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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닉슨 시기의 미국 대한정책 대이집트 정책비교 연구  

1969 년에 닉슨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미국 외교정책은 큰 변화를 

겪었다. 닉슨 대통령은 취임한 무렵에 베트남 전쟁기의 실패에서 입은 

커다란 인명과 경제적인 손실로 인한 국내 강력한 반전운동 및 혼란, 

유럽과 일본의 경제적인 부흥으로 인하여 달러 독점이 약해지는 것, 

소련의 핵군비 증강으로 인한 미국 군사적 지배력의 약화에 대한 걱정, 

정부지출 증가 문제 등으로미국의 상황은 어려웠다. 미국이 상당적인 

파워 하락과 경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닉슨 대통령은 미국 

해외 개입을 약화하면서 미국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동시에 소련을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였다.그리하여 현실주의 (Realpolitik) 

선언하여 데탕트, 삼각외교와 연계정책을 통하여 소련과 중국을 봉쇄할 

수 있었고  닉슨독트린을 통하여 해외 개입 약화를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은 미국이 강대국과의 긴장을 완화하면 나머지 주변 

당사국들을 통제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닉슨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이집트를 

비교한다. 한국과 이집트는 개발도상국이었으며 미국의 이익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들이었다. 두 국가 다 미국이 소련과 경쟁이 많아서 갈등이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 및 중동 지역에 속하고 두 

국가가  불안정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국가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독재자 대통령이 있었다. 게다가 둘 다 지역의 

안보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는데 해당 지역에서의 미국의 주요 동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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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싶어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차이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었고 

이집트는 소련의 지원을 받는 미국의 적국이었다. 

한국과 이집트의 상황은다르며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동맹국이고 다른 하나는 소련이 중동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준 적국이었는데도 크게 보면 미국의 대한정책과 대이집트 

정책은 거의 비슷하였다. 한국과 이집트에서 미국은 똑같이 전쟁을 막는 

것과 개입 약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가의 내부 상황이나 국가의 

정부를 진지하게 대해주지 않고 무시하기만 하였다. 미국은 강대국과의 

관계와 데탕트에 의존하여 한국과 이집트의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닉슨과 키신저의 외교정책은 초강대국 (소련,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동맹국이든 적국이든 주변 당사국들의 중요성이나 

영향력을 보지 못 하고 강대국의 통제 세력을 과도평가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이집트라는 개발도상국의 세력을 과소평가를 하였다. 그러면서 

한국과 이집트의 방기감과 강대국에 대한 불신은 커지면서 상황이 

폭발하여 이집트에서 1973 년의 욤키푸르 전쟁까지 일어나서 데탕트 

자체가 위협되었다.   

 

 

 

 

 

주요어 : 닉슨, 데탕트, 닉슨 독트린, 현실주의, 삼각 외교, 연계정책  

학번 : 2011-2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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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배경:  

 1969년에 닉슨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본격적인 

변화를 겪었다. 닉슨대통령은 존슨대통령으로부터 베트남전쟁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닉슨대통령은 베트남전쟁을 끝내겠다는 약속으로 당선을되었기 

때문에 취임하고 나서 첫임무로는 베트남전쟁을 명예롭게 끝내려고 했다. 

그러면서 닉슨대통령은 키신저국무장관과 새 로운 세계비전을 가져서 미국의 

외교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1. 이 새로운 정책의 핵심은 냉전체제하에서 

세계 여러 국가에서의 경제적 원조 및 군사 개입을 확산해 왔던 그전의 몇 

행정부와 달리 세계의 국가들의 일이나 책임으로부터 개입의 약화 

(disengagement)와 각 국가가 그 국가의 일을 직접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었다2. 즉, 필요하면 (또는 협정에 

따른 책임이 있으면) 미국은 동맹국이나 공산주의 위협을 직면하는 국가에게 

도와 주긴 하는데 그전에 책임은 미국이 아닌 그 국가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실시하면서 공산주의 국가 (소련.중국)와의 

관계를 바꾸어야 했는데 소련과 회담을 가지고 중국의 역사적인 방문을 하였고 

데탕트 시기가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반공주의자인 닉슨 대통령은 

                                                 
1 Foundations of foreign policy, FRUS Vol. 1 1969–1976, summary 
2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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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와 투쟁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세계적인 긴장을 좀 완화되면서 

미국이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공산주의와 갈등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3.   

그러나 데탕트는 모든 국가에서 “긴장 완화"를 가지지 못 하였다. 특히, 

주변 국가가 냉전 시기에 강대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냉전체제에 

의존하였는데 강대국 간의 긴장 완화가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방기를 느끼게 

하면서 긴장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교할 한국과 이집트는 이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닉슨과 키신저의 전체적인 외교정책을 살펴보면서 한국과 

이집트의 두 국가 경우를 비교하여 가면서 미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교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닉슨/키신저의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한다.   

2. 기존 연구 성과와 분석: 

닉슨 행정부 시기는 미국의 외교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그 때 

당시의 세계질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때의 정책이 가져온 결과들이 

오늘날까지 분명히 남아 있는 지역들이 적지 않다. 그 만큼 그 때가 

중요하였으니까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고 이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3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Postwar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revise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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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다. 일어한 연구는 미국정부의 자료의 공개로 보다 더 많고 깊은 

연구를 불러왔다.  

본 연구는 닉슨 행정부 시기의 대한정책과 대이집트정책을 비교하면서 

제 3 세계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을 분석하려고 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미국정부의 공개된 대외정책문서 (FRUS), 대통령 연설 기록과 사다트 

대통령의 전기, 이집트 군대 고위 책임자 전기, 이집트의 정보국장 전기, 

이집트의 국가안전보장 담당 전기를 바탕으로 하여 영어, 한국어, 아랍어로 된 

연구를 참고하면서 정보를 분석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닉슨행정부의 미국의 

대외정책, 대아시아/대한정책, 대중동/대이집트 정책을 살펴본다. 

닉슨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1960 년대말의 미국의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황을 비롯하여 닉슨 행정부가 대외정책을 본격적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를 깊이 탐색하면서, 데탕트와 데탕트의 진실 및 한계, 데탕트는 미국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봉쇄정책이라는 점, 중국과의 화해 및 

미.소.중 삼각관계, 연계정책, 다극성 강조, 상호의존 (Interdependence)를 

주로 다루면서, 다양한 접근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을 깊이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연구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참고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일단 존 

루이스게디스 (John L. Gaddis) 교수의 연구는4 닉슨 행정부의 시작과 미국 

                                                 
4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Postwar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revise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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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에 있어서 닉슨 행정부가 진행한 변경들을 자세하게 서술하면서 

닉슨독트린과 베트남화, 중국 방문과 중국과의 미국 화해, 연계 정책, 삼각 

정책같은 그 때 당시의 특정한 정책들을 분석한다. 그러면서 닉슨의 

형실주의와 실용주의 기반을 설명하고 닉슨과 키신저는 다극성과 권력 분립을 

강조하는 것, 미국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월성에서 “Sufficiency”로 방향하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닉슨과 키신저의 대외정책의 

핵심인 데탕트는 사실상 1940 년대의 케난의 봉쇄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닉슨과 키신저는케난과 같이 소련을 봉쇄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5 대의 “Centers of power”, 즉 미국, 서유럽, 소련, 중국, 일본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적인 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dward A. Kolodziej 교수는 Interdependence 문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서5 닉슨 행정부 시기의 미국 대외정책을 분석하였다. 미국은 스스로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미국에 있어서 행동을 유도할 수 있어도 나머지 

플레이어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세계 질서는 어떤 한 

쪽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정치, 경제 네트워크가 구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다. 그다음에는 닉슨 행정부의 주요 정책인 연계 정책, 데타트,  

닉슨 독트린과 이의 애매성, 진정한 정책이 아닌 책략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5Edward A. Kolodziej, Foreign Policy & the Politics of Interdependence: The Nixon 
Presidency, Polity, Vol. 9, No. 2 (Winter, 1976), pp. 1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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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하면서북베트남, 캠보디아, 라오스를 예로 들었다. 닉슨과 키신저에있어서 

결정을 다 하고 나머지 행정부나 국회나 여론을 무시하는 것, 이의 단점과 

이끌어 온 부정적인 대응들을 설명하였다.  

 이 외에도 닉슨/키신저 Realpolitik 의 외교정책을 대표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Robert S. Litwak6, Joan Hoff7, AsafSiniver8, Fredrik Logevall9, 

Elizabeth Drew10, Melvin Small11 연구가 있다.  

닉슨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미국이 

아시에서의 미니-데탕트를 시키도록 하면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여 아시아에 

대한 개입 약화하는 것,  베트남전쟁을 끝내면서 소련과의 새로운 대립을 

피하는 것을 주로 다루고 있다.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미관계에 있어서 데탕트와 닉슨독트린의 영향,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및 

대한원조 삭감을 다루고 자주국방, 남북대화, 헌법개혁, 긴급조치, 유신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때의 한미갈등의 원인은 좀 더 

깊이 찾으려고 하면서 한미관계라는 비대칭적 동맹관계에서 빈번하게 

                                                 
6Robert S. Litwak, Detente and the Nixon Doctrine: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Pursuit 
of Stability: 1969-1976,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7Joan Hoff, Nixon Reconsidered, Basic Books, 1995 
8AsafSiniver, Nixon Kissinger and US Foreign Policy Making: The Machinery of Cri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9Fredrik Logevall and others, Nixon in The World: American Foreign Relations 1969-1977,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10Elizabeth Drew, Richard M. Nixon, Henry Holt and Company, LLC, 2007 
11 Melvin Small, The Presidency of Richard Nixon,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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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문제인 방기와 연루 문제에 있어서 분석수준 (level of analysis)의 

문제, 미국과 한국의 위협인식의 차이 문제를 분석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참고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태균 교수의 연구들은 주로 

한미 관계에 집중하면서 닉슨 행정부 시기의 한미 관계를 살펴봤는데 “우방과 

제국”12에서 닉슨 행정부가 해외 동맹국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줄이면서 ‘돈 

안 드는 현실적인 대외정책 추진’하였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배경을 다루면서 미국이 직면하고 있었던 경제적인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인 금태환 중지를 비롯한 절차를 설명한다. 그 외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한미관계에 있어서 이의 영향을 보여 주고 박정희 대통령의 반응: 핵개발을 

포함한 자주 국방 노선을 보여 준다.  

그리고 “사건으로 읽는 대한민국”13에는 40 년 전이었던 닉슨 행정부 

때의 대한정책과 이에 따른 한미관계는 현재 및 앞으로의 한국 정부가 대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 집단 안전보장 체제 

구상과 좌절” 14 에서 박태균 교수는 다른 점을 다루는데 이승만 때부터의 

일본을 대신하여 아시아에서의 미국 주요 동맹이 되거나 안 될 겨우 지역 안보 

                                                 
12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비2006  :   ,  

13박태균 『사건으로읽는대한민국』 역사비평사, 2013 ,  

14박태균, 2011 
「박정희정부시기한국주도의동아시아지역집단안전보장체제구상과좌절」『데탕트와
박정희』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서 논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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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구성을 통하여 주요 역할을 맡고 싶은 한국 의사를 분석한다. 그러면서 

닉슨 대통령이 강력한 반공주의자로서의 격력을 가짐으로 닉슨은 대통령이 

되면서 한미관계가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박정희 사정을 

설명한다. 그러나 재정적자 정상화 문제로 인하여 급해지는 주한미군 철수 

계획 및 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한 미국의 정책때문에 

악화된 한미관계를 살펴본다.  

홍석률 교수 연구는15  닉슨 행정부 시기를 살펴보면서 미국의 대외정책 

변경, 특히 닉슨 독트린을 자세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딜렘마와 이로 인한 재정적자 누적 및 무역 수지 적자 심화, 달러화 

가치 하락, 금태환 중지, 해외원조조삭감등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살펴본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이로 인한 악화된 한미 

관계와 어떻게 남북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1970 년대 

전체가 변화를 많이 가져왔는데 기회도 위기도 둘다 담는 시기였는데도 

박정희가 위기를 강조함녀서 자주국방, 남북대화 유신과 같은 대응을 다루면서 

이러한 대응이 가져온 미국 내부의 불평 및 한미관계에 있어서 심해진 갈등을 

분석한다.  

                                                 
15홍석률,  2006  「닉슨독트린과박정희유신체제」『내일을여는역사 년 2006  
겨울호 제 호( 26 )』, 내일을 여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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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욱희 교수는16 한미관계를 살펴보면서 한미 간의 위기 인식 차이와 

입장을 설명한다. 그리고 닉슨 행정부의 대한 정책에 대한 박정희의 대응을 

살펴보는데 자주 국방, 유럽과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 노력과 이의 실패, 

독창적인 방위산업 정책 추진, 핵과 전략적인 무기 개발, 유신, 남북한대화 

등과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자세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데탕트 시기의 한미 갈등: 위협 인식의 문제"17 연구에서는, 

신욱희 교수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라는 공동 목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미 간의 상황 인식 및 비전이 크게 달라지면서 갈등이 

심해졌는지 분석하고 방기와 연루 문제를 다룬다.  

마상균 교수는 "데탕트의 위험과 기회"18 연구에서 역시 한미관계를 

살펴보고 위기와 기회를 담은 데탕트를 분석하면서 박정희가 위기를 강조하고 

김대중 기회를 강조하는 입장을 분석한다. 그리고 데탕트가 일어나면서 닉슨 

대통령이 한국정부에게 한 헛 약속을 어기면서 박정희의 불안정하고 미국에 

대한 불신,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데 미국은 

분명히 한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하지 않겠다는 인식에 대한 박정희의 위기감을 

설명한다.  

                                                 
16신욱희 「데탕트와박정희의전략적대응」 『데탕트와박정희』, 2011  ,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서 논형,  
17신욱희, 2007「데탕트시기의한미갈등」『학술대회』, 명지대학교국제한국학연구소 
18마상마 박원박, 「데탕트기의불서한동맹 박정희－닉슨 카터정부시기」, 2010 : ·  
『갈등하는동맹 한미관계 년』 역사비서사: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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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슨 행정부의 대중동정책에 대한 연구는 중동에서의 미소의 강력한 

경쟁, 이스라엘 안보 문제, 아랍 이스라엘 갈등, 아랍 석유와 이를 정치적인 

무기로 이용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주로 다룬다. 미국의 

대이집트정책을 다루는 연구는 주로 이집트 미 갈등, 이집트에서 존재하게 

되면서 중동에서의 커지는 소련의 영향, 나세르는죽고나서사다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근본적으로 바뀌는 이집트의 외교정책과 사다트의 미국과 협력하고 

싶은 의사와 이에 대한 미국의 무시하는 것, 이집트 정부는 소련과 재협력 및  

욤키푸르 전쟁과 미소 갈등을 주로 다룬다.  

Alan P. Dopso 과 Steve March 의 연구도19 역시 1945 년부터의 미국 

대외정책을 살펴보면서 닉슨 행정부 시기의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경과 특징을 

분석하면서 닉슨 행정부의 제일 우선으로 한 베트남전 종전과 행정부 정책 

핵심인 데탕트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개입 약화와 데탕트, 

닉슨독트린을 선언하면서 캠보디아와 라오스에 대한 미국 개입을 통하여 

공산주의와 투쟁하는 것을 분석한다. 1971 년부터 닉슨 행정부는 Bi-polar 

아닌 Multi-polar 세계 질서로 가면서 5 대의 centers of power 를 강조한 

것을 설명한다.   

