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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72년 미중 데탕트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아시아에 대한 
소련의 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미중 화해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69년부터 1971년까지
의 소련의 동남아시아 정책과 이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전략을 중점적으
로 분석하였다. 

미중 데탕트의 성립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변화라는 구조적 변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유럽
의 데탕트와는 다른 아시아 지역의 특수한 동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는 인식이 필요하다. 먼저, 유럽에서의 데탕트가 프랑스, 독일 등 중진국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세계적인 힘의 질서는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데탕트의 주도권을 상실한 미국과 소련이 
아시아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세계 질서의 주도권 회복을 모색하였고, 
미중 데탕트는 그러한 결과로 성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데탕트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소련, 중국이라는 강대국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특
징을 가진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이 개입한 베트남 전쟁과 소련·중국·베트
남의 삼각관계는 미중 데탕트를 단순히 전략적 삼각관계의 틀에서만 볼 
수 없게 하는 아시아 지역의 동학을 보여준다. 1969년 이후 중소 갈등이 
무력 충돌로 비화되자 중국을 봉쇄하려는 소련의 의도는 동남아시아에서
의 팽창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 소련의 대량원조
와 아시아 집단안보체제 주장은 미·중으로 하여금 소련의 팽창의도를 의심
하게 하였다. 미국은 미군 철수 후의 아시아 공백 우려와 소련의 이 지역
에 대한 공세적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을 모색하였다. 미국은 소련의 이러
한 정책을 베트남 전쟁 종결을 위해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한편, 미중 데탕트는 미국의 전 세계적 차원의 세력균형에 근거하는 
것으로, 소련을 견제함과 동시에 중국을 아시아 지역에 국한시키려는 미국
의 포괄적 관리 정책의 일환이었다. 미국은 소련의 서유럽에서의 교류를 



팽창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했고, 아시아에서의 중소 갈등으로 인해 중국이 
소련의 세력권에 들어가게 된다면 세계의 주도권을 소련에 넘겨주게 될지
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직면해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중소갈등을 해결하
고자 접근하는 중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소련의 팽창 정책을 억
제하고, 나아가 소련을 유럽보다는 아시아 지역에 묶어두는 방편으로 생각
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을 제3의 강대국으로 부상시키는데, 이는 
소련에 대한 세력 균형을 도모하고 역사적 강대국인 중국이 동남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포함된 정책이었다. 이러한 전략
을 통해 미국은 자신의 경제적·군사적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 아시아
에 있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미국은 시종일관 세력균형에 대한 우
려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이를 통해 데탕트라는 
시대적 흐름을 주도하려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1972년의 미중 데탕트는 1969년 
이후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소련의 동남아시아 정책이 더욱 팽창적이 되
었다는 미국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미중 데탕트는 양극
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변화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미국이 balancer로
서의 지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강대국 주도의 형태였으나, 중국 
소련 베트남의 삼각관계라는 아시아 지역의 특수한 동학이 작용한 것이었
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강대국 정치에 대응해 나가면서 
ASEAN의 비동맹 중립노선을 등장시켜 자연적 지역 공동체로의 발전 가
능성을 보여 주었다.

주요어 : 미중 데탕트, 닉슨 독트린, 베트남 전쟁, 중소 갈등, 
        소련의 동남아시아 정책

학번 : 2004-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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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 강대국을 필두로 하는 이데올
로기적 대립은 전 세계를 냉전이라는 거대한 진영 간 경쟁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대립은 1960년대 유럽에서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대공산권 데탕트 
외교와 서독의 동방정책으로, 데탕트1)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맞게 된
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동서 진영 간 화해의 움직임은 1972년 미·중, 
미·소 정상회담으로 정점을 맞게 된다. 소련과 전 세계적 차원의 주도권 
경쟁을 벌여오던 미국은 경제, 군사적으로 소련과 대등한 국면을 맞이했으
며 서유럽 각국의 소련과의 교류 증가로 소련 팽창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
끼고 있었다. 미국의 데탕트 정책은 유럽의 중진국 부상으로 인한 다극화 
체제에 대한 적응이자,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주도권 회복 차원의 일
환이었다.  

유럽에서 시작된 데탕트는 아시아에서도 전 세계적인 시대의 조류로 
일어났다. 아시아에서의 데탕트는 유럽과 달리 미국의 정책에 의해 의도되
고, 미국이 주도하는 형태의 것이었다. 미국은 소련과 유럽의 교류를 팽창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아시아에서 중소 갈등이 심화되자 중국
이 소련의 세력권에 편입된다면 세계적 세력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

1)  데탕트는 그 용어에서부터 부정확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Micheal B. Froman, 
Development of the Idea of Detente: Coming to Term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1), pp.2 ; Raymond L. Garthoff, Detente and Confrontation: 
American- Soviet Relations from Nixon to Reagan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5) pp.28 : Richard W. Stevens, The Rise and Fall of 
Detente: Relaxations of Tension in US-Soviet Relations, 1953-84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5) 참조. 데탕트라는 용어는 1960년대 전반을 통해 대미 자주외
교를 펼쳤던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외교 전략의 결과 출현한 서유럽에서의 국제정치 상
황을 일컫기 위해 쓰여진 말이다. 이후 서독의 동방정책과 미국의 현실주의 대소정책이 
전개됨에 따라 데탕트의 개념이 확산적용 되었다. 미국은 데탕트라는 용어로 당시 자국
의 정책을 일컫기를 피하였다. 닉슨 행정부는 “새로운 시대(a new era)” 혹은 “평화의 
구조(structure of peace)”전략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였고, 데탕트가 일반화된 것은 
1973년 이후의 일이다. 전재성, “1960년대와 1970년대 세계적 데탕트의 내부 구조: 지
역적 주도권의 변화과정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45집 3호 (2005).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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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를 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상하였다. 즉, 아시아 지역은 단순한 지정학적 필요가 아닌 
미국의 가장 명백하게 몰두하는 활동 영역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려 지
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베트남은 미국의 전략이 일반적으로 이동해야 함
을 알려주는 방향지표로, 전 세계적 차원의 미군 철수와 군사 행동 감축이
라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2) 이러한 판단 하에 미국은 1969
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다. 이것은 미군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감축을 의
미하는 것으로, 미국은 베트남전 이후 변화된 아시아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적 중요성과 미국의 강대국으로서의 고민은 아시아 지역 데탕트의 강
대국 주도라는 현상을 가져온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새로운 국제정치의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강
대국 간의 권력정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닉슨 대통령 이전 미국의 
행정부에서는 중국의 고립을 위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었다. 닉슨 대통령
의 데탕트 정책 이전까지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주적으로 상정하고 있었
고, 중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얄타체제의 초강대국인 미소 양
국은 갈등관계로 경쟁하는 한편, 세계질서의 공동 지배를 위해 협력하기도 
했는데 데탕트 이전 미국과 소련은 공동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었다. 
1964년 베트남전쟁 시 미국은 남쪽에서 중국 본토에까지 전쟁을 확산시키
겠다고 위협했으며, 북쪽에서는 소련이 중국과의 이데올로기 분쟁과 영토
분쟁을 이유로 미사일과 핵무기로 중국을 침공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러한 
위협에 맞선 중국의 위기의식은 현실적이고 중대한 것이었다. 비록 1964
년에 원자탄 실험과 1967년에 수소탄 실험에 성공은 하였지만 이것을 실
어 나를 운반수단이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중국은 실질적으로 고립되었
고,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등 국내적 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3) 

이러한 미중 관계는 1969년 이후 중요한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소련의 역할이 있었다. 1968년 미국의 동남아시

2)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undated.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397, Subject Files, A Strategic Overview

3) 김우현, 『동아시아 정치질서』. (서울 : 한울 아카데미. 2005). p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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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 대한 분석을 보면, 미국은 소련이 이 지역에 대한 공산화 전복의 후
원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4) 그러나 1969년 중국과 
소련의 분쟁이 무력충돌로 비화되자 소련은 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과 동남아에 대한 세력 확장으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정책을 사용한다. 
이에 미국은 소련의 정책이 더욱 거세지고 기회/위험 계산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5) 이러한 일련의 정세는 미국에게 세계적 세력균형
에 대한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미국에서는 중국의 역할에 대한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미
국의 대중국 전략은 1966년 미중 관계 위원회 등의 일련의 논쟁과정을 거
쳐 중국이 공격적이기보다는 방어적이고 신중하다는 새로운 합의에 도달
하게 된다. 닉슨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1967년의 논문에서, 모든 미국
의 아시아 정책은 중국의 실체를 인정하는데서 시작해야 하며 중국을 더 
이상 고립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6) 중국 내부에서도 주은래가 주도하는 
온건파는 미국의 위협보다 소련의 위협을 더 큰 것으로 간주했다. 1968년 
존슨대통령의 연설7), 파리 평화회담의 시작과 같은 국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미국의 위협이 감소한 반면, 몽고 근처로의 소련 군대의 이동, 북쪽 
경계의 군대 증강으로 인해 소련의 위협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1968년의 소련의 체코 침공, 브레즈네프 독트린, 
1969년의 중소의 국경분쟁은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우려
와 견제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8) 이러한 공통된 이해관계에 기반 하여 
미국과 중국은 소련을 대상으로 한 데탕트 정책을 모색하게 된다.

4)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Washington, November 14, 1968.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365, Subject Files, 
NSSMs 1–42.

5) Special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Washington, July 17, 1969.
6) Article by Richard M. Nixon. Foreign Affairs, Vol. 46, No. 1, October 1967, 

pp. 113-125. Reprinted by permission of Foreign Affairs, 2002.
7) 존슨 대통령은 1968년 3월 31일 연설을 통해 북베트남 폭격을 무조건 축소하는 조건으

로 하노이의 평화를 제안하였다. 결국 북베트남은 존슨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5월 
31일 파리에서 미국-북베트남 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위
협이 감소했다고 받아들이게 했다. 문정인 외.『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 (서울 : 연세
대학교 출판부. 2006) pp.302

8) 남두현, “전략적 삼각관계와 미국의 외교전략 :1969-1981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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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선택한 최고 지도자 수준의 화해 정책은 
20년간의 미국과 중국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냉전 기간의 정책으로부터 
가장 괄목할 만한 전략적 변화를 이끌게 된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접근 
논리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소련 동맹으로부터의 이탈과 초강대국간 라이
벌 관계에 바탕을 둔 것으로, 미·중·소 삼각관계에 근거하는 것이다. 중소 
갈등으로 비롯된 중국과 소련의 분열은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으로 접근하
도록 하였고, 중국은 미국과의 데탕트를 통해 3번째 주요 강대국의 위치
를 점하게 된다.9) 냉전 시기 미·소 양국이 대립하던 양상이 아시아에서는 
1972년 미중 데탕트로 인해 미·중·소의 삼각관계가 형성되었고 이들 국가 
간의 관계와 세력균형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미중 데탕트는 그런 
의미에서 강대국 간 정치의 내부를 들여다봐야 할 본질적 필요성을 제기
한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소련의 위협에 대한 견제의 필요로 미중 데탕트
를 이룬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러한 결과와 그 
작동 과정에 대한 전략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미중 데탕트의 
본질은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화와 이에 따른 강대국들의 내부적인 상호작
용과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미·중·소 삼각관계의 이면에는 아시아 지역의 특수한 
동학이 작용하고 있었다. 미국은 196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과 인도차이나 
전쟁 중이었고, 당시 미국의 관심은 국내의 반전 여론과 정치·경제적 압박
을 벗어나 명예롭게 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었다. 베트남과 미국의 전쟁의 
이면에는 사실상 베트남을 후원하는 중국과 소련의 경쟁이 있었고, 미국은 
한편으로 이러한 관계를 이용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중국과 소련의 분열, 
동남아시아에서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 베트남을 둘러싼 중국, 소련의 삼
각관계, 이러한 아시아의 특수한 지역적 동학이 미중 데탕트를 단순히 전
략적 삼각관계의 틀로만 분석할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데
탕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강대국 정치의 역동성을 분석하는 국가
적 차원과 함께, 구조적인 지역적 차원의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즉, 미·
중 데탕트에는 소련이라는 변수와 아시아라는 지역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

9) Evelyn Goh, Nixon, Kissinger, and the “Soviet Card” in the U.S. Opening to 
China, 1971-1974. Diplomatic History, Vol. 29, Issue 3(2005), pp.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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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중 데탕트는 1969년 이후 소련의 베트남 

지원, 아시아 집단 안보체제 주장 등 아시아 전략이 더욱 팽창적이 되었다
는 미국의 인식과 여기에 중국이라는 지역 패권과 소련, 베트남과의 삼각
관계라는 아시아의 지역적 동학이 작용하여 미중 화해의 성립에 기여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대중 데탕트를 
촉발시킨 소련요인을 알아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중 데탕트가 이
루어진 1972년 이전에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각자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구체적 시점은 언제이고 소련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 미중 데
탕트를 추동하는데 기여하였는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미중 데
탕트라는 사건에 대한 미·중·소 삼국의 전략적 정치 행위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각국들의 인식 전환이나 
그러한 전환에 기여한 구체적 배경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
제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데탕트가 이루어진 국제적 역학관계의 변화와 
내부적 역동성을 알아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시아
에서 강대국 간의 정치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적, 구조적 차원의 변화와 어떤 식으로 연계되어 발전해 가
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기존연구 및 연구의 의의

1) 기존 연구
  
(1) 전략적 삼각관계 연구

데탕트 연구는 주로 개별적인 미·중, 미·소 관계 연구를 통해서 이루
어지거나, 1970년대 미·중·소 삼국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전략적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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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관계 개념을 사용하여 연구되고 있다.10) 디트머(Dittmer)는 1981년의 
저작에서 전략적 삼각관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삼각관계 유형에는 
3국간 대칭적 우호관계인 ‘우호적 삼각관계(Menage a trois)’, 1개의 주
요국가와 다른 두국가가 우호적인 반면 여타의 두 국가 간 적대관계인 ‘낭
만적 삼각관계(Romantic triangle)’, 양국 간 우호관계 유지 속에 제3국과
는 적대관계에 있는 ‘안정적 결혼(the stable Marriage)’ 모델을 제시하였
다. 이후 1992년의 저작에서 3국 모두 적대관계에 있는 ‘개별적 적대 삼
각관계(Unit-veto triangle)’모델을 추가하였다.11) 그는 이러한 모델을 제
시하면서 전략적 삼각관계를 일종의 3국간 교차 게임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중·소의 전략적 삼각관계의 형성과정에 중점을 둔 연구로는 고틀
리에브(Thomas M. Gottlieb)와 세갈(Gerald Segal) 등이 있다.12) 이들은 
저작에서 중국의 외교정책자들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게 된 이유를 
연구함으로써 전략적 삼각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주목한다. 특히 
세갈은 1982년에 저술한 책에서 미·중·소 삼각관계가 1960년대 초부터 존
재했다고 밝히고 이것을 라오스 전쟁(1961~1962), 중·인 전쟁(1962), 

10)  John Gittings,“The Great-Power Triangle and Chinese Foreign Policy,”The 
China Quarterly, No. 39.(1969); Micheal Tatu, The Great-Power Triangle : 
Washington-Moscow- Peking. (Paris Institute,1970); William E. Griffith,  The 
World and the Great-Power Triangles. (Cambridge; The MIT Press, 1975); 
Thomas M. Gottlieb, Chinese Foreign Policy Factionalism and the origins of 
the Strategy Triangle. (Santa Monica ; RAND R-1902-NA, November 1977); 
Roger Glenn Brown. “Chinese Politics and American Policy : A new Look     
at  the Triangle.” Foreign Policy. No, 23. (summer 1976) ; Banning Garrett, 
“China Policy and the Strategic Triangle.” in Kenneth A Oye, Donald 
Rothchild, and Robert Lieber (eds), Eagle Entangled; U.S. Foreign Policy in a 
complex World. (New York ; Longman 1979) ;  Lowell Dittmer.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 Analysis.” World Politics. Vol.33, 
No.4. (1981); Gerald Segal. The China Factor : Peking and the           
Superpowers. (London Croom Helm 1982) ; Gerald Segal. The Great Power 
Triangle. (Macmillan Press, 1982) ; Garthoff (1985); Ilpyong J, Kim, The 
Strategic Triangle :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New 
York : Paragon House Publishers, 1987); Gilbert Rozman, “A New 
Sino-Russian-American Triangle?.” Orbis. Vol.44, No.4, (2000) ;남두현 (2008); 
고재남 “러·중 관계의 발전과 미국 요인.” 『외교안보연구』. 제7권 제 1호(2011); 홍현
익,“ 미.중.러 3각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세종정책연구』. (2011-1).

11) Lowell Dittmer, Sino-Soviet Normalization and Its International Implications,  
 1945-1990.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2).

