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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직후, 미국은 군사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도 

중국 국민당 정부가 공산세력을 물리치고 민주주의 기초를 마련할 것

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전후 중국은 내전을 거쳐 공산정권이 수립

되었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및 소련과의 갈등 속에서 침략국인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는 또 다른 

갈등과 충돌의 상황을 야기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연구소는 세계전쟁사 연구의 일환으로 『제2차 세계대전 

동아시아 전후처리와 중·소 갈등』이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승전국들의 전후처리와 그 결과가 전후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목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미·영·소 삼국은 전후구상과 처리의 

최종 결정에서 또 다른 승전국이자 동맹국이었던 중국을 소외시켰습니

다. 동아시아 전후처리의 결과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

합니다. 소련은 대일전 참전대가를 중일전쟁의 최대 피해자인 동시에 

동맹이었던 중국 동북지역에서 취함으로써 중국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이자 또 다른 

전쟁 피해자였던 한반도가 남북으로 양분되는 단초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책이 다루는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 후반기의 동맹결성, 전시계획과 

전후세계에 대한 구상에서 비롯된 중·소 양국의 동맹, 동맹으로 인해 

시작된 전후처리에서 발생한 중·소 양국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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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공론화하면서 파생된 유엔에서의 대립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책

은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성립된 대동맹체제가 1950년대 

국제사회의 이념적 대립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세기의 전쟁에 대해 각국의 이해관계와 갈등이 주요한 요인이었고, 

이는 다음 전쟁의 원인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전쟁의 영향은 전시 전투상황과 피해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전후

처리는 평화와 안정을 지향합니다만,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

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서 야기된 갈등이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왔던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의 동아시아 전후처리는 이 지역에 평화가 

아닌 갈등과 충돌을 불러왔습니다. 

  이 책이 주목하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와 그것이 야기한 갈등이 

20세기의 전쟁을 역사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2019년 12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조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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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화민국 성립 후 국민정부와 소련의 협력관계

아편전쟁이라고 알려진 제1차 중영전쟁을 시작으로 서구 열강

의 끊임없는 압박은 오랜 태평성세를 누려온 중국의 전제 왕조

체제를 흔들어 놓았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서구의 지식과 방법을

통해 중국을 살릴 방안을 모색하였다. 19세기 말부터 개혁과 혁

명의 주장이 무성한 가운데 혁명세력에 의한 신해혁명(辛亥革

命)은 공화정의 중화민국을 수립하였다.

쑨원(孫文)은 임시대총통으로 취임하여 국가의 근본이 인민에

게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또 영토, 군정, 내치, 재정의 통일을 통

하여 새로운 중국으로 개조할 것을 공언하였다. 그러나 군권의

기반을 갖추지 못한 쑨원은 청황제 퇴위를 조건으로 위안스카이

(袁世凱)에게 임시대총통직을 제의하였다.

약속대로 청황제가 퇴위함으로써 2천 년 넘게 이어져 오던 중

국의 황제체제는 막을 내렸다. 쑨원은 임시대총통을 사임하였으

며 그 자리에 위안스카이가 선출되었다. 그러나 신생 공화국인

중화민국의 정치는 위안스카이와 군벌의 농단에 의해 혼란에 빠

졌다. 위안스카이는 중앙집권을 지향하고 원래 약속했던 공화제

를 거부하였다. 게다가 위안스카이가 황제체제로 돌아가려고 하

자 일본에 망명해 있던 쑨원은 이에 반대하며 다시 혁명을 추진

하였다.

혁명세력과 주변의 반대로 위안스카이의 황제몽(皇帝夢)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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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었고, 위안스카이는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그러나 각지에

서 군벌들이 할거하면서 중국의 상황은 극도의 혼란 속에 빠졌

다. 당시 베이징에서는 군벌 돤치루이(段祺瑞)가 이끄는 북양(北

洋)정부가 대내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였던 1917년 러시아에서는 10월 혁명이 일어났고,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되었다. 같은 해 9월 쑨원은 남방의 군벌에

의지하여 광저우(廣州)에서 군정부(軍政府)를 수립하였다. 이로

써 중국은 베이징과 광저우에 각각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게 되

었다.

한편, 신생국가 소련은 두 차례에 걸쳐 대중국 선언을 발표하

고 중국에 국교수립을 요구하였다. 당시 자신의 군대를 가지지

못하고 군벌에 의탁하고 있던 쑨원은 천즁밍(陳炯明)에게 밀려

나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때 소련의 요페(Adolph A.

Joffe)는 쑨원을 원조하겠다고 약속하고 「쑨원-요페 공동선언」

을 발표하였다.

1923년 다시 광저우로 돌아온 쑨원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국

민당을 개조하여 공산당과 합작을 추진하고 자신의 군대를 양성

하였다. 이것이 중화민국과 소련이 협력관계를 맺게 된 출발점인

제1차 중소합작(中蘇合作)이다. 중소합작으로 국민당은 공산당원

이 개인자격으로 국민당에 가입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이로써 제

1차 국공합작(國共合作)도 시작되었다.

합작이 추진되는 중에 쑨원은 사망하였다. 한편 장제스(蔣介

石)는 쑨원의 유지(遺旨)에 따라 북벌에 진행하였으나, 다른 한

편 반공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는 북벌을 성공시켜 중국은 통일

하였으나 국공합작은 붕괴되었다. 게다가 장제스에게 협력하기로

한 중국 동북지역 군벌 장쉐량(張學良)은 장제스의 승인 하에

국권회복을 명분으로 소련과 공동 관리해 오던 중동철로(中東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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路)의 소련 측 권익을 회수하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쉐량은

소련 영사관과 중동철로 운영기관이 공산주의를 선전한다는 이

유로 압수 수색을 하였으며, 상황은 장쉐량군대와 소련군의 무력

충돌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국민정부와 소련의 관계도 악화되었

고, 양국은 단교를 선언하였다.

중·소 양국의 국교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데는 일본의 역할이

켰다. 1931년 관동군이 류탸오후(柳條湖)에서 남만주철도를 폭파

하고 펑톈(奉天)을 공격하면서 만주사변(滿洲事變, 일명 九·一八

事件)이 일어났다. 만주사변이 일어난 지 약 4개월여 만에 일본

군은 중국 동북 3성의 주요 도시와 철도 연선을 대부분 장악하

였다. 그리고 그들은 괴뢰정권인 만주국을 세워 청조의 마지막

황제 푸이(傅儀)를 황제로 내세웠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중화민국 정부는 일본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보다는 외교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

중 한 가지가 소련과 다시 국교를 수립하고 조약 체결을 통한

협력관계를 맺으려는 것이었다. 1932년 양국은 다시 국교를 수립

하였으나 조약 체결에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1937년 7

월 7일 루거우차오(蘆溝橋)사변으로 전면적인 중일전쟁이 발발

하였고 1개월여 후인 8월 21일 양국은 정식으로 「중소상호불가

침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 체결 후 소련은 중국에 원조를 약속하였고, 양국 사이에

는 10여 년 만에 다시 협력관계가 시작되었다. 소련은 9월부터

비행기, 탱크, 박격포, 기관총 등 주요 군수물자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용차관협정을 체결하여 중국은 소련이 제공한 차

관으로 소련의 공업생산품과 설비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로써 소련은 사실상 중일전쟁 초기 중국의 최대 원조국이자 유

일한 원조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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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국의 협력관계는 1941년 4월 소련이 일본과 중립조

약을 체결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조약을 체결한지

두 달여 후 독소전쟁이 발발하면서 소련의 대 중국원조는 중단

되었다. 게다가 그 해 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중국 외교의

중심이 미국으로 바뀌면서 중·소 양국 관계는 냉담해졌다. 태평

양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 주도한 대동맹체제에서 소련과 중국은

동맹국의 일원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

계대전이 종결될 때까지도 그들의 관계는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었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유지되던 전시 중

소관계가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을 전후로 어떠한 변화를 거치면

서 다시 동맹과 갈등의 관계로 변화되는지 검토하였다.

이 책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동맹의 성립과 갈등의 맹아 (1941-1945)

제2부 중국 동북지역 전후처리와 중·소 갈등 (1945-1949)

제3부 유엔에서의 중·미·소 대립 (1949-1952)

각 시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제1부는 태평양전쟁 발발로 아시아

전체가 전쟁 기간이고, 제2부와 제3부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

된 전후시기이다. 그러나 종전 후 중국은 내전이 일어나면서 다

시 전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국공내전이 종결된 후 한반도의 전

쟁발발로 동아시아는 여전히 전쟁 상황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다루는 시기의 대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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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아시아의 또 다른 전쟁시기였던 셈이다.

본 연구 제목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핵심 주제는 동아시아에

서의 제2차 세계대전, 대동맹체제, 전후처리, 중소 갈등이다. 여

기에서 지칭하는 중국은 당연히 장제스가 수장으로 있는 중화민

국이다. 일반적으로 중·소 양국이라고 표현하면, 마오쩌둥의 중

화인민공화국(이하 신중국)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다루는 시기는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부터 6·25전쟁 초기 시기이

다. 마오쩌둥의 중국은 1949년 말에 가서야 등장하였고, 그 앞선

9년의 시기 중국대륙을 대표하는 정권은 장제스의 국민정부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기본적인 대상은 국민정부로 지칭되는 중화

민국 정부이다.

이 책에서 신중국은 논의의 주인공이 아님을 미리 말해 두고

자 한다. 마오쩌둥의 신중국은 정권 승인문제와 유엔에서의 대표

권 논란이 제기되면서 중화민국과 소련이 유엔에서 대립하게 되

는 요소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유엔에서 대립과정을 거친 후에

신중국은 중국 대륙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대표

자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후반부는 중국을

대표하고 동아시아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던 주체세력이 중화

민국에서 신중국으로 전환되는 배경을 설명하게 되는 셈이다.

본문은 총 3부로 분류하여 전개한다. 그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부에서는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전시 동맹체제의 성립을

개관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소련은 중국의 유일한

원조국이었으나, 1941년 「소일중립조약」체결과 대중국원조중단

으로 중소관계는 소원해졌다. 그 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미

국의 전시계획과 전후 구상과 주도에 따라 형성된 대동맹체제에

중·소 양국이 포함되었고, 양국은 명목상으로 동맹 관계를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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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제1부에서는 중·소 양국이 명목상으로나마 다시 동맹을 이어

가게 되는 배경과 과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전쟁 종결을 앞둔

시점에서 「중소우호동맹조약」을 통하여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

인 동맹을 형성하게 되는 원인과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명목상

이든 실질적이든 동맹을 다시 추진하게 되는 이유에는 중·소 양

국의 단독적인 요소보다는 중국공산당과 미국이라는 관련 요소

의 영향이 주요했고 이 요소들이 전후처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

쳤음을 규명하였다.

장별로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대동맹체제의 성립과 그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상승하는 상황을 기술하였다. 대동

맹체제는 미국대통령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의 구상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 중국은 세계 4대 강국의 일원으로 포함되

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얻게 된 ‘4대 강국’이라

는 타이틀은 중국 스스로의 실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시아

에서의 파트너가 필요했던 루즈벨트의 전략적 계획에 따른 것이

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이 내재해 있었다.

제2장에서는 중·소 양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문제와 전쟁 후반기 그 문제에 개입한

미국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은 중국이 전쟁에서 일본에 연패하

는 상황의 원인이 중국 내부적 분열에 있다고 생각하여 국공화

합을 강요하였다. 미국이 국공문제에 개입하여 연합정부 구성 등

을 강요함으로써 중·미 두 동맹국 사이에도 약간의 갈등이 싹트

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얄타협정」과 그 결과가 중소양국의 담판에 의

해 「중소동맹우호조약」으로 실현되는 과정까지 검토하였다. 이

것은 전후 처리와 질서재건을 위한 근거였다. 「얄타협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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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관련된 부분은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는 대가로 소련에

게 주어질 부분이었다. 같은 동맹국의 입장에서 소련에게 지불해

야 할 참전대가를 적국인 일본이 아닌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모

순을 중국은 거절할 수 없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결정된 동맹

조약은 전후 만주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

겠다는 국민정부의 기대를 저버렸다. 소련군이 중국 동북지역으

로 출병하면서 중국정부군은 이 지역에 근거지를 형성하기 어렵

게 되어버렸던 것이다.

제2부에서는 제1부에서 살펴본 「얄타협정」에 근거하여 소련

이 중국 동북(만주)지역으로 출병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

후처리 상황을 살펴보았다. 중·소 양국의 동맹조약에서 약속이행

이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양국의 갈등은 표면화되었다. 동맹조약

을 체결할 때 국민정부가 가장 중시한 문제는 소련이 국민정부

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이행에 중·소 양국의 해석은 다르게 나타났고,

그로 인하여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첫 번째 문제는 중국 동북지역 적산의 처리, 두 번째 문제는

만주로 출병한 소련군의 철군 지연, 세 번째 문제는 중공군의 만

주지역 선점으로 각각 제4, 5, 6장에서 다루었다. 이 문제들의 결

과는 반출 가능한 전리품의 상당수가 소련군에 의해 소련으로

반출되었고, 소련군의 철군지연으로 국민정부의 만주접수 계획이

차질을 빚거나 불가능해졌으며, 중국 동북지역을 소련군이 관동

군에게서 인계받은 무기로 무장한 공산군이 먼저 선점했다는 점

이다.

국민정부는 만주를 중공군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소련에게서 찾았다. 그들은 소련이 동맹조약을 통해 약속한 것들

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장제스 정부는 자신들이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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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통일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첫 원인이 통일을 위한 핵심

지역인 중국 동북지역의 상실에 있었고, 이 지역 상실의 기본원

인은 소련의 동맹조약 ‘위배’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약 위배’에

관한 논쟁은 양국이 유엔에서 대립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제3부에서는 유엔에서의 갈등의제와 대립 상황을 살펴보았다.

제2부에서 살펴본 전후처리의 문제점을 중화민국 정부는 유엔으

로 끌고 가서 공론화하였다. 더욱이 국공내전에서 장제스 정부가

타이완으로 패퇴하면서 그 원인을 소련에 전가하였다. 그들은 자

신의 어려움을 유엔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로 인해 발

생한 중·소 양국의 갈등은 유엔에서의 대표권과 6·25전쟁 발발

과 더불어 발생한 동북아 현안에 대한 대립으로 발전하였다.

제3부는 제7, 8,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7장은 중화민국이

소련을 제소한 내용으로 제2부에서 살펴본 소련이 조약을 위배

했다는 내용을 유엔에 의제로 상정한 것이다. 제8장에서는 중·소

갈등의 새로운 의제로 신중국을 승인하고 중화민국을 유엔총회

와 안보리에서 퇴출하자는 소련의 의견이 의제로 다루어지는 과

정을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굉장히

미묘했다. 신중국이 성립할 때를 전후로 미국은 장제스 정부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에 따라 소련제소안을 제출

한 국민정부에게도 비교적 냉담했다.

그러나 6·25전쟁이 발발하고 미 제7함대가 타이완해협으로 이

동하면서 신중국이 미국을 제소하였다. 뒤이어 미군기의 중국 동

북지역 폭격, 신중국의 한반도 출병이 동북아 상황에 대한 새로

운 의제로 부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태도에 전환이 일어

났고 동아시아에서 냉전형국이 국제정치무대에서도 구체화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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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이 책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6·25전쟁 발발 전후까지의 동

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중국과 관련된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는 대부분 중국 국민정부의 자료를 활용

하고 여기에 미국이나 유엔 등 관련 자료를 대조하고 비교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였다.

진주만 공습이후 대동맹체제가 형성되면서부터 전쟁이 종결되

기까지 중·소 양국이 동맹국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상황에 대해

서 주로 다루고 있는 제1부와, 전후 중·소 갈등이 표출되는 제2

부에 대해서는 장제스와 국민정부의 1차 사료들을 주로 이용하

였다.

원 사료들은 대부분 타이완 국사관(國史館)과 중앙연구원 근대

사연구소 당안관, 그리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후버 아카이브

(The Hoover Institution Archives, Stanford University)에서 소장하

고 있는 자료들이다.

국사관 자료에는 蔣中正總統文物중 革命文獻, 事略稿本, 特敎

檔案, 阻擾接受東北 등을 활용하였고, 또한 국사관 소장의 국민

정부 문서도 이용하였다. 이들 문서는 기 출간된 사료집 중 『總

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四∼卷八)과,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

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一∼三), 第五編 中共活動眞相(二,

四), 第七編 戰後中國(一),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七∼第九編 등

과 대조하여 집필하였다. 카이로회담과 얄타회담에서 중국관련

부분은 위에 열거한 장제스의 사료와 미국 측 자료인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를 함께 살펴보았

다. 전후 중국공산세력이 동북지역에서 세력을 장악해 나가는 부

분에 대해서는 당시 이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회고록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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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둔 �蘇聯紅軍在旅大� 등을 인용하였다.

중·소 갈등이 유엔에서 대립양상을 나타나게 된 제3부의 내용

은 타이완 국사관의 장제스 사료들과 후버 아카이브가 소장한 장

제스 일기 등 장제스와 국민정부 관련 사료를 활용하였다. 그리

고 FRUS, 유엔의 1949∼50년의 총회와 안보리 회의록 등도 참

조하였다. 여기에 신중국 승인문제와 유엔에서의 대표권을 둘러

싼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建國以來毛澤東文稿』,『建國以來周

恩來文稿』등 중국 대륙에서 출간한 자료집도 함께 검토하였다.

그 밖에도 장제스 처남이면서 전시뿐 아니라 전후시기에도

행정과 외교 참모로서 활약한 쑹즈원(宋子文)의 자료와 1945년

중소담판의 주역이었던 왕스제(王世杰)의 일기, 중국의 직업외교

관 구웨이쥔(顧維鈞) 회고록과 일부 신문자료 등도 상당부분 도

움이 되었다.

다만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그래서 1차 사료는 주로 중국과 미국 측의 자료

를 이용하고 있으며, 구소련 측의 자료는 기존 연구 성과를 통하

여 보완하는 방법을 택했다. 현대사의 서술이 쉽지 않은 이유가

이처럼 자료의 공개와 활용에 여전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인데, 또한 그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발굴이 요구되기도 한다.

자료발굴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언젠가는 이 책이 가진 자료

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 1 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동맹의 성립과 갈등의 맹아

(1941-1945)

카이로 회담에서 장제스, 루즈벨트, 처칠, 장제스의 부인 쑹메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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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동맹체제의 성립과 중국

제1절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으로

일본의 중국침략

1930년대 초반, 세계는 대공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

었다. 세계대공황이 시작되는 1929년 일본의 수출은 26억 400만

엔(円), 수입은 27억 1,200만 엔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1931년에는 수출이 14억 8,000만 엔, 수입이 16억 8,600만 엔으

로1) 무역적자폭이 더 커졌을 뿐 아니라 교역량도 크게 줄었다.

각국은 저마다 대공황의 난관을 극복하려고 분투하고 있었다. 일

본도 군사적 확장과 상공업의 발전을 주장하면서 국내에서 일어

나고 있는 불만의 기운을 해소하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만주

와 중국의 점령을 통해서 일본의 경제침체와 인구증가로 인한

곤란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특히 군사적 확장정책의 결과는 1931

년의 만주사변으로, 그리고 뒤이어 1937년의 중일전쟁으로 나타

났다.

중국으로 확장하려는 일본의 계획은 이 시기에 처음 출현한

것이 아니다. 19세기 중엽부터 이러한 주장은 이미 대두되었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구체화되어 왔다. 도쿠가와 시

1) 서정익, 「대공황 전후(1925-1933년) 동북아시아의 정세변동과 일본의 중국

침략」, 『아시아연구』7(1),(2004.6), 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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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후반기의 경제학자 사토오(佐藤信淵)는 “무릇 타방(他方)을

경략하는 방법은 약하여 취하기 쉬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

다. 오늘의 처지로서는 세계 만국 가운데에서 황국으로서 공격하

여 취하기 쉬운 토지는 중국의 만주국보다 쉬운 것이 없다”고

하였다.2) 이러한 인식은 그 후 일본의 대외팽창의 기조를 이루

어3)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실행되었다. 그러나 청일전쟁 직

후에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삼국간섭4)으로 인해 일본은 만주

에 대한 영토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었다.

일본의 만주에 대한 욕구에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었던 것은

러일전쟁 덕분이었다. 러일전쟁은 승패를 내지 못하고 휴전하였

다. 일본 국민들은 비록 전쟁에 과도한 세금을 투입한 것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불만을 품고 정부에 대한 항의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수확이

있었다. 미국의 중재로 체결한 「포츠머스조약」을 근거로 제정

2) 佐藤信淵, 「混同秘策」, 松本三之介編集, 『近代思想の萌芽』, 近代日本

思想大系I, 東京: 筑摩書房, 1966, 173, 176쪽; 박충석, 「일본군국주의의

형성―그 정치·사회적 기원을 중심으로」,『사회과학연구논총』4 (2000.6),

119쪽 재인용.

3) 박충석, 「일본군국주의의 형성―그 정치·사회적 기원을 중심으로」, 120쪽.

4) 1895년 4월 17일 청·일 양국은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

나 조약 교섭과정에서 랴오둥 반도의 할양문제를 두고 청의 교섭대표인

이홍장(李鴻章)은 열강의 간섭을 타진하였다. 일단 「시모노세키조약」

에는 청이 랴오둥(遼東)반도와 타이완(臺灣), 펑후(澎湖)제도를 일본에

할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895년 4월 23일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

라에 의해 삼국 간섭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본은 랴오둥 반도를 청에 반

환하는 대신 3,000만 냥을 더 받기로 하였다. 청일전쟁의 결과물로 대륙

으로 영토 확장을 하려는 일본의 첫 번째 시도는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비해 러시아는 삼국간섭의 대가로 이홍장과 비밀협정을 맺어 랴오

둥 반도 최남단의 뤼순(旅順)과 다롄(大連)을 조차하여 동아시아에서의

부동항을 획득하였으며, 만주의 철도부설권과 경영권도 부여받았다. 오

히려 일본이라는 가상의 적을 두고 청과 러시아가 동맹관계를 맺음으로

써 러시아가 동아시아로 확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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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가졌던 남만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획득하였다. 이

점은 일본이 대륙진출의 꿈에 시동을 걸게 한 중요한 성과였다.

일본은 러시아의 영토였던 남사할린,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조

차한 뤼순(旅順)과 다롄(大連) 및 철도 경영권, 그리고 조선을

지도 감독할 권리를 얻었다. 이것으로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을

희망하던 일본은 만주와 중국으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게 되었다.5)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일본은 만주침략을 가속화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 기간 유럽에 주재하던 일본 참모장교들은 일본이

자체적으로 군함과 대포를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철광석을

비롯한 핵심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노선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육군성은 일본의 국

방문제를 분석하게 하였고 그에 따른 장기계획이 제출되었다.

당시 제기된 의견 중 하나가 바로 중국과 같이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6) 1915년 중국의 위안

스카이 정부와 비밀리에 체결한 「21개조」 요구도 같은 맥락에

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 요구에 포함된 ｢남만주 및 동부 내

몽고에 관한 조약｣또한 중국으로 확장하는 첫 관문인 만주침략

계획의 일환이었다.7)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개최한 파리강화회의를 거치면서 일

5) 이시카와 쇼지, 『끝나지 않은 20세기』, 서울: 역사비평사, 2008, 46쪽.

6) 마이클 A. 반하트, 『일본의 총력전: 1919-1941년 경제 안보의 추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24-25쪽.

7)「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 관한 조약」의 주요 내용은 뤼순·다롄의 조

차 및 남만주 철도와 안봉선(安奉: 선양-단둥)철도의 사용기간을 99년으

로 연장하고 남만주에서 일본인의 지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만주를 실질

적으로 식민지화하려는 조치였다. (이성환, 「일본의 대륙정책에서 본

간도-러일전쟁 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를 중심으로-」, 『동북아역

사논총』 25호(2009.9),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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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은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이권 보호를 목도하였고, 그 후 더욱

적극적으로 제국주의적 이권 쟁취의 길에 동참하였다. 일본은 국

가의 안정된 기초를 다져야 한다는 점을 목표로 하면서 「제국

국방방침」을 개정하였다.

러일전쟁이 끝난 후인 1907년 처음 제정된 「제국국방방침」은

1918년 6월 29일 제1차 개정을 하였다. 1921년 워싱턴회의에서 일

본의 군비억제를 결정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군부가 주도하여

1922년부터 제2차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1923년 2월 28일

천황의 재가를 얻어 1923년도 「제국국방방침」을 확정하였다.8)

제1차 「제국국방방침」의 개정에는 러시아, 중국, 미국을, 제2

차 개정에는 소련, 중국, 미국을 가상적국으로 상정하였다. 일본

은 아직 군벌의 할거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혼란기에 있던 중

국을 자국의 안전과 이익의 기반으로 삼으려 하였으며 여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두 세력인 러시아(소련)와 미국을 가상의 적

국으로 삼았다. 또한 중국에서의 이익을 서구 열강과 공존하거나

분할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근거하여 일본은 대륙정책을

결정하였다.

그 후 중국에 대한 목표는 점점 더 구체화되어갔다. 1920년대

후반기 세계의 경제는 공황에 빠졌고 일본 또한 국내경제가 위

축되면서 해외시장 확보를 통해 탈출의 길을 모색하였다. 일본의

정치가와 자본가들은 기존 식민지에 대한 착취 강화와 새로운

식민지 획득을 구상하였다.9) 이 과정에서 일본은 만주와 몽골의

가치를 주목하였다.

1930년을 기준으로 볼 때, 만주는 일본 총 수출액의 8%를 점

8) 가토 요코, 『청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까지: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

택했다』, 서울: 서해문집, 2018, 225-226쪽.

9) 일본역사연구회, 『태평양전쟁사』 I.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서울: 채륜

출판, 2017,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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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일본 총 수입액의 11%를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만주

는 일본의 최대 자본수출지였다. 1930년 1월 만주에 대한 일본의

투자는 차관이 2억 3,806만 2,000엔(円), 법인 기업에 의한 것이

11억 3,535만 2,000엔, 개인 기업에 의한 것이 9,499만 1,000엔으

로 합계 14억 6,840만 5,000엔이었다. 이는 열강들이 만주에 투자

한 총액의 73%에 달하는 금액이었다.10)

일본 외무대신은 제59회 제국회의(1930-1931)에서 “만몽(滿蒙)

문제는 우리나라의 존망과 관련된 문제이자 우리의 생명선”이라

고 하였다. 또한 그 해 정우회(政友會) 간사장 모리(森恪)를 비

롯한 보수적 인사들은 만주와 조선을 시찰한 후 제출한 보고서

에서 “일본의 생존권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

데 이러한 상황을 만회할 방법은 전쟁밖에 없다”고 주장하였

다.11)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보면, 1930년을 전후하여 일본은

무력에 의한 중국침략을 필연적인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만주사변은 1931년 9월 18일 밤, 일본군이 펑톈(奉天, 현재 중

국의 瀋陽) 북쪽 교외의 류타우후(柳條湖)에서 남만주철도를 폭

파하고 장쉐량(張學良)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베이다이잉(北大營)

과 펑톈을 포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관동군의 독단에 의해 시작

되었다고는 하지만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남만주 철

도의 경영악화와 장쉐량 체제하에 있는 만주에 대한 이권교섭의

차질이라는 요인이 있었다. 일본 육군 내에도 관동군이 만주사변

을 일으킨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인물이 있었다.12) 그러나

만주지역을 영유하고 그 이권을 누리는 것은 일본의 대중국정책

에서 기본이며, 국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10) 일본역사연구회, 『태평양전쟁사』 I.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164쪽.

11) 信夫淸三郞, 『日本外交史』下冊, 北京: 商務印書館, 1980, 522쪽.

12) 심호섭, 「근대 일본 육군의 ‘獨斷專行’과 만주사변」, 『만주연구』12

(2011.12),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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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 때문에 9월 19일 아침 도쿄에서 열린 일본 육군 수뇌회

의는 “관동군의 이번 행동은 모두 지당한 일”이라며 지지를 표

했다.13)

루거우차오(盧構橋)사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37년 7월 7일 밤, 루거우차오 부근에서 원인불명의 총성이 울

리고 훈련 중이던 지나 주둔군(支那駐屯軍) 소속의 일본 병사 1

명이 실종되었다. 이를 구실로 지나 주둔군은 8일 새벽 루거우차

오 주변의 중국군을 공격하였다. 사건 발생 초기 일본의 고노에

(近衛) 내각은 “현지에서 해결하고, 확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는 문제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불확대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다. 11일 중국의

중앙군이 북상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일본 정부는 화북으로

파병을 결정하였고, 참모본부도 관동군과 조선주둔군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다.14) 그 결과 사태는 전면적인 중일전쟁으로 확대

되었다.

상황은 분명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사

변’이라고 부르면서 중국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열강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중·일 양

국은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을 시작하였다. 중국에 대한 소련의

원조가 시작되었지만, 서구 열강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의 초기 승리에 편승한 일본은 한편으로는 남진정책을 추

진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였다. 이로

13) 이시카와 요시히로, 『중국근현대사3: 혁명과 내셔널리즘(1925-1945)』,

서울: 삼천리, 2013, 96-97쪽.

14) 이시카와 요시히로, 『중국근현대사3: 혁명과 내셔널리즘(1925-1945)』,

202-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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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고 장제스는 일본에게 선전포고하였

다. 이로써 중일전쟁은 세계전쟁의 일부로 전환되었다. 루거우

차오 사변 이래 난징(南京) 공략, 우한(武漢) 점령 등 중국 침략

을 확대해 가던 일본은 이제 동아시아를 세계대전 속으로 끌고

갔다.15)

중·일 충돌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미국의 중립

1930년대 중국 국민정부는 중국 대륙 전역으로 확대해 오는

일본의 군사적 압박과 중국 내부에서 성장하고 있는 공산 세력

을 저지하겠다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정부가 이 둘에 대해서 취한 대응 방법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그들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취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힘을 빌려 외교적으

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 장제스는 내부

의 적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비쳐졌다.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는 유럽의 상황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독일은 1927년 이후 중국에 군사고문을 파견하여 중국과 군사협

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독일은 중국과 일본이 중·일·만 공동반공체제(中日滿共同反共體

制)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의를 하였다. 중국은 이에 반대하였고,

독일과 중국의 관계는 냉각되었다.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했던 첫 번

15) 이시카와 요시히로, 『중국근현대사3: 혁명과 내셔널리즘(1925-1945)』,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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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대상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외교문제에 있어서 중

립정책을 표방하였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중국의 상황

에 대해서 동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이 원하는 차관

제공이나 원조 등의 적극적인 관계는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일

본의 침략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장제스의 기대는 전혀 실

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결국 중국 동북지역에서 시작된 국부적인 중·일 충돌은 전면적

인 전쟁으로 확대되었지만, 중국은 서방 자유진영 국가 중에서 자

신을 적극 원조하려는 국가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1937년 7월 12

일 미국 주재 일본대사가 당시 미 국무장관인 헐(Cordell Hull)에게

중국에서 일어난 중·일 양국의 충돌에 대해서 알리자 헐은 일본

에 대해 우호적이고 공평한 입장을 취한다는 뜻을 전하였다.16)

같은 날 중국도 루거우차오 사건에 관해서 미 국무부에 전하

면서 미국이 중재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

의 개입이 오히려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개입을 거절

하였다.17) 미국은 평화로운 아시아에서 자국의 안정된 이익을

유지하기 원하였지만, 분쟁에는 개입할 뜻이 없었다. 다른 서구

열강들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을 후원하겠다고 나선 국가는 아이러니하

게도 장제스가 꺼려하던 공산진영의 중심 국가인 소련뿐이었다.

1937년 중·소 양국은 「중소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여 협력관

계를 맺었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소련은 독소전쟁이 발발하여 원

조를 중단할 때까지 약 1억 7,000만 달러의 원조를 중국에 제공

하였다.18)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유럽에서 위기가 고

16) Cordell Hull, The Memoirs of Cordell Hull, Vol.1, New York:

Macmillan Co., 1948, pp.534-535.

17) Cordell Hull, The Memoirs of Cordell Hull, Vol.1, p.535.

18) 李嘉谷, 『中蘇國家關係資料匯編(1933-1945)』,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1997, 149-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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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는 가운데, 소련은 아시아 변경에서의 안전이라는 전략적 목

표에 따라 중국을 원조하였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여

중일전쟁이 세계전쟁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소련은 중국의 최대

지원국이자 유일한 지원국이었고, 그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소련이 지원국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장

제스 정부는 미국이 중국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기를

열망했다. 그러나 미국은 독립전쟁 이후 외교정책에 있어서 중립

노선을 고수하고 있었다. 중립주의 정책이 의도하는 것은 미국이

유럽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동시에 유럽국가도 아메리카 대륙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미국 대통령 윌슨(Thomas Woodrow Wilson)은 전쟁을 방지하

고 평화를 유지하자는 의미에서 국제기구 창설을 주창하였지만,

미국 의회에서 국제기구 가입을 부결하였고, 주창자였던 미국은

오히려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국의 중립주의 원

칙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1932년 제32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는 국제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 내에서는 중립주의를 지지하는 성향이 여전히 우세하였기

때문에 그의 외교정책도 중립주의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30년대 중·후반기를 거치면서 국제정세에 긴장국면이 고조되

어 감에 따라 미국의 중립법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중립법은 1935년부터 1939년까지 몇 차례의 수정과정

을 거쳤다. 1935년 제정된 중립법(The Neutrality Act of 1935)은

교전국에게 무기와 탄약의 수출을 금지하였고, 1936년 2월에 개

정된 법안(The Neutrality Acts of 1936)에서는 교전중인 국가의

금융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1937년 개정된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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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The Neutrality Acts of 1937)에는 이상의 내용을 교전중인

국가에만 적용할 뿐 아니라 스페인과 같은 내전 중에 있는 국가

에 대해서도 적용시키며 군수품 뿐 아니라 그 외의 물품에 대해

서도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때까지는 중립법

을 더 엄격하게 강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미국은

유럽문제와 반독일 노선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19)

그러나 중립법을 강화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 미국은

당시 이미 군사적, 경제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의 위치에 있었고,

미국의 이익은 아메리카 대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래서 세

계의 문제는 언제든지 미국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결국 미국은 중립법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39년

의 중립법(The Neutrality Acts of 1939)에는 교전국의 국민이 미국

영토 내에서 현금을 지불하여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고, 미국

국적이 아닌 선박을 이용하여 수송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출금지 품목도 교전국에 지급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것이

바로 캐쉬 앤 캐리 시스템(Cash and Carry System)이다.

일찍이 중립법의 효력이 강화되고 있던 1937년, 루즈벨트 대통

령은 시카고에서 일명 「격리연설(Quarantine Speech)」을 하였

다. 연설에서 루즈벨트는 국제적 무정부 상태를 조성하고 있는

나라들(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격리되어야 하며, 미국은 중립주

의를 버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침략행위를 저

지하기 위한 집단 안보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

19) David Mayers, Ambassadors and America’s Soviet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116.

20) Franklin D. Roosevelt, "Address at Chicago"(Oct. 5, 1937),

https://www.presicency.ucsb.edu/documents/address-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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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중립주의를 지지하는 정서가 우

세하였기 때문에, 1939년까지도 미국인들은 전쟁에 개입하는 것

을 반대하였다.21) 그로 인해 루즈벨트의 생각은 실질적인 정책

으로는 이어지지 못했고 1940년 10월에 가서야 소련을 포함하여

위협 받는 국가를 원조하겠다는 선포로 나타날 수 있었다.

1941년 3월 미국은 무기대여법(Lend-Lease Policy)을 제정하

여 미국의 방위에 있어서 중대한 위치에 있는 어떠한 외국 정부

에 대해서도 국방무기 재료를 공급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권한

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중립주의 정책에 종지

부를 찍었고, 세계의 분쟁에도 간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전통적인 중립노선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해서

이것이 중일전쟁에 개입하여 중국과 일본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

로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1938년과 1939년을 거치

면서 소극적이지만 미국은 중국에 차관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1938년 12월 30일 미국은 중국의 동유(桐油)를 담보로 중국에

2,5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였다.22) 이것은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에 제공한 차관이었다. 또한 1939년 2

월 8일에는 워싱턴 수출입은행이 세계무역공사와 동유차관협정

을 맺어 중국의 동유구입자금으로 2,500만 달러를 대출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중국을 지지하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21) George, H. Gallup, The Gallup Poll: Public Opinion 1935-1971, vol.2,

New York: Randum House, 1972, pp.149-153.

22) 동유는 유동(油桐), 즉 기름오동나무라고도 불리는 나무의 기름을 말한

다. 동유는 다른 식물 기름에 비해 건조가 빠르고 열에 강하기 때문에

목재의 도료로 사용되었다. 미국은 중국과 상업무역의 형식으로 동유차

관협정을 맺었다. 중국은 미국이 제공한 차관으로 미국의 공산품과 농

산품을 구매하였는데 그 중에는 2.5톤 무게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차량 1,000대도 포함하였다.(沈慶林, 『中國抗戰時期的國際援助』, 上海:

人民出版社, 2000,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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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37과 1938년을 사례로 보면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수입

한 군수물자의 수량은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물자

전체의 각각 54.54%와 56%를 차지하고 있었다. 미국도 생사와

식물유 등 일본이 수출하는 주요 수출품의 30%이상을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일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국이었다.23)

미국은 중국에서 일본이 지나치게 세력을 확대하여 미국이 중

국에서 누리는 이익에 손상이 입지 않도록 적절한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전쟁 직전과

같은 반제국주의 물결이 일어나 미국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일

이 없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은 중·일 양국의 충돌 속

에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견제와 지원을 실행하였

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노선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겼다고 해

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중립노선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1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었던 중국 정부에게 미국이 제공한 원조는 장차

미국의 지원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첫 단추가 되었다는 점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동맹체제의 결성

1941년 6월 15일, 처칠(Winston S. Churchill)은 루즈벨트에게

보낸 서신에서 “독일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독일과 소

련이 충돌한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그리고 독일

이 소련을 공격한 6월 22일 처칠은 “(공산주의의 반대자로서) 내

가 지금껏 했던 말들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23) 沈慶林, 『中國抗戰時期的國際援助』, 5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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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 광경 앞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고 선

언하였다. 그 날 저녁 그는 미국 대사 위넌트(John G. Winant)와

함께 준비한 연설에서 소련에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

겠다”고 약속했다.24)

루즈벨트도 소련이 아직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

음에도, 미국이 할 수 있는 한 “소련에 대한 모든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25) 6월 23일 �리버티(Liberty)� 편집장 오

슬러(Fulton Oursler)는 사설에서 “우리의 돈과 물품이 미국 안

에서 공산주의의 승리를 가져오는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루즈벨트의 친소정책을 비판하였다. 루즈벨트는 오슬러에게 답장

을 보내 “현재 소련 정부는 독재정권이고 선거에서 선출되지 않

은 소수의 지배”정부이지만, “이 순간 미국의 안보에 가장 즉각

적인 위협을 주는 것은 히틀러 군대”라고 지적하였다.26)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 미국은 아직 어떠한 전쟁에도 개입되지

않았지만, 오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던 영국과 미국은 독일의

도발이 명확해지면서부터 다른 이념체제를 가진 소련을 그들의

새로운 파트너로 삼기로 결심하였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였다. 루즈벨트는 ‘불

명예로 남아 있게 될 그날’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다음,

런던의 처칠에게 전보를 보내 상·하원이 선전포고를 통과시켰다

고 알렸다.

이제 우리 모두는 처칠 수상, 그리고 제국의 국민과 한 배를

24) 앤터니 비버, 『제2차 세계대전』, 서울: 글항아리, 2013, 334-335쪽.

25) Franklin D. Roosevelt, Complete Presidential Press Conferences of

Franklin D. Roosevelt, New York: Da Capo Press, 1972, pp.408-409.

26) Fulton Oursler, 1937∼1944 and Cross-References, President’s

Personal File, 2993, FDRL, Hyde Park: New York; 이주천, 『루즈벨

트의 친소정책, 1933∼1945』, 서울: 신서원, 1998, 132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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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것입니다. 또한 그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며, 침몰할 수

도 없을 것입니다.27)

이로써 미국도 전쟁에 직접 개입하게 되었다.

루즈벨트를 비롯한 미국의 지도자들은 전후 세계 질서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주도적 위치에 서야 한다고 인식하였고28),

그에 따라 국무부에서는 전후 질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였다.29) 루즈벨트는 전시작전 뿐 아니라 전후

세계질서를 고려하여 대외정책을 수립하였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1937년부터 일본과 선전포고

도 없는 전쟁을 4년 동안 끌어 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

주만 공습은 중국 정부에게는 더 없는 기회로 생각되었다. 중국

은 즉시 추축국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미·영 양국과 같은

진영에 서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1942년 1월 1일 추축국에 대항하여 전쟁을 수행하자는 목적으

로 26개 국가가 ‘국제연합국의 선언’에 조인하여 서로 협력할 것

을 결의함으로써, 대동맹체제(Grand Alliance)가 형성되었다. 이

체제에 가입한 나라의 숫자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두 47개국

으로 늘어갔다. 중국은 최초 서명에 참가한 26개 국가들 중에서

도 인도를 제외하면 유일한 아시아 국가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의 주도로 중국은 그 국가들 중에서도 영도적 지위에 있는 세계

27) 앤터니 비버, 『제2차 세계대전』, 387쪽.

28) 김정배,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전후구상」, 『미국사연구』13 (2001.5), 79쪽.

29)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전쟁과 평화기획(War and Peace Studies Project)을 조직

하여 전후 미국이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

구하였다. 이 조직의 상당수 인원이 1941년 12월 18일 국무부 산하에

조직된 전후 외교정책을 위한 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mmittee on

Power Foreign Policy)에 참여하여 루즈벨트의 전후구상수립에 간여하

였다. (이상호, 『맥아더와 한국전쟁』, 서울: 푸른역사, 2012, 7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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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국으로 이름을 올렸고, 미국의 무기대여법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30)

1941년 12월 22일에서 1942년 1월 14일까지 루즈벨트, 처칠, 그

리고 미군 참모단이 참여한 아카디아 회의(Arcadia Conference)에

서 미·영 양국 정상은 ‘선(先)유럽 후(後)아시아’라는 기본정책을

채택하였다. 그에 따라 유럽에서 이미 독일과 전쟁 중에 있던 소

련의 역할도 매우 중시되었다. 루즈벨트는 1942년 5월 6일 맥아

더(Douglas MacArthur)에게 보낸 서신에서 “소련군이 살상한 추

축국의 병력 수와 파괴한 물자는 다른 25개 국가의 전투성과보다

많다.······미국은 가능한 많은 탄약을 소련군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독일공군과 육군의 소련군에 대한 공격을 다른 곳으로 전

환시키기 위해 적당한 군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31)

10월 소련에 무기를 대여하는 안건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었

고, 500만 달러에 달하는 의료용품도 미국 적십자사를 통해 제공

되었다. 루즈벨트는 소련에 빨리 군수품을 전달하라고 재촉하였

다.32) 그만큼 루즈벨트는 소련의 군사역량을 긍정하였고, 소련과

의 협력을 중시하였다.

미국은 유럽전선에서 소련과의 협력을 중시했고 소련이 전쟁

을 잘 수행하기 바랐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아시아에서 중국이

일본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어야 했다. 이것이 미국이 중국

의 역할을 중시하게 된 이유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정한

4대 강국의 우선순위에서 중국은 소련의 후위에 있었다. 그렇다

고 해도 중국이 오랫동안 바라던 미국과의 동맹이 실현되었다는

점에 중국은 매우 고무되었다.

30) 최영보,『미국현대외교사: 루즈벨트에서 클린턴시대까지』,서울: 비봉출

판사, 1998. 51쪽.

31) Herbert Feis, Churchill, Roosevelt, Stalin: The Way They Waged

and the Peace They Sough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42.

32) 앤터니 비버, 『제2차 세계대전』, 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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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중소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한 후 제2차 중소합작

이 이루어졌고, 소련은 중일전쟁 초기 중국의 최대 지원국이 되

었다. 그러나 1938년부터 유럽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중국 정부는

소련의 대중국 원조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중립정책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를 거절

하고 있을 때에도 장제스는 미국의 원조와 지지를 쟁취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쉬지 않았다. 1940년 6월 당시 미국에는 후쓰(胡適)가

주미대사로 중국을 대표하여 외교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장제스

는 자신의 처남인 쑹쯔원을 ‘주미(駐美)대표’라는 직책으로 미국에

파견하여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한 활동을 전담하게 하였다.

쑹쯔원의 활동으로 많지는 않으나 미국의 원조가 조금씩 이루

어지는 가운데 1941년 12월 미국이 태평양전쟁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의 대중국 원조도 대폭 늘어갔다. 이 후 전개된

미국의 도움은 중국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외의 각 방면에 대한 미국의 영향은 커져 갔다.

미국학자 저우탕(鄒讜, Tang Tsou)은 “미국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이후, 어떠한 체계적이고도 깊이 있는 노력을 투입하여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실력을 운용하지 않았으나, 한 나라의 외교

정책과 활동을 지지하는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 대해 영향을 미

쳤다”고 지적하였다.33) 이 지적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가 바로 중국이었다. 미국은 자신들의 ‘선유럽 후아시아’라는 전

시전략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중국을 아시아에서의 파트너로 선

택하였다. 그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게 물질적 지원과 군사적 협

력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외교적 지지를 통하여 중국의 국제

적 지위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33) 鄒讜, 『美國在中國的失敗』, 上海: 人民出版社, 1997, 32쪽,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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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의 전략적 가치 상승

중국의 국제지위 상승

19세기 중반 발발한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아시아에서 패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지속되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에 의해 반식

민지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이후 중

국은 미국의 지지 속에 국제적인 지위는 상승하였고 외교방면에

서도 이전과는 다른 다각적인 행보를 보였다.

미국은 중국을 전후 세계평화에 대한 구상에 포함시켰다. 루즈

벨트의 전후 세계평화에 대한 구상이란 국제조직을 통하여 세계

평화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미국, 소련, 영국, 그리고 중국이 세

계의 경찰과 같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세계질서를 유지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그에 걸맞은 위상

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었다. 루즈벨트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헐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우리가 모든 역량을 모아 중국이 강대하고 안정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나의 믿음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오래

동안 동방대국이었던 일본이 사라지게 될 것임은 매우 명확했

다. 그러므로 유일하며 중요한 동방의 강대국은 중국이 될 것

이었다.······동아시아 지역이 안정을 유지하려면, 어떠한 협상

을 진행하든 그 중심에서 중국과 함께 해야 했다.34)

태평양전쟁 당시를 회고한 헐의 판단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미·영·소의 안정과 국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34) Cordell Hull, Memoirs of Cordell Hull, Vol. 2, New York, Macmillan

Co., 1948, p.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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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그들의 파트너로 포함시키고 중국이 안정적으로 강대국

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을 국제 사회에

서 영도적인 위치에 서게 하려는 미국의 계획은 이러한 판단에

서 비롯된 것이고 어느 정도 실행에 옮겨졌다. 그 덕분에 중국은

태평양전쟁 시기 중요한 국제회의와 각종 선언에 그들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때까지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에는 상당 수준 변화가 일어났다. 다음은

중국이 국제정치무대에서 주요국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몇

가지 사례이다.

㉮ 반침략공동선언

「반침략공동선언」이란 일명「연합국선언」(1942, Declaration

by United Nations)으로 1942년 1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되었다.

이 선언은 연합국 26개국이 일치단결하여 추축국과 전쟁을 수행

하기로 결의한 선언이다.35)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루즈벨트 대

통령은 전시 작전뿐 아니라 전후 세계 질서에 대한 구상에 따라

대외정책을 수립하였다. 진주만 공습 이전부터 밀접한 협력 체제

를 유지해 오던 영국 뿐 아니라 소련과 중국을 포함하여 대동맹

체제를 형성하였고, 26개국이 이 선언에 조인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체제에 가입한 나라의 숫자는 전쟁이 끝날

35) 이 선언은 우선 미국대통령 루즈벨트, 영국 수상 처칠, 소련대사 리트

비토프(Maksim M. Litvinov), 중국 대표 쑹쯔원이 백악관의 대통령 서

재에서 문서에 서명하였고, 나머지 22개국은 국무부에서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6개국은 각각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오스트레

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코스타리카, 쿠바, 체코슬로바키아,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그리스,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 룩셈부르크, 네

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나마, 폴란드, 남아프리카 공

화국, 유고슬라비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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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총 47개국으로 늘어갔다.

「반침략공동선언」에 서명을 하면서 중국은 처음으로 세계 4

대 강대국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하였다. 이것은 태평양 전쟁이 발

발한 이후 중국이 가장 먼저 거둔 정치적 성과이며, 미국이 중국

의 외교행보를 이끈 첫 번째 사례이다. 루즈벨트의 특사 커리

(Lauchlin Currie)가 시찰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장제

스는 중국이 세계 4대 강국의 하나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해

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사의(謝意)를 전해 달라고 하였다.36) 중

일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미국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애쓰던 장제스는 세계 4대 강국의 하나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것이 ‘공전(空前)의 성과’라며 감격하였다.37)

㉯ 안전보장에 관한 4개국 선언

1943년 10월, 모스크바에서는 3개국 외무장관 회의가 개최되었

고, 「안전보장에 관한 4개국 선언」(1943.10, Declaration of

Four Nations on General Security), 일명 「모스크바 4개국 선

언」이 선포되었다. 미·영·소 3개국 외무장관이 시작한 회의의

결과인 선언문 선포에는 중국을 포함한 4개국이 동참하였다. 처

음 회의의 시작은 3개국 외무장관의 회의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선언문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미 국무장관 헐은 선언문 발표

에 중국을 참여시켜 4개국 선언이 되도록 하자고 제의하였다.

처음 회의가 시작할 때에는 유럽문제, 특히 제2전선 개설문제

36)「蔣中正接見居里談話紀錄」(1942.8.6.),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對

美外交: 居里兩度來華(二)』, 典藏號: 002-020300-00034-022.

37)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上), 臺北: 中正文化基金會,

1978,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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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애초 이 회의는 미·영·소 3개국 외

무장관의 회의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기회를 보아 여기에

중국을 동참시키려고 계획하였다. 모스크바에서 소련주재 중국대

사 푸빙창(傅秉常)을 만난 헐은 자신이 모스크바에 온 주요한

목적에는 4대 강국의 협력문제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4강(强)

의 협력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미국은 소련이 여기에 승인

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38) 그렇기 때문에 3개국 외무장

관회의의 시작단계에 중국은 포함되지 못했지만 미국은 적어도

처음부터 그들이 결의한 「안전보장에 관한 4개국 선언」에 중

국을 포함시킬 구상을 가지고 모스크바에 왔던 것이다.

헐은 회의 진행의 상황을 수시로 푸빙창을 통하여 중국에 전

달하였다.39) 헐은 중국이 참여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

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영국과 소련 외무장관을 설득하였다.40) 영국 외무장관

이든(Robert Anthony Eden)은 즉시 동의하였다. 소련 외교인민

위원인 몰로토프(Vyacheslav M. Molotov)는 3개국 외무장관 회

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현장에 없는 중국을 포함하여 4개국 선언

으로 바뀌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러나 그는

3개국 외무장관회의가 끝나기 전에 중국 외무장관이 도착할 수

있으면 수락하겠다고 말하였다.41)

38)「駐蘇大使傅秉常自莫斯科呈蔣委員長報告晤赫爾國務卿承告其來蘇之目的

在勸蘇加入四强協定電」(1943.10.20.),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

―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三), 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

委員會, 1981, 805쪽.

39) 傅錡華, 張力 校注, 『傅秉常日記(1943-1945)』, 北京: 社會科學文獻出

版社, 2017, 111-113쪽.

40) Cordell Hull, Memoirs of Cordell Hull, Vol.2, pp.1281-1282; 傅錡華·

張力校注, 『傅秉常日記(1943-1945)』, 117쪽.

41) Cordell Hull, Memoirs of Cordell Hull, Vol.2, p.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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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도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

에 중화민국 정부는 당시 모스크바에 있던 주소대사 푸빙창을

전권대표로 임명하여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였고,42) 중국은 「안

전보장에 관한 4개국 선언」에 서명할 수 있었다. 장제스는 이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가 진보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43) 푸

빙창을 전권대사로 참여시키겠다는 것도 처음부터 미국의 준비

된 계획속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선언에 중국을 참여시키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어떠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 카이로 회담

1943년 11월 말,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열린 미·영·중 3개국의

정상회담은 중국의 대국지위를 알리는 최고의 사건이었다.

1942년 6월 이후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의 전쟁 상황에서 연

합국이 승세를 타기 시작하자 미국은 동아시아의 전쟁과 전후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를 느꼈다. 특히 루즈벨트의 생

각에 동아시아에서 그의 동맹국들―중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과

소련 사이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우선은 함께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문제를 중재하여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미국에게 있다고

믿었다.44)

처칠은 1943년 5월 미국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루즈벨트가

영·소·중 3개국 영수와의 면담을 원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루즈

42)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上), 421쪽.

43)「蔣中正戰傅秉常中英美蘇四國宣言可卽由大使全權代表中國政府簽字等」,

『蔣中正總統文物: 事略稿本』�(1943.10.27.), 典藏號: 002-060100-00181-027.

44) Elliot Roosevelt, As he Saw it, Green Press, 1946,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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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의 4개국 영수회담 구상을 세계에 알렸다.45) 6월 30일에 루

즈벨트는 장제스에게 만남을 제의했다.46) 물론 당초 구상과는

달리 소련은 일본과의 관계와 동아시아 변경의 안전을 고려하여

장제스와 동석하기를 꺼려했다. 장제스도 스탈린과의 회동을 꺼

려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결국 4개국 영수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려는 루즈벨트의 구상은 카이로회담과 테헤란회담으로 분리

되었다.47)

장제스는 회담에 참가하여 미·영 양국 수뇌와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회담 전 장제스는 루즈벨트, 처칠과의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구상하였다. 그는 일본 패망 후 만주, 타이완, 펑후제도

를 중국에 반환하고, 조선을 독립시키며, 전후 평화적 질서의

건립과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문제 등을 의제로 구상하였

다.48) 장제스는 자국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질서에 대해 책

임과 구상을 논의함으로써 스스로 아시아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음을 드러내고, 세계 4대 강대국으로서의 손색이 없음을 나타

내고자 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영국의 정상과 이러

한 세계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하며 주동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을 장제스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이후 자신의 정

부가 거둔 외교성과 중 ‘공전(空前)의 승리’였다며 만족스러워

하였다.49)

45)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上), 322쪽.

46) “President Roosevelt to Generalissimo Chiang”(June 30, 1943),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eran, 1943, p.16.

47) Elliot Roosevelt, As he Saw it, p.131.

48) 呂芳上,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七冊, 臺北: 國史館, 2015, 493쪽.

49)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上), 4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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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바턴 오크스 회의

1944년의 덤바턴 오크스 회의(Dumbarton oaks Conference)는

카이로와 테헤란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미·영·소 삼국과 미·영·

중 삼국이 각각 8월 21일∼9월 28일, 9월 29일∼10월 7일까지 나

누어 회의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4대 강국 대표가 한 자리에 앉

는 기회는 역시 성립하지 못하였다.

이 회의는 전후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이 발

표되었던 회의였고, 이 회의의 제안을 기반으로 1945년에 개최된

샌프란시스코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San Francisco Conference)에서는 국제연합헌장이 만

들어졌다. 중국은 전후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제조직을

창설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동참하였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

국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프랑스를 포함하여 전후 세계를 주도할

‘빅 파이브(Big Five)’의 하나로 각인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중국

의 외교적 행보는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외교적 성과와 국제지위의 상승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잠재력과 지리적 중요성을 인

식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을 주창하

면서 내세운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가장

적절한 명분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아국가가 바로

중국이라고 판단하였다.50) 이처럼 태평양전쟁을 통하여 중국이 국

제적 지위와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적극

적인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당부분은 태평

양전쟁 발발이라는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그리고 미국이라는 타

자의 주도에 의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 한계도 분명히 존재했다.

50) 鄒讜, 『美國在中國的失敗』, 3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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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원조 증가

1937년 전면적인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소련은 중국의 유일한

원조국이었으나, 「소일중립조약」의 체결과 독소전쟁의 발발로

중·소 양국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고, 전쟁 초기 소련이 약속한

지원은 약속한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중단되었다.51)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나라는 미국이었으나, 미국은

오랜 외교적 전통인 중립정책에 근거하여 중국의 전쟁에 대해서

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끊임없이 미국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40년 6월 14일 장제스는 쑹쯔원(宋子文)을

정부 대표로 미국에 파견하여 원조 요청을 전담하게 하였다. 당

시 주미대사로 후쓰(胡適)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미대표’로서

쑹쯔원을 파견한 이유는 3년 여 동안 진행해 오던 중일전쟁이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고, 소련의 원조만으로는 일본을 충

분히 대항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더 많은 물

질 원조를 희망하였으며, 더불어 국제사회가 일본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제제해 주기 바랐다.52)

51) 1937년 8월 21일 중소양국은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여 협력관계를

수립하였고, 1938년에는 차관조약을 체결하여 소련은 3차에 걸쳐서 미

화 2억 5,000만 달러의 신용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독소전쟁의

발발로, 합계 약 1억 7,300만 달러를 제공한 후 차관제공을 중단하였

다. (李嘉谷, 『中蘇國家關係史資料匯編, 1933-1945』, 北京: 社會科學

文獻出版社, 1997)

52) 「蔣委員長自重慶致美國總統羅斯福告以已派宋自文先生爲代表赴美全權

商洽一切函」(1940.6.14.),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

期』第三篇 戰時外交(一), 274쪽;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Secretary of State” (July 2, 1940), FRUS, 1940 Vol. IV The Far

East, pp. 37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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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국은 여전히 중립법을 유지하고 있어서 미국이 중국에

직접적으로 군수물자를 원조할 수는 없었다. 중국 정부가 기대했

던 것은 두 가지였다. 우선 중국은 미국의 차관으로 화폐문제를

해결하여 중국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차관으로 소련에서 무기와 물자를 구입하여 중국의 전투에 투입

하는 미국―소련―중국을 연결하는 삼각원조방식이었다.53) 중국

이 생각한 삼각원조방식은 확실히 미국의 중립법에 저촉되지 않

는 것이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쑹쯔원은 루즈벨트를 비롯하

여 국무장관 헐, 재정부장관 모겐소(Henry Morgenthau Jr.) 등

미국 정부 인사들을 수시로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비록 중국이 원하는 만큼의 적극적인 관계개선과 원조가 이루

어지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1938년 말

의 동유(桐油)차관 2,500만 달러 제공을 시작으로 하여, 태평양전

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미국은 소극적으로나마 중국에 대한 원조

를 고려하고 있었다. 1940년 이후 일본의 남진정책이 미국의 동

남아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

면서 미국은 일본의 팽창을 저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원조에 대해서도 중립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전보다

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과 미국은 1940년 3월 15일 중국의 주석(朱錫)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4월 20일에는 1938년에 체결한 적이 있는 동

유차관협정과 같은 형식으로 주석차관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중국

은 2,000만 달러의 차관을 연이자 4%로 도입할 수 있었다. 10월

22일에는 텅스텐을 담보로 2,50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였다.54)

53) 「駐美代表宋子文自華盛頓呈蔣委員長報告與羅斯福總統續談抗戰問題承告

其願盡力促成對中國幣制及物質之援助電」(1940.7.2.), 秦孝儀, 『中華民國

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篇 戰時外交(一), 94쪽.

54) 沈慶林, 『中國抗戰時期的國際援助』, 48,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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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일본이 왕징웨이(汪精衛) 정권을 승인한다고 선포한

후, 미국은 장제스 정부가 왕징웨이 정부와 타협할 것을 우려하

여 1억 달러차관을 중국에 제공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1941년 1월 31일 중·미 양국은 「금속차관협정」을 체결하였고,

미국은 연 이율 4%로 5,0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55)

1941년 3월 미국의회는 「미국 방위증진 법안(An Act to

Promote th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일명「무기대여

법(Lend-Lease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라 미국 대통

령은 미국의 방어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나라에 대해

군수품목을 팔거나, 제품을 이양, 교환, 임대, 대부 혹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되었다.56) 무기대여법으로 미국의 원조

를 받게 된 나라는 전체 38개국이었다. 중국도 1941년부터는

「무기대여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기대여법에 따라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이 중국에 제공한 원조가치는 모두

13억 3,500만 달러에 달했다.

또한 1941년 4월, 미국은 「평준기금협정(平準基金協定)」을

체결하여 미화 5,000만 달러로 중국의 법폐(法幣)를 구입하여 미

국에 예치하였고 동시에 중국에 2,000만 달러를 투입하여 통화안

정을 도왔다.57) 1940년을 전후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원조가 소

극적이던 것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원조는 점차 늘어갔다.

사실상 무기대여법의 최대 수혜자는 영국이며,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원조총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총액

55) 沈慶林, 『中國抗戰時期的國際援助』, 60쪽.

56) 이주천, 『루즈벨트의 친소정책, 1933-1945』, 121쪽.

57)「蔣委員長在重慶接見美國駐華大使詹森其報告美國政府對平準基金借款絶

無古意留難之意談話紀錄/附:中美平準協定共同聲明」(1941.4.30.),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一), 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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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은 약 2.7%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소련의 대중국원조중단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미국의

대중국 원조는 중국이 대일전을 지속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었다.

◇ 1941-1945년 무기 대여법에 의해 미국이 전 세계에 원조한 총액과 중

국에 원조한 총액 비교58)

전 세계 

원조총액(달러)

중국에 대한 

원조액(달러)

중국원조액의 

비중(%)

1941 15억4,000만 2,600만 1.7

1942 68억9,300만 1억 1.5

1943 120억1,100만 4,900만 0.4

1944 149억4,000만 5,300만 0.4

1945 137억1,300만 11억700만 8.0

합계 490억9,600만 13억3,500만 2.7

무기대여법의 제정이라는 중대한 변화가 있게 된 것은 유럽의

정세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전쟁에 대한

입장이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41

년 1월 6일, 루즈벨트는 의회 연두교서에서 ‘네 개의 자유(Four

Freedom)’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였다.59) 루스벨트가 발표한 네

가지 자유는 언론과 의사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

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이다. 이 중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모든 국가들이 거주민들을 위해 건강하

58) Arthur N. Young, China and the Helping Hand, 1937–1945,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p.350-351.

59) Franklin D. Roosevelt, “Annual Message to Congress on the State

of the Union”, https://www.presicency.ucsb.edu/documents/annual-

message-congress-the-state-the-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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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 경제적 이해를 말하고, 공

포로부터의 자유는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떠한 국가도 이웃 국가

에 물리적인 공격 행위를 하는 입장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60)

그 후 중국에 대한 원조도 이전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바뀌

었다.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상황은

중국이 원하던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중국은 추축국에 선전포고

를 하면서 미국과 같은 진영에 서겠다는 희망을 표시하였다.61)

1941년 12월 22일∼1942년 1월 14일까지 진행된 아카디아 회의

(Arcadia Conference)에서 미국과 영국은 “중국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것이 세계대전 전략의 기본방침”이라고

선언하면서 중국을 그들의 파트너로 받아들였다.62)

그 후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자신의 파트너가 될 만한 위

상을 갖게 하려는 작전에 돌입하였다. 그 방법의 하나가 바로 전

폭적인 지원을 통해 일본과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 능력

을 키우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물론 유럽에 지원된 미국의 물자와 비교해 볼 때 중국―버마

전선에 투입된 물량은 유럽의 것에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한 것이

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적인 유럽우선의 시각에서 나

온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전략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태평

60) Edited by Gudumundur Alfredsson and Asbjorn Eid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A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9, p.574.

61)「蔣中正電宋子文等轉告羅斯福中國對美國對日宣戰時亦正式對日宣戰」

(1941.12.8.),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同盟國聯合作戰: 重要協商

(一)』, 典藏號: 002-020300-00016-003.

62) Robert W. Coakly, Richard M. Leighton, Global Logistics and

Strategy, 1943-1945, Washington: Office of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68, p.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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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쟁 발발 전부터 미국과 영국은 ‘선유럽 후아시아’전략을 채

택하고 있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미국 지도부는

일본보다 독일을 더 위협적인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유럽 후아시아’정책은 계속 유지되었으며, 그에 따라 유럽에서

이미 독일과 전쟁 중에 있던 소련의 역할도 매우 중시되었다.

루즈벨트는 소련의 군사역량을 긍정했고 소련과의 협력을 중

시하였다. 루즈벨트 뿐 아니라 처칠도 소련에 대한 원조가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942년 중반까지 영국과 미국은

4,400대의 탱크와 3,100기의 비행기를 포함하여 선박 침몰사고가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희생을 무릅쓰고 280톤의 장

비를 소련으로 수송하였다.63)

전술한 바와 같이 유럽에서 소련과의 협력을 중시했다면, 아시

아에서 일본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임무도 중요했다. 전시정책

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미국이 선택한 파트너는 장

제스가 영도하는 중국이었다. 미국의 이러한 결정은 외교적 지지

는 물론, 물질적 지원, 그리고 군사적 협력을 수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국가역량 제고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전으로 돌아가 보면, 미국은 증가하는

일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중국을 어

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

국 국내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물자지원을 통해 일본을 막아

내는 것이 미국의 군대를 중국에 파견하여 일본과 직접 전쟁을

수행하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었다.64)

63) 제임스 E. 도거티, 『미국외교정책사: 루즈벨트에서 레이건 까지』�, 서

울: 한울, 1997, 55쪽.

64) Herbert Feis, The China Tangle: The American Effort in China from

Pearl Harbor to the Marshall Miss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3, 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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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효율적으로 일본을

저지하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시되었다. 1942년 후반기 미국은

독일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일본을 막아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미국

참모장 연석회의와 미·영 참모수뇌연합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중

국 전선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중국이 전

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세계대전의 기본전략임을

확인하였다.65) 그리고 일본 본토를 폭격하는 등 아시아에서 일

본에 대한 공격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은 중

시되었다.66) 연합군은 중국과 인도―버마전선의 총지휘부를 설치

하면서 장제스를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그와 동시에 전쟁

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하였다.

1942년 1월 1일의 연합국 공동선언 제1항 “각국 정부는 그들

의 군사 경제적 모든 자원을 추축국에 대항하는 데에 사용할 것

을 보장한다”에 근거하여,67) 3월 21일 중·미 양국은 5억 달러의

차관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 내용에는 “중국에 대한 재정적 경

제적 지원은 중국이 침략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중국의 방어가 가장 큰 중요성을 가지게 할 것이

다”라고 명시하였다.68)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이 일본과의 전쟁을 수행

65) Robert W. Coakly, Rochard M. Leighton, Global Logistics and

Strategy, 1943-1945, p.500-501.

66) Louis Morton, Strategy and Command: The First Two Years,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2, p.645.

67)「宋子文電蔣中正美國國會將公布羅斯福所提五億美元中國借款案」(1942.2.2.), �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對美外交: 財經援助(二)』�, 典藏號: 002-020300-

00031-014.

68)「五億美元借款協定」, 『中外舊約章滙編』(3); 沈慶林, 『中國抗戰時期

的國際援助』, 62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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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능력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 목적

에 따라 1942년 6월 2일 중미양국은 다시 「중미저항침략호조협

정(中美抵抗侵略互助協定)」을 체결하였고, 미국은 중국에게 방

대한 양의 군수물자, 군사고문단, 경제원조 등에 대해서 적극적

으로 지원하였다. 미국은 폐쇄되었던 낙타봉 항공운송선을 열어

많은 양의 전쟁 물자를 중국 정부에 제공하였으며,69) 미국 군사

단을 파견하여 중·미 양국의 군사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경제협력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1945년 8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국은 총 8억 4,570만 달러

의 차관을 중국 국내 경제 안정을 위해 제공하였다. 이러한 원조

내용들은 연합국의 일원인 중국이 일본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

려는 미국의 구상에 기반을 둔 것으로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아

시아에서 중국이 갖는 전략적 지위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69) 낙타봉은 1942년 5월부터 1945년 9월까지 운항하였는데 이 항선은 기

후가 열악하며 대체적으로 해발 3,000 이상의 산악지형으로 가장 높은

곳은 해발 6,000미터에 달하였다. 이러한 상공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미국의 항공 운송대는 629기의 운송기를 투입하여 총 65만여

톤에 달하는 각종 물자를 중국 경내로 실어 날랐다.(沈慶林, 『中國抗

戰時期的國際援助』,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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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동맹체제 유지와 미국의 영향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중국은 미국이 구상한 대동맹 체제에 포

함되었고 세계 4대 강국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동아시아에

서 찬란한 문화를 가진 역사의 나라에서 세계열강들의 반식민지

상황으로 추락했던 중국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재기를 알리

는 것이었다.

그러나 엄밀히 관찰해 보면 중국 스스로 쌓아올린 실력에 의

해 이루어낸 성과가 아닌 미국의 전시구상에 따른 것이었기 때

문에 중국의 내외상황에는 타의적인 결정과 실행의 상황이 적지

않게 드러났다. 반공주의자라고 일컬어지는 장제스가 중국공산당

과 연합정부구성에 대한 담판을 진행하고, 또 소련과 「중소우호

동맹조약」을 체결한 것도 미국의 압박이 작용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전시, 전후 구상에서는 소련이 차지하는 비

중이 상당히 컸다. 그의 친소정책은 중국의 내외문제 결정에서도

방향키가 되었다. 본 장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중국이 동맹체제에

포함된 이 후, 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국과 관련된 모순

적 요소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었

던 동맹체제에서 여러 가지 모순상황은 어떻게 전환되는가를 검

토하였다.

중국 내부적인 모순에는 국공갈등이 있다. 또한 국공갈등은 이

념적인 배경에서 중소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

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 제국주의시대에서 냉전의 시

대로 전환되는 과도시기인 만큼,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이익은 동

맹체제 속에서 어떻게 전환되는지도 고찰할 수 있다. 특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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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살펴보게 될 중소동맹이 성립되는 중요 사안에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그 대가가 핵심이 되었다면, 장제스가 그것을 수

락하는데 결정적인 핵심은 중공의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본

장의 내용은 동맹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 속에 이념적

요소와 이익적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제1절 국공(國共)관계와 미국

전시 국공 양당의 합작

그동안 장제스에게는 반공주의자라는 평가가 끊이지 않았다.

쑨원(孫文)에 의해 성립되었던 제1차 국공합작은 장제스의 반공

쿠데타로 결렬되었다.70) 그로 인해 장제스가 대표하는 중국 정

부는 소련과도 단교하였으며,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다시 국교

를 수립하였다. 중국공산당과 소련을 한 몸으로 보는데 이견이

존재하지만, 반공주의자 장제스는 그들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체결된 중소동맹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도 중요하였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요인

은 중국공산당이었다.

70) 일명 ‘청당(淸黨)’이라고 하는데, 당내 불순분자를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장제스는 북벌 중이던 1927년 4월 12일 상하이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노동자 규찰대 등의 무장을 해제하였다. 그는 좌파와 공산당 조직의 해

산을 명령하였고, 노동자 규찰대를 지도하는 상하이 총공회(總工會)에

대해 조사, 점거를 실시하였다. 무장 해제과정에서 발생한 반공 탄압으

로 수백 명이 살해되었는데 이를 ‘4·12 쿠데타’라고 일컫는다. 이후 각

지의 공산당원에 대한 검거열풍이 일어났고 반공 숙청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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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동맹체제의 일원으로 중국을 받아들이면서 아시아에

서 일본을 막아내는 임무수행자로서 중국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또한 테헤란 회담에서 중국이 일본과의 전투보다 내부문제에 더

집중한다는 스탈린의 지적이 있은 후 미국은 중국이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중국의 내정문제, 경

제상황, 군사적 필요 등 여러 조건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개입하

였다. 특히 중국이 통합된 역량으로 일치단결하는 것은 항일을

위한 기본사항이라고 생각했다.

쑨원(孫文)사후 끊이지 않던 국공양당의 대립은 중일전쟁의 발

발과 소련의 협력이 결정되면서 표면적으로는 국공화해가 이루

어진 것 같았다. 그러나 실상 내부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1941년의 환남사변(晥南事變)71)은 중일전쟁 시기에 일어난 국공

양당의 충돌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환남사변 이후 중국공산당의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고, 국공양

당의 화해와 소통의 분위기도 요원해 보였다. 그러나 대동맹체제

가 성립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원조가 진행되면서 미국은 국

공문제에도 개입하게 되었다. 미국의 전시정책과 전후 구상에 근

거하여 중국이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

할 뿐 아니라 소련의 협조를 염두에 두면서 미국은 중국의 내부

문제에도 개입하게 되었다.

1937년 9월 장제스는 제2차 국공합작을 선언하면서 공산당의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뒤로 공산당은 우

한(武漢), 시안(西安), 충칭(重慶)에 주재 사무소를 개설하였고,

『신화일보(新華日報)』, 『군중(群衆)』과 같은 공산당 매체를

71) 환남(晥南)은 중국 안후이 성 남부를 지칭한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국

공양당의 군사충돌을 ‘환남사변’이라고 하며, 일명 ‘신사군(新四軍)사건’

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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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산당의 본거지인 옌

안이 있는 산시(陝西)성 북부지역은 섬감녕변구(陝甘寧邊區)정부

로 개편되어 국민정부 행정원의 관할 아래의 특별행정구가 되었

으며 국민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72)

중공의 군대도 국민정부군에 편제되어 3개 사단 약 4만 5,000

명을 국민정부군으로 편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사실상 독자적인 당 체제와 군대를 유지하면서 중공의 독립과

자주원칙을 고수하고 있었고, 당과 군의 활동은 국민정부에 구속

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공의 독자성을 양보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국공양당간의 갈등의 씨앗은 언제나 내재하고 있었다.

