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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대한민국의 건국 주년을 맞이하여 년 건국당시 유엔 국제연합 의 역할을60 1948 (UN, )

새롭게 조명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과 유엔은 여러.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그 운명을 같이하였다 년 차 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유엔의 창. 1945 2

설과 한국의 독립이 각각 이루어졌고 년 유엔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 총선의 결과로, 1948

그 해 월 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새로운 근대국가로 출범할 수 있었다 더구나8 15 ‘ ’ .

년 전쟁 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집단안보 를 발동하1950 6,25 ‘ ’(collective security)

여 한국을 지원함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하고 한국의 주권보전과 번영에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을 흔희 유엔의 자손 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어색한 것이 아니다‘ ’ .

특히 년 한국의 건국과정에서 유엔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이라는 참관1948 ‘ ’ (UNTCOK)

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남북한 통일과 국가재건에 관하 조사 보고 자문역할을 수행 하였다, , .

이와 같은 위원단의 파견과 유엔의 총회의 결정 및 관여는 유엔 그자체가 신생기구였던

점에서 그 결정이나 활동의 내용 경과 등에서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기, .

구는 다자외교의 장소이며 수단 그리고 행위자로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

고 때로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유엔의 건국관여의 경우에도 유엔회원.

국가들의 국가 이익의 추구는 물론 국제사회의 정치역학 등 국제정세를 반영한 것이다 동.

시에 유엔의 관여는 건국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 이후 한국의 정치 외교발전에도 커다란 영,

향을 미쳤음은 물론 나아가서 유엔이나 미국 소련 등 관련국의 정책과 대외관계 그리고, , ,

국제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년 전후 시기는 한반도가 식민지지배에서 겨우 벗어났지만 신생국가로서 자립능력1948

이 매우 열악했던 때이다 특히 독립의 열망과 독립국가 수립에 열망이 강했음에도 불구하.

고 독립과 동시에 남북한 분단이 강요되고 국내적으로나 미소의 대립 등 한반도 주변정세가

매우 험난한 시기였다 따라서 비록 미군정하에서지만 유엔의 감시 하에 총선이 실시되고.

국가의 자주권이 확립된 독립국가로 탄생한 것은 매우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

가 있다 그러한 독립국가의 기반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한국은 여년이 지난 오늘. 60

날 세계 최빈국가를 벗어나 세계 대 경제력과 민주화 산업화를 이룩한 가장 대표적인10 ,

성공 국가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세계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다‘ ’ .

오늘날 한국은 경제력에 걸맞게 유엔기여금 분담 세계 위권을 비롯하여 평화10 PKO (

유지활동 공적개발원조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왔다 한마디로 한국은 유엔의 자), ODA ( ) . .

손에서 수혜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중견 기여국으로서 유엔과 국제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하

는 입장으로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이다 유엔과 한국의 끈질긴 인연은 년 월부터 한. ‘ ’ 2007 1

국인 반기문 전 외교부장관이 제 대 사무총장으로서 유엔의 수장이 되는 행운 으로 이어8 ‘ ’



졌다.

그러므로 한국과 유엔의 특별한 인연에 비추어 건국당시 유엔의 관여 및 구체적 임무와,

그 것을 둘러싼 유엔내부와 주요국가들 간의 협력과 갈등을 살펴보고 그러한 내용을 오늘,

날의 관점에서 다시 조명 해석함으로서 건국과 유엔의 역할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 글에서는 주로 년 년에 걸쳐 한국문제가 유엔에 회부되어 유엔한국임시. 1947 -1948

위원단의 파견 및 활동이 이루어진 배경과 과정 그 결과를 파악하고 한국의 건국에 미친, ,

역할과 영향 그리고 다각적인 국제정치적 함의를 살펴보는데 그 중점이 있다, .1) 다만 이글

은 새로운 사실의 발굴이나 자료의 해석보다는 유엔의 한국문제의 관여에 관한 경과와 과정

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 해석하는데 국한한다, .

따라서 이글은 먼저 한국의 신탁통치문제 논의와 미 군정의 수립을 살펴보고 둘째 미, , ,

소공동위원회의 실패와 한국문제의 유엔회부의 경과 셋째 유엔에서의 한국독립문제 논의및,

총선거결의와 미국의 입장 넷째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과 유엔 단독선거 결의 다섯, , ,

째 총선거 실시와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 여섯째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을 살펴보고, 5.10 , , ,

일곱째 유엔의 역할과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 해석하고 끝으로 결론을 내는 순, , , ,

서로 구성된다.

한반도 신탁통치 논의와 미 군정II.

한국의 장래 문제는 차 대전 중 연합국간의 협의에서 간헐적으로 논의되었다 년2 . 1919

이래 일본의 혹독한 식민지하에 있던 한반도를 일본의 패망 시 독립시키겠다는 구상은 일련

의 연합국 지도자들 간의 회합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후 처리과정의 논의 가.

운데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가능성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 Franklin .D. Roosevelt)

해서 제기되었다.2) 그는 년 월 워싱턴 회담에서 영국 외상 이든 에1943 3 (Anthony Eden)

게 전후 신탁통치 가 필요한 국가로 한국과 인도차이나를 언급하였다 그는(Trusteeship) .

한국이 오랫동안 식민지 상태에 있었으므로 스스로 즉시 자치를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3) 이러한 구상은 년 월 일 카이로 회담에서 미 영 중 국1943 12 1 ‘ ’ , , 3

이 한국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겠다는' ‘ (in due course)

선언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러한 적절한 시기는 바로 루즈벨트가 제시한 다자간 국제통치. ' '

방안 즉 신탁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

미국은 년 월 국무부를 중심으로 신탁통치를 수행 및 감독을 담당할 기구의 구성1943 4

계획을 발표하고 년 초부터는 전후 한국에 대한 점령통치계획을 연구추진하기 시작하, 1944 ,

1) 이글의 중점에 비추어 유엔자체에 관한 역사 발전 구조 등에 관한 기초적 서술과 언급은 생략하였다 졸고, , , . ,

유엔체제의 발전과 평가 박수길 편 세기 유엔과 한국 오름 기타 유엔에 관한 기“ ” , 21 ( , 2002) pp.31-83,『 』

본서로서 Karen A. Mingst & Margaret P. Karns, The Unied Natins in the 21st Century, 3rd. ed

(Cambridge, M A. Westeview, 2007) LeRoy Benet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 Jersey,

참조Prentice-Hall, 1995)

2) 홍순호 한국국제관계사 대왕사, (1993. ) pp.331-332, 373-374『 』

3) 신탁통치결정과정의 상세와 자료에 관하여는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한울, : 1943-1953 (2001, )『 』

참조pp.101-136



였다 미국의 정책보고서는 그 해 월 국무부 전후계획위원회. 5 (Postwar Program

의 승인을 거쳐 미 영 중 소 국에 의한 한국의 점령과 통치 그리고 미국Committee) . . . 4 ,

점령지역하에서 미군의 민간행정 통치 등 국제신탁통치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 신탁통치.

안에서 미국은 영국 중국은 물론 한반도에서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소련의 동의가 중요하,

다고 평가하였다 년 초부터 소련의 대일참전을 염두에 두고 그해 월 일 얄타. 1945 2 8

회담에서 루즈벨트와 스탈린 간의 비공식 회담에서 한국은 년 내지 년간의 신(Yalta) ‘ ’ " 20 30

탁통치가 필요 하다고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년 월 독일의 항복과 월 포" . 1945 5 7

츠담에서 개최된 연합국회의는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함으로서 한국의 독립이 다시 약속되었

다.

일본이 월 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미국 정부는 태평양지역연합군 최고사령관8 15 ,

맥아더 장군에게 일반명령 제 호 를 전송하고 한반도의 도선 이북을 소련군이 그 이‘ 1 ’ , ‘ 38 ,

남은 미군이 항복을 받는다 는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

곧바로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소련군은 년 월 일 대일. 1945 8 9

선전포고를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북한의 몇몇 지역에서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

다.4) 종전이후 소련군은 북한 전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해제와 군대해산 군사시설 해체임,

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소련군은 월 일 경의선과 경원선의 철도운행을 중지시키고. 8 27

선에 병력배치를 명령하여 군단은 월 일부터 남북교류를 통제했다38 88 9 3 .

미국의 경우 한국 진주는 소령보다 주 늦게 이루어졌다 전후 군사계획에 의거 하지3 . ‘ ’

중장이 이끄는 약 만 천 여명의 미 제 군단이 월 일 제물포를(John R. Hodge) 7 2 24 9 6

통해 한반도에 진주했다.5) 이어 월 일 제 보병사단이 인천에 상륙하여 인천과 서울 일대9 8 7

를 점령하고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시작하였다 되었다 이로서 남한에서 미국의 사령관이. .

통치하는 군사정부 군정 가 본격적으로 임무를 시작하였다( ) .6) 하지 사령관이 미 합참본부와

연합군 총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임무 명령은 크게 가지인 바 첫째 일본의 항복 접수 및3 , ,

일본군의 무장해제 둘째 질서유지 및 민주적 방침에 의한 신정부 수립 셋째 한국인의 훈, , , ,

련 및 자유 독립국가로서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준비가 그것이다. 7)

미군정은 시행 초기부터 미군정의 경험미숙 한국내의 정치세력들의 반발과 분열 그,

리고 열악한 경제상황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하였다.8) 하지장군이 이를

타개하기위해 치스차코프 소련사령관에게 지역 점령사령관으로서 정‘ ’(Ivan M. Chistiakov)

치 경제문제를 협의하자는 제안 같은 노력은 소련에 의해 무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현재의 군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신탁통치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

에 관하여 보다 확고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9)

4) 한국점령임무를 담당한 것은 제 극동 방면군 예하 소련 제 군이다 치스차코프상장이 지휘하는 소련군은1 25 .

