산사건에 관한 발생배경, 진행과정, 상호인식 및 언론논조 

등을 정리하여 일제의 침략성을 밝히거나 한국독립운동과의 연관성을 

3) 李在鈴, ｢1930년대 초반 中國 民營言論의 時局認識 ―《신보》․《대공보》의 安內攘

外論을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硏究� 第18輯 (중국근현대사학회, 2003. 6) 

49쪽.

4) 중국 9․18역사박물관이 2000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九一八”硏究�는 매년 만주사

변과 관련된 연구논문을 십 수편씩 발표하여 주요한 성과물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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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였다.5) 또한 만주사변, 상하이사변, 화베이(華北) 분리공작, 중

일전쟁으로 이어진 일제의 침략행위에 대한 난징정부의 대응과 언론동

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6) 그 가운데 만주사변시기 언론동향에 

관해서는 《재생(再生)》·《신보》·《대공보》·《성경시보(盛京時報)》와

�독립평론(獨立評論)� 등의 관련기사들을 분석하여 난징정부와 각계각

층의 시국인식 및 대응양상을 정리한 성과들이 있다.7) 또한 1930년대 

초반 《신보》와 《대공보》의 대일논조를 상호 비교하여 민영언론의 현실

인식을 파악하거나,8) 《대공보》와 《익세보(益世報)》의 관련사설을 사회

학적 시각에서 분석하였고,9) 《신보》·《대공보》·《중앙일보》의 보도경

향과 사론을 정리한 성과들이 있다. 이런 연구는 만주사변에 관한 주요 

신문의 논조를 심층 분석하여 당시 시국상황과 각계 반응을 이해하는

데 유효하고, 몇몇 신문을 비교함으로써 여론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

5) 박영석, �만보산사건연구� 아세아문화사, 1978 ; 이재령, ｢난징국민정부시기 중국의 

한국인식 –만보산사건에 관한 여론동향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제31집 (2004, 

8) ; 손승회, ｢만보산사건과 중국공산당｣, �동양사학연구� 제83집(2003. 6) ; ----, 

｢만보산사건과 중국의 언론｣, �역사문화연구� 28집 (2007. 10) ; ----, ｢1931년 식

민지 조선의 배화폭동과 화교｣, �중국근현대사연구� 41집 (2009. 3).

6) 유신순 지음, 신승하 옮김, �만주사변기의 중일외교사� 고려원, 1994 ; 沈予, �日本

大陸政策史(1868~1945)�,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 中國社會科學院中日歷史硏

究中心 編, �九一八事變與近代中日關係-九一八事變70周年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 참조.

7) 王毅, ｢九一八事变后知识分子民主言说的特色 —以1930年代《再生》为中心｣, �社会科

学论坛�, 2009, 8 :温文芳. 袁飞, ｢《申报》史料中的九一八事变考述｣, �兰台世界�

23, 2011 ; 郑大华, ｢理性民族主义之一例:九一八事变后的天津《大公报》｣, �浙江学刊�

4, 2009 ; 齐辉, ｢《盛京时报》与九一八事变｣, �民国档案� 3, 2009 ; 齐辉. 李晶晶, 

｢"九一八"后《盛京时报》的宣传策略｣, �新闻爱好者（上半月）� 9, 2009 ; 叶彤, ｢九一

八事变前《盛京时报》的报道策略｣, �新闻传播� 9, 2009 ; 赵继刚, ｢试析胡适民族主

义思想特点 —以1931至1937年间《独立评论》对日言论为线索｣, �高等函授学报（哲学

社会科学版）� 4, 2011.

8) 이 글에서는 ‘안내양외’의 순서와 방법을 검토하고, 안내의 실천과정으로서 초공전

과 내정개혁에 관한 두 신문의 시각차를 분석하여 민영언론의 대응양상을 다루고 

있다. 이재령, 위의 글(2003), 참조 

9) 全驁頡, ｢九一八事變對報紙社論影響的硏究-1927年-1937年 《大公報》和《益世報》社

論的社會學分析｣, 南開大學硏究生院, 碩士學位論文, 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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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연구대상과 방법이 민영언론으로 치우쳐 직영언론에 관한 검

토가 미흡하고, 분석대상이 사설에 한정되어 신문마다 제각기 다른 편

집방향과 보도형식, 기사내용 등을 분석하여 전체여론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직영신문에 대한 평가가 국민당의 ‘목구멍과 혀’로 

비유되어 독자적 주장이나 시대에 대한 고민이 없는 하수인, 대변인이

란 일방적 해석뿐이다.10)   

이 글은 만주사변시기 중국 언론계의 시국인식과 대응양상을 규명하

기 위해 동시기 국민당 중앙당보였던 《중앙일보》의 보도기사와 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장에서는 난징정부 초기 직영언론의 현황

을 정리하고, 3, 4장에서는 만주사변이후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와 사

론 및 각종 칼럼을 토대로 직영언론의 시국인식과 대일방책을 분석할 

것이다. 이 연구는 만주사변시기 국민당의 ‘부저항노선’이라 일컫는 일

치단결, 질서 있는 항전준비, 국제연맹의 외교 간섭, 대일경제단교, 정

신력 강화, 장기저항 등의 대일방침들이 직영언론을 통해 중국 국민에

게 어떻게 전달, 인식되어 수용 또는 저항의 형태로 나타났는지 확인하

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1930년대 국민당의 훈정통치가 지녔던 본

래 의미와 《중앙일보》를 통해 드러난 실체의 간극을 규명함으로써 난징

정부에 대한 인식 폭을 넓힐 것이다. 

2. 난징국민정부 초기 직영언론의 현황

쑨원 사후, 장제스는 군사력을 배경으로 국민당의 실권을 장악했지

만 언론 홍보면에서 국민당내 다른 파벌보다 우세하지 않았다. 1차 국

공합작시기 광저우(廣州)․상하이에서 발행된 《민국일보(民國日報)》는 

10) 周朋暢, ｢九一八事變後的報界輿論及其政治訴求-《申報》·《大公報》·《中央日報》三

報社論比較硏究-｣, 華中師範大學歷史文化學院, 碩士學位論文,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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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당보로서 왕징웨이파와 시산회의파가 이미 장악하였고, 국민당 

우파의 기관지로 1927년 3월 상하이에서 재발간되었다. 같은 시기에 

공산당의 선전활동도 아주 뛰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장제스는 “신문은 

국민의 교사이고, 신문의 언론보도는 국민심리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 만약 올바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은 잘못된 길로 들어

서 국가의 앞날에 큰 위험이 닥치게 될 것”이라며 언론의 역할을 강조

하고 신문․잡지에 관한 관리를 본격화하였다.11)

북벌을 끝낸 국민당이 “본당의 언론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공산당을 

찬성하지 않으며 공산당파 및 최근 제3당과 몇몇 작은 조직들의 선전

도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언론통제방침을 밝히면서 직영언론의 

역할을 강화하였다.12) 당시 언론계에서 국민당이 발행하던 신문․잡지의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당은 “국민들이 볼만한 신

문․잡지가 극히 드물다. 비교적 역량을 갖춘 신문·잡지는 대부분 상업

성에 치우쳐 있고, 현재 우리에게 동정적이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으리

란 보장이 없다”13)면서 당보의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섰다. 

1928년부터 국민당은 전국적으로 당보를 만들기 시작하여 북벌이 끝

난 후 각 지역신문의 60~70%를 차지하였고, 중앙 및 지방의 당·정·

군 기관이 앞 다투어 직영 신문․잡지를 발행하였다. 난징정부의 직영언

론은 크게 두 종류였는데 국민당 각급 당부의 선전부와 개인당원이 운

영하는 것으로, 모두 중앙선전부의 비준을 받아 발간되었다.14) 이밖에 

군보(軍報)와 각 지역 실력자들이 발행한 신문들 중 국민당에 부속되어 

있거나 지도를 받는 것이 많았다. 

난징정부시기 국민당 중앙의 당보였던 《중앙일보》는 1926년 겨울 광

11) ‘蔣主席對記者之演辭’, 《中央日報》, 1929. 7. 11.

12) 何民魂, ｢談談中國的新聞事業｣, 《上海民國日報》, 1928. 10. 6.

13) 愼予, ｢黨應確定新聞政策｣, 《中央日報》, 1929. 3. 30.

14) ｢修正指導黨報條例｣, 中國第二歷史檔案館 編, �中華民國史檔案資料滙編� 第五輯 

第1編, 文化(1), 江蘇古籍出版社, 1994(이하 �檔案資料�).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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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에서 창간되어 1927년 2월 한커우(漢口)로 옮겨 발행되었고, 이듬

해 2월 다시 상하이로 이전하였다. 초기에 《중앙일보》는 국민당 좌파의 

영향력이 강하여 장제스와 난징정부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우한 분공

(分共)이후 공산당에 반대하였으며, 닝한(寧汉) 합작으로 발행이 정지

되었다. 그러나 직영언론을 강화하려던 국민당 중앙이 5만 위안을 출

자하여 상하이 《상보》의 자산을 구입하고, 동로군전적총지휘부 정치부 

주임 판이즈(潘宜之)가 사장, 펑쉐페이(彭学沛)가 총편집을 맡아 1928년

2월 1일 다시 발행되었다.15) 이 때《중앙일보》의 편집방향은 “국민과 함

께 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며, 삼민주의의 선전”을 핵심으로 삼았

다.16) 그러나 편집진에 포함된 펑쉐페이 등 국민당 좌파의 영향력이 여

전히 컸음으로 장제스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이었다. 

1928년 6월 국민당 중앙상무위원회가 당보의 발행, 관리, 재정 보조

에 관한 <당보설치조례>·<당보지도조례>·<당보보조조례> 등을 제

정, 공표하였는데 직영신문에 대한 국민당 중앙의 관리감독권을 강화

하려는 목적이었다.17) 또한 《중앙일보》의 발행지를 수도 난징으로 옮

기는 조례가 제정되어 1929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외형상 당보 

역할을 충실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장제스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

도였다. 

국민당은 직영언론의 관리를 위해 1931년 3월 24일 <당보지도수정

조례>를 제정하고 발행주체에 따라 각급당부 선전부와 개인당원의 당

보로 구분하여 모두 중앙선전부장의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였다.18) 이 

15) �中央日報�의 창간일과 관련하여 1928년 1월 1일(曾虛百, �中國新聞史�, 臺北 : 

三民書局, 1966), 2월 1일(賴光臨, �七十年中國報業史�, 臺北 : 中央日報社, 

1981), 2월 10일(穆逸群, �中央日報的甘二年�, 北京 : 中央廣播電視大學出版社, 

1987 ; 復旦大學新聞系 新聞史敎硏室 編, �簡明中國新聞史�, 福建人民出版社, 

1986) 등 세 가지 주장이 있다.

16) 何应钦은 발간문에서 “与民更始, 摈弃共产理论, 进一步宣传三民主义, 准备宣传方

案, 打倒一切恶势力”을 《중앙일보》의 5대 임무로 제시했다. 周朋暢, 위의 글, 17쪽.

17) 方漢奇, 위의 책, 352쪽.

18) �檔案資料�, 87~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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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중앙일보》의 사장은 국민당 중앙선전부장인 예추창(葉楚傖)이 겸

임하였고, 총편집은 옌션위(嚴慎予), 부간편집은 왕핑링(王平陵)이 맡

았다. 아울러 당내파벌로부터 고른 지지를 얻기 위해 편집위원회 위원

으로 후한민·우즈휘이(吳稚暉)․다이지타오(戴季陶)·리스청(李石曾)·

천부레이(陳布雷)·예추창·차이위안페이(蔡元培)·양신퍼어(楊杏佛)·

쉬잉(石瑛)·샤오리즈(邵力子)·판공잔(潘公展)·뤄자룬(羅家倫)·푸스

녠(傅斯年)·샤오위안충(邵元沖)·마인추(馬寅初) 등 주요 인사들을 총

망라하였다.19)

《중앙일보》가 난징으로 이전한 후, 국민당 중앙과 각 지방 실력자 간

의 대립이 격화되자 중앙당보로서 언론방침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당

의(黨義)를 명확히 밝히고 국책을 선양한다. 국민당 중앙을 옹호하며 

반대파를 척결하여 당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가의 근본을 옹호한다.”

는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반장세력을 제압하고, 국민당 중앙의 통제력

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공산당은 물론 계계(桂系), 개조파(改组派), 펑

위샹, 옌시산 등 당내 파벌을 제압하고 장제스의 지지여론을 구축하는

데 충실하였다. 사상적으로는 쑨원의 삼민주의와 지난행이(知难行易)

론을 바탕으로 국민 교화에 힘썼고, 공산주의나 의회주의와 같은 다른 

정치사상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이었다.20)

훈정 실시이후 《중앙일보》는 정치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졌고 자금

도 충분했지만 만주사변 이전까지 다른 민영신문에 비해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신문사의 규모나 인력, 설비가 빈약하여 경영면에서 시

장경쟁력을 갖춘 《신보》·《대공보》·《익세보》 등과 경쟁할 수 없었다. 

제도적으로도 국민당의 언론관리가 민영언론의 통제를 애초에 목표로 

삼았지만 직영신문인 《중앙일보》에 먼저 피해를 입혔다. 또한 국민당을 

19) 穆逸群, 위의 책, 122~123쪽.

20) 이 때문에 국민당을 유일한 정치중심으로 삼아 훈정지배를 정립함으로써 장제스의 

일인지배를 현실화 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方漢奇, 위의 책, 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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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치성 선전기사와 관련보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시국 논평이

란 언론 고유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더욱이 엄격한 당보 편집방침과 보

도제한 규정 등은 《중앙일보》의 취재범위와 보도내용 등을 경직시킬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중앙일보》는 국민당의 선전도구로만 비춰져 

구독률이 낮았고 독자와 거리가 멀어짐으로써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만주사변을 계기로 침체되었던 《중앙일보》가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의 만주 침략에 대응하여 《중앙일보》는 

관영언론으로써 위상을 십분 활용하며 대일여론을 생성, 확산, 주도해 

나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신문의 발행부수나 광고가 다른 민영신문을 

압도하며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1928년 2월 재발행 초기에 8천부에 

불과했던 발행부수가 1930년대 초반 3만부 이상으로 늘어나 상업적 경

쟁력까지 갖추게 되었다.21)  

1931년 11월 10일 국민당 제3기 중앙집행위원회 제2차 임시전체회의

에서는 <선전방략개선안>과 <중앙당부조직개선안>이 마련되었다. 주

요 내용은 시국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중앙선전부 관할의 《중앙

일보》와 도서관·인쇄소·방송국 등을 분리시켜 중앙상무위원회 직속

으로 변경시킨 것이다.22) 이 조치는 관영언론을 직접 통제하려는 장제

스의 의도가 작용한 결과였다. 본래 국민당 중앙의 신문 사업은 중앙선

전부에서 관할하였는데, 역대 부장들이 장제스의 직계 인물이 아닌 까

닭에 자신이 장악하고 있던 중앙상무위원회 관할로 바꾼 것이다. 또한 

외형상 직영언론의 독립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당의 선전도구라는 어용 

색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었고,23) 직영언론의 재정 보조에 

21) 方漢奇, 앞의 책, 356쪽.

22) �檔案資料� 政治 (2), 306~311쪽.

23) ｢各地黨報應切實整頓幷避用民國日報名稱案｣, 武偉, ｢十年內戰時期國民黨新聞思想

化政策初探｣(復旦大學新聞界 碩士論文, 1985), 37쪽. (方漢奇, 위의 책, 365쪽.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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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정부 부담을 줄이는데도 유리하였다.24) 그러므로 만주사변이후 

《중앙일보》 및 기타 직영언론의 관리체제가 독립성을 띠게 된 것은 국

난상황에서 난징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가 합치된 결과였다.  

여기에 힘입어 중앙일보사는 1932년 9월부터 석간인 《중앙야보(中央

夜報)》를 창간하였고, 같은 해 11월 주간지인 《중앙시사주보》도 발간하

였다.25) 당 중앙의 직영지로서 위상이 확고해진 《중앙일보》는 민영신

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지원과 각종 취재편의를 제공받으며 

신속히 발전하였다. 나중에는 난징·여산(廬山)·충칭(重慶)·창사(長

沙)·쿤밍(昆明)·꾸이양(貴陽)·청두(成都)·푸지엔(福建)·안후이(安

徽)·광시(廣西)·선양(瀋陽) 등 열 두 곳에서 발행되었다. 언론내용에 

있어서 《중앙일보》와 중앙통신사를 비롯한 국민당의 직영언론은 반공

을 전면에 내걸었고 모든 분야에 걸쳐 당치를 강조하였으며, 장제스의 

개인권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만주사변이후 《중앙일보》는 대일

항전의 국가담론을 견인하고 항일여론의 흐름을 선도함으로써 직영언

론의 위상을 확고히 한 것이다. 

3. 만주사변 이후 《중앙일보》의 시국인식

가. 일치단결과 질서 있는 항전준비

만주사변 이후, 난징정부의 초기대응과 대일정책을 둘러싼 민영언론

과 관영언론의 시각 차이는 컸다. 반장세력 및 공산당과 싸우고 있던 

24) 당시 난징정부는 국민당 중앙과 省市․直轄市의 당보 47 곳, 통신사 17 곳에 매년 

180만원을 지출하였다. ｢中央宣傳會新聞宣傳報告｣, ｢武漢日報等提出的以報養報案｣, 

武偉, 위의 글, 35~37쪽. (方漢奇, 앞의 책, 365쪽. 재인용).

25) 穆逸群, 앞의 글,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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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정부는 일본군의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내부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중국 최대의 민영지인 《대공보》와 《신보》는 서로 다른 시국인식과 대

응책을 내놓았다. 텐진에서 발행되던 《대공보》는 ‘양외(攘外)’를 위해 

국내의 안정과 통일이 우선이란 ‘선안내론(先安內論)’을 주장하였다. 그

리고 장기항전의 필요성과 함께 “(국민에게) 부끄러움을 알려주어 싸우

도록 하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에게 재앙을 안겨준 국민당을 질책하고, 

구국의 방법을 탐구한다.”는 대일방침을 제시하였다.26)

상하이에서 발행된 《신보》는 항일만이 국가존망의 근본책이라며 ‘선

양외론(先攘外論)’을 주장하고, 항일구국을 위한 여섯 가지 방안을 제

시했는데 “민권을 제고한다. 청렴한 정부를 만든다. 민중을 무장시킨

다. 실업계획을 실행한다. 교육을 발전시킨다. 재난지역을 부흥시킨

다.”는 내용이었다.27)

두 민영신문은 국내를 안정시킬 방안으로 초공전(剿共戰)을 핵심으로 

삼았던 장제스와 달리 내정개혁, 민권보장, 농촌부흥 등을 중시하였다. 

다만 《신보》는 안내를 양외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한 반면,《대공보》는 초

공의 유효한 수단으로 판단한 것이 달랐다. 북벌이 끝난 뒤 내정개혁을 

통해 부강한 국가 건설을 공동 목표로 삼았던 《대공보》와 《신보》는 일

본의 만주 침략에 맞서 ‘선안내후양외’ 정책을 내건 난징정부와 협력 혹

은 긴장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28)

같은 시기 국민당 중앙 당보로서 관영언론을 주도한 《중앙일보》는 

일본의 침략에 대해 정부와 당의 입장을 밝힐 책임이 있었다. 《중앙일

보》의 첫 반응은 9월 20일자 신문에 “일본군 선양․창춘(長春)·잉커우

(營口) 점령”이란 제목으로 일본의 만주 침략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깨

26) 賈曉慧, �《大公報》新論 -20世紀30年代《大公報》與中國現代化�, 天津人民出版社, 

2002. 21~22쪽.

27) 宋軍, �申報的興衰�,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6. 138쪽. 

28) 두 언론의 시국대응에 관해서는 이재령, 위의 글(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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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는 심각한 파괴행위란 보도였다.29) 같은 지면에서 중국군은 중앙

정부의 명령을 받들어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있으며 주일 영국대사 및 

각국 대표들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같은 날짜의 사론은 

“큰 재난이 코앞에 있고 나라가 곧 망할 지경인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면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면서 “죽을 결심으로 마지막

까지 분투하자”라는 항전 의지를 밝혔다.30) 긴급 소집된 국민당 중앙

집행위원회 임시상임위원회에서는 ｢각급당부에 알리는 글｣을 통해 전

국의 동지와 동포들에게 “반드시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외부의 적

을 물리치자”라고 국민당 중심의 일치단결을 강조하였다.31)

9월 21일자 신문은 당내 반장세력인 후한민을 비롯한 광둥파와 함께 

국난을 극복하자면서 “일본의 침략에 맞서 국내의 모든 정치세력이 정

성으로 단결하여 국난을 이겨내자”라는 요지의 국민당 중집위 성명서

를 게재하였다.32) 또한 일본군의 점령지 반환을 요구한 외교부장 왕정

팅(王正廷)의 기자회견과 상하이·베이핑·한커우·전장(鎭江)·창사·

타이위안(太原) 등 전국의 민중들이 일본의 침략에 맞서 항전을 결의한 

내용을 보도하였다.33) 9월 22일자 사론은 일제가 동북지방을 호시탐

탐 노린지 삼십년이나 되었으며 근래 중촌사건 이후 침략행위가 노골

화되었다면서 전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였다.34) 같은 날 국제연맹의 중

국대표 스자오지(施肇基)가 일본군의 폭행에 맞서 국제사회의 조속한 

간섭을 요구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였다.35)

일본군이 만주지방을 침략하자 가장 먼저 조직적으로 반일여론을 일

으킨 집단은 국민당의 각급당부였다. 9월 22일자 《중앙일보》는 난징·

29) ‘日軍占領瀋陽長春營口’, 《中央日報》, 1931. 9. 20.

30) ｢以必死之決心作最後之奮鬪｣, 《中央日報》, 1931. 9. 20.

31) ‘中執會臨時常會’,《中央日報》, 1931. 9. 20.

32) ‘中央電粤請共赴國難’,《中央日報》, 1931. 9. 21.

33) ‘外部二次嚴重抗議’, 《中央日報》, 1931. 9. 21 : ‘對日暴橫’, 《中央日報》, 1931. 9. 21.

34) ｢精誠團結共赴國難!｣, 《中央日報》, 1931. 9. 22.

35) ‘施肇基向國聯提出’, 《中央日報》, 193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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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한커우와 장쑤성(江蘇省) 등 지방당부에서 보내온 대일항전 전

보를 소개하였다. 그 내용은 공통적으로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국난

을 극복하자는 것이었고, 상하이시당부는 조속히 실지를 회복하고 군

대를 파견하여 항구를 보호하자는 적극적인 방안까지 내놓았다.36) 그 

다음날도 난징시 국민당원들이 비장하고 열렬한 당원대회를 개최하여 

반일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 집회에서 장제스·다이지타오 등

은 전 국민의 정성 단결로 항일과 구재에 나설 것을 호소하였고, 당원

들도 당 중앙의 적극적인 대일작전 준비를 요청하였다.37)

전국 각지에서 반일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국민당 지방당부들은 “절

개를 지키다 죽을지언정 구차한 삶은 살지 않겠다. …… 난징정부를 옹

호하여 국난을 이겨내자”라고 주장하였다.38) 광둥성당부는 당 중앙에 

“평화통일, 공산당 척결, 일본 반대”를 당면과제로 제시하였고, 후베이

성당부는 “무력을 집중하여 항일을 준비하자”라고 주장하는 등 당 중심

의 항전여론을 모아갔다.39) 이때부터 《중앙일보》는 국민당의 각종 기

념식을 취재, 보도하면서 “(중화)민국과 본당은 동일한 생명으로, 당원

은 마땅히 당을 구할 단결된 정신으로 나라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여 

당과 국가를 일체화시키며 당원들의 단결과 항일의지를 북돋았다.40)

이처럼 만주사변 직후 《중앙일보》는 지방당부의 항일여론을 전하는 형

식으로 국민당 중앙이 대일항전을 주도하도록 여론몰이를 해나갔다. 

이것은 국민당 중앙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항전시기 당과 직영언론

을 하나로 묶어 국민여론을 유도, 생산, 선도하는 전형이었다.

만주사변을 맞아 가장 격렬하게 반일정서를 드러낸 집단은 교육계로 

《중앙일보》에 상세히 보도되었다. 사변이 발생한 후 난징의 각급학교는 

36) ‘日兵强占東省 全國奮起共赴國難’, 《中央日報》, 1931. 9. 21.

37) ‘悲壯熱烈之京市黨員大會 反日空氣異常緊張’, 《中央日報》, 1931. 9. 23.

38) ‘全國各地反日益熱’, 《中央日報》, 1931. 10. 2.

39) ‘和平統一剿共反日’, 《中央日報》, 1931. 10. 4.

40) ‘國難中本黨與黨員’, 《中央日報》, 193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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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항일운동에 나섰는데 중앙대학, 금릉(金陵)대학, 문화학원, 삼

민중학, 종영중학, 경관고등학교 등의 학생 및 교직원들이 집회를 열고 

일본에 분개하면서 “내쟁을 중단하고 일치하여 외부의 적을 몰아내자”

라고 주장하였다.41) 그 다음날 난징시내 학생들은 중등이상 학교에 반

일구국단을 조직하기로 결의하였고, 시교육국도 <반일선전방안>을 서

둘러 제정하였다.42) 중앙대학․금릉대학․문화학원 등을 비롯한 난징시교

육계는 학생군사훈련을 실시하여 무장구국을 준비하며 국제연맹의 공

정한 처리를 호소하는 글을 연일 발표하였다.43) 또한 난징시내 각 학

교의 항일구국회가 주축으로, 전국학계대표대회를 개최하고 “일치단결

하여 국난을 이겨내자”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중앙대·금릉대 등의 교직원들까지 참여하였고, 독일·영국 등 

해외에서 유학중인 중국학생들은 의연금을 보내왔다.44) 10월로 접어들

면서 중앙대에 의용군인 십인단(什人團)이 사십여 개 조직되고, 여학생 

삼십여 명은 별도의 구호단을 편성하였다.45) 학생들의 항일운동은 학

생의용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아래 진행

되었다.46) 이후 《중앙일보》에 각급학교의 항일회 조직 및 반일운동이 

지속적으로 소개되었는데 “반드시 당 중앙의 규정을 준수하고, 학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고려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질서 있

는 항전’을 제기하였다.47)

언론계도 만주사변이후 곧바로 반일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9월 

20일 대일외교후원회를 조직하여 국민당 난징시당부와 토론회를 개최

41) ‘日寇東省群情憤慨’, 《中央日報》, 1931. 9. 22.

42) ‘京市學生一致抗日’, 《中央日報》, 1931. 9. 23. 

43) ‘首都敎界熱烈反日’, 《中央日報》, 1931. 9. 24.

44) 《中央日報》, 1931. 9. 26 ; ‘首都各界抗日救國會 一致團結共紓國難’, 《中央日報》, 

1931. 9. 27.

45) ‘中大義勇軍什人團’, 《中央日報》, 1931. 10. 1.

46) ｢本市學生義勇軍總檢閱｣, 《中央日報》, 1931. 11. 9.

47) ‘學生救國運動 須遵守中央之規定’, 《中央日報》, 1931. 10. 9 ; ｢靑年之救國責任｣,

《中央日報》, 193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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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일본의 침략으로 참혹하게 희생당한 동북지역민들을 애도하였

다.48) 그 다음날 수도신문계 대일외교후원회는 “민중을 환기시켜 함께 

국난을 이겨내자”라는 통신전문을 발표하고, 국제연맹에 “정의를 주장

하며 세계평화가 보장되기 바란다.”라는 전보를 보냈다.49) 이후로도 

일본군의 침략행위가 계속되자 난징언론계는 일본외교후원회에 다시 

중지 요청을 하였다. 10월 1일자 《중앙일보》 보도는 “정부당국이 공산

당 토벌과 재난구제로 바쁜 틈새에 일본은 대규모 군대를 파병하여 우

리 영토를 점령했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신의를 포기하고 국제 권고

를 따르지 않으며 저지른 폭행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라고 맹비난하였

다. 아울러 중국은 영토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정

당 방위할 것이라고 밝혔다.50) 이러한 언론계의 초기대응은 국민당의 

대일노선에 충실한 것으로 국민의 일치단결과 외교적 해결 등 비폭력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국민당 중앙선전부가 수시로 언론계 인

사들을 초청하여 정부의 방침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데 따른 결과였

다.51)

난징의 시민들도 각종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반일여론을 조성하며 조

직적으로 대응하였다. 9월 23일 육십만 명의 난징시민을 대표한 농민․

공인․상인․부녀자들이 공설운동장에 모여 일치단결하여 죽음으로서 반

일에 나설 것을 맹세하는 반일구국대회를 개최하였다.52) 9월 22일자 

《중앙일보》는 난징시정부의 장충다오(張忠道)가 “일본군의 침략으로 동

북 각지의 동포들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것은 중국 역사상 큰 치욕”이라

고 비분강개한 치사를 장문임에도 불구하고 전재하였다.53) 같은 날 부

간(副刊)에는 왕핑링(王平陵)의 ｢일본이 먼저 세계평화를 깨뜨렸다｣, 

48) ‘爲東北各地被日軍慘殺的同胞誌哀’, 《中央日報》, 1931. 9. 21.

49) ‘首都新聞界對日外交後援 通電喚起民衆共赴國難’, 《中央日報》, 1931. 9. 22.

50) ‘首都新聞界對日外交後援會昨電請’, 《中央日報》, 1931. 10. 1.

51) ‘中宣部昨 招待新聞界’, 《中央日報》, 1931. 10. 2.

52) ‘今晨九時在公共體育場市擧行市民抗日救國大會’, 《中央日報》, 1931. 9. 23.

53) 《中央日報》, 193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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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런지에(丁人傑)의 ｢우리나라 국경의 개황｣, 시카고대학 동아시아역

사교수 맥네어(H. E, Macnair)의 �만주 –삼각형의 각축｣ 등 세 편의 

글이 게재되었는데 만주사변으로 관심이 고조된 국제적 책임논란, 중

국영토의 현황, 만주 상황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54) 그뿐 아니라 난징

시의 상회․농회․청년구국단 등 수많은 단체들이 직능별로 반일회를 결성

하고 항일을 선언한 후 직접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전 국민이 일치단

결하여 대일전쟁에 나설 것을 외치며 “싸우다 죽어서 귀신이 될지언정 

망국노가 되지 않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표시하였다.55)

9월 23일자 《중앙일보》는 네 바닥에 걸쳐 만주사변의 관련 기사와 

사론을 게재하였다. 사론에서는 만주사변이 “우리나라의 커다란 치욕

인데 어떻게 쉽게 넘어 가겠는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칠 때가 바

로 지금이다. 백골이 성을 이루고 중화의 귀신이 되도 좋다”면서 “충성

스럽고 용감하며 분노한 우리 국민이 동포를 위해, 국가를 위해, 민족

을 위해 적과 생사를 걸고 마지막 승부를 겨루자! 난폭한 침입자를 쫒

아내자! 우리 땅을 돌려주라! 인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세계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싸우자!”라고 항일의지를 북돋았다. 그리고 장쉐량(張學

良)이 저항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참고 죽음을 기

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분발해서 생존을 구하자! 이 세상의 어느 누가 

적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참을 수 있고, 저항하지 않겠는가?”라고 항전

을 촉구하였다.56)

같은 날 보도기사는 국민들의 일치단결을 강조한 국민당 중앙의 성

명과 국제연맹 이사회에서 일본군 철병 결의안이 통과되고 만주에 조

사단을 보내기로 한 소식을 함께 전하였다.57)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국민당 당부와 학생․시민들이 전개한 반일규탄집회의 열기를 보도하고, 

54) ｢中央日報副刊 第225號｣, 《中央日報》, 1931. 9. 22.

55) ‘倭奴凌我 全國對日一致主戰’, 《中央日報》, 1931. 9. 23.

56) ｢誓死反日一致爲政府後盾｣, 《中央日報》 1931. 9. 23.

57) ‘國聯理事會主張公道’, 《中央日報》, 193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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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구국표어’를 신문지면 중앙에 돌출 게재하였다. 또한 일본의 식민

지 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과 대만의 참혹한 실상에 관하여 “공공의 이

익을 빌미로 재산을 몰수하고, 부녀자를 간음하며, 출가를 허용하지 않

고, 언론·출판의 자유가 없다”라고 폭로하였다.58)  

사변 발생 직후, 《중앙일보》의 초기반응을 보면 구호성 표현으로 민

족감정을 드러낸 글들이 많다. 예컨대 9월 20일자 사론은 “일본 제국

주의자의 흉악한 얼굴과 야만적 성격이 이미 드러났고,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인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59)

9월 23일자 사론은 “국민들이여! 국가는 곧 망할 것이다! 우리 종족이 

없어질 것이다! 동포가 죽어서 갈 곳이 없다!”60)면서 비장감까지 드러

냈다. 9월 24일자 사론은 “비록 우리 조국이 침입자에게 침략 당했지

만 스스로 보호해야 되지 않겠는가? 큰 재난이 임박하다. 지금 해야 될 

일은 적을 죽이는 것”이라고 적극적인 응전을 촉구하였다.61) 이러한 

《중앙일보》의 항일논조는 민영언론과 비교할 때 그 강도가 더하면 더했

지 못하지 않았다. 

사변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중앙일보》 지면에는 공동으로 

국난을 극복하여 치욕을 씻어내자는 국내외 국민당 당부들의 성명서들

이 계속 게재되었다.62) 그리고 학생들의 항일운동이 급속히 확산되자 

교육부는 서둘러 지도에 나섰다.63) 위유런(于右任) 원장은 9월 28일 

58) 항일표어의 내용은 첫째, 동삼성 점령은 일본제국주의자의 일관된 정책이다. 둘째,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최후의 결투를 준비하자. 셋째, 국가흥망

은 필부의 책임이다. 넷째, 영원히 일본제국주의자와 절교하자. 다섯째, 일본제국

주의자는 전 인류의 공적이다. ……” 등 모두 열 가지로 일본을 중국의 적이자 인

류의 공적이라면서 중국인의 단결과 항전을 강조하였다. ‘朝鮮臺灣 亡國慘痛錄’, 

《中央日報》, 1931. 10. 1.

59) ｢以必死之決心作最後之奮鬪｣, 《中央日報》, 1931. 9. 20.

60) ｢誓死反日一致爲政府後盾｣, 《中央日報》, 1931. 9. 23.

61) ｢民族性之試驗｣, 《中央日報》, 1931. 9. 24.

62) ‘對日暴行 全國軍民一致奮起’, 《중앙일보》, 1931. 9. 25 ; ‘全國將領通電抗日’, 

《중앙일보》, 1931. 9. 26. 

63) ‘敎育部指導學生救國運動’, 《中央日報》, 193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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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에서 “전 국민이 모두 정성으로 단결하여 국가의 정당한 자위에 나

서야 하며, 고난 중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국난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여 즉각적인 저항을 경계하였다.64) 국민당 중집위는 전국 학생들에

게 “중앙의 통일된 지휘아래 함께 국난을 극복하고 군인의 수양을 기르

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질서 있는 항전 준비를 강조하였다.65) 장

제스도 즉각적인 대일항전을 요구한 학생청원단을 직접 만나 “우선 학

업에 충실하라.”는 요지로 훈화하였다.66) 9월 30일자 《중앙일보》는 

“부저항과 자살”이란 장문의 칼럼을 게재하고 즉각 항전은 자살행위라

면서 부저항노선을 공론화하였다.67) 또한 이 신문은 전국 각지의 항일

열기를 보도하면서 “절개를 지키다 죽을지언정 구차하게 삶을 꾀하지 

않겠다.”는 항전의지와 함께 “당 중앙을 옹호하여 국난을 극복하자”라

는 취지의 ‘질서 있는 저항’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68)

10월 이후로도 《중앙일보》는 연일 난징시를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항일구국캠페인과 해외화교들의 항일여론을 전하였다.69) 이와 

별도로 ｢전재(專載)｣란 코너에서는 일본군의 만주 침략과정을 연재하

여 중국민의 반일정서를 지속시켰다.70) 또한 매일 신문의 마지막 지면

에는 <항일구국>이란 독자투고란을 두고 만주사변에 맞선 각계의 각오

와 의견을 실었다. 여기에 게재된 글들은 대부분 난징정부의 대일정책

을 지지하거나 격렬한 어조로 반일을 주장하지만 즉각 저항보다 당 중

심의 일치단결과 철저한 항전 준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71)

64) ‘國難中政府與國民’,  《中央日報》, 1931. 9. 29. 

65) ‘中央告誡全國學生’,  《中央日報》, 1931. 9. 29.

66) ‘蔣主席昨對滬學生請願團訓話’, 《中央日報》, 1931. 9. 30 ; ‘大夏學生昨赴中央

黨部請願’, 《中央日報》, 1931. 10. 1.

67) 陳茹玄, ｢抗日救國｣, 《中央日報》, 1931. 9. 30. 

68) ‘全國各地反日益烈熱’, 《中央日報》, 1931. 10. 1.

69) ‘全國民衆通電討日’, 《中央日報》, 1931. 10. 3.

70) ‘專載 暴日出兵 强占東北之經過’, 《中央日報》, 10. 3. 

71) 胡明菊, ｢抗日救國 : 救亡之道｣, 《中央日報》, 1931. 10. 2 ; 一憔, ｢抗日救國 : 抗

日救國辦法二種｣, 《中央日報》, 193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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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사변직후 《중앙일보》의 초기대응은 전 국민의 일치단결을 호소

하며 국민당 중심의 질서 있는 항전 준비로 요약된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격화되고 즉각 항전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이를 억제

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따라서 이 신문은 국민당의 선안내후양외 정책

에 충실하여 즉각적인 무력대응보다 질서 있는 장기항전을 주장하며 

국민당의 훈정체제 유지에 더 치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국제연맹의 간섭 촉구

만주사변초기부터 《중앙일보》는 군사적 대응보다 외교적 경제적 방

법을 이용하여 일본군의 침략을 무산시키려 했다. 9월 24일자 신문은 

동북지역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을 낱낱이 보도하면서 그 잔혹성을 

비난하였다. 아울러 외교부가 국제연맹에 항의서를 제출하여, “국제공

법과 국제조약을 무시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한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에게 있다”면서 조속한 철군과 점령지의 완전 반환을 주장했다고 

전하였다. 또한 외교부가 장차 일본과 직접 교섭할 것이란 추측에 대해 

부인하면서 국제연맹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며 일본이 국제적 간섭을 

회피하기 위해 퍼뜨린 유언비어라고 밝혔다.72) 그 다음날 《중앙일보》

의 사론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맞서 두 가지 임무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외교방침의 확정이요, 둘째는 국내의 일치단결이었다. 전자는 국제연

맹에 중재를 요청하여 일본군을 동북지역에서 철수시킴으로써 사변 이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으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세계에 공리

(公理)가 있다면, 국제사회에 정의가 있다면, 지독한 일본제국주의는 

최종적으로 전 세계인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73)

이러한 시국인식을 바탕으로 《중앙일보》는 국제연맹에 정의를 옹호할 

72) ‘日軍獸性盡量發揮東三省同胞無噍類矣’, 《中央日報》, 1931. 9. 24.

73) ｢如何赴此嚴重之國難｣, 《中央日報》, 193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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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다면서 일본군의 조속한 철군을 성사시키도록 촉구하는 기사

를 반복 보도하였다.74)

그런 만큼 《중앙일보》는 중일문제에 관한 서구 열강의 반응과 국제 

동향에 매우 민감하였다. 예컨대 9월 25일자 신문은 “국제간 시비가 

점차 분명해진다.”란 기사에서 미국이 만주사건의 모든 책임이 일본에

게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과 중국이 국제연맹의 결의를 받아들였고, 미

국정부도 찬성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75) 그 다음날 신문도 미국과 국

제연맹의 태도가 일치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국제연맹이 개최한 토론회

에서 영국·소련 등 세계여론은 하나같이 일본의 침략행위를 규탄하고 

있으며 인류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보도하였다.76)

한편 9월 25일 국제연맹회의에서 일본대표 요시자와 겐키치(芳澤謙

吉)가 일본군의 즉각 철수 및 만주조사단 파견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국 외교당국은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며 현재 유

일한 방침은 동삼성의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일본군에 의해 입은 생

명 및 재산에 대한 손실을 완전히 배상받는 것이라면서 세계 각국이 일

본에 속지 않도록 경고하였다.77) 또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중국은 

현대 국가조직이 없고 인민들이 배척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중앙일보》는 “교활한 일본의 계획적인 허위 선전으로 전 세계를 혼란

스럽게 한다. 이런 간계를 국제연맹이 효율적으로 정지시키지 못한다

면 일본에 의해 세계평화는 파괴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78)

사변 초기 《중앙일보》의 지면에는 국제여론이 일본의 침략행위를 비

74) 이와 관련된 《中央日報》의 사론은 ｢國聯如何制裁日人暴行｣(1931. 10. 16) ; ｢日人

强占東省一月矣國聯究將如何對暴日｣(1931. 10. 18) ; ｢國聯可容日狡詐乎｣(1931. 

10. 21) ; ｢國聯應嚴厲執行撤兵決議｣(1931. 10. 25) ; ｢國聯應应堅持撤兵協議｣

(1931. 11. 28) ; ｢國聯與中國應銷日本在華特權｣(1931. 11. 22) 등이 있다.

75) ‘國際間是非漸明美國責日滿事負全責’,  《中央日報》, 1931. 9. 25.

76) ‘暴日蹂躪東省國事美與國國聯態度一致’, 《中央日報》, 1931. 9. 27.

77) ‘國聯限日本卽日撤兵’, 《中央日報》, 1931. 9. 28.

78) ｢國聯勿誓爲死日人所欺騙｣, 《中央日報》, 193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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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하고 있다는 사실과 국제연맹이 일본군의 신속한 철수를 독촉한다는 

기사가 연속 게재되었다. 그러나 국제연맹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의 침략행위는 계속되었다. 이 때문에 국제연맹에 관한 《중앙일보》의 

기사는 적극적 호소와 깊은 우려, 실망 등이 병존하였다.79) 9월 27일

자 신문기사는 “일본이 만주 전체를 영구히 점령하기로 마음먹었기 때

문에 국제연맹의 조정을 거절하면서 직접 교섭을 견지한다.”는 비판과 

함께 중국정부는 직접 교섭을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국제연맹은 과연 

정의를 집행할 수 있는가”라고 국제연맹의 해결의지에 회의적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80)

국제연맹의 폐회를 앞둔 9월 29일, 브리앙(M. Briand) 의장이 최대

한 노력을 다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시하였고, 영국대표는 

중일 양국의 직접교섭을 촉구하였으며, 일본대표도 철수시기를 보증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중앙일보》는 “일본의 폭

행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면 국제연맹의 위신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판하면서 강도 높은 제재를 주장하였다.81) 10월 1일 국제연맹이 휴

회에 들어가자 중국대표 스자오지는 일본군의 즉각 철수를 주장하면서 

책임 및 배상에 관해 명확히 결정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82)   

만주사변이 발생한 후 국제연맹은 수차례에 걸쳐 일본군의 철수를 

촉구했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행하지 않았다.83) 이에 대해 《중

앙일보》 “일본군이 계속 폭행을 일삼으며 사실상 국제연맹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와 적대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제연맹이 자신의 힘을 발휘하지 않고, 엄격히 제재하지 않는다

면, 국제 공리와 정의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

79) ｢誓死反日一致爲政府後盾｣,  《中央日報》, 1931. 9. 23.