12) Thomas M. Gottlieb(1977); Gerald Segal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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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말의 베트남 전쟁과 핵무기 문제 등을 통해 이들 간의 전략적 
삼각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있다.13)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적 측면에서 전략적 삼각관계를 본 연구는 미
국이 전략적 삼각관계 중 낭만적 삼각관계(Romantic triangle)를 지향하
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소련이 대립하도록 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고 주장한다. 미국의 대중국 화해 정책은 베트남 전쟁의 종식과 대소 견제
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로는 가렛(Banning 
Garrett)과 가도프(Raymond L. Garthoff) 등이 있다.14)

그러나 최근 고흐(Evelyn Goh)의 연구에 따르면 삼각관계 정치
(triangular politics)는 전략적 삼각관계라는 특정 유형으로 미·중·소 삼국
의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소련의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전
략적인 맥락만을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과의 협상 과정에서 소련이라는 카드가 정확히 어떻게, 무슨 작용을 했는
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15) 이러한 주장은 삼각관계 속에 존재
하는 맥락적인 연결 고리와 그 속의 양자관계에 역동성을 부여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규명하려는 미국과 중국이 데탕트를 형성하게 된 계기에 있
어 소련의 위협이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을 제시
할 것이다. 즉, 단순히 2개국 간의 갈등관계가 다른 여타국의 어떠한 전략
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대신, 그러한 전략과 협상 과정이 도출
되는 과정과 인식을 미시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전략의 의도와 인과
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들 간 전략적 삼각관계의 정치는 이러
한 역동성을 통해서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미국의 정책적 관점
  
한편, 미국의 정책적 관점에서 데탕트를 보는 연구는, 닉슨과 키신

13) 세갈(Gerald Segal)은 이후의 저작에서 중국 중심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분석하여 데탕
트 이후 중국이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삼각관계에서 전략적 우위에 서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14) Garrett(1979), Garthoff (1985).
15) Goh(2005), pp.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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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는 지도자의 등장으로 이들이 새롭게 인식한 국제정치적 상황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데탕트였다고 주장한다.16) 먼저, 닉슨-키신저의 데탕트 정
책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닉슨, 키
신저의 회고록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데탕트 정책이 평화에 기여하였
으며 이러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접근은 세계 질서의 변화를 인식하고 미
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시각은 정책으로서의 데탕트는 인정하나 ‘목적이 아닌 일종
의 전략’으로서 데탕트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데탕트를 전
략적 측면에서 이용하고, 궁극적으로 세계의 평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탕트가 지속될 수 없었으며 결국에는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있
다.17) 가도프(Garthoff)는 데탕트를 목적으로서가 아닌 미국의 대소, 대중 
전략의 측면에서 저술하고 있고, 개디스(Gaddis)는 데탕트를 미국의 대소
련 봉쇄 정책의 연장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 박인숙은 데탕
트는 1970년대 전반기 미소의 자기 세력권 내의 원심적 경향들을 억제하
고 기존 질서의 유지라는 차선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미-소간의 이해관계
가 맞아떨어졌다고 주장한다. 결국 닉슨 정부의 데탕트 추구는 본질적으로 
냉전적 양극 질서의 유지와 진영 내부 통제를 목표로 했다는 면에서 ‘냉전
을 더 나은 것으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냉전을 정상화 한 것’으로 보고 데
탕트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16) 닉슨-키신저의 데탕트 정책을 긍적적으로 보는 시각은 Henry Kissinger. White 
House Years. (Boston, MA, 1979); Richard Nixon, RN: The Memoirs of 
Richard Nixon. (New York, 1978); William Hyland,  Mortal Rivals: Superpower 
Relations from Nixon to Reagan. (New York, 1987); Elizabeth Drew,  Richard 
M. Nixon.(New York,2007); 김정배. “중미화해, 한반도 정치, 그리고 냉전체제.” 『미
국사연구』. 제36집; 장준갑. “닉슨의 외교정책 읽기 : 탈냉전적 국제주의.” 『미국사 연
구』. 제28집.

17) Norman Podhoretz, The Present Danger (New York, 1980); Garthoff (1985); 
Keith L. Nelson, The Making of Detent: Soviet-American Relations in the 
Shadow of Vietnam. (Baltimore, 1995); Stephen Ambrose, Nixon, vol. 2: The 
Triumph of a Politician, 1962-1972. (New York, 1989); Tad Szulc. The Illusion 
of Peace: Foreign Policy in the Nixon Years(New York, 1978);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 A Critical Appraisal of Postwar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문순보. “닉슨 행정부 시
기의 데탕트와 한미관계.” 『국제관계연구』. 제13권 제2호; 박인숙. 2006. “‘전환’과 ‘연
속’ : 닉슨 행정부 ‘데탕트 정책의 성격.” 『미국학 논집』. 제38집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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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중 데탕트는 단순히 정치 지도자의 선택이 주요한 행위자 
차원만이 아닌 미국의 국제 체제적 차원의 고민이 있었다. 여기에는 아시
아라는 특수성이 부여한 중소 갈등이나 베트남 전쟁 등이 있었고, 이와 관
련한 중국과 소련과의 상호관계, 미국의 세력균형에 대한 고려가 바탕이 
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미·중 데탕트가 성립하는 시점에 소련의 정책과 중
국의 반응,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인식 등에 관한 과정을 추적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미국은 중국을 위협하는 소련에 대해 세계적 세력균형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 판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또한 베트남전 이후 미국
이 아시아에서 공식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였을 때 이 공백을 메꾸는 데 필
요한 주변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즉, 미소 초강대국의 양극체제
에서,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의 4강 체제(미국, 일본, 중국, 소련)가 중심이 
되는 다극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체제적 수준의 변화가 동반된 것이다. 이
는 곧 정책만으로는 도출될 수 없는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써 이러한 변화
과정에 적응하고 주도권을 모색하는 미국과 소련의 관계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고민은 소련의 계속된 아시아에 대한 팽
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고 이러한 고민은 베트남 전쟁의 
종결과 연관되어 있다. 

(3)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관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소련의 동남아시아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소련이 미
중 데탕트가 성립하는 기간에 어떠한 정책을 동남아시아에 펼쳤고, 그것이 
미중 화해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
기 때문이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아시아에 관한 강대국 정
치의 측면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베트남 전쟁이다. 베트남은 그 지정학적 
위치만큼이나 강대국 정치의 각축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미국, 
소련, 중국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이었고, 이러한 베트남을 둘러싸
고 강대국들 간의 전략적인 정치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미중 
데탕트의 성립과 관련하여 베트남과 소련의 관계는 대항 동맹으로서의 성
격을 가진 것이었고, 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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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만큼
이나 방대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베트남 전쟁을 냉전적 사고의 틀을 기저
에 깔고 접근하여 미국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베트남 전쟁을 분석하거나, 
중국과 소련 같은 공산 진영과 베트남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미국의 정책적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으로는 헤링(George 
C. Herring)이나 메릴린 B. 영(Marilyn B. Young) 등의 저작을 들 수 있
다.18) 이는 주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베트남 전쟁의 실패로 인해 그 원인을 살펴보려는 연구나, 
미국의 개입 배경 등에 관한 연구가 전반적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닉
슨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입장에서 베트남 전쟁을 서술하고 있다.19) 로버
트 달렉(Robert Dallek)이나 앨리스터 혼(Alistair Horne)의 저서는 닉슨
과 키신저를 파트너로 간주하고 닉슨 행정부의 베트남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로는 베트남을 사이에 둔 중국과 소련의 갈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20) 이러한 시각은 주로 사회주의 진영 간의 갈등과 중국과 소
련의 베트남 정책이 지정학적 고려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경쟁을 통해 

18) 베트남 전쟁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미국 외교정책적 측면에서 본 George 
Herring,   America’s Longest War: the United States and Vietnam. 1950-1975. 
(New York, 1979); Marilyn B. Young, The Vietnam Wars: 1945-1990. (New York: 
Harper Perennial, 1991); Robert Dallek, Nixon and Kissinger: Partners in 
Power (New York, 2007); Henry Kissinger, “The Viet Nam Negotiations,” 
Foreign Affairs 47:2 (January 1969), 김봉중. 2009. “닉슨의 베트남 정책과 닉슨독
트린”. 『미국사연구』. 제31집.    

19) Robert Dallek, Nixon and Kissinger: Partners in Power (New York: Haper 
Collins Publisher, 2007); Alistair Horne, Kissinger: 1973,the Crucial Year (New 
York: Simon & Schuster, 2009); Robert D. Schulzinger, Henry Kissinger: 
Doctor of Diplomac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9).  

20) 중국과 소련의 북베트남 정책에 관한 연구로 Chen Jian. Mao’s china and the Cold 
Wa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Ilya V. Gaiduk, Confronting 
Vietnam: Soviet Policy toward the Indochina Conflict, 1954-1963.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Stephen J. Morris, “The Soviet-Chinese-Vietnamese 
Triangle in the 1970's: The View from Moscow.”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no. 25. (Washington: Woodrow Wilson Center, 
1999); 김정배. 2010. “베트남전쟁과 사회주의진영, 그리고 냉전체제.” 『역사와 경계』. 
76집. 베트남 전쟁의 평화모색 관련해서는  Lloyd C. Gardner and Ted Gittinger, 
ed. The Searching for Peace in Vietnam, 1964-1968. (College Station, 2004)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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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첸 지안(Chen Jian)은 중국의 입장에서 중
소 갈등을 조망하면서 북베트남과 미국의 평화협상 과정에 있어 중국의 
반대표명에서 찬성으로의 방향 전환의 논리를 연구하고 있다. 스테판 모리
스(Stephen J. Morris)는 소련의 관점에서 중국-베트남-소련의 삼각관계
를 서술하고 있다. 베트남과 중국, 소련 사이의 관계는 베트남 내부의 파
벌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베트남 전쟁과 그 해결은 미·중·소의 
국제정치가 가장 잘 반영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이 
데탕트 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 이면에 베트남을 둘러싼 중·
소 갈등이 더해지면서 베트남을 지원하는 소련과 이에 위기를 느끼는 중
국과 미국의 역학 관계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베트남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정치가 미중 데탕트의 성립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다.

한편, 소련의 동남아시아 정책은 베트남을 시작으로 아시아집단안보
체제를 주장하는 등 팽창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동남아시아에 있어 소
련의 정책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별적인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1)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소련이 제안한 아시아 집단안보체제에 대해 분석하
고, 그것이 아시아 지역에서 소련의 팽창적 의도로 구축되었다고 주장한
다. 또한 이러한 소련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동남아시아 각국들의 반응이 
어떤지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1차적으로 소련의 아시아 정책에 
관한 조망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련의 동남아시아 정책이 관여하고 

21) Kudryavtsev, V, “problem of Collective Security in Asia.”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1973); Ivan Kovalenko, Soviet policy for Asian peace and 
security. (Moscow: Progress Publishers,1979); Sergeyev A, “Problem of 
Collective Security in Asia.” International Affairs(Moscow,1975); A. G. Noorani. 
“Soviet Ambitions in South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4, No.3(1980); 
Alexander O. Ghebhardt, “The Soviet System of Collective Security in 
Asia.”Asian Survey, Vol. 13, No.12(1973); Arnold L. Horelick, “The Soviet 
Union's Asian Collective Security Proposal: A Club in Search of Members.” 
Pacific Affairs Vol. 47, No.3(1974); 전정환,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 『국방연구』. 제
31권(1971) ; 문수언, “아시아세력으로서의 소련 : 초강대국으로서의 소련과 아시아 세
력으로서의 소련, 『중소연구』. 제9권 2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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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곳이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던 지역이었고, 한편으로 미국의 철수로 
인한 공백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곧, 동남아시아 지
역에 대한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의 주도권 경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
을 것을 예상케 한다. 다극화 된 세계에서 전략적 지역에 대한 미소 양국 
간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국에 대한 소련의 위협과 동남아시아
에 대한 팽창 정책은 미국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
안을 마련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
로 소련의 팽창적인 동남아시아 정책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중국의 반응 
등을 보다 미시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소련의 어떠한 정
책이 미·중 데탕트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이면에 존
재하는 미·중·소 삼국 간 권력정치 과정을 추적해 볼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미국이 중국과의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데탕트를 이루게 된 요

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소련의 아시아 정책은 어떤 것이었고, 
이것은 미국에 어떻게 인식되었으며, 미국의 외교 전략에 끼친 영향은 구
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알아보아야 한다. 또한 미중 데탕트 형성기에 아시
아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특정한 사건과 조건들이 미중 데탕트에 미친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결정적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
에서는 1969년-1971년을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1969년에 중소 갈등
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었고, 소련이 아시아 집단 안보 체제를 주장하는 
등의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또한, 1969년부
터 미국 측에서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는 등의 가시적 변화들이 있었으
며, 이때를 기점으로 미중간의 관계 변화를 위한 내부적 정책과 인식의 변
화들이 일어났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미국과 중국 양측에서 소련을 
견제할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일어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내부적인 
정책 사항들을 고려하여 데탕트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기 분석을 통해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을 중점
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물론 이러한 결정 과정에는 미국과 중국의 인식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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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사전 교섭,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소련에 대한 전략 수정 등이 동반
되고 있다. 미중 데탕트는 미국의 닉슨-키신저라는 정치 지도자들의 상황 
판단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바탕에는 미국의 체제 차원
의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이 고안한 미국, 중국, 소련의 삼각
관계와 세력 균형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이 미중 데탕트를 작동시키는 역할
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을 주요 행위자로 설정
하여 분석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앞서 보았듯이 미·중·소
의 전략적 삼각관계라는 일정한 모형에 근거한 논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
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미중 데탕트가 도출되기까
지의 내부적이고 미시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둘 것이다. 즉, 그러한 전략이 
도출되기까지 국가들의 인식과 전략의 변화, 그러한 변화를 추동하게 된 
체제적 차원의 고려까지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전략적 삼각관계가 보여주는 단순한 전략적 측면만이 아니라 

강대국 정치의 내부를 볼 수 있다. 즉, 정치 행위자의 인식과 국가들 간의 
상호관계에서 나오는 전략의 도출 과정의 논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미중 데탕트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말을 증명한 사례로써, 
국가 이익이라는 현실주의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가장 유화적이고 이상주
의적 수단을 쓸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국제 정치의 역동성은 국가들 간 내부 관계 뿐 아니라 다른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즉, 국가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국제
정치이지만, 국가들의 외교 정책만으로는 모두 설명될 수 없는 체제수준의 
요인이 있는 것이다. 닉슨-키신저의 데탕트 정책에는 소련의 위협에 대한 
국제 체제적 차원의 세력균형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이 중
국과의 화해 정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아시아라는 지역적 동학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시아만이 가
진 특수성으로,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이 미국이나 소련의 세계 정치적 측
면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중국은 당시까지는 지역 강대국이었으
나 중국의 역할이 미국과 소련의 균형에 대한 파괴자로써의 역할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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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당시 미국이 개입한 베트남 전쟁은 소련의 아시아 정책에 영향을 
주어, 소련이 미국과 데탕트를 선택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데
탕트가 강대국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아시아에서 지속성을 가
질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데탕트로 인해 중국의 새로운 강대국으로서의 
출현과 동남아 국가들의 연합에 대한 실마리를 찾게 한다. 

  

3. 연구 방법 및 자료
   
1) 연구방법
 
본 논문은 주로 미중 데탕트와 관련된 미국 문서를 분석함으로써 진

행된다. 미국의 관점에서 미중 화해와 데탕트가 어떠한 인식 하에서 이루
어졌는지 알아보는 것을 중점에 두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이 닉
슨, 키신저 등 최고 행위자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1차 문서의 분석
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 미중 데탕트에 미친 소련 요인을 연구
함에 있어 본 논문에서는 단일사례연구 방법 중 사례 내 연구 방법
(within-case method)을 택한다. 이는 관찰자가 분석대상으로써 선택한 
역사적 사건의 한 측면을 명확히 보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
서 본 연구는 현상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 이론을 개발하려는 연구 대신 
현상의 구체화된 subclass를 대상으로 연구한다는 점에서 벽돌쌓기
(building block)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전체적인 이론, 혹은 유형
적 연구에 있어 빈 공간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22) 

22) 1차 문서를 중심으로 역사적 사례 연구를 할 때에는 선택적 편견(selection bias)의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1차 문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할 때 자료의 확보의 제한 문
제나, 의도적인 배제에 의하여 자료를 취사선택 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러
한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문서간의 교차 검증이나 문서와 사실 관계 간의 교차 검증
이 요구되고, 문서 외의 다양한 자료들, 회고록이나 인터뷰 등 기타의 관련 자료들을 
교차 검증하거나 보완적으로 사용할 때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사례 연구 방
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Alexander L. George and Andrew 
Bennett,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 
(Cambridge, Mass: MIT Press, 2004), pp.179, 205-232



- 15 -

일반적으로 단일사례연구는 변수의 설명력이나 일반화의 문제가 제
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이러한 방법을 택한 것은 강대국간 
화해와 갈등을 보다 심층적인 층위에서 다루는 것이 미중 데탕트를 둘러
싼 강대국 간의 국제정치의 동학을 연구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칙, 변수 중심적 접근보다는 특정사건에 대한 실질
적인 원인과 특정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하는 상황 중심, 사례 중심적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례 연구를 위한 문헌연구와 내용 분석23)을 병행하
여 분석적 서술24) 방식으로 제시한다. 분석적 서술은 전략적 행위자들 간
의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규명할 것이다. 본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25)은 강대국 정치의 작동 메커니즘에 미시적 관점의 디테일을 부여
함으로써 역사적 상황과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인과관계 
분석에 효과적인 연구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치지도자의 
위협 인식과 상황 판단의 인과적 분석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요소를 다루
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보다 비교우위를 가질 것이라고 본다. 

      
2) 연구자료 

본 논문에서는 미중 화해 정책을 선택하게 된 계기로 소련의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미국의 인식과 정책 결정과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미국 문서를 참고하고 있다. 1972년 미중 화해에 
대한 연구는 국무부의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의 China, Soviet Union, Vietnam, Southeast Asia의 1969-1972년 자
료들을 주로 참고하였다. 또한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의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에서도 유의미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23) 내용 분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Colin Robson, Real World Research, 
(Cambridge: Blackwell, 1993) pp.272-293 참조.

24)  분석적 서술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Robert Bates et al. Analytical Narrativ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1998) pp.12-13.

25)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다양한 적용은 정재호, 『중국연구 방법론』 (서
울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에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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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데탕트 정책은 주로 닉슨과 키신저라는 최고 행위자 수준에
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닉슨 대통령의 메모 Nixon President Material 
Project와 키신저의 회고록 등을 통해 교차 분석을 시도하였다. 소련이나 
중국 측의 자료는 언어적인 한계로 인해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기에 부족
함이 있었다. 그러나 영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소련 중앙 정치
국 위원으로 이후 서구 국가로 망명한 아카디 셰브첸코 (Arkady N. 
Shevchenko)의 회고록이나 안드레이 그로미코(Andrei Gromyko) 소련 
외무장관이나, 아나톨리 도브리닌 (Anatoly Dobrynin) 주미 소련대사의 
회고록을 통해 소련의 인식이나, 소련의 정책 도출 과정에 대한 부분적 정
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미중 화해를 비롯한 냉전 시기 공산권 국가
들의 문서는 우드로 윌슨 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에서 발행하는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CWIHPB)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관계나 중소 갈등에 관련한 국
가들 간의 회담이나 내부적 정책 결정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Harvard University의 Cold War Studies, Center for Security 
Studies의 Parallel History Project on Cooperative Security에서도 관
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4. 논문의 구성  
  
미중 데탕트에 대한 논의들은 소련의 아시아에 대한 정책들과 그것

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데탕트 추구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1960년대 후반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베트남 전
쟁은 미국, 중국, 소련이 모두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또한 베트남 원조를 통해 소련은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추구
하게 되었고, 이것이 중소 갈등과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데탕트를 촉진시
킨 요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아시아에서의 소련
의 정책과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게 된 미국과 중국의 정책 설정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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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서론을 제외하고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우선 본문 Ⅱ장에서는 아시아 데탕트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한다. 아시아 데탕트는 근본적으로 유럽과 다른 아시아의 특수한 지역적 
동학을 가지고 추진되었다는 차이를 밝힐 것이다. 아시아의 데탕트는 근본
적으로 강대국의 주도에 의해 시작되었다. 유럽의 데탕트에서 주도권을 상
실한 미국과 소련이 아시아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이러한 주도권의 회
복을 위한 정책들을 모색하면서 미중 데탕트가 성립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는 중국이라는 지역 패권이 소련과의 동맹에서 이탈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의 아시아에서의 팽창방지라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이
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의 베트남 전쟁과 소련, 중국, 베트남의 삼각관계
는 미중 데탕트를 단순히 전략적 삼각관계의 틀에서만 볼 수 없게 하는 
아시아의 지역적 동학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양극 체제에서 미·중·소·일의 
4강 체제로의 체제적 변화의 속성은 아시아에서 비동맹 중립 행위자가 등
장할 수 있는 유인이 되었다. 