소련도 동아시아 변경에 존재하는 일본의 위협을 늘 우려했고,

중국이 효과적으로 막아내 주기를 기대하였다. 소련은 중국의 전

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공양당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고 생각했다. 그래서 국공 양당의 관계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

깊어져가는 국공양당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일본이 오히려 이익

을 보게 될 것을 우려한 소련은 결국 중국주재 코민테른 대표인

디미트로프(Georgi Dimitrov)를 통해 국공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전하였다.

기본문제는 공산당과 국민당의 연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국민당내의 애국인사와 연합하고, 민중을 의지하여 국민당내

의 투항할 여지가 있는 자들을 격려하여 항일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73)

72) 이시카와 요시히로, 『중국근현대사 3: 혁명과 내셔널리즘(1925-1945)』,

214-215쪽.

73) 季米特洛夫,『季米特洛夫日記選編』,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2,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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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은 국공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면적인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처음으로 국공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었고, 1941년 초 환남사변의 발발로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환남사변의 발발과 처리

신사군(新四軍)은 제2차 국공합작의 결과 편성된 국민정부군의

부대였다. 1938년 국민정부의 지시에 따라 후난(湖南), 장시(江

西), 푸젠(福建), 광둥(廣東), 저장(浙江), 후베이(湖北), 허난(河

南), 안후이(安徽) 등 8개 성(省)의 홍군 유격부대를 통합하여

‘신편 제4군(新編第4軍)’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인원수는 대략 1

만 명 정도였고, 예팅(葉挺)이 군장(軍長), 샹잉(項英)이 부군장

(副軍長)에 임명되었다. 그 후 신사군은 그 활동구역에 따라 4개

의 지대(支隊)로 나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양쯔 강 이남지역에

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비록 군대의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중공군은 수차례 국민정부

군과 충돌하여 긴장을 고조시켰다. 통계에 따르면, 1939년 8월부

터 1940년 2월까지 중공군이 화북지역에서 국민정부군과 충돌한

것은 모두 9차례가 있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중공군의 병력도

40여만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중 신사군의 병력은 1940년 10

월까지 10만여 명이었던 것으로 추산된다.74) 중공의 세력이 확

대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정부는 매우 우려하였다. 국민정부는 중

공이 비록 항전(抗戰)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이념

74) 張玉法, 『中國現代史』, 臺北: 東華書局, 2001, 5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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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파하고 항전을 통해 실력을 배양하여 그들의 근거지를 공

고히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였다.75) 그러나 소련의 원조를 힘입

어 전쟁을 수행하고 있던 국민정부는 소련을 염두에 두어 국공

간의 마찰을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여러 차례 중공에게 타협

을 제의하였다.

1940년 10월 19일, 장제스는 “신사군과 팔로군은 명령을 하달

받은 후 1개월 안에 황허(黃河)이북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

렸다.76) 그러나 신사군은 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1941년 1월 5

일 안후이 성 남부에서 국민정부군 제40사단을 공격하였다. 이에

제3전구(戰區) 사령관인 구주통(顧祝同)은 신사군에 대해 공격명

령을 내려서 군장 예팅을 체포하였고 부군장 샹잉은 도망 중에

그 부하에게 살해되었으며, 신사군은 해산되었다.77) 이것이 타이

완의 국민정부 자료와 연구들이 제시하는 환남사변의 전말이다.

사건 정황에 대해 중국공산당 측은 다른 자료와 해석을 제시

한다. 그들에 따르면, 국민정부군의 명령에 따라 신사군은 예팅

의 지휘 아래 황허 북부로 이동하기 위해 양쯔강을 건너던 중

구주통이 이끄는 8만여 명 규모의 국민정부군에게 공격을 받아

신사군 3,600여 명이 체포되고 3,000여 명이 전사했다고 주장하

였다.78)

국공 양측의 주장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건의 원인에 대해

서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환남사변은 중일전쟁

기간 중에 있었던 국공 양당 간에 발생한 최대의 무력 충돌 사

75)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四(下), 566쪽.

76)「何總長白副總長致十八集團軍總司令朱德副總司令彭德懷轉新四軍軍長葉

挺飭停止不法行動代電」(1940.10.19.),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編,『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五編 中共活動眞相(二), 505쪽.

77) 張玉法, 『中國現代史』, 512쪽.

78) 張憲文, 『中華民國史綱』, 開封: 河南人民出版社, 1985, 554-5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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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었던 것은 틀림없다.

국민정부와 협상하기 위해 충칭에 머물고 있던 저우언라이(周

恩來)를 비롯한 중공 측 인사들은 외국기자와 각국 외교관들에

게 사건의 발단이 장제스 정부의 반공탄압에 있다고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이에 비해 국민정부는 신사군 문제가 대외적으로 국

공마찰로 비치기를 바라지 않았다. 1941년 1월 23일 국민당 중앙

선전부가 환남사변에 대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민당이 환남사

변의 처리과정에서 중시한 것은 중국 군대 내부의 ‘군사기강’, 즉

신사군에 대한 처벌은 군기(軍紀)상의 문제이며 정치적이거나

당파투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민당 중앙

선전부는 각 언론 매체들에게 환남사변을 안후이 성 남부지역

신사군의 항명(抗命)과 정부군을 공격한 것에 대한 처벌차원에

서 다뤄야 하고, 중공이나 제18집단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

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79)

국민정부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민정부가

공산당 토벌을 항일보다 우선시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를 바

랐다. 중일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의 최대지원국인 소련의 원조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공충돌이 반공문제에 근거한 것으로 비춰지

면 제일 먼저 소련의 대중국 원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

에 국민정부는 환남사변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마찬가지로 소련 측에서도 국공양당사이의 갈등이 생기지 않

기를 바랐다. 환남사변이 발생하기 전인 1월 4일, 디미트로프는

마오쩌둥에게 다음과 같이 전문을 보냈다. “(국공)관계의 훼손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관계의) 파괴를 출발점으

로 삼아서는 안 된다. 반대로 통일전선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

79) 重慶市政協文史資料硏究委員會 編, 『抗戰時期國共合作紀實』(下), 重

慶: 重慶市政協文史資料硏究委員會, 2016 , 8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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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중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 공산당과 군대가 할 수 있는 모

든 노력을 다해 내전의 확대를 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의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모두 다시 고려해 달라”고 요청

하였다.80)

중국주재 소련대사인 파뉴쉬킨(Aleksandr S. Paniushkin)도 저우

언라이에게 국민정부가 영미의 동맹에 들어가기 위해 반소·반공

을 표방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면서 소련은 오히려 국민정부가

일본과 타협을 하여 소련의 동아시아 변경에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국공 양측

의 긴장국면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왔다.81)

환남사변에 대해 소련은 국공 쌍방의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

을 요청하였다. 이념보다는 소련의 안전보장이라는 국가이익에

근거한 요청이었다.

장제스는 내심으로는 환남사변을 국부적인 충돌이라기보다는

충분히 내전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국공충돌이라고 해

석하였다. 그는 여전히 소련과 중공의 결탁할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82) 그러면서도 소련대사 파뉴쉬킨에게는 환남사

변이 결코 정치문제도 당파 간의 분쟁도 아니라고 함으로써 소

련과 이데올로기상의 차이를 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면도

보여주었다.83)

80) 季米特洛夫, 『季米特洛夫日記選編』, 87-88쪽.

81) 梁桂松, 『中共與莫斯科的關係(1920-1950)』, 臺北: 東大, 1997, 452쪽.

82)「蔣中正電復宋子文新四軍抗命謀叛葉已全部解決以後絶無他慮請詳告各友

邦人士等」(1941.1.18.)『蔣中正總統檔案-事略稿本』(1941.1.18.), 典藏號:

002-060100-00148-018.

83)「蔣中正分電成都貴陽桂林衡陽各警備司令部參政會第二届第一次大會會期

卽凡來渝出席之參政員往返途中希妥愼保護另接見潘友新談新四軍事件

等」(1941.1.25.) 『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1941.1.25.), 典藏號: 002

-060100-0014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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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부에 비친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중국 주재 미국대사

존슨(Nelson T. Johnson)이 1월 17일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을

보면 장제스는 환남사변의 문제를 정치 문제로 보고 중공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는 보고서에 장제

스가 중공에 대해 실시해 오던 타협정책을 포기하려 한다고 기록

하였다.84) 비록 국민정부의 공식 발표는 환남사변이 군대의 기율

문제라고 하였지만, 중국 국내외에서는 장제스가 이 문제를 이념

대립에 기반을 둔 정치문제로 인식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보았다.

당시 미국은 아직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국공양

당의 화해에 대해서는 소련과 같은 입장을 지향하고 있었다.

1941년 2월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원조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보좌관인 커리를 충칭에 보냈다. 커리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동아시아문제와 중국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문역할을 담당하였고, 미국 정부가 계획한 대중국 원조문제의

담당자이기도 하였다.

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무기대여법을 의회에 제출하자 장

제스는 중국도 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그는 주미대

표인 쑹쯔원을 통해 미국 경제전문가가 중국을 시찰하여 중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군사방면의 원조를 해달라

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커리를 파견하기로 결

정하였고 이 결정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환남사변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내부 상황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

환남사변이 발발한 이후부터 커리가 중국을 방문하기 전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중국 주재 미국 외교사절들은 거의 매일 환남

사변에 대한 중국의 태도나 처리 상황, 민심의 동향 등에 대해

84) “The Ambassador in China(John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January 17, 1941), FRUS 1941, Vol.V The Far East, p.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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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에 보고하였다. 1941년 1월 23일 루즈벨트는 장제스에게

커리가 중국을 방문할 것이고 중국문제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85) 2월 8일 커리는 장제

스와 만났을 때, 국공 간의 이견을 배제할 수 있다면 항일전쟁은

공동단결로서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루즈벨트의 뜻

을 전달하였다. 장제스는 루즈벨트가 코민테른의 유언비어와 선

전에 미혹되었다고 생각하였다.86)

미국으로 돌아간 커리는 미국이 중국을 지지하고 원조를 제공

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루즈벨트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개인적

으로 그는 장제스가 중국공산당에게 깊은 증오와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국민정부가 온화한 방법으로 정무를 처리하는 것

같지만,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은 아직 요원하다고 생각하였

다. 반면 중공에 대해서는 민중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87)

미국은 4월에 무기대여법을 중국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무기대여법을 국공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력 조건으로 제

시하지는 않았다. 커리가 방문한 핵심의제는 국공문제가 아니었

다. 이 시기의 미국은 국공문제에 대해 직접적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고, 적어도 아직은 그럴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미국은 환남사변을 통해 중국의 내부문제에서 국공의 충돌은 중

국의 전쟁 수행과 외교문제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85)「美國總統羅斯福自華盛頓致蔣委員長紹介居里先生來華及表示對中國問題

今後仍必有繼續深切之關注函」(1941.1.23.),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

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一), 534쪽.

86)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四下冊, 638쪽.

87) “Mr. Lauchlin Currie to President” (March 15, 1941), FRUS 1941,

Vol. IV The Far East, pp.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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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대한 국공 양당의 선전공작

1941년 12월 진주만 공습이 발발한 후 중국은 미국의 전쟁 개

입이 동아시아 국제관계에는 중대한 변화가 되고, 중국의 외교상

황에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12월 23일 외교부장

으로 임명된 쑹쯔원은 중국에 하나의 민주적이고 독립적이며 안

정적인 새로운 국가 모습을 세우고 알리는데 전심전력으로 노력

하였다.

쑹쯔원은 미국에 대한 선전활동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의 목표

는 “미국인이 중국의 항일전쟁을 이해하고, 미국의 도움만이 중

국이 항전을 지속할 수 있고, 중국은 도울만한 상대임을 알게 하

며,······ 하나의 민주, 진보, 단결, 자강을 위해 노력하는 중국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게 하자”는 것이었다.88) 그러나 같은 시기

중국공산당도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미국에게 국민정부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선전과 중국공산당만이 진정으로 민주와 정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민의 정당이라는 선전 활동을 전개하였

기 때문에 쑹쯔원의 노력은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았다.

중국의 일개 정당에 불과했던 중국공산당은 관방차원의 외교

활동을 벌일 수 없었다. 제2차 국공합작이 성립된 후 국민당은

중공의 언론활동을 승인한다고 하였으나, 중공의 선전활동은 사

실상 제한되었다.89) 환남사변이 일어난 후에 국민정부는 중공의

대외 선전활동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

국에 주재하고 있던 외국기자의 활동 또한 감시하였다.90) 그런

상황에서 중공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외부세계에 자신들의 활

88) 陳立文, 『宋子文與戰時外交』, 臺北縣 新店市: 國史館, 1991, 71-71쪽.

89) 王曉嵐, 「中國共産黨抗戰時期對外新聞宣傳硏究」, 23쪽.

90) 王曉嵐, 「中國共産黨抗戰時期對外新聞宣傳硏究」,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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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알릴 수 있게 되었을까? 바로 중공과 접촉한 적이 있는 외

국기자들을 통해서였다.

항일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36년 스노우(Edgar Snow)가

중공의 근거지를 방문한 이후 많은 외국기자와 중국문제전문가

들이 중공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상황을 보도하기 시작하였

다.91) 이때의 경험으로 중공 중앙은 외국기자를 통한 선전의 중

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공은 이데올로기상의 차이로 자신의

노선과 구분지어 제국주의로 지칭하던 영국이나 미국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중공은 영국과 미국에 대

해서도 통일전선을 구축해야 할 것과 이들이 해방구를 방문하는

것을 막지 말고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고 방침을 바꾸었다.92)

1938년 3월에 개최된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대외 신문 공

작에 대해서 정식으로 거론하였고, 1938년 11월에 열린 중국공산

당 6중전회에서는 “대외선전에 박차를 가하여 외국의 원조를 힘

써 쟁취하고 일본에 대한 제재를 실현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

과시켰다.93)

태평양전쟁 발발 후 중공은 일찍이 「태평양전쟁을 위한 중국

공산당의 선언(中國共産黨爲太平洋戰爭的宣言)」과 「태평양전쟁에

관한 반일통일전선의 지시(關於太平洋反日統一戰線的指示)」라는

두 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들에서 중국공산당은 각종 상황

에서 영·미 양국의 인사들과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 협력해야

91) 李東朗, 「中國共産黨在延安時期的外交活動」,『中國現代史』2002年 第

5期, 21쪽.

92) 中國共産黨中央統戰部中央檔案館, 『中共中央抗日民主統一戰線文件選編』

(下), 北京: 檔案出版社, 1986, 590쪽.

93) 中央檔案館, 『中共中央文件選集』第11冊,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89, 7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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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하였다.94) 그 후 중공은 자신의 항일결의와 행동에

대해 미국 언론의 동정을 얻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중공의 노력은 점차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미국 대통령

의 개인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커리는 장제스와의 회담

중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산당은 지금 외국에서 두 가지의 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중공에게 난폭하고 중공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스노우는 신문매체에 신사군이 안후이 성에

서 9,000여 명이나 되는 인명이 살상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

다.······미국의 일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발표의 영향으로

중공에 대해 동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95)

내가 만 리 밖에서 중국공산당원을 관찰하여 보니 아마도

우리들이 말하는 사회당원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들의 농민이고 부녀이며, 일본에 대한 태도는 가히 우리의 칭

찬거리가 될 만합니다. 중국공산당원과 국민당원의 유사한 점

은 많고 차이는 적은 듯합니다. 깊이 바라기는 서로에 대해

이견을 줄이고 항일 전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더욱

단결하기를 바랍니다.96)

커리의 중국 방문 목적은 주로 중국의 경제상황을 시찰하는

것이었지만, 커리는 국공의 화합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중

국에 대한 원조를 결정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국공 간의 갈

등을 없애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항전에 임하는 것이었다. 커리의

94)「外交部情報司編「中共之國際性與陰謀」」(1946.1.), 秦孝儀, 『中華民國

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5編 中共活動眞相(四), 123쪽.

95)「蔣中正接見居里談論共黨問題等」(1941.2.10.), 『蔣中正總統檔案: 事略

稿本』, 典藏號 :002-060100-00149-010.

96)「蔣委員長在重慶接見居里先生聽其報告來華之原因及傳達羅斯福總統之口

信後告以對共黨問題應瞭解之基本要點及囑其硏究解決中國幣制問題之辦

法談話紀錄」(1941.2.8.),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

期』第三編 戰時外交(一), 54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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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는 다분히 중공에 대한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장제스

는 국공화합에 대한 커리의 건의에 동의를 표하였지만, 내심으로

는 커리의 생각은 중공이 미국의 조야에서 부정적인 선전을 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불쾌하게 여겼다.97)

국민정부가 중공의 대외선전을 막으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상황은 오히려 국민정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미국의

국민과 정부관리 중에는 국민정부의 능력에 회의를 표하는 반면,

중공에게는 동정적인 사람들이 늘어갔고 심지어 국민정부를 비

판하는 사람들도 늘어갔다. 미국의 압박으로 국민정부는 결국 외

국기자의 옌안(延安)방문을 허락하였다. 국민정부는 1944년부터

의 중공의 선전에 대해 “중일전쟁 발발이후 지난 6년의 시간

중에서 장위원장(장제스)을 반대하는 선전활동이 최고조에 달하

고 있다”고 기록하였다.98)

1944년 쑹쯔원은 미국매체의 보도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판단에 따르면 당시 미국 매체 중에 중국에 관한

기사는 그 이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급증하였다. 일반 기사

와 사설의 대부분은 국민정부에 대한 비판일색이었다. 다음 소개

하는 몇 가지 사례는 모두 쑹쯔원이 개인적으로 스크랩하여 보

관하고 있던 언론 보도 자료이다.99)

애킨슨(Brooks Atkinson)은 1944년 4월 18일자 『뉴욕타임

즈』를 통해 “국민정부는 개혁과 진보의 정신을 상실해서 언론

의 자유가 없는 정당정권이며 이미 민중과 단절된 상황에 있다”

97)「蔣中正與居里談論田賦收歸與中共問題等」(1941.2.22.),『蔣中正總統檔

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149-022.

98)「外交部情報司編「中共之國際性與陰謀」」(1946.1.), 秦孝儀, 『中華民國

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5編 中共活動眞相(四), 119쪽.

99) 스크랩 자료들은 T. V. Soong Files, Box. 30, files no. 1에 수록(The

Hoover Institution Archives, Stanford University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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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판하였다.100) 페퍼(Nathaniel Peffer)는 같은 해 5월 14일자

기사에서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중국 중앙정부는 중국공산당

과 대립관계에 있는데 그 행위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민중의

지지를 중공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논평하였다.101) 가장 대표적

인 미국의 친 중국 언론인으로 알려진 스노우는 6월 10일자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서 직접 중공근거지를 방문했던

경험을 소개하여 미국인들의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102)

스노우는 중국 내부에 또 다른 농민의 국가인 중공이 통치하

는 국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중공군은 항일전쟁에서 상당한 활약

을 보이고 있으나 국민당정권에 의해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

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그는 중공의 전투력은 아직

부진하지만 충분한 원조를 얻을 수 있다면 사기를 진작하고 전

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부패한 국민당에 대한 지원

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노우의 주장은 미국에게

중공이 제시한 직접적 원조 요구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칼럼은 미국인들에게 장제스 정부를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독재적인 정부이며, 중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은 중국의

전쟁수행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인식하게 하였다. 이것은

쑹쯔원이 서방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민주, 단결, 안정된 중국이

미지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장제스는 미국에 대한 중공의 선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00) Brooks Atkinson, “China is Nettled as Criticism Grow” New York

Times, Apr. 18, 1944.

101) Nathaniel Peffer, “The Inner Struggle in China”, New York Times,

May. 14, 1944.

102) Edgar Snow, “Six Million Lost Allies”, Saturday Evening Post, June.

10, 1944.



제 1 부

/ 58

최근 공산당은 미국의 조야에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여 미국을

선동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내정에 간섭하여 미국이 옌안에

시찰단을 파견하여 그 지역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허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산당의 정치 공세로 국내외에서 연합

하여 맹공을 퍼붓는 것이었다.103)

사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전문을 보내와 화북지역에 시찰

단을 파견하여 일본군의 동정을 살펴보겠다고 하였으나, 장제스

는 이것이 공산당의 선전선동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1944년 미국의 시찰단은 옌안(延安)을 방문하게 되었다. 국민정

부는 이로 인해 중국의 대미 선전활동은 미국의 동정을 얻었을

뿐 아니라 국민정부의 위신을 무너뜨렸고 심지어 중국이라는 국

가의 존엄에까지 그 영향이 미쳤다고 평가하였다.104)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에 대한 중공의 선전은 크게 효과를 거

두었고 미국이 중국의 내정문제인 국공담판에 직접적으로 개입

하게 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국공담판과 미국의 개입(1944-1945)

환남사변 이후 관계가 냉각되어 있던 국공양당은 1944년 5월

11일부터 협력을 위한 담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담판이 이루

어지기까지, 그리고 담판의 진행과정에서 미국의 입김이 적지 않

103)「蔣中正手令宣傳處長又考慮對共黨之處置方針與共黨明白叛亂卽加以積

極制裁爲根本解決之道等」(1944.2.19.), 『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185-019.

104) 「魏道明電蔣中正謂中共在美宣傳破壞中國政府威信致美國輿論對我方有

不良批評請說法糾正等」(1944.4.30.),『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

藏號: 002-060100-0018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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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작용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중공의 선전효과 외에도 국민정부

군의 대일전쟁 결과는 국공담판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944년 초, 일본은 허난(河南), 광시(廣西), 후난(湖南) 등지의

전투에서 계속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이 태평양지역에서

계속 패전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전장에서는 겨우 5, 6만의

병력으로 수십만의 국민정부군을 깨뜨린 것으로 이는 중국 전장

에서의 대일작전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미

국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의 하나가 중

국의 내부 갈등을 조정하여 중국의 전쟁수행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944년 5월 국민정부 대표 장즈중(張治中)과 왕스제(王世杰)와

중공대표 린보취(林伯渠)는 1여 년간 중단되었던 국공담판을 재

개하였다. 국공양당은 협력을 논의하였지만, 중공이 요구한 3개

항의 협력방안105)은 모두 국민정부에 의해 거절되어 국공양당의

협력은 쉽지 않아 보였다. 이때까지 중공의 요구에는 소위 ‘연합

정부론’은 등장하지 않았다.

6월 21일 미국 부통령 월러스(Henry A. Wallace)가 중국을 방

문하였다. 방문 목적의 하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국공문제에 관

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루즈벨트는 국민당과 공산당은 모

두 중국인이고 기본적으로 친구들이므로 서로 협력을 논의할 여

지가 있다는 뜻을 전하였다.106) 이때부터 국공양당보다도 미국이

105) 중공이 요구한 3개 조항: 1. 민주정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와 인신

자유의 실행. 2. 당금(黨禁)개방, 중공과 각 항일당파의 합법적 지위

승인과 애국정치범의 석방. 3.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실시(中央檔案

館, 『中共中央文件选編』第12冊, 北京 :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89,

594쪽).

106) 世界知識出版社,『中美關係資料匯編』第1輯,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60,

5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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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극적으로 양당의 합의를 끌어내려고 노력하였다.

8월 31일, 중국주재 미국대사인 고스(Clarence E. Gauss)는 장

제스에게 다른 당파 중 자격이 있는 대표를 참여시켜 정부의 책

임을 분담시키고 또한 연합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재촉하였

다.107) 이 의견은 고스가 미국 정부에게서 먼저 지시를 받은 것

은 아니었다. 그러나 9월 9일 미국 국무장관 헐은 자신과 루즈벨

트 대통령은 고스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고 전하였다. 그는 당파

간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고 장제스의 영도 하에서 완전한 권력

을 가지고 중국의 모든 유력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회나 조

직을 세워야 한다며 고스의 견해에 힘을 실어주었다.108) 고스의

견해는 연합정부의 구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국민당이 주축이

되어 공산당, 민주당, 그리고 무당파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일찍이 카이로 회담에서 루즈벨트는 장제스

에게 연합정부 건립을 제의한 바 있었다.109)

1944년 9월 4일 옌안(延安)의 중공지도부는 린보취에게 현재

중국공산당이 국민당과 국내외에 정부개조와 관련된 주장을 할

적절한 시기가 되었으므로 국시회의(國是會議)를 개최하여 일당

통치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라고 지시하였다.110) 그에 따라 린보

취는 국민참정회에서 발언하던 중에 공개적으로 연합정부 구성

을 요구하였다. 이때부터 중공은 국민정부에게 민주정치에 대한

주장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1944년 9월에는 헐리(Patrick J. Hurley)가 중국전장의 지휘권

107) 世界知識出版社, 『中美關係資料匯編』第1輯, 585쪽.

108) 世界知識出版社, 『中美關係資料匯編』第1輯, 586쪽.

109) 古屋奎二, 『蔣總統秘錄: 中日關係八十年之證言』第13冊, 臺北: 中央日

報, 1977, 117쪽.

110) 中央檔案館, 『中共中央文件选編』第14冊, 北京 :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4, 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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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루즈벨트의 개인특사로 중국에 파견되었

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사안의 하나는 국공문

제였고, 국공문제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은 장제스 뿐 아니라 미

국에게도 중요한 사안이었다.111) 그래서 중국으로 가기 전 헐리

는 모스크바에서 몰로토프를 만나 중국문제에 관한 견해를 물었

고 몰로토프는 소련 정부는 중국공산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헐리는 이 말을 듣고 만족하며 모스크바를 떠

났다.112)

몰로토프의 답에 자신감을 얻은 헐리는 자신이 국공담판에 개

입할 수 있기를 요구했으나 장제스는 미국이 국공문제에 개입하

여 중공의 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113) 그러나 중

국공산당은 이미 국공문제를 국제화하여야 승산이 있음을 알았

다.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중공중앙이 연합정부의견을 제출한 직

후 즉시 장제스의 참모장으로 파견되었으나 장제스와 갈등을 빚

고 있던 스틸웰(Joseph W. Stilwell)에게 보낼 의견서를 작성하

여 국민당의 일당독재를 취소하고 연합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4)

10월 헐리는 몇 차례에 걸쳐 옌안에 가서 마오쩌둥과 회담할

뜻을 전달하였고 장제스는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중공이 미국에 선전활동을 핀 결과 미국의 태도가 자신에게 불

리하게 작용하였다고 생각하였다.115)

111) Francis C. Jones, The Far East, 1942-1946,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pp.170,173.

112) Francis C. Jones, The Far East, 1942-1946, pp.173-174.

113)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臺北: 中正文化基金會, 1978,

585-586쪽.

114) 中共中央文獻硏究室, 『周恩來年譜, 1898-1976』(修訂本), 北京: 中央

文獻出版社, 2006, 583-584쪽.

115)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631-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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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리는 옌안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국공양당에게 제시할 5개

항의 건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국 정부와 중공은 공동합작을 통하여 국내 군대통일을

실현하고 이로써 신속히 일본을 격파한 후 중국을 해방한다.

② 중국 정부와 중공은 장제스를 중화민국의 주석이자 군 통

수권자로 인정한다.

③ 중국 정부와 중공은 쑨원주의를 옹호하고 민유(民有), 민치

(民治), 민향(民享)의 정부를 중국에 건립하고 쌍방은 각종 정

책을 수립하여 민주정치를 촉진, 발전시킨다.

④ 중국 정부는 중공을 합법적인 정당으로 인정하고 국내 모

든 각 정당에 평등, 자유, 합법의 지위를 부여한다.

⑤ 중국은 오직 하나의 정부, 하나의 군대를 가진다. 중공의

관병은 정부의 재편을 거친 후 그 등급에 따라 정부군대와 동

등한 대우를 누리며, 그 각 부대의 무기와 군수품의 분배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누린다.116)

헐리의 건의안에서 미국의 국공문제에 대한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우선 국공양당의 양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중공은 장제

스의 영도적 지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군대를 포기하며 국민당과

공동으로 일본에 대항한다는 것이다. 국민당은 중공의 합법적 지

위를 인정하고 공산당원이 정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연다

는 것이다. 미국의 목표는 중국이 일치단결하여 대일전을 수행할

수 있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제스는 이 제안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헐

리는 국민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들고 옌안으로 갔다.117) 장제

116) “Draft by Major General Patrick J. Hurley―Basis for Agreement”

(Oct. 28, 1944), FRUS, 1944, Vol.VI China, p.659.

117) 다음은 국민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이다. ① 중앙정부와 중공은 공동 합

작하여 국내 군대의 통일을 이루어 일본을 격파하고 중국을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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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수정안은 기본적으로 국공양당의 대등한 위치가 아닌 우선

국민당의 영도적 위치를 인정한 상황에서 중공과 다른 정당에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중공이 인정하면 군대도 국민정부군에

흡수시겠다는 의미를 포함하였다.

3일간 옌안에서 머물고 돌아올 때에 헐리는 중공이 제출한

또 다른 수정안을 가지고 왔다.

① 중국 정부,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은 협력하여 일본을

격파하기 위하여 모든 국내 무력을 통일하고 공동으로 국내

부흥공작에 힘쓴다.

② 국민정부는 하나의 연합정부로 개조하여 모든 항일정당과

무당파의 정치단체가 파견한 대포로 구성하고 민주정책을 제

정, 반포하여 군사·정치·경제·문화 각 항의 개혁방안의 규정을

제시한다. 군사위원회는 동시에 연합군사위원회로 개조하되

모든 항일 군대는 대표를 파견하여 이를 구성한다.

③ 연합정부는 쑨원 선생이 제창한 원칙에 따라 민유, 민치,

민향의 정부를 창설한다. 연합정부가 채택하는 정책은 그 목

표가 마땅히 진보와 민주를 제창해야 하고 공도(公道)를 집행

하고 신앙, 출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유지하며, 인민이

정부에 소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인신보장의 권리와

주거불침범의 권리를 보장한다. 연합정부는 정책을 채택하여

② 중공군대는 중앙정부와 그 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중앙정부와 중국공산당은 쑨원주의를 옹호하며 중국에 민유, 민치,

민향의 정부를 건립하고 쌍방은 각종 정책을 취하여 민주정치를 촉진,

발전시킨다. ④ 중국은 단지 하나의 정부와 하나의 군대가 있어 중국

공산당 군대의 관병은 중앙정부의 편제를 거친 후 그 직급에 따라 국

군과 같은 대우를 누리게 되고, 그 각 부대는 무기와 군수품의 분배에

동등한 대우를 누린다. ⑤ 중앙정부는 중공을 승인하고 그 합법적인

정당이 되게 하며 모든 국내 각 정당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한다.

(「美國赫爾利將軍携呈蔣委員長有關國共協定之基本條件建議」

(1944.11.7.),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5編 中

共活動眞相(四), 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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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규정한 “공포를 면할 자유”와 “결핍면제의 자유”가

유효하게 실시될 수 있게 해야 한다.

④ 모든 항일 무력은 연합정부와 연합군사위원회의 명령을 준

수, 실시하고 정부와 연합군사위원회가 모든 우방에서 얻은

물품의 군사 분배를 공평하게 하여 각 군대에 사용한다.

⑤ 중국의 연합정부는 중국국민당, 중국공산당과 모든 항일정

당의 합법적인 지위를 승인해야 한다.118)

이 수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중공에게도 국민당과 대등한 위치

를 주어 연합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으로 장제스의 영도적 지위를

부정하는데 그 출발점이 있었다. 미국 정부와 헐리는 ‘연합정부’

라는 말과 ‘단결’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다.119) 국민정

부는 중공에 합법적 지위를 주고 군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크게 양보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중공은 국민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던 것이다.

헐리가 충칭으로 돌아온 후, 중공의 5개 수정안을 쑹쯔원과 기

타 국민정부 측 인사들에게 제출하면서 그것을 중국어로 번역하

여 장제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쑹쯔원은 왕스제(王世杰)

과 함께 헐리의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화를 내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중공의 요구를 허락했군요. 그러나 국민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중공의 수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

나하나 지적해 주었으나, 헐리는 모두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라

고 생각하였다.120)

118) 「中共毛澤東提交赫爾利將軍之國共合作條件」(1944.11.10.), 秦孝儀, 『中

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5編 中共活動眞相(四), 293쪽.

119) 關中,『戰時國共和談』, 359쪽.

120) “The Ambassador in China(Hurley) to the Secretary of the

State”(January 31, 1945), FRUS 1945, Vol. VII China,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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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리를 만나기 전에 쑹쯔원은 이미 중공의 제안을 절대 받아

들이지 않겠다는 장제스의 뜻을 확인하였다. 쑹쯔원은 만약 중공

과 헐리의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면 최후에 중공이 정부 전체를

제어하려할 것이라는 점에서 장제스와 뜻을 같이 하였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유럽 각국의 상황에서 얻은 교훈으로 그는 남슬

라브처럼 중국의 민주반공정당인 국민당이 공산당을 받아들여

연합정부를 구성한 후에는 결국 적화되어 훼멸(毁滅)되는 국면

을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헐리는 중공이 제출한 조건에

는 다소간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강조하였지만, 쑹쯔원

의 태도는 강경하였기 때문에 헐리는 결국 직접 장제스를 만나

중공의 수정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였다.121)

헐리의 압력으로 인해 국민정부는 대안조건을 준비하였다. 11

월 21일 왕스제와 장즈중은 첫 번째 대안을 제출하였다. 이 대안

에는 “중공군대를 개편하여 정규군대로서 무기와 보급품을 제공

하고, 국민정부는 중국공산당을 합법정당으로 인정하며, 중공은

국민정부를 지지하고, 국민정부는 중공군 장령을 위원의 자격으

로 군사위원회에 참여시킨다”는 등의 내용이었다.122) 중공이 주

장한 ‘연합정부’나 ‘연합군사위원회’의 구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

았다.

12월 8일 쑹쯔원은 주영대사인 구웨이쥔(顧維鈞)과 주미대사

웨이다오밍(魏道明)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냈다.

저우언라이가 신화일보 직원들에게 다음과 말했다고 한다. 첫

째, 협의가 성립된 후 공산당은 표면상으로는 국민당을 존중

121) “The Ambassador in China(Hurley) to the Secretary of the State”

(January 31, 1945), Ibid., p. 195.

122) 「中央宣傳部長王世杰奉命提交赫爾利將軍轉交周恩來修正國共協定之條

件三項」(1944.11.21.),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編, 『中華民國

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5編 中共活動眞相(四), 293-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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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지만, 민심을 얻고 국민당을 분열시킨다는 기본정책은

시종 변함이 없다. 둘째, 중일전쟁기간은 공산당을 위해 국민

당과 결사적인 투쟁을 하는 기간이다. 셋째, 중일전쟁 승리

후, 공산당은 정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할 것이며, 이는 장차

격렬하게 진행될 것이다.123)

이 전문을 전한 쑹쯔원과 국민정부 측 인사들은 중공의 합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들은 만약에 국공합작이 달성된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합작이고, 중공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는 국민

정부에게서 정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중공이 국민정부를 정당차원의 대등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한 국

가의 정부로서 인정하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점은 국민정부가 중공과 협의에 이를 수 없었던 중요한 요인

이었다.

헐리는 저우언라이에게 국민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주면서 옌

안에 가지고 가서 상의해 달라고 하였다. 12월 8일 저우언라이는

헐리에게 서한을 보내, 국민정부가 중공이 제시한 ‘최저한도의

제안’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는 다시 충칭으로 돌아와 담판하

지 않겠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제출하였던 수정안을

공개하여 중공이 여론을 동원하여 국민정부에게 압력을 행사하

겠다는 뜻을 또한 전하였다.124)

그러나 12월 24일 저우언라이는 ‘변구(邊區)의 봉쇄와 신사군

과 강남의 중공군에 대해 공격하는 군대를 철퇴’하는 것 등을 조

123)「外交部長宋子文致駐英大使顧維鈞駐美大使魏道明告以赫爾利奔走和談

情形及朱恩來暴露中共陰謀之談話電」(1944.12.8.), 國國民黨中央委員會

黨史委員會 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五編 中共

活動眞相(四), 296-297쪽.

124) “The Ambassador in China(Hurley) to the Secretary of State”

(January 31, 1945), FRUS 1945, Vol. VII The Far East, China, pp. 196-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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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국공회담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하였다. 헐리의 재

촉 하에 1945년 1월 24일 중공중앙은 다시 저우언라이를 충칭으

로 보내 담판을 재개하였다. 그럼에도 국공양당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중국이 내부적 단결을 통해 전투력을 끌어올리지 못할수록 루

즈벨트는 소련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다. 루즈벨

트는 만약 가장 단시간 내에 일본을 격파할 수 있다면 미국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때 소련이라는 요소가 중국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념적 요인 때문이 아닌 전략적 필요에

근거하여 볼 때, 중국이 일본을 막아내는 그들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은 반드시 소련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125)

실제로 1944년 중국의 초라한 전과(戰果)는 루즈벨트가 소련군

의 조속한 투입이 필요하다는 결심을 굳히게 하였다.

카이로에서 미·영·중 수뇌의 회담이 열렸을 때, 루즈벨트는 소

련과의 협력을 중시하면서 중국과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

고 있었고, 중국이 일본과의 전투에서 적절한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당시 장제스는 오히려 루즈벨트에게 소련과

의 이념적 차이를 강조하며 내심 소련과 거리를 둘 것을 기대하

였다. 당시 반공 정서가 뚜렷했던 장제스는 루즈벨트에게 비록

소련이 동맹체제의 일원이기는 하나 그들의 야심과 행동에 주목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장제스는 바라던 대로 루즈벨트

의 동조는 얻어내지 못하였다.126)

125) 張緖心, 「太平洋關係學會與美國戰時中國政策―麥克倫委員會聽證會證

辭述評」,『中國近代現代史論集』第26編 對日抗戰 (下), 臺北: 商務印

書館, 1986, 726쪽.

126) 「蔣中正與英首相邱吉爾約談就中英合作與建立世界和平機構等問題交換

意見」(1943.11.22.),『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

0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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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장제스는 영국에게 압력을 가해 홍콩, 광저우(廣州), 상

하이(上海) 등의 조계지를 반환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요

청했다. 이때에도, 루즈벨트는 오히려 국공양당이 단합하여 통일

된 정부를 건립하는 조건을 전제한 바가 있다.127) 장제스는 카이

로회담에 다녀온 후 기록한 감상에서 “(카이로 회담의 결과에

대해) 중국과 외국의 여론은 모두 중국 외교사상 전에 없던 승

리라고 칭찬을 보낸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단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반공이라는 이념을 두고 미

국과 결속을 확고하게 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

다. 사실 당시 장제스는 반공과 민주라는 이념적인 문제로 미국

과의 결속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반면 루즈벨트는 국

가의 이익에 근거해 소련뿐만 아니라 중공과도 합작할 수 있다

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루즈벨트는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전쟁

에서도 소련의 역할이 중요하며, 더 나아가 전후 세계질서의 구

상에 있어서도 스탈린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128) 그렇

기 때문에 국민정부가 반공정서를 부각시킴으로써 동맹 체제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국은 장제스가 계속해서 중공과 대립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소

련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고, 이에 루즈벨트는 중국에

게 국공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다. 국공문제는 이미 국제화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127) 古屋奎二, 『蔣總統秘錄: 中日關係八十年之證言』第13冊, 117쪽.

128) W. Averell Harriman and Elie Abel,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New York: Random House, 1975,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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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평가 변화

외형적인 결과로 보았을 때, 중국의 국제적 행보는 태평양전쟁

시기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

나 지금까지도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중국의 대국지위에 대해서

일부 학자는 이를 명목상으로 대국지위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하

거나 혹은 한계가 있는 대국지위 부여였다고 지적한다.129) 이러

한 의견은 대부분 소련의 대일전 참전 대가와 관련이 있다.

소련의 대일전 참전조건이 명문화된 것은 1945년 2월 4일∼11

일까지 개최된 얄타회담의 결과물인 「얄타협정」이다. 협정의 내

용은 회담 종료 당시에는 비밀에 붙여졌다. 미국 정부가 이를 중

국 정부에 공식통보한 시점은 회의가 끝난 후 4개월인 6월 16일

이었다. 미국은 협정내용을 중국에 통보하면서 얄타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련의 대일전 참전 대가를 소련에 지원하기로 약속하

였고, 루즈벨트를 이은 트루먼 대통령도 이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미국이 소련에게 대일전 참전을 요청하고 소련의 요구를 수락

한 데에는 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중국의 전투성과가 미국

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29) 이주천, �루즈벨트의 친소정책, 1933-1945� ; 趙志輝,「試論二戰期間中

國的大國地位問題」, �淮北煤師院學報�(社會科學版)1995年 第3期; 王

眞, ｢現實大國與虛幻大國―抗戰時期中國大國地位的二律背反｣, �抗日戰

爭硏究�2001年 第2期; 隋淑英, ｢太平洋戰爭與中國的大國地位｣,�齊魯學

刊�2006年 第5期; 李懷順, ｢論德黑蘭會議對中國國際地位的影響｣, �天

水師範學院學報�第31卷 第1期(2011.0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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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을 아시아의 파트너로 결정하고 대국지위를 부여

하면서 중국에 기대했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중국이 전쟁

을 지속’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전시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가늠

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1944년 4월을 전후로 하여 그 해 말까지 일본은 방대한 공세

로 중국의 광대한 영토를 점령해 나갔다. 그 결과 뤄양(洛陽), 창

사(長沙), 구이린(桂林) 등 중요지역 146곳이 일본에 함락되었고,

미국의 공군은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군기지를 상실하게

되어 일본 본토 공격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 후에도 중

국군이 계속해서 일본군에게 패하자 미국은 장제스가 이끄는 중

국군의 전투능력에 대해 회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4년 가을

미국 군부도 일본공략방법에 대해 다시 구상하였고 결국 중국

동남 해안을 일본 공략기지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130)

게다가 중국전선의 총사령관 장제스와 그의 참모장인 스틸웰

의 갈등도 더해져서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정책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루즈벨트는 합동참모본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1944년 9월 18일 장제스에게 중국군의 지휘권을 스틸웰에게 이

양하라고 요구하였다.131)

장제스는 미국의 요구를 치욕으로 여기고 거부하면서 스틸웰

의 해임을 요구하였다.132) 태평양 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중국의

지위는 높아졌지만, 장제스는 자신의 지휘권이 박탈되면 국내외

적으로 개인적인 입지가 위축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그래서 장제스는 경제와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미국에 의존하

고 있었지만, 스틸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조로 미국의 요

130) 鄒讜, �美國在中國的失敗�, 64-65쪽.

131)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601-602쪽.

132)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614-6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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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맞설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결국 스틸웰을 소환하기로 결정했지만, 중국의 전투능

력과 장제스 정부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해소한 것은 아니었다.

장제스 정부에게 중국공산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하라는 압박도

그러한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었다.133) 심지어 미국 인사들 중에

서는 미국의 영향으로 중국 내부를 통일하겠다는 목표가 반드시

장제스의 영도 하에 통일을 이룰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하는 이

들도 있었다.134)

미국의 이러한 인식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구상해

온 아시아에서 파트너로 중국에 대한 중요성이 퇴색하기 시작된

것이며, 상대적으로 소련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중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소련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 그로 인해 소련이 대일전 참전에 대한

대가로 제시하게 되는 조건이 루즈벨트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가 1944년의 중국의 전투결과로서도 상당부분 더해졌

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의 대일전 참전 구상

소련의 전략적 가치가 중시될수록 전후세계에서 소련의 비중

이 커질 것이라는 미국 내 반소주의자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았

133) 루즈벨트는 대일전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라도 국민당 정부와

중국공산당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서 헐리

를 특사로 파견하여 충칭(重慶)과 옌안(延安)사이를 오가며 연합정부

구성에 관해 중재하게 하였다.(정형아, 「얄타회담 전후를 통해 본 중

미관계」, 『역사와 실학』제40집(2009.11), 97쪽)

134) “Memorandum by the Chief of the Division of Chinese

Affairs(Vincent) to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January 29,

1945), FRUS 1945 Vol.VII The Far East, China,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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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루즈벨트도 여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였다.135) 그러나 루즈벨

트는 아직 일본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 전선

에서 미군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조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소련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소련 측에서 보면 소련의 참전 대가에 대한 구상은 이미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것이다.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가 상실한 만주에서

의 권익을 회복하는 것은 소련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중시해 온 국가이익을 되찾는 것일 뿐 아니라 러일전쟁의 패전

으로 인한 국민적 수치심을 회복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이었다. 즉,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그 대가는 단지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련 스스로의 오랜 숙원이

자 전략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136)

그러면 소련의 대일전 참전 대가는 언제, 누가 먼저 언급한 것

인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1943년 1월 스탈린

은 헐리 장군에게 독일이 패배한 후 소련은 일본을 분쇄하는데

참전하겠다는 발언을 했다.137) 그리고 1943년 10월 19일∼30일

모스크바에서 개최하는 3개국 외무장관회의에 참가하는 외무장

관 이든(Robert A. Eden)에게 영국 수상 처칠은 “소련의 대일전

참가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10월 30일 회의가 끝난 후

열린 만찬석상에서 스탈린은 “유럽전쟁이 끝난 후 소련은 즉시

대일전에 참가하겠다. 이것이 우리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는 우선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138) 이때도 스탈린은 아

135) Elenor Roosevelt, This I Remember, p.253.

136) 沈志華, ｢蘇聯出兵: 中國東北的目標和結果｣, �歷史硏究�1994年 第5期,

89-91쪽.

137) 이주천, �루즈벨트의 친소정책, 1933-1945�, 247쪽.

138) (蘇)別列日科夫, ｢�三國同盟的誕生�摘譯｣, �外國史學摘譯�(上海師範大

學), 1978年 第6期,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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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런 참전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소련의 대일전 참전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테헤란 회담 때다. 회담에 참가하기 전부터 스탈린은 루즈벨트가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139) 1943년 11

월 28일∼12월 1일 사이에 열린 테헤란 회의에서 스탈린은 대일

전 참전문제를 정식으로 언급하였다.

11월 30일 루즈벨트, 스탈린, 처칠이 회담을 할 때, 스탈린은

동아시아에서 소련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처칠

은 소련이 동아시아의 부동항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카이로

선언에 대한 스탈린의 견해를 듣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

다. 스탈린은 소련이 동아시아의 전쟁에 참전할 때 이 문제에 대

해서 논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소련은 동아시

아에 완전한 부동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블라디보스토크는 부

분적인 부동항인데다가 이마저도 일본이 통제하는 해협에 포위

되어 있다’고 말했다. 루즈벨트는 ‘자유항’ 개념을 동아시아에도

적용해 볼 수 있으며 다롄(大連)이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언

급하였다.140) 테헤란에서 더 구체적인 참전조건에 대해서는 논의

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미·영·소 삼국은 그 대가를

동아시아의 부동항, 그 중에서도 다롄을 가장 가능한 지역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었다.

대략적으로 1943년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 소련이 독일과 전

투에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의 논의가

139) Odd Arne Westad, “Cold War and Revolution: Soviet-American

Rivalry and the Origins of the Chinese Civil War, 1944-1946”, Ph.

D,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1990, p.14; 李

榮秋, �珍珠港事變到雅爾達協定期間的美國對華關係�, 臺北: 私立東吳大

學中國學術著作獎助委員會, 1978, 303쪽.

140) “Tripartite Luncheon Meeting, December 1, 1943, 1 p.m.”, FRUS

1943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pp.58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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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다. 소련이 ‘독일이 패배한 후 참전’을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미국은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게 되는 경우 소련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어야 하며, 그것이 동아시아에서는 부동

항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루즈벨트는

테헤란에서 스탈린을 만나기에 앞서 카이로에서 장제스를 만났을

때 다롄 항을 국제자유항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141)

당시의 장제스는 중·미 양국의 공동사용을 염두에 둔 것이나,

루즈벨트는 소련의 사용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테헤란에서 스탈린이 루즈벨트에게 동북아시아에서

소련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 물었을 때, 루즈벨트는 즉시

다롄 항을 제시하였다.142) 결국 소련의 대일전 참전대가에 대해

서 미·소 양국은 서로의 필요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양

국 정상은 서로 필요한 답을 준비하고 만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중국 정부와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대략적으로 1943년 한 해를 거치면서 미·소 양국은 모두 유럽

전선에서 승세가 보이기 시작하자 동아시아에서의 상황과 이익

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동아시

아에서의 전쟁과 국가이익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리고 그들의 이해는 각기 달랐지만 적어도 소련의 참전과 전쟁

의 조속한 종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

었다. 호전되지 않는 아시아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 미국은 어떠

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소련을 대일전에 참전시켜야 한다고 생

각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루즈벨트는 소련과 참전조건

141)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729쪽.

142) Herbert Feis, Churchill, Roosevelt, Stalin: The Way They Waged

and the Peace They Sought, 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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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소련의 대일전 참전 결정과 중국

테헤란에서 소련의 참전을 언급한 바가 있지만 루즈벨트는 다

시 스탈린과 회담을 갖고 소련의 참전문제를 확정하고 싶었

다.143) 1944년 7월 19일, 루즈벨트는 스탈린에게 전문을 보내 9

월 10일부터 15일까지 미·영·소 삼국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의를

하였다. 그러나 회담은 반년 후인 1945년 2월에 가서야 열렸는

데, 그것이 곧 얄타회담이다. 회담이 반년이나 시간을 끌다가 열

리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스탈린의 건강문제였다. 그것이 루즈벨

트에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스탈린의 전술은 아니었는

지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된 바가 없다.

얄타회담은 1945년 2월 4일에 시작하여 2월 11일까지 진행되었

다. 얄타에서 논의된 중국에 대한 사항은 이미 1944년 12월, 스탈

린과 당시 소련주재 미국대사인 해리먼(William A. Harriman)이 사

전 논의를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스탈린이 해리먼에게 요구했던

사항은, 첫째, 쿠릴열도와 사할린남부를 소련에 반환하는 것, 둘

째, 뤼순, 다롄과 그 주변지역을 조차하는 것, 셋째, 중동철로와

남만철로를 조차하는 것, 넷째, 외몽고의 현 상황을 승인하고 중

국의 동북에서의 주권을 승인하는 것이었다.144) 얄타에서 논의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의 대가는 이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진주만사건이 발발한 이후 일본이 미국에 전면적인 공격을 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쟁부는 일본보다는 독일의 히틀러 군

143) 王永祥, 『雅爾達密約與中蘇日關係』, 臺北: 東大出版社, 2003, 33쪽.

144) W. A. Harriman,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p.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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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미국에 더 직접적인 위험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루즈벨

트는 전쟁부의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여 ‘선유럽 후아시아’라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미국이 유럽에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

을 때, 독일과 소련은 이미 전쟁 중에 있었다. 비록 많은 희생이

있기는 하였지만 소련군의 전투성과는 훌륭했고, 루즈벨트는 이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루즈벨트가 소련의 요구를

거의 들어주게 되는 이유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1942년 5월, 스탈린은 소련군의 살상을 줄이고 전세를 역전시

키기 위해 외교인민위원 몰로토프(Vyacheslav M. Molotov)를 런

던과 워싱턴에 파견하여 제2전선의 개설문제를 논의한 바 있

다.145) 루즈벨트는 스탈린의 제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유럽에 제2전선 개설을 위한 준비시간이 부

족하였고, 또한 영국이 반대하였기 때문에 제2전선의 개설은

1944년 6월까지 미뤄지게 되었다. 1942년부터 1944년까지 2년여

의 시간동안 소련군의 병력피해는 증가하였고, 루즈벨트는 이것

을 마음에 부담으로 가지고 있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루즈벨트가 소련의 체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록 미국 내에도

소련이 독재정권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루

즈벨트는 소련의 전공(戰功)만을 주목하고 이를 높이 평가하였

다. 뿐만 아니라, 그는 소련의 사회주의적 체제가 효율적인 모습

을 보이고 있다고 긍정하였다. 그가 1942년 그의 부인에게 “제2

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세계가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146) 이러한 소련에

대한 루즈벨트의 입장과 정책은 기존 미소관계 연구자들이 언급

145) 劉彦章, 『斯大林年譜』, 北京: 人民出版社, 2003, 586-587쪽.

146) Elenor Roosevelt, This I Remember,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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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이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덧붙여 주목해야 하는 것은 중국의 내부적인 요인이다.

중국의 내부문제에 관해서 스탈린과 루즈벨트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장제스가 일본에 항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동

아시아 전장에서의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탈린은

장제스 주변에 있는 친일적인 인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인선을 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탈린이 직접적으로 중공과 국민정부가

연합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정부 내부 인사들에게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147) 루즈벨트도 이미 국공

합작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일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해 왔다. 대일전이 중요한 고비에 처해 있을 때마다

장제스는 오히려 중공의 문제로 골몰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루즈벨트는 장제스가 일본과의 전쟁보다 이념문제에 더 관심

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루즈벨트는 대일전을 능률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정부와 중국공산당의 연합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루즈벨트의 특사 헐리는

1944년 11월 국공양당의 합작을 논의하기 위해 충칭과 옌안을

오갔던 것이다.

게다가 당시 대부분의 국민정부 통치지역에서는 경제와 정치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서 국민정부는 곧 붕괴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루즈벨트로 하여금 국민정

부가 중공과 합작하여 대일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루즈벨트는 스탈린의 태도가 국공문제에서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스탈린에

게 장제스의 영도지위를 인정하여 주기를 요구하였다. 스탈린은

147) “Roosevelt-Stalin Meeting, February 8, 1945, 3:30 p.m., Livadia

Palace”, FRUS 1945 The Conferences at Malta and Yalta, p.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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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정에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통일에 방해하지 않

을 것이라는 말로 답을 하였다.148)

이러한 이유에서 얄타회담 석상에서 소련의 참전조건에 관한

논의는 이미 소련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아직 장제

스와 중국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월

11일 루즈벨트, 스탈린, 처칠은 소련의 대일전에 참전 조건에 관

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인 스테티니어스

(Edward R. Stettinius, Jr.)는 이 협정의 내용에 대해서 루즈벨

트의 수행비서조차도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미국 군부 인사들

과 루즈벨트의 참모들은 단지 소련에게 대일전에 참여하는 대가

를 지불한다는 정도만 예측하고 있었다.149)

루즈벨트의 참모들이 상상한 ‘소련의 참전 대가’란 앞에서 서술

한 1944년 12월 해리먼과 스탈린이 나눈 담화내용을 벗어나지 않

는 것이었으나, 얄타협정에서 결정된 바에는 “소련의 우세한 권익

을 보장한다”는 표현이 더해져 있었다. 해리먼은 이 표현이 마음

에 들지 않아, 루즈벨트에게 물었다. 루즈벨트는 별로 중요한 문

제가 아니라고 하며 단지 소련이 그 지역에서 누리는 이익을 영

국이나 미국의 것보다 조금 많도록 한 것뿐이고, 큰 의미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것은 단지 문자상의 문제일 뿐이며,

이것으로 인해 스탈린과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였다.150)

처칠의 회고에 따르면, 루즈벨트가 이 협정에 동의한 것은 순

수하게 군사적인 면을 고려한 것으로 그의 주요 관심은 전쟁을

148) “Roosevelt-Stalin Meeting, February 8, 1945, 3:30 p.m., Livadia

Palace”, FRUS 1945 The Conferences at Malta and Yalta, p.771.

149) Edward R. Stettinius; edited by Walter Johnson, Roosevelt and the

Russians; the Yalta Conference, New York; Doubleday, 1949,

pp.93-94.

150) W. A. Harriman,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p.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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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종식시킴으로써 미국의 희생을 감소하려는 것이었다. 그런

이유에서 루즈벨트는 이 협정의 체결에 상당히 만족하였다.151)

홉킨스(Harry L. Hopkins)도 당시 미국대표단이 이 협정의 체결

로 상당히 기뻐하였다고 회고하였다.

우리는 내심 이것은 우리가 줄곧 바라던 새 시대의 여명이라

고 믿었다.······대통령과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그들(소련)과

공존할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득히 먼 미래까지 계

속해서 평화적으로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152)

앞서 서술한 해리먼의 반응과는 조금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루즈벨트의 참모들 가운데는 해리먼과 홉킨스처럼 서로 다른 반

응들이 존재했음에 틀림이 없다. 다만 그들은 전쟁의 조속한 종

식을 위해 소련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아울러 루즈벨트가

구상하고 있던 국제기구의 창설을 통한 전후 세계의 공존을 위

한 초기 작업으로서 얄타회담에 중요한 의미를 두었다는 점에서

루즈벨트가 스탈린의 요구에 기꺼이 응한 것이고 생각하였다.

스탈린의 요구가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과, 이

요구들이 이후 중국의 운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대 사

안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루즈벨트뿐 아니라 그의 참모들

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때문에 소련과

충돌 없이 얄타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은

만족하였던 것이다.

151) Winston S. Churchill, The Second World War; Triumph and

Tragedy Vol.6, Boston: Houghton Mufflin co., 1953, pp.340-341.

152) Robert E. Sherwood, Roosevelt and Hopkins: An Intimate History,

New York: Harper & Row, 1950, p.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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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대강국의 일원으로 카이로회담에 초대 받았던 중국의

지도자 장제스는 얄타회담에 초대되지 못하였다. 얄타회담에 함

께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장제스는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에 실망하고 있었다. 그는 회담에 대해 시종 주목하였을 뿐

아니라 그 결과가 중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러나 얄타의 결과가 중국에 위해한 것이 되

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으며 장제스는 여전히 루즈벨트를 신뢰

하고 있었다.153)

얄타회담 전에, 루즈벨트는 소련의 요구가 중국과 관련되는 만

큼 장제스와 회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

적으로 그는 장제스를 얄타에 초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회

담이 끝난 후에도 중국에 관한 협의내용은 비밀에 붙이기로 하

였다.154) 얄타회담이 끝나고 미·영·소 각국은 성명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중국과 관련된 보고는 없었다. 「소련의 대

일전 참전조건에 관한 협정」은 그 후로도 줄곧 비밀에 붙여지

다가 6월 15일 중국주재 미국대사 헐리에 의해서 정식으로 중국

에 통보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지적하며 얄타회담을 둘

러싼 미국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첫째는 회담이 끝난 후

넉 달이 지나서야 미국 정부가 그 내용을 중국 정부에 통보하면

153)「蔣中正手諭賀國光各戰區司令長官部內應設盟軍招待聯絡處負責盟軍招

待與翻譯事宜等」(1945.2.11.)『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002

-060100-00197-011.

154) “Roosevelt-Stalin Meeting, February 8, 1945, 3:30 p.m., Livadia

Palace”, FRUS 1945 The Conferences at Malta and Yalta, p.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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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련과 담판을 하라고 재촉하였다는 점, 둘째는 그 결과로 중

국 정부가 담판을 위한 사전 준비가 부족하였고, 결국 소련에게

많은 양보를 해야 했다는 점이다.

궈롱자오(郭榮趙)는 미국이 주도한 얄타에서의 비밀 협정은 현

대중국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나타낸 기념비라고 하였다.155)

저우탕은 미국이 얄타비밀협정을 체결한 것과 중국에게 국공합

작을 종용한 것은 대중국정책 중에서 실패한 시책이라고 주장하

였다.156) 왕치(王淇)는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소담판에 대해 장제스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

다.157) 이들의 주장은 대체로 중소담판이 얄타회담에서 미·소 간

에 사전 약속에 의거한 것이었고, 전후 중국의 불행의 원인을 제

공하였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미국의 역할을 너무 주도적인 것으로 인식한

것일 수 있지만, 실상 전시 동맹의 구상이 미국에게서 비롯되었

고 그것이 전후 구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

다. 그렇기 때문에 얄타에서 모스크바에 이르는 시간 속에 전후

새롭게 형성되는 중소동맹의 의미와 그 가운데 미국의 역할 또

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제1절 얄타비밀협정에 대한 중국의 인지 

얄타회담이 끝난 직후, 장제스는 회담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155) 郭榮趙, 『從珍珠港到雅爾達:中美戰時合作之悲劇』, 臺北: 中國硏究中

心出版社, 1979

156) 鄒讜, �美國在中國的失敗�.

157) 王淇, 『從中立到同盟―抗戰時機美國對華政策』, 桂林: 廣西師範大學出

版社,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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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되었고158), 결국 미국이 통보하기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정의 내용을 알아보고 있었다. 제일 처음으로 얄타회담 관련

소식을 충칭으로 전한 사람은 소련주재 중국대사 푸빙창(傅秉

常)이었다. 2월 15일 그는 전보를 보내 소련주재 미국대사 해리

먼과 나눈 이야기를 보고하였다. 해리먼은 얄타에서 루즈벨트와

스탈린이 대일전 참전문제에 관해 논의할 때 배석했지만 그 문

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전하지 않았고 중국에 대한 스탈린의

견해를 전했을 뿐이다.

①스탈린은 장위원장(장제스)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를 존중하며, 중국은 그(장제스)의 영도에 의해서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쑹부장(쑹쯔원)에 대해서도 그는 중

국 정부의 중요한 인재라고 생각한다. ②스탈린은 중국이 하

나 되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경제를 건설하고 인민의 생활수

준을 향상시켜서 강대국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일은 오로지 미

국만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159)

그러나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해리먼은 푸빙창에게 소

련의 대일전 참전조건의 내용을 알려주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소련이 장제스의 영도적 지위를 긍정하고 중국의 통일을 희망한

다는 말을 전한 것뿐이다. 이를 통해 해리먼은 소련이 장제스 정

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전하려고 하였다. 당

시 해리먼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 만연하고 있던 서로에 대한 반

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이것은 당시 루즈벨트의

중소관계에 대한 입장, 그리고 국공양당에 대한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리먼은 푸빙창에게 얄타에서 중국에 관한 비밀

논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확인해 주지 않았다.

158) 秦孝儀 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臺北: 中正文教基金

會, 1978, 678쪽.

159) 傅銥華, 張力校注, 『傅秉常日記(1943-1945)』, 423-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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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푸빙창은 소련주재 영국대사와도 만났다. 그는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은 성실한 태도와 양호한 단결정신을 보여 루즈

벨트와 처칠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고 전하였다. 또한 그는 중

국 문제에 관해서 소련이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발언권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질을 주었다.160) 미국대사와 영국대사를

통해 들은 얄타회의의 상황을 종합하여 장제스는 ‘소련이 중국

동북과 뤼순, 다롄에서의 과거 제정러시아가 누렸던 특권회복을

요구하였다는 것이 단지 소문만은 아니다’라고 추측하여 기록하

였다.161)

2월 18일 장제스는 본국으로 업무보고를 가는 미국대사 헐리

에게 얄타회담에 관해서 물어보았다. 또한 그는 루즈벨트에게 보

낼 서한도 전달하였다. 장제스는 얄타회담에서 결정된 동아시아

문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였고, 동시

에 소련과 중공 문제에 관련하여 미국이 중국 국민정부를 지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162)

루즈벨트를 만난 헐리는 얄타회담의 회의 기록을 볼 수 있었

고, 「소련의 대일전 참전조건에 관한 협정」 사본도 보았다. 루

즈벨트는 헐리와 여러 차례 중국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는데, 국

공양당의 문제가 주된 의제가 되었다. 루즈벨트는 얄타협정을 기

반으로 하여 소련과 장제스가 동맹조약을 맺게 하는 것과, 장제

스 정부가 중국공산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국

의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3월 24일 헐리와 마지막 회담을 할 때, 루즈벨트는 헐리에게

160) 傅銥華, 張力校注, 『傅秉常日記(1943-1945)』, 427-428쪽.

161) 秦孝儀 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680쪽.

162) 「蔣中正函羅斯福稱述赫爾利魏德邁來華於促進中美邦交與改善遠東戰局

等」(1945.2.18.), 『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002-060100-001

9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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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과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충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영국과 소련에게 장제스의 영도로 중국이 통일하도록 지지

해 줄 것을 재차 확답 받으려고 하였다.163) 스탈린은 헐리에게

중국이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통일된 국가가 되는 것을 지지할

것이며, 중국공산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164)

3월 12일에는 중국의 주미대사 웨이다오밍(魏道明)이 루즈벨트

를 만났다. 루즈벨트는 웨이다오밍에게 정식으로 얄타협정의 내

용 전체를 알려주지는 않았으나, 개략적으로 스탈린의 요구사항

을 알려주었다. 개략적으로 스탈린이 언급한 것은 다음과 세 가

지 사항이었다.

①외몽고의 현 상황을 유지한다.

②남만철도의 소유권은 중국에게 두되 업무관리는 일종의

위탁제도를 따르도록 한다.

③스탈린은 블라디보스토크 이남지역에서 뤼순이나 그 부근

의 항구 같은 부동항의 사용을 희망한다.”165)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루즈벨트는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

가 있고, 중국이 수락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166) 그러나 장제

스는 스탈린이 중국 동북지역의 철도와 항구에 대해 욕심을 내

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굉장히 흥분하며, “얄타에서 (미국

163) Robert Dallek, Franklin, D. Roosevelt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32-194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523.

164) 秦孝儀 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700쪽.

165)「駐美大使魏道明自華盛頓呈蔣主席報告謁羅斯福總統承告史達林在雅爾

達會議所提有關遠東問題之內容及羅總統之意見電」(1945.3.12.), 秦孝儀

主編,『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二),

542쪽.

166)「駐美大使魏道明自華盛頓呈蔣主席報告謁羅斯福總統承告史達林在雅爾

達會議所提有關遠東問題之內容及羅總統之意見電」(1945.3.12.),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二), 5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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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연 중국을 팔았다”고 말하였다.167)

루즈벨트는 부분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일 뿐이고 아직 “소련

의 우세한 권익을 반드시 보장한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인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장차 진행될 중소

담판에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루즈

벨트는 단지 스탈린의 요구가 그다지 까다롭지 않고 모두 중국

이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외몽고의 현상을 유지하더라도 주권은 중국에 속하

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외몽고의 현 상황이란, 당시 외몽고가

취하고 있던 정치, 경제, 군사와 외교상에서 독립국가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확정된다면 중국이 외몽고에 대해

서 종주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명무실한 것인데도 루

즈벨트는 장제스와 협의가 가능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남만주 철도도 주권은 중국이 가지고 업무관리상에 위탁 제도

를 두어 중·미·소 삼국에서 철도 전문가를 파견하여 그 조직을

구성하고 공동대표가 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

으로 생각하였다. 루즈벨트는 뤼순이나 그 부근 항구를 해군기지

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이 직접 장제스

와 논의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168)

카이로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을 때, 장제스는 미국으로부터 원조

와 지지를 획득하려는 기대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였던 것이었다.

반면 루즈벨트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4월 13일, 영국 주재 중국대사인 구웨이쥔(顧維鈞)은 워싱턴에

167) 秦孝儀 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686쪽.

168) 「駐美大使魏道明自華盛頓呈蔣主席報告謁羅斯福總統承告史達林在雅爾

達會議所提有關遠東問題之內容及羅總統之意見電」(1945.3.12.), 秦孝儀

主編,『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二),

5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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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제스에게 전보를 보냈다. 당시 구웨이쥔은 샌프란시스코에

서 열리게 될 연합국대회(1945년 4월 25일∼6월 26일)에 중국대

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는 4

월 12일 미국 해군대장인 리히(William D. Leahy)와 만난 자리

에서 듣게 이야기를 보고하였다.

리히에 따르면, 소련이 바라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다. 단

지 군사기지로 뤼순을, 그리고 상업항구로 다롄을 조차하고 이

두 항구를 연결할 수 있는 철로를 사용하고 싶은 것뿐이다. 나

(구웨이쥔)는 이것이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는 조건인지 아닌

지 물었고, 리히는 아니라고 답하였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

본을 격파하는 일에 미국은 이미 충분히 대처하고 있으나 소

련 스스로도 일본과 맞설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 적이 있

다.······리히는 말하기를 유럽전쟁은 아마도 1개월 안에는 끝

날 것으로 보인다. 대일전에 대해서는 일본의 해군 군사력의 4

분의 3정도가 손상이 되었고 공군은 이미 무기력화된 상황이

라고 하였다. 리히는 어떻게 하면 대일전에서 미군의 살상을

최소화하느냐 하는 점 가장 주요한 사인이라고 말했다.169)

리히는 구웨이쥔에게 소련이 뤼순과 다롄의 해군기지와 상업 항

구를 원한다고 말하였지만, 이것이 소련이 대일전에 참여하게 되

는 대가는 아니라고 하였다. 동시에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치루면

서 발생하는 미군의 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련의 참전을 바란

다는 의미를 전하였던 것이다. 리히의 말을 근거해 보더라도 미국

은 확실히 소련의 참전과 그에 대한 대가를 중국 측이 부담해야

할 것에 대해 중국을 설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심각성을 줄여서 중국 측에 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169)「蔣中正接電華盛頓顧大使維鈞與李海海軍上將談話報告」(1945.4.13.),

『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19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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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미국대사 해리먼은 일찍이 얄타협정의 초안을 미국 합동

참모본부의 관리들과 함께 본 적이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해리

먼은 ‘루즈벨트가 적에게 제일 무서운 양보를 한 것이라 일컬어

지는 얄타협정을 본 후, 나보다 더 놀라워하는 사람은 없었다.’라

고 기록하고 있다. 해리먼의 회고에 따르면, 마샬(George C.

Marshall), 킹(Ernest J. King), 리히 등은 얄타협정의 초안에 찬

성을 표하였다.170) 리히는 미국 합동참모본부 내에서 원래 소련

과 협력할 것을 지지한 사람 중의 하나로서 중국이 얄타협정을

받아들여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던 것

이다.

헐리는 런던과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4월 22일에 충칭에 도착

하였다. 4월 24일 헐리는 장제스를 방문하였지만, 소련의 대일전

참전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

러나 4월 29일 면담할 때에는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였고171) 그

나머지 부분은 5월 21일에야 장제스에게 전달하였다. 이것은 미

국 정부가 정식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라, 헐리가 장제스에게 개

인적으로 알려준 것이었다. 이로서 장제스는 얄타협정 중에서 중

국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172) 뤼순의 조차

와 남만주철도 및 중동철도에 대한 특권부분에 대해 앞선 보고

에서 주미 중국대사 웨이다오밍은 중·미·소 3국이 공동으로 관

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고만 전하였다. 그러나 5월 21일까지

170) William A. Harriman,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p.399.

171) 그 몇 가지 사항이란, ‘①스탈린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②스탈

린은 뤼순과 남만철도와 중동철도에 대해 1904년 러일전쟁이전에 소

련이 누렸던 특권을 회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③외몽고의 현 상황

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蔣中正據赫爾利報告與羅斯福史達林在黑海

會議對遠東問題之決意其中有與我密切關係者」(1945.4.29.),『蔣中正總

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199-029).

172) 秦孝儀 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7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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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된 내용은 소련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영토와 이권을 누린

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장제스는 의심하여 온 바와

같이 소련이 중국에 대해 영토적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사실 소련의 영토적 야심은 장제스가 불안해하던 부분이지만,

장제스는 중·미·소 3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뤼순과 다

롄에 대해 소련과 타협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24일 다시 헐리

를 만난 자리에서 장제스는 미국이 남만주에 상륙할 준비를 하

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으며, 이것은 소련과 교섭하는 데 있어

서의 주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였다. 헐리는 미국도 뤼순에 상륙

할 것이며, 중국의 영토, 주권, 행정이 반드시 완전하게 지켜지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173)

얄타회담 이후 5월 말 헐리에게서 얄타협정의 전체적인 내용

을 듣게 될 때까지, 장제스는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외교경로를

통해서 관련 소식을 수집할 수 있었다. 스탈린과 루즈벨트는 소

련이 미국 정부에게 요청하기 전에는 우선 중국 정부에게 회담

에서 결정한 바에 대해서 비밀에 부치기로 약속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루즈벨트 정부뿐 아니라 그를 이은 트루먼 정부도 6월초

까지 중국 정부에게 정식으로 협정의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중국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기에 충분하

였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반박하기 어려웠다. 이미 스

틸웨참모장 교체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은 적이 있는 중국은

아직 전쟁 중인 상황에서 다시 미국과 대립할 수 없었고, 여전히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장제스가

쑹쯔원에게 보낸 전문에 잘 나타나 있다.

장제스는 쑹쯔원에게 트루먼대통령과 만나 ‘스탈린(Joseph

173) 秦孝儀 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7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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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lin)과 만나게 되면 (스탈린에게)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해 일

관된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영토, 주권, 행정의 완전함

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중국 영토 내에서 다시는 어떤 특권지

역도 설치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달하라고 하였다.174) 앞에

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시 미국은 아직 중국 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제스는 얄타협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

지만 이에 대해 미국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중국의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하려고 하였다.

중국 주재 소련대사인 페트로프(Appolon A. Petrov)는 장제스

가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얄타협정의 내용을 확인한 최후의 인

물이다. 6월 3일, 충칭에서 페트로프와 가진 면담에서 장제스는

중국의 동북 3성, 군용항구, 상업항구, 철로의 주권과 행정관리

등에 대한 소련의 생각이 무엇인지 물었다. 페트로프가 말한 내

용은 대체로 5월 말 헐리를 통해서 들은 바와 차이가 없었다. 장

제스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소련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

로 느꼈기 때문에, 쑹쯔원에게 가능한 빨리 귀국하여 소련과의

담판에 대비하라고 지시하였다.175)

6월 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국무장관인 스테티니어스를

만난 쑹쯔원은 홉킨스와 스탈린의 회담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았

다. 그러나 스테티니어스는 대답대신 트루먼이 만나고 싶어 한다

는 말을 전해 주었다.176) 다음날 스테티니어스는 쑹쯔원에게 스

탈린이 7월 1일 이전에 중국 측과 회담을 갖자는 요구를 했다고

174)「蔣中正電宋子文近期杜魯門或將與史達林會晤盼其能向史懇切表示美必

堅持其對遠東一貫政策使中國之領土主權與行政主權完整等」(1945.5.23.),

『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 002-060100-00200-023.

175) 秦孝儀 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714쪽.

