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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의 목 은 냉 기에 박정희 정부가 미국과 강력한 양자동맹체

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국의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해서 역내에서 다

양한 외안보 략을 추진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추진에 향을 미친 요

인을 밝히는 것이다.근본 인 연구의 출발 은 지역체제에서의 국의

부상을 포함한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른 장기 인 차원에서의 국가안보

략 구상의 필요성에 한 고민이었다.

이를 해 신고 실주의 이론을 토 로 2가지 가설을 설정하

다.첫 번째 가설은 “한국의 국가정책 결정자들이 높은 략 리더십

역량을 발휘할수록 한국 정부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내에서의 외안보

략이 추진되고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두 번째 가설은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해서 동맹의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데,이러

한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미국의 인식이 정 (positive)일수록 한

국이 구상한 방안 모색의 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토 로 ASPAC창설,월남 참 국 회의,APATO구상

이라는 3가지 사례를 분석하 으며,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

다.첫째,약소국인 한국의 외안보 략 구상과 추진에 향을 주는 요

소는 한국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과,한국이 추진하는 동맹

의 보완 방안에 한 미국의 인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미국의 이러

한 인식은 자국의 지역패권 략을 기 로 하는데,국제체제와 지역 패권

의 형태는 미국의 지역패권 략이라는 체제 차원의 독립변수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박

정희 정부의 외안보 략 추진 사례에 한 분석 결과,한국이 약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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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나름 로 역내에서 외안보 략을 구상하고 추진할 여력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셋째,약소국인 한국이 한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

로 하면서도 항상 한미동맹 이외의 다양한 보완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과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미국의 인식이 역내에서의 외안보 략 추진과 성

과를 내는데 합하게 구성될 경우 효과 인 동맹의 보완 방안 모색이

가능함을 보여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본 연구의 학문 의의는 다음

과 같다.첫째,본 연구는 무정부 국제체제의 틀 속에서도 약소국이 자

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한 다양한 보완 방안이 있음을 실증 으로 보

여주고 있으며,이러한 사실은 약소국이 독자 인 목소리를 낼 수 없다

는 신 실주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둘째,국제체제가 한정하

는 틀 내에서도 단 수 의 요소에 따라 국가의 외안보 략 추진과 성

과가 편차를 보이는 연구결과는 단 수 의 향이 있다는 신고

실주의 이론이 한국의 사례에도 용됨을 실증 으로 보여주고 있다.셋

째,기존에 소홀이 다루었던 동맹의 보완 략을 포 으로 분석하여

국의 부상을 포함한 지역 패권의 형태 변화에 비하는 차원에서 시의

하고 유의미하다.우리의 안보 략을 연구하고 구상함에 있어서 무감

각 으로 한미동맹에 사고가 함몰될 가능성을 경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한미동맹, 외안보 략,동맹의 보완 략,신고 실주의

학 번 :2004-3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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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

본 연구는 “ 변하는 안보상황에서 재의 양자동맹체계로 향후 우리

의 안보 확보가 충분한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 다.한반도를 둘

러싼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재래식 쟁과 같은 통 인 군사

과 더불어 비군사 , 국가 이 증하고 있다.이에 따라 안보의

개념도 과거보다 한층 포 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1)이와 더불어

국의 부상은 역내 역학구도의 새로운 변수이다.2)

동북아시아에서도 통 인 세력균형이나 양자 계로는 해결이 어려

운 많은 문제들이 안보의 으로 두되고 있다.북핵 문제, 해 설

정,사이버 테러,해 등이 표 인 이다.3)이런 맥락으로 한국의 안

보 략을 장기 인 에서 보면,동맹이 안보 략의 근간이 되면서

도 한미동맹 이외에 한국의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한 외안보 략 구

사의 소요가 지 보다는 진 으로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4)

1) 한민국 국방부,｢2012국방백서｣(서울:국방부,2012),pp.8-10;AlanCollinsed.,

ContemporarySecurityStudies(New York:OxfordUniversityPress,2010),pp.

167-462;John Baylis,James J.Wirtz,Colin S.Gray eds.,Strategy in the

ContemporaryWorld(New York:OxfordUniversityPress,2010),pp.183-332.

2) 국의 경제 ,군사 차원의 부상이 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Aaron Friedberg,

"Ripe for Rivalry: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Vol.18,No.3(Winter1993/4),pp.5-33;황병덕,홍용표,｢미･ 패권경쟁

과 동아시아 지역패권변화 연구｣(서울 :통일연구원,2004),p.3.

3)새로운 안보 에 한 포 인 논의는 다음을 참조한다. 한민국 국방부,｢2012

국방백서｣(서울:국방부,2012),pp.8-23;AlanCollinsed.,ContemporarySecurity

Studies(New York:OxfordUniversityPress,2010);JohnBaylis,JamesJ.Wirtz,

Colin S.Gray eds.,Strategyin theContemporaryWorld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2010);MarkHoffman,DilemmasofWorldPolitics:International

IssuesinaChangingWorld(Oxford:Clarendon,1992),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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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모색이 필요하다.동맹에 으로

의존하는 재의 안보 략 기조에서 동맹 이외의 외부 안보역량도 강

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다변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동맹체제로

효과 으로 비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안보 이 상존함은 물론 증하

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과 미국의 양자동맹은 형 인 ‘후견-피후견’동

맹구조여서,동맹에만 의존하면 우리의 안보정책 자율성에 한 자각력

이 히 하될 우려도 다른 이유이다.5)하지만 이 분야에 한 그

동안의 포 인 연구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실이다.따라서 과거

우리 정부의 안보분야에 있어서의 ‘동맹의 보완 외정책’사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연구결과는 학문 으로나 정책 으로 매우 유의미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은 박정희 정부가 미국과 강력한 양자동맹체제를 유지

하는 가운데 추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안보 략6)의 추진 사례를

4)윤 ,“러시아와 동남아에도 을 돌려야,”｢조선일보｣(2011년 11월 14일);구 록,

｢한국과 국제정치환경 :한국･미국･세계｣(서울 :서울 학교출 부,1999),p.762;구

록,“한국의 안보 략,”｢국가 략｣제1권 1호 (19952월),p.64;ReinhardDrifte,

"JapaneseDefensePolicyandtheSecurityoftheKoreanPeninsulainthe1990s,”

TheJournalofEastAsiaAffairs,Vol.6,No.1(Winter/Spring1992),p.99.

5)신욱희,“동아시아에서의 후견-피후견 국가 계의 동학 :국가변화의 외부 /지정학

근원,”｢국제정치논총｣제32집 2호 (1992),pp.177-201.

6)본 연구에서는 ‘국가안보 략’을 "국가의 안보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해 국가차원에

서 목표와 자원을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정의하고,이를 내안보 략과 내안보

략으로 구분한다. 내안보 략이란 국가안보를 확보하고 달성하기 해 국가차원에

서 국내를 상으로 추진하는 략으로 박정희 정부 기간 에 추진했던 자주국방 정

책이 여기에 해당된다. 외안보 략은 국외를 상으로 추진하는 략을 의미하며,

한미동맹정책이나 지역별 안보 력 정책이 여기에 해당된다.본 연구에서 ‘안보정책’

은 “국가안보 략을 수행하는 구체 인 계획”을 의미한다.‘국가안보’,‘국가 략’,‘국

가안보 략’의 개념 정의에 한 세부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한용섭,｢국방정책론｣

(서울 :박 사,2012);국방 학교,｢안보 계용어집｣(서울 :국방 학교,2004);이숭

희,“국가안보개념과 군사 수단,”｢국방연구｣제42권 1호 (1999.6),pp.113-131;

Department of Defense,Department ofDefense Dictionary ofMilitary and

AssociatedTerms,JointPublication1-02(AsAmendedtoDecember19,2001);

David L.Sills(ed.),International Encyclopedia ofthe Social Science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1968);W.D.Macnamara and Ann

Fitz-Gerald,"A NationalSecurityFrameworkforCanada,"PolicyMatters,Vo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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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약소국7)한국이 냉 기8)에 역내에서 다양한 자국의 안보강화

략을 구사한 향요인을 밝히고 그 과정을 추 하는 것이다.이를

해 박정희 정부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외안보 략을 구사한 향요인을

분석하여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첫째,냉 기에 한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에 안보를 의지하는 상황에서 역내에서 외안보 강화

략을 지속 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향요인은 무엇인가?둘째,왜 냉

기에 한국이 역내에서 외안보를 강화하기 해서 추진한 다양한 정

책의 추진과 성과면에서 시기별로 사안별로 차이가 있는가?

한 나라의 안보 략은 ‘내 안보 략’과 ‘외 안보 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9).이를 한국의 안보 략에 입해보면 ‘내 안보 략’은 자주국

No.10(October2002).

7)국제정치에서 실 으로 약소국과 강 국을 구분하는 객 화된 기 은 없다.물리

국력 기 ,심리 ･인식 기 ,국제체제에서의 향력 발휘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개념을 용하여 약소국과 강 국을 구분해오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약소국이란 “물리 ,인식 ,국제체제 역할 면을 망라하여 상 으로 국력이 부족

함으로써 다른 국가에 안보와 경제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가”로 정의한다.이성훈,

｢약소국의 외교 기동성에 한 연구 :한국의 안보 외교정책을 심으로｣(박사학

논문,연세 학교,2007),p.20.약소국의 개념정의와 련된 구체 인 내용은 다음

을 참조한다.이희승,｢국어 사 ｣(서울 :민 서림,1990),p.239;MarshallR.

Singer,Weak States in a World ofPowers:The Dynamics ofInternational

Relations(New York:TheFreePress,1972),p.23:RobertL.Rothsein,Alliance

andSmallPowers(New York:ColumbiaUniversityPress,1968),p.29,36;Robert

O.Keohane,"Lilliputions Dilemmas: Small State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Organization,Vol.23,No.2 (Spring 1969),pp.295-296;Laura

Neack,"The System LevelofAnalysis:Power,Position,and Foreign Policy

Behavior,"TheNewForeignPolicy(Lanham,MD.:RowmanandLittlefield,2003),

p.127;JamesN.Rosenau,TheStudyofPoliticalAdaptation(New York:Nicholas

PublishingCo.,1981),p.104;RobertO.Keohane,"TheBigInfluenceofSmall

Allies,"ForeignPolicy,No.2(Spring,1971),pp.161-182;박용옥,“강 국정치 속

에서의 약소국 정치 :약소국의 응행태를 심으로,”｢국제정치논총｣제17호 (1977

년 12월),pp.165-183.

8)제2차 세계 이후 1950년 반부터 1980년 말까지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을 비

롯한 양측 동맹국 사이에서 갈등,긴장,경쟁 상태가 이어진 립시기를 말한다.세부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JohnLewisGaddis,TheColdWar:ANewHistory(New

York:PenguinBooks,2005);JohnLewisGaddis,WeNowKnow:RethinkingCold

WarHistory(New York:OxfordUniversityPress,1998);베른트 슈퇴버,｢냉 이란

무엇인가 :극단의 시 1945-1991｣(서울 :역사비평사,2008).

9)이는 국가안보정책의 정책방향을 기본 으로 균형이라고 보고 이를 자국의 힘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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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나 율곡사업,국방개 (군 구조 분야)10)등 내부 인 안보역량을 강

화하는 정책이 해당된다.‘외 안보 략’은 외 인 력을 통한 연성

국력(softpower)11)의 증진을 의미하며,한미동맹이나 동맹 이외의 외

정책 등 외부 인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해당될 것이다.

‘외부 인 안보역량 강화 략’차원에서 살펴보면,일반 으로 냉 기

한국의 안보는 으로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하 던 시기로 간주되고

있다.12)국제체제 차원에서는 양극체제가 심화된 시기 다.남북한 계

에서도 북한의 군사 이 상존한 가운데 국내 으로 독자 인 방

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 기 때문이다.13)

그런데 박정희 정부 시 의 외부 인 안보역량 강화정책을 보면 무조

건 한미동맹에만 으로 의존하지 않았다.한미동맹에 으로 의

하는 내 균형과 동맹 등 타국의 힘을 활용하는 외 균형으로 구분한 왈츠의 주장

과 동일한 개념이다.KennethN.Waltz,TheoryofInternationalPolitics (New

York:Random House,1979).

10)국방개 은 크게 군 구조분야 개 과 국방운 분야 개 으로 나 수 있으며,여기

서의 국방개 은 군 구조분야의 개 을 의미한다.국방개 에 한 세부 내용은 다

음을 참조한다.국방부,｢2010국방백서｣(서울 :국방부,2010);국방부,｢국방개 기

본계획｣(서울 :국방부,2009).

11)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경성국력(hardpower)에 응하는 개념으로 교육,학문,

술 등 인간의 이성 감성 능력을 포함하는 문화 향력을 말한다.세부 내

용은 다음을 참조한다.JosephS.NyeJr.,SoftPower:TheMeanstoSuccessin

WorldPolitics(New York:PublicAffairs,2004);JosephS.NyeJr.,ThePlaceof

SoftPowerin State-BasedConflictManagement,inChesterA.Crocker,Fen

OslerHampson,andPamelaAalleds.,LeashingTheDogsofWar(Washington,

D.C.:UnitedStatesInstituteofPeacePress,2007),pp.389-400.

12)국방군사연구소,｢1945-1994국방정책변천사｣(서울 :국방군사연구소,1995);이수

형,“ 견국가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노무 정부의 동맹재조정 정책을 심으로,”

｢국방연구｣,제52권 1호 (2009년 4월),p.4.본 연구에서는 ‘외부 안보역량 강화정

책’에 국한하여 논지를 개하고자 한다.따라서 ‘내부 안보역량 강화’는 논외로 하

고자 한다.

13)1960년 북한의 군사력은 병력,무기,국방비,군수산업 등에서 남한보다 월등한 군

사력을 보유했다.세부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박승호,｢박정희 정부의 미 동맹

략 :비 칭동맹 속의 자주화｣(박사학 논문,서울 학교,2009),pp.74-81;국방

부,｢국방사｣제3집 (서울 :국방부,1990),p.374;국방부,｢국방사｣제4집 (서울 :

국방부,2002),p.615;The InternationalInstitute forStrategic Studies,The

MilitaryBalance,1963-1968;함택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국

가역량･군사력｣(서울 :법문사,1998),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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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면서도 다양한 동맹 이외의 외 략을 추진하 다.한미동맹을 안

보의 근간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창설,

월남 참 국 정상회담,월남 참 국 외상회의,서울주재 참 국 사회

의,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APATO)구상 등 역내에서 다양한 외 안

보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 다.14)

이러한 냉 기 한국의 역내에서의 다양한 외안보정책 추진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실증 이고 이론 인 측면에서 의외의 경우(퍼즐)라고

할 수 있다.먼 실증 인 측면에서 보면,북한의 군사 에 직면하

여 이를 자력으로 방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한미동맹에 으

로 의존하여15)생존을 확보하는 략을 추구함이 합리 이다.16)그런데

박정희 정부는 이와 병행하여 굳이 역내에서 다양한 외 안보정책을 추

진하 다.

14)ASPAC(AsiaandPacificCouncil)이란 국제 력을 목 으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1966년에 창립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외무장 회의이다.한국,일본,월남, 만,필

리핀,태국,호주,뉴질랜드,말 이사아의 9개국이 정식회원국으로,라오스가 옵져버

로 참가하여 매년 1회 열렸다.1973년 공의 UN 가입 이후 제8차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실상 해체되었다.본 논문에서는 ‘아시아･태평양이사회’ 는 ‘ASPAC’

으로 표기하며,세부내용은 본 논문의 제3장 제1 을 참조한다.월남 참 국 표회

의는 월남 참 국 정상회의와 월남 참 국 외상회의로 구분된다.월남참 국 정상회

의는 우리나라가 제기하여 1966년 월남 참 7개국인 한국,미국,태국,필리핀,호

주,뉴질랜드,월남의 국가원수들이 모여서 공산침략의 격퇴의지와 쟁수행에 련

된 상호 의를 한 회의이다.이듬해인 1967년부터는 참 국 정상 신 외상들이 모

여서 월남 참 국 외상회의를 1971년까지 개최했다.세부 내용은 본 논문의 제4장

제1 을 참조한다.APATO(AsiaPacificTreatyOrganization)구상이란 1960년 후

반에 우리정부가 아시아 NATO의 결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던 지역안보 력체

결정 계획이다.본 논문에서는 ‘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 는 ‘APATO’로 표기한다.

세부 내용은 본 논문의 제5장 제1 을 참조한다.

15)기존 연구는 박정희정권 기(1960년 )를 한미동맹에 한 의존기로 보고

있다.정재경,｢朴正熙思想序說 :揮毫를 심으로｣(서울 :집문당,1991),p.372.그

러나 이미 1960년 에 동맹의 보완 략(ASPAC등 지역 력안보정책)을 추진했

다.동맹이외의 외 략 추진에 한 세부내용은 본 논문의 제3장,제4장,제5장을

참조한다.

16)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국가안보는 제1의 국가이익이었으며,

지속 으로 군사력을 증강해왔으나 북한에 비해 열세인 것으로 평가되어 한국의 안

보를 해 주한미군의 역할이 항상 강조되었다.조명 ,｢국제정치 으로 본 한국의

운명 :동북아의 국제정치｣(서울 :교학연구사,1996),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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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박정희 정부 기간은 동맹이 강화되는 시기 다.일반 으로 박

정희 시 의 한미 계 변화에 하여 기존 연구는 동맹형성기(1961-

1967), 환기의 동맹(1968-1972),동맹갈등기(1973-1979)로 구분한다.17)

그래서 어도 박정희 정부 기간의 반까지는 동맹이 형성되어 강화되

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를 들면,1961년부터 1972년까지는 동맹 계

가 비교 확고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시기에 한국은 동맹 이외의 다양

한 지역 내에서의 외안보정책을 매우 활발하게 추진하 다.18)미국도

공산침략을 지하기 해서,유럽에서 NATO를 결성한 것과는 달리 동

아시아에서는 양자 동맹 계를 심으로 이른바 ‘허 앤드 스포크(hub

andspokes)’형태의 안보체제를 구축하 다.19)

이론 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주장과 견해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다.박정희 정부의 아･태지역 내에서의 활발한 외 략 추진 상은 기

존의 국제정치이론 주의 시각으로는 제 로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형

태이다. 실주의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약소국이 국제체제의 틀 속에서

독자 인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했다.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이기 때문

에 힘 있는 소수의 강 국들에 의해 항상 지배되어 왔고,약소국의 역할

17)동맹형성시기는 5.16이후 기 조정과정을 거쳐 한일 국교정상화와 월남 병에 의

해 미국과 한국 사이에 냉 인 무 계가 제도화되는 시기이다. 환기의 동맹

시기는 월남 의 상황변화와 미 계의 개선 움직임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한 안

보정책의 재검토를 시행하게 되고 한미간의 인식의 차이가 부분 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한국이 자주국방을 모색하는 시기이다.긴장 계의 동맹 시기는 인권문제와

코리아 이트,핵개발 문제의 두 등으로 인하여 한미 양국 사이에서 실질 인 갈

등이 노정되면서 기존의 안보 력 계를 하게 되는 시기이다.신욱희･김 호,

“한미동맹의 연속성과 변화:분석틀의 모색,”한국정치학회 주최,“2000년도 연례학

술회의,”2000년 12월 6-8일,pp.1-2.

18)외교통상부,｢한국외교 60년(1948-2008)｣(서울 :외교통상부,2009),pp.127-128.여

기서 력(cooperation)이란 “정책의 조정을 통한 공동이익의 실 ”을 의미한다.세부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RobertD.Keohane,AfterHegemony:Cooperationand

DiscordintheWorldPoliticalEconomy(Princeton:PrincetonUniversityPress,

1984),pp.51-54.

19)조양 ,“냉 기 한국의 지역주의 외교:아스 (ASPAC)설립의 역사 분석,”｢한

국정치학회보｣,제42집 1호 (2008),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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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범 가 제약된다고 주장한다.20)로스스타인(RobertRothstein)은 ‘

북 ’처럼 세력으로부터 침략 가능성이 높고 다른 안이 없는 경

우 양자동맹을 선택한다고 했다.21)미국의 입장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독

자 인 안보 략 추진이 자국을 심으로 한 기존의 양자 간 안보 계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에서 한국의 독자 인 역내 외안보 략 추진에

소극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 인 견해이다. 로,미국은 일

본이 지역 내 주도권 확보를 해 시도한 지역 력체 구상에 지속 으로

반 하 다.22)따라서 이러한 주장과 이론으로는 냉 기 한국 정부의 역

내에서의 다양한 외안보 략 추진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기존의 일반 인 주장과 이론으로는 냉 기 한국 정부의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다양한 안보정책 추진을 설명하기가 충분하지 않다.따라서

냉 기 한국의 외부안보역량 강화를 해 지속 으로 추진되었던 역내에

서의 외안보 략을 포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안보 략 추진

의 향요인과 그 결과에 한 인과 계를 밝힐 수 있다면,이를 차후 동

맹과 더불어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한국의 외 략 구상과 추진

에 참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추가로 냉 기 역내에서의 외안보 략

에 한 연구는 ‘한미동맹’에 묻 있는 한국의 ‘동맹 이외의 외안보

략’구상과 추진의 노력과 실상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국제체제수 은 물론 단 수 에서 향후 동북아시아 차원의 안보

20)HansJ.Morgenthau,PoliticsAmong Nations:TheStruggleforPowerand

Peace,5thed.(New York:AlfredA.Knopf,1973);KennethN.Waltz,Theoryof

InternationalPolitics.

21)RobertL.Rothstein,"Alignment,NonalignmentandSmallPowers:1945-1965,"

InternationalOrganization,Vol.20,No.3(Summer,1966),pp.397-418;RobertL.

Rothstein,AlliancesandSmallPowers(New York:ColumbiaUniversityPress,

1968),p.177;Glenn H.Snyder,Alliance Politics(Ithaca:CornellUniversity

Press,1997),p.17.

22)조양 ,“냉 기 한국의 지역주의 외교:아스 (ASPAC)설립의 역사 분석,”p.

250; Roger Buckley,The United States in the Asia-Pacific Since 1945

(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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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체 구상과 발 에 유의미한 요소의 식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제 2 기존 연구의 검토

박정희 정부의 외안보 략과 정책에 한 기존연구는 주로 한미동

맹에 집 되고 있다.그래서 한미동맹 이외의 외 안보 략이나 정책에

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국방정책의 비교 차원에서 ‘자주국방’에

해서 일부 연구되기는 했으나 이를 체계 인 외 안보 략이나 정책에

포함하기는 제한된다.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의 한국의 외안

보 략에 한 포 인 연구는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아시

아･태평양이사회(ASPAC,AsiaPacificCouncil),월남 병,월남 참

국 정상회담 등 단일정책에 한 연구는 존재하나 이들 연구는 다분히

체제수 는 단 수 에 집 하여 포 성이 부족하다.최근에 보다

범 하고 포 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제정치의 이론 차원 즉

국제체제 인 차원에서의 근 시도는 여 히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정부의 외안보 략과 정책에 한 기존연구는 크게 안보

의기구나 력에 한 사례 연구,이 정부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서의 집단안보 구상에 한 연구,베트남 병 과정에서 진행된 부분

인 지역안보 논의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23)

첫째,박정희 정부의 한미동맹 이외의 외안보 략이나 정책에 한

연구는 주로 단편 인 특정사례 주의 연구가 진행되었다.아시아･태평

양이사회(ASPAC),월남 병,한일 국교정상화 등에 해서 주로 배

23)박원익,｢박정희 정부의 지역 집단안보 구상에 한 연구｣(석사학 논문,서울

학교,2008),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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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행 경과, 향 기 효과 등을 단편 으로 연구한 경우가 부분

이다.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에 한 연구가 상 으로 많지만,

ASPAC의 창설목 과 성격,미국의 역할에 해서 일치된 견해는 없다.

를 들면,마나 트라(ChintamaniManapatra)는 ASPAC 창설에 미국

의 역할이 결정 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로스토우(WaltRostow)는 반

로 한국이 주도했다고 주장한다.24)조양 도 ASPAC창설에 한 실

증 연구를 통한 기존의 주장(제창 의도,성격,미국의 역할)에 한 일

치된 견해가 없다고 보았다.이러한 인식을 토 로 미국은 한국과 만

의 국제 고립감의 완화라는 심리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의 아시아･태

평양이사회(ASPAC)추진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25)하지

만,국제체제 인 차원의 분석을 통해 차후 지역주의 제고나 안보 력기

구 발 에 참고할 만한 사항의 도출이 아쉽다.아울러 약소국인 한국의

지도자나 료의 역할 등 ASPAC창설의 의도에 한 분석의 다른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월남 참 국 정상회담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홍규덕이 다른

주제와 더불어 부분 으로 살펴보고 있다.26)이성훈은 한국의 외교정책

주요 사례(반공포로 석방,핵개발,북방정책 등)를 로즈노우(James

Rosenau)의 ‘순응’개념으로 분석하 다.27)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핵 개

24)ChintamaniManapatra,AmericanRoleintheOriginand GrowthofASEAN

(New Delhi:ABC,1990),pp.69-76;WaltW.Rostow,TheUnitedStatesandthe

RegionalOrganizationofAsiaandthePacific,1965-1985(Austin:Universityof

TexasPress,1986),pp.23-24.

25)조양 ,“냉 기 한국의 지역주의 외교:아스 (ASPAC)설립의 역사 분석,”pp.

247-275.

26)Kyu-dokHong,"UnequalPartners:ROK-USRelationsDuringtheVietnam War,"

Ph.D.Dissertation,UniversityofSouthCarolina,1991,pp.175-192.

27)이성훈,｢약소국의 외교 기동성에 한 연구(한국의 안보 외교정책을 심으로)｣

(박사학 논문,연세 학교,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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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사례를 분석하 으며,지역질서,국가의 상황 응능력,지도자의 상황

인식이라는 독립변수를 고려하여 약소국의 외교 기동성을 합리화하

다.

둘째,이 정부인 이승만 시 를 포함한 집단안보 구상은 이호재,최

호,박진희,박원익의 연구가 있다.이호재,최 호,박진희는 이승만시

집단안보구상인 태평양방 동맹 구상,아시아민족반공연맹(APACL:

AsianPeople'sAnti-CommunistLeague)결성을 미국과의 계,일본

과의 계,주요 성과에 주안을 두고 분석하 다.28)박원익은 박정희 정

부의 지역 집단안보정책의 변화는 미국의 냉 략 변화,아시아･태평

양 국가들의 역내 안보문제에 한 상이한 인식,지역 다양성이 향

을 미쳤다고 주장한다.29)즉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를 안보강화

수단의 하나로서 추진했다고 보고 이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 있다.

셋째,베트남 병 과정에서 진행된 지역 차원의 안보 논의는 홍규

덕과 박덕균의 연구가 표 이다.홍규덕은 박정희 정부의 월남 병

정책을 실증 으로 살펴보면서 월남 참 국 정상회담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30) 박덕균은 월남 투부 병이

ASPAC등 한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논의의 장을 마련했음은 물론 월

남 은 박정희 통령의 동아시아에 한 인식을 확 시킨 계기 다고

주장했다.31)

박정희 정부의 안보 략이나 정책에 한 기존 연구가 주로 한미동맹

28)이호재,｢한국외교정책의 체제 이론 분석 :이승만 외교와 미국(1945-53)을 심으

로｣(박사학 논문,고려 학교,1975);최 호,“이승만정부의 태평양동맹과 아시아

민족반공연맹 결성,”｢국제정치논총｣,제39집 2호 (1999),pp.165-182.;박진희,“이승

만의 일인식과 태평양 동맹,”｢역사비평｣(2006가을),pp.90-118.

29)박원익,｢박정희 정부의 지역 집단안보 구상에 한 연구｣(석사학 논문,서울

학교,2008).

30)Kyu-dokHong,Ph.D.Dissertation,UniversityofSouthCarolina,1991.

31)박덕균,“박정희의 동아시아 인식과 아시아･태평양 공동사회 구상,”｢역사비평｣통권

76호 (2006,가을호),pp.11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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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자주국방에 집 되면서,동아시아 역내에서의 외안보 정책을 독

립 인 주제로 다루지 않는 이러한 연구경향에 한 답은 략 다음의

세 가지로 그 원인을 요약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객 으로 보아도 한미동맹의 비 이 워낙 크기 때문일 것이

다.동맹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 이어서 다른 요소나 분야를 고려나

심의 상으로 삼기에는 제한되었을 것이다.둘째,동맹 이외의 안보

략이나 정책에 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안보 략이나 정책에

한 인식 자체가 동맹에 몰입되었다.한미 계 자체가 커다란 향력을

행사하여 동맹을 벗어나는 사고가 싶지 않았을 것이다.셋째,한미동맹에

한 기존연구와 자료가 풍부하여 연구가 상 으로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이러한 연구 상의 문제 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안보의 개념과 의 성격 등 안보정책 련 요소들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물론 한반도에 냉 인 구조가 잔존하

고 있지만 새로운 의 출 등 안보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

다.동맹에만 얽매인다면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놓칠 수도 있을 것이

다.32)둘째,도 인 연구가 아쉽다. 련 자료가 부족하고 선행연구도

부족하여 연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착하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안보 략이나 정책에 한 연구 역이 확 되

고 학문 인 발 이 앞당겨질 것이다.셋째,동맹 이외의 분야에서도 우

리의 주 인 노력의 사례를 연구하고,교훈을 도출하여 참고해야하나

이 분야에 한 심이 높지 않다.33)

32)동맹정책은 상유지 정책으로 그 이상의 비 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장성욱 “다자안보와 동맹 사이에서 :한국의 외 안보정책 선택,”｢해사논문

집｣제42호 (1999년 12월),p.29.

33)장성욱 “다자안보와 동맹 사이에서 :한국의 외 안보정책 선택,”｢해사논문집｣제

42호 (1999년 12월),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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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정희 정부의 한미동맹 이외의 안보정책에 한 이론 연구가

일부 시도되고 있으나 여 히 포 성이 결여됨을 보여주고 있다.분석

이고 이론 인 논문 한 많지 않다.어떤 논문은 매우 분석 이나 이론

을 실제에 용해서 연구하지 않고 상황 이고 서술 인 기술과 쟁 의

제기 는 정책 안의 제기에 그치고 있다.이러한 연구의 추세는 이론

인 분석틀을 만들 수 있는 경험 사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34)

따라서 한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냉 기 역내에서의 외안보

략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본 연구를 통해 국제체제 차원의 향요인

은 물론 남북한 분단체제,국내 향요소 등을 포 으로 분석하여

에서 제기한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한다.즉 냉 기 한국의 안보정책

에 상 으로 덜 조명된 분야를 살펴보는 것이다.이는 결국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의 발 방향에 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미국의 일반 인 향력만 강조할 경우 약소국인 한국은 강 국인 미

국의 입장을 계속 추종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따르는 것이 최선의

외 략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그러면 결국 한국의

외안보 략에 한 연구의 필요성 자체도 상실하게 된다.여기에 본 연

구의 계기와 의미가 있다.

제 3 연구의 방법과 논문의 구성

1.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박정희 정부 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외안보 략

34)이론 분석의 틀을 세워서 한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는 다음을 참조한

다.최종기 편 ,｢한국외교정책｣(서울:한국국제 계연구소,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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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사례연구를 할 것이다.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핵심 인 외안

보 략 사례 에서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월남 참 국 회의,

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APATO)구상 이라는 3가지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35)ASPAC,월남 참 국 회의,APATO 구상을 연구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비와 진행 기간이 상 으로 길어서 기간

국제체제 인 차원에서 패권국인 미국의 아시아 략과 한반도정

책에 변화의 진폭을 보이고 있다.둘째,‘공과 아시아의 공산화’라는 공

동 응의 가치가 있는 이 존재했던 당시의 안보상황이 ‘북핵’이라는

공동 응 가치에 6자(한국,북한,미국,일본, 국,러시아)가 근하려는

지 의 상황과 유사하다.36)셋째,남북한 계와 경제개발 등 국내 차

원에서도 많은 변화가 식별되는 기간이다.넷째,해당 기간에 한 풍부

한 1차 자료가 존재하고,정부 공식 문서의 기 이 부분 해제되어 열

람이 가능하다.37)

본 연구의 범 는 박정희 정부가 출범한 1961년부터 제3공화국이 존

속되었던 1972년 10월 17일 까지를 포함한다.이러한 박정희 정부가 추

진한 핵심 인 외안보 략 추진 3가지 사례를 분석하여 단일사례 분석

의 제한 을 극복하고자 한다.38)단일사례 분석이라도 할지라도 일국

심의 비교 오랜 시간 에 걸친 분석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분석 못지않

35)본 연구의 세 가지 사례는 박정희 정부가 역내에서 동맹의 보완 방안모색의 일환

으로 추진한 외안보정책을 선정한 것으로서,어떤 공통 으로 용할 수 있는 기

에 의해 선정된 것은 아니다. 를 들면,APATO구상의 경우 ASPAC창설 추진

이나 월남 참 국 회의 제안 참석과는 범주가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6)6자 회담이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하여 한반도 주변의 6개

국인 한국,북한,미국,일본, 국,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회담이다.www.mofat.

go.kr/trade/hanbando/nuclear/overview/index.jsp?mofat=001&menu=m_30_20_10

(2012.12.2.검색);이상 ,“2011년 미국의 북정책과 6자회담 망,”｢나라경제｣

제13권 제1호 (2011년 1월),pp.19-37.

37)박정희 정부 기간의 외교사료는 30년이 지난 2009년부로 모두 공개되었다.

http://diplomaticarchives.mofat.go.kr/open/guide.do,(2012.12.2.검색).

38)‘외안보 략’이란 국가안보 략을 크게 내안보 략과 외안보 략으로 구분했을

때 동맹정책,지역 국가들과의 안보 력정책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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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석 함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39)

연구가설의 인과 계 증명을 해 먼 기존연구와 련 이론을 분석

하고,이를 토 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변수들의 인과 계를 증명하고

자 한다.가설을 구성하는 변수들을 토 로 안 분석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토 로 사례를 분석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 계를 밝히고

자 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 계 설명을 한 핵심가설은 한국이

미동맹체제에 크게 의존하는 약소국 이지만,자국의 안보를 유지하기

해 국제체제가 제한하는 한정된 범 내에서도 단 수 의 변수에 따라

효과 인 외안보 략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그래서 한국의 ‘외부

여건 국내 제 여건’40)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외안보

략 추진’사이에는 상 계가 있다고 보고,이러한 상 계를 밝 보고

자 한다.‘한국의 외부 여건과 국내 제 여건’이 독립변수가 될 것이

다.‘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외안보 략(한미동맹의 보완 략)’이

종속변수이다.

독립변수는 크게 체제수 과 단 수 으로 구분하여 유의미한 지표를

식별하고자 한다.체제 수 에서는 한국의 안보 략 추진에 향을 미치

는 요소들을 변수로 설정하여 종속변수에 미친 향을 분석할 것이다.

체제수 의 변수와 더불어 단 수 에서는 통령과 료들을 심으로

한 국가 략 결정자들의 리더십과 역할 등을 포함하는 략 리더십을

핵심 변수로 설정하여 종속변수에 미친 향을 분석할 것이다.41)분단체

39)JamesN.Rosenau,"TowardSingle-Country TheoriesofForeign Policy:The

CaseoftheUSSR,"inCharlesF.HermannandCharlesW.Kegley,Jr.& James

N.Rosenau,NewDirectionfsintheStudyofForeignPolicy(Winchester,M.A.:

Allen& UnwinInc.,1987),p.54.

40)기존 연구들이 국내요소로 제기하지 않은 군사정권의 정통성,선거공약,과거 정부의

정책추진 사례,외교 료들의 역할과 능력 등도 요한 단 차원에서의 향요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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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속성을 고려하여 북한과 공42)으로부터의 에 한 박정희 정

부의 인식도 략 리더십 차원에서 같이 분석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박정희 정부 기간 에 추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서의 외안보 략을 ‘국가안보 략 구상체계’의 틀 안에서 분석할 것이

다.일반 인 국가안보 략 구상체계는 ①국가이익 규정,② 략 평

가,③ 략 구상과 추진의 3단계로 구성된다.43)본 연구는 앞의 3단계

제2단계 ‘략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략 평가’단계에서

체제 단 수 의 변수들이 고려되어 종속변수인 의 제3단계 ‘략

구상 추진’에 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기 로 논리를 개할 것이다.

논리의 개를 한 기본 틀로 신고 주의 실주의(Neoclassical

Realism)를 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 계 분석을 시도할 것

이다.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사례가 약소국인 한국의 외안보

략에 한 것이다.그런데 신 실주의 이론을 용하면 국제체제 차원에

서의 근에 따라 약소국인 한국의 외정책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41)본 연구에서 ‘략 리더십’이란 “집단의 목표나 내부 구조의 유지를 하여 성원이

자발 으로 집단활동에 참여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이라는 일반 인

리더십의 개념이 국가라는 략 차원에서 발휘되는 것을 의미한다.즉,본 연구에

서의 ‘략 리더십’은 " 통령을 포함한 국가의 외정책 결정자들이 국가 차원의

목표와 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하여 국민들이 자발 으로 참여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역량의 총합"이라고 정의하다.리더십의 일반 인 개념은 다음

을 참조한다.www.doopedia.co.kr.

42)본 논문에서는 재의 국을 박정희 정부 당시의 명칭인 ‘화인민공화국’ 는 ‘

공’으로 표기할 것이다.

43)Risa A.Brooks,Shaping Strategy:The Civil-Military Politics ofStrategic

Assessment(Princeton:PrincetonUniversityPress,2008),p.11;조명 ,｢한국의

국가안보｣(서울 :교학사,1999),p.46;W.D.MacnamaraandAnnFitz-Gerald,

A NationalSecurity Framework forCanada,PolicyMatters,Vol.3,No.10

(October2002),p.11;한용섭,“한국의 국가안보 략:회고와 망,”김석용 편 ｢

국가안보의 한국화｣(서울:도서출 오름,2012),pp.63-112;구 록,｢한국의 국가

이익｣(서울:법문사,1995),p.25;구 록,“한국의 안보 략,”｢국가 략｣제1권 1

호 (1995 2월),pp.44;Donald E.Nuechterlein,"The Conceptof'National

Interest':A TimeForNew Approaches,"Orbis(Spring1979),pp.75-77;임동원,

“한국의 국가 략,”｢국가 략｣제1권 1호(세종연구소,1995),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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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그 다고 국내 요소만을 고려할 경우,한국이 처한 지정학

치를 고려할 때 주변 강 국의 향력을 간과하게 되어 실성이 하될

우려가 있다.로즈(GideonRose)가 주장한 신고 주의 실주의는 기

존의 실주의에서 주장하는 독립변수인 체제수 의 변수는 매개변수인

단 수 의 변수(결정자의 인식,국가 구조 등)를 통해서 변환되어야 비

로소 종속변수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44)따라서 체제수

의 변수와 단 수 의 변수를 모두 포 하는 신고 실주의를 기

본 틀로 하여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제체제의 무정부상태가 국가안보 략의 강을 정하는데 많은 향

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표 인 신 실주의자인 왈츠(Kenneth

Waltz)의 주장 로 국제체제가 국가행 를 제한한다는 이 자체로는 국

가의 정책결정 설명이 제한된다.45)그 다고 단 수 의 변수로만 설명

하는 것 한 엄연한 국제정치의 속성인 ‘무정부주의’를 고려하지 않아서

한계가 있다.46)따라서 이 모두를 아우르는 분석틀이 필요하다.특히 국

가안보 략의 결정주체가 사람이고,더구나 약소국의 외안보 략 결정

에 한 연구는 강 국 주의 구조 요소만으로는 설명에 한계가 있

44)Giden Rose,"NeoclassicalRealism and TheoriesofForeign Policies,"World

Politics, Vol. 51, No. 1 (1988), pp. 112-150; Randall Schweller, "The

ProgressivenessofNeoclassicalRealism,”inColinElamnandMiriam Fendius

Elman, eds., Progr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Appraising the Field

(Cambridge,M.A.:MIT Press,2003). 실주의에 한 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

다.M.Smith,Realist Thought from Weber to Kissinger (Baton Rouge,

Louisiana:Louisiana StateUniversity,1986);Alan Collinsed.,Contemporary

SecurityStudies(New York:OxfordUniversityPress,2010),pp.16-33.

45)신 실주의에 따르면 나라와 나라의 계는 ‘무정부주의’로 특정 지워지는 국제체제

에 의해 결정된다.그래서 외 략이나 정책도 국가 수 이 아닌 국제체제 수 에

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물론 신고 실주의는 국제정치의 산물에 한

반복되는 패턴을 설명하는데 목 이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신 실주의자들이 한 국

가의 외정책결정을 설명하는 부분에 주안을 두고 기술한다.KennethN.Waltz,

TheoryofInternationalPolitics(New York:Random House,1979).세부 내용은

본 논문의 제2장 제1 을 참조한다.

46)신욱희,“동아시아에서의 후견-피후견 국가 계의 동학 :국가변화의 외부 /지정학

근원,”｢국제정치논총｣제32집 2호 (1992),pp.17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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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박정희 정부의 아･태지역 외안보 략 구상과

추진은 신고 주의 실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용해야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연구가설의 인과 계 증명을 한 사례연구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할 것이다.문헌연구는 최근에 공개된 정부기록물,국가기록원을 포함한

통령 련 자료,미국 국립문서보 소(USNationalArchives)자료 등

1차 자료를 우선 심층 으로 분석할 것이다.이와 더불어 연구논문과 간

행물 등 2차 자료 분석을 병행할 것이다.국내 1차 자료는 ASPAC,월

남 참 국 회의,APATO창설 구상에 련된 문헌을 외교사료 과 국가

기록원에서 정부공개문서와 공식 간행물을 집 으로 살펴볼 것이다.

국외 1차 자료는 제한된 범 내에서 미국 국립문서보 소에 보 인

한국 련 자료를 살펴볼 것이다.추가 으로 다양한 국내･외 2차 자료

를 살펴볼 것이다.

문헌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서 제한 인 인터뷰도 시도할 것이

다.인터뷰는 박정희 정부 기간 에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여했던 정

부 료들을 상으로 면,서면, 는 이메일 형태로 할 것이다.인터

뷰의 핵심 내용은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내용이 상충되거나,추가 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분야 주로 시행하고자 한다.그러나 당시 외무장

, 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인물은 생존해있지 않다.이로 인해 당시

정책에 여한 장 이상의 고 직책에 있던 인물들과의 인터뷰는 매

우 제한되는 실정이다.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ASPAC의 경우 이를

추진했던 외교부 공무원 생존자를 인터뷰할 것이다.

단순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 계를 밝히기

해 과정추 방법(process-tracing)을 용할 것이다.과정추 방법론

을 사용하여 사례연구에서 단순히 역사 사실을 설명하기보다 인과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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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니즘을 용하여 역사 사실의 설명과 가설의 창출은 물론 이론의 일

반화 모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47)

2.논문의 구성

논문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제2장에서는 이론 논의와 분석

틀을 제시할 것이다.우선 외안보 략과 정책의 결정요인에 한 기존

이론을 검토할 것이다.이를 토 로 연구문제에 한 해답을 얻기 한

사례들의 분석틀을 제시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박정희 정부 기간의 역내 안보 략 추진의 표 사례

인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창설과 추진을 분석할 것이다.우선

아시아･태평양이사회에 한 일반 인 내용을 개 할 것이다.추진배경

과 창설 추진 경과 등을 비교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이어서 제2

장에서 도출한 분석틀을 용하여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인과 계를

분석하고 소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월남 참 국 회의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월남 참 국

회의에 한 일반 인 내용을 개 할 것이다.월남 참 국 표회의

사례는 국가 원수가 참석했던 월남 참 국 정상회담과 월남 참 국 외상

회의를 모두 포함할 것이다.이어서 제2장에서 도출한 분석틀을 용하

여 변수들의 인과 계를 분석하고 소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APATO)구상 사례를 세부 으

로 분석할 것이다.우선 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 구상에 한 일반 인

내용을 개 할 것이다.이어서 제2장에서 도출한 분석틀을 용하여 변

47)A.George& A.Bennet,CaseStudiesandTheoryDevelopmentintheSciences

(M.A.:TheMITPress,2004),p.21,pp.147-148,p.206,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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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의 인과 계를 분석하고 소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제6장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이를 토 로 정책 인 제안

을 제시할 것이다.연구결과의 분석은 이론 인 측면과 정책 인 측면으

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정책 인 제안은 주로 장기 인 에서

우리나라의 안보 략 구상에 련된 내용 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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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논의와 분석틀

제 1 기존 이론 논의

1. 외안보 략･정책 결정에 한 일반 이론

한 나라의 외안보 략과 정책 결정에 한 연구는 학제별,분석수

별,분석 상별로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48)학제별로는 국제 계,외

교,리더십,조직이론 등의 구분이 해당된다.분석수 별로도 국제체제수

,국가 수 ,개인수 등으로 다양하다.분석 상도 동맹정책,외교정

책,안보 력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이러한 구분을 통합해보

면 궁극 으로 건은 분석수 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49)따라서,본 연

구에서는 분석수 에 주안을 두고 기존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의 외 략이나 정책의 결정에 한 기존의 이론화 시도를 분석

수 별로 살펴보면 크게 국제체제 수 ,단 수 ,국제체제 수 과 단

수 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론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국제 계

에 주안을 두고 연구하는 학자들은 국제체제를 강조하며,왈츠(Kenneth

Waltz)가 표 이다.한편 일부 외정책 연구가들은 국내 요소를 강

조하고 있다.최근에는 국제체제 요소와 국내 요소를 모두 포 해야

한다는 이론 인 주장도 많아지고 있다.

첫째,분석수 이 국제체제 수 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학자들은 신

실주의 이론가들이다.이들에 따르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계는 ‘무정부

48)DavidSinger,"TheLevel-of-AnalysisProblem inInternationalRelations,"World

Politics,Vol.14,No.1,(Oct.,1961),pp.77-92.

49)DavidSinger,"TheLevel-of-AnalysisProblem inInternationalRelations,"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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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로 특정 지워지는 국제체제에 의해 결정된다.여기서 국가는 합리

이고 유일한 단일 행 자이다.국가 내부의 사안들은 암상자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국가의 일차 인 심은 권력의 극 화가 아닌 국제체제에

서 자국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다.그런데 국제체제는 앙집권 인 권

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이다.그래서 안보의 확보를 해서는

자력구제 외에는 국가의 최고 가치인 생존의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국가 사이의 행 의 하나인 쟁도 이상 상이 아니다.세력균형

의 유지와 회복을 한 합리 인 계산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따라서

외 략이나 정책도 국제체제 수 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0)

표 인 신 실주의자인 왈츠(KennethN.Waltz)는 구조(structure)

와 그것을 구성하는 단 들(units)과의 상호작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구조와 단 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향을 주는가에 한 논

의에 있어 개별 단 들의 상호작용과 단 들이 구조에 미치는 향은 환

원주의 성격이 강하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국제체제 차

원의 향력이 무 이기 때문이다.따라서 한 국가의 외정책을

살펴보려면 그 국가가 국제체제에서 속한 치와 상 인 힘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51)지도자의 인성,국가의 의도,국가의 능력 등 국내

요소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이론 주장이다.52)왈츠에 따르면,국제체제

50)Kenneth N.Waltz,Theory ofInternationalPolitics(Reading,M.A.:Addison

WesleyPublishingCo.,1979).신 실주의에 한 추가 인 논의는 다음을 참조한

다.RobertO.Keohane,eds.,Neorealism andItsCritics(New York:Columbia

UniversityPress,1986);BarryBuzanetal.,TheLogicofAnarchy:Neorealism

toStructuralRealism (New York:ColumbiaUniversityPress,1993);DavidA.

Baldwin,ed.,Neorealism andNeoliberalism:TheContemporaryDebate(New

York:ColumbiaUniversityPress,1993).신고 실주의는 국제정치의 산물에

한 반복되는 패턴을 설명하는데 목 이 있으나,본 연구의 목 이 한 국가의 외

정책결정에 한 설명에 주안을 두고 있는 계로 신 실주의자들이 한 국가의

외정책결정을 설명하는 부분에 주안을 두고 이론 자체를 설명하고자 한다.

51)박건 역,｢국제정치이론｣(서울 :(주)사회평론,2000),pp.35-126.

52)KennethN.Waltz,TheoryofInternationalPolitics;남궁 ,김 ,“탈고

실주의 시각에서 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정책,”｢세계지역연구논총｣제30집,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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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 문제는 상 방의 의도와 행동에 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

웬트(AlexanderWendt)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제구

조가 물질 이기보다는 사회 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고,이러한 물질

권력과 이익의 의미와 효과는 사회 구조에서 나온다고 분석하여 왈츠

와 상이한 근을 주장한다.53)

둘째, 외 략이나 정책의 결정은 결국 료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단 수 의 국내 요소가 건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단 수 의

분석을 지지한다.국제체제의 수 에서 국제 계를 설명하려는 거시 인

과 조되는, 외정책결정에 한 미시 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체제 수 에서는 국가를 유일한 합리 행 자라고 상정하고 있지만,여

기서는 실주의에서 암상자로 규정한 국가의 내부 문제에 주목하 다.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가진 능동 인 행동의 주체이나 실 으로 이러

한 선택의 자유는 항상 개인과 환경의 제 요인에 의해 제한된다고 보았

다. 외정책결정을 포함한 국가의 행태를 이해하기 해서는 의사결정

에 참여한 사람들 즉 의사결정자가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어떻게 정의

혹은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54)

표 인 학자가 쿠바 미사일 기 사례를 연구한 앨리슨(Graham

Allison)이다.그는 합리 행 자 모델(rationalactormodel),조직과정

모델(organizationalprocessmodel), 료정치 모델(bureaucraticpolitics

model)이라는 세 가지의 정책결정 모델을 용하여 쿠바 미사일 기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내 요소의 요성을 강조하 다.55)앨리슨은 미

(2012),pp.90-136.

53)AlexanderWendt,SocialTheoryofInternationalPolitics(Cambridge:Cambridge

UniversityPress,1999).

54)남궁곤,“외교정책결정 이론,”우철구,박건 편,｢ 국제 계이론과 한국｣(서울

:(주)사회평론,2004),pp.291-331.

55)Graham T.Allison,EssenceofDecision:ExplainingtheCubanMissileCrisis

(Boston:LittleBrownandCompany,1971),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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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국가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하면서,국가의 행동은 구조 요소가

아닌 단 차원에서의 의도되지 않은 조직의 결과물 혹은 료들 간의

정치 게임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 다.허드슨(ValerieHudson)도 결

국 외정책의 결정은 실체가 없는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다고 주장하면서 료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지도자 개인이나 료 집단

의 요성을 부각하고 있다.56) 다키스(Maria Papadakis)와 스타

(HarveyStarr)는 약소국의 경우에도 환경요소가 국가지도자에 의해 기

회로도 인식되어 일련의 국가행동을 유도한다고 주장하 다.57)

셋째,국제 계 분석수 과 련하여 국제체제 요소와 국내 요소

를 포 으로 분석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퍼트남(RobertPutnam)

은 한 국가의 행 를 분석하기 해서는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동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창하 다.58)한 나라의 외 략이나 정책은 국제

체제는 물론 자국과 련국의 국내 요인들로부터도 향을 받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싱어(DavidSinger)도 외 계의 고찰에 있어서

분석수 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 략을 국제 수 ,국가 수 ,개

인 수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59)한편,로즈

56)신욱희,최동주,조윤 ,김재천 역,｢외교정책론｣(서울:을유문화사,2009),p.21.특

히 미국의 외정책결정과정에서의 국내 요소의 요성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한

다.백창재,｢미국 패권 연구｣(서울 :인간사랑,2009); 백창재,서평,“미국 외교정

책의 국제주의와 다자주의 :｢WinningthePeace｣,”JohnGerardRuggie,｢국제지역

연구｣제10권 제4호 (2001겨울),pp.133-140.

57)MariaPapadakisandHarveyStarr,"Opportunity,WillingnessandSmallStates:

TheRelationshipBetweenEnvironmentandForeignPolicy,"inCharlesHermann

andJamesN.Rosenau,eds.,New DirectionsintheStudyofForeignPolicy

(Boston:AllenandUnwinLtd.,1987).

58)RobertD.Putnam,"DiplomacyandDomesticPolitics:TheLogicofTwo-level

Games,"InternationalOrganization,Vol.42,No.3(Summer,1988),pp.427-460;

PeterB.Evans,HaroldK.Jacobson andRobertPutnam eds.,Double-Edged

Diplomacy:InternationalBargaining andDomesticPolitics(BerkeleyandLos

Angles:UniversityofCaliforniaPress,1993).

59)David Singer,"TheLevel-of-AnalysisProblem in InternationalRelations,"in

Klaus Knorrand Sidney Verba eds.,The InternationalSystem:Theoretical

Essays (Princeton:Princeton University Press,1961),pp.77-92;Jack Le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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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JamesRosenau)는 한 나라의 외교안보정책결정과정 자체의 이

론화를 시도하면서 개인(indiosyncratic), 역할(role), 정부(gove-

rnmental),사회(societal),체제 수 (systemic)의 다섯 가지 분석요소

를 제시하 다.60)이 경우도 결국은 통합론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로즈노우의 다섯 가지 요소들을 보면 국제체제 요소와 국내 요

소는 물론 개인 수 까지를 포함하여 분석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약소국의 외 략이나 정책의 결정도 국제체제 요소와 국내

요소를 포 으로 분석하여야 한다는 통합주의 이론도 제기되고 있다.

를 들면,로즈노우는 약소국의 외부 환경과 더불어 내부 환경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61)

2.기존 이론의 한계

분석수 에 기 하여 살펴본 국가의 외 략이나 정책의 결정에

한 기존의 이론은 각각의 한계가 있다. 외안보 략의 결정 요인에

한 지 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연구 상에 계없이 어느 특정한 단일

의 분석수 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제한됨을 알 수 있다.

우선,국제체제 수 에서의 구조 근은 국가의 행동에 한 측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으며 부정확하다. 를 들면,국제체제상에서 유

사한 치에 있는 국가들의 행동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62)국가를

"Domestic Politics and War," The Origin and Prevention ofMajor Wars

(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1989),pp.79-99.

60)James N.Rosenau,"Pre-Theories and Theories ofForeign Policy"in The

Scientific Study ofForeign Policy (New York:TheFreePress,1966),pp.

95-149.

61)JamesN.Rosenau,The Study ofPoliticalAdaptation (New York:Nicholas

PublishingCo.,1981),pp.115-119.

62)Gideon Rose,"NeoclassicalRealism and Theories ofForeign Policy,"World

Politics,Vol.51,No.1(October,1998),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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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상자(blackbox)로 가정하고 있다.그래서 모든 국가는 유사한 구조

인센티 를 갖게 되면 국내정치 요소와 무 하게 유사한 략을 추구

할 것으로 가정한다.그러나 실제는 그 지 않다.유사한 구조 인센티

를 갖으나 다른 략을 선택하기도 하고,상이한 구조 인센티 를

갖으나 유사한 략을 선택하기도 한다.국가는 외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과 추출을 한 무한정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지

만, 실은 그 지 않다.정책결정자들이 체제수 의 상 힘에 해

항상 동일하게 해석하고 행동한다고 가정한다.63)신 실주의자들은 개별

국가의 외정책을 설명하는데 심이 없었다.국가를 단일 행 자로 보

았다.그래서 국가는 암상자로 간주되었다.64)하지만,정책결정은 궁극

으로 사람이 한다.그래서 국제체제상에서 유사한 치에 있는 국가들의

행동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65)특히 이러한 이론으로는 소 ‘약소국

의 역설’설명이 제한된다.국제체제 수 의 요소만을 고려한다면 국제

환경이 무 지배 이므로 약소국의 외정책 결정에 한 분석은 의미

가 없어진다.66) 그러나 실에서 보면 약소국도 상 으로 약한 힘을

갖고도 독자 인 목소리를 내는 ‘약소국의 역설’ 상을 볼 수 있다.미

국의 월남 수행이나 동문제 등이 표 이다.67)

63)RobertO.Keohane,“TheoryofWorldPolitics:StructuralRealism andBeyond,”

inRobertO.Keohane,ed.,Neorealism andItsCritics(New York:Columbia

UniversityPress,1986),p.167.

64)StevenE.Lobell,NorrinM.Ripsman,andJeffreyW.Taliaferroeds.,Neoclassical

Realism,theState,andForeignPolicy(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

2009),pp.206-207.

65)GideonRose,"NeoclassicalRealism andTheoriesofForeignPolicy,"p.150.

66)MichaelHandel,WeakStatesintheInternationalSystem (Jerusalem:Hebrew

UniversityPress,1981),pp.171-187;KennethN.Waltz,TheoryofInternational

Politics,p.88.

67)강 국의 구조 내에서도 약소국이 제한 인 외 략이나 정책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MichaelHandel,Weak

StatesintheInternationalSystem,pp.10-47;AnnetteBakerFox,ThePowerof

SmallStates:DiplomacyinWorldWarII(Chicago:UniversityofChicagoPress,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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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차원에서의 근도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68)첫째,왜 유사한 국내 정치체제를 갖춘 국가들이 외정책을 결

정할 때 서로 상이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가?둘째,국내정치 상황

이 유사하거나 동일하지 않는 국가들이 외정책을 결정할 때 왜 동일하

게 행동하는가?단 차원의 근을 약소국에 용할 때에도 문제에 착

한다.만약 단 차원의 요소만을 고려하면 약소국이 극복할 수 없는 요

소 의 하나인 국제체제라는 엄연한 실을 간과하는 연구가 될 것이

다. 를 들면,유엔안 보장이사회에 5개의 상임이사국이 존재하면서 거

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제체제의 실이다.약소국은 이러한 실 인

제한사항의 극복이 제한된다.

아울러 외안보 략이나 정책 결정요인에 한 분석은 약소국의 특

징인 ‘다양성’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약소국 정치의 특성은 다양성

에 있다.강 국의 상 개념으로서 ‘약소국’개념을 용한다면 그

상이 매우 많고,크기,경제력,인구 등 모든 면에서 일반화시키기에 어

려움이 많다.69)이런 맥락으로 외 략이나 정책의 결정에 한 이론

자체를 한국의 경우에 그 로 용하는 것은 제한될 것이다.상 으로

약소국인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외 략이나 정책에

한 이론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이 일반 인 인식이다.70)

지 까지 살펴본 것처럼 국제체제나 단 수 에만 국한된 논의는 한

국가의 외 략이나 정책에 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따라서 한 국

68)GideonRose,"NeoclassicalRealism andTheoriesofForeignPolicy,"pp.148-149.

69)PeterHansen,"AdaptiveBehaviorofSmallStates:TheCaseofDenmarkandthe

EuropeanCommunity,"inPatricJ.McGowaned.,SageInternationalYearbookof

ForeignPolicyStudies,VolII(BeverlyHills:SagePublicationsInc.,1974),p.

153.

70)이용희,｢일반국제정치학(상)｣(서울:박 사,1980),pp.4-5;로즈노우도 약소국의

상황에 걸맞는 이론 연구의 부족을 주창했었다.JamesN.Rosenau,TheStudyof

PoliticalAdaptation,pp.104-106;하 선,“한국외교정책 분석틀의 모색,”｢국제정

치논총｣제28집 2호(1989),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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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외 략이나 정책을 설명할 때는 국제 차원의 요소와 국내 차

원의 요소를 포 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그래서 구조 요소와 국내

요소를 포 으로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71)따라서 이 모두를 아

우르는 분석틀이 필요하다.국가 차원에서의 외 략의 결정주체가 사

람이면서 동시에 국제체제의 구조 특징의 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

기 때문이다.

약소국 한국의 외정책 결정에 한 연구의 경우에는 추가로 약소국

의 특성은 물론 한국만의 특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약소국의 외

안보 략 결정에 한 연구는 강 국 주의 구조 요소만으로는 설명

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72)한국의 외정책에 한 결정도 그래서 약

소국이라는 실과 더불어 분단국이라는 실을 포함한 한국만의 특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한국의 외정책 행 자에 한 이해,냉

체제와 분단체제에서 오는 이데올로기 특성,한국의 외정책결정제도

의 특성 등에 한 이해와 반 이 필수 일 것이다.73)

71)Miriam Fendius Elman,"The Foreign Policies ofSmallStates:Challenging

Neorealism inItsOwnBackyard,"BritishJournalofPoliticalScience,Vol.25,

No.2(April,1995),pp.171-172.

72)Rosenau는 약소국의 외교정책에 한 일반 이론정립이 큰 진 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고 지 하 다.JamesN.Rosenau,"TheAdaptation ofSmallStates,"in The

StudyofPoliticalAdaptation(New York:NicholasPublishingCompany,1981),p.

104;노재 ,"안과 밖 :국제정치학의 방법론 연구,"서울 학교,｢국제문제연구소

논문집｣제7호(1982),pp.339-348.약소국의 외교정책연구에 한 구미 문헌

부분의 주요문헌은 다음 논문의 bibliography에 상세하게 실려 있다.NielsAmstrup,

"The PerennialProblem ofSmallStates:A Survey of Research Efforts,“

CooperationandConflict,VolXI,No.3(1976),pp.163-182.

73)한국의 외정책 결정에 한 연구와 련한 세부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이용희,

｢일반국제정치학(상)｣(서울 :박 사,1980),pp.4-5;안청시,김경동 편,｢한국사회

과학방법론의 탐색｣(서울 :서울 학교출 부,1990),pp.39-40;구 록,｢한국과 국

제정치환경 :한국･미국･세계｣(서울 :서울 학교출 부,1999);하 선,“한국외교

정책 분석틀의 모색,”｢국제정치논총｣제28집 2호(1989),pp.3-15;하 선,“한국국

제정치학의 새로운 방향모색,”김경동･안청시 편 ,｢한국사회과학방법론의 탐색｣

(서울 :서울 학교출 사,1990),pp.39-64;이호재,｢약소국 외교정책론｣(서울 :

법문사,1973);이호재,｢한국 국제정치 이론의 모색｣(서울 :화평사,2006),p.26;

김달 편 ,｢한국의 외교정책｣(서울 :오름,1999),pp.17-19.아울러,약소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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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 이론으로서의 ‘신고 실주의’

본 연구에서는 인과 계 분석을 한 기본 틀로 신고 실주의를

용하고자 한다.국가의 외정책결정에 해 지 까지 살펴본 이론을

보면 연구 상에 계없이 어느 특정한 단일의 분석수 만으로는 충분

한 설명이 제한됨을 알 수 있다.그래서 구조 요소와 국내 요소를

포 으로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74)다양한 실증 분석을 통해 이러

한 통합론 인 이론을 제시한 분야가 바로 신고 실주의

(neoclassicalrealism)이다.기존의 이론들을 상호보완 으로 용한 신

고 실주의가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사례들에 한 안

이론이다.

로즈(GideonRose)가 1998년 WorldPolitics에 기고한 논문에서 '신고

실주의(neoclassicalrealism)'라는 용어를 제시했다.75)로즈와 더

외정책에 한 국내 연구의 표 인 사례는 다음을 참조한다.신욱희,“동아시아

에서의 후견-피후견 국가 계의 동학 :국가변화의 외부 /지정학 근원,”｢국제정

치논총｣제32집 2호 (1992),pp.177-201;서재만,“약소국에 있어서 국내정치와 외교

정책과의 계 :제3세계 국가들을 심으로,”｢국제정치논총｣제20집 1호 (1980),

pp.91-101;이호재,｢약소국 외교정책론｣(서울 :법문사,1973),p.6; 재성,“노태

우 행정부의 북방정책 결정요인과 이후의 북방정책의 변화과정 분석,”하용출 외,｢

북방정책:기원, 개, 향｣(서울 :서울 학교 출 부,2003),pp.23-44;이석호,

“약소국 외교정책론,” 이상우･하 선 공편,｢ 국제정치학｣ (서울 :나남출 ,

1992),pp.511-539;Kwang-IlBaek,KoreaandUnitedStates:TheStudyofthe

ROK-U.S.SecurityRelationshipWithintheConceptualFrameworkofAlliances

BetweenGreatandSmallpowers(ResearchCenterforPeaceandUnificationof

Korea,1988),pp.67-98.

74)Miriam Fendius Elman,"The Foreign Policies ofSmallStates:Challenging

Neorealism inItsOwnBackyard,"pp.171-172.신 실주의의 표 인 학자인 왈

츠 자신도 구조주의 국제정치이론이 어떻게,그리고 얼마나 효과 으로 국제체제

를 구성하는 단 들이 체제로부터의 압력과 가능성에 반응하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고 밝히고 있다.이에 한 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Kenneth N.Waltz,

TheoryofInternationalPolitics,pp.71-72.

75)GideonRose,"NeoclassicalRealism andTheoriesofForeignPolicy,"pp.144-172;

Steven E.Lobell,Norrin M.Ripsman,Jeffrey W.Taliaferro,Neoclassical

Realism,theState,andForeignPolicy,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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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리드버그(AaronFriedberg),스나이더(JackSnyder)등이 표

인 신고 실주의 학자로 간주되고 있다.76)신고 실주의에 따

르면 한 국가의 외정책결정은 기본 으로 그 국가가 국제체제에서 속

한 치로부터 출발한다. 외정책 결정에서 가장 요한 것은 힘

(power)이라는 신 실주의의 주장은 그 로 수용한다.그러나 외정책

결정에 한 국제체제 차원의 요소는 간 이고 복잡하다.왜냐하면,정

책결정자의 인식이나 정부 구조 등과 같은 단 수 의 요소들의 매개를

통해서 체제차원의 요소가 해석되어지기 때문이다.77)

로즈는 이러한 논의의 출발 으로 크리스텐슨(TomasChristensen),

스웰러(RandallSchweller),월포스(William Wohlforth),자카리아(Fareed

Zakaria)등 강 국들의 외정책 결정에 한 선행연구를 설명하

고 있다.78)이들 연구의 공통 은 체제수 의 요소만을 고려하는 신 실

주의나 단 수 의 요소만을 고려하는 외교정책이론 등을 구분해서 용

하면 강 국들의 외정책 결정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다.특히 이들이 해석하는 국제체제의 무정부 특성은 직 인 독립변

수라기보다는 다소의 수용성을 가진 조건(permissivecondition)으로 보

았다.그런 측면에서 이들은 신 실주의 보다는 고 실주의의 주장

76)양 희･박건 ,“신고 실주의(NeoclassicalRealism)비 ,"｢국제정치논총｣제

51집 3호 (2011),p.9.

77)GideonRose,"NeoclassicalRealism andTheoriesofForeignPolicy,"pp.144-177.

신고 실주의에 추가 인 연구는 다음을 참조한다.StevenE.Lobell,Norrin

M.Ripsman,Jeffrey W.Taliaferroeds.,NeoclassicalRealism,theState,and

ForeignPolicy(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2009);CharlesL.Glaser,

"Realism,"inContemporarySecurityStudies,editedbyAlanCollins(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15-33; Randall Schweller, "The

ProgressivenessofNeoclassicalRealism,"in Colin Elman andMiriam Fendius

Elman,eds.,ProgressinInternationalPolitics:AppraisingtheField(Cambridge,

M.A.:MITPress,2003);나카토 사치오,"북한의 핵실험 배경과 의도 :신고

실주의의 시 에서,"｢북한학연구｣제5권 제2호 (2009),pp.5-25.

78) Steven E.Lobell,Norrin M.Ripsman,Jeffrey W.Taliaferro,Neoclassical

Realism,theState,andForeignPolicy,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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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로즈는 주장하고 있다.79) 를 들면,크리

스텐슨은 냉 기 미국과 공의 갈등은 국제체제 차원에서의 향도

있지만,궁극 으로는 양국의 국내정치의 향이 크다고 보았다.자국의

안보 략에 한 국민 지지를 얻기 한 양국 국내정치의 향으로 갈

등 외 략을 택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80)자카리아는 미국이 19세

기 말 국제체제 차원에서 패권국에 걸맞는 인 역량을 갖게 되었으

나,연방정부의 상 으로 약한 국내자원 추출과 동원능력이 19세기 말

미국이 좀 더 일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

다.81)

신고 실주의 이론을 보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신고 실

주의는 고 실주의(classicalrealism)가 인식의 출발 이며, 외정

책의 결정과 련된 외부 변수와 내부 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이론이

다.82) 신고 실주의 이론은 왈츠(Kenneth Waltz),길핀(Robert

Gilpin)등으로 표되는 신 실주의자들의 엄격하고 이론 인 통찰력을

근간으로 한다. 동시에 모겐소(Hans Morgenthau), 키신 (Henry

Kissinger),울퍼스(ArnoldWolfers)등으로 표되는 고 실주의자

들의 국제정치에 한 실질 인 통찰력을 희생하지 않는다.83)

‘실주의(realist)’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실주의의 핵심 가정

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외정책 결정은 무엇보다도 먼 한 국가

79) Steven E.Lobell,Norrin M.Ripsman,Jeffrey W.Taliaferro,Neoclassical

Realism,theState,andForeignPolicy,p.7.

80) Thomas J. Christensen, Useful Adversaries: Grand Strategy, Domestic

Mobilization,andSino-AmericanConflict,1947-1958(Princeton,NJ:Princeton

UniversityPress,1996).

81)Fareed Zakaria,From WealthtoPower:TheUnusualOriginsofAmerica's

WorldRole(Princeton,NJ:PrincetonUniversityPress,1998).

82)GideonRose,"NeoclassicalRealism andTheoriesofForeignPolicy,"p.146.

83) Steven E.Lobell,Norrin M.Ripsman,Jeffrey W.Taliaferro,Neoclassical

Realism,theState,andForeignPolicy,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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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체제에서 속한 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상정한다.특히 국가의

상 인 물질 인 힘의 역량을 시한다.즉,‘상 인 힘의 분포’를

시한다.그래서 ‘실주의’이다.정치란 유한한 자원 환경과 불확실성속에

서 각각 다른 물질 힘을 갖는 국가들 사이의 속 인 경쟁이라는 ‘불

확실성’의 가정을 받아들이고 있다.아울러 국제체제의 ‘무정부 특징

(anarchy)'이 국제체제에서의 지속 인 갈등의 요인이라는 실주의의

가정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그러면서 ‘신고 (neoclassic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그 이유는 고 실주의를 새롭게 용하기 때문

이다.로즈에 따르면,한 국가의 외정책 결정에 한 국제체제 수 의

힘의 역량의 효과는 간 이고 복잡하다.국제체제 수 의 압력은 단

수 의 매개변수를 통해서 환되어야 한다고 상정하기 때문이다.그래

서 ‘신고 ’이다.

신고 실주의 이론의 핵심 가설을 살펴보면,우선 한 국가의

외정책은 기본 으로 무정부상태나 힘의 배분과 같은 국제체제 수 의

요소에 의해 상당 부분 좌우된다는 신 실주의의 가설을 으로 수용

한다.그래서 외정책에 한 설명도 단 수 의 요소보다는 국제체제

인 요소를 최우선 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하지만 동시에 “체제

압박(systemicpressures)은 정책결정자의 인식(perceptions)과 국가구

조(state structure)라는 단 차원의 매개변수(intervening unit-level

variables)를 통해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질 힘이라는 체제

요소가 특정 국가의 외정책에 미치는 향력은 간 이고 복잡하다”

고 주장한다.84)

국제체제 요소만으로는 국가들의 외정책을 설명할 수 없으며 때

로는 개인이나 국내정치 변수를 포함해야만 보다 구체 이고 정확한

84)양 희･박건 ,“신고 실주의(NeoclassicalRealism)비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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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과 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신고 실주의자들의 주장이

다. 리드버그는 20세기 반 국의 를 들어 왜 국가가 때로는 상

힘의 배분에 상응하지 않는 외정책을 추구하는지를 설명하 다.85)

당시 국은 경제 으로나 군사 으로 분명히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는

데 정책결정자들은 국제정치에서 국이 차지하고 있는 치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때로는 여 히 패권국인 것처럼 험한 정책을 추진했다.그래

서 한 국가의 외정책을 설명하기 해서는 상 힘의 변화만을 측정

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정치조직,지 풍토 그리고 국내정치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리드버그는 주장한다.86)

자카리아도 정책결정자들이 국제정치의 주요행 자이기 때문에 국제

체제 수 에서의 객 힘의 배분 자체 보다는 그 힘에 한 지도자의

인식은 물론 사회로부터 자원을 추출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정책결정이

향을 받는다고 주장하 다.87)결국 외정책 선택은 정치지도자가 한

다.국제체제가 으로 결정짓지 않는다.국가 내부구조가 요한데,

그 이유는 외정책에 필요한 자원의 할당을 결정하기 때문이다.그래서

국가별로 상이한 구조가 상이한 외정책을 결정하게 된다.그래도 국제

체제는 큰 방향과 한계를 틀 지우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정책을 선택할 때 선택지의 한계를 결정지우는 역할을 국제체

제가 한다고 상정하고 있다.이러한 신고 실주의의 인과논리를 기

존의 다른 이론과 비교하여 나타내보면 아래의 <표 2-1>과 같다.

85)AaronL.Friedberg,TheWearyTitan:BritainandtheExperienceofRelative

Decline,1895-1905(Princeton:PrincetonUniversityPress,1988).

86)AaronL.Friedberg,TheWearyTitan:BritainandtheExperienceofRelative

Decline,1895-1905,p.8.

87)Fareed Zakaria,From WealthtoPower:TheUnusualOriginsofAmerica's

WorldRole,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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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신고 실주의의 인과논리88)

구분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국내정치 이론 국내요인 → 외정책

신 실주의 체제수 의 구조 → 외정책

신고 실주의 체제수 의 구조 → 국내요인 → 외정책

신고 실주의의 인과 계에서 보듯이,인과 계의 출발 은 국제

체제수 의 요소인 체제수 에서의 상 인 힘이며,이를 독립변수로

본다.매개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첫 번째 매개변수는

정책결정자의 인식이다.정책결정자의 인식을 통해서 체제 수 의 압력

이 해석되어 외활동으로 이행한다고 상정하고 있다.89)신 실주의자들

은 체제수 의 구조와 국가의 행동이 항상 정책결정자들의 합리 인

단을 기 로 한다고 가정한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리드버그의 1890

년 국에 한 연구에서와 같이,신고 실주의자들은 그 게 보

지 않는다.

두 번째 매개변수는 국가의 능력이다.정부수 에서의 국내 추출능

력으로 표 되는 정부기구의 힘과 정부를 둘러싼 사회와의 계를 매개

변수로 보고 있다.90) 외정책의 결정과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자원 추

출과 동원능력이 긴요하다. 표 인 사례가 제1차 세계 직 의 미

국에 한 자카리아의 연구이다.자카리아는 정부의 능력이란 목 달성

을 해 자원을 추출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고,91)크리스텐슨에 따르면

'국가의 정치 힘‘이란 국가지도자들이 안보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인 ,

88)GideonRose"NeoclassicalRealism andTheoriesofForeignPolicy,"p.154;나카

토 사치오,"북한의 핵실험 배경과 의도 :신고 실주의의 시 에서,"p.13.

89)GideonRose,"NeoclassicalRealism andTheoriesofForeignPolicy,"pp.157-161.

90)GideonRose,"NeoclassicalRealism andTheoriesofForeignPolicy,"pp.161-177.

91)Fareed Zakaria,From WealthtoPower:TheUnusualOriginsofAmerica's

WorldRole,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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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을 의미한다.92)여기서 종속변수는 한 국가의

외정책 결정이나 행동이 된다.

신고 실주의는 국내 인 요인에 주목함에 따라 국제체제 수

의 요인 에서 어떤 것이 외정책의 규정 요인이 되었는지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신고 실주의와 신 실주의의 차이 은 추구하는

목 에 있다.신 실주의는 쟁,힘의 균형,동맹의 형태 등 국제정치의

산물에 한 반복되는 패턴을 설명하려고 한다.무정부 특성을 지닌

국제체제에서 2개 는 그 이상의 국가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에 주

안을 둔다.반면,신고 실주의는 유사한 외부 제한사항에서 동일

국가나 국가들이 외정책의 진폭을 보이는 경우를 설명하려고 한다.한

국가가 체제 수 의 환경 속에서 외교 ,경제 ,군사 반응을 설명하

려고 하는 것이다.그러나 신고 실주의는 이러한 반응에 의한 국

제체제 차원의 결과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데서 차이가 있다.93)

로즈는 신고 실주의 이론이 기존 실주의 이론의 핵심 가정을

유지하면서 부분의 외정책결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장 이 있다고

평가하 다.아울러 왈츠의 주장 로 단 수 의 요소를 고려했다고 해

서 환원주의 이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94)신고 실주의는 체제

수 과 단 수 모두에 인과 계를 연결하기 때문에 단 수 의 요소들

은 국가의 외부 행 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그래서 단

수 만 고려하는 환원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아울러,비록 단 수 의

요소를 고려했지만 실주의의 핵심인 구조 논리를 반하지 않았다고

92) Thomas J. Christensen, Useful Adversaries: Grand Strategy, Domestic

Mobilization,andSino-AmericanConflict,1947-1958,pp.11-13.

93) Thomas J. Christensen, Useful Adversaries: Grand Strategy, Domestic

Mobilization,andSino-AmericanConflict,1947-1958,p.252.

94) Steven E.Lobell,Norrin M.Ripsman,Jeffrey W.Taliaferro,Neoclassical

Realism,theState,andForeignPolicy,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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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 실주의는 평화 국제질서 유지에 한 회의 인 생각을 바

탕으로 하는 철학 인 통찰력에서 출발한다.신고 실주의는 국가

를 국제정치에서 가장 요한 행 자로 인식하는데,이는 고 실주

의의 핵심 가정 의 하나인 인간사회의 특징은 군집생활을 한다는 것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 신고 실주의자들의 주장이다.95)다만,국가

의 외정책은 국제체제 차원에서의 다른 나라의 의도와 자국의 상

인 힘의 평가를 토 로 하지만,여기서 반드시 이러한 평가는 국내 인

요소들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신고 실주의의 주장이다.고

실주의와 신고 실주의는 국가가 사회로부터 완 히 독립 이라

고 보지 않고 있으며,이 이 신 실주의와의 차이 이다.

한편,보다 설득력 있게 국가의 외 략이나 정책을 설명하기 해

국제요인과 국내요인을 모두 분석함에 따라 신고 실주의는 이론의

간결성을 어느 정도 희생시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96).아울러 로즈의

이론 개가 과연 한국과 같은 약소국에도 용이 가능한지를 추가로 살

펴볼 필요가 있다.로즈는 신고 실주의 이론의 기본 개념은 매우

단순하며 다양한 문화와 정치체계에 한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다.97)그 국가가 강 국이건 약소국이건 상 없이 단 수 의 변수들은

모든 형태의 국가들의 국제체제 수 의 요소들에 응하기 한 능력을

진하거나 제한한다고 상정하 다. 부분의 신고 실주의자들은

개발도상국이나 분단국,실패한 국가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들에도 이

이론의 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98)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텐슨

95) Steven E.Lobell,Norrin M.Ripsman,Jeffrey W.Taliaferro,Neoclassical

Realism,theState,andForeignPolicy,p.24.

96)나카토 사치오,"북한의 핵실험 배경과 의도 :신고 실주의의 시 에서,"p.

12.

97)GideonRose,"NeoclassicalRealism andTheoriesofForeignPolicy,"p.166.

98) Steven E.Lobell,Norrin M.Ripsman,Jeffrey W.Taliaferro,Neoclassical

Realism,theState,andForeignPolicy,p.24;StevenR.David,"Expl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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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 이론이 국내 요소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정책에

한 설명은 해당 국가에 한 많은 지식을 요구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로,‘정책결정자의 인식’요소 차원에서 보면,해당 약소국의 최고 정책

결정자들 자체에 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로즈도 약소

국의 경우 체제수 의 차원에서 상 인 힘의 증가를 외활동의 확장

으로 환되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거나 에움길을 거칠 것으로

보았다.99)

본질 으로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이기 때문에 힘 있는 소수의 강

국에 의해 항상 지배되어 왔으며,약소국이 행동할 수 있는 범 는 제약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존 연구의 주류 다.100)그러나 만약 약소국의

운명 자체가 강 국에 의해 결정된다는 구조 입장에서만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약소국의 외 략이나 정책을 설명하고 처방하려 한다면 기존

의 약소국은 재의 미미한 치에서의 탈피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힘을 국제체제 내에서의 국가의 행태를 설명하기 한 가장 요

한 요소로 간주한다면 약소국의 지속 인 존속과 확산을 설명하는 것은

제한될 것이다.즉 약소국이 왜 생존하는지에 한 질문,소 ‘약소국의

역설(smallstateparadox)’의 설명은 많이 제한될 것이다.101)

강 국의 향력이 국제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

ThirdWorldAlignment,"World Politics,Vol.43,No.2(January 1991),pp.

233-256;MohammadAyoob,“SubalternRealism:InternationalRelationsTheory

MeetstheThirdWorld,"inStephanieG.Neuman,ed.,InternationalRelations

TheoryandtheThirdWorld(New York:St.Martin'sPress,1998),pp.31-54.

99)GideonRose,"NeoclassicalRealism andTheoriesofForeignPolicy,”p.167.
100)AnnetteBakerFox,ThePowerofSmallState(Chicago:ChicagoUniversity

Press,1959),p.1.약소국의 안보외교정책에서 강 국 주의 실주의 시각을 비

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한다.Miriam FendiusElman,"TheForeignPoliciesof

SmallStates:ChallengingNeorealism inItsOwnBackyard,"pp.171-217.

101)JamesN.Rosenau,"TheAdaptationofSmallStates,"inTheStudyofPolitical

Adaptation(N.Y.:NicholasPublishingCompany,1981),pp.103-104;이종률,｢

환기의 세계와 한국 : 정치의 시각｣(서울 :탑출 사,1979),pp.17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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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월남 쟁, 동문제,

북핵문제 등은 강 국들도 특정 이슈와 상황에서는 약소국을 힘으로 제

압하지 못하며,오히려 약소국에 의해서 정치･군사 으로 곤경에 처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02)이는 약소국도 자체 으로 지혜를 발휘하여

국가 략을 추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한국도 주변 강국에

비해 상 으로 약소국이다.그래서 체제수 만 강조하면 한국의 외

략 결정은 분석의 의미도 없다.주변국에 의한 힘의 구조가 무 강력

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운신의 폭이 없기 때문이다.한국의 외 략을

분석할 때는 약소국의 입장,특히 분단국 한국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한다.103)그래서 신고 실주의가 한국의 사례에도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를 들면,박정희 정부의 외 략과 정책의 결정을 분석할 때 통

령 권력의 성을 반 해야 할 것이다.104)합리 정책결정과정의

용보다는 통령 개인이 방향과 정책 목표를 정하는데 결정 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박정희 정부가 출범하기 이 의 안보정책이 마찬가지로

향을 미쳤을 것이다.이 은 구성주의 근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

다.105)국가 략을 구상하고,이를 정책화하여 추진하는 지도층이나 국민

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된 것이다.구조 인 측면에서 미동맹체제에 안

보를 크게 의존하는 있다는 사실과 국내정치 인 제반 여건을 련시켜

102)약소국이 강 국과의 쟁이나 상에서 우 에 있었음을 연구한 경험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한다.Andrew Mack,"Why Big Nations Lose SmallWars:the

PoliticsofAsymmetricConflict,"WorldPolitics,Vol.27,No.2(January,1975),

pp.175-200.

103)이도연,“우리도 한번쯤...,”｢조선일보｣(1983년 9월 14일).

104)함성득 편,｢한국의 통령과 권력｣(서울 :나남,1999),p.18;김충남,｢한국 외교

안보정책 결정체계 연구 :평가와 개선방향(정책연구시리즈)｣(서울 :외교안보연구

원,1997),p.15;신욱희,최동주,조윤 ,김재천 역,｢외교정책론｣(서울:을유문화

사,2009),pp.69-114.

105)구성주의 근에 한 추가 설명은 다음을 참조한다.AlexanderWendt,Social

TheoryofInternationalPolitics(CambridgeUniversityPress,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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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면 박정희 정부의 외정책 결정과의 상 계를 발견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한국의 경우 지역패권국인 미국과의 힘의 비 칭성은 물론 미국

과의 비 칭 동맹 계에 있는 약소국이 갖는 방기의 우려가 상존하고,

한국의 지정학 인 입장을 고려할 때 안 동맹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략 환경이다.이러한 여건 속에서는 완 하게 신고 실주의 이론

을 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약소국인 한국이

이러한 략 환경에서 주도 으로 동맹의 보완 방안 는 보완 인

지역 안을 추진한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이러한 여건 속에서의 한

국의 주도 인 외안보 략을 실 함에 있어서는 지역패권국인 미국이

설정한 틀을 완 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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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안 분석틀

본 연구는 신고 실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핵심 인 외안보 략 추진 3가지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사례분석을

한 이론 틀을 모색하는 과정은 가설의 설정,가설에 따른 변수의 식

별,식별된 변수의 측정지표 구체화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가 설

먼 ,신고 실주의 이론을 토 로 박정희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의 외안보 략 추진 사례 분석과 련된 가설은 다음의 두

가지를 설정하 다.

첫 번째 가설은 “한국의 국가정책 결정자들이 높은 략 리더십 역

량을 발휘할수록 한국 정부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내에서의 동맹의 보완

외안보 략이 추진되고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신고 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체제수 의 변수는 단 수 의 변수가

향을 미치는 범 를 한정하는 틀을 형성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

한 체제차원에서 설정된 틀 내에서도 단 수 의 변수에 따라 외 략

추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신고 실주의의 주장이다.박

정희 정부는 자국의 안보를 한미동맹에 으로 의존하 다.그래서

미국의 지역패권 략이 한국 정부의 외안보 략 추진의 범 를 어느

정도 한정한다.박정희 정부 시기의 외안보 략 추진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 시기별로 미국의 지역

패권 략과 연계하면서 동시에 국가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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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에 따라 외안보 략의 추진에 편차를 보이고 있다.정책결정자

들의 략 리더십 발휘는 신고 실주의에서 제시하는 정책결자들

의 외부환경에 한 인식은 물론 국가 가용자원의 동원과 추출 능력을

포 하는 역량이다.국가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은 신고 실주의자들

이 한 국가의 외안보 략을 설명하는데 있어 연 성이 높다고 시한

단 차원의 요한 요소이다.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

면 북한의 군사 이 상존한 가운데 미국의 지역패권 략에도 변화

가 있었다.이러한 상황변화에 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이 시기별로 동

일하지는 않았다.신고 실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의 구조

와 자원 동원 능력도 단 수 에서 요한 향요소이다.박정희 정부

기간에 국내 으로는 인 ,물 자원이 매우 제한되었다.국가의 행정제

도도 충분히 발 되지 않은 상태 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한미동맹 계에 자국의 안보를

으로 의존하 다.그런데 한미동맹 계는 태생 으로 비 칭 인 동

맹 계이다.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에 비해서 으로 약소국이면서

동시에 한국이 처한 지정학 치로 인해 한미동맹 이외의 동맹 안이

부재하기 때문이다.주변국인 국,일본,러시아와 한국의 계를 보면,

공과 러시아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 박정희 정부에게는 안보 으로

간주되었다.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따른 국민정서와 일본의 안보역량을

고려할 때 동맹 계를 형성할 만큼 한국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상태

다.한편,비 칭 인 동맹 계는 반드시 동맹의 방기에 한 우려가

제기된다.106)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비록 한미동맹 계에 으로

의존하면서도, 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동맹의 방기에

한 비책 강구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박정희 정부는 동맹

106)GlennH.Snyder,"TheSecurityDilemmainAlliancePolitics,"WorldPolitics,

Vol.36,No.4(July,1984),pp.46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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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기에 한 비책의 일환으로 역내에서의 안보 력을 포함한 동맹

의 보완책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이 핵심 역할을 한다.약소국들의 여건이 유사하지만,어떤 약소

국은 안보를 확보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경제발 을 모색하는 반면 어떤

약소국들은 안보 확보가 제한되거나 경제발 의 모색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박정희 정부 출범 기의 국내･외 인 환

경을 토 로 한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 발휘는 외안보 략 추

진과 정 인 상 계를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 다.그래서 정책결정

자들이 높은 략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박정희 정부의 역내에서의 동

맹의 보완 외안보 략이 추진되고 성과를 낼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상정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설은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해서 동맹의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데,이러한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미̀국의 인식이 정

(positive)일수록 한국이 구상한 방안 모색의 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신고 실주의자들은 단 차원의 요소가 한 국가의 외

략 추진과 직 으로 연계된다고 가정하 다.동시에,체제차원에서의

요소가 한 국가의 외안보 략 추진의 틀을 한정한다고 보았다.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미국의 지역패권 략을 포함한 외부환경을 어떻게 인식

하느냐가 외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하나의 고려요소이다.이와

동시에 한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동맹의 보완 안에 한 미국의 인식

도 한국의 외정책 추진의 실 에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한국이

아･태지역에서 외안보 략을 추진하는 상 국가들이 결국은 미국의

지역패권 략의 향권에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를 들어서,공산

진 과 첨 하게 립하던 냉 기에 미국이 동아시아 문제에 극 으로

개입하는 략을 구사한다는 것은 지역 내에서 공산주의 팽창을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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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서 동맹은 물론 우방국들과의 결속을 통해 자유진 을 강화한다

는 의미이다.한국이 자국의 외부안보역량을 강화하기 해 추진하는 역

내에서의 외안보 략 추진을 미국이 역내에서 자유진 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미국은 직･간 으로 한국이 구상하

는 역내에서의 동맹의 보완 안을 지원할 가능성(commitment)이 높

아진다.특히 약소국인 한국의 체제수 에서의 입지를 고려할 경우,정책

결정자들의 략 리더십의 구 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고 상정할

수 있다.이러한 여건이 조성될 경우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한국 정부의

역내에서의 외안보 략 추진은 물론 높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커진다.

요약해보면 약소국 한국은 항상 한미동맹 이외의 다양한 보완 방안

을 모색하는데,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 역량이 높게 발휘

되고 미국이 한국이 구상하는 동맹의 보완 안에 해 정 으로 인

식할 경우 한미동맹의 효과 인 보완 방안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지

역에서의 외안보 략이 추진되고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상정

할 수 있다.

2.변 수

다음 단계는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가설을 토 로 변수를 도출하는

것이다.박정희 정부의 외안보 략 추진 사례 분석에 용하기 해

설정한 가설로부터 2개의 독립변수를 도출할 수 있다.107)첫 번째 독립

변수는 국가의 략 리더십이다.두 번째 독립변수는 자국의 동아시아

지역패권 략을 기본으로 한 한국의 외안보 략 선택에 한 미국의

107)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는 신고 실주의에서 제시한 체제수 에서의 독립변수

와 단 수 에서의 매개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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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다.종속변수는 박정희 정부의 외안보 략 추진의 가능성과 성

과이다.수 별 독립변수의 유의미성과 종속변수와의 인과 계를 세부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독립변수 #1:국가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108)

첫 번째 가설을 토 로 설정한 독립변수는 국가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이다.본 연구에서 ‘략 리더십’이란 통령을 포함한 국가

의 외정책 결정자들이 국가 차원의 목표와 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하기 하여 국민들이 자발 으로 참여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역량의 총합을 의미한다.한 국가의 외정책 추진은 정책결정자들의 리

더십을 포함하는,궁극 으로 정부의 능력이기 때문이다.109)본 연구에서

는 ‘국가’라는 조직의 개념을 이러한 리더십의 개념에 용하 다.독립

변수로서의 략 리더십은 본 연구에서는 신고 실주의 이론과

연계하여 외정책 결정에 향을 미치는 단 수 의 요소들과 연 된

다.신고 실주의자들에 따르면 단 수 에서의 향요인은 국가정

책결정자들의 인식,국가 자원 동원과 추출 능력,국가의 구조 등 국가

내부의 속성이다.110)

한편 박정희 정부가 시작된 1960년 의 상황을 보면,당시 우리 정부

의 내부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108) 략 리더십(StrategicLeadership)이라는 용어는 경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

작했다.경 학 인 에서 “조직에 하여 포 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경 층

에 한 심리 , 찰 가능한 인구통계학 특성과 그들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악하여 이로부터 조직의 성과를 궁극

으로 측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D.C.

Hambrick,"GuestEditor'sIntroduction:Putting Top ManagersBack in the

StrategyPicture,"StrategicManagementJournal,Vol.10,IssueS1(Summer

1989),pp.5-15.

109)VernonVanDyke,InternationalPolitics(N.Y.:MeredithCo.,1977),p.34.

110)Gideon Rose,"NeoclassicalRealism and Theories ofForeign Policy," pp.

14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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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때 한국의 행정부 조직 내에서 국가의 외정책을 결정할 수 있

는 의사결정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지는 않은 상태 다.111)입법부인 한

국의 국회도 사실상 외정책 결정에 향을 미치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박정희 통령을 심으로 일부 핵심 료나 측근들이

정책결정자의 층을 이루고 있었다.국가 내부의 통치구조도 선진국 수

으로는 정비되지 않은 상태 다.그래서 통령과 일부 핵심 료,그리

고 통령의 측근들이 박정희 정부의 국내 인 요소들을 부분 결정짓

는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당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정책 결정

자 층의 국내요소와 련된 사항들과 그 향요인을 가져오는 반 인

행 와 차를 ‘략 리더십’으로 보았다.112)

이러한 의미에서의 국가 차원의 리더십 발휘는 결코 간과할 수 없

는 요소이다.국가 차원의 리더십 발휘에 따라 략구상과 정책추진이

달라질 수 있고,이에 따라 체제수 의 제한을 극복함은 물론 정책추진

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113)아울러 국가차원에서의 외 략구상

과 추진의 결과는 국제체제와 지역체제 수 은 물론 국가 내부 으로도

인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14)한국과 같은 약소국이 체제수 의

변수를 결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방 으로 향을 받는 것으로 상정

하 다.다만,단 수 의 요소들은 약소국인 한국이 독자 으로 변화시

킬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만약 약소국이 체제수 에 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한다면,항상 약소국의 행동양식은 피동 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111)김용호,“제10장 제3･4공화국의 외정책,”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한국 외교사

Ⅱ｣(서울 :집문당,1995),pp.381-416.

112)함성득･김옥진,“한국의 외교･안보정책결정과정에서 통령의 리더십과 료정치

상과의 연 성 분석 :1･2차 북핵 기를 심으로,”｢국제 계연구｣제10권 2호

(2005),pp.37-71.

113)GideonRose,"NeoclassicalRealism andTheoriesofForeignPolicy,"pp,144-172.

114)Risa A.Brooks,Shaping Strategy:The Civil-Military PoliticsofStrategic

Assessment,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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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단순하고,극단 으로 결과를 측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아무리

약소국일지라도 패권국과 연계한 안보 략이나 정책의 구상과 구 에는

단 수 의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그것이 패권국

과 약소국의 차이일 것이다.그래서 분명히 약소국도 체제수 의 상황

속에서도 결과를 극 화할 수 있는 폭이 있을 것이다.

신고 실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강력한 통령 심제이자 군

사 명에 의해 인 권력집 이 가능했던 시기임을 고려할 때 박정

희 통령의 인식과 지도력은 국가의 안보 략 구상과 추진에 직 인

향을 주었을 것이다.체제수 에서의 요소들이 한정하는 특 속에서 한

국의 외 략을 구상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신제도

주의 리더십 연구에서는 리더인 행 자는 “구조와 제도의 맥락 속에

존재하는 동시에 구조 ･제도 조건에 능동 ･ 략 으로 반응하는 존

재”로 이해된다고 보고 있다.115)조지(AlexanderGeorge)도 통령의 리

더십 유형을 분석하면서 통령의 인지 스타일(cognitivestyle),효능감

(senseofefficacy),정치갈등을 향한 정향(orientationtowardpolitical

conflict)등을 분석의 기 으로 제시하 다.116)당시 통령과 함께 정책

을 결정할 치에 있었던 료들의 역할과 능력 한 박정희 정부의

외 략 구상과 추진에 많은 향을 수 있는 요소이다.인 자원이

충분하지 못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유일하게 엘리트층을 형성하면

서 국가근 화에 결정 인 기여를 한 료들의 역할과 능력이 간과되어

서는 안 될 것이다.최종 결정은 통령이 하지만, 략 평가를 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그리고 세부추진계획은 박정희 정부 시 에도 그들

115)유진숙,“독일 통일의 국내정치 결정요인 분석:수상리더십과 정당 정치 요인,”

｢한국정치학회보｣제45집 제4호 (2011.가을),p.295.

