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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한국전쟁 휴전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12월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엔군 측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38도선
까지 밀리기 전인 12월이 휴전을 제의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 보았으나 전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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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를 점하고 있었던 공산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
1951년 6월은 1950년 12월과는 달리 교전당사국들은 물론 이해관계국들에게 있
어서도 휴전을 모색하기에는 최적의 시기였다. 37도선까지 밀려났던 국군과 유엔
군은 1951년 1월 말 다시 반격을 시작하여 3월 14일 서울을 재탈환하였고, 3월말에
는 38도선 이남지역을 거의 확보하게 되었으며, 중국인민지원군의 4-5월의 춘계공
세를 격파함으로써 전세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38도선에서 전선이 재형성되자
이는 교전 양측 모두에게 휴전의 당위상과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1951년 6월
23일 유엔주재 소련대사 말리크(Malik)가 ‘평화의 가치’제하의 연설을 통해 우회적
으로 한국전쟁의 휴전을 제의하였고 6월 30일 리지웨이(Ridgway) 유엔군사령관은
이에 대한 동의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휴전회담의 개최는 기정사실화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의 휴전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은 1951년 7월 10일 오전 10시
개성 내봉장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앞서 예비회담 격인 연락관회담이 7월 8일 개
성에서 개최되어 양측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였다. 7월 10일 휴전회담이 시작되었
으나 유엔군 측과 공산측은 의제채택을 둘러싸고 7월 26일까지 10차례의 회담을
가지면서 공방을 벌였다. 공산측이 의제채택협상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38도선 군사분계선 설정과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의 철수였다. 공산측은
“38도선 군사분계선 설정문제와 조선에서의 외국군철수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우선 토의한 후 정전과 휴전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논의로 들어갈 것을 주장 한
다”고 언급함으로써 이 두 문제를 의제채택협상에서 최우선순위에 있음을 표명하
였다.2) 그러나 유엔군 측은 이러한 의제채택에 대해 역시 강력하게 반대함으로써
이를 두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유엔군 측은 공산 측의 제의에는 정치적 문
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회담의 논의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하면서 38도선 군
사분계선설정과 외국군철수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는데 대해 분명히 반대의 뜻을
표시하였다.3) 반면에 휴전 감시기구 구성문제와 전쟁포로 처리문제는 이견이 있
었으나 비교적 순조롭게 의제로 채택되었다.
휴전회담은 초기부터 스탈린이 배후에서 통제하고 있었지만, 마오저뚱(毛澤東)
이 협상대표단을 실질적으로는 지휘하고 있었다. 스탈린과 마오가 한국전쟁 휴전
1) 중국은 서방측의 휴전제의에 적극성을 보이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생각은 스탈린
이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의 제의를 기다려야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제동이 걸렸
다. АПРФ, Ф.3, оп.65, д.336, лл.17-19, АВПРФ, ф.059а, оп.5а, п.11, д.3, л
л.193-195(1951. 12. 7)
2) АПРФ, Ф.45, оп.1, д.340, лл.56-61(1951. 7. 16)
3) АПРФ, Ф.45, оп.1, д.339, лл.25-28(195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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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생각이 서로 상반되어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휴전회담에서의 마오의 협상
전략이 완전히 스탈린의 통제 하에 있었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휴전
회담 기간 동안 두 사람 간의 갈등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휴전회담이 개최된 1951년 7월 10일 부터 7월 26일까지의 의제채택을
둘러싼 공방에서 나타난 중국의 의도와 전략을 분석해 보고자하며, 이러한 분석과
정에서 마오의 한국전쟁 휴전에 대한 인식 역시 파악될 것이다. 또한 의제채택협
상과정에서부터 나타난 한국전쟁 휴전에 대한 마오의 의도와 전략을 분석해 보는
것은 한국전쟁을 국지적인 제한전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마오의 인식과 역할을 재
조명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휴전에 대해 자신과 상
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스탈린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었지만 스탈린을 설득
하면서 한국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마오의 의도와 노력이 협상과정에
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휴전회담과 관련
하여 마오와 스탈린, 그리고 협상대표들 간에 주고받았던 전문들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이 전문들은 주로 沈志華교수의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機密文書≫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II. 중국의 협상전략과 의제제기

1. 이중적인 협상체계 구축
1951년 6월 말 휴전회담의 개최에 대한 유엔군 측과 공산측의 합의가 이루어지
자 마오저뚱(毛澤東)은 스탈린에게 휴전회담을 직접 지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스탈린은 이를 일축하고 마오가 김일성과 직접 연락을 취하면서 회담을 이끌어갈
것을 요구하였다. 스탈린이 사망하기 전까지 휴전회담 전 기간 동안을 실질적으로
자신이 휴전회담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오에게 그 역할을 전가한 것은 북
한의 남침동의에서부터 보여준 그의 한국전쟁 전략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전쟁 전 과정에 소련은 직접개입하지 않으며, 직접개입이 필요해 지
면 그 역할은 중국이 담당한다는 것이었으며, 휴전회담 역시 자신은 배후에서 모
든 것을 조종하면서 실질적인 협상책임은 마오에게 떠넘기는 방식이었다.4)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휴전회담을 주도하게 된 마오는 협상체계를 직접협상을
4) 김옥준, <한국전쟁 휴전의 모색과 중국의 전략: 서방측 휴전제의에서 휴전회담 개
막전까지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22집 2호, (2014. 5), 182-183쪽, 김영
호, <6·25전쟁 개전결정과 휴전협상 과정에서 공산3국 사이의 공조에 관한 비교
연구>, ≪평화학연구≫제14권 5호 (2013), 84쪽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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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협상대표단과 중국공산당의 훈령을 접수하고 막후에서 회담전략을 수립
하고 조정하는 협상지휘부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로 구축하였다. 협상대표단은
중국인민지원군과 북한인민군대표로 구성하고 수석대표는 북한인민군 총참모장
남일이 맡았지만 그는 명목상의 수석대표일 뿐이었고 실질적인 수석대표는 중국
인민지원군 참모장 셰팡(解方) 이었다.5) 따라서 협상테이블에서의 남일의 역할은
중국의 협상전략에 따라 발언하는 대변인일 뿐이었다. 그 밖에도 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 덩화(鄧華), 그리고 북한인민군 이상조 정보국장, 장평산 1군단 참모장
등이 대표로 임명되었다.6)
이와 더불어 중국공산당의 훈령을 직접 접수하고 협상전략을 수립하면서 실질
적으로 협상을 조종한 것은 리커농(李克農)이 이끄는 막후 협상지휘부였다. 이 막
후 협상지휘부는 민간 외교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특히 리커농은 협상경
험이 풍부한 외교전문가로서 당시 외교부 부부장 겸 중국공산당 군사위원회 정보
부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리커농의 보좌역으로 외교부 정책위원회 부위원
장 겸 신문국장(공보국장) 챠오관화(喬冠華)를 임명하였으며, 실무담당자로서 하
버드대 경제학박사 출신인 푸산(浦山)과 신화사의 띵밍(丁明), 선젠투(沈建圖)를