176)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5,

1945), FRUS 1945, Vol. VII The Far East China, p.894.



제 1 부

/ 90

전하였다. 당시 쑹쯔원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물었다.

첫째, 트루먼 대통령이 소련의 대일전 참전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는가, 둘째, 루즈벨트 대통령이 뤼순문제에 대해서 스탈린에게

확답을 하였는가, 그러나 스테티니어스는 쑹쯔원에게 어떤 문제

에 대해서도 답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다만 쑹쯔원이 워싱턴에

가서 트루먼을 만나는 여정과, 충칭을 거쳐 모스크바에서 소련과

담판을 마치고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필요한 군용비

행기를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177)

쑹쯔원은 장제스를 통해 소련의 참전 조건에 대해서 이미 알

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였

다. 6월 11일 국무장관 대리인 그루(Joseph C. Grew)에게 쑹쯔

원은 비밀협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중국

동북지역에서 소련의 우세한 권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미국이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루는

“나는 얄타회담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정의 조항에 대해

서 해석을 할 수 없고, 해석문제는 이 후에 있을 삼거두(미·영·

소)회담 때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정부는 루즈벨트 대통령

의 위탁을 받은 것일 뿐이고, 또한 그것을 지지한다”고 말하였

다.178) 사실 삼거두 회담이란 포츠담회담을 일컫는 것으로 이는

쑹쯔원의 소련과 담판하는 것보다 늦게 거행될 예정이었으므로

모순이 되는데 것이었다. 그루는 단지 쑹쯔원의 질문을 회피하려

고 하였을 뿐이다.

트루먼과 만났을 때, 쑹쯔원은 소련이 1924년 중국과 맺은 협

정에서 이미 제정러시아가 누렸던 특권을 모두 포기하였으며, 중

177)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June 6,

1945), Ibid., p.895.

178)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June 6,

1945), Ibid., p.89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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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뤼순을 조차할 수 없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중국 동북지역

에서 소련의 우세한 권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트루먼도 우리는 단지 소련이 동

아시아 지역 전쟁에 참전하여 전쟁의 시간을 단축하고 미국인과

중국인의 생명을 구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중국은 동

아시아지역에 있는 미국의 친구이므로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

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179) 쑹쯔원이 원하는 답

이 아니었다.

그는 모스크바로 떠나기 전에 미국이 얄타협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을 통하여 소련이 원하는 제국주의적 요

구조건을 배제해 주기 바랐다. 그러나 트루먼은 소련의 참전이

필요하다고 강조였는데 이것은 가능한 한 소련이 제출한 요구

조건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정부와 트루먼의 입장은 해리먼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해리먼은 6월 28일 푸빙창에게 “소련의 요구는 비교적 합리적이

며 동아시아문제의 해결은 4대 강대국의 합작이 기반이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루즈벨트와 소련의 전면적인 합작원칙에

따른 것으로 트루먼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180)

6월 초의 10여 일 동안 쑹쯔원은 미국으로부터 중국을 지지한

다는 확답을 얻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미국을 떠나기 전까지

어떠한 결실도 얻지 못하였다. 미국은 소련과 지속적인 협력을

원하며, 무엇보다도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여 미군의 피해를 최

소화하는 것이 목표이고, 중소간의 담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뿐이었다.

179)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June

14, 1945), Ibid., pp.901-903.

180) 傅銥華, 張力校注,『傅秉常日記(1943-1945)』, 5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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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1차 중소교섭과 미국의 불개입 

미국은 교섭 당사자의 신분으로 중소교섭에 직접 참가하지 않

았다. 그러나 소련 주재 미국대사 해리먼은 중소교섭에 대해 줄

곧 적극적인 태도를 표하였으며, 중소 쌍방의 교섭자들과도 개인

적인 관계로 접촉을 하였다. 해리먼이 중소교섭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쑹쯔원도 중소교섭 시작 전에 이미 회의 상

황을 해리먼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였다.181)

제1차 교섭기간에 쑹쯔원과 해리먼이 만난 횟수는 쑹쯔원이

스탈린과 만난 횟수와 일치한다. 7월 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중소교섭의 제1차시기의 기간 중에, 해리먼이 행사한 역할이나

영향력에 대해서 확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

이 있다. 그러나 회의의 상황은 해리먼에 의해 미국 정부에 보고

되었고182), 미국 정부가 회의에 대해 어떠한 견해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적어도 해리먼은 중국이 교섭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

록 종용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183)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쑹쯔원과 스탈린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회담을 하였다. 쑹쯔원이 미국대사 해리먼을 만난 것도 모

두 다섯 차례였다. 쑹쯔원은 매번 해리먼을 만날 때마다 중소양

국의 회담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하였다. 심지어 회의기록을 해리

먼에게 보이면서 그 내용을 미국 정부에 전해줄 것을 요청하기

181) W. A. Harriman,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p.483.

182)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Harriman) to President

Truman and the Acting Secretary of the State” (July 1∼13, 1945),

FRUS 1945, Vol.VII The Far East China, pp.910-934.

183)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Harriman) to President

Truman and the Secretary of the State” (July 5, 1945), Ibid.,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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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184)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회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완

전히 파악하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중소교섭에 대한 지지는 7월

16일 미국의 원자탄 실험이 성공하기까지 변함없이 견지되었다.

쑹쯔원과 중국대표단이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스탈린과 담판을

거행하였던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의 제1차 담판 기간은 아

직 원자탄 실험을 시행하기 전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중소양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개입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불개입 방침을 해리먼은 소련의 외무인민위원인 몰로토프에게도

알렸다.185)

쑹쯔원과 스탈린의 회의가 난관에 부딪히게 한 제일 첫 안건

은 외몽고에 관한 것이었다. 즉 얄타협정 중의 ‘외몽고가 현 상

황을 유지한다’는 항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

다. 쑹쯔원은 이 항목이 함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미국 정

부의 정확한 해석을 요청하였다. 스테티니어스를 뒤이어 취임한

신임 국무장관 번스(James F. Byrnes)는 7월 4일에 해리먼을 통

해 “미국 정부가 나서서 얄타협정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는 답을 전해왔다.186) 중소양국의 담판에 개입하지 않겠

다는 미국의 처음 입장을 고수 하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중국에

대해서 계속 교섭을 진행하라는 일종의 압력이기도 하였다.

7월 4일은 중소양국이 교섭을 위해 마주한 것은 겨우 두 차례

184)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Harriman) to President

Truman and the Secretary of the State” (July 8, 1945), Ibid,

pp.920-921.

185)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Harriman) to President

Truman and the Secretary of the State” (July 7, 1945), Ibid,

pp.919.

186)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Harriman)”(July 4, 1945), Ibid, pp.9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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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중소교섭 상황은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이때 쑹쯔원은 이미 교섭을 계속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

려하고 있었다.187) 7월 5일, 쑹쯔원은 해리먼에게 외몽고 문제에

관하여 양국이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국의 회담은 즉시 결렬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해리먼은 쑹쯔원에게 양국이 협의에 이르기

를 바란다는 점과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중국에게 어떠한 불리한

결과가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88) 7월 8일, 쑹쯔

원은 그 전날 밤 스탈린과 가졌던 회의 기록을 해리먼에게 보여

주면서, 트루먼과 번스의 생각을 재차 구하였다. 그러나 해리먼은

그 자리에서 트루먼과 번스는 쌍방이 회담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에는 어떠한 의견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189)

그 후 외몽고문제는 결국 양국의 회담을 교착상태에 빠뜨렸다.

쑹쯔원은 당시의 상황을 장제스에게 보고하였다.

오늘 밤 8시 후차장(胡次長, 중국 외교부 차관 胡世澤), 푸

대사(傅大使, 소련 주재 중국대사 傅秉常)와 징궈(장제스의 아

들 蔣經國)를 대동하고 스탈린과 3시간여의 회담을 하였다.......

오늘 회담 때, 동삼성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스러웠으나,

외몽고문제는 회담을 경직되게 하였다. 스탈린은 ‘외몽고 인민

은 중국 정부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 않고 독립을 희망하고

있다. 고로 중국이 외몽고의 현 상황을 승인하기 바란다. 소련

은 외몽고를 병탄할 의사는 없고, 다만 중국이 외몽고에서 손

187) 「行政院長宋子文自莫斯科呈蔣主席請示如史達林堅持外蒙必須由我國承

認其獨立是否卽中止交涉電」(1945.7.4.), 秦孝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

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二）, 592-593쪽.

188)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Harriman) to President

Truman and the Secretary of the State” (July 5, 1945), FRUS

1945, Vol.VII The Far East China, p.915.

189)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Harriman) to President

Truman and the Secretary of the State” (July 8, 1945), Ibid,

pp.9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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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본인(쑹쯔원)은 ‘소련이 일찍이 여러 번 외몽고가 중국의 영

토라는 사실을 인정했었음’을 일깨워주었다. 스탈린을 그러하

다고 말을 하였으나, 소련의 국방을 위하여 외몽고에 소련군

대를 주둔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또한 지도

를 꺼내어 와서 만약에 적군이 외몽고와 시베리아로부터 진격

해 온다면 소련은 반드시 이를 지켜내지 못할 것이고, 일찍이

일본은 외몽고 서쪽으로부터 공격을 한 적이 있었으며, 그렇

기 때문에 외몽고가 독립과 동시에 소련과 동맹을 맺어 소련

의 영토안전을 보장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본인은 중국 정부는 현재 외몽고 문제를 논할 수 없기 때문

에 스탈린이 이 난제를 꺼내지 않기를 바라는데, 중국에서는

어떠한 정부라도 그 영토의 완정을 보장하지 못하면 국민의

양해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스탈린은 이 말을

듣고 이처럼 우리는 어떤 협정에도 이르기 어렵다고 하였다.

본인은 스탈린이 일찍이 누차 중국이 통일을 유지할 수 있기

를 바란다고 했었는데 만약 스탈린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면, 중국인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시장(西藏)

문제 또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그래서 외몽고문제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 달라고 말하였다.190)

위에서 쑹쯔원이 말한 바와 같이 스탈린은 중국이 통일되기 바

란다고 하면서도 중국 정부가 외몽고의 독립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사실 외몽고는 1911년 제정 러시아의 지원

아래 자치를 선언했었고, 1924년에는 몽골인민공화국의 건립을

선포하였다. 1924년 소련은 쑨원이 이끄는 중국 정부와 「중러해

결현안대강협정(中俄解決懸案大綱協定)」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

190)「蔣中正接宋子文電稱史達林同意同盟條約之期限爲三十年但不接受關於

旅順大連與鐵路之提議等」(1945.7.12.),『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002-060100-00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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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5항에서 외몽고가 중화민국의 일부분임을 승인하였다.191)

그 후 중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정치가 불안정한 상황과 또 이

어서 일어난 만주사변, 중일전쟁 등의 외환으로 인해 외몽고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외몽고는 1945년까지

도 자치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외몽고의 현 상

황이란 중국의 주권 하에서 시행되는 자치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중소담판에서 스탈린은 오히려 독립을 요구하였다. 쑹

쯔원은 얄타협정 내용 중 ‘외몽고가 현 상황을 유지하게 한다’는

항목과 위배된다고 생각하여 미국에 재해석을 요구했다. 중국 정

부는 스탈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중국에게는

소련과의 담판이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게다가 미국 측으

로부터 어떠한 의견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였다.

스탈린이 요구하는 외몽고 독립은 중국이 지향하는 통일을 위

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중

국이 소련과 협의하기를 강요하였기 때문에 장제스는 다른 방법

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방법은 바로 ‘동북 3성과 신장

(新疆)의 영토완정, 국공문제의 해결’이라는 조건과 외몽고의 문

제를 맞바꾸는 것이었다. 7월 6일 쑹쯔원에게 보낸 전문에서 장

제스는 소련에게 최대한도의 양보를 하여 협의에 이르도록 하라

고 말하였다.

만약 소련이 우리가 일본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또한

내부적으로도 통일을 할 수 있다면, 소련과 외몽고, 그리고 우

리나라의 공동이해와 영구적 평화에 근거하여 우리 정부는 그

에 상응하는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협상을 이르도록 하겠다.

만약 중국의 확실한 통일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는 곧 희생만

191) 秦孝儀 主編, 『中國現代史辭典(史事部分)』(一), 臺北: 近代中國出版社,

1990,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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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익은 없는 것이므로 교섭이 중지될 수밖에 없다.192)

이때 중국 정부는 외몽고 문제로 인해 타협과 교섭중지라는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하고 있었는데 타협에 이를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조건은 중국의 내부적 통일, 특히 국공문제에 대

한 해결이었다.

미국은 비록 중소교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지만, 중·소

양국이 협상을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미국의 의사

는 해리먼의 개인적 의견의 형식으로 중·소 양국에게 전달되었

다. 쑹쯔원과 스탈린의 제4차 회담은 7월 9일 밤에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회담 당일 아침, 쑹쯔원은 해리먼과 만났다. 3

차 회담 때, 스탈린과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난감해 했던 쑹쯔원

은 여전히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리먼은

7월 4일 이후에 미국 정부로부터 새로운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

을 뿐이다.193)

사실 쑹쯔원은 이미 해리먼에게 소련과 회의를 중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었다. 이때 해리먼은 상술한 바와 같이

만약 소련과 협정을 맺을 수 없다면, 그 결과는 중국에 불리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소련과 합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고 강조하였다.194) 그리고 중소담판 중의 몇 가지 문제에 대

해 다음과 같은 개인적 의견을 내놓았다.

192)「蔣中正電宋子文所謂國內統一鞏固程度之要旨應包括東三省領土主權與

行政必須完整等」(1945.7.6.),『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

060100-00202-006.

193)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Harriman) to President

Truman and the Secretary of the State” (July 8, 1945), FRUS

1945, Vol.VII The Far East China, p.921.

194)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Harriman) to President

Truman and the Secretary of the State” (July 5, 1945), FRUS

1945, Vol.VII The Far East China, 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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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국은 뤼순커우(旅順口) 문제에 대해 곤란한 점이 있

다.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 부근의 일부 섬을 영구적으로 점령

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련이 뤼순커우를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양보를

하였던 것이고, 만약 중국이 뤼순커우를 중국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 소련은 포대(砲臺)와 기타 군사 설비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뤼순커우의 방위와 안전에 대해서 보장

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중국이 반드시 양보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둘째, 다롄은 당연히 순수하게 자유항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두의 창고와 운수는 중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게 하거나 또는 다롄에 한 구획을 정하여 상업적인

방식으로 소련에 임대하여 사용을 하고 그 행정권은 중국에게

속하게 하는 것이다. 후자의 방식은 그리스에서 이미 선례를

보이고 있는데 자신은 중국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철도의 소유권은 중국에 속

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나 소련이 관리에 참가하도록 해야 한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련은 다롄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

기 때문이다.195)

중국과 소련이 당면한 ‘외몽고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술한 해리먼의 개인적 의견이 그 내용상으

로 보면 미국의 이익과 아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해

리먼이 언급한 부분에는 미국이 장차 일본에 대해 취할 계획

에 대해 소련이 반대하지 않게 하려는 거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국 동북지역에서 미국의 무역과 상업적인 이익에

대한 고려도 배제되지 않았다. 미국은 이후 동아시아지역에

195) 陳志奇輯編，『中華民國外交史料彙編』（十四）, 臺北: 渤海堂, 1996，

pp.6963-4.



제

3

장

제2절 제1차 중소교섭과 미국의 불개입

99 /

세력을 확장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었다. 다롄은 그 주요한 관

문이 될 것이고, 또한 미국의 잠재적인 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소련이 다롄에서 독단적으로 행동

하지 않도록 보장받으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해리먼은

중·소 양국이 합의에 이르러야 하며, 특히 소련군대가 대일전

참전을 위해 중국 동북지역으로 출병하기 전에 소련 정부와

협정을 맺는 것은 중국 정부에 중요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

였다.196)

해리먼은 만약 중·소 양국이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소련이 중

국 동북지역으로 출병하게 되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전횡할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중

시하는 문호개방정책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해리먼은 국무장관 번스에게 지난 5월 홉킨스가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을 만났을 때, 스탈린으로부터 구두로 미국의 문

호개방정책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스탈린이 서면으로

문호개방정책을 지지한다는 것과 특히 이 정책이 만주에서 실현

되는 것을 보장한다는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197)

이처럼 제1차 중소교섭에 미국은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소련 주재 미국대사인 해리먼이 개인

적으로 미국의 문호개방정책이 중국 동북지역에서 실현되는 것

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즉 중국에서 미국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함으로써 중소담판에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볼 때 제1차 중소교섭 기간에 미

196)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Harriman) to President

Truman and the Secretary of the State” (July 9, 1945), FRUS

1945, Vol.VII The Far East China, p.925.

197) Harriman,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p.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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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압력을 행사하

고 있었지만, 중소양국은 의견의 차이를 줄이지 못하였다.

제3절 제2차 중소교섭과 미국의 개입

미국의 문호개방정책과 다롄

7월 하순 미·영·소 삼국 수뇌는 포츠담에서 전시 마지막 회담

을 하였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회담의 주요 목적의 하나가 소

련의 대일전 참전 확정이라고 말했다.

내가 포츠담에 간 이유는 상당히 많다. 그러나 가장 긴박하게

생각한 이유는 스탈린의 입으로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겠다

는 확답을 받는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군사 수장들이 간

절히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198)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성사되는 데는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였기

때문에 트루먼은 포츠담으로 떠나기 전에 중국대사인 헐리에게

전문을 보내 다음과 같은 뜻을 장제스에게 전하도록 하였다.

나는 당신(장제스)이 얄타협정을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

러나 당신이 (얄타)협정을 넘어선 양보까지 해달라고 요청하

는 것은 아니다. 만약 당신과 스탈린이 얄타협정에 대해 서로

의 해석이 불일치한 점이 있다면 쑹쯔원을 모스크바로 보내어

198) 費利普斯(Cabell, Phillips)，『杜魯門總統內錄』，香港: 今日世界出版

社, 1970, 46쪽; Harry S. Truman, Memoirs by Harry Truman

Volume One: Year of Decisions,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55, p.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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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이해에 이르도록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란다.199)

이처럼 미국은 포츠담회담에 참여하면서도 동아시아에서의 전

쟁에 소련이 개입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또한

동시에 얄타협정을 타협의 기준선으로 강조하였다. 미국 측에서

견지하는 얄타협정이란 미국의 이익에 저촉되는 않도록 해야 한

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중소담판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이익이란 미국의

문호개방정책과 관련된 것이었다. 트루먼이 포츠담회담에 참가하

기 전 미국 전쟁부 장관 스팀슨(Henry L. Stimson)은 대통령에

게 중소담판에서 만주의 철도와 항구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려는 소련의 요구는 미국의 문호개방정책에 위협이 되며 미

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200)

포츠담에서 트루먼은 스탈린에게 소련이 얄타의 정신을 깊이

인정하여 중국에서 존중받기 바라며, 소련이 요구하는 철도와 항

구에 대한 특권은 중국 동북에서의 주권과 문호개방 정책을 부

정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스탈린은 여기에

대해 자신은 미국의 기대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모스크바에 돌아가면 쑹쯔원과 신속하게 우호적인 합의를 끌어

내겠다고 답하였다.201)

스탈린의 답에 트루먼이 만족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트루먼

주위 사람들은 소련이 ‘평화시기에도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202)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주소대사

199) “President Truman to the Ambassador in China(Hurley)” (July 23,

1945), FRUS 1945, Vol.VII The Far East China, p.950.

200) “Memorandum by the Secretary of War(Stimson) to President”

(July 16, 1945), Ibid., pp.943-944.

201) 邁克爾沙勒, �美國十字軍在中國, 1938-1945�, 北京: 商務印書館, 1982,

255-256쪽.

202) 費利普斯(Cabell, Phillips)，『杜魯門總統內錄』，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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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먼은 소련의 만주출병이 중국 동북지역에서 미국이나 다른

국가가 갖는 문호개방에 대한 기대를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

고 있었다.203) 포츠담에서 스탈린에게 중소담판을 언급한 것으로

도 미국이 이미 중소담판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

나 해리먼은 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마침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중

소담판에 개입하기로 결정하였다. 8월 5일, 번스 국무장관은 트

루먼의 명령에 따라 해리먼이 7월 28일 보낸 비망록에 대해 답

신을 보냈다. 답신은 해리먼이 스탈린을 만나 다음 사항을 전달

하도록 하였다.

우리(미국 정부)는 쑹쯔원이 이미 얄타에서 협의된 바를 충실

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스탈린위원장이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고,······미국의 이익에 손해가 될 수 있는 처리

를 하지 않고, 특히 다롄 항을 군사지역으로 편입하지 않게

되기를 희망한다.204)

그리고 해리먼에게는 신속하게 소련과 문호개방에 관한 의정

서를 체결하도록 명령하였다. 해리먼은 번스의 전문을 받은 후

즉시 스탈린을 만나 미국 측의 뜻을 전달하였다. 원래 다롄을 국

제항으로 하자고 먼저 제의했던 사람은 루즈벨트였다. 스탈린은

일찍이 테헤란에서 부동항을 가지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

데, 루즈벨트는 장제스와 카이로에서 잠시 언급한 바에 따라205)

203) “Memorandum by the Ambassador to the Soviet Union(Harriman)

to the Secretary of State” (July 28, 1945), FRUS 1945, Vol.VII

The Far East China, pp.950-952.

204)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mbassdor in the Soviet

Union(Harriman)” (August 5, 1945), Ibid., pp.955-956.

205) “Roosevelt–Chiang dinner meeting, 8 p.m.” (November 23, 1943),

FRUS 1943,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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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롄 항을 국제자유항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고 답하였다.

그에 따라 이후 개최된 얄타 회담에서는 “다롄 상업항은 반드

시 국제화가 되어야 하며 소련은 이 항구에서 우세한 권익을 보

장받는다”는 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소위 ‘국제화’와 소련의

‘우세한 권익’에 대해 해리먼의 해석을 적용시켜 볼 수 있다. 해

리먼은 1943년의 카이로, 테헤란 회담 그리고 얄타회담에도 배석

하였기 때문에 중국문제와 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대한 각국 정

상의 생각과 회담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해리먼은

소련이 대일전에 참가하는 선결조건으로 사할린과 쿠릴열도 남

부를 소련에 반환하는 것 외에, 항구와 교통로의 사용권한 보장

을 요구하였는데, 특히 뤼순과 다롄, 그리고 철도의 사용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였다.206)

1944년 10월 스탈린과 해리먼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각 태평양

항구에 일체의 설비를 건립하고 보급하는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

였다. 이 때 스탈린은 중국 동북지역의 주권에 간섭할 뜻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도, 다롄 항을 사용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즉

“다롄은 순수하게 자유항이 되어야 하나, 부두의 창고와 운수는

중·소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거나, 다롄의 한 구역

을 설정하여 상업적인 용도로 소련에게 조차하여 사용하게 하고

행정권은 중국에 귀속시킨다”는 것이었다.207)

그러나 1945년 중소담판의 과정 중에 스탈린은 다롄을 단독으

로 통제할 뜻이 있음을 드러냈다. 쑹쯔원과 회의 중에 스탈린은

“중·소 양국은 마땅히 그 항구(다롄)의 주인이며 관리자가 되어

206)「美國駐蘇大使哈利曼致羅斯福總統電文」(1944年12月15日),『外交部檔

案』Box.77, 分類號113.2, 案次號0002, 檔案名: 雅爾達會議秘密文件(臺

灣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所藏).

207)「美國駐蘇大使哈利曼致羅斯福總統電文」(1944年12月15日),『外交部檔

案』Box.77, 分類號113.2, 案次號0002, 檔案名: 雅爾達會議秘密文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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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말했다.208) 미국은 만약 스탈린의 뜻을 따라 중·소

양국이 공동으로 다롄의 관리자로 참여하게 되면, 다롄은 머지않

아 완전히 소련이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고 이는 곧 미국의 문

호개방정책이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8월 10일 스탈린과 회담 직전에 해리먼을 만난 쑹쯔원은 “만

약 다롄 문제에 관해 압력을 받게 되면 아마도 다시 양보를 해

서라도 협정에 도달하게 할지도 모른다”고 말을 했다. 해리먼은

“만약 그 양보가 미국의 정책이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협정에 서명하기 전에 미국과 먼저 상의해 달라”고 요

청했다.209)

미국은 문호개방정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은 다

롄을 중국이 관리하는 자유항으로 남겨 두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8월 12일 해리먼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몰로토프에게

서한을 보냈다.

나는 우리 정부가 다롄문제에 관해 특별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왔다. 우리는 소련이 다롄 항만 시설의 공동 소

유권을 요구했다고 들었다. 우리 정부는 당신들의 구상하는

바가 중국에서의 미국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이 결정을 지지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기를 바란다. 이전에 당신에게 알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이 항구의 어느 지역이 소련에 조차되어 소련의 운수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찬성한다. 우리 정부는 소련 정부와 중

국 정부가 이점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주기를 진실로 희망한

다. 이상의 내용은 이미 쑹박사(쑹쯔원)에게 통보하였다.210)

208) 陳立文, 『宋子文與戰時外交』, 276쪽.

209)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Harriman) to President

Truman and the Secretary of State” (August 10, 1945), FRUS

1945, Vol. VII The Far East China, pp.966-967.

210)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Harriman) to President

Truman and the Secretary of State” (August 13, 1945), Ibid., p.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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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먼과 스탈린은 포츠담에 머물고 있을 때에 다롄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때 트루먼은 스탈린에게 미국은 개방적인

항구를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고, 스탈린은 소

련이 다롄을 관할하게 되면, 그러한 성질의 개방성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번스는 얄타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롄을 반드시 중국이 통치해야 한다는데 협의한 것이라고 보

충 설명하였다. 당시 번스는 소련이 일단 중국 동북지역에 진입

하고 나면 쉽게 철군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211)

같은 맥락에서 해리먼도 소련 정부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트루먼에게 “비록 스탈린이 보증하기는 했지만, 나는 소련

의 통제 하에서 안전하게 자유항을 경영할 수 있을 거라 믿을

수가 없다”고 보고하였다.212) 8월 5일 미국 정부가 해리먼을 통

해서 소련에게 중소교섭에 대한 권고를 한 것은 비록 실제적인

효과는 보이지 않았지만 미국의 이와 같은 고려에서 출발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전리품에 관한 해석

소련의 전리품에 관한 해석은 이미 얄타협정의 규정내용을 훨

씬 뛰어 넘어 동맹국들이 생각하는 전후의 이권에 저촉될 여지

가 있었다. 8월 7일 밤에 있었던 쑹쯔원과 스탈린의 회담내용은

8월 8일 아침 해리먼에게 알려졌다. 미국 측의 자료에 의하면,

211) 戴萬欽，「杜魯門政府在中蘇友好同盟條約談判中之角色（下）」，『美

國月刊』, 第94期(1994年 2月), 141쪽.

212) Harriman,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p.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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쑹쯔원은 해리먼에게 “지난 밤 스탈린과 몰로토프와의 회담에서

이미 뤼순커우에 해군기지를 배치하기로 하였다”고 전하였다.

그 후 ‘전리품’ 문제에 관해 언급하면서 “일본 산업을 포함한

일부 일본의 재산을 소련군이 점령 지구에서 취할 수 있게 하여

소련군의 전리품으로 삼게 하자”는 스탈린의 요구도 전했다.213)

해리먼은 “스탈린의 일본 산업에 대한 요구는 마땅히 거절되어

야 한다. 전리품은 물자에 한정되어야 하며 미국에 포츠담에서

제시한 것과 일치해야 한다”고 말했다.214) 해리먼은 전쟁의 배상

으로써 만주의 적산을 획득해야 하는 나라는 분명히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다시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는 얄타에

서의 협의 내용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연합국의 이익에도 저촉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15)

해리먼의 보고를 보면 소련이 중국보다 먼저, 더 적극적으로

전리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측의

자료에 따르면, 8월 7일 장제스는 쑹쯔원에게 전문을 보내, “만

주지역에 있던 각종 공업과 기기설비는 마땅히 모두 우리나라의

소유로 귀속시켜야 하는데 이는 일본이 지불할 전쟁배상의 일부

분으로써 중소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두 소련 측과 명확히 해

두거나 그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216)

213)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Harriman) to President

Truman and the Secretary of State” (August 8, 1945), FRUS 1945,

Vol. VII The Far East China, pp.958-959

214)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Harriman) to President Truman

and the Secretary of State” (August 8, 1945), Ibid., p.959.

215) W. A. Harriman,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p.495.

216)「蔣主席自重慶致行政院長宋子文指示訂約之前應向蘇聯聲明東北原有各

種工業及其機器皆應歸我國所有電」(1945.8.7.), 秦孝儀，『中華民國重要

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二)，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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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쑹쯔원과 스탈린은 토론을 하였다.

쑹쯔원: 각하는 일본 전리품을 어찌 처리하시렵니까?

스탈린: 포로 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약간의 빼돌려진 부분

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소.

쑹쯔원: 일본 정부와 개인이 만주에서 소유한 재산은 마땅히

우리나라의 전쟁 배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스탈린: 이점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우리는 중국

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지는 않을 것이오. 걱정하지

마시오. 응당하게 배분할 것이오.

쑹쯔원: 언제 논의하시겠습니까?

스탈린: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쑹쯔원: 때를 정하여 논의합시다.

스탈린: 그러지요.217)

중국은 소련이 출병 후 만주지역 산업과 물자에 대해 함부로

하지 못하기 위하여 전리품 문제를 먼저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중소담판에서는 항구와 철로 등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

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는 스탈린의 말에 중국의 동

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해리먼의 보고와 중국 측의 자료는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다.

양국의 기록 중 어느 것이 확실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의 발굴이 필요하다. 다만 본문은 우선 미국 측이 전리품 문

제를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실

전리품 문제는 중·소 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연합국의 전

후 처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국무장

관 번스는 8월 8일 해리먼에게 전문을 보내 왔다.

217)「宋子文、史達林後階段第一次談話紀錄」(1945.8.7.), 47쪽，Victor S. T.

Hoo Files, Box2, Vol. “Sino-Soviet Relations, 1945-1946” : 王永祥，

『雅爾達密約與中蘇日關係』, p.29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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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만주에 관한 전쟁 배상에 관련된 우리의 위치에 관

해 8월 8일 보내온 당신의 권고를 찬성한다.

2. 당신도 알다시피 만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 중국이

그 통치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간

주된다. 우리는 만주국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고, 이

전쟁에서 우리의 맹방이며 일본과 8년 동안 싸워 온 중국이

일본의 배상에 대한 특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

했다. 중국 영토 내에 있는 일본의 재산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특별히 강경하다.

3. (쑹쯔원이 스탈린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만약 소련 정부가

소련의 전쟁 배상문제를 제기하면 당신은 스탈린에게 우리는

전쟁배상에 대해, 그리고 일본이 만주에서 소유했던 현물로 배

상하는 것에 대한 어느 일방 혹은 중소 쌍방의 결정에 반대한

다’고 전달할 것이며, 일본으로부터의 배상문제는 일본에 대항

하여 참전한 모든 국가들이 동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고, 또

만주 혹은 일본에게서 해방된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일본이

소유했던 현물로 배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을 우선 배려

하여 결정하기 바란다는 것을 쑹쯔원에게 알리도록 한다.218)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전리품 문제에 관

해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지금까지는 포츠담회담에서 영

국, 미국, 소련의 지도자들이 독일의 전후배상 문제에 관해 논의

하였고, 동아시아 문제에 관해서는 소련의 참전을 논의했을 뿐이

라고 알려져 왔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스탈린이 동아시아 전쟁에

참전하면서 전리품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 측에게는 전혀 뜻밖의

일이었을 것이다. 이 부분은 트루먼 정부가 중소교섭에 대한 뚜

렷한 변화를 보이게 한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218)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Harriman) to President

Truman and the Secretary of State” (August 10, 1945), FRUS,

1945, Vol. VII The Far East China, p.966.



제

3

장

제4절「중소우호동맹조약」체결

109 /

실제로 유럽에서든지 아시아에서든 전후 배상문제에 대해서

제일 적극성을 띤 나라는 소련이었다. 소련은 1945년 1월에 전쟁

으로 파괴된 서부 공업지대에 대한 복구를 위해 미국에 차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는데, 그 후 소련은 독일의 전후배

상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얄타 회담의 결정에 따라 모스크

바에 본부를 둔 배상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배상총액과 분배의 해

결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안들을 검토하게 되었으나, 소련과

미국 사이의 이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소련은 배상위원회의 합의여부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해

방’한 동구 국가들 내의 독일 자산에 대한 압류 처분과 독일 내

소련 점령 지구에서 각종 물자 및 산업시설을 소련으로 운송하

기 시작했고 이는 1954년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그러나 중국은

소련의 점령구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먼은 워싱턴에 소

련의 거동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보고했던 것이다.219)

제4절「중소우호동맹조약」체결

제1차 중소교섭 기간에 쑹쯔원은 중소교섭을 중지하려고 한

적이 있고 해리먼은 교섭이 달성되어야 함을 강조한 적이 있다.

미국의 압박에 따라 쑹쯔원은 스탈린에게 어느 정도 양보를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중소교섭 기간에는 또

다른 요인이 중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왜냐하면 소

련이 이미 만주로 출병하여 대일전 참전에 있었기 때문이다.

8월 9일의 히로시마 원폭투하의 소식이 전해졌고, 쑹쯔원과 중

219)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Harriman) to President Truman

and the Secretary of State” (August 8, 1945), Ibid., pp.95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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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대표단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취하게 되었다. 쑹쯔원은 8월

12일에 본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였다. “10일 일본의

투항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 일행 모두는 소련과 계속 조약체결

의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협의되지

않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자고 결의하였다.”220)

제1차 교섭기간에 쑹쯔원은 담판이 결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2차 교섭에서는 가능한 한 협의에 도달하겠다는 뜻

을 보였다.

해리먼도 이러한 쑹쯔원의 태도변화를 인지하고 “만약에 어떠

한 압력을 느끼게 되면 쑹쯔원은 다롄 문제에 대해 양보를 하여

서라도 협의하려고 할지 모른다”고 보고하였다.221) 비록 쑹쯔원

은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자”고 하였지만, 그의

태도는 이미 소련의 요구에 응하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

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8월 6일 미국은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폭을 투하하였고, 8월 8

일 소련의 외교인민위원 몰로토프는 해리먼에게 중·소 양국의

조약체결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미국이 원폭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이 미군에게 먼

저 투항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몰로토프는 일본에게 “내일(9일)

부터 소련과 일본은 교전상태에 들어간다”고 통보하였다.

8월 9일 소련군은 만주를 향해 출병하였다. 그들은 8월 12일에

만주에 있던 관동군의 방위선을 돌파하였고 중국의 동북지역 평

220)「蔣中正接宋子文王世杰電告與史達林商談其中大連問題撤兵等均已有結

果惟外蒙疆界與南滿路局局長與旅順中蘇軍事委員會三問題爲目前之障礙

等」(1945.8.12.),『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

03-012.

221)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Harriman) to President

Truman and the Secretary of State” (August 10, 1945), FRUS

1945, Vol. VII The Far East China, p.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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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이르렀다. 이때 만주에 진입한 소련군은 모스크바에서 협상

을 진행 중이던 중국대표단에게는 이미 협상을 멈출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협상을 꼭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성장을 해 온 중국공산당

이 국민정부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국민정부는 소련

과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련과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함께하

는 중공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협상 과정에서 스탈

린은 쑹쯔원에게 “만약 중·소 양국이 신속히 협상 결과를 도출

해 내지 못하면, 공산세력이 만주에 진입할지도 모른다”고 말했

다.222) 쑹쯔원은 어쩔 수 없이 소련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상황

에 빠졌음을 느꼈다.

결국 8월 14일, 중·소 양국은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

였다. 조약은 8개 조항의 전문과 교환각서 뿐 아니라 「중국 창

춘(長春)철로에 관한 협정」, 「뤼순커우에 관한협정」과 관련

문서, ”다롄에 관한 협정」과 관련문서, 「대일전에 참전하는 소

련군이 중국 동삼성에 진입한 후 소련군 총사령부와 중국 행정

당국의 관계에 관한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약은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중·소 양국은 계속 협력하는 것

을 기본요지로 하고 있다. 첫째, 소련은 중국의 영토주권을 존중

하고 중앙정부만을 지지하며, 중국 중앙정부에게만 군사적 물질

적 원조를 한다. 둘째,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셋째, 외

몽고의 독립은 공민투표를 거쳐서 인민이 원하면 중국 정부는

외몽고의 독립을 승인한다. 넷째, 뤼순커우는 해군기지로 중·소

양국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다섯째, 다롄은 자유항으로 각국의

무역과 해운을 위해 개방하며, 그 행정권은 중국에게 있고 소련

222) W. A. Harriman,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p.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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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항구에서 필요한 창고 등 설비를 임대 사용한다.

앞의 내용에 따르면 첫째, 둘째 항목은 중국 국민정부의 요구

가,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항목은 소련의 요구가 관철된 것

이며, 특히 다섯째 항목은 미국의 문호개방정책을 충족할 수 있

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련뿐 아니라 미국도 모두

대체로 만족하였다.

첫째와 둘째 항목이 비록 국민정부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라고

해도 전반적인 내용은 중국이 자신의 이권을 전적으로 소련에게

내어 준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무엇에 만족한 것인가?

처음부터 돌이켜 보자. 조약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얄타협정의 내

용에 근거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

고서 모스크바에 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은 왜 굳

이 모스크바행을 선택한 것인가?

「얄타협정」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후, 중국 정부는 중

소담판에 미국이 개입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중소담판에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런 가운데 중국 정부 대

표단은 급하게 모스크바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왜 소련과의 교섭을 거절하지 못하고 모스크바행을 결정

한 것일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 중·소 양국의 교섭이 진행하

기를 원했음이 그 첫 번째 이유이고, 또 다른 이유는 국공문제

때문이다. 미국이 소련의 참전을 우선시하여 소련의 이익을 약속

했다면 장제스의 국민정부는 소련과 중국공산당의 문제를 분명

히 해 둘 필요가 있었다. 장제스는 줄곧 ‘반공’의 태도를 견지하

며 중공과 대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국내부적인 분열은 중일전

쟁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국공문제를 주목하

여 왔다. 또한 소련은 인정하지 않지만, 중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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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서 소련이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중·미 양국의 정부도

모두 인식을 하고 있었다. 특히 소련주재 미국대사인 해리먼은

국공의 갈등이 스탈린과 장제스가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223)

얄타회담이 끝난 후, 중국대사인 푸빙창을 만난 자리에서 “스

탈린은 장위원장(장제스)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를 존중

하며 중국이 그(장제스)의 영도에 의해서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224) 이로써 해리먼은 중국을 소련과

의 교섭의 자리로 이끌려 하였던 것이다.

사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영·소·중 4개국 연합이라는

국제관계의 틀 안에서는 구성원 간에 존재할 법한 이념적인 모

순은 아직 표면화되지 않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념적 갈등은 언

제든지 돌출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장제스는

중일전쟁 발발과 동시에 국공합작, 소련과의 합작을 결정하여 추

진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줄곧 견지해 오던 ‘반공’을 중단한

것이 아니었다. 1941년의 환남사변, 1942년 신장(新疆)문제는 그

의 반공적 입장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지적된다.

뿐만 아니라 카이로에서 장제스는 루즈벨트와 회담을 진행하

는 중에 공산주의와 제국주의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

가 있으며 장제스 자신은 소련을 깊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225) 장제스는 루즈벨트에게 소련을 경계할 필요가 있

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오히려 장제스가 공산주의에 대한 과도한

223) W. A. Harriman,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p.400.

224) 傅銥華, 張力校注, 『傅秉常日記(1943-1945)』, 423쪽.

225)「蔣中正偕宋美齡赴羅斯福官邸出席中美英三領袖第一次會議」(1943.11.23.),

『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002-060100-001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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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로 일본과의 전쟁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

다. 그리고 그는 대일전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정부와 중국공산당의 연합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

다. 대통령 특사 헐리가 충칭과 옌안을 오갔던 것도 국공양당의

협의를 끌어내기 위한 루즈벨트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국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루즈벨트는 무엇보다도 소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국민당과 공산당의 극한 대립이라

는 중국의 분열상황은 이미 내부적인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었다.226)

얄타에서 결정한 중소교섭은 장제스가 회의에 참가하여 동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장제스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나타냈다.

나는 얄타회의에 대해서 인정한 적도 없고 참가한 적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데 어찌 집행의 의무가

있겠는가? 그는 진실로 중국을 그들의 속국으로 생각하는 것

이다. 미국의 외교는 중심도 없고 방침도 없으며 예의도 없는

매우 위험한 것이므로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227)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했던 장제스는 「얄

타협정」을 이행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소담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담판에서 자국의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

는 것과 동시에 ‘중공’이라는 이념적인 키워드로 소련과 타협할

여지도 열어 두었다. 쑹쯔원과 대표단을 모스크바로 파견하기 직

226) Dieter Heinzig, The Soviet Union and Communist China, 1945-1950,

New York: Armonk, 2004, p.72.

227)「蔣中正接见赫尔利據美英俄準備邀请中法組織五國外長會議其祕書處設

在倫敦等」(1945.7.29.),『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

002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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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국 정부는 중소교섭에 대해 방침을 정했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중국은 구국을 위한 하나의 방침으로 전국의 군령과 정령에

대해 철저하게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무력을 지닌 정당, 즉

공산당의 존재는 불편하다. 가짜 정당의 명의로 무리하게 할

거하는 것을 엄호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의 통일과 항전의 승

리를 방해하는 것이다. 소련은 중국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오늘날 무력으로 할거하며 중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중공에 대해 어떠한 국제여론상, 정치상, 물질상의 지지도 해

서는 안 된다. 더욱이 중공에게 무력을 정부에게 귀속시키고

지휘체계를 통일하여 대일전에 도움이 되도록 권고해 주기를

희망한다. (예를 들면 소련의 각종 신문과 잡지 중에 중공을

위한 선전과 중국 중앙정부를 비난하는 것, 그리고 고문을 연

안에 파견하는 등의 일을 일체 중지해 주는 것이다)228)

전쟁 말기에 접어들면서 중공은 독자적인 무력을 가지고 국민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성장하고 있었고, 국제적인 여론도

중공에 대해 동정적이었다. 게다가 1944년부터는 미국도 국민정

부에게 중공과 연합정부를 구성하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정부는 자신의 영도권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했다.

장제스는 얄타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행할 책임도 없다고

말하면서도 만약 미국이 나서서 중재하면 소련에게 양보할 준비

가 되어 있다는 말도 하였다.229) 장제스의 미국에 대한 의존적

성향은 1945년 중소담판에까지 이어졌다. 특히 장제스는 전후 정

228) 「蔣中正修正對俄交涉方針允許蘇聯共同使用旅順軍港等」(1945.6.26.),

『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01-026.

229) 「蔣中正接孔祥熙電杜魯門表示欲永久和平必須尋覓可靠之友邦合作故美

應盡力助中國强盛等」(1945.6.21.),『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典藏號:

002-060100-0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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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안정되게 정권을 유지하며 중국을 통일하는데 이 조약이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에 중공중앙이 아

닌 국민정부만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요구하였다. 이것으로 중국

은 다른 어떠한 제국주의적 이권도 소련에게 허락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맺어진 중소양국의 우호동맹조약 체결은 전시 동

맹을 전후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제 2 부

중국 동북지역 전후처리와 

중·소갈등 

(1945-1949)

1945년 8월 14일「중소우호동맹조약」에 서명 중인 중국 외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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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련의 적산반출과 미·중의 대응

만주라고도 불리는 중국 동북지역은 19세기 말부터 세계열강

의 주목을 받아온 지역이다. 청일전쟁 직후 일본은 랴오둥(遼東)

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만주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러시아, 독일,

프랑스 삼국의 간섭으로 좌절되었다.1)

반면 시베리아철도를 부설하면서 만주로 진출하려고 계획하였

던 러시아는 삼국간섭에 참여하면서 그 대가로 다롄(大連)을 조

차하였다.2) 그러나 얼마 후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만주에 있는 러시아의 권익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때 설립된 남

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와 관동군은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

는데 있어서 핵심기구가 되었다. 만주사변 이후 일본은 만주국을

세워 만주를 장악하였고, 또 「만주산업개발5개년계획」을 세워

중국 동북지역을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확장을 위한 기반으로 삼

았다. 이를 위해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일본은 미

화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3)

1)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895년 청(淸)과 「시모노세키조약」을 체

결하였다. 조약의 제2조에서 청은 랴오둥반도, 타이완(臺灣), 펑후(澎湖)

제도를 일본에 할양하였다. 그러나 조약 교섭과정에서 청은 외교공작을

통하여 러시아, 독일, 프랑스 3국을 끼워 넣고 조약에 조인하였다. 1895

년 4월 23일 삼국 간섭이 이루어졌고, 5월 5일 일본은 이를 수용해 랴

오둥반도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대신 청은 일본에 반환금 3천만 냥을

지불하였다.(가와시마 신, 『중국근현대사: 근대국가의 모색, 1894-1925』,

서울: 삼천리, 2013, 28-29쪽)

2) 「시모노세키조약」 체결에 있어서 청정부의 전권대표였던 이홍장은 러시

아의 삼국간섭의 대가로 「여대조지조약(旅大祖地條約)」을 체결, 1898년부

터 25년간 뤼순(旅順)과 다롄(大連)을 러시아에 조차(租借)하기로 하였다.

3) 「日本在我東北的投資」,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

期』第七編 戰後中國(一), 臺北: 中國國民黨中央黨史委員會, 1981, 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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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10월 관동군, 만주국 정부, 만철관계자가 주도하여 만

든『만주산업개발 5개년 계획 강요(滿洲産業開發5個年計劃綱要)』

의 목적은 “유사시에 필요한 자원의 현지개발에 중점을 두고, 또

한 가능한 한 국내의 자급자족과 일본의 부족자원 공급을 도모”

하는 것이었다.4) 이러한 목적에 근거하여 공업과 광업, 농축산업,

교통통신, 이민 등 각 분야에 걸친 개발정책이 실시되었다.

공업과 광업 분야에서는 병기, 비행기, 자동차, 차량 등의 군수

관계 산업의 확립뿐 아니라 철, 액체연료, 석탄, 전력 등 기간산

업의 개발에 주력하였다. 특히 철과 액체연료 등의 개발은 국방

의 필요에 의해 중시되는 목표 산업이었다. 이러한 국방상의 목

표에 따라 만주국의 공업은 군수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공

업을 중심으로 하여 건립되었다. 비록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상

황과 기술상의 문제로 인해 현실에서는 생산능력만큼 충분히 생

산해 내지 못하고 있었다. 또 산업의 주목적이 군비확충이기 때

문에 현실적인 생활 개선과 사회의 발전으로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주사변 이후 일본이 중국 동북지역 공업

에 투입해 온 자본과 기술투자는 그 지역을 당시 중국에서 가장

큰 산업지구라고 부를 만한 설비와 규모를 갖추게 하였다.

4) 오카베 마키오, 『만주국의 탄생과 유산: 제국일본의 교두보』, 서울: 어

문학사, 2014,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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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년 7월말 만주지역 각 중공업 부문의 설비에 따른 생산능력5)

5) 표의 내용은 山本有造,『「満州国」経済史硏究』(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

会, 2003)의〔表3-13: 満州国における重要鉱工業部門の設備能力ならびに

生産実績〕와〔표3-14: 終戦直前の主要鉱工業生産能力および実績〕를 근

거로 정리한 것임.

업종별 1945년 7월 말 생산능력

철강
철광석 8,645,000톤, 주철 2,524,000톤, 

강괴(鋼塊) 1,330,000톤, 강재(鋼材) 827,600톤 

석탄 34,000,000톤

액체연료 오일셰일 280,000톤

정유 미정제유 280,000톤

경금속

알루미늄10,000톤, 마그네슘800톤(또한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은 각각 45,000톤, 1,800톤급 생산설비를 

건설 중이었다)

비철금속
납7000톤, 아연300톤, 구리3,500톤(아연은 4,500톤

급 설비를 건설 중이었다)

마그네사이트 935,000톤

소다회 60,000톤

화학비료

(황산암모늄)
240,000톤

펄프 126,000톤

전력 화력 1,054,000kw, 수력 616,000kw

기계

철도관련(기관차110량(輛), 소형기관차130량, 화물열

차4,300량), 공작기계부문(공작기계2,800만 엔, 공

구890만 엔, 축수(軸受)1,500만 엔), 전기기계부문

(전선4,300톤, 통신기1,750만 엔, 기타5,000만 엔)
산업기계2억 엔, 자동차부문(차대조립 및 제조

9,000대, 부품제조1,500만 엔, 재생수리17,000대) 

무기

발동기200대, 총검120,000정, 경기관총1,000정, 중
기관총500정, 박격포500정, 소총30,000정, 소총실
포750만발, 중척탄통(重擲彈筒)400문, 포대경(砲臺
鏡)400개, 쌍안경10,000개, 방독면50,000개, 낙하

산, 각종 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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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직전인 1945년 7월 말 각 중

공업 부문의 설비에 따른 생산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만주의 산

업시설은 일본의 전쟁 필요에 따라 건설된 공업시설이기는 하나,

그 규모와 생산능력에서 중국 내의 기타 공업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만주지역은 규모뿐 아니라 설비 면에서도

가장 선진적인 산업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의 국민정부와 중국공산당은 이 지역 선점을 주요 임무로 인식

하고 있었고, 소련도 여기에 거는 기대가 컸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1949년 9월 중국 국민정부는 소련이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위배하고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유엔에 제소하였다. 본 장

에서는 중국이 소련을 제소하면서 적시하고 있는 만주 지역에서

일본이 소유했던 적산을 주목하였고, 이 적산의 처리를 둘러싼

전후 초기 중국, 미국, 소련의 갈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제1절 적산처리에 관한 미·중·소의 견해차

얄타회담의 약속에 따라 소련은 1945년 8월 9일 중국 동북지

역으로 출병하여 일본 관동군에게서 항복을 받고 그 지역을 점

령하였다. 소련군이 만주에 진주한 후 철군할 때까지 약 9개월의

시간동안 소련은 과거 만주국 시기에 건립된 주요 공업기계와

설비를 반출함으로써 만주지역에 대한 경제적 침탈을 자행하였

다는 것이 소련을 제소한 중국 정부의 주장이었다.

중국 동북지역 공업의 80% 이상은 남만주에 있는데 실제로

어떠한 저항도 없이, 또한 어떠한 손실도 없이 소련은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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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하였다. 소련 군대가 만주에서 반출한 자산은 총 8억 달

러 이상이다. 전리품이라는 구실로 만주지역에서 반출한 공업

자산 외에도, 소련 정부는 철군을 지연하면서 중국 정부에 중·

소 양국이 공업과 광업, 민간항공산업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

자는 계획을 제출하였는데 이 또한 동북지역 전체 중공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었다.6)

여기에 덧붙여 유엔총회에서 중국을 대표하여 소련제소안을

발표하면서 장팅푸(蔣廷黻)는 다음과 같은 말로 소련을 질책하

였다.

만약 중국 정부가 소련의 제의에 대해 양보했다면, 중국 동북

지역은 소련의 식민지로 변하였을 것이다. 오늘 중국 공산당

의 통제 아래 있는 동북지역에서 소련의 경제적 의도는 이미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 이런 종류의 제국주의적 작태는 시대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유엔헌장과 중국이 소련과 체결한 조

약을 깨뜨리는 것이었다.7)

장팅푸는 중국 국민정부가 소련을 제소한 주요한 원인으로 소

련군이 만주 출병 후 공업시설에서 기계와 설비를 반출하였고,

반출할 수 없는 부분은 경제 합작을 강요했다는 점을 들었다. 장

팅푸의 발언은 비교적 강경하였는데, 필자가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그가 소련의 행위를 ‘제국주의’적이었다고 비난하고 있

다는 것이다.

전후시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미·소 양국의 전

후 갈등을 대체로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여 냉전시기

6) 秦孝儀,『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七(下), 臺北: 中正文化基金會, 1978,

457-459쪽.

7)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七(下), 4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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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8) 이러한 주장은 동

아시아의 전후 상황과 국공내전이 시작된 중국 동북지역에 적용

하기도 한다.9) 중국 동북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직후

부터 중·소 양국의 전후처리에 관한 논의에서 매우 민감한 지역

이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냉전사적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세계를 분석하려고 할 때, 이 시기의 당사자였던 중국 국민정

부는 제소안에서 소련을 냉전의 한 축이라는 점보다는 제국주의

적 침탈자라는 측면을 더 부각시켜 묘사하였다.

물론 중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그들이 대륙을 상실하게 되

는 주요 원인이 소련에 있다는 원망과 비난에서 비롯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국 동북지역으로

진출한 소련의 행위도 상당부분 논쟁거리를 제공하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논쟁들 중에서 경제부문과 관련된 것이

중국 동북지역으로 출병한 소련군에 의해 진행된 그 지역 공업

시설 반출과 경제 합작 교섭에 관한 갈등이다. 사실 이 두 가지

는 소련이 전후 중국 동북지역에 대해 세웠던 핵심구상으로 두

가지 사안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8) George N. Crocker, Roosevelt's Road to Russia, Chicago: Genry

Regery Corp., 1959; Herbert Feis, From Trust to Terror, The Onset

of the Cold War, 1945-1950, New York, 1970; John Louis Gaddis,

The United States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1941-1947,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2; Douglas Roy, From

War to Cold War, 1942-1948,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1.

9) Steven I. Levine, Anvil of Victory: The Communist Revolution in

Manchuria, 1945-1948,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7;

Odd Arne Westad, Cold War and Revolution: Soviet-American

Rivalry and the Origins of Chinese Civil War, 1944-1946,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Dieter Heinzig, The Soviet

Union and Communist China, 1945-1950, New York: Armonk,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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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부의 적산 회수에 대한 기대

유엔창설 준비와 전후 기타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44년 가을

에 개최된 덤바턴 오크스 회의(Dumbarton Oaks Conference)10)

에서 미국은 일본이 중국 동북지역과 중국 기타 지역에서 소유

한 재산을 중국이 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중

일전쟁이 오래 지속되었고 일본에 의한 중국경제의 파괴가 심하

므로 일본은 그 실제 지불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상당한 수량의

배상을 지불하여 중국의 전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

였다.11)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련은 일찍부터 대일전 참

전대가를 중국 동북지역에서 취하려고 구상하였고, 얄타에서 미

국도 소련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중국 동북지역의 전후처리

에서 중국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다만 미국과 소련이

생각하는 대가의 수준은 다소 차이가 있었음을 주목해 볼 필요

가 있다. 특히 그들의 생각은 ‘전리품’과 ‘전쟁배상’이라는 용어의

적용에서부터 확연히 차이를 보였다.

‘전리품’이란 일반적으로 교전자(交戰者)가 점령지 및 전장에서

적법하게 압수하거나 몰수한 적의 물품으로, 압수 또는 억류와

동시에 교전국에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제2차 세

계대전이 종결되기 직전에 있었던 중·소 양국의 모스크바 담판

과 전후초기 양국이 진행했던 여러 차례의 협상 중에서, 관심을

10) 덤바턴 오크스 회의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 C. 조지타운에 있는 덤

바턴 오크스 저택에서 개최되었다. 8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는 미·

영·소 3개국이,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미·영·중 3개국이 각각

나누어 회의를 하였다.

11)「戰後國際和平機構及其他有關問題」(密件), Victor Chi-Tsai Hoo Papers,

Bo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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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던 의제의 하나는 전리품문제였다. 1945년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중·소 양국은 얄타에서 미소양국이 협의한 내용을 중

심으로 담판을 진행하였다. 이때에 양국은 「얄타협정」에는 포

함되어 있지 않은 전리품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일본의 군

수창고 역할을 하던 중국 내 최고 선진 공업지역인 중국 동북지

역 때문이었다.

1945년 8월 7일 장제스는 쑹쯔원에게 전문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동북지역에 있는 각종 공업기기와 설비는 일본이 중국에 배상

해야 하는 전쟁 배상의 일부로, 마땅히 모두 중국의 소유로

귀속되어야 한다. 이것에 관해 소련과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하게 상의하거나 성명으로 발표하라.12)

제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쑹쯔원은 8월 7일 저녁에 스탈린을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먼저 언급하였다. 국민정부는 소련군이

출병한 이후 만주 지역의 상황에 대해 예측할 수 없었다. 국민정

부는 소련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했

고, 그래서 가능한 한 상황을 명확히 해 두고자 하였다. 전리품

의 문제도 그 중 하나였다.

소련은 전시 공업에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일본이 중

국 동북지역에 세운 산업과 자산들을 참전 대가로 얻으려 하였

다. 중국 국민정부는 1944년 9월 12일 외교부 차장 후스저(胡世

澤)의 보고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들었다.13) 중국은 모스크바 담

12)「蔣主席自重慶致行政院長宋子文指示訂約之前應向蘇聯聲明東北原有各種

工業及其機器皆應歸我國所有電」(1945.8.7.),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

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二), 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

會黨史委員會, 1981, 642쪽.

13) “Telegram from Victor Hoo” (Sep.12, 1944), Victor Chi-Tsai Hoo

Papers, Bo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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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이전에 이미 소련이 동북지역의 산업에 가지고 있는 관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장제스는 스탈린과 중국 동북지역에 있는 적산처리에

대해서 소련이 출병하기 전에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

였고,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명확히 논의하

거나 성명을 발표하라”고 지시하였다.14) 그러나 당시 스탈린은

이 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서 소련은 중국을 부당하게 대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스탈린의 태도가 중국에게 우호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15)

쑹쯔원은 스탈린에게 더 이상의 명확한 답을 요구하지 못하였다.

8월 8일, 쑹쯔원은 “일본인이 동북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업, 기

계, 군수공업을 중국에 대한 배상으로 삼는 문제에 대해 고려해

보고 이 일에 대해 계속 논의하자”는 스탈린의 말을 본국에 보

고하였다.16) 쑹쯔원이 본국에 보고한 바로 그날,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즉시 중국 동북지역으로 출병하였다. 쑹쯔원은

배상문제를 논의하자는 스탈린의 말에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쑹쯔원뿐 아니라 중국 정부도 중국 동북지역의 적산처리에 대

해 비교적 낙관하고 있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자신들이 순조롭게 동북지역을 접수할

14)「蔣主席自重慶致行政院長宋子文指示訂約之前應向蘇聯聲明東北原有各種

工業及其機器皆應歸我國所有電」(1945.8.7.),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

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二), 642쪽.

15)「行政院長宋子文, 外交部長王世杰自莫斯科呈蔣主席報告與史達林晤談關

於解決旅順區域, 大連市, 中東路及外蒙疆界等問題之談話結果電」

(1945.8.7.), 秦孝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

時外交(二), 643쪽.

16) 秦孝儀,『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7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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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국민정부는 동북접수가 순조롭게 진

행되면 적산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동북접수

문제는 자신들의 철저한 준비와 소련의 협조가 더해지면 순조롭

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소련이 이미 출병한 상황에서 장제스는 8월 10일 다시 쑹쯔원

과 왕스제(王世杰)에게 전보를 보냈다.

실제로 중국이 만주지역으로 파견할 행정관원과 경제관원의

수송방식에 대해서 소련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우리가 충분하

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정한 기일이 되었을

때 우리 측 접수관원이 동북지역에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17)

장제스는 소련이 출병하면서 처리해야 하는 동북지역의 상황

에 대해 빈틈없이 대처하려 하였다.

둘째, 미국의 지원과 지지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이 계속해서 중

국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모스크바에서 담판을 진행

하는 동안 쑹쯔원은 담판 진행상황을 소련주재 미국대사인 해리먼

(Willam A. Harriman)과 논의하였다. 해리먼은 중국 동북지역 적

산에 대한 소련의 태도에 쑹쯔원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18)

해리먼의 이러한 반응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

미국 국무장관 번스(James F. Byrnes)는 해리먼에게 보낸 메시

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은 만주국의 존재를 승인한 적 없다.······ 중국은 이번 전

쟁에서 우리의 동맹국으로 일본과 8년 동안 항전을 치렀으므

로 일본이 배상할 때 특별히 배려 받을 권리가 있다. 이점은

17)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783쪽.

18) W. A. Harriman,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p.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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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토에 있는 일본의 자산에도 적용된다.······일본 배상문

제는 실제로 항일전쟁에 참가한 국가의 정부 사이에 동의를

얻은 후 결정해야 한다. 중국 동북지역 혹은 기타 일본인의

수중에서 해방된 중국 지역의 실물배상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중국인을 배려해야 한다.19)

뿐만 아니라「중소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한 직후 쑹쯔원이 워

싱턴에 가서 미국 대통령 트루먼(Harry S. Truman)을 만났을

때, 전리품에 관한 트루먼의 의견에 쑹쯔원은 매우 고무되었다.

트루먼은 배상문제에 관하여 중국은 “8년간 항전을 하였고 소련

은 일본과 전투한 것이 며칠뿐이니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마땅히 중국에게 최우선권이 있다”고 말하였다.20) 또 그

는 만주를 포함한 일본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일본에 의해 고

통받은 모든 나라에게 지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21) 그렇

기 때문에 만주지역 적산처리에 관해서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을

지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미국이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만

하면 적산처리는 큰 문제가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전리품과 전쟁배상에 대한 해석 차이

국민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적산처리는 처음부터 문제를 드러

냈다. 문제의 쟁점은 적산처리에 대한 중·미·소 삼국의 해석 차

이에서부터 발생하였다. 중국과 미국은 적산처리문제에 있어서

19)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Harriman)”(August 9, 1945), FRUS 1945 Vol. VII The Far East,

China, pp.965-966.

20)「蔣中正接華盛頓宋子文電陳與國務卿總統談話情形等」(1945.8.18.) 『蔣

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03-018.

21) Harry S. Truman, Memoirs of Harry S. Truman. Vol. 1, Year of

decisions, p.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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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품과 전쟁배상이 갖는 의미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

았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담판을 진행하면서 쑹쯔원은 스탈린

에게 ‘전리품’문제를 언급하였다. 쑹쯔원은 ‘전리품’이라는 용어를

배상의 차원으로 생각하면서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중국이

적산을 몰수하고 나서 전승국이 공동으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해

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미국도 중국과 유사한 생각을 하였다. 앞에서 인용한 미국 국

무장관 번스와 대통령 트루먼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기

본적으로 전쟁배상에 관한 논의는 어느 한 국가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승전국이 함께 모여 논의한 후 결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22) 특히 트루먼은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중국이고, 그 다음이 필리

핀, 그 다음이 미국이며, 소련이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 동삼성(東三省) 적산의 처

리부분을 주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23) 만주지역 적산에 대해

서 중국과 미국은 처음부터 전쟁배상의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입장에 어느 정도 안심하였다.

중·미 양국과 달리, 소련은 적산에서 자신들이 취할 지분에 대

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소련은 점령 지구에서

적에게 빼앗아 취득하는 전리품을, 전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참

전국들의 논의를 거쳐 분배하는 전쟁 배상과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22)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Harriman)”(August 9, 1945), FRUS 1945 Vol. VII Far East,

China, p.966; Harry S. Truman, Memoirs of Harry S. Truman.

Volume 1, Year of decisions, p.468.

23)「行政院長宋子文致蔣介石電」(1945.8.18.),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

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2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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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중소교섭이 완결되지 않은 8월 13일, 스탈린은 쑹쯔원에

게 소련군이 출병했던 국가들은 모두 소련의 출병에 대해 비용

을 부담하였다는 점과, 당시 중국 동북지역에는 이미 약 100만

명의 소련군이 출병하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비

용을 중국에 요구하였다.24) 쑹쯔원은 우선 중·소 쌍방이 우호동

맹조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다시 몇 개 협의안을 만들어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소련군의 경비를 해결하자고 하였

다.25) 이것은 분명 중·소 양국 모두 전쟁 배상과 참전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 정부가 우선 중국

내의 일본자산을 몰수하고 그 다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

소양국과 함께 논의하여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9월 1일 중국 외교부장 왕스제는 중국 주재 소련대사에게 만

주지역에 있는 일본의 자산은 모두 중국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6) 2일 중국 외교부도 중국에 있는 일본의 공적 자산과

개인 자산을 불문하여 모두 몰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성명을 발표

하였다. 동시에 중국 외교부는 미·소 양국의 대사에게도 이러한

결정을 통보하면서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 협조란 미·소 양국이

일본에게 항복을 받고 접수한 중국 영토 내의 지역에서 일본이

경영한 상업, 공장, 광업, 교통, 통신사업과 기타 자산을 잠시 보

호하고 이들 적산이 훼손되거나 반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

24) W. A. Harriman,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p.496.

25) 曹夢玲 譯, 「1945年中蘇莫斯科談判斯大林與宋子文會談記錄補遺」, 俄

羅斯聯邦總統檔案館, 全宗45, 目錄1, 卷宗322, 82-91쪽. (中國社會科學院

近代史硏究所近代史資料編輯部, 『近代史資料』第118號, 北京:中國社會

出版社, 2008, 183쪽 재인용)

26) 王世杰, 『王世杰日記』(手稿本)第五冊, 臺北: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1990,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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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27) 11일 미국은 중국의 성명에 동의를 한다고 회신을 하

였으나 소련 측에서는 답신을 하지 않았다.28)

소련이 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고 소련이 중국 동북지

역의 적산을 전적으로 전리품으로 보았는지 혹은 전후 배상으로

전승국이 분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중국이 적산을 일괄 몰수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 동북지역 적산처리에 대한 소련의 태

도에 대해 장제스만큼이나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은 소련 주재

미국대사 해리먼이었다. 그도 소련이 전리품에 관심이 크다는 점

에 주목하였다. 그는 8월 8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보

고했다.

스탈린은 완전히 새롭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문제를 제출했

다. 그는 일본기업의 주식을 포함한 일부 일본의 자산을 소련

군의 점령구 내에서 소련이 취할 수 있는 전리품으로 요구했

다.······만약 소련이 독일에서 취한 전리품의 개념을 중국에

적용한다면,······그들은 장차 중국 동북지역에서 공업을 탈취

하고 더 나아가 영원히 동북지역 공업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

하려고 할 것이다.29)

해리먼은 소련이 전리품의 명목으로 만주지역 전체 산업을 장

악하려 한다고 보았다. 해리먼에 따르면 스탈린은 만주에 있는

일본의 공공자산이나 개인소유의 자산을 모두 소련군이 취할 수

있는 전리품으로 보고 있었다.30)

27)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820쪽.

28)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832쪽.

29) W. A. Harriman,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p.495.

30) Harry S. Truman, Memoirs of Harry S. Truman, Vol. 1, Year of

decisions, p.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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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은 포츠담에서 트루먼과 독일의 적산문제를 논의할 때

도 독일의 상선(商船)까지도 전리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었다.31) 해리먼의 보고를 통해 트루먼은 스탈린이 중

국 동북지역에 있는 일본의 자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적용을 하

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중국 동북지역에 있는 적산은

포츠담에서 논의했던 것과는 다른 경우임을 알리기 위해 스탈린

과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32) 미국도 스탈린이 중

국 동북지역의 적산을 전리품으로 독점하려는 의도를 주목했던

것이다.

적산에 대한 소련의 의도는 중·미 양국 모두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선 중소관계에 있어서 전후 중·소 양국이

협의하기로 한 경제협력에 장애를 예견할 수 있다. 1945년 10월

17일 소련군 전권대표 말리노프스키(Mashal Rodion Malinovskii)

는 국민정부 동북행영(東北行營)의 경제위원회 주임위원인 장쟈

아오(張嘉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인이 운영한 공장을 모두 소련군의 전리품으로 간주하는

것 외에, 중국인과 일본인이 합작하여 운영한 공장에 대해서

도 모두 적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 중국인들은

적들과 협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33)

소련은 일본의 자산 외에도 일본과 합작하거나 일본에 협력한

중국인의 산업도 몰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렇게 처리하면

31) Harry S. Truman, Memoirs of Harry S. Truman. Vol. 1, Year of

decisions, p.392.

32) Harry S. Truman, Memoirs of Harry S. Truman. Vol. 1, Year of

decisions, p.468.

33)「張嘉璈主任委員呈蔣主席報告蘇方視東北工業設備爲戰利品函」(1945.10.20.),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3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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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지역 산업의 대부분은 사실상 소련군의 몰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 장쟈아오는 장제스에게 소련의 의도를 보고하면서 “소

련의 말대로 하면 만주의 모든 산업은 소련에게 귀속될 것이고

중국은 경제적 자립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34)

장쟈아오는 공식적 외교라인을 통해 소련이 적산을 반출하는

것을 제제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는 “소련은 전리품의 명목

으로 만주의 공업을 취하여 일본이 중국 동북지역에서 점유했던

경제적 특수 이익을 계승하려 한다”고 말하면서 소련의 이러한

태도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심각하게 받아

들였다.35)

1945년 11월 24일, 말리노프스키는 장쟈아오에게 “모든 만주지

역의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의 공업설비는 소련의 전리품으로 삼

아야 하고, 또 154종의 기업은 중·소 양국이 경제합작을 통해 공

동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다시 요구하였다.36) 12월 7일, 장쟈아

오를 만난 말리노프스키는 강경한 태도로 만주지역의 기업은 소

련의 전리품이 되게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면서, “만약 경제 합

작문제가 해결을 보지 못하면 소련의 철군시일도 예측하기 어려

울 것”이라고 압박하였다.37) 소련은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경제적

이익문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와 군사적인 방법으로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소련은 출병 처음부터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전리품’과 ‘중소경제합작’이라는 두 사안을 ‘철군 완료 시기’라고

34)「張嘉璈主任委員呈蔣主席報告蘇方視東北工業設備爲戰利品函」(1945.10.20.),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372쪽.

35) 姚崧齡, 『張公權先生年譜初稿』上冊,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4,

524쪽.

36)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892쪽.

37)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8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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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군사적 압박으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었다. 중국 동북의 적

산에 배상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처리하려고 했던 중·미 양국

과는 달리, 소련은 전리품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소련은 적

산을 전리품이라는 이름으로 취하게 되면 배상금처럼 전승국 간

에 논의를 거칠 필요 없이 즉시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소련은 이미 독단적으로 중국 동북지역의 기계와 설비를

반출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시종 만주지역의 산업시설이 소련

군의 전리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반출이 시작된 이상

반출된 물품에 배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었다. 또한 이후 전

승국 간의 논의에 있어서 소련이 적산을 독점했다는 비난을 피

하는 길은 이들 자산을 전리품으로 명명하는 것뿐이었다.

그에 비해 중국은 여전히 중국 동북지역의 적산을 전리품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전쟁 배상의 의미를 부여하여 처리하고

있었다. 소련 경제고문 슬라드코프스키(Mikhail I. Sladkovskii)는

장쟈아오에게 전리품에 관한 소련 측의 입장을 전하였다.

장: 소위 전리품문제는 배상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배상

문제는 단지 양국 정부가 논의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이 아

니고 여러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슬: 전리품에 대해 각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논의하는 것에

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전리품은 현재 소련군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국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이다. 그 선택의 하나는 합작을 하여 계속 경영하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인데, 현

재의 공장을 남기는 것이 실로 동북 인민의 이익이 될 것

이다.38)

38)「蔣嘉璈主任委員與蘇聯經濟顧問斯拉德科夫斯基關於東北工礦合作問題談

話紀錄」(1945.12.7.),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389-3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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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소련은 이미 미국이 중소문제에 개입

하는 것을 꺼려한 적이 있다. 중국 동북지역의 적산에 대해서 소

련은 전리품이라는 명목을 부여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장쟈아오와 슬라드코

프스키의 대화에서도 슬라드코프스키가 오만하고 위협적인 태도

를 보였다고 판단한 중국은 오히려 소련과 계속적으로 전리품문

제를 논의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장쟈아오가 이끄는 동북행영(東北行營)의 경제위원회는　

장제스의 지시에 따라 중국 동북지역의 재산은 모두 중국의 소

유라는 성명을 발표해 버렸다. 주중 소련대사 페트로프(Appolon A.

Petrov)는 중국 측의 발표에 대해 항의하였고, 장제스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 정식으로 논의하자”고 답하였다.39)　

사실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면서 중·소 양국은 전쟁

이 종결된 이후 경제협력에 관한 담판을 따로 진행하기로 약속

하였다. 또 양국은 이미 출병한 소련군의 철수문제 등의 사안도

논의를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만주지역의 적산

처리가 이 모든 문제들보다 앞선 걸림돌이 되어 버렸다. ‘전리품’

과 ‘전쟁배상’이라는 용어에 대한 입장 자체도 일치되지 않은 상

황에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논의가 이어지자 중·소 양국은 우

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갈

등은 소련이 전리품으로 간주한 산업물품과 설비를 중국 국경

밖으로 반출하면서 현실화 되었다.

39)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六（上), 臺北: 中正文化基金會, 1978,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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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련군의 중국 동북지역 적산 반출

사실 전리품과 배상의 논쟁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소련군은

동북지역 주요 산업시설을 점령하였고, 공장 내부의 중요한

기재와 물품, 각종 설비들을 반출하기 시작하였다. 본 절에서

는 소련이 중국 동북지역 적산 중 어떤 것을 적산으로 간주

하고 반출하였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적산 반출의 준비와 명분

1945년 8월 31일 중국 국민당 상무회의와 국방최고위원회는

동북접수 계획안인 �수복동북각성처리판법강요(收復東北各省處

理辦法綱要)�를 발표하였고, 또 창춘(長春)에 군사위원회 위원장

직속기구로 동북행영을 설치하여 만주접수 업무를 전담하게 하

기로 결정하였다.