일본군이 항복하던 월 일 청진에서 전투 중이었고 일본 항복 이후 일에 청진 일 함흥 일 평양8 15 , 16 , 22 , 24

에 진주하였다..

5) 태평양육군사령부의 대일 점령계획인 블랙리스트 에 따라 개 보병사단으로 구성된 미 군단을‘ ’(Blacklist) 3 24

포함한 미 제 군이 한반도 점령군으로 배치되었다 이 중 한반도 배치계획은 베이커 로10 . ‘ -40’ (Baker-Forty)

지칭되었다,

6) 미국과 소련의 군정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는 방선주 외 한국현대사와 미 군정 한림대 아시아, (1991,『 』

문화연구소 참조,)

7) 조순승 한국분단사 형성사, (1982, ) p.63『 』

8) 조순승 전게서 특히 군정의 선포의미와 국내정치적 분열과 갈등에 관하여 심지연 남한에서의 미pp.65-87, , , "

군정과 대한민국수립과정 정치외교사학회 편 제 차 세계대전후 열강의 점령정책과 분단국의 독립통“ , 2 .『

일 참조pp.111- 137』



연합국간의 전후 문제를 논의하기위한 미국 영국 소련의 개국 외상회담이 년, , 3 1945

월 일부터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개최되었을 때 이 회의에서 카이로회담에서 적절한12 16 , ‘

시기에 한반도를 독립시킨다는 것과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는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

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결국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위해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 “

고 임시정부의 참여하에 미 소 영중 개국이 주도하는 신탁통치 협정을 미 소가 체결 한, . . . 4 ,

다 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10) 이 협정 안에 의해서 한반도 신탁통치를 거쳐 독립을

시킨다는 계획 하에 미국과 소련의 협의 하에 개국에 의한 신탁통치 이행 안을 준비하도4

록 되어있었다 년 월 일 발표된 모스크바 협정서의 주요내용은 항 한국을 독. 1945 12 28 1 )

립국가로 재건하는 준비를 담당할 한국임시정부를 구성한다 항 이러한 정부구성의 방안, 2 )

을 위하여 미국과 소련의 점령군 대표자로 구상된 미 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

정당 사회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항 년간의 신탁통치 협약을 위해서 공동위원회는 한국. , 3 ) 5

임시정부와 민주단체와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항 주일 이내에 미 소 양군 사령부 대표회. 4 ) 2 .

의를 소집한다는 것이다.11)

한국의 신탁통치결정이 이루어지자 한국민은 즉각 대대적으로 반발을 하였다 사실상.

년 카이로 선언이후 이승만을 비롯한 재미 한인들 그리고 중경의 한국임시정부 요원1943 ,

들도 신탁통치에 대하여 국제공영론 이라 부르며 격렬히 반대해왔다 모스크바 협정에 의해‘ ’ .

신탁통치가 확정되자 특히 우익인사들에 의한 반발이 전국적인 시위 등으로 거세게 전개되

었다 신탁통치는 마무리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독립의 지연을 의미한다고 주장되었고 특히. ,

우익 인사들은 소련이 참여하는 어떠한 통치계획에도 반대하였다 하지사령관은 한국인들의.

반대를 무마하기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계속되는 시위로 혼란이 가중되었고 더구나 좌익진영,

은 갑자기 찬탁 으로 입장을 바꾸어 더욱 분열이 지속되었다‘ ’ .

미 소 공동위원회 실패와 한국문제의 유엔 회부III. .

미 소 공동위원회의 실패1. .

주 내에 미소 양국 사령부 간에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있는 모스크바 협정조항에 의2

거 년 월 일부터 주간에 걸쳐 예비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어 미 소공동위원회 설1946 1 16 3 .

치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12) 그러나 차례 즉 제 차 및 제 차2 , 1 (1946.3.20) 2

9) 월 초 미군의 진주가 임박하자 여운형 등 일부 지도자들은 독립국가 수립을 시도하여 조선인민공화국 인9 ’ (

공 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주석으로 선출된 이승만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우익인사들은 참여를 거부하) .

고 아놀드 군정장관과 하지사령관은 인공을 부인하고 무시하였다 또한 중경 임정의 인사 등(A. V. Arnold) ‘ ’ .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해외에서 활동한 지도자들이 귀국함으로서 미군정하에서 정치세력간의 주도권 장악 투쟁

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10) 한국 독립 전후의 관련 미 중 영 소 대국의 대 한국정책에 관하여는 구대열 한국국제관계사 연구 해, , , 4 , II:『

방과 분단 역사비평사 참조(1995, )』

11) 조순승 전게서, p.94

12) 양측은 모스크바 협정 제 조에 의거 미소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고 공동위원회가 임시 한국정부의 수립2 ,

을 도울 것임을 성명하였다 동위원회는 양측 각 인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자문위원 보좌관등을 두며 임시, 5 , , ,

정부 수립을 위해 남북한의 민주적 사회정치 단체들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예비회담 종료 후 개월 내에 업. . 1

무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조순승 전게서. , pp.103-105



공동위원회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모두 결렬되었다(1947.5.21) .13) 월 일 미국8 26

이 모스크바 협정의 조속한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 당사국에게 회담을 제의하였4

으나 소련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미 소 공동위원회의 실패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미 소. , .

양국이 한반도 정책에서 전적으로 다른 목표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소련은 친 소.

적인 혹은 위성국가를 수립하기를 원한 반면 미국 또한 친 미적 혹은 친 서방적인 민주국,

가를 수립하기 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은 한반도가 적대국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한반.

도에서 적대적인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

이 시기는 차 대전 중에 이루어졌던 소련의 참전과 연합국 동맹은 종전 후 차츰 분2

열되었던 때이기도 하다 년 월경에 이르러 미 소 간의 협력기대는 더 이상 없어졌. 1947 3 ,

다 이즈음 미국은 월 일 트루먼 닥트린 에 의한 봉쇄정책. 3 12 ‘ ’ (Truman Doctrine) ‘ ’

의 선언 그리고 월 마샬 플랜 의 선언으로 공산주의 팽창(Containment) , 5 ’ ‘ (Marshal Plan)

에 대한 저지의사를 확고히 하였다 미국의 외교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소련에게 있어서 명.

백한 도전으로 여겨졌음이 분명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련은 미소 공동위원회에서의. .

타협시도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위하였고 미국은 드디어 동위원회의 타결시도를 포,

기하고 유엔에서의 해결로 정책을 선회하게 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의 공전이 거듭되자 하지 사령관은 도선의 철폐를 포함한 한국문제38

의 해결을 위해 미국정부가 유엔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합동참모본부에 건의하기

에 이르렀다 미국정부도 미소공동위원회의 교착상태에서 더 이상 미 소 양국 군정간의 협. .

상에 의해 해결될 수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확신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각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년 월 일 미국 로베. 1947 8 2

트 미 국무부장관서리는 소련 영국 중국의 외상들에게 새로운 제안(Robert A, Lovett) , ,

을 협의할 회의를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새로운 제안서를 보냈다 그 내용은 유엔의 관리 하.

에 남 북한 양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

미국 제안의 주요내용은 미소 양국의 점령지역에서 각 지역을 완전히 대표할 수 있1) .

는 임시입법부를 선출하기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선거 실시 입법부는 양 지역의 인구비례, 2)

에 의해 선출 수립될 한국임시정부는 모스크바 협정에 관여한 대국 대표와 독립에 필, 3) 4

요한 협의 및 지원방안 논의 한국인들이 선거관련 내용과 과정을 확인하도록 유엔의, 4)

옵서버로서 출석 임시정부와 대국은 점령군의 철수시기에 관하여 협의 임시입법, 5) 4 , 6)

부는 향후 헌법의 기초로 할 수 있는 임시헌법을 기초 할 것 통일된 독립한국정부가, 7)

수립될 때 까지 양 지역 공 사 기관들은 유엔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그 산하 기구와 협의하, ,

고 공식적인 국제회의에 한국인을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게 할 것 등이다, .14) 이와 같은 내

용은 유엔에서 다루게 될 한국문제논의의 미국의 기본적 입장으로서 계속 견지되었다.

그러나 소련은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소련은 미국이 그러한 회의를 제안한 것은.

모스크바 협정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며 미국이 미소 공동위원회의 실현을 위한 모든 노, .

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소련 외상 몰로토프 는 영국과 중국을. (V. M. Molotov)

초청한 미국의 일방적 행동에 대해 부당함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13) 상세에 관하여 신복룡 전게서 찹조, pp. 325-355

14) 조순승 전게서, p.135



한국문제의 유엔 회부2. 15)

소련의 비협조를 확인한 미국은 년 월 일 미 국무장관 조지 마샬1947 9 17 (George C.

