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초기 민사정책
- 부산의 피난민 통제 및 구호 그리고 경제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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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구 이동, 사
회·경제적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했다. 특히 한국전쟁은 한국사회의 인구구
조 변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부산은 단일 도시로서 가장 많은 피난민이
유입, 정착 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와 팽창과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계기를 마련
하게 되었다.
부산은 전쟁 동안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 그 이유는 임시수도였으며,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 전쟁 수행에 중요한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전쟁초기 한국정부는 부산의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부산으로의
피난민의 유입을 통제 하였다. 부산으로 유입된 피난민들 또한 방첩기관과 군, 경
찰에 의해 끊임없이 통제되었다. 피난민에 대한 구호도 있었지만, 물적 자원이 부
족했기 때문에 피난민들을 구호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북한군이
낙동강에서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가능한 많은 피난민을 복귀시키려 하였다.
미군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피난민의 통제와 구호에 노력하였다. 그들은 군사적
필요 때문에 더욱 강력한 통제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부산으로의 피난민 유입을 적
극적으로 막았다. 그리고 구호에 있어서 미군은 ECA를 통해 이용 가능한 자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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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연합군(United Nations Force)이 점령한 지역
대부분의 민간인을 구호하려는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그 뿐만 아니라 경제 복구
정책을 시행하였다. 미군은 가능한 한국의 경제 생산력을 증대시키려 노력하였
고, 그것이 한국전쟁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주제어 : 한국전쟁, 부산, 1차 피난민, 민사정책, ECA, 통제, 구호, 귀환, 주한 미8
군, 낙동강 방어선

Ⅰ. 머리말
세계 1차 대전을 계기로 현대의 전쟁은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
쟁의 형태는 과거 대규모 병력의 간의 전투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결정 나는
제한전(Limited War)에서,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이
용하여 전쟁에 임해야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총력전(Total War)의 시대가 되었
다.1) 따라서 전장의 범위는 전투가 벌어지는 전선(戰線)뿐만 아니라 직접적
으로 전투가 벌어지지 않은 후방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
에 따른 무기의 발달, 특히 공군력의 향상은 전·후방지역의 의미를 더욱 무
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전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장에서 떨
어진 후방지역의 첩보와 방첩의 의미가 강조되었다.
전쟁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가 생산력이 전쟁을 수행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
었다. 후방지역의 민간인이 안정적으로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필수적
으로 후방지역의 민간인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관리를 해야 했다. 그것은 안
정적인 의식주의 보급과 질병 예방 및 관리, 그리고 전쟁이라는 막연한 공포
로부터 후방지역의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방지역의 안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변수는 피난민(또는 난민)
의 존재이다. 피난민은 전투를 피해 안전한 후방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
인다. 피난민은 후방지역의 관리를 위협하는 요소이다. 피난민의 후방지역 지
역으로 유입은 그 지역의 문제를 발생 시킨다. 갑작스러운 인구의 증가는 후
1) https://www.britannica.com/topic/total-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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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역 주민에게 전쟁의 공포와 불안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청결과 위생 유
지를 어렵게 함으로써 전염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전쟁에 투입
되거나 후방지역의 제한적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물자
수급을 어렵게 한다.
또한 피난민이 같은 나라의 국민인 경우 무조건 배척할 수 없는 구호의 대
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피난민은
이중적인 존재이다. 피난민은 후방지역을 교란 시키는 위협하는 통제의 대상
이기도 하지만, 전쟁의 피해를 입은 구호의 대상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에서
피난민은 민사를 책임지는 한국정부와 군, 미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두 가
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교전국인 북한과의 이데올로기적 체제 경쟁
의 관점에서 구호의 대상이지만, 북한에 동조하여 후방지역을 교란할 목적으
로 피난민을 가장하여 침투하거나, 후방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
할 경우 피난민은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전쟁에서 피난민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였다. 따라서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에서 피난민이라는 대상은 매
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후방지역의 안정과 피난민에 대한 관리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민사
(Civil Affair)이다. 당시 미군의 민사 정책은 후방지역의 안정과 피난민 관리
뿐만 아니라 경제재건까지 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군의 민사 정책의 속에
서 피난민에 대한 관리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과거의 한국전쟁 연구는 주로 전쟁의 책임론과 남·북한 체제형성을 중심
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었다.2) 그리고 ‘국가폭력’ 또는 ‘국가 테러리즘’의 관
점을 남북 정권에 적용시켜 설명하고 있었다.3) 미국이 한국전쟁기 발행했던
문서들이 해제되면서, 당시의 많은 문서가 공개되고, 한국으로 유입되었다.
그리고 구술이 역사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최근의 연구들은 다양한
분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난민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에
서 연구되고 있다. 한국전쟁기 피난민의 관리와 구호의 주체 중 하나였던 유
2) 대표적인 저작은 다음과 같다. 브루스 커밍스 저, 김자동 역,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1, 2, 나남출판, 1996.; 정병준, 한국전쟁(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게, 2006, 최장집 편, 한국전쟁연구, 태암, 1990.; 강정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
사, 역사비평사, 1996, ; 와다하루키, 한국전쟁, 창작과 비평사, 1999.
3) 김동춘, 분단과 한국사회, 역사비평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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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민사원조사령부(United Nations Civil Affair Command in Korea; 약칭
UNCACK 또는 UNCAC)4), 피난의 시기에 따른 성격 구분5), 피난민이 지역에
미친 영향과 그들의 생활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6)
그러나 전쟁당시 단일 도시 중 가장 많은 피난민이 임시 거주하였거나, 정
착했던 부산에 대한 정책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전쟁 기간 중 피난민
으로 인해 가장 많은 변화를 격은 도시는 부산이었다. 당시 부산은 1950년 9
월 28일~1951년 1월 4일의 기간을 제외한 거의 나머지 전쟁 기간 동안 임시수
도였고, 지정학적으로 해상교통의 요충지였으며, 전쟁 물자를 보급하는 병참
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산은 전전(戰前)의 인구에
필적하는 피난민의 유입으로 치안, 전염병, 주택난, 물가폭등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정부와 미군의 피난민과 민사정책이 가
장 잘 들어나는 장소 중 하나인 부산을 고찰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전쟁기 발생한 피난민은 우선 해방이후 전재민 구호과정, 즉 귀환동포
와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기 피난민은 해방
이후 ‘국민 만들기’의 일환인 귀환동포의 포섭 과정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귀
환동포의 경우 무조건적인 구호와 포섭의 대상이었지만, 한국전쟁기의 피난
민은 모두가 구호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전쟁기 한국정부와 미군은 피
난민을 통제와 구호의 대상이자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노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미군의 입장에서는 민사정책의 일환인 경제
복구 정책도 실행해야할 입장에 있었다.
한국정부와 미군은 피난민의 출신지역과 피난민이 발생한 상황에 따라 무
조건 구호해야하는 대상과 위협이 될 수 있는 대상을 구분 하였다. 따라서 전
쟁기 정부와 미군은 피난민을 부산과 공간적 분리를 통해 끊임없이 통제하려

4) 서중석 외, 전장과 사람들 :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일상, 선
인, 2010. ;최원규, ｢한국전쟁중 국제연합민사원조사령부(UNCAC)의 전재민 구호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논총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6.
5)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게, 2000.; 양영조, ｢피난민 정책｣ 6, 25전쟁 50주년기념 -한국전쟁사
의 새로운 연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양영조, ｢한국전쟁시 대구지역 피난민 실태 분
석｣, 군사50, 국방부군사현찬연구소, 2003.
6) 차철욱, 류지석 등,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부산 이주와 생활공간｣, 민족문화논총4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0. ; 김아람, ｢한국전쟁기 황해도민의 서해안 피난과 전후 전라남도 정착｣,
동방학지18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7. ;박정석 외,전쟁과 기억, 한울, 2005. ; 염미경 외,
전쟁과 사람들, 한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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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시에 구호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전쟁초기(1950년 6월 25일~11월) 한국정부와 미군이 전황(戰況)에 따른
피난민과 민사 정책 일반을 분석함과 더불어 부산에서 피난민을 어떻게 다루
었는지, 미군의 민사정책이 부산에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고찰하려고 한다.

