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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의 연구질문은 1950년대 인도네시와 태국은 왜 각기 다른 외교

안보전략을 채택했는가이다. 1954년, 미국이 주도한 집단방위체제인 동남아

시아조약기구(SEATO)가 설립될 당시 태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인도네

시아는 가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950년 초반까지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냉전구도 속에서 명확히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이 두 국가는 각 각 중립적인 외교전략을 취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본

격적으로 봉쇄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경제, 군사 원조를 받고 있

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조건적 유사성 속에서 어떠한 요인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다. 

1949년 전후로 미국은 동남아시아지역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

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태국과 같은 중소국들에게 원

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도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성

장과 안보를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의 원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공통된 모

습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원조를 통해 이들 국가들을 미국의 동맹체제에 편

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 원조와 정치적 목적의 

연계전략 속에서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각기 다른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우선 인도네시아의 경우 독립과정에서 미국의 지원과 공산주의 세력

의 위협으로 인해 일정하게 미국의 냉전전략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도

네시아는 미국의 원조가 독립과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

한 요소라고 판단했고 원조의 대가로 미국의 냉전전략을 일정하게 따르는 모

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식민모국인 네덜란드와 서이

리안 반환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네덜란드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인도네시

아와 미국의 관계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인도네시아에게 있어 안보적 위

협은 공산주의 세력이 아닌 네덜란드 식민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위협인식의 차이는 경제적 군사원조에도 인도네시아가 최종적으로 SEATO의 



가입을 거절하고 비동맹 노선을 택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태국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원조를 적극적으로 필

요로 하고 있었다. 1948년 이후 집권한 피분 정권을 미국으로부터의 원조를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한다. 그러나 미국이 원조의 대가로 남베

트남의 친미정권인 바오다이 정권의 승인을 요구하면서 태국은 딜레마 상황

에 빠지게 된다. 바오다이 정권을 승인함으로써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의 침

입에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태국은 결국 바오다이 정권을 승

인하고 미국의 냉전전략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1954년에는 

SEATO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 이유는 미국과 태국이 중국이라는 공산주

의 세력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록 비슷한 조건에서 원조가 제공되더라도 위협

인식의 일치, 불일치 여부에 따라서 중소국들의 외교안보전략이 달라질 수 있

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정치 이론에서 논의되는 동맹형성 

요인으로서의 원조와 위협인식의 효과성을 비교연구를 통해서 검증한다는 의

미를 가진다. 더불어 1950년대 초반 동남아시아 지역의 냉전구도의 형성과정

에서 중소국들의 각기 다른 전략을 탐구함으로써 왜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에

서의 NATO와 같은 집단안보체제가 발전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일정한 해답을 

제공한다.  

주요어: SEATO, 동맹요인, 위협인식, 원조, 인도네시아, 태국

학번: 2010-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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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1950년대 초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적 구도는 서방과 공산세

력간의 국제적 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였다. 1949년 공산중국의 수

립 이후 중국과 소련은 전략적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국제혁명에서의 일종의 

분업체계를 결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세계적 차원에서는 소련이 공산주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아시아 각국의 혁명을 지원하

는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었다.1)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인도차이나반도에서 베

트남 공산군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동남아시아 각국의 공산주의 운동

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게 된다.2) 미국 역시 공산중국의 설립, 1950년 한국

전쟁에서의 경험,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중국의 북베트남에 대한 지

원을 공산세력의 확장으로 간주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위동맹체제의 구

축을 시도한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일련의 집단안보 동맹체제의 수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1950년 초반의 태평양 조약(Pacific Pact) 체결시도 및 

1951년의 ANZUS 조약의 체결이 그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동남아시아 지역

에서 좀 더 확고한 방위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1954년부터 본격적으로 동남아

시아 조약기구(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이하 SEATO)의 창설

을 시도한다. 이러한 공산세력과 미국의 대결구도가 심화되면서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은 어떤 진영을 선택해야 하는지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특히 

SEATO의 창설은 직접적으로 공산세력의 억제를 그 목표로 하고 있던 바, 이 

조약에 가입하게 되는 것은 한 진영을 명백하게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1) Christopher E. Goscha and Christin F. Ostermann (eds.), Connecting Histories: 

Decolonization and the Cold War in Southeast Asia 1945~1962,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9), pp. 143~148.

2) Douglas J. Macdonal, "Communist Bloc Expansion in the Early Cold War: 

Challenging Realism, Refuting Revisionism,"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3 

(Winter 1995);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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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지역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각기 

상반되는 동맹 전략을 취한다. 즉,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은 미국의 집단안보 

체제에 편승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인도네시아, 버마, 실론 등은 참여하

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애초에 미국이 SEATO의 참여국으로 고려했던 국가

는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의 연

합3국 (라오스, 캄보디아, 남베트남) 이었다.3) 그런데 영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영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인도네시아와 버마의 포함을 강하게 주장했

다. 이들 국가들 없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실질적인 집단 안보체제가 만들

어지기 힘들다는 논리였다.4) 이에 대해 미국역시 영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Colombo Powers (인도, 버마, 인도네시아, 실론, 파키스탄) 국가들의 가입을 

추진하게 된다.5) 그런데 영국과 미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인도, 인도네시아, 

버마, 실론은 가입을 거절한다. 반면 태국과 필리핀은 적극적으로 SEATO에 

가입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2차 세계대전 이후 막 독립을 

쟁취했다는 점에서 국내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대

외적으로도 자력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SEATO 가입당시 이들 국가들의 처한 대내외적 환

경을 정리하면 <표1-1>로 나타낼 수 있다. 

3) Leszek Buszynski, SEATO: The failure of an alliance strategy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1983), p. 6.

4) Nicholas Tarling, Britain, Southeast Asia and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2005), pp. 396~397.

5) Memorandum by the Regional Planning Adviser in the Bureau of Far Eastern 

Affairs to the Acting Assistant Secretary of States for Far Eastern Affairs, July 

23, 1954, FRUS, 1952~1954, Vol. 7, part1, p.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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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O 가입국 SEATO 비가입국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버마 인도
독립

시기
1945 독립국 1947 1949 1947 1947

미국

의

경제

적

지원

유무6)

O O O O O O

안보적

위협요

소

1949년 

Huk공산 

주의 

운동에 

의한 

내부반란7) 

 국경 

분쟁8)

인도와의 

카슈미르 

분쟁, 

공산중국

의 직접적 

위협은 

없음

직접적인 

공산주의 

세력과의 

충돌은 

없었으나 

1948년 경 

자바지역에서 

공산주의 

반란 경험 

국경분쟁9)이 

있었으나 

내부의 

공산세력의 

전면적 

반란은 

없었음.

파키스탄과의 

카슈미르 

분쟁, 

직접적인 

공산세력으로

부터의 

위협은 없음

정권

체제
대통령제 내각제 대통령제 내각제 내각제 내각제

<표1-1>  1945~1954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상황과 SEATO 가입여부

출처: FRUS와 2차 자료를 활용해 직접작성

6) 미국은 1950년대 초반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 군사적 지원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는 Mutual Defense Assistance(MDA)를 통한 Military Aid와 

Technic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TCA)의 활동을 통한 신생독립국의 농업과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Economic Aid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 경

제적 지원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내적 안정성을 강화해 공산주의로의 변화를 막고

자 한 것이다. Memorandum by the Joint Chief of Staff to the Secretary of 

Defense, January 20, 1950, FRUS, 1950, Vol. 6, pp. 5~8 참고. 

7) Stephen J. Morris, "The Soviet Union and the Philippine Communist Movement,"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7, No. 1. 1994. 

8)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Officer in Charge of Thai and Malayan 

Affairs,  May 5, 1953, FRUS, 1952~1954, Vol. 7, part2, p. 664. 태국은 당시 태국 

북쪽 국경 지역에서의 공산 베트남군과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요청한다. 

9) 버마는 중국과 오랫동안 국경분쟁을 겪어왔으며 1950년 중국이 버마의 북쪽 지역을 중국

의 영토로 포함하는 지도를 발간했고 1953년에는 국경 지역에 중국군대가 출현해 긴장을 

고조시킨 일이 발생한다. Chi-shad Liang, Burma's Foreign Relations: Neutralism i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Praeger, 1990),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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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들 중에서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1950년 초반 동남

아시아 냉전 구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교

적 행동에 있어서도 흥미로운 비교 사례가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광

대한 영토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고 미국의 전략가들은 일찍

이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위상에 주목해 인도네시아를 서방 진영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태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미국의 관

심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미국의 냉전 전략이 전개되

면서 그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었다. 그런데 1950년대 중반이 지나 

인도네시아가 비동맹 운동으로 나아가고 태국이 SEATO에 가입해 미국과의 

동맹체제가 강화되기 이전까지 이 두 국가는 명확히 동맹전략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즉, 애초에 태국이 서방진영

으로 명확히 편입된 것도 아니었으며 인도네시아가 비동맹 운동을 적극적으

로 펼친 것도 아니었다. 태국에겐 1949년에서 1950년 당시 미국과의 관계 

강화와 기존의 중립노선의 유지라는 전략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고 인도네시

아는 1950년대 중반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강화와 중립의 전략 사이에서의 국

내적 갈등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 조건의 유사성 속에서 이 두 국가는 <표1-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군사,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원조의 규모와 속도는 두 국가마다 차이를 

보였고 이들 국가와 미국의 동맹 관계의 강화와 약화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

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그 규모와 성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중

반 이전에 이들 국가에게 공산권으로부터의 대항적인 원조가 제공되지 않았

다는 점에서 이는 미국과의 동맹의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SEATO 창설 이전까지 소련 및 중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는 존재하

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10) 태국의 경우도 미국의 원조를 제외하

10) Charles Wolf, "Soviet Economic Aid in Southeast Asia: Threat or Windfall?," 

World Politics, Vol. 10, Issue. 01, 1957; Ragna Boden, "Cold War Economic: 

Soviet Aid to Indonesia,"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10, No. 3 (Summer 

2008)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소련의 버마,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은 

1954년 SEATO 설립 이후 본격화 되었다는 것이다. 즉, 1950년부터 1954년까지 공산권

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원조는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 5 -

  

               State

    Fiscal

    Years

Philippine Thailand Indonesia Burma

1951

Military Assistance 28 41.7 8 3.4

 Economic          

 Assistance
15 8.9 10.4

Export-Import Bank 65.8

Total 43 50.6 73.8 13.8

1952

Military Assistance 44 37.8

Economic 

Assistance
32 7 8 14

Export-Import Bank 1 3.4

Total 76 45.8 11.4 14

1953

Military Assistance 24 27.5

Economic 

Assistance
30 7.0 3.5 7

Total 54 34.5 3.5 7

1954

Military Assistance 18 29.8

Economic 

Assistance
17 6.0 4.1 14

Total 35 35.8 4.1 14

고는 공산권으로 부터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표1-2>1951년부터 1954년 사이의 미국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상황

(단위: 백만 달러)

출처: Far East Financial Summary: Costs of Approved and Projected United 

States Economic and Military Programs in the Far East, April, 6, 1953, 

FRUS, 1952~54, Vol. 7, part1, pp. 290~292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정리. 

이처럼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일정하게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군사

적 지원을 받는 상태였고 대내외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도 존재하고 있

었다. 또한 1950년대 초반 냉전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생 독립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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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외교 전략의 선택을 고민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은 왜 이 

두 국가는 비슷한 조건에서 각기 다른 외교전략을 선택한 것인가? 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질문은 더 크게는 왜 동아시아에서는 NATO와 같

은 집단방위체제가 형성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의 추구와도 

연관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는 현실주의적 입장과 구성주의적 입장

에서 다자적 동맹체제 형성의 실패의 요인을 살펴보고 있다. 현실주의적 입

장은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실질적인 힘의 격차와 미국의 양자적 동맹체

제 형성에 대한 선호의 전략을 언급한다.11) 구성주의적 논의는 이와는 달리 

미국의 냉전전략의 적용에 있어서의 유럽 국가들을 평등한 파트너로 인정하

하는 관념12),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비개입, 비동맹 규범의 형성의 논의

를 그 원인으로 지적한다.13) 이러한 다양한 논의 속에서 왜 인도네시아와 태

국이 비슷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한 국가는 비동맹 노선으로, 또 다른 한 국

가는 미국이 주도한 집단방위체제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탐구함으로써 동아시

아에서 집단안보체제가 형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사례 연구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논의에서 언급되었던 변수들이 어떤 조건에서 다르게 작용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변수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의 동맹 체제의 

형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봄으로써 변수들의 유의미성을 검증할 

수 있다. 

11) Donal Crone, "Does Hegemony Matter? The Reorganization of the Pacific Political 

Economy," World Politics, Vol. 45, No. 4 (July 1993); Victor D. Cha, "Powerplay 

Origins of the U.S. Alliance System in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3 

(Winter 2010). 

12) Chrisopher Hemmer&Peter J. Katzenstein, “Why is There No NATO in Asia? 

Collective Identity, Regionalism, and the Origins of Multilater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6, Issue. 03, 2002. 

13) Amitav Acharya, Whose Ideas Matter? : Agency and Power in Asian Region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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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연구 분석

SEATO의 창설과정을 전반적으로 다룬 모델스키(George Modelski)와 

브스진스키(Leszek Buszynski)의 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참여 동기를 

안보적 위협과 미국의 경제적 지원으로 들고 있다. 그는 태국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베트남 공산군의 활동과 국경지역에서의 이들의 침투를 대외적

인 안보위협으로 인식했다고 본다. 그리고 태국과 함께 SEATO에 참여한 

필리핀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대외적 안보위협은 없었지만 미국과의 관계강

화와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SEATO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분

석한다.14)모델스키 역시 태국의 가입동기를 분석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의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 경제적 지원의 증가가 태국의 가입을 

유도했다고 설명한다.15) 이들 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가입동기를 대

외적 위협과 물질적인 이익의 확보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지만 왜 같은 미

국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인도네시아와 버마가 가입하지 않는가에 대

한 비교적인 시각에서의 연구는 수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외교 

문서를 바탕으로 한 근거의 서술이 부족하다. 

동일한 현실주의 시각이지만 SEATO가 미국 주도의 지역안보 동

맹 구상이었다는 점에 입각해 미국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가 있다. 

카이 흐어&후웨이 윈펑(Kai He& Huiyun Feng)은 애초에 미국이 NATO-Type

의 집단안보체제를 구상하고 있었으나 제네바 협약 이후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위협인식이 낮아져 행동의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 더욱 느슨한 형

태의 안보동맹 체제로 구성했다고 한다. 미국 스스로 안보위협 인식이 낮

아진 상황 속에서 SEATO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면 미국의 자율성

이 제한되기 때문에 영연방 국가 프랑스,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정도로 

가입을 제한했다는 것이다.16) 즉, 이들의 연구는 미국의 냉전전략을 결정

14) Buszynski, 1983. 

15) Modelski, 1962.

16) Kai He and Huiyun Feng, “Why is there no NATO in Asia: revisited Prospect 

theory, balance of threat, and US alliance strategies,” European Journ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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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변수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우선 영국과 미국이 제네바 

협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콜롬보 국가들에게 가입의사를 타진했다는 점

을 간과한다. 또한 제네바 협약으로 인해 동남아 국제정세의 안정이 강화

되고 공산주의의 위협이 감소되었다면 왜 SEATO에 참여한 동남아 국가

들은 1954년 9월에 열린 마닐라 회의에서 미국에게 NATO-Type의 직접

적인 개입을 명시하는 강화된 형태의 조약내용을 요구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다. 즉, 미국의 전략만을 유일한 변수로 볼 경우 적극적으

로 참여한 국가들의 자율적 선택의 측면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SEATO의 창설과 동남아시

아 국가들의 참여 동기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다. 카첸스타인과 햄머

(Peter J. Katzensteinr&Chrisopher Hemmer)는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정체성에 주목한다. 이들은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SEATO를 NATO만큼 중

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를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유럽중심주의적 사

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SEATO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고 SEATO가 NATO형태의 동등하고 제도적인 위치

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17) 이러한 설명은 현실주의적 설명이 제공

하지 못했던 정책결정자들의 관념 변수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만 여전히 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다른 선택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설

명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이들 스스로도 지역 행위자들의 입장에서 추

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입각해 아차라야(Amitav Acharya)는 카첸스타인

과 헴머가 주목하지 못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주체성에 주목한다. 그

는 SEATO 설립 당시 동남아시아 지역 내부의 정체성과 지역 국가들의 

강대국의 개입에 대한 반감이 깔려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미국의 전략

에 의해 SEATO의 형성이 좌우되었다는 기존의 입장들을 비판하면서 동

남아시아에서 양자주의의 원인은 인도가 주도한 비동맹정책에 주변국들이 

공감하면서 동, 서 양 진영의 어느 한 블록(bloc)에도 속하지 않으려고 하

는 정체성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이 결정적으로 자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8, No. 2, 2012.

17) Hemmer and Katzenstei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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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잡게 된 계기로 반둥회담(Bandung Conference)을 지적한다.18) 아차라

야의 연구는 SEATO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의 불참여 동기가 

비동맹 정체성이라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기존의 설명들이 놓치고 있는 

불참여 국가들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들 국가들이 미

국으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았음에도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일정한 설명력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아차라야의 연구는 몇 가지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는 1947년 아시아국가회의(Asian Relations Conference)에서 1955년 

반둥회담에 이르기까지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비개

입, 비동맹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요인이 미국이라는 역

외 국가가 주도하는 집단방위체제에 이들 국가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라고 

말한다. 그런데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1951년에서 

1952년 사이에 미국과의 관계가 밀착되고 미국과의 동맹단계에 이르기 

위한 협의를 시도했었다.19) 그리고 이러한 협력의 진화 과정에는 경제, 

군사 원조가 큰 역할을 한다. 아차라야의 연구는 민족주의, 비개입 노선 

등의 관념이 아시아국가회의, 반둥회담 등을 통해서 표출된 면을 포착하

고 있지만 어떻게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들이 미국과의 양자적 관계에서 

이를 둘러싸고 협력과 갈등의 과정을 거쳤는지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조건에 있었던 태국은 왜 비개입주의, 

비동맹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태국에 있어서 더욱 

중요했던 것은 비개입주의와 비동맹 노선이 아닌 강대국의 직접적인 안전

보장과 물질적 원조였고 바로 미국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였다. 따

라서 아차라야의 연구에서 기각하고 있는 현실주의적 동맹이론의 모델이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다른 동맹전략을 펼쳤던 것은 하나의 이론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관점이 종합적으로 적용될 때 온전히 이해될 수 있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연구를 검토해봤을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18) Acharya, 2009.

19) Goscha and Ostermann, 2009, pp.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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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를 지닌다. 기존의 연구가 SEATO에 참여한 국가와 참여하지 않은 

국가를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것에 비해서 이번 연구는 참여국가와 

참여하지 않은 국가의 결과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초기의 유사한 조건에

도 다른 결과가 나온 ‘원인’을 조금 더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기존에 분석되었던 변수들의 유의미성을 명확히 검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국제정치 일반에서 강대국들과 달리 자

율적 선택이 일정하게 제약당한 중소국들이 냉전의 형성이라는 국제적 대

결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른 동맹전략을 구사하

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존에 각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외교전략을 연구한 

역사적 서술들은 존재하나 이를 국제정치학적인 이론적 틀에서 분석하려

고 한 시도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정치이론에서 상대적

으로 주목 받지 못했던 중소국들의 ‘행태’를 이해하는 사례 연구로서의 의

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국제정치의 이론적 차원에서 원조(Aid)가 가

지는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원조(Aid)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냉전, 동맹 전략이 수용국의 위협인식과 전략에 따라서 

어떻게 그 효과가 달라지는지 비교해 봄으로써 물질적 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원조가 일방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혜국의 인식과 전

략에 따라 그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냉전초기 미국과 소련-중국이라는 강대국 구도 하에

서 중소국들의 선택을 설명함으로써 냉전 연구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즉, 미국과 소련-중국 이라는 국제적 차원의 냉전구도가 지역적 수준에서 

어떻게 변용되어 수용되는지 탐구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동맹구도가 왜 

유럽과 달리 ‘양자적 형태’로 구성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다시 부상하는 중국 과 미국의 대결 구도 속에서 중

소국들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는데 함의를 줄 

수 있다. 



- 11 -

3. 주요논의와 연구방법

1) 분석틀 및 핵심 주장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SEATO 가입에 있어서 편차 분석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SEATO를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하는가이다. 로버트 

커헤인과 월랜더는 안보제도(security institution) 관련한 논의에서 이를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들이 규칙과 규범, 그리고 행동절차를 가

지고 안보위협을 규정하거나 격퇴하는 것’ 이라고 규정한다.20) 이들의 논

의에 따르면 국가들은 안보위협에 대처해 다양한 형태의 대응전략을 모색

할 수 있는데 국가들의 참여의 범위와 위협의 정도에 따라 네 가지의 형

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표1-3> 위협과 위험, 동맹제도의 상관관계

   

참

여

범

위

포

괄

적

Collective 

Security

(집단안보)

Security

management 

institutions

and diplomatic 

conference

(안보관리/외교협의체

배

타

적

  Alliance and 

alignment

(동맹/제휴)

Out-of-area

coalitions

(역외 연합체)

위협(threat) 위험(risk)

국가가 처한 상태

          출처: Haftendorn, Keohane and Wallander, 1999, p. 27.

20) Helga Haftendorn, Robrt O. Keohane and Celeste A. Wallander, Imperfect Unions: 

Security Institutions over Time and Spa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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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SEATO의 경우 1954년 9월, 마닐라 협약

(Manila Treaty)의 첫 번 째 조항에서 ‘UN헌장에 반하는 그 어떠한 형태

의 위협과 무력사용 에도 대처하기위해’ 라는 문구를 사용했듯이 명확히 

외부의 위협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21) 그런데 커헤인과 월랜더는 

참여범위를 논하면서 집단안보의 경우 구성 국가들 간의 안보문제를 포함

하는 반면, 동맹과 제휴는 외부의 위협을 상정하고 결성된 형태라고 설명

한다.22) 당시 SEATO의 경우 개별국가의 안보 관심사를 집단적으로 논의

하는 문제 보다는 ‘공산주의 세력의 외부적, 혹은 내부적 침략, 침입’에 더

욱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안보의 형태로 분류되기 보다는 오히려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의 형태로 정의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집단

방위의 경우 동맹과 제휴에서 핵심이 되는 자조(self-help)의 개념을 확장

한 것으로 이는 외부의 위협을 상정하고 공동의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

을 의미한다.23) 

따라서 본 논문은 SEATO가 비록 참여범위에 있어서 여러 국가

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도 그 설립을 주도한 국가가 

21) Modelski, 1962, p. 289. 동남아시아 조약기구(SEATO)는 1950년대 미국에 의해서 추

진된 일련의 집단 동맹체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SEATO는 1949년 4월 4일 창설된 

NATO를 시작으로, 1950년 8월 30일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 1950년 9월 1일 오스트

레일리와, 뉴질랜드와의 ANZUS 설립, 그리고 1955년 11월 3일에 창설된 바그다드조약

기구(Bagdad-Pact)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일련의 봉쇄정책의 일환에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1954년 초반,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호치민을 비롯한 공산권 세력의 세력확장은 

미국에게 시급히 공동 대응(United Action)을 취할 필요성을 대두시켰고 당시 국무장관

이었던 덜레스(John Foster Dulles)는 영국과의 협의를 통해 집단방위체제 설립을 본격

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다. 특히 아이젠하워 정부 하에서 1954년 5월 13일 열린 NSC 회

의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연합(regional grouping)'이 필요

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54년 9월에 열린 마닐라회의(Manila 

Conference)에 참석한 8개국 외무장관들은 일련의 협의 과정 이후 본부는 태국에 두는 

SEATO 체결에 합의한다. 참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

핀, 태국, 파키스탄의 8개국이며 1955년 2월 19일을 시점으로 발효되었다. United 

States-Vietnam Relations, 1945~1967: A Study Prepared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Washington D.C. 1971), Part IV, pp. 10~13 참조. 