9월 5일 동북행영에는 정치위원회와 경제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또한 외교부에서는 동북특파원공서(東北特派員公署)를 설치하여

동북행영 내의 외교 교섭관련 사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40) 동

북행영 주임 겸 정치위원회 주임위원으로 슝스후이(熊式輝)를,

경제위원회 주임위원으로 장쟈아오를 임명하였다.41) 그리고 장

징궈(蔣經國)를 외교부 동북특파원으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40)「國民政府訓令直轄各機關爲收復東北各省處理辦法綱要經國防最高委員會

常務會議及中國國民黨中央執行委員會常務委員會連席會議決議兩項令仰

知遵照」(1945.8.31.) 『國民政府: 收復東北各省處理辦法綱要』, 典藏號:

001-012100-00012-002.

41)「行政院長宋子文呈國民政府爲軍事委員會委員長東北行營政治及經濟委員會

組織規程」(1945.9.5.)『國民政府: 行營組織法令案(二)』, 典藏號: 001-012071-001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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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9월 초가 되어서야 만주접수를 위한 기관을 조직

하고 인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 동북으

로 출병한지 이미 한 달 정도 되어 오던 소련군은 전리품이라는

명분으로 만주지역 산업설비를 반출하기 시작하였다.

중국학자 양쿠이쑹(楊奎松)은 소련이 처음부터 대일전에 참전

한 목적의 하나가 동아시아 적산을 배상으로 받기 위한 것이었

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대부분의 시간 중에 소련

은 유럽 전쟁에만 참여하고 있었고, 동아시아 전쟁에 직접 참여

하지 않으면 동아시아에서의 배상문제에는 개입할 수 없기 때문

이다.42)

소련군은 중국 동북지역을 점령한 이후 적산반출을 준비하면

서 동시에 명분마련에 착수하였다. 먼저 소련군은 동북지역의 일

본인 상공업계 고위층 인사들을 체포하여 창춘의 한 가옥에 구

금하였다.43) 대표적인 인물이 만주중공업개발공사(滿洲重工業開

發公社)의 총재였던 다카사키(高碕達之助)와 만주전업주식회사

(滿洲電業株式會社) 이사장인 히라시마(平島敏夫)였다.

다카사키의 증언에 따르면, 소련은 우선 일본이 만주지역에 세

운 각종 산업기구와 관동군을 위해 일한 기업에 대한 자료를 조

사하였고, 일본자본으로 경영한 회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들 상공업계 인사들에게 소련군은 중소합작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의 중인데, 당시 이에 관련된

산업에 종사했던 일본 측 기술 인력과 경험자들이 이들 합작회

42) 楊奎松, 「中蘇國家利益與民族情感的最初碰撞」,『歷史硏究』2001年 第6期,

104쪽.

43) 당시 소련군은 중국 동북지역 기업인들을 산업별로 분류해서 파악하였

는데 그 총 인원수는 783명에 달했다. 「東北行營主任熊式輝呈報蘇方在

東北各地企業機關人數電」(1946.2.2.),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

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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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계속 압박하였다.44) 10월 29

일에는 만주중공업개발공사의 총재와 각 회사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에 서명할 것을 최종적으로 요구했다.

만주에 있는 각급 회사는 일찍이 관동군의 필요에 따라 일

하였고, 그 회사들의 업무집행자인 우리들은, 장차 우리들이

가진 모든 자산에 대한 권리를 소련에 인계한다. 이들 회사의

자산 중에는 그 사업소, 사무소, 주택, 창고, 기타 각종 건축물

을 포함한다. 이들 회사의 리스트와 소련에게 인계해야 하는

사업소 일람표도 함께 첨부한다.45)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명한 문서에는 72종의 공업과 150종의

관련 산업이 군수산업으로 규정되었다.46) 소련은 일본이 중국

동북지역 세 개 성(省)에서 경영한 군수공업의 동산부문은 마땅

히 소련군의 전리품이 되어야 하며 더불어 관동군을 위해 복무했

던 공장들 또한 군수산업으로 간주하여 자신들에게 귀속시키려고

했다. 만약 소련이 주장한 대로 한다면, 동북지역 대부분의 전기,

석탄, 기계, 철강과 석유 등의 중공업부분은 모두 소련의 전리품

이 되어야 했다.47) 사실 이들이 서명한 산업부문에는 전등, 제지,

기성복제조, 목재 등의 산업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도 관동군

을 위해 복무했다는 이유로 모두 전리품으로 간주되었다.

소련군은 다카사키에게 이 서류의 수신자를 소련군사령부로

적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소련의 요구에 대해 다카사키는 “만

약 소련에게 양도한 후 중국 측에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고 물었다. 소련군 경제고문 슬라

44) 石井明, 『中ソ關係史の硏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0, 76-77쪽.

45) 石井明, 『中ソ關係史の硏究』, 77쪽

46) 薛銜天, 「蘇聯拆運我國東北器機史實」, 『炎黃春秋』, 2005年 第3期, 35쪽.

47)「關於蘇商談合辦東北工礦事業」(1946.1.2.), T. V. Soong Files, box.56,

F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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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코프스키는 “중국에 대한 문제는 소련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

이고, 이들 기업을 기반으로 동북지역에 중소합작의 회사를 설립

할 것”이라고 말했다.48) 소련은 처음부터 중국 동북지역 적산에

대해 두 가지 방법을 구상하였다. 하나는 반출할 수 있는 적산에

대해서는 반출을 하는 것, 다른 하나는 경제 합작의 방법으로 반

출할 수 없는 부분을 중국과 공동 경영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

었다. 슬라드코프스키가 다카사키에게 말한 중소합작회사란 두

번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사실 소련은 중국 동북지역으로 출병하여 일본에게 항복을 받

은 직후, 이미 3,000여 명의 기술 인력을 파견하여 이 지역의 주

요한 중공업 공장에서 기재 반출 작업을 지휘하였다. 반출할 당

시 소련군들은 다음과 같은 명분을 반출 근거로 제시하였다. “일

본 측의 공장장들이 이미 서명한 서면 증거에 따르면, 이들 공장

은 군수품의 공여를 위해 일했고 특히 그것들은 소련에 대항하

기 위한 것이었다.”49) 여기에서 소련 측이 말한 일본 측 공장장

들이 제공한 증거 자료는 바로 상술한 만주중공업개발의 총재와

각 기업대표들에게서 받은 문서를 말하는 것이며, 그들이 제공한

물자가 일본군이 소련과 전투하는데 사용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소련은 이것들을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다는 논리

를 펼친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소련 경제 고문 슬라드코프스키는 중국 동

북지역의 일본 상공계 인사들에게 그 지역 공업자산을 넘긴다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 날짜가 바로 8월 29일이었

다.50) 그러나 중국 동북지역에 있던 일본 상공계 인사들은 당시

48) 姚崧齡, 『張公權先生年譜初稿』上冊, 549-551쪽.

49)「關於蘇商談合辦東北工礦事業」(1946.1.2.), T. V. Soong Files, box.56,

File.3

50) 姚崧齡, 『張公權先生年譜初稿』上冊, 548-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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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명을

10월 29일까지 끌어왔다. 최종적으로 소련은 그들이 서명한 날짜

를 9월 17일이었던 것으로 고치도록 요구했다.51) 소련의 압력

하에 만주중공업과 만주전업 등 기업의 대표들은 소련이 원하는

날짜로 수정하여 양도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당시 중국은 이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소련은 먼저 일

을 처리한 후에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승인하게 하는 방식을 택하

였다. 장쟈아오는 11월 13일이 되어서야 소련이 획득한 이 양도

합의서를 보았고 비로소 소련이 만주 중공업에 대한 야심 때문에

국민정부군과 미군의 만주진입을 저지하였다고 확신하였다.52)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건대 소련은 출병 전부터 만주지역

의 일본 적산처리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해 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하자마자 소련군은 즉시 접수한 공

장의 기기와 설비 반출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다음

과 같이 일본의 기존 인력을 회유하면서 자신들의 기기 반출에

참여시켰다.

우리는 이 명부 중의 사업을 시작할 때, 모든 전문가, 기술자, 사

무원, 노동자 등, 이들 사업에 관련된 공작자들에게는 어느 민족

인지 묻지 않고 모두에게 직무를 부여하고 그 생명과 생활을 보

증할 것이다.53)

소련군은 이들 공장에 대해 전리품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며 외

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그들은 원래 공장의 운영에 참여했던

다수의 일본인 기술자들을 회유하였고 전쟁포로로 삼았으며 이

51) 石井明, 『中ソ關係史の硏究』, 76-77쪽.

52) 姚崧齡, 『張公權先生年譜初稿』上冊, 545, 551쪽.

53) 姚崧齡, 『張公權先生年譜初稿』上冊, 548-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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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반출을 위한 기기와 설비 해체의 업무를 맡겼다.54) 그리

고 소련 군인들과 소련에서 파견된 3,000여 명의 기술 인력들이

일본인 기술자들을 감시, 감독하였다.55)

소련군의 적산 반출과 그로 인한 손실

원래 중국 동북지역은 토지가 비옥하여 콩을 비롯한 여러 곡

물류의 생산이 중국 전체 생산량의 40%에 달하는 곡창지대이다.

러일전쟁 이후 랴오둥반도 남단을 조차하여 중국 동북지역 전역

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 오던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이 지역 전체를 장악하였다. 그리고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

기 전까지 일본인들은 중국 동북의 각종 산업에 대거 투자하였

는데 그 총액수가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이었다.

투자 목적은 만주지역의 자원개발과 중공업설비 확충으로 전

시에 필요한 각종 물자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었다. 투자 결과에 따라 전력, 강철, 석탄, 시멘트, 정유 등

중공업 뿐 아니라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여러 군수공업 시설을

갖추었다. 120쪽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종결 직전까지 생산

능력은 계속 증가하였고, 중국 내에서 가장 선진적 공업지역이었

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를 전후 재건의 기반으로 활용하려고

하였다.

1949년 11월 제4차 유엔총회에서 중국 정부가 제출한 「소련

54) “The Consul General at Kunming(Langdon) to the Secretary of

State”(October 8, 1945), FRUS 1945 Vol. VII Far East, China,

pp.1030-1031.

55)「蘇俄在東北經濟上之劫掠」, 秦孝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

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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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의 하나는 소련의 경제적 침탈이었다.

중국 정부는 소련의 경제적 침탈이 제국주의적 약탈과 같은 것이

라고 지적하였다. 당시 유엔의 중국대표 장팅푸(蔣廷黻)는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을 수락하고 중국 동북지역으로 진격한 목적이 처음

부터 이 지역의 자원과 공업설비 약탈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56)

1946년 1월 16일 소련군 사령관 말리노프스키는 “이러한 공동

경영의 건의가 소련의 국방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57) 이처럼 일본이 전시 군비수급을 위해 건설했던 만주

지역 공업시설은 상당한 규모였고 중·소 양국 모두에게 전후 복

구를 위해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쟁

종결 전부터 중·소 양국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만주진입을 계획

했다. 그러나 만주지역을 먼저 점령한 소련군은 중국 정부보다

먼저 이것을 선점한 후 반출하였다.

소련군은 1945년 8월 8일 동북에 진입하였고 일본의 저항은

겨우 중국 동북지역 북부에 제한되었으며 그것도 일주일 내에

끝이 났다. 소련군은 공업의 80%를 가지고 있는 만주 남부 지

역을 실제로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접수하였다. 그들은 어떠

한 손실도 없었으며, 순조롭게 전체 구역을 점령할 수 있었다.

소련군은 만주에 진입하자마자 식량과 기타 원료에 대해 체

계적인 몰수를 시작하였고 9월 초에는 공업기기에 대해 선택

적 운반을 실시하였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1945년 12월 3일

까지 이러한 반출공작을 완료하려고 계획했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이날은 원래 소련군이 동북지역에서 철수하기로 약속한

날이었기 때문이다.58)

56)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七(下), 457-458쪽.

57)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七(下), 458쪽.

58)「鮑萊調査東北工業報告―敍述蘇聯掠奪工業設備的情形」(1946.12.15.), 秦

孝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266쪽.



제

4

장

제2절 소련군의 중국 동북지역 적산 반출

143 /

폴리(Edwin W. Pauley) 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련군의

반출은 만주 출병과 철수 일정에 맞추어 계획되었다. 또한 일본

의 적산 산업이 몰려 있는 남만주에서는 관동군의 저항 없이 순

조롭게 항복을 받았기 때문에 소련군이 몰수한 일본 적산은 대

부분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완전한 형태였다.

그러면 그들이 반출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정확한 규모를

집계하기는 어렵다. 다만 1947년 2월 폴리사절단의 조사보고서와

동북일교선후연락처(東北日僑善後聯絡處, 이하 일교연락처)가 동

북공업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개략적인 내용

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폴리는 미국의 배상문제 전문가로 한때, 미국 대통령의 특별비

서, 대통령개인대표,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전쟁배상고문을 지냈다.

폴리는 미국 대통령 트루먼의 지시로 소련군이 점령한 한반도

북부지역과 만주지역의 일본 산업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폴리는 1946년 5월 말, 선양(瀋陽)에 조사 기지를 설

립하고 만주 각 공업의 생산능력을 조사하고 일본으로부터 획득

한 배상의 총량을 판단하여 집계하였다. 그리고 7월 15일 폴리는

중국을 떠났다.

소련군의 견제와 제제 속에 진행된 폴리의 조사 결과에 의문

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중국 정부는 동북공업회와 일교연락처

에 다시 조사를 의뢰하였다. 당시 조사에는 만주 각 산업에서 고

위관리를 지낸 일본인이 21명 참가하고 있어서 폴리조사단보다

는 현지 상황을 더욱 잘 파악하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구자

들은 이들의 조사결과와 폴리조사단의 보고서를 비교 활용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1947년 2월 폴리 조사단의 조사보고서와 일교연

락처가 동북공업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보고서의 내용에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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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것이다. 이 표는 소련이 해체하여 반출한 공업기기의 가

치와 그로 인해 생긴 생산능력저하가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설명

하고 있다.

◇ 소련군의 반출로 인한 동북지역 공업설비에 대한 손실액과 생산

저하율59)                                     (금액단위: 미화 천 달러)

공업종류

폴리조사단의 조사보고
동북일교선후연락처의 

조사보고

손실금액
생산능력

저하율
손실금액

생산능력저

하율

전력 201,000 71% 219,540 60%

석탄 50,000 90% 44,720 80%

강철 131,260 50-100% 204,052 60-100%

철도 221,390, 50-100% 193,756 -

기계 163,000 80% 158,870 68%

액체연료

와 활유
11,380 75% 40,719 90%

화학공업 14,000,000 50%
74,786 50%

59,056 33.5%

시멘트 23,000,000 50% 26,234 54%

비철금속

과 광산
10,000,000 75% 60,815 50-100%

섬유 38,000 75% 135,113 50%

펄프와 

제지
7,000 30% 13,962 50%

라디오, 

전신전화
25,000 20-100% 4,588 30%

총계 895,030 1,236,211

  

59)「蘇軍駐留期內東北工業損失調査報告書: 損失總計」(1947.2.),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274- 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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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조사단과 일교연락처가 조사한 손실 총금액에는 적지 않

은 금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논란

이 되었다. 그러나 생산능력 저하라는 측면을 주목하여 본다면,

두 보고서는 공통적으로 소련군이 반출하거나 훼손함으로써 중

국 동북지역에 남아 있는 공장은 거의 생산능력을 상실하거나

반감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폴리는 조사보고서에서 소련군이

반출하기 전 중국 동북지역의 생산 능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

였다.

진주만 공습 전후로 일본은 몇 년 동안 중국 북동부에 대규

모 산업 시설을 설립하여 일본 경제에 확실히 기여했다. 이

기관이 만약 소련군이 점령하던 날과 같이 완전하고, 손실이

되거나 이동되지 않았다면, 또 만약 중국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동북의 공업설비로 중국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중국

의 모든 공업이 신속히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60)

폴리의 보고서는 전후 중국의 재건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었던 동북지역 자산이 소련에 의해 상실되었다고 평가하였

다. 중국 정부도 이를 근거로 소련군의 적산반출이 만주지역 재

건에 큰 장애를 초래했다고 주장하였다.

공업시설의 반출 외에도 일본이 만주 각 지역에 세운 은행에

서 반출된 화폐, 귀금속, 유가증권 등의 자산 반출도 적지 않았

다. 만주중앙은행 본점과 각 지역 지점에서 반출된 자산에는 각

종 화폐들이 있었다. 당시 만주국에서 통용되던 국내통화화폐,

일본은행권, 조선은행권, 타이완은행권, 일본군용표 등이 많이 보

관되어 있었다. 만주중앙은행과 만주지역 대도시의 은행들에서

60)「鮑萊調査東北工業報告―敍述蘇聯掠奪工業設備的情形」(1946.12.15.), 秦

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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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군이 반출한 화폐 총액은 1,529,596,118엔(円)이었다.61)

화폐 외의 자산 반출도 적지 않았다. 은행에서 반출한 귀금속

은 금괴 2,110,287.34g, 백금 32,401.55g 등이 있었으며 그 밖에도

공채, 사채, 주식을 합한 금액이 1억 5천만 엔이었다.62) 이는 만

주중앙은행과 대도시에 위치한 은행들에서 소련군이 가져간 자

산의 대략적인 가치였다.

금융경제 방면의 손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소련군은 금융

기관에 대한 약탈 외에도 만주국 화폐 약 97억 위안(圓)의 가치

에 달하는 군용표를 발행하였다. 이것은 만주국 화폐 발행량의 2

배에 상당하는 것으로 소련군은 자신들이 점령한 곳에서는 이

군용표를 임시화폐로서 사용하여 각종 물자를 구입하였다. 그 결

과 현지에서 통화팽창으로 인해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

다. 더 나아가 소련 측은 1946년 6월 1일 중국 정부에게 남은 군

용표를 회수해 달라면서 그 배상액으로 6,258만 1,000 위안(圓)을

요구하였다.63)

이처럼 소련군은 그들이 점령한 중국 동북지역의 공업 기계와

설비의 반출과 파괴로 전후 동북지역 복구에 물질적 장애를 초

래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적 약탈과 군용표의 남발과 회수를 통

해 동북지역 경제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여 만주 지역의 재건의

싹을 잘라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61) 그 중 일본계 은행은 滿洲興業銀行, 興業金庫, 商工金融合作社, 帝都銀

行, 正金銀行, 중국계 은행은 益發銀行, 功成銀行, 哈爾濱銀行, 志成銀

行, 中國銀行, 長春銀行, 興亞銀行이었다.(「蘇軍駐留期內東北工業損失

調査報告書: 銀行方面之損失」(1946.12.15.),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

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310-311쪽.)

62)「蘇軍駐留期內東北工業損失調査報告書: 銀行方面之損失」(1946.12.15.),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311-312쪽.

63) 中國第二歷史檔案館編, 『中華民國史檔案資料滙編』外交卷, 南京: 江蘇

古籍出版社, 1986, 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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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중국 국민정부는 소련군의 약탈로

묘사했으며 소련이 이렇게 한 원인으로 만주지역의 공업은 이미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어서 그 존재 자체를 시기하였기 때문

이라고도 주장하였다. 중국 동북지역의 공업이 이룬 근대적 성과

와 대조적으로 소련의 공업은 전쟁으로 상당히 손실을 입은 상

태에 있었다. 그래서 소련은 이를 복구하기 위한 기반을 중국 동

북지역에서의 약탈로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다.64)

중국 정부는 1949년 유엔 제소안에서 소련의 이러한 행위는

출병 전에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제국주의적 약탈이었다고 지적

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소우호동맹조약」 제6조 ‘조약국은

양국의 편리와 부흥을 가속하고 세계 번영에 공헌하기 위해 전

후 서로에게 가능한 모든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는 내용을 위배하였다고 비난하였다.65)

제3절 소련군의 적산 반출에 대한 미·중의 대응

본 절에서는 전리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중국 동북지역 산

업설비 반출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대응을 살펴보자. 여

기에서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 중국 동북의 상황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소련이 매우 견제하였기 때문이다.

1945년 여름, 중국과 소련이 모스크바에서 담판을 진행할 때,

양국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미국을 언급하였다. 그 중 하나는

64)「蘇俄在東北經濟上之劫掠」,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

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255쪽.

65)「蔣首席代表廷黻於1952年1月26日在聯合國大會第六屆會政治委員會發表

之聲明」, 『中國向聯合國控訴蘇聯(續)―聯合國大會第六屆會「蘇聯違反

一九四五年八月十四日中蘇友好同盟條約及聯合國憲章威脅中國政治獨立

與領土完整及遠東和平案」』, (駐聯合國代表團印, 紐約, 1952. 3),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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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품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민정부군이 다롄(大連)

을 통해 만주로 진입하려는 논의에서 미국의 함선을 이용하는

문제였다. 미국은 표면적으로 나서서 이 두 문제에 대해 직접 개

입하지는 않았지만, 중·소 양국이 이 두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대화 가운데 주요하게 언급되었다.

중·소 양국의 담판에 참석하지 않은 미국이 어째서 의제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을까? 이에 대한 중·소 양측의 의도는 서로

다른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은 미국의 개입을 통하여

소련을 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소련은 미국의 개입을 우

려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 있는 미국은 동아시아의 상

황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본 절에서는 소련의

적산반출 문제에서 당사자인 중국 뿐 아니라 미국의 대응도 살

펴보고자 한다.

적산반출에 대한 중국의 대응

포츠담회담 중에 스탈린은 전쟁수행 중에 군대가 취한 물품을

전리품으로 간주하며, 독일의 상선 또한 전리품에 포함시켜야 한

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66) 당시에는 비록 독일에 대한 것만 언

급했지만 스탈린은 일본의 중국 동북지역 적산에도 동일한 공식

을 적용하려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45년 11월 20일 소련은 정식으로 장쟈아

오에게 중·소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과거 만주중공업개발과 만주

전업에 소속되어 있던 각종 사업을 중·소 양국이 공동으로 경영

66) Harry S. Truman, Memoirs of Harry S. Truman. Vol. 1, Year of

decisions, p.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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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고 제안하였다. 제안에 따르면, 중·소 합작공사의 출자금은

모두 과거 일본의 자산으로 소련의 투자금은 전혀 없었다.

중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만주중공업과 만주전업의 자산

은 자연히 소련의 전리품이 되는 것이었다.67) 일본이 중국 동북

에서 소유했던 산업을 소련의 전리품으로 간주하면 중국은 전후

배상위원회가 열려도 만주의 자산을 접수할 수 있는 합법적인

보장도 받을 수 없게 되며, 만주를 접수하려는 업무자체를 진행

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쟈아오는 소련이 말하는 전리

품은 이미 소련이 반출한 것에 국한시키고 남아있는 산업에 대

해서는 더 이상 전리품으로 간주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

였다.68) 장쟈아오의 입장에서 경제합작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리

품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전리품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경

제합작 문제를 담판할 수 없다고 소련 측에도 전달하였다.69)

소련의 입장은 매우 강경하였다. 12월 8일 소련군 전권대표인

말리노프스키는 장쟈아오에게 경제 합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

면 소련군의 철수 시일은 예측할 수 없다고 하였다.70) 다음 날

말리노프스키는 중국외교부 특파원 자격으로 만주에 머무르고

있던 장징궈에게도 경제합작 문제는 간결하고 신속하게 처리되

기 바라며 특히 제3자(미국)가 그 중에 참가하는 것은 원치 않

는다는 뜻을 전하였다.71)

그럼에도 소련의 요구는 거절되었고, 이듬해 1월 중국 경제부

소속의 동북광구(東北礦區)특파원 장신푸(張莘夫) 암살사건이 발

67)「張嘉璈主任委員呈蔣委員長報告蘇聯政府對中蘇經濟合作之要求電」 (1945.11.20.),

秦孝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381쪽.

68) 姚崧齡, 『張公權先生年譜初稿』上冊, 515쪽.

69) 姚崧齡, 『張公權先生年譜初稿』上冊, 571쪽.

70)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899쪽.

71)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899-9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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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였다.72) 중국은 장신푸의 암살이 소련의 전리품과 경제요구

에 관련되어 있으며, 소련군의 사주를 받은 중공군에 의해 암살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73)

소련의 강경한 입장에 진퇴양난에 처한 중국 정부는 조심스럽

게 대처하려고 하였다. 동북행영 경제주임 장쟈아오는 중소 담판

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생각하였다. 그는 고심 끝에 소련

측에 “소련군의 군비를 지급하고 그 액수는 중국 동북에서 유통

되는 화폐 10억 위안으로 하겠다. 장래 합작하는 사업의 종류를

확정한 후 소련 측은 이 10억 위안을 자본으로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련은 더 이상 전리품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

고 나름 대안을 제시하였다.74) 그리고, 외교부장 왕스제는 장징

궈에게 전문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동북 경제 합작 문제에 대해서 주석(장제스)은 이미 소련

측의 비망록을 상세히 검토하였고 장주임(장쟈아오)에게 가능

한 한 실제적인 방안을 세워 합의하라고 지시하였다.……전리

품문제에 대해서 우리 측은 일본인이 만주에서 경영한 사업을

72) 장신푸는 지질학자이자 광업전문가로 국민정부 경제부 공광처(工鑛處)

부처장이었다. 그는 만주지역 광공업 접수를 위해 파견되었다. 경제 합

작과 철군문제가 맞물려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장신푸는 동북행영

경제위원회 주임 장쟈아오의 명을 받아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던 푸순

(撫順)탄광 접수를 위해 창춘(長春)을 출발하였다. 푸순에 도착한 장신

푸와 그 일행은 소련군에 의해 접수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는 강요를

받았고 강압적으로 열차에 태워져 선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열차가 푸순에서 25킬로미터 떨어진 리스자이(李石寨)역에 도착했을

때, 신분불명의 무장 세력이 열차에 올라 장신푸를 열차 밖으로 끌어

내려 살해하였다. 국민정부는 이들 신분 불명의 무장 세력이 소련군이

사주한 중국 공산세력이라고 보았고, 장신푸의 암살사건으로 인해 만

주지역에서는 반소(反蘇)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73)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六(上), 19쪽.

74)「張嘉璈主任委員與蘇軍經濟顧問斯拉特科夫斯基關於經濟合作問題之談話

紀錄」(1945.12.24.),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

七編 戰後中國(一), 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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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배상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론적 입장을 고수해

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장래 이 일을 극동위원회 혹은

다른 국제기구에 상정할 때 우리의 입장을 잃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75)

왕스제와 중국 정부는 가능한 한 소련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

서도 중국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

나 이 생각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았다.

왕스제의 전문이 장징궈에게 전달된 다음날 주중 소련대사 페

트로프는 중국 외교부에 각서를 보내 “동북 각성 내의 모든 일

본 기업은 소련의 전리품으로 간주한다”고 정식으로 통보하였

다.76) 페트로프는 또한 국민정부 동북행영에 각서를 보내 소련

은 전리품의 일부분을 중국에 양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나

머지 예를 들면, 석탄, 전기, 철강, 화학, 시멘트 등의 산업 등은

중·소가 공동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결국 소련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여 반출한 물품과 설비에

대해서는 전리품으로 간주하였고, 아직 반출하지 못했거나 반출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전리품의 명목으로 소련

에게 소유권이 있으나, 중국과 경제 합작의 방식을 취하여 공동

운영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소련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소련이 그들의 전리품에서 나누어 주는 일부 산업

의 이익뿐이었다.

75)「外交部部長王世杰致蔣經國特派員告對戰利品問題勿失立場電」(1946.1.20.),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417쪽.

76)「蘇聯提出之東北經濟合作問題備忘錄」(1946.1.), 秦孝儀, 『中華民國重要

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427-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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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반출에 대한 미국의 대응

1945년 10월 20일 미국 국무부는 동아시아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때 국무부는 동아시아 담당국장인 빈센트(John C. Vincent)

가 뉴욕 외교정책협회에서 행한 연설을 인용하였다. 빈센트는 중

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통일되고 강력하여 협력할 수 있는

국가의, 민주 원칙에 따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부를 격려

하고 그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다. 중국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 개혁, 특히 토지 개혁이

필요하다.……중국의 건설이 이러한 노선을 취한다면 미국은

반드시 자본과 공업 기술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다.······중국은

우리와 소련의 동아시아지역의 관계에서 교량의 지위에 있

다.77)

빈센트의 말을 정리하면, 첫째, 미국은 중국을 계속 지원함으

로써 중국이 경제와 정치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강력한 통일국가

가 되도록 돕는다. 둘째, 미·소 양국 간의 교량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이 미·소 양국 중 어느 한 나라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여

미·소 양국이 동등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되고 안정된 민주적 국가가 출현하도록 지지하는 것

이 미국의 대중국정책이었고, 미국은 중국 국민정부가 그것을 실

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지하려고 하였다.78) 빈센트는 또한

77)「美國宣布遠東政策之原文」(1945.10.20.), 『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05-020.

78)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Far Eastern

Affairs(Vincent)”, FRUS 1945 Vol. VII Far East, China, pp.7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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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주장도 하였다.

미·소 양국은 모두 동아시아 지역에 중요한 이익을 가지고 있

다. 우리는 소련의 이익을 인정한다. 우리는 소련도 우리가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익을 인정하기 바란다. 미국은

장차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위와 그에 관련된 각 항의 정책

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련에 공정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며

소련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갖는 지위를 인정할 것이다. 그리

고 더 나아가 소련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각 목표를 이

해하여 어떠한 평화적 국가의 목표와도 어울릴 수 있게 하고

자 한다.79)

빈센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서의 이익과 세력범위를 소련과 공유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대체로 루즈벨트의 친소정책을 계승한 것

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련과 전쟁기간에만 협력이 필요한 것

이 아니고 전후세계의 평화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소련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루즈벨트를 뒤이어 대통령이 된 트루먼은 비록 루즈벨트의 친

소정책을 그다지 찬성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루먼은

전쟁기간 뿐 아니라 전쟁 종결 후에도 소련과 협력을 통한 세계

평화와 미국 이익의 병존을 이행하려 하였다. 중국 동북지역에서

문호개방을 통한 경제이익은 미국의 중요한 이익의 하나였다. 그

러나 중국 동북지역에서 소련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트루

먼의 생각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전

후 상황을 처리하면서부터 소련과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제1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전리품에 관

79)「美國宣布遠東政策之原文」(1945.10.20.), 『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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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석으로 인한 것이었다.

소련이 중국 동북의 경제적 이익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중

국뿐 아니라 미국도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은 소련군이 동

북지역 공업설비를 반출하는 문제를 주목하고 있었다.80) 그러나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나타낸 것은 1946년 초부터였다.

주소 미국대사 해리먼은 전리품의 명목으로 소련이 원하는 대

로 중국 동북지역 일본의 자산을 취하게 내버려두면 이후 이 지

역에 대한 미국의 문호개방정책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될 것이

라고 판단하였다. 대소 강경론자였던 해리먼은 일본이 운영했던

중국 동북지역 산업과 자산문제를 주목하며 끊임없이 중국 정부

관계자, 혹은 소련외교부 관계자와 접촉을 하였다. 또한 그는 이

문제가 미국의 이익에 주게 될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수시로 본

국에 보고하였다.81)

1946년 1월 말, 해리먼은 충칭(重慶)의 장제스와 만난 자리에

서 장제스가 전리품 문제에 관하여 소련에게 양보를 할 수도 있

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본국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82) 반달리즘과 절도와 같은 경우였다. 산

업장비는 이 지역에서 매우 가치 있는 것이지만, 제거된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가치이다. 또한 스탈린은 얄타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참전의 대가로 제시한 요구는 완전한 합의에 의해

80) “The Counselor of Embassy in China(Smyth) to the Secretary of

State” (January 20, 1946), FRUS 1949 Vol. X, The Far East:

China, p.1100.

81) “The Counselor of Embassy in China(Smyth) to the Secretary of

State” (January 30, 1946), Ibid., pp.1100-1102; “The Counselor of

Embassy in China(Smyth) to the Secretary of State” (January 31,

1946), Ibid. p.1102.

82) 소련이 동북지역 일본 공광기업의 설비를 반출하거나 파괴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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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인들이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로 얄

타의 협의와는 다른 경우이다.

만약 지금 소련의 요구에 대해 중국이 이들 중요한 산업의

이익을 포기하고 소련의 전리품으로 양도하는 것을 우리가 묵

인한다면, 러시아는 만주의 산업과 경제를 지배하게 될 것이

고 장차 미국의 상업이익과 문호개방정책 전체에 심각하게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83)

해리먼은 소련의 전리품 요구가 이미 스탈린과 루즈벨트가 얄

타에서 나누었던 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관한 조건을 넘어서는

것이고 소련이 전후 동북지역을 자신의 세력범위로 만들어 독점

하려고 의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이것은 전후 동북지역에

서 문호개방을 통해 이익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에 위

배되는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미 국무장관 번스도 해리먼을 뒤 이은 주소 미국대사 대리 케

넌(George F. Kennan)에게 만주 적산처리에 대한 소련의 생각

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

다.84) 이때부터 트루먼 정부는 루즈벨트의 친소정책과는 다른

대소 강경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였다.85)

사실상 미국은 그 이전에도 중국의 요청에 개입할 기회가 있

었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과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 중소

83) W. A. Harriman,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p.539.

84)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Chargé in the Soviet Union(Kennan)”

(February 9, 1946), FRUS 1949 Vol. X, The Far East: China,

pp.1104-1105.

85)「美國駐華大使館參事施麥斯致外交部部長王世杰有關美國對東北經濟合作

態度之照會」(1946.2.11.),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

期』第七編 戰後中國(一), 453-4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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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판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스스로 해결하기를 기다렸다. 그러

나 미국은 중국이 소련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려는 모

습을 보이자 비로소 개입하였다.

1946년 2월 15일, 주미 중국대사 웨이다오밍은 미국 대통령 트

루먼과의 회견에서, 소련이 중국 동북지역 적산을 전리품으로 삼

겠다고 고집한다고 말하자 트루먼은 ‘미친 생각’이라고 답하였다.

웨이다오밍은 트루먼에게 배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소 양국 간

에 전리품을 둘러싼 갈등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86)

1946년 3월 1일 미국은 성명을 발표하여 소련과 기타 여러 나

라의 정부에 중국 동북지역 전리품의 처리에 관해 미국의 입장

을 전달하였다.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소련에게 소련이 중

국 동북지역의 일본 군용기업을 전리품으로 보는 것에 대해 동

의할 수 없고, 어떤 나라가 중국 동북의 ‘전리품’에 대해 비밀협

정 혹은 기타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미국은 이를 승인할 수 없다

는 것과 일본의 해외 자산은 마땅히 배상의 범주에 포함시켜 각

전승국들과 함께 해결해야한다고 통보하였다.87)

미국은 소련 정부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88) 이는 2월

15일 웨이다오밍이 트루먼을 만났을 때 전달한 중국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고 연합국의 일원인 영국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89) 중국 동북지역에 있는 적산 처리에 대해서는 소련을

86)「蔣中正接華盛頓魏道明大使電陳謁杜魯門總統商談我國現狀等」(1946.2.15.),

『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09-015.

87)「魏道明大使致外交部告美國對蘇軍折遷東北工鑛設備態度電」(1946.3.6.),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247-248쪽.

88)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Chargé in the Soviet Union(Kennan)”

(March 5, 1946), FRUS 1949 Vol. X, The Far East: China,

pp.1113-1114.

89)「魏道明大使致外交部告美國對蘇軍折遷東北工鑛設備態度電」(1946.3.6.),

秦孝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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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나머지 동맹국은 뜻을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을 통해 소련을 견제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

지고 있었고,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이후 미국도 몇 가지 부분에

서 이에 응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

지 않고 동맹국으로서 ‘도의적’ 차원에서 전적으로 중국을 지지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초 전후 구상을

할 때, 경제방면에서는 자유무역을 실행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미국의 전쟁 기간 경제 목표 또한 어떠한 제한이 없는 세계 경

제무역체제를 이루는 것이었다.90)

미국의 대외정책은 전쟁기간 뿐만 아니라 전후시기에도 문호

개방정책을 견지하는 것이며, 트루먼도 문호개방정책에 저촉되지

않는 적당한 범위에서 스탈린과의 대립은 피하려고 하였다. 그래

서 미국은 중·소 양국의 전후 초기의 상황에는 불개입태도를 취

하려 하였다. 다만 몇 가지 문제, 특히 전리품을 포함한 경제적

인 문제로 인해 소련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

었다. 이는 전후 국제관계가 경제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분리

해서 다룰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정치적 입장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소

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련은 처음부터 미국의 개입이나 미

국과의 세력 양분의 구상은 없었다. 장쟈아오의 판단에 따르면

소련은 국민정부군이 미국의 원조를 얻어 중국 동북지역으로 진

입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뿐 아니라, 소련은 미국의 세력이

만주지역에 침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바라지 않았다.91) 경제적

측면에서든지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든지 소련은 동아시아 지역

90) Joyce and Gabriel Kolko, The Limit of Power: The World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1945-1954, N. Y.: Happer & Row,

1972, pp. 84-86.

91) 姚崧齡, 『張公權先生年譜初稿』上冊, 537쪽



제 2 부

/ 158

의 세력범위와 이익을 미국과 나누기 원하지 않았다. 특히 경제

력에 있어서 미국은 소련에 앞서 있었기 때문에 소련은 미국의

금전적 영향력이 만주지역에 침투하는 것을 꺼려하였다. 미국은

문호개방을 통한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평화를 주장한 것이

었으나, 소련은 미국이 선진적 경제력을 이용하여 정치적 영향력

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소련은 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미국

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소련은 만주지역에서

미국의 역량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였고 단기적으로는 눈앞의

이익인 중국 동북지역 산업 이익, 즉 ‘전리품’을 미국의 개입이

없을 때 빠른 시간 안에 획득하고자 한 것이다. 그 중에서 만주

지역 산업의 이익 획득은 소련의 전후 재건에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는 판단에서 긴급하게 진행하였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을 하

고 전쟁 상황이 종료되자마자 소련군은 그들이 접수한 공장의

기계 설비를 반출하는 작업에 착수하였고, 소련군의 전리품이라

는 명목으로 반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직전 스탈린이 중소담판에서 전리

품에 대한 논의를 나중으로 미루겠다고 했을 때, 중국은 동맹국

들이 공동의 배상위원회를 구상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였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소련이 배상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

고 생각하였다. 반면 소련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입김이 작용하기

전에 먼저 전리품이라는 명목으로 중국 동북지역 일본의 자산을

취할 구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소련은 중국 동북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소련의 입장이

미국이 구상한 전후 동북아에서 취하고자 하는 국가 이익과 충

돌된다고 판단되자 미국은 전리품문제에 대해 강경한 반응을 보

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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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소련의 철군 지연

  소련과 미국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장제스가 참석하지 않은

얄타회담에서 비밀회의를 통하여 확정하였다. 소련군의 만주 출

병과 주둔은 중국의 전후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소련군이 출병하기 전부

터 그들의 철군을 먼저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군 시

기가 임박했을 때, 중국 측이 먼저 소련군의 철군시기를 지연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순된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 원인은 무엇인

가? 본 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왜 소련군이 중국 동북지역에 예

정보다 더 오래 주둔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과 원인

을 분석하고,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검토하였다.

제1절 소련의 철군 지연 과정

중·소 양국의 철군 논의: 철군 시한과 연기

1945년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중소

담판은 얄타에서 루즈벨트가 스탈린에게 약속한 대일전 참전 대

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념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 소련의 군

대가 중국의 영토로 출병한다는 사실은 중국 국민정부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 담판을 시작한지 10

일 가량 지난 7월 11일 중국 측 대표 쑹쯔원은 소련군의 출병시

기가 아닌 철군시기를 논의 의제로 올려놓음으로 스탈린을 불쾌

하게 하였다.



제 2 부

/ 160

스탈린: 중국 측이 요구한 3개월 이내 철군을 완료하라는 내용

은 나를 불쾌하게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그 지역을

해방시킨 군대에게 일정기한 내에 철수하라고 요구한

것이 없는데, 영국과 미군이 아직 상륙도 하기 전에

프랑스가 먼저 유사한 문제를 제출했다면, 어떠한 결

과를 초래했을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각하가 나에게 만주를 해방한 후 얼마나 만주에 주둔

할지를 물으면 나는 아마도 2, 3주 정도 머무를 것이

라고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쑹쯔원: 그러면 제가 각하께 이 문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일본을 격

파한 후 소련군은 만주에 얼마나 머무를 것입니까?

스탈린: 나는 일본이 항복한 후 2, 3주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떠한

상황이 소련군을 더 주둔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간혹 중국

측에서 우리에게 더 머무를 것을 요청한다든지, 혹은 미

국 측에서 같은 요구를 한다든지, 혹은 포로를 접수할 필

요가 있다든지 하면 연기할 수 있겠지만, 중미 양국이 주

둔 연기를 요구하지 않으면, 뤼순(旅順) 지역의 주둔군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3주 이내에 철군할 것입니다.

쑹쯔원: 철군을 완료하는데 며칠이나 걸립니까?

스탈린: 철로 운송 능력과 군대숫자에 따라 결정되겠지요. 나는

나는 장차 일본이 만주에서 상당규모의 전투를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집중시킬 것이고 미국은 우리에게 그만

만한 군대를 요구하게 될 텐데 그대로 나는 2개월 내

에 철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쑹쯔원: 각하 3개월 이내에 철군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실

수 있습니까?

스탈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3개월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92)

92)「行政院長宋子文自莫斯科呈蔣主席報告與斯達林會談關係蘇聯撤兵及鐵路

管理等問題之談話情形電」(1945.7.11.),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

―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二), 624-6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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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군이 아직 출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철군 시한을 요구

한다는 것은 소련의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일임에 틀림이 없었

다. 그럼에도 스탈린은 출병한 이후 대략 3개월 정도의 시간이면

철군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철군에 관한 논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중소담판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8월 9일 히로시마 원폭투

하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련은 즉시 만주로 출병하였고 12일

만주의 일본군 방어선을 돌파하였다. 이때 중국 동북지역으로 진

입한 소련군은 중소담판에서 중국을 압박할 만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소련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중국은 거부하거나 담판을

중지할 수 없게 되었다.

8월 12일 중국 측 대표 쑹쯔원과 소련 측 대표 스탈린은 “전

쟁이 끝난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소련 군대는 중국 동삼성에

서 철군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93) 철군 합의 내용은 14일에

체결되는 「중소우호동맹조약」에는 수록되지는 않고 구두협정

형식으로 이루어졌다.94) 이 합의대로 하였다면, 소련군은 1945년

11월에는 철수가 끝났어야 했다. 그러나 몇 차례의 연기 끝에 소

련의 철군은 1946년 4월말에 가서야 완료되었다.

그러면 철군 지연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10월 31

일 중·소 양국은 창춘협정을 체결하여 구체적인 철군날짜를 결

93)「蔣中正接宋子文王世杰電告與史達林商談其中大連問題撤兵問題等均已有

結果惟外蒙疆界與南滿路局局長及旅順中蘇軍事委員會三問題爲目前之障

礙等」(1945.8.12.),『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

100-00203-012.

94)「蔣首席代表蔣廷黻於1952年1月26日在聯合國大會第六屆政治委員會發表

之聲明」,『中國向聯合國控訴蘇聯(續)―聯合國大會第六屆會蘇聯違反一

九四五年八月十四日中蘇友好同盟條約及聯合國憲章威脅中國政治獨立與

領土完整及遠東和平案』,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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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소련군은 11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기간 중, 11월

10일, 11월 12일과 11월 25일의 세 시기로 나누어 철군을 진행하

기로 하였다.95) 철군문제는 국민정부의 동북지역 접수문제와 함

께 논의되었다. 국민정부가 순조롭게 동북지역을 접수할 수 있게

협조한다는 약속은 국민정부가 모스크바의 중소담판에서 소련에

게 많은 양보를 했던 주요한 배경의 하나였다.

그러나 동북접수문제에 있어서 소련군은 국민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사항을 요구하였다. 10월 17일, 소련은 “중국 군대는 소련

군대가 철군을 한 후 접수공작을 진행하여 양측의 군대가 서로

마주치는 일이 없기 원한다.…… 소련은 중국이 비행기로 소수의

군대를 수송하는 것을 허락하나 이것도 소련 군대가 철군하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6)

중국 군대와 소련 군대가 직접적으로 마주치지 않고 소련군이

특정지역을 완전히 벗어나면 중국 군대가 비로소 그 지역에 진

입하여 그 지역에 대한 접수공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동북접수에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 국민정부로서는 전

혀 예상하지 못했던 주장이었다. 중국은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그

들이 점령했던 지역을 중국 관원과 군대에게 직접 인계하는 모

습을 기대하였다. 그래서 중국은 우선 항공수송을 통해서 일부

헌병대와 경찰력을 각 대도시에 주둔시키고, 이어서 소련군이 철

수를 한 이후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 치안을 담당하게 할 계획

이었다.97) 그러나 소련은 이러한 계획을 거부하였다.

국민정부군의 동북 진입은 국민정부가 그 지역을 접수하는 과

정에서 필요한 첫 번째 절차였으나 소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95)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867쪽.

96) 姚崧齡, 『張公權先生年譜初稿』上冊, 522-523쪽.

97) 姚崧齡, 『張公權先生年譜初稿』上冊, 522-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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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시작으로 하여 국민정부의 군대 수송 또한 여러 방면에

서 난관에 봉착하였다. 예를 들면 소련군이 국민정부군의 다롄

상륙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국민정부군은 잉커우(營口)와 후루다

오(葫蘆島)로 상륙하였다가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다. 또 군대의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정부가 파견한 동북행영

(東北行營)의 관원들도 접수공작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

하여 동북행영은 결국 산하이관(山海關)으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98)

동북행영이 동북지역에서 철수하면서 국민정부는 어쩔 수 없이

소련에 철군 연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11월 17

일 주중 소련대사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고민을 알고 만약 중국

정부가 동삼성에서 소련군의 철군 연기를 희망하면 소련 정부는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철군을 늦출 용의가 있다고 알려왔다.99)

11월 19일 중국 외교부는 소련 측에 답신을 보내 동북 접수

방법에 대해 중·소 양국이 다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만약 소

련이 중국 군대의 수송과 접수에 협조하면 소련의 철수시한을

1946년 1월 3일로 1개월 정도 연기할 수 있다고 전하였다.100) 그

러나 중국 동북지역의 상황 전개가 국민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

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국민정부는 1월 3일에서 다시 1개월의 철

군 연기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98) 국민정부 동북접수의 좌절에 대한 부분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99)「外交部爲另訂接收辦法與延期撤兵事致蘇聯駐華大使館照會」(1945.11.19.), 秦

孝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臺

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81, 153쪽.

100)「中國政府接受東北諸省辦法要點」(1945.11.19.), 秦孝儀, 『中華民國重

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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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철군 지연과 갑작스러운 철군

국민정부가 다시 철군 연기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소

련군 총사령관 말리노프스키가 철군 연기를 언급하였다. 1945년

12월 6일, 말리노프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련군은 중·소 양국의 새로운 협정에 따라 철군을 1개월 연

기하여 1월 3일 이전에는 중국 국경 내에서 철수를 완료할 것

이다. 그에 따라 선양(瀋陽)부근에서부터 군대를 북쪽으로 이

동할 것인데, 중국 정부는 짧은 기간 내에 정권을 구성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소련군의 철군 개시 일자를 1월 3일

부터 북쪽으로 철수를 시작하여 20일 혹은 1개월 내에 완전히

중국 국경을 벗어나게 할 수도 있다.101)

말리노프스키는 이것이 자기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하면서도,

중국 정부가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장제스는 이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12월 7일 동북행영

의 경제위원회 주임 장쟈아오와 외교특파원 장징궈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 “소련 철군시한이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되면 외교부와 소련대사가 다시 방법을 논의하여 소련의 철

군 완료시기를 2월 1일로 연기할 수 있다.” 바로 그날 중국 외교

부장 왕스제는 소련의 주중대사 페트로프와 만난 자리에서 말리

노프스키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102)

소련은 중공이 이미 동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

101)「蔣中正接蔣經國電稱馬林諾夫斯基對我方所提解除非政府武裝及解散非

中央政權等各點」(1945.12.6.),『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07-006.

102)「王世杰部長接見蘇聯駐華大使彼得洛夫談話要點」(1945.12.7.),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166-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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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미 양국의 조사 결과는 중공세

력이 이미 동북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그러한 상

황에서 소련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난 후에 중국 정부관원이 만

주에 진입하여 접수공작을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상

황이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중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소련의 철군을 연기

시키는 것 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공군이 실제로 동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련군과 국민정부군이 마주치지 않

고 국민정부가 안정적으로 접수를 완료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

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정부는 어쩔 수 없이 철군 연기를 고

려해야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소련군이 국민정부군과 마주치기

를 거부한다면 국민정부는 어찌해도 안정적으로 접수를 완료할

수 없었고, 다시 철군 연기를 요청해야 하는 유사한 상황이 반복

될 수밖에 없었다. 국민정부에게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었다.

1945년 12월 24일, 중·소 양국은 소련 철군 연기에 관한 양해

각서를 교환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 정부는 소련군이 중국

동북 지역 각 성에서 철수를 완료하는 시기를 1946년 2월 1일로

수정한다”고 발표하였다.103) 소련군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첫

번째 철군시한 연기였다. 이번 시한의 연기는 소련군 총사령관의

제의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중국도 그들의 군대수송에 어려

움이 있어서 동북접수하기 위해서는 소련군의 협조가 필요하다

는 판단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이다. 국민정부는 소련군의

철군을 2월 1일로 연기하는 것이 당시에 국민정부가 선택할 수

103)「蔣委員長致張嘉璈主任委員蔣經國特派員指示對蘇交涉要領電」(1945.12.7.),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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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1946년 1월 초, 약속한 철군날짜가 다가오자 소련은 다시 철군

을 지연하려는 뜻을 국민정부 측에 전달하였다. 소련군 참모장과

동북행영 부참모장이자 만주지역의 소련주둔군에 파견된 중국

측 군사대표단장인 둥옌핑(董彦平)이 만났을 때, 소련군 참모장

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러허(熱河)의 소련군이 외몽고지역까지 철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만주에 있는 나머지 부대는 철로의 상황과 연

료 공급이 여의치 않아 철군을 완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철군 계획은 교통수송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

이다.104)

둥옌핑이 소련이 연료문제로 철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소련 측의 말을 전달하자, 장쟈아오는 직접 창춘(長春)철로의 소

련 측 부이사장을 만나 석탄 공급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창

춘철로 부이사장은 실제로 매일 1만 5,000톤의 석탄이 필요하지

만 푸순(撫順)과 시안(西安)에서는 1일 4,000톤 밖에 공급되지

않고 있고, 하얼빈 이북 지역은 도둑이 창궐하며, 탄광이 대부분

파괴되어 석탄의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는 등의 말을 전

하였다.105)

장쟈아오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소련군의 의도는 철군을 다시

지연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소련의 철군이 중국 정부

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장제스도 소련군이

철군을 지연하여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한다고 의심하였

104)「董彦平與特羅增科第五次會議紀錄」(1946.1.10.); 高純淑, 「戰後中國政

府接收東北之經緯」, 中國文化大學史學硏究所博士論文(臺北, 1993) 332

쪽 재인용.

105) 姚崧齡, 『張公權先生年譜初稿』上冊, 6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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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6) 그래서 장제스는 동북행영 주임인 슝스후이와 동북보안사

령장관 두뤼밍(杜聿明)에게 가능한 한 소련이 다시 철군을 연기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처를 명령하였다.107) 그러나 철군완

료를 약속한 날짜가 다 되어 가는데도 중국 정부는 소련의 철군

진행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전달받지 못했다.

약속한 철군 종료일인 2월 1일이 임박한 1월 말, 장쟈아오는

중소우호협회(中蘇友好協會)의 소련 측 인사에게서 소련이 철군

지연의 구상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철군시기를 봄으로 연기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석탄의 부족으

로 군 수송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정

부군도 방한 설비의 부족으로 만주진입이 어려운 가운데 소련

군이 전부 철군을 완료해 버리면 중앙군대와 행정은 큰 위협

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약간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108)

장쟈아오는 소련군이 국민정부군을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실

상은 철군을 지연하려고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109)

2월 1일 소련군 참모장 트로친코(General Trotsynko)는 둥옌

핑에게 다음과 같이 전했다.

러허(熱河) 경내의 소련군은 이미 외몽고까지 철수하였다. 선

양의 소련군은 1월 15일부터 철수를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오

늘까지 80대의 열차가 철수에 이용되었으나 일찍부터 큰 난관

106)「蔣中正硏究國際外交問題」(1946.1.18.), 『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08-018.

107) 呂芳上, 『蔣中正先生年譜長編』第八冊, 285쪽.

108)「張嘉璈主任委員致蔣經國特派員告蘇軍緩撤之理由電」(1946.1.29.), 秦孝

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173쪽.

109)「張嘉璈主任委員致蔣經國特派員告蘇軍又提緩撤我應如何應付電」(1946.1.31.),

秦孝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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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딪혔었다. 몇 대의 열차가 연료를 기다리고 있고, 또한

기관차를 교환하느라고 도중에 2∼3일을 지체하였다.110)

그러나 선양에서는 언제 철수를 완료하느냐는 장쟈아오의 질

문에 소련 측은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111) 결국 소련

의 2월 1일 철군완료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였다.

1946년 2월 11일 미국 국무부는 1년 전 얄타에서 미·소 양국

이 체결한 비밀협정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익분배를 위해 중국의 주권을 무시하였다고 판단한 중국 청년

학생들은 격분하였고 각지에서 반소(反蘇) 애국시위를 벌였다.

중국 동북지역 뿐 아니라 충칭(重慶)의 학생들도 얄타밀약에 항

의하면서 소련군의 조속한 철수를 요구하였다.112)

소련대사 페트로프는 전국 각지로 확대되고 있는 반소시위에

대해 중국 정부에 항의하였다.113) 동북지역 소련군 총사령부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러한 반소시위는 “중국 동북지역 인민을

일본의 노역 하에서 해방해 낸 소련 홍군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소련군의 철군이 지연되

는 것은 중국정부군의 도착이 늦어져서 소련군이 정권을 인계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한 만주의 철도와 차량이 일본군에 의해 파

괴되었기 때문이며, 그 밖에 연료부족과 추운 겨울 날씨, 도적떼

의 창궐도 지연의 이유라고 항의하였다. 그러면서 소련군의 철수

가 미군보다는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114)

110) 姚崧齡, 『張公權先生年譜初稿』上冊, 638-639쪽.

111) 姚崧齡, 『張公權先生年譜初稿』上冊, 639쪽.

112) 呂芳上, 『蔣中正先生年譜長編』 第八冊, 315쪽.

113)「蔣經國特派員報告俄使皮得羅夫昨向我外交部提出關於二十二日重慶學

生愛國示威遊行之抗議」, 『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

060100-00209-027.

114)「附: 駐東北蘇軍對延期撤兵聲明及於紅軍節演說硏究意見表」(1946.3.1.),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185-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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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은 철군 날짜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막연히 ‘봄’이라고

하였다. 중국 정부는 소련군이 조속히 철군을 진행하기 바랐다.

3월 6일 중국 외교부는 주중 소련대사 페트로프에게 양해 각서

를 보내 “중국 동북 각 성에 주둔하는 소련군의 철수를 즉각 시

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115)

3월 8일 소련대사 페트로프는 갑자기 중국 외교부장 왕스제에

게 동북지역 소련군을 철수하겠다고 전하였다.116) 그 후 3월 11

일 트로친코 중장은 둥옌핑에게 선양 시내에 이미 일부 중국군대

가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인수인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서

소련군은 전부 선양에서 철수를 하였다고 전하였다.117) 여기에서

트로친코가 말한 일부 중국군대는 그 존재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게는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국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는 실

제 방어 임무의 인계를 받아야할 국민정부의 군대가 북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첫 번째 이유는 소련 측은 중국 군대

가 조속히 북상하여 만주를 접수하기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중국

창춘철로가 파괴되어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정부에게

실제적인 협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중

공군이 쓰핑제(四平街)를 점령하여 중국군의 북진 통로가 가로

막혔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 이유는 소련군이 페스트를 구실로

북진하는 중국 정부 군대에게 공주링(公主嶺)에서 10여 일간 체

류하며 감염 여부를 확인 받은 후에 북진하라고 요구했기 때문

이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만주 수복을 위한 중국군대의 이동은

115)「外交部爲東北蘇軍逾期未撤退致蘇聯駐華大使館照會」(1946.3.6.), 秦孝

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187쪽.

116)「王世杰部長晉謁報告其昨夜與俄使皮得羅夫會談情形」(1946.3.8.), 『蔣

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10-008.

117) 秦孝儀, 『總統 蔣公大事長編初稿』卷六(上),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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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받고 있었다. 이때가 3월 22일이었다.118)

국민정부의 이동을 제한하면서도 소련은 4월 30일 이전에는 창

춘의 소련군가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하였다. 더욱이 소련은

창춘 이북지역은 중국정부군이 도착하여 방어공작의 인계를 받

기까지 기다릴 수 없으며, 국민정부군이 접수를 받을 수 없는 상

황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철수하는 지역의 방어임무를 현존하

는 지방 무력에게 넘기고 철군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119)

4월 3일 만주 지역의 소련군 참모장인 트로친코 중장은 4월 5

일 창춘에서의 철군시작을 비롯한, 만주 각 주요지역의 철군일정

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면서 30일 이전에는 소련군은 중국 국경을

모두 벗어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120) 이에 따라 소련군은 4월

5일 창춘을 떠나 9일에는 하얼빈에 진입하였고 4월 11일 소련군

총사령관인 말리노프스키가 먼저 귀국하였으며, 만주의 나머지

지역에서도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철군이 진행되어 4월 28일에는

대부분 중국 국경을 벗어남으로써 철군은 완료되었다.

제2절 소련의 철군 지연 결과 :

중공군의 동북 선점

  앞에서 본 것처럼 1946년 1월 중순 소련군은 원래 약속했던 2

월 1일의 철군 완료를 위해 1월 중순부터 남만주의 신민(新民),

118)「蔣中正接見張羣主席張治中部長商談東北問題」(1946.3.22.), �蔣中正總

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10-022.

119)「董彦平副參謀長電陳報告與蘇方會談東北問題」(1946.3.27.), �蔣中正總

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10-027.

120) 秦孝儀, �總統 蔣公大事長編初稿�卷六(上),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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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彰武), 안산(鞍山) 등지에서 철군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2월

1일부터 소련군은 연료부족과 철로 파손 등의 문제를 들어 철수

가 지연되고 있으며 선양에서는 언제 철군을 시작할지 알 수 없

다고 말했다.121) 이때부터 소련은 경제 합작에 대한 압박으로 철

군을 지연한 것이다. 당시 만주에는 아직 40여만 명의 소련군이

있었고 그중 5만 5천명은 소련군 총사령부의 소재지인 창춘에

주둔하고 있었다. 3월 6일 중국 정부는 소련에 강경한 태도를 보

이며 “중국 동북 각성에 주둔하는 소련군의 철수를 즉각 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122)

철군 날짜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던 소련은 3월 9

일 돌연 선양에서부터 철군을 시작하겠다고 통보하였다.123) 소련

의 통보는 매우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3월 6일 국민정부가 먼저

철군을 요구하기는 했으나, 3월 8일 돌연 회신을 보내와 9일 철

군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다. 소련이 철군한 지역을 국민정부가

접수받기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다.

게다가 소련은 철군을 완료하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

고, 국민정부 군대가 선양에 진입하여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

록 기다리지도 않았다. 심지어 선양 시내에 이미 일부 중국 군대

가 있어서 인수인계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었다고 하고는 철수

해 버렸다.124) 소련군이 말한 선양시내에 있는 일부 중국 군대란

그 소속이 확인되지 않은, 다만 중국인으로 구성된 군대라는 데

121)「長春張嘉璈主任委員電陳與馬林諾夫元帥談俄軍撤退問題」(1946.2.1.),

『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09-001.

122)「外交部爲東北蘇軍逾期未撤退事致蘇聯駐華大使館照會」(1946.3.6.),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187쪽.

123)「雄式輝電蔣中正反攻承德情形部署已呈核聞瀋陽蘇軍十一日撤退」(1946.3.9.),

『蔣中正總統檔案:特敎文電―阻擾接收東北（一）』, 典藏號: 002-090400

-00002-178.

124) 秦孝儀,『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六(上),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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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선양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소련군이 점령

했던 각 지역에서 그들이 언제 철수를 하는지 알려주어야 국민

정부군이 그 지역의 접수를 진행할 수 있었다. 트로친코는 둥옌

핑과 회담하는 중에 대략 4월말 철군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

다.125)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만주의 여러 지역에는 이

미 중공군 30여만 명이 존재한다고 추정되고 있었다. 선양의 예

들 보더라도 소련군은 3월 12일에 철수를 완료하였고 국민정부

군대는 3월 13일에 선양에 진입할 수 있었으므로 소련이 말한

중국 군대는 분명히 중국 정부의 군대는 아니었다. 그들은 현지

의 토착세력이거나 비밀리에 동북에 들어와 활동 중이던 중공군

대일 가능성이 높았다.126)

3월 13일 소련군이 선양을 거쳐 창춘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쓰핑(四平)에서 철수하자마자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국민당 보안부대는 정체불명의 군대에게 공격을 받았다.127) 소수

의 보안부대가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3월 18일 국

민당 보안부대는 쓰핑을 지켜내지 못하고 상실하였다. 쓰핑을 상

실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북진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

125) 董彦平, 『蘇俄據東北: 第二次世界大戰結束時蘇俄侵據東北折衝紀要』,

臺北: 反攻出版社, 1965, 167쪽.

126)「熊式輝電蔣中正瀋陽蘇軍將撤退警戒甚嚴密撫順瀋陽間鐵路蘇軍確已撤

退均為匪竄據及共匪訓話謂三日內進攻瀋陽已派人潛入市區作內應我俟蘇

軍確實撤退後即向瀋陽附近挺進等」(1946.3.10.), �蔣中正總統文物: 特敎

文電―阻擾接收東北（一）』, 典藏號: 002-090400-00002-180; 「王叔

銘電瀋陽四郊共匪集中兵力甚大似有攻擾之企圖如日內瀋陽情況無變化即

令現駐錦州之十三軍司令部進駐北陵機場」(1946.3.14.),『蔣中正總統文

物: 武裝叛國（一一八）』, 典藏號：002-090300-00141-046.

127)「熊式輝電蔣中正瀋陽蘇軍已撤退我佈防完畢匪軍被我軍驅散我軍已分駐各

要點及建昌被共軍攻擊中已加派我部隊前往解圍並電催執行部督促共軍撤

出建平等」(1946.3.14.), 『蔣中正總統文物: 阻擾接收東北（一）』, 典藏

號: 002-090400-000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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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이 소련이 각 지역에서 철군완료

시점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

외교부장 왕스제는 3월 21일 소련대사를 만나 “소련 군대가 동

북의 모 지역에서 철수할 때, 우리 측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서

우리는 인수인계를 받을 군사인원을 준비하였음에도 결국 중대

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소련군

가 각 지역의 정확한 철군 완료시점을 미리 알려주어 중국이 인

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128) 22일 소

련대사는 4월 말까지 만주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국

민정부군의 인수인계에 협조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129)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소련은 흑사병 방지를 이유로 국민정부

군에게 북상을 멈추고 공주링(公主嶺)에서 검역을 받으라고 요

구하였다.130) 또한 소련의 철군 지연에 대해 중국여론이 이미 상

당히 소련을 비난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면서131) 소련군은 4월

말에 만주에서 철군을 완료하겠다고 다시 말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련은 중국 정부와 더 이상 동북 경제합작 논의를 원하지 않는

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132) 경제합작 문제는 3월 말부터 충

128)「王世杰部長爲先期通知我方撤軍日期事致蘇聯駐華大使彼得洛夫照會」

(1946.3.21.),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

後中國(一), 188쪽.

129)「蘇聯駐華大使彼得洛夫致外交部長王世杰通知蘇軍於四月底撤退完畢照

會譯文」(1946.3.22.),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188-189쪽.

130)「蔣中正接張治中報告東北問題」(1946.3.22.), 『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

本』, 典藏號: 002-060100-00210-022.

131) 王世杰, 『王世杰日記』第五冊(手稿本), 290쪽.

132)「蔣中正接見俄使皮得羅夫今日忽提出願與我中央商談東北經濟合作問題」

(1946.3.25.),『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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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련 측의 경제합작 중

단 통보는 소련은 이미 국민정부의 동북 접수에 협력할 의사가

없음을 어느 정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후 중국 정부는 소련군이 철수한 창춘 시에 중공군이 입

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133) 3월 26일 둥옌핑은 트로친코

와 진행한 16차 회담에서 소련군이 철군할 때에 중국 측에 통보

하고 필요한 인수인계 수속을 거행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트

로친코는 연료가 부족하여 언제 철군을 완료할 수 있을지 정확

한 날짜를 말하기 어렵고 또 창춘과 하얼빈에는 이미 중국 군대

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인수인계수속을 거행할 필요가 없다고 거

절하였다. 그리고 창춘의 소련군은 아직 철군을 완료할 계획이

없으므로 중국 정부의 군대가 공주링에서 10일간 머물면서 중소

양국의 의료진이 감염되지 않았다고 확인을 하면 다시 진군하라

고 하였다.134) 소련은 국민정부군의 북상도 저지하였고 철군날짜

통보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4월 3일에 가서야 트로친코는 둥옌핑에게 각 지역별 철

군 완료 예정 날짜를 통보하였다. 창춘은 4월 15일, 하얼빈은 25

일, 지린(吉林)은 16일, 치치하얼(齊齊合爾)은 27일, 무단장(牧丹

江)시는 27일, 베이안(北安), 쟈무스(佳木斯), 보리(勃利)와 기타

동북지역은 10일 이전에 철수를 완료하겠다고 하였다.135) 소련군

은 약속에 따라 철군을 이행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국민정부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쓰핑과 공주링 주변에 집결한 중공군 병력은 정부 군대의 북

상과 그 지역 접수를 저지하고 있었고 창춘, 하얼빈, 치치하얼

133)「長春蘇軍續有撤退, 共軍承蘇軍指示混入長春市」(1946.3.26.), 『蔣中正

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10-026.

134)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六(上), 83쪽.

135)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六(上),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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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주요도시에도 중공의 무장 세력이 소련군이 철군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다. 아직 철군 계획이 없다던 창춘의 소련군 총사

령부는 4월 6일 창춘에서 떠났고 나머지 부대 또한 그 지역에서

철수를 준비하는 동안 중공군은 창춘주변으로 운집하였다. 중공

군이 쓰핑을 점령하고 있어서 국민정부군의 북상이 가로막힌 가

운데 소련군이 창춘을 떠나면 중공군은 아무런 장애도 없이 창

춘을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다.

소련군은 4월 14일 창춘에서 완전히 철수하였고 중공군 3만

명이 창춘을 포위 공격하여 창춘에 있던 국민당 보안부대와 격

전을 벌였다. 그리고 4월 18일 중공부대가 창춘을 점령하게 되었

다.136) 4월 20일 중공군은 하얼빈시를 공격할 것이라고 선언하였

기 때문에 하얼빈에 있던 국민정부의 접수관원은 모두 비행기로

선양으로 철수하였다.137) 국민정부는 소련이 처음부터 그들이 철

수한 지역을 중공에게 넘겨주려 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중공군

은 소련이 철군 전에 위치한 지역에서 중무기를 취하였고 소련

의 도움으로 더 강하게 무장할 수 있었다.138) 소련은 중국 동북

지역에 미국세력이 개입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친소세력을

확대하는 것이 낮다는 판단을 하였다.

소련과 중국 정부는 1945년 8월 14일에 체결한 �중소우호동맹

조약�를 근거하여 소련과 중국의 협력관계를 맺었다. 특히 국민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하고 소련은 중국 공산

당이 아닌 국민정부만을 지지한다는 약속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 정부는 소련군의 철군 또한 이 약속에 근거하여

이행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믿음은 시작

부터 여러 난관에 부딪쳐 흔들렸다.

136)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六(上), 108쪽.

137)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六(上), 113쪽.

138) 王世杰, 『王世杰日記』第五冊(手稿本), 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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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련의 철군 지연 요인

직접적 요인: 국민정부의 접수 지연과 중소경제합작

전술한 바와 같이 중·소 양국이 처음 약속한 철군 시한은 11

월 말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말까지 철군완료 시점은 몇 차

례 변경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처음 철군연기를 요청한 것

은 소련군의 조속한 철군을 희망하던 중국 정부였다.

중국 정부는 1945년 9월, 소련주재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중공군

이 이미 동북지역으로 들어와서 소련군과 협력하고 있다는 이야

기를 전해 들었다.139) 그 후 중국 정부는 미국에 군대수송지원을

급하게 요청하였다. 미국에서 머물고 있던 중국 행정원장 쑹쯔원

은 당시 미국의 국무부 차관이었던 애치슨(Dean G. Acheson)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공산당이 만주지역을 ‘탈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정부군을 만주로 수송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140) 그 결과 국민정부는 미국의 협조를

얻어 군대 수송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군의 동북진입은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쳐 계

획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우선 소련군은 미국의 지원을 얻어

다롄 항구로 군대를 상륙시키고자 한 중국 정부의 계획을 반대

하였다. 소련 정부는 「중소우호동맹조약」에 근거하여 ‘다롄 항

은 상업항구의 하나로 화물을 수송하는 곳이지 군대를 수송하는

139)「美駐俄大使館電告中共軍隊已進入東北與俄軍合作」(1945.9.10.), 『蔣中

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04-010.

140) “Memorandum by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President

Truman” (September 12, 1945), FRUS 1945, Vol. VII, The Far

East: China, pp.1027-1028.



제

5

장

제3절 소련의 철군 지연 요인

177 /

곳은 아니므로 어떤 국적의 군대도 다롄 항에 상륙할 수 없으며,

이것은 중소조약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련은 이에 반대한

다’고 알려왔다.141)

다롄 항 상륙을 포기하고 나서 국민정부가 차선으로 선택한

곳은 발해만의 잉커우와 후루다오였다. 그러나 이곳으로 상륙하

려는 계획도 항구를 이미 점거하고 있던 정체를 알 수 없는 무

장세력의 공격을 받음으로써 실현될 수 없었다.

중국 정부는 결국 항공편을 이용하여 선양과 창춘으로 진입하

는 방법과 화북에서 산하이관을 거쳐 군대를 이동시키는 방법,

혹은 소련 측의 선박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계획하면서 소련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소련 측 선박을 이용하려는 구상은 소련이

미국의 동북진입을 꺼려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0월 13일 만주지역 소련군 총사령관 말리노프스키는

동북행영의 슝스후이, 장쟈아오 등과 회담하면서 중국 측의 제의

를 모두 거부하였다. 그 이유로, 철로의 여객수송은 아직 철로수

송 상황이 회복되지 않았고, 자동차도 도로 상태가 불량하기 때

문에 이용하기 어려우며, 소련 측의 보유 선박은 근본적으로 부

족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중국정부군의 만주진입과 동북행영의

접수는 또 다시 장애에 부딪혔다.142)

국민정부의 상황과는 다르게 중공의 부대는 이미 동북지역에

진입하여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동북

지역 접수공작을 준비하고 있던 국민정부 관원들은 신원불명의

무장 세력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 11월 14일,

141)「傅秉常大使致外交部告蘇聯反對我軍在大連登陸電」(1945.10.6.),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119쪽.

142)「軍事委員會委員長東北行營主任雄式輝到長春後與蘇方代表談話經過之

情形」(1945.10.12.),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122-123쪽.



제 2 부

/ 178

장제스는 우선 동북행영의 접수 관원을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동북지역에 있던 외교부 특파원 장징궈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현재 상황과 근본 계획에 따라 동북행영을 산하이관으로 옮기

도록 하라. 산하이관에서 철로를 이용하여 동북으로 진입하는

길은 소련과 계속 논의하여 결정하고······. 사실상 이미 동북

을 접수하고 주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부득불 행영을 옮기기로 결정하였다는 것과 그 책임은 그들

(소련)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표명하라.143)

동북의 상황은 이미 중국 정부가 처음 세웠던 소련과 협조하

여 접수하겠다는 계획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었다. 군대의 만주진

입 전에 동북지역에 선발대로 파견한 400여 명의 접수관원들마

저도 산하이관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중국

정부는 소련에게 원망을 표출하였던 것이다.

11월 17일 충칭의 소련대사관은 창춘과 선양의 비행장으로 국

군을 수송하는 일에 소련군은 협조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소련군

은 1, 2개월 정도 철군을 연기하여 중국 정부가 동북을 접수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 왔다.144) 11월 19

일 중국 정부는 소련 측에 답신을 보내 동북 접수에 관한 새로

운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만약 소련이 중국 군대의 수송과 만

주 접수에 협조한다면 소련군대의 철수 기한은 1946년 1월 3일

로 1개월 연기할 수 있다고 전달하였다.145) 이에 따라 11월 30일

143)「蔣中正函蔣經國中國政府已無法接收東北行營不得不遷至山海關等」(19

45.11.14.),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接收東北與對蘇交涉（一）』,

典藏號：002-020400-00001-075.

144) 王世杰, 『王世杰日記』第五冊(手稿本), 216쪽.