Ⅱ. 1차 피난기 부산의 피난민 유입과 한국정부의 정책
1. 1차 피난민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
전쟁기간 남북한 주민들은 크게 2차례의 피난을 경험 하였다. 우선 전쟁이
발발 하면서 북한군이 남쪽으로 진격함에 따라 38선 인근 주민과 서울·경기
지역의 민간인들이 대규모로 대구, 부산 등을 향해 이동하였다. 이후 1950년
10월 25일 중국인민지원군(이하 중국군)의 참전으로 한국군, 국제 연합군
(United Nations Force : 이하 유엔군)이 수세에 몰리면서 북한의 민간인들은
군과 함께 남쪽으로 월남하게 되었고, 또 1·4 후퇴 시기 서울과 경기지역의
주민들이 대규모로 피난하게 되었다. 전쟁발발과 함께 시작된 피난을 ‘1차 피
난’이라하고, 중국군 참전으로 인해 이북과 서울·경기·충청지역 주민의 대
규모 피난을 ‘2차 피난’이라 한다.7) 피난민의 수는 1차 피난 당시 약 150만 명,
2차 피난기에 약 48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쟁 초기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였고, 대책이 없었다는 것을 양영조, 김동
춘, 강성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8)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은 적의 압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인 혼란과 무질서가 더 큰
문제였다. 특히 정부는 서울 철수 당시 서울을 사수 할 수 있다고, 방송하다가
갑자기 한강철교를 폭파함으로써 많은 서울시민을 서울에 방치한 결과를 낳
았다. 정부는 민간인을 사전에 안전지대로 일단 피난시켰어야 했고, 시민들에
7) 양영조, 앞의 논문(2001), 263쪽; 김동춘, ｢서울시민과 한국전쟁 : ‘잔류’, ‘도강’, ‘피난’｣,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0.(한국전쟁기 피난민에 대해서 연구한 양영조, 김동춘은 피난을 위와 같이 구분하
고 있다.)
8) 김동춘, 앞의 책(2000). ; 양영조, 앞의 논문(2001).; 강성현, ｢한국전쟁기 한국정부와 유엔군의 피
난민 인식과 정책｣, 전장과 사람들, 선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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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정확한 전황(戰況)을 보도하고 사전에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이 시기 정부는 정부기관과 요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고,
민간인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전쟁초기 정부는 피난에 대한 정책이 없었지만, 한국의 민간인들도 굳이 피
난을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동춘은 당시 서
울 시민들이 피난을 가지 않아도 북한군이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
대, 즉 하나의 국가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희망에 의해 피
난을 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9) 그러나 공무원 군·경 가족의 경우는 달랐다.
이들은 피난가지 않았을 경우 북한군에 의해 처형당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
에 전쟁이 발발한 직후 대부분이 피난길에 오른다.10) 1차 피난 당시 서울시민
144만 6,000여명 중 피난민 40만 명의 대부분은 전쟁 전 월남인, 정부고관, 우
익정객, 자유주의자, 군경가족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11)
북한군에게 서울을 점령당한 정부는 피난민에 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서울에서 대전,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임시수도를 옮겼을 뿐이었다. 당시 서
울·경기 지방의 피난민들은 각종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전선으로부터 후방지
역으로 무작정 이동하였다. 그리고 전선이 낙동강 유역에 이르자 정부는 전투
에 방해되는 민간인을 강제로 소개 하였다. 1차 피난 당시 대다수의 피난민들
은 경상남북도로 피난하였으며, 그 수는 약 100~150만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1차 피난 당시 한국 정부에게 피난민은 전투를 수행하는데 방해물 또는 정
부가 감당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전쟁초기 피난민의 이동 때문에 군의 수송
작전이 방해 받았고, 정부와 미군이 원하는 효과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없었
다. 정부에게는 전황이 악화됨에 따라 피난민의 대피와 보호보다는 군사 작전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였다.12) 따라서 정부는 전황에 대한 긍
9) 김동춘, 앞의 논문(2000), 44~47쪽.
10) 김성칠, 역사앞에서(한 사학자의 6·25일기), 창작과 비평사, 1993.
11) 김동춘, 앞의 논문(2000), 45쪽.
12) “대구경찰서장 邊貞旭씨는 昨 10일 비상시국에 대처한 諸般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보고를 發
하여 시민의 주의를 환기하였다.
▹ 도로정리에 대하여
누차에 걸쳐 取締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구시내의 교통정리는 실현되지 않았으며, 최근 대구
에는 연합군의 내왕이 빈번하며 더구나 시각을 다투는 작전상 신속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차
도의 혼잡은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뿐 불시의 사고가 발생하면 귀중한 생명을 손상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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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전망을 발표하면서 피난민이 대거 남하하는 사태를 막으려고 하였
다.13) 이것으로 짐작컨대 전쟁초기 정부는 피난민이라는 존재를 가능한 만들
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쟁 초기 정부가 피난민의 발생을 막는 데 초점을 둔 이유는 전쟁을
통일의 기회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피난민을 발생시키지 않고, 이후
재점령을 통해 전쟁 초기 북한군 점령지구를 비롯해 이북지역까지 점령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했다.14) 한국 정부의 이러한 판단은 이북 지역을 점령했
을 때 잘 드러난다. 한국군과 유엔군이 이북 지역을 점령한 이후 한국 정부는
이북지역에 한국 화폐를 유통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 통합하려는 계획을 세웠
던 것이다.15) 또한 1950년 10월 29일 이승만의 평양 방문 연설에서 이러한 한
국의 의도는 잘 드러난다. 당시 이승만은 유엔에 한국의 피난민을 이북지역으
로 이주시킬 것을 제안하였다.16) 정부의 입장에서 전쟁 이전 월남인을 포함한
한국 내 피난민의 이북지역으로 이주는 한국정부의 우월성을 이북지역 주민
에서 선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전쟁 초기 피난민 대책을 세
우는 것은 정부에게 큰 의미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전선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 낙동강 유역에
이르게 되었고, 피난민의 수는 급속하게 늘어났다. 1950년 7월 20일을 기준으

