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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군의 베트남에 철수 과정과 한미관계 

Benjamin A. Engel 
한국학전공 

국제대학원 

서울대학교 

 
 

본 논문은 베트남 전쟁에서의 한국군의 철수 과정을 연구하면서 

1972년 베트남에 주둔중인 한국군의 부대규모가 미국 군의 부대규모보다 많

아진 배경과 한국군의 철수가 한 – 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한국군이 베트남에 남

도록 허락 하였는지, 또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주월 한국군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세 번째로 만약 미국 정부가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을 유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원했다면 한국 정부는 어느 정도로 이러한 정책에 동의했

거나 반대했는지, 마지막으로 미국보다 더 큰 부대규모의 한국군과 한국군

의 느린 철수 과정이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토대로 분석해 보

았다. 

위의 네 가지의 연구질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

가 도출되었다. 먼저 주월 한국군의 철수 과정은 존슨 행정부가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위협으로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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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닉슨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모순적인 외교정책은 한 – 미 관계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혜택을 비롯하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했었지만 닉슨 독트린, 주한미군의 철수 과정, 중국과의 데탕트 정

책으로 나타난 미국의 대 아시아 외교정책은 이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주월 한국군의 철수 과정을 보았을 때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동

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군의 철수 일정을 만들었지만 한국 정부는 주한미

군 철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계획대로 철수할 수 밖에 없

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미군의 빠른 철수를 우선으로 하는 한국군 철수 일

정을 한국 정부에게 제시했고 한국 정부는 억지로 시행하게 되었다. 결국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및 베트남화를 비롯한 미군의 베트남에서의 빠

른 철수 과정으로 보여지는 미국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남베트남에 대한 책임을 한국에게 떠넘기는 것에 대해 걱정할 수 밖

에 없었으며, 이것은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베트남전, 한미관계, 베트남화, 박정희, 닉슨  

학번: 2011-2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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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을 참전한 것은 한국의 복잡한 근대사 속에서 

더 연구될 필요성이 있는 주제다. 특히 한국군이 베트남에 1965년부터 1973

년까지 주둔한 것은 서양의 무심한 관찰자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다. 보통의 

미국 국민들은 1966년부터 1971년까지 주월 한국군 파병의 절정에 약 5만 

명 부대가 베트남에서 미국과 남 베트남을 대표하여 전쟁을 수행했다는 소

리를 들으면 놀랄 것이다.1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군이 파병

10년 전, 여전히 한국전쟁으로 싸우던 분단국가가 다른 분단 국가의 내전에 

참전한 것을 믿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 운명적으로 한국을 도와 준 미국과 자유진영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

는 박정희 대통령의 부름에 대답했다 (아니면 전화기를 억지로 받았다).2 

결국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 때문에 5,099 명 한국 군인과 수많은 베트남 

군인과 민간인이 한국군의 총에 희생되었다.3 

더 놀라운 것은 베트남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닉슨 전대통령의 

“명예로운 평화(peace with honor)” 정책에 따라 미군이 철수할 때에도 주

                                          
1 취영호, 베트남전쟁과한국군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4), 84. 

2 Kwak, Tae Yang, “The Anvil of War: The Legacies of Korean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 (PhD 

diss., Harvard University, 2006), 88. 
3 취영호, 베느남전쟁과한국군,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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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국군의 부대규모는 크게 바뀌지 않았고, 1972년에는 한국군의 부대규

모가 미군보다 더 컸다는 점이다. 1965년에 파병한 해병의 청룡부대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동의한 대로 1971년에 철수했지만 육군의 맹호부대와 

백마부대는 파리협정이 완료되었을 때까지 베트남에 잔류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려는 욕구를 미국 정부에게 대놓고 드러냈고 군대를 

파병하겠다는 청하지도 않은 제의를 수 차례 전했는데, 한국 정부는 심각한 

국제적, 국내적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나라의 내전에 큰 파

병규모를 유지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미군이 철수하고 북 베트남과 평화협정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하면

서 동시에 한국군의 베트남 철수를 막았을까라는 의문도 남아있다.  

 

1. 연구의 목적 

 베트남전이 한국 사회에 미친 큰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의 베

트남전 참전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지 않다. 또한, 많은 선행 연구는 한국군

의 베트남 파병 및 베트남전으로 얻을 수 있던 경제적인 혜택이 한국의 빠

른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에 집중되어 있고, 아래에서 설명할 바와 같이 한

국군의 베트남에 철수 과정 및 어떻게 한국군의 부대규모가 미군 보다 더 

크게 되었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군의 베트남에 철수 과정에 대한 역

사적인 묘사와 한국군의 부대규모가 감소되지 않으면서 미군이 빠르게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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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이유를 찾는 것에 있다. 또한 본 논문은 한국군의 느린 철수 과정이 

한 – 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한국군의 파병과 닉슨 행정부 시대에 일어난 이슈들을 별도로 

고려하여 연구했지만,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한 – 미 관계에 대한 더 

포괄적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베트남에 철수 과정을 묘사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선행 연구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이 한국 정부의 군

대 파병동기에 대한 연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의 다른 

의견이 있다. 하나는 한국 정부의 파병동기는 미국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얻

기 위함 이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는 학자들은 한국군을 ‘용

병’이라고 규정하며 다른 양측은 한국 정부가 경제적인 혜택을 얻었고 그 

것 때문에 군대를 파병할 수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른 동기로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안전 보장을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파병했다는 논쟁, 미국과의 관계를 정당화시

키는 것, 한국의 국제4적인 이미지를 좋아지게 하는 것, 아시아에 지도적인 

국가가 되고 싶어서 파병했다 등의 논쟁들을 선행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었

                                          
4 Blackburn, Robert M., Mercenaries and Lyndon Johnson’s “More Flags”: The Hiring of Korean, 

Filipino, and Thai Soldiers in the Vietnam War (Jefferson: McFarland,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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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월 한국군이 용병이었다는 논쟁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블랙

번과 곽태양 이며 블랙번이 Mercenaries and Lyndon Johnson’s “More Flags”: 

The Hiring of Korean, Filipino, and Thai Soldiers in the Vietnam War라는 책에 호주

와 뉴질랜드의 베트남 파병 군대를 빼고 다른 아시아 제3국 군대들이 용병

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곽태양 은 “The Anvil of War: The Legacies of 

Korean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라는5 학위논문에서 한국이 베트남 전

쟁을 통한 모든 원조와 조달 등으로 벌던 돈을 힘들여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쟁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주월 한국군을 용병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박정희가 두세 번 케네디와 존슨에게 미국 정부가 군대를 베트남으로 파병

하는 것을 지원하면 한국군을 파병하겠다고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자들에 의하면 박정희는 분명히 군대 파병이 더 많은 경제적인 원조와 연

결되고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는 한국군의 비용을 지원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앞에서 설명한 원조를 받는 대가로 베트남에 한국 군대를 

파병하겠다는 브라운 각서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설득력이 있다. 

니코라스 사란타카스(Nicholas Sarantakes)와 김현동을 비롯한 다른 학

자들은 다른 동기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란타카스가 한국 정부가 군대를 

파병한 이유 중 하나는 케네디 행정부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깊이 연관되

                                          
5 Kwak, Tae Yang, “The Anvil of War: The Legacies of Korean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 (PhD 

diss., Harvard Universit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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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에 따라 주한미군이 철수 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

라고 주장하며 한국군을 베트남으로 파병한 것이 국가 안전 보장을 지키는 

것이었다고 한다. 1967년 한반도 안보위기가 일어나면서 특히1968년에 일어

난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더 이상 파병을 하지 않

았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군대를 파병한 것은 국가 안전 보장과 연결되어 있

었다고 주장한다.6 김동현은 당시 한국 국내 정치 상황을 강조한다. 그는 

베트남파병을 통해서 박정희가 미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박정희가 비

둘기부대와 제1차 전투병을 파병했을 때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협상 문제로 

인한 국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7 황기연을 비롯

한 또 다른 학자들은 앞에서 설명한 모든 파병동기가 한국 정부의 베트남 

파병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8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철병정책을 논하지 않고 있고, 

철병정책을 언급하는 논문은 한국 정부가 주월 한국군이 베트남에 주둔하는 

대가로 받는 원조를 극대화하려고 철수를 늦게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홍규덕은“Unequal Partners: ROK-US Relations during the Vietnam War”라

는 학위논문에 한국 정부가 주월 한국군 철수에 늑장을 부린 이유는 베트남

                                          
6 Sarantakes, Nicholas “In Service of Pharaoh? The United States and the Deployment of Korean Troops 

in Vietnam” Pacific Historical Review68(3), 1999. 
7 Kim, Hyun Dong,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Evolving Transpacific Alliance in the 1960s, (Seoul: 

The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90), 252. 
8 Hwang, Gwi-Yeon, “The Dispatch of Korean Troops to the Vietnam War: Motives and Process,” 外大

論叢, 23(1), 2001, pg.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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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둔한 한국 군인들이 한국에 사는 가족들에게 보내 주는 외화 흐름이 

정지되지 않게 군대를 철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베트남 조달로 득이 

되는 회사가 박정희 정권을 지지했기 때문에 1971년 대통령 선거 전에 이러

한 회사들이 조달을 통해 받는 수익을 계속 벌기 위해 철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1970년 주한미군의 부대규모 감소 이후 더 이상의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철수를 피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주월 한국군 철수를 늦췄다고 주

장한다.9 이러한 주장과 달리 김동현은 “한국의 베트남전 철병정책에 나타

난 인식과 오인”이라는 학위논문에 박정희가 일부러 느린 철병정책을 시행

하지 않았고 “박정희 개인적 신념 속에 굳건히 자리잡아온 한미동맹에 대

한 희망적 기대(wishful thinking)는 급기야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철군을 감

행하고, 주한미군마저 한반도에서 철수시킨 시점에도 여전히 과거의 기회요

인에 지나친 집착을 유도하여 철군의 시기마저 놓치고 말았다”고 주장했

다.10 

 한국군의 베트남참전은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

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다. 베트남전 당시 연구를 진행했던 김

세진은 베트남참전으로 인해 파병하기 전 7%로 예상됐던 경제 성장률이 12%

                                          
9 Hong, Kyu Dok, “Unequal Partners: ROK-US Relations during the Vietnam War” (Ph.D Diss,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991). 
10 김동현, “한국의 베트남전 철병정책에 나타난 인식과 오인,” (학위논문(석사): 연새

대학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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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올라, 급속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군이 미국보다 더 천천히 

철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11 프란크 불드윈(Frank Baldwin)에 따르면 한국

군이 용병이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미군과 남 베트남군 사이에 군복과 군

화가 포함된 조달과 공사 조달 프로젝트, 금속판 지붕이기와 시멘트 팔기를 

문서화했으며 공사와 공학 산업 회사, 수송업 회사, 그리고 오락이나 빨래 

같은 서비스 산업 회사가 모두 포함되어서 한국 회사 80개가 미국과 계약이 

있었다.12  곽태양 은 단적으로 베트남전을 통해서 한국이 약 46억 달러를 

벌었고 베트남전 시대에 받던 원조를 포함하면 한국이 약 81억 달러를 벌었

다고 주장한다.13 

 그리고 일반적인 한미관계에 대한 연구도 베트남전을 여러 가지 방

법으로 언급한다. 예를 들어, 박태균은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라

는 책에서 한국군이 베트남으로 파병한 배경을 분석했고 한국 정부가 미국

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했지만 경제적인 혜택과 원조에 

대한 인정사정없는 협상 과정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정부를 소원하게 했

다.14 그리고, 다른 학자들과 달리 박태균은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 때문에 

                                          
11 Kim, Se Jin, “South Korea’s Involvement in Vietnam and Its Economic and Political Impact,” Asian 

Survey 10(6), 1970, pg. 523. 
12 Baldwin, Frank, “America’s Rented Troops: South Koreans in Vietnam,”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October-December 1975), pg. 39. 
13Kwak, Tae Yang, “The Anvil of War,” pg. 153. 

14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파주: ㈜창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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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는 

한국 군대 파병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한국에게 원조를 줘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요청했다는 것이다. 박태균의 책에 철병정책에 대한 분석이 없

지만 다른 연구자는 베트남전과 한국이 참전하던 것이 완전히 무시한다. 예

를 들어 유명한 학자들 빅터 차(Victor Cha)와 브루스커밍스(Bruce Cummings)

는 그들의 각자의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S-Korea-Japan Security 

Triangle와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라는 책들에 한국군이 베

트남전을 참전한 것이 간과한다.15 특히 빅터 차의 책에는 1965년부터 1980

년대까지의 한미관계를 분석하고 있지만 한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베트남

전 협력 과정에 대한 분석이 없다. 

 

3. 문제제기와 연구방법 

 전술한 바와 같이 선행 연구 대부분이 한국 정부의 한국군 파병동

기에 대한 연구며 이러한 연구 중에 박정희는 왜 모든 외국 부대를 철수시

키는 파리평화협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큰 부대규모를 유지했을까에 대한 연

구도 있다.16 그러나 박정희가 미국의 찬성이 없이 단독으로 주월 한국군을 

                                          
15 Cummings, Bruce,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5); Cha, Victor, Alliance Despite Antagonism: The U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16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February 15, 1973. Accessed on April 9, 2014: 

https://archive.org/stream/departmentofstata6873unit/departmentofstata6873unit_djvu.txt 



9 

유지하고 미국 정부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다르게 말하면 미국 정부는 한국군의 철수를 안 하는 것을 허락했거나 적극

적으로 철수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주월 한국군이 베트남에 계속 주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본 논문은 아래의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미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한국군이 베트남에 남도록 허락하였는가? 미국 정부 입장에서 주월 한국군

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미국 정부가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을 유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원했다면 한국 정부는 어느 정도로 이러한 정책에 동의했

거나 반대했는가? 마지막으로 미국보다 더 큰 부대규모의 한국군과 한국군

의 느린 철수 과정은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닉슨 행정부 시대에 북한으로 인한 안보위기와 미국의 소극적인 반

응,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 주한미군의 철병정책, 닉슨의 중국 방문

과 미ㆍ중ㆍ소 데탕트 등의 미국 외교 정책 때문에 한미관계가 나빠지고 있

었으며 이러한 배경에 주월 한국군의 철수 과정이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한미관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각각의 미국 외교 정책이 한미관계와 아시아에 큰 변화를 의

미했고 이러한 미국의 아시아 정책 변화 때문에 한국 정부의 방기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가게 되고 있었다. 그래서 원래 한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던 베트남전에 협력하는 것이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외교 정책이 바뀌

고 한국 정부가 방기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되면서 한국군의 철수 과정은 이



10 

미 절박한 한미관계를 더 소원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본 논문은 전통적인 역사 연구 방법론으로 주월 한국군의 철수 과

정을 분석하자고 한다. 1차 자료는 미국 국무부와 국립 보존 기록관이 기  

취급을 해제한 자료이며 특히 닉슨 행정부 시대 자료들은 최근에 출판 되었

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거의 없다. 한국 국방부가 편찬한 

데이터와 인터뷰 기록도 쓰고자 한다. 2차 자료도 쓰고자 하며 베트남전과 

한미관계에 대한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 또한 동시에 나온 신문 기사도 인

용하겠다. 

