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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장 김덕령 장군의 생애와 한(恨)에 관한 소고(小考)***
1)

오 수 열*․황 태 섭**

논문 요약
흔히 한민족(韓民族)을 이야기 할 때 한(恨)이 많은 민족이라고 이야기 한다.
강대국가에 끼인 반도국가(半島國家)로써 수많은 외침(外侵)을 겪어야 했던 고난
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내적으로는 전라도(全羅道)가 가장 한(恨)을 많을 지닌 지역이라고 한
다. 백제(百濟)가 나당연합군(羅唐聯合軍)에 의해 멸망된 이후 겪었던 지역차별에
서 비롯된 서러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스럽게 전라도에서 낳고 자랐
다는 이유만으로 권력으로부터 박해 받고, 그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한 사람들이 적
지 않다. 의병장(義兵將) 김덕령(金德齡) 장군이 그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하
겠다.
1576년 광주에서 태어난 김덕령은 1592년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의병
(義兵)을 모집하여 전투에 참전하였다.
그러나 김덕령이 참전한 후 조정과 명(明)나라는 일본과의 화의(和議)를 도모하
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김덕령의 강경한 전투의지를 제
약하였고, 전공(戰功)을 세울 기회가 박탈된 김덕령은 술로 울화를 달래야 하였다.
장기간 전투가 전개되지 않고 정국(政局)이 화의 분위기로 바뀌면서 병사들은
태만하여 졌고 군율(軍律)과 기강은 해이하게 되었다.
이때 김덕령의 부대에서도 탈영자가 속출하였고, 김덕령이 이를 엄하게 다스리
는 과정에서 세도가의 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충청도에서 발생한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출병하는 과정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조선대학교 대학원 군사학과 박사과정
*** 이 글은 필자가 영호남 간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와 민족에 공헌한 호남인물들을 부산에서 발간
되는『인간과 문화』에 소개해온 작업의 일환으로 쓰여진 것을 수정․보완 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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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역도들과 관련이 있다는 모함으로 인해 김덕령은 결국 1596년 8월 형장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
위급지경에 처한 국가를 구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의병을 일으킨 김덕령은 커다
란 전공도 세우지 못한 채 역적으로 몰려 30세의 나이로 처형된 것이다.
소년시절부터 뛰어난 용력(勇力)으로 지역민의 기대를 모았던 김덕령이 억울하
게 처형된 데 대해 전라도 사람들이 애통해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는
전라도가 겪어야 했던 차별과 함께 이 지역민들의 한(恨)으로 승화되면서 김덕령
은 더욱 신격화(神格化) 되었다.
주제어 : 전라도, 의병, 김덕령, 임진왜란, 한(恨)

Ⅰ. 머 리 말
흔히 우리 민족을 이야기할 때 한(恨)이 많은 민족이라고 한다. 아마도 지정학
적으로 강대국가에 끼인 반도국가(半島國家)로써 수많은 외침(外侵)을 받으면서
겪어야 했던 질곡(桎梏)의 역사를 생각할 때, 만약 한이라도 없었다면 그 세월을
인내하지 못하였을지 모른다.
이처럼 국가와 민족이 겪어야 했던 인고의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개인(個人)
들이 한을 품은 채 죽어야 했을까. 아마도 그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부질없는 짓일
것이며,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한 한 가운데에서도 정도(程度)의 차이는 있을 것
이며 그에 따라 역사와 후세에 남긴 영향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지방에서 김덕령(金德齡) 장군은 범인(凡人)들과는 비
교할 수 없는 괴력을 지닌 호국(護國)의 수호신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져 왔고, 이
러한 생각은 단지 필자만이 아닌 상당수 전라도인(全羅道人)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지난날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광주(光州)를 상징하는 거리(街)를 꼽는다면 단
연 충장로(忠壯路)와 금남로(錦南路)를

꼽는 바, 그 가운데에서도 충장로는 광주

상권(商圈)의 중심지로서 호남 유행(流行)의 발원지 일 뿐만 아니라 선남선녀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유명한 광주의 대명사가 되어 왔다. 이 충장로라는 명칭이 곧 이
글에서 쓰고자 하는 김덕령 장군의 시호(諡號)인‘충장’에서 비롯되었고 향토사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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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사단을 충장대(忠壯臺)라고 부르고 있다는 데에서 그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정서
가 어떠한 것인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광주지역에서는 김덕령에 관련된 숱한 전설과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대
부분이 김덕령이 낳고 성장한 북구 금곡마을과 무등산에 얽힌 것이지만은 어떤 것
은 거리상으로 상당히 떨어진 서구 풍암동의 분적선과 금당산과 연관된 것도 없지
않는데서 적어도 김덕령이라는 장수가 광주사람들 마음속에 깊고 넓게 자리매김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Ⅱ. 김덕령의 출생과 성장
16세기 중엽은 일본이 내부적으로는 할거시대를 지나 통일을 이루고 외부적으로
는 서구(西歐)로부터 조총(鳥銃)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전수 받아 대륙으로 세력을
팽창하려는 야욕이 꿈틀거리던 시기였다. 이러한 때인 1567년(宣祖元年) 전라도
광주목 석저촌(石底村), 즉 현재의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忠孝洞)에서 한 비운의
인물이 태어났으니, 그가 곧 김덕령이다.
그는 부친 김붕섭(金鵬燮)과 모친 남평반씨 사이에서 3남 3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바, 위로는 형 덕홍(德弘)과 누나 3명이, 아래로는 아우 덕보(德普)가 있
다.1)
김덕령의 본관은 광산(光山)으로, 광산 김씨는 고려시대 정2품 벼슬인 평장사
(平章事)를 12명이나 배출하였고 조선조에서도 영의정 2명, 좌우정 1명, 우의정 2
명과 함께 청백리를 4명이나 배출한 호남의 명문거족2)으로, 광주의 서쪽에 위치한
평장동(지금의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에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하여 왔다.3)
평장동과 석저촌(지금의 충효동)은 직선거리로는 5km 안팎의 가까운 곳에 위치하
고 있다.
석저촌에 김덕령의 선대가 입향하게 된 것은 대략 540여년전인 1470년경으로,
김덕령의 4대 할아버지인 김문손(金文孫)이 현재의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金湖
洞)에 살다가 충효동에 살고 있던 광주노씨(光州盧氏)와 결혼하여 처가 마을로 들

1) 閔寶英,「김덕령에 대한 설화와 소설의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P.7.
2) 광산 김씨 대종중, 『光山金氏歷史館圖錄』(담양: 광산김씨대종중, 2008), p.70.
3) 김영헌, 『김덕령평전』(광주: 향지사, 2006),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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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오면서 그 후손들로 광산 김씨 집성촌이 된 것이다.4)
위인과 영웅의 출생에는 대개 태몽이나 설화가 존재하고 있지만, 특히 김덕령의
경우처럼 그 용력(勇力)이 뛰어났던 장군에게 태몽에 관한 이야기가 없을 수 없다.
『김충장공유사』와 충효동 주민들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口傳)에 의하면“모
친 반씨 부인의 꿈에 호랑이 두 마리가 무등산 쪽에서 내려와 방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김덕령을 잉태하였고, 출산 시에도 호랑이 두 마리가 문 밖을 지키고 있
다가 해산 후에 뒷동산 대나무 숲으로 사라졌다”고 한다.5) 이른바 호랑이처럼 용맹
한 장수의 출생을 예견한 태몽이며, 그러한 장수의 출생을 호랑이가 문 밖에서 지켜
주었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김덕령은 후세에 뛰어난 용력을 지닌 장수
로서 인식되어 왔지만, 사실 김덕령은 문무(文武)를 겸비한 사람이다. 그의 종조부
(從祖父)인 사촌(沙村) 김윤제(金允梯)가 문과에 급제하여 정3품인 나주목사를 지
낸 것과는 달리 조부와 부친 2대에 걸쳐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한미한 집안이었지
만, 김덕령은 종조부인 사촌 김윤제에게 공부하여 17세에 초시(初試)에 합격하였
던 것이다.6)
뿐만 아니라 14세에 부친을 잃고 18세에 흥양이씨(興陽李氏)를 부인으로 맞이
한 후 모친에 대한 효도를 다하였으며, 형 덕홍 그리고 매부 김응회(金應會)와 함
께 당시의 저명한 학자 우계(牛溪) 성혼(成渾)7) 문하에서 유학(儒學)을 배웠던 것
이다.
이처럼 김덕령이 문무를 겸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온
김덕령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의 용맹함과 용력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으로, 이는 그

4)
5)
6)
7)

위의 책, p.54.
김충장공유사편찬위원회, 『국역 김충장공유사』(광주: 향지사, 2006), p.58.
尹在根, ‘金德齡傳承硏究(1)’, 『어문논집』 제26호(1986), p.205.
1535년(中宗 30年)에 태어나 1598년(宣祖 31年)에 작고한 학자로 파평(坡平)의 우계(牛溪) 옆
에 살았기 때문에 우계 선생이라 불리움. 선조 초에 참봉․현감 등의 벼슬을 받았으나 모두
사퇴함. 이율곡과 사단칠정이기설(四端七情理氣說)을 토론하고 새로운 학설을 주창함. 선조의
환도후 명(明)이 왜국과의 화의를 권유하자 영의정 유성룡과 같이 찬동하였으나 선조는 화의
를 배척하였다.
때마침 화의를 주장한 전라관찰사 이정암에 대해 관대한 조치를 주장하자 선조가 분노하여
고향인 파주로 내려감.
율곡과 함께 성리학의 대가로 후세에도 이름이 높으며 이퇴계의 학설을 이어받아 사칠속편
(四七續編)을 완성하였음. 벼슬에 오르기전 우계에서 많은 제자들을 길렀음. 이홍직, 『國史
大事典』(서울: 民衆書館, 2001), p.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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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진왜란 중 그 포부를 펴지 못하고 요절한데 대한 지역민들의 동정에서 비롯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무등산에는 김덕령이 삼을 심어놓고 높이뛰기 훈련을 했다는 ‘삼밭실’이
있고, 무술을 연마하고 담력을 길렀다는 ‘뜀바위’가 있으며

백마와 활의 빠르기 시

합을 했다는 기사전설(騎射傳說)8)이 깃들어 있는‘지공너덜’의 문바위가 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김덕령이 용맹하였고, 그 용력이 대단하였던 것은 사실이지
만, 만약 그의 나이 25세 때인 1592년에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현저하게 달라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가 이미 17세에 초시에 합격하였고 18세에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가 하면 홀로된 모친을 모시는 데도 소홀함이 없었
고 형 그리고 매부와 함께 학문을 익히는데 정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
황을 볼 때, 만약 세상이 평온했다면 김덕령은 학문에 더욱 정진하여 문과(文科)에
응시하였거나 아니면 그의 대단한 용력으로 보아 무과(武科)에 응시하여 관리의
길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겠다. 이는 김덕령이 임진왜란을 맞아 의병(義
兵)을 일으킨 형의 전사와 함께 연이어 모친상을 당하여 그의 심경을 표현한 아래
의 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뜻은 공부에 있었지, 활쏘기와 말타는 것이 아니었다. 모친은 이미
세상을 뜰 나이에 이르렀고 형은 또한 전투에서 죽었다. 잠깐동안 군대에
참여했다가 돌아왔으나 위로는 나라의 수치를 생각하고 몇 번이나 밤중에
칼을 매만졌으며 아래로는 형의 원수를 갚겠다고 밤을 적시는 눈물을 흐렸
다.…9)”
어떻든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김덕령은 형 덕홍과 함께 의병 수백명을

8) “김덕령은 때때로 지공너덜에서 그의 백마를 타고 활쏘기 연습을 하곤 하였는데, 백마의 민첩
하지 못함에 대해 백마를 질책하곤 하였다. 하루는 지공너덜에서 광주시내의 사직공원을 향
하여 활을 쏘아 백마와 누가 먼저 그곳에 도착하는지 시합을 하였다.
화살을 쏜 뒤 백마를 타고 사직공원에 도착하여 보니 화살이 보이지 않자 김덕령이 백마가
화살보다 늦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난 끝에 칼을 꺼내어 백마를 죽이자 그제야 화살이
도착하더라“는 내용으로 김덕령의 급한 성격과 함께 그의 애마(愛馬)를 아끼지 않는 경솔함을
나타낸 구전 이야기이다.
9) 志存章句業 非弓馬 母旣臨年 兄又戰死 乍隨行伍 旋則辭歸 上念國恥 幾憮中夜之劒下憤兄讐
每墬沾食之淚“ 李肯翊, 『練黎室記述』 17 宣祖朝, 金德齡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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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여 의병장 고경명(高敬命)군과 함께 전주(全州)까지 갔다가 노모를 봉양하
라는 형의 말에 따라 귀가하였는데 그해 7월 형이 고경명과 함께 금산(錦山) 전투
에서 전사하였던 것이다.10)
1593년 8월 노모(老母)가 별세하였다. 형의 전사와 노모의 별세는 김덕령의 마
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노모에 대한 효도와 국가에 대한 충성 사이에서
고뇌하던 김덕령은 담양부사 이경린(李景麟)과 장성현감 이귀(李貴)가 잇따라 천
거하고 전라관찰사 이정암(李廷馣)마져 기병(起兵)을 요청하자 마침내 1593년 11
월 인근에 격문을 띄워 담양에서 수천명의 의병을 모아 거병하였다.11)

Ⅲ. 김덕령의 의병활동과 모함
김덕령이 담양에서 수 천명으로 거병하자 도원수 권율(權慄)은 초승군(超乘軍)
이란 군호를 내렸고, 전주에 머무르고 있던 세자 광해군(光海君)은 익호장군(翼虎
將軍)이란 칭호를 내렸으며, 국왕도 그에게 충용군(忠勇軍)이란 군호를 내렸다.12)
이로써 김덕령의 의병은 정식 관군은 아니었지만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군대가 된
것이다.
김덕령은 1594년(宣祖 27年) 정월, 담양에서 출진하여 왜군과 전투가 활발한
영남지방으로 향하기에 앞서“담양․순창․김해․동래․부산을 거쳐 동해바다를 건너 대마
도와 대판(大坂)까지 진군할 것임”을 표방하는 격문을 발표하였는 바, 이를 통해
거병하는 그의 기개가 얼마나 크고 높았던가를 알 수 있다.
군사를 이끌고 남원(南原)에 도착한 김덕령은 그곳에서 최담령(崔聃齡)을 별장
(別將)으로 삼아 군용(軍容)을 더욱 튼튼히 하였고, 경남 의령에 주둔하고 있던 의
병장 곽재우(郭再祐)에게 상호 협력하여 작전을 전개하자는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
다.
김덕령군의 군사조직이나 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나, 참
여한 인물들로 미루어 볼 때 민간에서 참여한 의병 출신과 민관합동으로 군사조직
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합류한 관병출신들의 연합군적 성격을 띤 것으로 보인다.13)
이는 김덕령이 의병이었음에도 조정으로부터 군호와 벼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
10)
11)
12)
13)

尹在根, 앞의 논문, p.205.
閔寶英, 앞의 논문, p.8.
光州直轄市史編纂委員會, 『光州市史(第一卷)』(光州: 全日實業出版局, 1992), p.663.
김영헌, 앞의 책,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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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것이다.
김덕령은 군사를 정비하여 맹렬한 기세로 당시 왜군들이 주로 포진하고 있던 경상
도 남해안 지역에 당도하였다. 그러나 이 때 상황은 매우 좋지 않게 변화되고 있었
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군량미는 부족하게 되었고, 구원병으로 참전한 명군(明軍)은
화의(和議)를 주장하며 조선군에 대해서까지 전투행위를 억제하기 시작하였다. 김덕
령은 몇 번에 걸친 자신의 출전 요구가 조정과 명나라의 장수 송응창(宋應昌)에 의
해 모두 거절 당하자 울분이 쌓여져 갔고, 그러한 심화를 술로 달래야만 하였다. 이
러한 상황이 김덕령을 비극으로 몰아갔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김덕령은 진주(晋州)에 머물면서 군량을 마련하기 위해 둔
전을 설치하기도 하고, 월아산(月牙山)에 목책성(木柵城)을 쌓고 제무소(製武所)를
만들어 전쟁에 대비하였고14), 2차 진주성 전투(1593년)에서 진주성 방어전을 총
지휘하던 김천일 장군이 그의 아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자 진주성에 머물면서
시체를 수습하고 전몰한 군졸의 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 후 김덕령은 고성․창원 등지에서 수차례 전투에 임하였고, 곽재우․이순신․원균
의 수륙연합 장문해전에 참가하는15) 등 크고 작은 전투에 참가하였으나, 충용장(忠
勇將)의 칭호에 걸맞는 전공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었다.
장기간 전투다운 전투를 하지 않는 군사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 ‘기강
의 해이’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거제도에 출정하게 되었는데 이 때에 최
인상․최덕웅 형제가 탈영하게 되었고, 김덕령은 두 사람 대신 그의 아버지인 최춘용
을 잡아와 곤장으로 문초하였다. 이 최춘용이 바로 당시의 세도가로 선조의 명을 받
고 각 지방의 상황을 두루 살피고 있던 체찰사(體察使) 윤근수(尹根壽)16)의 노비였
던 데에서 김덕령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윤근수가 누구인가. 선조 때의 문신으로 관직이 이․공․형․호조의 참의를 거쳐 대
사간․대사헌에 이르렀고 형조판서를 거쳐 대사헌으로 있을 때 당론에 연루되어 회

14) 위의 책, pp.164-168.
15) 尹在根, 앞의 논문, p.206.
16) 1537년(中宗 32年)에 태어나 1616년(光海君 8年)에 사망함. 호는 월정(月汀)으로 본관은 해평
(海平)이며 영의정 두수(斗壽)의 아우임.
1558년(明宗 13年)에 문과에 급제하여 부수찬이 되었고, 후에 대사성(大司成), 부제학, 경기
도 관찰사, 이초참판을 거쳐 형조판서에 이름.
1590년(宣祖 23年)에 예조판서가 되어 공신에 책록되고 해평군(海平君)에 봉해졌으며 이어
우찬성에 이름. 1592년 임진왜란에 다시 출사하여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올라 명(明)을
오갔으며, 명의 장수 송응창(宋應昌)에게 신임을 얻었음. 이홍직, 앞의 사전, p.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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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유배되었으나 임진왜란 때에는 우의정과 좌우정이 되어 국사를 좌우하던 윤
두수(尹斗壽)의 동생이 아닌가.
윤근수의 선처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춘용이 김덕령의 문초에 의해 장살(杖殺)되
고 말았으니 김덕령이 정치적으로 무사할 리가 없었다. 더욱이 당시 김덕령은 혈기
왕성한 젊은 장수로서 출전하여 전공을 세우고자 수차례 진언하였으나 조정과 명
(明)으로부터 묵살당한 데 대한 울분을 술로 달래고 있던 터였고, 이러한 김덕령에
대해 주변의 무고가 적지 않았다. 더욱이 조정에서는 왜(倭)와의 화의 분위기를 깨
뜨릴 수 있는 위험인물로 그를 지목하고 있던 터에 세도가에게‘괴씸죄’에 걸리게
되었으니 불운이 겹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윤근수는“김덕령이 신의가 없고 학살을 좋아하는 장수답지 못한
자”라고 하여 엄벌을 주장하였다.17) 마침내 1595년 10월 도체찰사(都體察使) 이
원익(李元翼)18)이 군졸을 함부로 죽였다는 죄명으로 김덕령을 진주옥에 감금하니
김덕령의 나이 28세 때였다.19)
1596년 1월 중순까지 약 3개월간 진주옥에 갇혀있던 김덕령은 왕명에 의해 의
금부로 압송되었는데, 이는 사헌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그에 대한 추국과 처벌을 주
장하였기 때문이다.20) 아마도 세도가였던 윤근수와 연관된 관원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김덕령이 하옥․압송되자, 진주의 유생들이 김덕
령을 옹호하고 그의 방면을 청하는 글을 도체찰사 이원익과 조정에 올렸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김덕령이 경상도에 머무르는 동안 커다란 전공을 세우지는 못하였으
나 지역민들로부터 나쁘지 않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헌부와 의금부 그리고 일부 대신들의 중벌 주장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1596년
2월말 김덕령을 석방하고 내구마(內廐馬)를 내주어 진주의 진영으로 복귀하게 함
으로써 1차 무고에 의한 옥사는 무사히 끝날 수 있었다.
그러나 역사는 김덕령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임진왜란의 와중에 극심해진 혼란
17) 『宣祖修正實錄』卷30, 29年 丙申 2月.
18) 1547년(明宗 2年)에 태어나 1634년(仁祖 12年)에 사망함. 호는 오리(梧里)이며 본관은 전주임.
1569년(宣祖 2年) 문과에 급제함. 율곡 이이의 천거로 1576년 정언(正言), 1587년 승지가 되
었고 후에 대사헌이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조판서로 평안도 도순찰사를 맡아 선행(先行)하였고, 조선이 평양 수
비에 실패하자 대동강 이서 지방을 방어함. 1592년 우의정에 올랐고, 이어 좌의정에 올랐으
며 광해군 즉위 후 영의정이 되었음.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한 것으로 유명함. 이홍직, 앞의
책 p.1090.
19) 尹在根, 앞의 논문, p.206.
20) 김영헌, 앞의 책,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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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민생고를 틈타 1596년(宣祖 29年) 이몽학(李夢鶴) 등이 충청도 일원에서 반란
을 일으켜 그 세력이 자못 위협적인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21) 이에 조정
에서는 도원수(都元帥) 권율22)로 하여금 이를 토벌케 하였는바, 권율은 토벌군을
이끌고 니산(尼山)으로 향하는 한편 의병장 김덕령에게 경상도 지역의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왜병들을 이끌고 충청도 지역으로 오도록 명령하였다.
7월 12일 도원수의 명령을 받은 김덕령은 진주성 인근의 군사와 투항한 왜병들
을 이끌고 충청도로 향하였는데,23) 함양을 거쳐 남원지역의 운봉(雲峰)에 닿기 전
인 7월 17일 반란이 진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진주로 회군(回軍)하였다. 문
제는 김덕령이 회군을 결정함에 있어서 도원수 권율의 지시를 받지 않은 채 반란
이 진압되었다는 풍문만으로 회군을 결정함으로써 도원수의 진노를 샀을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다. 이는 후일 김덕령이 조정에 압송되어 혹독한 국문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권율이 그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던 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반란이 진압된 후 이몽학 무리를 공초하는 과정에서 나타났
다. 즉“충용장(忠勇將) 김덕령이 자기들과 연통하여 도와주고 있다”는 문서가 발견
되고,“김(金)․최(崔)․홍(洪)의 삼성(三姓)이 관련되고 있다”24)는 진술이 나온 것이
다. 여기에서 삼성이란 김덕령․최담령(崔聃齡)․홍계남(洪季男)을 가르키는 것이었
다. 반란군들이 참여자들을 끌어들이고, 그 세(勢)를 과시하기 위해 당시 가장 용
력이 대단한 장수로 알려졌던“김덕령도 자기들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요즈음 식
으로 표현하면 심리전 차원에서 유포한 마타도어일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조정에서
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김덕령을 의심하였던 것이다.
당시는 임금에 대한 모반이라는 말이 나도는 것만 해도 역적죄에 해당하던 때였
고,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혐의자 및 연루자에게 체형(體刑)을 가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인 때였으니 어찌할 것인가.

21) 이홍직, 앞의 책, p.1058.
22) 1537년(中宗 32年)에 태어나 1599년(宣祖 32年)에 사망함.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1582년(宣
祖 15年)에 과거에 급제하여 예조좌랑, 호조정랑의 벼슬을 지냈고 임진왜란 때 광주목사(光
州牧使)로 군병을 모집하여 종군하였다. 남원 전투에서 적을 대파하고 전라도순찰사가 되었
으며, 전주(全州)에서 병사 만여 명을 인솔하고 수원(水原)에 진치고 적의 서진(西進)을 막
았다. 행주산성(幸州山城) 대첩의 공으로 도원수가 되어 전군을 지휘하였고 죽은 뒤 전공으
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이홍직, 앞의 책, p.197.
23) 당시 明과 倭간에 화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朝鮮은 방관자적 입장에 처해 있었고,
때 조선군만이 수비하고 있는 곳이 진주성이었다. 李載龒外,『韓國史大系』(서울: 삼진사,
1976), p.148.
24) 光州直轄市時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p.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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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군들 가운데에서 나온 말만 믿고 충청도 관찰사의 종사관이던 신경행(辛景
行)의“김덕령의 이름이 누차 역적들의 입에서 나오니 반드시 그 연유가 있을 것이
다. 도원수와 전라도 순찰사에게 전하여 불시에 체포하여 조정의 조치를 기다리도
록 해야 한다.”는 서장(書狀)을 접한 도원수 권율은 즉각 김덕령을 체포하여 진주
감옥에 하옥하였고, 선조는 동부승지 서성(徐渻)으로 하여금 선전관과 도사를 거느
리고 가서 김덕령을 압송하도록 하였다.
한성(漢城)으로 압송되어온 김덕령은 8월 4일 국왕의 친국(親鞫)을 받았으니,
그의 나이 30이었다.
이미 여러 역도(逆徒)들에게서 김덕령이 자기들과 연관이 있다는 고변이 있어서
였는지, 김덕령에 대한 선조의 의심은 매우 컸으며 그에 대해 단죄가 불가피하다는
선입견이 있었음이 추국 내용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는 영의정 유성룡이“김
덕령은 역적들의 공초에서 나왔으니 의심할 바가 없지만, 여러 역적들이 도착한 다
음에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주청한 데 대해서도 선조는“여러 역적들의
공초에서 나왔는데 어찌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거나, “김덕령은 사람을 죽
인 것이 많은데 그 죄로도 죽어야 한다. 이빈이 그를 절제(節制)하는 장수였는데도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니 그 죄 역시 크다”고 말함으로써 김덕령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쪽으로 마음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볼 때, 당시 조정 내에서는 김덕령에 대한 모함들이 크게 유포되어 있
었고, 선조에게 까지 그러한 악의적 소문이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정의 분위기가 매우 불리하게 전개된 가운데에서도 김덕령의 억울함을
간파하고 그를 구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곧 당시
행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使)였던 경상북도 예천(禮泉) 출신의 원로대신 정탁(鄭
琢)25)이었다.
절대군주제 하에서 역적사건에 연루된 죄인을 두둔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
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정탁은 윤두수와 판의금부사 최항이 김덕령의 수하
장수였던 최담령에 대해 엄한 추국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의 이름이 반란군의 공
초에 많이 나오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처리를 주장하는 등 김덕령 역모
사건의 억울함을 규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김덕령의 구명을 위한 상소

25) 1526년(中宗 21年)에 태어나 1605년(宣祖 38年)에 사망함. 호는 약포(藥圃)이며, 본관은 청주
(淸州)임. 1558년(明宗 13年)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좌의정에 이르렀다. 퇴계․남명(南
溟)에게 배웠으며, 경사․천문․지리․병가(兵家)에 정통하였음. 임진왜란 때 호종하여 호종
공신으로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피봉되었음. 이홍직, 앞의 책, p.1253.

- 10 - 10 -

<의병장 김덕령 장군의 생애와 한(恨)에 관한 소고(小考)>

문, 즉 김덕령옥사계(金德齡獄事啓)26)를 올렸다.
정탁 주장의 핵심은 김덕령 연루사건이 역적사건 연루자들의 발설(發說)만 있을 뿐,
정적(情迹)이 없다는 것으로 요즈음 말로하면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김덕령 자신도
친국에서“… 비록 도적들의 한 말이 그와 같을지라도 공모했다면 반드시 오고 간 자취가
있을 것입니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전술한 것처럼 김덕령에 대한 선조의 마음은 이미 정하여져 있었던지
그에 대해서는 6일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더욱 혹독한 형장(刑杖)이 가하여졌고
마침내 그는“충효(忠孝)로써 죽음을 삼은 죄 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채
1596년 8월 21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김덕령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과정에서 구전(口傳)되는 이야기 하나가 전해
지고 있다. 즉 형리(刑吏)들이 아무리 곤장을 쳐도 김덕령이 자백하지 않고 몰골이
말이 아닌 가운데에도 여전히 버티자 오히려 형리들이 당황했다고 한다. 이에 김덕
령이 형리들에게“나에게 깊은 내상(內傷)을 주려거든 나의 종아리 밑에 있는 닭벼슬
모양의 혹을 떼어낸 다음 회초리로 세대를 치면 될 것이다“고 말하였고 이에 형리들
이 그렇게 하자 김덕령이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물론 믿기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러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 것을 볼 때 그
의 용력(勇力)에 대한 광주사람들의 믿음과 그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안타까움이
컸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Ⅳ. 김덕령의 한
국가(國家)를 구성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시대와는 달리 전제군주시대에
있어서 국가의 주인은 국왕인 것이며, 백성들은 그 국왕의 소유물에 불과한 것이
다.
영명(英明)한 군주의 경우, 국가를 더욱 강성케 하기 위하여 애민(愛民)하는 정
책을 취한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백성은 여전히 그의 소유물이었고 백성이
국가의 주인이며 국왕이 행사하는 권력이 그들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에 까지는 미
치지 못하였다.27)
26) 옥사계(獄事啓)가 실제 선조(宣祖)에게 올려졌는지, 동조하는 자가 적어 미수에 그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고서화연구가인 최효삼씨가 2000년 7월 경북 안동(安東)에서 그 초본
을 발굴하여 공개하였고, 그 원문은 『藥圃集』에 실려 있다. 김영헌, 앞의 책,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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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김덕령의 불행은 그가 이러한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이고, 더욱이 선조가
그다지 영명한 군주가 아니었다는 데에 있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선조는 즉위 초에는 퇴계, 율곡, 백인걸 등 훌륭한 인재를 등
용하여 많은 책을 편찬하는 등 정치에 힘을 쏟았지만 계속되는 당쟁을 조정하지
못하고 거기에 휩싸이면서 외적의 침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7년간이나 왜국에 강토가 유린당하는 등 국운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특히 선조는 당쟁에 시달렸기 때문인지, 신하들에 대한 의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충무공(忠武公) 이순신에 대한 간신들의 모략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를 하옥하거나 좌천시킴으로써 임진왜란의 전황을 그르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왕이라면 평소에 주변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방위태세를 철저히
하여 국가를 보위28)하여야 할 터인데도 그러지 못하다가 왜국의 침략을 받자 수도
(首都)인 한성(漢城)을 버리고 의주(義州)까지 도망간 사람이 선조(宣祖)이다.
김덕령의 경우도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국가(國家)가 어려움에 처하자 김
덕령은 주위 여러 사람들의 천거에 의하여 의병(義兵)을 조직하여 전쟁터에 나아
가 왜적과 일전(一戰)을 겨루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다. 그러나 이미 왜국과의 화의
(和議)에 기운 조정과 명(明)의 태도로 전투다운 전투 한번 하지 못하고29) 세월만
보내고 있음을 한탄하는 신세에 처해 있었던 것이 당시 김덕령의 처지였다. 일개
의병장의 처지에서 김덕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전쟁에서 소강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때 나타나는 군율(軍律)과 기강의
해이를 김덕령이 군율(軍律)로 다스리는 등 강경조치를 취하자 병사들이 적지 않
게 반발하였고, 이는 그에 대한 음해와 고변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김덕령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 그 예로 맹자(孟子)의 민본사상(民本思想)을 들 수 있다. 즉 맹자는 백성이 소중하다 (民爲貴)라고
하고 군주는 중요하지 않다(君爲輕)고 하였고 “백성을 얻으면 천자(天子)가 되고, 민심(民心)을 잃
으면 천하(天下)를 잃는다”고 하여 백성의 소중함을 강조하였지만 백성이 주인(民主)이라는 데 까
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孟子』,「梁惠王」下.
28) 이러한 측면에서 일찍이 공자(孔子)는 “정치(政治)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제
자들에게 “백성을 굶주리게 하지 않고, 국가를 보위하는 것(足食足兵)”이라고 대답한 바 있
다. 『論語』「顔淵編」.
29) 이러한 까닭으로 김덕령의 경우 그가 지닌 용력(勇力)과 당시의 위망(威望)에 비해 뚜렷한
전공(戰功)을 세우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금도 인터넷 상에서는 “김덕령이 무슨
전공이 있느냐”며 그를 비하하는 댓글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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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김덕령은 직속상관을 잘못 만났다고 할 수 있다. 김덕령의 직속상관은 도
원수 권율이었는데 권율의 행동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도원수쯤 되는 사람이라면 전의(戰意)에 불타는 수하 장수가 전공(戰功)을
세우지 못한 채 실의(失意)에 빠져 술로 세월을 한탄하고 있으면 그 처지를 헤아
려 위로하고 그것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해야 할 터인데도 최소한 김덕령과의 관계
에 있어서 권율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어떠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권율은 이몽학의 반란에 임하여 김덕령에게 그곳으로 군사를 인솔하여
오도록 지시한 장본인으로서, 김덕령이 행군 도중 이미 난이 진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원래의 진주로 회군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
다.30)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율은 김덕령이 한성으로 압송되어 그토록 혹독한 취조를
받고 있는 데에도

일언반구의 증언이나 변호가 없었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권율은

수하 장수인 김덕령이 그의 지시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인 충청도로 계
속 진군하지 않고 진주로 퇴군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
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정도의 불만으로 수하 장수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한마
디의 변호가 없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김덕령이 상급자를 잘못
만났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31)
셋째, 김덕령이 호남출신의 의병장으로서 조정에서 제도(諸道)의 의병을 혁파하
고 김덕령의 휘하에 전속시킴으로서32) 전국의 의병을 총지휘하는 위치에 올랐지
만, 당파 간 대립이 극심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김덕령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세력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문벌이 중시되고 파벌간의 대립이 성행했고, 특히 국왕의 정치적 리더십이 흔들
렸던 당시에 의병을 총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경우, 조정 내에서 그를 지지
하고 뒷받침해주는 유력인사 또는 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그 자리를 오래 보전하거
나 모함에 대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충무공(忠武公) 이순신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 또한 조
산만호(造山萬戶)겸 녹도 둔전사의(鹿島 屯田事宜)로 있을 때 호인(胡人)의 침입
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과 관련되어 절도사(節度使) 이일(李鎰)의 모함으로 해임된
30) 이는 김덕령의 행군 내력과 김덕령이 반란이 이미 진압되었다는 소식을 누구에게서 언제 들
었는지를 조사하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다.
31)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인간관계에는 선연(善緣)이 있고 악연(惡緣)이 있는 법이며 누
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일생이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목격한다.
32) 國祖人物考 卷五十六 倭亂時征討人 金德齡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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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나, 그가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로 있을 때 원균과 왜(倭)의 이간책으로 한성
으로 압송되어 사형에 처하게 된 적이 있었다.
특히 그가 사형에 처해질 처지에 있을 때, 판중추부사 정탁의 변호로 사형이 면
제되어 도원수 권율 휘하에서 백의종군 하게 된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충무공이 삼도수군통제사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정탁과 같은 강직한
대신(大臣)의 구명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지만 선조에게 충무공을 추천한 장본인이
자 당시 정국(政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33)의 암묵
적 지원 또한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김덕령에게는 그러한 든든한 후원자가
없었다.
오히려 유성룡은 김덕령의 옥사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신중한 처리를
주장하면서도‘상황이 이러하니 살게 될 수는 없을 것이다’는 전제(前題)를 말하면서
그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음으로써 훗날“유성룡이 김덕령을 죽이게 하
였다”는 말이 나오게 될 빌미를 제공하였다.34)
넷째, 무엇보다도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병을 일으켰음에도 변변한
전공을 세우지 못한 채 오히려 역적으로 몰려 장살(杖殺) 당한 것이다. 김덕령의 용
력은 그의 사후 그 억울함에 대한 안타까움과 맞물려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
지만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났던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이로 볼 때 만약 임진왜란을 당하여 의병으로 출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필시
과거를 통하여 관리의 길을 걷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관군(官軍)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의병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혁혁한 전공을 세울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상황은 왜
국(倭國)과의 화의로 기울어져 갔고 조정에서는 명(明)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
여 전투를 벌이는 장수를 오히려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였다. 명재상(名宰相)으로
알려진 유성룡이 김덕령의 죽음을 방치한 것도 김덕령과의 개인적인 감정 보다는
왜(倭)와의 화의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이러한 조정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았는
33) 1542년(中宗 32年)에 태어나 1607년(宣祖 40年)에 사망함. 본관은 풍산(豊山)으로 일찍이 이
퇴계에서 학문을 배움 1567년(明宗 22年) 문과에 급제하여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이조정랑에 임명되었고, 이어 직제학, 승지, 부제학을 거쳐 상주목사를 역임함. 좌의정으로
있을 때 선조가 훌륭한 장수감을 천거하라고 하자 이순신과 권율을 천거하였으며,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으로 국난을 극복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음. 이홍직, 앞의 책, p.979.
34) 여러 가지 정황과 추국 내용으로 볼 때, 김덕령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은 당시 판의금부사
(判義禁府事)로 추국에서 추관을 맡았던 최항(崔滉)임이 분명하지만, 당시 영의정이었던 유
성룡 또한 김덕령에게 동정적이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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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억울하게 죽은 김덕령에 대한 신원(伸寃)은 그가 죽은 후 65년이란 세월
이 필요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조정에서 민심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각 지방의 억
울함을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라도 주민들이 가장 억울해 하는 일로 김덕령의
죽음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의 억울함을 상소를 통해 호소한 사람이 없지 않았다. 전라
도 관찰사로서 김덕령을 의병장으로 추천한 이정암이었다. 그는 정유재란(丁酉再
亂) 때 해서초토사(海西招討使)로 있던 1597년 10월 상소문을 통해 김덕령의 억
울함을 국왕에게 호소하였던 것이다.35) 김덕령이 죽은지 1년 뒤의 일이다. 마침내
1661년(顯宗 2年) 신원이 이루어지고 관직이 복구되었으며 1668년에는 병조참의
에 추증되었고 1678년(肅宗 6年)에는 병조판서로 가증되었으며 벽진서원(碧津書
院)36)에 배향토록 하였다.
그러나 벽진서원은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헐린 뒤 복원되지 못한 채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광복이후에도 그 재원 때문에 쉽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러다가 1971년 경향각지의 유지들이 뜻을 모아‘충장공 김덕령장군사우 복원사업추
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빛을 보게 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원 등 정부의
지원37) 하에 무등산 하에 충장사(忠壯祠)가 건립되어 한(恨) 많은 의병장 김덕령
을 기리게 되었다.