선발하였으며, 전황의 파악을 위하여 인민지원군의 참모 한명을 지원받기로 하였
다.7) 또한 인민지원군 연락관으로는 당시 주북한 중국대사관 차이쥔우(柴軍武) 정
무참사관을 차이청원(柴成文)으로 이름을 바꾸어 대좌계급으로 위장하여 임명하
였다.8) 이와 같이 마오는 전면의 협상대표단에는 군 지휘관을 배치하고 배후 협상
지휘부에 민간외교관 및 전문가들을 포진시키는 이중적인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협상에 미숙한 군 지휘관들의 단점을 보완하는 체계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마오의 이러한 조치를 볼 때 우리는 마오가 휴전회담에서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 달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이다.
5) 유엔군측 수석대표였던 조이제독은 “남일은 공산측의 명목상 수석대표였고, 셰팡
이 사실상 수석대표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C. Turner Joy, 김홍열 역,≪공산주의
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해양전략연구소, 2003, 20-21쪽.
6) 유엔군측 대표는 수석대표 해군중장 조이(C. Turner Joy, 국동지구 미 해군사령
관), 육군소장 호데스(Henry I. Hodes, 미 8군 참모부장), 해군소장 버크(Arleigh
A. Burke, 극동지구 미 해군참모부장), 공군소장 크레이기(Lawrence C. Craigie,
극동지구 미 공군부사령관), 육군소장 백선엽(한국군 제1군단장) 등 5명이었다.
7) 柴成文·趙勇田, ≪板門店談判≫,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9, 128-131쪽.
8) 위의 책,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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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휴전회담에 임하는 공산측의 협상체계는 스탈린이 배후에서 통제
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지휘계통은 마오와 막후 협상지휘부의 리커농으로 이어지
는 라인이었으며, 김일성의 발언권이나 결정권은 극히 제한적이었다.9)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이 민간외교관 및 전문가들을 배후에 포진시키는
이중적 협상전략을 구사한 반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휴전회담이 군사적인 문
제에 국한되어야 하고 정치적인 협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집하면서 민간인 전문가
들의 회담 참여를 불허하였다.10)

2. 의제에 대한 고려와 제기

1951년 7월 8일 휴전회담 예비회담격인 연락관회담이 개성에서 개최되어 양측
은 회담대표 명단을 교환하였으며, 본회담을 7월 10일 오전 10시 개성 내장봉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휴전회담은 막이 올랐다. 본회담에서 먼저 토의된 것은
휴전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본회담이 시작되자 유엔군
측이 먼저 다음과 같은 9개항의 의제를 제의하였다.11)
1) 회담의제 채택
2) 국제적십자사 대표들의 포로수용소 방문을 위한 위치와 권리
3) 한반도와 관련된 순수한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
4)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와 군사적 무력행위 금지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적대행위 및 무력행위 재발방지 보장
5) 한반도를 횡단하는 비무장지대 설정에 관한 협의
6) 군사정전위원회의 구성과 그 권한 및 기능
7) 군사정전위원회 산하 군사감시단의 한반도 내에서의 감시원칙에 대한
협의
8) 군사감시단의 구성과 기능
9) 전쟁포로 처리에 관한 협의

유엔군 측이 이러한 의제들을 제의한 배경에는 휴전의 전제로서 한국에서의 적
대행위중지와 전투재발방지, 유엔군의 안전보장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수락할 수 있는 군사적 협정이 되어야 한다는 협상의 기본원칙이 깔려있었으
9) 유엔군 측의 협상지휘계통은 미대통령-합참-유엔군 사령관-협상대표단으로 이어
지는 중앙통제체제였다. 휴전회담 전 과정을 미국이 주도하였으며, 한국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휴전회담과정에서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한명의 한국군대표인
백선엽장군도 유엔군사령관이 임명하는 등 사실상 한국은 배제되어 있었다.
10) Callum A. MacDonald, Korea: The War Before Vietnam N.Y., NJ.: Macmillan,
1986, 11쪽.
11) 김원곤·김병곤, ≪한국전쟁 휴전사≫, 서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9,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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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협상지침에서 특히 강조된 부분은 ‘협상이 군사적 문제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12)
이러한 유엔군 측의 의제에 대하여 공산측은 그날 오후 그동안 고려하였던 방
안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의제를 채택할 것을 제의하였다.13)
1) 회담의제 채택
2)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고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기본 조건으로 비무장지대 설치
3) 한반도로부터 모든 외국군 철수
4) 한반도에서의 정전 및 휴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
5) 휴전에 따른 포로문제의 협의

공산측이 제기한 위의 의제는 사실상 마오가 상당기간동안 스탈린과의 협의를
거쳐 도출된 결과였다.14) 휴전회담의제 제기에 대한 고려과정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마오는 휴전회담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스탈린
은 기본적으로 한국전쟁의 휴전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15). 따라서 마오는 스탈린을 설득하기 위하여 전쟁의 장기화는 이득이 없으
며, 따라서 1951년 7월 당시가 휴전을 논의할 최적기라는 점을 역설하면 스탈린의
동의를 구해냈다.16) 스탈린의 한국전쟁 휴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휴전회담 전
기간에 걸쳐 회담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공산측이 제기한 주요 의제들의 결정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2)항의 38도선 군
사분계선 설정문제는 1950년 12월 서방측이 휴전의 조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타
진하였을 때 마오는 이미 “서방측이 38도선을 경계로 남북 조선을 분단하고자 한
12)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51-52쪽.
13) 김원곤·김병곤(1989), 53쪽.
14)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김옥준(2014. 5), 187-191쪽 참조.
15) 1951년 봄 제5차 전역 이후 중국은 전쟁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1951년 5월 하순, 마오는 중공중앙 회의를 개최하고 ‘협상과 전투를 병행하
면서 회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채택하였다. 聶榮臻, ≪聶榮臻回憶
錄≫,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2, 741-742쪽. 반면 스탈린은 오히려 한국전쟁은 이
미 지구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급해서는 안 되며, 전선의 상황이 어찌되었
든지 전쟁은 계속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휴전협상에 반대하였다. 양규송,
<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서울: 국방부군사편찬
연구소, 2001, 537-538쪽.
16) 마오는 1951년 6월 10일 가오깡과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보내 스탈린을 설득하여
휴전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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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하였다.17) 따라서 1951년 6월 말의 전세가 1950년 12월 전세와 비슷하
게 전선이 38도선 부근에서 형성되자 마오는 38도선으로서의 군사분계선 설정을
당연시 하였다. 또한 3)항의 한반도에서의 모든 외국군철수문제에 대해 마오는 당
초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적측이 이를 회피할 것이라 예상하였으
며, 이를 제기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스탈린의 의견을 구했다.18) 그러나 스탈
린은 이 문제를 마땅히 제기하고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 지시하였으며,19) 그 결과
공산 측의 최종의제 제기에 포함되게 되었다.
또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1950년 12월과 1951년 7월의 한국전쟁 휴전
회담의제에 관한 마오의 인식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1951년 12
월 중국이 서방측에 제시한 한국전쟁 휴전조건에는 대만해협과 대만에서 미군 철
수, 중화인민공화국 대표의 유엔 참석 및 쟝제스(蔣介石)의 대표 축출, 4대 강대국
외상회의개최를 통한 대일강화조약 준비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20) 즉 1950년 12월
당시에는 중국이 휴전회담을 통하여 자신의 현안이었던 대만문제와 유엔대표권문
제, 그리고 대일강화조약문제 등을 함께 해결하고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
러나 1951년 6월 휴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스탈린과의 의제협
의 과정에서 마오는 주동적으로 이 문제들을 의제에서 제외시켰다. 즉 당시 스탈
린에게 휴전을 설득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파견된 가오깡(高崗)과 김일성에게 보낸
전문에서 “조선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과 관련 없는 중국의 유엔
대표권문제, 대만문제는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전달하였다.21) 이후 스
탈린과의 의제협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들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러한 입장변화에
서 볼 때 1951년 6월 당시 마오에게 있어서는 한국전쟁의 휴전이 최우선 과제였으
며, 휴전회담에서 한국전쟁과 관련 없는 자신과 관련된 문제의 제기는 협상의 타
결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마오의 휴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휴전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
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회담 첫 날 양측이 제의한 의제를 놓고 양측은 7월 26일 까지 10차례의 회담을
17)

