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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주지하듯이 구미 선교사들은 구한말부터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식민지에

서 그 활동범 를 넓혔다. 그리하여 한때는 체류 선교사가 500명 정도에 

달할 정도 다. 그러므로 일본 식민지 내에  다른 식민지가 형성되었다

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서구 선교사들의 존재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1) 이들 선교사들은 1930년  반 이후 가속화된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신사참배 강요를 매개로 차츰 식민지 조선에서 철수

하게 되었다. 이들은 귀국 후에 제2차 의 발발 후로 미국 정부의 

쟁수행에 극 으로 력했다. 종  후 이들은 미군정 하의 일본과 조선

에 차츰 돌아오게 되었다. 미북장로교, 캐나다장로교(후일 캐나다 연합교회), 

 * 인하 학교 HK 연구교수

 1) 식민지시기 주일 선교사 조지 풀턴(George Fulton)은 미 북장로교 의 최  

선교지부인 평양을 둘러보고 선교사들의 활동지역을 “제국 속의 제국”이라고 

표 했다. , :

( : , 2006), 42.[이성 , 미국선교사와 한국

근 교육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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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감리교 측은 해방  38선 이북에 선교지부를 일부 가지고 있었지만 해

방 후 자신들의 선교구역과 재산들에 근할 수 없었다. 특히 북장로교 측

은 당시 북한의 강계ㆍ선천ㆍ평양ㆍ재령에 선교지부(mission station)를 소

유했고 한국인 교인들이 체 한국교회에서 차지하는 상은 이었

다. 이들 선교사들의 해방 후 활동은 남한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

은 새로이 탄생한 정부의 요한 지지자가 되었다.  

이 은 선교사들의 귀환과정과 이들과 미군정과의 계, 한민국 정

부수립에 한 입장 등을 살핌으로써 해방 이후 개된 선교사와 국가의 

계를 살피는 것을 주요한 목 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군정당국과 한민

국 정부와 한 계를 가졌던 선교사들의 입장을 악할 수 있고 이후 

이들이 한국 개신교계에 남긴 유산에 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해방 후 한반도를 령, 군정을 실시하게 된 미국은 한반도에 해 지

식을 가진 자국 인사들의 숫자가 으로 부족했으므로 선교사 혹은 

선교사 자제들을 령정치의 요한 력자로 용했다.2) 한 신생정부

의 수반인 이승만은 개신교 신자로서 해방 이 부터 일본의 한국 통치를 

기독교 탄압이라는 에서 기차게 비 해왔다. 그러므로 개신교계와 

미군정, 신생 한민국, 특히 이승만 정부와의 월 계는 충분히 측할 

수 있는 사실로서 이미 잘 알려져 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과 

 2) 미군정 사령  존 하지(John R. Hodge)의 정치참모로 입국한 조지 리암스

(George Z. Williams)는 가장 표 인 인물로 미군정 통치기구에 한국인 인

사를 발탁하는데 핵심 인 역할을 했다. 그는 공주에서 활동한 선교사(Frank 

E. C. Williams)의 아들이었다.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156-157. 

 3) 개신교계와 미군정 혹은 한민국 기 정부와의 한 계에 한 표

인 연구들은 다음을 들 수 있다. 강인철, 한국기독교회와 국가시민사회, 

1945~196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특히 4~5장; 김흥수, “기독교인 정

치가로서의 이승만,” 유 익(편), 이승만 통령 재평가 (연세 학교 출 부, 

2006); 유 익, “이승만 통령의 업 -거시  재평가,” 같은 책, 563-571; 최

종고, “제1공화국과 한국 개신교회,” 동방학지 46 47 48(연세 학교 국학

연구원, 1985), 659-682; 강돈구, “미군정의 종교정책,” 종교학연구 12(서울

학교 종교학 연구회, 1993), 15-42; 김수찬, “미군정과 제1공화국 하에서 한국

교회와 정교분리 원칙,” 역사신학논총 9(한국복음주의 역사신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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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한민국 건국과의 계를 실증 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은 여러 개신교 선교사들의 교 들  가장 큰 규모 던 미 북장로교 

인사들을 으로 다루되 감리교와 남장로교 등 다른 교  인사들의 

미군정과 한민국 수립에 한 태도도 다루고자 한다. 개별 선교사들에 

한 연구가 충분치 못하기에 표성이 있다고 단되는 선교사들을 심

으로 논의를 개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미리 밝 둔다.  

2. 해방 이후 선교사들의 귀환문제
  

연합군 사령  더 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는 후 일본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와 ‘국가와 종교의 분리’라는 종교정책의 목표를 

상부로부터 하달 받았다. 이에 더해 맥아더 사령부의 개신교에 한 호의

인 태도 때문에 후 선교사들의 일본 내 입국은 매우 우호 인 분 기

에서 실 될 수 있었다. 맥아더는 상부의 지시인 정교분리 원칙의 확립에

서 더 나아가 기독교 세력에 한 강력한 지원을 자신의 령개 의 요

한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연합군사령부와 미 국무부

사이의 정책조율을 해 1948년 동경을 방문한 국무부 정책실장 조지 

난(George F. Kennan)과의 화에서 맥아더는,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해 “지도와 감(inspiration)을 갈망”하고 있으므로 자신은 일본인들에게 

“민주주의와 기독교를 가져다주는 것”을 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

다.4) 그러므로 일본 내 종교문제를 다루었던 연합군 사령부 민간정보교육

국(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이하 CI&E)의 직원들은 엄격한 정교분

리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맥아더와 일정한 긴장 계를 겪기도 했

다.5)  

111-131. 

 4) George F. Kennan, Memoirs 1925-1950 (New York: Pantheon, 1967), 384. 

 5) 맥아더 사령부와 맥아더 개인의 개신교 선교에 한 강력한 지원에 해서

는 Lawrence S. Wittner, “MacArthur and the Missionaries: God and Man in 

Occupied Japan,” The Pacific Historial Review, 40/1(Feb., 1971), 77-98을 참조. 

CI&E 직원과 맥아더의 계에 해서는 안종철,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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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미군정도 맥아더의 통할 하에 있었으므로 맥아더 사령부의 이러

한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하지도 맥아더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비록 신실한 개신교인이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개신교를 미국 문명의 한 

특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그는 조선을 잘 아는 선교사들을 활용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악하고 있었으므로 개신교 선교사들에 해 

우호 인 태도를 취했다. 그리하여 하지는 1945년 말, 미군정에 력해서 

일할 수 있는 10명의 선교사를 보내  것을 미국무부에 요청했다.6) 그는 

미군정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활동이 바로 선교사들의 것과 동일하다

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그가 직원들에게 한 연설  일부이다.  

우리는 다소 불운한 나라의 선교사들입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는 지극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도록 충고와 시를 제공하는 등 큰 도움을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귀 한, 성장하는 선교사 공동체(community)를 가지고 있

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들이기로 작정한다면, 그들은 우

리들을 한 범 한 정보 원천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한 한국에서 살아온 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를 바라마지 않습니

다.7)

 

선교사 측도 하지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경우가 많았다. 를 들면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한국담당 총무 후퍼(J. L. Hooper)는 식민지 시기 의료

선교사로 일했던 존 비거(John D. Bigger)가 1945년 말 미군정 의료행정 자

문 으로 한국에 부임했을 때, 미군정에서 활동하는 것이 선교사의 직무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8) 

하지와 선교본부의 선교사들에 한 극 인 지원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한에 들어오는 데는 실 인 장애물들이 있었다. 후 선교사들

활동과 한미 계, 1931~1948”(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2008), 222-227 참조. 

 6) 안종철, 같은 논문, 227-231. 

 7) “Statement by Lieutenant General John R. Hodge to American Civilian 

Employees in Korea”(1946년 12월 23일), 미군정기정보자료집 하지(John R. 