이 한국독립 문제를 제 차 유엔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였다Marshall) 2 .16) 미국무부는

같은 날 소련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17) 즉 미국은 양국협상이 한국독립을, “

진전시키지 못했으며 소련정부가 모스크바 협정에 따른 강대국들 간의 토론에 동의하지 않

으므로 모든 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18) 마샬 국무장관은 유엔총회

토론과정에서 미국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더 이상 양국 협상을 통하여 한. “

국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단지 독립 통일한국의 건설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것이 미국정부가 조선 독립의 문제를 이번 총회에 상정하는 의도이다 우. .......

리는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서 독립에 대한 한국인의 절실하고 정당한 요구가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19)

이에 대하여 소련은 한국독립 문제를 총회의제로서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

였다 본회의 토론에서 소련 대표 안드레이 비시스키 는 마샬의 제안은 모스크바 협정위반. ‘ ’

이라고 지적하고 소련정부는 이러한 위반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그러나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 일 유엔총회 운영위원회는 토의를 시작하였다 운, 9 23 .

영위원회에서 소련과 폴란드가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한 반면 중국 시리아 영국등, , ,

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 결과 대 로 한국문제를 의제로 채택 총회에 보고하. 12 2 ,

고 총회는 찬성 반대 소련 등 공산권진영국가 기권 불참 의 압도적 다수로 이, 41, 6 ( ), 7, 1

건의를 채택하여 총회 제 위원회 정치위원회 소총회 에서 토의보고토록 하였다, 1 ( , ) , .20) 그리

하여 월 일부터 유엔소총회는 한국문제를 논의를 시작하였다10 28 .

15) 한국의 독립 이전에도 중경에 본부를 둔 한국 임시정부는 유엔 및 관련기구에 대표단을 파견하려고 노력했

다 이러한 노력은 임정과 재미한인들이 지속적으로 미국의 임정의 승인을 획득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개되었. ‘ ’

다 또한 임정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승인외교의 일환으로 년 월. ‘ ’ 1944 7 UNRRA (UN Relief and

유엔구조복구본부에 대표단을 파견하려고 했으나 미국으로부터 비자를 받지 못했다Rehabilitation Agency, ) .

임정은 또한 년 월 일 유엔창설을 위한 샌프란시코 회의 참가를 위하여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고1945 4 25 ,

미국 비자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조소앙 외교부장등 명의 비자발급을 거부하였다 한국임정이 샌프. 4 .

란시스코회의에 적극 참여하려고 했던 것은 회의 참석이 한국임정이 미국으로부터의 승인과 국제적 정통성을

인정받는데 기여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임정은 이회의 참가요건이 월 일 이전에 일본과 독일에 선전포고. 3 1

하고 연합국자격을 얻은 국가에 한정하다는 것을 알고 월 일 국무회의와 위정원에서 대독선전포고를 하, 2 28

였다 그리고 주미외무위원장 이승만을 대표 단장으로 하는 명의 대표단을 참가시키려고 했으나 임정이 얄. 10 ,

타회담 전에 연합국자격을 취득치 못했고 한국임정이 정식으로 승인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러.

한 배경에는 미국이 임정의 지속적인 승인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승인 정책을 갖고 있었고 나아가서 신탁통치‘ ’ ,

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홍순호 전게서 홍순호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 pp.331-338‘ ,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외교사 집문당(1919-1945)“ , II (1995, ) pp.143-190『 』

16) 년 월 이숭만은 도미하여 소련이 전 조선을 위한 자유정부수립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남1946 12 ‘

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세울 것을 호소하고 유엔에 의한 한국문제 해결을 처음으로 제의하였다 홍순호 전게’ . ,

서 p.376

17) US Dept. of State, Korea's Independence 조순승 전게(Washington, 1947), pp.10-11 & Appendix 12

서에서 재인용, p.142

18)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Documents on American Foreign Relations 조(New York, 1947) p.119

순승 전게서에서 재인용, p.142

19) UN Document A/315

20) 반대는 주로 공산권국가들이었다 즉 백러시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소련 유고 등이다. , , , , , .



유엔의 한국문제 토의 및 총선거 결의와 미국의 입장IV.

한국문제 토의 및 총선거 결의1.

유엔에서 미국의 주도로 한국문제가 본격적으로 토의되기 시작하자 소련은 몇가지 문,

제를 제기하여 미국의 노력에 제동을 걸었다 그것은 미국 제안의 합법성 외국군대의 철수. ,

문제 그리고 한국대표의 참석문제였다 우선 소련은 미국 제안이 불법이라고 이의를 제기. , ‘ ’

하였다 소련은 미국 정부가 미소공동위원회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반드시 다.

른 대국 정부와 협의해야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총회의 일반적인 권한에도 불구하3 ,

고 헌장 제 조 항에 의해서 한국문제는 총회에서 거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35 2

하였다 또한 헌장 제 조에 의해서 유엔의 권한을 차 대전에서 직접적으로 결과된 문. 107 2

제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적국에게 점령되었던 한국의 영토 처리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총회의 권한이 매우 포괄적이며 국내문제 불간섭. ‘ ’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어떠한 국제문제도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조는 한국, 107

이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헌장 조에 의거 조약에 대. 14

한 위반이나 불만 특히 국민들의 동등권과 자결권의 원칙에 대한 모든 위반사항을 취급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총회논의의 합법성을 주장하였다.

둘째 소련은 합법성문제가 수포로 돌아가자 새로운 제안을 하였는바 즉 월 일, , 9 26

미소공동위원회 소련대표를 통하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군대가 년 초에 동1948

시에 철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소련은 한국인이 그들 자신의 정부를 아무런 외부 개입 없이.

수립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해 소련의 제안은 공동위원회.

에 부여된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미국은 소련의 제안에 대응하여 월 일. 10 17

총회 정치위원회에 새로운 초안을 제시하였다 즉 미국은 년 월 일 이전에 양 점. , 1948 3 31

령 지구에서 점령군 주관 하에 선거를 실시할 것과 유엔 임시위원단이 이 선거를 감시하여

총회에 보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초안은 여기서 선출된 사람으로 한국국회를 구성하고.

이 국회가 다시 정부를 구성하여 국민정부와 점령국간의 협정에 따라 점령군 철수이전에 자

체방위군을 설립 할 것과 국회의원 수는 인구비례에 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1) 이 제안

에 맞서서 소련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바의 외국군 철수에 관한 결의안을 총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초안은 정치위원회에서 반대 찬성 기권 표로 부결되고. 20, 6, 7 ,

월 일 총회 본회의에서도 반대 찬성 기권 으로 부결되었다11 14 34, 7, 16 .

셋째 소련은 총회 한국문제 토의에 한국대표의 참석문제를 제안하였다 그로미코 소, .

련외상은 한국문제는 해당관련국민의 참가 없이는 올바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정치위원회는

남북한에서 한국민 대표를 초청 참석한 후에 토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위원회와, .

본회의의 열띤 논의에서 대체로 회원국들은 대표초청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동의를 하

였다 그러나 미국의 덜레스는 대표단 초청의 필요성과 원칙에 찬성을 표하면서도 소련이.

진정한 대표를 찾아내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소련의 제안에 대‘ ’ .

한 수정안으로서 유엔총회가 한국민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그,

것을 위해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설립을 제안하였다 동위원단은 한국에서 자유롭게 체류.

21) 조순승 전게서UN Document A/C.I./218 , pp.151-152



하고 선거에 관여하며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소련은, .

미국의 수정안이 절차적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위원단 설치를 포함한 모든 문제,

가 한국대표의 참석 하에서 토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차 회의에서 결국 정치. 91

위원회는 월 일 미국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소련의 남북한 대표 초청 안을 반10 30 .

대 찬성 기권 으로 부결시켰다 이에 대하여 소련대표 그로미코는 한국대표의 참35, 6, 10 . ‘ ’

여 없이 유엔임시위원단이 설립되는 경우 소련은 그 위원단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고 선언하였다.

월 일 정치위원회 차 회의에서 미국 대표 덜레스 는 한국문제에 관한 수정 초11 4 92 ‘ ’

안을 제출하였다 이 초안은 차 회의내용을 고려하고 인도 중국 등 다른 회원국들의 의. 91 , ,

견도 반영하였다 월 일 정치위원회는 미국의 결의안 초안을 수정 없이 찬성 반대. 11 5 46,

기권 로 채택하였다 소련 우크라이나 등 공산권 국가 개국은 한국대표권 문제를 이0, 4 . , 6

유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월 일 유엔총회는 정치위원회 결의를 기초로 유엔감시하의 남북 총선거안을 찬성11 14

반대 기권 으로 결의안으로서 채택하였다43 0, 6 .22)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비례에 따른

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를 년 월 일 이전에 실시 제헌의회의 구성과 이들에 의한 국1948 3 31 ,

회구성과 헌법제정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설치 그리고 점령국들과 일 이내에 철군문제를, , 90

협의하는 것이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설치계획에 따라 미국이 제안한 바대로 그 구성. ,

회원국을 호주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개, , , , , , , , 9

국으로 선정하였다. 23)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표는 대표권 문제를 이유로 참가거부를 선언하

였다.

미국의 유엔회부 이유와 배경2.

미국이 한국문제 논의를 유엔에 회부하고 유엔에서 그 결의안이 통과됨으로서 한국문제

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미국이 한국문제를 유엔에 회부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은 미 소 공동위원회의 실패를 계기로 소련의 한반도정책에 회의. , .