Ⅴ. 맺는말
국가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가? 이에 관해서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공자의
가르침에 그 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백성을 배곪으게 하지 않고, 국가를 보위
하는 일(足食足兵)’로 축약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왕이든 대통령이든 권력을 행사하여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治者)은 훌
륭한 경제정책으로 국민의 의식주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튼튼한 안보정책으로 외
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35) 김영헌, 앞의 책, pp.257-259.
36) 벽진서원은 오늘날 광주광역시 광산구 벽진동에 위치하고 있다.
37) 1961년 5․16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취약한 정통성(正統性)을 의식한 까닭인지는 몰라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데 헌신했던 호국인물들을 현창하는 데 커다란
관심을 기울였다. 그 대표적으로 이충무공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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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임진왜란을 당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7년간이나 전화(戰
禍)를 겪게한 선조(宣祖)는 군왕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무능한 군주였음이 틀
림없다.
또 하나 통치자가 훌륭한 정치를 펴기 위해서는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고 그 인
재가 소신을 펼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난세
(亂世)에 인물(人物)난다”는 말처럼 임진왜란 무렵에는 의외로 훌륭한 인재들이 많
았다고 할 수 있다. 충무공 이순신을 비롯하여, 승병(僧兵)을 일으켜 국난극복에
기여한 사명당,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덕령에 관련되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 없지 않지만 서애 유성룡, 오리 이원익, 이덕형 등 여느 때 못지않을 만큼 많은
인재들이 국난극복에 힘을 보탰던 것이 사실이다. 김덕령 또한 시대와 군왕을 잘못
만났을 뿐, 뛰어난 인재였음이 틀림없다.
다만 김덕령의 경우 당당하게 전투에 임하여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우려는 의
욕이 명(明)․왜 간의 화의 분위기 속에서 성취될 수 없는 시대적 불운을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진중함이 부족하였다는 점만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
도 어렸을 때부터 나타난 다혈직적 성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더욱이 그가 울화
를 참지 못하고, 비록 군율을 엄히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을 따뜻하게 위무하기 보다는 지나치게 혹독하게 다스렸다는 비난
또한 김덕령에게는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어떻든 위기에 처한 국가를 위해 분연히 의병을 일으킨 김덕령이 커다란 전공을
세우지 못하고 역모에 관련되어 옥사했다는 사실은 조선의 비극이었고 손실이었다.
김덕령의 용력(勇力)을 두려워한 왜군들은 김덕령이 압송된 것을 보고, 뒤이어
옥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는 데에서 그의 존재만으로도 왜군의 발호
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김덕령의 옥사에 왜군의 모함
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큰 꿈(雄志)을 품고 전장에 뛰어 들었다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
어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김덕령 자신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 그가 옥중에서
남긴 노래 한곡(春山曲)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春山에 불이나니 못다 핀 꽃 다 타는구나
저 산의 저 불은 끌물이나 있거니와
이 몸의 연기도 없는 불은
끌물 조차도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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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Voluntary Soldier Kim Deok-Ryong's
Life and Grief
Oh, Soo-Yol
It is normal to say that the Korean people have endured much grief. This
may be derived from a history of hardship in that there were a great number
of foreign invasions due to the fact the peninsula is stuck between powerful
countries. However, it is thought that this was derived from the sorrow of the
regional discrimination Baekje endured after it collapsed under the Allied
Forces of the Shilla and the Tang Dynasty. There are many people who were
oppressed and did not have a way to exercise their wills just because they
were born and brought up in Jeollanamdo. A voluntary soldier Kim Duk-Ryong
is a representative case.
Kim Duk-Ryong who was born in Gwangju in 1576, raised volunteers in
1592 during the Imjinweran and joined in the battle.
However, after Kim Duk-Ryong joined in the battle, the Joseon government
and the Ming Dynasty changed their political direction to encourage negotiation
with Japan. This restricted his strong intention to fight against Japan and as
he was deprived of an opportunity to distinguish himself in battle, he had to
soothe his grief through alcohol.
As the battle did not start for such a long time while the political situation
was

negotiated,

soldiers

were

negligent

and

military

rules

and

official

discipline slackened. At that time, some soldiers kept deserting their barracks
and a servant from a powerful family happened to die in this process while
Kim Duk-Ryong controlled desertions.
In addition, when he led the army to suppress Lee Mong-Hak's revolt in
Chungcheongdo, he was sentenced to death in August, 1596 because of the
false incrimination that he was related with reb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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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Duk-Ryong who raised volunteer soldiers with the great intention to
save his country which was in danger was executed when he was in his
thirties without giving any meritorious service in war.
All

the

people

of

Jeollanamdo

were

sad

about

the

fact

that

Kim

Duk-Ryong, who was admired by the village people because of his dauntless
vigor, was wrongly executed. As this sublimed into the grief of the people in
this province along with the discrimination they had to live under, Kim
Duk-Ryong was highly admired.
Key words : Jeollaanamdo, volunteer soldiers, Kim Duk-Ryong, Imjinweran,
grief
투고일 : 2014. 10. 31 / 심사일 : 2014. 11. 30 / 심사완료일 : 201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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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의 배경․원인과 현대적 함의
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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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
Ⅴ. 결 론

한글 요약
본 논문은 전투사 위주의 미시적 접근법보다는 주로 국제정치적 입장에서 임진
왜란의 배경․원인과 현대적 함의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임진왜란의
시대적․상황적 배경, 임진왜란의 국내외적 원인, 임진왜란 배경․원인의 현대적 함의
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임진왜란은 1592∼1598년(선조 25∼31년)까지 7년 동안 2차에 걸친 일본의 침
략군에 대항하여 격퇴시킨 전란을 말한다. 임진왜란은 병자호란과 함께 조선의 2대
전쟁 중의 하나이다. 임진왜란은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조․일간의
전쟁에 명까지 참전한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이었다. 임진왜란의 원인은 1차적으로는
침략국인 일본에서 찾을 수 있지만, 2차적으로는 조선과 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측의 원인으로는 히데요시의 복합적 야욕, 조선측의 원인으로는 숭문
경무사상과 당쟁에 기인한 국방력의 약화, 명나라측의 원인으로는 환관정치로 인한
국력의 쇠퇴와 정보력의 부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우리가 일본에 역전당한 세력판도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동북아의 안보지형은 400여 년 전보다도 더 복잡해졌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
(History repeat itself).”는 말이 있다. 전란의 역사를 망각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 조화정치연구원장(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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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란이 올 수도 있음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임진왜란은, 그 시대적․상황
적 배경과 원인, 전란극복과정과 관련해서 볼 때, 4세기가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도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임진왜란은 아태시대를 맞아 국운융성기에 접어
든 우리 한국이 이룩해야 할 국가번영․남북통일․세계평화․번영을 이룩함에 있어 핵
심적인 이 무엇인지를 깊이 자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임진왜란, 임진왜란의 배경과 원인, 당파싸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이의 10만 양병론, 조선, 일본, 명(중국)

I. 서 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쟁은 서로 다른 정치집단이나 주권국가간의 정치적
갈등을 각기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여 해결하려는 극한적인 군사대결을 지
칭한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쟁 개념에는 ①상당규모의 군사력이 동원된 군사적
폭력행위가 ②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 왔
다.2)
임진왜란은 1592∼1598년(선조 25∼31년)까지 7년 동안 2차에 걸친 일본의 침
략군에 대항하여 격퇴시킨 전란을 말한다. 임진왜란은 병자호란3)과 함께 조선의 2
대 전쟁 중의 하나이다. 임진왜란은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조․일간
의 전쟁에 명(明)나라까지 참전한 조선시대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최초이자 최대의
국제전쟁이었다.4) 임진왜란은 조선에 쳐들어온 일본군을 조선과 명나라의 군사가
연합하여 물리친 전면적 국제전쟁으로서 임진년에 발생했다고 하여 ‘임진왜란’이라
고 하며, ‘7년 전쟁’이라고도 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제1차 침략을 임진왜란, 1597년의 제2차 침략을 정유재
란(丁酉再亂)이라고 구별하여 부른다. 한편 일본에서는 당시 연호를 따서 분로쿠·
2) Quincy Wright, A Study of War, 2nd ed.(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p.8. 최근
에 와서 이러한 개념은 변화되었으니 무기의 발달과 전쟁의 변질로 말미암아 시간적 측면이 경시되고
있다. 예컨대 1968년의 중동전은 6일 만에 종결되었고, 속전속결주의라는 개념이 전쟁연구에 새로운 측
면을 부가시켰다. 구영록,『인간과 전쟁』(서울: 법문사, 1978), p.125.
3) 병자호란의 기간은 불과 40여 일이었는데도 그 피해는 임진왜란과 거의 맞먹을 정도였다. 이이화,『왕
의 나라 신하의 나라』(서울: 김영사, 2012), p.319.
4) 한철호 외 5인,『고등학교 한국사』(서울: 미래엔‧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12),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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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초의 역(文禄․慶長の役: 분로쿠게이초노에키)이라고 부르고 두 차례로 구분할
때 이 전쟁을 각각 ‘분로쿠노에키(文禄の役)’, ‘게이초노에키(慶長の役)’라고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중화민국(대만)에서는 당시 명(明) 황제였던 만력제의 호
를 따 만력조선전쟁(萬曆朝鮮戰之役), 만력의 역(萬曆之役), 만력조선전쟁(萬曆朝
鮮戰爭), 만력동정(萬曆東征), 임진왜화(壬辰倭禍)라고 하며, 북한(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에서는 임진조국전쟁(壬辰祖國戰爭)이라고 한다.5)
동아시아의 조선․중국․일본 각 나라는 14세기에 다 같이 새 국가와 정권이 등장
한 이후 2세기 동안 안정기를 누려왔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동아시아 사회는 명
나라의 쇠퇴, 여진족의 발흥, 일본의 통일정권 수립 등 주변 정세의 변화 속에 크
게 동요하였다. 명나라는 16세기경에 환관(宦官)이 실권을 장악하는 등 정치가 극
도로 문란해졌고, 지방에서도 향리재주(鄕吏在主)의 관리나 과거급제자층이 향신
(鄕紳)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을 형성하여 반(反)환관운동․반(反)해금정책 등 중앙권
력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16세기 말에는 여진족의 통합 움직임이 활
발하여 주위의 나라들을 긴장시키고 있었다.
이 무렵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1590년 통일국가가 성립되었다.
일본은 오랜 내란(內亂)을 끝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의해 통일정권
이 수립되었으나, 아직 세력 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였다. 국내통
일에 성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부하 장군들의 관심을 해외로 쏠리게 국내외 불
평세력을 무마하고, 아울러 그의 대륙에 대한 침략적 야욕을 펴고자 했다.6) 또한
대외 교역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군사적인 대외 침략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15세기에 비교적 안정을 유지해온 조선과 일본의 관
계는 16세기에 이르러 대립이 격화되었다. 일본인의 무역요구가 더욱 늘어난 데
대해 조선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자, 중종 때의 3포왜란(1501)이나 명종 때의 을묘
왜변(1555)와 같은 소란이 자주 일어났다. 조선은 군사문제를 전담하는 임시기구
인 비변사를 설치했지만(1510)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
지 못했다. 조선이 양반사회의 분열과 균역제도의 문란(포를 납부하면 군역을 면제
해주는 방군수포제의 확대)로 국방력은 더욱 약화되었고, 일본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도 단절되었다.7)

5) “임진왜란,”『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E%84%EC%A7%84%EC%99%9C%EB%9E%80(검색일:
2014.1.8).
6) 교육부, 『중학교 국사』(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0), p.189.
7) 한철호 외 5인(2012),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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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인 1583년에 이이(李珥, 1536~1584)는 선조 임금
을 찾아가“나라가 태평하니 군대와 식량이 준비되지 않아 적이 침범해 와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라며 10만의 군사를 길러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8) 그 후 1590년 일본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마도주
(對馬島主)를 통해 조선에 수교를 요청하고, 이것이 거절되자 침략의 뜻을 번득였
다. 이에 그 동정을 살피기 위해 조정에서는 일본(倭)에 사신을 파견했다. 그러나
정사(正使) 황윤길과 부사(副使) 김성일의 보고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서인(西人)
인 황윤길은 침략의 가능성을 인정하였고, 동인(東人)인 김성일은 이를 부정하였
다. 동인의 우세와 안일의 타성은 방비가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국가정책을 결정하
게 만들었다. 이러한 때에 왜군은 드디어 그 침략을 개시하게 되었던 것이다.9)
임진왜란은 처음에는 조․일간의 전쟁이었지만 조선의 요청으로 명이 원군을 파견
함으로써 동아시아국제전으로 발전하였다. 전쟁의 결과 동아시아 3국은 커다란 변
화를 겪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임진왜란은 조선시대 최대의 전란으로 정치․문화·경
제와 일반 백성들의 생활과 언어, 풍속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
에서는 명이 전쟁에 참여하여 국력이 크게 약화된 틈을 타 여진족이 급속히 성장
하여 후금을 건국함으로써 명․청 교체로 이어졌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서도 정권
교체가 일어나 도쿠가와 막부(또는 에도막부)가 성립되었고 조선에서 약탈․납치해
간 문화재, 학자와 기술자 등으로 일본문화가 크게 발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본 논문은 전투사 위주의 미시적 접근법보다는 주로 국제정치적 입장에서 임진
왜란의 배경․원인과 현대적 함의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임진왜란의
시대적․상황적 배경, 임진왜란의 국내외적 원인, 임진왜란 배경․원인의 현대적 함의
를 살펴본 후 결론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Ⅱ. 임진왜란의 시대적․상황적 배경
1. 일본정세
16세기에 일본에서는 새로운 형세가 전개되고 있었다. 즉 서세동점(西勢東漸)에
따라 일본에는 포르투갈인 등 유럽 상인들이 들어와 신흥 상업도시가 발전되어 종
래의 봉건적인 지배형태가 위협받기 시작하였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마침 이때
8) 공미라, 『한국사사전』(서울: 아울북, 2009), p.188.
9) 이기백, 『한국사신론』(서울: 일조각, 1976),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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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혼란기를 수습하
고 전국시대(戰國時代)를 통일하여 봉건적인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
다.
1467년‘오닌(應仁)의 난’이후 일본의 전국시대는 100여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이 때 일왕의 존재는 명목뿐이었고, 일본 전역은 66개의 분국(分國)으로 나뉘어져
무력에 의한 영지 쟁탈전이 도처에서 끊이지 않았고, 아랫사람이 실력으로 윗사람
을 타도하는 풍조가 만연했다. 일본인들이 이른바 천황으로 부르는 일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정도가 아니라 왕이 죽은 후 40일 동안이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거나
(後土御門, 고츠지미카도 천황) 새 왕이 등극하고도 21년 뒤에서야 즉위식을 갖기
도 하는(後柏原, 고카시와바라 천황)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참혹한 전국시대에 일본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분국마다 자위와
침략을 위한 군사력을 강화하게 되었고 새로운 무기를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었다.
때문에 표류해오는 서양인들에게 관대했고, 1543년에는 포르투갈인들로부터 조총
(鳥銃)을 입수했다. 서양인 선교사들을 받아들인 것도 이들이 가져온 신무기와 철
선(鐵船)들이 탐났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 시기에 일본이 서양에 눈뜨고 국제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10)
일본에 있어서 16세기 전반기는 전국의 다이묘(大名)들이 서로 할거하는 전국
(戰國)시대가 연출되었으며, 전국 다이묘(大名)들의 영국경영(領國經營)에 기반하
여 일본의 상공업 발달이 이루어졌다. 그 후 16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권력을
잡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정권은 전국통일전쟁 과정에서 국내의 상권과 국제
무역권의 통일을 강화해갔고 포르투갈인의 내항과 총의 급격한 보급으로11) 철포대
등 총보병부대를 중심으로 새 전투대형을 편성하기도 했다. 조총을 대량으로 확보
하기 시작한 오다 노부나가는 보병부대 전술을 개발하여 전통적인 기마부대를 대
파함으로써 새로운 전쟁방법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일본의 뒤늦은 통일전쟁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로부터 시작되었다.
15세기 후반기에서부터 시작된 전국시대의 군웅할거(群雄割據)는 거의 100여 년
의 피비린내나는 쟁투 끝에 1573년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에 의해 아시카가 바
쿠후(足利幕府)가 붕괴되면서 끝이 나게 되고, 일본 전국의 통일기반이 마련되었
다.12) 하지만 그 후 오다 노부나가가 전통적인 하극상으로 1582년 자멸(자결)하게
10) 최구식, “400년 전의 동북아(1):일 전국통일…명․조 태평천하,”『조선일보』, 1992년 3월 5일자, 17면.
11) 1543년 포르투갈인 제이모토(Zeimoto), 모타(Mota), 페익소타(Peixota) 등에 의한 총포의 전래는 당시
의 전국쟁란이라는 일본의 사정으로 인해 무장들의 큰 관심 속에 급속히 보급되었다. 라종우, “왜란의
발발과 조선의 청병외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군사』, 제60호, 2006.8,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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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자 그 뒤를 이어 등장한 장수가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였다.13) 도요
토미 히데요시는 바늘장사 떠돌이에서 오다 노부나가의 말먹이꾼으로 출발하였지
만, 1558년 이후 오다 노부나가의 휘하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어 중용되어 오던
중, 아케치 미쓰히데(明智光秀)의 모반으로 혼노지(本能寺)에서 죽은 오다 노부나
가의 원수를 갚고 실권을 장악했다.
그 후 오다 노부나가 정권의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1584년
노부나가의 둘째 아들을 옹립하고자 했던 간토(關東)의 강성한 다이묘(大名) 도쿠
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와 전투를 벌였으며 승부가 분명하게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화평을 맺었다. 그 후 158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관동 규슈(九州)정벌을
끝낸 후 1588년에는 농민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 전국에 ‘도수령’(刀狩令) 즉 칼사
냥 명령을 내리고, 1590년에는 동부지역의 북조씨(北條氏, 호죠우지) 일가를 정벌
함으로써 통일사업을 완수했다.14)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륙정벌에 욕망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미 1585년 관백
(關白)이 되면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가 명나라 정벌을 위해 조선과
의 수교 및 통과를 요청한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7년 규슈정벌과 대마도주
(對馬島主)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부터였다.15)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마도주
를 통해 조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1587년 대마도주 소오 요시
시게(宗義調)에게 조선국왕의 천황 알현을 주선할 것을 명했다.16) 일본 전국을 통
일하던 여세를 몰아 명나라까지 차지해 보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이나 영
웅심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17)
12) 유홍렬 감수,『최신판 한국사 사전』(서울: 풍문사, 1975), p.859.
13)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와리국[尾張國:愛知縣]에서 태어났다. 하급무사인 기노시타 야우에몬(木下彌右
衛門)의 아들이다. 젊어서는 기노시타 도키치로(木下藤吉郞)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29세 이후
에는 하시바 히데요시(羽柴秀吉)라고 하였다가, 다이죠다이진(太政大臣), 간파쿠(關白)가 되어 도요토
미라는 성을 썼다. 근 노무나가 사후 노부나가의 원수를 갚고 실권을 장악한 직후 다이라[平]씨를 성
씨로 사용하였으며 1585년 관백(關白)이 되자 후지와라(藤原)씨로 성을 다시 바꾸었다. 도요토미[豊
臣]라는 성씨는 1586년부터 사용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Naver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3199&cid=4 0942&categoryId=33413(2014.1.13).
14) 최구식(1992.3.5) p.17. 전수병․김갑동 지음,『주제별로 본 한국역사』 (서울: 서경문화사, 1999),
p.148.
15) 대마도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조그만 섬으로 농토가 거의 없어 조선과 일본의 중개무역으로 삶
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마도주는 일본과도 가까웠으나 조선에 대해서도 신하를 자칭하는 위치에 있었
다. 전수병․김갑동(1999), p.149.
16) 한명기 “한명기의 420 임진왜란 ⑫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 : 나는 태양의 아들…조선의 국왕이여
알현하라”『한겨레 뉴스』, 2012.03.17. 10:2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3906.html(검색일: 2014.1.7).
17) 전수병․김갑동(1999),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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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해외진출야망을 품고 우선 대마도주(對馬島主)를 통해 조
선에 수교를 요청하는 한편, 명(明)을 정벌하기 위한 그의 군대가 조선을 통과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조선은 응하지 않았다.18) 그러다가 조선의 조정에서는
일본의 실정과 도요토미의 저의(底意)를 살피기 위해 1590년(선조 23년) 황윤길
을 통신사(정사), 김성일을 부사, 허성을 서장관으로 하여 일본에 보냈다. 하지만
이듬해 통신사 편에 보내온 도요토미의 답서에‘정명가도’(征明假道)의 문자가 있어
그 침략의 의도가 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신의 보고가 일치하지 않았다. 조선
조정은 동․서 분파 때문에 국론이 통일되지 못했다.
이처럼 조선이 당쟁으로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일본의
침략계획은 무르익어 전국시대를 통해 연마한 병법·무예·축성술·해운술을 정비하고,
포르투갈인에 전래된 신무기인 조총(鳥銃)의 국내 대량생산하면서 전쟁 준비에 전
력을 기울이고 있었다.19) 도요토미 정권은 1591년부터 조선 침략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규슈․시코쿠(四國)·주고쿠(中國)의 다이묘들의 군대를 재편성
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해 8월 침략일을 다음해 3월 1일로 정하고 나고야
(名古屋)에 지휘본부를 건설하여 수륙군의 편성을 완료했다. 총15만 8,700명의 육
군을 1~9번대로 편성하고 11만 8,300명을 후속 병력으로 잔류시켰다. 그중 선봉
대로서 최전선 투입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를 주장(主將)으로 하는 제1번대
1만 8,700명,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의 제2번대 2만 2,800명, 구로다 나가마사
(黑田長政)의 제3번대 1만 1,000명 등 5만 2,500명의 병력을 편성했다.20)

2. 조선정세
조선이 임진왜란을 당하여 전쟁 초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력이 쇠약
해진 것은 왜란이 일어난 선조(宣祖)대에 이르러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훨
씬 이전부터 중쇠(中衰)의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선은 개국 이후 1세기 동
안은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의 확립이 이루어졌으나, 15세기말부터 정치의 실권을
가진 훈척(勳戚)과 중앙정계로 진출하던 사림(士林) 간의 권력투쟁이 격화되면서
18) 유홍렬(1975), p.859.
19)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95412&cid=15 92&categoryId=1592(검색일: 2014.1.7),
“임진왜란” 항목 참조.
20) “임진왜란 직전의 한일관계,”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 icle_id=b18a1824b002(검색일: 2014.1.11.),
“임진왜란,” http://blog.daum.net/koreanmarinecorps/15707(검색일: 20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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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사화(士禍)가 발생했다.
일본과 조선의 임진왜란 직전의 시대적 흐름을 보면 일본은 분열에서 통일의 시
대로 진행하고 있었던 데 반해, 조선은 통일에서 분열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었다.
즉 연산군 4년(1498) 세조의 왕위찬탈을 의제(義弟)를 살해한 항우(項羽)에 비유
하여 비난한 김종직의‘조의제문(弔義帝文)’을 그의 제자인 김일손이 사초(史草)에
실은 것을 계기로 일어난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있었다. 6년 후인 연산군 10년
(1504)에는 그의 어머니 윤씨 폐비사사(廢妃賜死) 사건으로 일어나 갑자사화가 있
었고, 중종 14년(1519)에는 조광조의 위훈삭제(偉勳削除) 사건으로 일어난 기묘사
화(己卯士禍)가 있었다. 이어 명종 즉위년(1545)에는‘소윤’(小尹: 윤원형 일파)가
‘대윤’(大尹: 윤임 일파)을 공격한 을사사화(乙巳史禍)도 있었다.21)
이처럼 조선은 정치적으로는 연산군 이후 명종대에 이르는 4대 사화(四大士禍)
와 훈구(勳舊)․사림(士林) 세력 간에 계속된 정쟁으로 인한 중앙 정계의 혼란, 사
림세력이 득세한 선조 즉위 이후 격화된 당쟁 등으로 정치의 정상적인 운영을 수
행하기가 어려운 지경이었다.22) 1567년 선조(宣祖)의 즉위를 전후하여 사림정치가
확립되었지만, 그들이 바라는 혁신은 선조의 구신계(舊臣系)에 대한 비호와 내부
분열로 인해 정파정치(政派政治)의 양상으로 변질되었다.
즉 심의겸(沈義謙) 문제로 인해 동서(東西)로 분당(分黨)되고, 이어 정여립(鄭汝
立) 사건을 계기로 동인에서 퇴계(退溪) 문하가 남인(南人)으로 분립하는 등 중앙
정치세력의 알력 및 개편이 계속되었다. 더욱이 권세가들의 경기도·황해도 지역의
해택(海澤)·노전(蘆田)의 강점, 군역의 포납화(布納化), 수령·유향소(留鄕所)를 통
한 상납물의 강제 징수 등은 민심의 동요를 가져왔다. 그리고 군제도 병농일치의
개병제 원칙이 붕괴되고, 각급 지휘관들이 군사의 입번(立番)을 면제해주고 대가를
받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군사는 기능을 상실하여 국방력이 약해졌다. 군사적으로도
조선 초기에 설치된 국방체제가 붕괴되어 외침에 대비하기 위한 방책으로 군국기
무를 장악하는 비변사라는 합의기관을 설치했으나, 이것 또한 정상적인 기능을 발
휘하지 못하였다.
16세기에 접어들면서 국제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조선 내부적인 혼란이 발생했
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6세기 들어 3포왜란(1501), 을묘왜변(1555) 등

21) 전수병․김갑동(1999), pp.148-149.
22) 당시 사회는 사림파 집권 후기의 모순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책도
적절치 못했다. 일례로 중종 203만석에 달했던 서울의 비축미가 50만석으로 떨어져 있었으며, 이러한
속에서도 세금은 과중하고 형벌은 혹독했다. 오늘의 상황에서 참고할 점이 많은 부분이다. “400년 전
의 동북아(12): 임란 재조명 그때와 오늘,”『조선일보』, 1992년 5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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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의 침탈이 또 다시 나타는가 하면, 1583년(선조 16년)에는 여진의 추장 나탕
개(尼湯介)가 조선의 변경을 대거 침략해 오기도 하였다. 이에 조선은 신립 장군을
파견하여 이를 물리침으로써 당장의 위기는 모면하였으나 이후에도 여진의 소규모
의 침략은 계속되었다. 여기에다 내부적 혼란도 가중되었다.23)
이에 대해 이이(李珥)는 남왜북호(南倭北胡)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해 10만양병
론(十萬養兵論)을 주장했는데, 이러한 양병론은 선조의 미온적인 반응과 사림 내부
의 뒷받침이 없어 실현되지 못했다.24) 또한 국가재정이 허약해져 가는 가운데 사
회는 점점 해이해지고 문약(文弱)에 빠져 근본적인 국가방책이 확립되지 못했다.
선조 초기부터 시작된 동․서 분당으로 말미암은 당쟁은 지배체제의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은 급변해가는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
악하지도 못하고 오직 명나라의 사대관계에 의지한 채 정쟁과 권력싸움으로 일관
했다.25) 조선의 유교에 입각한 문치주의(文治主義)는 건국 후 철저하게 지켜졌다.
이점에 관한 한 선조도 놀라울 정도의 원칙주의자였다. 글이 국사의 근본이었고 군
대는 경국대전이 규정한 20만 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숫자를 추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제도상으로만 존재했다.26)
이러한 상황에서 대마도주가 처음으로 사신을 파견한 것은 1987년 9월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조선침공의 뜻을 전해 받은 대마도주 소오 요시시게(宗
義調)․소오 요시토시(宗義智) 부자는 이 위급한 상황을 조선에 알리면서 통신사를
파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그의 가신 다치바나(橘康光)를 일본국 왕사로 파견
하여 일본의 국내사정을 설명하고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
은 가지고 온 서신이 오만불손하다 하여 이 요청을 거절하고 사신을 되돌려 보냈
다.27)
대마도주 소오 요시토시(宗義智)는 1588년 10월과 다음해인 1589년 6월 다시
승려 겐소(玄蘇)와 함께 내한하여 공작과 조총을 선물로 진상하고 통신사의 파견
을 요청했다. 당시 대마도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쌍방 모두에게 충성을 다하
는 척하는 위태로운 외교술을 전개하던 상태였고 우리조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하고 있었다. 이 진상품은 중간입장에 있던 대마도주가 고심한 끝에 결정한 것이었
다. 하지만 공작새는 제주도로, 조총은 창고로 보내졌다. 선조는 이때“완물(玩物,
23) 전수병․김갑동(1999), pp.148-149.
24) “16세기 후반 동아시아 정세와 임진왜란,”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view.britannica.co.kr/bol /topic.asp?article_id=b18a1824b001(검색일: 2014.1.11).
25) 전수병․김갑동(1999), pp.148-149.
26) 최구식(1992.3.5), p.17.
27) 전수병․김갑동(1999),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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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류)은 군자가 취할 바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28)
전쟁 직전의 조선의 수도 한양은 요순의 아름다운 덕치와 공맹(孔孟)의 드높은
도(道)로만 가득했다. 조선에서 파견하는 공식 외교관인 통신사가 일본땅을 마지막
으로 밟았던 것은 세종 23년(1443년)이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약 150년 동안 공식
적으로는 아무도 일본 땅을 밟아보지 않았던 셈이었다.
1590년 전후에 전쟁과 관련된 일본측 막후외교는 극성스럽게 전개되었다. 우리
조정에서 알았으면 경악할 일이지만 도요토미는 우리나라 정도는 아예 상대로 생
각하지 않았다. 당시 우리 집권층의 국제적 안목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외교적 사건
이지만 명나라 침략을 꿈꾸던 도요토미는 대마도주에게 조선국왕을 데려오라는 명
령을 내렸던 것이다.
일본에 대한 조선의 태도를 잘 알고 있었던 대마도측으로서는‘하늘의 별따기’보
다 더 어려운 숙제여서 궁리한 끝에 한 꾀를 냈다. 조선에는 일본의 새 실력자로
등장한 도요토미가 통신사를 모신다고 하는 한편, 도요토미에게는 조선국왕이 병에
걸려 부득이 신하를 보내겠다고 한다는 줄타기 외교술이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약
소국 대마도 입장에서는 짜낸 궁여지책(窮餘之策)이었다.
조선조정은 이 요건을 조건부로 수락했다. 왜구에게 길안내를 했던 조선출신의
사화동(沙火同)이라는 사람과 왜구두목을 압송하라는 조건이었다. 대마도주는 사화
동은 잡을 수 있었으나 왜구두목은 대마도의 사형수 3명으로 대신해 한양으로 보
냈다. 조선조정에서는 이제 도적을 잡아 근심을 덜게 되었다며 큰 잔치를 열고 이
들을 처형했다.29)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1590년 3월 파견된 통신사가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
과 서정관 허성(許筬)이었다. 그들은 교토[京都]에서 도요토미를 만나 답서를 받았
는데, 답서에는 종래의‘예폐’(禮幣: 고마움과 공경하는 뜻에서 보내는 물품)가 ‘방
물’(方物: 각 지방의 토산물)로 바뀌어 있었으며 명나라를 침입한다는‘입대명’(入大
明)의 구절이 추가되어 있었다. 이에 통신사가 시정을 요구하자 방물은 다시 예폐
로 바꾸었으나, 입대명의 구절은 없애지 못했다.30)
이듬해인 1591년 1월 귀국한 이들의 보고내용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서로 상반된
것이었다. 통신사 편에 보내온 도요토미의 답서에‘정명가도’(征明假道)라는 침략의
도가 있는 문구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신의 보고가 일치하지 않
았다. 즉 정사 황윤길과 서정관 허성은 일본이 반드시 침략할 것이라고 보고했던
28) 최구식(1992.3.5), p.17.
29) 최구식(1992.3.5), p.17.
30) “임진왜란 직전의 한일관계,”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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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사 김성일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동정이 없으며 히데요시의 눈이 쥐의
눈과 같아 침략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것이 못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리하여 조정중신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였고, 서인 황윤길, 동인 김성일의 상반
된 당파의식은 더욱 대립만 조장시켰을 뿐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세했던 동인세력
과 오랫동안 문약하여 무사안일주의를 일삼던 조정에서는 김성일의 보고를 따르게
되었다. 회의가 열렸지만 대세는 "무사론(無事論)”쪽으로 기울었다.31) 이처럼 조정
의 지배계급들은 당파싸움에 여념이 없어 국론이 통일되지 못하고 유성룡을 비롯
한 조정중신들의 의론이 김성일의 견해를 받아들임으로써32) 이이(李珥)의 강병책
은 전혀 실현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 후 1591년 4월 겐소 등이 다시 들어와 1년 후에 "명에 쳐들어갈 길을 빌리겠
다(假道入明).”라고 다시 통고했다. 이처럼 빈번한 일본사신의 왕래와 비변사(備邊
司)의 보고로 사태가 점차 급박해지자 조정에서는 이 내용을 명에 통보하고, 김수
(金晬) 경상감사, 이광(李洸) 전라감사, 윤선각(尹先覺) 추청감사 등으로 하여금
하삼도(下三道) 각 진영의 무기를 정비하게 하고 성지(城池)를 수축하게 했다. 다
른 한편으로는 신립(申砬)을 경기·황해도에, 이일(李鎰)을 충청·전라도에 급파하여
병비 시설을 점검하게 하였다.33)
하지만 몇 곳을 제외한 각 도에서는 오히려 일어나지 않을 왜란에 대비하여 민
폐를 야기한다는 원성이 제기되는 등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미 때는 늦었고 백
성의 원망만 높아져 갔다. 하지만 선견지명이 있었던 조선의 수군 전라좌수사 이순
신(李舜臣)이 적의 침입에 대해 전비(戰備)를 갖추고 대응태세를 취하고 있었음은
조선으로서는 불행 중 다행스런 일이었다.34)

3. 명나라 정세
1368년 개국된 명(明)은 15세기 초 영락제 때에 국력이 막강했으나 영락제가
사망한 후에는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1449년에 정통제가 몽골의 오이
라트부를 친정하다가 도리어 패전하여 포로가 된‘토목보의 변’을 계기로 명의 국제
적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내부 기강도 해이해져 갔다.35)
31)
32)
33)
34)

유홍렬(1975), p.859.
전수병․김갑동(1999), pp.149-150.
유홍렬(1975), pp.859-860.
한국학 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앞의 글; 백기인, “이순신과 권준,” 순천향대 이순신연
구소,『이순신 연구논총』, 통권 제11호, 2009년 봄/여름호, pp.209-242 참조.
35) “임진왜란,”『위키백과』,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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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에 접어들면서 환관의 발호로 정치가 혼란해져 전국이 반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만큼 크게 동요되었고 이웃한 여러 민족들이 자주적으로 발전하려는 경향
을 보이면서 동아시아의 정세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
한 바와 같이, 대내적으로는 환관(宦官)이 실권을 장악하는 등 정치가 극도로 문란
해졌고, 지방에서도 향리재주(鄕吏在主)의 관리나 과거급제자층이 향신(鄕紳)이라
는 새로운 지배층을 형성하여 반(反)환관운동·반(反)해금정책 등 중앙권력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또한 각지에서는 농민봉기와 종실간의 반란이 잦았다.
귀주의 토관(土官) 양응룡(楊應龍)의 난도 그 중 하나였다.
16세기 이래 명나라에서 정권을 장악한 자는 황제의 측근자인 내각대학사(內閣
大學士)의 수석이나 내정에서 봉사하는 환관들이었다. 특히 환관의 실권장악은 후
반기 중앙정치의 암적인 존재가 되었다. 1572년 10살의 어린 나이로 만력제(萬歷
帝, 明神宗, 1563-1620)가 등극하면서 10년간은 수석대학사인 장거정(張巨正)을
비롯한 대정치가가 등장하여 다시 중흥하는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장거정이 죽자
만력제는 국사를 돌보지 않고 정사를 환관에게 일임해 정치는 혼란에 다시 빠졌다.
이처럼 한 때 장거정의 등장으로 환관정치가 일시 후퇴하였으나 그의 사후 청의파
(淸議派)인 동림당(東林堂)과 환관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대외적으로 북쪽의 오랑캐와 남쪽의 왜적이 자주 침입해왔
다.36) 북방에서 달단(韃靼, 몽골)의 침입이 있었다. 영하(寧夏)에서 일어난 몽골의
항장(降將) 보바이의 반란이 일어나는가 하면, 만주지역에서는 여진족이 서서히 그
세력을 강화해가고 있었다. 누르하치가 나타나 서서히 여러 부족을 통일하는 형세
가 전개되었다.37)
이 무렵에 기세를 떨치기 시작한 왜구 집단은 명의 변경 해안(동남해안) 지대를
침입하여 휩쓸었다. 이에 명은 북방으로는 몽골족의 침입을, 남방으로는 왜구의 침
입을 막아서 양방에서 싸워야만 했으며, 이러한 외부압력은 자연히 국력쇠퇴를 가
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38) 후에는 국력이 쇠퇴해가는 가운데에서도 임진왜
란으로 조선에 원군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명은 1368년 건국 후 대내적으로는 전제왕정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자
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를 형성해 나갔다. 명은 주변에 여러 나라를 중화주의
(中華主義)에 입각한 조공․책봉체제로 편입시켰다. 조선은 왕권의 정통성을 국제상
으로 인정받고 국가의 왕의 권력을 도모하고자 명의 조공·책봉체제를 받아들였다.
36) “16세기 후반 동아시아 정세와 임진왜란,”『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앞의 글.
37) 전수병․김갑동(1999), p.147.
38) “임진왜란,”『위키백과』,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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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멸망할 때까지 조선은 매년 서너 차례에 걸쳐 조공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명의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평소 명(明)은 일본 다이묘들이 하는 조공을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1404년 명은 일본의 요구에 따라 10년에 한 번씩 조공하
되 인원을 200명 이내로 제한하고 패도(佩刀)하고 오면 구적(寇賊)으로 치부해 죄
를 따진다는 조건을 붙였다. 무역하는 장소는 절강성 영파(寧波)로 지정했다.
이렇게 제한을 가한 이유는 유황, 구리, 칼 등 일본의 물품이 명에서 특별히 필
요하지 않은데다가 일본 천황이 아니라 영주들의 배가 오고 체류하는 경비도 부담
스러웠기 때문이다. 일본은 점차 조공 인원을 300명으로 늘려 그런대로 조공관계
를 유지했다. 16세기 초반부터 일본의 규슈지방 상인들이 명나라 복건성(福建省)
쪽 항구에 드나들면서 은을 옷감과 교환하였다. 이 무렵 스페인 상인과 포르투갈
상인들까지 절강성, 복건성 등지에 와서 무역하자 명에서는 이들을 몰아내면서 일
본 상인들도 함께 축출해서 1547년 이후부터는 일본의 조공선이 명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 뒤 상인들은 마카오(澳門, 아오먼)를 근거지로 삼았다.
그 결과 일본 상인들에게 후원받는 왜구의 활동이 극심해졌다. 왜구는 명과 조선
을 주로 공격하였다. 일본은 포르투갈 상인의 중개무역을 이용해 명나라 상품을 사
들이는 것이 번거로워 공식 무역로를 트려고 노력하며 조선에 주선해 달라고 부탁
했으나 조선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정권을 장악한 후
명과 무역하려고 노력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명나라의 군사정세는 어떠했는가? 명나라는 개국 초에 징병제와 모병제 장
점을 절충한 군제인 위소제도(衛所制度)를 채용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6세기
전반기까지 명은 전국에 16개 도지휘사사, 5개 행도지휘사사, 2개 유수사를 두고
여기에 소속된 위 493개, 소 2,593개가 있었으며, 도사에게 직속된 소어천호소
315개가 있어 그 병력은 총 329만여 명에 달했다. 이 밖에도 황제의 친위군으로서
궁성의 수호를 담당하는 금의, 금오, 우림 등의 25위가 있어 그 병력 수가 15만여
명에 달했다.39)
39) 위소의 최소 단위는 백호소로 정원은 병사 100명과 지휘관인 총기 2명, 소기 10명 등 총 112명이었
다. 각 총기는 소기 5명을 지휘하고 각 소기는 병사 10명을 지휘했다. 백호소 10개로서 천호소 1개를
구성하고 천호소 5개로서 1위를 구성한다. 유사시에는 위의 지휘관으로 참장, 유격장, 파총 등을 임명
하고 중앙에서 파견되는 총병관이 이를 총괄 지휘하였으며, 1위의 병력 규모는 5,600명이었다. 위 수
개가 모여서 군단 도지휘사사를 형성하는데 그 지휘관은 도지휘사이다. 여러 도지휘사사는 중앙의 오
군도독부에 분속하게 되어 있었다. 위소의 병사들은 평시에는 둔전과 군사 훈련에 종사하면서 전시에
대비할 태세를 갖추다가 전시에는 중앙에서 내려온 총병관의 지휘하에 전투하였다. 군단인 도지휘사사
는 각 성이나 전략상 요지에 있었으므로 명 대에는 13성의 도지휘사와 요동, 만전, 대령 등의 도지휘
사사를 비롯하여 관할구역이 광대한 지역에는 행도지휘사사를 두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위키백
과』,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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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군제의 근간인 위소제도의 경제기반은 군둔(軍屯)이었고 그에 대한 초기의
세금부과는 매우 경미하였으므로 위소제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영락제
때 군둔 관리체제를 정비하면서 둔전병 부담이 가중되어 군둔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후 1449년의‘토목보의 변’을 계기로 위소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서 민병 모집을 이용해 병력을 보충했다. 이러한 민병은 북방의 몽골족과
동남 해안지역에 출몰하는 왜구 격퇴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후대에 이르러서는 정
치상 혼란과 더불어 군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 전투력이 약화된 상태에 놓여 있었
다.40)

Ⅲ. 임진왜란의 대내외적 원인
1. 전쟁의 원인
전쟁은 군사력을 이용해 다양한 정치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행위(행위설) 또는
군사력을 이용한 결과 생기는 국가 간의 대립상태(상태설)로 볼 수 있다. 전쟁은
태고부터 계속되어온 인류사이며, 가장 원시적인 한편 폭력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라
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국가 또는 그에 준하는 집단이 방위나 이익의
확보를 목적으로 무력을 행사하여, 전투를 일으키는 일이다. 전쟁은 정치뿐만이 아
니라, 경제, 지리, 문화, 기술 등 광범위한 인간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역사적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41)
유네스코(UNESCO)헌장 서문에는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비롯되니, 평화의
수호도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Since wars begins with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defense of peace must be constructed).”는 유명
한 문구가 적혀 있다. 전쟁은 인간집단 간의 무력투쟁이다. 이러한 집합적 행위도
파고들어가 보면 개인행위로 분해될 수 있다. 인간행위는 그것이 의도적인 것일 경
우, 인간심리의 표출이라 볼 수 있으니 결국 전쟁의 원인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
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의 일의 발단은 마음 속, 즉 인성(人性)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은 오래된 것이
다. 맹자(孟子) 등이 말한 성선설(性善說)과 순자 등 이 말한 성악설 논쟁도 모두
갈등에 대한 인간본성이론의 계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실락원(Paradise Los

40) “임진왜란”,『위키백과』, 앞의 글.
41) “전쟁”,『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A0%84%EC%9F%81(검색일: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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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에서 밀튼(John Milton)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천국을 지옥으로, 그리고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갈파하였다.42)
럼멜(R.J. Rummel)은 인간 간의 갈등이란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마음들 간의 갈
등이며, 인간들의 인식, 용구, 이익, 기대, 도덕관 등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이
므로 모든 갈등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형성되며 또한 진행되고 끝난다고 보았다. 그
리고 평화란 것도 결국 인간의 마음 간의 관계라고 보고 있다.43)
전쟁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견해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이 대를 물려 유전되어온 인간본성 자체가 공격적이어서 싸운
다는 주장(本性論, the nature view)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본성을 공격적으로 만
드는 환경조건 때문에 인간은 공격적이 된다는 주장(養育論, the nurture view)인
데 후자의 주장은 환경조건만 개선해주면 사람들은 비공격적으로 순화할 수 있는
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낙관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가지 견해
의 중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인간 본성은 때에 따라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
어 악성에서 전쟁이, 선성에서 평화가 연유한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44)
전쟁은 인류의 문명이 시작한 고대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살고
있는 도처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전쟁은 국제전의 경우 공식적인 선전포고와 함께
시작되나 역사적으로나 현재에도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는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고대 도시국가에서는 타민족의 정복과 영토획득이 주목
적이었고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자원확보나 시장확장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침투와
보존을 위해 전쟁을 했다. 그러나 전쟁의 원인을 단순히 정치적 혹은 경제적인 이
유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요인 중에는 정권,
영토, 자원, 종교, 이데올로기 등이 있으며 평화적인 합의에 도달할 의지가 없거나,
도달하지 못하거나, 방해될 경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45) 물론 시대에 따
라 비중과 정도도 다르겠지만, 그 원인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해왔음이 분석되고 있다.46) 그러면 임진왜란의 대내외적 원인은 무엇인지 이
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42)
43)
44)
45)
46)

이상우,『국제관계이론: 국가간의 갈등원인과 질서유지』(서울: 박영사, 2001), p.141.
R.J. Rummel, In the Minds of Men(Seoul: Sogang University Press, 1984), p.10.
이상우(2001), p.142.
“전쟁”,『위키백과』, 앞의 글.
“임진왜란의 원인, 경과, 결과”, http://blog.daum.net/gobang53/8906165(검색일: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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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진왜란의 대내외적 원인
임진왜란은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조․일간의 전쟁에 명까지 참전
한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이었다. 원인(原因)이란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
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을 말한다. 임진왜란의 원인은 1차적으로
는 침략국인 일본에서 찾을 수 있지만, 2차적으로는 조선과 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
을 것이다.