그 다음에 중동에서의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는데 베트남과 같은 더 

급한 문제로 인하여 중동 문제가 불안정하여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우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살펴보고, 아랍 석유를 포함한 중동에서의 미국의 국익 및 

                                                 
19 Alan P. Dobson and Steve March, US Foreign Policy Since 1945, Routledg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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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과의 경쟁을 설명한다. 그리고 중동에서 미국이 가장 걱정하였던 소련의 

영향력을 펴지는 것이나 공산주의적인 현지 세력이 나오는 것, 아랍 국가의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부딪치는 것을 다룬다. 그리고 1973 년의 욤키푸르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직면하게 된 어려움들을 살펴보면서 주요 미국 

동맹국과 생긴 갈등들을 분석하고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이 입은 손해 또한 

이룬 목표들을 설명한다.  

닉슨 행정부의 대중동정책에 있어서 Salim Yakub 교수의 연구는20 

특별히 도움이 되었다. 살렘 교수는 일단 이집트 미 관계 배경을 잘 살펴보고 

닉슨행정부가 오면서 나세르가 죽고 사다트는 이집트의 대통령으로 

임명되면서 이집트의 대외정책 변경과 이에 대한 미국의 행정부 내에 일어난 

갈등을 살펴본다. 한서으로는 키신저가 소련 지원을 받고 있는 이집트를 쉽게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압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하여 다른 한서으로는 

행정부는 보다 evenhanded 정책이 필요하다고, 그렇지 않으면 아랍국가에서 

반미 분위기가 늘어나면서 중동에서의 소련 힘이 커지고 아랍 석유를 포함한 

미국의 국익은 위험해진다고 주장하였다. 닉슨 대통령은 두 입장은 다 일리가 

있다고 봤었고 책략으로 시간을 벌려고 로저즈 플랜을 추진하였다. 

1972 년에 아무리 양보를 하여도 미국이 무관심밖에 못 받는 사다트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보도들을 

                                                 
20Salim Yakub, The weight of conquest: Henry Kissinger and the Arab - Israeli conflict,, Nixon 
in The World: American Foreign Relations 1969-1977,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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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었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1973 년 욤키푸르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큰 충격을 받으면서 아랍 국가들은 석유를 정치적인 무기로 

이용하면서 소련과 북한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석유 

문제때문에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일어나면서 서유럽과 일본으로붜 미국이 

많은 압력을 받았다. 그리고 이 문제로 미소 관계가 위기 사태에 들어가 데탕트 

자체도 많이 해체되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결과 및 영향을 

분석한다. 

AsafSiniver 교수의 연구는21 닉슨 행정부의 위기관리 및 결정의사를 

살펴보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분석한다. 특히, 대중동정책에 있어서 행정부 

내의 갈등, 로저즈 계획과 이의 실패, 소련과의 경쟁을 살펴본다. 그러면서 

닉슨 대통령의 지속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절대적인 지원 선언 및 워터게아트로 

인한 욤키푸르 전쟁에 개입 제한을 살펴본다. 그러며넛 이집트 내의 상황과 

미국과 손을 잡도록 사다트의 지속적인 노력과 이에 대한 미국의 무관심을 

다룬다. 특히, 사다트가 소련 전문가들을 쫓아내는 결정과 이에 

키신저의무대응, 사다트의 분노와 전쟁 결정을 설명하면서 이동안 미국이 

지속적으로 이집트 정부를 무시하면서 이집트 정부를 통제하도록 소련과의 

관계를 이용한 것을 분석한다.   

                                                 
21AsafSiniver, Nixon Kissinger and US Foreign Policy Making: The Machinery of Cri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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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 연구들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다양한 접근으로 다루면서 그 

때 당시의 상황을 잘 서술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석을 

제공한다. 그러나 제 3 세계에 대한 닉슨행정부의 핵심, 제 3 세계의 

대외정책은 닉슨 행정부의 전체적인 대외정책과의 관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하여 제 3 세계에 대한 닉슨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보여 주는 미국의 

대외정책 핵심 및 목표, 소련과의 관계, 현실주의 핵심 등을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위의 연구들이 제공하여 주는 닉슨 행정부 때 당시의 배경 및 

이해, 분석을 이용하여, 서로 배경과 상황이 많이 다른 이집트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과 정책을 비교하여 나가면서 제 3 세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하여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을 탐색하고 

분석하려고 한다.  

3. 연구의방법과 구성: 

연구의 방법: 

1. 문헌중심의 실증주의: 

본 연구는 닉슨 대통령 시기 미국의 대한정책 대이집트정책을 

비교하는 데 주로 1 차 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 비교를 한다. 

1 차 자료는 공개된 미국 외교정책 문서, 대통령 연설, 대통령 

또는 주요 인물이 실린 전기등이다. 2 차 자료도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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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  

2. 비교연구: 

닉슨/키신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연구자들의 해석과 평가는 

상당히 다르고 다양하다. 이를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평가하려면 좀 더 거시적이고 다각적이며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런 면이 있어서 비교연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비교할 한국과 이집트는  그때당시 

미국이 소련과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반도와 

중동에 속한 주변 국가들이다22. 그리고 두 국가 다  군사정권 

하의 개발도상국이었으며 두 국가가 해당 지역의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불안전한 국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두 국가 

다 미국 안보에 있어서는 중요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차이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었고 이집트는 그때 당시 비동맹국이며 

소련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두 경우는 

닉슨/키신저의 새로운  외교 정책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닉슨/키신저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이 

                                                 

22Minutes of a Washington Special Actions Group Meeting, Washington, July 2, 1969, FRUS 

Vol. 19, part 1, document no.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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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키신저의 realpolitik 에 입각한 외교정책 하에도 

칠레에서 미국이 개입을 하는 일로 이 정책은 진심이 아닌 

미국은 이익이 있는 데에는 개입하고 그렇지 않은 데에는 

개입을 안 한다는 이중펠레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 정책 

하에 한국과 이집트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고 비교하면서 

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때 미국의 이익이나 

관심이 있어서는 한국과 이집트는 어떤 면에서 어떤 식으로 

미국에게 중요했는지, 이점과 관련하여 한국과 이집트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발견하고 살펴보는 목적이 있다. 

3. 지역학적 연구: 

본 연구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살펴보면서 미국의 정치, 경제,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학적 연구이다.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4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은 닉슨 대통령이 임명되고 

나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본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의 특징, 요소들을 살펴 보고, 제 3 세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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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은, 닉슨 대통령 시기의 대한정책을 살펴볼 목적으로 한미 관계 

배경을 보고, 닉슨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서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무슨 문제가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 연루/방기 문제도 살펴본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닉슨독트린, 한국군 현대화를 살펴본다.  

제 3 장은, 닉슨 대통령 시기의 대이집트 정책을 살펴볼 목적으로, 

이집트 미 관계를 보고, 닉슨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고 무슨 일이 났는지를 살펴보면서 1973 년의 욤키푸르 전쟁 이러난 

이유, 일어나면서 이집트.미 관계 변경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4 장은, 이집트와 한국 상황을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닉슨/키신저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평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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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닉슨 행정부의  미국 외교정책  변화 

 1. 미국의 약해진 세력, 양극성에서 다극성으로: 

 닉슨 대통령은 취임한 무렵에 세계 2 차대전 후의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었다. 한 서으로는, 세계 2 차대전 이후 서유럽, 독일, 일본의 파괴된 경제는 

회복된 상태이었고, 공산주의 세계는 소련과 중국의 심해지고 있었던 갈등으로 

인하여 갈라된 상태였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중동에서 새로운 작은 

세력들이 나왔다. 그러면서 냉전하의 양극성 세계지질서가 점점 다극성 질서로 

변경되었다23. 그리고 다른 한서으로는, 미국도 역시 달라졌다. 전세계에서 

이익과 경제적인 또는 군사적인 책임이 많았던 미국이 이제 여러 문제로 

경제적, 군사적 문제 등 전체적으로 상대적인 하락을 겪고 있었다24.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유럽과 일본의 경제적인 부흥으로 인하여 달러 독점 시대가 마감25: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닉슨 행정부가 여러 절차를 취하여야만 하였다. 

1944 년부터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용해온 브레톤우즈 방식의 금태환은 

미국 이익에 안 좋다고 판단하여 금 1 온스당 35 달러 태환을 보장하는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할 수가 없어  1971 년 8 월 15 에 닉슨 대통령은 

                                                 
23Foundations of foreign policy, FRUS Vol. 1, 1969–1976, summary 
24Ibid 
25 Fredrik Logevall and others, Nixon in The World: American Foreign Relations 1969-1977,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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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환 중지를 선언하였다26. 이 선언은 “Second Nixon  shock”으로 

알려져 있다. 닉슨은 대통령이 된 무렵의 미국 경제는 위기 상태였으며 

이 때문에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된 상태라고 판단하여 금태환 중지를 

하였는데, 역시 닉슨 식으로는 일본과 같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여27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충격받았다.그러면서 해외원조 삭감 등 신경제 조치 

채택하면서 아시아 각국에 군사 주둔과 군사원조 경제적 차원에서도 

어려워졌다28. 

2- 베트남 전쟁기의 실패에서 입은 커다란 인명과 경제적인 손실로 

인한 국내 강력한 반전운동 및 혼란29: 1969 년 11 월 3 일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연설에서 취임할 때의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어려움을 가리켰는데 “전쟁은 4 년동안 지속적으로 되면서 

31,000 명의 미군이 사망하였고 남 베트남 연수 프로그램은 예정보다 

늦었고…..베트남에서 주둔한 미군 수는 540,000 명이었”으며 “베트남 

전쟁때문에 내부 분열이 심하였고 국내, 동맹국, 적국마저 베트남 

                                                 
26Ibid 
27Ibid 
28 홍석률,  2006  「닉슨독트린과박정희유신체제」『내일을여는역사 년 2006  
겨울호 제 호( 26 )』, 내일을 여는 역사   
29 Joan Hoff, Nixon Reconsidered, Basic Book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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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가지고 미국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고 하였다30.   

3- 소련의 핵군비 증강으로 인한 미국 군사적 지배력의 약화에 대한 

걱정: 미소 간의 제 3 세계의 영향력을 둘러싼 경쟁 격화하는 

상황31이었는데 그 상황속에서 소련은 쿠바미사일 위기 이후 핵무기 

경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어32 1960 년대 후반에 핵전략에서 미국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데 성공으로 인한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지배력의  약화.  

4- 정부지출 증가 문제: 닉슨 대통령은 취임한 무렵에 베트남전에 대한 

비판, 경제 위기, 사회복지 예산 강조 등 미국 예산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 방어 예산이나 외교 정책에 대한 지출할 여유가 없었다33.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서 정부지출은 삭감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였다. 방어에 들어간 기금은 1968 년에 8.7%였는데 

1972 년에 6.78%로 줄어들긴 하였지만 회계 연도 1975 년와 회계 

연도 1976 년 방어비는 미국 국회의 역사에서 가장 컸으며 

제 2 대전보다 더 컸다34. 

                                                 
30Nixon’s Address to the Nation on the War in Vietnam, November 3, 1969, P-691101 - 
11/3/1969 - Nixon Library 
31Fredrik Logevall and others, Nixon in The World: American Foreign Relations 1969-1977,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32Foundations of foreign policy, FRUS Vol. 1, 1969–1976, summary 
33Ibid 
34 Edward A. Kolodziej, Foreign Policy & the Politics of Interdependence: The Nixon 
Presidency, Polity, Vol. 9, No. 2 (Winter, 1976), pp. 1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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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과 키신저의 생각에는 이러한 딜렘마를 해결하고 세계에서의 

위치를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외교정책의 전환이라고 봤다. 

즉, 해외의 동맹국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자제하면서 돈 안 드는 현실적인 

대외정책은 필요하였다35.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대하여 말하기를, 국내 

운영은 정부가 있어서 대통령 없이도 되는데 외교정책은 그렇지 않음으로 

대통령의 임무는 외교정책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 생각으로 현실주의자인 

키신저를 국무장관으로 선택하여 둘이 외교정책을 강조하면서 현실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외교정책을 만들었다.  

키신저는힘의 균형 (Power balance)을 강조하면서 세계질서의 힘은 

더 이상 양극적으로, 즉 미국과 소련만 나오면서 제로섬 게임 정책은 안 되고, 

이제 이미 성장한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였다36.  

현실주의의 핵심은 외교정책의 기반이 감정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국익이라는 것이었다. 국익의 기준은 국가의 안보와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힘으로 경정되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냉전 속에서의 체제에 따른 미.소 관계를 

재고려야하였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치인으로 일하면서 강한 반공주의자인 

닉슨은 이제 데탕트, 중국의 ‘역사적인 방문’을 하면서 세계의 긴장완화를 

                                                 
35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2006  :   창비,  
3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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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닉슨은 공산주의와 투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당시 미국의 상황과 소련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전의 

미소관계를 재고려하여 여러 정책을 만들면서 데탕트를 통해서 소련과 중국의 

세력을 최대한 봉쇄하고37 미국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당분간 시간을 벌 수 

있는 공산주의와 갈등의 방식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데탕트만 가지고 개입 

약화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후술하겠듯이 데탕트와 동시에 여러 정책을 

적용하였어야만 하였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정책은 삼각외교, 연계정책, 닉슨 

독트린이었다. 이 모든 정책들은 닉슨이 대통력이 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미.소 갈등과 관계에 대한 인식에 입각한 것이었다38. 이러한 인식과 계획은 

닉슨이 60 년대후반 Foreign Affairs 지에서 쓴 글이나, 정치인으로서 여러 

군대에서 연설할 때에 볼 수 있다.  

  첫째로 데탕트 (Détente)를 살펴본다.  데탕트는 닉슨 행정부 시기의 

핵심이었던 정책임으로 냉전 체제의 양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가면서 세계적인 

긴장완화를 뜻하였다. 닉슨은 1967 년에 한 연설에서도 잘 보이지만 데텅트에 

대한 생각은 대통령이 되기전부터 하고 있었다. 닉슨 대통령은 1967 년 7 월 

29 일 산프란시스코에서 한 연설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0 년전에 

미국은 원자 폭탄을 독점하였고 우리 (미국)의 군사적인 우세는 확실하였다. 

                                                 
37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Postwar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revised 2005. 
38Foundations of foreign policy, FRUS Vol. 1 1969–1976,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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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우월성은 확실하였다. 오늘날에는 메가톤 요량에 

있어서 소련이 우리 (미국)보다 우수하게 되었고 1970 년이 되면 미사일 

동등함 (Missile Parity)도 실시할 예정이다. 1970 년이 되면 중국도 상당한 핵 

세력을 가질 것이다39.” 라고 하면서 군사적인 파워에 있어서 소련과 중국의 

상대적으로 좋아지면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보였고 동시에 미국의 상대적인 세력 하락과 함께 세계적인 미국의 

이미지나 미국에 대한 존중이 떨어지고 있다고 봤다. 닉슨 대통령 소련의 

미사일 동등함 문제와 중국의 핵무기 발전에 대한 걱정은 1967 년에 Foreign 

Affairs 지에서 실린 기사에도 나타난다40.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세계대전이나 새로운 베트남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 에서 소련을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였다. 데탕트를 통해서 

소련과 간계를 개선하면서 소련도 국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봉쇄 41 가 

필요하다고 설득시키면서 긴장 완화를 통하여 미국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경제나 세력을 키우고 소련을 부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봉쇄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둘째는 삼각 외교 (Triangular Diplomacy)인데, 삼각외교는 미.소.중 간의 

                                                 
39Address by Richard M. Nixon to the Bohemian Club, San Francisco, July 29, 1967, FRUS Vol. 
1, document no.2 
40Article by Richard M. Nixon, October, 1967, FRUS Vol. 1, document no.3 
41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Postwar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revise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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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권력 분립 이론의 삼각 외교 정의에 따르면, 삼각 

외교란 “한 국가와의 관계를 외교적 영향력으로 이용하여 다른 국가로부터 

양보(Concessions)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다42. 즉, 미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깊어지기만 하는 소.중 간의 갈등 및 중국의 강국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을 

기회로 삼아 중국과의 미국 관계를 개선하 여 이 것을 모스크바로부터 양보를 

받을 수 있는  무기로 이용하였다. 1970 년 12 월에 타임지에서 실린 

인터뷰에서 키신저가 다음과 같이 말아였다. “중소 경계선에 있어서 소련은 

남서쪽이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미국과 합의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중국에게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나중에 1971 년 7 월에 닉슨 대통령 중국 

방문 선언 직후에 키신저는 소련 대사 도브레닌을 만났을 땐, 도브레닌은 

“완전히 자신이 없었다”며 제안된 미국과의 회담에 대한 크렘린의 갑작스로운 

관심을 전달하였가 하면서 중국 카드가 성공적이었으며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43.  