를 갖고 직접 협상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이 시기는 조지 케난 이. (George F. Kennan)

년 월 에 라는 익명으로 소련의 팽창주의를 경고하고 그리스와1947 7 Foreign Affairs “X" ,

터키에서의 공산 게릴라 활동에 직면하여 언급 한 바 봉쇄정책 으로 대표되는 트루먼 닥트‘ ’ ‘

린 을 표방한 시기였다 따라서 냉전초기인 이 시기에 소련과의 외교적 협상에 회의적인 시’ .

각이었다.

둘째 미국 정부는 한국이 전략적 경제적 가치에 의구심을 갖고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을, ,

지는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따라서 미국 군부는 한국에서 현재 상태로 군.

대와 기지를 운영하기 보다는 또 다른 군사전략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또한 미 군정청.

은 군사적 경제적 원조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재건을 돕는 활동에서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갖,

고 있었다 그러므로 미국은 한국에서의 직접적 관여를 중단하는 대신 한국에서 강력한 반. ,

22)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12 (II) B

23) 유엔결의가 이루어지자 월 일 일 북에서는 북조선 인민회의가 열려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11 18 ~19

할 것을 결의하였다.



공정부를 수립하고 한국군을 창설한다면 한국이 어느 정도 독립국가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

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 책임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한국 내에서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이후 한국민의 반감이 고조됨으로서 미군정이, ,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미 군정청은 한국내의 극우 및 극좌 진영의 대립등.

사회적 혼란 등에 직면하였으므로 미국은 복잡한 한국의 국내정치현안에서 벗어나고 그 책

임을 국제사회에 전가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24) 마침 이승만 등은 공산주의 팽

창을 저지할 수 있는 유엔관리하의 남한만의 독립정부수립을 제안한 바 있기도 하다.

넷째 년 당시 유엔의 구도 상 미국 주도의 총회운영과 미국의 주도권 확보가 가능, 1947 ,

하였다 당시 유엔회원국은 대부분 친 미국 혹은 친 서방적인 국가들로서 구성되었고 따라. ,

서 미국은 총회에서 패권국가로서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미국.

의 군정이 곤경에 처하고 미 소간의 양자협력도 불가능하게 되자 유엔이라는 다자적 접근. ,

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공동협력 확대하여 국제적 정당성과 명분을 갖기를(multilateralism)

원했던 것이다 그 후 소련의 거듭된 유엔결의 패배에서 드러났듯이 유엔회원국의 분포와.

정치적 역학구도에서 미국은 소련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가은 점에서 유엔은 아주 유용한 방

편이 되었던 것이다.

유엔임시위원단의 활동과 유엔 단독선거 결의V.

유엔결의에 따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년 월 일 서울에 입국하여 일에 첫1948 1 9 12

회의를 갖고 총선거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25) 위원단은 관할구역이 한국 전체이며 일“

부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기위해서 가능한 모든 기회가 이용되어야 한다 는 결의“

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위원들은 총선거는 점령군 당국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하고 위원. ,

단 활동은 문의 자문 그리고 통보에 한정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임시위원단은 그들 자체만, , .

으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월 일 인도. 1 15

인 쿠마라 메논 박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그는 양 지역 사령관에‘ ’ (Kumar P.S. Menon) ,

게 방문의사를 통보하였다 하지 미 사령관이 면담에서 긴밀한 협조를 약속한 반면 소련군. ,

사령관에 대한 서신은 전달되지 못하였다 소련은 월 일 유엔 소련대표를 통해 협조 거. 1 22

부의사를 밝혔다 소련은 이미 유엔총회 토론에서 밝혔듯이 임시위원단의 설치와 활동에 보.

이콧을 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던 것이다.

위원단의 북한 입북이 거절되고 활동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임시위원단,

사이에 그 타개책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었다 중국 필리핀 엘살바도르 대표는 위원단이. , ,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라도 선거를 실시하여 독립 국가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 반면에 호주 캐나다 인도 및 시리아 대표는 그러한 조치가 현존하는 적대관계를 심화. , , ,

24) Leland M. Goodrich, Korea: A Study of U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56) pp. 40-41

25) Leon Gordenker, The United Nations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The Hague, Martinus

참조Nijhoff, 1959)



영구화 시켜서 영구분단을 초래하게 된다고 단독 선거에 반대하였다 다만 위원단은 한국. ,

정부가 구성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한 그 활동을 지속해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결.

국 월 일 위원단은 최종적으로 총회 정치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기로 하고 메논 의장과2 6 ,

빅토르 후 사무장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결국 남한 만에서라도 선거를 실시하는 것‘ ’ .

이 총회결의와 임시위원단의 임무에 비추어 타당한가의 질문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월 일 소총회 정치위원회 는 한국문제를 논의하였다 메논 위원단 의장은 한국의2 19 ( ) .

정치상황과 위원들의 견해를 제출하고 타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는바 그 하나가 남한, ,

만에서의 선거를 실시하고 한국 국민정부로서 승인을 얻는 방안이었다.26) 미국은 이에 맞

추어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하는 제안을 주창하고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였다 미국의 이.

와 같은 입장은 소련의 반대뿐 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 국가들로 부터도 반대에 부딪쳤다.

가령 캐나다의 패터슨 대표는 어떠한 단독 선거 실시도 총회결의에(George S. Patterson)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총회 특별회의를 소집하거나 양 점령, ,

군간의 새로운 협상에 의한 해결을 주장했다 이들 국가들은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한반도의.

영구분단과 두 개의 적대 정부 수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월 일 열린 유엔소총회는 미국이 제출한 남한만의 단독 총 선거안을 찬성2 26

반대 기권 로 채택 하였다31, 2, 11 .27) 총회 결의문의 골자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접근“

할 수 있는 한국의 지역에서 결의 제 호에 서술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동 위원단의 책2

임 이라고 것이다” .28) 소련 진영의 국가들은 회의를 보이콧하고 표결에 불참하였다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임시위원단으로 활동 중인 캐나다 호주가 반대하고 관례적으로 미국의, ,

제안에 찬성했던 남미 개국과 스칸디나비아 국이 기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그것은3 3 .

단독 선거 실시에 관한 회원국들의 미온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임시위원단 위원들은 월 일 서울에서 비공식회의를 갖고 유엔총회 결의를 실행할2 28 ,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선거감시를 공약하였다, .

서울의 미군정은 총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같은 날 하지 사령관은 월 일 총선거 실시를5 10

발표하였다 메논이 뉴욕에서 귀국한 후 위원단은 수차례의 공식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위. ,

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캐나다 대표는 아직 위원단의 공식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

에서 하지 장군이 선거계획을 발표한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하고 호주 대표도 극구단체들을,

제외하고 한국내의 모든 정당들이 선거 보이콧을 선언함으로서 심각한 사태발전이 생겼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중국 필리핀 엘살바도르는 선거감시를 강력히 찬성하였고 인도. , , , , ,

프랑스대표는 위원단은 소총위의 결의에 의해 구속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수차례의 논.

란 끝에 위원단은 월 일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총회의 결의를 실행할 것을 공식적으로3 12

결정하였다.29)

26) 그 밖의 대안은 협의 대상이 될 민간기구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감시하는 것 그리고 남북한 지도자 회,

담 같은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었다.

27) UN Document A/583

28) ibid.

29) 참조 찬성 중국 엘살바도르 인도 필리핀 반대 호주 캐나다 기권UN Document A/AC 19/48, 19/49 ( ; , , , , : , , :

프랑스 시리아, )



총선거 실시와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VI. 5. 10

유엔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선거 실시가 결정되자 남한 내의 정치 사회단체들 사이에.

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은 통일방안 등에 따라 크게 좌 우 중도 등 그룹으로 나. , , 3

뉘는 바 우익과 중도 진영은 단독선거 결정을 지지한 반면 좌익 진영은 반대를 하였다 이, , .

승만과 한민당 조선민주당 등 우익진영은 즉각적인 남한만의 선거를 지지하고 강렬한 남한,

정부의 수립을 주창하였다 좌익 진영은 남로당을 중심으로 단독선거가 민족의 분단을 획책.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파업 등을 선언하며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였다 남조선과도입법의, .

장 김규식 등의 지도하에 있던 중도 진영은 원래 남북한 총선과 남북한 정치지도자 회의를

지지했으나 대다수 소속 정당들은 남한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30) 결

국 꾸준히 남한단독 선거를 주장했던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 등 우익진영은 선거에 대비한

조직적 준비를 하고 선거에 참여하였다 김구와 김규식은 평양에서 월에 개최된 정당사회. 4

단체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후 월 일 통일 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5 6

하였다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김규식 과 김구 파는 선거에 불참하였다. .

월 일 유엔임시위원단은 찬성 기권 으로 선거를 감시할 것을 확인하는 결4 28 5, 3 5.10

의안을 채택하였다 임시위원단은 충분한 인력을 갖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선거 준비. 5. 10

와 시행의 책임은 미국 군사정부에 맡겨졌다 임시위원단의 인원은 비한국인으로서 명을. 30

넘지 못했으며 현실적으로 남한 내 천만의 인구와 만 에 이르는 지역에서 선거감, 2 10 Km²

시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위원단의 활동은 법령을 점검하고 간헐적으로 선거과.