80) ‘日本決定永佔南北滿’, 《中央日報》, 1931. 9. 27.

81) ‘國聯威信安在 對日本暴行竟無辦法’, 《中央日報》, 1931. 9. 30.

82) ‘國聯休會兩星期’, 《中央日報》, 1931. 10. 2.

83) ‘日本斯國聯 未遵議撤軍’, 《中央日報》, 193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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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국제연맹의 위상문제와 연계시켜 제재를 촉구하였다.84)

시간이 흐를수록 만주에서 일본군은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각 기관

을 감시하며 점령지역을 확대하여 치안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국제연맹은 일본군의 철병을 회의적으로 보고 중립국의 실황보고를 요

청하였다.85) 일본의 철군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연맹은 전문가들을 

선양에 보내 조사하였다.86) 이에 맞서 일본이 대규모 군함을 동원하여 

장강유역에서 무력시위를 벌리자 스자오지는 국제연맹에 항의하였

다.87) 국제연맹은 10월 14일 회의를 다시 개회하여 일본군이 기한 내 

철수하지 않은 문제를 토론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금주

(錦州) 폭격으로 수많은 중국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일본의 침략행위

가 오히려 심해지자 국제연맹은 하루 앞당겨 13일 개회를 결정했고, 중

일 양국에 대해 그 전까지 정전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88)

10월 13일 국제연맹이 개회되자 스자오지가 일본의 폭행을 통렬히 

비판하며 직접교섭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일본은 중국의 경제단교를 

반박하면서 철병을 거절하였다. 또한 주프랑스 미국대사가 옵서버 자

격으로 국제연맹에 출석하자 일본은 반대성명을 내고 퇴출을 주장하였

다.89) 이 시기에 《중앙일보》는 “국제연맹은 어떻게 일본의 폭행을 제

재할 것인가?”, “국제연맹은 앞으로 폭악한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사론을 연이어 게재하고 사변이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나도록 국제

연맹의 결의에 따른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비판하였다.90)  

10월 20일 국제연맹 이사회는 의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후 무기

84) ｢日人蔑視國聯之誓鉄證｣, 《中央日報》 1931. 10. 17.

85) ‘國聯懷疑日本撤兵 請中立國報告實況’, 《中央日報》, 1931. 10. 4.

86) ‘日本是否依議撤軍 國聯派專員赴瀋調査’, 《中央日報》, 1931. 10. 6.

87) ‘施肇基照會國聯 抗議日本擴大軍事’, 《中央日報》, 1931. 10. 7.

88) 《中央日報》, 1931. 10. 8~10. 13.

89) 《中央日報》, 1931. 10. 14~10. 18.

90) ｢國聯如何制裁日本暴行?｣, 《中央日報》, 1931. 10. 16 ; ｢日人强占東省已一月矣 

國聯究將如何對暴日?｣, 《中央日報》, 193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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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에 들어갔다. 의장이 행정원에 제출한 <중일문제해결결의안>은 

11월 16일까지 일본군을 완전히 철수시킬 것과 중일양국의 항구적인 

분쟁조정기관을 조직할 것 등이었다. 이제 일본은 3주 이내 만주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해야만 되었고, 일본이 제출한 대안은 전체회의에

서 부결되었다.91) 이 결의안이 통과된 후 《중앙일보》는 곧바로 내부 단

결과 평화통일을 내세우며 차분하게 대일논조를 유지하였다. 신문보도

도 항전 준비나 만주지역에 관한 내용은 축소되고 사회·경제·문화 

등의 일상 소식을 많이 다루었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연맹의 결의안까지 위반하면서 침략행위를 계속 

확대하였고 여기에 맞서 마잔산(馬占山)군이 독자적으로 일본군에 저항

하였다.92)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내 항일여론이 다시 거세어졌는

데 무엇보다 일본이 획책하고 있던 만주분리계획에 대한 우려가 컸다. 

《중앙일보》 역시 국제적 간섭에도 불구하고 철군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국제연맹의 미온적 대처에 실망감이 커지면서 비판기사

가 많아졌다.93) 이 신문은 “그동안 국제연맹에 희망을 건 국민들이 이

제는 깨달아야 한다. 세상에 외부의 힘을 의존해서 나라를 발전시킨 예

가 없으며, 국가의 멸망을 막을 수도 없다. 이미 재난이 발생했으니 외

부의 협박과 무력 앞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라고 하여 독자생존의 의

지를 피력하였다. 국제연맹의 역할을 기대하고 즉각 저항을 주장하지 

않았던 《중앙일보》는 더 이상 조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

이다. 

이 신문은 일본에 대한 직접 비판을 강화하여  “일군이 동북에 침입

하여 저지른 잔인한 행동과 교활한 수단은 이미 드러났다. …… 관찰에 

91) ‘國聯行政院大會 通過中日問題決議案’, 《中央日報》, 1931. 10. 26.

92) ‘日軍增援猛撲 馬占山誓死盡守土責’, 《中央日報》, 1931. 11. 8 ;  ‘馬占山軍繼續

自衛中 國聯對日將執必要之行動’, 《中央日報》, 1931. 11. 9 ; ‘馬占山部苦戰自衛’,

《中央日報》, 1931. 11. 10.

93) ｢國聯能負荷其使命否乎｣(1931. 10. 19) ; ｢國聯忘却撤兵協議耶｣(1931. 11. 23) ; 

｢國聯之最終試驗｣(1932. 3. 5) ; ｢國聯調査團毋爲日方片面宣傳所蒙蔽｣(193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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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일본은 위협적 방법과 회유책 등 지독한 계획으로 욕망을 무제

한 만족시킬 것”이라고 비판하였다.94) 또한 일본군이 무력에 의해 동

북을 점령한 사실은 국제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면서, “그 교활한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각종 방법을 이용해서 국제적 시선을 피했으나 이

제는 완전히 드러나 감출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95) 더욱이 이 신문은 

“일본민족은 속 좁고, 궁리를 잘하고, 음험하고, 악랄하고, 수단이 비

열하고, 행동이 잔인하다.”면서 민족성까지 문제 삼았다.96)

만주사변을 맞아 《중앙일보》는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의 침략 

행위를 준엄하게 비판하고, 시의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스스

로 직영언론의 위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중앙일보》의 초기

대응은 중국인의 일치단결과 항일의지를 강조하며 국제연맹의 간섭을 

촉구하는 것으로, 국내를 안정시키고 국제적 지지와 동정을 얻는데 초

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국제연맹의 역할과 권능은 기대를 벗어났고, 

《중앙일보》의 논조는 일본의 침략행위를 비판하면서도 자국민들의 항

일운동을 억제시키는 이중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당의 부저

항노선이 엄존한 상황에서 《중앙일보》의 대일보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당은 일본의 만주 침략에 맞서 언론보도의 중요성

을 직시하였고, 항일여론을 통해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

국외교에 도움이 되며 일본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

고 판단하였다.97) 따라서 만주사변이후 국민당은 《중앙일보》를 통해 

일본의 만행을 비판하고, 당 중심의 일치단결을 역설하며, 세계인의 이

목을 만주에 집중시켜 국제적 간섭을 끌어내는데 언론과 외교 역량을 

총동원했지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94) ｢如何攻破日本之毒計｣, 《中央日報》, 1931. 10. 2.

95) ｢日政府之狂囈｣, 《中央日報》, 1931. 10. 29.

96) ｢日軍暴行與日本民族性｣, 《中央日報》, 1932. 2. 19.

97) ｢對外宣傳與經濟斷交｣, 《中央日報》, 193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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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일보》의 대일방책

가. 경제단교와 정신무장

1932년 1월 상하이사변이 폭발하여 중일간 무력충돌이 발생하기 전

까지 난징정부의 대일태도는 외교수단을 동원한 부저항노선으로, 국민

들의 즉각 항전 요구와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중앙일보》의 논조는 국

제연맹에 호소하는 외교방식뿐만 아니라 항일문제에 대해 민중의 결의

를 모아 정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구체적 방식은 

‘대일경제단교’와 ‘국민의 정신력 강화’처럼 비폭력적 반군사적 수단에 

의해 일제에 맞서는 것이었다.

《중앙일보》가 가장 중요한 대일방책으로 삼았던 경제단교는 중국내 

일본상품을 배척하고 일본과의 모든 경제관계를 단절하는 것으로, 국

민의 일치된 행동과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함께할 때 효과가 있으며 일

본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비폭력 수단으로 인식되었다.98) 이 

때문에  9월 22일 저장성 국민당집행위원회 제100차 회의에서 <대일

경제절교방안>을 철저히 이행할 것과 <항주시 학생반일구국선전조직장

정> 등이 통과된 사실을 즉각 보도하여 대일경제단교를 부각시켰다.99)

9월 26일자 신문에는 수도 난징의 각계대표담화회에서 <반일선전구제

방침>이 채택되었는데 일본상품 판매자를 조사하여 반혁명죄로 다스릴 

만큼 강력한 경제단교가 추진될 것임을 알렸다.100)  

일본상품배척운동은 만주사변 직전에 발생한 만보산사건과 조선의 

화교배척운동을 계기로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그 후 일본의 대중국무

역이 크게 감소되어 8월을 기준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절반으로 줄

98) ｢對外宣傳與經濟斷交｣, 《中央日報》, 1931. 9. 30.

99) ‘浙省澈底履行 對日經濟絶交’, 《中央日報》, 1931. 9. 24.

100) ‘首都各界談話會 擬定反日宣傳具體方針’, 《中央日報》, 193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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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앞으로 그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다.101) 9월 30일자 

사론은 당면한 두 가지 절박한 업무로 대외선전을 확대하여 국제적 동

정을 얻는 것과 대일경제단교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제

단교의 구체적 목표에 대해서는 “중국내 일본의 경제세력을 완전히 제

거하고, 일본의 모든 실력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것만이 민족의 독립

을 달성할 수 있고, 국가가 치욕으로부터 벗어나 민중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102)

또한 《중앙일보》 부간의 시사만평에 게재된 ｢문명인의 동물성｣이란 

글에서는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마땅히 짊어져야 

될 중대한 책임으로 대일경제단교의 실행을 역설하였다. 이와 함께 싸

울 수 있는데 싸우지 않고 망하는 것, 싸울 수 없는데 싸워서 망하는 

것, 싸울 준비를 하지 않고 싸워서 망하는 것, 전쟁 위협에 타협하여 

싸우지 않고 망하는 것은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철저한 전쟁 준비

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였다.103) 이렇게 볼 때 중국의 대일전략은 모

든 국민을 각성시켜 일치단결하고, 국내정치를 정돈하며, 대일경제단

교와 군사력 강화에 힘쓰는 것이었다.

10월 들어서 경제단교가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수도각계항일

구국회 총회는 정기적으로 난징 시내의 각 상점에 있는 일본상품을 모

두 점검, 배척할 것을 결정하고 곧바로 시행하였다. 반일분위기가 고조

되는 가운데 일본의 대중국 잡화수출이 급격히 축소되었다. 그 배경에

는 중국 잡화공업의 발전도 있지만 중국에 있던 일본인 공장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104) 수도각계항일구국회는 10월 3일부터 일본상품 총

등기제를 시행하여 등기일로부터 일본상품의 매매 혹은 유통을 금지시

101) ‘抵制仇貨中 日對華貿易大感’, 《中央日報》, 1931. 9. 28.

102) ｢對外宣傳與經濟斷交｣, 《中央日報》, 1931. 9. 30.

103) ｢時事漫評 : 文明人的獸性｣, 《中央日報》, 1931. 10. 2. 

104) ‘全市日貨總檢査’, 《中央日報》, 1931. 10. 1 ; ‘反日高潮中 日對華雜貨輸出將瀕

絶境’, 《中央日報》, 1931.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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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으며 대일경제단교의 범위도 확정짓고 각성시마다 항일구국회를 조

직하여 실행에 옮기도록 전달하였다.105) 이후 대일경제단교는 전국적

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일본상품배척운동이 갈수록 뜨거워졌다.106)

이 운동에 큰 기대를 걸었던 《중앙일보》는 경제단교를 통해 경제전

쟁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무력전쟁과 같아서 적에게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였다.107) 그 이유로 일본의 중국침략 배경이 단순히 일본부르주

아지와 군벌 이익의 발동이라기보다 세계경제의 위기로 일본경제가 심

각한 충격을 입어 해외시장이 절실히 필요했고, 무력으로 중국을 침략

하기 전부터 일본의 중국경제 침략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다. 따라서 일본상품배척을 핵심방안으로 삼은 경제단교는 일본경제

에 큰 충격을 가하여 일본의 예기를 꺾을 수 있고. 일본인들에게 “중국

인은 결코 치욕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줄 수 있다고 

보았다.108) 그러면서 이 신문은 “항일구국이란, 무력으로 전쟁을 꼭 해

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경제전쟁이야말로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

며, 이런 무기를 가지고 일본제국주의를 깨뜨리기가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서 경제단교의 효과를 강조하였다.109)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일보》는 영국 식민지 인도에서 진행된 

간디의 불복종운동을 소개하며 경제단교의 성공사례로 제시하였다. 간

디가 직접 면포를 짜는 방식으로 인도인을 환기시켜 영국제품을 배척

함으로써 영국의 수출산업이 부진에 빠졌고, 정치적으로 영국과 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면서 이런 효과는 최첨단 무기보다 훨씬 

105) ‘抵抗暴日各地紛組義勇軍’, 《中央日報》, 1931. 10. 4. 중앙일보는 난징시의 일본

상품 등기결과를 가치로 따져보면 약 800만 위안 내외로 전국 동포의 총동원과 

일본상품저지운동이 대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도하였다. ‘全同胞總動員 抵制仇貨

大成功’, 《中央日報》, 1931. 10. 4.   

106) ‘對日經濟絶交’, 《中央日報》, 1931. 10. 7.

107) ｢如何攻破日本之毒计｣, 《中央日報》, 1931. 10. 2.

108) ｢對外宣傳與經濟斷交｣, 《中央日報》, 1931. 9. 30.

109) ｢日人已感排貨痛苦矣｣, 《中央日報》, 193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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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 신문은 “연설도 하지 않고, 글도  

쓰지 않고, 침묵만 실천”하는 부저항 방식인 경제단교를 선호하였다. 

사실상 이것은 집단적인 항일시위로 난징정부를 압박하던 학생․지식인

들의 ‘즉각 항전’론에 대한 반대나 다름없었다. 이후 《중앙일보》는 구호

를 외칠 필요가 없고, 줄을 서서 청원하지 않아도 되며, 연설할 필요가 

없다면서 오직 인내심을 키우고, 동지들의 단결만이 중요하다고 주장

하였다.110)

비폭력적 항일구국운동으로 시작된 일본제품배척운동은 실제로 상당

한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대일경제단교 후 중국에서 운항 중이던 일본 

윤선은 대부분 정지되었고,111) 특히 상하이의 일본 윤선 손실액이 매월 

수십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112) 장강 유역의 일본 윤선도 모두 폐업했

는데 모회사인 일청공사가 업무를 중지하면서 중국인 노동자 이천여 

명을 해고시켰다. 이처럼 중국인의 손실도 있었지만 일본인들이 느끼

는 경제단교의 고통은 훨씬 컸다.113) 그뿐 아니라 일본은 중국을 경공

업제품의 거대한 덤핑시장으로 삼았는데 일본제품배척운동이 일어나자 

판매량이 대폭 감소하였고, 어쩔 수 없이 대체시장을 찾게 되면서 서구

열강들과 경제관계가 악화되었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주장처럼 경제단교의 효력이 군사전쟁과 똑같

고, 민족독립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특정국가의 상업무역을 

방해하는 행위가 일본의 침략명분을 제공하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난징정부는 일본제품배척운동을 공식적인 대일정책으로 삼지 않

았고, 일본의 압력이 점차 거세지자 이 운동을 억제하기도 했다. 그러

므로 경제단교는 1930년대 들어서 중국사회에 팽배한 배일, 주전 여론

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국민당의 부저항노선에 대한 비판을 

110) ｢經濟斷交之借鑒 請觀甘地領導下之抵貨運動｣, 《中央日報》, 1931. 10. 3.

111) ‘全國民衆對日經濟絶交後 在華日輪多已先後停航’, 《中央日報》, 1931. 10. 2.  

112) ‘滬日輪 每月損失恒數十萬’, 《中央日報》, 1931. 10. 23.  

113) ｢自由的言論 ; 再論日人所感排貨苦痛｣, 《中央日報》, 193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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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시키려는 현실적 고려로 볼 수 있다. 

본래 목적이 어찌되었든 대일경제단교는 중국민의 호응 속에 큰 성

과를 거두었고, 장기간 지속되었다. 11월 들어서 《중앙일보》의 논조는 

감정적 항일언론 대신 경제단교에 관한 보도기사와 사론이 자주 등장

하였다. 11월 8일자 ｢자유의 언론｣이란 고정칼럼에 게재된 천다바이(陳

大白)의 글은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일본과 경제를 단교하자”란 제목으

로 일본상품배척운동의 성과를 상세히 알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4) 사변초기 《중앙일보》는 전 국민의 일치단결과 

질서 있는 항전준비를 강조하며, 국제연맹의 간섭에 의해 철군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국제연맹에 걸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경제단교와 장기항전으로 언론의 초점이 모아진 것이다.

이 무렵 《중앙일보》의 대일방책은 경제단교 이외에 국민들의 정신역

량 강화도 중시하였다. 이 신문에 따르면 “국민들이 평소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고, 국난을 맞이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 전

국민이 공황상태에 빠져 가슴 속 비분만 가득한 채 실망하니 곤란한 환

경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면서 중국 고유의 정신력 강화를 주장하였

다.115)

9월 24일자 신문에 보도된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용군교육강

령>에 따르면 고급중학 이상의 학교에 일률적으로 청년의용군을 조직

하고, 초․중 이하의 학교에 어린이의용군을 조직하여 군사훈련을 실시

하도록 규정했는데 행동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를 희생하여 민국을 사랑하고 지키며, 영원히 충성스럽고 용감한 

국민이 된다. 

  둘째, 명령에 복종하고 기율을 엄수한다. 

  셋째, 자치습관을 기르고 단체생활을 실행한다. 

114) ｢自由的言論 : 一致對日經濟絶交｣, 《中央日報》, 1931. 11. 8. 

115) ｢抗日步日驟亟應全國一致｣, 《中央日報》, 193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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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수시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공중을 위해 활동한다. 

  다섯째, 일본상품을 영구히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쑨원이 제시한 충․효·인·애·신·의·화평 등의 고유도덕

을 강령으로 삼아 학생들의 사상과 인격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정신무

장을 가장 중시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전국의 각 학교에서는 아침

마다 조회를 거행하고 큰 목소리로 애국심을 고양하는 열 가지 구호를 

제창하였다.116) 또한 교육부는 학생구국운동을 적극 지도, 관리하였다. 

국립 각 대학 및 각성시 교육청과 교육국에 전보를 보내 “지금은 침착

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이며, 모든 역량을 하나로 집중해야 한다.”면

서 각급학교의 구국운동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지켜야 될 규

정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학생들이 각종 집회를 참여할 때 교직원이 

책임지고 인솔하며,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체육과정에 주의하며, 학생

은 학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수업거부를 허

용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모든 행동은 당 중앙 및 정부의 법규에 따르

도록 했다.117)

또한 이 신문은 “확고한 의지로 민족정신을 발휘하여 민족의 능력과 

도덕을 회복시키는 것이 앞으로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중국인이 강인한 민족정신과 함께 삼민주의

로 무장할 것을 역설하였다.118) 여기서 말한 민족정신이란 일종의 민족

의식으로, 지리·역사·혈통·종교·언어·문화 등을 기초로 민족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공동의 심리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전쟁과 

116) 구호내용은 “하나, 영원히 충성스럽고 용감한 국민이 된다. 둘, 중국의 國恥를 씻

을 것을 맹세한다. 셋, 중국의 영토를 회복한다. 넷, 중국민족을 진흥시킨다.”는 

것과 삼민주의와 중화민국을 각각 만세 삼창하였다. ‘全國各校一律組織義勇軍’, 

《中央日報》, 1931. 9. 25. 

117) ‘敎育部 指導學生救國運動’, 《中央日報》, 1931. 9. 25 ; ‘全國各學校 一律組學

生義勇軍’, 《中央日報》 1931. 9. 26. 

118) ｢國難中之國慶｣, 《中央日報》, 193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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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우리 4억 동포들이 과거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와신상담(臥薪嘗膽), 불요불굴(不撓不屈)의 민족

정신으로 국난에 맞서 복수할 것”을 호소하였다.119)

《중앙일보》는 중국의 민족정신이야말로 적과 싸우는데 가장 필요하

며, 민족정신의 결정체인 삼민주의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비법이라

고 보았다. 그런데 일본의 이데올로기는 호전주의와 군국주의로, 천황

제 아래 원로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내각의 힘은 약하고, 군벌이 독단적

이며, 그 위에 다시 재벌이 있어 일반국민은 숨쉬기조차 어렵다면서 중

국과 일본의 차이가 천당과 지옥 같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은 국부 

원천이 제한되어 있고 제도도 불량하며, 정부가 무력 침략을 일삼기 때

문에 전국적인 불경기는 필연적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삼

민주의가 정신무장의 핵심이자 비폭력에 의한 장기항전의 원천으로 반

드시 호전주의를 이길 것이라고 장담하였다.120)

국난시기 《중앙일보》가 민족정신의 계승, 발전을 강조한 것은 반일정

서로 격앙된 사회분위기를 질서 있는 항전준비와 장기저항으로 전환시

키려는 의도였다.121) 그런데 《중앙일보》가 언급한 민족정신이란 삼민

주의의 숭배로 지나치게 모호하고 현실과 유리되었다. 중국의 삼민주

의가 일본의 호전주의와 군국주의를 이긴다는 주장도 관념적으로, 사

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신문에서 언급된 “이데올로기의 

승리”란 주장만으로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고 민심을 결집시키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요컨대 《중앙일보》에서 강조한 대일경제단교와 정신역

량의 강화는 자력대응이자 애국주의의 발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

119) ｢不屈不撓之民族精神｣, 《中央日報》, 1931. 10. 1.

120) ｢以主義戰勝暴日｣, 《中央日報》, 1931. 12. 7.

121) 萧功秦는 “민족주의의 감정과 이념은 정치 공동체의 응집력과 공식을 유지한 극

히 희귀한 ‘천연’적 정치자원이다.” 외적이 침입했을 때, “이 나라의 정치지도자

가 본국과 본민족의 영광스러운 역사, 문화, 용기와 지혜를 호소해야만 그는 민

중의 민족감정을 유도하여 국민들이 이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萧功秦, �與情致浪漫主義告別�, 湖北敎育出版社, 2001. 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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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기대하기보다 항일여론을 질서 있게 분출시키려는 수단이었다.  

나. 장기저항

11월 초 《중앙일보》는 만주문제가 철군기한까지 정한 국제연맹의 결

의로 일단락되면서 일상적인 보도편집체제로 돌아왔다. 물론 동북지역

의 일본군 동향이나 국내외의 반응, 국제연맹의 움직임 등은 계속 주시

했지만 일반 뉴스도 많았다. 만주사변 직전까지 심각한 현안이던 수재

민 구제와 공산당의 척결, 당내 정치적 통일 등과 관련된 기사 비중이 

다시 높아졌다. 국민당 중앙은 일본의 만주 침략에도 불구하고 당내 단

결과 공산세력의 제거를 우선 과제로 중시하였다. 장제스는 11월 2일 

국민당 기념식에서 “당 중앙은 내외의 공격 중 개인의 희생을 통해서라

도 반드시 단결을 추구하고, 당장을 준수하며, 약법을 옹호하여 평화통

일을 관철시킬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였다.122)

만주사변이래 《중앙일보》의 언론보도 중 가장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제기한 대응논리는 ‘장기저항’으로 학생, 지식인들이 청원 및 시위를 통

해 주장한 ‘즉시항전’과 반대된 것이었다. 이 신문은 “즉각적인 항일이 

실제 효과는 없고 일시적 흥분만 초래한다. 적이 이 약점을 가지고 계

속 침략하면 비판할 수도 없다”면서 “과거의 실패에 대해 지금 이 시각

부터 계획적 조직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치욕을 되돌

릴 수 있고 성공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빠른 효과보다 장기저

항을 주장하였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전국의 상하가 결심하여 …… 모두 하나의 작업

을 시작하는데 중앙부터 민국 20년에서 민국 30년까지 국난을 맞아 실

제로 할 수 있는 각종 계획아래 이행방법을 찾고, 각 단위별로 계획하

여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했다.123) 그리고 “민기(民氣)가 있고 실력도 

122) ‘黨內團結的先決問題｣, 《中央日報》, 193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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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 십년 교훈으로 우리 민족은 지극히 어려운 국운에서 자강을 구

할 수 있다”면서 십년 이상의 장기저항을 염두에 두고 중국 국민의 인

내를 요구하였다.124) 이 무렵 교육부는 각급학교에 매주 몇 시간의 과

외 강연을 실시하도록 명령했는데 그 내용이 ‘일본제국주의 중국침략

사’에 관한 것으로, 장기저항에 따른 항전의지를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조치였다.125)

《중앙일보》는 “지금 적을 죽이지 못하면 언젠가 죽일 것이고, 최단 

시간에 죽일 것이다. 지금 바로 칼을 들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준비로 

칼을 들 수 있고, 죽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철저한 항전준비를 

강조하였다. 또한 적을 죽이려는 소망과 당장 적을 죽이지 못하는 현실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적을 죽일 수 없다면 저항이라도 

해야 한다면서 “적에게 죽임을 당할지언정 적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라고 끈질긴 저항을 주장하였다.126)  

그런데 국민당의 장기저항이란 ‘즉시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저항하지 않는 것’도 아닌 일본의 침입에 맞서 중국이 양보할 수 없을 

때의 유일한 대응책이었다. 1932년 1월 상하이사변이 발발하여 19로군

과 일본의 해군육전대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여졌을 때, 장제스는 전

국의 장사(將士)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전쟁이 일단 시작되었으면 항전

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혀 즉시 저항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중앙

일보》도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최대한 평화를 구

축해야 한다. 그러나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현재는 당연히 자신을 보

호하기 위해 저항하고, 희생하고, 최후의 생존을 찾아야 한다.”라고 즉

시항전을 주장하였다.127) 다음 날, 《중앙일보》 사론은 “우리가 저항하

123) ｢響應確定國難時期之建議｣, 《中央日報》, 1931. 9. 29.

124) ｢對外宣傳與經濟絶交｣, 《中央日報》, 1931. 9. 30.

125) ‘日本侵略中國史’, 《中央日報》, 1931. 11. 7.

126) ｢民族性之試驗｣, 《中央日報》, 1931. 9. 24.

127) ｢讀蔣先生告全國將士書｣, 《中央日報》, 193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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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희생하며 폭력과 투쟁해야만 우리 영토를 완전히 유지할 수 있고 국

가의 최고 인격을 보호할 수 있다. 그 이외의 다른 길은 없다.”면서 전

쟁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128) 그렇지만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무력저

항이 국민당의 본래 전략이 아니었음으로 송호(淞滬)정전협정 이후 《중

앙일보》지면에는 장기저항의 목소리가 다시 불거졌다.

이 신문은 장기저항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는데 일본과 중

국에 네 가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첫째, 일본은 단기전에 유리

하고 중국은 장기전에 유리한데 국제환경이 중국에게 더 유리한 것으

로 판단하였다. 둘째, 중국의 통일을 강화하고 적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곧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은 강해지고 일본은 내부 모순

이 심화될 것이란 판단이었다. 셋째, 중국은 오래 동안 버틸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럴만한 자원이 없다는 것이

다. 넷째, 중국은 단일국가인 반면 일본은 제국주의국가로, 그들에게 

자원을 빼앗기고 있는 피식민지의 마음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129) 아울러 이 신문은 중국의 장기저항이 국제사회에도 다음과 같

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첫째, 도덕적인 면에서 평화조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인류의 도덕표준을 

유지하고 일본의 노골적인 침략을 폭로한다. 

  둘째, 경제적으로 일본이 중국에서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유럽과 미국의 이익을 

파괴하였고, 이 때문에 양자관계가 점차 긴장되면서 결국 구미열강이 중국을 

도와 원흉을 처벌할 것이다. 

  셋째, 군사적으로 1차 대전 이후 전 세계는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중일전쟁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라마다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세계 평화를 파괴한 일본의 

죄는 더욱 뚜렷해진다. 즉 중국의 장기저항은 적의 악행을 보여주고, 전 세계의 

군축여론을 촉진시킬 것이다. 

  넷째, 항일과정에서 중국이 상당한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

128) ｢由抵抗犧牲達到伸張公理正義｣, 《中央日報》, 1932. 2. 1.

129) ｢長期抵抗對于敵我兩方之影響｣, 《中央日報》, 193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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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130)

《중앙일보》가 주장한 장기저항론은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주목한 것

으로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1930년대 초 중국 내

부는 군사현대화와 정치통합의 초기단계로, 실질적 국가경쟁력 강화와 

전쟁동원 능력의 향상에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렇지만 만

주사변시기《중앙일보》가 내세운 장기저항론은 부저항노선에 대한 비판

여론을 벗어나려는 방편이자 소극적 대응으로 비춰졌다.

만주사변이 발발한지 십여 일 후, 《중앙일보》는 일본의 침략에 저항

하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일치단결이 핵심 내용이었다. 그 

방식은 첫째, 정성으로 단결을 촉진하고, 최대한 단결을 추구하여 전 

국민의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이다. 둘째, 조직을 엄밀히 

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를 이행하고 모든 단체가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전국의 항일운동을 정부의 통일적 지휘 감독아래 진행하

는 것이다. 넷째, 항일운동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성심성의껏 단결하여 반드시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131)

이러한 전략이 실현되려면, 정부와 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이

를 뒷받침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역량의 통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

져야 했다. 그러나 이 신문에서 제시된 통합방식은 정부의 역할과 대응이 

결여된 채 “당 중앙과 국민의 일치단결”이란 구호만 반복될 뿐이었다.

《중앙일보》에서 언급한 일치단결의 실제 대상은 두 부류로 첫째, 즉

시 항일을 요구한 민중들이었다. 만주사변 후 국민들은 난징정부에 대

해 “외교가 약하다. 일본과 절교해야 한다. 국제연맹에서 탈퇴해야 한

다. 다른 방법이 없으면 신속히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등 여러 주장

을 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

130) ｢長期抵抗對于國際關係之影響｣, 《中央日報》, 1932. 3. 6.

131) ｢抗戰御侮之正當途徑｣, 《中央日報》, 193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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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는 국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절교 이후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이라면서 오히려 국난시기에 가장 위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 신문은 “국난시기의 주장은 일치할수록 좋고 역량은 단결할수록 좋

다”면서 “수많은 역량을 하나의 공통된 주장으로 단결할 것”을 강조하

였다.132) 그리고 “남녀노소와 빈부에 상관없이 모두 통일된 지휘아

래 공동으로 분투해야 한다.”면서 당 중앙의 항전 주도와 장기항전

의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133)

또 하나의 통합대상은 당내의 다양한 정치세력이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난징정부 수립이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

지만 너무 많은 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확실하지 않아 

국난을 맞게 된 것으로 보았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당내에서 

“행동과 목적이 상반되어 정부 역량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국가 권력도 

집중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분열된 정치역량으로는 

“본당(국민당)이 국가의 지위를 이용하기 힘들고, 당치 원칙의 법적통

치 근간이 흔들려 국가가 공산당을 토벌하는 것과 외침을 막아내는 것

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주장하였다.134) 그리고 당내 반대세력의 존재

와 계속된 혼란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현대국가가 아니다”,  

“중국의 조직은 완벽하지 않다.”  “중국은 무질서하고 내전이 계속되어 

무정부상태에 빠졌다.”라고 공격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신문은 중국인을 모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

한 방책으로 “모든 일의 출발점이 통일과 단결에 있으며, 그 전제 조건

은 내부 투쟁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35) 그런데 내부 투쟁을 

제거하려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하는데, “한편으로 정파간 분쟁을 중지

하여 단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국민과 정부의 투쟁을 없애 완전히 일

132) ｢全國一致共赴國難｣, 《中央日報》, 1932. 2. 17.

133) ｢長期奮鬪已開始矣｣, 《中央日報》, 1932. 2. 21. 

134) ｢團結與救亡｣, 《中央日報》, 1931. 10. 24.

135) ｢中國內爭之總結束｣, 《中央日報》, 193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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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켜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어야만 진정한 일치항일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136)

만주사변이후 《중앙일보》가 꾸준히 제기한 장기저항론은 앞에서 살

펴본 일치단결론과 함께 대일방책의 핵심으로 사실상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이 논리는 국민당 중앙이 적대적 정치세력과 대응할 때 사용한 

잠재적 주장일 뿐만 아니라 국난시기 사회적 통합과 당내 정치통일을 

위해 내세운 명분으로 이용되었다.

5. 맺음말

북벌을 마친 국민당은 훈정을 준비하면서 ‘이당치국’을 실현하기 위

해 강력한 직영언론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1928년부터 국민당은 직영

언론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당 중앙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한 조례들

을 제정하였다. 1931년 3월에는 국민당의 각급당부 및 개인당원이 발

행하는 모든 당보에 대해 중앙선전부의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그

리고 국민당 좌파의 영향력이 컸던 《중앙일보》를 재정비하여 당 중앙의 

당보로서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 신문은 1931년 초까지 직영언론의 한

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해 9월 18일 일제의 만주침략을 계기로 새

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국민당 중앙의 당보로서 국난시기 대일방침

을 선전,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았고, 국가의 장기 담론을 생산, 전파하

는데 주도적이었다. 1930년대 일제 침략에 맞서 당과 국민 사이의 여

론전달매체로서 국민당 위주의 항일언론을 생산, 보급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일보》는 양적 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훈정시기 관영

언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36) ｢從此次國難所得來之義敎訓｣, 《中央日報》, 193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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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사변직후, 《중앙일보》는 국민당 각급당부 및 교육계‧언론계‧시민

단체 등의 항일열기를 연일 보도하면서 전 국민의 일치단결과 국민당 

중심의 항전준비로 여론 흐름을 몰아갔다. 이에 대해 민영언론은 장제

스의 “국내를 먼저 안정시킨다.”라는 정책에 따른 부저항노선이라고 

비판하면서 ‘즉시 항전’을 주장하며 항일여론을 선도하였다. 

사변 초기에 《중앙일보》는 군사대응보다 외교·경제적 방법을 이용

하여 일본군의 침략을 무산시키려 했다. 따라서 이 신문은 전 국민의 

일치단결과 외교방침의 확정을 시급한 대책으로 제시하고, 국내정치세

력의 단결을 호소하면서 국제연맹의 간섭에 의해 일본군을 철수시키는

데 언론역량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국제연맹의 역할이나 권능은 기대 

밖이었고, 이에 대한 실망감이 신문기사와 사론을 통해 여과 없이 표출

되었다. 외교수단에 의한 해결이 요원해지면서 《중앙일보》는 대일경제

단교와 정신력 강화, 장기저항 등에 국민 여론을 모았다. 

《중앙일보》는 사변 직후 ‘선안내후양외’와 같이 당장 민심을 잃은 정

책을 직접 홍보하지 않았다. 일제의 침략행위를 신랄히 비판하면서 국

민의 일치단결을 도모하고, 당 중심의 질서 있는 항전준비를 주장하며 

국제연맹의 외교 간섭 등 비폭력 수단에 의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당시 

중국사회에 만연된 대일주전 여론을 약화시키면서 간접적으로 난징정

부의 대내외정책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중앙일보》의 항일관련 기사나 사설은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언사들

이 많아 민영언론에 못지않은 반일정서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학생․

청년들의 구국운동을 억제하며 국민당의 지도, 관리를 강조한 ‘질서 있

는 항전준비’를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였다. 이것은 난징정부의 

시국대책을 바탕으로 항일여론에 호응하려는 관영언론의 현실적 한계

였다. 그렇지만 국민당은 대일 전략에 있어서 언론보도의 중요성을 직

시하였다. 국내외의 반일, 항전여론을 최대한 고조시켜 세계인의 이목

을 집중시킴으로써 중국 외교에 도움이 되고 일본의 침략을 막아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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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질서 있는 항일여론의 조성과 확산

은 《중앙일보》의 몫이었지만 그 내용이나 실체에 있어 ‘즉시 항

전’이란 일반 여론과 동떨어진 것이 사실이었다.  

한편 《중앙일보》는 외교수단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직접 항일에 참

여할 수 있는 대일경제단교와 정신력 강화를 중요한 항전 수단으로 인

식하였다. 중국내에서 생산, 유통되거나 수입된 일본상품을 배척하는 

국민운동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1931년 7월의 만보

산사건과 조선의 화교배척운동에 뒤이어 만주사변은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극도로 악화시켰고, 군사력에 의한 즉각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

이 비등해지면서 《중앙일보》 지면에 대일경제단교의 기사가 반복적으

로 노출되었다. 이 신문은 항일구국에 있어서 무력대응만이 전부가 아

니며 국민경제전쟁이야 말로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일본에게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였다. 실제로 경제단교의 가시

적 성과들도 나타났는데 특히 운송업 및 경공업분야에서 일본경제의 

타격이 컸다. 

이 신문은 경제단교 이외에 국민들의 정신역량 강화를 중시하였다. 

중국 고유의 민족정신이야말로 일본과 싸우는데 가장 필요하며 승리의 

관건이라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경제단교와 마찬가지로 중국인의 애국

심을 배경삼아 자력 이행이 가능한 항전방식으로, 팽배해진 반국민당 

여론을 완화시키고 항일여론을 주도하던 민영언론에 맞설 수 있는 대

응책이기도 했다. 따라서 직영언론을 대표한 《중앙일보》는 장기항전을 

국가담론으로 내걸고, 일치단결과 항전준비, 경제단교와 정신무장을 

일체화시켜 집요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뒷받침할만한 

난징정부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역량과 가시적 노력이 부족하였고, 

대일경제단교만이 성과를 보이면서 국민의 항전열기를 분출시키는 돌

파구가 되었다. 

만주사변시기 《중앙일보》는 관영신문이란 제한된 틀 안에서 일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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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질서 있는 항전, 국제연맹의 외교적 간섭, 대일경제단교와 국민의 

정신무장 등 비폭력적 방법에 의한 장기저항을 제기하였다. 이런 한계 

때문에 항일여론의 형성과정에서 관영언론의 영향력은 미약하였고, 오

히려 여론을 왜곡, 호도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신문사까지 

공격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장제스의 부저항노선을 옹호한 어용언론

이란 평가도 있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완화시키고, 즉각 

항전을 요구하던 민영언론의 압박을 해소하는 등 당보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다. 그리고 만주사변 이후 국민당의 부저항노선이 난징정

부의 정통성에 상처를 입혔지만 장기저항은 이후 확대된 일본의 침략

행위에 맞선 ‘장제스 중심의 대일항전’이란 큰 틀을 만들어냈다. 1937년

7·7사변 이후 장기항전은 《중앙일보》을 비롯한 관영신문과 중국 전체의 

항전 전략으로 굳어져 장제스의 지도력을 인정하게 되는 기저로 작용

하였고, 국내 각 세력이 연합하여 항일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2017. 6. 28, 심사수정일: 2017. 8. 16, 게재확정일: 2017.8.21.]

주제어 : 만주사변, 중일전쟁, 중앙일보, 관영언론, 항일여론, 반일운동,

국제연맹, 경제단교, 장기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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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ceptions and Reactions of China’s Government Running 
Medias during the period of Manchurian Incident 

- Focused on Zhongyangribao -

Lee, Jae-Ryoung

This paper is of the comprehensive examination on the articles and the 

editorials of Zhongyangribao, the party newspaper of Guomindang(People's 

party) in the Political Tutelage period, in order to clarify the situational 

recognition and the reactional aspects of China’s government-running 

media during the period of the Manchurian Incident which was the prelusion 

of the Sino-Japanese War. With the success of the Northern Expedition, 

in order to realize the Political Tutelage, Guomindang reformed 

Zhongyangribao, which was originally the inclination of left, and strengthen 

the function as its central party newspaper. By the early 1931, this newspaper 

could not overcome its limit of a party controled media; but the Japanese 

empire’s invasion of Manchuria provided a turning points to Zhongyangribao

as a party newspaper. It started to propagate and expand anti-Japanese 

policies and dominantly produced and spreaded anti-Japanese strategies. 

Throughout this process Zhongyangribao rapidly grew both in quantity 

and in quality, and took up the core  of the directly-controlled media.

In the early phase of the Manchurian Incident, Zhongyangribao

domestically appealed for nationwide solidarity, prepared death for 

anti-Japanese volition, and criticized the invasion of Japanese empire 

in fierce wordings. At the same time the newspaper took the bilateral 

position suppressing the national independent movement of students and 

youths and asserting the ‘Resistance in Order’ under Guomindang’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This bilaterality showed the fanciless limit 

of a government-running media which had to correspond to the 

anti-Japanese public opinion only within Nanjing government’s resolutions. 

Internationally, Zhongyangribao took the strategy of squeezing Japanese 

army’s retreat by the interference of the League of Nations; but there 

were not enough political·military·diplomatic abilities and effor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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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jing government. Yet, the economic severance against Japan turned 

into a notable success and became a breakthrough for exploding the nation’s 

resisting energy.

Since Zhongyangribao was the central party newspaper, its reports could 

not diverge from the nonresistant pace and its editorials were lack of practical 

resolution. Therefore, the influence of government-running media in the 

process of forming anti-Japanese public opinion was very weak. Rather, 

the newspaper company got attacked by the public with the critique of 

distorting and misleading public opinions. Zhongyangribao within the limit 

as a directly-controlled newspaper asserted the nonviolent long-term 

resistance, such as the nationwide solidarity, the resistance in order, the 

diplomatic interference of the League of Nations, the economic severance 

against Japan, and the national spiritual armament. Although it might 

be devaluated as a passive action under nonresistance pace, it took an 

important role for relieving the national critique and resistance against 

Guomindang’s Japan policies, and for resolving the private medias’ pressure 

asserting the immediate fighting. 

Although Guomindang’s nonresistance pace after the Manchurian 

Incident hurted Nanjing government’s legitimacy, Japanese empire’s 

constant aggression formulated the format of the anti-Japanese war with 

Chiang Kai-shek in the core.  Such a logic of Zhongyangribao became 

the strategy for anti-Japanese war not only of government-running media 

but also of China as a whole, and acted as the foundation for Chiang 

Kai-shek’s leadership. And then, as the Marco Polo Bridge Incident of 

1937 enlarged the Sino-Japanese war into full-scale, the same logic became 

a key for the solidarity of all domestic groups to fight against Japan.

Keywords : Manchurian Incident, the Sino-Japanese war, Zhongyangribao,

government-running media, anti-Japanese public opinion, the

League of Nations, the economic severance against Japan,

long-term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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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조선의 육·해방론 전개

백기인*

1. 머리말

2. 18세기 육·해방론의 형성 배경

3. 18세기 육·해방론의 전개

4. 맺음말

1. 머리말

양란 이후, 조선 사회에는 정치·경제적 변화는 물론이고 군사적으

로도 군제와 진법 등에 이르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중앙군을 비롯한 

지방의 군사조직을 정비하고, 《기효신서》를 중심으로 진법체계를 재검

토하는 한편, 각종 무기제조나 병서편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

을 기울였다. 훈련도감에 이어 어영청과 총융청·수어청이 차례로 설

치되어 군영제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북한산성 축조 등을 비롯한 관방

시설의 점검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내지의 방어책 외에도 수군의 진보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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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鎭堡) 증강을 통하여 해방시설을 보강하고 삼도수군통어영을 두어 

수도권 방어를 지원하는 해방체제를 강화하였다. 