22) Haftendorn, Keohane and Wallander, 1999, p. 26.

23) 신범식, “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이해: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의 개념과 현실,” 국

제관계연구, 제15권. 제1호, 2010,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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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라는 점, 그리고 SEATO의 설립과정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국

가들에게 개별적인 양자적 관계가 선행되었다는 점에서 개별동맹의 확장

된 개념이라고 본다. 따라서 개별 국가들의 SEATO의 참여 동기를 설명

함에 있어 비록 SEATO가 집단 제도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도 양자적 

동맹이론의 틀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1954년 SEATO의 출범

은 안보제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성립의 과정은 양자적 동맹형성의 

모습과 유사하고 특히 미국과 비대칭적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경우 더욱 양자관계의 틀에서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외교정책이 양자적 관계의 틀로 해석될 수 

있다면 두 번째로 설정할 것은 이들 국가들의 행태가 적용될 수 있는 동

맹이론의 틀을 찾는 것이다. 중소국의 동맹행태를 설명하는데 있어 현실

주의적 관점은 주로  편승과 균형의 관점에서 이를 설명한다. 폭스는 강

대국 간의 전쟁에서 중소국은 비동맹의 정책을 취하나 결국에는 승리하는 

편에 선다고 주장한다.24) 헨델과25) 로스스테인26) 역시 약소국들의 경우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게는 편승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한다. 스웰러는 중소국들을 일종의 ‘양’으로 비유하며 강대국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자원, 약한 사회-국가 관계, 국내적으로 정치, 인종, 계

급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로 묘사한다. 그러면서 이들의 외교행태

는 유화의 전략, 미래의 이익을 계산해 편승하는 전략, 그리고 이러한 갈

등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전략을 취한다고 말한다.27) 스티븐 데이비드는 

스웰러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중소국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가정을 공유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중소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취약

24) Annette Baker Fox, The power of small states: diplomacy in World War I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9), pp. 186~187. 

25) Michael I. Handel, Weak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London: F. Cass, 

1990), p. 29.

26) Robert L. Rothstein, Alliance and Small Powe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8), p. 11.

27) Randall L. Schweller,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1 (Summer 1994), pp.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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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치의 정통성을 강화화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목적에 부합

하는 국가와 동맹을 맺는다는 논리를 펼친다.28) 그리고 빅터 차는 연루와 

방기의 틀을 사용해 중소국의 동맹전략을 설명한다. 그는 앞의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중소국과 강대국 간의 비대칭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공

유한다. 그러면서도 중소국이 인식하는 위협의 정도는 중소국을 지원하는 

강대국의 안보공약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29) 

본 연구는 이처럼 다양한 편승과 균형, 연루와 방기의 동맹 이론

이 일정하게 인도네시와 태국의 동맹전략을 설명하는 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한다. 예컨대 태국의 경우 미국에 대한 편승의 전략을, 인도네시

아의 경우 스웰러가 설명하는 거리두기 즉, 비동맹의 전략을 취한다. 그리

고 이 두 국가 모두 일정하게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를 겪고 있었다. 그러

나 위에서 설명한 현실주의 동맹이론들의 맹점은 이들 이론이 중소국에 

대한 안보위협을 일정하게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1950년대 초

반 동남아시아 국제정세는 누가 위협이 되는지 명확히 그 실체가 드러나

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미국으로부터 일정하게 원

조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방기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동맹체제로 편입됨으로써 가지는 연루의 위

험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상국과 이에 대응하는 강대국을 

가정하고 있는 국제정치이론의 설명 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들 국

가들에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위협으로 인식되었는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구성주의적 설명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단순히 물질적 

힘의 격차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대상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오랜 역사적 반감, 그리고 인도

네시아의 경우 주권과 영토에 대한 민감성 등이 위협 대상의 인식에 영향

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 인식은 외부에서의 원조라는 물질적 영향

28) Steven R. David, "Explaining Third World Alignment," World Politics, Vol. 43, 

Issue 02, 1991, pp. 233-235.  

29) Victor D. Cha, "Abandonment, Entrapment, and Neoclassical Realism in Asi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4, No. 2 

(June 2000), pp. 26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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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들의 외교전략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

도네시아와 태국은 왜 동일한 군사, 경제 원조를 받으면서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를 탐구한다. 본 연구는 강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

한 사회, 경제적 상황에 처한 두 국가가 일정하게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

었지만 그것만이 동맹 형성의 원인은 아니라고 파악한다. 이러한 원조를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소극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들 국가들이 위협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인식의 틀과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논의의 틀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와 태국에게 각 각 영향

을 미친 물질적 원조와 구성주의적 위협 논의의 변수를 규정할 필요가 있

다. 먼저 이들 국가들에게 제공된 원조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냉전초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군사적, 경제적 지

원을 통해서 서방세계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즉, 경제적으

로 취약한 국가는 국내적으로 공산주의의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

문에 원조를 통해서 이들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고 이들 국가들이 친 서방 

진영으로 포섭될 수 있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적 지원

전략에 소련 역시 경쟁적으로 제3세계 국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다.30) 이처럼 원조는 동맹을 형성하거나 기여국이 수혜국에게 영향을 행

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왔다. 한스 모겐소는 경제적 지원의 형태를 6가지

로 개념화 하면서 기여국은 수혜국에게 경제적 원조를 함으로써 수혜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31) 물론 왈트(Stephen M. 

Walt)는 경제적 지원이 동맹에 대한 고려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한다. 

대게의 경우 어느 한 국가의 경제적 원조를 상쇄할 대항적인 원조가 이루

어지고 수혜국이 원조를 긴박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것

30) Robert S. Walters, American and Soviet Aid: A Comparative Analysis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0).

31) Hans Morgenthau, "A Political Theory of Foreign Aid,"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6, No. 2 (Jun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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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32) 그런데 이러한 원조가 동맹형성에 미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

도네시아와 태국의 경우 미국의 원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었다. 우선 이 두 국가는 외부의 원조를 통해 경제적 성장과 안보를 확

대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왈트가 원조의 영향력을 상쇄시킨다고 지적

했던 다른 세력의 대항적인 원조가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물론 이들 국가들에 대한 원조의 규모와 속도가 일정하게 달랐던 

것은 사실이다. 즉, 인도네시아의 경우 1949년 이후 초기에 신속하고 전폭

적으로 이루어지던 원조가 1952년 이후로 그 규모와 속도가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인다. 반면 태국의 경우 같은 시기에 인도네시아 보다 더욱 신속하

고 전폭적인 원조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애초에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미국의 원조의 규모와 성격의 차이가 이 두 국가의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의 차이를 설명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 기술

하겠지만 태국의 경우 1949년 피분 정권의 집권 이후 미국의 원조가 태국

이 원했던 만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1951년과 1952년 사이에 미국에 의해서 오히려 전폭

적인 군사원조가 제안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미국에 의해 제공되는 원조라는 변수가 일방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은 아

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원조의 제공과 상호작용하는 

위협인식에 대한 설명이 더해져야 한다. 

따라서 두 번째로 규정할 변수는 물질적 원조에 대한 적극적 수용

과 소극적 수용 혹은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인식에 대한 것이다. 왈트

는 한 국가는 물질적 능력이 아닌 위협에 의해서 동맹의 상대를 결정한다

고 본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당시 SEATO에 가입했던 태국과 가입

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의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차이가 있었다

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

운 일이다. 또한 사례의 국가들이 집단안보체제가 적으로 상정하는 공산

권국가와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벌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위협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쉬운 아니다. 그러나 당시 각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이 이를 

32)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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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실제 행동했는지를 역사적으로 탐구함으

로써 그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인식했던 

위협은 상이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이들 국가들에게 있어서 공산주

의 세력의 침투라는 외부적 위협의 요소도 중요했지만 자신들의 영토와 

주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한 요소였다. 그리고 이는 당

시 동남아시아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주의의 유산이라는 특수성을 고

려하지 않으면 온전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베넷 과 레비(Michael N. Barnett and Jack S. Levy ),33) 로스

스테인(Robert L. Rothstein)은34) 외부 위협의 정도의 차이에 상관없이 

자국의 영토적 통일성이 위협 받는 상황이 온다면 중소국은 영토적 통일

성을 우선순위에 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아직 독립적인 

국가로서 주권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국가는 영토적 통일성이 동맹의 

체결보다 더욱 큰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인도네

시아의 경우 1950년 1954년 사이에 각각 네덜란드, 호주와 서이리안

(West Irian)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겪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

국의 지지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네덜란드, 호주와의 관계를 고려해 거절했

다.35) 이와 비교해 태국의 경우 영토적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상태였다. 태국의 경우에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영국, 일

본과의 일련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 영토적 통일성이 일정하게 회복한 상

태였다.  태국에게 있어서 오히려 위협은 인접해 있었던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의 공산주의 세력의 침투였고 실제 태국 북쪽 국경지대에서는 이들

의 일정한 활동이 있었다.36) 또한 태국의 경우 1953년 경 중국에 의해 

33) Michael N. Barnett and Jack S. Levy, “Domestic sources of alliances and 

alignments: the case of Egypt, 1962~1973,"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5, 

Issue. 03, 1991.

34) Robert L. Rothstein, "Alignment, Nonalignment, and Small Powers: 1945~1965,"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20, Issue. 03, 1966.  

35) Audrey R. and George McT. Kahin, Subversion as Foreign Policy: The Secret 

Eisenhower and Dulles  Debacle in Indonesia (New York: The New Press, 1995); 

John F. Cady, The History of Post-War Southwest Asia: Independence Problems 

(Ohio: Ohio University Press, 1974).

36) Cristopher E. Goscha, Thailand and the Southeast Asian Network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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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진 타이자치인민정부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세워진 반태국운동이라

고 비난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반공법의 제정을 서두른다.37) 즉, 인도네

시아와 태국의 경우 위협의 실체가 다르게 설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현실

주의 설명에 의하면 단순히 

이를 종합한 본 연구의 핵심주장은 다음과 같다. 비대칭적 동맹으

로서 중소국은 일정하게 강대국의 원조와 지원을 수용할 요인을 지니고 

있었다.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안정, 그리고 안보의 확대를 위해서도 원조

라는 물질적 동기는 필수적이었고 이는 결국 동맹체결이라는 결과로 귀결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물질적 지원이 항상 동일하게 그 힘을 발휘하는 것

은 아니다. 물질적 지원을 수용할 것인가 수용하지 않을 것인가는 중소국

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이익에 대한 계산에서 비롯된다. 그리

고 국력이 약한 국가일수록 이 이익은 ‘안보’로 규정된다. 그리고 강대국 

간의 대결 상황에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와 협력을 했을 때 더 

많은 이익이 얻어진다고 생각할 경우 이는 편승의 동맹전략으로 나타난

다. 그러나 물질적 지원을 제공받더라도 그 국가와의 협력 관계가 이익을 

보장받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이는 거리두기, 혹은 회피의 동맹전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의 계산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성

주의적 논의에 따라 누가 위협으로 인식되는가의 문제다. 전반적인 위협 

인식을 공유할 경우 물질적 제공을 하는 국가와의 협력은 용이해지고 위

협 인식이 불일치 할 경우 협력은 어려워진다. 이러한 협력 관계의 발생 

여부에 따라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국가가 주도하는 집단방위 체제에 종

국적으로 참여하는가, 참여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결정되게 된다. 즉, 집단

방위 체제를 양자 간 동맹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도식

화하면 <그림1-1>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사례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와 태국 모두 미국으로부

터 원조를 받기 시작했지만 그 영향력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인도네시

아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영토적 주권의 위협을 직, 간접적으로 받으면서 

Vietnamese Revolution, 1885~1954 (Richmond : Curzon Press, 1999).

37) 양승윤, 황규희,『동남아-중국관계론』(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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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요소

Military Aid

Economic 

Aid

 

물질적 요소

Military Aid

Economic 

Aid

대상국

적대적 정체성

(위협인식의 차이)

대상국

우호적 정체성

(위협인식의 일치)

동맹실패

↓

집단안보제도

불가입

동맹형성

↓

집단안보제도

가입

원조를 수용해 미국과의 동맹을 맺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SEATO라는 집단방위체제에 반하는 비동맹외

교(거리두기, 회피)를 선택하고 ‘반둥회담(Bandung Conference)을 개

최한다. 반면 태국의 경우 일정하게 미국과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의 위

협 인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미국의 원조를 수용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더 

큰 이익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즉, 미국과 공산주의 세력 간의 경쟁에서 

미국이 더 우위에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국 태국은 이와 같

은 계산에 따라 미국의 원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인 협력의 태

도를 보이며 SEAT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맹전략을 선택한다. 

           <그림1-1>  물질적 원조와 위협인식, 제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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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과 자료

본 연구에서 우선 연구사례의 선정이 필요하다. 연구에서 분석사

례로 삼고자 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태국 이 두 개 국가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독립이후 일정하게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상태였다. 태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중립정책을 지속적으로 

취해왔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독립과정에서 어느 한 강대국에 편승하

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즉, 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제

적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식민지 시대의 외교가 아닌 새로운 외교가 

두 국가 모두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일정하게 국내적

으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 견제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다. 즉, 생존을 

최우선의 국가적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중소국이라는 국제구조에서의 

단위의 유사성과 냉전구도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 공통적 목표가 이 두 국

가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이 두 국가 말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존재한다. 그러

나 사례에서 제외된 인도의 경우는 우선 이들 국가에 비해서 영토, 자원, 

인구의 정량적 요소뿐만 아니라 규범을 창출하고 제도를 설립하는 외교적 

행태에 있어서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차이를 보였다.38) 예

컨대 당시 비동맹외교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실질적으로 미국 주도의 집

단안보동맹에 반기를 들었던 국가는 인도였다. 따라서 다른 동남아시아 중

소국보다 국력에서 더 큰 위상을 차지하고 있던 인도는 비교대상에서 제

외된다. 파키스탄의 경우는 인도와 카슈미르를 사이에 두고 영토분쟁을 벌

이고 있었는데 SEATO의 참여를 통해 이에 대한 지지를 바라는 점에서 사례 

국가와는 다른 이유의 가입동기가 있었다.39) 실론의 경우는 지리적으로도 중

국, 소련과 많이 떨어져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

38) 중소국에 대한 개념정의 및 범주화에 관해서는 김치욱,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 중견

국가: 그 개념화와 시사점,” 국제정치논총, 제49집. 1호, 2009.  

39) Stephen M. Walt, “Testing Theories of Alliance Formation: The Case of 

Southwest Asia,"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2, (Spring 1988), pp. 

29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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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았다. 필리핀의 경우는 이미 독립 이전부터 미국이라는 서방세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어떤 진영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에서 기각한다. 그리고 

라오스, 캄보디아, 남베트남의 경우 1953년을 전후로 독립을 달성했기 때

문에 당시 주요한 국제정치의 행위자로서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구체적인 연구시기는 1949년 공산중국의 성립 전후시기를 기점으

로 1954년 9월 SEATO가 창설되는 시기까지로 한다. 1949년은 인도네시

아가 독립을 통해서 본격적인 국제정치의 행위자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태국의 경우에도 1947년 피분(Phibun)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전 

정권과는 다른 외교정책이 모색되지 시작한다. 그리고 미국도 1949년 공

산중국의 설립과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공산주

의의 세력확장을 막고자 동남아시아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 시기는 미국의 동남아시아 냉전전략이 형성되는 가운데 중소국들도 이

에 대응해 각자의 동맹, 외교전략을 모색해야 했던 시기다. 

연구방법으로서는 비교연구방법으로서 구조화되고 집중적인 비교연

구(The Method of Structured, Focused Comparison)의 방법을 따른다. 

이를 통해서 관찰되는 역사적 사례에서 SEATO의 가입과 불가입의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특정연구 목표에 부합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

다.40) 당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외교정책의 동기를 탐구함에 있어 언어

적 문제로 인하여 당시 각 국가들의 1차적 외교문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사례에 해당하는 각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

었던 미국 국무성 공간문서자료(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를 

활용해 당시 국가들의 외교정책의 동기와 행위를 간접적으로 추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1차 자료의 활용과 더불어 각 사례에 관련되는 역사서 등

의 2차 문헌 자료를 다각적으로 활용한다.  

40) Alexander L. George and Andrew Bennett,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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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동남아시아 냉전의 시작

  

1.미국의 동남아시아 냉전전략의 형성

미국의 동남아시아 냉전전략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 차원, 지역

적 차원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전략의 맥락에서 태동하기 시작했

다. 먼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루즈벨트 행정부 이후의 트루먼 행정부는 

소련을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봉쇄전략’의 노선을 취한

다. 1946년 초, 트루먼은 소련이 기존의 자신들의 세력범위를 지키는 보

수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생각에 반대하면서 소련은 혁명적 이데올

로기와 의도를 고려했을 때 계속적으로 확장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결론

을 내렸다.41) 이러한 관점은 소련이 전통적인 지정학적 관점에서 사고하

는 국가라기보다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추동되는 국가라는 인식

을 가지게 만들었다. 트루먼과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이러한 인식과 더불

어 케난의 ‘긴 전문’을 비롯해 미국 전략가들이 만들어 내기 시작한 봉

쇄의 전략은 1947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미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의 소련과의 대결은 기정사실화되기 시작했다.42) 

당시 미국 냉전 전략의 첫 번째 핵심축은 서유럽의 재건과 유럽

에서 NATO를 결성해 소련에 대한 봉쇄 시도였다. 1947년 3월,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 터키와 그리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결정한다. 

그리고 뒤이어 6월, 국무장관 마셜은 마셜플랜(Marshall Plan)을 통해 

유럽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적 지원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소

련의 군사적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결성을 하

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며 1948년 후반에는 NATO 설립의 기초적인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른다.43) 따라서 1948년까지 미국의 

41) Daniel Yergin, Shattered Peace: The origin of the Cold War and the National 

Security State (Boston: Houghton Mifflin, 1977), pp. 69~86. 

42) Gaddis, 1982, pp. 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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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전략적 관심은 유럽으로 향해 있었고 동남아시아에서 냉전전략

이 어떤 방향으로 취해질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1948년까

지 중국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남아시아에 대

한 본격적인 개입이 선언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중국의 내전 상황이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관심

도 커지기 시작한다. 이 당시 중국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은 

시급히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회복을 앞당길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서는 일본에 필요한 고무, 주석, 철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 

시장을 다시 일본과 연계시키는 전략이 필요했다. 더군다나 동남아시아

는 유럽 지역의 구 식민열강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던 곳

이었다.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영국은 말레이시아 반도에, 그리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지역에 여전히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무역관계의 회복을 통해 유럽의 

재정적자를 메꾸어주는 경제적 목표도 대두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프

랑스 등의 식민열강이 유럽에서 소련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주기 위함 이었다.44) 이처럼 봉쇄전략의 핵심 축이었던 일본과 유럽 국

가들의 경제적 부흥, 그리고 서서히 확장되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

한 우려가 동남아시아를 미국 냉전 전략의 또 다른 축으로 만들기 시작

한다. 

1948년 6월, 국무부와 국방부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지역적 

불안정이 가져 올 상황을 토의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아시아 각 지역의 

외교, 군사 담당관들이 모인 이 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소련이 동남아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족주의 독립 운동에서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

기된다. 더불어 이 지역에서 식민지 열강들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만

큼, 이들 지역을 서방세계로 편입시킴으로써 유럽 강대국들의 재정적자 

43) Andrew J. Rotter, The Path To Vietnam: Origins of the American Commitment to 

Southeast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p. 14~15. 

44) Rotter, 1987, pp.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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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45) 그리고 이에 더해 케난에 의해서 주

도되고 있던 국무부 정책기획국(Policy Planning Staff)은 당시 동남아

시아 전략 전반에 대한 검토에서 아시아 지역 일선 외교관들의 의견과 

비슷한 맥락에서 지역 정세를 분석한다. 즉, 동남아시아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유럽, 일본과의 경제적 연계성을 고려했을 때 이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들 각 지역의 민족

주의자들을 서방세계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은 물론 기존의 

프랑스와 영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주의 정책의 일정한 ‘완화’가 필요하

다는 점을 강조한다.46) 

이러한 가운데 점차 중국 내전에서 국민당의 패전이 확실해지고 

공산당의 승리가 가까워오면서 미국 내부의 논쟁도 격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에 대한 유화책을 주장하는 세력은 중국의 공산당이 승리하더라도 

이를 소련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강경

론자들은 중국 역시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국민당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과 강경한 봉쇄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었다.47) 이

러한 논란 가운데 1949년 8월에 발간된 ‘백서(China White Paper)’는 

중국 공산당의 승리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미국이 더 이상 중국 내전에서 

국민당의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한

다.48) 결국 미국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유화책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국민당에 대한 지원을 계속한다. 이러한 가운데 치열한 내부적인 

토론이후 미국은 일련의 국가안보정책을 제시하는데 1949년 12월 채택

된 NSC 48/2 은 향후 미국의 동남아시아 냉전전략의 기저를 형성하는 

안 들이 제시된다. 

NSC 48/2의 특징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봉쇄전략의 기조를 

45) Michael Schaller, “Securing the Great Crescent: Occupied Japan and the Origins 

of Containment in Southeast Asia,”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60, No. 

2 (September 1982), pp. 401-402. 

46) Schaller, 1982, pp. 402-403. 

47) Gaddis, 1982, p. 68.

48) Akira Iriye, Across The Pacific: An Inner History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New York : Harcourt, 1967), p.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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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개입이 본격적으로 논의

되기 시작했다는 것에 있다. 특히 각종 미국의 기술지원을 통해서 동남

아시아 각 국의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는 Point IV 프로그램, 그리고 세

계은행과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을 통한 경제적 지원 프로그

램이 제시된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점은 상호방위원조협정(Mutual Defense 

Assistance Act)에 의해 배정된 중국과 동아시아 전체에 배당된 7천 5

백만 달러에 이르는 원조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포함

되었다는 점이다.49) 이러한 정책의 발표 이후 1950년 1월, 미 합동참모

본부(JCS)는 7천 5백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중국이 

아닌 인도차이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에 배당해야 한다는 것을 강

력히 주장한다. 즉, 중국이 최종적으로 공산화된 시점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시급히 실행해 이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일본과의 

무역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이후 트루만 

행정부의 일련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동남아시아에 경제적, 군사적 원조

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취한다.50) 

이상에서 보이는 미국의 동남아시아 전략은 지속적으로 개입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취했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소련의 

대립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유럽과 중국에서의 봉쇄전략은 미국의 핵

심적인 전략 목표가 된다.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는 이러한 유럽과 미

국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인식된다. 미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두고 

‘거대한 초승달(Great Crescent)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그러한 점에서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서유럽에서의 방위와 일본의 재건을 위해 동남아시아의 천연자

원과 친 서방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사활적

인 이익이 걸린 문제였다. 그러나 NSC 48/2가 지적하고 있듯이 동남아

시아는 미국의 핵심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주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각 국의 민족주의적 독립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49) A Report to the Presiden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December 30, 1949, 

http://www.princeton.edu/~bsimpson/.../nsc%2048-2.pdf (검색일: 2013년 11월 2일).