정을 감시하는 행정적인 일에 국한되었다 위원단은 여러 주요 지역에서 광범위한 현지 감.

시를 해본 결과 언론 출판 집회의 민주적 권리가 승인되고 존중되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 , ,

잘 조성되어 있었다 고 선언하였다 또한 감시단은 비 등록자에 대한 협박이나 폭력행사의” .

증거가 없다고 함으로서 전반적으로 선거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였,

다.

월 일 까지 일간의 등록기간 중 명이 유권자로 등록하여 추정 등록률4 9 10 7, 837, 504

였고 이중 남자 여성 였다 남한은 백 개 선거구로 나뉘어졋고 투표소는78.7% 51%, 49% . 2

개였다 총 입후보자는 명의 여자를 포함하여 명이었다 월 일 역사적인 총13,407 . 17 942 . 5 10

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되었다 좌익 세력의 거센 선거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부는 법.

과 질서를 유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거 당일 명이 살해되고 명이 부상당했으며 투. 44 62 ,

표소 개가 공격당하는 유혈극이 벌어졌다62 . 31) 그러나 임시위원단은 실제의 투표과정은“

대체로 만족스러웠고 투표의 비밀도 대체로 잘 보장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

총선거의 실제 투표는 등록자대비 투표율 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체유권자의5.10 95.5% ,

약 에 달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투표결과는75% .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미국과 남한 임시정부는 선거결과를 민주주의의 대성,

공이라고 평가한 반면 선거를 보이콧한 좌익과 중도 진영은 선거가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

성되지 않은 채 시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총의석 석 중 북한지역의 대표를 위해 할당. 298

30) 유엔결의에 실망한 김구 김규식 조소앙 등 은 년 월 일 거두 성명을 발표 남한만의 총선거와. , 1948 3 11 “7 ‘ ,

북한의 인민공화국 헌법제정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지도자회의를 개최하여 통일방안을 마련 할.

것을 제안하였다.

31) 조순숭 전게서, pp.175-176



된 석을 제외하고 남한지역에서의 선거결과 명의 제헌의원이 선출되었다 어느 정당100 198 .

도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 못했으나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대체로 보수적 성향이 두드러졌

다. 32) 임시위원단은 월 일 선거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5 25 .

즉 선거결과는 위원단이 접근 할 수 있었고 전체 한국민의 분의 를 점하는 지역에 있어“ 3 2

서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유효한 표현이었다 고 평가하였다” . 33)

국회는 월 일 개원되어 제헌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승만이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그5 31 . ,

는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임명을 시작하였다 월 일에 헌법이 제정 공포되고. 7 17 ,

월 일에는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 대통령은 군사정부가 월 일 그7 20 . 8 15

권한을 신정부에 이양하는 계획에 맞추어 각료 조각 등을 진행하였다 월 일 미국정부. 8 12

는 대한민국이 년 월 일의 유엔총회 결의에 따른 한국정부로 간주될 자격이 있‘’ 1947 11 14

다고 인정한다 라고 선언하고 존 무쵸 를 한국대사로 임명하였다 그 밖“ , (John J. Muccio) .

에 필리핀이 남한정부를 유엔총회결의에 의한 대한민국으로 승인한다고 선언하였고 중국도,

가승인 을 통보해 왔다 그리고 월 일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되었다‘ ’ . 8 15 . 34) 이

로서 년간의 미군사정부 통치가 종결되었다3 .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과 한국위원단 설치VII. (UNCOK)

유엔의 승인1.

신생 한국정부는 유엔의 승인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설립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승만은 월 일 임시위원단 의장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한국국회는 유. 7 11

엔총회의 월 일 결의에 의거 구성된 전 국민의 정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11 14 .

즉 남한정부가 전 한반도를 대표하는 합법적 정부라고 주장하고 북한에 대하여는 유엔결, ,

의 따라 유엔감시 하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그 대표를 국회에 보낼 것을 촉구하였다.

임시위원단 위원들의 의견은 갈라져 있었다 중국과 필리핀 대표는 한국정부의 합법성을.

주장했는바 그 이유로서 위원단이 총선거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반영했다고 선,

언한 바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에 비해 호주대표는 북한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 5.10

지 않았고 남한정부가 전국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

대 의견을 주장하였다 논란 끝에 위원회는 월 일 만장일치로 타협안을 마련하여 공식. 6 25

적인 입장을 밝혔다 즉 년 월 일의 선거결과는 위원단이 접근 할 수 있었고 전. “1948 5 10

체 한국민의 분의 를 점하는 지역에 있어서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표현이었다3 2 .” 35) 이러

32) 정당별 의석은 이승만의 독립 촉성국미회의 석 한국민주당 석 대동청년단 석 민족청년당 석 대54 , 29 , 12 , 6 ,

한노동연맹 석 석은 군소정당 소곡 그리고 나머지 석은 무소속이다2 , 10 , 85 .

33) 조순승 전게서 에서 재인용, p.117

34) 한편 북한도 독자적으로 정부수립을 위한 조치를 취해나갔다 북한은 년 월 일 임시헌법을 기초하. 1947 11 18

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월 일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헌법초안을 채택하였다 월 일 첫4 29 . 9 3

회의를 소집한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을 비준하고 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립을 선언하였다 김일, 9 ‘ ’ .

성은 수상으로 임명되었다 월 일 소련은 북한정부를 승인하고 며칠 뒤에 스티코프 장군을 북한대사로. 10 12

임명하였다 그 직후 공산권국가들이 또한 북한정부를 승인하였다 조순승 전게서. . , pp.178-180



한 결정은 월 일 위원단 의장 미구엘 벨 에 의해 국회연설에서 피7 30 ' ' (Miguel A,P. Bell)

력되었다 그리고 위원단은 총회에 보낸 마지막 보고서를 통하여 선거로 수립된 남. 5.10 “

한정부가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고 선언함으로서 한국”

정부 주도하에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시사 하였다. 36)

월 일부터 한국문제가 임시위원단의 보고서와 함께 제 위원회에서 토의되기 시작12 6 1

하였다 미국 대표단은 대한민국을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 로 승인하도록 각국에 강력한. ‘ ’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소련 등 공산진영국가들은 유엔위원단 설립이 국제협정 모스크바 협. (

정 의 직접적 위반이고 대한민국은 합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며 한국인 전체의 소망을 반영) ,

하지도 못한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소련은 한국문제의 논의를 의제에서 삭제하려고 노력하.

는 한편 오히려 전국적인 민주적 선거에 의해 조직된 북한의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승, ‘ ’ “ ‘

인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은 호주 중국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 초안을 총,

회에 제출했다 즉 유엔은 대한민국의 위신과 권위를 국내외적으로 보장하기위해서 한. , 1)

국에서 유엔의 후원 하에 행해진 일에 합법성 보장을 해야 한다 유엔은 가능한 한 조속. 2)

히 철군을 감시함으로서 신정부로 하여금 전시 군사점령을 종결 시킬 수 있도록 위원단을

존속시켜야 한다 유엔위원단은 한국민으로 하여금 재통일하고 경제적 혼란과 내란의 위. 3)

협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소련은 별도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

다 즉 유엔임시위원단의 폐지 한국을 독립된 민주주의 국가로 재건하는 새로운 수단 마. , ,

련 남한 선거결과의 폐기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정부도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 차 유엔총회의 승인을 위해서 진력하였다 월3 . 8 15

일 대한민국 수립선포 이전인 일 국회위원 조병옥을 대통령 특사로 미국에 파견하고8 , 11

일에는 유엔총회 한국대표로 장면 단장을 위시하여 대표단 명을 파견하였다 대표단은9 . 12

월까지 파리에 머물면서 각국 대표들과 접촉하면서 신생정부 승인외교 에 노력을 기울였‘ ’

다.37) 그러나 한국대표단은 원래 유엔의 공식초청장 없이 참가한 관계로 처음에는 옵서버, ‘ ’

자격으로 회의 참관만 하였다 중국대표의 제안으로 한국대표단을 초청하자는(observer) .

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서 일에는 회의에 공식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장면은 이날 오후7 .

한국의 독립승인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인도 네덜란드 도미, , , ,

니카 대표들이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월 일까지 열띤 토론 끝에 제 위원회는 미국 안이 제안한바 한국의 독립 승인 안12 8 1

을 찬성 반대 기권 로 유엔총회에 상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결과 월 일41, 6, 2 . 12 12

제 차 유엔총회는 찬성 반대 기권 로 결의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3 48, 6, 1 .38) 그로서

유엔은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정통성과 국제적 지지를 부여하였다, .

유엔결의안 중 제 항은 다음과 같다2 .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하였으며 또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

35) UN Document A/AC 19/84

36) 조순승 전게서 에서 재인용UN Document, A/575/add.3 (October 15, 1948) p.183

37) 대표단의 노력의 결과 월말까지에는 프랑스의 유엔대표 쇼벨 을 비롯하여 미 영 중 필리9 (Jean Chauvel) , , ,

핀 아르헨티나 칠레 등 여 개국 대표들로부터 한국독립 숭인의 약속을 얻어내었다 홍순호 전게서, , 20 . ,

pp.377-378

38) 소련진영의 개국은 반대하고 스웨덴은 기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5 (III) (December 12, 1948) 6 ,

권하였다.