이 무렵 군사개편은 우선, 임진왜란 당시에 수용된 진법에 대한 재검

토로 인해 종래 대왜방어의 ‘남방’과 대여진방어의 ‘북방’과의 차이를 인

식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병자호란 이후에 나타난 청의 군사 통제와 

간섭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여기에 다시 청이 머지않아 몰락

하리라는 전망과 몽골의 부상, 그리고 조선 연안에서 피해를 주는 황당

선의 출현과 그 폐해에 따른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였다. 이러한 배경에

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중엽 간 ‘도성수비체제’의 정비과정에서 다

양한 국방논의가 전개되었는데, 당시 재조관료는 물론 향촌 지식인에 

이르기까지 양란의 반성과 교훈을 토대로 북방과 남방의 위협에 동시

에 대처하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남방(南防)’과 

‘북방(北防)’의 제문제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고는 18세기 전후로 조선의 국방체제가 수도방위 중심으로 재편․강

화되던 이른바 ‘도성수비체제 정비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국방논의를 

육방(陸防)과 해방(海防)의 관점으로 검토해 본 글이다.1) 지금까지 이 

시기의 국방문제가 주로 도성수비체제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군사제

도적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2) 본고에서는 이를 도성은 물

론 변방 및 해상(안)방어 등을 포괄하는 국방 전 영역에 걸친 방어전략

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성수비체제 확립

기’라고 할 수 있는 18세기 당시 육방과 해방을 동시에 중시하게 된 배

1) 본고와 관련하여 조선 후기의 군제연구와 진법연구 등 다음의 선행 연구가 참고된

다. : 車文燮, 『朝鮮時代軍制硏究』, 단국대출판부,1973 ; 同氏, 『朝鮮時代軍事關係

硏究』, 단국대출판부, 1996 ; 崔孝軾, 『朝鮮後期 軍制史硏究』, 신서원, 1995 ; 徐台

源, 『朝鮮後期 地方軍制 硏究』, 혜안, 1999 ; 金友哲, 『朝鮮後期 地方軍制史 硏

究』, 경인문화사, 2000 ; 盧永九, 『朝鮮後期의 戰術』, 그물, 2016.

2) 이에 대해서는 다수의 논고가 있으나 대표적인 연구로는 李泰鎭, 『조선후기의 정치

와 군영제연구』, 한국연구원, 1985 ; 이근호 외,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

학연구소, 1998 등이 참고된다. 또한, 18세기 국방체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에는

『한국군사사』 7~8(육군본부, 2012)가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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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무엇이며, 그러한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국방 논의는 어떠한 내용

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18세기 조선의 현

실에서 제기된 전략적 인식의 양상을 군사사상적인 관점에서 ‘육방과 

해방’이라는 구조틀 속에서 관방, 도성방어와 진법, 해방과 수군개편문

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2. 18세기 육·해방론의 형성 배경

가. 척법 수용과 비판적 검토

18세기 조선의 국방문제 가운데 하나인 진법논의의 시발점은 임진왜

란 도중에 도입된 진법문제로 소급된다. 조선 후기의 군대 편성이나 작

전술의 변화가 바로 전쟁 중에 명군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한 척계광 

전법(戚繼光戰法, 약칭 戚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어진 호란까

지 전례없는 전란을 거치면서 조선이 군사적으로 겪은 가장 큰 변화는 

『기효신서(紀效新書)』의 도입이었고, 이를 수용하고 동시에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이 18세기 영·정조대까지도 계속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조선

군은 조총과 새로운 전법을 구사하는 일본군에게 일방적으로 밀려 불

과 개전 20일 만에 한양을 내주어야만 했다. 6월 중순경, 평양성마저 

적 수중에 넘어가자 조선은 명에 구원병을 요청했고, 이에 부총병 조승

훈(祖承訓)이 지휘하는 선봉부대가 파견되었다. 그러나 명군이 평양성

에서 패하면서 명 지휘부는 충격에 휩싸였는데, 결국 ‘남방포수(南方砲

手)가 아니면 제압할 수 없다’며 남병(南兵) 투입을 결정하였다.3)

남병 투입으로 전세가 반전되자 명군이 사용한 남병전술(南兵戰術)에 

3) 『宣祖實錄』 28권, 선조 25년 7월 22일(기묘). “此賊非南方砲手不可制, 欲調砲手及

各樣器械, 先到于此矣, 待南兵一時前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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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쏠렸다. 명의 남병이 사용한 전술은 흔히 절강병법이라고도 부

르는데, 『병학지남연의(兵學指南演義)』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보는 

방파와 낭선, 장창과 당파 등을 사용하는 낭선부대와 방패부대를 사용

하고 화포와 화전을 연속 발사하여 일본군을 제압하는 명의 남병전술

을 ‘천하무적’이라고 평가하였다.4)

당시 국왕인 선조는 남병 전술서인 척계광이 지은 『기효신서』에 관심

을 갖고 이를 구입하여 배우도록 권고하였다.5) 평양성 전투 후, 선조

는 도독 이여송을 만나 환담하는 자리에서 『기효신서』가 ‘왜적을 방어

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비밀리에 역관으로 하여금 사오게 하여 

유성룡에게 보이면서 이를 강해하도록 한 바 있다.6) 조선인들의 눈에 

평양성 전투에서 명군의 승리는 낯설었지만 그들이 사용한 불랑기나 

호준포, 단병기인 장창·낭선·당파 등의 무기는 더욱 생소한 것으로 

조선 정부의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하였다.7)

그러나 『기효신서』는 보급과 동시에 병사들이 익히기 어려운 데다가 

종래의 진법체계와도 달라 문제점이 제기되었다.8) 본래 척계광 전법은 

명나라 장수 척계광이 절강참장(浙江參將)으로 있을 당시 남방왜구(南

方倭寇)의 방어를 목적으로 창안한 방왜전술(防倭戰術)인 만큼9) 조선

의 상황에 그대로 부합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었다. 화포와 창·당파

를 사용하고, 낭선부대를 운용하는 새로운 제파식 전법은 종래 화포와 

화살 및 기병에 의존하는 조선의 진법보다는 근접전에서 조총으로 무

장한 일본군을 백병전으로 제압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4) 『兵學指南演議』 序.

5) 『宣祖實錄』 42권, 선조 26년 9월 25일(병자).

6) 『宣祖修正實錄』 28권, 선조 27년 2월 1일(경술).

7) 『宣祖實錄』 60권, 선조 28년 2월 13일(병진) ; 『宣祖實錄』 67권, 선조 28년 9월 

11일(경진) ; 『宣祖實錄』 78권, 선조 29년 8월 21일(병진). 

8) 노영구, 「宣祖代 紀效新書의 보급과 陣法 논의」, 『군사』 제34호, 1997, 125~ 

154쪽.

9) 『紀效新書․提要』 “是書乃其官浙江參將時, 前後分防寧波紹興台州金華嚴州諸處練兵

備倭時所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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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신서』의 보급을 주도했던 병조판서 한효순(韓孝純)과 진법을 논하

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진법을 위주로 하되 중국의 제도를 보완해야 한

다.”는데 국왕 선조도 직접 동의할 정도로 문제점이 있었다.10)

선조대 제기된 『기효신서』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명·청 간에 세력각축이 고조되어 가던 광해군대에 이르러 더욱 뚜렷

해졌다. 임진왜란을 벗어나 이제 대륙상황이 조선을 위협하는 주요 정

세로 인식되면서 후금의 기마병을 상대로 하는 진법에 대한 관심이 부

상한 결과였다. 사실, 척계광 자신도 『기효신서』와 별도로 북방의 적정

과 대립하는 상황을 근거로 『연병실기(練兵實記)』를 저술하여 절강병법

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연병실기』는 『기효신서』와 달리 북방 기마부대

를 대적하기 위해 보․기병의 공조에 초점을 맞추어 전법을 제시한 것이

었다. 부사용(副司勇) 한교(韓嶠)는 서변(西邊)의 문제를 논하는 과정에

서 『기효신서』의 포살법(砲殺法)과 『연병실기』의 거기보법(車騎步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서북의 달리면서 돌격하는 철기병(鐵騎兵)을 상대

로 하려면 반드시 후자의 기거보법에 이용해야 한다고 상소하였다.11)

실제로 한교는 『연병실기』를 연구하고 편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병

지남』을 저술하여 전차를 중심으로 기병과 보병을 하나로 묶는 진법을 

검토하고, 이를 조선 상황에 알맞게 전통무기인 궁시(弓矢)를 소지한 

보병운용법을 고안하여 조총의 보완무기로 활용하도록 했다.12)

이러한 진법상의 새로운 변화는 병자호란 이후에 더욱 뚜렷해지면서 

전차 활용이 크게 강조되었다. 효종대 수석식 조총이 개발되고 숙종 후

반기에 천보총과 홍이포 등의 출현으로 전쟁양상이 달라지자 그 영향

이 진법상에 나타난 것이라고 하겠다.13) 병자호란 당시 청기병에 의해

서 조선군의 방어체계가 일거에 붕괴되었기 때문에 청이 명을 붕괴시

10) 『宣祖實錄』 208권, 선조 40년 2월 13일(병오).

11) 『光海君日記』 39권, 광해 3년 3월 29일(기사).

12) 정해은,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II),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121∼122쪽.

13) 노영구, 「정조대 병서 간행의 배경과 추이」, 『장서각』 3, 2000,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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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상황에서 대청방어(對淸防禦)를 위한 진법의 검토는 불가피한 것이

었고, 이는 척법을 보완할 조선적 진법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었다.

나. 청의 간섭과 대륙정세 변동

17세기 중엽, 명·청 교체기에 대륙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조선 정

부는 외교적으로 이중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병자호란을 

통하여 조선과 청의 관계가 군신관계로 정리되면서 조선은 청의 직접

적인 통제와 간섭 하에 놓이게 되었다. 

병자호란 이후, 청은 정축화약(丁丑和約)에 명시한 바와 같이 최우선

으로 대명전(對明戰)에 조선군의 파병을 요구했고, 조선의 군사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과 통제를 가해왔다.14) 1639년 10월, 청은 정명계

획(征明計劃)을 세우고 금주정벌을 위해 조선에 수군 파견과 군량을 요

구하는 ‘조병(助兵)’을 제기하였다. 요구병력은 전선 120척에다 병력 

6천명의 규모였고, 1641년 3월 출병 때는 포수 1000명에다 기병 500명

을 포함하여 2천 명 가량이었다.15) 청의 요청이 조선정부로서는 얼마

나 힘겨운 요구였는지는, 1657년 당시 훈련도감의 군사를 1만 명, 어영

군을 2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한해가 겹쳐 전국에 기근이 발

생하고 미가가 앙등하여 실제 군액을 도감군 6350명에 머물 수밖에 없

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16)

여기에 각종 군사시설에 대한 청의 통제와 간섭도 조선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었다. 개축한 산성을 허물도록 하는 것은 말할 것 없고 무기

나 장비 등을 군사시설에 함부로 배치할 수도 없었다. 일례를 들면, 

14) 『太宗文皇帝實錄』 卷之三十三 崇德二年 正月 二十八日 ; 『承政院日記』 3책, 

인조 15년 1월 28일(무진) ; 『仁祖實錄』 34권, 인조 15년 1월 28일(무진) ; 

『大東野乘』 권33, 「續雜錄」 4, 丁丑年 上. 

15) 『仁祖實錄』 39권, 인조 17년 11월 25일(무인) ; 柳在城, 『丙子胡亂史』, 국방부전

사편찬위원회, 1986, 253~255쪽. 

16) 『孝宗實錄』 18권, 효종 8년 1월 23일(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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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12월 삼전도비가 건립된 그 이튿날부터 청사(淸使)는 조선의 

군비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청 사신은 직접 삼전도비와 남한산성 성

첩을 살펴본 뒤에 조선의 승지(承旨)와 중사(中使)를 불러 크게 호통을 

쳤는데, 이는 조선의 군비에 청이 드러낸 간섭의 한 단면이었다. 청사

는 도환인(逃還人)·채삼인(採蔘人)·향화인(向化人) 등에 관한 일을 

제기하며 수없이 책망하고 고성을 지르며 남한산성과 강도 수축을 힐

책하고, “해도를 수축한 곳과 남한산성을 우선 허물어 버린 다음 우리

가 국경을 넘어가기 전까지 치보하라.”고 지시하였다.17)

이후로도 청사가 오면 남한산성은 언제나 순찰의 대상이 되었다. 청

국은 군사시설 가운데 산성을 최우선적으로 감찰했으며, 의주의 성지

나 부산 등지의 수축 등과 같은 변성(邊城)·부산 등은 허용했으나 내

지(內地)에 수축은 엄단하였다.18) 특히 평양성 수축은 청 정부가 조선

이 청을 속이고 있다고 의심한 대표적인 축성이었는데,19) 이로 인해 조

선 정부는 축성은 물론 군사장비의 배치, 군수물자의 수송을 비밀리에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예컨대, 1647년 11월 갑주 50부를 남

한산성에, 20부를 강도에 수송하는데 청인(淸人)들이 알지 못하도록 조

보(朝報)에 내는 것을 단속하는 등 신경을 썼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20)

때로는 청은 조선이 왜를 핑계대며 군사를 늘린다고 칙서를 보내어 경

고하기도 하였다.21)

또한 임진왜란 이후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하던 화약 제조와 무기개

발에도 제약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군문등록(軍門謄錄)』에 의하면, 

17) 『仁祖實錄』 39권, 인조 17년 12월 6일(무자).

18) 『仁祖實錄』 39권, 인조 17년 12월 9일(신묘) “義州城池, 系是邊城, 故不令毁撤. 

俺等之所以禁斷者, 不在邊城, 而在於內地之修築. 故釜山等地, 已爲許築, 而今之南

漢, 不可不毁也.”

19) 『仁祖實錄』 40권, 인조 18년 3월 25일(병오).

20) 『仁祖實錄』 48권, 인조 25년 11월 10일(병오).

21) 『孝宗實錄』실록 5권, 효종 1년 8월 27일(무신) ; 『孝宗實錄』 5권, 효종 1년 9월 9일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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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은 화기(火器)가 매우 부족하여 각 포루에는 화약

이나 대포의 비축량이 단 한 번의 전투조차 제대로 치르기 어려울 정도

였다.22) 그러나 선조연간에 생포한 왜병들의 정보를 참작하여 조총을 

자체 제작하여 1593년 12월 과거에서 시취(試取)한 바 있었고,23) 조작

이 간편한 일본의 철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종래의 방전총통(放箭銃

筒)보다 위력이 뛰어난 철환총통(鐵丸銃筒)의 제조에도 성공하였다.24)

또한 수입에 의존하던 염초를 바닷물로 제조하여 대체하고자 했는

데,25) 정두원(鄭斗源)이 북경 사행시 직접 염초굽는 법을 배워와 1633년 

10월경에는 경상도 6고을에서 생산하는 염초량을 3개월간 무려 1천여 

근 정도로 향상시켰다.26) 그리고 1614년 조총청이 훈련도감으로 승격

된 후에는 조총을 비롯한 불랑기·백자통․삼안총 등을 제작했는데, 

1627년 양서(兩西)를 제외한 6도의 통계를 보면 조총수가 1만 7180자

루에 육박했다.27) 조선의 조총은 청에서도 그 견본을 요청할 정도로 

우수하게 평가되었고 포수의 실력도 상당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염초 등 화약의 원료가 부족한데다가 병자호란 이후에 이른

바 ‘범월(犯越)사건’이 일어나 조선과 청국 간에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

되어 조선의 총포개발에 큰 악재가 되었다. 1642년 9월, 월경하여 삼

을 캐던 강계인들이 청인(淸人)에게 대포와 활을 맞고 2명이 살상당하

22) 『軍門謄錄』, 병신 2월 11일 ; 『軍門謄錄』, 을미 10월 19일 ; 『軍門謄錄』, 병신 4월

7일. “火藥大砲, 多多益善. 江邊所儲, 不足以支一戰之用, 猝然遇賊, 則將以何物制

之也, 極爲寒心.”

23) 『宣祖實錄』 28권, 선조 25년 7월 24일(신사) ; 『宣祖實錄』 39권, 선조 26년 6월 

16일(기해).  임진왜란 중, 조선에서 제조한 조총이 등장하는 것은 기록상 1593년 

9월 14일인데, 이때 이순신은 일본 조총을 모방하여 우수한 성능의 조총을 제조

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박재광, 『한국군사사』 13(군사통신·무기), 육군군사연구

소, 2012, 428쪽).

24) 宇田川武久,『東アヅア兵器交流史の硏究』, 東京, 吉川弘文館, 1993, 2〜7쪽.

25) 『宣祖實錄』 42권, 선조 26년 9월 25일(병자).

26) 『仁祖實錄』 25권, 인조 9년 7월 12일(갑신).

27) 『仁祖實錄』 16권, 인조 5년 5월 1일(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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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6명이 사로잡힌 적이 있었는데, 숙종(肅宗) 연간에는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다.28) 급기야 청의 관리가 백두산 지도를 그리기 위해 왔다가 

압록강 인근에서 삼을 캐던 조선인의 총포에 피격당한 사건이 발생하

면서 양국 간 외교문제로 확대되기도 하였다.29) 결국 후주진을 혁파하

고, 조총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지면서 조선의 무기체계의 발전

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말았다.30) 조선의 조총 제작술이 제자리 걸음

에 머물렀다는 점은 청국이 조선에 조총수 지원을 요청한 이른바 ‘나선

정벌(羅禪征伐, 1654, 1658)’의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조선군은 사격

술만큼은 우수했으나 정비가 부실했고, 현지에서 입수한 러시아군의 소

총은 이미 수석식(燧石式)이었으나 조선군이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화

승총이었다. 

그러던 중 청국은 대륙점령을 완료하고 대조선강경책(對朝鮮强硬策)

을 구사하던 섭정 도르곤(多爾袞, 1612~1650)이 사망하자 조선에 대한 

감시를 대폭 완화하기 시작했다.31) 조선 정부는 1656년에 표류인들의 

28) 『仁祖實錄』 44권, 인조 21년 9월 21일(임자) ; 『同文彙考』 卷之五十, 「犯越 二 

我國人犯人監候處斷各官擬罪咨」

29) 『藥泉集』, 「藥泉年譜」 권4 ; 『肅宗實錄』 16권, 숙종 11년 12월 1일(정해).

30) 『肅宗實錄』 보궐정오 17권, 숙종 12년 윤4월 13일(병인) ; 『謄錄類聚』 권10, 交隣

3, 숙종 11년 10월 15일 ;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의 지역발전과 북방영토의식』,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6, 56쪽.

31) 청의 조선에 대한 군사적 간섭․통제의 근거는 정축화약인데, 이로 인해 1704년(숙

종 30) 전후로 도성 및 북한산성 축조 논의과정에서도 청에 자문을 구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肅宗實錄』 41권, 숙종 31년 1월 15일(경술), 2월 6일(경인) ; 『肅宗實

錄』 49권, 숙종 36년 10월 21일(임오), 28일(기축). 그러나 이때까지는 축성 사실

을 자문에 넣지 말자거나 성지 순심(城池巡審) 정도로 표현하여 자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다가 북한산성 축조문제가 재론될 무렵인 1710년 9월 

28일 청에서 보내온 자문에서 청의 해적 소탕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선 연해의 

해적 방수에 힘쓰라.’는 요구에 따라 조선 정부에서는 이를 빙자(憑藉)하여 성지수

축 문제를 황당선이 자주 나타난다는 말을 첨입하여 청국에 통고하였다(『肅宗實

錄』 49권, 숙종 36년 9월 28일(기미) “皆沿海城池, 有所拘礙, 每不能修築. 今因此

機, 憑藉陳請爲宜. 兵曹判書閔鎭厚仍請添入荒唐船數現之事, 俾爲申飭, 上可之” ; 

『備邊司謄錄』 60책, 숙종 36년 9월 30일 “上曰, 彼於咨文, 欲使我防守, 則因此機

會, 修治城池 事, 指辭移咨好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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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을 모방하여 훈련도감에서 새로운 체제의 조총을 만들었고,32) 얼

마 후에는 청으로부터 새로운 화기의 제작기술을 도입하여 조총의 사

정거리가 늘어나고 우천에서도 사격이 용이해지는 등 그 신뢰성이 높

아져갔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러시아 정벌을 위해서 청국이 두번씩이

나 조선의 조총수 파병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조선군의 공공연한 군사

훈련도 가능해졌던 것이다. 이에 따라 조총이 급속히 보급되어 전체 무

기체계에서 조총이 궁시를 대신하면서 보병에서 조총을 장비한 포수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는데, 17세기 후반 이후 조선을 비롯한 청과 일본의 

보병들은 상당수가 조총으로 무장하여 밀집진형(密集陣形)을 구사하며 

사격을 가할 수 있었다.33) 『만기요람』의 군기 명세표에서 보여주듯

이,34) 19세기 초 각 군영의 군기수량은 조총이 42,154자루나 되었고 

그것도 자체 생산한 것이어서 점차 재래식 화기의 운용능력이 향상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35)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의 내부 사정이 조선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하였다. 청이 중원의 패권을 차지한 이후에도 명의 잔존세력 등의 

반란이나 내부 정세의 혼란이 계속되어 청 정부를 위협했던 상황은 조

선인들 사이에 청의 몰락에 관한 소문의 진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청국의 사정을 보면, 1644년 9월 청군이 북경을 함락한 상황에

서도 명의 이자성(李自成)이나 장헌충(張獻忠) 세력 등의 발호나, 복왕

(福王) 중심으로 명 황족과 관료 출신들이 남경(南京)을 무대로 남명(南

明) 정권을 세우고 저항을 계속하였다. 1661년, 청에 투항한 오삼계(吳

三桂)가 미얀마에서 영력제(永曆帝) 영명왕(永明王, 1649∼1662)이 사

로잡혀 멸망한 후에도 저항과 반란은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오삼계(吳

32) 『孝宗實錄』 17권, 효종 7년 7월 18일(갑자). “蠻人之漂到也, 得其鳥銃, 其制甚巧, 

命訓局倣而造之.”

33) 노영구, 「18세기 기병 강화와 지방 무사층의 동향」, 『한국사학보』 제13집, 

2002, 365, 368쪽.

34) 『萬機要覽』 軍政編 .

35) 박재광, 『한국군사사』 13(군사통신·무기), 육군본부, 2014, 4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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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桂)가 주동한 난은 이른바 삼번의 난(1673~1681)으로 확대되었고 정

성공(鄭成功)의 반란(1661〜1683) 등으로 이어졌다. 성조(聖祖) 강희제

(康熙帝) 재위기(1662〜1722)에 이르러 이를 평정하고 청조의 극성기

를 이루었지만 고종(高宗) 건륭제(乾隆帝)의 집권기(1736〜1795)에도 

서장족의 반란(1771), 서몽골 준갈이부의 저항(1771), 대만의 임협문(林

夾文)의 난(1786) 및 안남(安南)․면전(緬甸) 지역의 저항(1788), 운남(雲

南)의 묘족난(1797) 등이 계속되었고, 특히 서몽골 오이라트 4부 중 하

나인 준갈이부와는 사활을 건 전쟁을 70년간이나 치러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청국 사정으로 인해 조선인들 사이에는 미구에 청이 망할 것

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청이 몰락하여 그 발상지인 영고탑(寧古塔)으

로 회귀하리라는 이른바 영고탑회귀설(寧古塔回歸說)이 그것이다.36)

이러한 소문은 이미 현종대부터 조선사회에 나돌고 있었다. 그러나 실

제로 북경을 다녀온 동지정사 이경억(李慶億) 등은 오히려 청이 결코 

망할 조짐이 아니라며 조선의 눈으로 그들을 본다면 장차 ‘흙덩이가 무

너지는 듯 기와가 깨지듯 하는 형세가 있을 것이다’고 경고하기도 했

다.37) 그럼에도 청의 몰락에 관한 소문은 몽골의 발흥에 관한 소식과 

함께 조선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는데, 청이 오삼계 세력 등으로 인해 혼

란 속에 있는 동안에 몽골의 발호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38)

실제로 숙종 연간에 청나라는 몽골의 발흥과 러시아와의 흑룡강 사

태가 일어나자 조선에 조총 3천 자루를 요구해왔다.39) 조선 조정이 북

한산성(北漢山城)의 수축을 결정하고, 백두산(白頭山) 경계를 철저하게 

하도록 지시했던 것도 오삼계(吳三桂) 반란을 보면서 청 몰락과 함께 

36) 영고탑회귀설에 대해서는 배우성,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998을 참조.

37) 『顯宗實錄』 16권, 현종 10년 3월 4일(정유).

38) 『顯宗實錄』 17권, 현종 10년 9월 30일(경신) ; 『肅宗實錄』 1권, 숙종 즉위년 

11월 7일(병인) ; 『承政院日記』 14책, 숙종 6년 3월 10일(기해). 

39) 『肅宗實錄』 23권, 숙종 17년 4월 12일(정묘) ; 『備邊司謄錄』 45책, 숙종 17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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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부상으로 인한 위기감에 따른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다.40) 영조대

에 들어와서도 ‘오랑캐의 운세가 백년을 가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은 계

속되었고, 북경의 재변에 따른 북방 정세의 변화, 곧 청이 영고탑으로 

가기 위해 조선의 육진(六鎭) 지역을 경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

돌고 있었다.41)

이밖에도 조선해안에 황당선이나 표류선의 표착이 점차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숙종 이후 서해지역에 출현한 황당선

은 연해지방의 민가를 약탈하거나 연변군사들과의 충돌로 이어졌고, 

이는 조선 정부로 하여금 해방대책에 관심을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

다.42) 단적인 예로 1738년 7월 10일 해서에 나타난 황당선을 보면, 규

모만도 400명에 이르렀고 해당 지역의 진민(鎭民)과 접전하여 2명의 

주민이 사망하기까지 하여 조선 조정에서는 이를 ‘어채(魚採)’가 아닌 

‘침략(侵掠)’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43)

3. 18세기 육·해방론의 전개

  가. 관방문제에 관한 논의

18세기 조선 사회에서는 왜란과 호란에 대한 반성, 대륙정세의 변화, 

인근 연해에 등장하는 황당선 출현 등으로 새로운 방어전략에 대한 논

의가 일어났다. 새로운 방어전략 가운데 육방문제는 북방(北防)인 관방

40) 『肅宗實錄』 1권, 숙종 즉위년 11월 13일(임신) ; 『肅宗實錄』 9권, 숙종 6년 3월 5일

(갑오).

41) 『英祖實錄』 28권, 영조 6년 12월 17일(신해).

42) 『備邊司謄錄』 53책, 숙종 29년 6월 29일 : 『承政院日記』 28책, 경종 1년 윤 6월 

12일(신미) ; 『備邊司謄錄』 90책, 영조 7년 7월 12일 

43) 『備邊司謄錄』 104책, 영조 14년 7월 10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8세기�조선의�육 · 해방론�전개� � | 223

(關防)과 수도의 방어체계인 도성방어(都城防禦)가 핵심을 이루었다. 

관방이란 적의 침입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한 방어시설물 일체를 

말하는데,44) 주로 산성·도성·읍성·진보 등의 성곽류와 각종 목성이

나 도로·방탄(防灘) 등 천연·인공 장애물을 가리킨다.45) 당시 압록

강 연안 8백리에 7개 읍과 36개 진보(鎭堡)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긴

요성을 고려하지 않아 효용성에 의심이 제기되었다. 1729년(영조 5)에 

평안감사 송인명(宋寅明)도 병자호란 당시 관방과 군읍의 배치관계에 

주목하며 관방의 지리적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46) 『연려실

기술(練藜室記述)』에서는 당시 폐지된 진보가 전국에 무려 370개에 달

하며 이 가운데 핵심 관방지역인 함경도와 평안도 등 관북(關北)과 관

서(關西) 두 지역이 각각 111곳과 104곳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47) 산성 또한 전국에서 폐지된 것이 346개였는데, 

남아 있는 것은 45개에 불과하여 전국적으로 거의 폐지된 데다 축성법

도 산세(山勢)에만 의존하여 산성의 효과도 군사적으로 매우 불비한 상

황이었다.48)  

〈표〉 『연려실기술』에서 제시한 산성 및 진보의 현황

         지 역
구 분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강원 함경 평안 계

산성수
폐지된 산성 30 66 67 29 18 44 35 57 346

잔존 산성 6 2 12 8 6 - - 11 45

폐지된 진보수 16 11 48 38 30 12 111 104 370

44) 『萬機要覽』, 「軍政·關防」 “設險固圉, 是謂關防. 凡道路控會, 嶺隘緊要, 築城置

兵, 以備外侮, 皆是物也.”

45) 『增補文獻備考』 권25-30, 「輿地考․關防」

46) 『英祖實錄』 23권, 英祖 5년 8월 27일(기사) “我國則深置關防, 露置郡邑. 如義州

城, 亦迫在鴨江之岸, 丙子之亂, 林慶業守義州, 而未及措一策. 議者或言 ‘義州府

尹, 春夏處於城中, 秋冬則宜入處於稍內之地, 昌城等邑, 亦當入置深處.”

47) 『燃藜室記述』 別集 卷之十七, 「邊圉典故」(鎭堡)

48) 『肅宗實錄』 19권, 숙종 14년 6월 14일(을묘) “修山城又有小目, 據險淸野.” ; 『燃

藜室記述』 別集 卷之十七, 「山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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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숙종~영조 연간에 관방문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정

묘·병자호란 당시 청군의 침입로인 압록강 지역의 서북과 북변의 ‘요

해처(要害處)’가 매우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전략적 요해처로

는 강계(江界), 창성(昌城), 당아산성(當峨山城), 아이진(阿耳鎭), 의주

(義州), 구성(龜城), 선천(宣川), 동선령(洞仙嶺), 효성령(曉星嶺) 등을 

서로(西路)의 최고 요충 관방(關防)으로 꼽혔다.49) 이는 임진왜란 당시 

유성룡이 제시한 관서(關西)의 요로인 박천(博川)-태천(泰川)-평양(平

壤) 축선과50)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숙종대 영의정 허적을 비롯한 

조정 신료 간에 논의과정에서 조정된 것이었다.51) 이때 조정에서는 완

항령 남쪽과 차령, 우현 북쪽에 진을 설치하는 것을 결정했고, 1680년

(숙종 6)까지 압록강변에서 적유령 산맥 일대에 이르는 영애방어선을 

49) 『備邊司謄錄』 112책, 영조 19년 4월 21일. “卽西路關防之最要緊處也,”

50) 『燃藜室記述』 別集 卷之十七, 「關防」 “關西三路, 惟博川泰川一路, 最爲關重. … 

定州路次之.”

51) 『備邊司謄錄』 31책, 숙종 1년 5월 27일. 

『관서총도(關西摠圖)』(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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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도록 하는 한편,52) 평안도의 병력수를 1746년(영조 22)까지 평

양 1만 명, 안주 5천 명, 영변 5천 명 등 2만 명 수준을 확보하는 조치

까지 단행하였다.53)

그런데 우통례(右通禮) 우정규는 관방문제에서 서북 변경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를 해서(海西)와 경기(京畿) 지역까지 연결하는 한편, 폐

사군을 중시하였다. 해서지역의 청석곡(靑石谷), 해서와 관서의 경계에

서 동선령(洞仙嶺)을 중심지로 보고, 함종과 정주 2곳이 삼수․갑산과 통

하고 다시 폐사군(廢四郡)과 연결되는 요충지라고 본 것이다.54) 육진

(六鎭)이 전초기지로서 명․청 교체 이후 방어관심지역인 것은 사실이지

만 실제적인 위협은 호란이나 여말 홍건적의 난에서와 같이 압록강 하

류인 의주-선천-정주-함종 방면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6진(鎭)보다 함관(咸關)과 철령(鐵嶺)을 우선적으로 진수하되, 

4군(郡)을 활용하여 압록강에서 백두산으로 이어지는 지경과 경계를 개

척하여 변방을 보장하는 방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5) 특히 

관서지역에서 희천(熙川)의 적유령(狄踰嶺), 가산(嘉山)의 효성령(曉星

嶺)과 선천(宣川)의 검암성(劍岩城), 철산(鐵山)의 운암성(雲暗城)을 요

해처로 제시하면서 압록강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종심 루트에 나무를 

키워 천연적인 험지의 장점을 활용하도록 강조하였다.56) 1704년 3월, 

함경도 지역의 함흥, 마천령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성곽 수축과 군

52) 盧永九, 「5군영제의 확립과 군영체제의 정비」, 『한국군사사』 7(조선후기I), 육군본

부, 2012, 423쪽 ; 고승희, 「조선후기 평안도지역 도로방어체계의 정비」, 『한국문

화』 34, 2004, 207~212쪽.

53) 『備邊司謄錄』 115책, 영조 22년 7월 2일. “兵營手下軍兵, 只是四部兵近五千人而

已, 兵使爲一路大 將, 且在賊路要衝, 而軍卒之單弱如此, 誠極寒心, 安 州諸般名色, 

合爲四部, 今不可更爲添軍, 寧邊, 地廣 人衆, 距兵營六十里, 可以朝令而夕發, 今

若於寧邊, 一依安州例, 設置四部之制, 則合可爲萬兵, 與監營 壯十部之數, 相同矣, 

監·兵營, 置二萬兵操鍊,”

54) 『經濟野言』, 「備邊固圉之策」 “惟以六鎭爲要然, 此特邊境之憂, 不若咸定諸郡之爲急. 

盖咸定諸郡與三甲相通, 而三甲水皆北流, 又與廢四郡接近.”

55) 『經濟野言』, 「備邊固圉之策」

56) 『經濟野言』, 「關防設置之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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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력 확충하고, 함흥을 독진(獨鎭)으로 편성한 것, 나아가 마천령 방어

를 위해 1714년(숙종 40) 길주에 방어사 설치나 1720년(숙종 46) 단천

에 독진 설치와 같은 군사적 조치는 모두 관서와 관북을 연결하는 북방 

강화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하다.57)   

한편 지리학자 정상기는 서로(西路)와 북로(北路)의 관방과 요충지를 

관애(關隘) 중심으로 검토하고 축성 및 해자 설치 등을 활용한 적극적 

방수를 강조했는데,58) 그는 요해처 중심으로 축성하고 해자를 운영한

다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처럼 열흘 안에 서울이 무너지는 사태

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정상기가 제시한 관방대책의 특징은 병차(兵

車) 사용을 제안한 것인데, 청 기병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차병(車兵)을 

전술적으로 활용하되 전국에서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북도의 육진과 함

흥, 서로의 의주와 안주․평양, 기타 번진(蕃鎭)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것이었다. 

관방 검토과정에서는 북벌론적 입장을 제시한 경우도 나타났는데, 

이는 숙종대 윤휴의 북벌론과 동일한 맥락이었다. 군사실학자 송규빈

은 압록강 너머의 봉황성(鳳凰城)·안시성(安市城) 등 북쪽 청군의 군

사적 요충지역에 대한 점령을 거론하며 ‘북벌적 관점’에서 관방문제를 

검토하였다. 그의 관방대책은 성방어(城防禦), 적대(敵臺)와 기성보(騎

城舖)의 방어시설, 철포(鐵炮)와 화기(火器), 검차(劍車) 등을 활용한 

전술적 통합론으로 요약된다.59) 그가 제시한 견해는 4군(郡) 지역을 

적극적인 변방전략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한 점에서는 우정규와 일치하

며, 적 기병의 거병(車兵)으로 대적하는 전술적 제안이나 축성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 성곽방어에서 견벽청야(堅壁淸野) 전술 활용 등은 정상

기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57) 노영구,「중앙 군영과 지방군을 통해 본 조선후기 국방체제의 변화 양상」, 『장서각』

33, 2015, 77~78쪽.

58) 『農圃問答』, 「設關隘」

59) 『風泉遺響』, 「西塞籌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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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시기에 관방 가운데 중요한 시설로서 산성 운용은 종래의 

산성 방식을 대치하는 자연성·토성·목성·목책 등의 축조 및 운용법

이 제기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역사실학자 안정복의 경우, 북방의 

강화를 위해 의주에서 경원에 이르는 1천여 리에 요새지마다 상실(橡

實)을 심어 자연성(自然城)을 만들고 그 안에 토성을 쌓아 이중성을 만

들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60) 산성이 수적으로 줄고 축성이나 

관리상의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여 산성의 가치가 부정된 것은 아

니지만, 이를 대치하거나 보완하는 목성․목책 등으로 대치하는 방안의 

제시나 읍성(邑城)의 가치가 제고된 것이다.61) 1742년에 벽돌을 사용

한 축성이 강화 외성 축조에 적용되었고,62) 1743년에 서로(西路) 지역

에서 관방시설이 화전 폐해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선천의 좌현, 동선

령의 전답을 원전(原田)과 속전(續田)으로 구분하고, 속전에 나무를 심

어서 관방을 굳게 하는 방식을 채용한 예는 그러한 방안이 실제로 활용

되었음을 보여준다.63) 또한 1747년에 평안병사 이일제(李日躋) 주관 

아래 구성(龜城)의 새장(塞牆)과 선천(宣川)의 좌현(左峴), 서림(西林), 효

성(曉星) 등에서 관방보수를 실시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진다.64)

60) 『順菴叢書』上 卷九, 「問海浪島」

61) 읍성은 조선초 왜구 침공에 대비하여 본격적으로 축조되었다. 중종대에 160개 정

도를 유지하였고, 영조대 100여 개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중요성은 다시 강

조되었다.

구분 행정구역수 읍성수 증감

세종실록지리지 335 96

신증동국여지승람 330 160 △

여지도서 334 107 ▽

62) 『英祖實錄』 55권, 영조 18년 6월 19일(병오).

63) 『英祖實錄』 57권, 영조 19년 4월 20일(계묘). “仙、曉星二嶺, 卽西路關防最要處也。 

曾前樹木茂密, 而近漸童濯, 兩道兵使竝重推, 另爲禁養之意, 嚴飭爲宜.” ; 『英祖實

錄』 58권, 영조 19년 4월 20일(계묘) “續田則請盡令陳廢, 禁養裁植, 以重關隘, 罷

都城增築之議, 令各軍門, 分掌四面, 隨毁修築.”

64) 『英祖實錄』 65권, 영조 23년 1월 15일(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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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18세기 중엽에는 종래의 ‘산성유익론’에 따라65) 낙동강 일대 

산성 수축 등 전국에 산성 수축이 재검토되던 상황과는 달리, 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보장처로서 남한산성 등 수도권 중심의 주요 산성을 제

외하면 산성의 효용성이나 석축 등에 의한 산성운영은 거의 회의적이

었다. 병자호란 당시 청군이 산성을 우회하거나 기병전술로 산성방어

체제가 기병에 대응책으로서 한계를 보여주었기 때문인데, 따라서 이

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드는 돌로 쌓는 축성 대신에 

띠풀과 진흙을 석회와 함께 이겨서 벽돌을 찍어서 축성하거나 목책·

목성과 같은 보조수단의 활용이 제시되었다.66) 특히 수목을 활용한 목

성의 운용이 자연장애물로서 서북지역의 방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었고, 인력과 비용절감, 설비의 편리한 점 등으로 인해 산성

을 대치할 만한 방어책으로 제기되었다. 목성 축성은 이미 광해군대 

명·청 세력이 각축하던 불안정한 대륙정세 하에서 비변사에서 강화방

어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67) 영조대에 들어와서 보다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결국, 이러한 산성을 목책·목성 등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은 제도

상으로 관서(關西)․관북(關北)을 연결하는 관방전략으로서 숙종대 함경

도에 기병부대인 친기위(親騎衛)와 평안도에 별무사(別武士) 등 지방 

기병부대의 설치 운용,68) 북방의 기병부대에 대항하는 기마전술에 대

65) 『西厓集』 書狀, 天兵退駐平壤後條列軍中事宣狀 ; 유재춘, 「조선전기 경상도의 

지역거점 산성연구」, 『지역과 역사』, 부경역사연구소, 2010, 112쪽.

66) 『風泉遺響』, 「西塞籌略」 “今有一法, 以茅泥和石灰, 作一大白磚, 環築如制之城, 其

高其廣, 自可如意.”; 「木城」 “今以天作之巨嶺, 養其自生之樹林, 密密重重, 遮蔽於

層崖絶嶝之上, 望之若干雲而凌霄.”

67) 『光海君日記』권80, 광해군 7월 11일(신유).  

68) 姜錫和, 「조선후기 함경도의 친기위」, 『한국학보』제89호, 1997 ; 동씨, 「조선후기 

평안도의 별무사」, 『한국사론』 제41호, 1999. 강석화에 의하면, 평안도의 별무사

는 1712년(숙종 38) 창설 당시 300명이었고, 이후 1718〜1719년(숙종 44〜45)에 

의주, 강계, 창성, 선천, 삼화에 별무사가 창설되어 그 규모가 1719년 1,900명, 

1727(영조3) 2,500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함경도의 친기위 역시 1713년(숙종 39) 

1,200명으로 2배 증가되었고 이후 1750년(영조 26)에는 3,000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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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인식과 함께69) 청 주력군인 기병을 상대로 하는 기창교전(騎槍交

戰)의 재정립, 나아가 수원지역의 기병부대인 별효위(別驍衛) 창설 등

으로 이어지는 군사방어대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70)

나. 도성방어와 진법 논의

관방에 의한 관북·관서지역 등 북방과 함께 육방의 또 한 축은 도성

방어다. 17세기 이후, 도성방어의 대전환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종

래의 수도 외곽지역의 보장처 중심에서 수도권 중심방위체제로 개편된 

데 따른 변화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체로 인구의 증가, 서울의 동시

공간 확대 및 촌락의 증가, 그리고 자연재해와 부세 부담의 불균형 등

으로 인한 대규모 유민의 발생 등이 지적되어 왔다.71) 이에 덧붙여 필

자는 이 시기에 수도방어에 관한 문제가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고려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임진왜란 당시 수도 서울은 1592년 4월 개전 20여 

일도 채 안 된 1592년 5월 2일 함락되었고, 병자호란 때에도 청군 선

봉대가 1636년 12월 8일 압록강을 도하한 후 6일 만인 12월 14일 서울 

근교에 도착함으로써 수도방위에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인조대 영장제를 설치하고 속오군을 정비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군을 정비하는 한편, 어영청 설치로부터 금위영 창설로 

이어지는 5군영제를 갖추어 중앙군을 재편하였다. 그리고 숙종 후반기

부터 삼군문도성수비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군영제의 정비를 통한 도성

방위체제의 기틀 위에서 18세기 초 훈련도감군 5천 명, 훈련별대와 정

초군으로 창설한 금위영 1만 4천 명 등이 주축을 이루는 중앙군의 재편

69) 李弘斗, 「호란 이후 조선군의 전술변화」, 『군사사연구총서』 제2집, 2002.

70) 崔炯國, 『조선후기 기병전술과 마상무예』, 혜안, 2013, 155쪽.