116)AlexanderGeorgeandJullietGeorge,PresidentialPersonality& Performance

(Boulder,CO:Westview Press,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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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료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를 들면, 료들에 의해 수행된 한국

정부의 미교섭은 안보정책의 수행과 결과에 많은 향을 주었다.1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통령과 핵심 료,일부 통령 측근들에 의해 발

휘된 ‘략 리더십’은 직 으로 외정책 결정이라는 종속변수에

향을 주는 변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외정책 결정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단 차원의 요소들은 정

책결정자들의 인식,자원동원 능력,국가 구조 등이다. 에서 정의한

략 리더십의 개념과 성격을 고려할 때 냉 기 한국의 국가 차원의

략 리더십은 정책결정자들의 미국의 지역패권 략과 외 안보

에 한 인식,국내 자원동원과 추출 능력,국내지지 유지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았다.당시 한국의 국가 구조는 정책결정자들의 미국의 지

역패권 략에 한 인식과 반응,국내 자원의 동원과 추출 능력에 비해

외정책 결정에 미치는 향력이 상 으로 미미했다고 보았기 때문이

다.한편,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권의 제한사항을 고려할 때 국내 지지

를 유지하는 것이 외부환경에 한 인식과 자원 동원능력만큼이나 요

하다고 보았다.당시 박정희 정부가 민주주의를 표방했고,취약한 정통성

을 보완하는 것이 외정책결정 뿐만 아니라 정권의 존립자체에 향을

미치는 단 차원에서의 근본 인 요소 기 때문이다.국가 략 리더

십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들의 개념은 물론 종속변수와의 인과 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이 외정책 결정과 연 되는 략 리더

십의 요소이다.신고 실주의자들은 정책결정자들이 외정책을 구

상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이 요하다고 역설했다.자카리아

(FareedZakaria)는 국가가 아니라 정책결정자들이 국제정치의 주요행

117)AstriSuhrke,"GratuityorTyranny:TheKoreanAlliance,"WorldPolitics,Vol.

25,No.4(July1973),pp.50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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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기 때문에 객 인 힘의 배분 자체 보다는 그 힘에 한 지도자의

인식(perception)이 요하다고 주장했다.118) 신고 실주의자들은

특히 의 정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국가의 생존이 박한 상태이므

로 국가정책 결정자들은 국내 정치 이익을 무시하고 국가안보와 련

된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119)1961년에 출범한 박정

희 정부의 경우도 국가의 생존이 박했다.그래서 통령을 포함한 국

가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이 외정책 결정에 직 인 향을 미쳤을 것이

다.왜냐하면,당시 한국의 상황을 보면 신고 실주의자들이 매개변

수로 제시하는 국가의 구조 측면에서의 요소들이 박정희 정부의 외

략 추진에 결정 인 향을 정도로 조직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아

울러 공이나 북한으로부터의 국가 생존에 한 이 심 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박정희 통령이 내･외 안보환경에 한

실인식을 바탕으로 국내 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역내에서의 외안보 력을 추구했을

것이다.물론 박정희 정부 후반기에 해당되는 1970년 에는 1960년 에

비해 상 으로 경제상황이 호 되었다.그래서 국가 략 차원에서 보

면 어느 정도 자주국방이라는 강병책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단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아울러,박정희 정부 당시의 한국의 정치 실을

고려해볼 때 일반 인 국내정치 과정이나 차보다는 지도자인 박정희

통령을 포함한 핵심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에 주목하는 것이 당시 한국

의 외 략 구상과 추진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

118)FareedZakaria,From WealthtoPower:TheUnusualOriginsofAmerica's

WorldRole,p.42.

119)Steven E.Lobell,Norrin M.Ripsman,Jeffrey W.Taliaferro,Neoclassical

Realism,theState,andForeignPolicy,p.186;LesterW.Milbrath,"Interest

GroupsandForeignPolicy,"InJamesN.Rosenau,ed.,DomesticSourcesof

ForeignPolicy(New York:FreePress,1967),pp.231-251,at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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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0)박정희 정부 시기의 아･태지역 외안보 략도 국가차원의 정책

결정이다.따라서 추 인 정책결정자인 박정희 통령과 련 료들

의 외부환경에 한 인식과 이를 토 로 한 반응이 당시 역내에서의

외안보 략을 구상하고 추진하는데 직 인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

다.121)

남북한 분단체제의 특징을 고려할 때 국가 정책결정자들의 외부로부

터의 에 한 인식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인식’이란 통

령을 포함한 국가 략 결정자들의 공과 북한에 의한 에 한 평가

와 반응을 의미한다.일반 으로 안보에 향을 미치는 출발 이 에

한 인식이며, 에 한 인식이 외 략 구상의 다른 구성요소

이다.122)두려움이나 공포가 인간이 군집생활을 하고,뭉쳐서 생활하는

데 핵심 인 역할을 한다.안 의 확보가 가장 핵심 인 인간의 본성이

기 때문이다.123)그래서 국가안보가 확보되었는가의 여부는 상정된

120)나카토 사치오,"북한의 핵실험 배경과 의도 :신고 실주의의 시 에서,"p.15.

121)본 연구에서의 료들의 범 는 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직 보좌기구와 행정부

료들에 국한하여 살펴볼 것이다.군사 명정부 기간에는 물리 강압에 의해 국회

의 기능이 하되었고,민정이양 이후에도 안보 기가 상존하고 속한 산업화 과

정에서 능률우선주의와 료주의가 두되어 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이 상 으로

입법부의 권한을 압도한 시기 기 때문이다.오석홍에 따르면 박정희정부 기간

에 3차에 걸쳐 정부조직을 개편하 다.1차 개편(1961.5.26 10.2)에서는 경제기획

원과 국토 리청을 신설하 고,2차 개편(1963년 12.14)에서는 노동청,철도청,수

로국 등을 신설하 다.3차(1970.8.3)개편에서는 국세청,병무청,문화공보부 개편

등을 단행하 다.이러한 정부조직의 확 로 인해 행정부가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으

로부터 정치 으로 격리되게 되고,정책결정과 집행을 료들이 주도 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세부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오석홍,“행정개 의 개와 과제,”｢사상

과 정책｣Vol.2,No.4(1985,가을호),pp.34-56.

122)PaulKubicek,"TheCommonwealthofIndependentStates:AnExampleofFailed

Regionalism?,"Review ofInternationalStudies,Vol35.No.S1 (2009),pp.

237-256;SpephenM.Walt,TheOriginsofAlliances(Ithaca,New York:Cornell

UniversityPress,1987);구 록,“한국의 안보 략,”｢국가 략｣제1권 1호 (19952

월),pp.46-50;Miriam FendiusElman,“TheForeignPoliciesofSmallStates:

ChallengingNeorealism inItsOwnBackyard,"pp.211-212.

123)Steven E.Lobell,Norrin M.Ripsman,Jeffrey W.Taliaferro,Neoclassical

Realism,theState,andForeignPolicy,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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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정책결정자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124)

분단체제의 속성을 고려할 때 박정희 정부의 안보 략의 출발 은 북

한과 공의 군사 이다.125)경제발 을 통한 부국강병의 략도

공산주의 에 비하기 해서는 군사력과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

들어야 공산주의 체제와의 결에서 우 를 할 수 있다고 단하는 것

과 같은 맥락이다.그래서 박정희 정부의 인식이 직 으로 안보

략 구상과 추진에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반공은 박정희 정부 태

동 때부터 국시로 설정되었다.안보 략 구상과 경제발 등 국가리더십

발휘의 출발 은 반공이었다.북한의 에 한 인식과 더불어 박정희

정부는 공의 공산주의 팽창정책을 심각한 안보 으로 인식하

다.126) 공의 과 팽창정책은 직 으로 북한 공산정권을 지원하게

되고,이는 다시 직 으로 한국의 안보에 부정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아시아･태평양 지역 우방국들을 상으로 외안보 략을 추

진할 때의 출발 도 공의 에 한 공동 처 다.127)이러한

인식이 궁극 으로 박정희 정부의 외 략에 향을 미치게 되고,그래

서 이를 정책결정자들의 외부인식의 한 분야로 보았다.

둘째,국가 자원 동원과 추출 능력이 외정책 결정과 연 되는 략

리더십의 요소이다.사 의미에서의 추출이란 “ 체 속에서 어떤

124) David A.Baldwin,"Thinking About Threats," The Journal ofConflict

Resolution,Vol.15,No.1(March1971),pp.71-78;정 호,｢한미안보정책의 비

교연구 :양국정책의 특징 국면을 심으로｣(박사학 논문,서울 학교,1981),

p.21에서 재인용.

125)Schram에 따르면 약소국이 선도하는 약소국 간의 단결과 력이 성공을 거두기

해서는 성숙한 이슈와 더불어 다른 약소국의 범 한 지지를 받아야 한다.한국에

게는 공과 북한으로부터 발되는 아시아 공산화 이 성숙한 이슈로 간주될

수 있다.GunnerG.Schram,"TheRoleoftheNordicStatesintheU.N.,"

AugustSchouandArneOlavBrundtland,pp.123-127.

126)박 ,“아시아 태평양 각료회의(ASPAC)의 외교 의의 재조명,”｢사회과학논총｣

제3호(1983년 12월),p.125.

127)"｢러스크｣미국무장 과의 회담에 련된 참고자료,”｢Rusk,Dean미국 국무장

방한.1966.7.8-9.｣,pp.147-150,MF,C-0017(1833),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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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생각,요소 따 를 뽑아내는 것”을 의미한다.128)신고 실주

의에서 추출 능력(extractivecapacity)이란 "특정한 패권정책을 추진하기

해 국가가 국가-사회 계 속에서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으로 정의하고 있다.129)동원이란 사 으로 “어떤 목 을 달성하고자

사람을 모으거나 물건,수단,방법 따 를 집 ”하는 것을 의미한다.130)

한편,마스탄두노(MichaelMastanduno), 이크(DavidLake),아이 베

리(JohnIkenberry)등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추출’과 ‘동원’을 다음과 같

이 구분하고 있다.동원은 “직 으로는 앙집권 경제활동 통제와

자원할당,산업시설의 국유화,간 으로는 경제활동 간섭과 진에 의

한 세 징수 등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얻는 것”이고 추출은 “세 징

수,징발 등을 통해서 사회 부를 직 으로 군사력으로 환하는 행

”라고 정의하고 있다.131)요약해보면,자원동원과 추출 능력이란 국가

차원에서 외 략을 구상하고 이를 구 하는데 소요되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외 략 구상을 한 자원동원과 추출의 필요성에 한 주장은 모겐

소(HansMorgenthau)와 같은 고 실주의자들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원동원과 추출에 해서 고 실주의자들은 “ 외정책 추진에 있

어 지도자들은 물질 자원과 의 지지를 해 국내사회를 반드시 유

도해야 하며,이러한 사회 자원을 추출하고 동원하는 능력은 나라와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하 다.132)아론(RaymondAron)도 한 국가

128)두산백과사 ,www.doopedia.co.kr.(2013.10.17검색).

129)백창재,｢미국 패권 연구｣,p.122.

130)두산백과사 ,www.doopedia.co.kr.(2013.10.17검색).

131)MichaelMastanduno,DavidA.Lake,andG.JohnIkenberry,"TowardaRealist

TheoryofStateAction,"InternationalStudiesQuarterly,Vol.33,No.4(Dec.,

1989),p.467.

132)Steven E.Lobell,Norrin M.Ripsman,Jeffrey W.Taliaferro,Neoclassical

Realism,theState,andForeignPolicy,pp.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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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정책 결정의 요인은 경제력,군사력,천연자원,인구 등을 포함하

는 물 자원과 이것을 효율 으로 동원할 수 있는 조직 인 능력이라고

했다.133)자카리아도 국가의 힘은 단순한 자원의 보유를 의미하기 보다

는 사회로부터 자원을 추출(extract)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134)백창재도 패권국의 국가행동 이론을 설명하면서,국가가

패권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필요한 내 능력의 하나로 ‘추출능력’을

제시하 다.135)신고 실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사회 자원을

추출하거나 동원할 수 있는 국가의 상 인 힘이 국가의 외정책 결정

에 향을 미친다.136)국제체제의 무정부 특성이 한 국가가 자신의 최

종 목 을 달성하기 해 어떤 국내 인 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결정하

지는 않는다.그래서 국내 차가 무정부 국제체제에서 생존을 한

정책이나 략을 결정하는데 최종 인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

다.137) 표 인 사례가 청나라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다.청나라는 국

내 자원의 동원과 추출능력의 부족으로 굴복을 당했고,일본은 국내 자

원을 동원하고 추출하여 청나라는 물론 러시아와의 쟁을 승리로 이끌

었다138)자카리아와 드버그(AaronFriedberg)도 자원동원과 추출 능

력이 외정책 추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자카리아는 1865년과

133)RaymondAron,PeaceandWar:A TheoryofInternationalRelations(Malabar,

Florida:RobertKriegerPublishingCompany,1981),pp.52-57.

134)FareedZakaria,From WealthtoPower:TheUnusualOriginsofAmerica's

WolrdRole,pp.43.

135)백창재,｢미국 패권 연구｣,p.122.

136)Steven E.Lobell,Norrin M.Ripsman,Jeffrey W.Taliaferro,Neoclassical

Realism,theState,andForeignPolicy,p.197.신고 실주의에서 제시하는

자원 추출의 모델은 다음을 참조한다.Lobell,Ripsman,Taliaferro,Neoclassical

Realism,theState,andForeignPolicy,p.214의 그림 7.2.

137) Jennifer Sterling-Folker, "Realist Environment, Liberal Process, and

Domestic-LevelVariables," InternationalStudies Quarterly,Vol.41,No.1

(March1997),p.9.

138)Steven E.Lobell,Norrin M.Ripsman,Jeffrey W.Taliaferro,Neoclassical

Realism,theState,andForeignPolicy,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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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미국의 외정책을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연방정부의 자원동원과

추출 능력의 차이가 두 기간의 미국의 외정책의 차이와 연 된다고 주

장하 다.139)박정희 정부 시기에도 외 략의 결정과 추진을 해서는

사회로부터의 자원 추출이 필요했다.박정희 정부가 경제발 에 국가

략의 주안을 두면서 안보 략을 추진한 의도도 이러한 자원의 동원과 추

출에 연 된다.140)국가안보의 확보는 든든한 경제력의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당시 역내 외안보 략 구상과 추진에도 국가 차원의

정책결정자들의 국가 자원의 추출 능력이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셋째,국내 지지의 유지가 외정책 결정과 연 되는 략 리더십의

요소이다.신고 실주의자들에 따르면,국가의 리더들에게는 국가의

생존보다 통치 정부의 생존이 핵심 건이다.141)아울러,국가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외정책을 추진하기 해서는 이에 필요한 국가자원

을 추출하고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이러한 능력을 해서는

핵심 계자들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고 실

주의자들의 주장이다.142)크리스텐슨(ThomasChristensen)은 그래서

이나 다른 나라와의 충돌에 한 조작을 통해 정책결정자들은 의

지지를 얻고 유지가 가능하다고 했다.143)그는 한 자원동원과 추출 능

139)FareedZakaria,From WealthtoPower:TheUnusualOriginsofAmerica's

WolrdRole,pp.33-39;AaronL.Friedberg,IntheShadow oftheGarrison

State:America'sAnti-Statism anditsColdWarGrandStrategy(Princeton:

NJ:PrincetonUniversityPress,2000).

140)폴 네디도 ｢강 국의 흥망｣에서 군사력 유지를 해서는 일반 으로 부가 필요하

고,부를 획득하고 보호하기 해서는 일반 으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했다.Paul

Kennedy,The Rise and Fallofthe GreatPowers:EconomicChange and

MilitaryConflictfrom 1950to2000(New York:Random House,1987),p.xvi.

141)Steven E.Lobell,Norrin M.Ripsman,Jeffrey W.Taliaferro,Neoclassical

Realism,theState,andForeignPolicy,p.51.

142)Steven E.Lobell,Norrin M.Ripsman,Jeffrey W.Taliaferro,Neoclassical

Realism,theState,andForeignPolicy,p.7.

143) Thomas J. Christensen, Useful Adversaries: Grand Strategy, Domestic

Mobilization,andSino-AmericanConflict,1947-1958,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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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국가안보 략에 한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고 이를 높이는 지도자

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144) 통령에 한 신뢰는 강한 통령

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국가발 에 큰 향을 주는 요

인이다.145)특히,약소국인 한국에 있어서의 국내지지율 유지 한 략

리더십에 직 으로 연 된다.정부의 정책에 한 국민의 평가나

만족수 은 간과할 수 없는 요한 요소이다.약소국일수록 국내요소가

외 략 추진에 많은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46)

박정희 정부의 경우 군사 명으로 정권을 획득했다.그 만큼 정통성

측면에서 취약했다.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우선,선거를 통해 유지되는

정권의 지속이 어렵다.반공과 경제발 을 통해 국가를 발 시키려는

명의 명분을 달성하기도 어렵게 된다.따라서 국내지지 유지는 자원 추

출과 동원뿐만 아니라 정치 인 차원에서 요한 요건이다.즉,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외정책 구상과 추진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군사정권

의 취약한 정통성을 고려할 때 통령의 입장에서는 선거공약 추진 등을

통해 국내 인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의 외안보

략의 구상과 추진을 한 요한 고려요소의 하나 을 것이다.147)

2)독립변수 #2:한국의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미국의 인식148)

144) Thomas J. Christensen, Useful Adversaries: Grand Strategy, Domestic

Mobilization,andSino-AmericanConflict,1947-1958,p.11.

145)함성득,｢ 통령학｣(서울 :나남,1999).

146)MauriceA.East,"Foreign Policy-Making in SmallStates:SomeTheoretic

ObservationsBasedonaStudyoftheUgandaMinistryofForeignAffairs,"

PolicySciences,Vol.4.No.4(Dec.,1973),pp.491-508.

147)East는 약소국의 경우 국내정치에 향을 주는 사안에 해 외교역량을 집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MauriceA.East,"Foreign

Policy-MakinginSmallStates:SomeTheoreticObservationsBasedonaStudy

oftheUgandaMinistryofForeignAffairs,"pp.491-508.

148)여기서의 패권의 개념은 백창재의 “국제체계의 제 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용 가

능한 힘에 의해 국제체계의 변화를 추진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 으로 압도

인 물리 능력을 보유한 국가”라는 정의를 용한다.세부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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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가설을 토 로 설정한 독립변수는 한국의 동맹의 보완 방

안에 한 미국의 인식이다.여기서의 인식은 미국의 아･태지역 패권

략을 기반으로 단하는 한국의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인식을 의미

한다.신고 실주의 이론에 따라 한국이 동맹의 보완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은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이 결정 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한국과 미국의 상 인 힘의 비 칭

성,양국의 비 칭 동맹 계에 내재되어 있는 동맹의 방기의 우려,한

국의 지정학 특수성에 따른 안동맹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외안보 략 실 을 략 리더십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동맹의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 하는 데는 비록 한국의 정책결

정자들이 략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도 으로 추진하지만 미국이 설정

한 한계 속에서 실 될 것이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미국이 아･태지역 패권 략을 구사하는데,이

와 에 한국이 동맹의 보완 방안을 구상할 경우,방안의 모색이 궁극

으로 미국의 패권 략 구 에 이익이 되는지를 기 으로 단할 것이

다.만약 미국의 패권 략 구 에 이익이 된다고 단되면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역내에서의 동맹의 보완 방안 모색을 정 (positive)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반 의 경우에는 부정 (negative)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를 들면,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창설에 한 미국의

인식은 기에는 부정 는 립 이었으나 일정 시기가 지나면서 미

국의 인식이 정 으로 변화되었다.월남 참 국 회의에 한 미국의

인식은 기부터 정 이었다.한편,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APATO)

구상에 한 인식은 기에는 정 이었으나 다소 시간이 지나면서 부

정 으로 변화되었다.이러한 한국이 모색하는 동맹의 보완 방안의 실

다.백창재,｢미국 패권 연구｣(서울 :인간사랑,2009),pp.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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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미국의 인식의 차이가 종속변수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한국 정부가 략 리더십을 발휘하여 동맹의 보완 방안을 모색하

고 이를 실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미국의 인식이 가미되면서,미국이

정 으로 인식할 경우 방안의 모색이 실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반

의 경우에는 실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한

국의 동맹의 보완 방안 모색의 실 에 한 미국의 인식의 차이가 종

속변수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미국의 인식을 구성하는 요소는 먼 미

국의 지역패권 략이다.미국의 지역패권 략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미국의 지역패권 략을 살펴볼 때는 지

역 패권 략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인 국제체제와 지역패권의 형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미국의 국내정치 요소도 부분 으로 고찰이 될 것

이다.국민의 여론이나 의회의 향력 발휘에 따라 정책결정자들의 인식

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지역패권 략과 국내정치 요소를

분석하면 한국의 동맹의 보완 방안 모색에 한 미국의 인식이 어떻게

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먼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패권 략에 해 살펴보면,지역체제 수

에서 한국 정부의 안보 략에 미치는 미국의 향력을 ‘미국의 지역 패

권 략’으로 표 하고자 한다.지역체제 수 에서는 미국의 지역 패권

략이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을 통해 한국의 외 략 구상에 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149)‘미국의 지역 패권 략’은 한국의 외정책 결정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동아시아 략은 물론 한반도 안보정

책 등 한미 양국의 략 정책 향요인 모두를 포 해야 한다.따라

서 ‘미국의 지역 패권 략’이란 미국의 동아시아 략과 미국의 한반도

149)BarryBuzan,People,States,andFear,2nded.(Boulder,CO:LynneRiener,

1991),Chapte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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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책으로 구성되는 지역 차원의 략이다.

한편,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패권 략은 국제체제의 형태는 물론 동아

시아 지역의 패권형태와 연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미국의 동아시아 지

역패권 략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체제에 국한되지만,이러한 지역체제는

결국 국제체제라는 큰 틀의 향을 받기 때문이다.신고 실주의에

따르면 한 국가의 외정책결정은 기본 으로 그 국가가 국제체제에서

속한 치로부터 출발한다.국제체제의 ‘무정부 특징(anarchy)'이 국제

체제에서의 지속 인 갈등의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그러나 외정

책결정에 한 국제체제 차원의 요소는 간 이다.정책결정자의 인식

이나 정부 구조 등과 같은 단 수 의 요소의 매개를 통해서 체제차원의

요소가 해석되어지기 때문이다.150)그래도 국제체제는 큰 방향과 한계를

틀 지우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그래서 정치지도자가 정책을 선택할

때 선택지의 한계를 결정지우는 역할을 국제체제가 한다.박정희 정부의

역내 외안보 략 구상과 추진도 국제체제를 살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야 한다.궁극 인 외안보 략 구상과 추진은 박정희 통령의 인식을

포함한 단 수 의 요소들을 통해서 결정되지만,국제체제의 특성이 한

국의 외 략 구상을 한정짓는 큰 틀을 설정하기 때문이다.151)

그런데 국제체제가 한국의 외 략구상에는 직 으로 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약소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체제에서의

힘의 분포가 외 략 추진에 직 으로 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제체제보다는 동아시아 지역체제 차원의 패권의 형태와 미국의

150)Gideon Rose,“NeoclassicalRealism and Theories ofForeign Policies,"pp.

144-177.

151)Gideon Rose,"NeoclassicalRealism and TheoriesofForeign Policy,"World

Politics,Vol.51,No.1(October,1998);JamesN.Rosenau,ComparingForeign

Policy:Theories,Findings,andMethod(New York:SagePublication,1974),p.

29;이경숙,｢한국의 미외교정책 :결정요인분석을 심으로｣,최종기 편,｢한국외

교정책｣(서울 :한국국제 계연구소,1988),pp.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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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 략이 직 으로 한국의 외 략 구상에 향을 다고 볼 수 있

다.따라서 국제체제가 양극체제이든,다극체제이든, 는 일극체제이든

상 없이 이러한 국제체제가 직 으로 약소국인 박정희 정부의 외

략 구상에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오히려 국제체제는 박

정희 정부의 외안보 략 구상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지역체제 차

원의 요소들에 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체제의 형태와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형태도 미국의 동아

시아 지역패권 략에 향을 주는 요소이다.‘지역 패권형태’란 동아시아

지역체제 차원에서 강 국 사이의 힘의 균형 상태를 의미한다.박정희

정부가 역내에서 외안보 략을 구상할 시기에 지역체제 차원의 패권

형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1960년 반부터 1970년 후반까지 지역

체제에 향력을 행사한 국가는 략 미국,소련, 공,일본의 4개국이

다.이 4개국의 지역체제에서의 향력에는 변화가 있었다. 를 들면,

미국의 경우 월남 개입을 후로 지역체제에 한 향력의 변화가 있

었다.152) 공의 핵개발과 국제사회에서의 향력 증 도 지역체제에서

의 입지와 직 으로 연 된다.153)

지역 패권형태는 국제체제에서의 양극체제나 다극체제,단극체제처럼

지역체제 차원의 큰 틀을 의미한다.신고 실주의자들의 이론을

용하면,지역체제 차원의 큰 틀은 미국의 지역패권 략에 향을 주게

된다.따라서 미국,소련, 공,일본 등을 심으로 형성되는 지역체제에

서 강국들의 힘의 균형도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패권 략에 향을 미치

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52)HenryKissinger,WhiteHouseYears(Boston:Little,Brown& Company,1979),

p.283.

153)김일평･안병 ,“ 국제정치에 있어서 공의 치 :극동에 있어서 세력균형의 변

화를 심으로,”｢국제정치논총｣,제4권 (1965),pp.1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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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역 패권 략은 미국의 동아시아 략과 한반도 안보정책

으로 구성된다.미국의 동아시아 략은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의 방

향을 결정짓는 요한 방향타이면서 동시에 시기별로 변화의 진폭을 보

이고 있다.제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의 안보는

으로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있었다.그런데 한미동맹을 포함한 미국

의 한반도 정책은 결국 미국의 동아시아 략의 일부로 추진되었기 때

문이다. 를 들면,미국의 동아시아 략은 시기별로 다양하게 개되었

다.지역 문제에 극 으로 개입을 시도하거나 지역 국가들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소련과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한 략의 일환으로

공 근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154)이러한 미국의 동아시아 략은

직 으로 한국의 안보에 향을 주게 된다.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도 시기별로 한국 정부의 외 략 구상에

직 인 향을 미치면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그래서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은 직 으로 한국의 안보 략에 향을 주는 요소이다.미국

의 한반도 안보정책은 크게 주한미군 주둔정책,군사원조정책,한국군

화 지원 정책으로 세분할 수 있다.첫째,박정희 정부 기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주한미군 주둔정책을 우선 으로 고려할 수 있다.155)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박정희 정부의 안보는 한미동맹에 결정 으로

의지하 다.따라서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정책은 박정희 정부 기간 한국

안보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요한 요소 다.156) 를 들어 미국 정부

154)H.R.Haldeman,TheHaldemanDiaries:InsidetheNixonWhiteHouse(New

York:Putnam,1994),p.422.

155) 정환,“박정희정부의 안보･통일외교정책”,｢성산효도 학원 학교 논문집｣,제24

집 (2002년 2월),p.22.

156)BryanJack,HarcellaAgmon,StevenL.Head,DavidMcGarvey,BeberlyRowen,

HenryS.Rowen,RegionalRivalriesandNuclearResponse,VolumeII,The

SouthKoreaCases:A NuclearProgram Embedded inand Environmentof

GreatPowerConcerns,DefenseNuclearAgency,February28,1978,pp.18-19;

Richard M.Nixon,"Asia AfterVietnam,"Foreign Affairs,Vol.46,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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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철수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직 인 안보 향 요인으로 간주하 다.157)미국의 한반도 정

책을 논의할 때 주한미군 주둔정책을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동일한 맥락으로 미국의 원조정책을 미국의 한반도 핵심정책

으로 고려하 다.특히 박정희 정부 기간 미국의 원조는 국가생존과

번 을 한 안보 략 구사의 핵심 고려요소 다.158)박정희 정부는 국

방운 비용의 부분을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 다. 를 들면,1962

년 국방 재원은 총 382억 원이었는데 이 국내 재원은 14.3%인 54억

원이었으며,군사원조 재원은 31.7%인 150억 원,무상군원은 46.5%인

177억 원이었다.159)미국의 원조정책이 한국의 안보에 어떤 의미 는지

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원조정책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구성하는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미국의 한국군 화 지원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이다.미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나 미국의 군사원조

를 포함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부담을 이는 방법은 신속하게 한국군

을 화시키는 것이라고 단하 다.160)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지속 으로 한국군의 화를 지원하 다.미국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

라 한국군 화 지원에도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요소를 미국의

(October1967),pp.111-125.

157)RichardM.Nixon,"AsiaAfterVietnam,"pp.111-125;신욱희,“동아시아에서의

후견-피후견 국가 계의 동학 :국가변화의 외부 /지정학 근원,”p.189.

158) 를 들면,1961년 한국의 국방비 총액이 144.6백만 불이었는데,같은 해 미국의 무

상군사원조액이 192.2백만 불이었다.한국의 체 국방비보다 많은 액수의 무상원조

를 미국으로 받았다.미국의 한 군사원조에 한 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이

섭,｢한국국제정치론｣(서울 :법문사,1987),p.168.

159)국방부,｢국방사 제4권｣(서울 :국방부군사연구소,1995),p.386.

160)"토의자료,”｢정일권 국무총리 미국방문,1967.3.10-19｣,p.167,MF,C-0021(2135),

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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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책에 포함해야 한다.

한편,한국의 동맹의 보완 방안 모색에 한 인식을 살펴보기 해

서 미국의 지역 패권 략과 더불어 미국의 국내정치 요소도 부분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자국민의 여론이나 의회의 향력 발휘에 따라 미

국의 정책결정자들의 한국의 동맹의 보완 방안 모색에 한 인식이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궁극 으로는 이러한 국내정치 요소가

반 되어 미국의 지역패권 략이 결정되고 추진된다고 할 수 있다.

3)종속변수 :동맹의 보완 방안으로 역내에서 외안보 략 추진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박정희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외안보 략 추

진과 성과의 정도이다. 외안보 략의 정의는 제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

다.연구의 기본 인 인과 계는 독립변수에 의해 추진과 성과가 달라진

다고 설정하 다.한국의 국가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 역량은 물

론 한국의 동맹의 보완 방안 모색에 한 미국의 인식 변화에 따라 박

정희 정부의 한미동맹의 보완 략으로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

안보 략 추진과 성과의 진폭을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3.변수의 측정지표 구체화

1) 략 리더십

단 수 에서는 ‘략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다.‘략 리

더십’이란 통령과 료 등 핵심 정책결정자들의 국가 차원의 목표와

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하여 국민들이 자발 으로 참여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역량의 총합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략

리더십은 3가지 측정지표의 정성 인(qualitybased)총합을 토 로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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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역량이 ‘높다’,‘보통’,‘낮다’로 구분할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이라는 측정지표의 조작화를 해 정책

결정자들의 미국의 지역 패권 략과 요인에 한 인식과 반응,국내

자원 동원과 추출 능력,국내지지 유지라는 세 가지 요소를 분석할 것이

다.이를 토 로 리더십이 ‘높다’,‘보통’,‘낮다’로 구분하고자 한다.정책

결정자들의 외부환경에 한 인식과 반응은 크게 ‘주도 ’인지,‘수동 ’

인지로 구분할 것이다. 를 들면,박정희 통령은 안보에 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일교섭,월남 병 추진 등 미국의 지역패권 략을 인식하

고 여기에 반응하는 리더십을 발휘하 다.박정희 통령의 외정책 추

진을 보면,최선의 안을 최 한 주장하는 자주노선을 취하고(실 불

가능해보일지라도),만약 힘의 한계에 놓이면 그때 가서 실 가능한 차

선의 안을 통해 최 한 이득을 보장받으려는 실용노선을 취하는 경향

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161)이러한 평가를 포함하여 외부 환경에 한

통령의 반응이 주도 일수록 략 리더십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 인식’도 요한 외부환경 인식의 요소로 설정했었다.박정희 정

부는 공식문서에서 공산주의 침투와 팽창에 한 을 국가안보의 최

우선으로 분명히 상정하고 있다.162)분단체제에서 기인한 북한 이라

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드시 변수로 고려해서 정책결정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식은 공에 한 인식과 북한에 한 인

식의 총합을 정성 으로 측정하여 ‘ 인식이 높다’와 ‘ 인식이 낮다’

로 평가할 수 있다.박정희 정부 기간 동안 공에 한 인식의 평

161) Park Chung Hee,｢The Country,The Revolution and I｣ (Seoul:Hollym

Corporation,1970);양성철,｢분단의 정치 :박정희와 김일성의 비교연구｣서울:한

울,1987).개인 향에 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한다.MauriceEast,“Foreign

Policy-MakinginSmallStates:SomeTheoreticalObservationsBasedonaStudyofthe

UgandaMinistryofForeignAffairs."

162) 정환,“박정희정부의 안보･통일외교정책,”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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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국가지도자의 외 발표 내용과 패권국인 미국의 공에 한 인식

을 토 로 ‘높다’와 ‘낮다’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에 한 인식도 국

가지도자의 외 발표 내용과 남북한 사이의 군사 충돌 사례나 회수

등을 토 로 ‘높다’와 ‘낮다’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자원 동원과 추출 능력에 따라 략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다.

국가안보의 확보는 든든한 경제력의 확보와 직결된다. 통령을 포함한

정책결정자들의 자원 동원과 추출 능력이 안보와 직결되는 이유이다.국

가 경제발 정도 등 련 지표를 확인하여 통령을 포함한 정책결정자

들이 높은 능력을 보이면 리더십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국내지지율 유지 한 통령을 포함한 정책결정자들의 리더십에 직

인 향을 미친다.약소국일수록 국내요소가 외 략 추진에 많은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63)시트린(JackCitrin)은 정부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에 해,“정치 리더인 통령에 한 지지가 정부신뢰를 결정한

다고 강조”하 다.164)정권의 정통성도 군사정권으로 특징 지워지는 박

정희 정부의 국내지지 유지의 건이다.따라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들을 우선 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보이는 것도 핵심요소의 하나이

다.이 게 지지율 유지와 련되는 요소를 확인하여 외 략 구사가

가능한 지지율이 유지되면 략 리더십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2)미국의 지역패권 략의 선행변수로서의 국제체제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과 더불어 한국의 동맹의 보완

163) Maurice A.East,“Foreign Policy-Making in SmallStates:Some Theoretical

ObservationsBased on aStudy oftheUgandaMinistry ofForeign Affairs,"pp.

491-508.

164)Jack Citrin,"Comment:The PoliticalRelevance ofTrustin Government,"

American PoliticalScience Review,Vol68,No.3 (September1974),pp.

973-988, 성･권일웅･정 호,“정부신뢰에 한 연구 : 통령에 한 신뢰와

정부정책에 한 평가 기교를 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제22권 2호 (2013.6),

p.18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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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에 한 미국의 인식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고,이러한 미국의 인식

은 지역패권 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그래서 우선 으로 미국의 지역

패권 략을 살펴보아야 한다.그런데,미국의 지역패권 략은 앞에서 제

시된 바와 같이 국제체제의 형태와 동아시아 지역 패권형태의 향을 받

는다고 보았다.지역체제 수 에서 체제수 의 변수인 미국의 지역패권

략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는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형태이다.미국

의 지역패권 략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의 국제체제의 형태는 신

실주의 이론을 토 로 양극체제인지,다극체제인지,단극체제인지를 구

분하고자 한다.국제체제의 형태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정성 인 측정

을 할 것이다.

3)미국의 지역패권 략의 선행변수로서의 동아시아 지역 패권형태

지역체제 수 에서 한국의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미국의 인식의

기반이 되는 지역패권 략에 향을 미치는 다른 선행변수는 동아시

아 지역의 패권형태이다.지역 내에서의 힘의 균형 상태는 크게 두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지역체제 차원에서 강 국 사이의 힘이 등하면 패

권형태를 ‘균형 ’이라고 보고,미국의 향력이 압도 일 경우 ‘패권 ’

이라고 본다.강 국 사이의 힘이 균형 인지 압도 인지의 측정을 해

먼 인 국력에 련된 수치를 비교할 것이다.국력의 핵심요소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비교하는데,경제력은 국가의 GNP를,군사력은 국방

산을 비교하고자 한다.이 두 가지 수치가 인 국력의 표 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인 수치의 비교와 더불어 주요국의 국력이나

향력에 한 지역체제 안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인식이 검토될 것이

다.지역체제를 구성하는 국가들이 강 국 사이의 힘이 등하다고 생각

하는지,어느 특정 국가가 월등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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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두 가지 요소의 결과를 포 하여 최종 인 지역패권 형태는 정성

인 평가에 기 하여 결정할 수 있다.

4)미국의 지역 패권 략

독립변수인 한국의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미국의 인식은 지역패

권 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미국의 ‘지역 패권 략’의 측정을 해서

미국의 동아시아 략과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 이라는 측정지표를

설정하 다.지표들의 정성 인 총합을 토 로 ‘지역 패권 략’이라는 독

립변수를 ‘소극 인 개입’인지,‘극 인 개입’인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두 가지 측정지표가 모두 정 으로 평가되면 ‘극 개입’으로 구분할

것이다.

두 가지 지표의 측정을 해 각각을 다음과 같이 조작화하 다.우선

미국의 동아시아 략은 지역체제에 한 미국의 개입 정도에 따라서

‘상 유지’와 ‘상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상 강화’란 아시아와

련된 사안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고 단하여

문제해결에 직 나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이다.미국의 월남 개입

이 ‘상 강화’를 통해 극 인 개입 략을 구사한 표 인 라고 할

수 있다.‘상 유지’란 ‘상 강화’와 반 되는 개념으로 아시아와 련

된 사안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거나 정책의 우

선순 가 낮다고 단하여 문제해결에 소극 으로 나서는 정책을 추진하

는 경우이다.닉슨독트린이 ‘상 유지’를 한 소극 인 개입 략 구사

의 표 인 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은 ‘극 인 지원’과 ‘소극 인 지원’으로

구분한다.박정희 정부 기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앞에서 언 한 것

처럼,주한미군 주둔정책,군사원조정책,한국군 화 지원정책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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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165)박정희 정부가 역내에서 외안보 략을 구상하고 추진하

는 기간에 주한미군 주둔정책,군사원조정책,한국군 화 지원정책을

정성 으로 평가하여 기간 에 미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상강화를 한

정책을 구사하면 이를 극 인 지원으로 보았다.미군을 증강하거나

는 재의 수 을 유지하는 것이 상강화 정책이다.미국이 군사 주의

원조를 시행할 경우 국가안보 차원에서 상 강화를 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소극 인 지원이란 상유지만을 한 정책이다.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감행하거나 경제원조 주로 정책을 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한국군 화 지원정책도 같은 맥락으로 평가할 것이

다.미국의 한국군 화 지원을 한 규모를 축소하거나 한국군의 규

모를 축소하는 경우 상유지를 한 소극 인 지원으로 평가할 것이다.

한편,미국의 지역패권 략을 미국의 국내정치 요소의 향도 받는다

고 할 수 있다.독립변수인 한국의 동맹 안에 한 미국의 인식은 지역

패권 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이와 병행해서 미국 내부의 국민여론이

나 의회의 향과 같은 국내정치 요소들도 한국의 동맹 안에 한 미국

의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그러나 미국의 국내정치 요소인 국

민여론과 의회의 향력은 궁극 으로 미국의 지역패권 략 구상과 추진

에 반 될 것이다.그래서 시 별 국내정치 요소는 미국의 지역패권 략

의 고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5)한국의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미국의 인식

앞에서 제시한 두 번째 가설을 토 로 설정한 독립변수는 한국의 동

맹의 보완 방안에 한 미국의 인식이었다.여기서의 인식은 미국의

지역패권 략을 바탕으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단하는 한국의 동맹

165) 정환,“박정희정부의 안보･통일외교정책,”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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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완 략에 한 인식을 의미한다.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자국의 안

보역량을 강화하기 해서 동맹의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데,이러한 동

맹의 보완 략을 실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인식이 향을 미친다고 보

았다.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동맹의 보완 방

안을 구상할 경우,이러한 방안의 모색이 궁극 으로 미국의 지역 패권

략 구 에 이익이 되는지를 단할 것이다.만약 미국의 패권 략 구

에 이익이 된다고 단되면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역내에서의 동맹의

보완 방안모색을 정 (positive)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반 의 경

우에는 부정 (negative)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미국의 인식을 구성하는 측정지표는 먼

미국의 지역패권 략이다.미국의 지역패권 략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

이 인식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미국의 지역패권 략을 살펴볼 때는

지역 패권 략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인 국제체제와 지역패권의 형태

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미국의 국내정치 요소도 부분 으로 고찰이 될

것이다.국민의 여론이나 의회의 향력 발휘에 따라 정책결정자들의 인

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궁극 으로는 이러한 국내정치

요소도 지역 패권 략 구상과 실 에 반 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미

국의 지역패권 략을 분석하면 한국의 동맹의 보완 방안의 모색에

한 미국의 인식이 어떻게 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본 연

구에서는 미국의 지역패권 략의 제 요소를 토 로 한국의 동맹의 보완

방안의 실 에 한 미국의 인식을 서술할 것이다.

한국이 추구하는 동맹의 보완 방안의 모색이 미국의 지역패권 략

이 추구하는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단할 경우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인식은 ‘정 (positive)’으로 평가할 것이다.반 로,한국이 추구

하는 동맹의 보완 방안의 모색이 미국의 지역패권 략이 추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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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할 경우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인

식은 ‘부정 (negative)’으로 평가할 것이다.실제로 ASPAC 창설,월남

참 국 회의 제안,APATO 구상에 한 미국의 인식에는 변화가 있었

다.이러한 한국의 동맹의 보완 방안의 실 에 한 미국의 인식의 차

이가 종속변수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6)박정희 정부의 아･태지역 외안보 략 추진과 성과

종속변수인 지역안보 력 략 구상과 정책의 측정지수는 지역안보

력에 한 논의와 구상,시행,성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이를 토

로 아･태지역 외안보 략 구상 추진을 ‘유리’,‘불리’,‘제한’,‘매우

제한’으로 구분할 것이다. 외안보 략이 추진되고 높은 성과를 가져왔

다면 ‘유리’로 평가되며,추진이 제한되지만 미미한 성과라도 달성한 경

우는 ‘불리’로,추진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추진 성과가 없을 경우 ‘제한’

으로 평가할 것이다. 외안보 략 구상과 추진이 진행될 수 없는

경우가 '매우 제한‘에 해당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외안보 략 구상과 추진은 결국 략의

구상과 추진에 해서 얼마나 논의가 있었는지가 출발 이다.만약 활발

한 논의가 있었다면,이러한 논의를 토 로 구체 인 외안보 략이 구

상되었을 것이다.어떤 경우는 논의에만 그치고 안보 략 구상이 진행되

지 않았을 수도 있다.안보 략이 구상되었어도 실제 그 략이 정책으

로 추진되었는지,추진되었다면 성과가 있었는지도 건이다. 략이 구

상되었으나 추진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며,추진되었어도 성과가 미

미하거나 제한 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안보 력에 한

논의와 구상,시행,성과를 각각 ‘많다’,‘다’,‘보통’으로 구분하여 정성

인 평가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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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의 가설과 변수들을 인과 계를 토 로 사례분석에 용하기

한 분석틀은 다음의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사례분석 틀

역내

외안보 략

추진･성과

략 리더십

국체 체제

지역 패권형태

미국

지역패권 략

직 향

간 향

신고 실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체제 차원의 향을 받아서 궁

극 으로 략 리더십이 종속변수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수이

다.동시에,미국의 지역패권 략도 간 으로 략 리더십에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왜냐하면,미국의 지역패권 략에 한 인식을 토 로

략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이다.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

더십을 발휘하여 동맹의 보완 방안을 모색한 상태에서 이를 실 하고

자 할 때 자국의 지역패권 략을 토 로 단한 미국의 인식이 향을

미쳐서 궁극 으로 종속변수에 향을 다고 단하 다.미국의 인식

이 한국의 안모색을 제한하는 한정된 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틀을 토 로 제3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이사회(ASPAC)

창설’사례를,제4장에서는 ‘월남 참 국 회의’사례를,제5장에서는 ‘아시

아･태평양조약기구(APATO)창설 구상’사례를 각각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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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아시아･태평양 이사회(ASPAC)창설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는 박정희 정부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외안보 략의 하나로 추진했던 표 인 사례이다.여기서는 ASPAC

창설 추진의 향요인을 제2장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용하여 살펴볼 것

이다.제1 에서는 ASPAC창설 추진의 향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

ASPAC에 한 일반 인 내용을 개 할 것이다.ASPAC의 창설 과

정을 요약함은 물론 ASPAC의 운용에 한 세부내용과 성과를 주로 1

차 자료를 참고하여 나열할 것이다.이는 제2 과 제3 에서의 분야별

추진의 향요인 분석의 바탕이 될 것이다.

제2 에서는 국제체제 차원에서 유의미한 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제2장의 이론 고찰에서 살펴본 것처럼,ASPAC창설 추진의

향요인은 크게 국제체제 차원과 남북한 계를 포함한 단 (국내 )차

원의 에서 살펴볼 것이다.제2 에서는 국제체제 차원의 향요인을

분석한다.국제체제 차원에서는 미국의 지역패권 략은 물론 이에 기

한 한국의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미국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심에 있던 미국의 패권 략을 기 로 한 미국의

한국의 외 략 구상에 한 인식이 실제 박정희 정부의 외안보 략

실 에 직 으로 연 되기 때문이다.한국의 동맹의 보완 략에 한

미국의 인식은 미국의 지역패권 략과 국내정치 요소를 심으로 살펴볼

것이다.미국의 지역패권 략은 동아시아 략과 한반도 안보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한편 국제체제의 형태와 지역패권의 형태는 미

국의 아･태지역 패권 략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설정하여 살펴볼

것이다.양극체제와 지역체제 차원의 분석은 궁극 으로 국제정치의 구

조 차원에서 약소국인 한국의 외안보 략 구상과 추진과의 유의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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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히는 과정이다.

이어지는 제3 에서는 체제수 의 변수와 더불어 남북한 분단체제 수

과 단 차원에서의 향요소들이 어떻게 종속변수에 향을 미쳤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국가수 에서는 략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설

정하여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박정희 정부의 지역안보 략 구상과 추진

에 향을 미쳤는지를 악해볼 것이다. 략 리더십은 크게 정책결정

자들의 미국의 지역패권 략과 외 에 한 인식,자원 동원과 추

출 능력,국내지지 유지라는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정책

결정자들의 외부 에 한 인식은 공에 한 인식과 북한에

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인식과 ASPAC 창설 추진은 어

떤 상 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단 수 은 물론 남북한 분단

체제 수 의 변수들을 고찰하여 궁극 으로 체제수 의 분석에 따른 약

소국의 외안보 략 구상에 한 설명력 한계의 극복을 시도할 것이다.

제2 과 제3 에서는 제2장의 이론 고찰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들의 조

작화를 통해 측정지표를 구체화할 것이다.문헌연구를 기 로 변수 사이

의 인과 계를 분석하는 계로 조작화된 측정지표들의 정성 인 총합을

통해 종속변수에 미친 향을 단할 것이다

제 1 ASPAC개

1.ASPAC창설 구상과 비

ASPAC창설의 출발 은 ‘아시아 정상회담 개최’라는 1963년 10월 박

정희 통령의 선거공약이다.1963년의 제5 통령선거 유세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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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통령은 아시아의 반공국가들을 결속하여 정치 안정과 경제

번 을 도모하기 한 역내 국가 정상들의 회담 개최를 공약으로 제시하

다.166) 통령으로 당선된 이듬해인 1964년 1월의 신년사에서도 동일

한 내용을 언 하 다.박정희 통령은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진 국가들의 상호 긴 한 조를 한 지역기구

의 창설이 요청된다고 밝혔다.167)이러한 외 략 기조는 명공약168)

은 물론 1961년의 동남아시아 친선사 단 견169),1962년에 개최된 아

시아민족반공연맹 임시총회170)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안보 력을 한 구상은 1964년 8월에 통령 비서실의

정책시행 권고의 과정을 거쳐 실행으로 옮겨졌다.당시 통령 비서실은

166)외무부,｢아시아태평양지역각료회의｣(서울 :동아출 사,1966),pp.84-85.제5

통령 선거공약에 한 추가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이병 ,｢1963년 5 통

령 선거 연구｣(석사학 논문,성균 학교,2010),pp.34-38.

167) 통령 공보비서 실,｢박정희 통령연설문집 제1집｣(서울 : 통령공보비서 실,

1965),p.39.

168)‘명공약’이란 군사 명 원회가 발표한 5.16군사 명의 이념과 성격을 밝힌 6개

항의 성명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1.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 까

지 형식 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2.유엔헌장을 시하

고 국제 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 를 더욱

공고히 한다.3.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해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4. 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

이는 민생고를 시 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5.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해 공산주의와 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력을 집 한다.

6.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 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비를 갖춘다 :한국사사 편찬

회,｢한국 근 사사 ｣(서울 :가람기획,2005),p.917.

169)1961년 6월 군사정권은 반공 인 아시아 국가들과의 유 강화는 물론 우방국들

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해 친선사 단을 견하기로 결정했으며,동년 7월 4일부

터 최덕신 주남베트남 사를 단장으로 한 동남아시아 사 단이 남베트남,일본,타

이완,필리핀,태국,라오스,캄보디아 등 15개국을 방문했다.조진구,“한국의 외교

이니셔티 :ASPAC결성과 마닐라 베트남 참 국 정상회담 개최 주도,”국방

부,｢해외 병사 연구총서 제2집｣(서울 :국방부,2007),p.163.

170)‘아시아민족반공연맹(APACL)'은 이승만 통령이 동남아시아의 공산화를 막기

해 제창한 지역 의체로 1954년 6월 15일 진해에서 한국, 만,베트남,태국,필리

핀 등 5개국과 홍콩,마카오,오키나와 등 3개 지역의 민간 표가 참가했다.임시총

회는 196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공보처,｢주

보｣제111호,1954,pp.19-21;이용희,｢한국과 세계정치｣(서울 :박 사,1987),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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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 선거공약과 1964년 신년사 내용을 추진하기 해 1964년 8월 박

정희 통령에게 1961년에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시아 4개국 외상회의를

계승하는,보다 포 인 규모의 ‘아시아 외상회의’를 한국의 주도로 연

내에 개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 다.171) 통령 비서실에서 제시한

회담의 핵심 인 목 은 아시아 정상회담 개최를 한 비작업,공산주

의 침략에 한 아시아 민족의 단결된 의사 표명,아시아 제국 사이의

통상 계 발 ,한일 국교정상화에 한 아시아 제국의 공동 심과 지

지 표명,국민 심을 국내문제로부터 외 문제로 환 필요 등 다섯

가지 다.172)

‘아시아 외상회의’개최에 한 통령 비서실의 권고는 통령의 지

시에 따라 외무부의 구체화된 계획수립으로 이어졌다.외무부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력기구 창설의 비단계로 외상회의의 개최를 계획하 다.

1964년 8월에 외무부는 ‘동남아시아 자유제국 외상회의 개최’라는 기본계

획을 수립하 다.173)같은 해 9월에 이 계획의 실 을 해 박정희 정부

는 우선 자유 국174),호주,일본,말 이시아,뉴질랜드,태국,필리핀,

월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유우방 8개국을 청 상 국가로 선정하

다.이어서 이동원 외무장 을 견하여 8개국에 아시아･태평양 외상

회의 개최에 한 한국의 입장을 달하고 련국의 의사를 타진하

다.175)아시아･태평양 자유우방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사

171)｢제2차 외상(정상)회의 개최계획,1962-64｣,pp.71-75,MF,C1-0011(777),외교부

외교사료 .

172)조양 ,“냉 기 한국의 지역주의 외교:아스 (ASPAC)설립의 역사 분석,”p.

252.

173)｢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창설계획,1963-1965｣,pp.123-136,MF,C1-0010

(1444),외교부 외교사료 .

174)당시 만의 공식명칭이 국이었다.하지만 당시 공으로 불리던 국가가 지

국으로 불리고 있음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만을 자유 국으로 표기한다.

175)LeeTongWon,"RegionalCooperationinAsia,"KoreanaQuarterly(Summer,

1966),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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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종합 인 의와 의견 교환을 하여 서울에

서 아･태 지역 외무장 회담을 개최하자는 것이 골자 다.176)의사타진

결과 련 8개국 에서 자유 국,월남,태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모두

부정 인 견해를 밝혔다.177)호주와 뉴질랜드는 일본의 참가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유보 인 태도를 보 다.말 이시아와 필리핀,일본은 회

의의 목 이 지나치게 반공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참가에 난색을 표명하

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의 8개국을 상으로 본격 인 설득 노력을 시작

하 다.말 이시아와 일본의 설득이 가장 어려운 문제 다.우리 정부는

미국의 력을 요청하 으나 미국은 냉담한 반응을 보 으며, 계국들

에 한 한국 정부의 의사타진을 비 리에 추진할 것을 권고하 다.그

러나 월남의 상황이 악화되는 시 인 1964년 11월에 이르러 미국은 한국

의 ‘동남아시아 자유제국 외상회의 개최’에 극 으로 조하겠다는 의

사를 표명하 다.178)한국 정부는 한 같은 해인 1964년 11월에 외상회

의 개최에 해 극 인 지지를 표명한 코만(ThanatKhoman)태국 외

상을 청하여 회의의 성사를 한 조를 요청하 다.코만 외상은 회

의의 의제에서 반공의 색채를 최소화함은 물론 계국을 설득하기 해

176)｢Rusk,Dean미국 국무장 방한,1966.7.8-9｣,p.141,MF,C-0017(1833),외교부

외교사료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 창설계획,1963-1965｣,pp.006-012,

MF,C1-0010(1444),외교부 외교사료 ;외교통상부,｢한국외교 60년｣(서울:외교

통상부,2009),p.128.당시 정부의 외상회의 개최 배경에 해 이 문건은 역내 공

산화의 에 처하기 한 반공국가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시

하고 있다.아울러 본 회의의 목 으로 공산침략의 에 처하기 한 반공체제

의 강화,동남아시아 자유제국의 결속 강화 국제 지 향상,국제정세 반에

한 검토 이를 통한 공동 책 수립,동남아시아 정상회담의 토 마련,회의 주

체국으로서 우리나라 국 의 국내외 선양 등을 설정하 다.

177) “동남아 자유제국 외상회의 개최,”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 창설계획,

1963-1965｣,p.058,MF,C1-0010(1444),외교부 외교사료 .

178)“외상회담 개최 추진-별첨 :외상회담 개최 계획 진 상황 각국의 반응,”｢아시

아태평양이사회(ASPAC)창설계획,1963-1965｣,p.063,MF,C1-0010(1444),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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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에 비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에 조언하

다.179)

태국 코만 외상의 조언은 물론 그의 극 인 지원으로 마침내 1965

년 3월 11일에 방콕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외상회의 참가 교섭국 9

개국의 사들이 표로 참가하는 비회담이 개최되었다.이 회담에서

는 기본 으로 한국 정부가 제창한 외상회의 개최가 역내 국가 사이의

력 강화를 해 필요하다는데 공감함은 물론 정기 인 각료회의의 창

설에 해서는 기본 으로 합의를 보았다.180)그러나 회의의 의제에

해서는 각각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다. 를 들면,한국,자유 국,월남,

필리핀은 공산세력의 에 응하는 문제들이 반드시 의제로 거론되어

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그러나 일본,말 이시아,호주는 여 히

이념 인 문제보다는 경제나 문화교류 등의 사안들이 집 으로 논의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방콕에서의 1차 비회담에서 회의 의제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정부의 회담 성사를 한 노력은 계속되었다.1965년 6월에 이동원

외무장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하여 회담성사를 한 참가를 요청

하 다.말 이시아의 라만 수상과 필리핀의 마카 갈 통령은 일본의

참여를 자국의 참여 조건으로 내세웠다.한편 자유 국의 장개석 총통은

공산침략의 험성을 시하고 자유아시아 국가들의 단결을 강조했다.

특히 기간 에 일본을 설득하는 노력이 지속되었다.미국에게 일본의

참여 설득을 지속 으로 요청하 으며,정부 차원에서도 한일국교 정상

화 상과 더불어 일본의 참여를 다방면으로 설득하 다.1966년 2월에

179)Telegram from Manila(1108),12/24/64,S&N,POL7ROK S,RG59,NA, 조양

,“냉 기 한국의 지역주의 외교:아스 (ASPAC)설립의 역사 분석,”p.260에

서 재인용.

180)“러스크 미 국무장 과의 회담에 련된 참고자료,”｢Rusk,Dean미국무장 방한,

1966.7.8-9｣,p.141,MF,C-0017(1833),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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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통령이 동남아시아를 순방하면서 계국 정상들에게 참여를 요

청하 다.이러한 한국 정부의 노력의 결과로 1966년 4월 18일에 방콕에

서 2차 사 비회담이 개최되었다.이 회담에는 자유 국,필리핀,

월남,말 이시아,뉴질랜드,호주,일본,한국,태국과 더불어 옵서버로

라오스가 참가하 다.181)2차 비회담에서 회의의제는 물론 회의의 명

칭과 1차 아시아･태평양 외상회의 시기와 장소가 확정되었다.회의의 의

제는 일반사항과 특별사항으로 구분하여 공산세력의 과 같은 지역

국제정세는 물론 경제,문화 등 비군사 인 분야 등을 논의하기로 합

의하 다.명칭은 아시아･태평양 회의(AsianPacificCouncil,ASPAC)로

정했다.1차 회의는 1966년 6월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2.ASPAC의 운용과 성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유 우방국 사이의 지역 력 기구를 구성하기

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두 차례의 비회담을 거쳐서 1966년 6월 14일

에서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회의(ASPAC:Asianand

PacificCouncil)로 구체화되었다. 비회담 참가국 9개 국가와 라오스가

옵서버로 참석하여 ASPAC창설회의를 개최하 다.<표 3-1>에서 보듯

이,이후의 회의 장소는 아시아･태평양 각 국을 순회하면서 1972년까지

총 7차례의 ASPAC회의가 개최되었다.본회의에서는 주로 참가국 표

181)“러스크 미 국무장 과의 회담에 련된 참고자료,”｢Rusk,Dean미국무장 방한,

1966.7.8-9｣,p.141,MF,C-0017(1833),외교부 외교사료 .당시의 정부문서를 보

면 ASPAC개최를 해 우리 정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특히 일본의 참

여를 한 설득이 한국의 ASPAC창설에 마지막 문이었다.미국을 포함한 우방

국에 일본의 설득을 요청하기도 했다.일본의 참가 결정으로 ASPAC결성의 결실

을 거둘 수 있었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러스크 미국무장 과의 회담에

련된 참고자료,”｢Rusk,Dean 미국 국무장 방한,1966.7.8-9｣,pp.141-142,

MF,C-0017(1833),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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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조연설,회의 의제에 한 비공식 토의,공동선언문 발표 등이 이루

어졌다.비공식 토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 국과 련된 국제정

세와 지역정세를 포함한 정치나 경제에 련된 의제 등 상설회의에서 확

정된 제반 의제가 논의되었다.

<표 3-1>ASPAC본회의 개최 황182)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일 자
1966.

6.14-16

1967.

7.5-7

1968.

7.30-8.1

1969.

6.9-11

1970.

6.17-19

1971.

7.14-16

1972.

6.14-16

장 소 서울 방콕 캔버라 동경 웰링톤 마닐라 서울

ASPAC창설회의는 최 회의 던 만큼 향후 역내 평화와 번 을

해 각국이 력할 수 있는 분야에 해 집 으로 토의했다.안보분야

의 력에 해서는 이견이 표출된 채 마무리되었다.한국,월남,자유

국은 공의 을 우려하면서 아시아 비공산국가들의 유 강화를 희

망했다.반면,일본과 말 이시아 등은 경제 력에 우선을 두고 교류를

증 시켜 궁극 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의 달성을 강조했다.ASPAC의

상설기구화 문제에 한 의견도 교환되었으며,각국의 의견이 상이하

다.ASPAC에서 안보 문제가 집 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은

ASPAC의 지속성을 해 상설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하

지만,일본,말 이시아,호주,뉴질랜드 등은 외무장 이 모이는 비 구

인 의견교환 형태의 회의를 희망하 다.

회의의 명칭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각료이사

회(AsianandPacificCouncil,ASPAC)로 결정하 다.직･간 으로 정

182)박 ,“아시아 태평양 각료회의(ASPAC)의 외교 의의 재조명,”｢사회과학논총｣

제3호 (1983년 12월),pp.123-136; 한민국정부,｢행정백서(1969)｣(서울 :국무총

리기획조정실,1969),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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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군사 등 안보문제에 한 토의를 하고 공동성명에도 그 내용을 포

함하 다.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실험을 반 ( 공의 기 핵

실험에 한 반 를 표 )하고 월남에서의 공산침략에 한 언 은 물론

월남에 한 지지를 표명하 다.“어떠한 공산침략과 침투에 항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유국가들이 그들 국가의 독립과 안 을 수호하기

한 력과 결속을 구”하는 문구도 포함하 다.183)참가국의 평등과

주권의 독립성 차원에서 만장일치와 자발 참여 원칙에도 합의하 다.

2차 회의는 1967년 방콕에서 개최하고 사 의 상설 원회를 방콕에 두

기로 합의하 으며,이 상설 원회가 한국이 제안한 사회문화센터를 포

함한 기술조정센터,정보교환센터 등의 설립을 연구하기로 하 다.184)

183) “동남아 자유제국 외상회의 개최,”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 창설계획,

1963-65｣,p.58,MF,C-0010(1444),외교부 외교사료 .

184)창설회의의 공식자료를 보면,참가국의 ASPAC에 한 주안 이나 강조사항에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를 들면,비공개회의에서 각국이 표명한 기본입장의 요

지는 다음과 같다.호주는 지역 내 각국은 정치 안정,침략으로부터의 해방,군민

복지향상을 강화해야 하고 아세아의 평화는 세계평화의 기본임을 역설하고 지역각

국간의 력을 강조하 다.자유 국은 공산침략 에 유의하고 각국이 월남을 지

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세아지역의 정치 제 문제를 의하기 하여 상설

기구를 설치할 것을 희망하 다.일본은 지역 국가 간의 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서 기존 국제기구를 통한 조를 강조하 다. 한 긴 하게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차 으로 실질 인 력 체제를 증진해야 한다고 역설하 다.말

이시아는 지역 내 경제발 에 심을 표명하고 경제,사회,문화 분야에 한 지역

국가 간의 력이 필요함을 역설하 다.뉴질랜드는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력을 강조하고 유엔의 강화와 유엔을 통한 력을 요청하 으며 국제 계에 있어

서 법치정신을 강조하 다.비율빈[필리핀]은 지역 국가 간의 정치 ,경제 동질

성과 정치 안정이 력의 기반이 되며 아세아에 있어서의 경제발 을 하여 일

본,호주가 극 인 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모든 분야에 한 력을 하

여 지역 상설기구의 설치가 필요함을 강조하 다.태국은 우리의 목 은 어떠한

국가에 항하는 동맹을 구성하려는 것이 아니고 극 으로 평화와 지역 내 국민

들의 복지향상을 한 력을 의하려는 것이라고 역설하 다.월남은 공산주의

침략은 아세아의 경제발 을 해하고 있으며 공산 에 처하는 상설기구의 설

치가 긴요함을 역설하 다.한국은 공산침략의 이 존재함을 강조하고 한국의

월남 병의 실태를 설명하고 동시 지역내국가간의 보다 긴 한 력을 하여 상설

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기단계로서 정기 으로 각료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

의하 다.세부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러스크｣미국무장 과의 회담에 련된

참고자료,” ｢Rusk,Dean 미국 국무장 방한,1966.7.8-9｣,pp.142-144,MF,

C-0017(1833),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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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는 ASPAC1차 회의 주요성과로 ‘공의 인정’,한국

이 목표하 던 ‘지속성 확보’,‘한국의 상확립에 기여’,‘아･태지역에 비

공산 자유세력을 은연 에 형성’등을 꼽고 있다.185)박정희 통령이 개

회사를 통해 회담을 주도하면서 한국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직･간 으로 표 한 내용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박 통령은 “아

시아 국가들 간의 평화와 자유,그리고 번 을 해 정치,경제,사회,문

화 등 제 분야에서 력하고 아시아의 평화 유 를 달성하자”고 역설

하 다.186)이를 반 하듯,창설회의 공동선언문의 13개 항목 에서 3개

항목에 공산 과 한국의 안보에 한 내용이 포함되었다.187)

제2차 본회의는 1967년에 계획 로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되었다.188)9

개 회원국과 함께 라오스가 옵서버로 참석하 다.ASPAC 력에 한

185)당시 정부 문서를 보면,1차 ASPAC회의의 주요성과로 “가...이 지역 제국에 하

여 공의 침략 이 존재함을 인정 하 다.(이념면)나.이 지역 제국간의 결속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이념면)다.지역 력의 지속성에 공감하고 정례

인 회담개최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제2차 회의를 태국에서 개최할 것과 지에 상

주하는 사 으로 상설 원회를 설치하여 앞으로는 이 회의를 ‘아세아 태평양 이

사회’로 호칭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목표하 던 조의 지속성이 보장

되었고 앞으로 상설기구화 할 기반이 완 히 구축되었다.라....아국의 월남지원에

한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 다.마.‘아세아 문화센타’,‘경제조정센타’등의 설립필

요성을 인정하고 상설 원회에서 계속 검토 함으로써 우리가 제의한 ‘아세아 문

화센타’가 앞으로 실 을 보게 되었다.바....한국의 통일원칙에 한 지지를 재확

인하 다.사. 후 이 의체에 한 참가범 를 ‘자유국가’에 한정하 다.아.이번

회의를 통하여 아세아외교에서 한국의 고립된 인상을 불식하고 오히려 선도 역할

을 함으로써 아세아에 있어서의 아국의 치를 뚜렷하게 확립하고 경제 인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구축에 크게 기여하 다.자.아세아 태평양지역에 비공산,자유세력

이 은연 에 형성되었으며 아국이 주도 역할을 함으로써 장차 아국의 다른 외교

교섭 면에서 우세를 차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 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세부

내용은 다음을 참조 한다.“｢러스크｣미국무장 과의 회담에 련된 참고자료,”｢

Rusk,Dean미국 국무장 방한,1966.7.8-9｣,pp.145-146,MF,C-0017(1833),외

교부 외교사료 .

186) 통령 비서실,“아시아･태평양지역 각료회의,”｢박정희 통령 연설문집 2(제5 편)

｣(서울 : 통령비서실,1973),pp.708-710.

187)“｢러스크｣미국무장 과의 회담에 련된 참고자료,”｢Rusk,Dean미국 국무장

방한,1966.7.8-9｣,pp.147-150,MF,C-0017(1833),외교부 외교사료 .

188)2차 회의에 한 세부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 한민국정부,｢행정백서(1968)｣

(서울 :국무총리기획조정실,1968),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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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칙(침략 에 한 토보 ,자유세력의 강화,지역 국가의 경제

발 을 한 노력 진,문화교류 등 상호이해 진,문호개방)을 확정하

여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 다.월남의 지원을 결의하고 공의 핵

실험을 규탄하 다.서울에 사회문화센터를 설치하기로 합의하 다.한국

이 아시아 공동시장 창설을 제안하 으나 경제 력의 증진이라는 원칙에

만 동의하고 구체 인 방안은 수립되지 못했다.이 과정에서 참가국 사

이의 경제 수 차이로 인한 경제 력의 어려움이 드러났다.특히 일

본은 ASPAC을 통한 군사동맹체 형성에 반 함은 물론 공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비회원국들에 해 시하는 행동을 거부하 다.

제3차 본회의는 1968년에 호주의 캔버라에서 개최되었다.3차 회의에

서는 서울에 ASPAC 사회문화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ASPAC7 강령을 채택하여 향후 헌장이 채택될 때 까지 헌장의 역할

을 하도록 하 다.공동성명에서는 1.21사태 등 북괴의 도발행 에 한

우려를 표명하는 문구가 포함되었다.지역에서의 핵 실험과 핵무기 확산

에 심을 갖고 안보의 필요성을 토의하 으며,자유 국은 식량비료기

술센터 설치를 제안하 다.189)

제4차 본회의는 1969년에 일본에서 9개 회원국과 함께 라오스와 인도

네시아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 다.제4차 회의에서는 아스 기구의

경제 ･사회 ･문화 지역 력 계가 주로 논의되었다.월남사태를 비

롯한 아시아의 정세토의와 더불어 공동사업으로 자유 국에 식량비료기

술센터를 설립하는 안이 서명되었고,방콕에 경제 력센터를 설치하기로

확정하 다.190)

제5차 본회의는 1970년에 뉴질랜드의 웰링톤에서 개최되었다.9개 회

189)제66회 국회(임시회)회의록,1968.06.051968.07.04.,p.4; 한민국 정부,｢행정백서

(1969)｣,pp.98-99.

190)제69회 국회(임시회)회의록,1969.04.011969.04.30.,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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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과 옵서버 자격의 라오스 표들이 참가하 다.제5차 회의에서는

공동성명을 통해 월남,라오스,캄보디아 등 3개국에 한 회원국의 원조

제공을 검토한 사실을 공표함은 물론 KAL기와 한국의 해군 방송함 납

북사건을 규탄하고 승무원과 승객의 조속한 송환을 구하 다.191)

제6차 본회의는 1971년에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한국이 추

진한 ‘평화건설을 한 계획’이 채택되어 공동성명에 반 되었다.한국은

이를 통해 ASPAC이 지역 력과 균형 있는 경제 력을 통한 지역 조

강화라는 새로운 성격으로의 방향 환을 주도하 다.방콕에서 경제

력센터 공식을 하 다.한국의 8.15선언을 지지하고 북괴의 8.15선언

거부에 한 유감을 표시하 다.자유 국이 강력하게 주장한 공의 유

엔 표권 문제는 다른 회원국들이 언 을 회피하여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192)

제7차 본회의는 1972년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193)참가국은 9개 회원

국과 함께 인도네시아,라오스,크메르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 다.

제7차 회의의 핵심 의제는 미국의 공 근에 따른 각국의 입장 표명이

었다.일본과 말 이시아는 미국의 공 근에 해 극 정,호주와

뉴질랜드는 신 론,자유 국과 월남은 반 론을 주창하 다. 공문제는

구체 인 결론을 내지 않은 채,탈 이데올로기 체질 환에 따른

ASPAC의 문호개방 원칙을 공동성명에 포함한 이 회의의 성과 다.

아울러 제8차 회의를 방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 다.

191)제73회 국회(임시회)회의록,1970.05.11.1970.06.09.,p.6.

192)제77회 국회(임시회),1971.07.261971.08.14,회의록,pp.4-5.

193)7차 회의에 한 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제81회 국회(임시회),1972.05.08

1972.06.06.,pp.3-4;안 모,“제7차 아스 총회의 의의와 성과,”｢시사｣제106호

(1972.7),pp.11-14.;강병규,“ASPAC 서울 선언과 그 망,”｢육군｣제172호

(1972년 8월),pp.110-120;외무부,｢ 한민국외교년표 부록 주요문헌(1972)｣(서울

:외무부,1972),pp.187-170;이승헌,“박 통령의 탈이올로기선언과 아스 ,”｢정

경연구｣통권 제90호 7월호(1972년 7월 1일),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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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본회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공과 공식 인 외

교 계를 맺으면서 ASPAC은 더 이상 추동력을 잃고 단되었다.1973

년에 계획된 본회의를 한 상설 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국제정세의 변화

에 따른 회원국의 입장 차이로 제8차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하 다.이후

본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해체의 길에 들어섰고,결국 막을 내렸다.

ASPAC는 본회의만 진행된 것이 아니다.매년 1회 참가국 외상들이

모이는 본회의는 물론 본회의를 비하기 한 상설 원회와 더불어 회

원국 사이의 력을 강화하기 한 여러 부속기 을 설립하여 운용하

다.상설 원회는 본회의를 개최하는 국가가 주 하고,해당국에 주재하

는 참가국 사 료들이 참가하 다.상설 원회에서는 주로 회의의

제,추진성과,공동선언문 문안 작성 등이 논의되었다.상설 원회에서

조율된 최종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부속기 은 <표 3-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총 5개 기 이 설립되고

운용되었다.

<표 3-2>ASPAC부속기 황194)

구 분 발족 시기 치 설립 목

사회문화센터 1968.10월 서울 문화와 사회문제 교류증진

과학기술자등록처 1969.7월 버라
농업,공업개발분야

기술자와 사업정보 제공

식량비료기술센터 1970.4월 북
화학비료 련 기술,지식,

경험 진 등

경제 력센터 1971.1월 방콕 회원국 경제발 력

해양 력계획 1970.11월 동경
항행안 ,해난구조 등
해양분야 회원국 력

194)“아스 자료,”｢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장래에 한 보고서,1972｣,pp.

31-33,MF,C-0052(4907),외교부 외교사료 .사회문화센터에 한 세부내용은 다

음을 참조한다.강병규,“아스 설치 의의와 그 기능,”｢우리시 ｣제2권 9호

(1969),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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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센터는 한국이 제안하여 제3회 각료회의에서 설치가 결의되

었다.센터는 서울에 설치되었으며,1968년 이후 활발한 활동을 했다.사

회문화센터의 설립은 문화는 물론 문화와 연 된 사회문제에 한 가맹

국간의 교류 증진을 목 으로 하는 것이며 이사회 사무국이 설치되었

다.주요한 사업으로는 세미나, 시회,장학 지 ,각국의 문화활동 조

사연구와 정보교환 등이다.과학기술자등록처는 최 필리핀의 구상을

호주가 추진하고 제2회 각료회의에서 설치에 합의하 다.사무소는 호주

의 캔버라에 설치되었고,1969년부터 잠정 으로 운 되었다.과학기술등

록처의 주요한 사업은 경제 력 특히 농업과 공업개발 등의 분야에서 활

동하는 ASPAC회원국에 있는 기술자들의 존재와 그 사업에 한 정보

를 수집･편찬하여 그것을 가맹국 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식량비

료기술센터는 자유 국이 제안한 것에 기 하여 제4회 회의에서 설립

정이 서명되었다.1970년에 자유 국의 북에서 사업을 개시하 으며,

주목 은 가맹국에서 식량생산의 증 를 꾀하기 해 화학비료 사용에

한 증산과 그 기술 인 지식과 경험을 진하는 것이었다.실제 활동

의 일환으로 조사연구와 훈련 그리고 모범 인 농장(modelfarm)설치

등을 진행하 다.경제 력센터는 태국의 제안에 의하여 제4회 각료회의

에서 개략 인 계획이 승인되었고 1970년에 설립 정이 서명되었다.해

양 력계획은 제4회 각료회의에서 일본이 주창하여 1970년 동경에서

문가회의가 열렸고 아시아･태평양 해역에서의 항행 안 해난구조문

제에 한 국제 력의 가능성이 검토되었다.195)

7차까지의 ASPAC을 요약해보면,한국이 회의 창설 비와 운용을 주

도한 지역 력 회의체로서 아래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여 궁극 으로 한

국의 안보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첫째,한반도와 주변의 안보문제를 논

195)이승헌,｢아세아태평양 조체제론｣(서울 :신신문화사,1975),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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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기회가 되었다.매년 공동성명에 반공에 한 내용을 포함한 것

이 표 인 이다.둘째,한국의 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한국

정부가 회의를 비하고,의제를 조율하 으며,진행방향 설정을 주도하

여 아･태지역에서 한국의 입지가 명확해졌다.셋째,주변국과의 력체계

와 인 네트워킹이 강화되어 회원국끼리 연락과 력의 기회가 증가되었

다. 를 들면,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 력을 해 회원국끼리 별도로

회동하는 경우가 많았다.196)넷째,실질 인 력기구가 탄생하 다.사

회문화센터,경제 력센터 등이 설립되어 운용되었다.이 일부 기구는

1990년 반까지 지속 으로 운용되었다.

196)국제회의에서 ASPAC회원국 사이의 비공식 의를 통해 공동보조를 취하는 유익

한 행에 한 범 와 정도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제6차 각료회의(1971년)부터 제7

차 각료회의(1972)까지 1년 동안 비공식회의가 진행되었던 국제회의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불법 간섭에 한 외교회의(몬트리올),교육에 한 국제회의(제네

바),국제원자력총회(비엔나),국제연합총회(뉴욕),아세아노동상회의(서울),정부간

해운 정기구회의(런던),77그룹 각료회의(리마),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회의(로마),

오염피해에 한 국제보상기 설치회의( 뤼셀),가족건강을 한 교육 정보자료

개발에 한 실무회의(마닐라),국제수로측량회의(모나코),제25차 세계건강회의(제

네바),가축 염병국제사무국 제40차 총회( 리),아세아생산성기구 제14차이사회(동

경)등이다.ASPAC Standing Committee,RecordsoftheSeventhMinisterial

MeetingoftheAsianandPacificCouncil,Seoul,1972,pp.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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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ASPAC창설 추진의 향요인 :미국의 인식

1.국제체제의 형태

박정희 정부가 ASPAC의 창설을 추진한 1960년 반부터 반까지

의 국제체제는 냉 으로 불리는,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되는 양극체제

다.제2차 세계 이후의 국제체제는 미국과 소련이 두 개의 축을 형

성하여 서로 립하 다.냉 시 로도 불리는 양극체제에서 미국과 소

련이 첨 하게 립한 바탕은 이데올로기 다.이데올로기는 양 진 의

국가이익의 요개념이었다.미국이 이끄는 진 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의 신 이,소련이 이끄는 진 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경제체제

의 신 이 국가이익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다.국제체제에서 양 진 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요소는 군사력에 기 한 국력이었다.미국과

소련은 각각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 다.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자국의

생존을 도모하기 해 미국이나 소련과 긴 한 유 계를 형성하거나

군사동맹 계를 유지하 다.197)

일부 학자들은 제2차 이후 형성된 양극체제가 1960년 에 들어

서면서 약화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198)이들에 따르면,미국이

이끄는 자유진 에서는 일본과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격한 경

제성장으로 미국의 경제 강국의 치가 희석되었다.일본은 유엔에 복

귀하고 공과 국교를 정상화했으며,서유럽국가들의 결속 한 미국의

향력 감소를 가져왔다.소련이 이끄는 공산진 에서는 공이 성장하

197)Stanley Hoffmann,Gulliver'sTroublesortheSetting ofAmerican Foreign

Policy(New York,McGraw Hill,1968).

198)RobertO.KeohaneandJ.S.Nye,PowerandInterdependence:WorldPolitics

inTransition(BostonandToronto:LittleBrownandCompany,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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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소련과 노선을 달리함에 따라 소련의 독보 인 입지가 받기 시

작했다.199) 공은 소련의 수정주의 인 평화공존정책을 비 하면서 이

념 정통성 논쟁을 가열시켰다.

그러나 어느 단일 국가도 이 기간 에 미국이나 소련의 국력과 향

력을 압도할 수 없었다.<표 3-3>에서 보듯이 주요 국가의 인 국

력지표인 경제규모나 군사력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의 일부이다.

<표 3-3>주요국 군사력과 경제력 비교200)

구분 미국 소련 국 랑스 공

원자탄 개발 1945 1949 1952 1960 1964

ICBM 개발 1958 1957 - - 1980

국방비
(1960/65/70,억불)

453/518/778 369/623/720 46/58/58 38/51/59 67/137/237

세계총생산

비 (1960/70,%)
25.9/23 12.5/12.4 26(ECC) 24.7(ECC) 3.1/3.4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여 히 압도 이었으며,단지 상

인 향력이 어드는 상이라고 볼 수 있다.데탕트라고 평가되는

기간 에도 미국과 소련을 심으로 한 첨 한 이데올로기 립은 계

속되었다.그래서 포 이고 장기 인 흐름을 토 로 살펴본다면 1960

년 반부터 반까지의 국제체제는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되는 양극체

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ASPAC 창설 비와 창설 시기인

1960년 반부터 반까지의 국제체제는 양극체제라고 할 수 있다.

199)Donald Zagoria,The Sino-SovietConflict,1956-1961(New Jersey: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pp. 225-276; Sung-joo Han, “The Politics of

Community-BuildinginthePacificRegion,”｢국제정치논총｣제21집 (1981),p.316.

200) 재성,“1960년 와 1970년 세계 데땅뜨의 내부 구조 :지역 주도권의 변화

과정 분석,”｢국제정치논총｣제45집 3호 (2005),p.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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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양극체제로 규정되는 국제체제와 ASPAC창설을 추진한 한

국의 외안보 략 추진과는 어떻게 계지울 수 있는지가 건이다.양

극체제에서 약소국의 외안보 략 구사는 직 으로 향을 미치지 않

았다고 할 수 있다.국제체제 수 에서 국제 계 분석의 상은 강 국

이 주체이기 때문이다.오히려 양극체제라는 국제체제의 성격은 ASPAC

이 상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안보 략 구사에 결정

인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치에 놓인 미국의 지역패권 략이나 지역

의 패권형태에 향을 미친다.따라서 양극체제로 별되는 1960년

반의 국제체제가 ASPAC창설이라는 한국의 외안보정책 추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오히려 ASPAC창설

이라는 한국의 외안보 략 구사에 향을 미치는 미국의 동아시아 지

역패권 략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라고 할 수 있다.

2.동아시아 지역 패권의 형태

지역체제 차원에서는 ASPAC창설 구상을 시작한 1960년 반부터

반 시기의 동아시아 지역 패권형태를 살펴보아야 한다.박정희 정부가

ASPAC을 구상할 시기에 동아시아 지역체제에 향력을 행사한 국가는

략 미국,소련, 공,일본의 4개국이다.당시의 지역 내 강 국 사이의

힘의 균형 상태를 살펴보기 해서 제2장에서 국력에 련된 수치와 다

른 국가들의 인식을 제시했었다.국력의 핵심요소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비교하는데,경제력은 국가의 GNP를,군사력은 국방 산을 비교하고자

한다. 인 수치의 비교와 더불어 지역체제를 구성하는 국가들이 강

국 사이의 힘이 등하다고 생각하는지,어느 특정 국가가 월등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이러한 두 가지 요소의 결과를 포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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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인 지역패권 형태는 정성 인 평가에 기 하여 평가할 것이다.

ASPAC창설 추진 시기의 지역패권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1960년 반과 반 시기 4 강 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비

교해보면 아래의 <표 3-4>와 같이 미국의 국력이 압도 이다.경제규모

면에서 미국은 소련과 2배, 공･일본과는 10배 내외의 차이가 난다.국

방 산 면에서도 미국은 소련과는 2배, 공･일본과는 거의 10배의 차이

가 난다.특히 소련의 극동군사력 건설을 고려할 때 미국의 역내 군사력

은 압도 이다.1965년 이 소련의 극동군사력은 사단수가 20개 미만으

로,미국의 아･태지역 군사력과 비교했을 때 으로 미미했다.201)

<표 3-4>1950년과 1960년 동아시아 주요 4국 군사･경제력 비교202)

구 분 미 국 소 련 공 일 본

GNP(억$)
1950/1960

13,780/19,070 4,920/8,550 114/232 189/336

국방 산(억$)
1950/1960

690/1,680 910/950 80/160 40/40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하고,국제체제 차원에서 미국과 양극체제를 유

지했다.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미국은 1960년 반부

터 월남 을 수행하면서 막 한 산과 력을 동아시아 지역에 할애하

다.203) 공이 1964년에 핵실험에 성공하고 역내 세력으로 등장했

201)CentralIntelligence Agency,SovietMilitary Forcesin the FarEast,NIE

11-14/40-81D (February 1982),p.2; CentralIntelligence Agency,Soviet

MilitaryForcesintheFarEast,NIE11-14/40-81(October1985),p.10.1969년

에 공과의 국경분쟁을 거치면서 비로소 소련은 극동군사력을 거 증강시켰으며,

이때 사단의 규모가 50여개로 증가되었다.

202)WolfJr,Charles,GregoryHildebrandt,MichaelKennedy,DonaldP.Henry,and

KatsuakiTerasawa.Long-Term EconomicandMilitaryTrends,1950-2010.No.

RAND/N-2757-USDP,(SANTAMONICA,CA:RANDCORP.,1989),p.4,17.

203)이정민,“제14장 한･미 계의 략 재조명,”김달 편 ,｢한국의 외교정책｣(서

울 :오름,1999),p.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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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미국과 균형 인 패권 지 를 유지했

다고 보기는 어렵다.204)

둘째,1960년 반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주요 강국에 한 인식

을 추가 으로 살펴보면, 반 으로 미국의 향력이 월등하다고 인식

하고 있다.소련은 국제공산주의 체제에서 주종 계를 형성하던 공이

이탈하면서 공과 견제 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 다.유럽에서의

공산진 을 형성하는 와 에 공과의 국경분쟁을 포함한 갈등 계가 계

속되면서,소련은 극동에서 미국과 경쟁할 여력이 부족했다.205) 공은

역내에서 미국을 으로 인식하여 인 계를 유지하 다.그럼

에도 불구하고 공은 1960년 소련과 첨 하게 립하면서,지역 내에

서 미국이 소련과 패권경쟁을 하는 수 의 경쟁을 미국과 하지 않았

다.206)일본은 역내에서의 미국의 패권 치를 으로 수용하면서

경제발 을 포함한 자국의 국가역량을 키우는데 주력하 다.207)

국력의 인 요소와 역내 국가들의 상 인 인식을 고려해볼 때

1960년 반부터 반까지 미국의 향력이 압도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패권의 형태를 ‘패권 ’이라고 본다.미국의 향력이 압도

으로 작용한 지역 패권의 형태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략이라는 큰

틀을 한정 지워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그래서 지역패권의 형태는 박

204)김일평･안병 ,“ 국제정치에 있어서 공의 치 :극동에 있어서 세력균형의 변

화를 심으로,”｢국제정치논총｣제4권 (1965),pp.119-144.

205)Mark Selden,“Nation,Region and the Globalin EastAsia:Conflictand

Cooperation,"TheAsia-PacificJournal,41-1-10(October,2010).

206)RobertS.Ross,"Chapter10.BipolarityandBalancinginEastAsia,"inT.V.

Paul,JamesJ.Wirtz,MichelFortmanneds.,BalanceofPower:Theoryand

Practiceinthe21stCentury(Stanford,CA:StanfordUniversityPress,2004),

pp.267-304;GiovanniArrighi,TakeshiHamashita,MarkSelden,"TheRiseof

East Asia in World Historical Perspective," prepared for the planning

workshopheldattheFernandBraudelCenter,StateUniversityofNew Yorkat

Binghamton,December6-7,1996.

207)RobertS.Ross,"Chapter10.Bipolarity and Balancing in EastAsia,“pp.

26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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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정부가 ASPAC 창설의 구상과 추진에 직 으로 연 되기 보다

는 미국의 지역 패권 략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라고 할 수 있다.

3.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패권 략

ASPAC 창설 구상을 시작한 1960년 반부터 반까지의 미국의

지역 패권 략을 살펴보고자 한다.이 기간의 미국의 략이 직･간

으로 ASPAC창설의 구상과 추진에 향을 미쳤기 때문이다.미국 외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박정희 정부가 출범한 1961년 이 시기의 미

국의 지역 략도 필요에 따라 포함할 것이다.미국의 지역 패권 략은

크게 미국의 동아시아 략과 한반도 정책으로 구분하여 정성 인 평

가를 할 것이다.

1)미국의 동아시아 략

1960년 반의 미국의 동아시아 략은 '소련 쇄'라는 미국의 패

권 략과 연계되어 수립되고 추진되었다.제2차 세계 이후 국제체제

가 공산권과 자유진 으로 립하는 구조로 발 하면서 미국은 자유진

을 표하는 패권국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양극체제에서 미국은 소련을

주축으로 한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가장 큰 으로 인식하여,소련

쇄라는 략 틀 속에서 외정책을 구사하 다.

첨 한 양극체제에서 1960년 반의 네디 정부는 물론 그 이 의

트루먼 아이젠하워 정부,1964년 이후의 존슨정부도 구체 인 외

략 추진정책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 으로 강력한 반공주의와 안보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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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략을 추진하 다.경제 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들만의 국제질서를

수립하여 자본주의에 기 한 경제체제를 안정시키면서,군사 으로는 지

역별로 군사동맹체를 결속하여 소련과의 냉 군비경쟁에 응하

다.208)소련과의 이념과 정치･군사 인 결에 주안을 둔 미국의 세계

략은 지역 수 은 물론 제3세계 지역의 신생 민족국가들을 포함한 국

지 역으로 까지 확산되었다.209)

국제공산주의를 쇄하려는 미국의 패권 략은 동아시아에서도 동일

한 맥락으로 추진되었다.경제 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여 체제

의 안정을 도모하면서,다양한 형태의 군사동맹체를 결속하여 지역에서

소련은 물론 공의 을 쇄하고자 했다.이러한 1960년 반의

미국의 동아시아 략은 아시아에서의 공산침략 지,일본을 지역 안보

확보의 보조자 역할에 활용,지역 내 자유제국의 지역 조노력 지지,

한국･미국･일본의 3각 력체제 결속 시도와 방 공약 등 략 네 가지

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아시아에서의 공산침략 지가 미국 지역 략의 지속 인 핵심

목표 다.박정희 정부 이 인 제2차 세계 후부터 이후 20여 년 동

안 미국의 외 략 기조는 트루먼 독트린이었다.트루먼 독트린은 치열

한 냉 체제에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쇄하기 해,만약 공산주의세력

으로부터 을 받는 어느 한 나라가 그 에 응하는 한 수단으로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면 미국은 이를 지원한다는 개념이다.210)이를 구

208) Stephen Gill, "Neo-Liberalism and the Shift towards a US-Centered

TransnationalHegemony,"inHenkOverbeek(ed.),RestructuringHegemonyin

theGlobalPoliticalEconomy:TheRiseofTransnationalNeo-Liberalism inthe

1980s(New York:Routledge,1993),pp.246-282.백창재,｢미국 패권 연구｣(서울

:인간사랑,2009),p.54에서 재인용.

209)백창재,｢미국 패권 연구｣,p.54.

210)JohnLewisGaddis,StrategiesofContainment:A CriticalAppraisalofPostwar

AmericanNationalSecurityPolicy(Oxford:OxfordUniversityPress,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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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 미국은 제2차 세계 이후 세계에 42개의 상호원조조

약을 체결하고 3천개 이상의 군사기지를 확보하 으며,백만 명 이상의

미군을 해외에 주둔시켰다.211)

아시아 지역으로 좁 보면,한국 쟁 후에 미국은 자국의 세계 략을

반 으로 재조정하기 시작했으며,유럽 심의 트루먼 독트린은 한국

쟁 발발이후 공식 으로 동아시아로 확 되었다.212)미국은 아시아 지

역에서의 공산침략 지에 주안을 두었다. 기에는 소련의 에,1964

년 공의 핵실험 이후에는 공의 을 포함한 공산침략 방지에 주안

을 두고 아시아지역 략을 구사하 다.특히 공산침략을 지하기 해

서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을 심으로 방 안보 력을 주로 하는 이른

바 ‘허 앤드 스포크(hubandspokes)체제를 기본으로 형성하 다.213)

미국과 지역 각국 간의 양자 동맹 계를 심으로 안보체제를 구축하

다.1951년의 미일안보조약,미필상호방 조약,ANZUS 조약,1953년의

한미상호방 조약,1954년의 SEATO,1955년의 미 상호방 조약,1962

년 러스크･코만 각서에 의한 태국 원조 확인 등이 표 이다.이러한

지역 군사체제는 미국의 동아시아 략의 기본 틀인 군사 쇄와 소련

과의 이념 경쟁의 기반 에서 수행되었으며,미국의 이러한 략

심은 미국의 경제 이해를 압도하 다.214)

방 안보 력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지역 략에 따라 동아시아에

서 다자 근이나 집단안보체제 구성은 별로 성과가 없었다.물론 집

단방 체제 형성을 한 시도도 있었으나 동아시아에서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특히 미국은 동아시아의 자유진 체를 하나로 아우르는,미국

211)김옥렬,“ASPAC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숙명여자 학교 논문집｣(1970),p.49

212)신욱희,“동아시아에서의 후견-피후견 국가 계의 동학,”pp.187-188.

213)조양 ,“냉 기 한국의 지역주의 외교:아스 (ASPAC)설립의 역사 분석,”p.

249.

214)신욱희,“동아시아에서의 후견-피후견 국가 계의 동학,”pp.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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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도하는 다자 안보체제에는 소극 인 입장을 견지했다.215)

트루먼 행정부 시 의 공산세력 쇄정책의 근간은 이후 정부에서도

계속되었다.그러나 구체 인 수행방법은 아이젠하워, 네디,존슨 정부

를 거치면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아이젠하워 정부의 외정책은 반공이

냐 공산진 과의 화해냐의 문제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양자택일 인 성격

을 보 다.그래서 강력한 반공 성향의 외정책을 구사했으며,이러한

략은 동아시아에도 그 로 용되었다.한편, 네디와 존슨 정부는 보

다 신축 이고 유연한 외정책을 구사하 다. 를 들면,방 력을 보강

하면서 동시에 군축을 한 노력도 계속하 다.216)

둘째,일본을 동아시아 안보확보의 보조자 역할에 활용하는 략을 구

사하 다.미국은 제2차 세계 이 끝 난 후 지속 으로 일본을 아시아

지역 안보 확보의 보조자 역할에 활용하는 략을 추진하 다.미국은

최 에 자유 국이 후 아시아에서 지역 안보와 공산주의 침략 지에

주도 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 다.그러나 공 정권의 수립으

로 일본의 역할에 해 재평가하기 시작했다.이후 미국은 일본이 자유

국을 신하여 냉 의 에 치한 동아시아에서 세력의 진공상태

를 채우는 지역 차원의 주도국이 될 수 있다고 단하 다.217)

이러한 미국의 지역 략을 구 하기 해,아시아 자유진 의 일원으

로서 일본을 미국의 강력한 우방으로 정하 다.일본과 안보조약을 맺어

215)ChristopherHemmerandPeterJ.Katzenstein,"WhyIsThereNoNATO in

Asia? Collective Identity,Regionalism,and the Origin of Multilateralism,"

InternationalOrganization,Vol.56,No.3(Summer2002),pp.575-607;PeterJ.

Katzenstein,A WorldofRegions:AsiaandEuropeintheAmericanImperium

(Ithaca:CornellUniversity Press,2005),pp.50-58;RossN.Yerkes,"Western

PowersandtheFarEast,"CurrentHistoryXXVII(November,1954),p.318.

216)McGeorgeBundy,"TheEnd ofEither/or,"Foreign Affairs,Vol.45,No.2

(January1967),p.192.

217)GeorgeF.Kennan,"JapaneseSecurityandAmericanPolicy,"ForeignAffairs

Vol.43,No.1(October1964),pp.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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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 한 일본의 우려를 이고 지원을 뒷받침해주었으며 경제발 을

극 지원하게 되었다.이러한 미국의 략은 세계 제3 의 경제력을 가

진 국가로 성장한 일본의 속한 경제발 은 물론 유엔회원국 재가입,

유엔안보리 이사회 회원국 지 획득 등 일본의 경제력과 국제 상의

제고로 나타났다.

특히 극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을 한국과 연결시켜 미국,일본,한국을

연결하는 삼각안보체제를 제도화하고 일본과 한국의 경제 교류를 확

시켜 극동의 안정과 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이 미국의 동아시아 략의 하

나 다.218)한국 정부도 미국의 이러한 지역 략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1966년 7월 방한한 딘 러스크 미국 국무장 과 한국의 이동원 외무부장

과의 회담 내용을 보면,아래와 같이 한국 정부는 ASPAC에 한 일

본의 평가를 표 하고 궁극 으로 ASPAC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책임을

덜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ASPAC 회의를 통해서 코만 외상은 일본이 소극 이며 비 조 인데

해서 상당히 곤난한 처지에 처했었다.한때는 일본 없이 회의를 소집할 것

을 본인에게 이야기한 바도 있으나 본인의 설득으로 무난히 회의를 끝마쳤다.

일본은 북경과 하노이를 자극하지 않기 해서 소극 인 태도를 취하 으나

본인은 일본 ‘시이나’외상에게 일본이 자유 아세아 제국으로부터 고립하게

되면 일본이 미국과의 우호 계를 상실하게 된다는 을 강조하 다.호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의 (Communistthreat)’이라는 용어를 싫어

했으나 결국 ’외부로부터의 (Externalthreat)‘이라는 표 을 사용하게 되

었다.우리정부는 앞으로 계속하여 아세아의 지역 인 조와 단결,공동번

을 ASPAC가 가장 효과 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우리는 이 게 함으로서 미국의 아세아에서 가진 책임을 덜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219)

218)신욱희,“동아시아에서의 후견-피후견 국가 계의 동학,”p.189.

219)“이동원 외무부장 과 ‘딘.러스크’국무장 과의 회담요지,”｢Rusk,Dean미국 국무

장 방한,1966.7.8-9｣,p.103,MF,C-0017(1833),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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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미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부에서,자유제국이 선도하는,자유제국

사이의 지역 조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하 다.미국은 동아시아 지

역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아시아인 스스로 지역 력을 이끌어 가는데 제

한이 있다고 단하 다.일본을 제외하고는 경제가 낙후되어 있고,인구

가 과잉한 가운데 공산침략의 이라는 공통의 문제에 착해 있었지

만 국가별 견해의 차이, 심,경쟁 등 서로 다른 요소들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이 태평양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 다.