1) 일본측의 원인: 히데요시의 복합적 야욕
임진왜란의 원인과 관련된 일본측 요인은 정치·군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정치·군사적 요인으로
서 군국주의적인 패권야욕과 제국주의적 영토팽창, 그리고 국내적 불만의 외부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킨 요인으로는 정치․군사적 요
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시대의 막바지에 이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과 명을 아우르고 류구국
(琉球國: 현 오키나와), 고산국(高山國: 타이완), 루손(呂宋: 필리핀)을 공략한 다
음 천축(天竺: 인도) 땅까지 지배하에 놓고 명의 베이징을 중심으로 하는 일대통국
(一大統國)을 건설한다는 야심에 차 있었다.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양성된 제장(諸
將)의 힘을 해외로 방출시킴으로써 국내적인 통일과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깃들여 있었다.47)
흔히들 이에 대해‘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광기’나‘몽상’으로 폄하하는 경우도 많지
만 당시 군사적 현황을 비교하면 일본이 조선과 명을 압도하고 있었고 최소한 조
선과 명을 아우르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전쟁의 귀추가 단지 군사력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님은 물론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의 일본의 상황은 군사적 측면에서 일본 국내전쟁은
이미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15세기 말 이래 100
여 년간 계속되어온 각지 영주들의 패권다툼시기인 이른바 전국시대(戰國時代)는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그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의해 끝
이 나고 일본 전국이 1590년 통일되었다. 하지만 내란기간 중 크게 강성해진 무인
세력은 여전히 사회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48)
47) 유홍렬(1975), p.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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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요토미는 히데요시는 통일이 종결된 이후에 휘하 무장들이 삼삼오오
(三三五五)로 단합을 하여 저항세력으로 변할 경우 전통적인 가신집단(家臣集團)
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도요토미 가문의 지배권 유지가 어려워진다고 보았다. 따
라서 가장 손쉽게 잠정적인 적대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외국원정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었다.49) 이렇듯 일본이 혼란에서 통일로 국력이 모아지고 있었던 시
점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시대라는 혼란기를 수습하고 난 후 불만을 가지
고 있었던 봉건영주들의 관심을 해외로 돌리기 위한 일환으로 임진왜란을 일으키
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50)
둘째는 경제적 요인이다. 이 시기의 토지자원은 부의 가장 직접적인 온상이었다.
조선의 경우 신하들에게 지급하는 봉급이 녹봉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 일본의 경
우도 공신(功臣)에 대한 상급(賞給)이 토지로 행해졌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이미
천하통일 사업이 종결단계에 있었고 천하통일을 끝낸다고 하여도 더 이상 영지를
입수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휘하 영주들을 묶어두기 위한 방책으로써의
토지자원의 확보가 절실했던 것이다.51) 이러한 토지자원 확보 이외에도 일본이 조
선이나 명과 활발한 무역활동을 전개하여 해외발전을 꾀하려 한 데도 원인이 있었
을 수도 있다.52)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권은 통일과정에서 도시 부상(富商)들의 협력을 기반으
로 대륙과의 교통창구인 하카타(博多) 등을 장악하여 역시 상권과 무역권의 통일
적 확보를 중시했다. 그리고 토지와 농민을 일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 검지
(檢地)와 호구조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신분규정을 정하는 등 체제정비를 서둘렀
다. 그러나 도요토미 정권은 다이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고, 토지소유에
서 제외된 하급 무사들의 불만을 많이 사기도 했다. 더욱이 삼포왜란(三浦倭亂),
영파(寧波)의 난(亂) 등으로 명·조선과의 무역이 거의 폐쇄되자, 정치적으로 강력
한 다이묘들의 무력을 해외로 분출시켜 국내의 안정을 기하고 경제적으로 국제교
역상의 불리를 타파하기 위해‘당입’(唐入: 중국 침입)을 통한 '체제변혁전쟁'(體制變
革戰爭)을 구상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53)
셋째는 사회․문화적 요인이다. 이러한 대표적 요인으로는 문화적 갈등을 꼽을 수
있다. 이미 고대로부터 대륙과 한반도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일본의 경우 조
48)
49)
50)
51)
52)
53)

한국사편찬위원회,『한국고중세사사전』(서울: 가람기획, 2007.3.30), “임진왜란” 항목 참조.
“임진왜란의 원인, 경과, 결과”, 앞의 글.
전수병․김갑동(1999), p.148.
“임진왜란의 원인, 경과, 결과”, 앞의 글.
전수병․김갑동(1999), p.148.
“16세기 후반 동아시아 정세와 임진왜란”,『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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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문물이 커다란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임진왜란
의 성격 규정에 있어서‘문화전쟁’이란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것은 이를 반영한다.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문화재 약탈과 화공, 도공 등 기술자 납치에 주력
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요컨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은 전술한 정치․군사적, 경제
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궁극적으로
는 동남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초전이요, 일차적으로는 조선을 점령하
여 대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전을 끝내고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전으로 길러진 군사력을 다
른 나라를 침략하여 자신의 야욕을 실현하는데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2) 조선측의 원인: 숭문경무사상과 당쟁에 기인한 국방력의 약화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켰던 전쟁이다. 하지만 조선 조정에서는 일
본의 침략야욕을 저지할 만한 의지와 능력이 크게 결여되어 있었다. 임진왜란의 원
인은 당시 조선에서의 오랜 평화와 성리학의 발전, 이민족에 대한 지나친 우월감으
로 인한 국방정책에 대한 소홀, 특히 이이의 양병론에 대한 무시와 양반계급끼리의
세력싸움으로 인한 국론분열, 그리고 균역과 조세제도 문란으로 인한 민심의 극심
한 혼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일본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파견한 통신사
마저 붕당을 우선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결국 아무런 대비도 없이 7년간의 전쟁
에 처하게 된다. 임진왜란의 원인과 관련된 조선 측의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크
게 ①국방력의 역화, ②당쟁의 격화, 그리고 ③지피지기(知彼知己)의 부재로 요약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국방력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조선은 개국 이래 북방민족과 남방왜구의
소규모 국지적 침입만을 경험했던 조선조정은 200년 동안의 평화무드에 젖어 국방
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되고 초기의 강력했던 국방태세가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서
왜란을 맞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침략을 앞두고 조선왕조는 1392년 건국 초
기부터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문치절대우위(文治絶對優位)의 통치철학을 채택하여
숭문경무사상(崇文輕武思想)에 젖어 있었고,54) 특히 무사안일주의(無事安逸主義)
로 인해 주변국의 정치․군사적 변화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상태였다. 당시 100년간
의 전국시대를 겪으며 수많은 전투경험과 전투기술을 축적하고 있던 일본의 위험
54) 김지욱, “임진왜란과 이총이 주는 교훈”, 국방부,『국방저널』, 2002년 4월호, 통권 340호,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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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해 고려하지 못했다.
이러한 조선의 국방력 약화는 사실 선조대에 시작되었다기보다 조선 건국 후 2
백 년이 지나면서 체제가 변형되고 해이해진 누적된 결과이기도 했다. 조선 초의
병제는 천민을 제외한 모든 양민이 병역을 지는 병농일치적 개병제였으나 차차 양
반들이 병역에서 빠져나갔으며, 농민의 경우도 점차 군포를 내고 역을 면제받는 방
군수포제(放軍收布制)를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장부상으로는 병사가 있지만
죽거나 도망한 상황에서 새로 군적을 정리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근무병은 없는 폐
단이 점점 늘어났다. 그래서 임진왜란 직전 조선군은 17만 명 정도로, 20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건국 초기에 비하면 축소되어 있었으며 그나마 허수(虛
數)가 많았다. 한편 임진왜란 동안에 일본은 20만 명 정도를 조선에 파병하여 수
적으로는 그렇게 압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조선의 병력은 전문성이 크게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패배하면 흩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실제로는 늘 병력
부족상태에서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55)
조선 초기에 설치된 국방체제가 붕괴되어 외침에 대비하기 위한 방책으로 군사
적으로 군국기무를 장악하는 비변사라는 합의기관이 설치되었으나, 이것 또한 정상
적인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이(李珥)는 남왜북호(南倭北胡)
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십만양병론(十萬養兵論)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
쟁과 허약한 국가재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회는 점점 해이해지고 문약(文
弱)에 빠져 근본적인 국가방책이 확립되지 못했다.56)
여기에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면서 중국을 제외한 주변국은 모두 오랑캐 무
리로 보고 야만으로 여긴 사대모화사상(事大慕華思想)은 조정으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조선인들이 생각하는 저열(低劣)한 오랑캐인 왜적
(倭敵)에 의해 유린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우월감은 국민적 정신력으로 승화되어 강인한 항전의지로 표출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57)
둘째는 당쟁의 격화를 들 수 있다. 조선왕조의 성립과 더불어 재편성된 조선의
중세봉건사회는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사회경제적 모순이 표면화되었다. 양반층은
교육과 관직을 독점하고 각종 역에서 면제되었으며 농장을 확대해갔다. 이에 따라

55) “임진왜란 : 전쟁은 막을 수 있었는가?”,『네이버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 4&contents_id=9872&series_id=28
(검색일: 2014.1.7).
56) 한국학 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앞의 글.
57) 김강녕,『한국정치와 민족정신』(경주: 신지서원, 2008), pp.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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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부담은 한층 무거워졌으며 토지를 잃고 몰락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한편
과거 합격자의 증가 등으로 관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집권 양반층 사이에서도
관직과 토지를 차지하기 위한 대립이 치열해져 사화가 거듭되고 붕당이 나타나 당
쟁이 격화되었다.58) 이러한 사회경제적 모순이 정치적 당파싸움으로 이어져 결과
적으로 조선의 국방력은 크게 약화되어갔다.
일본이 힘을 기르고 전쟁을 준비하는 사이에 조선과 명나라는 정치혼란과 체제
모순의 심화로 제대로 대처할 여유를 찾지 못했다. 특히 조선은 오랜 훈척정치(공
신과 친척이 국정 전반을 도맡아 하는 것)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성리학적 이념
은 아랑곳없이 여성(문정왕후), 승려(보우), 외척(윤원형) 등이 날뛰는 세상이 된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름 있는 선비들이 정승에서 언관까지 조정을 장악함으로
써 원칙과 상식에 맞는 정치를 펴고자 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내적 갈등이 심화
되었다. 지식인 특유의 소심함 때문에 그리 중대하지 않은 문제도 심각한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었고, 여기에 많지 않은 주요 관직을 둘러싼 경쟁이 맞물리면서,‘당쟁’
이 발생하고 나날이 격렬해졌던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퍼진‘당쟁망국론’에서처럼 이러한 당쟁 때문에 조선이 왜란에 아무
런 대비도 못한 것은 아니지만, 국론을 통일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도출하는 데는
확실히 장애가 되었다. 그것은 이이를 비롯한 국방-민생 개혁론자들이 진정성을
의심받은 상대 당파의 공격으로 제때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사실, 그리고 일본의
동태를 파악하는 일조차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어려웠던
사실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황윤길과 김성일이 서로 정반
대의 말을 전했고 김성일은 일본의 침략의도를 알았으나 혼란을 우려해 침략은 없
을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진솔한 보고로 인해 아무리 혼란이 있더
라도 무방비 상태로 병란을 맞는 것보다는 나았을 것임에 분명하다. 당론을 의식하
여 국민과 국가의 생사가 달린 문제와 관련해서 진실을 왜곡한 것은 어떠한 변명
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보고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지피지기(知彼知己)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는 일종
의 대아시아 제국을 꿈꾸며 대마도 도주를 통해 조선에 수교를 요청하는 한편, 명
을 정벌하기 위해 일본군이 조선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조선정부
는 이를 거부하고 명ㄴ나라에도 뒤늦게 알렸다. 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의
대외팽창 야욕을 채우고 일본 안의 불안요소를 국외로 돌리기 위해 조선 침략을
꾀하며 군비확장에 착수했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일본의 움직임을 제대로 알아차리
58) 사림들은 권좌에서 쫓겨나면 자기 소유의 토지가 있는 고향이나 연고지로 내려가 기반을 다졌다. 지역
사회에서 사림의 근거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서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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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조차 못한 채 이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했던 것이다.59)
도요토미 도발정보는 조선과 일본 간에 미묘하게 존재하던 대마도주(對馬島主)
에 의해 조선정부에 제보되고 전쟁직전에 보낸 통신사 황윤길 정사로부터 확인되
었으나 부사 김성일의 오판 믿어 조선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들은 전쟁을 막아보려던 대마도주의 가신들을 비롯한 약 5천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일본상인들의 조선 내 첩보활동으로 확인되어 도요토미 자신감만
부추겼을 뿐이었다.60)
이처럼 정보의 미비함은 조선이 전쟁을 준비함에 큰 지장을 주었다. 조선은 국초
부터 명나라에는 사대(事大), 일본에게는 교린(交隣)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외교를
했으나 대일외교에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아예 성종 때부터는 통신사를 받되
보내지는 않았으며, 일본에 뭔가 전할 일이 있으면 대마도를 거치고 있었다. 그러
다 보니 15세기에 신숙주가 일본을 다녀와 남긴『해동제국기』가 16세기 말이 될
때까지도 일본에 대한 주된 지침서였으며, 심지어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유성룡
이 쓴『징비록(懲毖錄)』에도 오다 노부나가와 미나모토 요리토모를 혼동하고, 히
데요시는 평(平)씨에다 중국출신이라고 적을 정도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잠깐
다이라(平)씨를 쓰기는 했지만, 중국인이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말이었다.61)

3) 명나라측의 원인: 환관정치로 인한 국력의 쇠퇴와 정보력의 부재
일본의 정세변화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천하가 태평하기는 명나라(1368-1644)
도 조선과 마찬가지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368년 개국된 명(明)은 15
세기 초 영락제 때에는 국력이 막강했으나 영락제가 사망한 후 국력이 급격히 쇠
퇴하기 시작했다. 1449년에 정통제가 몽골의 오이라트부(瓦剌部)를 친정하다가 도
리어 패전하여 포로가 된‘토목보의 변’을 계기로 명의 국제상 영향력이 점차 약화
하였고 내부 기강도 해이해져 갔다.
그 후 16세기에 이르러 환관의 발호로 정치가 혼란해지고 전국이 반란의 소용돌
이에 휩싸일 만큼 크게 동요하였고 이 무렵에 기세를 떨치기 시작한 왜구(倭寇)
집단은 명의 변경 해안 지대를 휩쓸었다. 이에 명은 북방으로는 몽골족의 침입을,
남방으로는 왜구의 침입을 막아서 양방에서 싸워야만 했으며, 이런 외부압력은 자
연히 국력 쇠퇴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59) 한국사편찬위원회(2007.3.30), “임진왜란” 항목 참조.
60) 최구식(1992.3.5), p.17; 한우근, 『한국통사』(서울: 을유문화사, 1975), pp.296-297.
61) “임진왜란: 전쟁은 막을 수 있었는가?,” 『네이버캐스트』,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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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만력제(萬曆帝) 등극하면서 10년간은 장거정을 비롯한 대정치가가 등
장하여 다시 중흥하는 기회를 맞았으나 장거정이 죽자 만력제는 국사를 돌보지 않
고 정사를 환관에게 일임해 정치는 혼란에 다시 빠졌으며, 영하(寧夏)에서 일어난
몽골의 항장(降將) 보바이의 반란과 귀주의 토관(土官) 양응룡(楊應龍)의 난을 평
정해야 했고 후에는 임진왜란으로 조선에 원군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
다.62)
이처럼 명나라도 일본의 정세변화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조선의 원군요청에 응
하게 되었던 것이다. 만력(萬曆)이라는 연호로 잘 알려진 당시의 황제는 신종(神
宗)이었는데, 명군(名君)이 드물기로 유명한 명나라 역대 황제 중에서도 질이 떨어
지는 인물이었다. 자식의 결혼식에 1년 총예산의 절반을 쏟아 부을 정도였던 신종
은 평소 조정에 나오기를 싫어했고 온천물을 궁전 안에 끌어들여 궁녀들과 온천욕
을 즐기는데 열중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의 안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전쟁이 터지고 조선에서 원병을 요청했
을 때의 일이다. 그는 군사동원이 아니라 천하에“이번 난을 수습할 기책을 가진 자
를 널리 구한다.”는 아이디어를 현상 공모했다. 상은 귀족 작위와 은 1만 냥이었다.
숨어있던 기인이사(奇人異士)들이 백가쟁명(百家爭鳴)했고 여기서 뽑힌 인물인 정
붕기(程鵬起)의 아이디어는 그럴듯했다.‘이이제이’(以夷制夷, 오랑캐로써 오랑캐를
제압한다)라는 중국 전통적인 변방 수습책을 원용하여 샴(태국)으로 하여금 일본
본토를 치게 한다는 것이었다.
신종은 즉각 그에게 장군직을 내리고 샴으로 보냈다. 황제의 칙령을 구실로 북경
에서 광동에 이르기까지 지방장관들에게 거금을 뜯어내고 온갖 향응을 받은 뒤 그
는 어디론지 증발해 버렸다. 인구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중국은 최강국이고 세계의
중심이었다. 눈만 열고 있으면 중국은 모든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다. 광동을 중심
으로 한 남쪽지방에는 세계 각국의 인종들이 들끓고 있었고, 서양제 총기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명나라 초창기 성조(成祖) 영락제(永樂帝) 등 뛰어난 황제들
의 활약은 대단했다. 중국강남지방에서 일어난 한족들로는 원을 구축(驅逐)하며 전
국토를 최초로 명제국을 통일하여 명제국을 건설했듯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전국을 강력하게 지배하기 위해 밀실정치를 시행하여 정보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 전성국인 명제국은 흑룡강안까지 진출했고, 남으로는 유구, 캄보
디아, 태국, 미얀마, 말라카, 보르네오, 자바, 수마트라, 벵골 등에 이르기까지 조공

62) “임진왜란”,『위키백과』,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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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을 만큼 강성했다.
하지만 임진왜란 직전 명나라는 조선과 마찬가지로 군사명부만 가졌을 뿐 실제
동원능력은 수만 명을 넘지 못했고 국제정보도 없었다. 따라서 일본이 정벌을 결심
할 정도로 명나라는 허약해져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에 원군을 보낸 것이다.
국운하강과 국력쇠퇴로 결국 명은 전쟁이 끝난 후 40여년 만에 결국 망하고 말 정
도로 허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63)

IV. 임진왜란 배경․원인의 현대적 함의
세계사를 보면 수많은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있었다. 동북아에 위치한 우리
의 반만년 역사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끈질긴 국난극복의 역사였
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이 그동안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을 겪게 된 데는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주된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즉 ①과거 우리 민족은 국가가 위기
에 처하면 전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구국의 대열에 앞장섰으나, 평화기가 도래하면
태평성대가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착각에 빠져 안보와 전쟁대비에 소홀했다. ②국민
의식상 스스로 힘으로 조국을 지키겠다는‘상무정신’을 배양하기보다 강대국에 안이
하게 의존하려는 사대주의에 젖어 있었다. ③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영원한 우방
도 적도 없이, 오직‘약육강식’의 힘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정세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힘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의 권력다툼과 내분도 크게 작용
했다.64)
다시 정리한다면 ①국방력 건설의 소홀, ②무(武)의 천시, ③주변환경에 대한 적
절한 대처 실패, ④권력다툼과 내분, ⑤민심이반 등이 민족수난의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65) 이는 향후 국가번영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
떻게 대내외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시사해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16세기에 이르러 조선은 지배층의 분열과 국제정세에 대한 몰이해로 임진왜란이
라는 대 전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유생들과 민중들의 의병활동과 조선수군
의 활약으로 이를 물리쳤다. 대세론적으로 볼 때 왜군은 별 소득 없이 퇴각하였다

63) 최구식(1992.3.5), p.17.
64) 김강녕(2008), pp.217-218.
65) 이지훈, “수난의 역사와 국방”, 육군본부,『육군』, 1995년 5․6월호,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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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으나 조선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그에 대
한 책임과 문책은 지금까지도 시도되지 않았다.66) 침략자에 대한 전쟁배상문제는
물론 문화재 약탈과 화공, 도공 등 기술자 납치문제 조차도 많은 부분이 미해결 상
태로 세월이 흘렀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벌써 420여년이 지났다. 1592년 5월 23일(음력 4월 13
일) 일본의 느닷없는 침략으로 시작하여 장장 7년을 끌었던 이 전쟁은 그 자체의
참혹성만으로도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이러한 전쟁재발을 위한 국방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동북아 정세와 비교․성찰하도록 하는 역사
의 경고이기도 하다. 오늘의 상황은 그 때와 얼마나 다른가? 또 우리의 대비는 당
시의 선조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 만큼 튼튼한가? 임진왜란 420여년이 지난 시점
에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대답을 찾아봄으로써 현재의 가치
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67)
일본군은 현해탄을 건너 쳐들어와 7년 동안 당시의 동북아 정세를 뒤흔들어 놓
았으며, 임진왜란 이후 우리가 일본에 역전당한 세력판도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임진왜란이라는 엄청난 참화를 겪고도 우리의 대비는 충분치 못했다. 임진왜
란 300년 후 일본이 다시 침략했을 때 우리가 당했던 수모는 오히려 더했다. 임진
왜란 때는 그래도 나라는 보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1884년 무렵에는 일본군 1개
중대 병력에 의해 5백년 고도 한양이 유린당하더니 1910년에는 우리의 국권을 상
실당한 한일합병의 치욕을 겪기도 했다.
그들의 칼은 같은 300년 동안 엄청나게 날카로워졌고 침략기술은 훨씬 단련되었
으며 그 방법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이는 침략기간의 길이나 그동안 우리에
게 끼친 해악이 얼마나 길어지고 파괴적이었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시 120여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길래 그 모양이었던가 하고 선조를 당당히 탓할 자격이 있는가? 아
니면 대비가 필요 없을 만큼 태평성대가 되었는가? 이도 아니면 일본인들이 정신
을 개벽해 우리와 따뜻한 우정을 나누게 변해 있는가? 420여년이 흐른 지금 우리
가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조선시대 신진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사림(士林)파는 기득권층이었던 훈구파의

66) 전수병․김갑동(1999), p.157.
67) 최구식(1992.3.5),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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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을 뚫고 선조(1552~1608)대에 집권에 성공했다. 하지만 사림파는 집권하자마
자 삼사(三司·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관리추천권·전형권을 갖고 있는 요직인 이
조정랑(吏曹正郞)이란 관직을 누가 맡느냐를 놓고‘동인’과‘서인’으로 분열되었다.
사림의 지도급 인사였던 율곡 이이는 동인의 강경파인 이발과 서인의 강경파인
정철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 “두 분이 마음을 합쳐 나라 일에 힘써 달라.”고 당부
도 했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이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자 이이는 1583년 낙향을 결
심하고 지인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지금부터라도 서로 의심해 간격을 두지 말고 마음을 터놓고 정리해 나간다면 다
시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조정의 근심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68) 그
러나 이이의 우려는 현실화되었다. 그 후 동인·서인은 남인·북인·노론·소론 등으로
분화하며 상대 당파를 살육하는 피비린내 나는 사색(四色)당쟁이 300년 넘게 이어
졌다
이이의 당부가 오늘날의 정치권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선의 사림이 당쟁에 골몰했던 것은 상대 당파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정치도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화 세력
과 민주화 세력이 서로를 인정하는 공존모델을 제대로 아직 만들지 못하고 적대적
진영논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적대적 진영논리는 남북분단
과 6·25전쟁, 군사정권과 압축고도성장, 민주화 투쟁 등 격렬했던 우리 현대사의
상처로 남아“우리국회에는 지금 아군과 적군만 있을 뿐‘우리’가 없다.”는 남남 갈등
의 지적도 종종 나오고 있다.69) 임진왜란 당시 사활이 달려 있는 중대한 국가안위
(國家安危)의 문제를 놓고도 당쟁을 벌이던 우(愚)를 교훈 삼아 국가안보와 관련
해서는 더 이상 국론분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군사력(국방비의 규모와 첨단무기의 양과 질 등)의 우위
는 지금도 뒤바뀌지 않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 함포 등에 있어서 우위에
있었던 해군력의 사정은 어떠한가? 한국은 이지스함(3척), 잠수함(잠수정 포함 10
여척), 경항공모함(1척)을 보유하고 있음에 비해, 일본은 양과 질에서 한국보다 우
위에 있는 이지스함(6척), 잠수함(18척), 경항공모함(4척)을 보유하고 있다.70)

68) 이이 지음,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옮김,『석담일기』(서울: 솔, 1998) 참조.
69) 김정하 외 6인, “400년 전 율곡의 경고: ‘당쟁은 나라의 근심’…진영정치 부추기는 강제당론 없애야,”
『중앙일보』, 2014년 1월 8일자, 1면.
70) 대한민국 국방부,『2012 국방백서』, 2012.12.21, p.15, p.17, p.2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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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가도(征明假道)를 내세워 조선을 침략한 일본은 임진왜란이 끝난 지 270년
후 메이지유신(明治維新, 1868)을 단행했고 이후 이를 주도한 우익은 군부, 재벌
과 손잡고 한국을 식민지로 삼아 지배했다. 1870년대 정한론(征韓論: 조선에 대한
침략론)을 주장한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 이래로 일본 우익은‘대동아공영권’
(大東亞共榮圈: 일본을 중심으로 함께 번영할 동아시아의 여러 민족과 거주 범위)
을 표방하며 아시아대륙침략에 나섰다.‘팔굉일우’(八紘一宇)도 제국주의 침략의 키
워드(key word)였다.71)
이어서 일본은 독일․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패전국
이 된 1945년 이후 요시다 시게루(吉田 茂)72) 독트린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①평
화헌법 준수, ②미일동맹에 안전보장 의존, ③경제성장에 주력 등의 기조를 유지하
며 경제강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던 일본이 특히 1990년대 이후 ①일본 역사왜곡,
②일본 평화헌법 개정 추진, ③자위대의 군대전환 추진, ④정치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우경화행보의 강화함으로써 군사대국화를 지향․추진해 나가고 있다.73)
최근 일본의 우경화현상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731부대를 연상케 하는 자위대 항공기에
타고 엄지를 치켜세우는 것이 시사해주듯이, 아베 정부의 우경화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다. 일본은 현재 과거의 조심스러운 행동과는 달리 노골적인 역사왜
곡과 독도도발 및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
는 지난 20년간의 경기침체를 벗어나‘강한 일본을 되찾겠다(強い日本を取り戻す)’
는 몸부림이자 군사대국화를 향한 모험이기도 하다.‘보통국가’라는 이름 아래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여 자국의 동북아에서 패권 및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려는 의도가
함께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74)
일본이 총대신 경제를 업고 성장한 후 다시 우경화 행보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
는 과정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대륙 중국은 오랜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켠
후 경제․군사대국G2로 성장함으로써 격동의 동북아가 재현되고 있는 듯하다. 오늘

71) 서유진․․정슬기, “145년 뿌리 깊은 일본의 우경화”. WEEKEND 매경, 2013년 5월 25일자.
72)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1878∼1967)는 1946년 자유당 총재에 취임한 후 다섯 차례 수상을 지냈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여 전후의 미일관계를 결정지은 일본의 정
치가였다.
73) “일본의 우경화”, Naver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05&docId=71463&mobile& categoryId=505
(검색일: 2013.6.4).
74) “일본의 우경화가 노리는 것은”, http://blognavercom/gy_roh/80190282033(검색일: 2013.6.4.)
김강녕,『세계 속의 한국: 외교․안보․통일』(경주: 신지서원, 2013),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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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미․중․일․러 등 주변강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우리의 주변안보정세는 420
여 년 전에 비해 더욱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동맹체계를 유지․강화하는 한편으로 다자주
의적 협력도 모색․추진하는 가운데‘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75) 일본은 미일동맹(US-Japanese alliance)을 유지하면서도 군사대국화를
위한 자국의 독자적 역할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
로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회복된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문제에 개입하려 노력하고 있다. G2(Group of 2)라는 말이 상징하듯 탈냉전
이후 20여 년간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급부상한
중국, 자원에너지․군사력을 바탕으로 국력을 회복하여 정치력을 확대하려는 대외정
책을 구사하는 러시아, 보통국가화(normal nationalization)와 우경화(conservative
swing)로 치닫는 일본, 대남무력도발과 핵․미사일 개발을 일삼는 북한 등이 최근
동북아 주요 정세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동북아지역은 아시아-태평양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점차 증
대되었으며, 세계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탈냉전 이
후 세계적으로 화해와 협력이 증진되는 추세 속에 동북아지역도 경제적 협력관계
와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고 동북아에서 역내 국가들 간의 상호교류와 다자협
력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안보질서형성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경제발전
을 기반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있고, 분단국문제․도서영유권문제․해양관할권문제․민족
문제 등 많은 갈등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오늘날 동북아지역의 안보지형은 다자, 양자 및 동북아 삼각구도 등 중층적인 현
상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의 중층적 안보지형은 북한의 핵․미사일문제, 중국의 경제
력과 군사외교력의 급부상, 일본의 보수화경향 및 미국의 패권유지전략 등이 맞물
려 복잡성을 더해가고 있다.76) 중국은 이제 일본이 자신들의 상대가 아니라고 보
고 미국과 동아시아 신질서(신형대국관계)를 논의하거나 그러한 논의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77)
75) 미국은 일본을 끌어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력 배치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기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의 정치․군사적 팽창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이익
을 침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적 위협으로 여긴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통일문제이해, 2012.3, pp.24-25.
76) 길병옥, “동북아지역 분쟁과 우리의 대응방안”, 국방부, 한반도 군비통제, Vol.37, 2005.6,
pp.127-128.
77) 이하원, “중(中), 일(日) 제치고 미(美)와 신(新)질서 재건축 … 한국, ‘딱지’라도 사놔야,” 조선일보,
2012년 9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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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되풀이 된다(History repeat itself).”는 말이 있다. 전란의 역사를 망각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전란이 올 수도 있음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임진
왜란은, 그 시대적․상황적 배경과 원인, 전란극복과정과 관련해서 볼 때, 4세기가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도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임진왜란은 아태시대를
맞아 국운융성기에 접어든 우리 한국이 이룩해야 할 국가번영․남북통일․세계평화․번
영을 이룩함에 있어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자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V. 결 론
튼튼한 국가안보를 통해 영토와 국권(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유지하는 것
은 여전히 국가의 기본책무이다. 국가안보란 한 국가가 국내외 위협(內憂外患)으로
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가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건강과도 같
은 것이다. 안보는 국가의 번영을 지켜주는 보호막이자 발전의 동력이다.“안보는
산소와 같다.”는 말처럼 항상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나 우리는 보지도 느끼
지도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안보의 중요성을 잊고 지낸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은
연후에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반복해서 절감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인
지도 모른다.
개인이든 국가든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직의 목표는‘생존과 번영’(survival and
prosperity)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개인의 기준으로 볼 때 생존은 건강이고, 번영은
사람답게 사는 것, 즉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며, 국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생존은 국
가방위이고, 번영은 정치․경제․문화적‘삶의 질’의 향상이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
은 번영이 없는 생존은 비참하지만 생존이 없는 번영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생존이 보장되지 않던 즉 국방력이 뒷받침되지 않던 국가가 번영했다.”라
는 역사는 동서고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78)
국방은 민족과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수반되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조건
이다. 국방이 없으면 국민의 복리는 물론 어떠한 자유도 있을 수 없다. 통일과 평
화 역시 국방이라는 전제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코 달성할 수 없는,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다. 국방은 오직 힘에 의해서만 보장되고 이 힘이란 자신을 지킬 수 있

78) 박두호, “국가방위사상의 중요성”, 『국방저널』, 2002년 1월호,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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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분한 군사력으로서 어떠한 주권국가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첫째 조건인
것이다.
임진왜란은 직접적으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른바 조선을 복속시키고 명을
정벌한다는 대륙침략정책에서 발단한 것이지만, 당쟁으로 국론이 분열된 데다가 외
침에 대해 전혀 방비를 게을리 했던 당시 조선의 정치․사회적 모순과 취약성에 보
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륙침략(조선과 명)을 의도하게 된 것은 당시 전국시대
봉건제 하의 놓여 있던 일본을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 전국을 통일을 이룬 후
자신의 정치적 야망 및 영웅심과 그 정권 내의 대립․모순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통일의 과정에서 야기된 재정적 곤란을 해결해
야 했고 유공무장(有功武將)의 논공행상(論功行賞)을 위해서는 일본의 영토로서는
부족했으며 또한 예하무장(隷下武將)들을 대외침략 없이 통솔하기에는 너무나 막
강했다. 더구나 그의 정권 내에는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등의 이료파(吏僚
派),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등의 무단파(武斷派),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과 같은 유력한 다이묘(大名: 메이지 유신 이전의 일본의 諸侯)들이 서로 정치적으
로 대립․모순을 야기시키고 있었다.79) 이러한 상황이 그의 야망과 결합되어 그는
대륙침략을 국내통일의 연장으로 생각하여 여러 다이묘(大名)의 무력을 해외에서
소모시키려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정세가 이러함에도 조선의 대비는 너무도 소홀했다. 물론 조선은 국군기무를
관장하는 비변사를 설치하여 조선 초기 이래 빈번한 외침에 대비해왔지만 당쟁으
로 지배계급이 분열되고 문약(文弱)해짐으로써 국방의 중요성이 전혀 인식되지 못
했으며, 이이(李珥)의 십만양병론 등 국방의 중요성을 역설한 주장이 오히려 배척
당하는 실정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마도주(對馬島主) 소오 요시시게(宗義
調)를 통해 수교를 요구함으로써 1590년 일본의 실정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저의
를 알아보기 위해 조선이 파견한 사신의 보고에서까지도 당쟁이 반영되어 있을 정
도였다.
즉 이들이 가져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답서에는 정명가도(征明假道)라는 문구
(文句)가 있어 침략의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서인의 통신사 황윤길은 반드시
병화(兵禍)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반해, 동인인 부사 김성일은 그런 징후가 없다
고 보고했다. 당시 동인이 우세한 데다 지배층이 안일한 사고에 빠져 있어, 조정은
어리석게도 김성일의 의견에 따르게 되었다.

79) 강주진, “임진왜란”, 정인흥․김성희․강주진 편,『정치학대사전』(서울: 박영사, 1980), p.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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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조선에서도 비변사의 보고와 빈번한 일왕사신의 내왕으로 어느 정도 사태
를 짐작하여 늦게나마 대비책을 강구하려 했지만, 전국시대를 통해 병법․무예․축성
술․해운술이 연마되고, 특히 유럽에서 전래된 조총을 대량생산한 일본의 군사력에
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임진왜란은 16세기 말의 동북아시아를 뒤흔들어 놓았다. 전쟁터였던 조
선은 말할 필요도 없고 침략자인 일본과 원군을 파견한 명나라도 막대한 인적․물적
손상을 입고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고 일본과 중국에서는 정권교체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국제전이었고 오늘날에도 시사해주는 점이 많은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80)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geographical location)로 인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관계로 오랫동안 동북아의 국제정치적 요충지가 되어왔으며, 오늘날 남북
한관계의 발전, 한반도의 통일문제도 이들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 있다.
향후 한반도 통일․안보문제는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통일․안보․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목표는 1차적
으로는 우리 자신의 자구적인 노력이 요구되지만 더 나아가 남북한관계와 우리의
맹방인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협력관계에서 함께 구현되어야 할 목
표이기도 하다.
비참한 국난의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는
물론 국민의 의식 속에도 역사가 살아 숨쉬고 움직여야 한다. 국토와 국권을 침탈·
유린당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국력을 신장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더욱 굳
건히 하는 계기로 승화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가 식민통치, 해방, 건국, 분단, 전쟁
을 거친 수난과 질곡의 역사를 극복해온 저력을 되살려 국가안보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81)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국운융성․남북통일․세계평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고 국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견지에
서 주변국이 우리의 선린(善隣)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책도 함께 모색․추진
해 나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80) 강주진(1980), p.1243.
81) 김철우,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우리의 대응,”『국방일보』, 2013년 5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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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jin War: It's Backgrounds and Causes, and
Contemporary Implications
Kim, Kang-nyeong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backgrounds and causes of the Imjin War.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the historical
and situational backgrounds of the Imjin War, the causes of domestic and
foreign causes of the Imjin War, the backgrounds and causes of the Imjin
War: its contemporar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The first great East Asian War in Joseon Dynasty, Imjin War(Japanese
invasions of Korea) is called Imjinwaeran in Korea. It comprised two separate
yet linked operations: an initial invasion in 1592, a brief ceasefire in 1596,
and a second invasion in 1597. The conflict ended by 1598 in a military
stalemate and the withdrawal of Japanese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With Hideyoshi Toyotomi's death in September 1598, the Japanese forces in
Korea(Joseon) were ordered to withdraw back to Japan by the new governing
Council of Five Elders.
Toward the end of sixteenth century, the war-loving Japanese general,
Hideyoshi Toyotomi, had overcome all his rivals and had made himself the
dictator of his homeland. In his desire for glory, he next turned his eyes
toward Korea(Joseon) and China(Ming). It was his wish to conquer the entire
Asian continent. Korea stood like a bridge between Japan and China. Toyotomi
realized that in order to gain free passage to China, Korea would first have to
be taken. He sent messages of threatening tone to Korean government
requesting Korea's surrender in fact. The request was turned down. So in
1592 Toyotomi sent out his army and navy in great numbers across the sea
to attack Korea.
The situation in Korea at this time was not good. Despite warning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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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totally unprepared for any massive invasion from the outside. The
officials of the government were spilt into many factions and engrossed in a
power struggle among themselves. They persistently engaged in slandering and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rest of the world. For them the interest of their
faction wa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their nation. Thus the Korean court
was taken completely by surprise and was totally unprepared when the
invasion took place.
Imjin War was the biggest war in Josean period. Imjin War gives us very
important lessons and implications. It teaches us that our strong national
security and continuous resolution in military affairs are very important in our
national existence and prosperity.
History may repeat itself if we do not learn our lessons from the sore past
that we should be strong enough to repel aggression from any nation. The
moment we forget, history will repeat itself. We always should keep in mind
the universal lesson of history that we have to prepare for war if we really
want peace.
Key Words : Imjin War, Backgrounds and Causes of the Imjin War, Factional
Strife, Toyotomi Hideyoshi, Yi I's Proposal on Training of 100 Thousand
Soldiers, Joseon, Japan, Ming(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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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시 대남·대북유격전에 관한 비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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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6·25전쟁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문은 전쟁원인, 국제정치에 미친 영향, 정규전
위주의 주요 전투분석 등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전선후방에서 처절하게 벌어진
피아유격전에 관한 연구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이런 후방지역 유격전은 일반 주민
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특히 신생 대한민국 정부는 공
산빨치산 준동으로 인해 전쟁 전 국가 존립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정도였다.
또한 1951년 1월, 중공군 참전으로 압록강까지 북진했던 UN군은 또다시 38도선
이남으로 철수해야만 했다. 이 시기 북한에서는 반공치안대가 주축이 된 UN군 유
격부대가 창설되어 활발한 대북유격작전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사실 약 30,000
여 명의 대북유격부대원 활동은 전세에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에 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6·25전쟁 전후의 북한의 대남유격전과 1951년 초부터 휴
전 시 까지의 UN군 대북유격전 전개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분석
을 통해 예상되는 미래 한반도 유격전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선진 군
사강국의 특수전력 강화추세와 한국군 특수부대 발전방향도 언급하였다.
주제어 : 빨치산, 대남유격전, 대북유격전, 한반도전쟁, 특수부대

1) 육군교육사령부 지상전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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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처절했던 동족상쟁의 6.25전쟁이 발발한지 어언간 64년이 되었다. 남북관계는
아직도 긴장과 대결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활화산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일부
신세대 가운데는 최근 6.25전쟁에 대한 왜곡된 선전에 현혹되어 엉뚱한 주장(예:
북침론, 내전설, 통일전쟁론 등)을 하기도 한다. 6.25 전쟁이 담은 역사의 교훈을
우리들이 소홀하게 다루었을 때,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어난다는 것
은 자명한 이치이다.2)
6.25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 역시 오래되었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전
쟁의 성격에 대해서는 내전, 국제전, 국제전적 내전, 민족해방전쟁 등의 설이 있다.
개전 직후 북한은 이 전쟁이 내전으로 발화되었고, 이후 미국의 참전으로 국제전
혹은 민족해방전쟁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통주의 학설에 입각해서 분명
6.25 전쟁은“스탈린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의 침략전쟁”임이 학계에서는 이미 공론
화되어 있는 사안이다.
특히 일부 좌파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전론 주장의 근거가 6·25전쟁 전후 공산
유격대의 남한지역 활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1950년 6월 이전에 이미 한국은
자발적인 민중 무장봉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6·25전쟁의 성격도 이
런 차원에서 규명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6·25전쟁 시 피아 유격전의 전개과정과 작전성과를 분석
하여 미래 한반도전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유격전3)은“적 지역이나 적 점령지역내에 있는 현지주민 또는 침투한 정규군요원
이 주로 외부의 지원과 지시를 받아서 수행하는 정치ㆍ군사 및 준군사 활동으로
유격전, 도피 및 탈출, 전복활동 등”을 망라한다. 유격전은 적 또는 점령세력의 정
치ㆍ경제ㆍ사회ㆍ심리ㆍ군사 등 제반 분야의 세력약화를 위한 정치적 성격의 전복
활동과 적 군사능력 약화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적 성격의 유격전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2) 이종학,『한국군사사 서설』(경주: 서라벌 군사연구소 출판부, 1991). p.309.
3) 유격전은 본질적으로 전쟁 형태의 하나가 아니라 용병 작전의 기술에 관한 것이며, 그것은 약자
전법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전술적인 유격전을 계급적인 저항 운동과 혼합하여 민족해방 혁명전략
으로 발전시킨 것이 모택동이다. 1927년 이래 중공이 성공시켜 집권한 1949년에 이르는 기간에
있어 그들의 성공이 바로 유격전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문홍철, “공산유격전의 전략소고,”『군사평
론』, 제138호,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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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아시아에서의 유격전 개념은 모택동의 군사사상에서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모택동의 군사사상 기본철학은“전쟁은 곧 정치이며, 전쟁 그 자체가 정치
성을 띈 행위이다. 유사이래 정치성을 띠지 않은 전쟁은 없었다. 전쟁은 다른 수단
에 의한 정치적 연장이다. 정치가 일정한 단계까지 발전하여 더 이상 종전과 같이
나아갈 수 없으면, 정치적 과정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말끔히 쓸어내 버리기 위하여
전쟁이 폭발한다.”라고 주장했다.4)
본 연구에서는 먼저 6·25전쟁 전후 북한의 대남유격전 전개 및 소멸과정을 분석하
고 1951년 1월, UN군의 후퇴 시 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대북유격부대의 작전경과
와 성과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피아 유격전은 상당히 다른 작전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북한의 대남유격부대는 철저하게 모택동의 유격전 이론에 입각하여 현
지에서 모든 투쟁자원을 확보한 반면 UN군의 대북유격부대는 주로 미군이 직접 적
지작전부대에 제반 전쟁물자를 지원하는 특수작전 성격의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Ⅱ.북한 대남유격전과 한국군 대응
1.대남유격부대 형성과정
남한은 친일파와 지주의 국가인 반면 북한은 항일 독립운동 세력과 농민의 국가라
는 것이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후,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끊임없이 펼치고 있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전통성을 가진 정권이다”라는 변함없는 논리이다. 이것
은 혁명적 내전으로 한국전쟁을 보는 이론의 중심테제이기도 하다.5)
또한 1948년 제주 4․3사건을 지휘한 김달삼은 1950년 3월에 월북해 남한 내 빨치
산 투쟁의 문제점을 자아 비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격적인 투쟁을 벌리
지 못한 점을 꼽았고 1948년 8월과 9월이라는 시점에 남한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한 점을 뼈아프게 생각하고 반성했다. 김달삼이 공개한 1950년 6월 당시 빨치산
병력은 서울 50명, 경기도 90명, 강원도 1010명, 전라북도 300명, 전라남도 1250명,
경상남도 500명, 경상북도 2050명 등 모두 5250명이었다.6)
이처럼 1945년-1950년 사이의 남한 사회에는 수많은 빨치산들의 활동으로 이미
4) 김충렬․공기두,『모택동사상론』(서울: 일월서각, 1985), p.298.
5) 박명림,『한국 1950: 전쟁과 평화』(서울: 나남, 2009), p.26.
6)『동아일보』 (2010.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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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유격전과 이를 토벌하는 한국군과 경찰병력으로 준전시 상황하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1950년 6.25전쟁 직전에 북한에서 고도의 유격전 훈련을 받은
2400여 명의 정예 북한 유격대원들의 남한 침투는 기존 활동하고 있던 빨치산 병력
들의 사기를 크게 고양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해 일어난 각종 폭동들을 친일파와 이승만 독재에 반대하여 자연발생적으
로 일어난 민중봉기로 우리의 현대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도 있었다.7) 더구나 남한지
역에서의 공산 빨치산부대는 아래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전쟁이전에
좌익세력에 뿌리를 두고 북한정권과 연계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해 왔으며 전쟁 중에
는 공산군의 낙오병들이 합류하여 더욱 강대한 유격부대로 변질되었다.