71) 이근호, 「숙종대 중앙군영의 변화와 수도방위체제의 성립」, 『조선후기의 수도방위

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15〜26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30 |� �軍史 第104號(2017. 9)

을 완료하였다.72)

양란을 계기로 이루어진 군제 개편은 도성방어체계의 기본 토대가 

되었고, 여기에다 정치적으로 영조 초 일어난 괘서사건이나 신임사화

(辛壬士禍) 등의 정변·민란은 도성수비를 더욱 강화하는 직접적인 계

기가 되었다. 특히, 1728년 무신란(戊申亂, 이인좌의 난)은 반란군의 

수괴인 이인좌가 비록 청주성을 함락한 후 도성을 향해 진격하다가 안

성에서 패하고 죽산에서 오명항(吳命恒)에게 체포되면서 수습되었지만 

충격적 사건이었음에 틀림없었다.73) 반군 지도부가 경기·영호남 인사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안감사와 총융청군의 최고지휘관 및 일부 

금군이 가담했고, 토벌군은 진압과정에서 지휘통솔상의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여 도성방위가 크게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74) 이외에도 영조 

원년인 1725년부터 빈번하게 계속되는 괘서사건이나 이지서변란(李之

曙變亂, 1748)과 같은 정변 등이 왕권과 치안을 크게 위협하였다.75)

영조대 도성수비에 관한 방어 개념은 종래의 수도권 중심에서 수도

를 중심으로 하는 방어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었고, 이는 ‘도성사수론’

의 성격을 띠었다. 양란의 교훈을 통해서도 입증되었지만, 변란이 발생

하면 원거리인 강화성이나 남한산성으로 피난하는 것이 아니라 도성을 

사수하되 지근거리에 있는 북한산성을 전술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었

72) 노영구, 「5군영제의 확립과 군영체제의 정비」, 『한국군사사』 7, 육군본부, 2012, 

435~436쪽.

73) 『英祖實錄』 16권, 영조 4년 3월 15일(을축) ; 『英祖實錄』 16권, 영조 4년 3월 

24일(갑술).

74) 朴光用, 「탕평책 실시의 배경」, 『한국사』 32, 국사편찬위원회, 1997, 71쪽. 이인좌

의 반군 진압에 동원된 중앙군은 1차 출정 때 마병 중심 357명을 주력으로 하는 

훈련도감 386명, 금위영 1,065명, 2차 출정군은  어영청 572명, 개성군 마병 별기

위 200명, 이외에 한성수비 강화를 위한 개성의 별기위 300명과 장단방어영 군병 

2,000명이었다(조준호, 「영조대 『수성절목』의 반포와 수도방위체제의 확립」. 『조

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109쪽). 

75) 『英祖實錄』 24권, 영조 5년 12월 7일(정미) ; 『英祖實錄』 67권, 영조 24년 5월 

21일(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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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6)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숙종대 이미 수도방위 차원에서 문수산성

의 축성이 완료되었고,77) 1711년 4월 축조를 시작으로 이해 10월에는 

북한산성의 체성(體城)과 여장(女墻)이 완공되었다.78) 그리고 1712년 5월

부터는 북한산성에 중성(重城)을 쌓기 시작하여 이해 10월 어영청(御營

廳)과 금위영(禁衛營)이 주관하는 북한산성(北漢山城)의 성랑(城廊)·창

고·문루(門樓)와 못을 파고 우물을 만드는 역사가 완료되어 도성방어

의 기본 시설이 갖추어졌다.79)

도성사수론자인 우정규는 고구려인들의 안시성전(安市城戰) 사수를 

언급하면서 ‘중국인들이 동국 사람은 성을 잘 지킨다’고 지적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도성방어를 강조했고,80) 송규빈 또한  도성의 가치를 ‘종사

(宗社)와 신인(神人)’의 처소라고 규정하면서 왕조의 정신적 실체로 간

76) 姜性文, 「수도 서울방위에 관한 연구」, 『육사논문집』 제45집, 1993, 163쪽.

77) 『肅宗實錄』 27권, 숙종 20년 9월 13일(무인) 

78) 『備邊司謄錄』 63책, 숙종 37년 10월 18일 ; 聖能, 『北漢誌』, 「事實」

79) 『肅宗實錄』 51권, 숙종 38년 5월 25일(정미) ; 『肅宗實錄』 52권, 숙종 38년 10월 

8일(무오).

80) 『經濟野言』, 「都城守禦之策」

<도성삼군문분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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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며 도성사수론을 주장하였다.81) 노론의 이념적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한원진(韓元震, 1682~1751) 역시 임진·병자란에 대한 반성적 관

점에서 유성룡의 『징비록』을 검토하고, 당시 동인의 정책을 ‘대계지실

(大計之失)이라면서 ‘대가도요(大駕渡遼)’는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었

다고 비판했는데,82) 그 역시 도성사수를 지지하였다. 영조대 도성방어

와 관련하여 ‘도성사수(都城死守)’는 대세이자 중론이었다.83)

도성사수론자인 동지(同知) 이천구(李天球)는 영조에게 한양 도성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돈의문(敦義門)에서 북쪽으로 동소문(東小門)까

지는 천험(天險)의 지역, 동소문에서 남쪽으로 동대문까지 험조한 지

역, 동대문에서 수구문(水口門)은 평탄하나 성첩이 두텁고 완벽한 지

역, 그리고 수구문에서 남대문까지는 절험 지역, 다시 남대문에서 돈의

문까지는 평이하나 성의 기지가 단단하고 높이 쳐다보는 지역이라고 

한성의 지리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는데,84) 도성의 지형조건이 수성에 

유리하고, 인구․물산이 풍부하여 종사·인민·식량·재력을 구비함으로

써 ‘도성사수’의 요건을 잘 갖추었다고 보았던 것이다.85)  

1571년(영조 27) 도성수비에 관한 편제가 「수성절목(守城節目)」으로 

반포되었는데, 이는 「어제수성윤음(御製守城綸音)」·「도성삼군문분계지

도(都城三軍門分界之圖)」·「도성삼군문분계총록(都城三軍門分界總錄)」

과 함께 『수성책자(守城冊子)』로 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삼군문의 담

당구역을 구획하고 5부의 방민(坊民)을 편성하고 있다. 삼군문의 수비

81) 『風泉遺響』, 「守都城」 “都城者, 宗社之所安而神人之所托也.”

82) 『南塘集』권31, 「書西厓柳相懲毖錄後」

83) 임진왜란 당시 ‘도성사수’와 18세기 ‘도성사수’가 강조된 배경이 동일할 수는 없

지만, 양자가 본질적으로 그 지향과 목적에서 동일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그 

전략적 귀결점도 일치하며, 18세기에 들어와서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결합

하여 이른바 ‘18세기 도성수비체제’를 형성시켰던 것이라고 본다.

84) 『英祖實錄』 95권, 영조 36년 1월 22일(무진) ; 『承政院日記』 65책, 영조 36년 1월

22일(무진)

85) 『風泉遺響』, 「都城」 “以余度之, 非都城, 則大敵不可禦, 宗社不可安, 人民不可保, 

糧餉不可繼, 財力不可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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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은 숙정문 동변에서 돈의문 북변까지 4,850보를 훈련도감에서, 돈

의문에서 광희문 남촌가(南村家)까지 5,042보반(步半)을 금위영(禁衛

營)에서, 광희문에서 숙정문까지 5,042보반(步半)까지를 어영청(御營

廳)에서 각각 나누어 담당하도록 정하였다.86) 각 군문은 구역 내를 전․

좌·중·우·후의 5영(營)으로 나누고, 각 영은 다시 5부(部)로, 부는 

다시 5사(司)로 나누었으며, 도성내 5부 방민을 모두 계(契)로 묶어 각 

군문의 5영에 분속시켰다.87)

그런데 군사전문가 송규빈이 이러한 도성방어의 오부방민 편성을

5위진법에 결합시켜 군사적 기능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군사제도상으로 오위제를 복구하면서 중앙군의 수비체제로 굳혀

져간 삼군문체제의 운용을 조정한 것으로 「수성윤음」과 『속병장도설(續

兵將圖說)』에 기초한 방어전법을 적용한 구상이었다. 『풍천유향(風泉遺

響)』에 의하면, 삼군문의 병력을 오위진법에 따라 5부 4통제로 재배치

하는 도성병력배치안이 제시되고 있다.88) 5위의 정군은 총 62,500명

이고, 제대의 편제는 1위(衛: 12,500명)-5부(部), 1부(2,500명)-4통

(統), 1통(625명)-5려(旅), 1려(125명)-5대(隊), 1대(25명)-5오(伍)로 

구성한다. 이외에 담당구역 및 병력배치의 논의, 민호의 분속, 삼군문

에 분속된 성타법(城垜法)의 분수(分授) 등은 모두 「수성윤음」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수성윤음」에 빠져있는 전투수칙이나 작전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송규빈의 도성방어책은 군사작전 측면에서 연융대를 포함한 도성자

체방어, 남한산성·송도·강도 등의 도성외곽지역방어라는 이중방어체

계의 구현이었다. 도성사수를 위한 도성자체방어는 3선방어개념을 적

86) 『英祖實錄』 62권, 영조 21년 7월 6일(병자)  “三軍門分授都城尺量步數, 別單書入, 

自肅靖門東邊舞砂石至敦義門北邊四千八百五十步訓局分授, 自敦義門至光熙門南村

家後五千四十二步半禁營分授, 自光熙門至肅靖門五千四十二步半御營分授.”

87)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253쪽.

88) 『風泉遺響』, 「登陴指掌」 “其於編排分守之制, 不敢苟且牽補. 取續兵將圖說御製序

文中, 識者欲復五衛之敎, 以騎步戰駐四統之法, 作爲一統, 冀效渭矣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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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것으로 제1선에서 강안방어작전, 제2선에서 외성방어작전, 제3선

에서 내선방어작전으로 이루어진다. 

제1선 강안방어작전은 도성의 서쪽 임진강과 남쪽 한강을 끼고 있는 

천연 장애물과 석포(石砲)를 이용하여 수중작전(水中作戰), 안상작전

(岸上作戰), 강 주변에서 대포-방어시설-매복을 통한 합동작전 실시 

및 정예포수(精銳砲手)와 궁노수(弓弩手)에 의한 적선(敵船) 제압작전, 

그리고 아군의 청야전술로 적의 후속작전 불가로 인해 도강을 실시하

는 적군에 대해 전개하는 강 대안에서의 매복 및 시환공격(矢丸攻擊) 

작전, 그리고 겨울철에 실시하는 빙성(氷城)을 이용한 동계작전(冬季作

戰) 등 4가지 작전을 포함한다.89) 제1선의 방어작전은 기본적으로 『기

효신서』의 절강병법에서 제시하는 산정법(算定法)에 따른 해안방어(海

岸防禦) 전법을90) 전용하고, 숙종대 이온(李蘊)·최국량(崔國亮) 등이 

편찬한 『단구첩록(壇究捷錄)』의 해·육 연속작전술을 결합시킨 전법이

었다.91)

제2선 외성방어작전은 주간의 수성전과 야간의 검차전을 결합시킨 

방어전법인데, 적군이 한강을 건너 오면 신기(神機)로 적 접근을 저지

하다가 야간에 검차(劍車)를 앞세워 적을 직공한다는 것으로 내성전에 

앞서 외성전을 전개하는 과감한 선제 공격법이다. 외선방어작전은 두 

개의 접근로를 예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제1루트는 연서천(延曙

川) 하류에서 용산(龍山)·마포(麻布)를 잇는 선이고 제2루트는 대현

(大峴)·양화도(楊花渡)를 잇는 선이다. 제1루트에는 적루(敵樓)나 적대

(敵臺)·옹성(甕城) 등 초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제2루트에는 정포(精

89) 『風泉遺響』, 「守都城」

90) 范中義, 「戚繼光抗倭的基本戰術」, 『兵家史苑』제1집, 1988, 127〜135쪽.

91) 『壇究捷錄』은 명나라 王鳴鶴이 편찬한 『登壇必究』 40책 가운데 핵심내용을 요약

한 것으로 海陸邊防․城池攻守․江防水戰 등 육지와 해안의 접점에서 연계작전을 위

한 전술을 제시하고 있다(『登壇必究』 “一面淸野練兵備之於陸, 一面鳩工造船御之

於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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砲) 수천 명을 동원하고 화기(火器)와 고각(鼓角)을 휴대하여 야간에 기

습작전을 전개하는 방식을 구사한다. 

3선 내성방어작전은 수성전법에 기초한 성곽방어법이다. 『무경(武

經)』의 수성전법을 토대로 한 것이나 숙종대 『단구첩록』의 수성전을 보

다 자세하게 제시한 것이다.92) 수성전법의 구체적인 전술행동요령은 

도성밖에 적대를 쌓고 외남산으로부터 동소문에 이르는 송림을 유사시 

벌목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일종의 청야전술을 기본으로 삼고, 성벽에 

성책(城柵)을 설치하여 수첩병(守堞兵)을 운용하며, 대성문(大城門)에 

군사를 내외로 중점 배치하고 수많은 병계(兵械)를 설치하여 화공(火

攻)에 대비작전을 전개한다. 전투 이전의 사전 조치 외에도 전투요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예컨대 조화순환포(造化循環砲)에 

의한 연속사격, 성의 각 문에 건호(乾壕)를 구축하고 마름쇠(疾藜) 및 

기교(機橋)의 설치·운용, 참호 안쪽에 중성(重城)에서의 작전, 병사들

의 휴식 및 화약 보관을 위한 전석(專石)과 석회(石灰)를 이용한 사벽

(四壁)의 축성 및 활용, 정예병 선발과 무기운용 및 비석(飛石)·시석총

(矢石銃) 등을 이용한 부족한 무기의 보완, 정탐조 운용 및 각 군문의 

유군(游軍) 편성 운용, 비졸(陴卒: 보병, 표하군, 잡색군) 외에 마을의 

노인·여인으로 편성된 가수부(司釜婦) 활용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도성외곽지역방어는 연융대 외에도 강도·송도·남한산성·

수원독산산성 등의 방어와 연결한 방어를 연화성(連花城)의 축성, 일와

봉(一窩峰)·조화순환포·서과포(西瓜砲)·여지포(荔枝砲) 등 병화신기

(別火神機) 6~7종을 제조, 배치를 통하여 방어의 전술적 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제시하고 있다.93)

결국, 이러한 도성사수를 위한 도성자체방어와 도성외곽지역방어라

92) 『風泉遺響』, 「登陴指掌」

93) 조화포․일화봉 등은 총융청에서 구선행(具善行) 등이 주관이 되어 직접 제조한 신

형 무기로 1773년 10월 말 국왕 영조에게 보고되었고, 11월경에 사격시험을 거쳤

다. 이에 대해서는 『英祖實錄』 121권, 영조 49년 10월 27일(임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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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중방어개념은 정조대에 가서 도성방어체계가 북으로 송도, 좌우

로 강도와 광주에 의한 협수군, 그리고 수원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과

천·용인·진위·안산·시흥을 두어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환

상협수체계’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94)

당시 도성방위체계와 관련하여 전술적 행동에 많은 새로운 무기체계

를 결합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95) 17세기 중엽 이후 화

기제작 기술의 향상과 함께 전투병력 가운데 조총병이 주종이 되고 대

구경 화포(火砲)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새롭고 다양한 화포가 제작되어 

활용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여겨진다. 특히 영조대에 와서도 화기의 개

발이 활발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1731(영조 7) 훈련도감에서 동포(銅

砲) 50문과 홍이포(紅夷砲) 2문을 제작하고 이를 싣는 수레를 52폭(輻) 

제작하거나96) 1773년 6월 금위영에서 검차(劍車) 등을 직접 제작하여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97)

그리고 화기와 전법의 개발과정에서 청 기병의 위협에 대처하는 새

로운 무기체계에 적합한 진법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조선 초 오위진법

의 재검토와 함께 척법을 보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다. 숙

종대에 이미 모든 군문에서 육화진법(六花陣法)이나 조선 초 오위진법

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98) 조선 초 기병 중심의 전법

을 정리한 『진법(陣法)』을 각종 군관과 기패관 등의 시험과목으로 채택

되었는가 하면99) 새로운 무기체계와 진법 개발을 위한 다양한 병서 연

94) 장필기, 「정조대 화성건설과 수도방위체제의 개편」,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183〜184쪽.

95) 본고의 2-나 항 참조.

96) 『英祖實錄』 30권, 영조 7년 9월 21일(신사).

97) 『承政院日記』 75책, 영조 49년 6월 24일(임자). “數十年講確, 枚擧筵稟後, 造置車

輛於禁營者久矣.”

98) 『肅宗實錄』 18권, 숙종 13년 9월 21일(병신) ; 『肅宗實錄』 50권, 숙종 37년 2월 

7일(병인)

99) 『備邊司謄錄』 63책, 숙종 37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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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편찬도 진행되었다. 1742년(영조 18)에 조선 전기의 『진법』을 『병

장도설』로 간행된 데 이어서 1749년(영조 25) 『속병장도설』과 1751년

(영조 27) 『수성책자』 등이 연이어 간행되었다. 국왕인 영조 자신은 직

접 『위장필람(爲將必覽)』을 직접 찬술하여 신하들에게 권장하였고,100)

『무비지』 나 『병학지남』도 복간·강학되었다.101) 정조대에 기병 활용을 

포함한 조선적 병법체계로써 『병학통(兵學通)』을 완성했던 것은 이같은 

병학적 성과가 바탕이 되었다고 하겠다.102)

다. 해방 강화와 수군 개편 논의

『만기요람』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선은 지리적으로 삼면

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왜(倭), 중국의 오(吳)·연(燕)·제(齊) 지방 

등과 서로 마주하기 때문에 해방(海防)이 필수적이었다.103) 이러한 지

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조선에서 해방(海防)의 주요지역은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 남해, 서해남부·북부, 그리고 압록강·두만강을 아우른 

양강 및 일본과 상통하는 해로였다.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 조선의 해방체제는 남해의 해방을 위하

여 새롭게 창설한 통제영(統制營)과 경기와 서해방어를 위하여 세워진 

통어영(統禦營)이 중심 기구였다. 통영 관할의 해방체제는 17세기 전반

에 일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영남의 수군 진보를 강화하다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 수군 진보를 중심으로 증강되

100) 『英祖實錄』 82권, 영조 30년 8월 20일(정묘).

101) 『英祖實錄』 86권, 영조 31년 12월 17일(병진) ; 『英祖實錄』 96권, 영조 36년 7월 

27일(기사).

102) 진법논의의 대표적 결과는 송규빈(宋奎斌, 1696~1778)의 상승진(常勝陣)과 양완

(梁垸, 1744~1816)의 원앙진(鴛鴦陣)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백기인, 「18세기 북

벌론과 대청방어전략」, 『군사』 제41호, 2000 ; 노영구, 「18세기 말 양완의 전차, 

기병, 보병 통합전술」, 『군사』 제64호, 2007을 참조.

103) 『萬機要覽』, 「軍政․海防」 “我國東南西三面環海, 東及南距倭, 又南及西與中國之吳

越燕齊地方相距, 故設置海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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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04) 서해방어를 위해 창설한 통어영은 후금 세력의 위협에 대비

하는 성격이 컸다. 그 창설 과정은 1624년(인조 2) 경기수영을 남양부 

화량진(花梁陣)에서 강화도로 이전했다가 정묘호란 직후인 1629년 경

기수영을 다시 교동으로 이전하고, 이어서 화량·영종·초지·재물 등 

4곳에 보(堡)를 만들어 한강 북쪽 항로와 강도(江都) 중심의 해방체제

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1633년(인조 11) 경기수사를 삼도

수군통어사로 승격시켜 충청, 경기, 황해 삼도의 수군을 통괄하게 하

고,105) 나아가 통어영을 창설하여 경기·서해의 해방을 관장하게 함으

로써 도성 주변의 해방체제를 강화하였다. 

당시 노적(奴賊)의 발호로 북변 정세에 대한 위기의식이 일어나면서 

강도(江都) 방어에 관심이 증대되었고 여진족이 말을 잘 타고 배를 잘 

몰고 다녔기 때문에 해상침략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106)

특히, 숙종대부터는 황당선(荒唐船)의 출현이 더욱 빈번해지고 해적(海

賊)의 위협이 커져 서해 수비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107) 이에 연해

(沿海)에 대한 해로의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형성된 해로

유통권(海路流通圈)을 보장하고 이를 방비하기 위해 외방포구를 중심으

로 진(鎭)을 설치하여 왜적과 해적을 막아야 했는데, 당시 변장에게 해

방을 신칙하고 수군강화 대책을 강조했던 것도 그러한 까닭이었다. 

경기도 주변의 수군 진보(鎭堡)를 강도를 중심으로 재편했다가 강화 

내부의 진보를 육군 진보로 전환한 것은 당시 잦은 황당선의 출현과 활

발한 강도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도성수비론’이 부상하면서 강화도가 

104) 송기중, 「17세기 수군방어체제의 개편」, 『조선시대사학보』 53, 2010, 10쪽.

105) 『大東地志』권4, 「江華都護府 沿革」

106) 『備邊司謄錄』 2책, 광해군 10년 5월 30일 “都城·宗社之所在, 萬民之所托, 捨此

何之, 第今日事勢, 不可不以變道處之, 江都之策, 所以生也.” ; 『光海君日記』 15

권, 광해 1년 4월 10일(신유)  “胡人之向化者, 自海西歷畿甸兩湖, 濱海列邑, 無

處無之, 而兩湖爲尤多, 以漁爲業, 伐木造船, 日以益滋, 盤據於四道者, 可至二百

餘舡, 諳熟海路, 使舡如馬, 實我國之人所不能及也.”

107) 『肅宗實錄』 55권, 숙종 40년 3월 27일(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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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보장처 개념에서 도성외곽방어의 중심지로 주목되었음을 말해

준다. 결국, 17세기말부터 18세기 초반까지 계속된 강화도 방어체제의 

변동은 결국 강화도 자체 방어는 육군 중심으로 하고, 1679년(숙종 4) 

진무영(鎭撫營)을 설치하여 강화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방어단위로 구

축하여 수군으로 강화도 외곽의 해방체제를 강화하여 외침에 대비한다

는 개념으로 정돈되었다.108)

이러한 강화도를 중심으로 하는 도성외곽방어체제로서 해방대책은 

진보의 설치 및 군현의 설치문제로 구체화되었다. 이미 효종 4년 영종

포를 자연도로 이설하여 영종진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109) 숙종대에 

고금도에 첨사진을 설치하고 청산도에 별장진을 설치하거나 위도(蝟島)

와 가리포(加里浦)에 수군진관(水軍鎭管)을 설치하는 등 기존에 내륙에 

위치하던 진보를 서남해 해로상의 중심부로 전진 배치한 것이 그 실예

다.110)

이렇게 전진 배치된 수군진은 해방 기능 외에도 송전(松田)과 봉산

(封山)의 관장, 조운로(漕運路) 보장, 선박 건조, 수세(收稅) 기능, 민역

(民役)·잡역(雜役)의 업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영조대에 이르러서는 도서지역에 대한 군현 설치의 문제로 논의가 보

다 확대되었는데, 1729년(영조 3) 나주지역의 여러 섬들을 중심으로 독

립적인 읍 설치 논의가 대표적인 경우이다.111) 당시 군현의 설치 논의

가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783년(정조 7)까지 찬반양론을 거듭하

다가 도로에 그쳤지만, 종래의 남방 개념을 확장하고 그 방비에 대한 

대책으로서 진보 이설을 비롯한 강도 중심의 해방체제 및 수군개편 등 

108) 李敏雄, 「통제·통어 양영체제와 수군 재정비」, 『한국군사사』 8, 육군본부, 2012, 

164쪽 ; 宋亮燮,「17세기 강화도 방어체제의 확립과 진무영의 창설」, 『한국사학

보』 13, 2002.

109) 『備邊司謄錄』 16책, 효종 4년 3월 3일.

110) 李敏雄, 「통제․통어 양영체제와 수군 재정비」, 179~181쪽 ; 김경옥, 「고금

도의 역사문화적 배경」, 『도서문화』 13, 목포대, 1995, 191~192쪽.

111) 『英祖實錄』 23권, 영조 5년 8월 29일(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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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걸친 해방체제의 검토를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이제 18세기의 해방대책은 전통적인 남방(南防)으로서 대왜방어(對倭

防禦)를 기본으로 부산과 그 인근 도서를 중시하여 해로로 몰운대-초

량진 경유의 동래 해로, 또는 가덕을 경유하여 진주-순천-흥양(興陽, 

고흥)으로 통하는 해로의 방비를 고려하면서도112) 수도로 연결되는 서

해 연안에 대한 적극 방어책으로써 재검토되었다. 18세 초, 숙종 말기

부터 서해의 수군체제를 정비하고 조운로상의 요충지였던 안흥에 방어

영을 설치한 것과 1718년(숙종 44)에 좌의정 이건명 등의 건의에 따라 

옹진에 황해도 수군절도사영을 창설한 것 등은 모두 그러한 해방 관점

에 충실한 대비책이었다. 수군의 서해안 방어체제 강화 노력은 영조 재

위 기간 중에 제기된 ‘도성수비론’과 맞물려 강화도의 해방체제를 강화

하는 결과로 나타났던 셈이다.113)

1734년(영조 10), 서해의 인후가 되는 창린도(昌麟島)를 본래대로 수

영(水營)에 소속시켰는가 하면,114) 1738년에는 우의정 송인명(宋寅明)

의 건의에 따라 서해(西海)의 해방강화책으로 양남(兩南) 각진(各鎭)의 

전선(戰船) 2척씩을 해서(海西)의 수영(水營)에 이속(移屬)시켰다.115)

황해 수사 이의익(李義翼)의 보고에서 보듯이 서해에 출현한 황당선은 

해안에 정박하여 해삼(海蔘)이나 신수(薪水) 채취하는 것은 말할 것 없

고,116) 5~600명 선원에 의한 백령도 포위사건, 군기(軍器)의 약탈, 흑

두포의 감관(監官)과 진장(鎭將)에 대한 구타, 이밖에 요망장(暸望將)과 

군교(軍校)의 납치 등 그 횡포가 점증하고 있었다.117) 옹진(甕津)에 수

사(水使)를 파견한 것만으로도 당시 서해안 방비에 대한 조정의 관심을 

112) 『燃藜室記述』 別集 卷之十七, 「邊圉典故」

113) 李敏雄, 「통제·통어 양영체제와 수군 재정비」, 181〜182쪽 

114) 『英祖實錄』 38권, 영조 10년 8월 9일(임자).

115) 『英祖實錄』 47권, 영조 14년 6월 20일(신축).

116) 『備邊司謄錄』 111책, 영조 18년 10월 6일.

117) 『英祖實錄』 81권, 영조 30년 5월 30일(무신) ; 『英祖實錄』 89권, 영조 33년 6월 

14일(갑술) ; 『燃藜室記述』 別集 卷之十七, 「邊圉典故 ․ 荒唐船」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8세기�조선의�육 · 해방론�전개� � | 241

짐작할 수 있지만, 황당선의 점증으로 연해방어지로서 칭린도를 비롯

한 초도·백령도·기린도·소강진 등에 대한 방어의 중요성이 크게 강

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해 연안방비는 결국 강화도를 중심으로 도성수비와 연계하

는 강도의 해안방어체계의 구축문제로 귀결되었다. 이 시기에 안정복

(1712∼1791)도 일본의 재침 가능성을 언급하며 왜구 퇴치를 위해 대마

도 왜에 대한 제거와 해안 및 섬의 경계를 강조하고 청국을 중국을 대

상으로 하는 강도 중심의 수비책을 제시한 바 있고,118) 송규빈 또한 강

도를 도서방어의 주변지역으로서 육군보다 수군 배치에 의한 해방(海

防) 강화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교동에 있던 통어영을 강

화도에 이속시켜 강화도가 수륙의 방어를 모두 책임지도록 통어영과 

진무영을 통합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1779년(정조 3)에 통어영을 강화

부로 이속키는 결정이 내려졌다.119) 그러나 1789년 삼도 통어사(三道

統禦使)를 교동부(喬桐府)에 다시 설치하면서 부사를 수군절도사로 삼

고, 강화 유수가 겸관(兼管)하던 것을 혁파함으로써 복원 조치가 단행

되었다.120) 강화도와 교동 모두 전선을 설치하여 해방체제를 갖추기에

는 불편한 곳이므로 교동을 정비하여 통어영을 복설하여 도성의 인후

이자 강화도와 순치관계에 있는 교동에 수군을 전략적으로 전진 배치

하여 별도의 지휘체계를 마련하고자 했기 때문이다.121)

그런데 여기에서 강도의 해방논의와 관련하여 당시 전술적 방안도 

제시되었던 점이 매우 흥미롭다. 송규빈은 강도수비문제와 관련하여 

삼선방어망(三線防禦網) 구축과 교동통어사(喬桐防禦使)의 강도 통합을 

118) 『順菴集』9, 「書․與鄭子尙 別紙 癸卯」 “守江都之策, 專在海防. 西北通兩西, 西南

通兩湖, 其問島嶼星羅棋布無非防禦之所也. 所可恨者, 法久弊, 生有名無實, 雖或

修學, 多先其宣, 無緩急可恃者耳.”

119) 『正祖實錄』 7권, 정조 3년 3월 8일(임진).

120) 『正祖實錄』 27권, 정조 13년 5월 26일(임오) ; 『增補文獻備考』 권117, 「兵考」 9, 

畿輔兵.

121) 李敏雄, 「통제·통어 양영체제와 수군 재정비」, 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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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했는데,122) 이는 강도의 갯벌로 인한 농토의 변화와 강도본부의 

토축 등으로 인한 지형 변경, 강화도의 한강 입구로서의 군사적 기능, 

강도와 교동의 군사적 분리로 인한 지휘체계상의 혼란 등을 고려한 실

제적인 강화수비책을 제시한 것이다. 삼선방어망은 제1선에서 선단을 

이용한 해상방어망을 구축하며, 제2선에서 토성과 목책을 이용한 방어

망을 형성하고, 제3선에서 성책을 이용한 방어망을 구축하여 해상-연

안-내지방어망의 단계적인 ‘선방어후공격’ 전술이었다.123) 결국, 송규

빈이 제안한 선방어후공격 전술은 공세적인 방어단계 이후, 적의 공격

예상지점에서 돌이 아닌 석회-진흙-모래를 혼합한 토성(土城)을 쌓거

나 목성(木城)을 쌓고 심호(深壕)를 만들어서 적이 일시에 돌격해 오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일종의 적극적인 해상방어론에 가까웠다.124) 이

러한 방어전법은 당시 중국에서 주로 제기된 ‘해상방어에서 육상방어’

로 끌어들이는 전법과 달리, 해상으로 진출하여 적극 방어한다는 공세

적 방어전술의 전개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서해의 해방이 중시되는 가운데 18세기 수군체제에 관한 일

정한 변화가 이루어졌고, 이를 보다 개선하고자 하는 활발한 논의도 전

개되었다. 수군 개선문제는 수군의 전선과 수군화기의 개조 및 연변의 

수영(水營)을 중심으로 하는 해방의 관리체계에 관한 개편문제가 주류

를 이루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8세기 초, 조선 수군은 전선 121척

과 거북선 5척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영조대 18세기 중반에는 거북

선을 포함한 전선이 130척에다 방선(防船)과 병선(兵船)을 합쳐 440여 

척의 군선을 보유하게 되었다. 전선의 크기와 승선 인원도 조선 전기보

다 2배 가량 확대되었고, 그 수자도 전기보다 1.5배 이상 증가된 7만여 

명 이상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조선 수군의 규모나 비중은 상당한 것이

122) 『風泉遺響』, 「江都」

123) 장학근, 『한국 해양활동사』, 해군사관학교, 1994, 329쪽.

124) 『風泉遺響』, 「江都」 “如不勝則退入土城內防禦, 又不勝則退入木城內嚴守, 此

正是中流合賊洗足登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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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25) 그러나 당시 수군은 「수군변통절목(水軍變通節目)」에서 지적

하고 있듯이 선제의 대형화로 인한 노군(櫓軍)의 충원을 사졸(士卒)로 

변통하고 있었고,126) 후일 정약용(丁若鏞)이 ‘수군을 산간고을에 두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로 수군역(水軍役)의 폐해가 점증하고 있었다.127)

그리고 전선의 다원화로 인해 전선의 개량과 표준화, 수군 화기의 개조 

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전선의 개량은 이미 1704년(숙종 30) 전선이나 구선 등의 탑승 인원

이 164명과 148명이었던 것에서 1750년경에는 전선 1척에 200명을 탑

승할 수 있을 정도로 증대되었고, 좌우 총혈(銃穴)도 6개에서 8개로 늘

렸다. 1735년, 형조판서 장붕익(張鵬翼)은 이삼(李森)과 더불어 전선과 

거북선(龜船) 개조에 착수하여 전진 속도를 가속화한 거북선을 건조하

는 데 성공하였다.128) 또한 1740년 윤6월에 통영과 여러 도의 수영(水

營)에서는 좌의정 김재로(金在魯)의 건의에 따라 당시 전라 좌수사 전

운상(田雲祥)이 제작한 해골선(海鶻船)을 만들었는데,129) 해골선은 몸

체는 작지만 가볍고 빨라서 바람을 두려워할 걱정이 없어 당시 통영이

나 각 도의 수영 병선이 노후하게 되면 1/2정도를 해골선으로 대치했던 

것이다. 그런데 1751년 영남 균세사 박문수(朴文秀)는 전선(戰船)과 거

북선(龜船)을 자세하게 검토하면서 전선은 개조 때마다 길어졌고 거북

선 역시 종전보다 크기가 커져서 개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다.130) 전선의 개량과정에서 선박이 커지거나 들쭐날쭉 

제 각각인 선박에 대해 일정한 표준화를 제기한 것이다. 

전선이 다양화되면서 왜 전선의 표준화와 동시에 소형화가 제기되었

125) 李敏雄, 「영·정조시대 수군체제의 재정비」, 『한국군사사』 8, 육군본부, 2012, 169쪽. 

126) 『肅宗實錄』 30권, 숙종 30년 12월 28일(갑오).

127) 『牧民心書』, 「兵典六條」․練卒」

128) 『英祖實錄』 40권, 영조 11년 1월 20일(신묘). 

129) 『英祖實錄』 52권, 영조 16년 윤6월 18일(정사) ; 『備邊司謄錄』 106책, 영조 16년 

윤6월 18일. 

130) 『英祖實錄』 73권, 영조 27년 2월 21일(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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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일까? 『풍천유향』에서는 전선의 소형화와 함께 그 전술적 운용이 

강조되고 있는데, 예컨대 바람이 불지 않아 적선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때를 기다렸다가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차례로 진격하고 대포를 

쏘아 명중시켜 적을 제압하는 것이 소형 선박을 이용한 해상전술의 

기본 원리였다.131) 송규빈이 전선의 표준화의 방향으로 기술적 개

선과 더불어 소형화를 통한 전술적 운용을 주장한 것은 숙종대 이

후 각 수영에서 거북선과 방선(防船)이 증가된 반면에 전선(戰船)의 오

히려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도표는 17세기 후반 이후의 군

선의 추이를 잘 보여준다.

〈표〉 군선(軍船)의 변천 추이

구분
1678

(숙종 4)

1716

(숙종 42)

1746

(영조 42)

1808

(순조 8)

전선 124 121 117 99

거북선 (5) 5 14 30

방선 11 - 76 80

출처: 김재근, 『조선왕조 군선연구』, 일조각, 1980, 213쪽.

이러한 군선의 부족은 거북선으로 전선을 표준화하고 소형화된 전선

을 활용하여 전술적인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른바 전선

개량의 핵심이었다. 실제로 정조 연간에 다목적용 전선을 활용하고, 송

정(松政)에 관한 해결책으로서 조운선(漕運船)과 전선(戰船)을 통

용(通用)하고자 했던 것은 그러한 사정을 반영한 조치였다고 할 것

이다.132)

한편, 수군개편문제와 관련하여 수군의 조련인 수조(水操)이 당시 수

군 운용법의 개선 차원에서 중요시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조선 

131) 『風泉遺響』, 「海防總論」 “以此觀之, 待賊船之無風難動, 以小舟迭進, 大砲碎之, 

豈非制敵之良圖乎.” 

132) 『弘齋全書』 권13, 「序引六․戰船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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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의 수조는 1620년 광해군대 이후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1704년

(숙종 30)과 1716년(숙종 42) 「수군변통절목」에서 각종 수군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수조 관련 내용이 정식화되었다. 이에 따라 숙종과 경종대 

약 50년간 11회의 수조 시행이 있었고, 영·정조대 76년간에는 총 19회 

정도 시행되었다. 4년 반 만에 1회씩 시행된 셈이지만 흉년이나 전염병 

같은 천재지변이나 지휘관의 유고 같은 훈련불가 상황이 있을 때에

는 정지되었다.133)

영조 연간에도 수조나 육조는 실시되지 않고 정지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1742년 7월에는 전국에 대규모 전염병(癘疫)이 발생하여 

수군의 조련을 중단한 것을 비롯하여134) 이듬해 역시 기근과 전염

병으로 제도의 봄철 수조(水操)·육조(陸操)를 정지시켰다.135) 또

한 1756년에도 흉년으로 정지되었으며,136) 1768년에는 영의정 김치인

(金致仁)의 건의로 각도(各道)·각영(各營)의 합조(合操)·윤조(輪操)·

순조(巡操)·순점(巡點)과 무사도시(武士都試) 등을 모두 전례에 의하여 

시행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제도(諸道)가 충재(蟲災)로 흉년을 입어 수

조(水操)·육조(陸操)를 모두 정지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137) 18세기 

수군의 훈련과 각종 연해지역의 방어작전은 대부분 중단된 수조와 관

련이 깊었다. 그러나 수군의 힘든 군역으로 대개는 무명을 내고서 바닷

가 거주인으로 하여금 대신 금무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수조

는 잘 준수되지 않았다. 18세기 중엽, 통영(統營)의 합조(合操)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결국, 1766년 삼남지방의 수군은 각기 수영(水營) 앞

바다에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138)

133) 李敏雄, 「17~8세기 수조 운영의 일례 고찰」, 『군사』 38, 1999, 66쪽 ; 同氏, 

「영·정조시대 수군체제의 재정비」, 174〜175쪽. 

134) 『英祖實錄』 56권, 영조 18년 7월 16일(계유).

135) 『英祖實錄』 57권, 영조 19년 1월 22일(정축).

136) 『英祖實錄』 87권, 영조 32년 1월 13일(신사).

137) 『英祖實錄』 111권, 영조 44년 7월 9일(갑오).

138) 오봉근, 『조선수군사』, 사회과학출판사, 1991, 3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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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 조선의 국방논의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교훈 위에서 ‘남방(南防)’과 ‘북방(北防)’의 결합적 산물로 

형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남방보다 확대된 서해안 방

어를 포함하는 남방, 다시 말해서 새로운 해방(海防) 개념의 단초가 열

리고 있었다. 그 귀결점이 도성수비체제 강화로 나타났던 것은 분명하

지만 전국적인 범위에서 관방과 해방을 포괄하는 방어책에 관한 논의

가 결코 간과되지 않았다. 본고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후기의 국방 논의는 임진왜란 당시 도입되었던 이른바 ‘절

강병법’에 대한 비판과 이를 보완하는 진법논쟁이 단초가 되었다. 17세

기 후반 이후, 병자호란 이후 청국의 간섭과 통제가 약화되면서 청국으

로부터 새로운 무기제조의 기술이 들어오고, 여기에다 청국의 내부 사

정과 대륙정세의 변동으로 인해 조선의 군사증강을 위한 독자적인 노

력이 실현가능해졌다. 특히 서해에 황당선 등이 출현으로 인한 해방대

책이 시급해졌고, 이에 대비하여 수도권 방어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요

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군영제 시행과 더불어 조선 초 오위진법

에 대한 활발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는데, 그로 인해 영·정조대에는 다

양한 병서와 병학 관련 서적이 간행되었다. 조선적 병법체계를 완성한

『병학통』, 조선무예 24기를 집성한 『무예도보통지』의 간행이 대표적인 

예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송규빈의 상승진, 양완의 원앙진 등과 같이 

군사전문가에 의한 진법의 개발도 나타났다. 

둘째, 18세기 조선의 방어전략은 구조적으로 수도와 수도외곽지역방

어, 그리고 이를 더욱 확장시켜 북방과 해방을 아우르는 이중방어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 하나는 종래의 왜구방어를 중점으로 하는 남

방인 해방(海防)과 서해방어를 연결하는 새로운 강화된 해방체계와 관

서(關西)·관북(關北)을 연결하는 북방이 결합된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8세기�조선의�육 ·해방론�전개� � | 247

관방체계(關防體系)에 의한 방어망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자체방어와 

수도외곽지역의 방어체계를 이루는 이른바 ‘환상협수체계’를 형성하는 

방어망이다. 평안도의 별무사(別武士), 함경도의 친기위(親騎衛) 등의 

운영은 관서·관북을 연결하는 관방체계 하에서 북방의 기병 위협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부대편성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방어전략은 

육․해방에 의한 이중방어체계를 지향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적인 

유기성이 전략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채 아직은 미약한 단계에 단

계에 머물러 있었다.139)

셋째, 관방(關防) 가운데 산성의 운용이 퇴조하고 도성을 비롯하여 

주요 산성이나 읍성 및 목성이나 목책 등을 활용한 방어시설이 강조되

었다. 이와 동시에 축성법으로는 새로운 화기나 무기의 발달을 고려하

여 경비나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견고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회나 벽돌

을 사용한 축성법이 수월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를 수목 등을 성 안

팎에 심어 관방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권장되었다. 이는 1712년 

북한산성 중성(重城)의 축조에서 거론된 바 있고, 1742년 강화외성

의 축조 과정에서 강화유수 김시혁(金始焃)의 건의로 시행되었

다.140)

넷째, 18세기 해방대책은 전통적인 남방인 대왜방어(對倭防禦)와 대

청방어(對淸防禦)의 양자적 필요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서해안의 위협

을 수도권 방어와 연계한 전술적 내용을 포함하였다. 해안이나 강안의 

방어에서는 적극적인 해상방어나 강상방어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

고, 해안방어대책으로서 이른바 ‘3선방어망’ 개념이 제시되었다. 특히 

서해안 방어를 위하여 종래 통어영(統禦營)이 강도로 이속되면서 교동

139) 군사사상적 측면에서 한국의 군사전략이 육․해방을 상호유기적인 관계성 속에

서 동시방어전략으로 본격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은 19세기 중엽이었다(백기인, 

『한국 군사사상 연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6, 340쪽).

140) 『英祖實錄』 55권, 영조 18년 6월 19일(병오) ; 『英祖實錄』 56권, 영조 18년 10월 

10일(정묘). 『英祖實錄』 61권, 영조 21년 4월 25일(정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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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喬桐)과의 관계에서 이설문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강도에 진무영이 설

치되어 육군 중심의 방어체계로 전환하자 그 반론으로 강도 수군의 개

편문제가 제기되었다. 수군제도의 개선과 수조 관련 내용은 「수군변통

절목」으로 정식화되었는데, 전선 개량이나 전선의 표준화 및 수군화기 

개조 등에서는 ‘전술적 효용성의 증대’가 핵심 사안으로 부상하였다. 그

러나 가뭄이나 흉년 등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잦아 수조나 육조 등 군사

훈련의 정지나 부실이 불가피했고, 힘든 군역을 기피하는 경향도 여전

히 상존해 있었다.