 한국 정부가 기 을 해제한 자료는 많지 않기 때문에 박정희와 다

른 관료들의 한국군의 베트남 철수 과정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로 인하여 본 논문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군의 느린 철수 과정을 분

석하고자 하지만, 한국 정부의 태도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완벽

하지 않지만 미국 정부가 출판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자고 한다. 추후 

한국 정부가 외교 정책과 통신 기록을 공개해도 본 논문의 결론이 많이 바

뀌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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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존슨 행정부 시기 협력에서 갈등으로 (1964-1968) 

 전술한 바와 같이, 홍규덕을 비롯한 학자들은 한국 입장에서 베트

남전을 참전한 다른 제3국과 달리 왜 주월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끝까지 남

았고 어떻게 1972년에 한국군의 부대규모가 미국보다 더 크게 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홍규덕은 한국군의 늦은 철수 정책이 1971년 대통령 선거에 

비추어 한국군이 베트남에 주둔하는 대가로 받고 있는 군사원조와 경제적인 

혜택을 계속 얻기 위해 박정희는 다소간 자발적으로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정희가 단독으로 이러한 결정을 할 수는 없었고 미국 정부는 한국

군을철수시키지 않고 계속 한국에게 적지 않은 원조를 주는 이유를 갖고 있

어야 했다. 

 또한 홍규덕은 철수 과정이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전을 끝내자고 하

면서 취임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때는 시작이 아니었으며, 

그리고 닉슨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미관계는 심한 갈등을 일으키

고 있었다. 한국 정부의 철수에 대한 전망이 존슨 행정부 때부터 시작되었

고 1960년대말 한반도 안보위기 때문에 닉슨이 취임했을 때 이미 팽팽한 한

미관계를 이어받았다.  

 

1. 1960년대 말 한반도 안보위기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과정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고 이러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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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한국군이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파병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집중

됐다. 본 논문의 배경에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정부가 공표한 외교 통신 

자료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군대를 파병하는 것을 원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학자들이 한국 정부가 군대를 왜 파병했는지에 대

해 연구를 시작했다.17 블랙번, 홍규덕, 사란타카스, 곽태양 을 비롯한 학

자들은 한국이 억지로 군대를 파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증

명했으며 학자에 따라 미국 정부가 한국 군인의 월급과 보험금을 제공하는 

것과 군수품 조달을 통해서 벌던 경제적인 혜택,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원조

와 장비, 주한미군 철수 방지, 아시아의 공산주의의 확대 방지, 이러한 여

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한국 정부가 군대를 파병했다고 강조한다.18 

 본 논문에서 한국 정부의 군대를 파병한 이유가 적절한 것은 아니

지만 한국이 기꺼이 군대를 배치한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본 논문은 원

래 한국 정부가 반대를 하진 않았지만 한국군의 철수 과정을 미국 정부가 

지배했다고 주장하려고 한다. 미군이 베트남에서의 철수 과정이 닉슨 행정

                                          
17 석진하와 James Morrison학자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군대를 파병하는 것을 시켰다

고 주장하는 논문을 참조: Suk, Chin-Ha and James L. Morrison,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 A Historiographical Essay,” Korean Observer, 18(3), 1987, pg. 270-316. 
18 See Robert M. Blackburn, Mercenaries and Lyndon Johnson’s “More Flags”: The Hiring of Korean, 

Filipino, and Thai Soldiers in the Vietnam War (Jefferson: McFarland, 1994), Hong, Kyu Dok, “Unequal 
Partners: ROK-US Relations during the Vietnam War” (Ph.D Diss,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991), 
Park, Tae Gyun, An Ally and Empire: Two Myths of South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1945-1980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ress: 2012), Nicholas Sarantakes, “In Service of Pharaoh? 
The United States and the Deployment of Korean Troops in Vietnam” Pacific Historical 
Review68.3(1999), Kwak, Tae Yang, “The Anvil of War: The Legacies of Korean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 (PhD diss., Harvard Universit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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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시대에 시작하게 되었지만 한국군의 철수 과정은 존슨 행정부 시대부터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닉슨 행정부가 아니라 존슨 행정부는 처음에는 

한국군이 철수하는 것을 막았다.  

 한국군대를 파병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한국 군대를 파병하는 대가로 많은 요구를 했다. 예를 들어 제9사단 파병에 

대한 협상 과정 초기에 한국 정부는 파병 비용, 베트남에서 주둔하는 한국 

군인의 월급과 사망 장애 보험금을 높여달라는 것, 미국이 한국 국방예산의 

75%를 제공하는 것, 군사 조달 계약 우선권을 한국 기업에게 주는 것, 여러 

가지 개발차관을 비롯한 다양한 요구가 그것이다.19 미국 정부가 브라운 각

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요구를 묵인하여 제9사단의 파병을 지원했으며 브라

운 각서가 한국 군대가 베트남에서 유지하는 것에 기초가 되었다.20 

 이러한 유리한 경제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었지만 박태균은 한국 

정부가 자신의 미국과 사이에 협상 입장을 과대평가했으며 “한국 정부의 

요구안이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된 것이 1966년 1월 10일이 데 반해 미국 

정부에서 패키지 형태의 대가 지불을 결정한 것은 1월 5일 이전이었다. 따

                                          
19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January10, 1966, Secret, FRU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71 (2000): 146-149. 
20 닉슨 행정부가 한국 군애를 베트남에서 유지하는 것을 구했을 때 브라운 각서에 동의한 

조건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주월 한국군이 완전히 철수했을 때까지 브라운 각

서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군을 지원했다. 한국 정부가 주월 한국군의 안전을 위해 군사 

장비와 군사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를 했지만 더 이상 경제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 Report 

by John H. Holdridge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April 16, 1971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90(2010) pg. 23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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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스스로의 외교능력을 통해 주도권을 

잡았다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21  한국 정부는 더 유리한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를 압박하여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협상했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가라앉고 있는 주종 관계가 한반도 안보위기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심하게 

모습을 보여줬다.  

 1960년대말, 특히 1967년, 한반도에는 심각한 안보위기가 일어나고 

있었다. 비무장 지대에서 소규모 접전이 없는 시기는 없었지만 1967년에 주

한미군과 한국군이 북한과의 충돌이 급격히 증가했다. 1967년 7월 21일에 

유엔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찰스본스틸(Charles Bonesteel)이 비무

장 지대 구역에 증가된 소규모 접전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를 했다. 밑에 본

스틸의 보고에 포함한 도표가 있다.  

 
 
 
 
 
 
 
 
 
 
 
 
 
 

                                          
21 Park, An Ally and Empire, pg.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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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북한 도발 건수 1965년 – 1967년 7월 21일 
 1965 1966 1967 (7월 21일까지) 

비무장지대 사건 42 37 286 

교전횟수 (비무장지대와 

휴전선 남부) 

 

29 30 132 

북한군 사살 34 43 146 

북한군 생포 

 

(정보 없음) 35 (경찰이 잡은 북

한군 제외) 

(정보 없음) 

유엔군과 한국군 사살 40 39 75 

유엔군과 한국군 부상자 49 34 175 

Source: Telegram from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Korea and the Commander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onesteel) to the Commander in Chief, Pacific (Sharp), July 21, 1967, Secret, 
attachment to Memorandum from Alfred Jenkin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the President’s 
Special Assistant (Rostow), July, 26, 1967, Secret, FRUS, 1964-1968, 123(2000), pg. 261-266. 

 

이전 2년간보다 1967년에 훨씬 더 많은 소규모 접전이 일어났고 이러한 것

은 단순한 걱정거리가 아니라 미국 정부 관료들은 한국군이 베트남으로 파

병했기 때문에 북한이 1967년에 일부러 한반도에 안보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22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분석에 동의하고 조진구 는“미국이 베

트남에서 고전하면 할수록 한국 내 미국의 기반은 약화될 것이며 조선혁명

의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것이 때문에 한국에서 베트남과 유사한 혁명적 상

                                          
22 Special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September 21, 1967, Secret, FRU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130(2000), pg. 28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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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조성하는 데 최대의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23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분명히 한국이 죄 없는 희생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미국 정부 

내부서류를 참조하면 한국군이 박정희와 한국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북한과의 

소규모 접전을 유발했다는 것이 명확하다.241967년 가을에 한반도 안보위기

가 커지면서 미국 대사 윌리엄 포터(William Porter)와 본스틸이 박정희와 만

났고 박정희가 “대응책이 북한의 공격을 막는 것에 중요하여 북한이 정전

협정을 위반할 때 복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터가 미국 국무부에 보냈

던 보고서에 박정희가 “미국의 협력이 없어도 한국이 북쪽으로 하는 공격

을 더 빠르고 더 심하게 하겠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게 전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25 

 박정희는 왜 1960년대말 한반도 안보위기를 만들었거나 더 크게 만

들었을까? 박태균은 베트남으로 한국군을 파병하는 미국과의 협상 위치를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한국이 안보위기를 일부러 확대했다라고 말한다. 

한국 정부가 개입을 바로 하지 않고 미국 헌법 과정에 따라 개입하겠다고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상호방위조약 같이 미국

                                          
23 조진구 , “중소대립, 베트남 전쟁과 북한의 남조선혁명론, 1964-1968,”아세아연구, 

46:4(2003), 254. 

24  예시 : 1996년 비무장지대 남쪽지역에서 미국 정찰대를 상대로 자행된 미확인 북한군에 

의한 공격은 명백히 한 주 전의 남한의 급습에 대한 보복행위이다. Intelligence Memorandum, 

November 8, 1966, Secret, FRU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98(2000), pg. 209-210. 
25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ptember 19, 1967, Top Secret, 

FRU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129(2000), pg. 27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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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쟁에 바로 개입하겠다는 조약으로 승급시키는 방안을 끊임없이 요구하

고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항상 반대했다. 존슨 행정부가 한국군의 파병을 

그토록 원하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바꾸는 것은 반대했고 대신 한국의 

안보는 지키겠다고 발표 했다.26 박태균은 증대한 안보위기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더 확실한 방위 약속을 얻을 수 있거나 최소한 더 많은 군

사원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27 

 미국에게 북한의 게릴라 전술을 막기 위한 군사장비를 얻을 가능성

이 높아지게 되고, 안보위기 때문에 박정희가 1967년 선거에서 이익을 얻었

다. 28  박정희가 안보위기를 유발했거나 적어도 크게 만들었다면 1968년에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1968년 1월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인해 

한미관계에 갈등이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갈등이 오랫동안 진정되지 않았다.  

 

2. 존슨 행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변화 

 한반도의 1960년말 안보위기는 1968년 1월에 절정으로 치달았다. 

                                          
26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승급시키는 것이 한국 국내 정치적인 뜨거운 쟁점이었으며 한국군이 

전투병을 파병할 여부에 대한 논쟁 중에 어떤 한국 국회의원들이 조약을 승급하는 것을 먼

저 받고 전투병을 파병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정희가 조약을 승급시키는 것이 매우 어

렵다고 인정하고 군대를 미국 정부와 조약을 승급하는 심한 논쟁이 없이 파병했다. Editorial 

Note, FRU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81(2000), pg. 171-172. 
27 Park, An Ally and Empire, pg. 280-281. 

28 반공산주의로 한국 사회를 동원하는 것과 박정희가 반공산주의로 선거 유세를 만드는 것

에 대한 연구가 많고 조희연은 박정희가 반공산주의로 한국 사회를 동원했다고 주장한다. 

조희연, 동원된근대화, (서울, 후마니타스㈜, 2010). 