7) 일부 한국의 좌파세력은 8.15 해방이후의 역사인식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8.15해방 이후
반동세력의 가혹한 탄압에 신음하던 남조선 인민들은 두 번째 맞는 해방을 기쁘게 맞았고, 이제
다시는 전과 같은 폭압과 무법을 용납하지 않을 각오로써 이 정의의 전쟁에 동참했다. 슬리는 목
전에 다가와 있는 듯했다. 그런데 미제 간섭자들의 침공으로 전선은 허리가 잘리고, 남조선은 다
시 암흑의 구렁텅이로 전락했다. 전보다 더 가혹한 유린과 학살이 자행됨으로써 다시 피와 죽음
의 구렁텅이로 전락했다.” 정관호, 『전남 유격투쟁사』(서울: 한성인쇄, 2008),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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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6.25전쟁전 북한유격부대 활동상황
구분

지역

침투
일시

제1차
침투

양 양
오대산

48.
11.14.

병력

내용

180명

강동 정치학원 1차수료생 100명이 양양에 침투,
오대산을 타고 남하하였다가 소탕된 후 잔당은
충북 방향으로 도주

제2차

오대산

49.6.1.

400명

1차 침투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 후, 남로당
지하조직과 연결, 강동정치학원 출신의 무장 유
격대 남파

제3차

“

49.7.6.

200명

오대산 지역 침투 후 대부분 사살되고 잔당 약
30명이 중봉산 남방으로 도주

제4차

일월산
보현산

49.8.4.

14명

김달삼(제주도 폭동주모자)부대가 일월산에 침투
하여 경북 영일군 해안을 통하여 무기지원을 받
아 지방 공비에 합류, 경북 보현산에서 유격전
실시

제5차

철원
명지산

49.8.12.

15명

철원에 근거를 둔 유격대 선발대 15명이 양주군
용문산까지 침투하였으나 아군에 포착 된 후도
주 후 월북

제6차

명지산
용문산
공작산

49.8.15.

40명

제5차 선발대 40명이 명지산 경유, 용문산에 도
착하였으나 아군에 의하여 20명이 사살되고 잔
당은 매봉산을 경유 월북도주

제7차

관대리→
태백산맥

49.8.

360명

북괴 경비여단 예하의 유격대 병력이 8월 중순
에 태백산을 경유 침투 김달삼부대로 활동

제8차

양양군

49.9.28

50명

38경비여단 엄호 하에 태백산맥으로 침투

제9차

보현산

49.11.6.

100명

보현산 입산, 김달삼 부대와 합류 활동

제10차

오대산

50.3.28.

700명

김상호 부대, 김무현 부대와 합류 활동

출처: 김윤생, “북한지역에서의 비정규전,” 육군대학 학술논문(1988), p.4.

2. 6·25전쟁 시기의 대남유격부대 활동
UN군의 북진으로 인민군이 후퇴하던 시기, 북한은 당과 사회단체 성원들 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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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인민유격대를 조직했다. 김일성은 1950년 9월 27일 도당 위원장협의회에서
각급 당 단체들 주도의 대중적 유격투쟁 조직을 지시한다. 유격대의 임무는 첫째,
적의 지휘부를 기습소탕하고, 둘째, 보급선을 끊으며, 셋째, 적의 통신수단을 파괴
하고, 넷째, 군수창고들과 각종 군사시설물들에 불을 지르며, 다섯째, 적 후방을 혼
란시켜 적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것이었다. 특히 구월산, 마식령 산줄기, 랑림
산 줄기와 연결되는 산지대들을 근거지로 하여, 산악지대 중심으로 유격투쟁을 진
행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8)
또한 UN군이 북진하면서 전세가 유리할 때는 북한 패잔병들은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공이 개입하고 UN군이 총퇴각을 하게되자 활발한 후방 교란작전
을 전개하여 남한의 장성․남원․거창․광양․산청․함양 등의 산간벽지는 이들의 활약무대
가 되었다. 한국정부는 UN군 사령부의 동의를 얻고 급히 1개 사단을 편성하여 이
후방의 적을 소탕하도록 하였다.9)
한편 미군과 한국군의 점령지역에서 북한 여성들은 각지 여맹주도로 미군과 한국군
의 북진을 막기 위한 교량과 철도파괴･통신망 절단･군수창고 습격 등 후방교란사업에
동원되었다. 이 사업은 유격대뿐만 아니라 점령지역의 지하조직망을 통해 진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여성들은 유격대원의 식사와 의복, 건강 등 생활문제 해결에 동원되었
다. 구체적으로 함경북도 각 시･군 여맹원들은 유격대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주로 정
찰을 선두로 한 여성 500여명은 구월산･곡산･가막산･수양산 등 유격대에 참가하여
활동하였다고 한다.10)
아울러 6·25전쟁기간 중 남한지역에서의 대남 빨치산부대들은 태백산맥 일대와 전
방 전선지역 후방에서 끊임없이 UN군과 한국정부를 괴롭혀 왔다. 빨치산토벌을 위해
후방지역에 투입되었던 국군과 경찰병력은 약 10여개 사단에 달했으며 추가적으로
주민들로 구성된 향토방위인력과 엄청난 물자가 동원되었다. 아울러 토벌작전간 거
창양민 집단학살 등과 같은 작전실수로 국내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몰고 왔으며 전
쟁이 끝난 지 6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군에 대한 불신요인으로 남아있다.
북한은 대남 빨치산부대에 대해 단 한발의 실탄, 단 한 톨의 쌀도 지원하지 않고도
소기의 유격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더구나 남로당 당수 박헌영을 제거함과 동시
에 북한으로 귀환 시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대남유격부대를 휴전 후에
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기 북한의 후방정책,”『군사』, 제57호(2005), p.244.
9) 정진용,『민족의 증언 3』(서울: 을유문화사, 1973), p.408.
10) 상게서,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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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철저하게 지원을 차단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소멸시킬 수 있었다.
전쟁 기간 중 남한 후방지역에서 활동한 빨치산 병력은 북한군 낙오병을 포함하여
약 25,000여 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군 보급로 차단, 군사시설과 부대집결지 습격,
식량약탈, 양민학살, 관공서 습격 등 비정규전을 전개하면서 아군후방을 교란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아군은 전선에 투입된 전투부대를 후방에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전
선 전투력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 기간 중 동원된 군과 경찰병력은 총 9개 사단,
6개 유격대대, 10개 경비대대와 국민방위군 1개 연대, 그리고 경찰 29개 대대였
다.11)

3.휴전 이후 대남유격부대 소멸 과정
1953년 9월에 접어들어 휴전 전에 대남빨치산의 사령탑이었던 제5지구당이 해체
되고, 제5지구당 위원장이며 남한 공비의 실질적인 총책이었던 이현상이 토벌부대에
의해 9월 17일 사살되었으며, 그 후 한국군의 계속적인 소탕작전으로 많은 간부들이
피살되거나 생포되자, 공비들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하였다.12)
<표 2-3> 휴전 후 남한 지구당별 공비의 수
지 구 당
제
제
제
제
제

1
2
3
4
5

계
지구당
지구당
지구당
지구당
지구당

무 장
752
0
34
22
77
619

인원(명)
비 무 장
226
0
2
5
5
214

계
978
0
36
27
82
833

지역
서울·경기
강원
충남·충북
경남·경북
전남북 및 충남·경남 일부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서울: 서라벌인쇄주식회사, 1988),
p.259.
휴전 후, 지리산을 비롯한 삼남지역에서는 계속적인 공비소탕작전에도 불구하고
공비 잔당들이 양민을 학살하고 재산을 약탈하는 등 민폐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군
보급로상의 보급차량을 기습하여 작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들에 대한 소탕작
11)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5권』(서울: 행림출판, 1992), p.359.

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서울: 서라벌인쇄주식회사, 1988), pp.25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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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호남지역에서는 백야전사의 공비소탕작전(51.
11. 23∼52. 3. 15)에 뒤이어, 남원에 사령부를 둔 남부지구 경비사령부와 서남지구
전투경찰대가 계속적인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휴전이 조인된 직후인 1953
년 8월부터 3회에 걸쳐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13)
1956년 12월 말, 잔여공비는 경찰기동대를 비롯한 지역경찰과 기타 기관에 의한
계속적인 공비토벌작전으로 격멸되어 43명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들은 각 지구에 분
산 은거하면서 단순히 생명유지만을 위한 소극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능력과 분산된 조직으로서는 과거와 같은 적극적인 유격활동을 비롯
하여 지하당 복귀와 기타 북괴 노동당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을 재개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이로써 공비의 명맥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었다.14)
작전기간 중 전멸된 공비부대는 <표 2-4>과 같다.
<표 2-4> 1956년 소멸된 남한내 빨치산부대
연도

1955년

1956년
계

부대명
∙조국출판사
∙제 3지구당(충남북지역)
∙전북 남부지도부 부안군당
∙전남 남부주재당
∙전북도당
∙전북도당 순창군당
∙전남도당 삼승부대
∙전남도당 남태준부대
∙전남도당 남부지도부
∙전북도당 정읍군당
∙전남도당 서부지도부
∙전북도당 남원군당
∙전북도당 제 2유격지도부
∙전북도당 제 1유격지도부
∙북괴군 노동당 남파대남공작대(6명)
∙제 2지구당(강원도)원성군 귀래면당
∙16개부대

비고
잔여 3명 삼승부대로 편입 (1월)
1월
1월 15일
2월 15일
3월7일
3월
〃
〃
〃
〃
〃
4월1일
4월
7월 13일
10월9일
4월

출처: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대비정규전사』(서울: 서라벌인쇄주식회사, 1988), p.25.
13) 상게서, p.291.
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8), 전게서, pp.34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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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남유격전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북한의 유격전 전술은 현재도 북한의 한반도 적화전략의 기본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즉 북한은 한반도 전쟁발발시“미증원군 도착 이전에 전쟁을 종결한다는 단기
속전속결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위해 초전 기습공격과 정규․비정규전의 배합전
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강력한 화력과 기갑․기계화부대로 전과확대를 실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판단되고 있다.15)
또한 전쟁기간중 약 25,000여명에 달했던 빨치산 병력은 국군과 경찰에 의해
12,600여명이 사살 혹은 생포되었으나 12,400여명은 일부 아사, 월북인원 외는 남한
주민들 속으로 흡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쟁 후 10여 년간에 걸쳐 남한정부에
저항해 온 빨치산의 특성을 고려시 현 우리 사회에 창궐하는 좌익세력의 뿌리도
6·25전쟁시 과거 신분을 위장하고 남한에 정착한 빨치산부대 생존병력일 것으로도
분석된다.16)
전쟁이후 혼란했던 사회상과 대대적인 주민 이동, 주민등록 행정의 미숙함 등을 고
려시 상당한 빨치산 잔존인력은 합법적으로 한국 주민 속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또한 일부 좌파학자들은 대남 빨치산활동에 대해 8. 15 해방 이후 반동세력의
가혹한 탄압에 신음하던 남조선 인민들의 해방을 위해 미 제국주의와 친일 남조선 정
권과 투쟁했다는 논리로 그들의 명예회복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6.25 전쟁 당시
의 대남, 대북 유격전은 상반된 이념에 의해 극과 극으로 치달은 치열한 전장이었음
을 우리는 알 수 있다.

Ⅲ. UN군 대북유격전과 작전성과
1.대북유격부대 창설 과정
북한은 남한에 대한 무력남침을 시작한 시기에 병력증강을 위해 북한지역의 청･장
년들에 대한 징집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이에 많은 반공청년들과 학생들은 징집을 피
해 산이나 지하에서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UN군의 반격을 기다리며 공산학정에 반
대하는 저항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1950년 9월 15일, 세기의 도박이라고 일

15) 박휘락, “혼합전의 개념과 한국군의 수용방향”,『군사평론』, 제405호(2010), p.112.
16) 전쟁기념사업회(1992), 전게서, p,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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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어지는 UN군의 인천 상륙작전과 수도 서울의 수복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낙동강
방어선에서 UN군 및 국군의 반격전이 감행되어 38도선을 돌파하고 계속 북진하자
산과 지하에서 활동하던 반공청년 및 학생들은 곳곳에서 봉기하여UN군의 작전을 지
원하는 한편, 패주하는 인민군과 악질 공산분자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전개했다.17)
그러나 1950년 11월 24일, 남북통일을 목적에 두고 있던 시점에서 중공군의 한국
전 개입이 공식화되고 UN 군의 전면적인 작전상 후퇴로 북한지역을 포기하게 되자
그 동안 향토 치안사업에 종사해 온 치안대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었다. 즉 UN군과
함께 남쪽으로 철수하는 방안과 향토사수를 위해 UN군의 재 반격을 기다리면서 대
공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방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었던 것
이다. 이에 따라 많은 시･군 및 면단위의 치안대와 청년단체들은 대부분 향토에서 반
공 무력항쟁의 길을 택하고 반공인사와 그 가족들의 안전한 피난, 물자소개 등을 도
모하면서 남진해 오는 공산군의 예봉을 도처에서 분쇄하며 항전을 계속했다.18)
특히 공산군의 조기 남진으로 피난길이 막힌 북한주민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을 걸고 공산학정을 피해 서해안 도서지역으로 탈출하였다.19)이들 도서에는 수천 명
의 무장대원과 반공 청년단원 그리고 무장대원들을 따라 들어온 피난민들로 들끓었
다. 이들은 선편을 이용하여 군산이나 제주도 등지로 남하할 수 있었으나 ｢향토수복｣
이라는 염원에 불타 고향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도서를 근거지로 UN군의 반격을
기다리기로 했던 것이다. UN군이 유격부대 활동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
기20)는 한국 해군이 서해안 도서에서 공산군에 대항하는 유격대 활동을 알리고, 탄
약지원을 요청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951년 1월 8일 한국해군의 기동전대장은 해주와 사리원 등 황해도 서쪽으로 후
퇴해 온 약 1만 명의 의용군이 일제 99식과 38식 소총, 소련제 소총. 약간의 카빈 소
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일제와 소련제 무기의 탄약 보급이 가능한지
를 미 제8군사령관에게 문의해 왔다. 이 무렵 미군은 동부지역에서도 원산과 전선 사
이에 소규모의 유격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였다.21)
17)
18)
19)
20)

박두호, 『백호유격부대의 빛나는 전투』(서울: 백호부대전우회, 2004), p.37.
상게서, p.37〜38.
김응수, 『북위 40도선』(서울: 동일인쇄사, 1979), pp.55〜56.
서해안의 도서를 점령하고 유격전을 전개하고 있던 중 1951년 1월경 백령도에 기지를 설치하고
활동 중이던 미8군소속의 William Able Team과 조우(遭遇)하여 미 육군의 군사지원을 얻어 무
기, 탄약보급과 군사교육, 훈련 등의 지원과 미8군 예하부대로 소속되어 전력을 증강하고 모든 편
성과 기능을 미 육군의 조직에 준용하여 강력한 전투부대로 발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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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3월 미군｢버크｣소령을 지휘관으로 한 표(豹)작전기지 사령부를 백령도에
설치하고 서해안 일대의 무장대원들을 통합 지휘할 준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렇게
출발한 표(豹)작전기지 사령부는 각 무장대를 지휘통솔하는 기존무장대와 신설된 무
장대도 있어 도합 20여개 부대의 사령부가 되었다. 그 후 1952년 말경 모든 유격부
대는 미 8군으로부터 미 극동사령부 직할부대로 이관되었으며, 제반 보급품도 일본
으로부터 LST로 직접 수송하여 왔다. 물론 명칭도 주한 UN군 유격부대로 바뀌었으
며 작전 지휘권도 미 극동사령부로 부터 기지사령부를 통하여 하달되었다. 1952년 2
월 미 극동사령부는 초도이북의 유격대를 지휘하기 위하여 초도에 용(龍)작전기지
사령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였다.22)
<표 3-1> 대북유격부대 형성과정
일시

주요사건

1950. 11. 26

중공군의 대규모 개입

1951. 1. 15

미 제8군 G-3 기타 업무 처에 지구전과 설치

1951. 2. 15

백령도에 “윌리암 에이불” 기지 설치(서해안 유격대 지원 및 훈련, 지시)

1951. 4. 15

동해안 유격대가 한국군으로부터 제8군 G-3 지구전과로 이관되어 “커
크랜드” 기지 창설

1951. 5. 5

미 제8군 작전 통제 하에 있던 제8086부대의 기타 업무단에 지구전과 흡수

1951. 7. 10

휴전협상 시작

1951. 12. 10

주한 극동군사령부 연락파견대와 기타 업무단이 통합되고, 유격대의 작
전통제권이 극동군사령부 G-2로 이관

1952. 10. 1

유격대 확장 계획 착수

1952. 10. 5

주한 연합정찰사령부는 제8242부대로 개명되고 주한 극동 군사령부 연
락파견대의 작전 통제권을 인수

1953. 1. 12

극동군 사령관은 1953년도 유격작전계획 제출지시

1953. 4. 20

리틀스윗치 포로교환(병상포로) 계획 시행

1953. 6. 12

38도선 북방도서에 있는 유격대 철수

출처: 백호부대 전우회 , 『백호유격부대 전투 』 (인천 : 백호부대 전우회 , 2004), p.39.

21) 조성훈(2003), 전게서, p.133.
22) 김응수(1979), 전게서,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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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북유격부대원들의 전쟁참여 배경
과거 전쟁사에 있어서도 항상 적지 후방에서의 유격전은 있어왔다. 6·25전쟁에서
의 유격전도 사실상 이와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전쟁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25전쟁간의 대북유격전은 UN군이나 한국정부에서 처음부터 뚜렷
한 전쟁목표나 정규작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대를 편성하였던 것이 아니고 북
한 피난민지휘관들의 자생적인 무장집단들에 의해 이루어진 특이한 형태로 진행되었
다. 따라서 군사교리에 입각한 유격전의 원칙은 초기에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전선
이 안정되고 UN군에서 대북유격부대의 작전성과를 인정하기 시작할 즈음에서야 유
격전의 원칙에 따른 교육훈련과 장비보급 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참전대원들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적개심과 적지에 두고 온 가족들과의
재회를 위해 참전을 하였다. 물론 일부 인원들은 생계유지 차원에서 대북 유격부대에
합류하기도 하였으나 극소수의 인원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도서지역으로 1차 피난
후 추후에 얼마든지 보다 안전한 38선 이남지역의 육지로 피난이 가능했으나 많은
청년들이 유격부대에 잔류하기를 희망했다. 특히 나이 불과 15-20 여세 사이의 미
성년 중학생들이 자생적으로 대거 유격부대원으로 참전했던 사실은 당시 공산주의자
들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반감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1952년 9월 27일 전구급 사령부(극동군사령부/미 8군사령부)는 유격대의 작
전활동을 증가하기 위하여 병력을 1953년 3월 15일까지 2만명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7월 15일까지는 4만 명으로 배가시킬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1952년 말경부터 대원
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각 기지사령부는 전과가 좋은 부대에게 우선적으로 증원을
허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주로 북한출신들로 유격대원들이 구성되었으나
점차 남한출신이 늘어났다. 유격대원의 모집은 사령부나 미군 고문이 관여하지 않고
유격대의 지도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23)
이처럼 대대적인 부대확장계획에 의해 자질 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많은 남한출신
인원들이 유격부대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문제점도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1953년 12월 휴전이후 한국으로 편입된 제 8250 유격부대와 주한 유격군 부대
(UNPIK)가 그 동안의 전투손실과 이탈자 등을 제외하고 14,000여 명에 대한 배경
조사를 한 결과 아래의 표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출신은 5,888명으로
42%로 제6유격연대만 북한출신이 56%로 높았을 뿐, 나머지는 모두 남한 출신이었

23) 조성훈(2003), 전게서, pp.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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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부대의 간부나 주력은 북한출신이 주도했을 것이고, 남한 출신들은 북한 피난
민 출신과 달리 고향수복 열정이나 전투의지 등에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24) 그러
나 연구자의 참전자 면접결과, 옹진반도는 당시 행정구역상 남한으로 편입되어 있었
기 때문에 황해도 출신의 상당수 인원이 남한 출신으로 분류되어 있었다.25)

3.대북유격부대의 작전성과
인천 상륙작전 이후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내세웠던 유엔군의 전략목표는 이러한
새로운 전쟁양상과 전개에 따라 “현 주저항선에서의 현상유지 및 휴전협상 성취”를
위한 작전으로 수정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 유격대는 북한 전역 또는 일부지역을
해방시키기 위해 적전선 후방에서 저항조직을 구축하여 예상되는 유엔군의 공세작전
시에 정규군을 지원하는 것이 최초 임무였으나, 유엔군의 전략 목표변경으로 유격대
는 해안상에 배치된 적 및 내륙지역의 적 부대에 대하여 소규모의 습격 및 교란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엔군 유격대는 이러한 임무를 기초로 하여 적 부
대 및 수송수단에 대한 공격위주의 작전을 실시하였고 부가적으로 정보활동과 기타
보급시설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여 적에게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다.26)
유격부대에 대한 미 8군의 최초계획은 유격대를 대규모적인 전선공격과 연관시켜
서 운용하는데 있었다. 미 8군사령부 작전계획 1호는 2차 UN군 공세가 있을 것을 가
정 하에 작성하여 공세작전시 유격대 운용은 윌리암 에이블기지(서해안 유격대)로
하여금 재령강으로부터 해주까지 남북으로 연하는 선의 서쪽 황해도를 확보하는 것
이었다. 동해안에서는 커크랜드 부대로 하여금 적의 주보급로에 대한 정보수집 및 파
괴임무를 수행하고 춘계공세작전을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1951년 7월 UN군의 정책
이 정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유격대는 현 전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1951년 12월까지
교란위주의 작전활동을 전개했다.27)
1951년 5월부터 12월까지 UN군 유격부대는 대략 685회의 작전활동을 실시하였
다. 작전활동의 주요내용은 적부대 공격, 수송수단 및 수송시설 공격, 보급 및 저장시
설 공격, 일반 행정시설 공격, 정보활동, 함포관측, 기타 등 이었다. 이와 같은 작전결

24) 조성훈(2003), 전게서, p.169.
25) 참전대원들과 면담시 황해도 출신들의 대부분이 본적이 경기도 연백군(당시에는 남한 행정구역
임)으로 되어있었음.
26) 육군본부,『6.25전쟁과 유격전』(대전: 육군인쇄소, 1994), p.120.
27) 박두호(2004), 전게서, 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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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적에게 총 14,289명의 손실을 입혔다고 한다. 이는 유격부대의 직접 작전활동으
로 인한 인원이고 유격대원들이 요청한 항공 폭격이나 함포사격 결과로 인한 사상자
수는 포함되어 있지않다. 그러나 이 숫자는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이 확실치 못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28)
1951년 12월에서 1952년 3월까지 유격대는 그들이 실시한 직접 작전결과로서 적
인원 48,623 명을 살상했다고 보고하였다. 이 숫자는 유격대 요원이 입은 사상자
3,189명에 비하면 1인당 15.2명의 비율이 된다. 이 기간 중 총 활동횟수는 매우 정확
하며 전투활동 당 적 사상자 수는 14.5명이다. 대다수의 유격활동은 기습적인 근접전
투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사망자 비율이 부상자보다 높을 가능성도 있다.29) 아
래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격부대의 기습적인 근접전투의 특성으로 인하
여 적살상율이 정규전투에 비해 월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3-9> 적 사상자 대 아군 사상자 비율 (1951. 12∼53. 3)
년월

적사상자

아군 사상자

비율

1951년

12

1,462

256

5.71

1952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80
1,119
159
411
1,114
2,502
2,871
2,189
3,316
5,110
6,785
5,598

176
88
31
29
64
168
297
259
209
220
321
286

11.82
12.72
64..2
14.17
17.41
14.89
9.67
8.45
15.87
23.23
21.24
19.57

1953년

1
2
3

4,253
4,160
5,454

286
189
310

14.87
22.01
17.59

48,623

3,189

15.25

계

출처: 육군본부, 『한국전에서의 UN군 유격전』(서울: 육군인쇄공창, 1988), p.141.

28) 육군본부, 『한국전에서의 유엔군유격전』(서울: 육군인쇄공창, 1988), pp.79〜80.
29) 상게서, pp.13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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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휴전임박에 따른 유격부대원들의 사기저하, 작전 동기 상실, UN군 고
문관의 관심저하 등의 이유로 판단된다. 또한 1953년 초기 4개월 동안 극동군사령부
는 중공인 유격대를 활용한 포로수용소 침투, 공산당 간부 암살 등 많은 특수작전계
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런 계획은 비현실적으로 입안되었고, 계획된 작전에 대한 정보
결여로 인해 4월에 중단하였다. 그리고 미군사령부에서는 1953년 5월 중순경에는 유
격대의 활동을 은밀한 작전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계획 중의 비-하이브 계
획(BEE-HIVE)은 1953년 5월에 개시할 계획으로 제2유격연대(강화도) 소속 대원
1백24명을 훈련시켜 연백 지역으로 투입시킨 후 휴전 시까지 이 지역에서 지하활동
을 계속, 주요 민간조직 및 군부대에 침투, 지하조직을 확대하여 그 지역에 있는 민간
및 군부대의 행정조직을 붕괴시킨다는 것이었다.30)
그 이후 한국전 휴전 하루 전에 또 다른 제2의 계획이 실행되었는데 카멜
(CAMEL)이라는 암호명이 부여된 이 계획은 비-하이브(BEE-HIVE) 계획과 동일
한 목적과 지역에 제2유격연대와 비슷한 규모의 병력을 침투시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953년 7월 20일에는 제1유격연대(백령도) 예하의 특수임무부대
를 편성하여 현재 및 휴전 이후 적후방 지역에서 단기간의 공개적인 활동과 장기간의
은밀한 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계획된 작전임무는 요인 납치, 공
개 및 은밀한 전략태업, 정치인 암살, 기술자료 및 장비획득을 위한 습격, 주요 표적
을 무력화하기 위한 습격, 구조작전, 특수매복 등이며 이 작전은 정보조직망을 충분
히 구축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작전효과를 달성했고 1954년 2월에 종료되었
다.31)

Ⅳ. 미래 한반도 유격전에 주는 함의
1.선진 군사강국의 특수부대 전력강화 실태
오늘날 세계 각국은 고도로 훈련된 특수부대에게 국가이익 수호의 최첨병 사명
을 부여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특수부대 역시 이 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미래전쟁에 대비한 특수부대의 발전방향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

30) 박두호(2003), 전게서, pp.53〜54.
31) 박두호(2003), 전게서,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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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한국군 특수부대의 전통은 6·25전쟁 시 대북유격부대에서 계승되어야할 것이며
특히 오로지 애국심 하나로 목숨을 걸고 적지로 침투했던 그들의 용맹도 현재의 특수
부대원들이 이어받아야할 귀중한 정신적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특수부대의 미래 발전방향을 고찰한다면, 특수부대의 사전
적 정의는 특수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훈련된 부대를 말한다. 특수작전이란 직접타격
(Direct

Action),

전략정찰(Strategic

Reconnaissance),

대테러작전(Counter

Terrorist Operation), 민사작전(Civil Action) 및 심리전(Psychological Operation)
등의 비정규전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작전을 말한다. 이런 특수임무는 대부분이 극도
로 위험하며 고도로 전문적인 능력을 요한다.32)
따라서 세계 각국은 최우수 정예자원들로 특수부대원들을 편성하고 고가의 첨단무
기들로 부대원들을 무장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도 영국군
특수부대인 SAS (Special Air Service)는 헬리콥터를 이용한 아르헨티나군 후방 비
행장 습격작전으로 혁혁한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영국의 특수부대원들은 야음을
이용, 아르헨티나군 비행장 안으로 깊숙이 진입하였다. 공격부대는 비행장의 레이더
시설과 활주로의 항공기 11대를 격파함과 동시에 영국 해군의 함포지원 사격유도로
아르헨티나군을 격멸하였다. 이와 같은 영국 SAS 부대의 적 후방 기습은 페블 아일
랜드 비행장에 주기된 아르헨티나군 항공기를 다 파괴한 것이며 결국 영국군의 상륙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계기가 된 것이었다.33)
또한 선진 군사강국들은 특수부대의 전력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우리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이 사용하는 특수전부대용 레이저 표적지시기(SOFLAM;
Special Operation Forces Laser Acquisition Marker)는 보통 쌍안경과 유사하게 생
겼다. 이와 같은 표적 지시기는 레이저에 목표물을 발사하면 그 반사된 빛을 따라 레
이저 유도폭탄이 날아가 명중하는 것이다. 주요전략목표는 특수부대원의 첨단무기와
공군전력이 통합되면 100 % 무력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34)

2.예상되는 한반도전쟁에서의 피아유격전
현재 남･북한은 유사시 적후방지역에 침투하여 유격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많은
부대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전방군단 특수전부대를 포함한 20만 여명에
32) 양욱,『그림자 전사, 세계의 특수부대』(서울: 도서출판 플라닛미디어, 2009), p.5.
33) 이장훈, “아르헨티나군 공군력을 마비시켜라,” 군사저녈, 제438호(2010. 6), p.56.
34) 이장훈(2010), 전게서,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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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특수전 부대는 유사시 남한 전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하여 후방지역 혼
란조성을 기도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전선지역의 주요 접근로에 위치한 것으
로 판단되는 땅굴을 통해 은밀 침투를 병행할 때에는 기습의 효과가 배가 될 것이
다.35)
보다 구체적인 북한군 특수부대의 능력을 분석해 보면,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에 남
한 후방교란 임무를 맡은 11군단, 일명‘폭풍군단’을 두고 있으며 이 11군단은 4개 경
보병여단, 7개 항공 육전여단, 3개 저격여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백령도 등 서
해 5도 공격 또는 점령을 위해 옹진반도 일대에 4군단 정찰대대 600여명, 해군 정찰
대대 600여명, 해상저격여단 1800여명이 배치돼 있고, 우리 해병대에 해당하는 해상
육전대 병력도 상당수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인 북한군 특수부대는
11군단 4만여명(22%)을 비롯, 경보병부대 등 육군 12만명(66%), 천안함 사건의 주
범으로 알려진 정찰총국 직속 1만여명(6%), 해군과 공군 각각 5,000여명(3%) 등으
로 구성돼 있다. 이 부대들의 침투능력은 육상으로는 비무장지대(DMZ)나 땅굴을 통
해, 해상으로는 상륙함정 260여척(공기부양정 130여척)·잠수함(정) 70여척 등을 통
해 동시에 1만여명이, 공중으로는 AN-2 수송기 175대, 헬기 310여대 등을 통해 동
시에 5,000여명이 각각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한편 한국도 육군 특수전 사령부를 포함한 다양한 부대에서 상당수의 정예 특수전
수행요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6·25전쟁 시 이루어졌던 쌍방의 제2전선전략의
효과를 남북한 전쟁지도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 60여년간 남
북간 첨예하게 대립되어온 이념갈등은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한다면, 6·25전
쟁 시 보다 그 양상은 휠씬 더 치열하고 처참할 것으로 예측 된다. 또한 보다 체계적
으로 고도로 훈련된 쌍방의 특수 부대원들은 파괴력이 강한 각종 무기와 첨단 장비를
활용, 치열한 유격전을 치르게 될 것이다. 과거 전쟁 시에는 쌍방 공히 제한된 전장지
역에서 대부분 첩보수집, 소규모 습격작전 등으로 유격전이 전개되었으나 미래 전쟁
은 한반도 전체가 전장화됨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유격전이 진행될 것이다.
아울러 해･공군 및 장거리 타격 수단과 연계, 작전 수행 시에는 그 파괴력 역시 상상
을 초월할 것이다.
전투근무 분야도 현지획득을 원칙으로 하나 각종 다양한 수송수단으로 특수부대에
대한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의 특수부대들은 열악한 지원부
35) 국방부, 2006 국방백서 (서울: 신흥 P&P 주식회사, 2006), p.20.
36)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 (검색일: 201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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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능력과 한국사회의 풍족한 물량 등을 고려 시 현지 약탈로 전투근무 지원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가도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 전쟁 대비체제가
더욱 강화 되어야할 것이다. 최근의 걸프전, 이라크전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제2전선
전략의 중요성은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사시의 실질적인 대비
책은 과거 6.25전쟁 사례에서 그 교훈을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미래 한반도 유격전 양상을 1950년대 6.25전쟁과 비교하면 <표 6-1>로 정리될
수 있다.
<표 6-1> 미래 한반도 유격전 양상

6.25전쟁(1950년대)
구성
인원

미래 한반도전쟁

•미숙련된 전투원

•정예화된 유격군

(주민 , 패잔병 , 열성이념가 )

•고첩, 이념지지자(좌익/우익)

•일부 외국군

•일부 외국군
•전 국토의 유격전장화
(해안 , 산악 , 도시 · 농촌지역 )
•다양한 침투수단
(육상 , 해상 , 공중 , 제 3국경유 등 )

•해안 지역
주작전
•산악 지역
지 역
•제한된 도시지역

•첩보수집
작 전
•제한된 군사목표타격
목 표
•후방지역 교란

•국가 · 군사목표타격
•정규전연계 대규모 교란작전
•사회불안유도 (테러 , 파업 등 )

전투근무 •현지 획득

•현지 획득

지 원 •정상적 보급품 지원 (UN군 )

•정상지원 최대화 (해상 · 공중 )

최근 남북한의 분명한 정치이념 차이, 현지 주민들의 공개적인 지원불가, 무기 및
각종 장비들의 첨단화 등을 고려시 미래 한반도 전쟁에서는 과거 6.25전쟁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의 치열한 유격전이 전개될 것이며 현대의 발전된 각종 대량 살상무
기(예: 생․화학무기 등)와 특수부대의 연계시 전선 후방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살상
및 파괴효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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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군의 대북 특수작전 준비을 위한 과감한 예산투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60여년전의 6.25전쟁 당시의 북한 작전지역 여건과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많은 변화
가 있었다. 과연 아군 특수 부대원들의 적지종심 작전간 북한주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는 국가 외교부서와 각종 대북정보 수집기관과 연계
하여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북한 인접 국가들과의 긴
밀한 외교관계 유지로 유사시에는 아군의 대북 특수작전 요원들에 대한 보다 완벽한
지원이 제3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연구해 보아야할 것이다.
미래 특수부대는 무엇보다도 적지에서 주요 전략목표에 대한 감시정찰과 작전지역
내의 동조세력을 무장조직으로 재편성하여 적의 저항단체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광범위한 적 지역 주민들에게 반정부의식 확산유도를 위한 고도의 심
리전 수행능력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해
특수부대원들은 관련무기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무력화 방안에 대한 깊은 연구도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야전 작전부대를 위한 전술적･작전적 차원에서 특정지역 확
보나 차단 등의 임무수행도 부여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와 같은 전략전 차원에
서 전술적 차원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임무를 위해서는 고도의 용기와 확고한 애국
심, 높은 지적 능력을 갖춘 우수한 자원들로 특수부대원들은 구성되어야 한다는 사실
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Ⅴ.결

론

이제 6.25전쟁이 끝난지 61년이 지났으며 과거 유격부대원들의 외로운 투쟁을 기
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단지 만약의 경우 또 다시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전쟁이 일
어난다면 보다 정예화 된 전투원들에 의해 피아간 다양한 유격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
측하고 현재 남북한에는 대량의 비정규전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6.25전
쟁간에 있었던 제2전선전략과 남․북한 유격전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함으로
써 미래의 전승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25전쟁 시 대남유격전은 사실상 1945년 해방 이후 좌·우익이 대립하면서 시작되
었다. 처음부터 공산주의자들은 모택동 유격전 사상에 입각하여 민중을 선동하여 남
한사회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1948년 4·3사건과 여순반란사건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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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본격적인 무장투쟁노선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대남유격전에 대한 대응은 최초
에는 한국군과 한국경찰이 주도하였다. 그러나 6·25전쟁기에는 UN군 사령부도 관심
을 가지고 전선지역의 정규사단을 차출하여 공산유격부대 소탕에 투입하였다.
또한 UN군 사령부는 1951년 초 부터 서해안 도서의 북한피난민들 중에서 반공치
안대 출신을 주축으로 대북유격부대를 편성하여 본격적인 적지후방 특수작전을 감행
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유격부대원들은 전세에 일부 영향을 줄 정도로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고 공산군은 약 20여만 명의 병력을 아군유격부대 견제를 위해 후방지역에 고
착시켜야만 하였다.
이처럼 피아유격전은 정규군이 전선지역에서 치루었던 대규모의 전투 못지않게 후
방지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유격전의 전개과정을
비교 분석하면서 미래 한반도 유격전 양상을 제시해 보았다. 아쉅게도 유격전의 특성
상 적지후방에서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작전이 진행되어 관련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
지 않다. 특히 많은 대북유격대원들은 전쟁 후 자신들의 가족들이 북한에 많이 잔류
하고 있어 과거 북한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해 한동안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하였
다.
따라서 전쟁을 연구하는 많은 군사학도들이 적지후방 열악한 전장 환경에서 묵묵
히 자신의 임무수행을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치는 비정규전 요원들에 대한 관심과
정책발전 요소를 더욱 깊게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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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about the comparison on anti-ROK·DPRK
guerrilla warfares in the Korean War
Shin, Jong-Tae
Most of the Korean War-related researches are concentrated on the cause of
the

war,

the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politics,

and

regular

warfare-focused main combat analysis. However there is a neglectful tendency
on the research of the guerrilla warfares taken place at the rear area of
front-line. The guerilla combat at the rear area gave too much pain to the
people living in the place. Especially, the ROK government was in the
disastrous condition as the activities of the discontented elements(Palchi-san)
were prevalent.
In January 1951, due to the participation of Chinese troops, UN had to pull
th

back under the 38

parallel. At the time, the UN unit, mainly composed of

anti-communism security units, were established and started to conduct the
anti-DPRK guerrilla operation. In fact, 3,000 anti-DPRK rangers influenced
enormously to the phase of the war, but the researches on them are merely
seen.
Therefore, in this thesis, the comparison analysis of the DPRK’s guerrilla
warfare after & before the Korean war and the UN troop’s guerrilla operations
that were taken place from early 1951 to the truce of the war. Also, through
analyzing the past, this thesis presents future guerrilla combat’s phase of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his thesis explains the current enhancement
trend in special forces of military-advanced countries and th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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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for the ROK special forces.
Key words : Palchi-San, Anti-ROK guerrilla warfare, Anti-DPRK guerrilla
warfare, the Korean war, Special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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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과 통일준비 과제
박 상 익1)

목
Ⅰ. 문제제기
Ⅱ.‘3단계 통일론’과 대북정책
Ⅲ. 6·15공동선언 제2항의 의미와 평가

차
Ⅳ. 통일준비 과제
Ⅴ. 맺음말

논문 요약
박근혜정부 출범 후‘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핵심 키워드로 동북아평화협력 구
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통일구상, 통일 준비위원회의 발족 등 다양한
구상과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단절되던 남북관
계 회복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3단계 통일론’과 집권 시의대북포
용 정책에 대하여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는 평화를 통일에 앞
서는

선차적

과제로

내세우고,‘법제·제도적’(de

jure)통일보다는‘사실상의’(de

facto) 통일을 추구하였다. 김대중 정부는‘평화, 화해, 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대북정책 3대 원칙으로서‘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 도발 불용’, ‘흡수통일배제’, 그리고‘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을 천명
하였다. 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3단계 통일론’과 그 통일철학의 실현을 위해 재
임 시 북한과 합의한 최초의 문건이‘6.15 남북공동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박근혜정부는 통일준비과제로써‘화해협력 정책의 지속적추진’, ‘분단갈등·남남
갈등의 해소를 위한 노력’, ‘평화경제를 통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과 그 실현
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1) 고양시청 평화인권도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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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박근혜정부,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6.15 남북공동선언, 화해협력 정
책,
분단갈등·남남갈등, 한반도 경제 공동체

Ⅰ. 문제제기
2014년 9~10월 개최된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북한선수단의 7위 성적과 북한실세
3인방(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의 방문 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남북한이 상호 신뢰
를 확인할만한 의미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새로운 남북관계의 회복이 조심스럽게
기대되었으나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북한의 반발로1) 일정이 합의된 고위급 회담
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14년 7월 15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 제시, 민․관 협력을 통한 통
일의 체계적 준비를 목표로 출범하였다. 아울러 통일준비위원회는 첫째,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통일청사진 마련, 둘째, 통일을 향한 여정에 있어 스마트한 내비게
이션 역할, 셋째, 국민의 통일의지를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향후 과
제로 제시하고 있다.2)
박근혜정부 출범 후‘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핵심 키워드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
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통일구상,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 등 다양한 구
상과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이명박정부 시기부터 단절됐던 남북관계 회
복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
되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3단계 통일론’과 집권 시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하여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야당시절‘3단계
통일론’과 통일철학을 살펴보고, 그 통일철학의 실현을 위해 재임 시 북한과 합의
한‘6․15 남북공동선언’의 주요내용을 점검함으로써 박근혜정부의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대북전단 살포 중단않으면 어떤 남북대화도 없다,” 『조선중앙통신』, 2014.11.1.
2) 통일연구원,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길』(서울: 통일연구원, 2014),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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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단계 통일론’과 대북정책3)
김대중 정부는 평화를 통일에 앞서는 선차적 과제로 내세우고,‘법적․제도적’(de
jure) 통일보다는‘사실상의’(de facto) 통일을 추구하였다.
김대중 정부는‘평화, 화해, 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
로 제시하고, 대북정책 3대 원칙으로서‘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흡
수통일배제’, 그리고‘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을 천명하였다. 대북정책 추진기조로서
는‘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화해, 협력으로 북
한의 변화여건 조성’,‘남북간 상호이익 도모’,‘남북당사자 해결원칙 하에 국제적 지
지 확보’, 그리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북정책 추진방향으로서는‘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실천’,‘정경분
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우선 해결’,‘북한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의 탄력적 제공’,‘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그리
고‘한반도 평화환경조성’이라는 여섯 가지를 정하였다.4)

1.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일철학
김대중 前 대통령은 1994년 1월 아태평화재단〈창립선언문〉에서 한반도 통일,
아시아 민주화, 세계평화 등 3대 목표를 밝히면서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
하겠다고 역설하고,“통일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평화를 상징한다. 냉전질서, 분단의
식, 군사문화를 벗겨내 평화와 안정을 심고 민족의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길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이것처럼 소망되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
일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며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담아내는 귀중한 그릇이
다.”라고 선언한바 있다.5)
그 후 완성된『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은 김대중의 통일 사상에 깊게 뿌리를
두고

있는데,‘열린

민족주의(Open

Nationalism)’,‘적극적

평화주의(Positive

Peace)’, 그리고‘전 지구적 민주주의(Global Democracy)’가 바로 사상적 기조이다.