АПРФ, Ф.3, оп.65, д.336, лл.17-19, АВПРФ, ф.059а, оп.5а, п.11, д.3, л
л.193-195(1951. 12. 7)
18) АПРФ, Ф.45, оп.1, д.339, лл.8-10(1951. 7. 3),
19) АПРФ, Ф.45, оп.1, д.339, лл.11-12(1951. 7. 3)
20) АПРФ, Ф.3, оп.65, д.336, лл.17-19, АВПРФ, ф.059а, оп.5а, п.11, д.3, л
л.193-195(1951. 12. 7)
21) АПРФ, Ф.45, оп.1, д.339, лл.57-60(195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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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면서 의제채택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게 되었으며, 의제채택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공산측이 제의한 38도선 군사분계선 설정과 한반도에서의 모
든 외국군철수요구였다.

III. 38도선 군사분계선 설정문제

1. 중국의 주장과 유엔군 측과의 공방
공산 측 수석대표 남일은 회담 첫 날인 7월 10일 모두발언을 통하여 38도선 군
사분계선 설정이 한반도에서의 외국군철수와 함께 그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자 원
칙이라 표명하였으며, 특히 38도선을 따라 쌍방이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여야 할 것
이라 주장하였다. 이어 중국 측 대표 덩화도 지지발언을 통하여 38도선으로 군사
분계선이 설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의제에 포함시켜야 됨을 강조하였다. 그러
나 이 문제는 의제채택협상 벽두에서부터 유엔군 측의 반대에 부딪혔다.
공산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유엔군 측은 “동에서 서를 가로지르는 조건부
분계선은 어떠한 군사적인 의의도 없으며, 아무런 보장이 없을 뿐 아니라 한반도
의 군사적 상황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현 상황에서 군사적 의의가 없는 어떠한
조건부 분계선에 대해서도 아무런 흥미가 없다. 이러한 분계선은 전술적으로나 현
군사적인 상황으로 볼 때 현지의 지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군사행동중지 협의
는 정부차원의 정치적, 혹은 영토적 문제에 대한 합의와는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주장하면서 38도선 군사분계선 설정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유엔군 측의 주장은 군
사대표단으로서의 협상은 군사적인 것에 국한되며, 정치적인 문제는 의제에 포함
시킬 수 없다는 유엔군 측의 협상원칙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당시 한
반도의 군사적인 상황에서 38도선은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공산측이 제시하는
38도선의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정치적·영토적 문제라고 간주하는 것
이다.
또한 유엔군 측은 “비무장지대의 위치와 변경의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
할 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쌍방모두가 동의하는 분계선과 비무장지
대 문제에 대해 합의한 후, 그 구체적인 설정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
한다. 지금의 회의는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확한 분계선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후의 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2) 이는
22) АПРФ, Ф.45, оп.1, д.339, лл.35-42(195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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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설정은 그 원칙에 합의 한 후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정
할 것인가는 차후의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먼저 구체적인 선을 합의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제채택협상은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를 결정
하는 협상이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협상이 아님을 명백히
한 것이다. 따라서 유엔군 측은 “우리는 어떠한 선도 제의 하지 않으며, 당신들이
제의한 어떠한 명확한 분계선을 의제에 포함시키는데 대해 동의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23)
사실 38도선 군사분계선 설정문제에 대해서 당초 중국은 유엔군 측이 쉽게 동
의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50년 12월 서방측이 휴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타진해 왔을 때 마오는 서방측이 38도선을 분계선으로 조선을
남북으로 분단하고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의제는 유엔군 측에 의해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 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게 한국에서의 군사행동중지조건을 타진
하였을 때 38도선이라는 언급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오는 왜 서방측이 38도선
을 경계로 휴전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는가? 이는 당시의 전세가 공산 측이 우
세하였으므로 서방측이 공산 측의 남진을 38도선에서 저지하면서 전쟁 전의 상태
로 되돌려 놓고자 하는 의도라고 마오는 판단하였을 것이다. 이때에 이미 마오는
휴전회담에 적극성을 가지고 임하고자 하였으나 스탈린이 이를 저지하였음은 앞
에서 밝힌바 있다. 다시 말해 전세가 우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8도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마오의 심중에는 38도선이
이미 한국전쟁의 휴전 분계선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
다. 더구나 1951년 6월이 되면서 38도선에서 전선이 재형성되자 실제로 이는 교전
양측 모두에게 휴전의 당위성과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따라서 마오는 38도선
으로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교전 쌍방의 타협선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1950년 12월 서방측이 38도선을 분계선으로 희망하
고 있었다면 1951년 7월 당시 전세로 미루어 서방측이 38도선을 거부할 이유가 없
다고 본 것이다. 더구나 마오는 38도선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전쟁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데서 그 당위성을 찾고 있었다.
이러한 마오의 인식은 협상에서의 공산 측 주장에 잘 나타나 있다. 즉 7월 11일
23) 위 전문.

10

第 45輯

2차 협상에서 공산측은 “38선은 허구의 선이 아니다. 북위 38도선은 일찍이 존재
하고 있었다. 군사행동이 이 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군사행동중지에 관한
협상 역시 38도선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제의에는 이미 공동
인식이 깔려있다”고 덧붙였다.24) 이 발언에서 “공동인식”을 언급한 것은 1950년
12월 서방측이 38도선에서 공산군의 남진을 저지하면서 38도선으로 한반도를 분
단하려 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언급으로 미루어
중국은 38도선 군사분계선 설정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엔군 측의 강력한 반대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차 회담이
끝난 후 중국은 바로 38도선에 대한 전략을 수정하면서 이를 외국군철수를 위해
양보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는 2차 회담이 끝난 후 마
오가 휴전회담전략문제에 관하여 스탈린에게 보낸 다음 전문에서 읽을 수 있다.

필리포프 동지;

(전략)
회담재개이후 진일보한 분석과 투쟁을 위하여 우리는 아래 의제를 제
의하려 함
1. 의제 채택
2. 조선의 정전과 휴전 실현을 위해 우선 쌍방 군사분계선과 완충지대
설정의 결정
3. 조선에서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으로부터의 외국군
철수
4. 군사행동중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휴전과 감시의 구체적인 조치
5. 군사행동중지 후의 포로에 관한 조치
위의 의제들은 조선에서의 외국군철수를 논의할 때 미국인의 동의를
얻을 것임.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는 38도선 설정을 의제에 포함시키
지 않고, 이를 의제의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논
의한다는데 동의할 것임.
(중략)
김일성동지가 리커농동지에게 만일 쌍방이 자신의 군대를 38도선으로
철수한다면 모든 외국군철수문제는 다시 논의해도 될 것이라 말한바
있음.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에서 볼 때 우리는 38도선과 외국군철수문
제를 고집할 필요가 있음.
(후략)

마오저뚱
24) 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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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7. 13. 13:07 25)