50) Schaller, 1982, pp. 40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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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각 각 식민종주국인 프랑스, 

네덜란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동남아시아 지

역에서의 냉전의 전개는 전 세계적인 냉전의 대립이 심화되는 영향을 받

으면서도 그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굴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

다. 그리고 이러한 굴절의 과정에서 미국과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의 외

교 관계는 때로는 충돌을, 때로는 조화의 관계를 보이면서 형성되기 시

작한다. 

2.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외교전략의 모색

1) 인도네시아의 독립과 외교전략

미국이 새롭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봉쇄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태국도 각 각 동남아시아지역의 새로운 행위자로서 

역할을 모색하고 있었다. 우선 인도네시아의 경우 오랫동안 네덜란드의 

식민지로서 지배를 받았던 상태에서 벗어나 독립을 완성하고 주권국가로

서 국제적 인정을 받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였다. 특히 독립과 주권 국가

의 완성은 정파에 관계없이 모든 정치세력이 일정하게 공유하고 있던 생

각이었다. 웨인스타인(Franklin B. Weinstein)이 행한 인도네시아의 정

치엘리트들의 인식조사는 이들이 어느 시기에 태어났는가에 상관없이 일

정하게 민족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인도네시아의 독립과 주권의 

회복을 열망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51) 

특히 이 중에서 수카르노와 하타는 외교정책에서 주요한 영향력

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수카르노는 그의 독립과정에서 그의 역할로 인

해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독립 초기부터 1954년까지의 초기 

의회민주주의 기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재임하며 외교정책에 상당한 영향

51) Franklin B. Weinstein, Indonesian Foreign Policy and the Dilemma of Dependence: 

From Sukarno to Soeharto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6), pp. 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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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1949년부터 1950년 사이 초기 내각의 수상을 

역임했던 하타가 상대적으로 실용적이고 친서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

던 반면, 수카르노는 독립과 주권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의 이러한 민족주의적 시각은 1945년 독립선언 

당시 그가 건국이념으로 내세웠던 ‘판카실라(Panca Sila)’에 드러나 있

다. 판카실라는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추구해야 할 국가 정책의 방향이 

민족주의, 국제주의, 민주주의, 사회 번영, 그리고 신에 대한 믿음의 다

섯 가지 요소라고 지적한다. 이 중에서도 민족주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 되는 개념이었는데 이는 단순히 식민 지배로부터의 해방뿐만이 아니

라 인도네시아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정당과 민족을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었다.52)

인도네시아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수카르노의 민족주의가반 

제국주의요소를 띠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 대립하게 되었다는 

분석도 있으나53) 1957년 수카르노가 ‘교도민주주의 (Guided Democracy)

를 통해 급진적인 혁명 노선을 취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다. 1949

년 독립이후부터 1954년 시기까지 인도네시아는 독립 당시의 다양한 정

파가 내각에 참여해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체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시기에 한정해서 수카르노는 직접적으로 외교정책을 결정

하기 보다는 일종의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

다.54) 1949년부터 1955년의 전국적인 총선거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

아는 초기 의회민주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정치적 색채를 가진 내

각이 들어섰다.55) 그 중에서도 1950년 초반에서 1953년 중반에 이르기

까지 정국의 주도권은 반공주의와 친서방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던 이

슬람 정당인 마슈미(Masyumi Party)가 일정하게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52) J. D. Legge, Sukarno: A Political Biography (Sydney: Allen & Unwin, 1972), pp. 

184~185.

53) Peter Christian Hauswedell, "Radical or Conservative? Indonesian Politics 

1964~5," Indonesia, No. 15 (April 1973), p. 114. 

54) Legge, 1972, p. 348.

55) 이동윤, "인도네시아의 정치권력과 정치체제 변동: 정통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국정

치학회보, 제43집 2호, 2003, p.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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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국민당(PNI)의 민족주의적 성향의 영향이 

있었지만 내각 구성을 위해 마슈미와 연합할 수밖에 없었고 인도네시아

의 외교정책은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 되 실용주의적 노선을 지니고 있

었다고 할 수 있다.56) 즉, 독립직후 인도네시아의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

표는 독립을 통해 얻은 주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과 실용적인 

대외노선을 통해 외국으로부터의 원조와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

는 것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주요한 외교 정책 노선의 혼재를 고려했을 

때 당시 인도네시아의 외교 정책은 특정한 인물이나 노선의 영향을 받았

다기 보다는 외부와의 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2)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태국의 외교전략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태국도 이 당시 일정한 국내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었다. 1932년 인민 혁명 세력을 중심으로 왕정이 타도되

는 혁명 이후 태국은 국내적 개혁을 통해 근대 정치체제로 나아가기 위

한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태국이 전통적으로 고수해오던 ‘중립주의’ 외교 노선은 일

정한 수정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동남아시아 지역의 세력 확

대에 대해 당시 피분 정권은 일본과의 협력을 선택했고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러한 가운데 프리디를 비롯한 태국의 야

당 세력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에 대응하는 전략을 선택했고 이는 

‘자유타이운동(Free Thai Movement)이라는 지하의 반정부 투쟁과 무

장 투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던 자유타

이운동 세력은 일본의 패전이후 피분 세력을 대신해 새로운 독립 정권을 

56) Herberth Feith, The Decline of Constitutional Democracy in Indone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2), pp. 1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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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한다. 그러나 프리디 행정부의 짧은 집권 이후 피분을 비롯한 군부 

세력은 쿠데타를 획책해 1947년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를 통해 피분의 

제2차 집권이 시작된다.57) 

프리디와 피분은 비록 1932년 혁명을 통해서 왕정을 전복시킬 

때 동지로서 협력했고 이후에도 협력과 갈등을 반복했지만 그 정치적 성

향과 지향점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프리디가 태국 내에서 지식인, 언

론인, 상공업계를 포괄하는 자유주의 세력을 대표하고 자유주의와 민주

주의적 정치경제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피분의 경우는 군부를 중심

으로 한 민족주의, 권위주의적 정치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

다.58) 특히 피분은 1차 집권 당시만 해도 강력한 범 타이주의와 민족주

의 등을 내세워 확장주의적인 외교정책을 구사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고 영토를 획득 받았다. 이

에 반해 프리디는 전쟁 이후 기존 열강들과의 타협적인 정책을 통해 중

립적인 외교정책 노선을 취하려고 했다.59) 그러나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냉전은 태국에게 민족주의적 팽창정책 보

다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생존전략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물론 피분의 

2차 집권 시기는 그의 1차 집권 시기보다는 그 불안정성이 증대된 상태

였다. 특히 프리디를 추종하는 군부 내 다른 세력의 산발적인 쿠데타 시

도가 이어졌고 야당인 민주당 또한 반정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

다.60) 그럼에도 태국의 외교 정책은 피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쿠데타 이후 중심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는 군부와 그의 이해관계가 일치

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태국의 외교정책이 피분의 

2차 집권 이후부터 친미적인 정책을 취했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으

57) M. S. Venkataramani, "Military Coup Pattern in Postwar Thailand: Washington and 

the First Coup of 1947," International Studies, Vol. 29, No. 3 (1992), pp. 253-255. 

58) Kobkua Suwannathat-Pian, "Thai Wartime Leadership Reconsidered: Phibun and 

Pridi,"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Vol. 27, No. 1, (March 1996), pp. 

168-170.

59) Kobkua, 1996, p. 170.

60) 차상호, “태국정치위기의 갈등 양상(1932-1957),” 한국태국학회논총, 제6호, 1996, pp. 

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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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1) 적어도 1951년의 친위쿠데타를 통한 확고한 정치적 안정을 획득

하기 전까지 피분 정권은 태국의 전통적인 실용주의 외교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인도네시아와 비교해 태국의 외교정책은 피분 

이라는 1인의 의사결정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발휘했지만 이전의 집권시

기보다 약화된 권위와 반대세력으로 인해 팽창주의적 외교정책 보다는 

태국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실용주의적 외교정책 노선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독립을 달성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한 국가-사회 관계, 국내정치적 갈등의 지

속, 주권의 미완성 등 약소국 외교가 가지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다. 

커헤인은 국가의 역할 범주를 1.체제를 결정하는(system-determining), 

2.체제를 움직이는(system-influencing), 3.체제에 영향을 주는(system-affecting), 

4. 체제에 영향력을 지니지 못하는(system-ineffectual) 국가로 설정했고 약

소국들을 네 번째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62) 이러한 범주에 따라서 

인도네시와 태국은 약소국의 범주에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국가는 기본

적으로는 갓 독립을 달성한 국가로서 국가적 주권의 확보, 영토적 안정성의 

획득, 그리고 강대국 간의 갈등에서의 생존을 위한 외교전략을 구사한다. 

하지만 이 두 국가가 동맹을 결성하는데 있어서 또 한편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과연 누가, 어떻게 위협으로 인식되느냐의 문제였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외교정책 전개 과정은 기본적인 약소국 외교의 특징을 보이면서도 외

부의 영향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 당시 이 두 국가

에게 가장 큰 외교적 도전과제는 심화되는 냉전구도 속에서 강대국이었던 미

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였다. 특히 신생 독립국으로서 경제

적 안정과 안보의 향상을 위해 이들 국가는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 미국

은 당시 유일하게 이들 국가에게 대규모 원조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

고 있었다. 따라서 이 두 국가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미국의 물질적 

61) Surin Maisrikrod, "Thailand's Policy Dilemmas Towards Indochin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14, No. 3, (December 1992), pp. 290-291. 

62) Robert Keohane, "Lilliputians' Dilemmas: Small State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23, No. 2 (Spring 1969), pp. 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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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가 어떠한 목적과 형태로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원조가 어떠한 형태로 

수용되었는지 탐구하는 다음 두 장은 이들 국가들이 미국과의 동맹관계, 더 

나아가 SEATO라는 집단방위체제에 가입과 불가입이라는 다른 결정을 내리

게 만드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III. 미국과 인도네시아: 협력과 갈등의 딜레마

   

1. 미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

  

1) 인도네시아의 원조의 필요성

신생 독립국가였던 인도네시아에게 있어 경제적 원조는 국내의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당시 막 독립을 달성

한 인도네시아에게 있어서 경제, 군사 원조는 단순한 경제적 수혜의 차원

이 아닌 생존이 달려있는 국가의 최우선 고려사항 중 하나였다. 당시 인

도네시아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2차세계대전과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

에 있어서 주요한 산물이었던 농산물과 석유의 생산이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였다. 2차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당시 1940년대 수준의 생산량으

로 돌아간 것은 일부 품목에 불과했으며 전쟁 발발 이전에 급격히 성장

했던 설탕과 정제석유, 시멘트 등의 주요 수출 상품의 생산량은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주요한 수출상품이었던 직물의 경우 

급격한 생산 저하를 기록했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경제상황 검토했던 하

던(H.J. Hardon)은 1948년 직물산업의 생산량은 1942년 당시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서부 자바(West Java) 지역에서의 공

장의 80%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기록했다.63) 또한 경제적 

63) H.J. Hardon, "Industrial Recovery in Indonesia," Economic Review of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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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1947
농산 작물 (단위:1천 톤)

쌀 8,969 6,840

고구마 1,418 1,294

콩 294 188

플렌테이션 작물 (단위: 1천 톤)

고무 283 14

커피 39 3

차 82 1

설탕 1,607 7

목재 4,747 750

광물(단위:10만 톤)

석유 8 1

석탄 2 0.3

주석 0.04 0.02

자립의 핵심 기반시설인 운송, 무역, 건설 부문도 전쟁으로 인해서 심각

한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표3-1> 인도네시아 농업과 광물생산량 현황: 1940-1947년 비교 

  출처: Statistical Pocketbook of Indonesia, 1959, p. 15, Anne Booth, The     

       Indonesian Economy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A     

       Histoy of Missed Opportunities (New York: Palgrave, 1998), p. 51에서  

       재인용.    

               

이러한 농업과 경제 부문에서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자본

이 필요했으나 당시는 자본 상황도 악화된 상태였다. 1949년 당시 인도

네시아 외환보유고는 142만 달러였는데 이는 종전 직후인 1945년의 

458만 달러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1950년 당시 한 달 동안

의 총 수입이 137만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외한 보유고로는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1950

년 기업과 농장간의 협력을 통해 감소했던 농업생산을 증대시키려는 카

시모 계획(Kasimo Plan)이 실행되었으나 부족한 자금으로 인해 미미한 

성과를 내는데 그치고 만다.64) 

 Vol. 2, (October-December, 1948), pp. 161-162.

64) Anne Booth, The Indonesian Economy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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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정책결정자들 역시 원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

하고 있는 상태였다. 독립 이전이었던 1947년 발표된 ‘재건과 개발을 위

한 10년 계획’의 재원 조달의 주요한 목표는 외국자본과 융자를 받는 것

이었다. 하타는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산품

의 생산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수출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자재의 수입과 이에 대한 지불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

고 이를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도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판단을 내린

다. 단, 외국 자본의 도입으로 인해 이전의 식민지 시기와 같이 인도네

시아 경제를 지배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하타 이후 내각 수상을 역임했던 낫시르(Mohammad Natsir)도 경제 재

건을 위한 외국계 인력과 자본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65) 1950년 2월의 

연설에서 수카르노는 재정적자를 메우고 신생 독립국인 인도네시아가 필

요로 하는 쌀과 약품, 직물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의 투자가 필

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66) 경제적 지원에 관한 필요성은 당시 인도네시

아 정책결정자들의 인식 속에서 전반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당시 

가장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인도네시아 공산당(PKI)의 지도자들 역

시 원칙적으로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외국계 자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67)

물론 재건을 위한 외국의 물질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

운데 이러한 지원이 인도네시아 경제부문에서 또 다른 종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정책결정자들에게 있어서 

재건과 안정도 중요하지만 독립 이전 시기 네덜란드 및 해외자본으로부

터 인도네시아 경제체제의 자립을 달성하는 것 역시 주요한 목표였다. 

1949년 헤이그 회담에서 인도네시아는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달성하긴 

했지만 여전히 네덜란드의 경제적 영향력에 하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2

차세계대전 이전에도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

A History of Missed Opportunities (New York: Palgrave, 1998), pp. 53~54.

65) Booth, 1998, p. 54.

66) Weinstein, 1976, pp. 207~208.

67) Weinstein, 1976,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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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비농업생산 부문의 52%는 네덜란드계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

었으며 소비재 수입의 50%는 네덜란드계 기업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수

출의 60%도 네덜란드계 8개 기업에 의해서 좌우되는 상태였다.68) 

따라서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의 주요한 목표는 앞에서 지적했던 

‘재건’의 목표와 더불어 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종속성’의 탈피를 시

도하는 것이었다. 1950년대 초반 낫시르 정부에서 경제계획을 담당했던 

수미트로(Sumitro Djojohadikusumo)는 다음과 같이 민족주의에 기반한 

자생적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아직까지는 각 사회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

한 기업이나 경제 주체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경제발

전의 첫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자본의 지

배나 종속성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69) 

수카르노는 1952 쌀 수급 정책에 있어서 외국에 지속적으로 이

를 의존해야 한다면 애초에 독립 당시에 목표로 했던 경제적 자립의 의

미는 퇴색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1953 이후에는 경제적 발전의 주요한 

수단은 독립성을 훼손하는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체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 상대적으로는 외국 자본

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여겼던 하타 역시 경제개발 10년 계획의 주요한 

목표는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산업화는 이전시기 동안 선진국들의 천

연자원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하던 것에서 벗어나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

68) Bruce Glassburner, “Economic Policy-Making in Indonesia, 1950-57,”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10, No. 2, Part 1 (Jan 1962), p. 119.

69) Bruce Glassburner, The Economy of Indone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1),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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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한 자립적 산업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70) 이런 문제의식을 바

탕으로 1951년에 재정된 ‘긴급 경제 계획 (Economic Urgency Plan of 

1951)'은 공공재와 군사부문 같은 핵심 경제 영역을 국유화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긴급 경제 계획은 소규모의 자생적인 기업의 육성을 핵심목표

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인민은행을 다시 재조직하거나 국영산업 

은행을 설립하는 등의 자생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외국자본의 영향력에서 막 탄생한 자생기업을 보호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게 된다.71)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자립적인 경제 계획의 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과 외국 기술의 확보는 필수적이었다. 예컨대 긴급 경

제 계획은 낫시르 행정부 하에서 야심차게 추진되었지만 자금과 예산의 

부족으로 6개월만에 중단되게 된다. 또한 재정적자를 회복하기 위한 지

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의 상태는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태

였다. 1951년 중반 수키만 행정부 당시, 한국전쟁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

던 고무와 주석 등의 수출은 급감해 1952년 재정적자는 전년도에 1.7억 

루피아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3억 루피아에 걸친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72) 1953년도에 발간된 자바은행의 보고서는 경제적 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1953년 당시 산업생산의 결과가 1940년 당시보다 

훨씬 떨어져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가린, 맥주, 담배, 전기자재 등의 생산은 전쟁 전의 상태를 초과했

다. 반면에 시멘트, 페인트, 직물, 석유 등의 자원은 여전히 전쟁 전의 

상태에 비해서 급격히 생산성이 떨어진 상태이다. 불행하게도 생산성이 

떨어진 자원들이 우리 경제의 총 생산성의 상당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는 점이다...”73)

70) Weinstein, 1976, p. 209.

71) Glassburner, 1976, p. 85.

72) Glassburner, 1976,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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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책결정자들은 자생적 경제발전 계획의 한계와 이

를 추진하기 위한 외국 자본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긴급

경제계획의주요한 골자는 자생적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지

만 공공재와 핵심적인 부문을 제외하고는 외국 자본의 접근을 허락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재건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단순히 경제적 성

장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었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막 독립한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수카르노는 신생 독립국이

었던 인도와의 비교를 통해 가난과 경제적 불안정이 인도네시아의 안정

을 위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74) 그는 또한 일정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

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1950년 초반 수마트라와 서보르네오 일대 

지역에서 말레이시아 공산주의 세력의 침입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점

을 들어 정찰선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75) 

<표3-2>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인도네시아 정책결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에서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외국의 원조는 필수적이라고 

보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외국의 원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인물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당시 인도네시아 정

책결정자들의 전반적 인식은 경제적 성장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

고 외국자본과 군사적 지원을 통해 경제는 물론 안보적 측면까지 강화하

겠다는 것이었다. 

73) Booth, 1998, p. 55.

74)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mbassador at Large(Jessup), February 3, 

1950, FRUS 1950, Vol. 6, pp. 975~978. 

75) The Ambassador in Indonesia(Cochran) to Acting Secretary of State, September 

25, 1950, FRUS 1950, Vol. 6, p.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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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아니다

응답자 총 수 42 10

1928 세대 7 2

1945 세대 28 7

1966 세대 7 1

소속

군 9 0

기술관료(Technocrats) 7 0

이슬람동맹당(PSI) 5 0

카톨릭당(Catholic Party) 4 0

외무부 5 2

인도네시아 독립당(PNI) 5 2

군소 이슬람 정당들 4 3

<표3-2> 인도네시아 엘리트 의식조사

출처: Weinstein, 1976, p. 243.

미국도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취약한 경제, 사회상황을 충분히 인

지하고 있었다. 국무부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은 독립이후 악화일로

를 걷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파업과 봉기가 이어지고 있고 네덜란드 식민

지 정부와 기업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플렌테이션 농장과 기업은 생산성

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는 인도네시아에 이권을 

가지고 있던 미국과 서구 기업들의 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력이 더 커질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76) 이러한 상

황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은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원조를 본

격적인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미국과 일정한 안보적 위협 인식을 공유하면서 원조를 적극적으로 수용

하는 모습을 보인다.  

76)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ay in Indonesia, March 22, 1950, FRUS 

1950, Vol. 6, pp. 98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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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냉전전략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의 연계

(1) 1949~1950년대 미국의 원조의 시작

인도네시아의 취약한 군사, 경제적 환경과 이에 대한 미국의 분

석 평가는 인도네시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된다. 1949년 헤이그 회담 

과정에서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제적 지원을 시작할 

것임을 제시했다. 헤이그 회담 당시 미국은 인도네시아에게 ECA 지원을 

통해 4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자금을 통해 부족한 쌀

과 직물 같은 자원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1950년 1월에 트루

만 대통령은 5백만 달러의 군사적 지원, 이어지는 2월에는 수출입은행

(Export-Import Bank)을 통해 1억 달러의 재건 자금이 지원되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1950년 4월에는 그리핀이 이끄는 경제 조사 지원팀이 인

도네시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육과 건강 분야에 대한 1천 4백만 달

러의 긴급지원이 필요로 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77)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일련의 경제, 군사 지원이 미국의 전략적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당시 미국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당시 인도네시아 담당 특사였던 제섭은 러스크에게 보

낸 전문에서 인도네시아의 장기적인 정치, 경제적 안정의 확보는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 제약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무부에

서 이러한 제약을 없앨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78) 그리고 이

러한 제섭의 요청에 대해 애치슨 역시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안정을 달성

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79) 동남아시

아 전 지역에 걸쳐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탐구하던 그리핀 조사단 역

77) Goscha and Ostermann (eds.), 2009, pp. 45~46. 

78)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mbassador at Large(Jessup), February 3, 

1950, FRUS 1950, Vol. 6, p. 978.

79)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Indonesia, February 7, 1950, FRUS 

1950, Vol. 6, p.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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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도네시아에 대한 경제적 원조가 미국에 대한 인도네시아인들의 호

의적 인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지원에 힘

입어 인도네시아가 정치적 안정을 달성할 경우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

이 인도네시아를 ‘미국식 민주주의의 성공 케이스’로 간주할 것이며 미

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80) 

또한 당시 미국이 추진하고 있던 봉쇄전략의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경제

의 회복과 풍부한 천연자원의 확보는 미국-아시아-유럽을 잇는 삼각무

역의 재건을 가져와 당시 미국이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던 유럽재건계획

(European Recovery Program)의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한다.81) 

따라서 미국의 지원은 인도네시아의 재건과 삶의 질 향상을 표방하고 있

었지만 인도네시아를 미국의 동맹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중심에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미국의 포괄적인 원조 제안에 대해 인도네시아 내의 우려

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수카르노(Achmed Sukarno)는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제섭(Philip Caryl Jessup), 카크런(H. Merle Cochran)과의 회담에서 

수카르노 대통령은 비록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미국정부의 의지대로 조정되어서는 안 되며,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마셜 플랜에 의

해서 유럽에 지원되는 경제적 지원과 신생 독립국이자 중립외교를 펼치

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상황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82) 이는 

195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 일종의 딜레마 상황에 빠져있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국내의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의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긴 했지만 

그것이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80) The Head of the United States Technical Assistance Mission to Southeast Asia 

(Griffin) to the Secretary of State, April 22, 1950, FRUS 1950, Vol. 6, p. 1011.

81) Samuel P. Hayes, The Beginning of American Aid to Southeast Asia: The Griffin 

Mission of 1950 (Lexington, MA: Heath Lexington Books, 1975), pp. 281~282. 