Hodge) 문서집(1945.6-1948.8) 3권(한림 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139-140. 

 8)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5년 12월 10일, RG 140-2-28,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Board of Foreign Missions, Korea Mission 

Reports 1911-1954. Department of History, Philadelphia, PA(이하 PCUS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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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귀환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선교부 소속의 재산 련 문제

다. 당시 미군주둔지는 주로 산(敵産)에 해당하는 조선총독부 소속의 

부지와 정부 계통 학교 등이었다. 일제에 의해 산으로 리되었던 선교

사들의 부지는 병원ㆍ학교 그리고 선교사 거주지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들은 식민지하에서는 훌륭한 서구식 시설이었다. 이 시설들도 미군정 술 

군과 장교단의 주요 주둔지가 되었다. 

미군정 장교를 심으로 군정 고 층은 선교사 거주지를 이용하는 경우

가 많았다. 를 들면, 식민지기 서울 거주 일본인들을 해 북장로교 선

교사로 활동했던 리엄 커어(William Kerr)의 경우는 당시 주택 부족상황을 

잘 보여 다. 그는 1946년 1월 16일에 미국 군정청 리로 남한에 입국했

다. 그의 집은 미군정청(이 의 총독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여

러 명의 선교사 출신 군정 료들이 주택부족으로 여기에서 함께 살아야 

했다.9)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귀환한다는 것은, 거주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직 산에 해 체계 인 정보 악이 되지 않았던 미군정 측이 선교사

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바로 돌려 다는 것을 의미했다. 선교부의 재산은 

결국 선교사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군정 측이 선

교사들의 입국을 쉽게 허락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10) 

환율문제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의 귀국을 어렵게 만드는  다른 요소

다. 1936년을 물가기  100으로 잡을 때 서울시의 도매물가지수는 1942

년 195.57, 1943년 215.09, 1944년 241.12, 그리고 해방 직후인 1946년에 갑

자기 22,100이라는 수치를 보여 다. 이후 지속 으로 폭등해서 1948년의 

월평균 지수는 65,500이었다.11) 당시 공식화폐인 엔화는 공정 환율인 1달

 9) 이 집에 함께 거주했던 선교사 련 인사들은 덱스터 루츠(Dexter N. Lutz, 

북장로교), 클라 스 윔스(Clarence N. Weems, 감리교), 어네스트 피셔(J. 

Ernest Fisher, 남감리교), 짐 비(Jim Levie, 남장로교) 등이었다.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The Western Experience 1900-1950 

(Norwalk, CN: EastBridge, 2003), 295. 

10) 일본 측이 산으로 수한 연합국재산의 처리  리가 차 문제가 되었

으므로 미군정 측은 후일 이들 재산을 “ 리”할 뿐이라고 해석했다. 미군정

의 제29호-연합국인 재산에 한 건 (1948년 4월 22일), 정 ,

(동 당, 1948) 제8편 , 22; 귀속재산의 범 는 

김기원, 미군정의 경제구조-귀속기업체의 처리와 노동자 자주 리운동을 

심으로 (푸른산, 1990), 19-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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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당 15엔과 달리 암시장에서는 실제 100엔에 거래될 정도로 히 평

가 하되어 있었다. 이는 시 인 를 반 하는 것이었다. 외국인은 공

식 환율에 의존해 살다가 치솟는 물가때문에 산하거나 암시장에서 거래

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암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 행 으

므로 발각되면 미국으로 추방당할 수 있었다. 암시장 거래는 선교사들에게

는 도덕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선교사들은 미군 내에서 

통용되는 “군표”(military yen)에 의존해서 살 수 밖에 없었다.12)

선교사 자격을 가진 인사들은 1946년 까지도 입국할 수 없었다. 이 

무렵까지 입국한 선교사 배경의 인사들은 미군정 측의 군인 혹은 민간 고

용인 자격으로 입국했다. 표 인 인물들로 북장로교 측은 H. H. 언더우

드(Horace H. Underwood)․존 비거(John D. Bigger)․덱스터 루츠(Dexter N. Lutz)․

리엄 커어(William Kerr), 남장로교 측은 로버트 슨(Robert M. Wilson), 북

감리교 측은 랭크 리암스(Frank E. C. Williams)․헨리 D. 아펜젤러(Henry 

D. Appenzeller), 남감리교 측은 피셔(J. Ernest Fisher)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식민지 시기 오랜 동안 조선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다는 공통 이 있었다.  

이외에도 선교사를 역임한 것은 아니지만 선교사들의 자제로 한국 련 

정보 제공자로 미군정에서 일하게 된 인사들도 상당수 되었다.13)  

하지가 요청한 10명의 선교사들은 군정 통치가 자리를 잡아가던 1946년 

4월이 되어서야 선교사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이들은 식민지시기에 

교육ㆍ의료 부문에서 일했던 노련한 인물들이었다. 교 별로는 북장로교 2

명, 남장로교 2명, 감리교 3명, 캐나다 연합장로교ㆍ제7안식일교ㆍ동양선교

회(성결교)가 각 1명이었다. 이들은 각 교  해외선교부연합회가 선정한 인

물들이었다. 이들은 선교사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미군정 측에 자문을 제공

했다. 아래의【표 1】은 이들의 명단이다. 

이들을 필두로 각 교 의 해외선교부는 남한에 선교사들을 차례로 보냈

다. 그것은 술미군의 감축과 동시에 일어났다.14) 1947년 3월 이후에는 

11) 경제연감 (조선은행조사부, 1949), IV-157. 시체제기인 1942년에 186, 

1945년 259으로 Charles A. Sauer, Methodists in Korea, 1930-1960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73), 164-166에서도 유사하게 악했다.  

12)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297.  

13) 이에 해서는 안종철,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미 계,” 227-235. 

14) 미군은 1947년 7월 41,340명에서 차 감소해서 1948년 3월경에는 2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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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과 생몰년 교  주요활동( / 후)

1
Roscoe C. Coen

(1893-?)
북장로교

연희 문에서 어와 성서 강의

(1933-1940)/ 선교사업, 락교회 맹인

선교 원조, 1948년 귀국

2
Archibald G. Fletcher

(1881-?)
북장로교 

구 동산병원 원장(1910-1942)/세

란스, 동산 병원 의료사업, 한국 쟁 

시 피난민 구호사업, 1952년 귀국 

3
D. J. Cumming

(1892-1971)
남장로교

주 숭일학교 교장/ 농  선교사업, 

교단 해외선교부 총무(1949-1962)

4
William A. Linton

(1891-1960)
남장로교

주 신흥학교 교장/ 신흥학교 교장, 

학 설립과  총장 역임, 병

으로 귀국

5
Arthur L. Becker 

(1879-1978)
감리교

연희 문 수학물리과 교수/ 연세  

이사, 부산   총장, 1948년 귀국

6
Bliss W. Billings

(1881-1969)
감리교

연희 문 교수, 감리교 신학교 교장/ 

기독교세계 사회 한국책임자, 1953

년 은퇴

7
Anders. K. Jensen

(1897-1956)
감리교

경기지역에서 선교활동/ 서울에서 선

교활동, 한국 쟁 기 포로, 1956년 

과로로 사망

여성선교사들도 차례로 입국할 수 있었다.15) 한국에 오래 거주한 선교사

들  일부는 한국선교사로 지정되기 해 노력했지만 선정되지 못하자 

크게 실망한 경우도 많았다.16)

【 1】

수 으로 었다.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214의 표 4 참고. 

15)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7년 3월 4일, RG 140-2-29, PCUSA, 1. 