미국은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ofSoutheastAsia,ASA)에 해 지

지를 표명했으며 동남아방 기구설립 모색에 해서도 동의하 다.220)

ASA에 한 미국의 지지는 있었으나 직 인 개입은 없었으며,역내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조정에 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221)1966년 존

슨 미국 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미국은 아시아지역의 자유국가들이 결속

하기 한 움직임에 지원할 뜻을 표명하 다.222)존슨은 아시아지역의

비공산국가들이 집합 으로나 는 개별 으로 국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

을 구하며 미국은 이를 강력히 지원할 것을 분명히 하 다.1966년 7

월 교육자 회에서도 존슨 통령은 아시아에 한 미국의 사명에 해

항구성을 갖는 4개의 기 조건을 설명하 다.223)

220)ASA는 1961년 8월,말 이시아,필리핀,태국에 의해 창설되었고.1967년 8월에

ASEAN이 창립되면서 해체되었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동남아국가연합

(ASA)창립 가입교섭,1961-62｣,pp.4-24,MF,C-0005(682),외교부 외교사료 .

221)｢동남아국가연합(ASA)창립 가입교섭,1961-62｣,pp.12-61,MF,C-0005(682),

외교부 외교사료 .

222)김세진(편 ),｢한미 계자료집 1943-1976｣(서울 :평화통일연구원,1976),p.334.

223)김옥렬,“ASPAC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pp.50-51.4개의 기 조건은 다음과

같다.제1조건:미국이 태평양국가로서 아시아에 있어서의 공약으로 이행한다는 결

의,제2조건:침략국가에 하여 무력을 행사하여 타국을 정복하려는 기도는 승산이

없는 게임이라는 것을 입증,제3조건:아시아의 자유제국이 정치와 경제 실력을

쌓는 것,제4조건:평화 인 공은 평화로운 아시아의 심이 됨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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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ASPAC창설에 한 지지도 이러한 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224)존슨은 1966년 한국 방문 때도 아시아지역에서 증하는 공산

에 처하기 하여 한국 정부가 아시아 비공산국가 사이의 지역

조기구를 창설하려는 시도를 지지하 다.225)ASPAC 1차 비회담 후

한국의 이동원 외무장 은 미국을 방문하여 ASPAC 창설에 한 지원

을 요청하 다.미국 국무장 러스크는 한국의 지역 조기구 결성에

한 노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결속하여

역내에서 확 되고 있는 공산 에 처할 것을 구했다.226)미국은

1965년 5월 박정희 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존슨 통령과 회담 후 발

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아시아･태평양지역 조기구의 설치가 바람직한 일

이라는 에 합의했음을 밝혔다.227)1차 ASPAC회의 직후인 1966년 7

월 방한한 러스크 국무장 은 이동원 외무부장 과의 회담에서 ASPAC

과 같은 기구가 지역 력을 해 더 강화되는 것을 환 한다고 발언하

다.228)

1966년 11월 방한한 존슨 통령은 ASPAC창설,월남 참 국 정상회

담 추진 등에 한 한국의 업 을 높이 평가하 다.1966년 11월 2일 존

슨 통령의 방한에 즈음하여 박 통령과 존슨 통령 간에 발표한 공

동성명에 보면,“존슨 통령은 월남 공화국 방 를 돕기 한 병,서

공에 침략을 단념시키고 잘못 도하고 있는 공에게 외부의 세계를 이해시키며

평화 인 력정책을 택하도록 장려시켜야 한다.왜냐하면 7억의 공인민이 그들

의 지도에 따라 외부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동안 아시아에 구한 평화는 결코

오지 않기 때문이다.미국은 태평양국가로서 태평양시 의 출 의 달성을 원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224)“각하 방미시의 참고자료(한미 양국간의 실 입장과 박 통령의 방미 목표),”p.

4,EA0001663,국가기록원 통령기록 .

225)“공동성명서,”｢Johnson,LyndonB.미국 통령 방한,1966.10.31-11.2｣,p.255,MF,

C-0017(1826),외교부 외교사료 .

226)외무부,｢한국외교 20년｣(서울 :외무부,1967),p.528.

227)외무부,｢한국외교 20년｣,p.531.

228) “면담록,” ｢Rusk, Dean 미국 국무장 방한, 1966.7.8-9｣, p. 103, MF,

C-0017(1833),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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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에서의 아세아･태평양지역 각료회의의 개최와 ‘마니라’에서의 7개국 회

의의 주장과 더불어 한민국이 동 회의에서 발휘한 요한 역할은 한국

으로 하여 아세아 자유제국의 선 에 서게 하 다”고 언 하 다.229)

미국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ASPAC창설의 지원이 궁극 으로 미

국의 패권 략 구 차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단하 다.한국

정부가 ASPAC 창설을 추진하는 기 단계에서 미국은 망 이었다.

비회담을 거치면서도 한국 정부는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해 미국의 지

원을 요청하 다.미국 정부는 ASPAC창설의 지원이,한국 정부의 계

속 인 지원 요청,국내 정치상황,국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단하 다.이후 미국은 일본을 포함하여 한국이

하는 다른 참가국들의 ASPAC 지원을 극 으로 요청하 다.

ASPAC의 태동에 미국의 역할이 요했음을 알 수 있다.당시 미국 정

부의 공식 문서를 보면,ASPAC창설 이후 미국 정부는 ASPAC의 모든

활동과정을 빠짐없이 찰하고 보고했음을 보여주고 있다.1966년 7월

방한한 러스크 장 의 방문 목 에 한 평가를 보면,방문 에 토의될

주제로 “아주-태평양 지역 각료회의에 한 설명과 앞으로의 조 사항”

이 포함되어 있다.230)

1967년 3월 정일권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할 때 미국 측이 제안한

의제에도 ASPAC이 포함되었으며,당시의 회담록을 보면 특히 미국이

ASPAC을 회담 의제로 강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231)아울러 한국

정부를 표한 정일권 국무총리는 ASPAC과 련된 토의에서 아래와

229)“공동성명서,”｢Johnson,LyndonB.미국 통령 방한,1966.10.31-11.2｣,p.255,MF,

C-0017(1826),외교부 외교사료 .

230) “기본문서,” ｢Rusk, Dean 미국 국무장 방한, 1966.7.8-9｣, p. 30, MF,

C-0017(1833),외교부 외교사료 .

231)“원칙재가 사 의,”｢정일권 국무총리 미국방문,1967.3.10-19｣,p.19,MF,

C-0021(2135),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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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미국의 재정지원을 요구하 다.

작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ASPAC각료회의는 사회문화센타,기술자 풀과 센

타,경제 력센타,식량과 비료은행센타 등의 설치필요성을 인정하 고,‘방콕’

에서 있었던 ASPAC상설 원회는 동설치를 한 구체 인 검토를 했는데

계각국은 이와 같은 지역 력의 구체 표 인 각종 Project의 설치에 찬

동하고 사업계획 등에 하여 합의하고 있으나 이를 신설하기 한 재정문제

에 애로를 느끼고 선진제국은 물론 기존 국제기구로 부터의 재정 후원을 기

하고 있는바 ASPAC의 발 을 하여 이와 같은 각종 Project에 한 미국

의 각별한 재정상지원을 요망하는 바입니다.232)

ASPAC창설을 추진하기 한 비단계에서 이동원 외무장 이 미국

을 방문하기 해 비한 자료를 보면,1965년 3월 방콕에서의 사

비회담에서 ASPAC의 서울 개최에 체 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기록

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의 참석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말 이시아,

호주,뉴질랜드가 일본의 참여에 따라 의사를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이 참석하도록 미국 정부의 극 인 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궁극 으로 일정 수 미국과의 연계 속에서 ASPAC창설도 진행

되었음을 보여 다.233)ASPAC 창설의 추진 경과와 련해서도 이동원

외무장 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러스크 미국 국무장 과의 회담에서 러

스크 장 이 언 한 내용을 보면,“동남아 외상회담 성공에 열렬한 희망

을 표시하고 이러한 것이 자유세계의 결속과 나아가 자유세계의 안 과

번 에 크게 이바지 할 기회가 될 것이며 아시아인을 통한 아시아인을

한 아세아 회의가 2차 이후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진심으로 성공

을 희망한다.”고 언 했다.이 역시 궁극 으로 미국과의 연계 속에서

232)“원칙재가 사 의,”｢정일권 국무총리 미국방문,1967.3.10-19｣,p.12,MF,

C-0021(2135),외교부 외교사료 .

233)“외무부장 미교섭자료,”｢정일권 국무총리 미국방문,1967.3.10-19｣,p.224,MF,

C-0021(2135),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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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AC창설이 진행되었음을 보여 다.234)

넷째,미국은 한국･일본과 함께 3각 력 체제를 결속하고 한국과 일

본에 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략을 추진하 다.1960년

세 나라의 력체제 결속의 표 인 사례는 한일국교 수립,한･미･일

안보유 강화,월남 투부 견이다.

“유연반응 략”235)을 용한 네디 정부의 동아시아에 한 기본

인 입장은 소련과 공이라는 두 세력에 해 한국,미국,일본의 3

각 력 체제의 결속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 한 공약의 재확인이었다.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소련과 공의 억제를 한 기지임과 동시

에 동서간의 직 결을 완화시켜 주는 완충지이자 동아시아 지역에

서 반공산 명을 수행하는 요한 략 가치를 갖는 곳이다.일본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작 지원을 한 병참기지 역할과 더불

어 소련과 공의 핵공격 분산 조기경보가 가능한 략 가치를 갖

고 있었다.한국과 일본이 가지는 이와 같은 략 가치에 따라 미국은

기존의 한･미와 미･일 사이의 안보조약을 토 로 한･미･일 3국 사이의

력 체제를 결성하기 해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강력하게 지원

하 다.236)일본 자 의 정 규모의 무장을 구함은 물론 한국군의

화와 군비증강 원조를 지원하 다.

당시의 정부 문서를 보면,박정희 정부가 한미동맹,미국에 의한 한국

234)“외무부장 미교섭자료,”｢정일권 국무총리 미국방문,1967.3.10-19｣,p.281,MF,

C-0021(2135),외교부 외교사료 .

235)JohnLewisGaddis,StrategiesofContainment:A CriticalAppraisalofPost

WarAmericanNationalSecurityPolicy(New York:OxfordUniversityPress,

1982),p.198.유연반응 략이란 소련이나 공이 게릴라 ,재래식 쟁 는 면

핵 쟁 등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하더라고 이에 상응하는 응태세를 갖춘다는 략

을 말한다.

236)DonaldC.Hellmann,JapanandEastAsia:TheInternationalOrder(New York:

Praeger,1972),p.19;“각하 방미시의 참고자료(한미 양국간의 실 입장과 박

통령의 방미 목표),”pp.3-4,EA0001663,국가기록원 통령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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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화와 군사원조 등을 안보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지속 으로 미

국에 지원을 요청하고,미국 정부도 지속 으로 한국 방 를 확인해주었

다.미국 정부의 한국 안보 공약에 한 근거는 공간문서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당시 외무부에서 작성한 한미 정상회담 참고자료에서 정리

한 미국 정부의 주요 공약을 보면,“박정희 통령과 존슨 통령의 한

미공동성명(1965.5.18)-한국의 안 을 보장하기 하여 충분한 수 의

한국군유지를 하여 원조”,“험 리 부통령 발언요지(1966.2.23서울)-

휴 선상 즉 군사분계선 상에 한 사람의 미국 군인이라도 있는 한,미합

국의 체의 그리고 일체의 힘이 한국의 안 과 방 에 매여져 있는

것입니다”,“존슨 통령의 방한에 즈음하여 박 통령과 존슨 통령

간에 발표한 공동성명(1966.11.2)-존슨 통령은 1954년의 한미 상호

방 조약에 따라 한민국에 한 무력 공격을 격퇴하기 하여 즉시 효

과 인 원조를 제공할 합 국의 용의와 결심을 재확인하 다”,“정일권

국무총리와 존슨 통령의 공동성명서 -존슨 통령은 1954년의 한미

상호방 조약에 한 무력공격을 격퇴하기 하여 즉시 효과 인 원조를

제공할 합 국의 용의와 결의를 재확인하 다”라고 고 있다.237).1960

년 미국 정부의 공약 요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238)

박 통령- 네디 통령간 공동성명,1961.11.14,워싱턴

박 통령-러스크 국무장 간 공동성명,1964.1.29,서울

박 통령-존슨 통령간 공동성명,1965.5.18,워싱턴

험 리 부통령의 성명,1966.2.23,서울

237) “참고자료,” ｢박정희 통령 미국방문, 1968. 4. 17-19｣, pp. 10-13, MF,

C-0026(2577),외교부 외교사료 .

238)｢한국 안보 계 자료,11968-71｣,p.242,MF,G-0022(4323),외교부 외교사료 .

1971년 이후의 미국 정부의 한국 방 공약과 련된 세부 내용은 다음 출처에 자세

하게 정리되어 있다.｢한국 안보 계 자료,1973｣,pp.5-34,MF,G-0030(6079),외교

부 외교사료 ;｢한미 상호방 조약의 해석｣,MF,J-0010(1098)외교부 외교사료 ;

｢미국의 한방 공약 일람,1951-1971｣,FM,G-0001(215),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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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통령-존슨 통령 공동성명,1966.11.2,서울

정총리-존슨 통령간 공동성명,1967.3.15,워싱턴

박 통령-밴스 특사간 공동성명,1968.2.15,서울

박 통령-존슨 통령간 공동성명,1968.4.17,호놀룰루

제1차 한미 국방각료회담 공동성명,1968.5.28,워싱턴

제2차 한미 국방각료회담 공동성명,1969.6.4,서울

박 통령-닉슨 통령간 공동성명,1969.8.21,쎈 란시스코

제3차 한미 국방각료회담 공동성명,1970.7.22,호놀룰루

2)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안보정책은 양극체제의 틀 속에서 동아시아

에서의 소 쇄 략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239)1960년 반에는 주

로 군사 ･ 략 요소들이 미국의 외정책 방향에 결정 인 향을 미

쳤으며,1960년 반까지의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의 핵심 목표는

극 인 지원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공산이데올로기 확산을 쇄하는 것

이었다.240)이를 해 주한미군 배치 혹은 주둔하는 주둔정책, 정규모

의 한국군 유지,군사원조 정책이 근간이 되었다.241)

1950년 말에서 1960년 에 이르러 미국의 군사 략은 량보복 략

시 를 거쳐 유연반응 략시 로 환하 으며,1960년 부터 닉슨독트

린이 등장할 때까지 2･5 략으로 일 하 다.한국도 이러한 략 구

조의 향을 받았으며,1960년 반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주주의보다

반공을 앞세운 안정된 국가를 원했다.그래서 네디 정부 시기에는 한

239)"각하 방미시의 참고자료(한미 양국간의 실 입장과 박 통령의 방미 목표),"p.

3,EA0001663,국가기록원 통령기록 .

240)신욱희,“동아시아에서의 후견-피후견 국가 계의 동학,”p.189.

241)이 우,“미국의 한반도 군사정책 변화의 역사 고찰 망,”｢국방 학원 안보문제

연구소 정책연구보고서｣85-11(서울 :국방 학원,1985),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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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략 비 이 다시 상승하 고,존슨 정부도 이를 승계하 다.242)

이러한 미국의 략을 뒷받침하듯,한미 양국 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주기 으로 북한 도발에 한 한국의 안 을 검토하고, 한 방 공약

결의를 재확인함은 물론 한국군 화 지원을 확인하 다.243)

첫째,박정희 정부 기간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은 주한미군 주둔정

책을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한다.박정희 정부는 한미동맹과 미국의 군사

원조를 안보의 기본 축으로 설정하 다.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화를 방

지하는데 결정 인 역할을 하 으며,한국의 외교와 경제안보 지원자로

서의 역할을 해주었다.244)미국의 지원을 토 로 안보에 한 국가역량

의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경제발 에 주력하기 한 국가 략의 추진을

해서 다.245)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

하는 군사 인 역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방 공약을 상징하는 정치

역할을 하 다.그래서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정책은 박정희 정부 기

간 한국안보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246)미

242)1950년 말 주한미군을 6만으로 고정하고 력 부분 철수시킨 것도 이러한 략

의 일환이다.하 선,｢한반도의 쟁과 평화｣ (서울 :청계연구소,1989),pp.

102-113.

243)1961년 11월 11일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미국 방문, 네디 통령과 정상회담,

1965년 5월 박정희 통령 미국 방문,존슨 통령과 정상회담,1966년 10.31-11.2

존슨 통령 방한,정상회담,1968년 4.17-20호놀룰루에서 존슨과 박정희 통령 정

상회담 등이 표 이다.

244)한국은 이와 같은 미국의 뒷받침에 의하여 국가경제 성장에 집 할 수 있었다.

를 들면,1960년 까지 한국은 GNP의 약 4%를 국방비로 지출하 다.이 같은 극

소규모의 국방비 지출은 미국의 한원조와 주한미군의 역할 때문이었다.1960년

미국의 재정지원이 한국의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략 1961년에 99.8%,1968

년에 70% 이었다.정재경,｢朴正熙思想序說 :揮毫를 심으로｣(서울 :집문당,

1991),pp.362-363.

245)1960년 미교섭의 핵심은 경제발 이었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외무부

장 미교섭자료,”｢이동원 외무부장 미국방문,1965.11.15-12.3｣,p.241,MF,

C-0012(1488),외교부 외교사료 .

246)BryanJack,HarcellaAgmon,StevenL.Head,DavidMcGarvey,BeberlyRowen,

HenryS.Rowen,RegionalRivalriesandNuclearResponse,VolumeII,The

SouthKoreaCases:A NuclearProgram Embedded inand Environmentof

GreatPowerConcerns,DefenseNuclearAgency,February28,1978,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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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을 살펴볼 때 주한미군 주둔정책을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휴 정이 체결된 1953년부터 1960년 반까지 미국 정부의 주한

미군 주둔정책은 미국의 제3세계 외원조정책의 반 인 검토와 연계

되어 진행되었다.<표 3-5>에서 보듯이,미국 정부 부처 사이의 의견 불

일치로 미군 주둔정책의 핵심인 주한미군 철수는 즉각 으로 시행되지

않았다.하지만 당시 이러한 미국의 한정책 검토의 일부 정보를 입수

한 한국 정부는 이에 한 응책 마련에 부심하 다.

<표 3-5>주한미군 변화 추이247)

연 도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병력(명) 325,000 223,000 85,000 75,000 70,000 52,000 50,000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56,000 58,000 57,000 57,000 63,000 62,000 52,000

미국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에 한 정책은 아이젠하워 정부, 네디 정

부,존슨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논의되었으며,그 구체 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아이젠하워 정부는 한국 쟁 후 증한 군비지출 재조정의 필

요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검토하 다.주한미군 철수에 한 미

국 국방부와 국무부의 의견이 립하 다.국방부에서는 1개 투단만

한국에 잔류시키고 나머지는 일본으로 재배치하자고 주장하 다.국무부

는 정치 상징성을 고려하여 주한미군의 완 철수를 반 하 다.이러

한 의견 립이 계속되면서 1955년 6월 9일 국가안보회의에서 주한미군 2

RichardM.Nixon,"AsiaAfterVietnam,"pp.111-125;신욱희,“동아시아에서의

후견-피후견 국가 계의 동학,”p.189.

247)유재갑,“주한미군에 한 한국의 입장,”｢주한미군과 한미안보 력｣(성남 :세종연

구소,1996),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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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단의 한국 잔류를 결정하 다.248)

네디 정부는 아이젠하워 정부의 외원조정책이 지나치게 군사

심 이라고 비 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검토하 다. 네디 정부

에서도 국무부와 국방부는 의견을 달리하 다.국무부는 한국군 감축과

더불어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한국 국민의 기의식을 고조시키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미국의 안보 공약에 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하여

주한미군 감축에 반 하 다.반 로 국방부는 주한미군 문제에 해서

는 략 유연성 측면을 고려하여 공산진 과 끝단에서 하는 한반

도에 주둔하기보다 후방에 배치하여 아시아･태평양 어느 곳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고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주한미군 감

축을 찬성하 다.249) 네디 정부 기간 이 두 문제는 결론 없이 논쟁

만 계속하 다.한편,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한

국 정부에도 알려지면서 한국 안보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한국

정부는 책 마련에 부심하 다. 를 들면,1964년 5월 29일 당시 주미

사가 외무부장 에게 보낸 문에서 보면 주미 사는 마샬 그린 미 극

동담당 부차 보와 오찬을 하는 가운에 그린 부차 보가 주미 사에게

“만약 주한 미군 2개 사단이 철수한다면 어떠한 향이 있겠는가?”라고

질문하여 한국 정부에 한 실무차원의 의견 타진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250)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존슨정부에서도 계속 제기되었으나 부처 사이

의 의견이 불일치하여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실행되지는 못하 다.특히

당시 한일회담 반 시 에 따른 비상계엄령 선포로 한국의 국내정치

248)유인석,｢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 :안정자 역할과 부분감축｣(박사학 논

문,서울 학교,2006),pp.33-39.

249)유인석,｢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 :안정자 역할과 부분감축｣,p.41.

250)｢주한미군 감축 계 발언 언론보도,1963-64｣,p.24,MF,G-0002(893),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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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혼란해지자 주한미군 철수에 한 존슨 정부의 검토 작업은 단

되었다.존슨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맥나마라 국방장 이 1963년

11월 26일 박정희 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존슨 통령에게 박정희

통령에 의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한 논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작

되었다.맥나마라 장 은 존슨 통령에게 한국에 한 안보 공약이 손

상되지 않는 범 내에서 일부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보고하

다.251)이에 해 존슨 통령은 주한미군과 한국군 동시 감축 방안에

한 보고를 지시하 다.252)하지만 국무부와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에

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 다.국방부는 1964년부터 주한미군 1

개 사단 철수 방안을 통령에게 제시하 으며,국무부는 1964년 이후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 다.253)국방부와 국무부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한 의견의 일

치를 보지 못하자 백악 참모진들이 주한미군 철수는 늦어도 1965년까

지 부분 철수를 완료한다는 재안을 제시하 다.254)그러나 존슨 통

령은 1964년 5월 5일 국무부, 외원조처,국방부에 주한미군 1개 사단

재배치에 한 세부계획 수립을 지시했었고,앞에서 언 한 로 한국의

정치상황 변화로 시행되지 못했다.255)요약해보면 1960년 반까지 주

251) Memorandum for the President,Nov.25,1963,"Visit of President Park

Chung-HuiofKorea," Memorandums Concerning Proposed U.S.and South

KoreanTroopWithdrawalsandReductionsinSouthKorea,1962-1963,Box1,

N.A.박원익,｢박정희 정부의 지역 집단안보 구상에 한 연구｣,p.36에서 재인용.

252)Memorandum From thePresidents'sSpecialAssistantforNationalSecurity

Affairs(Bundy) to the Deputy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es(Johnson),December201963,FRUS1961-1963,Vol.XXII,p.672.박원익,

｢박정희 정부의 지역 집단안보 구상에 한 연구｣,p.36에서 재인용.

253)DraftMemoforthePresident,n.d.,attachedtoA.JohnsontoRusk,January9,

1964,Box4,Entry5161,RG59,N.A.마상윤,“미완의 계획 :1960년 반기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논의,”｢한국과 국제정치｣제41집 (2003),p.25에서 재인용.

254)Memorandum from RobertW.KomeroftheNationalSecurityCouncilStaffto

PresidentJohnson,January221964,FRUS1964-1968,Vol.X X IX,pp.3-4.박

원익,｢박정희 정부의 지역 집단안보 구상에 한 연구｣,p.36에서 재인용.

255)NationalSecurityActionMemorandum No.298,May51964,FRUS1964-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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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의 주둔정책은 철수에 한 검토와 논의는 있었으나 실제로 시행

되지 않으면서 상을 유지하 다.

둘째,주한미군 주둔정책과 더불어 정규모의 한국군을 유지하는 것

이 박정희 정부 기간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의 요한 요소의 하나

다. 정규모의 한국군을 육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북한의 침략을 지함

은 물론 궁극 으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방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 한반도에서의 안보역량은 주한미군

과 한국군의 총합이다.한국군의 규모에 따라서 미국의 지원규모가 달라

진다.경제 비용 부담 측면에서 정규모의 한국군 유지가 미국 정부

에게 요했다.

실제 정규모의 한국군을 유지하기 한 논의가 제2차 세계 후

부터 닉슨독트린 선언이 까지 역 정부에서 지속 으로 진행되었다.

정 규모의 한국군을 유지하기 한 정책 인 검토는 1950년 후반부

터 1960년 반까지 미국의 제3세계 외원조정책의 반 인 검토와

연계되어 진행되었다.그러나 미국 정부 부처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즉

각 인 실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표 3-6>은 미국 정부의 한국

군 감축 논의가 일부 정책으로 시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한국 쟁 후 증한 미국의 군비지출 재조정의 필

요 차원에서 한국군의 감축을 검토하 다.한국군 감축은 1957년 본격

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미 합참은 한국군 4개 사단을 축소하고 한반도

에 핵무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1956년 10월에 건의하 다.256)미 합참의

계획에 한 한국 정부의 반발은 물론 소련 인공 성 발사 성공 등에 따

른 냉 의 강화로 한국군 감축규모는 최 계획보다 축소되었다.1958년

Vol.XXIX,pp.21-22.박원익,｢박정희 정부의 지역 집단안보 구상에 한 연구

｣,p.36에서 재인용.

256)박원익,｢박정희 정부의 지역 집단안보 구상에 한 연구｣,p.32.



-106-

12월에 한국군 2개 사단이 감축되면서 마무리 되었으며 한반도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과 화포가 배치되었다.257)

<표 3-6>한국군 규모 변화 추이258)

연 도 1953 1954 1956 1958 1959 1960 1964

병력(만명) 59 72 61 72 63 65 60

네디 정부에서도 정 규모의 한국군을 유지하기 한 감축이 논의

되었다.한국군 규모의 축소에 해서 국방부와 국무부의 의견이 상충되

어 결론 없이 논쟁만 계속되었다.국무부는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 으나

국방부는 한국군 규모 축소를 반 하 다.당시 미국 국방부가 한국군의

규모를 축소하는 계획을 반 한 이유는 다음의 7가지 다.259)한국군의

규모를 축소하면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군사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으며,

한반도 기는 동북아의 군사 험성을 증 시키고,한국군 감축은 주

한미군의 추가소요를 제기하며,한국의 실업문제를 발시켜 민간경제에

도 부담을 가 시키고,박정희 정부의 정권안보에 심 한 가능성과

이로 인한 한국 군사정부와의 계가 소원해질 우려가 있고,군 병력 감

축에 따른 비용 감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이에 해 국무부는 한국의

경제 낙후성을 지 하면서 군비에 투입될 자원을 경제개발에 사용하여

257)박원익,｢박정희 정부의 지역 집단안보 구상에 한 연구｣,p.32.

258)유재갑,“주한미군에 한 한국의 입장,”｢주한미군과 한미안보 력｣(성남 :세종연

구소,1996),p.86;Byung-ok,Kil,Securitypolicydynamics:effectsofcontextual

determinantstoSouthKorea(Burlington,VT:AshgatePublishing Company,

2001),p.72;Taik-yoingHamm,ArmingtheTwoKoreas:state,capital,and

militarypower(New York,NY:Routledge,1999),pp.66-70;이규원,｢이승만 정

부의 국방체제 형성과 변화에 한 연구｣(박사학 논문,국방 학교,2011),p.313.

259)Notesofthe485thMeetingoftheNationalSecurityCouncil,Washington,June13

1961,FRUS1961-1963,Vol.XXII,p.480;JCSM-265-62,attachedtoLemnitzerto

MacNamara,April10,1962,Box1,Entry3059,RG59,NA.마상윤,“미완의 계획

:1960년 반기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논의,”p.9에서 재인용.



-107-

장기 안정을 추구해야 하며,한국군을 재 수 에서 12개 사단을 감

축해도 북한에 한 억지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260)

한국군의 규모를 이는 문제가 존슨 정부에서도 계속 제기되었으나

부처 사이의 의견이 불일치하여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실행되지 못하

다.특히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마찬가지로 당시 한일회담 반 시 에 따

른 비상계엄령 선포로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이 혼란해지자 존슨 정부

의 한국군 감축에 한 검토는 단되었다.존슨 정부에서의 한국군 감

축 논의를 살펴보면,맥나마라 국방장 이 1963년 11월 26일에 계획된

한국과 미국 정상의 회담에서 한국의 박정희 통령이 한국군 규모 축소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당시 맥나마라 장 은

존슨 통령에게 한국군 감축은 한국 정부와 사 의를 통해 추진될

수 있다는 수 으로 언 할 것을 건의하면서,한국군의 경우 향후 18개

월 동안 7만 명 정도의 감축이 하다고 보고하 다.261)존슨 통령

은 한국군 감축방안의 보고를 지시했으며,262)국무부와 국방부는 2년 동

안 한국군을 7만 명 감축하는데 합의하 다.263)

셋째,한국에 한 군사원조 한 주한미군 주둔정책, 정규모의 한

국군 유지와 함께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의 근간이었다.안보에 한

투자를 최소화하고,경제발 에 주력하기 한 국가 략의 구 을 해

260)Memorandum fortheRecord,May 41962,FRUS 1961-1963,Vol.XXII,pp.

562-564.

261)Memorandum forthePresident,Nov.25,1963,"VisitofPresidentParkChung-Hui

ofKorea,"MemorandumsConcerning Proposed U.S.and South Korean Troop

WithdrawalsandReductionsinSouthKorea,1962-1963,Box1,N.A.박원익,｢박정

희 정부의 지역 집단안보 구상에 한 연구｣,p.36에서 재인용.

262)Memorandum From thePresidents'sSpecialAssistantforNationalSecurity

Affairs(Bundy) to the Deputy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Johnson),December201963,FRUS1961-1963,Vol.XXII,p.672.박원익,

｢박정희 정부의 지역 집단안보 구상에 한 연구｣,p.36에서 재인용.

263)DraftMemoforthePresident,n.d.,attachedtoA.JohnsontoRusk,January9,

1964,Box4,Entry5161,RG59,N.A.마상윤,“미완의 계획 :1960년 반기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논의,”p.2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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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국의 군사원조는 한미동맹과 더불어 박정희 정부 안보의 기본 축이

었다.그래서 박정희 정부 기간 미국의 원조는 국가생존과 번 을

한 안보 략 구사의 핵심 고려요소 다.264)박정희 정부는 명정부 때

부터 지속 으로 미국의 군사원조를 요청하 다. 를 들면,1964년 1월

29일 방한하는 딘 러스크 미 국무장 에게 수교한 각서에 보면 “귀국의

원조가 한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라고 시하여

미국의 원조를 공식 으로 요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265)

한국에 한 군사원조정책은 제2차 세계 후부터 닉슨독트린 선언

이 까지 역 정부에서 주한미군 주둔정책과 정 규모의 한국군 유지

문제와 연계되어 지속 으로 검토되었다.<표 3-7>를 보면 당시 미국정

부의 한 군사원조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한국 쟁 후 증한 군비지출 재조정의 필요 차

원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 감축문제 검토를 연계하여 군사원조정책을 시

행하 다.아이젠하워 정부의 외원조는 군사원조 주 다.

네디 정부는 제3세계에 한 원조정책을 “경제 심 외원조 정

책에서 실질 인 경제발 에 주안을 두는 정책으로 환”을 시도하 다.

아이젠하워 정부의 외원조정책이 지나치게 군사 심 이어서 수혜국

의 정치 안정과 경제발 에 실패한다고 분석하 다.경제원조 심으

로 환하여 수혜국의 정치 안정과 민주주의 제도 발 을 통해 공산주

의 향력 확 를 지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 다.

264)BryanJack,HarcellaAgmon,StevenL.Head,DavidMcGarvey,BeberlyRowen,

HenryS.Rowen,RegionalRivalriesandNuclearResponse,VolumeII,The

SouthKoreaCases:A NuclearProgram Embedded inand Environmentof

GreatPowerConcerns,DefenseNuclearAgency,February28,1978,pp.18-19;

RichardM.Nixon,"AsiaAfterVietnam,"pp.111-125.

265)“각서,”｢Rusk,Dean미국 국무장 방한,1964.1.29｣,p.51,MF,C-0009(854),외교

부 외교사료 ;“러스크 미국무장 방한에 따른 토의사항,”｢Rusk,Dean미국 국

무장 방한,1966.7.8-9｣,p.83,MF,C-0017(1833),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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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미국의 한 군사원조 변화 추이266)

구 분 연도 무상군사원조액 (백만불) 한국정부 국방비총액 (백만불)

네디
1961 192.2 144.6

1962 185.9 175.2

존슨

1963 184.7 153.4

1964 131.2 112.7

1965 196.7 108.7

1966 238.1 145.3

1967 435.0 180.1

1968 673.1 232.1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한 군사원조 정책도 큰 변화가 있었다. 네

디 정부는 한국에 한 원조에 해서도,한국은 단기 인 쟁발발 방

지 차원의 원조로 인해 국민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분석하 다.267)이러

한 분석을 토 로 1961년 5월 한국 담 특별임무 을 구성하여 한 원

조정책을 검토하 다.268) 당시 특별임무 의 일원이었던 코머(Bob

Komer)의 평가에 따르면,미국의 기존 한군사원조정책이 직 인 군

사공격을 감안하여 군사 분야에만 심을 가짐으로서 한국은 경제 탄에

직면했다고 평가하고,시 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이 아니라 정권의

취약성으로 인한 체제 복의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 다.한국

군 규모를 북억지력 유지 정도로 감축하고 경제개발에 보다 많은 자원

의 투입을 제시하 다.269)1961년 7월에 미국 국무부,국방부,국제원조

266)이 섭,｢한국국제정치론｣(서울 :법문사,1987),p.168.

267)Memorandum forW.Rostow from Hugh D.Farley,March 15 1961,“The

SituationinKorea,February1961,”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연구소(편)주제별

문서철,pp.14-38.

268)Editorialnote,FRUS1961-1963,Vol.XXII,p.448.

269)마상윤,“근 화 이데올로기와 미국의 한정책 : 네디 행정부와 5.16쿠데타,”｢

국제정치논총｣제42집 3호 (2002),pp.2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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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백악 이 참여하여 군사원조 조정그룹을 창설하고 한국의 군사원조

정책을 재검토하 다.같은 해 12월에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외원조에

서 군사원조 비 을 낮추고 경제 원조를 늘릴 것을 제안하 다.270)이

게 제시된 정책방안은 국가안 보장회의(NSC)의 토의를 거쳐 실행지침

으로 발 되었다.271)

한국군 감축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함께 한군사원조정책이 존슨

정부에서도 계속 제기되었다.그러나 부처 사이의 의견 불일치,비상계엄

령 선포 등 한국 국내정치 상황의 혼란으로 한군사원조정책 수정을

한 존슨 정부의 검토 작업은 단되었다.1963년 박정희 통령과 존

슨 통령의 정상회담의 의제 문제로 발된 미국의 한군사원조정책은

국무부와 국방부, 외원조처,백악 등 련 기 에서의 검토가 계속되

었다.이견이 계속되자 존슨 통령은 1964년 5월 5일 국무부, 외원조

처,국방부에 한군사원조에 한 세부계획 수립을 지시했었다.272)

3)ASPAC창설 추진 시기 미국의 지역패권 략

1960년 반기 미국의 동아시아 략은 '소련 쇄'라는 미국의 패

권 략과 연계되어 수립되고 추진되었다.국제공산주의를 쇄하려는 미

국의 패권 략은 동아시아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추진되었다.경제 으

270)마상윤,“미완의 계획 :1960년 반기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논의,”｢한국

과 국제정치｣제19집 제2호 (2003),pp.6-7.

271)당시 미국 국가안 보장회의는 1962년 1월 18일 한정책 검토에 한 회의 결과

‘Action2447'을 채택하 다.그 내용을 보면 (1)미국의 한국에 한 이익의 상

,(2)주한미군의 바람직한 수 과 한국군에 한 한 군사 임무와 같

은 군사 요인,(3)경제지원 가속화의 바람직함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4)정치 문제 등을 포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유인석,｢닉슨 행정부의 주

한미군 철수정책 :안정자 역할과 부분감축｣,p.41;마상윤,“미완의 계획 :1960년

반기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논의,”p.7.

272)NationalSecurityActionMemorandum No.298,May51964,FRUS1964-1968,

Vol.XXIX,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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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여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다양한 형태

의 군사동맹체를 결속하여 지역에서 소련은 물론 공의 을 쇄하

고자 했다.이러한 1960년 반기 미국의 동아시아 략은 아시아에서

의 공산침략 지,일본을 지역 안보확보의 보조자 역할에 활용,지역 내

자유제국의 지역 조노력 지지,한국･미국･일본의 3각 력체제 결속

시도와 방 공약 등 략 네 가지 형태로 추진되었다.

아시아에서의 공산침략 지는 미국 지역 략의 지속 인 핵심목표

다.유럽 심의 트루먼 독트린은 쟁 발발 이후 공식 으로 동아시아

로 확 되었으며,273)이러한 트루먼 행정부 시 의 공산세력 쇄정책의

근간은 이후 정부에서도 계속되었다.이와 더불어 일본을 동아시아 안보

확보의 보조자 역할에 활용하는 략을 구사하 다.미국은 아･태지역에

서의 지역 략을 구 하기 해,아시아 자유진 의 일원으로서 일본을

미국의 강력한 우방으로 정하여,안보에 한 일본의 우려를 이고 일

본의 경제발 을 극 지원하게 되었다.미국은 한 한국･일본과 함께

3각 력 체제를 결속하고 한국과 일본에 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

인하는 략을 추진하 다.1960년 세 나라의 력체제 결속의 표

인 사례는 한일국교 수립,한･미･일 안보유 강화,월남 투부

견이다.

한편,미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부에서,자유제국이 선도하는,자유제국

사이의 지역 조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하 다.미국은 자국이 태평

양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남아국가연합,ASPAC,월남 참 국 회

의 등에 한 지지를 표명하 다.동아시아 지역 내부의 제반 안보강화

노력이 궁극 으로 미국의 패권 략 구 차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

고 단하 기 때문이다.

273)신욱희,“동아시아에서의 후견-피후견 국가 계의 동학,”pp.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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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종합해보면,박정희 정부가 ASPAC의 창설을 추진한

1960년 반까지의 미국의 동아시아 략은 소련의 공산이데올로기 확

산을 쇄하기 한 ‘상강화’ 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미국과 소련

이 첨 하게 립하는 양극체제라는 국제체제와 연계하여 동아시아도 양

극체제의 끝단에서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립이 치열한 곳 하나 다.

미국의 동아시아 략의 핵심은 자유진 국가들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군사 으로 공산주의 침략을 쇄하는 것이었다.이를 해 1960년 미

국은 아시아에서의 공산침략 지,일본을 지역 안보확보의 보조자 역할

에 활용,지역 내 자유제국의 지역 조노력 지지,한국･미국･일본의 3

각 력체제 결속 시도 등에 주안을 두고 동아시아 략을 구사하 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안보정책도 양극체제의 틀 속에서 동아

시아에서의 소 쇄 략과 연계하여 한반도에서의 공산이데올로기 확산

을 쇄하는데 주력하 다.이를 해 주한미군 배치 혹은 주둔과 련

된 주둔정책, 정규모의 한국군 유지,군사원조 정책을 추진하 다.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에 한 정책은 아이젠하워 정부, 네디

정부,존슨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논의되었으나 부처 사이의 의견 립,

한국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같은 국내상황 등의 향으로 실제 감축은 진

행되지 않았다. 정규모의 한국군을 유지하기 한 논의도 제2차 세계

후부터 닉슨독트린 선언 이 까지 역 정부에서 지속 으로 진행

되었다.그러나 미국 정부 부처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즉각 인 실행에

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한국군 감축 논의가 일부 정책으로 시행되

었어도 목할 만한 감축은 진행되지 않았다.한국에 한 미국의 군사

원조정책은 주한미군 주둔정책과 정 규모의 한국군 유지 문제와 연계

되어 지속 으로 검토되었다.그러나 부처 사이의 의견 불일치,비상계엄

령 선포 등 한국 국내정치 상황의 혼란으로 한정책 수정을 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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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 정부의 한 군사원조정책 검토 작업은 단되었다.

요약해보면,박정희 정부가 ASPAC을 추진할 당시 한반도에서의 안보

상 강화를 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반 으로 ‘극 인 지원’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안보정책은 양극체

제의 틀 속에서 동아시아에서의 소 쇄 략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그래서 1960년 에는 주로 군사 ･ 략 요소들이 미국의 외정책 방

향에 결정 인 향을 미쳤다.이러한 략 단을 토 로 1960년

반까지 미국은 주한미군 배치 혹은 주둔하는 주둔정책, 정규모의 한

국군 유지,군사원조 정책을 근간으로 한반도 안보정책을 추진하 다.

지 까지 살펴본 것처럼 박정희 정부가 ASPAC창설을 구상하고 추

진하던 시기에 미국은 ‘상 강화’의 동아시아 략과 ‘극 인 지원’의

한반도 안보정책을 추진하 다.따라서 이 시기에 미국의 지역패권

략은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의 안보문제에 극 으로 개입하는 략이라

고 평가할 수 있다.

4.ASPAC창설 추진에 한 미국의 인식

한국 정부가 동맹의 보완 방안으로 모색한 ASPAC창설 추진에

한 미국의 인식은 기본 으로 정 (positive)이었다.한국 정부는

ASPAC창설을 한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아･태지역 자유 우방국들을

상으로 지지를 확보하기 한 방 인 노력을 개했었다.274)최

자유 국,호주,일본,말 이시아,뉴질랜드,태국,필리핀,월남 등 8개

국을 선정하여 의사를 타진했었다.그러나 아･태지역 국가들 일부는

참가에 난색을 표명하거나 유보 인 태도를 보 다.특히 이 과정에서

274)세부 내용은 본 장의 제1 내용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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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말 이시아의 설득이 가장 어려운 문제 다.박정희 정부는 미국

의 력을 요청하 으나 미국은 지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 다.

그러나 월남 의 상황이 악화되는 시 인 1964년 11월에 미국은 한국의

동맹의 보완 방안인 ASPAC 창설 추진에 극 으로 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75)미국은 단순히 ASPAC 창설에 력할 뿐만 아니라

ASPAC창설 비는 물론 이후 개최된 모든 회의를 찰하 다.미국이

한국의 ASPAC 추진에 심을 갖고 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

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ASPAC창설을 정 으로 인식한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첫째,ASPAC창설이 역내에서 공산주의 팽창

을 지한다는 미국의 지역패권 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하 다.

ASPAC참가를 타진한 국가들이 모두 아･태지역 자유우방국가 다.자

유 우방국가들이 공통의 안보 을 상정하고 이에 응하기 해 력

하겠다는 ASPAC의 추진 의도에 해 미국은 자국의 지역패권 략 추

진에 도움이 된다고 단했을 것이다.한국이 동맹의 보완 방안으로

구상한 ASPAC창설도 핵심 목표는 공의 과 북한의 에 비

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이다.

둘째,ASPAC창설에 따른 한국의 안보강화가 궁극 으로 한반도에서

의 미국의 안보부담을 일 수 있다고 보았다.당시 미국의 한반도 안

보정책의 한 부분이 한국군의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었다.한국의 물리

인 군사력을 보강하여 북한의 에 비하는 노력을 충실하게 진행하

면서 동시에 역내 국가들과의 력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박

정희 정부의 ASPAC 창설 추진이 한국군의 총체 인 군사능력을 확

275)“외상회담 개최 추진-별첨 :외상회담 개최 계획 진 상황 각국의 반응,”｢아시

아태평양이사회(ASPAC)창설계획,1963-1965｣,p.063,MF,C1-0010(1444),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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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한국이 주도하는 ASPAC창설에 일본이 참가한다면,역내 안보

에 한 일본의 역할을 확 한다는 미국의 지역 략에 도움이 된다고

단했기 때문이다.미국은 일본이 역내 안보를 해서 미국의 보조 역

할을 해주기를 희망하 다.일본이 그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일본

의 경제발 을 지원하 으며,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경제력은 빠른 속도

로 강화되었었다.

넷째,한국이 주도하는 ASPAC창설에 일본의 참여가 필요하며,일본

의 참여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한국이 미국에 요청한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미국의 동아시아 략의 일환이었던 한･미･일 3각 력구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단했기 때문이다.미국은 각각 자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매개로 하여 긴 하게 3국의 력체제를 구축하려

고 했다.ASPAC의 창설이 당시 장기간의 상이 계속되고 있던 한일

정 문제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3국의 실질 인 력구도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ASPAC이라는 동맹의 보완 방안을 실 하기 한 과정에서

미국의 정 인 인식은 이후 ASPAC이 추진되면서 미국 정부의 발언

에 의해 증명되었다. 를 들면,미국 국무부 극동담당차 보인 번디의

1965년 9월 20일연설에 보면 미국의 지역 략에 한 한국 정부의 극

인 호응이 잘 나타나고 있다.276)번디 차 보는 한국 정부에 의한 한

일국교 정상화 서명,월남에 투부 병 등 지역 문제에 한 한국의

결정을 환 하 다.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지역패권 략의 구 이 도움

이 되고,박정희 정부가 여기에 동조했기 때문이다.결론 으로,박정희

정부가 동맹의 보완 방안으로 추진한 ASPAC은 미국의 지역패권 략

276)H.Bix,"RegionalIntegration:JapanandSouthKoreainAmerica'sAsiaPolicy,"

inF.Baldwin,ed.,Without Parallel(New York:PantheonBooks,1973),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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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이 된다는 단을 바탕으로 미국은 이러한 동맹의 보완 략을

정 으로 인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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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ASPAC창설 추진의 향요인 : 략 리더십

1.정책결정자들의 외부환경 인식

정책결정자들의 리더십이 박정희 정부의 외안보 략에 미친 향을

살펴보기 해 략 리더십을 미국의 패권 략과 외 안보 에

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정책결정자들의 정책추진에 필요한 국내 자원

동원과 추출 능력,국내지지 유지라는 세 가지 지표로 조작화하 다.

먼 ,미국의 패권 략과 외 안보 에 한 인식을 살펴보면,

ASPAC 창설 비와 창설 기간 동안에 박정희 통령을 포함한 정책결

정자들이 반응한 외부환경은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략,미국의 한반

도 안보정책,북한의 , 공의 의 네 가지로 나 수 있다.당시

통령을 포함한 정책결정자들의 외부환경에 한 인식을 구체 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박정희 정부 정책결정자들은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략의 주안

이 역내에서의 공산침략의 지이며 이러한 미국의 지역 략에 동조해야

한다고 인식하 다.이러한 인식을 토 로 긴 한 한미 력 계를 구축

하는 노력을 하 다.1960년 반기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략은 지역

내에서의 소련과 공의 을 쇄하는 것이었다.이를 해 아시아에

서의 공산침략 지,일본을 지역 안보확보의 보조자 역할에 활용,지역

내 자유제국의 지역 조노력 지지,한국･미국･일본의 3각 력체제

결속 시도와 방 공약 등의 정책을 추진하 다.

동아시아에서의 공산침략의 지를 미국의 패권 략으로 인식한 박정

희 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지역 략에 극 으로 호응하 다.군사

명 공약을 통해 반공을 국시로 정하여 이념 정향을 명확하게 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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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정부의 공약에 반공에 련된 조항을 포함하여 미국의 동아시아

략에 부응하 다. 명의 성공여부가 미국의 지지여부에 달려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277)미국의 심사인 ‘반공정책’표방을 과시하기

해 1961년말까지 군사정부가 검거한 용공 주도자와 용공 동조세력은 모

두 3천3백33명이었다.278)미국의 패권 략과 맥을 같이하는 반공에 한

명확한 의사표시는 미국 정부가 군사 명 정부를 조기에 지원하는 결정

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월남 참 략에 해서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미국이 지

역에서의 공산세력 침투의 도미노 상을 지하기 한 의도라고 인식

하 다.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군의 선제 인 월남 병을 제안하

다.1961년 11월 네디 통령의 청으로 군사 명 정부 최고회의

의장 신분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박정희 통령은 한국의 월남 참 에

해 먼 심을 표명하여,미국의 지역 략에 극 으로 호응하

다.279)한국군의 월남 병에 한 선제 인 응은 명 정부에 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함은 물론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미국의 확고한 지원

을 보장받는데 궁극 인 목 이 있었다.추가 으로 국가발 에 필요한

경제 원조의 확보도 요한 의도의 하나 다.박정희 통령이 선제

으로 응한 월남 병은 이후 박정희 정부가 정치,군사,경제 으로 미

국과의 계에서 스스로 자신감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280)

한국과 일본을 결속시키려는 미국의 아시아 략에 해서는 미국의

아시아의 안보 확보에 일본을 활용함은 물론 한국･미국･일본의 결속을

277)이상우,“박정희와 미국 그 갈등의 말,”｢신동아｣,1984년 10월호,p.233.

278)이상우,｢제3공화국 외교비사｣(서울 :조선일보사,1985),p.59.

279)홍규덕,“ 병외교와 안보신드롬 :60년 한국외교정책 평가,”｢국제정치논총｣제

32집 2호 (1993),p.27.

280)Sung-Joo Han,"TheRepublicofKorea and United States:TheChanging

Alliance,"Chi-WonKanged.,Korea:A NationinTransition(Seoul:Research

CenterforPeaceandUnification,1978),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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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지역안보역량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인식하 다.이러한 인식을 바

탕으로 한국 정부는 선제 인 일교섭을 추진하 다.국내에서의 국민

의 강한 반 를 무릎 쓰고 한일국교 정상화를 추진하 다.지역 력을

높이기 해 결성한 ASPAC에도 일본을 참여시키는데 성공하 다.박정

희 통령이 국민의 반일감정을 잘 알면서도 일본과의 력을 극 으

로 추진한 이유는,미국의 지역 략에 한 호응과 더불어 부국강병을

한 국가이익 추구에 으로 도움이 된다고 단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보면 박정희 통령의 솔직한

심정과 국가 략 차원의 필요성에 한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사실,여러분이 본인에게 ‘일본에 하여’질문한다면,본인은 서슴치 않고 가슴

에 맺힌 반일감정을 격하게 토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친일’이

냐 ‘반일’이냐고 묻는다면,본인의 솔직한 감정으로서는 솔직히 서슴치 않고

‘반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이것은 한국인이면 구나 다 같습니다.40년간에

걸친 식민통치와 수탈,특히 태평양 쟁에서 수십만의 한국인을 희생시킨 일본

은 정녕 한국국민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원한을 갖게 한 것입니다.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착잡한 배경과 난국을 넘으면서 한일국교 정상화를 진해야

하는 한국의 ‘의지’에 해서는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게 될 것입니다.우리

는 보다 먼 장래를 하여,보다 큰 자유를 하여,보다 굳건한 자유진 의 결

속을 하여,과거의 감정에 집착됨이 없이 국 견지에서 명한 결단을 내

리고자 하는 것입니다.281)

박정희 통령은 1961년 네디 통령의 청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길에 일본에 들려 이 다 수상과 회담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들먹이는

것은 명치 못하다”는 논리로 한일회담의 극 추진을 표명하 다.이

후 수차례 일본과의 과 회담 등을 통해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과

재일교포 지 ,어업,청구권,문화재 등에 한 정에 서명하면서 1951

년부터 14년간 진행된 한일회담을 타결시켰다.282)한일국교 정상화를

281) 통령비서실,｢박정희 통령연설문집 제2집｣(서울 : 통령비서실,1966),p.163.

282)1962년 11월 박정희 의장의 임을 받은 당시 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오히라 외상

간에 “무상 3억 달러,유상 2억 달러,민간차 1억 달러 +알 ’합의 후 서로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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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일회담과정에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호소하여,미국의 지역 략

에 호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한일회담을 극 으로

추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1962년 3월 16일 방한하는 해리만 미 국무부

차 보와 박정희 통령 사이의 토의자료를 보면,실제 한일국교 정상화

를 한 회담 추진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의 성사를 해 미국

의 재와 지원을 요청하 다.283)1964년 1월 29일 방한한 딘 러스크 미

국무장 과의 회담에서도 “한일 계 해결을 해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호소”하 다.284)1964년 10월 2일 방한한 번디 미 국무부 극동담당차

보의 박정희 통령과의 담에서도 한일 계 해결을 해 미국의 강력

한 지지를 호소하 다.285)

한국 정부의 주도로 추진하던 동남아 외상회의 추진과정에서도 한국

은 여러 경로로 일본의 참여 독려를 미국에 요청하 다.지역 국가들에

의한 자발 인 력체 구성에 한 지지라는 미국의 지역 략에 한국 정

모를 주고받아 한일회담의 핵심문제인 청구권 규모를 해결하 다.그러나 1964년

한국에서 김-오히라 메모가 알려지자 야당,재야,학생들이 규모 반 시 를 시

작했고,계엄령이 발령되면서 한일회담 타결자체가 연기되기도 했었다.김용호,“제

10장 제3･4공화국의 외정책,”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한국 외교사 Ⅱ｣(서울 :

집문당,1995),pp.402-403.한일국교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료들의 역할을 보면,

박정희 통령의 집권 시기에 주요 외안보 략과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외무부를 비롯한 공식 인 기구보다는 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소수에 의해 이

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특히 박정희 정부 기간에 국가정보기구의 수장들은 통

령의 개인 자문역할은 물론 특사의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 으로 통령의 안보와

경제 략 구 에 기여하 다. 표 인 기구가 앙정보부다.박정희 통령은 국

가안보역량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앙정보부를 설치하여 정보 차원에서 국가안

보를 뒷받침하도록 하 다. 표 으로 한일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앙정

보부장이었던 김종필의 역할을 들 수 있다.당시 김종필 부장은 통령 특사의 자

격으로 비 리에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외상인 오히라와 한일국교정상화에 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 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구 록,“국가이익과

한국의 외정책,”｢국제정치논총｣제31집(1991),pp.25-26.

283)“해리만 차 보와의 토의내용,”｢미국 국무부 동부아시아 태평양 담당차 보

(Harriman)방한,1962-64｣,p.25,MF,C-0009(867),외교부 외교사료 .

284) “박 통령과 러스크국무장 과의 회담,” ｢Rusk,Dean 미국 국무장 방한,

1964.1.29｣,p.146,MF,C-0009(854),외교부 외교사료 .

285)“청와 회담,”｢미국 국무부 동부아시아 태평양 담당차 보(Bundy)방한,

1964.10.1-3｣,p.93,MF,C-0009(867),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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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호응하면서도 궁극 으로는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한 외 략

추진에 활용하 다. 를 들면,1964년 12월 21일 주미 사는 한국 정부

의 요청에 따라 한국을 방문한 번디 국무부 극동담당 차 보와 화하면

서 동남아 외상회의 비회담에 일본이 참석하도록 설득해 것을 요청

하 다.당시 호주와 뉴질랜드가 일본의 참석여부에 따라 태도를 결정하

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286)제1차 ASPAC회의 직후인 1966년 7월 방

한한 러스크 국무장 과 이동원 외무부장 과의 회담요지를 보면,이동

원 장 은 “우리정부는 앞으로 계속하여 아세아의 지역 인 조와 단

결,공동번 을 해 ASPAC이 가장 효과 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

기 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우리는 이 게 함으로써 미국의 아

세아에서 가진 책임을 덜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라고 하여,한

국 정부가 ASPAC을 통해 궁극 으로 미국의 지역 략에 기여할 수 있

다고 주장하 다.

1965년 9월 20일 미국 국무부 극동담당차 보인 번디의 연설에 보면

미국의 지역 략에 한 한국 정부의 극 인 호응이 잘 나타나고 있

다.287)그는 “미국이 평가하는 1965년 극동문제에 한 한국의 요한 결

정 2가지는 첫째,한일국교 정상화 정 서명,둘째 월남에 투부

병 결정”이라고 언 하 다.이 두 가지 사안이 모두 미국이 희망하던

것이었고,한국이 모두 미국의 희망 로 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나타낸

다.288)박정희 정부가 일본과의 력이 미국의 지역 략에 요함을 잘

간 하고 선제 으로 응하 음을 알 수 있다.

286)“주미 사 문,”｢미국의 한 군원이 계획 지교섭,1962-1966｣,p.93,MF,

G-0004(1868),외교부 외교사료 .

287)HerbertH.Bix,"RegionalIntegration:JapanandSouthKoreainAmerica'sAsia

Policy,"in F.Baldwin,ed.,Without Parallel(New York:Pantheon Books,

1973),p.207.

288)“번디차 보 연설문,” ｢주미 사 정무보고,1965,1965.5-12월｣,p.23,MF,

O-0022(1684),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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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 움직임을 미국이 지지하는 입장에 해서 한

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의한 지역 력 노력에 해 미

국이 호의 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인식하 다.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활발한 력 략 추진을 시

도하 다.역내 자유우방국가들과의 지역 력은 물론 궁극 으로 공산주

의 확산의 에 응하려고 시도했던 ASPAC이나 월남 참 국 회

의 등의 추진이 표 이다.특히 ASPAC이라는 지역 력기구 구성 과

정에서 박정희 통령은 동남아 국가들의 반목,정치･경제･사회･문화

요소들의 상이성 등을 면 하게 분석하고 응하 다.ASA창설과 우리

나라의 가입 교섭을 해 당시 정부가 분석한 정치,경제,사회 인 환경

을 잘 활용하 다. 를 들면 태국은 필리핀의 주도권 장악에 불만을 갖

고 있었으며 필리핀은 강력한 반공을 추구하고 있었다.289)박정희 통

령은 이 정부인 이승만 정부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외안보 략 추진

의 경험도 잘 활용하 다.1960년 이승만 통령은 일본이 군사 ,

경제 으로 재기할 징조가 있다고 보고 이에 한 책으로 동북아 제국

의 결속이 필요함을 종용하기 해서 통령 특사를 동남아 제국에 견

한 일이 있다.이승만 통령은 한 아시아민족반공연맹 결성과 같은

지역 반공국가들 간의 의체 구성도 시도하 다.290) 박정희 정부의

ASPAC 창설 구상이나,이러한 지역 력기구 구성을 한 특별사 단

견 등은 이승만 정부의 시도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특히 ASPAC이 성공하려면 어떤 면들을 고려해야

했는지,역내 국가들과의 연 를 모색하기 해서는 어떻게 략을 구상

해야 하는지 사 연구할 수 있는 토 가 되었을 것이다.291)

289)｢ASA(동남아국가연합)창립 가입교섭｣,pp.4-23,MF,C-0005(682),외교부 외

교사료 .

290)김 주,｢외교의 경험과 단상｣(서울:인사동문화,2004),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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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에서 집단안보체제의 결성을 시도했던 이승만 정부의 경우

를 보면,태평양 동맹 구상이나 아시아민족반공연맹 결성 모두 동맹의

보완 방안 모색을 목표로 추진되었다는 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ASPAC창설 시도와 유사하다.하지만,외부의 안보환경에 한 인식과

이를 토 로 한 반응이라는 략 리더십 측면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볼

수 있다.이승만 정부는 지역에서의 집단안보체제의 결성을 구상하고 추

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지역 략과의 갈등이 심각했다.미국은 이승만

정부가 제안한,반공군사동맹을 지향하는 태평양 동맹결성의 추진이 인

도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역내 립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

려했으며,태평양 동맹이 존속될지 여부에 해서도 회의 이었다.292)미

국의 동아시아 패권 략의 주안이 역내에서의 공산침략의 지이며 이러

한 미국의 지역 략에 동조해야 한다는 박정희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인

식과 별되는 부분이다.

지역 집단안보체제의 결성을 추진함에 있어 일본을 배제한다는 이승

만 정부의 원칙 한 박정희 정부의 ASPAC추진과 비되는 부분이다.

제3장의 제2 에서 살펴본 것처럼,미국은 아･태지역에서의 공산주의 확

산을 지하는 략의 일환으로 일본을 동아시아 안보 확보의 보조자 역

할에 활용하는 략을 구사하 다.일본을 활용하는 미국의 지역 략은

이승만 정부가 지역의 집단안보체제 결성을 추진할 때도 유사했었다.그

런데 이승만 정부는 변함없이 이러한 외안보 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본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고수하 다.293)이와 조 으로, 통령을 포

함한 박정희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역내 국가들의 범 한 지지와 참

291)우리나라는 ASA에 옵서버로 참석했으며,1962년에도(박정희 정권)계속 가입교섭

을 해왔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ASA(동남아국가연합)창립 가입교섭

｣,pp.4-23,MF,C-0005(682),외교부 외교사료 .

292)박진희,“이승만의 일인식과 태평양 동맹,”｢역사비평｣(2006가을),pp.101-102.

293)박원익,｢박정희 정부의 지역 집단안보 구상에 한 연구｣,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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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이끌어 내기 해서는 일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인식을 토

로 미국의 지역 략에 동조하고 일본의 참여를 직･간 으로 끝까지 설

득하여 철시켰다.일본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해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함은 물론 일본의 참여 문제를 일본과 직 의하 다.일본의 배

제와 참여에 한 문제 한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의 략 리더

십 차원의 비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역내 국가들의 설득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측면에서도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의 략 리더십의 차이를 볼 수 있다.역내 국가들은 미국

과 역내 공산주의 국가들의 계를 고려하여 이승만 정부가 추진하던 지

역안보 의체 참여에 매우 소극 이었다.역내 국가들은 이승만 정부의

역내 집단안보체제가 지나치게 반공이념을 강조한다고 인식하 다.지나

친 반공이념의 강조는 한반도의 상 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지역

패권 략과 상충됨은 물론 한국이 주도하는 집단안보체제의 참여가 역내

공산주의 국가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았다.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역

내 국가들의 우려와 입장을 간 하고,ASPAC의 추진 목표와 략을 조

정하는 유연함을 토 로 역내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 다.294)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력 략 추진 과정에서 료들의 역

할도 높았다.박정희 통령은 집권 기에 외문제의 구상과 추진 과

정에서 장 이나 보좌 의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었다.295)박정희 통

294)이용희,｢한국과 세계정치｣,p.206.

295)이정희,“제6장 한국외교정책 결정기구와 행 자,”이범 ･김의곤 공편,｢한국외교

정책론 :이론과 실제｣(서울 :법문사,1993),p.151.특히 박정희 통령은 1960년

반까지의 외안보 략과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통령 특별보좌 이나 수석

비서 의 향력은 크지 않았다.비서실 편성을 보면 청와 비서진 심의 국정운

이 진행되기 이 인 1968년까지는 개인 보좌 주로 편성되었다.외교담당 특보

도 국가안보회의 기능과 별도로 설치되었으나 특보를 보좌하는 실무진이 없어서

자체 으로 심도 있는 략구상의 역량을 갖추지는 못했다.이러한 비서실의 인

구성이나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특별보좌 이나 수석비서 의 역할은 국제문제

반과 외교정책에 한 자문기능에 국한되고 있었다.박정희 통령은 국가안보 문

제를 시하여 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안보회의를 설치하고 그 실무를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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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한미동맹을 안보의 핵심 축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역내 국가들과의

력을 통한 안보를 강화하는 외안보 략을 구사하 다.1966년에 창

설회의를 개최한 ASPAC의 경우 외무부 료들의 역할이 주도 이었다.

1966년 5월 9일 주미 사와 번디 극동담당차 보의 면담내용을 보면 미

국 정부에서도 ASPAC은 한국 료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번디 미국 국무부 차 보는 “처음에는 매우 성공

여부를 의심했으나 이 장 [이동원 외무]의 창의에 의해 시작된 외상회

의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 다.296)

이동원 당시 외무부 장 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러한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외무부장 이었던 이동원의 회고에 의하면 장 으로 임

명된 1964년에 아시아･태평양 력기구체 구상을 지시했다.297)이러한 구

상은 본인이 국에 유학하던 시기에 서구문명에 지배당하는 역사

사무국도 설치했다.박정희정부 당시에는 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보 회의가

반정도 이르는 등 시했으나 미국의 국가안보회의와 같은 외정책의 결정과 집

행의 심 기구로 자리 잡지 못했다.오히려 박정희 통령은 국가안보회의가 아

닌 통령 심의 공식･비공식회의에서 외안보와 련된 문제를 논의했다.세부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함성득,｢ 통령학｣(서울 :나남,1999),p.106,109;청와

총무수석실,｢ 통령 비서실 편람｣ (1997),p.130;Young-nok Koo and

Sung-jooHan,eds.,TheForeignPolicyoftheRepublicofKorea(New York:

ColumbiaUniversityPress,1985),p.24;정 호,“민주화와 안보정책수립,”｢국제

정치논총｣제28집 2호 (1988년),p.72;김충남,｢한국 외교안보정책 결정체계 연구:

평가와 개선방향｣(서울 :외교안보연구원,1997),pp.18-19.박정희 정부의 외정

책 결정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한다.Geogory F.T.Winn,Korean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Process and Structure (Honolulu:The Centerfor

KoreanStudies,UniversityofHawaii,1976;구 록,｢한국의 국가이익｣(서울 :

법문사,1995).물론 부분 으로는 비서실에서 ASPAC 개최를 권고한 사실이나

1964년 7월 31일 양달승 정무비서 이 주미 사나 미국 고 료가 박정희 통

령과 환담할 때 통역을 담당하는 의 비서 만 배석하여 통령의 의 이나 주미

사의 회담 결과에 한 자의 해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직시하고,이

를 보완하기 해 반드시 정무비서 이 배석해야 함을 건의한 등을 고려할 때

비서실의 역할 확 를 모색하는 의도도 있었다.양달승 정무비서 의 건의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외교 교섭 태세의 재검토,”pp.1-4,EA0001658,국가기록원

통령기록 .

296)｢ASPAC각료회의,제1차,서울,1966.6.14-16, 8월 V.5각국 표단 참석계획:말

이시아-기타｣,p.296,MF,C-0015(1789),외교부 외교사료 .

297)이동원,｢ 통령을 그리며｣(서울:고려원,1992),pp.15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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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보면서 아시아 국가들도 서로 력하여 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밝히고 있다.1964년 가을에 이동원 장 은

박정희 통령에게 아시아･태평양 력기구체를 만들 것을 건의했다.박

정희 통령은 “아니,이 장 ,지 할 일이 태산 같은데･･････.지나친

욕심 부리지 말고 되는 일이나 합시다.”라고 하면서 이동원 장 의 의견

을 묵살하 다.박정희 통령의 묵살에도 불구하고 이동원 장 은 자체

으로 이 계획을 계속 진행하 다.그러나 이후 언론보도로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통령은 진노하 다.다시 통령과 독 한 자리에서 이

동원 장 은 박정희 통령을 설득하여 승인을 받았다.

당시 외교부차 이었던 김 주의 회고에서도 아세아･태평양 각료회의

는 박 통령의 지시가 아닌 이동원 외무장 의 독자 인 계획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김 주 차 은 회고록에서 “각료회의

계획은 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외무부가 독자 으로 비하고 있

었다는 사실을 후일 알게 다.< 략>그러므로 아세아･태평양 각료회

의의 개최를 성사시킨 데는 이동원 장 의 강한 집념과 꾸 한 추진력이

있어서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298)이러한 주장의 확

인을 해 김 주 차 과 인터뷰를 했으며 인터뷰에서도 동일 내용을 언

하 다.299)

둘째,한국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이 궁극

으로 변화가 없으며,따라서 한국을 계속 지원할 것으로 인식하 다.

이를 토 로 북한의 에 비하면서 미국의 지원을 한국의 안보에 활

298)김 주,｢외교의 경험과 단상｣(서울:인사동문화,2004),pp.123-125.당시 외무장

이었던 이동원은 자신이 통령에게 최 회의 구상을 1964년 가을에 했다고

고 있다.반면 외무부 차 이었던 김 주는 ASPAC창설회의 1개월 인 1966년 5

월 7일에 최 로 이동원장 이 회의계획을 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고 있어 상이

함을 보여주고 있다.이는 한 통령 비서실의 권고에 의해 ASPAC구상이 시작

되었다는 문헌자료들과도 상이하다.

299)당시 외교차 이었던 김 주와 인터뷰 :2012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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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방안을 극 화하 다.1960년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은 양

극체제의 틀 속에서 동아시아에서의 소 쇄 략과 연계하여 추진하

으며,주한미군 주둔정책, 정규모의 한국군 유지,군사원조 정책이 근

간이 되었다.300)

1960년 까지 주한미군의 주둔정책을 보면,철수에 한 검토와 논의

는 있었으나 실제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상을 유지하 다.주한미군 감

축 논의는 아이젠하워, 네디,존슨 정부에서 지속 으로 진행되었으나

미국 행정부 내에서의 의견 립으로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시행되지는

못했다.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한국에도 알려지면서 통령과 정부는 국

가안보의 확보에 고심하게 되었다.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논의에

해 박정희 통령은 선제 인 월남 병 제의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

가들과의 력 략 등을 추진하 다.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월남

병을 선제 으로 제안하고 차후 미국과 월남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

으로 참 하 다.박정희 통령은 북한의 이 상존한 상황에서도 한

국군 부 에서 투력을 가장 높게 평가받는 최강의 부 를 병하여

미국과의 돈독한 신뢰 계를 형성하려고 했다.한국군의 월남 병은

한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논의에 하나의 지렛 역할을 하 다.

주한미군 감축에 한 논쟁이 격심하던 1966년 당시 존슨 통령은 만약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월남에 병된 한국군을 한국이 모두 철수시킬 것

이라고 언 하여 당시 월남 병이 주한미군 주둔의 하나의 지렛 가 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01)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력 략 추진은 명정부 기부터

추진한 지역 국가들과의 력기구 마련,월남 참 ,월남 참 국

300)세부내용은 제3장 제2 을 참조한다.

301)“주미 사 문,” ｢주한미군 감축 계 발언 언론보도,1966｣,p.40,MF,

G-0004(1870),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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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회의 등의 활발한 추진으로 구체화되었다.북한과 더불어 공의

에 한 인식이 출발 이었으며, 공의 팽창 에 한 공동 응이

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 다.이 과정에서 안보부처 료들은 국제회

의에서의 력을 통해 성과를 극 화하 다.각종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주도 으로 추진한 ASPAC 회원들끼리 활발하게 비공식 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력하 다.302)이러한 료들의 노력은 안보와 경제를 핵심으

로 하는 국가 략의 구 을 해 료들이 창의 이고 헌신 으로 국제

회의에 참여하여 성과를 극 화한 표 인 라고 할 수 있다.

정규모의 한국군 유지정책은 미국 행정부에서의 한국군 감축논의로

나타났다.미국의 정규모의 한국군 유지 논의에 한 한국 정부 료

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 이었다.미국의 네디와 존슨 통령과의 정상

회담을 통해 한국군 감축에 반 하 다.북한의 에 변화가 없고 오

히려 증하고 있는 실을 주지시켜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 다.한국군

화를 추진하여 인 한국군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에도 투력은

증가시켜야 하며,이를 한 미국의 지원이 임을 강조하 다.

미국의 군사원조정책에도 변화가 없다고 인식하 다.미국의 원조라는

외부 인 지원은 반공을 축으로 안보를 확보하면서 경제를 발 시키려는

박정희 정부 국가 략 성공의 필수불가결한 요소 다.미국의 원조에

한 박정희 통령의 인식은 1963년 민정이양 문제로 한미 계가 악화되

는 상황에서 박정희 통령이 미국의 압력에 타 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

나고 있다.1963년 박정희 통령이 군정 4년 연장을 발표하자 미국 정

부는 강력하게 반 의사를 표명하 다. 네디 통령은 만약 한국 정부

가 민정이양을 연기하면 2천5백만 달러 규모의 경제 원조를 단함은 물

302) "RECORD OF THE FOURTH MINISTERIAL MEETING OF THE ASIAN

AND PACIFIC COUNCIL,"｢ASPAC,RG 59,Box1854(1967-1969)｣,p.12,US

National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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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군사원조 삭감과 주한미군 철수의향을 표시하 다.박정희 통령은

1963년 4월에 군정연장을 철회하고 같은 해 10월에 통령 선거에 출마

했었다.303)반공을 국시로 설정하여 북한의 에 응,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추진,월남 병 등의 정책추진은 모두 미국의 군사원조를 한

박정희 통령의 략 선택과 응이었다.이러한 단은 앞의 <표

3-7>에서 보듯이 미국 행정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궁극 으로 한 군

사원조는 계속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안보부처 료들은 한반도에서의 쟁발발을 방지하는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경제발 에 주력하려는 통령의 국가 략 구상을

잘 구 하 다.박정희 통령은 사안에 따라 극 인 력은 물론 미

국과의 상 방법과 강도를 달리 하 다.안보부처 료들은 미국과의

상력 발휘를 통해 통령의 외안보 략 구상을 잘 구 하 다.한국

정부의 외 략을 추진하면서 안보부처 료들은 늘 미국의 향력을

고려하 다.304)미국의 한반도 핵심정책이었던 군사원조 정책,주한미

군 주둔정책, 정규모의 한국군 유지정책에 해서도 사안과 시기에 따

라 극 으로 동조하기도 하고 강력하게 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

다.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한 극 인 동조는 월남 참 을 한

미교섭이 표 이다.박정희 정부가 월남 참 을 결정한 이후에 박

정희 정부는 강력한 미 상 치를 차지하면서 강력한 교섭력을 유지

하여 통령의 의도를 잘 구 하 다.

셋째,북한의 에 해서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의 이 불

변함은 물론 증하고 있다고 인식하 다.철 한 반공주의에 기 한 박

정희 정부의 북 이미지와 인식은 ASPAC창설을 추진하는 기간 동안

303)김용호,“제10장 제3･4공화국의 외정책,”pp.396-397.

304)｢ASA(동남아국가연합)창립 가입교섭｣,pp.12-60,MF,C-0005(682),외교부 외

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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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변하지 않았다.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박정희 통령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었다.박정희 통령은 국민 연설을 포함하여

이러한 인식을 공식･비공식으로 밝혔다. 를 들면,1963년 10월 1일 건

군 제15주년 국군의 날 훈시에서 박정희 통령은 아래와 같이 북한의

을 상기시키고 군의 비태세 강화를 강조하 다.305)

공산상 들의 사주에 따른 북한괴뢰의 도발 행 가 간 휴 선상에서 야만

으로 자행되고 있음은 그들의 침략 야욕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국군 장병 여

러분은 자유십자군의 일원으로서의 사명을 자각하고 완벽된 경계 태세로 반공

선의 열을 정비･강화해야 하겠습니다.

1965년 1월 16일에 발표된 연두교서에서 박정희 통령은 " 공의 팽

창주의와 그 핵실험,그리고 북한괴뢰의 간단없는 군사력 강화와 남침

에 비추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방력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고 밝

혔다.306)1965년 6･25제15주년에 즈음한 담화문에서도 “북괴의 침략과

만행이 있은지 어언 15년,오늘도 들 북괴는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그 배후의 국제공산세력은 세계의 도처에서 집요한 침략

을 책동함으로써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하고 있다고,북한을 포함

한 공산세력의 이 상존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307)이듬해인 1966년

제18주년 국군의 날 훈시에서도 아래와 같이 북한의 재침 기도는 물론

공군의 도 발악이 한국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밝히면서,국군의 사

명감을 경각시켰다.308)

북한의 에 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이나

305) 통령비서실,｢박정희 통령 연설문집 1최고회의편｣(서울 : 통령비서실,1973),

pp.536-537.

306) 통령비서실,｢박정희 통령 연설문집 2제5 편｣(서울 : 통령비서실,1973),p.

287.

307) 통령비서실,｢박정희 통령 연설문집 2제5 편｣(서울 : 통령비서실,1973),p.

412.

308) 통령비서실,｢박정희 통령 연설문집 2제5 편｣(서울 : 통령비서실,1973),p.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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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회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박정희 통령은 1965년 5월 17

일 미국을 방문하여 존슨 통령이 베푼 연찬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아

래와 같이 분명하게 북한에 한 인식과 한국의 실상을 밝혔다.309)

오늘날까지도 국토는 양분되어 있으며,경제면에는 가진 것도 고,사실상 축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인 에는 의 <무력>도 있고,색채가 선명치 못한

<교활>도 있습니다.이러한 가운데,굶주리더라도 군사력은 유지해야 하고,경

제 자립도 진시켜야 하고,동시에 여러분과 함께 동남아에서의 <붉은 침

수>를 틀어 막기도 해야 합니다.

박정희 통령이 미국에서 존슨 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다음해인

1966년 7월에 러스크 미국 국무장 이 한국을 방문하 다.러스크 장

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국무총리는 아래와 같이 보다 신랄하게 북한의

을 표 하 다.310)같은 해 10월에 방한한 존슨 통령과의 정상회담

을 해 작성한 자료에서도 당시 “휴 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괴의 빈

번한 불법 침범 행 ”가 국민의 안보불안을 가 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311)

북한의 김일성 괴뢰도당은....외교면에 있어서는 1년 에는 북경과 친근한 계

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근래 모스크바와 친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군사

면에 있어서는 여 히 한국보다 우세한 군비를 갖추고 있으며,특히 소화기에

있어서는 더욱 우세한 입장을 갖고 있다.북괴는 680 에 달하는 군용기를 보유

하고 있으며,해군력에 있어서는 재 2척의 잠수함을 갖고 있은바,불원 2척을

더 갖게 될 것이므로 곧 수 으로 증가될 것으로 본다.

박정희 통령이 집권하기 시작한 1960년 반에 북한의 남도발

행 는 계속되었다.아래의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특히 1960년

309) 통령비서실,｢박정희 통령 연설문집 2제5 편｣(서울 : 통령비서실,1973),p.

371.

310)“국무총리와 ‘러스크’국무장 과의 회담요지,”｢Rusk,Dean미국 국무장 방한,

1966.7.8-9｣,pp.95-96,MF,C-0017(1833),외교부 외교사료 .

311) “한국의 기본 사정과 입장,” ｢Johnson, Lyndon B. 미국 통령 방한,

1966.10.31-11.2｣,p.244,MF,C-0017(1826).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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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부터 격히 증가한 북한의 군비나,특수부 를 통한 남도발행

는 ‘제2의 6.25’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식을 갖게 하 다.312)

<표 3-8>1960년 북한의 주요 군사 도발 통계313)

연도 습격 납치 무장간첩 침투 계

1960-1964 8 2 1 0 11

1965-1969 13 8 17 3 41

계 21 10 18 3 52

북한의 남 화 략의 하나는 남한 내부에서 북한의 화 략을 주

도할 명 정당을 출 시키는 것이었다.그러나 1962년과 1963년에 걸쳐

남한에서 명 정당이 출 할 가능성이 없음을 깨달은 북한은 정치

선 보다 극 인 행동 강령으로서 1964년 2월 ‘3 명역량 ’강화를 제

시하 다.이러한 강경노선을 기반으로 한 호 행 는 1960년 반

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이 의 소극 인 남 략에서 선회하여 남한

에서의 명기지 구축이라는 장기 목표에서 게릴라를 직 침투시켜

요인 양민학살 등의 정면으로 군사도발을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314)

지 까지 언 한 북한 에 한 인식을 토 로 박정희 정부는 미

국의 국가역량을 최 한 활용하여 북한의 에 응하 다.주한미군

철수에 응하고 미국의 군사원조를 확보하기 해 선제 으로 월남

312)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1965년 이후 격히 증가하 다.1964년에는 국가 산의

5.8%,65년 8%,66년 10%,67년부터 30%를 넘기 시작했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

조한다.정 철,｢북한의 통일 선 연구｣(서울 :백산서당,1986),pp.226-228.

313)출처 :국방정보본부,｢군사정 원회 편람｣(서울 :국방정보본부,1986),pp.

479-534.

314)1960년 연도별 주요 북한의 도발사건 황은 다음을 참조한다.｢북한의 도발 황,

1967-69｣,pp.141-176,MF,G-0016(3147),외교부 외교사료 .1953년부터 1974년

까지의 북한에 의한 정 정 반통계는 다음을 참조한다.｢미국 하원 한국 계

청문회,1974. 6권 V.6홍보자료｣,p.69,MF,C-0071(6775),외교부 외교사료 .

1945년부터 1975년까지의 북괴의 남 도발사건 일지는 다음을 참조한다.｢북한의

도발사건,1973-75｣,pp.123-126,MF,G-0043(8359),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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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선택하 다.반공을 국시로 정하여 미국의 지역 략에 조응하면서

지속 인 방 공약을 유지하 다.미국과의 의를 통해 정규모의 한

국군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군사원조를 유지하여 한국군 능력을 제고시켰

다.닉슨독트린 이 네디 통령과 존슨 통령과의 총 4회에 걸친

양국 정상회담에서 박정희 통령은 단 한 번도 군사원조 요청을 언 하

지 않은 이 없다.1961년 11월 14일 워싱턴에서 네디 통령과의 회

담에서는 군사원조,반공태세 강화,극동평화와 안정유지,한미상호방

조약 등을 재확인하 다.1965년 5월 18일 존슨 통령과의 회담에서는

군사원조,한미상호방 조약 재확인,월남 지원 등의 성과를 얻었다.

1966년 11월 2일 서울에서 존슨 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한미유 계 재

확인,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보장 력,월남지원,군사원조,한미상호

방 조약 재확인,한국군 화 노력 등에 합의하 다.315)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면서도 박정희 통령은 북한의 에

한 응은 자체 인 자주국방 노력을 근본으로 하 다.자주국방에 한

그의 신념은 아래에 제시된 자주국방의 개념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의 주권과 안 이 의 직 인 을 받고 있을 때 방 의 일차 인 의

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상 인 무력침략 향에 응

할 수 있는 자 력 즉 정신 인 태세에서의 의무감과 책임 그리고 투능력의

보강을 의미하는 것이다. 군사 략이 공동방 를 우리를 신해서 지켜주

기를 기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자국 방 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우

리 자신에게 있으며 자국을 수호하겠다는 결심이 없는 국가나 국민은 타국이

스스로 도와 리가 없는 것이다.따라서 미국을 비롯하여 자유 우방 국가들과

평소의 유 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주체성을 우리가 갖고 공동방 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316)

군사 분야에서의 물리 인 응은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유우방

315)Yong-soon Yim,Handbook on Korea-U.S.Relations(New York:theAsia

Society,1983),p.97.

316)｢미국의 한군사원조 황,1968｣,p.9,MF,G-0008(2636),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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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의 력을 통해 궁극 인 우월체제를 유지하여 북한의 에 응

하 다.자주 국방력 확충을 해 미국의 역량을 최 한 활용하면서 확

고한 군사 비태세를 유지하여 군사 으로 북한과 경쟁체제를 유지하

다.이를 통해 북한의 국가역량을 군사 분야에 집 하도록 하면서 한국

은 경제발 을 가속하는 국가 략의 추진이 가능했다.

넷째, 공의 에 해서도 박정희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한국의

안보에 한 이면서 동시에 지역 안보에 한 제1의 이라고 인

식하 다. 공에 한 당시의 인식을 먼 살펴보면,1960년 에 들어와

서 공의 핵무기 개발은 물론 유엔 진출 등 공의 부상과 한반도에서

북한 방식에 의한 한반도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등 일련의 공의 친북한

정책의 추진은 박정희 정부에 불안감을 가져왔다.317) 공을 상정한 공

산주의 침략에 한 박정희 통령의 인식과 아시아에 있는 비공산국가

들을 단합시켜 증하는 공의 에 처하려는 략 의도는 국민

을 상으로 한 연설이나 담화문에 잘 나타나 있다.6.25 쟁 14주년

기념사에서 박정희 통령은 아래와 같이 공의 을 직시하고 이에

항하여 미국을 포함한 우방제국과의 연 를 강조하 다.

특히 근간 라오스와 월남을 비롯한 동남아일 에 있어서는 호 공의 팽창

의욕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의 난동과 은 격화일로에 있음에 비추어 우리

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들의 침략 야욕을 경계하여야 하겠으며,가능한 그 어

느 침략에 해서도 즉각 으로 물리칠 수 있는 단호한 결의와 태세를 굳건히

하여야 하겠습니다.오직 안으로는 부질없는 책동과 괴로 혼란과 불안만을 조

성하는 등 공산주의자들을 이롭게 할 여하한 사태의 발생도 엄계하면서 정치,

경제,사회의 안정과 발 에 더욱 주력하는 한편,밖으로는 미국을 시한 우방

제국과의 연 를 더욱 강화하여 집단안 보장의 실효 있는 방 태세를 완비시

켜 놓아야 하겠습니다.318)

317)박 ,“아시아 태평양 각료회의(ASPAC)의 외교 의의 재조명,”p.125.

318) 통령공보비서 실,｢박정희 통령연설문집 제1집｣( 통령공보비서 실,1965),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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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박민족 해방운동 5주년에 즈음한 담화문에서도 당시 박정희 통

령은 북한공산치하를 포함한 동남아에서의 공산주의 에 응해야 함

을 아래와 같이 역설하 다.

공산주의 이 동남아를 심으로 가 되고 있는 오늘 극동의 반공보루인 한

국의 맡은 바 공투쟁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 함에 비추어볼 때 북한

공산치하의 동족을 비롯하여 수많은 피압박민족의 신속한 구출을 결의하는 이

조간과 행사의 의의는 자못 크다 아니할 수 없읍니다…….나는 오늘 이 뜻 있

는 날에 즈음하여 이 피압박민족의 해방은 인류의 공동과제일 뿐만 아니라,

자유를 리는 세계 모든 자유민들의 일치단결과 부단한 공투쟁에서만이

이룩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특이 우리 한국민은 지난

십 수 년에 걸쳐 쌓은 피어린 반공투쟁의 체험을 오늘에 되살려 다른 어느 우

방보다도 앞장서 배 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319)

박정희 통령의 철 한 반공의식과 공산주의의 실체에 한 부정

인식은 박정희 통령의 연설문에도 잘 나타난다. 를 들면,1966년 미

국 방문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는 “본인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산

주의 에서도 아시아의 공산주의침투가 가장 악랄하다는 것이며, 아

시아지역이 공산주의 팽창의 가능성이 가장 짙다는 것입니다.”320)라고

공의 을 시하 다.맹호부 환송식에서 행한 아래의 연설도 같

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공산주의와 투쟁하는데 있어서 힘은 힘으로 항해야 한다는 우리의 평소의 시

론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공산주의자들과 평화 상이 가능

하냐 하는 문제는 문 회담을 구경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즉석에서 답이 나

올 것입니다.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우리가 자

유월남에서 공산침략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멀지않은 장래에 동남아시아

체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나아가서 우리 한민국의 안 보장도 기약할 수 없

다고 나는 단언합니다.월남 선과 우리의 휴 선이 직결되어 있다는 이유가 바

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321)

319) 통령공보비서 실,｢박정희 통령연설문집 제1집｣( 통령공보비서 실,1965),p.

96.

320) 통령공보비서 실,｢박정희 통령연설문집 제2집｣ ( 통령공보비서 실,1966),

pp.159-161.



-136-

1965년 1월의 연두교서나 월남 병에 즈음한 담화문 등에서 박정희

통령은 공의 팽창에 따른 안보 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1965년 1월의 통령 연두교서에서는 “ 공의 핵실험으로 인해

새로운 을 받고 있는 동남아에 있어서의 평화수호를 해서는 동남

아 자유민주주의 제 국가 간의 공동안 보장체제가 더욱 실히 요청”된

다면서 “ 공과 그의 추종자들의 동남아 지역에 한 침략 이 증 되

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피아의 화제와 같이 방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 을 평가하 다.1965년 1월 26일 베트남 병에 즈음한 담화문

같은 해 2월 9일 베트남 병 환송 회에서도 공이 월맹을 지원한

다고 하며 과거 6.25때도 공이 북한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연계시켰다.

같은 해 8월의 연설에서는 “북괴의 동이나 월남사태가 공의 호

인 신형제국주의의 소산”이라고 언 하여 공의 에 한 박정희

통령의 인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322)

아시아에 있는 비공산국가들을 단합시켜 증하는 공의 에

처하려는 박정희 정부의 략 의도는 ASPAC의 창설과 추진 의도,창

설회의 공동선언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323)ASPAC1차 회의 공동성

명에서 외형 인 다방면 력을 표방하면서도 간 으로 한국의 반공정

321) 통령공보비서 실,｢박정희 통령연설문집 제2집｣ ( 통령공보비서 실,1966),

pp.314.

322) 통령비서실,｢박정희 통령연설문집 제1집｣,65년 1월 26일 담화문 2월 9일 담

화문.

323)ASPAC이 안보를 염두에 둔 의체 는지의 논란은 공에 한 인식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다.ASPAC은 안보를 염두에 둔 의체라고 할 수 있다.왜냐면,

공이 공식정부로 승인되면서 ASPAC이 해체되었기 때문이다.만약 ASPAC이

“경제”를 염두에 둔 의체 이었다면 공이 공식 정부로 승인된다고 해서 해체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명목상 ASPAC이 ‘반공’을 표방하지 않는 력을 추구했으나

자유진 (free,democracyworld)국가들끼리 모여서 ‘평화,안보,번 ’을 논의했으

므로 궁극 으로 한국의 국가안보에 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 로,미국은

ASPAC의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 하 으며(Archive자료가 이를 증명),소련도 계

속해서 ASPAC의 활동에 우려를 표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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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공산 에 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차

ASPAC공동성명에 “2. 한민국 통령 박정희각하는…….아세아 태

평양지역의 자유국가들이 어떠한 공산침략이나 침투에 항하여서도 그

들의 국가의 독립과 보 을 수호하고…….5.각료들은 핵실험에 기인하

는 평화에 한 과 건강 안 에 한 험에 주목하고 아세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핵실험을 개탄하 다.11.각료들은…….

한국에 있어서의 국제연합의 목 을 강력히 지지하 다”고 명시하여 13

개 성명서 항목 3개 항목이 공산 과 한국의 안보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324)ASPAC1차 회의 이후 정부에서 작성한 회의의 주요

성과의 하나로 ‘공 인정’,‘아･태지역에 비공산,자유세력이 은연

에 형성’등을 꼽고 있다.325)1966년 7월 방한한 러스크 국무장 의 방

한 토의 자료에 보면,아주-태평양 지역 각료회의의 목 이 궁극 으로

역내에서의 ‘공산주의 분쇄’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아주-태평양 지역 각료회의는 아세아-태평양 이사회로 발족되었으며 이의 다음

회의를 명년에 태국에서 열기로 결정을 보았다.동 이사회를 창설하고 한 목

은 이와 같은 기구를 통하여 아세아 자유민들의 상호 조와 상호 의로서

그들의 경제부흥을 꾀하며,이로서 아세아에서의 구 평화와 번 을 이룩하

고,이로서 공산주의를 분쇄하자는 것이다.한국 정부는 이선에 따라 계속하여

계국들과 이 목 달성을 해 노력을 하겠다.326)

박정희 정부의 공에 한 인식과 응 략에 한 미국 정부의

이해는 주한미국 사인 포터의 1969년 의회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포

324)ASPAC1차 회의 공동선언문에 한 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러스크 미국무

장 과의 회담에 련된 참고자료,”｢Rusk,Dean미국 국무장 방한,1966.7.8-9｣,

pp.147-150,MF,C-0017(1833),외교부 외교사료 .

325)ASPAC1차 회의 성과에 한 정부의 분석은 다음을 참조한다.“러스크 미국무장

과의 회담에 련된 참고자료,”｢Rusk,Dean미국 국무장 방한,1966.7.8-9｣,

pp.145-146,MF,C-0017(1833),외교부 외교사료 .

326) “러스크 미국무장 방한시 토의 의제,” ｢Rusk,Dean 미국 국무장 방한,

1966.7.8-9｣,p.52,MF,C-0017(1833),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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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사는 1965년에 결정된 ‘한일국교정상화’와 ‘월남 병’에 한 한국

의 정책결정을 미국인의 입장에서 분석하면서 공의 에 한 인식

을 부분 으로 언 하고 있다.

1965년에는 한국인들이 자기 자신에 하여 자신을 갖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두 가지의 요한 사건이 발생하 습니다.(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이는 부

단한 불안의 원인을 제거하 으며,여러 아세아로 부터의 한국의 고립을 완화시

켰습니다.< 략>(한국군의 월남 병)…….한국이 월남에 병한 동기는 어느

정도 병 비용에 한 미국의 지원의 혜택을 얻기 한 의도에 기인하는 것이

라는 말도 있습니다.< 략> 본인의 생각으로는 한국정부나 국민은 오직 다른

동기에서 움직 던 것으로 니다.그것은 첫째 월남과 미국의 원조 요청에 응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략> 둘째,그들은 다른 동 아세아 국가를 공산당이

차지하는 것을 지하는데 도와달라는 호소를 무시하기는 참으로 어려웠을 것

입니다.327)

지 까지 살펴본 것처럼,박정희 통령을 포함한 정책결정자들은

공을 한반도는 물론 지역 내 공산주의를 확장하려는 지속 인 세력

으로 인식하 다.공고한 한미동맹 계의 유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

국가들과의 공동 응 력으로 공의 에 응하 다.이미 언 한

로, 명정부 기부터 추진한 지역 국가들과의 력기구 마련,월남

참 ,월남 참 국 표회의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 다.“ 한민국 정

부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외교망 확충을 시도하 다”라고 명시

한,1962년 3월 16일 방한하는 해리만 미 국무부 차 보와 박정희 통

령의 토의자료에도 역내 국가들과의 안보 력 의도가 잘 나타나 있

다.328)한편,1960년 반부터 시작된 미국의 공과의 계개선 모색

에는 타 하거나 수용하지 않았다.1960년 반의 국제정세도 공에

한 인식에서 미국과 다른 입장을 고수하는데 향 주었다.1964년

327)"주한 미국 사 럼 J.토터 씨의 성명서,”｢안보 계자료,1969｣,pp.13-14,MF,

G-0012(3099),외교부 외교사료 .

328)“해리만 차 보와의 토의내용,”｢미국 국무부 동부아시아 태평양 담당차 보

(Harriman)방한,1962-64｣,p.15,MF,C-0009(867),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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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랑스가 공을 승인하 으며,이를 계기로 립국의 공 승

인이 증하 다.국제사회의 공 승인의 증가는 간 으로 북한의 지

향상에도 큰 향을 미친다고 당시 한국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329)

2.국내자원 동원과 추출 능력

정책결정자들의 국내자원 동원과 추출 능력에 따라 국가의 략 리

더십을 평가할 수 있다.국가안보의 확보는 든든한 경제력의 확보와 직

결된다.정책결정자들의 자원 동원과 추출 능력이 안보와 직결되는 이유

이다.국가 경제발 정도를 포함한 련 지표를 확인하여 통령을 포

함한 정책결정자들이 높은 능력을 보이면 리더십을 정 으로 평가할

수 있다.국내자원의 동원과 추출 측면에서도 박정희 통령과 핵심

료들은 경제발 에 국가 략의 주안을 두면서,안보 략도 그 일환으로

추진하 다.ASPAC창설 비와 창설 기간 동안에 정책결정자들의 국

내자원 동원과 추출은 실을 고려한 부국 략 수립,부국 략 구 을

한 국내 시스템 구축,역내 경제 선진국인 일본의 활용,역내 지정학

환경 변화 활용을 한 월남 병,경제외교 강조 등으로 요약이 가능

하다.이러한 국내자원 동원과 추출을 해 발휘한 통령을 포함한 정

책결정자들의 역량이 국가의 외안보 략과 련이 있을 것이다.

첫째,나라의 실을 고려한 부국 략의 수립이다.박정희 통령의

국정운 철학은 ‘안 보장’과 ‘경제발 ’의 두 축이었다.당시의 정부 고

료들은 빈곤으로부터의 탈피와 자주국방체제의 확립이 박정희 통

령이 18년간 일 되게 추구한 국정의 목표 다고 증언하고 있다.“박정

329)“각서,”｢Rusk,Dean미국 국무장 방한,1964.1.29｣,p.112,MF,C-0009(854),외

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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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통령은 항상 외 계에서 어도 이 두 가지 한 가지 실리와

련이 없는 막역한 우호증진 같은 외교목표의 타당성에 해서는 회의

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김 주 외무부 차 은 말하 다.330)

박정희 통령은 재외공 의 가장 요한 임무가 수출 진흥임을 기회 있

을 때마다 반복해서 강조했다.경제발 을 한 외국 공 원들의 역할도

헌신 이었다.‘안보’와 ‘경제’라는 국가의 략목표는 박정희 통령이

설정하 다.경제발 을 해서 외국의 공 별로 수출액을 할당할 정도

로 많은 역할을 요구하 다.외국에 나가 있는 사들을 포함한 공 원

들은 헌신 으로 정책을 수행하 다.짧은 시간에 경제발 의 성과를 이

룬 이면에는 이러한 안보부처 료들의 역할이 있었다.

북한과의 군사 치 상황에서 부족한 자원을 보유한 한민국의

실을 고려해서 박정희 통령은 경제우선 외정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우선 동맹국인 미국의 능력을 최 한 활용하고자 했다.미국의 한 군

사원조를 확충하여 한국의 국방비 투입을 최소하면서 여력을 경제발 에

투입하 다.국민의 뿌리 깊은 반일감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 유일

한 경제 선진국이자 지리 으로 인 해있는 일본의 역량을 활용하는 냉

철함을 보 다.한국의 경제발 을 해서는 가까이에 있는 일본의 자본

은 물론 축 된 선진기술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월남 병은 물론

ASPAC창설 등 역내 지･정학 환경의 변화를 최 한 활용하 다.부

국강병에 한 강한 신념은 박정희 통령이 내건 ‘조국근 화’,‘민족

흥’,‘총화단결’,‘국력 배양’,‘소득 천 달러’,‘수출 백억 달러’등의 상징어

에 잘 나타나 있다.331)국가 근 화를 한 박정희 통령의 실용주의

근과 인식도 아래와 같은 목에서 잘 나타난다.