니, 경찰로서는 앞으로 아래 몇 가지 조항을 엄중 단속할 것이다.
1. 차도에는 일절 보행을 금함
自轄車·牛馬車는 차도의 양편을 통행하고 중앙에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 차도 인도 구별 없는 도로상에서도 보행은 좌측으로 우마차는 우측을 통행할 것
3. 도로상에는 일절 물체를 放棄 말라
4. 略上에서 노점행위를 일절 금함
5. 노상에서 소년들의 遊戱를 금하며 5세 이하의 유아에 대하여는 其 護者를 엄중 문책하겠음
6. 자전차의 2인 승차, 우마차에 마부가 승차하는 등은 엄금한다.
7. 시내 중요 도로상에 필요 없이 만보 遊休하는 자는 徵稅 勞役에 처하겠음
8. 노상에 이유 없이 집단하여 정립함을 금함
9. 전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태세를 갖추지 않은 채 노상을 방황하는 자는 엄중 문책하겠음” 경
제신문, 1950년 07월 11일.
13) 국방군사연구소, 미 국무부 한국 국내 상황관련 문서 Ⅲ; 한국전쟁 자료총서 41, 삼보인쇄공사,
1997, 7~8쪽.; 민주신보, 1950년 7월 6일.
14) 국방군사연구소, 미국 국무부 정책연구과 문서 Korea Project File Vol. Ⅴ; 한국전쟁 자료총서 30,
삼보인쇄공사, 1997, 220~224쪽.
15) 국방군사연구소, Intelligence report of the Central intellignece Agency Daily Report Ⅰ ; 한국
전쟁 자료총서16, 삼보인쇄공사, 1997, 323쪽.
16) 국방군사연구소, 미국 국무부 정책연구과 문서 Korea Project File Vol. Ⅴ; 한국전쟁
자료총서 30, 삼보인쇄공사, 1997, 220~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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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할 때 한국과 유엔군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의 피난민은 약 110만 명이었
다. 정부는 피난민을 수용소 시설에 수용함으로써 피난지(避難地)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부산에서 피난민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에
게 최우선적으로 식량과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피난민을 수용시설로 유인하
고자 하였다. 부유층으로부터의 구호물품 모금활동, 피난민 식량지원과 물가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부
는 피난민 유입에 따른 부산의 갑작스러운 인구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의약품의 확보 및 전염병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
다.17)
그러나 당시 피난민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은 3분의 1수준인 36만 명에 지나
지 않았다.18)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수용소 시설뿐만 아니라 식
량과 의약품은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전선이 악화된 7월 말 미국 중앙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은 부산의 보건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데, 피난민
이 밀려들고 있어 전염병이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할 정도였다.19)
전쟁 초기 남하하는 피난민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였다. 한국정부의 피난민 구호는 1950년 7월 9일 육군에 민사처
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20) 육군 민사처는 피난민 통제, 군사작
17) 부산일보, 1950년 8월 6일; 부산일보, 1950년 8월 9일.
18) 부산일보, 1950년 7월 25일.
19) “ …천연두가 7건 발생한 부산은 공중 보건상태가 매우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난민이 몰려드
는 남동부 지방에서 공중 보건 당국은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미국 중
앙정보국 정보보고서 Daily Report 1 ; 한국전쟁 자료총서16, 67~68쪽 ; …현재 의무반이 상설되
어 있는 수용소도 있으나 전반적이 못된다. 적어도 수용소라고 명칭 붙은 곳이라면 반드시 의료시
설이 있어야만 될 것이며 적어도 전문의사라도 배치되었으면 책임을 느끼고 일하여 주었으면 하
는 요망의 소리도 들리고 있다. …물론 약품부족, 시설부족, 과로 등으로 말 할 수 없는 사정도 없
지 않을 것이다. 환자들은 좀더 온정과 성의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 민주신보, 1950년 9월 5일.
20) “육군본부, 민사부를 설치
[2613부대 政訓部 발표] 4283년 7월 9일 0시를 기하여 육군본부에서는 민사부를 창설하였는데 따
라 제2613부대에서도 민사부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동 민사부는 계엄령 하에 대한 민사관
계로써
1. 전투지구로부터의 민간인의 철퇴 또는 복귀
1. 필요한 물자 또는 人馬의 징발
1. 계엄군사재판 및 일반 사법사무의 감독
1. 피난민(이재민)의 구호
1. 민간□원의 채용
1. 지방행정 및 치안기관에 관한 감독
1. 기타 민간기관과의 연락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로 되었다는 該 기관은 계엄령이 해제됨에 따라
이도 폐지된다고 한다.” 경제신문, 1950년 7월 15일.

274

석당논총 72집

전 및 치안유지에 필요한 민·군간의 긴밀한 협조,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하
였다. 사회부·국방부·농림부·내무부·교통부·보건부 등의 정부부처는
군 민사처와 함께 피난민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주요 임무는 전투지역
민간인의 철수, 또는 복귀와 피난민 및 이재민(또는 전재민) 구호였으며, 육군
의 각 사단과 해군의 통제부사령부에도 민사과를 두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
하였다. 정부는 피난민이 도시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난민을 도시
외곽에 설치한 수용소에 일시적으로 수용하고 하였다. 피난민 증명서 발급을
통해 피난민 속에 섞여 후방지역으로 침투하려는 북한군의 유입을 막고자 했
다. 대전에서부터는 피난민임을 증명해야만 남쪽으로 피난할 수 있었다.21)
피난민 증명서는 정부가 북한의 간첩을 가려내기 위한 유일한 행정적 장치였
다. 그러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전황에 의해 피난민 증명서 발급 심사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난민 증명서는 연고·지인이 없는 피난민
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상 검정을 거친 이후에 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
장의 이동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난민에 대한 심사도 어려웠고,
효과적으로 피난민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22)

2. 피난민의 부산 유입
1차 피난 당시 약 150만 명의 피난민 중 약 50만 명이 경남지역으로 피난한
것으로 추측된다.23) 그 중 약 20만 명이 정부의 피난민 분산정책에 의해 부산
외곽 수용소에 분산 수용되었고, 30만 명의 인원이 부산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으로 유입된 피난민의 대부분은 정부의 철저한 심문을 거쳐 성향
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앞에서 김동춘이 지적한 서울·경기
지역 출신의 군경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들은 1950년 11월 귀환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에도 서울·경기로

21) 국방부정훈국 전사편찬회 편, 한국전란 1년지, 문영사, 1951, C49-50쪽.
22) 양영조, 앞의 논문(2001), 270~271쪽.
23) “한국의 대구~부산 지역에는 원래 거주하고 있던 400만 명에 더해 약 150만에서 200만의 피난민
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경상남북도의 피난민보호소에 있다.”
민주신보, 1950년 10월 17일; 국방군사연구소, 미국 국무부 정책연구과 문서 Korea Project
File Vol. Ⅴ; 한국전쟁 자료총서 30, 삼보인쇄공사, 1997, 246~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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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보다는 부산에 잔류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정부가 이들을
우선적 구호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피난민 중에서도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
도록 피난민 수용소에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로 돌아간다 하
다더라도 전투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서울·경기에서 생활하는 것 보다 부산
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구호품을 받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편이 나았을 것
이다. 유엔군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최후의 방어선으로 설정한 이후 더욱 엄격
한 피난민 검문이 있었기 때문에 군경가족이 아니라면 더욱 부산으로 들어가
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2차 피난기에 상당수의 서울·경기 피난
민은 빠른 시일 안에 서울로 복귀하기 위해 경기 남부·충청 북부지방에 머물
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많은 서울·경기 출신 피난민이 부산으로 내려오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2차 피난기 피난민에 대한 통제가 더욱 엄
격하였기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오는 것은 1차 피난기 보다 더욱 힘들었을 것
으로 추측된다.24) 따라서 부산에 들어온 30만 명 중 상당수는 서울·경기 출
신의 군경가족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25)
1950년 8월 경 유엔군은 최후의 방어선을 설정하고, 북한군 진입을 저지하
는데 일정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경북 북부와 경남 서부지역의
전투로 인해 피난민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다. 한국군과 경찰은 적극적인 피
난민 통제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시기 정부에게 있어서 피난민을 가장한 북한
군의 유격대 또는 간첩의 유입은 전황이 불리한 상황에서 치명적이었다. 특히
임시수도인 부산과 군사령부가 있는 대구에서 북한군의 유격대 또는 간첩에
의한 혼란은 한국을 전쟁의 패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동강 유역에서는 전투가 발생하기 전 마을을 소개해서 민간인을 피
난시키는 한편, 유엔군이 배치된 배후의 주요 교통로에 군의 방첩대와 지역
경찰이 배치되어 전선에서 몰려드는 모든 피난민에 대한 심문을 시도하였
다.26) 그리고 일종의 행동지침을 적은 유인물을 비행기로 살포하였다.27) 정
24) 김동춘, 앞의 논문(2000).; “부산시에서 피난 공무원과 가족에 특별식량 배급 실시” 민주신보
1950년 8월 7일.; “국회의원과 군경 가족에 우선적으로 원동물량 공급 및 거주지 알선” 민주신보
1950년 9월 5일.
25) “…경남북지구 계엄민사부장 金宗元대령은 昨 28일 시내 요정 및 여관 등을 개방하여 군경 유가
족 피난민을 우선 수용할 것이라고 요지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부산일보, 1950년 12월
29일
26) RG 338, Records of HQ, U.S. Army, Pacific Military Office, Classified Organization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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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이러한 태도는 격전지구에서 피난하지 못한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책임
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격전지구에서 개인적으로 피난한 피난민들은 엄
격한 절차를 거처야만 피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28) 그리고 소개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잔류한 민간인과 미처 피난하지 못한 피난민들은 적으로 간주
되어 학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29)
이러한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산으로 들어오려는 모든 피난민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전쟁 초기 북한군에게 점령당하지 않은 지역 중 부산은 최대의
도시였다. 다른 지역에 비해 피난민을 수용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피난민의 사상검증이 충분히 확인된 이들의 유입만을 허락하고 싶어 했다.
정부는 부산으로 유입되는 피난민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검열을 하였다.
당시 피난민 증명서는 신분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처럼 사용하는 경
우가 많았다.30) 따라서 1950년 8월 30일 이전에 발부된 피난민 증명서 폐지
및 경남지구 계엄사령부, 부산지구 계엄사령관 명의의 각종 신분증명서를 무
효로 하고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발부하였다.31) 수사기관에서 신분증명서를
새로 발부하는 과정은 부산의 피난민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까지 사상검열을
받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950년 8월 5일 치안국장 김태은은 기자회견을 통해 피난민 속에 섞여있는
북한군의 유입을 막기 위해 피난민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일 것이라 발표하였
다.32) 경상남도 계엄사령부도 8월 10일부터 시내 요소에 헌병을 파견하여 검