82)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mbassador at Large(Jessup), February 3, 

1950, FRUS 1950, Vol. 6, pp. 97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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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로서는 이를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서이리안 분쟁에 있

어서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은 전반적으로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만약 미국

이 자신들의 실질적 안보위협을 제거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세계적 차원

에서의 냉전전략을 일방적으로 추구하고 이를 경제적 지원과 연계시킬 

경우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2) 바오다이(BaoDai) 정권 승인 문제와 원조 정책의 연계전략

미국의 원조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에서 설

명했듯이 미국의 원조는 수혜국이 미국의 냉전전략을 충실히 이행할 경

우에 주어지는 보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1949년 독립 이후 미국의 

원조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형성하기 위한 ‘당근’의 성격이었다

면 1950년 중반에 이르러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냉전전략에 부합하지 않

을 경우 원조의 중단이나 삭감이 ‘채찍’으로서 활용되기 시작한다. 특히 

이 당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지역 정세의 전개는 미국이 더욱 더 원조

라는 수단을 활용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었다. 

1950년 초반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요한 전략적 관심 중 하

나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공산주의 세력 확장의 억제였다. 물론 1949년 

까지만 해도 미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개입을 머뭇거리고 있었다. 

이 때 미국이 직면했던 딜레마는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사이에서 미국

이 인식했던 딜레마와 유사했는데, 당시 식민종주국이었던 프랑스는 호

치민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세력과 인도차이나 반도의 지배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미국은 호치민 세력이 소련의 일정한 영향력 아

래 있다고 간주하고 있었고 만약 호치민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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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인도차이나 반도는 물론 동남아 전체가 공산주의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83) 

물론 미국의 이러한 냉전 인식 가운데서도 아시아 민족주의 세

력과의 ‘협력’ 가능성도 대두되었다. 특히 호치민은 자신들의 최우선 목

표는 독립과 통일일 뿐 점차 격화되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서 ‘중립’을 

취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미 국무부 내에서도 아시아 담당 관료

들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중심주의’ 세력은 호치민을 아시아의 ‘티토’ 

로 지원하는 것이 인도차이나 반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

라는 입장을 피력한다. 그럼에도 미국 내 ‘유럽 중심주의’ 세력은 서유럽 

방위를 위해서 프랑스의 안정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인도차이

나 반도에서 프랑스의 철수를 막기 위해선 프랑스가 주장하는 대로 괴뢰 

정부인 ‘바오다이 정권’을 승인해 인도차이나 내에 프랑스의 영향력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84) 결국 1949년까지 바오다이 정권에 대한 

승인을 주저했던 미국의 태도는 1949년 장개석의 패배와 뒤이은 공산중

국의 설립으로 바뀌게 된다. 이후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게 된다.85) 이에 따라 애초에 

인도차이나 반도의 개입과 바오다이 정권 승인에 회의적이었던 미국은 

1949년 초반부터 바오다이 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승인 작업을 시작하고 

1950년 초, 바오다이 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에서 대내외적으로 취약한 기반을 국제적 ‘승인’을 통해서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하게 된다. 이는 바오다이 정권에 대한 승인을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에게 압박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을 더욱 더 서방진영으로 묶으

려는 전략의 차원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채찍’으로서 당시 동남아시

아 국가들에게 필수적이었던 원조를 지렛대로 삼는 전략을 취한다. 

83) United States-Vietnam Relations, 1945~1967: A Study Prepared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Washington, D.C, 1971), Part II, pp. 11~13. 

84) Gray Hess, "The First American Commitment in Indochina: The Acceptance of 

the 'Bao Dai Solution' 1950," Diplomatic History 2, Vol. 2, Issue. 4 (October 

1978), pp. 339-342. 

85) Robert J. McMahon, The Limits of Empi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pp.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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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인도네시아에게도 이러한 연계전략을 취한다. 1950년 

초, 하타 와의 회담에서 카크런은 인도네시아가 바오다이 행정부를 승인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다.86) 특히 애치슨은 인도차이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만큼 인도네시아가 바오다이 정권에 대한 승

인을 하지 않을 경우 계획되어있던 수출입은행을 통한 지원을 가능한 연

기시키고 추가 지원 신청도 중단할 것을 지시한다.87) 그러나 이러한 압

박에 대해서 처음에 하타 행정부는 바오다이 정권 승인을 거부하는데, 

이에 따라 미 국무부 역시 1억 달러의 경제 지원을 지연시키는 조치를 

취한다.88) 그렇다면 왜 인도네시아는 앞에서 설명한 경제적 원조의 필요

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 것인가? 당시 인도차이나 반도와 

직접적인 영토를 맞대고 있었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는 인도차이나반도

와는 직접적인 지리적 인접성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더군다나 1950년

은 당시 막 인도네시아 내의 공산주의 반란을 진압한 상태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공산주의를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호치민 정권에 대

한 적대적 정책을 취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점은 당시 인도네시아 정책 결정자들에겐 

동남아시아 각 지역의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일정한 연대의식과 이해가 

있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엘리트들은 프랑스로부터 독립운동을 벌이

고 있는 호치민이 식민주의 세력에 대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베트남 국민들의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바오

다이 정권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특히 인도네시아 내의 공산계

열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바오다이가 아닌 호치민을 베트남의 유일한 합

법정부로 승인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이들 세력은 이러한 결의안을 

의회에 상정해 통과시키려고 했고 하타를 비롯한 낫시르 등 당시 집권세

력 연합은 당장의 호치민에 대한 승인 보다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상황을 

86) The Ambassador-Designate in Indonesia (Cochran) to the Secretary of State, 

January 24, 1950, FRUS 1950, Vol. 6, p. 970. 

87)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Indochina , June 16, 1950, FRUS 1950, 

Vol. 6, p. 1030. 

88) George McTurnan Kahin, Asian Nationalism and the West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53),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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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

Country

June 5~Sept. 

30, 1950

Oct.~Dec. 

1950

Jan~Mar.1

951

Apr.~June.

1951
Total

Indonesia ＄659 ＄3,756 ＄1,629 ＄1,929 ＄7,973

관망하면서 향후 어느 세력이 우위를 점하게 될지 지켜보자며 반대를  

표명했다. 결국 집권정당에 의해 제시된 ‘관망’ 의견이 49대 38의 표차

로 통과되었고 하타 행정부는 바오다이 정권에 대한 승인을 유보하는 결

정을 내린다.89) 

이와 같은 결과는 미국이 원조 지연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얻어

내고자 했던 목표의 절반의 성공이었다. 미국으로서는 인도네시아가 바

오다이 정권을 공식 승인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였지만 인도네시아 내부

에서 호치민에 대한 승인을 추진하는 세력이 있었던 만큼 중립적인 결과

만 얻어내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카크런은 

이에 대해 집행이 연기되었던 원조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고 국무부도 

이에 화답해 지원의 속계를 결정하게 된다.90) 이러한 결정은 <표3-3>

과 같이 그리핀 프로젝트에 의한 자금지원이 1950년 6~9월경 65만 9

천 달러로 책정되어 있던 것에서 1950년 10월~12월경 375만 달러로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표3-3> 1950년 6월부터 1951년 6월까지 인도네시아에 대한 분기별 경제 지원 규모  

                                                      (단위:일만 달러)

출처: 13th Quarterly Report to Congres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for the quarter ended June 30, 1951, p. 71.

89) Goscha and Ostermann (eds.), 2009, p. 48.

90)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Indochina , June 16, 1950, FRUS 1950, 

Vol. 6, p.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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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국은 195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가 필요로 하는 경제

적 지원을 바오다이 정권에 대한 승인문제와 연계시키는 전략을 실행했

고 부분적으로 그 전략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연계전략을 인도네

시아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바오다이 정권의 승인에 

관한 논란에서 그 단초가 보이기 시작했다. 즉,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기

본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을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했지만 한편

으로는 민족주의라는 관념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

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과도하게 반

공주의 노선 및 반민족주의와 연계시키려고 할 경우 인도네시아는 반발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3) 공산중국에 대한 관점

경제적인 부문에 있어서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충돌은 또 다른 

사안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앞 절에서 논의했듯이 당시 공산중국의 

수립은 미국으로서는 냉전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인식시켰

다. 따라서 독립이후 공산중국의 수립이전까지 중립정책을 표방하고 있

던 인도네시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하는가, 그리고 뒤이은 

한국전쟁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에 참여하는가의 문제는 향후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당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묻는 수카르노의 질문에 대해 카

크런은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만약 중국이 대만을 병합하게 될 경우 

미국 혼자서는 인도네시아의 방위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다. 카크런은 중국이 실질적으로 소련의 영향력에 놓여있으

며 이처럼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대결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반드

시 하나의 진영을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한다.91)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

러한 인식은 앞 절에서 논했듯이 당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기조에 

91) The Ambassador in Indonesia(Cochran) to the Secretary of State, August 26, 

1950, FRUS 1950, Vol. 6, pp. 1056~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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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것이기도 했다. 

물론 당시 중국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인식은 명확히 우호적인 

세력인지 아니면 적대적 세력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일부 정책결

정자들의 경우 중국 공산당은 민족주의를 통해 독립을 달성했다는 점에

서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였다. 특히 미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중국

이 러시아 공산당의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이들

이 동의하지 않았다. 하타의 경우 1950년대 중국 순방 이후에 “중국은 

현재 어느 누구의 지배도 받고 있지 않으며, 특히 러시아가 중국을 속국

화 시켰다는 조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보인다.92) 그

러나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도 존재했다. 즉, 중국은 

과거에 제국으로서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내세우는 공

산주의 이론과 러시아와의 연계가 중국의 팽창적 의도를 보여준다는 것

이었다.93) 

1955년 반둥회담에 이전까지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명확

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명확

한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여러 외교 관계를 저울질 하고 있는 상태였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인 1951년 1월 30일, 중국을 명확히 침략국으로 규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투표에서 인도네시아는 이에 반대하는 인도, 

버마와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고 기권을 선택한다.94) 이러한 입장은 한국

전쟁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공동보조를 맞추길 기대했던 미국의 입장에

서는 다소 불만족스러웠지만 인도, 버마 등 미국의 입장을 반대했던 측

에 인도네시아가 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것이었다. 이러한 인

도네시아의 선택은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미국의 원조를 필요로 했기 때

문이었고 미국의 원조가 미국의 냉전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다는 점

을 인도네시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러스크와의 

회담에서 사스트로아미조요는 인도네시아의 중립적인 입장에 대한 압박

92) Hong Liu, China and the Shaping of Indonesia, 1949~965 (Singapore: NUS Press, 

2011), p. 71. 

93) Liu, 2011, p. 72.

94) Goscha and Ostermann, 2009, p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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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모든 경제적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루

머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95) 이처럼 인도네시아 엘리트들은 자신들

이 공산권 세력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원조의 

속도와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195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의 물질적 원조의 제공이 인도네시

아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1951년에서 1952년 당시 반공주

의, 친 서방 노선을 표방한 수키만 행정부가 들어선 것은 미국과 인도네시

아가 동맹 체결 직전까지 관계가 급진전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런

데 이러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와 미국은 상호안보협약(Mutual 

Security Act Agreement, 이하 MSA) 체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게 되고 

결국 협약 체결의 실패와 관계가 악화되고 만다. 그렇다면 유일한 원조 수

여국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미국이 왜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만 

것인가? 왜 인도네시아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일정한 적대감에도 불구하

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지 못했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서는 경제적 요인, 그리고 힘의 격차라는 요인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게 실질적으로 어떤 요소가 자신들의 생존과 안전보장에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협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구

성되었는가, 그리고 과연 경제적 원조의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결정적인 영

향력을 발휘하는가?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의 냉전을 

바라보는 입장이 어떻게 일정기간 공유되다가 그 차이와 갈등이 분출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95)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Indonesia , February 24, 1951, 

FRUS 1951, Vol. 6, p.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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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이리안 사태와 적대적 정체성의 형성

      

1) 1949~1950년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형성

  (1) 공산주의 반란과 진압

1950년대 초반까지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공산주의 세력을 위협

으로 규정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공산주의 

반란으 발생과 이에 대한 진압은 미국이 인도네시아를 ‘반공국가’로 나

아가게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48년, 1920년대의 공

산당의 지도자였던 무소(Musso)는 소련에서의 오랜 망명생활 끝에 인도

네시아의 요카르타(Yogyakarta)지역으로 돌아와 급진적인 공산혁명을 

계획한다. 그는 기존에 존재하던 인도네시아 공산당(PKI)이 인도네시아 

독립혁명 초기부터 주도권을 잡는데 실패했다고 봤다. 그의 계획은 공산

당이 주축이 되어 네덜란드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네덜란드와 미국의 ‘앞

잡이’노릇을 했던 수카르노-하타 등의 민족주의 세력을 전복시켜야 한다

는 것이었다.96) 무소의 반란은 동부 자바지역과 마디운(Madiun)지역에 

걸쳐서 일어났으며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긴 했지만 1달 만에 인도네시

아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고 무소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처형되거나 

국외로 도피하게 된다.97) 

무소는 당시 일정하게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그는 1926년 한 차례의 반란 실패 이후 오랫동안 소련에서 활동해 

왔으며 소련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혁명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해왔

었다. 이에 대해 스탈린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투쟁은 물론 궁극적인 공산혁명을 위한 단계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이를 승인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스탈린은 1948년 당시

96) Cyril E. Black and Thomas P. Thornton, Communism and Revolution: The 

Strategic Uses of Political Viol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p. 177.

97) Feith, 1962,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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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해도 직접적인 무장봉기를 통한 혁명은 다소 성급하다는 입장을 견지

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공산주의 운동은 성급한 무장투쟁의 노선을 취

하기보다는 네덜란드로부터의 독립투쟁에 전념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

인 혁명 투쟁은 이후의 토지 분배와 노동자 세력의 조직화를 통한 혁명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98) 

소련의 직접적인 지시 여부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직접적인 무장투쟁의 발발은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있어서 

소련과 공산주의 세력의 연계를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당시 인도네

시아 정보부 장관은 공산반란의 배경을 분석하면서 당시 새롭게 도착한 

무소는 소련의 영향력아래 있었으며 반란의 배후에는 소련이 있음을 지

적했다.99) 하타 역시 공산 반란 세력의 배후에는 소련이 있으며 인도네

시아가 우려하는 것은 반란 세력이 말라야 반도에 있는 다른 공산주의 

세력과 연계해 무기를 공급받는 것이라고 말했다.100) 인도네시아의 독립

과 내적 통일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던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있어 공산

주의 반란은 국가의 안보와 독립을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수카르노는 라

디오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공산주의 반란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무소가 이끌고 있는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인도네시아의 독립투쟁의 이름을 

걸고 전 다음과 같이 여러분이 선택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독립의 꿈

을 파괴하는 무소와 인도네시아 공산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신의 가

호아래 여러분을 모든 압제에서 해방하고 독립의 길로 이끌게 할 수카르

노와 하타를 따를 것인지 말입니다...”101)

98) Goscha and Ostermann (eds.), 1990, pp. 128~129.

99) The Consul General at Batavia(Livengood) to the Secratary of State , September 

20, 1948, FRUS 1948, Vol. 6, pp. 354~355. 

100) The Consul General at Batavia(Livengood) to the Secratary of State , September 

20, 1948, FRUS 1948, Vol. 6, p. 358.

101) Legge, 1972, pp. 2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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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강경한 입장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군은 각 지역에서 

공산당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정부군을 소집해 강경한 진압작전을 펼치게 

된다. 한 달 여 간의 격렬한 전투이후 무소를 비롯한 공산주의 지도자들

은 전투 중에 사망하거나 체포되어 처형당하게 된다.102)

(2) 미국의 인도네시아 독립 지원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산주의 반란 세력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미국에게도 인도네시아가 반공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확

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당시 인도네시아 정책 결정자들에게 공

산주의 반란의 진압이 인도네시아가 반공주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는 점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네덜란드 

가 식민지배의 지속 근거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동남아 지역에서 공산

주의 세력의 격퇴를 들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가 공산주의 세력의 진

압에 최선을 다할 경우 이는 네덜란드와의 협상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 

인도네시아의 반공주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는데 적극적

인 노력을 경주할 경우 경제적 지원의 제공은 물론 네덜란드와 인도네시

아의 독립협상에 있어서도 미국 중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강조한

다.103) 미국은 인도네시아에게 있어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독립과 미국의 목표인 공산주의 세력의 억제를 연계시키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인도네시아의 반공주의 노선을 확고히 하기위해서 

인도네시아의 독립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재하려는 모습을 보인

다. 

102) Legge, 1972, p. 231.

103) The Consul General at Batavia(Livengood) to the Secratary of State , September 

20, 1948, FRUS 1948, Vol. 6, p.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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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게 있어서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간의 독립협상이 늦어

지는 것은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물론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세력이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었다. 1948년 9월 3일, 정무국(National Political 

Affairs)의 바코는(Mr. James W. Barco) 러스크(Dean Rusk)에게 보낸 

전문에서 당시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네덜란드가 독립협상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

아인들의 불만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인들의 

불만은 제3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능한 상황이다. 네덜란드의 무역 

제재가 지속됨으로서 인도네시아 인들의 생활을 피폐해지고 있으며 최근

의 계속되는 협상실패는 그들의 인내심을 갉아먹고 있다. 그 결과 하타 

행정부는 점증하는 좌익과 공산주의 세력의 도전에 점점 더 취약한 상황

으로 몰리고 있다. 비록 인도네시아의 공산주의 세력이 미미한 편이기는 

하나 앞으로 상황이 악화되어 하타 정부가 무너질 경우 인도네시아는 혼

란에 빠져들고 좌파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인도네시아를 넘어서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공산주의가 발호하게 될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104)

이러한 정세 인식 속에서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간의 독립협상 

과정에서 네덜란드가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경우 인도네시아 민

104) Memorandum by Mr. James W. Barco, of the Divison of United Nations Political 

Affairs, to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United Nations Affairs(Rusk), September 

3, 1948, FRUS 1948, Vol. 6, pp. 3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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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주의자들의 실망이 증폭되고 결국 좌파 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다. 더군다나 공산주의 반란

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인도네시아의 모습은 미국 정책결정자들에게 인도

네시아가 서방진영으로 편입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공산주의 반란 진압 이후 미국은 네덜란

드에게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1948년 9월의 내부논의에서는 인도

네시아 공화국이 충분히 독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공산주의

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무소 반란의 진압과정에서 명백히 보여줬다고 지

적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게 직물과 운송장비, 약품 등의 지원을 서

둘러야 하며, 네덜란드에게는 인도네시아와의 독립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이를 (a)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거나, (b) 미국 단독으로 인

도네시아의 독립을 승인할 수 있다고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 피

력된다.105)

미국의 네덜란드에 대한 입장이 결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

은 네덜란드가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 사태에 무력 개입(Police action)을 

실행하면서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산주의 반군에 대한 진압이 완료된 

6주 후인 1948년 12월, 네덜란드 정부는 군과 경찰병력을 전격적으로 

투입해 당시 인도네시아 독립 정부의 수도였던 요기아카르타(Yogyakarta)

를 점령하고 수카르노와 하타 그리고 다른 인도네시아 정부 각료들을 체

포하게 된다. 네덜란드는 이전에도 1차 무력진압을 통해 인도네시아 독

립 세력을 일소하려고 했으나 독립세력의 강력한 무장투쟁으로 실패하고

1948년 초 렌빌협정(Renville Agreement)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휴전을 

맺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협상과 네덜란드 국내에서의 유

화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자 무력사용을 통해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시도를 한 것이다.106) 

그러나 미국의 지지와 승인을 기대했던 네덜란드의 생각과는 달

리 미국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무력개입에 대응해 당시 UN 안

105) Memorandum Prepared for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 September 20, 1948, 

FRUS 1948, Vol. 6, p. 364.

106) Goscha and Ostermann (eds.), 1990, p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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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장이사회 인도네시아 대사를 엮임하고 있던 수미트로(Soemitro 

Djojohadikoesoemo)는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던 러벳(Robert A. 

Lovett)에게 미국은 (a) 인도네시아에게 정치,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며 (b) 네덜란드에 대한 모든 경제적 원조, 특히 ECA(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하에서의 경제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러벳은 경제적 원조의 즉각적인 중단은 이 사안이 

미 의회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원

조 논의를 중단할 것이며 이 문제를 조속히 UN 안전보장 이사회에 상

정해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107) 그리고 회담 당일, 미국은 ECA에 의해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에 지원되기로 했던 자금이 최근의 군사작전 하에

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한다.108) 

인도네시아 또한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네덜란드를 고립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무력개입의 근거로 들

고 있는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공산주의 활동 억제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즉, 인도네시아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공

산주의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주장하듯이 

무력 사용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국을 안정시키고 공산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UN안전보장이사회

와 미국은 즉각적으로 네덜란드 경찰과 군의 활동을 멈추게 하기 위한 

대 네덜란드 경제 제재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09) 

미국의 개입은 결국 네덜란드가 체포했던 인도네시아 지도자들

을 석방하고 다시 인도네시아 지도자들과 독립협상을 진행하게 만든다. 

1948년 1월 28일,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지원 하에 네덜란드가 구금

된 독립인사들을 석방하고 1950년 7월까지 인도네시아에게 주권을 완전

히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내놓는다.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협

107)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December 20, 

1948, FRUS 1948, Vol. 6, pp. 590~592.

108)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Consulate General at Batavia, December 

20, 1948, FRUS 1948, Vol. 6, pp. 592~593.

109) Memorandum by Mr. Soemitro Djojohadikoesoemo to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December 27, 1948, FRUS 1948, Vol. 6, pp. 60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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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정에서 미국은 전반적으로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의 타협을 종용하

는 정책을 취하며 1949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원탁회의 

(Round table Conference)에서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게 ‘무조건적이

고 완전한’ 주권의 양도를 결정한다.110)

이처럼 미국의 인도네시아 독립지원의 배경에는 인도네시아를 

반공주의 국가로 전환하기위한 전략이 깔려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의 전략은 초기의 독립지원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공주의

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서 신생독립국가로서 인도네시아가 민감하게 생각

하는 주권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만다. 인

도네시아로서는 미국의 독립지원이 고맙긴 했지만 여전히 네덜란드와의 

관계에서 인도네시아를 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만약 미국이 가까스로 달성된 인도네시아의 주권과 영토

를 침해하는 입장에 동조할 경우 초기의 미국의 독립지원과 경제적 원조

의 영향력은 언제든지 감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미국의 

의도와 입장에 대한 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안은 바로 ‘서이리

안(West New Guinea)’ 이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 동부지역의 영토 반

한에 관련한 네덜란드와의 갈등에서 미국이 취한 태도였다.

2) 서이리안 사태의 전개와 위협인식의 증가

  (1) 서이리안 문제와 미국의 딜레마

인도네시아에게 있어 서이리안을 완전히 인도네시아 영토로 귀

속시키는 것은 독립 이전부터 강조되어왔던 사안이었다. 독립정부 수립 

이전이었던 1939년 12월 열린 인도네시아 인민의회에서 모인 90개의 

정파는 ‘하나의 깃발, 하나의 언어’ 로 대표되는 인도네시아 독립의 원칙

110) Feith, 1962, pp.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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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한다. 즉, 인도네시아는 나누어질 수 없으며 하나의 영토로 통합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111)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1945년 독립선언 이

틀 후에 나온 인도네시아 정부 조직구성에서 ‘인도네시아는 정부는 네덜

란드의 동인도 정부에 귀속되었던 8개의 주를 인도네시아 공화국으로 

귀속시킨다’ 라는 문장에서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 이후 1950년대 중반

이후 UN에서 서이리안 귀속을 둘러싼 네덜란드와의 논쟁에서도 인도네

시아는 지속적으로 서이리안이 1945년의 독립선언에서 명백히 인도네시

아의 영토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112) 

              

<그림3-1> 인도네시아 제도와 서이리안

출처: Perry-Castañeda Library Map Collection.