18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공대원들이 박정희 암살을 시도하였고 청와대의 

1킬로미터 전까지 잠입했다. 이틀 후인 1월 23일, 북한이 미국의 푸에블로

호와 미국 선원 82명를 납치했다. 푸에블로호와 미국 선원들의 납치로 미국

과 북한의 선원들의 반납에 대한 팽팽한 회의가 시작되었고 선원들은 거의 

1년동안 북한의 포로가 되어 마침내 1968년 12월 23일에 소위 비무장지대에 

있는‘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올 수 있었다. 푸에블로호 사건이 전면적

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슨은 북한에 군사적인 보복 공격을 하지 

않았다. 존슨의 결정 때문에 자신의 암살시도에 보복을 하려던 박정희가 극

도로 화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선원 반환에 대한 회의

에 한국 관료들을 초대하지 않았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 박정희는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미

국 정부의 북한과의 회담에서 미국 선원들과 군사장비 반환에만 집중했고 

박정희 암살시도와 한국 지역 침투를 무시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매우 실

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한국과 함께 북한을 공격하는 것

에 대해 계획하지 않고 보복을 거절했기 때문에 더욱 배신감을 느꼈다.29 

박정희는 미국 정부가 보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포터 

대사와 본스틸은 박정희가 불합리하게 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에게 전달했

                                          
29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January 24, 1968, Secret, FRU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145(2000), pg. 31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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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박정희의 비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가장 사실적인 보도는 국방부 

부장관직을 사임한 이후 존슨 행정부의 정치적인 특사가 된 사이러스 밴스

(Cyrus Vance)가 박정희를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사건이 발생한 이후 1968

년 2월에 만나 쓴 것이다. 존슨 대통령에게 박정희의 정신 상태를 묘사하면

서 밴스가, “박정희가 일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정희는 

한국을 완전히 지배한다. 고문들은 박정희가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을 박정

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으며 존슨 대

통령이 밴스에게 박정희가 최근에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냐

고 물어보았더니 밴스가, “박정희가 원래 술을 잘 마신다. 아내에게 재떨

이를 던졌다. 그는 고문들에게도 재떨이를 던졌고 나는 나에게 재떨이를 던

지는 것을 예상했다”라고 대답했다.30 

 박정희에게 북한에 대한 일방적으로 보복 공격을 막아야 하는 업무

를 갖고 있던 포터와 본스틸은 박정희의 비합리적인 태도에 대해 걱정을 하

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가 보복 공격을 하겠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박정희는 자신의 가장 효과적인 

협상카드를 썼다. 그것은 바로 주월 한국군이다. 미국 정부가 1968년에도 

더 많은 군대를 파병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는 주월 한국

군의 철수를 카드로 쓰면 미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보복 공격에 동의를 얻

                                          
30 Notes of the President’s Meeting with Cyrus R. Vance, February 15, 1968, Top Secret, FRUS, 1964-

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180(2000), pg. 37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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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는 박정희가 자신의 협상에 대한 입장의 한계

를 깨달았다.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겠다는 소문이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 

사건 직후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미국 정부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고 1-

21 사태가 발생된 3주후 1968년 2월 7일에 미국 국방무가 포터 대사에게 존

슨 대통령의 한국군 베트남 철수에 대한 불만을 박정희에게 전하라고 지시

했다.31 그러나 이러한 소문은 중단되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가 조급해지면

서 미국은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했고 철수하게 되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4일후 국무부

가 포터에게 “한국군이 베트남전 철군에 대한 주제를 나오면 주한미군도 

철수하겠다고 지적하는 것에 망설이지 마”라고 명령했다.32 

 박정희의 불합리적인 태도가 한반도에 새로운 한국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었고 미국과 한국의 베트남에서의 협력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존슨은 이러한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앞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존슨이 믿는 밴스 특사를 한국으로 보내 상황이 곪아터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밴스는 정일권 총리와 이후락 대통령 비

서실장을 만나 미국 정부가 한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보복 공격을 하는 것

                                          
31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February 7, 1968, Secret, FRU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158(2000), pg. 337-338. 
32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February 11, 1968, Secret, FRU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175(2000), pg. 36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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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전했다. 포터가 국무부에 보냈던 보고가 생생하게 이런 상황

을 묘사한다: 

정총리가 국회 압력이 한국 정부로 하여금 베트남으로부터 군대를 철

수 할 수 있게 압박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밴스는 단호하게 그렇다면 

한국으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으로 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러자 그는 숨을 헐떡거렸고 횡설수설 했으며 즉시 밖으로 나가 이후

락을 회의로 데려왔다. 밴스는 또한 정총리에게 만약 미국과 한국이 

이 사안에 관하여 협의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는 한국에 대한 부

정적인 반응이 미국 내에서 나올 것임을 분명히 했다.33 

 

1968년초까지 미국 정부가 한국의 군대를 베트남으로 파병하는 대가로 대부

분의 요구를 거의 다 묵인했고 안보위기 속에서 많은 군사장비를 제공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어떤 요구를 해도 존슨이 베트남전 정책에 반하지 않게 

잘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한국군이 파병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방위를 책임지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국 정

부는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해 미국이 더 강하게 반응할 것이라

고 예상했다.34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베트남으로 군대를 파병하

                                          
33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February 14, 1968, Secret, FRU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179(2000), pg. 375-376. 
34 그러한 약속들에 관한 예시들은 여러 가지지만 한가지 경우가 다음과 같다. “존슨 대통

령은 1954년 상호 방위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에 대한 무장 공격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원조

를 수행할 준비와 투지를 재확인했다. 존슨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주한 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고 한국 안보를 확실히 할 수준으로 한국군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Lyndon B. Johnson: "Joint Statement Following Discussions With President Park of 

Korea.," November 2, 1966.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Accessed on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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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가로 엄청나게 많은 군사원조와 경제적인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다

르게 말하면 한국군이 베트남에 주둔하는 대가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용

인되지만 한국 정부가 원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월 한국군을 

철수할 수는 없고 또한 미국은 대북정책 혹은 푸에블로호 사건에 관련된 협

상과정에 당연히 한국이 참여하는 특전이 없다고 생각했다. 미국 입장에서

는 한국 정부에게 지나친 요구를 받았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존슨 행정부

는 원래대로 강한 후견 역할을 속개했고 한국은 다시 피후견 역할을 해야만 

했다. 

 1968년 1월 안보위기가 정점에 달한 이후 미국과 한국의 다툼으로 

인한 새로운 선례가 세워졌다: 주월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연결되었다. 사란

타카스를 비롯한 학자들은 한국군이 베트남으로 파병한 이유 중 하나가 주

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35 1965년에 한국군

을 처음 파병했을 때 이러한 이유를 한국 정부가 고려했는지 모르겠지만 밴

스와 만남 이후 주월 한국군이 베트남에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한 것이 하나였다. 그때부터 한국 정부가 주월 한국군에 대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27977. 
35 Sarantakes, Nicholas, “In Service of Pharaoh? The United States and the Deployment of Korean 

Troops in Vietnam” Pacific Historical Review 68:3(1999). 



23 

한 지배를 미국에게 내줬고 주월 한국군이 철수하는 것은 미국 정책을 따라

가는 것이 되었다. 밴스의 최후통첩에 따라 한국 정부는 베트남 정책에 대

한 선택이 하나밖에 없었다: 베트남에 군대를 유지하고 미국에게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제적인 혜택을 얻기로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동현의 박정희

가 한미동맹에 대한 희망적 기대로 베트남 철병정책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36 밴스의 최후통첩을 받은 후에 한미관계에 대한 희

망은 없을 수밖에 없었고 갈등만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다.  

  밴스가 전해주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위협을 받고 한국 정부의 

주월 한국군 철병정책이 갑자기 180도 달라졌다. 1968년 3월 8일에 정일권 

총리가 육군 두 개 사단을 더 베트남에 파병하는 공적의 계획을 제안했

다.37 그러나 포터가 이러한 계획은 정일권의 개인적 계획인지 박정희가 이

러한 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지적했다. 어찌됐건 한국 정부는 

존슨이 1968년 3월 31일에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할 때

까지 베트남에 추가 파병에 대해 거절하지 않았다.38  존슨이 선거에 대한 

발표를 한 2주일 후 박정희와 호놀룰루에서 만났고 그때 한국이 베트남으로 

군대를 파병하는 시기가 완료되었다. 박정희가 “최근 한국 국내 상황 때문

                                          
36 김동현, “한국의 베트남전 철병정책에 나타난 인식과 오인,” (학위논문(석사): 연새대

학교, 2001). 
37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March 8, 1968, Secret, FRUS, 1964-

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186(2000), pg. 402-404. 
38 Tom Wicker, “Johnson Says He Won’t Run, Surprise Decision, President Steps Aside in Unity Bid-

Says ‘House’ Is Divided,” New York Times, April 1, 196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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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금 베트남에 더 많은 현역군를 파병하는 것이 불가능”이라고 존슨에

게 말했다.39 그때까지 한국 정부가 퇴직한 군대를 파병하는 것을 제안했지

만 이러한 계획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중앙정보국의 보고에 의하면 박정희가 군대를 파병하

지 않겠다는 이유를 실제로 밝혔다: 

1. 박정희 대통령은 호놀룰루 컨퍼런스에서 열린 존슨 대통령과의 회

의에 깊은 실망감과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박대통령은 4월 19일 

대통령 비서 이후락과 국방장관 최영희와의 개인 면담에서 존슨 대통

령이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공식적인 수정

에 관한 주제에 관해 회피하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존슨 

대통령이 그가 재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이 발표된 후 상당한 

영향력을 상실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존슨 대통령이 더 

이상 해외 군사 작전과 경제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국회의 결정에 있

어서 더 이상 효과적인 권위를 내비칠 수 없다고 말했다. 

2. 존슨 대통령과의 회의 결과 박대통령은 그런 예측 가능한 미래를 

보았을 때 베트남에 대한 추가적인 한국 전투군 파병을 고려할 수 없

다고 말했다. 

5. [3 lines of source text not declassified] 4월 11일 호놀룰루 회의에 앞

서 만약 북베트남이 진정한 평화 협정에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이거나, 미국이 한국군 무기의 현대화 조항에 구체

적인 확신 혹은 자국내의 형식주의와 한국군 원조에 대한 반대에 대

한 세부적인 절차를 제시한다면 박대통령은 기꺼이 추가적인 사단파

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40 

 

중앙정보국의 보고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주월 한국군을 완전히 철수하는 

                                          
39 Summary of Conversations Between President Johnson and President Pak, April 17, 1968, Top Secret, 

FRUS, Volume XXIX, Part 1, Korea, 1964-1968, 194(2000), pg. 419-421. 
40 Intelligence Information Cable from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pril 23, 1968, Secret, FRU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195(2000), pg. 4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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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단념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더 많은 군대를 

원했고 미국에 베트남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

에 더 많은 군대를 파병하도록 했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한반도 안보

위기 혹은 한국 국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박정희가 군대를 파병하지 않겠

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미국 국민의 베트남전에 대한 비난으로 인하여 존슨

이 선거를 포기한 것 때문에 한국이 결국에 더 많은 군대를 파병하지 않았

다. 이렇듯 미국은 미군 파병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한국에서 더 많은 군대를 

파병할 수 있다는 주장 때문에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이 길어졌으면 좋겠다

고 생각한 듯 하다.   

존슨이 선거를 포기하고 미국 국민들의 베트남전에 대한 비난이 거

세지면서 베트남전을 끝내겠다고 약속을 한 닉슨이 1968년 대통령에 당선되

었다. 닉슨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지정학적 풍경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주월 한국군에 관한 한, 닉슨 행정부는 새로운 정

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1968년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주월 

한국군이 철수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지속했다. 닉슨 행정부 입장에서는 

존슨 행정부가 만든 전례를 이용하여 한국군을 베트남에 유지시키는 것을 

쉽게 지속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 있는 의문은 왜 닉슨 행정

부가 존슨 행정부의 뒤를 따랐고, 왜 미군과 같은 철수 일정으로 한국군의 

철수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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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닉슨 독트린과 한미관계의 변화 

존슨 행정부가 주월 한국군의 철병정책에 대한 최후통첩을 한 이후, 

미국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후 수년간 

철병정책을 세우지 않았다. 닉슨은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진 조지 월리스

(George Wallace)를 제외하고 1968년 대통령 후보자들이 “베트남전을 끝내

고 평화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유세를 펼쳤다.41 닉슨은 공화당의 

예비 선거에서 뉴욕 주와 미시간 주에서 주지사 넬슨 록펠서(Nelson 

Rockefeller)와 조지 롬니(George Romney)를 이겼고 존슨의 부통령 험프리를 

대통령 선거에서 대결하면서 험프리보다 500,000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앞섰

지만 선거인단에서는 큰 차이로 압승했다. 

한국 정부는 경제적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베트남전이 길어지

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닉슨이 유세하면서 한 철수공약이 공약(空約) 이 아

닌 것을 깨달았을 때 실망했다. 닉슨은 취임한 직후 베트남화

(Vientamization)와 베트남화 일정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정부 내부의 

베트남화 과정이 1969년 7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결정했다42  공개적으로 

닉슨은 베트남에서의 미군 철수를 시작한다는 결정을 미드웨이제도(Midway 

                                          
41 Karnow, Vietnam: A History, pg. 597. 

42 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36, April 10, 1969, Top Secret, FRUS, 1969-1976, Volume VI, 

Vietnam, January 1969-July 1970, 58(2006), pg. 195-196; 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37, 
April 10, 1969, Top Secret, FRUS, 1969-1976, Volume VI, Vietnam, January 1969-July 1970, 59(2006), 
pg. 19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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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and)에서 베트남 대통령 구엔 반 티우와 함께 1969년 6월에 발표했다.43 

미국과 한국 사이에 주월 한국군의 철병정책에 대한 대화가 있었지

만 미군 철수를 처음 발표한 이후 2년이 지난 1971년 봄까지 진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군의 첫 번째 철수 일정이 1971년 12월까지 시작되지 

않았다.44 그 동안 베트남에서의 철병정책에 대한 대화는 없었지만 한미관

계 속에서는 심각한 변화가 발생되고 있었다. 철병정책은 한미관계의 심한 

변화 속에 묻히게 되었다. 여기에서부터는 1969년부터 1972년까지 한미관계

의 엄청난 변화가 주월 한국군이 철수하는 것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자 한다. 

 

1. 닉슨 독트린과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  

 짐작하듯이, 닉슨 행정부 처음 몇 달 동안 한국 정부는 새 미국 정

부는 아시아에 대한 외교 정책을 어떻게 발달시킬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

근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베트남전에 대한 생각은 분명

했다. 철수에 대한 고려는 없었고 전쟁이 길어지는 것이 목표였다. 1969년 

                                          
43 “Nixon to Reduce Vietnam Force, Pulling Out 25,000 G.I.’s by Aug. 31; A Midway Accord,” New York 

Times, June 9, 1969, 1. 
44 Memorandum From John H. Holdridge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April, 13, 1971,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89(2010), pg. 229-230; Memorandum from K. Wayne Smith and John H. 
Holdridge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September 1, 1971, Top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05(2010), pg. 27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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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정일권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닉슨에게 “우리는 2~3년동안 베트

남전에 계속 참전하는 것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고 “북베트

남으로 군대를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45 그렇게 말하면서

도 현상황을 보고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것을 인정했다. 브라운 각서

를 만든 전 주한미국대사 국무부 차관보 윈스럽 브라운(Winthrop Brown)에

게 정일권은 “베트남전 철병은 베트남전을 참전한 동맹국들이 철병하는 것

에 비례하여 철수하겠다”고 예상하면서 닉슨 행정부 처음 몇 년 동안 한국

군의 철수에 대한 대화가 이뤄졌다.46 그러나 정일권의 1969년 4월에 한 대

화에 대한 후속조치는 없었고 부록을 참조하면 베트남전에 참전한 제 3국들

의 군대가 한국군보다 훨씬 더 일찍 철병 과정을 시작한 것을 잘 알 수 있

다. 