 중국과의 정상화는 소련과에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과의 정상화는 다른 면에서도 중요하였다. 중국의 커다란 

인구, 땅, 자원을 계속 고립시킬 수는 없었다. 고립시키면 오히려 더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42Foundations of foreign policy, FRUS Vol. 1 1969–1976, summary 
43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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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연계정책 (Linkage Policy)이다. 닉슨과 키신저는 한 지역에 대한 

발달은 다른 지역에서 생기는 발달에 의존하다고 보았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닉슨 대통령은 “주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서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44. 

이 문제도 역시 닉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중요하게 생객을 하였다. 1967 년 

발표한 연설에서 45 , 닉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들은 (소련) 평화와 

데탕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동시에, 소련 지도자들은 나세르와 그의 

친구들을 무장시키는 데 40 억 달러를 주었다. 아랍 지도자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격려하였다. 그 들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외교 수단을 방지하였다. 

그들은 휴전을 받아들였는데, 선택이 아닌 아랍 친구들의 이상의 손실을 

피하여 자기 이익을 이룰 수 있는 꼭 필요가 될 때 받아들였다” 며 “소련이 

기진맥진한 아랍 군대들을 세울 수 있도록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봤다.  

 즉,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의  비전에는 데텅트, 전략무기 제한, 베트남 

전 끝내기, 중동에 대한 합의같은 미국의 주요 목적들을 이루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모든 문제들을 서로 연결하면서 한 지역에 대한 소련과의 

협의는 다른 지역들 문제의 발달을 연결하는 그런 정책이었다. 그러나 연계 

정책은 그리 효과가 좋은 정책이 아니었다. 예를 들자면 닉슨 대통령이 

                                                 
44Ibid 
45Address by Richard M. Nixon to the Bohemian Club, San Francisco, July 29, 1967, FRUS 
Vol. 1, document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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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정상 회담 2 달 전인 1972 년 3 월에 소련은 

북 베트남의 대공세를 지원하면서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는 소련이 북 베트남을 

막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취소할 것이라고 협박한 사건이 있었다46.  

넷째로 닉슨 독트린 (Nixon Doctrine)을 살펴본다.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는 

이용한 외교정책 중에 가장 유명하고 아시아를 비롯하여 제 3 세계에 직접적 

영향이 많았던 정책은 닉슨독트린이다.  

 닉슨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닉슨 독트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것은 1968 년에 한 정견 발표에도 나오는데 그 때 닉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47. "비 공산 세계에서는 미국이 가장 보유한 국가이며 가장 강한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미국) 인구는 2 억 명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비 공산 세계는 20 억 명이나 

된다. 미국은 이제 새로운 외교 정책을 세울 때가 왔다. 앞으로의 공격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 정책을 세울 때가 왔다. 

이를 통해 한 동맹국의 위협되었을 때, 우리는 이 동맹국을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무기로 도와 주지마는, 이 동맹국의 전쟁에서 이 동맹국을 대신하여 

싸우지 않고 국가가 자기 전쟁을 직접 책임해서 싸우는 걸로 해야 한다. 이 

것은 바로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했다. 이 연설에는 

                                                 
46Foundations of foreign policy, FRUS Vol. 1 1969–1976, summary 

47Editorial Note, FRUS Vol. 1, document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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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독트린의 원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 닉슨 독트린은 (괌 독트린으로도 

불린다) 닉슨 대통령이 1969 년 7 월 25 일 괌에서빌표한 외교정책이다. 동년 

11 월 3 일에는 베트남 전쟁과 관련하여 한 연설에는 닉슨 독트린의 내용을 

정리해서 다듬과 같이 발표하였다. “한국에서 그리고 베트남에서 각 국가가 

공산주의 공격 속에서 국가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게 미국은 대부분의 돈, 

대부분의 무기, 그리고 대부분의 군인들은 미국이 제공하여 각 국가를 도와 

줬다…….그래서 나는 괌에서 앞으로의 미국 대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원리를 세웠다.  

첫째: 미국은 우방 및 동맹국들에 대한 조약상의 의무는 지킨다. 

둘째: 동맹국이나 기타 미국 및 기타 전체의 안보에 절대 필요한 국가의 안정에 

대한 핵보유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이핵우산을 제공한다. 

셋째:  핵공격 이외의 공격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그 1 차적 방위 책임을 져야 

하고 미국은 군사 및 경제원조만 제공한다.48” 

위 내용에 보여 있듯이, 닉슨 독트린은 다극화한 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의 능력이 감소되어 가는 상황에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해외 과도한 개입을 

줄이려고 한 정책이였다. 닉슨독트린은 정치적인 정책보다는 교섭의 도구로 

                                                 
48Nixon’s Address to the Nation on the War in Vietnam, November 3, 1969, P-691101 - 
11/3/1969 - Nixon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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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쓰였다 49 . 말로는 미국이 개입 약화를 하는 것이었지만 역시 닉슨 

독트린을 통하여 미국은 선택적인 개입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캠보디아, 라오스, 칠레 경우를 보면 이는 더 

분명해진다. 닉슨 독트린은 태국, 말레이시아, 타이완을 포함하여 미국의 

동남아 동맹국들은 미국이 “과도한 개입”상태에서 “개입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갈 것 같아서 많이 “무서워했다” 50 . 동북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안 

그래도 푸에블로호 사건 시기부터 미국에 대한 불안심을 느꼈으며 이제 베트남 

전쟁을 끝내면서 닉슨 독트린 발표를 인하여 걱정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닉슨 독트린 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한국 

정부는 많이 걱정하였다. 심지어, 공개적으로 그런 선언을 못 하였지만 

일본까지 미국이 오끼나와를 반환하면서 미국의 군사적인 존재가 줄어들어 

미국으로부터 받는 보호와 관련하여 덜 안심하였다51.   

  

                                                 
49 Edward A. Kolodziej, Foreign Policy & the Politics of Interdependence: The Nixon 
Presidency, Polity, Vol. 9, No. 2 (Winter, 1976), pp. 121-157  

50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undated, FRUS Vol. 1, document no.39 
51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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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3 세계/개발도상국  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  

 닉슨  행정부 때 제 3 세계는 큰 중요성을 가졌다. 그 중요성은 

제 3 세계 자체가 아니라 초강대국 관계가 바뀌어 가는 세계 질서에서의 

제 3 세계에 대한 각 강대국의 영향력 및 책임때문이었다. 실은 미소 갈등에 

있어서 제 3 세계의 중요성은 1950 년대 한국 전쟁 시기부터 시작하였다. 

닉슨에게 보낸 보도에는 키신저가 한국 전쟁 시기에는 미소 경제가 아시아에서 

펼치면서 간접적이고 조용하고 중동, 아프리카 와 카리브해 지역을 도달하면서 

제 3 세계가 미소 경쟁 속에 들어가서 경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였다52. 이 

전에는 제국주의 시기에서 해방 및 경제 위기 문제, 근대화 등등에 관심이 

있어서 냉전이나 미소 경쟁과 관련 없는 제 3 세계의 국가들은 1950 년대 

후반부터 냉전에 있어서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여 1960 년대에 

들어가 미소 경쟁이 심해지면서 제 3 세계에 대한 경제적 및 군사적 원조를 

통하여 제 3 세계 동맹을 만들었다53.  

닉슨 행정부 현실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외교정책은 닉슨 독트린 및 

제국주의 시대에서의 다극성 필요, 제 3 세계/개발도상국들은 해방된 상태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책임을 치고 행동할 수 있는 시대라고 강조하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을 세웠다.  

                                                 
52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October 20, 1969, FRUS Vol. 1, document no. 41 
53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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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외 원조 측면에서 보면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원조계획에 

대하여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1967 년에 발표한 연설에서 잘 

들어난다. 닉슨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은 대외원조계획은 우리 

친구를 포상하고 우리 적들을 막을 데에만 써야 한다. 최근의 중동의 위기 전에 

통일 아랍 공화국 (이집트와 시리아 통일국), 알제리, 기니같은 나라들의 

지도자들은 세계적인 포럼에서 미국을 비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런 나라들을 지속적으로 대외원조계획에 

포함하였는데, 이 사실 자체는 우리 친구들을 단념하고, 중립적인 국가들을 

당황하게 하였고, 우리 적들로부터 경멸을 가지는 효과를 낳았다” 며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은 정답이 아니54”라고 강조하였다.  

즉, 위에 나타나듯 미국의 대외원조계획에 있어서 닉슨은 원조금을 

무조건 주는 것이나, 늘리는 것에 대하여 많이 비판적이었다. 미국을 존중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게 똑같이 원조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봤고, 이의 효과가 크게 안 좋았다고 봤다. 쉽게 말하자면, 미국을 심하게 

비난하고 미국의 뜻을 잘 따르지 않은 국가도 원조금을 받을 수는 있으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을 존중하는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닉슨의 비전은, 

대외원조 계획은 더 많은 조건에 달아서 이에 따라 작용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제 3 장에서도 자세하게 

                                                 
54Address by Richard M. Nixon to the Bohemian Club, San Francisco, July 29, 1967, FRUS Vol. 
1, document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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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대이집트 정책 및 1973 년 전쟁이 

일어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전체적으로 닉슨은 대외원조계획은 문제점이 많은 계획으로 봤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것은 “대외 원조 프로그램은 전체적인 

점검은 필요하다”는 말에도 나타는데 닉슨의 생각에는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이 해결법이 아니”라고 봤다 55 . 같은 연설에서 닉슨은 남미 케이스를 

말하였는데, 남미는 이 전의 6 년동안 대외 원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90 억 

달러를 받았는데도 성장률이 이 전보다 낮았다고 하면서 무조건 원조를 주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런데도 닉슨은 대외원조가 그래도 꼭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대외원조계혹 없으면 미국이 신고립주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닉슨 대통령의 대외 원조 중요성 강조는 

1969 년 5 월 28 일 국회에 보낸 특별 교서에도 잘 들어난다56.  닉슨 대통령의 

특별 교서에는 미국 대외 원조 프로그램은 “평화와 공평성의 세계 질서 -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 국가 목표를 표현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소련은 이집트를 비롯하여 소련 동맹국에게 주는 

커다란 대외 원조를 가리켰다.  

 다른 한서으로는, 닉슨은 대외원조 대상은 국영사업보다는 

                                                 
55 Ibid 
56 Special Message From President Nixon to the Congress, Washington, May 28, 1969, FRUS 
Vol. 1, document no.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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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이어야 한다고 봤다. 닉슨에 따르면 그 것은 “미국식의 아이디어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잘 되고, 다른 하나는 효과 없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렇다고 한 국가는 2/3 의 세계 인구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는 없다”면서 대외원조는 “사업을 통해서의 투자 촉진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대외 원조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지 않으면 

고립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우리는 고립되고 개발도상국들은 알아서 

스스로 변경하게 하면 이들은 세계적인 안정에 꼭 필수적인 가치들에서 옮길 

것을 목격할 것”이며 “대외 원조는 평화와 공평성에 입각한 세계 질서를 

만드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다. 즉, 닉슨은 대외 원를 평화와 

안정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것은 1970 년 4 월 21 일에 닉슨 

대통령이 작성한 또 다른 특별 교서에는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문서에는 

닉슨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대외 원조의 중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57. 

"첫째로, 우리의 친구와 동맹국들의 방어 능력 및 경제를 강화시키는 데 도와 

줘야 한다. 그래야 이들은 자국 일을 직접 책임하고 우리의 해외 책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세계적인 평화 질서를 세울 수 있다. 이것은 닉슨 

독트린의 미래이다.  

둘째: 저소득 국가들은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도와 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평화적인 세계 질서를 이룰 수 있다....이 

                                                 
57 Special Message by President Nixon to the Congress, Washington, April 21, 1971, FRUS Vol. 
1, document no.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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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에 사는 사람들은 혁명 대신에 평화적인 발전 과정에서 먹을 것, 주거지, 

교육, 취직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즉, 닉슨 대통량은 해외 미국의 직접 

개입을 줄이면서 닉슨독트린을 촉진하려면 미국에 의지하는 동맹국들은 그 

책임을 질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이의 방법은 대외원조를 주는 것이며, 다른 

한 서으로는 저소득 국가들을 도와 주지 않으면은 이 들은 방법이 없어 

혁명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대외 원조와 평화 질서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연설에서 닉슨은 “미국식의 민주주의는 아시아나 

아프리카같은 문화적인 배경이 너무나 다른 국가에 꼭 맞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닉슨의 비전에서는 다른 국가들은 꼭 미국식의 민주주의가 

모든 곳에서 절대적으로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 아님으로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보다 어떤 국가의 정치 체제가 무엇이든 더 자유롭고 국민이 정치에 

참가하는 현상이 더 높은 것만 강조하면 된다고 봤다58.  

한서으로는 미국식의 정치적인 체제가 다른 나라에서 꼭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다른 한서으로는 미국 식의 경제 신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두번째로지방분권주의 (Regionalism)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징역방어조약을 

                                                 
58Address by Richard M. Nixon to the Bohemian Club, San Francisco, July 29, 1967, FRUS Vol. 
1, document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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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각 지역마다에서의 지방분권주의적인 협력이 바람직한 것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것으로 봤다. 제 3 세계 대외정책에 있어서 

지역마다  집단방위조약을 만드는 것이 제일 좋다고 판단하였지만, 이 것이 

어려울 경우 전반적으로 지방분권주의적인 협력을 지지하는 것은 목표로 

하였다59. 이 것으로 미국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중요하였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미국의 우선순위의 어떤 방식으로라도 소련과 전쟁을 

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 3 세계에 있어서 두 세력의 경쟁 및 문제가 

많았었고, 각 세력이 자기의 동맹국을 지원하려고 어느 정도 군사적인 개입이 

있었다.  

그러나 미.소의 군사가 직접 개입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일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제 3 세계에서 군사적인 

존재를 완전히 뺄 수가 없어도 최대한 줄이여야만 하였다. 집단방위조약을 

통하여 각 지역의 방어 부담은 이 조약에 있게 되면서 각 지역이 자기 방어를 

부담하면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부담은 줄고, 

소련군과 부딪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통하여 제 3 세계에서 보다 더 명시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각 지역에서의 안보나 안전은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أمين ھويدي، الفرص الضائعة، شركة المطبوعات للتوزيع والنشر، 59١٩٩٢
아민후에이디 정보국장 잃어잃린기회 샤레샤 알 마트부마(  ( ) , ,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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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군사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60.  