이미 ‘38도선’라는 문구가 빠져 있으며, 이를 ‘외국군철수를 논의할 때 동의를 얻
을 것’이라는 의미는 ‘38도선’문제를 외국군철수를 관철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
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 전문에서 언급한 김일성의 견해에서 우리는 김일성
역시 전쟁을 속히 종결시키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오는 협상
에서 성급한 양보보다는 양보의 대가를 받아낼 때 까지 38도선문제와 외국군철수
문제를 시간을 끌면서 지속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마오는 위와 같은 전략을 7월 15일 리커농에게 “몇 차례의 탐색과 논쟁을 거친
후 우리 측의 (38도선 문구를 삽입시키지 않은)새로운 5개항의 의제 초안을 제출
해도 좋다. 그렇지만 반드시 상대방이 외국군의 한반도철수문제를 의제에 포함시
킨다고 동의하는 전제조건하에 우리 측이 기타의제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데 동의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였다.26)
마오의 협상전략에 따라 공산측은 15일 속개된 3차 회담에서도 38도선문제를
계속 고집하였다. 남일은 동 회담에서 “귀측은 완충지역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군사분계선 설정에서부터 완충지역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즉 우선
순위가 바뀐 것이다. 조선전쟁이 발발하고 종료되지 않는 원인은 교전 일방이 세
계가 인정하고 있는 영구적인 군사분계선 즉 38도선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행동중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38도선이 쌍방의 군사분계선이
되어야 하며, 이 점이 군사행동중지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조선에서의 휴전을 보장할 수 있다. 완충지역의 설정은 기술적인
문제이며 쉽게 해결 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분계선으로서 38도선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27)
그러나 조이는 “군인은 어떠한 분계선에도 관심이 없으며, 관심이 있는 것은 지
리적인 선이다. 당신들은 전쟁이 38도선에서 시작되었으니 38도선에서 끝나야 한
다고 말하고 있다. 당신들의 논리는 틀렸다. 우리는 38도선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
키는 것에 절대 반대 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조이는 “우리 측은 새로운 정치 환
경을 만들거나 정치 환경을 변화시킬 권한이 없다. 이는 강화회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 일은 군의 대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고위급 기관이 결
25) АПРФ, Ф.45, оп.1, д.340, лл.43-45(1951. 7. 13)
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91쪽.
27) АПРФ, Ф.45, оп.1, д.340, лл.56-61(195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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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야 할 사안이다”라 언급하면서 이 문제가 자신들의 권한 밖의 사안이라 강조
하였다. 리커농은 조이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자신들에게 이 문제를 양보하라는
강한 압박이었다고 보고하였다.28)
결국 중국은 7월 16일 4차 회담에서 38도선 문제에 대해 양보하게 된다. 동 회
담에서 유엔군 측이 수정 제의한 4개항29) 중 제2항의 “완충지역 설정을 휴전의 기
본조건으로 한다”에 대해 공산 측은 “38도선을 의제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의제에
합의를 보기 위하여 우리 측은 의제에 이러한 명확한 군사분계선은 표기하지 않고
귀측이 제의한 일반적인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한다. 따라서 귀측이 제의한 의제 제
2항을 ‘완충지역의 설정을 위하여 쌍방 군사분계선의 설정은 조선에서 적대행위중
지의 기본조건으로 한다’로 표기할 것을 제의한다.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논의
할 때 우리 측은 38도선을 쌍방 군사분계선으로 획정하는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것
이다”라고 언급하였다.30)
7월 18일 6차 회담에서 공산측은 수정된 4개항의 의제를 제시하였고,31) 의제에
서 원칙적인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지만 구체적으로 38도선을 언급하지는 않고 군
사분계선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다시 38도선 문제를 논의하는데 동
의하였다. 이에 대해 마오는 “비무장지대 설정을 위하여 쌍방의 군사분계선을 확
정함으로써 적대행위 감소를 위한 중요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유엔군 측과
합의하였음을 스탈린에게 보고하였다.32)

2. 협상결과 및 함의

유엔군 측 대표였던 조이제독은 공산 측의 협상전술과 행태중의 하나로 ‘결론이
담긴 의제를 제시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38도선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를 제의한 것을 예로 들었다. 유엔군 측이 ‘한국을 횡단하는 비무장지대의 설
정’을 제시한 반면, 공산측은 먼저 38도선을 양 측 사이의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
28) 위 전문.
29) 유엔군 측이 제의한 의제수정안: 1)의제채택, 2)완충지역설정을 휴전의 기본조건
으로 한다, 3)최종적인 평화적 해결 이전의 군사행동재발방지를 위하여 정전과 한
국휴전의 구체적인 조치 실현, a)군사정전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기능 b)군사감
시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기능, 4) 전쟁포로에 대한 조치
30) АПРФ, Ф.45, оп.1, д.340, лл.64-67(1951. 7. 16)
31) 공산 측이 제시한 의제수정안: 1)의제채택, 2)완충지역설정을 위한 군사분계선 혹
은 약간의 선을 설정하여 조선에서의 군사행동중지의 기본조건으로 한다, 3) 정전
의 실현과 조선휴전실현의 구체적인 조치에는 정전과 휴전감시기구의 구성과 권
한 및 기능을 포함한다, 4) 포로대우의 구체적 조치
32) АПРФ, Ф.45, оп.1, д.340, лл.88-91(195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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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합의하자고 주장하였다. 당시 전선의 상황을 볼 때, 유엔군 측이 점령한 38도
선 이북지역이 공산군 측이 점령한 38도선 이남지역보다 훨씬 넓었다. 뿐만 아니
라 38도선의 경우 휴전이 되더라도 유엔군 측이 방어하는 데는 용이하지 않은 지
형조건이기도 하였다. 공산측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협상의제로
제시해 놓고 그 전제 위에서 모든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조이제독은
이를 두고 속임수가 숨어있는 의제라고 말한 바 있다.33)
결국 중국은 38도선 명기주장에서 후퇴하여 38도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
는 군사분계선 설정에 대한 의제채택을 제의하였으며, 유엔군 측은 이에 동의하였
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이 군사분계선으로서의 38도선 설정주장을 철회한 것은 아
니었다. 다시 말해 38도선 문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후속 회담에서의 군사분계
선 협상과정에서 다시 제기하기로 하면서 일단 접어두자는 의도였다. 이러한 중국
의 제의에 대해 유엔군 측도 동의한 것으로 보아 이는 중국의 일방적인 양보라고
만은 볼 수 없다. 회담의 결렬을 막고 조속히 회담을 진전시키고자하는 양측의 의
지가 모두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2차 회담이 끝난 직후, 즉 협상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양보하기로 마오가 결심한 배경은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한 협상과정에서 볼 때 그 배경을 다음 몇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38도선에 대한 서방측 인식에 대한 자신의 오해를 발견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마오는 서방측이 38도선을 분계선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하려
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우세한 전력으로 남진을 앞두
고 있었던 1950년 12월과는 달리 1951년 7월의 전쟁 상황은 이미 다른 국면이 전
개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유엔군 측이 38도선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
하였다.
둘째, 38도선을 주장하는 논리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38도선 문제 역
시 정치적·영토적인 민감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시 전선이 형성되었던 군사적·
지리적인 상황에서 볼 때 유엔군 측의 논리를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던 것이
다. 유엔군 측은 38도선이 현 군사적 상황을 무시한 가상의 선이므로 휴전의 분계
선이 될 수 없다는 입장, 즉 38도선은 북한의 남침 이후 한반도에서는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선이 되었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유엔군 측 주장의 논리와 자신들의 논리의 취약성을 인정한 사실은 마
33) Joy C. Turner(2003), 3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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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마오는 “38도선에서 군사행
동중지를 제의한 주요 이유는 현 우리의 군사역량이 적들을 북조선에서 축출할 수
있을 뿐 적들을 남조선에서 축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38도선 문제가 결렬
된다면 우리는 적들을 38선 이남으로 점진적으로 밀어 낼 능력이 있으며, 그 때 우
리는 군사행동중지 회담을 다시 시작한다면 주도권은 우리수중에 있을 것이다”34)
뿐만 아니라 의제채택이 합의된 9차 회담을 마치고 리커농은 후속 회담에서도 유
엔군 측은 38도선 문제에 대해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 전제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유를 만들고 있다”고 마오에게 보고하였다. 이
는 의제채택회담에서 자신들이 제기한 38도선 군사분계선 설정의 논리가 유엔군
측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논
리를 보강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셋째, 38도선문제를 양보함으로써 외국군철수문제 관철을 위한 협상카드로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의제채택협상에서는 38도선문제와 함께 외국군철수문
제라는 또 다른 큰 산이 버티고 있었다. 유엔군 측이 반대하는 두 문제를 모두 관
철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38도선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는 보장만 받아내고 의제에서 제외시킨다는 양보의 인상을 주면서 그 대가로 외국
군철수문제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전략이 필요하였다. 즉 외국군철수문제를 관철시
키기 위한 양보라는 협상 전략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유엔군 측 역
시 ‘한반도를 횡단하는 비무장지대의 설정’을 의제로 제기하였으므로 38도선 문제
는 후속 본회담에서 이를 논의할 때 충분히 다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이는 유엔군 측이 7월 16일 최초에 제시한 9개항을 줄여 4개항의 의제를 제의하
면서 ‘국제적십자 대표들의 포로수용소 방문’과 ‘한반도와 관련된 순수한 군사적인
문제 토의’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먼저 양보함으로써 공산 측으로
하여금 체면을 유지하면서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35) 이러한 유엔군 측의 양보에 대한 상응하는 양보라기보다는 외국군 철
수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카드로서의 양보라는 의미가 더 컸다는 사실이 앞
에서 확인되었다. 2차 회담이 끝난 후 이미 38도선 문제를 양보하기로 결정하였지
34) АПРФ, Ф.45, оп.1, д.340, лл.88-91(1951. 7. 20)
35) 기존의 일부 연구는 중국이 38도선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를 양보한 것은 유엔군
측이 먼저 2항과 3항을 양보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취한 상응한 양보라고 주장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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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차 회담까지 이를 계속 고집한 이유는 협상의 입지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양
보에 대한 대가, 즉 외국군철수문제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넷째, 마오의 휴전회담 결렬을 막고 회담을 진전시키고자하는 의지가 강하게 작
용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고자하는 마오의 의지가 반
영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1951년 봄 제5차 전역 이후 마오는 전쟁을 지속하기
가 어렵다고 판단하게 된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1951년 6월 당시의 전황은 전
선이 날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었고 진격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
서 결국 휴전은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즉 마오는 “전쟁을 더
계속하여 적들을 남조선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대가
를 지불하기를 원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
였다.36)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자 하는 것은 유엔군 측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이 유엔군 측이 반대하고 있는 38도선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군사분
계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때 다시 제기하기로 제의한 것은 유엔군 측 역시
회담의 결렬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마오가 간파하고 있었으며, 회담을 진
전시키고자 하는 양측의 적절한 타협점이었다.