 시간이 지나면서 닉슨 행정부의 미국 외교 정책의 색깔이 뚜렷해졌

다. 미군의 베트남 철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에 미국의 아시아 정책

이 변화하는 것도 시작되었다. 닉슨은 1969년 7월 15일에 괌에서 열린 비공

식적인 기자 회견에서 처음으로 소위 ‘괌 독트린’으로 불린 닉슨 독트린

을 발표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발표였기 때문에 몇 달 동안 괌 독트린이 

실제 미국 정책인지 뚜렷하지 않았지만 1969년 11월 3일에 닉슨이 텔레비전

                                          
45 Memorandum of Conversation, April 1, 1969, Sensitive,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5(2010), pg. 8-10. 
46 Memorandum of Conversation, April 2, 1969,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6(2010), pg.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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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방송한 소위 ‘소리 없는 다수’ 라는 발표에서 닉슨 독트린의 실체가 

명백해졌다.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을 이렇게 정의했다: 

첫째, 미국은 모든 협정 조약을 준수할 것이다. 둘째, 만일 핵무기가 

미국과 동맹국인 나라 혹은 미국이 판단하기에 해당 국가의 생존이 

미국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나라의 자유를 위협할 경우 미국

은 그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다른 종류의 침략을 포함

한 경우 미국과의 조약에 있는 조항과 부합한다면 미국은 군대와 경

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국가를 위협받는 국가

로서 인식할 것이고 해당 국가의 방어를 위해 인적자원을 제공할 주

요한 책임을 맡을 것이다.47 

 

닉슨 독트린이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했다. 미국이 기존의 조약의무

를 지키겠다고 주장했지만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직접개입을 줄이겠다는 의

미가 있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이 자신의 방위를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미군이 베트남에서만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시아에서의 철수

를 시사했다. 

 이러한 뚜렷한 의미가 있음에도 닉슨은 1969년 8월 21일에 박정희

와 만나 이러한 두려움을 풀어줬다. 닉슨은 한국이 미국의 예산제약에서 예

외이고 미국 국민들이 외국에서 주둔중인 미군을 철수하라는 요구가 심하지

만 주한미군을 철수 혹은 줄이려는 계획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박정희에게 

베트남에서의 추가적인 미군 철수 계획을 알려주면서 앞으로 있을 미군 철

                                          
47 Nixon’s Silent Majority Speech given on November 3, 1969, accessed on January 30, 2010, 

http://watergate.info/1969/11/03/nixons-silent-majority-speec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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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일정과 베트남전 평화협상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을 약속했

으며 한국 정부와 박정희에게 베트남전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아마도 존슨 행정부의 주월 한국군에 대한 위

협과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박정희는 미국 정부 

혹은 베트남 정부의 요청을 받기까지는 주월 한국군을 베트남에서 유지시키

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박정희는 베트남전을 확전하는 것에 한국정부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했다. 닉슨이 1968년에 존슨 행정부가 멈춘 북

베트남을 폭격하는 행위에 대해 박정희에게 물어보니 박정희는 간단하게 

“아시아 자유 국가들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대답했다.48 

 닉슨 행정부는 박정희와의 회담으로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과 주월

한국군의 역할과 한국군의 역할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닉슨 대통령과 외교 정책 입안자들이 한국 정부가 주월 한국군의 부대규모

를 줄이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한국군이 베트남전

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면서 한국 정부의 베트남에서 군대를 유지하겠다는 약

속 때문에 미국 군사계획자들은 베트남화 계획과 미군 철수 일정을 만들면

서 한국군이 당시에 하는 역할을 계속 하겠다는 것에 의지하여 미군이 철수

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베트남화 과정에서의 미군의 역할을 남베트남군에게 

맡겼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은 베트남에 3개 부대를 파병하고 있

                                          
48 Memorandum of Conversation, August 21, 1969, Top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35(2010) pg. 9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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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한국 부대들이 따로 베트남 군사지역에 배치되게 되었다. 해병의 청

룡부대는 북쪽 비무장 지대 옆 군사지역1(MR-1)에 주둔하게 되었다. 한국 

두 육군 부대 중 제 9사단은 베트남 중간 산악지대의 군사지역2(MR-2)에 

있었고 맹호 사단은 메콩 강 삼각주가 포함되는 군사지역3(MR-3) 해안지대

에 주둔하게 되었다.49 베트남전을 진행하면서 군사 작전이 대부분 북쪽과 

캄보디아와 라오스와의 접경 지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베트남화 과정은 그 

지역에서 철수를 하지 않겠다는 한국군-특히 육군 두 사단-이 지키는 지역

은 많은 주목을 받지 않았다. 

 또한 박정희와 정일권 총리의 베트남전 확전 주장과 베트남전에 계

속 참전하겠다는 말 때문에 미국 정부가 한국이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는 것

보다 베트남에서 유지하는 것을 원했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은 철

수를 안 하는 대가로 원조를 계속 받겠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러한 한국 

정부 관료들의 주장, 박정희의 미국 요청을 받을 때까지 철수를 안 하겠다

는 주장, 한국이 베트남전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 안전 보장 담당 대통령 보좌관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가 한국 군대를 베트남에서 계속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베트남에서 계속되는 한국군에 지원을 할지에 대한 검토에 명시되지 

않은 한가지 중요점은 한국이 상당한 외국환 이득을 베트남에 파병한 

군대로부터 얻어냈다는 것이다; 대략 1970년 회계연도 기준 1억 9천

                                          
49 이선호, “베트남 전쟁의 재음미와 참전 한국군,” 한국동북아논총, 20 (2001), pg. 

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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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달러 그리고 1971년 1억 2천만 달러… 나는 한국이 세계에서 그들

의 이미지와 베트남에서 자국 군대의 안전을 우려한다는 검토에 동의

한다. 하지만 나는 또한 만약 그들이 자국 군대의 안전이 보장될 시 

실제로는 그들의 군대가 계속 주둔하기를 원한다고 본다.50 

 

앞에서 언급한 보안 문제는 주한미군이 1970년에 발표한 1971년에 완료된 

철수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철수했는데도 불과

하고 한국 정부가 주월 한국군의 철병정책을 만들지 않았고 미국 정부는 한

국군이 미국이 철수하라고 할 때까지 베트남에서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었다.  

 

2. 1970년대 초 주한미군의 철수 과정 

1969 년 8 월 회담에서 박정희에게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닉슨은 3 개월 후에 주한미군의 부대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을 찾고 한국 정부에게 적절한 통보를 하라는 각서를 

미국 외교 정책 입안자에게 보냈다. 51  이러한 미국 정부의 실논의는 

                                          
50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March 31, 1972, Top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131(2010), 
pg. 326-328. 
51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 Nixon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November 24, 1969,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45(2010) pg.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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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존슨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한국정부와의 협상 없이 줄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었다.52 

미국 관료들은 주한미군을 2 만명으로 줄이는 육군 제 7 사단이 

포함된 계획을 만들면서 이러한 계획으로 인해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1968 년 한국정부는 안보위기 이후 주월 

한국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했는데, 밴스의 임무는 이런 주월 한국군 철수 

문제를 주한민군과 연계시켜 한국정부의 주월 한국군 철수 계획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1969 년 말, 미국 정부는 일방적인 주한미군 철수를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부대규모와 관계없이 한국정부가 주월 한국군 철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려고 했다. 

주한미군 부대규모를 줄이는 계획을 만든 국가안보회의 검토그룹 

회의에서 관료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주월 한국군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고심했다. 냉전 시기에 미국 문화 정보국 상무 

프랭크 셰익스피어는 주한미군의 부대규모를 줄이는 대가로 주월 

한국군도 철수시키자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닉슨 행정부는 

주월 한국군이 잔류하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으며 페르디난드 언거 

소장(F.T. Unger)은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를 완료할 때까지 베트남에서 

                                          
52 Kwak, Tae Yang, “Anvils of War,”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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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3  키신저도 셰익스피어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한국정부가 주월 한국군 유지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교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미국이 아시아에서 대량 

이탈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70 년 3 월 20 일, 국가안보정책결정각서 48 통해서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20 만명의 군인을 철수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54 

국가안보정책결정각서 48 이 미국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1971 년부터 

1975 년까지 매년 한국에게 군사원조계획을 통해서 2 억불을 제공하거나 

2 억불에 상당하는 군사장비와 원조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명시했다. 또한, 

소위 ‘평화를 위한 식량’ PL-480 원조를 1971 년부터 1975 년까지 최소한 

5 백만불을 유지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원조는 한국 군사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었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었다. 

주한미군의 부대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을 들은 한국 

정부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했고, 그래서 미국 정부의 정책을 바꿔보려 

노력했지만 미국 정부가 여전히 확고한 결심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군사개발 프로그램의 금액과 실행과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53 Minutes of a National Security Council Review Group Meeting, February 6, 1970,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51(2010) pg. 124-131. 
54 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48, March 20, 1970, Top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56(2010) pg. 1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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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군사개발프로그램에 대한 협상 과정은 본 논문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깊게 설명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군사개발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 정보는 한국정부의 

베트남 철병정책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닉슨이 국가안보정책결정 

48 을 전하기 직전에 한국 정부는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한다는 것을 

추측하고,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의 

취임식에서 불특정의 한국 관료가 미국 부통령 스피로 애그뉴(Spiro 

Agnew)에게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 대가로 한국이 베트남에 더 많은 

부대를 파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55  추가 파병에 대한 

제의는 새로운 제의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것을 통보 한 후에도 비슷한 제의가 있었다. 예를들어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코르넬리우스 갤러거(Cornelius E. Gallagher) 하원의원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2 만명으로 줄이는 것을 재고한다면 한국이 베트남으로 

2 만 5 천명의 군대를 추가 파병하겠다는 제의를 박정희에게 받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키신저에게 말했다.56  

키신저가 캘러거 의원에게 대답한 대로, 미국은 베트남에 제 3 국가의 

더 많은 추가 파병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 정부의 제의는 

                                          
55 Draft Minutes of a National Security Council Meeting, March 4, 1970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55(2010) pg. 142-147.  
56 Memorandum of Conversation, July 13, 1970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66(2010) pg. 16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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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으며, 한국 정부가 주월 한국군의 

철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주월 한국군을 통해서 다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읽었다. 그때부터 미국 정부는 주월 한국군이 

철수하지 않는 것이 미국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거나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해 위협하기만 하면 한국정부를 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이러한 상황을 자초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닉슨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새로운 전략에 적절히 대응

하지 못했다. 존슨 행정부 시절의 방법으로 한미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

남전에 군대를 파병했지만 닉슨 행정부는 베트남전을 끝내기 위해 급한 철

수과정 및 베트남화 정책에 들어가 있었다. 한국정부의 대미정책은 아주 구

시대적이어서 지난 2년간의 상황과 닉슨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지 않

았다. 대신 한국 정부의 대미 정책은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으로 미

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더 적절한 전략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응하여 베트남에서 군대를 철

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닉슨 행정부의 베트남화 정책을 위협할 수 

있는데, 미국 정부가 미군이 철수하는 지역에만 베트남화가 집중되기 때문

에 한국군이 철수하는 지역에도 베트남화를 시켜야 되는 부담 때문에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재고하게 만들 수 있었다. 1968년 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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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위협 때문에 박정희와 한국 관료들이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

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홍규덕이 주장하는 대로, 박정희가 1971년 

대통령 선거 전에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과 군사개발프로그램에서 한국 정부

에게 유리한 협상 위치를 가지도록 주월 한국군 문제를 이용했기 때문에 베

트남에서 철수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57              

한국 정부의 추측과는 상관없이 미국은 주한미군 부대규모를 2만명

으로 줄이는 것을 주월 한국군 철수라는 위협에 상관없이 실행 할 수 있었

다. 그리고 한미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1969년

부터 1970년까지 주월 한국군의 철수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미국 정부는 조

용하게 주월 한국군이 미국의 베트남화 정책을 지원하게 만들었고, 한국 정

부는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베트남 철병정책이라는 카드가 아닌 베

트남에 추가파병이라는 대가로 미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구시

대적인 정책을 유지했다. 

사실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정책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

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서의 철병문제를 제기하지 않

았기 때문에 주월 한국군이 최소한 1971년 내내 베트남에 주둔할 수 밖에 

없었고 2년간의 미군의 급박한 철수로 인해 미군 대비 주월 한국군의 규모 

비율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아래의 <표2>를 참조하면 한국 정부가 철병정

                                          
57 Hong, “Unequal Partners,” pg. 2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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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971년에 한국군이 모든 외국 군대 중에 21.7%

를 차지했고, 1972년에는 6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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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국의 주월 군의 부대규모, 1965 년 – 1972 년 

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미국 184,300 385,300 485,600 536,100 475,200 334,600 156,800 24,200

한국 20,541 45,605 48,839 49,869 49,755 48,512 45,694 37,438

태국 20 240 2,200 6,000 11,570 11,570 6,000 40

호주 1,560 4,530 6,820 7,660 7,670 6,800 2,000 130

필리핀 70 2,060 2,020 1,580 190 70 50 50

뉴질랜드  120 160 530 520 550 440 100 50

 

한국군이 모든 

동맹군에 비율 9.9% 10.4% 8.9% 8.3% 9.1% 12.1% 21.7% 60.5%

한국군이 

제 3 국군에 비율 92.1% 86.7% 80.8% 76.0% 71.3% 72.0% 84.9% 99.3%

Kwak, Tae-Yang. “The Anvil of War: The Legacies of Korean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 (Ph.D Diss.  

University of Harvard, 2006), pg.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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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과 충국의 데탕트와 한반도 

 닉슨이 취임한 이후 닉슨 행정부는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전 행정부들은 공산당의 세계를 획일적으로 바라보았

지만 닉슨이 취임할 때에는 소련과 중국의 사이에 노골적인 갈등이 일어나

고 있었다. 공산주의의 두 거인 사이에 영토 분쟁이 전쟁까지 번질 뻔했으

며, 1969년 8월 회담에서 박정희는 닉슨에게 소련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망성이 50대 50이다”라고 말했다.58 미국의 해외 지원을 줄이고

자 하는 닉슨 독트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히 아시아에, 공산주의 세계

와의 갈등을 풀어야만 했다. 미국이 중국 내전에서 장제스(Chaing Kai-shek)

를 지원했고 내전에서 진 장제스가 대만으로 간 후에도 미국은 계속 중화민

국(Republic of China, 대만)에게 많은 원조를 제공하며 대만이 모든 중국을 

통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

을 막고 있었으며, 대만이 중국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 자리를 차지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었다. 더구나 미국은 중국과 한국전쟁에서 직접 싸웠

고 베트남에서는 중국이 직접 군대를 파병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지원하는 

북베트남과의 전쟁에 말려들어 있는 상황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

렇게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소련의 갈등을 이용하여 닉슨과 키신저는 

중국에 접근하면서 갈등을 풀고자 했다. 