 그리고 미국은 데탕트를 선언하면서 제 3 세계의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데탕트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후술하겠듯이 닉슨 행정부는 초강대국은 

데탕트를 통하여 긴장 완화를 할 수 있으면 제 3 세계도 자동적으로 

긴장완화를 적용할 것이라고 봤다.  

본 연구에서 보이겠듯이, 닉슨 행정부는 제 3 세계를 봤을 때 이 자체의 

경제적인 중요성이나 군사적인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았었고 오히려 초강대국 

사이의 관계 및 이에 입각한 세계 질서의 맥락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봤다.  

 

 

  

                                                 

60Robert S. Litwak, Detente and the Nixon Doctrine: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Pursuit 

of Stability: 1969-1976,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34 

III. 닉슨 행정부 시기의 미국의 대한정책 

 1. 미국의 대한정책 내용과 목표 

1969 년~1972 년의 기간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였다. 그 때 미국에 대한 북한 적대행위가 61  생기면서 미국이 여러 

딜렘마를 겪었고 한미 갈등이 생겼다. 한국은 "경제성장, 병력, 정치적 

효율성을 꾸준히 유지 62 "하여 미국이 개발도상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미국에게는 중요하여서 한국과의 관계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원하였지만 동시에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책임을 

줄이려고 하여 주한미군 20 만명 강축, 박정희 독재적인 태도 등 때문에 

한국과의 갈등이 많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딜렘마가 컸다63. 

미국 대외정책문 서를 보면 미국은 한미관계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미국의 새로운 대아시아 정책이라고 판단하여" 미국에서의  

신고립주의적인 감정은 아시아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장기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을 일으켰다. EC-121 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앞으로 북한이 적대행위를 실시할 경우 미국이 이에 대하여 

                                                 
61 년 월에 북한은1969  4   EC- 미국의정미기를격추한사건이있었다121 . 
62 Draft Study Prepared by the Interagency Korean Task Force, Washington, undated, FRUS 
Vol. 19, part 1, document no. 27 
6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pre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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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대응할지에 대하여 한국인들의 의심을 일으켰다 64 ." 즉, 미국은 

한국에서의 미국에 대한 불안을 잘 알고 있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의 책임을 줄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전의 푸에블로호 사건이나 그때 

생긴 EC-121 정미기 격추 사건같은 북한의 적대행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한국이 기대한 것과 달리 충분히 강하거나 한국을 고려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고 미국은 한국을 제외하면서 일방적으로 북한과 합의하는 식으로 하였는데 

그 것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불안정을 더 크게 만들었다. 

1969 년 5 월~6 월에 한국 상황 및 한국에서의 미국의 이익, 목표, 

정책을 다루는 스터디에는 미국이익에 있어서 한국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나왔다. 

“- 대한민국은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외부 공격이 있을 시 미국은 한국을 방어할 책임이 

있다. 

- 한국에 대한 우리(미국)의 책임에 따른 미국의 행위는 유엔 및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책임에 반영한다. 

- 한국은 미국이 개발도상국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미국)의 

                                                 
64Draft Study Prepared by the Interagency Korean Task Force, Washington, undated, FRUS Vol. 
19, part 1, document no.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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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이다.65” 

 위에 보이듯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에 있어서 한국은 

중요하였다. 한서으로는 동북아 안보 있어서 한국이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서으로는 한국의 경제/정치적인 성공 자체가 미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도와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였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국가들에게 발전하고 강해지는 방법은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줬다. 소련과 강력하게 경쟁하는 미국에게는 이 

것은 아주 중요하였다. 

같은 문서에서 나온 "한국에서의 미국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남북 대규모 적대행위를 막는 것; (2) 한국에서의 미국 이익과 관련하여 

초강대국과의 타협 유지; (3) 한국이 적대행위를 당하지 않게 함; (4) 한국이 

스스로를 방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킴; (5)한국의 경제 성장 및 정치적 

안정을 촉진함; (6) 일본은 한국의 안전 및 반영 과정에 더 크게 공을 세우도록 

격려함”.  

한국에서의 미국의 목표 문서를 보면 닉슨 행정부가 주로 강조하는 

주제들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첫째로 하는 목표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곧 강대국 사이의 

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책임을 주리려고 하는 미국에게는 일어나서는 

                                                 
65 Draft Study Prepared by the Ad Hoc Inter-Departmental Working Group for Korea, 
Washington, May 2–June 11, 1969, FRUS Vol. 19, part 1, document no.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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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일이었다. 특히, 미국이 1950 년대 한국 전쟁의 경험도 있고 베트남 

전쟁 경험도 있어서 전쟁을 꼭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후술하겠듯이 전쟁을 

막는 데 현지 세력인 박정희나 김일성에 의존하지 않고 데탕트를 통하여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소/중국에 의존하였다.   

다른 한서으로는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종결하고 아시아 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시아 데탕트 분위기를 강화하여야만 하였는데 

푸에블로호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한반도는 어떡해든조용시켜야 되었다66.   

둘째로 나온 목표가 “한국에서의 미국 이익과 관련하여 초강대국과의 

타협 유지”인데, 지역마다에서의 미국의 이익이나 그 지역의 상황을 통제하는 

데 데탕트에 의존하여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닉슨 대통령은 박정희와 

의논하거나 말을 할 때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표현하였지만, 사실상 한반도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보다는 

소련/중국에 의존하였다. 닉슨 대통령은 데탕트와 닉슨독트린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도, 박정희에게 지키지 못 할 약속을 한 것도 이때문이었다. 미국은 

한국에서 철수하면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것을 데탕트에 넘겨서 

소련과 중국은 미국과의 새로운 데탕트를 협박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분명히 

북한을 막을 것이라고 봤다는 것이다. 

다른 한서으로는 미국은 강대국과 데탕트를 하였으니까 소국들도 

                                                 
66 홍석률,  2006  「닉슨독트린과박정희유신체제」『내일을여는역사 년 2006  
겨울호 제 호( 26 )』, 내일을 여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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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데탕트를 할 것이라고 봤다. 강대국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고, 반공주의 

극대성이 줄어들면서 데탕트가 시작하면 남북한도 어느 정도 데탕트를 하게 

되어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후술하겠듯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하여 소국들의 역할이나 세력을 무시하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셋째는 “한국이 적대행위를 당하지 않게”하는 것인데, 미국이 한국을 

지키면서 지역이 안정할 수도 있고 미소 걍쟁에 있어서 미국은 동맹국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다룰 때 안전 문제를 강조하면서 

미군이 철수를 한다면 북한의 위험이 있어서 전쟁 일어날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미국도 한국 정부가 안전 문제에 대한 걱정 강조는 부분적으로 더 많은 원조를 

받아드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하였지만 안전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국의 

판단이 너무나 달랐다67. 한국과 달리 미국은 주한미군 2 만 명을 철수를 하는 

것은 한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도 좋아지고 있었으며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안정하였다. 그리고 

군사세력면에서도 한국이 세계에서 4 번째로 큰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이 

공격을 하여도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68.  

넷째로 나온 것은 “한국이 스스로를 방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67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Washington, December 2, 1970,  FRUS Vol. 19, part 1, 
document no. 80 
68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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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 역시 닉슨독트린을 통하여 선언하였듯이 닉슨 대통령은 한국에서의 

주한미군을 줄이면서 방어 책임은 한국에게 더 넘겨 미국이 이 개입을 

약화하려 하였다. 특히, 한국은 미군이 많이 주둔하는 지역 중에 하나였으며, 

지원도 많이 받는 대상이라 미국에게는 부담이 많은 지역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캐네디 시기부터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존슨 시기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베트남전에 전투 부대를 

보내서  참전을 하였고, 이때문에 주한미군 감군 계획은 보류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도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철수를 더 이상 보류할 이유가 

없어졌다.  

닉슨과 키신저는 한국과 관련된 목표들을 이루는데 타협할 여유가 

없었다고 봤다. 미국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주한미군을 철수를 비롯하여 여러 

정책이  중요하였는데 현지 세력인 박정희의 타협이나 반대를 받아들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닉슨 대통령은 한국과 사전의 타협없이 데탕트 및 중국과의 

화해, 닉슨독트린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박정희는 이에 크게 충격을 

받았었고 불안정해졌다69. 소련/중국과의 화해는 미국과의 공통 적과 화해하는 

것인데, 앞으로의 반공주의에 입각한 한미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애매해졌다. 방어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다.  

                                                 
69마상마 박원박, , 2009 「데탕트기의한미갈등」『역사비평사』,역사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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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에게 자기가 걱정하는 사항들을 

전달하였고, 닉슨 대통령이 샌프렌시스코 회담을 통하여 박정희 걱정을 

갈아앉히면서 “우리 (미국)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꼭 지키겠다”며 

“아시다시피 여기(미국)에서 여론은 해외 미군을 전체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김일성을 경고하기 위하여 

이런 의지를 공표하겠다70”고 하여 주한미군이 유지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다. 

닉슨의 주한미군 유지 약속이 단지 한국 정부의 아전인수 격의 해석은 

아니었음이 확인된다71. 박정희가 이러한 약속을 듣고 당분간 철수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였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은 이 약속을 할 때 진심이 아닌 당분간 문제나 

갈등을 피하려고 한 것이었다. 얼마 되지않아, 1969 년 11 월 24 일에 닉슨 

대통령은 키신저에게 주한미군이 반으로 감축할 때가 왔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며 연말까지 감축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달라 

한국정부와 큰 갈등을 일으켰다. 닉슨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2 만명을 

철수하기로 하고, 대신에 한국에 대한 미국 경제.군사 원조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국회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당분간 2 만 

명외에 주한미군 감축 계회는 없지만 베트남에 존재한 한국 전투부대가 

                                                 
70 Memorandum of Conversation, San Francisco, California, August 21, 1969,  FRUS Vol. 19, 
part 1, document no. 35 
71Memorandum From President Nixon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Washington, November 24, 1969,  FRUS Vol. 19, part 1, document no.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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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돌아가면 주한미군 추가 감축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박정희에게 전달하였다72. 이전에도 김동주 주미한국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보고하였는데도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보도를 무시하여 2 만명이 감축되겠다는 닉슨 대통령의 결정을 들을 때 “심한 

충격”을  받았다73. 1970 년 5 월 26 일에 닉슨 대통령이 박정희에게 쓴 

서지에는 닉슨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책임은 미국의 꼭 

지키겠다며 당분간 주한미군 추가 감축 계회는 없다고 하면서 경제.군사 

원조를 증가시키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74. 이에 5 월 

29 일에 박정희 대통령은 주한미대사 포터를 만나서 닉슨 대통령의 서지 

내용은 이전에 한 말과 똑같고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하면서 미국이 한국군을 

현대화시키겠다고 하지만 미국이 어떤 현대화 프로그램 계획을 자세하게 

알아야 하며 그 전에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하여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75 . 이에 포터 대사는 닉슨 대통령이  박정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있어서 한국군 현대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 

국회와 한국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지지해 주는 것이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박정희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박정희는 주한미군 

                                                 
72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48,Washington, March 20, 1970,  FRUS Vol. 19, 
part 1, document no. 56 
73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Washington, April 23, 1970,  
FRUS Vol. 19, part 1, document no. 57 
74Letter From President Nixon to Korean President Park, Washington, May 26, 1970,  FRUS 
Vol. 19, part 1, document no. 58 
75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oul, May 29, 1970,  
FRUS Vol. 19, part 1, document no.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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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시 자기 자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포터 

대사는 미국은 미군 이동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에게만 있는 것이며 한국같은 

동맹국이라고 하여도  다른 국가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76.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하였다. 1970 년 7 월 22-23 일 

호놀루루에서 열린 한미 국방부장관 회담에서 한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을 받아들이지 못 하겠다는 주장에 미국방 장관은 미국이 17 년동안 

주한미군 우지해 왔으며 그동안 한국에 준 원조는 80 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였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주둔 중국군이나 소련군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한미군 일부를 감축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현실적이며 미국에게 감축하기 전에 현대화 

계획을 자세하게 알려 달라는 것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였다77.    

주한미군 감축때문에 한미 갈등이 계속 일어나면서 한미 상호 불신이 

커졌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포터 주한미대사와의 회의에 78 는 미국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였다. 박정희는 1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닉슨 대통령이  

자기 자신에게 주한미군 감축 예정이 없으며 닉슨 독트린에 있어서 한국이 

예외될 것을 확실히 말하였는데도 1 년도 안 돼 감축 계획이 일어났다고 

하였다. 그 것때문에 박정희가 미국 약속을 도저히 못 미겠다고 하면서 
                                                 
76Ibid 
77Telegram From the Commander in Chief, Pacific (McCain) to the Department of State, 
Honolulu, July 23, 1970, FRUS Vol. 19, part 1, document no. 67 
78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oul, August 4, 1970,  
FRUS Vol. 19, part 1, document no.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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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방위 조약도 못 믿겠다고 하였다.  

다섯째: “한국의 경제 성장 및 정치적 안정을 촉진함”에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개입 약화와 “한국화”를 실제적으로 실행하려면 한국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 것은 원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1 장에 봤듯이 닉슨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을 고려하였을 때 원조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안정을 지키고 각 국가가 스스로 일을 직접 맡는 데에 도움이 되면서 미국은 

개입 약화할 수 있게 도와 준다고 봤다. 한국 경우에는 이미 미국의 군사.경제 

원조를 받고 있는 상태라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한국군 현대화 및 군사 

원조 증가로 보상하려고 하였다. 1970 년 1 월 29 일 미국 국무부가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보낸 전문에서 미국방부 장관과 주미한국 대사의 대화를 

전달하는 데, 미국방부 장관은 주미한국 대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1)주한미군의 감축을 요구하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2)주한미군을 감축하게 되면 그 전에 한국군대 현대화를 해야 한다. 따라서 

라이어드 미국방부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 군사원조 증가 중요성을 강조한다. 

(3)몇몇 국가에서의 주둔미군을 감축할 수 있도록 이 국가들이 받는 미국 

군사원조를 증가시키는 것은 닉슨 독트린의 한 부분이다.” 닉슨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을 선언하기 전부터 한국에 대한 미국 경제.군사 원조를 

증가시키려고 계속 노력하였다.  

여섯째로 나온 “일본은 한국의 안전 및 반영 과정에 더 크게 공을 

세우도록 격려함”에 볼 수 있듯이 미국은 개입 약화를 하면서 각 지역마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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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적인 협력’을 강조하여 한국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주요 

동맹 역할을 하는 일본이 한국의 안전과 경제 성장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 주도록 격려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서의 개입이 약화되면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그 때 당시 이미 한일 간의 

경제.군사.정치적 협력이 되기 시작하였는데 앞으로 한일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79. 

 

2. 한국 정부의 대응: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 시기부터 아시아에서 큰 역할을 맡고 싶어하여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전략적인 역할을 맡으려고 하였고, 안 되면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주요 경제적인 역할을 한다면, 한국은 주요 군사적인 역할을 

맡고 싶어하였다80.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미국과 군사 동맹관계를 

강화시키려고 미국이 군사적인 개입이 필요하였던 레바논, 인도네이시아, 

베트남으로 한국 전투부대를 파병할 수도 있다고 제안을 하였지만 미국은 이 

제안을 거절하였다81.  

                                                 
79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Washington, December 2, 1970,  FRUS Vol. 19, part 1, 
document no. 80 
80박태균, 2011 
「박정희정부시기한국주도의동아시아지역집단안전보장체제구상과좌절」『데탕트와
박정희』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서 논형, ,  
81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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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전투부대의 베트남파병으로 

한미관계에 있어서 큰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한미 동맹관계는 물론, 

경제.군사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주한미군 강축을 지연시킬 수가 있었다. 