본문 Ⅲ장에서는 데탕트 시기 소련의 아시아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중소 갈등을 포함하여 베트남 전쟁에 대한 소련의 대량원조와 아시아 집
단 안보 체제 주장은 미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아시아 지역에 대한 소련의 
팽창 의도를 의심케 하였다. 중국은 소련의 중국 봉쇄 정책을 우려하였고, 
미국은 미군 철수 후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백을 소련이 메우려는 의도
를 가진 정책들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모색한다. 미국은 이러한 소련의 
정책을 베트남과의 전쟁 종결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본문 Ⅳ장은 이러한 소련의 정책을 통해 미국이 소련을 위험하게 인
식하게 된 계기와 이를 통해 중국과 협력하게 된 과정들을 살펴볼 것이다. 
미국은 중소 갈등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소련에 대한 인식의 전
환을 하게 된다. 미국의 우려는 단순히 아시아 지역 차원이 아닌 전 세계
적 차원의 세력균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중국과의 데탕트는 
중국을 소련에 대항할 세력으로 만듦과 동시에 아시아라는 지역에 국한되
는 패권국가로 관리하려는 미국의 포괄적 관리 정책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장에서는 소련의 아시아 정책과 미국의 정책이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전
개 되는지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데탕트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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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략적 정책의 일환으로써, 소련의 아시아 정책을 견제하는 한편, 소련
을 아시아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노려 전 세계적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하
나의 방편이었음을 밝히게 된다. 나아가 아시아에서 소련을 방어하는 것은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전환과 미국이 balancer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됨으로써 냉전 이후 유일 초강대국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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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시아 데탕트의 구조 : 미·중·소 삼각관계
    
아시아의 데탕트는 유럽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데탕트가 중진국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자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면, 
아시아의 데탕트는 처음부터 미국의 전략 하에 미중 데탕트라는 강대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화해 이면에는 미국과 
소련, 중국과 소련의 관계에 근거한 복잡한 전략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
로 미중 데탕트의 성립에 대해 알아보려면 이러한 아시아 데탕트의 구조
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지역 패권이었던 중국의 존재와 동남아
시아에서 베트남을 둘러싼 중국과 소련의 경쟁, 미국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아시아 지역이 가진 특수한 국가들 간의 관
계가 어떠한 식으로 데탕트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것이다. 나아가 데
탕트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비동맹 중립 행위자의 등장과 이들이 가지
는 발전 가능성 또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미·소 강대국 주도의 데탕트
    
1) 유럽 데탕트에서의 주도권 상실

아시아에서의 데탕트 이면에는 유럽의 데탕트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미국의 세계적 차원의 주도권 회복이라는 전략적 고려가 있었다. 그러므로 
먼저 유럽에서의 데탕트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유럽에서의 데탕트는 프랑스와 서독이 소련, 동유럽과 자발적으로 화해 정
책을 추진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주도한 상황에 미국이 참여하면서 이루어
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소련에 대한 군사적 위협
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동맹을 맺었으나 그 지정학적 특성과 역사적 경
험에 따라 소련에 대해 상이한 대응을 보였다. 이에 따른 북대서양 조약기
구 (NAT0: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안보 딜레마는 미국
과 서유럽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경색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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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 미국은 서유럽 국가들이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과 관계 개선
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였는데, 키신저(Kissinger, Henry A.) 미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은 유럽이 ‘소련을 향해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것’을 제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27) 특히 서독의 경우 독일의 통일은 유럽 
전체의 세력균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미국으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60년대 프랑스의 자주 외교노선과 서독의 동방 정책
은 유럽에서의 데탕트의 시작과 미국의 정책 변화를 추동한 요인이었다.

드골(Chales De Gaulle)의 프랑스는 “유럽인에 의한 유럽,” “대서
양에서 우랄까지”라는 목표를 갖고 범 유럽주의를 표방하였다. 드골은 자
체적인 핵능력 개발로 대소 핵 억지력을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소 
관계를 개선하고 서유럽 국가들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에 NATO 통합 
사령부에서 부분 탈퇴하고 1960년의 흐루시초프의 프랑스 정상회담과 이
후 불·소간 경제협력 우호조약, 1966년 드골의 모스크바 방문, 1967년 루
마니아와 관계 개선 등으로 미-불간의 긴장은 증대되었다.28)    

1966년은 유럽의 데탕트에 의미 있는 해였는데, 서독에서는 에르하
르트 총리가 물러나고 기민당-사민당의 대연정이 시작되었고 프랑스는 
NATO를 탈퇴하였으며, 바르샤바조약기구는 유럽안보회의(CSCE :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를 공식 제안하
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미국과 서유럽, 즉 대서양 관계를 악화시킨 
반면 소련과의 관계는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서독은 동독과 국교를 맺은 나라와 국교를 수립하지 않는다는 ‘할슈
타인 원칙’ (Hallstein Doctrine)을 폐기하고 1960년대 빌리 브란트 
(Willy Brandt)를 중심으로 ‘접근을 통한 변화’ (change through 
rapprochement)를 강조한 ‘동방정책’29)을 통해 소련 및 사회주의국가들

26) 이수형, “냉전시대 NATO 안보딜레마: 포기-연루 모델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38집 1호. pp. 93-95.

27) Henry Kissinger. Years of Upheaval. (Boston: Little Brown, 1982). pp.136
28) Garthoff (1985), pp.124-125.
29)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서독 국민들에게 2차 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부과된 오데르-

나이제 국경선을 받아들일 것,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할 것, 
동독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 동독 및 공산권 국가와 활발한 사회 경제적 
교류를 지속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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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였다. 서독은 이때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일련의 관계정상화,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교
류협력을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서독의 동방정책은 대소봉쇄를 위한 서유
럽과 미국의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30)  

서유럽-소련의 관계개선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미국은 유럽 주도의 
다자적 형태인 유럽 안보회의에 참여하기보다는 양자적 접근에 주력하면
서 점진적이고 통제 가능한 데탕트를 모색하였다. 미국의 데탕트 정책은 
동서 유럽의 데탕트에 자극받아 추진되었지만 데탕트가 발전, 심화 되어가
는 과정에서는 미·소 양 강대국의 정치가 깊이 관여한 결과였다. 그러므로 
미국의 주요 관심사와 대상은 국제안보에 대한 소련과의 양자대화였다. 
1969년 11월에 시작하여 1972년 5월 미소 정상회담에서 타결한 SALTⅠ 
협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 미국이 CSCE 개최를 수용한 것은 소련이 
중동부 유럽에서 재래식 무기의 상호균형 감축(MBFR: Mutual Balanced 
Forces Reduction) 회담을 수용하였기 때문이었다.31) 1950년대 소련이 
처음 제안한 유럽 안보기구 구상은 진영 간 대립과 미국을 배제한 소련의 
의도와 소극적인 태도가 더해져 진전되지 못하였다. 미국은 1969년 소련
이 CSCE 구상에 미국의 참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후에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닉슨 행정부는 CSCE에 관심을 두지 않고 소련의 
MBFR 개최 수용, 중동사태에서의 협력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키신저는 CSCE 준비 회담에 참여한 미국 대표단에게 협상 권한을 부여하
지 않았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당연히 CSCE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대다수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CSCE의 성립은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 온 베를린 및 독일문제 해결, MBFR 개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었
고, CSCE와 관련해서 소련이 미국과 캐나다의 참여와 인권 문제 논의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32) 결국 CSCE는 1975년 타결되었으나, 여

30) Karsten Voight. "A German Perspective on East-West Relations." SAIS Review 
2.4 (1982), pp. 73-79. 

31) John J. Maresca. To Helsinki: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1973-1975 (London: Duke Universirt Press, 1987) pp.11-13.

32) Angela Romano, (2007) “Western Europe’s self-assertion toward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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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미국과 소련의 데탕트가 시들해지고 다시 서유럽 국가들과 관계가 
복원되기 시작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가능하게 된 것
이다.33)

유럽에서의 데탕트는 소련의 서유럽에 대한 영향력 강화 시도와 이
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자주적 정책과 유럽 동맹국들의 이탈을 우려한 미
국의 전략 변화로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은 달라진 국제적 역학관계의 변
화를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외교 전략의 노선을 수정하여 소련을 견제하
면서 동맹국들에 대한 주도권 유지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유럽의 데탕트 
과정에서 미국은 여전히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소련과의 양
자적 무기 제한 협정 등을 목표로 할 때 데탕트 정책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데탕트 정책은 아시아에서 중국과의 데탕트에도 그대로 적
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2) 아시아에서 미·소의 주도권 경쟁
 
아시아에서의 데탕트는 냉전 시기 이후 미국의 압도적 세계 패권으

로 유지되던 세계질서가 다극화의 과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인식하게 된 
미국이 그러한 질서에 편승하는 한편, 전략적 변화를 통한 주도권 회복 노
력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유럽과 일본은 전후 미국의 정치· 군사
적 원조로 인해 경제 강대국으로 부상했고, 미국은 국제수지 적자와 금 보
유고 부족 등으로 독점적 국제 금융 체제가 붕괴되는 경제적 위기 상황을 
맞았다.34) 또한 소련의 핵을 비롯한 전반적 군사력의 미국과의 평준화와 
중국의 핵무기 보유 등으로 독점적 군사 전력마저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 미국의 골칫거리였던 베트남에서의 정치·군사적 실패는 미국 사회 내

superpowers: the CSCE chance and its aftermaths.” In: Deighton, Anne and 
Boussuat, Gerard, (eds.) The EC/EU: a world security actor. (Soleb, Paris, 
France 2007), pp. 152-169. 

33) 서보혁 “헬싱키 틀(Helsinki Framework)의 성립과정 연구: 미국, 소련, 서유럽의 전
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 25권 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
소, 2009. pp.68-70.

34) Robert Collins, “The Economic Crisis of 1968 and Waning of the American 
Centu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1, No.2, (April,1996).p.39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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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분열과 동요를 가중시켰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미국이 압도적인 
헤게모니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이었다.35) 

미국에서는 전략의 변화를 통한 국익의 추구가 중요하게 부각되었
다. 닉슨 대통령의 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역임한 키신저는 현실주의 정
치에 입각하여 국제정치에서 이념과 도덕의 중요성보다 국익을 내세우며 
국가 간 이익에 기초한 새로운 전략적 협조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당시 아시아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성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아시아에서의 데탕트는 닉슨의 괌 독트린과 미중화해 정책으
로 대표된다. 닉슨독트린 (Nixon Doctrine) 이라 불리는 이 연설에서 닉
슨은 “자유의 방어는 모든 사람의 일이지 미국만의 일은 아니다”고 하면
서 “미국은 주요세력에 의한 핵 공격의 위협에서 그 동맹국들을 계속 보
호할 것이지만 그 우방국들의 내부안전을 유지하거나 지역적 충돌에서 그
들을 보호하는 짐을 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36) 미국의 전략은 
우선 아시아에서 방위비를 절감하고 일본과의 경제적 협조를 통한 부담을 
덜어내고, 다극 체제를 조성하여 그 균형자로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것이
었다.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에서의 데탕트는 아시아 중진국들의 자발적 화
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주도로 진행되어 동·서 진영이 데탕트 
정책을 받아들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목표는 

35) Terry Terriff, The Nixon Administration and the Making of U.S. Nuclear 
Strateg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5), pp. 252

36)  미국 대통령 닉슨은 1969년 7월 25일 괌(Guam)에서 그의 새로운 대아시아정책인 닉
슨독트린을 발표하고, 1970년 2월 국회에 보낸 외교교서를 통하여 닉슨독트린을 세계
에 선포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② 미국은 아시아 제국(f國)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
하여야 할 것이다.

   ③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 ·군사적인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으며 자조(自助)의 의사를 가진 아시아 제국의 자주
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 

   ④ 아시아 제국에 대한 원조는 경제중심으로 바꾸며 다수국간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⑤ 아시아 제국이 5∼10년의 장래에는 상호안전보장을 위한 군사기구를 만들기를 기대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최종검색일 : 2013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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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의 명예로운 종결과 소련의 팽창 방지였다. 마침 중국과 소련
의 갈등은 미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시그널로 받아
들여졌고,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선택하게 된다. 미국과 중국
의 화해 정책은 냉전 시대를 주도한 이데올로기적 대결이 전통적인 국가 
이익과 지정학적 정치를 뛰어넘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을 뿐만 아
니라, 오랜 시간 세계를 양분했던 냉전 체제의 변화를 예고하는 체제적 수
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강대국이 주도한 아시아에서의 데탕트는 미국과 소련
의 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아시아 지역 내에서 이를 완충하고 협력을 지속
할 수 있는 중진국들 간의 유인이 전혀 없었다. 닉슨은 아시아의 제3세계 
세력에 대해, 제3세계가 부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강대국 충돌의 결
정적 분야라는 것은 아직 입증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남북 또
는 빈부축 또는 이데올로기적 경쟁의 기준 등으로 나누는 단순한 개념의 
적용 역할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시아의 제3세계 세력은 국제 정치
의 단일 패턴으로 맞추기에는 너무 이질적이고 조직되어 있지 않으며 외
부 통제나 영향에만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37) 아시아에서는 데탕
트를 주도해 나갈만한 세력이 형성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 의
미에서 닉슨 독트린은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일본, 남한, 필리핀과 태국 등
의 경우 충격이 심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데탕트 정책은 동남아시아에서 
친서방적이었던 ASEAN이 소련이나 베트남 등의 공산세력과 협력 대신 
비동맹, 중립 노선을 택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반도의 미니 
데탕트 또한 지속되지 못하고 이후 독재 정책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아시아에서의 데탕트는 미국의 국익 추구와 대소봉쇄, 중국과 소련
간의 갈등 과정에서 나온 강대국들 간의 전략적 산물이었다. 그러나 한편
으로는 데탕트 정책으로 인해 양극체제의 대결적 상황종식과 다극 체제로
의 변화 과정은 진영 내 개별 국가들의 요구와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는 

37)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October 20, 1969.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252, Agency Files, NSC 
1969-71.



- 25 -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
국의 화해가 소련의 아시아에 대한 어떠한 정책과 과정들을 통해 촉발되
었는지의 분석은 약소국의 입장에서 강대국 정치의 한 단면을 주시해 본
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2. 중국의 위상강화와 아시아에서 소련과의 경쟁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의 냉전 체제에 반하는 자주적 정책

으로 공산진영과 실리 외교를 펼쳤다면,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소련의 이데
올로기와 냉전적 관리 체제에 대한 반기를 들고 있었다. 중국과 소련의 갈
등은 이미 진영 내 갈등이 아니라 소련이 주도하는 체제 관리 방식 자체
에 대한 반감이었다. 이러한 이면에는 소련의 강대국으로서의 위기의식뿐
만 아니라 대 공산권의 주도 국가로서의 위신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
었다. 이에 더해 중국과 소련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주도권 문제로도 경쟁을 
펼치게 된다. 베트남은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 소련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
를 지니고 있었다.  

1) 중국의 소련 동맹이탈과 전략적 인식 변화

(1) 중소 갈등의 전개와 의미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로 우호동맹관계를 형성한 중국과 소련
이 대립관계로 전환한 것은 스탈린 사후 소련의 대외정책의 변화를 계기
로 한 것이었다. 1950년대의 중소분쟁은 스탈린의 개인숭배정책에 대한 
평가와 이데올로기 문제, 사회주의권 내부의 주도권 문제, 평화공존론을 
둘러싼 제국주의 진영 간 전략 등의 문제를 두고 전개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소대립은 중국이 더 이상 소련과 종속적인 관계
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의도 속에 자주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새로운 국면
을 맞았다고 할 수 있다. 쿠바위기 이후 소련은 핵 위협으로 미국을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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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것은 소련이 미국과의 평화공존에 적
극적으로 임하는 계기가 된 반면, 중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1964년 10월 흐루시초프의 실각은 중소 양국 간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
는가 하였으나 그 후계자들, 즉 브레즈네프와 코시긴이 흐루시초프의 평화
공존 노선을 계속 추구할 것임을 선언함으로써 양국 간의 관계는 계속 악
화되었고, 중국은 소련의 새 지도자들을 후르시초프 없는 후르시초프 추종
자들이라고 비난하였다.38)

1960년대 후반기에 중소대립은 더욱 심각해져 적대관계로 발전하였
다. 1968년 8월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으로 중국은 동·서유럽 공산
당들과 함께 소련의 체코침입을 비난하고,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군에 의하여 침공되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브레즈네프가 
소련의 체코 무력 침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1968년 11월 폴란드 
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발표한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제한주권론이라 규
정하고 격렬히 비판하였다. 이것은 체코 침입을 무마하려던 소련 지도자들
을 크게 자극할 수밖에 없었다. 1969년 코시긴은 소련은 중국을 더 이상 
자신들의 동맹국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39)

한편 중국의 문화혁명을 계기로 중소 대립은 ‘싸우는 동지간의 내부
모순이 아니라 표면화된 적대관계’로 변화하였다.40) 문화혁명의 목적은 반
소·반수정주의가 골격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1968년 10월 제12차 중앙
위원회에서 마오쩌둥은 유소기일파를 후르시초프파로 몰아 숙청하였고, 
1969년 4월에 소집되었던 구전대회에서는 문화혁명의 목표인 반제필반수
(反帝必反修)의 구호를 당 규약에 명규하여 대소 투쟁을 대미투쟁과 함께 
혹은 대미투쟁에 앞서는 국책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41)

38)  Lorez. M. Luthi, The Sino-Soviet Split: Cold War in the Communist Worl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pp.280-293.

39)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June 13, 1969.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489, President's Trip Files, 
Dobrynin/Kissinger, 1969, Part 1.참조

40) 전정환,“소련의 대아시아정책,” 『국방연구』 제31권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971) 
pp.88.