                                          
58 Memorandum of Conversation, August 21, 1969, Top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35(2010) pg. 9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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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의 인정을 통해 미국과 

중국 정부 양측 다 갈등을 풀자는 목적에 동의하였고 중국 관료들이 미국 

관료들을 중국에 초대하게 되었다.59 닉슨과 키신저가 1071년 여름에 중국

과의 회담을 진행해 1971년 7월 9일에 저우언라이(Zhou En-lai)가 ‘길을 잃

어버린’ 키신저를 북경에서 만났다.60 키신저와 저우언라이는 세계 정세에 

대한 긴 논의를 진행했고 두 국가의 대표가 서로 자신의 의견을 나누면서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다. 키신저와 저우언라이의 역사적 만남으로 

인해 더욱 중요한 역사적인 성취를 낳았으며,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

를 선택하여 중국 정부는 닉슨에게 중국을 방문해달라는 초대를 했고 닉슨

은 이에 응했다.61 1971년 7월 15일에 중국과 미국이 협의 내용을 동시에 

발표하자 전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3년만에 세 번째로 미국은 한미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교 정

책을 만들었고 한국과는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을 발표했다. 

                                          
59  한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베이징에서 미국 대통령 특사 

(예를 들어 키신저), 미국 국무부 혹은 심지어 미국 대통령을 직접적인 회의나 논의를 위해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재확인 했다” Message from the Premi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ou En-Lai to President Nixon, April 21, 1971, FRUS, 1969-1976, Volume XVII, China, 1969-
1972, 118(2010), pg. 300-301. 

60 저우언라이는 키신저에게 처음 인사를 줬을때는 농담으로 미국 방문객에게, “오늘 오후

에 특별한 뉴스를 나왔다. 방문객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말했다. Memorandum of 

Conversation, July 9, 1971, FRUS, 1969-1976, Top Secret, Volume XVII, China, 1969-1972, 139(2010), 
pg. 359-397. 
61 Memorandum of Conversation, July 11, 1971, FRUS, 1969-1976, Top Secret, Volume XVII, China, 

1969-1972, 142(2010), pg. 43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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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행정부의 외교 목표와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을 풀자는 정책에 대해 미

리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닉슨의 북경방문계획에 대해 

처음에는 침착하게 대처했다. 한국 외무부장 김용식이 1971년 가을에 워싱

턴을 방문했을 때, 미국이 중국과 한국에 대한 뒷거래를 트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닉슨이 북경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인다고 말했으며 북한

이 남한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중국을 설득해 달라고 미국 국무

장관 윌리엄 로저스(William Rogers)에게 부탁하기도 했다.62 그때 김용식이 

만났던 키신저와 로저스는 한국 정부에게 중국과 한국에 대한 뒷거래를 절

대 트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한미동맹은 강하며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무부 장관 김용식이 7월 북경에서 키신저와 저우언라이가 

만났을 때 중국에게 한국의 안보를 지키겠냐는 말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키

신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 한국에 대한 주제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우

언라이에게 미국은 모든 안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고 대답했다. 63 

하지만 키신저는 김용식에게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 키신저는 1971년 7월 

저우언라이에게 “닉슨 대통령의 2회째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부분 혹은 

                                          
62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September 23, 1971,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09(2010) pg. 279-280. 
63 Memorandum of Conversation, September 28, 1971,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10(2010) pg. 28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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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뚜렷하게 말했다.64 실제로 

미국의 주한미군 정책은 1971년에 2만명의 미군을 철수하고 1972년에 추가 

철수를 고려하는 것이었지만 키신저가 중국의 호감을 사기 위해 한반도를 

버리는 것까지 고려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65 이러한 상황이 닉

슨 행정부 시절에는 흔한 일이었고 한국 관료들 앞에서는 한국의 안보를 지

키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고 있

었다. 주월 한국군의 철수 과정이 또 다른 사례이고 다음 절에서는 철수 과

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더 확고한 미국의 안보 약속을 얻기 위해 

닉슨의 한국 방문과 박정희와의 회담을 준비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국 

국무부 장관 김용식은 1971년 9월에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서울은 중국과 

가깝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이러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박정희도 새 주한 미

국 대사 필립 하비브를 만나 회담을 마련하자고 했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제의를 거절했고, 대신 닉슨이 직접 편지를 보내 한국들 달래 보았다.66 닉

                                          
64 Memorandum of Conversation, July 9, 1971, FRUS, 1969-1976, Top Secret, Volume XVII, China, 

1969-1972, 139(2010), pg. 359-397. 
65 그러한 정책의 한가지 예시는 1972년 말 한국내 상황에 대한 한국 외교업무 지원팀(Korea 

Country Team)의 분석과 1975년과 76년 사이에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에 대한 권유

(recommendation)에서 보인다. Air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December 10, 1972,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70(2010) pg. 436-

445. 
66 Memorandum of Conversation, September 28, 1971,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10(2010) pg. 28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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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과 회담을 요청하면서 박정희는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계속 이슈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선하는 카드를 꺼냈고, 미국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

나면 바로 개입하는 것으로 조약을 개정하자고 하비브에게 말했지만, 사실 

박정희는 실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정이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닉슨과의 회담을 마련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조약을 개정을 개정하는 카드를 

꺼내 협상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67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을 고집했는데도 

닉슨이 1972년 초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도 회담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미국의 세 번째 일방적인 외교정책은 이전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하여 한국에게 주는 특전이 없었다.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 것은 

대통령 회담에서 닉슨이 한국의 안보를 지킬 것이며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고 한 말로 인해 갈등이 풀렸다. 이러한 말이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

났지만 당시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었다. 1970년에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한국 군사개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혜택과 

같이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

킨 중국과의 데탕트에 대한 외교정책을 알려 주었을 때 미국정부는 중국과 

한국에 대한 뒷거래를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만 했으며 이후 미국의 약속은 

박정희의 눈으로 볼 때에는 믿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에게는 

미국 정부를 움직일만한 협상 카드가 없어지고 있었다. 1970년 한국 정부가 

                                          
67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December 13, 1971,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19(2010) pg. 3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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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추가 파병하겠다는 제안은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다. 2만명의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 이상 

미국 정부는 더 많은 추가 철수를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

에서는 잃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존슨에게 했던 위협을 다시 하게 되었으

며 미국 정부의 바람과는 반대로 1972년 2월 5일에 김용식이 하비브에게 베

트남에 남아있는 육군 부대들을 1972년 5월부터 철수시키겠다고 말했다.68 

김용식은 주월 한국군의 철수에 대한 더 진지한 협상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고 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겠다.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국군의 철수를 막았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지만, 미국 정부의 압력 때문에 주월 한국군의 철수가 늦어졌다고 주장하

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969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 정부는 한국군

이 철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철수를 못하게 하려 했지만, 어차피 한국 

정부가 주월 한국군 철수 계획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 군대를 추가 파병하겠다는 구시대적인 

제의를 했고, 베트남전이 끝나가고 있음에도 한국 관료들은 전쟁이 길어질 

거라는 말과 함께 전쟁을 확대시키자는 말을 하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이

러한 한국 관료들의 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1970년 말에 쓴 국가정보

                                          
68 Memorandum from John H. Holdridge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the President’s Deputy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Haig), February 5, 1972, Top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24(2010) pg. 3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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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영향력 있는 한국인들이 베트남전이 장기전으로 가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고 “그[박정희]는 수익성이 좋은 [베트남에 대한 미국과

의] 협력을 약화시킬 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69 한국 정

부가 베트남의 변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월 한국군의 주둔

이 다른 제 3국 군대보다 길어지게 되었고, 한국 관료들이 베트남전이 장기

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태도로 인해 미국 정부는 주월 한국군을 유지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었다. 

  

                                          
69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December 2, 1970,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89(2010) pg. 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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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베트남 한국군의 철수 과정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69년부터 베트남전에 참전한 제 3국 군

대의 비율에서 한국군의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졌으며, 이유는 

미군과 다른 제 3국 군대는 1969년과 1970년에 철수하게 되면서도 한국정부

는 철병정책에 대한 계획을 미국 정부나 남베트남 정부에게 제출하지 않았

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정부의 첫 번째 구체적인 철병정책은 1971년 4월 중

간까지 미국 정부에게 한 부대를 철수하겠다는 통보로 만들게 되었다.70 닉

슨 행정부 처음 2년간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와의 회의에서 주월 한국군 철수 

문제를 꺼내지 않았고, 미국 정부는 한국군이 철수하는 문제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한국 한국이 철수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베트남 정

책과 전략에 잘 맞았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70년에 주한미군 감

축 계획을 만들면서 언거 소장은 미국의 베트남 전투작전이 끝날 때까지 한

국군이 필요하다고 했다.71 언거 소장의 주장이 미국 국내의 시민운동으로 

인해 베트남화를 지원하는 것과 미군의 빠른 철수를 위해서 한국군이 베트

남에 남아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을 암시하게 되었다. 

                                          
70 Memorandum from John H. Holdridge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April 13, 1971,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89(2010) pg. 229-230. 
71 Minutes of a National Security Council Review Group Meeting, February 6, 1970,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51(2010) pg. 1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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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베트남전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존슨 행정부가 더 많

은 군대를 파병할 수록 커지고 있었다.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운동은 대학생

과 학자들이 하는 운동일 뿐만 아니라 결국 존슨이 속한 민주당에 심한 반

전 운동이 일어나 1968년 대통령 선거에 다른 후보를 뽑자는 ‘Dump 

Johnson’이라는 운동이 시작 되었다.72 닉슨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969년 

여름에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겠다는 첫 번째 발표를 했을 때 닉슨 행정

부는 국내 여론이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모든 군인을 즉각 철

수하라고 하면서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이 더 커졌다. 시민운동을 지지하는 

미국 국회의원들도 닉슨 행정부에 압력을 가했으며, 1969년 9월 25일에 상

원 의원 찰스 구델(Charles Goodell)이 1970년 말까지 모든 군대를 철수하는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압박했다. 73  시민운동의 규모도 닉슨 

행정부 첫 임기 동안 커져가고 있었다. 1969년 10월 15일에 소위 모라토리

엄 운동이 일어났을 때 수도 워싱턴에서 5만명의 시위자가 운집했고, 2년 

후 1971년 4월에 일어난 시위에서는 4배로 커져 20만명이 워싱턴에 운집했

다.74  이러한 미국 국민들의 커다란 압력 때문에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 

철수 속도를 줄일 수 없었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키신저가 베트남화와 미군 

                                          
72 Witkin, Richard, “WAR FOES TO SEEK TO STOP HUMPPHREY; Will Meet to Aid McCarthy or 

Some Other Candidate WAR FOES IN MOVE TO BAR HUMPHREY,” New York Times, June 25, 1968, 
pg. 1. 
73 Finney, John W. “Goodell Calls for Pullout;; Senator’s Bill Would Cut Off Funds for Troops in 

Vietnam War GOODELL FAVORS PULLOUT BY 1971,” New York Times, September 26, 1969, pg. 1. 
74 Karnow, Stantley, Vietnam: A History, (London: Pimlico, 1994), pg.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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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가 북베트남의 공격에 쫒겨 경주를 벌이는 것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

다고 말했다고 했다.75 

 미국 국내 여론 때문에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으며 베트남화는 남베트남 군대가 미군의 역할을 인계받는 

것부터 진행되었다. 또한 닉슨 행정부는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북베트남

이 부대 집합지로 사용하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접경지역에 전력을 집중 시

켰으며 베트남화가 접경지역에 집중되면서 해안 지대와 베트남 가운데 고지

대를 지키는 한국군의 역할이 더 커졌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이 남베트남 

대통령과 함께 만들었으며 남베트남 대통령 티우는 “남베트남 군대가 접경

지역에서 하는 전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군이 해안지대에서의 진무 

작전의 성취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6 또한 합참의장 토마스 무러

(Thomas H. Moorer)가 닉슨에게 한국군이 지키는 군사지역2(MR-2)이 베트남

화가 가장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했으며, 이것 때문에 군사

지역2를 지키는 제 9사단의 철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77 

 그래서 1971년 베트남 상황을 군사적으로 보면, 한국군이 철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미국 국내 정치적인 상황으로도 한국군이 철수하

                                          
75 Kissinger, Henry, Ending the Vietnam War: a history of America’s involvement in and extrication from 

the Vietnam War, (New York, Simon & Schuster, 2003), pg. 149. 
76 Memorandum of Conversation, July 4, 1971, FRUS 1969-1976 Volume VII, Vietnam, July 1970-

January 1972, 231(2010) pg. 782-798. 
77 Memorandum for the Record, September 20, 1971, FRUS 1969-1976 Volume VII, Vietnam, July 1970-

January 1972, 259(2010) pg. 93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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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미군의 철수과정이 늦춰지게 되므로 한국군이 철수하는 것은 더더

욱 불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 입장을 고려한다면 

1969년에 박정희와 다른 한국 관료들이 베트남전을 확대하는 것을 제시했고, 

1970년에 주월 한국군 부대규모가 25,000명으로 추가 파병하는 것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다는 결론

을 내렸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1971년 4월 13일에 미국 국가안전보장

회의 직원 존 홀드릿지(John H. Holdridge)가 키신저에게 “한국군의 철수 속

도는 우리 반응에 따라 맞출 수 있다. 나는 남베트남의 군사적인 상황을 평

가할 때까지 한국 정부가 철수하지 않을 것을 예상한다”고 합리적인 결론

을 내고 보고했다.78  

 

1. 한국군의 베트남 주둔 연장을 위한 미국 정부의 비  계획 

 1971년 4월에 한국정부가 주월 한국군을 1971년 10월부터 철수시키

겠다는 것을 발표한 이후 미국 정부는 한국군이 베트남화 과정을 계속 지원

하고 동시에 미국 국내 반전 운동을 잠재울 수 있도록 미군의 철수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닉슨 행정부 첫 2년간의 한국 정부의 태도에 

기초해서 한국군이 베트남에 군대를 유지하는 계획을 만들었다. 홀드릿지는 

                                          
78 Memorandum from John H. Holdridge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April 13, 1971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89(2010) pg. 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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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4월 13일에 제출한 각서 내용에 1971년 3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관료들과의 회의 내용을 보고하면서 한국군이 철수하지 못하게 하는 

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사관 관리들 및 군수대표들과 서울에서 가진 회의에서 나는 백악관 

측에서 한국군을 베트남으로부터 철수시키는 것에 별다른 관심을 보

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사에 따르면 박대통령은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군도 베트남에서 군대를 철수를 실행하고 있는 

다른 파병국(TCC)의 경우를 따라야 한다고 느꼈지만, 아마도 해병여

단의 철수는 그만두고 두 개 사단을 무기한으로 베트남에 남겨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철군을 계속해서 수행한다는 것은 무

상 군사원조계획(MAP) 전환 비용의 미국 지출에 관한 브라운 각서의 

조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한국이 더 이

상 이러한 지출에 대한 의무를 당장 인계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

다.79 

 

홀드릿지의 보고는 한국군이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시각을 잘 

묘사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서 철수하려는 의지가 강하

지 않고, 두 번째는 베트남 파병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경제적인 이득이다. 