닉슨 대통령은 강력한 반공주의자인걸로 알려져 있어서 박정희는 닉슨이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봤고 닉슨 시기는 한미 관계가 크게 

좋아질 시기로 봤다. 그러나 위에 살펴봤듯이 그런 희망은 크게 실망될 수밖에 

없었다. 닉슨은 강령한 반공주의자였지만, 그 때 당시의 상황이나 미국의 내부 

상황 및 이익에 따른 데탕트를 비롯한 정책때문에 한미관계가 악화되었고, 

한국에게 더 큰 역할을 주기는 커녕 미국은 일본의 역할을 더 크게 만들었다.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정책은 일본을 “아시아 지역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책임을 줄이려고 하였기 때문에82 

한국 정부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닉슨 대통령은 적용한 정책에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불신과  방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정리하자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데탕트를 하면서 미국은 소련.중국과의 관계만 집중하고 한국에 

                                                 
82 Paper Prepared i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Washington, undated , FRUS Vol. 1, 
document no.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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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무관심 및 방기를 느끼는 것.  

2- 한미 관계의 기반은 반공주의인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데탕트를 

선언하여 한미의 공통 안보에 대한 판단이 흔들리게 된 것.  

3-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같이 한국 정부에 판단에는 한국 안보와 

접한 문제라도 미국은 한국의 사전 타협 없이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한 사전 합의 요청이나 반대권은 없는 것.  

4- 닉슨 대통령이 박정희에게 주한미군 감축 없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듯이, 미국은 한국에게 무언가를 약속을 하여도 이 약속을 

언제든지 어길 수는 있고, 이에 대하여 한국이 어쩔 수 없는 것.  

5- 철수 시기는 1971 년 한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시기로 

박정희에게 예민한 시기였는데도 미국은 이에 신경쓰지 않은 것.  

6- 앞으로 철수가 또 언제 일어날 수 있는지 안심하지 못 하는 것.  

7- 한국은 일본을 대신하여 미국의 주요 동맹이 되고 싶은 것과 달리 

닉슨 행정부가 오히려 일본에게 보다 더 큰 역할을 주면서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잃린 걱정에 위기감이 더 심해짐83. 

 박정희도 주한미군 철수를 완전히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닉슨 대통령의 약속을 듣고 당분간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미국이 갑자기 감축을 한다고 하여 방어 및 안보 문제에 

                                                 
83박태균, 2011 
「박정희정부시기한국주도의동아시아지역집단안전보장체제구상과좌절」『데탕트와
박정희』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서 논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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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충격을 받고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철수를 막을 수는 없어도 시기를 좀 미루거나 최대한 지원을 

받으려고 하였다. 박정희는 주로 안보 문제를 강조하면서 한국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마련되어 있어야 철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미국은 끝까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을 바꿔야 하였다. 한서으로는 미국의 

의사를 바꿀 수는 없고 다른 한서으로는 한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시기였는데 박정희가 한미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켰거나 합의를 이루지 못 

하였다는 이미지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었다. 특히 이 문제로 인하여 심각해진 

한미 갈등으로 박정희 경쟁자인 김대중은 박정희가 자기 임기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망쳤다고 하여 박정희의 상황이 어려워져 

결국 미국의 의사를 받아들여 미국과 한국정부는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르렀다”는 문서 발급에 동의하였고, 박정희가 미국에 대한 불신 및 위기감과 

방기감을 해결하도록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84. 

그런 상황에서 박정희의 목표는 한국의 과도한 대미의존을 축소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도록 다음 절차가 필요하였다. 

                                                 
84Memorandum From Secretary of State Rogers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November 10, 
1970, FRUS Vol. 19, part 1, document no.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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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자주국방이 필요하였다. 자주국방을 내세우면서 군대현대화를 

실현하도록 하면서, 방위 산업 육성 축진하고 재래식 무기 생산에 그치지 않고 

핵무기와 전략적 무기 개발 비 리 추진하였다85. 

둘째로는 남북대화였다.  자주국방과 이와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였는데, 시간을 얻으려면 박정희는 안보 문제를 

당분간 갈아앉혀야 하였다. 남북대화를 통하여 북한의 공격을 지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남북대화를 실시하였다. 미중 화해 후에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시간이 필요하였다. 사실상, 남북한의 두 분단 정부는 닉슨의 북경 방문 

선언 직후에 불안정하여 상대방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였다86. 그래서 그 때당시 

남북한 둘다 안심하지 못 한 상태에서 잠시적인 긴장 완화가 필요하여 남한 

적십자가사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제안을 하여 북한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분단 이후 남북한 간의 대화는 처음이었다. 그리고 남북한의 

적십자의 대화 이어서 7.4 공동성명이 이루어졌다. 아시아에서 데탕트 

분위기를 강화시키기를 원하여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현실화하려고 한 미국은 

이런 발전을 좋게 봤고 하비브 미국 대사는 남북한 대화가 “성공적인 미국의 

대한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말하였다. 

셋째는 유신이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박정희는 내부 혼란이나 

                                                 
85신욱희 「데탕트와박정희의전략적대응」 『데탕트와박정희』, 2011  ,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서 논형,  

86 홍석률,  2006  「닉슨독트린과박정희유신체제」『내일을여는역사 년 2006  
겨울호 제 호( 26 )』, 내일을 여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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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위협을 용인할 수가 없어 대내적 통치제도 강화를 하면서 1972 년 7 월 

17 일에  계엄령 선언과 더불어 국회를 해산하고 헌정 질서를 중단함을 

선언하여 유신을 발표하였다. 독재체제를 강화시켰던 유신체제는 한미 관계를 

악화할 수밖에 없었다. 1970 년대 초부터 미국 의회는회는 베트남 전쟁 정책과 

더불어 제 3 세계에서의 미국 간섭 및 우익독재자 지원 등에 대한 비판은 

심하였고, 그러면서 한국 지원 이야기도 나오면서 비판이 심하여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보상으로 하는 한국군 현대화까지도 삭감된 결과가 났다.  

넷째로는 제 3 세계에 대한 접근 강화였다. 박정희 정부가 중립국이나 

비동맹국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였는데 성공하지 못 하였다. 87 

  

                                                 
87박태균, 2011 
「박정희정부시기한국주도의동아시아지역집단안전보장체제구상과좌절」『데탕트와
박정희』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서 논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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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닉슨 행정부 시기의 미국의 대이집트 정책 

 

 1. 미국의 대이집트 정책 내용과 목표 

1950 년대 1960 년대 이집트는 비동맹 운동을 선언하면서 이집트는 

중립국으로 미국도맹국도 소련동맹국도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사실상 이러한 

입장을 이용하여 미소갈등을 통하여 많은 지원을 받았다88. 그리고 몇회를 

걸쳐서 다른 아랍국가들과 협력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다. 1967 년의  

6 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랍적국들을 크게 패배시켰다. 이스라엘은 

승리하면서 이집트의 가자지구 및 사이나이 반도, 요르단의 웨스트뱅크,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탈취하여 아랍 이스라엘 문제가 심각해져 유엔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계속실패하였다 89 . 큰 패배를 당하였던 

나세르는 이스라엘을 보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국제사회를 압박하기 위하여 소모전시리즈 (War of Attrition)를 시작하여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소모전에 응하여 코만도작전,  공습등 이집트에 대한 

국경을 넘는 깊은 공격을 하면서 이집트.이스라엘 국경분쟁이 늘어나면서 두 

                                                 
 جالل كشك، ثورة يوليو األمريكية،الزھراء لإلعالم العربي، 88١٩٩٨
갈갈케갈키 미국의 월 혁명 알자흐라( ,  7  , , 1998) 

 أمين ھويدي، الفرص الضائعة، شركة المطبوعات للتوزيع والنشر، 89١٩٩٢
아민후에이디 정보국장 잃어잃린기회 샤레샤 알 마트부마(  ( ) , ,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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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의 긴장은 심화되면서 지역의 안정이 흔들렀다90.  

6 일 전쟁으로 인하여 이집트.미 관계가 끊겼고 지원을 못받게된 

이집트는 소련과 손을 잡게되었다.  소련이 이집트를 지원하고 나서 그전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중동에서 들어가게 되었고 중동에서의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중동에서의 소련이 들어간 것은 역시 걱정하는 눈으로 

살펴봤는데 베트남전쟁때문에 중동 문제를 급하게 볼 여유가 없었다91.  

1970 년  9 월  28 일 나세르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어서 

부통령인 사다트가 이집트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사다트의 상황은 많이 

어려웠다. 한서으로는 나세르시기의 세력이 많은 

아랍사회주의자연합과정보국이 사다트를 지우려고 하였고 다른한서으로는 

이집트가 경제적인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6 일 전쟁때 빼마긴 땅을 

언제 되찾을 거냐는 분노하는 여론이 있었다.  사다트가 정권을 안정시키려고 

나세르시기의 세력들을 지우고 이스라엘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하였다92.  

사다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집트의 정책이나 정치는 본격적으로 

                                                 
90Jussi M. Hanhimaki and others, Nixon in the world: American foreign relations 1969 - 1977,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91AsafSiniver, Nixon Kissinger and US Foreign Policy Making: The Machinery of Cri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أمين ھويدي، الفرص الضائعة، شركة المطبوعات للتوزيع والنشر، 92١٩٩٢
아민후에이디 정보국장 잃어잃린기회 샤레샤 알 마트부마(  ( ) , ,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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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졌다93. 사다트는 나세르와 정반대로 반공주의자였으며 소련과의 협력하는 

것은 아주 부정적으로 봤었다.  게다가 사다트가 아랍민족주의적인 정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부정적으로 봤으며 중동에서 저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려면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  그리하여 사다트가 정권을 

안정시키자마자 우선으로 한 목표는 소련과의 협력을 해소하고 미국과 

협력하면서 중동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이 되려고 하였다.  그러면서 

아랍지도자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공존하겠다는 선언까지 하면서 미국의 관심을 끄리려고 하였다94.  그러나 

문제는 워싱턴에서 누구도 사다트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다.  

키신저도 처음에 사다트가 임시적으로 몇 주만 잃틸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집트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무언가가 달라질 기대는 없었다고 하였다95.   

중동은 미국 이익에 있어서 여러모로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1948 년에 이스라엘이 등장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옥 커지기 시작하였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약해졌던 영국.프랑스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식민국들을 중동에서 대신하도록 하였다.  그때 당시 

미국은 이집트,  시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 국가들에 쿠데타/혁명을 배후 

                                                 
أمين هويدي، الفرص الضائعة: القرارات الحاسمة في حربي االستنزاف وأآتوبر، شرآة المطبوعات للتوزيع 93

١٩٩٢والنشر،  
 عبد العظيم رمضان،مصر في عصر السادات، مكتبة مدبولي، 94١٩٨٩
압압아짐라마단 사다트시기의이지트 마드불리프레스, , , 1989 
95Henry Kissinger, White House Years, Simon & Schust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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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하면서 미국에게 도움이 되는 세력들을 만들려고 하여 중동지역을 

재구성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1950 년대 중반,  1960 년대에는 소련이 

중동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은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는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96.   

미국대외정책문서를 보면  1969 년 1 월  30 일에 준비된 보도97에서 

미국 이익에 있어서 중동지역 (특히, 아랍-이스라엘지역)의 중요성,  

중동에서의 미국의 이익 및 목표를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다룬다.  첫째로,  이 

문서에서 중동 지역은 “서구의 이익이 많이 있는 지역”이며 “이를 놓치게 되면 

국제전략적인 균형에 있어서 소련이 유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자유세계에게는 아랍석유가 필요하며 소련 영향 또는 통제를 받는 국가들이 

이 석유를 통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랍석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서유럽 빼고 아랍 국가들이 석유를 팔 수 있는 데가 없어”  

아랍 국가들이 정치 이유로 석유를 정치적 무기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판단하였다. 닉슨 대통령도  1970 년 6 월 5 일에 가진 자문위원회에서 

닉슨대통령은  “아랍석유 생상자도 석유를 먹을 수는 없고 석유를 팔 수 있는 

                                                 
 ممدوح محمود مصطفى منصور،الصراع األمريكي السوفيتي في الشرق األوسط، مكتبة مدبولي، 96١٩٩٥
맘두흐무스타파만수르 중동에서의미소갈등 마드불리프레스( , , , 1995) 

97 Paper Prepared by the Interdepartmental Group for Near East and South Asia, Washington, 
January 30, 1969, FRUS Vol. 22, document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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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필요하여98”  아랍 국가들은 석유를 정치적인 무기로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둘째로 나온 점은 이스라엘 안전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관련하여 미국 이익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안전은 꼭 필수적인 것”이며 “미-

이스라엘 방위조약이 없는데도 이스라엘 안보를 유지해야한다는 것은  (미국의) 

오래된 국민적합의이다” 라고 하였으며 미국외교정책문서를 보면 미국에게는 

이스라엘의 안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수십번이나 나온다. 그 이유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강하면 중동에서의 소련 개입을 확대하지 않게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99. 미국에게는 이스라엘이 “(중동) 전체지역에서 소련 영향의 

팽창을 막는데 이스라엘이 가장잃퍼100”였다. 다시말해서, 중동에서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소련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안전이 미국에게는 중요하였다.  

 셋째로 나온 점은 중동에서의 소련의 개입 및 영향이다.  미국은 소련이 

아랍지역의 “땅, 인구, 자원을 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101”고 하였다. 

소련이 중동에서의 존재를 확대하면서 미국의 영향을 줄이려고 하였고 

                                                 
98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XIV, 
MIDDLE EAST REGION AND ARABIAN PENINSULA, 1969–1972; JORDAN, 
SEPTEMBER 1970, DOCUMENT 23 
99Paper Prepared by the Interdepartmental Group for Near East and South Asia, Washington, 
January 30, 1969, FRUS Vol. 22, document no. 2 
100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I, Foundations of Foreign Policy, 
1969-1972, Document 59 
101Paper Prepared by the Interdepartmental Group for Near East and South Asia, Washington, 
January 30, 1969, FRUS Vol. 22, document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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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주의적인 아랍국가인 이집트와 시리아를 지원하면서 이집트의 항구를 

이용할 수 있었고 몇개의 소련 비행기는 미제 6 함대에 대한 항공정미 

작전하기도 하였다102.  

 미국은 중동에서의 소련 개입 확대를 걱정하는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소련의 개입이 존재하여도 소련이 아랍지역을 통제하기가 어려울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미국은 중동에서의 소련의 큰 이득을 인정하면서  

“아랍국가에서의 민족주의적인 세력들, 배외열, 아랍 국가들이 완전한 독립을 

원하는것….언어, 종교, 기타 문화적인 요소들때문에” 소련이 중동 지역을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103.  

위에 따른 중동 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목표들은 다음과 같이 나왔다.  

“최우선 순위는 우리 (미국)과 소련 사이의 군사대립을 피하는 것이다. 둘째로  

(중동) 지역에 전략적인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아랍-

이스라엘 갈등에 있어서 미군이 개입해야 할 상황을 피하는 거이다. 그리고 

아랍-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발발을 피해야 한다.  이외에도 아랍 국가들이 

공격할 경우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서구국가들은 아랍석유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미국 이익에 있어서 

중요한것 104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중동에서의 미국의 존재 및 영향을 

                                                 
102Ibid 
103Ibid 
104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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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시키기 위하여  “아랍국가들과 소련이 이스라엘에 세력을 미칠 수 있는 

쪽은 단 미국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스라엘은 생존하려면 미국의 

지원이 꼭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105”고 봤다.    