41) Donald S. Zagoria, “Mao's Role in the Sino-Soviet Conflict,” Pacific Affairs. 
Vol. 47, No. 2 (Summer, 1974), pp. 13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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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소련은 베트남과 공산국가들 사이의 지도력과 제3세계 국가
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경쟁했다.42) 소련은 중국을 안보에 대한 장기적 
위협요소로 간주하였다. 중국의 인적 요소와 국제공산주의의 세력권에서 
소련의 권위에 대한 도전, 동유럽에서의 소련의 영향력이 ‘중국’ 요인에 
의하여 감소될 가능성, 소련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누려온 특권이 잠식당할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국제정치체제의 양극 구조가 붕괴할 위험성에 대
한 불안의식 등은 중미관계가 해빙됨으로써 부각된 국제정치 상황의 새로
운 면모에 대한 소련의 현실적 판단이었다. 따라서 키신저와 닉슨의 중국 
방문은 브레즈네프로 하여금 데탕트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
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43) 소련의 관점에서 1969년의 중국의 호전성은 
새로운 지역적 군사 협력을 통한 미국의 제국주의의 다른 형태로 나타나
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이러한 생각은 1971-72년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
선을 통해 증명되었다고 보았다.44)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소련은 1962
년 중국과 국경분쟁으로 대립 상태에 있는 인도와 1971년 8월 소·인 평화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1972년 이라크, 1974년에는 소말리아 등과 우호
조약을 체결하는 등 인도양을 중심으로 하는 반월형 해상 요충지에 약 20
여개의 해군 및 공군 기지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해 
나갔다. 소련은 특히 1975년 4월 베트남의 패망과 동시에 베트남에 강력
한 해군기지를 구축하여 블라디보스톡 극동함대와 연결하는 전면적인 포
위망을 완성시켜 중국 안보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45) 
중국과 소련의 관계 악화는 양국에 급박감을 심어주었으며, 이로 인해 서
구와의 안보 및 협력을 추구하려는 중국과 소련의 노력을 고무시켰다. 

이러한 중소 분쟁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이들 

42) Kenneth P. Landon, “The Impact of The Sino-American Detent on The 
Indochina Conflict,” in Gene T. Hsiao (eds.),Sino-American détent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New York : Praeger, 1974) pp. 208. 

43) Kissinger(1979), pp.766-767
44) Arnold. L. Horelick, “The Soviet Union’s Asian Collective Security Proposal : 

A Club in Search of Members,”  Pacific Affairs, Vol. 47, No.3. (Autumn, 
1974) pp.270 

45) 지재운, “중국의 대미 대소정책 변화추이 연구,” 『중국연구』 제 14호 (한국외대: 중국
연구소, 1993)  p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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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분쟁이 무력 충돌로 비화되어 소련이 중국을 장악하는 상황이 될지
도 모른다는 미국의 우려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1968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대해 마오쩌둥은 중국이 ‘천하대란(天下大亂)’의 상황에 놓여있다
고 발언한다. 1968년 8월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과 브레즈네프 독트
린(Brezhnev Doctrine), 그리고 소련과의 국경분쟁이라는 직접적 군사충
돌은 북베트남의 정치협상 추진과 더불어 중국을 안보딜레마 상황에 놓이
게 하였다. 중국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과는 대치하는 한편, 
인도는 1962년 국경 분쟁 이후 소련의 원조로 인해 위협적이 되었다. 북
쪽의 외몽고는 1966년 소련과 동맹을 체결한 이후 소련의 위성국이나 다
를 바 없었다.46) 동남아에서는 북베트남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이 커져감
에 따라 중국으로서는 소련의 중국 봉쇄에 따른 안보 위협을 더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안보두려움은 소련의 군사적 행동으로 현실이 되었다. 소련
은 중국 접경을 따라 병력과 중화기는 물론이고 미사일까지 배치했다. 
1968년에 이르러 16개 사단을 추가 배치하고 외몽고에 6개 사단을 주둔
시켰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47개 경무장 사단을 배치했다. 1968년 1월 
5일 우수리 강 (Ussuri River) 중국 쪽에서 소련군 장갑차에 의해 중국인 
4명이 깔려 죽는 중국 변계 갈등 중 최초의 유혈상태가 발생한다. 이 때 
발생한 무력충돌은 다음해 대규모 무력충돌을 가져왔다. 중국군은 “자위적 
반격”을 계획하고 1969년 2월 19일 전바오(珍寶島, 러시아명 Damanski)
섬에 매복했다. 1969년 3월 2일 발생한 전바오 섬에서의 무력충돌로 소련 
국경수비병 31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중국은 그러한 보복을 대규모 전쟁
으로 발전시킬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전쟁이 시작되면 세계전쟁의 
일부가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3월 15일 더욱 큰 규모의 2차 충돌
이 발생한 후 중국과 소련은 대화를 통해 국경충돌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47)

46) 1966년 소련은 몽고와 20년간의 우호협력 상호원조 협정을 체결하여 중국에게 불안을 
안겨주었다. 이 협정에 따라 소련은 몽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군사기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Kissinger(1979), pp.166.

47) Lyle J. Goldstein, “Return to Zhenbao Island: Who Started Shooting and Why 
It Matters,” The China Quarterly, No. 168 (Dec. 2001), pp. 98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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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8월 13일 신장에서 대규모 무력충돌이 또 발생하자, 소련은 
다시 핵전쟁을 들먹이며 위협을 가했다.48) 8월 18일 미국 주재 소련 대사
관의 다비도프는 국무부의 스티어맨에게 “만약 소련이 중국의 핵시설을 
공격하여 파괴시킨다면 미국은 어떻게 나올지” 노골적으로 물었다.49) 이
에 미 국무부와 중앙정보국은 소련이 ‘뤄부포호 [羅布泊(나포박), 몽골어로 
로프노르]의 중국 핵무기센터를 파괴하기 위한 재래식 공격’에 대해 바르
샤바 동맹국들의 의중을 떠보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 지도
부는 소련의 공격에 맞서 인민해방군 총동원령과 대대적인 민간 및 군의 
대비태세 명령을 했다.50)  

이러한 무력 충돌에 대해 키신저는 중국의 목적은 방어였으며 이는 
억제라는 중국식 개념과 일치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51) 심리적인 타격
을 주어 기선을 제압하려했던 중국의 행동은 사실 정반대의 효과를 낳았

48) 키신저는 일반적으로 중국이 전투적인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Sinkiang 사건의 자세한 
지도를 보니 소련에 가깝고, 중국에서 몇 백마일 떨어진 곳이었다. 만약 소련이 공격자
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소련이 중국을 전면적으로 침공할 경우, 세계의 지정학적 
균형은 물론 심리적 균형도 기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Kissinger(1979), pp.177. 

49) 8월 18일 국무성의 중견급 소련 문제 전문가인 윌리엄 스티어맨이 소련 대사관 관리
와 점심을 같이했는데, 이 자리에서 소련외교관은 느닷없이 소련이 중국의 핵시설을 공
격할 경우 미국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고 물었다. Kissinger(1979), pp.183.

50) 중국의 소련에 의한 군사 공격에 대한 우려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인다. 호
치민의 장례식장에 참여했다가 중국을 방문한 코시긴과의 회담에 대해서도 마오는 중국
의 주의를 소련의 급습으로부터 돌리기 위한 교묘한 “연막” 전술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경회담이 열리기 몇 주 전에 공군이 최고 수준의 경계 상태에 돌입하는가 하면 중국
의 10월 1일 국경절을 틈타 소련이 베이징을 공격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린
바오는 베이징의 수도 공급원인 대규모 저수지에서 물을 다 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
다. 중소 국경회담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전쟁 준비는 한층 더 가속화되었다. 마오는 군
사 공격이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숙청되었거나 또는 감금된 간부들을 
포함해 모든 지도자들을 베이징 밖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베이징에는 오직 단 한사람
의 주요 지도자만이 머무르기로 했다. 이 때문에 저우언라이는 비  장소로 이동해 그
곳에서 비상시의 탈출 작업과 업무를 처리했다. 마오쩌둥은 우한으로, 린바오는 쑤저우
로 향했다. 정부 기능은 축소되었으며 정부의 각 부처와 기구는 중국 각지로 흩어졌다. 
저우언라이는 인민들에게 조속히 떠날 것을 알리는 군중집회를 갖도록 명령했다. 위창
건, 바르바라 바르누앙 저, 유상철 역, 『저우언라이 평전』, (서울:베리타스 북스, 
2007),pp.331

51) 중국은 소련지도층에 충격을 주어 틀림없이 소련이 시작했고 베이징에서는 소련이 애
를 먹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일련의 국경충돌을 종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
건을 계획했다. 공격적인 억제 개념에는 기선을 제압하는 전략이 사용되는데, 이는 상
대를 군사적으로 무찌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타격을 주어 상대가 포기하도
록 만들려는 것이다. 헨리 키신저, 『헨리키신저의 중국 이야기』 (서울: 민음사 2012) 
p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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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련은 국경전역에 걸쳐 도발을 한층 강화했고 그 결과 신장 국경에서
는 중국군 1개 대대가 완전히 섬멸되기도 했다.

1969년 중소 국경에 배치된 소련군 병력은 42개 사단 - 백만병 수
준 –으로 늘어났고 이들 간 전쟁 발발 조짐은 현실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사태가 진전되자 미국은 중국에 대한 소련의 대규모 공격 가능성을 빠르
게 심사숙고하게 된다. 1969년 8월 국가안보 회의에서 닉슨은 (아직 정책 
수준은 아니더라도) 하나의 태도를 선택했다. 당시로서는 충격적이었지만 
당시 주어진 상황에서는 소련이 한층 더 위험한 상대이며 따라서 만약 중
소 전쟁에서 중국이 ‘무참히 깨지게 되면’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론을 
내놓은 것이다. 닉슨의 사고방식을 잘 아는 사람에게 그것이 암시하는 바
는, 중국 이슈에 관한 한 지정학적 고려는 다른 모든 고려를 압도한다는 
사실이었다. 이 정책을 추구하면서 키신저는 소련과 중국이 대치할 경우 
미국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겠지만 그런 틀 안에서 가능한 한 최대로 중국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회고하였다.52)  

닉슨은 로저스 (William Rogers) 국무장관에게 중소 분쟁이 소련과 
협력을 가능케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닉슨은, 소련은 현
재 공산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체코 침공을 정당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UN에서 소련은 주권존중과 자결권, 내정 불간섭을 주장하고 있으
므로 침공을 정당화 할 수 없고 국제사회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분쟁은 미국의 평화를 향한 계획의 증명에 좋은 기회라고 언급하고 
있다.53)

(2) 중국의 전략적 인식의 변화

소련과의 무력충돌이 심화되자 중국에서는 4명의 장군(Chen Yi, Ye 
Jianying, Xu Xiangqian, Nie Rongzhen) 에게 중국과 소련, 미국의 관

52) 헨리 키신저(2012), pp.269-270. Kissinger(1979) p.186.
53) Editorial Note. FRUS, 1969–1976. VOL I,  Doc. 8. The reference by Fulbright 

to a book written by Secretary of Defense-designate Laird is apparently a 
reference to Melvin R. Laird (ed.), Republican Paper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8



- 31 -

계에 대한 분석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베트남에 빠
져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낮으며, 미국의 전략 중점은 서
방에 있다. 그러므로 미국보다는 소련의 공격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으
나, 소련은 중국과 미국 모두 자신의 적을 소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
개의 전면전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소련이 동쪽으로 군대
를 이동한다고 해도 소련의 전략적 강조는 동부유럽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전쟁은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소련의 동남아 팽창
까지 덮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하였다. 중국은 소련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상대적으로 서유럽이 안정되는 것을 노리고 있다고 
보았다.54) 

그러나 소련의 핵공격에 대한 실질적 군사공격의 위험성이 심화되자 
미국과 중국에게는 소련을 봉쇄해야 한다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발생하였
다. 즉,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은 소련이 직접적으로 중국 본토를 핵 공
격해 올지 모른다는 의구심에 휩싸였다. 소련은 북쪽에서 1966년 1월 소-
외몽고 동맹조약을 맺고, 남쪽에서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본격적
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의도가 분명한 정책들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소련은 
이미 중국을 포위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와해된 중-소 관계는 
결국 ‘적대적’ 관계로 변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을 배경으로 중국과 소련은 
한 세대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이데올로기적 관계에서가 아니라 지정학적 
관계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4천마일의 공동 국경에 배치된 소련군의 증
강이라는 명백한 위협에 직면하여 중국은 적대국의 수를 줄이고 또 소련
의 압력에 대한 견제세력을 확보하기를 원하였다.55) 1968년 소련이 체코
를 침공하였을 때 가장 위협을 느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중국이었다. 중국
으로서는 어떠한 위협에 대비해서라도 가상적국의 수를 가급적 줄일 필요
가 있었고, 특히 소련에 대하여 효과적인 전략무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하였다.56) 이미 1968년 11월 16일 중국은 미

54) Report by four Chinese Marshals, Chen Yi, Ye Jianying, Xu Xiangqian and 
Nie Rongzhen, To The Central Committee, 'A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War Situation.' July 11, 1969. 

55) 헨리 키신저(2012), pp.685. 
56) Kissinger (1979) p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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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게 대만으로부터의 철군과 함께 평화공존 조약의 체결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아직 모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중국을 아직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국가로 보고 필요한 경우 소련의 협
조를 받아서라도 이를 봉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는 하노이와 모스크바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월남전을 종
식시키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1969년 후반의 중국의 분석은 소련에 대한 좀 더 세계적 차원의 것
이었다. 소련은 중국과의 전쟁을 통해 미국과 세계를 다시 나눌 의도를 가
졌다고 본 것이다. 소련도 미국과 중국의 접근 가능성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코시긴이 베이징에 온 것도 반동적인 실용주의라고 파악하고 있다. 
소련은 중국과의 전쟁을 이용해서 국내·외적 어려움을 수정하고 싶어 한다
고 보며 중국에서는 국경에서의 세력균형 상태를 유지하자고 하면서도 반
(反)중국 정책을 유지하면서 국내적 상황과 동부 유럽 상황을 안정시킬 휴
식을 얻고 동남아시아, 중동에 대해서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하
고 있다. 이러한 양면적인 중국 정책을 통해 힘을 확보해서 미국과의 경쟁
에서 이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중국에서는 분석하고 있다.57) 실제 
1970년에 중국과 소련은 양국 국경에서 조금씩 병력을 철수하였다. 소련
은 중국에 일반적 관계 개선의 뜻으로 대사교환을 제의했으나 중국이 이
를 거절하였다. 소련의 이러한 제의를 미국은 서구와의 협상과정에서 독일
의 브란트나, SALT 협상에서 중국과 문제가 없다고 보이려는 의도를 가
진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58)

  
2) 베트남에서의 중소 경쟁

중국과 소련의 경쟁은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되어 있었다. 소련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보인 지역은 베트남이었고, 이는 전

57) Report by four Chinese Marshals, Chen Yi, Ye Jianying, Xu Xiangqian and 
Nie Rongzhen, To The Central Committee, 'Our Views about the Current 
Situation.' September 17, 1969. 

58)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April 18,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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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으로 중국의 세력권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베트남과 중국, 소련의 관
계는 베트남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를 가진 소련의 의도가 더해
지면서 공산 진영 내의 분열의 한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고 이러한 중국과 
소련, 베트남 간에 삼각관계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동남아시아에서
의 삼각관계의 형성이 단순히 아시아에서의 데탕트를 미국과 중국, 소련의 
전략적 삼각관계의 틀로 설명할 수 없게 한다. 즉, 아시아에서 소련의 팽
창 정책에는 베트남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는 미
국과 베트남의 전쟁이라는 변수에 의해 국제정치의 역학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에 미국과 소련
이라는 강대국이 개입하게 되면서 미중 화해라는 아시아 데탕트의 양상과 
미소 데탕트에도 일정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련과 베트남의 관계는 1969년부터 점진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양
상을 보인다. 1963년 중소 분쟁이 표면으로 드러나자 베트남은 중국에 경
사되어 있었다. 그러나 흐루시초프의 실각이후 1964년부터는 이러한 중국 
우호적인 입장도 막을 내리게 된다. 1965년에서 1968년까지는 중소 갈등
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다가 1968년 이후 소련에 더 착하게 되어 
1978년 우호협력 조약을 맺게 된다.59)  

1960년대 후반 중소 갈등이 심화되어 가면서 소련의 중국 봉쇄 의
도는 동남아시아로의 진출을 가져온다. 소련은 베트남을 통해 중국의 남쪽 
국경선상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우호세력을 구축하
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보다 세계적 차원에서 남중국해의 항구를 
확보하려는 군사적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소련
은 인도네시아와 특별한 관계 유지해 왔는데 그 후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캄보디아 항구에 눈독을 들여왔다.60) 베트남과 관계를 개선하
게 되면 소련은 미국이 20억 달러 들여 건설한 캄란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구를 획득하게 됨을 의미한다. 중국

59) Stephen J. Morris, “The Soviet-Chinese-Vietnamese Triangle in the 1970's: 
The View from Moscow.”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no. 25. (Washington: Woodrow Wilson Center, 1999) pp.5.

60) Bernard K. Gordon, “Southeast Asia,” in Kurt London, ed., The Soviet Union 
in World Politics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80), pp.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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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를 두고 베트남은 “아시아 대륙을 소련의 군사력으로 봉쇄하기 위하
여 지중해와 홍해 그리고 인도양과 서태평양을 통하여 소련이 구축하는 
전략기지의 필수적인 하나의 고리가 된다.”고 하였다.61) 이러한 소련의 정
책은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중국의 남진을 봉쇄함과 동시에 아시
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의 의도가 포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과 소련의 베트남을 둘러싼 경쟁은 미중 데탕트 형성에 
하나의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즉, 소련의 중국 봉쇄에 위기감을 느낀 중
국은 베트남이 미국과의 평화협상에 임하려 하자 격렬히 반대하던 입장에
서, 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미국과의 화해가 불가피해지자, 베트남의 ‘싸
우면서 협상한다’는 논리를 차용하여 미국과의 데탕트에 임하게 된다. 

반면 소련은 중국과 미국의 화해 과정이 구체화 되자, 오히려 베트
남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한다. 미국과 소련 간의 관계에 중국카드를 활용
하듯이, 소련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베트남 카드를 사용하여 입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베트남은 데탕트 협상 과정에
서 아시아에서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포함된 하나의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베트남에서의 소련과 베트남, 중국의 공산진영 국가
들의 분열은 미중 데탕트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3. 아시아 지역의 체제 변화와 미국의 균형자 역할
      
1) 4강 체제 등장과 균형자로서 미국

아시아는 양극체제에서 이제 4강 체제로 변하고 있었다. 1969년 아
시아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아시아에서의 체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62) 
닉슨은 1967년의 연설에서 동서 양 진영으로 나눠졌던 2차 대전 후와는 
다른 시대가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는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사람

61) “Social-Imperialist Strategy in Asia,” Beijing Review, No.3 (January 19, 1979)  
pp.14.