330)김 주,｢외교의 경험과 단상｣(서울:인사동문화,2004),p.129.

331)김용호,“제10장 제3･4공화국의 외정책,”p.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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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국가 계는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국이 되는가 하면,어제의 국이

오늘의 맹방이 되기도 한다.우리는 한나라라도 더 많이 우방으로 만들어 상호

력 계를 맺고 그러한 력의 기조 에서 조국의 근 화와 자립경제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국토통일을 한 자주 역량을 길러야 한다.332)

둘째,부국 략 구 을 한 국내 시스템의 구축이다.국가목표 달성

을 해서 박정희 통령은 행정 인 체제를 정비하 다.3차례에 걸쳐

정부조직을 개편하 으며,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목표는 경제발

의 추진이었다.행정부 시스템 구축을 해 경제기획원을 설립하여, 한

민국 근 화의 청사진이었던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주 하도록 했다.조

직개편에 의해 탄생한 경제기획원의 료들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

립하여 단기 경제정책은 물론 장기 인 경제발 청사진을 발 시켰

다.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1961년 국토 리청 신설,1963년 철도청,노동

청,수로국 등이 추가로 신설되었다.333)1965년에는 외자도입을 해서

한경제 의체(IECOK)를 창설하여 선진국의 재정차 과 원활한 공업

기술의 도입을 지원하 다. 통령 비서실에도 경제담당 비서 실을 2개

설치하여 통령의 국정운 을 보좌하도록 하 다.334)국토 리청,노동

청,철도청,수로국,국세청 등 새로 신설된 경제 련 부처들은 분야별로

경제정책을 집행하는데 선도 인 역할을 담당하여 기 이상의 경제발

을 이룩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 다.이러한 경제발 은 궁극 으로

통령이 구상한 외안보 략 구 에 버 목 역할을 하 다.

셋째,역내 경제 선진국인 일본의 활용이다.일본은 지리 으로 한

민국과 인 한 국가이자 당시 유일한 아시아지역의 경제선진국이었다.

332)심융택,｢자립에의 의지 :박정희 통령어록｣(서울 :한림출 사,1972),p.330.

333)오석홍,“행정개 의 개와 과제(정?)”,｢사상과 정책｣Vol.2,No.4(1985,가을

호),pp.34-56.

334)박정희 정부의 통령 비서실 조직은 다음을 참조한다.함성득,｢ 통령학｣(서울 :

나남,1999),pp.10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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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의 경제발 에 으로 필요한 자본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

었다.일본과의 력은 미국의 지역 략에도 부합되지만,박정희 통령

은 궁극 으로 군사정부가 내건 최 목표 하나인 경제발 을 해서

는 일본의 자원과 기술이 필요함을 간 하 다.335)미국의 아시아 략은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도 경제발 을 해서 일본과의 수교가 불가피하지

만 동시에 국민들의 뿌리 깊은 반일감정도 헤아리고 있는 솔직한 박정희

통령의 심경은 여러 문서에 잘 나타나 있다.336)그러한 국내 인 어려

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통령은 1961년 네디 통령의 청으로 미

국을 방문하는 길에 일본에 들려 이 다 수상과 회담하면서 한일회담의

극 추진을 표명하 다.1962년 11월에 당시 앙정보부장이던 김종필

에게 권을 임하여 오히라 일본 외상과 ‘무역 3억 달러,유상 2억 달

러,민간차 1억 달러 +알 ’에 합의하도록 하여 한일회담의 핵심문제

인 청구권 규모를 마무리 지었다.이후 일본과의 합의 사실이 한국에서

알려지면서 규모 반 시 가 있었고 한일회담 타결이 연기되었지만

1965년 6월에 한일회담이 타결되었다.337)한일국교정상화 후 일본과의

경제 인 교류가 본격화됨은 물론 일본의 재산청구권자 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일본의 민간자본과 기술이 한국에 유입되었다.한국은 일본

으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차 이나 투자를 유치하기 해 노력했고 일본

도 한국의 렴한 양질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해 력하여 한국의 경제

발 에 큰 역할을 하 다.338)한일회담 타결 다음해인 1966년 7월 방한

335)Chong-SikLee,JapanandKorea:ThePoliticalDimension(Stanford,California:

HooverInstitutePress,1985).

336) 표 으로 미국 방문에 앞서 기자회견장에서 행한 연설에 박정희 통령의 고민과

심경이 잘 나타나 있다. 통령비서실,｢박정희 통령연설문집 제2집｣,p.163.

337)김용호,“제10장 제3･4공화국의 외정책,”pp.402-403.

338)이범 ･김의곤 공편,｢한국외교정책론 :이론과 실제｣,p.366. 를 들면,군사정권

의 정통성을 만회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1962-1966)에 소요되는 24억 7천만 달러 약 6억 4천만 달러를 외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일회담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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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러스크 국무장 과 이동원 외무부장 과의 회담요지를 보면,한국 정

부는 한일회담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됨을 인정하고 있다.이 회담에서

이 장 은 “한일회담 이후 아국정부는 일본의 투자를 환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당한 일본의 투자가 실 되었다”고 얘기하 다.339)1962년부터

1977년까지 한국에 한 외국인의 투자액을 보면,일본이 총액 5억 1,260

만 달러로 체 총액 8억 4,470만 달러의 59.3% 차지하 다.2 인 미국

은 총액 1억 259만 달러로 체의 18.9%를 차지하 다.340)

넷째,역내의 지정학 환경 변화를 활용하기 한 극 인 월남

병이다.박정희 통령은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부와 한국의 방 에

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획득하려는 동기에서 1961년 11월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에 월남 병 의사를 밝혔다.341)1964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월남 참 은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미국의 자동개입 보장과 더불어 많

은 경제 이익을 가져왔다.1964년 말까지 존슨 행정부는 비 투요원의

지원만을 요청해옴에 따라 한국은 비둘기 부 를 병했었다.하지만 월

남 상황이 악화되자 미국은 1965년에 투사단의 병을 한국에 요청

하 다.한국이 투사단을 병할 경우 미국은 한국에 개발자 1억 5

천만 달러 차 지원,한국군 화 지원,베트남 주둔 한국군 비용 증

액,베트남 소요 물품 한국제품 구입 등을 약속하 다.342)1965년

말에 미국은 다른 투사단의 추가 병을 요청하면서 한국에 3가지

차 제공을 약속하 다.미국이 지원을 약속한 차 은 발 소 건설을

한 2천 250만 달러,서울시 수도시설 설치를 해 3백 76만 달러,민

339)“이동원 외무부장 과 ‘딘.러스크’국무장 과의 회담요지,”｢Rusk,Dean미국 국무

장 방한,1966.7.8-9｣,p.105,MF,C-0017(1833),외교부 외교사료 .

340)외무부,｢한국외교 40년(1948-1988)｣(서울 :외무부,1988),p.170.

341)홍규덕,“ 병외교와 안보신드롬 :60년 한국외교정책 평가,”｢국제정치논총｣제

32집 2호 (1993),p.27.

342)홍규덕,“ 병외교와 안보신드롬 :60년 한국외교정책 평가,”p.30.당시의 지원

액은 재의 화폐가치가 아닌 당시의 화폐가치로 평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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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 확장을 한 3백만 달러 등 세 가지로 그 액수는 총 2천 9

백만 달러 다.343)이러한 미국의 지원은 한국의 경제발 략의 구

에 요한 양소를 공 하는 역할을 하 다.344)

다섯째,경제외교의 강조이다.자본이 부족한 한국의 실을 고려하여

무역을 기본으로 한 경제개발이 요하다고 인식하 다.1964년에는 박

통령이 외국자본 획득을 해 서독을 직 방문하 다.자신의 공약인

경제발 이 성공해야 명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

당시 공 장들에도 기존 외교개념을 탈피하여 ‘경제외교’를 독려하 다.

매년 정기 으로 공 장회의를 소집하여 경제외교를 한 료들의 역할

을 강조하 다.1967년부터는 아 매년 각 공 별로 수출목표액을 책정

하여 공 장 책임 하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제도화하 다.345)심지어 아

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력에 한 이동원 당시 외무부 장 의

최 보고에 해서도 역정을 내면서 경제외교를 강조했다고 당시 외무

부 차 은 기록하고 있다.김 주 차 에 따르면,이동원장 의 보고를

받고 통령은 “이 장 이런 회의[ASPAC]가 무엇 하는 거요.아무리

도 나는 그런 회의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오.지 외무부가

할 일은 경제외교요.경제외교가 요합니다.”라고 ‘경제외교’를 강조하

다.346)

343)홍규덕,“ 병외교와 안보신드롬 :60년 한국외교정책 평가,”p.31.

344)1960년 미국의 경제원조는 크게 군사 지원,개발차 ,기술원조로 구분할 수 있

다.군사원조 이외의 지원 PL480은 농산물을 미국정부가 구매하여 장기 리신용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매하는 것이다. 매로 생겨난 지통화로 한국군사 산

을 지원했고,미국 정부의 지 통화 필요에 사용하 다.개발차 (AID)은 미 국방

성이 담당하는 군사원조 이외의 분야를 맡아 개발국에 한 차 ,기술원조,잉여

농산물 처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세부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미 하원 국제

계 원회 국제기구소 원회,서울 학교 한미 계연구회 역,｢ 이 보고서｣(서

울 :실천문학사,1986),p.246.

345)김용호,“제10장 제3･4공화국의 외정책,”p.413.

346)김 주,｢외교의 경험과 단상｣(서울:인사동문화,2004),pp.123-125.물론 차후 이

동원 외무장 의 추가 설명을 듣고 박정희 통령은 ASPAC추진계획을 승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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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통령을 포함한 정책결정자들의 국가 략 추진에 필요한 국

내 자원의 추출과 동원을 해 발휘한 략 리더십은 <표 3-9>와 같

은 가시 인 성과를 가져왔다.

<표 3-9>경제개발계획 기간별 한국의 경제상황347)

경제개발계획 경제 성장률 GNP성장률 수출신장률 국민소득

1차 :1962-1966 7.8 7.8 43.7 $83.6(1962)

2차 :1967-1971 9.6 9.6 33.7 $123.5(1967)

3.국내지지 유지

군사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고려할 때 통령과 정책결정자들의 입

장에서는 명공약이나 선거공약의 이행 등을 통해 국내 인 지지 기반

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한 국가 략 추진의 요한 고려요소 다.약소

국일수록 국내요소가 외 략 추진에 많은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348)

군정을 끝내고 최 로 실시된 1963년 제5 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통

령은 당시 윤보선 후보에게 15만 표 내외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여 당

선되었다.349)여당의 이 을 고려할 때 거의 패할 뻔한 선거 다.이러한

결과는 군사정권의 내부 지지의 견고성이 부족함을 암시한다.군사정

권으로 특징 지워지는 박정희 정부가 국내지지율 유지와 련되는 요소

를 확인하여 지지율이 유지되면 국가의 략 리더십을 정 으로 평

347)출처 :강 하,“경제개발5개년계획,”｢경제논집｣,Vol.36,No.1(1997),p.69;한국

은행경제통계시스템,｢경제통계연보｣ http:/ecos.bok.or.kr/jsp/use/pubselectnew/

PeriodicalSelect.jsp(2013.7.6검색).

348)MauriceA.East,“Foreign Policy-Making in SmallStates:SomeTheoretic

ObservationsBasedonaStudyoftheUgandaMinistryofForeignAffairs,"

PolicySciences,Vol.4.No.4(Dec.,1973),pp.491-508.

349)두산백과사 ,www.doopedia.co.kr.(2013.11.2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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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있다.350)국내지지 유지를 한 정책결정자들의 리더십발휘는

크게 반공이념 고수,경제성장 가시화 노력,미국의 지지 활용, 극 인

외 략 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반공이념의 고수이다.박정희 통령은 정치 정당성 확보를

해 반공이념과 경제성장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 다.이를 통해 부족

한 정치 정당성을 보충하려고 했다.한국 쟁의 상흔을 갖고 있는 한

국 국민들은 군사정부가 이 정부와의 정책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최소

화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박정희 통령은 반공을 국시로 정하여 기존

의 안보분야 정책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공약은

물론 이후 통령 선거공약,매년 1월의 시정연설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었다. 를 들면, 명공약 6개 조항 가운데 제1항에서 “반공

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 까지 형식 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라고 명시하고,제3항에서는 “민족 숙원인 국토통일

을 하여 공산주의와 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력을 집 한다”라고

박정희 정부의 반공이념을 명확하게 밝혔다.351)

국가 안보의 확보는 물론 경제 이득을 확보하기 해 결정한 한국

의 월남 병에 한 국내의 반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박정희

통령은 ‘반공’의 요성을 강력하게 주창하 다.‘공산학정하 피압박민

족 해방운동조간에 즈음한 담화문’에서는 “말로만 하는 반공은 지양되어

야 하겠습니다.이런 뜻에서 한국의 월남 병은 한국의 국 를 선양하고

350)실제로 워싱턴포스트지 RichardHalloran기자는 1968년 6월 15일자 기사에서 “김

종필 공화당 의장 사임...만약 안정이 흔들리게 되면 발 하는 이 나라의 정치 경

제 개발이 완만해질 것이고 증가일로에 있는 침략 인 북괴의 보다 큰 복계획

을 한 기회가 진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동북아세아에 있어서의 군사 인 자

세 공약이 태롭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하여,미국의 에서도 한반도의 국

내 불안이 북한의 보다 더 미국의 지역 략 추진에 험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

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미국 의회의원 한국 계 발언,1968｣,pp.48-49,

MF,O-0025(2865),외교부 외교사료 .

351)한국사사 편찬회,｢한국 근 사사 ｣(서울 :가람기획,2005),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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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침략을 지하는 우리의 결의를 행동으로 표시하여,우리의

우에게 용기와 자신을 불어 넣은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라고 반공과 연계시켜 월남 병을 국민에게 설득하 다.352)‘월

남 병에 즈음함 담화문’에서도 “둘째,자유월남에 한 공산침략은 곧

한국의 안 에 한 한 임으로 우리의 월남 병은 바로 우리의

간 국가방 라는 확신에 의한 것이며,셋째,과거 16개국 자유우방의

지원으로 공산침략군을 격퇴시킬 수 있었던 우리는 우리의 앞에서 한

우방이 공산침략의 희생이 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한국민의 정의감

과 단호한 결의에 따른 것입니다.”353)라고 반공 차원에서의 월남 병의

당 성을 역설하 다.

둘째,경제발 에 주력하여 가시 인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 다.박정희 통령의 일 된 정치철학은 경제재건이었다.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명의 숭고한 의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354) 명공약 제4항에서 ‘국가자주경제의 재건’이

민생고 해결과 명의 정통성 확보에 필수 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355)

박정희 통령은 그의 서에서 “사람이 먹고 산다는 것은 하등의 사치

도 아니고 지나친 욕심도 아니다.지극히 좁은 개념 하에서 보장되어야

할 최소의 권리에 불과하다.이것이 문제된다니 참으로 우리들의 생활은

생존의 연장이외의 하등 생의 목 이 없다.( 략)이 같은 비극의 역사

에 매듭을 지을 때가 왔다.다시는 우리의 착하고 귀한 자손들에게만은

그 같은 운명 인 유산을 물려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여

가난한 역사를 청산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356)1961년 군사 명

352) 통령비서실,｢박정희 통령연설문집 제2집｣,p.226.

353) 통령비서실,｢박정희 통령연설문집 제2집｣,p.52.

354)“박정희의 그랜드 디자인,”｢정경문화｣,(1981년 1월호),p.187.

355)이상우,“제3공화국 외교비사,”(서울 :조선일보사,1984),p.35.

356)박정희,｢국가와 명과 나｣(서울 :향문사,1963),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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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의 경제 실을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은 백 달러 미만이었다.박

정희 정부는 출범 기부터 경제성장에 최우선을 두고 국가를 이끌어 갔

다. 외 략도 부국강병의 논리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경향이 높았다.집

권 기부터 울산에 공업센터를 걸립하고 차 도입을 해 해외 10여

개 국가에 특별사 단을 견하 다.반일감정과 자존심도 배제한 채

략 으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여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 다.

월남에 투사단을 견하면서 경제 이득의 확보에도 주안을 두었

다.357)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독자 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

여 추진함은 물론 경제기획원 설립 등을 통해 경제 국가기구를 강화하

다.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해 박정희 통령은 아래와 같이

국민을 설득하 다.

내일이라도 미국의 원조나 심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무슨 비를 강구할 것인

가.더구나 투나 정치 이 에 앞장서는 경제 에 있어,강력한 을 38선

쪽에 두고 있는 정세 하에 생각한다면,일시라도 머뭇거릴 수도 없고 사고

할 겨를조차 없는 것이다.하루라도 빨리 자주경제를 확립하고 내 살림을 내가

맡아 해나가는 숙원을 이룩하여야 한다.358)

박정희 통령은 미국 통령들과의 정상회담을 한국의 경제지원의

기회로 삼았다. 네디 통령과의 회담에서는 경제원조의 계속과 한국

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지원을 논의하 다.1965년 존슨 통령과의 1차

회담에서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지원 논의,경제원조 계속,1억 5천만 달

러 차 제공,물자수입을 한 자 조달,기술원조,식량계획 한 화

곡물제공,한국생산품 수출 확 ,자립경제, 한민간 투자 등을 논의하

고 지원을 약속받았다.1966년과 1968년에는 존슨 통령과 2차 3차

357)김용호,“제10장 제3･4공화국의 외정책,”p.388.

358)박정희,｢국가와 명과 나｣,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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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을 통해 경제개발계획,기술원조,개발차 ,통상확장, 한민간투자

확장,자립경제, 한민간투자 확 등에 한 지지를 획득하 다.

월남 참 의사를 선제 으로 표명하면서 부수 으로 경제개발에 활

용하 다.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하던 1964년 6월 3일에 한일회담에 반

하는 1만 명의 군 이 박정희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 하여 정권 존

립 기에 착했었다.비상계엄을 선포한 박정희 통령은 미국과 월남

정부의 요청이라는 표면 인 사유와 더불어 한일회담 반 여론을 수습

하고 부가 으로 경제개발에 활용하고자 월남 참 을 본격 으로 타진

하 다.359)한국군의 월남 병이 확정된 후에도 박정희 통령은 당시

최고의 투력을 보유한 부 를 월남에 병하여 사상자를 최소화하

고,이를 통해 월남 병에 부정 인 국내 여론을 완화시키는데 성공하

다.360)

셋째,미국의 지지라는 외부 지지를 내부 지지 유도에 활용하

다. 명 직후 미국의 공개 인 명정부 지지는 박정희 통령을 포함

한 한국의 새로운 지배세력을 지원하는 요한 정치 자원의 공 원이

되었다.361) 를 들면,1961년에 박정희 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의 신분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네디 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자체

가 박정희 통령에 한 국내 지지도 유지에 커다란 향을 주었다.미

국 통령과의 정상회담 자체가 군사정부의 정통성을 미국 측에 설명하

고 확고한 지지를 받기 한 활동이었다.미국 정부의 통령이나 부통

령 는 국방부장 등에 의한 한반도 안보 공약의 반복 인 천명은 박

359)김창훈,｢한국외교 어제와 오늘｣(서울 :다락원,2002),pp.90-91;김정원,｢한국외

교발 론｣(서울 :집문당,1996),p.161.

360)월남 참 (1965-1973)의 결과로 어도 10억 달러의 외화를 획득하는 경제 결

실을 거두었다.이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수행에 필요한 외자를

충당함으로써 12%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

김정원,｢한국외교발 론｣,p.165.

361)신욱희,“동아시아에서의 후견-피후견 국가 계의 동학,”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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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정부에 한 미국의 지지로 인식되어 국내에서의 한국 정부에 한

지지로 연결되었다.

넷째, 극 인 외 략의 추진으로 국민의 심을 환시키고 국가

의 상을 제고하여 국내지지를 높이는데 활용하 다.362)박정희 정부는

이 정부보다 더욱 극 인 외정책을 추진하 다.특히 아시아지역

외교에 능동 으로 참여하 다.1964년부터는 월남 에 참 하 고 1965

년에는 한일국교 정상화조약을 체결하여 20년간 지속된 일본과의 소원한

외교 계를 재정리하 다.박정희 정부의 극 인 외 략 추진 의지

는 아래의 1962년 시정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명공약에 명시한바와 같이 유엔헌장정신 국제 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

며 미국을 시한 자유우방과의 유 를 가일층 강화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원

칙에 입각한 국토통일을 거족 으로 추진할 것이며 격동하는 내외정세에 응

할 수 있는 외교체제를 완비하여 자주외교의 기반을 확립할 것이며 종래의 고

식 태도를 지양하고 특히 유엔 비공산국가에 한 외교활동을 극화할

것이다.< 략>경제발 을 뒷받침하기 한 강력한 경제외교를 개하여 해외

시장개척과 외자의 도입을 장려할 것이고 한일간의 교섭은 계속 추진하되 안

문제가 타결된후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 력문제는 그 후에 토의한다.363)

군사 명 직후인 1961년에 명공약에서 밝힌 외교 략은 물론 우방

국에 친선사 단 견 등은 이후 ASPAC,월남 참 국 회의 등과 서로

맥을 같이하고 있다.이는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기 해 박정희 정부가

기부터 일 되게 극 인 외 략을 추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정희 통령의 국가 략 추진에 필요한 국내 지지의 유지는 1963년의

제5 통령 선거와 1967년의 제6 통령선거 결과에 잘 나타난다.

제5 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는 총 51.4%를 득표하여 윤보선 후

보를 르고 당선되었다.364)4년 후인 1967년의 제6 통령선거에서

362)박 ,“아시아 태평양 각료회의(ASPAC)의 외교 의의 재조명,”p.126.

363)김달 편 ,｢한국의 외교정책｣,pp.128-129.

364)“제5 통령선거,”두산백과사 ,www.doopedia.co.kr.(2013.11.2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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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후보는 51.4%를 득표하여 41%를 득표한 윤보선 후보를 르고

당선되었다.1967년 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은 50.6%를 득표하여

32.7% 득표에 그친 야당인 신민당이 확보한 45석 보다 2배 이상 많은

129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가져왔다.365)

4.ASPAC창설 추진 시기 한국의 략 리더십

박정희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을 측정하기 해 미국 패

권 략과 외 안보 에 한 인식,국내자원 동원과 추출 능력,국내

지지 유지라는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다.이를 토 로 반 인 정책

결정자들의 리더십은 총체 으로 보면 ‘높다’로 평가할 수 있다.

역내에서의 공산침략의 지가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략의 핵심이라

고 박정희 통령과 정책결정자들은 인식하 다.이러한 인식을 토 로

아시아에서의 공산침략 지,일본을 지역 안보확보의 보조자 역할에 활

용,지역 내 자유제국의 지역 조노력 지지,한국･미국･일본의 3각

력체제 결속 시도와 방 공약 등의 정책에 극 으로 동조하 다.미

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에 해서도 박정희 통령과 핵심 정책결정자들

은 정책 자체에 큰 변화가 없으며,계속해서 한국을 지원할 것으로 인식

하 다.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월남 병을 선제 으로 제안한 후 참

하여 미국과의 돈독한 신뢰 계를 형성함은 물론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

군 철수 논의에 하나의 지렛 역할을 하 다.미국의 정규모의 한국

군 유지 논의에 해서 부정 인 인식을 바탕으로 응하 다.미국의

네디와 존슨 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군 감축에 반 하면서

365) 앙선거 리 원회,｢역 국회의원선거(제1-11 )｣(서울 : 앙선거 리 원회,

1989),pp.760-761.한편,1967년의 총선에 해서는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국내 지

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이 제한된다는 평가도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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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을 상기시켜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 다.미국의 군사원조정

책에도 변화가 없다고 인식하 다.미국이 군사원조를 무기로 압력을 가

하면 이를 받아들 다.반공을 국시로 설정하여 북한의 에 응,일

본과의 국교 정상화 추진,월남 병 등의 정책추진은 모두 미국의 군사

원조를 한 박정희 통령과 정책결정자들의 략 선택과 응이었

다.특히,박정희 정부의 미국의 패권 략에 한 인식은 이승만 정부와

크게 별된다. 략 리더십 차원에서 박정희 정부정책 결정자들의 역

량이 상 으로 탁월함을 부여주고 있다.

북한의 에 한 박정희 통령과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을 보면,북

한의 이 변함없이 유지됨은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

다고 인식하 다.박 통령과 정책결정자들은 공산주의 침투와 팽창에

한 을 국가안보의 최우선으로 상정하 으며,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외안보 략은 ‘반공’에 기 한 것이었다.북한의 에

한 박정희 통령의 인식은 높았다.북한이 남 화통일 기조를 유지하

면서 무력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박정희 통령의 인식에는 근본

인 변화가 없었다.이러한 인식은 공식･비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1960년 반의 계속되는 북한의 정 정 반과 무력도발은

박 통령과 정책결정자들의 이러한 인식을 입증하 다.미국의 국가역

량을 최 한 활용하여 북한의 에 응하 다.선제 으로 월남 병

을 선택하고,반공을 국시로 정하여 미국의 지역 략에 조응하면서 지속

인 방 공약을 유지하 다.미국과의 의를 통해 정 규모의 한국군

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군사원조를 유지하여 한국군 능력을 제고시켰다.

공의 에 해서도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한국의 안보에 한

임과 동시에 지역 안보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이라고 인식하

다.1960년 에 들어와서 공은 핵무기 개발,유엔 진출 등을 통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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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핵심국가로 부상하 고 한반도에서 북한 방식에 의한 한반도 통

일정책을 지지하 다.이러한 공의 부상과 일련의 친북한정책의 추진

을 박정희 정부는 심각한 으로 인식하 다.아시아에 있는 비공산국

가들을 단합시켜 증하는 공의 에 처하려는 것이 박정희 통

령의 략 의도 다.박정희 통령과 정책결정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외안보 략을 구상할 때나 외 인 연설이나 발표문에서 잘 나타나

있다.박정희 통령과 정책결정자들은 공의 에 응하기 해 미

국을 포함한 우방제국과의 연 를 강조하 으며,미국 정부도 공의

에 한 한국의 인식을 이해하고 동조하 다.한미동맹 계를 공고하

게 유지하면서 지역 국가들과의 력으로 공의 에 응하 다.한

편,1960년 반부터 시작된 미국의 공과의 계개선 모색에는 동조

하지 않고 종래의 입장을 고수하 다.이러한 평가를 고려해볼 때 외부

환경에 한 박정희 통령을 포함한 정책결정자들의 리더십은 외안보

략 추진 차원에서 반 으로 ‘정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내자원의 동원과 추출에도 높은 능력을 보 다.국내자원의 동원과

추출 측면에서 박정희 정부는 경제발 에 국가 략의 주안을 두면서,안

보 략도 그 일환으로 추진하 다.나라의 실을 고려하여 토양과 능력

에 맞는 부국 략을 수립하 다.북한과의 군사 치 상황에서 부족한

자원을 보유한 한민국의 실을 고려해서 박정희 정부는 경제우선

외정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우선 동맹국인 미국의 능력을 최 한 활용

하고자 했다.미국의 한 군사원조를 확충하여 한국의 국방비 투입을

최소하면서 여력을 경제발 에 투입하 다.아울러 부국 략 구 에 필

요한 시스템을 구축하 다.경제기획원 설립이 표 이다.국민의 뿌리

깊은 반일감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 유일한 경제 선진국이자 지리

으로 인 해있는 일본의 역량을 활용하는 냉철함을 보 다.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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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부터 1977년까지 일본은 총 5억 1,260만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액의 59.3%를 차지할 정도로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에

향을 미쳤다.월남 병은 물론 ASPAC창설 등 역내 지정학 환경

의 변화를 최 한 활용하 다.월남 병에 따른 미국 정부의 경제

지원은 한국의 경제발 략의 구 에 요한 양소를 공 하는 역할

을 하 다.박정희 정부는 경제외교를 강조하여 국가의 역량이 경제개발

에 집 되도록 하 다.박정희 정부의 국가 략 추진에 필요한 국내 자

원의 추출과 동원을 해 발휘한 리더십은 1960년 평균 8% 이상의 실

질 경제성장률과 GNP성장률을 기록하 다.수출 신장율도 평균 38%이

상 증가되었다.이러한 수치는 1970년 에 비해 다소 낮지만 군사정부

기의 열악한 한국의 경제기반을 고려할 때 목할 만한 결과이다.

국내지지율은 군사정부 기에는 낮게 유지되었으며 1960년 반을

넘어서면서 다소 높게 유지되었다.국내 인 지지기반을 확고하게 다지

기 해 우선 반공이념을 철 하게 고수하 다.박정희 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정하여 한국 쟁의 상흔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기존의 안보분

야 정책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공약은 물론 이후

통령 선거공약,매년 1월의 시정연설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다.경제재건이라는 일 된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박정희 통령은

경제발 에 주력하여 가시 인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 다.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이 민생고 해결과 명의 정통성 확보에 필수 이

었기 때문이다.미국의 지지라는 외부 지지를 내부 지지 유도에 활

용하 다. 명 직후부터 수시로 미국 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

도 안보 공약을 반복 으로 확인하 으며 이러한 결과는 박정희 정부에

한 미국의 지지로 인식되어 국내에서의 한국 정부에 한 지지로 연결

되었다.아울러 극 인 외 략의 추진으로 국민의 심을 환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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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가의 상을 제고하여 국내지지를 높이는데 활용하 다.월남 참

,한일국교 정상화,ASPAC창설,월남 참 국 회의 등이 박정희 정

부의 극 인 역내 외 략 추진의 표 인 사례 들이다.박정희 정

부의 국가 략 추진에 필요한 국내 지지의 유지는 1963년의 제5 통

령 선거와 1967년의 제6 통령선거 결과에서와 같이 집권 시간이 지

나면서 지지율이 유지되거나 차 높아지는 성과를 가져왔다.

지 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박정희 정부가 ASPAC을 추진할 당시

정책결정자들의 외부환경에 한 인식은 반 으로 미국의 지역패권

략이 역내에서의 공산침략의 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조해야 하고,

공과 북한의 도 증하기 때문에 자체역량은 물론 역내 국가들과의

력을 통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국내･외 인 안보환경과

향요인을 국가안보 략과 연계하여 극 으로 해석하고 응하 다.

국내 자원의 동원과 추출에도 높은 리더십 역량을 발휘하여 경제발 에

가시 인 성과를 냈다.국내 지지의 유지를 한 노력이 계속되어

지지율이 증가하 다.결론 으로 에서 살펴본 것처럼 박정희 정부 정

책결정자들의 합리 인 외부환경에 한 인식,국내 자원의 동원과 추출

에 높은 역량 발휘,국내 지지의 차 인 개선을 고려할 때 박정희 정

부의 략 리더십은 반 으로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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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동맹의 보완 방안으로서의 ASPAC창설 추진

박정희 정부의 아･태지역 외안보 략의 일환으로 구상되고 추진되

었던 ASPAC을 평가하기 해 지 까지 살펴본 아시아･태평양 이사회

창설과 추진의 향요인에 한 분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ASPAC창설과 추진에 향을 첫 번째 변수는 략 리더십이다.

략 리더십은 통령의 리더십과 료들의 역량과 능력으로 구성된

다.국가정책결정자들의 미국의 지역패권 략과 외 안보 에 한

인식,국내자원 동원과 추출 능력,국내지지 유지라는 세 가지의 지표로

측정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은 매우 높았

다.박정희 통령과 정책결정자들은 미국의 지역패권 략의 핵심은 역

내에서의 공산주의 확신의 지라고 인식했으며,이러한 미국의 지역패

권 략에 동조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고 단하 다.이러한 단을

토 로 외 략을 구상하 다. 공과 북한에 한 인식도 높았다.

공과 북한의 은 한반도 안보에 직 으로 연 되어 있으며, 증

하고 있다고 보았다.북한에 한 인식은 국가지도자인 통령의

외 발표내용에 지속 으로 드러났다.남북한 사이의 군사 충돌도 계속

되었다. 공에 한 도 국가지도자인 통령의 외 발표 내용은

물론 패권국인 미국의 공에 한 인식의 표명도 계속되었다. 외

안보 략 추진에 필요한 국내자원의 동원과 추출에 높은 능력을 보 다.

취약한 군사정부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외안보 략의 추진에 필요한

국민의 지지는 기에는 낮게 유지되었으나 1960년 반을 넘어서면서

높아지기 시작했다.박정희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외부환경에 한

인식,자원 동원과 추출 능력,국내지지 유지를 종합 으로 고려해볼 때,

박정희 정부가 동맹의 보완 방안으로 모색했던 ASPAC 창설 추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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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략 리더십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정희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 발휘에 의한 ASPAC창

설 추진을 한 실 은 이러한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미국의 인식

이 향을 미쳤다.미국은 한국 정부가 추진한 ASPAC창설을 정 으

로 인식하 다.이는 극 으로 아･태지역에 개입하여 역내에서 공산주

의 확산을 지하려는 미국의 지역패권 략에 기반하고 있다.한국이 역

내에서 추진한 ASPAC 창설의 추진이 궁극 으로 이러한 자국의 지역

패권 략 구상에 정 으로 작용할 것으로 미국이 단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의 략 리더십은 물론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미

국의 인식에 향을 미국의 지역패권 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체제의 형태와 동아시아 지역 패권의 형태가 선행변수로서 미국의

지역패권 략에 향을 미쳤다.국제체제는 미국과 소련이 첨 하게 이

데올로기 차원에서 립하던 양극체제 다.이러한 국제체제는 기드온

로즈가 주장했듯이 그래서 체제수 에서 미국의 지역패권 략의 구상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 향을 미쳤다.ASPAC추진이라는 한국의

외안보 략 구사에 직 으로 향을 미치지 않았다.오히려 미･소에

의해 형성된 양극체제는 박정희 정부의 외안보 략 구상에 향을 미

치는 미국의 아시아 략이나 한반도 안보정책에 향을 미치는 요소

이다.그래서 미국의 지역패권 략 구사라는 변수에 향을 미친 선행변

수라고 할 수 있다.

1960년 반의 동아시아 지역패권의 형태는 ‘패권 ’이라고 평가하

다.<표 3-4>에서 보듯이 지역에 치한 4 강국의 인 국력의

수치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비교했을 때 여 히 미국의 국력이 압도 이

다.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소, ,일에 비해 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많기 때문이다.1960년 반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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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에 한 인식을 추가 으로 살펴보면,소련, 공,일본은 반 으

로 미국의 향력이 월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국력의 인 요소와

역내 국가들의 상 인 인식을 고려해볼 때 1960년 반부의 동아시

아에서 미국의 향력이 압도 이라고 할 수 있다.그래서 지역 패권의

형태를 ‘패권 ’이라고 본다.미국의 향력이 압도 으로 작용한 지역

패권의 형태는 체제 차원에서 미국의 지역패권 략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틀을 한정 지워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아울러 이러한

한정은 궁극 으로 박정희 정부가 ASPAC창설을 추진하는데 간 으

로 연 된다고 할 수 있다.

1960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패권 략은 ‘극개입’ 략이라

고 평가할 수 있다.동아시아에서도 소련과 첨 하게 립하면서,공산주

의 침략의 쇄를 해 아시아의 안보에 극 으로 개입하는 것이 미국

의 국가이익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고 단하 다.동아시아 국가

들과의 무 인 군사 력체 결성이나 미국의 월남 개입 등이 극

인 개입 략 구사의 표 인 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미국의 지역패

권 략은 동아시아 략과 한반도 안보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미국의 동아시아 략은 ‘상 강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양극체제의 끝

단에서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립이 치열했던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자유

진 국가들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군사 으로 공산주의 침략을 쇄하고

자 했다.같은 맥락으로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안보정책은 양극체제의

틀 속에서 동아시아에서의 소 쇄 략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1960년

반에는 주로 군사 ･ 략 요소들이 미국의 외정책 방향에 결정

인 향을 미쳤으며,1960년 반까지의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의

핵심 목표는 “ 상강화” 다.이를 해 한반도 주둔 미군을 축소하지

않았으며,군사원조와 한국군 능력강화를 한 극 인 지원을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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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정희 정부의 아･태지역 외안보 략의 일환으로 구상되고 추진되

었던 ASPAC 창설 추진의 결과는 제2장에서 구분한 종속변수의 형태

에서 ‘유리’한 유형에 속한다.동맹의 보완 방안 모색 차원에서 독

자 인 외안보 략이 추진되고 높은 성과를 가져왔다.동맹의 보완

방안으로서의 ASPAC 창설 추진의 실 과 성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ASPAC창설을 한 략의 구상과 추진에 한 논의는 매우 활발하

다.이러한 논의를 토 로 구체 인 ASPAC창설이라는 외안보 략

이 구상되었다.박정희 통령은 군사정권 출범과 동시에 한미동맹과 별

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력을 한 외 략을 구상하고 이를 구체화

하 다366).ASPAC창설에 한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

에 착하기도 했으며 일부 주변국은 미국이 개입했다는 의구심을 갖기

도 했다.367) 기에는 미국의 극 인 지원을 얻어내는데 어려움이 있

었다.

ASPAC 창설에 한 구상은 제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의 창설과

운용으로 구체화되어 제7차 본회의까지 추진되었다.참가국들은 다양한

의도를 갖고 회의에 참가했다.이 과정에서 이견을 조율하면서 회의체를

운용하는 지혜가 필요했다.368)지역 패권국인 미국이 직 참여하지는

366) 를 들면,1966년 방한한 미국 국무장 과 수교한 각서에 보면 ASPAC의 추진과

는 별개로 한반도에서의 공산세력의 재침을 막기 해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장비 화가 요함을 밝히고 있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러스크 장

방한시 수교한 각서,”｢Rusk,Dean미국 국무장 방한,1966.7.8-9｣,p.83,MF,

C-0017(1833),외교부 외교사료 .

367)｢ASA(동남아국가연합)창립 가입교섭｣,pp.12-61,C-0005(682),외교부 외교사

료 ;“러스크 미국무장 과의 회담에 련된 참고자료,”｢Rusk,Dean미국 국무장

방한,1966.7.8-9｣,pp.141-142,MF,C-0017(1833),외교부 외교사료 .

368)“러스크 미국무장 과의 회담에 련된 참고자료,”｢Rusk,Dean미국 국무장 방

한,1966.7.8-9｣,pp.142-144,MF,C-0017(1833),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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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지만,ASPAC의 성패가 미국의 이익과 상호보완 임을 역설하면서

간 인 지원을 받았다.369)회의체를 창설하고 추진한 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ASPAC을 창설하기 해서 박정희 정부는 공식 으로 3년 동안 비

하 다.1963년 10월 박정희 통령의 선거공약에서 출발하여 3년 후인

1966년 6월에 최 본회의를 개최하 기 때문이다.1966년의 창설회의에

서 의체 운 의 기본방향을 정립하 다면,이듬해의 제2차 본회의에서

는 ASPAC 력에 한 기본 원칙을 정하여 향후 력방향을 구체화하

다.특히 ASPAC이 군사동맹체로 발 할 가능성에 한 우려는 공

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비회원국들에 한 시 행동을 거부하는 움직

임으로 나타났다.

제3차 본회의부터는 사회문화센터 설치를 포함하여 력의 가시 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정치 독립과 토보존의 상호 존 ,자유와

정의의 실 ,분쟁의 평화 해결 법령의 존 ,회원국 이외의 국가

국제사회와의 헙력증진 등 ASPAC7 강령도 채택하 다.제4차 본

회의에서 제6차 본회의까지는 해를 거듭하면서 문화,기술,농업 등 실질

인 분야별 력이 구체화되었다.이 기간에 과학기술처,동남아어업개

발센터,경제 력센터 등이 설치되거나 설치가 제안되었다.한편,제6차

본회의부터는 미국이 공과의 계개선을 추진하면서 공과의 계설

정은 물론 공의 유엔 표권 인정 문제 등과 련하여 ASPAC참가국

사이에 이견에 발생하기 시작했다.제7차 본회의 후에는 국제정세의 변

화에 한 참가국들의 입장 차이가 지속되면서 더 이상 회의가 지속되지

못했다.

7차까지의 ASPAC을 요약해보면,한국이 회의 창설 비와 운용을 주

369)“러스크 장 에 한 유의사항 보고,”｢Rusk,Dean미국 국무장 방한,1966.7.8-9

｣,p.30,MF,C-0017(1833),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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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지역 력 회의체 다.이러한 의체의 운용은 아래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여 궁극 으로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첫째,ASPAC은 한반도와 주변의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

매년 반공에 한 내용을 포함한 것이 표 인 이다.총 7차례의 정

례 각료회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참가국들의 합의를 토 로 공동성명서가

발표되었다.경제,사회,문화 분야 등 력이 용이한 부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공의 을 주로 하는 반공

에 한 내용이 매년 포함되었다.

둘째,북한의 으로 표되는 한반도 안보 의 지역문제화에 성

공했다.박정희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의 양자동맹 계

와 더불어 역내 국가들 스스로의 결속을 통한 공산주의 에 응하려

는 의도를 갖고 ASPAC을 구상하고 출범시켰다.참가국들의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공의 색채가 약화되었지만 북한의 과 도

발에 한 참가국의 공감을 얻는데 성공하 다.이는 곧 한반도의 안보

이 역내 자유 우방국 모두와 련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처해야 한

다는 의도가 어느 정도 달성된 셈이다.

셋째,역내에서 한국의 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한국 정부가

회의를 구상하고, 비하 다. 반 인 의제를 조율함은 물론 진행방향

의 설정을 주도하 다.6.25 쟁이 끝난 지 채 10년이 지난 안 되는 시

에서 지역 력체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한국

의 입지를 확립하는데 분명한 계기가 되었다.회의체의 창설을 한

비과정에서부터 한국은 상 국가들과 수시로,심도 있는 의를 진행하

다.이 과정에서 태국과 미국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반

인 비와 진행은 모두 한국 정부의 노력의 결과 다.

넷째,주변국과의 력체계와 인 네트워킹이 강화되어 참가국끼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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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과 력의 기회가 증가되었다. 를 들면,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

력을 해 참가국끼리 별도로 회동하는 경우가 많았다.ASPAC의 추진

과 연계하여 한국은 유엔,동남아조약기구(SEATO)등 국제 지역기

구의 활동에서도 회원국과의 력을 강화하 다.370)이러한 력체계는

회의에 직 으로 참가하는 료들만으로 국한되지 않았다.사회문화센

터 설치와 운 ,식량비료기술센터의 설치와 운 ,경제 력센터 설치와

운 등을 통해 역내 분야별 문가들의 력체계도 강화되었다.

다섯째,실질 인 분야별 역내 력기구가 탄생하 다.<표 3-2>에서

보듯이 사회문화센터,경제 력센터 등을 포함한 5개의 력기구가 설립

되어 운용되었다. 력기구의 분야도 문화,기술,농업,경제,해양 등 다

양했다.5개의 력기구 에서 사회문화센터를 포함한 일부 력기구는

1970년 반에 ASPAC이 사실상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반까지 지속 으로 운용되었다.ASPAC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분

야별 력의 디딤돌 역할을 한 셈이다.

여섯째,궁극 으로 박정희 정부의 국내 지지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

었다.활발한 외안보 력의 추진은 국민들에게 국가의 상을 제고하

는 방향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소재 다.국내 지지의 유도가 역내에

서의 외안보 략 추진의 주된 목 은 아니었지만 취약한 군사정부의

정통성을 보완하는 일환으로 활용한 측면도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

다.이러한 성과를 토 로 한국 정부는 ASPAC회의의 결과에 만족하

다.371)패권국인 미국도 한국의 ASPAC창설에 한 한국의 업 을 높

이 평가하 다.372)

370)외교통상부,｢한국외교 60년(1948-2008)｣(서울 :외교통상부,2009),p.128.

371)“이동원 외무장 과 딘.러스크1국무장 과의 회담요지,”｢Rusk,Dean미국 국무장

방한,1966.7.8-9｣,p.101,MF,C-0017(1833),외교부 외교사료 ;｢정일권 국무

총리 미국방문,1967.3.10-19｣,p.291,MF,C-0021(2135),외교부 외교사료 .

372) 를 들면,1966년 11월 2일 방한한 존슨 통령은 아세아 태평양지역 각료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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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 분석틀을 토 로 두 가지의 연구가설을 설정했었다.첫 번

째 가설은 “한국의 국가정책 결정자들이 높은 략 리더십 역량을 발

휘할수록 한국 정부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내에서의 외안보 략 추진과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단 수 에서 ASPAC의 추진

에 향을 미친 략 리더십 역량은 매우 높았다.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제체제나 지역체제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안보 략 구사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극 인 추진과 성과의 창출이 가능했다.이승만 정부와 박정

희 정부의 외부환경에 한 인식을 비교해보면 박정희 정부 정책결정자

들의 략 리더십이 상 으로 탁월했음을 알 수 있었다.이승만 정

부와의 비교는 한 가설 #1의 실증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해서 동맹의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데,이러한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미̀국의 인식이 정

(positive)일수록 한국이 구상한 방안 모색의 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한국 정부가 ASPAC이라는 외안보 략을 추진할 당시 미국은

역내에서의 공산주의 확산을 지하기 해서 아･태지역에 극 으로

개입하는 지역 패권 략을 구상하 다.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이 자국

의 외부안보역량을 강화하기 해 추진하는 역내에서의 외안보 략 추

진이 역내에서 자유진 을 결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 다.

ASPAC 창설에 한 지원이 한국 정부의 계속 인 지원 요청,미국의

국내 정치상황,국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고 단하 다.이러한 인식을 토 로 미국은 직･간 으로 한국의

외 략 추진을 지원(commitment)했다고 볼 수 있다.실제로 한국 정부

가 ASPAC 창설을 추진하는 기 단계에서 미국은 망 이던 태도를

개최는 “한국으로 하여 아세아 자유제국의 선 에 서게하 다”고 평가하 다.세

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공동성명서,”｢Johnson,LyndonB.미국 통령 방한,

1966.10.31-11.2｣,p.255,MF,C-0017(1826),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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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여 궁극 으로 이를 지원하 다.역내에서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

어 한국 정부의 ASPAC창설이라는 동맹의 보완 방안은 미국의 지원

에 힘입어 추진과 성과면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의 두 가지 가설에 한 검증을 요약해보면,한국의 높은 략 리

더십 역량 발휘와 1960년 반 미국의 ‘극 개입’이라는 지역패권

략에 기반한 ASPAC 창설에 한 미국의 정 인 인식은 모두

ASPAC 창설 구상의 실 에 정 인 향을 미쳤다.이러한 결과는

“무정부 국제체제의 틀 속에서도 약소국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한 다양한 안이 있다”는 사실과 “ 외 환경요인과 국가 요인의 조

응 속에서 외 략을 구사해야 효과 ”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여 주

고 있다.약소국인 한국이 한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하면서도 항상

한미동맹 이외의 다양한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데,체제 차원과 단

차원의 향요인들이 역내에서의 외안보 략 추진과 성과를 내는데

합하게 구성될 경우 효과 인 동맹의 보완 방안 모색이 가능함을 보여

다.아울러,이러한 결과는 무정부 국제체제의 틀 속에서도 약소국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한 다양한 안이 있다는 주장은 기존의 실

주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아울러 한국이 외 환경요인과 국가

요인의 조응 속에서 외 략을 구사해야 효과 이라는 의미는 신고

주의 실주의 이론과 기본 으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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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월남 참 국 회의

월남 참 국 회의는 ASPAC에서의 안보문제 논의를 보완하기 해

1966년부터 구상하고 참석했던 박정희 정부의 외안보 략의 사례이다.

여기서는 월남 참 국 회의를 제의하고 극 으로 참석했던 주요 향

요인을 제2장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박정희

정부가 월남 참 국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한 1966년부터 제2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를 제의했던 1967년을 후한 시기의 상황을 토 로 사례

를 분석할 것이다.

제1 에서는 월남 참 국 회의 제의와 참가의 주요 향요인을 분석

하기에 앞서 먼 월남 참 국 회의에 한 일반 인 내용을 개 할 것

이다.참 국 회의는 월남 참 국 정상회담과 월남 참 국 외상회의로

구분하여 정리할 것이다.주로 1차 자료를 참고로 월남 참 국 회의에

한 일반 인 내용을 나열하여,이어지는 제2 과 제3 에서의 분야별

추진의 향요인 분석의 바탕을 제공할 것이다.

제3장에서의 ASPAC에 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월남 참 국 회의 추

진의 향요인은 크게 국제체제 차원과 남북한 계를 포함한 단 (국내

)차원의 에서 살펴볼 것이다.제2 에서는 국제체제 차원의 향

요인을 분석한다.국제체제 차원에서는 미국의 지역패권 략은 물론 이

에 기 한 한국의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미국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심에 있던 미국의 패권 략을 기 로 한

미국의 한국의 외 략 구상에 한 인식이 실제로 박정희 정부의 외

안보 략 실 에 직 으로 연 되기 때문이다.한국의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미국의 인식은 미국의 지역패권 략과 국내정치 요소를

심으로 살펴볼 것이다.미국의 지역패권 략은 동아시아 략과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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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보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한편 국제체제의 형태와 지역

패권의 형태는 미국의 아･태지역 패권 략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설정하여 살펴볼 것이다.미국의 규모 월남 병과 성공 인 마무리 시

도는 미국의 패권 략은 물론 당시의 지역의 패권형태가 직 으로

향을 미쳤다.미국의 월남문제 개입을 포함한 주변 안보정세의 변화는

당시 박정희 정부의 외안보 략 구상과 추진에 직･간 으로 연 되

기 때문이다.월남 참 국 회의 제의와 참석에 한 양극체제와 지역체

제 차원의 분석은 궁극 으로 국제정치의 구조 차원에서 약소국인 한

국의 외안보 략 구상과 추진의 유의미성을 밝히는 과정이다.

이어지는 제3 에서는 체제수 의 변수와 더불어 남북한 분단체제 수

과 단 차원에서의 요소들이 어떻게 종속변수에 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1966년을 후하여 월남 ,ASPAC의 성공 개최,국

내의 정치･경제･사회발 , 공과 북한의 증가 등 국내･외 안보환

경과 요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이러한 략 환경의 변화에 한 통

령을 포함한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 역량 발휘가 국가수 에서

어떻게,어느 정도의 수 으로 월남 참 국 회의 제의와 참석에 향을

미쳤는지를 악해볼 것이다. 략 리더십은 크게 정책결정자들의 미

국의 지역패권 략과 외 에 한 인식,자원 동원과 추출 능력,국

내지지 유지라는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정책결정자들의 외부

에 한 인식은 공에 한 인식과 북한에 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인식과 월남 참 국 회의 제의와 참석은 어떤 상

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단 수 의 변수들을 고찰하여 궁극

으로 박정희 정부의 월남 참 국 회의 제의와 참석에 한 체제수 의

분석에 따른 약소국의 외안보 략 구상에 한 설명력 한계의 극복을

시도할 것이다.제2 과 제3 에서는 제2장의 이론 고찰에서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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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들의 조작화를 통해 측정지표를 구체화할 것이다.문헌연구를

기 로 변수 사이의 인과 계를 분석하는 계로,조작화된 측정지표들

의 정성 인 총합을 통해 종속변수에 미친 향을 단할 것이다.

제 1 월남 참 국 회의 개

월남 참 국 회의는 크게 월남 참 국 정상회담,월남 참 국 외상회

의,월남 참 국 사회의로 구분할 수 있다.참 국 정상회담은 1966년

에,외상회의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각각 개최되었다.월남 참 국

사회의는 1971년에 한 차례 개최되었다.월남 과 련된 이러한 회의의

내용과 성과를 개 하면 다음과 같다.

1.월남 참 국 정상회담

1)한국 정부의 월남 참 국 정상회담 제의

월남 참 국 정상회담은 우리 정부가 제의하여 1966년 10월 24일 필

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월남 참 7개국(한국,미국,태국,필리핀,호주,

뉴질랜드,월남)정상이 참가한 회의이다.한국 정부가 월남 참 국 정상

회담 개최를 제의한 경 는 다음과 같다.373)당시의 정부 문서에 의하면

박정희 정부는 정상회담을 공식으로 제의한 1966년 7월 이 에 이러한

회의의 구상을 시작하 다.1965년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미국과 월남의

회담을 후하여 월남에 참 하는 국가들의 회의소집에 해서 구상하

다.374)호놀룰루에서의 회담에서 월남과 미국은 종 문제를 포함한 쟁

373)월남 참 국 정상회담 개최경 는 6단계로 요약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 “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 ｢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 Manila,

1966.10.24-25. 2권｣,p.65,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374)“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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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반 인 논의를 하 다.375)월남 에 2개 사단을 병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월남의 회담진행을 보면서 월남에서의 쟁수

행에 련된 요한 결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

었다.한국의 월남 처리에 한 발언권을 확보하기 해 정부는 다른

참 국들과 공동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이다.참 국 모두가 참

여하는 회의체를 통해 월남 문제에 해 참 국들과 공동으로 한국의

의견을 반 함은 물론 참 국을 심으로 안보동맹체제 창설을 포함한

지역 안보 력을 진하는데 활용하려는 의도도 반 되었다.376)

한국 정부는 1966년 7월 8일 러스크 미국 국무장 이 한국을 방문했

을 때 정식으로 월남 참 국 정상회담을 제의하 다.최 로 박정희 정

부가 제의한 정상회담의 명칭은 ‘월남 자유참 국 정상회담’이었으며,

차후 ‘월남 지원국가의 정상회담(ConferenceofNationsContributing

totheVietnam WarattheLevelofChiefofStateorGovernment)’

으로 변경되었다.377)한국을 포함한 월남에 병한 7개국 정상들이 모여

서 월남 지원과 처리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 다.

한국 정부의 제의에 해 미국 정부는 월남 의 해결과 아시아의 평

화유지 노력의 일환으로 유익할 것이라는 정 인 답변을 하 다.번디

미국 국무부 차 보가 회담의 개최 가능성에 해 정 으로 생각한다

는 공식 의견을 달하 다.미국 국무부의 엉거(LeonardUnger)월남문

｣,p.18,p.65,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375)“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

｣,p.9,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1966년 9월 28일자 워싱턴포스트

지는 “ 번 회의 개최논의는 호노루루 회담직후부터 시작되었으며 동회담에 청

않된데 해 기타 참 국가로부터 불만표시가 있었다.”고 보도하 다.세부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

1966.10.24-25. 2권｣,p.18,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376)홍규덕,“ 병외교와 안보신드롬 :60년 한국외교정책 평가,”p.39.

377)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

｣,p.65,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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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담당 부차 보도 주미 사와의 1966년 7월 9일 면담에서 월남 병 제

국간의 회의에 하여 여러모로 유익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 다.378)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정 인 답변을 바탕으로 참 국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추진하기 해 월남 참 국을 상으로 의사를 타진하고 한국의

제의에 한 지지를 얻기 한 노력을 시작하 다.우선 주한 필리핀

사를 통하여 필리핀 정부에 참 국 정상회의를 제의하 고 회의 개최를

합의하 다.태국에도 회의를 제의하 으며 코만 태국 외상을 설득하기

해 1966년 8월 17일에 김 주 외무차 을 직 태국에 견하 다.이

동원 외무장 도 태국의 코만 외상 앞으로 친서를 발송하여 월남 참 국

정상회담을 정식으로 제의하 다.한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태국 정

부는 회담을 수용하 다.이후 한국 정부는 호주,뉴질랜드,월남 정부로

부터도 참 국 회의 참가에 한 동의를 얻는데 성공하 다.

박정희 정부의 월남 참 국 정상회담 제의 배경은 당시 정부문서에

기록된 회의의 목 에 잘 나타나 있다.당시 정부는 다음의 6가지를 정

상회담의 목 으로 설정하 다.첫째,월남 참 의 목 과 이념을 확인한

다.둘째,월남 의 성격을 규정한다(월남 은 월남의 내란이 아니다.태

평양지역에 있어서의 국제분쟁이다).셋째,명 스러운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쟁을 수행할 결의를 표명한다.넷째,월남 에 참가하지 않은

자유국가에 한 월지원을 구하고 호소한다.다섯째,참 국가의 월

남문제 처리를 한 발언권을 확립한다.특히 아세아인의 “이니셔티 ”

를 강조한다(제네바회의 당사자 만에 의한 처리를 반 한다).여섯째,태

평양지역 방 의 불가분성을 강조한다.379)

378)“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

｣,p.8,p.18,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379)“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

｣,p.66,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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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의 목 에서 월남 의 성격을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국제분

쟁으로 규정함은 물론 아시아인의 이니셔티 와 태평양지역 방 의 불가

분성을 강조한 목에서 박정희 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월남 참

국 회의를 지역 안보 력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박정

희 정부는 1966년 6월에 결성된 ASPAC을 포함한 일련의 지역 력 기

구 등장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사이의 연 감이 한층 고

조된 시 에 월남 참 국 정상회담을 제의하 다.월남에서의 공산주의

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체의 은 물론 북한의 과 연계시키

려는 략 의도를 읽을 수 있다.역내 참 국들과 공동으로 월남 문

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자연스럽게 지역안보 문제를 의하는 기회로 활

용하고자 했다.

2)참 국들의 반응

박정희 정부의 월남 참 국 정상회담 제의에 한 반응은 국가와 시

기별로 다양했다.월남 문제를 논의하기 한 참 국 정상들의 회의에

해서는 원칙 으로 모두 동의하 다.그러나 회의의 성격이나 회의의

의제,진행방법 등에 있어서는 련국들의 의견 일치가 쉽지 않았다.

회의의 성격에 있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380)미국은 월남문제의

평화 인 해결방법을 모색하 다.미국의 경우 월남 참 국가들이 모이

는 회의가 여러모로 유익할 것이라는 것이 기본입장이었다.1966년 7월

엉거 국무부 월남문제 부차 보가 주미 사와의 면담에서 이러한 미국정

부의 입장을 표명하 다.그러나 존슨 통령은 1966년 10월 6일의 기자

회견에서 아시아 참 국들이 주도하는 월남 참 국 정상회의에 해 소

380)“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

｣,p.67,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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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인 자세를 보 다.이번 회의에서는 월남의 군사정세는 물론 정치와

경제발 등의 분야가 논의될 것으로 상하면서 아시아 참 국들의 의

견을 주로 청취하겠다고 밝혔다.381)참 국 정상회담이 미국의 아시아

지역 안보 공약의 강화로 간주되는 것도 우려하 다.같은 해 10월 13일

기자회견에서도 존슨 통령은 월남 참 국 정상회의에서 참 국 사이의

직 인 군사공약의 강화와 련된 사안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

혔다.382)미국은 참 국 정상회의에서는 월남문제만을 군사 인 면과 비

군사 인 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했다.

필리핀도 참 국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해서는 기본 으로 공감하

다.마르코스 통령은 1966년 9월 30일 발언에서 회담의 성과에는 의구

심을 나타내면서도 회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 다.다만,아시아 지역에

서 공과의 세력균형 차원에서 미국의 참여가 필수 이라는 입장을 밝

혔다.383)회의의 성격에 해서는 기존 태도를 변경하여 월남문제의 평

화 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데 동의하면서 동시에 월남 참 국 정상회담

을 아세아 정치기구로 발 시키고자 했다.1966년 10월 4일 필리핀 외무

장 의 기자회견은 이러한 필리핀 정부의 의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필

리핀 외무장 은 월남 쟁의 확 를 원칙 으로 반 하면서 월남 문제

의 평화 해결을 해 정치 분야의 ECAFE(EconomicCommissionfor

AsiaandtheFarEast)와 같은 기구의 구성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

견을 피력하 다.384)워싱턴포스트지는 이러한 필리핀의 강경한 반공태

381)“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

｣,pp.75-76,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382)“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

｣,pp.140-141,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383)“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

｣,pp.34-35,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384)“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

｣,pp.88-92,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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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완화에 해 “지난 1년간 강경한 반공태도를 많이 완화한 것 같으며

공산국가와 외교 계는 않맺고 있으나 자국인들의 쏘련, 공 여행을 허

가했으며 국회에서는 이들 공산국가에 한 통상제한 철폐논의가 진행되

고 있다”고 논평하 다.385)

한국과 함께 정상회담 개최에 극 이었던 태국도 월남 참 국 정상

회담의 성격을 월남 의 평화 해결 방안 논의에 을 맞추고 있었

다.태국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월남 의 향후 지도방향과 종결 방향,종

이후 사태에 해 논의하는데 심을 나타냈다.주태국 사가 외무부

에 보고한 문에 보면 태국 언론은 이러한 태국정부의 월남 의 평화

해결방안에 해 부정 으로 논평하 다.월맹을 포함한 공산측이 평화

상을 거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평화 해결방

안을 논의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았다.오히려 참 국 사이의 긴 한

조를 통해서 궁극 으로 지역의 안 보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논평하

다.386)

호주 정부도 월남 참 국가의 정상회담 제의를 환 하 다.주호주

사의 보고에 따르면 호주정부는 월남 참 국 정상회담에 한 정보와

비가 다른 참 국에 비해 상 으로 부족했다.호주는 체로 미국이

설정한 회의의 성격인 월남 의 평화 인 종결에 찬성하 다.호주 언론

도 월남 정상회담의 개최에 따른 획기 인 성과는 기 하지 않았다.

다만 참 국 정상들이 한 곳에 모여 단합된 모습을 보임으로서 월맹을

포함한 공산측에 일종의 심리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으로 상하 다.정상회담이 한국과 필리핀,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385)“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

｣,pp.244-245,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386)“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

｣,pp.44-45,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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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주도되는 도 호평하 다.387)뉴질랜드도 호주와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의 견해는 미국과 근본 으로 상충되었다.한국은 쟁지도

문제를 우선 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평화를 해서는 월남에

서의 세를 유리하게 발 시키는 것이 불가결함을 주장함은 물론 월남

문제는 태평양지역 체의 안 문제의 일환임을 강조했다.자유 국은

체로 한국의 견해에 찬성하 다.월남 정부는 참 7개국 정상회담에

서의 미국의 평화 인 쟁 종결 시도에 해 회의 이었다.월남의

통령이나 외무장 은 참 국 정상회담이 지역 내에서의 새로운 동맹체로

발 되기를 희망하 다.월남 정부의 견해는 한국과 유사했으며,1966년

9월 30일 주월 한국 사가 티우 통령과 면담한 아래의 내용에 잘 나타

난다.

본인은 동회담에 거의 참석하게될 것으로 생각하나 동회담에서 논의될 공산침

략을 방어하기 한 월남 의 수행계획 특히 논의될 평화 상에 하여는 사

에 심 히 검토하여 월남이 납득할수 있는 회의결과를 가져오도록 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인[티우원수]으로서는 회의 망이 밝 질때까지 정식발표함을 보류

하고 있는 것이다.( 략)7개국 정상회담은 선거를 앞둔 미국으로서는 단히

요할 것이며 한 동회담은 참 국들의 단결 공동 략을 의하기 한

좋은 계기라고 하겠으나 미국이 지 한 심을 갖고 있는 월남 의 평화 상

에 하여는 1954년의 제네바 상의 재 이 되지 않도록 사 비가 이루어져

야할 것이며 이를 하여 참 국 특히 한월태 3국이 단결하여 미국 공동

노력을 버러야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388)

참 국 정상회담의 성격에 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면서 당시 참

국 정상회담에 한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많았다.한국 정부가 월남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역 방 기구를 창설할 것이라는 보도는 물론 미국

387)“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

｣,pp.40-42,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388)“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

｣,p.29,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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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화 상을 반 하고 월남 을 확 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논란이 되

었다.389)한국 정부는 지역 방 기구 창설과 련된 언론 보도에 해

외교경로를 통해 련국들에게 극 으로 해명하 다.외무부는 각국에

긴 문을 통해 월남 참 국 정상회담에서 한민국 정부는 “태평양 지

역의 새로운 방 기구 설치를 제의하거나 기존 기구의 수정을 제의할 의

도가 없음”은 물론 “동 회의를 통하여 태평양 지역의 방 는 불가

분리의 것이라는 정신 유 를 강조하고 지역 내 국가 간의 공동 운명

의식을 고취하고 정신 인 면을 강조하려는 의도인 것뿐임”을 해명하라

고 지시하 다.390)참 국 정상회담 직 까지 회의의 성격에 한 의견

조율이 계속되었으며,최종 으로는 미국의 견해를 심으로 한국의 견

해를 일부 반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다.

회의의 의제에 한 견해의 차이도 했다.391)미국 정부가 제의한

가의제에 해 한국 정부는 상충된 입장을 보 다.김 철 주미 사가

1966년 10월 8일 미국 국무성 번디(Bundy)극동담당차 보와의 면담 후

정부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미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이번 참 국 정

상회담 의제는 “첫째는 월남문제이며 월남문제를 다시 세분하면,가.월

남에 있어서의 군사 인 문제의 검토,나.비군사 인 문제의 검토,다.

월남문제의 평화 인 해결문제에 한 검토,라.월남의 정치 인 문제의

검토로 볼 수 있으며,둘째 의제로서는 참가국가원수간의 의견교환이고,

셋째는 아세아지역에서의 지역 인 조 계” 다.392)

389)한국 정부가 정상회담을 통해 월남 을 확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보도는 1966년

10월 6일자 워싱턴포스트의 시사논평을 참조한다.

390)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

｣,p.64,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391)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

｣,p.68,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392)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

｣,pp.112-113,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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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이 제안한 의제에 해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가 마치 평화

상을 한 것처럼 되어 있다고 보았다.필리핀 사에게 의제 조정을

지시한 문에 보면 “정부의 입장으로는,평화는 궁극 인 목표이기는

하나 명 로운 평화가 보장되기 해서는 세의 유리한 발 이 선행해

야 할 것임.따라서 이번 회의에 있어서는 오히려 쟁수행 결의

(DeterminationforContinuedWarEfforts)가 우선 으로 표명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노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의제가 조정”되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393)

1966년 10월 12일 마닐라에서 진행된 회담 의제 종합을 한 계국

사회의에서 필리핀 정부가 제의한 가의제는 첫째, 재까지 당사국들

에 의하여 추진된 월남평화 상 제안 검토,둘째,하노이 정권 그 후

원자들에 의한 동 제안의 거부의 평가,셋째,월남에 있어서의 침략

괴활동에 한 항쟁의 진 상황 검토,넷째,월남의 경제안정 복구

와 련된 제 문제.다섯째,월남의 정치정세,여섯째,월남 의 평화

해결이었다.394)한국은 이러한 의제의 논의와 더불어 쟁수행을 한

조 방법과 앞으로의 쟁수행을 한 의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

견을 제시하 다.당시 외무부에서 통령에게 보고한 1966년 10월 21일

자 뉴욕타임스지 보도 내용을 보면 참가국들의 견해에 차이가 있음을 잘

보여 다.외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 번회의에서 월남과 한국은 상

이 마련되는 경우 베트콩을 독립 인 참가자로서 포함하는데 해 최

에는 강한 태도를 보일 것이나 비공개 의가 진행되는 동안 입장을 완

화할 것이라는 생각이 리 퍼지고 있다고 보도함.호주와 뉴질랜드는

393)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

｣,pp.84-87,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394)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

｣,p.67,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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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 온건한 입장을 취할 것이며 비율빈[필리핀]은 간 입장을 취

하고 미국은 타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같다고 보도”되었다고 보고

하 다.395)

회의의 진행 방법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었다.396)미국 정부는 최소한

2일 간의 정상회담이 진행되어야 하며,필요하다면 차후에 참 국들의

외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하 다.반면에 한국 정부는 월남 문제에

한 국가 정상 의 직 인 상을 피하고 “만일 상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는 회의 기간 외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융통성 있는 회의 진행”을 제의하 다.397)

3)월남 참 국 정상회담 개최와 성과

월남 참 국 정상회담은 1966년 10월 24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2일 동안 진행되었다.월남 에 병한 한국,미국,태국,필리핀,호주,

뉴질랜드와 월남 등 총 7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하 다.

박정희 정부는 월남 참 국 정상회담의 과제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설정하 다.첫째는 월남 이 내 도 아니고 단순한 국지 도 아닌 태평

양지역의 평화와 안 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며,둘째는

태평양지역국가(월남참 국)의 집단군사행동 등의 필요성 확인 쟁

수행결의 표명이고,셋째는 월남문제의 평화 해결에 한 상조건을

결정하고,넷째는 (미국이 반 하고 있지만)사이공에 참 국가의 사

의 원회를 설치하며,다섯째는 (월남이 반 한다는 이유로 미국이 반

395)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

｣,p.247,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396)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

｣,p.68,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397)"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

｣,pp.84-87,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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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월남 수행을 한 합동사령부를 설치하는 것이었

다.398)

회담은 1966년 10월 18일에 열린 계국 사 회의에서 필리핀이 제

시한 가의제의 범 내에서 진행되었다.2일간 진행된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공동성명의 형태로 회의 직후에 발표되었다.399)공동성명에서 참

국 표들은 월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를 참 국들의 일

치된 목 으로 규정하 다.정상들은 한 월남의 자유를 해 침략세력

의 정복에 항할 것도 결의하 다.참 국 공동 행동의 원칙과 련된

지침은 군사 노력,평정 명 발 ,경제 안정과 진보,정치

발 ,평화의 모색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공동성명에서 주목할 은 월남 을 시작한 이래 최 로 미국과 참

국들에 의해 철수에 한 문구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공동성명에서의

철수 조항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그들[동맹국]은 다른 쪽이 북쪽으

로 그들의 군 를 철수하고 침투를 지하고 그래서 폭력의 수 이 잠잠

해질 때 철 한 의를 거친 후에 철수할 것이다.참 국 군 들은 의

조건들이 실 된 후에 가능한 빨리 6개월 이내에 철수할 것이다.”400)이

러한 결과는 월남 의 평화 해결에 주안을 두고 회의에 참석했던 미국

이 의도한 것이었다.

월남 참 국 정상회담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력에 일부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지만,아래와 같은 요한 성과를 가져온 것도 사

398)"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

｣,pp.66-67,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399) 한민국 외무부,｢60년 의 한국외교｣(서울:외무부,1971),p.385.

400)SanitizedCopy,MarshallWright,PaulS.Garvey,andC.RichardSPURGIN,

Presidential Decisions: The Seven-Nation Manila Conference and the

President's Asian Trip,October17-November 2,1966 (November 1,1968),

NationalSecurityFile,NSCHistory,Box45,LBJLibrary.G-7,홍규덕,“ 병외

교와 안보신드롬 :60년 한국외교정책 평가,”p.3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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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첫째,월남 참 국 정상회담이 참 국들의 쟁 수행에 한 강

한 의지를 밝히는 계기가 되었다.공동성명의 제3항에서 참가국 표들

은 “우리들은 침략이 끝날 때까지 서로 긴 히 조하면서 확고하게 그

리고 필요하다면 언제까지라도 군사 인 한 모든 기타의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선언하 다.미국의 주도로 월남 의 평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정상회담에서 월남에서의 철수문제도 논의되었지만 이

러한 쟁 수행의 결의는 공산측에 양면 인 신호를 보내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둘째,월남 참 국의 단결을 과시하는 기회 다.공동선언의 제1항에

서 참가국 표들은 “아세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침략이 성공할 수

없도록 하기 하여 국제연합 헌장과 상호 방 조약에 의거 우리의 각자

의 약속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월남 참 국 회의가 단순히 월남

에 국한되지 않고 월남에서의 공산세력에 의한 이 아시아･태평양 지

역 체에 한 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러한 의 확산에 강력하

게 처할 것이라는 의지를 공산측에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셋째,아시아인에 의한 지역 안보 력 이니셔티 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구도는 미국을 심으로 무 계

를 형성하는 소 ‘hubandspoke'구도 다.월남 참 국 정상회의는

한국을 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이 제창하여 아시아인의 목 과 이익

에 합당하게 지역 방 를 추구하는 자주 인 지역방 인식을 갖게 됨은

물론 보다 능동 인 지역 방 체제 구축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월남 병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 평화와 안 에 기여하기 한 공동의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박정희 정부는 참 국들이 아세아･태평양의 평화와 안

의 불가분성을 공동으로 인정하여 월남 을 지역안보와 연계하려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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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도를 달성하 다.한국이 월남문제와 지역의 장래를 논의하는데

주도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의 발언권이 하게 증 하 다.401)

한국 정부는 제2차 정상회담도 제안했었다.참 국 표들은 1967년 4

월 제1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제2차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하 다.402)하지만,1967년 5월 12일자 조선일보에서는 한국

정부가 같은 해 10월에 서울에서 제2차 월남 참 국 정상회의를 개최

하여 마닐라 선언 실천 정도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자 정부는

근거가 없는 보도라고 일축하여 입장이 변화하 음을 시사하

다.403)이후에도 박정희 통령은 정상회담의 여건이 성숙될 때 까지 제

2차 정상회담 제안을 지하여,성사되지 않았다.정상회담 개최에는 충

분한 비가 필요할 것이므로 우선 외상 비회의를 거쳐 충분한 책

을 수립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단이었다. 신 같은 해인

1967년 10월에 고 홀트 호주 수상의 추도식에서 박정희 통령이 제2차

외상회의 개최를 제의하 다.404)

2.월남 참 국 외상회의

월남 참 국 외상회의는 월남 정상회담 이후인 1967년부터 1971년

까지 월남 참 국 외상들이 참가한 회의이다.외상회의는 한 차례의 비

401)한국 정부는 마닐라 정상회담의 성과를 크게 9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세부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월남자유참 국정상회담,” ｢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

Manila,1966.10.24-25. 2권｣,pp.281-282,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402)“월남참 7개국회의 보고서,”｢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1차.Washington,D.C.,

1967.4.20-21. 2권(V.1기본문서집)｣,p.185,MF,Re-0017(2130),외교부 외교사

료 .

403)“월남참 7개국회의 보고서,”｢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1차.Washington,D.C.,

1967.4.20-21. 2권(V.1기본문서집)｣,pp.246-257,MF,Re-0017(2130),외교부 외

교사료 .

404)"외무부 문 WAU-0110,"｢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2차.Wellington(뉴질란드)

1968.4.4｣,p.18,MF,Re-0017(2567),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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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회의를 포함하여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월남 참 국 외상회의

는 아래의 <표 4-1>과 같이 장소를 바꿔가면서 정기 인 연례회의로

진행되었다.통상 인 회의 진행은 개최국 수석 표에 의한 개회사와 월

남상황에 한 보고에 이어 각국 수석 표들의 연설과 사 에 설정한 의

제에 한 토의 등의 순서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회의가 종료되면 공

동선언문을 발표하 다.회의 의제와 공동선언문 안은 회의가 시작되

기 에 참가국들의 사 교섭을 통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다.

<표 4-1>월남 참 국 외상회의 개최 황

구 분 일시와 장소 참석 상

제1차 외상회의 1967.4.20-21,미국 워싱턴 DC 월남참 7개국 외상

제2차 외상회의 1968.4.4,뉴질랜드 웰링턴 월남참 7개국 외상

제3차 외상회의 1969.5.22,태국 방콕 월남참 7개국 외상

비공식 외상회의 1969.9.20,미국 뉴욕 월남참 7개국 외상

제4차 외상회의 1970.7.5,월남 사이공 월남참 6개국 외상

제5차 외상회의 1971.4.23미국 워싱턴 DC 월남참 6개국 외상

1)제1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

제1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는 태국의 코만 외상이 최 로 주창하

으며,이후 실제 회의는 미국이 반 으로 비하고 주도하 다.태국의

코만 외상이 1966년 11월 11일에 태국을 방문 이던 미국의 러스크 국

무장 과 월남 지원국 정상회담에 따른 각료 회담 개최 문제에 해

논의하 다.정상회담 참가국 일부는 각료회의를 1967년 에 방콕에서

개최함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코만 외상은 박정희 통령이 각료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할 의사가 있다면 태국은 이를 극 지지하겠다고

하 다.405)

405)“월남 지원국 정상회담에 따르는 각료회의 개최문제,”｢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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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최 에는 각료 회담 개최에 반 하 다.참 국 정상들이 모

여서 회담을 한 지 불과 2개월이 지난 시 이라서 시 하고 한 문제

가 없음은 물론 참 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서 제30항에 따른 사 회의

의 조기 개최와 정례화가 오히려 정상회담의 목 에 더 합하다고 단

했기 때문이다.여기에 1967년 2월에 방콕에서 외상회의를 할 경우 자칫

같은 해 6월에 방콕에서 개최가 계획되어 있는 ASPAC에 향 것을

우려하 다.406)

제1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는 한국 정부가 주창한 것은 아니다.태국

의 제안을 바탕으로 미국이 주도하여 회의 개최가 결정되자 박정희 정부

는 여기에 극 참여하여 외안보 략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의도는 외상회의에 한 기본 방침에 잘 나타나 있

다.407)박정희 정부는 참 국 외상회의를 통해 첫째,평화에는 한 기

회의 포착이 필요하며,둘째,선휴 론에는 큰 험이 있고,셋째,연합국

이 추구하는 평화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참 국의 지 를 확정할 것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 다.제1차 회

의에 참가하는 표단에 하달한 지침은 정부의 외상회의에 한 기본방

침과 연계되어 지시되었다.408)회의 표단은 참 국의 단결에 주력하며,

이를 해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 상에도 우리 정부가 개의치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고 지시하 다.월남분쟁의 정치 해결에 있어서는

제1차.Washington,D.C.,1967.4.20-21. 2권(V.1 기본문서집)｣,p.7,MF,

Re-0017(2130),외교부 외교사료 .

406)“월남 지원국 정상회담에 따르는 각료회의 개최문제,”｢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

제1차.Washington,D.C.,1967.4.20-21. 2권(V.1 기본문서집)｣,pp.7-8,MF,

Re-0017(2130),외교부 외교사료 .

407)“월남지원 7개국 회담의 의의와 성과에 한 김 주 외무부 차 문,”｢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1차.Washington,D.C.,1967.4.20-21. 2권(V.1기본문서집)｣,

p.163,MF,Re-0017(2130),외교부 외교사료 .

408)“월남지원 7개국회의.1967.4.20-21.와싱톤. 표단 지침,”｢월남참 7개국 외상회

의,제1차.Washington,D.C.,1967.4.20-21. 2권(V.1기본문서집｣,p.47-49,MF,

Re-0017(2130),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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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국이 심이 되어야 하며 베트콩을 상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는 방침을 정하 다.

제1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는 1967년 4월 20일부터 2일간 미국의 수

도인 워싱턴에서 참 7개국 외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한국

은 외무장 이 공석인 계로 김 주 외무차 이 참석하 다.409)회의는

러스크 미 국무장 의 개회사,도 월남외상의 리핑(군사 평정계획,

경제발 ,정치 황,평화모색),각국 수석 표연설,국가별 표가 제

안한 의제 토의,공동성명서 발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410)제1차 외상회

의는 월남 의 평화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다분히 정치 성격이 강한

회의 다.미국은 평화 정에 주안을 두고 회의에 참가했다.월남은 같은

해 9월에 계획된 선거를 겨냥하 으며,필리핀은 기존의 평화노선을 유

지하 다.호주와 뉴질랜드는 기본 으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 으며,

태국은 평화와 쟁의 간 인 입장을 취하 다.411)

한국은 평화 상의 신 론을 제기함은 물론 한국 쟁의 경험을 토

로 공산주의자들과의 상의 험성을 부각하 다.이와 더불어 명 로

운 평화를 해 월남에서의 군사 노력의 강화가 필요하며 평화 상의

주체는 참 국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 다.412)미국은 일부 참 국의 평

화 상 반 의견에 해 결코 무조건 휴 을 하지 않을 것이며,다만

409)"외무부 보고사항,"｢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1차.Washington,D.C.,1967.4.20-21.

2권(V.1기본문서집｣,p.100,MF,Re-0017(2130),외교부 외교사료 .

410)"와싱톤회의 의사순서( 상),”｢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1차.Washington,D.C.,

1967.4.20-21. 2권(V.1기본문서집｣,pp.50-51,MF,Re-0017(2130),외교부 외교

사료 ;"7개국 회의보 제3호,”｢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1차.Washington,

D.C.,1967.4.20-21. 2권(V.1기본문서집｣,pp.113-114,MF,Re-0017(2130),외교

부 외교사료 .

411) "와싱톤회의의 망," ｢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1차.Washington,D.C.,

1967.4.20-21. 2권(V.1기본문서집｣,pp.52-54,MF,Re-0017(2130),외교부 외교

사료 .

412)“김 주 외무부 차 연설문,”｢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1차.Washington,D.C.,

1967.4.20-21. 2권(V.1기본문서집｣,pp.154-159,MF,Re-0017(2130),외교부 외

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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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를 통해 휴 조건을 논의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

다.413)월남은 “한국이 공산침략의 에도 불구하고 재 각 방면에서

목할 만한 발 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 모범이며 아세아의 고무 인

상”이라고 특별히 한국의 상황을 언 하 다.414)뉴질랜드 외상은 “

의 결심이 약해질 때까지 쟁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여 한국의 견

해에 찬성하는 취지의 연설을 하 다.415)태국과 필리핀은 “무엇인가 특

색 있는 제안을 통하여 각자의 정부나 자기 자신의 공명심으로 정치

선 을 할 생각이었으며 구체 인 계획 없이 회의에 참가”하 다.416)

공동성명서는 미국이 안을 작성하고,각국 표들이 모여서 세부사

항을 의하 다.공동성명서에서는 회의의 목 ,참가국들의 공약 다짐,

침략행 가 끝날 때까지 긴 한 의와 군사 인 노력의 지속 등 합의사

항을 포함하 다.한국은 수석 표가 회의가 시작되기 부터 미국 수석

표인 러스크 장 과 하여 공동성명서에 포함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도를 달하고 이를 철시키기 해 노력하 다.김 주 차 은 4월

19일에는 번디 차 보와 20일에는 엉거 부차 보와 비공식으로 하

다.실제로 명 로운 평화를 정의하는 구 이나 군사 노력의 지속 등

한국이 주장하는 많은 부분이 최종 공동성명서에 포함되었다.417)

제1차 외상회의의 일반 인 성과는 참 국의 단결의 과시,평화 신

론이 다시 강조되어 성 한 평화 운동에 한 경각심 고취,명 스러운

413)"월남참 7개국회의 보고서,"｢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1차.Washington,D.C.,

1967.4.20-21. 2권(V.1기본문서집｣,p.186,MF,Re-0017(2130),외교부 외교사료 .

414)"월남참 7개국회의 보고서,"｢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1차.Washington,D.C.,

1967.4.20-21. 2권(V.1기본문서집｣,p.183,MF,Re-0017(2130),외교부 외교사료 .

415)"월남참 7개국회의 보고서,"｢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1차.Washington,D.C.,

1967.4.20-21. 2권(V.1기본문서집｣,p.184,MF,Re-0017(2130),외교부 외교사료 .

416)"월남참 7개국회의 보고서,"｢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1차.Washington,D.C.,

1967.4.20-21. 2권(V.1기본문서집｣,p.196,MF,Re-0017(2130),외교부 외교사료 .

417) "월남에 한 7개국 회의 공동 성명,"｢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 제1차.

Washington, D.C., 1967.4.20-21. 2권(V.1 기본문서집｣, pp. 142-146, MF,

Re-0017(2130),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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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정의 확정,참 국의 평화 상 참여 확인 등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418)추가 으로 한국 정부로서는 한미 양국의 의체제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회의의 모든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료들은 긴

한 양자 조와 주도 역할은 물론 향후 참 국 회의에서 한미 양

국의 의체제가 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 다.한국의

이니셔티 도 성공 이었다.한국 정부가 지속 으로 강조해온 평화 상

에 한 신 론을 제시함은 물론 명 로운 평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지 그 정의를 명확히 하 다.참 국이 평화 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한

국의 주장도 반 되었다. 지 언론들도 한국의 이니셔티 를 보도했다.

볼티모어 선지는 1967년 4월 21일자에서 한국이 긴 한 휴 에 경고를

하고 진정한 평화기 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419)이 닝스타지도 동일

자 신문에서 한국과 뉴질랜드가 평화 상 특히 휴 을 지나치게 서두르

는 것에 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보도했다.420)

2)제2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

제2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는 제1차 회의와 달리 한국 정부가 제의

하 다.1967년 워싱턴에서의 제1차 외상회의에서 이스 호리요크

(KeithHolyoake)뉴질랜드 수상은 1968년 4월 SEATO 이사회가 웰링

톤에서 개최될 정인데,만약 한국이 참가할 수 있다면 월남 참 국 외

상회의를 1968년에도 개최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 다.1967년 12월

418)"월남지원 7개국 회담 공동 성명서 안작성,심의 경 ,”｢월남참 7개국 외상회

의,제1차.Washington,D.C.,1967.4.20-21. 2권(V.1기본문서집｣,pp.163-164,

MF,Re-0017(2130),외교부 외교사료 .

419) " 지 신문 보도,” ｢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 제1차. Washington, D.C.,

1967.4.20-21. 2권(V.1기본문서집｣,pp.241-242,MF,Re-0017(2130),외교부 외

교사료 .

420)" 지 신문 보도,”｢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1차.Washington,D.C.,1967.4.20-21.

2권(V.1기본문서집｣,p.243,MF,Re-0017(2130),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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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박정희 통령이 고 홀트 호주 수상 추도식에서 계국 정상들에게

참 국 외상회의를 제의하 다.호주,뉴질랜드,필리핀이 여기에 동의하

면서 한국 정부가 제2차 외상회의 개최를 추진하 다.1968년 1월에 뉴

질랜드 정부가 개최를 최종 으로 확정함에 따라 제2차 외상회의가 성사

되었다.421)제1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 개최를 최 에 반 했던 것과

달리 제2차 회의를 제의한 배경에는 제1차 회의의 성과와 더불어 1967년

에 한국 정부가 제의한 제2차 월남 참 국 정상회담의 개최를 한 여건

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을 들 수 있다.

제2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는 1968년 4월 4일 뉴질랜드의 수도인

웰링톤에서 참 7개국 외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한국은 최

규하 외무장 이 참석하 다.422)회의는 정식의제 없이 일반 정세에

한 반 인 토의에 주안을 두고 뉴질랜드 수상의 환 사,월남 외상의

연설,미 태평양사령 의 월남 군사정세에 한 보고,각국 수석 표의

연설,각국 표 연설에 한 토의,공동성명서 발표의 순서로 진행되었

다.423)제2차 외상회의는 베트콩의 구정공세로 사태가 안정되어 있지 않

은 상황에서 개최된 계로 월남 이 군사 인 측면에서 새로운 국면의

타개가 긴요한 문제 다.이를 감안하여 쟁수행 지도방안을 논의함

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 에 련된 제 문제를 정치 차원에

서 포 으로 논의하는 성격의 회의 다.424)

한국은 월남 과 북괴의 도발행 를 연계하여 지역 차원에서 공산

421)"외무부 문 WAU-0110,"｢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2차.Wellington(뉴질란드)

1968.4.4｣,p.18,MF,Re-0017(2567),외교부 외교사료 .

422) "외무부 보고사항," ｢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2차.Wellington(뉴질란드)

1968.4.4｣,p.100,MF,Re-0017(2567),외교부 외교사료 .

423)“월남 참 국 외상회의,”｢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2차.Wellington(뉴질란드)

1968.4.4｣,p.247,MF,Re-0017(2567),외교부 외교사료 .

424)“웰링톤 외상회의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 ｢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2차.

Wellington(뉴질란드)1968.4.4｣,pp.66-67,MF,Re-0017(2567),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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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국들의 지지를 호소하 다.

최규하 외무장 은 기조연설을 통해 월남 의 효율 인 수행을 해서는

북괴 침략 행 를 공동으로 처해야 한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의 기만

평화 제의에 해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국은 월남 참 국 외

상회의에서 주로 월남문제의 토의에 국한하 다.러스크 미국 국무장

은 존슨 통령의 북폭의 폭 지 조치에 한 참가국들의 지지를 호

소하고 동남아 지역 방 에 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 다.존슨

통령의 호놀룰루 방문 목 에 해서도 주월 미국 사는 물론 군 지휘

들과 월남문제를 의하기 한 것이라고 설명하 다.필리핀은 주월

연합군 통합사령부 설치와 상 노력의 강화 등을 제의하 다.뉴질랜드

는 의 기만 상 제의를 경계해야 하며 차제에 의 진의를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 다.호주는 의 구정 공세로 연합국의 결의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베트콩과의 소 연립정부 수립론을

배격하 다.월남은 특히 월남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라오스에 한 월맹

군의 침공에 해 한 심을 표명하 다.참가국의 표들은 공통

으로 월남의 자주성을 강조하 다.존슨 미국 통령의 북폭 일시 지

등 월남 련 조치를 환 하고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

다.425)

공동성명서 작성을 해서 회의 시작 하루 인 1968년 4월 3일부터

공동성명서 기 원회가 가동되었다.공동성명서는 7개국 외상회의의

개최 목 이 월남 의 효율 인 수행방안을 검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지역 체의 안 문제도 검토하기 한 것임을 분명히 하 다.7개국

의체제의 지속성을 재확인하여 정례 인 의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

다.월남문제 특히 존슨 통령의 월맹에 한 조치와 련된 사항이 포

425)"발신 보,"｢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2차.Wellington(뉴질란드)1968.4.4｣,pp.

205-207,MF,Re-0017(2567),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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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됨은 물론 북괴의 침략과 련된 한국의 방 문제와 더불어 월남 참

국 회의가 월남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지역 체의 안 에 한

사항도 논의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426)공동성명서에 ‘한국’이라는 독

립된 항이 설정되어 한국 정부가 주장해온 입장이 아래와 같이 그 로

포함되었다.427)

지난 1월 21일 북괴무장공비 서울침입사건을 규탄하고 특히 동 무장공비의 청

와 습격기도에 하여 우려를 표명하 다.이와 같은 사건의 추이에 하여

큰 심을 표시하고 최근 북괴의 그와 같은 침략행 가 월남 등 동남아세아에

있어서의 침략과 련이 있다는데 합의하 고 한 이와 같은 도발행 는 한국

과 한국을 포함하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 을 직 하는 한 심사임

에 합의하 다.따라서 이와 같은 침략에 항하는 한민국을 지원하고 이와

같은 사태를 주시하면서 상호 긴 한 연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 다.1966

년 10월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와

진보에 한 선언’을 통하여 행한 7개국의 공약을 재확인함으로써 국제연합의

원칙과 각국 상호간의 방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재표명하게 되었다.

제2차 외상회의의 성과는 1차 회의와 같이 참 국의 단결을 과시함은

물론 월남에서 명 로운 평화가 달성될 때까지 지 까지와 같은 군사

기타 모든 노력을 지속한다는 결의를 재표명하 다.월남 참 국 회

의체제의 지속성을 재확인하여 정례 인 의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외상회의에 앞서 설정한 기본목표인 지

역의 평화와 안 은 불가분이라는 ,북괴가 이 지역의 안 과 평화를

지속 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 월남에서의 공산주의 침략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처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형성

하는데 성공하 다.한국 정부는 제2차 외상회의가 지역의 평화와 안

426)"월남 참 7개국 외상회의 보고서 제출,”｢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2차.

Wellington(뉴질란드)1968.4.4｣,p.222,MF,Re-0017(2567),외교부 외교사료 .

427) "월남 참 7개국 외상회의 보고서 제출,” ｢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2차.

Wellington(뉴질란드)1968.4.4｣,pp.221-223,MF,Re-0017(2567),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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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한 실질 인 지역집단안 보장체제화의 방향으로 발 시켜 나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고 평가하 다.428)

3)제3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

제3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는 제2차 외상회의에서 합의한 로 정례

화되었다.방콕에서 1969년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계획된 SEATO이사

회 일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종료되는 5월 22일부터 2일간 방콕에서 제

3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429)

제3차 회의는 정치･군사 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요한 시

에 진행되었다.1968년 10월 30일의 면 단폭과 리 상이 시작된 이

후 최 로 개최되는 회의임과 동시에 미국에서는 닉슨이 통령으로 당

선되어 새로운 행정부가 등장했다.월남에서는 1969년 2월에서 3월까지

2개월간 공산측의 인 공세로 월맹과 베트콩의 역량에 한 월남인

들의 인식이 환되는 략 향을 미치는 시기 다.미국이 철군을

포함한 본격 인 출구 략을 모색하면서 리에서의 공식 인 평화 상

과 더불어 미국,월남,월맹,베트콩 사이에 개별 인 비 상이 진행되

는 등 쟁의 장기화에 따른 본격 인 평화 상의 분 기가 고조되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일본과 오키나와 반환을 상 이어서 이러한

상이 한국의 방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비하는 상황이었다.삼

척지구 북괴 무장공비 침투와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 등 한반도에서 북괴

의 이 증하는 시기 다.430)

428)"월남 참 7개국 외상회의 보고서 제출,” ｢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2차.

Wellington(뉴질란드)1968.4.4｣,pp.221-224,MF,Re-0017(2567),외교부 외교사료 .

429)“｢뱅코크｣회의의 결산(한국일보 1969.5.24일자 사설),”｢월남 참 7개국 외상회의,

제3차.Bangkok,1969.5.22. 2권(V.1기본문서철)｣,p.375,MF,Re-0017(3011),외

교부 외교사료 .

430)“월남 참 국 외상회의 한국 기본 입장 표단 구성,”｢월남 참 7개국 외상회

의, 제3차. Bangkok, 1969.5.22. 2권(V.1 기본문서철)｣, pp. 57-59, 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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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에 한 한국 정부의 기본구상은 제1차,

제2차 회의와 큰 변화가 없었다. 외안보 략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자하는 큰 틀에서 월남 참 국 회의를 궁극 으로 한반도 안보에 활용하

고자 했다.한국 정부는 1969년 반 월남 의 상황을 토 로 향후 월남

의 해결은 군사작 보다는 정치 인 상과 흥정에 의해 결정될 가능

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431)월남문제와 련된 결정에 참 국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월남문제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문제로 인식하

게 하며,월남 종 후 재건활동에 한국의 참여의사를 밝히는데 주안을

두었다.우선,월남문제에 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자 했다.마닐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정신에 입각한 월남 문제 해결원칙인 평화를 한

공동 노력,월남인의 자결권 존 ,침략 지를 한 결의,아세아･태평

양 지역의 번 과 연계 문제 등을 재확인하 다.평화 상과 련해서는

공산주의자들과의 상은 일면 상하면서 일면 쟁의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고,연합군 진 의 군사노력은 계속 되어야 하며,연정수립과

립화 정책에는 강력하게 반 하면서,월남 문제의 주요 해결 과정에

참 국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자 했다.추가로,월남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면서 월남 후 복구사업에 능력 범 내에서 한국

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하 다.북괴의 도발과 지역안보를 연

계시킴은 물론 참 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침략에 공동으로 응하기

Re-0017(3011),외교부 외교사료 .월맹과 베트콩의 구정공세에 해서 당시 한국

의 국방부는 1969년 2월 23일부터 3월말가지 계속된 작 에서 은 2만여 명의 병

력을 손실하고 연합군측이 령 이던 어떤 지역도 령하지 못했지만 “2개월간

이나 월남 역에서 소규모 이긴 했지만 포격 을 감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공

산측의 쟁지속 능력의 과시에서 오는 정치 이 을 안겨다 주었다"고 분석하

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제3차 월남 참 국 외상 회담 자료,” ｢월남 참

7개국 외상회의,제3차.Bangkok,1969.5.22. 2권(V.1기본문서철)｣,p.47,MF,

Re-0017(3011),외교부 외교사료 .

431)"제3차 월남 참 국 외상 회담 자료,”｢월남 참 7개국 외상회의,제3차.Bangkok,

1969.5.22. 2권(V.1기본문서철)｣,pp.43-48,MF,Re-0017(3011),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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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상설 인 방 기구의 설치가 필요함을 주창하고자 했다.432)

제3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는 1969년 5월 22일 하루 동안 태국의 수

도인 방콕에서 참 7개국 외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한국은

최규하 외무장 이 수석 표로 참석했으며,심흥선 육군사 학교장과 김

용휴 주월한국군부사령 이 지에서 군사분야 표로 참가하 다.433)

회의는 코만 태국 외상의 개회사,월남 탄 외무장 의 월남 국내정세 설

명,미국과 월남 양국에 의한 군사정세 보고,각국 외상의 기조연설,의

제토의,공동성명서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3차 외상회의는 월남문제 해결을 한 구체 인 방안의 논의에 집

되었다.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의 철군방안이 본격 으로 논의되었으며

정치 차원에서의 평화 상 방안을 집 으로 논의하 다.한국은 마

닐라 정상회담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철수문제에 한 한국 정부의 입장

을 밝혔다.월남 문제 해결에 있어 참 국의 참여는 물론 월남 후 복

구계획에 참 국의 참여를 역설하 다.한반도의 안보상황과 련해서는

증하는 북괴의 도발은 곧 아시아 자유국가의 안 과 연계되므로 공동

처와 한국에 한 지지를 호소하 다.미국은 월남문제 해결에는 월남

국민의 자유의사가 반 되어야 하며 문제 해결을 한 어떠한 결정도 참

국과의 충분한 의를 거칠 것임을 다짐하 다.뉴질랜드는 한국의 입

장을 폭 으로 지지한다는 기조의 연설을 하 다.호리오크 뉴질랜드

수상은 “북괴의 도발행 가 이 지역 안보에 련이 있으며 이러한 도발

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 국민이 굳게 단결하여 북괴도발에 처하면

432)“월남 참 국 외상회의 한국 기본 입장 표단 구성,”｢월남 참 7개국 외상회

의, 제3차. Bangkok, 1969.5.22. 2권(V.1 기본문서철)｣, pp. 59-62, MF,

Re-0017(3011),외교부 외교사료 .