IV. 한국에서의 외국군철수문제

1. 중국의 주장과 유엔군 측과의 공방
외국군철수문제도 38도선문제와 같이 제기되었으나 38도선에 대한 양보의 조건
으로 외국군 철수를 관철시키기로 한 마오의 전략에 따라 공산측은 7월 16일 4차
회담부터 발언의 중점을 외국군의 철수문제에 두었다. 그러나 유엔군 측은 회담
벽두부터 이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강하게 반대하였
다. 1차 회담에서부터 유엔군 측은 외국군철수문제는 강화회담에서 각국정부간 토
의되어야 할 정치적인 문제로서 군사적 문제를 토의하는 회담에서 논의될 성격이
아니며, 이 문제는 자신들의 권한 밖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다.37) 다시 말해 외국
군대는 각기 다른 국가들이 파견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당 국가의 정부
와 유엔간의 협정에 근거해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외국군철수문제에 대
한 유엔군 측 이러한 반대 논리는 이후 회담에서도 일관성 있게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어졌다.
36) АПРФ, Ф.45, оп.1, д.340, лл.88-91(1951. 7. 20)
37) АПРФ, Ф.45, оп.1, д.339, лл.29-30(195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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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산측은 유엔군 측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외국군철수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공산측은 “조선에서의 군사행동이 중지되지 않고 평화가 실현되지 않
는 또 다른 주요원인은 외국군대가 조선에서의 군사행동에 참가하고 있음으로써
조선인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에
서의 군사행동중지와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모든 외국군이 조선에서 철
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귀측은 이 문제가 권한 밖의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당신들은 휴전협상 진행을 위한 전권대표단이므로 조선에서의 외국군철수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38)고 주장하면서
유엔군 측을 압박하였다. 또한 외국군철수문제는 강화회담에서 파병한 각국 정부
와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유엔군 측 주장에 대해 조선에서의 외국군철수문제는 강
화회담보다는 휴전회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39)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회담개최 전 의제선정에 대한 고려 단계에
서부터 마오는 분명히 한국에서의 외국군철수문제에 대해 상대측은 정치적인 문
제라는 이유로 이를 회피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스탈린의 의견을 구한 결과 스탈린은 이 문제는 마땅히 관
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탈린의 주장이 반영되면서 의제채택협상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마오는 의제채택협상 초기부터 이 문제가 유엔군 측에 의
해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라는 데는 회의적이었다.
비록 유엔군 측이 최초 제의한 3)항의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한다는 의
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군사적인 문제의 구분이 애매하다는 주장을 관철시켜 이를
삭제하는 양보를 받아내긴 하였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임은
틀림이 없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스탈린의 의도에 의해 의제채택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으나 마오는 회담의 진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선에서 양보할 생각이
있었다. 마오의 목적은 휴전회담을 조속히 진전시켜 전쟁을 종결짓는 것이었다.
7월 11일 2차 회담이 끝나고 마오는 스탈린에게 휴전회담 전략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미국이 조선에서의 모든 외국군철수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38선과 외국군철수문제를 고집할 필요가 있지만, 외국군
철수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개별사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상당한 양보의 뜻을 내비치고 있었다.40) 그러나 이
38) АПРФ, Ф.45, оп.1, д.340, лл.56-61(1951. 7. 16)
39) АПРФ, Ф.45, оп.1, д.340, лл.64-67(1951. 7. 17)
40) АПРФ, Ф.45, оп.1, д.340, лл.43-45(195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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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마오의 견해에 대해 스탈린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
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외국군철수문제에 대한 스탈린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마오
는 독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협상전략을 수정하게 된다. 5차 회담이 끝난 7월 17
일 오후 마오는 외국군철수문제에 대한 수정된 협상전략을 리커농에게 지시하였
으며, 다음날 사본을 스탈린에게 보냈다. 마오는 우선 “적측에게 양보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그들과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즉 군사문제인지 정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말고 적측이 고의로 만들어 놓은 논리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당신들은 조선에서의 외국군철수는 휴전을 보장하는 필수조
건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41) 이와 함께 마오는 “만일 적측이 휴전 후
즉시 조선에서의 외국군철수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을 개최할 것에 동의한다면, 이
러한 전제하에서만이 우리 측은 의제에서 이 문제의 문구를 수정할 것을 고려하는
데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적측이 이러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자신의 주장을 견지해야하고, 우리 측은 휴회를 제의하지 말고 회담중단을 고려하
고 있다는 표명도 하지 말 것이며, 동시에 적측의 회담중단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
라 지시하였다.42)
이러한 협상전략에서 마오가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유엔
군 측의 논리를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협상
대표들에게 이러한 논쟁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 것을 주문한 것이다. 마오는 결국
외국군철수문제에 대해 한걸음 후퇴하게 된다. 외국군철수 문제를 휴전 후에 다시
논의한다는 보장, 즉 전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외국군철수’라는 문구에 얽매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사실상의 협상전략의 수정이자 양보였다. 이 문제를
휴전 후에 논의한다는 것은 회담의제에서 완전히 빼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유엔군 측의 확고한 입장을 간파한 마오는 이 문제로
인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휴
회제의도 하지 말고, 회담중단도 고려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은 협상타결과 휴전
회담의 진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의 동의
를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공산 측은 계속되는 회담에서 여전히 외국군철수에 대
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었다.
7월 18일 6차 회담이 끝난 후 리커농은 “우리 측이 의제에서 ‘38도선’이라는 단
41) АПРФ, Ф.45, оп.1, д.340, лл.68-70(1951. 7. 18)
42) 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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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표기를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감시기구 문제에서도 유엔군 측의 일반적인 표현
을 받아 들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쌍방 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문제의 논
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측이 제시한 의제에 동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
다”고 보고하였다.43) 또한 7월 19일 속개된 7차 회담의 결과 보고에서 “우리 측은
계속해서 외국군철수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적측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대
답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고 언급하였다.44) 이러한 유엔군 측의 태도는 이미
외국군철수문제에 대한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18일
오후회담에서 공산 측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4개항의 의제수정안 제의하였으
며, 그 속에는 이미 외국군철수문제는 빠져 있었다. 이는 공산측이 실제로 유엔군
측의 의제수정안에 동의하면서 4개항에 합의한 결과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후
19일 회담에서 유엔군 측이 외국군철수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 의도는 이
미 합의된 4개항을 최종 의제로 선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7월 18일 외국군철수문제에 대한 전략수정을 시사한 전문과 공산측이
수정제의한 4개항의 의제에 대해서도 스탈린은 여전히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었다. 7차 회담의 결과를 지켜본 마오는 7월 20일 새벽 협상대표들에게 회담에
서 지연작전을 구사하도록 지시하면서 이 지시 내용을 스탈린에게도 보냈다. 이
지시에서 마오는 “적측은 외국군철수문제를 회피하면서 이미 합의한 4개항만으로
회담을 진행시키고자 할 것이며, 우리 측의 양보를 위해 1-2일 휴회를 제의할 것
이다. 그러한 조짐이 보이면 우리는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먼저 3일의 휴회를
제의하면서 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만일 오늘 회담에
서 회담지연의 징후가 보이면 관계치 말고 1-2일의 회담을 더 개최할 것을 주장해
야 한다. 그러나 더 이상 길면 안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최후의 역제의를 논의하
고 있다”고 언급하였다.45) 당시 자신의 협상전략에 대한 스탈린의 동의를 얻지 못
하고 있었던 마오로서는 회담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최후의 역제의를 논의하고 있다”는 표현은 이 문제에 대한 양보를 포함한 제3의
제의를 고려중이라는 의미와 함께 ‘최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스탈린의 동의를
촉구하고 있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전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스탈린의 회신은 없었다. 이에 마오는 같은
날 다시 외국군철수문제에 대한 자신의 협상전략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장문의 전
43) АПРФ, Ф.45, оп.1, д.340, лл.71-75(1951. 7. 19)
44) АПРФ, Ф.45, оп.1, д.340, лл.85-87(1951. 7. 20)
45) 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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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스탈린에게 보내면서 외국군철수문제에 대한 양보의 필요성을 설득하게 된
다. 마오의 다급함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동 전문에서 마오는 먼저 “적측은 기
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외국군철수문
제에 대해서 왜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동 전문에서 언급한 마
오의 이러한 논지의 주요부분만 발췌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필리포프동지:

(전략)
우리는 조선에서의 외국군철수문제를 다시 연구해야할 것임. 38도선에
서 군사행동중지를 제의한 주요 이유는 현 우리의 군사역량이 적들을 북
조선에서 축출할 수 있을 뿐 적들을 남조선에서 축출할 수는 없기 때문
임. 전쟁이 길어지면 적들의 힘을 더욱 더 소모시킬 수 있지만, 우리에게
도 재정적으로 상당한 위기를 가져다줌으로써 국방건설을 증대하기 힘들
것임. 전쟁이 연장되어, 예를 들어 반년 혹은 8개월 더 전쟁을 계속하여
적들을 남조선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대가
를 지불하기를 원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보이지 않음.
(중략)
만일 조선에서의 외국군철수에 관한 협상이 결렬된다면 수개월의 전쟁
을 치른 후 다시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적들은 이 조항을 다시 거절할 것
임. 만일 그 때 이 조항을 군사행동중지 회담의제에 제외시킨다는 것을
동의한다면 우리는 더욱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임. 만일 새로운 협
상이 또 결렬된다면 조선에서의 외국군철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즉
적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현실적으로 현 상황에서 달성할 수
없는 임무를 위하여 우리는 장기전의 늪 속에 빠져버릴 것임. 이러한 분
석 하에서 본인은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즉 외국군철수문제를 위하여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장기전
을 수행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철군을 휴전회담이 반드시 즉시 해결해야
하는 조건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말리크동지 역시 조선에서의
철군문제는 휴전 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음.
만일 우리가 이 문제를 휴전회담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지
금 동의하지 않고 나중에 동의할 것이라면 지금 동의하는 것이 가장 좋으
며, 이 문제를 이후 해결하게 남겨둠으로써 그것을 대만에서의 외국군철
수, 단독대일강화조약, 일본의 재무장문제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 수중의
협상무기로 만들어야 함.
만일 귀하께서 본인이 제기한 문제와 관점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면
귀하의 회답 후 김일성의 동의를 거쳐 우리 회담대표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릴 것임. 만일 귀하가 반대한다면 귀하의 관점을 말해 주시고 지시를
내려주기 바람

마오저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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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7. 20 46)