[원고투고일: 2017. 6. 27, 심사수정일: 2017. 8. 13, 게재확정일: 2017. 8. 21] 

주제어: 육방론, 해방론, 도성수비체제, 관방, 대왜방어, 대청방어, 남방, 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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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s of the Defence's Strategy for both the 
area of Land and Coast of Chosen Dynasty in the 18th century

Baek, Ki-In

The Defense strategy of Chosen dynasty in the 18th century was established 

by the  substantial alternatives that based on historical lessons learned of 

Im-Jin Japanese Invasion in 1592 and Byung-Ja Manchurian Invasion in 

1636. This is composed of coastal defense strategy to cope with southern 

threats and to do northern one. The core is further extended coastal defense 

concept than former days and northern defense strategy to respond to Qing 

dynasty cavalry tactics.

This article conclusion is next.

First, the origin of defense strategy at the lately Chosen is criticism about 

Qijiguang’s Military Tactics be based on 『Ki Hyo Shin Seo』, to seek 

countermeasure for its tactics. 

After the lately 17th century, the changes of political situation at the 

Qing dynasty allowed Chosen dynasty independent military reinforcement, 

was appeared strange vessel at western coastal area of Chosen, so that 

countermeasure for capital area defense system was urgent demand.

Second, the defense strategy of Chosen dynasty in the 18th century 

extended capital and capital peripheral area, established to integrate dual 

defense system with whole nation fortress system.

Third, declined mountain fortress service, Capital fortress, town fortress, 

wooden walls became important. 

In addition, traditional defense against Japan and Qing, these 

materialized capital area defense against the threat of the western coast 

be connected with tactical content. But, interaction between land and coast 

defense did not reach strategic level, yet remain fledgling phase.

Keyword; land defense strategy, coast (sea) defense strategy, Fortress defense

system, fortress system, defense against Japan, defense against

Qi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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羅唐戰爭 終戰期 전황의 새로운 이해

윤경진*

1. 머리말

2. 675년 전황의 검토

3. 伎伐浦 전투의 비판적 이해

4. 맺음말

1. 머리말

신라는 唐과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공멸했으나 백제 舊地의 점유와

고구려 遺民의 수용을 둘러싸고 당과 갈등을 빚은 끝에 무력 충돌을 벌

였다. 이 전쟁은 신라가 외세를 축출하고 ‘통일’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

됨으로써 신라 삼국통일론의 핵심 준거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적지 않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1)

하지만 전쟁의 내용에 대해서는 학계에 논란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 경상대학교 사학과 교수

1) 나당전쟁에 대한 기존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동향과 전망｣, 

�軍史� 100,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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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終戰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신라의 당군 격퇴”

라는 이해가 일반화되어 있었다. 이는 �三國史記� 기록의 영향이 크거

니와 신라 ‘통일’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인식과도 관련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를 비판하고 당이 吐蕃 문제로 인해 전략적으로 철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2) 그리고 토번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신라의 

방어에 방점을 찍는 절충적 입장도 있는데, 이 역시 신라의 ‘통일’을 긍

정하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3)

종전 원인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란

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나당전쟁의 마지막 기사로 등장하는 伎伐浦 전

투이다. 당시 당의 지휘관으로 나오는 薛仁貴가 유배 중이었음을 근거

로 기벌포 전투가 실제로는 671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본 것이다.4) 이

것은 나당전쟁에 관한 �삼국사기� 기사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

다. 하지만 중국 사서보다 �삼국사기� 기사의 신뢰도가 높다는 반론도 

있었고,5) 이를 다시 반박한 의견도 있었다.6) 그리고 한국 학계는 여전

히 기벌포 전투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조이다.7)

그런데 나당전쟁의 내용에 대한 비판은 기벌포 전투에 국한되지 않

는다. 최근에는 나당전쟁 종결의 전기로 평가되는 買肖城 전투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었다.8) 그동안 매초성 전투는 �삼국사기� 기사에 

의거하여 신라가 승전한 것으로 이해했으나 그 원전인 �新唐書� 기록

2) 徐榮敎, ｢羅唐戰爭과 吐蕃｣, �東洋史學硏究� 79, 2002 ; �羅唐戰爭史 硏究� 아세

아문화사, 2006 ; 拜根興, ｢“나당전쟁” 연구 중의 몇 가지 문제｣, �中國學報� 46, 

2002(�七世紀中葉唐與新羅關係硏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3) 이상훈, ｢羅唐戰爭의 종전배경과 新羅의 역할｣, �東北亞歷史論叢� 32, 2011(�나당

전쟁 연구�, 주류성, 2012).

4) 池內宏,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羅との關係｣, �滿鮮地理歷史硏究報

告� 12, 1930(�滿鮮史硏究� 上世12, 吉川弘文館, 1951).

5) 존․씨·재미슨, ｢羅唐同盟의 瓦解 : 韓中記事 取捨의 比較｣, �歷史學報� 44, 1969.

6) 拜根興, 앞의 논문, 2002.

7) 李相勳, ｢羅唐戰爭期 伎伐浦 戰鬪와 薛仁貴｣, �大丘史學� 90, 2008(앞의 책, 2012).

8) 윤경진, ｢買肖城 전투와 羅唐戰爭의 종결 : �三國史記� 신라본기 675년 2월 기사

의 분석｣, �사림� 6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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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신라의 패전으로 보았다. 매초성의 위치도 그동안 연천이나 양주

에 비정하던 것을 비판하고 신계로 파악하였다. 이것은 백제 때부터 평

양 진출의 교두보였던 水谷城(俠溪)의 옛 읍호인 ‘買且忽’이 ‘買肖城’과 

상통한다는 것에서 뒷받침되었다. 

이와 함께 매초성 전투가 사실상 나당전쟁의 마지막 전투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675년 말미에 정리된 전투 기사는 전사자의 포상과 관련

된 일괄 자료를 채록한 것으로서 모두 매초성 전투 이전으로 보아야 한

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나당전쟁의 종결 과정에서 있었던 전투 기사

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일부 전투는 그 위치를 다시 짚어볼 여지가 있고, 당시 전투를 종합

하는 전황 이해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이 요구된다. 당군과 신라군의 

전쟁 목표와 전략이라는 바탕에서 개별 전투의 성격을 가늠할 필요가 

있고, 전쟁 결과로 신라의 북방 영토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전투 지역과 

영토의 연관성도 고려할 요소이다. 이에 대한 이해는 기벌포 전투를 조

망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바탕을 두고 675-676년 기사로 정리된 

신라와 당 사이의 주요 전투의 내용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 작업은 

당시 형성된 전선 지역의 전투와 후방에 해당하는 기벌포 전투로 나누

어진다. 매초성 전투는 前稿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참고

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2장에서는 먼저 전선 지역의 전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는 

675년의 첫 전투인 七重城 전투, 매초성 전투와 더불어 675년 9월 기

사로 나오는 泉城 전투, 675년 말미 기사로 일괄 정리된 阿達城․石峴城․

赤木城 전투, 676년 7월 기사로 되어 있으나 이들과 같은 자료에서 나

온 것으로 파악되는 道臨城 전투, 그리고 열전에 보이는 買蘇川城 전투

가 해당한다. 이들 각각에 대해 전투 내용과 위치를 통해 그 의미를 파

악하고, 당군이 교두보 확보를 위해 연안 지역에서 벌인 전투와 신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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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 경계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로 나뉜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이중 

후자는 신라의 북방 경계 형성과 직접 연결된다.

3장에서는 기벌포 전투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설인귀 문제를 후대에 특정 인물을 가탁하여 내용을 구

성한 것이라는 맥락에서 해석하고, 675년 전황 및 해당 기사의 원전에 

대한 이해 등을 매개로 이 전투가 당이 熊津都督府를 지원하는 과정에

서 발생한 것임을 판단할 것이다. 

2. 675년 전황의 검토

가. 七重城․買蘇川城·泉城 전투

1) 七重城 전투

문무왕이 백제 토지를 차지하고 고구려 叛衆을 받아들이자 당 고종

은 674년 정월 문무왕의 관작을 삭탈하고 金仁問을 신라왕으로 삼아 

보내는 한편, 劉仁軌를 雞林道大摠管으로 삼아 李弼․李謹行과 함께 신

라를 공격하도록 하였다.9) 그런데 실제 당군의 공격은 이듬해 2월에 

비로소 이루어졌다.10)

당시 상황에 대해 �新唐書� 기록과 �三國史記� 기록 사이에 차이가 

보인다.

9) �三國史記� 권7, 新羅本紀7 文武王 14년 정월

10) �新唐書� 劉仁軌 열전에는 咸亨 5년(674) 雞林道大總管 임명에 이어 七重城 전투

까지 서술했는데, 이는 전황 전체를 하나로 통합 정리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황

제의 명령과 출정 사이에 1년여의 공백이 생긴 것은 吐蕃에게 천산남로를 상실한 

당이 천산북로마저 위협을 받게 되자 그 방어에 주력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영교, 앞의 논문, 2002, 1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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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 上元 2년 2월에 劉仁軌가 그 무리를 七重城에서 격파하고 b. 靺鞨兵으로 

바다로 가서 南境을 공략하여 斬獲한 것이 아주 많았다. c. 詔書를 내려 李謹行을 

安東鎭撫大使로 삼고 d. 買肖城에 주둔케 하니 세 번 싸워 오랑캐가 모두 패배하였

다.11)

  ② a. 劉仁軌가 우리 군대를 七重城에서 격파하였다. b. 仁軌가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니 c. 조서를 내려 李謹行을 安東縝撫大使로 삼아 經略하게 하였다.12)

근래 두 기사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다. �삼국사기� 기록은

�資治通鑑�의 것을 채용한 것이지만 해당 기사의 내용은 �신당서�의 

것을 원전으로 하며, �삼국사기�가 이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편집이 가해졌다는 것이다.13)

위의 두 기사를 대조해 보면 우선 �신당서�는 말갈병의 공격 사실을 

담고 있는 반면, �삼국사기�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그리고 매초성 전

투의 경우 �신당서�에는 칠중성 전투에 이어 정리되어 있지만, �삼국

사기�에는 9월 기사로 따로 정리되어 있다. 대신 이근행의 진무대사 임

명에 이어 “以經略之”라고 하였는데, 이 구문은 �자치통감�에서 넣은 

구문으로 �삼국사기�가 해당 기사를 채용하면서 매초성 전투만 삭제함

으로써 남은 것이다. 한편 �신당서�에 없는 유인궤의 귀환 내용이 �삼

국사기�에 추가되어 있다. 이처럼 �삼국사기� 기사는 여러 형태의 편

집이 가해진 만큼 675년 전쟁 상황은 �신당서� 기록을 준거로 접근하

는 것이 필요하다. 

칠중성 전투는 문무왕의 관작 삭탈 후 처음 발생한 전투로서 당시 전

쟁의 전략적 구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칠중성의 위치와 당군의 전

술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신라의 북방 거점으

11) �新唐書� 권220, 列傳145 東夷 新羅, “上元二年二月 仁軌破其衆於七重城 以靺鞨

兵浮海略南境 斬獲甚衆 詔李謹行爲安東鎭撫大使 屯買肖城 三戰 虜皆北”

12) �三國史記� 권7, 新羅本紀7 文武王 15년 2월, “劉仁軌破我兵於七重城 仁軌引兵還 

詔以李謹行爲安東縝撫大使以經略之”

13) 윤경진, 앞의 논문, 2017, 159-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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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칠중성의 의미와 더불어 당시 신라의 북방 영역의 상황에 대해 짚

어보아야 한다.

671년 ｢答薛仁貴書｣에 따르면 신라는 667년 고구려 공격 당시 칠중

성을 打得하고 도로를 개통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곧 北漢山城을 거점으

로 하던 신라가 임진강을 건너 北上할 때 칠중성이 중요한 교두보가 되

었던 것이다. 당시 신라는 이곳에서 水谷城 방면으로 올라가 방원령로

를 이용해 평양으로 진주하였다. 이와 함께 송악을 거쳐 예성강을 건너 

자비령로 방면으로 진주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그런데 668년 고구려 공멸 과정에서 漢城(재령)과 大谷城(평산) 등 2郡

12城이 당에 투항하였다.14) 이로 인해 신라는 평산 이남으로 밀리게 

되었다. 한편 신라는 694년(효소왕 3)에 松岳과 牛岑에 축성하였다.15)

이것은 終戰 후 신라가 확보한 영역에 대한 축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

을 나타내는 것으로,16) 전쟁 당시 신라가 확보한 영역의 북방 경계를 

반영한다.17)

신라는 당과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공멸하는 과정에서 백제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그 범위는 ‘평양이남’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은 기존의 신라 영토만을 인정할 

뿐이었다. 이에 신라는 평양에 이르는 영역을 직접 차지하고자 했는데, 

당은 이에 대해 황제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擅取’로 간주하고 무력으로 

14) �三國史記� 권6, 新羅本紀6 文武王 8년 6월 22일, “府城劉仁願 遣貴干未肹 告高

句麗大谷□漢城等二郡十二城歸服, 王遣一吉湌眞功稱賀”

15) �三國史記� 권8, 新羅本紀8 孝昭王 3년, “冬 築松岳牛岑二城”

16) 윤경진, 앞의 논문, 2017, 167쪽.

17) 673년 당군은 牛岑城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三國史記� 권7 新羅本紀7 文武王 

13년). 이는 당이 大谷城 확보 이후 그 이남 지역으로 군사 작전을 진행한 것을 

보여준다. 당의 공격은 당시 이 방면에서 있었던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한 대응의 

속성도 지닌다. 이 때 “高句麗牛岑城”이라 한 것을 보면, 당이 임진강 이북을 고

구려 지역으로 간주하고 이를 장악하고자 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후 신라는 해

당 지역으로의 진출을 도모하였고, 그 결과로 우잠성을 확보한 뒤 매초성까지 공

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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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함으로써 충돌이 발생하였다. 

신라가 평양 내지 대동강을 목표로 북진을 도모하는 데 대해 당은 고

구려 고토 지배의 거점이었던 평양을 교두보로 삼아 신라가 차지한 지

역을 공략하였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해로를 통해 칠중성을 공격하여 신라의 진출로를 차단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선이 형성된 내륙 방면에서 신라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

었다. 이 중 유인궤는 칠중성 공격을 이끌었고, 함께 파견된 이근행은 

내륙 방면의 공격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후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당군이 칠중성을 공격한 것18)은 이곳이 임진강 이북 지역으로 연결

되는 교두보였기 때문이다. 고구려 공격 때와 마찬가지로 신라가 임진

강 이북으로 진출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에 당은 신라의 북방 진출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이곳을 무너뜨리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미는 �新唐書� 劉仁軌 열전에

서 그의 칠중성 공격이 瓠瀘河(임진강) 차단에 있음을 언급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19)

당군은 船兵을 이용하여 海路를 통해 임진강 하구로 진입하여 칠중

성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당의 선병 활용은 두 가지 사실에

서 추출된다. 하나는 말갈병으로 하여금 바다로 가서 신라의 南境을 공

략하도록 했다는 기사이다. 바다로 간다는 것은 선박을 이용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당초 유인궤가 이끈 부대에 선병이 포함되어 

18) �삼국사기� 신라본기 675년 말미의 전투 기사에는 칠중성 전투와 小守 儒冬의 전

사에 대한 기사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두 전투를 별개로 보고 신라가 앞서 상실

한 것을 수복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李相勳, ｢唐의 軍事戰略을 통해 본 羅唐戰爭

期의 買肖城 戰鬪｣, �新羅文化� 29, 2007, 110쪽, 주 86)). 그러나 2월 전투에서 

신라가 칠중성을 상실했다는 명확한 내용이 없고, 말미 기사의 경우 신라가 守城

戰을 벌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말미 기사가 주요 전과를 모아 정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 전투로 판단된다(윤경진, 앞의 논문, 2017, 176쪽).

19) �新唐書� 권108, 列傳33 劉仁軌, “仁軌率兵絶瓠蘆河 攻大鎭七重城 破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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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을 알 수 있다.20) 다른 하나는 후술하듯이 유인궤가 熊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還國했다는 점이다. 유인궤가 칠중성에서 웅진으로 

이동하려면 해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당군이 선병을 이용해 칠중성을 공격한 것은 앞서 673년의 전투 경

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唐兵이 靺鞨․契丹兵과 함께 北邊을 침범해 왔는데 무릇 9번 싸워 우리 군대가 

이겨 2천여 급을 斬首하니 唐兵이 瓠瀘河와 王逢河에 빠져 죽은 자가 이루 셀 

수 없었다.21)

위의 기사는 673년 9월의 전황으로서 당군이 말갈 및 거란 군대를 

이끌고 신라의 북변을 침공한 점은 675년의 전황과 유사하다. 그런데 

위 전황에서는 선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진 호로하

는 임진강, 왕봉하는 왕봉현과 관련하여 한강 하류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이다. 당군이 이곳에서 빠져 죽었다는 것은 渡河 과정이 있었음을 짐작

케 한다.

이를 통해 673년 당군은 육로를 통해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역

까지 진주해 왔음을 알 수 있다. 668년 한성과 대곡성의 투항으로 남

진의 발판을 마련한 당군은 한성에서 발생한 고구려 부흥운동을 제압

하며 임진강 방면으로 내려온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 방면의 전투에서 

당군을 물리친 신라는 이를 발판으로 평양 이남을 차지하기 위해 북진

을 진행하여 예성강까지 이르게 되었다.22)

당군은 앞서의 공격이 실패한 데다가 신라가 예성강까지 진출하자 

20) 유인궤는 660년 요동을 공격할 때 수군을 이끈 경력이 있다(�舊唐書� 권84, 列

傳34 劉仁軌, “(顯慶)五年 高宗征遼 令仁軌監統水軍”).

21) �三國史記� 권7, 新羅本紀7 文武王 13년 9월, “唐兵與靺鞨契丹兵來侵北邊 凡九

戰 我兵克之 斬首二千餘級 唐兵溺瓠瀘王逢二河 死者不可勝計”

22) 효소왕 때 축성한 松岳과 牛岑은 나당전쟁의 결과로 신라가 최종 확보한 영토의 

경계를 형성한 지역이다. 신라는 호로하 전투의 승리 후 예성강까지 진출하였고 

이것이 675년 전투를 거친 후 신라의 영토로 귀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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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막기 위해 임진강 하구를 재차 공격하였다. 673년의 전투 역시 기

사에서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호로하와 왕봉하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

아 칠중성이 공격 목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라가 북상한 상태

이므로 이번에는 선병을 이용하여 하구에 진입한 뒤 칠중성을 우회 공

격하는 방식을 취했다.

한편 유인궤의 웅진 이동은 칠중성 공격의 또다른 목적을 시사한다. 

그것은 평양과 웅진을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신라가 중부 지역을 장악한 상황에서 당이 한반도를 경략하

는 거점이었던 평양과 웅진을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서해안 교

통로가 중요하였다. 

660년 백제 공멸 당시 蘇定方이 이끄는 당군은 해로를 통해 진주하

여 德物島(덕적도)에서 신라의 영접을 받았다. 이는 서해 교통로를 통

한 군사 운영의 변모를 보여준다. 당은 백제 공멸에 이어 한반도 경략

을 위해 서해 교통로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연안 지역에 교통로를 연결하는 기착지들을 확보해 두어야 했다. 

칠중성 공격은 연안 거점의 확보를 수반하는 작전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당은 칠중성 외에도 그 주변의 연안 지역을 장악하고자 하였

을 것이다. 이 점에서 임진강-한강 하구를 중심으로 한 권역에서의 전

투를 상정할 수 있는데, 買蘇川城 전투와 泉城 전투가 이에 해당한다.

2) 買蘇川城 전투

�삼국사기� 金庾信 열전에는 그 아들 元述이 675년 買蘇川城의 전투

에서 공을 세운 기사가 보인다.

  乙亥年에 이르러 唐兵이 와서 買蘇川城을 공격하니 元述이 듣고 죽어서 이전의 

치욕을 씻고자 하였다. 마침내 싸워 공을 세워 상을 내렸으나 부모에게 용납되지 

못하므로 憤恨하여 벼슬하지 않은 채 그 일생을 마쳤다.23)

23) �三國史記� 권43, 列傳3 金庾信 下, “至乙亥年 唐兵來攻買蘇川城 元述聞之 欲死

之 以雪前耻 遂力戰有功賞 以不容於父母 憤恨不仕 以終其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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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 보이는 매소천성은 다른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고 전황도 

단순하여 그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乙亥年은 675년이고 지

명이 買肖城과 유사하여 이를 같은 곳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買肖城을 ‘매소성’으로 읽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런데 매초성 전투와 매소천성 전투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무엇

보다 매초성 전투는 당군이 주둔한 곳을 신라가 공격한 형태였다. 반면 

매소천성 전투는 당군이 공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공격과 방어의 주체

가 상반된 것이라는 점에서 두 곳은 다른 곳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4)

이 경우 매소천성은 買召城(인천)에 비정해 볼 수 있다. ‘買蘇’와 ‘買

召’ 부분의 음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시 칠중

성에서 전투가 있었다는 점에 토대를 두고 보면, 이러한 비정은 좀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두 성의 위치가 서로 멀지 않기 때문이다.

유인궤는 칠중성 전투 후 靺鞨兵으로 하여금 바다로 가서 신라의 南

境을 공략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남경이 어디인지는 분명치 않

다. 현실적으로 신라의 서남 해안 지역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

지만, 적어도 전투 지역보다는 후방이 될 것은 분명하다.25) 따라서 이

들은 임진강 하구로 나와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면서 주요 지점을 공격

했을 것이다. 매소홀은 당군이 백제 공격 때 경유했던 덕물도를 직접 

마주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연안 교통로의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서 의

미를 가진다. 

3) 泉城 전투

천성 전투는 675년 9월 매초성 전투 바로 앞 기사로 나온다.

24) 김병희, ｢매소성 전투의 위치와 실상에 대한 고찰｣, �軍史� 91, 2014, 206-210쪽.

    그런데 논자는 매소성(매초성)을 양주 대모산성으로 보는 입장에서 매소천성을 연

천 대전리 산성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기존에 매초성으로 비정되는 두 곳을 선

택적으로 연결한 것 이상으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25) 이 南境은 실질적으로 熊津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벌포 전투

와 관련하여 후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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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薛仁貴가 宿衛學生 風訓의 아비 金眞珠가 本國에서 주살되었으므로 풍훈을 

끌어들여 鄕導로 삼아 泉城을 공격하였다. 우리 將軍 文訓 등이 맞서 싸워 이기고 

1,400여 급을 베었고, 兵船 40척을 노획하였다. 仁貴가 포위를 풀고 물러가니 

戰馬 천 필을 얻었다.26)

천성 전투는 후술할 伎伐浦 전투와 마찬가지로 설인귀가 등장한다. 

이 시기 설인귀는 유배 중이어서 신라 전선에 등장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천성 전투의 실체 또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천성 전투 자체가 실재하지 않은 조작된 사건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먼저 천성의 위치 비정과 함께 전투의 성격만 짚어 

보기로 한다. 

먼저 천성의 위치27)에 대해서는 都彌 열전에 보이는 泉城島가 참고

된다.

  아내가 바로 도망하여 江口에 이르렀는데 건널 수가 없었다.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니 홀연히 외로운 배가 파도를 따라 이르는 것이 보였다. 배를 타고 泉城島에 

이르러 남편을 만났는데 아직 죽지 않았다. 풀뿌리를 캐어 먹으며 마침내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 蒜山 아래에 이르렀다.28)

위 기사는 백제 개루왕 때의 사적이다. 都彌의 아내는 왕을 피해 江

口로 나와 배를 타게 되는데, 당시 백제가 한성에 도읍하고 있었고 도

미의 아내가 왕을 피해 도망하는 점에서 이 江口는 한강 하구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배가 천성도에 도달한 후 고구려 경내로 들어가게 되

26) �三國史記� 권7 新羅本紀7 文武王 15년 9월, “薛仁貴以宿衛學生風訓之父金眞珠

伏誅於本國 引風訓爲鄕導 來攻泉城 我將軍文訓等逆戰勝之 斬首一千四百級 取兵

船四十艘 仁貴解圍退走 得戰馬一千匹”

27) 천성을 白水城과 같은 곳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예성강 하류로 보고 있고, 두 곳을 

다른 곳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인천이나 오두산성 등으로 보고 있다(이상훈, 앞의 

논문, 2007, 108쪽, 주 79) 참조). 

28) �三國史記� 권48, 列傳8 都彌, “婦便逃至江口不能渡 呼天慟哭 忽見孤舟隨波而至 

乘至泉城島 遇其夫未死 掘草根以喫 遂與同舟 至高句麗蒜山之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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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천성도는 한강 하구의 섬이 될 것이다. 여러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항로를 고려할 때 기착지로서 상정되는 곳은 강화도나 교동도

이다.29)

그런데 항로가 고구려 방면으로 가는 것이라면 배가 기착할 수 있는 

곳으로는 교동도가 더 유력해 보인다. 1370년 賀正을 위해 明에 파견

된 사신 일행은 일차적으로 교동에 기착하였다.30) 이것은 교동도가 서

해 방면으로 나가기 전에 기착하는 곳임을 보여준다. 예성강 하구에서 

출발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강이나 임진강 방면에서 오더라도 그 조건

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점에서 도미 부부가 기착한 천성도

를 교동도로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당과 신라가 전투를 벌인 천

성 또한 이곳으로 비정할 수 있다. 

한편 천성 전투에서 신라는 당의 병선 40척을 취한 것으로 되어 있

어 당이 선병을 동원하여 전투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유인궤의 칠

중성 공격 때 선병이 동원된 사실과 칠중성에서 나와 남하하려면 교동

도를 거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31) 천성 전투는 칠중성 전투의 연장

에서 이루어진 남하 공격의 일환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천성 전투의 성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당의 보급 부대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32) 그러나 아버지가 숙청당한 원한을 

29) 도수희는 도미 부부가 해로를 통해 고구려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천성도를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交河郡 관내의 일미도로 보았다(도수희, 

｢도미전의 천성도에 대하여｣, �한국지명연구�, 이회, 1999, 325-329쪽). 그는 이

와 함께 오도산(오두산)에 비정될 여지도 간단히 언급했는데, 김윤우는 천성도가 

일미도일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오도산에 비정하였다(김윤우, ｢都彌史話에 관

한 역사지리적 고찰｣, �京畿鄕土史學� 8, 2003, 349-352쪽). 그러나 천성도가 섬

으로 파악되는 한 이를 섬이 아닌 오도산에 비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30) �高麗史� 권43, 恭愍王 20년 11월, “咨中書省曰 於本年八月 遣同知密直司事鄭思

道 駕海赴京 賀明年正 到喬桐島 船著淺穿漏 不得前去”

31) 강화도와 김포반도 사이의 鹽河는 물길이 험하기 때문에 이곳에 익숙하지 않은 당

군이 이용했을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32) 徐仁漢, �羅唐戰爭史�, 國防軍史硏究所, 1999, 144쪽 ; 서영교, 앞의 책, 85-92쪽.

    이에 대해 이상훈은 신라가 탈취한 것은 漕船이 아니라 兵船이라는 점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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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풍훈을 앞세운 공격이 보급 목적이라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천

성 전투가 당군의 공격으로 발생했다는 점도 보급 부대의 성격과 거리

가 있다. 이 점에서 천성 전투는 칠중성 전투의 연장에서 이루어진 전

황을 바탕으로 후대에 윤색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기벌포 전투를 다룰 때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나. 阿達城·赤木城·道臨城·石峴城 전투

675년 당군의 공격은 내륙 방면에서도 이루어졌다. 유인궤의 칠중성 

공격이 신라의 북방 진출을 견제함과 아울러 평양과 웅진을 연결하는 

서해 교통로의 안정화를 꾀한 것이었다면, 내륙 방면의 공격은 신라의 

북방 진출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었다. 이 전투는 李謹行이 주도하였다. 

674년 고종이 유인궤를 雞林道大摠管에 임명하여 신라를 공격하도

록 했을 때 이근행은 李弼과 함께 副將으로 파견되었다. 그는 뒤에 安

東鎭撫大使에 임용되어 매초성에 주둔하며 신라와 전투를 벌였다. 이로 

보아 이근행은 신라 전선에 투입된 후 매초성 전투가 있었던 9월에 이

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신라와 전투를 벌였을 것이다. 

이 때 그가 주둔한 매초성이 수곡성에 비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가 주

로 내륙 방면에서 전투를 수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75년 말미에 정

리된 4개의 전투 기사는 그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보인다. 

천성 공격을 대규모 상륙전으로 이해하였다(이상훈, 앞의 논문, 2007, 110쪽). 그

런데 기존 연구는 공통적으로 같은 9월의 매초성 전투와 연결하여 이해하면서 매

초성을 임진강 수계로 보는 입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이상훈은 천성 전투와 

매초성 전투를 연계하여 한강 방면을 공격하기 위해 육로와 해로의 이원적인 작전

을 편 것이며, 이는 고구려의 백제 공격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매초성을 水

谷城으로 이해하면 이러한 설명은 성립하기 어렵다. 이 경우 천성 전투는 매초성 

전투와는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칠중성 전투 및 이후 파악되는 해안 지역의 전황

과 연계하여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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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靺鞨이 阿達城으로 들어와 劫掠하니 城主 素那가 맞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② 唐兵이 契丹․靺鞨兵과 함께 와서 七重城을 포위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小守 

儒冬이 전사하였다. ③ 말갈이 또 赤木城을 포위하여 섬멸하였다. 縣令 脫起가 

백성을 이끌고 맞섰으나 힘이 다하여 모두 죽었다. ④ 唐兵이 또 石峴城을 포위하여 

함락하니 縣令 仙伯과 悉毛 등이 힘써 싸우다 죽었다.  ⑤ 또 우리 군대가 唐兵과 

크고 작은 18번의 전투를 벌여 모두 이겼다. ⑥ 斬首한 것이 6,047급이고 획득한 

戰馬가 200필이었다.33)

위의 전투는 675년 말미에 정리되어 있지만, 실제 전투 시점은 9월

의 매초성 전투 이전으로 파악된다. 공통적으로 전투 지역과 지휘관의 

전사 사실만을 정리하고 있는 것에서 이것이 이들의 포상과 관련된 자

료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34)

이 전투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 앞서 673년 9월에 진행된 전

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앞서 호로하·왕봉하의 전황이 칠중성과 연관

됨을 지적했는데, 그 해 겨울에 다시 신라에 대한 당군의 공격이 있었다.

  겨울에 唐兵이 고구려 牛岑城을 공격하여 항복시켰다. 契丹과 靺鞨兵이 大楊城

과 童子城을 공격하여 멸하였다.35)

위에서 牛岑城(황해도 금천)은 황해도 중부, 大楊城(강원도 금강)은 

강원도 서부에 해당한다. 童子城은 童城縣(경기도 김포)의 ‘본’ 읍호인 

童子忽에 상응하여 한강 하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동자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앞서 보았듯이 바로 앞서 

9월에 당군은 신라 북변을 공격했다가 패배하고 호로하와 왕봉하에서 

33) �三國史記� 권7, 新羅本紀7 文武王 15년, “靺鞨入阿達城劫掠 城主素那逆戰 死之 

唐兵與契丹靺鞨兵 來圍七重城 不克 小守儒冬死之 靺鞨又圍赤木城 滅之 縣令脫起

率百姓 拒之 力竭俱死 唐兵又圍石峴城拔之 縣令仙伯悉毛等 力戰死之 又我兵與唐

兵大小十八戰皆勝之 斬首六千四十七級 得戰馬二百匹”

34) 윤경진, 앞의 논문, 2017, 176쪽.

35) �三國史記� 권7 新羅本紀7 文武王 13년, “冬 唐兵攻高句麗牛岑城 降之 契丹靺鞨

兵攻大楊城童子城 滅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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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희생자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한강 남쪽에 있는 동성현 방면을 

공격하여 멸했다는 것은 전후 상황이 맞지 않는다. 당시 당군이 말갈․

거란병과 작전을 행한 것에 비추어 대양성과 동자성의 전투는 연속성

을 가지거나 하나의 작전 범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

면 동자성을 지리적으로 전혀 관련되지 않는 김포 방면에 비정하는 것

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동자홀은 김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비정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곳이 동해안의 童山縣(烈山縣 : 강원도 고성)이다. 

동성현의 연혁을 보면 ‘본’ 읍호인 童子忽 외에 “一名幢山縣 一云仇斯波

衣”라는 주기가 있다. 이 중 仇斯波衣는 토착 지명을 제시한 것이고, 

幢山縣은 童子忽의 한식 표기이다. 그리고 ‘幢(당)’과 ‘童(동)’은 발음 또는

字形에서 통용되거나 이표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동산현 또한 동자홀 내지 동자성이라는 명칭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동자성 전투는 한강 이남이 아니라 동해안 방면에서 발생한 것이 된다. 

결국 673년 전황은 먼저 임진강 하구에서 일어난 데 이어 황해도 동

부 내륙, 강원도 서부 내륙, 동해안 방면 등 네 방향에서 전투가 벌어

졌다고 정리할 수 있다. 675년의 전황과도 유사한 구도가 나타나는데, 

이 중 임진강 하구 방면의 전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아래에

서는 이 구도를 염두에 두고 나머지 전투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기로 한다. 

1) 阿達城 전투

아달성은 安峽(강원도 이천)에 비정되는데,36) 이 전투는 素那 열전

에 좀더 구체적인 상황이 소개되어 있다.

  素那를 阿達城에 천거하여 北鄙를 방비하도록 하였다. 上元 2년 봄에 阿達城太守 

級湌 漢宣이 백성들에게 某日에 일제히 나가 마를 심되 명령을 어기지 말도록 

하였다. 靺鞨의 첩자가 이를 알고 돌아가 酋長에게 고하였다. 그 날에 이르러 

36) 전덕재, ｢신라의 北進과 서북 경계의 변화｣, �韓國史硏究� 173, 2016, 113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66 |  軍史 第104號(2017. 9)

백성이 모두 성을 나가 밭에 있었는데, 말갈이 몰래 와서 성에 갑자기 진입하고는 

한 성을 노략질하였다.37)

위의 기사를 신라본기 기사와 대비하면 몇 가지 주목할 점이 발견된

다. 우선 당시 전투가 ‘봄’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는 

전술한 것처럼 675년 말미의 기사가 실제 9월의 매초성 전투 이후에 

발생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곧 아달성 전투는 2월의 칠중성 전투

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것이다. 당군은 칠중성 공격과 병행하여 아달

성에 대한 공격을 도모했던 것이다.38)

다음에 당시 아달성의 주민과 군사가 성밖에 나가 마를 심는다는 사

실을 알아낸 첩자가 ‘酋長’에 가서 고했다는 부분이다. 구문으로만 보면 

이 말갈은 중부 내륙 지방에 있는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素那 열전에서 아달성을 ‘北鄙’라 하였고, 그가 아달성에 부임할 

때 敵國에 인접했기 때문에 가족을 데려가지 않고 혼자 부임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고구려 공멸 당시 신라는 수곡성까지 진출했다가 대곡성의 

투항으로 인해 그 이남으로 밀린 상태였다. 따라서 그보다 후방인 안협 

지역에서 토착의 말갈 세력과 인접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이다. 또한 본기 기사에는 아달성 전투가 당군과의 전황 속에 포함되어 

인식되고 있다. 이 점에서 아달성에서 전투를 벌인 말갈은 당군이 이끌

고 온 말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소나 열전에서 아달성을 ‘北鄙’라고 표현한 것은 당군의 

진주에 따라 신라가 그와 접경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곧 아달성은 

신라가 확보한 북방 경계 지역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敵國 또한 기존의 

37) �三國史記� 권47, 列傳7 素那, “遷素那於阿達城 俾禦北鄙 上元二年乙亥春 阿達

城太守級湌漢宣 敎民以某日齊出種麻 不得違令 靺鞨諜者認之 歸告其酋長 至其日 

百姓皆出城在田 靺鞨潛師猝入城 剽掠一城”

38) 위 기사에서 2월의 전투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칠중성 전투보다 아달성 전투가 

먼저 수록된 것은 그 시기가 앞섰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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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 대상이었던 고구려, 또는 그 구지를 차지한 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나 열전은 이를 말갈로 치환하여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추장은 말갈병의 지휘관이 될 것인 바, 바로 이근행

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하듯이 이근행은 말갈 출신의 장수이다. 그가 말갈에 기반을 둔 

客將인지 아니면 당에 동화된 장수인지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

만,39) 분명한 것은 그가 말갈병을 이끌고 있고 신라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의 활동은 과거 신라의 북방 세력을 가리키던 말갈

과 혼용되어 말갈 추장으로 표현된 것이다. 결국 아달성 전투는 매초성

에 거점을 두고 있던 이근행의 군대가 인접한 신라의 북방 경계 지역을 

공략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673년 당은 牛岑城을 함락하였다. 그런데 이 때에 이르러 남쪽이 아

닌 동쪽의 이천 방면을 공격한 것인데, 이는 우잠 방면의 전선이 막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뒤이어 신라가 매초성(수곡성)을 공격한 

사실을 감안하면, 신라는 673년 우잠성 함락 이후 다시 이를 차지했음

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매초성에 있던 이근행의 군대는 동쪽에 인접

한 아달성 방면을 공격한 것이다. 

2) 赤木城·道臨城 전투

赤木城은 連城郡(交州)의 領縣인 丹松縣(嵐谷縣)의 ‘본’ 읍호가 赤木

鎭(赤木縣)인 것에 근거하여 강원도 회양 지역에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다만 이 지역은 평양이나 수곡성에서 횡단 교통로로 연결되지 않

는다. 회양은 朔州(춘천)와 朔庭郡(안변)을 연결하는 선상에 있으며, 이 

지역들은 뒤에 9주의 하나인 朔州를 형성한다. 평양 방면에서 이곳으

로 진주하려면 안변으로 넘어간 뒤 다시 회양으로 내려오는 경로를 이

용해야 한다. 적목성 전투는 삭주 방면에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어 

39) 이에 대해서는 이상훈, 앞의 논문, 2007, 99-10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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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 문제는 671년 ｢答薛仁貴書｣에 나오는 卑列城(比列忽: 안변)의 향

방과 관련된다. 당시 신라는 고구려 공멸 과정에서 比列忽을 점거했으

나 당은 본래 고구려 영토라며 환수를 지시하였다. 이에 신라는 비열성

이 본래 신라의 고유 영토로서 고구려가 점거하던 것을 되찾은 것이라

며 반발하였다. 

이후 비열홀의 귀속에 대해서는 당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지

배권을 유지하였고, 이것이 나당전쟁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

도 있다.40) 그러나 ｢답설인귀서｣에서 신라는 비열성에 대해 “又取此城 

還與高麗”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미 환수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또

한 ‘억울함’이 있어도 배반할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역설한 것 또한 

비열성의 환수를 유추케 한다.41) 따라서 신라의 동북방 경계는 비열홀

보다 후방으로 밀리게 되었는데, 이 중 삭주 방면에서는 회양 지역에서 

경계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적목성은 아달성처럼 신라의 북방 경

계 지역으로서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한편 道臨城 전투는 676년 7월 기사로 정리되어 있지만,42) 기사 구

성이 675년 말미에 정리된 여러 전투들과 동일하여 당초 같은 자료에

서 분리된 기사로 파악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전투들과 같은 맥락

에서 그 위치와 의미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 

도림성은 金壤郡 영현인 臨道縣의 ‘본’ 읍호가 道臨縣인 것에 의거하

여 이곳에 비정되고 있다. 이곳은 현 고성과 통천 사이의 동해안에 해

당한다. 이곳의 전투는 전술한 적목성 전투와 마찬가지로 신라의 비열

홀 상실과 관련된다. 안변은 동해안 경로와 춘천에서 올라오는 추가령

40) 이상훈, 앞의 책, 2012, 39쪽 및 73-79쪽.

41) 윤경진, ｢671년 ｢答薛仁貴書｣의 ‘平壤已南 百濟土地’에 대한 재해석 : 백제의 영

토의식과 浿河의 새로운 이해｣, �역사문화연구� 60, 2016, 19쪽, 주 39) 참조.

42) �三國史記� 권7, 新羅本紀7 文武王 16년 7월, “唐兵來攻道臨城拔之 縣令居尸知

死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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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곡 경로가 만나는 곳이다. 비열홀의 상실로 신라는 삭주 방면과 명

주 방면으로 각각 밀리게 되었다. 이 중 삭주 방면의 경계 지역에서는 

적목성 전투가 발생한 것이고, 명주, 곧 동해안 방면에서는 도림성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3) 石峴城 전투

석현성은 4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충돌 과정에 그 용례가 보인다. 

  ① 고구려왕 談德이 군대 4만을 거느리고 北鄙를 공격하여 石峴 등 10여 성을 

함락하였다. 왕이 담덕이 用兵에 능하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서지 못하였다. 

漢水 북쪽의 여러 部落이 많이 몰입되었다.43)

  ② 백제 關彌城을 攻陷하였다. 그 성은 사면이 깎아지른 절벽이고 바닷물이 

휘감고 있어 왕이 군사를 일곱 갈래로 나누어 20일을 공격한 끝에 함락하였다.44)

  ③ 왕이 武에게 이르기를, “關彌城은 우리 北鄙의 요충인데, 지금 고구려 소유가 

되었다. 이는 寡人이 痛惜하는 바이니 경은 마땅히 마음을 써서 치욕을 씻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병사 1만을 이끌고 고구려 南鄙 정벌을 꾀하니 

武가 직접 士卒에 앞장서서 矢石을 무릅쓰며 石峴 등 5개 성을 수복할 뜻으로 

먼저 관미성을 포위하였다. 고구려 사람들이 성을 굳게 지키니, 武가 보급이 

이어지지 않으므로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다.45)

위 기사는 392년 7월과 10월에 있었던 고구려 광개토왕의 백제 원정

과 이에 맞선 393년 백제 아신왕의 고구려 원정에 대한 것이다. 고구

려는 석현성 등 10여 성을 공취한 데 이어 백제의 북방 요새인 關彌城

43) �三國史記� 권25, 百濟本紀3 辰斯王 8년 7월, “高句麗王談德 帥兵四萬 來攻北鄙 

陷石峴等十餘城 王聞談德能用兵 不得出拒 漢水北諸部落多沒焉”

44)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 원년 10월, “攻陷百濟關彌城 其城四面

峭絶 海水環繞 王分軍七道 攻擊二十日乃拔”

45) �三國史記�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2년 8월, “王謂武曰 關彌城者 我北鄙之襟要

也 今爲高句麗所有 此寡人之所痛惜 而卿之所宜用心而雪恥也 遂謀將兵一萬 伐高

句麗南鄙 武身先士卒 以冒矢石 意復石峴等五城 先圍關彌城 麗人嬰城固守 武以糧

道不繼 引而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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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락하였다. 백제는 석현성 등을 수복하기 위해 먼저 관미성을 포위 

공격했으나 실패하였다. 

이 때 관미성은 “海水環繞”라고 한 것에서 해안에 인접한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것이 임진강 또

는 예성강 하구에서 벗어나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석현성은 이로

부터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할 것이다. 이 때 당군이 해로를 이용하여 

칠중성 방면으로 진입하여 공격한 점과 결과적으로 칠중성을 ‘不克’한 

것을 감안하면 석현성이 칠중성보다 남쪽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당군은 칠중성 방면을 공격함과 아울러 예성강 방면으로도 

작전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석현성은 예성강 수계에 있

었을 가능성이 높다.46) 당의 칠중성 공격이 임진강 수계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를 수반한다면, 석현성 공격은 예성강 수계의 장악을 의도한 

것이다. 양자를 확보하면 당은 평양에서 한성을 거쳐 칠중성으로 연결

되는 경로를 온전히 확보함으로써 신라의 북방 진출을 사실상 차단할 

수 있었다.