Files, Entry 34407, Box 57, 8th U.S. Army Korea(EUSAK), War Diary, Annex Counterintelligence,
(8~9월 문서를 살펴보면, 교통의 요지 및 군 시설 인근에 검문소(Check Point)를 설치하여 피난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 대한 검열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문은 주로 미군과 한국군
방첩대에 의해 이루어 졌거나, 미군 주둔지의 배후지역에서 방첩대와 지역 경찰에 의해 이루어졌
다.)
27) “▹ 낙동강 서편의 전재 동포 여러분에게 고함
미안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낙동강 서편의 동포들에게 대하야！특별히 몇 백리의 길을 더듬어
피난하여 오신 여러 남녀 동포들에게 대하야！ 작전상 필요로써 강다리를 폭파하였습니다.…그
리고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하십시오.”, 대구매일 1950년 8월 7일.
28) “…한국 석권의 야욕을 몽상하야 공작대·健夜隊 등 피난민을 가장하고 남침하여 각처에 蠢動하
고 있음. 또 근간 적의 斯種 공작, 편의대 등은 양적으로 加益 격증하는 한편 각종 각양의 수단방
법으로 我方의 후방지역 교란선동 등을 자행하고 있음.”, 국방연구소, 육군본부 작전훈령, 제15
호 ; 한국전쟁사료 제65권, 43~44쪽.
29) 신경득, 조선 종군실화로 본 민간인 학살, 살림터, 2002, 76~87쪽.
30) “전황이 급박한 상황에서 피난민 증명서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수단일 뿐이었다.”,민주신보,
1950년 8월 13일.
31) 민주신보, 1950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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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검색 강화하였고, 심지어 북한군이 군·경 또는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부산
으로 잠입하였다하여 군·경·관·민을 막론하고 통행인의 검문검색을 실시
하였다. 또한 정부는 부산에 거주하는 피난민의 사상통제와 사기진작을 위해
국민총궐기대회와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33) 또한 이러한 정책은 부산
의 사상 통제뿐만 아니라 부산이 안전지역 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후방지
역의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였다.
정부는 부산으로 몰려드는 피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처음에는 귀속재산을
중심으로 수용하였으나 이후에는 귀속재산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 여관, 요정
등을 수용소로 선정하여 피난민을 수용해야 했다.34) 특히 개인주택에 수용해
야 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1950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피난민 수용에 관
한 임시 조치법을 개정하였다.35)
정부는 피난민 구호를 위해서 의료, 식량, 의복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무엇
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피난민의 주거지 문제였다. 따라서 정부는 ‘피난
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 법률’에 따라 피난민 수용에서 집단 수용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을 우선적으로 징발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귀속재산,
여관, 요정 등 큰 건물을 중심으로 징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난민 수에 비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은 한정적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집단 수용
32) 대구매일, 1950년 8월 7일.
33) 경제신문, 1950년 7월 22일; 민주신보, 1950년 8월 16일; 부산일보 1950년 9월 1일.
34) 국방부정훈국 전사편찬회 편, 앞의 책(1951), 문영사, C61쪽.
35) “▹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 법률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아래와 如히 개정한다.
제2조에 아래의 1항을 가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민의 수용이 귀속재산만으로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있어
서는 사회부장관은 귀속재산 이외의 주택, 여관, 요정 기타 수용에 적당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
차인에 대하여도 피난민의 수용을 명령할 수 있다.
제3조를 아래와 如히 개정한다.
전조의 명령을 받은 자는 피수용인으로부터 임대료 기타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5조를 아래와 如히 개정한다.
귀속재산의 관리인으로서 본법 제2조 제1항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제
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회부장관은 관재처장에 대하여 該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
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귀속재산 임대차계약 취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재처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이를 관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리 결의케 하여야 하며 관재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를 아래와 如히 개정한다.
본법 제2조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又는 기피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100
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민주신보, 1950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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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개인 주택에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개인
주택은 임대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법률을 위반 하는 자에게는 막
대한 벌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당시 부산의 물가가 3~5배까지 치솟은 상황
에서 부산 시민은 피난민을 위해 무료로 주택을 임대 해줄리 없었다. 법적으
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은 피난민에게 높은 가
격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었다.36)
더욱 큰 문제는 추수할 인력의 부족과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월동 준비
는 거의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난민 중 수용소에 수용된 피난민의 경
우 거처할 장소가 마련되었고, 일정 정도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용소에 수용되지 못한 피난민의 경우 의식주 모두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37)
이시기 부산으로 갑작스럽게 유입된 피난민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부
산의 경우 전쟁 전 인구는 약 47만 명이었다. 그러나 1차 피난기 부산의 인구
는 약 77만 명에 이르렀다. 갑자기 늘어난 인구에 의해서 도시에 물자가 부족
해져 물가가 폭등하게 되었다. 물가는 1950년 10월을 기준으로 전쟁 전에 비
하여 백미 500%를 비롯하여, 무 350%, 계란 316%, 감자 300% 등 급격하게 상
승하였다.38) 교통수단 또한 한정적인데 갑작스럽게 인구가 늘어나 기존의 부
산시민들의 사회활동을 제한하였다.39)
전황(戰況)이 호전된 9월 정부는 부산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타개하고, 추수
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귀향정책을 펼쳐 부산으로 유입된
피난민을 귀향시키고자 하였다. 정부는 11월 말일까지 피난민 전원을 각자 고
향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 계엄사령부의 수송편의를 얻어 특별귀환차량을
준비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영도의 피난민 수용소를 비
롯하여 피난민 중 약 15만 명이 부산에 정착하였다. 이 당시 정착한 피난민을
합한 부산의 인구는 약 62만 명이었다.40)
36) “당시 전쟁전 임대료가 대략 7~8만 원이었고,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부산 시민은 30~4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100만원은 매우 무거운 처벌이라 할 수 있다.”, 민주
신보, 1950년 9월 10일.
37) “당시 피난민 수용소에 수용된 인원은 약 20만 명이었고, 그 외 개인 주택에 동거 또는 거주하고
있는 수가 약 10만 명이 있었다.” 민주신보 1950년 10월 17일.
38) 부산일보, 1950년 10월 07일.
39) 민주신보, 195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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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군의 피난민에 대한 인식과 민사 정책의 수립
1. 민사 정책의 배경
미국은 과거 2차 대전을 거치는 동안 참전한 곳의 군사적 점령과 민간인에
대한 구호 정책을 실행하였다. 미군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효율적인 작전 수
행을 위해 지역 민간인의 관리를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미군은 이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쟁기간 민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의식주의 안정적 공급과 기아, 불안
질병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에 많은 구호물자와 자본을 투입하게 되
었다. 즉 군사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사정책이 발전하게 되었다.
2차 대전 당시 민사/군정(Civil Affair/Military Government; 약칭 CA/MG)이
라는 체계가 구축되었고, 이것을 중심으로 민간인에 관한 민사 업무를 수행하
였다. 이러한 민사업무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었다.41)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SCAP/GHQ(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General Headquarters)를 통해 일본 전후 민사 문제를 관리하였다.
그 이유는 승전국인 미국이 장기적인 경제 원조와 미국이 원하는 정치·경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국이 원하는 방향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
러한 과정을 거쳐 재건된 일본은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
에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에서도 적용되었다. 한국은 3년간의 미군정의 통치를
경험하였다.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원조를 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국가형태를 형성하여, 냉전체제에서 미국의 우방으로서 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40년간의 식민지를 경험한 한국에서 3년 안에 미국이 의
도한 정책을 실행하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1948년 8월 15일 한국 단독 정부가 수립되었고, 1948년 8월 체결된 ‘한·미
간의 통치권 이양 및 미군 철수에 관한 협정’을 통해 통치권의 이양과 미군이
40) “당시 피난민을 제외한 부산 시민을 62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산일보, 1951년 7월 05일.
41) “전시 민간인에 관한 문제를 별도의 민간기관이 아닌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계”, Cristen Oehrig,
Civil affairs in World WarⅡ(CSIS, 2009),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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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되었다.42) 그러나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기존에 있었던
문제가 일소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미국은 미군 철수에 따른 대안으로서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즉 미국은
경제 원조를 통해 경재문제의 해결과 한국 정부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 결
과 1948년 12월 한·미원조협정(ECA협정)을 체결하였다. 미국의 ‘유럽부흥계
획’-약칭 마샬 계획(Marshall Plan)-에 따른 원조 (약칭 ECA원조)를 한국에도
제공하기로 한 것이었다. 1949년 1월 주한 ECA(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Mission in Korea; 약칭 ECAK)사절단을 설치하고, ECA가 미
국의 대한 경제원조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때 제공된 ECA원조는 한국경제
의 안정과 부흥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미
국정부와 협의하여 ‘제1차 5개년 생산계획’이라는 구상을 발표하면서 ECA원
조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43) 그러나 이 계획은 시행 1년
만에 전쟁의 발발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ECA의 역할은 경제 재
건과 부흥이 아닌 전시체제하의 민사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
게 되었다.
주한 미8군(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 약칭 EUSAK)은 1950년 실
행에 필요한 민사작전과 같은 종류에 대한 계획과 조직 없이 한국전쟁에 참전
하였다. 그러나 주한 미8군은 1년 만에 민사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장교, 사병,
민간 전문가 400명 이상으로 구성된 민사관련조직을 구성하였고, 전쟁 초기 1
년 동안 민간 경제원조와 일반 민·관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약 15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였다.44)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민사원조 프로
그램과 그 실행 조직이 구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2차 대전 전후 일본에서의 민
사운영 경험과 ECA기술 원조가 진행 중 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시행한 민사 역할의 주요 목적은 군사작전의 효율적
지원에 있었다. 그러나 군사적 목적만을 위한다는 편견을 한국인들이 가지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현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 재