433)“월남 참 국 외상회의 한국 기본 입장 표단 구성,”｢월남 참 7개국 외상회

의,제3차.Bangkok,1969.5.22. 2권(V.1기본문서철)｣,p.55,MF,Re-0017(3011),

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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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 발 을 이룩하고 있다”고 발언하 다.호주는 월남 국민의 자

유의사로 국가의 장래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의견에 동조하 다.

월남군의 증강으로 차 인 연합군의 처와 장차 철군에 있어서 월맹

의 속임수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필리핀은 주로 쟁 후 월남

의 부흥계획에 참 국이 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 다.

태국은 다음 회의에서는 월남 쟁의 험보다는 월남과 이 지역의 평

화,그리고 재건과 부흥을 논의하길 희망하 다.434)

기존회의와 달리 공동성명서의 회의 목 을 월남문제에 국한하지 않

고 아세아 안보 상태의 검토를 포함한 이 새로운 사실이다.참 국 외

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월남 정부가 합의한 상호철군에 한 제안

을 환 하 다.월남인들에 의한 월남문제 해결 원칙에 합의했으며,마닐

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아세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진보에 한 선언’

이 유효함을 재확인했다.월남분쟁 해결에 한 참 국의 참여원칙이 강

조되었으며 월남 후 복구와 건설에 한 참 국들의 지원을 강조하

다.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 하여 아래와 같이 북괴의 도발과 한국에

한 지원 등도 합의하 다.435)

외상들은 계속되고 있는 북괴도발에 해 공분을 새로이 표명했다.그들은 이

같은 도발 침략행 가 한반도와 아시아 체의 평화안정을 직 으로

한다는 종래합의를 재확인했다.외상들은 북괴침략에 항함에 있어 한민국에

한 그들의 지원을 재확인했다.그들은 한민국 정부가 장래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해 서울주재 사를 통해 참 국 기타 심 있는 국가에 수시로 그

진상을 알려주겠다는 한민국의 의향을 환 했다.

434)"월남 참 국 외상회의 보고(6),"｢월남 참 7개국 외상회의,제3차.Bangkok,

1969.5.22. 2권(V.1기본문서철)｣,pp.368-370,MF,Re-0017(3011),외교부 외교

사료 .

435)"월남참 연합군 철수에 한 미월공동제안,"｢월남 참 7개국 외상회의,제3차.

Bangkok,1969.5.22. 2권(V.1기본문서철)｣,p.373,MF,Re-0017(3011),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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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외상회의의 성과는 월남문제의 정치 ,군사 해결방안의 구체

인 논의라고 할 수 있다.정치 으로는 미국이 제안한 평화 상안에

지지를 표명했고,군사 으로는 미국과 월남 정부가 합의한 철수방안을

지지했다.마닐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기본원칙은 물론 제1차와 제2차

회의에서 합의된 문제들이 일 되게 논의되고 재확인되었다.한국 정부

의 입장에서도 월남문제를 북한의 과 연계하여 지역안보에 한 공

감을 형성하고 한국에 한 지지를 획득하 다.한국 정부가 일 되게

주장해온 월남문제 논의에 있어서 참 국의 참여 보장은 물론 쟁이 끝

난 후 월남의 복구와 건설에 한 참 국의 지원을 강조하여 한국의 능

력 범 내에서의 참여를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 다.436)

4)비공식 월남 참 국 외상회의

비공식 월남 참 국 외상회의는 미국의 제의에 의해 이루어졌다.1969

년 5월 22일 방콕에서 개최된 제3차 월남참 국 외상회의에서 로 스 미

국 국무장 이 같은 해 9월 유엔총회 기간에 월남 참 국 외상회의를 개

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이후 미국 정부는 참 국의 의사를 개별 으

로 타진했으며,한국의 경우 주한미국 사 리가 서한으로 9월 20일 뉴

욕에서 월남 참 국 외상회의 개최를 제의하 다.한국을 포함한 참 6

개국 모두 미국의 제안에 동의하여 회의 개최가 성사되었다.437)

436)"월남 참 국 외상회의 보고(5),"｢월남 참 7개국 외상회의,제3차.Bangkok,

1969.5.22. 2권(V.1기본문서철)｣,pp.366-367,MF,Re-0017(3011),외교부 외교

사료 .

437)"뉴욕에서 개최할 월남 참 국 외상 회의,“｢월남 참 7개국 외상회의(비공식,

New York,1969.9.20｣,pp.15-16,MF,Re-0017(3013),외교부 외교사료 .미국 정

부는 월남의 새 정부 구성과 태국의 미군철수 상 등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회의를 비공식화하기로 결정하 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최

외무장 과 스람 사 리와의 요담 내용,”｢월남 참 7개국 외상회의(비공식,

New York,1969.9.20｣,p.83,MF,Re-0017(3013),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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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주로 월남 에 련된 제반 사항의 검토

와 철군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단하 다.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은 월남

문제와 정치문제에 있어서는 기존과 큰 변화가 없었다.월남문제는 평화

상이 건인데,한국은 명 로운 평화의 확보를 강조하고자 했다. 상

과 군사 노력을 병행하여 공산측이 연합국 측의 의도와 노력을 오인하

거나 한국 쟁의 경험을 토 로 공산주의자들과의 상에 있어서 유의

에 해 기존과 동일한 원칙을 고수하 다.정치 인 문제의 해결에 있

어서 월남 국민의 의견이 존 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동일했다.

연합국 군 의 철군과 미군의 처계획에 해서는 연합국 측의 철군은

반드시 측의 상응한 조치를 수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 다.아울러

주월한국군은 평화 상 타결이나 월남정부 요청 없이는 철수하지 않겠다

는 방침을 정하 다.438)

비공식 월남 참 국 외상회의는 1969년 9월 20일 하루 동안 뉴욕에서

참 7개국 외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한국은 최규하 외무장

이 수석 표로 참석했다.회의는 로 스 장 의 인사,월남 외상의 일

반정세와 군사정세 월남군 증강 련 사항 설명,미국의 월남 의 월

남화계획 설명,각국 외상의 질의와 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월남 정부

는 미군의 1차 철군은 8월에 완료되었으며 추가 철군은 월남군의 증강,

연합군의 계속 인 화력지원, 측 투행 의 감소,연합군 잔류병력의

주둔을 고려하여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 다.미국은 월남 의 월남화

는 월남국민 자신의 자립을 한 자각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함을 강조하

다.철군은 월남 의 월남화 진 , 투행 감소,평화 상 진 에 부

합되는 범 내에서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하 다.비공식회의로 결정된

438)“월남참 국 외상회의 미국무장 과의 개별회의에 임할 기본입장,”｢월남 참

7개국 외상회의(비공식,New York,1969.9.20｣,pp.33-37,MF,Re-0017(3013),외

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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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회의 후 별도의 공동성명서 발표는 없었다.참가국 외상들은 1970

년 5월에 마닐라에서 SEATO 각료회의가 열릴 때와 더불어 필요하면

추가로 회합하기로 하 다.439)미국의 입장에서는 월남 의 월남화 계획

에 한 참 국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성과를 얻었다.다른 참 국 표

들은 월남의 정치와 군사정세는 물론 재 진행 인 월남 의 월남화에

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주월한국군

의 철수와 련하여 미국은 물론 월남 정부와의 의방안을 구상하는 기

회가 되었다.

5)제4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

주한 미 사 주드(Judd)공사는 1970년 2월 6일 김정태 외무부 아

주국장과의 화에서 제4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는 4월에 사이공에서

개최된다고 말하 다.1969년 뉴욕에서의 비공개회의 때 필리핀 정부가

SEATO 회의 후 월남 참 국 외상회의를 마닐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했었다.그러나 필리핀이 1969년 12월 12일 약 1,300명의 주월 군 를 철

수시킴은 물론 1970년에 와서 필리핀 정부가 외상회의를 개최할 의향이

없다고 하여 월남 정부가 사이공에서 개최하기로 제의하 다.월남 정부

는 외상회의를 통해 월남사태의 호 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미국

정부도 필리핀이 투부 를 월하지 않고 있으며 외상회의에 참여할

의사도 없기 때문에 필리핀의 참석을 반 하 다.필리핀을 제외한 나머

지 참 국이 동의하여 제4차 외상회의는 1970년 4월에 사이공에서 개최

가 확정되었다.그러나 SEATO 각료회의가 7월로 연기되면서 외상회의

도 자동으로 7월로 연기되었다.440)

439)"보고 제4호,”｢월남 참 7개국 외상회의(비공식,New York,1969.9.20｣,pp.

129-136,MF,Re-0017(3013),외교부 외교사료 .

440) "제4차 월남참 국 외상회의," ｢월남참 6개국 외상회의, 제4차. Sai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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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회의는 리 평화회담에 의한 월남 의 평화 해결 망이 밝

지 않은 상황에서 월남 의 월남화계획에 따라 미군의 감축이 계속되면

서 연합군 철군 가능성이 상되는 시 에서 계획되었다.마닐라 정상회

담 선언과 공동성명서 기본정신에 따라 월남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평화 상,철군,월남 국민의 의견 존 ,월남 후복구

사업 참여,북괴의 도발을 지역의 으로 연계 등 주요 사안에 한

한국의 기본입장은 1969년 뉴욕 회의와 큰 변화가 없었다.추가로 포로

문제에 해서는 제네바 정의 수를 강조하고자 했다.여건이 조성되

면 한국의 발 상을 소개하고 북한 의 실체를 보여주기 해 제5차

외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건의한다는 입장을 정하 다.441)

제4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는 1970년 7월 5일 사이공에서 참 6개

국 외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월남 평정개발계획의 진 상황

월남화계획을 포함한 군사정세 설명,캄보디아를 포함한 인도지나 반

도의 사태진 상황과 아세아･태평양 지역의 정세 검토,평정사업의 진

상황에 한 시찰에 한 의견 교환 등이 회의의 주요한 목 이었

다.442)한국은 최규하 외무장 이 수석 표로 참석했다.회의는 월남 수

상의 개회사,월남 정부의 평정과 개발계획 보고,미국의 군사정세 반

에 한 보고,참가국 외상들의 기조연설,공동성명서 채택의 순으로 진

행되었다.443)한국은 인도지나 사태에 한 우려를 표명하 다.북괴의

도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안보사태를 설명하고 공산세력의 도발과 침

1970.7.5-6. 2권.V.1기본문서철｣,p.13,40,58,MF,C1-0023(3510),외교부 외

교사료 .

441)"제4차 월남참 국 외상회의 개최 의의 아국의 기본입장,”｢월남참 6개국 외

상회의,제4차.Saigon,1970.7.5-6. 2권.V.1 기본문서철｣,pp.41-46,MF,

C1-0023(3510),외교부 외교사료 .

442)"보도자료,"｢월남참 6개국 외상회의,제4차.Saigon,1970.7.5-6. 2권.V.1기본

문서철｣,p.192,MF,C1-0023(3510),외교부 외교사료 .

443)"외상회의 제2보,”｢월남참 6개국 외상회의,제4차.Saigon,1970.7.5-6. 2권.V.1

기본문서철｣,pp.251-252,p.263,MF,C1-0023(3510),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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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에 해 강조하 다.미국은 월남화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

다고 밝히고 월남 은 결코 확 된 것이 아니라 투지역이 캄보디아를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고 설명하 다.월남은 월남화가 원활히

진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참 국이 캄보디아 작 을 지원해 것을 호

소하 다.호주,태국,뉴질랜드는 공통으로 공산측의 무성의로 상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 하고 연합국의 단호한 결의와 공동노력이 요함을

역설하 다.444)

공동성명서는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화 진보에 한 선

언’의 수를 재확인하 다.월남사태와 련해서는 공산측의 무성의로

평화 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지 하 다.월남문제 해결에는 모든 참

국이 참여하며 포로 문제는 제네바 정이 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

다.캄보디아 사태에 해서는 미국과 월남의 작 이 성공 이었으며,

자유제국의 캄보디아 원조를 검토할 것을 제의하 다.한반도 사태에

해서는 북한의 최근 도발과 침략행 를 언 함은 물론 한국에 한 지지

를 재확인하 다.445)

제4차 외상회의에서는 월남문제에 한 기존입장과 견해를 재확인하

면서 추가 으로 월남 의 월남화 진 상황을 검토하고 포로 문제가 강

조되는 성과가 있었다.이와 더불어 인도지나 지역의 격한 정세변화를

분석하고 처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동시 상호 철군이나 월남 국민의 자결권 존 등 월남사태에 한 기존

의 입장을 재확인함은 물론 한반도의 긴장과 북괴의 도발을 지역문제화

하는데 성공하 다.KAL기 미송환자는 물론 납치 해군 승무원 즉각 석방

444)"외상회의 제3보,”｢월남참 6개국 외상회의,제4차.Saigon,1970.7.5-6. 2권.V.1

기본문서철｣,pp.265-269,MF,C1-0023(3510),외교부 외교사료 .

445)"외상회의 제3보,”｢월남참 6개국 외상회의,제4차.Saigon,1970.7.5-6. 2권.V.1

기본문서철｣,pp.269-271,MF,C1-0023(3510),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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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와 더불어 한국에 한 지지를 획득한 도 추가 인 성과 다.446)

6)제5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

제5차 외상회의는 미국이 제의하 다. 주한 미 사 언디힐

(Underhill)공사는 1971년 3월 4일 외무차 을 방문하여 제5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를 4월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고자 한다는 미국 정부의

의향을 하 다.447)필리핀을 제외한 참 6개국이 동의하여 제5차 외

상회의는 1971년 4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가 확정되었다.제5차 외상

회의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월남의 월남화정책

이 지속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이 주월 한국군의 단계 검토를 시작한

시 에서 개최되었다.448)제5차 외상회의에 한 한국의 기본입장은 평

화 상,정치문제,철군,베트콩의 자격,월남문제 해결에의 참여,포로,

월남화계획 연합군의 철군,월남 정부의 분쟁해결 노력 지지,월남

후복구사업 참여 등 제4차 회의와 근본 인 차이는 없었다.주월 한국군

의 감축계획을 공표함은 물론 북괴의 도발행 와 지역 안보를 연계하고,

차기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기하고자 했다.

제5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는 1971년 4월 23일 워싱턴 DC에서 참

6개국 외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회의는 평화 상 진행상황의

검토와 연합군 병력의 감축 문제,라오스와 캄보디아 작 분석,한반도

를 포함한 아세아 안보정세 반에 한 의견교환 등을 목 으로 설정하

다.한국은 최규하 외무장 이 수석 표로 참석했다.회의는 로 스 미

446)"외상회의 제3보,”｢월남참 6개국 외상회의,제4차.Saigon,1970.7.5-6. 2권.V.1

기본문서철｣,pp.270-271,MF,C1-0023(3510),외교부 외교사료 .

447)"면담록,”｢월남참 6개국 외상회의,제5차.Washington,D.C.,1971.4.23. 2권

(V.1기본문서철)｣,p.6,MF,Re-0017(4176),외교부 외교사료 .

448)“제5차 월남참 국 외상회의 개최 의의 아국의 기본입장,”｢월남참 6개국 외

상회의,제5차.Washington,D.C.,1971.4.23. 2권(V.1기본문서철)｣,pp.35-41,

MF,Re-0017(4176),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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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무장 의 환 인사,월남 외상의 일반정세 설명,월남 군사정세 설

명,미국 정부의 지역 군사상황 보고,참가국 외상들의 기조연설과 의견

교환,공동성명서 채택의 순서 로 진행되었다.449)

한국은 마닐라 정상회담에 기 한 원칙 인 사항의 강조와 더불어 주

월 한국군의 감축계획을 발표하 다.북괴의 도발을 지역의 안보와 연계

하는 노력도 계속하 다.아울러 차기 외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의도

가 있음을 비공식으로 밝혔다.미국은 월남화계획이 성공 으로 추진되

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내 반 동향에 한 의견을 밝혔다.연합군의

철수에 따라 월남에 한 경제원조 강화와 참 국의 참여를 요청하 다.

호주는 연합군의 성 한 철수를 경고하면서 월남에 한 경제 원조를 강

화할 정이라고 밝혔다.태국은 닉슨 독트린에 한 지지를 표명하 다.

공동성명서는 월남문제 해결에 참 국 참여를 재확인하 다.연합군

투부 의 철수 후에도 군사지원부 를 월남에 제공하는데 합의하 다.

한국은 주월 한국군의 철수계획을 발표하 다.참 국들은 월남의 후

복구 지원은 물론 월남군 강화의 지원에 합의하 다.한반도 안보정세에

깊은 심을 표명하고 북한 에 비하는 한국을 지지하 다.450)제5

차 외상회의에서 미국은 참 국 회의를 군사 연합에서 경제 연합으

로 환하려는 의도를 엿보 다.경제 연합의 구성을 한 참가국의

범 도 확 하고자 했다.연합군 철수와 연계하여 월남 참 국 외상회의

를 사 회의로 격하하려는 의향을 밝혔으며,이러한 의도는 반 여론

과 1972년에 계획된 통령 선거 등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이 고려되었

449)"월남참 국외상회의 제7신,”｢월남참 6개국 외상회의,제5차.Washington,D.C.,

1971.4.23. 2권(V.1기본문서철)｣,pp.213-219,MF,Re-0017(4176),외교부 외교

사료 .

450)"제5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 공동성명서,”｢월남참 6개국 외상회의,제5차.

Washington, D.C., 1971.4.23. 2권(V.1 기본문서철)｣, pp. 272-278, MF,

Re-0017(4176),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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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주월 한국군 철수에 한 주도권을 획득함

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문제를 연계시키는데 성공하 다.451)월남

참 국 사회의는 월남 정부가 개최를 제의하여 실제로 1971년 12월 15

일 사이공에서 참 국 사 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452)

제2 월남 참 국 회의 추진의 향요인 :미국의 인식

1.국제체제의 형태

박정희 정부가 월남 참 국 정상회담과 참 국 외상회의를 제의한

1966년과 1967년 후의 국제체제는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되는 양극체제

다.월남 은 물론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여러 곳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자유세력이 립하는 냉 체제가 지속되었다.

일부에서는 이 시기를 양극체제가 약화되거나 심지어는 국제체제가

냉 인 양극체제로부터 다극체제로 개편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 다.

국제체제가 다극화로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미국과 소

련의 능력이 약화되었다고 보았다.미국과 소련의 배타 인 핵 독 ,경

제 인 원조능력,이데올로기의 우월성 등 모든 역에서 도 을 받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아시아에서는 공의 국제 지 향상과 더불어

일본의 새로운 역할이 증 되었고,유럽에서는 국과 랑스가 독자노

451)"월남참 국 외상회의 일정 의제에 한 미측제안의 분석과 우리의 입장,”｢월

남참 6개국 외상회의,제5차.Washington,D.C.,1971.4.23. 2권(V.1기본문서철)

｣,pp.63-76,MF,Re-0017(4176),외교부 외교사료 .

452)“월남참 국 사 회의 보고,”｢월남참 국 사회의.Saigon,1971.12.15｣,p.95,

MF,Re-0017(4175),외교부 외교사료 .1971년 12월에 사이공에서 개최된 월남참

6개국 사회의에 한 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월남참 국 사회의 보

고,”｢월남참 국 사회의.Saigon,1971.12.15｣,pp.95-105,MF,Re-0017(4175),

외교부 외교사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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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표방했으며,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비동맹권의 향력 향상이 표

인 사례로 제시되었다.453)일부에서는 1960년 반을 후로 아시

아･태평양 지역에서 활발하게 개된 지역주의 움직임을 국제정치의 다

원화와 연계하기도 했다.ASPAC,ASEAN,ADB등 아시아･태평양지역

의 활발한 지역 력기구 탄생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 다.454)이러한

국제체제의 다원화 주장을 뒷받침하듯이 실제로 미국과 소련을 심으로

다소의 냉 완화 조치들이 시행되었다.1960년 반에는 핵실험 지조

약 합의,미국과 소련의 직통통신선 설치 합의,미･소 양국 수뇌회담 개

최 등이 진행되었고,1967년에는 미국과 소련의 합의를 토 로 핵확산

지조약이 의결되었다.455)아울러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주도권을 둘러싼

소련과 공의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소 양국의 국경분쟁은 물론

공의 핵 보유 등에 따른 공의 본격 인 국제무 등장 등이 향을 미

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6년과 1967년 후에 미국과 소련을 심으로

한 양 진 의 이데올로기 인 립은 계속되었다.월남 의 격화가

표 이다. 공과 소련의 지원 속에 월맹을 포함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

이 지속되었다.이에 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미국을 심으로

월남을 지원하면서 월남 은 냉 체제의 리 양상으로 개되었다.

미국은 북폭과 더불어 규모 지상병력을 증 하여 월남에서의 공산세력

소탕을 시도하 다.456)한반도에서도 분단체제가 지속되었다.소련과

453)RobertO.KeohaneandJ.S.Nye,PowerandInterdependence:WorldPolitics

inTransition(BostonandToronto:LittleBrownandCompany,1977);홍규덕,

“ 병외교와 안보신드롬:60년 한국 외교정책의 평가,”p.23.

454)김옥렬,“ASPAC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p.47.

455)“아국과 자유아세아의 안 보장태세 강화안 시안,”｢APATO(아시아･태평양조약기

구)창설 구상,1968-69｣,p.56,MF,G-0012(3107),외교부 외교사료 .

456)RobertS.Mcnamara,InRetrospect:TheTragedyand LessonsofVietnam

(New York:TimesBooks,1995),pp.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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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지원을 받는 북괴의 무력 도발은 계속되었으며,한국은 미국을 포

함한 자유우방국과의 력을 바탕으로 이에 응하 다.유럽에서도 베

를린 분단 상황이 계속되었으며 지역 내에서의 소련의 침략에 처하

다.

<표 4-2>에서 제시된 1965년의 인 국력을 고려할 때,박정희

정부가 월남 참 국 회의를 제안하고 참여하기 시작한 1966년과 1967년

후의 미국과 소련의 역량이 여 히 압도 이었다.미국은 아시아지역

에서는 소 ‘hubandspoke’ 략에 따라 주요 국가들과의 상호방 조

약을 토 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지하 다.유럽에서는 NATO를 심

으로 집단안보체제를 계속 유지하여 에 처하 다.해외주둔미군

병력 규모와 군사비 지출 등 종합 인 군사력은 그 로 유지하고 기본

인 군사 비태세를 계속하고 있었다.457)소련은 미국의 국방지출 삭감이

나 소련 근 략과 무 하게 군비증강을 지속하 다.458)

<표 4-2>주요국의 1965년 군사력과 경제력 비교459)

구 분 미국 소련 국 랑스 공

GDP(억불) 약 2300 약 1000 약 400 약 350 약 300

국방비(억불) 약 1800 약 1300 약 290 약 200 약 250

457)“아국과 자유아세아의 안 보장태세 강화안 시안,”｢APATO(아시아･태평양조약기

구)창설 구상,1968-69｣,p.56,MF,G-0012(3107),외교부 외교사료 .

458)"미국방성,지출삭감을 검토,”｢ FY69 미국의 외원조법,1968｣,p.37,MF,

O-0025(2867),외교부 외교사료 .

459)1965년 GDP수치는 각국의 1960년과 1970년 GDP의 간값을 나타낸다.원 자료는

다음을 참조한다.WolfJr,Charles,Gregory Hildebrandt,MichaelKennedy,

DonaldP.Henry,andKatsuakiTerasawa.Long-Term EconomicandMilitary

Trends,1950-2010.No.RAND/N-2757-USDP,(SANTA MONICA,CA:RAND

CORP.,1989),p.4,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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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 주장하는 양극화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일 국가도 이

기간 에 미국이나 소련의 국력과 향력을 압도할 수 없었다.따라서

이 시기의 국제체제의 형태도 큰 틀에서 보면 양극체제라고 할 수 있

다.460) 그러나 실 으로 월남 참 국 회의가 제의되고 시작되었던

1966년부터 1967년 사이의 국제체제의 형태는 1960년 반에 비해 양

극체제의 당사자인 미국과 소련 두 나라의 상 인 향력이 어드는

상이라고 볼 수 있다.

2.동아시아 지역 패권의 형태

지역체제 차원에서는 월남 참 국회의를 한국 정부가 제의하고 참여

한 1966년을 후한 시기의 동아시아 지역 패권형태가 한국 정부의 외

안보 략 구상과 시행에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박정희 정부가 참 국

회의를 제의하고 참여할 시기에 동아시아 지역체제에 향력을 행사한

국가도 략 미국,소련, 공,일본의 4개국이다.당시의 지역 내 강 국

사이의 힘의 균형 상태를 살펴보기 해서 제2장에서 국력에 련된 수

치와 다른 국가들의 인식을 제시했었다.국력의 핵심요소인 경제력과 군

사력을 비교하는데,경제력은 국가의 GNP를,군사력은 국방 산을 비교

하고자 한다. 인 수치의 비교와 더불어 지역체제를 구성하는 국가

들이 강 국 사이의 힘이 등하다고 생각하는지,어느 특정 국가가 월

등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이러한 두 가지 요소의 결과를

포 하여 최종 인 정성 인 평가에 기 하여 패권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60)Waltz는 미국과 소련의 계를 앙 균형체로서 여 히 세계를 구조하고 있

다고 지 하고 있다.KennethN.Waltz,"TheCentralBalanceandSecurityin

NortheastAsia,"AsianPerspective,Vol.6,No.1(Spring/Summer,1982),pp.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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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1960년 반 시기 4 강 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비교해보

면 아래의 <표 4-3>과 같이 미국의 국력이 압도 이다.경제규모면에서

미국은 소련과 2배, 공과는 8배,일본과는 4배 내외의 차이가 난다.국

방 산 면에서도 미국은 소련과는 1.5배, 공･일본과는 거의 10배 이상

의 차이가 난다.특히 소련의 극동군사력 건설을 고려할 때 미국의 역내

군사력은 압도 이다.1965년 이 소련의 극동군사력은 사단수가 20개

미만으로,미국의 아･태지역 군사력과 비교해볼 때 으로 미미했다.

1969년에 공과의 국경분쟁을 거치면서 비로소 소련은 극동군사력을

거 증강시켰으며,이때 사단의 규모가 50여개로 증가되었다.461)

<표 4-3>1965년 동아시아 주요 4국 군사･경제력 비교462)

구 분 미 국 소 련 공 일 본

GNP(억$) 약 2300 약 1000 약 300 약 600

국방 산(억$) 약 1800 약 1300 약 250 약 50

소련이 국제체제 차원에서 미국과 양극체제를 유지했지만,동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1967년 후의 미국의 지역 내에서의 국력이 압도

이다.1960년 반을 지나면서 미국은 월남 의 출구 략을 모색하

면서 막 한 산과 력을 동아시아 지역에 할애하 다.463) 공이 핵

실험에 성공하고 소련과 이념 립을 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세력으

461)CentralIntelligence Agency,SovietMilitary Forcesin the FarEast,NIE

11-14/40-81D(February1982),p.2;CentralIntelligenceAgency,SovietMilitary

ForcesintheFarEast,NIE11-14/40-81(October1985),p.10.

462)WolfJr,Charles,GregoryHildebrandt,MichaelKennedy,DonaldP.Henry,and

KatsuakiTerasawa.Long-Term EconomicandMilitaryTrends,1950-2010.No.

RAND/N-2757-USDP(SANTAMONICA,CA:RANDCORP.,1989),p.4,p.17.

463)이정민,“제14장 한･미 계의 략 재조명,”김달 편 ,｢한국의 외교정책｣(서

울 :오름,1999),p.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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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장했지만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미국과 균형 인 패권 지

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464)

둘째,1960년 반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주요 강국에 한 인식

을 추가 으로 살펴보면, 반 으로 미국의 향력이 월등하다고 인식

하고 있다.소련은 국제 공산주의 체제에서 주종 계를 형성하던 공과

갈등 계가 계속되었다. 공과의 국경분쟁을 겪으면서 극동으로 군사력

의 환을 시작하 다.그 지만,유럽에서의 공산진 을 형성하는 와

에 공과의 국경분쟁을 포함한 갈등 계가 계속되면서 소련은 극동에서

미국과 경쟁할 여력이 부족했다.465) 공은 역내에서 미국을 으로

인식하여 인 계를 유지하 지만,한편으로 경제 인 목 을 달

성하기 해 미국의 근을 간 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미국과 비

교했을 때 인 국력의 열세와 더불어 소련과 갈등 계를 유지하는

공은 지역 내에서 미･소가 패권경쟁을 하는 수 으로 미국과 경쟁할

수 없었다.466)일본은 1960년 반과 같이 역내에서의 미국의 패권

치를 으로 수용하면서 경제발 을 포함한 자국의 국가역량을 키

우는데 주력하 다.467)

국력의 인 요소와 역내 국가들의 상 인 인식을 고려해볼 때

1966년을 후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향력이 압도 이라고 할

464)김일평･안병 ,“ 국제정치에 있어서 공의 치 :극동에 있어서 세력균형의 변

화를 심으로,”｢국제정치논총｣,제4권 (1965),pp.119-144.

465)Mark Selden,“Nation,Region and the Globalin EastAsia:Conflictand

Cooperation,"TheAsia-PacificJournal,41-1-10(October,2010).

466)RobertS.Ross,"Chapter10.BipolarityandBalancinginEastAsia,”inT.V.

Paul,JamesJ.Wirtz,MichelFortmanneds.,BalanceofPower:Theoryand

Practiceinthe21stCentury(Stanford,CA:StanfordUniversityPress,2004),

pp.267-304;GiovanniArrighi,TakeshiHamashita,MarkSelden,"TheRiseof

East Asia in World Historical Perspective," prepared for the planning

workshopheldattheFernandBraudelCenter,StateUniversityofNew Yorkat

Binghamton,December6-7,1996.

467)RobertS.Ross,"Chapter10.Bipolarity and Balancing in EastAsia,”pp.

26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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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그래서 지역 패권의 형태를 ‘패권 ’이라고 본다.다만,이 시기

에 미국이 월남 을 수행하면서 규모 군사력을 투입하기 시작했고,일

본 경제력이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공도 1960년 반에 비해 확

된 국력을 갖게 되었음을 고려할 때 박정희 정부가 월남 참 국 회의를

추진할 당시 지역의 패권형태는 1960년 반에 비해 상 으로 약화

된 ‘패권 ’형태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지역 패권의 형태는

지역체제 차원에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패권 략을 구상하고 추진

하는데 큰 틀을 한정 지워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아울러 이러한 한정

은 궁극 으로 박정희 정부가 월남 참 국 회의를 제안하고 추진하는데

간 으로 연 된다고 할 수 있다.

3.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패권 략

월남 참 국 정상회담 논의가 공식화된 1966년은 물론 한국 정부가

제2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를 제의한 1967년을 후한 시기의 미국의

지역 패권 략을 살펴보고자 한다.이 기간의 미국의 략이 박정희 정

부의 월남 참 국 회의 제의와 연 되기 때문이다.미국의 외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1966년 이 시기의 미국의 지역 략도 필요에 따라

포함할 것이다.

1)미국의 동아시아 략

1960년 에 어들면서 미국과 소련이 축을 이루는 양극체제가 약화

되었다는 일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960년 반에도 소련을 심으로

한 공산주의 침략을 쇄한다는 미국 패권 략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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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국은 압도 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도처에서 패권국

의 역할을 계속하 다.한국 정부가 월남 참 국 회의를 제의하고 참가

했던 1966년과 1967년 후 미국의 동아시아 략은 아시아에서 국제공

산주의 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월남 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집 되었다.월남 의 가시 인 성과와 성공 인 마무리는 미국 국내정

치의 향이라고 할 수 있다.미국이 월남 참 국 회의를 주도하고 극

으로 참여한 데는 선거를 포함한 국내정치가 고려되었다.468)이 시기

미국의 동아시아 략은 역내 공산주의 팽창 지 지속,월남 의 성공

마무리,아시아에 의한 지역안보와 력의 이니셔티 지지, 공과의

계개선 모색 등 략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아시아 지역 내에서 공산주의 팽창을 지하려는 미국의 지역

략에는 변함이 없었다.역내 공산주의 팽창의 지라는 공산침략 쇄의

기본 틀을 유지하 다.월남 수행은 이러한 미국의 지역 략을 기 으

로 단한 결과 다.469)미국은 북폭과 더불어 1965년부터 규모 지상군

을 월남에 병하 다.국가 차원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월남에 투입하

면서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른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팽창에도 동시에

처했다.유럽과 달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은 양자동맹 계를

지속 으로 유지하 다.한국,자유 국,일본,태국 등과 양자동맹 계의

기본 틀을 유지함은 물론 월남에서의 쟁 수행과 계없이 한국과 일본

등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켰다.1966년 10월 8일 미국 국무성 번디 극동

담당차 보는 김 철 주미 사와의 면담에서 월남 참 국 정상회담의 의

제 하나는 “아세아지역에서의 지역 인 조 계가 될 것”이라고 언

하여 역내에서의 공산주의 팽창을 지하려는 기본 틀에는 변함이 없

468)“주월 사 문(VNW-1001),"｢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V.1기본문서집)｣,p.29,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469)구 록,“국가이익과 한국의 외교정책,”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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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인하 다.470)한국이 월남 참 국 정상회담이나 외상회의에서 아

시아･태평양 지역의 집단안보체제문제를 검토하기를 희망한다는 언론 보

도에 한 미국 정부 료들의 부정 인 발언은 미국의 양자동맹체제 의

지를 잘 보여 다.471)

월남 참 국 정상회의나 외상회의 의제에 항상 아시아･태평양지역 안

보 력 계 논의가 포함된 도 역내에서의 공산주의 팽창의 지라는

미국의 지역 략과 연계된다.월남 참 국 회의에서는 항상 이 문제가

논의되었고,회의가 종료될 때 마다 공동성명을 통해서 지역안보 력에

한 의지를 확인하 다. 를 들면,월남 참 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의

제1항에서 “아세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침략이 성공할 수 없도록 하

기 하여 국제연합 헌장과 상호 방 조약에 의거 우리의 각자의 약속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472)참 국 정상들은 월남 참 국 회의가 단순

히 월남 에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체의 안보와 연계하여

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월남 의 성공

인 수행과 평화 마무리가 1960년 반 이후에 우선 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으나 동시에 역내에서 공산주의 팽창을 지하기 한 안보

력도 추구했음을 보여 다.

둘째,월남 의 가시 인 성과와 성공 인 마무리를 시도하 다.미국

은 막 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월남 수행에 투입하 다.<표 4-4>와

같이 1968년까지 미국이 월남에 병한 군사력 규모는 55만 여명이었다.

한국을 포함한 참 국의 비용까지 미국이 지원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150

470)“주미 사 문(USW-1064),"｢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V.1기본문서집)｣,pp.112-113,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471)"주미 사 리 문(USW-0370),"｢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2차.Wellington

(뉴질란드),1968.4.4｣,p.95,MF,Re-0017(2567),외교부 외교사료 .

472) 한민국 외무부,｢60년 의 한국외교｣(서울:외무부,1971),p.385;"월남참 7개

국회의 공동성명서," ｢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 제1차. Washington, D.C.,

1967.4.20-21｣,pp.142-146MF,Re-0017(2130),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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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에 이르는 군사력을 운용했다고 볼 수 있다.1960년 후반으로 갈

수록 월남 수행은 미국의 지역 패권 략에 결정 인 향을 미쳤다.

1966년 7월에 개최된 월남 참 국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목표 하나는

월남 의 조기 종결을 한 평화 상에 한 참 국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었다.월남문제 해결을 한 참 국의 긴 한 조의 요청은 참 국

외상회의에서도 계속되었다.473)

<표 4-4>주월 연합군 병력 황(1969년 6월 3일 기 )474)

구 분 1965 1966 1967 1968 1969.6.3

월 남 572,594 616,991 620,812 820,629 856,692

미 국 179,900 388,568 497,498 550,383 555,913

한 국 20,480 45,605 48,839 50,129 50,209

호 주 1,400 4,533 6,587 7,494 7,729

뉴질랜드 150 155 534 526 567

필리핀 61 2,063 2,021 1,593 1,537

태 국 16 224 2,242 6,009 11,509

자유 국 - 30 30 29 31

스페인 - 12 13 11 12

계 774,601 1,058,181 1,188,576 1,436,803 1,484,196

월남 참 국 정상회의에서 평화 상에 한 참 국의 지지를 얻고자

했던 미국의 략은 지역 참 국들의 반 에 부딪혔다. 를 들면,미국

이 제안한 월남 참 국 정상회담에서의 평화 상 의제는 군사작 의 강

473) 를 들면,1969년 9월 20일 뉴욕에서의 비공식 참 국 외상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월남 의 월남화는 단순한 월남군의 화와 증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

치,경제,사회,군사 면에서의 상호 연 ･조정된 발 을 의미하며,이의 성공을

하여서는 모든 참 국의 긴 한 조가 불가결하다”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외

무부장 보고 제4호(UNW-0972),"｢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비공식).New York,

1969.9.20｣,pp.131-132,MF,Re-0017(3013),외교부 외교사료 .

474)“월남 참 국 외상회의 문제 비책(입장),”｢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비공

식).New York,1969.9.20｣,pp.94-95,MF,Re-0017(3013),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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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주장하는 한국의 의견과 상충되었다.미국 정부가 선정한 참 국

정상회담 가의제에 해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가 마치 평화 상을

한 것인 것처럼”되어 있다고 단하 다.한국 정부는 평화는 궁극 인

목표이지만 명 로운 평화가 보장되기 해서는 세의 유리한 발 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오히려 참 국 정상회담에서 “ 쟁수행 결의

(DeterminationforContinuedWarEfforts)가 우선 으로 표명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정하고,회의가 열릴 정인 필리핀 사에게 지에서

미국 정부 표들과 의하여 ‘쟁능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시하 다.475)회의가 개최되기 2주일 인 1966년 10월 6일 워싱턴포

스트지는 아래와 같이 참 국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평화

상 논의에 반 의견을 표시할 것으로 논평하 다.476)

마니라회담에서 존슨 통령이 직면할 난 은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는 아세아

반공국가들의 군사 인 승리일 것이다.마니라회담에서의 가장 험한 것은

한민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2개 사단을 견하고 있고 공산북괴와 남한

이 분단되어 있는 한국은 재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월남에서의 평화 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남북한의 유사한 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으며 물론 한국사정과 월남사정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망에

한 답은 부정이기는 하나 한국은 2개 사단의 정신 군사 인 빽업을 이용

하여 월남에서의 어떤 평화 상도 반 할 것이다. 컨 존슨 통령의 쟁

종료 후 북월맹에 한 경제원조 제공 하노이 당국을 공산 공에서 분리하

려는 동 통령의 노력에 하여 남한은 조용히 반 하고 있으며 한 월남에

서의 평화 상은 궁극 으로 미군시설의 해체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한국내의

미군시설을 철수한다는 것과 련되어 한국은 반 할 것이다.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존슨 통령은 한국과 월남의 사정이 다르다는 을 지 하고

월남에서의 평화 상에 한국이 동의하도록 강력히 호소하게 될 것이다.한국뿐

아니라 태국도 월남에서의 군사 인 승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마니라 회담에 옵

서버를 견하게 될 만도 한국과 같이 강력한 군사 인 승리 정책을 주장하

게 될 것이며 비율빈[필리핀]도 월남에서의 상에 다소 회의 인 태도를 보이

475)“외무부 발신 보(WPH-1041),"｢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V.1기본문서집)｣,pp.84-87,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476)“주미 사 문(USW-1040),"｢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V.1기본문서집)｣,pp.75-76,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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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으로 이러한 아세아 반공국가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존슨 통령의 외교

인 수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박정희 통령도 미국의 의도에 해 “회의 개최의 의도는 평화 상

이 아니라 참 국들이 어떻게 하면 월남 을 성공 으로 종식시킬 수 있

느냐(군사 승리)에 하여 토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와는 반 로

쟁에 지쳐서 이제는 어떠한 가를 치러서라도 평화를 희구한다는 인상

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명확하게 피력하 다.477)

한국 정부의 긴 한 휴 경고는 이후 개최된 월남 참 국 외상회의에서

도 계속되었다.478)

평화 상에 한 논의와 더불어 미국은 제한된 범 내에서 월남에서

의 군사작 을 수행하고자 했다.1966년 김 철 주미 사와의 면담에서

미국 국무부 월남문제담당 부차 보 던 엉거(LeonardUnger)는 미국의

월남 에 한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미국은 월남 에 한

두 개의 기본 입장이 있다.첫째,미국은 쟁을 확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모든 군사행동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고 로

필요한 군사행동 이외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둘째,만일 월남 쟁에

외부세력이 간섭하고 참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어떤 국가도 미국의 반격

으로부터 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지 으로서는 쟁 확 의

험성이 없으며 만일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이에 한

한 책과 반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479)언론보도를 보면 당시 미

국의 이러한 지역 략을 엿볼 수 있다.주미 사가 1966년 10월 6일에

477)“주미 사 문(USW-1040),"｢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V.1기본문서집)｣,pp.75-76,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478)"월남참 7개국회의 공동성명서,"｢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1차.Washington,

D.C.,1967.4.20-21｣,pp.241-242MF,Re-0017(2130),외교부 외교사료 .

479)“주미 사 문(USW-0744),"｢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V.1기본문서집)｣,p.9,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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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의 사설 내용을 한국 정부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존슨 통

령은 월남에서의 정치･사회･경제 인 발 을 추구하는 것이 목 이지만

일방 평화 상을 제시하면서 반면에 쟁을 확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의 평화노력이 상쇄되고 있다”고 지 하고 있다.480)참 국과의 력을

통해서 제한된 범 내에서 군사작 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평화 상

을 통해 성공 으로 월남에서의 쟁을 마무리하고자 했다.1966년에서

1967년 사이의 월남 수행방향 결정은 특히 1968년에 계획된 통령 선

거를 포함한 미국 국내정치의 향이 고려되었다.국내여론과 정치권의

지지를 얻기 해서 존슨 행정부는 월남에서의 가시 인 성과가 필요했

다.국내정치 인 요소는 한 미국이 월남 참 국 회의에 극 으로

참여하게 하는 동인이 되었다.

셋째,미국은 아시아에 의한 지역안보와 력의 이니셔티 를 지지하

다.한국이 주도하여 창설한 ASPAC에 한 미국의 지지가 표 이

다.자유진 의 종주국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

는 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인에 의한 지역안보 력을 진하기 한 노

력은 궁극 으로 미국의 부담을 여 수 있다고 단하 다.미국 정

부의 고 료들은 월남 참 국 회의를 후하여 한국 료들에게

ASPAC창설에 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성과를 높이 평가하 다.

1966년 11월 17일 미국 정부 특사인 블랙(Black)과 김 주 외무차 과의

면담내용은 이러한 미국의 지역 략이 잘 나타나 있다.블랙은 “존슨

통령도 본인에게 이야기하기를 ASPAC에 하여는 계속 지원할 것이나

어디까지나 아세아 국가의 이니시아티 와 지역 제안을 존 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겠다”고 하 다.“각국은 각개의 특유한 문제가 있겠으나 각

국은 같이 동하여 일을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그 게 되면 기타 자

480)“주미 사 문(USW-1040),"｢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V.1기본문서집)｣,p.76,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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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출국들도 우리에게 조할 것으로 본다.앞으로 4,5개국이 더

ASPAC에 가입할 것을 우리들은 기 하고 있으며 미국은 ASPAC의 노

력을 기꺼이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 다.481)

미국 료들은 월남 참 국 정상회담의 의미와 유용성에 주목하면서,

월남 참 국 정상회담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제의한 에

해서도 높이 평가하 다.482)1966년 9월 28일 워싱턴포스트지는 “월남

참 국 회의는 아세아인들의 이니시아 에 의한 것이라는 에서 더욱

환 스럽다”고 지 하고 “미국이 국제 여건으로 제2차 세계 이후

재까지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역할과 다른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 의 시 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논평하 다.483)50만 명 이상

의 병력을 투입하여 월남에서 쟁을 수행하면서 아시아의 다른 지역

의 분쟁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미국의 의도와 아시아인 스스로 지역

안보에 한 역할을 높이겠다는 노력이 서로 일치하 다.

넷째,미국은 닉슨독트린 이 에 이미 공과의 계개선을 모색하

다.동아시아에서 소련과 공에 의한 공산주의 확산의 쇄가 미국의

기본 인 동아시아 략이었다.그러나 미국은 공과의 계개선을 이

미 1960년 반에 염두에 두고 있다.1966년 딘 러스크 장 의 하원외

교 원회 극동분과 증언에 보면,자유 국을 지지하고 공의 UN 가

입을 반 한다고 표명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동시에,미･ 공간의 역사

인 호의 계가 공 측에 의해서 회복될 날이 오게 될 것을 확신한다

고 발언하 다.이는 이미 미국은 공과의 계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

481)“김 외무부 차 과 Black씨와의 면담 기록,"｢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

1966.10.24-25. 2권(V.1기본문서집)｣,p.292,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

료 .

482)“주미 사 문(USW-09163),"｢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V.1기본문서집)｣,p.18,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483)“주미 사 문(USW-09163),"｢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V.1기본문서집)｣,p.19,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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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484)

2)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은 큰 틀에서 1960년 반과 변함이 없었

다.1960년 반에도 역내에서의 공산주의 침략 쇄라는 지역패권

략의 일환으로 한반도에서의 공산주의 에 공동 처하는 기본방향을

유지했다.박정희 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미국의 통령들은

한국에 한 방 공약을 재확인함은 물론 군사 지원을 계속하 다.485)

이러한 미국의 정책방향 유지는 한국의 월남 병과 긴 하게 연계된다.

1966년과 1967년 후 시기는 한국의 월남 병으로 한미 계가 최고

조에 이른 시기 다. 투병력 추가 병으로 한국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병력을 병한 국가이다.<표 4-2>에서 제시된 바

와 같이 1965년까지 2만 여명을 병했던 한국은 1966년에 병 규모를

2배로 증가시켜 5만 여명에 달하는 병력을 월남에 견하 다.486)실제

월남 병은 미국의 요청에 응한 것임을 미국 정부는 잘 알고 있다.

1964년 미국의 요청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1964년에는 비둘기 부 를,

1965년에는 투부 의 추가 병을 결정했다.487)법 으로는 한국 정부

484)1966년 7월 8일에서 9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던 러스크 미국 국무장 과의 회담에

련된 참고자료에 보면 러스크 국무장 은 1966년 4월 16일 하원외교 원회극동분

과 에서 발표한 증언가운데서 10개 항목의 공정책을 밝히면서 동시에 공문

제에 해 “미.공간의 역사 인 우호 계가 공 측에 의해서 회복될 날이 오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발언하 다.발언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1) 공침략을

막기 해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는 동맹국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확고부동한 태도

를 취한다.4)자유 국이 UN에서 축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공의 UN

가입을 반 한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러스크｣미국무장 과의 회담에

련된 참고자료,”｢Rusk,Dean 미국 국무장 방한,1966.7.8-9｣,pp.186-187,

MF,C-0017(1833),외교부 외교사료 .

485)1966년 10.31-11.2존슨 통령 방한 때 존슨과 박정희 통령 정상회담과 1968년 4.17-20호

놀룰루에서 존슨과 박정희 통령 정상회담 등이 표 이다.

486)“월남 참 국 외상회의 문제 비책(입장),”｢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비공

식).New Yo가,1969.9.20｣,pp.94-95,MF,Re-0017(3013),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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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월남 정부의 요청에 의해 군 를 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

제는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488)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미국과

의 계유지가 안보확보 차원에서 요했다.박정희 정부가 월남 참 국

회의를 제의하고 극 으로 참여했던 1966년과 1967년 후의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도 주한미군 주둔정책,한국군 능력 강화 지원정책,군

사원조 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미국의 주한미군 주둔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제3장에서 살

펴보았듯이 1960년 반까지 미국 정부에서는 주한미군 감축과 련된

논의가 계속되었다.미국 정부 내 부처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한국이

월남에 참 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로 <표 4-5>에서 보듯이 존

슨행정부 때 까지는 주한미군의 실질 인 감축은 시행되지 않았다.

<표 4-5>1966년 후 주한미군 변화 추이489)

연 도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병력(명) 57,000 63,000 62,000 52,000 56,000 67,000

박정희 정부는 월남 병을 주한미군의 유지와 연계하 다.주한미

군 감축 련 논쟁이 격심하던 1966년 당시 존슨 통령의 발언을 보면

만약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월남에 병된 한국군을 한국이 모두 철수시

킬 것이라고 언 하여 한국의 국내상황을 고려함은 물론 월남 병이 주

한미군 주둔의 지렛 가 됨을 보여 다.490)그래서 이 기간에 주한미군

487)홍규덕,“ 병외교와 안보신드롬 :60년 한국외교정책 평가,”p.28l.

488)김 주,｢외교의 경험과 단상｣(서울:인사동문화,2004),pp.137-138.

489)유재갑,“주한미군에 한 한국의 입장,”｢주한미군과 한미안보 력｣(성남 :세종연구소,

1996),p.86.

490)“주미 사 문(USW-0912),"｢주한미군 감축 계 발언 언론보도,1966｣,p.40,

MF,G-0004(1870),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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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그러나 월남 참 국 외상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시기 던 1969년에 닉슨 행정부는 월남 의 실패에 따른 미국 국내정치

의 향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게 된다.491)

둘째,한국군 능력의 강화를 한 지원정책도 계속되었다.이 기간

에 미국 정부는 한국군의 화를 극 으로 지원하 다. 정규모

와 능력의 한국군을 유지하는 것이 이 기간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

책의 요한 요소의 하나 다. 정규모와 능력을 갖춘 한국군을 육성할

수록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지하기 한 미국의 부담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모와 능력의 한국군을 유지하기 한 논의는 한국

의 지속 인 화 지원 요청을 바탕으로 닉슨독트린 선언 이 까지 미

국의 역 정부에서 계속되었다.1966년 존슨 정부는 한국군을 2년 동안

7만 명 감축하는 결정을 하 다.하지만 <표 4-6>과 같이 실제 한국군

의 감축은 시행되지 않았다.

<표 4-6>1960년 후반 후 한국군 규모 변화 추이492)

연 도 1958 1959 1960 1964 1968 1970

병력(만명) 72 63 65 60 62 65

월남 병으로 한국군 감축 논의가 단되었으며,한국 정부의 지속

491)“ 통령 각하와 ”에그뉴“미부통령 간의 면담 요록(II),"｢Agnew,SpiroT.미국 부

통령 방한,1970.8.24-26. 2권(V.1기본문서철)｣,p.199,MF,C-0042(3541),외교

부 외교사료 .

492)유재갑,“주한미군에 한 한국의 입장,”｢주한미군과 한미안보 력｣(성남 :세종연

구소,1996),p.86;Byung-ok,Kil,Securitypolicydynamics:effectsofcontextual

determinantstoSouthKorea(Burlington,VT:AshgatePublishing Company,

2001),p.72;Taik-yoingHamm,ArmingtheTwoKoreas:state,capital,and

militarypower(New York,NY:Routledge,1999),pp.66-70;이규원,｢이승만 정

부의 국방체제 형성과 변화에 한 연구｣(박사학 논문,국방 학교,2011),p.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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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한국군 화 지원요청에 따라 미국의 한국군 화 지원은 계속

되었다.제1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가 개최된 직후인 1968년 한반도에

서의 일련의 북한 도발행 는 정규모와 능력의 한국군 유지에 하나

의 환 이 되었다.1968년 1.21사태로 한국 정부는 한국군 감축 신 오

히려 향토 비군의 창설이 필요함을 주창하고 이를 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 다.1968년 2월 밴스 미국 통령 특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은 향토 비군 창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493)1968년 4월 호놀룰루

에서 개최된 박정희 통령과 존슨 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박정희 통

령은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 고,존슨 통령은 한국군 화계획에

한 지원을 확약하 다.한국의 향토 비군 창설에 해서도 공감하고 미

국의 극 인 지원을 약속하 다.494)독트린 선언 직후인 1969년 8월

22일 샌 란시스코에서 박정희 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닉슨 통령은

한국군의 능력을 확보하는데 지원할 것임을 언 하 다.495)닉슨 행정부

가 주한미군 1개 사단을 철수하는 정책을 결정하면서도 한국군의 화

지원을 약속하 다.

월남 참 국 회의를 이용하여 한국 정부는 국군의 화 지원을 미

국 정부에 지속 으로 요청하 다.제3차 외상회의에 참가한 최규하 외

무장 은 로 스 미국 국무장 과의 회담결과를 박정희 통령에게 다음

과 같이 보고하 다.

(로 스 국무장 에게)작년[1968년]1.21사태, 에 로호 납북사건으로부터 시

작하여 울진 삼척 사건 그리고 최근의 미 정찰기 추락사건에 까지 한반도에 있

493)“｢반스｣특사방한에 제한 한미 공동성명서,”｢박정희 통령 미국방문,1968.4.17-19.

2권(V.1기본문서철)｣,pp.38-43,MF,C-0026(2577).외교부 외교사료 .

494)“한･미 양국 통령 공동성명,”｢박정희 통령 미국방문,1968.4.17-19. 2권(V.1기

본문서철)｣,pp.229-236,MF,C-0026(2577).외교부 외교사료 .

495) “한･미 정상간 단독회담록 양국 각료 회의록,” ｢박정희 통령 미국방문,

1969.8.20-25. 2권(V.1기본문서철)｣,pp.191-213,MF,C-0033(3017).외교부 외교

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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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의 북괴의 도발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한국의 일면 방 력 강화 일면 경

제 개발의 계속이라는 2 정책을 수행해나가는 한국 정부와 국민에 하여 미

국의 증강된 군사원조가 실히 필요하다고 밝히고 번의 통령 각하의 닉슨

통령 앞 친서의 내용이 바로 한국의 당면한 문제들이며 한국 정부의 정책이

라고 밝히고 한 소화기 공장건설면에서도 미국의 조속한 건설 인 회답이 요

청된다고 말하 음. 한 본직은 북괴의 소 공군이 최신식 MIG21등으로 육

군도 최신식 무기로 그리고 해군도 속력이 빠른 함정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소

정규군 이외에 130만에 달하는 노농 도 정규군에 못지 않은 투력을

가지고 있는데 감하여 한국군을 속히 근 화하고 증강함으로써 북괴의 투

력에 비하여 손색이 없도록 하는 것이 북괴의 도발행 와 침략을 미연에 방지

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하 음496)

제5차 외상회의에서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주월 한국군 철수 문

제 논의를 국군의 화와 연계하 다.주월 한국군을 감축할 때 주월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정부 소유의 장비 일체를 휴 하여 귀국하도

록 교섭하 다.497)

셋째,군사원조 정책의 큰 기도 변함이 없었다.한국군의 월남 병

과 연계하여 미국의 한 군사원조는 오히려 증가했다.한국에 한 미

국의 군사원조 정책은 제2차 세계 후부터 닉슨독트린 선언 이 까지

역 정부에서 주한미군 주둔정책은 물론 정 규모와 능력의 한국군 유

지 문제와 연계되어 지속 으로 검토되었다.한국 정부의 지속 인 군원

요청과 더불어 제3장의 <표 3-7>에서 본 바와 같이 닉슨 정부 이 까

지 미국의 한국에 한 군사원조는 반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한국에 한 미국의 군사원조 증가도 북한 도발의 증은 물론 국군의

월남 병과 연계되었다.1968년 1.21사태로 인한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

496) “참 국 외상 회의 보고(3),” ｢월남 참 7개국 외상회의,제3차.Bangkok,

1969.5.22. 2권(V.1기본문서철)｣,pp.345-347,MF,Re-0017(3011),외교부 외교

사료 .

497)"제5차 월남참 국 외상회의에 련한 주월 국군 감축문제,”｢월남참 6개국 외상

회의,제5차.Washington,D.C.,1971.4.23. 2권(V.1기본문서철)｣,p.60,MF,

Re-0017(4176),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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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등이 고조되었다.498)한국의 미 불만을 해소하기 해 존슨 통

령은 한국 정부에 한 미국의 지속 인 안 보장을 재천명하고 군사지

원을 보장하기 한 목 으로 1968년 2월 11일 반스(CyrusVance)

국방차 을 특사로 한국에 견하여 2월 15일 한미 공동성명에서 방 조

약상 약속을 재확인하고 한국에 한 추가원조 등을 합의하 다.499)월

남 참 국 회의에서도 한국 정부는 역내 공산주의 침략 지 략과 연계

하여 한국에 한 미국의 군사원조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지원을 요청하

다.

<표 4-7>1970년 후 미국의 한 군사원조 변화 추이500)

구 분 연도 무상군사원조액 (백만불)
한국정부 국방비총액

(백만불)

존슨

1965 196.7 108.7

1966 238.1 145.3

1967 435.0 180.1

1968 673.1 232.1

닉슨
1969 457.0 288.5

1970 386.1 319.7

를 들면,제3차 참 국 외상회의에서 최규하 외무장 은 로 스 장

과 회담하면서 한국의 공산주의 침략 에 한 인식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 다.최규하 장 은 아세아 공산주의자는 구라

공산주의자들에 비하여 더욱 도발 이고 침략 이라는 을 지 하 다.

특히 아세아 공산주의자들은 어느 한 지역에 잠정 이나마 평화 상태가

올 때에는 다른 아세아 지역의 침략행 를 감행하여 문제를 일으키게 하

498)“｢반스｣특사방한에 제한 한미 공동성명서,”｢박정희 통령 미국방문,1968.4.17-19.

2권(V.1기본문서철)｣,pp.38-43,MF,C-0026(2577).외교부 외교사료 .

499)“｢반스｣특사방한에 제한 한미 공동성명서,”｢박정희 통령 미국방문,1968.4.17-19.

2권(V.1기본문서철)｣,pp.38-43,MF,C-0026(2577).외교부 외교사료 .

500)이 섭,｢한국국제정치론｣(서울 :법문사,1987),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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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기본 인 습성이다.만일 월남에 평화가 올 때에는 아세아 다른

곳에 도발행 가 있을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한반도에 공산

침략행 가 이러날 가능성은 많은 것이다.이에 한 비책을 한미 양

국에서 강구하는 것이 큰 재앙을 막는 첩경이고 한 경제 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로 스 장 을 설득하 다.501)1969년 비공식 참 국 외상

회의에서도 북한의 도발상황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군원 증가를 요청하

다.502)

3)월남 참 국 회의 추진 시기 미국의 지역패권 략

1960년 반 미국의 동아시아 략도 '소련 쇄'라는 미국의 패권

략과 연계되어 수립되고 추진되었다.월남 수행은 미국의 이러한 지

역 략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박정희 정부가 월남 참 국 회의를 제

안하고 참여하던 시기의 미국의 동아시아 략은 역내 공산주의 팽창

지 지속,월남 의 성공 인 마무리,아시아에 의한 지역안보와 력의

이니셔티 지지가 핵심이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산침략 쇄의 틀을 유지하기 해 미국은 월

남 에 참여함은 물론 아･태지역에서의 양자 동맹 계의 기본틀을 유지

하 다.이 시기에 개최된 월남 참 국 정상회의나 외상회의에 항상 아

시아･태평양지역 차원의 안보 력 계 논의가 포함된 도 공산주의 팽

창 지 략과 연계된다.1960년 반을 지나면서 미국은 월남 의 성

공 인 마무리와 더불어 역내에서 공산주의 팽창을 지하기 한 안보

력을 지속하 다.

501) “참 국 외상 회의 보고(3),” ｢월남 참 7개국 외상회의,제3차.Bangkok,

1969.5.22. 2권(V.1기본문서철)｣,p.347,MF,Re-0017(3011),외교부 외교사료 .

502)"월남참 국 외상회의 미국무장 과의 개별회담 기본 입장,”｢월남 참 7개국

외상회의(비공식,New York,1969.9.20｣,pp.37-40,MF,Re-0017(3013),외교부 외

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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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월남 의 가시 인 성과와 성공 인 마무리 시도가 미국의 동

아시아 략의 핵심이었다.1960년 반을 지나면서 종 을 요구하는

미국 국내정치 인 요소가 월남 의 성공 인 마무리를 재 하 다.월

남 참 국 회의를 통해서 월남 평화 상에 한 참 국의 지지를 얻고

자 했던 미국은 지역 참 국들의 반 에 부딪 의도 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월남 을 수행하면서 국내정치 으로 불리한 여론에 직면한 미

국은 역내에서의 자국의 부담을 이기 해 지역안보와 력의 이니셔

티 를 지지하 다.한국이 주도하여 창설한 ASPAC에 한 미국의 지

지가 표 이다.5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월남 에 투입한 미국의 입장

에서는 역내에서의 다른 분쟁에 개입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1960년

반과 달리 소련과의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데 공을 활용하려는

략 목 을 갖고 미국은 이 시기에 공과의 계개선을 모색하기 시작

했다.

의 내용을 종합해보면,박정희 정부가 월남 참 국회의를 구상하고

참여했던 시기의 미국의 동아시아 략은 반 으로 소련의 공산이데올

로기 확산을 쇄하기 한 ‘상강화’ 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하지

만 월남 종 의 시도와 공과의 계개선 모색은 아시아에 한 미국

의 개입의 정도가 1960년 반에 비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의회

의 요구나 국민의 여론 등 국내 요소가 미국의 월남 종결을 추진하

는데 향을 미치면서 궁극 으로 아시아에서의 상강화에서 이탈하려

는 략으로 환되는 시 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 반에도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안보정책도 양극체제의

틀 속에서 동아시아에서의 소 쇄 략과 연계하여 한반도에서의 공산

이데올로기 확산을 쇄하는데 주력하 다.이를 해 주한미군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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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주둔하는 주둔정책, 정규모의 한국군 유지,군사원조 정책을 추진

하 다.우선,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이

당시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정책은 한국군의 월남 병과 연계되었다.미

국 정부는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한국이 월남에 병된 한국군의 철수를

추진할 것으로 단하 기 때문이다.한국군의 월남 병이 주한미군 주

둔 규모 결정의 지렛 역할을 한 것이다.한국군 능력 강화를 한 미

국의 지원정책도 큰 변화없이 계속되었다.한국군의 월남 병으로 미

국 정부에서의 한국군 감축 논의가 단되었다.월남 상황과 더불어

한국 정부의 지속 인 한국군 와 지원도 고려요소 다.한미 양국

정상회담은 물론 고 료들의 에서도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반복

으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 고,존슨 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는 한

국군 화를 한 극 인 지원을 약속하 다.

미국의 한 군사원조 정책도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었다.오히려 한

국군의 월남 병과 연계하여 미국의 한국에 한 군사원조는 반

으로 증가하 다.월남 참 국회의가 진행되던 1968년의 1.21사태와 에

블로호 나포에 한 미국의 상반된 태도로 한 때 한미 정부의 갈등이 고

조되었으며,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불만을 해소하기 해 미국 정부

는 지속 인 안 보장과 군사지원을 재천명하기도 하 다. 의 내용을

요약해보면,박정희 정부가 월남 참 국회의를 제안하고 참여할 당시 한

반도에서의 안보 상 강화를 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반 으로

‘극 인 지원’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특히 한국의 월남 병과 북

한의 도발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 다.

결론 으로, 에서 살펴본 것처럼 박정희 정부가 월남 참 국 회의를

제안하고 참여하던 시기에 미국은 1960년 반에 비해 다소 약화된

‘상 강화’의 동아시아 략과 ‘극 인 지원’의 한반도 안보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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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 다.따라서 이 시기에 미국의 지역패권 략은 1960년 반에

비해 약화된 개입을 추진하여 ‘극 인 개입’에서 ‘소극 인 개입’으로

환되는 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4.월남 참 국 회의 추진에 한 미국의 인식

한국 정부가 동맹의 보완 방안으로 모색한 월남 참 국 회의 추진

에 한 미국의 인식은 정 (positive)이었다.한국 정부는 자국의 안

보를 강화하는 목 을 달성하기 한 동맹의 보완 방안 모색의 일환으

로 ASPAC을 창설하고 추진하여 한반도의 안보 과 지역의 안보

을 연계시키는데 성공하 다.그러나 ASPAC자체를 직 인 안보 력

체로 발 시키지는 못했다.ASPAC추진의 경험과 성과를 토 로 박정

희 정부는 월남 참 국 회의를 제의했었다.월남 참 7개국 모두 강력

한 반공국가 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 과 지역의 안보 을 연계하여

실질 으로 동맹의 보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단하 다.미국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의 병력을 월남에 병한 한국이 병규모에 걸맞

게 쟁 수행에 련된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목 이었다.

미국이 한국의 월남 참 국 회의 제의와 추진을 정 으로 인식한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첫째,한국 정부가 동맹의 보

완 방안으로 모색한 월남 참 국 회의 제의와 추진은 우선 역내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지하려는 미국의 지역 략에 직 으로 도움이 되는

구상이었다. 투부 를 병한 국가들이 모여서 월남 수행을 논의하

는 자체가 미국의 월남 수행에 도움이 되고,월남 수행에 한 지지

와 성공 인 수행은 궁극 으로 역내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지하려는

미국의 지역패권 략 추진에 정 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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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월남 참 국 회의 추진이 한국의 안보강화에 정 으로 작용함

은 물론,한국의 안보강화는 곧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안보부담을 일

수 있다고 보았다.당시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의 핵심은 주한미군

주둔정책,한국군 능력의 확충,군사원조 다.역내 국가들과의 안보 력

을 통해서 한국이 자국의 외안보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미국의 한

반도 안보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이미 5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월

남 에 투입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역내에서의 다른 분쟁에 개입하기

를 주 하 다.1960년 반과 달리 소련과의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데

공을 활용하려는 략 목 을 갖고 미국은 이 시기에 공과의 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월남 참 국 회의라는 한국

의 동맹의 보완 방안이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방하는데 정 인 역

할을 할 것으로 단하 다.

셋째,한국이 제기한 월남 참 국 회의가 구성되면,국내 정치의 향

으로 월남 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려는 미국의 략을 실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단하 다.월남 의 가시 인 성과와 성공 인 마무리 시도

가 미국의 동아시아 략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1960년 반을 지나

면서 종 을 요구하는 미국 국내정치 인 요소가 월남 의 성공 인 마

무리를 재 하 다.503)월남 참 국 회의라는 한국의 동맹의 보완 방

안에 해 월남 의 조기 해결을 모색하는 미국은 이를 정 으로 인식

하 다.

넷째,월남 을 수행하면서 국내정치 으로 불리한 여론에 직면한 미

국은 역내에서의 자국의 부담을 이기 해 지역안보와 력의 이니셔

티 를 지지하 는데,한국 정부의 월남 참 국 회의 제의와 추진도 이

와 같은 지역안보와 력의 이니셔티 로 간주하 다.월남 의 마무리

503)“주월 사 문(VNW-1001),"｢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V.1기본문서집)｣,p.29,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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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서는 자국의 추가 역량을 투입해야 하지만,미국의 입장에서는

련국들의 지속 인 력과 지원이 실했기 때문이다.

결론 으로,박정희 정부가 동맹의 보완 방안으로 추진한 월남 참

국 회의가 자국의 지역패권 략에 도움이 된다는 단을 바탕으로 미

국은 이러한 월남 참 국 회의라는 동맹의 보완 략을 정 으로 인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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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월남 참 국 회의 추진의 향요인 : 략 리더십

1.정책결정자들의 외부환경 인식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이 박정희 정부의 외안보 략에 미친

향을 살펴보기 해 략 리더십을 미국의 패권 략과 외 안보

에 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정책추진에 필요한 국내 자원 동원과

추출 능력,국내지지 유지라는 세 가지 지표로 조작화하 다.정책결정자

들의 범 에 통령과 통령의 핵심 측근,안보와 경제부처의 핵심

료들을 포함하 다. 료들의 범 는 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직 인

보좌기구와 행정부 료들에 국한하여 살펴볼 것이다.1960년 반까

지도 여 히 국회의 기능이 하되었고,안보 기가 상존하고 속한 산

업화 과정에서 능률 우선주의와 료주의가 두되어 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이 상 으로 입법부의 권한을 압도한 시기 기 때문이다.504)

한국 정부가 월남 참 국 정상회의와 참 국 외상회의 개최를 제의

하고 활발하게 참석하던 시기에 박정희 정부가 반응한 외부환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ASPAC 창설을

포함한 지역주의 움직임과 더불어 이러한 지역주의의 상 인 향력이

증 되는 시 이었다.미국은 규모 지상병력을 투입하면서 면 으로

월남에서의 쟁에 개입하 다.냉 체제의 기본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무력도발 을 포함한 역내 공산주의 확산의

은 지속되었다.505)당시 통령을 포함한 정책결정자들의 외부환경에

504)오석홍에 따르면 박정희정부 기간 3차에 걸쳐 조직을 개편하 다.1차 개편(1961.5.26

10.2)에서는 경제기획원과 국토 리청을 신설하 고,2차 개편(1963년 12.14)에서는 노동청,

철도청,수로국 등을 신설하 다.3차(1970.8.3)개편에서는 국세청,병무청,문화공보부 개편

등을 단행하 다.이러한 정부조직의 확 로 인해 행정부가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으로부터

정치 으로 격리되게 되고,정책결정과 집행을 료들이 주도 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오석

홍,“행정개 의 개와 과제”,｢사상과 정책｣Vol.2,No.4(1985,가을호),pp.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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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역주의 움직임과 향력 증 상

을 미국이 지지한다고 인식하 다.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외

상황을 역내에서의 한국의 향력 극 화의 기회로 인식하고,여기에 주

도 으로 응하 다.역내에서 한국의 향력을 극 화하려는 시도의

기본 출발 은 ASPAC의 성공 개최에 따른 자심감에서 부터이다.박

정희 정부는 ASPAC창설을 해 국가 인 차원에서 많은 자원과 노력

을 투자했다.1966년에 서울에서 성공 으로 창설회의를 개최했고,기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다.506)1966년 당시 한국의 제한된 국력과 국가

상을 고려할 때 한국이 제의한 지역 력기구가 탄생했다는 자체가 국내･

외 으로 가장 큰 성과 다.회원국들이 공의 을 인정함은 물론

한국 정부가 의도한 회의의 지속성도 확보되었다.창설회의 공동선언문

의 13개 3개 항목에서 역내 공산 과 한국의 안보에 해 언 하

다.507)미국과의 동맹 계 유지를 안보 략의 한 축으로 하면서 지역 우

방국들과의 력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려는 박정희 통령의 국가 략

수행에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한 결과 다.

ASPAC창설과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사문제를 의제

화하는 사안에 한 회원국들의 다양한 반응을 통해 한계를 인식하 다.

일본을 심으로 필리핀,호주,뉴질랜드는 ASPAC에서 군사문제를 논

의하는데 해 매우 부정 이었다.일본이 ASPAC창설 직 까지 참석

을 거부했던 주요 이유이기도 했다.508)이러한 인식은 보다 직 인 지

505) “북괴도발 황(1969.10.30),” ｢북한의 도발 황, 1967-69｣, p. 132, MF,

G-0016(3147),외교부 외교사료 .1960년 연도별 북한의 주요 도발사건 황은

다음을 참조한다.｢북한의 도발 황,1967-69｣,pp.141-176,MF,G-0016(3147),외

교부 외교사료 .

506)ASPAC창설 비와 1차회의에 한 세부내용은 본 논문의 제3장 1 을 참조한다.

507)"｢러스크｣미국무장 과의 회담에 련된 참고자료,”｢Rusk,Dean미국 국무장 방한,

1966.7.8-9｣,pp.147-150,MF,C-0017(1833),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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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기회를 필요로 했다.미국이 자국의 패권 략을

구 하는 일환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의한 지역주의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인식한 박정희 통령을 포함한 정책결정자들은 ASPAC의 안으로 월

남 참 국 회의를 구상했다.509)1966년에 미국과 월남은 호놀룰루에서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월남 문제에 해 논의하 다.박정희 정부는 미국

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의 병력을 병한 한국의 입장에서 월남 문제에

한 논의 과정에서 발언권을 요구할 자격이 된다고 단했다.5만 여명

을 병한 한국에 사 통보나 의 없이 존슨 통령이 월남문제에

해 호지명에게 서한을 보낸 사실이 언론이 보도되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불편함을 표시하 다.510)

박정희 통령은 월남에 참 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월남 문제를 논의

하면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월남에서의 공산주의 을 지역문제로 제

기하고자 했다.참 국들이 모여서 지역차원에서 공산주의 을 논의

하는 자체를 궁극 으로 한반도의 안보와 연계하려고 했다.511)북한의

무력도발은 크게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의 한 부

분이기 때문이다.월남 참 국들은 쟁에 참여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안보문제를 논의하는데 ASPAC보다 상 으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제한이 다고 단하 다.512)이러한 인식을 토 로 박정희

통령은 1966년 후반에 월남 참 국 정상회담 개최를,1967년에는 월남

508)세부내용은 본 논문의 제3장 제1 을 참조한다.

509)“김 외무부 차 과 Black씨와의 면담 기록,"｢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

1966.10.24-25. 2권(V.1기본문서집)｣,pp.288-289,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510)"월남참 7개국회의 보고서,"｢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1차.Washington,D.C.,

1967.4.20-21｣,pp.198-202MF,Re-0017(2130),외교부 외교사료 .

511)“월남지원국 정상회담 의제,"｢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

권(V.1기본문서집)｣,p.70,p.84,pp.238-239,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

료 .

512)“월남자유참 국 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

권(V.1기본문서집)｣,pp.65-69,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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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국 외상회의와 제2차 정상회담 개최 등을 구상하고 정부조직을 통해

련 국가들에 제의하 다.513)

실제로 제2차 외상회의에 한 한국 정부의 기본구상은 외안보 략

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하는 큰 틀에서의 목 에는 변화가 없었다.

월남 참 국 회의를 궁극 으로 한반도 안보에 활용하고자 했다.마닐라

정상회담 선언의 제1항은 “아세아･태평양 그리고 실로 세계의 평화와

안 은 불가분”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이를 토 로 “월남문제와

북괴의 침략행 가 조성한 안 에 한 과 연계된 한국의 방 문제

를 결부시킴으로서 월남 참 국 정상 의체제를 한국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박정희 정부의 략 의도 다.지역집단방 체제의 발

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박정희 정부는 “마닐라 정상 의체제를 아세

아･태평양에 있어서의 새로운 형태와 구상의 공산침략에 공동으로 처

할 수 있는 실질 인 지역 집단방 체제로 발 시켜 나간다”는 복안을

수립하 다.514)이러한 략 의도를 구 하기 해 제2차 회의에서 한

국 정부는 지역의 평화와 안 은 불가분이라는 ,북괴가 이 지역의 안

과 평화를 지속 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북폭을 포함한 월남에서

의 군사활동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조 한 평화 정 근은

험하다는 을 집 으로 강조하고자 했다.515)

월남 참 국 회의를 구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료들은 통령이

513)"｢웰링톤｣외상회의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2차.

Wellington(뉴질란드)1968.4.4｣,p.65,185,MF,Re-0017(2567),외교부 외교사료

.당시 미국의 언론들도 한국의 월남 참 국 정상회담 제의에 해 “동제의는 동

남아 평화안정에 기여한다는 에서 환 되나 아세아인들의 이니시아 에 의한것

이라는 에서 더욱 환 스럽다”고 지 하면서,“미국이 국제 여건으로 2차

이후 재까지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역활과 다른 새로운 역활을 할 수 있는 새로

운 시 의 시 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논평하 다.

514)"｢웰링톤｣외상회의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2차.

Wellington(뉴질란드)1968.4.4｣,pp.67-68,MF,Re-0017(2567),외교부 외교사료 .

515)"｢웰링톤｣외상회의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2차.

Wellington(뉴질란드)1968.4.4｣,pp.69-73,MF,Re-0017(2567),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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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교섭이나 실제 회의에 참석하기 에 지시했거나 의도했던 사안들

을 부분 회의 결과인 공동성명서에 반 하 다.516) 를 들면,한국이

의도한 ‘쟁지속을 한 노력’이나 한국이 주장한 월남 문제의 지역문제

화 등이 공동성명서에 부분 반 되었다.517)여섯 차례 개최되었던 월

남 참 국 외상회의에서는 주로 공동성명서에 한국의 의지가 반 되는데

주안을 두고 상하 다.참 국 외상회의에서 북한의 을 포함한 한

국의 주장과 의도가 포함되지 않은 이 없었다.518)심지어 제2차 외상

회담에서부터는 별도의 ‘한국’항목이 공동성명서에 포함될 정도 다.

둘째,미국의 본격 인 월남 참여에 해 박정희 정부는 역내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지하려는 미국의 지역패권 략의 일환이라고 인식함

은 물론 이러한 미국의 략에 동참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유리하다고

인식하 다.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내의 반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

정희 정부는 미국이 요청한 투부 를 추가로 병하 다.미국 정부는

월남 에 규모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한국 정부에 추가 병을 요청하

다.한국 정부는 미국의 월남 수행 략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인식하여 미국의 추가 병 요청을 받아들 다.미국의 요청에 따라 1964

년부터 병을 시작한 한국 정부는 1966년에 5만 여명의 병력을 월남에

보냈다.519)월남 을 수행한 체 기간 에 한국의 병규모는 미국 다

음으로 많은 병력을 병한 국가 다.특히 미국의 투부 병 요청

에 따라 당시 한국군 에서 가장 높은 투력을 보유한 맹호사단,백마

516)“외무부 발신 문(WPH 1041),”｢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V.1기본문서집)｣,pp.85-87,103-105,148-153,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517)“외무부 발신 문(AM-1101),”｢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V.1기본문서집)｣,p.281,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518)월남 참 국 외상회의의 공동성명서 내용은 본 장의 제1 을 참조한다.

519)“월남 병 문제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 ,”p.1,EA0002315,국가기록원 통령기

록 .한국군 병규모의 세부 내용은 본 논문의 <표 4-4>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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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해병 청룡여단을 선발하여 월남에 보낸 것은 이러한 박정희 통

령의 인식과 일치하는 부분이다.520)

미국의 요청에 의해 월남에 병하는 모습을 보이지만,국군의 규모

월남 병은 미국의 지역 략 수행에 참여하는 일환임과 동시에 한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로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인식하 다.

미국과의 동맹 계를 공고하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지역 략에 동

참하여 궁극 으로 미국의 한방 공약을 확고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한국의 규모 월남 병은 앞의 제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한미군

의 수 유지는 물론 한국군의 화와 군사원조의 확 를 가져왔다.

를 들면,제2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에 참가하는 최규하 외무장 에

게 박정희 통령은 아래와 같이 러스크 미국 국무장 을 만나서,박정

희 통령이 생각하는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미국이 지원해야 하는 이유

를 아래와 같이 반드시 설명하라고 지시하 다.

미국이 지 과 같은 태도로 북괴나 공산측에 하며는 이 공산주의 기조를

버리지 않고 다시 침략행 를 자행해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그 게 되는

경우 지 과 같은 상태로서는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근소한 군사력밖에 보유

하지 않고 있고 한 월남에도 불과 규모 정도의 병력밖에 보내고 있지

못한 그러한 나라들과 여러 형태의 기구나 체제를 아무리 만들어 보아도 공산

침략을 막아내는데 별반 실효가 없을 것이다.이 지역의 공산침략을 가장 실효

성있게 막아 내기 하여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한국의 국방력을 북괴보다도

압도 으로 우월한 것으로 증강시키는 일일 것이다.월남 비의 10분의 일만 갖

이면 한국의 군사력을 충분한 정도로 증강시킬수 있을 것이니 무 늦어지기

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명한 일일 것이다.521)

한국 정부는 1966년의 월남 참 국 정상회담은 물론 1967년부터 개최

520)홍규덕,“ 병외교와 안보신드롬 :60년 한국외교정책 평가,”p.31.

521)" 통령각하 지시사항,"｢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2차.Wellington(뉴질란드)

1968.4.4｣,p.78,MF,Re-0017(2567),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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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참 국 외상회의에서의 한국과 미국 정부의 긴 한 의체제 구축을

가장 큰 성과의 하나로 단하 다.522)월남 병을 통해 공고한 한미

계 유지를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 박정희 통령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규모의 군 를 월남에 병하는 국가에 걸맞은 지 를 확보하고자 했다.

한국 정부의 참 국으로서의 발언권 확보 노력은 호놀룰루에서의 미국과

월남의 정상들이 월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계기 다.박정희 정부의

월남 참 국 회의 제의도 궁극 으로는 한국의 발언권 확 에 그 목 이

있었다.523)

박정희 정부는 월남에서의 공산주의 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의 공산주의 침략 지라는 차원에서 한반도에서의 북괴의 과 연계

할 수 있다고 인식하 다.한국의 참 으로 월남에서의 공산주의 이

완화된다면 이는 궁극 으로 한반도에서의 북괴의 을 약화시키는 효

과가 있다고 단하 다.한국 정부가 월남 참 국 정상회담과 이어진

참 국 외상회의에서 지속 으로 월남에서의 공산주의 과 한반도에

서의 북괴의 을 동일한 지역 내 자유 우방국에 한 이라고 강

조한 것이 이러한 인식을 반증한다.524)북한의 도발 을 지역문제로

인식시킴은 물론 북한의 도발을 지하려는 한국에 한 지지를 확보하

려는 노력도 월남 참 국 정상회담과 외상회의에서 계속되었다.한국 정

부의 의도와 노력으로 실제 월남 참 국 회의의 공동성명에 북한 의

심각성을 인식함은 물론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는 내용이 계속 포함되었

다.525)미국 정부가 월남 참 국 회의에 극 으로 참여하는 의도의 하

522)“월남참 7개국회의 보고서,”｢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1차.Washington,D.C.,

1967.4.20-21. 2권(V.1기본문서집｣,p.197,MF,Re-0017(2130),외교부 외교사료 .

523)“월남자유참 국 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

권(V.1기본문서집)｣,p.66,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524)참 국 정상회담과 외상회의에서의 한국 정부가 강조한 내용은 본 장의 제1 을 참

조한다.

525)참 국 정상회담과 외상회의에서의 공동성명 내용은 본 장의 제1 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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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아시아지역에서의 지역 인 조 계를 강화하는 것임을 외교경로

를 통해 사 에 악한 것도 이러한 단에 도움이 되었다.526)

아울러 한국 정부 료들은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 와 불만을 활용하

고,회담 내용을 공공연하게 공개함은 물론 상창구를 외무장 과 국방

장 으로 일원화하여 미국으로부터 최 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고자 노력

했다.527)국방장 과 외무장 으로의 상창구 일원화에 의한 상력 제

고는 당시 상 트 던 비치(DwightBeach)주한 미군 사령 과

라운(WinthropBrown) 사를 수세 인 상에 응하게 하곤 했다.528)

부가 으로 박정희 통령은 월남 병을 한국의 경제발 과 연계할

수 있다고 보았다.1965년 박정희 통령과 존슨 통령의 정상회담

비를 해 같은 해 4월에 롯지(HenryCabotLodge) 사가 서울을 방문

하여 회담을 비한 자료를 보면 당시 회담의제의 하나로 사이공 지역으

로 견이 인가된 한국경제 력 공사 의 역할에 한 논의가 들어 있

다.이는 한국 정부가 병외교를 통해 경제부흥 내지는 수출 확 를

526)“주미 사 문(USW-1064),”｢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V.1기본문서집)｣,pp.112-113,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527)실제로,미국이 한국의 지원에 인색하다는 당 인 의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해 존슨 통령은 W.애버 해리만 특사를 견하여 무마노력을 폈는데 그가 네

디 통령 당시 서울에 와서 박정권에 거의 박성 통고를 했던 시 에 비하면 격

세지감을 느낄 수 있었다.YoungnokKoo,"TheConductofForeignAffairs,"

Edward R.Wrighted.Korean Politicsin Transition (Seattle:University of

WashingtonPress,1975),p.223.

528)실제로 라운 사는 “한국의 요구 특히 베트남에서 복무하고 있는 미국인과 동

등한 수 으로 한국인의 수당을 지불하는 것 등을 들어주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했으며,비치 장군도 “나는 한국측에게 그들의 요구가 터무니 없는 것이며 미국이

이러한 요구에 결코 동의 할 수 없음을 알렸다”고 기록하고 있다.김성은 국방장

이 공개로 발표하는 미국의 지원약속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미국언론 때문에 미

국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러스크 국무장 은 미국의 정책은 한국군의 완 한

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에 한 양보라고 간주할 수 없다고 해명

했다.StanleyLarsenandJamesL.Collins,Jr.AlliedParticipationinVietnam

(WashingtonD.C.:DepartmentofArmy,1975),pp.124-125;U.S.Departmentof

State,Interview,SecretaryRuskonABC's"IssuesandAnswers,"Bulletin53,

(July1965),p.189;홍규덕,“ 병외교와 안보신드롬 :60년 한국외교정책 평가,”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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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으로 삼기 해 참 기부터 매우 세심하고 집약 인 노력을 경

주해오고 있었다는 을 보여 다.529)월남 병과 이와 련된 민간부문

의 경제활동에서 한국은 약 10억불 규모의 경제 인 이익을 창출하 다.

이러한 자 은 한국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한 투자 이 되

었다.530)그러나 한국 정부가 경제 이익을 제일의 우선순 로 설정하

여 병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다만 이러한 경제 인 이익은 병의

결과로서 생된 것이다.531)

월남 이 진행되면서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의 월남 진출은 물론 한

국의 월남 수출 확 를 지속 으로 시도하 다.월남 참 국 회의에서

도 월남 종 후 재건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확보하는데 주력하 다.

1967년 제1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에 한국 표로 참가했던 김 주 차

은 회의 참석과는 별도로 포스츠(Posts)미국 국제원조처(USAID)부

차 을 만나서 월남 병과 한국의 경제발 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

다.김 주 차 은 면담에서 “한국 정부로서는 재건계획의 성공없이는

군사면에서의 승리도 그 실효를 거둘수 없으므로 한국의 재건계획에

한 본격 인 참여는 매우 시 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조속한 월

남평정계획 참여를 요청하 다.포스츠 부차 은 진료･보건분야,농업과

어업분야,한국군 술책임지역에 한 건설사업 등에 한국의 참여가 가

능할 것이라고 말하 다.532)김 주 차 의 면담 내용은 월남 병이 미

529)TheNew YorkTimes(April27,1965),p.A11.

530)박 ,“월남참 과 한국,”｢한국국제정치논총｣제26집 2호(1986),p.12. 병의 경

제 동기는 투병력 병과 연 지워지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당시 라운

(Brown)미국 사가 특별의정서를 한국 정부에 달함으로써 세간에 알려졌다.

‘라운 각서’를 성사시켰던 이동원 외무장 은 경제 측면과 투병력 병을 연

계시키려 노력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531)구 록,“국가이익과 한국의 외정책,”p.19.

532)“월남참 7개국회의 보고서,”｢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1차.Washington,D.C.,

1967.4.20-21. 2권(V.1기본문서집)｣,pp.198-202,MF,Re-0017(2130),외교부 외

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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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지역 략에 동참하는 차원임과 동시에 한국의 경제발 과 연계한

국가 략의 한 부분임을 보여 다.

한편,박정희 정부의 월남 참 에 한 인식을 당시 미국의 아･태지

역 패권 략과 연계해보면 다소 인식의 차이가 있다.제4장 제2 에서

살펴본 것처럼,미국은 규모 병력을 월남에 투입하여 가시 인 성과를

내면서 동시에 성공 인 마무리를 시도하 다. 를 들면,1965년에 77만

명 규모 던 병력규모가 이듬해인 1966년에는 105만 명으로 증하 다.

한국은 월남 참 을 국가 략 으로 활용하면서 이러한 미국의 략변

화를 완 히 이해하지는 못했다.그 결과 참 국 회의에서 조기에 평화

정을 체결하려는 미국과 달리 끝까지 군사 승리를 주장하여 미국과

상반된 의견충돌이 있었다.당시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의 외 안보환경

에 한 인식이 충분하지는 못했음을 드러내는 경우이다.

셋째,월남 참 국 회의를 추진하던 시기에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박정희 통령과 핵심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에는 근본 인

변화가 없었다.533)박정희 통령과 료들은 내･외에 공개된 연설과

담에서 이러한 인식을 밝혔다.매년 신년사나 연두교서에서 통령은

북한의 을 상기시키고,이에 처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를 들면,

1966년 통령 연두교서에는 한국이 직면한 "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토가

양단되고 공산주의 으로 둘러싸인 오늘의 조국의 실과 그 입장"이

라고 표 하면서 북한의 을 언 하 다.534)다음 해인 1967년 통

령 연두교서에서도 "분단된 국토, 한 경제건설,침략의 ,이러한

우리의 실 속에서,우리는 지역 력과 그 유 강화에 외교의 역

533)RobertJervis,PerceptionandMisperceptioninInternationalPolitics(Princeton:

PrincetonUniversityPress,1976).

534) 통령비서실,"1966년도 통령 연두교서(1966년 1월 18일),"｢박정희 통령 연설

문집 2(제5 편)｣(서울 : 통령비서실,1973),p.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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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략) 간첩장비를 화하여 의 간

침략에 비하고,어떠한 의 기도도 이를 분쇄할 것"이라고 언 하여

통령과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를 밝혔다.535)

일반 연설에서도 반복해서 통령과 정부의 북한에 한 인

식이 나타난다.6･25제16주년 담화문에서 통령은 월남 병의 당 성

을 북한의 과 연계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 다."특히 월남이 공산

주의자들의 수 으로 넘어갈 경우 그들이 계속해서 가해 올 침략의

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지척의 휴 선을 사이에 두고 공산침략자와

치하고 있는 우리 한국에 있어 가장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읍니

다."536)창군 제18주년 기념 '국군의 날'유시에서도,"방심이야말로 실패

의 가장 큰 원인인 것입니다.북한괴뢰의 재침기도는 물론, 공군의 도

발악은 언제나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으며,국제공산주의자들 한

우리의 사명감을 경각시키고 있다"고 역설하 다.537)6.25동란 제17주년

담화문에서도,"지 북한괴뢰는 휴 선 비무장지 에서의 불법 인 침

범과 간단없는 남간첩의 등으로 자유 한의 민심교란과 재남침

비에 분"하고 있다고 그 을 강조하 다.538)1967년 4월에 행해진

통령선거 유세 연설에서도 신민당의 군 복무 단축 공약에 해 공

산주의의 을 막기 해서 어도 재 수 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므

로 군 복무 단축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 다.539)

535) 통령비서실,"1967년도 통령 연두교서(1967년 1월 17일),"｢박정희 통령 연설

문집 2(제5 편)｣,p.914.

536) 통령비서실,"6･25제16주년 담화문(1966년 6월 25일),"｢박정희 통령 연설문집

2(제5 편)｣,p.712.

537) 통령비서실,"창군 제18주년 기념 ｢국군의 날｣(1966년 10월 1일),"｢박정희 통령

연설문집 2(제5 편)｣,p.784.

538) 통령비서실,"6･25동란 제17주년 담화문(1967년 6월 25일),"｢박정희 통령 연설

문집 2(제5 편)｣,p.1110.

539) 통령비서실,"5･3 통령선거 유세 연설(1967년 4월 17일),"｢박정희 통령

연설문집 2(제5 편)｣,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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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의 북한의 에 한 인식은 국제회의나 정상회담에도

가감없이 표 되었다.1966년 10월에 한국을 방문한 존슨 통령과의 만

찬에서 박정희 통령은 북한의 에 처해야 하는 한국의 실을 다

음과 같이 강조하 다.박정희 통령은,"우리는 후진탈피와 자립경제건

설이라는 미의 무를 앞에 두고도,이 반공투쟁에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될 민족의 정력을 나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 의 배제 없이는 안정과 번 이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에서 우

리는 반공을 한 국력의 소비를 아끼지 않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

다.540)1966년 10월에 개최된 월남지원국 정상회의에서의 기조연설에서

도 박정희 통령은 아래와 같이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을 직시해

야 함을 강조하 다.541)

우리 한민국 국민들은 불행히도 과거에 공산침략을 몸소 겪어 보았고, 그

들과 상을 시도해 본 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에서의 우리의 경험

을 통하여,나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평화 상을 통하여 용이하게 평화를 달성

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은 하나의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

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통령의 지침을 받고 미국과의 회담을 가졌던 외교 료들의

발언내용도 이 시기 통령의 북한에 한 인식을 변하고 있다. 를

들면,최규하 외무장 은 미국의 로 스 국무장 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상황은 물론 MIG-21 투기를 포함한 북한군

의 최신식 무기 구비와 130만 명에 달하는 노농 등 군사부 증

강 등을 상세히 제시하면서 북한의 무력 화통일 의도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542)

540) 통령비서실,"[존슨 미국 통령 방한에 즈음한 연설문 2] 앙청 스테이트 디 에

서의 연설(1966년 10월 31일),"｢박정희 통령 연설문집 2(제5 편)｣,p.823.

541) 통령비서실,"[방월･방비 연설문 5]월남지원국 정상회의에서의 기조연설(1966년

10월 24일),"｢박정희 통령 연설문집 2(제5 편)｣,p.813.

542) “참 국 외상 회의 보고(3),” ｢월남 참 7개국 외상회의,제3차.Bangk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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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을 후하여 실제 북한의 정 정 반과 무력도발은 증가하

다.1965년에 149건이었던 북한의 도발행 는 1966년에는 188건으로

증가하 다.이듬해인 1967년부터는 증하여 770건,1968년에는 1,142건

으로 증가하 다.543)북한의 무력도발과 에 해서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남 참 국 회의에서 한국 표들에 의해 상세하게 설

명됨은 물론 회의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서에 반 되었다.

<표 4-8>북한 련 월남 참 국 회의에서 언 된 주요 내용544)

구 분 핵 심 내 용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 의 불가분성

-월남 을 지역안보와 연계하여 궁극 으로 북한 과 연계

1차

외상회의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 의 불가분성

2차

외상회의

-1월 21일 북괴무장공비 서울침입사건 규탄하고 우려 표명

-북괴 침략행 와 월남 등 동남아세아 련성에 합의

-북한 침략에 항하는 한민국을 참 국이 지원

3차

외상회의

-계속되고 있는 북괴도발에 해 공분을 새로이 표명

-북한 도발이 아시아 체를 한다는 종래합의 재확인

-북괴침략에 항함에 있어 한민국에 한 지원 재확인

비공식

외상회의
-한국 쟁의 경험 토 로 공산주의자들과의 상 유의 강조

4차

외상회의

-KAL기 납북사건 포함 최근 북괴 도발의 증

-북괴 도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 에 한

-4.7발표된 주은래,김일성 공동성명서 규탄545)

5차

외상회의
-북괴의 도발을 지역의 안보와 연계하는 노력 계속

1969.5.22. 2권(V.1기본문서철)｣,pp.345-347,MF,Re-0017(3011),외교부 외교

사료 .

543) “북괴도발 황(1969.10.30),” ｢북한의 도발 황, 1967-69｣, p. 132, MF,

G-0016(3147),외교부 외교사료 .1960년 연도별 북한의 주요 도발사건 황은

다음을 참조한다.｢북한의 도발 황,1967-69｣,pp.141-176,MF,G-0016(3147),외

교부 외교사료 ;구 록,“국가이익과 한국의 외교정책,”p.20.

544)본 장의 제1 내용을 참고하 다.

545)"제4차 월남참 국 외상회의 의의 아국의 기본입장,"｢월남참 6개국 외상회의,

제4차.Saigon,1970.7.5-6. 2권.V.1기본문서철｣,p.118,MF,C1-0023(3510),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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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과 군사도발의 증가에 해 박정희 통령을 포함한 정책

결정자들은 극 으로 응하 다.1966년에도 북괴의 남 화 략과

도발 은 지속되었다.남한에 한 군사도발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다.1966년 이후 북괴의 휴 반 건수는 계속 증가하 으며,1968년

에 발생한 무장공비의 서울 침입과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은 북괴의 침

략 무력도발 행 가 변함없이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546)북한의

지속되는 에 응하기 해 박정희 정부는 우선 자체 인 국방력 증

가에 집 하 다.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군의 화를 지속하면서

방 산업의 육성에 집 하 다.1968년 북괴 무장간첩의 청와 기습사

건을 계기로 향토 비군을 창설하여 비정규 수행능력을 높 다.

미국의 한반도 방 에 한 지원의 극 화를 시도하 다.박정희 통

령은 존슨 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미국 고 료들의 한국 방문을

미국 정부가 한국에 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요한 기회로 활용하

다.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규모 투부 를 월남에 병하

다.한국군의 규모 월남 병은 주한미군 주둔 규모의 유지는 물론 한

국군 화와 군사원조의 확 를 가져왔다.

박정희 통령은 북괴의 무력도발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문제의 지역

문제화를 시도하 다.월남 참 국 정상회담에 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외공 장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 박정희 정부의 이러한 의도가 잘 나타

나 있다.이 문서에 시된 우리나라의 입장은 “미국 다음으로 규모의

병력을 월남에 병하고 있는 특별한 치에 감하여 동회담[월남 참 국

정상회담]에 임함에 있어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

음.1.아세아 태평양지역에 한 공통 세력을 확인하고 이지역에

교부 외교사료 .