이러한 배경에서 독립을 논의했던 헤이그 회담에서도 인도네시

아는 서이리안의 반환을 강력히 주장한다. 특히 1949년 9월 14일 워싱

턴에서 열린 국무부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인도네시아 독립협상대표는 인

111) Robert C. Bone, JR, The Dynamics of the Western New Guinea (Irian Barat) 

Problem (Ithaca: Cornell Modern Indonesia Project, 1958), p. 49.

112) Bone, 1958,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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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인들은 서이리안이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떨어져 네덜란드의 신

탁통치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네덜란드의 서이리안 반환거

부는 식민주의 정책을 지속시키려는 의도라고 강력히 주장한다.113) 즉, 

인도네시아에게 있어 서이리안 문제는 단순히 일부 영토를 반환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네덜란드의 식민통치가 지속 되는가 지속

되지 않는가의 ‘상징적’ 이고 ‘실질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식민지 모국이었던 네덜란드 또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

다. 네덜란드는 있어 비록 인도네시아가 독립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더군다나 서이리안까지 인도네시아에게 양도

한다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한 네덜란드의 전면적인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

었고 이는 네덜란드의 국내 정치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었다. 네덜란드에

게 있어 서이리안은 식민지 유지의 최후의 보루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

닌 것이기도 했다.114) 이에 따라 네덜란드는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유

지하기위해 서이리안을 인도네시아에게 돌려주지 않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115) 그리고 헤이그 회담에서도 네덜란드 정부는 지속적

으로 미국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강조한다.116) 

서이리안 지역 반환 문제는 독립협상 초기부터 대두되었던 핵심 

사안이었지만 미국은 처음에는 독립협상의 타결이 우선이라고 보고 네덜

란드와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절충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

이리안 사태에 대한 해결은 독립이후 1년 이내에 추후협상을 통해서 최

종적으로 타결할 것을 결정하고 서이리안은 1년 동안은 네덜란드의 신

탁통치 하에 놓인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117) 따라서 서이리안 문제

가 1년 안에 해결된다면 인도네시아로서는 완전한 주권의 회복을 의미

113)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ssistant Chief of the Divison of 

Southeast Asian Affairs(Lacy), September 14, 1949, FRUS 1949, Vol. 7, p. 485. 

114) Bone, 1958, pp. 50~53.

115) The Netherlands Minister for Foreign Affairs(Stikker) to the Secretary of State,  

  September 16, 1949, FRUS 1949, Vol. 7, pp. 489~492. 

116) The Ambassdor in the Netherlands(Chapin) to the Secretary of State, October 

30, 1949, FRUS 1949, Vol. 7, p. 550. 

117) Feith, 1962,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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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었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권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지속적

으로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는 영토 주권의 

확보와 네덜란드로 부터의 독립에 그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만약 제3의 국가가 주권확보에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이를 훼손하는 입

장을 취할 경우 이는 인도네시아의 국익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밖

에 없었다. 이러한 입장은 공산주의 반란의 진압과정에서도 여전히 드러

나는 점이었다.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인도네시아의 공산주의에 대한 반

란 진압이 인도네시아의 반공주의로의 노선을 확실하게 하는 신호였다고 

해석했지만 인도네시아에게 있어서 더욱 큰 위협으로 간주되었던 것은 

네덜란드가 공산주의 반란이라는 기회를 이용해 식민지배를 더욱 강하게 

할 가능성 이었다. 이러한 점은 공산주의 반란 당시 하타와 인도네이시

아 관료들이 공산주의 반란은 충분히 진압가능하나 이러한 반란의 와중

에 네덜란드가 무력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미국에게 네덜란

드의 행동을 억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118) 따라서 비

록 미국이 독립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지지해 줬다고 하더라도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갈등에서 미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속

적인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호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위험성

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미국 스스로도 일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 미국의 인도네시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

토에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개선에서 걸림돌이 되는 사안으로 꼽힌 요

소는 1. 인도네시아 정치 그룹의 외국의 개입과 주권 침해에 대한 극도

의 민감성, 2. 미국의 정책이 식민지 정책의 지속이라고 보는 우려 3. 

서이리안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 정치 리더들이 완전한 주권

118) The Consul General at Batavia(Livengood) to the Secratary of State , September 20, 

1948, FRUS 1948, Vol. 6, pp. 354~355; The Consul General at Batavia(Livengood) to 

the Secratary of State , September 20, 1948, FRUS 1948, Vol. 6, p.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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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보는 인식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특

수성을 감안해 직접적인 경제, 군사지원을 자제하고 UN을 통한 전달,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정치, 사회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119)

하지만 당시 미국으로서는 인도네시아의 주권에 대한 민감성을

을 고려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독립과정에서는 친서방 입

장을 강화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지지했지만 전통적인 우방인 

네덜란드와의 관계도 소원히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미국으로선 유

럽에서의 방위를 위해 NATO의 주요 회원국 중 하나였던 네덜란드의 전

폭적인 협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네덜란드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서이리안 문제에 있어서 섣불리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지지할 수 없었

다.120) 또한 서이리안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게 압력을 가했던 것은 네덜

란드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오스트레일리아도 서이리안 문제에 있어서 

네덜란드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한다. 애초에 오스트레일리아는 인도네시

아의 독립을 지원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949년 12월, 친 인도네시아 

성향의 노동당 정부가 보수적인 우파 정부로 바뀌면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영토 문제에 있어서 네덜란드의 입장을 지지하기 시작한다.121) 새롭게 

정권을 잡은 자유-농민당 연합의 멘지스 수상은(Robert Gorden Menzies)

미국 국무성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인도네시아는 이리안 섬 동쪽 지역에

서 오스트레일리아가 행하고 있는 신탁 통치권을 강화할 것이며 향후 네

덜란드와 인도네시아 간의 회담에서도 네덜란드의 입장을 지지할 것을 

명백히 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당시 한국 전쟁에서 인도네시아가 명확히 

서방진영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중립정책이 결국 봉쇄정

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공산주의의 확산을 가져오게 만들 것이라는 입

장을 피력하는 등 인도네시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122)

119) Policy Statement on Indonesia,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July 27, 

1950, FRUS 1950, Vol. 6, pp. 1041~1043.

120) Audrey and Kahin, 1995, p. 35. 

121) Bone, 1958, pp. 77~79.

122) Memorandum by the Assistant of State for European Affairs(Perkins) to the 

Secretary of State, July 27, 1950, FRUS 1950, Vol. 6, pp.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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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이리안 사태의 교착과 미국의 친서방 입장

이러한 가운데 1년의 기간을 남겨둔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간의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1950년 8월 초, 서이리안 문제에 

대한 인도네시아-네덜란드 공동 위원회는 사전 조사에서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123) 이 당시 인

도네시아 내부 정국은 서이리안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는 의

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던 실정이었다. 특히 하타 행정부 이후 들어

서게 된 낫시르 행정부 당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리안 투쟁 위원회(Iiran 

Struggle Body)’라는 전국적인 비정부기구가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으로 

벌이기 시작한다.124) 낫시르 행정부 또한 공식적으로 서이리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이라는 천명을 하게 된다. 

물론 당시 네덜란드와의 협상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온

건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하타를 중심으로 한 온건 실

용주의파와 낫시르, 수키만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정당(Masyuimi 

Party)은 대중 동원을 기반으로 하는 강경한 민족주의 입장을 취하기보

다는 네덜란드와의 공식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에 초점을 맞춘

다. 그럼에도 당시 서이리안 문제는 국내정치의 정파적 견해 차이와 상

관없이 전반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점은 

1950년 12월 네덜란드와의 교섭이 최종적으로 실패로 끝난 점이 부분

적으로는 당시 협상을 담당했던 온건한 낫시르 행정부의 붕괴를 가져왔

다는 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할 사안은 협상 실패 이후 모든 

주요 정당이 모인 연석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안이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123) Feith, 1962, p. 155. 

124) Feith, 1962,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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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네덜란드가 자신들의 주권을 인도네시아에게 양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는 식민주의를 인도네시아 영토의 일부에서 지속하겠

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가 더 이

상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에 따라 의회는 정

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다

첫째, (헤이그 협정으로 체결되었던)인도네시아-네덜란드 연합을 해체한다.

둘째, 헤이그 협정의 결과로 나온 다른 조약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검토한다...”125)

이러한 인도네시아 내부의 강경한 자세를 더욱 강화시킨 것은 

민족주의적 색채를 더욱 강력하게 띠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당(PNI)과 

수카르노의 강경한 자세였다. 상대적으로 실용적이고 친 서방적 입장을 

취했던 집권 이슬람 내각과는 다르게 수카르노 대통령은 서이리안 문제 

초기부터 이를 인도네시아의 자존심과 주권이 걸린 문제로 부각시키기 

시작한다. 특히 그의 강경한 입장이 잘 드러나는 발언은 1950년 8월 독

립선언 기념일에서의 연설에서였다. 그는 그의 발언의 상당 부분을 서이

리안 문제에 할애하며 격렬한 어조로 네덜란드를 비난한다. 

“...서이리안 문제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덜란드가 이 문제

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

125) Bone, 1958, pp. 97~98.



- 60 -

어 식민주의의 지속인가 아니면 진정한 독립과 자유의 쟁취인가의 문제

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헌법에 따라 이리안은 우리의 영토이며 네덜란드

의 사실상의 지배는 이번 년도에 끝이 나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분쟁이 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강조 합니

다. 우리는 이 영토가 우리의 조국으로 귀속될 때까지 결코 싸움을 멈추

지 않을 것입니다...”126)

수카르노의 이와 같은 강경 발언은 단순히 민족주의적 감정 보

다는 실제적인 위협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수카

르노는 카크런과의 회담에서 네덜란드의 서이리안 점령이 지속적인 인도

네시아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서이리안

에 위치하고 있는 네덜란드 군사기지로부터 서 자바 지역의 이슬람 분리 

무장 세력에 대한 무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미국

이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네덜란드에게 압박을 가할 것을 요청한다.127) 

실제 1950년대 초반, 서이리안에 근접한 암본(Ambon)을 비롯한 

남 몰루카스(Sotuh Moluccas)지역에서 각종 군사반란과 반정부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이 직간접적으로 서

이리안에 위치한 네덜란드 기지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했

다.128) 네덜란드와의 격렬한 무장 투쟁 이후에 막 독립을 쟁취한 인도네

시아로서는 이처럼 서이리안을 통해서 네덜란드의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안보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비록 1949년 공산주의 

반란 세력에 대한 진압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영토적 통일성과, 주권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이든 인도네시아에게는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바로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입장과 요구를 충분히 

126) Legge, 1972, p. 248.

127) The Ambassador in Indonesia (Cochran) to the Secretary of State, March 23,    

1950, FRUS 1950, Vol. 6, p. 989.

128) Bone, 1958, pp.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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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지 못했다. 즉,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전통적인 우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은 표면적으로 엄격한 중립정

책을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중립적인 입장 이면에 미국 정책 

결정자들의 친 네덜란드 입장이 깔려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

다. 당시 국무부 차관보였던 딘 러스크는 1950년 3월, 서이리안 문제에 

대한 내부 협의 과정에서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간의 다툼에 미국이 개

입되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긴 하지만 서이리안에서 네덜란드가 계속해

서 신탁통치를 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로, 전통적 우방인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가 네덜란드에 호의적

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네덜란드의 서 이리안 

통치하에 공산주의 세력의 침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든다.129) 이러한 

미국의 인식에 부응해 네덜란드 또한 서이리안 지역에 향후 미국과 오스

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군사기지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군사기지는 향후 

공산주의 세력의 침입을 억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을 강조한다.130)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친 서방적 행보는 인도네시아와 일련의 

갈등을 빚게 된다. 수카르노와의 일련의 회담에서 커크란은 서이리안 문

제에 있어 미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으며 이 문제는 네덜

란드와 인도네시아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

한다. 그러면서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여러 민족

주의적 활동 등이 공산주의 운동과 연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이에 대해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공산주의 세력은 

미국이 염려하는 것만큼 침투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제공하고자 하는 경제원조가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

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했다.131) 수카르노의 입장이 보여주듯 미국이 

129) The Deputy Under Secretary of State (Rusk) to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for Foreign Military Affairs and Military Assistance (Bursn), March 22, 

1950, FRUS 1950, Vol. 6, pp. 986~987. 

130) Tarling, 2005, p. 40.

131) The Ambassador in Indonesia (Cochran) to the Secretary of State, March 23, 

1950, FRUS 1950, Vol. 6, p.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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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리안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 미국의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는 인도네시아아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었다. 

또한 수카르노는 지속적으로 서이리안 문제를 인도네시아와 미

국의 관계 개선에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펼친다. 그는 미국이 서이리안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미국의 지지가 향

후에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커크란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당시 한국 전쟁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네덜란드가 미국의 동맹으로서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한다.132)

물론 미국 외교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개선

을 위해 서이리안 문제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특히 당시 누구보다 가까이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관

찰할 수 있었던 인도네시아 대사 카크런은 미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

지를 주문했다. 그는 수카르노를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이 서이리안 문제

에 있어서 점차 더 강경한 자세를 띠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만약 서이리

안의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우방인 네덜란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이익을 일부 희생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이러한 관점과 유사하게 미 국무부 동

남아시아 정책 담당자들은 인도네시아에게 서이리안을 양도함으로써 체

면을 세워주고 네덜란드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 둘 사이의 타협을 중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다.133) 

그러나 이러한 국무부 일각의 전향적인 중재 논의는 더 발전되

지 못하고 미국은 이후에도 엄격한 중립정책을 지속하게 된다. 특히 러

스크 등 워싱턴 정책 담당자들은 카르런의 입장과는 다르게 서이리안 문

132) The Ambassador in Indonesia(Cochran) to Acting Secretary of State, September 

25, 1950, FRUS 1950, Vol. 6, p. 1068. 

133)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Philippine and Southeast Asian 

Affairs (Lacy) to the Acting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Allison), December 7, 1951, FRUS 1951, Vol. 6, p.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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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붉어지기 시작한 초기부터 견지하고 있던 친서방적인 엄격한 중립

노선을 고수했다. 러스크는 오히려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 보낸 전문에

서 인도네시아에게 앞으로 이러한 교착 상태가 되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하며 그들의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려야만 타협이 가능하다는 것, 그

리고 서이리안 문제로 인도네시아 내부의 온건파들이 사임하는 등의 사

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도네시아에게 강조하라고 지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134) 

결국 1953년 중반,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 서이리안 협상에 있어

서도 온건한 입장을 견지했던 수키만 내각이 물러나고 민족주의적 성향이 

짙은 국민당의 사스트로아미조요(Ali Sastroamidjojo) 내각이 들어설 때 까

지 미국의 엄격한 중립주의 정책은 지속되게 된다. 이는 미국 대사에서 

새롭게 수상으로 취임해 떠나게 되는 사스트로아미조요와의 회담 당시 

국무부 동남아시아 국장이었던 본살(Philip W. Bonsal)이 사스트로아미

조요의 서이리안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 대한 거듭된 요청에도 미국 정부

는 엄격한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말한 데서도 드러난다.135)

결국 사스트로아미조요 내각 하에서 서이리안 문제는 UN으로 

이관되게 된다. 이 당시 서이리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는 치열한 표 대결을 펼치게 된다. 이 때,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를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은 네덜란드를 지지했고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들이 인도네시아의 편에서는 대결구도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표 대결의 승리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과연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의 

문제에 달려있었다. 만약 라틴 아메리가 국가들이 어느 한 편에 서게 되

면 이는 표 대결에서 유리해지게 됨을 의미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

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입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미국은 엄

격한 중립주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인도네시아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136) 이처럼 UN에서도 미국의 

134)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Indonesia, January 25, 1952, FRUS 

1952~54, Vol. 12, pp. 249~251.  

135)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Philippine and 

Southeast Asain Affairs (Bonsal), FRUS 1952~54, Vol. 12, pp. 36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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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협조로 서이리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인도네시아는 결국 제3세계 

국가들과의 회합의 장인 반둥회담(Bandung Conference)에서 서이리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를 호소하게 된다. 그리고 반둥회담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각 국가들은 남아있는 식민주의의 조속한 철폐를 주장하며 서

이리안 문제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조안을 발표하게 

된다.137) 

이처럼 서이리안 문제를 거치면서 인도네시아 정책 결정자들에

게 미국이 자신들의 영토적 주권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화된다. 비록 서이리안 문제 초기에 수카르노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정

책결정자들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지원과 지지를 바랐지만 미국은 냉전이 

심화되면서 기존 우방이었던 네덜란드와 오스트레일리아와의 관계를 악

화시킬 수 없었다. 비록 미국의 입장이 표면적으로는 인도네시아와 네덜

란드 사이에서 중립의 형태를 띠긴 했지만 갓 독립한 인도네시아에게 있

어서 그러한 중립정책은 식민주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비

추어질 수 있었다. 

결국 미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냉전의 심화와 봉쇄전략의 강화

라는 배경 속에서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딜레마의 상황에 처했다. 그리고 이러한 딜레마 상황 속에서 미국의 일

정한 친서방적인 입장은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한다. 인도네시아에게 이는 단순히 자존심과 국내 정치적 목적만의 문

제가 아니었다. 미국이 중립정책을 취해 서이리안 문제의 해결이 늦어지

는 것은 인도네시아에게는 일종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타는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이 서이리안 

문제에서 네덜란드의 입장을 지지할수록 인도네시아 국내의 공산주의 세

력은 이를 활용해 반 식민주의 프로파간다를 확대시키면서 그 세력을 키

워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138) 식민지 지배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는 상

136) Bone, 1958, p.126.

137) George McT. Khain, The Asian-African Conference, Bandung, Indonesia, April 

1955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56), p. 83.

138) Mohammad Hatta, "Indonesia Between The Power Blocs," Foreign Affairs,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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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네덜란드의 입장을 지지하는 미국과 국내에서 서 이리안 문제가 

공산주의 세력의 프로파간다로 활용된다는 점은 인도네시아에게 있어서 

외부의 공산주의 세력의 침입보다 훨씬 더 큰 위협으로 작용했다. 따라

서 아무리 미국이 외부의 공산주의 침입의 위협을 강조하더라도 인도네

시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인도네시아에게 있어서 미

국과 긴밀하게 동맹관계를 맺을수록 식민지 지배의 청산과 서이리안 문

제의 해결은 더욱 더 멀어질 가능성이 컸다. 결국 이와 같은 배경이 

1951년에서 1952년 사이에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동맹체결에 실패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3. 동맹체결의 실패와 비동맹 외교의 강화

     

  

1) 상호안보협약(MSA) 체결의 실패

    

1951년 4월, 경제 원조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정한 거리두기 

전략을 취하던 낫시르 내각이 물러나고 친서방적인 외교전략을 취하는 

수키만(Sukiman) 내각이 들어선다. 수키만 내각은 초반부터 미국이 원

해왔던 일련의 반공주의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미국을 만족시켰다. 1951

년 8월, 공산주의 활동이 의심되는 인도네시아 공산당(PKI) 당원들을 대

거 체포했고 비밀리에 인도네시아 내 중국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

려는 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중국계 신문의 발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다.139) 이러한 반공주의 노선이 강화되는 가운데, 1951년 9월, 당시 한

31, Issue. 3 (April 1953), pp. 441-452.

139) Feith, 1962, pp. 18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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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쟁에서 중국에 대한 금수조치에 대한 일정한 보상으로 ECA는 인도

네시아에게 추가로 5천만 달러의 경제원조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140) 

또한 1951년 9월 8일, 국내에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미

국이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던 센프란시스코 조약의 체결에 합의한다. 센

프란시스코 조약 체결에 합의하면서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결정이 미국으

로부터의 원조를 더 받아내기 위함이었음을 천명했고 미 국무부도 이에 

화답해 5천만 달러의 제공을 확약한다.141) 이와 같이 경제적 원조는 친

미적 성향의 정부 하에서 더욱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러나 이러한 원조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결정적인 

관계 개선 및 동맹 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인도네시아 내부

의 반대 세력은 격렬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다. 

수키만 행정부는 1952년 1월, 미국과 비밀리에 상호안보협약

(MSA)를 체결한다. 상호안보협약은 1951년, 트루먼이 기존이 경제중심

의 원조에서 군사원조에 방점을 두는 원조로의 전환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책 변화에 따라 원조 대상국에 적용되기 시작한 법이었다.142)  당시 

인도네시아 외무 장관이었던 수바르조(Subardjo)가 체결했던 MSA는  

511(a) 조항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조항은 경제, 군사 원조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자국의 방어는 물론 ‘자유세계’의 방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특히 

이 ‘자유세계’라는 문구로서, 결국 이 조항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의 실질적인 동맹을 맺고 인도네시아의 상품 수출과 무역관계가 미국에 

의해 서방세계로 제한당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143) 특히 인

도네시아 국내에서 제기된 ‘종속’에 대한 우려는 이 당시에 계속해서 교

착 상태를 보이고 있던 서이리안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140) Goscha and Ostermann (eds.), 2009, p. 59.

141) Feith, 1962, p. 197.

142) First Report to Con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Mutual Security Act of 

1951,  http://www.archive.org/stream/reporttocongress1952unit/reporttocongress1952unit_djvu.txt 

(검색일: 2013년, 10월 17일).

143) Cochran to the Department of State, February 11, 1952,  FRUS, 1952~1954, 

Vol. 7, part2, pp. 25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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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시 서이리안 문제는 국내의 정파를 막론

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네덜란드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국가는 네덜란드에게 막대한 양의 원조를 제공

할 수 있는 미국이었고 미국은 인도네시아 독립 당시에도 네덜란드에게 

원조 제공 중단이라는 수단을 통해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 MSA에 

관한 문제가 인도네시아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와중에 네덜란드 

정부와의 타협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거듭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바르

조는 수바르조는 서이리안 문제가 여전히 교착상태에 있다는 점을 우려

하며 카크런에게 네덜란드의 전향적인 입장전환을 위해 미국이 네덜란드

에게 압력을 가해줄 것을 요청한다.144) 그러나 앞 장에서 다뤘듯이 러스

크를 비롯한 미국은 서이리안 문제에 있어서 엄격한 중립정책을 유지하

고 있었고 미국이 인도네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은 취해지지 않는다. 

1950년대 중반이 되어가면서 미국은 더욱 더 확고한 냉전주의 전략을 

취해가기 시작했고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네덜란드와의 협력이 더 중요

하게 고려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수키만 행정부가 서이리안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수카르노 대통

령도 비난에 가세하게 된다.145)

이처럼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이리안 문제

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서도 MSA 이슈에서는 엄격한 노선을 취하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내부의 합의를 위해 511(a)조

항의 ‘자유세계’ 라는 문구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로 바꾸고 향후 이 

MSA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 협약을 맺자는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미국

은 거절한다.146) 미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구의 수정 및 향후 조항의 

수정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도네시아가 다시 비동맹의 입장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144) Ambassador in Indonesia (Cochran) to the Department of State, January 31, 

1952, FRUS, 1952~1954, Vol. 7, part2, pp. 252~253.

145) Feith, 1962, p. 215.