 홀드릿지의 추론을 의심할 이유가 없고, 또한 사실 많은 학자들이 

홀드릿지가 얘기한 한국 정부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베트남 파병을 유지

하는 것을 원했다는 추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베

트남에서 철수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군을 베트남에서 유지

하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만들었고, 한국군을 베트남에서 유지하려는 협상과

                                          
79 Report by John H. Holdridge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April 16, 1971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90(2010) pg. 23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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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공연히 팽팽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주월 한국군의 철병정책을 미국 

정부에게 제출한 이후 몇 달 동안 미국 국무부는 한국군을 베트남에서 유지

하는 여러 가지 가능한 옵션을 평가하여 닉슨에게 보고했다. 1971년 6월 23

일 닉슨은 주월 한국군에 관련한 국가안보정책결정각서(NSDM)113를 미국 

정부내에서 발표했으며 NSDM113은 1) 미국이 1972년 말까지 한국의 두 육

군 부대를 지원하고 한국군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연구를 나중에 하는 것; 

2) 미국이 한국군을 지원하는 예산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 3) 협상 과

정에서 한국군의 개선된 실적을 강조하라는 요구를 강조; 4) 주월 한국군을 

베트남에 유지하는 것을 더 이상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했다.80 그리고 NSDM 113는 한국 해병 청룡 부대가 철수하는 것을 

허락했다. 

 NSDM 113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의 협상은 없었으며, 한

국 정부가 주월 한국군을 철수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

져 있었다. 한국 정부는 한국군이 베트남에 계속 주둔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것으로 만족했을 수도 있지만,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수립 과정에서는 실망했을 것이다. NSDM 113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철병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만든 첫 계획이며, 미국 정부는 계속 

일방적으로 계획을 만드는 이러한 과정을 지속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더 

                                          
80 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113, June 23, 1971, Top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96(2010) pg. 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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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제점은 한국군을 베트남에 유지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주한미군의 철

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많은 학자들이 한국정부가 한국군을 베트남

으로 파병한 이유 중 주요한 이유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막는 것을 꼽았지만, 

NSDM 113 때문에 결국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막지 못했다. 닉슨 

행정부 안에서 더 이상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주한미군

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 한국 정부의 뇌리에 박히게 되었다. 

 또한 홀드릿지가 한국 정부는 경제적인 혜택 때문에 주월 한국군이 

베트남에 남는 것을 동의할 것이라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을 베트

남에 유지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는 아이러니하게도 공격적이었다. NSDM 

113가 발표된 직후 국방장관 멜빈 레어드(Melvin Laird)가 1971년 7월 11일

부터 14일까지 한국을 방문해서 박정희와 주월 한국군의 철수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를 하면서 레어드가 박정희에게 수동적으로 동의한 

철병정책에 따라 군대를 철수하되 그 이상의 철수를 고려하지 말라고 위협

했다. 

나는 박대통령이 어떠한 향후 한국군의 철수에 있어서 탄탄한 논리를 

적용할 것이라는 희망을 내비쳤는데, 예를 들어 현재 한국군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일들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 주둔군을 남베트남 무장 

병력의 능력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박대통령에게 

남베트남에 있는 한국 주둔군과 미군 혹은 다른 삼국과 연결시키는 

것에 관해서 경고했다. 나는 만약 미국이 그러한 종류의 패턴을 한국

에서 따랐다면 미국은 오래 전에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 했을 것을 발

견했다. 나는 박대통령이 상호 한국과 베트남의 이익에 반하는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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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내의 한국군의 압박을 측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81 

 

레어드의 주장은 주한미군이 계속 한국에 남아야 되는 것에 분개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레어드는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더라도 주월 한

국군은 베트남에 남아 있는 경우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그리고 레어드가 한국 국방장관 정래혁과 만나 한국 정부는 1971년 12월부

터 해병 청룡부대만 철수하겠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

로 추가 철수 정책을 고려는 하지만 일정을 짜지는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레어드의 위협은 불필요한 것이었으며, 오히려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래혁이 얘기한 1971년 한국 정부의 철

병정책에 따라 12월부터 청룡 부대의 철수가 시작되었다.82 그러나 미국 정

부는 한국내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인해 미국 NSDM 113 정책에 

반하여 1972년에 추가적으로 부대가 철수하게 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한

국에 계속 강한 압력을 행사했다.83 대통령 특별 보좌관 함병춘이 1971년 9

월에 워싱턴을 방문하여 안전보장 담당 대통령 부보좌관 알렉산더 헤이그

                                          
81 Memorandum from Secretary of Defense Laird to President Nixon, July 19, 1971, Top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01(2010) pg. 254-263. 
82 Footnote 3 on page 270. Memorandum from K. Wayne Smith and John H. Holdridge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September 1, 

1971, Top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05(2010) pg. 270-271. 
8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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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er Haig)를 만났다. 함병춘이 베트남의 모든 군대를 철수하라는 충

고를 박정희에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헤이그는 은근한 협박으로 함병춘에

게 생각을 고쳐달라고 설득했으며, “한국 정부는 주월 한국군이 내년까지 

베트남에 남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고 주장 했고, “주월 한

국군이 급하게 철수하면 함병춘이 한반도에 대비하고 싶어하는 불안정함이 

인도차이나에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며 한국군이 철수할 경우 한반

도에 주한미군이 철수함에 따른 불안정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위협

했다.84 NSDM 113에 따라 주월 한국군을 유지하는 것과 주한미군의 철수 

일정과 연결되게 하지 말라고 규정했지만 헤이그의 은근한 협박이 주월 한

국군이 철수하지 않는 것이 미국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게 하는 것과 연

결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헤이그는 닉슨 독트린에 따라 한국 정부가 다른 

아시아 국가의 안보를 지킬 책임이 있다고 하며 닉슨 독트린을 왜곡했으며,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 모든 군대를 철수하는 것은 닉슨 독트린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85 

 베트남전 마지막 해 동안 계속 나타나게 될 주제가 1971년 9월 헤

이그와 함병춘의 회담 중에 처음으로 드러났다. 함병춘은 한국 관료들이 미

군의 급박한 철수 과정으로 인해 한국군이 다 철수하기도 전에 미군의 철수

                                          
84 Memorandum of Conversation, September 1, 1971,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06(2010) pg. 272-277. 
8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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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무리되게 되고, 한국만 베트남에 남아 내전에 참전하는 국가가 될 것

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86 헤이그는 이러한 우려를 무시했고 미군

은 공산주의와의 전쟁이 끝났다는 확신이 없이는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헤이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급속하게 철수하게 

되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철수를 막는 것 때문에 한국 정부는 한국군이 

홀로 베트남에 남게 될 것에 대한 걱정을 멈출 수 없었다. 1972년에는 한국

군의 부대규모가 미군보다 더 커지게 되어 한국이 홀로 베트남참전하는 것

에 대한 걱정이 점점 심해졌다. 

 1971년 12월부터 예정된 한국군의 첫 번째 철수가 1971년 11월 6일

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1965년에 처음 파병되었던 해병 청룡부대가 그 

대상이었다.87 청룡부대 철수 이후 기존 48,000명으로 이뤄진 주월 한국군

의 부대규모가 38,00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1971년 말에 줄게 된 한국군

의 부대규모는 미국 정부가 1972년 말까지 두 개의 사단으로 이뤄지는 한국

군의 부대규모를 요청했던 NSDM 113 계획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또한, 

미시적으로 군사적인 관점으로만 1971년 말 베트남화 상황을 보자면 군사지

역1(MR-1)에 주둔되었던 청룡부대의 철수는 미국의 군사계획과 맞춘 것이

었다. 1971년 12월부터 시작된 한국 해병 부대의 철수 과정은 1972년 3월에 

                                          
86 Ibid. 

87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November 3, 1971, Top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14(2010) pg. 290-293. 



57 

사실상 끝난 모든 외국 부대의 철수 과정과 부합하게 되었다.88        

 한국 정부와 장군들이 한국군의 작전 통제를 하고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베트남화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미군의 빠른 철수를 위해 한국군이 

언제 어떤 부대를 철수할 지 마음대로 정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한국군

을 베트남에 처음 파병하면서 세웠던 한미관계의 동등한 관계 라는 목표가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국 전쟁 때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전

쟁을 참가함으로써 피로 맺어진 관계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 초에 

미국은 자신의 베트남 퇴각을 엄호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한국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전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71년에 해병 청룡부대의 철수를 

마무리 하면서, 닉슨의 중국 방문과 공산주의 세계와의 데탕트 정책으로 인

해 동아시아의 정치적인 상황은 급변하고 있었다. 아시아 사태의 격변 때문

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더 확실한 안보 약속을 받기 위해 베트남에

서 한국군 철수를 결심했다. 

 

2. 베트남전의 종결과 한미관계의 악화 

한국 국무부 장관 김용식이 1972년 2월 5일에 주한 미국 대사 하비

브에게 한국 정부는 미국이 주월 한국군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88 Wiest, Andrew, Vietnam’s Forgotten Army: Heroism and Betrayal in the ARV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8), pg.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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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5월부터 한국군 전체를 베트남에서 철수시키겠다고 말했다.89 홀드

릿지가 한국 정부의 5월 철수 요구는 미국 정부가 박정희와 닉슨의 회담을 

주선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후 박정희

와 비공식 회담을 통해 한미관계를 수습하는 것을 제의했다.90 그러나 홀드

릿지가 제안한 회담은 실현되지 않았고, 한미관계는 베트남전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미군의 베트남 철수 과정을 

진행하면서도 한국군은 철수하지 말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고 한국군의 

부대규모를 두 사단으로 계속 유지하라고 주장했다. 

닉슨 행정부가 외교 정책과 베트남 전략에 대해 한국 정부와 서로 

상의하여 동의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습관처럼 반복되었고, 미국 정

부가 별도로 주월 한국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내린 결론을 한국 정부에게 

강요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월 한국군의 철병정책이 진행되었다. 닉슨 행정

부가 주월 한국군의 철수와 주한미군의 문제를 연결시키지 않는 입장을 베

트남전 끝까지 유지함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한국을 버릴 것이라는 두려움

과 미군이 다 철수한 이후 베트남전에서 한국만 전쟁을 시행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하는 

대가로 미국 정부가 약속한 군사개발프로그램의 자금이 미국 국회에서 미뤄

                                          
89 Memorandum from John H. Holdridge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the President’s Deputy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Haig), February 5, 1972, Top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24(2010) pg. 315-316. 
9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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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쉽게 얘기하면 당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심각한 신뢰 위기가 존재

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박정희가 1971년 12월 6일에 한국에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 학자들은 박정희가 비상 사태를 선포한 이유가 다양하다

고 주장한다. 박정희가 세 번째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헌법을 개정을 

시도했고, 1972년에 유신체제를 시행한 것은 오로지 정권 유지가 목적일지

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 정보보고에 의하면 당시에는 한국과 동아시아 지

역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어 박정희가 불안해 할 이유가 있었다. 

현재 군사 지원 예산에 있어서 의회의 주저함에 의해 악화되고 있는 

과거와 장래에 미군의 철수는 변화하는 외부 상황의 가장 불안한 측

면이었다. 미국과의 변화하는 경제적 관계 또한 그 효과를 과징금, 

직물 수출 규제, 그리고 베트남 물자 조달의 감소를 통해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이는 박대통령이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이라 생각하는 경제

적 상황을 위협하는 요소들만 악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강대국간의 

긴장감의 이완과 자유 세계와 공산주의간에 명확한 구분과 함께해온 

냉전 수사의 약화는 결속력 있는 사회 제도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부분적 대체물 역할을 해온 관념적 접착제 역할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91  

 

박정희가 오로지 미국의 변화된 외교 정책 때문에 1971년에 비상 사태를 선

포했고 1972년에 유신체제를 시행했다는 주장이 지나친 단순하긴 하지만, 

미국의 외교 정책이 미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닉슨 행정부는 한국이 자

                                          
91 Intelligence Note Prepared in the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December 10, 1971,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18(2010) pg. 29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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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해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이라는 외교 정책을 세웠고, 닉슨 독트린을 한국

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이후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주한미군의 

부대규모를 33%로 줄였으며, 추가적인 철수를 고려하는 중이었다. 또한, 미

국은 은 하게 한국전쟁에서 불구대천의 적 북한을 도와 준 중국과 회담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견인차 노릇을 했던 베트남전의 경제

적인 기회가 없어지고 있었고, 미국 정부가 미국 시장에 한국 면제품 수출

사업의 우선권을 취소했기 때문에 점점 불안정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었

다.92  

 한국 정부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도 미국은 한국군을 베트남에서 유

지하려는 고집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정상회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주월 한국군을 철수하겠다는 위협을 받은 후에 미국 정부

는 또 다시 일방적인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유지에 대한 계획을 만들기 시작

했다. 1972년에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발표한 보고는 1971년의 보고 내

용과 똑같은 조사결과를 닉슨에게 보고했지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미군

의 적은 부대규모 때문에 한국군의 병참제공이 힘들었다는 점이다. 

 닉슨은 미국 정부가 주월 한국군 부대규모를 2개 사단으로 1972년 

                                          
92 한국의 미국으로의 직물 수출에 관한 대화는 이 기간 동안 상당한 주의를 끌었으며 모든 

단계의 관료들 사이의 다양한 대화에서 언급되었다. 해당 문제들은 미국의 한국 직물 수입

에 대한 할당제 도입으로 해결되었고 한국 수입품에 대해 추가 세금이 부과되었다. 