마오의 예상과 같이 8차 회담이 끝난 후 리커농은 “지난 회담에서의 미측 대표
의 발언과 금년 7. 19. 에치슨의 성명 그리고 ‘뉴욕타임즈’ 7. 19. 사설에서 볼 때,
미측이 조선에서의 외국군철수문제에 대해 양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계속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끝까지 이 문제를 관
철시키고자 하는 인상을 적측에 줄 것이나 만일 적측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보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3일 간의 휴회를 제의할 것이며, 3일 휴회 후 회담에서
도 유엔군 측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보장해 준다면
다른 회담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는 점을 회담이 끝나기 직전 암시할 것이라 언급
하면서 이러한 취지의 발언문이 이미 작성되었다고 보고하였다.47) 마오의 협상전
략을 실행에 옮길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볼 때, 마오는 외
국군철수문제에 대해 유엔군측의 양보를 기대하기는 이미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
으며, 이 문제에 대해 스탈린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휴회 후
속개되는 회담에서 양보할 것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외국군철수문제에 대한 스탈린의 의견은 7월 21일에서야 비로소 마오에게 도착
하였다. 스탈린은 “우리는 귀하의 관점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즉 외국군의 철수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은 이 문
제를 뒤로 미루고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에 동의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언급
하면서 외국군철수문제에 대한 양보에 동의하였다.48) 외국군철수문제 해결에서의
가장 큰 장애가 제거된 셈이었다.
스탈린의 동의를 얻은 마오는 7월 23일 리커농에게 “한반도에서 외국군철수문
제는 휴전 후의 다른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이번 회담의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
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언급하고 “우리가 제의한 4개항의 의제에 제5항 ‘기타 휴전
관련 문제’추가할 것을 제안하라”고 지시하였다.49) 7. 21부터 4일 간 휴회를 요청
한 공산측은 7월 25일 속개된 제9차 회담에서 마오의 지시에 따라 외국군철수문제
에 대해 차후 논의할 것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이를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
였다. 즉 외국군 철수문제를 명기하는 대신 “쌍방의 관계각국정부에 대한 건의”라
46) 위 전문.
47) 위 전문, 실제로는 4일 휴회 후 25일 회담이 속개되었다.
48) АПРФ, Ф.45, оп.1, д.340, лл.92(1951. 7. 21)
49) ≪周恩來軍事文選≫ 第4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7,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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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현으로 휴전성립 후 일정기간 내에 쌍방이 고위급 대표회담을 소집하여 한국
으로부터 외국군대를 철수하는 문제를 협의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유엔군 측은
“우리 측은 휴전조치 논의 시 귀측에 충분한 기회를 준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마땅히 각국정부의 최종결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휴전협정 합의이전
혹은 휴전조항 시행 이전에 단독으로 논의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다음날
제10차 회담에서는 ‘건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질도 줄 수 없다는 점을 명
백히 하였고, 공산측은 이를 수용하였다.

2. 협상결과 및 함의

공산측이 38도선 주장을 양보하면서 관철시키고자 하였던 외국군철수문제에서
‘외국군’은 유엔군, 특히 미군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은 유엔
과 파병국가들과의 협약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차원의
문제로서 군인들이 군사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휴전회담에서 다루어 질 사안은 분
명히 아니었다. 유엔군 측 협상대표들이 합참으로부터 받은 훈령은 군사적 휴전문
제만 토의해야 하며, 군대의 철수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토의되어야 한다고 적 측
대표에게 확실히 환기시키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각국정부의 결정에 의거하여
참전한 외국군대와 중국군 등의 철수는 한국문제의 최종적인 해결과 연관하여 이
들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트루먼 대통령 역시 유엔군이 철수 할 것
이라는 어떠한 인상도 적에게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 지시하였으며, 이러한 미국
의 확고한 방침은 7월 19일 리지웨이 사령관에게 전달되었다.50) 또한 같은 날, 미
국무부는 에치슨의 성명을 통해 “유엔군은 한국에서 진정한 평화가 수립될 때까지
휴전 후에도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51)
그러나 마오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회담의제를 고려할 때부터 이 문제는 정치
적인 문제로서 논쟁을 예상하였으며, 의제로서 제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스탈린
에게 문의하였다. 이는 마오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하여 유엔군 측이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이 계속 이 문
제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회담
초기부터 마오는 이 문제에 대해 고집할 경우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
애요소로 작용할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더구나 마오에 있어서 중요한
50) James F. Schnabel, Rovert L. Watson, The J oint Chiefs of Staff and N ational
P olicy Vol.III The Korean War P art II, 1979,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역,≪미국
함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991, 33-34쪽.
51) 위의 책, 38쪽, 또한 같은 날 뉴욕타임즈도 같은 요지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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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쌍방의 군대가 38도선으로 철수하여 하루속히 군사행동을 중지하는 것이었
으며, 이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마오뿐만 아니
라 김일성과 말리크도 같은 생각이었다. 마오는 “외국군철군문제로 휴전회담이 장
기화 되는 것 보다 철군문제를 휴전회담에서 즉각 해결해야 하는 전제조건으로 삼
지 않는 것이 좋다. 말리크 동지의 말대로 38도선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휴전하
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첫 걸음, 한반도에서의 철군문제는
휴전 후에 다시 토론해도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52) 따라서 마오의 외국군철수문
제 관련 협상전략에 있어서 가장 우선고려대상은 협상 상대방인 유엔군 측이 아니
라 스탈린을 설득하여 동의를 얻어내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스탈린이 외국군철수문제를 고집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의 남침과
정과 중국의 참전과정 등에서 파악된 스탈린의 한국전쟁전략의 중요한 부분은 미
군을 한반도의 전쟁에 묶어 둠으로써 상대적으로 유럽에서의 미국의 위협을 감소
시켜 보겠다는 것이었다.53) 미군을 포함하는 외국군철수문제가 정부간 논의되어
야할 정치적인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가 군사적인 문제가 다루어지는 휴전회담에
서 논의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소련
의 스탈린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제
기하고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 주장한 이유는 한국전쟁이 조기에 종결되는 것을 원
하지 않고 있었던 스탈린의 휴전회담 지연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
오가 외국군철수에 대한 협상전략 수정을 처음 시사한 후 열흘이 지나서야 비로소
스탈린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동안 마오는 회담을 지연시키고 장문의 전문을 보내
설득하면서 스탈린의 동의를 기다렸다. 따라서 이는 스탈린의 고의적인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휴전회담을 포함하여 한국전쟁 전반에 걸
쳐 스탈린의 영향력과 통제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외국군철수문제 관련 협상에서 특히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마오의
의지와 의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의제채택협상의 마지막회담이 되었던 제10차
회담에서 ‘관계각국정부에 대한 건의’라는 모호한 표현에 대해 유엔군 측이 어떠한
언질도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공산측이 이러한 제안을 수용한 것

≪周恩來年譜(1949-1976)≫上卷, 161쪽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
전쟁사(3)≫, 2005, 95쪽 재인용.
53) 김옥준, <북한의 남침에 대한 중국의 지원약속과 소련의 역할: 북한의 남침제의
부터 남침개시 전까지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제18집 1호, 2010,
130-135쪽 참조.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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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국이 조속히 실제적인 문제를 토의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54) 즉 마오는 “우리 측은 휴전에 관한 협의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
여 외국군철수문제를 이번 회담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55)라고 언
급함으로써 휴전회담의 진전과 휴전의 조기실현을 희망한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
다.
그러나 외국군철수문제 협상은 공산 측의 완전한 양보이자 패배였다. 이 문제는
38도선 문제와는 다르게 이후 속개되는 본회담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없는
사안, 즉 휴전 후 다시 논의할 사안으로 미루어 졌다. 결국 스탈린을 어렵게 설득
한 마오는 외국군철수문제를 ‘기타 휴전관련 문제’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물
러섰고 이는 ‘관련국 정부에 대한 건의’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결론지어졌다. 이러
한 결과에 이르기 까지는 마오가 이 문제에 대하여 처음부터 회의적인 생각을 가
지고 있었다는 점과 함께 휴전회담 진전에 대한 강한 의지, 그리도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 중국의 양보를 유도하는데 한몫을 하였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V. 맺는말