그러나 그런 목표들을 적용하는데 미국이 딜렘마가 많을 수 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자체가 아랍국가와 대립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아랍 국가와 미국의 대립이 강해지면 그들은 소련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위에 나온 목표를 이루기 위한 미국의 정책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미국은 중동에서 소련과의 직접대립을 피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이집트.이스라엘 사이의 충돌은 전쟁으로 확대하지 

않게 막아야 하였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충돌이 심각해지면서 

분노하는 이집트 여론이 이 경계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집트는 경제 위기로 인하여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 않았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이집트.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집트는 소련의 군사지원을 받고 있으며 소련 군사전문가가 많이 

있는 지역이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직접 

                                                 
105Paper Prepared by the Interdepartmental Group for Near East and South Asia, Washington, 
January 30, 1969, FRUS Vol. 22, document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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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소련과 직접대립하여야 되고 새로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2. 이집트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날 시 아랍국가들이 이집트를 직접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도록 석유를 정치적인 

무기로 쓸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아랍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서유럽 및 일본은 위기 상태가 들어가서 세계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아랍 석유를 옮직이는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회사들도 

크게 손해를 입으면서 안 그래도 경제 문제때문에 어려워하는 미국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서 데탕트가 망치면 중동에서의 

소련의 세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4. 이집트.이스러엘 전쟁이 일어나서 커지면 이스라엘 안전이 크게 

위험해진다.  

따라서 아랍-이스라엘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미국에게 

중요하였는데 이는 갈운 일이아니었다. 사실, 아랍-이스라엘 사이의 

합의문제에 있어서 아랍과 이스라일 쪽뿐만 아니라 닉슨 행정부 내에서도 

갈등이 많았다106.  

국무부의입장: 중동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공평적인정책(Evenhanded 

                                                 
106Jussi M. Hanhimaki and others, Nixon in the world: American foreign relations 1969 - 1977,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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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및 포괄적인 합의(Comprehensive Settlement)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스라엘측만 과도하게 지원하면 아랍국가들의 반미감과 

더불어 민족주의가 강해지는데,  그러면서 소련과 손을 잡게 되면서 

중동에서의 미국의 이익이 위험해져 이스라엘측도 어느 정도 

양도시켜야 한다고봤다.   

키신저의입장: 키신저는 독일에서의 나치의 박해를 피하여 미국으로 간 

유대인이었다. 이 배경의 영향으로 키신저는 주로 이스라엘의 서을 

들었다. 닉슨대 통령도 중동에서 키신저가 “맹점”을 가지고 있다며 

“(키신저가)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하는 일은 단지 이스라엘을 

안심시키고 이스라엘이 더 많은 무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07 . 닉슨 대통령의 생각에 그 이유는 “(미국)에서의 유대인 

커뮤니티 압박이 크기 때문 108 ”이라고 하였고 키신저가 유대인인 

이유로 중동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하여 걱정하였다 109 . 

키신저의 입장은 이스라엘의 철수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은 바로 소련이 

존재하고 지원하고 있는 이집트와 시리아인데 이러한 국가를 위하여 

미국의 주요 중동 동맹인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것이 여러모로 맞지 

않다고 봤다. 첫째로, 이집트와 시리아가 여전히 소련의 지원을 

                                                 
107Conversation Between President Nixon and Army Vice Chief of Staff (Haig), Washington, 
January 23, 1973, FRUS Vol. 23, document no. 6 
108Nixon, The memoirs of Richard Nixon, Warner Books (NY),1978 
109Elizabeth Drew, Richard M. Nixon, Henry Holt and Company, LLC,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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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면서도 미소관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러한 

학습효과를 깰 필요가 있으며, 다른 중동 국가들도 소련과 손을 

잡으면은 미국의 도움을 절대로 안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되는 

필요도있다. 둘째, 이러한 정책을 적용하여 나가면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크게 해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닉슨 대통령은 두 입장에 있어서 일리가 있다고 봤었다. 그러나 

키신저와 로저즈 사이 갈등이 날 때마다 결국 닉슨 대통령이 키신저의 서을 

드는 것처럼 110 이번에도 결국 키신저를 지지하였다. 닉슨 대통령은 중동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은 소련과의 관계라서 

아랍.이스라엘  갈등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 소련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더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봤다111. 따라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키신저도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싶지 않았다. 키신저의 생각에는 문제 해결이 느리면 느릴수록 아랍 국가에 

있어서 소련이 약해 보일 것이고, 수에즈 운하가 닫혀 있으면 소련이 북베트남 

수송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112.   

그래도 직접적인 개입이나 소련과의 대립없이,  전쟁 막을 수 있는 

이집트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였다. 게다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유대로비를 자극하면 안되는 시기였다. 닉슨 대통령은 중동 문제에 

                                                 
110Joan Hoff, Nixon Reconsidered, Basic Books, 1995 
111Douglas Brinkley & Luke A. Nichter, The Nixon Tapes,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4 
112Melvin Small, The Presidency of Richard Nixon,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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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해결은 없고 책략을 통하여 시간을 최대한 얻으면서 최대한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봤다113. 이러한 책략에 입각한 절차들은 다음과 같았다.  

로저즈팰렌 (Roger’s Plan):  

로저즈 플랜이란 국무장관 윌리엄 로저즈가 1969 년 말에 

제출한 중동 문제 해결에 대한 계획인데 이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이 

1967 년에 탈취한 아랍땅에서 철수할 답례로 아랍국가들은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내용이었다.  닉슨 대통령은 자기가 쓴 

회고록에서도 기록하였지만 로저즈 플랜이 확실히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는데 114키신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저즈 플랜을 받아드렸다.  

닉슨 대통령은 성공할 것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할 것이라서 

받아들인 로저즈 플랜을 통하여 이집트.이스라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지 

않았지만 다른 여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115. 일단 미국이 이스라엘을 

철수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 자체로는 미국은 사실상 한 것이 없이 

아랍국가들의 분노나 반미감을 줄이면서 아랍국가들은 미국도 아랍서을 

어느정도 들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즉, 미국은 

이스라엘을 무조건 서 드는 것이 아니라 아랍국가의 입장이 잘 들어나는 

제안을 한 것은 아랍국가들에게 아주 의미있는 메시지였다. 다른 한서으로는 

                                                 
 حافظ إسماعيل، أمن مصر القومي في عصر التحديات، مركز األھرام للترجمة والنشر، 113١٩٨٧
하비즈이스마엘 국가안전안보담당 이집트의안보 마르자마 알 아흐람(  ( ), ,   , 1987) 

114Nixon, The memoirs of Richard Nixon, Warner Books (NY),1978 
115Malcolm H. Kerr, Nixon's Second Term: Policy Prospects in the Middle East, Journal of 
Palestine Studies, Vol. 2, No. 3 (Spring, 1973), pp.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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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측을 자극하지 않도록 골다마에어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이 

로저즈계획을 실시할 생각은 없다고 전달하였으며,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는 

로저즈 계획에 대하여 유대와 이스라엘의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격려하였다 116 . 결국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둘다 역시 로저즈 계획을 

거절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공식적인 자리나 채널을 통하여 미국은 이집트 

(를포함하여다른아랍국가들)에게 애매한 말이나 약속을 통하여 데탕트 문제 

및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바로 또는 공개적으로 선언을 못 

하지만 이스라엘을 크게 압박할예정이며 이집트의 빼마긴 땅을 돌려 주고 

앞으로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헛 약속을 하면서 이집트로부터 양보를 받고 

시간을 얻으려고 하였다 117 . 미국은 이러한 애매한 말이나 약속을 통하여 

시간을 벌려고 하였다. 예를들어서, 1973 년 2 월 22 일에 키신저는 이스라엘 

대사 라빈을 만났다. 그때 이집트의 국가가 안전보장담당대통령보좌관 하비즈 

이스마엘이 미국 방문전이었는데 키신저는 라빈 대사와 하비즈 이스마엘의 

방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비즈가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거야. 나는 당신과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나 아무것도 몰라. 베트남 

                                                 
116Jussi M. Hanhimaki and others, Nixon in the world: American foreign relations 1969 - 1977,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117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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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너무 바빠서 중동에 대해 잘모르겠다118.”며 “나는 그들 (아랍)에게 

약속이 아니라 제안을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중동에서는 합의를 이루어도 

양쪽이 똑같이 불만족할 것이라던가 양쪽을 속이어서 원치 않은 합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위기를 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이런 철학적인 말을 좀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 같은 것에 대해서 (하비즈에게)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나는 당신 (라빈)과 미리 논의하고 동의를 받은 계획이 아니면 그들에 제안할 

것 없다 119 ”고 하였다. 키신저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서을 들고 아랍측과 

진지하게 논의할 생각은 없었고 책략과 의미없는 말로만 시간 좀 벌고 

싶어하였다.  

둘째,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하기 원하였는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강조하면서 세계적으로 절감 및 개입 

약화를 강조하는 미국이 중동에서의 직접 개입대신에 원조를 통해서 “스스로 

방어강화”를 원하였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사다트 대통령은 후술하겠듯이 

절망적으로 미국과 협력하고 싶어하여 많은 양보를 하였는데도 미국이 

직접지원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소련과의 데탕트에 의존하거나 사다트의 

미국과의 협력하고 싶어하는 의사를 이용하여 책략을 통하여 미국이 원하는 

사항들을 얻으려고 하였다. 

                                                 
118 Memorandum of Conversation , Washington, February 22, 1973, FRUS Vol. 23, document 
no. 23 
119 Memorandum of Conversation , Washington, February 22, 1973, FRUS Vol. 23, document 
no.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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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서으로는 미국은 소련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안보를 

유지하면서 이집트를 억제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미국이 중동에서의 목표를 

다룰 때 미국이 이스라엘에 세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는 것을 

소련에 전달하고 싶어하였다. 후술하겠지만, 미국은 “우리는 이스라엘을 

억제할 테나까 너희들은 이집트를 억제하라”는 식으로 초강대국의 관계 및 

데탕트를 통하여 중동에서의 일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미국은 이집트를 제지하고 통제하는 데이집트와 직접 대하지 않고, 

대신에 소련과 타협하고 상의하였다. 소련이 이집트를 지원하고 있어서 

이집트를 제지하면 미국도 이스라엘을 제지할 것이고,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할 시 미소 관계가 위협해진다고 협박도 하였다. 1973 년 

욤키푸르 일어나자마자 키신저는 이집트에서의 소련의 대사관과 연락하여 

만약에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는 보도가 맞다면 앞으로의 미소 

관계가 크게 위험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이집트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이집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미소 관계를 통해서, 즉 데탕트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120. 

 2. 이집트 정부의 대응 

 사다트는 소련과 관계를 끊기고 미국과 협력하여 이스라엘처럼 

                                                 
 حافظ إسماعيل، أمن مصر القومي في عصر التحديات، مركز األھرام للترجمة والنشر، 120١٩٨٧
하비즈이스마엘 국가안전안보담당 이집트의안보 마르자마 알 아흐람(  ( ), ,   ,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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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동맹이 되고 싶어하였다 121 . 특히, 미소의 데탕트가 

현실화되면서 소련이 이집트에 대한 지원이 적어지면서 이집트는 

소련으로부터 방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1972 년 5 월 22 일에 미소 

정상회담에서는 중동과 관련하여 미국과 소련의 선언은 '중동의 군사적인 갈등 

완화 상태 유지'를 발표하여 이집트를 이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면서 방기 및 

불신이 더욱 커졌고122소려이 이집트 지원보다는 미국과의 데탕트를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하였던 것을 알게 되었다123. 사다트는 취임한 직후에 정권부터 

안정시켜서 바로 미국과의 관계를 재개하도록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스라엘과 협력할 의지가 필요하였다. 1971 년에 

사다트는 자기가 나세르와 다르다는 것을 보이려고 1967 년의 6 일 전쟁 

이후에 탈취된 토지 문제는 어떻게 끝나든  1971 년에 꼭 끝내겠다고 수없이 

강조하면서 124 이스라엘과 협상으로 토지를 회복하지 못 한다면 전쟁으로 

                                                 
 أمين ھويدي، الفرص الضائعة، شركة المطبوعات للتوزيع والنشر، 121١٩٩٢
아민후에이디 정보국장 잃어잃린기회 샤레샤 알 마트부마(  ( ) , ,   , 1992) 

 أنور السادات، البحث عن الذات: قصة حياتي، المكتب المصري الحديث، 122١٩٧٨
사다트 나의인생이야기 알마크알 알 마세리( , ,   , 1978) 

123Memorandum From Richard T. Kennedy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Washington, January 2, 1973, 
FRUS Vol. 23, document no. 1 
 http://modernegypt.bibalex.org/Types/Rulers/List.aspx :الوثائق المتاحة في موقع مكتبةاألسكندرية124
사다트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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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한다고 하였다 125 . 그러면서 그 전에 아랍 지도자가 하지 못 하였던 

이스라엘과 협상하고 평화조약을 맺을 수도 있다는 의지 및 이스라엘 철수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걸쳐서 하는 것도 받아들인다는 

선언을 여러번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에 무관심을 보였다. 사다트가 

이러한 선언들을 하는 것은 아랍 여론 및 아랍 국가와의 관계, 자기의 정권을 

위협한 쉽지 않은 선언들이었는데도 미국은 이에 실제적인 반응 없었고 다만 

닉슨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사다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중동에서 어떤 

합의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키신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측을 

비 리에 연락을 하면서 닉슨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에서 철수 

거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전달하였다. 반응이 없는 것에 충격을 받은 

사다트가 폭행으로라도 땅을 되찾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역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 내부로 사다트의 상황은 많이 어려워졌다126.  

둘째로 소련 전문가 쫓아내기 결정하였다. 1971 년 5 월 21 일 

사다트가 로저즈에게 이스라엘과의 문제에 있어서 임시적인 합의를 이루는데 

미국이 이집트를 도와주면 이집트에서의 소련군사적인 존재를 6 개월 내에 

없앨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었다127. 그러나 이 약속도, 자기의 선언에도 미국이 

무관심을 보이길래 사다트가 더 근본적인 절차를 실시하면 미국이 확실히 

                                                 
 عبد العظيم رمضان،مصر في عصر السادات، مكتبة مدبولي، 125١٩٨٩
압압아짐라마단 사다트시기의이지트 마드불리프레스, , , 1989 
126Jussi M. Hanhimaki and others, Nixon in the world: American foreign relations 1969 - 1977,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127Douglas Brinkley & Luke A. Nichter, The Nixon Tapes,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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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리하여 1972 년에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집트에 

있는 소련 전문가들을 쫓아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이집트 내부에서도 

소련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큰 문제들을 담고 있었는데 사다트가 이번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외교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128. 

그러나 사전에 미국과의 합의나 타협을 하지 않고 미국이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는 시기에 이러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에도 무관심을 

보였다. 키신저는 그전에 이집트에 있는 소련 전문가들때문에 걱정을 

표현하였는데 이제 그들은 벌써 쫓아난 상태에서 이집트와 소련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사다트가 또 충격을 받았다129. 이집트는 

위기 상태에 있어서 소련의 도움이 꼭 필요하였고 소련의 전문가들을 쫓아낸 

것은 내부 상황을 흔들렸기 때문에 사다트의 상황은 더욱 더 어려워졌다.   