42) 이대근, 해방 후 1950년대의 경제;공업화의 사적 배경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2002, 145쪽.
43) 이대근, 위의 책(2002), 158~160쪽.
44) C. Darwin Stolzenbach and Henry A. Kissinger, Civil Affairs in Korea 1950-51,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 Operations Research Office, 1952),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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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위해 노력해야했다. 따라서 민사적 노력의 제일의 목표는 기아·불안·
질병을 막기 위한 공공보건, 복지 그리고 위생관리의 영역에 있다. 두 번째 목
표는 군사적·민간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과 운송, 통신시설의 복원
이 한국에서 필수적이었다. 전략적 부대의 군무에 도움을 줄 한국인 노동자의
모집과 수많은 현지 민간인의 관리에 직접 미군이 관여하였다.45)
한국군은 유엔군의 중요한 요소였고, 만약 다른 유엔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한국의 안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구였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한국군을 위한
식량과 의복의 보급은 한국의 경제력으로든, 외국의 원조로든 공급되어야 했
다. 한국 경제를 돕기 위한 모든 노력은 군사적 상황을 유지하는 간접적 지원
이었던 것이다.
당시 한국은 저개발 국가이고, 해방되어 정부를 수립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전쟁을 겪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전쟁전
부터 한국은 몇 가지 주요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 즉
원자재는 오직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이들에게만 흐르는 경향이 있었고, 원자
재와 기본적인 서비스의 심각한 부족, 군사·민간 목적을 위해 필요한 상품
생산의 축소, 제한된 외화공급이 그것이다. 한국 정부는 총체적인 경제 관리
의 문제, 임금의 책정과 가격통재, 배급, 제한된 외국자재 수입, 복구를 위한
대책, 생산력 증가를 포함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었다.46)
40년 이상의 일제강점기의 결과로서 한국인은 현재 긴급한 상황에 필요한
행정 기술을 보유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전시 경제 효율성을 관리
하도록 조직되어 있지 않다. 공직자들은 다소 사기가 꺾여있었고, 고정된 공
식적 월급과 높은 물가 성장사이에서의 큰 차이에 의해 부패했다.47)
이것은 한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통제, 공정한 상품의 분배, 가장 필수적인
상품에 부족한 원자재의 투입, 유엔에서 공급되는 구호품의 최대한 활용, 또
는 가장 필수적인 수입품을 위한 외환 거래의 사용이 되지 않는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경제 구호로 인한 낙관적인 결
과는 한국 정부의 경제 관리 능력의 부족이 적절한 조취에 의해서 상쇄될 수

45) C. Darwin Stolzenbach and Henry A. Kissinger, Ibid, pp.2~3
46) C. Darwin Stolzenbach and Henry A. Kissinger, Ibid, p.11.
47) C. Darwin Stolzenbach and Henry A. Kissinger, Ibid,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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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48) 따라서 주한 미8군은 효율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한국 경제 지원과
재건 계획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할 상황에 처해있었다.

2. 민사정책의 수립
한국정부의 피난민에 관한 핵심정책이 피난민의 통제와 구호에 중점을 두
고 있는 반면, 미군의 민사정책 중 피난민에 관련된 사항은 피난민 통제와 구
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군은 피난민뿐만 아니라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는
전 지역의 민간인, 더 나아가 북한군으로부터 수복할 지역의 민간인까지 구호
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전쟁 초기 미국 민사 정책에서 일
차적인 구호 대상은 낙동강 방어선 이남의 피난민과 전투에 의해 피해를 입어
구호가 필요한 민간인(전재민)이었다. 그리고 구호물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
해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배급을 실시함으
로써 유엔군이 관할하는 모든 지역의 민간인에게 안정적인 물자 공급을 꾀하
였다. 후방지역의 불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
으로 공급되어야 되는 것이 의식주이다. 따라서 생산 가능한 식량과 그 보급
량에 대한 계산도 낙동강 방어선 이남지역과 수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민간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49)
식량의 경우 1950년 7월 1일까지 한국에서 2,033,000톤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에 38도선 이남의 모든 주민의 생존을 위해 성인이 하
루 섭취해야 하는 양을 3홉으로 설정하였을 때, 이정도 규모의 양곡으로는
1950년 11월 1일부터 1951년 7월까지 버틸 수 없었다. 그 기간을 버티기 위해
서는 최소한 2,430,000톤의 양곡이 필요했다. 따라서 전투로 인해 많은 농장
이 파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을이 오기 전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수복하여 양곡을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부
분은 ECA의 긴급자금을 사용하여 조달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 까지
나 미군과 ECA의 예측일 뿐이었고, 통계상으로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지만 전