145)「中國政府接收東北諸省辦法要點」(1945.11.19.), 秦孝儀, 『中華民國重要

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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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대사 페트로프는 중국 외교부장 왕스제에게 양해각서를 보

내 “소련 정부는 중국 정부의 뜻을 받아들여 동삼성에서 소련군

의 철수를 1개월 연기하여, 1946년 1월 3일까지 철군을 연기한

다”고 하였다.146)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련이 장제스 정부의 만주

접수에 협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12월 5일 장쟈아오와 장징궈가 말리노프스키와 만났을

때, 말리노프스키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소련군이 1월 3일까지 철군을 완료하려면 지금 당장 선양에서

철군을 시작하여야 하는데 중국 정부가 이 짧은 시기에 정권

을 건립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철군

시기를 다시 조금 더 연기하여 1월 3일부터 철군을 시작하여

20일 내지 한 달 안에 철군을 완료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147)

9일 왕스제 외교부장은 찬동한다고 하였고 말리노프스키는 구

두 성명으로 철군을 2월 1일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다.148) 장제

스도 철군 연기에 동의하였으나 다만 정식협정을 체결하여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149)

원래 11월 30일 완료하기로 했던 소련군의 철군은 결국 2월 1

일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관한 정식 협정은 12월 24

146)「蘇聯駐華大使彼得洛夫致外交部部長王世杰同意延期撤退東北蘇軍照會

譯文」(1945.11.30.),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157쪽.

147)「蔣經國特派員呈蔣委員長報告與蘇軍總司令馬林諾夫斯基會談情形戰」

(1945.12.5.),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158쪽.

148)「蔣經國電王世杰已於九日將我政府贊同蘇軍撤退日期改為二月一日一節

向馬林諾夫斯基提出口頭聲明至於會談詳細經過已另電呈」(1945.12.10.),

『蔣中正總統文物: 一般資料―蔣經國致各界文電資料（四）』, 典藏

號：002-080200-00632-113.

149) 王世杰, �王世杰日記�第五冊(手稿本), 226-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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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체결되었다.150) 철군 연기에 관한 중국 측의 조건은 소련군

이 국민정부군의 동북진입에 협조하여 국민정부가 순조롭게 만

주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소련 측의 조건은 철군을 완료

하기 전에 중·소 양국이 경제 합작에 관한 구체적 협의에 이르

는 것이었다. 양국은 모두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철군 연

기에 동의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소 양국은 근본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양국은 철군 완료시기를 2월 1일로 연기하는데 동의하였

으나 처음부터 서로가 필요로 하는 조건에 대한 협의는 진행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장 왕스제

는 철군 연기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동북 경제 합작 논의는 중

국 정부가 동북접수를 완료한 다음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고, 장

제스도 여기에 동의했다.151)

동북경제합작 논의는 소련이 전리품으로 생각한 이외의 부문

에 대해 계획한 것으로 출병한 이후 줄곧 요구해 온 것이다. 소

련은 자신들이 반출할 수 없는 산업에 대해 중·소 양국만의 독

점적인 합작 경영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철군을 완료하기 전에

경제 합작이 결정되기 바랐고, 중국은 철군을 완료한 후에 경제

합작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여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

었다.

소련은 1945년 7월과 8월 모스크바에서 진행한 중소담판 때부

터 일본이 중국 동북지역에 세웠던 기업과 자산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제4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소련은 동북의 공업과 광업

관련 기업을 특히 주목하고 있었다. 동북지역에 있는 기업 중에

150)「外交部爲延期撤兵事致蘇聯駐華大使館照會」(1945.12.24.),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168쪽.

151) 王世杰, 『王世杰日記』第五冊(手稿本), 226-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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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부속 사업과 만주국 정부가 특허한

회사의 사업이 주요 대상이었다. 만철의 사업은 모두 일본의 산

업이었고 만주국이 특허한 사업도 사실상은 일본인이 대부분 투

자하고 경영한 것이거나 일부 일본과 중국이 합작한 회사였다.

소련은 출병과 동시에 일본인의 자산을 자신의 전리품으로 삼

겠다고 주장하여 중국과 미국의 반대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배상에 관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상당부분의 산

업 기계와 설비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중국은 그 총액이 대략

8억 달러 이상이라고 주장하였다.152)

원래 중국은 동북지역 일본의 자산을 중국의 전쟁손실에 대한

배상금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배상위원회가 설립되어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소련은 이미 상당부분을 독단적으로 반출하

였다. 뿐만 아니라 소련은 자신들이 반출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

에 대해서 다른 나라를 배제하고 중·소 양국이 경제 합작이라는

명목으로 공동 경영하자고 제의했던 것이다.

중·소 양국의 첫 번째 동북경제합작에 관한 논의는 10월 27일

부터 11월 23일 동북행영의 경제위원회 주임위원인 장쟈아오와

소련경제고문 슬라드코프스키 사이에 진행되었다. 논의를 진행하

기 전인 10월 20일, 장쟈아오는 장제스를 만나 경제 합작 논의에

관한 중국 측의 방침을 결정하였다.

(1)창춘철로는 중·소 양국이 공동 경영하는 것으로 하고, 동북

지역 공업과 광업은 파손되거나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

(2)동북지역의 모든 적산은 모든 중국 인민의 부채를 상환하

는데 사용하며, 만약 남는 것이 있으면, 중국 정부가 치른 8년

항전의 손실을 배상하는데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적산은 중국이 몰수한다.

152) 秦孝儀, 『總統 蔣公大事長編初稿』卷七(下), 4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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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련이 출병하여 동북의 수복을 위해 도움을 준 부분에 대

해서는 중국 정부가 출병비용을 지불할 것이며 공업과 광업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공동경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발전의 주권이 없을 뿐 아니라 훗날 다른 나라의 기

술과 자본을 유치할 수도 없다.

(4)만철에 부속된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푸순(撫順)탄광

이다. 현재 중앙정부는 이미 창춘철로에 대해 석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광산채굴권을 창춘철로문제와 함께

처리할 수 없다. 다른 탄광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5)소련 정부는 전방부대에 통보하여 조속히 공업과 광업기계

설비의 반출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

(6)소련이 주장하는 소위 전리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반출한

것까지로 제한한다.153)

이러한 중국의 방침에 대해 슬라드코프스키는 만주에 있는 일

본이 경영하던 모든 공업과 광업 설비는 소련의 전리품으로써

소련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54) 그는 장차 합작하게 될

사업에 대해서는 소련의 지분이 50%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에만 동의하였다.155) 양측은 서로 구상하는 합작의 내용에 큰 차

이가 있었고, 다만 「중소우호동맹조약」에 근거하여 동북경제합

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만 의견의 일치

를 보였다.

153)「張嘉璈主任委員呈蔣主席報告蘇方視東北工業設備爲戰利品函」(1945.10.20.),

秦孝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372쪽.

154)「張嘉璈主任委員與蘇軍經濟顧問斯拉特科夫斯基關於東北工業問題談話

紀錄」(1945.10.27.),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373-384쪽.

155)「張嘉璈主任委員與蘇軍經濟顧問斯拉特科夫斯基關於東北工業問題談話

紀錄」(1945.10.27.),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373-3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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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더 큰 의견의 차이는 경제 합작 내용

보다도 합작에 관한 논의는 언제 진행하고 협정은 언제 체결하느

냐는 시점에 있었다. 국민정부는 먼저 철군과 접수가 완료되고 그

다음 순서로 경제 합작을 논의하자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소련

군이 철수를 완료하고 그 자리에 국민정부가 들어가 만주지역의

군사적 행정적 접수를 완료하기 전에 경제 합작을 논의한다면 다

른 나라들이 이를 오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소련

은 철군에 앞서 먼저 경제 합작 논의를 매듭짓자고 주장하였다.

1945년 11월 첫 번째 철군 연기가 결정되었을 때, 만주에서 소

련 측과 접촉하고 있던 장쟈아오와 장징궈는 소련의 완강함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 합작 논의에 관해서 어쩔 수 없이

소련 측의 요구에 따라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중국 정부에 제

출하였다. 그러나 장제스와 외교부장 왕스제 등 정부 인사들은

“동북접수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경제합작 협정을 맺을 수

없다”며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156) 반면, 장쟈아오는 철군

전에 협정은 체결하지 않더라도 논의는 시작할 수 있다는 비교

적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2월 철군시기를 다시 1월로 연기한 소련군은 철군 이전에 경

제 합작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였고, 장제스와 충칭의 국민정부는

여전히 동북접수 완료 이후라는 기존의 주장을 견지하였다.157)

그 사이 경제 합작 회담의 실무자인 장쟈아오와 외교특파원 장징

궈는 소련 측과 동북의 공업과 광업에 관련된 논의를 주고받으면

서 우선 경제 합작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보고하였

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158) 장쟈아오

156) 王世杰, 『王世杰日記』第五冊(手稿本), 222쪽.

157) 王世杰, 『王世杰日記』第五冊(手稿本), 226쪽.

158) 王世杰, 『王世杰日記』第五冊(手稿本), 233-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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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편으로는 정부를 설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과 접촉

하여 그들의 의중을 파악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소련 측이 끊임없는 ‘선(先) 경제담판, 후(後) 철군’의 요구에

동북행영 경제위원회 주임위원인 장쟈아오는 충칭의 국민정부에

우선 창춘으로 경제부 관원을 파견하여 합작에 관한 논의를 시작

하도록 건의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승인을 얻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1946년 1월 9일 소련은 철로 상황과 연료문제를

이유로 약속했던 2월 1일에 철군을 완료할 수 있을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다시 철군 지연의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159)

산하이관으로 철수했던 동북행영 접수관원들은 12월 22일 창

춘에 다시 진입하였고, 12월 27일에는 선양에, 1946년 1월 1일에

는 하얼빈에 도착하였다. 이어서 그들은 1월 8일에는 랴오베이성

(遼北省), 12일에는 쑹장성(松江省), 24일에는 넌장성(嫩江省)을

진입하였다.160) 그리고 군사방면에서 중국정부군은 1945년 11월

26일 진저우(錦州)로 진격하였고 1946년 1월 12일에 신민(新民)

에 도착하였으며, 1월 15일에 선양 서부지역에 진주하였다.161)

행정적 접수관원과 일부 부대가 어느 지역에 진주했다고 해도

이를 국민정부가 그 지역을 접수하여 정권을 세울 기반을 확립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들은 소수였으며, 또한 군대는 그 지역

의 방어 임무를 소련으로부터 완전히 인계받았다고 볼 수는 없

었다. 그러나 국민정부는 산하이관으로 철수했던 관원들이 다시

159)「蔣中正電熊式輝主任指示接防東北之程序與日期/附熊主任一月九日呈復」

(1946.1.7.),『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08-

007

160)「國民政府主席東北行轅接收報告」, 秦孝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

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83-84쪽.

161)「國民政府主席東北行轅接收報告」, 秦孝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

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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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역에 진입했다는 상황에 굉장히 고무되었다. 국민정부는

이것만으로도 소련의 철군지연 논의에서 자신들이 요구한 조건

이 어느 정도 수용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에 비해 경제 합작 논의에 관한 소련의 요구는 그다지 진척

을 보이는 것 같지 않았다. 경제 합작논의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인 장제스는 2월 1일 철군이 완료되기 전에는 경제 합

작에 관해 논의하지 말라고 다시 지시를 내렸다.162) 경제 합작에

관한 논의가 소련의 바람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소련은

다시 2월 1일의 철군완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소련은 철로 상황과 연료공급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장

쟈아오는 이것이 경제 합작과 관련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련

이 경제 합작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 철군 지연이라는 카드로 중

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163)

장쟈아오와의 회담에서 소련 측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몇 가

지 문제 때문에 철군을 더 연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

다.164) 여기에서 말하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바로 경제

합작 문제이다. 실제로 2월 1일에 되었는데도 소련은 철수를 진

행하지 않았다. 말리노프스키는 장쟈아오에게 언제 철군을 완료

할 수 있는지 정확한 날짜는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장쟈아

오와 소련 경제고문의 경제 합작의 논의에 진척이 있으면 소련

군은 조기에 철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165) 이즈음에 소련 측은

162)「蔣中正電蔣經國中國所提經濟合作新方案如蘇俄尚未答覆則暫留長春」

(1946.1.24.),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接收東北與對蘇交涉（一）』,

典藏號：002-020400-00001-165; 王世杰, 『王世杰日記』第五冊(手稿本),

261쪽.

163)「張嘉璈主任委員致蔣經國特派員告蘇軍緩撤之理由電」(1946.1.29.),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173쪽.

164) 姚崧齡, 『張公權先生年譜初稿』上冊, 644쪽.

165)「長春張嘉璈主任委員電陳與馬林諾夫元帥談俄軍撤退問題」(19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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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군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동북 경제 합작이 관건임을 노골

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2월 중순부터는 중·소 양국의 경제 합작 논의시점에 대한 쟁

론에 두 가지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다. 하나는 얄타 비밀협정이

발표된 이후 충칭과 만주에서 일어난 반소애국시위였고, 다른 하

나는 미국의 경제 합작 대한 통보요구였다. 미국은 중·소 양국에

게 동북경제교섭과 전후배상처리문제에는 반드시 미국도 참가해

서 논의해야 비로소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동북문제에 미국

의 개입을 꺼려하던 소련이 우려하던 상황이 출현된 것이었

다.166)

미국의 개입으로 중국 정부는 소련을 압박하여 만주에서의 상

황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장제스는 창춘에서 진행하는 중소합작 문제에 관한 모든 논의를

중지하라고 지시하였다.167) 그러고 나서 2월 25일 장제스는 경제

합작 담판은 동북행영이 아닌 중앙정부가 직접 교섭하겠다고 발

표하였다. 주중 소련대사 페트로프도 동의하며 충칭에서 경제 합

작 관한 교섭을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철군문제에

대해서 소련은 여전히 연료부족을 이유로 철군을 언제까지 지연

할지 정확한 날짜를 확인을 해 주지 않았다. 그처럼 철군과 경제

합작이라는 양국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되었고, 해결의 실마

리는 찾기 어려워 보였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철군이 어렵다던 소련군이 3월 9일

갑자기 선양에서 철군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4월 3일 소련은 각

『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09-001.

166) 王世杰, 『王世杰日記』第五冊(手稿本), 267쪽.

167)「蔣中正特電王世杰部長轉囑張嘉璈主任委員及蔣經國特派員在長春對俄

交涉經濟合作問題暫時中止」(1946.2.18.),『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0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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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별 철군 완료에 관한 구체적 날짜를 중국 측에 통보하였

다.168) 장쟈아오는 선양에서부터 시작된 철군으로 소련은 철군지

연과 얄타밀약 발표로 일어난 청년들의 반소시위로 경직되어 있

는 중·소 양국 사이의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소련군이 출경하기

전에 경제 합작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보았다.169) 그는 소련군

이 우선 선양에서 철수를 시작하여 소련군이 계획대로 철군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이고 아직 창춘과 하얼빈, 그리고 다시 러시

아 국경에 이르는 기간 동안 경제 합작 논의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비록 중국 정부가 소련에게 철군을 요구해 왔지만 소련군의

갑작스러운 철군시작은 중국 정부에게는 그다지 희소식이 되지

못했다. 선양을 철수하는 소련군은 철수 전에 중국 측에 미리 통

보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선양에서 중국 군대와 정식으로 인

수인계 수속을 밟지 않았고 단지 현지에 있는 중국 군대에게 임

무를 넘겨주었다고 말하였을 뿐이다.170) 또한 소련군은 그들이

완전히 철수한 다음 그 지역에 중국정부군이 들어와 방어임무를

맡으라고 하면서도 소련군과 중국정부군이 마주치는 일이 없도

록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소련군이 철수하는 정확한 날짜도 통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동북 전 지역에서 소련군에

게 방어임무를 넘겨받아야 할 중국 정부의 군대가 아직 진입하

지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중국 화북

지역에는 흑사병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군은 흑사병의 만주

168) 秦孝儀, 『總統 蔣公大事長編初稿』卷六(上), 97쪽.

169)「張嘉璈函陳蘇軍撤出瀋陽之動機在緩和空氣並於撤出國境以前圖解決經

濟問題等」(1946.3.11.), 『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

00210-011.

170) 秦孝儀, 『總統 蔣公大事長編初稿』卷六(上),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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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퍼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구실로 중국군대의 북진을 저지

하였다.171) 그러면서 3월 27일 돌연 소련은 4월 30일까지 소련군

은 철수를 완료할 것인데, 창춘 이북지역은 중국정부군이 도착하

여 방어임무의 인계를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므로 현지

에 있는 지방 무력에게 방어임무를 인계하겠다고 전하였다.172)

4월 16일 중국의 외교와 경제부문의 대표는 소련 측 대표와

경제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날 회의에서의 주요한 안건은

더 이상 경제 합작이 아니라 창춘을 점령한 불법 무장 세력에

대한 것이었다.173) 국민정부는 이 불법 무장 세력이 소련의 비호

를 받은 중공세력이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경제협상

은 천천히 처리하고 먼저 소련이 창춘에 있는 중공세력을 몰아

내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오히려 더 이상 경제

교섭에 대해서 흥미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지난하게 끌어오던 경

제 합작에 관한 논의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174)

중국 정부의 요청에 소련은 중국 군대의 동북접수를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중국정부군은 소련의 어떠

한 협조도 받지 못하였다. 심지어 중공군의 공격으로 각지의 철

도가 파괴되었고 쓰핑제(四平街)와 창춘에서 국민정부군은 중공

군의 포위 공격을 받아야 했다. 결국 소련군이 중국 국경을 벗어

날 때까지 국민정부의 접수공작은 소련의 협조를 얻지 못하였다.

171)「熊式輝主任電陳董彦平副參謀長與蘇軍特羅增科中將商談長春蘇軍撤退

問題」(1946.3.22.),『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

-00210-022; 秦孝儀,『總統 蔣公大事長編初稿』卷六(上), 83쪽.

172)「董彦平副參謀長電陳報告與蘇方會談東北問題」(1946.3.27.), 『蔣中正總

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10-027.

173) 秦孝儀, 『總統 蔣公大事長編初稿』卷六(上), 109쪽.

174) 王世杰, 『王世杰日記』第五冊(手稿本), 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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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요인: 미국의 개입과 중공군의 출현

소련이 중국 동북지역으로 출병하면서 가장 꺼려한 것은 미국

이 이 지역문제에 개입하여 세력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미국 측

으로부터 “중공군이 이미 동북지역에서 소련군과 협력하고 있

다”는 정보를 전해들은 다음날 장제스는 즉시 워싱턴에 있던 쑹

쯔원에게 미국 정부와 협의하여 이 달 내에 우선 몇 척의 선박

을 보내어 중국 정부 군대를 만주로 수송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지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175)

당시 중국의 화북과 동북을 연결하는 도로나 철로는 전쟁으로

인해 상당부분 훼손되었기 때문에 육로 수송이 여의치 않았다.

대규모 군대를 이동하기 위해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

법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해로를 통해 수송하는 것이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소련은 국민정부군의 다롄 상륙을

반대하였다. 표면적으로 소련은 다롄 항이 상업항구라는 이유로

어떤 나라의 군대도 입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176) 장쟈아오

처럼 소련이 국민정부군의 동북진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

는 이도 있었지만, 국민정부 일부 인사들은 소련이 미국 선박을

이용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보았다.177)

만주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소련이 미국을 견제한 것은 이미

1945년 8월 전쟁이 종결된 직후부터 있어 온 일이다. 앞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1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던 소련군의 철군을 연

175)「蔣中正電宋子文希速向美政府洽商先撥給若干船舶以供國軍往東北接防」

(1945.9.11.),『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04-

011.

176)「傅秉常大使致外交部告蘇聯反對我軍在大連登陸電」(1945.10.6.),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119쪽.

177) 呂芳上, 『蔣中正先生年譜長編』 第八冊, 286-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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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국민정부의 군대가 만

주로 진입하여 만주 접수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9월 10일 소련주재 미국 대사 해리먼에게서 중공군이 이미 동

북에 진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국민정부는 9월 13일 미국에 군

대 수송을 위한 선박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178) 미국 대

통령 트루먼은 이를 승인하였다.179) 국민정부는 미국의 선박을

이용하여 광저우(廣州)와 주룽(九龍)에 있는 군대를 이동하여 다

롄 항에서 상륙하여 만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다롄이 「중소우호동맹조약」에 근거한 상업 항구이므로 군대의

상륙은 조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대하였다.180)

소련이 반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다롄 항구의 특성에 있는 것

이 아니라 국민정부군의 만주 진입을 꺼려했다는 것과 더불어

미국의 개입을 반대했던 것이다. 국민정부는 미국이 만주에 개입

하면, 자신들이 동북 접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소련

군의 철군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을 꺼려하던 소련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오히려 미국

의 개입이 소련군의 철군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미국도 만주의 형세가 국민정부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았으나 최소한의 협조를 제외하면 비교적 관망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11월 17일 동북행영이 산하이관으로 물러나야

했을 때, 장제스는 미국 대통령 트루먼에게 전문을 보내 소련이

우호동맹조약을 위배해서 만주 접수공작이 진행될 수 없었고, 결

178) 秦孝儀, 『總統 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833-834쪽.

179) “Memorandum by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President

Truman”(September 12, 1945), FRUS 1945, Vol. VII, The Far

East: China, pp.1027-1028.

180)「傅秉常大使致外交部告蘇聯反對我軍在大連登陸電」(1945.10.7.),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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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동북행영을 산하이관으로 철수하게 되었다고 알렸다.181) 그

후, 국민정부는 소련의 철군이 1개월 연기되었다는 성명을 발표

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만주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목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미국은 그들의 여전히 직접적인 개입은

피하고 있었다.

소련의 철군시기가 거듭 연기됨에 따라 동북행영 경제위원회

주임위원인 장쟈아오는 경제 합작에 관한 논의라도 시작해야 한

다고 장제스를 설득하였다. 1946년 1월 21일 장제스는 장쟈아오

에게 경제 합작 논의에 관한 9개 항목의 지침을 주었다. 그 첫

번째 항목은 전리품에 관한 것으로 더 이상 소련과 전리품 문제

에 관하여 논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는 소련과 중국이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영국, 미국 등 동맹국이 공동으

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었다.182) 이에 대한 소련은 “제

삼국이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거부하였다.183)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주도로 만들어진 전시 동맹체제는 국

가이익과 이데올로기적 모순을 내포한 부자연스러운 동맹체제였

다.184) 그러한 만큼 만주에 대한 중·미·소 삼국의 이해도 각기

달랐다.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중국 동북지역은 중국을 비롯한 동

아시아 국가들 뿐 아니라 소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181)「蔣中正電杜魯門總統陳東北情形及中蘇合作問題」(1945.11.17.), 『蔣中

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06-017.

182)「蔣委員長致張嘉璈主任委員指示對蘇談判東北經濟合作問題方案電｣

(1946.1.21.),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417쪽.

183) 姚崧齡, 『張公權先生年譜初稿』上冊, 641쪽.

184) 필자는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의 미, 영, 소 중 4개국 동맹체제가 모순

을 내포한 부자연스러운 동맹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것은 이들 4

개국 동맹 체제를 ‘Strange Alliance’라고 표현한 John R. Deane과 견

해를 같이하는 것이다.(John R. Deane, The Strange Alliance: the

Story of Our Effort at Wartime Cooperation with Russia, New

York: Viking Press,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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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동쪽 변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전후 만주지역에

대해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싶었고, 당연히 제삼국의 영향

력이 미치기를 원하지 않았다. 여기서 지칭하는 제삼국 중에서

소련이 가장 꺼려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

루즈벨트와 스탈린은 얄타에서 다롄 항을 국제자유항으로 하자고

합의하였다. 그렇지만 소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업적 목적 이

외의 군용선박의 입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국정부군을 실

은 미국 선박의 입항을 거절하였다. 이는 국민정부군 뿐 아니라 미

국에 대해서도 다롄 항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사실상 소련은 다롄 개방을 만주 개방과 같은 의미로 보았다. 그들

은 미국의 세력이 만주로 확대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1946년 2월 11일 미 국무부는 중·소 양국에게 전리품에 대한

소련의 주장을 반대하며, 중·소 양국의 동북경제교섭과 배상처리

문제에는 반드시 미국도 참가해야 유효하다고 통보하였다. 중국

은 미국의 개입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반긴 반

면,185) 소련의 입장은 달랐다. 미국의 통보에 소련은 즉각 반응

을 하지는 않았지만, 철군문제와 연관 지으며 중국 정부에게 자

신들의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2월 26일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 당국은 공식성명을 발표

하였다. 소련은 계속 철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련이 만주를 철수하

는 날짜는 미군이 중국을 떠나는 날보다 늦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

다.186) 소련은 화북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해병대를 철수하지

않으면 소련군도 철군을 완료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전한 것이다.

185)「美國政府通告中俄兩國關於東北經濟交涉及處理賠償問題必須美國參加

共同商討方能有效」(19462.12.),『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

060100-00209-012.

186)「東北蘇軍當局發表聲明謂蘇軍尙在繼續撤退並稱撤退之期不遲於美軍撤

出中國」(1946.2.26.), 『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

00-0020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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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전쟁 기간 뿐 아니라 전후에도 중국 정부가 긴밀한 관계

를 유지하기 원하는 첫 번째 대상국은 미국이었다. 장제스의 요

청에 따라 아직 국민정부군이 도착하지 못한 화북지역에는 일본

군을 무장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병력이 진주하고

있었다. 1944년 장제스와 갈등을 빚고 사임한 스틸웰을 이어 중

국주재 미군지휘관으로 부임한 웨드마이어(Albert C. Wedemeyer)

의 발표에 따르면,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탕구(塘沽), 친황다

오(秦皇島), 칭다오(靑島) 등지로 진주한 미군의 수는 해병대가

6,000명, 해군이 5만 3,000명이 있었다.

그 밖에 난징(南京), 상하이(上海), 한커우(漢口), 청두(成都)비

행장에도 지상근무요원과 주둔 병력 6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었

다.187) 소련이 지칭하는 미군이란 이들 병력을 의미하는데 소련

이 실제로 이들 미군 병력이 모두 철수를 하면 자신들도 철수하

겠다고 주장하였다기보다는 그만큼 미국의 세력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 국무원은 3월 1일에 소련의 전리품 주장

을 승인할 수 없고 일본이 만주에서 경영하던 산업을 포함한 일

본의 국외자산의 처리는 대일전에 참가한 모든 동맹국이 공동으

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은 소련이 철군날짜가

지났는데도 철군을 하지 않고 동북지역의 공업과 광업 설비를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동에 반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에 더

하여 미국 여론도 소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비난을 하였다.188)

미국의 소련에 대한 비난과 만주 문제에 대한 개입의 의사는 소

187) George C. Marshal, Marshall's mission to China : December

1945-January 1947 : the report and appended documents,

Artington, Va: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76, p.381

188)「美國國務院發表聲明不承認蘇聯所謂戰利品包括日本在東北之工業企業

等」(1946.3.1.), 『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

10-001; 王世杰, 『王世杰日記』第五冊(手稿本),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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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철군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3월 9일 소련군이 갑자기 선양에서 철군 명령을 내리고 빠르

게 철군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장쟈아오는 이것이 소련군이 중

국 내부에서 일고 있는 반소시위 등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하여

그들이 출경하기 전에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

였다.189) 국민정부의 일부 인사들은 미국의 공식적인 개입으로

인해 소련이 국민정부와의 교섭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은 것

이라고 보기도 하였다.190)

표면적으로 소련은 여전히 국민정부와 경제교섭을 지속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선양을 철수하면서 철수 날짜를 중국 정부에는

통보하지 않고 현지의 중국 무장에게 이양하는 등 중국 정부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 소련군 철군을 더 지연하여 중국 정부를 곤

란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중국 측의 예상을 깨고 오히려 갑작스

러운 철수진행으로 중국 정부를 당황하게 하였다.

소련이 중국 동북지역으로 출병할 때, 장제스와 국민정부가 가장

우려했던 점은 중공군과 소련군의 결탁이었다. 중일전쟁 때부터 장

제스는 중공의 성장을 우려하였고 중공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소련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모스크바 담판에서 국민정부가

견지한 유일한 사항이 바로 소련은 “중공이 아닌 국민정부를 지지

한다”는 약속이었다. 이것이 국민정부가 소련에게 많은 양보를 하

며「중소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국민정부는「중소우호동맹조약」에 근거하여 소련에게

서 중공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련

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소련군이 중국 동북으로

출병한 이후 국민정부는 종종 “동북지역에 중공군대가 출현한

189)「張嘉璈函陳蘇軍撤出瀋陽之動機在緩和空氣並於撤出國境以前圖解決經濟

問題等」(1946.3.11.), 『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

100-00210-011.

190) 秦孝儀, 『總統 蔣公大事長編初稿』卷六(上),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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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소련군이 만주에 주둔한 이후 그들의

의심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중공군이 만주지역에 존재한다는 소식을 가장 처음 전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소 미국대사 해리먼이었고, 그 두 번째 소

식은 동북에 주둔 중인 소련군이 전하였다. 다롄 상륙이 좌절되고

그 대안으로 국민정부는 발해만의 잉커우와 후루다오로 상륙하려

고 하였다.191) 그러자 소련은 중국 정부에게 ‘소속을 알 수 없는

무장 세력’이 항구를 점령하고 있어서 국민정부군이 상륙하게 되

면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192) 국민정부는 이 ‘소

속을 알 수 없는 무장 세력’이 중공부대라고 보았다. 국민정부는

비록 이들 무장 세력이 소련의 승낙을 얻어 항구를 점거하고 있

다고 추측하였으나, 소련에게 이점을 문제 삼을 수 없었다.193)

국민정부는 정부군의 진입이 어려워져서 동북접수를 위해 파

견했던 행정인력들마저 산하이관으로 철수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결국 소련의 철군 연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

다. 왜냐하면 소련이 철군하는 시점까지 정부군이 만주에 진입하

지 못할 경우 그 공백을 중공군이 차지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

문이었다. 그리고 그 전제는 중공군이 이미 만주에 진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정부는 중공으로 인해 아직 철군을 완료하지

않은 소련과 긴장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191)「軍事委員會委員長東北行營主任熊式輝等電外交部部長王世杰為蘇軍負

責掩護營口葫蘆島登陸等情形」(1945.10.31.), 『國民政府: 東北接收與對

蘇俄交涉（一）』, 典藏號：001-063297-00002-005.

192)「熊式輝蔣經國電蔣中正二十九日與馬林諾夫斯基面談營口登陸蘇軍負責

掩護葫蘆島登陸伊亦已下令使駐該地之蘇軍少數部隊設法掩護但恐不能為

絕對安全之保證據觀察葫蘆島登陸似無甚重大顧慮等」(1945.10.31.), 『蔣

中正總統文物: 俄帝侵華罪行 （五）』, 典藏號：002-090400-00008-460.

193)「熊式輝電蔣中正蘇軍以部隊被迫退出而拒對我軍負安全之責對八路軍四

處縱容並逼走營口葫蘆島之部隊及請電史達林告知東北現狀與中蘇友好條約

精神之顧慮等」(1945.11.6.), 『蔣中正總統文物: 阻擾接收東北（一）』, 典

藏號：002-090400-000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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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인용문은 11월 19일 국민정부가 동북접수와 소련군철

병 연기에 관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 주중 소련대사에게 통보한

내용의 일부이다.

소련군 사령부는 동삼성의 중국 공산당 부대에게 어떠한 원조

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원조하고 있지 않다. 소련군이 철수한 어

떤 지역 내에서 중국 공산당 분자들이 활동하는 것은 동삼성 소

련군 사령부로 인해 빚어진 것이 아니며, 중국 정부 정권이 아직

이들 지역 내의 상황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

다. 중국 정부는 우리가 현재 소련군이 동삼성에서 철수를 조금

연기하겠다고 요청한다면, 군대의 철수를 1, 2개월 연기할 수 있

다는 소련의 우호의 정신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중국 정부의 군대를 동삼성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상륙 항구

등의 문제는 중국 정부가 소련 측과 여러 번 논의하여 왔는데,

처음 정한 다롄의 상륙은 쌍방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그 후 다시 잉커우와 후루다오로 상륙하기로 정하였는데, 중국

군대가 아직 그 항구에 이르기도 전에 그 곳에는 이미 중공군대

가 점령하고 있어서 실행할 수 없었다.

이번 달 12일 다시 중공군대가 창춘에서 20리 떨어진 다툰처

(大屯坼)비행장 부근에 집합하였다는 보고와 중공군대가 창춘시

내를 향하여 진격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

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군대를 수송할 수도 없었다.

중국 정부는 소련군이 곧 동북의 모든 성에서 철수하려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비록 오랫동안 군대를 파견하여 접수공작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상술한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 모든 계획

이 실현되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동북의 모든 성을 접수하는

것이 중·소 양국이 다시 체결하려는 유효한 계획에 적합하며,

이러한 계획은 본 부처가 따로 소련 측과 상의하여 정할 것이

다. 우리 측의 접수 방법과 소련의 철군 연기문제는 마땅히 그

계획을 협의할 때 함께 확정할 것이다.194)

194)「外交部爲另訂接收辦法與延期撤兵事致蘇聯駐華大使館照會」(1945.11.19.),

秦孝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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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정부는 중공이 이미 동

북에 진입했다는 사실과 중국정부군의 동북진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책임이 소련에게 있다는 직접적인 원망은 자제하

였다.

그보다는 소련과 중국 국민정부는 우호동맹관계에 있음을 상

기시켜 “소련은 동맹조약에 의거하여 중공군을 지원할 수 없고

국민정부만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약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당시 중공군은 이미 만주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고, 소련은 철군

을 하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 반면, 중국정부군은 아직 동북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불리한 상황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불리한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소련군임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정부는 직접적으로 소련

이 중공군을 도와 동북에 진입할 수 있게 했다는 말은 전혀 언

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정부는 이러한 일은 소련과 무관하다

고 말하며, 소련군이 철수를 연기하여 중공군을 압박하는 동시에

국민정부군이 동북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설득하였다.

사실상 국민정부는 중공군대 10만여 명이 이미 동북에 들어와

있고, 소련이 그 배후에서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195)

당시 미국은 “절대 중립을 지키며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 그

리고 소련 사이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했

다.196) 그래서 국민정부는 동북지역에서 중공문제를 해결하는 최

선의 방법이 바로 소련에게 「중소우호동맹조약」을 확인시키고

그의 약속에 따라 국민정부의 중국 영토 내 주권을 인정하고 중

공군대의 무장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생각에

따라 소련에게 철군연기를 제의하면서 『중국정부접수동북제성

판법요점(中國政府接收東北諸省辦法要點)』을 발표하였고, 중소

195) 姚崧齡,『張公權先生年譜初稿』上冊, 529-530쪽.

196) 秦孝儀,『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8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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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동의를 거친 후에 소련군이 동북 각지에서 철수를 완료

할 시간을 1946년 1월 3일로 연기하기로 선포하였다.197)

그 후 소련군은 다시 연기를 요청하여 1946년 2월 1일에 철군

을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자 국민정부는

그제야 소련군의 철군 연기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

었다. 소련은 첫째, 애초 철군할 생각이 없이 계속 주둔하려고

핑계를 대고 있다. 둘째, 「중소우호동맹조약」에서 약속한 이익

이 외에 국방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권을 얻고자 한다. 셋째,

중국 동북에 친소(親蘇) 지방정권을 세우려고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항의 최종적 목표는 중국 동북지역을 특수화하여 소

련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유리한 전략적 형세를 형성하기 위한 것

이라고 보았다.198)

국민정부는 이때서야 소련이 철군을 연기하는 것이 국민정부

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였다. 더 나아가 일부 국

민정부 인사들은 소련이 철군을 지연하면서 중공군의 실력을 충

족시켜서 공산당의 세력이 동북에서 확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까지 생각하게 되었다.199) 국민정부는 비로소 소련에게 조속한

철군을 요구하였다.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소련의 철군 지연과

중공이라는 요소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7)「中國政府接收東北諸省辦法要點」(1945.11.19.),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

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154쪽.

198)「徐永昌部長上蔣委員長呈送駐東北蘇軍延期撤兵聲明及紅軍節演說硏究

意見表」(1946.3.1.),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186-187쪽.

199)「中共軍與蘇軍勾結之最近情況報告/附:中共軍與蘇軍勾結情況之硏究」

(1946.2.10.),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5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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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소련의 동북지역 중공군 지원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제스의 중국과 소련은 이념적

모순을 안고서 부자연스러운 동맹의 입장을 유지해 왔음에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앞두고 다시 동맹의 관계를 맺

었다. 핵심적 요인은 바로 ‘중국공산당’의 존재였다. 1945년 여름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은 중국대표단에게 장제스의 국민정부를 중

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중소우호동맹조약」으로 명문화하였다.

1946년 소련이 중국 동북지역에서 철군하는 것과 동시에 그

지역은 중국정부군과 중국공산군의 치열한 투쟁의 장이 되었다.

과거에는 타이완 학자와 일부 서방의 학자들만이 중공군의 동북

선점이 소련과 관련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0년을 전후로

중국에서도 소련과 중공의 연계가 있었음을 증언하는 회고록이

출간되기 시작하였고,200) 최근에는 중국 대륙의 학자들 가운데서

도 전후 소련의 지지와 원조로 중공이 동북지역을 장악할 수 있

었다는 견해가 늘어가고 있다.201)

소련이 태평양전쟁 종전 일주일 전 중국 동북지역에 출병하게

되면서부터 소련군은 암암리에 중국공산당과 보조를 맞추고 또

그들의 필요를 지원해 왔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필자는 과

200) 王佩平·孫寶運,『蘇聯紅軍在旅大』, 大連: 大連市史志辦公室, 1995 ;

孟憲章, 『蘇軍出兵中國東北』,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5.

201) 牛軍, 「論中蘇同盟的起源」, 『中國社會科學』 1996年 第2期; 楊奎松,

『中共與莫斯科的關係(1920-1960)』, 臺北: 東大, 1997; 薛銜天, 劉成元,

「蘇聯與東北革命根據地」, 『中共黨史硏究』 2005年 第1期; 汪朝光,

「進退之間的博弈: 戰後東北蘇軍徹離硏究」, 『民國硏究』2014年 第6期;

Dieter Hrizig, Soviet Union and Communist China 1945-1950: The

Arduous Road to the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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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연구에서 만주지역에 진입한 소련군 중에는 ‘중국통’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 동북항일연군이 존재하였고 중공은 그들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중국 동북지역에서 세력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는 점

을 제기하였다.202) 이러한 연구 관점들은 우호동맹으로 시작된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국민정부가 동

북지역 접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상황을 드러냈으며 결

국은 중공이 동북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도운 소련의 중공 지원론

으로 귀결된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중국과 소련의

갈등부분으로서 중공에 대한 소련의 지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1절 중국 정부의 동북접수 계획과 난관

중화민국 유엔대표 장팅푸(蔣廷黻)는 1949년 제4차 유엔총회

때부터 소련이「중소우호동맹조약」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면서

소련을 제소하였다. 그 이유는 소련이 국민정부가 동북지역의 행

정주권을 접수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항목

의 국민정부의 접수계획을 방해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을

중공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장팅푸가 주장의 근거로 든 첫 번째 사례는 국군이 다롄을 통하

여 동북지역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소련군이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20세기 들면서 만주지역은 러시아와 일본의 침탈의 대상이 되

면서 중국 본토와 분리되어 있었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중국

동북지역은 일본의 식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일본의

영향 하에 놓여 있었다. 1930년대 후반까지 동북항일연군과 같은

202) 정형아, 「동북항일연군 교도려의 전후 활동이 만주와 북한지역의 공

산세력 확장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한국현대사 연구원, 『한국의

근현대 통치 질서와 지역사회의 대응』, 서울: 경인문화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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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의 영향 아래 있던 항일투쟁세력이 활동하기는 했으나 그마

저도 일본에 의해 거의 괴멸되면서 국민당과 중공 모두 동북지

역에서 세력기반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소련군이 중국 동북지

역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군에게서 항복을 받고, 이후 철군을 할

때, 그 지역을 누가 선점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공양당 모

두에게 중요한 사안이었다.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접수 준비와 착수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연합국의 일원이 되면서부터 장제스는

중국이 상실한 영토의 회복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카이로회담을

전후로 장제스는 잃어버린 국토수복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시

작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연구하고 있었다. 그는 1943년 9월

말, 중앙설계국(中央設計局)국장인 슝스후이에게 전후 국가 질서

의 회복을 위한 전반적인 연구와 설계를 지시하였다.203) 그리고

국민정부 내정부 부장 장리성(張厲生)에게는 특별히 동북의 정

치수복공작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204) 오래도록 국민당의 통

치역량이 미치지 못한 중국 동북 지역에 국민당의 정치재건을

지시한 것이었다. 장제스는 동북 지역은 중국의 영토이므로 당연

히 중국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11월 카이로에서

미국과 영국 정상들에게 “동북과 타이완은 반드시 중국에 반환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05)

203) 呂芳上,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七卷, 445쪽.

204) 呂芳上,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七卷, 446쪽.

205) 呂芳上,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七卷, 496쪽; 「蔣委員長與美國總統

羅斯福、英國首相邱吉爾在開羅聯合發表對日作戰之目的與決心之公報」

(1943.11.27.),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三), 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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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6월 9일 장제스는 중앙설계국 국장 슝스후이에게 전후

접수공작 실행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해로와 철

로를 이용하여 병력을 동북지역으로 이동을 위한 미·소 양국과

의 협력, 접수를 위해 파견할 인선 논의 등 비교적 구체적인 계

획을 준비하였다.206)

8월 31일 국민당 제6차 중앙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와 국방최

고위원회 제169차 상무회의는 『수복동북각성처리판법강요(收復

東北各省處理辦法綱要)』를 통과시키고 동북지역 접수를 전담하

는 기관으로 창춘에 군사위원회위원장 동북행영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국민정부 훈령으로 발표하였다.207) 다음 날, 슝

스후이는 동북행영을 총괄하는 주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208) 9월

4일에는 동북행영의 정치위원회 주임위원은 슝스후이가 겸임하

기로 하였고, 경제위원회 주임위원으로는 장쟈아오, 외교부특파

원으로 장징궈를 임명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들을 선발하였으며,

그 밖에 동북지역 9개 성의 주석, 다롄 시와 하얼빈시의 시장을

임명하였다.209) 또한 접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진주가

무엇보다 중요하였기 때문에 군사위원회 동북보안사령부를 설치

206) 呂芳上,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八卷, 95, 109쪽; 『蔣介石日記』1945年

6月 23日

207) 「國民政府令各機關遵照‘收復東北各省處理辦法綱要’訓令」(1945.8.31.),

秦孝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32-33쪽.

208)「國民政府特派熊式輝爲東北行營主任令」(1945.9.1.), 秦孝儀, 『中華民國

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34쪽.

209)「國民政府任命蔣經國爲外交部駐東北特派員令」(1945.9.4.);「國民政府

特派熊式輝爲東北行營政治委員會主任委員莫德惠等爲委員令」(1945.9.4.);

「國民政府特派張嘉璈爲東北行營經濟委員會主任委員令」(1945.9.4.); 여

기에서 말하는 동북 9성은 랴오닝(遼寧), 안둥(安東), 랴오베이(遼北),

지린(吉林), 쑹쟝(松江), 허쟝(合江), 헤이룽쟝(黑龍江), 넌쟝(嫩江), 싱

안(興安)성이다.「國民政府任命東北九省主席曁二市市長令」(1945.9.4.),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3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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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10월 13일에 두뤼밍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동북지역의 군

사업무를 총괄하게 하였다.210)

동북행영은 슝스후이가 총책임자로 임명된 9월 1일 충칭에서

동북행영 주비처(籌備處)를 설립하여 실질적인 접수준비를 시작

하였다. 주비처는 동북으로 파견할 접수인선, 접수계획을 수립하

면서 천청(陳誠), 천리푸(陳立夫), 쑹쯔원 등 국민정부 고위관리

들과 동북 지역의 정치, 경제, 군사, 당무(黨務)문제 등을 다각적

으로 논의하였다.

동북행영은 정치위원회, 경제위원회를 관내 행정전담기구로 설

치하였고, 또 외교부동북특파원공서를 지역 내 문제에 대한 국제

교섭기구로 설치하였다. 슝스후이를 주임위원으로 하는 정치위원

회는 6명의 위원을 선발하였고, 경제위원회는 주임위원 장자아오

이외에 9명의 위원을 선발하였다. 당시 슝스후이와 중국 정부 관

리들은 「중소우호동맹조약」이 동북지역 수복을 보장하였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가 동북을 접수하는데 아무런 문

제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화북, 화중, 화남보다도 더 신속하게

접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였다.211)

이러한 가운데 9월 10일 국민정부는 소련 주재 미국대사 해리

먼으로부터 “중공군이 이미 동북에 진입했다”는 내용의 전보를

받았다.212) 중공군이 이미 동북지역으로 진입했다는 정보는 장제

스를 매우 조급하게 했다. 장제스는 신속하게 동북을 접수하여

동북 각 성에 군정(軍政)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210) 원래 장제스는 10월 8일 동북보안부 사령관에 관린정(關麟徵)을 임명

하였고, 뒤뤼밍을 쿤밍 방수사령관에 임명하였으나, 뒤리밍이 그 직책

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15일 두 사람의 직책을 교환하였다. 呂芳上,

『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八卷, 206쪽.

211) 杜聿明, 「蔣介石破壞和平進攻東北始末」, 『文史資料選輯』第42期, 2쪽.

212)「美駐俄大使館電告中共軍隊已進入東北與俄軍合作」(1945.9.10.), 『蔣中

正總統檔案: 事略稿本』, 典藏號: 002-060100-002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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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였다.213)

9월 13일 국민정부는 미국에 군사 수송을 위한 선박을 빌려

줄 수 있을지 문의했고214), 미 군부는 중국군대가 동북지역에 진

입할 수 있도록 군대 수송을 위한 선박 제공을 결정하였으며 미

국 대통령 트루먼은 이를 승인하였다.2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

민정부는 동북진입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바로 중국 국민정부가 믿었던 동맹국인 소련의

반대에 있었다.

9월 16일 군사위원회 국제문제연구소 주임 왕펑성(王芃生)이

장제스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소련군이 일부러 사건을 만들어

서 철병을 미루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216) 일찍이 외

교부장 왕스제가 우려한 것처럼 소련의 철군 연기는 중공의 동

북진입과 세력 확장으로 연결될 것을 크게 우려하였다.217) 그렇

기 때문에 미국 측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로 보거나, 국민정부 자

체의 정보를 보더라도 중국정부군의 동북진입은 조속히 시작되

어야 하는 긴급 사안이었다. 그러나 슝스후이는 장제스에게 굳이

군대의 진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행정접수 담당자들을

동북지역으로 파견하는 방법을 소련대사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보고하였다. 장제스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218) 그래서 행정

인원의 파견과 군대의 수송은 별도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13)『蔣介石日記』 1945年 9月 10日.

214) 秦孝儀, 『總統 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833∼834쪽.

215) “Memorandum by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President

Truman” (September 12, 1945), FRUS, 1945, Vol. VII, The Far

East: China, pp.1027∼1028.

216)「王芃生呈蔣中正蘇軍在東北各方面動態」(1945.9.16.),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接收東北與對蘇交涉（一）』,典藏號：002-020400-00001-01.

217) 王世杰, 『王世杰日記』(手稿本)第四冊, 91쪽.

218)『蔣介石日記』1945年 9月 1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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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역 접수의 난관

10월 1일 주중 소련대사 페트로프는 중국 정부에 소련군은 처

음 예정한대로 출병한지 3개월 후인 11월 말까지 철군을 완료하

기로 하였다. 소련 측에서는 말리노프스키가 전권대표로서 중국

측과 동북문제를 논의하도록 결정하였다고 전하였다.219)

같은 날, 중국 국민정부의 동북행영 주임 슝스후이는 만주지역

수복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비록 군대진입과는 별도

로 행정관원을 먼저 파견하기로 하였지만, 행정적인 수복은 군사

안보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슝스후이는 다시 군

대의 수송을 계획하였다.

10월 10일에 국민정부군은 광저우(廣州)와 주룽(九龍)에서 출

발하여 다롄 항을 통해 동북으로 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중국외교부는 이러한 사실을 주중 소련대사에게 통보하

였으며, 동시에 주소 중국대사인 푸빙창에게 소련외교부에도 전

하도록 지시하였다.220) 중국 정부가 일본의 통제 하에 있던 동북

지역의 주권 회복을 위해 취한 첫 행보였다.

그러나 10월 6일 소련 정부는 주소 대사 푸빙창에게 소련은

중국군대의 다롄 항 상륙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그 이

유는 “중소조약에 의거하여 다롄은 상업항구의 하나로서 화물을

운송하는 곳이지 군대를 수송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국적의 군대라도 다롄 항에 상륙하는 것은 중소조약을 어기는

219)「宋子文電蔣中正蘇俄授權馬林諾夫斯基與中國代表商洽東北軍政事宜」

(1945.10.1.),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日本投降』, 典藏號：002-020

300-00027-087.

220)「外交部爲國軍登陸大連事致莫斯科傅秉常大使請洽告蘇方電」(1945.10.1.), 秦孝

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 (一),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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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에 소련 정부는 이에 반대한다”고 알렸다.221)

1949년 중국 정부는 소련을 제소하면서 소련의 이러한 주장이

중소담판에서 체결한 다롄에 관한 협정과 몰로토프와 외교부장

왕스제 사이에 교환한 양해각서의 내용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222) 1945년 8월 15일 몰로토프는 왕스제에게 보낸 각서

에서 “소련 정부는 동삼성을 중국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중국

정부가 동삼성에서 가지는 충분한 주권에 대해 존중하며, 이 영

토와 행정의 완정에 대해 승인함을 거듭 천명한다”는 기본 원칙

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중·소 양국은

“다롄은 자유항으로 각국의 무역과 운수를 위해 일률적으로 개

방한다”는 것과 “다롄의 행정권은 중국에 귀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였다.223)

중국 정부는 다롄으로의 상륙을 준비하면서 상술한 항목에 근

거하여 다롄 항에 대한 주권과 이용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롄의 자유항 지위가 오히려 중국 정부 군대의

상륙을 거부하는 요인이 되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소련과 체결

한 우호동맹조약이 자신의 영토회복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는 상

상하지 못하였다.

10월 23일 장제스는 소련대사 페트로프와 회담을 하였다. 당시

221)「駐蘇聯大使傅秉常致外交部告蘇聯詢國軍登陸大連目的何在電」(1945.10.6.),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118쪽;

「傅秉常大使致外交部告蘇聯反對我軍在大連登陸戰」(1945.10.7.), 『中

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119쪽.

222)「蔣首席代表廷黻於1952年1月26日在聯合國大會第六屆會政治委員會發表

之聲明」,『中國向聯合國控訴蘇聯(續)―聯合國大會第六屆會「蘇聯違反

一九四五年八月十四日中蘇友好同盟條約及聯合國憲章威脅中國政治獨立

與領土完整及遠東平和案」』, 24쪽.

223) 外交部,『中外條約輯編(中華民國十六年至四十六年)』, 臺北: 臺北商務

印書館, 1958, 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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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로프는 “국민정부군이 다롄으로 상륙하는 것은 곧 동맹조약

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다롄은 우리의 영

토로 우리 군대가 다롄으로 상륙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조약

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하였다.224)

다음날에는 동북행영 주임 슝스후이가 소련대사 페트로프와

만났다. 페트로프는 중국 측이 「뤼순에 대한 협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전시(戰時) 다롄은 뤼순 군항의

통제를 받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하였다.225) 1945년 체결한

「다롄에 관한 협정」제4항에는 확실히 “다롄은 평시에는 1945

년 8월 14일 뤼순협정이 정한 해군기지장정의 유효한 범위에 포

함되지 않는다. 단지 대일작전 시 그 지역이 설정한 군사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시 다롄은 뤼순을 해군기지로 사

용하는 소련군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국민정부군의 다롄 상륙문제를 논

의하던 10월을 대일작전 시점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8월

15일 오후 관동군 총사령부는 천황의 정전조서를 받았으나226)

동북지역의 관동군 대부분은 저항을 하다가 8월 19일을 전후로

투항하였다.227) 그 후 당시 소련군에 체포된 관동군 60여만 명은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노역하다가 일본으로 추방되었

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228)

224)「蔣中正見熊式輝宋子文王世杰皮得羅夫對史達林以國軍在大連登陸是破

壞同盟條約答大連是中國領土等」(1945.10.23.), 『蔣中正總統檔案: 事略

稿本』, 典藏號: 002-060100-00205-023.

225)「蔣中正見熊式輝宋子文王世杰皮得羅夫對史達林以國軍在大連登陸是破

壞同盟條約答大連是中國領土等」(1945.10.23.), 『蔣中正總統檔案: 事略

稿本』, 典藏號: 002-060100-00205-023.

226) 劉軍,「蘇聯出兵東北擊潰關東軍眞相」,『史海鉤沉』, 2008年第2期, 30쪽.

227) 孟憲章,『蘇聯出兵中國東北』,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63쪽.

228) 劉軍,「蘇聯出兵東北擊潰關東軍眞相」,『史海鉤沉』, 2008年第2期,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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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련은 동북 각지에 아직 일본 관동군의 잔여세력이

남아있다고 보았다.229) 관동군 대부분이 투항한 상황이었지만,

소련대사는 당시는 각지에 일본군 잔여세력이 남아있는 전시상

황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다롄 항은 소련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다롄 항에 미국의 함선을 이용한 국민정부군의 상

륙을 거절한다는 것이 소련의 주장이었다. 장쟈아오는 소련이 국

민당군의 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이 없고 기본적으로

소련은 국민당 군이 대거 동북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다고 보았다.230)

중국 정부의 동북지역 행정접수는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게 되

었다. 1949년 소련을 유엔에 제소한 중화민국의 유엔대표 장팅푸

는 소련이 다롄으로 상륙하는 것만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기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국군이 동북지역에 진입하는 것에 협

조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국 국군이 동북

접수공작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국민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소련제소안에 근거하여 당시 상황

을 구성해 보자. 1945년 10월 초부터 중국은 동북지역 진입에 관

해 소련의 방해를 받기 시작했다. 11월 10일 다롄 상륙을 포기한

국민정부군은 발해만의 잉커우와 후루다오를 통해 동북지역에

상륙하려고 하였다. 동북행영 주임 슝스후이의 당시 보고에 따르

면 소련 측 대표 말리노프스키는 다롄 상륙을 반대하면서 대신

잉커우, 후루다오, 안둥으로 상륙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229) 소련군은 관동군 제125사단 잔여세력과 국민당세력이 만주에서 결탁하

여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1946년 2월

3일의 통화(通化)사건을 들었다. 趙鏑,「平定通化二三反革命暴亂」,

『新長征』2011年第7期 참조.

230) 姚崧齡,『張公權先生年譜初稿』上冊, 5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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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였다.231) 그러나 동북보안사령부 둥옌핑은 말리노프스키가

‘의견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였다.232)

둥옌핑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소련군은 잉커우와 후루다오에

는 많은 병력을 주둔하지 않았고, 안둥은 동쪽 전구(戰區)에 속하

는 지역으로 말리노프스키의 관할지역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들 지역으로 국민정부군이 상륙한다고 하더라도 소련군은 아무것

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륙에 반대하

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런 이견이 없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였다.

그러나 11월 5일 소련은 갑자기 중국 정부에게 자칭 제18집단

군이라고 하는 중국군대가 이들 항구를 점령하고 있어서 국민정

부군이 상륙할 시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것은 중국의 내

정문제이므로 소련군은 간여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233) 중국

정부는 이들 중공의 군대가 이미 소련군의 지원을 얻어 항구를

점거하고 있었으며 국민정부군의 상륙을 저지할 준비를 하고 있

었다고 보았다.

결국 중국 정부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선양과 창춘에 도착하는

것과 화북에서 산하이관을 거쳐 동북에 진입방법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도 소련의 여러 가지 구실로 인하여 다롄 상륙

거절과 유사하게 만주 진입을 거부당하였다.234) 그리고 국민정부

231)「軍事委員會委員長東北行營主任熊式輝到長春後與蘇方代表談話經過之

情形」(1945.10.12.),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121쪽.

232) 董彦平, 『蘇俄據東北』, 12쪽.

233)「蔣經國特派員呈蔣委員長告共軍占據營口葫蘆島蘇方藉口內政問題不予

干涉電」(1945.11.5.),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

期』第七編 戰後中國(一), 138쪽.

234)「蘇聯駐華大使彼得洛夫覆外交部部長王世杰照會譯文」(1945.11.24.), 秦

孝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155

쪽;「蔣首席代表廷黻於1952年1月26日在聯合國大會第六屆會政治委員會發

表之聲明」,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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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이용하려던 창춘 교외의 다툰처 비행장도 이미 중공군대

수천 명이 점거하고 있어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235)

국민정부는 소련군이 철수를 완료하기까지 동북지역으로 군대

수송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국민정부는 소

련이 간접적으로 중국 정부의 동북지역 접수에 그다지 협조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표명한 것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의도

가 있어서 국군의 상륙을 저지한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소련이 중국 정부의 동북지역 접수를 원치 않았다는 또 하나

의 근거로 장팅푸는 소련군이 국민정부가 조직한 보안부대의 무

장해제를 들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동북지역

을 접수함과 동시에 그 지역의 치안을 유지해야 했다. 아직 국민

정부의 군경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현지에 보안부대를 조

직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소련군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1945년 10월 20일, 동북보안사령부 둥옌핑 중장은 소련군 대표

단 파블로프스키(Ivan G. Pavlovskii) 중장에게 선양과 창춘 두

곳에 보안부대의 필요성을 알렸다. 다음날 파블로브스키는 소련

군이 점령하고 있는 동북지역에는 보안대 조직을 허락할 수 없

다고 통보하였다.236) 그러나 둥옌핑은 여전히 보안부대 조직을

계속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련군과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리

고 1946년 1월 3일에는 창춘에 보안단대를 조직했다고 소련군의

트로친코 장군에게 알렸다.

둥옌핑과 대화하였던 트로친코 장군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

던 중에는 어떠한 반대의 뜻도 표하지 않았다.237) 그러나 1월 15

일 밤 소련군은 중국 당국이 비밀리에 지방 무장 세력을 조직하

235)「外交部部長王世杰接見蘇聯駐華大使彼得洛夫談話紀錄」(1945.11.13.), 秦孝

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145쪽.

236) 董彦平, 『蘇俄據東北』, 21-22쪽.

237) 董彦平, 『蘇俄據東北』,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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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돌연 보안부대의 총부를 포위하고 전체

대원들의 무장을 해제시켰다.238) 중국 측은 지역 보안부대를 설

치하는 문제는 이미 소련군 총사령관 말리노프스키와 논의하고

동의를 얻었고, 트로친코도 반대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였

다.239) 그러나 소련은 돌연 창춘의 보안단대를 소속불명의 지하

무장 세력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무장을 해제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미 사전에 협의된 부분을 소련이 이유 없이 무

장 해제시킨 것이라고 보았다.240) 더 나아가 중국 정부는 지방

보안부대의 조직은 중국 정부가 동북 지방의 질서를 조속히 안

정시키고 그 지역에서의 주권 회복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주장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이를 저지한 것은 근본적으로

중국 국민정부가 동북지역에서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저지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해석하였고 결국 중국은 소련을 유엔에

제소하였다.241)

제2절 중공군의 동북 선점과 소련의 지원

1945년 8월 7일, 중소담판이 모스크바에서 진행되고 있을 당시

소련군은 중국 동북지역으로 출병하였다. 소련이 출병하자 중공

도 동북지역을 전략적인 중점지역으로 선포하고 동북지역으로

238) 董彦平, 『蘇俄據東北』, 84-85쪽.

239)「蔣經國特派員呈蔣委員長報告與蘇軍總司令馬林諾夫斯基會談情形電」

(1945.12.5.),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

後中國(一), 158쪽.

240)「蔣首席代表廷黻於1952年1月26日在聯合國大會第六屆會政治委員會發表

之聲明」, 12-13쪽.

241)「蔣首席代表廷黻於1952年1月26日在聯合國大會第六屆會政治委員會發表

之聲明」, 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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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이동하기로 결정하였다.242) 사실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면서 소련이 국민당과 약속한 제일 주요한 사항은 앞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내정에 간여하지 않고 국민정

부를 지원하되 중공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소련군이 출병하여 점령한 동북지역에 중공군은 국민정

부군보다 먼저 진입하여 거점을 마련하였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본 절에서는 중공군의 동북진입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중공군의 동북진입 계획과 소련의 ‘방관’

1944년 후반기부터 독일군에 대한 소련군의 연승 소식이 전해

지면서 중국공산당의 관심은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과 중공군의

동북 선점으로 모아졌다. 1945년 5월 초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

자, 중공 제7차 전체회의가 진행 중이던 5월 27일 마오쩌둥(毛澤

東)은 회의석상에서 “이후의 문제는 기술적인 조건을 얻고, 20∼

30개의 여단, 15만에서 20만 명의 병력을 준비하여 군구(軍區)를

벗어나 동북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였다.243) 5월 31일

의 발언에서 그는 다시 동북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북 4

개 성을 가지면 우리는 승리의 기초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244) 중국의 동북지역이 왜 승리의 기초가 될 수 있을지

242) 中央檔案館, 『中共中央文件選集』第15冊(1945年), 北京: 中共中央黨校

出版社, 1991, 219쪽.

243) 中共中央文献研究室, 『毛泽东年谱（1893—1949）（上卷）』, 北京: 中

央文獻出版社, 2002, 600쪽.

244) 中共中央文献研究室,『毛泽东年谱（1893—1949)（上卷0』, 601쪽; 여기에

서 말하는 동북 4성이란 랴오닝성(遼寧省),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

(黑龍江省), 그리고 현재의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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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요성은 앞서 제4장과 제5장에서 소련과 국민정부의 갈등을

보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동북지역을 선점해야 한다는 마오쩌둥의 의지는 확고했다.

1945년 8월 8일, 소련이 일본에 대일 선전포고를 하자 8월 9일

중국공산당 주석 마오쩌둥은 「일본침략자에 대한 최후의 일전

(對日寇的最後一戰)」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8일, 소련 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는데 중국인

민은 열렬히 환영을 표한다. 소련의 이 행동은 대일전쟁의 시

간을 크게 단축시킬 것이다.······이러한 상황 하에 중국 인민

은 모든 역량을 모아 전국 규모의 공세를 진행해야 하며, 소

련군, 또는 기타 동맹국들과 밀접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전투해야 한다. 팔로군, 신사군과 기타 인민의 군대는 가능한

모든 조건 하에서 투항하려고 하지 않는 모든 침략자와 그들

의 조력자에게 광범위한 공격을 감행하여 이들 적의 역량을

섬멸하고 그들의 무기와 자원을 쟁취하며 해방구를 적극적으

로 확대하되 함락되는 지역은 축소해야 한다.······중국 민족

해방전쟁의 새로운 단계가 도래했다.245)

성명에서 볼 수 있듯이 소련의 참전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모

택동은 중국공산군이 소련군대와 연합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항일전쟁의 종결이후 중국 민족에게는 또 다른 권력투쟁

이 시작될 것임을 단언하였다. 사실 일본군의 항복이 아직 정식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본의 패전이 명약관화한 시점에서

마오쩌둥의 목표는 소련군과 연계하여 동북지역을 선점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며칠 뒤인 14일 전해진 「중소우호동맹조약」에 관한

소식은 중·소 양국이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만주지역 행정권을

245) 毛澤東,『毛澤東選集』合訂本, 北京: 人民出版社, 1964, 1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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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민정부에게 넘기기로 약속했다는 것이었다. 1945년 8월

29일 중국공산당 중앙은 북방의 각 지역 분국에 다음과 같이 지

시하였다.

중소조약의 제한을 받는 소련이 우리와 정식으로 협상하고

우리를 도울 수 없더라도 조약 중에 “모든 중국 국적의 인사

는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관계없이 중국에 귀속될 것”이며, 소

련은 중국의 내정에 간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그

러므로 우리 당, 우리 군이 동삼성에서 행하는 각종 활동은

소련의 외교 조약상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소련은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동정을 표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당은 동삼성과 러허(熱河), 차하얼(察哈爾)에 아무

런 기반이 없어서 군대를 파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

다. 그러므로 소련군이 3개월 이내에 철수하면 우리 당은 기

회를 이용하여 동북 3성과 러허, 차하얼을 쟁취할 것이다. 산

시성(山西省), 차하얼성, 허베이성(河北省)과 산둥성(山東省)은

간부와 부대를 준비하여 동삼성으로 파견하라. 가능한 즉시

출발하고 부대는 동북군과 의용군 등의 명의를 사용하라. 소

련군이 격렬히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동삼성

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소문을 내지 말고, 언론에 보도도

하지 말 것이며, 동삼성에 진입한 후에도 기차를 타고 대도시

로 들어가지 말고 작은 길을 이용하라. 향촌과 소련군이 아직

주둔하지 않은 중소 도시를 장악하여 우리의 지방정권과 지방

부대를 건립하라.246)

국민정부가 전후 동북접수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중공도 전후

동북 진입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소 양국의 조약으로 소

련이 공식적으로 중공을 두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름

246) 中央檔案館,『中共中央文件選集』第15冊(1945年), 257-158쪽; 沈志華, 「斯

大林與中國內戰的起源(1945-1946)」, 『社會科學戰線』第10期 (2008), 120-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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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체적인 방법을 구상하였다.

공식적으로 소련은 자신들이 동북지역에서 철군하기 전에는

국공 양측 중 어떠한 군대도 동북지역에 진입할 수 없다고 선언

하였다. 그러나 소련극동군 총사령관 바실례프스키(Aleksandr

M. Vasilevskii)는 팔로군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또한 소련군

과 접촉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공식적인 중공군의 진입과 활동을

눈감아 줄 수 있다고 중공 측과 합의하였다.247) 소련 정부와 공

식적으로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만주로 출병한 각 지역 소련군

지휘관들은 자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중공군에게 충

분히 협조할 수 있었다.

중공 측의 기대처럼 소련군은 중공군의 활동에 방관적인 태도

를 보였다. 중공 측과 소련군의 합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중소

우호동맹조약」이 가진 허점 때문이었다. 중·소 양국의 약속은

중공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동북지역에서 중공이 세력 확

장하는 것에 대해서 소련이 제어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이 기대했던 ‘방관’은 조약에 전혀 저촉이 되

지 않는 것이었다.

중공과 소련이 연계한 사례를 단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다롄이었다. 중국 국민정부가 동북으로 병력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곳이 다롄이었다. 화북이나 화남에서

동북으로 진입하는 해상 관문으로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다롄이었는데, 중국공산당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화북에서 동북으로 들어갈 수 있

는 도로나 철도는 상당부분 훼손되어 이용이 쉽지 않았다. 만약

동북지역으로 진입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적절하고 빠른 경로는

247) 薛銜天,「駐東北蘇軍代表長赴延安內情」,『炎黃春秋』第2期(2003), 49

쪽; 沈志華, 「斯大林與中國內戰的起源(1945-1946)」, 121쪽.



제 2 부

/ 216

해로(海路)라고 할 수 있었다. 중공이 점령하고 있던 산둥성 해

방구의 옌타이(烟台)와 랴오둥 반도 남단의 다롄은 바다를 사이

에 두고 서로 바라보이는 곳으로, 해상의 거리가 160km정도 떨

어져 있었다. 당시 중공이 병력을 이동하여 동북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단거리는 바로 다롄을 통하는 길이었다.「중소우호동

맹조약」에 의거하여 뤼순커우는 소련이 조차하여 사용하기로 한

해군기지였고, 다롄 항은 국제자유항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중공군대는 소련이 접수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소

련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에 대해서 충분한 확신이 없었다.248)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은 국민정부군보다 먼저 동북지역에 진

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중공은 약 3만 명의

병력을 선발하여 동북지역으로 분산 진입하도록 하였고 일부는

다롄 항을 상륙지점으로 선택하였다.249) 이에 따라 중공의 산둥

(山東)분국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동북진입작전은 선박의 부족

과 국민정부군의 해상방어선을 뚫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소련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10월 초 중국공산당 동북국의 서기인 펑전(彭眞)은 소련유학생

출신으로 러시아어에 능통한 한광(韓光)에게 다롄에 가서 소련

군 경비사령부와 중공군의 다롄 상륙 가능성을 타진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한광이 다롄에서 소련군 경비사령관 코즐로프

(Dmitry T. Kozlov)를 만났을 때, 코즐로프는 한광에게 조속히

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정부 설립에 참가하라고까지 말했다.250)

앞서 소련극동군 사령관 바실리예프스키가 중공의 활동을 비

248) 中央檔案館, 『中共中央文件选集』第15冊, 257쪽.

249) 中央檔案館, 『中共中央文件选集』第15冊, 274쪽.

250) 韓光. 1995, 「旅大八年(摘錄)」, 王佩平·孫寶運 『蘇聯紅軍在旅大』,

5,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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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상황으로 눈감아 줄 수 있다고는 했지만, 각 지역 소련

군 사령관의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중국공산당

은 뤼순과 다롄 지역의 소련군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

할지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 동북국은 중공군의 다

롄 진입에 동의해 줄 것을 조심스럽게 요청하기 위해 한광을 파

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코즐로프가 흔쾌히 수락하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한광은 내심 놀랐다.

10월 12일 한광은 선양으로 돌아가 펑전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였다. 중공 동북국은 소련군의 뤼순과 다롄 주둔이 자신들

이 만주를 장악하는데 유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였으며, 기회를

이용하여 이 지역을 장악하기로 하였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

으나 동북지역을 점령한 소련군 지휘관들은 중공군의 진입과 활

동에 대해 중소조약을 의식하여 대체로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고

더러는 조약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도 보였다.

중공군의 동북지역 진입과 건군

전술한 바와 같이 마오쩌둥은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 소식과

더불어 만주로 진입하여 선점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제18집단군 총사령관 주더(朱德)는 8월 10일 제1호 명령을 내려

팔로군, 신사군, 민병과 유격대 등 각 해방구의 모든 부대는 일

본군에게 대공세를 감행하며 소련군의 작전에 협력하라고 지시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11일에는 다음의 명령을 해당부대에 내려

동북으로 진격하라고 하였다.

1. 원래 동북군 뤼정자오(呂正操)의 부대는 산시(山西), 수이위

안(綏遠) 현지에서 차하얼, 러허로 전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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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래 동북군 장쉐스(張學思)의 부대는 허베이, 차하얼 현지

에서 러허, 랴오닝으로 전진한다.

3. 원래 동북군 완이(萬毅)의 부대는 산둥, 허버이 현지에서

랴오닝으로 전진한다.

4. 현재 허베이, 러허, 랴오닝 변경에 주둔하고 있는 리윈창(李

運昌)의 부대는 즉시 랴오닝, 지린으로 전진한다.251)

주더의 제2호 명령을 받은 후, 각 군구(軍區)는 “동진공작위원

회(東進工作委員會)”와 동진지휘부(東進指揮部)를 설립하였고, 8

개 단(團), 1개 영(營), 2개 지대 1만 3,000명의 병력과 4개 군분

구(軍分區)의 사령원, 4개 지방위원회서기 겸 정치위원과 2,500명

지방 간부를 선발하도록 결정하였다.

8월 중순 우선 동북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던 제14, 15, 16 등

3개 군분구를 제1제대(梯隊)로 하고 그 병력을 서로(西路)군, 동

로(東路)군, 중로(中路)군으로 분산하여 만주와 러허로 진입하도

록 하였다.252) 제14 군분구의 2개 단 1개 지대 병력 2,000명으로

구성된 서로군은 지둥(冀東)의 핑구(平谷)을 출발하여 청더(承

德)시에 들어와 8월 18일 소련군과 합류하였다.253) 이것은 중공

군이 소련군 출병 후 만주에서 처음 합류한 것이었다.

제15 군분구의 2개단 2,8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중로군은 8월

17일 시펑커우(喜峰口)를 출발하여 8월 20일 핑취안(平泉)에서

소련군과 합류하였고, 일본군 5,000여명을 포로로 삼았으며 8개

현을 점령하였다. 제16 군분구의 부대 2개 단, 1개 조선의용군지

대, 군분구 직속의 정찰대와 특무대 등 약 4,000명으로 구성된

251) 孟憲章,『蘇聯出兵中國東北』, 221쪽.

252) 孟憲章,『蘇聯出兵中國東北』, 225쪽.

253) 李運昌,「憶冀熱遼部隊挺進東北」, 中共中央黨史資料征集委員會, 『遼瀋決

戰』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8, 168쪽; 薛銜天,『中蘇關係史(1945-1949)』,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2003,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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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로군은 제16 군분구 사령원 청커린(曾克林)의 통솔 하에 8월

25일 푸닝(撫寧)현 타이터우(擡頭)영(營)를 출발, 29일 산하이관

을 둘러싸고 고립시켰으며, 30일 소련 제17집단군 선발대와 치엔

수어(前所)에서 합류하였다. 그리고 소련군과 연합 작전으로 산

하이관을 점령하였다.254)

청커린의 부대 2,000여 명의 대원은 9월 3일 산하이관을 출발

하여 9월 5일 선양 기차역에 이르렀다. 당시 선양의 소련군 사령

관은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놀랐다. 게

다가 이들 부대의 군인들은 군대계급장을 붙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군은 이들의 신분을 의심하였고 하차를 허락하지 않

았다. 당시에는 동북항일연군 출신의 소련극동군 제88 국제여단

(일명 ‘동북항일연군 교도려’, 이하 ‘교도려’로 약칭)의 대원들이

아직 동북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군과 중공군 사이의

소통에 제한이 있었다.255)

청커린은 소련군 사령관과 어렵게 교섭하였다. 청커린은 자신

들은 “중국공산당의 부대이며 마오쩌둥과 주더의 지시로 소련군

을 도와 전투하여 동북을 해방하고, 접수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

하였다. 그러나 소련군 사령관은 「얄타협정」과 「중소우호동맹

조약」을 근거로 들며 중공군의 선양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랜 설득 끝에 소련군은 이들 중공군대의 하차를 허락하였으나,

선양에서 30리 떨어진 교외의 쑤쟈툰(蘇家屯)으로 가라고 하였

다.256) 얼마 후 소련 경비사령부에서 상교(上校) 한 명이 와서

254) 李運昌, 「憶冀熱遼部隊挺進東北」,『遼瀋決戰』上, 168-169쪽.