16) 표  인물로 1902년부터 1941년까지 서울과 평양에서 활동하며 신학교 교

수를 역임한 찰스 클라크(곽안련, Charles A. Clark)는 1945년에 67세로 한국

에 돌아오려고 했지만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에서 거부되었다. 본인의 나이와 

함께 부인이 을 때 두 아이를 한국에서 잃고 우울증 증세를 보인 것이 

요한 원인이 된 것 같다.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292-295. 곽안련의 아들 곽안 (Allen Clark)은 해방 후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

사로서 한국기독교문서선교회에서 활동했고 한국교회사에 한 서가 있다. 

손자 클라크(Donald N. Clark)는 텍사스의 한 학(Trinity College)에서 한국사

를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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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dward. J O Fraser

(1878-?)
캐나다 연합

간도의 용정, 원산 등에서 교육선교

사/ 조선신학교 교수, 한국기독교연합

회(KNCC) 실행 원, 1954년 은퇴

9 Ralph S. Watts (?) 제7안식일

10
Paul E. Haines 

(1895-?)

동양선교회(성

결교)

동양선교회 이사, 경성성서학원(  서

울신학 )교수,｢활천｣발행인/선교활동

선교지부 선교사 비고

서울

Roscoe C. Coen, Charles L. Phillips 부부, Horace H. Underwood 

부부, Horace G. Underwood 부부, Archibald G. Fletcher 부부, 

John F. Genso 부부, Miss Jean Delmarter

총 12명

청주
Harry J. Hill 부부, Henry W. Lampe 부부, John T. Underwood, 

Mrs. Frederick S. Miller
총 6명

안동
John Y. Crothers 부부, George J. Adams, Miss Katherine E. 

Clark, Miss Olga C. Johnson, Harold Voelkel
총 6명

구
Edward Adams 부부, Archibald Campbell 부부, Miss Gerda O. 

Bergman, Miss Edna M. Lawrence, Dewitt S. Lowe
총 7명

 * 출 :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5년 12월 10일, 1946년 4월 9일, 

RG 140-2-28, PCUSA ; 김승태․박혜진, 내한선교사 총람, 1884-1984 (한

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각 교  선교사들의 귀환은 차 일단락되어서 체로 1947년 말부터 

1948년 에는 각 교 별로 선교부가 다시 복구될 수 있었다.17) 를 들

면 1948년 1월 21-22일에 개최된 북장로교 조선선교부 회의에는 당시까지 

남한에 입국한 선교사 31명 원이 참석했다.18)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

다. 

【 2】 (1948 1 21 )

* 출 :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8년 6월 21일, RG 140-2-29, PCUSA.

17) 1947년 7월 14일 이화여  강당에서 각 교  연합 선교 의회가 개최되었

다. 참석자들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등 각 교  선교사들과 각 

교  해외선교부에서 견한 표, 그리고 각 교  한인 지도자들이었다. 5일 

간의 회의 끝에 한국 선교의 방법을 연합이 아닌 각 교 의 선교 의회에 맡

기자는 것이 합의되었다. 다만 각 교 별 선교부가 한국교회에 “ 조하는 것

을 선교의 방법”으로 채택했다.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 10년사 ( 한 수

교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 1956), 90-91. 

18) 남장로교 측 선교사 29명도 1948년 까지 차례로 돌아와서 주 주 목

포 순천 군산 등의 선교지부를 다시 열었다. 안종철, “미국 북장로교 선교

사들의 활동과 한미 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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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이들은 해방  일제가 신사참배를 개신교계 학교에 강요했을 

때 일제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학교를 계속 유지하거나 조선인들에게 학

교를 인계하는 안을 지지했던 인사들이었다. 표 으로 서울의 언더우드 

부부, 청주의 램  부부, 구의 아담스, 캠벨 부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19) 

그러므로 이들은 해방 후 한국교계에 신사참배에 한 회개를 극 으로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3. 선교사들과 미군정의 계

앞서 언 한 로 선교사들의 귀환을 막은 요인  하나인 엄청난 인

는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했으므로 부동산의 처리

문제만이 남았다. 즉 미군이 령하고 있는 선교사 부지 인근의 학교와 부

동산을 선교부로 이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는 결국 미

군정 당국과 선교부의 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와 계된 문제 다. 

아울러 병원 련 시설을 선교부에 이 하는 것도 요한 문제 다. 미

군정 측은 개신교 선교사 출신 인사에게 의료시설의 복구와 운  일을 맡

겼다. 이들은 선교사들이 경 해온 의료시설들도 리하게 되었다. 를 

들면 미군정의 의료 행정자문 인 존 비거는 H. H. 언더우드와 함께 미 

북장로교 측과 의해서 세 란스 병원을 정상 으로 운 하는데 요한 

역할을 담당했다.20) 남장로교 선교사 슨은 1946년 1월에 한국에 입국, 

미군정 측으로부터 국의 나병환자사역(leprosy work)을 책임지게 되었다.21)  

19)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의 신사참배와 교육사업 철수에 한 입장에 반 한 선

교사들은 이미 해방  북장로교 를 탈퇴해서 미국 정통장로교 측으로 옮겨

가서 해방 후 고려신학교 측과 련을 맺었다. 표 인 인물들은 조선선교

사회 실행 원회 원장을 역임한 제임스 홀드크로 트(James G. Holdcroft) 

부부와 솔타우(T. Stanley Soltau) 부부이다. J. L. Hooper to the Chosen 

Mission, 1939년 11월 24일, 1940년 5월 6일, 6월 24일, RG 140-2-26, PCUSA;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 10년사 , 151의 선교사 명단도 참조.  

20) H. H. Underwood to J. L. Hooper, 1946년 3월 1일, 3월 12일, RG 

140-18-?(Folder No는 확인 안 됨), PCUSA.

21) George T. Brown, Mission to Korea (Atlanta: Board of World 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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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 언더우드의 선교사 재산 리 으로서의 역할은 선교부의 재산을 

미군 측으로부터 돌려받는데 요했다. 그는 1946년 3월 15일, 군정청 재

산 리과(Property Custodian, 4월 이후 재처)로부터 “장로교 선교부 재산 리

(Administrator of Presbyterian Mission Properties)”으로 되었다.22) 해방 이

 감리교 측은 학교 등을 조선인들에게 양도한 상태 으므로 장로교 측

의 재산반환은 미국 선교사들의 요구  가장 요한 부분이었다. 그는 남

한에 있는 선교사 부지의 상황에 해 해외선교부에 자주 보고하면서 선

교사들이 돌아오기 에 선교부 재산을 미군에 “ 여(lease)”하는 형식으로 

얼마간의 재정을 확보하기도 했다.23) 선교사들이 돌아왔을 때 선교부 소

속 부지가 언더우드 등의 노력으로 선교부의 소속으로 돌아왔다.

H. H. 언더우드를 심으로 하는 군정청 인사들의 향력을 짐작할 수 

있는  다른 목은 바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종교계 시설을 개신교계 

측이 수할 수 있도록 한 이다. 를 들면 서울 남산 지역의 신사자리

에 기독교 박물 이 들어설 수 있고, 천리교(교 신도의 일종) 경성제일교회

부지를 락교회 측에 불하해  경우를 들 수 있다.24) 그러한 조치가 어

떤 원칙에서 도출된 것은 알 수 없지만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종교시설에 한 처리원칙에 한 미군정 측의 유권해석이다. 미군정

측은 산 종교시설에 한 처리원칙을 국제법(이 경우 미법)과 일본법에 

따라 “재정을 원래 목 에 가장 근사치에 있는 계획”에 넘기는 것이 옳다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1962), 173. 처는 구 동산병원 경 을 

선교사 자격으로 담당했다. 

22) H. H. Underwood to J. L. Hooper, 1946년 3월 15일, 20일, RG 140-18-?, 

PCUSA. 1947년 6월 3일, 군정청을 한국인 리를 심으로 운 하는 남조선

과도정부가 발족되고 재처의 처장에 해방 이  평양신학교 교장을 역임한 

남궁 이 임명되었다는 사실도 선교사들에게는 유리했다.   