칠중성과 달리 석현성은 당군의 공격으로 함락되었다. 따라서 매초

성처럼 정전 후 신라의 영토로 귀속되지 못했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함락이 반드시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석현성 함락 후 당군이 계

속 주둔하며 지배력을 확보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아달성도 말갈병

이 성내로 진입하여 사실상 함락되었다고 여겨지지만 결국 신라 영토

로 귀속되었다. 

여기서 4개 전투에 이어 신라가 18개 전투를 이겼다고 서술한 부분

이 주목된다. 이 수치는 후술할 기벌포 전투 기사에 이어 정리된 22개 

46) 4세기 기록에서 석현성과 함께 나오는 관미성은 임진강 하구의 오두산성(오도산

성)으로 비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석현성이 예성강 수계라면 관미성이 임진

강 하구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예성강 하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문제는 본고의 논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추후에 따로 논할 기회

를 가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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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기사와 조응하는데, 여기서도 기벌포 전투의 패전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22개 전투를 승리했다고 적고 있다. 곧 신라는 개별 전투의 승

패와 별개도 당시 벌어진 전투 전체를 신라의 승리로 간주한 것이다. 

이는 당군의 공격을 받은 신라의 성들이 대개 신라 영토로 귀착된 것과 

관련되지 않을까 한다.

신라가 당의 거점을 공격했다가 실패한 매초성과 당군이 선병을 이

용해 공격한 칠중성을 논외로 하면, 위에서 언급된 아달성과 적목성, 

도림성 등은 전쟁 당시 신라의 북방 경계였고 전쟁 종료 후 대개 신라

의 경계로 자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47) 아달성이 적국과의 경계

로 지목된 것에서 그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석현성 또한 

일시적인 함락에도 불구하고 당군이 바로 철수했거나 신라가 수복함으

로써 신라 영토로 귀속되었을 것이다. 이 경우 석현성은 예성강 수계로

서 하구와 송악 사이에 위치한 성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처럼 675년의 전투는 당군의 칠중성 공격에 수반된 해안 방면의 

전투와 신라의 북방 경계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로 양분된다. 후자는 예

성강 수계의 석현성과 강원도 서부의 아달성, 중부 내륙의 적목성, 그

리고 동해안의 도림성이 각 방면의 경계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석현성

과 아달성 사이는 효소왕 때 축성 지역으로 나오는 송악과 우잠이 자리

한다. 이들을 연결하는 선이 바로 나당전쟁 종결 후 형성된 신라의 북

방 영토 범위를 반영한다. 

47) 다만 동해안의 比列忽은 신라가 고유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후에 추

가 진출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681년 군대를 보내 비열홀을 수비한 것은 그 

반영이다(�三國史記� 권7, 文武王 21년 정월, “沙湌武仙率精兵三千 以戍比列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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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伎伐浦 전투의 비판적 이해

가. 伎伐浦 전투 기사의 비판

기록상 나당전쟁의 마지막 전투는 676년 11월의 伎伐浦 전투이다. 

이 전투는 중국 사서에는 나오지 않으며 �삼국사기�에만 보인다.

  a. 沙湌 施得이 船兵을 거느리고 所夫里州 伎伐浦에서 薛仁貴와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b. 또 크고 작은 22차례의 전투에 나아가 이기고 4천여 급을 베었다.48)

�삼국사기�에는 위의 기사 이후로 더 이상 신라와 당의 전투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벌포 전투를 기준으로 나당전쟁의 종결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쟁은 675년 9월의 매초성 전투와 그에 

이은 문무왕의 관작 복구로 종결되었다. 그렇다면 기벌포 전투는 어떻

게 이해해야 할까.

실상 기벌포 전투에 대해서는 일찍이 그 내용과 시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기사에 등장하는 설인귀는 上元(674-676) 연간에 유배 중이

었기 때문에49) 676년 전투에 나타날 수 없으며 해당 전투는 그가 활동

하던 671년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였다.50) 하지만 이에 맞서 설인귀 

열전의 기록이 구체적인 정황이 없고 ‘上元中’으로만 기록했다는 것을 

근거로 내용이 상세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도 있

다.51)

이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전술한 675년 말미의 전투 종합 기사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기사는 4개 전투의 전사자를 소개하고, 이어 18개 

48) �三國史記� 권7 新羅本紀7 文武王 16년 11월, “沙湌施得領船兵 與薛仁貴戰於所

夫里州伎伐浦 敗績 又進大小二十二戰 克之 斬首四千餘級”

49) �舊唐書� 권83, 列傳33 薛仁貴, “上元中 坐事 徙象州 會赦歸”

50) 池內宏, 앞의 논문, 1950.

51) 이상훈, 앞의 책, 2012, 50-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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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를 포함한 전과를 총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전쟁의 종결을 통

해 비로소 성립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열거된 4개 전투는 연말에 있었

던 것이 아니라 여러 시점의 것을 모은 것이다. 676년 7월 기사로 정리

된 도림성 전투도 이들과 같은 형태의 기사로서 역시 675년의 일로 파

악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기벌포 전투가 이들과 동떨어진 676년 11월에 

발생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흥미로운 것은 기벌포 전투 기사 또한 675년 말미 기사와 유사한 구

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a는 

기벌포 전투에 대한 것이지만, b는 별도로 22개 전투를 총괄하고 있다. 

특히 기벌포 전투는 신라의 패전으로 기록된 반면, 이후 22개 전투는 

승리를 말하고 있다. 이 22개의 전투 또한 당시 전황을 종합한 것이다. 

675년 말미 기사가 4개 전투에 이어 18개 전투의 전황을 소개한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두 기사는 전투 수가 서로 일치한다. 675년 말미 기사의 전

황은 아달성과 칠중성·적목성·석현성 등 4개 전투와 기타 18개 전투

를 합치면 22개이며, 여기에 도림성 전투를 더하면 23개가 된다. 기벌

포 전투 기사의 경우 기벌포 전투와 22개 전투를 합하면 역시 23개이

다. 675년 2월부터 전개된 전쟁은 모두 23개의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

며, 그 내용은 두 곳에 중복 기재된 셈이다. 

다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위의 기

사 구성을 보면 기벌포 전투 후 “又進”이라 하여 해당 부대가 연이어 

22차례의 전투를 진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차 패배한 신

라군이 이후 22차례의 전투를 벌인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전선이 

아닌 기벌포에서 추가로 나아가 전투할 장소를 생각하기도 어렵다.

실상 “又進大小二十二戰 克之”라는 구문은 675년 말미 기사에서 “又

我兵與唐兵大小十八戰 皆勝之”라는 구문과 유사한 구성을 보이는데, 

675년의 18개 전투가 신라의 北境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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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년 기사의 22개 전투를 기벌포 전투의 연장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또한 기벌포 전투 기사를 추출 정리하고 나머지 22개 전투를 총괄 정

리하면서 이를 연결하는 의미로 “又進”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52)

한편 전과에 대해 675년 말미 기사에서는 6,047급으로, 기벌포 전투 

기사에서는 4천여 급으로 다르게 적고 있다. 이것은 당시 전쟁의 종결

과 신라의 전과에 대해 서로 다른 계통의 자료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때 기벌포 전투 기사는 매초성 전투 기사와 같은 계통의 자료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것은 전과에 대한 서술을 통해 유추된다. 매초성 전투의 경우 戰馬 

30,380필과 다수의 병장을 얻은 것으로 나오지만 적을 참한 수효는 나

와 있지 않다. 반면 기벌포 전투 기사에는 참획한 수만 있고 노획품에 

대한 내용이 없다. 675년 말미 기사에는 양자가 함께 나오며, 천성 전

투 기사에도 참획한 수와 노획한 전선의 수가 함께 나온다. 이로 보아 

기벌포 전투 기사의 전과는 매초성 전투의 전과에서 분리된 내용이 아

닐까 한다. 다만 이것이 �삼국사기� 편찬 과정에서 편집된 것인지, 아

니면 원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이번에는 薛仁貴의 등장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池內宏

은 그가 유배 중임을 근거로 이 전투를 설인귀의 활동 시기인 671년의 

일로 보았지만, 이를 반드시 설인귀의 활동과 연결할 필요는 없다. 후

술하듯이 설인귀 자체가 가탁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설인귀 

열전의 기록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열전 기록에

서는 내용과 시점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예가 흔하기 때문이다. 

52) 22개 전투를 모두 설인귀와 벌인 해전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같은 지역에서 22

차례의 해전은 생각하기 어렵다. 배근흥은 설인귀가 유배 중이었다는 점과 함께 

웅진도독부가 철수한 상황에서 22차례 해전이 발생할 정도로 바다를 통한 물자 

공급의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기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였다(拜根興, 앞의 논

문, 2002, 254쪽). 하지만 문맥상 두 구문은 분리해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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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설인귀가 上院 연간에 발생한 사건, 곧 천성·기벌포 

전투의 패배로 유배에 처해졌으나 676년 11월에 행해진 사면으로 실제 

유배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본 견해가 있다.53) 곧 676년 11월 전투에 

설인귀가 등장할 수 있다는 논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문맥상 기벌포 전투는 신라군이 패배한 것이다. 문장의 주어가 

신라가 분명하고 이어지는 ‘敗績’은 주어의 패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설인귀가 기벌포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유배되었다는 것은 내용적

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에 11월에 전투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의 유배가 결정되고 改元에 

따른 사면의 적용을 받았다고 보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리가 크다. 개원

이 이루어진 壬申일은 11월의 전반부에 속하기 때문에 전투와 패전, 보

고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면으로 

유배를 가지 않았다면 열전에서 가지 않은 사실을 명시했을 것이다.54)

여기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설인귀의 등장 자체가 기벌포 전

투의 전황 설명을 위해 附會된 것일 가능성이다. 곧 전투의 극적인 효

과를 위해 설인귀를 등장시켰다는 것이다. 설인귀는 蘇定方과 함께 신

라의 전쟁에서 두드러지게 인식된 중국 장수였다. 이것은 이들에 관한 

설화가 남아 있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55) 또한 잘 알려진 671년 ｢답설

53) 이상훈, 앞의 책, 2012, 56-55쪽.

54) 설인귀가 유배되지 않았다고 보는 또 하나의 근거는 魏元忠이 설인귀에 대해 海東

에서 활동하면서 공이 하나도 없는데 처벌받지 않았다고 한 기사를 들고 있다(�舊

唐書� 권92, 魏元忠). 그러나 위원충이 말한 것은 ‘不誅’로서 일반적 처벌과 층위

가 다르다. 그리고 탄핵을 위한 글이라는 점에서 극단적 표현의 요소도 감안해야 

한다.

55) 소정방의 경우 백마강에서 용을 낚았다는 유명한 전승이 있다. 또한 �三國遺事�에

는 그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후 신라까지 멸하려 하자 김유신이 唐兵을 독

살했다는 설화도 실려 있다. 이는 그만큼 소정방이 신라의 전쟁에서 상징성이 컸

다는 것을 보여준다. 설인귀의 경우에도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신라가 그를 감악

산의 山神으로 삼았다는 전승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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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귀서｣는 문무왕의 행위에 대한 당의 질책과 그에 대한 신라의 변론을 

담고 있다. 당 황제의 명에 따라 신라를 질책한 인물이 설인귀라는 점

에서 그는 나당전쟁에서 당군을 표상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 

실제와 별개로 특정 인물을 부회하여 사적을 설명하는 사례로 다음

이 참고된다. 

  總章 戊辰에 왕이 군대를 이끌고 仁問․欽純 등과 함께 平壤에 이르렀는데, 

마침 唐兵이 고구려를 공멸하였고 당의 장수 李勣이 高臧王을 잡아 還國하였다. 

<(중략) 그런데 鄕古記에 이르기를, “당이 陸路將軍 孔恭과 水路將軍 有相을 

보내 신라의 金庾信 등과 진수하게 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仁問과 欽純 

등을 말하고 庾信이 없으니 잘 알 수 없다.>56)

위의 기사는 �三國遺事�에서 668년 고구려 공멸과 관련하여 고증한 

내용이다. 문무왕이 欽純․仁問과 함께 원정에 참여한 내용에 대해 一然

은 중국 기록(생략된 부분)과 함께 ‘新羅古記’를 인용하여 고증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古記에는 흠순․인문 대신에 유신이 참여한 것

으로 되어 있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따르면 김유신은 고구려 출

정 당시 大幢摠官에 임명되었으나 문무왕은 그가 풍질이 있다 하여 왕

경에 남겨두었다.57)

이로 보면 신라고기는 실제 출정하지 않은 김유신이 참전한 것처럼 

윤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자료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삼국사기� 편찬 단계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다수 참고되었을 여지는 

충분하고, 이 중에는 실제 채록되어 들어간 것도 있었을 것이다. 꾸며

낸 말이 많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유신 열전 등에 채용된 ｢金庾信行

56) �三國遺事� 권2, 紀異2 文虎王法敏, “總章戊辰 王統兵 與仁問欽純等 至平壤 會唐

兵滅麗 唐帥李勣獲高臧王還國 <(중략)而鄕古記云 唐遣陸路將軍孔恭水路將軍有相 

與新羅金庾信等戍之 而此云仁問欽純等 無庾信 未詳>”

57) �三國史記� 권6, 新羅本紀6 文武王 8년 6월 29일, “諸道摠管發行 王以庾信病風 

留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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錄｣은 그 예이다. 기벌포 전투 기사의 원전은 이러한 맥락에서 설인귀

의 참전을 가공하여 넣은 기록으로 짐작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675년 9월의 泉城 전투 기사는 기벌포 전투 기사

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이 기사에도 설인귀가 등장하기 때문이

다. 물론 천성 전투 기사의 경우도 설인귀를 부회한 것이다. 다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천성 전투 자체가 실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삼국사기�에 수록된 매초성 전투 기사가 과장되고 승패를 뒤집어 놓

았지만 해당 전투는 실재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천성 전투 또한 그 내

용의 준거가 된 전투는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다. 이 전투에 대

해 설인귀와 관련된 사적을 넣어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하는 것이 신라의 지휘관으로 나오는 文訓이

다. 그는 661년 고구려 공격 때 참여하였고,58) 662년에는 中侍가 되었

다.59) 그리고 665년 致仕하고60) 667년에 사망하였다.61) 따라서 그는 

675년 전투에 등장할 수 없다. 이를 동명이인으로 볼 수 있겠으나 특정 

시기에 활동하였고 여러 차례 기사가 나오는 중요 인물에 대해 동명이

인을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다른 시기의 기사가 

들어온 것이거나 문훈을 부회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훈이 사망하는 667년은 고구려를 공멸하기 전이다. 이 시

기에 신라가 당과 직접 전투를 벌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가 

포함된 천성 전투를 그가 활동하던 시기의 사건으로 볼 수도 없다. 그

렇다면 해당 전투에 대해 후대에 그를 집어넣어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곧 천성 전투는 675년에 발생했지만, 그 내용은 후대에 

58) �三國史記� 권6, 新羅本紀6 文武王 원년 7월 17일,“文訓眞純 爲河西州摠管” ; 

�三國史記� 권42, 列傳2 金庾信, “(龍朔元年) 六月 唐高宗皇帝遣將軍蘇定方等 征

高句麗 入唐宿衛金仁問受命來告兵期 兼諭出兵會伐 於是 文武大王率庾信仁問文訓

等 發大兵向高句麗 行次南川州”

59) �三國史記� 권6, 新羅本紀6 文武王 2년 정월, “拜伊湌文訓爲中侍”

60) �三國史記� 권6, 新羅本紀6 文武王 5년 2월, “中侍文訓致仕 以伊湌眞福爲中侍”

61) �三國史記� 권6, 新羅本紀6 文武王 7년 12월, “中侍文訓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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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귀와 문훈 등의 인물을 등장시켜 내용을 가공한 것이다.

역시 설인귀가 등장하는 기벌포 전투 기사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곧 675년에 시작된 전쟁 과정에서 기벌포 전투가 발생

한 것은 인정되지만, 설인귀와 관련된 사적은 부회되었다는 것이다. 다

만 기벌포 전투는 실제 전쟁이 종료되는 675년 9월의 매초성 전투보다 

1년 이상 지난 시점인 676년 11월 기사로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해명

이 요구된다. 다음 절에서는 이 문제와 함께 기벌포 전투의 실제 상황

이 무엇이었는지 탐구해 보기로 한다. 

나. 伎伐浦 전투의 내용과 시점

기사에 등장하는 설인귀는 부회된 것이기는 하지만, 기벌포 전투 자

체는 전쟁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그 소재가 된 전투

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실제 발생 시점은 언제였을까. 

기벌포 전투에서 당군은 船兵을 동원하고 있다. 이것은 역시 설인귀

가 등장하고 선병이 동원된 천성 전투와 연결된다. 그리고 기벌포는 웅

진으로 진입하는 하구라는 점에서62) 이 사건이 熊津都督府와 관련됨을 

짐작할 수 있다. 천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의 연결성은 당군의 지휘관이

었던 유인궤의 활동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칠중성 전투 후 웅진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귀국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음 자료를 분석해 보자.

  a. 上이 籍田을 경작하였다. b. 처음에[初] 劉仁軌가 군대를 이끌고 熊津에서 

돌아왔는데 扶餘隆이 신라의 핍박을 우려하여 머무르지 못하고 금방 역시 조정으로 

돌아왔다.63)

62) 기벌포는 현재 금강 입구인 서천군 장항읍에 비정되고 있다(沈正輔, ｢百濟復興軍

의 主要據點에 관한 硏究｣, �百濟硏究� 14, 1983).

63) �資治通鑑� 권202,  儀鳳 2년 정월 乙亥, “上耕籍田 初 劉仁軌引兵自熊津還 扶餘

隆畏新羅之逼 不敢留 尋亦還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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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677년 정월 유인궤가 웅진으로부터 병력을 이끌고 귀국하였

다는 사실은 676년 11월의 기벌포 전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유인궤는 675년 칠중성 전투 후 귀국했는데, 이후 어

느 시점에 다시 백제 방면으로 투입되었다는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유

인궤의 재투입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기록에 나타나지 않지

만 설인귀 역시 복귀했다가 기벌포 전투에 다시 투입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64)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기사 구성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이 기사에

서 籍田 경작은 정월의 일이고 유인궤의 귀환은 ‘初’라고 되어 있기 때

문에 그의 귀환을 677년으로 단정할 수 없다. 실상 유인궤의 귀환은 적

전 경작과는 내용적으로도 상관이 없다. ‘初’라고 한 구문은 대개 이후 

어떤 사적을 설명하기 위해 그 앞에 있었던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다. 

곧 이 구문은 정월 기사의 일부가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2월 기사의 도

입부인 것이다. 

2월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工部尙書 高藏을 遼東州都督으로 삼아 朝鮮王에 봉하고 遼東으로 돌려보내 

高麗의 餘衆을 안집하도록 하였다. 고려 사람으로 먼저 諸州에 있던 자는 모두 

고장과 함께 돌아가도록 하였다. b. 司農卿 扶餘隆을 熊津都督으로 삼아 帶方王에 

봉하고 역시 돌아가 百濟 餘衆을 안집하도록 하였다. c. 이어 安東都護府를 新城으

로 옮겨 통어하도록 하였다. d. 이 때 백제가 황폐하므로 隆에게 명하여 고려의 

경내에 우거하도록 하였다.65)

위의 기사는 보장왕과 부여륭으로 하여금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을 

안집하도록 한 조치를 담고 있다. 고구려 유민 안집 기사를 축으로 하

64) 이상훈, 앞의 책, 2012, 53쪽.

65) �資治通鑑� 권202, 儀鳳 2년 2월 丁巳, “以工部尙書高藏爲遼東州都督 封朝鮮王 

遣歸遼東 安輯高麗餘衆 高麗先在諸州者 皆遣與藏俱歸 又以司農卿扶餘隆爲熊津都

督 封帶方王 亦遣歸安輯百濟餘衆 仍移安東都護府於新城以統之 時百濟荒殘 命隆

寓居高麗之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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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백제 유민 안집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고 있는데, ‘初’로 시작되는 구

문은 이 내용에 대한 보완 설명이다. 곧 부여륭은 현지에서 직무를 수

행하지 못하고 유인궤를 따라 귀국했기 때문에 고려 지경에서 寓居하

도록 했는데, ‘初’로 제시된 부분은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2월 

기사 앞에 넣은 것이므로 이를 정월 기사로 해석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구문을 �삼국사기�에서 찾을 수 있다. 

  a. 왕이 백제를 평정한 뒤 고구려를 공멸하고자 唐에 군사를 청했다. b. 12월에 

唐이 李勣을 遼東道行軍大摠管으로 삼고 司列少常伯 安陸과 郝處俊을 부장으로 

삼아 고구려를 공격하였다.66)

위의 기사는 666년의 것으로서 신라가 당에 청병하고 이에 따라 고

구려 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때 기사 a는 앞의 4월 

기록에 이어진다. 하지만 그 자체가 4월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뒤에 있

는 기사 b, 곧 12월의 고구려 원정에 대해 그 동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旣平百濟”라고 한 것에서 유추된다. 

12월 기사는 �資治通鑑�에 있는 기사를 채록한 것으로서 고구려본기

에도 같은 기사가 있다. 곧 �삼국사기�는 해당 기사에 대해 그 동기로

서 “신라의 청병”을 삽입해 넣은 것이다. 따라서 이 기사를 가지고 당

에 대한 청병이 4월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67)

유인궤는 675년 8월 左僕射에 임명되어68) 이미 중앙에 복귀한 것으

로 파악된다. 따라서 유인궤가 웅진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675년 2월 

七重城 전투 후에 돌아온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의 귀

환 기사는 기벌포 전투의 시점을 확인하는 방증이 될 수 없다. 

66) �三國史記� 권6, 新羅本紀6 文武王 6년, “王以旣平百濟 欲滅高句麗 請兵於唐 冬

十二月 唐以李勣爲遼東道行軍大摠管 以司列少常伯安陸郝處俊副之 以擊高句麗.”

67) 신라의 청병은 �삼국사기�에서 추가로 삽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사실성에 의문

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따로 논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68) �資治通鑑� 권202, 上元 2년 8월 庚子, “以劉仁軌爲左僕射 並同中書門下三品如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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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인궤의 칠중성 전투를 담은 �신당서� 신라전의 675년 2월 

기사에는 유인궤의 귀환에 대한 내용이 없다. 반면 �삼국사기�에는 칠

중성 전투 후 그의 귀환을 언급하였다. 결국 �삼국사기�는 677년 2월 

기사에 첨입된 기사를 참고하여 그가 귀환 기사를 넣고 그에 이어 이근

행이 안동진무대사로 임명된 것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때 유인궤가 熊津으로부터 돌아왔다는 것은 그가 칠중성 전투 후 

웅진으로 갔다가 거기서 환국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때 부여륭도 

당으로 돌아왔다. 그가 유인궤와 함께 온 것인지 따로 온 것인지는 분

명치 않지만 후자라 하더라도 양자의 시차는 크지 않아 보인다. 이것은 

熊津都督府에 대한 신라의 압박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당서�의 675년 2월 기사 중 첫머리에 칠중성 전투

에 이어 말갈을 보내 바다를 건너 신라 南境을 공격하도록 한 내용이 

주목된다. 이 부분은 �삼국사기�에는 빠져 있다. 매초성 전투가 빠지고 

9월 기사로 따로 정리된 것을 감안하면, 이 또한 �삼국사기� 본문에 그

에 상응하는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기벌포 전투가 바로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69)

기벌포는 所夫里州 소속으로 나오므로 그 자체가 南境은 아닐 수 있

지만, 北邊의 전선에 비추어 남경으로 간주될 여지가 없지 않다. 특히 

백제 고지의 온전한 확보를 위해 웅진도독부를 접수해야 하는 신라의 

입장을 고려할 때, 당군의 남경 공격이 바로 웅진도독부를 지원하기 위

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양상이 앞서 673년 전황에서도 보인다. 

  a. 왕이 大阿湌 徹川 등을 보내 兵船 100척을 거느리고 西海를 진수하도록 

69) 당이 공격하고자 한 南境을 한강 하류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이상훈, 앞의 논문, 

2011, 353쪽), 이 지역을 南境으로 지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이 

지역은 일차 공격 대상이었던 칠중성과 하나의 전황을 구성하므로 별도로 군대를 

보내 공략한다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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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b. 唐兵이 靺鞨․契丹 군대와 함께 北邊을 침공하니 무릇 9번 싸워 우리 

군대가 이겨 2천여 급을 베었다. 唐兵이 瓠瀘河와 王逢河에 빠져 죽은 것이 

헤아릴 수 없었다.70)

위의 기사는 하나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뉜다. a

는 신라가 선병을 보내 ‘西海’에서 진수하도록 한 것이고, b는 당병이 

말갈 및 거란과 함께 신라의 ‘北邊’을 침공한 것이다. 전황 상으로는 서

로 연결되지 않는다. 다만 이를 통해 �삼국사기�에 서술된 당의 작전이 

북변에 대한 침공과 더불어 해로를 통한 공격도 병행되는 구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서해는 웅진도독부 방면을 가리킬 것임은 물

론이다.

675년 전황도 이와 유사하다. 유인궤가 이끄는 당군은 선병을 동원

하였고, 이를 통해 신라 남경의 공략을 도모하였다. 이에 대해 이근행

이 이끄는 군대는 매초성에 거점을 두고 아달성을 비롯해 신라 북변 전

반에 걸쳐 공격을 가하였다. 곧 신라 북변에 대한 공격과 해로를 통한 

남방 공격이 병행되었던 것이다. 

신라가 북방 전선을 형성한 상황에서 당이 웅진도독부를 지원하려면 

해로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또한 신라의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에

서 웅진도독부의 세력이 빠져나올 때에도 역시 해로를 이용해야 한다. 

부여륭이 당으로 돌아가는 경로 또한 이에 상응할 것이다. 따라서 신라

가 웅진도독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해로를 통한 당군의 지원을 차단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기벌포 전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결국 기벌포 전투는 문무왕의 관작 복구로 전쟁이 종결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며, 이 경우 675년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 웅진도독부

는 676년 2월에 철수하였다. 

70) �三國史記� 권7 新羅本紀7 文武王 13년 9월, “王遣大阿湌徹川等 領兵船一百艘 

鎭西海 唐兵與靺鞨契丹兵來侵北邊 凡九戰 我兵克之 斬首二千餘級 唐兵溺瓠瀘王

逢二河 死者不可勝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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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安東都護府를 遼東故城으로 옮겼다. 이에 앞서 華人으로 安東에 재임하던 

자는 모두 폐지하였다. b. 熊津都督府를 建安故城으로 옮기고 백제의 戶口로서 

앞서 徐州와 兗州 등에 있던 자들은 모두 建安에 두었다.71)

위에서 당은 안동도호부를 遼東故城으로 옮기면서 웅진도독부도 建

安古城으로 이동시켰다.72) 따라서 이후에는 더 이상 웅진 방면에서 전

투가 벌어질 이유가 없다. 이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다시 기벌

포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큰 것이다.73)

그렇다면 11월이라는 시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11월이라는 시점은 그대로 인정하여 675년

11월에 기벌포 전투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676년 7월 기

사로 정리된 도림성 전투가 실제로는 675년 7월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

과 같은 맥락이다. 

신라가 매초성 전투의 패배로 謝罪使를 보내 전쟁 종결을 도모했지

만 이것이 관작 복구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다. 그 사이에 

‘국지전’ 형태로 전투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기벌포 전투도 그러한 형

태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시간적으로는 기벌포 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자체가 전쟁의 종결을 유도하는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전쟁의 종결은 신라가 북방 진출을 포기하고 사죄사를 보내는 

전기로서 매초성 전투를 준거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보더라도 여전히 석연치 않은 것은 신라가 전쟁 중단

71) �資治通鑑� 권202, 儀鳳 원년 2월 甲戌, “徙安東都護府於遼東故城 先是 有華人任

安東官者 悉罷之 徙熊津都督府於建安故城 其百濟戶口先徙於徐兗等州者 皆置於建安”

72) 인용문의 ‘先是’가 이후 문장 전체에 해당한다고 보면 웅진도독부가 안동도호부 

폐지 이전에 이동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안동도호부와 웅진도독부의 이동은 

각각 별개의 기사로 정리된 것이며, ‘先是’는 안동 관리의 혁파가 도호부 이동에 

선행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73) 이에 기벌포 전투가 백제고지의 당 잔류군과 백제 유민, 반신라 인사 등을 철수시

키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이상훈, 앞의 논문, 2008). 그러나 이 

시기까지 당의 잔류군이 있었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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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정하고 사죄사를 파견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 당군을 공격할 이유

가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기벌포는 전선이 형성된 북방 지역이 아니라 

후방 지역이다. 백제 토지를 접수하는 것이 목적인 상황에서 신라는 당

연히 당군의 안전한 철수를 보장하는 것이 순리이다. 당시 전투의 공수 

관계는 분명치 않지만, 기벌포가 웅진의 입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신라가 이 방면에 진주한 당의 선군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당군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 지속을 의미하므로 사죄사를 보내는 행위와 상충

하게 된다.

여기서 11월이라는 시점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도림성 전투 기사는 지휘관의 전사에 관련된 신라의 공식 자료이다. 기

사가 분리되면서 연기에 오차가 발생했지만 月까지 오류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반면 기벌포 전투 기사는 설인귀가 부회된 것으로서 후대

의 윤색이 가해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자료의 전승이나 내용 구성에

서 오류가 발생했을 여지도 상대적으로 높다. 

�삼국사기� 공유 기사 중에는 年月에 오차가 발생한 경우가 종종 보

인다. 일례로 장수왕의 한성 공략 기사는 신라본기에는 474년 7월 기

사로, 고구려본기와 백제본기에는 475년 9월 기사로 되어 있다. 두 시

점의 기사는 내용에도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계통의 자료를 채용한 것

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1년의 시차와 함께 月 표시에 오독이 있었을 가

능성이 지적된다. ‘七’과 ‘九’의 경우 오독의 여지를 가지기 때문에다. 

이에 준하여 기벌포 전투의 경우에도 1년의 시차와 더불어 月 표시의 

오류가 상정된다. 다음 기사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레이다.

  9일<11일이라고도 한다>, 고구려 將軍 惱音信이 靺鞨 將軍 生偕와 군대를 

합쳐 述川城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74)

74) �三國史記� 권5 新羅本紀5 武烈王 8년 5월, “久日<一云十一日> 高句麗將軍惱音

信 與靺鞨將軍生偕 合軍 來攻述川城 不克”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羅唐戰爭 終戰期 전황의 새로운 이해  | 285

위의 기사는 661년 5월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述川城을 공격한 내

용을 담고 있다. 본문의 일자는 9일이지만 여기에 “一云十一日”이라는 

註記가 있다. 곧 해당 기사에 異本이 있었고, 여기에는 ‘九’가 ‘十一’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하

나의 가능성으로 ‘九’를 ‘十一’로 오독한 상황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기벌포 전투 기사의 경우에도 원전에서 오독으로 인해 9월

이 11월로 기재되었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벌포 전투는 675년 9월 웅진 

방면에서 발생한 전투가 된다. 2월의 칠중성 전투 후 당의 선병은 서해

안을 따라 남하하여 웅진을 지원하였고, 신라는 지속적으로 이 방면에 

대한 방어와 견제를 도모하고 있었다. 北境 지역에서 9월까지 계속 전

투가 진행된 것처럼 서해안 방면에서도 천성 전투를 비롯해 여러 차례 

전투가 벌어졌을 것인데, 기벌포 전투도 그 중 하나인 것이다. 

물론 오독의 가능성만으로 기벌포 전투의 시점을 조정하는 것은 난

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기록에 나타난 기벌포 전투의 시점이 사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오독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할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는 나당전쟁이 종결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주요 전투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買肖城 전투를 끝으로 전쟁이 마무리되

었음이 확인되고 그 위치도 水谷城으로 비정됨에 따라 당시 전황 또한 

이를 준거로 새롭게 이해한 것이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74년 당 고종이 문무왕의 관작을 박탈하면서 촉발된 전쟁은 이듬해 

2월 유인궤 등의 공격으로 현실화되었다. 唐軍의 전략은 해로를 통해 

七重城을 공격하여 신라의 북방 진출로를 차단하는 한편, 경계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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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내륙 방면에서 신라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칠중성은 임진강 하구에 위치하며 신라가 북진하는 교두보였기 때문

에 가장 먼저 공격하였다. 하지만 당시 신라는 예성강 지역까지 진출해 

있었기 때문에 당군은 육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해로를 통해 임진강 하

구로 진입하였다. 당의 船兵 활용은 말갈병으로 하여금 바다로 가서 신

라의 南境을 공략하도록 했다는 내용과 유인궤가 熊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還國했다는 내용을 통해 뒷받침된다. 이러한 전략은 673년 

육로를 통해 진주했다가 패배한 경험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유인궤의 

웅진 이동은 당시 당군이 평양과 웅진을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의 확보

를 도모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삼국사기� 金庾信 열전에 아들 元述이 675년 買蘇川城의 전투에서 

공을 세운 기사가 보인다. 매소천성은 매초성과 같은 곳으로 보는 경우

가 많으나 공격과 방어가 반대로 되어 있어 같은 전투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매소천성은 買召城(인천)에 비정되며, 칠중성 전투의 연장에서 

이루어진 전투로 파악된다. 

泉城 전투는 675년 9월 매초성 전투 바로 앞 기사로 나온다. 천성은 

都彌 열전에 보이는 泉城島가 한강 하구의 섬으로 파악되는 데 비추어 

교동도에 비정할 수 있다. 이 전투에서 신라는 당의 병선 40척을 취하

고 있어 칠중성 전투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신라의 지휘관 文訓

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부회된 것이 분명하며, 당의 장수 薛仁貴 역

시 부회된 것이다. 

675년 당군의 공격은 내륙 방면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이 전투는 李

謹行이 주도하였다. 이근행은 매초성에서 신라와 전투를 벌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 방면에서는 673년 9월에 牛岑城(황

해도 금천)과 大楊城(강원도 금강), 童子城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동자

성은 그동안 김포에 비정되었으나 동해안의 童山縣(강원도 고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73년 전황은 임진강 하구 방면에서 시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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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 동부, 강원도 서부, 동해안 방면에서 전개된 것인데, 이는 675

년 전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阿達城(강원도 이천) 전투는 素那 열전을 통해 ‘봄’에 일어났으며 아

달성이 ‘北鄙’로서 敵國에 인접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에 

보이는 말갈의 추장은 이근행을 가리킨다. 673년 우잠성을 함락한 당

이 더 동쪽에 있는 이천 방면을 공격한 것은 신라가 다시 북진하여 우

잠성을 차지했음을 시사한다.

赤木城은 강원도 회양에 비정되며, 朔州 방면에 또 하나의 전선이 형

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라는 고구려 공멸 과정에서 比列忽을 확

보했다가 당의 개입으로 상실하였고, 이로 인해 동북방 경계도 후퇴하

였다. 이 중 삭주 방면에서는 회양 지역에서 경계가 형성되었다.

道臨城 전투는 676년 7월 기사로 정리되어 있지만, 기사 구성이 675년 

말미에 정리된 여러 전투들과 동일하여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곳은 현 고성과 통천 사이에 해당한다. 비열홀 상실로 신라는 명주 

방면에서도 밀려나면서 도림성에서 경계를 형성하였다.

石峴城은 4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충돌 과정에서도 보이는데, 이곳은 

백제의 북방 요새로서 해안에 위치한 關彌城과 연계되어 예성강 인근

으로 추정된다. 당군은 칠중성을 공격함과 아울러 예성강 방면으로도 

진주하면서 석현성 전투가 발생하였다. 이곳은 당에게 함락되었지만 

신라 영토로 귀속되었다. 675년 말미 기사에 4개 전투에 이어 신라가 

18개 전투를 이겼다고 서술한 것은 개별 전투의 승패와 별개로 해당 지

역이 신라 영토로 귀속된 것을 자국의 승리로 인식한 결과이다.

기록상 나당전쟁의 마지막 전투는 676년 11월의 伎伐浦 전투이다. 

이 전투는 �삼국사기�에만 보이고, 지휘관 薛仁貴가 당시 유배 중이라

는 사실로 인해 그 실체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삼국사기�

기록을 신뢰하는 의견도 있다.

기벌포 전투 기사에는 추가로 22차례 전투의 승리에 대한 서술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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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다. 이는 675년 말미 기사에서 4개 전투를 소개하고 18개 전투

의 전황을 설명한 것에 도림성 전투를 합친 것과 같은 수가 된다. 반면 

구체적인 전과는 다르게 적고 있어 서로 계통이 다른 자료가 생성된 것

을 알 수 있다. 기벌포 전투 기사는 매초성 전투 기사와 같은 계통의 

자료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두 기사가 각기 노획과 참획 중 한 

쪽만 정리하고 있다는 데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설인귀의 등장은 후대의 시각에서 부회된 것이다. 시간적으로 그가 

유배에서 풀려나 전선에 투입될 여지는 없다. 그보다는 문무왕과 대척

점에 서 있던 설인귀를 등장시켜 극적 효과를 높인 것이라고 본다. 泉

城 전투 기사에 설인귀가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벌포 전투 

자체는 실재한 것이지만 그 시점은 조정해서 이해해야 한다.

기벌포는 웅진으로 진입하는 하구라는 점에서 이 전투는 熊津都督府

와 깊이 관련되며, 칠중성 공격 후 웅진으로 갔다가 귀국한 유인궤의 

활동과도 연결된다. 유인궤의 귀국은 �자치통감�에서 677년 정월 기사

로 나오지만, 이것은 2월에 高藏(보장왕)을 遼東州都督으로 삼고 扶餘

隆을 熊津都督으로 삼은 기사에 대해 ‘初’라 하여 그 배경을 설명한 것

이다. 유인궤는 675년 8월 左僕射에 임명되어 이전에 중앙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신당서� 신라전의 675년 2월 기사에는 유인궤의 귀환 기사

가 없어 �삼국사기�가 해당 기사를 삽입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말갈

을 보내 바다를 건너 신라 南境을 공격하도록 한 내용은 �삼국사기�에 

없다. 매초성 기사가 분리 정리된 것에 비추어 남경 공격에 상응하는 

내용이 상정되는데, 기벌포 전투가 그와 관련된다. 

673년 신라는 당군의 北邊 공격에 맞서는 한편 兵船을 보내 西海를 

진수하도록 한 바 있다. 675년에도 당은 북변 공격과 병행하여 웅진 방

면에서 작전을 전개하였다. 신라는 웅진도독부를 압박하기 위해 해로

를 통한 당군의 지원을 차단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벌포 전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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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것이다. 웅진도독부가 676년 2월에 철수한 것에 비추어 기벌포 

전투는 675년의 일로 파악된다. 

11월이라는 시점과 관련하여 매초성 전투와 사죄사 파견 후 국지전 

형태로 전투가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신라가 더 이상 당군

을 공격할 이유가 없고 기벌포가 경계 지역이 아님을 고려하면 가능성

이 낮다. 기벌포 전투 기사는 후대의 윤색이 가해진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시점의 오류가 상정된다.

장수왕의 한성 공함 기사는 편목에 따라 1년의 시차와 7월․9월의 차

이가 보인다. 기벌포 전투도 11월은 다른 시점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

다. 661년 5월 9일 고구려의 述川城 공격 기사에는 “一云十一日”이라

는 주기가 있어 ‘九’와 ‘十一’의 오독 가능성이 상정된다. 이에 비추어 

기벌포 전투의 시점을 11월이 아니라 9월로 보정하여 이해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2017. 7. 6, 심사수정일: 2017. 8. 14, 게재확정일: 2017. 8. 21] 

주제어 : 羅唐戰爭, 買肖城, 七重城, 伎伐浦, 薛仁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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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understanding of the war situation at the final phase 
of the Shilla-Dang war

Yoon, Kyeong-Jin

The study of this article is the analysis on the several major battles 

fought between the troops of Shilla and Dang troops, based upon a new 

suggestion that the war itself was ended in the year of 675 with the battle 

at the Maecho-seong(買肖城) fortress. At the time, there were two types 

of battles: battles in which the Dang forces tried to obtain coastal areas 

for future skirmishes, and battles which were fought along Shilla’s northern 

borders. Battles at Chiljung-seong(七重城), Maesocheon-seong(買蘇川城), 

Cheon-seong(泉城) and Seokhyeon-seong(石峴城) fortresses seem to have 

belonged to the former type, while battles at Adal-seong(阿達城), 

Jeokmok-seong(赤木城) and Dorim-seong(道臨城) fortresses could be 

categorized as cases of the latter. In the meantime, the story of the Gibeol-po

(伎伐浦) battle seems to have been established as a composite, concocted 

from the tale of the Wungjin Dodok-bu(熊津都督府) dismantlement, as well 

as the story of Dang general Seol In-gwi(薛仁貴).

Keywords : Shilla-Dang war(羅唐戰爭), Maecho-seong(買肖城),

Chiljung-seong(七重城), Gibeol-po(伎伐浦), Seol In-gwi(薛仁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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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통일기 고구려 마읍산의 위치와 

군사적 위상

이상훈*

1. 머리말

2. 마읍산의 입지 조건

3. 마읍산의 위치 비정

4. 마읍산과 대동강 수로

5. 맺음말

1. 머리말

삼국통일은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660)와 고구려(668)가 멸망하

고, 이후 나당전쟁(669~676)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이루어졌다. 삼

국통일 과정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면서 거의 모든 부분이 정리

되었다. 그런데 삼국통일기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 방어와 관련하여

* 육군사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92 | 軍史 第104號(2017. 9)

현재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지명이 남아 있다.1) 바로 마읍산(馬邑

山)이다.

백제가 멸망한 다음 해인 661년 당군은 다시 고구려 공격에 나섰다. 

당군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마읍산을 탈취하고 진영을 세운 후 평

양성을 포위하였다. 즉, 마읍산은 공격 입장에서 평양성을 포위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곳이었고, 반대로 방어 입장에서는 평양성을 외곽

에서 방어할 수 있는 주요 거점이 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읍산의 위치는 명확하지 않다. �삼국사기�에는 ‘삼

국유명미상지분(三國有名未詳地分)’이라고 하여, 이름은 있지만 상세히 

알 수 없는 곳으로 분류되어 있다.2)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

勝覽)�(1530)에는 평양성 서남쪽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안정복

(1712~1791)의 �동사강목(東史綱目)�이나 한치윤(1765∼1814)의 �해

동역사(海東繹史)�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따라 평양성 근교의 서

쪽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병도는 대동강 하류 

방면으로 짐작된다고 하였고,3) 손영종은 막연히 평양 남쪽으로 비정하

였으며,4)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나온 �역주 삼국사기�에도 평양 서쪽 

근교라고만 되어 있다.5) 정리하면 마읍산을 평양성 근교의 서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비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관련 사료가 부

족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비해 구체적인 위치 비정이 시도되지 않고 

1) 전투에 있어 지형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대전에서도 지형과 기상은 작

전수행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METT＋TC 즉 임무(Mission), 적

(Enemy), 지형 및 기상(Terrain), 가용부대(Troops), 가용시간(Time available), 

민간고려요소(Civil consideration) 등을 고려하여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고대의 

경우에는 첨단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형이나 기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

을 수밖에 없었다.