546)"면담록"｢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2차.Wellington(뉴질란드)1968.4.4｣,pp.

162-165,MF,Re-0017(2567),외교부 외교사료 .



-239-

서의 평화와 방 는 불가분이라는 것(이는 국군 월목 의 하나이기

도 함)”이었다.547)지역 공산주의 도발과 한반도 의 연계를 시도하

다.한국이 제의하여 시작된 월남 참 국 정상회담이나 외상회의에서도

월남 과 북괴의 도발이 서로 하게 련이 있음을 역설하 으며 공

동성명서에 그 로 반 되었다.548) 를 들면,1968년 제2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에 참가했던 최규하 외무장 은 북괴의 에 해 지역의 자

유우방국가들이 공동으로 응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 다.549)

월남 과 북괴의 최근 도발은 유 하다고 본다.특히 지난번 구정 공세가 그

러한 유 성을 검증하고 있다.과거 14개월 동안 북괴의 휴 반 건수는 일층

증가되고 있는바 북괴는 무장간첩의 량 남 등으로 민심을 교란시키고,드디

어는 술한바와 같이 무장공비의 서울 침립 푸에불로호 납북과 같은 악랄

한 수법으로 침략 도발행 를 자행하고 있다.따라서 우리는 1966년 10월에

마니라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아세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와 진보에

한 선언”에 따라 지역내 모든 침략에 하여 동료 연합국가들이 상호 방

조약의 공약에 의해 dueattention을 갖이고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

어야 하겠다.

한반도 안보문제의 지역문제화와 더불어 월남 참 국 회의에서의 지

역에서의 공산주의 침략에 공동으로 응하기 해 월남 참 국을 심

으로 하는 지역 상설방 체제의 필요성을 지속 으로 강조하 다.제2차

참 국 외상회의 발언 내용은 이를 극명하게 나타낸다.당시 회의에 참

가한 최규하 외무장 은 국군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철수,미국의 월남

몰입 등의 상황은 아시아 “방 상의 공백이 생기므로 이 지역에 평화

와 안 을 해 지역 국가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하여 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550)제3차 참 국 외상회의를 포함한 정례회의에서

547)“외무부 발신 문(GVW-1023),”｢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V.1기본문서집)｣,p.260,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548)“외무부 발신 문(WPH-1074),” 의 문서철,pp.142-146,154-159.

549)"월남참 국 외상회의,"｢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2차.Wellington(뉴질란드)

1968.4.4｣,pp.222-224,MF,Re-0017(2567),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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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설 인 방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을

표명하 다.551)이는 한반도 안보와 월남 참 국을 연계함은 물론 지역

집단방 체제로의 발 을 도모함을 나타낸다.552)

넷째,월남 참 국 회의를 구상하고 추진했던 시기에 박정희 정부의

공 에 한 인식에 있어서도 그 이 시기와 변함이 없었다.1966

년을 후한 시기에 박정희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한

공의 이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고 보았다.박정희 통령

은 철 한 반공의식을 바탕으로 공산주의의 실체에 한 부정 인식을

가졌다.한국 에서의 공산주의자들과의 상 경험을 토 로 월남에서

공산주의자들과의 평화 상에 한 신 론을 제시하 다.월남 종결

을 한 미국의 리 평화 상에 한 박정희 통령의 평가에서 그의

550) "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 보고서 제출," ｢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2차.

Wellington(뉴질란드)1968.4.4｣,pp.214-223,MF,Re-0017(2567),외교부 외교사료

.제2차 외상회의에 앞서 주한 태국 사와의 면담에서도 최규하 외무장 은 “최

근 북괴의 침략 도발행 가 조성한 사태와 월남 사태는 그 침략의 근원이 갖은

것이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북괴 무장공비 남침 사건 미함선 납북사건등에도 언

할 정이다.”( 략)“ 국군 철수 등에 동 지역에 방 상의 공백이 생기므로 이

지역의 평화와 안 을 해 지역 국가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하여 심을 갖이

고 있는 것은 생각할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지역 집단방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면담록,"｢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2

차.Wellington(뉴질란드)1968.4.4｣,pp.85-86,MF,Re-0017(2567),외교부 외교사

료 .

551)“월남 참 국 외상회의 한국 기본 입장 표단 구성,”｢월남 참 7개국 외상회

의,제3차.Bangkok,1969.5.22. 2권(V.1기본문서철)｣,p.62,MF,Re-0017(3011),

외교부 외교사료 .

552)월남 참 국 회의를 통해 지역 집단방 체제 구성을 의도했던 한국 정부는 참 국

정상회담 개최 이 에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회담에 한 참가국들의 반 를

고려하여 그러한 의도가 없음을 외교경로를 통해 참 국에 해명하 다.한국

정부는 여건이 성숙될 때 까지 지역집단안보체제 구상의 제안을 기다리고자 했다,

“외무부 발신 문(WUS-1023,WPH-1031,WUN-1020,WTH-1013,WAU-1007),”

｢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V.1기본문서집)｣,p.64,

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미국정부도 1968년에 하비 월남담당 부

차 보의 발언을 통해 “자유아세아 태평양권내의 집단안보체제문제를 검토하기를

희망한다는 보도에 하여 이러한 문제는 검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미측의

견해를 표명하 다."외무부 문(USW-0310,"｢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2차.

Wellington(뉴질란드)1968.4.4｣,p.96,MF,Re-0017(2567),외교부 외교사료 .



-241-

공산주의에 한 인식을 명확하게 엿볼 수 있다.박정희 통령은 “ 리

평화 상을 보면,미국은 아직도 공산주의를 다룰 모른다”고 평가하

다.553)월남 참 국 정상들의 회의인 마닐라 정상회담에서도 박정희

통령은 공산주의에 한 부정 인 인식을 표명하 다.정상회담 연설

에서 박정희 통령은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공산주의자와 교섭

을 통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고 주장하 다.554)

박 통령은 “월남 종료 후에도 공은 계속 그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무기 발 을 서둘러 주도공산세력과 더불어 그의 공격 인 소 인민

명이론의 실천을 부르짖고 침략 행동을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망

하 다.555)박 통령은 월남 참 국 회의에 참석한 표들에게도 한국

쟁의 경험을 토 로 공산주의자들과의 상에 유의할 것을 강조하도록

지시하 다.1967년 제1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에서 한국 표는 “우리

한국민이 한국 쟁을 통하여 터득한 것은 공산주의자들은 진실로 그들

이 궁지에 몰렸을 때에만 상의 자리에 나온다는 교훈”임을 재차 강조

하 다.”556)

박정희 정부는 한 공의 을 한국의 안보에 한 북한의

과 연계하여 인식하 다. 공의 에 해서는 미국과의 동맹 계 유

지는 물론 지역 국가들과의 집단안보 력으로 응하려고 했다.미국과

의 굳건한 동맹 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아시아에 있는 비공산국가들을

553)“주미 사 문(USW-1040),"｢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V.1기본문서집)｣,pp.75-76,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554) 통령비서실,"월남지원국 정상회의에서의 기조연설(1966년 10월 24일),"｢박정희

통령 연설문집 2(제5 편)｣(서울 : 통령비서실,1973),p.813.

555)“아국과 자유아세아의 안 보장태세 강화책 시안,”｢APATO(아시아･태평양 조약기

구)창설 구상,1968-69｣,p.57,MF,G-0012(3107),외교부 외교사료 .

556)“김 주 외무부 차 의 연설문,”｢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1차.Washington,

D.C.,1967.4.20-21. 2권(V.1기본문서집)｣,pp.154-159,MF,Re-0017(2130),외교

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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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합시켜 증하는 공의 에 처하려는 략 근을 하 다.아

시아에 있는 비공산국가들을 단합시켜 증하는 공의 에 처하려

는 박정희 정부의 략 의도는 우리 정부의 월남 참 국 회의 제의와

참 국 회의에 한 기본방향 설정에도 잘 나타난다.박정희 정부가 월

남 참 국 정상회담을 제의한 배경 의 하나가 “태평양지역 방 의 불

가분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557)월남에서의 공산주의 이 곧 아시

아･태평양 지역 체의 이라고 규정하 다.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도 지역 체의 으로 규정하여 역내 자유진 국가들과 연 하

여 비하려는 략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한편 공에 한 박정희 정부의 인식과 반응이 1960년 반과 큰

차이 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략 차원에서의 공

과의 계개선 모색을 주목해야 한다.미국은 이미 공을 통해서 소련

을 견제하려는 략 포석을 깔고 있었다.반면에 한국은 공의

에 한 미국의 그러한 포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2.국내자원 동원과 추출 능력

국내자의 동원 추출 능력과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은

한 연 이 있다.든든한 경제력의 확보가 튼튼한 국가안보의 확보와 직

결되기 때문이다.그래서 정책결정자들의 국내자원 동원과 추출 능력이

안보와 직결된다고 보았다.558)자원의 동원과 추출에 의해 산출되는

련 지표를 확인하여 정책결정자들이 높은 능력을 보이면 리더십을 정

557)“월남자유참 국 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

권(V.1기본문서집)｣,p.66,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558) “참 국 외상 회의 보고(3),” ｢월남 참 7개국 외상회의,제3차.Bangkok,

1969.5.22. 2권(V.1기본문서철)｣,pp.345-347,MF,Re-0017(3011),외교부 외교

사료 .



-243-

으로 평가할 수 있다.월남 참 국 회의가 제의되고 개시되었던 1966

년과 1967년 후 박정희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의 국내자원 동원과 추출

은 월남 추가 병을 통한 국익 추구,월남 참 국과의 력 강화를

한 회의체 구성과 참가,추가 인 자체 방 력 증강을 한 자원 투입

등으로 요약이 가능하다.이러한 국내자원 동원과 추출을 해 발휘한

정책결정자들의 역할이 국가의 외안보 략 구상과 추진에 향을 미쳤

을 것이다.

첫째,월남 추가 병을 통한 국익의 추구이다.1964년에 최 로 월남

에 군 를 보냈던 한국 정부는 1965년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투부

를 추가로 병하여 총 병규모는 약 5만 여명에 이르 다.한국의

월남 병규모는 7개 병국가 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규모 다.559)

박정희 통령은 국군의 규모 월남 병은 미국과의 동맹 계를 공고

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단하 다.한국의 월남 병은 한반

도에서의 북한의 을 지역 공산주의 과 연계하여 궁극 으로 북

한의 을 지역에 있는 자유우방국과 함께 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단하 다.월남 병의 목 에 한 통령 정무비서 의 보고서 내용

을 보면 “국내 으로 반공의식이 약화되고 반공구호가 실감을 잃고 있는

재,월남에 병한다는 것은,공산주의를 구체 인 으로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국내 단결과 반공의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하 다.560) 쟁의 수행은 물론 쟁 후의 재건사업에 한국이 참여

하여 경제 이익을 도모하는 부수 인 효과도 고려하 다.국가이익의

추구를 해 군 를 다른 나라의 쟁터에 보내는 것은 하지만 인명의

559)"월남 참 국 외상회의 문제 비책(입장),”｢월남 참 7개국 외상회의(비공

식,New York,1969.9.20｣,pp.94-95,MF,Re-0017(3013),외교부 외교사료 .

560)“월남 병 문제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 ,”p.4,EA0002315,국가기록원 통령기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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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라는 험을 감수해야 한다.정부의 월남 추가 병 결정에 한

국민의 의견은 찬성과 반 로 갈려졌다.561)박정희 통령은 국가 략

목표 달성을 해서 병하면서 국민을 설득했다.월남에서의 공산주의

침략 지가 실패하면 한반도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공산주의의 도

발이 계속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궁극 으로 한반도에서의 북괴의 도

발을 지하는 차원에서 월남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국군의 추

가 병에 한 아래의 담화문은 이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이 자유월남이 공산화하는 경우, 략 다음의 두 가

지 가공할 사태의 발생을 우리는 단할 수 있습니다.그 첫째는 공산주의자들

의 침략에 항하는 자유세계의 공 선에 커다란 혼란과 차질이 생길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며,그 둘째는 동남아에 해서 월남을 출구로 하는 공산세력은

한반도를 포함하는 태평양지역의 자유국가들에 해서 노골 이며 진 인

도발행 로 나올 것이 명확하다는 사실입니다.( 략)이에 한국정부는 국토의

직 방 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 내에서 가능한 한의 모든 지원을 월남공화

국에 제공하기를 결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은 첫째,월

남에 한 우리의 지원은 아세아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한 집단안 보

장에의 도의 책임의 일환이라는 단에 입각하 고,둘째,자유월남에 한

공산침략은 곧 한국의 안 에 한 한 임으로 우리의 월남지원은 바로

우리의 간 국가방 라는 확신에 의한 것이며,셋째,과거 16개국 자유우방

의 지원으로 공산침략군을 격퇴시킬 수 있었던 우리는 우리의 앞에서 한 우

방이 공산침략의 희생이 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한국민의 정의감과 단호

한 결의에 의한 것입니다.562)

국군의 월남 추가 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시 성과를 보여주었다.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미국과의 긴 한 의체제가 구축되었

561)구 록,“국가이익과 한국의 외교정책,”pp.18-19;구 록에 따르면 당시에 야당과

지식인들,그리고 상당수 국민의 염려과 반 에도 불구하고 박정권은 이들의 견해

를 무시하고 탄압하며 자신의 독단 인 논리에 따라 월남 병을 철시켰으며,반

여론이 강하 지만 병 자체의 의미에 비하여 반 의 폭이나 격렬함은 그리 큰

편이 아니었다.

562)“월남지원국정상회담 문제 과 우리의 견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

1966.10.24-25. 2권(V.1기본문서집)｣,pp.216-219,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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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63)미국의 국군 화 지원과 군사원조가 증가하 으며,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도 유지되었다.비록 무력도발과 휴 정 반은 증가했지만,

미국의 지속 인 지원과 반복 인 한 안보공약의 확인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의 침략은 지되었다.부가 으로 쟁물자 수출,한국 기업의 월남

진출, 병 군인들의 인건비 국내유입 등은 궁극 으로 한국의 경제발

에도 도움이 되었다.564)

둘째,월남 참 국가와의 력을 강화하기 한 의체의 구성을 제의

하고 회의에 극 으로 참여하 다.월남 에는 한국,미국,월남,호주,

뉴질랜드,필리핀,태국의 7개국이 참 하 으며,1966년에 총 규모는

100만 명이 넘었다.565)참 국의 특징은 역내에서의 공산주의 침략의

쇄에 한 의지를 가진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 정부는 월남 참

국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강력한 반공국가라는 공통 에 주목하

다.월남 참 국가들의 의체 구성을 제안한 핵심 목 은 다음의 두 가

지로 요약할 수 있다.566)첫째는 참 국가의 월남문제 처리에 한 발언

권을 확립하고,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주도권을 강조하기 해서 다.둘

째는 월남 을 태평양지역 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궁극 으로 한반도에

서의 북한의 을 지역 체의 문제화하기 해서 다.

본 장의 제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 국 회의는 한국이 제의한

월남 참 국 정상회담에 이어 월남 참 국 외상회의가 정례 으로 개최

되었다.한국은 회의에 참가하여 최 의도했던 부분의 목 을 달성할

563)“월남참 7개국회의 보고서,”｢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1차.Washington,D.C.,

1967.4.20-21. 2권(V.1기본문서집)｣,p.197,MF,Re-0017(2130),외교부 외교사

료 .

564)구 록,“국가이익과 한국의 외정책,”p.19.

565)"월남 참 국 외상회의 문제 비책(입장),”｢월남 참 7개국 외상회의(비공

식,New York),1969.9.20｣,pp.94-95,MF,Re-0017(3013),외교부 외교사료 .

566)“월남자유참 국 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

권(V.1기본문서집)｣,p.66,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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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한국 정부는 참 국 회의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서의 내용에

매우 민감했다.한국의 안보상황을 포함하는데 진력했다.월남 병에

한 국민의 지지와 연계되기 때문이었다.매번 회의에 앞서 진행된 공동

성명서 안과 사 의 내용은 물론 회의 진행 경과와 최종 성명서를

직 박정희 통령에게 보고했다.월남 참 국 정상회담의 경우를 보면,

공동성명의 안과 연계되는 회의 의제에 해 회의 개최지인 마닐라에

서 주필리핀 사가 회의 직 인 1966년 10월 20일에 한국 정부가 주장

하는 “ 쟁지속 노력의 지속”이라는 문구의 삽입을 해 최종 충이 이

루어지고 있음을 통령에게 보고하 다.567)참 국 외상회담 공동성명

서에는 ‘한국’상황이 별도로 충분히 포함되었다. 를 들면,북괴의 1.21

사태 직후에 개최된 제2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 공동성명서에는 ‘한국’

이라는 독립된 항이 설정되어 북한도발에 한 규탄은 물론 참 국들의

한국의 지지 등 한국 정부가 포함하기를 의도했던 모든 내용이 포함되었

다.568)한국이 두 번째로 많은 군 를 병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발

언권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회의 의제는 물론 공동성명서에도 한국의

요구와 의지가 부분 반 될 수 있었다.

셋째,추가 인 자체 방 력 증강을 해 국가자원을 투입하 다.

1966년을 후하여 북괴의 남 화 략은 변화가 없었다.북괴 무장간

첩의 청와 습격시도를 포함한 휴 정 반과 무력도발은 오히려 증

가하 다.1965년에 149건이었던 북한의 도발행 는 1966년에는 188건,

1967년에는 770건,1968년에는 1,142건으로 증가하 다.569) 푸에블로호

567)“월남 지원국 정상 회담 의제,”｢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V.1기본문서집)｣,p.238,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568)"월남참 국 외상회의,"｢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2차.Wellington(뉴질란드)

1968.4.4｣,pp.221-223,MF,Re-0017(2567),외교부 외교사료 .

569) “북괴도발 황(1969.10.30),” ｢북한의 도발 황, 1967-69｣, p. 132, MF,

G-0016(3147),외교부 외교사료 .1960년 연도별 북한의 주요 도발사건 황은

다음을 참조한다.｢북한의 도발 황,1967-69｣,pp.141-176,MF,G-0016(3147),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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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사건과 북괴 무장간첩의 청와 습격사건에 한 미국의 상이한

응도 한국군의 자체 인 능력 강화의 실함을 자각하게 하 다.박정희

통령은 미국과의 군사동맹 계를 유지하면서 자체 인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 다.자체 국방력 강화의 표 인 해답이 비군의 창설이었다.

자체 인 국방력의 강화는 추가 인 국가 자원의 투입이 수반되어야 하

며, 비군의 창설도 국민 부담의 증가를 의미했다.법령에 따라 병역의

무를 마친 국민들이 군 복무 후에 추가 으로 일정 기간 비군으로 복

무해야 하고, 비군을 무장시키기 해서는 국방 산이 추가로 소요되

기 때문이었다.박정희 통령은 국방에 한 1차 인 책임은 결코 우방

이나 집단 안보체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의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국민을 설득하 다.1968년 4월 1일의 향토 비군 창설식

에서의 연설문은 박정희 통령의 이러한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570)

휴 선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수십만의 군이 밤낮 없이 치하고 있으며,

한 김일성 집단은 세계 공산당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독재 집단이요,그 호

성으로 악명 높은 평화 교란자라는 에서도 우리는 하루 바삐 태평과 안일

의 환상을 박차고 자주 국방의 건설을 해 총궐기해야 할 때가 왔읍니다.우리

는 먼 우리 머리 속에서 낡은 국방 을 추방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공산 침

략을 막아내고 나라를 방 하는 일은 우리를 돕는 우방과 우리의 60만 군이

있으니 안심이라고만 생각하고 범국민 자주 국방 태세의 확립을 잠시라도 게

을리해서는 안되겠읍니다.구태여 6.25의 비극을 회상해 보지 않더라도 자기 방

의 실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침략을 분쇄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나 도 없

는 것입니다.우리 국방의 제1차 인 책임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에 있는 것이

요,그것은 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신성하고도 인 의무인 것입니다.우

방의 원조나 집단 안보 체제는 어디까지나 우리를 돕기 한 것이지 우리 스스

로의 책임마 감당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략)우리가 서고 있는 이

땅은 자손 만 이어받아서 번 과 행복의 땅으로 가꾸어 가야 할 우리들의 고

향이요,선조들의 가 묻 있고, 우리의 도 언젠가는 이곳에 묻힐 우리

의 향토입니다.이 땅을 수호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우리의 생명,우리의

교부 외교사료 .

570)박정희 통령 기념도서 자료실, 비군 창설식 유시(1968.4.1),www.516.co.kr

2013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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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한 가정을 우리 힘으로 지키고,내 고장 내 직장을 내 힘으로 수호하는 자

기 방 의 사명감과 책임감이야말로 진정한 향토애이며 이것이 곧 조국애의 구

입니다. 비군의 이상 인 모습은 논밭이나 직장에서 자기 일에 충실하고 훈

련에 힘쓰다가 일단 공비가 나타나면 즉각 출동하여,그 마을 그 직장에서 공비

와 싸우는 사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청와 습격을 해 무장공비를 침투시키고 동해에서 미국의

첩보함을 나포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했던 비군 창설은 3개월 후인

1968년 4월에 250만 명의 비군을 조직하는데 성공하 다.571)국방 료

들은 비군 창설 등 통령 심사도 성공 으로 추진하 다.박정희

통령이 1968년 2월에 비군 창설의지를 밝히자,불과 2개월 후인 같

은 해 4월 1일에 비군을 창설하 다. 비군의 무장을 해서 한국 정

부는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 다.북한의 게릴라 법에 응하기 해

창설된 비군은 이후 간첩작 에 투입되면서 한국군의 자체 방 력을

증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아울러,국내에서의 국방력 강화로 안보태

세를 유지함은 물론 미군 수뇌부와의 조 계를 공고하게 구축하여 지

속 인 북괴 도발에 응하 다.

3.국내지지 유지

확고한 국내 지지기반 유지는 군사 명으로 집권을 시작한 박정희

571)향토 비군은 1968년 북한이 청와 습격을 해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1·21사태와

1월 23일 동해에서 발생한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반공의식을 고취시키고,북한의 4 군사노선에 응하기 해 1968년 4월 1일 창

설되었다.1968년 2월 7일 박정희 통령은 경남 하동에서 열린 경 선(慶全線)개

통식 연설에서 향토 비군 창설의지를 밝히며 250만 향토 비군의 무장화를 역설

했다.이를 계기로 1968년 2월 18일 향토 비군 조직을 한 법령제정에 착수하여

3월 31일 비군 편성과 조직을 완료하 다.1968년 4월 1일 공설운동장에서

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식이 거행됨으로써 향토 비군이 공식 으로 조직되

었으며,5월 29일 ‘향토 비군설치법’이 공포되면서 체계가 완성되었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국방군사연구소,｢ 비정규 사 II1961-1968｣(서울 :국방군사연

구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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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에게 언제나 국가 략 추진의 요한 고려요소 다.약소국일수록

국내요소가 외 략 추진에 많은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572)월남 참

국 회의를 제안하고 참여하던 시기에 국내지지 유지를 한 정책결정

자들의 리더십 발휘는 크게 월남 병의 당 성과 성과에 한 가시화

노력, 극 인 역내 외안보 력 추진,북한 도발의 국내 지역 문제

화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월남 병의 당 성을 강조하고 가시 인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

여주려고 하 다.5만 여명의 병력을 월남에 보냄은 물론 교 인원을 고

려할 때,1966년을 후한 한국 국민의 최고의 심사는 월남 병이었

다.573)월남 병과 투부 증 는 정부의 략 단에 의한 결정

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병에 한 지지가 박정희 통령

본인은 물론 정권 차원에서도 요한 요소 다.정부는 병의 당 성을

내세워 국민을 설득하는데 주력하 다. 병의 당 성을 설명하기에 앞

서 정부는 월남 병은 한국의 자체 방 에 지장이 없는 범 내에서 진

행됨을 분명히 밝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병에 한 반 여론

을 최소화하 다.574)정부가 국민을 설득하기 해 제시한 월남 병에

한 당 성 주장의 핵심은 월남문제가 곧 북한의 에 직면한 우리의

문제라는 이었다.월남이 싸우는 공산주의자들과 한국이 싸우는 북한

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이 동일한 자들로서,어느 한 지역에서 공산주의자

들과의 싸움에서 지면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도발과 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득 논리 다.575)비록 월남 병에 한 당 성에

572)MauriceA.East,“ForeignPolicy-MakinginSmallStates:SomeTheoreticalObservations

BasedonaStudyoftheUgandaMinistryofForeignAffairs,"pp.491-508.

573)구 록,“국가이익과 한국의 외교정책,”p.18.

574)박정희 통령 기념도서 자료실, 비군 창설식 유시(1968.4.1),www.516.co.kr

2013년 5월 23일 검색.

575)“월남자유참 국 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

권(V.1기본문서집)｣,p.66,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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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해도 병의 가시 인 성과가 없다면 국민의

지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월남 병의 가시 인 성과는 주한미군의 주

둔규모 유지,미국의 한국군 화 지원과 군사원조 증가,미국의 한

방 공약 확인 등이었다.박정희 통령은 존슨 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월남 참 국 회의에 참가하는 표들에게 직 지시하여 한국군

화 진,군사원조 증 ,주한미군 주둔규모 유지, 한 방 공약 확인

에 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 으며 성과를 거두었다.실제로 1971년 4

월 21일에 미국 국무부 그린 차 보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최규하 외무장

은 “그간 한미 간의 주요 안문제 던 한국군 화,미군 재배치

한 방 공약 확인 등의 문제,‘한국군 화 진방안’등이 원만

히 해결됨으로써 가벼운 마음으로 반 방미여행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발언하여 미국과의 안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음을 나타내

었다.576)아울러 최강의 부 를 병하여 사상자를 최소화해야만이 국민

의 부정 인 여론을 최소할 수 있다고 단하 다. 통령 정무비서 의

보고서를 보면 “월남에 병했을 때 결과 으로 소기의 목 을 달성 못

하거나, 는 한국군의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면 국내정치상 문제가 래

될 것”이라고 분석하여 박정희 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577)그래서 북

한의 이 변함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강의 부 인 맹호,백마,해병 청

룡부 등을 병하 다고 할 수 있다.578)

한편,박정희 정부의 월남 참 국 회의 제의와 이어지는 회의 참석과

상 없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은 계속되었다.아래의 <표 4-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성과를 달성

576)"월남참 국 외상회의 제2신,”｢월남참 6개국 외상회의,제5차.Washington,D.C.,

1971.4.23. 2권(V.1기본문서철)｣,p.191,MF,Re-0017(4176),외교부 외교사료 .

577)“월남 병 문제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 ,”p.5,EA0002315,국가기록원 통령기

록 .

578)홍규덕,“ 병외교와 안보신드롬 :60년 한국외교정책 평가,”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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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참 국 회의의 제의와 참여가 이루어진 1966년을 후해서는 특

히 월남 호재의 극 화에 집 하 다.제1차 월남 참 국 외상회의에

서 우리측 표인 김 주 차 과 포스츠 미국 AID 부차 과의 담 내

용은 당시 한국의 략을 잘 보여 다.김 주 차 은 “한국정부로서는

재건계획의 성공 없이는 군사면에서의 승리도 그 실효를 거둘 수 없으므

로 한국의 재건계획에 한 본격 인 참여는 매우 시 한 일이라고 말하

고 미국정부가 한국의 월남평정계획참여를 하여 충당할 수 있는 재원

이 어느 정도인지”를 문의함은 물론 조속하게 한국이 월남평정계획에 참

여하도록 조해 것을 요청하 다.이에 해 포스츠 부차 은 미국의

실 인 제한사항을 설명함은 물론 월남에서의 목 수행에 꼭 필요한

부분 인 사업 분야에 해 한국의 소규모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답하

다.579)월남 과 연계된 한국의 경제발 은 궁극 으로 통령이 국내지

지를 유지하는데 있어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표 4-9>경제개발계획 기간별 한국의 경제상황580)

경제개발계획 경제 성장률(%)
GNP

성장률(%)

수출

신장율(%)
국민소득

1차 :1962-1966 7.8 7.8 43.7 $83.6(1962)

2차 :1967-1971 9.6 9.6 33.7 $123.5(1967)

10년 평균 8.7 8.7 38.7

둘째, 극 인 역내 외안보 력을 추진하 다.미국과의 공고한 동

맹 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박정희 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579)“월남참 7개국회의 보고서,”｢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1차.Washington,D.C.,

1967.4.20-21. 2권(V.1기본문서집)｣,p.198-202,MF,Re-0017(2130),외교부 외

교사료 .

580)출처 :강 하,“경제개발5개년계획,”｢경제논집｣,Vol.36,No.1(1997),p.69;한국

은행경제통계시스템, ｢경제통계연보｣ http:/ecos.bok.or.kr/jsp/use/pubselectnew/

PeriodicalSelect.jsp(2013.7.6.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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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활발한 외안보 략의 추진으로 국내의 지지를 유지하고자 했

다.ASPAC,월남 참 국 회의 등이 지역 국가들에 의한 집단 안보 력

을 해서 한국이 제창하여 시행했거나 시행이 검토된 표 인 사례들

이다.이러한 외안보 략은 북한의 무력도발 에 처하는데 미국

과 더불어 지역의 자유우방국가들의 역량을 활용하려는 의도에 바탕을

두었다.이러한 략은 북한의 에 처하기 한 방 력을 강화하면

서 동시에 경제 개발을 계속해나가고자 하는 박정희 통령의 부국 략

과 연계되었다.581)주도 인 역내 외안보 력 추진의 핵심은 북한

의 지역 문제화를 시도함과 동시에 한국의 안보에 한 자유우방국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외안보 력을 한 각종 회의에 한 공식

발표는 한국의 외 인지도를 높임은 물론 국민의 자 심을 높여 주었

다.한국 정부는 지역에서의 외안보 력의 주도 역할을 극 으로

홍보하 다.이를 해 상과정에서부터 한국의 의견이 반 되도록 사

교섭을 진행하 다.실제 1968년 미 국무부 번디 차 보의 방한에 수

반하는 참고자료에 보면,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월남 상과 련하여

국내여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정부는 “ 참 국이 직

인 당사자로서 회담에 참석하는 것이 실제 이 아닌 경우 미국과 함

께 아국 표단은 반드시 참가하지 않고서는 국회 는 국민의 여론이

납득하지 않을 것임”을 언 하면서,국민 여론에 미치는 향을 교섭에

활용하고 있다.582)한국이 주도한 역내 안보 력에 한 각종 공식발표

는 국내･외 언론 보도에 의해 국민들에게 달되고 인지되었다.심지어

581) “참 국 외상 회의 보고(3),” ｢월남 참 7개국 외상회의,제3차.Bangkok,

1969.5.22. 2권(V.1기본문서철)｣,pp.345-347,MF,Re-0017(3011),외교부 외교

사료 .

582)“"번디”미국무 차 보의 방한에 수반하는 참고자료,”｢Bundy,William P.미국 국

무성 동부아시아 태평양담당 차 보 방한, 1968.7.22-24｣, p. 14, MF,

C-0028(2605),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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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상회담과 외상회의에서 한국에 불리한 내용들은 정부의 통제에 의

해 국내에 알려지거나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583)역내에서의 활발

한 외안보 력을 통한 국가의 상제고와 안보역량의 강화는 직･간

으로 국민들에게 정권에 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료들은 인 네트워크와 신뢰를 심으로 미국과의 긴 한 양자

력 계를 유지하여 성공 인 미 상력을 발휘하 다.한국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병국가라는 지 를 충분히 활용하

다.584)ASPAC의 창설을 한 사 교섭 과정과 실제 성공 인 개최를

통해서 축 된 역내 국가들과의 신뢰 계도 간 으로 도움이 되었

다.585)제1차 외상회의를 제외하고 다섯 차례의 월남 참 국 외상회의에

최규하 외무장 이 참석하 다.최규하 외무장 의 반복된 회의 참석은

박정희 정부의 회의에 참가하는 목 을 달성함은 물론 참 국 표들과

의 인 네트워크 구성 차원에서 매우 효과 이었다.특히 한국과 미국의

외교 료들은 월남 참 국 회의뿐만 아니라 ASPAC,국군 화와 군

사원조에 한 상,UN을 포함한 국제기구에서의 력 등을 거치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왔다.

셋째,북한 도발 을 국내와 지역의 주요 심사로 취 하 다.반

공이념은 경제성장과 함께 박정희 통령의 핵심 명공약이었다.그래

서 박정희 통령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반공은 일 된 국정철학의 하

나 다.반공을 심으로 국민을 단결시키고,이를 바탕으로 경제를 발

시키고자 했다.앞에서 언 한 것처럼 1966년을 후하여 북한의 도발은

583)Kyu-dokHong,Ph.D.Dissertation,UniversityofSouthCarolina,1991.

584)“외무부 발신 문(GVW-1023),”｢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권(V.1기본문서집)｣,p.259,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585)“김 외무부 차 과 Black씨와의 면담 기록,”｢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

1966.10.24-25. 2권(V.1기본문서집)｣,pp.288-289,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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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 다.무장간첩의 청와 습격이나 푸에블로호 납치,동해안에

규모 무장간첩 침투 등은 반공에 한 정부의 강조가 실임을 국민들이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반공에 한 국민 인 공감 를 바탕으로 박정

희 정부는 월남 병과 비군 창설은 물론 경제발 에 한 국민의 동

참을 설득할 수 있었다.북한의 증하는 도발은 북한의 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심사로 제기하는데 기여하 다.월남 참 국 회의

나 ASPAC에서 지역안보 력을 논의할 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을

지역 문제로 제기하 고,참가국들은 여기에 동의함은 물론 한국 정부의

북한의 에 한 응을 지지하 다.북한 도발 에 한 심도

의 제고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 박정희 정부에 한 국민의 지지를 유지

하는데 정 으로 작용하 다.

1966년을 후한 시기 박정희 정부에 한 국민의 지지 정도에 한

통계자료 확인은 매우 제한된다.박정희 통령의 국가 략 추진에 필요

한 국내 지지의 유지는 1967년의 제6 통령선거 결과에 부분 으로

나타난다.1967년의 제6 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는 51.4%를 득표

하여 41%를 득표한 윤보선 후보를 르고 당선되었으며,국회의원 선거

에서는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은 야당인 신민당이 확보한 45석 보다 2배

이상 많은 129석을 확보하 다.추가 으로,월남 병의 지속, 비군의

창설,지속 인 경제 성장은 결국 국민의 지지와 동참에 의해 가능함을

고려할 때,이 기간에 박정희 정부에 한 반 인 국민의 지지는 유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월남 참 국 회의 추진 시기 한국의 략 리더십

박정희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을 측정하기 해 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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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국 패권 략과 외 안보 에 한 인식,국내자원 동원과 추출

능력,국내지지 유지라는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다.이를 토 로 월남

참 국 회의를 제의하고 참가했던 1966년 후 박정희 정부 정책결정자

들의 략 리더십은 총체 으로 ‘높다’로 평가할 수 있다.국제환경을

잘 인식하고 여기에 주도 으로 반응하 으며,국내･외 자원을 최 로

활용하 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역주의 움직임과 향력 증 에 해 미

국이 반 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인식하 으며,이

러한 상을 역내에서의 한국의 향력 극 화의 기회로 인식하 다.

ASPAC창설은 기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으나 군사문제의 의제화에는

한계를 보 다.박정희 정부는 ASPAC의 안으로 월남 참 국 회의를

구상했다.참 국들이 모여서 지역차원에서 공산주의 을 논의하는

자체를 궁극 으로 한반도의 안보와 연계하려고 했다.1966년 후반에 월

남 참 국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하고,1967년에는 월남 참 국 외상회의

와 제2차 정상회담 개최 등을 구상한 후 정부조직을 통해 련 국가들에

제의하 다.

미국의 본격 인 월남 참여는 역내에서의 공산주의 확산을 지하

려는 패권 략의 일환이라고 인식하 다.박정희 정부는 국군의 규모

월남 병은 미국의 지역 략 수행에 참여하는 일환임과 동시에 한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 다.한국의 규모 월남

병은 주한미군의 수 유지는 물론 한국군의 화와 군사원조의 확

를 가져왔다.박정희 정부는 월남에서의 공산주의 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침략 지라는 차원에서 한반도에서의 북괴의

과 연계할 수 있다고 단하 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박정희 정부의 인식에는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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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변화가 없었다.1966년을 후하여 증한 북한의 정 정 반과

무력도발은 이러한 인식을 입증하 다.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

탕으로 월남 참 국 회의에서 북한의 을 강조하고 참 국의 지지와

조를 확인하 다.북한 의 지속과 군사도발의 증가에 한 박정희

정부는 극 으로 응하 다.1966년에도 북괴의 남 화 략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군사도발이 증가하자 자체 인 국방력 증가에 집 하

다.국군의 화를 지속하고,방 산업을 육성함은 물론 비군을 창설

하여 비정규 수행능력을 높 다.북한의 무력도발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문제의 지역문제화를 시도하 다.한반도 안보와 월남 참 국을 연

계함은 물론 지역 집단방 체제로의 발 을 도모하 다.

공 에 한 박정희 정부의 인식도 그 이 시기와 변함이 없었

다.오히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한 공의 이 증가한다

고 보았다.박정희 정부는 철 한 반공의식을 바탕으로 월남에서의 공산

주의자들과의 평화 상에 유의해야 함을 직･간 으로 표명하 다.

공의 을 아시아 지역 체의 으로 규정하여 월남 참 국 회의나

ASPAC등을 통하여 지역 국가들과의 집단안보 력으로 응하고자 했

다.그러나 미국이 월남 의 조기 마무리를 추진하기 시작함은 물론

공과의 계 개선을 통해 역내에서 소련을 견제하려는 략 환을 모

색하는 상황을 제 로 포착하지 못했다.1960년 반의 상황 인식과

필요에 따라 성 으로 자원동원과 국내지지를 유지하려는 측면도 있었

다.하지만,외부환경에 한 나름 로의 이해와 분석을 통해 안보 략을

구상했다.이러한 평가를 고려해볼 때 외부 환경에 한 박정희 정부 정

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은 외안보 략 추진 차원에서 반 으로

‘정’과 ‘부정’이 병존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내자원의 동원과 추출에는 높은 능력을 보 다.월남 추가 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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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국익을 추구하고자 했던 박정희 정부는 월남에서의 공산주의 침략

의 지가 실패하면 한반도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공산주의의 도발

이 계속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궁극 으로 한반도에서의 북괴의 도발

을 지하는 차원에서 월남을 지원해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했다.미국과

의 긴 한 안보 의체 구축,국군 화 지원과 군사원조 증가,주한미군

의 주둔 규모 유지,북한 침략의 지,한국의 경제발 에 기여 등 국군

의 월남 추가 병에 따른 가시 인 성과를 보여주려고 하 다.월남 참

국가와의 력을 강화하기 한 의체의 구성을 제의하고 회의에

극 으로 참여하 다.한국이 두 번째로 많은 군 를 병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회의 의제는 물론 공동성명서

에도 한국의 요구와 의지가 부분 반 될 수 있었다.추가 인 자체 방

력 증강을 해 국가자원을 투입하 다.푸에블로호 나포사건과 북괴

무장간첩의 청와 습격사건에 한 미국의 상이한 응도 한국군의 자

체 인 능력 강화의 실함을 자각하게 하 다.박정희 정부는 미국과의

군사동맹 계를 유지하면서 자체 인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 으며 그

일환으로 비군을 창설하 다. 비군의 창설에 따른 국민의 부담 증가

를 설득하기 해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론을 제기하며 국민을 설득하

다.

국내지지율은 1967년의 선거결과에서 반 으로 높게 나타났다.국내

인 지지기반을 확고하게 유지하기 해 우선 월남 병의 당 성을 강

조하고 가시 인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 다.정부는 병의

당 성을 내세워 국민을 설득하는데 주력하 다.정부가 국민을 설득하

기 해 제시한 월남 병에 한 당 성 주장의 핵심은 월남문제가 곧

북한의 에 직면한 우리의 문제라는 이었다. 극 인 역내 외안

보 력을 추진하여 국내 지지를 유지하려고 했다.이러한 외안보 략



-258-

은 북한의 무력도발 에 처하는데 미국과 더불어 지역의 자유우방

국가들의 역량을 활용하려는 의도에 바탕을 두었다.역내에서의 활발한

외안보 력에 의한 국가의 상제고와 안보역량의 강화는 직･간 으

로 국민들에게 정권에 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아울러,북한

도발 을 국내와 지역의 주요 심사로 취 하 다.무장간첩의 청와

습격이나 푸에블로호 납치,동해안에 규모 무장간첩 침투 등은 반

공에 한 정부의 강조가 실임을 국민들이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의 증하는 도발은 북한 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심사

로 제기하는데 참고가 되었다.북한 도발 에 한 심도의 제고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 박정희 정부에 한 국민의 지지를 유지하는데 정

으로 작용하 다.

요약해보면,박정희 정부가 월남 참 국 회의를 제안하고 참가했던 당

시 정책결정자들의 외부환경에 한 인식은 주도 과 수동 의 간단계

라고 할 수 있다.국내･외 인 안보환경과 향요인을 국가안보 략과

연계하여 극 으로 해석하고 응했음에도 불구하고,일부 안보환경과

향요인에 해서는 동맹 우방국과 인식을 달리하 기 때문이다.국

내 자원의 동원과 추출에도 높은 리더십 역량을 발휘하여 경제발 에 가

시 인 성과를 냈다.국내 지지의 유지를 한 노력이 계속되어 지

지율이 증가하 다.결론 으로 에서 살펴본 것처럼 박정희 정부 정책

결정자들의 외부환경에 한 간 수 의 반응,국내 자원의 동원과 추

출에 높은 역량 발휘,국내 지지의 차 인 개선을 고려할 때 박정희

정부의 략 리더십은 반 으로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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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동맹의 보완 방안으로서의 월남 참 국 회의 추진

박정희 정부가 아･태지역 외안보 략의 일환으로 구상하고 추진을

비했던 월남 참 국 회의 추진을 평가하기 해 지 까지 살펴본 향

요인들에 한 분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월남 참 국 회의 제의와 참석에 향을 첫 번째 변수는 박정희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이다. 략 리더십은 통령을 포

함한 정책결정자들의 리더십과 료들의 역량과 능력으로 구성된다.

략 리더십이라는 독립변수를 정책결정자들의 미국의 패권 략과 외

안보 에 한 인식,국내자원 동원과 추출,국내지지 유지라는 세 가

지 지표로 조작화하여 분석한 결과 종합 으로 월남 참 국 회의를 제의

하고 참가하기 시작한 1960년 반 한국의 략 리더십은 높다고 평

가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월남 참 국 정상회의와 참 국 외상회의 개최를 제의하

고 활발하게 참석하던 시기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지역주의 움직

임과 향력 증 ,미국의 본격 인 월남 참여,북한 도발을 포함한 역

내 공산주의 확산의 등이 지속되었다.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

역주의 움직임과 향력 증 상에 해 박정희 정부는 미국이 이러한

상을 지지하고 있다고 인식하 으며,이러한 상황을 역내에서 한국의

향력 극 화의 기회로 인식하 다.북한과 공의 에는 변화가 없

으며,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 다.미국의 본격 인 월남 참여

는 역내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지하려는 지역 패권 략의 일환이라고

인식하면서,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에 된다고

인식하 다.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박정희 정부의 인식에

는 근본 인 변화가 없었다.1966년을 후하여 증한 북한의 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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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과 무력도발은 이러한 인식을 입증하 다.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인

식을 바탕으로 한미동맹과 자체 국방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월남 참 국

회의에서 북한의 에 한 참 국의 지지와 조를 확보하는데 주력

하 다.박정희 정부의 공 에 한 인식도 변함이 없었다.1966년

을 후한 시기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한 공의 이 오

히려 증가한다고 보았다.한국 에서의 상 경험을 토 로 월남에서 공

산주의자들과의 평화 상에 한 신 론을 제시하 다.박정희 정부는

한 공의 을 한국의 안보에 한 북한의 과 연계시키기

해, 공의 을 아시아 지역 체의 으로 규정하여 월남 참 국

회의나 ASPAC등을 통하여 지역 국가들과의 집단안보 력으로 응하

고자 했다.이러한 평가를 고려해볼 때 외부 환경에 한 박정희 정부의

략 리더십은 외안보 략 추진 차원에서 반 으로 ‘정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다만,월남 을 조기에 종결함은 물론 공과의 계 개

선을 통해 소련을 쇄하려는 미국의 패권 략 변화에 한 한국 정책결

정자들의 인식은 미국의 지역패권 략에 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국내자원의 동원과 추출 측면에서 박정희 정부는 월남의 을 북한

의 도발과 연계하여 월남 추가 병에 자원을 동원하 다. 증하는 북한

의 도발에 응하기 해 월남 참 국과의 력을 강화함은 물론 향토

비군 창설을 포함한 추가 인 자체 방 력 증강을 해 국가 자원을 투

입하 다.국내 지지를 유지하기 해서 월남 병의 당 성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 다. 극 인 역내 외안보 력의 추진은

물론 북한 도발의 국내 지역 문제화에도 힘썼다.국내 지지의 유지는

1967년의 제6 통령선거 결과에서 부분 으로 나타난다.다만,월남

병의 지속, 비군의 창설,지속 인 경제 성장은 결국 국민의 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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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에 의해 가능함을 고려할 때,이 기간에 박정희 정부에 한 반

인 국민의 지지는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박정희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 발휘에 의한 월남

참 국 회의 추진을 한 실 은 이러한 한국의 동맹의 보완 략에 한

미국의 인식이 향을 미쳤다.미국은 한국 정부가 추진한 월남 참 국

회의를 정 으로 인식하 다.이는 아･태지역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지함은 물론 그 일환으로 월남 을 조기에 종 하려는 미국의 지역패권

략에 기반하고 있다.한국이 역내에서 추진한 월남 참 국 회의의 추

진이 궁극 으로 이러한 자국의 지역패권 략 구상에 정 으로 작용할

것으로 미국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의 략 리더십은 물론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미

국의 인식에 향을 미국의 지역패권 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지역 패권 략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는 국제체제와 지역의

패권형태이다.박정희 정부가 월남 참 국 정상회담과 참 국 외상회의

를 제의한 1966년과 1967년 후의 국제체제는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되

는 양극체제 다.월남 은 물론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여러 곳에서 공

산주의자들과 자유세력이 립하는 냉 체제가 지속되었다.미국과 소련

의 상 인 향력이 약화되면서 두 나라의 배타 인 핵 독 ,경제

인 원조능력,이데올로기의 우월성 등 모든 역에서 도 을 받기 시작

했다고 평가하는 학자들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1966년과 1967년 후의

미국과 소련의 역량이 여 히 압도 이었다.다만 1960년 반과 비교

해서 양극체제의 당사자인 미국과 소련 두 나라의 상 인 향력이

어드는 상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국제체제는 체제수 에서 박정희

정부의 외안보 략 구상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변수라기보다는

미국의 지역패권 략에 향을 주는 선행변수로 설정하 다.월남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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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의 제의와 참가라는 한국의 외안보 략과 정책 구사에 양극체제

가 직 으로 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오히려 미･소에 의해 형

성된 양극체제는 박정희 정부의 외안보 략 구상에 향을 미치는 미

국의 아시아 략이나 한반도 정책에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그래

서 미국의 지역패권 략 구사라는 독립변수에 향을 미친 선행변수라고

할 수 있다.

1960년 반의 동아시아 지역패권의 형태는 ‘패권 ’이라고 평가하

다.<표 4-4>에서 보듯이 지역에 치한 4 강국의 인 국력의

수치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비교했을 때 여 히 미국의 국력이 압도 이

다.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소련, 공,일본에 비해 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많기 때문이다.미국의 압도 인 패권 치에 한

상 인 인식도 1960년 반과 큰 차이가 없었다.1960년 반 동

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주요 강국에 한 인식을 추가 으로 살펴보면,

소련, 공,일본은 반 으로 미국의 향력이 월등하다고 인식하고 있

다.국력의 인 요소와 역내 국가들의 상 인 인식을 고려해볼

때 1967년을 후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향력이 압도 이라고

할 수 있다.그래서 지역 패권의 형태를 ‘패권 ’이라고 본다.다만,미국

이 월남 에 규모 투력을 투입함은 물론 일본의 경제력이 증 되고

공의 국력도 1960년 반에 비해 확 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1960년

반과 비교하여 다소 약화된 형태의 지역 패권형태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박정희 정부가 월남 참 국회의를 구상하고 참석했던 1960년 반

이후의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패권 략은 월남 마무리 시도는 물

론 공과의 계개선을 통해 소련의 쇄를 모색하는,그래서 1960년

반에 비해 아･태지역에서 극 으로 개입하는 략을 완화해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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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미국과 소련이 첨 하게 립하는 양극체제라

는 국제체제와 연계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냉 산물인 이데올

로기와 체제의 립은 계속되었다.그래서 아시아에서의 공산침략 쇄

라는 미국 지역 략의 기본틀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동남아지역에서는

월남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집 하 다.한반도에서는 월남에서의

쟁수행과 연계하여 주한미군 주둔규모 유지는 물론 한국군 화와 군

사원조를 증가시켜 북한 을 쇄하려는 상강화 정책을 시도하 다.

이러한 미국의 지역패권 략은 동아시아 략과 한반도 안보정책으

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미국의 동아시아 략의 핵심은 역내 공산주의

팽창 지를 지속하면서 월남 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월남

에서 공산주의 침략 지의 가시 인 성과를 내기 해서 동아시아 다

른 지역의 안보문제에 깊숙이 여하는 것을 지양하 다.이 과정에서

ASPAC나 참 국 회의 등 아시아에 의한 지역안보 력의 이니셔티

를 지지하고 일부 의체에는 극 으로 참가하 다.

미국의 동아시아 략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박정희 정부가 월남 참

국 회의를 제의하고 참가했던 당시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은 반

으로 상강화를 한 극 인 지원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미국

의 한반도 안보정책은 역내에서의 공산주의 침략 쇄라는 지역패권

략의 일환으로 한반도에서의 공산주의 에 공동 처한다는 기본 틀에

서 1960년 반과 변함이 없었다.미국의 한국에 한 방 공약을 재

확인함은 물론 군사 지원을 증가하 다.미국의 이러한 정책방향 유지

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한국군 월남 병과 북한의 도발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 다.다만,미국의 월남 마무리 시도나

공과의 계개선 모색 등은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한 개입의 정도

가 1960년 반에 비해서 약화되기 시작하면서,지역 패권 략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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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한 시기 다.미국의 향력이 압도 으로 작용한 지역 패권의

형태도 국제체제의 형태와 함께 미국의 지역 패권 략의 큰 틀을 한정

지워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그래서 이러한 한정은 궁극 으로 박정희

정부가 월남 참 국회의를 제안하고 추진하는데 간 으로 연 된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정부의 아･태지역 외안보 략의 일환으로 구상되고 추진되

었던 월남 참 국 회의 추진의 결과는 제2장에서 구분한 종속변수의 형

태 에서 ‘유리’한 유형에 속한다.동맹의 보완 방안 모색 차원에서

독자 인 외안보 략이 추진되고 높은 성과를 가져왔다.동맹의 보완

방안으로서의 월남 참 국 회의 추진의 실 과 성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박정희 정부는 1966년 후의 변화하는 내･외 안보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응하려고 월남 참 국 회의를 제의하 다.당시의 안보환경은 북

한과 공의 지속,미국의 규모 월남 병과 성공 인 마무리 추

진,ASPAC의 성공 추진,월남에 한국의 투부 추가 병,경제개

발 지속의 필요성 등이 핵심 이었다.월남 참 국 회의 구상의 직

인 원인은 일부 회원국의 반 로 ASPAC에서의 심도 깊은 안보문제 논

의가 제한된다는 단에 따른 것이다.역내 반공국가들이 참여한 월남

참 국을 심으로 지역 안보 력을 논의하고자 했다.박정희 정부는

1966년 6월에 결성된 ASPAC을 포함한 일련의 지역 력 기구 등장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사이의 연 감이 한층 고조된 시 에

월남 참 국 정상회담을 제의하 다.역내 참 국들과 공동으로 월남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자연스럽게 지역안보 문제를 의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다.월남에서의 공산주의 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체

의 은 물론 북한의 과 연계시키는 것이 궁극 인 의도 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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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참 국 정상회담에 이어 제2차 참 국 외상회의는 물론 제2차 참 국

정상회담도 같은 의도에서 한국 정부가 제의했었다.

한국 정부가 제의했던 월남 참 국 회의는 미국의 극 인 참여로

매우 빠르게 추진되었다.월남문제를 논의하기 한 회의의 필요성에는

원칙 으로 모두 동의하 다.그러나 회의의 성격이나 의제,진행방법 등

에 있어서는 련국들의 의견 일치가 쉽지 않았다.특히 회의의 성격에

있어서는 월남문제의 평화 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려는 미국과 군사활동

의 강화를 주창하는 한국 사이에 근본 인 견해차이가 있었다.586)그럼

에도 불구하고 월남 참 국 회의는 한 차례의 정상회담과 여섯 차례의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1971년의 외상회의 이후에는 참 국 사 회의

의 형식으로 추가 인 논의가 있었다.월남 참 국 정상회의와 총 6차례

진행된 참 국 외상회의는 반 으로 미국이 주도하 다.미국과의 견

해 차이에는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모든 회의에 지속 으로 참여하여 월

남에서의 평화 상의 신 론을 제기하고 참 국의 발언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하 다.특히,한반도에서의 북한 도발 실상을 근거로 월남에서의 공

산주의 침략 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체의 안보와 불가분의 계임

을 설득하는데 진력하 다.

한국 정부의 월남 참 국 회의 제의와 참석은 여러 가지의 성과를 가

져왔다.외형 으로는 무엇보다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월남에

병한 국가로서 발언권과 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세부 인 성과를 나

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태평양지역 방 의 불가분성에 한 공감의 형성과 지지를 획득

했다.월남 참 국 정상회담의 목 에서 월남 의 성격을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국제분쟁으로 규정함은 물론 아시아인의 이니셔티 와 태평양

586)“월남자유참 국 정상회담,”｢월남참 7개국 정상회담.Manila,1966.10.24-25. 2

권(V.1기본문서집)｣,pp.67,MF,Re-0017(1808),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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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방 의 불가분성을 강조한 목에서 박정희 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월남 참 국 회의를 지역 안보 력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박정희 정부는 1966년 6월에 결성된 ASPAC을 포함한 일련

의 지역 력 기구 등장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사이의 연

감이 한층 고조된 시 에 월남 참 국 정상회담을 제의하 다.월남에

서의 공산주의 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체의 은 물론 북한의

과 연계시키려는 략 의도를 읽을 수 있다.역내 참 국들과 공

동으로 월남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자연스럽게 지역안보 문제를

의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다.그런 차원에서 보면 <표 4-8>에서

시했듯이 월남 참 국 정상회의 때는 물론이고 월남 참 국 외상회의 때

마다 박정희 정부는 한국의 북한의 을 포함한 안보상황을 설명하고

참가국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데 많은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이러

한 설득의 명분은 항상 월남 참 과 태평양지역 방 가 불가분하다는

것이었다.

둘째,월남 참 국들과 함께 지역내에서 공산주의 세력과의 쟁 수행

에 한 강한 의지를 밝 서 북한을 압박하는 계기가 되었다. 를 들면

월남 참 국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제3항에서 참가국 표들은 “우리들은

침략이 끝날 때까지 서로 긴 히 조하면서 확고하게 그리고 필요하다

면 언제까지라도 군사 인 한 모든 기타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하 다.월남 참가국들에 의한 이러한 쟁 수행의 결의는 북한을

포함한 역내 공산측에 반공의 의지에 한 신호를 보내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의지의 표명과 더불어 월남 참 국의 단결을 과시하는

기회 다.월남 참 국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제1항에서 참가국 표들은

“아세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침략이 성공할 수 없도록 하기 하여

국제연합 헌장과 상호 방 조약에 의거 우리의 각자의 약속을 완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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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밝혔다.월남 참 국 회의가 단순히 월남 에 국한되지 않고

월남에서의 공산세력에 의한 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체에 한

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러한 의 확산에 강력하게 처할 것이라

는 의지를 공산측에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박정희 정부도 여기에 동

참하여 직･간 으로 북한의 에 공동으로 응하는 성과가 있었다.

셋째,박정희 정부의 월남 참 국 회의 참여의 주된 목 의 하나는 미

국 다음으로 규모 병력을 병한 한국이 월남 수행과 련하여 발언

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이러한 목 의 추구는 역내 안보에 있어서 아

세아인의 이니셔티 의 강조와 연계된다.그런 측면에서 월남 참 국 회

의는 아시아인에 의한 지역 안보 력 이니셔티 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

었다.특히 한국을 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이 월남 참 국 회의를 제

창하여 이니셔티 를 확보하고 주도 인 리더십 발휘를 추구하 다.이

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상 제고와도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경제 이익의 추구와도 연계되었다.물론 경제 이익의 추구

는 한국의 월남 병의 궁극 인 목 이 아니었다.다만 경제 이익은

병에 따라 간 으로 수반된 산물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남 참

국 회의를 통해 후 월남의 재건계획에 한국의 참여에 한 의사표명

은 물론 월남평정계획의 참여 여부를 타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미

국도 한국 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해 정 으로 검토하 다.

다섯째,궁극 으로 월남 참 국 회의 참여가 박정희 정부의 국내

지지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활발한 외안보 력의 추진은 국민

들에게 국가의 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소재

다.국내 지지의 유도가 역내에서의 외안보 략 추진의 주된 목 은

아니었지만 취약한 군사정부의 정통성을 보완하는 일환으로 활용한 측면

도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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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월남 참 국 회의 참여를 통해 박정희 정부는 미국과의 긴

한 의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박정희 정부가 다양한 외안보 력

을 추진했지만,여 히 안보의 근간은 한미동맹이었다. 를 들면,한국

이 제의한 월남 참 국 정상회의 자체가 조기 종 을 추진하려던 미국

의 필요에도 부합했다.그래서 한국의 제의는 미국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최 한국 정부의 제의에 해 미국 정부는 월남 의 해결과 아

시아의 평화유지 노력의 일환으로 유익할 것이라는 정 인 답변을 하

다.미국의 정부 료들은 월남 병 제국간의 회의에 하여 여러모

로 유익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궁극 으

로 박정희 정부는 미국과의 긴 한 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이

는 박정희 정부의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체계의 유지와 발 에 도움이

되었다.

요약해보면,박정희 정부의 월남 참 국 회의 참가에 따른 실질 인

성과는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참 국의 지지를 획득한

이다.월남문제가 궁극 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체의 문제라는데

참 국의 모두 동의하 으며,같은 맥락으로 북한의 도발과 이 지역

의 평화와 안 을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가져왔다.부가 으로 회

의 과정에서 의제선정,공동성명서 문구 등을 의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의 긴 한 양자 조 계가 강화되었다.587)

그러나 박정희 정부가 월남 참 국 회의를 제의할 때 의도했던 목

의 하나인 지역집단안보체제 구성에는 성공하지 못했다.아울러 미국

의 평화 상을 지하면서 군사 승리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국의 이러한 주장은 역내에서의 공산주의

587)“월남참 7개국회의 보고서,”｢월남참 7개국 외상회의,제1차.Washington,D.C.,

1967.4.20-21. 2권(V.1기본문서집)｣,p.197,MF,Re-0017(2130),외교부 외교사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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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을 보임으로서 한반도에서 공과 북한의 에 직간 으로 메

시지를 주려는 의도가 제 로 달성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제한

은 미국이 역내 국가들과 양자동맹 계를 유지하는 지역체제의 특성은

물론 약소국 한국의 외안보 략 추진에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다.

제2장에서 분석틀을 토 로 두 가지의 연구가설을 설정했었다.첫 번

째 가설은 “한국의 국가정책 결정자들이 높은 략 리더십 역량을 발

휘할수록 한국 정부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내에서의 외안보 략 추진과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월남 참 국 회의 제의와 참가

에 향을 미친 략 리더십 역량은 비록 1960년 반에 비해 미흡

한 면이 있으나 체 으로는 매우 높았다.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높은

략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제체제나 지역체제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안보 략 구사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최 의 의도 로 월남 참 국 회

의를 추진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다.안보 략 구사의 제한사항을 극복

하고 극 인 추진과 성과의 창출이 가능했다.

두 번째 가설은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해서 동맹의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데,이러한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미̀국의 인식이 정

(positive)일수록 한국이 구상한 방안 모색의 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한국 정부가 월남 참 국 회의 제안과 추진이라는 역내에서의

외안보 략을 추진할 당시 미국은 비록 1960년 반에 비해 약화되

기는 했지만 여 히 지역의 안보문제에 개입하는 지역 패권 략을 구상

하 다.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이 자국의 외부안보역량을 강화하기

해 추진하는 역내에서의 외안보 략 추진이 역내에서 자유진 을 강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 다.즉 미국은 한국이 제안한 월남 참

국 회의의 추진이 궁극 으로 자국의 지역패권 략에 도움이 된다고

단했다.그래서 한국 정부가 제안했던 월남 참 국 정상회의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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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계속된 월남 참 국 외상회의도 반 으로 미국 정부가 주도 인

역할을 하 다.이러한 인식을 토 로 미국은 직･간 으로 한국의

외 략 추진을 지원(commitment)했다고 볼 수 있다.미국의 국익에 도

움이 된다고 단될 경우 지역 패권국인 미국이 약소국인 한국의 역내에

서의 다양한 안보역량 강화 략을 지지할 수도 있음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역내에서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어 한국 정부의 역내에서의 월

남 참 국회의 제안과 추진이라는 외안보 략의 추진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추진과 성과면에서 가시 인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의 두 가지 가설에 한 검증을 요약해보면,한국의 높은 략 리

더십 역량 발휘와 1960년 반 미국의 지역패권 략에 기반한 월남 참

국 회의 추진에 한 미국의 정 인 인식은 모두 월남 참 국 회의

추진과 성과 달성에 정 인 향을 미쳤다.이러한 결과는 “무정부

국제체제의 틀 속에서도 약소국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한 다양한

안이 있다”는 사실과 “ 외 환경요인과 국가 요인의 조응 속에서

외 략을 구사해야 효과 ”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여 주고 있다.

약소국인 한국이 한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하면서도 항상 한미동맹

이외의 다양한 보완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략 리더십 역량과 외

인 향요인들이 역내에서의 외안보 략 추진과 성과를 내는데 합

하게 구성될 경우 효과 인 동맹의 보완 안 모색이 가능함을 보여

다.아울러,이러한 결과는 무정부 국제체제의 틀 속에서도 약소국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한 다양한 안이 있다는 주장은 기존의 실

주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아울러 한국이 외 환경요인과 국가

요인의 조응 속에서 외 략을 구사해야 효과 이라는 의미는 신고

주의 실주의 이론과도 기본 으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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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아시아･태평양 조약기구(APATO)588)구상

아시아･태평양 조약기구(APATO)구상은 닉슨독트린 시기에 박정희

정부가 외안보 략의 하나로 추진했던 표 인 사례이다.여기서는

APATO 구상의 주요 향요인을 제2장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닉슨독트린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닉슨 기고문이

발표된 1967년부터 닉슨독트린이 성숙해진 1971년까지의 상황을 토 로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제1 에서는 APATO구상의 주요 요인을 분석하

기에 앞서 먼 APATO 구상에 한 일반 인 내용을 개 할 것이다.

APATO의 구상 배경과 진행과정에 한 세부내용은 물론 미국을 비롯

한 주변국의 반응을 연 별로 구분하여 정리할 것이다.주로 1차 자료를

참고로 APATO구상에 한 일반 인 내용을 나열하여,이어지는 제2

과 제3 에서의 분야별 추진의 향요인을 분석하는데 바탕을 제공할 것

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의 ASPAC,월남 참 국 회의 사례에 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APATO 구상의 향요인을 크게 국제체제 차원과 남북한

계를 포함한 단 (국내 )차원의 에서 살펴볼 것이다.제2 에서

는 국제체제 차원의 향요인을 분석한다.국제체제 차원에서는 미국의

지역패권 략은 물론 이에 기 한 한국의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미

국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심에 있던 미국

의 패권 략을 기 로 한 미국의 한국의 외 략 구상에 한 인식이

588)APATO는 AsiaPacificTreatyOrganization의 약자이다.당시 우리 정부가 작성한

문서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집단안보기구 명칭을 APATO(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

라고 표기하고 있다.반면,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문서에서는 PATO(태평양아시아

조약기구)라고 표기하고 있다.이 논문에서는 우리 정부가 사용한 명칭인 APATO

를 사용한다.한편,연구사례의 성격과 실행면에서 APATO 구상은 ASPAC 창설

월남 참 국 회의 추진 사례와는 상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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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박정희 정부의 외안보 략 실 에 직 으로 연 되기 때문이

다.한국의 동맹의 보완 략에 한 미국의 인식은 미국의 지역패권 략

과 국내정치 요소를 심으로 살펴볼 것이다.미국의 지역패권 략은 동

아시아 략과 한반도 안보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한편 국

제체제의 형태와 지역패권의 형태는 미국의 아･태지역 패권 략에 향

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설정하여 살펴볼 것이다.닉슨독트린은 아시아･태

평양 지역의 심에 있던 미국의 패권 략을 재규정하는 분기 이 되었

다.닉슨독트린을 포함한 주변 안보정세의 변화는 당시 박정희 정부의

외안보 략 구상과 추진에 직･간 으로 연 되기 때문이다.APATO

의 구상에 한 국제체제와 지역체제 차원의 분석은 궁극 으로 국제정

치의 구조 차원에서 약소국인 한국의 외안보 략 구상과 추진의 유

의미성을 밝히는 과정이다.

이어지는 제3 에서는 체제수 의 변수와 더불어 남북한 분단체제 수

과 단 차원에서의 요소들이 어떻게 종속변수에 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국가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을 핵심 으로 평

가할 것이다. 략 리더십은 크게 정책결정자들의 미국의 지역패권

략과 외 안보 에 한 인식,국내 자원의 동원과 추출 능력,국내지

지 유지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정책결정자들의 인

식에서는 인식이 포함되어 외안보 략 결정에 미친 향을 분석할

것이다. 공에 한 인식과 북한에 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이

러한 인식과 APATO구상에 어떻게 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1960년 후반에 닉슨독트린,월남 수행,국내의 정치･경제･사회

발 , 공과 북한의 등 국내･외 안보환경과 요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이러한 략 환경의 변화에 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과 역량

발휘가 국가수 에서 어떻게,어느 정도의 수 으로 APATO의 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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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쳤는지를 악해볼 것이다.단 수 은 물론 남북한 분단체제

수 의 변수들을 고찰하여 궁극 으로 박정희 정부의 APATO 구상에

한 체제수 의 분석에 따른 약소국의 외안보 략 구상에 한 설명

력 한계의 극복을 시도할 것이다.제2 과 제3 에서는 제2장의 이론

고찰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들의 조작화를 통해 측정지표를 구체화할 것이

다.문헌연구를 기 로 변수 사이의 인과 계를 분석하는 계로,조작화

된 측정지표들의 정성 인 총합을 통해 종속변수에 미친 향을 단할

것이다.

제 1 APATO구상 개

1.박정희 정부의 APATO구상

박정희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조약기구 구상이란 우리 정부의 주도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유럽의 북 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형태의

집단방 체제를 구축하려고 시도했던 계획이다.아시아･태평양 조약기구

의 구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재까지 공개된 정부

문서에도 최 어떤 경 로 APATO의 구상을 시작했는지는 상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다만,1968년 11월에 박정희 통령에게 보고된 것으

로 추정되는 시안이 정부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 문서에서는 월남 상황,미국의 아시아 략 변화 등을 고려하

여 공산주의 에 비하기 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안 보장체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지역안 보장체제의 형성방법으로 “첫

째, 존 력기구( “아스 ”)를 군사동맹기구로 발 시키는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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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새로운 지역방 기구를 창설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어떤 형태든

미국의 극 인 원조가 필요함을 시하고 있다.아울러 ASPAC의 군

사동맹화를 시도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지역방 기구 창설 모두 당장 추

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단하 다.589)따라서 “장기 으로는 방

기구의 설치가 필연 인 것으로 생각하나 계각국의 반응이 소극 인

을 감안할 때 제1단계로 당분간 우선 아세아자유진 간의 결속의식을

강화시키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므로 써 종국 으로는 이와 같은 방 기

구 창설에 조토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590)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집단안보기구 결성에 한 우리 정부의 구

상이 최 로 공개된 것은 1968년 11월 21일 당시 정일권 국무총리의 국

회답변 과정에서 다.1968년 11월 21일 개최된 국회 산 원회에서 한

야당의원이 국무총리에게 안보상황에 한 안질의를 하 다. 재의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의 안보상황을 고려해볼 때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서도 북 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집단방 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국

무총리의 견해를 물었다.이에 해 정일권 국무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가칭 ‘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를 창설하기 한 시안을 작성 이라고 답

변했다.591)정 총리는 답변에서,이 시안이 우리나라의 외교와 련된

589)1969년 박정희 통령 방미 때의 각료회담에서 최규하 외무장 은 ASPAC의 군맹

화가 비 실 임을 시하 다.당시의 방미 종합보고서에 보면 “최외무장 은 아

세아.태평양 지역에 한 미국의 새 정책을 이해하는 바이나,이 지역의 안 과 평

화를 하여는 미국의 극 인 참여가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실정하에서는

ASPAC의 군맹화가 비 실 이므로 우선 지역 력기구의 진 육성을 해 한

국이 꾸 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함”이라고 고 있으며 이에 해 “로 스 국무

장 은 이에 극 찬의를 표명하고 특히 지역 자체 안보를 한 지역 력기구 육

성에 있어서는 서둘지 말고 견실하게 발 시켜 나감이 요한 일이라고”말하 다

고 고 있다.세부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한미 정상 회담 종합 보고서,”｢박정

희 통령 미국 방문,1969.8.20-25. 3권(V.1 기본문서철)｣,p.296,MF,

C-0033(3017),외교부 외교사료 .

590)“지역안 보장 체제,”｢APATO(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창설 구상,1968-69｣,p.

20,MF,G-0012(3107),외교부 외교사료 .

591)“ 산결산특별 원회(제23호)”(1968.11.21)에서의 정일권 총리의 답변, 한민국국

회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html(2010.9.10.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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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문제이므로 세부내용에 한 발표가 어려움은 물론 이러한 구상을

실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을 우선 제하 다.그러면서

“이 지역의 공산침략을 지할 수 있는 실 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연구 ”에 있으며,“NATO와 같은 형태뿐만 아니라 여러 안을 검토

”이라고 답변하 다.592)이날 정일권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한국 정부

가 재의 안보환경을 토 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집단안보체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정 총리의 국회답변 다음날

국내･외 언론에는 으로 이 사실이 보도되었다.593)

정일권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이 국내･외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한

국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에 공식 으로 한국의 구상에 한 정부 차원의

견해를 요청하 다.국무총리의 국회 발언 이틀 후인 1968년 11월 23일

에 정일권 국무총리는 주한 미국 사인 포터(William Porter)와 면담하

면서 한국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 다.주변 정세에 한 한국 정부의 안

보인식을 토 로 APATO 구상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러한 구상의 추진

을 한 미국 정부의 력을 요청하 다.구체 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

면,정일권 국무총리는 우선 지역 내에서 공의 이 증 되고 있으

나 기존에 결성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구인 ASPAC이나 SEATO로는 한

계가 있다고 평가하 다.그래서 유럽의 북 서양 조약기구와 유사한 형

태의 집단안보기구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한국의 주도로 창설하는

592)“ 산결산특별 원회(제23호)”(1968.11.21)에서의 정일권 총리의 답변, 한민국국

회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html(2010.9.10검색).

593) 를 들면 국내 일간지들은 정일권 국무총리의 발언 다음날인 1968년 11월 22일자

로 한국 정부가 월남참 국 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조약기구를 구상하고 있다는

사실 주로 정부 소식통을 출처로 보도하 다.일부 신문의 사설에서는 독자 인

지역 집단안보체제 구상에 따른 신고립주의를 경계하는 논조의 사설을 게재하 다.

국외 언론들도 국내 언론의 보도에 이어 기사와 사설 형태로 련 내용을 게재하

다.당시의 국내와 국외 언론보도에 한 세부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

APATO(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 창설 구상, 1968-69｣, pp. 22-50, MF,

G-0012(3107),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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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신 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닉슨 통령 당선자의 아시아

정책에 한 구상을 토 로 “아시아 자유국가들은 앞으로 수년간 어떠한

미국정권도 미국의 지상병력을 아시아에 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제하 다.이러한 제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는 스스로의 생존을 해 싸울 용의가 있는 국가들이 있으며,이러한

국가들이 심이 되어 확고한 집단방 체제를 구축한다면 설령 기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들의 참가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입장을 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게 지 “필요한 것은 장래의 에 한 아시

아 자유국가들의 신속한 응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해･공군의 지원을 받는 지상병력을 제공해야 하

며,그럴 용의가 있다”고 설명하 다.594)한국 정부의 APATO 구상에

한 견해를 들은 포터 주한 미국 사는 “지역안보기구에 한 한국 정

부의 우선 심은 기존의 한미동맹보다 더 확실한 안보 공약을 미국정

부로부터 확보하는 것에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본국에 보고하 다.595)

정일권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밝힌 한국 정부의 APATO 구상에 해

서 박정희 통령이 본인의 지침을 구체 으로 하달한 내용은 1968년 11

월 26일 날짜로 작성된 정부문서에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

다.이 지침을 통해 박정희 통령은 APATO 구상에 한 본인의 개념

을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밝혔다.

1.본 지역 방 기구 형성에 있어서 반 인 목 과 방향을 더 뚜렷이 하여

공을 시한 아세아 공산주의를 지한다는 방향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략>동 시안에 있어서는 그런 면이 명확치 않으니 를 들면 자유 국은 어떻

게 해서 빠졌고, 일본은 어떻게 해서던지 가담시켜 공산주의를 지하는데

594)Telegram from Seoul(11364),23 November1968,DEF1 ASIA SE,Subject

NumericFilesBox1518,RG59,NationalArchivesatCollegePark.이상 ,“아시아

NATO구상의 좌 ,”p.49에서 재인용.

595)Telegram from Seoul(11416),26November1968,DEF 4PATO,SNF,Box

1̀610,RG59,NA.이상 ,“아시아 NATO구상의 좌 ,”p.50에서 재인용.



-277-

실질 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극동에 있어서 한국,일

본, 국 등 3개국을 빼놓고 이런 힘을 쓸수 있는 공동방 체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겠는가...

2.구성에 있어서 한,일, 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라.이것이 목 하는

지역 개념이 무엇인가 더 뚜렷이 하라...

3.이것을 단시일내로 실 시킬려고 할 필요도 없다.< 략>시일을 두고 실효

성 있는 기구 실 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어떤 뚜렷하고 실효성있는 복안을 가지고 미국에 교섭하라.우리 입장을 확

실히 한 후 미국과 교섭을 하여야 만 미국도 이러한 확신을 인정하고 우리의

이 시아[안]을 존 하고 이에 응할 것이다...

5. 미각서교환이다,공동선언 는 문서교환등으로 할것이 아니라 확실한 조

약기구로서 형성하도록 검토하라.

6. 미 교섭을 할때는 우리의 확실한 개념과 자세를 제시하고 다른나라와도 사

타진을 한 후 교섭에 임하도록 하라.596)

한국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집단안보체제 구축 구상에

한 세부 내용은 1969년 2월 10일자로 작성된 “아국과 자유아세아의 안

보장태세 강화책 시안 :월남 종결 후 새로운 정세에 비하여”라는

정부문서에 잘 나타나 있다.597)이 보고서는 아시아 정세 망,정세

단,닉슨 행정부의 아시아안보정책( 상),한국의 응목표와 방침,아

세아집단방 체제 형성과 문제 ,자유아세아상설비상군 창설,교섭요강,

각국 비공식 반응,한국의 방 태세 강화 순으로 작성되었다.보고서는

크게 정세 단,목표와 응개념 설정, 안 단계별 조치로 구분할 수

있으며,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세아 정세에 해서는 우선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항에 필요한 힘

596)“‘아국과 자유아세아의 안 보장 책시안’에 한 통령 각하 분부,”｢APATO(아

시아･태평양조약기구)창설 구상,1968-69｣,pp.27-28,MF,G-0012(3107),외교부

외교사료 .

597)“아국과 자유아세아의 안 보장태세 강화책 시안 :월남 종결후 새로운 정세에

비하여,”｢APATO(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창설 구상,1968-69｣,pp.52-69,MF,

G-0012(3107),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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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백 가능성을 망하 다.보고서는 아시아 공산주의의 호 성, 국

군의 수에즈운하 동쪽에서의 철수,미군의 아시아 방 공약의 축소 경

향,SEATO의 기능 정지,월남문제의 장기화 등을 비추어 볼 때 “아시

아지역에서는 공의 침략 군사력에 해 아시아 자유국가들의 군사력

열세로 인해 공산진 이 계속해서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

가하 다.이를 토 로 “베트남이후 미군이 철수하고 아시아 자유국가들

이 아무런 방 능력과 체제를 마련하지 않는다면,심각한 ‘힘의 공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망하 다.이러한 정세의 망을 토 로 아세

아에서 북한과 공산주의 침략이 지속됨은 물론 힘의 불균형이 유지될 것

으로 단하 다.닉슨 행정부의 아세아 정책에 해서도 ‘아세아에 의

한 아세아’,‘아세아 쟁의 비미국화’를 상하 다.

정세 단을 토 로 보고서에서 제시한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도발 격화에 비한 미국의 한군사원조의 증강,아시아에서의 공산세

력의 진출 지를 결의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유효한 공동방 체제 구

성,힘의 균형 유지,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군의 계속 주둔 등의 4가지이

다.정세 단과 정책목표 구 을 해 보고서에서 제시한 안과 단계별

조치에 한 구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보고서에 따르면,한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궁극 인 목표는 지역방 조약기구의 형성이지만,

우선 제1단계로 월남 참 국을 심으로 하는 자유아세아 상설비상군

기구의 설치를 제안하 다.598)아울러 차후 정책추진을 한 교섭방침으

로 한군사원조의 증가나 상설비상군 문제에 한 미국 정부와의 교섭

598) 재 공개되어 있는 한국외무부 외교문서에서는,자유아세아상설비상군 구상의 상

세한 내용에 한 부분이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를 악할 수 없지만,

상기 문서에 의하면 한국 측의 분담병력으로 5만-10만의 병력을 상정하고 있었다.

한편 APATO구상에 한 국내 신문보도에 의하면,작 권은 하와이에 있는 미태

평양사령부에 두고,비상군의 주둔지로서는 서울,마닐라,방콕 등 세 개 도시가 검

토되고 있었다.“아태안보기구 제의키로 5월 방콕 참 외상회담서,”｢동아일보｣

(1969.2.5).



-279-

은 닉슨 통령 취임 후 별도의 교섭단을 견하는 방안을 계획하 다.

아시아의 계 국가들과도 교섭을 시작하여 같은 해 4월말 혹은 5월 에

계획되어 있는 제2차 한미국방각료회의에서 이 문제를 구체 으로 논의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1969년 2월에 작성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집단안보체제 구축

에 한 구상에 해 박정희 통령은 승인을 보류하고 재검토를 지시하

다.3월 5일에 열린 외무･국방 계 업무 의회에 참석한 당시 외무부

구미국장 윤하정은 박정희 통령은 이 보고서의 채택을 거 하고 외무

부,국방부, 앙정보부와의 의를 통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언

하 다.외무･국방 계 업무 의 회의에 참석한 장상문 당시 통령비서

실 비서 은 “아시아의 지역안보기구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는 것이 통령각하의 입장이다.이를 해서는 미국을 통해 일본에

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발언하 다.599)

2.미국과 주변국의 반응

1)미국의 반응

박정희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조약기구 구상에 해 미국은 기에

매우 정 으로 반응하 다.미국의 기 반응은 1969년 1월 7일 정일

권 국무총리의 언론사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 총리는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APATO의 성사 여부는 미국 정부의 지지 여부에

599)“외무.국방 계 간담회 의 내용 요약,”｢ 미 안 보장 외교강화를 한 외무･

국방 계 의회｣,pp.13-14,MF,G-0012(3092),외교부 외교사료 .한편,이

상 은 이 발언을 토 로 일본참가를 둘러싼 외무부와 통령과의 견해차가 동 보

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유 의 하나라는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이상 ,

“아시아 NATO구상의 좌 ,”｢국제정치논총｣제50집 5호 (2010),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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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강조하면서 지 까지의 교섭상황을 정 으로 평가하 다.정

총리는 “지 까지 공식･비공식 외교채 을 통한 미국의 반응은 아주

정 이다”,“12월 하순 본국을 방문한 포터 주한 미국 사를 통해서 집

단안보기구창설에 한 미국의 반응을 타진한 결과,닉슨정권이 이 문제

를 요정책과제로 삼을 것이 명확해졌다”,“구체 인 의는 닉슨정권

의 정책 아웃라인이 명확해지는 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600)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PATO에 한 미국 정부의 반응은 차 소

극 으로 변화하 다.1969년 3월 19일 로 스(William Rogers)미국 국

무장 은 김동조 주미 사와 면담하면서 미국 정부의 정책변화를 암시하

다.로 스 국무장 은 닉슨 통령이 생각하는 아시아의 지역 력의

개념은 경제와 문화 력을 의미한다.그래서 추가 인 아시아 지역에서

의 안보 공약을 의미하는 별도의 안보 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

다.601)1969년 4월 11일 한국을 방문한 그린(MarshallGreen)미국 국

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 보는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APATO

에 해 신 한 자세를 표명하 다.그린 차 보는 최규하 외무장 과의

회담에서 지역집단안보체제 구성에 해 “동남아시아의 소 립국들도

상호 조의 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월남 이 진행되고 있는 계상

지역 집단안 보장체제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말하

다.602)미국의 지지에 한 낙 론을 갖고 있던 한국 정부에게 변화된

미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암시한 발언이었다.베이컨(LeonardL.Bacon)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미국의 국내 요소는 물론 일본과의 안 문제

를 고려할 때 APATO 구상에 한 지원이 제한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600)“안보기구(PATO)창설 고무 ‘일본 등도 결국 동의하게 될 터’,”『서울신문』

(1969.1.7).

601)Telegram from Seoul(44000),21March1969,DEF4PATO,SNF,Box1610,

RG59,NA.이상 ,“아시아 NATO구상의 좌 ,”p.65에서 재인용.

602)“그린차 보 내한 내일 박 통령과 요담,”『동아일보』(196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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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컨에 따르면 APATO 구상은 일본이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고 제

하고 있다.그러나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미

국과 일본 사이의 오키나와반환교섭에 악 향을 미칠 수 있으며,일본이

장래의 보다 범 한 안보상의 역할확 를 받아들이는 것에 해 소극

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하 다.603)

이러한 미국 정부의 정책방향 환에 해서는 한국 정부가 악한

미국의 비공식 반응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한국 정부는 미국의 반응에

해,미국은 “아세아지역의 공 지역방 문제를 거론해볼 시기는 왔

으나, 공의 종 의 군사 태도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에 비추어 이

를 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604)

2)주변국의 반응

쟁을 수행하고 있던 월남 정부는 극 으로 찬성하 다.월남 정부

는 “APATO 창설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력할 용의가 있

다”고 동의하 다.다만,1954년에 만들어진 제네바 정과 월남 종식

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리회담을 고려할 때 미국의 반응을 우선 으

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605)

일본은 APATO 구상에 으로 반 하 다.한국 정부는 비공식

으로 확인한 일본의 반응에 해 “헌법상의 제한규정뿐만 아니라 경제

인 면에서도 공의 군사동맹에는 불참”할 것이며,“사 수상은

2.6.의회에서 여하한 형태의 지역안보체제에도 가입하지 않겠다고 발언”

603)Memorandum,WashingtontoWellington,“AsianRegionalSecurity:PacificAsia,

TreatyOrganization,”10April1969,A1838,541/1/13Part2,NationalArchivesof

Australia.이상 ,“아시아 NATO구상의 좌 ,”p.66에서 재인용.

604)“지역안 보장 체제,”｢APATO(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창설 구상,1968-69｣,p.

21,MF,G-0012(3107),외교부 외교사료 .

605) “주월 사 문(VNW-0344),” ｢APATO(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 창설 구상,

1968-69｣,p.80,MF,G-0012(3107),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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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고 악하 다.606)일본의 사 수상은 1969년 2월 6일 국회에서

아세아 지역 집단안보체제가 어떤 형태로 제기되더라고 일본정부는 그러

한 제안을 거 한다고 밝혔다.607)

(1969년 2월 7일자 주일 사의 보고)사 수상은 작 6일 원 산 에서 야당

원(사회당 소속 가와사끼간지)의 베트남 참 국이 모여서 이를 무 로 하여

아세아,태평양 조약기구를 창설하자는 한국의 제안이 있다.이러한 제안,구상

이 미국의 찬성을 얻어 일본에 제안되었을 때 일본은 이를 일체 거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하여 (한국의 제안이 있다면)당연히 거 하겠다.일본의 헌법하

에서 타국과 공수 동맹을 체결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헌법이 있는한은

염려 없다.다만 미국 자신이 태국,한국,비울빈[필리핀]과 기타 ANZUS,

SEATO 등과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오끼나와 기지를 미국은 자유로히 사

용하고 있는 것이며 오끼나와 시 정권을 일본으로 변환시키기 하여는 단히

복잡한 이 있다고 답변하고 동야당의원이 2국간의 일미 안보 조약 이외에는

여하한 형태의 것이던 지역안보 체제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여기에서 명언하

는 것인가 라고 재확인 질문에 하여 사 수상은 사 에 그와같은 조약(일미

안보 조약의외 것)을 체결할 의사는 없다.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일본을

돕겠다는 것을 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 에 그와 같은 조약을 체결할 생각

은 없다 라고 답변함608)

사 수상의 국회발언 답변의 안을 작업했던 당시 가나자와 아시아

부국장은 미국 국무성의 콜버트(EvelynfColbert)극동조사분석국 부국

장과의 화에서 2월 6일의 사 수상의 발언은 ASPAC의 군사동맹화

나 월남 참 국을 심으로 한 아세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집단안보기구

구상에 한 일본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609)경제분야에서의

국가이익 추구를 목 으로 이미 공과 국교를 수립한 일본 정부의 정책

606)“지역안 보장 체제,”｢APATO(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창설 구상,1968-69｣,p.

21,MF,G-0012(3107),외교부 외교사료 .

607)“ 의원 산 원회5호”에서의 사토수상의 답변(1966.2.6),일본국립국회도서 국

회회의록검색시스템,http://kokkai.ndl.go.jp(2010.8.25.검색).

608) “주일 사 문(JAW-02092),” ｢APATO(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 창설 구상,

1968-69｣,p.51,MF,G-0012(3107),외교부 외교사료 .

609)Airgram from Tokyo(A-147),“Japaneseparticipation in Pacific-AsiaTreaty

Organization,”19February1969,POL3ASPAC,SNF,Box1853,RG59,NA.이

상 ,“아시아 NATO구상의 좌 ,”p.6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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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고려할 때 공을 상으로 한 집단방 체제 구상에 한 찬성이

나 극 인 가입의사 표명은 많이 제한되었을 것이다.

태국도 APATO와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동맹의 효율성에 회

의를 표시하 다.태국의 타낫 외상은 일본 언론과의 한 인터뷰에서 “아

시아 국가들은 잠재 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군사 인 동

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

다.610)타낫 외상은 아시아에서의 지역 군사동맹이 필요 없다고 발언하

으나 지역 내에서의 정치동맹(politicalalliance)은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정치동맹에서의 ‘정치 ’의 의미는 “정치는 물론 경제,문화 그 외

의 넓은 의미에서의 력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하 다.611)

자유 국은 APATO구상에 해 기에는 극 인 찬성을 표명하

으나 후에 반 로 입장을 환하 다.당시 미국 정부에서 악한 내용

을 보면,장경국 자유 국 국방부장은 1968년 12월 24일 한국을 방문하

기 에 미국 정부에 한국의 APATO 구상에 한 미국의 견해를 확인

하는 등 향 인 입장을 보 다.612)이후 한국 정부로부터의 APATO

구상에 한 의견을 타진 받을 때도 장경국 국방부장은 찬성의 입장을

보 다.그러나 1969년에 어서면서 자유 국은 APATO 구상에 해

반 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1969년 3월 17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

에서 장개석 자유 국 총통은 “나는 ‘동맹’이라는 두 문자는 시 에서

말하자면 별로 시의 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아시아태평양

610) “ ベトナム後のアジアに政治的な防衛同盟をタナット.タイ外相語る,”『朝日新聞』

(1969.1.23).이상 ,“아시아 NATO구상의 좌 ,”p.64에서 재인용.

611)당시 한국의 언론은 태국의 APATO 창설에 한 입장을 완 히 다르게 보도하고

있다.1969년 1월 23일자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코만 태국외상은 일본 아시히신문

과의 회견에서 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APATO)창설에 원칙 으로 찬성한다고 말하

고 이 기구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범 한 조증진을 목표로 결성되어야 할 것이

라고 밝혔다.“ 토 창설에 찬성 :‘코만’태국외상 밝 ."｢서울신문｣(1969.1.23).

612)Telegram from Taipei(479),15February1969,DEF1ASIA SE,SNF,Box1518,

RG59,NA.이상 ,“아시아 NATO구상의 좌 ,”p.6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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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면 이 무 넓고,각국은 나름 로의 사정이 있으므로,군사면에

서 무리해서 일치단결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면서 자유 국 정부

의 반 견해를 표명하 다.613)미국 정부는 이러한 장개석 총통의 발언

에 해 차후에 진의를 악하 다.여기서도 장개석 총통은 “ 재는 새

로운 지역방 기구를 창설할 당한 시기는 아니며,그러한 다국간군사

기구의 설립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APATO 구상에 한 반

의사를 거듭 표명하 다.614)

필리핀도 부정 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한국 정부가 비공식 으로

악한 필리핀 정부의 견해에 따르면 필리핀은 “SEATO가맹국간의 불화

로 새로운 조약기구의 조직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장래 동남아정

세가 불투명한 재로서는 당장 구체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

하 다.615)당시 한국 정부도 주변국의 반응에 해 반 으로 “지역방

기구에 한 각국의 극 인 태도표명은 아직 없으나 일반여론상으로

는 그 필요성 내지 가능성에 하여 회의론 내지 반 하는 편이 우선 나

타나고 있다”고 악하 다.616)

3)APATO구상 신 론 제기와 추진의 포기

정일권 국무총리의 196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듯이 APATO 구상

기 박정희 정부는 지역안보기구 창설 구상과 추진에 해 자신감을 갖

고 매우 정 으로 단하 다.그러나 1969년 4월부터는 미국 정부의

613)Telegram toTaipei(43733),20March1969,DEF1ASIA SE,SNF,Box1518,

RG59,NA.이상 ,“아시아 NATO구상의 좌 ,”p.65에서 재인용.

614) Telegram from Taipei(0886),26March1969,DEF4PATO,SNF,Box1610,

RG59,NA.이상 ,“아시아 NATO구상의 좌 ,”p.65에서 재인용.

615)“지역안 보장 체제,”｢APATO(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창설 구상,1968-69｣,p.

21,MF,G-0012(3107),외교부 외교사료 .

616)“지역안 보장 체제,”｢APATO(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창설 구상,1968-69｣,p.

21,MF,G-0012(3107),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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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변화는 물론 주변국의 반응이 차 회의 으로 변화하면서 한국 정

부도 APATO 구상에 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정론에서 신 론으

로 환하 다.한국을 방문한 마샬 그린 미 국무부 차 보와의 면담에

서 최규하 외무장 은 “지역 방 체제의 확립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며,우선은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방 체제의 필요성에

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했다.한국 정

부의 근이 기의 극 인 근에서 좀 더 신 한 방향으로 입장이

변화되었음을 나타내는 목이다.

APATO구상에 해 한국 정부가 신 론으로 환한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정부의 APATO에 한 신 한 자세 때문이었다.1968년에 처음으

로 APATO 구상이 공개되었을 때 미국 정부는 솔직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미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아시아 략과 련이 있었다.미

국은 소련의 공산 명 확산을 지하고 지역 안 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의한 자체 인 지역 력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하 다.

박정희 정부의 APATO구상도 이러한 지역 안보 력 확 노력의 일환

으로 간주되면서,만약 미국 정부가 여기에 반 하면 아시아 지역에서의

자체 인 지역 력 노력에 한 미국 정부의 반 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617)한국 정부가 APATO구상을 본격 으로 검토하

고 추진을 해 주변국의 의사를 타진하는 단계에 이르자 조심스럽게 우

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박정희 정부가 APATO구상에 해 신 론으

로 환한 두 번째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APATO구상에 한

계 국가들의 냉담한 반응 때문이었다.

1969년 5월에 어들면서 한국 정부는 APATO구상을 사실상 포기하

617)Telegram toTaipei(26287),18February1969,DEF1ASIA SE,SNF,Box1518,

RG59,NA.이상 ,“아시아 NATO구상의 좌 ,”p.6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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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역집단안보를 한 안들을 추가로 제시하 다.1969년 5월 13일

진필식 외무차 은 APATO구상은 “미국과 일본의 참가를 제로 하지

만, 재 기술 ,정치 인 이유에서 실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달했다”고

발언하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주한미군 사 측에 피력하 다.그

신에 5월 말에 정된 월남 참 국 회의에서 략기동부 (Regional

TaskForce)사령부 설치의 제안에 필요한 서울에서의 사 회담 개최

에 한 한국 정부의 구상을 밝혔다.618)이러한 구상에 해 미국 정부

는 “한국정부의 제안은 집단안 보장의 성격을 가지는 APATO 구상의

안일 뿐이며,베트남 참 국도 이러한 제안에 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며 사실상 반 하 다.619)이로 인해 외 략환경의 변화에 응하

여 박정희 정부가 독자 으로 구상했던 아시아･태평양 조약기구라는 지

역 집단안보체제 구상은 안보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실행되지 못했다.

618)Telegram from Seoul(2493),14May1969,DEF1ASIA SE,SNF,Box1518,

RG59,NA.이상 ,“아시아 NATO구상의 좌 ,”p.66에서 재인용.

619)Telegram toSeoul(76760),14May1969,DEF1ASIA SE,SNF,Box1518,RG59,

NA.이상 ,“아시아 NATO구상의 좌 ,”p.6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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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APATO구상 추진의 향요인 :미국의 인식

1.국제체제의 형태

박정희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조약기구 구상을 추진한 1960년 후반

의 국제체제는 여 히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되는 양극체제 다.620)한반

도를 포함한 세계 도처에서 냉 체제의 특징인 첨 한 이데올로기 립

이 계속되었다.

하지만,196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소련으로 구분되어 첨

하게 립하던 양극체제가 약화되기 시작했으며 1960년 말부터는 데탕

트 시 에 어들었다는 주장도 많다.621)일부에서는 국제체제가 양극화

에서 다극화로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 다.미국과 소련의

인 치가 차 약화되고 두 나라에 의한 배타 인 핵 독 력이 사라짐

에 따라 진 내 다른 국가들의 도 을 받게 되었다고 단하 다.622)

자유진 내에서는 서구국가들과 일본이 부상하고,공산진 에서는 ･

소 분쟁이 발발했으며 동구국가 일부에서 민족주의가 두되었다.비

동맹 세력이 출 하여 유엔과 국제사회에서의 향력을 확 해 나가고

있었다.아울러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 ･소 양국

의 국경분쟁, 공의 핵 보유와 유엔의 상임이사국 지 의 획득 등에 따

른 본격 인 국제무 등장 등도 향을 미쳤다.1960년 후반에 들어

서면서 미국과 소련이 보유하고 있던 경제 원조 능력,이데올로기의 우

월성 등의 모든 역에서 진 내 국가들로부터 도 을 받으면서 냉 이

620)이 논문에서는 구체 으로 APATO와 련된 시기를 ASPAC이 창설된 다음해인

1967년 닉슨이 ForeignAffairs지에 기고한 "AsiaAfterVietNam'이라는 논문이

발표된 시 으로부터 설정한다.

621)RobertO.KeohaneandJ.S.Nye,Powerand Interdependence:World Politicsin

Transition(BostonandToronto:LittleBrownandCompany,1977).