23) 해외선교부는 언더우드의 이런 임시변통을 허락하기도 했다. H. H. Underwood 

to J. L. Hooper, 1946년 4월 30일, RG 140-18-?, PCUSA. 

24) 해방 당시 서울에는 40여 개의 천리교 회당과 부속재산, 합숙소 등이 있었

다. 1938년 신사참배 반 운동으로 장로교 평양신학교가 폐교되고 1940년에 

서울에서 설립된 조선신학원 측이 해방 직후 천리교 부지들을 미군정으로부

터 임 하려고 했다. 락교회 부지는 조선신학원 측의 여자신학교 자리로 

정되어 있었지만 우여곡  끝에 락교회 측이 미군정 측으로부터 단독으

로 불하받게 되었다. 자세한 내막은 장공자서  출 원회, -

(도서출  풀빛, 1983), 18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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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단했다. 그것의 함의는 “일본 불교시설은 조선 불교계에, 일본 감리

교 재산은 조선 감리교 교회”에 양도한다는 것을 의미했다.25) 신사 련 

시설의 일부를 기독교계에 양도했다는 것은 의 원칙을 개신교 측에 유

리하게 용했다는 것을 보여 다.  

아래 인용문은 미군정 하에서 언더우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약 으

로 잘 보여 다. 

는 선교 련 일들에 시간을 할애해왔는데 주로 군정의 방 재산 리

과(Property Custodian, General Affairs)에서 활동하면서 직  하지 장군과 의

를 했습니다. 는 한 감리교인들, 구세군, 제7안식일, YMCA, 남장로교, 성

결교 인사들과 의하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아울러 맹인사역, 세 란스, 연

희 문학교(Chosen Christian College), 경신학교(J. D. Wells), YWCA 등등에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들은 를 알고 제가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게 왔는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맹인들을 한 시설, 학교에 한 보조 , 일본계 교회와 학교 재산에 한 

리, 감리교 목사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 등이었습니다. 는 민간인으

로서 군  채 에 의해 방해받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직  상층부에 근할 

수 있습니다.26)

언더우드는 교 으로 개신교 선교를 지원했던 것이다. 아울러 그가 

연희 문 출신들을 미군정에 추천한 것과 문교부 장 (유억겸)의 자문

으로 활동하기도 한 도 주목된다.27)  

  한편 북장로교 선교부의 경우, 해방 후 북의 선교지부를 잃게 되면서 

선교사업의 내용을 남한의 실에 맞추어 조정해야 했다. 선교부는 해방 

이 부터 도ㆍ교육ㆍ의료사업을 세 축으로 선교사업을 개해왔다. 

쟁을 거치면서 조선의 학교와 의료기 은 상당히 피폐해진 상태 다. 선

교사들은 이들 기 에 재정지원을 재개함으로써 자신들의 향력을 증

25) Opinion # 503, “Status of Abandoned Religious Shrine-Transfer of Religious 

Property Custodian,”(1946년 8월 2일). : 법무국사법부의 

법해석 보고서(1946.3-1948.8) (한림 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134-135. 

종교시설을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개신교 기 으로 넘겼는지는 후일의 과제

이다. 

26) Horace H. Underwood to J. L. Hooper, 1946년 3월 1일, RG 140-18-?, PCUSA, 1.

27) 유억겸은 1930년  언더우드 교장 하에서 학감(교무처장에 해당)으로 있었

다. 안종철,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미 계,” 25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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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물론 해방 직 에 이미 해외선교부는, 조선 교회가 선교사들의 

향력을 벗어나서 독자 인 길을 걸어왔으므로 해방 후에는 “선교사들과 

교회에 한 계, 해외선교부가 추진할 조직 인 형태에 해 새로운 고

려”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악해두고 있었다.28) 아울러 해외선교

부 측은 조선선교부가 유지해온 부동산들도 거주지를 제외하고는 체로 

조선인들에게 넘겨야 할 것이라고 견하고 있었다.29)

교육기 에 한 지원은 매우 인상 이었다. 이미 신사참배 강요와 교

육사업 철수가 논란이 되었을 때 8개 북장로교 소속 등학교  평양의 

두 개(숭실ㆍ숭의)는 폐쇄되었고 정신여자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5개는 조

선인들에게 인계되었다. 해방 후 평양은 근할 수 없었으므로 정신여자

학교에 해서만 직  운 을 담당할 수 있었다. 이마 도 변화된 분 기 

속에서 운 권을 조선인들에게 넘겨주었다.30) 그러나 정신여자 학교와 

연희 학교, 세 란스 의학 학교 등에 해서는 엄청난 재정투자를 재개

함으로써 학교에 한 향력을 속히 회복했다.31) 아울러 정부수립 직

에 “재건기 원회”(Restoration Fund Committee)가 구성되어 각 선교지부

의 성경학교, 등학교, 고등교육기 , 개신교 지도자들에 한 재정보조, 

라디오 방송국 설립 등이 이루어졌다.32) 특히 해방  신의주 제2교회를 

담당하다가 물러난 후 해방을 맞고 월남한 한경직 목사를 심으로 하는 

월남 개신교인들에 한 북장로교 선교부의 지원은 매우 인상 이었다. 가

장 표 인 것은 락교회와 학교 설립에 투입된 도합 3만 달러의 

28)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5년 6월 29일, RG 140-2-28, PCUSA, 1. 

29) 같은 , 8. 

30) 남장로교 측이 운 한 학교들은 1937년 가을 신사참배가 강요되었을 때 폐

교가 되었다. 이들 재산은 산으로 분류가 되었으므로 해방 후 남장로교 선

교부가 다시 운 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해방 후 남장로교 측은 북장로교 

측과 달리 학교 교장에 미국선교사들을 임명했다.  

31) “시설복구기 ” 명목으로 엄청난 자 이 투입되었다. “Board Action of Nov. 

16, 1948,” Harold H. Underwood to the Korea Mission, 1948년 12월 1일(정신

여학교 긴 자  5,000달러); “Board Action of Feb. 16-17, 1948,”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8년 6월 21일(연희 학교 25,000달러); “Board Action 

of Aug. 11, 1948,” Harold H. Henderson to the Korea Mission, 1948년 12월 1

일(세 란스의  23,750달러), 모두 RG 140-2-29, PCUSA. 

32) “Board Action of June 30, 1948,” Harold H. Henderson (Acting Secretary) to 

the Korea Mission, 1948년 12월 1일, RG 140-2-29, PC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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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었다. 이는 당시 해방 이 부터 북한에 투입되기로 정되었던 5만 

달러의 일부분이었다.33) 

이들 재입국한 선교사들은 기존의 선교의 역을 넘어서 미군정 측과 

한 련을 가졌다. 이를 단 으로 보여주는 것은 선교사들과 군정장

이 매주 가진 의회 다. 1946년 12월과 1947년 3월 미군정 측은 신교와 

구교의 모든 가능한 선교사들과 의회를 가졌고, 두 번째 회합 이후부터 

6개월 동안은 매주 요일 오  10시에 당시 군정장 인 아처 러치(Archer  

Lerch)와 간담회를 가졌다. 러치의 보좌 은 H. H. 언더우드 으므로 간담

회와 련된 그의 역할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러치 군정장 의 때 이른 사

망으로 간담회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지만, 이러한 간담회는 군정측이 

선교사들을 우 하 음을 보여 다.34) 아울러 선교사들은 미군의 손님으

로 “군매 (Post-Exchange), 병원, 교통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었다.35)  

한편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는 한국 개신교인들로 이루어진 도미교육사

단(1946년)을 뉴욕의 해외선교부 건물에서 직  맞아주기도 했다. 이들은 

장리욱을 단장으로 한 김훈ㆍ고황경ㆍ구 숙ㆍ나기호ㆍ문장욱으로 모두 

미국에서 교육받은 개신교인들이었다.36) 이는 북장로교 측이 개신교인들

이 미군정 하에서 극 으로 활동하는 것을 환 했음을 보여 다. 