3) 이 부분은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0)에서 발췌․수정하였음.
4) 통일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서울: 통일부, 1998).
5) http://blog.ohmynews.com/kimsamwoong/315770(검색일: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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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개관
명칭

‘3단계 통일론’

단계

남북연합-> 연방 ->완전통일

원칙

자주, 평화, 민주

사상적
기조

열린 민족주의(Open Nationalism), 적극적 평화주의(Positive Peace)
전지구적 민주주의(Global Democracy)
남북연합단계(1연합,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정부)
남북연합정상회의와 남북연합회의를 구성하여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

1단계

리
군비통제 등 평화공존체제의 확립, 교류, 협력의 증진을 통한 상호공동이
익제고 및 민족동질성 회복
연방단계(1민족, 1국가, 2체제, 2지역자치정부)

2단계

외교, 군사, 주요내정의 권한을 지닌 연방정부와 일반적 내정에 대한 자율
성을 갖는 지역자치정부

3단계

완전통일단계(1민족, 1국가, 1체제, 1중앙정부)
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복지, 도덕적 선진국, 평화주의

우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있어 민족주의는 통일의 이념적 기반이자 추진력을
제공해주는 동인이요, 지향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있어 통일은 민족의 재결
합을 의미하는 동시에 최초의 근대적 민족국가를 건설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여기
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족주의는‘열린 민족주의’이다.‘열린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
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민족을 탄압하고 수탈하는 외연적 민족주의를 반대한다. 대
신 자기 민족을 식민지적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와 독립 그리고 생존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내포적 민족주의를 수용한다. 단, 일부 제3세계의 민족주의에서
보듯이, 무조건 반외세자주화로 치닫는 폐쇄적 민족주의는 경계한다. 이런 점에서
‘열린 민족주의’는 북한이 강조하는 반제국주의적‘우리 민족 제일주의’와는 근본적
으로 궤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3단계 통일론’의 두 번째 사상적 기조는‘적극적 평화주의’이다. 냉전시대를 통틀
어 평화는 단순히‘전쟁의 부재 상태’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왔다. 이렇게 정
의된 평화는 불안과 긴장을 배태한 모순적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김대중의‘적
극적 평화주의’는 단순히 전쟁을 반대하는 소극적 자세에 머무르지 않는다. 문자
그대로 보다 적극적인 평화 개념에 입각하여‘평화창조’를 추구한다. 지난 8월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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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의“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는 발언 역시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
자든가, 동북아 다자간안보협력체제를 구성하자는 주장 등은 이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사상적 기조로서의‘전 지구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일국적 측면을 넘
어서 국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요컨대 이는 각 국가 내에
서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고, 강대국은 물론 약소국들 역시 선진국과 똑같은 자유와
번영 그리고 정의를 누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
체의 보전을 위해 참된 생명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전 지구적 민주주의’사상은 아시아에도 서구 못지않은 민주주의적 요소들이 역
사와 전통 속에 용해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는 아시아적 민주주의의 포용성이
서구식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가 왔다
고 보았다. 특히 한국 역사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민주주의적 요소로서 동학의 인
내천 사상, 문민 주도의 정치․문화적 전통, 과거제도의 개방성, 언론 자유를 존중해
온 전통, 타민족을 침략하지 않았던 평화주의 전통, 교육에 대한 열의, 그리고 반독
재 민주화 투쟁으로부터 온 국민이 얻은 귀중한 교훈 등에 주목하였다. 요컨대 우
리의 민주주의가 아시아적 사상과 전통에 뿌리를 둔 새로운 민주주의, 즉 전 지구
적 민주주의를 향해 한 단계 높은 경지로 올라설 때 비로소 우리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통일원칙의 사상적 기조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원칙(평화공존, 평화
교류, 평화통일) 3단계 통일방안(남북연합 ⇒ 영․미식 연방 ⇒ 완전통일)을 제시하
였다.
‘3단계 통일론’은 전쟁이나 폭력에 의한 통일을 배격한다. 그보다는 평화적인 방
법에 의해 온 민족의 뜻을 모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일이 실현되기를 원한다. 이
러한 의미의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에‘3단계 통일론’은‘통일의 첫걸음을 가능한 한 빨리 내딛되 통일의 진행은
찬찬히 해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3단계 통일론’의 제1단계는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 정부, 1연합의 남북연합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2개의 남북한 독립국가가 서로 다른 체제를 그대로 유지
한 채 국가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과 북은 각기 지금까지 유지해온 기
존의 모든 주권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다. 남북연합은 남북 협력을 제도화하여 통
일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 하에 설정된 것이다. 이 단계는 약 10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상정한다. 이 기간 동안 남과 북은 상호 화해와 협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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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가운데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게 될 것
이라고 한다.
제2단계는 영․미식 연방제이다. 이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연방정부, 2지역자치
정부로 구성된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의 체제 아래 외교․국방 그리고 주요 내정을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그 밖의 내정은 2개의 지역자치정부가 담당하게 된다. 아울
러 통일헌법에 따라 연방 대통령을 선출하고 연방의회를 구성한다. 이는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고려민주연방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이다.
마지막 제3단계는 완전통일단계로서 중앙집권제 또는 여러 개의 지역자치정부들
을 포함하는 미국이나 독일식 연방제를 채택하는 단계이다. 사실 남북 지역자치정
부로 구성되는 영․미식 연방으로의 진입만으로도 한반도의 통일은 이미 실현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가 지방 분권화․지방 자치화를 향해 나아가
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연방으로부터 중앙집권적 체제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로 세분화된 연방제 즉 미국이나 독일식 체제로 갈 것인지 여부는 그때에 가서
국민 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이다. 결국 통일국가의 미래를 떠받치는 다섯 개
의 기둥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복지, 도덕적 선진국, 평화주의이며, 이는 인
류보편적인 가치로써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를 통일에 앞서는 선차적 과제로 내세우고, ‘법
적․제도적’(de jure) 통일보다는‘사실상의’(de facto) 통일을 추구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에 입각한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급속한 흡수통일 못
지않게 전쟁과 같은 방식의 적화통일 역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점진
적인 단계적 통일방안을 주창한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통해 그 같은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금강
산관광, 개성공단, 그리고 경의선 철도와 도로연결 등 3대 경협사업이 바로 그 옥
동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전면적인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전개하여 한반도에 사상 유례가 없는 평화의 시대를 개척했고, 그 결과로
노벨평화상까지 수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과 대북정책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전에 주장해 온‘민족의 3단계 통일방안’은 통일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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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3원칙 3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이라는 3
원칙과‘공화국연합제에 의한 남북연합단계(제1단계), 연방제통일단계(제2단계), 완
전통일단계(제3단계)’라는 3단계 통일방안이다. 김 대통령은 그 당시는 한반도에
있어서 통일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공화국연합(남북연합)방식에 의한 제1
단계의 남북통일을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공화국연합단계
에서 남북한이 서로 꼭 지켜야 할 두 가지는‘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공화국연합제를 10년쯤 해 나가면 제2단계의 연방제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이제 통일의 반 이상이 성취되는 것이며, 이렇게 몇 년
가면 완전통일이 무리 없이 실현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집권 후 김대중 대통령은 기존의‘3단계 통일방안’의 제1단계의 실현, 즉
‘공화국연합단계의 실현’그 자체를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지 않
고, 김대중 정부는 공화국 연합단계의 실현이 아닌‘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
표로 명확히 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평화공존’과‘평화교류’의 우선 실현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제1단
계인 공화국연합단계에서의 추진 기조의 요소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기존의 3단계 통일방안에서 제1단계인 공화국연합단
계 중에서도 공화국연합기구 같은 것을 구성하는 상황까지는 당장 생각을 하지 않
고,‘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그러한 상황으로 발전하기 이전의 단계인‘‘평화, 화
해, 협력’의 실현’이라는 초기 단계의 정책인 것이다.
이는 사실상, 김대중 정부가 제시한 대북정책에서 실현하려는‘‘평화, 화해, 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목표는 김영삼 정부의 3단계 통일구도 (화해,
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중 제1단계인‘화해, 협력단계’에서 이루려는 목표와 대
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들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예컨대, 김영삼 정
부가‘김영삼 정부의 3단계, 3기조 통일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데 반해, 김대중
정부는‘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즉, 김대중 정부는 ‘통일정
책’이 아닌,‘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정책의 당
면목표가‘통일’이 아닌‘남북관계 개선’이다. 먼저, 김대중 정부가 내세운 대북정책의
목표를 보면,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당장 통일을 이룩하는데 주력하기보다 평화정
착을 통해 남북 간의 평화공존을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당장 실현이
어려운 통일은 서서히 시간을 두고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북한의 점진적 변화의 유도이다. 김대중 정부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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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제 붕괴론(붕괴희망론)에 근거한 대북 압박정책보다는 북한을 표용하여 외부
세계로 이끌어 내어,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에게 변화를 강요하기보
다는 북한 스스로가 변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그리고 보다
많은 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
성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셋째, 정경분리를 통한 남북한 상호이익 도모이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 간의 평
화공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는 경제적 파탄을 벗어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보고, 과거와는 달리‘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정치적 상황에 연계시키지
않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정경분리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민간경제분야에서 경제논리에 따라 북한과 상호 이익이 되고 이해
관계가 일치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
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업인 방북확대, 투자규
모 상향 조정, 경협절차 간소화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다.
넷째,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이다. 김대중 정부는 기본적으
로 우리 민족의 장래를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해결하되, 한반도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태도
를 취하고 있다. 이는 한 마디로 말해서 남북관계 내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다자간 국제협력이라는 궤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제 남북간의 직접대화와
직접협상이라는 궤도를 공식적으로 회복하여 대북‘양궤도 정책’(dual track policy)
을 쓰겠다는 것이다.

Ⅲ.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의 의미와 평가
1.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의 의미
김대중 전 대통령의‘3단계 통일론’과 그 통일철학의 실현을 위해 재임 시 북한과
합의한 최초의 문건이‘6․15 남북공동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6․15 남북공동
선언’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서,“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하였다.
북한의‘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은 공식적으로는‘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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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기된 연방제 통일방안이나, 그 내용은 1990년대 초부터 언급되기 시작하
였다. 즉 북한은 1990년대 초반 기존의‘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부분적
으로 보완하였다.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남한이 주장하는‘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통일론은 나라의 분열을
가져와 통일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통일은 후대에 맡기자고 주장하였
다. 그리고‘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
기 위해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고 남북한 지역정부를
강화시키는 국가연합방식의 연방제를 주장하였다. 즉 남북한 정부가 잠정적으로
외교 및 군사적 권한을 보유하는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통일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독일식 통일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 해
석된다.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2000.6.13-15)은 남북간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남
북정상회담은 향후 북한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
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낳았다. 또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간에 화해와 협력을 통한 참된 동반자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체제인정에 기초한‘화해
적’공존관계를 수립하였다는 데에 획기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6․15 남북공동선
언」은 긴장과 갈등 대신 평화와 화해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소모적 경쟁 대신 남북
한 간 합의를 바탕으로 공존공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정상회담 후 북한은‘낮은 형태(단계)의 연방제’는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존
하는 남북 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안임을 공식화하였다. 즉,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
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할 데 대한 방안”으로 규
정하였는데, 이로서 북한은‘낮은 단계의 연방제’와‘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에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독일통일로 인한 충격 그리고 남북
한 간의 엄청난 국력차이로 인해‘먹히지 않고’체제를 보존하기 위하여 제도통일
을 거부하고 지역자치정부의 존립을 보장하는 연방제 형태를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세적⋅방어적 입장이 결국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2.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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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국가연합적⋅과도기적⋅체제보존적 특징을 갖
고 있다. 다시 말하여 북한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한「낮은 단계의 연방
제」란 남북이 현재의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정치, 군사, 외교권 등의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중앙정부가 정치, 외교, 군사권을 모두 행
사하는「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는 달리 현재 지역정부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교류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구해나가자는 것이다.
제2항은 남북한이 당장의 제도적, 법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현재
의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공존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해나간다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 훗날의 과제인 통일에
앞서 평화공존을 토대로 교류협력을 시작하자는 데에 남북이 공통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1990년대부터 어려워진 대내외적 상황을 반영하여 연방제에서 지역정부
의 권한 강화를 거론해 온 북한의 태도변화를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는 북한이‘낮
은 단계’라는 과도적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우리의 연합제 개념을 수용한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두 제도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두 방안 모두
통일의 형태가 아니라 통일의 준비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즉, 통일의 미래상이나
결과가 아니라 통일을 준비해나가는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둘째, 점진적, 단계적 통
일방안으로서 당장의 통일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이 체제와 제도를 그대로 유지
하며 평화공존하는 과도적 단계와 느슨한 결합을 예정하고 있다. 셋째, 두 방안 남
북한 정부 간에 상설 협의체를 상정하고 있다. 남북 정부가 각기 정치, 군사, 외교
권을 갖되 상설 협의체를 통해 남북한 간 현안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해나간다는
것이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연
합제 통일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합의를 촉구하였다. 즉,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분단
상황과 현재의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를 감안해 볼 때 현실적으로 당장 통일을 실
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간단계로 현재의 2체제 2정부를 그대로 유지하
면서 정상회담, 장관급회담 등 협의체제를 가동하여 통일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현
실적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이 1991년에 이미 수정한 연방제
개념을 구체화하여「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이름을 붙여 합의안을 제시함으로
써 양측 통일방안간의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남북한이
당분간 현재의 체제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화공존하는 데에 합의하고, 적
어도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의 통일방안 간에 일정한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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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수개월 동안은 남북공동선언 제2항을 본
래 의미 그대로 남북이 양측 통일방안간의 공통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이후 여러 차례 각종 관영매체를 통해 남북이‘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연방제에
합의하였고 연방제야말로 최선의 통일방안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
내부적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기존 연방제에 대한 수정이나 후퇴로 비쳐질 것
을 우려하여 주민 통제 및 결속 강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대남관
계에서도 공세적인 태도를 유지하여 향후 각종 남북한 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우리 내부의 논란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후

북한이

조평통

대변인

성명(2002.5.28)과

노동신문

논평

(2002.5.30)을 통해 연방제에 대한 일체의 추가적인 언급 없이 제2항의 의미를 문
맥에 충실히 해석하고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언급하고 있다.6)

Ⅳ. 통일준비 과제
1. 화해협력 정책의 지속적 추진
‘3단계 통일론’은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남북연합을 특
히 중시하고 있다. 남북연합의 형성은 통일의 물꼬를 트는 일이요, 통일의 필수 조
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3단계 통일론’에서는 민족적 합의와 남북 당국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그리고 현실적인 몇 가지 여건이 조성된다면 남북연합으로의 진입이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본다.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현존 상태 그대로 상이한 이념과
이질적인 정치 경제 체제 밑 두 정부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협력 기구를 형성하여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한편‘통합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이는 분단 구조의 영구화를 지향하는 선린우호관계가 아
니라‘통일 지향적 특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의 소산인 것이다. 따라서‘3
단계 통일론’은 남한 정부의 통일방안이 화해 협력의 심화를 남북연합의 전제 조건
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화해 협력을 진지하게 이끌어내는 장치로서 남북
연합을 상정하고 있다. 곧 핵문제의 해결을 위시하여 최소한의 정치적 신뢰만 조성
되면 남북연합이라는 협력 장치를 만들어 남북 협력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화해
협력을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3단계 통
6) 통일부, 『통일방안에 대한 이해』(서울: 통일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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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에서 설정하고 있는 남북연합은 남북 교류 협력의 결과가 아니다. 민족적 합
의와 남북 당국의 정치적 결단의 결과이자 동시에 양자 간의 화해와 협력을 심화
시키는 촉진제인 것이다.7)
여야 간 정권교체를 이루어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햇볕론에 입각한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을 적극화하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화해
협력․공존공영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시절 1단계 남북
연합단계, 2단계 연방단계, 3단계 완전통일단계로 이어지는‘3단계 통일방안’을 내놓
았지만, 연방제에 대한‘오해’를 의식해서 이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집권
이후 김대중 정부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내놓지 않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하고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의 통일방안의 중간단계인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공존공영을 모색했다. 남의 김대중 대통
령과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6․15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민족공
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단계를 실현했을 것이다.8)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서독은‘동방정책’에 따라 1972년‘동서독기
본조약’을 체결하고 일관성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했다. 독일은 이미 24년 전에 베
를린 장벽을 허물고 통일을 달성했다. 총과 대포에 의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
은 아니다. 탈냉전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조류와 동서독간의 꾸준한 교류협
력이 장벽을 붕괴시킨 것이다. 서독의‘작은 발걸음 정책’과‘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
은 동서독 간 인적 물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하면서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나갔다.
독일통일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요인은 사회주의권 개혁․개방과 미․소간의 평
화공존합의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통일달성의 유리한 환경으
로 활용해서 통일을 달성하게 된 것이다. 헬무트 콜 전 서독수상이 말한 것처럼 독
일은 역사가 열어준‘기회의 문’을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문 안으로 들어가 통일을
달성했던 것이다. 독일의 통일경험에 비춰보면 우리의 통일노력은 일관성이 없었고
전략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또한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세계사적 흐름을 통일의 촉
진요인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독일통일은 거창한 통일방안에 의한 것이 아니다.‘작
은 발걸음’이 모여 통일의 대업을 이룬 것이다. 동서독의 경우 수많은 간첩사건과
서독으로 탈출하는 동독주민에 대한 총격사건이 발생 했음에도 교류협력을 지속하
고 통일을 달성했다. 우리의 경우 2008년 7월 11일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은 6년째 중단되고 있으며,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태 이후 5․
7) 아태평화재단(2000), pp.40-41.
8) 고유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평가와 계승 발전방안,”『2014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학술회의 자료
집』(한국국제정치학회, 2014),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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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치가 취해져 남북교류협력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4년째 대부분 중단됐다. 북
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발사에 따른 유엔차원의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차
원의 제재강화로 통일을 위한 작은 통로가 거의 다 막혀 버렸다. 남북관계는 규범
적․도덕적 기준만으로 풀 수 없다. 우리는 수많은 통일방안을 내놓고도 통일을 달
성하지 못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일방안이나 급변사태론 등 거대담론보다는 실
천 가능한 작은 발걸음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9)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한은 통일을 향한 다음과 같은 발전적 코스로 나아갈 것으로 전
망할 수 있다. 즉 한반도‘냉전구조 해체→평화체제 구축→민족공동체 형성→남북연
합․연방단계→통일’의 과정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물론 남북 화해협력을 통한 장
기간의 공존공영에 따른 통일의 과정은 반드시 이러한 코스대로 이행된다는 법칙
적인 보장은 없지만, 대개 이러한 코스를 상정함으로써 통일을 향한 과정상의 목표
를 분명히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스 자체가 통일을 향한 이정표적인 역할
을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물론 여기서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은
거의 동시적 과정일 수도 있으며, 민족공동체 형성과 연합․연방단계의 형성은 선후
의 문제가 아닌 서로 뒤섞이는 과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10)

2. 분단갈등․남남갈등의 해소를 위한 노력
남북분단 70년이 되었음에도 대북․통일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일관성과 지
속성을 보여주지 못한 채, 보수-진보 두 진영, 두 이념, 두 정부, 두 세력, 두 정당
이 첨예한 대결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 교체에 따른‘정책왕래’의 진폭 역시 항
상 하나의 극단에서 또 하나의 극단으로의 전이를 반복하고 있다. 특별히 사회주의
붕괴(국제), 북한경제의 파탄(북한 내부), 남북한 국력의 현격한 차이(남북)라는
압도적 우위요소에도 불구하고 보수 남한과 진보 남한, 보수 대북정책과 진보 대북
정책이 따로 존재하는‘평행현상’은 쉬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로서 반드시 극복되어
야 한다. 정부와 정당을 넘어 학계, 언론, 종교, 문화, 예술 영역에 이르기까지 남
한사회 내부에서 대북인식과 통일정책을 둘러싼 심연한 수직적 분획과 극단적인
수평적 대치는 한 치도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돌입하면 인격도
철학도 심미도 미학도 사라지고 벌거벗은 이념대결만이 남는, 인간행동의 최저 심
급인 일종의 판단정지와 사유중단의 블랙홀인 것이다. 대북정책이야말로 보수 남한
9) 고유환,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과 배경,”『한반도 포커스』2014년 가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4), pp.13-14.
10) 조민,『평화통일의 이상과 현실』(서울: 백산서당, 2004),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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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진보 남한, 두 남한을 형성하고 가르는 근저요소요 기축요인이 아닐 수 없다.
대북정책에서 보수-진보의 극단적 대결과 교착(gridlock) 현상은 다시 내부 민
주화와 사회개혁정책으로 삼투되어 국내문제에서조차 사사건건 이념대립을 강화,
촉진, 고착시키고 있다.‘수구꼴통’과‘친북좌빨’로 상호 낙인찍히면 내부의 교육, 복
지, 외교, 경제 정책의 어느 것도 공존, 수용, 중용이 어렵다. 이러한 역(逆)환류고
리와 악순환은 현금에 이르러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제 거의 극점에 다다르지 않
았나 싶다.11)
분단폭력과 갈등, 적대와 배제의 문화가 구조화되어 있는 남북관계에서12) 분단
체제, 냉전․탈냉전, 민족․탈민족, 민족공동체, 국민국가, 그리고 이념적 스펙트럼
(spectrum)으로 친미우파(보수 꼴통), 친북․종북 좌파(진보 빨갱이), 대북 퍼주기,
남남갈등 등 상당히 현혹하거나 매도하기 쉬운 담론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13)
이와 같이 남북한 분단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적대와 배제의 문화다. 남북한이
‘기본합의서’(1991년)에 상대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합의 했음에도 불구하
고, 남한과 북한은 상대편의 어떤 제도와 가치도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배제와
적대의 문화를 만들고 있다. 북한에서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남한이 의도적
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대의 어떤 좋은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적대와 배
제의 기저에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한국전쟁의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다.
남북한은 전쟁으로부터 체제를 수호했고 또 해야 한다는 의식 때문에 아직도 자
기체제 정체성의 상당부분을 반공(남), 반제(북)의 가치에 의존하며 상호배제와 적
대의 규범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극도의 대립과 배타적 상호관계의 외적 환경
은 남한과 북한 안에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분단트라우마로 나타나고 있다. 전쟁의
처참한 경험과 대결적이고 적대적인 남북관계의 경험을 하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은 적대와 배제, 흑백논리, 극한 대결을 일상화, 내면화 하였다. 자기
를 선으로, 상대는 악으로 규정하며 적대와 배제의 행동을 반복한다. 자기 체제를
상대화하지 못한 채 배제와 적대의 분단문화 프레임을 그대로 내면화하여 상대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반사적인 자기합리화에 함몰되고 만다.14)
분단체제에서 진행된 남한사회의 근대화는 분단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기인
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시장경제체
11) 박명림, “국민합의 대북․통일 인식과 정책의 모색,”
『6․15 남북정상회담 14주년 기념 학술회의 자료집』(김대중평화센터, 2014), pp.193-194.
12) 김병로, “한반도 통일과 평화구축의 과제,”『평화학연구』제15권 1호(2014), p.21.
13) 박상익, “통일에 대한 인식전환과 통일교육패러다임의 시프트,”
『한국동북아논총』제16집 제2호(2011), p.128.
14) 김병로(2014),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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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회복지체제, 법치주의와 정치적 민주화의 완성, 문화적 다원주의 형성의 측면
에서 남한사회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제들의 해결은 무엇보
다 분단체제와 냉전문화에 의해 왜곡된 사회의 정상화과정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포용정책의 결과 남북관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발전적 양상을 보여 왔다. 비록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
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으로 상징되는 남
북교류는 이미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했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
험과 핵실험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와 부동산이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점은 한반도 위기에 대한 내성의 증가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과정과 아울러 경험한 또 하나의 현상은 남남갈등 혹은 보혁갈등이
라 부르는 남한사회 내부의 갈등구조의 현재화이다. 남북관계의 주요 사안마다 보
수와 진보의 진영은 대립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전반적인 이슈로 확대
재생산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15)
남남갈등은 장기간 지속된 남북한 간의 냉전적 대립구조와 이로부터 비롯된 냉
전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분단이후 남북한은 60여년 이상을 상호 이질적인 체
제에서 존속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냉전적 대립구조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는 포용과 이해의 과정이 아닌‘배재와 강요’라는 배타적
특성을 토대로 형성되었으며, 남북 간의 관계는 장기간 갈등관계를 형성해 왔다.
이와 같은 관계는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회 내부의 냉전문화로 재생산되
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냉전적 대립은 차이와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적 관용이 자
리 잡은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 내었으며, 냉전의 한 축을 중심으로 한국사
회는‘강제적 동질화’의 과정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냉정문화는 바로 배제와 강
요를 내용으로 하는 이 강제적 동질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냉전문화 속에서는
사회내의 차이와 다양성들이 대화와 협력의 과정을 통해 발전적으로 해소되는 것
이 아니라 갈등적 상황을 야기하게 된다. 냉전문화는 분단체제의 형성 및 전개과정
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16)
분단은 냉전체제의 최전선에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을 의미했다. 따라서 남북한
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체제의 이념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에 놓였으며, 남북한의 근대화 역시 이 과정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
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치체계를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발전시켜
왔다. 상대방은 극단적으로 적대시되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가치에
15) 조한범,『남남갈등 해소방안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6), pp.4-5.
16) 조한범(2006),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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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그 어떠한 이해나 동조도 이적행위와 동일시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남북
한의 근대화는 분단과 극단적 대립으로 인해 기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북한은 자
신들의 전체주의적 속성을 평등주의로 포장해 왔고, 남한에서는 발전논리 속에서
자본의 자유를 만끽해 왔다. 그 결과로 우리는 체제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는 북
한과, 반공과 성장지상주의 속에서 상실했던 가치의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남한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17)
분단구조는 이에 상응하는 내적 문화를 형성한다. 남한사회의 냉전문화는 분단으
로 인한 비정상적 분단문화체계로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세계적인 냉전체제와
남북한 간의 대립구조의 내적인 표현형태가 냉전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전기
냉전문화는 반공과 레드컴플렉스의 형태를 지녔으며, 탈 냉전기라 할 수 있는 현재
보혁갈등, 혹은 남남갈등의 형태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냉
전문화가 남북한 간의 분단과 대립이라는 장기적인 형성과정을 거쳤으며, 따라서
그 영향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냉전문화의
해소를 위한 내적인 노력은 통일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남북관
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남남갈등의 소지는 커지고 있으며, 사회가 이념적
으로 양극화 하는 현상은 냉전문화의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18)
냉전문화의 해체와 정상문화로의 회귀는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을 위한 전제로서
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보혁 간의 차이와 편 가르기가 아니라 보혁 간의 정상
적인 공존관계의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정상적인 선진사회에는 다양한 이념적 스
펙트럼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 시민적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냉전문화의 해체방식 역시 흑백논리차원의 청산방식이 아닌 공존의 논리 속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대화조차 거부하는 보혁 간 갈등구조 해소는 통일교육
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무조건적 부정이
나, 기존 대북정책의 방향성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전제 속에서 비판적 평가를 수
구적 발상으로 치부하는 태도 역시 해소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남북관계 진전
에 따른 남남갈등의 소지는 커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한 대북정
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 수반되는 사회문화적 충
격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게 된다. 특히 남북관계발전과 그 결과
들은 장기간 지속되어온 냉전구조 및 냉전문화와 상충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
생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적극적 해소책이 필요하다.19)
17) 조한범(2006), p.59.
18) 조한범(2006), pp.73-74.
19) 조한범(2006),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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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대북정책과 국내 정치 및 이념지형
급진

온건

중도
-

온건

급진

대등/추종

협력/지원

경쟁/협력

경계/협력

적대/흡수

남한

북한과 남한

북한과 남한

북한

북한

북핵
문제

대미 자구책/수
용가/간섭무용

대미협상요소이자
자구책. 지원과 위
협요소해소를 통
한 해결

대미협상요인.
협상을 통한
해결

북핵 불허.
제재와 협상 병
행 해결

북핵 불허.
압박과 제재를 통
한 해결

평화
체제

북․미 평화협정/
한미동맹 해체/주
한미군 즉각 철
수

평화관리/남북-북
미협정 투트랙/한
미동맹 대등화/미군
주둔 잠정허용

평화관리/남북-북
미 평화협정/한미
동맹 유지/주한미
군 계속 주둔

남북평화협정/주
변국 동의/한미
동맹 강화/주한
미군계속 주둔

남북평화협정/주변
국 동의/한미동맹
강화/주한미군 영
구주둔

기본인식:주권문
제, 자주성회복,
전작권
연기는
노예근성.

주권문제/자주성
회복/남북관계안
정에 도움.

안보효율성 및 대
북억지력/군사협력
중요

안보효율성 및
대북억지력/ 생
존문제

안보효율성 및 대
북억지력. 통일준
비/생존문제

환수시기:
즉각환수

신속 환수

점진환수

안보확보 이후
신중한 점진환
수

자주적 안보태세
확립이전 환수 불
가

협의대상 평화지
대설치. 경제적 접
근 병행
북의 책임/
안보 공고화
평화공존, 점진통
일, 통일회의

영토선/협의불가

통일
체제

1민족 1국가 2
체제연방론

남북연합/연방

이중성격-협의대
상. 안보를 고려 신
중히 접근
북의 책임/
안보 공고화
현상유지, 점진통
일, 통일회의
남북공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영토선/협의불
가

군사
충돌
통일
방안

미국의 일방적
경계선/북한주
장동의
대북수구정책의
산물
분단타파, 급진통
일, 대등통일

통일
외교

민족 자주 원칙

남북+국제(한미동
맹+한중협력)

남북+국제(한미동
맹+한중협력)

철저한 정경분리

원칙적 정경분리

유연한 정경분리

북의 호전성/
강력히 대처
현상유지, 통일회
의, 흡수통일
남북공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남북+국제(한
미동맹+한중
협력)
정경연계

인권

지도부/주민 분리
반대. 제기자체반
대. 실효성 부인.
남북관계 악영향

당위성인정. 법률
제정 반대. 북체
제 위협으로 오인
될 가능성 우려

당위인정. 법률제
정찬성.
특수성
고려해서 신중히
제기

지도부/주민 분
리. 인권 문제 제
기 및 인권법 제
정 찬성

지도부/주민 분리. 인
권법 제정적극촉구.
북한주민과의 연대 추
진

탈북자

배척. 적대/
조용한 외교

수용/조용한 외교

수용과 지원/
조용한 외교

수용, 지원,
연대/공개외교

수용, 지원, 연대/
공개외교/북한붕괴
압박수단

인도적
지원

무조건적 지원

정경분리

유연한 상호주의

상호주의

철저한 상호주의

의제
북한에 대한
기본인식
남북관계
파탄요인

평
화
체
제

전작권
환수

NLL

통
일
문
제

남북경협

인
도
주
의

진보

보수

북의 호전성/
강력히 응징
분단타파
흡수통일
자유민주주의시
장경제
반공체제
남북+국제(한미동
맹 중심)
정경일치

출처: 박명림, “국민합의 대북․통일 인식과 정책의 모색,” 『6․15 남북정상회담 14주년 기념 학
술회의 자료집』(김대중평화센터, 2014),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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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화경제를 통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과 실현
한반도 분단구조에서 적용되고 있는 평화경제는 남북 간 분단해소내지 통일실현
의 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국의 특수한 개념을 말
한다. 이는 글로벌(global) 시대의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통일안보상의 제반문제들
이 민족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발전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통일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규명해야 한다는 이론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평화경
제란 한반도분단의 해소와 남북통합 및 남북통일의 달성을 향한 남북 상호간 경제
적 이익의 확보 관점에서‘평화적 통일’의 지향과 동시에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번
영을 위한‘국제평화주의’추구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곧 한반도 분단
구조의 해결, 남북관계의 발전문제,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문제도 평화와 경제가 결
합된 평화경제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다.20)
남북 경제공동체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제로 한 제도적 경제통합이 아니라, 통
일지향 과정에서‘화해적 공존’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기능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경제 공동체는 유럽연합(EU)․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이 역내
(域內) 국가 간의 제도적 통합에 의한 경제 공동체(international economic
community)와 중국․홍콩․대만과 같이 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에 의해
생산요소의 보완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기능적 경제 공동체(functional economic
community)로 구분될 수 있다. 후자에 가까운 남북경제 공동체는 남북한 간의 이
질적인 제도가 존재하는 가운데 생산요소의 결합을 통한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서 기능적 경제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같은 민족이나 종교와 언어, 역사
등을 비롯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제도 등 여러 분야에서의 동질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가운데‘경제 공동체’는 이와 같은 공동체를 기반으로‘일정 지역 내의 자본,
인력 등 생산요소의 교류와 협력, 공동의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적인 통합을 이룬
민족 또는 국가들의 통합단위 내지 통합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걸
음 나아가‘남북 경제공동체’는‘남북한 간 경제부문에서의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남북한 간 단일경제권’이라는 최종 모습으로 정의한다면 남북한 간
경제통합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 공동체의 형성은 남북
한 간 교류․협력이 심화되는 단계로서 남북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인 구도로 재편되
는 것을 의미하며, 그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의 공동체인 남북 경제공동체의 형성
‘경제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서 남북 경제구조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 본격적

20) 윤황, “평화경제를 통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대전략 구상,”『평화학연구』제14권 5호(2013),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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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통합 이전에 남북 주민들의 공동경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정치․군사 등 타 분야의 공동체 형성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
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21)
남북관계의 최종 목표는 통일이다. 우리에게 통일은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복지, 인간존엄성을 구현하는 과업이다. 이와 같은 과업은 남북 간
의 상호 이해, 대화와 타협,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룩해 나가야 할
대상이다. 갑작스런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은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남북 간의 경제적 격
차, 체제의 차이와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이 미래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
서는 점진적 통일, 다시 말해 공동체를 형성해 가면서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런 점에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 차원의 실질적인 통
합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체제 및 이념의 상이성에
기인하는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다. 실현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다. 경제분야의 공동
체 형성은 다른 분야의 공동체 형성을 선도․유발하는 효과를 가진다. 북한도 경제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덜 느낄 것이다.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서라도 남한과의 경제교류협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경제공동체형성
의 추동력은 바로 경제협력에 있다. 비록 시간적으로 장기적일 수 있으나, 경제공
동체는 경협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22)
한편 남북한 간의 경제공동체형성은 어떤 경우에 가장 개연성이 있을 것인가?
경제공동체형성은 경제활동의 기능적인 면을 통해 단일경제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경제공동체형성을 통한 경제의 단일화는 직설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점진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 같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와 같은 주장을‘흡수통일적 논리’로 표현할 수 있겠으나, 흡수통일이라고 해서 남한
이 북한을 의도적으로 붕괴시켜 남한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
다. 또 사실 시장경제체제로의 단일화 외에는 경제통합의 다른 대안이 없다. 끊임
없는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체제가 스스로 남한과 같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하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체제를 달리할 수 있다고 해도 오늘날의 중국과
같이 경제체제적인 변화를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가 현저하고 상호 이질적인 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생산요소를 결합하는 점진적이며 기능적 차원의 형성이 합리적 대안이 될
21) 김승국, 『잘사는 평화를 위한 평화 경제론』(경기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8), pp.140-141.
22) 김영윤, “한반도 경제공동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6․15 남북정상회담 14주년 기념 학술회의 자료
집』(김대중평화센터, 2014),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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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23)
최근 북한은‘미니 경제특구’형태로 추진 중인 경제개발구의 관리위원장을 외국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김정은식 경제
개방’정책 성패를 결정할 경제개발구 프로젝트가 중국, 러시아 등 해외 전문가들에
의해 진두지휘될 수 있는 토대가 확보된 것이다.
<그림-1> 북한 19개 경제개발구․신의주 특구

출처: 『매일경제』, 2014.11.5.

2013년 11월 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47호로 채택된‘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 관리기관 운영 규정’등 내부 규정 문건에 따르면 북
한은 지방급 경제개발구 내에서 기업 설립은 물론 관리위 운영에도 외국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해당 규정 제2장 제6조는“관리기관의 성원으로는 해당
부문의 풍부한 사업 경험과 전문지식을 소유한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즉 북한은 경제개발구 관리위원장은 물론 핵심 보직
에 해외 전문가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북한이 추진 중인 19개 지
방급 경제개발구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
기 위한 역점 사업이다. 북한은 현재 지방마다 1~2곳씩 경제개발구를 지정해 △관
광 △농업 △수출가공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경제개발구 사업은 북한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이나 나선특구, 위화
도·황금평특구와 함께 김정은 시대 경제 개방의 양쪽 날개로 평가받고 있다. 일단
23) 김영윤(2014), pp.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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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구 추진이 본격화하면 북한과 교류가 활발한 중국․러시아 출신 인사들이
대거 관리위원장에 발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이 외자 유치와 경제개발구
추진 과정에서 그만큼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 부족을 인정하고 해외 전문가들의 도
움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제도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5·24조치로
인해 남측의 전문가 참여가 제한되지만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경제협력이 정
상화되면 남측의 인사들이 북한의 경제개발구 관리·운영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으
로 전망된다.24)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전략개발과 실천적 의지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전략
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통한 경제교류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경제공동체
와 미․중․러․일 등간의 양자협력방안과 다자기구간 협력 방안이 성사될 수 있다면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남북경제공동체와 중국 간 양자협력을 할 경우, 인프
라 및 산업단지, 관광오락, 무역 및 국제금융 단지건설 등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또한 남북경제공동체와 러시아 간 양자협력의 경우도 주로
시베리아철도 연결, 러시아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 및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인프
라 건설과 관련된 협력방안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경제공동체와 미
국 및 일본과의 양자협력을 통한 역간의 교역 증진 및 동북아에서 보다 균형적인
역할분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과 안정된 환경조성을 통한 경제교
류협력을 추진하는 전략 마련과 실행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한국의 신(新) 성장동력을 찾고, 북한의 경제가 회복되어 남북한
경제력의 격차를 좁혀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지
경학(地經學)적 중심인 한반도의 북쪽이 외부와 고립․단절로 물류가 막히는 등 지
역 내 국가들의 공동번영에 심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협력이 요구되며, 이럴 경우 역내 모든 국가들이 함
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경제공동체는 한반
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양과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열린 경제공동체를 지향하
고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경협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경제적 이해관
계가 긴밀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북한경제의 성장과 시장화는 촉진될 수 잇을 것이다. 아울러 북핵 등
정치적 문제 해결 전후로 국제사회가 북한문제에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한
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은 가속화될 수 있다.