48) C. Darwin Stolzenbach, and Henry A. Kissinger, Ibid, p.13.
49) RG 338, Eighth U.S. Army, Civil Affairs Section, Entry A1 179, Box 1437, Civil Assistance Files,
1950, KCAI Unclassified Messages to General Administrative Files, 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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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확대됨에 따라 농지를 버리고 피난하는 민간인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특
히 수복지역 인구의 약 절반이 구호물자 없이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 당
시 미군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의 양을 1일 최소 1인당 평균 약 1,300
칼로리 또는 2.5홉을 필요로 한다고 계산하여, 식량 보급계획을 세웠다. 추가
적으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식량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상황이 호전된
다면, 1인당 하루 5홉을 공급할 예정이었다. 미군은 식량 수급을 위한 모든 수
단을 동원하여 현재 유엔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민간인에게 1인당 1,800
칼로리로 보급품을 공급할 수 있길 원했다. 양곡뿐만 아니라 식량의 보전과
구휼물자로 사용할 수 있는 소금도 1950년 말까지 120,000톤을 조달하려 하
였다.50)
미군 민사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전후 한국 경제재건에 대한 장·단기적인
정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물론 그 경제재건 정책도 당장의 군사작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로와 철도의 정비, 항만, 공항 시설의 확충,
통신, 공공시설의 수리 및 확충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필요한 자제
와 장비를 한국으로 들여왔다. 그리고 한국의 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한 시도로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사용되지 않았던 공장을 재정비하였다. 그리고 원자재
를 수입하여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가능한 한국에서 조달하기를 희망하였다.
전쟁초기에는 부산에 그 역할의 대부분을 맡기려 하였다.51)
특히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우선적으로 부산의 철도, 도로, 항만에 많은 예
산이 배정되었고, 정비에 들어갔다. 한국전쟁 초기 부산항은 유엔군 장비와
병력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하였지만, 피난민 구호물품의 조달에
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부산항의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경비를 강화
하는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초기 부산항의 경우 시설이 완전하지 않
아 하역 작업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군과 한국에
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구인 부산항에 피난민을 무작정 채용 할 수 없었다.
엄격한 심사와 배경조사를 통해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만을 항만의 인력으로
채용하였다. 또한 낙동강 전선에서 발생한 피난민 중 심문을 통과한 건장한
50) RG 338, ibid, pp.38~39
51) RG 338, ibid,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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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은 부산항의 항만 노동집결소(Labor pool)에 보내져 부족한 인력을 보
충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52)

3. 피난민의 통제와 구호 정책
한국전쟁에 참전할 당시 미국은 전투작전계획, 피난민관리계획 등 모든 부
분에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미국은 7월 1일 일본에 주둔중인 24사단 병
력 일부가 부산에 상륙하면서 본격적으로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다. 당시 긴급
한 상황 속에서 전투에 참가했기 때문에 미군의 장비는 빈약했고, 전쟁 대비
훈련도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참전하였기 때문에 전투에서 큰 어려움
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당시 피난민의 존재는 미군에게 있어서 성가
신 존재였다. 개전초기 부산으로 인구유입을 가능한 막아야 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1950년 8월 들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최후의 방어선이 고착화되기 시작
하면서 한국에 주둔중인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은 피난민에 대한 통제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미군의 주요 부대의 방첩대는 경북의 하양, 구
미, 울산, 경주, 달성, 청도, 경남의 밀양, 마산, 창령, 진주에 검문소(Check
point)를 중심으로 피난민과 지역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통제를 실행 하였다.
피난민들은 이 검문소에서 1차적으로 심문을 받고, 한국의 관련기관(방첩대,
경찰)에 인계되어 인근의 피난민 수용소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남성들은
징집, 또는 징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산 방면으로 들어온 피난민의
경우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다루어 졌다. 대부분 LST를 타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추측컨대 대부분 남해안 도서지역으
로 옮겨졌던 것으로 보인다.53) 특히 강성현은 이 시기 통제뿐만 아니라 ‘치명
52) RG 338, Records of HQ, U.S. Army, Pacific Military Office, Classified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Entry 34407, Box 57, 8th U.S. Army Korea(EUSAK), War Diary, 15-17 September 1950,
Annex No. 1 to P/R No. 65: Counterintelligence, p.2. ;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Record Group 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 (UNCACK),
Adjutant General Section, General Correspondence(Decimal Files), 1951~55, Series, 112.2
Construction Costs Pusan Port Labor Pool
53) “미군과 정부는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피난민을 가급적이면 도서 지역에 수용하는 방식을 선호하
였다.” 동아일보 ,1950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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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무력’ 사용을 통해 피난민에 대한 학살도 빈번히 자행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미군이 피난민을 인도적인 측면에서만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
다.54)
미군은 통제정책과 더불어 ECA와 협력하여 피난민 구호에도 큰 노력을 기
울였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ECA는 구호의 실행계획과 물품조달의 역할을 맡
았다. 그 최초의 계획은 1590년 9월 4일 “한국을 위한 민간 구호 요청”이라는
문서를 통해 구체화되었다.55) 주한 미8군은 G-4 산하 민사부(Civil Affair
Division)를 통해 구호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및 구호물품을 분배하였다.
당시 미군과 ECA는 구호대상을 약 150만 명의 피난민에만 한정하지 않고,
일반시민 까지 포함한 약700만 명을 상정하였다. 당시 피난민은 매우 초라한
행색으로 옷가지만 걸친 상황이었고, 수용소는 총체적으로 매우 부족하였다.
전염병이 퍼지고 있었고,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피난민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기아, 불안 전염병을 막기 위해 최
소한의 구호품을 필요로 하였다. 피난민의 문제는 유동적이고, 엄밀히 피난민
은 아니지만 앞에서 언급한 수백만의 시민도 피난민과 마찬가지로 절망적이
고 구호를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난민과 거주민의 차이를 두지 않고 회계연
도 구호대상에 계상케 하였다. 피난민을 포함한 약 700만 인구가 9월 말 까지
구호대상으로 파악되고 연합사령부가 책임지고 구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 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결국에는 전국민으로 확대될 것이다. 구호대상은
38선이남의 모든 인구 2100만 명이 될 것이라 가정하고 있다.
피난민을 포함한 일반 시민의 긴급 구호의 목표는 첫째 질병관리, 둘째 의
식주의 해결이다. 이러한 주한 미8군과 ECA의 구호 목표 설정의 배경에는 미
군정기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미군정기 동안 미군정청 공공보건 복지부에
서 한국이 처한 주요 민생 문제를 다루었다. 1945년 해방이후 부산으로 밀려
드는 귀환동포를 관리에 있어서도 질병과 긴급 의식주 해결을 주요 과제로 고
려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쟁 초기 질병관리 계획은 일본 도쿄[東京]에 있는 미군 공공보건 복지 위

54) 강성현, 앞의 논문(2010), 151~161쪽.
55) RG 338, Eighth U.S. Army, Civil Affairs Section, Entry A1 179, Box 1437, Civil Assistance Files,
1950, KCAI Unclassified Messages to General Administrative Files,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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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 의해 계획하였다. 1개 기본적 의료대(Unit)는 한 달에 10만 명을 보살
필 수 있어야 하고, 그 비용은 8,200달러로 책정되었다. 이러한 기본 계획을
가지고 ECA는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당장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었다. 미군과 ECA에서 공급한 주거용 시설은
32×16사이즈 텐트였다. 1950년 8월 중순경 25,000개가 1,250,000명에 긴급
제공 되었다. 그러나 당시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텐트가 필요하였다.
피난민의 수는 더 증가할 것이고, 방어선 북쪽의 심대한 전쟁피해는 유엔군이
북진함에 따라 긴급하게 주택을 보급해야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텐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하였고. 따라서 ECA에게 추가적인
목재수입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의류와 담요, 속옷, 양말, 모편직물실, 기
저귀 등 솜이 들어간 외투가 최소 500만 개, 솜이불 200만 개, 울 담요 200만
개가 긴급하게 필요하였다. 양모로 만들어진 옷을 생산할 능력이 한국에는 없
었으나, 한국군에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300만의 양모 담요는 무조건 수입해
야했다. 그리고 가족과 같은 소규모 그룹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 수 있는 300
만 양모 담요, 200만 이불을 생산하기 위해 6200만 야드의 무명이 필수적이
다. 이 중 3000만 야드는 한국에서 생산 가능하여 그것을 이용하기로 결정하
였다.56) 이렇듯 미국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이지만 한국에서 생산 가능한
물품은 가능한 한국에서 지원토록하고, 그 외 한국에서 생산할 없는 품목과
자금에 대해서는 미군과 ECA가 조달하려고 노력하였다.