의 지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 정부는,

한국의 동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자 임시위원단에 의해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과 또한 동 정부가 한국내의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 .

“39)

이 결의안은 또한 임시위원단의 임무를 계승할 새로운 위원단을 설립하여 통일을 촉,

진하고 분단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점령군의 조속한 철수를 감시하는, ,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모든 유엔회원국들이 신 위원단이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과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신위원단은 일 이내에 서울에서 설립되고 차. 30 ,

기 총회에 그 활동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이 있자 년에 접. , 1949

어들면서 미국 월 일 을 필두로 중국 월 일 영국 월 일 프랑스 월 일 등(1 1 ) (1 3 ), (1 18 ), (2 15 )

개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23 . 40)

한국위원단 의 활동2. (UNCOK)

총회 결의안에 따라 한국임시위원단은 한국위원단 으로 새롭게 출범하고 활동(UNCOK)

을 시작하였다 구 위원단과 마찬가지로 신위원단은 소련군 사령관과 북한지도부를 접촉하.

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 위원단은 통일 가능성을 타진하기위한 남북한 대표자간의 토론을.

지원할 용의를 선언하고 양 지역 간의 시험적인 합법적 교역의 재개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

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안은 남북한 모두로부터 거절당했다 북한은 위원단을. .

미국의 주구 라고 비판하면서 협조하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도 위원단의 제안이 남한의 통“ ” .

일방안과 현저히 다르고 위원단이 북한과 접촉하는 것이 북한정권의 승인을 의미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반대하였다 그 결과 위원단 활동은 남한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

년에 걸쳐 내전의 위험이 증가하고 예견되는 미군의 조기철수로 인하여 한국민의1949

불안감이 커지자 미국 호주 중국 필리핀 등이 제 차 유엔총회에서 위원단에게 새로운, , , , 4

임무를 부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여 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위원단이 도선 경계선상을 비. 38

롯하여 한국에서의 군사충돌을 초래할 사태발전을 감시하고 보고할 권한과 이러한 목적을

수행할 감시원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위하.

여 년 월 한국 정부는 유엔위원단이 임무를 계속하고 최소 년간 더 한국에서 활동, 1949 6 1

해 줄 것 그리고 북한정권의 불법적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고위 유엔군사 고문단의 한,

국주둔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군이 년 월 일 한국을 침공 했을 때 유엔. 1950 6 25

위원단의 확인 활동과 유엔에 대한 보고로 유엔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엔.

위원단의 활동과 신생 한국의 승인은 결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국제적 위상과 권위를 부여함

으로서 신생 독립국가의 출범을 보장하였고 가 발발하였을 때 개국 회원국의 참전, 6.25 16

을 비롯하여 많은 회원국들과 다른 국제기구로부터의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받은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엔위원단은 한국전쟁 직후 남한의 구호와 재건을 위해 유엔결의에.

의해 설치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의 출범과 함께 해체 되었다‘ ’ (UNCURK) .

39) 정병준 대한민국의 성립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 ", ,, : 38 (2006)『 』

40) 건국외교 승인외교에 관하여는 고휘주 제 공화국의 대외정책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외교사‘ . ’ , “ 1 ” , I『

집문당 참조I (1995, ) pp.1309-326』



유엔의 역할 및 영향 평가VIII.

유엔임시위원단 활동을 비롯하여 유엔의 관여가 한국의 건국에서의 역할과 영향 그리고

그 의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유엔의 한반도 문제 관여는? 2

차 대전 직후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의 수행과 그 과정에서 야기된 소련과의 갈등을 해소하

는 방편으로 미국의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논의와 전개과정에서 유엔내부의.

역학 그리고 미국자체의 대외정책추구 그리고 국제적 상황 등이 직 간접의 주요변수로 영, , .

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유엔의 건국과정 관여는 한국정부의 태동과 그에 대한 국제적 정.

당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독립주권국가로서 정착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 .

나 유엔의 역할은 그러한 직접적 기여에 그치지 않고 보다 큰 차원에서 파급 효과와 함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엔의 관여는 한국에 미친 영향 유엔자체 및 국제사회에. ,

미친 영향 그리고 미국의 요소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 평가해 볼 수 있다, , .

한국에 미친 영향과 함의1.

첫째 유엔위원단의 활동은 한국에게 있어서 비록 한반도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민주정부가 탄생하는 계기와 과정을 제공함으로서 한국이 독립주권국가로서의 국제적 정당,

성과 합법성을 부여받는데 기여하였다 년 월 유엔총회가 시초에 부여한 임무는 북. 1947 11

한과 소련의 거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유엔의 새로운 결의에 따라 그 임무가 남한

에만 국한되었다 비록 한국에서의 총선거와 그것에 따른 신정부의 출범이 원래의 유. 5.10

엔결의 따른 임무를 달성했느냐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엔총.

회는 유엔이 파견한 위원단의 활동과 그 보고서에 대한 공신력과 권위를 통하여 총선결과를

승인함으로서 제헌국회 구성과 헌법제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나아가서 그러한 민.

주적 정당성과 절차를 갖추어 탄생한 한국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선언을 통

하여 한국정부의 출범을 승인함으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독립국가로서 정당한 위상과 권위

를 갖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유엔의 승인은 결국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근대 민주.

주의국가로서 그리고 비록 오랜 기간 동안 유엔의 정식회원국이 되지는 못했지만 국제사회

의 공식적인 일원으로 활동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41)

둘째 유엔의 관여는 한국 내부적으로 유엔의 국제적 권위와 정당성에 기초하여 정부와,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전체국민이 참여하.

는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 총선거나 제헌국회의 구성 헌법제정 등은 민주국가 수립과정에, ,

서의 새로운 경험이었다 유엔창설이전에 중경의 임정이 대미 승인외교와 대 유엔참가 외교.

를 전개한 것은 독립투쟁을 위한 처절한 노력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은. 1945

년 일본의 패망으로 광복이 이루지기까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고 당시는.

여러 국가들이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하였거나 한국과 같이 많은 약소국가들이 자력으로 민

주독립 국가를 이룩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독립과 유엔의 승인 혹은 가입은 모든 주권.

41) 김영작 기조논문대한민국정부수립의 역사적 의의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제 차 세계대전후 열강의, “ ( ) ,” , 2『

점령정책과 분단국의 독립통일 건구대학교출판부 는 건국 주년에 즈음하여 정부수립으. ( , 1999) pp. 7-21 50』

의의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라고 여겨진다.



국가가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의식절차 로서 인식되었다(prima face) (?) .

따라서 비록 미국군정의 통치가운데서 또한 군정의 주관 하에 실시된 이루어진 선거였

지만 세계최고의 국제적 권위기관인 유엔의 계획에 의해서 마련되어 유엔의 감시 하에 치,

러지고 또 그 결과를 승인받아서 새로운 국가로 출범한 것은 국민통합과 정부의 수립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고무적인 사건이었다 따라서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유엔의 권위와 상징성.

에 비추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한국정부의 탄생은 한국인들에게 긍지와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과 과정은 국민들이 유엔이 마치 상당한 독립적인 권한.

을 가진 세계정부나 초국가적 기구라는 착각을 할 만큼 유엔의 존재를 신화적 으(mythical)

로 이해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

셋째 한국에서 유엔활동과 관여가 이루어진 것은 유엔내의 정치역학이 한국에게 유리하,

게 작용될 수 있는 여건에 힘입은 바 크다 유엔은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국 승전국들.

에 의해 창설된 기구였고 특히 창설초기 유엔 내에서의 미국의 영향력도 지대하였다 당시.

의 약 여개에 이르는 유엔회원국 분포는 기본적으로 미국 혹은 친 서방적인 국가들로60

이루어진 상황으로서 사실상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 따라, .

서 이것은 소위 총회의 자동적 다수 를 의미하였다' ' (automatic majority) .42) 이것은 당시

한국 관련 총회의 일련의 결의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이 주도하였고 그 제안들은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된 것에도 나타난다 이에 비해서 불과 개 국가로서 수적 열세에 밀린 소련진. 6

영은 투표에 반대하거나 투표에 불참함으로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만족하고 대세를

바꿀 수는 없었다 따라서 미국에 의한 유엔의 관여 회부 그리고 유엔의 개입은 이와 같은. ,

호의적인 유엔회원국들의 지지와 역학구도 속에서 가능하였다 더구나 북한군이 년. , 1950 6

월 일 한국을 침공 했을 때 유엔위원단의 확인 활동과 유엔에 대한 보고로 유엔의 즉각25

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유엔안보리에 의해 유엔 역사상 최초로 무력제재인 집. ‘

단안보의 발동이 이루어지고 개국 회원국의 참전을 비롯하여 많은 회원국들과 다른 국제’ 16

기구로부터의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받은 원동력이 되었던 데는 그 당시의 유엔회원국들의,

이와 같은 역학도 작용하였다.

넷째 한국의 단독정부 수립은 그 후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통일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초래하였다 비록 남북한이 공동으로 년 유엔의 공식가입국이 됨. 1991

으로서 비로소 북한도 국제사회의 공인된 국가로서 인정을 받았지만 오랜 동안 남한만이,

유엔이 인정된 한반도의 합법적 정부로서 국제법적 그리고 국제정치적 위상과 도덕적 권위,

를 갖추고 있다고 주창함으로서 북한에 대한 비교우위를 과시하는 논거가 되었다 그러나.