24) 『매일경제』, 20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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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박근혜정부 출범 후‘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핵심 키워드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
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통일구상,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 등 다양한 구
상과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단절됐던 남북관계 회
복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
되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3단계 통일론’과 집권 시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하여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는 평화를 통일에 앞서는 선차적 과제로 내세우고,‘법적․제도적’(de
jure) 통일보다는‘사실상의’(de facto) 통일을 추구하였다. 김대중 정부는‘평화, 화
해, 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대북정책 3
대 원칙으로서‘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흡수통일배제’, 그리고‘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을 천명하였다. 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3단계 통일론’과 그 통
일철학의 실현을 위해 재임 시 북한과 합의한 최초의 문건이‘6․15 남북공동선언’이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통일준비 과제로써‘화해협력 정책의 지속적 추진’,‘분단갈등․
남남갈등의 해소를 위한 노력’,‘평화경제를 통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과 그 실
현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먼저 화해협력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다.‘3단계 통일론’은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촉
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남북연합을 특히 중시하고 있다. 남북연합의 형성은 통
일의 물꼬를 트는 일이요, 통일의 필수 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연합은 남
과 북이 현존 상태 그대로 상이한 이념과 이질적인 정치 경제 체제 밑 두 정부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협력 기구를 형성하여‘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통합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3단계 통일론’은 남한 정부의 통일방안이 화해 협력의 심화를 남북연합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화해 협력을 진지하게 이끌어내는 장치로서
남북연합을 상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분단갈등․남남갈등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다. 남북분단 70년이 되었음에
도 대북․통일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여주지 못한 채,
보수-진보 두 진영, 두 이념, 두 정부, 두 세력, 두 정당이 첨예한 대결양상을 보
여주고 있다.
분단체제에서 진행된 남한사회의 근대화는 분단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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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시장경제체
제, 사회복지체제, 법치주의와 정치적 민주화의 완성, 문화적 다원주의 형성의 측면
에서 남한사회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제들의 해결은 무엇보
다 분단체제와 냉전문화에 의해 왜곡된 사회의 정상화과정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포용정책의 결과 남북관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발전적 양상을 보여 왔다. 비록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
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으로 상징되는 남
북교류는 이미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했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평화경제를 통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과 실현’과 그 실현이 중요하다
고 하겠다. 한반도 분단구조에서 적용되고 있는 평화경제는 남북 간 분단해소내지
통일실현의 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국의 특수한
개념을 말한다. 따라서 평화경제란 한반도분단의 해소와 남북통합 및 남북통일의
달성을 향한 남북 상호간 경제적 이익의 확보 관점에서‘평화적 통일’의 지향과 동
시에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을 위한‘국제평화주의’추구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남북 경제공동체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제로 한 제도적 경제통합이 아니라, 통
일지향 과정에서‘화해적 공존’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기능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남북 공동체의 형성은 남북한 간 교류․협력이 심화되는 단계
로서 남북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인 구도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의 공동체인 남북 경제공동체의 형성은‘경제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서
남북 경제구조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 본격적인 통합 이전에 남북 주민들의 공
동경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정치․군사 등 타 분야의
공동체 형성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실현되어
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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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m Dae-jung’s Three-step Reunification Proposal’and the
Task of Preparing Unification
Park, Sang Eeg
After the launch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different ideas and
policies has been made under the concept of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However, the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is escalating.
Thus giving an attention on “Three-step Reunification Proposal” and the
engagement policy is demanded.
Peace took priority over unification during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y also pursued the actual(de facto)

unification institutional(de jure)

unification rather than institutional(de jure) unification and they aimed for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by promoting peac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s former president Kim agreed on June 15th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he realized his philosophy on unification and the proposal.
Therefore, Park Administration should make preparations for unification
by continuing 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y, solving conflicts
within the South and establishing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on the basis of peace economy.
Key words : Park Geun-hye administration,‘Kim Dae-jung’s Three-step
Reunification Proposal, June 15th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y, conflicts within Korea
divided․conflicts within the South,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투고일 : 2014. 10. 31 / 심사일 : 2014. 11. 30 / 심사완료일 : 2014. 12. 15
- 103 - 103 -

조선대학교 군사발전연구 2014. pp105-126

베트남전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국내 재난보도에 주는 시사점 연구
송

목

명

진＊

차

Ⅰ. 머리말
Ⅱ. 베트남전과 전쟁보도

Ⅲ. 베트남전이 국내 재난보도에 주는
시사점
Ⅳ. 맺음말

논문 요약
한국군은 창군 이래 최초·최대 규모의 해외 파병인 베트남전 참전을 통해 국내외적으
로 한국군의 위상을 떨치고, 전후복구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긍정적인 효과
를 달성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군의 활약과는 상관없이 미국이 주도한 전쟁은 결과적으
로 처참하게 패배한 전쟁으로 기록되었으며, 결정적인 패인은 미국이 언론의 역할과 비
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언론정책을 구사하지 못한 것이었
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입법·사법·행정에 이어 제4부로 불리며 감시자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국민의 알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된
다. 그러나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국가는‘국가안보’라는 명목 하에 적에게 노출되는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밀을 기능이 상호 대립하게 된다. 베트남전은 이러한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 통제를 최소화하였다. 그러나 이는 미국 정부의 언론 통제력 상실
로 이어졌고, 전쟁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던 기자들은 무분별한 정보를 확대, 과장 생
산하여 TV를 통해 여과 없이 대중들에게 전달하여 미국 국민들은 베트남전을 참혹성,
잔인성, 극악무도성의 대명사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대대적인 반전운동, 모병
반대운동을 야기하여 결국 여론의 힘에 밀려 큰 피해를 남기고 베트남 땅에서 철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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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최근 대한민국을 큰 슬픔에 빠지게 했던‘세월호 침몰사고’1)에서 국가적 재난사태
를 수습하는 정부의 언론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잖은 허점을 가지고 있음을 여
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이 언론 통제력을 상실해 결과적으로 베트남전에서 패배의 쓴 잔을 마셔야 했던
사례로부터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와 군의 재난보도 및 전쟁보도에 많은 교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본 논문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전쟁보도, 베트남전, 세월호 언론보도, 전시언론정책, 미군의 언론정책

Ⅰ. 머 리 말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이 50주년을 넘었다. 파병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1월
26일 담화문에서 “대공투쟁과 집단안보체제 강화, 국민 단결과 해외진출, 반공의식 고양
과 국토통일의 실력배양을 포함한 국제적 지위향상이라는 정치적 의의와 미군의 한반도
계속 주둔과 한국 방위보장 확보, 군의 전투력 향상을 통한 국방력 강화라는 군사적 의
의, 끝으로 베트남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외화획득과 군수품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
출”을 들며 월남 파병의 의의를 발표하였다.2) 국군 창설 이래 최초, 최대의 규모로 해외
에 파견된 비둘기부대, 청룡부대, 맹호부대, 백마부대 등 전투부대와 의무지원부대, 태권
도 교관단은 1973년 휴전협정 조인시까지 건국 이후 최초 파병지에서 많은 공을 세웠
다.
그러나 한국군의 활약과는 상관없이 미국이 주도한 전쟁은 결과적으로 처참하게 패배
한 전쟁으로 기록되었으며, 특히 ‘최초의 TV 전쟁’ 또는 ‘최초의 거실 전쟁’이라는 별칭
을 얻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언론 때문에 여론의 지지를 잃게 된 것이 가장 큰 패인
으로 손꼽히는 전쟁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즉, 언론의 역할과 비중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던 미국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시 언론정책을 구사하지 못했던 것을 전쟁패배
1)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황해상에서 청해
진 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국내선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 침몰한 사고. 이 사고로 294명
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었으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선원 30명 등 총 476
명이 탑승하였음.
2) 채명신. 『베트남전쟁과 나』팔복원, 2006.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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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3)
파병 50주년이 되는 지금의 국내 상황만 보더라도 지상파 3사에 더해 24시간 생중계
되는 뉴스채널을 비롯하여 종합편성채널, 인터넷 신문 등 매체의 종류와 수,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심지어 세계인들은 스마트 폰을 이용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수시로 접속하고 있고 블로그, 개인 홈페이
지 등 1인 미디어까지 포함하면 지구촌의 인구수가 곧 미디어 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스마트 폰으로 포탄이 날아가는 장면을 누구나 생
중계하며 기사를 작성해 전 세계로 포스팅하거나, 이를 본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공유’
버튼이나 ‘좋아요’를 클릭하게 될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혁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매체 수, 갈수
록 높아지는 언론의 영향력과는 달리 언론을 통제하는 정부의 노력은 각종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개선의 필요성이 더 요구된다. 최근 대한민국을 큰 슬픔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침몰사고’4)를 통해 보더라도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진 국가적 재난사태를 수습
하는 정부의 언론정책은 1995년 발생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5) 당시와 비교할 때와
별반 달라지지 않았으며, 적잖은 허점을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재난 방송을 위한 정부의 매뉴얼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고, 세월호 탑승자 및 구조자
수, 희생자 수 등 촌각을 다투며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항이 허위로 발표되기도 하
였으며 언론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성만을 강조한 채
허위 정보를 내보냈다. 정부의 구조노력 또한 과장되었고, 언론보도 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해 신빙성 낮은 발표가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겼던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어쩌면 베트남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었던 미국의 무능한 언론정책이 5만 8천여 명이
라는 엄청난 수의 전사자와 수 백억불이라는 재산을 소진시킨 결과를 낳았듯 세월호 침
몰사고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무능한 언론정책이 희생자 가족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
을 더 큰 슬픔과 분노 속에 떨게 만든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전 파병 50주년을 맞아 당시 미국의 언론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등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재난을 겪은 한국 정
3) 육군공보실. 『군과 언론』육군본부, 1993. p. 113.
4)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황해상에서 청해
진 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국내선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 침몰한 사고. 이 사고로 294명
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었으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선원 30명 등 총 476
명이 탑승하였음.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세워졌던 삼풍백화점이 1995년 6월 29일, 부실 공사 등으로 인
한 인재로 붕괴되면서 502명 사망, 937명 부상, 6명이 실종되어 1,445명의 사상자를 낳는
등 6·25전쟁 다음으로 최대 인명 피해로 기록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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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항시 전쟁을 대비하는 한국군이 향후 전쟁 및 재난보도에 있어서 착안해야 할 사항
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베트남전과 전쟁보도
1. 언론의 역할과 국가안보
미국의 언론학 교수인 존 메릴(John Merrill)은 그의 저서「Global Journalism」에
서 언론의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언론은 필수 정보의 전달자로서 거대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 언론은 대중을 계몽
시키기도 하고 대중의 의식을 잠재워 버릴 수도 있다. 오늘날 심리전이 치열해 짐에
따라 언론은 매우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현대의 매스컴 기술이 발전함에 따
라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고 있으며, 사건의 결과를 공유할 수 밖에 없게 되었
다.”6)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입법·사법·행정에 이어 제4부로 불리며, 정보전달 및 해
설자로서 감시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정
치권이나 국민들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여
론형성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7)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헌법은‘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알권리 보장을 통해 국민의 정치참여 뿐만 아니라 균
형있는 사회발전과 권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알 권리가 잘 보장되
어 있는 나라들 중 하나인 미국의 경우도 실정법과 법원 판례로써 이러한 권리가 구
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대 흐름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에게 정보를 더 많이 공
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편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개인이나 사회적 법익, 나아가 국가적 법익과
충돌하는 경우에도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국가안
보에 관련해 군과 언론은 갈등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정보공개와 기밀보호에
관련된 인식의 대립에서 이러한 갈등이 비롯된다. 국가안보를 위해 군은 기밀의 중
6) John C. Merrill. 『Global Journalism』 New York & London, 1991. p.2.
7) 이강래, “전쟁에서 언론의 역할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 2003.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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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군 관련사항에 대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개성을 강조하며 충분한 정보
유통과 최대한의 공개만이 국가이익을 위한 길임을 주장한다.8) 그러나 이러한 군과
언론의 관계는 흑백논리가 아닌 조화의 관계를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군,
언론의 존재 목적은 국익 및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부분에서 중첩되기 때문이다. 더
구나 군과 언론은 국가안보의 양대 축이라는 인식에서 상호 신뢰와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2. 전쟁보도의 특성
전후방이 따로 없고 국가의 모든 수단이 동원되는 현대의 전쟁은 총력전 형태이
다. 행위 주체 또한 정부나 군 뿐만이 아니라 국민도 포함되며, 국민의 지지는 한 국
가의 전쟁수행 의지와도 직결된다. 국력의 근원인 국민의 여론은 범국민적 안보의지
로 나타나며 전쟁수행의지와 직결되므로 이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현대전에서는 국민 여론 자체가 전쟁 승리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곤
한다.9)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장군이 2차대전 중 언론 간부
들 앞에서“여론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을 것이
다.10)
이처럼 여론을 좌우하는 언론의 역할이 막대하므로, 전쟁 당사국들이 전쟁수행의
명분을 합리화하며 전쟁에 호의적인 여론을 획득하려고 안간힘을 쓴다.11) 전쟁 당사
국들은 전황을 유리하게 하고자 전 세계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상대방의
잔혹성, 비인간성을 과장 선전하며 상대에 대한 혐오적인 국민 여론을 조성하는데
혈안이 된다.
따라서 전쟁에 관한 국민의 의지는 전쟁 준비 과정에서부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
고, 이러한 의지는 정부와 군의 노력에 의해 통합되어 국민의 지지로 나타나고 구체
적인 전투력으로 승화될 수 있다.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군에 지지를 보내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
이며, 이를 위해 언론을 이용한 긍정적 여론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8) 이강래, 상게서. pp.3~4.
9) 이강래, 전게서. pp.1~2.
10) 김광원, 「미국의 전쟁보도 통제와 국익」『관훈저널』 2001년 겨울호. p.133.
11) 이강래, 전게서.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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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쟁 초기에는 전쟁 당사국간에 전쟁 책임이나 명분을 가지고 치열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이는 곧 자국민의 전쟁의지와 군대의 사기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전쟁 여론이 형성되며, 상대방의 비명분
성, 비인간성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여부를 떠나 구체적인 언론보도, 유언비어의 형
태로 널리 유포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내용이 실증적인 사진이나 영상으로 뒷받침되
어 보도됨으로써 전쟁 당사국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전반적인 전쟁여론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쟁을 치르는 국가의 정부나 군은 보도통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과거에는 뉴스의 수집과 배포, 효과에 있어서 물리적 제약이 많았으므
로 언론을 큰 우려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장이 안방
극장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언론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12) 언
론은 통상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본 국민들은 더욱 우호적인 태도를 지니게 마련이다. 반대로 언론에 긍정적으
로 보도되는 내용이 많을수록 전쟁을 치르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커질 것
이다. 따라서 정부는 언론보도를 더욱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동의수준을 증대시키는 효
과를 꾀하게 되는 것이다.

3. 베트남전의 전개과정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지리적, 역사적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중국과 맞대고
있는 반도국가라는 점, 그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문화적 영향과 동시에 군사적 위협
을 받게 되었고, 열강의 식민 지배를 경험한 점,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타의에
의해 남북 분단과 함께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비극 또한 비슷하다.13)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식민지를 찾던 프랑스는 1884년에 구엔(Nguyen) 왕조를 멸
망시켰다. 이후 프랑스 비시(Vicy) 정부의 묵인하에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제
국주의자들이 1940년 당시 인도차이나반도에 진주하였는데 급기야 1945년 3월 9일,
프랑스군을 무장해제 시키고 인도차이나를 점령하고 말았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15
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하자 북위 16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중국군이,
남쪽은 영국군이 각각 점령하게 되었다. 당시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돌
아왔던 호치민은 베트남독립동맹, 약칭 베트민(Viet Mihn, 월맹)을 결성하였고,
12) 이강래, 전게서. pp.27~28.
13) 채명신. 전게서.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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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12월에 베트남해방군을 창설하여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까지 중국과 베트남
국경지대 6개 성을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14)
월맹은 일본의 항복 직후부터 연합군 진주 전까지의 권력 공백기를 이용해 하노이
를 탈환하고 이후 1월 중순까지 모든 공공기관을 장악해 8월 말에는 독립내각을 구
성하고 9월 2일에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은 포츠담 회담 결과 북부지역에 중국군이 진주하도록 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도모하였다.
일본군이 물러나자 프랑스가 또다시 베트남의 주권을 주장하였고, 중국 및 영국과
의 협상 끝에 1946년 베트남 전지역을 다시 점령하였다. 이때 독립을 주장하며 행정
기관을 장악한 월맹과 충돌하며 전쟁으로까지 치닫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1차 베트
남 전쟁이었던‘항불인민해방전쟁’이었다. 1954년 5월 7일, 프랑스군은 월맹군에게 치
욕스러운 패배를 당했고, 같은 해 7월 20일, 제네바 휴전회담에 의해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북 베트남은 월맹이, 남 베트남은 프랑스군이 점령했고, 1956년 7월, 남북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정부 구성을 합의하였다. 남 베트남에서는 프랑스군이 철수하
였고, 투표를 통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자유공화국이 수립되었다.15)
1960년 12월 20일,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National Front for the Liberation of
South Vietnam)이 결성되어 미 제국주의 및 고 딘 디엠(Ngo

Dinh Diem) 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저항 및 투쟁이 시작되었다. 결국 1963년 11월 1일, 두옹 반 민
(Duong Van Minh) 장군이 주도하는 쿠데타로 인해 디엠 정부가 전복되는 등 이후
에도 여러 번의 쿠데타로 인해 정권 교체가 있었다. 미국은 주월 미 군사원조사령부
를 통해 적극적으로 월남 문제에 개입하였다.16)
이런 정세 속에서 1964년 8월 2일과 4일,‘통킹만 사건17)’이 발생하였고, 당시 미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은 분노하여 이른바 제2차 베트남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국은 베트남의 공산화 저지를 위해 개입을 선언하고 우방국에 지원을 요
청하여 대한민국을 포함해 영국, 서독 등 14개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
1968년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무장 게릴라는 새해 테트(Tet:구정) 축제를 기점
으로

14)
15)
16)
17)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의 주요시설을 공격하는 작전을 감행했고,

채명신. 전게서. p.88.
채명신. 상게서. p.89.
채명신. 전게서. p.91.
월맹 어뢰정이 공해상에 정박 중인 미국의 함정을 공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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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반전 여론이 높아졌다. 1968년 5월부터 파리회담이 개시돼 평화교섭을 도
모했으나 오히려 전황은 캄보디아, 라오스로 확대되었다.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
에서 미국은 정전협정에 합의하였으나, 정전협정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월맹이
월남에 대한 총 공세를 벌인 끝에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이 함락되고 동 반 민
(Dong Van Minh) 대통령이 항복하면서 지구상에서 남 베트남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18)

4. 미군의 베트남전 언론보도의 특성
베트남전은 여론의 전쟁이자 보도통제에서 벗어난 언론이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를
했던 전쟁이었다. 그러나 미국내 일부 지도층과 군은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는 언론
탓’이라는 냉혹한 평가를 내린 바 있다.19) 즉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세했던 미군과,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군사력이 전세계 5위권 안에 들었던 남 베트남이 상대가
되지 않던 월맹에 패배하게 된 핵심 원인 중 하나를, 언론의 역할과 비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미국의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군 공보정책의 부재와, 베트남전의 목
적과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속보경쟁을 이어갔던 미국 언론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20)
제2차 세계대전이나 6·25전쟁까지만 해도 언론을 주도했던 신문과 라디오는 비참
한 전쟁 장면들을 묘사해 활자로 전달할 수는 있어도 직접 당시의 모습들을 보여주
기는 힘들었다. 태평양 건너의 국민들은 제한된 기사와 뉴스를 통해서만 전쟁상황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TV의 광범위한 보급과 때를 같이 한 베트남전에서 미국
시민들은 안방에 앉아 지구 반대편의 전쟁 상황을 목도할 수 있게 되었고, 베트남전
은 참혹함과 비인도성의 상징으로

대중의 뇌리에 각인되었다.21) 국민들이 접하는

정보의 양과 질, 속도는 엄청난 수준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TV가
베트남 전쟁수행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언론이 반전여론 형
성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22) 아이러니컬하게도 베트남전에서 취재의 자유가
유례없이 많이 주어져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은 많아졌지만 미국이 궁극적
으로 달성하려던 국익과는 거리가 더욱 멀어졌다고 할 수 있다.
18)
19)
20)
21)
22)

인터넷 두산백과, “베트남 전쟁” 검색, http://m.terms.naver.com(검색일: 2014. 10. 2).
김광원, 전게서. p.134.
육군공보실. 전게서. p.114.
김광원, 전게서. p.135.
이강래, 전게서.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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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초기, 존슨 대통령은 강화된 언론 정책을 통해 늘어나는 기자들의 무분
별한 전쟁보도를 통제하기를 원했으나, 국방성과 국무부 관계자들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검열제도를 반대했다.
첫째, 군은 모든 언론을 통제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미국이 아니라 사이
공이나 인접 국가에 위치하고 있다.
둘째, 군 지휘관은 외신들에 대한 법적 통제권이 없다.
셋째, 미 의회가 공식적으로 베트남전(의 개시)을 선포하지 않았으므로, 웨스트 모
어랜드(William Westmoreland) 장군은 군 지휘관들이 검열제도를 행사하기 위한 법
적 권위가 없다고 보았다.23)
아울러 1965년 7월 14일 사이공의 미국 대사관에서 발표된 보도금지 규칙은 다음
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것이었다. 즉, ①‘경미한’,‘보통의’,‘극심한’과 같은 일반적 용
어를 제외한 전황의 구체적인 피해상황 및 피해부대의 보도, ② 베트남 군사지원사
령부(MAVC)에 의해 발표되지 않은 부대의 이동 또는 전개상황, ③ 전투에 참가하
는 부대의 명칭 불사용이 그 내용이었다.24)
이처럼 전쟁 경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에 따른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전시 군 공보정책의 임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 진행기간 중 언론에 대
한 공식적인 검열이나 언론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
다. 전쟁이 한창이던 1964년부터 1968년까지 베트남에서는 2,000명 가까운 기자들
이 활약했으나 그 중 불과 6명 만이 군의 검열지침에 위배되어 자격을 박탈당했
다.25) 그러나 이는 미디어 시대에서 전쟁 중 언론의 역할과 비중을 미리 착안하지
않은 중대 실수였으며, 보도금지 규칙과 같은 제한사항은 취재 기자들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26)
더구나 베트남에 주둔한 군은 전장을 제 집 드나들 듯이 날아왔다 날아가는 민간
인(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었고, 민간 항공기의 이착륙은 자유로웠다. 더욱이
언론인들의 개인용 소형 항공기 대여는 용이하였고 제트엔진이나 상업용 항공기의
확산이 뉴스 전송 속도를 향상시키고, 미군의 사전검열을 교묘히 피할 수 있게 하였
23) 육군공보실. 전게서. p.124.
24) 육군공보실. 전게서. p.124.
25) 1964년에는 40명의 외신 기자들이 베트남전을 취재하였으나 1965년에는 그 수가 400명으로
증가하였다. 1966년 8월 27일의 집계에 따르면 20개 국가로부터 419명의 기자가, 1968년에
는 최고 637명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1975년에는 35명의 기자만이 잔류하였다.
26) 진승웅, 「미국의 분쟁지역에 관한 언론정책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2009.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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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
최초의 TV 전쟁이었던 만큼 세계 각국의 기자들에게 베트남은 황금어장이기도 했
다. 그러나 전쟁보도에 대해 경험이 없고 전문적인 군사문제에 무지했던 애송이 기
자들마저 경력을 쌓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너나 할 것 없이 전장으로 뛰어들
었다. 더군다나 언론의 상업적인 속성이 전쟁보도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고, 언론사간
의 무절제한 경쟁은 전쟁의 부당성에 대한 폭로만을 일삼게 되었으며, 온 국민을 시
청자, 독자로 삼고 있는 뉴스, 신문보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충격적이고 자극
적인 장면이 그대로 보도됨으로써 시청률과 판매 부수를 올리는데 기여하였다. 대표
적인 장면이 불타는 가옥을 뒤로 하고 벌거벗은 채 울부짖으며 뛰쳐나오는 소녀의
모습, 프락치로 판명 난 베트콩이 남 베트남 군인에 의해 즉결 처형되는 모습, 오랜
전투와 기다림에 지치고 피곤한 미군 병사들의 모습들이었다.28)
기존의 신문 뉴스와는 달리 TV 뉴스는 영상이라는 강력한 기제가 있으며, TV 영
상은 뉴스 보도에 있어서 사실성이나 시의성, 현장성 등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어나 문장보다 영상화면이 더 객관적으로 인식되며, 정
확한 구술보다 더 효과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29) 미국 국민들은 안방에 편히 앉
아 TV를 보면서 전쟁에 대한 폭력과 공포, 고뇌 등 기자가 초점을 맞춘 적나라한
전투장면을 있는 그대로 전달받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살인 현장에 그대로
노출당한 셈이 되어 정부와 군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의 언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가운데, 언론은
쉼없이 국민들에게 반전 여론을 부추기고 미국의 전쟁정책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던
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 당국이 전쟁의 승리를 자신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
고, 전쟁 패배는 예정된 수순이었을지도 모른다.

5. 베트남전 보도의 문제점
베트남에서의 패배 이후 닉슨(Richard M. Nixon)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참여한 전쟁에서 발생한 적이 없는 복잡한 요인들로 가득
했고, 국내 언론은 전쟁의 목적과 수행에 대한 국내 여론을 지배했다. 매일 아침, 저
녁으로 베트남전이 면밀히 보도되었지만, 정작 전쟁의 목적은 전달되지 않았다. 결과
27) 국방부 정훈공보실. 『전쟁과 언론:언론과 걸프전쟁』국방부, 1997. pp.27~28.
28) 이강래, 전게서. p.34.
29) 백선기. 『전쟁보도와 미디어 담론』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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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는 목표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주
게 되었다. TV는 고통받는 군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그러한 보도는 앞
으로 미국이 개입하는 전쟁에 명분을 세우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을 제기했다.”30)
뉴욕 타임즈 기자였던 제임스 레스톤(James Reston)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31)
“역사학자들은 베트남전에서 언론의 역할이 전쟁 종결에 결정적이었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그들은 미 의회나 법정이 손쓰기도 전에 대중에게 전쟁의 심각성을 인식시
켰고 베트남에서 미군 부대를 철수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 두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언론이 베트남 전쟁에 미친 영향은 실로 막대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언론이 이와 같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TV를 통한 영상전달 효과가 강렬했기 때문이다. TV를 통해 방송되는 비극적인 장
면들에 대해 미국인들은 무엇 때문에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향해야 하는가에 관한 강
한 의문을 제기했다. 언론인들은 전쟁의 목적과 진행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보
다는 자극적인 화면 제공을 함으로써 전쟁을 접하게 된 국민들 사이에 전쟁 혐오 분
위기와 반전무드가 확산되어 수 만 명의 젊은이가 징병을 기피하였고, 현역복무에서
도 수많은 이탈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급기야 반전시위 행진, 집회의 규모나 범위가
커져서 미국 사회의 각계각층도 그 대열에 동참하기에 이르렀다.32)
베트남 전쟁에서 언론은 군부대와 동행하며 자유롭게 촬영하되,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나 검열은 받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바라는 방향대로 보도할 필요가 없었다.
심지어 뉴스의 정보원이 공개되지 않거나, 인터뷰를 편집하여 방송하는 등의 방법을
쓰며 전쟁을 정치적인 문제로 탈바꿈시켰다. 베트남 전쟁의 성격상 미국이 전쟁의
객체인 상황에서 검열제도는 비현실적으로 흘러갔다.33)
참여 기자들의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군사문제에 무지하거나 베트남전에 대한 배
경지식, 군사지식 등에 능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선에 투입된 기자가 대부분이었다.
취재 헬기는 전장 여기저기를 사정없이 누비고 다녔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미국 내 여론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도 문제점으로 작
용했다.34)
또한 언론의 상업주의 성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국민의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미
30)
31)
32)
33)
34)

Hallin, Daniel C. 『The Uncensored War』 캘리포니아대 출판사, 1989. p.3.
Hallin, Daniel C. 상게서. p.3.
이강래, 전게서. p.33.
Hallin, Daniel C. 전게서. p.6.
육군공보실. 전게서,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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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하 신문의 판매 부수를 늘리고, TV 시청률을 올리는 식의 상업주의적 속성을 그
대로 드러냈다.35) 미국인들은 TV를 통해 미국의 전쟁수행 방법에 있어서 잔인무도
함, 무차별 사격, 민가에 대한 폭격, 피난민 행렬 등을 가감없이 방송하며 일찍이 유
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잔인한 전쟁으로서 미군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두 눈을 의심
하게 만들었다. 급기야 미군들이 공개한 적의 사상자 수조차 그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발표는 미국 국민의 전쟁 지지도를 더욱 감소시키는 데 일조하였
다.36)
결과적으로 미국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인 전쟁에서 패배하면서도 자국민과 전세
계 미디어 수용자들에게 안방까지 전쟁의 잔혹함을 직접 전달하고, 반전 무드를 확
산시켰다. 전쟁지도부도 전쟁 초기에는 언론의 역할이 이렇게 지대한지 몰랐을 것이
다. 그러나 언론이 전쟁의 의의나 군의 사기, 국민 여론을 좌우하고 전 세계적인 반
전 여론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전쟁이 바로 베트남전
이었다.
결국 베트남전에서 언론 정책의 실패는 걸프전에서 제대로 된 전시 언론 정책의
수립이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극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후 미
국의 언론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89년 그라나다 침공에서는 언론의 접근 및
취재활동을 엄격히 제한해 언론이 군과 함께 이동, 취재하는 풀(Pool) 시스템을 파
나마에서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다.37) 1991년 걸프전 당시에도 미국은‘작전상 보안’
을 이유로 언론보도 통제를 엄격히 시행했다.38) 철저한 보도 통제 하 언론은 전쟁의
불가피성과 국제여론을 극정적인 측면에서 부각시켜 전의를 고양하고, 다국적군의
강점 및 이라크 군의 약점을 집중 보도해 적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한편 그들의 만
행을 집중 보도하여 적개심을 고취시켰고, 결국 전쟁 승리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39)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는 임베딩 프로그램(Embedding Program)을 통해 기자들
이 전쟁 현장에서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여 전세계 각지에서 총 600
여명의 종군기자들을 참여시키는 등40) 미국은 베트남전 이후로 다양한 언론통제정
책을 구사하며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35)
36)
37)
38)
39)
40)

이강래,
이강래,
송종길,
송종길,
상게서,
송종길,

전게서. p.34.
전게서. p.37.
「전쟁취재보도의 한계와 문제점」, 『관훈저널』 2003년 여름호. p.14.
상게서. p.13.
p.2.
전게서.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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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맹과 북한의 베트남전 보도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언론을 심리전 수행의 수단으로 보기 보다는 미국 내 반전여
론을 의식해 전쟁 공포를 숨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41) 반면 베트콩들은 그들
이 학살한 민간인들을 미군이 한 것처럼 조작한 컬러 사진을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미국 내 정치, 종교, 학계, 인권단체 등에 광범위하게 배포하여 미군 철수에 대한 거
센 압력을 가하도록 만들었다. 국민들 사이에 강력한 저항 분위기가 일자 여기에 가
세해 미국의 저명한 흑인 지도자 킹 목사(Martin Luther King)는 자기 양심에 따라
젊은이들로 하여금 월남 참전 거부를 독려하는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42)
월맹군 측과 베트콩들은 악선전을 통해 월남에 파병된 한국군과 월남인 간의 이간
책을 쓰기도 했는데, 당시 북한에서 파견된 심리전 요원에 의해 이간책이 기획되었
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은 침략전이며 파월 한국군은 미군의 용병이며 파월 한국
군이 고의적이며 조직적으로 베트남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다. 베트남 파병으로 얻은
국가이익이 다른 파병국에 비해 헐하며 불평등한 것이었고, 파병목적도 박정희 독재
권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43)
이러한 월맹군의 거짓 모략 선전과 언론 플레이에 공산국가들과 비동맹국가들이
전적으로 이에 동조하는 경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구나 언론 통제에 실패한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들로부터 전쟁에 대한 지지를 잃게 된 상황을 재빠르게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매스컴을 통해 미군의 의미없는 희생을 부각시키며 미국 여론을 들끓게
하기도 하였다. 북한 또한 연일 주월 한국군 장병들에게 염전사상을 고취시키면서
공산측에 귀순하여 소위‘인민의 낙원’이라 그들이 부르는 평양으로 유인하고자 심리
전을 펼치는 데 라디오 방송망을 이용하였다. 곳곳마다 살포한 각종 전단을 통해서
도 한국군이 미군의 용병으로 와서 청부전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일성 주체사
상을 장황하게 선전하는 등 대남 심리전을 적극 시행하였다.44)

41)
42)
43)
44)

이강래,
채명신.
채명신.
채명신.

전게서.
전게서,
전게서,
전게서,

p.36.
p.482.
pp.486~7.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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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베트남전이 국내 재난보도에 던지는 시사점
앞서 살펴 본 베트남전과 같은 전쟁은 특수재난 상황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엄밀히
말해서 전쟁보도와 재난보도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쟁과 재난은 국가적 혼란과
피해, 희생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은 정
부의 대언론정책과 검열권 행사인데, 전시에는 정부의 언론통제 전략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45)
베트남전에서 패배의 쓴 잔을 마신 미국은 유명무실한 전쟁보도의 원칙 및 가이드
라인과 매체의 변화나 언론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부실한 언론정책으
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얻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
다. 베트남전 사례는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정책 및 보도행태의 민낯을 모두 보이게
된 계기였던 세월호 침몰사고를 겪은 우리에게도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물론 전쟁보도와 재난보도는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국가적인 비상
사태에서 국가의 언론통제의 중요성 측면에서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베
트남전 언론정책의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전쟁 및 재난보도의 방향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1. 재난보도의 성격
‘재난’이란“특정 지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여 그 지역사회 혹은 일부분이 심각하
게 인명·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어 그 사회의 정상적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
는 사건”을 말한다.‘재난방송’은 재난발생시 재난피해 대비를 위해 긴급하게 재난정
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긴급방송(emergency broadcasting)을 말한다.46)
언론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시 또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
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수습과 대처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에 대한 보도를 통해
국민적 불안감, 국론 분열 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방송은 신속하게 정
확한 사실을 현장에서 보도할 수 있고, 국민적 신뢰성 확보에 용이하며 전파성이 강
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경황이 없고 당황하는 언론의 치부가 위기상황에

45) 김창룡, 「한국과 미국의 참사보도 준칙과 취재기자 윤리」『관훈저널』 2001년 겨울호. p.141.
46) 황근, "세월호 참사, 재난기 언론의 역할을 다시 묻는다" 자유경제원 세미나 발표자료, 2014.
5. 13.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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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대로 노출되곤 한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자체 재난방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신속히 위기를 극복하고, 객관성·정확성 있는 보도를 통해 국민들을 혼란상
황에서 속히 헤어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제 2·3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올바로 안내하
는 역할과 피해자와 유가족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보도 시스템으로 정평이 나 있는 영국의 BBC 방송국은 전쟁, 테러, 비상
사태 부분에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정확성과 불편부당성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②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③ 가능한 한 어떤 사람의 죽음을 그의 친인척이 BBC를 통해 알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47)
또한 모든 보도에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인‘정확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출처를 충분히 밝히고,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정확한 언어로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근거없는 추측은 피해야 한다. 고의나 실질적으로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된
다. 심각한 사실 오류가 발생한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신속하고 명확하고 적절하게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48)
마이애미 헤럴드의 게이 네메티 기자는 언론이 다음 5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재
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49)
① 재난대응 계획을 구상해야 한다.
② 재난에 대응한 조사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재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요망된
다.
③ 지역사회의 재난계획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④ 전국 및 지역의 상세한 지도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⑤ 해당지역의 재난계획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 세월호 침몰사고 언론보도의 문제점
2014년 4월 16일 오전, 진도 부근 해상에서 승객 470여명을 태운 세월호는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고, 9시 30분경부터 방송사들은 일제히 세월호 침몰 사고 속보
47) KBS News, "재난보도, 앞으로 어떻게?”, 2014. 5. 11.
48) KBS News, "재난보도, 앞으로 어떻게?”, 2014. 5. 11.
49) 김창룡, 전게서.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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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하기 시작했다. 지상파 3사 등 방송사는 일제히 특보체제에 돌입했으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상태였다.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고 있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학부형들은
학교로 모여들었고 11시경에 탑승자 전원구조 소식이 보도되었다. MBN과 MBC를
시작으로 전원구조 소식을 자막으로 내보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명백한 오보임이
밝혀졌다. 현장 취재 기자들도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전원구조는 아니었음
을 확인하였다.
오보의 진원지는 단원고를 떠돌던 소문으로 판명났는데, 학부모들 사이에 잘못 알
려진 이야기가 언론에 흘러들어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었다. 언론은 사실이 확인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고 수많은 매체간의 속보경쟁에서 밀릴 수 없다는 생존경쟁
이‘사실 확인’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최대의 오보는 실
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크나큰 혼란을 초래했다.
더군다나 사고 당일 목포 해역 야간수색현장에는 해경 구조선들이 주변에 대기하
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구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를
목격했으나 언론은 현장의 진실과는 거리가 먼 보도를 이어갔다.“가용장비 모두 동
원, 입체수색, 헬기 15대, 경비정 수십척, 300여명의 잠수사 투입”등 정부와 해경의
구조 노력을 과장한 보도가 이어졌다. 기사는 정부 브리핑 룸에서 나온 것으로, 기자
들은 정부와 해경의 발표를 그대로 반영한 기사를 작성했던 것이었다. 수색현장을
직접 목격한 실종자 가족들은 발을 구르며 언론의 왜곡보도에 격렬히 항의했다. 해
수부, 해경에서도 성실하게 발표할 의무가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고, 당국의 발표 내
용에 대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 묻고 챙기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언론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가짜 민간 잠수사가 언론에 등장하는 일도 있었고,‘선내 엉켜있는 시신 다수 발견’
이라는 제목의 KBS 보도 등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인권을 무시
한 선정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일부 언론사의 부적절한 질문과 검증되지 않은 구조
장비의 성능 부각 보도도 혼란을 초래했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무리
한 취재에 실종자 가족들은 등을 돌렸고, 한 단원고 학생은 기자의 꿈을 접었다며
편지를 작성해 읽었다. 언론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대통령의 진도 방문과 관련해서도 당시 현장촬영의 목소리는 뉴스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4월 29일, 대통령의 국무회의 사과를 지상파 메인 뉴스들은 일제히 톱뉴스
로 전했으나 이에 대한 유가족들의 반응은 모두 누락되었다. 각계 각층의 다양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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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반영하는 균형 잡힌 보도가 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매체 수로 인한 치열한 취재경쟁으로 정작
정확하고 깊이 있는 보도는 없었고, 소위 주류 언론이라는 공영방송 등 지상파 방송
또한 그 신뢰를 많이 잃었다.
결국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 시 보여준 정부의 대처와 언론의 보도 행태는 위기시
에 초라한 민낯을 전세계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말았다. 정부의 언론
통제력 상실과 기자의 양심이 사라진 지금의 모습은 과거 재난보도의 경우와 베트남
전 당시 미국의 언론통제가 미흡했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3. 시사점
전쟁이나 재난상황시 언론이 전쟁 지도부나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언론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 정부에 대한 국
민의 신뢰도가 결정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적인 발달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매체의 종류와 수는 정보에 대한 공중의 욕구를 다양한 형태로 만족시킬 수 있게 되
었다. 베트남전을 통해 확인된 언론의 위력은, 비록 TV 앞에서 중계되는 전쟁 장면
을 시청하는 안방 시청자라 할지라도 미국의 대외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
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전쟁 수행 또는 재난상황 수습에 있어서 국가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위
기 상황에서는 국가의 공식적 결정이 중요하다. 국가가 명확한 전쟁목표나 재난극복
목적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력을 가지고 나서는 언론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여 언론이
그러한 국가의 전진 방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언론
또한 국가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50)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는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보여준 총체적인 문제점을
20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 침몰사고를 통해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제
는 언론 통제가 그나마 용이했던 20년 전에 비해 지금은 언론의 종류와 형태가 기
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온오프라인 매체의 경계 또한 모호해지면서 통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 국민들이 믿고 따
를 수 있는 정보의 출처가 사라지게 되고, 재난보도의 근본 목적인 정확한 사고현황
보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재난 보도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며 대중은 정보의 바
50) 김덕현, 「전쟁을 통해서 본 언론이 역할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석사, 2004.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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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서 표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전쟁이나 재난 상황은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연관되는
사안이다. 국가가 언론 통제력을 상실할 때 언론은 국가로부터 주도권을 넘겨받아
국가를 통제한다. 대중의 구미를 좀 더 자극할 수 있는 보도, 시청자를 TV 앞에 좀
더 머무르게 할 수 있는 화면만을 촬영하고 편집해 내보내는 것은, 당국자들로부터
충족되지 않은 정보부재나 풀리지 않은 의문들을 부풀려 대중의 힘을 빌려 당국자들
이 입을 떼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또한‘특종’,‘단독보도’로 스타가 된 기자들은 상업
성을 배제할 수 없는 언론사들의 존재목적도 충족시키면서 한 순간에 히트를 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렇게 될수록 국가가 추구하고자 했던 전쟁이나 재난구호
의 명분과 목표를 위한 국가적 역량의 총집결은 꿈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며,
미디어는 골칫덩어리로 낙인찍히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서머스(Harry G. Summers)는“정치와 군사는 한 국가의 도구라고 볼 수 있고 서
방 세계의 심리전은 주로 언론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그의 말은 국가나 전
쟁지도부가 전쟁의 명분이나, 전쟁 수행 중 주요한 정책에 대한 언론의 역할을 간접
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언론에 의한 여론 형성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51)
현대사회는 점점 복잡·다양·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군사문제에는 고도의 전문
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맞춰 군사 및 국방문제를 다루는 언론인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국민에게 군 문제에 관한 올바른 그림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전쟁진행 상황에 관한 설명은 물론, 종합적인 전쟁 진행상황에 대한 예리한 판
단력까지 요구한다.52)
현대 미디어 시대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커졌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앞으로의
전쟁 또는 재난 상황에서 언론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 사
실이다. 뉴미디어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언론인이 정보 전달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변했으나, 반대로 정부나 군이 정보를 통제하기는 더욱 어렵
게 만들었으며,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지도 정작 뉴스나 신문을 통해 인지하게 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부와 군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
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군의 공보정책은 적절한 정보를 통해 대중, 언론에게 국가안보와 국방정책
및 전략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전쟁수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
51) Philip M. Taylor, Leeds 대학 연설문에서 인용. 1995.
52) 이강래, 전게서.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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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언론이 하나가 되어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명확한 보도지침, 검열제도, 정
치적 통제와 브리핑을 통해 전쟁정보를 유통시키며 언론의 공개욕구 충족과 군 작전
의 보안성을 계속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53)
언론인 스스로도 전쟁 및 재난보도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으며, 언론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더불어 전쟁보도, 재난보도 준칙 숙지를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 언
론사간 공동취재 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언론사,
정부와 군이 함께 전쟁 및 재난보도 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오보나 선정적
인 보도 경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다.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에서 각각의 권위
있는 기구들이 중심이 되어 이런 협약들을 이끌어내고 모두가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면 보도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매체들은 자연스럽게 국가 수준의 전쟁 및
재난방송에서 배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54)

Ⅳ. 맺 음 말
현실의 반영으로서 뉴스의 근본원칙은‘객관성’,‘균형성’,‘중립성’등을 들 수 있다. 이
러한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5W1H 원칙’을 써서 사실로써 사실을 전달한다.
전쟁보도나 재난보도도 역시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55) 무엇보다도 우선적
으로 지켜져야 할 준칙은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이라는
소재 자체가 국가간 대립과 갈등이 무력충돌로 나타나는 국제분쟁의 극단적 형태이
므로 흥분과 긴장을 주는 대형 이벤트로 인식된다. 따라서 정부의 전황보도나 전투
현장의 참혹한 사진이 국제적인 파급효과가 큰 경우,‘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는 재난보도 또한 마찬가지이다.56) 세월호 침몰사고의 초기
구조과정을 더디게 했던 이유 중 하나도‘정확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무분별한 유
언비어가 뉴스로 둔갑한 채 대중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전쟁보도의 특성상‘선정적 보도’57)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매일같이 계속되는 전투
53)
54)
55)
56)
57)

이강래, 전게서. p.42.
KBS News, "재난보도, 앞으로 어떻게?, 2014. 5. 11
송종길, 전게서. p.17.
송종길, 전게서. p.17.
일반 독자나 시청자로 하여금 불건전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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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몇 명이 사망하고 어떻게 파괴됐다는 식의 보도는 전쟁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끼게 하고 궁극적으로 독자나 시청자가 전쟁의 비극에 만성화되게 조장
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재난보도 또한 피해장면과 희생자들의 처참한 모습은 대
중을 TV 앞에 머물게 하기 좋은 뉴스거리가 된다. 선정적 보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사안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도 있으므로, 시청자나 독자의 극단적 감성만 자극하는
내용을 가급적 기자들이 처한 상황에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58)
전쟁사안과 관련된 보도가 사회적 맥락이 생략되고 파편화될 때 이런 정보는 시청
자에게 잘못된 함의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그 대안까
지 모색해보는 심층성 있는 보도는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사건의
재발을 막고 예방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이 또한 재난보도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특히 전쟁에 대한 찬반여론, 재난발생의 책임소재 등 여론이 극명히 갈릴 수 있
는 경우, 언론은 양쪽의 의견을 골고루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
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59)
전쟁보도에 있어 군과 언론은 정보보호와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지
만, 서로에 대한 진실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언론전에서부
터 패한 이유는 애초부터 언론 통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립하지 않았고, 전쟁이
진행되면서 TV를 통해 보도되는 정보의 양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언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군과 언론이‘전쟁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협력을 이어 나가야 한다. 재난보도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
의 재난사태 수습 활동이 빛을 발할 수 있으려면 언론이 정부의 활동을 제대로 알려
야 하나,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 중요성만을 외친다면,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
들은 정작 뒷전에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나 군 당국은 발빠른 공보조치를 통해 언
론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언론 또한 공신력 있는 자
료의 사실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왜곡 및 오보 없이 신속 정확한 보도를 해 나가야
한다.