33) “Board Action of October 19 and November 16, 1948,” Harold H. Henderson 

(Acting Secretary) to the Korea Mission, 1948년 12월 1일, RG 140-2-29, 

PCUSA, pp. 2, 7-8; 락교회의 교회사는 교회에 한 선교부의 재정투입에 

해 간단히 언 하고 있다. 락교회 35년사 ( 락교회 홍보출 부, 1983), 

100. 

34) Harry A. Rhodes and Archibald Campbell,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Vol. II, 1935-1959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1965), 379-380.

35) 같은 책. 380. 

36) 이들의 교육원조 요청 활동에 해서는 , “미군정기에 있어서 미국의 

한교육정책,” (편), 해방 후 한국의 교육개 -미군정기를 심으로

(재단법인 한국연구원, 1987), 15-21; 손인수, 미군정과 교육정책 (민 사, 

1992), 277-292 참조. 교육사 단과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의 만남은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Visiting Korean Delegation,” 1946년 6월 3일, 

RG 140-2-29, PCUSA,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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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교사들의 정부수립에 한 입장

개 선교사들은 한민국 정부수립에 해 우호 인 태도를 취했다.  

이들은 신생 한민국이 많은 문제 을 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반공에 한 이념과 더불어 신생 독립국에서 선교활동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요했다. 이러한 견해를 피력한 표 인 

인사는 H. H. 언더우드이다.

그는 미군정 내에서 자문 으로 극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신생 한민국의 탄생을 매우 우호 으로 보았다.  

1948년 유엔 원단은 4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를 감독했습니

다. 선출된 정부는 로 “꼭두각시 정부”라든가 미국에 의해 “세워진(set 

up)” 것이 아닙니다. 의회와 그 구성원들은 다수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 선

거에서 자유롭게 선출되었습니다. [물론] 이 선거는 좀 더 옛날식(older) 민주

주의의 모델이긴 합니다.37) 

그러므로 그는 공산주의자들과 그 동료 여행객들만이, 민주  차를 따

라서 구성된 한민국 정부의 수반 이승만을 “ 제군주”라고 보든가, 한국

을 “경찰국가의 압제 하”에 있다고 “열렬히” 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38) 

그에게 있어서 1949년 3월, 부인(Ethel V. W. Underwood)의 암살은 곳곳에

서 신생 한민국을 무 뜨리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communist agents)”의 

소행이었다.39) 언더우드는 그러한 에서 북한을 소련의 지령을 받는 

37) Horace H. Underwood(with a concluding chapter by Marion E. Hartness), 

Tragedy and Faith in Korea (New York: Friendship Press, 1951), 12. 이 은 

언더우드가 자신의 부인이 암살된 후 미국에 돌아가 있다가 한국 쟁 발발 

직후 일본을 거쳐 한국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다. 이 의 요한 

목 은 미국이 쟁 인 한국을 도와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서문

은 당시 미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한국 련 총무인 존 스미스(John C. Smith)

가 썼다. 

38) 같은 책, 13. 

39)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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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 보았으므로 한국 쟁의 궁극  책임은 소련이 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북한의 독자  행동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산주의와의 쟁 

속에서 언더우드는 한국의 재건을 한 노력은 군사  승리를 넘어 “

승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40)  

H. H. 언더우드의 견해는 그의 친우인, 남감리교 선교사 출신으로 미군

정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의 책임자로 일했던 피셔(J. Ernest Fisher)의 것

과 유사했다.41) 그는 연희 문에서 1919년부터 1935년까지 언더우드와 함

께 교수로 일했는데 미군정기에 한국인들의 인선과 ‘민주주의’교육을 정착

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주로 미국식 시민  자유를 민주주의

의 요한 척도로 보면서 그 척 에 ‘ 체주의’가 서 있는 것으로 보았

다.42) 피셔도 언더우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

호하는데 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43) 

그는 정부수립 후 정치교육과를 사임한 후 1948년 말에 미국으로 돌아

가기 직 에는 YMCA 총무(1920-1935)를 오랫동안 역임한 신흥우를 도와서 

자신문인 ｢합 민보(Union Democrat)｣를 발간했다. 그는 정부수립 직후 이

승만 통령을 “총선거에서 국민들이 선출한 표들에 의해 민주주의 으

로 선출된” 인물로 보았다. 즉 이승만의 선출은 “국민 다수의 선택”이었

던 것이다.44) 그는 어도 한국 쟁 직 까지 이승만이 반 자들을 탄압

40) 같은 책, 42. 그의 민주주의 확보와 기독교의 계에 한 자세한 논의는 

Jung H. Pak, “‘Not by Power nor by Might’: American Missionaries and the 

Spiritual Wars in Korea, 1885-1953,” Columbia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2006. 

41) 언더우드와 피셔는 1926년, 1928년에 각각 박사학 를 받았고 학 논문을 

책으로 출간했다. Horace H. Underwood, Modern Education i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Press, 1926); James E. Fisher, Democracy and Mission 

Education in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28). 두 책 모두 

미군정이 선정한 교육 계 필독도서에 올라있었다. 미군정의 사회교육 담당

자가 한 상에게 넘겨  도서목록이 그의 “미국의 문화침투와 한국교육,”

해방 후사의 인식 3(한길사, 1987), 604의 각주 13에 실려 있다. 

42) 피셔 민주주의론의 핵심은 사회 여러 기 에서 사람들이 리는 다양한 자

유와 ‘ 차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한다. 쩨어네스트 피숴, 민주주의  생

활 (남조선과도림시정부 여론국, 1947), 1-4.

43) 같은 책, 54. 물론 피셔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종교일반으로 논의를 확 하고 

있다. 

44) J. Ernest Fisher, Pioneers of Modern Korea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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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 를 극 으로 옹호했다. 즉 이승만이 반 들을 검거한 것에 

해서, 만약 캐나다가 공산주의 국가로 국경 머 “간첩들을 보낸다면” 미국

에도 “수많은 정치범들이 있을 것이라”고 응수할 정도로 이승만의 기 

정치제제를 옹호했다.45)   

연희 문 교수를 역임한 이들 인사들은 체로 미군정과 한민국의 수

립을 단히 우호 으로 보았다. 이들은 미군정하에 일하면서 미소공동

원회와 좌우합작 등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한민국의 

수립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 으로 평가했다. 

선교사 련 인사들  미군정과 남한 정부의 정책에 해 비 인 의

견을 제시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북한에 한 우호  

시각이나 남북연합운동을 지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체로 1920년  

후반에 조선 농 에서 일하거나 미국에서 공황을 목도했던 선교사 혹은 

련인사들에게서 이러한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인 경우는 1928년

부터 1934년까지 함흥 YMCA에서 한국 농 운동에 종사한 후 미국에 돌

아가서 박사학 를 끝내고 학교수생활을 하다가 해방 후 다시 한국에 

돌아온 아더 번스(Arthur C. Bunce)이다. 그는 해방 후 미군정에 미 국무부의 

경제담당 으로 견되어 남한의 경제정책과 미국의 원조문제를 담당했다. 

그는 남한 경제가 자립할 수 있기 해서 미국이 원조를 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아울러 그는 미소공동 에 견되어 끝까지 ‘ 간 ’ 심의 좌우

합작을 통해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다. 한민국 건국 후 그는 

미국 경제 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ECA)의 한국지부장을 역

임했다. 