유엔내의 갈등과 북한의 비협조 속에 미국 주도의 유엔조치의 결과로서 한국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북한도 더불어 독자적인 정부로 출범하였던 것은 결국 그러한 대결양

상이 북한의 무력침공을 야기하는 빌미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남북 전쟁의. 6,25

여파로 현재까지의 영구분단 현상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과연 그 당시 남한만‘ ’ ,

의 단독정부출범이 없었다면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과연 어떠한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것인

가 하는 가정에 대한 의문이 야기된다 가령 대 강국에 의한 신탁통치의 실시 혹은 미소. , 4 ,

공동위원회에 의한 남북한 중재 등의 결과로서 남한정부수립이나 현재의 남북갈등상태에 비

해 더 좋은 결과가 되었을 것인가 혹은 그 반대인가에 대한 역사적 가정과 씨나리오 의 설‘ ’

42) 자동적 혹은 기계적 다수 는 총회의 특정 국가들이 원하는 경우 분의 이상을 다수를 확보할 수 있는 안" " 3 2

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연대의 상태이다 미국은 유엔창설이후 년 중반까지 이와 같은 자동적 다수를. 1950

확보할 수 있었다. M. J. Peterson, The General, Assembly (New York, Routledge, 2006) pp.123-125



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이미 심화된. . ,

남북의 갈등이 로 인하여 증폭되었고 그 결과 세계적으로 냉전이 확대되고 그러한 영6.25 ,

향은 다시 한반도의 냉전에 거의 반세기 동안 기여한 점에서 역사적으로 그 함의가 크다고

하겠다.

유엔 자체와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과 함의2.

첫째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비롯하여 유엔의 관여는 그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정,

한 제약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유엔의 기여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강대국 소.

련은 한반도의 분단과 점령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한반도 신탁통치에 관하여 협,

의와 운영의 당사국이면서 동시에 유엔에서 미국과 경쟁을 하는 공산진영의 리더국가였다.

따라서 한국위원단의 탄생이나 활동은 물론 유엔총회에서의 전반적인 논의는 소련 등 공산

진영의 반대로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합의와 지지를 받지 못했다.

특히 유엔총회의 권한은 헌장 상 권고 등에 국한돼 있는 점 그리고(recommendation) ,

기본적으로 유엔위원단의 권한과 임무가 제한적이고 그 활동도 미군정이 주관하는 총선에서

이루어지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그 권한과 위상에서 제약을 갖고 있었다 가령 위원단은 북.

한입국이 거절되고 소련으로부터 불법 기구 허수아비 등으로 배척을 받았다 따라서 비‘ ’ , ‘ ’ .

록 유엔헌장에 따라 전체회원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총회결의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확고히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합의와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유엔의 결의는 대부분 제약,

을 가지고 있었고 그 범위 내에서 유엔의 활동이나 권위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

더구나 그 후 전쟁과 유엔의 군사적 개입으로 북한과 소련의 침략행위가 저지 되6.25

고 유엔이 미국과 함께 전쟁수행과 휴전의 당사자가 됨으로서 유엔은 오랫동안 북한과 소,

련에 의해서 미국과 주요 서방 강대국들의 세계지배를 위한 전유물 혹은 앞잡이로 비난받았

다 이러한 기본인식과 입장은 냉전의 기간 동안 유엔이 계속해서 동서 양진영의 대결의. .

장이 되고 유엔의 권능과 역할이 약화 혹은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둘째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유엔위원단의 활동은 그 후 전후복구활동과,

선거감시 를 통하여 평화를 정착하는 유엔활동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 ’ .43) 오늘날 이러한 유

엔의 활동은 이른 바 평화구축 으로서 평화유지활동 평화조성‘ ’ (peace-building) , PKO ( ),

을 포괄하는 평화활동 으로 통칭되는 유엔의 대표적 활동(peacemaking) (Peace Operations)

이 되었다. 44) 년 제 차 유엔총회 당시는 유엔의 신생 출범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1947 2

위원단이 한 국가의 탈 식민 과 전후 국가재건 과정에서 평화 정착을‘ ’ ‘ ’ (nation-building)

위한 노력을 하는 기구로서 출범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

한 선거감시 는 자유로운 선거제도와 운영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에‘ ’ (election monitoring) ,

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여 민주정부의 수립을 도모하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

서 한국에서의 선거감시단으로서의 역할은 국제사회에서 귀중한 선례가 되었다 일부 유엔.

학자들은 한국위원단의 활동을 오늘날 활동 특히 선거감시등 민간참관단UN PKO ‘ ’

43) Sally Morphet, "UN Peacekeeping and Election-Monitoring" Adam Roberts & Benedict Kingsbury,

eds., United Nations, Divided World, 참조(Oxford, Clarendon, 1994) pp.183-239

44) James Dobbins, et al., The UN's Role in Nations-Building: From the Congo to Iraq ( Snata Monica,

CA, Rand, 2005)



활동의 효시로 설명하기도 한다(civilian observer) .

셋째 위와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성공 모델은 특히 탈냉전 시대 분쟁해결과 평화구축 활, ‘ ’ ‘ ’

동에서 상징적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벤치마킹사례가 되고 있다 내전 혹은 전.

쟁으로 인한 이른 바 실패한 국가 의 재건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대두‘ ’ (failed state)

하였다 비록 여러 가지 조건과 요인이 다르기는 하지만 국제사회는 유엔이 주요 국가들의. ,

참여와 협력으로 가령 나미비아 캄보디아 동티모르 등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국가건설과, , ,

평화정착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가령 임시입법기구 설치 헌법제정 총선거 및 제헌의회. , ,

구성 신 민간정부출범 등의 통치과정을 거쳐 민주국가 구성과 국가재건을 이룩함으로서 국,

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지원하였다 한국의 경우 년 해방 직후부터 건국에 이르는. , 1945 3

년여 기간 동안은 주로 미 군정에 의해 경제 사회분야의 국가재건이 이루어졌지만 선거과,

정과 정부수립 출범 발전에 이르는 과정을 통하여 유엔이 감시 감독한 것은 국제적 정통, , ,

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넷째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국제사회의 행위자 라는 측면에서 유엔의 한국의, ' ' (actor)

건국과정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기구는 다자외교의.

장소이며 수단 그리고 독립된 행위자로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때로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유엔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외교적 도구이면서 포.

럼 토론장 으로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하였다 가령 초강대국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일방주( ) .

의 혹은 양자주의 외교적 접근을 보완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더구나.

이미 언급했듯이 당시의 유엔회원국의 구성이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에서 미국은

헌장이나 의사규칙의 해석 및 적용 투표 등 의사결정과정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관철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영국 중국 프랑스 등 승전국을 비롯하여 차 대전 후 새롭게 유엔에 참여하여 국제, , 2

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한 대다수 친 서방 혹은 중립적 국가들에 있어서 유엔은 개별국가가

갖지 못한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외교적 연대 의 중요 채널이 되었다 소련(coalition) .

등 공산진영의 입장에서도 비록 미국 등 서방진영의 남한 및 한반도 정책에 대한 유엔의 법

적 합법성은 저지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단합된 입장과 의사표시를 통하여 미국의 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하는 외교도구로 활용하였다 소련이 가진 거부권 으로 인하여 미. (veto)

국은 한국문제를 보다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안보리의 논의나 결정에 회부하지 못하고 총회

의 다수 회원국지지에 의존하게 되었다.

다만 유엔의 독립적 행위자로서 가령 유엔사무총장의 역할 그 당시 트리그브 리, , ( ‘ ’(

초대 사무총장 이나 사무국 국제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들의 역할 그리고 유Trygve Lie) ) ,

엔위원단 대표 개인들의 외교적 행정적 개인적 역량이나 영향력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는, ,

점에서 이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국의 요소3.

첫째 유엔의 관여는 미국의 한반도와 아시아에서의 정책 및 전략 추구와 직결되어 있었,

다 미국의 한국문제 유엔회부 전략은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미 군정의 어려움 미 소 협의. , .

의 교착 한 국민의 반발 등의 이유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당시 소련의 팽창주의 등 냉전, .



초기의 국제상황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에 따른 대 한반도 정책의 유연,

한 접근이 주요한 요소였다 미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의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 정책에 대.

응하는 상징으로서 간주하였고 유엔관리 하에서 한국이 공식적인 탄생을 통하여 국제적인,

합법성과 정당성을 가진 국가로서 인정받도록 지원하였다 따라서 유엔의 역할은 한반도에.

서 혹은 남한 단독으로라도 친미 혹은 친서방적인 반공국가를 수립하려는 미국의 정책이나

전략에 도움이 되었다 비록 유엔의 관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

며 여전히 군정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유엔의 역할을 보완적 혹은 보조

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한 입장은 미국이 한국을 실질적. (de facto 이고 법적) (de

jure)으로 승인한 것뿐 만 아니라 총회와 안보리에서 한국의 유엔가입을 강력하게 옹호한

것에서도 나타났다 한국은 년 월 최초로 유엔 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소련의 거부권. 1949 1

행사로 좌절되었다 이에 맞서서 미국도 북한의 유엔가입을 저지하였다. .