58) 금철영, 「이라크 취재 단상」『관훈저널』 2004년 가을호. pp.290~291.
59) 송종길, 전게서.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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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ggestions from War Coverage during the Vietnam War
Song, Myung-Jin
Through the first and largest oversea deployment since the birth of Republic
of Korea Military(ROK Military), ROK Military showed its higher status and
provided post-war recovery as well as economic development with Republic of
Korea. Despite of our magnificent activities, the US-led war was recorded as
a cruel failure. One of the decisive factors for the failure was that US did not
take the role of media seriously nor have proper media policy.
In democratic nations, the media, which is called the fourth bureau with
lawmaking, administration and jurisdiction, plays a role as watchdog. For this
role, the constitute conserve people's right to know, however, Nation, as a
principal agent, needs to preserve secrets for the national security and to
minimize open information. During the Vietnam War, the US government
minimized media control in order to avoid this contradictory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ess. This brought the government's failure
of media control during the War. The press produced unclassified information
and delivered it via television. US citizens perceived the War as cruelty,
atrocity and inhumanity. Moreover it led to a great number of anti-war
movements and anti-recruitment. Finally US was badly damaged by the enemy
and left from Vietnam.
From the examples of the Vietnam which failed to control the media, our
government and the military are able to learn lessons and suggestions.
Key words : War coverage, Vietnam War, Media policy, US government's
media policy, Pentagon's media policy
투고일 : 2014. 10. 31 / 심사일 : 2014. 11. 30 / 심사완료일 : 201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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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 전쟁수행의 전략적 평가
-용병x군수x기술x사회적 차원을 중심으로-

김
목
Ⅰ. 머리말
Ⅱ.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의
전쟁수행
Ⅲ. 용병적 차원의 전략 평가

재

철＊1)

차

Ⅳ. 군수x기술x사회적 차원의
전략평가
Ⅴ. 맺음말

논문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나폴레옹이 수행한 전쟁을 마이클 하워드(Michael Howard)가 제
시한 4가지 차원에서 전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첫째, 나폴레옹은 기동의 원칙과 집중의 원칙 등 전쟁원칙을 시의 적절하게 구사하
면서 결정적 시간과 장소에 상대적 우위를 달성하였고, 적 병참선 차단 및 추격 등 용
병적 차원에서 전략의 중요성을 입증시켰다.
둘째, 나폴레옹은 군수적 차원의 전략을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대규모 부
대를 전장에 투입하면서 현지조달 보급제도를 활용했지만 결국 러시아 원정에서 러시
아의 군수적 차원의 전략에 의해 패배하였다.
셋째, 기술적 차원의 전략으로 당시의 무기의 수준은 대등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
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나폴레옹은 탁월한 용병술과 훈련
으로 무기체계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다.
넷째, 사회적 차원의 전략은 전쟁의 승리 또는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프랑스
대혁명의 혁명정신은 나폴레옹이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를 차지하게 된 밑거름이 되
었다. 그러나 스페인 국민들의 저항의식으로 프랑스는 스페인 원정을 실패하였다.
결국 오늘날 군사전략은 용병적 차원이 중요한 위치를 점유한 가운데, 국가전략 차
원에서 사회적x군수적x기술적 차원의 전략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나폴레옹 전쟁, 프랑스 대혁명, 국민군, 전략, 섬멸전
＊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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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근x현대 전쟁사를 통해서 나폴레옹 전쟁시대는 전략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 1769-1821)은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
으로 자유x평등x박애로 무장된 프랑스 국민군을 조직하여 주변 왕조국가들과 싸워 수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그는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나 조미니(Henri
Jomini) 등과 같이 자신의 전쟁수행 이론을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쟁
수행을 통해서 보여준 일정한 전략이나 그가 남긴 격언 등에서 현대에서 유용한 전쟁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폴레옹이 수행한 전략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주로
용병적 차원으로 다루어졌다. 그가 전쟁수행 과정에서 발휘했던 전략은 열세한 병력으
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신속한 기동과 내선의 이점을 이용하여 결정적 시간과 장
소에서는 반드시 상대적 우세를 달성하였고 상대의 병참선을 위협하는 등 탁월한 용병
으로 대치되어왔다.
마이클 하워드(Michael Howard)는“전략의 잊어진 차원(The Forgotten Dimensions
of Strategy)에서 작전적 차원뿐만 아니라 군수적, 기술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전략
도 전쟁승리에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마이클 하워드의 주장은 그동
안 전략을 용병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온 점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전략의 중요성을 입증한 나폴레옹의 전략을 마이클 하워드가 제시한 4가지의
차원을 재평가해 봄으로써 그의 전략적 특징을 보다 명백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대 및 중세의 전략은 장수의 용병술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 이후 징
병제에 의해 군대의 규모가 커지자 새로운 정의가 내려지기 시작했다. 전략과 전술의
이분화가 필요했으며, 클라우제비츠는“전략이란 전쟁의 목적달성을 위해 전투를 사용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근대이전의 전략은 국가 간 영토문제라든가 왕위
계승문제 등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주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전
쟁을 수행하였지만 현대로 갈수록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력은 물론 비군사적 수단
까지 동원하는 총력전 양상을 띠게 됨으로써 대전략, 국가전략, 국가안보전략이라는 용
어가 군사전략의 상위개념으로 정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전략은 주로 전
시에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였지만 전쟁의 준비 및 억제가 강조됨에 따라 평
시전략의 기능이 중요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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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사용되어온 전략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은 시대별
로 진화되어 왔다. 전략이라는 용어가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군사분야
에 관한 전략인‘군사전략’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전개하고 운용하는
것으로 용병적 차원에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전략의 구성요소에 군사전략 수단
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용병차원에 국한된 전략의 정의는 용병과 양병의 밀접한 연관성
을 간과한 측면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군대로부터 국가로, 평시로부터 전x평시로, 군사적 수단의
동원으로부터 군사와 비군사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총력전 양상으로 확대되기 시작
한 현대전략의 시효는 나폴레옹 전쟁시대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
문은 나폴레옹의 전략을 용병적 차원1)뿐만 아니라 군수x기술x사회적 차원을 추가해서
분석함으로써 그가 수행한 전략의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의 전쟁수행
나폴레옹은 프랑스 대혁명과 더불어 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프랑스 대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군사제도 및 군대의 규모, 그리고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인
식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이므로 전쟁양상은 물론 나폴레옹의 전략x전술도 다르
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대혁명이 당시의 군사적 측면에 미친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1. 군사적 측면에서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군주의 국가로부터 국민의 국가로 국가의 주인이
바꾸게 되었으며, 절대왕정의 체제로 무시되어 왔던 국민의 주권을 자각함으로써 명실
공히 근대국가의 틀을 완성했다. 이러한 혁명적 열기는 유럽대륙에 확산되기 시작했으
며 군사분야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 왔다.2)
첫째, 병역제도가 용병제에서 징병제로 전환되었다. 18세기 말까지 유럽의 대부분
1) 본 논문에서 사용한 용병적 차원의 전략은 마이클 하워드의 작전적 차원의 전략을 의미한다. 여기서
용병(用兵)이라는 의미는 병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병력과 화력을 포함한 전투력을 의미한다.
2) 프랑스 대혁명이 군사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최용성,『신편 세계전쟁의 이해』(포천 : 드림,
2009), pp.206-208을 재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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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에서는 금전으로 병력을 고용하는 용병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당시의 전쟁
은 군주들의 개인이익을 위해 싸우는 군주전으로 국민들은 전쟁에 대해 관심이 크지
않았으며, 싸움에 임하는 용병군 역시 애국심과 충성심이 없었다. 그러나 프랑스 대형
명으로 인해 주권재민(主權在民) 사상에 의해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니만큼 국민은 국
가를 지키는 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 프랑스에서 병역제도가 개혁되어 의용병제도에
의한 시민군 편성이 진행되었을 때 초기단계에서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랐다. 국민들
은 인권유린과 전제(專制)의 부활이라며 반대하였고, 군부 내에서도 항명사태와 도망
병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1792년 프랑스 혁명군은 발미전투에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동맹군을 격퇴시켰다.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프랑스의 애국적 민
병 집단이 전통적 밀집대형을 갖추고 질서정연하게 접근해오는 대불동맹군에게 정확한
포격과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국민군에 의한 이 작은 승리는 프랑스 국민의 국가적 애
국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에 힘입어 자신을 얻은 혁명정부는 사상 최초로 근대적 의
미의 국민군이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3) 프랑스 혁명정부는 1793년 1월 12일 루이
16세의 사형집행으로 인해 영국이 대불동맹에 합세하여 침공하자 8월에 국민총동원령
이라 할 수 있는 강제징병제로 전환함으로써 군대의 규모를 30만에서 75만으로 증강
시킴으로써 국민의 군대를 탄생시켰다.4) 이후 프랑스에서 출발한 징병제는 유럽의 대
부분 국가의 병역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안보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둘째, 창고보급제도의 취약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현지조달 군수제도로 탈바꿈하였
다. 고대 이후 군대의 보급제도는 주로 현지조달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18세기 초부터
는 주력군의 2~3일 행군거리 이내에 창고를 설치하여 보급품을 조달하였다. 그러나
야전에서 보급창고의 운용은 병참선 방호병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충
성심이 부족한 용병들에 의해 물품을 나르기 위해 분산될 경우 도주할 가능성이 크고
침투 및 추격작전을 위해 필요한 경량화가 불가능 했다. 또한 보급창고가 적에게 피탈
당할 경우 이는 작전실패로 이어지는 취약점을 앉고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 이
후 군수제도를 현지조달 위주로 바꿈으로써 창고제도의 제반 취약점을 개선하였다. 한
편 보급제도를 개혁한 이후 전투단위를 소규모로 하는 작전을 실시할 경우 현지조달이

3) 김희상,『생동하는 군을 위하여』(서울 : 전광, 1996), pp.249-250.
4) 최용성, 앞의 책,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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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용이하였다.5)
셋째, 전술대형을 횡대대형에서 종대대형으로, 종대대형에서 혼합대형으로 점차 개선
하였다. 18세기 초 대포와 소총이 전장에 등장함에 따라 유럽의 군대에서는 대부분 횡
대전술을 선호하였다. 횡대대형은 밀집대형으로 편성하고 양익에 기병을 배치하였으며,
주력군 후방에 포병을 방열시켜 단일 지휘관에 의해 1회 전투에서 결정적 승리를 획득
하는 전법이었다. 횡대밀집대형은 일제사격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으며, 적의 집중사격
에 취약하였으나 사격 명중률 및 사격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결정적 피해는 없었기 때
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횡대대형 전술은 연병장 같은 평탄한 지형이 필요했으
며, 적이 진지를 점령하고 있을 경우에는 유인작전이 필요했으며, 추격작전은 거의 불
가능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 징병제로 전환되면서
프랑스 군은 종대전술대형을 적용하였다. 종대대형은 별도의 정교한 교육훈련이 요구
되지 않았고, 전술적 측면에서 산개대형으로 운용됨으로써 종심전투에 유리하였다. 또
한 공격작전 시 충격력과 우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이 증가되는 장점이 있었
다. 그 후 프랑스 군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미국이 사용한 산병전법을 도입하여 지형
지물을 최대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산병대형은 밀집대형의 일제사격보다 화력집중의
효과가 부족했다. 따라서 제1선에는 산병대형을 운용하여 적의 전투력을 소모시킨 후
결정적 상황에서는 밀집대형을 취한 예비대를 투입하는 혼합대형으로 변화되었다.6)

2. 나폴레옹의 전쟁수행
1) 나폴레옹의 전성기 작전
197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나폴레옹은 그의 고향 코르시카 섬에서 국민병으
로 활약했으나 1793년에 마르세이유로 이전하여 혁명 프랑스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
다. 1793년 1월 루이 16세가 처형되자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이 대불동맹을 체결하고 프랑스를 포위 공격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폴레옹은
영국과 스페인 함대가 봉쇄한 틀롱(Toulon)항을 포격으로 탈환하고 개방시켰으며, 국
내의 왕당파의 반란을 진압함으로써 그의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1793년 이탈리아 원정군사령관으로 임명된 나폴레옹은 1년간 연속된 전투 끝에 승
5) 위의 책, pp.207-208.
6) 위의 책,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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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1797년에 캄포포르미오(Campo Formio)조약을 맺고, 그 해 6월에 이탈리아 북
부 롬바르디주(州)에 치살피나(Cisalpina) 공화국을 수립한 후 7월에 치스파다나 공화
국을 병합하여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제1차 대불동맹을 와해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탈리아 원정은 프랑스 혁명정부로서 중요한 운명전인 동시에 나폴레옹의 능
력과 비범한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7)
프랑스 정부는 인도항로를 차단하여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이집트 원정을 계획하
였다. 이집트 원정의 총지휘관인 나폴레옹은 3만 8천여 명의 병력을 350척의 함선으
로 1798년 5월 툴롱을 출발하여 7월에 알렉산드리아에 상륙한 후 사막을 통과하여 카
이로를 장악했다. 그러나 프랑스 함대는 아부키르(Aboukir)만 해전에서 영국 넬슨
(Nelson)제독에게 격파 당함으로써 고립되어 귀국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불
동맹군이 선전하자 프랑스 정부는 부르주아 세력과 보수 세력의 협공으로 정치적 혼란
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1799년 10월에 나폴레옹은 부하 400여 명과 함께 귀국토록
하였고, 11월에 프랑스 정부는 나폴레옹과 결탁하여 의회에서 쿠데타를 일으킴으로써
프랑스 혁명기는 막을 내리고, 나폴레옹은 제1통령으로 국정정비에 착수했다.
제1통령이 된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에게 강화조약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나폴레옹은 4만여 명의 병력을 지휘하여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의 피에몽테 주
(州) 알렉산드리아 도시 근교 남동쪽 5km에 위치한 마렝고(Marengo) 평야에서 오스
트리아군 7만여 명과 대치하였다. 1800년 6월 14일 프랑스군은 오스트리아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고전했으나 루이 드제(Louis Desaix)가 지휘하는 예비대의 증원으로 오
스트리아군 약 9,500명의 전x사상자를 발생토록 하였고8), 오스트리아군을 이탈리아에
서 몰아내는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의 승리로 나폴레옹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되
었다. 나폴레옹은 1801년 2월 오스트리아와 뤼네빌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제2차
대불동맹은 사실상 붕괴되었으며, 프랑스는 이탈리아의 치사르피나x리구리아 2공화국
을 보호영토로 만들고, 라인강 좌안과 벨기에x룩셈부르크 등을 할양받아 영토를 확장
시켰다. 또한 1802년에 영국과 아미앵(Amiens) 조약을 맺고, 1804년 5월 황제로 추
대되었다.
나폴레옹이 황제로 취임한 이후 영국은 1804년 2년전에 체결하였던 아미앵 조약을
7) 육군사관학교,『세계전쟁사』(서울 : 황금알, 2007), p.98.
8) 마렝고 전투를 통해서 프랑스군도 약 4,000여 명의 전x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역전을 성공시킨 루리
드제 장군이 전사하였다. 최용성, 앞의 책,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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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하고, 1805년에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과 함께 제3차 대불동맹을 결
성하였다. 이에 나폴레옹은 스페인과 함께 연합함대 33척을 구성하여 트라팔카 앞바다
에서 영국의 넬슨 함대 27척과 싸웠으나 참패를 당하였다.9)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는 8만의 동맹군을 결성하여 아우스텔리츠 부근에서 7만 명의
나폴레옹군과 대치하였다. 1805년 12월 2일 나폴레옹군은 아우스텔리츠 전투에서 상
대군의 중앙을 돌파하여 대승을 거두었으며, 독일로 진출하여 빈을 점령하였다. 1806
년 7월에 나폴레옹은 프랑스와 프로이센 사이에 위치한 신성로마제국 16개 공국을 연
합하여 라인(Rhine)동맹을 결성함으로써 신성로마제국은 사라졌다.10) 이에 프로이센
은 프랑스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 되었으며, 제4차 대불동맹의 계기가 되었다.
라인 동맹의 결성으로 약 20만 여명의 나폴레옹군이 이곳에 배치됨에 따라 프로이
센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하였다. 이에 프로이센은 영국, 러시아, 작센, 스웨덴과
함께 제4차 대불동맹을 결성하고, 라인 동맹지역에서 프랑스군의 철수를 요청하였다.
이의 회답으로 나폴레옹군은 진격을 시작하였으며, 10월 8일에 대불 선전포고를 하였
다. 10월 14일 독일 튀링겐, 예나 및 아우어슈테트에서 벌어진 예나 전투에서 나폴레
옹군은 프리드리히 빌헤름 3세가 이끄는 프로이센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으며11)
프로이센의 모든 영토가 점령당했다.

2) 나폴레옹의 쇠퇴기 작전
나폴레옹의 눈부신 용병술도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했다. 1807년 트라팔가르 해전
(Battle of Trafalgar)에서 승리한 영국군이 그 여세를 몰아 나폴레옹의 지배하에 있는
유럽대륙에 해안봉쇄를 단행하였다. 이에 나폴레옹은 대륙봉쇄로 대응함으로써 영국을
역 봉쇄하고자 했다. 그러나 스페인이 대륙봉쇄령에 응하지 않고 영국과 밀무역을 계
속한 사실이 들어나자 나폴레옹은 스페인 국왕을 폐위하고 자신의 형을 그 자리에 앉
힌 후, 1808년 10만 명의 병력을 파견하여 스페인을 장악하려 했다. 프랑스군과 정면

9) 트라팔카 해전에서 프랑스x스페인 연합함대는 침몰 5척, 포획당한 함선 17척, 전사자 8,000여 명에 달
하였으며, 영국 함대 전사자는 넬슨을 포함하여 1,663명이었다. 위의 책, p.203.
10) 라인 동맹이 결성됨에 따라 가맹국들은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 탈퇴하였고, 신성로마제국 황제 프란
츠 2세가 제위에서 물러났다. 가맹국들은 나폴레옹군이 원정을 할 때 지원군을 제공할 의무를 지니
게 되었다. 위의 책, p.203, 223.
11) 예나 전투결과 프로이센군은 병력 2만5,000명, 포 112문을 잃었으며, 나폴레옹군의 피해는 5,000여
정도로 프랑스군의 완벽한 승리였다. 위의 책,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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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에서 격파당한 스페인군은 게릴라가 되어 프랑스군에 저항하였으며, 부녀자를 포
함한 국민들까지 게릴라전에 참여했다. 결국, 스페인 국민들의 응집력이 나폴레옹의 전
략을 압도한 것이다.12)
나폴레옹의 대륙정책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1810년
말부터 프랑스에 대한 대항적 태도로 일관함에 따라 프랑스는 러시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고, 대륙봉쇄령의 불이행 및 러시아 황제의 여동생에 대한 구혼을 거절한 점
을 구실삼아 45만 명의 대병력을 비스툴라 강선(江線)에 따라 집결하였다. 나폴레옹군
은 1812년 5월 31일부터 기동을 개시하여 6월 22일에 네멘강을 도하함으로써 러시아
원정이 시작되었다. 전쟁에 동원된 러시아군은 22만 여명이었다. 당시 러시아 작전지
역은 나폴레옹군의 전략에 적지 않은 제한사항을 안겨주었다. 대부분이 소수가구가 거
주하는 촌락지역으로 식량의 현지조달이 어렵고, 도섭도하가 불가능한 하천 장애물이
산재해 있었다. 또한 하계에는 혹서로 낙오병과 일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였고,
동계에는 영하 30도에 이르는 혹한을 극복해야만 했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 러시아
군은 정면대결을 회피하고 광활한 지형과 혹한을 이용한‘회피 및 초토화 전략’으로 45
만 대군은 완전하게 소멸된 채 나폴레옹 자신도 거지 모습으로 1812년 12월 18일 파
리로 귀환하였다.13)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한 나폴레옹은 또다시 대병력을 편성하여 연
합군에 대항하였으나 1813년 10월 라이프치히 전투(Battle of Leipzig)에서 패배하였
고, 1814년 3월 30일 파리가 점령당함에 따라 동년 4월 11일에 퇴위하여 엘바 섬으
로 유배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1815년 2월 충직스러운 부하 1,000여 명을 이끌고 엘
바 섬을 탈출하여 황제로 복귀한 다음 6월 워터루 전투에서 연합군에 패배함으로써 세
인트헬레나(St. Helena) 섬에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1821년 5월 5일 위암으로 사망하
였다.14)

Ⅲ. 용병적 차원의 전략 평가
나폴레옹 전쟁사에 대한 연구는 용병적 차원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그 이유
는 나폴레옹 전성기에서 이룩한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그의 용병술에 기인하고 있기
12) 박창희, 『군사전략론』(서울 : 플레닛미디어, 2013), pp.80-81.
13) 온창일, 『전략론』(파주 : 집문당, 2004), pp.26-27..
14) 육군사관학교, 앞의 책, pp.1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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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15) 그가 수행한 대부분의 작전계획과 전투지휘를 분석해 보면 전쟁의 원칙에
부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폴레옹이 전쟁원칙과 같은 군사이론이나 교리를 무시
하고 경험주의적 시각으로 전쟁을 지휘했다면 전성기에 이루어 놓은 연전연승의 영광
은 없었을 것이다.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 병의 원인과 치료를 위한 제반연구를 등
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병을 치유하기 위해 처음부터 경험에 의한 치료나 임상실험
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듯이,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전쟁을 한 지휘관의 직
관력에 의지할 수는 없다. 또한 그는 전쟁기술에 있어 이론이 존재하고 문장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시간이 있다면 전쟁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16)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나폴레옹
은 당대의 군사이론가인 클라우제비츠나 조미니 등과 같이 전쟁원칙 등 군사이론이나
교리를 글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군사이론을 나름대로 정립한 가운데 전쟁원칙에 부합
된 지휘를 수행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나폴레옹이 수행한 전쟁에서 용병적 차원의 전
략적 특징은 관련된 전사자료에 명확히 분석해 놓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전쟁원칙 측
면과 전략x전술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1. 전쟁원칙 측면
나폴레옹 시대의 전쟁은 왕조 간의 사소한 싸움이 아니며, 개별국가의 운명을 거는
국민들 간의 싸움이었다. 프랑스 대혁명에 의한 민주주의 사상과 나폴레옹의 군사적
천재성이 합치됨으로써 섬멸전 수행에 필요한 전쟁원칙이 구사되었다.
첫째, 기동의 원칙이다. 당시 대부분 군대들은 전투수행에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함
께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기송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병력의 1/3이상
이 치중물자를 운반하는 전투근무지원부대로 운용되었다. 그러나 나폴레옹군은 현지조
달 군수제도를 통한 전투부대의 경량화로 기동속도를

17)향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분당

70보의 보행속도를 유지했던 주변국가와는 달리 분당 120보를 유지함으로써 기동속도
를 크게 향상시켰다.18)
15)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도 전략을 “전쟁의 목적달성을 위해 전투를 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은 나폴레옹의 전략이 용병적 차원에서 구사되었음을 입증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클라우
제비츠 저, 김만수 역, 『전쟁론』(서울 : 갈무리, 2006), p.277.
16) 육군사관학교, 앞의 책, p.137.
17) 박창희, 앞의 책, p.77.
18) 육군사관학교, 앞의 책,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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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목표의 원칙이다. 나폴레옹이 지휘하는 야전군은 하나의 공통된 동일목표에 모
든 역량을 집중시켰다. 나폴레옹 시대 이전 절대왕정 간의 전쟁은 군주 개인의 사소한
이익달성을 위한 소규모 전쟁이었다. 규모가 큰 전쟁의 경우에도 적 주력 격멸보다는
주로 영토획득에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제한전쟁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나폴레옹 시
대에는 프랑스 대혁명 사상에 입각한 징병제에 의한 대규모 군대편성과 함께 전쟁양상
도 변화되었으며, 전쟁목표 역시 적 야전군의 주력을 격멸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추
구했다. 즉, 나폴레옹 시대를 맞이하여 섬멸전 양상이 부활된 것이다.
셋째, 집중의 원칙이다. 나폴레옹은 결정적 시간과 장소에 전투력을 집중함으로써 상
대적 우세를 취하여 적을 압도하였다. 이러한 전투력의 집중은 신속한 기동을 통해 가
능했다. 또는 내선에 위치하여 적을 둘로 분리시킨 후 한쪽은 견제를 다른 한쪽은 전
투력의 집중하여 공격함으로써 적을 격멸한 후 견제했던 쪽에 다시 전투력을 집중하여
승리를 쟁취하였다.
넷째, 방호의 원칙이다. 나폴레옹은 방호에 취약한 적의 병참선을 결정적 지점으로
선택하여 결전을 추구하였다. 반면에 자신의 병참선 방호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현지조
달 군수제도를 통해 창고제도 방호의 취약점을 다소 해결하였다.
나폴레옹은 이상과 같은 전쟁원칙을 그 당시 상황에 맞도록 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전쟁원칙은 경험주의적 접근방법으로 과거의 전례를 분석하
여 공통된 요소를 도출하는 것으로 군사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19) 이러한 측면에
서 나폴레옹의 용병술은 오늘날 군사이론 정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 전략x전술적 측면
나폴레옹이 구사한 전략x전술은 앞에서 제시한 전쟁원칙을 적용하여 실행한 용병술
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대표적인 용병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폴레옹은 산병전술과 밀집대형을 시의 적절하게 배합하였다. 그는 결전에 앞
서서는 산개대형으로 전진시킴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주목표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적을 분산시켰고, 유리한 기회가 포착될 경우 종대대형으로 적의 중앙을 돌파하여 양
분시킨 후 적의 분산을 강요하여 각개격파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나폴레옹
은 산병전술에 의해 사격효과를 증대시키면서 결정적 기회 포착 시 밀집종대의 충격효
19) 박휘락, 『전쟁,전략,군사입문』(파주 : 법문사, 2005), pp.44-45.

- 136 - 136 -

<나폴레옹 전쟁수행의 전략적 평가>

과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20) 이는‘분산’과‘집중’이라는 전쟁원칙의 이점을 최대한 활
용하기 위한 용병술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나폴레옹은 독립전투능력을 갖추는 사단편제를 만들어 보병과 포병 그리고 기
병이 각자 전투임무를 수행한 가운데 협동하는 소위‘제병협동전투’를 구사했다. 특히
그는 포병장교 출신답게 대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비록 마필이 끄는 견인포였지
만“만일 대포가 없었다면 나폴레옹은 군사적 천재로서 명성을 얻지 못했을지도 모른
다”고 할 정도로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는데 포병화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다.21) 특
히 공격준비사격에는 포병을 오히려 보병보다 전진 배치하여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공
격준비사격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병은 포병을 추월하여 공격하는 병과별 협동작전의
모습을 보였다.
셋째,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은 전술적 배후 기
동으로 적의 측면이나 배후에 주력을 기동시켜 기습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전술적 배
후기동은 나폴레옹 전쟁수행을 승리로 이끌었던 가장 핵심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적의 주력을 격멸시키기 위해 정면공격을 감행한다면 아군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감
수해야 한다는 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진리이다. 따라서 적의 취약점을
찾아야 하는데, 나폴레옹은 적의 측x후방에 주력을 지향시키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 전술교리의 근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적의 병참선을 차단함
으로써 적의 전쟁 지속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넷째, 나폴레옹은 기회가 포착되면 과감한 추격을 통해서 적으로 하여금 재편성 시
간을 주지 않고 적을 섬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나폴레옹의 전술x전략은 18세기에 일
반화되었던 제한전쟁과는 다른 것으로, 섬멸전 양상이 태동하도록 만드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22)
다섯째, 나폴레옹은 부대 간 연락선 유지를 중요시하였다. 부대 간 연락선을 확보함
으로써 결정적 시간과 장소에 전투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당시는 오늘날과 같이 전
신, 전화 등 다양한 통신망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령을 운용하여 각 방면으로
집결신호를 보냈다. 또한

부대배치 및 운용 시 전령운용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

요되거나 병력의 전환이 곤란할 정도로 원거리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
은 나폴레옹이 결정적 전투를 위한 병력집중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20) 김용현, 『군사학개론』(서울 : 백산출판사, 2005), p.323.
21) 김재철x김재홍, 『무기체계의 이해』(조선대학교 출판부, 2012), p.109.
22) 박창희, 앞의 책,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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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여섯째, 나폴레옹 전투수행방식의 대부분은 내선작전(內線作戰)23)의 이점을 구사한
점이다. 이는 집중의 원칙을 활용한 방법이다. 나폴레옹은 적의 측면이나 배후로 우회
기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정된 지역에서 순수 방어형태를 취하면서 내선의 이점을
이용한 공세작전을 선택하였다. 나폴레옹의 내선작전은 외선에 위치한 적을 분산시킨
다음 한쪽의 적은 소수의 병력으로 견제하고, 다수의 병력으로 다른 한쪽에 집중하여
먼저 격파한 후 견제하고 있던 적 병력을 격파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내선작
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에 전투력을 전환하여 집중하는 능력
을 갖추는 것인데, 나폴레옹군이 갖춘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된다.

Ⅳ. 군수x기술x사회적 차원의 전략 평가
1. 군수적 차원
마이클 하워드가 제기한 전력의 두 번째 차원인 군수적 차원이 나폴레옹 전쟁에
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마이클 하워드는 “전략의 잊어
버린 차원(The Forgotten Dimensions of Strategy)”라는 글에서 미국의 남북전쟁
에서 북군이 승리한 요인은 인력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북군의 군수적 차원의
전략에 있다고 주장하였다.24)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리 용병술이 뛰어나더라도
군수능력이 부족할 경우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폴레
옹 전쟁시대의 군수적 차원 전략이 어떻게 작용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의 군대의 규모와 동원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군수능력이
전쟁의 승패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 혁명정부는 1973년 8월에 국민총동원령이

23) 내선작전이란 수개의 외부방향에서 구심점으로 아군을 향하여 작전을 실시하는 적에 대하여 아군
의 보급 병참선을 내부에 두고 실시하는 작전으로 전체의 힘을 결합하여 공격해오는 적에 대해 축
차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적을 시차를 두고 각개격파할 수 있는 이점을 이용한다. 이준철,『무사와
디지털』(서울 : 북랜드, 2001), p.53.
24) Michael Howard, "The Forgotten Dimensions of Strategy", George Edward Thibault, ed.,
Dimensions of Military Strategy, p.29. 박창희, 앞의 책, p.12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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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는 강제징병제로 전환함으로써 군대의 규모를 30만에서 75만으로
증강시킬 수 있었다. 당시는 병력의 숫자가 너무 많으면 군수적 뒷받침이 어렵
고, 통제가 어려워 작전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규모로 동원된 병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은 사단편제로
병력을 조직화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토록 하였다. 특히 참모제도를 통해서 대
규모 부대의 체계적 관리를 정착시킬 수 있게 되었다. 대규모 병력에 필요한 물자의
동원은 혁명정신에 입각하여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문제는 보급체계가 그 규모를 따
라가지 못했다. 이런 점이 나폴레옹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또한 나폴레옹은 보급문제를 해결하고 행군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조림을 활용하기도
하였으나, 현지조달이라는 제도를 선택했다.25)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보급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했던 지휘관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그는 자신의
병참선은 보호하되 상대 적국의 병참선을 차단함으로써 적의 전의를 겪고자 노력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은 기존의 용병적 차원의 전략이 군수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대규모의 연합군을 형성하여 러시아를 침공한 그는 러시아의 회
피전략과 초토화 전술에 의해 혹한을 극복하지 못한 채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참패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한마디로 러시아가 강요한 군수적 차원의 전략이 나폴레옹의
용병적 차원의 전략을 압도한 것이다.26)
이상과 같은 내용을 분석해 볼 때, 나폴레옹은 인적x물적 동원능력을 통해 상대의
용병술을 압도하는 군수적 차원의 전략보다는 효율적인 용병술에 접합한 군수제도를
선택한 것이다. 즉, 군수제도는 용병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마이클 하워드
가 말한 군수적 차원의 전략은 나폴레옹이 선택한 군수제도와는 다르다. 비록 나폴레
옹 시대의 프랑스군은 징병제로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었더라도 대불동맹군 역시 대규
모의 병력을 동원하였으므로 숫적인 우세를 달성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폴레옹은
대부분 전투에서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적과 싸워 이기는 용병술을 사용한 점과 현
지조달이라는 보급제도를 통해서 대규모 병력에 대한 보급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결국, 군수적 차원의 전략은 장기 지구전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는 바, 지구전
개념이 아닌 단기 섬멸전을 추구했던 나폴레옹 전쟁에서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은

25) 정명복, 『무기와 전쟁 이야기』(파주 : 집문당, 2012), p.144.
26) 온창일, 앞의 책, p.28 ; 박창희, 앞의 책,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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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된다.

2. 기술적 차원
총을 든 사람과 칼을 든 사람 간의 결투를 상상해 보면, 기술적 차원의 전략이 전쟁
의 승리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부터
인류는 무기를 발전시켜 왔다. 화약의 발명은 이러한 무기체계 발전에 획기적인 사건
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현대전쟁에서 무기체계의 경쟁은 기술적 차원의 전략을 실천
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인류가 기술적 차원의 전략으로 용병적 차원의 전
략을 압도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쟁의 역사 가운데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나폴레옹 시대의 기술적 차원 전략을 살
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나폴레옹 시대에는 라이플이 고안되었던 것 이외에는 무기체
계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라이플은 조작시간이 오래 걸려서 전쟁의 승패를 가름
하는 수단이 되지는 못했다. 특히 나폴레옹 시대에는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대부
분 국가들의 무기체계 및 성능은 대등하였다. 또한 유럽에서 무기체계의 기술적 혁신
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나폴레옹 전쟁시대가 끝난 19세기 후반부터였다. 예를 들
면 프로이센군은 보오전쟁 시에는 후장총이 개발하여 사격속도를 증가시켰으며, 보불
전쟁 시에는 후장포가 개발하여 프랑스군을 화력 면에서 압도하였다.
따라서 나폴레옹 전쟁시대에는 기술적 차원의 전략이 주목을 받지 목한 것으로 평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기체계가 쌍방 간 대등했던 상황 하에서 나폴레옹
은 속도가 느리고 기능이 조잡했던 소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투대형을
개발하고, 훈련을 통해서 화력을 발전시키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다. 즉, 기술적 차원의
전략을 용병적 차원의 전략으로 보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나폴레옹이 용병술
에 가장 독창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대포의 활용법이었다. 그는 포병을 연대급으로 재
조직했고, 말을 이용해 포병의 기동성을 증가시켰으며, 보병 종대가 진격하기 전에 적
의 방어전열에 집중적으로 포탄을 퍼부었다.27)
27) 당시 대포는 전장식이었으며, 조악한 화약으로 발사되었고, 포격은 빠르지도 정확하지도 않았다.
1분에 2회 발사가 가능했다. 버너드 몽고메리 저, 송영조 역, 『전쟁의 역사Ⅱ』(서울 : 책세상,
1996), pp.54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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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차원
1) 프랑스 국민군의 애국심
나폴레옹이 수행한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차원의 전략은 프랑스 대혁명의 영
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근대사의 대변혁인 프랑스 대혁명은 낡은 사회제도를 무
너뜨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국가를 탄생시켰다. 1648년 30년 전쟁의 산물인 웨
스트팔리아 조약 이후 서양의 대부분 국가들은 절대왕정 체제 하 국가의 주권을 유지
하였다. 절대왕정 국가의 주인은 국왕으로 전쟁은 국왕의 이익수호를 위한 수단이 되
었다. 이러한 절대왕정 체제 하에서는 국민의 주권이 보호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따
라서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의 절대왕정을 근대국가로 단정하기란 어려운 측
면이 있다.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주권이 모두 확보된 프랑스 대혁명 이후를 진정한
근대국가의 탄생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프랑스는 혁명으로 민권의식이 높아지고 정치제도가 공화제로 바뀜에 따라 국민 스
스로가 국가를 보위해야 한다는 애국사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전쟁의 성격도
군주 대 군주의 전쟁이 아닌 국민 대 국민의 투쟁으로 민족생존의 수단이 되었다. 결
국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사건으로 사회적 차원의 전략이 군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용병제가 폐지되고 징병제에 의한 국민군이 조직되어 대규모의 군
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전쟁은 국민들 간의 생사를 건 투쟁으로 변하여 강
력한 적개심과 증오감이 전쟁의 분위기를 휩쓸었다. 애국심에 바탕을 둔 강력한 전쟁
의지를 표출하는 분위기는 무제한의 폭력행사와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노력의 한계 역
시 무제한적으로 발휘됨으로써 절대전쟁 개념 하에서 공세적 섬멸전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28)
전쟁의 정치x사회적 특성을 논한 클라우제비츠의『전쟁론』제1편 전쟁의 본질에서
절대전쟁의 3가지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나폴레옹 전쟁을 참가하
고 지켜본 프로이센 장군으로서 전쟁론의 상당 부분이 나폴레옹 전쟁으로부터 얻은 결
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쟁론에서 현실전쟁으로 가는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국민의 감성’과‘정부의 이성’그리고‘군대의 우연성과 개연성’등 삼위일체를 언
급한다. 여기서‘국민의 감성’은 절대전쟁의 요인으로 이는 프랑스의 국민적 열기를 보
28) 이강언 외, 『신편군사학개론』(서울 : 양서각, 2007), p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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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쓴 글이라고 생각된다. 프랑스군의 애국심을 시험하는 최초의 전투는 1792년 발
미전투(Battle of Valmy, 1792)였다. 발미전투에서 프랑스군은 군사훈련을 별로 받지
못한 채 정예부대인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연합군과 싸웠는데 승리를 차지했다. 발미
전투에서 프랑스 시민군은 전통적 밀집대형을 갖추고 질서정연하게 접근해오는 프로이
센군에게 정확한 사격과 집중사격을 퍼부어 프레드릭 대왕의 정예부대를 격퇴시킨 것
이다.29) 발미전투의 승리로 프랑스는 징병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나폴레옹 전쟁
기간 중 대부분 전투에서 프랑스가 승리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스페인 국민들의 저항정신
나폴레옹의 스페인 원정은 영국이 나폴레옹의 지배하에 있는 유럽대륙에 대한 경제
적 압박을 위해 해안봉쇄를 단행함으로써 발단이 되기 시작했다. 나폴레옹은 영국의
해안봉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륙봉쇄를 단행했다. 그런데 스페인은 이에 동참하지
않고 영국과 비밀로 무역을 계속하였다. 이에 1808년 10만의 병력으로 스페인 장악을
시도 했다. 스페인을 점령한 프랑스는 스페인 왕을 퇴위시키고 나폴레옹 형인 조셉을
스페인 왕으로 봉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차원의 전략의 발효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즉,
스페인 국왕을 폐위하고 나폴레옹의 형을 국왕으로 임명한 사실에 스페인 국민들의 강
력한 저항의식이 발생한 것이다. 프랑스군의 군사력에 의해 격파당한 스페인은 국민

전체가 게릴라전에 참여하여 저항하였다.30)
결국, 사회적 차원에서 스페인 국민들의 응집력이 나폴레옹의 용병적 차원의 전
략을 압도한 것이다.

Ⅳ. 결 론
전쟁사적 측면에서 나폴레옹시대의 전쟁은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 왔다.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으로 징병제에 의한 국민군을 탄생했으며, 전쟁을 위해서 국가의 자
원을 동원할 수 있는 총력전 양상이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나폴레옹은 과거
29) 김희상, 앞의 책, pp.249-250.
30) 박창희, 앞의 책,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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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한전쟁 양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섬멸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략의 유
용성을 입증시켰다.
나폴레옹 전쟁시대의 전략을 마이클 하워드가 제시한 4가지 차원에서 평가해 볼
때, 용병적 차원의 전략에 집중해온 점은 타당성이 인정되나, 당시에도 군수적x기
술적x사회적 차원의 전략에 의해 승패를 좌우했음을 알 수 있다.
나폴레옹의 용병술은 오늘날까지 전쟁원칙을 설명하는 사례로 흔히 사용되고 있
다. 그가 보여준 용병적 차원의 전략은 군사적 천재로 평가할 만 했다. 이는 클라
우제비츠가 쓴 전쟁론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군수적 차원의 전략을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군
수적 차원의 전략은 용병적 차원의 전략수행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부대를 전장에 투입하면서 현지조달 보급제도를 활용했지만 결국
러시아 원정에서 러시아의 군수적 차원의 전략에 의해 패배하였다.
기술적 차원의 전략은 나폴레옹군이나 대불동맹군이 대등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단지 나폴레옹은 탁월한 용
병술과 훈련으로 무기체계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다.
사회적 차원의 전략은 전쟁의 승리와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무엇보다도
프랑스 대혁명의 혁명정신은 나폴레옹이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를 차지하게 된
밑거름이 아닐 수 없다. 프랑스의 국민군은 과거의 용병제에 의해서 조직된 군대
와는 달리 정열적인 애국심을 발휘했다. 그러나 스페인 국민들의 저항의식으로 프
랑스는 스페인 원정을 실패하였다. 수적인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더라도 실패
한 전쟁사례들은 대부분 사회적 차원의 전략을 간과한 탓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무형전력의 중요성을 입증한 것이다.
결국 오늘날 군사전략은 용병적 차원이 중요한 위치를 점유한 가운데, 국가전략
차원에서 사회적x군수적x기술적 차원의 전략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탁월한 용병술을 지닌 군대라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가 없거나 낙후된 무기 및 군
수물자가 전쟁의 지속력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는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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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ic assessment of war performance of Napoleon
-Focusing on strategic, munitions, technical and social levelKim, Jae-Chul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wars carried out by Napoleon from the
4-level strategy suggested by Michael Howard.
Firstly, Napoleon achieved numerical superiority at the definitive time and place
by means of mobility principle and concentration principle, and verified the
important of strategy in terms of tactic level such as blocking of the line of
communication of the enemy and tracking.
Secondly, it is assessed that Napoleon was negligent in munitions strategy.
While he input large-scale troops in the war field and used‘local procurement and
supply system’, he was defeated by the munitions strategy of the Russian troops
during his expedition to Russia.
Thirdly, as for technical strategy, as the level of weapons in those times was
similar, it did not play a definitive role in the victory or defeat of the war.
Napoleon could exert the performance of weapons system to the full extent by
his outstanding manipulation of troops and training.
Fourthly, social level strategy became a cause of victory or defeat of war. The
revolutionary spirit of the French Revolution became the foundation of the victory
of most wars by Napoleon. But, due to the resistant spirit of Spanish people,
France failed in the Spanish expedition.
In conclusion, today’s military strategy must consider tactic level and social,
munitions and technical strategies.
Key words : Napoleon war, French Revolution, nation army, strategy,
exterminatory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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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naissance of a Multipolar Order: The
BRICS and its Social Political Interactions
André S. Siffert1 2

Abstract
Global governance has going thru a fast transformation because of the collisions on the
2008 global economic crisis and the decrease of the American unilateral guidance. Thus,
deduce the effectiveness of a multipolar order renaissance or the failure of its outcome
becomes a challenge for scholars and studen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deed, the
global interdependence level has increased, which advocates accurate answers to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To answer this problem, developing nation-states initiate their
strategic partnership that ought to strength cooperation within the South Hemisphere. The
article focuses on main aspects of multipolarity and presents an answer to the challenge of
the current global governance. The paper also examines the BRICS roles in diffusing a
new constructive approach as its social political interactions modify old dogmas. The last
part of the article analyses the BRICS: economic and political capacities and enlighten
China’s role into the contemporary order.

Keywords
Multipolarity, BRICS, Chinese leadership, social interaction, globalization

1

Corresponding author:
Andre S. Siffert is a PhD candidate at Jilin University, Changchun, Jilin, 130012, China
Email:andressiffert@gmail.com
2
Acknowledgements:
I am thankful for the supportive comments and critical review during the craft of this article; I appreciate the
attention of Jilin University’s colleagues, particularly to Rodrigo Rosa Rodrigues and Myungsik Ham.