622)김용호,“제10장 제3･4공화국의 외정책,”p.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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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되었다고 보기도 했다.특히 1960년 말부터는 동서 데탕트 조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고 보기도 했다.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이,실제

로 미국과 소련을 심으로 다소의 냉 완화 조치들이 시행되었다.1967

년에는 미국과 소련의 합의를 토 로 핵확산 지조약이 의결되었다.623)

이런 정세에도 불구하고 외형 으로 냉 의 기본틀과 문제들은 그

로 유지되었다.아시아에서는 한반도 분단과 월남 문제가 냉 체제의

틀 속에서 유지되었다.월남 은 처음에는 랑스 식민지배에 한 민족

해방 쟁의 성격으로 시작되었지만, 차 국제체제의 향을 받아 자유

민주주의 진 의 종주국인 미국과 소련, 공이 개입하여 결국 양극체제

하의 국제 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한반도 분단 상황은 냉 논리에 의

해 한국-미국-일본을 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 과 소련- 공-북한

을 축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 이 블록을 형성하여 치열한 지역 패권

경쟁이 계속되었다.북한에 의한 1968년 1월의 청와 습격사건이나 푸

에블로호 납치사건은 첨 한 이데올로기 립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에서의 공의 표권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유럽에서의 베를린

분단 상황의 지속이나 소련에 의한 체코 침공 등도 냉 의 형 인 산

물들이다.체코의 민족주의 부활을 지하기 해 소련을 주축으로 한

바르샤바조약기구 군 가 1968년 체코를 무력으로 침공하 다.그러나

세계는 다른 쟁을 우려해 여기에 냉담하 다.이러한 상황인식은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닉슨은 통령에 당

선되기 인 1967년 기고문에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소련은 미국과 동

등한 핵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 다.624)

623)홍규덕,“ 병외교와 안보신드롬:60년 한국 외교정책의 평가,”｢국제정치논총｣

제32집 2호 (1992),p.23; 정환,“박정희정부의 안보･통일외교정책,”p.21;“아국

과 자유아세아의 안 보장태세 강화책 시안 :월남 종결후 새로운 정세에 비하

여,” ｢APATO(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 창설 구상, 1968-69｣, p. 56, MF,

G-0012(3107),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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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데탕트라고 평가되는 기간 에도 미국과 소련을 심으로 한

첨 한 이데올로기 립은 계속되었다.미국과 소련은 당사국의 국내

사정과 세계 여론을 의식하여 국방비 삭감이나 해외기지 축소 등 일부

가식 인 긴장완화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당시 미국은 재정상 국방지출

의 삭감이 불가피하여 소련 근 략을 추진하 으나 소련은 군비증강

을 지속하 다.625)닉슨 행정부 외 략의 기 가 된 1967년 기고문에

서 닉슨은 “앞으로 10년 동안에 서방측은 최 의 기를 래할 수 있는

두 가지 국면에 직면할 것이다.(1)쏘련은 미국과 동등한 핵국가가 될

것이며,(2) 공은 3년 내지 5년 내에 의미심장한 핵무기발사능력을 갖

게 될”것이라고 평가하여 냉 결이 계속되는 실을 직시하

다.626)이처럼 미국은 정책 인 으로서 종합 인 군사력은 그 로

유지하고 기본 경계태세를 계속하고 있었다.627)따라서 일부에서 주장

하는 양극화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일 국가도 이 기간 에 미국

이나 소련의 국력과 향력을 압도할 수 없었다.미국과 소련의 군사력

이나 경제력이 여 히 압도 이었다.그래서 포 인 에서 살펴본

다면 APATO구상이 개되었던 1960년 반부터 1970년 까지의

국제체제는 양극체제라고 할 수 있다.628)하지만 일부의 주장과 같이,

1960년 반과 비교해서 양극을 형성하는 미국과 소련의 상 인

향력은 상 으로 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를 들면,닉슨 통령은

624)국회 조사자료,“월남 이후의 아시아,”RichardM.Nixon,“AsiaAfterViet

Nam"ForeignAffairs(October1967)의 번역본,p.11.

625)“미 국방성,지출삭감을 검토,”｢FY69 미국의 외원조법,1968｣,p.37,MF,

O-0025(2867),외교부 외교사료 .사료 .

626)RichardM.Nixon,"AsiaAfterVietNam,"ForeignAffairs(October1967), 한

민국 국회 번역문,"월남 이후의 아시아,"p.11.

627)“아국과 자유아세아의 안 보장태세 강화책 시안 :월남 종결후 새로운 정세에

비하여,” ｢APATO(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 창설 구상,1968-69｣,p.56,MF,

G-0012(3107),외교부 외교사료 .

628)KennethN.Waltz,"TheCentralBalanceandSecurityinNortheastAsia,"Asian

Perspective,Vol.6,No.1(Spring/Summer,1982),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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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교서에서 소련과의 계에서 ‘결’ 신 ‘상’을 통한 항구 평화

모색을 강조함은 물론 미국과 소련 양국 사이의 군비분야에 강한 심을

표명하 다.아울러 소련의 핵 군사력을 포함한 략무기의 개발을 경고

하면서,미국이 소련의 략무기 우 를 좌시하지 않은 것임을 밝히고

있다.629)

2.동아시아 지역 패권의 형태

지역체제 차원에서는 한국 정부가 APATO를 구상하기 시작한 시기의

동아시아 지역 패권형태가 미국의 지역패권 략 구상과 시행에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박정희 정부가 APATO를 구상하던 시기에 동아시아

지역체제에 향력을 행사한 국가도 략 미국,소련, 공,일본의 4개

국이다.당시의 지역 내 강 국 사이의 힘의 균형 상태를 살펴보기 해

서 제2장에서 국력에 련된 수치와 다른 국가들의 인식을 제시했었다.

국력의 핵심요소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비교하는데,경제력은 국가의

GNP를,군사력은 국방 산을 비교하고자 한다. 인 수치의 비교와

더불어 지역체제를 구성하는 국가들이 강 국 사이의 힘이 등하다고

생각하는지,어느 특정 국가가 월등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이러한 두 가지 요소의 결과를 포 하여 최종 인 정성 인 평가에

기 하여 지역패권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1960년 후반과 1970년 반 시기 4 강 국의 군사력과 경

제력을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 5-1>과 같이 미국의 국력이 여 히 압

도 이다.경제규모면에서 미국은 소련과 2배, 공과는 6배,일본과는 3

배 내외의 차이가 난다.국방 산 면에서도 미국은 소련과는 3배, 공･

629)“1970년 미국의 외교정책,”｢Nixon,Richard미국 통령의 외교교서,1970｣,p.

44,MF,C-0036(3430),외교부 외교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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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는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특히 소련의 극동군사력 건설

을 고려할 때 미국의 역내 군사력은 압도 이다.1965년부터 공과 국

경분쟁을 해왔던 소련은 극동의 군사력을 거 증강시켰다. 표 으로

기존의 육군 20개 미만의 사단을 극동에 배치했으나 50여개로 폭 증가

시켰다.630)그럼에도 불구하고,소련이 국제체제 차원에서 미국과 양극체

제를 유지했지만 동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1967년 후의 미국의

지역 내에서의 국력이 압도 이다.1960년 후반을 지나면서 미국은 월

남 의 출구 략을 모색하면서 부분 인 철수를 시작했으나,여 히 막

한 산과 력을 동아시아 지역에 할애하 다.631) 공은 핵실험의

성공 이후에 소련과 이념 립을 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세력으로

등장했지만 인 국력의 측면에서 미국과 균형 인 패권 지 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632)

<표 5-1>1970년 동아시아 주요 4국 군사･경제력 비교633)

구 분 미 국 소 련 공 일 본

GNP(bil.U.S.$) 2,767 1,411 417 936

국방 산(bil.U.S.$) 209 170 37 7

둘째,1960년 후반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주요 강국에 한 인식

630)CentralIntelligence Agency,SovietMilitary Forcesin the FarEast,NIE

11-14/40-81D(February1982),p.2;CentralIntelligenceAgency,SovietMilitary

ForcesintheFarEast,NIE11-14/40-81(October1985),p.10.

631)이정민,“제14장 한･미 계의 략 재조명,”김달 편 ,｢한국의 외교정책｣(서

울:오름,1999),p.389.

632)김일평･안병 ,“ 국제정치에 있어서 공의 치 :극동에 있어서 세력균형의 변

화를 심으로,”｢국제정치논총｣제4권 (1965),pp.119-144.

633)WolfJr,Charles,GregoryHildebrandt,MichaelKennedy,DonaldP.Henry,and

KatsuakiTerasawa.Long-Term EconomicandMilitaryTrends,1950-2010.No.

RAND/N-2757-USDP,(SANTAMONICA,CA:RANDCORP.,1989),p.4,p.17.



-292-

을 추가 으로 살펴보면, 반 으로 미국의 향력이 월등하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닉슨독트린 시 미국의 외 략을 구상했던 키신 는 미

국이 추진할 략으로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의 지역 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의 군사공격에 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계개선을 추구하고,월남 을 마감하는 것 등이 미국의 략의 목표

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634)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

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목이다.실제로 소련은 공과의 국경분쟁을 겪

으면서 극동으로 군사력의 환을 시작했지만,여 히 극동에서 미국과

경쟁할 여력이 부족했다.635) 공은 1960년 반과 마찬가지로 역내에

서 미국을 으로 인식하여 인 계를 유지하 지만,한편으로

경제 인 목 을 달성하기 해 미국의 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일

본은 1960년 공에 근하면서 동시에 역내에서의 미국의 패권

치를 으로 수용하여 경제발 을 포함한 자국의 국가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하 다.636)

국력의 인 요소와 역내 국가들의 상 인 인식을 고려해볼 때

박정희 정부가 APATO를 구상할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향력은

여 히 압도 이라고 할 수 있다.그래서 지역 패권의 형태를 ‘패권 ’이

라고 본다.미국의 향력이 압도 으로 작용한 지역 패권의 형태는 미

국의 지역패권 략을 추진하는데 큰 틀을 한정 지워주는 역할을 했을 것

이다.아울러 이러한 한정은 궁극 으로 박정희 정부가 월남 참 국 회

634)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forNationalSecurity Affairs

(Kissinger)toPresidentNixon,Washington,October20,1969,NixonPresidential

Materials,NSCFiles,Box252,AgencyFiles,NSC1969-91. 재성,“1960년 와

1970년 세계 데땅뜨의 내부 구조 :지역 주도권의 변화과정 분석,”｢국제정

치논총｣제45집 3호(2005),p.45에서 재인용.

635)Mark Selden,“Nation,Region and the Globalin EastAsia:Conflictand

Cooperation,"TheAsia-PacificJournal,41-1-10(October,2010).

636)RobertS.Ross,"Chapter10.Bipolarity and Balancing in EastAsia,"pp.

26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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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제안하고 추진하는데 간 으로 연 된다고 할 수 있다.다만,월

남 에서의 종 을 포함한 아시아 략의 변화 시도는 물론 공의 상

인 국력의 신장,일본의 경제력 신장,극동에서의 소련의 군사력 증강

등을 고려해 볼 때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미국의 패권 형태도 1960년

반과 비교하여 상 으로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실제로 닉슨

통령의 외교교서에서는 세계정치에 있어서 20년만의 미국의 방향 환이

될 것임을 시하 다.637)자유진 의 심 역할을 하는 미국의 막 한

부담에 한 국내비 여론,인종문제,공해문제 등 국내문제와 병력 감

축정책 아세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아세아 제국의 자립도가 높아졌

다는 정세 단은 닉슨 독트린으로 이어졌다.이에 따라 미국은 월남 의

월남화 계획을 추진하 다.그 결과 주월미군의 철수를 실화 시켰으며,

그 여 로서 주태 미군도 철수를 개시하기에 이르 다.638)

3.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패권 략

APATO 구상이 공식화된 1969년을 후한 시기의 미국의 지역 패권

략을 살펴보고자 한다.미국이 이 기간에 추진했던 략이 궁극 으로

APATO의 구상과 추진에 향을 미쳤기 때문이다.미국의 외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1969년 이 시기의 미국의 지역 략도 필요에 따라

포함할 것이다.미국의 지역 패권 략은 크게 미국의 동아시아 략과

한반도 정책으로 구분하여 정성 인 평가를 할 것이다.

637)“1970년 미국의 외교정책,”｢Nixon,Richard미국 통령의 외교교서,1970｣,p.

57,MF,C-0036(3430),외교부 외교사료 .

638)“1970년 미국의 외교정책,”｢Nixon,Richard미국 통령의 외교교서,1970｣,p.

39,MF,C-0036(3430),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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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의 동아시아 략

1960년 반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략은 국제공산주의를 쇄하

려는 일 된 패권 략과 연계되어 수립되고 추진되었다.미국은 제2차

세계 이후 자유진 의 패권국 역할을 지속 으로 수행하 다.쿠바

사태 이후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일련의 긴장완화 조치가 진행되었지만

여 히 미국은 소련을 핵심으로 한 공산주의 침략을 쇄한다는 략

틀 속에서 외정책을 구사하 다.월남 의 개상황은 1960년 후반

으로 갈수록 미국의 동아시아 략에 결정 인 향을 주었다.닉슨 독

트린으로 표되는 월남 종식을 한 새로운 동아시아 략이 모색되

었다.여기에는 미국의 국민 여론과 여기에 반응하는 미국 국내정치의

향이 크게 작용하 다.1960년 반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략은

공산침략 쇄의 기본틀 유지,월남 의 마무리,아시아에 의한 아시아

방 ,일본을 지역 안보확보의 보조자 역할에 활용,세력균형 차원에서

공과의 계개선 추진 등 략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아시아에서의 공산침략 쇄라는 미국 지역 략의 기본틀을 유

지하 다.월남 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국내여론이 새로운 지역 략의

모색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개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정

세를 보면 냉 체제의 형 인 긴장은 지속되었다.미국은 아시아에서

의 공산주의 을 충분히 인식하고,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역할을 유지

하려고 했다.639)설령 월남 이 끝난다고 해도 진정한 자유와 평화체제

의 확립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단하 다.월남과 인 한 라

오스,캄보디아,태국 등이 직면한 공산주의 확산 에 한 쇄는 아

639)1970년 방한한 애그뉴 부통령이 박 통령과 면담하면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닉슨

독트린도 결국은 미국 패권 략의 변화가 아님을 알 수 있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1970년 미국의 외교정책,”｢Nixon,Richard미국 통령의 외교교서,

1970｣,p.196,MF,C-0036(3430),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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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확고하지 않은 상태 다.인도와 키스탄의 문제도 근본 으로 해결

되지 않았다.무엇보다도 공의 침략 행 가 완 히 해결되지 않았다.

한반도의 냉 결구도도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1968년 1월

21일에는 북한의 특수부 가 청와 를 습격하기 해 침투한 청와 습

격사건이 발생하 다. 통령 인 청와 부근까지 북한 게릴라가 침

투한 사건은 한국 쟁 이후 최 의 무장 게릴라 투 다.이틀 후인 1

월 23일에는 미국 해군이 운 하는 정보수집함인 푸에블로호가 원산 부

근 해상에서 북한에 나포되었다.두 사건은 한반도에서 냉 결과

행 가 지속되는 실을 증명하 다.640)

이러한 상황 단을 토 로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쇄하기

해,만약 공산주의세력으로부터 을 받는 어느 한 나라가 그

에 응하는 한 수단으로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면 미국은 이를 지원한다

는 략 개념은 지속되었다.미국이 한국,일본,자유 국 등 아시아 국

가들과 체결한 양자동맹체제는 변함없이 유지되었다.ANZUS체계도 기

본 틀의 유지에 변함이 없었다.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주둔한

미군의 배치에도 변함이 없었다.

물론 미국 정부는 월남 의 개상황이 악화되면서 미국의 국내정치

의 향으로 새로운 동아시아 략을 모색하 다.미국 국내의 여론과

국내정치의 반응을 고려할 때,새롭게 모색하는 동아시아 략은 기존의

략보다 소극 이고 수세 일 수밖에 없었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모

색을 통해 미국이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완 이탈이나 후퇴를 의도하지

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1970년에 한국을 방문한 애그뉴 미국 부통령이

박정희 통령과 면담하면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닉슨 독트린도 결국은

미국 패권 략의 변화가 아님을 알 수 있다.애그뉴 부통령은 “미국이

640)Morton Abramowitz,“Moving to Glacier:The Two Koreans and Power,"

AdelphiPaper,No.80(London:IISS,August,1971),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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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나 후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미국은 한국을 계속

지원할 것이고 한 이 지역의 자유우방에 한 지원도 계속 할 것입니

다.이와 련하여 한가지 분명히 하고 하는 것은 미국이 이 지역 즉

아세아로부터 완 히 철수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곤난한 일로서 미국

은 쏘련과 함께 양 강 국가로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여 나갈 것입니

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641)닉슨 행정부는 상 으로 외문제에

치 하 으며,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외정책이 국내문제에 미치는 비

과 향이 크다는 사실과 연 된다.닉슨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 의회

내에서는 소수당 정부이며,상원을 심으로 정부의 외정책이 불투명

하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었다.특히 월남 을 계기로 여론이

양분되고 월남 수행에 따른 막 한 소모 반 ‘무드’에 치닫는 정치

혼란,그리고 이에 따른 통령의 인기 하락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

었다. 한 국내선거에 비한 선거 ‘캠페인’으로서의 효과 등을 감안하

여 미국의 외정책을 구체 으로 밝 이에 한 국내･외의 인식을 새

롭게 하려는 것이 기 닉슨 행정부의 의도 다.642)

둘째,월남 의 마무리 모색이다.월남 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정부는

세계는 물론 국내 여론의 압박에 직면하 다.월남 에 한 미국 국민

의 반 운동의 매역할은 민족해방 선(NLF)과 월맹군에 의한 구정공

세 다.구정공세는 1968년 1월 30일에 월남 정권을 일거에 붕괴시키기

해 사이공을 포함한 월남 주요도시를 목표로 개한 규모 군사공격

과 반정부 기 다.643)구정공세가 결과 으로 실패하기는 했으나 미국

641)“1970년 미국의 외교정책,”｢Nixon,Richard미국 통령의 외교교서,1970｣,p.

196,MF,C-0036(3430),외교부 외교사료 .

642)“세계정세에 한 특별교서-1970년 미국의 외교정책-평화를 한 새 략,”｢

Nixon,Richard미국 통령의 외교교서,1970｣,p.34,MF,C-0036(3430),외교부

외교사료 .

643)GeorgeC.Herring,America'sLongestWar:TheUnitedStatesandVietnam,

1950-1975(New York:McGraw-HillHigherEducation,2002),pp.22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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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반 운동을 고조시킴은 물론 미국의 월남 에 한 정책의 변화

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뉴스를 통해 보인 미군과 민족해방 선 게

릴라들과의 총격 상은 미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불과 2

개월 에 존슨 통령이 항공모함 엔터 라이즈에서 “ 쟁은 이제 며칠

끌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고,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

문이다.644)반 여론이 등하면서 존슨(LyndonB.Jonson) 통령은

추가 병을 승인하지 않았다.당시 월남주둔 미군사령 은 병력을 추가

로 병해 것을 정부에 요청하 다.645)이러한 요청에 해 존슨 통

령은 추가 병을 승인하지 않음은 물론 1968년 3월 31일 국민 성명을

통해 차기 통령 선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 다.월남 마

무리를 한 평화 교섭에 미국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월

맹은 같은 해 4월 3일에 미국의 상제의를 받아들 다.월남 종식을

한 존슨 통령의 일련의 조치는 1968년 5월 31일부터 시작된 월남

종 을 한 리평화회의의 직 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월남 종식을 내세워 1968년 선거에서 통령에 당선된 닉슨도 국내

의 반 여론을 동아시아 략에 반 하 다.닉슨은 1969년 6월 8일 미

드웨이에서 티우 월남 통령과 만나 8월말 까지 2만 5천명의 미군을 월

남에서 철수시키는 계획을 알렸다.계속해서 9월 16일에는 3만 5천명의

병력을 추가로 월남에서 철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그러나 미국 국민

들은 오히려 더욱 속하게 미군을 월남에서 철수할 것을 주장하면서 각

주요도시에서 군 회를 개최하 다.미국 의회는 국내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 다.월남 반 라는 국민 여론에 반응하여 미국 의회에서는

1969년 9월 24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반 월남 조기 철수를

644)김옥렬,“ASPAC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p.52.

645)조진구,“한국의 외교 이니셔티 :ASPAC결성과 마닐라 베트남 참 국 정상회

담 개최 주도,”국방부,｢해외 병사 연구총서 제2집｣(서울 :국방부,2007),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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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두 11개의 의결안을 제출하 다.646)

미국 정부는 월남 의 평화 종결을 해 공산진 과 상을 개하

다. 리에서 월남해방민족 선,북월맹,월남,미국의 표들이 상

표로 참석한 가운데 월남 을 끝내기 한 상이 진행되었다.월남

평화 상의 시작은 반 조기종 여론에 린 미국 정부의 유화 인

태도변화로 해석되었다.수세 인 입장에 놓인 미국은 공산진 과의 타

인 조건으로 쟁을 마무리할 가능성을 내포하 다.647)

월남 을 종결하기 한 평화 상의 시작과 더불어 미국은 월남 참

국 회의를 통해 월남 이후를 논의하 다.648)월남 참 국 정상회의는

원래 한국 정부에 의해 제안되었다.한국이 참 국 정상회의를 제안한

목 은 미국과 다소 상이하 다.월남에서의 명 로운 철수와 더불어 월

남 에 련된 어떠한 결정에도 참 국들의 의견이 반 되도록 하려는

목 으로 회의를 제안했다.649)반면에,미국은 월남 의 조기 종식과 이

후의 상황 리를 한 목 으로 월남 참 국 정상회의를 진행하 다.650)

셋째,아시아에 의한 아시아에서의 공산침략 지이다.1960년 후반

미국의 아시아 략은 월남 이 상황을 압도하 다. 쟁이 장기화되

면서 반 여론이 비등하고 국내정치가 이에 반응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략은 극 인 개입주의에서 소극 인 고립주의로 변화되었다.월남 에

646)HenryKissinger,WhiteHouseYears(Boston:Little,Brown& Company,1979),

p.283.

647)김 주,｢외교의 경험과 단상｣(서울:인사동문화,2004),p.161.

648)로 스 국무장 방한 참고자료에 보면 “미국의 아세아 비미국화 정책 :이러한

새로운 정세가 발 하는 상황하에서 미국은 얼마 25,000명의 주월미군을 년 8

월말까지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이어 6월 20일에는 연말까지 10만병력 철

수계획을 밝힌 것은 월남 내지는 아세아지역에 있어서의 비미국화정책의 일환으로

밖에 간주될 수 없다”라고 고 있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한.미간의

안문제(｢로 스｣미 국무장 방한자료),”｢Rogers,William P.미국 국무장 방

한,1969.7.31.-8.1｣,p.202,MF,C-0035(3042),외교부 외교사료 .

649)월남 참 국 회의를 제안한 한국 정부의 목 에 한 세부내용은 본 논문의 제4장

제1 을 참조한다.

650)김 주,｢외교의 경험과 단상｣(서울:인사동문화,2004),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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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 가 심한 상황에서 통령에 당선된 닉슨은 1969년 7월 25일

에서 월남 사태의 재연을 방지하기 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자

신의 안보에 한 일차 책임을 지게 한다는 새로운 외정책 방향을

발표하 다.651)

1.미국은 앞으로 월남 쟁과 같은 군사 개입은 피한다.2.미국은 아시아 제

국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강 국의 핵에 의한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력하여 그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3.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

･군사 인 는 정치 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으며 자조의 의사를 가진 아

시아 제국의 자주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4.아시아 제국에 한 원조는 경제

심으로 바꾸며 다자간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 한 부담을 피한다.5.아

시아 제국이 5-10년의 장래에는 상호안 보장을 한 군사기구를 만들기를 기

한다.652)

‘닉슨 독트린’으로 불리는 새로운 아시아 략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소극 인 개입정책으로 방향을 환함을 의미하 다.닉슨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략을 면 으로 재검토하여 이른바 닉슨독트린으로 구

651)PublicPapersofthePresident:Richard M.Nixon1969(Washington D.C.:

GPO,1971),pp.548-549.홍규덕,“ 병외교와 안보신드롬 :60년 한국외교정책

평가,”p.42에서 재인용.

652)당시 우리 정부가 닉슨독트린을 인식하고 개념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닉

슨 통령은 1969년 7월 25일 아세아 제국순방 도상 “ ”도에서 아세아 방 에

련하여 기본 인 정책노선으로 구상하여 밝히었고,그 후 “닉슨.독트린”으로 알려진

그 노선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1)미국은,미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상의 방 공약

을 수한다.92)미국은,어느 핵보유국이 미국과 맹방 계에 있는 나라 는 미국

의 안 과 그 지역 체의 안 상 주요하다고 단되는 나라의 자유를 할 경

우,핵 방패를 제공한다.(3)다른 형태의 침략에 련된 경우에는,미국은 요청이

있을 때 하게 군사 경제원조를 제공한다.그러나 미국은 직 을 받고

있는 나라가 그의 방 를 하여 인력을 동원하는데 제1차 인 책임을 질 것을 기

한다....“닉슨.독트린”은 아세아 제국이 그들 자신의 방 에 있어서 좀더 책임있

는 역할을 증진하기 하여 공동의 자원을 보다 더 효과 으로 이용할뿐만 아니라,

장기 인 안목에서 가장 유효 할수 있는 미국의 외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논 하 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닉슨외교교서에 한 종합보고서(71년

도),”｢Nixon,Richard미국 통령의 외교교서｣,p.235,MF,C-0044(4092),외교부

외교사료 ;“70년 국가 안보외교의 방향,”｢한국 안보 계 자료,1968-71｣,pp.

256-257,MF,G-0022(4323),외교부 외교사료 ;서울신문사 편 ,｢주한미군 30년

｣(서울 :행림출 사,1979),p.35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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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하 다.닉슨독트린은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기존 안보 공약을 수

하되,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문제의 해결을 원칙으로 삼았다.653)지역

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기의 해결을 해 결이 아닌 화를 통한

상 등을 강조하 다.아･태지역에서 세력균형과 상호견제로 긴장을 완화

하고 아･태지역 안 을 유지하여 궁극 으로 미국의 부담을 감소시켜 나

간다는 략이다. 통령 당선 후 공과 소련 방문이 이러한 략의 행

동화를 보여주는 표 인 사례들이다.654)닉슨의 이러한 구상은 통령

에 당선되기 훨씬 이 에 이루어졌다.1967년 기고문에서 닉슨은 유사한

내용으로 미국의 아시아 략을 역설하 다.

나는 미국이 불안한 세계의 여러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산주의의 에 하

여 군사 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지나가버렸다거나 아니면 일방 인 구

원요청에 한 일방 인 응답은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

니다.그러나 다른 여러나라들은 세계의 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이 미래에 있어

서는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만일

필요했을 때 미국의 응답이 곧 비될 수 있도록 보장받기 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비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두조건이란

(a)그들 자신에 의한 을 억 르기 하여 지역국가들의 집단 이고,만일

이 집단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는 (b)미국에 하여 집단 인 원조요청을 한

다는 것 등이다.< 략>아시아의 장래를 계획함에 있어서 앞으로 미국의 엄한

압력을 가할 곳은 없고,그들의 실 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시

아인의 주도권에 맞는 미묘한 장려를 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구별이 피상 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것과 성취수단에 따른 효과면에

서 볼 때 아시아의 성미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한 일이다.미국과 아시아간

의 계에 있어서 요한 미래형은 아시아인의 주도권을 해서 미국의 지지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데 있다655)

닉슨의 1967년 기고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ASPAC을 아시아인에 의한

653)“‘아국과 자유아세아의 안 보장 책시안’에 한 통령 각하 분부,”｢APATO(아

시아･태평양조약기구)창설 구상,1968-69｣,p.63,MF,G-0012(3107),외교부 외교

사료 .

654) 선,“아스 의 오늘과 내일,”｢새충남｣제1권 6호 (1972.6월),pp.59-63.

655)RichardM.Nixon,"AsiaAfterVietNam,"ForeignAffairs(October1967), 한

민국 국회 번역문,"월남 이후의 아시아,"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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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방어의 표 인 노력으로 제시하 다.1969년 박정희 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미 각료회의에서도 로 스 국무장 이 같은 맥락

으로 한국의 ASPAC에 극 찬의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656)한편,닉슨

독트린은 1970년 2월 의회에 보낸 외교교서를 통해 공식화되었다.닉슨

독트린을 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

와 연계하여 독트린을 해석하고 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공의 을 억제하기 하여 고안된 군사 연 를 형성할

것을 원치 않았다.그러나 그러한 단체를 세우려는 석이 마련되었는데,아시

아 태평양지역각료이사회(ASPAC)가 그것이다.< 략> 그러나 ASPAC의

문화 경제 인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역동맹에 한 필요성이 더 이상 참

을래야 참을 수 없는 분한 한계 에 달한다면 공의 에 한 단결로서 그

러한 지역동맹을 가능 할수 있다.그런데 그 한계조건은 지역의 안 보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일치시키기 해서 극 으로 공헌하여 동맹

으로 발 시킴을 말한다.그리고 ASPAC은 특별히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격이다.657)

넷째,일본을 동아시아 안보확보의 보조자 역할에 활용하는 략을 구

사하 다.미국은 제2차 세계 이 끝난 후 지속 으로 일본을 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보조자 역할에 활용하는 략을 추진

하 다.이러한 미국의 지역 략은 1960년 후반에도 계속되었다.일본

의 역할 확 로 동아시아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략은 닉슨 행정부가 표

방한 아시아에 의한 아시아에서의 공산침략 지와 하게 연계된다.

일본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그 동안 감당하던 아･태지역 안보확보

의 일정부분을 맡을 수 있다고 단했기 때문이다.658)일본의 역할을 확

656) “한･미 정상간 단독회담록 양국 각료 회담록,” ｢박정희 통령 미국 방문,

1969.8.20.-25. 3권(V.1기본문서철)｣,p.177,MF,C-0033(3017),외교부 외교사료 .

657)RichardM.Nixon,"AsiaAfterVietNam,"ForeignAffairs(October1967), 한

민국 국회 번역문,"월남 이후의 아시아,"p.8.

658)“‘아국과 자유아세아의 안 보장 책시안’에 한 통령 각하 분부,”｢APATO(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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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구상은 닉슨이 통령에 당선되기 이 인 1967년에 작성한 기

고문에 잘 나타나 있다.기고문에서 닉슨은 “일본이 세계경제권에 한

지배권에 합할 만큼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함을 강조하

다.659)

1960년 후반에 미국이 일본의 역할 확 를 구상한 은 월남 극

복과 연계된다.660)미국 정부는 제2차 세계 이후 령하고 있던 오

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는 것을 매개로하여 일본의 역할 확 를 요구하

다.오키나와 반환을 해 미국은 1969년 11월에 오키나와를 1972년까

지 일본에 반환하고 반환 후에도 재의 미군기지는 계속 사용한다는 조

건으로 일본정부와 합의하 다.661)월남 이 계속되면서 미국 정부는 물

리 ･정신 으로 많은 노력을 투입하 으나 국내 반 여론의 확 는 물

론 희생자가 증가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 다.미국 정부는 오키나와를

반환하는 신 일본에 의한 아시아지역에서 정치 ･경제 으로 미국과의

역할 분담을 의도하 다.당시 사토 수상이 이끄는 일본 정부도 오키나

와의 조기 반환을 희망하는 국민여론을 감안하여 미국 정부가 반환과 연

계하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할 분담 방안을 극 으로 검토하 다.662)

일본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할분담에는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지역

에서의 경제원조나 지역 력에는 극 으로 참여하려는 의도를 표명하

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군사 성격의 집단안보

동맹을 포함한 군사분야에 한 역할 분담은 거부하 다.ASPAC의 군

시아･태평양조약기구)창설 구상,1968-69｣,pp.62-63,MF,G-0012(3107),외교부

외교사료 .

659)RichardM.Nixon,"AsiaAfterVietNam,"ForeignAffairs(October1967), 한

민국 국회 번역문,"월남 이후의 아시아,"p.13.

660)KenBooth,"AmericanStrategy:TheMythRevisited,"inBoothandM.Wright

(eds.),American Thinking about Peace and War (Sussex,England:The

HarvesterPress,1978),p.8.

661)김옥렬,“ASPAC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pp.54-55.

662)이상 ,“아시아 NATO구상의 좌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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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맹화에 한 확고한 반 의사 표명이 표 인 이다.사토 수상은

1969년 2월 6일 일본 국회에서 ASPAC의 군사동맹화에 반 한다는 의

사를 분명히 표명하 다.사토 수상의 국회 발언서 안 작성을 담당했

던 가나자와 일본 외무성 아시아부국장은 2월 6일의 사토수상의 발언이

ASPAC의 군사동맹화나 월남 참 국을 심으로 한 새로운 집단안보기

구에 한 일본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재확인해 주었다.663)

다섯째,미국 정부는 아시아지역에서의 세력균형 차원에서 공과의

계개선을 추진하 다.1960년 후반 미국의 공 정책은 이 인

모습을 보인다.한편으로는 공의 침략 을 직시하고 이에 응할

것을 강조하면서,다른 한편으로는 세력균형을 통해 소련을 쇄하기

해 공과의 계개선을 모색하 다.미국은 공의 을 직시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팽창을 지하 다.닉슨 행정부의 외

략 구상의 시 로 여겨지는 1967년의 기고문에서도 닉슨은 이러한 인식

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 다.닉슨은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

가 공의 에 응하는 한 석을 마련하 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일본,자유 국, 만,태국,말 이시아,월남,필리핀,호주,뉴질랜드 등

모든 회원국과 옵 버국으로서의 라오스는 “ 공의 을 날카롭게 의

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664)

미국의 공의 에 한 근본 인 인식은 유지되었으나,1960년

반 이후에 공정책의 변화를 도모하 다.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

의를 쇄하기 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을 수용하여 소련과 세력균형

을 도모하기 시작했다.665) 공 정권은 1949년 모택동에 의해 수립된 이

663)Airgram from Tokyo(A-147),“Japaneseparticipation in Pacific-AsiaTreaty

Organization,”19February1969,POL3ASPAC,SNF,Box1853,RG59,NA.이

상 ,“아시아 NATO구상의 좌 ,”p.64에서 재인용.

664)RichardM.Nixon,"AsiaAfterVietNam,"ForeignAffairs(October1967), 한

민국 국회 번역문,"월남 이후의 아시아,"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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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국 본토에서 자체 인 정치 안정을 이룩하기 시작했다. 후 공

산과 민주 양쪽으로 갈라졌던 이념분쟁이 차 완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

었기에 소련과 분쟁상태에 있는 공과의 계개선이 가능해졌다.미국

은 모택동이 공산주의자이기 이 에 민족주의 성향이 강함을 인식하

다.궁극 으로 소련과의 세력균형면에서 공을 미국 쪽에 끌어들이게

되면 미소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일 것으로 미국은 단하 다.1967

년 닉슨의 기고문에도 이러한 략 구상은 잘 나타난다.

장기 으로 볼 때 미국은 세계의 국가군에서 공을 원히 제외할 수는 없으

므로 이웃나라에 한 증오와 을 품고 있는 공의 환상에 양물을 주어

바로 잡아야 한다.이 조그마한 지상에는 그 노한 10억명의 인민을 이격시킬 장

소가 없다.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같은 장기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비참하게도

난 에 착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단기목표에서의 역사의 교훈을 터득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세계는 공의 변천이 있기 까지는 안 할 수 없다.그러

므로 우리들의 목표는 제사건에 향을 수 있는 범 에서 그러한 변천을 가

져오도록 유도되어야 한다.이러한 방법은 그들의 제국주의 야심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과 공의 국가 이익은 외국에 한 모험을 그만두고 국내문제의 해

결을 해 방향 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역설하여 공은 꼭 변화를 가져오

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득하는 것이다.666)

닉슨은 자신의 외교정책 구상을 해 개인자격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

시아 주요 국가들을 방문하 다.1967년 4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당

시 미국의 인도네시아 사 던 그린(MarshallGreen)과의 화에서 닉

슨은 “미국은 아시아로부터 지상군 개입을 여야 하고 공과의 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공에 한 개인 인 을 표명하 다.667)

통령에 당선된 닉슨에 의해 1969년 7월에 발표된 닉슨독트린을 바

665)박 ,“아시아 태평양 각료회의(ASPAC)의 외교 의의 재조명,”p.132.

666)RichardM.Nixon,"AsiaAfterVietNam,"ForeignAffairs(October1967), 한

민국 국회 번역문,"월남 이후의 아시아,"p.11.

667)ReportoftheSubcommitteeonInternationalOrganizationoftheCommitteeon

International Relation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Relations)(WashingtonD.D.:U.S.G.P.O.,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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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미국과 공의 계는 속도로 호 되었다.닉슨독트린은 아시

아 지역에서 미군과 미국의 기지를 단계 으로 축소,철수시킨다는 것을

의미했다.668)이러한 근은 국 공산정권 수립 이후 미국의 군 가 아

시아 각지에 주둔함으로써 국 공산 세력의 팽창을 막아왔던 쇄정책

의 변화를 의미하 다.669)닉슨 행정부의 공 략의 변화는 이후 키

신 미국 국무장 의 공 방문,닉슨 통령의 공 방문 등을 통해

구체 인 행동으로 이어졌다.670)

2)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

1960년 반 이후 한국에 한 미국의 안보정책은 양극체제라는 국

제체제의 큰 틀 속에서 설정된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쇄’라는 미국의

지역 략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동서 양진 의 끝단에서 변함없이 치

열한 이데올로기 인 립이 계속되는 한반도의 지･ 략 치와 상황

에 근본 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이를 증명하듯,1960년 반 이

후에도 한미 양국 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 방 공약의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한국군 화와 군사지원을 계속하 다.671)

1967년 닉슨의 기고문과 1969년 닉슨 독트린은 미국의 한반도 안보

668)RichardM.Nixon,"AsiaAfterVietNam,"ForeignAffairs(October1967), 한

민국 국회 번역문,"월남 이후의 아시아,"p.11.

669) 들 들면, 공은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에 해서도 미국의 주도에 의한

공 포 망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었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바 는 정

세하에서의 한.공 계,“ ｢한국의 국(구 공) 정책, 1972｣, p. 11,

C-0051(4846),외교부 외교사료 .

670)외교통상부,｢한국외교 60년｣(서울:외교통상부),p.132.미국 정부는 “1969.12.20

공완화책의 일환으로서 공통상완화 조치”하 으며,“1970.1.21.미국과 공

은 와로쏘에서 만 2년만에 제135차 사 회담을 개최하 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1970년 미국의 외교정책,”｢Nixon,Richard미국 통령의 외교교서,

1970｣,pp.34-35,MF,C-0036(3430),외교부 외교사료 .

671)1966년 10.31-11.2존슨 통령 방한,정상회담,1968년 4.17-20호놀룰루에서 존슨과 박정희

통령 정상회담 등이 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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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하나의 분기 이자 환 이 되었다.한국과 미국 두 나라 사이

의 양자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의 큰 틀은 유지되었다. 를 들면,1969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닉슨 통령은 자신의 소 닉슨 독트린을 박정희

통령에게 설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한국에 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확약

하 다.

만약 앞으로 그와 같은 한 도발행 를 북괴가 감행하 을 때는 미국은 <

략>그 응조치는 도발행 에 비하여 훨씬 강할 것이다.< 략>미국은 아시

아 지역에 있어서의 조약이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특히 한국에

한 조약 는 공약은 성실히 이행될 것입니다.67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미국 육군 제7사단 철수를 포함하여 세부

인 안보정책 추진에는 다양한 변화가 시도된 시기 다.673)박정희 정부

가 APATO를 구상하던 시기의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도 주한미군

주둔정책,한국군 능력 강화 지원정책,군사원조 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미국의 주한미군 주둔정책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제3장과 제4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960년 반까지 미국 정부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과 련된 논의가 계속되었다.미국 정부의 련 부처별 의견이 일치하

지 않고,한국이 월남에 참 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로 존슨행정

부 때 까지는 주한미군의 실질 인 감축은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닉슨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은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은 닉슨독트린과 연계하여 한국에서 미군 보병 1개 사단 철수를 결

정하고 시행하 다.닉슨 행정부가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에 따른 주한

미군 감축정책을 결정하 다.월남 의 교착과 미국의 국내여론 악화에

672) “한･미 정상간 단독회담록 양국 각료 회담록,” ｢박정희 통령 미국 방문,

1969.8.20.-25. 3권(V.1기본문서철)｣,p.192,MF,C-0033(3017),외교부 외교사료 .

673)“1969년의 우리외교,”｢한국의 외교정책,1969｣,pp.13-14,MF,C-0029(2939),외교

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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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닉슨의 외정책 환을 의미하는 닉슨독트린은 주한미군의 감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674)미국이 아시아와 극동의 군사 개입을

이고 우방국이 핵공격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공격을 받을 경우 당사국은

미국 지상군 병력의 지원을 기 하지 말고 1차 으로 방 책임을 져야

한다고 천명한 것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지상군도 철수 내지 감축될

것이란 암시와 직결되기 때문이었다.675)

주한미군의 감축은 1970년 7월 5일에 로 스(William P.Rogers)미

국 국무장 이 최규하 외무장 에게 공식으로 통보하 다.미국 정부는

1971년 6월까지 아시아에서 총 42,000명의 미군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그 에서 한국으로부터 제7사단 병력 2만 명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고 통보하 다.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일방 인 주한미군 감축계획

에 해 1966년 한국군을 월남 에 병할 때에 맺어진 라운(George

S.Brown)각서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때는 양국이 사 의 한다”는

약정을 반한 것이라고 지 하면서 반발하 다.아울러 만약 미국이 감

축을 단행할 경우에는 먼 한국군에 한 화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고 주장하 다.한국 정부의 반발이 계속되자 주한미군 감축을 통보한

다음 달인 8월 24일에 애그뉴(SpiroT.Agnew)미국 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논의하기 해 한국을 방문하 다.애그뉴 부통령은 박정희

통령과 면담하면서 “미국의 국내정세와 세계정세가 돌연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한국 정부의 이해를 구했다.676)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674)유재갑,“주한미군에 한 한국의 입장,”｢주한미군과 한미안보 력｣(성남:세종연

구소,1996),p.84.

675)Nam JooHong,America'sCommitmenttoSouthKorea(London:Cambridge,

1968),p.63.

676)" 통령 각하와 “애그뉴”미 부통령 간의 면담요록(I),"｢Agnew,SpiroT.미국 부통령

방한,1970.8.24-26. 2권 V.1기본문서철｣,p.213,MF,C-0042(3541),외교부 외교사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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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권 략은 물론 단 수 에서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

정이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 다.그러면서 애그뉴 부통령은 아래와 같

이 닉슨 독트린이 결코 미국 패권 략의 근본 인 변화가 아니고,그래

서 한국에 한 미국의 안보지원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다고 박정

희 통령을 설득하 다.

미국이 지원이나 후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미국은 한국을 계속

지원할 것이고 한 이 지역의 자유우방에 한 지원도 계속 할 것입니다.이와

련하여 한 가지 분명히 하고 하는 것은 미국이 이 지역 즉 아세아로부터

완 히 철수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곤난한 일로서 미국은 쏘련과 함께 양

강 국가로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여 나갈 것입니다.677)

박정희 통령이 주한미군의 감축에 동의하기 에 제시한 조건은 두

가지 다.박정희 통령은 주한미군을 감축한 후 한국군의 화가 실

천에 옮겨져야 하고,한국의 방 력이 증강되기 에는 추가 인 감군이

없다는 보장을 요구하 다.678)한국의 반발과 선행조건 두 가지에 한

미국 정부의 반 로 두 나라 사이의 교섭이 계속되었다.미국은 주한미

군 감축에 한 안으로서 한국군의 화를 한 5개년 계획의 소요

자 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고 1971년 3월부터 제7사단 철수를 시작하

여 6월말에 완료하 다.<표 5-2>에서 보듯이 1969년 말에 6만여 명 수

이던 주한미군은 1971년 말에 4만3천여 명 수 으로 감축되었다.닉슨

행정부 기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한 요인은 월남 의 실패

에 따른 미국 국내정치의 향을 우선 으로 꼽을 수 있다.월남 의 실

677)“1970년 미국의 외교정책,”｢Nixon,Richard미국 통령의 외교교서,1970｣,p.

196,MF,C-0036(3430),외교부 외교사료 .

678)" 통령 각하와 “애그뉴”미 부통령 간의 면담요록(I),"｢Agnew,SpiroT.미국 부통령

방한,1970.8.24-26. 2권 V.1기본문서철｣,p.245,MF,C-0042(3541),외교부 외교사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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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는 미국 국민의 여론 악화와 의회의 반응으로 이어졌다.

<표 5-2>1970년 후 주한미군 변화 추이679)

연 도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병력(명) 56,000 58,000 57,000 57,000 63,000 62,000 52,000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56,000 67,000 61,000 54,000 43,000 41,000 42,000

닉슨정부는 이러한 국내정치의 변화에 가시 으로 반응을 보여야 했

으며,아시아에서의 추가 인 지상군 투입에 의한 규모 쟁수행 개념

을 재검토하게 되었다.우리 정부도 아래와 같이 아시아 륙에서의 미

국의 반 인 주둔정책 변화는 닉슨독트린과 연계되며,닉슨독트린은

결국 미국 국내요소가 결정 인 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닉슨 행정부가 외문제에 치 하고 있음은 미국의 외정책이 국내문제에 미

치는 비 과 향이 크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략> 년 11월의 간선거에

비한 선거 캠페인으로서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미국의 외정책을 구체 으

로 밝 이에 한 국내외의 인식을 새롭게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찰된다.미

국의 막 한 부담에 한 국내비 여론,인종문제,공해문제 등 국내문제와 병

력 감축정책 아세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아세아 제국의 자립도가 높아졌다

는 정세 단은 ‘.독트린’을 낳게 하 고 이에 따른 월남 의 월남화 계획은

결국 주월미군의 철수를 실화 시켰으며,그 여 로서 주태 미군도 철수를 개

시하기에 이르 다.680)

둘째,주한미군 주둔정책과 더불어 정규모와 능력의 한국군을 유지

하는 것이 박정희 정부가 APATO를 구상하던 기간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의 요한 요소의 하나 다. 정규모와 능력을 갖춘 한국군을

679)유재갑,“주한미군에 한 한국의 입장,”｢주한미군과 한미안보 력｣(성남 :세종연구소,

1996),p.86.

680)“1970년 미국의 외교정책,”｢Nixon,Richard미국 통령의 외교교서,1970｣,p.

34,39,MF,C-0036(3430),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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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할수록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지하기 한 미국의 부담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모와 능력의 한국군을 유지하기 한 논

의는 한국의 지속 인 화 지원 요청을 바탕으로 닉슨독트린 선언 이

까지 미국의 역 정부에서 계속되었다.<표 5-3>에서 보듯이 1966년

존슨정부는 한국군을 2년 동안 7만 명 감축하는 결정을 하 으나 시행되

지는 않았다.

<표 5-3>1970년 후 한국군 규모 변화 추이681)

연 도 1958 1959 1960 1964 1968 1970 1976

병력(만명) 72 63 65 60 62 65 63

1968년 한반도에서의 일련의 북한 도발행 는 정규모와 능력의 한

국군 유지에 하나의 환 이 되었다.1968년 1.21사태로 한국 정부는

한국군을 감축하는 신 오히려 향토 비군의 창설이 필요함을 주창하고

이를 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 다.1968년 2월 밴스 미국 통령 특

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은 향토 비군 창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960년 후반에 북한의 비정규 도발이 증함에 따라 간첩작 능

력 향상을 한 미국의 지원도 요청하 다.1968년 4월 호놀룰루에서 개

최된 박정희 통령과 존슨 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박정희 통령은 미

국의 지원을 요청하 고,존슨 통령은 한국군 화계획에 한 지원

을 확약하 다.한국의 향토 비군 창설에 해서도 공감하고 미국의

681)유재갑,“주한미군에 한 한국의 입장,”｢주한미군과 한미안보 력｣(성남 :세종연

구소,1996),p.86;Byung-ok,Kil,Securitypolicydynamics:effectsofcontextual

determinantstoSouthKorea(Burlington,VT:AshgatePublishing Company,

2001),p.72;Taik-yoingHamm,ArmingtheTwoKoreas:state,capital,and

militarypower(New York,NY:Routledge,1999),pp.66-70;이규원,“이승만 정

부의 국방체제 형성과 변화에 한 연구”(박사학 논문,국방 학교,2011),p.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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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인 지원을 약속하 다.

닉슨 통령은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을 선언하여 재래식 무기에 의

한 공격을 받을 경우 을 받는 국가가 그 자신을 방어하기 해 우선

으로 그의 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선언하여 외정책의 일 환을 시

도하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트린 선언 직후인 1969년 8월 22일 샌

란시스코에서의 박정희 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닉슨 통령은 한국군

의 능력을 확보하는데 지원할 것을 약속하 다.이 회담에서 닉슨 통

령은 한국 안보의 긴요성과 한미 공동방 의 굳은 의지를 재확인하 다.

닉슨 통령은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의 통령은 한미 상호방 조약

에 의거하여 한민국에 한 무력공격에 응할 양국 정부의 굳은 결의

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682)

셋째,한국에 한 군사원조 한 주한미군 주둔정책, 정규모의 한

국군 유지와 함께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의 근간이었다.한국의 입장

에서도 안보에 한 투자를 최소화하고,경제발 에 주력하기 한 국가

략의 구 을 해서 미국의 군사원조는 한미동맹과 더불어 박정희 정

부 안보의 기본 축이었다.한국에 한 미국의 군사원조 정책은 제2차

세계 후부터 닉슨독트린 선언 이 까지 역 정부에서 주한미군 주

둔정책은 물론 정 규모와 능력의 한국군 유지 문제와 연계되어 지속

으로 검토되었다.한국 정부의 지속 인 군원 요청과 더불어 제3장의

<표 3-7>에서 본 바와 같이 닉슨 정부 이 까지 미국의 한국에 한

682)닉슨 행정부가 주한미군 1개 사단을 철수하는 정책을 결정하면서도 한국군의

화 지원을 약속하 다.1970년 7월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 통보에 한국

정부는 강력하게 반응하면서 한국군의 화를 미국이 지원해 것을 요구하 다.

애그뉴 미국 부통령의 한국 방문과 박정희 통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미국은 기

존의 한국에 한 방 공약의 확약과 더불어 한국군의 화에 한 지원을 약속

하 다." 통령 각하와 “애그뉴”미 부통령 간의 면담요록(I),"｢Agnew,SpiroT.미국

부통령 방한,1970.8.24-26. 2권 V.1기본문서철｣,p.245,MF,C-0042(3541),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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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원조는 반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1968년 1.21사태로 한미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었다.그러자 한국의

미 불만을 해소하기 해 존슨 통령은 한국 정부에 한 미국의 지속

인 안 보장을 재천명하고 군사지원을 보장하기 한 목 으로 1968년

2월 11일 반스(CyrusVance) 국방차 을 특사로 한국에 견하 다.

반스 특사는 2월 15일 한미 공동성명에서 방 조약상 약속을 재확인함은

물론 한국에 한 추가원조 등을 합의하 다.683)

그러나 닉슨 통령이 집권하면서 미국의 군사원조 정책은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주한미군의 철수와 연계하여 한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한 차 제공을 약속하 고,군사원조에서 차 차 도입으로 방향을

환하 다.1970년에 추진한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정책에 하여 한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 추가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반 하면서 한국이

자체능력을 가질 때까지 한국군에 한 미국의 지원을 요구하 다.1971

년 2월 미국은 제7사단의 철수에 한 조치로 한국군의 화계획을

하여 1971년부터 1975년까지 5년간 15억 달러의 군원을 한국에 제공하

기로 결정하 다.684)동시에 미국은 <표 5-4>에서 보듯이 군사원조를

차 으로 바꾸어 국군 화를 한 지원과 방 분담을 한 방 산업을

지원하 다.미국의 한국 방 산업에 한 지원 결정은 주한미군의 철수

에 한 조치와 더불어 한국의 경제성장을 고려한 단이었다.이러한

단을 기 로 1960년 까지 한국에 소모성 군사품목의 생산만 장려하고

무기와 기타 장비는 미국에 의존하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환하 다.685)

683)조 갑,｢한국 기 리론｣(서울:팔복원,2000),p.511.

684)김용호,“제10장 제3･4공화국의 외정책,”p.400.당 한국은 감군의 가로 30억

달러의 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미 의회의 군사비 삭감추세와 10월 유신에

한 미국 내 비 등으로 15억 달러의 군원이 약속 로 집행되지 않았고,한국군

화 5개년 계획은 2년간 지연되어 완료되었으며,소요 비용도 총액의 3분의 1

이상을 한국측이 담당하 다.

685)서울 학교 한미 계연구회,｢ 이 보고서｣(서울 :실천문학사,1986),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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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1970년 후 미국의 한 군사원조 변화 추이686)

구 분 연도
무상군사원조액

(백만불)

차

군사총액
(백만불)

한국정부

국방비총액
(백만불)

존슨

1965 196.7 108.7

1966 238.1 145.3

1967 435.0 180.1

1968 673.1 232.1

닉슨

1969 457.0 288.5

1970 386.1 319.7

1971 482.5 15.0 353.1

1972 548.0 17.0 450.1

닉슨 행정부의 군사원조 정책 결정은 월남 에 한 미국의 국내여론

과 한국 정부의 지속 인 원조 요청이 고려되었다.월남 의 장기화와

희생의 증가에 따른 국민의 반 여론은 물론 막 한 쟁경비 지출에 따

른 의회의 산감소 압력은 행정부의 정책결정에 요한 요소들이었다.

존슨 행정부는 물론 닉슨 행정부의 지속 인 군사원조 정책 결정에는 한

국의 지속 인 요청도 고려되었다.박정희 통령은 존슨은 물론 닉슨

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마다 군사원조를 요청하 다.박정희 통령

은 이들에게 한국의 궁극 인 안보 략은 ‘자주국방’태세를 갖추는 것이

며,미국의 군사원조가 계속되어야 이러한 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득하 다.687)

3)APATO구상 시기 미국의 지역패권 략

1960년 반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략도 '소련 쇄'라는 미국의

패권 략과 연계되어 수립되고 추진되었다.월남 의 개상황은 1960년

686)이 섭,｢한국국제정치론｣(서울 :법문사,1987),p.168.

687)“한.미간의 안문제(｢로 스｣미 국무장 방한자료),”｢Rogers,William P.미국

국무장 방한,1969.7.31.-8.1｣,p.14,MF,C-0035(3042),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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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으로 갈수록 미국의 동아시아 략에 결정 인 향을 주었다.

기본 으로 미국과 소련이 첨 하게 립하는 양극체제라는 국제체제와

연계하여 동아시아에서의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립은 계속되었다.월남

의 장기화로 미국의 국내여론이 새로운 지역 략의 모색을 압박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을 직시하고 지역 패권국으로

서의 역할을 유지하려고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남 의 장기화로 희

생이 커지고 국민의 반 여론이 확 되자 미국 정부는 소극 인 개입으

로 아시아에서의 상을 유지하려는 략 변화를 시도하 다.미국의

동아시아 략의 핵심은 아시아에 의한 아시아의 방 를 강조하면서 미

국의 보조 역할에 의해 지역 안정과 발 을 도모하는 것이었다.월남

에 한 미국 국민의 반 운동에 매역할을 한 것은 미군이 략 으

로 승리했던 민족해방 선과 월맹군에 의한 1968년의 1월의 구정공세

다.구정공세에 이어지는 국내 반 여론으로 인해 미국은 평화 상 제의

를 포함해서 월남 의 조기 마무리를 시도했다.

월남 의 상황이 미국의 지역 략을 압도하면서 통령에 당선된 닉

슨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자신의 안보에 한 일차 책임을 지

게 한다는 새로운 외정책 방향을 제시하 다.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기존의 안보 공약은 미국이 수하지만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문제의

해결을 원칙으로 정한 것이다.이와 더불어 미국은 경제 국으로 성장한

일본을 동아시아 안보 확보의 보조자 역할에 활용하는 략을 구사하

다.이를 해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 반환 상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지

역에서의 역할 분담 방안을 검토하 다.하지만 일본의 지역 안보에

한 역할분담은 한계가 있었다.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을 구실로 군사분야

에서의 역할 분담에 매우 소극 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 공을 지역의 세력으로 인식하면서도,소련과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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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과의 계개선을 추진하 다.닉슨이

통령에 당선되면서 이러한 략이 추진되었으며,키신 국무장 은 물

론 닉슨 통령의 공 방문으로 구체화되었다.따라서 박정희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조약기구를 구상하던 1960년 반 이후의 미국의 동아

시아 략은 월남 으로부터 벗어나기 해 소련의 공산이데올로기 확산

을 쇄하는데 소극 으로 나서는 정책을 추진한,‘상유지’ 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60년 후반에도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도 양극체제의 틀 속에

서 동아시아에서의 소 쇄 략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닉슨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미군 주둔정책, 정규모의 한국군

유지,군사원조 정책 등 한반도 안보정책에 다양한 변화가 시도된 시

기 다.

우선,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정책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월남

의 교착과 미국의 국내여론 악화는 주한미군 감축정책의 결정으로 이어

졌다.1970년 5월에 미국 정부는 공식으로 한국에 주한미군의 감축을 통

보하고 2만 여명의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닉슨독트린은 물론 미국의

국내요소가 한반도 안보정책의 향요소 다.한국군 능력 강화를

한 미국의 지원정책은 주한미군의 감축과 연계되어 큰 변화없이 계속되

었다.주한 미군의 감축에 한 선결조건으로 박정희 통령은 한국군

화 지원을 내세웠다.한미 양국 정상회담은 물론 고 료들의

에서도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반복 으로 이러한 선결조건과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 고,미국 정부는 한국군 화를 한 극 인 지원을

약속하 다.

APATO를 구상하던 시기의 미국의 한 군사원조정책에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군사원조에서 차 차 도입으로 방향이 환되었다.아



-316-

울러 한국의 방 산업 육성을 지원하 다.닉슨 행정부의 군사원조 정책

결정에는 월남 에 한 미국의 국내여론과 한국 정부의 지속 인 원조

요청이 고려되었다.지 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박정희 정부가

APATO를 구상하던 시기에 한반도에서의 공산침략과 확산의 지라는

략 틀은 유지한 가운데 이를 구 하기 한 세부 안보정책의 구 에

있어서는 제2차 세계 이후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는 시기 다.688)

따라서 박정희 정부가 APATO를 구상할 당시 한반도에서의 안보 상

강화를 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반 으로 상을 유지하기 한

‘소극 인 지원’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 으로, 에서 살펴본 것처럼 박정희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조약

기구를 구상하던 시기에 미국은 상을 유지하려는 동아시아 략과 소

극 인 지원으로 환된 한반도 안보정책을 추진하 다.따라서 이 시

기에 미국의 지역패권 략은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의 안보문제에 소극

으로 개입하는 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689)

4.APATO구상에 한 미국의 인식

한국 정부가 동맹의 보완 방안으로 모색한 APATO구상에 한 미

국의 인식은 부정 (negative)이었다.한국 정부는 내부 으로 APATO

688)한용섭은 당시의 상황을 “미국이 한국에 한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를 꾸 히 제공

해 왔지만,월남 에 한 미국 내의 비 여론 때문에 1969년 닉슨 통령의 닉슨

독트린 후 주한 미군 1개 사단을 철수하여 미국이 한국을 버렸다는 우려가 극에

달했다”고 평가하 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한용섭,｢자주냐 동맹이냐 :

21세기 한국 안보외교의 진로｣(서울 :오름,2004),p.29.

689)미국의 신행정부는 아시아 방어정책에 있어 종 의 수세 상유지를 답습할 의

향이나 동시에 미국의 직 인 참여내지는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을 모색하 다.

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아국과 자유아세아의 안 보장 책시안’에 한

통령 각하 분부,”｢APATO(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창설 구상,1968-69｣,p.63,

MF,G-0012(3107),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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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상을 시작한 후 미국에 정부 차원의 견해를 요청했었다.APATO

구상의 추진을 한 미국 정부의 력을 요청하기 해 리엄 포터 주

한미군 사에게 기본 구상을 설명했었다.APATO에 한 미국의 기

반응은 정 이었다.정부 계자들은 “미국의 반응을 타진한 결과,닉슨

정권이 이 문제를 요정책과제로 삼을 것이 명확해졌다”고 희망 인 분

석을 하 다.690)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PATO에 한 미국의 반응은

차 소극 으로 변화하 고,종래에는 이에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일본의 참여를 지원하는 한국의 요청에 해서도 일본에 압력을

가할 수 없다고 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미국이 한국의 APATO 구상을 부정 으로 인식한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첫째,APATO구상의 추진이 월남 의 조기 종

결을 포함한 아･태지역 안보문제에 해 소극 으로 개입하려는 미국의

지역패권 략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아시아에서의 안보

문제에 해 극 으로 개입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역내에서

의 지역집단안보체제 구성은 다른 형태의 미국의 개입(commitment)

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1969년에 한국을 방문한 마샬 그린 차 보도 월

남 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집단안보체제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자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둘째, 공과의 계 개선을 통해 역내에서 소련과의 세력균형을 모색

하는 미국의 지역 략과 역내에서 지역 집단안 보장체제를 구축하려는

APATO의 구상이 상충되기 때문이었다.한국이 구상하는 APATO는

공을 핵심으로 한 역내에서의 공산주의 에 응하는 것이 기본 인

출발 이었다. 공과의 계 개선을 모색하는 닉슨 행정부로서는

APATO의 지원이 자국의 국가이익 추구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690)“안보기구(PATO)창설 고무 ‘일본 등도 결국 동의하게 될 터’,”『서울신문』(196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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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했을 것이다.

셋째,일본과 오키나와 반환을 교섭하는 단계에 있던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에 압력을 가하여 한국이 추진하려는 APATO에 력하도록 할 수

가 없는 상황이었다.미국의 국가이익 차원에서는 오키나와의 반환 교섭

을 성공 으로 이행하는 것이 더 시 했다.한국 정부가 일본의 설득을

요청했을 때 미국은 표면 으로는 일본이 장래에 역내에서 보다 확 된

안보상의 역할을 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미

국의 설명이었다.그러나 내면 으로는 오키나와 반환 교섭에 결코 향

을 미치면 안 된다고 단했을 것이다.

넷째,APATO 구상에 한 주변국의 낮은 호응도 한 미국이 한국

의 동맹의 보완 략을 부정 으로 인식하는 이유 다.한국 정부는

APATO를 구상한 후 역내 우방국들에게 지지를 요청하 다. 쟁을 수

행하고 있는 월남은 이에 극 찬성하 다.그러나 일본,태국 등 주요

우방국들은 공의 을 상정한 군사 력에 으로 반 하 다.

역내 국가들의 이러한 견해는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방어를 표방하는

닉슨 독트린의 구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했을 것이다.

결론 으로,박정희 정부가 동맹의 보완 방안으로 추진한 APATO

구상이 자국의 지역패권 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단을 바탕으로

미국은 이러한 동맹의 보완 략을 부정 으로 인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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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APATO구상 추진의 향요인 : 략 리더십

1.정책결정자들의 외부환경 인식

정책결정자들의 리더십이 박정희 정부의 외안보 략에 미친 향을

살펴보기 해 략 리더십을 미국의 패권 략과 외 안보 에

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정책추진에 필요한 국내 자원 동원과 추출 능

력,국내지지 유지라는 세 가지 지표로 조작화하 다.정책결정자들의 범

에 통령은 물론 통령의 핵심측근,안보와 경제부처의 핵심 료들

을 포함하 다. 료들의 범 는 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직 보좌기구

와 행정부 료들에 국한하여 살펴볼 것이다.691)한국 정부가 APATO를

구상하던 시기에 박정희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의 미국의 지역패권 략과

외 안보 에 한 인식을 닉슨 독트린,주한미군 철수,북한도발 증

가, 공 증 ,미국의 월남 종결 추진이라는 다섯 가지로 구분하

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92)

첫째,닉슨독트린에 한 박정희 정부의 인식을 살펴보면,박정희 정

부는 닉슨독트린이 발표된 이후도 미국이 아시아 방어에 보다 더 능동

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인식하 다.이러한 인식을 토 로 미국의 한

반도 정책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망하 다.미국의 아시아 략

691)오석홍에 따르면 박정희정부 기간 3차에 걸쳐 정부조직을 개편하 다.1차 개편(1961.5.26

10.2)에서는 경제기획원과 국토 리청을 신설하 고,2차 개편(1963년 12.14)에서는 노동

청,철도청,수로국 등을 신설하 다.3차(1970.8.3)개편에서는 국세청,병무청,문화공보부

개편 등을 단행하 다.이러한 정부조직의 확 로 인해 행정부가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으로

부터 정치 으로 격리되게 되고,정책결정과 집행을 료들이 주도 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오석홍,“행정개 의 개와 과제”,｢사상과 정책｣Vol.2,No.4(1985,가을호),pp.34-56.

692)실제로 1969년 한미정상회담 자료에 보면 한국 정부는 1970년 에 아세아정세와 그

망에서 국군 철수,닉슨 행정부의 새로운 아세아정책 지역 내 안 보장을

한 재조정과 연쇄반응 인 정세발 ,월남 쟁,일본의 군사력강화, 공의 ,

소분쟁을 정세 향요소로 꼽고 있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1970년 의

동아세아정세 망,”｢Rogers,William P.미국 국무장 방한,1969.7.31.-8.1｣,pp.

52-53,MF,C-0035(3042),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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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한반도 안보정책에 인 향을 주는 새로 집권한 닉슨

행정부의 외 략은 박정희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에게도 가장 요한 외

부환경의 변화 다.1969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박정희 통령은 미외교

가 우리나라 외 략의 주축이 될 것으로 천명하면서 닉슨 통령의

외정책은 아시아 방 에 더 능동 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망하 다.

미국의 차기 ‘닉슨’ 통령은 ‘아시아’문제에 해 구보다도 깊은 이해와

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공산권에 해서는 구보다도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니다.‘아시아’방 문제에 해 기우하는 측이 있으나,내

가 보기로는 미국은 보다 더 ‘아시아’방 에 능동 자세를 취할 것으로 망

합니다.693)

1969년 7월에 닉슨 통령이 ‘닉슨독트린’으로 불리는 새로운 외 략

을 발표했다.박정희 통령은 우선 닉슨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닉슨독

트린의 배경과 정확한 의미,그리고 우리나라에 한 유의성을 확인하고

자 하 다.당시 한국 정부의 닉슨독트린에 한 입장과 은 다음의

정부문서에 잘 나타나 있다.

닉슨 통령은 1969년 7월 25일 아세아 제국순방 도상 “ ”도에서 아세아 방

에 련하여 기본 인 정책노선으로 구상하여 밝히었고,그후 “닉슨.독트린”으로

알려진 그 노선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1)미국은,미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상

의 방 공약을 수한다.92)미국은,어느 핵보유국이 미국과 맹방 계에 있는

나라 는 미국의 안 과 그 지역 체의 안 상 주요하다고 단되는 나라의

자유를 할 경우,핵 방패를 제공한다.(3)다른 형태의 침략에 련된 경우

에는,미국은 요청이 있을 때 하게 군사 경제원조를 제공한다.그러나

미국은 직 을 받고 있는 나라가 그의 방 를 하여 인력을 동원하는데

제1차 인 책임을 질 것을 기 한다.< 략>“닉슨.독트린”은 아세아 제국이 그

들 자신의 방 에 있어서 좀더 책임있는 역할을 증진하기 하여 공동의 자원

을 보다더 효과 으로 이용할뿐만 아니라,장기 인 안목에서 가장 유효 할

수 있는 미국의 외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논 하 다694)

693)“1969년 박정희 통령 연두기자회견 연설문,”http://www.pa.go.kr/include/print_

pop.jsp(2010.1.21.검색).

694)1970년 우리 정부가 정리한 닉슨독트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닉슨 통령은

1969년 7월 25일 아세아 제국순방 도상 “ ”도에서 아세아 방 에 련하여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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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이 에서 새로운 외 략인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 지 불과 1

개월 후인 1969년 8월에 박정희 통령은 샌 란시스코에서 닉슨 통령

과 정상회담을 했다.8월 22일의 기자회견에서 양국 통령은 표면 으

로 한국의 안보에 한 미국의 지원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하

다.실제 통령과의 단독회담 내용을 보면 닉슨 통령은 자신의 소

닉슨 독트린을 박정희 통령에게 설명하면서 한국에 한 안보공약을

확약하 다.695)

박정희 통령도 미국의 새로운 외 략의 기본취지에 충분히 동의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696)박정희 통령은 한국도 스스로 국가안보를

확보하려는 기본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 다.다만 아

직 충분한 국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함은 물론 북한의

인 정책노선으로 구상하여 밝히었고,그후 “닉슨.독트린”으로 알려진 그 노선의 골

자는 다음과 같다.(1)미국은,미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상의 방 공약을 수한다.

2)미국은,어느 핵보유국이 미국과 맹방 계에 있는 나라 는 미국의 안 과 그

지역 체의 안 상 주요하다고 단되는 나라의 자유를 할 경우,핵 방패를

제공한다.(3)다른 형태의 침략에 련된 경우에는,미국은 요청이 있을 때 하

게 군사 경제원조를 제공한다.그러나 미국은 직 을 받고 있는 나라가 그

의방 를 하여 인력을 동원하는데 제1차 인 책임을 질 것을 기 한다....“닉슨.

독트린”은 아세아 제국이 그들 자신의 방 에 있어서 좀더 책임있는 역할을 증진하

기 하여 공동의 자원을 보다 더 효과 으로 이용할뿐만 아니라,장기 인 안목에

서 가장 유효 할수 있는 미국의 외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논 하 다.”세

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70년 국가 안보외교의 방향,”｢한국 안보 계 자료,

1968-71｣,pp.256-257,MF,G-0022(4323),외교부 외교사료 .

695) “한･미 정상간 단독회담록 양국 각료 회담록,” ｢박정희 통령 미국 방문,

1969.8.20.-25. 3권(V.1기본문서철)｣,p.192,MF,C-0033(3017),외교부 외교사료 .

696) 를 들면,박정희 정부는 닉슨 독트린 선언 배경에 해 “닉슨 행정부가 외문제

에 치 하고 있음은 미국의 외정책이 국내문제에 미치는 비 과 향이 크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략 > 년 11월의 간선거에 비한 선거 캠페인으로서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미국의 외정책을 구체 으로 밝 이에 한 국내외의 인식

을 새롭게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찰된다”.“미국의 막 한 부담에 한 국내비

여론,인종문제,공해문제 등 국내문제와 병력 감축정책 아세아에서 긴장이 완

화되고,아세아 제국의 자립도가 높아졌다는 정세 단은 ‘.독트린’을 낳게 하

다”고 분석하 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1970년 미국의 외교정책,”｢

Nixon,Richard미국 통령의 외교교서,1970｣,p.34,39,MF,C-0036(3430),외교

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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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존하고 있어서 미국의 군사원조와 주한미군 주둔 등이 필수

이라고 직 으로 입장을 표명하 다.697)

통령께서 앞서 말 하시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한국의 사정을 말 드

리고 합니다.김일성은 지난 10년 이상에 걸쳐 소 그가 주장하는 무력 화

통일을 하여 군비를 가추고 있으며 김일성이가 할수 있는 역량내에서는 모든

비가 다 되어 있다고 니다.따라서 기회만 있으면 그는 그러한 짓을 감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그리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서 한국내에 미국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략>한국에서 북괴의 도발 인 험을 방지하기

해서 한국군의 방 능력을 강화하여 북괴로 하여 그들이 무력으로서는 도

히 침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 방지하는 것이 가장 명한 방

법이라고 생각합니다.한국의 방 능력 강화 방법으로서는 주한 미군을 증강 강

화하는 것 보다는 한국군의 투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박정희 통령은 국민들의 닉슨독트린에 한 불

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통령 개인 으로도 닉슨 통령과의 직

인 화를 통해 상 방의 의도를 확인함은 물론 자신의 견해도 충분히

밝히는 기회가 되었다.더불어 한국의 경제발 을 한 추가 인 지원을

요청하 다.이러한 회담 결과를 반 하듯,1969년 우리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미국은 아주지역 방 의 비미국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

하 지만,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아세아정책의 구상 에서 추진될

것이며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단하 다.698)미국의 새로운 외 략

에 해 박정희 정부는 낙 으로 응하 다.국가 정상들의 회담에서

도 통상 인 외교 례를 벗어나서 수도 워싱턴이 아닌 샌 란시스코

에서의 만남도 마지않았다.새로운 략을 구상하여 발표한 당사자인 닉

슨 통령과의 회담은 담 형식은 아니지만,직 으로 의혹을 해소하

697) “한･미 정상간 단독회담록 양국 각료 회담록,” ｢박정희 통령 미국 방문,

1969.8.20.-25. 3권(V.1기본문서철)｣,p.196,MF,C-0033(3017),외교부 외교사료 .

698)“1969년의 우리외교,”｢한국의 외교정책,1969｣,pp.13-14,MF,C-0029(2939),외교

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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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심도 있는 개인 인 화를 통해 국가 략 구 을 한 지원을 호소

하는 기회 다.당시 우리 정부는 닉슨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분석

하면서 궁극 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아시아 정책의 틀에서 추

진될 것이며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단하 기 때문이다.699)

아울러 계속해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 다.1968년 4월 박정희 통

령이 미국(하와이)을 방문하기 한 비 자료에도 한국 정부의 미국을

통한 한국방 목 달성의 의도가 보인다.당시 외무부에서 작성한 정

상회담 참고자료에 보면 “미합 국은 한민국에 한 무력공격은 동시

에 주한미군 미합 국에 한 공격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주한미군에

한 무력공격은 동시에 한민국에 한 공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함.따라서 미합 국은 한민국 는 주한미군에 한 공산군

의 모든 무력공격이 즉각 한미 양국 군 의 공동노력으로 격퇴될 것임을

명백히 함. 한 미합 국은 공산 측으로부터 한민국에 하여 있을

수 있는 어떠한 핵무기에 의한 공격에도 이에 효과 으로 처하고 한

즉각 으로 반격할 수 있도록 비태세를 갖출 것임을 선언함”이라고

고 있다.700)

한편,1967년 3월 정일권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할 때 토의자료를 보

면,ASPAC추진과 한미동맹이 별개의 사안임을 잘 보여 다.비록 한

국이 지역 국가들끼리의 력을 바탕으로 하는 외안보 력을 시도하고

있지만,한미동맹이 요하다.그래서 한국군 화가 필요하니 미국이

지원해달라는 것이 당시 한국 정부의 논리 다.당시 외무부 구미국에서

작성한 토의자료에 보면 “한국은 자유진 의 기지로서 요한 략

699)“1969년의 우리외교,”｢한국의 외교정책,1969｣,pp.13-14,MF,C-0029(2939),외교

부 외교사료 .

700)“참고자료,”｢박정희 통령 미국방문,1968.4.17-19｣,p.9,MF,C-0026(2577),외

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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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에 치하고 있으며,특히 한국이 치하고 있는 아세아는 세

계를 통하여 쟁 발발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따라서 한국과 아

세아의 안 보장을 하여 한미공동방어태세를 강화하는 확고한 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이와 같은 한미공동방어태세를

강화하기 하여 국군의 화가 생각되는데 먼 지상군의 장비가 증

강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고 고 있다.701)

한편,일부 안보부처 료들의 역량과 능력의 부족함도 일부 노정되었

다.닉슨 독트린에 해 지나치게 낙 으로 해석하 다. 료들은 닉슨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장래 안보문제는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단하 다.주한미군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국에 한

공약이 계속 지켜질 것이며 한국군 화와 자주국방 체제 확립을 한

미국의 원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미국의 결의를 토 로 이러한 단

을 하 다.702)한국의 외안보 략에 한 미국의 지지에 해 지나치

게 낙 한 측면도 있었다. 를 들면,정일권 국무총리는 1969년 신년 기

자회견에서 한국이 제안한 APATO는 미국 정부의 지지 여하에 달려 있

다고 하면서 “지 까지 공식･비공식 외교채 을 통한 미국의 반응은 아

주 정 이다”,“12월 하순 본국을 방문한 포터 주한 미 사를 통해서

집단안보기구창설에 한 미국의 반응을 타진한 결과,닉슨정권이 이 문

제를 요정책과제로 삼을 것이 명확해졌다”,“구체 인 의는 닉슨정

권의 정책 아웃라인이 명확해지는 로 시작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드

러냈었다.703)1970년에 주한미군 철수를 통보 받고도 한국 정부가 3개월

701)“토의자료,”｢정일권 국무총리 미국방문,1967.3.10-19｣,p.167,MF,C-0021(2135),

외교부 외교사료 .

702)“닉슨외교교서에 한 종합보고서(71년도),”｢Nixon,Richard미국 통령의 외교교

서｣,p.235,MF,C-0044(4092),외교부 외교사료 .

703)“안보기구(PATO)창설 고무 ‘일본 등도 결국 동의하게 될 터’,”『서울신문』(196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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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도 같은 맥락이다.704)

둘째,주한미군 철수에 해서 박정희 정부는 심각한 안보 으로 인

식하 다.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군의 화와 추가 인 미군의

감군이 없다는 약속을 미국 정부가 해주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는 주

장을 굽히지 않았다.미국 정부는 1970년 3월 20일 국가안보결정

(NSDM)제48호에 근거하여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 육군 제7사단의

철수를 결정하 다.705)주한미군의 철수는 미국 국내정치의 직 인

향을 받았다.장기간에 걸친 월남에서의 쟁에 막 한 경비를 지출하여

의회의 산감소 압력과 국민의 반 여론이 높아지자 아시아에 한 개

입을 일 수밖에 없었다.미국의 국내정치의 향력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들의 단계 인 철수로 이어졌다.미국은 주

한미군 1개 사단을 포함하여 1971년 반기까지 주 월남,주필리핀,주

태국 미군의 일부를 철수시켰다.706)

미국 정부는 1970년 8월에 애그뉴 부통령을 한국에 보내서 주한미군

철수를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 다.박정희 통령은 애그뉴 부통

령이 가져온 미국 정부측의 제안을 끝까지 거부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련한 2가지 조건을 미국이 받아들일 것을 고집하 다.미국 정부의 철군

결정은 1969년 닉슨 통령과의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과 달라서 우선 그

배경을 확인하 다.박정희 통령은 애그뉴 부통령에게,“작년 8월에 닉

슨 통령과 만나 이야기 했을 때는 주한 미군의 감축에 해서 일언반

704)정부는 국방부 장 정내 의 이름으로 미군철군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미군철수 결

정의 번복을 요구하는 고를 1970년 9월 25일 워싱턴타임스지에 게재했다.

705)https://www.fas.org/irp/offdocs/nsdm-nixon/nsdm-48.pdf(2010.1.20.검색)

706)한국 정부는 1969년의 분석에서 미국이 25,000명의 주월미군을 년 8월말까지 철

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6월 20일에는 연말까지 10만병력 철수계획을 밝힌 것은

월남 내지는 아세아지역에 있어서의 비미국화정책의 일환으로 밖에 간주될 수 없

다고 단하 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한.미간의 안문제(｢로 스｣미

국무장 방한자료),”｢Rogers,William P.미국 국무장 방한,1969.7.31.-8.1｣,p.

202,MF,C-0035(3042),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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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언 되지 않았었는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감군 문제가 나와 놀랬

으며,주한 미군의 감군이 제외되지 않은데 있어서는 특수한 이유가 있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에 한 배경 설명을 요구하 다.707)닉슨

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와 같은 맥락으로 박정희 통령은 “우리가 우

리의 경제와 국방을 언제까지나 미국에 신세를 질수 없으니 우리가 자립

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단계 으로 이룩되어

야 할 것”이라며,한국은 아직 자립을 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하 다.708)애그뉴 부통령이 한국 정부 료들과의 논의를 통

해 제시한 2개의 합의안에 해서도 인 반 의견을 표명하 다.

물러설 수 없는 조건 2개를 고집하 다.박정희 통령은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이번에 주한 미군을 감축한 후 한국군의 화가 실천에

옮겨지고 우리의 방 력이 증강되기 에는 추가 인 감군이 없다는 보

장이 없다면 동의할 수 없다.내가 설명한 입장과 견해를 귀국하면 닉슨

통령에게 보고하고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하면서,애그뉴 부통령에게 물러설 수 없는 조건 2개

를 끝까지 고집하 다.709)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의 안보를 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동

시에 박정희 정부는 자체 인 안보역량을 확충하 다.미국의 외정책

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인식하 기 때문이었

다.710)1968년 1.21사태에 한 미국의 응을 경험하면서 창설했던

707)" 통령 각하와 “애그뉴”미 부통령 간의 면담요록(I),"｢Agnew,SpiroT.미국 부통령

방한,1970.8.24-26. 2권 V.1기본문서철｣,p.186,MF,C-0042(3541),외교부 외교사

료 .

708)" 통령 각하와 “애그뉴”미 부통령 간의 면담요록(I),"｢Agnew,SpiroT.미국 부통령

방한,1970.8.24-26. 2권 V.1기본문서철｣,p.190,MF,C-0042(3541),외교부 외교사

료 .

709)" 통령 각하와 “애그뉴”미 부통령 간의 면담요록(I),"｢Agnew,SpiroT.미국 부통령

방한,1970.8.24-26. 2권 V.1기본문서철｣,p.245,MF,C-0042(3541),외교부 외교사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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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군 장비의 보충과 훈련을 강화하여 반 인 역량과 역할을 확충해나

갈 것을 1969년 신년사에서 표명하 다.711)아울러 자주국방 태세의 강

화를 강조하 다.박정희 통령은 1969년 신년사에서 이미 자체 인 안

보역량 강화의 요성을 역설함은 물론 ‘자주 국방’의 개념에 해서도

아래와 같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 다.

자주 국방이란 개념에 해서 일부에서는 혹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

니다마는 이것을 쉽게 말하면,우리 마을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지켜야 되겠고,

우리 직장은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겠고, 같은 이치로 우리

국토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되겠읍니다.자기 마을에 이 침입해 왔는데 그 마

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을 지킬 생각을 안하고 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남보고 와서 도와 달라,이런 것은 자주 국방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우리 국방

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우리 국방은 우선 일차 으로는 우리 힘으로 막아

야 되겠습니다.물론 우리 힘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이웃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

연한 것입니다.그 게 해서 차 우리의 자주 국방 역량을 키워 나가서 어느

때 가서는 남의 도움이 없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방은 우리 독자 인 힘으로 이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길러 나가자 하는 것이 자주 국방 태세를 강

화하자는 뜻입니다.712)

방 산업의 집 인 육성도 이러한 자체 인 방 역량의 강화 노력

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자체 인 방 역량의 강화와 더불어 모든 자유

우방 국가들과의 유 강화를 통한 방 역량의 강화도 동시에 추진하

다.713)

셋째,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박정희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북

한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었다.박정희 통령은 국민 연설을 포함

710)“70년 국가 안보외교의 방향,”｢한국 안보 계 자료,1968-71｣,p.254,MF,

G-0022(4323),외교부 외교사료 .

711) “1969년 박정희 통령 연두기자회견 연설문,” http://www.pa.go.kr/include/

print_pop.jsp(2010.1.21.검색).

712) “1969년 박정희 통령 연두기자회견 연설문,” http://www.pa.go.kr/include/

print_pop.jsp(2010.1.21.검색).

713) “1969년 박정희 통령 연두기자회견 연설문,” http://www.pa.go.kr/include/

print_pop.jsp(2010.1.21.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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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식･비공식 발언에서 북한 에 한 변함없는 인식을 밝혔다.

북한 게릴라부 에 의한 청와 습격사건 직후인 1968년 2월 1일 서울-

수원간 고속도로 기공식 치사에서는 김일성에 한 경고 발언을 하고 동

족간의 쟁이 재발해서는 안 됨을 역설했다.다음해인 1969년 신년사에

서도 북한은 게릴라 부 를 후방에 침투시켜서 한국의 후방을 교란시킬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역설하 다.714)

1960년 후반에 발생한 북한의 도발에 한 인식과 응에 있어서는

미국과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생겼다.1968년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나

포 사건으로 북한의 에 한 한국과 미국의 인식에 한 차이가

드러났다.미국은 1.21사태에 해서는 한국이 이성 으로 응하고 무

력사용을 자제해 것을 요청한 반면 푸에블로호가 납치되자 규모 군

사력을 한반도 주변에 개시키는 무력시 를 포함한 즉각 인 응을

하 다.푸에블로호 납치 사건과 1.21사태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북한

에 한 인식의 차이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의 차이를 통해 자 력 강

화의 필요성을 박정희 통령과 국민들은 더욱 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

다.푸에블로호 사건의 후속조치를 한 미국과 북한의 에서도 한국

은 배제되었다.미국은 북한과의 비 끝에 1968년 2월 10일 문

에서 상을 시작하 다.한국 정부가 이 비 상의 사 과 사후에

미국 측의 설명을 듣긴 했지만 그것은 의라기보다는 통고에 가까운 것

이었다.특히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 상에서 한국에 불

리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715)월남

에 한 미국 국민들의 반 가 극심한 상황에서 아시아 륙에서의

다른 군사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는 미국의

714) “1969년 박정희 통령 연두기자회견 연설문,” http://www.pa.go.kr/include/

print_pop.jsp(2010.1.21.검색).

715)서울신문사 편 ,｢주한미군 30년｣(서울 :행림출 사,1979),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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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향을 미쳤을 것이다.1969년 4월 14일에 미국 해군의 해상정찰

기인 EC-121기가 북한에 의해 격추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미국은

강력한 응 신 오히려 한국의 자제를 요청했었다.

북한의 무력 화통일에 해서는 박정희 정부의 인식의 변화가 있었

다.북한에 의한 군사 침략 이 상존하다는 인식에는 근본 인 변

화가 없었다.다만 북한이 당장 면 을 시행하여 남한을 화할 능력

과 의도가 없고,이를 장기 으로 비하고 있다고 박정희 통령은 평

가하 다.APATO구상에 한 지침을 하달하면서 박 통령은 “북한이

바로 공격해 오는 것도 아니고 단기 으로 북한에는 그러한 능력도

없다.따라서 시간을 들여 실효성있는 기구를 실 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 다.716)이는 1960년 후반 박정희 통령의 북한의

인식에 한 큰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북한의 면 을 이 게

인식했기 때문에 근본 으로 장기 인 국군의 화와 더불어 경제발

에 매진하여 궁극 으로 장기 인 체제경쟁에서 승리하는 략의 구사가

가능했을 것이다.한국은 공산세력에 의한 “재래식 무력공격 에 직면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명하 다.그래서 만약 미국이 월남에서 철수

하고 “아주제국이 아무런 방 능력과 태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자유 진

의 심한 힘의 공백을 래”할 것이라고 보았다.717)1969년 신년사에서도

박 통령은 북한의 에 해서 동일하게 평가하 다.

“지 우리가 단하기에는 김일성의 괴뢰정권이 제아무리 날뛰고 분을 하

더라도 소련이나 공의 극 인 지원 없이는 한국에 있어서 면 쟁을 도

발할 능력은 없다고 우리는 이 게 단하고 있읍니다.만약 이런 쟁을 도발

716)“아국과 자유아세아의 안 보장태세 강화책 시안 :월남 종결후 새로운 정세에

비하여,”｢APATO(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창설 구상,1968-69｣,p.59,60,MF,

G-0012(3107),외교부 외교사료 .

717)“아국과 자유아세아의 안 보장태세 강화책 시안 :월남 종결후 새로운 정세에

비하여,”｢APATO(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창설 구상,1968-69｣,p.59,60,MF,

G-0012(3107),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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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는 스스로 자멸을 래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둔한 김일성이라 할지라도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두 번째, 의 능력으로서는 가능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니다.하나는 제한된 목표에 한 제한 기습 공격

이런 것은 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니다.이것은 휴 선 일 에서 한

다든지 해안선 등에서 한다는 등입니다. 한 가지는 이 많이 훈련하고 있는

‘게릴라’부 를 후방에 침투시켜서 우리 한민국의 후방을 교란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박정희 정부는 한 닉슨독트린에 따라 북한이 략 으로 응하고

있다고 단하 다.앞에서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1968년을 후로 하

여 북한의 남 군사도발이 증하 다.1968년 한 해에만 985건의 휴

정 반과 507명의 유엔군과 한국 민간인,경찰 사상자가 발생하 다.

그러나 1969년 닉슨독트린 발표 이후에는 북한의 도발( 남공작활동 추

세)이 년도 1,142건에서 289건으로 감하 다.718)미국의 아시아

략의 변화에 따른 북한의 평화공세의 결과로 단한 박정희 통령은

1970년 복 연설에서 북한의 유엔가입에 반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 다.자주국방력 강화는 물론 미국의 한반도 안보에 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평화공세에 응하려는 박정희 통령

의 단에 의한 것이다.719)

박정희 정부가 APATO를 구상하는 시기에 북한의 남 화 략에는

변화가 없었다.남침을 해 북한의 군사력을 꾸 히 증강시켰으며 이를

한 산의 증강에도 근본 인 변화가 없었다.1968년을 후로 하여

북한의 국지 인 남 도발은 격하게 증가하 다.720)1968년에만 해도

718) “북괴도발 황(1969.10.30.),” ｢북한의 도발 황, 1967-69｣, p. 132, MF,

G-0016(3147),외교부 외교사료 ;“북괴도발 황(1969.10.30.),”｢북한의 도발 황,

1967-69｣,pp.141-176,MF,G-0016(3147),외교부 외교사료 .

719)｢남북 십자회담 비회담,제1-10차. 문 ,1971.9.20-11.24. 2권 V.1기본문서

철｣,p.8,MF,D-0010(4290),외교부 외교사료 .

720) “북괴도발 황(1969.10.30.),” ｢북한의 도발 황, 1967-69｣, p. 132, MF,

G-0016(3147),외교부 외교사료 ;“북괴도발 황(1969.10.30.),”｢북한의 도발 황,

1967-69｣,pp.141-176,MF,G-0016(3147),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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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는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이 발생했으며,같은 해 11월

에는 동해안에 규모 북괴 게릴라가 침투했었다.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에 해 다양하고 극 으로 반응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고

경제발 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복안으로 응하 다.

북한의 도발행 가 격하게 증가하자 박정희 정부는 여기에 극

으로 응하 다.우선 자주 국방의 추진을 역설하고 실행하 다.자주

국방은 주한미군 철수에 응하는 방안이면서 동시에 북한의 도발

에 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250만 명에 이르는 향토 비군 창설

은 물론 미국의 지원을 토 로 국군의 화를 지속하 다.방 산업의

육성도 본격화하 다.북한의 에 비함은 물론 미군의 완 한 철수

에 비하는 정책의 일환이었다.1969년 신년사에서도 “우리가 지 지

향하는 국방 체제를 보다 더 튼튼히 하고,앞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보

다 강화하고 특히 북한 괴뢰 집단과 결하기 해서는 국방 체제에 있

어서 향토 비군이 앞으로 크나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

신해 마지 않습니다”라고 그 요성을 강조하 다.

미국의 한국안보에 한 지원 요청도 계속하 다.미국의 역량 활용을

극 화하여 북한의 에 응함으로써 우리 국력의 남은 여력을 경제

발 에 활용하는 복안이었다.역설 으로 자주국방을 천명하면서 이의

구 을 해서는 미국과의 조가 요함을 국가 단기와 장기 시책으

로 정하 다.1969년 한국의 외교정책을 보면 자주국방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국가 시책의 장기 비 을 “우리의 방 체제는 한미상호방 조약

의 기 에서 우리의 국방력을 발 시켜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는 것”

이라고 정하 다.그럼과 동시에 1970년의 시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자주

국방의 구 을 해서는 “미국의 새로운 아세아정책이 각국의 자조노력

과 자주국방을 한 지원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궁극 으로는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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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는 우리의 힘에 의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므로 자주국방태세의 기

를 확립하기 한 미국과의 조를 모색”할 것이라고 미국의 조가

요함을 시하고 있다.721)주한미군의 철수에 한 상 과정에서도 주

한 미군의 철수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화 지원은 물론 한반도에서 추

가 인 미군의 감군이 없음을 보장해 것을 요청하 다.닉슨 통령과

의 정상회담에서는 추가 으로 새로 창설한 향토 비군의 투력 강화를

지원해 것을 요청하 다.1969년 8월 닉슨 통령과 박정희 통령의

정상회담 자료에서도 한국의 ‘자주국방’태세는 미국의 군사원조가 계속

되어야 가능함을 잘 보여 다.722)1970년의 안 보장을 한 국가 외

략 을 “한미상호방 조약을 주축으로 미외교를 다각도에서 조직

으로 극화”로 정하 다.국군의 화,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등 한

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한 요소들이 미국과의 력이 필요함을 의미한

다.

자주국방과 미국의 력에 더불어 박정희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체제 구상을 통한 외부 역량의 강화를 통해 북한의 에 응하

다.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당시의 정부 자료를 보면 1969년 닉슨

통령이 미국의 새로운 외 략을 발표한 이후 북한의 도발이 감했음

을 알 수 있다.이러한 상은 닉슨독트린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한

개입 의지의 한 약화를 의미하며,이를 남 침략의 결정 인 기회

로 보고 의도 으로 소규모의 도발을 자제하려는 북한의 략 단이

721)“1969년의 우리외교,”｢한국의 외교정책,1969｣,pp.8-9,MF,C-0029(2939),외교부

외교사료 .

722)“한･미간 요문제와 정부입장,”｢박정희 통령 미국 방문,1969.8.20.-25. 3권(V.2

자료철)｣,p.14,MF,C-0033(3017),외교부 외교사료 .미국의 한 방 공약 자

료 1971년 7월 13일 한미 연례안보 의회의 공동성명을 보면 어드 미 국방장

이 닉슨독트린에 해 언 하고 있다.여기서 어도 장 은 비록 주한미군이 감

축되어도 한국에 한 미국의 방 공약은 변함없음을 언 하고 있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 ｢미국의 한방 공약 일람, 1951-1971｣, p. 1733, MF,

G-0001(215),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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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수 있다.지역 국가들과의 집단 안 보장 체제 구상은 닉슨독트

린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에 한 박정희 정부의 다른 략 단이

라고 할 수 있다.박정희 통령은 “장차 어느 시기에 가서 여건이 성숙

된다면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 체나 아니면 일부 국가만이라도 차로

안 보장 체제로 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 한

국의 구상이라고 밝혔다.723)매년 정부의 시책에도 “아세아태평양 이사

회 기타 국제기구를 통하여 아세아･태평양 지역의 지역 력 체제를 더욱

강화”를 정책목표로 제시하 다.724)이러한 구상을 추진하면서 항상 한

미방 정 정신을 강조하여 한미방 력과 배타 이 아닌 보완 인 차

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동시에 강조하 다.

아울러 경제발 에 매진하여 북한의 에 근본 으로 응하고자

하 다.박정희 정부는 북한에 비해서 상 으로 우월한 경제를 바탕으

로 우월한 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경제력을 바탕으로 안보를 강화하려는

2 목 을 갖고 경제발 에 매진하 다.경제발 을 한 선행조건이

튼튼한 안보의 확보이다.그러나 한국이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확보하기

에는 국가의 여력이 부족하다고 단하 다.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안보

에 한 부담을 이고 이를 경제에 투자하기 해 미국의 지원을 요청

함은 물론 지역안보체제 구상을 통한 외부 역량 강화 노력을 병행한 것

이다.경제발 을 해서 외안보 략 차원에서 특히 박정희 정부는 경

제외교를 강조하 다.725)박정희 통령은 외국에 있는 우리 공 요원들

의 가장 요한 임무 하나가 수출진흥이라는 사실을 기회가 있을 때

723) “1969년 박정희 통령 연두기자회견 연설문,” http://www.pa.go.kr/include/

print_pop.jsp(2010.1.21.검색).

724)“1969년의 우리외교,”｢한국의 외교정책,1969｣,pp.8-9,MF,C-0029(2939),외교부

외교사료 .

725) “1969년 박정희 통령 연두기자회견 연설문,” http://www.pa.go.kr/include/

print_pop.jsp(2010.1.21.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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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되풀이하 다. 를 들면,1969년 3월 24일 수출진흥확 회의에 참

석한 사들에게 “ 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의 증진이 바로 국력의 증진

에 비례한다고 생각한다.우리 외교의 목표는 국가안보와 경제발 의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라고 그 요성을 강조하 다.726)국가의 경제발 을

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의 경제발 을 한 미국의 지원을 주

없이 요청하 다.1969년 샌 란시스코에서 닉슨 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미국의 군사원조 요청과 더불어 한국의 자립경제 지원,미국의 한 민

간투자 확 ,한국과 미국 기업의 합작 투자 증 등을 논의하 다.727)

넷째,1960년 후반에도 박정희 정부의 공 이 한국의 안보에

직 인 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다. 외안보 략을 구상할

때나 외 인 연설이나 발표문에서 북한의 보다 더 우선 으로

공의 이 고려되었다.한국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집단안

보체제 구축 구상을 해 1969년 2월 10일자로 작성된 “아국과 자유아세

아의 안 보장태세 강화책 시안 :월남 종결 후 새로운 정세에 비하

여”라는 정부문서에도 이러한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728)이 보고서

는 아시아 정세 망,정세 단,닉슨 행정부의 아시아안보정책( 상),

한국의 응목표와 방침,아세아집단방 체제 형성과 문제 ,자유아세아

상설비상군 창설,교섭요강,각국 비공식 반응,한국의 방 태세 강화 순

으로 작성되었다.보고서는 크게 정세 단,목표와 응개념 설정, 안

단계별 조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의 에 한 내용은 ‘아세아

정세 망’부분에서 언 하고 있다.당시 박정희 정부는 아세아 정세에

해서 우선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항에 필요한 힘의 공백 가능성을

726)김 주,｢외교의 경험과 단상｣(서울:인사동문화,2004),pp.129-132.

727)김석용,｢국가안보의 한국화｣,p.65.