그는 북에서 소련이 사회주의 개 을 통해서 노동자, 농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지만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므로 그 체제가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북한의 토지개 에 해서도 매서운 비 을 가

했다. 그가 보기에 북한에서는 남쪽보다 “무거운  공출 로그램” 때문

에 의 “높은 암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다.  배 도 매우 자의 인 

Society of Korea, 1977), 218-219. 

45) 같은 책, 220-221. 그는 한국 쟁이 발발하자 동경에서 북 심리  련 일

에 종사했다. 이 무렵 이승만에 반 했던 흥사단 인사들과 함께 일했다는 이

유로 후일 이승만과 계가 소원해졌다. 같은 책, 2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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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기 ”하고 있었다.46) 그는 미소공동 원회 개최를 통한 연합국의 

신탁통치 실시만이 “좌 와 우 의 독재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

다.47) 아울러 소련의 북한에 한 지배를 약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한 사회의 개 을 통해서 소련의 노동자․농민층에 한 인기를 약화시

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이해와 신”은 미국이 한국에 머물면서 

이러한 정책을 극 으로 지원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

았다.48) 

번스는 여운형 암살 이후에 좌우합작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갔을 때 유엔 한국 원단의 활동에 기 를 

걸기도 했다.  건국 후에 이승만을 통해서도 남한 내 개 이 이루어져

서 “북한군이 기해서 역겨운 공산주의자들을 죽이고 멋진 자유민주주의

가 탄생하기를” 기 하기도 했다.49)

이에 비해 국무부 극동국 한국과장과 버클리 학교 교수를 역임한 조지 

맥큔(Geroge M. McCune)은 번스보다 한반도의 정치  상황에 해 비 이

었다. 한민국이 건국되기 부터 그는 남북의 갈등을 통해 내 이 불가

피할 것으로 보면서 남북 령 당국의 “공동보증”아래에서 “ 간 인

(middle-of-the road) 한국 임시정부”를 설립하자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50) 

그러나 그는 번스와 마찬가지로 소련의 미소공동 원회에서의 입장, 즉 모

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반 하는 세력을 ‘임시정부’ 구성을 한 의 상

46) 그는 러시아인들이 북한을 자신들의 “꼭두각시를 통해 통제”하고 있다고 보

았다. Arthur C. Bunce to Edwin M. Martin, 1947년 2월 24일, 895.00/2-2447, 

Records of the U. 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45-1949, NARA, Washington D. C. 12 Microfilms(이하 Internal Affairs 

of Korea), 2. 

47) 그는 유엔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완 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미국의 “실패를 고백하거나 러시아 측을 당황시키는 조처”가 된다고 보고 비

인 입장을 취했다. Arthur C. Bunce to Edwin M. Martin, 같은 문서, 3.  

48) Arthur C. Bunce to Edwin M. Martin, 1947년 7월 12일, 895.00/7-1247, 

Internal Affairs of Korea, 1945-1949, 3-5. 

49) Arthur C. Bunce to James Penfield, 1948년 1월 20일, 895.00/1-2048, Internal 

Affairs of Korea, 1945-1949에 첨부된 Arthur C. Bunce to Edwin M. Martin, 

1948년 1월 17일, 5-6.

50) George M. McCune, “Post-War Government and Politics of Korea,” The Journal 

of Politics, 9 (November, 1947), 623.



22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0호(2009년 3월 25일)

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의미한다고 보았다.51) 

그래서 그는 유엔한국임시 원단(U. N. Temporary Commission to Korea, 

UNTCOK)이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 구성될 새 정부에 “ 도 ”를 

수용하도록 권고한 을 시했다.52) 한 그는 1948년 4월 평양에서 개

최된 “남북연석회의”를 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이 회의는 

“화해”보다는 “노골 인 투(open conflict)”를 포함한 “깊은 감”을 드러

냈다.53) 번스와 맥큔은 이승만에 해 비 인 인식을 공유했을 지라도 

소련에 의한 북한에서의 체주의  개 에 해서는 분명히 반 했던 것

이다.   

헐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54)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한민국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가장 표 인 인물일 것이다. 그와 이승만과의 계

는 구한말 독립 회 활동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는 1919년 필라델피아

에서 개최된 ‘ 한국회의’와 1942년 3월 1일 개최된 ‘한인자유 회(Korea 

Victory Congress)’에 참여했다.55) 헐버트는 이승만의 사설고문단(Kitchen 

Cabinet) 역할을 한 한미 회(The Korean-American Council)의 국 원회 원

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헐버트의 반일 선 활동은 두 가지에 집 되었는데 

첫째, 일제 한국통치의 “잔인함과 억압성”은 “기본 인 정의와 기회의 박

탈”이라는 것과 둘째, 한국인들은 “자유롭고 진보 인 사람들로서” 세계에 

51) George M. McCune, “The Korean Situation,” Far Eastern Survey, 17/17 (1948), 

201. 

52) 같은 , 199. 

53) 같은 , 202. 

54) 헐버트는 1886년 육 공원 교사로 한국에 부임해서 서울사범학교 교장, The 

Korea Review의 편집인으로 활동하다가 고종의 부탁을 받고 1907년 헤이그 

사로 견되었다. 후일 미국에 돌아가서 목사, 술가, 연설가로 활동했다. 

1949년 8월 15일 복  행사 참석 차 한국에 들어온 후 8월 5일 사망해 양

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혔다. Clarence N. Weems Jr., “Profile of Homer 

Bezaleel Hulbert,” Hulbert's History of Korea(New York: Hillary House 

Publishers Ltd., 1962) 참조. 

55) 같은 , 58. 헐버트는, 일 이 워싱턴회의(1921-22)에 한국문제를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1921년 3월 1일 개최된 상해임정 구미 원부 주최 한인 집회에

도 참석한 경험이 있다.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 학교 출

부, 2004), 401. 1890년  헐버트는 배재학교 소재 삼문출 사에서 The Korea 

Review를 출 할 때부터 이승만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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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무한한 역사․문화  실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었다.56)  그 

핵심에는 일본의 한국 기독교에 한 박해를 비 했다는 에서 이승만과 

공통된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세 란스의 과 연희 문의 교장을 역임한 올리버 애비슨(Oliver R. 

Avison)도 태평양 쟁기 ‘기독교인친한회(Christian Friends of Korea)’가 결성되

는데 요한 역할을 했다. 이 조직에는 헨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의 

자녀인 앨리스(Alice)와 헨리(Henry D.) 등도 여되어 있었다.57) 이승만의 

한미 회와 ‘기독교인친한회’의 인맥은 상당히 첩되었다.58) 이승만이 

체 내한선교사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실치 않지만 서울지역에서 

활동한 원로 선교사들은 이승만을 한국 독립운동 세력의 표로 확고히 

지지하 다. 

한민국 정부수립과 선교사들의 계를 잘 보여주는  다른 것은 정

부수립 당시 양측에서 오간 축하 문일 것이다. 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는 한국선교부를 통해 이승만에게 정부탄생의 축 을 

달했다.59) 이는 남장로교와 감리교 등 다른 미국 교 들도 외가 아니

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국가수립에 한 열망에 해 이승만은 정부수립 후 

미국 오하이오(Ohio) 주에서 개최된 각 교  해외선교부 연합회의에 다음

과 같은 문을 보냈다. 

한국인들과 한국 정부를 표해서 본인은 [오하이오] 콜럼부스(Columbus)의 

해외선교회 연합회의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60여 년 에 

시작된 개신교 선교사회는  힘의 근원을 매우 강력히 조직해주어서 지난 

56) 같은 , 61. 헐버트의 반일논리와 기독교문명화 논리와의 연 성에 해서

는 안드  슈미드, “오리엔탈 식민주의의 도 : Anglo-American 비 의 한계,”

역사문제연구 12 (역사비평사, 2004) 참조. 

57) October 17, 1942, “Dr. O. R. Avison's Activities in Regard to Korea”에 첨부

된 10월 5일 자 애비슨의 편지.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재미한인자료

(국가보훈처, 2005), 351. 