사다트의 결정에 미국이 놀랬고 사전 타협없이 사다트가 벌써 소련 

전문가들을 쫓아내는 것은 사다트가 외교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것이며, 타협 

무기를 잃어잃린 것이130고 사다트가 약하다는 증언으로 받아들였다. NSC 

의원인 Quandt 는 한 인터뷰에서131사다트가 소련전문가들을 쫓아내고 소련 

                                                 
 حافظ إسماعيل، أمن مصر القومي في عصر التحديات، مركز األھرام للترجمة والنشر، 128١٩٨٧
하비즈이스마엘 국가안전안보담당 이집트의안보 마르자마 알 아흐람 ( ), ,   , 1987 
أمين هويدي، الفرص الضائعة: القرارات الحاسمة في حربي االستنزاف وأآتوبر، شرآة المطبوعات للتوزيع 129

١٩٩٢والنشر،  
아민후에이디 정(  ( 보국장 잃어잃린기회 샤레샤 알 마트부마) , ,   , 1992) 

130 Henry Kissinger, White House Years, Simon & Schuster, 2011 
131AsafSiniver, Nixon Kissinger and US Foreign Policy Making: The Machinery of Cri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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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일부를 반납한 것에 대하여 키신저는  의심이 많았으며 사다트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으려고 하였다. 결국 사다트가 아무리 양보를 하여도 미국은 

반응이 없는데다가 일방적으로 한 결정 및 양보들때문에 이집트 내부에서의 

이미지 및 정권이 많이 안 좋아졌으며 아랍국가와의 관계도 여러문제가 

생기면서 경제문제는 물론 토지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였다.  

결국 중동에서의 미국의 주요 동맹이 되고 싶어하는 의사는 

국가안전보장담당대통령보좌관 하비즈 이스마엘을 통하여 전달하였다.  

1973 년 2 월 23 일에 하비즈 이스마엘이 닉슨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 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은 당장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중동지역에 있어서 미국이 이집트로 (관심을) 

이동하고 이에 따라 이스라엘 과의 관계도 조정할 때가 왔다132”고 하였다.     

미국의 반응 없는 것에 상황이 어려워진 사다트가 정권을 

안정시키고 현재 상황을 바꾸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하였다.  

셋째로 정권 강화도 필요하였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다트가 

내부 혼란을 용납할 수 없으면서 외교 정책에 어떠한 반대나 개입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권을 자기 손에 중앙화시키도록하여 

고위세력들을 없애면서 군사고위세력들을 탄압하고 자기 자신은 

                                                 
132Memorandum for the President’s Files by the President’s Deputy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Scowcroft), Washington, February 23, 1973, FRUS Vol. 23, document no.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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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의총사령관으로 만들면서, 군사에 대한 권력을 자기 손에서 꽉 잡았다133. 

그러면서 사회주의자에 대한 강력 탄압하였다134.  

넷째로 소련.북한과의 재협력했어야하였다.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소련전문가를 쫓아내고 반공주의적인 절차를 취하였는데 

미국은 계속 반응이 없어서 경제위기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이집트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사다트는 소련과 다시 손을 잡아야 하였다. 

사다트는 현재 상황을 바꾸려면 외교적인 방법이 안 되며 군사적인 

작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 그러려면 소련의 지원이 더욱 더 

필요하였다. 이집트에서의 존재는 필요한 소련이 전문가 쫓아낸 사건을 

무시하여 이집트와 다시 손을 잡으면서 지원을 크게 하였고, 공군작전에 

경험이 많이 없는 이집트는 북한 공군지원까지 요청하면서 반공주의 

절차들을 그만하였다135.  

그리고 다섯째로는 욤키푸르전쟁을 일으켰다. 사다트는 아무리 

양보해도 미국이 반응이 없어서 군사적인 제한작전을 하면 미국이 

                                                 
 ، ٢٠٠٣(سعد الدين الشاذلي، مذكرات حرب أكتوبر،دار بحوث الشرق األوسط األمريكية (الطبعة الرابعة133
사드샤사리 욤 키푸르전쟁전기 미국중동연구원,  ,  , 2003 
 أمين ھويدي، الفرص الضائعة، شركة المطبوعات للتوزيع والنشر، 134١٩٩٢
아민후에이디 정보국장 잃어잃린기회 샤레샤 알 마트부마 ( ) , ,   , 1992 
 ، ٢٠٠٣(سعد الدين الشاذلي، مذكرات حرب أكتوبر،دار بحوث الشرق األوسط األمريكية (الطبعة الرابعة135
사드샤사리 욤 키푸르전쟁전기 미국중동연구원,  ,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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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을 보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136. 그러나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 소련과 북한지원도 

받았고137시리아군사 참전도 필요하였는데 시리아는 제한작전에 

거절해서 사다트가 시리아와 대전쟁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상 큰 전쟁을 

할 생각은 없었다138. 그때 당시 닉슨과 키신저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보복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를 받았는데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문제로 바빴으며 키신저는 이집트가 이런 의지가 

있다고 하여도 2 년이나 지나야 진행할 것인데 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139. 특히, 1973 년 1 월 2 일에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원 

리처드 티케네디가 키신저에게 보낸 보고에서 사다트가 이스라엘과의 

문제에 있어서 본격적인 전쟁을 실행하지 못 하여도 소모전을 꼭 

진행하겠다고 한것140을 전달하였고 미국은 이를 믿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이 발발할때까지 사다트가 소모전외에 이스라엘에 대한 

                                                 
 أنور السادات، البحث عن الذات: قصة حياتي، المكتب المصري الحديث، 136١٩٧٨
사다트 나의인생이야기 알마크알 알 마세리( , ,   , 1978) 

 ، ٢٠٠٣(سعد الدين الشاذلي، مذكرات حرب أكتوبر،دار بحوث الشرق األوسط األمريكية (الطبعة الرابعة137
사드샤사리 욤 키푸르전쟁전기 미국중동연구원,  ,  , 2003 
 عبد العظيم رمضان،حرب أكتوبر في محكمة التاريخ، مھرجان القراءة للجميع، 138١٩٩٥
압둘아짐라마단 역사가보는 욤 키푸르전쟁 키라 렐 자미,   ,   , 1995 
139Jussi M. Hanhimaki and others, Nixon in the world: American foreign relations 1969 - 1977,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140Memorandum From Richard T. Kennedy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Washington, January 2, 1973, 
FRUS Vol. 23, document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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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1973 년 10 월 6 일 새벽에 에스라엘이 6 일 오후에 

이집트와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알게되어 충격을 받아 

바로 미국에게 통보를 보냈다. 그날 이스라엘에서 갈는 날이라 이스라엘 

방어사령부의 90% 정도 갈고 있었고 아무 준비는 없었다141. 키신저는 통보를 

받자마자 소련 대사에게 전화를 하였다142. 아침 6 시 40 분이었다. 키신저는 

소련 대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까 이스라엘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아랍과 시리아가 6 시간 내에 공격할 계획이 있으며 소련이 다마스쿠스와 

카이로에서 소련 비전투원을 소개시키고 있다고 들었다” 며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음 메시지를 당신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하였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집트와 시리아가) 공격하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이 공격할 계획이 없으니까 방어적인 공격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이집트와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다면 

이스라엘은 강력하고 격렬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하였다 143 .  키신저는 

이스라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 (미국)는 당신 (소련)에게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닉슨) 대통령은 당신들과 우리는 우리의 친구를 

                                                 
 ، ٢٠٠٣(سعد الدين الشاذلي، مذكرات حرب أكتوبر،دار بحوث الشرق األوسط األمريكية (الطبعة الرابعة141
사드샤사리 욤 키푸르전쟁전기 미국중동연구원,  ,  , 2003 
142Transcript of Telephone Conversation Between Secretary of State Kissinger and the Soviet 
Ambassador (Dobrynin), October 6, 1973, FRUS Vol. 23, document no. 100 
143Ibid 



71 

저지하는데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며 “이 문제는 우리 (미.소)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고 나서 키신저는 7 시에 이집트 

외무부장관에게 전화를 하여 똑같이 이스라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144 . 미국은 데탕트를 이용하여 문제를 

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집트와 시리아는 그날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상황이 많이 어려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와 시리아사이의 합작부족 및 이집트 

군대 군부지도자들사이의 미합동, 이집트의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사다트와 

군대세력과의 갈등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미국은 소련을 압박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무기를 제공하면서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이스라엘 

상황은 강해지면서 이집트와 시리아 상황은 많이 어려워졌다. 전쟁이 끝난 

무렵에 이스라엘은 1967 년의 국경 유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랍 토지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집트의 육군 제 3 군단을 봉쇄하여 인질로 삼아 

이집트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145.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아랍국가들은 미국이 걱정하였던 석유에 대한 

금수조치를 실시하여 서유럽 및 일본이 크게 손해를 입으면서 세계 경제에 큰 

위기 상태가 일어났다. 심지어 이집트와 이스라엘 대립으로 미소 

                                                 
144Transcript of Telephone Conversation Between Secretary of State Kissinger and Egyptian 
Foreign Minister Zayyat, October 6, 1973, FRUS Vol. 23, document no. 101 
 أمين ھويدي، الفرص الضائعة، شركة المطبوعات للتوزيع والنشر، 145١٩٩٢
아민후에이디 정보국장 잃어잃린기회 샤레샤 알 마트부마 ( ) , ,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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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일어났다. 10 월 24 일에146소련이 이스라엘 휴전을 지키지 않으면 

소련이 직접 전쟁에 개입한다고 위협하였다147. 그리하여 키신저는 전세계의 

미국 핵세력들을 비롯하여 미국의 공군, 해군, 육군을 경계상태로 들어가게 

하여 위기상태가 일어났는데 워터게이트로 바쁜 닉슨 대통령은 그것을 그 

다음날에 알게 되었다 148 .  이 위기상태는 결국 휴전으로 갈아앉혔다 149 . 

미국으로부터 얻고 싶어하는 것을 미국의 무관심으로 못 얻어서 결국 패배를 

당하였지만, 아랍 국가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미소 갈등을 심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크게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에 미국은 시간을 얻으면서 

아랍-이스라엘 갈등으로부터 이집트를 빼려고 하면서 카터시기에 가서 

캠프데이빗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평화조약을 맺게 하여 이집트와 협력하기 

시작하였다150.   

  

                                                 
146Message From Soviet General Secretary Brezhnev to President Nixon, Moscow, October 24, 
1973, FRUS Vol. 23, document no. 262 
147 Message From Soviet General Secretary Brezhnev to President Nixon, Moscow, undated, 
1973, FRUS Vol. 23, document no. 267 
148 Elizabeth Drew, Richard M. Nixon, Henry Holt and Company, LLC, 2007. 
 أنور السادات، البحث عن الذات: قصة حياتي، المكتب المصري الحديث، 149١٩٧٨
사다트 나의인생이야기 알마크알 알 마세리( , ,   , 1978) 

150Jussi M. Hanhimaki and others, Nixon in the world: American foreign relations 1969 - 1977,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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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닉슨 행정부 시기 대한정책과 대이집트정책 비교 및 분석 

 

 1. 미국의 대한정책 대이집트정책 비교 

본 연구는 한국과 이집트에 대한 닉슨/키신저의 외교정책을 비교한다. 

그때 당시의 한국과 이집트는 차이점도 많지만 비슷한점도 적지않다.  

일단, 1970 년 때 당시 한국과 이집트는 둘다 강대국에 의존한 

제 3 세계의 주변국이었다. 그리고 두 국가 다 군사정원하의 개발 

도상국이었다. 북쪽에 북한과 경계를 가지고 있었던 한국, 동쪽에 이스라엘과 

경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는 두 국가 다 적국과 불안정한 경계를 가졌다. 

그리고 이 경계 충돌 문제 및 강대국과의 관계로 인하여 대통령의 정권이 

불안정해져서 내부를 통제하도록 독재적인 절차를 강화시키고 정권을 

집중화하였다.  

한국과 이집트는 미국의 이익,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들이었으며, 

두 국가가 해당지역의 안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였다. 남북한 전쟁이나 

이집트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역의 안보는 물론 강대국 사이의 

전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1970 년대에 있어서 두 

국가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온 노력을 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요 역할을 하려고 하였다. 

게다가, 두국가 다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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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어하였는데 이렇게 하지 못 하여 두 번째 동맹이라도 되려고 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을 대신하여 미국의 주요 동맹이 되려고 하면서 오키나와 대신에 

제주도로 미국의 군기지 옮겨달라는 것까지 하였다. 일본을 대신하지 못 

한다면, 최소한 일본은 미국의 주요 경제동맹을 하고 한국은 주요 군사동맹이 

되려고 하였다. 이집트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미국의 중동 주요 

동맹이 되지 못 한다면 미국의 주요 아랍 동맹이 되려고 하였다.  

한국과 이집트 사이의 본격적인 차이점은 어떤 강대국의 의존을 

받는냐의 문제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었으며 

아시아에서 미국에게 일본 만큼 중요하진 않았으나 북한 문제때문에 역시 

지역의 안보에 있어서 남한의 안보는 중요하였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때의 

한국은 전투부대를 파병하여 미국의 동맹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국이 

한국문제를 “한국화”시키면서 데탕트 시기가 들어가서 미국으로부터 방기를 

느낄 수 밖에없었다.  

이집트는 반대로 미국의 동맹국은 아니었고 오히려 소련의 지원을 받는 

국가였으며 역사적으로도 미국과 안 좋은 관계를 가진 국가였다. 이집트는 

공식적으로 소련의 동맹국이 아니었는데 소련의 군사적 및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고, 소련 전문가 많이 존재하는 지역이었다. 두번째로는 한국은 동맹 

강대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도록하려고 하였는데, 이집트의 

경우에는 동맹강대국인 소련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미국과의 손을 잡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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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의 공동 목표 (즉반공주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비하여 이집트는 소련과 공통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커녕 사다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반공주의를 선언하여 소련과의 갈등이 생겼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방기를 느꼈을 때 자주 

국방을 내세울 수 있는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간을 얻으려고 적국 북한과 대화도 하면서 임시적인 

긴장완화를 하였다.  이집트의 경우에는 데탕트로 인한 소련으로부터 느낀 

방기감과 미국으로부터의 무관심이 커지면서 경제적인 위기가 심하여 

자주국방이나 이스라엘과 평화로운 대화를 할 여유가 없었으며 심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방법이 없어 적국 이스라엘을 극단적으로 공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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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1960 년대말 1970 년대초 국가 상황면에 있어서 이집트와 

한국의 주요 공통점 또는 차이 점은 다음과 같다.  

 

공통점: 

 

● 강대국의 군사적 및 경제적 원조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이었다. 

● 안보문제에 있어서 적국과 충돌이 많은 불안정한 경계를 가지고 

있었다. 

● 정권을 독점한 대통령이 경계에 있는 충돌 및 강대국과의 관계때문에 

정권이 불안정해져 내부를 통제하도록 독재적인 절차를 강화시키고 

정권을 집중화하였다. 

●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였다.  

● 해당 지역 (동북아, 중동)에 있어서 자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이 

되거나, 최소한 현재 있는 주요 동맹과 주요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을 대신하지 못한다면 일본은 미국의 주요 경제 

동맹 역할을 하고 한국은 주요 군사동맹 역할. 이집트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대신하여 미국의 주요 동맹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아랍 국가 

중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이 되고 싶어하였다.) 

● 해당 지역 (동북아, 중동) 안보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 이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한/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지역은 물론 강대국 갈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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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한국 이집트 

- 공식적으로 미국의 동맹국 - 공식적으로 소련의 원조 및 지원을 

받는 국가 

- 동맹 강대국하고 갈등이 있어도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이 강대국과 

공동 목표가 있다 (반공). 

- 소련하고 갈등이 많으면서, 소련과 

공동 목표가 없으며, 특히 사다트가 

취임하고 나서 반공주의를 선언하여 

소련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였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도록 함.  

- 미국으로부터의 방기를 느끼면서 

자주국방을 선언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 가지고 있었는데,  방기로 인한 

불안정함에 따라 잠시 적국 (북한)과 

대화도 하면서 긴장을 완화했음.   