146) Ambassador in Indonesia (Cochran)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ptember 2, 

1952, FRUS, 1952~1954, Vol. 7, part2, pp. 2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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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MSA의 체결과 인도네시아의 관

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이리안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인

도네시아 내부의 종속에 대한 우려 등을 해소시켜야 했다. 하지만 미국

은 MSA 체결 당시 서이리안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중립주의적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수카르노 대통령의 서이리안 문제에 대한 미국의지지 요

구에 대해 미국은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 모습은 이러한 미국의 모

순적인 정책을 명확히 보여준다.147)  결국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인도네

시아 내부의 민족주의 세력, 반미세력의 반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마침내 대내외적인 갈등 속에서 MSA의 체결은 최종적으로 실

패하고 친 서방 노선을 취하던 수키만 행정부는 무너지게 된다. 물론 수

키만 행정부의 퇴각이 전적으로 MSA 논란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으나 

당시 가장 국내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이슈였음은 분명했다. 

이처럼 1951년에서 1952년 사이,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실질적

인 동맹의 길로 나아갈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차

원에서의 냉전전략을 강화하고 있던 미국에게 있어서 인도네시아의 상대

적으로 유연한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고 유럽에서의 중요한 

우방 중 하나였던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의사에 반해 서이리안 

문제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

리고 인도네시아로서는 가장 민감한 안보위협으로 인식되었던 서이리안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엄격한 중립정책은 미국에 대한 종속의 우려를 심

화시켰다. 특히 미국이 서이리안 문제에 대한 지지 없이 엄격한 반공주

의 노선을 취하길 바라는 것은 인도네시아 국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 따라서 수키만 행정부를 비롯해 일부 세력이 원조의 필요성

을 인지하긴 했지만 이러한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위협 인식에 대한 차이

는 물질적 원조의 영향력을 상쇄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이후 인도

네시아는 비동맹 외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SEATO에 대한 가입 거절과 반둥회담을 개최하는 노선을 취하게 된다. 

147) Ambassador in Indonesia (Cochran)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ptember 2, 

1952, FRUS, 1952~1954, Vol. 7, part2, 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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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동맹외교의 강화: SEATO 가입 거절과 반둥회담

1953년 7월,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띤 사스트로아미조요 내

각이 수립된다. 사스트로아미조요 내각은 국내,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보이는 한 편 외교전략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비동맹 외교를 펼치기 시작한다. 특히 1954년 4월과 5월 사이에 개최된 

콜롬보 회의에서 인도네시아는 적극적으로 아시아-아프리카 독립 국가

의 정상들이 모이는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회담 

제의에 대해 인도와 버마 등이 적극적으로 호응한다.148)

이러한 아시아 지역 내의 비동맹 국가들의 지역협의체 설립움직

임과 더불어 미국의 집단 방위체제인 SEATO 설립의 움직임도 1954년

을 기점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트루만 행정부에 이어 들어선 아이젠

하워 행정부는 트루만 행정부의 냉전전략을 계승하면서도 더욱더 동남아

시아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을 취한다. 미국의 SEATO 설립

의 배경에는 악화되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 

애초에 미국은 프랑스와 북베트남 간의 분쟁에 직접적인 개입을 고려했

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 가져올 실익이 적다는 판단 하에 인

도차이나 반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지역을 하나로 묶는 집단방위체제를 

구상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가운데 1954년 7월 인도차이나 반도의 전쟁

을 종식시키기 위한 제네바 회담(Geneva Conference)이 타결된다. 제

네바 회담은 베트남지역과 라오스, 캄보디아를 중립화시키고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

나 이러한 제네바 회담의 내용은 애초에 호치민을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간주하고 군사개입까지 고려하고 있었던 미국에

게는 불만족스러운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제네바 회담을 전후로 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SEATO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149)

148) Feith, 1962, p. 389. 

149) Vanida Trongyounggoon Tuttle, Thai-American Relations, 1950-1954, Ph.D. 

Dissertation, Washington State University, 1982, pp. 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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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O의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주요 사안 중 하나는 

참여국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 였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덜레스는 

인도를 비롯한 콜롬보 세력의 참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반응

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이미 이전부터 비동맹 노선을 강화

하고 있었고 미국의 집단방위체제 설립 움직임을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150) 그러나 영국은 인도를 비롯한 버마, 인도네시아 등 콜롬보 

세력 국가들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만약 이들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오직 태국, 필리핀 등의 기존에 미국의 우방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만이 참여한다면 집단방위체제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 그 주요한 

이유였다.151) 미국도 제네바 회담의 타결을 이끌어 내는데 적극적인 역

할을 한 영국과 향후 SEATO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동남아시아 국가

들을 적극적으로 가입시키는 전략을 추진한다. 

1954년 7월 23일, 국무부는 정부가 영국의 의견에 기초해 버마

와 실론, 인도네시아, 인도 등을 설득하기 위해 천천히 논의를 진행시켜

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다.152) 1954년 7월 24일, SEATO의 회원국 문

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에서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이였던 윌슨(Charles 

Wilson)은 콜롬보 세력의 참여 없이는 SEATO가 동남아시아를 대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인다.153) 이러한 인식에 따라 1954년 7월 30일 영

국의 에덴(Eden) 수상은 인도와 실론, 파키스탄, 버마 에게 참가를 희망

하는 서안을 보낸다.154)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인도네시아는 이미 1954년 5월 경 

적극적으로 지역협의체 개최를 주창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계속해서 난

항을 겪고 있던 서이리안 문제가 UN으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미국은 이

150) Acharya, 2009, pp. 47~48.

151) Tarling, 2005, pp. 389~392.

152) Memorandum by the Regional Planning Adviser in the Bureau of Far Eastern 

Affairs(Ogburn) to the Acting Assistant Secretary of States for Far Eastern 

Affairs(Drumright), July 23, 1952, FRUS, 1952~1954, Vol. 7, part1, p. 664.

153) Minutes of a Meeting on Southeast Asia, July 24, 1952, FRUS, 1952~1954, Vol. 

7, part1, p. 667.

154) Acharya, 2009,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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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엄격한 중립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새롭게 들어선 아이젠

하워 정부는 1953년 인도네시아에 대한 전반적 입장을 검토한 NSC 

171/1에서 서이리안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중립주의 입장을 지속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155) 이와 동시에 인도네시아에게는 더욱 더 엄격한 

반공주의 전략의 채택을 요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156) 

따라서 이미 1952년 상실된 동맹체결의 기회와 서이리안 문제

를 둘러싼 지속되는 입장의 차이, 그리고 냉전전략에 대한 입장의 차이

는 인도네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집단방위체제에 가입하는 것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인도네시아는 영국 수상 에덴이 SEATO의 참여 촉

구를 한 것에 대핸 답신에서 SEATO가 인도네시아가 추구해 온 비동맹

정책을 훼손할 것이며, 냉전을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확대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명확히 참여를 거절한다. 결국 1954년 9월 8일, 필리핀 마닐라

에서 개최된 마닐라 회담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

랜드, 태국, 파키스탄이 조인한 마닐라 조약이 채택된다. 그리고 이듬해

인 1955년 4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주축으로 한 

반둥회담이 개최되고 주요한 의제로서 서이리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식민지 지배의 철폐를 주장하는 반둥선언이 채택된다. 

155) Memorandum by the Executive Secretary(Lay)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 

November 20, 1953, FRUS, 1952~1954, Vol. 7, part2, pp. 395~400.

156) Kathryn C. Statler and Andrew L. Johns,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the 

Third World, and the Globalization of the Cold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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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주권에 대한 인식과 거리두기 전략

이 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인도네시아는 1949년 이후 독립 이후

의 정치,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일정한 경제, 군사 원조를 희

망하고 있었다. 비록 애초에 민족주의와 비동맹 정책의 노선을 일정하게 

지니고 있었지만 미국은 당시 소련의 실질적인 개입과 지원이 없는 상태

에서 동맹을 유인할 물질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국가였다. 더군다나 

1949년 공산주의 반란은 일정하게 반공주의 노선을 지지하게 만들었고 

특히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반공주의, 친서방 노

선을 띠고 있는 이슬람 정당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따라

서 이러한 환경에서 1951년 정권을 잡은 수키만 행정부는 미국과의 상

호안보협약(MSA)를 체결하려는 일정한 ‘편승’의 전략을 취한다.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의 한 측면은 현실주의 동맹이론이 설명하는 비대칭적 동

맹 하에서의 편승의 전략, 그리고 원조라고 하는 물질적 동기가 강력한 

동맹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반공산주의와 물질적 원조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1949

년 이후부터 인도네시아 꾸준히 강조해 온 외교노선은 주권국가로서 완

전한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비록 미국이 동남아시아 초기 냉전전략

의 일환으로서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서이리안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네덜란드와의 갈등에서 미국은 엄격한 중립정책

을 취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네시아에게 있어 서이리안 지역이 지속적

으로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단순히 주권의 위협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안보의 위협이기도 했다. 즉, 네덜란드는 서이리안 지역에 지

속적으로 군대를 주둔시키고 인도네시아 내부의 반란을 지원함으로써 식

민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미국에게 서이리

안 문제를 중심으로 한 네덜란드와의 분쟁에서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대

한 지원을 확실히 표시해주길 바랬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유럽에서의 

방위를 위한 네덜란드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했고 이러한 인식 가운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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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Military Aid

Economic 

Aid

인도네시아

적대적 정체성

서이리안 문제

(위협인식의 차이)

MSA체결 실패

↓

SEATO

불가입

도네시아에게 충분한 지지를 표시하지 못하는 딜레마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지지가 없는 가운데 미국의 동남아시아지역의 냉전전략은 

트루만 행정부를 거쳐 아이젠하워 행정부에 이르면서 더욱 더 봉쇄전략

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명확한 반공주의 전략을 채택하길 강

요한다. 

결국 미국의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전략의 실행은 지역적, 

그리고 국내적 차원에서의 민족적 갈등, 위협인식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결국 동남아시아에서 냉전전략의 가장 중요

한 축이었던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최종적으로 비동맹 

진영으로 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네시아의 동맹전략

의 형성과정은 비록 물질적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협인식이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와 일치하지 않거나 오히려 지원 수여국으로부터 

위협을 인식할 경우 편승이 아닌 거리두기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중소국의 동맹전략을 설명하려는 현실주의 동맹이론에서 

편승과 거리두기의 차이가 정확히 어떠한 요인으로 달라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동맹전략과 SEATO 불가입의 

관계는 <그림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3-2>  미국의 원조와 인도네시아의 위협인식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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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미국과 태국: 적대적 관계의 청산과 협력

   

1. 미국의 태국에 대한 원조

  1) 태국의 원조의 필요성

그렇다면 앞에서 설명한 인도네시아의 동맹전략 형성 과정과 태

국의 사례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태국이 인도네시아가 직면했던 

것과 비슷했던 조건은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비슷한 조건 속에서 인도네

시아와 차이를 보였던 상황은 무엇이며 태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어떤 다

른 선택을 한 것인가? 

먼저 앞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을 다룬 것과 마찬가지로 

태국 역시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물론 2차 

세계대전 동안 독립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던 태국의 경제상황은 막 독

립을 쟁취한 인도네시아 보다는 안정적인 상태였다. 당시 태국의 경제상

황을 점검한 그리핀 보고서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태국은 전

쟁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157) 그러

나 이러한 상대적 안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태국의 경제 상황은 외국의 

원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47년 쿠데타 당시 태

국은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쌀이 

품귀현상을 빚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당시 패전국이었던 태국은 영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경제 간섭

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1946년 1월에 영국과 맺은 조약에 따라 태

국은 쌀 생산과 수출에서 영국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영국

은 전쟁 배상금으로 150만 톤의 쌀을 태국 주변의 말레이시아 등의 식

민국가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라고 요구했고 설상가상 쌀 수입업자들이 엄

격한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쌀을 외국에 밀수출함으로써 쌀 품귀현

157) Hayes, 1971,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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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1947년 9월에는 쌀을 구하지 못한 수백 명

의 철도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의 사회적 소요가 발생하기 시작한

다.158) 이밖에도 주석과 고무를 비롯한 주요 수출품의 생산은 세계 대전 

이전의 생산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다. 1940년에 24,000톤에 이르

렀던 주석 생산은 1947년에 5,500톤으로 급감했고 남부 지방의 채광 

산업도 전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159) 

그리고 태국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영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경제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한 주요 수출품들의 수출이 이루

어지지 못하고 밀수가 횡횡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옷과 의약품, 기계 등의 국민 생활과 산업 재건에 필

수적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자본이 부족했다는 점이었다. 부족한 외화

를 보충하기 위해 태국 정부는 1946년 보유하고 있던 금을 달러로 바꾸

고 화폐를 절하하려는 시도를 하나 오히려 정부의 금융 정책의 불안감만

을 조성하게 된다. 그리고 소비재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설

립했던 식량생산기구(Food Drive Organization)은 부패한 소매 업자들

이 식량을 대량 구매해 높은 가격에 파는 행위를 벌이면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고 만다.160) 결국 <표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쟁 직후인 

1946년과 1947년, 태국의 생계비 지수는 급상승하고 바트(baht)의 구매

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158) 김홍구,『태국군과 정치』(서울: 전예원, 1996), p. 97.

159) Virginia Thompson, "Government Instability in Siam," Far Eastern Survey, Vol. 

17, No. 16 (Aug 1948), p. 186.

160) Thompson, 1948,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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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생계비지수 1바트 당 구매력

1939 102.60 97.47

1940 112.60 88.73

1941 132.90 75.24

1942 176.99 56.50

1943 221.92 45.06

1944 466.89 21.42

1945 904.66 11.05

1946 1071.57 9.33

1947 1247.11 8.02

<표4-1> 1938-1947 태국의 생계비 지수

출처: 김홍구, 1996, p. 96.

전반적인 경제적 위기와 함께 외국의 원조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도 군부에서 제기되고 있었다. 즉, 인도네시아가 국민 생활 안정과 전반

적인 경제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주로 필요로 했던 것에 반해 태국의 경

우는 권력 집단 내 군부라는 특정 세력이 경제적 원조에 대한 요구가 컸

다. 태국 군부는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연합군의 요구에 따라 

강제예편을 당했고 퇴역한 군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큰 불만을 제기하게 된다.161) 실제로 문민정부였

던 프리디 행정부는 군부 내의 불만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국의 군사지원과 군사훈련 프로그램의 시행을 요구하게 된다. 1947년 

피분의 쿠데타 직전에도 프리디 행정부는 외무장관인 아타킷 (Atthakit 

Phanomyong)을 미국으로 파견해 당시 국무 장관이었던 조지 마셜

(George Marshall)에게 군대를 재조직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원조를 

요청한다.162) 피분 역시 쿠데타 직후인 1947년 12월, 사절을 보내 태국 

군대에 대한 재무장과 훈련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한다.163) 

군부의 파벌적 이익의 필요이외에도 미국의 군사원조에 대한 필

161) 김홍구, 1996, pp. 132~133. 

162) Daniel Fineman, A Special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Military Government 

in Thailand, 1947-1958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7), p. 30.

163) Fineman, 1997,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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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은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미국의 군

사적 원조에 대한 필요성은 집권세력인 피분과 그 반대 세력인 프리디의 

자유타이운동 세력이 동시에 공유하는 것이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동

안 자유타이 군대에게 지속적으로 미국제 무기를 공급해왔고 군대에 대

한 훈련과 병참을 제공해 왔다. 태국 군부 역시 전통적으로 군사적 지원

을 받아왔던 영국의 지원이 제한되는 시점에서 미국의 군사 원조에 대한 

의존이 심해졌다. 태국 군부로서도 안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원조가 필

요했는데 영국의 영향력과 힘이 쇠퇴한 시점에서 실질적인 원조를 제공

할 수 있는 상대는 미국이 유일했기 때문이었다.164) 

즉, 태국에게 있어 미국의 원조는 경제적 성장과 최대 세력으로 

부상한 군부의 파벌적 이익, 그리고 안보적 요인에 의해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었다. 

2) 미국의 냉전전략과 태국에 대한 원조 연계

 (1) 독립이후 원조의 시작과 지연

물론 미국의 태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원조는 1949년 이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태국이 지속적으로 원조의 필요성을 제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949년 이전까지 미국의 태국에 대한 원조는 제한

적으로 실행되었다. 1946년 태국은 쌀의 원활한 생산을 위한 철도 재건

과 관계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을 통해 

각 각 1천만 달러와 3천만 달러의 원조를 요청한다. 이러한 원조를 요청

하면서 태국은 수출입은행의 자금이 생산율이 떨어진 쌀 생산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현재 태국이 직면하고 있는 외환의 부족을 메워줄 수 있다는 

164) Neher, Arlene Becker, Prelude to Alliance: The Expansion of American 

Economic Interest in Thailand During The 1940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ern Illinois, 1980, pp. 18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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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원이 태국의 경제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당시 영국의 스털링 체제하에 있던 태국 경제를 미국의 달러 

체제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165) 그러나 이러한 태국의 경

제적 지원 요청에 대한 미국은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당시 1949

년 이전까지 태국의 경제적 지원 요청에 관한 미국 관료들의 응답은 철

저히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것이었다. 즉, 태국이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고무와 주석 등의 수출이 있어야 하며 

태국이 주장하는 운송시스템의 수리와 재건도 자금 지원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비해서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

에 따라 1948년 피분과의 회담에서 스탠턴은 미국이 태국에게 수출입은

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원조는 제한적이며 필요한 자금은 국제개발은

행(IBRD)을 통해서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제안을 하게 된다.166)  

     물론 공산주의의 위협의 증대에 따라 태국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일선 관리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는 있었다. 

1948년 11월 보고서에서 스탠턴은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만약 미국이 태국에 대한 지원을 거절한다면 태국은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공산세력에 태국이 

저항할 가능성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은 동맹국이었

던 영국의 지역정세에 대한 판단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영국 외무부 

동남아시아국의 맥도날드(Malcolm MacDonald)는 스탠턴과의 회담에서 

태국에게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태국을 공산주의의 위협에 

전적으로 내맡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한다.167) 

그러나 이러한 일선 외교관들과의 생각과는 달리 당시 미국의 

고위 정책담당자들은 태국에 대한 지원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독

립 당시부터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고려되었던 인도네시아와는 달

리 1947년에서 1948년 사이에 태국은 미국에게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

한 곳은 아니라고 인식되고 있었다. 1947년 11월 5일, 국무성 관리들과 

165) Neher, 1980, pp. 136~138. 

166) Neher, 1980, p. 142. 

167) Fineman, 1997,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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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담당 외교 관료들 간의 회담에서는 태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원조 요청에 대한 대응 방향이 논의된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미국은 태국이 미미한 전략적 가치가 있을 뿐이고 태국에 대한 지원도 

향후에 있을 동남아시아지역 전체에 대한 지원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제

한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것으로 결론 내린다. 이 당시 미국 원조의 우선

순위는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그리스와 터키를 비롯한 유럽이었으며 동남

아시아 내륙 지역에 대한 원조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포함되는 원조의 일

부에서 충당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위 라인에서의 결정에 대해 스탠턴을 비롯한 국무부 

동남아시아국은 1949년 초반 일련의 보고를 통해 태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애치슨을 비롯한 미국 고위 정책담당자들의 

태국에 대한 낮은 전략적 관심 속에 태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168) 이러한 미국의 소극적인 지원은 미국 스스로의 전

략적 평가 때문이기도 했지만 당시 피분 정권이 취하고 있는 입장에도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949년 경, 피분 행정부는 일정하게 미국

이 원하는 반공주의 정책을 표방하긴 했지만 여전히 서방과 공산세력의 

중간에서 명확한 편을 선택하지 않은 채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

다. 따라서 미국은 전략적 중요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적극적인 반공

주의 노선을 걷지 않은 피분 정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원조를 제공하지

는 않았던 것이다.

(2) 바오다이 정권의 인정 문제와 원조의 연계

           그런데 미국의 태국에 대한 낮은 전략적 관심은 1949년 급

변하는 동남아시아 정세의 변화와 함께 점차 높아지게 되고 태국에게도 

168) Fineman, 1997, pp. 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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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세계로의 참여를 점점 더 압박하는 모습이 펼쳐진다. 미국의 전반적

인 동남아시아 전략을 논한 앞의 장에서 설명했듯이 미국의 동남아시아

에서의 봉쇄전략은 세계적, 지역적 차원의 공산주의와의 대결이 구체화

되면서 더 직접적인 외교 정책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태

국에 대해서도 확실한 반공주의 정책을 취하라는 압박을 가하게 된다. 

미국은 태국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 중 하나가 미국의 원조를 받는 것이

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원조라는 수단을 활용해 태국을 미국의 봉쇄

전략의 한 축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 

           

            <그림4-1> 태국과 인근지역

            출처: Perry-Castañeda Library Map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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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949년 6월 스탠턴은 국무성에 보내는 전문에서 태국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압박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동남아시

아 지역에서의 공산주의의 위협이 강화되고 있다는 영국의 의견에 동의

하면서 중국 공산주의 세력의 급격한 세력 확대와 태국 북부지역으로 공

산주의 세력이 침투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태국에 대한 경제, 군사 원조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당시 주 미국 태국 대사

였던 프린스 완(Prince Wan)의 발언을 언급하며 미국의 태국에 대한 낮

은 관심이 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의심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한다. 따라

서 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태국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탠턴은 태국에 대한 원조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아직까지 미국이 태국에 대한 안전보장공약을 명시적으로 해서는 안 된

다는 점을 밝힌다. 즉, 태국이 확고한 반공주의 노선을 취하지 않는 미국

이 나서서 태국에 대한 공약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169)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태국에 대해서

도 바오다이 정권에 대한 승인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미국에 있어서 태

국이 바오다이 정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친미적 행보를 적극적으로 보여

주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였던 것이다. 태국에 대한 원조와 안보공

약의 제공도 이와 연계됨은 물론 이었다. 1949년 3월, 프랑스 의회가 

바오다이 정권에 대한 승인을 합의한 이후 미국의 승인에 대한 압박은 

지속적으로 증대된다.170) 1949년 9월, 애치슨은 동남아시아국 관리들과

의 협의에서 바오다이 정권의 안정적인 승인을 위해서는 태국과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지지와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리고 이러한 승인 이후에야 미 의회에서 인도차이나 반도를 비롯한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원조에 대한 문제가 본격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171) 또한 애치슨은 1949년 12월, 스탠턴에게 보낸 전문에서 태국

169) The Ambassador in Thailand (Stanton)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14, 1949, 

FRUS 1949, Vol. 7, pp. 50~53.

170) Rotter, 1987, pp. 94~99.

171) Memorandum by Mr. James L. O' Sullivan, of the Division of South-east Asian 

Affairs, on Preliminary Talks as to Indochina, September 28, 1949, FRUS 1949, 

Vol. 7,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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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오다이 정권을 하루속히 승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승인은 바

오다이 정권이 단지 프랑스의 꼭두각시 정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지지를 받는 독립국가라는 점을 선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고 지적한다.172) 특히 영국 등을 비롯한 강대국들만이 바오다이 정

권을 승인할 경우 바오다이 정권이 결국엔 식민주의 세력인 프랑스의 꼭

두각시라는 프로파간다를 공산주의자들이 퍼뜨릴 것을 우려했다.173) 미

국에게 있어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승인에 그치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

다.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다른 여러 냉전의 대결에서 볼 수 있

듯이 단순히 물질적인 힘을 활용뿐만이 아니라 공산주의 세력과의 심리

적 차원의 대결이 중요했고 이러한 심리적 차원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서방세계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태국에게는 상당한 딜레마를 가져오게 만들

었다. 즉, 미국이 명확한 안보공약과 원조를 약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

오다이 정권에 대한 승인을 서두를 경우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 더 나아가 중국까지 적대국으로 돌릴 수 있는 ‘연루’의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었다. 따라서 1949년 6월, 미국이 승인 문제를 거론했을 

때 태국은 일단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174) 바오다이 인정 문제는 태

국 내에서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태국 외무부와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그 주장의 핵심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승인을 할 경우 향후 호치

민 세력이 베트남을 장악했을 때 태국에게 안보적 위협을 가져올 수 있

다는 것이었다. 당시 외무부의 외국인 고문이었던 패튼(Kenneth Patton)

은 바오다이정권이 부패했으며 베트남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바오다이 정권을 승인할 경우 이는 이웃 국가

172)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Thailand, December 23, 1949, FRUS 

1949, Vol. 7, p. 113.