58) 한미 회는 미 의회와 행정부에 한 로비활동을, ‘기독교인친한회’는 미 개

신교계에 한 친한 여론 조성작업 등을 담당했다.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

립운동 , 428-432.  

59) Harold H. Henderson(Acting Secretary) to the Korea Mission, “Greetings to 

President Syngman Rhee,” 1948년 12월 1일, RG 140-2-29, PCUS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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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동안의 박해 동안, 특히 신사참배에 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것

에서 보듯이, 교회가 생존하고 번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향력은 국가의 사회 ․정치  삶 도처에서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심지어 비기독교인들도 일 이 한국 선교에 심을 갖고 선교사들을 

보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교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한 일을 하도록 모든 힘을 다해 도울 것을 확약합니다. 우리는 도덕 이

고 인 발달의 역에서 지원과 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

러분들이 우리의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다양한 인도  활동을 진행하는데 모

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60)

  

이승만은 정부수립과 더불어 선교사들의 한국 내 활동을 극 지지하겠다

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오랜 화법을 사용해서 개

신교와 한국의 운명을 동일시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듯이 지난 40년간 한국은 일본에 의해 사라지다시피해

서(black out) 심지어 [한국의]고통 받는 이들에게 박애주의 이며 인도 인 

도움조차 달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음식과 의복, 연료, 의료장비 등을 

필요로 합니다. 다가오는 겨울은 우리들에게 가장 한 시간이 될 것입니

다. 우리는 바다 건  있는 기독교 국가(Christian lands)의 친우들의 자애로운 

마음에 호소합니다. 많은 문제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남북 간의 경제  

분단입니다. 한국은 정치 으로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련의 훈련을 받은 붉

은 군 (Red Army)는 남한을 공산화시키려고 합니다. 교육 으로 종교

으로 한국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기독교를 멸 시

키려 하고 있고 ․지 인 각성을 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61)

  

그러므로 이승만에게는 신생 한민국의 기는 국가  기이면서 곧 개

신교계의 기 다. 

이승만을 심으로 하는 한민국 정부는 개신교 인사들의 장례식에 남

다른 심을 보 다. 신생 한민국 탄생의 숨은 공로자들인 언더우드 부

인의 암살(1949년 3월, 연희 학교장), 외무부와 공보처의 고문으로 활약한 

윤병구의 사망(1949년 6월, 정부장), 헐버트의 극 인 한국방문과 뒤 이은 죽

60) Harold H. Henderson(Acting Secretary) to the Korea Mission, “President 

Syngman Rhee's Message to the Korean Missions Conference,” 1948년 12월 1

일, RG 140-2-29, PCUSA, 1. 

61)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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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동년 8월, 국장), 한국에서 태어난 최 의 서구아기 던 엘리스 아펜젤러

의 ‘순교’라 할 수 있는 이화여  배도 의 죽음(1950년 2월, 사회장)에 

한 반응은 단 인 들이다.62) 아울러 한민국의 정부수립 직후부터 시

작된 선교사들에 한 우호 인 정책은 정부의 훈장수여를 통해 더욱 두

드러진다.63)    

5. 맺음말

식민지시기 일제의 통치 력요구에 한 미국선교사들의 소극 인 동의 

혹은 선교사들의 신사참배 문제에 한 항 등을 생각할 때 해방 후 선

교사들과 미군정, 신생 한민국간의 월 계는 놀라울 정도의 반 이라

고 할 수 있다. 선교사들은 식민지하에서 활동하기 해서는 의도하든 그

지 않든 어떤 식으로든 국가권력과의 계설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그들이 선교사이자 동시에 미일 계 속에 치한 미국인으로서의 정

체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한편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시 체주의 혹은 반(反) 개신교 인 정권에 

한 선교사들의 비 과는 조 으로 해방 후 미군정과 기 한민국 

정부의 우호 인 개신교 정책은 개신교계 인사들의 국가와의 긴 한 계

를 정당화해주는 기제로 작동했음을 보여 다. 기독교가 “민주주의”를 확

립하는데 핵심 인 역할을 한다고 믿었던 H. H. 언더우드와 같은 이들의 

사고도 이들의 정치참여에 한 요한 동기가 되었다. 이 모든 동기들이 

해방 후 선교사들의 정치참여에 복합 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62) 이승만 통령의 이들의 장례식에 한 조사( )와 반응은 “ 한 

,” 동아일보 1949년 3월 20일(언더우드 부인); “이승만 통령, 윤

병구 장례식에 조사,” 서울신문 1949년 6월 25일; “이승만 통령과 부통령, 

헐버트 박사를 문병,” 경향신문 1949년 8월 5일; “헐버트 박사 서거,” 경향

신문 1949년 8월 7일; “ 을 아 에 ,” 동아일

보 1950년 2월 24일 등 참고.  

63) Harry A. Rhodes and Archibald Campbell,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Vol. 

II, 38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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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일지 모르겠다. 

이러한 문제에 한 정확한 답은 개개 선교사들에 한 정보와 그들

의 입장에 한 연구가 축 되어 감과 동시에 해방 후 등․고등교육기

, 의료기 , 자선기  등에서 진행된 그들의 활동을 드러냄으로써 보다 

만족할 만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선교사들의 활동

이 한민국의 수립과 활동의 외연을 어떻게 좁혔는지 혹은 넓 주었는지

가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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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논문은 해방 직후 미군정에 참여한 선교사  련인사들의 입장과 활동을 

다루었다. 후에 선교사 혹은 자녀들은 미군정 측이 한국 통치를 해 가장 주목

한 집단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19세기 말부터 한국의 의료와 교육 등의 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개했고 한국에 한 정보를 체계 으로 축 한 유일한 집단이었

기 때문이다. 해방 후 이들은 우선 한국에 군정 리와 자문 으로 입국해서 미군

정에서 활동했다. 선교사 련 인사들은 태평양 쟁기에 미국정부의 일  수행

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한국에서 선교사업과 ‘민주주의’의 확립을 같은 일로 인

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에 극 으로 조했다. 그러나 실  어려움 때문

에 남한에 선교사들이 공식 으로 입국하기 시작한 것은 남한주둔 미 술군의 감

축과 물가안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 다. 

한국에 1946년 부터 입국하기 시작한 선교사들은 체로 1947년 말부터 1948

년 에 걸쳐서 선교부를 다시 구축했다. 선교사들  가장 요한 교 는 북장로

교 측이었는데 귀환한 이들  상당수는 체로 식민지 시기 신사참배문제에 해 

당국에 조 인 인물들이었다. 특히 H. H. 언더우드는 선교사들의 귀국을 돕고 

선교부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  가장 요한 인사 다. 새로운 환경 속에

서 북장로교 측은 교회, 학교, 병원 등에 한 재정지원을 통해 한국 개신교계에 

한 향력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부분의 선교사들은 미군정과 우호 인 계에 있었고 한민국 정부수립에 

해 우호 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표 인 인물은 미군

정에 참여했던 H. H. 언더우드와 J. E. 피셔이다. 아울러 이승만의 오랜 친구 H. B. 

헐버트는 한민국의 탄생을 가장 열렬히 환 했다. 선교사들  미군정과 남한 

정부에 해 비 인 태도를 취한 인사들도 있었는데 표 으로 해방  YMCA

에서 활동한 A. C. 번스와 숭실 문학교 교장 아들인 G. M. 맥큔 등을 들 수 있

다. 이들은 해방 후로 미 국무부에서 활동했고 미국 학의 교수를 역임했다. 물

론 이들은 남한의 개 이 소련과 북한에 비되는 더 건강한 반공체제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신생 한민국 정부는 선교사들의 활동에 우호

인 환경을 극 으로 조성했다. 선교사들에 한 훈장수여, 국장 수 의 장례 등

은 그 단 인 이다. 선교사들과 정부의 우호  계는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신생 공화국의 성격을 잘 보여 다. 