728)“아국과 자유아세아의 안 보장태세 강화책 시안 :월남 종결후 새로운 정세에

비하여,” ｢APATO(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 창설 구상,1968-69｣,p.18,MF,

G-0012(3107),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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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 다.보고서는 아시아 공산주의의 호 성, 국군의 수에즈운하 동

쪽에서의 철수,미군의 아시아 방 공약의 축소경향,SEATO의 기능

정지,월남문제의 장기화 등을 비추어 볼 때 “아시아지역에서는 공의

침략 군사력에 해 아시아 자유국가들의 군사력 열세로 인해 공산진

이 계속해서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하 다.이를 토

로 “월남이후 미군이 철수하고 아시아 자유국가들이 아무런 방 능력

과 체제를 마련하지 않는다면,심각한 ’힘의 공백’을 불러일으킬 수 있

다”고 망하 다.이러한 정세의 망을 토 로 아세아에서 북한과 공

산주의 침략이 지속됨은 물론 힘의 불균형이 유지될 것으로 단하 다.

특히 닉슨 행정부의 ‘아세아에 의한 아세아’,‘아세아 쟁의 비미국화’를

상하면서, 공의 을 심각하게 인식하 다.

공의 을 북한의 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한 데는 공산주의

자체에 한 박정희 통령의 부정 인 인식과 련이 있다.박정희

통령은 철 한 반공의식을 바탕으로 공산주의의 실체에 한 부정 인

식을 가졌다.박 통령은 “최근 공은 그의 고립을 벗어나기 해 갑

자기 문화 명으로 인한 국내의 혼란 상태를 정리하고 외 으로 일종

의 평화공세를 취하고 있으나 월남 종료후에도 공은 계속 그 군사력

을 강화하고 핵무기발 을 서둘러 주도공산세력과 더불어 그의 공격 인

소 인민 명이론의 실천을 부르짖고 침략 행동을 그치지 않을 것이

며 태국북변,버마,라오스,말 이시아,인도북변에서의 침투행 의 지속

과 략공세는 격화할 것”이라고 망하 다.729)

박정희 통령은 세계 공산주의 에서도 아시아의 공산주의 침투

가 가장 악랄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 팽창의 가능성이 가장 높

729)“아국과 자유아세아의 안 보장태세 강화책 시안 :월남 종결후 새로운 정세에

비하여,” ｢APATO(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 창설 구상,1968-69｣,p.57,MF,

G-0012(3107),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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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그 확산 의 근원은 공의 이라고 지목하 다.한반도와 아

시아 자유국가들에게 당면한 의 실체로 우선 공의 핵공격을 꼽았

다.“1970년까지는 핵확산조약의 구속을 받지 않은 공의 핵공격능력이

생길 것이나 아주각국은 자력으로 이에 항이 안 될 것인즉 미국의 핵

보복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따라서 공의 핵공격 에

한 유효한 억제 조치가 긴요하다고 단하 다.공산세력에 의한 직

침략을 두 번째 으로 꼽으면서,“한국,태국,라오스,캄보디아,버

어마,인도, 만 등지는 직 인 재래식 무력공격 에 직면”하고 있

다고 보았다.730)

박정희 통령은 한 공의 을 한국의 안보에 한 북한의

과 연계하여 인식하 다. 공의 북한 지지나 동맹 계 유지, 증하는

도발도 공의 지원과 연계된다고 인식하 다.1969년 연두기자회견문에

서도 “오늘날 아시아의 방 보장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요한 심사

는 역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공의 이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한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의 공산 세력들의 간 침략

술,여기에 있어서 공에 근해 살고 있는 우리 한민국으로서는 오

늘날 아시아의 실과 우리 한국의 안 보장이라는 문제에 해서 냉철

한 정세 단과 여러 가지 새로운 추세에 한 한 방책을 항시 강구

해 두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고 하여 박 통령의 이러한 인식을 표

명하 다.731)

공의 에 해서는 미국과의 동맹 계 유지는 물론 지역 국가들

과의 집단안보 력으로 응하려고 했다.특히 닉슨독트린 이후에는 이

730)“아국과 자유아세아의 안 보장태세 강화책 시안 :월남 종결후 새로운 정세에

비하여,”｢APATO(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창설 구상,1968-69｣,p.59,60,MF,

G-0012(3107),외교부 외교사료 .

731)http://www.pa.go.kr/include/print_pop.jsp(2010.10.21.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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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공의 에 아시아에 있는 비공산국가들을 단합시켜 증하는

공의 에 처하려는 략 근을 하 다.ASPAC 회의에서도

비공식토의 의제와 공동선언문에 공의 을 포함하려고 추진한 것이

표 이다.아시아에 있는 비공산국가들을 단합시켜 증하는 공의

에 처하려는 박정희 정부의 략 의도는 우리 정부의 APATO

구상에 한 망에도 잘 나타난다.박정희 정부는 아시아의 우방국들은

주도권 문제 등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공의 이 계속

증 되는 한,APATO의 창설은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일본의 참가에

해서도 1970년에 계획된 미일안보조약 연장문제와 련해 APATO창

설에 냉담한 반응이 상되지만,장차 동 기구의 창설에 찬성하게 될 것

이라는 견해를 보 다.이러한 낙 인 견해의 표명은 공의 이

지역의 자유우방국 모두에게 련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닉슨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공에 한 과 련해서는 미

국과 상이한 인식을 노정하 다.닉슨 통령은 공의 에 한 박

정희 통령의 인식에 동의하 다.그러나 박정희 통령과의 정상회담

이 에 이미 미국은 공 근 략을 모색하고 있었다.물론 미국의

공 근에 해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사 통보를 받지 못했

다.732)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의 출발 을 공으로 설정한 ASPAC

회의나 APATO구상 등 한국의 주요 외 략 구상에 부정 인 요인으

로 작용하는 원인이 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외 으로 안보문제를 논의할 때 항상 공의 을

732)Korea,TheMinistryofForeignAffairs,StatementsbyMinisterofForeign

AffairsKyuHahChoiattheSevenNationMeetingonVietnam (Seoul:MOFA,

1968),p.12.1970년 우리 정부의 분석을 보면 미국이 공과 계를 개선하려는

의 하나로 닉슨 통령의 재선의 포석을 꼽고 있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

한다.“70년 국가 안보외교의 방향,” ｢한국 안보 계 자료,1968-71｣,pp.

293-294,MF,G-0022(4323),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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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하 다.1969년 신년사에서도 박정희 통령은 아시아 안보의 가장

요한 심사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공의 ”이라고 꼽았다.”733)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확장을 시도하는 공과 동맹 계를 바탕으로 남

화 략을 추진하는 북한의 목 이 상호 부합됨은 물론 북한 군사력의

근원 인 지원자가 공이라고 단했기 때문이다.박정희 정부는 공

의 에 기본 으로 외안보 력으로 응하 다.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공정책에 해 “미국은 공승인이나 유엔가입 문제 등에 있

어 공의 내부 변질과 사고방식의 변경이 없는 한 종 의 정책에 변

함이 없다”고 보고,“ 공의 침략 행 에 해서는 결연한 억제책이

취해질 것”으로 상하 다.그러나 “ 공의 평화교란 가능성 내지 여하

한 능력을 사 에 괴하기 한 방 쟁은 미국이 취하지 않을 것”으

로 보았다.734)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정상회담이나 정부 고 인사들과의

화를 통해서 미국에 공의 을 강조하 다.

미국과 더불어 지역 국가들과의 공동 응을 목 으로 지역안보 력을

모색하 다. 를 들면,1969년 신년사에서 공의 에 해서 “ 공

에 근해 살고 있는 우리 한민국으로서는 오늘날 ‘아시아’의 실과

우리 한국의 안 보장이라는 문제에 해서 냉철한 정세 단과 여러

가지 새로운 추세에 한 한 방책을 항시 강구해 주어야 한다”고 강

조하 다.이에 비하기 해서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한 집단 안 보장 체제 강화를 강조하 다.박정희

통령은 “우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존하고 있는 력체제,즉 아스

체제라든지, 는 콜롬보 랜체제라든지,에카페회의라든지,재작년

733) “1969년 박정희 통령 연두기자회견 연설문,” http://www.pa.go.kr/include/

print_pop.jsp(2010.1.21검색).

734)“아국과 자유아세아의 안 보장태세 강화책 시안 :월남 종결후 새로운 정세에

비하여,” ｢APATO(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 창설 구상,1968-69｣,p.62,MF,

G-0012(3107),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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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정상회담 공동 선언에 의한 하나의 력체제,이러한 기존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우선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그 게 해서 장

차 어느 시기에 가서 여건이 성숙된다면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 체나

아니면 일부 국가만이라도 차로 안 보장 체제로 환해 나갈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 우리의 구상”이라고 밝혔다.735)미국의

공 략에 한 단도 낙 이었다. 료들은 미국 닉슨 행정부의

아세아 정책을 상하면서 미국은 공 승인이나 유엔가입 문제 등에

있어 공의 내부 변질과 사고방식의 변경이 없는 한 종 의 정책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1969년 1월 27일 닉슨 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신뢰하 다.736)하지만 이미 미국은 공 근 략을 추진 이었다.

미국의 공 략에 한 이해와 단 부족은 미국의 근에

한 정보 부족에 있었다.미국의 공 근에 해 결코 한국 정부는 사

통보 한 받지 못했다737)국제정세 변화( 공 인정)에 한 한

735)1969년 박정희 통령 연두 기자회견 연설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미국의 아세아 정

책을 상하 다.“SEATO는 아주에 있어서의 가장 요한 지역 안 보장기구이

고 아주공산 에 한 방패 으나 ,이태리의 아주로부터의 사실상의 철수로

말미암아 실질 인 힘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른 구성국가인 필리핀,

태국 등도 그 상비군 방 태세로 보아 군사 으로 공 아주공산군사력에

비하면 미약한 것이며 따라서 월남종 후로는 아주제국 자신의 새로운 공동방 체

가 없다면 심각한 힘의 진공상태를 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736)참고로,당시 미국 닉슨행정부의 아세아 정책에 한 박정희 정부의 상은 다음

과 같다.1. 공정책 :미국은 공승인이나 유엔가입 문제등에 있어 공의 내부 변질

과 사고방식의 변경이 없는한 종 의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하 으며(1.27닉슨 통령기자

회견) 공의 침략 행 에 해서는 결연한 억제책이 취해질 것으로 상됨.그러나 공

의 평화교란 가능성 내지 여하한 능력을 사 에 괴하기 한 방 쟁은 미국이 취하지

않을 것임.2.아세아인의 아세아 :아주인 아주제국의 자발 사고를 존 하고 자조

자립능력이 있는 국가에 원조할 것이며 미국의 의사를 강요하는 정책은 피할 것임.3.아

주 쟁의 비미국화(아주자체의 집단방 체제):미국의 아주방 에 한 최종 보장에는 변

동이 없을 것이며 미국은 한 아주에 있어 공산침략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그러나 미국은

아주에 있어 각 지역을 미국이 주동 으로 일선에 참 하는 사태의 반복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며 미국은 지기한 아세아의 방 노력을 제2선에서 지원할 뜻을 강조하고 있음.이를 하

여 미국은 특히 일본의 참여를 시하고 그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음.4.결론 :미국의 신행

정부는 그의 아방어정책에 있어 종 의 수세 상유지를 답습할 의향이나 동시에 미국

의 직 인 참여내지는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737)Korea,TheMinistryofForeignAffairs,StatementsbyMinisterof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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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료들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사고방식은 ASPAC4차 회

의에서 한국 표와 뉴질랜드 표의 서방국의 공 인정에 한 견해가

완 히 다름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한편,1970년에 박정희 정부는 닉

슨 통령이 통령 선거에서 재선하려는 포석을 갖고 미국이 공과

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단하 다.738)이러한 정세 단에도 불구하고

공의 에 항하는 기본 인 안보 략 방향에는 변함이 없었다.

다섯째,미국의 월남 종결 추진에 해 박정희 정부의 정책결정자들

은 공산주의자들을 잘 모르는 미국 정부가 지나치게 낙 인 태도로 공

산주의자들과 타 하고 있다고 인식하 다.박정희 정부는 미국이 국내

정치의 향으로 월남 의 고식 인 종결을 추진한다고 단하 다.한

국 정부는 닉슨 행정부가 1970년 11월의 간선거에 비하여 “미국의

막 한 부담에 한 국내비 여론,인종문제,공해문제 등 국내문제와

병력 감축정책 아세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아세아 제국의 자립도가

높아졌다는 정세 단은 ‘.독트린’을 낳게 하 고 이에 따른 월남 의

월남화 계획은 결국 주월미군의 철수를 실화”시켰다고 보았다.739)박

정희 통령은 최 부터 월남 평화 상에 해서 회의 이었다.그러

나 미국 정부의 고식 인 월남 종결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도 월남

출구 략을 모색하 다.당시 박정희 정부는 월남 은 세계 국내 여

론의 압박으로 인한 미국 행정부의 유화정책으로 말미암아 공산진 에

한 타 인 조건으로 종결되고 공산주의(NLF 북월맹) 계에

있어 완 한 근본 해결을 보지 못하고 휴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

AffairsKyuHahChoiattheSevenNationMeetingonVietnam (Seoul:MOFA,

1968),p.12.

738)“70년 국가 안보외교의 방향,”｢한국 안보 계 자료,1968-71｣,pp.293-294,MF,

G-0022(4323),외교부 외교사료 .

739)“1970년 미국의 외교정책,”｢Nixon,Richard미국 통령의 외교교서,1970｣,p.

34,39,MF,C-0036(3430),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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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보았다.따라서 월남문제는 내, 외 으로 여 히 분쟁문제

로 남을 것이라고 측하 다.월남 참 국 표회의를 통해서 월남

의 진 상황과 망에 해 악함은 물론 참 국의 일환으로 필요한

사항을 의하 다.닉슨 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월남 종결에 따

른 한국의 의견과 요구조건을 논의하 다.아울러 아래와 같이 신년사와

같은 공식경로를 통해서 월남 종결에 한 국민들의 우려도 불식시키

려고 하 다.

(월남 에 한) 상이 되서 휴 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여기

에 한 비 즉 군사 인 면,안 보장에 한 문제, 는 경제 문제에 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구체 인 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지 일부 항간에서 월남

에 휴 이 성립되면 특히 우리 한국 경제에 여러가지 향을 가져오지 않겠느

냐 하는 그러한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읍니다.물론 월남은 정세

에 휴 이 을 때 경제면에 있어서도 어떤 향을 받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반 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향도 있으리라 니다.740)

앞에서 살펴보았던 박정희 정부의 집단안보체제 구상과 자주 국방력

강화의 강조도 각각의 계기와 궁극 인 목 을 고려할 때 미국의 월남

종결에 따른 한국의 출구 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월남 종결은

미국의 아시아 략의 변화를 의미하고,이는 한국과 미국 상호방

력에도 직 으로 향을 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2.국내자원 동원과 추출 능력

국내자원 동원과 추출 능력은 정책결정자들의 리더십과 한 연

이 있다.든든한 경제력의 확보가 튼튼한 국가안보의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그래서 정책결정자들의 국내자원 동원과 추출 능력이 안보와

740) “1969년 박정희 통령 연두기자회견 연설문,” http://www.pa.go.kr/include/

print_pop.jsp(2010.1.21.검색).



-342-

직결된다고 보았다.자원의 동원과 추출에 의해 산출되는 련 지표를

확인하여 정책결정자들이 높은 능력을 보이면 략 리더십을 정 으

로 평가할 수 있다.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APATO)구상이 진행된

1960년 후반에 박정희 정부의 국내자원 동원과 추출은 부국 략의 지

속 인 추진,자주 국방력 강화,월남 출구 략 모색,지속 인 경제외

교 강조 등으로 요약이 가능하다.이러한 국내자원 동원과 추출을 해

발휘한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이 국가의 외안보 략과 추진에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첫째,부국 략의 지속 인 추진이다.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박정

희 정부는 1960년 부터 ‘안 보장’과 ‘경제발 ’이라는 두 축에 주안

을 두고 국정을 운 하 다.북한과의 군사 치 상황에서 부족한 자

원을 보유한 한민국의 실을 고려해서 박정희 정부는 경제우선의

외정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우선 동맹국인 미국의 능력을 최 한 활용

하고자 하는 략을 1960년 후반에도 계속 추진하 다.이는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으면서 남은 여력을 국가 경제의 발 에 투입하여 궁극

으로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구상이었다.이런 의도를 갖고

한국에 한 미국의 지속 인 군사와 경제원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

다.미국 통령들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월남 참 국 표회의를 포함한

공식･비공식 에서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 을 한 미국의 지원을 요

청하는데 주 함이 없었다.미국의 원조를 확충하여 한국의 국방비 투입

을 최소화하면서 여력을 경제발 에 투입하 다.국민의 뿌리 깊은 반일

감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 유일한 경제선진국인 일본의 역량을 활

용하는 지혜도 계속 발휘하 다.741)

741)1970년 우리 정부의 일외교방향을 보면 “국가의 안 보장은 군사력 충실화와 정

치 경제 안정과 발 이 긴요한 만큼 일본의 한국의 경제발 에 기여하는

것은 결과 으로 우리나라의 안보에 기여하는 것임”이라고 분석하여 일본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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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도 추가 으로 개편하 다. 통령 비서실도 통령의 단순

한 국정운 보좌에서 그 역할을 확 하도록 재편하고 기능도 조정하

다.742)1960년 후반으로 가면서 통령 측근 그룹의 향력이 커졌다.

1960년 반까지는 외안보 략과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통령 특별

보좌 이나 수석비서 의 향력은 크지 않았다.그러나 1968년 이후로

는 기존의 단순한 개인 보좌 주의 기능발휘에서 청와 비서진 심의

국정운 으로 환되었다.743)이를 해 청와 비서실의 조직이 개편되

었다.1969년 3월에 비서실을 개편하면서 경제1비서 실과 경제2비서

실을 신설하 다.744)경제정책 추진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 된 것이었

다.1970년 에 와서 박 통령은 통령 비서실에 외교안보담당 특별보

좌 을 신설하 다.박정희 통령이 수 년 동안 국정을 수행하면서

차 내･외 문제에 한 경험과 련 지식을 습득한 도 집권 기와

다르게 비서실을 개편하고 측근들을 운용한 이유이다. 차 외교나 안보

문제에 해서 박정희 통령의 본인의 단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을 추진하 다.”745)아울러 당시 한국 료들의 집단주의

사고도 고려되어야 한다.1960년 고 료의 약 1/3이상이 군 출

신이었다.행정시스템 한 군의 방식을 많이 도입하 다.국가에 한

충성과 상 의 지시 이행에 충실하는 군 문화의 단면이 료들의 집단주

의 사고에 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집단주의 사고는 특

력에 의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

“70년 국가 안보외교의 방향,”｢한국 안보 계 자료,1968-71｣,p.156,MF,

G-0022(4323),외교부 외교사료 .

742)함성득,｢ 통령학｣(서울 :나남,1999),pp.106-109.

743)함성득,｢ 통령학｣(서울 :나남,1999),p.106,109;청와 총무수석실,｢ 통령

비서실 편람｣(1997),p.130.

744)함성득,｢ 통령학｣(서울 :나남,1999),p.106,109;청와 총무수석실,｢ 통령

비서실 편람｣(1997),p.130.

745)이정희,“제6장 한국외교정책 결정기구와 행 자”,이범 ･김의권 공편,｢한국외교

정책론 :이론과 실제｣(서울 :범문사,),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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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조직이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발 을 우선하는 경

향을 갖게 되었다. 통령의 결정이 일 수밖에 없는 구조 다.

둘째,자주 국방력의 강화이다.박정희 정부는 1960년 후반에 어

들면서 변화되는 내･외 안보상황의 변화를 단하고 이에 극 으로

응하 다.미국은 ‘닉슨독트린’이라고 불리는 닉슨 행정부의 새로운

외 략을 천명함과 동시에 주한미군의 철수를 단행하 다.미국은 한

국내정치의 향을 반 하여 월남 의 종결을 추진하 다.한반도에서는

북한과 공의 에 변화가 없고 북한의 도발은 오히려 격하게 증가

하 다.박정희 정부의 자주 국방력 강화는 이러한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한 응이었다.하지만 한국이 자체 인 방 역량을 확충하기 해서

는 국내 자원의 동원과 추출이 요구된다.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우선 국

민들에게 자주 국방력 확충이 왜 필요한지를 공개 으로 여러 번에 걸쳐

서 상세히 설명하 다.자주 국방력 확충을 행동화한 첫 번째 조치는 향

토 비군의 창설이었다.1968년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에 한

미국의 상이한 응이 향토 비군 창설 구상의 출발 이었다.746)향토

비군 250만 명이 1968년에 창설되었다. 규모의 향토 비군 창설은 결

국 안보와 경제를 모두 잡기 한 추가 인 국내자원의 동원과 추출이었

다.“일하면서 싸운다”는 향토 비군의 구호에 걸맞게 병역의무를 마친

장병들의 추가 인 헌신이었다.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기 해 박정희 정

부는 국내 방 산업 육성을 본격화했다.방 산업의 육성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지만 국내 산업자원의 동원과 역량의 추출이 필수불가결한 요소

다.

셋째,월남 출구 략의 모색이다.1964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월남

참 은 1965년부터 미국이 투사단 병을 요청하면서 경제 으로 한국

746)서울신문사 편 ,｢주한미군 30년｣(서울 :행림출 사,1979),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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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이익을 가져왔다.한국이 투사단을 병하는 가로 미국으로

부터 개발자 1억 5천만 달러 차 지원,한국군 화 지원,베트남

주둔 한국군 비용 증액,베트남 소요 물품 한국제품 구입,2천 9백

만 달러 이상의 차 제공 등이 약속되거나 지원되었다.747)월남 종

이 논의되면서 국민들은 한국의 경제발 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

을까 우려하기 시작했다.

월남 의 종식은 외화유입의 격한 감소를 의미한다.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민간투자와 기업 사이의 합작투자를 받아들 다.경제개발의

향소인 산업자본의 확보를 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원래 박정희

정부는 기 산업화의 활착을 해 외국의 직 투자보다 공공 상업

차 을 선호함은 물론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했었다.그러나 제2차 경

제개발계획기간 인 1966년에 존슨 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무상원조가 차 으로 변경되었다.1969년 닉슨 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는 미국의 민간투자는 물론 한국과 미국 기업 사이의 합작 투자가 논의

되고 시작되었다.이러한 외국 자본의 직 인 투자는 국내 기업과 국

민들의 더 많은 희생을 필요로 했다.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상 으로

낮았고,투자자본을 형성하기 한 국민의 근검 약은 물론 식량의 자

자족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를 들면,1968년 한 해 국민의 축 목

표가 천억원이었으나 목표액의 50%를 과하는 천 5백억원을 상회하는

축실 을 보 다.748)이러한 노력은 궁극 으로 1970년 후반에 어

들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1960년 매년 1억 5천만 달러 이

상의 자를 기록했던 미 무역수지가 1970년 에는 4년(1972,1976,

1977,1978)에 걸쳐 흑자를 낼 수 있었다.749)아울러 <표 5-5>에서 보는

747)홍규덕,“ 병외교와 안보신드롬 :60년 한국외교정책 평가,”p.30.

748) “1969년 박정희 통령 연두기자회견 연설문,” http://www.pa.go.kr/include/

print_pop.jsp(2010.1.21.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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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의류와 기계류 수출 등에서 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왔다.

<표 5-5>주요 수출품목의 미수출 추세750)(단 :백만달러)

품 목 1962 1966 1972 1976 1979

의 류 1.0 16.3 239.7 768.7 1,004.6

신발류 0.2 5.2 41.0 261.9 350.9

목제품 1.8 26.8 144.1 206.4 226.5

철강제품 0.5 1.2 84.4 247.2 572.6

기계류 0.09 2.9 101.7 532.0 1,333.7

넷째,지속 인 경제외교의 강화이다.박정희 정부는 외 략의 두

축은 안보와 경제라고 시종일 강조하 다.특히 1960년 후반에는 경

제발 의 추동력을 뒷받침하기 해 자본과 기술의 도입은 물론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경제외교를 집 해 것을 당부하 다.1967년부터는 아

매년 각 공 별로 수출목표액을 책정하여 공 장이 책임을 지고 목표

를 달성하도록 제도화하 다.751) 를 들면,1969년 3월 24일 수출진흥확

회의에 참석한 사들에게 “ 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의 증진이 바로

국력의 증진에 비례한다고 생각한다.우리 외교의 목표는 국가안보와 경

제발 의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 다.752)이러한 목표의 제시

와 련하여 료는 물론 기업과 국민들의 호응으로 미국에 의한 월남

종결 추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을 심으로 한국에 한 투자자본

과 차 의 도입은 계속되었다.비록 일본과의 무역 역조는 계속되었지만

이는 경제발 에 필요한 기계류 등의 수입에 따른 상이어서 시간을 갖

749)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경제통계연보｣,http:/ecos.bok.or.kr/jsp/use/pubselectne

w/PeriodicalSelect.jsp(2013.7.6.검색).

750)강호상,｢ 후 한미 계의 정치경제학연구｣(석사학 논문,한양 학교,1987),pp.

90-91

751)김용호,“제10장 제3･4공화국의 외정책”,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한국 외교사 Ⅱ

｣(서울 :집문당,1995),p.413.

752)김 주,｢외교의 경험과 단상｣(서울:인사동문화,2004),pp.12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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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결할 과제 다.반면 미국과의 무역수지는 격하게 개선되었다.

1960년 후반에도 계속된 박정희 정부의 국가 략 추진에 필요한

국내 자원의 추출과 동원을 해 발휘한 리더십은 <표 5-6>와 같은 가

시 인 성과를 가져왔다.

<표 5-6>경제개발계획 기간별 한국의 경제상황753)

경제개발계획 경제 성장율
GNP

성장율

수출

신장율
국민소득

1차 :1962-1966 7.8 7.8 43.7 $87(1962)

2차 :1967-1971 9.6 9.6 33.7 $142(1967)

3차 :1972-1976 9.2 9.8 48.5 $322(1972)

3.국내지지 유지

확고한 국내 지지기반의 유지는 군사 명으로 집권을 시작한 박정희

정부에게 언제나 국가 략 추진의 요한 고려요소 다.약소국일수록

국내요소가 외 략 추진에 많은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754)APATO

753)출처 :강 하,“경제개발5개년계획,”｢경제논집｣,Vol.36,No.1(1997),p.69;한국

은행경제통계시스템, ｢경제통계연보｣, http:/ecos.bok.or.kr/jsp/use/pubselectne

w/PeriodicalSelect.jsp(2013.7.6.검색).참고로 1966-1969년 한국 경제성장의 국제순

를 비교해보면,GNP 규모는 66년 32 (39억불),69년 27 (70.5억불),GNP 성장률은

1965-1969평균성장률 13.4%로 세계 1 ,1인당 GNP는 66년 48 (134불),1969년 45 (227

불),산업생산 성장률(농업이외)은 66-70년 평균성장률 23.5%로 세계 1 ,1인당 GNP성장

률은 65-69년 평균 성장률 9.4%로 세계 2 (1 는 일본,10.5%)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

조한다.“1966~1969한국 경제성장의 국제순 비교(참모보고)”,EA0000428,국가기록원

통령기록 .

754)MauriceA.East,“ForeignPolicy-MakinginSmallStates:SomeTheoreticalObservations

BasedonaStudyoftheUgandaMinistryofForeignAffairs,"pp.491-508. 를 들면,

1970년 방한한 애그뉴 부통령과 면담한 내용을 보면 박 통령도 국내 요소에 늘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정희 통령은 “본인은 이제 닉슨 독트린에 반 한다고 해 보아

야 결국 그것은 오로지 한미간의 불화만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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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을 후로 한 시기에 국내지지 유지를 한 박정희 정부의 리더십

발휘는 크게 안보역량의 강화,경세성장 가시화 노력, 극 인 외안보

략 추진,공무원 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일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안보역량의 강화이다.1960년 후반에 한반도는 물론 주변의

안보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북한의 남도발이 1968년을 정 으로

증하 다.주한미군의 철수가 논의되고 실제 철수가 이루어졌다.닉슨

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의 아시아 략에 근본 인 변화를 고하고

이를 실제로 천명하 다.강력한 국내의 반 여론에 부딪힌 미국의 월

남 수행 략은 고식 인 종결로 가닥을 잡아가기 시작했다.이러한 안

보환경의 변화는 정부의 외 발표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한국 국민들의 안보에 한 불안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

다.반공을 국시로 정하여 출범한 박정희 정부는 안보에 한 확고한 신

념과 이러한 신념을 행동화하는 가시 인 조치를 보여 필요가 있었

다.755)

슨 통령의 계획에 조할 수 있도록 하는 무슨 방안이 필요하다.즉,(1)한국 국민의 심

리 인 불안감을 제거할수 있는 보장과 (2)북괴의 오 에 의한 쟁 도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미국의 굳은 결의 표명이 필요한 것이다.< 략>요컨 주한미군 2만명의 감축은,

먼 (1)어떤 내용의 장비 화를 해 수 있겠는가”(2)감축후의 잔류 미군은 그 로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라는 것,그리고 (3)북괴가 면 남침을 해왔을때에 즉각 으로 우리 한국

을 돕겠다는 확약을 한다면,닉슨 통령이 말 한 주한미군 2만 감축에 굳이 반 하지 않

겠다”라고 발언하 다.“ 통령 각하와 ”에그뉴“미부통령 간의 면담 요록(II),"｢

Agnew,SpiroT.미국 부통령 방한,1970.8.24-26. 2권(V.1기본문서철)｣,p.204,

MF,C-0042(3541),외교부 외교사료 .아울러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미국과 마찬가지

로 국회도 있고,언론의 자유도 있으면서 국민이 있는 만큼 나 혼자만 미국을 믿는다고

해서 일이 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직 으로 국민여론의 요성을 언 하 다.“ 통령

각하와 ”에그뉴“미부통령 간의 면담 요록(II),"｢Agnew,SpiroT.미국 부통령 방

한,1970.8.24-26. 2권(V.1기본문서철)｣,p.212,MF,C-0042(3541),외교부 외교

사료 ;"'번디‘미국무부 차 보의 방한에 수반하는 참고자료,“｢Bundy,William P.미국

국무성 동부아시아 태평양담당차 보 방한,1968.7.22.-24｣,p.14,MF,C-0028(2605),외

교부 외교사료 .

755)1968년 1.21사태 후 국민들의 반발과 불만이 고조되었다.1968년 2월 12일 워싱턴포

스트지와의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통령은 “미국의 응징정책에 해 지쳤다고 하

면서 미국에 치 한 응징을 요구하며 북괴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단호한 응징조치

를 실시해야 만이 그들의 비인도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 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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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국방력 강화,향토 비군 창설,국군 화 지속 추진,지속 인

미국의 한 방 공약 확인,방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정부의 확고한 안보의지를 보여주었다.자주 국방력의 강화를

해 ‘자주 국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

다.1968년 1월의 청와 습격사건을 계기로 향토 비군을 창설하 다.

비군 창설 기에는 국민의 의구심과 반 가 있었으나 같은 해 동해안

일 의 규모 북한 게릴라 침투사건에 비군이 투입되면서 필요성에

공감하기 시작했다.자주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 국군의 화도 계속

하 다.한국의 국방력 한계를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동맹국인 미국

의 확고한 지원의사 표명이 무엇보다도 요하다.존슨과 닉슨 통령과

의 정상회담은 물론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고 인사들을 통해서 미국의

변함없는 한국의 안보에 한 지원을 확인하 다.이 시기에 방 산업

육성도 본격화하 다.박정희 정부의 안보역량 강화를 한 일련의 조치

들은 국민의 참여와 성원,그리고 정권에 한 지지로 연결되었다.

둘째,경제성장의 가시화 노력을 계속하 다.박정희 정부에게 있어서

반공이념과 함께 경제성장은 핵심 명공약이다.그래서 박정희 정부 기

간 동안에 일 된 국정철학은 국가의 경제재건이었다.1960년 반까

지와 마찬가지로 APATO를 구상하는 시기에도 경제성장에 최우선을 두

고 국가를 이끌어 갔다.경제성장의 단기목표를 수치로 제시하여 목표달

성을 가시화하고 국민들의 성취감을 자극하 다.매년 수출목표를 정하

다.수출 5억불,수출 7억불 등은 국가 인 차원에서 하나의 구호이자

상징이 되었다.경제성장률,1인당 국민소득,소비자 물가 상승률,연도별

재로서는 응징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는데,한

국방 가 유엔군사령 의 책임 하에 있고 한국군이 유엔군사령 의 작 지휘하에

있음을 지 ,그들의 권한을 존 하겠으나 이번 사건에 한 처사를 주시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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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액 등도 같은 맥락으로 목표 수치를 정하고 연말에는 목표달성 여부

를 발표하여 단기목표 달성이나 과 달성을 가시화하 다. 외 략도

경제발 과 연계하여 결정하는 경향이 높았다.월남에 투부 를 병

하는 결정도 안보의 확보와 더불어 부가 으로 경제 이익을 극 화하

는데 집 하 다.주한미군의 감축 논의와 철수는 국군의 화,군사와

경제원조 증 등과 연계하여 안보와 경제 이익의 확보를 동시에 추구

하 다.미국 통령들과의 정상회담도 안보의제의 논의와 더불어 한국

의 경제발 을 한 지원을 지속 으로 요청하 다. 를 들면,1966년과

1968년에는 존슨 통령과 2차 3차 회담을 통해 경제개발계획,기술

원조,개발차 ,통상확장, 한민간투자 확장,자립경제, 한민간투자

확 등에 한 지지를 획득하 다.756)한국이 경제를 발 시켜야 궁극

으로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은 결국 미국의 한국에

한 부담을 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논리로 시종일 했다.독자 인 경

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추진도 계속되었다.해외 공 장들에게 수

출 목표액을 할당할 정도로 경제개발에 국가역량을 집 하 다.실제 가

시 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를 들면,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

획의 경우 최 설정한 목표를 과달성하 다.1963년 이래 연평균

42%라는 수출증 는 물론 매년 8%라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 다.757)경

제개발을 해 한미 정상회담도 경제 분야에서 미국지원과 조를 얻는

데 주력하 다.존슨 통령으로부터 개발차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받

았으며,일본에서 무상 3억 달러와 정부차 2억 달러를 확보하 다.758)

이러한 경제성장의 가시화 노력은 궁극 으로 국가경제 발 에 한 국

756)김석용,｢국가안보의 한국화｣,p.67.

757)RichardM.Nixon,"AsiaAfterVietNam,"ForeignAffairs(October1967), 한

민국 국회 번역문,"월남 이후의 아시아",p.9.

758)구 록,“한국의 안보 략,”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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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참여와 성원 그리고 정권에 한 지지 유지가 선순환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특히,경제부처 료들은 1960년 후반에도 계속해서 경제발 의 가

시 인 성과를 달성하 다.경제개발을 성공시켜 국민의 지지는 물론 북

한과의 체제경쟁에서 근본 으로 승리하려는 박정희 통령의 국정운

철학은 변함이 없었다.국가목표 달성을 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계

속하여 추진하 다.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를 과 달성하는 데는

경제 료들의 문성과 열정이 바탕이 되었다.1970년 8월의 3차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국세청을 신설하여 정부의 체계 인 세수확보의 기반도

다졌다.759)경제 료들은 1960년 반을 넘어서면서 월남 특수와

같은 호재를 잘 활용하 다.경제정책의 큰 방향과 목표는 통령이 제

시하 으나 가시 인 성과를 창출하기 한 계획과 추진은 료들의 몫

이었기 때문이다.1960년 후반에 어들면서 한국의 경제에 많은 악재

가 등장하 다.미국의 월남 종결 시도,미국의 한 원조의 차 으로

환,정부의 외국인의 직 투자 허용 등이 표 이다.미국에 한 수

출우 품목을 정하여 집 육성하거나 지속 인 투자와 기술도입,새로

운 시장 개척을 한 국가 차원의 총체 인 역량 투입 등을 정책에 반

하여 추진하 다.경제부처 료들의 역량은 <표 5-5>에서 제시된 한국

의 경제성장 통계에 잘 드러난다.이러한 경제발 은 궁극 으로 통령

이 구상한 외안보 략 구 에 버 목 역할을 하 다.

셋째, 극 인 역내 외안보 략의 추진이다.1960년 후반의 한반

도와 주변 안보상황 변화에 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 될 때 미국의 지

속 인 한국의 안보에 한 확인이 있었다.미국의 한국에 한 지지는

박정희 정부에게 내부 지지의 유도에 큰 도움이 되었다.미국과의 안

759)오석홍,“행정개 의 개와 과제”,｢사상과 정책｣Vol.2,No.4(1985,가을호),pp.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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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력과 더불어 박정희 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에서의 활발

한 외안보 략의 추진으로 국내의 지지를 유지하고자 했다.월남 참

국 정상회의,월남 참 국 표회의,ASPAC,APATO구상 등이

표 이다.월남 참 국 정상회의와 월남 참 국 표회의는 1966년

에 한국이 월남 에 한 정보공유와 향후 방향에 한 논의를 해 주

창하여 실화되었다.760)ASPAC과 APATO 구상 모두 지역 국가들에

의한 집단 안보 력을 해서 한국이 제창하여 시행했거나 시행이 검토

된 사안들이다.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역내 외안보 략의 추진을 통해

안보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에서의 지지를 유지하고자 했다.한국 정

부의 극 인 역내 외안보 략 추진 구상은 정부의 공식발표는 물론

국내･외 언론 보도에 의해 국민들에게 달되고 인지되었다.한국 정부

의 역내 안보 력에 한 주도권 행사는 한반도에서는 북한과,아시아

지역에서는 공산주의의 침략과 공동으로 치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역량

의 강화는 물론 외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국가의 상제

고와 안보역량의 강화는 직･간 으로 국민들에게 정권에 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이는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기 해 박정희 정부

가 일 되게 극 인 외 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안보부처 료들은 한반도에서의 쟁발발을 방지하는 억지력을 유지

하면서 경제발 에 주력하려는 통령의 국가 략 구상을 잘 구 하

다.닉슨 행정부의 새로운 외 략 구사,월남 종결 추진 등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단하고 응하 다. 를 들면 APATO 구상의 경우 외무

부 료들의 역할이 주도 이었다.1968년 최 구상을 시작하여 1969년

에 보완된 청사진을 제시하고, 통령의 지침을 토 로 추가로 그 내용

을 발 시켰다.미국의 한반도 핵심정책이었던 군사원조 정책,주한미

760)세부내용은 본 논문의 제5장 제1 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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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둔정책, 정규모의 한국군 유지정책에 해서도 사안과 시기에 따

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극 으로 동조하기도 하고 강력하게 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 다.안보부처 료들은 국제회의에서의 력을

통해 국가 이익의 추구를 극 화하 다.ASPAC회원국들은 물론 월남

참 국 표회의 참가국들과 공조하여 국제사회에서 공과 북한의

을 알리고,한국의 응노력을 부각시켰다.경제발 을 한 외국 공 원

들의 역할도 헌신 이었다.정부에서 일정 수 의 목표를 할당하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 이상의 성과를 냈다.

넷째,공무원 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일소를 추진하 다.1969년 신년

사를 보면 박정희 통령은 명 이후 지속 으로 공무원 기강 확립의

필요성은 물론 부정부패의 폐해와 국민의 이에 한 부정 인 인식이 존

재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 기강 확립이란 이야기가 이런 모임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시 논

의된다는 그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기강이 바로 서지 못하고

아직도 그런 부정한 공무원이 많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통령

으로서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그러나 이 공무원

들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야 되겠다.이것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국가의 기틀이

바로 서지 않는다 하는 나의 소신을 5/16직후나 지 이나 변함이 없습니다.그

리고 정부는 이것을 시정하기 해서 노력을 했지마는 그 게 여러분들이 기

하는 것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하지 않느

냐 하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된다는 것은 단히 정부로서 책임을 느끼고 앞

으로도 계속 이것은 철 히 단속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761)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의 추진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가발 의

해요소를 척결하는 것이 표면 이고 궁극 인 목표 다.하지만 공무원

기강 확립과 부패 일소를 한 정부의 노력은 국민들의 정부에 한 신

뢰를 높이는 효과도 부가 으로 가져왔다.박정희 통령의 국가 략 추

761) “1969년 박정희 통령 연두기자회견 연설문,” http://www.pa.go.kr/include/

print_pop.jsp(2010.1.21.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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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필요한 국내 지지의 유지는 1967년의 제6 통령선거 결과에 부

분 으로 나타난다.1967년의 제6 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는

51.4%를 득표하여 41%를 득표한 윤보선 후보를 르고 당선되었다.

1967년 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은 50.6%를 득표하여 32.7% 득표

에 그친 야당인 신민당이 확보한 45석 보다 2배 이상 많은 129석을 확보

하는 성과를 가져왔다.이는 군정을 끝내고 최 로 실시된 1963년 제5

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통령은 당시 윤보선 후보에게 아주 근소한 차

이로 승리하면서 보여 군사정권의 내부 지지의 견고성 부족을 많이

극복했음을 보여 다.하지만 1969년 이후에 추진한 3선 개헌은 국민과

미국의 지지지를 얻지 못하는 역효과를 가져온다.그래서 궁극 으로

APATO 구상을 후한 시기의 지지유지는 3선 개헌 추진을 심으로

체 으로 쇠퇴하 다.762)

4.APATO구상 추진 시기 한국의 략 리더십

략 리더십을 측정하기 해 정책결정자들의 미국의 지역패권 략

과 외 안보 에 한 인식,국내자원 동원과 추출 능력,국내지지 유

지라는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다.우선 정책결정자들의 외부환경에

한 인식과 반응은 다소 폐쇄 이고 갈등 이었다.닉슨독트린에 한 박

762)1968년 워싱턴포스트지 보고에 보면,박 통령의 장기집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

며,이로 인해 정부 내의 불화가 있고,이러한 불화는 한국정치 안정을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워싱턴포스트지 RichardHalloran기자의 1968년 6월 15일자 기사

에 보면 “...김종필 공화당 의장 사임...만약 안정이 흔들리게 되면 발 하는 이 나라

의 정치 경제 개발이 완만해질 것이고 증가일로에 있는 침략 인 북괴의 보다

큰 복계획을 한 기회가 진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동북아세아에 있어서의

군사 인 자세 공약이 태롭게 될 것이다....박 통령은 헌법을 바꾸어 통령

에 머무를려고 의도하는 듯한 의혹을 해소할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박 통령

은...한국의 국제 인 권 를 높 고...”라고 보도하고 있다.세부내용은 다음을 참조

한다.“워싱톤포스트 기사,”｢미국 의회의원 한국 계 발언,1968｣,pp.48-49,MF,

O-0025(2865),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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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통령의 인식은 낙 이었다.닉슨독트린이 발표된 이후에도 미

국이 아시아 방어에 보다 더 능동 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인식하 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국 국내정치의 향을 반 한 미국의 새로운

외 략의 기본취지에 충분히 동의하 다.닉슨 통령을 직 만나서

독트린의 배경과 정확한 의미,그리고 한국에 한 유의성을 확인하 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 을

한 미국의 지속 인 지원과 조를 얻어내는 실익을 챙겼다.그러나 일

부 정책결정자들의 닉슨독트린에 한 지나치게 낙 인 해석은 미국의

지역패권 략을 제 로 조망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1970년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에 해서는 심각한 안보 으로

인식하 다.미국 정부측의 제안을 끝까지 거부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련하여 한국군 화 지원과 추가 인 감군이 없음을 보장하라는 2가지

조건을 미국이 받아들일 것을 고집하 다.이와 병행해서 박정희 통령

은 자체 인 안보역량을 확충하 다.향토 비군의 역량과 역할의 강화,

방 산업의 집 인 육성 시작,자유 우방 국가들과의 유 강화 등이

모두 련된 조치 다.

북한이 지속 으로 무력 화통일을 추구할 것이라는 박정희 정부 정

책결정자들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었다.북한의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박정희 정부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음을 공식･비공식 발표를 통해 확

인할 수 있었다.남북한 사이의 군사 충돌 사례나 회수도 1960년

반에 비해 증가하 다.하지만 1960년 후반에 발생한 북한의 도발에

한 인식과 응에 있어서는 미국과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생겼다.

1968년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에 한 응과정에서 북한의

에 한 한국과 미국의 인식의 한 차이가 드러났다.한편,북한

의 무력 화통일에 해서는 박정희 통령의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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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의한 군사 침략 이 상존하다는 인식에는 근본 인 변화가 없

었으나 북한이 당장 면 을 시행할 능력과 의도가 없다고 박정희 통

령은 평가하 다.북한의 면 수행에 한 박정희 통령의 인식은

국군의 화와 더불어 경제발 에 매진하여 궁극 으로 장기 인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는 략의 구사에 향을 미쳤다.1969년 북한의 도발이

격하는 상을 통해서 박정희 정부는 한 닉슨독트린에 따라 북한이

략 으로 응하고 있다고 단하고 이에 응하 다.

1968년을 후로 하여 북한의 국지 인 남 도발이 격하게 증가하

자 박정희 정부는 여기에 극 으로 응하 다.향토 비군 창설,미국

의 지원을 토 로 국군의 화 지속,방 산업 육성 본격화 등을 통해

자주 국방의 추진을 역설하고 실행하 다.미국의 한국안보에 한 지원

요청도 계속하 다.자주국방과 미국의 력에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지

역안보체제 구상을 통한 외부 역량의 강화는 물론 경제발 에 매진하여

북한의 에 근본 으로 응하고자 하 다.

1960년 후반에도 박정희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공 에 한 인

식에는 변함이 없었다.미국의 월남 평화 상을 비 할 정도로 공산주

의에 한 뿌리 깊은 불신을 토 로 외안보 략을 구상할 때나 외

인 연설이나 발표문에서 북한의 보다 더 우선 으로 공의 이

고려되었다.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 팽창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그

확산의 의 근원은 공의 이라고 지목하면서 미국과의 동맹 계

는 물론 지역 국가들과의 집단안보 력으로 응하려고 했다.하지만 닉

슨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공에 한 에 해 미국과 상이한 인식을

노정하 으며,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의 출발 을 공으로 설정한

ASPAC회의나 APATO 구상 등 한국의 주요 외 략 구상에 부정

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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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는 공의 에 기본 으로 외안보 력으로 응하

다. 외 으로 안보문제를 논의할 때 항상 공의 을 언 하 고,

정상회담이나 정부 고 인사들과의 화를 통해서 미국에 공의 을

강조하 다.미국과 더불어 지역 국가들과의 공동 응을 목 으로 지역

안보 력을 모색하 다.한편,1970년에 박정희 정부는 미국이 공과

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단하 으나,이러한 단에도 불구하고 공

의 에 항하는 기본 인 안보 략의 추진방향에는 변함이 없었다.

미국의 월남 종결 추진에 해 박정희 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을 잘

모르는 미국 정부가 지나치게 낙 인 태도로 공산주의자들과 타 하고

있다고 인식하 다.박정희 정부는 미국이 국내정치의 향으로 월남

의 고식 인 종결을 추진한다고 단하 다.특히 박정희 통령은 월남

평화 상을 회의 으로 평가했으나 미국 정부의 고식 인 월남 종

결에 진행됨에 따라 월남 출구 략을 모색하 다.월남 참 국 표

회의를 통해서 월남 들과 의하 으며 닉슨 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도 월남 종결에 따른 한국의 의견과 요구조건을 논의하 다.신년사와

같은 공식경로를 통해서 월남 종결에 한 국민들의 우려도 불식시키

려고 하 다.이러한 평가를 고려해볼 때 외부 환경에 한 박정희 정부

의 리더십은 외안보 략 추진 차원에서 반 으로 ‘정 ’이라고 평

가할 수 있다.

국내자원 동원 추출에 해서는 여 히 높은 능력을 보 다.국내

자원의 동원과 추출 측면에서 박정희 정부는 경제발 에 국가 략의 주

안을 두면서,안보 략도 그 일환으로 추진하 다.박정희 정부는 경제우

선 외정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우선 동맹국인 미국의 능력을 최 한

활용하고자 하는 략을 1960년 후반에도 계속 추진하 다.정상회담

이나 월남 참 국 표회의를 포함한 공식･비공식 에서 한국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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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제발 을 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는데 주 함이 없었다.일본의

역량을 활용하는 지혜도 계속 발휘하 으며,정부조직도 추가 으로 개

편하 다.아울러 자주 국방력의 강화에 매진하 다.이는 닉슨독트린,

주한미군 철수,월남 종결 추진,북한의 도발 증가, 공의 불변

으로 표되는 1960년 후반의 내･외 안보상황에 한 응이었다.

자주 국방력 확충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면서 향토 비군

창설,국내 방 산업 육성 등을 본격화하 다.

박정희 정부는 월남 출구 략도 본격 으로 모색하 다.월남 의

종식은 외화유입의 격한 감소를 의미했다.이에 응하여 미국의 민간

투자와 기업 사이의 합작투자를 받아들 다.외국 자본의 직 인 투자

는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더 많은 희생을 필요로 했다.국민들은 매년

목표액을 과하는 축을 통해 이러한 정책에 순응하여 1970년 한국

경제의 목할 만한 성장에 견인차가 되었다.경제외교의 강화도 지속하

다.박정희 정부는 외 략의 두 축은 안보와 경제라고 시종일 강

조하 다.1960년 후반에는 특히,자본과 기술의 도입은 물론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경제외교를 집 하 다.이러한 노력과 국민들의 호응으

로 미국에 의한 월남 종결 추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을 심으로

한국에 한 투자자본과 차 의 도입은 계속되었다.1960년 후반에도

계속된 박정희 정부의 국가 략 추진에 필요한 국내 자원의 추출과 동원

을 해 발휘한 리더십은 평균 9% 이상의 실질 경제성장율과 GNP성

장률을 기록하 다.수출 신장율도 평균 38%이상 증가되었다.이러한 수

치는 열악한 한국의 경제기반과 월남 종식은 물론 북한과 공의

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여 히 목상 할 만한 결과이다.

국내지지율은 1960년 후반에 어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3선 개

헌 시도의 여 로 장기집권에 한 일부 국민들과 미국의 반 가 있었



-359-

다.박정희 정부는 국내 인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기 해 우선 국가 안

보역량을 강화하 다.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안보상황의 변화에 극

응하 다.자주 국방력 강화,향토 비군 창설,국군 화 지속 추진,

지속 인 미국의 한 방 공약 확인,방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국민

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했다.경제성장의 가시화 노력을 계속하 다.박정

희 정부는 경제성장의 단기목표를 수치로 제시하여 목표달성을 가시화하

고 국민들의 성취감을 자극하 다.월남 병 확 나 주한미군 감축

논의 등 외 략도 경제발 과 연계하여 결정하 다.경제성장의 가시

화 노력은 경제 발 에 한 국민의 참여와 성원 그리고 정권에 한 지

지 유지가 선순환되는 구조의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아울러 극 인

역내 외안보 략을 추진하 다.미국과의 안보 력과 더불어 박정희

정부는 월남 참 국 정상회의,월남 참 국 표회의,ASPAC,

APATO 구상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에서의 활발한 외안보 략

의 추진으로 국가의 상을 제고하고 직･간 으로 국민들에게 정권에

한 신뢰를 높 다.공무원 기강 확립과 부패 일소를 한 정부의 노력

한 국민들의 정부에 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가져왔다.박정희 정

부의 국가 략 추진에 필요한 국내 지지의 유지는 1967년의 제6 통

령선거 결과에 부분 으로 나타난다.1967년의 제6 통령선거에서 박

정희 후보는 51.4%를 득표하여 41%를 득표한 윤보선 후보를 르고 당

선되었다.하지만 박정희 통령의 1960년 후반의 장기집권 추진은 정

치권과 미국의 반 에 직면하기도 했다.지 까지 살펴본 략 리더십

의 세 가지 요소에 한 평가를 고려해보면,APATO를 구상한 1960년

후반 박정희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은 총체 으로 ‘보통’으

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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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동맹의 보완 방안으로서의 APATO구상

박정희 정부의 아･태지역 외안보 략의 일환으로 구상하고 추진을

비했던 APATO 구상을 평가하기 해 지 까지 살펴본 아시아･태평

양 조약기구 구상의 향요인에 한 분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APATO 구상과 실 에 향을 첫 번째 변수는 략 리더십이

다. 략 리더십은 정책결정자들의 미국의 지역패권 략과 외 안보

에 한 인식,국내 자원의 동원과 추출 능력,국내 지지 유지로 구

성된다.이들 세 가지의 지표로 측정한 결과를 보면,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은 총체 으로 ‘보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한국 정부가

APATO를 구상하던 시기에 박정희 정부의 외 략 구상에 향을 미

친 외부환경은 닉슨 독트린,주한미군 철수,북한도발 증가, 공

증 ,미국의 월남 종결 추진 등이었다.

닉슨독트린에 한 박정희 정부의 인식은 매우 낙 이었다.아시아

에 한 미국의 지역 략은 물론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에도 근본

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단하 다.미국의 주한미군 철수에 해서 박

정희 정부는 심각한 안보 으로 인식하 다.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에 해 끝까지 반 하면서 한국군 화와 추가

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 다.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

는 박정희 정부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었다.공식･비공식 발표에 지

속 으로 이러한 인식이 드러났다.남북한 사이의 군사 충돌 사례

나 회수도 1960년 반에 비해 증가하 다.북한의 면 에

해서는 통령의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북한에 의한 면 이 상

존하다는 인식에는 근본 인 변화가 없었으나 북한이 당장 면 을 시

행할 능력과 의도가 없다고 평가하 다. 공에 한 도 국가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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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통령의 외 발표 내용은 물론 패권국인 미국의 공에 한

인식 표명도 계속되었다.1960년 후반에도 박정희 통령의 공

에 한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다. 외안보 략을 구상할 때나 외 인

연설이나 발표문에서 공에 한 인식 표명이 계속되었다.비록 남

북한의 군사 충돌이나 북한의 군사 도발의 회수와 정도의 차이가 있

고,북한의 면 의도와 능력에 한 인식의 변화가 있지만 반 으

로는 박정희 정부의 북한과 공에 한 인식이 1960년 반에 걸

쳐 계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일부 정책결정자들의 닉슨독트

린에 한 지나치게 낙 인 해석,1970년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와 련한 립과 인식의 차이, 공의 에 한 미국과 상이한 인식

의 노정은 한국의 주요 외 략 구상에 부정 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원

인이 되었다.

국내자원 동원 추출에 높은 능력을 보 다.국내자원의 동원과 추

출 측면에서 박정희 정부는 경제발 에 국가 략의 주안을 두면서,안보

략도 그 일환으로 추진하 다.자주 국방력을 강화하여 1960년 후반

의 변화되는 내･외 안보상황에 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

하 다.월남 도 같은 맥락으로 출구 략을 모색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속 인 경제발 으로 유도하 다.

국내지지율은 1960년 후반에 추진된 3선 개헌에 한 반 의 여

로 장기집권에 한 일부 정치권과 국민,그리고 미국의 반 가 있었다.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의 성과를 가시화하여 국민의 지지를 유지

하고자 했다.월남 참 국 표회의 제창이나 ASPAC주도 등 외안

보 략을 극 으로 추진하여 국가의 상을 높이려고 하 다.박정희

정부의 국가 략 추진에 필요한 국내 지지의 유지는 1967년의 제6

통령선거 결과에서 부분 으로 나타난다.하지만 박정희 통령의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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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후반의 장기집권 추진은 정치권과 미국의 반 에 직면하기도 했다.

한편,박정희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 발휘에 의한

APATO의 구상과 실 은 이러한 동맹의 보완 략에 한 미국의 인식

이 향을 미쳤다.미국은 한국 정부가 구상한 APATO창설을 부정 으

로 인식하 다.이는 월남 의 조기 종결은 물론 역내에서의 자국의 개

입을 최소화하려는 미국의 지역패권 략에 기반하고 있다.한국이 역내

에서 추진하려고 구상한 APATO 창설이 궁극 으로 이러한 자국의 지

역패권 략 추진에 부정 으로 작용할 것으로 미국이 단했기 때문이

다.

박정희 정부의 략 리더십은 물론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미

국의 인식에 향을 미국의 지역패권 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지역패권 략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는 국제체제의 형태와 동

아시아 지역의 패권형태이다.국제체제는 궁극 으로 미국과 소련이 첨

하게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립하던 양극체제 다.일부에서는 1960년

후반의 국제체제를 치열한 양극체제에서 다극화로 환된 시기라고

주장한다.다극화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상들도 증가하 다.그러나 유

럽에서의 베를린 분단 상황의 지속,소련의 체코 침공,아시아의 한반도

분단과 월남 문제가 냉 체제의 틀 속에서 유지되었다.미국과 소련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여 히 압도 이었다.그러나 1960년 후반에

어들면서 두 나라의 상 인 향력은 어드는 상을 볼 수 있다.

체 으로는 APATO구상이 개되었던 1960년 후반부터 1970년

까지의 국제체제도 여 히 양극체제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국제체제의

형태는 ASPAC추진이라는 한국의 외안보 략과 정책 구사에 양극체

제가 직 으로 향을 미치지 않았다.오히려 미･소에 의해 형성된 양

극체제는 박정희 정부의 외안보 략 구상에 직 인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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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시아 략이나 한반도 정책에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그

래서 미국의 지역패권 략 구사라는 독립변수에 향을 미친 선행변수라

고 할 수 있다.

1960년 후반의 동아시아 지역패권의 형태는 다소 느슨해진 ‘패권 ’

형태라고 평가하 다.<표 5-1>에서 보듯이 지역에 치한 4 강국의

인 국력의 수치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비교했을 때 여 히 미국의

국력이 압도 이다.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소련, 공,일본에 비해

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많기 때문이다.미국의 압도 인 패권

치에 한 상 인 인식도 1960년 반과 큰 차이가 없었다.

1960년 후반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주요 강국에 한 인식을 추가

으로 살펴보면,소련, 공,일본은 반 으로 미국의 향력이 월등하

다고 인식하고 있다.국력의 인 요소와 역내 국가들의 상 인

인식을 고려해볼 때 1969년을 후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향

력이 압도 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1960년 반과 비교해볼 때 역

내에서 공의 국력 성장이 소폭으로나마 계속되고 일본의 경제성장,그

리고 미국의 월남 출구 략 모색 등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개입

의지가 상 으로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그래서 지역 패권의 형태를

상 으로 느슨한 ‘패권 ’형태라고 본다.미국의 향력이 여 히 상

으로 압도했던 지역 패권의 형태는 체제 차원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패권 략을 구상하고 추진하는데 큰 틀을 한정 지워주는 역할을 했

을 것이다.아울러 이러한 한정은 궁극 으로 박정희 정부가 월남 참

국회의를 제안하고 추진하는데 간 으로 연 된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정부가 APATO를 구상하던 1960년 반 이후의 미국의 아

시아･태평양지역 패권 략은 월남 으로부터 벗어나기 한 소극 인 개

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미국과 소련이 첨 하게 립하는 양극체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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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제체제와 연계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냉 산물인 이데올

로기와 체제의 립은 계속되었다.그래서 아시아에서의 공산침략 쇄

라는 미국 지역 략의 기본틀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하지만 월남 의

장기화가 미국의 지역 략에 결정 인 향을 미쳤다. 쟁이 장기화되

면서 반 여론의 확 라는 국내정치 변수를 반 하여 미국 정부는 소

극 인 개입으로 아시아에서의 상을 유지하려는 략 변화를 시도하

다.1969년 닉슨독트린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 략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 인 결과이다.

이러한 미국의 지역패권 략은 아시아 략과 한반도 안보정책으

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미국의 동아시아 략의 핵심은 아시아에 의한

아시아의 방 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보조 역할에 의해 지역 안정과 발

을 도모하는 것이었다.이를 해 1960년 반 이후 미국은 공산침

략 쇄의 기본틀을 유지한 가운데 월남 을 마무리하고자 하 다.이

과정에서 아시아에 의한 아시아 방 는 물론 일본을 지역 안보확보의 보

조자 역할에 활용하면서,세력균형 차원에서 공과의 계개선도 추진

하 다.닉슨은 1967년 자신의 기고문에서 ASPAC을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방어의 표 인 노력으로 제시하 다.763)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략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박정희 정부가

APATO를 구상할 당시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은 반 으로 상유

지를 한 소극 인 지원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아시아･태평양 지

역 패권 략과 연계하여 한반도에서 공산침략과 확산을 지하려는 미국

의 략 틀과 목표는 변함이 없었다.그래서 한국의 안보에 한 지원

763)1970년 우리 정부의 분석을 보면 미국의 외정책은 70년 에 있어서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70년

국가 안보외교의 방향,” ｢한국 안보 계 자료, 1968-71｣, p. 254, MF,

G-0022(4323),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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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동맹체제를 계속 유지하 다.주기 인 한국의 안보에 한 확

약이나 주한미군의 주둔,국군 화 지원 등이 계속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역패권 략 구 을 한 세부 방법에는 변화를 보이

기 시작했다.주한미군 감축을 단행했으며,군사원조도 차 방식을 도입

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의 아･태지역 외안보 략의 일환으로 구상되고 추진되

었던 APATO구상과 추진은 제2장에서 구분한 종속변수의 형태 에서

‘제한’의 유형에 속한다.APATO구상의 추진이 제한되고 미약한 성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동맹의 보완 방안으로서의 APATO구상과 추진에

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APATO창설을 한 략의 구상과 추진에 한 논의는 나름 로 진

지하게 진행되었다.한국 정부는 1960년 후반에 북한과 공의

상존,미국의 지역 패권 략 변화,월남 종결 추진,주한미군 철수 등

내외 안보상황 변화를 분석하고,이에 능동 으로 처하려는 논의를

지속하 다.이러한 논의를 토 로 구체 인 APATO라는 외안보 략

이 구상되었다.특히 미국의 지역 패권 략 변화와 월남 종식,주한미

군 철수 등에 응하기 해서는 한미상호방 력 체제와 더불어 아시

아･태평양 지역 력을 한 외 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단하고 지역

집단안보체제를 구상하고 이를 구체화하 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가 APATO 구상을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는 데는

궁극 으로 성공하지 못했다.최 에는 월남 참 국을 주축으로 해서

APATO구상을 구체화하려고 시도하 다.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구체화

될수록 미국의 지원을 얻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여 히 양자동맹과

기존의 동맹체계를 유지하는 략을 미국은 선호하 다.아시아 지역에

서 실효 인 집단안보체제의 구성을 해서는 미국과 더불어 핵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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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투입해야 할 일본의 극 인 반 가 결정 이었다.

한국 정부는 APATO 구상을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지 못했지만 나름

로의 성과도 있었다.첫째, 공에 한 강 국들의 계개선을 포함한

국제 안보환경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안보문제에 해 한국이 주도

역할을 계속할 수 있었다.1960년 반과 반을 거치면서 박정희 정

부는 ASPAC창설과 월남 참 국 정상회담 개최 제의 등을 통해 지역

안보를 한 아시아인에 의한 이니셔티 를 보여주었다.1960년 후반

에도 APATO 구상을 통해 다시 한 번 역내에서의 지역 안보문제와

련하여 자유 우방국들의 결속과 력을 다지는데 한국이 주도 역할을

할 수 있었다.APATO를 구상하고 주변국들의 의사를 타진하는 자체만

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박정희 정부의 APATO구상과 이를 구 하기 한 련국들의

의사 타진 과정 자체가 한국의 국가 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 다.박정

희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조약기구 구상에 해 미국의 의사를 타진할

때 미국 정부는 매우 정 으로 반응하 다.물론 차후에 미국이 생각

하는 아시아의 지역 력의 개념을 경제와 문화 력으로 국한하면서 한국

의 구상이 구 되지는 못했지만,APATO의 주도 인 구상 자체가 의미

가 있었다.월남과 자유 국 등 공산주의 과 직면한 국가들은 실제

로 박정희 정부의 구상에 극 찬성하 다.일본이나 필리핀과 같은 국

가들은 APATO 구상에 반 하 지만,이러한 과정 자체가 여 히 역내

에서의 한국의 상을 높이는 기능을 하 다

셋째,APATO구상을 통한 극 인 지역 안보 력의 추진은 국민의

정부에 한 신뢰와 지지에도 정 인 향을 미쳤다.ASPAC창설이

나 월남 참 국 회의와 마찬가지로 APATO구상 자체가 박정희 정부의

국내 지지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활발한 외안보 력추진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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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에게 국가의 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소재

다.국내 지지의 유도가 역내에서의 외안보 략 추진의 주된 목 은

아니었지만 취약한 군사정부의 정통성을 보완하는 일환으로 활용한 측면

도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지 까지 살펴본 성과에도 불구하고 APATO 구상은 다음과 같은 한

계도 보여주었다.첫째,박정희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국제 안보환경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공과의 계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미국은 1960년 후반기에 한국과 다르게 공을 인식

하 다.한국은 공이 역내 공산주의 확산과 의 출발 이며,그래서

북한의 도 공과 연계된다고 인식하 다.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역내 국가들이 공의 에 공동으로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반

면에 미국은 역내에서 소련을 견제할 목 으로 공과의 계 개선을 모

색하 다. 공을 력과 교류의 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이러

한 인식의 차이가 박정희 정부의 APATO구상을 추진하는데 한계로 작

용하 다.

둘째,월남 처리와 련한 미국과의 입장차이도 APATO구상을 제

한하는 요소 다.미국은 월남 의 조기 처리를 해 ‘월남 의 월남화’

를 추진하 다.박정희 정부는 월남 병부 의 철수가 본격화되기 까

지는 명 로운 철수를 주장하면서 공산세력과의 힘에 의한 결을 끝까

지 주장하 다.실제로 APATO에 해 미국 료들은 동남아시아국가들

의 상호 조의 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월남 수행 계로 지역 집

단안 보장체제에 참여하는 것을 꺼린다고 언 했었다.764)미국의 아시

아･태평양지역 패권 략의 일환으로 조기 종 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박

정희 정부는 그러한 략 차원에서의 근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 있

764)“그린차 보 내한 내일 박 통령과 요담,”『동아일보』(1969.4.11).



-368-

다.

셋째,닉슨독트린에 한 박정희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낙 인 망

도 제한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닉슨독트린에 한 낙 인

망은 공에 한 박정희 정부와 미국의 인식 차이는 물론 미국의 아･태

지역 패권 략 차원에서의 사고와도 연결된다.박정희 정부의 국제체제

차원의 변화에 한 감지와 응이 매우 경직되었다.그러한 사유로 닉

슨독트린에 한 낙 망이 가능했고,이러한 망은 궁극 으로

APATO구상의 한계로 작용한 것이다.

넷째,박정희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미국과 일본과의 계를 제 로

읽지 못했다.한국 정부가 APATO 구상을 추진할 당시 미국은 일본과

오끼나와 반환 문제를 의 이었다.당시 미국 정부 료들의 발언을

보면,미국은 APATO구상에 있어서 일본의 참여가 건이나 미국이 일

본에 압력을 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만약 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가하면 일본과의 오키나와반환교섭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박정희 정부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미일 계의

특수성에 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체제 차원에서 미국의 소극 개입의 패권 략 구사도 박정희

정부의 역내 외안보 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APATO의 구상

을 실화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 다.요약해보면, 공의 에

한 상이한 인식을 포함한 의 제약요인들은 약소국인 한국이 독자

인 외 략을 구상하는데 부정 인 요인으로 작용하 다.체제 차원의

패권 략과 약소국인 한국의 략 리더십과 조응하지 않을 때 역내에

서의 독자 인 외안보 략 추진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765)

765)“아국과 자유아세아의 안 보장태세 강화책 시안 :월남 종결후 새로운 정세에

비하여,” ｢APATO(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 창설 구상,1968-69｣,p.20,MF,

G-0012(3107),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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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 분석틀을 토 로 두 가지의 가설을 설정했었다.첫 번째 가

설은 “한국의 국가정책 결정자들이 높은 략 리더십 역량을 발휘할수

록 한국 정부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내에서의 외안보 략이 추진되고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단 수 에서 APATO구상에

향을 미친 략 리더십 역량은 보통이었다.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내

자원을 동원하고 추출하는 데는 나름 로의 역량을 발휘했으나 외부환경

에 한 인식과 국내 지지 유지면에서는 높은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닉슨 행정부의 새로운 외 략에 한 낙 이해,월남 출구 략

모색에 한 이견, 공에 한 인식의 극명한 차이,주한미군 철수

정책에 한 이견 등은 한국의 외 략 추진에 정 으로 작용하지 못

했다.박정희 정부의 3선 개헌 추진도 국내의 지지를 높게 유지하는데

부정 으로 작용하 다.이러한 리더십 발휘의 결과로 인해 궁극 으로

APATO구상을 안보정책으로 구체화하여 시행하지는 못했다.그러나

어도 APATO라는 외안보 략을 구상하고 이를 토 로 역내 국가

들과 성사여부를 타진했기 때문에 이 자체의 추진만 보아도 기존의 실

주의 이론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제한된다.

두 번째 가설은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해서 동맹의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데,이러한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미̀국의 인식이 정

(positive)일수록 한국이 구상한 방안 모색의 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한국 정부가 APATO 구상이라는 외안보 략을 추진할 당시

미국은 월남 의 조기 종결을 포함하여 역내 문제에 한 개입을 최소화

하려는 지역 패권 략을 구상하 다.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이 자국의

외부안보역량을 강화하기 해 추진하는 APATO라는 역내에서의 외

안보 략 추진이 역내에서 자유진 을 강화할 수는 있으나,이러한 략

이 추진이 궁극 으로 미국의 소극 인 지역 안보문제 개입 략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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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 다.아시아 방 에 한 아시아인의

역할을 강조한 닉슨 정권은 미국 의회의 향력, 공과의 계개선을

통한 힘의 균형 유지,아시아 방 에 한 일본의 역할 확 를 한 오

키나와 반환문제에 한 악 향 등의 우려 때문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APATO 구상을 지지할 수 없었다.즉,APATO 구상에 한 지원이 미

국의 국내 정치상황,월남 조기 종결 시도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국

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하 다.이러한 인식을 토 로 미국은

APATO라는 한국의 외 략 추진을 지원(commitment)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실제로 한국 정부가 APATO창설을 구상하던 기 단계에

서 미국은 매우 정 인 태도를 보 으나 궁극 으로 이를 지원하지 않

았다.역내에서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어 한국 정부의 역내에서의

APATO창설 구상이라는 동맹의 보완 방안은 미국의 지원을 얻지 못

한 계로 추진과 성과면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낼 수 없었다.

의 두 가지 가설에 한 검증을 요약해보면,한국의 높지 않은 략

리더십 역량 발휘와 1960년 후반 자국의 소극 인 개입이라는 지역

패권 략에 기반한 APATO 창설 구상에 한 미국의 부정 인 인식은

모두 APATO창설 구상의 실 에 부정 인 향을 미쳤다.이러한 결과

는 “무정부 국제체제의 틀 속에서도 약소국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한 다양한 안이 있다”는 사실과 “ 외 환경요인과 국가 요인의

조응 속에서 외 략을 구사해야 효과 ”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여

주고 있다.약소국인 한국이 한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하면서도 항상

한미동맹 이외의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데,체제 차원의 향요인들

과 략 리더십이 역내에서의 외안보 략 추진과 성과를 내는데

합하게 구성될 경우 효과 인 동맹의 보완 방안 모색이 가능함을 보여

다.아울러,이러한 결과는 무정부 국제체제의 틀 속에서도 약소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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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한 다양한 안이 있다는 주장은 기존의 실

주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아울러 한국이 외 환경요인과 국가

요인의 조응 속에서 외 략을 구사해야 효과 이라는 의미는 신고

주의 실주의 이론과 기본 으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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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 론

본 연구의 목 은 냉 기에 박정희 정부가 미국과 강력한 양자동맹체

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국의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해서 역내에서 다

양한 외안보 략을 추진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추진에 향을 미친 요

인을 밝히는 것이었다.근본 인 연구의 출발 은 지역체제에서의 국

의 부상을 포함한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른 장기 인 차원에서의 국가

안보 략 구상의 필요성에 한 고민이었다.특히 우리의 안보 략을 연

구하고 구상함에 있어서 무감각 으로 한미동맹에 사고가 함몰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연구문제를 제기했었다.

연구문제에 답함은 물론 설정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서 연구의

가설을 설정한 후 인과 계 증명을 해 먼 기존연구와 련 이론을

분석하 다.이를 토 로 안 분석틀을 제시한 후,이 분석틀을 토

로 사례를 분석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 계를 밝히고자 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 계 설명을 한 핵심가설은 한국이 미동

맹체제에 크게 의존하는 약소국 이지만,자국의 안보를 유지하기 해

국제체제가 제한하는 한정된 범 내에서도 략 리더십의 발휘에 따

라 효과 인 외안보 략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박정희 정부의 외안보 략에 한 기존의 연구는 한미동맹에

집 되거나 창설 배경,목 등 단편 인 근이 부분이었다.한 국가

의 외안보 략 구사에 련된 기존의 이론도 국제체제 수 을 강조하

거나 단 수 을 강조하여 포 인 근과 실제 구사한 략의 설명에

제한이 있었다.단편 인 연구의 한계는 물론 약소국의 독자 인 외안

보 략 구상과 추진에 한 안 이론은 신고 실주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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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실주의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을 근간으로 하는 신 실주

의자들의 구조 근을 근간으로 하면서도,한 국가의 외안보 략 추

진이라는 종속변수의 설명은 구조 요소가 매개변수인 단 수 의 요소

에 의해 변환되어야 비로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한편,한

국의 경우 지역패권국인 미국과의 힘의 비 칭성은 물론 한미 양국의 비

칭 동맹 계에서 오는 방기의 우려,한국이 처한 지정학 입장을

고려할 때 안 동맹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략 환경이다.이러한 여

건 속에서는 완 하게 신고 실주의 이론을 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약소국인 한국이 이러한 략 환경에서

주도 으로 동맹의 보완 방안을 추진한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이러

한 여건 속에서의 한국의 주도 인 외안보 략의 실 은 지역 패권국

인 미국이 설정한 틀을 완 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신고 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단 수

의 핵심 요소는 정책결정자들의 상황인식,국내 자원의 동원과 추출 능

력,국가의 내부 특성으로 구성되는 략 리더십으로 보았다.한편,이

러한 략 리더십을 발휘하여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주도 으로 동맹

의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데,이러한 방안의 실 은 자국의 지역 패권

략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이 추진하려는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인

식이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그림 2-1>과

같은 분석틀을 설정한 후 이를 용하여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

창설,월남 참 국 회의,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APATO)구상이라는 3

가지 사례를 분석하 다.

첫째,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창설 추진 사례를 분석하 다.

박정희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ASPAC창설을 추진하는 시기의 미국의

동아시아 략의 주안이 공산주의 팽창의 지에 있다고 인식하 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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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에도 근본 인 변화가 없으며,그래서 한국을 계

속 지원할 것으로 인식하 다.이러한 인식을 토 로 외부환경에 략

으로 응하는 데 필요한 국내 자원의 동원과 추출은 물론 국민의 지지

를 유지하는데도 높은 역량을 발휘하 다.미국은 지역의 안보문제에

극 으로 개입하는 자국의 지역 패권 략을 기 로 한국의 ASPAC 추

진을 정 으로 인식하 다.한국의 ASPAC추진이 역내에서 공산주의

확산의 지는 물론 한국의 안보역량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단하

다.미국은 양극체제라는 국제체제와 미국의 지 가 압도 으로 우월한

‘패권 ’지역 패권형태를 토 로 동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침략을 쇄

하기 해 아시아의 안보에 극 으로 개입하는 패권 략을 구사하

다.박정희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의 높은 략 리더십과 ASPAC이라는

한국의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정 인 미국의 인식이 결합되면서

박정희 정부는 최 의 의도 로 ASPAC을 창설하고 정례화 하 다.이

과정에서 공과 북한의 에 한 역내 국가들의 공감을 형성함은 물

론 한국의 안보 을 지역의 안보 과 연계시키는데 성공하여 궁극

으로 한국의 안보역량이 강화되었다.그래서 ASPAC창설 추진은 제2장

에서 제시한 ‘유리’한 사례에 해당된다.

제2장에서 분석틀을 토 로 제시했던 두 가지의 연구가설을 검증해보

면,한국의 높은 략 리더십 역량 발휘와 1960년 반 미국의 ‘

극 개입’이라는 지역 패권 략에 기 한 ASPAC추진에 한 미국의

정 인 인식은 모두 ASPAC의 창설과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무정부 국제체제의 틀 속에서도 약소국이 자국의 안보

를 강화하기 한 다양한 안이 있다”는 사실과 “ 외 환경요인과 국

가 요인의 조응 속에서 외 략을 구사해야 효과 ”이라는 사실을 확

인하여 주고 있다.무정부 국제체제의 틀 속에서도 약소국이 자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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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를 강화하기 한 다양한 안이 있다는 주장은 기존의 실주의 주

장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아울러 한국이 외 환경요인과 국가

요인의 조응 속에서 외 략을 구사해야 효과 이라는 의미는 신고 주

의 실주의 이론과 기본 으로 일치한다.특히,이승만 정부에서의 역

내 안보 력 추진과 박정희 정부의 ASPAC 추진 과정의 사례 분석은

략 리더십의 요성을 실증 으로 보여주었다.

둘째,월남 참 국 회의 제안과 참가 사례를 분석하 다.박정희 정부

의 정책결정자들은 월남 참 국 회의를 제의하고 참석하는 시기의 미국

의 동아시아 략의 주안이 여 히 역내에서의 공산주의 팽창의 지에

있다고 인식하 다.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에도 근본 인 변화가 없

으며,그래서 한국을 계속 지원할 것으로 인식하 다.이러한 인식을 토

로 외부환경에 략 으로 응하는 데 필요한 국내 자원의 동원과 추

출은 물론 국민의 지지를 유지하는데도 높은 역량을 발휘하 다.역내에

서의 공산주의 확산을 지하면서 동시에 월남 의 조기 마무리를 추진

하는 자국의 지역 패권 략에 기반하여 미국은 한국의 월남 참 국 회의

제안과 참가라는 동맹의 보완 방안의 추진을 정 으로 인식하 다.

미국은 양극체제라는 국제체제와 미국의 지 가 압도 으로 우월한 ‘패

권 ’지역 패권형태에서 동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침략을 쇄하기

한 기본 략은 유지하지만,월남 의 조기 마무리를 추진함은 물론 공

과의 계개선을 통한 소련의 견제 등을 모색하여 아시아의 안보에 극

으로 개입하는 략에서 소극 으로 개입하는 략으로의 환을 모색

하 다.이러한 략의 구 에 있어 월남 참 국 회의의 추진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다.정책결정자들의 높은 략 리더십과 월남 참 국

회의 제의와 참석이라는 한국의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미국의 정

인 인식이 결합되면서 박정희 정부는 최 의 의도 로 월남 참 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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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제의하고 정례 으로 참여하 다.이 과정에서 공과 북한의

에 한 역내 국가들의 공감을 형성함은 물론 한국의 안보 을 지역의

안보 과 연계시키는데 성공하여 궁극 으로 한국의 안보역량이 강화

되었다.그래서 월남 참 국 회의 제안과 추진은 제2장에서 제시한 ‘유

리’한 사례에 해당된다.

제2장에서 분석틀을 토 로 제시했던 두 가지의 연구가설을 검증해보

면,한국의 높은 략 리더십 역량 발휘와 1960년 반의 지역 패권

략에 기 한 월남 참 국 회의 추진에 한 미국의 정 인식은 모

두 월남 참 국 회의 제안과 추진에 정 인 향을 미쳤다.이러한 결

과는 “무정부 국제체제의 틀 속에서도 약소국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

기 한 다양한 안이 있다”는 사실과 “ 외 환경요인과 국가 요인

의 조응 속에서 외 략을 구사해야 효과 ”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

여 주고 있다.무정부 국제체제의 틀 속에서도 약소국이 자국의 안보

를 강화하기 한 다양한 안이 있다는 주장은 기존의 실주의 주장과

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아울러 한국이 외 환경요인과 국가 요

인의 조응 속에서 외 략을 구사해야 효과 이라는 의미는 신고 주의

실주의 이론과 기본 으로 일치한다.

셋째,아시아･태평양 조약기구(APATO)를 구상한 사례를 분석하 다.

APATO의 구상 단계에서 박정희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이

높게 발휘되지 못했다.한국 정부가 APATO를 구상하던 시기에 박정희

정부가 반응한 외부환경은 닉슨 독트린,주한미군 철수,북한도발 증가,

공 증 ,미국의 월남 종결 추진 등이었다.박정희 정부는 외부

환경에 해 사안에 따라 한국의 국가 략에 한 향을 고려하여 응

하 다.그러나 일부 정책결정자들의 닉슨독트린에 한 지나치게 낙

인 해석,1970년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와 련한 미국과의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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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식의 차이, 공의 에 한 미국과 상이한 인식의 노정은 한국

의 주요 외 략 구상에 부정 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원인이 되었다.

안보상황에 략 으로 응하는 데 필요한 국내 자원의 동원과 추출에

는 높은 역량을 발휘하 다.박정희 정부의 국가 략 추진에 필요한 국

내 지지의 유지는 1967년의 제6 통령선거 결과에서 부분 으로 나타

난다.하지만 박정희 통령의 1960년 후반의 장기집권 추진은 정치권

과 미국의 반 에 직면하기도 했다.박정희 정부가 APATO를 구상하고

추진하던 시기에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은 높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박정희 정부가 APATO를 구상하던 시기에 미국은 월남 에

한 국내여론의 약화와 의회의 반 로 인해 ‘닉슨독트린’을 바탕으로 월남

의 조기 마무리를 꽤함은 물론 아시아의 안보 문제에 소극 으로 개입

하는 패권 략을 추진하 다.이러한 패권 략을 토 로 한국이 추진하

는 동맹의 보완 방안인 APATO 구상에 해 부정 으로 인식하 다.

정책결정자들의 높지 않은 략 리더십과 APATO구상이라는 한국의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부정 인 미국의 인식이 결합되면서 박정희

정부는 최 의 의도와는 반 로 APATO를 실 하지 못했다.그래서

APATO구상 추진은 제2장에서 제시한 ‘제한’의 사례에 해당된다.

제2장에서 분석틀을 토 로 제시했던 두 가지의 연구가설을 검증해보

면,한국의 높지 않은 략 리더십 역량 발휘과 1960년 후반 미국의

소극 으로 지역 안보문제에 개입하는 지역 패권 략에 기 한 APATO

구상에 한 미국의 부정 인식은 모두 APATO구상의 실 에 부정

인 향을 미쳤다.이러한 결과는 “무정부 국제체제의 틀 속에서도 약

소국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한 다양한 안이 있다”는 사실과 “

외 환경요인과 국가 요인의 조응 속에서 외 략을 구사해야 효과

”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여 주고 있다.무정부 국제체제의 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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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약소국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한 다양한 안이 있다는 주

장은 기존의 실주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아울러 한국이

외 환경요인과 국가 요인의 조응 속에서 외 략을 구사해야 효

과 이라는 의미는 신고 주의 실주의 이론과 기본 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약소국인 한국의 외안보 략 구상과 추진에 향

을 주는 요소를 명확하게 식별하 다.약소국이 ‘무정부 ’속성을 가진

국제체제 내에서 자국의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해 외 략을 추진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다.본 연구는 약소국인 한국의 외안보

략 구상과 추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

과 한국이 추진하는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미국의 인식임을 재확인

하 다.아울러 국제체제와 지역 패권의 형태(미국의 패권이 이라

는 제하에)는 미국의 지역패권 략이라는 체제 차원의 독립변수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사

례연구 결과는 한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이 높고 동시에 한국

이 추진하는 동맹의 보완 략에 한 미국의 인식이 정 일수록 박정

희 정부의 역내에서의 한미동맹의 보완 방안의 실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시에 약소국 한국은 유리하고 성과 있는 외안

보 략 추진을 한 국가 차원의 안보 략과 정책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

해주고 있다.국제체제가 약소국의 외안보 략의 틀을 한정 지워주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핵심 행 자인 지도자와 료의 략 리더십을 높

이는 노력이 제일 요함을 나타낸다.이와 더불어 력 인 한미 계를

유지하여 약소국인 한국의 국가이익을 극 화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지역

패권 략이 구사되도록 힘써야 함을 암시한다.미국이 이러한 지역패권

략을 토 로 한국이 동맹의 보완 방안의 추진에 한 인식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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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이다.미국의 동아시아 략과 한반도 안보정책의 주도권은

미국에게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간 으로 미국이 우호 으

로 한정책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향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

함을 본 연구의 결과는 내포하고 있다.한미동맹 략으로 충분히 응하

는데 제한되는 안보상황의 변화에 장기 으로 처하기 해서 향후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한 방향을 나름 로 제시할

수 있다는 이 본 연구의 의의와 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즉,향후 우

리 안보의 확보를 해서 어떤 보완 략을 구사하면 동맹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한 해결의 단 를 박정희 정부의 세 가지 사례에

한 분석결과가 어느 정도 제공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체제에서 약소국의 제한된 국력으로 강 국 사이의 세력균형 계

에 실질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약소국으로서는

그러한 세력균형에 어떤 틈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요하다.여기에는 체제의 기본 인 틀을 해치지 않는 작은 변화들도 포

함된다. 를 들면,우리나라는 남북한의 치상태를 통해 나타나는 주변

4강국의 계 변화가 일어난다면,이를 통해 우리의 향력 내지는 보다

더 독자 인 안보정책을 펴 나가기 한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이다.약소국의 외안보 략 구상과 추진을 보면,체제 차원의 변수에는

수동 이다.국제체제 형성에 따라 선택 는 결정권이 매우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국내요소인 단 차원의 변수에는 매우 능동 이다.

체제 차원에서 어떤 조건이 형성될 때( 를 들면 동일 이 존재한다

거나,데탕트가 형성된다든가),단 차원의 변수인 통령(리더), 료,

남북 계 등이 외 략(안보 략과 정책)결정에 향을 많이 다.

약소국인 한국의 외안보 략 구상과 추진에 련된 제언은 체제 차

원의 수 과 단 차원의 수 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체제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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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지역 패권의 형태가 ‘패권 ’에서 ‘균형 ’으로 변화될 때,이와

연계한 미국의 지역 패권 략이 ‘소극 개입’으로 환되는 상황에 한

비가 필요하다.지역 내에서 국의 부상은 본 연구의 서론에서도 간

략하게 언 되었지만 이미 정치,군사,외교,경제,외교,문화 등 다방면

에서 실화되고 있다. 국의 부상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미래 략 환

경에 해서 일부 학자들은 유럽에서보다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고 평가하고 있다.766)지역패권 형태의 변화를 측하고 분석함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국가안보 략 차원에서의 응을 모색해야 한다.이와 병

행하여 미국의 지역패권 략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구상되도록

직･간 으로 근하고 향을 미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의 부상에

따른 지역 패권체제가 균형 으로 변화되는 상황을 사 에 상정하여

비해기 해서는 국가안보 략 차원에서 한미동맹이 차지하는 비율을 어

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지역 강국 사이의 힘의 균형이 ‘균

형 ’패권형태로 변화될 때 국과의 계는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도

고민이다.동맹 략을 보완하는 외 안보 략을 어떻게 구상하여 추진

할 것인지에 해서도 답을 구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단 차원에서 보면,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이 낮을 때

한국의 안보 확보에는 부정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략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변의 략 환경을

제한된 범 내에서 ‘조성(shaping)’하기 한 정책결정자들의 능력을 제

고시킬 필요가 있다.아울러 국내 으로 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

발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야한다.약소국인 한국의 입

장에서 보면,여 히 국가 차원의 ‘략 리더십’역량을 키우는 것이

건이기 때문이다.미래에 한 비가 충분하지 않은 실에서 ‘ 세

766) Gideon Rose,"NeoclassicalRealism and Theories ofForeign Policy," pp.

14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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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의 리더를 양성함은 물론 변화되는 안보상황에 걸맞은 략의 구상과

추진이 긴요하기 때문이다.이러한 필요성에 한 ‘담론’의 형성이 국가

차원에서의 략 리더십을 높이는 출발 이다.이어서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사안을 장하고 할하는 부서나 을 비하는 등 필요한 체제

를 마련해야 한다.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계가 마련되고,시행되

어야 한다. 를 들면,안보 에 비하는 차원에서 동맹에 의해 향

을 받는 분야가 있고,그 지 않은 분야가 있음을 구별함으로써 강 국

과의 동맹이 약소국의 외 략 반을 규제한다는 입장은 배격해야 한

다.사활 인 이익이나 안보 은 동맹으로 보호하거나 비하면서 기

타 이익이나 안보 은 동맹의 보완 략으로 보호하거나 비하는 것도

하나의 고려 가능한 방편일 것이다.그래서 역사의 굴욕을 반복하지 않

고 국민의 안녕과 인류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한계가 있다.첫째,가설의 일반화가 제한된다.단지 3가지의 사

례만 살펴보았기 때문이다.단일사례 연구의 제한을 극복하고자 동일한

정부 시 에 3가지의 사례를 분석하기는 했지만,추가 으로 한국의

외안보 략 구상과 추진에 한 다양한 사례를 포함한다면 가설의 일반

화에 한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둘째,본 연구의 논리 바탕이었

던 신고 실주의에 한 비 이다.신고 실주의는 국제체제

수 과 단 수 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다.그러다보니 이론의 간결성

문제가 제기된다. 외안보 략 추진의 결과를 놓고서 그 요인을 분석하

는 계로 사후정당화를 추구한다는 비 도 있다.이론이라는 것은 반증

이 가능해야 하는데,신고 실주의는 반증이 불가능한 동어 반복

근이라는 제한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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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연구결과는 물론 의 연구한계를 고려할 때 차후에 추가 인

연구 분야도 많다.첫째,한국의 외안보 략의 구상과 추진에 있어서

‘일본’요소의 연구이다.물론 미국이 우리의 안보 략 구상과 추진에 있

어서 항상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그래서 미국과 련된 분야에 한 기

존 연구는 풍부하다.박정희 정부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 안

보정책과 근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상을 고려할 때 역내 외안보

략에는 항상 일본의 참여 여부가 건이었다.일본을 참여시키는데 성

공하면 역내 안보 략을 한 의 는 의체의 기능발휘가 가능했고

일본 참여의 설득에 실패하면 기능발휘가 제한되었다.이러한 사실은 체

제차원에서 미국의 정책과 더불어 축소된 체제차원의 동북아 차원에서의

독특한 변수이다.실제 재의 안보상황을 보아도 일본의 집단자 권 문

제,핵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 비를 빌미로 한 군사력 건설,일본과

국의 안보분야에서의 갈등 계 심화 등은 바로 한국의 안보와 직

으로 연계된다.역내에서 상 으로 약소국인 한국의 외안보 략 추

진은 일본의 지원 유무가 지역차원의 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이

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정책제언 분야에서 언 한 로 동아시아 지역패권의 형태가

재의 ‘패권 ’에서 ‘균형 ’으로 변할 때의 상황 상정과 향요인을 분석

하여 한국의 역내 외안보 략 구상과 추진에 비하는 방안에 한 연

구가 필요하다고 본다.실제 이미 세계경제력 규모 2 로 부상하여 미국

과 G2 략 화를 함은 물론 이에 걸맞은 화된 군사력을 건설하는

국의 부상을 고려할 때 지역 패권형태의 변화는 아주 장기 인 과제는

아닌 것 같기 때문이다.지역패권의 형태 변화에 한 비는 궁극 으

로 한미동맹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약하나마 진 으로 어드는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한 비방안을 연구하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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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으로 박정희 정부의 외안보 략 추진 사례에 한 분석 결과

한국이 약소국이지만 나름 로 역내에서 외안보 략을 구상하고 추진

할 여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약소국인 한국이 한미동맹을 안보

의 근간으로 하면서도 항상 한미동맹 이외의 다양한 보완 방안들을 모

색하는데,정책결정자들의 략 리더십과 미국의 한국의 동맹의 보완

방안에 한 인식이 역내에서의 외안보 략 추진과 성과를 내는데

합하게 구성될 경우 효과 인 동맹의 보완 방안 모색이 가능함을 보

여 다.연구결과를 토 로, 국의 부상을 포함한 안보상황 변화에 장

기 에서 비하여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

보다는 상 으로 어드는 상황을 상정한 국가의 안보 략 인 차원

에서의 비가 필요하며,이를 통해 본 연구의 문제제기에 답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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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외교사료 .

"월남참 국 외상회의 일정 의제에 한 미측제안의 분석과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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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kok,1969.5.22. 2권(V.1기본문서철)｣,p.47,MF,Re-0017(3011),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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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국가연합(ASA) 창립 가입교섭, 1961-62｣, pp. 12-61, MF,

C-0005(682),외교부 외교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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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p.4,EA0001663,국가기록원 통령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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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방한,1970.8.24-26. 2권(V.1기본문서철)｣,p.199,MF,C-0042(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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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크 미국무장 방한시 토의 의제,”｢Rusk,Dean 미국 국무장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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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10.24-25. 2권(V.1기본문서집)｣,pp.84-87,MF,Re-0017(1808),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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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ParkJungheeAdministration'sStrategicLeadershipandIts

ExternalSecurityStrategy:1961~1972.

HyunjongKim

Dept.ofPoliticalScience

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istoidentifythefactorsthatinfluenced

thepursuitofvariousexternalsecuritystrategiesbyanalyzingthe

casesthatParkJungheeadministrationimplementedinAsia-pacific

regioninordertoenhanceitssecuritycapabilitywhilemaintaininga

strongalliancewiththeUnitedStatesduringtheColdwarera.The

fundamentalstarting pointofthisresearch wasathoughton the

necessity ofnationalsecurity framework in themid tolong-term

contextinaccordancewiththechangeofsecuritysituationinthe

regionalstructureincludingtheriseofChina.

To this end,this study established two hypotheses based on

Neoclassicalrealism.Firsthypothesisisasfollows:"astheRepublic

of Korea(ROK)'s decision-makers demonstrate higher level of

strategicleadershipcapability,thepossibilityofimplementationand

theoutcomeofexternalsecuritystrategyintheAsia-pacific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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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s."Secondhypothesisisasfollows:"whiletheROK pursues

complimentary measures of the alliance in order to further its

security,thepossibilityofimplementationofcomplimentarymeasures

thattheROK formulated willincreaseproportionally to theU.S.'

positive perception toward the ROK's complimentary measures of

alliance."

Based on theabovementioned hypotheses,thisstudy analyzed

three cases: the foundation of Asia-Pacific Council, Vietnam

Conference,andformulationofAsia-pacificTreatyOrganization.The

summaryofresearchresultsareasfollow:

First,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the ROK's externalsecurity strategy are the

strategic leadership ofthe ROK's decision-makers,and the U.S.'

perceptiononthecomplementarymeasuresoftheROK-U.S.alliance

thattheROKpursues.

TheU.S.'perceptionontheROK'sexternalsecuritystrategyis

basedonitsownregionalhegemonicstrategy.Itwasconfirmedthat

theinternationalsystem andregionalhegemonicsystem shouldbe

considered as leading variables thatinfluence the U.S.'regional

hegemonicstrategy.

Second, the analysis on the Park Junghee administration's

implementation ofexternalsecurity strategies in the Asia-pacific

regionrevealedthateventhoughROK isaweakstate,itcanafford

toinitiateandpursueitsownexternalsecuritystrategyintheAsia-

pacific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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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theROK,asaweak state,isheavily relying on the

ROK-U.S. alliance for its security while ROK seeks its

complementarymeasuresoftheallianceinordertosecureitsnational

security.The study on the three cases of the Park Junghee

administration'simplementationofexternalsecuritystrategiesinthe

Asia-pacific region demonstrate that the possibility of effective

implementationofcomplementarymeasuresoftheallianceincreases

when the two factors of the ROK decision-makers' strategic

leadership and theU.S.'perception on theROK's complementary

measuresoftheallianceareappropriatelycomposed.

Theacademicsignificancedrawnfrom theresultsofthestudyre

asfollows.First,thestudyempiricallyshowsthataweakstatecan

initiatevariouscomplementary measuresforenhancing itsnational

securityintheanarchicinternationalsystem.Thisfindingdoesnot

coincide with neorealists'argumentthatweak states can hardly

exercisetheirown security initiativesin theanarchicinternational

system.

Second,thestudyalsofoundthefactthatevenwithinthelimited

frameworkoftheinternationalsystem,implementationandresultsof

aweakstate'sexternalsecuritystrategyvariesbasedonthefactors

oftheunitleveloftheinternationalsystem.Thisfindingshowsthat

theargumentofneoclassicalrealism,which valuesthestatelevel

factorsforbetterexplanationofthestate'sexternalsecuritystrategy,

canbeappliedtotheROKcases.

Third,this study focused on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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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mentary strategy oftheROK-U.S.alliancethatusedtobe

neglectedintherealm ofsecuritystudies.Therefore,itistimelyand

meaningfulin termsofpreparing forthechangeoftheregional

hegemonicsystem includingtheriseofChina.Becausethistypeof

studycanexercisecautionofthetendencyofinsensitivelyfocusing

ontheROK-U.S.allianceinstudyinganddesigningofournational

security.

Key Words: ROK-U.S. Alliance, External Security Strategy,

ComplementaryMeasuresoftheROK-U.S.Alliance,

NeoclassicalRealism.

StudentNumber:2004-3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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