Ⅳ. 1차 피난민의 귀환
1. 한국정부의 귀환 정책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두 달여 동안 낙동강
을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를 펼치게 되었다. 북한은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후방지역에 있는 병력까지 낙동강 유역으로 집결시켰다. 그러나 전쟁은
56) RG 338, ibid,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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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미 공군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한 지
속적인 폭격은 서서히 효과를 거두었고, 북한군은 물자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
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은 전쟁을 조기종결 짓기 위해 병력을 무리하게 운용
한 탓에 병사들도 매우 지쳐있는 상태에서 유엔군의 후방지역공격으로 인하
여 보급마저 끊기게 되었다. 따라서 낙동강 유역까지 전진했던 북한군은 전쟁
의 중요한 동력을 잃고 전투에서 계속 패하였다. 9월 28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다.
정부는 9월 초 전황이 유리해지자 이때부터 피난민의 귀환과 38도 이북지
역의 통치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다. 부산에서 가능한 많은 피난민을
다시 원 거주지로 돌려보내려 한 것이었다. 9월 27일 김종원 경남지구 계엄사
령관은 전재민 복귀 등에 대해 담화를 발표를 통해 피난민을 복귀시킬 뜻을
밝혔다.57) 경남지구 계엄사령부는 마산 주둔 미군사령부와 협의한 결과 진주,
산청이 탈환되면 즉시 마산 인근부터 소개한 피난민을 즉시 복귀시키려하였
다. 복귀에 있어서는 도 행정당국의 관할을 통해 체계적으로 복귀시키고자 하
였다. 경상북도로부터 피난한 피난민에 대해서 경상남도 계엄사령부는 10월
5일까지 경상북도에 복귀시키려고 하였고, 수송에 있어서는 경상남도와 계엄
사령부에서 원조하여 신속하게 복귀시키려 하였다. 이렇게 정부가 피난민 복
귀에 관심을 가진 것은 곧 다가올 추수철을 대비한 인력의 확보와 피난민에
의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격고 있는 피난지, 특히 부산에 대한 물자공급 및 주
택공급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정부는 전쟁 상황이 유리해지자 부산의 피난민을 혼란스러운 도시 상황의
타계와 식량의 확보를 위해 귀환시키고 추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한다.
앞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전쟁 직후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린 경험이 있으
며, 대부분의 곡창지역을 점령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수기이전 곡창지역을
수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57) 민주신보, 1950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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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양곡수매가격과 시중가격의 격차

참고 : 이대근, 해방 후 1950년대의 경제 ; 공업화의 사적 배경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2002, 173쪽

추수시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논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개인이 추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의 추수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계엄사령관(마산·울
산·밀양지구에서는 소관 계엄사령부 파견관)의 승인을 얻어 군수의 감독 하
에 실시할 것을 명했다. 그리고 추수한 농작물 처분에 있어서는 차후 지시할
것이며, 각 군수는 이에 대한 보관에 책임을 지게하고 농작물이 사사로이 유
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국가에서 추곡수매의 형식으로 국가가 매입하려 하
였다.58) 그러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매입 가격과 시장 가격의
격차로 인해 국가 매입에 어려움을 격고 있었다.

2. 미군의 식량 증산 정책
전쟁초기 미군은 산업시설의 복구 및 건설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충분히 생산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전쟁초기 38
도 이남의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 의해 대부분의 산업시설
과 공공시설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산업시설의 복구 및 건설 부분은 장기적
인 정책으로 고려되었고, 이 시기 당장 시행되지 않았다.

58) 부산일보, 1950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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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피난민의 귀환을 위한 운송수단을 제공하여, 피난민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농지로 복귀하기를 지원하는 한편, 식량을 가능한 수입하지 않고,
자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그것은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위
한 대규모 화학비료의 보급과 어업을 활성화였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미군과 ECA는 식량의 생산력의 증대를 통해 한국을 식
량 자급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따라서 미군과
ECA는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위해 화학비료의 수입하고, 어업생산력을 증진
을 위해 어선 및 관련 장비를 수입 하였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당시 벌어진 전
투로 인해 많은 농지가 파괴되어 추수기에 수집할 수 있는 곡식의 양도 적었
지만, 가을의 보리 파종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미군에게 있어서 농
지의 정비와 토지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일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ECA는
49년에 수입 되었으나 분배되지 못한 약 20만 톤의 질소, 오산화인, 칼리, 인
사화염, 탄산칼륨과 추가적으로 130,000톤 질소, 48,000톤 오산화인, 18,000
톤 칼리를 수입하여, 혼합 비료를 만든다면, 당장 쌀과 여름 옥수수 생산에 이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정도의 물량은 38도 이남 지역의 농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양 이었다.59)
그러나 화학비료의 분배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당시 한국 농민의 화학
비료에 대한 강한 거부감 이었다. 따라서 전쟁 전에 ECA에 의해서 수입이 되었
지만 분배되지 못한 화학 비료가 상당부분 남아있었고, 분배 되지 못한 비료의
절반은 지역 거점 저장소에, 나머지 절반은 혼합공장, 철도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었다. 한국 농민의 화학비료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비료의 사용 시기를 놓친
다면, 미군과 ECA의 농업생산력 증진의 노력은 무의미해 질 것이었다.60)
이에 미군과 ECA는 무명을 이용하여 화학비료 분배를 하고자 하였다. 무명
은 한국인들의 의복을 생산하는 원료로서 가장 유용한 생필품 중 하나였다.
그리고 소비재가 전무한 상황에서 무명천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몇 안 되는
상품 중 하나였다. 따라서 ECA는 한국 정부가 계획한 쌀과 하곡 구매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무명천의 이용을 허가해야 하며, 비료사용의 대가로 무명천
을 공급함으로써 비료 사용을 장려하고자 하였다.61)
59) RG 338, ibid, p.40.
60) RG 338, ibid,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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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51년 1,608,000석, 1952년 3,155,129석, 1953
년 7,298,259석을 수입에 의존해야만 평균 약 21,000,000석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62)
ECA는 당시 한국의 상황에서 농업 다음으로 중요한 산업으로 어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발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산물은 식
량 공급과 해외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쟁 이전부터 공급이 절
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어선과 저장시설이 부족하였고, 특히 어망 생산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ECA는 어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대규
모 자금 지원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그 자금을 통해 어망의 수리 및 새로운 제
품 생산을 위한 설비를 부산에 설치하려 하였고, 대규모 어선단을 구성할 계획
을 세웠다. 이를 통해 식품으로 적합한 수산물의 생산량이 증가를 원하였다.63)
[표 1] 6.25 사변으로 인한 피해 상황표(단위 : 원)
종류

수량

수산관계건물피해
기선
범선

어선피해
어항
제빙냉동

액수
12,340838,000

294척
4,427척
39항(4,550평방미터)

24,716,640,000
3,635,280,000

10 공장

1,597,558,000

통조림 공장

7 공장

1,499,280,000

감장(監藏)탱크

32개소

16,896,000

냉장공장

총계

44,406,546,000

자료 : 한국 산업 은행 조사부, 한국산업경제10년사, 1955, 96쪽

[표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전쟁으로 인한 어업분야의 피해는 심각했다.
북한군에 의해 점령된 지역의 모든 엔진으로 구동되는 어선은 소실, 파괴 되
었거나, 어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ECA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최대 생산 능력으로 어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현재 이용 가능
한 다수의 충분한 장비를 갖춘 중고 어선을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
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인 새로운 어선 구입보다 현재 어업 능력을 향상시
61) RG 338, ibid, p.44.
62) 한국산업은행조사부, 한국산업경제10년사, 1955, 88쪽.
63) RG 338, ibid, 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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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데 효율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선의 건조 및 보수를 위해 거의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시설인 부산 해양 수리 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자 하였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수산물을 통조림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시
설도 설치함으로서 안정적 식량 공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따라서
ECA는 부산항에 통조림 재조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계획하였다.64)
위와 같은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미군과 ECA는 우선 1차적
으로 부산 인근의 농지를 보유한 피난민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원 거주지로
복귀하여 농업에 종사하길 바고, 원거주지의 심각한 피해를 입어 복귀하지 못
한 채 부산에 남게 된 피난민의 경우 한국정부와 미군의 구호에만 의존할 것
이 아니라 부산에서 어업 및 부산항과 부산역, 산업시설에서 필요한 노동력으
로 이용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미군과 ECA의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업의 경우 1949~50년
649,000달러에 비하여 1952~53년 558,000달러로 오히려 줄어들었다.65) 투자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는 못했다.