2) �삼국사기� 권37, 지리4, 고구려·백제.

3)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상)�, 을유문화사, 1996, p.181.

4) 손영종, �고구려사� 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p.231.

5)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3�, 한국학중앙연구원, 1997, p.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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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삼국통일기 고구려 평양성의 방어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연구

가 진행되어 많은 부분들이 명확해졌다.6)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

들을 참조하면서 마읍산의 위치와 위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마읍

산이 가지는 여러 입지 조건들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치를 비정한다. 다음으로 마읍산이 평양성과 대동강 사이에서 군사

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추정한다. 이를 통해 고구려 평양성 방

어체계의 일면이 보다 분명해지리라 여겨진다.  

2. 마읍산의 입지 조건

고구려 평양성 방어의 거점이었던 마읍산의 입지를 알려주는 사료는 

다음과 같다.  

  A-① 8월에 (소)정방이 고구려군을 패강(浿江)에서 깨뜨려 마읍산(馬邑山)을 

빼앗고 마침내 평양을 포위하였다.7)

  A-② 가을 8월에 소정방이 우리 군사를 패강(浿江)에서 깨뜨려 마읍산(馬邑山)

을 빼앗고 마침내 평양성을 포위하였다.8)

6)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田中俊明, ｢성곽시설로 본 고구려의 방어체계-왕도 및 대중국 방어를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8, 1999.

   이문기, ｢7세기 고구려의 군사편제와 운용｣ �고구려발해연구� 27, 2007.

  여호규, ｢고구려의 성과 방어 체계｣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동북아역사재단, 2007.

   나동욱, ｢6~7세기 고구려 지방군사운용체계｣ �사학연구� 95, 2009.

   신광철,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관방체계와 남부전선의 변화｣ �선사와 고대� 35, 2011.

   양시은, ｢평양도읍기 고구려의 성곽방어체계｣ �고고학� 12-3, 2013.

   이성제, ｢용강 황룡산성과 황해~대동강 연안로 -고구려 후기 왕도 방어체제의 일례-｣

�고구려발해연구� 41, 2011.

7) �신당서� 권220, 열전145, 동이 고려, “八月, 定方破虜兵於浿江, 奪馬邑山, 遂圍平壤.”

8)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20년, “秋八月, 蘇定方破我軍於浿江, 奪馬

邑山, 遂圍平壤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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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년 당은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킨 이듬해 다시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661년 당의 장수 소정방은 대동강(浿江)9)으로 들어가 마

읍산을 탈취한 후 평양을 포위하였다.10) 사료 �신당서�(A-①)와 �삼

국사기�(A-②)에서 보듯이 당군의 이동은 대동강→마읍산→평양 순으

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마읍산은 대동강 하구에서 평양 사이에 위치하

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만 위의 사료들에서 마읍산의 위치에 대한 언급

은 없다.    

  A-③ 마읍산은 �일통지(一統志)�에 평양성 서남쪽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 소정방이 마읍산을 빼앗고 마침내 평양을 포위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11)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마읍산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남

아 있다.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12)를 인용하여 마읍산이 평양성의 

서남쪽에 있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당시 중국에

서 마읍산의 위치를 평양의 서남쪽이라고 인식했던 점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마읍산은 평양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서남쪽에 위치한 

산이라 할 수 있다. 

661년 평양을 포위한 소정방은 660년에 백제의 수도 사비를 성공적

으로 공략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소정방은 금강 하구로 진입해 금강을 

거슬러 올라가 사비성을 함락시켰다. 성공한 작전 경험은 반복되는 경

향이 강하다. 따라서 661년 고구려의 수도 평양에 대한 공격도 이와 유

사한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소정방은 대동강 

9) 패수의 위치는 시기별로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삼국통일기에 들어서면 대

동강으로 고정되어 인식된다.

10) 당의 백제 원정과 평양 직공책에 관한 전략 변화는 김영하, ｢고구려 내분의 국제

적 배경 -당의 단계적 전략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110, 2000 참조.

1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1, 평양부 고적, “馬邑山, 一統志, 在平壤城西南, 唐蘇定方

奪馬邑山, 遂圍平壤卽此.”

12) 명나라의 지리지로 전체 9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원일통지(大元一統志)�를 

참조하여 1461년에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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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로 진입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평양성을 포위하였던 것이다.

  B-① (소)정방이 동쪽 연안으로 나와 산에 올라 진(陣)을 치고 그들[백제군]과 

크게 싸웠다. 돛을 펴고 바다를 뒤덮으며 서로 이어서 이르렀다. 적의 군사가 

패배하여 죽은 자가 수천 명이었으며, 나머지 군사들은 달아나 흩어졌다. 조수(潮

水)를 만나 올라가는데 배의 꼬리가 연이어 강으로 들어갔다.13)

  B-② (소)정방이 왼쪽 연안으로 나와 산에 올라 진(陣)을 치자, 그들과 싸워 

백제군이 크게 패하였다. 당군이 조수(潮水)를 타고 배의 꼬리를 물며 북을 치며 

나아갔다. 정방이 보기병(步騎兵)을 거느리고 곧장 나아가 도성[사비]의 일사(一

舍)되는 곳에 머물렀다.14)

참고로 660년 당시 소정방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소정방은 13만 대

군을 거느리고 금강 하구로 진입했다.15)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는 것이 

�구당서�(B-①)와 �삼국사기�(B-②)의 기록이다. 금강 하구에서 소정

방은 동쪽 연안 혹은 왼쪽 연안으로 상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쪽

과 왼쪽은 동일한 방향을 의미하고 있다.16) 당시 소정방이 상륙한 곳은 

대체로 군산 오성산(五聖山)17)으로 비정되고 있다.18)

소정방은 상륙 후 오성산을 차지하고 그곳에 진영, 즉 교두보[陣]를 

13) �구당서� 권83, 열전33, 소정방, “定方升東岸，乘山而陣，與之大戰，揚帆蓋海，

相續而至. 賊師敗績，死者數千人，自餘奔散. 遇潮且上, 連舳入江.”

14)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20년, “定方出左涯, 垂山而陣,與之戰, 百濟

軍大敗. 王師乘潮, 軸含尾, 鼓而進. 定方將步騎, 直趨都城一舍止.”

15) 당시 나당연합군의 군사전략에 관해서는 이상훈, ｢나당연합군의 군사전략과 백제 

멸망｣ �역사와 실학� 59, 2016 참조.

16) 중국에서는 조선을 바다 동쪽에 있다고 하여 ‘海東’이나 ‘海左’로 불렀으며, 좌청

룡(동쪽)·우백호(서쪽)라고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김영관, ｢나당연합군의 백제

공격로와 금강｣ �백제와 금강�, 서경문화사, 2007, p.244).

17) 오성산은 해발 277m에 불과하지만 군산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산 정상에 

오르면 금강 입구와 멀리 고군산 열도까지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시야가 확보된다. 

따라서 오성산은 금강 입구를 왕래하는 선박들을 감시하는 장소로 일찍부터 활용

되었을 것이다(김종수, ｢660년 백강 전투와 오성산 전설｣ �전북사학� 33, 2008, 

pp.23~24). 

18) 당군은 상대적으로 백제군의 방어가 약하고 사비로 진군하기가 유리한 금강 남안

의 군산방면으로 상륙하였는데, 금강 입구로 진입하여 처음으로 마주치는 동쪽방

향의 산지인 오성산 일대로 상륙했을 가능성이 높다(김영관, 앞의 논문,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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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여 백제군과 전투를 벌였다. 백제군을 물리친 당군은 다시 금강 

수로를 따라 북상하였다. 소정방이 보기병을 거느리고 북상한 것으로 

묘사된 점으로 보아(B-②), 당의 육군은 금강 남안을 따라 이동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수로만 이용해 이동하는 것은 수로 양안(兩岸)으로부터 

공격받기 쉽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19) 즉 당 수

군과 육군이 금강 수로와 금강 연안을 따라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북상

하였던 것이다.

백제의 수도 사비는 금강 남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정방은 금

강 남안에 육군을 상륙시켜 교두보를 마련하고 북상하였다. 반대로 고

구려의 수도 평양은 대동강 북안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소정방은 대

동강 북안에 육군을 상륙시켜 교두보를 마련하고 북상할 필요가 있었

다. 정리하면 마읍산은 대동강 수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대동강 북안에 

위치한 산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C-① (소)정방이 요동도행군대총관이 되어 평양도(平壤道)로 나아갔다. 패강에

서 고(구)려 무리를 깨뜨리고 마읍산을 빼앗아 영(營)을 세웠으며 마침내 평양을 

포위하였다.20)

  C-② (소정방이) 고구려 무리를 패강에서 깨뜨려 마읍산을 빼앗고 영(營)을 

세웠으며 마침내 평양성을 포위하였다.21)

�신당서�(C-①)와 �삼국유사�(C-②)의 기록을 통해 소정방이 평양

을 공격할 때에도 먼저 마읍산에 진영[營], 즉 교두보를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22) 이러한 교두보에서는 전방으로 오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

19) 앙투안 앙리 조미니(이내주 역), �전쟁술�, 책세상, 1999, p.175 참조.

20) �신당서� 권111, 소정방전, “定方爲遼東道行軍大總管, 俄徙平壤道. 破高麗之衆於

浿江, 奪馬邑山爲營, 遂圍平壤.”

21) �삼국유사� 권1, 기이1, 태종춘추공, “破高麗之衆於浿江, 奪馬邑山爲營, 遂圍平壤城.”

22) 김병곤도 당 수군의 평양 직공책을 서술하면서 당군의 마읍산 점령은 동북방의 평

양성을 공격할 교두보 확보로 이해하고 있다(김병곤, ｢661~662년 당 수군의 평양 

직공책의 전략과 한계｣ �한국사학보� 50, 2013,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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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방으로 오는 아군의 병력과 물자를 집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

라서 교두보로서 마읍산은 주변 일대를 감제(瞰制)하고 방어하기 좋은 

고지(高地)이자, 대동강 수로와 연결되어 군수물자를 집적하기 수월한 

곳이어야 한다.  

또한 원활한 교두보 운용을 위해서는 군수물자와 병력을 실은 대형 

선박이 정박하기 용이한 포구가 필요하다. 중소형 선박은 상류로 그대

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대형 선박에서 하역한 군수물자나 하선한 병

력들은 육로를 이용해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곳은 자연히 수륙 

교통의 결절지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논의된 마읍산의 입지 조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동강 하구에서 평양성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② 평양성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③ 대동강 수로와 연결된 곳이다.

  ④ 대동강 북안에 위치하고 있다.

  ⑤ 교두보로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다.

  ⑥ 병력과 물자를 집결시키기 용이한 곳이다.

  ⑦ 수륙 교통의 결절지일 가능성이 높다.

3. 마읍산의 위치 비정

군사 요충지는 지형과 교통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시대가 흘

러도 크게 바뀌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661년 당나라 수군과 마찬가지

로 612년 수나라 수군도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인 적이 있다. 즉, 수와 당 모두 대동강을 이용해 고구려의 수도를 

공격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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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수나라의 좌익위대장군 내호아(來護兒)는 강회(江淮)의 수군을 거느리고 

선박의 행렬을 수백리로 하여 바다로 먼저 나아갔다. 패수(浿水)로 들어가 평양에서 

60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 군사와 서로 만나니 진격하여 크게 깨뜨렸다. (내)호아는 

승세를 타고 그 성[평양]으로 향하고자 하였다. 부총관 주법상은 이를 말리며 

여러 군사들의 도착을 기다려 함께 진격하기를 청하였다. 호아는 듣지 않고 정갑(精

甲) 수만 명을 뽑아 성 아래로 곧장 나아갔다. 우리 장수는 나곽(羅郭) 안의 

빈 절 속에 군사를 숨겨 두고, 군사를 내어 호아와 싸우다가 거짓으로 패하였다. 

호아는 그 뒤를 쫓아 성으로 들어갔다. 군사를 놓아 사로잡고 약탈하느라 대오를 

짓지 않았다. 복병이 나와서 치니 호아는 크게 패하여 겨우 몸만 빠져나왔는데 

병사들이 살아 돌아온 자가 수천에 불과했다. 우리 군사는 이를 쫓아 선소(船所)에 

이르렀는데, 주법상이 진(陳)을 정돈하여 대기하고 있어 우리 군사는 물러났다.23)  

D 사료는 612년 수나라가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하던 상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수의 장수 내호아는 수군을 거느리고 대동강 하구로 진입하

여 수로를 따라 평양으로 향했다. 평양에서 60리 떨어진 곳에서 고구

려군과 전투를 벌였고 승리하였다. 이에 승세를 타고 곧장 평양으로 진

군했다. 그러나 평양성 나곽(외성)24)에서 고구려군의 매복에 걸려 패

배하고 말았다. 이러한 수의 공격과정에서 마읍산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첫 전투장소이다. 내호아군이 고구려군과 접전을 벌인 곳은 평양

에서 60리 떨어진 곳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반대로 고구려 입장에서 본다면, 고구려군이 수나라 군대를 막아선 

곳은 평양에서 60리 떨어진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군이 

왜 평양에서 60리 떨어진 곳을 전투 장소로 삼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곳은 평양에서 대동강을 따라 하류방향으로 60리 내려간 지점

으로서, 대동강 수로를 거슬러 올라오는 적을 방어하기에 적합한 지형

23)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양왕 23년. 

24) 고구려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평양성의 내성을 크게 감

싸면서 대동강 강안을 따라 외성을 축조하였는데, 외성이 바로 나곽이다(田中俊明, 

｢성곽시설로 본 고구려의 방어체계-왕도 및 대중국 방어를 중심으로-｣ �고구려발

해연구� 8, 1999, 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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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을 가능성이 높다.25)

먼저 평양에서 대동강 수로를 따라 60리 떨어진 지점을 확인해 보

자. �강서군지(江西郡誌)�의 보산진(保山鎭) 항목을 보면, 보산진은 보

림면 서학산(捿鶴山, 272m)26) 동록 관포리(觀浦里)에 있으며, 대동강

이 ‘평양으로부터 60리’ 평야를 지나 이곳에 이른다고 되어 있다. 또 대

동강이 강 건너 중화의 정이산(鼎耳山, 194m)27)과 서학산의 좁은 곳을 

지나다 보니 수심이 깊어 증기선(蒸氣船)을 탄토(呑吐)할 만한 항구를 

이루었으며, 실로 평양의 인후(咽喉)와 같은 곳이라고 되어있다.28)

1892년(고종 29)에 평안감사 민병석이 올린 장계에도 “도내(道內)의 보

산진은 바로 바다 어귀의 중요한 요해지로서 윤선(輪船)이 정박하는 곳

입니다”29)라는 표현이 남아 있다.

서학산 동록의 보산진이 위치한 관포리는 현재 남포특별시 천리마구

역이다. �강서군지�의 서술처럼 서학산 아래 보산 일대는 깊은 수심으

로 인해 항구가 발달하기 좋은 조건임을 짐작할 수 있다.30) 그렇다면 

25) 고구려군은 나곽 전투 이후 내호아군을 추격했으므로 당시 육군과 수군이 모두 동

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서 기록에 고구려군이 추격을 멈춘 이유가 이

곳에 수나라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다시 말해 앞서 수나라 

군대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고구려군을 물리친 이후, 이곳에 방어진지[陣]를 

마련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26) �강서군지(江西郡誌)�에 따르면, 서학산(棲鶴山)은 일명 구룡산(九龍山)이라고 하

며, 보림면 서학리에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산세가 웅후(雄侯)하고 대동강이 바로 

산 밑을 허리띠처럼 흘러 내려가는 아름다운 곳이라서 강서(江西)의 금강(金剛)이

라고도 부른다고 하였다(강서군지편수회, �강서군지�, 대한공론사, 1969, p.7).

27) 정인산(定仁山) 혹은 오랑캐를 막아낸 산이라는 의미에서 정이산(定夷山)이라고 표

기하기도 한다. 

28) 강서군지편수회, 앞의 책, p.99. 

29) �國譯 備邊司謄錄� 273책, 고종 29년 4월. 

30)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정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강서군(江西郡) 항목에 따

르면, 보산항(保山港)은 광해군 때 대명해상교통로의 통빙참소(通聘站所)인 보살원

(菩薩院)이 있던 장소이다. 광해군 때 만주에 여진족이 흥기해 육상교통로가 차단

되었을 때 이곳에 외빈관(外賓館)이 있었다고 한다. 보산진(保山鎭)에는 조선시대 

중엽까지만 해도 성 안에 수백 명의 수비병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갑오경장 이후 

폐지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무연탄의 반출항구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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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산과 보산이 위치한 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림 1> 조선후기 서학산 일대의 지형31)

<그림 2> 일제시기 서학산 일대의 지형32)

31) 김정호, �대동여지도�, 1861.

32) 朝鮮總督府, �1:5만 지형도�,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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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지도(그림 1)와 일제시기 지도(그림 2)를 통해 서학산 동록

에 보산이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동강을 기준으로 북안에 

서학산, 남안에 정이산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사이에 보산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 보산 일대는 장기간의 퇴적과 개간으로 육화(陸化)되었지

만, 조선 후기만 하더라도 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학

산과 정이산의 산록으로 인해 이 구간의 강폭은 상당히 좁다. 이러한 

지형 덕분에 서학산, 정이산, 보산이 서로 호응하면서 대동강 수로의 

‘인후(咽喉)’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일제시기의 보산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E. 대동강의 우안(右岸) 평양에서 서남으로 약 6리 거리인 강서군(江西郡) 

초리면(草里面) 보산(保山) 위에 있다. 보산은 높이 200척 정도의 고립된 바위산으

로 지형이 매우 험준하다. 그 정상에 석축 성벽으로 산을 두르고 있고 정면으로 

낮은 곳에 그 성문을 만들었다. 성 안은 협소하여 다수의 병사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대안(對岸)에 우뚝 솟아있는 있는 

중화군(中和郡) 해압면(海鴨面) 정인산(定仁山)과 호응하여 대동강을 통제할 수 

있는 둘도 없는 요해처이다. 이곳에서 한번 수비에 실패하면 평양에 이르기까지 

다시 방어할 지점이 없다. 성 안에는 옛 기와가 흩어져 있는데, 이번에 고려 

이전으로 소급할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지형상 혹 고구려시대에 작은 

성채를 세웠을 지도 모른다. 성 안에서는 왕왕 낙랑시대의 벽돌이 발견되는데, 

혹 당시 분묘의 유물인지 아니면 낙랑군 방어의 한 지점이 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지 추후 연구를 기대한다.33)

일제시기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유적과 유물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

다. 1919년 평안남도 강서군 지역을 조사하면서 보산에 관한 기록도 자

세히 남겨두었다. 보산은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중화군 정이산(정인산)

33) 朝鮮總督府, �朝鮮古蹟調査報告(大正五年)�, 1919(민족문화사, 1980), pp.756~759.

이 기록은 앞서 이성제가 황해-대동강 연안로의 고구려 방어체제를 검토하면서 

주목한 바 있다(이성제, 앞의 논문, p.169). 다만 이를 마읍산과 연관지어 이해하

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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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호응하여 대동강을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라고 평하였으며, 이곳에

서 수비를 하지 못하면 평양에 이르기까지 다시 방어할 곳이 없다고 하

였다. 보산을 중심으로 대동강 북안의 서학산과 남안의 정이산을 제대

로 틀어막으면, 대동강 수로를 통해 평양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평양을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곳을 장악하게 되

면, 평양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할 수 있다. 즉 서학산-보산-정이산 

일대가 평양 외곽방어에 있어 핵심지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기록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바로 보산의 

위치를 평양에서 서남으로 ‘약 6리 거리’라고 서술한 것이다. 6리라고 

하면 약 2km 남짓이다. 평양에서 보산이 위치한 관포리까지 직선거리

로만 대략 20여 km가 된다. 따라서 잘못 서술한 것처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척관법(尺貫法)에 따라 일본의 1리는 약 3.9km에 해당한다.34)

조선의 1리가 약 400m이므로 10배에 달한다. 즉, 일본의 6리는 조선

의 60리가 된다. 일본의 6리 거리는 약 23.4km가 되므로 평양에서 관

포리까지의 거리와 일치한다.

조선후기 지도나 일제시기 지도에서 확인되는 보산은 분명 서학산과 

정이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평양에서 20여 km 떨어져 있고, 

평양에서 서남쪽으로 60리 정도되는 지점이다. ‘평양에서 서남쪽으로 

60리’는 바로 612년 수나라가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인 그 지점과 동일

하다. 수나라 수군의 침입이 있었을 때, 고구려군은 서학산-보산-정이

산 일대에서 방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34)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도량형제에 관해서는 이종봉, ｢일제 강점기 도량형제의 운용 

양상｣ �한국민족문화� 57,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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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정이산쪽에서 바라본 보산35)

�대동지지(大東地志)�의 평안도 평양 진보(鎭堡) 항목을 보면, 보산

보에 대한 서술이 남아있어 참고가 된다.

  F-① 보산보(保山堡). 서남쪽으로 80리, 이로도(伊老島) 가운데에 있다. 서쪽으

로 강서(江西)와 동쪽으로 중화(中和)와의 사이에 강을 끼고 있는데, 방어의 요새지

였다. ○ 석성(石城)은 둘레가 9백 10보이다. ○ 별장(別將) 1인이 있다. ○ 영양왕 

23년(612)에 수나라 장군 호아(護唲)가 배를 끌고 와서 패수(浿水)로부터 쳐들어왔

다.36)

보산보(保山堡)는 평양에서 서남쪽으로 80리 거리에 있으며, 강서와 

중화 사이에 강을 끼고 있는 방어의 요새지라고 하였다. 보산에 설치된 

보루를 보산보라고 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

하지는 않았지만, 612년 수나라 내호아의 수군이 패수로부터 쳐들어왔

다고 하여,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612년 

수나라 수군과 661년 당나라 수군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고구려군

35) 朝鮮總督府, �朝鮮古蹟調査報告(大正五年)�, 1919(민족문화사, 1980), p.757.

36) �대동지지� 권21, 평안도 평양,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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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투를 벌인 곳은 지형상 동일한 장소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나라 장수 내호아의 열전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상황에 대한 또 다

른 단서가 확인된다.

  F-②요동의 역(役)에서 (내)호아는 누선(樓船)을 거느리고 바다로 나아가 패수

로 들어갔다. 평양에서 60리 떨어진 곳에 이르러 고(구)려군과 서로 만나자, 

진격하여 크게 깨뜨렸다.37)

당시 내호아가 거느린 수군 선박은 누선(樓船)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당시 수나라의 선박은 여러 종류가 있었고,38) 그 가

운데 가장 큰 대형 선박을 상징적으로 서술했을 가능성도 있다.39) 다

만 위의 서술을 통해 누선이 수나라의 주력 병선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누선은 선체가 높고 크며, 무기와 방호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었다. 

누선은 3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노(弩)와 모(矛)를 사용할 수 있는 

창(窓)이 있었고, 외부에는 가죽을 씌워 화공에 대비하였다. 또 투석기

를 설치하여 성루(城壘)와 같았다고 한다.40) 하지만 선체가 높고 무거

웠기 때문에 안정성과 기동성면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누선의 경우 대형 전함으로서 운항이나 정박을 위해서는 깊은 수심

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대동강 하류의 경우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37) �수서� 권64, 내호아전, “遼東之役, 護兒率樓船, 指滄海, 入自浿水, 去平壤六十里, 

與高麗相遇. 進擊, 大破之.”

38) 당나라 수군은 樓船(대형선), 艨衝(전투선), 走舸(구급선), 遊艇(정찰선), 海鶻(특수

선) 등 6종류의 병선을 보유했는데(王冠倬 編, �中國古船圖譜�, 三聯書店, 2000, 

p.95), 수나라 수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39) 612년 수 양제의 출전 조서에는 “又滄海道軍舟艫千里, 高帆電逝, 巨艦雲飛, 橫斷

浿水, 逕造平壤”라고 되어 있는데(�수서� 권4, 양제 하, 대업 8년, 정월), 수군의 

선박이 거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나당전쟁 당시 설인귀가 문무왕에게 보낸 ｢설

인귀서(薛仁貴書)｣를 보면, “仁貴樓船, 竟翼風帆, 連旗, 巡於北岸”이라 하여 당나

라 수군도 누선이라 묘사되어 있다. 

40) 張鐵牛․高曉星, �中國古代海軍史�, 解放軍出版社, 2006,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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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받는 곳이므로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41) 따라서 수나라의 

대형 전함은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은 곳에 정박하여 병력과 군수물자를

하역하고, 중소형 전함은 평양성 바로 앞까지 진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당전쟁이 한창이던 675년 9월에 당의 장수 설인귀는 경기 파주의 

천성(泉城)을 공격하였다. 천성은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여 서해로 들

어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때 신라의 장수 문훈이 승리하면서 병

선 40척과 전마(戰馬) 1,000필을 노획한 적이 있다.42) 당시 당군이 천

성에 상륙하면서 상당수의 전마를 하역시켰음을 알 수 있다. 

한편 660년에 소정방도 금강 남안의 오성산 일대에 상륙한 후, 보기

병을 거느리고 금강을 따라 북상하였다. 따라서 당시 중국군은 먼저 교

두보를 마련한 상태에서 육군을 상륙시켜 강안을 따라 육로로 이동시

키고, 수군은 강을 따라 수로로 이용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에서 교두보로 마련된 곳에는 상당한 수의 전마가 하역되었음이 분명

하다. 그리고 전투를 위한 전마(戰馬) 뿐만 아니라, 수송을 위한 태마

(駄馬)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43)  

41) 대동강은 약 450km에 달하는 하천으로 평안남도 영원군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흘

러들어간다. 대동강은 평양 동쪽의 南江과 합류점까지 서해의 밀물 영향을 받는

데, 평양 부근에서 1~2m, 하구 부근에서는 4~5m까지 수위가 올라간다(이형석,

｢천하 제일 강산 평양 젖줄 대동강(Ⅱ)｣ �북한�234, 1991, pp.99~101).

42)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5년. 당시 당군의 천성 공격 의도는 대규모 

접전을 앞둔 상황에서 보급함대를 상륙시켰다는 견해(서인한, �나당전쟁사�, 국방

군사편찬연구소, 1999, p.144 ; 서영교, �나당전쟁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pp.85~92)와 그 자체로 대규모 상륙전을 감행했다는 견해(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pp.215~216)로 나뉘어져 있다.  

43) 한편 마읍산(馬邑山)이라는 지명 자체를 놓고 본다면 ‘말(馬)’과 관련된 지명일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일대에 예전 고구려의 목장이 위치하고 있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2>에 보이는 ‘가마동(佳馬洞)’이라는 지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마동은 일제강점기에 사용되다가 이후에는 사라진 동이름

이다. 국가기록포털(http://www.archives.go.kr)에 따르면, 1912년(大正元年) 朝

鮮總督府로 제출된 ‘國有林野貸付許可の件’이라는 문서 속에 “平安南道 江西郡 

普院面 佳馬洞 棲鶴山 國有森林”이라는 표현이 확인된다. 이곳은 교통의 요지로

서 전근대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말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이며, 이에 따라 말과 관

련된 지명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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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이 마읍산의 입지 조건은 ① 대동강 하구에서 평양

성 사이에 위치하고, ② 평양성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③ 대동

강 수로와 연결된 곳이고, ④ 대동강 북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⑤ 교두

보로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고, ⑥ 병력과 물자를 집결시키기 용이한 

곳이며, ⑦ 수륙 교통의 결절지일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러한 입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특정해 보자. 평양에서 서남쪽으

로 60리 떨어져 있고, 대동강 북안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포구 역할을 겸하면서 수륙 교통의 결절지가 되는 곳은 바로 보산이 위

치한 서학산 일대라 할 수 있다(그림 1·2 참조). 다시 말해 서학산 일

대를 고대에는 마읍산이라 불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4. 마읍산과 대동강 수로

평양 서남쪽 60리에 위치한 서학산 일대가 대동강 수로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졌을까? 다시 말해 서학산 일대가 왜 고구려 평양성 방어의 

거점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동강을 기준으로 북안에 서학산, 남안에 정이산이 위치하고 있다. 

서학산과 정이산 사이 대동강의 강폭은 가장 좁은 곳이 약 500m이다. 

현재와 같이 퇴적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지형상 600m를 넘지 

않았을 것이다. 대동강 하구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최소 1km 이상 유

지되던 강폭이 이곳에서 크게 좁아지고 있다. 대동강 북안의 서학산과 

남안의 정이산 사이로 대동강이 흘러감에 따라 강폭이 가장 좁아지는 

것이다.44) 쉽게 말해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44) 과거의 수로와 지형이 현재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대동강 하구에서 평양

에 이르는 대동강 수로 가운데 이 지점이 가장 좁은 구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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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학산 일대의 지형45)

서학산과 정이산 사이에 보산이 위치하고 있다. 보산은 서학산 자락

에 연접해 있지만, 서학산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쪽 방향에 대한 

시야가 제한되어 있다. 즉, 보산에서는 대동강 하구로부터 거슬러 들어

오는 적 수군의 움직임을 사전에 관측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적 수군의 

동향을 관측하고 신속히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보산 앞쪽의 서학산 일

대를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보산은 수군을 숨기기에 적합한 곳으로 판

단되며, 서학산과 정이산은 육군이 배치되어 방어하기 유리한 지형으

로 여겨진다. 따라서 고구려는 서학산과 정이산 그리고 보산 일대에 수

륙군을 배치하여 방어망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 강노(强弩)의 사거리가 300~1,000보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

면,46) 서학산과 정이산 자락에 고구려가 방어병력을 배치할 경우, 수

로를 이용하는 적이 아무런 피해없이 이 구간을 통과하기란 거의 불가

45) 그림 출처는 구글어스(Google Earth)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작성한 것이다(2017. 2. 24).

46) 이정빈, ｢6~7세기 고구려의 쇠뇌 운용과 군사적 변화｣ �군사� 77, 2010,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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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적의 입장에서는 대동강 양안으로부터 협공을 받으며 이 좁은 

구간을 그대로 통과하기보다는 상륙하여 양쪽 혹은 최소한 한쪽이라도 

장악해야만 한다. 즉, 평양으로 공격하는 적과 방어하는 고구려 모두에

게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결정적 지점이 되는 것이다.   

서학산 일대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구려 전반적인 방어체

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구려의 성들은 주로 군사방어를 위해 축조

되었기 때문에, 주요 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

다.47) 그리고 고구려의 지방성에는 중앙군과는 별도로 성주의 지휘 아

래 자수(自守)하는 지방군이 존재하고 있었다.48) 평양도읍기 고구려는 

요하와 요동반도의 서쪽 해안을 따라 1차 국경 방어선을 구축하였고, 

압록강을 건너 평양으로 향하는 요동지역의 모든 교통로에도 성을 축

조하였다. 다만 서북쪽 방어에 신경을 쓰다보니 다른 지역은 성의 밀집

도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49)

고구려는 수도 평양으로 접근하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중대형의 

방어용 산성을 평양 외곽에 배치하였다. 평양 북쪽에는 청룡산성(둘레 

5.3km), 북동쪽에는 흘골산성(둘레 1.3km), 서쪽에는 황룡산성(둘레 

6.6km), 남쪽에는 황주성(둘레 4.0km)을 배치하였는데, 모두 포곡식 

산성으로 수도 외곽의 실질적인 최종 방어선이라 할 수 있다.50) 이 가

운데 적군이 대동강 수로를 따라 접근하게 되면, 서쪽의 황룡산성과 남

쪽의 황주성이 방어를 담당하게 된다. 

황룡산성은 남포시 용강군의 오석산(556m)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

석산은 남포 일대에서 가장 높고 험한 산이다. 황룡산성은 둘레가 

6.6km에 달하는 대형 산성으로 서해와 평양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

47) 여호규, �고구려 성 Ⅰ�, 국방군사연구소, 1998, pp.16~17 ; 나동욱, ｢6~7세기 고

구려 지방군사운용체계｣ �사학연구� 95, 2009, p.24.

48) 이문기, ｢7세기 고구려의 군사편제와 운용｣ �고구려발해연구� 27, 2007, p.163.

49) 양시은, ｢평양도읍기 고구려의 성곽방어체계｣ �고고학� 12-3, 2013, p.142.

50) 양시은, 앞의 논문, pp.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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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리잡고 있다.51) 황룡산성이 위치한 용강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으

로 유사시 적으로부터 몸을 피하기 위해 넓은 수용공간을 갖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대형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52) 또한 황룡산성 

주변에는 어을동토성지, 우산성, 동진성, 늑명산성, 보산성 등의 성곽

이 분포하고 있는데, 황룡산성은 이들을 아우르는 거점성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53)

황주성은 황해도 황주군의 덕월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득월산

성이라고도 한다.54) 황주성은 둘레가 4km에 달하며 북쪽의 평양과 남

쪽의 봉산을 잇는 주요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다. 당시 한강 이북에서 

평양으로 나아가는 교통로는 주로 자비령로와 방원령로가 이용되었다. 

자비령로는 개성-서흥-황주-평양으로 이어지고, 방원령로는 연천-신

계-수안-평양으로 이어진다.55) 고구려의 남진이나 백제의 북진은 이 

두 교통로를 따라 이루어졌으며,56) 자비령로를 경유할 경우 반드시 황

주를 거쳐가야만 한다. 특히 평양-황주-봉산으로 이어지는 축선은 고

구려의 남부전선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군수물자와 병력이 이동하는 중

요한 군사적 교통로였다.57) 따라서 황주성 일대에는 적지 않은 고구려

군이 주둔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58)  

51) 이성제, 앞의 논문, p.162.

52) 이성제, 앞의 논문, pp.169~170.

53) 황룡산성과 주변의 여러 성곽들은 서로 연결되어 황해~대동강 연안로를 통제하고 

적의 침입에 대처하는 유기적 방어체제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이성제, 앞의 

논문, pp.167~173).  

54) 신광철,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관방체계와 남부전선의 변화｣ �선사와 고대�35, 

2011, p.201.

55) 서영일, ｢한성시대의 백제 북방교통로｣ �문화사학� 21, 2004, p.244.

56) 서영일,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사학지� 38, 2006 및 문안식, ｢백제의 평

양성 공격로와 마식령산맥 관방체계 구축｣ �한국고대사탐구� 22, 2016 참조.

57) 신광철, 앞의 논문, p.215.

58) 6세기 무렵 고구려가 임진강 이남의 남부전선에 대략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상시 

주둔시켰다는 견해를 참조하면, 임진강 이북의 황해도 일대는 수도 평양과 보다 

가까우므로 임진강 이남보다 더 많은 병력이 주둔·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신광철, 앞의 논문, p.2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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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동강 수로의 방어 체계59)

적이 서해에서 대동강 수로 방향으로 접근할 경우 평양 서쪽의 황룡

산성과 남쪽의 황주성이 방어거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황룡산성에서 

대동강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8km, 황주성에서는 직선거리로 약 

12km가 떨어져 있다. 적이 상륙하여 황룡산성과 황주성을 공격하지 

않고 대동강 수로로 그대로 진입할 경우,60) 새로운 방어거점이 필요하

다. 실제 수나라와 당나라는 이 두 성을 공격하지 않고 대동강 수로를 

통해 평양으로 접근하였다. 

고구려는 대동강 수로상에서 적을 방어하기 용이한 지형에 방어거점

59) 그림 출처는 구글어스(Google Earth)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작성한 것이다(2017. 

2. 24).

60) 대동강 하구로 들어오는 선단은 평안남도 온천군 금사동 서남지역의 대당두산(大

堂頭山)의 봉수대를 지나가야만 한다(이성제, 앞의 논문, p.170). 따라서 대당두산

의 봉수를 통해 적의 침입 상황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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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시 선정해 두어야만 했다.61) 이러한 지형에 가장 적합한 곳이 바

로 서학산·정이산 일대라고 할 수 있다.62) 강폭이 좁아 적을 공격하

기 용이하고 서학산과 정이산이 있어 방어병력의 은폐·엄폐도 수월하

다. 또한 황룡산성과 황주성 그리고 평양성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이 각

각 이동하여 집결하기 가장 용이한 곳이기도 하다.63)   

661년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은 마읍산을 점령하고 난 후, 평양성을 

포위하였다. 하지만 평양성 함락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점차 식량

난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당군은 신라에 군량 지원을 요청하였

고, 신라는 김유신을 파견하였다.64) 662년 1월 김유신의 군량수송은 

육로를 통해 이루어졌고, 임진강을 건너 북상하였다. 북상한 김유신은 

대동강 연안의 유포리(柳浦里) 일대로 이동하여 주둔한 후 당군에게 군

량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65) 신라군이 주둔했던 유포리는 정

이산 바로 남쪽 아래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러한 점도 당시 당군이 서

학산과 정이산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방증

이 될 수 있다. 

신라로부터 군량 지원을 받은 당군은 대동강 수로를 통해 철수하였

61) 보산에는 고구려 이전시기부터 황해-대동강 연안로의 마지막 강안 방어시설이 있

었으며, 고구려는 그것을 연용하여 석축의 성벽을 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

성제, 앞의 논문, p.172). 

62) 조선후기에 제작된 �朝鮮地圖(奎16030)�, �八道郡縣地圖(古4709-111)�, �靑邱圖

(古4709-21)� 등을 보면, 保山에 倉이 있고 대동강 건너편 중화군 정이산 인근에 

海倉이 확인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평안도 중화군 고적조에 “古唐岳(在郡北十

里 今稱唐村里)”라는 기록도 남아 있다. 언급된 倉은 조선시대와 관련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倉이 수륙교통의 요지에 설치된다는 점과 唐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일대가 고대부터 주요한 길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3) �北史� 권76, 내호아열전의 내용을 보면(高麗主高元掃境內兵以拒之, 列陣數十里) 

고구려가 여러 곳의 병력을 한 곳으로 집결시켰던 정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64)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2년 정월.

65) 당시 신라군은 ‘양오(楊隩)’라는 곳에 주둔했는데, 버드나무가 많고 물길이 굽어있

는 대동강 연안으로 볼 수 있다. 양오 지역은 현재 평안남도 중화군 해압면의 유

포리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이상훈, ｢662년 김유신의 군량 수송작전｣ �국방연구�

55-3, 2012,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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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라군 주력부대는 육로를 통해 남하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라군의 

일부가 대동강 수로를 통해 귀국하였다.66) 이는 평양 이서(以西)의 대

동강 수로가 당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즉 앞서 소정방

이 평양을 포위하기 이전에 마읍산(서학산)을 점령하면서 이 일대의 고

구려 통제권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후 나당전쟁(670~676) 시기에는 ‘마읍산(馬邑山)’ 대신 ‘마읍성(馬

邑城)67)’이라는 지명이 나타난다.68) 672년 당군은 육로를 통해 압록강

과 청천강을 건너 평양으로 남하하였다. 평양 일대에 진영을 구축한 이

후, 한시성(韓始城)과 마읍성 공략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한시성과 마

읍성의 구체적인 위치는 지금까지 비정되지 못했다. 다만 한시성과 마

읍성은 평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대동강 북안에 위치한 것으로 짐작되

어 왔다.69) 당군은 육로를 통해 남하했기 때문에 병선을 보유하지 못

했다. 이들이 대동강을 도하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선박이 필요했으며, 

향후 장기전을 대비해 대동강 수로를 통한 보급로도 확보할 필요가 있

었다. 따라서 당군은 대동강 수로의 결정적 지점이 되는 마읍성(서학

산) 일대를 먼저 장악한 후 대동강을 도하하여 남하하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 

마읍산과 마읍성을 동일한 지명으로 볼 경우, 마읍성은 서학산 일대

에 위치한 성곽이라 할 수 있다. 668년 고구려 멸망 당시 나당연합군

은 대동강 수로를 이용하지 않고 모두 육로를 통해 평양성으로 집결했

66) 양도가 이끄는 800명의 신라군은 김유신의 본대와 달리 바다를 통해 귀국한 것으

로 되어 있는데(�삼국사기� 권42, 김유신열전(중)), 이들은 대동강 수로를 따라 바

다로 나아간 것이 분명하다. 

67) �弘贊法華傳� 卷10, 書寫8(�大正新脩大藏經� 第51卷) 郎將吳氏조에도 마읍성과 

관련된 기사가 확인되는데(郎將吳氏, 忘名, 東征高麗, 破馬邑城, 焚燒屋宇, 延及寺

舍), 마읍성에 적지 않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8)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2년, “秋七月, 唐將髙保率兵一萬, 李謹行率

兵三萬, 一時至平壤, 作八營留屯. 八月, 攻韓始城馬邑城, 克之.”

69) 당시 한시성과 마읍성은 당군에게 적대적인 고구려 부흥세력(혹은 신라)이 장악하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상훈, 앞의 책,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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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마 661년 대동강 수로를 통한 당군의 공격 이후 서학산 일대와 

대동강 하구를 중심으로 방어가 강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동강 수

로의 방어 강화과정에서 서학산 일대에 성곽이나 보루 등을 축조하였

을 가능성이 높다(사료 E 참조). 이를 두고 신라나 당이 마읍성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여겨진다.  

5. 맺음말

수나라와 당나라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고구려를 침입하였다. 이

때 육로뿐만 아니라 수로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612년 수의 내호아와 

661년 당의 소정방이 수군을 거느리고 대동강 하구로 진입한 것이 대

표적 사례이다. 

내호아는 평양성에서 60리 떨어진 지점에서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이

고 승리한 후 평양성으로 나아갔다. 소정방은 마읍산에서 전투를 벌이

고 평양성으로 나아갔다. 내호아와 소정방이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인 

장소는 동일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내호아나 소정방이 고구

려군과 전투를 벌인 장소는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사료를 통해 마읍산의 입지 조건을 살펴보면, ① 대동강 하구에서 평

양성 사이에 위치하고 ② 평양성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③ 대동강 

수로와 연결된 곳이고 ④ 대동강 북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⑤ 교두보로

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고 ⑥ 병력과 물자를 집결시키기 용이한 곳이

며, ⑦ 수륙 교통의 결절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입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평양에서 서남쪽으로 60리 떨어

져 있고, 대동강 북안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수륙 교통의 

결절지가 되는 서학산 일대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서학산과 정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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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락으로 인해 대동강 수로가 500m 내외로 좁아지기 때문에 수로 교

통상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곳이다. 

고구려가 대동강 북안과 남안에 방어 병력을 배치할 경우 적군이 수

로를 손쉽게 통과하기가 어렵다. 또한 수도인 평양성, 서쪽 거점성인 

황룡산성, 남쪽 거점성인 황주성 사이에 위치해 병력과 물자를 집결시

키기 용이한 위치이기도 하다. 수와 당 모두 평양에서 60리 떨어진 마

읍산(서학산) 일대에서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인 점을 통해 볼 때, 마읍

산은 대동강 수로 방어상 핵심 거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투고일: 2017. 6. 29, 심사수정일: 2017. 8. 7, 게재확정일: 2017. 8. 21] 

주제어 : 고구려, 마읍산, 대동강, 수로,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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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ocation and position of Mt. Maeup the military point 
of view during the period of Unification of Three Kingdoms

Yi, Sang-Hun

The Chinese Dynasties of Su(隋) and Tang(唐) had invaded Goguryo(高句麗) 

with the large scale of forces. The dynasties of Su(隋) and Tang(唐) used 

waterway of the Daedong river(大同江) as a maneuver route. Naehoa(來護兒) 

of Su dynasty and Sojeongbang(蘇定方) of Tang dynasty led the navy and 

came into the Daedong river.