62) Response to 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141, Washington, 
   August. 8,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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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새로운 사고, 새로운 세계 이념의 시대를 넘어 화해, 믿음에 기반한 
사회로 이동 중이다. 서유럽의 경제적 성장, 공산 진영의 분열과 자본주의
로의 변화의 물결,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
역의 경제적 발전 등이 그것이다. 닉슨은 이제 전 세계는 공산주의에서 자
유의 시대로 변하고 있지만 소련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소련
은 동쪽에서 중국이 위협하므로 서쪽에서 친구를 찾고 있다. 즉, 여전히 
공산세계를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중국과 이데올로기 면에서 경쟁
하고 경제적 진보를 모색하며 이러한 3가지 목표에 맞을 때만 미국과 협
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은 군사적으로 우위를 유지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한다.63) 

닉슨과 키신저는 데탕트를 통해 소련 및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고 급
진적인 혁명을 억제함으로써 지정학적인 세력균형을 이루고자 했다. 미국
은 베트남 전쟁과 닉슨 독트린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철수하고 
난 후 이 지역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이러한 공백에 대한 소련의 팽창 의도를 저지
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일본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미·중·소·일 
4강 체제를 형성하여 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동 관리와 이러한 다극 체제
의 균형자로서의 입지를 모색하였다.  

키신저의 전략적 사고는 서로 다른 정치이상을 보유한 서유럽 국가
들, 일본, 중국 등이 지닌 안보이익을 연결하여 소련을 고립화시키려는 전 
세계적인 비스마르크형 세력균형을 골격으로 구상한 것이었다.64) 이 같은 
구상은 미· 소 양국이 타국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양국의 숙명적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사고에 기인
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소련을 고립시키려 했다. 키신저의 전략적 사고에
서 주축이 되는 지역은 서유럽과 동아시아였다. 미국은 서유럽에서 NATO

63) Address by Richard M. Nixon to the Bohemian Club. San Francisco, July 29, 
1967. The Richard Nixon Library, Nixon Papers. Unclassified; Off-the-Record; 
Not for Publication.

64) Henry A. Kissinger, “The White Revolutionary: Reflections on Bismarck,”   
Daedalus,  Vol. 97, No. 3, (Philosophers and Kings: Studies in Leadership, 
Summer, 1968), pp. 88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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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소련을 포위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소련 중국 일본의 3국 균
형을 이루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현재의 4강 
체제 -미국, 중국, 소련, 일본-는 이 시기에 등장하였고, 이를 통해 미국
은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하면서 그 외 중진국들이 자신의 동맹을 
이탈하거나, 미국 주도 체제의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
도록 전략을 모색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데탕트 정책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 강대국의 영
향력의 감소와 더불어 등장한 다극 체제로의 변화에 대한 미국의 적응 과
정이자, 다시금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정책 변화였다 할 수 있다. 미국은 
소련과의 데탕트와 안정적인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련의 적대
적 모험주의를 예방하고 미국 주도의 동맹의 힘과 응집력을 유지하면서 
서유럽이나 일본, 동남아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나 미국의 
지역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었다. 미
국은 베트남전 이후의 아시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닉슨은 1967년 자
신의 글에서 이를 밝히고 있다. 아시아는 현재 특별한 변화를 겪고 있는
데, 지역주의의 출현과 경제발전, 오래된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이탈이 그것
으로써, 공산주의는 아시아에서 필요 없다는 것을 미국이 증명했고, 세계 
경찰국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그 지역 국가들의 공동 노력에 한계가 있
을 경우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65) 또한 소련과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중국의 동남아시아에 대
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통해 소련의 브레즈네프 독트린과 다르게 다
른 국가를 지배할 의도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여 표면적으로는 지역 
국가들의 등장을 인정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또한 데탕트는 미소 양극을 
정점으로 하던 양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서유럽과 
일본, 중국 등이 경제적 차원 뿐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중요 행위자로 
등장하는 국제 체제의 변화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러한 다극 
체제의 균형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부각시켰고, 이를 통해 냉전 

65)  Article by Richard M. Nixon, Foreign Affairs, Vol. 46, No. 1, October 1967, 
pp. 113-125. Reprinted by permission of Foreign Affair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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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
할을 하였다. 비록 1970년대 초에 이루어진 데탕트는 이후 1980년대 신냉
전이라는 이름하에 미소 양국의 대결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데탕트는 미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초강대국이라는 평
화적 이미지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2) 비동맹 중립 행위자 등장

아시아에서 데탕트가 가지는 의미 중 하나는 비동맹 중립 행위자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동맹 중립 행위자의 등장에는 범세계적인 
지역주의의 움직임이 바탕이 되고 있다. 1960년 유럽에서 경제공동체가 
형성되고 1967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 창설되는 등 1960년대 후
반은 이러한 지역 공동체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68년 말레이시아 라만 수상은 동남아시아를 중립화할 것을 제안하였고, 
1971년 아세안은 강대국의 간섭을 거부하는 동남아 평화, 자유 및 중립지
대 선언(ZOPFAN)를 선언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종의 지역 통합
의 전단계로서의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ASEAN은 아시아 지
역에서 지역 통합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등의 창설에 밑받침이 
되었다. 

소련은 데탕트 시기 베트남 원조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깊이 관
여하게 되고, 나아가 아시아 집단안보 체제 주장 등 이 지역에 대한 개입 
의도를 드러내었다. 동남아시아는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직접 개입이 빈번
했으며, 한편으로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중국은 최근까
지도 ‘동아시아 공동체’(EAC)의 창설을 제안함으로써 ASEAN+3에서 주도
권을 확보하고, 또 ‘상해협력기구’(SOC)와 6자회담의 주도 등을 통해 중앙
아시아와 동북아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도모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66) 데탕트 시기 강대국 사이의 경쟁과 포섭 



- 38 -

등의 경험은 이 지역의 집단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 제3
세계 국가들의 활동이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동남아시아에서도 이러한 시
대적 조류에 편승한 국가들 간의 움직임이 생겨난 것이다. 

미국도 닉슨 독트린 이후에는 동아시아 정책이 지역 국가들의 공동
방위 정책으로 바뀌었다.67) 이러한 미국의 정책 또한 지역경제공동체 등 
지역주의가 새롭게 생겨나는 국제정치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것이었다. 이
러한 다자주의의 등장은 얄타 체제 하의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
해가는 국제정치 체제의 변화에 수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는 아시아 데탕트의 지속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의 데
탕트는 유럽의 데탕트와 다르게 지역 국가들의 필요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의해 주도되고 강요된 데탕트였다. 그렇기 
때문에 데탕트 흐름은 지속되지 못하였고, 동남아시아의 권위주의 정부들
의 출현과 캄보디아 사태 등의 민족 간 균열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아시아에서의 데탕트는 비동맹 중립 행위자라는 아시아 
지역 정치에 대한 강대국을 배제한 주도적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4. 소결   
  
미중 데탕트는 아시아 지역의 특수한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먼저 

중국이라는 지역 강대국의 전략적 위상 강화이다. 유럽에서 미국이 진영 
내 동맹국들의 이탈을 경험하였다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소련이 이러한 갈
등을 겪고 있었고, 그 대상은 지역 강대국인 중국이었다. 이러한 중국이라
는 존재와 그 영향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중소 간의 갈등은 미국이 서유
럽에서 겪었던 진영 내 갈등과 체제의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소련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중국은 소련과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동맹 관계
였고, 미국과 대치되는 공산진영의 대표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소
련과 계속된 이데올로기 논쟁을 넘어 군사적 충돌까지 경험하는 과정에서 

66) 정재호, 『중국의 강대국화』 (서울 : 도서출판 길. 2006). pp.13. 
67) 김우현(2005)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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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주적으로 상정하게 되었다.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에서 나온 비판과 
대응에서 이제 소련이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더 위험한 적으로 등장
하였으며 아시아에서 소련의 중국 봉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연
합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게 되었다. 중국의 미국과의 화
해로 중국은 대만 대신 UN의 상임이사국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국제적으
로 제3의 강대국으로의 위치를 점하게 된다.  

아시아에서 데탕트는 미국과 소련의 데탕트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
에 대한 주도권 경쟁에 아시아 지역패권인 중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됨
으로써 미국, 중국, 소련의 삼각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동남
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 팽창의 시도와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은 동
남아시아라는 공간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소련간의 경쟁과 국가이익에 
근거한 전략을 모색하게 하였다. 이러한 아시아 지역의 데탕트는 결국 이 
지역의 세력 구도를 미국, 중국, 소련, 일본의 4강 체제로 바꾸어 놓는 변
화를 수반하게 되었으며, 비동맹 중립을 내세우는 ASEAN이라는 행위자의 
등장으로 아시아 데탕트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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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련의 동남아시아 팽창정책 
  
미국과 중국이 1969년부터 데탕트에 적극 나서게 된 계기는 소련과

의 분쟁으로 인한 위협에 직면한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이러한 소련의 호전성으로 인해 세계적 세력균형에 대한 미국
의 우려가 합치한 결과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과 
연대해야 할 또 하나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동남아시
아에 대한 소련의 정책 선회였다. 소련은 자신들이 근본적으로 아시아 세
력이라고 주장하나, 정치적으로나 소련 국민들의 인식의 측면에서는 유럽
에 더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동남아시아는 소련의 1차적인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소 분쟁이 
표면화 되면서 소련의 관심은 점차 아시아에 쏠리기 시작하였다. 소련은 
중국과 관계개선 의지가 없었다. 대신 아시아 주변국이나 다른 공산국과 
단합을 꾀하였다.68) 그리하여 유럽 혹은 중동문제에 치중하던 소련의 정
책은 중소 분쟁, 베트남 전쟁 등을 계기로 아시아의 문제가 소련의 대외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것이 되었다. 인도차이나는 소련
이 미국, 중국과 함께 삼각경쟁의 전략적 필요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
역이 되었다. 베트남 전쟁이라는 요인 안에 미국과 중국 소련, 베트남의 
국제관계가 모두 얽혀 강대국 국제정치의 장이 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소련의 아시아 정책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
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련의 정책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인식이 
어떠하였으며 이것이 미중 데탕트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소련의 대외정책의 의도와 미국과 중국의 인식간의 괴리가 미국과 
중국의 데탕트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하여 소련의 아시아 정책이 가지는 의미는 무
엇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68) Memorandum From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Helms to Secretary of 
State Rogers, Washington, July 14,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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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련의 베트남 대량 원조와 전략적 가치 인식

1) 소련의 베트남 정책 : 중국· 소련· 베트남 삼각관계  

(1) 배경 : 베트남에 대한 강대국 이중정책

소련이 아시아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곳은 베트남이었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역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중국과 오랜 역사
적 경쟁과 협력 관계를 맺어온 국가이기도 하였다. 소련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맞서고 태평양에서 인도양에 걸쳐 도달할 수 있도록 하
는 국가가 필요했다. 동남아시아는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있어 지정학적
으로 소련에 중요하였다. 블라디보스톡의 태평양 함대가 방해 없이 인도양
으로 항해하는 것은 소련의 중요한 전략적 고려사항이었고, 그러므로 베트
남을 통해 캄란과 다낭의 군사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소련의 군사 전략적
인 요충지 획득이라 할 수 있었다.69) 이런 지역에 소련이 관여하게 됨은 
소련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장과 동시에 미국과의 세계적 경쟁
의 발판을 마련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베트남은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하여 북쪽으로는 중국의 영향
을 받게 되고 반대로 남쪽으로부터는 당시 그 지역에 관심을 둔 강국의 
영향을 받아 왔는데, 남쪽의 세력은 국제정세에 따라 인도, 프랑스, 미국, 
소련 등이 차례로 개입해 왔다.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강대국간 정치에 의
해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었고, 이러한 베트남에 대한 강대국의 정책은 대
체로 일관성 없는 강대국의 이익에 따른 이중적인 것이었다. 

먼저 소련과 베트남 관계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모스크바의 하
노이에 대한 초기 입장은 1965년 소련이 인도차이나 반도 자체의 전략적 

69) Susanne Birgerson, “The Evolution of Soviet Foreign Policy in Southeast 
Asia: Implications for Russian Foreign Policy,” Asian Affairs, Vol. 23, No. 4 
(Winter, 1997), pp.2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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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때까지는 모호한 것이었다.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 이후 소련은 베트남이 아닌 종주국인 프랑스에 공산정권이 
수립되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프랑스에 반하는 베트남에 대한 정책은 보류
하고 있었다. 1947년에 가서 프랑스에 공산정권의 수립 가능성이 없어졌
다고 판단하였을 때 베트민(Vietminhs ;베트남의 공산혁명조직)을 원조하
기 시작하였다.70)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소련은 베트남에 추가로 
관심을 보였는데, 그것은 대서방 전략의 차원에서 베트남이 제2의 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호치민이 이끄는 프랑스 투쟁
은 점점 활기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은 더 큰 전략적 이익 앞에서는 
호치민을 희생시키는 것을 주저치 않았다. 1954년 제네바 협정에서 망데
스-프라아스(Pierre Mendes-France) 수상이 이끄는 프랑스 정부와 호치
민에 불리한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소련의 몰로토프 외상은 팜반동 
(Pham Van Dong) 베트남 수상에게 압력을 가하여 북위 17도에서 베트
남을 양분하는데 찬성하도록 종용하였다. 이는 프랑스가 유럽방위공동체 
조약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프랑스는 인도차
이나 사태해결에 대한 소련의 지원을 확보하게 된다.71)

북베트남에서 모스크바의 영향력은 하노이가 중국 측으로 더욱 접근
하던 1960년대 초기에 쇠퇴하였다. 후루시초프는 인도차이나의 지역갈등
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다.72) 소련은 1962년 라오스의 중립화에 동의
했을 뿐만 아니라 남베트남에서 무력투쟁이 재발한다 해도 소련에게는 별
다른 이익이 없다고 인식하였다. 1963년 무렵부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강화되자, 소련의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적인 중국과의 갈등 관계

70) Donald S. Zagoria, Vietnam Triangle (New York: Pegasus, 1967), pp.29.
71) Gregory Henderson, Divided Nations in a Divided World (David Mckay, 1974)  
72) 제네바 협정 이후 소련은 두 가지 중대한 전략적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하나는 중소 

분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소 데탕트였다. 중소분쟁은 1950년대 후반 이미 싹트기 시
작하였지만 소련으로서는 아직도 중국을 공산세계로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소련이 하노이가 원하는 대로 대량 원조를 시행
할 경우 이는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이었고, 나아가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더욱 
멀리 떨어지게 할 것이었다. 또한 미국과의 데탕트를 추구하려면 소련의 대 인도차이나 
정책에서 온건한 노선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고려에서 흐루시초프는 인도차
이나에서 소련이 완전히 손을 떼는 쪽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Donald S. 
Zagoria(1967), p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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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깊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다. 그러나 후루시초프의 축출 
이후 새로 등장한 지도층은 인도차이나에 좀 더 활동적으로 개입하기 시
작하였다. 1965년 2월 코시긴 수상의 인도네시아 방문 중 미국의 북베트
남 폭격이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하노이에 대한 원조의 약속을 모스크바에 
환기시켰다. 소련은 공산주의 정부의 붕괴를 저지하기 위한 그들의 “형제
의 의무”에 의해서, 또 중소분쟁에서 친 베이징적인 하노이를 유혹하기 위
한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서 이러한 원조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소련 지도자들은 베트남에서의 싸움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는 않았으므로 
워싱턴의 의지가 약화될 때까지 미국의 힘을 억지시키기 위한 소련 원조
의 목표는 하노이가 그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었다.73)

이러한 소련의 태도는 그들이 북베트남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1969년 도브리닌과 키신저가 베트남과 미소 관계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도브리닌은, 하노이 문제와 미소 관계를 분리하여 논의하자고 하
면서 소련은 베트남의 입장을 방어해줄 생각이 없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
에 키신저는 미소 관계는 베트남전 결과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74) 

한편, 중국의 베트남에 대한 정책도 이중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문
화-역사적으로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중국의 베트남에 대
한 영향력은 통킹, 즉 북부 베트남에 한정되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중국은 북위 16도 이북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그 이남은 영국
의 관할 아래 있다가 프랑스에게 양도되었다. 1954년 제네바 협정에서 중
국은 베트남을 양분하는데 동의하였는데, 당시 소련의 몰로토프 외상의 압
력에 중국의 저우언라이 수상이 동조하였다.75) 또한 이 때 월맹에 의한 
베트남의 통일에 반대하는 프랑스와 중국 사이의 묵시적인 의견 일치가 
있었다.76) 1954년 프랑스는 베트남에서의 군사적 책임을 미국에게 양도하

73) 최종기, 『소련외교정책론』 (서울 :법문사, 1988), pp.243-244 참고.
74)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489, 

President's Trip Files, Dobrynin/HAK, 1969 [Part 1]
75) “From the Journal of Molotov: Secret Memorandum of Conversation at 

Dinner in Honor of Mendes-France, French Prime Minister and Foreign 
Minister” July 10, 1954,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AVPRF f. 06, op. 13a, d. 25, II. 8. Obtained by Paul Wingrove and translated 
for CWIHP by Gary Goldberg. Published by Bulleti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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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중국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FNL: Front de Liberation 

Nationale)과 긴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필요에 따라 종종 민족 
해방전선이라는 카드를 북베트남에 대하여 사용하였다. 중국은 북베트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시행된 1968년의 구정 공세 작전에 반대하고 대신 지
구전을 펼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마오쩌둥은 1971년 팜반동
(Pham Van Dong) 수상에게 남베트남의 티우 정권을 전복시키지 말도록 
조언하기도 하였다.77) 이처럼 중국은 북베트남에 대하여 이중적인 자세를 
가졌다.78) 역사적으로 베트남은 강대국 정치의 영향에 좌우되고 있었고, 
베트남 주변의 강대국은 베트남을 자신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이용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베트남을 둘러싼 국제정치는 강대국의 권력 정치를 반영하고 
있다. 소련과 베트남의 관계는 중국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었고, 하노이-
모스크바 관계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후 소련의 베트남 원조는 중국
을 봉쇄하고 인도차이나에서 중국의 이익을 좌절시킨다.79) 이는 곧 공산
진영 내 중국, 소련, 베트남의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관계가 미국에 대한 정책 결정에 중요한 바탕이 된다.  

 

76) "Telegram, Zhou Enlai to Mao Zedong and Others, Regarding Zhou’s 
Meetings with Pierre Mendes-France and Eden, as well as Discussions 
Outside the Conference" July 20, 1954,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CFMA. Obtained by CWIHP and translated for CWIHP by Li 
Xiaobing.