255) 소련군의 만주 출병 후 소련군과 중공군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한

소련극동군 제88국제연단에 대해서는 정형아, 「동북항일연군 교도려

의 전후 활동이 만주와 북한지역 공산세력 확장에 미친 영향」,

157-199쪽 참조.

256) 孟憲章, 『蘇聯出兵中國東北』, 229-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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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쟈툰으로 갈 필요 없으며, 선양 고궁 동편의 샤오허옌(小河沿)

으로 가라고 하였다. 이로써 9월 6일부터 제16 군분구의 사령부

는 선양 시정부 건물에, 군분구의 정치부는 과거 선양시 일본헌

병사령부에 자리 잡았으며, 부대원들은 샤오허옌에 주둔할 수 있

었다.257)

선양의 소련군 경비사령부는 청커린에게 비행기를 제공하며

옌안으로 가서 선양에 주둔하게 된 경위와 동북공작에 대해 보

고할 수 있게 하였다. 청커린은 9월 15일 옌안에 도착하여 중공

중앙에 보고를 하였다. 당시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는 국공담판

을 위해 충칭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중공중앙의 주석직을

류샤오치(劉少奇)가 대리하고 있었다. 류샤오치 주재 하에 중공

중앙은 회의를 거쳐 중공중앙 동북국(東北局)을 건립하고 펑전

(彭眞)을 서기로 파견할 것이며, 또한 10만 명의 대군과 수만 명

의 간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258)

9월 19일 류샤오치는 충칭에 있는 마오쩌둥의 동의를 얻어

「현재의 임무와 전략부서(目前任務和戰略部署)」라는 제목의

방침을 세웠는데 방침의 주요 내용은 “북으로 발전하고 남은 방

어한다”는 것이었다.259) 이 방침에 근거하여 중공중앙은 동북군

구사령부라는 임시 군사기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또 10월 31일 중공중앙은 동북에 진입한 팔로군, 신사군, 동북

인민자위군을 모두 동북인민자치군(東北人民自治軍)으로 통합하

라고 지시하였다.260) 총사령관에는 린뱌오(林彪), 제1부사령관에

는 리윈창을 임명하였고, 제3부사령관은 원래 샤오진광(蕭勁光)

을 임명했으나, 11월 저우바오중(周保中)으로 바꾸었으며, 샤오진

257) 孟憲章, 『蘇聯出兵中國東北』, 230쪽.

258) 朱建華, 『東北解放戰爭史』,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87, 16쪽.

259) 朱建華, 『東北解放戰爭史』, 16쪽.

260) 薛銜天, 『中蘇關係史(1945-1949)』,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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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은 제4부사령관 겸 참모장으로 임명되었다.261) 1946년 1월 14

일 동북인민자치군은 동북민주연군(東北民主聯軍)으로, 그리고

1948년 1월에는 동북인민해방군으로 다시 명칭을 변경하였다.

동북민주연군이 동북근거지를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소련군에

서 활동하던 교도려 출신의 역할이 주요했다. 이들의 실질적 리

더는 동북민주연군의 제3부사령관인 저우바오중이었다. 저우바오

중과 동북항일연군은 1930년대 후반 일본의 중국 동북지역 항일

연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토벌로 거의 괴멸의 상황에 처해

졌을 때, 국경을 넘어 소련 경내로 이동하였다.

그들은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부근의 보로실로프(Voroshilov)

와 하바롭스크(Khabarovsk) 북방 비야츠코예 나 아무르(Vyatskoye

na Amur)에서 소련군의 지원을 받으며 훈련을 받다가 소련극동

군 제88국제여단에 편입되었다. 국제여단 여단장은 저우바오중이

었고, 부참모장과 대대장에 최석천과 김일성 등 다수의 조선인 지

휘관들이 활동하였다. 국제여단은 중국, 소련, 조선인 등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 이들은 소련군으로서 유사시에 전쟁에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점령지에서 일반인

민에게 정치공작을 할 수 있도록 정치, 군사, 문화 등의 훈련을

받았다.262)

1942년 교도려는 자체적으로 중공당원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

동북당조직특별지부국집행위원회(中國東北黨組織特別支部局執行

委員會)를 조직하였다. 당시 이들은 “소련군과 중국군 사이의 연

결고리가 되고 장래 중국 동북지역에 혁명군대를 건립하는 핵심

261) 中國人民解放軍軍史編寫組, 『中國人民解放軍軍史』第三卷, 北京: 軍事

科學出版社, 2013, 14-15쪽.

262) 정형아, 「동북항일연군 교도려의 전후 활동이 만주와 북한지역 공산

세력 확장에 미친 영향」,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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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 되어야 한다”는 방침도 수립하였다.263) 그렇기 때문에 중

국 동북지역으로 귀환한 교도려 대원들은 소련군의 지휘를 받으

면서 복무하는 진정한 소련군인 동시에 중국공산당의 동북지역

혁명근거지를 세우려고 계획한 중국공산당의 군대였다.264)

교도려의 중국인 대원들은 9월 초 분산해서 만주 각지로 들어

왔다. 소수로 분산해서 들어왔지만, 각 지에 도착한 후 제일 먼저

소련군 경비사령부에 갔다. 교도려 단장이던 저우바오중과 소련

극동군 총사령관 바실례프스키의 사전 합의에 따라 이들 교도려

대원들은 각 지역 소련군 경비사령부의 부사령관이 되었다. 이들

의 임무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군중에 대한 선전

과 교육, 둘째, 각 지역에 이미 비밀리 들어와 있는 팔로군과 연

계, 상호 교류와 지원, 셋째, 관내에서부터 동북지역 공작을 위해

파견되는 중공간부의 환영과 접대, 넷째, 건군과 질서유지 공작,

다섯째, 소련군을 도와 중소양국의 우의(友誼) 촉진이었다.265)

이들은 소련군으로 각 점령지에서 사회질서유지와 친일세력과

반혁명세력을 숙청하면서, 중공의 동북당 조직 건립에도 앞장섰

다. 특히 건군공작에서 이들의 공은 매우 컸다. 교도려 대원들이

중국동북지역에 진입한 후 동북인민자위군을 만들고 저우바오중

이 총사령관이 되었다. 이어서 하얼빈, 무단장(牧丹江), 쟈무스

(佳木斯), 치치하얼(齊齊合爾), 베이안(北安), 지린 등지에 동북인

민자위군 지휘본부를 설치하였다.266)

또한 이들은 소련군의 신분으로 각 지역의 치안과 행정질서를

263) 孟憲章 , 『蘇聯出兵中國東北』, 195쪽.

264) 정형아, 「동북항일연군 교도려의 전후 활동이 만주와 북한지역 공산세력

확장에 미친 영향」, 170쪽.

265) 孟憲章口述, 馬秀祥整理, 「我隨蘇軍進瀋陽―光復後歷聞」, 『黨史縱橫』

1996年 第2期, 34-35쪽.

266) 정형아, 「동북항일연군 교도려의 전후 활동이 만주와 북한지역 공산

세력 확장에 미친 영향」, 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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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는다는 명분을 이용하여 동북지역에 57개 전략거점을 세

웠다. 57개의 전략거점을 통해서 교도려는 사실상 그 지역을 대

부분 장악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접수공작을 위해 동북지역

으로의 진입도 쉽지 않았던 국민정부와 상당히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었다.

◇ 교도려 대원들이 세운 중국 동북지역의 전략 거점267)

大戰略據點 大戰略據點以下의 小戰略據點

1. 黑龍江省

哈爾濱 阿城、珠河、巴彥、一面坡、葦河

牡丹江 寧安、林口

佳木斯
勃利、依蘭、富錦、寶清、湯原、鶴崗、方正、

通河、夢北

齊齊哈爾 訥河、嫩江

北安 克山、拜泉、通化、德都

綏化 鐵力

海倫

2. 吉林省

長春

滿洲里、海拉爾、扎賚諾爾、大索倫、洮南、魯北、

通遼、開魯、懷德、德惠、公主岭、四平、九台、

雙陽、伊通、乾安.

吉林 蛟河、拉法、敦化

延吉 圖們、安圖

3. 遼寧省

瀋陽

大連

營口

각 지역을 장악한 교도려는 각지에서 인민을 보아 건군공작을

진행하였다. 심양의 사례를 보자. 교도려의 심양 인솔자 펑중윈

(馮仲云)은 대원 10명을 선양시의 산시(陝西)지역으로 보내 공장

노동자 보안단(工人保安團)을 조직하게 하였다. 이 보안단은 당

267) 孟憲章,「蘇聯出兵中國東北」,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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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팔로군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참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

였고, 이후 동북인민자치군이 만들어졌을 때 제1 부사령관인 리

윈창의 휘하에 배속되었다.268)

유사한 사례는 앞에서 언급한 다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다

롄은 「중소우호동맹조약」에 따라 국제자유항으로 사용하기로

한 곳이었다. 소련군은 다롄에 먼저 주둔한 후 국민정부군의 다

롄 상륙은 거절하였지만, 10월 초 중공중앙 동북국에서 파견한

한광(韓光)은 환영하였다. 그 후 한광은 코즐로프의 협조 하에

다롄시의 당(黨), 정(政), 경찰 조직을 건립하고 장악해 나갔다.

11월 17일에 다롄 시에는 경찰총국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25일

공안총국으로 개칭하였는데, 중국공산당 랴오둥군구(遼東軍區)에

서 파견한 쟈오제(趙杰)가 공안국장이 되었다. 그리고 다롄 시

공안총국은 공안총국의 간부, 각 현(縣)과 구(區)의 간부의 임면,

병력동원, 주력보충, 전선보급품, 작전지휘 등을 모두 랴오둥군구

의 지도를 받아 운영했다.269) 그리고 산둥과 랴오둥에서 유입되

는 중공군 병사는 모두 공안국에 배치되었으며, 그 숫자는

13,400명에 달했다.

소련군은 이렇게 많은 병력이 계속 충원되어야 하는지 물었다.

중공 측은 다롄은 일본 통치가 오래 지속되었던 지역이어서 반

동세력이 많을 뿐 아니라 미국과 장제스의 특무가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그

후 소련은 이 말에 설득되어 중공의 병력 충원을 묵인했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총기를 제공하였다.270) 소련은 「중소우호동맹

268) 孟憲章口述, 馬秀祥整理, ｢我隨蘇軍進瀋陽―光復後歷聞｣, 35쪽.

269) 趙杰·王華, 「解放戰爭初期的大連公安工作」, 王佩平·孫寶運 『蘇聯紅

軍在旅大』, 91쪽.

270) 韓光, 「旅大八年(摘錄)」, 王佩平·孫寶運 『蘇聯紅軍在旅大』,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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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따라 다롄을 국제자유항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떠한 군

대의 진입과 무장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표방했다. 그래서 중공은

다롄에서 군대가 아닌 경찰력 확충을 명분으로 군대를 건립해

나갔다.271)

이처럼 소련군은 상황에 따라 교도려 출신을 통하여 또 때로

는 중공 동북국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중공군의 만주진입과

세력 확대를 지원하고 있었다. 다롄시의 경우에 중공 동북국이

직접 한광을 파견하여 교섭하기도 하였지만 다롄에 진입한 교도

려 대원들도 이들을 측면에서 도왔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의 동

북지역 진입과 근거지 마련에서 교도려 대원들의 역할도 결코

경시될 수 없다.

이들은 동북 각지의 소련군 경비사령부에서 소련군 견장을 붙

이고 경비사령부 부사령관 혹은 사령원으로 활동하였다. 외관상

그들은 분명히 소련군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한편으로 항일

연군 출신들을 중심으로 동북인민자위군을 조직하였고 저우바우

중은 동북인민자위군 총사령군이 되었다. 그들은 소련군의 이름

으로 북만주, 남만주, 동만주에서 물자와 인력을 징발하여 스스

로 무장하였다.272) 언급한 바와 같이 10월 31일 통합된 동북인민

자치군 중에서 팔로군과 신사군이 8월말부터 관내에서 진입한

기존 중국공산군이라면, 동북인민자위군은 9월 초 항일연군 대원

들이 만주에 진입하여 현지에서 조직한 중국공산군이었다. 그들

은 소련군과 새롭게 진입하는 중공군대와 당원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였다.

271) 趙杰·王華, 「解放戰爭初期的大連公安工作」, 王佩平·孫寶運 『蘇聯紅

軍在旅大』, 89쪽.

272) 周保中, 『周保中傳�,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87,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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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철군지연으로 인한 선점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련군이 철수시기가 임박했음에

도 아직 중국 동북지역의 접수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

서, 중국 동북지역을 중공이 선점할 것을 우려한 국민정부는 소

련에 철군 연기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시 접수문제

와 중·소 동북 경제 합작 문제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소련의

철군은 몇 차례 더 연기를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이듬해 5월에

가서야 완료하였다. 그러나 소련이 철군을 감행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났다.

중요한 문제는 소련군 당국이 병력을 철수하면서 명확한 날짜

를 중국 정부에게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고 통보하지 않고 철군

을 실행하기 2∼3일 전이 되어서야 정식으로 통보하였다는 것이

다. 소련군 대표 트로친코는 1946년 4월 3일에 국민정부군 동북

지역 총사령관인 둥옌핑에게 각 지역별 철군 완료 날짜를 구체

적으로 알려왔다.273) 그러나 그 지역에는 중공군이 이미 점거한

상황에 있었고, 국민정부군은 아직 동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

었기 때문에 국민정부군에게는 갑작스러운 철군통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정부군이 소련군의 철수한 지역에 들

어가서 접수를 받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심지어 국민정부가 우려

한 바와 같이 소련군이 철군한 자리를 중공군이 차지하는 상황

이 곳곳에서 속출하였다.

중국의 저명한 중국공산당사 연구자인 양쿠이쑹(楊奎松)은 그

273) 제5장의 제3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창춘은 4월 15일, 하얼빈은 25

일, 지린(吉林)은 16일, 치치하얼(齊齊合爾)은 27일, 무단장(牧丹江)시

는 27일, 베이안(北安), 쟈무스(佳木斯), 보리(勃利)와 기타 만주지역은

10일 이전에 철수를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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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작 �중공과 모스크바의 관계, 1920-1960 (中共與莫斯科的關

係, 1920-1960�에서 소련군의 중국 동북 점거는 소련과 중공 서

로에게 이익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소련군의 철군과 더불

어 이루어진 중공의 동북지역 장악을 그 사례로 들었다. 1946년

3월 8일 소련은 푸순(撫順), 지린(吉林)에서 철수하면서 그 곳

정권을 중공에게 넘겨주었고, 9일에는 중공 동북국에 연락하여

13일 소련군이 선양에서 철병하면 그 곳을 중공이 점령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274)

중공 중앙은 국공내전에서 정전담판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양

을 점령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으나 오히려 소련 측이 더 적극적

으로 중공의 점령을 권하였다. 당시 소련군은 오히려 이상할 정

도로 강경한 태도로, “미국에게 그처럼 정중할 필요가 있겠는

가?”, “왜 국민당의 5개 군대를 동북에 진입하도록 허락해야 하

는가?” 라는 말을 하면서 중공이 적극적으로 선점할 것을 주장

하였다.275)

3월 16일 마오쩌둥은 중공 중앙에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동북국은 소련군과 신속히 협상하여 하얼빈시를 포함한 중동

철로 전체를 장악하여 우리 주둔 병력이 영원히 점거할 수 있

도록 하고 국민당은 단 한 명의 병사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276)

이 지시에 따라 원래 중공군은 소련군이 철군하면서 국민정부가

접수하기로 했던 대도시의 점거는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소련군

의 격려에 힘입어 중공은 창춘철로가 지나는 주요 대도시와 그

교통선에 병력을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3월 24일 국민당 군이 푸

274) 楊奎松, 『中共與莫斯科的關係(1920-1960)』, 臺北: 東大, 1997, 560쪽.

275) 楊奎松, 『中共與莫斯科的關係(1920-1960)』, 562, 566쪽.

276) 楊奎松, 『中共與莫斯科的關係(1920-1960)』, 5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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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랴오양(遼陽)과 티에링(鐵靈)지구로 진주하면서 창춘철로를

따라 국공양당의 동북지역 전투가 신속하게 전개되었다.

중공중앙은 소련의 도움으로 신속히 동북지역으로 진입하여

세력을 확대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중공중앙은 가능한 소련과

국민정부와의 공식적 외교관계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

에 그들은 처음부터 대도시 중심부로 진입하는 것은 피하고 가

능한 한 국민정부 접수관원이나 정부군의 눈에 띠지 않는 대도

시 외각의 교외지역이나 향촌지역으로 들어가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1946년 초 소련이 더 이상 동북 경제 합작 논의에 희

망을 갖지 않게 되면서 소련군은 중공군에게 대도시 접수를 적

극적으로 권장하였다. 그리고 소련군의 철군 정보를 중공군에게

알렸다. 그 결과 소련군이 점령하지 않았던 현(縣) 이하의 행정

지역에는 중공군이 이미 점령하였을 뿐 아니라 소련군이 점령했

던 대도시 지역에서도 소련군이 떠난 후 그 지역을 접수받으려

고 하던 국민정부군은 이미 그 지역을 장악한 중공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장팅푸는 유엔에 제출한 제소안에서 소련군이 계획적으로 중

국 정부가 동북지역 행정주권을 방해하기 위해 철군날짜를 사전

에 통지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와는 반대로 중공에게는 소련의

철군계획을 상세히 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

에 소련이 철군하자마자 중공군이 즉각적으로 몇몇 거점을 선점

할 수 있게 하여 중공에게 우세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그는 소련

을 비난하였다.277) 장팅푸가 지적한 핵심은 소련이 철군날짜 통

지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동북지역을

접수하도록 협조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련군은 철

277)「蔣首席代表廷黻於1952年1月26日在聯合國大會第六屆會政治委員會發表

之聲明」, 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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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날짜를 통지하지 않았던 반면 중공과는 결탁하여 중공이 동북

지역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중국 정부는 주장하였다.

소련군이 실질적으로 중공군대와 협력하였다는 근거로 장팅푸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둥옌핑 장군이 선양에서 보내온 보고에 따르면, 소련군은 실

제로 선양 동북부에서 적극적으로 중공부대에 협력하여 중국

정부군이 선양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그 밖에도 선양

이북의 요지인 스핑(四平)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공부대는 소련군이 그 지역을 떠난 후 곧이어 1946년 3월 1

6일에 스핑에 대해 공격을 발동하였다. 매우 명확한 것은 중

공이 사전에 소련군의 철군 계획을 듣지 못했다면 그들이 그

렇게 중국정부군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비록 그러하더라도, 중국 정부는 여전히 계속해서 소련군당국

과 협상을 벌였고 더욱 협력하고 연락을 긴밀히 유지하려 하

였다. 1946년 4월 1일 중소 쌍방은 하나의 협의를 체결하였는

데 각지의 소련군 철수와 중국이 각지에서 행정주권을 회복하

는 것에 대한 절차와 날짜에 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그

러나 이 협의가 성립된 후 소련군의 트로친코 장군은 오히려

철군하는 지역의 통제를 ‘현지 존재하는 어떤 무장 세력’에게

넘겨주었다. 소련이 말하는 ‘현지에 존재하는 어떤 무장 세력’

이란 말은 곧 중공부대를 가리킨다.278)

동북지역으로 진입한 이후 중공은 비록 자신들이 동북지역 전

체를 쟁취하기 위해 세운 계획을 실현하기가 조심스럽고, 국민정

부군보다 군사역량이 뒤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좌절하였던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양쿠이쑹의 말처럼 “처음에는 중공은 소련과 등을

278)「蔣首席代表廷黻於1952年1月26日在聯合國大會第六屆會政治委員會發表

之聲明」,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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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앉도록 설정되었으나, 실제로는 동북근거지 건립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원조를 얻을 수 있었으며, 중공에게는 그것으로도 충

분했다.”279)

이처럼 중국 정부는 소련이 중소우호동맹조약에서 약속했던 것

과는 달리 중국 정부가 동북지역의 행정주권을 회복하는데 방해

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소련군이 자신이 점령한 지역을 모두 중

공에게 넘겨주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역시 「중소우호동맹

조약」에서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정부만이 중국의 합법적인 중앙

정부로 인정하고 지지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중국

정부는 주장하였다.

제3절 중공군에 대한 소련의 군수품 지원

  중공군은 관내에서 동북지역으로 진입하여 건군하는 과정에서

국민정부군보다 동북지역에서 거점을 마련하고 세력을 확대하였

다. 이것 역시 소련군의 인력지원과 무기와 정보제공 등 다각적

인 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952년 제6차 유엔총회에서 중국대표단 수석대표인 장팅푸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소련군에 의해 제공된 중공군의 무기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중국 정부가 현재 보유한 정보자료에 따르면, 소련군대는

1945년 8월 9일부터 9월 9일까지 1개월 동안 동북지역에서 일

본군 594,000명을 포로로 잡았고, 비행기 925대, 탱크 369대,

장갑차 35대, 야포 226문, 기관총 4,836정, 보병총 30만정, 무

선기 133대, 자동차 2,300대, 트레일러 125대, 노새와 말 1만

279) 楊奎松, 『中共與莫斯科的關係(1920-1960)』, 5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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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7필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그 밖에 소련군이 점령한 모

든 일본군의 보급기지와 창고에는 야포 1,436문, 기관총 8,989

정, 척탄통 1만 1,052문, 트럭 3,078대, 말 10만 4,777필, 보급차

2만 1,084대, 특수특장차 815대, 지휘차량 287대가 있었다.

일본이 항복한지 얼마 후, 중공의 린뱌오(林彪)부대는 동북

으로 대거 진입하였는데 그 숫자가 대략 20만 명을 넘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그 20만 명은 모두 일본의 장비와 탄약보

급을 획득하였다. 동북지역 일본군의 장비는 모두 소련군이

노획하여 접수한 것인데, 중공부대가 당시 이들 무기지원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소련군대 뿐이었다.280)

소련군이 직접 항복을 받은 일본군의 병력은 60만 명에 미치

지 못했지만, 그들이 비축해둔 부기와 탄약은 매우 많았다. 이들

비축 무기는 긴급 상황에 대규모 예비군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

로 중국 정부는 대략 100만 명의 병력을 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281)

중공군에 대한 무기 지원은 각 지역의 소련군 지휘관마다 다

른 입장을 보이기는 했으나 대체로 이들은 중공군에게 지원하려

고 하였다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중국 동북지역에서 일본군

의 무장을 해제할 때, 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국민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소련군이 일본군의 무장을 해

제한 후 거두어들인 무기는 대략 70%였고, 그 나머지는 중공군

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획득하였으며, 일부는 민간의 손을 거

쳐 다시 중공의 수중으로 들어갔다.282)

280)「蔣首席代表廷黻於1952年1月26日在聯合國大會第六屆會政治委員會發表

之聲明」, 16쪽.

281) 國民政府主席東北行轅第二處, �「蘇軍供給共軍軍火曁物資情形」�(1947.8.1.)

(「我控蘇侵略臺灣」,『外交部檔案』 box.78, 分類號114.3, 案次號0002에

수록)

282) 國民政府主席東北行轅第二處, �「蘇軍供給共軍軍火曁物資情形」�(19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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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후 동북지역에서 중공군이 무기를 획득한 첫 번째 방식

은 일본군에게서 직접, 혹은 소련군이 아닌 다른 경로를 거쳐 직

접 획득한 일본군의 무기였다. 두 번째 방식은 소련군이 일본군

에게서 거둬들인 무기와 장비를 중공군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

다. 세 번째 방식은 소량의 소련제 무기나 미국의 무기를 중공군

이 습득한 경우이다. 소련군은 가능한 중공군과 접촉했다는 비판

을 피하기 위해 소련제 무기는 중공군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그러나 동북 각 지역의 일부 소련군 하급지휘관은 소련제 기

관단총, 소련제를 모방한 독일제 기관단총, 소련제 경기관총 등

비교적 경화기를 중공에게 넘겨주었다. 국민정부는 국공내전 중,

창춘 이북, 스핑제(四平街), 혹은 창투(昌圖)부근 전투에서 노획

한 중공군 무기에서 발견한 정황을 근거로 소련과 중공의 결탁

을 주장하였다.283)

중공군이 미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국민정부

군의 부패 사례로 지적되기도 한다. 대체로 중공군은 국민정부군

과의 전투에서 미제무기를 획득하였거나 부패한 국민정부군이

중공군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52년 제6차 유엔

총회에서 장팅푸는 중공군이 미제 무기 획득도 소련 정부의 협

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방법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유

럽전장에서 미국에게 원조 받은 무기를 중공에 제공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련 정부가 무기제조기술자를 중국 동북지역에 파

견하여 중공을 도와 기존에 일본이 운영하던 군수공장에서 무기

와 화학물품 등을 생산하였는데 그 중 선양과 헤이룽장(黑龍江)

성에 있는 미산(密山)의 군수공장에서는 소련제와 미제 기관단

283)「蘇聯援助共黨事實證據照片簿」, �外交部檔案� box.72, 分類號105.23,

案次號0003.



제

6

장

제3절 중공군에 대한 소련의 군수품 지원

233 /

총을 생산하였다는 것이다.284) 그러나 장팅푸의 주장은 국민정부

의 추정이고 실질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신뢰성은 다소 떨어진다.

본문에서는 주목하는 소련군이 중공군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근거로 전술한 두 번째 방식인 소련군이 일본군에게서 거둬들인

무기와 장비를 중공군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식이 비교적 설득력

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 두 번째 방식에 대해서는 1990년을 전후

로 하여 당시 중국 동북지역에서 활동한 중공인사들의 적지 않

은 회고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다롄과 뤼순의 병력 확충과 무장은 공안국의 건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다롄 시 공안국의 건립, 편제, 운영은 모두 중공군

랴오둥 군구의 지휘를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소련군의 협조가 없

이는 불가능했다. 특히 공안국 병력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와 탄

약은 거의 대부분 소련군이 제공했기 때문이다.

사실 소련군이 공안국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는 소련군 소속의 중국인인 교도려 대원들이 있었다. 간징즈

(甘井子), 샤허커우(沙河口), 시강(西崗) 등 각 지역 소련군 경비

사령부의 부사령관 중에도 교도려 출신의 중국인들이 있었다.285)

둥충빈(董崇斌) 등 9명의 교도려 출신은 9월 13일 뤼순· 다롄지

역으로 들어와 활동하고 있었다. 뤼순·다롄으로 출발하는 대원들

에게 저우바오중은 ‘마오주석과 당의 정책을 선전하여 당의 선전

공작을 완수하고 당의 지하조직을 발굴하여 지지하며, 관내에서

오는 팔로군을 영접하여 그들이 소련군과 잘 협력하도록 주선하

284)「蔣首席代表廷黻於1952年1月26日在聯合國大會第六屆會政治委員會發表

之聲明」, 16-17쪽.

285) 張國萍·惠兆倫整理. 「東北抗聯大連工作組配合蘇軍接管旅大」, 王佩平·

孫寶運 『蘇聯紅軍在旅大』, 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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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지시하였다.286) 기본적으로 항일연군 대원들의 임무는 중

공이 뤼순과 다롄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뤼순과 다롄의 공안국은 중공 동북국과 랴오둥 군구가 지시한

사항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소련군 경비사령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집행과정은 소련군 실무자였던 교도려 출신

의 소련군 부사령관의 통제를 받았는데 이들은 오히려 공안국의

활동에 큰 힘이 되었다.287) 특히 무기 지원에서 중요한 도움이

되었다. 교도려 대원들이 동북인민자위군을 결성한 이후 9월과

10월 사이 각지에서 이들이 소련군에게서 받거나 직접 거둬들인

무기탄약 전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장

악한 무기들 대부분이 관내에서 진입한 팔로군, 신사군 등의 무

장에 충분히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288)

10월 15일까지 동북인민자위군이 창춘일대에서 장악한 물자의

내역은 대략 다음과 같다. 보병총 6만정, 경기관총 2,000정, 중기

관총 800정, 척탄통 500여 기, 박격포 20여 문, 산야포 20여 문,

각종 탄약 1,200만 발 이상이었다.289) 저우바오중의 부인인 왕이

즈(王一知)와 당시 창춘시 공안총국 국장인 판더린(范德林)이 이

무기를 관리하였다. 왕이즈는 그들이 무기 수집과 관리에서 대체

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해 우리는 창춘에서 대량의 무기를 호송하는 작업에 참여하

였다. 우리는 밤낮으로 호송하였으며, 소련 군복을 입고 소련

군용차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국민당 관계자나 경찰은 감히 우

리를 멈춰 세울 수 없었다.290)

286) 張國萍·惠兆倫整理, 「東北抗聯大連工作組配合蘇軍接管旅大」, 223쪽.

287) 趙杰·王華, 「解放戰爭初期的大連公安工作」, 93쪽.

288) 孟憲章, 『蘇聯出兵中國東北』, 213쪽.

289) 孟憲章, 『蘇聯出兵中國東北』, 213쪽.

290) 孟憲章, 『蘇聯出兵中國東北』, 213-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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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순과 다롄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있다. 뤼순과 다롄에

들어온 후 소련군은 먼저 일본군의 주요시설을 접수하였다. 그들

은 법원, 은행, 우체국, 박물관 등 군사 시설이 아닌 것은 이후

시정부에 인계하였으나, 총기와 군수물자 창고 등은 직접 관리하

였다. 소련군은 인민의 의견에 따라 때때로 무기를 회수하여 소

각하기도 하였다. 소량의 무기 소각은 ‘민중 선전’을 위한 것으

로, 국제사회에 소련군이 전후 평화 지향적이며 전쟁을 원치 않

는다는 뜻을 선양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91)

뤼순 시 소련군 사령부는 중공 측이 무기제공을 요청하자 소

련제 무기를 제외하고 그들이 획득한 일본, 독일제 무기를 모두

중공 측에 제공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그 후로도 수량

을 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군수 물자가 중공 측에 전

달되었다. 다만 비밀이 엄격히 유지되지 않을 경우 소련군이 물

자 이송을 제한하였다. 다음은 뤼순시 시장을 지낸 왕스밍(王世

明)의 회고이다.

1946년 봄, 랴오둥 부대의 참모 1명이 뤼순에 와서 나를 찾

아와 일본군의 구 탱크 세 대를 발견했는데 수리하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소련군과 연락을 취해 달라고 말했다. 나

는 소련군 총부의 대교에게 이 일을 말하였다. 그는 탱크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끌고 가라고 말했

다. 이 일이 있은 지 3일 후, 그 대교는 급하게 나를 찾아와서

탱크를 가지고 갔는지 물었다. 나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아직 가지고 가지 않았으면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다.

나는 왜냐고 물었다. 그는 당신들 쪽에서 비밀을 지키지 않고

다롄에까지 소문을 내서 총부에서 알고서 탱크 이송을 허락하

291) 王世明, 「旅順解放初期與蘇軍關係的回顧」, 王佩平·孫寶運 『蘇聯紅軍

在旅大』,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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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롄에는 미국영사관이 있

고 그들이 알게 되면 귀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292)

바꾸어 말하면, 소련군은 미국이나 국민정부에게 노출되지 않

는 상황이면 중공군의 무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원래 산둥 쟈오둥군구(膠東軍區) 제14단 윤훈대(輪訓隊) 지도

원으로 전후 쟈오둥군구 직속대원 200여 명과 다롄시 푸란디엔

(普蘭店)에 들어와 노동자대대에서 활동한 왕푸루(王福如)도 왕

스밍과 유사하게 소련군의 협조에 대해 회고하였다. 왕푸루는 푸

란디엔 노동자대대의 부정치위원이었다. 노동자대대는 약 500명

의 대원으로 발전하였고 주요임무는 무기수집, 부대확대, 주력보

충이었다. 왕푸루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소련군에게서 획득한 무기는 적지 않다. 류거(劉戈)는 진저

우(金州) 소련군 사령부에게 노동자대대에 무기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련군은 일본군에게서 획득한 무기 중 일부

를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스허(石河)역에서 우리에게 비

밀리에 전해진 무기는 92식 보병포, 11년식 척탄통, 92식 중기

관총, 99식 경기관총, 그리고 소총과 권총 등 5,000여 점, 그리

고 대량의 탄약이었다. 우리는 10여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매

일 저녁 푸란디엔으로 옮겨왔다. 우리가 모두 옮기는데 거의

1∼2주일이 걸렸다.

12월, 동북인민자위군 둥만 군구(東滿軍區) 이종일지대(二縱

一支隊) 정치부주임 왕웨이광(王偉光)이 푸란딘엔에 왔고 류거

를 통하여 다롄에서 소련군 소장과 비밀회의를 가졌다. 소련

측은 대본영의 비준을 거쳐 관동주 내의 일본군 무기고에서

권총, 소총, 경중기관총, 각종 보병포, 32마력 엔진과 36마력

292) 王世明, 「旅順解放初期與蘇軍關係的回顧」,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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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의 캐논포, 그리고 대량의 탄약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였

다. 이들 무기는 2종대와 3종대를 무장했을 뿐 아니라 일부는

푸란디엔에서 선적하여 옌타이(烟台)로 보내어 쟈오둥의 부대

를 무장하였다.293)

중공은 뤼순과 다롄에서 공식적으로 군대를 건립하지는 않았

지만 소련군이 비밀리에 제공한 무기로 공안국의 경찰부대를 무

장시키는 방법으로 전투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한광

이 말한 것처럼 1945년 이후 사실상 뤼순과 다롄은 중국공산당

이 영도하는 해방구가 되었고,294) 중국 동북지역에서 당·정·군의

건립에 있어서 전초 작업이 뤼순과 다롄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소련군이 철수를 완료한 후 국공내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1946년 8월 소련과 동북지역 공산군은 상호물자교환에 관한 협

정도 체결하였다. 협정에서 소련은 군수물자 및 기타 관련 물자

를 중공군이 점령한 지역의 식량과 각종 원료 약 50만 톤을 교

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947년 3월에도 이 협정을 계속 이어가

기로 합의하였다.295)

소련이 중국 동북지역에서 철군한 후, 만저우리(滿洲里), 수이

펀허(綏芬河), 북한,296) 뤼순과 다롄 등지를 거점으로 소련군과

중공군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다. 만저우리와 수이펀허 지

293) 王福如.「留在普蘭店的記憶」, 王佩平·孫寶運 『蘇聯紅軍在旅大』,

124-127쪽.

294) 汪朝光.「戰後中共與蘇聯在旅大關係硏究」,『中共黨史資料』第4期(2008),

115쪽.

295)「蘇俄扶助中共, 韓共」, 『外交部檔案』 box. 468, 分類號105.21, 案次

號 0003.

296) 당시 북한의 신의주, 함흥, 평양, 다사도(多獅島) 등지에서 각종 군수

물자가 지린(吉林), 허쟝(合江), 치치하얼(齊齊哈爾), 안둥(安東), 다롄

등지로 운송되어와 중공군에게 전달된 사례가 많았다. 「蘇俄扶助中

共, 韓共」, 『外交部檔案』 box. 468, 分類號105.21, 案次號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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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공급된 물자는 쟈무스와 하얼빈에 우선 집결된 후 다시 각

지로 보내졌으며, 이때 린뱌오가 이끄는 총사령부에서 물자의 분

배를 관할하였다.297)

이처럼 소련의 지원에 힘입어 중공군은 동북지역을 선점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1945년 12월 말까지 중공은 동북지역에서 이

미 27만 4,000여 명의 우수한 무장병력을 갖출 수 있었다. 그렇

기 때문에 소련군이 중국 동북지역으로 출병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중공이 동북을 선점하고 근거지를 세울 수 있는 호기

를 제공한 것이었다.298)

297) 國民政府主席東北行轅第二處, 「蘇軍供給共軍軍火曁物資情形」�(1947.8.1.).

298) 孟憲章 等著, �蘇聯出兵中國東北�, 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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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11월 28일 유엔안보리에서 연설 중인 신중국대표 우슈취안
(가운데 테이블의 왼쪽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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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1945년 조약 위배에 관한 대립

제1절 중국 정부의 소련 제소 배경과 과정

소련 제소안 제출준비과정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소담판의 결과로 체결된 「중소우

호동맹조약」에서 장제스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련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중국 동북지방에서 중국의 주권과

영토완전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직후 중국의 상황은 장제스

정부로 하여금 이 약속을 의심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소련이 출

병한 중국 동북지역에서 중국공산당이 아주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기 때문이다. 소련이 자신의 정부만을 지원해 줄 것

이라고 믿었던 장제스는 소련이 당연히 중국공산당의 세력을 저

지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상황이 기대와 다르게 진행되

자 국민정부는 고심하게 되었다. 그는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중국

문제에 개입하고 국민정부에 원조를 제공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반면 미국은 국공내전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장제스 정부에 실

망하고 있었고, 1947년 이 후에는 중국문제에 대해 관망정책을

취하였다. 당시 중국에 파견되어 있던 웨드마이어(Albert C.

Wedemeyer)는 장제스 정부에게 중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고,

또한 이를 활용하여 미국의 원조를 쟁취하라는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였다.1) 이후 장제스 정부 내부에서도 국제적 역량을 빌어

1) 李恩涵, 『近代中國外交史事新研』,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2004, 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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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난관을 해결하자는 의견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47년 9월 중화민국 외교부장 왕스제는 미국에서 주미대사

구웨이쥔(顧維鈞)과 만나 소련을 유엔에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

서 의견을 교환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이들은 유엔에 소련을 제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

을 내렸다.2) 그래도 이들은 기회를 봐서 미국 국무장관 마셜

(George C. Marshall)에게서 소련 제소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하였다.3)

국민정부는 소련제소안에 대해 이제 겨우 논의를 시작한 1947

년에는 소련을 유엔에 제소할 수 없었다. 다만 9월 30일 왕스제

는 미국 대통령 트루먼과 면담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책

임을 언급하였다. 그는 당시 중국 동북문제의 복잡한 상황은

1945년 미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체결한 「중소우호동맹조약」에

서 비롯된 것이므로 중소관계에 대해서 미국도 어느 정도 책임

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4) 중화민국 정부는 소련을 제소하기

에 앞서 미국이 지지해 줄 것인지 확인하려고 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나눌 수 있기

바랐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硏究所 譯, 『顧維鈞回憶錄』 第六分冊, 北京: 中華

書局, 1988, 208쪽.

3)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硏究所 譯, 『顧維鈞回憶錄』 第六分冊, 215쪽.

4) 王世杰, 『王世杰日記』(手稿本) 第六冊, 台北: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

1990, 134-135쪽; 이후 장제스도 미국의 책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1949

년 제4차 대회에 소련을 제소하기에 앞서 미국 대통령 트루먼에게 서

한을 보내 중국이 당면한 혼란의 원인은 미국의 권유로 체결된 �중소

우호동맹조약�에 있기 때문에 소련을 제소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

을 지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蔣總統電覆美國杜魯門總統告以中國局

勢惡化原因在於蘇聯之不履行「中蘇友好同盟條約」電」(1948.11.9.), 秦孝

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臺

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81, 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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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1월 초 왕스제는 파리에서 미 국무부 장관 마셜에게,

구웨이쥔은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 차관 로벳(Robert A. Lovett)

에게 각각 중국이 소련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하면 미국

은 전력을 다해 중국을 지지해 줄 것인가 물었다.5) 그들은 중국

이 충분한 증거를 갖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를 얻지 못한다고 답

했다. 마셜과 로벳의 답변은 모두 중국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미국은 당시 소련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하

는 상황에서 소련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

했다.6) 미국은 장제스 정부가 국공내전(國共內戰)에서 더 이상

회생하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심지

어 미국 내 일각에서는 계속 중화민국을 지지하면서 소련과 껄끄

러운 상황을 연출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소련이 1945년의 중소조약을 위배

하고 중국 동북에서 중국공산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련

을 유엔에 제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외교부장 왕스제는 마셜이

“소련을 제소하는 문제는 결국 중국 정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

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미국이 지지하지 않더라도 중국

은 독자적으로라도 소련을 제소하기로 하였다.

왕스제는 구웨이쥔에게 11월 24일 트루먼 대통령과 면담할 때

소련을 제소하고자 하는 중화민국 정부의 확고한 뜻을 전하라고

하였다.8) 구웨이쥔 또한 당시 국제상황이 중국에게 유리하지 않

5)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硏究所 譯, 『顧維鈞回憶錄』第六分冊, 524쪽.

6)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硏究所 譯, 『顧維鈞回憶錄』第六分冊, 526쪽, 530쪽.

7)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November 8, 1948), FRUS 1948, Vol. VII, The Far East: China,

pp.195-196.

8)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硏究所 譯, 『顧維鈞回憶錄』 第六分冊, 5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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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였지만, 적어도 미국의 지지가 확보되고 군사방면에

서 안정된 상황이 보장된다면 소련제소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우선 자신의 뜻을 미국에 전달하고 설

득하기로 하였다.9)

구웨이쥔을 비롯한 중화민국의 대다수 인사들은 유엔에서 지

지(支持)를 획득하거나 군사적으로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은 모두 미국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 내부에서는 장제스 정부를 원조하는 것에 회

의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어가고 있었다. 특히 미 국무부는 장제스

의 리더십을 비판하면서 중국의 상황에서 한 발 물러나려는 경

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소련제소안을

제출하려는 것은 미국을 중국 상황에 개입시키려는 것이라고 보

았다.10)

국무부의 판단처럼 중국 정부가 소련제소안을 제출하기에 앞

서 미국의 의향을 물은 것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적극적인 지원

9) 구웨이쥔은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① 오늘날 국제 분규가

잇달아 일어나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은 그리스, 파키스탄과 인도, 네

덜란드와 인도네시아, 베를린과 파키스탄 등의 문제처리로 인해 매우

바쁘다. 중국이 만약 동북문제를 제출한다면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문제

에 집중하기 어렵다.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다수 회원국은 모두 기본

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전략적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을 지

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미국이 전력으로 지지하면 기타 국가들은

아마도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지지를 보장하지 않으면 혹은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하는 것을

반대하면 이 문제는 발전적으로 전개되기 어려울 것이며 어떠한 목표

에도 이를 수 없다. ③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부분인데 만약

전쟁 상황이 안정을 이룰 수 있으면 국제사회의 입장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 이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中

國社會科學院近代史硏究所 譯, 『顧維鈞回憶錄』 第六分冊, 532쪽.)

10)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Ambassador in

France(Caffery)” (November 18, 1948), FRUS, 1948 Vol. VIII, The

Far East: China, pp.58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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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할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미국이 중국 문제에 직접 개

입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의도를 충분히 간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다. 중화민국

정부는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독자적으로라도 소

련을 제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중화민국 정부는

1948년의 제3차 유엔총회에는 소련제소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1949년 중화민국 정부를 둘러싼 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변해

갔다. 국제사회에서 중국공산당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늘어갔

고,11) 국공내전에서도 공산군에게 패퇴하여 1949년 4월에 중화

민국 정부는 정부소재지를 광저우(廣州)로 옮겨가야 했다.12) 중

화민국 정부는 다시 유엔에 소련을 제소하는 것이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중화민

국 외교부는 1949년 5월 20일 유엔주재 중국대표 장팅푸(蔣廷

黻)에게 전문을 보냈다. 외교부는 중국의 상황이 소련의 유엔헌

장을 위배에서 발생한 것임을 유엔총회에서 공론화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더 나아가 중공 세력을 불승인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라

고 요구하였다.13)

구웨이쥔, 쑹쯔원, 후스, 장팅푸 등 국민정부의 인사들은 뉴욕

에 모여서 다시 소련제소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장팅

푸와 구웨이쥔은 여전히 소련제소안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라고 낙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원하고 있었고 또한 그

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련제소안을 유엔에 제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11) 呂芳上, 『蔣中正先生年譜長編』 第九冊, 臺北: 國史館, 2015, 270쪽.

12) 이후에도 국공내전에서 장제스의 군대는 계속 패퇴하면서 정부소재지를

광저우(1949.4.)―충칭(重慶, 1949.10.)―청두(成都, 1949.11.)―타이베이

(1949.12)로 옮겨야 했다. 타이베이로 이전한 것은 청두로 옮긴지 겨울 10

일만이었다. 劉維開,「從南京到臺北」,『晉陽學刊』 2012年 第2期, 92쪽.

13)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硏究所 譯, 『顧維鈞回憶錄』 第七冊,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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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1949년 9월 이후에는 소련제소안을 제출하려는 목적에

소련을 질책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에게 우호적인 국

제 여론을 바꾸어야 한다는 새로운 요소가 하나 더해졌다. 중국

대표단 구성원 모두는 이 두 가지 사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사

전에 미국의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를 기

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14)

1949년 8월 24일 미 국무부는 유엔총회에 소련을 제소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 동정을 표했다. 그러나 미국은 원칙적으로 중

국을 지지하지만, 안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

건적으로 중국을 지지할 수는 없다고 말하였다.15) 이때의 미국은

여전히 중국을 지지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중국대표단은 1948

년의 미국의 태도와 비교해보면 한층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여 계

속적으로 미국을 설득해 가면서 소련제소안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당시 미국 국내의 동북아 문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복잡했다.

1949년 제4회 유엔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미국은 동아시아에서도

이미 소련과의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미 국무부 일각

에서는 공산주의가 동아시아지역에 확산되는 것에 대해 아시아

인 혹은 미국인의 눈에는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소련인

의 손에 넘겨준 것으로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16)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17)

14)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硏究所 譯, 『顧維鈞回憶錄』 第七冊, 415쪽.

15)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at 

the United Nations(Austin)” (August 24, 1949), FRUS 1949, Vol. 
II The United Nations; The Western Hemisphere, p.147.

16) “Memorandum to the Secretary of State” (August 29, 1949), 

FRUS 1949, Vol. VII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in two 
parts), p.1193.

17) “Draft Prepared by the Deputy Under Secretary of States(Rusk)” 

(September 8, 1949), FRUS 1949, Vol. VII,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in two parts), p.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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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미 당시 중국에서 어떠한 세력도 중국

공산당을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18) 국민정부를 지원하면

서 중국공산당이 통치하는 지역을 회복하려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산당 정권을 승인하는 것이 낫다는 여론도 일고 있었다.19) 심

지어는 더 이상 ‘중공군대가 아닌 군대’에 군사원조를 하지 말자

는 주장도 출현했다.20)

여기서 말하는 ‘중공군대가 아닌 군대’는 장제스가 이끄는 국

민정부의 군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원조한

것에 비해 전혀 효과를 올리지 못하는 중화민국 군대에 대한 회

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견해들은 냉전체제에서 나타나

는 반공 민주적 연대를 강조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이었다.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소련의 세력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차원이었을 뿐 이념적 대립의 차

원으로는 해석하기 어렵다. 오히려 자유와 정의의 기준에서 부패

하고 무능한 장제스 정부에 대한 비판이 당시 미국에서는 더 설

득력을 가졌는데, 이는 소련제소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은 미국이 여전히 중화

민국 정부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스와 중화민국 정부의 지도자들은 다

시 유엔에 소련제소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1949년 제4차 유

18) “Outline of Far Eastern and Asian Policy for Review with the

President” (November 14, 1949), FRUS 1949, Vol. VII,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in two parts), p.1210.

19) “Outline of Far Eastern and Asian Policy for Review with the

President” (November 14, 1949), FRUS 1949, Vol. VII,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in two parts), p.1211, p.1213.

20) “Outline of Far Eastern and Asian Policy for Review with the

President” (November 14, 1949), FRUS 1949, Vol. VII,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in two parts), 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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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화민국 정부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는 국제사회가 중국 대륙의 공산정권을 승인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소련제소안을 통하여 세계 각국이

중국대륙에 공산당이 건립한 정권이 어떠한 정권인지 명확히 알

리고 이것 또한 소련이 만들어낸 산물임을 드러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21) 더 나아가 국민정부는 미국이 중국공산당정권을

승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미국의 원조를 쟁취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보았다.22) 그래서 중국공산당

승인을 저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중화민국은 소련제소안

제출을 결정하였다.

유엔총회 상정의 좌절

1949년 9월 27일, 중화민국의 유엔대표 장팅푸는 제4차 유엔총

회 제1위원회(정치위원회)에 소련제소안을 제출하였다. 그 다음

날 소련의 외교인민위원 비신스키(Andrei Vyshinskii)는 ‘중국의

소련제소안은 증거를 첨부하지 않은, 매우 허황된 것으로 위원회

는 마땅히 이를 거절해야 한다’고 비난하였다.23) 그러나 제1위원

회의 투표결과 11대 2로 소련제소안은 의제에 포함되었다.24) 9

월 29일의 총회에서 장팅푸는 중국의 소련제소안은 하나의 자주

독립적인 행위로 총회가 이를 의제에 포함해 줄 것을 호소하였

다. 총회는 찬성 45, 반대 6, 기권 5로 이 문제를 의제에 포함하

21)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硏究所 譯, 『顧維鈞回憶錄』 第七冊, 417쪽.

22) 呂芳上, 『蔣中正先生年譜長編』 第九冊, 288쪽.

23)「聯合國第四屆大會」, 秦孝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830쪽.

24)「蔣廷黻代表致葉公超部長報告控蘇案已列入議程電」(1949. 9. 28.), 秦孝

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8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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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하였다.25)

10월 1일, 중국공산당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을

선포하자, 10월 2일 소련은 베이징 정권을 즉시 승인하였다. 10

월 3일 중화민국 외교부장 예궁차오(葉公超)는 성명을 발표하여

소련과 단교를 선언하였다. 다음은 예궁차오의 성명이다.

이(소련의 베이징 정권 승인)는 소련이 1945년「중소우호동

맹조약」을 위반한 여러 행위 중에서 최고봉이며, 중국의 정치

독립과 영토 완전을 침범한 또 하나의 증거로 우리나라는 현

재 유엔총회에 소련의 위약행위를 제소하였고 그에 대한 여러

항목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이보다 더 유력한 증거가 없다.26)

중화민국은 소련의 베이징 정권 승인이 소련제소안 제출 이유인

소련과 중국공산당의 결탁을 가장 잘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9월 27일 소련제소안을 제출하였고 29일 총

회의 의제로 포함되기는 했으나 소련제소안은 당시 유엔회원국

들에게 그다지 주목 받지 못한 의제였다. 그래서 소련제소안은

제출된 지 두 달의 시간이 지난 후인 11월 말에야 정식으로 토

론을 시작할 수 있었다. 당시 중화민국 정부는 충칭에서도 철수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중국대표단에게 있어서 제소안의

통과는 매우 절박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화민국 정부를 당혹스럽

게 한 것은 소련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었다.

11월 23일 미국의 유엔 대표 오스틴(Warren R. Austin)에 의

해 새로운 제안이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5)「蔣代表廷黻於一九四九年九月二十九日在聯合國大會全體會議席上發表之聲

明｣, 駐聯合國中國代表團編, 『中國向聯合國控訴蘇聯』, 5-7쪽; General

Assembly, 4th Session: 230th Plebary meeting, held at Flushing

Meadow, New York, on Thursday, 29, September 1949(중문), p.88,

http://digitallibrary.un.org/record/726673?ln=en

26) 「葉外長發表聲明, 我與蘇聯絕交」,『中央日報』, 1949年 10月 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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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원국은 ① 중국의 정치 독립을 존중하고 각 회원국과 중국

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엔의 원칙을 지킨다. ② 중국 인민이 현재

나 미래에 모두 자유로이 정치기구를 선택하고 독립정부를 유지

하는데 있어서 외부세력의 통제를 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한다. ③

중국에 관련된 현재의 조약을 존중하여; (갑) 중국 영토 내에 세

력 범위를 건립하거나 혹은 외국이 조종하여 정권을 건립하지 않

고 (을) 중국 영토 내에 각종 특권을 추구하지 않는다.27)

오스틴은 이 제안을 장팅푸에게 보이며 이것으로 소련제소안

을 대신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장팅푸는 소련의 책임을 전혀 언

급하지 않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11월 25일 장팅푸는 제1위원회에서 “소련이 중국의 정치적 독

립과 영토 완정을 해쳤고 중화민국 정부가 중국 동북지역의 주

권을 회복하는데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국공산당과 결

탁하여 그들에게 군사 경제적인 원조를 제공하여 중화민국이 영

토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조속히 소련제소안을 심의해 줄 것 요청하였다.28) 이것으로 중

국은 미국의 소련제소안 수정에 대한 요구를 거절한 것이었다.

그만큼 소련을 제소하고 국제 사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신

중국)에 대한 승인을 저지하고자 하는 중화민국 정부의 뜻이 확

27) 「聯合國大會第四屆常會通過之拉丁美洲三國暨五國提案全文―民國三十

八年十二月八日聯合國大會通過」,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

日抗戰時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892쪽; “The United State

Representative at the United Nations(Austin) to the Secretary of

State” (November 23, 1949), FRUS, 1949 Vol II, The United

Nations; The Western Hemisphere, p.216.

28) Summary Record of 338th meeting: 1st Committee, held on Friday,

25 November 1949, New York, General Assembly, 4th Session,

pp.339-347,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638718?ln=en

「蘇聯威脅中國政治獨立與領土完整(民國三十八年十一月二十五日蔣廷黻首

席代表在聯合國第四屆大會第一委員會發表之聲明)」, 秦孝儀,『中華民國

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848-8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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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가능한

한 대립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미국 대표 오스틴의

주도하에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필리핀, 파키스탄이 서명한 제

안이 11월 28일에 제1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 안건의 정식 명칭

은 “Promotion of the Stabi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Far East”(關於促進遠東國際關係安定之決議案草案)”, 일명 ‘5개국

연합 결의안’이라고 칭하기도 한다.29) 미국의 관심이 유럽에 집

중되어 있던 당시 상황에서 미국은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를 바

랐다. 그래서 소련의 중소조약 위배에 대한 어떠한 책임추궁도

언급되지 않은 ‘5개국 연합 결의안’으로 소련제소안을 대신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던 것이다. 이 일로 제1위원회에서는 소련제소안

을 상정한 중화민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갈등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순회대사 제섭(Phillip C. Jessup)은 소련의 조약 위배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라고 제안하였다.30) 중국대표

장팅푸는 1949년 하반기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중화민

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련제소안을 제출하는 것뿐

이라고 재차 강조하였다.31)

이러한 상황 하에서 12월 5일 쿠바, 에콰도르, 페루 세 나라가

29) Summary record of the 339th meeting : 1st Committee, held on

Monday, 28 November 1949, New York, General Assembly, 4th

session, pp.349-352,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638798?lin-=en

30) “The United State Representative at the United Nations(Austin) to

the Secretary of State” (November 29, 1949), FRUS, 1949, Vol.II

The United Nations; The Western Hemisphere, p.222.

31) “The United State Representative at the United Nations(Austin) to

the Secretary of State” (December 4, 1949), FRUS, Vol.II The

United Nations; The Western Hemisphere,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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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안을 제출하였다. 일명 ‘라틴아메리카 3개국 결의안’이

라고 불리는 이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련은 1945년 8월 14일 중소우호동맹조약과 연합국헌장을

위반하여 중국의 정치독립과 영토완전,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

하였다. 총회는 의사일정 68항에 고려해서 보면 소련이 1945년

8월 14일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위반하여 중국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완전,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였다는 것은 헌장의

기본원칙과 유엔의 위신과 관련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

로 반드시 계속적으로 심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32)

라틴 아메리카 3개국의 제의가 실질적으로 제4차 유엔총회에

서 소련제소안을 의결하자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지속적인

검토를 제안한 것이므로 장팅푸는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다.33)

12월 8일 제1위원회는 미국이 주도하고 호주,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이 서명한 ‘5개국 연합 결의안’과 쿠바, 에콰도르, 페루가

제안한 ‘라틴아메리카 3개국 결의안’을 모두 통과시켰다.34) ‘라

틴아메리카 3개국 결의안’은 중화민국정부에게는 매우 격려가

되었다.

32) Summary record of the 342nd meeting :1st Committee, held on

Monday, 5 December 1949, New York, General Assembly, 4th

session, p.360,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638777?ln=en;「聯

合國大會第四會常會通過之拉丁美洲三國曁五國提案全文―民國三十八年

十二月八日聯合國大會通過」,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

戰時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892쪽.

33) “The United State Representative at the United Nations(Austin) to

the Secretary of State” (December 5, 194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49, Vol. II The United

Nations; The Western Hemisphere, p.228.

34) General Assembly, 4th session : 273rd plenary meeting, held at

Flushing Meadow, New York, on Thursday, 8 December 1949(中

文), pp.505-506.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727047?l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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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위원회에서는 결국 이 두 결의안을 모두 통과시키고 소련

제소안에 대해서는 과도위원회(소형유엔총회)에서 상세한 연구

를 진행한 다음에 차기 총회에 보고서와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35)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3개국이 결의안을 제출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안건이라고 이미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36)

그래서 12월 8일의 표결에서도 미국은 반대표를 던지며 중국의

소련제소안에 대해서 지지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

다. 미국과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소련제소안을 다음 번 회의

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만으로도 중화민국 대

표단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1950년 1월부터 영국을 비롯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노르

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신중국을

승인했다.37) 장제스는 영국의 베이징정권 승인에 대해 “우리에

대한 최후의 일격으로 그들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는 소련의

중국침략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했다.38)

그러나 중화민국 정부의 어려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

들 국가들이 신중국의 유엔대표권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1950년 1월 7일부터 개최된 과도위원회에서 인도대표는 신중국

대표를 참가시키자고 제안하였고, 캐나다대표는 유엔총회가 특별

위원회를 조직하여 중국의 대표권문제를 연구해야 한다고 제의

35)「聯合國大會第四會常會通過之拉丁美洲三國曁五國提案全文」,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893쪽.

36) “The United State Representative at the United Nations(Austin) to

the Secretary of State”(December 5, 194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49, Vol. II The United Nations;

The Western Hemisphere, p.230.

37)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硏究所 譯, 『顧維鈞回憶錄』 第七冊, 469쪽.

38) 呂芳上, 『蔣中正先生年譜長編』 第九冊, 4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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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39), 회의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중화민국 정부에게 불리

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중화민국 정부는 비록 그 해 가을에 개최될 제5차 총회에 소

련제소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했지만, 이는 단

지 ‘중화민국 정부의 체면을 살려주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

고,40)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민국 정부는 소련제소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

를 다시 갖게 되었다. 1950년 2월 소련과 중공이 「중소우호동맹

호조조약(中蘇友好同盟互助條約)」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중화

민국 정부는 이를 소련이 1945년 8월 14일의 「중소우호동맹조

약」을 위배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로 생각하였다.

미국은 원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이익은 미국의 이익과

절대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41), 세계 각국이 점차 신

중국을 승인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1949년 말부터 미국도 중국의

상황 추이를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대륙에서의 통상이

익 때문이라도 중국 대륙의 상황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42)

당시 적지 않은 보도가 영국과 미국의 대중국정책이 일치한다

고 관측하고 있었다. 이러한 여론의 변화에 근거하여 장제스는

“미 국무부는 소련과의 타협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애치슨

39)「第五屆大會討好‘中共’」,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

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833쪽.

40)「第五屆大會討好‘中共’」,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

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834쪽.

41) “Memorandum by Mr. Max W. Bishop, of the Office the Deputy

Under Secretary to the Deputy Secretary of State(Rusk)” (August

24, 1949), FRUS, 1949, Vol. VII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in

two parts), p.1119.

42) “Outline of The Far Eastern and Asian Policy for Review with the

President” (November 14, 1949), FRUS, 1949, Vol. VII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in two parts), 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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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n G. Acheson)은 소련과 내통하며 중화민국을 배반하려고

한다”고 비난하였다.43) 미국이 신중국을 승인할 것이라는 예측과

기대는 단지 미국 정부 내의 분위기만을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1950년 2월 미국의 TV토론 프로그램에서조차 미국이 베이징 정

권을 승인할 것인지 논의되었는데 신중국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

견이 상당한 지지를 얻기도 하였다.44)

1949년 말 중국공산당이 신중국 성립을 선언했을 당시에도 미

국은 계속적으로 중화민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

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45) 그래서 장제스는 설마 미국이 중화

민국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다. 1950

년 초에도 장제스는 미국 관방 측 인사뿐 아니라 미국 기자와

만나게 되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과 미국이 반공의 의지

를 다지고 동북아와 동남아에서의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

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46)

그러나 점차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출현

하자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는 우방으로 믿고 있던 미국에게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중화민국 정부는 매우 실

망하였다. 이 또한 실제로 동아시아에서는 이념적 차원에서 협력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중화민국과 실질적 이익을 우선시

하는 미국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장제스의 염려대로 미국이 실제로 베이징 정권을 승인하고 또

소련에 대해 타협 정책을 취하려고 한다면 중화민국의 소련제소

안은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갖기 어려운 것이 된다. 1950년 2월

7일 유엔주재 중국대표 장팅푸는 과도위원회에 결의안을 한 부

제출하였다. 결의안에서 그는 각국이 베이징 정권을 승인해서는

43) 呂芳上,『蔣中正先生年譜長編』 第九冊, 432쪽.

44)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硏究所 譯,『顧維鈞回憶錄』第七冊, 683쪽.

45) 秦孝儀 主編,『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七(下), 383쪽.

46) 秦孝儀 主編,『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八,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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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며 또한 어떠한 형태의 군사, 경제상의 지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였다.47)그러나 미 국무부는 장팅푸가 베이징 정권

에 대해서 도의상, 물질상의 원조도 모두 중지해야 한다고 하는

촉구에 대해서도 냉담한 반응을 보여 중화민국대표단을 당황스

럽게 하였다.48)

게다가 유엔 사무국은 사무총장 리(Trygve H. Lie)의 지시로

법률적 관점에서 유엔 내의 중국대표권에 관한 비망록을 준비하

고 있었다. 리는 신중국을 승인하는 회원국이 늘어가고 있어서

장차 유엔 내의 중국대표권은 자동적으로 베이징의 신중국 정부

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보았다.49) 장제스는 유엔 내의 이러한 분

위기에 실망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중화민국 정부가

스스로 유엔을 탈퇴하는 문제까지 언급한 적이 있다.50)

이는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위로 분명히 영국이 가운데서 주

도하는 것이고, 미국은 겉으로는 반대하나 내심 그 동조자임

에 틀림없다. 나는 스스로 탈퇴를 결정하여 국격을 보존하고

자 한다.

장제스의 이러한 고려에 대해 중화민국 외교전문가들은 적절

하지 않은 대처라고 반대하여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6·25전쟁의 발발과 상황 변화에 대한 희망

얼마 후 6·25전쟁이 발발하였고, 미국의 요구로 한국문제가 안

전보장이사회의 의제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팅푸가

47)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硏究所 譯,『顧維鈞回憶錄』第七冊, 682쪽.

48)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硏究所 譯,『顧維鈞回憶錄』第七冊, 684쪽.

49)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硏究所 譯,『顧維鈞回憶錄』第七冊, 683-684쪽.

50) 呂芳上,『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九冊, 461-4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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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위원회에 제출한 소련에 관한 결의안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

다. 임시위원회는 “안건(소련제소안)이 언급하는 범위가 너무 광

범위하여 위원회에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현재 정치국면에 대

해서 어떠한 효과도 거둘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연구를 진

척시키지 않았다. 또한 총회에서도 소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버렸

다.51) 6·25전쟁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소련제소안에

대해서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던 중화민국 대표단은 다시

한 번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사실 장제스는 6·25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국제사회

에서 중화민국의 입지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중화민국 정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여 육

군은 3개 사단, 공군은 비행기 20대를 원조하겠다고 발표하였

다.52) 장제스는 또한 미국이 지원하는 비행기에 대해 한국의 조

종사부족을 고려하여 한국이 요청해 오면 자국의 전투조종사를

즉시 파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었다.53) 여기에 더하여 장제

스는 6월 30일 참모총장 저우즈러우(周至柔), 국방부장 궈치챠오

(郭寄嶠)를 불러 한국지원 부대의 편성에 관해 논의하고 우선 1

개 군단 약 3만 3,000명의 병력을 편성하여 20대의 C-46수송기

로 수송하도록 결정하였다.54)

장제스가 한국전쟁에 파병을 고려했던 점은 단지 대한민국이

중화민국의 맹방이라는 차원에서뿐 아니라 중화민국이 처한 국

제적 상황도 고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장제스의 파병계획은 미국

51) 呂芳上,『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九冊, 461-462쪽.

52) 邵毓麟,『使韓回憶錄』, 臺北: 傳奇文學, 1980, 143쪽.

53)「邵毓麟電蔣中正美戰機來韓但不願美籍人員參戰望我方派駕駛員來韓助戰等語,

蔣中正電邵毓麟北韓入侵戰事情形如何可考慮我方空軍人員赴韓助戰等語」,『蔣

中正總統文物:特敎檔案―對韓國外交(二)』, 典藏號: 002-080106-00069-002.

54) 秦孝儀,『總統蔣公大使長編初稿』卷九, 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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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저지되었다.55) 게다가 영국과 미국은 중국공산당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가능한 한 소련과 연합

하여 한국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56)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 영국과 미국은 이미 전쟁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라

도 소련과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장제스가

기대하는 반공전선이 형성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게다가 영국은 “유엔이 타이완의 신탁통치를 선포함으로써 중

국공산당이 소련의 책동 하에 타이완으로 진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미국을 설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중화민국에

대한 원조정책도 반대하였다.57) 이러한 영국의 제의는 맥아더의

반대에 부딪쳤고 영국은 미국에 맥아더의 면직을 요구하는 상황

까지 야기하였다.58)

제국주의 시대에 아시아에서 많은 이권을 보유하였고 여전히

홍콩을 중심으로 중국에 이권을 가지고 있던 영국은 아시아에서

충돌보다는 안정을 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베이징 정권을

승인했을 뿐 아니라 신중국에게 연합국의 대표권을 주어야 한다

는 의견을 지지하였고, 심지어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소련과 협력

을 통하여 확전을 막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영국과는 다른 강도로 중화민국을 대하고

있었고, 1949년 중미관계백서를 발표하였을 때보다도 한층 순화

된 입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50년 9월 8일 미국은 중화민

국에 ‘유엔회의에서 전력으로 중화민국정부 대표를 지원하겠다’

고 구두로 통보하였고,59) 개막된 유엔총회에서도 중화민국에 우

55) 呂芳上,『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九冊, 518쪽.

56)『蔣介石日記』1950年 7月 1日(일기 중의 신문 스크랩자료)

57) 呂芳上,『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九冊, 536쪽.

58)『蔣介石日記』 1950年 8月 13日.

59) 呂芳上,『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九冊, 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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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인 태도를 보였다.60) 11월 1일에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군대

가 북한지역에 출병하였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그

후 유엔총회에 제출되었던 타이완의 법률적 지위 문제에 대한

토론을 연기하면서 우선 중국의 소련제소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제의하였다.61)

1950년 9월에 파리에서 개막된 제5차 유엔총회에서 소련제소

안은 11월 21일부터 3일간 논의되었다. 이때 중화민국대표 장팅

푸는 한국전쟁은 소련이 중국을 침략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강

조하면서 중화민국의 소련제소안 내용이 6·25전쟁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62)

중국인민지원군이 한반도로 출병한 이후 영국수상 애틀리

(Clement B. Attlee)는 신중국과 타협하는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였다.63) 영국은 미국에게 중화민국의 유엔대표권

을 희생해서라도 신중국 정부와 타협하자고 제의하였다.64) 그러

나 회담 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신중국이 6·25전쟁에 간여

한 것은 공개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침략을 선포한 것이라고 생

각하였다. 미국의 군사와 외교 전문가들은 모두 현재의 타이완이

중국공산당의 손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은 타이완의 중화민국 정부가 중국의 합법적인 정부라고 생

각한다고 발표하였다.65)

미국은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중국 국민당 정권과 공산당

정권 사이에서 그들의 입장을 명확히 표하였고, 동북아시아에서

는 비로소 이념을 통한 대립의 형태가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60) 呂芳上,『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九冊, 556쪽.

61) 呂芳上,『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九冊, 581쪽.

62)「外交部呈蔣中正出席聯大代表團最近辦理控蘇案情形及中國代表團所提關於

控蘇案決議草案」,『蔣中正總統文物―特交檔案』, 典藏號：002-080106-00018-006

63)『蔣介石日記』1950年 12月 2日.

64)『蔣介石日記』1950年 12月 5日.

65)『蔣介石日記』1950年 12月 14日(일기 중의 신문 스크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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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51년 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중국공산군이 한국에 침

략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미국 상원에서는 신중국을 침략

자로 규정하면서 유엔 참가를 불허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66)

장제스는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상황이 중화민국의 활동

과 지위변화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67) 제5차

유엔총회가 진행되고 있던 중인 1950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

지, 중화민국의 유엔대표 장팅푸는 소련제소안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얻었지만 이것이 소련제소안이 통과되는 실질적인 결실

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화민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상

당히 호전되었음을 확인한 중화민국 대표단은 소련제소안이 제

6차 유엔총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68)

제2절 소련 제소안 내용

소련의 제국주의적인 침탈

장팅푸가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발표한 소련제

소 관련 성명의 내용은 모두 9개 부문이다. 「중·소 양국이 1945

년 8월 14일 체결한 조약과 협정」,「1945년 2월 11일의 얄타협

정」,「중국 동북지역에서의 소련군」,「중국 정부가 동북지역의

주권을 회복하고 행사하는데 있어서 소련이 가한 방해」,「소련

66) 呂芳上,『蔣中正先生年譜長編』 第九冊, 619쪽, 622쪽.

67) 呂芳上,『蔣中正先生年譜長編』 第九冊, 620쪽.

68) 秦孝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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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와 중공 군대의 중국 동북지역에서 결탁」,「소련 군대가 동

북지역 일본군에게서 접수한 무기를 중공군에 양도」, 「중국 북

부에 대한 소련의 점진적 병탄」,「중국 대륙의 소비에트화」,

「중국 남부와 서부 변경에서 소련의 확장」이 그것이다. 이들

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소련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중공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보통 제국주의적 침략이라 함은 경제적 침탈과 영토의 점령을

들 수 있다. 장팅푸가 1949년 처음으로 소련을 제소하면서 제출

한 내용에도 이 두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중 경제

침탈의 주요부분은 중국 동북지역의 소련 점령지에서 이루어졌

고 중국 정부와 직접적인 마찰이 있었던 것을 본서 제2부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가능한 한 중복은 피하도록 하

겠다. 반면, 소련의 제국주의적 침탈로 지적한 사례에는 외몽고,

탕누우량하이(唐努烏梁海, Tannu Uriankhai), 신장(新疆)에 관한

것으로 본 절에서 제소 내용을 소개하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경제적 침탈

소련은 1945년 8월 9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소련 군대

는 중국 동북지역으로 출병하였다. 그러나 출병에서 철수까지는

대략 9개월의 시간 동안 중·소 양국은 줄곧 서로 화합하지 못하

였다. 장팅푸는 소련이 약속한 기한을 어겨가며 중국 동북지역에

서 철군을 미루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동북지역의 경제적인 야

심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팅푸는 1949년

11월 25일 제4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동북지역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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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침탈」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하였다.69) 그는 소련의 동북지역

으로의 진격이 처음부터 동북지역의 자원과 공업설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장팅푸는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였다. 하나는 소련군이

동북에 진입하자마자 곧 각종 공업설비를 반출하였는데, 소련은

이 부분을 일찍부터 계획해 왔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소련이 철

병기한을 구실로 삼아 동북의 기업을 설립하고 공동경영을 하자

고 중국 정부를 압박하였다는 것이다.70) 그래서 장팅푸는 이러한

소련의 행태를 제국주의적 약탈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1952년 1월 26일의 성명에서는 소련군의 이러

한 행위가 「중소우호동맹조약」의 제6조 ‘조약국은 양국의 편리

와 부흥을 가속하고 세계 번영에 공헌하기 위하여 전후 서로에

게 가능한 모든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소련이 행한 모든 것은

사실상 경제원조가 아니며 약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71) 그렇

기 때문에 국민정부는 소련이 중국 동북에서 행한 행위를 제국

주의적 약탈이라고 칭하였다.

실제로 소련이 전후 중국 동북지역으로 출병한 후 일본이 동

북지역에 세웠던 경제적 자산에 대해 전리품이라는 이름으로 취

해 간 양은 방대한 것으로 전후 소련의 재건에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타이완과 일본학자들 사이에는 공공연히 받

69) Summary record of the 338th meeting: 1st Committee, Held on

Friday, 25 November 1949, New York, General Assembly, 4th

session, pp.340-347.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638718?ln=en

70) 소련군의 만주지역 적산반출로 인한 이득과 갈등, 철군지연을 통한 경

제 합작의 논쟁은 제5장과 제6장을 참고하기 바람.

71) 「蔣首席代表廷黻於1952年1月26日在聯合國大會第六屆會政治委員會發表

之聲明」,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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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여지고 있었다. 다만 중국에서는 실제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에 관

한 연구결과가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다.72)

이들 연구는 소련이 전리품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중국 동북지역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해 갔는지 지적하고 그 원인

으로 국민당 내부의 갈등 상황을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대체로는 순전히 외교적 수단에 의존한 국민정부의 외교적 실패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국민정부의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피차 동맹의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미·소 삼국에게 있

어서 전리품의 논의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었다. 이들 삼국은 일

찍이 모스크바에서 중소교섭과 이후 중소 경제담판을 진행할 때

전리품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관련 내용은 본서 제

4장에서 이미 다루었다. 각기 다른 이들의 입장은 각자의 전후

구상과 동북아에서 원하는 바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유엔에서 소련제소안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결되지 못했다.