Naehoa fought against Goguryo army in the area where was located 

60ri(里) away from the Pyongyang(平壤). Sojeongbang fought against 

Goguryo army in the Maeupsan(馬邑山). The place, where Naehoa and 

Sojeongbang fought against Goguryo army, is going to be same. But its 

location isn't clear.

A research result as the Maeupsan has gone out of the location of the 

Seohaksan(捿鶴山). This Location is placed in the smallest waterway in 

the Daedonggang. Su dynasty and Tang dynasty battled with Goguryo 

army here. The Maeupsan is a important place in the side of Goguryo 

from the military point of view.

Keywords : Goguryo, Maeupsan, Daedonggang, Waterway, Pyongyang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전협상에�대한�국제정치학자의�인문학적�접근� � | 317

정전협상에 대한 국제정치학자의 인문학적 

접근
- 김명섭, 『전쟁과 평화 : 6.25 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강대출판부, 2015) -

박태균*

1. 정전협상 이해를 위한 필독서 

지금까지 6.25 전쟁1)에 대한 관심은 전쟁의 발발과 전개과정에 집중

되어 있었다. 최근 6.25 전쟁 기간의 한국 사회의 변화 및 전쟁의 기억과

이미지에 대한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지만,2) 여전히 한국 사회의 관심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 필자는 ‘6.25 전쟁’보다는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지만, 이 글이 서평

이고, 해당 도서가 부제에서 ‘6.25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6.25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 책의 60쪽에서 전쟁의 이

름을 ‘6.25 전쟁’이라고 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필자는 이에 대해 전

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1950년 이전부터 형성된 것으로만 보면, 과거를 향한 무

한환원론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모든 전쟁은 인류의 기원, 인간의 

본질로부터 형성되어 온 것이 된다’라고 한 것은 너무나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서평이 전쟁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의 이름 명명에 대해

서는 추후 다른 글을 통해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 

2) 《한국전쟁 사진의 역사사회학》(강성현 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한국전쟁

과 기독교》(윤정란, 한울, 2015),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한국구술사학회 편, 휴

머니스트, 2011), 《마을로 간 한국전쟁》(박찬승, 돌베개, 2010) 등이 사회사적 관점

[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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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발발과 전개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구소련 자료가 공개되면서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의 문제가 더 이상 제기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전쟁의 책임 문제에 대한 거론을 위해서는 여전히 발발과 전개과정

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탈냉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냉전적 유산과 트라

우마가 계속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에 대한 관심사는 점차 전쟁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지되었는가로 그 관심이 전이하고 있다. 즉, 6.25 전쟁에 

대한 배경과 발발, 그리고 전개과정에 대한 대작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만,3) 연구자들과 사회적 관심은 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협상과 그 결과

로서의 정전협정,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후 한반도의 안보체제로 점차 

전이하고 있는 것이다. 양대현과 로즈마리 풋의 선구적 연구4) 이후 국

내외적으로 정전협상과 정전협정, 그리고 정전체제에 대한 관심이 점

차 높아졌으며, 소위 ‘수복지구’와 DMZ라는 공간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정전체제를 통해 한반도의 안보적 특수성을 논의하고자 하는 연구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5)

사실 6.25 전쟁은 ‘정전협상 전쟁’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전선이 

에서 나온 대표적인 연구성과들이다. 

3)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6-7 (Winter 1995/1996), pp.30-84; 윌리엄 스툭 외, 이상호, 

박성진 역, 《한국전쟁 연구의 새로운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Zhihua 

Shen, Mao, Stalin and the Korean War: Trilateral Communist Relations in 
the 1950s (Taylor & Francis, 2013) 

4) 양대현, 《역사의 증언》, 형설출판사, 1993; Rosemary Foot, Substitute for Victory:
The Politics at the Korean Armistice Talk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양대현의 선구적 연구가 없었다면 졸고 《한국전쟁, 끝나

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책과함께, 2005)도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5) Vilerie Gelezeau, “Beyond the ‘Long Partition’: From Divisive Geographies 

of Korea to the Korean ‘Meta-culture’,” Europea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9, no. 1 (2010), pp.1-24; Nan Kim, Journal of Asian Studies; 한모니

까,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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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화된 가운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전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

다. 협상은 군사 리더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

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지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체 전면전 기간 중 2/3이 넘는 기간 동안, 그것도 전쟁이 계속되는 가

운데 전쟁을 중지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되었다. 한반도보다 더 많은 정

전과 휴전을 거듭한 역사적 경우 –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

엘과 팔레스타인 – 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정전을 위해 이렇게

오랜 기간 협상을 진행했고, 또 그 결과로서 형성된 정전체제가 60년

이 넘게, 그것도 협정 문구에 대한 아무런 수정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경

우는 역사상 드물 것이다.6)

《전쟁과 평화》는 이렇게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정전을 위한 협상 

과정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아마도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더 

이상 정전협상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없다’, 또는 ‘이 책을 읽지 않

고서는 정전협상을 연구할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선언할 정도로 협상 

과정 전체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 책의 전체 볼륨도 그렇지만, 이

용한 자료 역시 다른 연구의 추종을 불허한다. 

먼저 《전쟁과 평화》는 정전협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요즈음 연구서들이 기존 연구에 대한 분석에서 많은 문제

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며, 저자가 이 책에 대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러시아의 문서들뿐만 아니라 미국

6) 베트남 전쟁의 평화협정을 위한 논의 기간이 더 길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1968년

존슨 대통령 퇴임 직전에 이미 북베트남과의 협상을 제안했고, 물밑으로 협의가 진

행중이었으며, 1972년 말에 가서야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약 4년 

간 진행된 것이지만, 존슨 퇴임 이후 취임한 닉슨은 존슨 시기와 철저한 선을 그었

으며, 중단되었던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도 재개하였다. 이렇게 보면 베트남에서의 

전쟁 중지를 위한 협상은 1972년 1년 간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전협정의 

경우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었지만, 수정된 조항은 없다. Tae Gyun Park, “The 

Korean Armistice System since 1953 and the Origins of the Cheonan and 

Yoenpyeong Incident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4, no.1, 2011,
pp.115-13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20 |� �軍史 第104號(2017. 9)

과 한국의 문서들이 제대로 이용되기 전에 나온 연구에서부터 최근의 

연구서들, 그리고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번역한 책들이 소개되고 

있다. 아울러 정전협상뿐만 아니라 북방한계선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연구들도 소개하고 있다. 후학들뿐만 아니라 정전협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아울러 저자는 정전협상 및 협정과 관련해서 가장 광범위한 미국 자

료를 이용했다. 정전협상 회의록이나 미국무부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당시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회고록과 구술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김영삼 정부에 전달한 구 소련 문서를 포함한 러시아 자

료들,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과 정전협상에 참여한 중국대표

들의 회고록을 비롯한 중국의 자료들 역시 주요한 자료로 이용되었다. 

이외에 남북한의 자료들 역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전협상과 관련된 남북한의 자료들이 가장 홀대받

고 있는 느낌도 들기도 하지만, 이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중요한 당사자

인 남북한의 자료가 가장 부실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7)

2. 인문학적 시각에서의 접근

가. 디테일에 강하다. 

하나의 이슈에 대한 사회과학과 인문학적 접근의 차이는 여러 측면

7) 이는 비단 정전협상에 대한 자료뿐만이 아닐 것이다. 1945년 이후 한국현대사 전체

에 대한 자료들이 대체로 부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한국 역사에서 존재

하는 풍부한 기록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막상 1945년 이후의 자료들을 

보면 그러한 자부심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토록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198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현대사 연구는 대부분 미국의 

외교문서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수정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전협상에�대한�국제정치학자의�인문학적�접근� � | 321

에서 나타난다. 사회과학은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 사회를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가 움직이는 법칙을 과학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주제나 대상의 보편적 성격을 찾아야 한다. 인문학 역

시 그러한 유형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과학에 비해서

는 인간 개개인의 예외적인 측면에 더 주목한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디테일들이 인문학 연구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전쟁과 평화》의 저자는 사회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인

문학의 향기가 강하다. 첫째로 디테일에 강하다. 연구자들이 일반적으

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놓지지 않고 간다는 점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전협상이 길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바

로 소통(communication)의 문제이다. 너무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

만, 정전협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언어적 제한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저

자는 간과하지 않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협상과정에 참여했던 통역

자들에 대해 주목하면서도 막상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

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도 동시 통역이 아닌 측차 통역을 하게 되면 회의 시간은 두 배

로 걸린다. 만약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측차 통역 하에서 참가자들

에게 배정된 시간은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것도 사용 언어가 

두 개일 때에만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사용언어가 세 개라면 얘기가 또 

달라진다.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두 언어로 통역이 이루어

져야 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한국어, 영어, 그

리고 중국어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는 특성상 이 협상은 길어질 수밖

에 없는 것이다. 한정된 회의 시간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정되고, 회의 참석자들은 정책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

람들이 아니었다. 

여기에 더하여 각 국의 대표단은 상대방이 제대로 통역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했다. 통역자의 능력도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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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의 의도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었다. 만에 하나 상대방 측에

서 통역이 잘못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지적도 필요했다. 협상

자의 성격 못지 않게 통역자의 태도와 성격 역시 중요했다. 저자가 주

목하고 있는 이러한 특징은 협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었다. 만약 통역장교가 정전협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다면, 회의 과정에서 쓸데없는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정전협상은 왜 길어졌는가? 국제연합군 대표가 영어로 말하면 한국어, 중국어 

순으로 통역되었고, 조중인민군 측 수석대표 남일이 조선어로 말하면 영어, 중국어 

순으로 통역되었다. 여러 개의 언어로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적대적 관계에서 동일한 언어의 사용은 감정적 충돌로 인해 

적대감을 가중시킬 수도 있었다. 실제로 조선인민군 협상대표 이상조가 한국군 

협상대표 백선엽을 향해 종이에 한글로 욕설을 써서 들이밀었던 사례도 있었다. 

차라리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상대방의 공격적 언어를 통역하는 시간은 

완충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328쪽)

저자의 디테일한 분석은 중국군이 참전한 이후 포로가 된 한국군 및 

국제연합군의 수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잘 

드러난다.(457쪽)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소 편저의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전사(1991[1988]) 부록 3의 표 1, 2, 3을 참고하여 재작성된 

도표 6-1에 의하면, 중국군이 참전한 직후부터 정전협상이 시작될 때

까지 공산군의 포로가 된 한국군은 37,815명, 연합군은 8,708명으로 

총합 46,523명이었다. 

이 문제는 정전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협상이 시작될 때 

포로 문제에 대한 합의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

다. 그런데 뚜껑을 열자 의외의 주제가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바로 포

로문제였다. 포로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포로는 ‘전쟁 수인

(Prisoners of War)’이지만, 기본적으로 군인들이었다. 1949년에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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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제네바 협정에 의하면 포로들은 일반적인 범죄자와는 다르며, 전쟁

이 끝나면 무조건 송환하도록 되어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돌아가면 다

시 군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정전협상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모두 전쟁

의 중단을 원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전쟁을 통해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즉, 전쟁이 

중단되더라도 상대방이 더 이상 재기할 수 없거나, 아니면 최소한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거나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래서 전쟁을 중지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될 때에도 전쟁은 계속되었다. 

문제는 유엔군이 잡고 있는 포로의 수가 공산군이 잡고 있는 포로 수

의 10배가 넘는 것이었다. 포로교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유엔군이 

13만명이 넘는 포로의 명부를 전달한 반면 북한과 중국군의 대표는 1만

1천명밖에 되지 않는 명단을 내놓았다. 유엔군은 공산군이 5만이 넘는 

포로를 붙잡고 있으면서 막상 포로 명부에는 그의 1/5밖에 되지 않는 

명부를 내놓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전달했다. 물론 이렇게 공산군의 캠프

에 있는 포로의 수가 적은 데에는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공산군

에 붙잡힌 한국군 포로들 중 많은 수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북한

군에 편입되었기 때문이었다. 북한군에 편입하지 않을 경우 얼어죽거

나 굶어죽을 가능성이 컸다.8)

이렇게 공산군 측 포로수용소에 있는 포로 수가 예상보다 적을 수밖

에 없는 이유를 밝힌 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수가 실제 어느 

정도에 달했는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중국 측 자료를 

통해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점이 디테일에 강한 이 책의 또 다른 

8) 《전쟁과 평화》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폭격에 의해 사망자가 많았을 가능성

도 있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적십자사(ICRC)에 가면 북한과 중국의 적십자사로부

터 온 편지들이 있으며, 이 편지에는 미군의 폭격이 포로수용소에 떨어져서 포로들

이 사망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미군에 의한 인프라 폭격을 막기 

위하여 북한과 중국이 의도적으로 포로 수용소를 주요 다리나 댐 근처에 위치시켰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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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9)

이승만이 반공포로를 석방하기 전에 미국 측에서 이미 반공포로 석

방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는 점을 밝힌 것 역시 디테일에 강한 이 책의 

중요한 공헌 중 하나다. 1952년 2월 미 국무성 극동차관보 존슨과 육

군 부참모총장 헐에 의해서 제기되었으며, 해리슨 수석대표도 1952년 

6월 29일에서 8월 1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송원불원포로들에 대한 석

방조치를 클라크 사령관에게 건의하였다.(594-595쪽) 후술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저자의 해석에는 동의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 

모든 사회적 문제가 그렇듯이 전쟁 역시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고, 

이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은 너무나 중요하다. 사회과학의 전제가 되는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이 인간과 사회의 분석에 전제가 되는 

절대적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전쟁이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을 탄생시킨 모더니즘을 무너뜨리고 포스

트모더니즘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베트남 전쟁과 그 연장선상에 있었

던 유럽의 6.8 혁명이었다. 미국에서 기성권력에 대한 저항은 한국전쟁

과 냉전, 그리고 매카시즘에 대한 반발로부터 시작되었다. 좀 더 거슬

러 올라가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홀로코스트나 난징대학살은 인간

이 얼마나 비합리적인가를 보여준다. 이렇듯 인간과 인문학에 대한 성

9) 북한의 책에 나타나는 NLL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저자의 지적 역시 매우 중

요한 자료가 된다. 저자에 따르면 1959년 평양정부 직속의 조선중앙통신사가 발행

하는 《조선중앙년감》에 명기된 황해남도 남쪽 경계선은 이 NLL을 따라 표기되어 

있었다. 그런데 2006년 5월 제4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조선인민군 대표 김영

철은 《조선중앙년감》을 출판한 출판사가 그 표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인민들의 항의를

받고 출판사가 없어졌으며 3개월 안에 도표를 찢어버렸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4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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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없이 전쟁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 이상 전쟁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성찰을 위해서도 인문학은 필수적이다. 전쟁의 발발을 포함

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신합리주의’ 이론 역시 그 이름은 ‘합리주의’로

부터 시작하지만, 실제 그 내용은 인간의 합리성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불가하며 전쟁을 포함한 모든 결정은 주관

적 판단에 기초한 합리성 –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역시 주관에 의

해 이루어지는 -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0)

정전체제의 탄생에 대한 역사정치학적 분석에 있어서 인문적 성찰은 

필수적이다. 한반도 정전체제는 NLL, DMZ, 미귀환 국군포로, 실향사

민이라고 불린 피랍자/피난민/이산가족, 유해반환, 한국군의 정전협정 

당사자성과 기속성,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과 정전협정 간의 관

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민주적 운영과 지속성, 국제연합군 사령부의 

평화적 역할, 그리고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등 무수한 정치적 쟁점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중심에는 이러한 체제의 성립을 결정하고, 성립

된 체제를 운영하는 인간의 문제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쟁과 평화》의 백미는 전쟁을 일으키

고 전쟁을 지휘했으며,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석한 부분이다. 한국전쟁의 당사국이었던 남북한과 미국, 그리

고 러시아와 중국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분석은 지금까지 적지 않았다. 

저자는 이들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시도하였지만,11) 더 중요

10) Keir A. Lieber, “The New History of World War I and What It Mean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2, 

2007, pp.155-191; James D. Fearon, “Rationalist Explanations for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9, No. 3, 1995, pp.397-414.

11) 스탈린과 트루만의 결정에 대해 그들이 2차 세계대전과 그 직후에 했던 결정으로

부터 받은 영향을 지적하고 있는 점은 국제정치사에 대한 저자의 폭넓은 식견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 그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변영태 외무부장관의 방송 출연 대담 자료를 발굴했다

는 것은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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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는 정전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석이다. 물론 이들

에게 최종 결정뿐만 아니라 협상을 진행하기 위하여 양보를 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협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며, 협상의 내용과 과정을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협상의 진행과 양상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충

분하기 때문이다. 현대사 속에서 있었던 중요한 협상들을 굳이 거론하

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들을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어쩌면 노태

우 정부 시기의 ‘훈령조작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렇기 때문에 모든 협상에서 협상 대표를 선택하는 문제는 협상을 성공적

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여야 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여야 하면서 동시에 협상이라는 기술의 전문가이기도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전협상의 대표들에 대한 분석 작업이 

부진했던 것은 연구자의 노력과 관심 부족이라는 반성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협상 대표로 참여한 이들의 성격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성격으

로 인해 결국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협상 결과를 가져왔다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저자는 우선 당시 중국 공산당 대외관계 부문 최고지도자였던 저우

언라이의 심복이었던 리커능(李克農)에 주목했다.(78-79쪽) 중국군 내

에서 그의 권한이 펑더화이보다 더 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

러 정전협상의 유엔군 측 대표였던 조이와 해리슨(304쪽), 한국 측 참

여자였던 최덕신과 참모총장이었던 이형근(315쪽), 그리고 한국과 중국 

측 통역자들에 대한 분석은 정전협상의 장면을 눈 앞에 그릴 수 있도록 

은 주관적인 비교는 비교 대상의 부적절함이나 그들의 역할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고려할 때 적절한 비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승만은 외교정책을 직접 진두지

회하고 수행했다는 점에서 트루먼이나 아이젠하워보다는 반대편에 있었던 스탈린

이나 마오쩌둥에 비견된다. 스탈린에게 몰로토프와 비신스키가 있었고, 마오쩌둥에

게 저우언라이가 있었다면 이승만에게는 임병직과 변영태가 있었다.”(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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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준다.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자들조차도 분석하기 어려운 주

도 인물들에 대한 분석은 단연 이 책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 중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3.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

저자가 이 책이 자신의 인생에서 한 획을 긋는 작품으로 심혈을 기울

였다는 점은 책 전체를 읽으면서 너무나 잘 느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대작을 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은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작은 저자의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되고 있

다. 저자는 과거 자신이 쓴 글에 대해 ‘혈기왕성했던 대학원생에게는 

맹목적 반공주의에 의해 가려진 진실을 밝혀내고, 억울하게 죽어서 말

할 수 없게 된 원혼의 목소리까지 대변하는 한편, 워싱턴과 서울의 표

준에 따라 쓰여진 역사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통일지향적 현대사를 

써보겠다는 과욕이 앞섰다’고 평가했다. 그런 만큼 정전협상에 대해서 

어떤 연구자도 이 책 이상의 자료 발굴과 분석을 하는 것은 당분간은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주는 아쉬움 역시 적지 않다. 첫째로 이 

책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인물에 대한 분석이 이 책의 전체적 논지에

서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연결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를 움직이고 그 방향타를 잡고 있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 인간을 분석하는 것

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결국 방향타를 잡은 특정한 인간의 모습이 결국 

역사에서 어떠한 특징을 만들어내는가와 연결되어야 한다. 정전협상 

과정에서 각 진영의 대표로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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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역할로 인해 정전협상이나 정전체제가 다른 경우와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을 나타내게 되었는가를 찾아내야 한다. 이 책에서 인물들을 

분석한 것은 분명 중요한 시도이지만, 그러한 분석이 정전협상이나 정

전체제에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는가를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

다. 기왕에 분석이 이루어졌던 최고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

가 정전협상과 체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대체로 이미 구 소련 문

서를 통해서 드러난 바이다. 

둘째로 기존의 주장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이 나타나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 해석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

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 우선 정전협정에 대한 한국 내 반대에 대한 저

자의 평가가 객관적인가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저자는 ‘통일없는 

정전’에 대한 국내의 반대 여론이 매우 강했으며, 광범위하게 퍼져있었

다고 평가하고 있다. 1953년 6월11일 서울신문의 사설에서 정전협정 

무효를 주장하는 이승만을 옹호했으며, 한국민의 분노는 “요원의 불꽃

과도 같이 폭발 만연하였던 것”이며, 서울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588쪽, 630쪽) 그러나 당시 정전반대 시위가 

관에 의해 동원된 시위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3년

이나 계속된 지긋지긋한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을 당시 국민들이 원하

고 있었다는 사실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평화통일을 주장했던 조

봉암의 인기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정전협정의 성격에 대한 평가 중에서 ‘일본의 우익 전체주의를 봉쇄

하기 위한 한국의 의도’가 견지되어 있다는 주장 역시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사령관(주한유엔군사령

관 겸임)이 갖고 있었던 것이 남북한에 대한 동시 봉쇄의 의미를 갖는

다는 탁월한 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본 군국주의 봉쇄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봉쇄의 효과가 정전협정 때문인지, 

아니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합의의사록(1954년) 때문인지가 불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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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유럽의 냉전체제가 갖는 이중봉쇄 

– 독일 재무장과 소려의 위협에 대한 봉쇄 – 와는 다른 한반도에서의 

삼중 봉쇄체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전협정과 정전체제의 

성격에 대한 규정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결론과 맞닿아 있다면, 정확

한 근거가 필요하다. 오히려 한국군과 일본자위대에 대한 미국의 철저

한 통제, 그리고 정전협정으로 인해 끝나지 않은 전쟁은 한국과 일본에

서 독특한 성격의 극우세력, 즉 반외세적인 성격이 아닌 외세 추종의 

극우세력이 등장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장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1953년의 반공포로 석방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해석 부분이다. 기존의 연구와 사회적 통념

은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을 ‘쾌거’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이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주었다는, 다시 말하면 이승

만 대통령의 외교적으로 성공적인 전략으로 해석되어 왔다.12) 그러나 

미국의 문서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

리고 덜레스 국무장관과의 편지를 보면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13)

이렇게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전쟁과 평화》는 새로운 해석

을 내려주고 있다. 우선 반공포로 석방이 있기 전에 이승만에 미국에 

요구했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받아들였다

는 점은 저자도 인정했다.(587쪽)14) 그러나 이러한 반공포로 석방은 

이승만 대통령이 혼자서 고집을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정부와 군부 내 일부 인사들이 이미 주장했던 송환불원포로 

12) 김일영, 《건국과 부국: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재조명(개정판)》, 기파랑, 2010, 3장 참조. 

13) Tae Gyun Park, “What Happened 60 Years Ago?: ROK-US Deep Distrust 

Between president Rhee and Eisenhower,”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 21, No. 1, 2014, pp.37-53.

14) 저자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테이블로 미국 

정부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두 개의 주장이 서로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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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에 대한 방안을 결국 완성시킨 것이며, 이는 ‘풀리지 않고 있던 매

듭을 자른’ 행동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미국의 입장

에서 송환불원 포로들의 수자를 경감시켜 주었으며, 공산국 측에도 체

면치레용 알리바이를 제공해 주었다고 보았다. 정말 그랬을까? 과연 

그렇다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왜 그렇게 화를 냈고, 역대 주한미국 대

사들은 한미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의 시기를 반공포로 석방 시기로 보

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지막 결론은 반공포로 석방조치는 정전협상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

라 정전협정 체결 및 1953년 8월 8일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으로 이

어졌다는 것이었다.(595-596쪽) 8월 8일 가조인이 되었다면, 이는 정

전협정 체결 이후였다. 이승만이 원했던 것은 주한미군은 놔두고 중국

군은 북한으로부터 나가는 것이었고, 정전협정은 맺되 한미상호방위조

약은 정전협정 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이 NATO를 제외한 다

른 동맹국들에게는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었던 자동개입조항을 삽입하

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승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고, 반공포로 석방으로 인해 정전협정 체결일이 연기되었

는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어떻게 저자의 평가와 조응할 수 있는가? 

이상과 같은 평자의 논평이 저자의 대작 전체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

으로 믿는다. 그러나 동시에 이 책이 ‘서로 봐주기’ 또는 ‘정치적 해석 

후 모른 척 하기’에 너무나 능숙한 한국 학계에서 생산적인 논쟁을 다

시 시작하는 중요한 샘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통해 저자

와는 다른 견해를 노출하였다. 정작 정전협상에 대해서 글을 쓸 때에는 

이 책을 다시 펴 볼 수밖에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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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연구
- 이신재,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

이한우*

이신재 박사가 베트남전쟁과 관련하여 대작을 냈다. 그간 연구자들

은 베트남전쟁과 관련하여 전쟁의 성격,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의 원

인, 베트남전쟁의 동아시아 정치에 끼친 영향 등에 집중하여 연구하여 

왔다. 더불어 냉전체제 하에서 베트남전쟁이 한반도와 밀접히 연관되

어 있었기에, 연구자들은 북한의 베트남전쟁과의 연관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근거자료의 미비로 인해 그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신재 박사가 이미 북한 공군의 베트남 참전에 대한 연구논문

을 출판하였고,1) 이를 포함하여 이번에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상황

을 총괄하는 연구로 큰 연구성과를 냈다. 이는 세계 베트남전쟁 연구계

의 공백을 메꾸는 쾌거다.

이 저서는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의 배경,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및 베트남 지원 현황, 베트남 주재 한국 군인 및 외교관에 대한 북한의 

납북 활동, 북한 참전의 결과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평자는 논리적 구

성, 자료 구성, 베트남전쟁 이해의 측면에서 이 저서를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1) 이신재, “북한 공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현대북한연구�, 제19권 3호(2016).

[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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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구성의 측면

저자는 베트남전쟁 시 베트남에 파견된 북한군은 공군전투부대, 

심리전 부대, 특수전부대, 고사포 부대 및 공병부대 등이었다고 한다. 

베트남 국방부 군사역사연구소 자료는 1967년 북한군 공군 조종사 수 

명이 훈련, 전투경험 획득, 전투 참가를 위해 베트남에 파견되었다고 

기술하였고, 더불어 북한이 떠이응우옌(Tay Nguyen: 베트남 남부 내 

서부 산간지대) 및 5군구 전선에 간부들을 파견하여 ‘남조선’ 군인들에 

대한 선전 공작을 연구하고 지원하였다고 간략히 기술하였다.2) 공군 

이외 부대에 관한 베트남측 자료가 없기에, 여기에서는 베트남측이 일

부 공개한 공군 조종사 관련 자료를 들어, 저자의 주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저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북한 공군 병력을 조종사 연인원 

800명, 기타 인원 200명, 합계 1,000명으로 본다. 그 근거로 탈북 조

종사 이철수의 주장을 들고 있다. 물론 저자가 이철수의 증언뿐만 아니

라 탈북 조종사 이웅평의 증언도 들었고 기타 자료도 동원하여 제시했

는데, 저자가 주로 이철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한 

번 파견시 공군 1개 비행연대 60명을 기준으로 3-6개월간의 파견기간

을 고려하여 환산한 숫자 연인원 800명을 베트남에 파견된 북한 공군 

조종사의 수라고 잡았다. 그러나 저자가 북한군 조종사 파견기간을 

1966-1972년간으로 전쟁 후기까지로 잡은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북

베트남에 북한군 조종사 60명 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리라는 근거

도 없다. 베트남측 자료로 이 사실을 밝히기에는 아직 이르다. 베트남

측 자료는 공군 조종사 및 관련 인원이 150명 정도 깹(Kep) 비행장에 

2) Bo quoc phong Vien lich su quan su Viet Nam, Lich su Khang chien 
chong My cuu nuoc 1954-1975 [구국 대미 항전 역사, 1954-1975], tap V 

Tong tien cong va noi day nam 1968(Ha Noi: Nxb Chinh tri Quoc gia, 

2001),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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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했다고 전한다.3) 베트남측의 응우옌티마이화(Nguyen Thi Mai 

Hoa)는 반띠엔중(Van Tien Dung) 대장 관련 자료를 인용하여, 1966

년 9월 30일 북한-북베트남 협정서에 따라 그 해 10월 20일 384명이 

베트남에 입국하였는데, 그 중 96명이 공군조종사였으며, 그 외에도 선

전 및 방송 전문가 35명이 입국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1968년 1월까지 

조종사 46명을 포함한 북한군 185명이 베트남에 있었고, 1968년 말까

지 5회 교대가 이루어졌는데 조종사 31명을 포함한 북한군 159명이 베

트남에 있었다고 한다.4) 이를 보면, 베트남에 파견된 북한군 공군조종

사 및 관련 인원이 연인원으로 수백명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관련 정

보가 단편적이어서 단언하기 어렵다.

저자는 북한 공군 조종사 파견 원인으로 중국과 소련의 조종사 지원

이 없는 상태에서 북베트남의 요구와 북한군의 전투훈련이라는 요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본다. 당시 중국과 소련은 군수물자 및 경제적 지원

을 했지만 공군 조종사를 파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베트남

측은 북한의 공군 조종사 파견이 전투경험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

다.5) 이외 북한의 심리전 부대, 특수전 부대, 방공포대 등의 베트남 내 

활동에 관한 저자의 주장은 대체로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하나, 그 

규모가 수백명이었으리라는 근거는 아직 부족하므로 추가 정보가 필요

하다. 

3) VNExpress, 2012. 8. 6, “Nghia trang liet si Trieu Tien o Bac Giang,” [박장

의 조선 열사 묘지].

4) Nguyen Thi Mai Hoa, Cac nuoc Xa hoi chu nghia Ung ho Viet Nam khang 
chien chong My cuu nuoc (1954-1975) [구국 대미 항전 베트남 옹호 사회주의 

국가들 (1954-1975)](Ha Noi: Nxb Chinh tri Quoc gia, 2013), pp.317-318.

5) Cong an nhan dan, 2013. 6. 2, “Chuyen chua ke ve nghia trang liet si 

Trieu Tien,”[조선 열사 묘지에 관한 아직 말 못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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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성의 측면

저자가 자료를 추적하는 작업은 치밀하였다. 그는 남북한 자료, 

영문 자료, 일본 자료, 베트남 자료 등 현재 획득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청취하여 크로스 체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북한의 1차 자료를 비롯하여 베트남전쟁 

관련 북한 문헌을 폭넓게 수집한 것은 저자의 큰 업적이다. 아쉬운 점

은 베트남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저자의 주장을 완전히 신뢰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가령, 저자는 1966-72년간 북한군 공군 연인원 1,000명 정도가 북

베트남에 파견되었다고 하였다. 북한 공군의 베트남 파견과 관련한 베

트남 언론보도를 보면, 북한 공군의 북베트남 파견기간은 1965-69년

간이었고 파견인원은 150명 정도로, 이들은 깹(Kep) 공군비행장이 있

는 박장(Bac Giang) 성 소재 923 공군중단(空軍中團, 사단?)에 배속

되었다.6) 이 가운데 87명이 전투인원(조종사)이었고, 베트남은 이들 

중 14명에게 미그17B, 10명에게 미그17C를 배정하여 전투에 참가하게 

하였다. 113명은 김창선 상령(대령?)의 지휘 하에 참모, 정치, 군수지

원 등 역할을 수행했다. 1966-69년간 베트남은 미군기 222대를 격추

했는데, 이 가운데 북한군 조종사들이 26대를 격추하였다고 한다. 북한 

공군은 전투경험을 얻기 위해 베트남전에 참전하였고, 북베트남이 전

투기를 비롯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였다고 한다.7) 이 보도가 박장 성에 

주재했던 북한 공군에 대해서만 기술한 것이어서, 여타 지역 공군 기지

에 있었을 수 있는 북한군 상황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신재 박사가 

북한 공군은 1차 하노이 북부 노이바이 비행장에 주둔하다가 깹 비행장

6) 이 보도도 부정확하다고 판단한다. 북한이 북베트남에 공군을 파견한 것은 1966년 

9월 30일 협정 체결 이후일 것이다.

7) VNExpress, 2012. 8. 6.; Cong an nhan dan, 201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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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동하였다고 하였고 여타 지역에 주둔했다는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받아들인다면, 북한 공군이 여타 지역에 주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베트남에 파견된 북한 공군 조

종사수를 150-200명 정도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자가 부록에 실은 1차 자료들은 이 연구의 근거로서 뿐만 아니

라 향후 연구 자료로서 값진 것이다. 특히, 북한-북베트남 간 군사지

원협정에 관한 ‘제3국’ 자료는 매우 값진 것이다. 저자가 이를 기반으로 

하고 여타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베트남전쟁 당시 북한군 지상군 2개 

대대가 북베트남에 파견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북한-북

베트남 간 군사협정 체결과 지상군 파견의 개연성은 있지만, 보완된 자

료를 통해 좀 더 신중하게 결론에 이르러야 하리라고 본다. 

베트남전쟁에 대한 이해의 측면

저자의 베트남전쟁 시기 구분은 무리한 것이라고 판단한다(17-18쪽). 

일반적으로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으로 불리는 베트남전쟁을 제2차 전

쟁(1964-73년간), 제3차 전쟁(1974년 12월-1975년 4월)으로 구분한 

것은 국제전과 국내전을 구분하기 위한 구분법이라고 이해되나, 어쩐

지 어색하다.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은 기본적으로는 남북 베트남 간 

전쟁이며 여기에 국제전 성격이 부가되었다고 하는 게 옳을 것이며, 그 

기간도 1964년 또는 1965년부터 1975년 4월 통일되기까지 기간을 일

컫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저자는 이 저서의 앞부분에서 베트남전쟁 기간 중 소련과 중국

이 북베트남 지원에 대해 소극적이었다고 적어, 독자들로 하여금 그 지

원 규모가 매우 약소했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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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전쟁 기간 중 소련과 중국의 북베트남에 대한 지원은 적지 않았다. 

소련은 북베트남에 1955-74년간 무상원조 13억 6,500만 루블 및 장기

차관 4억 6,600만 루블을 제공하였고, 중국은 같은 기간에 무상원조 

25억 7,700만 루블 및 장기차관 2억 9,500만 루블 상당액을 제공하였

다.8) 북한은 1965-73년간 4,180만 루블을 북베트남에 원조하였을 뿐

이다.9) 더불어 중국과 소련의 무기지원은 북베트남에 결정적으로 중요

했다. 전투기만을 보더라도, 1955-75년간 소련은 316대, 중국은 142대

를 북베트남에 제공하였다.10)

저자가 베트남 전공자가 아니어서 생기는 오기들이 몇 군데 눈에 

띈다. 베트남어 고유명사 표기 문제에 대해 전공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바로 적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다. 가령, 북한 주재 북베트남 대사들의 

성명은 베트남어 원문을 찾아 한글 발음 표기가 가능하였을 것이다(41

쪽). 또한, 프랑스가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를 침공하기 시작한 것은 

1858년이나, 저자가 이를 1856년으로 오기하였다(16-17쪽). 이외에도 

조그만 오류들이 더 눈에 띈다. 

과  제

본 평자의 비평으로 이신재 박사의 연구성과가 훼손되는 것은 아

니다. 본 평자는 단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근거를 더 확보하는 작

8) Nguyen Thi Mai Hoa, Cac nuoc Xa hoi chu nghia Ung ho Viet Nam 
khang chien chong My cuu nuoc (1954-1975), p.376.

9) 도미엔, “1975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정부의 대응,” �이화사학연구�, 제48집

(2014), 100쪽.

10) Nguyen Thi Mai Hoa, Cac nuoc Xa hoi chu nghia Ung ho Viet Nam 
khang chien chong My cuu nuoc (1954-1975), p.380. 이신재 박사는 장샤오

밍(Zhang Xiaoming, 2000)의 연구를 인용하여, 항공기수를 소련 제공 340대, 

중국 제공 160대라고 하였다(224-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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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

트남어로 된 자료의 추가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베트남어 문헌은 약소하다. 그나마도 산만하게 서술되어 있어, 북한의 

베트남전 참전의 전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예컨대 베트

남 내 파견된 북한군 공군 조종사의 숫자를 특정 시기별로 몇 번 제시

하지만, 이를 읽어보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파견된 북한군의 전모를 파

악하기 어렵다. 이 책의 저자도 베트남어 문헌을 인용하면서 이를 체계

화시키지 못했다. 이제까지 확보된 베트남어 문헌은 매우 적으며 체계

적이지 않다. 단지, 앞서 언급한 응우옌티마이화(Nguyen Thi Mai 

Hoa, 2013)의 연구가 북한 공군의 북베트남 파견 규모에 대한 초보적 

정보를 제공하고, 도미엔(2014)이 베트남 제3국가문서고에서 확보한 

자료가 그나마 북한의 베트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규모를 일별해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쩐꾸앙민과 응우옌티탐(Tran Quang Minh and 

Nguyen Thi Tham, 2016)도 도미엔(2014)이 활용한 자료와 같은 자

료를 인용하여 북한이 1965-72년간 북베트남에 4,070만 루블을 원조

하였다고만 언급하였으며,11) 프리브나우(Pribbenow, 2003)의 연구를 

인용하여 북한이 공군 조종사 약 200명을 북베트남에서 전투에 참가시

켰고 최소한 2개 대공포대를 운용하였다고 하였다. 그 밖의 베트남어 

자료로는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한 전체상을 그리기가 어렵다. 

또한 베트남 내 북한 심리전 부대의 활동 등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에 

관련 자료를 영구히 확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는 미국의 문서고를 

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그 역사적 풍경을 전체적으로 그리기

에는 역부족이다. 남은 과제는 미국 내 문서고 보유 자료와 베트남 내 

자료를 가능한 한 더 확보하여 크로스 체크하는 일이다. 

11) 도미엔(2014)은 이 자료를 먼저 인용하며, 북한이 1965-73년간 북베트남에 4,180만

루블을 원조하였다고 하였다. Tran Quang Minh and Nguyen Thi Tham, 

“Vietnam-North Korea Relations: Some Remarks over the Last 65 Years 

and Prospects,” �동아연구�, 제35권 2호(2016), 357-3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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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동정

1. 연구소 대외교류 및 활동

◦ 제2차 군사사 연구논문 발표회

- 일시/장소 : ’17. 6. 15(목) / 군사편찬연구소 세미나실

- 참석인원 : 40여 명(연구소, 군사사학회, 군 및 일반연구자 등)

- 진행 ※ 사회 : 군사사부장

15:00~15:10 개회사,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15:10~16:00

제1주제 : 삼국통일기 고구려 마읍산의 위치와
군사적 위상

발표자 : 이상훈(경북대학교)
토론자 : 박준형(연세대학교)

16:00~16:50

제2주체 : 심일소령의 전공 논란과 춘천전투

발표자 : 김광수(육군사관학교)
토론자 : 김규빈(합동군사대학교)

16:50~17:00 휴식

17:00~17:50

제3주체 : 6․25전쟁 초기 항공력의 對 지상군
운용방법에 대한 논쟁

발표자 : 장성규(국방부)
토론자 : 강창부(공군사관학교)

17:50~20:00 사진촬영, 만찬

◦ 전사적지 답사

일정 장소 인원

6. 1 지평리, 용문산 연구소전원

7. 25~ 27 여수, 목포, 군산 군사사부장등 3명

8. 8 ~ 10 백령도 심헌용 선임연구원 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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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을지연습

    - 일정 / 장소 : 8. 21(월)~24(목) / 연구소, B-1(문서고)

    - 대상 : 전시상황실 운용, 군사자료수집단 및 전례분석지원단  

             임무수행훈련, 군사자료 보호 / 후방 후송훈련 등

◦ 연구소 35주년 창설기념행사(기념행사, 오찬 등) : 9. 1(금)

◦ 군사지에 서평 게재(공지)

    - 게재편수 / 분량 : 2~3편 / 원고지 50매 내외

    - 원고료 : 원고지 1매당 6,000원(최대 30만원)

◦ 군사사 연구논문 발표회(공지)

    - 일정 / 장소 : 매 분기말(3 ․ 6 ․ 9 ․ 12월) / 연구소 회의실

    - 진행 : 논문발표(2~3편), 지정/자유토론, 오찬

      ※ 논문발표 희망자는 사전에 군사지 편집간사에게 연락

    - 발표료/토론료 : 예산범위 내(10~20만원)

2. 인사이동

  ◦ 임용 및 전입

    - 이종재(전입) : ’17. 6. 19부, 국제분쟁사부 평화유지활동사연구장교

  ◦ 전출 등

    - 김기주(국방사부) : ’ 17. 7. 24부, 1공수특전여단 전출

    - 이기훈(국제분쟁사부) : ’17. 8. 1부, 직업보도반 입교

  ◦ 전역

    - 박동순(前 국제분쟁사부장) : 8. 30부

    - 김진섭(前 국방사부 국방사연구장교) : 9. 29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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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

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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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주 소：(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

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www.imhc.mil.kr

• 주요내용：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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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도서 소개

구 분 내            용

국방조약집 제10집
∙ 박균용 등
   (국방사부)

∙ 신국판

∙ 2017. 6. 30.

본 책은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세계 34개 국가들과 군사

교류활동을 역동적으로전개하여 정책·작전·

방산·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국방･군사관련 조약 116건을 수록

하고 있습니다.

본 책이 국방 분야의 다변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후 국익이 보장되는 국방·

군사조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이 되며, 군사

외교정책 수립시 대외군사협상관계자나

군사외교관, 안보정책연구자들의 참고자료로

널리 이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병서편찬과전술개발

∙ 전호수(군사사부)
∙ 신국판
∙ 2017. 6. 30.

본 책은 임진왜란 초반 연전연패의 충격과

호란의 발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조선 조정이

새로운 전술적 대안으로 수용했던 척계광

(戚繼光) 병법의 특성과 수용 배경 및 과정ㆍ

양상 등을 다룬 글입니다.

특히, 척계광이 저술한 두 병서인 �기효

신서�와 �연병실기�의 수용이 갖는 조선의

군사문화적 전통인 궁시(弓矢) 중심의 무기

체계와 청야(淸野)전법과의 접목 양상에

대해 주목하는 한편, 오늘날의 전술 개발과

관련된 시사점의 도출에도 유의하고자 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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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史�誌 投稿案內

1. 원고 내용 및 범위

가. 국내외 군사정책/전략ㆍ군사제도ㆍ전쟁/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유관한 정치사ㆍ외교사ㆍ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다. 가ㆍ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서평, 연구동향, 자료소개, 연구논문

번역 등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

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

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논문」,『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00에 관한 연구」,『군사』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2011, 99∼101쪽.

라. 외국어로된경우각주의표기는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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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誌를 참조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게재할수있는완성된형태의글파일(000.hwp)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최초 투고시저자 이름 삭제(파일명 포함), 이후 수정논문 탑재시

저자이름을 포함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군사편찬연구소우측상단에바로가기로접속할

수있으며, 논문과투고계획서(국문및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1) 투고계획서와저작물이용동의서의양식은군사지투고시스템의공지

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한국연구재단의KCI의논문유사도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4. 원고 심사 및 고료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

(기념품)을 지급함.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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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

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 / 연락처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전화：02-748-1667(정정모)

•FAX：02-709-3111

•E-mail :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검색 등),

신간안내, 회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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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 1

부분개정 2009. 11.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

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

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

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

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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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

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

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

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

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

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

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

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및 기능)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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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

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

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

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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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운영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

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

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

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부․실장 또는 해당 분야 전공 연구원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

켜서는 아니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

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

용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

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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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

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

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

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

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

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

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

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

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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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① 최종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7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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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

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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