173) The Consul General at Saigon (Abbott) to the Secretary of State , December 

27, 1949, FRUS 1949, Vol. 7, p. 114. 

174)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ssistant Chief of the Division of 

Southeast Asian Affairs (Landon), June 21, 1949, FRUS, Vol. 7,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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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베트남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전통적로 자주외교를 

추구했던 태국의 전통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다.175) 

이러한 반대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태국의 중립외교의 전

통을 강조했다면 현실적인 위협인식과 연루의 가능성은 파옷(Phot 

Sarasin)을 중심으로 한 태국 외무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태

국에 대한 승인 압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1949년 11월에 열린 내각회의

에서 파옷과 외무부는 태국이 취해야 할 외교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파

옷은 바오다이 정권이 베트남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며 프

랑스의 철군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만약 태국이 섣불

리 바오다이 정권을 승인할 경우 호치민을 비롯한 공산세력이 베트남을 

장악 이후에 태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이러

한 주장을 처음에는 피분도 수용했고 바오다이 정권 승인 문제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승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한

다.176) 이러한 태국의 입장은 미국의 안전 보장과 원조가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섣불리 공산세력을 적으로 돌릴 경우 태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연루’에 대한 두려움이 컸음을 보여준다. 

미국도 일정하게 태국이 연루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인

지하고 있었다. 1949년 12월, 스탠턴과의 회담에서 피분은 비록 태국이 

이웃에 공산주의 정권의 수립되는 것을 반대하기는 하지만 태국 정부로

서는 바오다이 정권이 프랑스로부터 완전히 주권을 양도받고 베트남인들

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승인을 미룰 수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피분의 유보적인 입장 표명에 대해 스탠턴은 태국이 일차

적으로 바오다이 정권을 프랑스의 꼭두각시로 생각하는 것과 두 번째로 

태국에 있는 4만여 명에 달하는 친 호치민 세력이 일으킨 소요와 동요

를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177) 이러한 태국의 연루에 대한 두려

움에 대해 영국도 마찬가지의 분석을 내렸다. 미국과의 회담에서 영국 

175) Fineman, 1997, p. 103. 

176) Fineman, 1997, p. 105. 

177) The Ambassador in Thailand (Stanton) to the Secretary of State, December 28, 

1949, FRUS 1949, Vol. 7,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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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동남아시아 국장이었던 스콧(Mr. R. H. Scott)은 태국 북부의 친 

공산주의적인 자유 라오스 세력과 베트남인들의 존재 때문에 태국이 바

오다이 정권을 승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는다.178)

태국의 입장에서 더욱 고민이 되었던 지점은 미국의 원조가 바

오다이 정권의 승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태국에게 

원조는 단순한 경제 성장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원조는 경

제성장 뿐만이 아니라 태국의 안보를 강화화기 위한 군사력 건설에 핵심

이 되는 사안이었다. 무엇보다 원조는 미국이 태국에 대한 일정한 ‘안보

공약’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물질적 표현 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다. 태국 정부는 미국이 원조 제공과 바오다이 정권 승인을 

연계시키려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태국 외무부의 지속적인 경제

적 원조 요청에 대해 미국 국무부 관리들은 태국이 일정한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바오다이 정권에 대한 승인은 물론 새로 수립된 공산중국을 승

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프린스 완은 미 국무부 관리들

과의 일련의 회담 이후 미국이 원조의 전제조건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태국의 강경한 반공주의 노선이라고 파옷에게 보고한다.179) 

이와 같이 미국이 태국의 외교정책과 원조의 문제의 연계, 그리

고 인접한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태국의 딜레마는 커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연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1950년 2월,

결국 미국의 요구에 따라 바오다이 정권을 승인하고 친서방적인 외교정

책 노선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태국의 선택에는 전통적인 중국 

및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평가에 더해 미래의 이익을 계산했을 때 미국

과의 협력이 더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

이었다.

178) The Charge in the United Kingdom (Holmes) to the Secretary of State, 

September 9, 1949, FRUS 1949, Vol. 7, p. 80. 

179) Fineman, 1997,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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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위협평가와 미래의 이익

  

1) 태국 민족주의의 특징: 중국에 대한 적대감의 형성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은 위협의 인식은 태국이 전통적으로 가지

고 있던 중국에 대한 적대적 인식과 공산주의의 활동이 태국의 주권과 

영토를 위협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앞에서 인도네시아의 사례에서 인도

네시아가 주권과 영토에 대한 위협을 식민지 세력이었던 네덜란드와 이

를 암묵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에게서 인식했다면 태국의 경우 위협은 국

내의 소수 민족인 중국인들과 태국 국경지대의 공산주의의 활동에서 나

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외교정책결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피분과 군부엘리트 집단이 가지고 있던 민족주의적 의식과 결합해 실질

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1947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태국의 피분 정권은 1937년 피분 

1차 집권 당시에도 강력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완전한 독립국가의 

형성을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피분 정권의 민족주의의 두 축은「랃타니

욤」이라는 범타이주의(Panthaism) 와 화교에 대한 탄압을 바탕으로 하

는 경제적 민족주의였다. 태국은 라마5세 당시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영

토가 강제적으로 할양되었고 피분 정권을 이를 통일된 민족국가의 미완

성으로 간주했다.180)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 피분은 태국 민족주의를 

일종의 근대화 운동으로 간주했고 이러한 그의 인식은 다음과 같은 그의 

발언에서 드러난다. 

180) 차상호, “태국정치위기의 갈등양상(1932~1957),” 한국태국학회논총, 제6호, (1996년),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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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개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

한 국가도 우리와 접촉하지 않거나 혹은 지배자로서 접근할 것이다. 태

국은 곧 무력화되고 결국 식민화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높

은 수준으로 개화된다면 통일성, 독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181)

그의 이러한 강한 민족주의 의식은 그가 포병장교로서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당시에 형성된 것이기도 했다. 그는 나폴레옹을 이상적인 

정치적 모델로 묘사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국가의 근대화를 추

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는 당시 유럽의 파시즘을 

태국이 취해야 할 이상적인 모델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태국

에서 경제적으로 주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화교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반감을 표출하는 정책을 취한다. 인도네시아의 화교가 독립과정에서 인

도네시아 민족주의자들과 협력해 일정하게 호의적 인식을 가지게 했던 

것과 달리 태국에게 있어서 화교는 민족적 공동체 형성을 가로막고 경제

권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이었다. 이에 따라 피분의 1차 집권 시기 화교

에 대한 일련의 탄압이 가해지기 시작한다. 우선 중국에서 태국으로 이

민해 오는 중국인들의 쿼터를 제한하고 이민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취한다.182)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화교가 자신들만의 독립적 교육 시스템

을 고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중국 학교는 폐교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1937년 피분 수상취임 이후 시작되어 1938년 이후로 본

격화 되었다. 1939년, 피분 정권은 태국 내 화교가 경제 영역에서 더 이

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다. 1939년 

1월 경제부문에서 태국인들이 경제적인 영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

181) Thamsook Numnonda, "Pibulsongkram's Thai Nation-Building Programme during 

the Japanese Military Presence 1941-1945,"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Vol. 9, No. 2 (September 1978), p. 234.

182) E. Bruce Reynolds, Thailand and Japan's Southern Advanc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4),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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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즉, 이전까지 태국의 경제는 화교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으나 이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태국인 스스로 

경제권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쌀, 담배, 소

금 등 주요 생산물의 정부 통제가 강화되고 공산품 생산 공장에서 중국

인들의 소유와 운영이 제한되는 조치가 시행된다.183) 그리고2차 세계대

전이 심화되던 1940년 이후에 이러한 탄압조치는 더욱 강화되기 시작하

여 1940년 태국 내에서 중국인 학교는 단 두 곳만 남게 되고 1943년에

는 화교가 태국 내의 땅을 소유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게 된다.184)

물론 태국 내의 중국인에 대한 반감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

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태국의 외교 정책의 동기를 제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특히 태국 내의 회교 상권은 비록 탄압에도 불구하고 태국 엘리

트 계층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고 1947년 피분의 2차 집권 이후

에도 태국 군부와 화교 경제 엘리트 간의 일정한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

지는 측면도 있었다. 그럼에도 태국에게 이들의 활동이 국가 안보에 직

접적인 연관이 되면서 이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다. 특히 문제

가 되었던 것은 중국 내의 화교의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이었다. 태국 내

의 화교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본토의 일본에 대항한 항쟁에 적극

적으로 동조해 항일독립운동을 벌였고 1949년 공산 중국 이후에는 공산

주의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이들의 활동을 빌미로 

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는 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피분 정권의 인식은 일제 점령 

당시 태국의 외무부 장관이자 피분의 민족주의의 중요한 이데올로그로 활약

했던 러앙 위칫와타칸 (Luang Wichitwathakan)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19태국 내 중국인들의 반일 민족주의 운동을 나찌가 유대인들을 

탄압했던 방식으로 탄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85)  

183) Kenneth Perry Landon, "The Problem of the Chinese in Thailand," Pacific 

Affairs,  Vol. 13, No. 2 (June 1940), pp. 156-157.

184) G. William Skinner, "Chinese Assimilation and Thai Politic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16, No. 2 (Feb 1957), p. 246. 

185) E. Bruce Reynolds, “Phibun Songkhram and Thai Nationalism in The Fascist 

Era," European Journal of East Asian, Vol 3. Issue. 1 (2004),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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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국의 일본과의 협력과 화교의 민족주의 운동

특히 태국 정치 엘리트들의 화교 세력에 대한 인식은 2차 세계

대전 동안 태국이 일본과 실질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과정에서 악

화되기 시작했다. 피분 행정부는 1940년대부터 동아시아에서 급격히 영

향력을 키워오던 일본과 협력을 맺었다. 특히 1940년에는 이전 시기에 

프랑스로부터 빼앗겼던 영토를 일본의 중재로 되찾았고 1942년에는 결

국 일본과 공수협정을 맺고 영국과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된다.186) 

피분정권에게 있어 이처럼 영토회복을 비롯해 태국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었던 일본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런데 일본과 

태국이 경계했던 것은 태국 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인들이 민족

주의 운동을 벌이는 것이었다. 

실제로 1940년대에 일부 화교 경제 엘리트는 일본-피분 정권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당수의 지하 운동 조직은 저항 운동을 벌였

다. 1942년 1월경에는 언론인이자 전직 관료였던 인물을 중심으로 지하 

저항조직이 결성되었고 결국 태국 당국에게 적발되었다. 이들을 소탕하

면서 태국 당국은 이들이 태국 국외의 자유타이세력(Free Thai Party)

과 공산주의세력 등이 연합해 태국 정권에 저항하려 했다는 점을 공표했

다. 특히 당시 태국의 공산주의 세력은 비록 소수이긴 했으나 피분정권

과 일본에 대항해 조직적인 저항활동을 벌였다. 1944년 일본 정보부의 

보고에 의하면 약 이천 여명의 조직원을 가진 태국 공산당은 조직적으로 

일본 시설물과 관공서 등에 사보타주를 시행했고 태국 남부의 말라야 반

도와 태국 북부의 베트남 공산주의 세력과 연계해 저항운동을 펼쳤

다.187) 이들 중국 민족주의 세력은 장개석 행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자금

186) Arne Kislenko, "Bending with the Wind: The Continuity and Flexibility of Thai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Vol. 57, No. 4 (Autumn 2002), pp. 540-541.

187) E. Bruce Reynolds, “International Orphans- The Chinese in Thailand During 

World War II,"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Vol. 28, No. 2 (September 

1997), p.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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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일부는 중국 본토의 무장투쟁에 자원해 입대하기

도 한다.188) 

이러한 가운데 태국의 영토적 주권에 대한 위협이 중국의 전후 

전략으로부터 생성되기 시작한다.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에 따라 중국

의 장개석 정권은 중국의 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전쟁이 

종결되는 1945년을 기점으로 태국 내로 중국군을 진주시키려는 비밀계

획을 세운다. 당시 비밀 정보국의 장교였던 니콜슨(N. F. Nicholson)은 

중국군의 태국 진주 계획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연합군이 일본군을 태국 남부로 퇴각 시킬 경우 태국 북부 지역으

로 중국군이 진주해 올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장개석은 영국군 관리

와의 회담에서 일본의 퇴각이후 중국군이 태국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그의 전략계획이나 국내에서의 ‘위신’을 생각할 때 적합한 것이라

는 의견을 피력한다. 이러한 중국의 의도에 대해서 피분 정권의 퇴각 이

후 연합국과 항복 조건을 논의하던 프리디 행정부는 큰 우려를 표시하고 

중국의 태국 북부 진격을 막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중재를 긴급히 요청

하게 된다.189)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미 형성되어왔던 중국에 대한 적개심

은 태국 내 화교에 대한 경계와 더불어 증대되기 시작했고 2차 세계대

전을 거치면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정파와 관계없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

이 커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1940년대 후반 태국 내의 상당수의 학교가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태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설립 이후 

이들이 다시 한 번 이에 동조해 소요를 일으킬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었

다. 1949년 4월, 첫 번째 미 태국 대사였던 스톤(John F. Stone)은 피

분과의 회담 직후 워싱턴으로 보낸 전문에서 피분은 태국 내에 존재하는 

상당수의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에 동조해 벌일 소요 사태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했다.190) 

188) E. Bruce Reynolds, "Failed endeavours: Chinese efforts to gain political 

influence in Thailand during World War II,"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Vol. 

16, No. 4 (Winter 2001), p. 177.

189) Reynolds, 2001, pp. 1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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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과 미래의 이익계산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미국과 일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 인식만이 바오다이 정권에 대한 승

인과 이후의 친미 노선의 외교전략을 결정지은 요소는 아니었다. 우선 

태국에 대한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이 직접적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

었다. 피분은 1949년 2월,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에 대한 의회의 질의에 

대해 태국 내에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소요는 없다는 답변을 

했다. 그리고 영국 언론과의 회견에서도 태국 내에서 좌파 세력의 영향

력은 크지 않으며 태국 정부는 좌익과 우익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

할 것이라는 답변을 한다.191) 태국에 대한 외부의 공산주의 세력의 직접

적인 침략 위협이 있는가에 대해서 미국 자체적으로도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다. 1948년 6월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외교 담당자들의 

태국에 대한 공산주의의 위협 평가에서 태국 내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영

향력은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도 소수

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비록 공산주의 세력의 소요가 간헐적으

로 일어나긴 했지만 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는 평

가를 내렸다.192) 즉, 전 세계적, 지역적 차원에서 소련과 공산중국의 위

협이 커지고 있긴 했지만 미국으로서도 이는 직접적인 침략의 위협이라

기보다는 향후 공산주의 세력의 억제를 막기 위한 심리적 부분이 컸다. 

당시 태국은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에서 일정한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태국 동북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태

국 중앙정부에 반대하는 소요가 일어났던 곳이었고 중국 남부지방과, 라

오스 등의 인접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1930년대 

이후로 이곳은 공산주의 세력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특히 

1930년대 이후로 중국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을 피해온 중국 공산주의 세

190) Tuttle, 1982, p. 41.

191) Fineman, 1997, p. 89. 

192) Fineman, 1997,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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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활동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다.193) 특히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베트

남 및 라오스 지역의 민족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었고 특히 

호치민을 지지하는 베트남 세력이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

나 프리디 정권과 피분 정권은 일정하게 이들의 활동을 묵인해주고 있었

고 특히 미국의 바오다이 정권 승인에 대한 요구와 반공주의 노선에 대

한 압박이 강화되는 시점에서도 이들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이 가해

지고 있지 않았다.194)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바오다이 정권에 대한 승인을 반대하고 있

었던 야당 세력은 오히려 바오다이 정권을 승인함으로써 태국이 잃게 될 

이익과 호치민 세력의 침투를 걱정했다. 특히 당시 야당 이었던 민주당

의 당수였던 쿠앙(Khuang Aphaiwong)은 호치민 세력의 침략 가능성에 

더해서 만약 태국이 바오다이 정권을 승인한다면 이는 태국이 오랫동안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인도차이나 반도 서부 지역의 영토를 바오다

이 및 라오스 정권에게 양도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195) 태

국은 오랫동안 인도차이나 반도 서부 지역의 영토의 소유권을 두고 프랑

스와 분쟁을 벌여왔다. 특히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피분은 과거에

도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차이나 반도의 영토를 합병했던 경험이 있

었고 이를 통해 국내의 민족주의적 노선을 강화하는 노선을 취했었다. 

따라서 만약 바오다이 정권을 섣불리 승인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의 전략

적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었다. 

태국 남부지역에서도 공산주의 세력의 일정한 위협이 존재했다. 

193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말레이시아 공산당(Malyayan Communist 

Party)은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해 1940년대 말, 말레시아 

내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무장투쟁을 시작하기 시작한다.196) 그런데 

이들 세력의 무장 투쟁은 주로 말레이시아 내 중국 공산주의 세력으로 

193) J. L. S. Girling, "Northeast Thailand: Tomorrow's Viet Nam?," Foreign Affairs, 

Vol. 46, No. 2 (Jan 1968), pp. 388-397. 

194) Goscha, 1999, pp. 281~314. 

195) Goscha, 1999, p. 316.

196) Black and Thornton, 1964,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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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었고 주 활동 지역은 말레이시아 북부, 태국에서는 태국 남

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197) 이러한 공산주의 활동에 대해서 말

레시아 자원과 홍콩에 대한 방위를 위한 결정적인 이익이 달려있었던 영

국은 태국에게 이를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그 지원의 주요 내용은 태국 

남부 지역에서 말레이시아 정부군과 영국군의 국경 출입 요청과 태국의 

병력 지원 요청이었다. 1948년 6월, 당시 영국 동남아시아 지역 외교 

담당이었던 맥도날드는 피분과의 면담에서 영국군에 의한 태국 군대의 

게릴라전 훈련과 태국의 공산주의 반군에 대한 전면적인 협조를 요청한

다. 그러나 피분은 일정하게 협조를 약속하면서도 태국의 현재 군사력으

로 공산주의 반군에 대한 효과적인 군사작전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면

서 이에 대해 회의적인 답변을 내놓는다.198) 1950년대 중반 태국의 영

국에 대한 협력과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이유가 이미 

태국이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협조체제를 구성했기 때문인데 반해 1940

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은 태국의 정치, 경제 중심

지역인 방콕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남부 국

경 지대에서의 위협이 결정적인 태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피분 정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중국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일정하게 위협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측면

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적대감에 기인해 바오다이 정권을 

섣불리 승인하고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세력에 적대적 자세를 취한다

면 주변 국가들과 공산주의 세력의 침입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

고 있었다. 더군다나 1950년 1월, 소련과 중국은 호치민의 북베트남을 

베트남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다. 만약 피분이 바오다이를 승인할 

경우 이는 직접적으로 소련과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 입장을 취한다는 것

을 의미했다. 그런데 이러한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피분 행정부는 결국 

197) Leon Comber, "The Malayan Special Branch on the Malayan–Thai Frontier 

during the Malayan Emergency (1948–60),"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Vol. 

21, No. 1 (Jan 2007), pp. 78-79.  

198) Comber, 2007,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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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다이 정권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택한다. 그렇다면 피분 행

정부는 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인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중소국은 미래

의 이익에 대한 계산을 통해 편승의 전략을 취할지, 거리 두기의 전략을 

취할지 계산한다. 피분에게 있어서 바오다이 정권을 승인할 경우 직접적

인 군사적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긴 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

과 공산주의 세력과의 경쟁에서 결국엔 이기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이

는 스웰러의 편승의 이론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안보적 위협에 직면한 중

소국의 전략적 판단은 미래에 대한 이익을 계산해 이기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설명과 일치한다. 

실제로 1950년 1월 6일 열린 태국 국가안보회의에서 바오다이 

승인문제와 인도차이나 반도의 영토 문제와 관련해 격론이 오갔다. 피분

은 앞으로 태국이 취해야 할 외교정책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물었고 

격론 끝에 호치민 세력과 프랑스 세력 간의 다툼에서 프랑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199) 피분을 비롯한 군부세력은 앞으로 

세력을 강화할 중국 공산당과 호치민 세력이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침략이 직접적으로 임박한 것은 

아니었다는 판단,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세력이 동남아시

아 지역에서 힘의 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은 이들이 미국과의 동맹을 

추구하는 선택을 하게했다. 그리고 미국도 이러한 선택에 호응해 경제, 

군사 원조를 확대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결국 태국의 선택은 인도네시아와는 다른 방향으로 위협이 구성되

는 측면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화교 세력에 대한 적대적 감정뿐만이 아니라 

현실주의적인 힘의 격차에 대한 판단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태국의 동맹전

략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는 수여국이 자신들의 영토와 주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됨에 따라 원조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인도네시아와는 다르게 미국의 

물질적 원조가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만드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

199) Goscha, 1999, p.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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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원조 확대와 SEATO가입

  1) 바오다이 정권에 대한 승인과 군사 원조의 확대

1950년 1월, 태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뒤이어  일련의 내각회

의를 개최해 바오다이 정권에 대한 최종승인을 결정한다. 1950년 2월 

13일에 있었던 내각회의에서 상무장관, 보건장관, 법무부장관 등이 대표

적 반대론자였던 파옷과 합세해 바오다이 승인에 대해 반대의견을 펼친

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의 최종 결정은 교착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2주 

후 다시 열린 내각회의에서 태국은 바오다이 정권 승인에 찬성하는 군부

세력을 회의에 포함시켰고 회의를 속개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파옷과 민

간 출신의 장관들은 완고한 반대의 입장을 고수했다.200) 1950년 2월 

11일, 태국 외무부의 미주국장은 파옷에게 보낸 전문에서 완고한 반대입

장을 표명한다. 바오다이는 베트남인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도 단지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바오다

이를 지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분석한다. 태국이 승인을 통해 호치민을 

비롯한 공산주의 세력을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태국은 미국이나 영국과 다른 ‘작은국가’일 뿐이며 미국과 영국의 확고

한 안전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대의견에 동의했고 이러한 의견을 취합해 피분에게 전달한

다.201) 결국 1950년 2월 28일, 격렬한 내각회의 끝에 피분은 공식적으

로 바오다이 정권에 대해 최종적으로 승인하게 된다. 이러한 태국의 결

정은 남한과 더불어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인도차이나 반도

에 대한 개입을 승인한 국가가 되었다는 의미를 띠었다. 

이러한 태국의 선택은 많은 반대론자들이 지적했듯이 일종의 위

험 부담을 떠 앉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1950년 초반부터 중국 공산당 

200) Goscha and Ostermann (eds.), 2009, p. 284. 