Memorandum from Robert Hormat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October 5, 1971,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11(2010) pg. 28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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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까지 유지하는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미국이 한국군의 병참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1972년 봄에 한국군의 병참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연구 보고를 처음으로 미군보다 더 큰 

부대규모의 주월 한국군을 베트남에서 유지하라는 제의로 나타났다. 그 연

구 보고에 미국 관료들이 한국 정부가 제출한 병참 요건에 대한 요구를 처

리했으며, 한국 정부는 미국이 철수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베트

남에 두 여단을 유지하는 것, 충분한 공중 지원, 헬리콥터 지원, 미국 정부

의 병참 지원, 한국군의 군사기지와 시설 재배치 지원, 비상 사태에 한국군

을 한국으로 비상 공수 계획을 만드는 것 요구했다. 특히 이 보고를 쓴 미

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원들은 미국이 작은 부대규모만 유지하게 되면 어느 

수준으로 한국군의 병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비록 요청 받은 정도에 정확히 부합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는 현

재 지원 기준을 바탕으로 미군의 숫자가 30,000명 수준에 이를 때까

지 적정 수준의 군사적 확신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 후 미국의 수

용능력은 계속해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15,000명 수준에서는 추

가적인 미군 요원들이 베트남에 분명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한국군

대의 지원이 불가능할 것이다.93 

 

이 보고를 쓴 관료들은 한국군으로부터 철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기 

위해 주월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연결하는 것과 닉슨과 박정희의 정상회담을 

                                          
93 Memorandum from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Under Secretaries Committee 

(Irwin) to President Nixon, March 21, 1972, Top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28(2010) pg. 3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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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했지만 닉슨과 내각의 고위직들은 이러한 제의를 결국 무시했다. 

 국방부 장관 레어드는 미국의 군사적인 유연성이 위태롭게 되기 때

문에 주월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연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대신 한

국 군사개발프로그램을 최신식으로 하기 위해 국회에 기금을 구하라고 제의

했다.94 키신저는 레어드의 의견에 동의했으며 한국 정부에게 주월 한국군 

철수를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부대규모를 줄이지 않겠다는 약속 혹은 정

상회담을 제공하지 않아도 한국 정부가 “실제로 한국 정부에게 자신의 안

전 보장을 해결해 주면 한국 정부가 주월 한국군을 베트남에서 유지하는 것

을 선호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95 닉슨과 내각 고위직들은 이에 동의했

고 NSDM 113과 비슷한 국가안보정책결정각서(NSDM) 161 를 미국 내각에 

발표했으며 NSDM 116은 미국 정부가 두 사단으로 이루어진 한국군 부대규

모를 베트남에서 유지하는 것을 요구할 것, 한국 정부의 참전 요건과 한국

군의 안전을 제공할 것, 주월 한국군과 주한미군 문제를 연결시키지 말 것

을 표명했다.96 

 한국 내 급변하는 정치상황에 대한 닉슨 행정부의 무관심은 특징적

                                          
94 Memorandum from Secretary of Defense Laird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March 27, 1972, Top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29(2010) pg. 323-324. 
95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March 31, 1972, Top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31(2010) 
pg. 326-328. 
96 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161, April 5, 1972, Top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32(2010) pg. 32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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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만하다. NSDM 161이 발표된 몇 달 후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약화된 안전 보장 약속 때문에 박정희가 실망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닉

슨 행정부가 한국의 두려움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도리어 한국 

정부에게 베트남전에 대한 더 무거운 책임을 안겼다. 한국 정부는 한국군이 

베트남에 계속 남게 되면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를 미국에 

분명히 했고,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과 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UNCURK))를 해체하는 문제에 대해 유엔에서 토론하는 중이었지만, 

주월 한국군의 부대규모가 미군보다 더 큰 것이 한국 국내적,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미국이 한국과 유엔 이슈에 대

해 협력하고 있었지만, 미국과 중국의 데탕트 분위기 때문에 중국의 유엔 

가입이 당연하게 되었고 한국의 유엔에서의 입장은 약화되었다. 한국이 베

트남전에 참전하는 것과 UNCURK 이슈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1973년에 UNCURK는 해체하게 되었다. 함병춘이 1972년 봄에 다

시 워싱턴을 방문하여 한국 정부의 국제적인 이미지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

고 명목상의 철수를 제의했지만, 홀드릿지는 함병춘의 제의를 무시하고 한

국군이 베트남에 필수적이라고 대답했다.97  

 한국 관료들의 당시 통신 기록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97 Memorandum of Conversation, April 14, 1972,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34(2010) pg. 33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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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한국 관료들의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유지에 대한 실제 의견을 알 

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한국군이 기꺼이 베트남에 남았는지 아니면 억지

로 남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한국 정부입장에서 미국이 한국

과 상의 없이 한국군을 베트남에서 유지하는 정책을 만든 것에 대한 실망감

을 유추할만한 사건이 있었다. 1972년 봄에 북베트남 군대가 대규모 공격작

전을 시작하여 남베트남을 침입했다. 그러나 미군의 부대규모가 작았기 때

문에 미국이 북베트남의 침입을 지연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필요했다. 베트

남전 초반에는 한국군이 미국 정부와 미군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닉슨 

행정부는 전쟁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한국군이 전투를 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98 하비브는 1972년에 미국 정부가 베트남전에서 노력 없이 가만히 

있는 것과 한국과의 일방적인 외교 정책을 만드는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워

싱턴이 한국 정부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는 보고서를 보냈다. 

1. 몇 주전 서울로 돌아온 이래로 한국인들간에 미국에 의해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염려가 보이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가장 분명하게 그들은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내비친다. 그들은 베트남에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전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떠한 통제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시류에 휩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98 존슨 행정부가 베트남 내의 한국군 증강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런 찬사

를 아마도 더렵히는 것이지만 웨스트 모어렌드 장군이 베트남내 한국군의 전투에 관하여 몇 

가지 긍정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웨스트 모어 장군이 말하기를 베트남에서 한

국군 보다 괜찮은 군대가 없으며 존슨 대통령은 정총리가 그러한 좋은 군인들의 어머니에게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자랑스러워 하는지 말해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Memorandum of 

Conversation, March 14, 1967, Secret, FRU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110(2000), pg. 
23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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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것 중 몇몇을 그들은 베트남에 잔류한 파트너로서 그들의 소수의 

입장임이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트남 

내에서 싸우고 있는 군대를 가진 우리의 마지막 동맹으로서 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우리의 계획과 전략을 그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공식적인 성명이나 개인적인 노력 내에서 한국군의 

기여와 만약 북베트남의 약진이 있을 경우 그들이 위험을 감수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해온 것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한 정부에 미온적인 

태도를 가져왔다.  

 

3. 이러한 감정이 베트남에서 그들의 작전 구역 확장에 거절하는 것 

이면에 있어왔었던 것이고 1972년 말 베트남에서 분명하게 그들의 

군대를 유지하는 것을 꺼려했던 이유이다. 우리는 운좋게도 브라운 

대사가 시기 적절하게 있어준 덕분에 한국 정부에 몇몇 요소들이 

베트남 내에서 한국 사단의 조기 철수를 의도하고 있다는 조짐에 

대응할 수 있었다. 총리와 외무부 장관은 1972년을 통하여 그들의 

군대를 필요로 한다는 바램을 명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로 미국으로부터의 엄청난 지원에 대한 기대를 

제시했다. 하지만 그런 약속은 그리 굳건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한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군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맹신을 

해서는 안 된다. 

  

4. 개략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우려를 

목격하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의 파병을 당연시 여기고 또 미국이 

한국군과 한국의 정치적 군사적 미래와 직결되는 전략과 행동들에 

관해서 한국과 의견을 공유할 준비가 덜 되어있다는 것이다.  

 

5. 본인은 만약 우리가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의

도를 가능한 정도로 한국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이곳과 베트남에

서 우리의 목표를 불필요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지

도부는 우리의 신뢰를 지키는데 불리한 전적이 없다. 본인은 미국이 북

베트남과의 비  교섭 과정이나 가까운 시일에 베트남에서 우리군의 작

전과 주둔에 대한 계획을 박대통령과 솔직하게 의논하고 그가 소련과 

중국 인민 공화국과 우리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잘 이해하게 만들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만약 우리가 박대통령과 그런 관계를 만든다면 

확신할건데 그가 우리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편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99  

                                          
99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May 19, 1972, Secret, FRUS 1969-

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41(2010) pg. 350-351. 



66 

이러한 주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 다음 달 하비브는 박정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주월 한국군을 1972년 말까지 유지하는 것에 대해 닉

슨의 감사를 전달하고 박정희의 열정을 칭찬했다.100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베트남전에 관한 정책과 한국군의 철병정

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하비브의 보고서를 받은 이후 닉슨 행정부

는 은 히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게 더 많은 신경을 쓰려고 했다. 미국 정부가 병참을 지원해 주고 한국군의 

안전을 지켜준다면 한국 정부가 군대를 베트남에 유지하는 것을 선호할 것

이라는 정보에 기초하여 1972년 9월에 미국 정부가 주월 한국군이 1973년에

서1974년까지 베트남에 군대를 유지하는 정책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

다.101 워싱턴이 하비브에게 한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겠냐고 물어보니 하

비브는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에 관한 전략과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척

되는 느낌을 전하면서 “박정희가 우리는 티우를 팔고 베트남전이 한국의 

전쟁으로 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102 하비브의 보고서가 워

싱턴에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며, 헤이그는 한국군을 베트남에 유지하기 

                                          
100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June 10, 1972, Secret, FRUS 1969-

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45(2010) pg. 357-360. 
101 Memorandum from John H. Holdridge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the President’s 

Deputy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Haig), September 5, 1972,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55(2010) pg. 401-403. 
102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Deputy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Haig)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September 7, 1972, Secret, FRUS 1969-
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56(2010) pg. 4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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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닉슨이 박정희와 회담을 하는 것을 제안했다. 키신저도 헤이그의 제안

에 동의했으며 박정희가 1972년 12월에 뉴욕을 방문하는 계획이 있으니 이

때 닉슨에게 박정희와 만나는 것을 추천했다. 하지만 박정희는 1972년에 미

국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1972년 10월에 유신체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날 수 없었을 것이다.103  

 1972년 가을, 1973년에도 한국군이 베트남에 남는 것에 대한 - 마

지막이 될 -연구가 계속 진행되었다. 마지막 주월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철

수하는 과정은 이전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고, 미국 안전보장회의가 한

국 정부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면서도 한국 정부에게 직접 의견을 구하지 않

았으며 보고서를 닉슨과 내각 고위직들에게 제출했다. 1972년 가을에는 안

전보장회의 보고서가 한국 정부 내부의 소식통에 의하면 한국 정부 중 국무

부만 베트남에서의 철수를 원하고 박정희는 주월 한국군이 베트남에 남는 

것을 원한다는 보고에 근거하여 1973년 말까지 한 개 사단으로 구성된 한국

군 부대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했다.104 

 그러나 닉슨 대통령이 주월 한국군을 베트남에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전하기 전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한국 정부에 계엄령을 선포했

고 한국 국회를 해체했으며 미국 정부에게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

                                          
103 Footnote 4. Ibid. 

104 Memorandum from John H. Holdridge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the President’s 

Deputy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Haig), September 5, 1972,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55(2010) pg. 4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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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것을 비롯한 헌법 개정에 대해 

전했고, 이에 따라 한국은 유신정권시대에 접어들었다.105 주미 한국 대사 

김동조가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에 대한 박정희의 연설문을 미국 정부에게 

전달했고 미국 관료들은 주월 한국군을 베트남에 유지하는 정책에 대한 관

심보다는 한국 국내 위기에 집중하게 되었다. 박정희의 연설문에는 한국 정

부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관한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이 많았다. 1972년 12월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과 같이하여 박정희

가 유신체제를 시행한 이유는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

이 미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중앙정보국장 리처드 헬름스(Richard Helms)

는 당시에 박정희 정부의 총리인 김종필의 말에 의하면 박정희가 한국 정부

를 재조직하는 주요 이유는 미국 정부가 남베트남 대통령 티우와 남베트남

을 파는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는 생각을 밝혔다.106  

 그렇다면 박정희는 왜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 미국 정부가 박정희

와 하비브가한 비판처럼 베트남전에 대한 전략과 정보를 한국 정부에게 공

유하지 않은 것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전이 끝자락에 가까워지면서 미국 정

부는 휴전 조약을 맺을 때까지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를 설득하는 것에 실패했다. 북베트남 정부는 파리 협상 내

                                          
105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May 19, 1972, Secret, FRUS 1969-

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60(2010) pg. 411-416. 
106 Footnote 3.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October 18, 1972, 

Confidential,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63(2010) pg. 4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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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티우가 사임하거나 티우의 정권을 약화시키는 것을 요구했으며, 1972년 

가을에 북베트남 정부가 1972년 봄부터 시작된 소위 부활절 공격작전이 실

패함이 명백해지면서 이러한 요구를 드디어 포기했기 때문에 평화협상이 진

행될 수 있었다.107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베트남전에 대한 협력에서 실패한 것이 

한 문제이고, 또 다른 문제는 박정희가 베트남전 평화협상에 대한 정보를 

받을 때 틀린 정보를 받았고 박정희가 미국 정부의 평화협상에서 얻은 조약 

내용에 실망했다. 1972년에 주월 한국 대사는 하비브가 박정희에게 보고한 

평화협상 과정에 대한 정보와 남베트남에 준 정보와 달랐다는 고발을 했으

며, 박정희는 미국 정부가 1972년 가을에 맺은 조약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

다고 주장했다: “ 박대통령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특히 1) 북베트남

군 철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 2) 장비의 보충이 허락되어 있다는 점 3) 침략

자인 북베트남군은 남겨둔 채 외국군만 철수해야 한다는 모순 4) 국제감시

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리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큰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

다.”108 

 미군이 베트남에서 급하게 철수하고 있었음에도 미국 정부가 남베

                                          
107 퇴진에 대한 북베트남의 언급은 많이 있고 키신저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그것들을 자주 

언급한다.  그러한 요구들은 아주 진지한 것이었다. 마빈 스몰은 심지어 북베트남에서 CIA

에게 Thieu를 암살해 줄것을 요구한적이 있다고 밝혔다. Small, Marvin, “Nixon’s Flawed Search 

for Peace,” in Major Problems in the History of the Vietnam War, Robert J. McMahon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2008) pg. 391. 
108 취영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g.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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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을 팔아버린다는 것을 증명할 길은 없었으며, 오히려 남베트남을 팔게 