Ⅴ. 맺음말
본문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전쟁 초기 피난(1차 피난)의 성격과 한
국 정부의 인식과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었으며, 그것이 부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쟁 전부터 원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ECA
와 한국전쟁 당시 실질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주한 미8
군의 기본적인 민사 정책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당시 피난민정책의 방향과
그것이 부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한국정부는 주로 피난민의 관리와 통제에 정책이 치중되어 있었다. 부산으
로 이동하려는 피난민을 최대한 막으면서 부산의 도시기능을 유지하려고 노력

64) RG 338, ibid, p.48, p.65, p.68.
65) 한국산업은행조사부, 위의 책(1955),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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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후 상황이 좋아지자 부산에서 가능한 피난민을 배제하려 노력하였
다. 이에 반해 미군과 ECA는 피난민의 관리와 통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재
건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부산에 많은 시설 투자가 이루어졌다.
현대의 전쟁에서 민사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전쟁에서 피난민의 관리는 민사의 여러 요소 중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기 초기 민사 정책은 한국정부와 미군, ECA에 의해 각자의 목
적에 따라 정책을 수행되었으나, 본문에서 보았듯이 갑작스러운 전면전에 대
한 정책의 부재, 자본과 물자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었
다.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피난민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
를 통해 전쟁 초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군과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효율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 그리고 피난민뿐만 아니라 전재민에 대한
구호를 통해 한국인으로부터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
할 수 있었다.
이후 미국은 유엔을 통해 민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피난민 및 전재민 구
호를 목적을 위한 조직을 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엔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약칭 UNKRA)과 유엔민사원조사령
부(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 약칭 UNCACK)가 그
것이었다. 이 조직들은 중국군의 참전으로 발생한 2차 피난과 이후 전시 한국
경제재건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였고, 전후 한국 경제재건과 민사 업무를
위해 계속 활동하였다.
이러한 구호와 경제재건의 과정 속에서 부산은 피난민의 유입과 정착의 과
정에서 혼란을 겪기도 하였지만, 많은 경제적 발전과 도시의 확장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ECA경제 원조, 한국전쟁 초기 민사 정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냉전체재 하에서 공산권의 확장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경
제와 군사력을 갖추어 가는 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은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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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완료일 2018년 11월 13일

한국전쟁 초기 민사정책

293

참고문헌
https://www.britannica.com/topic/total-war
조선일보, 동아일보, 부산일보, 민주신보, 경제신문, 경향신문, 서울신
문, 대구매일
국방군사연구소,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FRUS 1950, 삼보인쇄공사,
1997.
국방군사연구소, 미 국무부 한국 국내 상황관련 문서 Ⅲ; 한국전쟁 자료총서 41, 삼
보인쇄공사, 1997.
국방군사연구소, 미국 국무부 정책연구과 문서 Korea Project File Vol. Ⅴ; 한국전쟁
자료 총서 30, 삼보인쇄공사, 1997.
국방군사연구소, Intelligence report of the Central intellignece Agency Daily
Report Ⅰ; 한국전쟁 자료총서 16, 삼보인쇄공사, 1997.
국방군사연구소, 미 국무부 한국 국내상황 관련문서 ⅩⅤ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XV ; 한국전쟁 자료총서 53, 삼
보인쇄공사, 1999.
국방부정훈국 전사편찬회 편, 한국전란 1년지, 문영사, 1951.
한국산업은행조사부, 한국산업경제10년사, 1955.
RG 338, Records of HQ, U.S. Army, Pacific Military Office, Classified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Entry 34407, Box 57, 8th U.S. Army Korea(EUSAK), War Daily
RG 338, Eighth U.S. Army, Civil Affairs Section, Entry A1 179, Box 1437, Civil
Assistance Files, 1950, KCAI Unclassified Messages to General Administrative
Files,
RG 554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 Korean Communications Zone;
704th Counter Intelligence Corp; Security Survey, 1952 ; Series ; Security
Survey, 7th Tmp Port of Pusan.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 Record Group
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 (UNCACK); Adjutant
General Section; General Correspondence (Decimal Files), 1951-55 ; Series ;

294

석당논총 72집

112.2 Construction Costs Pusan Port Labor Pool
RG 554 United Nation Command Adjutant General`s Section, UN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 (UNCACK) Adjutant General Section, Entry A-1 1303,
Team Report, 1951-1953, Box 74, MAR : Kyongsang Namdo, 25 March 1951.
강성현, ｢한국전쟁기 한국정부와 유엔군의 피난민 인식과 정책｣, 전장과 사람들, 선
인, 2010.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게, 2000.
김동춘, ｢서울시민과 한국전쟁 : ‘잔류’, ‘도강’, ‘피난’｣,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0.
김성칠, 역사앞에서(한 사학자의 6·25일기), 창작과 비평사, 1993.
신경득, 조선 종군실화로 본 민간인 학살, 살림터, 2002.
이대근, 해방 후 1950년대의 경제;공업화의 사적 배경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2002.
양영조, ｢피난민 정책｣, 6․25전쟁 50주년기념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국방
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양영조, ｢한국전쟁시 대구지역 피난민 실태 분석｣, 군사50, 국방부군사현찬연구소,
2003.
C. Darwin Stolzenbach, Henry A. Kissinger, Civil Affairs in Korea 1950-51,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 Operations Research Office, 1952).
Cristen Oehrig, Civil affairs in World WarⅡ, (CSIS, 2009).

한국전쟁 초기 민사정책

295

Abstract

Early Civil Affair Policy in the Korean War
- Busan's refugee control and relief and economic recovery Seo, Man-il
The Korean War did not only divide the Korean peninsula into South and
North, but also caused massive changes in population migration and
socio-economic structure. In particular, the Korean War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demographic structure of Korean society. In those days,
Busan, as a single city, flowed and settled the largest number of refugees,
and was gave an opportunity for growth of city and economy .
Busan was the most important city during the war. The reasons were the
provisional capital, the largest port city, and the role of an important
logistical base in the war. Therefore, at the beginning of the war, the
Korean government tried to inhibit the influx of refugees into Busan to
maintain Busan's urban functions. The refugees who flowed in Busan were
also constantly controlled by counterintelligence division in army and
police. There was also a relief for the refugees, but because of the lack of
physical resources, there were many places that were not enough to relieve
the refugees. Therefore, as the North Koreans began to retreat from the
Nakdong River, the Korean government made to come back in their
residence, before the war, as many refugees as possible.
The US military, like the Korean Government, endeavored to control and
relieve the refugees. They actively prevented refugees from entering Busan
by carrying out stronger control policies because of military necessity. And
in terms of relief, the US Army has been actively exploiting available capital
and resources through the ECA to relieve most civilians in provinces
recaptured by the United Nations Force. In addition, economic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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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was implemented. The US Army tried to increase Korea's economic
productivity as much as possible and hoped it could contribute to the
Korean War.
Key Word : Korean War, Busan, First Refugee, Civil Policy, ECA,
Control, Relief, Return, Eighth U.S. Army Korea(EUSAK), Pusan
Perimeter

한국전쟁 초기 민사정책

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