77) “Discussion between Mao Zedong and Pham Van Dong” November 17, 1968,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CWIHP Working Paper 22, 
“77 Conversations.”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2181

78) 흐루시초프 시대의 소련은 베트남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통킹만 사건 
뒤에도 소련의 그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래서 북베트남 지도부는 소련 
수정주의자들이 베트남을 “단지 협상카드로 이용하기를 원한다”는 의심을 접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지원에 대해서는 베트남의 “운명과 관련된다”는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
았다. 베트남은 이처럼 강대국의 이면 이중정책에 희생되고 있었다. Lorez. M. Luthi, 
The Sino-Soviet Split: Cold War in the Communist Worl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pp.308~309; 김정배 “베트남 전쟁과 사회주의진영, 그리고 
냉전체제” 『역사와 경계』 제 76집 (경남 : 경남사학회, 2011), pp. 332. 

79) Susanne Birgerson(1997),p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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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련의 베트남 대량 원조와 중소 경쟁

1964년 10월 중순 갑작스런 흐루시초프의 실각 이후 동남아시아에 
대한 소련의 불간섭 정책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북베트남 지도자들은 조
심스럽게 소련 신지도부의 정책변화에 기대를 걸었다. 소련 신지도부는 흐
루시초프의 평화공존 기조를 유지하되 중국과 북베트남과의 관계를 사회
주의적 국제주의와 계급 혁명적 관점에서 개선하고자 하였다. 소련의 이러
한 태도변화는 기본적으로 신 권력과 소련 내부의 경제적 취약성에서 비
롯된 것이었다.80) 1960년 이후 소련의 인도차이나에 대한 정책은 미국과
의 직접 대립을 피한다는 측면에서 하노이를 진정시키거나, 공산권 주도를 
위한 하노이 정부에 대한 적극 지원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었다.81) 

그러나 새로 집권한 모스크바 정권은 하노이에 대한 대량 물량지원 
쪽으로 정책 노선을 정하게 된다. 소련의 새로운 북베트남 정책이 공식적
으로 드러난 것은 1965년 2월 초 코시긴 수상이 북베트남과 중국을 방문
하여 소련의 입장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였다. 2월 11일 발표된 소련·베트
남 공동성명서에 처음으로 소련의 베트남에 대한 군사원조가 공식 언급된
다. 소련은 이때 1966년에 모스크바에서 열리게 되어 있는 세계 공산당대
회에 월남을 참여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82) 

80) Vladislav. M. Zubok, A Failed Empire: the Soviet Union in tne Cold War 
from Stalin to Gorbachev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pp. 193~199. 김정배 (2011) pp.334. 재인용

81) 1960년대 이후부터 소련의 인도차이나에 대한 정책은 두 개의 상충되는 고려사항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었다. 즉, 소련이 베트남의 남쪽 정부를 지원하는 미국과의 화해가 
그 하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 관계의 악화 속에 중국의 도전에 대해 국제공산주
의 운동에서 소련의 주도권을 지키려는 것이었다. 첫 번째 의도의 실현은 하노이 정부
의 투쟁을 극소화시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노이 정부의 투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었다. 1964년 통킹만 사건으로 미국의 개입이 확대되어 북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폭격이 시작되자 하노이는 더 큰 원조를 요청하였고 소련은 월맹에 대한 적극 
지원과 이로 인한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딜
레마 속에 소련의 정책은 베트남에 대한 적극지원과 때로는 하노이에 협력을 권고하는 
압력의 형태로 나타났고 기본적으로 소련은 베트남 때문에 대미관계의 분위기를 악화시
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Donald S. Zagoria(1967), pp.42-44.

82) 베트남에 대한 소련의 경제적 지원은 1960년대 초기부터 본격화되었으며 군사적 지원
은 통킹만 사태 이후 미국의 베트남 군사개입이 적극화되기 시작한 후인 1965년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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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러한 소련의 대량원조를 두고 소련의 동남아시아 정책이 
1965년 이후 더 거세지고 기회/위험 계산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량원조는 미국의 상대편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것으로, 베트남과 
동남아 전체와 경쟁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즉 대량원조는 미국과 군사
적 대치 또는 심각한 관계 훼손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하노이 원조 (정치적, 물질적)를 미국의 위험한 대응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서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기회/ 위험 계산을 통해 소련
이 세계적 강대국으로서의 위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예
측한다. 소련은 1969년 무렵부터는 중국이 자신들의 강대국의 위치에 영
향을 미칠 잠재적 위험요소라고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아시아 집단안보 체
제도 중국 봉쇄를 위해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분석한다. 미국은 소련이 중국 때문에 미국과 불필요한 도발적 
행동은 자제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중국과 미국의 연합 가능성을 두
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은 미국과의 전략무기 동등성과 제3세계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를 바탕으로 미국과 긍정적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과의 긴장이 증대되어 갈수록 미국과의 무기 
제한 협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는 미국과의 긴장을 낮추기 위
한 전략이었다.83)

중국으로서는 소련과 이데올로기 갈등을 통한 세계 공산당운동의 주
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련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
었다. 중국은 전통적인 세력권이었던 베트남 지역에 대한 소련의 침투를 
견제하기 위해 북베트남을 이미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중
국에 붙잡아놓으려고 하고 있었다.84) 중국은 소련이 북베트남을 중국으로
부터 떼어놓으려고 한다고 보았다. 1965년 11월 11일자 인민일보는 모스
크바가 제안하고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통일된 행동”85)을 하나의 음

시작되었다. Ilya V. Gaiduk, The Soviet Union and the Vietnam War (Chicago : 
I.R. Dee, 1996) pp. 57-72. 

83) Special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Washington, July 17, 1969.
84) 1964년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였던 등소평이 하노이를 방문하여, 월맹을 소련으로부

터 격리하기 위하여 월맹에게 매년 10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제의한다. 이때가 바로 
통킹만 사건 (1964.7) 직후로서 중국은 소월 관계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였다. Far East Economic Review, June 15,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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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고 비난하고 나섰다.86) 
코시긴의 하노이 방문 이전에 이미 북베트남과 소련 사이에는 상당

한 정도의 화해 분위기가 있었다. 귀국길에 북경에 들른 코시긴은 북베트
남과 합의한 내용을 주언라이 수상에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후 소련 대
사는 구두로 소련의 무기와 요원을 북베트남으로 수송하기 위해 중국 영
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1965년 1월 30일 중
국과 소련 정부는 그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중국을 통과하는 소련의 무
기 제공 결정은 중국을 딜레마에 빠뜨렸다. 소련의 무기와 요원의 수송은 
중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었다. 소련은 중국보다 앞선 무기를 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베트남에 대한 소련의 지원이 증가할 경우 소련에 
대한 북베트남의 의존이 심화될 것이 뻔하였다. 그리고 만약 중국이 소련
의 요청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중국과 북베트남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고 민족해방투쟁을 지원하는 중국의 정책과는 모순될 것이었다. 더구
나 중국이 소련의 무기와 요원의 중국통과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다를 이용한 수송이 가능하였다. 그 결과는 북베트남이 중국과 멀어져 
소련에 더 접근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었다. 마오쩌둥이 소련 무기의 중국 
통과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87)

베트남에 대해 역사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은 베트남에 관심을 
보이는 남쪽 강국들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등-에 대해서 위협을 느껴
왔다. 베트남의 이북 지역에 대한 전통적인 개입과 인도차이나에 대한 자
신의 영향력을 중시해 온 중국으로서는 베트남에 대한 소련의 관심을 좋
은 눈으로 볼 수가 없었다. 소련이 베트남에 대해서 대량 원조를 결정하자 

85)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공산진영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월남 
문제에 관해서는 통일된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월맹 국민이 미
국을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는 중대한 시점에 이러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프롤레타리아 세계연대성의 근저를 이미 파괴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적과 동지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세계를 지배하기 위하여 미국과 함께 협
조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레닌 정당들이 베트남 사태에 대하여 통일된 행동을 취
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86) 최영진.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중 관계를 중심으         
로』. (서울 : 지식산업사, 1996).

87) Yang Kuisong, “Changes in Mao Zedong’s Attitude toward the Indochina 
War”, 1949-1973.  Washington, D.C. :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of Scholars, (2002) pp.31-32,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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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소련 사이에 반목은 더욱 심하여졌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을 상대해
야 함과 동시에 자신을 대체하여 북베트남을 차지하려는 소련의 노골적인 
의도를 견제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소련을 비난하고는 있지만, 베트남에 대한 주
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련과 경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소련의 무기들이 중국을 경유하는 상황을 놓고서도 중소 두 나라는 
상호 비난을 하였다. 소련은 중국이 고의적으로 무기의 운반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중국은 소련이 월맹에게 별로 쓸모없는 무기만 주고 있
다고 비난하였다.88) 소련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 영공을 통과하는 비행노
선과 중국 남부에 한두 개의 비행장을 사용할 권한을 요청하였으나 중국
은 이를 거절하면서 소련과 북베트남 원조를 두고 오랜 기간 신경전을 벌
인다.89) 

베트남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1960~1975) 베트남은 가열된 중소분
쟁 속에서도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았다. 미국의 판단에 따르면 
하노이는 중소 갈등으로 소련의 육로공급의 손실을 초래할까 걱정했으나 
이러한 걱정은 완화되었고, 하노이의 장기 투쟁은 계속될 수 있었다.90) 
즉, 베트남은 이러한 중국과 소련의 갈등을 자신들의 국가 이익에 맞게 적
절히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베트남의 대통령 티우(Nguyễn Văn Thiệu)는 미국과의 회담에서 
하노이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영리한 게임 중이며, 그들은 친소, 친중도 
아니라고 발언하고 있다. 북베트남은 그럼에도 원조는 계속되기를 바란다
고 하면서, 하노이에는 2개의 파벌이 있는데, 하나는 전쟁을 선호하는 친
중적 당파이고, 다른 하나는 협상을 선호하는 친소적 당파로, 이들이 각각 
이들 강대국의 환심을 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Tieu는 하노
이가 1954년에 그랬던 것처럼 일시적인 분할을 받아들일지 모르나, 캄보

88) Yang Kuisong (2002), pp.32-34.
89) CIA Intelligence Report, The Sino-Soviet Dispute on Aid to North Vietnam 

(1965-1968). http://www.foia.cia.gov/sites/default/files/document_conversions
   /14/esau-38.pdf (최종 검색일 : 2014년 1월 3일) 
90)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April 18,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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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와 라오스에 자신의 그룹을 유지하고 곧 남쪽에 다시 공산주의로 압
박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91) 그러나 전쟁이 점차 격화되면서 대공 미
사일 등의 고도로 발달된 무기를 공급받기 위하여서는 소련에 더욱 의지
하게 되었다. 전후의 복구사업을 위해서도 중공업 지원능력을 갖춘 소련에
게 한층 더 기대지 않을 수 없었다.92) 베트남은 소련이 제공하는 안보 우
산과 경제적 원조를 바탕으로 동남아 지역에서의 새롭게 부상하는 공산국
가로서의 지위를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고,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축출하여 동남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
었다.93) 

이처럼 소련의 북베트남에 대한 군사원조는 중국 영향권에 대한 침
해라는 중국의 인식하에 이 지역을 둘러싼 중소 간 경쟁의 근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관계를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베트남까지 중·소·월 삼각관계를 
형성하였고, 이 삼각관계 내에서 상호경쟁과 비난 그리고 활발한 외교 책
략이 작동하게 되었다.94)  

2) 소련의 베트남 활용 : 미중 데탕트의 대항 카드

소련의 새로 집권한 강경파가 베트남에 대한 대량 원조로 정책을 선
회한 데에는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내포하고 있었다. 중소 갈등이 심화되
자 소련은 베트남의 전략적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먼저 지역적 
측면에서 베트남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어 중국의 남쪽 국경선상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우호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이
다. 이는 곧 소련이 북경과의 화해를 포기한다는 뜻이었다. 둘째는 남중국

91) Memorandum of Conversation, Saigon, July 30, 1969.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1023, Presidential/HAK Memcons, 
President Nixon and Thieu, 7/30/69.

92) 문수언 “베트남과 소련관계 : 명암과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
소, 1986), pp.306.  

93) Donald S. Zagoria and Sheldon W. Simon, Soviet Policy in Southeast Asia.  
pp.154   

94) 이러한 상황에서 월맹은 중-소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줄다리기를 하였다. 두 나라의 원
조가 모두 필요하였으므로 중소와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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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항구를 확보하려는 소련의 오랜 노력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중반
까지 소련은 인도네시아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후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강화시키면서 캄보디아의 항구에 눈독을 들여왔었다. 소련은 동아
시아에서의 해군활동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남중국해의 해
군기지를 원하여 왔으며 캄란만은 모든 형태의 소련 해군 함정들에게 적
절한 기항지가 될 수 있었다.95) 베트남은 지역적 영향력의 증가 뿐 아니
라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도 소련의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른 것이다. 

소련에서는 미국과의 데탕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노이와
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대량 원조
를 통한 하노이와의 관계 강화가 대미협상에서 ‘하노이’카드를 형성함으로
써 소련의 입장을 강화하여줄 수 있다는 계산이 그것이다. 이것은 후에 미
국이 중국과의 화해를 도모하면서, 이러한 협력이 소련과의 관계를 저해하
기보다는 소련에 대하여 ‘중국카드’를 형성함으로써 미국의 입장을 강화시
켜 줄 것이라는 계산과 같은 것이다.96) 

소련은 미국과 중국이 데탕트를 도모하는 것이 베트남 지역에 대한 
관심을 분산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베트남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였다. 소련은 아시아지역에 
몰두하기 위해 오히려 미소 데탕트에 더 충실히 임한다는 전략적 계산을 
한 것이다. 이러한 소련의 정책에 대한 미국의 분석도 비슷한 맥락 하에 
있다. 미국은 소련이 중국 때문에 미국과의 불필요한 도발적 행동은 자제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중국과 미국의 연합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
기 때문이다. 소련은 미국과의 전략무기 동등성과 제3세계에 대한 영향력
의 증대를 바탕으로 미국과 긍정적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중국과의 긴장이 증대되어 갈수록 미국과의 무기 제한 협

95) 전시에 베트남의 기지들이 소련군에게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중국에서 흔히 주장되고 있는 것처럼 “베트남
은 아시아 대륙을 소련의 군사력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지중해와 홍해, 그리고 인도양과 
서태평양을 통하여 소련이 구축하는 전략기지의 필수적인 하나의 고리가 된다”고 보아
야겠다. 무엇보다도 베트남에 대한 소련의 지원을 통하여 중국의 남진이 봉쇄되고 있다
는 측면은 보다 분명하다. Leszek Buszynski “Soviet foreign policy and Southeast 
Asia,” Asian Survet, Vol. 26, No.5 (May 1986) pp. 595-597.

96) 문수언(1986), pp.3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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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는 미국과의 긴장을 낮추기 위한 전략
이었다.97) 

소련은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베트남 문제와 미-소 관계를 분리하여 
생각하자고 제의하나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미소 관계의 미래를 연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98) 닉슨은 소련이 SALT 협상에 동의하든 아니든, 베트
남에서 진정한 관계 개선의 신호가 없다면 미국과 소련의 관계는 악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한다.99) 닉슨은 소련은 베트남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소련은 미국의 국내 사정에 비추어보아 닉
슨 대통령 자신을 끝장내 버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
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 원조비용은 소련에게는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
는 반면 미국의 사회적 부담은 막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련의 관계 개선 제의는 말뿐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닉슨은 베트남전에 대
해 소련이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미소 관계에는 어떠한 진정한 발
전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100) 

3) 미국의 베트남전 종결을 위한 소련 정책의 전략적 
   이용

미국은 베트남과의 파리 평화회담을 통해 베트남 전쟁을 종결시키려
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베트남을 
둘러싼 중국과 소련의 경쟁을 평가하고 이들 간의 삼각관계를 이용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을 사용한다. 

미국은 중국-소련간의 라이벌 경쟁이 하노이의 지원을 줄게 하지 않

97) Special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Washington, July 17, 1969.
98)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June 13, 1969.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489, President's Trip Files, 
Dobrynin/Kissinger, 1969, Part 1.참조

99)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489, 
President's Trip Files, Dobrynin/HAK, 1969, [part 1].

100) memorandum of conversation October 20,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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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었다.101) 중국은 협상에 반대하는 반면, 모스크바는 
협상으로 인한 합의를 선호한다. 그러나 중국 소련 모두 하노이에게 강요
하고 있지는 않았다. CIA 보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이 하노이
에서의 영향력을 상쇄시키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하노이는 1968
년 이후 러시아에 조금 더 기울었으나, 보다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102) 

미국은 베트남과의 협상을 위한 중간 타협자로 중국과 러시아 중 어
느 나라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먼저 중국은 러시아가 대규모 군
사 원조 시작 이후 보통 수준의 레버리지를 가지게 되었으며, 중국 자신이 
거의 이러한 협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한다고 판단한다. 중국은 자신들의 
직접적 개입이 전체 동남아를 소련으로의 좌파 운동으로 어 넣게 될까 
두려워하고 이를 원치 않는다. 북경은 전쟁을 계속 하도록 압박하면서 베
트남에 군사·경제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판단하기에 
이는 미국과 직접 대결할 정도의 직접적이고 대규모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미국은 그들의 하노이에서의 작업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알려야 하며, 중국과 관계없이 미국은 하노이에 대한 압박을 유지
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에 인식시키려 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이 하노이가 
미국과 협력을 선택할 때 적어도 막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103) 

키신저는 처음부터 인도차이나 분쟁과 중국과의 관계를 연결시켰다. 
대만 주둔 미군의 2/3가 베트남 전쟁과 연계 되어 있고 그들의 철수는 베
트남전이 끝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베트남 전 종료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촉진할 것이라는 것을 중국에 인식시키려 하였다. 중국은 미
국의 호전성을 비판하면서도, 미국의 명예로운 전쟁 종결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 중국은 베트남에 전투 병력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다리 건설이나 

101) Memorandum of Conversation, Washington, July 21, 1970, 3–4:45 p.m.
102) Summary of Interagency Responses to NSSM 1, Washington, March 22, 
   1969.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NSC 

Institutional Files (H-Files), Box H–122, NSSM Files, NSSM 1 Response.
103)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October 2, 1969. Library of
   Congress, Manuscript Division, Kissinger Papers, Box TS 45, Geopolitical File, 

Vietnam, Vietnam Contingency Planning Sept.–Oct.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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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복구를 위한 원조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파리 평화 
회담이 성사되기 바라며, 중국은 북경에 대통령 방문이 있을 것을 발표한 
후에 베트남에 이를 알릴 것이라고 미국에 말한다. 미국은 이를 중국이 하
노이에 미국 입장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
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하노이에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104) 

키신저는 1971년 비  회담에서 주언라이를 만난 후 닉슨에게 보고
하는 자리에서 하노이 문제가 미중 관계 발전에 훼방을 놓고 있다고 강조
하였다. 주언라이는 UN 문제나 미중 관계 정상화 보다 미국이 철수 시한
을 명시화 하는 것이 더 긴급한 문제라고 계속적으로 언급하였고, 이에 키
신저는 베트남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다. 그러므로 중국이 베트남에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노이를 압박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련은 베트남을 중국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만 미국은 베트남과 동남아 국가들의 독립을 원한다고 강조하였다. 키신저
는 주언라이와의 회담을 통해 적어도 중국이 미중 관계 개선을 훼손하면
서까지 베트남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105)

한편, 미국은 베트남과의 협상을 위해 소련을 중간 협력자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한다. 휠러(Wheeler, Earle G.)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파리 협상에 대한 소련의 역할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데, 소련 원조 
없이는 북베트남의 군사적 노력은 몇 달 내로 붕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 그러므로 북베트남이 의미 있는 협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련에 
대해 외교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06) 키신저는 도브리닌에게 

104)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July 14, 1971.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1032, Files for the President, 

China Materials, Polo I.
105)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November 1971.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1035, Files for the 
President, China Materials, China, HAK’s October 1971 Visit.