휴전회담은 초기부터 스탈린이 배후에서 통제하였으나 실질적인 협상은 마오가
주도해 나갔다. 비록 스탈린이 배후에서 회담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
고, 특히 휴전에 대한 생각이 자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마오는 스탈
린을 끝까지 설득하면서 자신의 의도대로 협상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였다. 또한
의제채택협상의 전 과정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주목할 만 한 것은 휴전의 조기실현
에 대한 마오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마오는 휴전회담에서
제기할 의제를 고려하는 단계에서부터 회담진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중
국 자신들과 관련된 사안들, 즉 대만문제와 유엔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 등을 주
도적으로 제거시켰다. 그러나 스탈린은 마지못해 휴전회담에 동의하였으나 휴전회
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스탈린은 한국전쟁 휴전 자체에 대해서 당초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
으며, 전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스탈린은 한국전쟁을 세계적 차원
의 대미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반면, 마오는 자신에 대한 안보위협에
54) Walter G. Hermes, U.S. Army in the Korean War: The Tent and Fighting
Front, 육군본부 역, ≪유엔군 전사: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제2집)≫(서울: 육군
본부, 1967), 32쪽.
55) ≪周恩來軍事文選≫,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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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국지적인 제한전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휴전문제를 놓고 마오와 스탈린
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였다. 따라서 휴전회담 개최여부
문제에서 부터 마오는 스탈린을 설득해야 하였다. 마오는 전쟁이 장기화 된다 하
더라도 승산도 없고 이득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스탈린을 계속 설득하였다.
사실상 마오는 2차 회담을 마치면서 이미 쟁점이 되었던 38도선문제와 외국군
철수문제의 성격과 유엔군 측 입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이 두문제가 휴전
회담의 의제로서 논리적으로 취약하며,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회담 초기에 이미
입증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에서 마오는 휴전회담의 진전을 위하여 의제채택협
상 초기에 이미 협상전략에 수정을 가하게 된다. 먼저, 38도선문제에 대해서는 유
엔군 측이 38도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비무장지대 설정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후속 본 회담에서 비무장지대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38도선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논리를 보강하여 제기하면 된다는 계
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보가 가능하며, 오히려 이를 조건으로 외국군
철수문제에 대한 유엔군 측의 양보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또한 외국군 철수문제는 관철되기 어려운 문제로서 38도선 양보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틀림없으
며, 유엔군 측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또한 이 문제는 전쟁종식이
라는 목적에서 볼 때 부차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이 문제를 고집하는 것 보다는 양
보하면서 실질적인 회담을 진전시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이
득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에 대한 설득이 관건이었다. 스탈린의 동의를 받
은 마오는 이 문제를 아예 휴전회담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휴전 후 논의하는 것으
로 양보하였다.
이렇게 볼 때 쟁점이 되었던 두 문제는 사실상 중국 측 내부에서는 회담초기에
이미 양보전략이 마련된 것이었다. 7월 16일 4차 회담에서 유엔군 측은 기존의 9개
항을 4개항으로 만들어 수정제의하였으며, 7월 18일 6차 회담에서 공산 측 역시 4
개항의 수정제의를 하였다. 그러나 공산 측의 수정제의 안은 사실상 유엔군 측의
수정제의를 수용한 것이었다. 이후 회담에서도 지속적으로 외국군철수를 주장하지
만 그것은 스탈린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7월 26일 오후 속개된 10차 회담에서 양 측은 다음과 같이 휴전회담의제를
최종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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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담의제 채택
2) 한국에서의 적대행위 정지를 위한 기본조건으로서 양측이 비무장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군사분계선 설정
3) 정전 및 휴전에 관한 조항 수행을 감독하는 기관의 구성, 권한 및 기능을
포함한 한국에서의 휴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의
4) 포로에 관한 협의
5) 양측의 관계 각국정부에 관한 건의

결과적으로 중국이 당초 휴전회담 의제로서 관철시키고자 한 38도선 군사분계
선 설정과 한국에서 모든 외국군철수 문제는 그들이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38
도선문제는 후속 본회담에서의 구체적인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었으나
외국군철수문제는 완전히 휴전회담에서 제외되면서 5)항과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參考文獻】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3)≫, 2005.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옥준, <북한의 남침에 대한 중국의 지원약속과 소련의 역할: 북한의 남
침제의부터 남침개시 전까지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제18집 1
호, 2010.
김옥준, <한국전쟁 휴전의 모색과 중국의 전략: 서방측 휴전제의에서 휴
전회담 개막전까지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22집 2호, 2014.
김영호, <6·25전쟁 개전결정과 휴전협상 과정에서 공산3국 사이의 공조에
관한 비교연구>, ≪평화학연구≫제14권 5호, 2013.
김원곤·김병곤, ≪한국전쟁 휴전사≫, 서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9.
양규송, <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
Callum A. MacDonald, Korea: The War Before Vietnam, N.Y., NJ.:
Macmillan, 1986.
C. Turner Joy, 김홍열 역,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해양전

26

第 45輯

략연구소, 2003.
James F. Schnabel, Rovert L.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III The Korean War Part II, 1979.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역, ≪미국함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1991.
Walter G. Hermes, U.S. Army in the Korean War: The Tent and
Fighting Front, 육군본부 역, ≪유엔군 전사: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제2
집)≫, 서울: 육군본부, 1967.
≪周恩來軍事文選≫ 第4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7.
沈志華,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機密文書≫, 台北: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
所, 2003.
柴成文·趙勇田, ≪板門店談判≫,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9.
聶榮臻, ≪聶榮臻回憶錄≫,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2.
АПРФ, Ф.3, оп.65, д.336, лл.17-19(1951. 12. 7)
АВПРФ, ф.059а, оп.5а, п.11, д.3, лл.193-195(1951. 12. 7)
АПРФ, Ф.45, оп.1, д.339, лл.8-10(1951. 7. 3)
АПРФ, Ф.45, оп.1, д.339, лл.11-12(1951. 7. 3)
АПРФ, Ф.45, оп.1, д.339, лл.25-28(1951. 7. 11)
АПРФ, Ф.45, оп.1, д.339, лл.29-30(1951. 7. 11)
АПРФ, Ф.45, оп.1, д.339, лл.35-42(1951. 7. 12)
АПРФ, Ф.45, оп.1, д.339, лл.57-60(1951. 7. 13)
АПРФ, Ф.45, оп.1, д.340, лл.43-45(1951. 7. 13)
АПРФ, Ф.45, оп.1, д.340, лл.56-61(1951. 7. 16)
АПРФ, Ф.45, оп.1, д.340, лл.56-61(1951. 7. 16)
АПРФ, Ф.45, оп.1, д.340, лл.64-67(1951. 7. 17)
АПРФ, Ф.45, оп.1, д.340, лл.68-70(1951. 7. 18)
АПРФ, Ф.45, оп.1, д.340, лл.71-75(1951. 7. 19)
АПРФ, Ф.45, оп.1, д.340, лл.88-91(1951. 7. 20)
АПРФ, Ф.45, оп.1, д.340, лл.92(195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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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该论文是采纳1951年7月10日至7月26日召开的韩国战争停战谈判的议题, 特
别是围绕38线军事分界线和韩半岛的外国军队的撤回问题来分析联合国军方在
攻防问题上出现的中国的意图和战略.
对于在背后指挥和控制停战谈判的斯大林来说, 如果站在正面的角度考虑到
实际指挥的毛泽东关于停战思想与斯大林却截然相反, 停战协定中毛泽东的思
想并不是全部受到斯大林的控制. 该论文在采纳议题协商过程中论证了虽然毛
泽东受到斯大林的指示和控制, 但是与斯大林不一致的是毛泽东的思想是早期
结束韩国战争. 并且通过在采纳议题协商过程的开始出现的分析关于毛泽东对
韩国停战协定的意图和战略, 可以重新审视毛泽东从介入韩国战争开始对韩国
战争的作用.
主题词: 중국, 휴전회담전략, 의제채택, 38도선 군사분계선설정, 외국군 철수
中國, 停战谈判战略, 采纳议题, 设定38军事分界线, 外国军队撤退
China, Strategy of truce conference, Agenda adoption, Establish the
38th parallel as military demarcation line, Withdrawal foreign
tr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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