주제어: 선교사, 북장로교, 선교부, 미군정, 한민국, H. H. 언더우드,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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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merican Missionary Activities Under the U. S. Army Military 

Govern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 Jong-Chol

This article deals with American missionaries’ activities under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JIK) just after Korean liberation from 

Japan. The USAMGIK noticed the importance of this group in liberated Korea given 

the fact that they had worked in the realm of education, medicine, etc in Korea since 

the late 19th century. Some former missionaries or their children participated as officers 

or advisors in the USAMGIK as they collaborated with the U. S. government in the 

war aims against Japan during the Pacific War. Due to colonial experience, they also 

thought that Christianity and ‘Democracy' were not two different entities. Since there 

were physical difficulties in securing their return, only after a number of military 

members left and the economic stability, missionaries were able to come back to their 

former mission field. 

As missionaries had appeared since early 1946. they reestablished their missions 

around late 1947 and early 1948. The most important denomination was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CUSA) and most returning 

members were ones who had tried to cooperate with the Japanese Authorities in terms 

of Shinto Shrine worship issue. Horace. H. Underwood was the key figure in that he 

helped the return of missionaries while securing mission properties. Under the new 

circumstances, PCUSA revived its influence through the financial aid to churches, 

schools, and hospitals, etc. 

Most missionaries preserved positive views on the birth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resentative persons were H. H. Underwood and J. Ernest Fisher who joined the 

USAMGIK. Also, Homer B. Hulbert was an ardent supporter of the new Republic. 

Some persons with missionary background such as Arthur C. Bunce and George M. 

McCune, both State Department officials and university professors, showed critical 

attitudes towards the ROK as well as the USAMGIK. They argued that only the 

meaningful social reforms would brought more healthy regime to Korean peninsula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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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ommunistic tone. 

The ROK with the president Syngman Rhee tried to mak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missionary activities. Medal awarding and state-level funerals for the deceased 

missionaries were a few example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missionaries and the 

ROK shed some light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Republic.   

Key-words: Missionary,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CUSA), Mission,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Republic of Korea, Horace H. Underwood, Syngman 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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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철 박사의 논문에 논평할 기회를 빌어, 한국기독교역사학회의 뜻깊

은 학술 회에 자리할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안종철 박사는 1930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이후 주한미국 선교사들의 

행 을 일제 말부터 미군정기까지 추 한 문가입니다.

이 논문은 안종철 박사가 자신의 박사학 논문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들의 활동과 한미 계, 1931~1948”(2008년 서울 학교 학원 국사학과 박사학

논문)의 제4장 해방 후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재입국과 미군정 참여의 연

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말에서 필자가 지 하듯이 “개신교와 미군정, 신생 한민국, 특히 

이승만 정부와의 월 계는 측할 수 있는 사실로서 학계에 이미 잘 알

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 히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는 흥미로운 

주제이며 많은 매혹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논문에 

해 몇 가지 지 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맥아더와 하지가 기독교세력에 해 강력한 지원을 했다는 서술에 

해(2쪽 이하) : 이것이 과연 기독교, 혹은 종교  교의에 한 지지인지 

아니면 지 사정에 정통한 유능한 미국인사의 활용인지에 해서는 구별

이나 계선이 필요하다. 인  자원으로 한국정보에 정통한 선교사 집단이 

거 귀환ㆍ활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 다. 문제는 이들 선교사(단)의 

역할과 범 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이다. 를 들어서 미군정 내

에서 선교사(자제를 포함) 출신자들의 역할, 미군정에 향을  선교사 단

* 이화여자 학교 교수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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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역할 등은 명백히 다른 범주에 속할 것이다. 체 으로 선교사 집단

이 미군정에  향력의 범 ㆍ정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 하다.

이와 련해 논문의 제목을 ‘미군정에 참여한 선교사들’로 제한되어 있

지만 다루는 내용은 ‘한국에 귀환한 선교사들’인 은 어색하다. 사족을 

달자면 “미군정에 참여한 선교사들”과 “ 한민국 정부 수립”이 어떤 구조

, 논리  계인지 분명치 않다.

2. 선교사들의 미군정기 향력 행사 방식에 해 : 선교사 혹은 그의 

자제로 미군정기 가장 큰 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는 조지 

리암스(George Z. Williams)와 언더우드(J. C. Underwood)이다. 리암스는 아버

지 리암스(Frank Earl Cranston Williams)가 감리교 선교사로 내한해 공주

명학교 교장을 지냈고, 본인도 명학교에 다녔다. 그는 명 동창인 조병

옥(趙炳玉)을 경무국장에 천거했고, 송진우(宋鎭禹)ㆍ조병옥을 매개로 우

를 강력하게 군정 리로 추천했다. 언더우드 령은 연희 문학교 교사를 

지낸 언더우드(H. H. Underwood)의 자제로 경신학교 동창이자 메사추세츠 

공  출신인 오정수(吳楨洙)를 상무부장 리로 임명하는 등 군정 한인

리 임명에 개입했다. 그런데 이는 선교사(단)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개인  

인연과 친분에 의거한 것이며 의도  정책과 기획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우

연과 정실의 결과 다는 평가에 더 가까울 것이다.

3. 선교사들의 정부수립에 한 태도 분석에 해 : 여기에 인용된 선교

사들은 부분 이승만과 개인  연 을 갖거나 우호  인사들이었으며, 군

정 내 도 던 번스와 국무부에서 재미한인 독립운동을 목격했던 맥큔 

정도가 비  태도를 취했다. 역사  연원과 맥락을 따라가 보면 선교사

들이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된 이후 부분 1940년  반 이승만이 주도

한 한미 회ㆍ기독교친한회와 연 을 맺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1905

년 이승만이 도미외교에 나섰을 때 주한 선교사 수십 명이 그에게 ( 학 

입학) 추천장을 써주었다. 한 태평양 쟁기 이승만이 자신에게 비 이

던 미국무부와 국방부를 상 로 한 로비를 벌이는 주요 창구로 선교사들

을 활용했다. 한국 쟁 이후 한국정부와 선교사․선교단과의 계에까지 

시야를 확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좀더 역사  맥락을 부각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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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이승만에게는 신생 한민국의 기는 국가  기이면서 곧 

개신교의 기 다”는 서술(11쪽)은 신생 정부 수립 기의 모습인지 아니

면 지속성이 있는 종교  지향이었는지 구별이 필요할 것이다. 한 지역

 선호도 요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의 기를 쓴 올리버는 

이 게 기록했다. “이박사가 싫어한 주요 국무성 직원으로는 선교사를 양

친으로 둔 북한 평양 태생의 조지 맥큔 박사가 있었다. 맥큔은 한국 실정

에 각별히 정통하 고 한국인의 일 감정을 잘 이해하 다. 그러나 

맥큔은 같은 평양 출신인 고 안창호와 흥사단의 안창호 동지들, 그리고 

한인국민회 인사 등 독립운동 지도자를 자처하는 여타의 한국사람들에 

해서는 동정 이었다.”(로버트 올리버ㆍ박일 (역), 이승만비록 , 32). 

4. 종합 으로는 해방 이후 귀환한 선교사들이 잔류했던 한국 기독교도

들과 맺은 다양한 계에 한 근이 필요할 것이다. 를 들어 신사참배 

문제, 일 력ㆍ친일의 문제, 사회개 의 문제 등의 주요 안에 해 

일반 으로 형성된 여론과 귀환 선교사들의 인식, 한국 기독교도들의 응

이 히 비교․분석될 필요가 있다. 한 남부 회처럼 명백히 정치지향

성을 드러낸 활동 등에 선교사ㆍ선교단의 평가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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