다시 1945년 여름 전리품 혹은 전후 배상의 문제가 논의되던

시기로 돌아가 보자. 당시 모스크바에서 중소담판을 진행할 때

전리품 문제를 논의하기 원했던 국가는 중국뿐이었고, 미국과 소

72) 전후 소련이 중국 동북지역에서 취해간 경제적 이득에 관해 중국 연구

자로는 薛銜天, 沈志華, 汪朝光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연

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沈志華,「對中蘇同盟經濟背景的歷史考察―中蘇

經濟關係(1948∼1949)硏究之一」,『黨的文獻』2001年 第2期; 汪朝光, 「戰

後中蘇東北經濟合作交涉硏究」, 『近代史硏究』2002年 第6期; 蔣淸宏,「蘇

軍拆遷東北工礦業與戰後賠償硏究」,『抗日戰爭硏究』2004年 第2期; 薛銜

天,「蘇聯拆運我國東北機器史實」,『炎黃春秋』2005年 第3期; 張風鳴,

「解放戰爭時機東北解放區與蘇聯貿易槪述」,『東北歷史與文化』2007年

第4期; 盛雷,「論抗戰勝利後南京國民政府對東北地區的經濟接受」, 『賀州

學院學報』 2008年 第2期; 饒品良,「抗戰勝利後中蘇東北經濟合作問題的

交涉」, 『黨史硏究與敎學』 2012年 第6期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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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은 각각 다른 의도에서 추후 논의를 바랐다. 사실 미국은 중국

동북 지역과 기타 중국의 일본점령지에서 이룩한 경제적 자산의

처리문제가 전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

서 미국의 주소대사 해리먼이 중·소 양국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

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지 소련이 동북지역을 선점함으로써 미국의

문호개방정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의 입장 표명이

아니었던 것이다. 미국도 일본이 남긴 적산의 처리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 영토 내에 있는 적산을 무조건 중국

에 귀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승국들 간의 논의와 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로 추후 논의를 원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미국

도 소련처럼 어느 정도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 양국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결과적으로 볼 때, 미국과 소련은 사전 논의를 원하지 않았고

중국만이 사전 논의를 원했던 셈이었다. 중국과 미국은 적산의

귀속을 분명히 하자는 주장을 한 것이고, 소련은 다른 전승국보

다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 논의를 미루자고 하였던 것이었다. 그

러나 결국 적산처리에 있어서 최대의 수혜자는 소련이 되었다.

1952년 1월 26일 제6회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소련제소 성명에

서 중국대표 장팅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본은 이때 중국 동북지역에서 거의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사실상 거의 전투는 없었다. 소련군이 한 일이라고는

통제 지역을 확대하고 그 지역에 있는 공업기기와 설비를 운

반해 간 것뿐이었는데 그 총 가치는 20억 달러가 넘는

다.······(중소우호동맹)조약 제6조에 근거하면, ‘조약 체결국은

양국의 부흥을 빠르게 이루고 세계 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후 상호 모든 가능한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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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소련이 행한 모든 행위와 그들이 말한 것은 서로

거리가 멀다. 중국이 조약상의 동반자인 소련에게서 얻은 것

은 사실상 경제적 원조가 아니라 약탈이었다.73)

그는 조약에서 ‘상호 경제적 원조에 동의한다’는 말로 모호하

게 남겨 둔 것이 결국 소련이 자유로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한 빌미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는 제국주의 침략과 다르

지 않다고 소련을 제소한 것이다.

② 영토 침탈

1945년 모스크바에서 행한 중소담판에서 양국이 격렬하게 대

립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외몽고의 독립이었다. 양국이 어렵게

체결한 「중소우호동맹조약」에는 외몽고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소련이 출병하여 일본을 격파한 후, 몽골은 전

체 인민의 독립 여부를 결정한다. 중국은 독립 후의 몽고인민공

화국을 승인하며, 그에 따른 조건으로 소련은 중국 만주에서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승인하고 신장에 대해 간섭하지 않으며 중공

을 원조하지 않는다.

「중소우호동맹조약」이 체결된 후 그해 10월 20일 외몽고는

소련군의 “보호 감독”하에 전 인민 투표를 실시하여 거의 100%

에 가까운 찬성표를 얻었고, 그 결과 외몽고는 공식적으로 중국

에서 독립할 수 있었다. 1946년 1월 5일 중국 국민정부는 몽고의

독립을 승인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중소우호동맹조약」이 체결될 당시의 ‘외몽고’는 지리적으로

몽고고원 북부를 지칭하는 지역으로, 오늘날의 몽고인민공화국

73) 「蔣首席代表廷黻於1952年1月26日在聯合國大會第六屆會政治委員會發表

之聲明」,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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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와 소련에 편입된 탕누우량하이, 바이칼호와 아르군강 부근,

카자흐스탄 동북부의 허브드(科布多, Khovd)을 모두 아우르고

있었다.

소련의 중국 북부 지역에 대한 관심은 일찍이 1920년대 초반

부터 두드러졌었는데 그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더

욱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두고 중국은 소련이

중국의 영토를 병탄했다고 유엔에 제소하였다.74) 중국은 소련의

중국 북부 영토에 대한 병탄으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몽고에 대한 것이다.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성립했

을 때 중국 정부는 외몽고를 돌아볼 여력이 없었다. 그러는 사이

에 외몽고 지역은 자치의 주장과 철회를 반복하다가 독립을 선

포하였다. 중국과 소련도 일찍이 1920년대부터 외몽고를 둘러싸

고 갈등을 빚어왔다.

1917년 신생 소련 정부는 과거 제정러시아가 중국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폐지하고 외몽고도 중국에 반환하겠다고 선포하

였다. 1919년 외몽고의 지도층은 독립을 철폐하고 중국으로의 귀

속을 선언했다. 그러나 1921년 3월 19일 몽고인민당은 ‘몽고임시

정부’를 조직하여 다시 독립을 선포하였고 소련군이 출병하여 몽

고인민당을 지지하면서 몽고에는 인민혁명정부가 정식으로 성립

되었다. 중국의 북양(北洋)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성명

을 발표하기는 했으나 내부적 혼란으로 인해 외몽고의 상황에

깊이 개입할 수 없었다.

1924년 쑨원(孫文)과 소련의 합작이 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중러해결현안대강협정(中俄解決懸案大綱協定)」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는 외몽고를 중화민국의 일부로 외몽고에 대한 주권은

74) 「蔣首席代表廷黻於1952年1月26日在聯合國大會第六屆會政治委員會發表

之聲明」,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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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갖되 외몽고는 현 상황처럼 자치를 하도록 인정한다는

것과 외몽고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은 모두 철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75) 그 후 외몽고는 인민당이 주도하여 ‘몽고인민공화

국’을 세워 몽고인 스스로의 자치체제를 운영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1925년 인민당은 인민혁명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코민

테른의 지도를 받았다.76) 반면, 중국 정부는 공산당 토벌계획인

초공(剿共)작전, 일본의 만주 침략인 만주사변 등 내외적 상황이

시급하여 외몽골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외몽고는 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때까지 1924년의 협정에 따라 중국에게

주권이 있었으나 소련의 영향 하에서 자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1945년 8월 14일 중·소 양국이 체결한 우호동맹조약의 양해각

서에서 국민정부는 일본이 패망한 후 외몽고는 공민투표를 통해

인민의 독립희망여부를 묻기로 하였다. 이때 만약 공민투표의 결

과가 독립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중국 정부는 외몽고의

독립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소련 정부도 성명을 통해 몽고인민공

화국의 정치독립과 영토완정을 존중하기로 하였다.77) 외몽고 공

민투표는 1945년 10월 20일에 거행되었다. 공민투표는 총 유권자

의 98.4%에 해당하는 487,285명이 참가하여 100% 독립에 찬성

하였다.

1946년 1월 5일 중국 국민정부는 정식으로 외몽고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외몽고는 몽골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로 중국과 정식

75) 李嘉谷,『合作與衝突:1931-1945年的中蘇關係』,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6, 2쪽.

76) 段宇宏,「蒙古獨立始末」,『黨政論壇』2011年 第2期, 61쪽.

77) 「外交部長王世杰與蘇聯外交人民委員部部長莫洛托夫在莫斯科簽訂中蘇友

好同盟條約全文/附: 照會(一)」(1945.8.14.)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

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二), 655-6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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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를 수립했을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주권국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소련제소안에서 중국 정부는 몽고의 실상은 소련의 영

향 하에 주권을 침해당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장팅푸는 이

문제를 유엔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제기를 하였다.

비록 우리는 소련이 외몽고에 대해 합병의 형식을 취하지 않

았지만, 현재 외몽고는 사실상 소련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것

을 알고 있다. 중국 정부가 들은 바에 따르면 현재 소련 정부

는 외몽고 정부의 각 부문에 고문과 관련 관원을 파견하였고

외몽고 군대의 각 단위에도 모두 소련 고문이 존재한다. 소련

군관은 심지어 실제로 외몽고의 군사 작전에도 참여하고 있으

며 소련 정부는 외몽고의 대외무역에 대해서도 소련 직원을

외몽고에 상주시켜 무역을 독점하고 있다. 소련 정부는 1945

년 중소조약의 양해각서에서 ‘장차 외몽고인민공화국이 정치

적 독립과 영토 완정을 존중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이

미 이 조약 내용을 깨뜨린 것이다.78)

장팅푸는 몽골인민공화국의 정부와 군대, 그리고 무역관련 분

야가 소련인으로 채워지고 있어서 외몽고가 사실상 소련의 영향

하에 놓인 것이며 그 자체가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위배한 것

이라고 제소하였다.

둘째, 탕누우량하이에 대한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탕누우량하이는 원래 외몽고의 일부분이었으나 외몽고가 독립되

기 전에 이미 소련에 흡수되었다. 본래 제정러시아는 1912년 이

전에 ‘탐험’과 ‘채광’을 명분으로 탕누우량하이에 대해 식민화와

경제적 침탈을 진행하면서 러시아인들을 대량 이주시켰다. 당시

78) 「蔣首席代表廷黻於1952年1月26日在聯合國大會第六屆會政治委員會發表

之聲明」,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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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신해혁명을 통해 전제왕조였던 청제국이 무너지고 중화

민국이 세워졌으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어 정부 차원에서 변경

의 사무를 세세히 돌아볼 여력이 없었다. 1914년 소련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러시아 이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탕누우

량하이 지역에 대해 간섭을 강화하였다. 중국 정부는 영토와 주

권의 수호를 위해 러시아와 4년간 투쟁을 벌였다.79)

제정러시아가 전복되고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중국은 파병하여 다시 탕누우량하이를 중국 영토로 다시 편입하

려고 하였다. 그러나 1921년 12월 소련은 탕누우량하이에 ‘투바

인민공화국’이라는 정권을 세웠고 중국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원래 중국은 탕누우량하이가 중국 영토라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소련의 관원과 군대의 진입은 금지하였다. 또 이미 거주하고 있

는 러시아 이주민에 대해서는 중국은 규정에 의한 납세와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근본적으로 탕

누우량하이가 중국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였다.

1925년 7월 소련은 투바인민공화국과 우호조약을 체결하고 정

식 외교 관계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소련은 과거 제정러시아

가 탕누우량하이에 대해 가졌던 보호권을 포기하고 투바와 대등

한 관계를 갖는다고 선포하였다.80) 그러나 그 후로도 소련은 투

바에 군사를 계속 주둔시키고 내정에 끊임없이 개입하였으며, 경

제적 이익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에 앞서 1924년 외몽고는 탕누우량하이를 그들에게 귀속시

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련은 명확히 거절하였다. 외

몽고의 귀속 주장이 거듭되자 소련은 외몽고와 몇 차례의 담판

79) 樊明方,「唐努烏梁海倂入蘇聯始末」,『中國邊疆史地硏究』1997年 第2期,

58쪽.

80) 樊明方,「唐努烏梁海倂入蘇聯始末」,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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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쳤다. 1926년 8월 결국 투바공화국과 외몽고는 우호조약을

맺어 쌍방의 독립을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소련

은 이 두 나라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이 둘

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중국이 중일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변방에 대해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는 동안 탕누우량하이는 ‘투바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

으로 자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후 1944년 8월 17일 탕누우량

하이는 스스로 소련에 편입되기로 결의함으로써 1944년 10월부

터 소련의 행정구역인 투바자치주로 편입되었다. 당시 소련은 이

사실을 대외적인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81)

1952년 발표한 소련제소안에서 장팅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

였다.

우선 1727년 청 정부와 제정러시아가 체결한「캬흐타조약」에

따라 탕누우량하이는 명백히 중국의 영토이다. 소련이 이곳을

병탄하여 자국의 자치주로 삼은 것은 1945년 체결한 중소우호

동맹조약에서 약속한 “몽골인민공화국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

완정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깨뜨린 것이다. 그리고 소련의 이

러한 행태는 제국주의적인 것이다.82)

여기에서 주목해 볼 사실은 외몽고의 독립안이 그 지역 주민

들에 의해 통과되어 몽골인민공화국이 승인되었다면 중국 정부

는 탕누우량하이도 몽골인민공화국의 일부로 승인해야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은 1944년 탕누우량하이가 스스로 소련에 편

입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1948

년에 가서야 소련이 투바가 소련연방의 자치주로 편입되었다고

81) 樊明方,「唐努烏梁海倂入蘇聯始末」, 63쪽.

82)「蔣首席代表廷黻於1952年1月26日在聯合國大會第六屆會政治委員會發表

之聲明」,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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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탕누우량하이가 소련에 편입된 것에 대해 실제적으로 항의를

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몽골인민공화국이며, 그들은

일찍이 1924년에 탕누우량하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나 몽골인민공화국은 중일전쟁기간을 거치면서 줄곧 소련의

영향 하에 있었고 1946년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탕누우량하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

에 “중국 정부가 제국주의적 영토 침해라는 주장을 하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셋째, 신장에 대한 것이다. 신장성은 중국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의 성들 중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 신장성의

동북쪽은 외몽고와 접하고 있고, 북쪽과 북서쪽은 소련에 접해

있고, 서남쪽은 인도와 남쪽은 티베트와 접해 있었다. 신장은 13

세기에는 칭기즈칸의 지배를 받았고, 후에 청조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중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 큰 사막과 산맥을 가지

고 있는 건조하고 거친 지형의 땅이지만, 석탄, 금, 주석, 유황,

납, 구리, 텅스텐 등 풍부한 광물자원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중

국뿐 아니라 소련도 매우 주목하던 지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을 전후로 하여 신장에서 발견된 석유와 우라늄은 신장으로 하여

금 경제적 중요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정부는 소련이 카자흐 족 영수인 오스만 바투르(Ospan

Batur)를 선동하여 중국 국민정부를 반대하는 분규를 일으켰다

고 주장하였다.83) 즉 중국 정부는 1943년 오스만 바투르가 소련

을 등에 업고 중국 정부에 반기를 들었는데, 소련이 카자흐족을

지원하여 카자흐 족의 반란을 진압하는 국민정부군을 폭격하도

83) 「蔣首席代表廷黻於1952年1月26日在聯合國大會第六屆會政治委員會發表

之聲明」, 1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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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도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1944년 신장성의 이닝(伊寧)사건 또

한 소련이 사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시 중국의 주장이었다.84)

원래 중일전쟁기간에는 신장의 성주석이었던 성스차이(盛世才)

는 장제스와 소련 사이를 오가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하였

다. 그러나 1942년 성스차이는 돌연 반소반공(反蘇反共)을 표방

하고 국민정부로 돌아서면서 중소관계도 악화된 적이 있었다. 그

후 소련은 카자흐 족의 영수 오스만 바투르를 통해 신강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했다.

1947년 6월 5일에는 소련 폭격기가 신장성 경계를 침범한 몽

골 군대를 엄호하여 신장성 띠화(迪化)의 동북으로 200킬로미터

에 위치하고 있는 베이타산(北塔山)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 부대

를 공격한 일이 발생하였다. 소련 정부는 이것이 베이타산을 몽

골인민공화국의 경내라고 오인한 몽골군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

라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문제 또한 소련이 중국의

내정에 개입한 하나의 사례로 보고 유엔에 소련을 제소하였다.

장팅푸는 이 또한 중소우호동맹조약 제5항에서 언급한 중국의

내정에 불간섭한다는 약속에 위배되는 것으로 신강을 자신들의

영향 하에 두려는 소련의 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비난하였다.85)

국민정부는 앞서 언급된 신장에서의 경제협력 제의를 포함한

신장에 대한 소련의 태도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소련이 신장

을 병탄할 기회를 엿보았던 것이며, 중공정권이 소련의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신장은 사실상 소련의 식민지나 다름없이 되었다

고 판단하였다.86) 그렇기 때문에 장팅푸는 연합국 각 회원국에

84) 秦孝儀,『總統 蔣公大事長編初稿』卷七(下), 465∼466쪽.

85)「蔣首席代表廷黻於1952年1月26日在聯合國大會第六屆會政治委員會發表

之聲明」, 21쪽

86)「蔣首席代表廷黻於1952年1月26日在聯合國大會第六屆會政治委員會發表

之聲明」, 2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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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소련이 중국 북부에서 야기한 문제들을 아시아 국제관계적

차원에서 살피고 소련의 제국주의적 세력 확장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소련과 중공의 연계

국민정부의 지적에 따르면, 소련의 세력 확장은 그 목적이 단

지 경제적 이익에 근거한 제국주의적 침탈에만 있지 않고 사회

주의 확산에도 있었다. 장팅푸는 소련이 중국의 소비에트화와 중

공과의 결탁을 위해 힘을 썼던 것이 전후처리 과정에서 명확히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스탈린은 이미 중공을 중국

소비에트화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소

련과 중공은 이미 중국 동북지역에서 결탁하기로 예정되어 있었

다고 장팅푸는 주장하였다.87)

장팅푸는 그 증거로 소련이 국민정부군의 동북진입을 막아서

동북 접수와 주권행사를 방해한 반면,88) 중공군에 대해서는 동

북진입을 암암리에 도왔을 뿐 아니라 그들이 동북지역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장팅푸는 1950년 11월

22일 제5차 유엔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소련이 다롄과 뤼순에

대한 협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중국정부군의 동북진입을 막

았다고 주장하였다. 중소담판에서 스탈린은 ‘중국에서 합법적인

정부로서 국민정부를 지지하고 중공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항

87)「蔣首席代表廷黻於1952年1月26日在聯合國大會第六屆會政治委員會發表

之聲明」, 24쪽.

88) 중국 정부가 예정대로 만주지역을 접수하기 어려웠던 과정에 대해서는

제6장 제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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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의하였으나,89) 소련이 이를 어기고 중공과 ‘결탁’했다는 것

이 국민정부가 소련을 제소한 근본적인 이유이다.90)

소련군의 중공에 대한 지원 내용은 본서 제6장에서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제5차와 제6차 유엔총회에 제출된 제소안과 중국대

표의 연설을 중심으로 중국의 주장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소련의 중국의 동북지역 주권 행사 방해 

중국이 지적하는 주권행사 방해에 대한 가장 주요한 내용은

‘다롄 상륙 문제’에 관한 것이다. 장팅푸는 1950년 11월 22일 제5

차 유엔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소련이 다롄과 뤼순에 대한 협

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중국정부군의 동북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하였다.

1945년 8월 14일 중소동맹을 체결하면서 소련 외교인민위원

몰로토프가 중국 외교부장 왕스제에게 보낸 양해 각서에 따르

면, ‘다롄과 뤼순항구에 관해서 협상과정 중 소련 정부는 동삼

성이 중국의 일부분이고 중국이 동삼성에서 갖는 주권을 충분

히 존중하며, 그 영토와 행정의 완전성을 인정한다’고 하였고,

다롄에 관한 협정에서는 ‘다롄은 하나의 자유항으로 각국의 무

역과 항운에 대해 일률적으로 개방한다’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그 협정 중에서는 “다롄의 행정권은 중국에 속한다”고 선포하

였다.······그 후 소련 정부는 대일 전쟁이 아직 존재한다는 이

상한 논리를 펴서 중국 정부의 다롄상륙을 반대하였다.91)

89) 「行政院長宋子文自莫斯科呈蔣主席報告與史達林會談關於解決外蒙·新疆·

東三省及中共等問題之談話情形電/附:史太林統帥與宋子文院長第四次談話

紀錄」(1945.7.9.), 秦孝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

編 戰時外交(二), 612쪽.

90) 「蔣首席代表廷黻於1952年1月26日在聯合國大會第六屆會政治委員會發表

之聲明」, 7쪽.

91) 「蔣廷黻代表在聯合國第五屆大會痛斥史太林侵略政策之演說」(1950.11.22.),

秦孝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9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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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롄 상륙뿐 아니라 이후 다른 방법을

통한 중국의 동북진입 구상은 모두 소련에 의해 거절되었는데

장팅푸가 유엔의 연설에서 유독 다롄을 사례로 들어 강조한 이

유는 무엇일까?

우선, 중국 정부는 「중소우호동맹조약」에 따라 소련이 중국

정부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

다도 다롄 상륙은 중국 정부가 동북지역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

는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다롄이 갖는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원래 미·소 양국이 소련의 대일전 참전대가를 논의하기 전 이

미 장제스는 카이로에서 루즈벨트와 다롄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장제스의 구상 속에 다롄은 원래 미국과의 공동사용

을 통해서 미국의 원조를 끌어내려고 구상했던 곳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련이 선점한 다롄 항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정

부마저도 사용할 수 없었다.

중국 군대의 다롄 항 입항을 둘러싼 논쟁은 앞에서 이미 기술

하였다. 소련이 다롄 항 입항을 거절한 이유 중 장팅푸는 전시 상

황이라는 점을 특히 주목하였다. 장팅푸의 연설을 다시 살펴보자.

중국 외교부장은 주중 소련대사에게 다음의 내용을 전하였다.

중소조약과 그 부속협정 중에는 중국 군대가 평시나 전시에 다

롄과 뤼순으로 상륙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 이 조약의 요지는

중소 양국 공동의 적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조약 체결 당사자 어

느 한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전쟁이라는 것이 더 이

상 존재하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 군대가 이들 항구에

들어온다고 해서 소련이 우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전쟁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92)

92) 「蔣廷黻代表在聯合國第五屆大會痛斥史太林侵略政策之演說」(1950.11.

22.),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

(一), 9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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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소련은 전시에 어떠한 군대도

다롄 항에 입항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 근거는 1945년

8월 14일에 체결한 부속협정 중 「다롄에 관한 협정」제4항에

있다.

다롄은 평시에는 1945년 8월 14일 뤼순협정이 정한 해군기지 장

정의 유효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지 대일작전 시 그 지역

이 설정한 군사 통제를 받는다.93)

그리고「뤼순커우(旅順口)에 관한 협정」에는 다음과 같이 기

록하고 있다.

제1조 중·소 양국의 안전을 강화하고, 일본의 재차 침략을 방지하

기 위해서 중화민국 정부는 두 체약국이 공동으로 뤼순을 해군기

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

제3조 체약국은 뤼순커우가 순수하게 해군기지이며 단지 중·소

양국의 군함과 상선만 사용하는데 동의한다.94)

이러한 협정 내용에 근거하여 소련은 뤼순기지의 소련 해군이

전시에는 다롄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국

은 뤼순기지는 중·소 양국이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므로 전

시든 평시든 관계없이 중국은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롄

에 대해서도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보았다.

또한 여기에서 언급되는 전시에 대한 중·소 양측의 해석이 다

르게 나타났다. 소련은 아직 각지에 항복을 하지 않은 일본군이

출몰한다는 것 외에, 일본과 강화조약이 체결되기 전이므로 전시

93) 「關於大連之協定」,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

三編 戰時外交(二), 662쪽.

94) 「關於大連之協定/附: 關於旅順口協定之附件」,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

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二), 663-6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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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라고 보았다. 반면, 장팅푸는 유엔에서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소 간의 각 조약과 협정이 정한 권리와 의무에 따르면, 어느

한 규정도 대일화약이 정식으로 체결되기를 기다려 행사되거나

이행될 필요는 없다. 소련은 원래 대일화약이 체결되기를 기다려

중국 동북철도의 공동 관리에 참여하지도, 뤼순해군기지를 사용하

기 시작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소련군도 대일화약이 체결되기를

기다린 후 중국동북에서 철수한 것도 아니다. 소련은 대일전쟁 상

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논조를 이용하여 중국이 다롄으로 군대

를 수송하는 것을 반대하며 억지를 부렸다.95)

즉, 장팅푸는 이미 소련 스스로가 대일화약 체결에 관계없이

행동하고 있었으므로, 전시의 기준이 대일화약 체결에 있다는 소

련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 양측의 논리가 어떠하

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중국이 동북지역을 접수받으려고 했던 첫

단계인 다롄 상륙이 소련에 의해 저지되었다. 그래서 중국은 소

련이 동북에서의 주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둘째, 중국 동북지역에서 소련군과 중공부대의 결탁

장팅푸는 소련군이 중공군의 동북선점을 도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소련이 1945년 8월 14일의 중소조약을 위배하고 중공과 ‘결

탁’한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소위 ‘결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

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방법은 중공이 지역을 선점

할 수 있게 도운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무기제공을 통하

여 중공군 전력을 증강시킨 것이다. 첫 번째, 지역 선점에 대해

95) 「蔣廷黻代表在聯合國第五屆大會痛斥史太林侵略政策之演說」(1950.11.

22.), 秦孝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

(一), 9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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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팅푸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중국이 동북지역에서 주권을 되찾고 행사하려면, 우선 동북 각

대도시 소재지의 철도와 그 부속지역을 관제해야 한다. 일본군이

투항한 후 그 지역은 사실상 소련군이 장악하고 있었다. 중국 정

부는 소련군이 북쪽으로 철수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지역을 접수

해야 했다. 중국 정부가 동북에 파견한 군정 대표는 이 일에 대해

서 1945년 8월 14일 체결한 중소조약과 협정들에 근거하여 소련

군이 적어도 중국 정부에 협조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결국에는

모두 크게 실망하였다.

소련 당국은 동북지역에서 중국 정부가 행정주권을 방해하는

상투적인 방법의 하나로 소련군이 철수하는 정확한 날짜를 중국

정부에 알려주지 않았다. 비록 일본은 이미 항복을 하여 군사기밀

을 보호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소련군은 철군 계획을 비밀에

부쳐 정식으로 철군하기 2일 내지 3일 전이 되어서야 비로소 통

지하여 중국정부군이 방어임무를 인계받을 수 없게 하였다. 그에

비해 중공은 언제나 일찌감치 소련군에게서 철군계획을 통지받아

서 소련군이 철수하자마자 즉시 그 지역을 먼저 점령하여 중국정

부군에 대항할 수 있는 우세를 점하였다.96)

제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철군계획이 제일 처음 중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1회 연기된 이후부터는 소련이 주동적으로 철군 연

기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가장 문제 삼은 것은 철군

의 지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군계획 통보시기가 너무 촉박해

서 중국정부군이 소련군이 철군한 지역을 안정적으로 인계받을

수 없었다는 데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소련군이 중공군에게는 먼저 철군계획을 유출하

여 중국정부군이 인계를 받기 위해 도착하였을 때 중공군의 공

96) 「蔣廷黻代表在聯合國第五屆大會痛斥史太林侵略政策之演說」(1950.11.

22.),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

(一), 911-9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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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직면해야 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선양과 그 북쪽 요지

인 스핑제(四平街)와 창춘 등 주요지역에서 모두 발생하였다. 그

결과 소련군이 마지막으로 중국 동북지역을 떠날 때, 하얼빈, 치

치하얼, 자무스 등 창춘 이북의 모든 주요 대도시는 이미 모두

중공이 점령한 상황이었다.

두 번째 중공군의 무장에 관한 것이다. 장팅푸는 일본군이 만

주지역에서 사용하던 무기도 모두 중공부대에게 넘어갔다고 주

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이 항복한지 얼마 되지 않아

중공 린뱌오(林彪)의 부대가 대거 동북지역으로 진입하였고 이

들은 소련군을 통해 과거 일본군이 사용하던 무기와 탄약을 지

급받아 모두 무장하였다.97) 장팅푸는 그 증거로 중공군 인사의

증언을 제시하였다.

1949년 8월 17일, 중공군 총사령관 주더(朱德)는 베이핑(北

平)의 ‘중소우호협회’의 성립대회에서 “중국 인민민주혁명의

승리는 소련의 우호적 지원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

다”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1949년 8월 17일 중공의 동북지역 지도자인 가오강

(高崗)은 선양 민중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 인민이 오

늘날 이와 같은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인

이 소련이 이끄는 국제혁명역량의 지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

문이다”고 하였다.98)

1949년 중국 정부가 처음 유엔에 소련을 제소하려고 계획할

때,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

97) 「蔣廷黻代表在聯合國第五屆大會痛斥史太林侵略政策之演說」(1950.11.

22.),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

(一), 912쪽.

98) 「蔣廷黻代表在聯合國第五屆大會痛斥史太林侵略政策之演說」(1950.11.

22.), 秦孝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

(一), 9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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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중국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하였

다.99) 그에 따라 중국 정부가 증거로 준비한 자료가 바로 위에

인용한 두 중공 고위층 지도자의 연설 내용이다. 연설은 소련의

우의와 지원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사실 증거라고 하기에는 구

체적인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자

신들이 동북지역을 순조롭게 접수하지 못하고 국공내전에서 밀

릴 수밖에 없었던 모든 원인이 소련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들은 소련이 처음부터 중공을 비밀리에 지원하며 중공이 동북지

역에 근거지를 세울 수 있게 도왔는데 이는 중소우호동맹조약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3절 ‘우호동맹’의 종결 

1951년 5월, 『뉴욕타임즈』의 「두 개의 중국」이라는 사설은

소련과 중국공산당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다음은 사설 내용의 일부이다.

미국은 소련에 각서를 전달하여 중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일은 장래의 상황에 대해 매우 중대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과거 일본의 통제 하에 있던 어떤 지역과 매우

관련 있는 것이다. 소련은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이 타

이완의 ‘중국’반환을 보장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미 국무부

는 “이는 부정확한 것으로 우리는 결코 타이완을 ‘중국’에 반환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우리가 보장한 것은 절대적으로 타이완

을 ‘중화민국’에 반환하겠다고 한 것이었다”고 회답하였다.100)

99) “The Secretaty of State to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at the

United Nations(Austin)” (August 24, 1949), FRUS 1949, Vol. II The

United Nations: The Hemisphere, p.147.

100)『蔣介石日記』 1951年 5月 24日(일기 중의 신문스크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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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과 신중국을 명확하게 구분하며 타이완의 중화민국에

게 지지를 보내는 미국의 태도는 제6차 유엔총회에 소련을 다시

제소하려는 중화민국정부에게는 상당한 위안과 기대가 되었다.

1951년 11월 제6차 유엔총회가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중화민국

이 제출한 소련제소안은 1952년 1월 26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서 제일 먼저 처리하게 되었다. 장팅푸는 이 회의에서 두 시간

가량의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 위원회는 1월 29일까지 이 문제

를 논의하였다. 회의 개막 전에 장팅푸는 여러 차례 미국 측 인

사들과 접촉하였다. 미국의 유엔대표는 중국 정부가 소련의 조약

위배에 관한 부분만을 요구한다면 미국은 즉각 소련제소안을 지

지하겠다고 말하였다.101)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 또한 장팅푸에게 중화민국 정부와 소련

제소안에 협조할 뜻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유엔에서 베이징 정권

을 불승인하는 것과 그들에 대한 모든 회원국의 원조와 지지를

금지하는 조항을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말하였

다.102) 장팅푸는 미국 측의 입장이 분명 이전과는 달라졌고 소련

제소안이 유엔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중국공산당에

대한 부분은 만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사실 미국은 신중국

의 출병으로 그들과 대립국면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정전논의가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제소안 문제에 중국공산당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점은 중국공산당에게 비

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반면 타이완의 중화민국에게 상당

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영국의 상황변화이다. 중화민국 정부는

영국에서 정권이 바뀌어 처칠이 이끄는 보수당이 집권함에 따라

101) 外交部,『外交部檔案叢書―界務類, 第二冊:中蘇關係卷』, 臺北: 外交部,

2001, 343쪽.

102)『蔣介石日記』1951年 11月 1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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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반응이 이전과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게 된 것이다.103) 장

팅푸는 이에 따라 소련제소안이 다수의 찬성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소련제소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장팅푸는 제소안이 확실하게

통과될 수 있기 위하여 제소안 내용에 대해 재차 깊이 고민하였

다. 그는 최종적으로 신중국 불승인과, 그들에게 어떠한 원조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후 단지 소련의 조약위반에 관한

부분만을 다음과 같이 수록하였다.104)

①소련은 이미 1945년의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위반하였다.

②소련의 이러한 위약행위는 실제로 침략행위나 다름없다.

③소련의 이러한 침략행위는 그들의 세계정복계획의 일부분이다.105)

다만 중국공산당과 소련의 활동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

하기 위하여, 장팅푸는 중국공산당이 동남아에서 공산주의 활동

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중공의 활동은 “어떠한

아시아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모스크바 회사를 충족시

키는 동아시아지역의 매판으로써의 활동일 뿐”이라고 하며 중국

공산당과 소련의 연관성을 주장하였다.106)

그러나 당시 회의장에서 토론을 진행할 때에 중화민국에 지지

를 표한한 나라는 미국과 쿠바, 페루뿐이었다. 처칠 정부가 다시

입각한 이후 중화민국에 대한 영국의 입장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홍콩과 중국 일부지역에 남아 있는 자국의 이익 때문에

103)『蔣介石日記』1952年 1月19日;「聯合國第六屆大會」, 秦孝儀,『中華民

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835쪽.

104) 外交部,『外交部檔案叢書―界務類』第二冊 中蘇關係卷, 344쪽.

105) 「聯合國第六屆大會」,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835쪽.

106) 「蔣首席代表廷黼於一九五二年一月二十六日在聯合國大會第六屆政治委

員會發表致聲明」, 3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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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베이징 정권을 자극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국은 다만

신중국에게 동남아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정도의 의

견을 표시했을 뿐이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점은 태국대표의 제의였다. 토

론 과정에서 태국 대표는 소련제소안에서 일부 표현을 수정하자

고 하였다. 태국 대표는 제소안에 기술된 ‘이미 위반했다(has

violated)’라는 표현을 ‘이행할 수 없었다(has failed to carry

out)’로 수정하자고 하였다. 중화민국 대표단은 논의를 거친 후

여러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 순조롭게 제소안을 통과할 수 있을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태국의 수정안을 받아들였다.107)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1월 29일 오후 이를 표결에 붙였다. 이

때 찬성은 24, 반대는 9, 기권이 25표였으며, 불참 2표로 통과되

어108) 총회에 상정되었다. 총회에서는 2월 1일 표결에 붙여졌다.

이 때 제출된 소련제소안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107) Summary record of the 506th meeting: 1st Committee, held on

Tuesday, 29 January 1952, Paris, General Assembly, 6th session,

p.282, http://digitallibrary.un.org/record/859572?ln=en; 「我國向聯合

國提出控蘇案始末」,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843쪽.

108) 찬성 24개국(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

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리스, 온두라스, 이라크, 파나마, 페

루, 필리핀, 태국, 터키, 미국, 베네수엘라, 아이티, 라이베리아, 파라과

이, 우루과이, 중화민국), 반대 9개국(미얀마, 벨로루시, 체코, 인도, 인

도네시아, 이스라엘, 폴란드, 우크라이나, 소련), 기권 25개국(아프가니

스탄,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이집트, 에

티오피아, 프랑스, 과테말라, 아일랜드, 이란, 레바논, 룩셈부르크, 멕시

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시리아, 영국, 예멘, 유고슬라비아) 불참 2개국(니카라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Summary record of the 506th meeting: 1st Committee,

held on Tuesday, 29 January 1952, Paris, General Assembly, 6th

session, p.283;「聯合國第六屆大會第一委員會對我國控蘇案表決結果」

(1952.1.29.), 秦孝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9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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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은 일본이 투항한 이후 중국 동북 각성에서 중국 국가권

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중국 국민정부의 노력을 방해하고 군사

적으로 경제적으로 중국공산당을 지지하여 국민정부를 배신하

였다. 이로 인해 1945년 8월 14일 중국과 소련이 체결한 우호

동맹조약은 이행될 수 없었다.109)

2월 1일에 유엔총회에서 표결에 붙여진 이 결의안은 찬성25,

반대 9, 기권24, 불참2로 통과되었다.110) 사실 이 결의안의 통과

로 국제법적으로 소련에게 책임을 묻거나 어떠한 제재 행동을

취할 수는 없었다. 단지 소련이 조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공포

하고 그로 인해 1953년 2월 25일 공식적으로 이 조약이 파기되

었음을 선포할 뿐이었다.

제8장과 제9장에서 또 다른 주제로 중화민국정부와 소련가 대

립하는 상황을 살펴보겠지만, 양국 정부가 자신들만의 문제로 직

접적으로 유엔에서 대립한 안건은 중화민국의 소련제소안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련제소안으로 인해 심화된 중·소 양국의 갈

등은 다른 안건에서 더욱 확대되어 대립하는 양상을 연출하였다.

소련제소안의 출발점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대가를 논의한 얄

타회담이었다. 이 회담에 근거하여 태평양전쟁이후 소원해졌던

중소 양국이 다시 우호동맹의 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 얄타밀약

―중소우호동맹조약―소련제소안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요한 키

워드가 ‘우호동맹’이었다면 이 ‘우호동맹’의 시작과 끝에는 미국

109) 「我國向聯合國提出控蘇案始末」, 秦孝儀,『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

抗戰時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844쪽.

110) 2월 1일 총회 표결에서는 1월 29일 제1위원회 표결 때 찬성을 한 국

가 중 엘살바도르가 불참하였고 대신 1월 29일 불참했던 니카라과와

기권했던 레바논이 찬성을 표하여 25개국의 찬성표를 얻었다.

General Assembly, 6th session:369th plenary meeting, Friday, 1,

February, 1952, Palais de Chaillot, Paris, p.423,

http://digitallibrary.un.org/735364?ln=en.



제 3 부

/ 284

의 전후질서에 대한 구상이었던 얄타체제의 성립과 붕괴가 관건

적인 역할을 하였다. 제6차 유엔총회에서 소련제소안이 통과된

것은 중·소 양국의 우호동맹의 종결뿐 아니라 미국의 얄타체제

가 아시아에서 종결되었음을 선언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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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유엔의 중국대표권을 둘러싼 대립

1945년 8년간의 항일 전쟁을 종식시킨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

당의 대립으로 다시 전쟁 상황에 휩싸였다. 국공 양당의 충돌은

미국과 소련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지원 속에 4년여의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베이징

에 신중국 건립을 선포하였고, 그해 말 장제스의 국민정부는 타

이완으로 패주하였다. 이로써 지구상에는 두 개의 중국이 출현하

였다.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이들 중 어느 쪽 정권이 중국을 대표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제1절 장제스 정부와 미국의 관계 변화

장제스 정부와 미국의 관계 냉각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중국 대륙에서는 국민당과 공

산당의 대립이 본격화되었으나 이를 두고 아시아의 냉전이 본격

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1947년 트루먼은 독트린

을 발표하여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경

제적 원조를 자유 진영의 여러 나라에 제공하겠다고 천명하였고,

이에 따라 세계는 냉전체제로 전환되고 있었다.111) 이러한 분위

기 속에서 중공군과 내전을 치르고 있던 장제스는 미국의 지원

111) 마상윤, 「글로벌냉전과 동북아시아」,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편,『글

로벌냉전과 지역적 특성』, 서울: 사회평론, 2015,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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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에게 이념적 결맹을 강조하고 있었다.

국공내전에서 국민정부군은 전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여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미국이 자신들의 투자에 실망할 만큼

장제스 군대의 성과는 갈수록 형편없어졌고 그에 따라 미국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 미 국무장관 마셜은 중국에 대한 더 이

상의 원조는 무의미하다며 원조를 주저하였다.

그렇다고 해도 중화민국의 갑작스럽고 전면적인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원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국민정부에 대한 무기와 탄약 공급, 육군군사고문단 파견

등을 중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948년 4월 미국 정부는 중

국원조법을 승인하여 총 5억 달러의 경제군사원조를 지원하기로

하였다.112) 그러나 상황은 이미 국민정부를 회생시키기에는 늦은

것으로 보였다.

직접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장제스 본인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948년 말부터 타이완으로의 퇴

각을 준비하였다. 장제스가 정말로 타이완을 근거지로 생각하고

준비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미국학자 테일러(Jay Taylor)는 다른

입장을 제시하였다.113) 타이완의 국사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도

테일러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난징을 보존하

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장제스에게 광둥(廣東)이나 타이완으로

퇴각할 것을 설득한 것은 부인 쑹메이링(宋美齡)이었다.114) 장제

112) 차상철,「냉전초기(1945-1949) 미국의 중국정책」,『미국사연구』4(1996.12),

252쪽.

113) Jay Taylor, The Generalissimo: Chiang Kai-Shek and the Struggle

for Modern China,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p.362.

114)「宋美齡致蔣經國文電」(1948.12.28),『蔣中正總統文物: 特交檔案』, 典

藏號: 002-080200-00627-006;「宋美齡致蔣經國文電」(1949.2.6),『蔣中

正總統文物: 特交檔案』, 典藏號: 002-080200-0062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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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오히려 쑹메이링에게 타이완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

하였다.115)

그러나 장제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의 조치가 실제로는 타이완으로의 퇴각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948년 12월부터 1949년 1월 사이에 장제스는

그의 심복인 천청(陳誠)에게 타이완성 주석, 타이완성 경비총사

령관, 타이완성 국민당 주임위원의 직위를 맡겨 타이완의 당, 정,

군의 대권을 맡겼다. 뿐만 아니라 그는 상당한 양의 대륙 자산을

타이완으로 옮기도록 지시하였다.116) 이것은 타이완으로 가지 않

을 것이라는 장제스의 말을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 타이완으로

퇴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화민국이 국공내전에서 거듭 패배하고 있는 가운데 1949년

이 되면서 국공 양당의 행보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1월 장

제스가 하야한 후, 4월에는 베이징에서 담판을 진행하였다. 그러

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마오쩌둥은 전국에 진격명령

을 내렸다.117) 그 후 국민정부는 난징(南京)에서, 광저우(廣州,

1949.4), 충칭(重慶, 1949.10), 청두(成都, 1949.11)로 정부소재지를

옮겼다가, 청두에서는 옮긴 후에는 겨우 10일 만에 타이베이(臺

115) 「蔣中正致宋美齡函」(1949.1.17),『蔣中正總統文物: 家書―致宋美齡』,

典藏號: 002-040100-00006-025.

116) 장제스는 비서인 저우훙타오(周宏濤)를 상하이로 보내 중앙은행에 보

관 중인 현금과 귀중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적의 손에 들어가는 일

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秦孝儀, 『總統蔣公大

事長編初稿』卷七(下), 臺北: 中正文化基金會, 1978, 250쪽), 저우훙타

오는 더 구체적으로, 장제스가 장징궈(蔣經國)를 통해 상하이 중앙은

행에서 황금260만 냥(兩)을 타이완으로 보내서 타이완 건설자금으로

사용하고 공산군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

고 있다(周宏濤口述, 汪士淳撰寫,『蔣公與我―見證中華民國關鍵變局』,

臺北: 天下文化, 2003, 93-94쪽).

117) 林桶法,『戰後中國的變局―以國民黨爲中心的探討』, 臺北: 商務印書館,

2003, 308-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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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949.12)로 옮겨가야 했다.118)

국내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국민정부 외교부는 ①유엔

에서 지위강화를 위해 미국, 프랑스, 이집트 및 중남미 국가의

외교적 변화와 동향에 특별히 주목할 것, ②미국의 원조와 지지

쟁취를 주요계획에 포함하였다.119) 여러 외교적인 구상을 하였지

만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정부의 외교활동의 핵심 대상

은 여전히 미국뿐이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엔에서 국민정부의 주요활동은 소련

을 유엔에 제소하는 것과, 중국공산당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변

화를 주시하여 국제사회가 중국공산정권을 승인하지 못하게 하

는 것이었다.120) 당시 국민정부가 유엔에서 이러한 활동을 전개

하는데 있어서는 모두 미국의 지지가 전제되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국민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관계는 오히려 갈수록 냉각되어갔다.

1949년 중화민국과 미국의 관계가 냉각 되어가는 것을 나타내

는 가장 표면적인 사례가 바로 8월 5일 미국이 발표한 �중미관

계백서(United States Relations with Chin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eriod 1944-1949)�였다. 1,000쪽이 넘는 분량

의 방대한 문서는 1944-1949년 사이 국공내전과 중국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미국의 견해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미

국은 중국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정부가 국공내전에서

실패한 원인으로 국민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지적하였다.

이 문서가 발표된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모든 군사 원조를 중

118) 劉維開,「從南京到臺北」,『晉陽學刊』2012年 第2期, 92쪽.

119) 周琇環,『戰後外交部工作報告(民國三十九年至四十二年)』, 臺北: 國史館 ,

2001, 2-4쪽.

120)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硏究所 譯,『顧維鈞回憶錄』第七分冊,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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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121) �중미관계백서�는 미국으로부터 더 적극

적인 원조와 지지를 기대하던 국민정부를 낙심하게 하였다. 그리고

국민정부군의 전투력과 사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122)

장제스는 당시 미국에서 원조요청 활동 중에 있던 부인 쑹메

이링과 주미대사 구웨이쥔에게 미 의회에서 중국 원조안이 통과

될 때까지 잠시 원조요청 활동을 멈추라고 하였다.123) 그렇다고

해서 장제스가 미국의 원조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미

국의 냉담함에 대해 구차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치 않았다.

6·25전쟁 발발 이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계산은 상당히 복잡

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 문제에 개입하여 희망

이 없어 보이는 장제스와 그의 정부를 지지하고 싶지 않았다. 트

루먼 정부가 유럽우선주의를 채택하면서 아시아의 중요성은 여

전히 후순위에 있었다. 미국은 유한한 자원을 더 이상 장제스에

게 쏟아 붓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할 수 없었다. 1949년 3월 1일 트루먼 대통령은 NSC 37/5

문서를 비준하여 군사적 수단을 배제하고 ‘경제와 외교의 조치’

만을 이용하여 타이완이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가는 막으라고 지

시하였다.124) 미국의 이익에 대한 여러 측면의 고려에서 국무부

와 국방부의 계산이 달랐다. 그로 인해 미국의 선택은 복잡해 보

121) 張淑雅,「一九五○年代美國對臺決策模式分析」,『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

所集刊』第40集(2003.6), 38-41쪽.

122) 張榮輝,「‘失去中國’簡介美國外交史家有關杜魯門政府對中國內戰政策之

論點」,『近代中國』138(2000.8), 143쪽.

123)「蔣中正電宋美齡美國政府旣發表對華白皮書援華案未通過前不宜再向美

國要求援華」,『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美政府發表中美關係白皮書

經過』, 典藏號: 002-020400-00047-025;「蔣中正電顧維鈞美國政府旣發

表對華白皮書不宜再向美國要求援華對援華案通過再提」,『蔣中正總統文

物:革命文獻―美政府發表中美關係白皮書經過』, 典藏號:002-020400-

00047-026.

124) 張淑雅, 『韓戰救臺灣: 解讀美國對臺政策』,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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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각계각

층의 생각은 일치했다.

이미 상황은 기울었고 더 이상 장제스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는 생각을 강하게 주장한 사람 중에 애치슨(Dean G. Acheson)

이 있었다. 그는 문제가 많은 중국은 미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도 두 개의 중국 정권 중에 미국에게 쓸모

가 있는 대상은 차라리 마오쩌둥의 중국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게다가 애치슨은 소련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서 아시아에서 ‘소

련 견제’라는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의 민족주의라고 보았으며 마오쩌둥은 적절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125)

1949년 여름을 지나면서 미 국무부 내에서는 타이완이 중공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

되고 있었다. 미군이 이 섬을 직접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

다. 반면, 장제스 정부가 작전에 대한 의지가 있고 또 효율적으

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운영할 수 있다면 미국이 개입할 필요

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126)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중미관계백

서� 발표는 중국에서 미국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장제

스와는 거리를 두는 소위 ‘발을 빼려는 정책(脫身政策)’의 한 표

현으로 인식되었다.

12월 29일 국무부와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의 회

의에서 애치슨은 타이완 문제를 더 이상 끌고 간다면 지불해야

하는 정치적 대가가 너무 크다고 말하였다. 그는 공산세력이 아

시아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중공과 소련 사

이에 숨겨진 충돌을 이용하고 동시에 중국 주변 국가들에 대한

125) John Lewis Gaddis, We Now Rethinking Cold War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62.

126) 張淑雅,『韓戰救臺灣: 解讀美國對臺政策』,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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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27) 1949년 한해를 지나면

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내린 결론은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었고 장제스 정부에게는 외교적, 경제

적으로 최소한의 조치만을 취하자는 것이었다.

미국의 타이완 분리 구상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중국문제에서 벗어

나려는 시도의 하나는 바로 타이완을 중국에서 분리하는 것이었

다. 1948년 12월 27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이하 NSC)에서 대리 국무장관 로벳은 ‘타이완 중국인’

이 국무부와 중앙정보국에게 타이완에 다른 국가를 건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하였

다.128) NSC에서 이 일이 언급되기 전 로벳은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여러 군 관계자들에게 타이완의 전략적 가치에 관해서

분석해 달라고 요청하였다.129) 다음은 합동참모본부에서 분석한

타이완의 전략적 위치에 관해 내용이다.

대륙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 미국은 중국의 기타 지역을 군사기

지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며 그로 인해 타이

완과 펑후 열도의 지위는 더욱 중요하게 되는데 필요시에는 공

군의 전략적 기지와 인근 항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7)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Acheson” (December 29, 1949),

FRUS, 1949, Vol. IX, The Far East: China, p.463.

128) 華慶昭, 『從雅爾塔到板門店: 美國與中, 蘇, 英, 1945-1953』, 北京: 中

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161-162쪽.

129) “Note by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Souers) to the Council” (January 19,1949), FRUS, 1949, Vol.

IX The Far East: China,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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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이 적의 수중에 함락되어 일단 전쟁이 발생하면 타이

완은 말레이 반도에서 일본에 이르는 항로를 통제하는데 활용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오키나와와 필리핀도 제어하게 될 것이다.

현재 타이완은 일본의 식량과 기타 물자의 주요 공급지로

만약 이 공급이 끊어지면 일본은 미국의 부담이 될 뿐 자산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합동참모본부는 외교와 경제의 수단을 이용하여

공산당이 타이완을 통치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미국에 우호적

인 정부가 타이완을 통치하도록 하여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130)

기본적으로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미국의 군부 관계자들은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타이완이 미국의 서태평양 안전에 있어

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타이완이 중국

대륙과의 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넘어서서 일본에서 말레이 반도

를 연결하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 역할에서 중요한 위치

에 있다는 점을 미국이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 반도부터 타이완을 거쳐 오키나와에 이르는 지역에 미국

에게 우호적인 정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합동참모본부가 NSC

에 건의한 사항이었다. NSC 회의에서 로벳이 “타이완의 가치는

장제스가 10년 후 대륙으로 돌아가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에 일본과 더불어 공산당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부를 건립하는

데 있다”131)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과거 대항해의 시대에도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일본까지의 항로

를 연결하여 무역활동을 한 네덜란드동인도회사나 필리핀과 일

본 사이를 오가며 무역을 하였던 스페인 상인에게도 타이완은

130) “〔Annex〕Memorandum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Security of Defense(Forestal)” (November 24, 1948), Ibid., p.262.

131) 華慶昭,『從雅爾塔到板門店: 美國與中, 蘇, 英, 1945-1953』, 161-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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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거점이었고, 타이완을 식민지로 경영했던 적이 있었다.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점에 있는

타이완에 대한 활용은 20세기 미국에게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과거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목적을 뛰어넘어 전략적 안전

이라는 이익을 더하여 보더라도 타이완은 미국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카이로회담에서 중국에 반환하기로 약

속한 타이완을 장제스의 정부에게 보내게 되면 타이완이 공산화

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장제스는 타이완으로 옮

겨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국민정부 내부에서는 국공내전

에서 패퇴하면서 타이완으로의 이전을 고민하고 있었고, 미국도

이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장제

스에 대한 실망과 지원 중단을 고려하면서도 타이완의 가치 평

가와 처리에 대해서 오랫동안 분석하고 고민하였다.

실제로 중국의 공산화가 명확해지기 시작하자 미 국무부에서

는 “중국이 공산화된다면, 타이완이 왜 중국의 것이 되어야 하는

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132) 전술한 ‘타이완 중국인’

들이 타이완에 다른 국가 건립을 요청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타

이완을 중국에 반환하기로 한 「카이로선언」의 이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이 존재하였다. 이들 중에는 전후 타이완의 독

립을 주장했던 타이완 출신의 민중들도 있었고, 당시 타이완 성

의 주석이었던 웨이다오밍과 같은 국민정부의 고관도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국민정부가 타이완을 접수하고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누적된 타이완 민중들의 불만은 1947년

132)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Deputy Director of the

Office of Far Eastern Affairs (Allison)” (January 18, 1949), FRUS,

1949, Vol .IX The Far East: China, pp.26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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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사건으로 표출되었다. 게다가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한 국민정

부군의 잔혹한 진압은 오히려 타이완 사람들의 조국에 대한 환

상을 깨뜨려 놓았다. 많은 타이완 민중들은 타이완을 중국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133)

여기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점은 이들이 지칭하는 중국 속에

는 장제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웨이다오밍은 미국과 비

밀리에 접촉하여 장제스가 타이완에 오지 않게 해줄 것과 자신

들이 자치를 할 수 있게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134) 미국은

장제스와 타이완 분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이완의 자치 운동

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135) 국민정부에 대한 민중의 불

만 뿐 아니라 웨이다오밍과 같은 국민정부 고관의 입장은 미국

이 타이완과 중국을 분리하고자 하는 구상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 구상은 결국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NSC 37/2 문서로 채택되

었다.136) 이에 따라 국무부는 중국 난징(南京)에 주재하고 있던

미국대사관 참사 머천트(Livingston Merchant)를 타이완으로 파

견하여 타이완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비밀리에 접촉하면서 타이

완과 중국의 분리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하였다.137)

머천트가 타이베이에 도착했을 때 타이완성 주석은 웨이다오

밍이 아닌 장제스의 측근인 천청으로 바뀌어 있었다. 게다가 현

133) 張淑雅,『韓戰救臺灣: 解讀美國對臺政策』, 41쪽.

134) 資中筠、何迪編, �美台關係四十年(1949-1989)� 北京: 人民出版社, 1991,

28쪽; 沈志华(1995)，「50年代初美國對台政策的醞釀和武裝侵占台灣的

決策過程」，『當代中國史硏究』1995年 第5期, 25쪽 재인용.

135) “〔Annex〕Draft Repor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e

Position of the Uinted States With Respect to Formosa”(January

19,1949), FRUS, 1949, Vol. IX The Far East: China, p.274.

136) “Note by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Souers) to the Council”(February 3,1949), Ibid., pp.281-282.

137) 張淑雅,『韓戰救臺灣: 解讀美國對臺政策』,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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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미국 외교관들의 타이완 독립을 주창하는 현지 인사에 대한

평가도 그다지 좋지 못했다. 미국 외교관들은 타이완의 자치운동

에 참여하고 있는 현지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무지하고 조직도

부실하여 그들과 함께 활동하기 어렵다고 본국에 보고하였다.138)

타이완 출신 인사들과의 연계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

한 국무부는 미국에 체류 중인 친미 성향의 쑨리런(孫立人) 장

군이 천청의 직위를 잇도록 할 방법을 모색하자고 건의하였다.

이것은 머천트의 건의에 의한 것이다. 머천트는 타이완성 주석직

은 중국의 내부정치에 관련된 지위일 뿐만 아니라 장제스의 최

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장

제스의 측근인 천청의 주석직을 장제스와는 거리가 있는 쑨리런

으로 교체하려고 한 것이다.139)

쑨리런은 미국 퍼듀대학교와 버지니아 군사학교에서 수학한

미국 유학파로 국공내전 전반기에는 만주지역에서 활약했으나

1947년 말 두뤼밍(杜聿明)과의 불화로 장제스의 신임을 잃고 타

이완으로 보내졌다. 미국은 장제스의 측근인 천청이 아닌 쑨리런

을 타이완성 주석으로 세우는 방법을 타이완과 중국, 혹은 타이

완과 장제스를 분리하는 첫걸음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이 방

법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그 후 미국은 국무부 정책계획본부의 케넌(George F.

Kennan)의 제안에 따라 다시 타이완의 분리를 구상하였다. 그

는 연합국 감독 하에서 타이완 사람들이 투표를 거쳐 그들의 귀

138) “The Ambassador in China(Stuart) to the Secretary”(March

23,1949), FRUS, 1949, Vol. IX The Far East: China, p.303.

139)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Consul at Taipei (Edgar)”(March 8,

1949), Ibid., pp.297-298;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Consul at

Taipei (Edgar)”(March 9, 1949), Ibid., p.298; “The Consul at Taipei

(Edgar) to the Secretary of State” (March 9, 1949), Ibid., p.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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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나 국제 공동 관리를 결정하게 하자고 제안하였다.140) 이 방

법 또한 타이완에 중국공산당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게 하자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제스와도 분리시키려는 것이었다. 타이완

출신 인사를 이용한 타이완 독립을 고려한 것과 마찬가지로 타

이완을 중국이나 장제스에게서 분리하려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목표가 되었다.

미국은 장제스의 영향 아래 있거나 장제스가 영도하는 타이완

은 언젠가 공산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타이완을 장제스

와 분리하기 위한 미국의 구상은 우선 타이완의 지위가 아직 정

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그 처리 방법으로 타이완의 지위를

확정할 때까지 유엔이 개입하여 타이완을 관리하게 하자는 것이

다. 미국은 이 문제를 1949년 한 해 동안 깊이 검토하였다.

타이완을 분리한다는 구상은 사실 1947년 2·28사건이 발생한

직후 타이베이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영사관은 타이완 사태에 대해 미국이 간여할 필요가 있고

그 형식으로는 타이완에 대한 위탁관리가 적절하다고 건의하였

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타이완의 지위가 법률적으로 아직 ‘미

정’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타이완에 대한 법률적

주권은 대일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전후처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는 일본에 있었다.141)

이 건의를 받아들인 미국 정부는 웨드마이어 대표단을 파견하

여 관련 사항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웨드마이어는 조사보고

서에서 “타이완 사람들은 미국의 보호나 유엔의 관리를 받아들

일 것”이라고 기술하였다.142)

140)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Policy Planning Staff(Kennan)”,

Ibid., pp.357-359.

141) 蘇格,『美國對華政策與臺灣問題』,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8, 79쪽.

142) 蘇格,『美國對華政策與臺灣問題』, 8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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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무부와 군부는 계속해서 타이완 문제에 대해 연구

검토하였다. 국민정부에 대한 군사지원에 부정적이던 국무부가

‘외교와 경제의 조치’로 공산당이 타이완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제

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동안, 군부 측은 제한된 군사행동의 가능

성을 제기하였다. 더 나아가 미 해군은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하였

다. 하나는 미국이 중공 정권을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국민정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미국은 일본에

주재하는 맥아더가 행정장관의 신분으로서 과거 일본 속지였던

타이완의 정치적 공백을 채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143)

그 후 국무부도 카이로회담에서 타이완 문제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타이완인들에게도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기회를 주어

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44) 국무부 내의 동아시아 문제 담

당 부서와 유엔 담당 부서는 유엔이 타이완문제에 대해 개입하

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정은 바로 타이완이

공민투표를 통하여 유엔의 신탁통치를 받아들이도록 하자는 계

획으로 구체화되었다.145)

미국이 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에는 영국의 협조가 중요했다.

그러나 영국은 유엔에서 타이완 문제를 처리하는 자체에 부정적

인 반응을 보였다. 영국 외무부는 타이완은 언젠가 신중국에 함

락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타이완 문제가 유

엔에 상정되면 앞으로 신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

며, 타이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는 것은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143) 張淑雅, 『韓戰救臺灣: 解讀美國對臺政策』, 42쪽.

144) “Draft Memorandum for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ouers)” (June 9, 1949), FRUS, 1949, Vol. IX

The Far East: China, pp.348-349.

145)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Policy Planning Staff

(Kennan)” (July 6, 1949), Ibid., pp.356-359.



제 3 부

/ 298

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46) 애치슨도 타이완 문제에 유엔이 개

입하도록 하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았다. 게다

가 국무부 내에서도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일어나면서 타이완 문제의 유엔이관에 관한 논의는 중지

되었다.147)

그러나 그 후에도 타이완과 중국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끊이지 않았고 그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었다. 가장 큰 이유

는 타이완의 공산화를 막자는 것이었고 직접적인 원인은 무능한

장제스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장제스는 미국과 접촉

하는 인사들에게서 전해지는 ‘타이완지위미정(臺灣地位未定)’이

나, ‘유엔의 타이완 신탁통치’ 등의 이야기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

를 드러냈다. 장제스도 미국의 이러한 계획이 장제스 정부가 타

이완을 소련과 중공에게서 지켜내지 못하고 공산화될 것을 우려

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타이완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동

맹국에게도 넘기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공동으로 방위를 하자고

해도 거절할 것”이라고 말하였다.148) 그러나 1950년 상반기를 거

치면서 트루먼이나 애치슨의 연설에서 드러나듯이 타이완으로

옮겨간 장제스의 국민정부와 미국의 관계는 더 이상 이전과 같

은 동맹이라는 이름을 회복하기 어려워 보였다.

146) 張淑雅,『韓戰救臺灣: 解讀美國對臺政策』, 50쪽.

147) 張淑雅,『韓戰救臺灣: 解讀美國對臺政策』, 50쪽.

148) 秦孝儀,『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七(下), 319-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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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 수립과 미국의 입장

1949년 9월 30일 신중국의 정치협상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인민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그에 따라 1949년 10월 1일 신중국이 정식으로 수립되었

다. 소련 외교인민위원 그로미코(Andrei Gromyko)는 세계 각국

중에 제일 먼저 신중국을 승인하였다. 또한 소련은 국민정부가

중국의 외교를 대표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중

화민국과 단교를 선언하였다.149) 국민정부는 이러한 소련의 행동

이 1945년 중·소 양국이 체결한 「중소우호동맹조약」에 위배되

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150) 그 후 유엔에서는 소련과 국민정부

의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소련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들은 신중국을 즉시 승인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점차 조금씩 신중국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중국 대륙

의 주인이 바뀔 것이 명약관화해진 1949년 봄부터 세계 각국은

중국의 공산당 정부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 서로 의

견을 교환하기 시작하였다. 중국대륙에 주재하고 있던 각국 대사

관들―예를 들면 미국, 호주를 비롯한 영연방의 외교관들은 여러

차례 별도의 접촉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151) 영연방 국가

149) 이옥정,「6·25전쟁이중국외교에미친영향(1949-1978)」,『군사』65(2007.12), 48쪽.

150) 呂芳上,『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九冊, 370-371쪽.

151) “The Ambassador in China(Stuart) to the Secretary of State” (May

26, 1949), FRUS 1949, Vol. IX, The Far East: China, pp.28-29; “The

Ambassador in China(Stuart) to the Secretary of State” (May 27,

1949), Ibid., pp.30-31;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Chief of

the Division of Chinese Affairs(Sprouse)” (May 28, 1949), Ibid.,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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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사이에는 중국의 공산정권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미

흘러나오고 있었고, 미국도 그러한 주장의 중심에 영국이 있는

것을 알았다.152)

신중국이 수립된 10월 초부터는 중국주재 외교관들 사이에 공

산정권 승인에 대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었다. 미국

외교관들은 영국이 자신들에게도 신중국 승인을 설득하려고 한

다는 인상을 받았다.153) 사실 영국은 미국이 지향하는 문호개방

정책은 중국의 공산정권을 통해서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설

득하고 있었다.154)

영국 외무장관 베빈(Ernest Bevin)은 미 국무장관 애치슨, 프랑

스 외무장관 머빌(Couve de Murville)과의 미팅에서도 신중국 승

인을 언급하였다. 애치슨은 “중국 공산정권은 수립된 지 이제 겨

우 며칠이므로 우리 쪽에서 서두를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확답을

피하였다.155) 신중국 승인에 관해서 “프랑스나 영국과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혹은 “영국이 독자적으로 신중국을 승인하고

미국의 암묵적 허락을 구할 수도 있는가”라는 기자의 문제제기에

트루먼 대통령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답하였다.15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 국무부는 1948년 9월 미국의 대중

국정책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1949년 3월 트루먼은 NSC

152) “The Charge in Australia(Foster)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1,

1949), Ibid., pp.32-33

153)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cting Deputy Director of

the Office of Chinese Affairs(Freeman)” (October 3, 1949), Ibid.,

pp.96-97.

154) “The British Embassy to the Department of State” (November 1,

1949), Ibid., p.153.

155)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at the United Nations(Austin) to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October 6, 1949), p.104.

156) “The President’s Special Conference with the Association of Radio

News Analysts” (October 19, 1949), http://www.presidency.uscb.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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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문서를 비준하여 군사적 수단을 배제하고 ‘경제와 외교의

조치’만을 이용하여 타이완이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

으라고 하였다.157) 더 나아가서 1949년 8월에는 �중미관계백서�

를 발표하여 사실상 장제스 정부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미국은 중화민국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시 신중국을 승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1949년 11월 국

무부는 교육자, 사업가, 선교사, 기타 지식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

25명을 초청하여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의

참석자 중 상당수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국과의 무역진행과

신중국 승인을 주장하였다.

① 신중국을 승인해도 미국은 잃을 것이 없고 승인하지 않아도

얻을 것은 없다. ② 신중국 승인은 미국의 무역 진행에 유리하

다. ③ 문화와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보면 중국 승인은 중국 민심

을 쟁취하는데 유리하고 중국 인민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유

리하다. ④ 역사적으로 신중국 승인은 미국의 문호개방정책과도

일치되는 것이다. ⑤ 신중국 승인은 중국이 소련 쪽으로 기울어

지지 않게 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158)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이날 회의에서 다수의 참석자

는 신중국 승인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동

의하였다. 그러나 미국 내 여론과 의회에서는 친(親)장제스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신중국을 무시하는 분위기도 존재하였다. 그렇

기 때문에 회의에서는 특정시기에 특정한 조건 하에서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159) 이들은 우선 조건부 승인의 가능성

157) 張淑雅,『韓戰救臺灣: 解讀美國對臺政策』, 43쪽.

158) “Memorandum by Gerald Stryler of the Office of Chinese Affairs”,

FRUS 1949, Vol. IX, The Far East: China, pp.156-157.

159) “Memorandum by Gerald Stryler of the Office of Chinese Affairs”,

FRUS 1949, Vol. IX, The Far East: China, p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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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1950년 1월 6일 영국은 홍콩과 중국의 주요 지역에서 자신들

의 이익을 고려하여 서방 어느 국가보다도 먼저 신중국을 승인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동의가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미국이 신중국을 승인하려는 전조라고 생각하였다. 또

한 그는 애치슨이 발표한 아시아의 ‘도서방어선’ 일명 ‘애치슨 라

인’도 미국이 신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지불하는 대가라고

받아들였다.160) 애치슨의 연설이 신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신중국을 자극하

지 않고 또 신중국과 소련의 동맹관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점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161)

1월 7일 신중국 정부는 유엔총회와 안보리를 향해 중화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권 박탈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162)

이어 1월 10일 소련대표 말리크는 이 문제를 안보리에 정식으로

제출하면서 “만약 중화민국 정부를 축출하지 않으면 소련은 안

보리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주장하였다.163)

미 국무부는 유엔주재 미국 대표에게 소련의 결의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하되 부결권은 행사하지 말고 기타 회원국들이

160) 세르게이 곤차로프,『흔들리는 동맹: 스탈린과 마오쩌둥 그리고 한국

전쟁』, 193쪽.

161) 1월 6일 케난은 애치슨에게 보낸 동아시아 정세 분석에서 중국 문제

를 언급하며 ‘중국의 형세는 여전히 밝지 못하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공산주의는 중국을 통치하고 중소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하였

다. “Memorandum by the Counseler(Kennan) to Secretary of State”

(January 6, 1950), FRUS 1950, Vol. I National Security Affairs;

Foreign Economic Policy, p.132.

162)「關於就否認前國民黨政府代表在安理會的合法地位發表外交部聲明的電

報」(1950.1.7.),『建國以來毛澤東文稿』第一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87, 219-220쪽.

163)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459th meeting, 10 January

1950, New York(중문), p.2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632462?l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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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여 통과시키면 그에 따르라고 지시하였다.164) 당시 미국은

아직 신중국을 승인하지 않고 있었지만, 신중국의 상황과 관계에

대해서 관망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사실은 1949년 12월 30일 NSC 48/2에서 이러한 입장을 정책

으로 확정하였다. NSC 48/2는 타이완이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이 군사적 행동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NSC 37/7을 재확

인 한 것이다. NSC 48/2 문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상황이

분명해질 때까지 중화민국 정부에 대한 승인을 유지하고 신중국

승인은 미뤄두어야 한다고 하였다.165) 그렇기 때문에 영국을 비

롯한 다른 나라들이 신중국을 승인하기 시작할 때 미국은 아무

런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신중국의 유엔대표권 요구

  신중국의 승인문제와 더불어 유엔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가

열띤 논쟁의 의제로 대두되었다. 동맹의 위치에 있는 영국과 미

국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 차이를 보였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 대표권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저우언라이(周恩來)는 1949년 11월 15일 유엔총회 의장 로물

로(Carlos Romulo)와 유엔 사무총장 리에게 서한을 보내 유엔에

서 중국의 대표권 문제를 처음 제기하였다.

164)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at the

United Nations(Austin)” (January 12, 1950), FRUS, 1950, The

United Nations: The Western Hemisphere, Vol. II, pp.194-195.

165) NSC 48/2 내용은 “Memorandum by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ouers)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December 30, 1949), FRUS 1949, Vol. VII,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pp.1215-12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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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10월 1일 정식으로 성립하

였다. 중앙인민정부 마오쩌둥 주석은 중국 성립일에 전 세계를

향해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는 이미 기본적으로 중국 전

체의 영토와 인민을 해방하였으며, 이미 전 중국인민의 열렬

한 지지를 받고 있다.······국민당 정부는 중국 인민을 대표할

법률적, 사실적 근거를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중국 인민

의 명의로 유엔에 출석하고 있는 ‘중국 국민정부 대표단’은 중

국인민을 대표할 어떠한 자격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를 대표하여 유엔헌장의

원칙과 정신에 근거하여 ‘중국 국민정부 대표단’이 계속 중국

인민을 대표하여 유엔에 참가하는 모든 권리를 정식으로 취소

해 줄 것을 요구한다.166)

11월 25일 소련의 외교인민위원 비신스키는 유엔 정치위원회에

서 국민정부가 제출한 소련제소안 문제를 논의할 때, “국민정부

가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유엔회의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며,

중화민국 대표단이 중국과 중국 인민을 대표하여 총회에서 발언

할 권리를 승인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하였다.167) 12월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458차 회의에서 유엔주재 소련대표 말리

크(Yakov Malik)도 중화민국 대표단의 법률적 지위를 부인하면

서 “중화민국 대표단은 중국을 대표할 권리가 없고,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유엔에서 발언을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168)

166) 「關於取消原國民黨政府代表團在聯合國資格問題的電報」, 中共中央文獻

硏究室與中央檔案館編,『建國以來周恩來文稿』第一冊, 北京: 中央文獻

出版社, 2008, 537-538쪽.

167) 「聯大政治委員會討論國民黨冒牌代表對蘇誹謗性聲明蘇波捷等國代表拒

絶參加」,『人民日報』1949年11月29日 第一版.

168) The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 part.1; The United

Nations section 3, p.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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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의에 참석 중이던 중화민국 대표 장팅푸는 앞서 11월

25일 비신스키가 국민정부의 중국대표권을 부정한 것에 대해 정

식으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는 만약 안보리의 몇 개 국가가 다

른 어떤 국가 대표단의 지위에 대해 무단으로 부정하면 이 조직

은 혼란에 빠지거나 그 가운데 한 두 국가의 명령만 듣는 조직

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중화민국 정부는 인

민을 대표하는 국민대회를 거쳐 헌법에 근거하여 탄생한 정권임

으로 중국인민을 대표할 권리는 바로 중화민국 정부에게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그 성립자체가 헌법과 유엔헌장에 위배되며

단지 소련의 괴뢰정권”이라고 주장하였다.169)

전술한 바와 같이 1950년 1월 7일 소련외교인민위원 비신스키

는 마오쩌둥에게 중화민국의 유엔 대표권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

표하라고 건의하였다. 또 그는 만약 성명을 발표한 후에도 중화

민국 대표 장팅푸가 계속해서 유엔에 남아 있으면 소련대표가

안보리의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마오쩌둥은

유엔에 성명서를 제출하여 중화민국 대표단의 자격 박탈을 정식

으로 요구하였다.170) 저우언라이도 1월 8일 유엔총회 의장 로물

로와 유엔 사무총장 리에게 다시 서한을 보내 중화민국의 대표

권 박탈을 촉구하였다.171)

1월 10일 제459차 회의에서 소련대표 말리크는 중화민국 대표

169) The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 part.1; The United

Nations section 3, p.421.; 王正華, 『中華民國與聯合國史料匯編: 中國

代表權』, 臺北: 國史館, 2001, 6쪽.

170) 「關於就否認前國民黨政府代表在安理會的合法地位發表外交部聲明的電

報」, 中共中央文獻硏究室與中央檔案館編,『建國以來毛澤東文稿』第一

冊, 219-220쪽.

171) 「關於否認蔣廷黻在安理會合法地位等問題給毛澤東的電報」, 中共中央文

獻硏究室與中央檔案館編,『建國以來周恩來文稿』第二冊, 北京: 中央文

獻出版社, 2008, 3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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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출안(S/1443)을 정식으로 상정하면서 국민당 대표를 축출하지

않으면 소련은 안보리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주장하였다.172) 당시

소련제소안을 준비하고 있던 장팅푸는 “안보리와 유엔의 법률과

도덕적 기초에 대한 타격”이라고 반발하였고 소련의 결의안

(S/1443)을 특별회의를 구성하여 논의하자고 제의하였다.