201) Fineman, 1997,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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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등은 지속적으로 피분 정권을 ‘범죄집단’ ‘미국 정부의 앞잡이’ 

‘파시스트’ 등으로 언급하며 적대적 태도를 취한다.202) 더군다나 1950년 

1월 21일부터 2월 3일 사이에 중국 군대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북부지역

에 집결하기 시작했고 베트남 공산당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한다.203) 

태국의 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해 소련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 공산당은 

직, 간접적인 압박을 통해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1950년 1

월, 소련은 방콕 주재 소련 공사관을 통해 태국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

하겠다는 제안을 한다. 그리고 1951년 12월, 중국은 태국에 보낸 비밀 

전문에서 태국이 격화되는 냉전에서 계속해서 중립 정책을 취할 것을 요

청함과 동시에 태국과 ‘비밀 조약’을 맺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만약 

태국이 중립정책을 취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

고도 덧 붙였다. 베트남의 공산주의 세력 역시 지속적으로 태국에게 북

베트남이 베트남 유일의 합법정부이며 태국이 북베트남을 인정해 줄 것

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204) 이러한 주변 공산세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이를 거절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따라서 태국으로서는 바오다이 승인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하고 더욱 더 미국의 냉전전략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태국의 이와 같은 바오다이의 승인과 친미적 정책 결정에 대해 

미국도 경제 및 군사원조를 신속하게 확대시키는 입장을 취한다. 1950

년 3월 1일, 스탠턴은 에치슨에게 보낸 전문에서 태국 군부는 이미 바오

다이 승인과 군사원조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

며 언론을 통해 보도된 미국의 압력 행사는 부인했다고 말한다. 그러면

서도 그는 피분 수상에게 비밀리에 향후 군사원조가 제공될 것이라고 알

렸다.205) 에치슨도 태국에 대한 종전의 입장을 바꿔 적극적으로 원조를 

제공할 것을 트루먼에게 요청한다. 1950년 3월 9일, 트루먼에게 보내는 

202) David A. Wilson, "China, Thailand and the Spirit of Bandung (Part I)," The China 

Quarterly, No. 30 (Apr-Jun 1967), pp. 152-155. 

203) Goscha, 1999, p. 334.

204) Goscha, 1999, p. 318.

205) The Ambassador in Thailand(Stanton) to the Secretary of State , March 1, 1950, 

FRUS 1950, Vol. 6 p.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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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에서 1949년 합의된 상호방위지원협약(Mutual Defense Assistance 

Act)에 따라 합의된 자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1천만 달러의 군

사 원조 자금을 태국에게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1950년 3월 10일 트루먼도 인도네시아에게 제공되는 1천 5백만 

달러의 군사원조 자금을 포함해 총 2천 5백만 달러의 군사원조 자금 지

원을 승인한다.206) 바오다이 정권 승인 이후로 이처럼 미국의 원조 제공

은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1950년 4월, 동남아시아 지역 각 국의 경제적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그리핀 조

사단이 태국을 방문했다. 조사 결과 그리핀 보고서는 태국에게 기술지원

과 경제지원을 합쳐 총 1천 1백만 달러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 보고서에서 그리핀은 태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들보다 경제적 안정되어있지만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기 위한 ‘정치

적’ 고려에서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기했다.207)

2) 미국과의 관계강화: 방기에 대한 두려움과 SEATO 가입

피분의 바오다이 정권에 대한 승인과 미국의 경제원조의 가속화

는 태국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미국에 편승하는 전략을 택하게 만든다. 

바오다이 정권을 승인함으로써 태국은 호치민 세력을 비롯한 중국에게도 

적대적 정책을 표명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태국은 미국의 냉전전

략에 신속하게 부응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원조를 받아내고 안보

공약의 강화를 얻어내는 전략을 추구해야만 했다. 1950년 6월, 한국전

206) Memorandum by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President, March 9, 1950, FRUS 

1950, Vol. 6 pp. 40~41. 

207) Hayes, 1975, pp. 2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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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발발했을 때, 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파병을 

결정했고 1950년 7월에는 참전하기로 결정한다. 참전을 결정하면서 피분

은 소수의 병력을 파병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의 원조를 기대할 수 있

고 더욱이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공여된 전투기와 군사장비는 

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데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208) 태국의 이와 같

은 적극적인 파병 움직임은 미국에게는 단순히 병력 제공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병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전쟁

을 국제적 공조 하에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부응한 것이다. 

태국의 이와 같은 결정은 미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원조를 제공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애치슨은 군사 원조 담당관인 멜비(Melby)에 

보낸 전문에서 태국의 파병은 무엇보다 한국전쟁에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태국의 파병은 이제까지 미국이 태국에

게 지원했던 군사원조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태국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에서의 원조를 받을 필요

가 있다고 말했다.209) 이러한 미국의 평가는 곧 원조의 확대로 이어졌고 

1950년 7월 14일 트루먼은 3월에 약속했던 1천 만 달러의 자금을 태국

에 배정했다. 그리고 8월에는 세계은행이 아시아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2

천 5백만 달러의 개발원조를 태국에게 제공한다.210) 

앞 절에서도 설명했듯이 태국의 바오다이 정권에 대한 승인과 

한국전쟁의 참전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 속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강대국’에 대한 계산, ‘미래에 대한 이익’ 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당시 피분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주 태국 대사였던 

스탠턴의 피분의 외교전략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를 

엿볼 수 있다. 스탠턴은 바오다이 승인과 한국전쟁 파병 결정에 이르기

까지 일련의 태국의 결정을 분석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

다. 

208) Fineman, 1997, p. 117.

209)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Thailand, August 22, 1950, FRUS 

1950, Vol. 6 pp. 134~135.

210) Goscha and Ostermann (eds.), 2009, p. 290.



- 98 -

   1. 태국의 결정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결정이라기보다는 피분의

      단독적인 결심과 군부 세력 일부의 의사에 기인한다.             

   2. 그리고 피분의 이러한 결심에는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

      는 계산과 향후에 미국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기대가 있다.

   3. 따라서 그는 (이데올로그)라기 보다는 현실주의자에 가깝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스탠턴은 향후 피분의 지속적인 집권을 위

한 경제, 군사 원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석한다. 그러면

서도 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미국의 태국 전략

은 확고한 안보 공약 보다는 원조를 합리적인 선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211)

이 지점에서 바로 태국은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즉,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한 시점부터 북 베트남과 중국으로부터의 침입 가

능성은 더욱 커지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미국과는 비대칭적 동맹에서 

발생하는 ‘방기’의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1951년 1월, 러스

크, 랭던, 그리고 태국 외무장관이었던 프린스 완 과의 회담에서 완은 

태국군이 한국에 있는 동안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세력의 침입에 대해

서 우려한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세력의 태국에 대한 공격에 대응해 미

국이 어떠한 대처를 할 것인지 묻는다. 이에 대해 러스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국의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는 분석

을 내놓는다. 중국이 한국에서 상당한 손실이 있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호치민을 지원하는데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태국에 대한 공격

의 위협이 높지는 않다는 것이다.212) 스탠턴 역시 태국에 대한 직접적인 

211) The Ambassador in Thailand(Stanton) to the Secretary of the State, March 15, 

1951, FRUS 1951, Vol. 6, Part2 pp. 1598~1603.



- 99 -

공격의 위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게릴라 활동과 내부 공산주의 

세력들의 선전 활동 정도가 우려된다고 당시의 위협수준을 낮게 평가했

다.213)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정세 분석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

되는 원조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안보에 대한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커지

기 시작한다. 특히 이러한 위협에 대한 인식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북

베트남이 지속적인 승리를 획득하면서 더욱 커지기 시작한다. 더군다나 

태국 동북부 지역에 근접한 중국의 연안 지역에서 중국의 지원 아래 ‘태

국자치지구’가 설립은 중국이 태국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

로 인식되었다. 피분은 이 자치구에 거주하는 태국 소수 민족들이 태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면서 중국이 일종의 ‘괴뢰정부’를 만들

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했다.214)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태국 동북

부 지역은 호치민에 호의적인 라오스 피난민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정적

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디의 추종자들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었다.215)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잇따른 북베트남 공산군의 승리

와 라오스 인근 지역에서 군사활동은 태국의 위협인식을 더욱 증폭시켰

다. 마침내 1954년 5월 6일,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북베트남군의 승리는 

태국의 위기의식을 극도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태국은 제네바 회담에

서 미국에게 추가적으로 병력을 늘리기 위한 원조의 증액을 요청했고 미

국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한다.216) 그러나 이러한 원조의 증액만

으로 미국의 확고한 안보공약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디엔비

엔푸 전투와 제네바 회담 이후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는 SEATO의 참여

212)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Officer in Charge, Thai, Malayan and 

Indochinese Affairs(Landon), January 25, 1951, FRUS 1951, Vol. 6, Part2 pp. 

1594~1595.

213)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Philippine and South east Asian 

Affairs (Lacy) to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Rusk), 

February 13, 1951, FRUS 1951, Vol. 6, Part2 pp. 1595~1596.

214) Adulyasak Soonthornrojana, The Rise of United States-Thai Relations 1945-1975,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Akron, 1982, pp. 87~88.

215) Tarling, 2005, p. 267. 

216) Tuttle, 1982, pp. 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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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태국에게 있어서는 선택 가능한 전략 중에서는 가장 확실히 미국의 

안보공약을 받아낼 수 있는 선택이었다. 이에 따라 태국은 SEATO논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고려했고 이후에는 이를 NATO 타입의 포

괄적인 다자동맹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결국 태국의 

SEATO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바오다이 정권 승인 이후 비대칭적 동

맹이 겪게 될 방기의 두려움에 기초하는 것이었다. 즉, 위협이 상대적으

로 낮았던 시기에 ‘미래에 대한 이익’을 고려했던 동맹전략의 선택이 역

설적으로 안보 불안감을 높였고 기존에 제공되는 미국의 물질적 원조에 

더욱 의존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태국은 물질적 원조 획득에 만족하

지 않고 미국으로 부터의 확고한 안보 공약 획득을 위해 집단방위체제에 

가입하는 최종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4. 소결: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과 편승의 전략

이 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태국은 1948년 피분 집권 이후 인도

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제, 군사 원조를 희망하고 있었다. 비록 

미국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

지만 미국은 태국이 필요한 물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다. 

전통적으로 태국의 정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힘이 쇠퇴하고 있었으며 태국이 필요로 하는 군사, 경제적 지

원을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영국으로서는 제한된 자원을 전략적

으로 더 중요한 말레시아와 홍콩에 투입해야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자

연스럽게 미국으로 . 따라서 미국이 제공하는 경제, 군사 원조는 태국에

게는 미국과 동맹관계로 나아갈 충분한 유인을 제공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비교해 태국 역시 미국의 냉전 전략의 수

용과 적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1950년대 미국의 동남아시아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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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략의 핵심 목표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막

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도차이나 반도에 근접한 국가 중 가장 안정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미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오고 있던 

태국이 확고한 반공주의 전략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미국의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의 본격적인 개입의 시초였던 바오다이 정권에 대한 승

인 요구로 나타난다. 그러나 태국으로서는 바오다이 정권을 승인한다는 

것은 태국의 중립적인 외교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바오다이 정권

에 대한 승인은 베트남 공산주의 세력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소련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즉, 바오다이 정권을 승인함으

로서 미국의 냉전 전략에 연루되고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도 태국은 결국 1950년 2월, 바오다이 정

권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린다. 태국의 이와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은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위협 인식과 미국의 물질적 원조 때문이었다. 

인도네시아와 달리 태국은 전통적으로 중국 소수민족을 비롯한 주변 공

산주의 세력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피분 

정권은 전통적으로 이들 세력에 대한 탄압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

나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위협 인식만이 유일한 변수는 아니었다. 1948

년 집권 이후부터 피분 정권은 미국의 원조가 자신들의 생존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원조의 증대가 미국의 태국에 대

한 안보공약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물론 미국의 원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냉전전략에 부응한

다는 것은 베트남 공산주의 세력과 중국의 위협이 일정하게 예상된다는 

점에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던 선택이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는 달

리 ‘미래의 이익’ 에 대한 계산에서 미국의 원조와 안보 공약의 확대가 

더 큰 이익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미국에 대한 ‘편승의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즉,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연계의 확대가 독립과 영토

적 주권을 더욱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예상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원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미국과의 연계를 거부했다면, 태국은 인도

네시아와 달리 미국과 일정하게 위협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물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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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Military Aid

Economic 

Aid

태국

적대적 정체성

공산주의 위협

(위협인식의 일치)

바오다이 승인

한국전쟁참전

↓

SEATO 가입

원조의 수용을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결국 태국의 이러한 전략적 판단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대한 원

조를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미국의 냉전전략에 부응하는 전략을 채택하

게 만든다. 국내적으로는 반공주의 노선을 강화했으며 한국전쟁에는 아

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참전을 하는 판단을 내린다. 특히 1950년 초

반 이후 이미 친미적 정책을 선택한 태국으로서는 1953년을 전후로 베

트남의 공산주의 세력이 프랑스를 물리치고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더욱 

큰 위협으로 인식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물질적 원조를 제외하고는 명

확한 안보공약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1954년에 미국에 의해 주

창된 SEATO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더욱 더 미국의 확고한 안보

공약을 받길 원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태국의 동맹전략은 <그림

4-1>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4-2>  미국의 원조와 태국의 위협인식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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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미국은 1940년대 후반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을 새로운 봉쇄전략

의 적용 지역으로 간주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채택은 

1949년 공산중국의 성립과 1950년 한국전쟁의 수립으로 더욱 가속화된

다. 이러한 미국의 냉전 전략은 동남아시아 각 국에 경제, 군사 원조를 

제공함으로서 이들 국가들을 미국의 동맹으로 묶으려는 전략으로 나타난

다.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와 태국은 각 각 미국의 동남아시아 냉전전략

의 핵심 대상국들 이였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도서지역으로서 그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미국은 1949년 독립과정

에서 기존 식민지 세력이었던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사이에서 중재를 

맡으며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지원한다. 미국에게 있어 태국도 인도차이

나 반도에 인접한 국가로서 향후 예상되는 중국과 베트남 공산세력의 팽

창을 막기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맡을 국가였다. 또한 당시 여전히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던 

영국에게는 최대의 전략적 거점인 말레시아를 방위하기 위해 태국의 협

조가 필요했다.

이러한 전략적 고려 하에 미국은 태국과 인도네시아에게 경제,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이들 국가들을 미국의 동맹체제로 끌어들이기 위

해 노력한다. 국제정치이론에서 경제, 군사 원조가 동맹의 유인으로 작

용한다는 가설에 비추어봤을 때 이와 같은 경제, 군사 원조는 상대적 약

소국이었던 인도네시아와 태국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

다. 실제로 당시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미국

의 원조와 냉전전략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미국의 의

도대로 외교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더군다나 195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소련과 중국 등의 공산주의 세력의 원조 공세가 본격적

으로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의 원조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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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도네시와 태국의 냉전전략은 결국 다른 방향으로 귀결

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원조의 영향력을 상쇄할 정도로 주권과 영토의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특히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의 

지속과 안보위협을 상징하는 서이리안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은 엄격

한 중립정책을 취함으로써 인도네시아는 미국을 불신하게 되었다. 상대

적으로 태국보다 공산주의 세력의 직접침략을 낮게 인식하고 있던 인도

네시아로서는 네덜란드의 자국의 영토에 대한 지속적인 점유와 미국의 

이에 대한 묵인이 더 큰 위협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미국은 서이리안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지지 없이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에게 반공주의 

노선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러한 두 국가 간의 입장 차이는 극

복되지 못했고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비동맹노선을 강

화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집단방위체제인 SEATO의 참여를 거부하는 노

선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결정은 동맹이론에서 설명하는 

‘거리두기’ 전략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주의 동맹이론에서 이와 

같은 ‘거리두기’ 전략의 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에 비해서 본 

연구의 설명은 베넷&레비, 로스스테인이 제기한 ‘영토적 주권’에 대한 

고려가 인도네시아의 동맹전략을 설명한다고 본다. 즉, 단순한 힘의 차

이에 대한 고려와 물질적 조건인 원조가 중소국의 동맹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위협으로 인식하는가의 구성주의적 설명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국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달리 미국과 일정하게 위협인식을 공

유하고 있었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태국의 피분 정권은 1차 집권 

기간인 1930년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태국 내 중국인들에 대한 

탄압정책을 실시했고 자국내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국의 중국과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위협인식

이 태국의 동맹전략을 결정지은 유일한 변수는 아니었다. 1950년대 미

국과 태국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던 바오다이 정권

의 승인 문제에 있어서 태국은 일정한 딜레마에 빠졌다. 바오다이 정권

을 승인할 경우 태국에 인접한 베트남 공산주의 세력과 공산중국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취하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태국의 안보위협을 가져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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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실질적으로 경제,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미국의 편에 서는 입장을 선택한다. 베트남 

공산주의 세력과 중국이 미래의 위협으로 부상하더라도 현재의 힘의 균

형은 미국에게 있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미국의 힘은 실질적인 군사원조

와 경제원조로 직접적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즉, 태국은 인도네시아와

는 달리 영토적 주권의 위협을 미국이 아닌 주변의 공산주의 세력으로부

터 느꼈고 미래의 이익에 대한 계산에서 미국을 더욱 유리한 동맹으로 

판단해 ‘편승’의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태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냉전

전략에 부응하는 입장을 취하고 한국전쟁의 파병은 물론 미국이 주도하

는 집단방위체제인 SEAT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태국의 사례는 일치된 위협인식 이라는 조건에서 물질적 원조의 동맹에 

대한 유인이 강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국들의 동맹전략은 일정하게 현실

주의 동맹이론에서 설명하는 ‘편승’과 ‘거리두기’의 전략을 취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편승과 거리두기의 전략의 

결정에서 단순히 충돌하는 두 세력 사이의 힘의 균형 만이 고려된 것은 

아니었다. 누가, 어떻게 자신에게 위협으로 인식되는가의 구성주의적 설

명이 더해져야 중소국들의 동맹전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힘

의 균형만을 생각했을 때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동맹을 맺는 선택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이와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다. 그렇다고 

일부 구성주의 논자들이 말하는 비동맹주의 라는 ‘관념’에 의해서만 인

도네시아의 동맹전략을 설명할 수는 없다. 미국이 제공하는 물질적 이익

을 인도네시아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일정하게 이에 부응하는 모습

을 보인 모습은 비동맹노선이라는 관념 변수만이 동맹전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에게 있어 실질적인 안보상의 

위협이 미국의 냉전전략으로부터 나왔고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고려에서 

합리적인 ‘거리두기’ 전략을 취한 것이다. 즉, 중소국들의 동맹전략은현

실주의적 논의, 그리고 구성주의적 논의를 동시에 고려해야만 온전히 설

명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한 체제(stystem)적인 변수만이 아닌 행위자

(agent)의 역할인식과 전략의 중요성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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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동맹전략을 설명

하는데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전 세계적인 냉전전략

의 적용이 지역적 차원에서 일정한 굴절되는 모습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강경한 대 소, 대 중국 봉쇄

전략을 취하고 있었지만 이는 지역적 차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못했

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라는 식민주의 세력과 지

역 국가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미국은 이러한 갈등에서 딜레마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즉, 서유럽 방위와 전 세계적인 봉쇄전략의 공조를 위해

서는 이들 식민지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했지만 지역 국가들의 협조를 얻

기 위해서는 식민지 세력에 대한 일정한 거리두기가 필요했다. 이러한 

딜레마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곳이 인도네시아의 사례였고 결국 미국

은 인도네시아를 동맹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놓치게 된다. 이러한 딜레마와 갈등의 모습은 미국이 왜 동아시

아 지역에서 유럽의 NATO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를 구성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힘의 격차의 존재가 양자동맹 구조의 형성을 일정하

게 설명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아시아는 유럽과 같이 명확한 전선

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아시아는 식민주의와 민족주

의라는 하위 차원의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민족주의를 동아시아 각 국의 특수성으로 수용하지 못했고 이를 전 세계

적인 봉쇄전략이라는 이분법적인 차원에서만 논의했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식민지배의 탈피와 주권, 영토의 보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국가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이

를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확장해 본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

은 인도, 버마, 실론, 파키스탄 등 아시아 지역의 다른 중소국들의 사례

를 연구한다면 미국의 냉전전략이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수용되고 

변용되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는 미국이라는 동일한 상위동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쟁과 갈등을 

벌이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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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이 식민지배의 경험 등과 같은 ‘역사적 기억’으로 인해 갈등

을 벌일 때 과연 상위 동맹국인 미국은 어떠한 전략을 펼칠 것인가? 그

리고 하위동맹국의 입장에서 상위 동맹국이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지지할 

경우 중소국으로서 외교전략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태국과 마

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전략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인도네시아와 

같이 비동맹 노선을 통해 독자적 노선을 선택할 것인가. 특히 중국과 미

국의 양강 구도가 점차 대립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과 같은 

중소국의 외교전략은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본 연구는 시사점

을 던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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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sks the question “why did Indonesia and 

Thailand during the 1950s choose different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In 1954, when the United States took leadership in 

the formation of regional collective security regime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SEATO), Thailand actively participated 

while Indonesia did not even join the organization. Until early 

1950s, both countries did not take a clear stance in the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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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ewly formed regional international order driven by the Cold 

War. Moreover, these two countries share their stance in their 

neutral diplomatic strategies at that time. Lastly, both countries 

received economic and military aid from the United States, who 

was practicing a policy of containment in Southeast Asia.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sk what explains the difference in 

membership while these two countries share above conditional 

similarities. 

             Around the year of 1949, Washington has begun 

intervening in the region and started providing economic and military 

aid to small and medium-sized countries such as Indonesia and 

Thailand. Both countries demonstrated an enthusiastic attitude in 

accepting US aid, in order to increase economic growth and 

ensure security in the context of aftermath of World War II. 

However, the US has put efforts in order to incorporate the two 

countries in American alliance system through these aids. At this 

point, under the context of American coordinated strategy of aid 

aimed at political purposes, Indonesia and Thailand displayed 

different responses. 

             In the case of Indonesia, it displayed an attitude of 

sympathy with American Cold War policy of containment due to 

American aid and the threat of communist forces at its stage of 

independence. Indonesia considered US aid as an indispensable 

element for independence and sustainable growth of the country 

and complied with US Cold War strategies as the price for it. 

However,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deteriorated as US took 

the side of Netherlands, former colonizer of Indonesia, in the 

issue of return of West Irian. For Indonesia, the security threat 

was Dutch colonial powers rather than communist forces. As a 

result, difference of perception of threat in this context 

culminated in Indonesia denying membership of SEATO and taking 

the non-alliance policy despite US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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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for Thailand, aid from Washington was equally 

needed for similar reasons. Phibun administration, which rose in 

power in 1948, actively sought to receive aid from the United 

States. However, Thailand was eventually caught in a dilemma as 

the US demanded approval of pro-American Bao Dai administration 

of South Vietnam for the price of economic aid. Thailand could be 

open to infiltration from communist forces if it were to approve 

Bao Dai administration. However, Thailand eventually approved of 

such a regime and followed US Cold War strategies. In 1954, it 

joined SEATO actively, the reason being the fact that it shared 

with the US the perception of threat against China as a 

communist power. 

             Above analysis draws the conclusion that national 

strategies of small and medium-sized countries can vary despite 

similar conditions of aid, depending on congruence and incongruence 

of perceptions of threa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examines the effect of economic aid and perception of threat as 

factors of alliance formation in the discuss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oreover, it provides understanding as to why a 

collective security regime such as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in the case of Europe failed to develop in the region of 

Southeast Asia by looking at varying strategies of small and 

medium-sized countries under the process of formation of Cold 

War structure in the region.

 

Key Words: SEATO, factors of alliance formation, perception of 

threat, economic aid, Indonesia,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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