되면 닉슨 행정부가 미국국민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파리 

평화협상에서 남베트남 정부를 유지하는 조약을 체결을 고집했다. 앞에서 

박정희가 비판한 조약에 대해 닉슨도 거부했고, 남베트남에 더 유리한 조약

을 얻기 위해 닉슨은 1972년 12월에 – 추후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 소위 

크리스마스 폭격 명령을 내렸다. 파리 평화협정은 1973년 1월에 맺게 되었

지만, 박정희의 의견은 1973년에 북베트남이 휴전을 위반하고 1975년에 사

이공이 함락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베트남전에 대한 전략

과 정책을 세운 것, 그리고 한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 때문에 미국 정부가 한국과 조약상 의무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닉슨 행정부 아래서 한반도에 심각한 위기가 일어나면 한국 정부

는 실제로 미국이 개입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의 

의심은 지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와 박정희가 보기에는 미국이 1960

년대 말 한반도 위기 속에서 존슨 행정부와 닉슨 행정부 둘 다 북한의 도발

적인 조치에 대해 약한 조치를 보여 주었다고 생각했다. 닉슨 행정부가 박

정희와 닉슨의 회담을 거부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한국의 안전보장을 지

키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시행하

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 닉슨 행정부의 한미관계 부실관리, 특히 한국 정

부와 베트남전을 마무리하는 과정과 한국군의 철병정책의 부실관리가 주요 



71 

요인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서 한국군의 파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원한다는 미국 정부의 정보는 틀린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가 계엄령을 선포

하고 한국국민투표로 박정희의 유신헌법이 정당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

국 국내 정치상황이 점점 안정되어 가면서 한국 정부는 1972년 12월 16일에 

1973년 1월부터 주월 한국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계획을 미국에게 전했다. 그

러나 이번 계획은 이전 한국군 철수에 대한 제의와는 달리 파리평화협상 결

과를 막론하고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109 하지만 그 다음 달에 모든 외국 

군대를 3개월 내에 철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파리평화협정이 맺어지게 

되기 때문에 한국군과 남아있는 미군 모두 어쩔 수 없이 철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2년 12월에 한국 정부가 전달한 철병정책은 미국의 병참 제공이

나 한국의 안전보장 약속을 구하는 제의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전 한국군 

철수에 대한 제안은 철수 시작 날짜 몇 달 전에 전달되었지만, 1972년 12월

에 발표한 철병정책은 철수 시작 날짜 불과 17일전 통지됐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병참이나 경제적인 요구가 없이 간단히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박정

희가 유신체제를 시행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졌으며, 1973년 이후에는 미국의 정치적인 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 

 의심할 여지없이 닉슨 행정부의 한미관계 부실관리 때문에 미국이 

                                          
109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December 16, 1972,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71(2010) pg. 44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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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 것부

터 한국과 관련된 외교 정책을 일방적으로 만들었으며, 동맹 국가 사이의 

대화 같은 것 없이 닉슨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따르게 했다. 이러한 한미관계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

과 함께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것으로 한미관계를 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닉슨 독트린, 주한미군 감축, 중국과의 데탕트를 비롯한 

외교 정책을 시행한 것이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거절했던 것이 한미관계를 망친 

결정타였다. 또한 닉슨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했기 때문에 원

래 한미관계의 긍정적인 의미였던 베트남전에 대한 협력이 결국 한미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베트남전에 대한 전략과 정

책을 충분히 상의하지 않았고, 동시에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의 감축 정책

을 통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을 버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샀고 베트남전

에서 한국의 철수를 막는 정책은 한국에게 베트남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

는 것처럼 보였다. 다르게 말하면, 미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과 한국 정부와

의 대화 단절 때문에 한국은 자신의 안전보장을 스스로 지키면서 남베트남

의 안전보장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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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950년대에 이승만이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전쟁을 도와주겠다며 요

청하지도 않은 제안을 한 것부터 시작된 베트남 파병 과정은 1973년 1월 27

일 파리평화협정을 맺은 것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철수를 

주장하면서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은 끝을 맺었다.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에 

적극적인 파트너에서 마지못한 참전자로 변화되는 과정은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 정부가 존슨 행정부부터 시작되어 닉슨 행정부까지 악화된 한미관계의 

부실 관리 때문이다. 

 서론에서 제안했던 연구 질문으로 돌아가서 처음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베트남 철수를 못하게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월 한국군

이 철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압력을 행사해야 했다. 1968년에 존슨 

행정부가 한국의 주월 한국군을 철수하겠다는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한 주

한미군 철수에 대한 위협은 한국 정부의 베트남 철병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

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 정책을 시행한 후 주월 한국군 철수에 대한 욕망

이 커졌으며 미국 정부와 철병정책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군의 철수가 시작되었을 때 미국 정부가 미군을 급하게 철수시키고 있

었기 때문에 1972년에 한국군의 부대규모가 미군보다 더 커져 있었다. 

 한국군의 철수 과정이 진행되면서 미국 정부는 습관처럼 일방적으

로 한국군의 철병정책을 만들었다. 한국 정부와 상담하고 나서 한국군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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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계획을 만드는 것 대신 미국 정부는 꾸준히 모은 정보에 근거하여 일방

적으로 계획을 만들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태도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

국의 베트남 전략과 계획을 잘 몰랐고, 박정희와 한국 관료들은 점점 미국 

정부에 대해 분개하게 되었다. 더구나 박정희와의 정상회담을 계속 거절했

기 때문에 더더욱 상처를 받았고 베트남전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미국이 공산주의와의 데탕트를 위해 남베트남을 팔 것 이라는 것을 

점점 믿게 되었다. 베트남전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미국이 남베트남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에 대한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종필에 의한 유신체제를 서둘러 시행했다.110 미국 정부가 한국 관

료들과 박정희가 분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지 관심이 없었는

지 여부를 알기는 힘들지만, 하비브 대사가 드디어 1972년 말에 한국 정부

의 분개에 대한 보고서를 보냈을 때 미국 정부는 이미 한미관계에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끼친 상태였다. 

 미국 정부가 주월 한국군의 철수를 막은 이유는 미군과 한국군의 

철수 과정을 분석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1971년에 한국 해병 청룡부

대를 철수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된 이유는 청룡부대가 비무장 

지대에 포함되는 군사지역1(MR-1)에 주둔하고 있었고, 미국 정부가 군사지

                                          
110 Footnote 3.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October 18, 1972, 

Confidential,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63(2010) pg. 4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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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1에 베트남화 과정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72년 이후 미군과 제 

3국의 군대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철수요청을 받

고 청룡부대의 철수를 동의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맹호부대가 지키는 해

안 지역과, 특히 제 9사단이 지키는 산악 지역이 포함된 군사지역2에 베트

남화를 천천히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육군 부대의 철수는 거부했다.111 

이러한 이기적인 주월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철병정책 때문에 한국군 부대

규모가 미군보다 더 커진 것 뿐만 아니라, 미군보다 더 많은 한국군이 1972

년에 미국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희생되었다. 

 

표 3:베트남전 사망자 

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계 

월남 3280 11953 12718 27915 21833 17396 14582 23386 133063 

미국 868 4989 9358 14561 9307 4139 996 132 43344 

한국 36 502 834 663 505 498 378 380 3796 

최영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g 905.  

 

앞에 도면을 참조하면 미군의 전사자 수가 닉슨이 취임한 후에 베트남화를 

                                          
111 Memorandum for the Record, September 20, 1971, FRUS 1969-1976 Volume VII, Vietnam, July 

1970-January 1972, 259(2010) pg. 93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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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미국이 철수를 시작하면서 크게 줄었지만, 한국군의 전사자 수의 

감소폭은 그보다 적고 1972년에는 1971년보다 더 많은 한국군이 희생되었다. 

닉슨의 정치적인 생존과 1971년 4월 7일에 발표한 베트남화의 성공이라는 

것은 주월 한국군의 피로 산 것이었다.112 

 미국 정부는 파리평화협정을 맺을 때까지 한국군이 계속 베트남에 

남도록 고집했다. 그러나 미군의 부대규모가 주월 한국군의 병참을 제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병참 지원을 위

해 특별히 1,700명으로 이루어진 미군 부대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

다.113 한국군의 병참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부대를 베트남에 유지시키겠

다는 이러한 정책은 닉슨 행정부의 한국군에 대한 의견을 잘 보여준다. 닉

슨은 남베트남을 포기하게 되면 미국과 자신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걱정

해서 베트남전을 포기하진 못했지만, 미군이 전쟁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대

신에 한국 군대를 파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

는 주월 한국군을 용병으로 고려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미국 정부는 – 특

히 닉슨 행정부 – 주월 한국군을 용병으로 보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자신의 안전보장에 대해 

                                          
112 Karnow, Vietnam: A History, pg. 645. 

113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Deputy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Haig)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September 7, 1972, Secret, FRUS 1969-
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156(2010) pg. 4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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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큰 부담을 주었다. 주한미군 부대규모

를 줄이는 것에 대한 미국 정부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 군사가 북한의 총공

격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으며, 이 보고서는한국 군대를 개

발하지 않아도 북한의 총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향상된 16개 사단은 북한의 급습을 쉽게 격파할 수 있고 적어

도 중국이 수비와 지원이 가능한 최대의 군대를 파견했을 때 15일동

안 그 연합군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다. 각각의 위협에 저항해 한국

은 현재의 비향상된 한국군 구조를 가지고도 미군의 지상 지원이 필

요 없다. 만약 한국군이 합동 참모 본부에서 제안하는 19개의 현대화 

수준의 사단을 구축한다면 한국은 완전한 준비와 함께 북한을 공격할 

수 있으며 더나아가 중국이 개입한다 해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114 

 

미국 정부는 한국이 자신의 안전보장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한국군을 개발시키면 박정희가 오히려 북한을 공격할 것이 걱정 되

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안전보장에 대한 걱정은 미국의 한국에 관한 

모순투성이의 외교 정책으로 인한 산물이었다. 한편으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아시아의 갈등을 줄이는 정책을 같이 시행하자고 하며 한국이 북

한과 1970년대 초에 대화하려는 것을 응원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 정부는 

한국이 베트남전에서 주요 교전국이 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114 Memorandum from Laurence E. Lynn, Jr.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February 26, 1970, Secret,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53(2010) pg. 13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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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 군대의 약함을 인정하고 군사개발프로그램을 제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닉슨 독트린에 의해 한국 정부가 남베트남의 안전보장을 지키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닉슨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모순적인 외교 정책을 바탕으로 

1970년대 초한미관계 갈등에 대한 재평가를 제안한다. 많은 학자들이 주월 

한국군의 베트남 철수과정을 무시하고 그 시대의 닉슨 독트린, 주한미군의 

철수, 그리고 공산주의 세계와의 데탕트를 비롯한 닉슨 행정부에서 시행했

던 외교 정책에 집중하지만 사실 주월 한국군의 베트남 철수 과정은 1970년

대 초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일어난 갈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는 미국이 아시아의 갈등을 줄이는 데탕트를 추가함과 동시

에 한국이 베트남전에서 주요 교전국이 되도록 하려는 모순적인 한국에 대

한 외교 정책이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

국이 어느 정도까지 한국 국내 정치상황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애매하다. 미

국 외교 통신 기록에 따르면 베트남전이 막바지에 가까워지면서 미국이 베

트남전에 대한 전략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정희가 서둘

러 유신체제를 시행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은 없다. 앞으로 더 정확한 한국 정부의 기록이 공개되면 베트

남전을 마무리하는 과정과 주월 한국군의 베트남 철병과정이 유신체제를 시

행한 것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원래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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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1970년대 초부터 전쟁이 줄어들면서 한국과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협력하는 것이 한미관계에 부담이 되었다. 닉슨 행정부의 이기적인 행동 때

문에 많은 한국 군인이 희생되었고, 일방적인 외교 정책 수립 과정 때문에 

한국은 멀어져 갔고 결국에는 한국 정부가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미국

이 베트남전에 대한 책임 전가 때문에 박정희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안보

를 미국에 의지할 수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라고 결론에 이르렀고 

유신체제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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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ithdrawal Process of Korean Troops from the Vietnam War 
and ROK – US Relations 

Benjamin A. Engel 

Korean Studies Maj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plores the withdrawal process of Korean troops from the 

Vietnam War and, more particularly, the reasoning behind the Korean troops delayed 

withdrawal that resulted in more Korean troops than American troops being stationed 

in Vietnam in 1972 and what effect the delayed withdrawal of Korean troops had on 

ROK – US Relations. To do so,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are proposed: Did the 

US government actively allow the Korean troops dispatched to Vietnam to remain in 

Vietna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 government, what role were the Korean 

troops in Vietnam serving? If the US government did actively seek the retention of 

Korean troops in Vietnam, to what degree did the Korean government agree or disagree 

with this plan? And finally, what effect did the slow withdraw process of Korean troops 

which resulted in a larger Korean than American force being stationed in Vietnam in 

1972 have on the ROK – US relationship?  

 It is argued that the beginning of the withdrawal process of Korean troops 

began during the Johnson administration which used the threat of American troop 

withdrawal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keep Korean troops in Vietnam.  Du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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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xon administration, the presence of Korean troops in Vietnam influenced other areas 

of the ROK – US relationship and a reoccurring theme would be that the Korean 

government assumed its contributions to the Vietnam War would grant them special 

favors from the US government, which it did in terms of economic benefits in 

exchange for troop deployments throughout the war, but the cooperation in Vietnam 

could not stop the reconfiguration of US foreign policy in Asia including the Nixon 

Doctrine, troop withdrawals from the Korean peninsula, or American engagement with 

China.    

When the withdrawal process finally did begin, planning was conducted 

without cooperation and the Korean government was forced to follow the unilaterally 

developed American plan due to fears of further American troop withdrawals from the 

ROK. The plan developed by the US government assumed the continued cooperation 

of the ROK government due to their desire to continue to receive the economic benefits 

granted in conjunction with their troop deployments and implemented the withdrawal 

of Korean troops along a time table which both supported Vietnamization and allowed 

for more rapid withdrawals of American troops. In the end, the unilateral planning by 

the US and the rapid redeployment of US troops from Vietnam which left the ROK 

government worried it would be left responsible for South Vietnam following a 

complete US withdrawal caused significant damage to the ROK – US relationship and 

indirectly contributed to establishment of the Yushin regime by Park Chung Hee.  

Keywords: Vietnam War, Vietnamization, US-ROK Relations, Park Chung Hee, 
Richard Nixon 
Student Number: 2011-2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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