106)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August 7, 1969.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138, Vietnam Country  
Files,  Vol. IX, 8/1/69–8/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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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미소 관계에 중요한 이슈고 소련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
한다.107)

미국의 평가에 따르면 소련은 하노이와의 평화 협상에서 미국을 도
울 마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가 동남아 평화를 위한 건
설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동기는 있는데, 그것은 소련의 위신을 세워주
고 동남아에 대한 그들의 역할에 대한 요구를 정립해주는 것이었다. 이를 
가지고 미중 협력에 대한 소련의 피해망상을 이용해 그들의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키신저는 1971년 그로미코가 방문할 때 
소련에게 중개자 역할을 어필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그로미코에게 중국 
방문 전 2주의 시간을 주면서 이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 이는 소련에게는 
기회이자 압박으로써, 소련이 이를 잡으면 동남아시아에서 제도화된 역할
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의 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라고 제의하였다. 미국은 중국과의 대화 전 소련에게 이러한 거래를 제
의하고 있었던 것이다.108)

미국은 소련의 입장에서 하노이의 승리는, 이데올로기나 국제 문제
에 있어서 중국 해석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노이에 대해 
중대한 위험을 감수할 열망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하노이가 패
배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는 모스크바의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력 주장을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소련은 미국과 베트
남의 협상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소련은 베트남전에서 미국과 군
사적 대결의 한계점 바로 밑까지의 권력을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술적일지 모르나 전쟁을 끝내는 전략적 이동은 창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닉슨은 이에 자신은 전쟁에 지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으
며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른 더 위험한 방법을 찾을 것이고 

107) Editorial Note, FRUS 1969–1976 Vol. VI. Vietnam, January 1969–July 1970.
 Kissinger, White House Years, pp. 304.
108)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September 18, 1971.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872, For the 
President’s Files—Lord, Vietnam Negotiations, Encore Sept. 71–15 Feb. 72, 
President’s Speech January 25,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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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소련의 관계도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
과 함께 닉슨은 미국은 소련과 함께 화해의 시대로 들어가고 싶으며 보다 
높은 수준의 특사를 보내 전략무기 제한 협정에 동의할 생각이 있다고 발
언한다. 미국은 베트남 문제와 SALT 문제를 연계시켜 논의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더 높은 차원의 회담도 제의한다.109) 

닉슨은 소련의 도브리닌에게 베트남 합의가 없다면 중동이나 전략 
무기 논의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다. 이에 소련은 하노이 원
조에 자신들은 전략적 이익이 없고 오직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호소와 
애원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신들도 하노이에 대해 메시지의 답을 못 얻을 
때가 있다고 주장한다.110) 미국은 그로미코, 도브리닌에게 협상이 성공하
지 않으면 미국의 일방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이에는 데탕트
가 위기에 처하게 하고 미소 관계를 비극으로 이끄는 결정이 포함될 것이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모스크바에게 하노이에 대한 중재 역할을 요구하면
서 이것이 미소 회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111) 닉슨은 소련
이 SALT에 동의하든 아니든 베트남에 실제적 진보가 없다면 미국과 소련
의 관계는 악화될 것이라고 언급한다.112)

소련의 도브리닌 대사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발표가 베
트남을 더 폭력적인 방식을 취하도록 몰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중국의 개
입이 협상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베트남 전쟁 
종결이 미소 관계 정상화의 주요 걸림돌을 제거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소련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113)

109)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April 3, 1969.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1319, Unfiled Material, 1969, Box 
3 of 19.

110)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April 15, 1969.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489, President's Trip Files, 
Dobrynin/HAK, 1969 [part 2].

111) Memorandum of Conversation. Washington, September 30, 1971, 6–8 p.m.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492, 
President’s Trip Files, Dobrynin/Kissinger, 1971, Vol. 7 [Part 1].

112)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489, 
President's Trip Files, Dobrynin/HAK, 1969,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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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아 집단 안보체제 주장 

1) 아시아 집단 안보체제 : 중국봉쇄 의도

1969년은 아시아에서 데탕트를 추동한 배경이 되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던 해이다. 동남아시아의 안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1969년 중소 
무력충돌이 있은 후 소련은 아시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확대라는 의도
가 분명한 하나의 제안을 했다. 그것은 소련의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광범위한 아시아 집단안보기구 창설에 관한 것이었다. 소련은 
동남아시아 지역은 지역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이러한 분쟁이 베트남 
전쟁처럼 국제적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 핵이 존재하므로, 핵전쟁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할 방편으로 아시아 집단 안보체제라는 구상을 내놓
는다. 브레즈네프는 1969년 6월 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공산주의 노
동자당 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행하였다.

“동남아시아와 극동은 제국주의자들이 그들의 침략전쟁과 군사적 모험을 감
행한  주요지역 입니다.......SEATO와 ANZUS 그리고 소위 미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조약과 실질적으로 서남태평양과 인도양에는 미국 군대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모든 체제는 먼저 아시아 사회주의 제국과 민족해
방운동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중립적 국가들까지도 그 목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114)  

아시아 집단안보체제는 그 자체로 모호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는 
1969년의 다만스키 섬의 국경 충돌이후 발표된 것이라 명백히 중국을 견

113) Memorandum of Conversation. Washington, January 21, 1972, 8 p.m.–
midnight.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493, 
President’s Trip Files, Dobrynin/Kissinger 1972, Vol. IX [Pt. 2]. 

114) 소련은 지리적으로 유럽에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도 속한 나라인 점을 들어 
아시아에 관련된 문제들은 항상 소련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시아에
서는 “여전히 위험한 긴장관계를 야기시키는 핵심문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
시아에 어떤 안보체제를 형성하는 일은 시급하고도 중요하다고 소련은 주장하면서 ‘아
시아 집단안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문수언(1986), p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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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즉 소련은 중국을 봉쇄하고 태평양 해역에서 
미국을 대신하려는 계획 하에서 이를 발표한 것이다.115) 소련의 제의가 중
국의 팽창 야심에 방벽을 구축하려는 것임을 알자 중국의 반발은 격렬하
였다. 중국은 소련의 계획이 직접 자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비난하고, 
소련이 제의한 아시아집단안보체제를 가리켜 “미국이 주도하는 SEATO의 
재판” 혹은 “고 덜레스 미 국무장관의 쓰레기통에서 주워낸 물건”이라고 
혹평하였다.116) 중국의 이러한 비난에 대해 그로미코 소련외상은 1969년 
7월 소연방최고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아시아 집단안보체제가 “어떤 한 국
가나 한 국가집단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3일 뒤 
외상 그로미코는 브레즈네프의 연설에 추가하여 최고 소비에트에 보내는 
연설 가운데 본격적인 집단안보 구상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 그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구상을 적용할 정당한 정부들에게는 집단안전보장을 아시아에서 실시한
다는 것이 어떤 국가나 국가군에 창끝을 들이 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
여주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아시아 국가
의 동지역에서의 공통적 이익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공동적 내지 집
단적 노력의 문제이다. 소련은 이러한 구상이 모두 평화공존 원칙에 입각하
고 있음을 주장한다. 군사적 블록 형성에 대한 대안이나 군사적 대결이 아
니다.”
  
이에 브레즈네프는 제15차 소련노동조합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아

시아 집단안보의 구상이 평화공존원칙의 적용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집단안전보장은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력사용의 포기와 주
권의 존중, 국경의 불침범, 국내문제의 불간섭, 그리고 완전한 평등과 상호
이익에 기초를 둔 광범한 경제적 발전과 협력에 관한 원칙들에 기반을 두어
야 한다.” 

115) Alexander O. Ghebhardt, “The Soviet System of Collective Security in 
Asia,” Asian Survey, Vol.13. No.12 (1973), p.1076: A.G. Noorani, “Soviet 
Ambitions in South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4, No.3 (Winter, 
1979/80), pp.42

116) A.G. Noorani,(1979/80), pp.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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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시아 집단안보기구의 구성에 있어서 아시아의 국가가 집단적 
안보 조약을 반드시 체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소련을 사이에 
두고 국가끼리 혹은 소련과 쌍무안보 조약을 맺음으로써 소련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집단안보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련은 이러한 방식
으로 자신들의 구상에 대한 모호성을 극복하였다. SEATO가 해체되기 전
까지 소련의 목적은 ASPAC이나 ASEAN에 지역적인 정치군사적 블록 대
신 양자 조약 등을 통해서 자신의 안보를 제공하려를 것이었다.117) 소련은 
이러한 원리에 입각 1971년 소·인 우호조약을 체결하고 77년 7월 라오스 
베트남 우호조약, 78년 11월 소·베트남 평화우호조약, 79년 2월 베트남 
캄보디아 상호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118) 그러나 소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시아에 현존하는 폐쇄적인 동맹 체제를 폐기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집단안보 체제가 먼저 수립되어서 태평양지역의 모든 국가들에 대
한 보편적이고 동등한 안보 유지라는 목표에 기여할 때 비로소 동맹체제
의 폐기라는 목표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
다.119) 그때까지는 쌍무 조약을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동남아시아
의 경제적, 문화적 지역 연합이 아시아 안보체제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리라
고 보았다.

소련이 제시한 아시아 집단안전보장 체제에 대한 소련의 목적은 1차

117) Alexander O. Ghebhardt(1973), pp.1077.  
118) 소련의 지도자들은 아시아 집단안보체제가 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도 이러한 체제가 단번에 형성될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 것 같다. 모스크바에서 발간되
는  International Affairs 에 실린 한 논문에 의하면 집단안보체제를 성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표명된 원칙들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나라들이 한꺼번에 적절한 
협약을 추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간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쌍무적이거나 지역적인 협약도 아시아 집단안보의 형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정환(1971) pp.93

119)  즉, 쌍무적이거나 집단적 동맹 체제는 아시아 안보체제 실현의 최종 단계에 해체하
면 되고, 소련의 안보체제 구상은 유럽에서 현존하는 동맹 체제들과 헬싱키 유럽집단 
안보조약이 오랫동안 공존하게 되어 있는 유럽의 상황과 비슷한 것을 의도하는 것이라
고 주장한다. B. Zanegin, “Security in Asia Through Combined Efforts of Asian 
States,” paper presented at the Joint American-Soviet Conference on Asia, 
Berkeley, California, May 16-20, 1977, cited in Lilita Dzirkals, “Soviet Policy 
Statements and Military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Rand Paper Series, 
P-6229 (October 1978), pp 9-10.  문수언, “초강대국으로서의 소련과 아시아 세력으
로서의 소련 : 소련의 아세안 관계 재고,” 『중소연구』 제9권 2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
연구센터, 1985) pp.189.



- 59 -

적으로는 중국 주위에 거대한 방어망(cordon sanitaire)을 구축하여 중국
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비록 모스크바가 중국 역시 동체제의 완전한 멤버
로서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중국은 소련과 그 우
호국이 만든 체제에 들어가게 되어 혁명에서 주도권을 상실케 되며 결국 
소련에 굴복하는 것이 된다. 이는 중소분쟁이 계속되는 한은 실현 불가능
한 것이었다. 소련의 집단안보의 제안은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영토적 
현상유지를 주창함으로써 소련에 대하여 영토분쟁을 제기하고 있는 중국
의 입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둘째, 아시아 지역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 강화 시도로 볼 수 있다. 
즉, 근본적으로 소련의 아시아지역 안보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라는 변
화된 소련 외교정책의 반영인 것이다. 즉, 이러한 집단 안보체제 주장은 
동남아에 대한 반응적 자세가 아닌 상황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를 가짐과 
동시에 소련의 비공산 국가에 대한 자신들의 개입을 명시한 첫 번째 시도
였다. 소련은 아시아 지역의 중심국가가 되기를 원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닉슨 독트린 이후 미군철수로 생기는 힘의 진공상태를 자연스럽
게 차지하려는 구상인 것이다. 소련은 아시아에 생기는 공백을 중국이나 
기존의 ASEAN 이나 SEATO, ASPAC 등이 메꾸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팽창적 의도를 숨기고 집단안전보장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아 자연
스러운 친소적 기구의 발생을 의도하였다.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새로
운 동맹 또는 집단기구를 창설하게 되면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소련의 지
도하에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셋째, 아시아 집단 안보체제를 유럽의 바르샤바 동맹 체제와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의 조약 및 안보지원 약속과 함께 세계적 차원의 소련의 안
보조직의 하나로 만들려는 시도이다.120) 특히 소련으로서는 친중적 아시아 
안보체제가 반소적 성격을 띠고 창설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소
련은 이를 위해 동남아지역 뿐 아니라 유럽의 바르샤바 동맹 체제와 함께 
서아시아지역 (아프카니스탄 등)에서 계속 정치·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비공산국가들 즉, ASEAN 국가들의 태생적인 

120) John Erickson, “The Soviet Strategic Emplacement in Asia,” Asian Affairs, 
Vol. 12, No.1 1981,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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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주의적 성격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121)

소련의 의도는 중국과 미국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잠식에 반
대하여 제3세계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미국이 철수한 후의 동남아시아 
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자신들의 가장 중
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아시아집단안보체제는 순수한 안보를 목적으로 제
시되었지만 나아가 경제적 측면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키려 하였다.122) 소
련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미국 대신 소련 자신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냉전의 각축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 체제 
제안은 명백히 중국과 미국을 이 지역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었다.123)   

  

2) 아시아 각국의 반응

동남아 국가들은 대체로 소련의 대중국 봉쇄라는 명백한 의도를 파
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중국을 자극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냉담
한 반응을 보였다. 동남아시아에서는 ASEAN이 중요한 행위자로서 의미를 
가지는 바, ASEAN이 태생적으로 반공주의적 입장을 지닌 것을 고려할 때 
소련의 이러한 시도가 동남아시아 각국을 통합할 정도의 실행력은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 제의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만이 비교적 호
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기타의 국가들은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모
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먼저 말레이시아는 툰쿠 압둘 라만(Tunku Abdul Rahman) 수상이 
동남아시아 중립화 계획을 제안한 이래 퇴임 후 새로운 수상 툰 압둘 라
자크(Tun Abdul Razak)가 즉위하면서 말레이시아 중립화 정책을 추구하

121) 이에 더해 아시아 집단안보체제의 제안은 소련에서 진행되었던 국방체제의 전환 즉, 
육군을 강조하던 국방체제로부터 해군과 전략 핵무기를 강조하는 체제로의 전환과 관계
가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는 세계 어느 곳이나 소련 군사력을 투입하려는 소련의 
세계 체제적 차원의 과제와 연관되어 있다.

122) Alexander O. Ghebhardt(1973), pp.1089
123) Susanne Birgerson(1997), p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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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972년 10월 소련을 방문한 그는 아세안의 중립화 개념을 소련의 
아시아집단 안보체제와 서로 보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말레이시아와 소련은 이를 이행할 정책적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사실상 
말레이시아가 소련의 아시아에서의 외교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
다. 소련은 이러한 중립화 정책을 집단안보체제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받아들였고, 이를 토대로 중립 국가들을 경제, 정치적으로 소련
에 의지하게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러한 소련의 아시아 중소 국
가들과의 관계 개선의지는 이 지역의 세력균형을 재편성하려는 의도로 파
악될 수 있다. 데탕트는 미국과 소련의 관계를 개선하기도 했지만, 닉슨 
독트린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불확실성 또한 증대시켰다. 

싱가포르는 소련 해군의 등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싱가
포르의 이러한 두려움은 리콴유(李光耀, Lee Kuan Yew) 총리의 미국, 일
본, 호주와 아시아 나라들이 연합해서 소련에 대항할 공군 해군 연합을 만
들자는 제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일본에 힘입어 동
남아 지역의 중요 행위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소련 
해군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124) 말레이시아와 싱가포
르는 1971년에 대영제국 국가들 (호주, 뉴질랜드)과 외부적인 방어 협정을 
맺게 되었고, 이는 동남아시아의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를 가진 소련에게는 
탐탁치 않은 것이었다.125)  

한편,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부는 어떠한 비-아시아 강대국에 의
해 조직되는 이 지역의 협력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신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고 싱가포르와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만의 경우는 중소갈등 이후 중국과 소련은 대만이 상대방 국가와 
관계 개선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였다.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체제는 
대만과 소련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고 소련은 
그들의 이러한 노력을 공공연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소련의 행동은 2가
지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대만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방지하

124) Alexander O. Ghebhardt(1973), pp.1080.
125) Donald E. Nuechterlein. “U.S. National Interests in Southeast Asia: A 

Reappraisa,” Asian Survey, Vol. 11, No. 11 (Nov. 1971), pp. 1054-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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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아가 대만이 미군 철수 후의 동남아시아에서 중요한 행위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그것이었다.126)   

소련의 집단안보 체제의 추구는 소련의 범세계적인 안보 체제의 일
부를 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이러한 소련의 주장은 베트남전 
종결이후 동남아지역의 중립화를 추구하는 아세안의 의도와의 합일점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소련의 지원을 받은 베트남이 1978년 캄
보디아를 침공하자 소련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대립의 관계가 형성된다. 
소련은 진정한 아시아 세력으로서보다 베트남과의 동맹을 통해 초강대국
으로서의 전략적 이익에 더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3. 미국과 중국의 대응과 ASEAN 중립화 선언

1) 미국의 미군 철수 후 아시아 공백에 대한 우려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철수를 공식화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는 아시아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었
다. 미국이 브레즈네프의 아시아 집단안보체제 주장 후 한달 뒤 닉슨 독트
린을 발표한 것에는 이러한 미국의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 체제에 대해 미국은 그것이 소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든 아
시아 국가가 참여 가능하다고 하나 명백히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
진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베트남전 이후의 미국이 베트남에 제안하는 
새로운 조직에 대해 소련이 선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127) 미국은 아시아인들은 소련의 집단안보체제를 원하지 않고, 
소련이 자신들의 보호자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128) 닉

126) Alexander O. Ghebhardt, (1973). pp.1079-1081. 
127) Memorandum From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Helms to Secretary of 

State Rogers,  Washington, July 14, 1969.
128) Minutes of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an Clemente, August 

14, 1969, 09:30a.m.–12:25 p.m. Library of Congress, Manuscript Division, 
Kissinger Papers, Box CL 312, Meetings, National Security Council.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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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 독트린 발표 후 미군이 철수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 지역에 대한 소련의 출현이 군사 원조나 해군, 또
는 양자 조약 등의 형태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국내적 문제들로 시달
리는 아시아 국가들은 쉽게 소련과 손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129) 그리하여 미국은 전투 병력은 철수하지만 경제, 외교적 측면 
뿐 아니라 서태평양 지역 등에 대한 기동부대를 배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공백을 메우려 하였다. 