결국 1월 13일 소련의 국민정부 축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였으나 찬성 3표, 기권 2표, 반대 6표로 통과되지 못하였

다. 찬성표를 던진 국가는 소련, 인도, 남슬라브뿐이었다.173) 영

국은 신중국을 가장 먼저 승인한 서방국가였지만, 아직 정식으로

신중국을 승인한 국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민정부 대표를 축

출하자는 소련대표의 제안이 시기 상조라고 생각하고 기권하였

다.174)

신중국 정부는 영국의 기권에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신중국과

국교수립을 위해 방문한 영국 대표에게 신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영국이 자신과 국교를 수립하려면 먼저 국민당 정부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영국이 안보리에서 국민정

부 축출 결의안에 기권한 것은 여전히 국민정부를 승인하는 것

이라고 비난하였다.175)

소련대표는 결국 국민정부 대표를 안보리에서 축출하기 전에

는 안보리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안보리 결의의 규제도

172) The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 part.1; The United

Nations section 3, p.422.

173) The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 part.1; The United

Nations section 3, p.423.

174)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461th meeting, 13

January 1950, New York(중문), pp.3-4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632546?ln=en

175)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檔案館編,『解密外交文獻: 中華人民共和國建國檔

案, 1949-1955』, 北京: 中國書畫出版社, 2006, 468-4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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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1월 8일 저우언라이는 유엔사무총장

리에게 서한을 보내 신중국은 장원톈(張聞天)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유엔과 그 산하기구에 파견할 것이라고 말하며 장원톈

일행을 중국의 정식 대표로 임명하여 각종 회의에 참여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1월 20일 유엔사무총장 리는 답신을 보내

“유엔 모든 기구는 회원국 자격증서에 따라 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다. 또한 유엔 각 기구에 대표를 파견하고 업무에 참여하는 것

은 각 기구가 결의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답은 회피하였다.176)

중화민국 대표 축출문제로 안보리 회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유엔 사무총장 리는 3월 8일 언론에 「유엔의 중국대표권 문제

에 관한 비망록」을 발표하였고 이에 관한 서한을 안보리 회원

국들에게 발송하였다. 리는 “현재 유엔의 대표권에 관한 곤란한

사항은 대표권 문제가 회원국 정부의 승인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한 국가의 정부를 승인하는 것은 그

정부가 유엔에서 대표권을 승인받는 것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대표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소

련이 안보리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77)

리는 또한 59개국 유엔 회원국에게 신중국이 효과적으로 영토

와 인민을 통치하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중국의 대표권문제를 해

결하자고 건의하였다. 미국의 유엔대표는 리의 주장이 안보리와

유엔 각 기구에서 신중국이 대표권을 얻게 하려는 움직임으로

176) 王正華,『中華民國與聯合國史料匯編: 中國代表權』, 18-19쪽.

177) Letter dated 50/03/08 from the Secretary-General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transmitting a memorandum on the legal

aspects of the problem of representation in the United Nations(중

문), pp.9-11,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75227?l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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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였다.178)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 신중국, 소련, 그리고 타이완의 중화

민국 사이에서는 이와 같이 유엔에서의 대표권 문제를 두고 첨

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비교적 신중한 태도로

관망하면서, 단지 중국대표권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못하

도록 방해하는 정도의 태도를 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국민정부가 중국을 대표한다는 입장을 유

지하고 중국대표권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는 것 자체를 피하였

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단지 중국 대표권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

이므로 안보리에서 다수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을 드러냈다. 미국은 유엔의 각 기구 회원국들이 각자의 환경,

이익과 이해관계, 그리고 유엔의 최대이익에 따라 이 문제를 해

결할 것으로 보며, 또한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내리는 합법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179)

6·25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이 제7함대를 타이완해협으로 이동

하자 신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영토를 침략했다고 유엔에 제소하

였다. 그에 따라 미국의 중국 대표권문제에 대해 태도 변화가 나

타나기 시작하였다. 소련의 부결권 사용을 저지하고 중화민국 정

부가 유엔 대표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주요사안이 되

었다. 왜냐하면 중화민국 정부가 대표권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6·25전쟁 참전에 관한 결의안 통과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었다.

178) “Memorandum by Mr. Johnson C. Ross Deputy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on the Security Council” (March 7, 1950), FRUS,

1950, Vol. II The United Nations; The Western Hemisphere,

pp.233-234.

179) “Memorandum by Miss Ruth E. B, United Nations Adviser of the

Bureau of Far Eastern Affairs, to the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Merchant)” (December 30, 1949),

FRUS, 1949, Vol. IX The Far East: China, pp.25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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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대표권 변경 문제, 6·25전쟁, 타이완 문제 등 동아

시아 지역의 문제를 모두 하나로 연결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중

국대표권 문제에서부터 양보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문제도 모두

연쇄적으로 양보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 미국은 이를

핑계로 삼아 중국 대표권 문제를 6·25전쟁 해결 이후로 미루고

자 하였다.180) 애치슨은 유엔 주재 미국 대표에게 안보리에서 중

국의 대표권 문제가 논의되지 않기 바라며, 6·25전쟁 기간 중 미

국은 중국 대표권에 대해 현 상황이 바뀌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

을 전하라고 하였다.181)

8월 1일 안보리로 돌아온 소련대표 말리크는 의장의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였다. 그는 중국 국민정부의 대표자격 문제

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엔에 이미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이 중국 대륙에 정식으로 수립되었는데, 국민당 집단은 여전

히 안보리에 남아 있었고, 미국의 비호 아래 불법으로 중국의

의석을 점거하고 있다. 국민당 집단의 대표는 안보리에서나

유엔에서 중국과 중국인민을 대표할 법적인 지위가 없다.······

국민당 집단은 안보리의 회원이 아니며······그래서 국민당 집

단 대표는 안보리의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182)

180) Qiang Zhai, The Dragon, the Lion and the Eagle: Chinese, British,

American Relations, 1949-1958, Kent, Ohio: Kent State University

Press, 1994, p.102.

181)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at the

United Nations(Austin)” (July 3, 1950), FRUS, 1950, Vol. II The

United Nations; The Western Hemisphere, p. 247.

182)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480th meeting 1 August

1950, New York,(중문) pp.1-2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632762?l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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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보리 11개 회원국 중 인도와 남슬라브만 소련의 의견

을 지지하였고 나머지 회원국은 반대함으로써 소련의 결의안은 상

정되지 못하였다.183) 장제스는 이러한 상황이 6·25전쟁 발발로 인

하여 미국의 타이완 정책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보았다.184)

그러나 소련 대표와 인도 대표는 한국문제를 해결하려면 타이

완 문제를 양보하라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9월 19일 인도대표

는 신중국 대표를 받아들이자는 안건을 제출하였다. 소련 대표도

다시 중화민국 대표를 축출하고 신중국의 대표를 제5차 유엔총

회에 출석시키자고 제안하였다. 미국은 인도 대표와 소련 대표의

제안을 모두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의하였다. 투표를 진행한 결

과, 두 안건은 모두 부결되었다.185) 캐나다 대표는 유엔총회 의

장과 안보리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7개국이 참가하는 특별위

원회를 구성하여 중국대표권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총

회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국민정부의 대표권은 유지하기

로 결정하였다.186)

10월 12일 소련 대표는 국민정부 대표 축출안과 신중국 대표

승인안을 각각 다시 제출하였다. 영국은 이 두 가지 안건을 모두

승인하였다.

10월 19일 중국인민해방군이 압록강을 건너 북한지역에 진입

함으로써 중국군의 한국전 참전이 공식화되었다. 다음 장에서 살

펴보겠지만, 미국은 신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여 해상봉쇄, 경제

재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랐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협상

183) 秦孝儀,『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八, 10쪽; 呂芳上,『蔣中正先生年譜

長編』第九冊, 534-535쪽.

184) 呂芳上,『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九冊, 535쪽.

185) 呂芳上,『蔣中正先生年譜長編』第九冊, 554-555쪽.

186) American Foreign Policy, 1950-1955: Basic Documents, Vol. I,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7,

pp.33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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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하였다. 특히 영국과 인도는

한국문제를 중국대표권 문제와 묶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영국은 타이완 문제와 중국대표권 전환문제

로 중국군과 협상을 하여 한국전쟁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미국

은 이것이 중국의 침략행위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

였다.187)

12월 4일과 5일 영국 수상 애틀리는 워싱턴에서 미국 대통령

트루먼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중국과 6·25전쟁 휴전

담판을 진행하기 위해 타이완 문제와 중국 대표권 전환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188)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대표권 문제와 한국 문제를 교환하는 것에 반대

하였다.

12월 12일 유엔 총회는 9월에 캐나다가 제의했던 A/1368안건

에 따라 캐나다, 에콰도르, 인도, 이라크, 멕시코, 필리핀, 폴란드

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

의에서 로물로 유엔총회 의장은 “중국 공산군대가 한국에서 철

수하기 전 중국대표권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으므로 잠시

미뤄두자”고 제의하였다. 또 총회가 특별위원회의 보고를 결정하

기 전까지 국민정부는 총회에 출석하여 다른 나라 대표들과 함

께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로 하였다.

그 후 특별위원회는 1951년 10월 16일까지 어떤 보고서도 제

187) 徐友珍, 「美英在聯合國中國代表權問題上的分岐與協調(1950-1951)」,『史

學集刊』第4期(2007.7), 50쪽.

188) “United States Delegation Minutes of the First Meeting of

President Truman and Prime Minister Attlee” (December 4, 1950),

FRUS, 1950, Vol. VII, Korea, pp.1361-1374; “United States

Delegation Minutes of the Second Meeting of President Truman

and Prime Minister Attlee” (December 5, 1950), Ibid, pp.1392-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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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지 않았다.189) 이로써 중화민국 정부는 유엔에서 중국 대표

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51년 11월부터 개최된 제6차

유엔총회에서 소련이 제출한 중국대표권 전환 문제는 또 다시

의제에 포함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10년이 넘는 시간동

안 유엔에서는 중국대표권 전환 문제가 논의되지 못했다.

6·25전쟁 휴전을 앞둔 1953년 5월 영국 수상 애틀리는 미국

하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국전쟁이 끝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정당한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90)

그러나 미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분담금 지불거부 의사를 들어

이에 반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총회가 중국대표권전환 문

제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6·25전쟁이 발발한 후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정책에 변화가 생겼고 타이완에 대한 경제 군사적 지원을

증가하였다. 6·25전쟁이 중공군의 타이완 해방이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을 변화시켰고, 장제스가 바라던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얻게 된 것은 타이완의 입장에서는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 미국, 소련, 그리고 신중국의 대표가 참가하는 정

접협의기구가 구성되어 6·25전쟁의 정전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

면서 신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이미 상당히 달라졌다. 6·25전쟁에

참전하면서 신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화민국이 누렸던

세계4대 강국의 지위에 좀 더 근접하게 되었다. 이점을 주목하여

보면 6·25전쟁 참전하여 신중국이 얻게 된 결과물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89) The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 part.1; The United

Nations section 3, p.426.

190) https://api.parliament.uk/historic-hansard/commons/1953/may/

12/foreign-affairs #column_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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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동북아 영토침범 문제에 관한 대립

제1절 중국영토 침공 문제 I : 

미 제7함대의 타이완 해협 이동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은 내셔널프레스클럽의 연설

에서 ‘애치슨라인’이라고 알려진 미국의 ‘도서방어전략’을 발표하

였다.191) 이 연설은 타이완과 남한을 미국의 방어대상에서 제외

시켰고, 그 결과가 김일성의 남침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192)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여 6·25전쟁이 발발하자, 트루먼 대통령

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는 공산주의 국가가 무장공격 수단을

이용하여 독립 국가를 정복하고, 공산당 부대가 타이완을 점령하

려는 것은 장차 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이 지역에서 합법적이고

필요한 직무를 집행하는 미국부대를 직접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

적하였다. 또 미국은 이미 제7함대를 타이완해협에 파견하여 타

이완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저지하게 하였다고 말하였다.193) 미

국의 제7함대 파견은 일단 타이완해협을 중립화하여 중국과 타

191) “Memorandum oof Telephone Conversation with Admiral Sidney Souers”

(January 5, 1950), Acheson Papers-Secretary of State File.; Harry S.

Truman, “United States Policy Respecting the Status of

Formosa(Taiwan): Statement by the President” (January 5, 1950),

American Foreign Policy 1950-1955: Basic Documents, Vol. II,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gting Office, 1957, pp.2448-2449.

192) 자이지하이,「중국, 중소동맹, 한국전쟁」, 김철범, 제임스 매트레이 엮음,『한

국과 냉전-분단과 파괴와 군축』, 서울: 평민사, 1991, 217쪽.

193)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mbassador at Large(Jessup)”

(1950.6.27.), FRUS 1950 Vol. VII, Korea, pp.17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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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충돌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중국은 이것을 침략행위로 받아들였고, 6·25전쟁과

결합시켜 미국이 한국의 내전에 무장간섭을 하고 중국의 영토

타이완을 침략하였다고 공언하였다. 중국 대륙에서는 전국노동조

합연합회를 중심으로 미국의 침략행위에 대한 반대운동을 추진

하여 전국 인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194)

신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제7함대 파견이 중국의 주권에 저

촉된다고 판단하였다. 저우언라이 총리는 미국이 중국의 영토를

침범했으며 이것은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195)

8월 24일 중국외교부장 저우언라이는 안보리회의 의장이자 소련

대표인 말리크와 유엔사무총장 리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

정식으로 미국을 제소(S/1715)하였다.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금년 6월 27일 무력으로 우리 인민해방

군이 타이완을 해방하는 것을 저지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동시

에 미국 제7함대가 우리 타이완해협으로 출동하였고, 미국 공

군도 그에 따라 타이완으로 진입하여 공공연히 우리 중화인민

공화국의 영토를 침범하였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중

국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침략이며 연합국 헌장을 철저히 파

괴하는 것이다.196)

194)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오규열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

사』1,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74쪽.

195) ｢關於美國武裝侵略中國領土臺灣的聲明｣(1950.6.28.), 中共中央文獻硏究

室編輯,『周恩來外交文選』,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0, 18-19쪽; ｢對

杜魯門聲明的聲明｣,『人民日報』1950年 6月 29日.

196)「關於要求制裁美國武裝侵略中國領土事及聯合國的電報」(1950.8.24.),

中共中央文獻硏究室編輯,『周恩來外交文選』, 193쪽;『聯合國安全理事

會提交大會的報告書(1950.7.16.-1951.7.15.)』, 紐約市, 1951, 25쪽.

https://undocs.org/A/1873(SU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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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미국 대표 오스틴은 신중국의 제소에 대한 반박서한

(S/1716)을 보냈다. 그 기본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중국 영토를 침략하지 않았고 어떠한 침략적 행동

을 취하지도 않았다.

(2)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행동은 그 섬과 대륙의 충돌 가능

성이 고조되고 중국공산당이 공개적으로 더 심각한 충돌을 선

언하여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취해진 것이다. 이러한 충돌은

장차 안보리의 명을 받아 한반도에서 침략에 항거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유엔군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며, 전체 태평양

지역의 위험으로 확대될 것이다.

(3)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행동이며 동시

에 타이완 군대와 중국 군대에게 평화유지를 위한 행동임을

전하는 것이다. 트루먼대통령은 이미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은

타이완에 대해 아무런 야심이 없으며 타이완에서 특수한 지위

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천명하였다.

(4) 미국의 행동은 이미 장래 이 섬의 지위에 관한 정치적 해

결을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타이완은 연합군이

승리하여 취한 다른 일본의 영토와 마찬가지로 그 미래는 국

제사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전에 그 법률적 지위는 확정

될 수 없다. 중국은 연합국의 요청으로 타이완에서 일본군대의

항복을 받았으며, 이는 중국인이 타이완에 있는 이유이다.

(5) 미국은 중국인민에 대해 역사적으로 우의를 가지고 있으

며 이는 수많은 중국인이 동감하는 바이다.

(6) 미국은 유엔에서 타이완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환영을 표

하며 미국은 유엔이 회의에서 혹은 현지에서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197)

197)『聯合國安全理事會提交大會的報告書(1950.7.16.-1951.7.15.)』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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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표의 발언 중 타이완 문제에 관한 요지는 첫째, 미국은

침략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타이완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다. 둘째, 미국의 행동은 타이완과 중국 대륙사이의 충

돌가능성을 저지하여 한반도와 태평양 지역의 위협을 감소시키

려는 것이다. 셋째, 유엔에서 타이완 문제를 조사, 논의하는 것에

찬성하며, 타이완의 법률적 지위는 아직 미정이다. 신중국이 전

보로 제출한 제소안에 대해 미국은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의 조

치에는 침략적인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반박하였다.

1950년 1월 중화민국 유엔대표 장팅푸(蔣廷黻)의 안보리 퇴출

문제로 갈등을 빚어 회의에 불참하고198) 있던 소련 대표 말리크

가 7월 말 다시 안보리에 출석하여 회의의 의장직을 맡았다. 미

국 대표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제492차 회의 중에 회의

의장인 소련 대표 말리크는 원래 논의하기로 한 의제인 ‘한국 문

제’의 논의를 보류하고 미 제7함대의 타이완 해협 파견에 관한

신중국 정부의 제소안을 임시의제로 포함시켰다.199)

198) 소련대표 말리크는 안보리에 정식으로 중화민국 대표의 축출 결의안

(S/1443)을 상정하고 신중국이 유엔총회와 안보리에서 대표권을 가져

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안보리 회의는 소련대표가 제출한 결

의안을 즉시 표결에 붙이지 않기로 결정하자 소련은 이후 안보리 회

의에 불참하겠다고 주장하였다.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459th meeting, 10 January 1950, New York(중문), 2쪽,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632462?ln=en; 1월 13일 소련이 제

출한 중화민국 대표 축출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으나, 찬성 3, 반대

6, 기권2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표결 후, 소련대표는 중화민국 대표를

축출하기 전 소련대표단은 안보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유엔의 어

떠한 결의에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461st meeting 13

January 1950, New York(중문), 4-5쪽,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632546?ln=en

199)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492nd meeting 29

August 1950, New York, 1-2쪽,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632775?l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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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회의에서 중화민국 정부 대표 장팅푸는 “어떤 문제를

의제로 포함시키려면 적어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나의 정부가

실제로 타이완을 통치, 관리하고 있는데, 미국이 침략했다고 할

만한 어떤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제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200)

이에 대해 소련대표 말리크는 미 제7함대의 타이완해협파견

문제는 “타이완의 문제가 아니다. 이 섬의 귀속은 일찍이 카이로

선언, 포츠담선언, 그리고 일본항복문서에서 최후의 긍정적인 결

정을 내렸다. 타이완은 이미 중국에 반환되어 분리할 수 없는 중

국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며,201) “미국 제7함대의 파견은

중국의 영토에 대한 침략행위”라고 비판하였다.202) 말리크의 의

도에는 중화민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중국’의 영토인 타이완에

대해서 발언할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203) 중화민국

의 유엔대표권을 부정하는 소련의 기본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

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미국 대표 오스틴의 반박서한

(S/1716)은 기본적으로 타이완의 지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며 타이완이 중국의 영토임을 부정한 것이다. 「카이로 선언」에

서 “중국 동북, 포모사(Formosa)와 펑후(膨湖)를 포함한 일본이

중국에게서 빼앗은 영토는 모두 중국에 반환한다”고 하였다.204)

200)『聯合國安全理事會提交大會的報告書(1950.7.16.-1951.7.15.)』, 24쪽.

201)『聯合國安全理事會提交大會的報告書(1950.7.16.-1951.7.15.)』, 24-25쪽.

202)『聯合國安全理事會提交大會的報告書(1950.7.16.-1951.7.15.)』, 25쪽.

203) 즉 말리크는 중화민국이 중국대륙 뿐 아니라 타이완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는 1950년 상반기 당시 말리크가 안보

리 출석을 거부하였던 배경이기도 하다.

204) 포모사는 대항해시대에 포르투갈인들이 타이완 섬을 발견하고 붙인

이름으로, 대항해시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타이완 섬을 지칭하는 이름

으로 통용되어 왔으며, 6·25전쟁 당시 유엔의 각급 회의기록에는 포

모사와 타이완이 병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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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1948년 말부터 이미 타이완과 장제스 정권의

분리를 연구하고 있던 미국 국무부는 국제법 관례에 의거하여

일본과 정식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전 타이완은 법률적으로

적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되며 국민정부는 단지 연합국의 일원으

로 이 지역을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에 대해서는 대일강화조약으로 법률적 전후처리가

마무리되기 전에 그 주권은 일본에 있다고 주장하였다.205) 바꾸

어 말하면, 타이완은 아직 법적으로 중국의 영토가 아니므로 신

중국의 군대가 타이완 해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은 영국의 반대, 그리

고 신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타이완 지위’에 관한 논의

를 표면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7함대 파견문제로 제소를 당하

자 미국은 ‘타이완 지위 미정’이라는 주장을 공론화한 것이다.

8월 24일 저우언라이의 미국에 대한 제소 내용에는 영토침범

뿐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였고 중국의 주권을 침

범하였다고 주장하였다.206) 신중국 대표가 안보리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련 대표가 미국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전술

한 바와 같이 말리크는 타이완은 이미 중국에 반환되어 중국의

영토가 되었으며,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이므로 유엔이

개입할 권리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말리크는 미국의 타이

완 침공문제를 본안에 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모순을 보이기

도 하였다.207)

205) “The Ambassador in China(Stuart) to the Secretary” (March 23, 1949),

FRUS, 1949, Vol. IX The Far East: China, p.303;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Policy Planning Staff(Kennan)”, Ibid., pp.357-359;

蘇格,『美國對華政策與臺灣問題』, 79쪽; 張淑雅,『韓戰救臺灣: 解讀美國

對臺政策』, 41쪽.

206)『聯合國安全理事會提交大會的報告書(1950.7.16.-1951.7.15.)』, 25쪽.

207)『聯合國安全理事會提交大會的報告書(1950.7.16.-1951.7.15.)』,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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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인도208) 대

표는 이 문제를 「타이완이 무장침범을 받은 것에 대한 제소」

로 명칭을 바꾸어 한국문제에 이어 그 다음 의제로 상정하자고

제의하였고, 이를 표결에 붙였다. 중화민국과 쿠바만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타이완이 무장침범을 받은 것에 대한 제소」는 7

표의 찬성을 얻어 임시의제의 형식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209)

같은 회의에서 의장인 소련대표 말리크는 신중국 대표의 안보

리 출석을 제안하였다. 중화민국 대표의 거듭된 반대에도 신중국

대표의 출석 문제는 표결에 붙여졌고, 결국 찬성4, 반대4, 기권3

표로 부결되었다. 영국과 프랑스, 이집트는 기권하였다. 영국은

「타이완이 무장침범을 받은 것에 대한 제소」안건이 언제 논의

될지 알게 될 때, 표결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면서 기권하였다.

프랑스는 소련제안의 성격이 ‘8월 안보리에서 유사한 사건에 대

한 소련대표단이 야기한 상황’을 감안해서 프랑스는 기권을 하겠

다고 말하였다.210) 프랑스가 말한 유사한 사건이란 ‘한국 문제’에

관해 논의할 때 한국 대표 출석에 관한 제안을 소련대표가 저지

한 것을 말한다. 영국도 기본적으로 신중국 대표의 안보리 출석

에는 찬성하면서도 기권표를 던진 것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한

국 대표 참석을 저지한 소련대표에 대해 반발을 표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 문제는 동북아 문제를 의제로 하고 있지만 서구 국

208) 당시 인도는 신중국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국 정부는 주중 인도대사 파니카(K. M. Panikkar)를 통하

여 아직 자신들을 승인하지 않는 국제사회와 소통하기도 하였다. 미국

도 파니카를 통하여 베이징 정부와 소통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파니

카가 “모택동을 옹호하는 쪽으로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

다. Rosemary Foot, The Wrong War: American Policy and the

Dimensions of Korean Conflict, 1950-1953,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p.79.

209)『聯合國安全理事會提交大會的報告書(1950.7.16.-1951.7.15.)』, 25쪽.

210)『聯合國安全理事會提交大會的報告書(1950.7.16.-1951.7.15.)』,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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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소련 사이의 갈등을 반영한 것이다.

9월 17일 신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

법정부이며 동시에 미국에 대한 제소안을 제출한 당사자이므로

회의에 출석할 권리가 있고, 만약 신중국 대표가 토론에 참가하

지 못하면 안보리가 통과시키는 모든 결의안은 비합법적인 것이

며, 또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211) 신중국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인도대표는 신중국 대표를 받아들이자는 안

건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소련 대표는 중화민국 대표를 축출하고

신중국 대표를 총회에 출석하게 요청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들

안건은 미국의 요청 하에 표결에 붙여졌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미국 대표단은 신중국 정부에게 유엔의 대표권을 넘길 의도는

없으나 적어도 그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준 후 반대하자는 쪽으

로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212)

소련 대표는 9월 27일 안보리 제504차 회의 때 “타이완이 만

약 무장침략을 받았다면 그 실체를 제출하라”고 한 미국 대표의

요구에 대해, 그 실체는 신중국 대표가 출석하여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신중국 대표의 회의 출석을 주장

하였다.213) 더 나아가 그는 미국 대표단과 국민당 대표가 연합전

선을 형성하여 신중국 대표 출석문제를 방해하고 있다고 항의하

211)「關於安理會討論美國武裝侵略中國領土臺灣案必須有中國代表參加給杰

伯等的電報」(1950.9.16.), 中共中央文獻硏究室編輯,『周恩來外交文選』,

303-304쪽;「一九五○년九月十七日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外交部

長致安全理事會主席及秘書長電」(S/1795),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76863?ln=en

212) “United States Delegation Working Paper”, FRUS 1950 Vol. II

THE United Nations; The Western Hemisphere, pp.297-299.

213)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504th meeting 27

September 1950, New York(중문), 2쪽.

http://digitalibrary.un.org/record/632931?l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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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214) 안보리에서 동북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외관상으로도

이미 중화민국과 미국, 그리고 신중국과 소련이라는 두 그룹이

대립하는 형국이 만들어 지고 있었는데, 이때 소련대표가 처음으

로 이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대립은 타이완 침공문제에

서 중국 동북영토 침공으로 이어졌다.

제2절 중국영토 침공 문제 II : 

미군기의 중국 동북지역 폭격

8월 하순부터 신중국은 안보리에 여러 차례 전보를 보내 미군

기가 국경을 넘어 중국 동북지역을 목표로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하였다.215) 미국의 중국영토 침략이 타이완뿐 아니라 중국

동북지역에서도 일어났다고 주장한 것이다. 신중국 정부가 유엔

에 보낸 항의서에서 미국이 중국 동북지역 영공을 침략했다는

주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북 인민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8월 27일 조선군대를 침공한 미

국 군용기는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상공을 침입하여 압록

강 연안에 있는 우리 건축물, 기차역, 차량과 우리 인민에게 폭

격을 퍼부어 살상을 초래하였고, 그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사실

경과는 다음과 같다. 오늘 오전 10시 04분, 미국의 B29 비행기

두 대기 압록강 중류 우측 연안의 지안(輯安)성과 그 부근 상공

을 정찰하였다. 같은 날 오전 10시 05분 미국의 P51기 3대와 모

214)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504th meeting 27

September 1950, New York(중문), 2-3쪽.

215)「關於抗議美機侵入中國領空事給賴伊等的電報」(1950.8.28./8.30./9.24./

10.18./10.26./10.28.)(一)∼(六), 中共中央文獻硏究室編輯,『周恩來外交文

選』, 216-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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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토 경폭격기 1대 모두 4대가 압록강 상류 우측 연안의 린쟝

(臨江)성과 그 부근 다리즈(大栗子) 기차역 부근 상공을 비행하

였다. 이들은 우선 다리즈의 기차역을 2분간 집중 사격하고 계

속해서 선로를 2분간 사격하여 기관차 한 량을 파손하였다. 11

시 04분까지 동일지역 상공에서 미국 비행기 4대가 장챠오(江橋)

일대를 11분간 사격하여 기관차 두 량, 객차 한 량, 호위차량 1대

를 파손하였고, 기관사 1명과 주민 1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날 14시 30분 미국의 B29기 1대가 압록강 하류 안둥(安東)상공에

출현하여 선회하며 정찰하였다. 16시 40분 또 미국의 P51기 두

대가 안둥 비행장 상공에서 2분간 사격하여 노동자 19명이 상해

를 입고 3명이 사망하였으며, 트럭 2대가 파손되었다.216)

신중국 정부는 위의 묘사와 유사한 상황이 8월 29일, 9월 22

일, 10월 14, 15일에도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217)

신중국의 최초 주장에 대해 미국 대표는 8월 29일 유엔 사무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유엔 사령관은 북한 국경을 넘어

인접 국가의 영토로 날아가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사

실 침해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하였다. 미국은 “안보리가 위원

회를 파견하여 현지 조사를 환영한다”고도 말하였다.218) 이 문제

는 안보리 제493차 회의에 임시의제로 포함되었다.

중화민국 대표는 신중국이 중국 동북지역 영토침공에 관한 안

건을 제출한 목적은 한국 문제에 대한 심의를 저지하려는 것이

며 또한 신중국은 이 문제를 제소할 자격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련 대표는 미국의 비행기가 중국 영토를 포격한 행위

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범한 심각한 행위라고 신중국을 대

216) 「關於抗議美機侵入中國領空事給賴伊等的電報」(1950.8.28./8.30.)(一),

216-217쪽.

217) 「關於抗議美機侵入中國領空事給賴伊等的電報」(1950.8.28./8.30./9.24./

10.18./10.26./10.28.)(一)∼(六), 216-225쪽.

218)『聯合國安全理事會提交大會的報告書(1950.7.16.-1951.7.15.)』,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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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여 발언하였다.219) 미국은 안보리가 위원회를 파견하여 조사

하되, 북한과 중국동북지역 인민정부는 이 위원회의 행동에 자유

를 주고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또 이 의제의 명칭을 「중국영토

가 공군폭격을 받은 것에 관한 제소」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결국 토론을 거쳐 이 의제는 찬성 8, 반대 3의 표를 얻

었고, 표제 수정을 거쳐 의제로 상정하기로 하였다.220)

소련대표는 신중국이 제출한 제소안 논의에 앞서 신중국 대표

의 출석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제기하였다. 소련대표는

“안보리에 침략사건에 관한 문서를 제출한 어떠한 국가든지 이

사회가 그 문서를 심의할 때에는 반드시 그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져야하며,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곧 유엔헌장

제32조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21)

그 사이에 유엔 총회 제285차 회의에서는 소련이 제출한 미국

의 중국 영토 침범에 관한 제소안이 논의되고 있었다. 당시 중화

민국 대표는 미국이 중국의 영토를 침범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가 의제로 상정되는 것을 반대한다

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총회의 의장은 이 의제를 상정할 것인지

표결에 붙였다. 총회는 찬성 31표, 반대 6표, 기권 6표로 이 의제

를 제5차 총회의 제70번째 의제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222)

안보리에서도 중국의 영토 침범에 관한 제소와 그 변론을 위

한 신중국 대표를 출석시키자는 소련 대표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었다. 당시 안보리 회의 의장인 영국대표 제브(Glawyn Jebb)

219)『聯合國安全理事會提交大會的報告書(1950.7.16.-1951.7.15.)』, 33쪽.

220)『聯合國安全理事會提交大會的報告書(1950.7.16.-1951.7.15.)』, 34쪽.

221)『聯合國安全理事會提交大會的報告書(1950.7.16.-1951.7.15.)』, 35쪽.

222) General Assembly, 5th session : 285th plenary meeting, Tuesday,

26 September 1950, Flushing Meadow, New York(中文), 103-104쪽,

http://digitalibrary.un.org/record/735605?l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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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제 순서에 따라 앞선 의제인 인도네시아문제, 한국문제, 타

이완 문제를 심의한 후에 말리크의 제안을 논의하자고 하였

다.223) 제브도 신중국 대표 출석 문제를 자신이 의장을 맡고 있

는 기간에 처리하려고 하였다.224)

중화민국 대표 장팅푸는 신중국이 미국을 제소할 법적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고 사건에 대한 증거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

하며 안보리는 신중국의 제소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

다.225) 그리고 그는 “총회에서 그날 오후 이미 소련이 제출한 유

사한 안건이 제70번째 의제로 상정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유엔 헌

장에 따라 이들 유사한 두 가지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서 동시에

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토론이 완결된 후

총회에서 본안이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며 총회에 의제가 상정

된 것을 항의하기도 하였다.226)

중화민국 대표 장팅푸와 소련대표 말리크의 주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에콰도르 대표 퀘베도(Antonio Quevedo)가 절충안을 제

시하였다. 그는 안보리 의사규칙 제39조에 의거하여 베이징 대표

를 미국의 타이완 침범에 대한 제소안 토론에 참여시키자고 하

였다. 그는 대신 이 안건을 12월 1일로 연기하여 토론하자고 주

장하였다. 그렇게 하면 장팅푸가 주장한 총회와 안보리가 유사한

두 가지 안건을 동시에 토론하는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

223)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503rd meeting 26

September 1950, New York(중문), 9쪽.

http://digitalibrary.un.org/record/632930?ln=en

224) 汪浩,『冷戰中的兩面波: 英國的臺灣政策, 1949-1958』, 臺北: 有鹿文化,

2014, 102-143쪽.

225)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503rd meeting 26

September 1950, New York(중문), 12쪽.

226)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503rd meeting 26

September 1950, New York(중문),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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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7) 장팅푸는 소련대표가 계속해서 베이징 대표를 출석시키자

고 주장하는 문제의 본질은 미국이 중국영토를 침범한 것에 대

한 제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엔과 안보리의 중국 대표권을

신중국 정부에게 넘기려는 데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에콰도르

대표의 절충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228)

결국 안보리 제505차 회의에서 의장 제브는 ‘미국의 중국 영토

침범 제소안의 논의를 중지하자’는 중화민국의 제안, ‘12월까지

논의를 연기하자’는 에콰도르의 제안, ‘신중국 대표를 출석시켜

당장 심의를 하자’는 소련의 제안을 각각 모두 표결에 붙여서 더

이상 분란을 만들지 말자고 하였다.229) 몇 차례 결의문의 수정을

거듭하여 안보리는 중국 영토침범에 관한 제소안을 1950년 11월

15일 이후 회의에 신중국 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

기로 결정하였다.230)

이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은 신중국 정부에 안보리 회의 참가

를 요청하였고, 신중국은 외교부장 저우언라이의 명의로 유엔총

회와 안보리회의에 우슈취안(伍修權)을 비롯한 대표단을 파견하

여 토론을 하겠다는 답신을 보냈다.231) 그리고 11월 14일 신중국

227)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504th meeting 27

September 1950, New York(중문), 5-6쪽.

228)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504th meeting 27

September 1950, New York(중문), 7쪽.

229)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505th meeting 28

September 1950, New York(중문), 7쪽.

http://digitalibrary.un.org/record/632932?ln=en

230)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506th meeting 29

September 1950, New York(중문), 2-3쪽.

http://digitalibrary.un.org/record/632933?ln=en

231) 「關於聯大討論美國侵華案必須有中國代表參加等問題給安迪讓等的電

報」,『人民日報』(北京), 1950年 10月 18日; 「周外長通知聯合國秘書

長賴伊, 我已任命伍修權爲特派代表, 出席安理會討論我公訴侵略臺灣安」,

『人民日報』(北京), 1950年 10月 2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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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엔에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11월 28일 안보리 제527차 회의에서 우슈취안은 처음 연설을

하고 연설내용을 집약하여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232) 첫째, 안보리는 중국의 영토 타이완을 침범하고

한반도에 대해 무장간섭을 자행한 미국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제제를 가해야 한다. 둘째, 안보리는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

여 미국의 무장 침략 역량을 타이완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하여

태평양과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안보

리는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미국과 기타 외국군대가 한반

도에서 모두 철수하게 하고 한반도의 내정은 남북한 인민 스스로

가 결정하여 한반도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처리하게 해야 한다.

신중국 대표단은 영토침공을 받은 문제에 대한 토론을 위해

초청되었으나, 우슈취안은 중국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까지

언급함으로써 아시아에서 미국 역량 확대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

냈다. 실제로 연설 중에 우슈취안은 미국이 근대 일본의 제국주

의 행보와 유사하게 아시아를 침탈하려는 제국주의적 행태를 보

인 것이라고 비난하였다.233)

또한 한반도에서의 미국과 외국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면서도

중국인민지원군이 6·25전쟁에 개입은 예외적인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즉 인민지원군의 참전은 중국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웃

국가를 도우려는 것이지 신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파견한 군

대가 아니라고 하면서 유엔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을 구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국은 외국군 철수문제에서 자국군은 배제하

232)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527th meeting 28

November 1950, New York(중문), 9쪽.

http://digitalibrary.un.org/record/632952?ln=en

233)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527th meeting 28

November 1950, New York(중문),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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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결과적으로 신중국은 한반도에서 외국군대의 철수를 주장

하면서도 자신들은 예외로 둠으로써 스스로 당시 중국의 문제와

한반도의 문제를 분리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3절 신중국의 6·25전쟁 개입

신중국은 10월 말 이미 한반도에 출병하여 6·25전쟁에 개입해

있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이후 유엔군의 작전범위가 확대

되어감에 따라 신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하면 자신들도 참전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234)

1950년 10월 7일 유엔은 8개국이 발의한 새로운 결의문을 채

택하여 유엔군 사령부가 독자적으로 38선을 넘어 작전을 전개하

도록 승인하였다.235) 10월 8일 마오쩌둥은 “우리는 지원군을 파

견하여 한반도에서 당신들을 도와 침략자에 대항하기로 결정하

였다”고 김일성에게 통지하였다.236) 10월 19일 마오쩌둥은 중공

중앙 중남국, 화동국, 서남국, 서북국 책임자들에게 “중국을 지키

고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군은 오늘 출동하기로 한다”는 전

문을 보냈다.237) 이 지침에 근거하여 제13병단은 북한 국경으로

진군하라는 지시를 하달 받고 도강을 시작하면서 한국전에 개입

234)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 p.107.

235)「유엔총회, 유엔군의 38도선 北進을 허가하는 서방 8개국 제안을 통

과」, 『경향신문』1950년 10월 9일.

236)「關於派遣志願軍入朝作戰問題給金日成的電報」(1950.10.18.), 中共中央

文獻硏究室編,『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一卷, 545쪽.

237)「關於志願軍出動目前只做不說的電報」(1950.10.19.), 中共中央文獻硏究

室編,『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一卷, 5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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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238)

중국인민지원군의 개입으로 인해 한반도의 새로운 국면은 유엔

회의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였다. 11월 8일의 안보리 제519차

회의의 주요 의제는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가 제출한 특별보고

의 검토였다. 보고서는 “유엔군이 이미 중국공산당군대와 적대적

접촉을 하였으며, 이들은 지원군(志願軍)이 아니라 그 자체가 중

국공산당의 군대였다”고 보고하였다.239) 당시 미국 대표는 비교

적 온건한 태도로 신중국이 한반도에 있는 그들의 군대를 철수시

키고 더 이상 북한침략자들과 접촉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하였

다.240) 그러나 소련 대표 말리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중국 대

표를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으면 맥아더의 보고서와 기타 신중국

이 관련된 의제를 논의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중화민국 대표 장팅푸는 신중국 대표가 안보리에 출석하는 문

제를 격렬히 반대하였으나,241) 영국대표 제브는 오히려 신중국

대표가 출석하는 것이 공평한 처리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라

회의 분위기는 맥아더의 보고서를 토론할 때 신중국 대표를 초

청하는 쪽으로 기울어 갔다.242) 영국은 그 전부터 신중국에 대한

엄격한 태도나 정책은 오히려 신중국과 소련의 관계를 더 공고

히 하게 될 뿐이라고 보았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영국은 전

238)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중국군의 한국전쟁사』1, 308쪽.

239)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519th meeting 8

November 1950, New York(중문), 3-4쪽,

http://digitalibrary.un.org/record/632947?ln=en

240)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519th meeting 8

November 1950, New York(중문), 5쪽.

241)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519th meeting 8

November 1950, New York(중문), 6-7쪽.

242)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519th meeting 8

November 1950, New York(중문),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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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세계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

고 있었다.243)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유엔이 신중국에게도 기회

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중국 대표 우슈취안은 11월 28일의 안보리 제527차 회의에

서 연설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슈취안은 중국의 영토침

범뿐 아니라 한국 문제까지 언급하며 미국을 침략자라고 비난하

였다. 우슈취안은 안보리가 공개적으로 미국을 제재하여 미국이

타이완과 한반도에서 철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244)

그에 앞서 프랑스 대표단은 11월 10일의 안보리 제521차 회의

에서 미국, 영국, 쿠바, 에콰도르,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결의안

(S/1894, 약칭 6개국 결의안)을 작성하여 “중국이 한국문제에 개

입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245) 11월 29일 프랑스 대표는 10

일 제출한 6개국 결의안 초안에서 “중국 국경의 불가침과 북·중

국경지역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한다는 약속과 보장을 제시했고,

더불어 베이징 정권은 이미 유엔에 가입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

혔으므로 신중국은 북한의 침략행위를 저지하려는 유엔의 정책

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46)

영국대표 제브는 6개국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영국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243) Rosemay Foot, The Wrong War: American Policy and the

Dimensions of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p.92.

244)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527th meeting 28

November 1950, New York(중문), 9쪽.

245)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521th meeting 10

November 1950, New York(중문), 7쪽,

http://digitalibrary.un.org/record/632949?ln=en

246)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528th meeting 29

November 1950, New York(중문), 5쪽.

http://digitalibrary.un.org/record/632959?l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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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은 일본이 항복하기 불과 며칠 전에 비로소 국경을 넘

어 대일전에 참전했으며 그 주요 목적은 만주를 약탈하는 것

이며, 중국의 희생을 아끼지 않고 과거 제정러시아가 누렸던

특권과 이익을 회복하려는 것이다.······베이징 정부 대표는 이

러한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들은

줄곧 공산주의 선전의 신화와 같은 분위기에서 생활하여 이러

한 사실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우장군(우슈취안)과 그 일행이 이 회의에 참가함

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은 적어도 짧은 시간 안에 진

리가 '신명한 지도자'의 말에 따라 옮겨가는 어두운 선전의

세계에서 벗어나, 많은 국가의 대표들이 사상적으로 자유로운

장소에서 서로 어떻게 의견을 교환하는지 직접 관찰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본인은 감히 말하겠다. 오늘날까지 공산 제국주의가 자

유세계를 위협하려 할수록 자유세계는 더욱 단결된 역량을 집

중하여 진실 되고 거짓되지 않은 민주를 지키는데 힘을 모을

것이다.

······우리들이 여전히 안보리 다수표로 한국에 관한 이 결

의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베이징 정부가

대규모로 군대를 파병하여 한국에 참전했다는 엄중한 사실은

결코 이 결의안 초안을 통과시키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

다. 이 결의안은 유엔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이고, 중국의 이

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오히려 만약 베이징 측에서 계속

해서 파병하여 전쟁에 개입한다면, 중국의 이익에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한국전쟁은 이미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는데 그 주요

특징은 중국군이 대거 한국 전장에 참전했다는 것이다. 불행

하게도 이점에는 아무런 의혹도 없다. 대규모 군대를 한국의

전장에 파견했다는 점을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가 베이징에

서 인정했고 우장군도 인정했다. 이는 한국전쟁 중의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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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하고 극단적이며 심각한 요인이다. 안보리는 그래서 이

요인의 진실을 판정하고 그 대책을 결정해야 한다.247)

영국이나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신중국이 한국 문제에 군사적

으로 개입을 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영국은 중국의 행

동이 ‘신명한 지도자’ 즉 소련의 ‘미혹’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그

러나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해상봉쇄나 경제제제를 취하는

것은 신중국을 더욱 도발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온건한 방법으

로 해결하자고 주장하였다. 11월 30일 제브는 연설을 통하여 신

중국을 설득하려고 한 것이다.

영국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6월 27일 안보리에서 한국에 대

한 군사 원조를 표명하였고, 경항공모함 1척, 순양함 2척, 구축함

3척, 프리깃함 3척 등 총 8척으로 구성된 해군 함대를 한국 해상

작전에 참가시켰다.248) 그리고 ‘자유국가들의 국방역량 강화’를

요청하는 트루먼 대통령의 말에 호응하여 영국 내각은 국방지출

예산을 총 36억 파운드까지 증액하였다.249)

또한 11월 30일의 연설에서 영국대표 제브는 영국의 목표는

미국과 일치하며, 다른 의도 없이 유엔군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

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신중국이 인민지원군을 파견하여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을 하였고, 이것이 유엔군을 주도하는 영·

미 양국 군대와 대치하는 상황을 연출하였으며, 게다가 미국이

신중국의 개입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국은

247)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530th meeting 30

November 1950, New York(중문), 1-3쪽.

http://digitalibrary.un.org/record/632960?ln=en

248) 손규석, 조성훈, 김상원, �6·25전쟁과 유엔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2015, 165쪽.

249) Michael F. Hopkins, “The Price of Cold War Partnership: Sir Olive

Franks and the British Military Commitment in Korea War”, Cold

War History, 1:2(2001),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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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냉전시기 영미관계를 연구하는 홉킨스(Michael H. Hopkins)는

냉전시대 미국이라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영국은

노력하였다고 보았다.250) 스툭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 대한 군

사원조에 나선 이유는 미국이 아시아의 전쟁에 집중하여 유럽을

희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때문이고, 1950년 6월 27일의 유엔군 참

전을 결의한 것은 북한군만 격퇴하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예

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251) 미국의 역량이 유럽에서 아시

아로 분산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영국은 가능한 한 미국과

보폭을 맞추고 한반도의 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려 했다. 그러나

영국의 계획은 신중국의 참전으로 분명 변화가 생겼다.

기본적으로 영·미 양국 모두 한반도의 전쟁이 세계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전쟁을 세계전쟁으

로 확대시킬 가능성은 신중국보다는 소련에게 있다는 점에는 공

감하고 있었다.252) 그리고 신중국과 소련을 분리하고자 하는 생

각은 영·미 양국이 신중국 성립 초기부터 유지해 오고 있던 것

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북아의 현안을 대하는 영·미 양국의

보폭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1950년 초반의 영국이 신중국

을 승인하고 지지하는 쪽에서 조금은 신중국의 참전을 질책하는

쪽으로 돌아섰다고는 하나 영국은 여전히 미국보다는 비교적 온

건한 입장으로 중국을 회유하려고 하고 있었다.

영국은 내각회의를 통해 한반도의 북위 40도 지점에 ‘비무장

250) Michael F. Hopkins, “The Price of Cold War Partnership: Sir Olive

Franks and the British Military Commitment in Korea War”, p.43.

251) 윌리엄 스툭,『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서울: 나남, 2002, 133-

134쪽.

252) 윌리엄 스툭,『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137쪽.



제

9

장

제3절 신중국의 6·25전쟁 개입

333 /

완충지대’ 건립을 구상한 후, 주미대사 프랭크스(Sir. Oliver

Franks)에게 미 국무장관 애치슨과 이 문제를 논의하라고 지시

하였다.253) 11월 21일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연석회의에서 애치

슨은 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느 정도 중국을 안심시키는 것

이 중요하며, 압록강 남쪽에 비무장 완충지대를 건립하는 것이

전쟁을 계속하는 것보다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54) 그러나

최종적으로 회의는 맥아더의 계획된 공세가 완충지대 건립안으

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기울었고 결국 맥아더의 작

전에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255)

그뿐 아니라 미국 내에는 신중국에 대한 강경론이 팽배하여

안보리에서 중국의 한국침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이어졌다.256) 제8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1월 28일 안

보리 제527차 회의에는 신중국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었으며, 대

표단장 우슈취안은 미국이 중국의 타이완과 동북지역을 불법 침

략하여 제국주의적 침탈을 자행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었다.257)

미국 대표 오스틴은 ‘타이완 문제’는 잠시 미뤄두고 우선 ‘한국

253) Peter N. Farrar, “Britain’s Proposal for a Buffer Zone South of the

Yalu in November 1950: Was It a Neglected Opportunity to End

the Fighting in Korea?”,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18,

No.2(Apr, 1983), p.336.

254) “Memorandum by Mr. Lucius D. Battle, Special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State” (November 21, 1950), FRUS 1950 Vol. VII,

Korea, pp.1202-1203.; “Memorandum of Conversatio, by Ambassador

at Large(Jessup)” (November 21, 1950), Ibid., p.1205.

255)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Rusk) to

Colonel Nashall S. Carter, Executive to the Secretary of Defense”

(November 21, 1950), Ibid., p.1203

256) “Memorandum by the Acting Officer in Charge of Korean

Affairs(Emmons) to the Deputy Director of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Johnson)” (November 28, 1950), Ibid., p.1240.

257)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527th meeting 28

November 1950, New York(중문),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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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먼저 논의하자고 주장하였다. 신중국의 한반도 개입 때

문이었다. 11월 29일 안보리 제528차 회의에서 미국대표 오스틴

은 “베이징 정권이 침략행위를 멈추고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

다”고 강경하게 말하였다.258) 결국 미국이 중국 영토를 침범했다

는 제소로 시작한 미국과 신중국의 대립은 이제 한국문제로 전

이되어 서로를 ‘침략자’라고 비난하고 있었다. 11월 30일 안보리

는 신중국의 한국문제 개입에 대한 ‘6개국 결의안’을 표결에 붙

였다. 그러나 소련의 반대표로 이 결의안은 안보리 530차 회의에

서는 통과되지 못했다.259)

미국에게 비무장 완충지대를 만들자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

지 못하였지만, 영국은 그래도 여전히 신중국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유지하였다. 11월 22일 영국 외무장관 베빈은 베이징주

재 중국 대표 허치슨(Hutchison)을 통해 유엔군은 중국의 국경

안전을 존중하고 중국에 대한 어떠한 침략적 의도도 없을 것이

라는 서한을 전달하였다.260)

그 후 영국 수상 애틀리는 트루먼 대통령과 직접 회담하기 위

해 워싱턴으로 갔다. 애틀리는 영·미 양국이 이끄는 반공전선의

중심은 서방에 있으며 서방의 실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그는 특히 동아시아에서 중국과의 전쟁에 몰입하게 되면 서방

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고, 오히려 소련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261) 애틀리의 논조는 이후 회의에서도 일관

258)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528th meeting 29

November 1950, New York(중문), 6쪽.

259)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5th year : 530th meeting 30

November 1950, New York(중문), 10쪽.

260) “The Charge in the United Kingdom(Holmes) to the Secretary of State”

(November 24, 1950), FRUS 1950 Vol. VII, Korea, pp.1224-1225.

261) “United States Delegation Minutes of the First Meeting of

President Truman and Prime Minister Attlee” (December 4, 1950),

Ibid., pp.1365-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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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신중국과 소련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그는 신중국이 마르크

스·레닌주의자이기는 하나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중국인들은

티토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의 공동된 목표는

신중국과 소련의 사이에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262)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영국의 주장에 동의하였으나, 기본

적으로 막연히 신중국과 소련이 분열하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보았다.263) 특히 미국은 지금까지 보여 온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

뜨리고 영국이 제의하는 데로 신중국이 원하는 유엔대표권 등을

내어 주는 방법은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신중국

이 더 많은 요구를 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애치슨은 정전

(停戰)을 위해 공산주의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264) 그러나 영·미 양국은

기존의 방향대로 유엔의 권고에 따라 한국 문제에 계속적으로

책임을 다하기로 결의하였다. 또, 양국은 “공동목표를 지지하기

위한 단합된 노력에 방해가 되는 것은 저지하기”로 하였다.265)

그리고 영·미 양국은 공산주의의 팽창이 한국 침략 이전부터

유럽에서도 존재해 왔기 때문에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방위력 강

화와 대서양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상호 동의

262) “United States Delegation Minutes of the Second Meeting of

President Truman and Prime Minister Attlee” (December 5, 1950),

Ibid., pp.1397-1398.

263) “United States Delegation Minutes of the Second Meeting of

President Truman and Prime Minister Attlee” (December 5, 1950),

Ibid., pp.1401-1402.

264) “United States Delegation Minutes of the First Meeting of

President Truman and Prime Minister Attlee” (December 4, 1950),

Ibid., p.1366.

265) “Final Communique Agreed to by Presidenr and Prime Minister

Attlee” (December 8, 1950), FRUS 1950 Vol. III, Western Europe,

p.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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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266) 영국의 목표는 처음부터 전쟁이 확대되지 않는 것,

특히 미국이 한국의 전쟁에 집중함으로써 유럽에 대한 집중력이

약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영국은 미국이 한반도에 집중하는

동안 유럽에서 소련의 도발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였다. 최

종적으로 영국은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합의를

보았다.

영국과 합의를 끝낸 미국은 기존의 생각대로 신중국이 한반도

에 개입했다는 결의안(A/1621)을 영국, 프랑스, 쿠바, 에콰도르,

노르웨이와 유엔 총회 총무위원회에 신속의제로 다시 상정하였

다. 이 의제는 12월 5일 총무위원회 제74차 회의를 통과하였

다.267) 그리고 이 의제는 다음날 찬성 51, 반대 5, 기권 4표로 총

회에서도 통과하였다.268)

그러나 신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의

계획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영국과 캐나다 등 영연방은 유엔회

의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신중국을 회유

해야 한다는 뜻을 포기하지 않았다. 1월 11일 영연방 수상들과

인도가 이끄는 정전 3인단은 신중국이 원하는 대로 타이완과 유

엔대표권 문제를 처리해주기로 하였다. 신중국과의 타협에 반대

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이 결정에 동의하기로 하였고

1951년 1월 13일 개최된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이 제안을 통과

시켰다.269) 미국도 전쟁을 국지전으로 제한하고 조속히 마무리

266) “Final Communique Agreed to by Presidenr and Prime Minister

Attlee” (December 8, 1950), Ibid., p.1786.

267)『聯合國安全理事會提交大會的報告書(1950.7.16.∼1951.7.15.)』 21쪽.

268) General Assembly, 5th Session: 319th Plenary Meeting,

Wednesday, 6 December 1950, Flushing Meadow, New York(중문),

525쪽. http://digitallibrary.un.org/record/737952?ln=en

269) 윌리엄 스툭,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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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야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

로 신중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6·25전쟁은 구미

국가들의 바람대로 조속히 종결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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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2015년 9월 중국 정부는 천안문광장에서 항일전쟁(중일전쟁)

승리 및 세계반파시즘전쟁 승리 70주년을 경축하는 대규모 열병

식을 개최하였다. 중국 정부는 열병식 행사를 통해 항일전쟁의

승리를 외부의 어떠한 지원과 영향보다도 중국인민 전체의 피땀

의 결실이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항전승리를

이루어낸 민족의 역량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中

國夢)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자며 국가와 민족의 단결과 결속을

강조하였다. 중국민족은 이에 호응하며 세계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국몽의 실현을 다짐하였다.

실제로 20세기 동아시아의 중요한 전쟁인 중일전쟁, 항미원조

전쟁(6·25전쟁)은 아편전쟁 이후 자존감이 낮아진 중국이 세계사

적 범주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었다.

만주사변을 시작점으로 보면 중일전쟁은 15년 동안 지속된 전

쟁이었다. 중일전쟁은 중국인들이 ‘간난(艱難)의 세월’로 묘사할

만큼 어려움이 컸던 전쟁이다. 1937년 전면적인 중일전쟁이 발발

하자 중·소 양국은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차 중소

합작을 통하여 소련은 중국의 최대지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1941

년을 전후로 점차 심화되는 국공갈등, 소련과 일본의 중립조약,

독소전쟁의 발발로 인한 소련의 대중국 원조가 중단 등으로 중

화민국과 소련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져 갔다. 양국은 여전히 합

작의 이름으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전쟁의 여파로 더 돈독한 관계개선을 실행하지 못하였으며, 사실

상 그럴만한 여력도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 중·소 양국 관계에 다시 ‘우호동맹’라는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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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 준 중매자는 바로 미국이었다. 미국은 진주만 공습으로 전

쟁 관찰자의 입장에서 전쟁 수행자의 입장이 되었고, 함께 전쟁

을 치를 동맹을 불러 모아 대동맹체제를 형성하였다. 미국이 불

러 모은 동맹국은 영국, 소련, 그리고 아시아의 중국이었다. 미국

은 사실상 이들 국가를 지원하며 상호 결속을 주도하였다. 소련

의 지원이 끊어진 중국에게 미국은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루즈벨트의 전시와 전후 구상에 따라 동

맹국의 일원이자 세계 4대 강국의 하나가 되었다. 당시 중국의

통수권자였던 장제스는 카이로회담에 참가하여 세계 최강대국들

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고, 그결과 중국의 전략적 가치와 국제적

지위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가가 따랐다. 미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장

제스 정부를 압박하였다. 그 중 한 가지는 내정 문제인 국공관계

였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반기 중국정부군이 대일작전에서

연이어 패배하는 원인을 내부적 분열, 즉 국공문제에 있다고 보

았다. 그래서 미국은 갈등이 심화되어 가던 중국 국민당과 공산

당이 연합을 종용하였다. 국공 양당은 우선 외환인 전쟁의 상황

을 해결해야 했고 또 미국의 압력에 협력의 길을 모색했으나 잠

재된 갈등은 전쟁 종결 이후로 이어지게 되었다.

다른 한 가지는 소련과의 관계였다. 이 문제는 한층 더 어려운

측면을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 대동맹의 주도자인 미국의 루즈

벨트 대통령은 친소정책을 펴고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었다. 미국은 소련의 대

일전 참전을 카이로 회담과 얄타회담에서 스탈린에게 제의하였

고, 참전대가를 중국의 이권에서 얻으려는 스탈린의 요구에 응하

였다. 유럽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신속하게 전쟁을 종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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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소련과의 협력에서 찾았던 루즈벨트의 정책은 중국과

소련의 새로운 ‘우호동맹’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갈등의 맹아였던 것이다.

소련은 일본이 항복하기 일주일 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지역으로 출병하였고, 중국과 소련은 일본이 항복하기 하루

전 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과 그 부속협정을 통하여 소

련은 과거 제정러시아가 취했던 만주지역의 이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대신 장제스가 영도하는 중국만을 지지하겠다고 약

속하였다. 이를 두고 제3차 중소합작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지만,

‘우호동맹’을 통한 새로운 합작관계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문제는 소련이 동북지역의 점령

군으로서 활동하면서 불거졌다. 소련과 중국의 갈등은 적산처리,

소련군의 철군지연, 그리고 중공에 대한 소련의 지원문제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1924년 쑨원이 영도하는 중화민국은 소련과 「중러해결현안대

강협정(中俄解決懸案大綱協定)」에 서명하고 제1차 중소합작을

체결하였다. 협정에서 과거 제정러시아가 중국에서 누렸던 이권

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대일전 참전 대가를 약속

한 「얄타협정」과 그에 근거한 「중소우호동맹조약」은 소련이

스스로 포기했던 이권을 다시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더 많은 것

을 취하게 했다.

만주사변 이후 괴뢰정권인 만주국을 세운 일본은 만주국 산업

계발계획을 세워 만주를 전쟁수행의 기반으로 활용하였다. 이때

세워진 중공업 중심의 산업설비와 기술은 전후처리를 준비하던

소련과 중국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결실로 보였다. 이들 국가는

만주의 산업설비에서 모두 오랜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를 재건하



결   론

/ 342

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소련은 전리품의 이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중국 동북지역 적

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반출하기 어려운 적산에 대해서는 중

국에 경제 합작을 강요하며 이익을 누리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

서 ‘전리품’과 ‘전쟁배상’이라는 용어의 혼동이 야기되었으며 소

련은 중국, 그리고 미국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또한 중국을 압박

하는 방법으로 만주지역으로 출병한 소련군은 철수시기를 지연

하였으며, 정확한 철수시간을 국민정부에 알려주지 않는 등 국민

정부가 동북지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만주지역의 중요한 산업설비 등의

자산은 소련으로 반출되었고 소련군의 철군지연으로 갈등을 빚

으며 국민정부가 접수하기도 전에 중국공산당이 이 지역을 선점

하였다. 장제스는 우호동맹조약에 따라 만주지역으로 소련은 중

국공산당이 아닌 국민정부만을 지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

러나 자신들보다 중공 세력이 먼저 만주지역에서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매우 경악하였다.

중공은 동북지역에 근거지를 세우면서 국민정부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워 나갔고, 그 배후에는 소련군이 있었다. 이렇

게 구체화된 중국과 소련의 갈등은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 국공

내전으로 확대되었고, 결국 장제스는 대륙을 상실할 지경에 이르

렀다. 장제스는 그러한 상황을 용납하기 어려웠으나 이를 자체적

으로 해결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장제스는 다시 국제사회의 힘

을 빌리기 위해 유엔에 소련을 제소하기로 하였다.

사실 소련제소안은 준비과정부터 통과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는 많은 수정과 함께 각국 대표들을 만나 설

득하는 등의 지난한 노력이 투입되었다. 6·25전쟁이 발발하는 시

점에 이를 때까지 유엔에서 미국은 장제스 정부에게 그다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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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전에서 패하여 타이완으로 근거지를

옮기려는 장제스 정부를 타이완 지위미정 등을 구실로 타이완과

분리하려고 하였다. 또 미국은 『중미관계백서』를 발표하여 장

제스 정부의 패배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장제스 정부와

관계를 단절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6·25전쟁 발발 이후 신중국은 미국이 중국영토 타이완해협과

동북지역을 침범했다고 제소하였고 미국은 신중국이 한반도 전쟁

에 개입을 하였다는 의제를 상정하였다. 이로써 신중국과 소련,

그리고 중화민국과 미국이 동북아 현안을 둘러싸고 유엔에서 대

립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그러는 상황에 중화민국의 소련제소안

도 처음 구상보다는 다소 완화되어 통과되었다. 중화민국이 최초

제출한 제소안에서 주장한 ‘소련이 우호동맹의 약속을 위배하였

다’는 것이 ‘소련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중화민국은 이것을 외교상의 큰 승리로 묘사하였다.

이처럼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의 동맹과 그 전후처리를 동아

시아의 범주에서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한 50년대 전반까지

를 연속선상에 두고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 검토하였다.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의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활동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았다.

이것은 ‘얄타체제’와 ‘냉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와 연관하여

살펴볼 수 있다. 1945년 얄타회담을 통해 얄타체제가 성립되었

다. 얄타체제는 전후 질서를 위한 구상 속에서 전시 동맹체제를

새롭게 재편한 것이다. 즉, 전시 동맹체제가 미·영·중·소 4개국의

협력체제였다면, 얄타체제로 성립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질서의

주역은 미국과 소련이었다. 루즈벨트는 얄타회담 전에 사전면담

을 요청한 영국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그는 전후 질서에서 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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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보았으며, 전후 세계질서는 미국과 소련이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쟁 상황에서 대국지위를 획득한

장제스는 카이로 회담에는 참가했으나 얄타회담에 초대받지 못

했다. 엄밀하게 말하면 얄타회담에 참가한 영국도 동북아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주인공이 아니었다.

동북아시아에서 얄타체제의 성립과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

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었고 소련은 참전의 대가로 중국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권이 중

국 대륙을 차지할 수 있게 일조하였다. 내전에서 승리한 신중국

은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하였다. 이 시기가 바로 얄타체제가 와

해되고 동북아에서 냉전구도가 명확히 출현하기 시작한 시점이

라고 볼 수 있다. 6·25전쟁에 중국공산당의 군대가 참여하고 미

국이 그들을 침략자라고 규정하면서 미국과 소련의 경쟁은 표면

화되었으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냉전구도로 가시화되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신중국은 6·25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국제적 지위를 점차 높여가게 되었다.

아편전쟁 이후 동아시아의 패자 지위를 상실해 갔고 결국 반

식민 상태에 빠져 있던 중화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대국지

위를 얻었다. 그러나 전후처리의 상황이 경쟁자에게 대륙을 내어

주고 타이완으로 패전하였다. 새롭게 대륙의 주인이 된 중국공산

정권은 다시 6·25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고 지위도

상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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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 사건 일지

1931.

9.18.  만주사변 발발

1932.

3.9.   중국 창춘에 만주국 설립

6.6.   중국 국민정부는 소련과 국교회복 결정

1934

10.    중국 홍군 대장정 시작

1936.

12.12. 시안사변 발생

1937. 

7.7.   루거우차오(蘆溝校) 사변으로 전면적인 중일전쟁 발발

8.21. 「중소상호불가침조약」체결,

소련의 대중국원조 및 제2차 국공합작 시작

1941.

1.6.   환남사변 발생, 국공 갈등 표출

4.13.  소련과 일본 사이에 「중립조약」 체결, 소련과 일본은

몽고인민공화국과 만주국 쌍방에 대한 영토 완정과 신

성 불가침성을 천명.

6.22.  독소전쟁 발발

12.8.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일본에 선전포고 

1942.

1.1.   미·영·소·중을 중심으로 세계 26개국이 워싱턴에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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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추축국에 대한 항전 결의.

「반침략공동선언(연합국선언)」발표

1943.

10.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개국 외무장관 회의

회의 후, 중국을 포함하여「안전보장에 관한 4개국 선

언」 발표

11.22.-11.26. 미·영·중 3국 영수 카이로회담 개최, 

「카이로선언」발표.

11.28.-12.1. 미·영·소 3국 영수 테헤란회담 개최, 미·영 양국

은 적당한 시기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제의

1944.

6.20.-24.    미국 부통령 월러스 방중, 장제스 정부에게 소련

과 중공에 대한 협력관계 유지를 권고

8.21.-10.7.  미국 워싱턴의 덤바턴 오크스에서 국제기구 창

설에 관한 회의 개최, 미·영·중(8.21.-9.28.), 미·영·소

(9.29.-10.7) 외무장관이 분리하여 회의.

1945.

2.4.-2.11.   미·영·소 3국 영수 얄탐회담 개최. 독일 패전 후 

소련의 대일전 참전 확정. 「얄타협정」은 비밀에 부침.

4.5.   소련은 유효기간 5년인 「소일중립조약」 폐기를 선포.

4.25.-6.26.  미·영·소·중 4개국을 창립 발기국으로 하여 샌프

란시스코에서 유엔 총회를 개최. 중국은 5대 안보리 상

임이사국에 선출.

5.8.   독일 항복

6.15.  미국 주중대사 헐리는 트루먼 대통령의 지시로 「얄타

협정」의 내용을 중국정부에 정식으로 전달.

6.26.  중국 행정원장 겸 외교부장 쑹쯔원을 단장으로 모스크

바 중소담판을 위한 중국 대표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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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쑹쯔원 일행은 모스크바에 도착  

7.2.-7.12.  제1차 중소교섭 진행

7.14.  소련정부는 포츠담회담으로 인해 중소교섭을 일시 중지

한다고 발표.

7.17.  중국대표단은 충칭으로 귀국

8.5.   행정원장 쑹쯔원, 신임 외교부장 왕스제로 구성된 중국

대표단 다시 모스크바 행

8.7-14.  제2차 중소교섭 진행

8.8.   소련은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

8.9.   소련군은 중국 동북지역으로 출병, 대일전 개전.

8.14. 「중소우호동맹조약」 및 관련 부속 협정 체결(「중국 

창춘철로에 관한 협정」, 「다롄에 관한 협정」, 「뤼순

커우에 관한 협정」, 「만주 점령 소련군 총사령부와  

중국 행정당국의 관계에 관한 협정」, 외몽고문제에 관

한 상호양해각서 등) 

8.15.  일본 항복

8.25.  중국 국민정부 「중소우호동맹조약」을 비준 동의

8.31.  중국 국민정부 국방최고위원회상무회의에서 동북접수에 

관한 『수복동북각성처리판법강요』를 통과시키고, 동

북 접수공작에 착수

9.1.   소련군은 관동군의 무장을 해제

9.2.   일본은 항복문서 조인식

9.4.   중국 국민정부는 동북 9성 성정부를 조직준비에 착수, 

각 성정부 주석 등 주요 인선 단행

10.1.  주중 소련대사는 중국 정부에 소련군 철수 예정을 통

보.(11월 말)

10.15. 주중 소련대사는 국민정부군의 다롄 상륙 반대의견을 

전달

10.22. 몽골인민공화국은 공민투표를 실시, 독립에 찬성.

11.15. 장제스는 동북행영을 산하이관으로 철수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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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미국 정부는 마셜을 대중국 특사로 파견

11.30. 주중 소련대사와 중국 외교부장은 동북지역 소련군의 

철군을 1개월 연기하기로 결정(1946.1.30.완료)

12.9.  말리노프스키와 장쟈아오는 소련군 철군시기 조정

(1946.2.1.완료)

12.16.-12.26.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 개최

12.24. 중·소 양국은 동북지역 소련점령군의 철군시한을 1946

년 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한 양해각서에 합의

12.27. 미·영·소 3국 외무장관의 모스크바 회의 결과 발표: 중

국은 국민정부의 영도 아래 민주, 단결하고, 내전은 즉

각 중지해야 하며, 삼국은 중국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선언

12.30.-1946.1.5. 중소관계 개선을 위해 장제스는 아들 장징

궈를 모스크바 특사로 파견.

장징궈는 스탈린과 두 차례회담(12.30./1946.1.3.)

1946.

1.5.   중국 국민정부는 몽골인민공화국의 독립 승인

1.21.  주중 소련대사는 동북지역 적산을 모두 소련군의 전리

품으로 삼겠다고 중국 외교부에 전달

2.9.   미 국무부 장관은 주미 소련대사와 중국대사에게 만주 

적산에 대한 중·소 양국의 단독 처리에 반대의사 전달. 

미국의 개입 표명

2.11.  얄타비밀협정 정식 공표

3.22.  주중 소련대사는 중국 외교부에 소련군의 철군 완료 예

정이 4월 말이라고 통보

5.3.   소련군은 중국 동북지역에서철수 완료

7.20.  마오쩌둥은 국민정부군에 대한 공세 선포

12.30. 미국은 중국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수를 중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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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1.7.   마셜 특사는 성명 발표 후 중국을 떠남

1.29.  미국 국무부는 국공분쟁에 대한 중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

9.12.  중공중앙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총 반격을 선언

1948.

3.12. 중국인민해방군은 만주 주요 관문 스핑제(四平街) 점령

9.12-11.2. 랴오션(遼瀋)작전. 이후 국공전세 역전

12.9.   장제스는 트루먼에 긴급 군사원조 요청

1949.

1.8.   국민정부는 미·영·불·소 4개국에 국공문제 중재를 요청

(미국은 1.12.에, 소련은 1.18.에 중재 거절)

1.15.  인민해방군 톈진(天津)점령

1.16.  국민정부는 주요 정부기구를 광저우로 이전

1.21.  장제스 총통 하야 성명, 리중런(李宗仁이 총통직 대리)

1.31.  인민해방군 베이징 무혈입성

3.24.  국민정부 외교부장 왕스제는 타이완의 지위에 관한 중

국의 권리 주장

4.21.  마오쩌둥과 주더는 인민해방군의 전국 총 진격 명령

4.23.  인민해방군 난징 점령, 수도를 난징에서 광저우로 천도

5.27.  인민해방군 상하이 점령

7.10.  장제스와 키리노 필리핀 대통령은 태평양 반공동맹 창

설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8.5.   미 국무부는 『중미관계백서』 발표

9.27.  중화민국은 제4차 유엔 총회에 소련제소안 제출

10.1.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선언

10.2.  소련은 중화인민공화국(신중국) 승인

10.14. 인민해방군 광저우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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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국민정부는 충칭으로 다시 천도

11.15. 신중국 외교부장 저우언라이는 유엔에 중국대표권 주장

11.25. 유엔총회에서 중국의 소련제소안 논의

소련 외교인민위원 비신스키는 신중국의 유엔가입 주장

11.29. 국민정부 수도를 충칭에서 서쪽의 청두(成都)로 이전

11.30. 인민해방군 충칭 점령

12.10.  국민정부 타이완 천도

12.16-30. 마오쩌둥 소련 방문

12.29. 소련 대표 말리크는 유엔의 중국대표권을 신중국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  

12.30. 인도 정부 신중국 승인

1950.

1.5.   트루먼 대통령은 타이완 방위에 불개입 선언

1.6.   영국 정부 신중국 승인

1.13.  소련 대표는 국민정부대표의 유엔축출이 부결되자 유엔

회의 불참선언

2.14.  소련과 신중국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체결

2.28.  장제스 총통복귀 성명

6.25.  6·25전쟁 발발

6.27.  트루먼 대통령 미 제7함대의 타이완 해협 이동에 관한 

성명 발표

6.28.  저우언라이는 트루먼의 성명에 항의

7.8.   맥아더는 유엔군총사령관에 취임

8.26.  중공 외교부는 미국이 중국 영토 타이완을 침공했다고 

유엔에 제소

8.26.  저우언라이는 장원톈(張聞天)을 중국대표로 유엔에 파

견하겠다고 통고

9.15.  유엔군 인천상륙

10.7.  유엔군 38선 돌파 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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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중국인민지원군 한반도 출병

11.15. 유엔총회는 타이완문제에 관한 논의를 보류하기로 결정

11.28. 우슈취안 신중국 대표 유엔 안보리 출석 연설

1951. 

2.1.   유엔 총회는 중국을 ‘침략자’로 비난하는 결의안 채택

11.23. 유엔 총회는 중국의 소련제소안을 의제에 포함, 1952

년 1월 말에 논의가기로 결정. 

1952.

2.1.   유엔총회에서 소련제소안통과(찬성25, 반대9, 기권24)

1953.

2.25. 「중소우호동맹조약」공식적으로 파기

조약에 의한 동맹관계 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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