- 147 -

Jilin University

André Santos Siffert

Introduction
In the 21st century,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demonstrates its tendency
towards the renaissance of multipolarity order. As China rises, it promotes the formulation
of BRICS as a new strategic alliance that foresees the refurbishments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promotion of an unique integration of politics and economic features
between nation-states. Indeed, social interactions add an extra ingredient modifying the
decision-making dynamics including how to infer and apply a political ideology and,
mostly for many developing nation-states, anticipate the inevitability to venture a new
political dogma. The ideological onslaught against the welfare state has made many
governments unable to respond to the domestic needs of a more integrated economy. 1 Thus,
it is worthwhile recognizing that the rapidly exchange of information maximizes the
perceptions and the misperceptions of how nation-states’ social interactions evolved
because in many cases political ideologies are created to protect a certain political cluster
at the disbursement of a less fortunate one.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Soviet Union’s breakdown, the USA has shrunk
considerably its globally leadership because of the 2003 misleading military/political
actions in Iraq combined with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nevertheless, a political
vacuum opened creating uncertainty into the global governance. Providentially, as China
enhances its political aspirations then it naturally begins to enclose the American political
gaps by creating a new pivotal strategy, unlocked because of the American’s weaker global
leadership. It becomes a trend as falling costs are increasing the thickness and complexity
of global networks of interdependence; thus reduce the extent of American dominance.2
Furthermore, the current scenarios propose that the USA is adjusting its own political
toughness by diplomatically engaging with actors and non-actors towards a benign global
agenda. Consequently, a Democratic Party lead USA cannot solely make a political
assessment without involving other nation states, which somehow overshadow the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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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se conditions, there is an observable gateway that the global governance
is going towards of a multipolar order leaded by China and tagged along by other emerging
nation-states, specifically by the BRICS members. It is too earlier to conclude whether the
BRICS will be a successful political platform modifying global political interfaces;
however, it is imperative to evaluate how its political actions have been progressing. This
article proposes the following questions to better comprehend the Chinese leadership over
the BRICS in reshaping the global governance dynamics. (1) What kind of social
interaction roles are provided by the BRICS to the international order? Do they foster a
new political ideology against Western values, if so is it effectively? (2) Despites its long
term commitments, why there is not an officially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BRICS?
What procedures are indispensable to improve the BRICS politic economic influence? (3)
Is China the strongest advocator of the BRICS as a platform of strategic alliance? How its
political leadership affects the other BRICS member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BRICS have benefited from the actual economical
liberal order by targeting economic sustainability because the BRICS’s association main
purpose is to constructively sponsor a platform that assures its own norms and values
towards the South-South cooperation against the Western norms. Critically, the founding
of the BRICS: New Development Bank encourages a substitutive political venue that
lessens their dependency of Western’s institutions. Therefore, there is a clear gap for a
broad-based Southern-led monetary fund, that can be led by the BRICS, and that builds on
the experience of, and complements, existing regional Southern institutions.3 Furthermore,
the BRICS’s ideology fortifies a multilateral dialog towards its own agenda, which
conclusively divests the Western’s predominance. Instead of debating if the BRICS is
crafting a rebalancing strategy, it becomes inspiring that the BRICS are reshaping the
global governance dynamics by reversely utilizing Western strategies, which promotes a
better involvement of the BRICS’s social persuasion on the global finance design. The
rising powers are therefore fostering a hybrid order, characterized by a deepening of
transnational integration, but with an erosion of global governance’s most liberal
principles.4 With this in mind, the BRICS don’t necessary cultivate the construction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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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trade agreement among its members. That’s due to their respectively industrial sector
which have a state-owned predisposition capacity with market specialization inclination,
then trade liberalization doesn’t necessary promotes better domestic economic conditions.
Consequently, if the alternative of trade liberalization is not a possible outcome then the
BRICS ought to implement the swap of technology and outsourcing capabilities so all the
nation-states in the consortium ought to fully develop.
All things considered, it is comprehensible that China in the last decade has been
functioning intensively to thrive as a global influential leader; therefore, the political
consequences are confined with the Chinese government commitments and plans that
focus on improving the Chinese domestic conditions and internationally incorporates key
nation-states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hich somehow reshapes the currently
global governance dynamics. BRICS allegedly seeks to reform rather than overturn the
global order; they want to reform it against rather than with the West. 5 China is the
strongest advocator of the BRICS as a platform of strategic alliance because China
imperceptible manages the BRICS’s dependency on the Chinese import demand and
together they share a negative image of the current global governance. China is the largest
importer of BRICS, respectively commodities and services; therefore, the BRICS utilizes a
mechanism that permits China to be the leader of the cluster because as China rises, the
other BRICS’s members benefits from the economic incentives that naturally integrates the
endorsement of Chinese trends and the political ideology of non-interference on their own
domestic affairs as well as synthetically improve their social interaction internationally.
The Chinese leadership affects the other BRICS members because of the mutualism
symbiosis relationship among the members, which means as China benefits from its global
leadership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remained members benefit as well; thus the
BRICS increases its capabilities because of a chain reaction leaded by Chinese leadership’s
ambitions.
This article consists of four segments. The first presents an overview of previous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system specifically covering the concepts of
polarity. The second presents a constructivist overview of how the BRICS function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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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provides an assessment of the BRICS: economic and political capacities. In the fourth
segment is an overview about the China’s ambitions and how the global governance has
been evolved by the Chinese’s political approaches. The article concludes with the
interpretation concerning the BRICS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Previous Studies on Polarity: BRICS Multipolarity Ambitions
In the ancient time nation-states were shaped with a hoping aspiration to embrace
power and expand its territories, which created an outlook of politics as form of an
imperial system. Perhaps, most political leadership decisions were based as Niccolò
Machiavelli propose: “there are three types of minds: capable of thinking for itself, capable
of understanding the thinking of others, and capable of neither.” Moreover, throughout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feudal system arrived, whereas humans were
committed to a local aristocrat and pledge reverence to a bishop or other figure of
enlightenment that divided them the light from the darkness. Along this political
configuration several conflicts happened as the human being nature has been described as
belligerent, gluttonous and intolerant. Merely in 1648, the Peace of Westphalia promoted
the classical system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modern sovereign state composed of
numerous sovereign states considered as legally equal and who accepted the unlimited
right to wage war, to enforce claims and protect national interests. 6 Throughout global
crisis, wars and intra nation’s back-and-forth relations, the USA has become the solely
global leader of the contemporary times. Then, to understand the contemporary study of
the international system configuration, three historical events alter the global governance
dynamics: the WWI/II, the Cold War influences and the Post-Cold War ideologies. For this
reaso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crafted theories and assumptions predominantly
leaded by Western philosophers and scholars that in one way or another sponsors the
global transmission of American political principles.
Precisely because the social world is one of conflict and because national history
had entailed civil and foreign wars, the quest for certainty, the desire to find a sure way of

- 151 -

Jilin University

André Santos Siffert

avoiding fiascoes and traumas, was even more burning in the realm of the social sciences.7
For this reason, as far as to support a coherent understanding of this pattern, the realist
school of thought predominance explains the interactions among nation-states by
emphasizing on the risks of conflicts, when nation-states persuade their actions towards
achieving

their own national interest. Additionally, the most considerable realist

theoretical assumptions covered the explanations that the international system has an
anarchical condition, as nation-states are the most important actors and they are unitary
rational actors that center their capacities in surviving.8 Furthermore, for many generations
the concepts of international politics have propagates the importance of anarchical
condition because nation-states have the tendency to use coerciveness to achieve its
political targets. Nonetheless, Alexander Wendt argues that there is no “logical” of anarchy
from the practices that create and instantiate one structure of identities and interest rather
than another; structure has no existence or causal powers apart from process.

9

Consequently, as the political configuration of BRICS begins to gain a more solid structure,
how would one elucidate the social construction guidance of China leadership through the
BRICS? From this sensitivity, we can draw two assumptions: 1) following the realist
explanations brings us to the context that we ought to prepare ourselves to face another
world war because China and the BRICS challenge the entire global governance stability;
2) if the BRICS is a social construction, it cultivates a new political dogma that doesn’t
accurately pursue these lines of thoughts, moreover, purely stretch-out the adjustment of
vertical political decision towards the horizontal level.
By doing this political approach, it empowers the norm that other developing
nation-states will have a stronger contribution into the global governance; as an alternative
of the developed nation-state predominance in political guidance. In the same way, we
have endorsed the notion of anarchy not so well understood as is commonly implied. It
suggests that an emphasis on the assumption of anarchy can be misleading and may have
heuristic disadvantages.10 With this in mind, the same realist school shields its core values
that global governance ought to be understood by the effectiveness management of polarity.
By the definition of most English dictionaries, polarity represents powers in opposite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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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the condition of having poles (+/-). Additionally, it has been proposed that if the USA
can handle the movement of polarities then perhaps our international order would have a
positive gain for the ones that follow the American cluster and negative gains for the one
that denies the authority of the same cluster. Thus, if this ideology in the years ahead
continues to manage global governance its policies will provide an insufficient answer to
the moral questions that compel us to look at what world government is. 11 To put it
differently, the end of Cold War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many nation-states in the
semi-periphery to tag along with the USA political ideologies. Thus, it is comprehensible
that the USA made possible for several nation-states to politically progress their own
respectively economy features; however, this evolution have an ostensible level, when
considering the unstable domestic conditions of the same nation-states that followed the
American doctrines for years; identically, it shows evidences that the semi-periphery has
seemed to alter its strategy since the onset of neoliberal globalization from being one that
has contended the character of the world order to one that context it.12
Explaining the international-systemic approaches embodies who would exercise,
hold and maintain power in the global governance. Therefore, the previous studies imply
that from the end the WWII aftermath, the world turned to be bipolar with the
categorization of political struggle between the USA and the Soviet Union. In particular,
Kenneth Waltz, one of the most influential scholar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omotes the thought that a bipolar system is more stable because of an enhanced
distribution of power. Furthermore, he claimed that when the number of poles increase
then uncertainty also increases because it is harder to anticipate how nation-states
maneuvered. Similarly, Waltz also envisioned bipolarity system without peripheries,
whereas the lonely super powers would race to attain the control of more territories,
fulfilling the possibility to provoke a political crisis. 13 Nonetheless, when nations in
different blocs share at least some common goals, one can expect friendly links to develop
between them, drawing their blocs closer together and, thereby, reducing the probability of
war between those blocs.14 With this intention, a spillover was supposed to do more than
create additional technical tasks; it was supposed to change attitude and identity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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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15 At the same time,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the likelihood of a
bipolar system to return becomes relatively impracticable because China and the BRICS
don’t have the resources to pursue Cold War ideologies that would re-divided the world
like the NATO and Warsaw Pact. As an alternative, China advances its national interest by
maximizing social diplomatically interactions among the members of our global society by
neglecting old politic dogmas and divesting the Chinese long-term vision that promote the
partnership of multiple nation-states in rising other values that supposedly would develop
our global governance. In this case, the USA will continue to have strong political
authority; however, it will be impossible to take unilateral verdicts or even disregard other
nation-states prospect when dealing with international problems. Besides, it is remarkable
that China’s leadership with the BRICS highlights the deeper involvement, strengthening
the claims of a multipolar order without the subordination of any nation-states.
Simultaneously, the USA, Europe, China, and the BRICS main challenge is to rediscover a
better international political composition that essentially mediates North-South cooperation
to an institution that promotes equal partnership with all countries as a way to deal with
development issues and to overcome an outdated donor-recipient dichotomy.16 If not,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would be restricted in the areas of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out accurately promoting the answer to the contemporary global
concerns.
All things considered, the end of the Cold War symbolizes that the bipolar system
is an outdated generalization. As the Soviet Union bloc collapsed, leaded at the Mikhail
Gorbachev, it finally endorsed the American democratic triumph, which promotes the
liberal capitalist models. The bad news is that extending the democratic zone will not lead
to a perpetual peace among nations.17 Indeed, during the Cold War period th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blocs modified the world political situation: positively because of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cluding the space competition and socially the lift
consciousness of the civil rights movements; negatively because in most state of affairs,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flame arms races, nuclear deterrence and the policy of
containment that distressed multiple neighboring provinces to embark on proxy w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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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having a lucid political ideology that truly represents their own national interest.
The consideration of a bipolar distribution of power that is, a system characterized by two
approximately equally powerful states, each of which is considerably more powerful than
any remaining state in the international system.18 For that reason, multiple international
social tribulations counting the Korean Peninsula separation and the Middle East volatility
are outcomes from the ineffectively political conditions of the USA and former Soviet
Union. As it mentioned earlier, the disintegration of the Soviet Union represents to the
USA the aptitude to be the exclusively nation-state talented to take steps as a global leader
from the west to the east. Consequently, the American combination of military strength,
economic growth, and political dominance promoted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that benefits the American’s circle of influence including its multinational
corporation and allies, as well as portrayed the dollarization construction and the political
legacy of i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he World Bank.
Expressively, Robert Gilpin argues that once an equilibrium between the costs and
benefits of further change and expansion is reached, the tendency are for the economic
costs of maintaining the status quo to rise faster than the economic capacity to support the
status quo.19 In other words, unipolarity denotes that one nation-state has the qualifications
to influence the whole international system, without having any counterbalance to its
political actions. Furthermore, this is the clear diagram of how the USA for about 20 years
enjoyed the privileges by holding its honored status quo. The hegemony of a dominant
class thus bridge the conventional categories of state and civil society, categories which
retained a certain analytical usefulness but ceased to correspond to separable entities in
reality.20 Perhaps, this explains why Gilpin also promoted the inspiration that an update of
the status quo, for instance the decline of the USA projection, represents to the
international system a possibility of political threats because the international order will
suffer from instability. Although this might be true, it seems that the struggles for
recognition are intentional, and there is nothing in the logic of anarchy that forces them to
go in one direction or another at any given moment. Anarchy is (still) what stat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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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actors) make of it, and so they are still responsible for the quality of life in world
politics.21 Furthermore, it gives the impression that Duncan Snidal argument, confirmed
the prediction that when a hegemonic power is in decline, there will be collective actions
of nation-states for cooperation to avoid the collapse.22
Under these consequences, for scholars and studen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urrently politic scenario is a fascinate outcome to test either if previous theories are
effective or not, as we comprehend that the USA is in declining of its own global
governance; and all of suddenly, the American leaders including President Barack Obama,
Vice-President Joseph Biden and Hillary Clinton instigate the promotion of an open
international dialog of cooperation that somehow is an enthusiastic prospect for China and
other international political player to be more influential. Alternatively, it is obvious that
many nation-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are enjoying the possibility to be more
spirited and for the first time, they are able to advocate a more reputable bargaining level
towards their own interest. At the same time, the global governance requests the active
voices of other international members to avoid previous mistakes that institutions have the
minimal influence on state behavior, and thus hold little promise for promoting stability in
the post-Cold War world.23 Even though, China’s actions up until the moment has not
provide any evidence of coerciveness and is accurate that China has strongly benefit from
the currently liberal market economy, an alternative long-term vision foresee that
Chinese’s legacy leading the BRICS ought to produce a better international political
sustainability because the interaction of the BRICS is not mutually exclusive but socially
constructed; otherwise if this association moves towards an exclusivity level, thus it will
convey our international society towards a new “feudal system”, whereas China would
exercise the aristocrat role holding wealthy and the United States with a damaged role of a
deacon struggling to propagate other tangible politic outcomes. By and large, the dynamics
o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s changed so considerably that the world became a
global village; whereas imposing becomes an intolerable politic rhetoric. As a result, we
need theories to make sense of the blizzard of information that bombards us daily.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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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to make good policy if one's basic organizing principles are flawed, just as it is hard
to construct good theories what the real world is all about.24
In the meantime, the enlargement of polarization seems to bring our international
society towards its historical revolving, whereas the lucid representations are: the USA will
no longer be proficient to generate solely the political role as the classic superhero view of
the “Marvel Comics” that employ its superpower to stabilize international political
condition. Alternatively, China will not be talented to globally counterbalance the USA
because apart from the strengthening of its own economical performance, China still have
a strong domestically inequality, weaker maritime and navy infrastructures, subordinate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principally its soft power has not yet gained a solid
interpretation of its politic image. Therefore, the natural tendency for our global
governance is to return to multipolarity, which challenges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dominated by American concepts. As a result, multipolarity increases the number
of possible dyadic relationships and it rises in increasing proportion to the number of states
(poles). Individual states will have associations with a great variety of other, reducing
hostility expressed by one particular state or against one particular cause.25 Of course the
petite elite and well educated clusters nourish the international media and others outlets of
communication the threat when international order have a multipolarity predisposition. For
instance, in most cases the spreading of political thoughts involves the understanding that
by having only one or two nation-states deciding the future of global governance is a
successful approach towards an international stability process, but in reality this prophecy
has not provide an accurate answer to the international needs including providing better
collectively

solution

towards

minimizing

poverty,

environment

catastrophes,

discontinuation of civil conflicts, economical monopolization and political blindness. For
the most part, multipolarity will increase economical competition which benefits
individual’s bargain of power, share global decisions which will empower other nationstates to pursue new procedures and bring a new social construct framework whereas more
than one or two nation-states would discipline other nation-states that misbehave; thus
providing a more elegant concept to our international society towards a sustainabl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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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European history is the laboratory from which liberals and realists
alike have derived their widely divergent theories of inter-state relations. Asian’s future
may not resemble Europe’s past because Asia is simply a very different place, culturally,
geographically and geopolitically. 26 Generally speaking, the other members of BRICS,
excluding Russia, do follow the same Asian’s trend because these nation-states have a
longer process of colonization, exploitation and eventually turn out to be independent with
a constant internal domestic problems; in the long-run their economies were able to
improve because of macro and micro economic reforms that consequently increase their
respectively exportation demand due to the growing rate of China. Looking back to the
BRICS historical cases, it is clear that they were involved into proxy wars and other
settlements that confined the interests of Europeans and Americans. On the other hand, the
BRICS, as a new political partnership trend, brings a stronger diversity of ethnicities,
religions, and philosophies because all the nation-states have a gigantic population that
reinforce a more stronger politic and business network connecting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For the most part, China raise through the BRICS are based on the
opportunity to open a new dogma that represents the struggle from many generations and
from many businesses that somehow embraces into a unit of prosperity without reviving
the atrocity of violent and life loss transitions.

Is BRICS a Political Institution? From a Constructivist Idea to its Impacts in
the World

The term BRIC was articulated to represent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as one political unit. Nevertheless, the acronym expanded to
be a social network that somehow is in the process of advocating a “healthier” global
political diplomacy, at least for many developing nation-states. In 2011, the strategic
alliance was renamed as the BRICS with the welcoming of South Africa into the
consortium, which then enhanced the South-South cooperation by lessening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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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ce of Western powers. The creator Jim O’Neil, an economist of Goldman Sachs,
put the spotlight on the rise of the original four of these big new economic powers when he
gave them the name in 2001, and their collective growth began to soar.27 With this in mind,
we ought to first ask: why Mr. O’Neil propagated the idea that the BRICS would be
relevant into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a constructivist stand point, international relations should be understood as a
form of social interactions between nation-states and individuals that endorse various
norms collectively towards allocating some interests and promoting an identity. The
particular role of constructivism is to relate with the logic of appropriateness, which means
to organize principles that guide the behavior of actors within a composition. Rules, norms,
and routines may be followed for careful considered reasons, which they may embody
subtle lessons culled from accumulated experience.28 On the one hand, it appears that the
BRICS don’t necessary share identical identities. They differ politically because some
nation-states have democratic features and others are non-democracies; economically
because some nation-states are specialized into commodities and others are in
manufacturing/services or even demographically where some have a huge population with
lower purchasing power parity and others have smaller population with strong purchasing
power parity.
States are reorgnized, redirected, and expanded at least in part according to shared
normative understandings about what the state, as a political form, is supposed to do. Some
of those understandings are local, but many are shared cross-nationally. 29 On the other
hand, how the BRICS communicates about the currently global governance shapes its
practices. For instance, it is advised that the BRICS have a comparable economical growth
and because of that together they instigate the refurbishment of international norms, largely
because of the improvement of its politic economic condition fostered by the Chinese
growth and the swelling of foreign investments. As a result, the BRICS become more
influent because of a global spirit that reproduce the prerequisite of other nation-states to
be more actively into the global political integration; for instance, the welcoming of the
BRICS to worldwide events such World FIFA Soccer: South Africa 2010, Brazil 2014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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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2018 and the Summer and Winter Olympics: China 2008, Russia 2014 and Brazil
2016; determine that the BRICS have the competence to contribute effectively with global
affairs.
Giving these points, a promising global transformation welcomes the BRICS to
share multiple ideas that somehow endorses an innovative political dogma in the world.
States may be self-interest but they continuously (re) define what that means. Their
identities may change. Norms help define situation and hence influence international
practice in a significant way. 30 Therefore, what it makes the BRICS to share the same
identity is the fact that their political leadership craves the reinstatement of multipolarity.
For this behavior I will name it as the “Balance of Governance.” But what does it really
means “Balance of Governance?” The core constructivist assumptions are expressed by
Alexander Wendt31 as: states are the principal unit of analysis for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the key structures in the states system are inter-subjective, rather than material; and
state identities and interest are an important part constructed by these social structures,
rather than given exogenously to the system by human nature or domestic politics.
Consequently, the term “Balance of Governance” is based on the constructed
attitudes that represent a collective identification of the BRICS leadership towards
amending a new set of international rules. The current global fiscal stability has been
controlled by Western powers, which is marginalized by the maximization of their interest
and jeopardizes the distribution of ideas, which includes neglecting other types of politic
economic decisions. Comparatively, Prof. Acharya, shares his idea as the emerging world
order as “multiplex”, it refers to multiple plots, directors and actions under one roof, while
complex interdependence happens at multi-levels while facing multi-restrictions. The US
should share with the rising powers its leadership in world affairs.32 Moreover, the BRICS
is not a political institution, their main goals involve utilizing their diplomatic channels and
their transnational network to spread multilateral decisions that would eventually foresee a
more robust and interdependent global governance.
The BRICS and other developing nation-states ought to have an opportunity to
increase their leverage when discuss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how to fulfil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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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s on the global politic economic conditions. What is distinctive about multilateralism is
not merely that it coordinates national policies in groups of three or more states, which is
something that other organizational forms also do, but that it does so on the basis of certain
principles of ordering relations among those states. 33 Unfortunately, the currently
international norms cared by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IMF, World Bank,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even the United Nations have orthodox methods that for
many years use unilateral decision to foresee its ideas, which then decrease the
encouragement and the development of other developing nation-states, mainly because
these international institutions core philosophies have a captivity strategy. After all, if one
nation-state isolates themselves from these international institutions, it seems to be a worst
outcome; however, as the BRICS increased its economic performance then their main role
is to shrink the monopolistic Washington Consensus approach by advocating a more global
shared vision.
What is important to realize is the fact that our currently global governance doesn’t
offer an opportunity for developing nation-states from the semi-periphery and periphery to
grow because the currently norms are too self-centralized, which supply dependence
strategies over collective interdependence. It becomes outrageous that we should continue
to defend the concepts of balancing, rebalancing and soft balance that neither advocates
peace nor cooperation, but only self-interest trough hard power. The concept of “Balance
of Governance” values the construct of a better social interaction that instead of continuing
international relations in a form of exclusivity, interactions need to be further developed
under a normative approach. Moreover, it has been clear that institutions can triumph over
ambiguity that in which destabilizes cooperation, but reform is needed within this political
frame.
In sum, the BRICS foreign ministers affirmed that the custodianship of the G20
belongs to all member-states equally and no one member-state can unilaterally determine
its nature and character. In short, their statement read like a manifesto for a pluralist world
in which not one nation, bloc or set of values would predominate.34 In the mean time,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ought to minimize historical differences that boosted w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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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s, sanctions and hostility by comprehend that we have different cultures, beliefs
and values; however, it is possible to construct an international order that shares a common
value in favor of human dignity and when we are building this principles, we ought to over
think about the benefits of adapting against the cost of future international disorder.

BRICS Political Capacity and Inspirations - Not a Free Trade Agreement
From end of the World Soccer Cup 2014, the BRICS gathered for their 6th Summit
in Forteleza, Brazil; which represents the new step towards the strengthening of their
strategic alliance: the BRICS Multilateral Cooperation Agreement on Innov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BRICS: New Development Bank (NDB). The idea of reform, as
opposed to an outright challenge to the existing institutional mechanisms is desirable and
reasonable.35Consequently, the rationale for the BRICS development bank has been built
focusing on the major needs in infrastructure and more sustainable development. 36
Furthermore, as the USA gets weaker in its global financial position, the NDB came to be
a new political prospect towards supporting our global progress because it works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wards the currently international institutions. While it will take
some time for the NDB to start functioning, they are no longer futile ideas, but the fact in
stone.37 The NDB capitalizes on its group effort by allocating $50 billion and assuring a
more transparent leadership as the BRICS members have an equal political weight in the
bank’s resolutions. Thus, if the bank can properly operates by avoiding the pitfalls like the
regional bodies such as the ASEAN and the Bank of the South as well as the Western
management centralization by quota then it provides a new constructive framework for the
developing nation-states to be more effectively integrated into the global governance. Most
of the financing has been concentrated in the infrastructure sector to support productive
activities. 38 Generally speaking, the creation of the NDB is a monetary option that
challenges the IMF and the WB because for decades many developing nation-states (South
nation-states) did not have a strong bargain level as they were excluded from the global
decision; however, the global economy seems to be more integrated with some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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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s to come. In order to grasp the BRICS political capacity then it becomes important
to analyze their currently politic and economical conditions.

Table 1: General Information about the BRICS39

The table 1 demonstrates the BRICS’s level of importance of each territory and
population size, which then foresees a well-built politic economic portfolio by promoting
the prospect on commerc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trategic partnerships.
Captivatingly, the BRICS doesn’t have a Free Trade Agreement because their main
political targets focusing in renovate the currently global governance standards. For this
reason, most of the BRICS companies have state-owned function; which decrease the
political prerequisite to generate any FTA. Furthermore to make an assessmen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 BRICS industries suppor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each other because each nation-state is specialized into a specific industry that harmonizes
each other necessity. The table below explains the BRICS politic economic capability.

Table 2: BRICS Industrial Sector40

To illustrate the BRICS state of affairs, I overview each nation-state by emphasizing
their respectively domestic and international affairs. Giving the importance of China, I will
separately explain into the nex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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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zil – For the past eleven years, the left socialist wing, known as the Worker’s
party (PT), has maintained the political control through democratic electoral
mandate. PT has the key political leadership of Mr. Luiz Inácio Lula da Silva and
the current president Mrs. Dilma Rousseff, which domestically center its attention
on the development of narrowing the gap between social’s class conditions. Brazil
has the largest economy in Latin America with high performance in the area of
natural resources extraction, which foresees a strong agriculture and industrial
growth. Brazil holds the world’s 7th largest economy by nominal GDP, which has
constantly maintained strong diplomatic ties with many Latin American nationstates and many others nation-states around the world by centering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razil
has been into the top contributors to the United Nations budged and its military
forces have been exclusively deployed for humanitarian causes, re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and medical assistance.
 Russia – Post Soviet Union, Russia’s government has been illustrated as a semitotalitarian regime, whereas for the last fourteen years, the former KGB officer and
the current President, Mr. Vladimir Putin plays a vital role towards the revival of
Russia’s glory. In 2012, Russia joine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hich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shifting its remote economy towards a global
economic integration. Russia holds the world’s 8th largest economy by nominal
GDP with concentration on diplomatic relations towards East Asia, mainly by
trading its oil and gas resources. Russia has a lively international voice in the
United Nations because of its Security Council permanent membership. On the
other hand, from the USA cyber espionage to the Ukraine Crises, Russia has
suffered from international sanctions because geopolitically its foreign policies are
more coercive than the other BRICS’s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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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a – From Gandhi and Nehru peaceful resistance, India arose to be the largest
democratic nation-state in the planet. The incumbent President, Mr. Pranab
Mukherjee has been in power for the last two years; mainly tackling the panorama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India’s fastest growing market. India holds the
world’s 10th largest economy by nominal GDP with progressively engagements
towards better trade liberalization. Although, India has a vast agricultural sector;
the main resource for its economic growth is related to its young talented and high
educate population whom focus on improving India’s economy by working into
the IT area. India has been a strong supporter of United Nation missions by
providing military personnel and financial resources. Regionally, India has had
ups-and-downs diplomatic relations with Pakistan, due the dispute territories of
Kashmir; however, India has shown a strong bond towards peace by positively
interacting with its neighboring nation-states. Also, India advocates strong ties
with the SAAR and ASEAN as a way to diversity their wide range of industrial
sector.
 South Africa – Following the political apartheid, South Africa has moving
progressively towards building a solid democratic administration, whereas for the
last five years, the incumbent President, Mr. Jacob Zuma, a socialist democratic,
advocates a better income relocation among its population. South Africa is the 2nd
largest economy in Africa and holds the world’s 33th largest economy by nominal
GDP. Mainly, South Africa is an emerging market with strong supply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platinum, gold and chromium; also has a strong finance sector
concentrated into the area of stock exchange and energy. Furthermore, South
Africa plays an important role in Africa by centering its attention into the
development of the Africa Union and the political stability against regional
military conflict. With this in mind, South Africa is the only African nation-state
that had nuclear weapons but renounced its program in the early 90’s; which
demonstrates its commitments towards global peace.

- 165 -

Jilin University

André Santos Siffert

China: the BRICS’s Leader and its Unlimited Political Goals
China in the 21st century holds the world’s 2nd largest economy by nominal GDP,
with strong engagement within the multipl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first place,
China’s ambitions have been a model of criticism as well as an inspiration for new
leaderships. By achieving economic status only, there is not strong evidence that China
will be able to persuade other nation-states to follow or accept its Chinese version of public
diplomacy, as the current institutions are created to work as an “automatic pilot control” to
extend the leadership of the current powers. Moreover, Chinese foreign policy has been
explained as process of modernization, nationalism, and regionalism41, which means from
the “rebirth” of China’s export led industrialization, China returned to be more influential
in the East Asia. Thus, China is important to Americans but the USA is critical towards
China42, which means for some clusters China is a threat and for others China is a solution.
At the current stage, China is too limited to change the international order alone; however,
together with other emerging countries such as (Brazil, India and South Africa)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France, Russia and Germany); they ought to modify the
global governance by revamping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dominated by the United
States. For instance, the IMF, the WB, The WTO, the UN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nd Security Council), G7, Paris Club, and NATO to name a few are organizations that the
USA is a member and somehow “manipulate” to benefit its own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 After the admittance of some of the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hina
and the BRICS have persuaded the refurbishment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As a result,
China’s leadership within the BRICS involved in a construction of a strong partnership and
to develop a common goal that involves the democratiz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43
For the most part, there is strong evidence that China is a contestant to the USA hegemony;
however, China is willing to share its global leadership by advocating the inclusion of all
nation-states into the process of global decision. The BRICS aims is to develop win-win
cooperation and develop a mutual benefits bridge. 44 Giving these points, Ch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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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 will be challenged while the controversial is portraying on its nationalist
behavior on Taiwan disputes, its non interven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ssertiveness on the South China Sea. On the other hand, China’s soft power: the ability to
get what you want through attraction rather than through coercion45, should play a better
role to boost relations into Africa, South America and gradually reaching out on Europe. In
other words, China doesn’t want to have the same status quo as the USA, but China will no
longer accept USA as the only “policeman” working in our global environment. Then,
even though China is not a democracy, China leadership within the BRICS ought to create
a better response to the failed reform of the IMF and WB by advocating openness and
transparence,46 and the fast-rising China has earned the right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a new international order. A more stable and prosperous world will need China to
be more active and assertive in global affairs; 47 for that reason, global governance
necessitates even further social cooperation which sustain the BRICS’s chronicle impetus.

Conclusion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nlighten the importance on the renaissance of multipolarity,
which engages the BRICS’ social-political interactions towards the reshaping of global
governance. Even though, this project is a milestone, it doesn’t mean we shouldn’t look it
seriously. The 2014 Fortaleza Declaration represents the establishment of the BRICS:
NDB as a new trend; therefore, further studies should explore its impacts to our order
stability.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the BRICS, this study framed the distribution of
global decision-making process to be constructively managed to enlarge international
diplomacy, trade and peace. Furthermore, it is critical that the USA ought to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to the global governance; however, it is incontestable that China and other
developing nation-states have continued their legacy to defuse the political centrality into
the global system. Finally, we should avoid pragmatism as the reconstruction of global
governance will be based on cooperatively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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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연구소 운영내규
제 1 조(명칭 및 소재) 본 연구소는 조선대학교 군사학발전연구소라 칭하고 조선대학교
내에 둔다.
제 2조(목적)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사학 및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군 협력을 증진하고 국군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제 3 조(사업) 본 연구소는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군사문제 전 분야에 대한 연구 : 육군이 요청하는 군사정책, 전략, 전술, 군사
학 교재개발 등
2. 외부연구 용역연구 사업
3. 관련기관의 위탁에 의한 연수교육
4. 군사문제 연구와 관련된 국제학술교류 및 연수 : 육군과 군사학 발전세미나
실시
5. 정기간행물 발간 및 각종연구결과의 간행 : 육군과 간행물 상호 교환
6.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각종 사업
제 4 조(임원) 연구소에는 임원으로 소장과 간사, 감사 각 1인과 운영위원을 둔다.
1.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간사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연구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는 본 연구소 연구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내부 기구)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부서 및 기구를 두어 직능을 관장한다.
1. 자문위원회
가. 연구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 재정적 지원 가능한 저명인사를
연구소장이 위촉하여 편성한다.
나. 각종 행사에 초대되고 간행물에 기고할 수 있으며, 간행물을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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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위원회
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타 연구소와 중복 편성
될 수 없다.
나.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발전계획,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날인하여야 한다.
3. 사무국
가.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본 연구소의 장ㆍ단기 발전계획, 연구개발,
사업계획의 역할과 연구소 인력운용, 각종행사 및 행정업무, 간행물 발간
업무, 재정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나. 이를 위해 기획팀과 행정팀을 편성하고 각각 사무분장 규정을 정립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다. 사무국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4. 군사학 연구부
가. 군사학 연구부는 군사정책연구부, 군사교리연구부, 군사과학기술 연구부
로 구성하며, 각 연구부장은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나. 각 연구부장은 분야별 연구 및 발표, 관련업무 관장, 관련분야 논문 심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나. 정책연구부는 연구위원들로 하여금 국방(안보) 및 군사정책, 대북한 관계,
주변국 관계 등을 연구 및 관련 논문을 심사한다.
다. 군사교리연구부는 군사학의 학문체계정립 및 군사교리, 군사학 교재개발
및 연구, 교육과정 연구,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용역개발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관련 논문을 심사한다.
라. 과학기술연구부는 군사과학기술, 무기체계, 방위산업, 정보통신분야 등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며, 관련 논문을 심사 한다.
5. 연구소 세부부서의 확장 및 축소는 연구소 업무량과 활성화 정도에 따라중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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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제 6 조(연구원) 본 연구소 연구원은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으
로 구성 운용한다.
1.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겸임연구원은 소장의 허락을 받은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직원이다.
3. 객원연구원은 국내외 저명인사 및 군사학 경력자로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고 재위촉이 가능하다.
4. 연구보조원은 본 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
며,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이 가능하다.
제 7 조(처우) 연구소장은 제5조 및 6조에서 정하는 연구소의 임원 및 연구원 등에게
연구소의 사업수익 범위 내에서 연구비 및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 대학
부설연구소 설치규정 제 10조)
제 8 조(연구원 임용 시 제출서류 : 본 대학 연구원 임용내규 8조)
1. 이력서
2. 연구소장 추천서(소정 양식)
3. 재학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전임연구원에 한함)
4. 재직 증명서(객원 연구원에 한함)
제 9 조(면직) 연구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시킬 수 있다.
1. 연구원의 임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연구원으로서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규정을 위반했을 때
3. 전임연구원이 취업되었을 때와 객원 연구원이 본적에서 퇴직했을 때
4. 연구소 통폐합 등으로 직이 상실되었을 때
제10조(재정)
1.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2. 연구소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연구소 및 연구원이 수행한 교
내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비의 일부를 간접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세입 세출 절차에 따라 교무연구처
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4. 연구소는 당해 연구소의 제규정에 의해 예산을 편성, 집행 및 관리하여야 하
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세입, 세출의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173 -

<군사발전연구>

가. 금전출납부
나. 기타 제규정으로 정한 서류
5.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예산의 지원)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규정 제 15조)
1.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는 자체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설연구소 규정 제 3조에 의거 교비로 지원할 수 있다.
2. 연구소의 예하 연구부 또는 부설 연구센터에 대해 별도의 예산지원(교비지원,
공간배정, 조교지원 등)은 하지 않는다.
제12조(보고)
1. 연구소의 사업계획, 예 결산 및 운영실적 등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연구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2. 연구소는 조직 등의 주요 변동사항과 기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연구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3. 연구부 및 사업담당관은 연구소장에게 부여받은 사업에 대하여 최초, 중간,
최종 보고를 실시한다.
4. 연구소는 연구기자재 및 비품의 관리와 연구원의 제반 연구실적 관리의 의무
를 갖는다.
제13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
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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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발전연구 원고작성 요강
I. 원고 제출 및 게재
1. ｢군사발전연구｣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지정된 날짜까지 다음의 주소로 우송한다.
우편번호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조선대학교 군사학부 內
군사학연구소, 이메일 접수 feel3973@naver.com
논문을 보낼 때는 필자의 소속, 주소, 연락처(자택, 연구실, 휴대폰, 팩스) 등을 논문
요약본의 앞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2. 군사발전연구소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
다.
3. 제출 원고는 아래의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한글로 쓰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를 병기한다. 이 요령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4. 원고는‘아래아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출력본 3부와 아울러 USB를 군사발전
연구소에 제출한다. 전자우편 kjs3chosun@hanmail.net으로 보내도 무방하다.
5.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비밀심사를 거치며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
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경
우 또는 수정제의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6. 군사발전연구의 2014년도 발간예정일은 다음과 같다.
권 호(통권)

원고마감일

발간예정일

제 9권 제 1호(통권 제 11호)

2015.4.30

2015.6.30

제 9권 제 2호(통권 제 12호)

2015.10.31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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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원고 작성의 일반적 요령
1. 원고의 길이 : 연구논문은 국문요약(주제어 포함 500자 이내), 영문요약(key words
포함 220단어 이내), 본문,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분량(글
자크기 10point, A4 20매 내외)을 넘지 못한다. 연구노트(research note)의 경우는 70
매를 넘지 못한다.(☞예=A4(국배판) 210×297mm 위쪽여백 38, 아래쪽여백 38, 왼쪽
여백 35, 오른쪽여백 35, 자간 0, 줄간격 170, 글자크기 10, 들여쓰기 2)
2. 원고의 구성 : 원고는 표지, 국문(주제어), 영문제목, 본문 및 각주, 참고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된다.
⑴ 표지는 논문의 제목과 기고자의 이름, 소속,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감사의 말을 포함한다.
⑵ 국문요약은 전체 논문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서술한다.
⑶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한다.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Ⅰ,
1, 1), (1)”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⑷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재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가능한 한 짧게 한다. 5행(200자 원고지 1장)을 초과하는 각주는 본문 중
에 편입시키도록 노력한다. 각주는 본문 중의 적당한 곳에(구두점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내용은 본문 해당면의 하단에 위치시킨다.
⑸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참고문
헌의 작성은 사회과학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참고문헌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예: (국내) 이승근,“유럽안보환경의 변화와 NATO의 확대,”국제정치논총, 제
38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외국)Alexandrova,
Russian Foreign Policy Concepts," Germ an

Olga,

"Divergent

Foreign Affairs Review ,

Aussenpolitik: Ham burg, 1993.
⑹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표 1>…”혹은“<그림 1>…”과 같은 형
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아래아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표나 그림(삽화, 사
진 포함)의 경우 직접 마스터를 뜰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것을 제출한다. 표나 그
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의“출처 : ”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3. 저자의 익명성 : 심사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자의 이름은 별도의 표
지만 적으며,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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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피한다. 예:“…졸고XXX…”혹은“YYY…”
4. 외래 용어,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
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조합주의(corporatism)…”
5.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예:“장쩌민(江擇民)…”;
“…세보르스키(Adam Przeworski)…”
6. 외국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
기한다. 예:“…뉴욕…”;“…치앙마이…”
7. 외국 기관, 단체, 정당의 명칭,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이름은 통
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
예: 국제연합,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중에 처음 등기했을 때 한글 번역명, 그리고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할 때는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예:“유럽통화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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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연구소 편집위원회 내규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가 발간하는 ｢군사발전연구｣의 편집
업무를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⑴ 편집위원회 구성은 5명에서 9명으로 한다.
⑵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
은 소장이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⑶ 편집위원은 최근 3년간 연구실적과 사회봉사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⑷ 편집위원은 전공영역에 따라 제출된 논문을 직접 심사하거나 또는 별도로 심
사위원을 위촉한다.
⑸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조(임무)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에 대해 전공영역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거나
직접 심사할 수 있다.
제 4 조(논문심사절차)
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⑵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논문게재 신청자와 관련된 인적사항을 논문에서
모두 삭제한 회의 자료를 제출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제목 및 요약, 본문
을 토대로 논문 1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⑶ 심사위원장은 정해진 시일 내에 논문심사 결과 보고서를 연구소로 발송한다.
⑷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심사 결과를 집계하여 심사 판정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논문 게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 5 조(심사 기준)
⑴ 심사위원회는 문제의 제기,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
여도, 논술구조, 문헌과 자료의 적절성, 원고작성요령의 충실성을 심사 기준
으로 한다.
⑵ 심사는“가․수정․부”의 기준에 따라 단심제로 한다. 재심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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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위원 갑

심사위원 을

심사위원 병

가

가

가

가

수정

가

가

가

부

가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가

수정

부

수정

부

수정

가

부

부

수정

부

부

부

부

부

심사결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제 6 조(비밀의 준수) 편집위원 및 연구소 관계자는 논문의 심사에 대해 그 비밀을 준
수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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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군사발전연
구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세미나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발표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구자로서의 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 2 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군사발전연구에 투고하거나 연구소가 주최하는 세미나
에서 발표하는 논문에 대해 적용한다.
제 3 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연구소장이 운영위
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
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 4 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투고자가 제출한 논문이 윤리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제 5 조(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
①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사실인양 조작하는 행위
② 연구 자료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심히 왜곡하는
행위
③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와 연구
결과인양 발표하는 행위
④ 논문과 저작물을 표시할 때 연구내용과 결과에 공헌한 사람에게 저자의 자격
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⑤ 자신의 논문일지라도 이미 발표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중복 게재하는
행위
⑥ 자신의 논문일지라도 합당한 인용 표시 없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재게재하
는 행위
제 6 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논문 투고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구윤리위
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논문게재의 취소와 관련기관에 통보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시한다.
제 7 조(기타) 제5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침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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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규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8월 1일자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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