- 소련으로부터 방기 및 

미국으로부터 무관심을 느끼면서 

경제적인 위기가 심하여 자주국방 

같은 것을 생각 못 하고, 방법이 없어 

보여 적국 (이스라엘)에 극단적으로 

공격하였음.  

  

위에 살펴 봤듯이 한국과 이집트의 공통점이 있기는 있지만 본격적인 

차이점을 가지고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닉슨대통령 시기의 한국과 이집트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맹국 한국과 적국 이집트에 대한 

외교정책 또는 목표를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있다.  

  

대이집트정책 대한정책  

-소련의 세력도 

줄이고 이스라엘 

안보도 확보하려고 

이집트와 대화나 

협력할 약속을 하여도 

직접 책임 개입 또는 

- 주한미군 철수 및 원조 

삭감. 

절감및개입의약화 

(Retrenchment and 

Dis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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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피하는것. 

- 이스라엘이 

위협해질 때 직접 

개입하지 않고 원조 및 

소련을 견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이집트.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충돌이 

새로운 중동 전쟁이 

되지 않게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소련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이집트를 제지하려고 

함. 

 

-남북한 경계의 충돌이 

새로운 한국전쟁이 

발발하지 않게 박정희가 

북한에 대한 보복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함. 

 

 

전쟁막는것 

 

- 임시적으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하여 

적용이 불가능한 

로저즈 플랜을 

제안하면서 비 리에 

이스라엘에게 플랜을 

거절하라고 함.  

 

-이집트에게 비 리에 

데탕트도 있고 

이스라엘과의 복잡한 

관계도 있어서 미국은 

바로 또는 공개적으로 

선언을 못 하지만, 

이스라엘을 크게 

압박할 예정이며 

이집트의 빼마긴 땅을 

돌려주고 앞으로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헛 약속을 하면서 

-닉슨 대통령은 지키지 

않겠다는 것을 알면서 

박정희에게 주한미군 감축 

예정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한국을 잠시 

갈아앉히고 시간을 벌려고 

함.  

 

  책략을 통한 

임시적인 해결 찾기 



79 

이집트로부터 양보를 

받고 시간을 벌려고 

함. 

 

- 이집트측과 회담할 

때 일부러 의미 없는 

말을 하면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음.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게 이집트를 

제지하는데 소련에 

크게 의존하였다. 

그리고 이집트가 

공격하려고 할 시 

소련이 제지하지 

않으면 데탕트 전체가 

위험해진다고 협박도 

하였다. 

 

-남한을 공격하지 않게 

북한을 제지하는 데 

소련/중국에 의존하였다.  

개발도상국을 

통제하는데 

개발도상국보다는 

다른 강대국에 과도한 

의존 

-사다트가 정권이 

위험해지는데도 

미국과 협력하려고 

양보를 계속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사다트를 무시하고 

무관심만 보이면서 

소련과의 관계만 

집중하고 사다트를 

진진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박정희가 직명하고 있는 

어려운 내부 상황과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지 1 년도 안 돼 

주한미군 감축하였다. 

그것도 아무 사전 합의 

없이, 결정을 전달하는 

식으로 하였다. 미국에게는 

한국 정부는 소국의 

정부라서 진지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개발도상국을 

저평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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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동맹국인 

한국과 적국인 이집트에 대한 미국의 접근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국은 

개발도상국은 중요하지 않다고 봤었기 때문이다. 미국에게 중요한 것은 

강대국이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모든 일을 강대국과의 관계 및 

데탕트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데탕트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닉슨과 키신저의 현실주의에 입각한 외교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데탕트였다. 데탕트라는 자체가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차이를 보여 주는 것보다는, 세계적인 배경이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및 파워의 하락하는 상황속에서 소련이 

초강대국이 되어 가는데, 미국은 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데탕트를 

선언하여 시간도 벌고, 소련의 세력을 봉쇄할 수 있는 정책일 뿐이었다151. 

그리고 이 정책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닉슨 독트린, Linkage, 같은 

요소들은 필요하였다.   

 데탕트라는 정책 자체가 새로운 봉쇄정책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졌는데, 이중에서 가디스 (John Lewis Gaddis) 교수가 데탕트는 국익을 

강조하면서 여러 압박을 통하여 소련도 자국이 봉쇄된다는 것은 국익면에 

있어서 좋은 것이라고 설득시키도록 하는 봉쇄정책이며, 어떻게 보면 

                                                 

151Robert S. Litwak, Detente and the Nixon Doctrine: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Pursuit of Stability: 1969-1976,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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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년대 초의 키신저는 1940 년대의 케난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152. 해당 시기의 미국의 상황 및 각의 세력이나 영향력이 다르지만 

키신저와케난의 비전이 많이 비슷하였다. 케난과 같이 키신저도다극성 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소자본 문제를 강조하면서 국익에 있어서 세계에서의 

어떤 문제는 필수적이고 어떤 문제는 이차적인지 꼭 구별하여야 한다고 봤다. 

또한, 케난과키신저는 주요 협박은 공산주의보다는 소련이라고 봤고,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세계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닉슨과 키신저의 외교 정책은 초강대국만 집중하고 생각하는 

정책이었다. 따라서  "다극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세력이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그리고 식민지 시대가 끝나서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책임을 

직접 질 수 있는 세력들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미국이 개입을 약화할 수 있는 

핑계로 한 말이었지만 사실상 닉슨과 키신저는 개발도상국을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 닉슨과 키신저는 강대국에만 집중하였고, 이러한 강대국 (소련/중국)과의 

관계를 통하여 다른 모든 소국의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닉슨과 키신저는 소국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을 

과도평가하면서 강대국의 세력을 과소평가를 하였다. 미국은 어떤 지역에서의 

일을 처리하도록 “우리는 동맹소국들을 제지할 거니까 소/중국도 동맹국을 

제지하라”는 식으로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도 물론이지만, 미국도 

                                                 
152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Postwar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revise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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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출 수가 없다 153 . 한국과 이집트의 경우에도 

똑같이 한국이 주요 동맹국이라는 것을 무시하였고 소련과 중국과의 데탕트에 

의존하여 북한을 제지하였는데, 박정희의 세력을 과소평가를 하여 앞으로 유신, 

코리아게이트같은 극단적인 반응이 나왔었다. 이집트의 경우에도 소련과의 

데탕트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이집트를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다트를과도하게 무시하였는데 결국 소련을 이집트를 제지하지 못 하고 

미국이 걱정하였던 전쟁 및 석유 문제가 일어났다.  

데탕트와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는, 닉슨과 키신저는 강대국들은 

데탕트를 한다면 나머지 소국들 사이에 미니-데탕트가 자동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국에서의 냉전이 시간이 되면서 발달하여 

강대국의 냉전과 동일하게 가지 않았었다. 오히려 강대국간의 긴장완화를 

가져온 데탕트가 소국에서는 방기감을 가져오면서 긴장 심화시켰다.  

  

 2. 한국 정부와  이집트 정부의 대미정책 비교  

 한국과 이집트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각 국가에게는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 위협이 있고 한국전쟁 경험도 있어서 미국의 

보호가 꼭 필요한 것이었다. 특히, 군사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153Edward A. Kolodziej, Foreign Policy & the Politics of Interdependence: The Nixon 
Presidency, Polity, Vol. 9, No. 2 (Winter, 1976), pp. 1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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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동움이 없었다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짧은 기간에 이루었던 

경제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전쟁이 끝날 때부터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1960 년대에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들어 베트남으로 한국 전투부대를 파변하기도 하였다.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나 원조/현대화 문제와 더불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불신이 생겼다. 박정희가 끝까지 주한미군 감축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는데도 효과가 없었다.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못 

하고 오히려 한미 사이의 생긴 갈등이 많아져 위협과 방기를 느낀 한국이 결국 

핵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자주국방 정책, 유신과 같은 미국과의 갈등이 깊게 한 

절차를 하게 되었다.   

 이집트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사다트 대통령은 이스라엘과의 갈등과 이집트의 빼마긴 땅, 이집트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 소련이 도와 줄 수가 없고 효과적으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쪽은 

단지 미국으로 봤다. 미국의 도움으로는 이스라엘은 소련의 도움을 받는 여러 

아랍 국가를 패배시킬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도 미국밖에 없었다. 심지어, 소련까지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기는 커녕 

미국과의 데탕트를 유지하고 싶어하였다. 또한, 사다트가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더욱 더 강해졌다.  

그러나 미국이 약속을 하여도 약속 어기는 것, 양보를 하여도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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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주지 않은 것때문에 이집트는 소련과의 관계를  재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움까지 받게 되었다. 얻기가 어려운 미국의 관심 및 지원을 

얻으려고 미국을 기정사실 상태로 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격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크게 보면은 이집트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았듯이, 이집트와 한국의 미국의 정책에 대한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 

국가가 미국과의 좋은 관계가 필요하였고, 이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는데 미국의 무관심에 갈등을 일으키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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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1969 년 닉슨은 미국 대통령으로 임명되면서 현실주의 (Realpolitik)를 

선언하여 미국의 외교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베트남 전쟁 및 과도한 

해외 개입으로 인하여 미국은 상당적인 하락을 겪고 있었으며 그때 당시 

소련이 강대국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었던 시기였다. 미국은 해외 개입을 

약화하면서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동시에 소련을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데탕트를 선언하면서 소련과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과 

화해를 하였으며 닉슨독트린을 선언하여 개발도상국들은 이제 자기의 책임을 

질 때가 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교하여 본 한국과 이집트는 개발도상국이었으며 미국의 

이익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들이었다. 두 국가 다 소련과 경쟁이 많아서 갈등이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 및 중동 지역에 속한다154. 두 국가가  

불안정한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독재자 

대통령이 있었다. 게다가 둘 다 지역의 안보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는데 해당 

지역에서의 미국의 주요 동맹이 되고 싶어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차이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었고 이집트는 소련의 지원을 받는 미국의 적국이었다.  

 한국과 이집트는 직면하는 상황도 지역도 전혀 다른데도, 오히려 

                                                 
154Minutes of a Washington Special Actions Group Meeting, Washington, July 2, 1969, FRUS 
Vol. 19, part 1, document no.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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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는 동맹이고 하나는 적국인데도 비교하여 본 

결과는  한국과 이집트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이 비슷비슷하였다. 두 

경우에서 미국은 현지 대통령에 의존하거나 진지하게 대해 주지 않고 오히려 

강대국 (소련/중국)과의 데탕트에 의존하여 한국과 이집트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게다가 현지 대통령을 무시하면서 현지 대통령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내부 상황도 무시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이집트의 경우에는 전쟁을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그 것도 소련.중국을 통하여 제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현지 대통령과의 갈등을 임시적으로 갈아앉히려고 시키지 못 할 약속 및 

애매한 말을 하면서 한국과 이집트의 미국에 대한 방기감 및 불신이 커지게 

하였다.  

미국은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평가하면서도 한국과 

이집트라는 개발도상국의 세력을 과소평가를 하여 결국 위기 상황에 처한 

박정희와 사다트는 미국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얻고 싶어하는 것을 아무리 

노력하여도 못 얻어서 독재적인 절차를 강화시키면서 미국과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도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닉슨과 키신저는다극성 및 개발도상국의 역할에 대하여 말을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봤듯이 닉슨과 키신저의 외교정책은 초강대국 (소련,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었으며 개발도상국을 무시하는 정책이었다. 닉슨과 

키신저는 데탕트를 통하여 모든 지역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소련과 

중국은 지지하는 개발도상국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봤으며 강대국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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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탕트는 지역마다 미니-데탕트를 자동적으로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55  그러나 소련이나 중국은 이러한 큰 영향력을 없었고, 

개발도상국 사이의 냉전이나 긴장은 갈아앉지는 않고 오히려 데탕트로 인한 

방기를 통하여 심해질 때가 많았다. 주변 당사국들의 동의나 사전 통보 없이는 

추구된 강대국 위조의 화해 정책은 의미있는 화해를 이룰 수가 없는 커녕 

강대국 상호 우호 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156. 그리고 이러한 방기감 

및 강대국에 대한 불신은 결국 한국과 이집트를 비롯하여 몇개의 개발도상국을 

극단적인 행위나 데탕트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게 만들었다. 결국 미국의 

데탕트, 닉슨독트린, 다극성은 미국이 약해진 상황에서 세계에 대한 헤게모니 

및 소련을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일 뿐이었다.  

  

                                                 
155 문순보, 2008 「닉슨행정부시기의데탕트와한미관계」『국제관계연구』, 
고려대학교일민국제관계연구원 
156장중갑 「닉슨행정부의아시아데탕트와한미관계」『역사와경계, 2009 , Vol. 』70 , 
부산경남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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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American Foreign Policy in South 

Korea and Egypt during Nix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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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Nixon was elected as president in 1969, the United States was 

facing hard times because of the enormous losses caused by the Vietnam War. 

Nixon needed a new foreign policy that would decrease the engagement of the 

United States abroad and still keep its hegemony, a policy that will ensure the 

United States’ excellence over the Soviet Union but would not evoke any new 

direct clashes between the super powers. This was how Nixon and Kissinger 

started their Realpolitik- based foreign policy; forming détente, linkage and 

triangular diplomacy which served as a new containment policy on one hand, 

and Nixon doctrine that allowed him to perform selective engagement abroad 

while disengaging from areas where the US had no direct interests. For Nixon, 

renewing relations with the Soviets and the Chinese meant that the other 

periphery states could be controlled easily, as he believed that the super powers 

can control the periphery states, that a détente between the super powers meant 

mini-détentes among the periphery states.  

To draw clearer image of Nixon’s foreign policy towards periphery 

states and how it relates to his general realpolitik frame, this study compares 

Nixon’s policy towards two periphery states: South Korea and Egypt. Al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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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different on many dimensions, both Korea and Egypt had many things in 

common in terms of their relation to the United States back in late 1960s and 

early 1970s. Both were developing states that had a significant importance to 

the US, both were situated in north 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respectively, 

the two areas that were described to be of the highest probability of a military 

clash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s. Also, both Korea and Egypt had very 

unstable boarders with an enemy (North Korea and Israel respectively), which 

threatened not only the security of this particular state, but threatened the whole 

area and the US interests in each respective area. Both states were under 

authoritarian regimes, with presidents desperately trying to improve their 

relations with the US and trying to be the main US ally in the area. However, 

there was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Korea was already a US 

ally that was fighting with the US in Vietnam, while Egypt was an enemy state 

that helped the Soviets to enter the Middle East and was receiving Soviet 

economic and military aid.  

 To the US, Korea was an ally and Egypt was an enemy, but Nixon and 

Kissinger’s plan towards both was almost the same, nonetheless. Their main 

priority was to prevent any war from starting and to disengage from the area as 

much as possible. In both cases they ignored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president and tried to control everything in the state through détente, ignoring 

all the local governments’ efforts to improve thei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l pressures that were facing these governments. Nixon and 

Kissinger’s realpolitik was a great power oriented policy with no regard to 

periphery states, which lead them to view periphery states –allies or not- as 

unimportant states incapable of  doing anything outside the international détente 

frame. In other words, they overestimated the power of the great powers to 

control the periphery states and underestimated the power of periphery states to 



94 

act on their own. This lead both the Korean president Park Cheong Hee and the 

desperate Egyptian president Sadat to take some extreme measures that caused 

a lot of trouble for the US, and even endangered the whole détente system 

almost causing a new American– Soviet military clash in the middle east, when 

Sadat decided to attack Israel to force the US to deal with him.  

   ……………………………………… 

Keywords: (détente, realpolitik, Nixon doctrine, triangular diplomacy, 

L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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