결국 유엔관할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활용하여 미국주도의 군정활동과 한국재건활동

이 국제적 정당성을 갖고 미국의 정책이 지지를 받는데 기여하였다 물론 그 후 유엔에서의.

동 서 양 진영의 갈등이 심화되고 특히 년대부터 신생국가들의 대규모 유엔가입에 따라. 60

미국은 자동적 다수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비동맹 그룹 등에 의해 소외당하는‘ ’ ' ‘ (NAM)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오랫동안 적어도 년대 말 냉전의 종식 때까지. 1980

유엔 전반 특히 총회를 도외시하는 대 유엔정책을 취하곤 하였다, .

둘째 유엔의 관여는 대 유엔전략 그리고 대외정책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외교수,

단과 접근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의 국제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한.

마디로 미국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초강대국가로서 일방주의 양자주의 그리고 다자주‘ ’, ‘ ’ ‘

의 외교 전략을 적절히 구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즉 한반도의 분할과 소련과’ .

의 공동관할은 차 대전기간 중 주요강대국과의 자 혹은 자 회담 등 다자적 채널을 통2 3 , 4

하여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실상 영국 중국 등은 미국과의 동반자라기보다는 미국 정. ,

책의 수행자 의 역할에 국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반도의 실제적 관할에서(follower) . ,

는 미소공동위 같은 양자적 쌍무적 해결 접근을 시도하고 이를 확대하여 신탁통치 같은 다( )

자적 해결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당사자인 소련의 비협조 혹은 거부로 남북한문제의 협의나.

선거 중재가 어려워지자 이러한 지역적 혹은 양자적 접근을 포기하고 유엔의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하여 한국문제의 유엔화 를 추구하였다 국제기구가 갖는 유용성 특히 국제적인‘ ’ .

집단적 정당성 을 확보함으로서 결국 독점적으로 남한의 군정을‘ ’(collective legitimation)

담당하는 당사국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경감하고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국제사회의 동참과

지지를 확보한 것이다.

셋째 유엔 등의 역할이 아닌 미국 같은 특정국가가 주도하는 일반적 혹은 양자적 국가,

재건 활동의 입장에서 한국은 성공사례로 여겨진다(nation-building) . 45)가령 년 미국2003

대 이라크 전 전개와 싸담 후세인 정권의 붕괴 이후 이라크의 국가재건에서 미국은 년1945

이후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추구하고 있다 즉 이라크를 민주정부로 변. ,

환시키는 목표를 위하여 미국은 군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임시입법기구 설

치 헌법제정 총선거 및 제헌의회 구성 신 민간정부출범 등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선거, , , .

45) Francis Fukuyama, ed., Nation-Building: Beyond Afganistan and Iraq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6) pp,22-24; James Dobbins, et al., America's Role in Nation-Building: From

Germany to Iraq (Santa Monica, CA., RAND, 2003)



과정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선거감시가 이루어졌다 물론 현재 반정부 테러로 인한 이라.

크의 불안한 정국과 미국에 대한 저항세력의 지속적인 반발로 미국의 이라크 국가 재건과정

은 곤경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과연 궁극적으로 이라크가 한국이나 일본처럼.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로 재건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한국이 민주국가 수립과 그 후 참혹한 내전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이룩한 비약

적인 정치 경제 발전의 과정은 여전히 유엔과 미국에게 있어서 개도국 발전의 귀감으로서,

여겨진다.

결론IX.

살펴 본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에서 유엔은 여러 가지 기여를 하였고 그와 같,

은 기여는 한국과 유엔 그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의 관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무엇보, .

다도 유엔이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갖게 된 것은 년 당시 한국이 처한 특별한 상황1947

과 국제정치적 역학 때문이다 신생독립을 하였으나 자주국가로서의 권한이나 역량을 갖추.

지 못한 한국은 사실상 국가의 당면 현안이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였

다 결과적으로 타율에 의해 이루어진 분단과 타율에 의해 주도된 남한만의 독립정부 수립. ‘ ’

은 이상적인 관점에서 미흡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의 해소나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그 당.

시의 국내외 여건에 비추어 과연 한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무엇이었겠

느냐 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탄생과 그 이후의 발전 번영은 한국 역사로나 세계 역, ,

사적으로도 매우 경이적이고 긍정적인 사례로 인정할 수 있다 유엔의 한국 건국과정의 관.

여는 상징적 실질적 그리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엔이 가진, , .

국제적 권위와 정당성 그리고 국제기구로서의 여러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일찍이 유엔이,

한국의 탄생에서 주요한 기여를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유엔.

의 직접지원아래 신생국가로서 합법성과 국가적 정통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비로소 자주

독립국가로서 새롭게 출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건국과정과 건국초기의 이와 같.

은 국제적 기반은 그 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 경제적 번영을, ,

누릴 수 있는 토대로서 기여하였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비록 남북한 통일국가의 염원은 성.

사되지 못했지만 신생국가 국민으로서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를 가짐으로서 국민적 긍지와

사회 경제적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유엔은 국제기구로서 그 관여나 활동에서 불가피하게 주요회원국의 이해관계와 상호 역

학을 반영하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유엔의 구조와 회원국 분포 그리고 정치역학이 미국.

에게 그리고 한국에게 호의적인 여건이었던 것은 한국의 건국과 발전에서 행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서서히 냉전 을 시작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전환기에 처해있. ‘ ’

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그리고 세계도처에서 심각한 대립을 하기 시작하였고 서로 배타적.

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런 점에서 유엔의 한국 관여는 매우 무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한국이 처한 남북분단과 미소의 심각한 갈등 속에서 남한만이 유엔의 지원으로. .



국제적 정통성을 갖는 신정부 탄생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국제정치적 여건이

유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유엔의 지원에 의한 한국의 건국은 미국의 한반도 및 세계전략의 차

원에서 그리고 외교 전략의 구사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직접 통치를, .

하던 신생국가에서 군정이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었고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강력한 자유,

주의국가의 수립을 통하여 소련의 팽창정책에 대항하는 보루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미.

국이 패권국가의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미국이 창설을 주도한 유엔의 다자적 기능을

활용하여 미국정책을 국제적 차원에서 지지받는 집단적 정당성 을 확보한 것은 미국의 대‘ ’

외정책전개에서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한국의 건국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상황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것에 영,

향을 미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엔도 그 당시 신생 국제기구로서 그.

창설목적인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그리 활성화되지 못한 시기였“ ”

다 유엔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한 것이나 그 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를 거듭한.

것은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라는 유엔의 목적에 매우 충실한 활동이었다 특히 선거감시.

활동은 그 후 유엔이 냉전시대는 물론 특히 탈냉전시대에 많은 분쟁국가의 와 평화구PKO

축활동 과정에서 활성화한 유엔의 대표적인 평화활동 인 점에서 년 전의 유엔활동은 매‘ ’ , 60

우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유엔의 관점에서도 한국의 건국지원 전쟁개입을 통한 국가주권수호와 영, 6.25

토보전 등을 통하여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적 재정적 기술, , ,

적 지원을 통하여 결국 한국의 성공적인 재건 성장 발전을 이루도록 한 것은 유엔의 커‘ ’ , ,

다란 업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한국의 비약적인 성공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유엔의 자손 으로서 상징적 존재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 ,

도 귀감이 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차 대전 직후 신탁통치를 받았거나 탈 식민을. 2

통하여 즉각 독립을 한 많은 국가들이 그 후 내전이나 빈곤으로 인하여 여전히 최빈국가 혹

은 개도국으로 남아있는 사례가 많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대다수 개도국들이 민주주의를 정.

착시키지 못하고 인권탄압 부정 부패 등의 정치 저발전 상태에 있다 이러한 국제적 현실, , ‘ ’ .

에서 한국의 경험과 선례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특별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결과.

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국제평화를 위한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권위,

그리고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지난 여 년간 유엔에도 커다란 양적 질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불과 여 개60 , . 60

국이던 유엔은 현재 개국으로 증대하였고 그 활동의 규모나 범주는 폭발적으로 팽창하192

였다 국제사회는 탈냉전 시대에 지역분쟁은 물론 핵확산 테러 기후변화 인권 빈곤 에너. , , , , ,

지 고갈 등 전통안보와 인간안보 의 산적한 이슈의 해결문제에 당면하‘ ’ ‘ ’ (Human Security)

고 있다 이와 같은 전 지구적 난제의 해결을 위한 유엔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 ‘ ’

는 한편 국제사회의 수요에 걸맞게 유엔이 개혁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 오랫동안 정, .

식회원국이 되려는 한국의 염원은 년 가입으로 현실화 되었고 한국문제의 유엔화 에1991 ' ‘

익숙해온 한국은 이제 유엔문제의 한국화 라고 할 정도로 유엔의 당면과제와 글로벌 이슈’ ‘

해결에 보다 큰 책임을 져야할 중견국가로 성장하였다 더구나 그러한 세계최대기구의 수장.

이 바로 한국인인 점에서 한국과 유엔 운명적 만남 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따라서’ ‘ .

한국은 유엔의 이상과 과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유엔의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자손으로서 중견회원국으로서 그리고 지난 년 전의 건국을, , 60

계기로 가장 성공적으로 국가발전을 해온 모범국가로서 그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야 한다 그것이 건국 주년에 반추해본 건국을 위한 유엔의 역할이 시사하는 바 교훈이라. 60

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