미국이 중국과 데탕트를 맺으면서 인식한 세계 체제에 대한 구상은 
양극체제가 아닌 다극체제로의 이행이었다. 이는 곧, 미국이 아시아 지역
에 대한 자신의 부담을 나눔과 동시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은 일본이 경제적 강국으로 부상함으
로써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러한 미 
친화적 국가들의 역할이 닉슨 독트린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
다. 미중 데탕트로 인해 중국의 위협이 급격히 사라졌고, 라오스, 캄보디
아, 버마 같은 비공산 국가들은 대만이나 남베트남의 도움을 받고, 미국이
나 일본, 호주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말
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같은 국가들은 말라카 해협에서 영연방 국가
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구상한 동남아시아의 미래는 
4강대국이 협력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었다.130) 미국은 아시아에서 
철수하면서 이러한 다극체제로의 이행을 통해 일종의 균형자(balancer)로
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비용을 줄
일 수 있는 전략을 구상했다. 이는 브레즈네프가 집단안보 체제를 제안한 
지 두 달도 못되어 닉슨이 괌 독트린을 선언하였다는 것에서 미국의 위기
의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마샬 그린(Marshall Green) 미 국무부 차관보는, 중국은 미국의 동
남아시아에서의 빠른 철수가 자신들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
는 것 같다고 보고한다. 동남아시아에서 진공이 생기면 소련이 들어와 채
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국주의도 미일 관계가 지속되는 

129) Alexander O. Ghebhardt(1973). pp.1077.  
130) Donald E. Nuechterlein(1971), pp. 1054-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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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베트남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보고 좋아했으나 점점 전쟁이 소련의 이익에 이바지 하는 것
을 보고 전쟁이 끝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은 하노이 
전체가 소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노이를 지원하나, 
충돌이 더 커지도록 조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미
국은 소련에 반하는 중국 공동전선이나 중소 갈등에 끼어들지 말고 미국
의 목표를 모든 국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강대국들 사이의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더 큰 비전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31)

베이징과의 관계 개선은 미국의 베트남 정책에 대한 전략적 의미 확
장이라 볼 수 있었다. 미국은 중국 위협이 없으면 베트남, 태국에서 군대
를 철수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중소 국경 분쟁으로 어떠한 전략적 이익도 
찾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동남아시아의 평화는 괌에서 닉슨독트린에 따
라 북경과 미국의 관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32).

또 한편으로는 미중 데탕트는 동남아시아에서 힘의 공백이 생길 시 
전통적인 이 지역의 지배세력이었던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는 전략이기도 
하였다. 미국은 중국과의 데탕트로 인해 인도차이나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확답을 받았고, 이는 이후 중국이 가진 이 지역의 종주권이 아시
아 태평양 세력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에 의해 자연스럽게 공존하게 되었다. 

   
2) 중국의 베트남 통일 위기의식과 미국과의 협조 

베트남전이 전개되어 갈수록 베트남을 둘러싼 중국과 소련의 경쟁은 

131)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Thailand to the Department of State (Eliot)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Bangkok, 
March 10, 1972, 0540Z. 3318. Kuala Lumpur For Assistant Secretary Green. 
Subject: Assistant Secretary Green's Call on NEC Chairman Thanom.

132) Memorandum From John H. Holdridge of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Washington, 
October 8, 1969.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518, Country Files, Far East, China, Vol. I. Secret. Sent for action. 
Concurred in by Hyland. A notation on the memorandum indicates Kissinger 
saw it on October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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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어 갔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는 베트남의 전략으로 인해 중국에서
는 시간이 갈수록 미국과의 협력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의 국가 안보 군사 자문관이었던 알
렉산더 헤이그(Alexander Haig)는 저우언라이와의 면담에서 방글라데시나 
동파키스탄, 베트남에 대한 소련의 원조는 소련이 중국을 적대국들을 통해 
포위하려는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생존은 미국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큰 
관심이라고 주장했다. 헤이그는 소련이 중국을 중립화 한 후 미국을 기습
공격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이 베트남전을 하
는 한은 오직 소련의 베트남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중국을 봉쇄할 기회
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닉슨의 중국 방문은 즉각 소련의 전략 수정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소련의 위험으로부터 연합하자고 주장
하고 있다.13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베트남이 통일되어 인도차이나의 
패권을 추구하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었고, 이는 베트남에 대한 소련의 원
조가 증가함에 따라 소련의 중국에 대한 위협까지 중첩된 것이었다. 미국
에서는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시간을 끌고 북베트남에게 유리한 상황
이 전개 될수록 미국과 중국 사이에 통일 강국으로서의 베트남의 출현을 
반기지 않는 묵시적인 합의가 생겨나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은 소련의 베
트남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큰 가능성으로 나타나게 되
었다. 중국은 표면상으로는 베트남의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1954년 제네바협상 때보다 더 베트남의 분단을 선호하게 되었다.134)  

한편, 베트남으로서도 중국과 미국의 화해는 베트남에게 이중적 부
담이었다.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탐탁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노이는 미국과 중국의 핑퐁 외교 소식을 전해 듣고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었다. 하노이는 미국과 공산주의 연합 사이의 긴장이 완화되

133) Memcon, Haig and Zhou, 3, January 1972, 11:45 p.m, NSA, National 
Security Archive Electronic Briefing Book No. 70.  Document. 24 참조.

134)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July 14, 1971.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1032, Files for the President, 
China Materials, Polo I,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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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싫고,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정책이 대결에서 대화로 이
동하는 것에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하노이에게 불만족스러
웠던 1954년의 합의와 그 협정의 일부를 준수하기 위해 중국이 강요했던 
그런 압력이 하노이에게 또다시 부과될까봐 우려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호전시키기로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중국이 베
트남에도 유사한 정책을 제안하리라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결국 미중 화
해는 적어도 중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면서 하노이를 지원하지
는 않을 것임을 의미했다.135) 그러나 베트남전이 계속되는 한 중국과 베트
남은 모두 이러한 모호한 입장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 중국은 베트남을 경
제, 군사적으로 계속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고, 베트남 또한 중국에 
대한 의구심이나 두려움을 겉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 소련만이 자유롭게 
이러한 중국과 베트남 간의 모호한 관계를 이용하였다. 소련은 키신저 보
좌관의 북경 방문이 있은 지 3개월 뒤인 1972년 10월에 포드고르니
(Podgorny)를 하노이에 파견하여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 한 달 뒤인 1972년 3월 북베트남의 대대적인 공세를 지원하였
고, 4월에는 대규모 소련 사절단을 하노이에 파견하였다.136) 

북베트남은 1965년 이후 베트남전 수행을 위하여 중국보다는 소련
의 지원에 보다 더 의존하면서도 중소 양국의 월남전 지원에 있어서 균형
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하노이 당국자들은 중소 분쟁이 베트남에 파
급되는 것을 경계하였으며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베트남 통일이라는 목표
지원을 위한 공산권의 단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1960년대 말~70년대 초 베트남전 종결을 위한 파리평화협상
과 미국과 중국의 화해라는 새로운 상황전개로 인해 베트남은 보다 전략
적 변화를 모색했으며, 이에 중국도 자신의 전략을 수정하게 된다. 베트남
은 1968년 4월부터 시작된 키신저와의 파리 평화회담에 응하면서 베트콩

135)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April 17, 1971.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154, Vietnam Country Files, Viet 
9 Apr 71–30 Apr 71. 

136) V. C. Funnell, “China and South East Asia: The New Phase,” The World 
Today. Vol. 28, No. 8 (August 1972), pp. 33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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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소위 “협상하면서 싸우는” 전술을 구사
한다. 이러한 베트남의 전략에 중국은 베트남전의 확전이 중국본토로 비화
될 위험성을 우려하여 북베트남을 제지하려고 노력한다. 중국은 베트남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소련을 견제하는 한편, 미국과 베트남
의 전쟁이 자신들의 이익에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북
베트남이 미국과의 협상을 공식 수용한 이상 북베트남과 중국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북베트남은 1968년 4월 3일 미국과의 접촉을 공식화했
다. 북베트남의 전략은 “북베트남을 방어하고 남베트남을 해방하기 위해 
... 미국을 단계적으로 패배시키는 것”이었다. 결국 중국은 북베트남의 입
장을 수용했다. 1970년 중국과 팜반동 베트남 수상과의 회합에서 마오쩌
둥은 ‘협상하면서 싸우는’ 북베트남의 전략을 칭찬하기에 이른다.137) 이후 
중국은 베트남의 대미 전략을 자신의 미중 관계 개선의 논리로 차용하게 
된다. 베트남의 협상 전략은 세계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중국에게 이전까지 
이데올로기적 대립 관계에 있던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논리를 부여했다. 
베트남 통일에 대한 위기의식과 소련과의 경쟁은 중국이 이데올로기가 아
닌 지정학적인 이유와 세력균형이라는 전통적 국가이익에 근거하여 미국
과 화해하게 되는 계기를 열게 된 것이다. 

3) 닉슨 독트린과 ASEAN의 동남아 중립화 선언 

소련의 ASEAN에 대한 관심은 1969년에 아시아 집단안보체제 제안
으로 시작되었다. 이전까지 소련의 지도자는 ASEAN을 미국 지원하의, 미
국의 이익을 위해 쓰여지는 다국적 조직이라 생각하였다. 동남아 국가들 
또한 소련의 아시아집단 안보체제 제의에 대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평화공존론은 제3세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소련의 관점에서 데탕트는, 제3세계의 공산 운동에 대한 소련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러한 모순된 행동은 소련과 ASEAN 국

137) "Discussion between Mao Zedong and Pham Van Dong" September 23, 1970,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CWIHP Working Paper 22, 
"77 Conversations."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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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이의 관계개선에 걸림돌이 되었다. 소련과 ASEAN의 관계는  
ASEAN에 대한 적대감이 큰 베트남을 소련이 계속 지원함으로써 냉랭해
졌다. 이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등의 사건으로 이 지역 국가는 베트남
을 중요 위협요소로 보았고, 소련이 이러한 베트남을 자제시키지 못한다면 
이 지역의 주요 행위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 것과 관계가 깊다. 그러나 
소련은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이득을 무시해가면서 ASEAN과 관계
를 개선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중국과 소련의 경쟁관계는 계속되
고, 미국의 남태평양의 군사적 개입이 유지 되어도 소련-베트남 동맹을 
가지는 것이 ASEAN과의 관계 개선보다 더 우위를 가진다고 생각하였
다.138)

한편, 동남아 국가들은 점차 정치적 독립보다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
어 중국이 내세웠던 반제 반식민주의 구호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 
더욱이 중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등지에서 반정부분자들의  
활동을 배후 조종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중국을 경계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소련이 추구하는 안보체제 수립도 기피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지
역 국가들은 중소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회피하고 소련과 중국 혹은 미-
중-소 삼자의 세력균형 속에서 정치적 독립과 안전의 확보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데 관심이 있었다.139)

이러한 동남아지역의 급격한 상황 변화와 이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ASEAN으로 하여금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969년의 닉슨 
독트린, 1973년의 인도차이나 협정, 1975년 사이공의 함락, 그리고 1979
년 제3차 인도차이나 전쟁 등의 사건들은 아세안으로 하여금 회원국 간의 
단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역외 국가들의 관심에 고무되어 아세안이
라는 기구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ASEAN은 자신들만의 비중립 노선을 설정
하게 된다. 소련의 아시아 팽창 의도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데탕트도 
아세안에게 하나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는데, 특히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138) Horelick(1974), pp.271-273.
139) Sheldon W. Simon, “China, Vietnam, and ASEAN: The Politics of 

Polarization,” Asian Survey  Vol. 19, No. 12, (1979), pp. 1176-1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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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과 태국의 경우 충격이 심했다.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에 대하여 취
하고 있던 정책은 불인정 정책으로서 미국의 정책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
러나 미중 화해로 아세안 국가들의 역내 공산국가에 대한 정책은 급변하
게 되었다. 미중 화해는 곧 양국 간의 관계에서 공산이념의 역할이 종식되
었다는 것과, 세계가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를 지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
미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제3세계의 정치 확산은 소련에게 
확장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소련은 동남아시아 국가 내부의 파벌에 
영향을 주어 외부 도움을 찾도록 하여 미국에 반해서 민족주의를 조장하
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140) 

이러한 소련의 아시아 정책은 아세안 국가들로 하여금 아세안의 안
보를 위하여 비동맹·중립을 표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하였
다. 1971년 11월 아세안 외무장관들이 쿠알라룸푸르에 모여 동남아시아가 
“평화와 자유의 중립의 지역”임을 선언하면서 이러한 원칙들이 승인되고 
존중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국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선언은 1970년대 초의 점증하는 소련의 관심과 예상되는 미국의 후퇴 및 
전통적인 중국의 이해관계에 한꺼번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틀을 정립하려
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141) 아세안은 1972년의 회합
에서 중국과 평화적인 관계를 재개하기로 결정을 내린다. 

닉슨독트린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에 긴장완화를 가져왔다. 미국은 동남아시아 안보를 위해 공산국
들과 접촉에 관심을 보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일본, 미국, 소련
의 상호 작용을 통해 복잡한 균형에 대해 더 의식하게 되었다. 중소 갈등
으로 인한 동맹 변화와 일본의 급속한 출현은 게임의 성격을 변화시켰
다.142) 

140)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September 18, 1971.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872, For the 
President’s Files—Lord, Vietnam Negotiations, Encore Sept. 71–15 Feb. 72, 
President’s Speech January 25, 1972.

141) N. Ganesan, “Rethinking ASEAN as a Security Community in Southeast 
Asia,” Asian Affairs. Vol. 21, No. 4 (Winter, 1995), pp. 217-220.

142) Draft Response to 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1061,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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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닉슨독트린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지역주의를 환영하고 지원
한다고 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양극적 대립이 다극체제와 지역주의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서의 전진배치를 언급하면서, 이것은 지역적 협조와 동맹의 공헌에 대한 
미국의 강조를 반영한다고 말한다. 또한 아시아 지역주의의 중심에 일본이 
있으며 이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을 주시하고, 최근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체제 주장을 포함한 아시아에 대한 소련의 이해도 주요 관심 대
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143) 

동남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소련의 경쟁은 이 지역에 비동맹 중립
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가져왔고, ASEAN이라는 새로운 행위자를 탄생시켰
다. 이러한 행위자는 이데올로기라는 냉전적 유산을 청산하고 데탕트라는 
화해와 협력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자연적인 흐름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4. 소결 : 소련의 아시아 정책의 의미 

2차 대전 후까지 소련에게 동남아시아는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다. 
1970년대부터 동남아시아는 그들의 영향력과 힘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
운 기회를 가진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소련이 동남아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중국을 봉쇄하고,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켜 
세계적인 힘의 균형이 소련에게 기울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ASEAN이 서구 친화적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베트남, 라오
스 캄보디아 등 소련 친화적인 국가들의 단합을 도모하여 군사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장을 꾀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데탕트는 소련이 세계적인 초강대국이라는 것의 인정
과 핵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미국과 동등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소련은 

February 16, 1971.
143) Paper Prepared i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Document.54. 

Washington, undated. National Archives, RG 59, Policy Planning Staff Files: 
Lot 77 D 112, Director's Files, Selected Lord Me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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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였다. 소련 외교의 목표는 데탕트로 인해 과학, 기술 분야에서 서구
와 협력해 긴장을 완화하고, 제3세계의 공산주의 운동 지원으로 자신감을 
높여가는 것이었다. 소련은 미국과의 직접적 대결을 피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련의 경제, 군사적 지원은 저강도 분쟁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였
다. 이러한 소련의 외교정책은 동남아시아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 

이 시기 소련은 동남아시아의 공산주의 운동에 무조건적 지원을 중
단하고 경제, 군사, 기술 분야의 전략적 지원을 도모했고, ASEAN과 같은 
비 공산권 국가에는 양자적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노력은 베트남을 원조하여 공산국가를 세움으로써 인도차이나에 지속적인 
등장이 가능하도록 모색하는 것이었다. 베트남 전쟁 종결 후 미국의 동남
아시아 지역에 대한 퇴장을 소련은 미국에 대한 승리와 중국 봉쇄라는 의
미로 받아들였다. 소련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베트남에 대규모 원조를 하
였는바, 이것은 중국을 봉쇄하려는 수단이었다.144) 

즉, 소련의 이 시기 아시아 정책은 미국이나 일본이 아닌 중국을 봉
쇄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중국의 행동은 명백히 소련에 반하는 것이었
고 이러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소련의 노력은 중국과 역사적인 적대 관
계를 가져온 베트남과 연합하는 것이었다. 또한 미중간의 접근은 미국의 
아시아로부터의 후퇴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공백
상태를 이루어 중국의 팽창을 자극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동남아에서 중국
과 대결할만한 새로운 세력의 결핍은 동남아 군소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
과의 화해접근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소
련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정책을 강구한다.

그러므로 소련의 두 번째 목표에는 베트남전 패배 이후 미국의 후퇴
로 인한 동남아 지역의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소련은 이
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베트남에 대해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
고 동남아시아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넓혀 이 지역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리려고 하였다. 

소련은 미·영군이 동남아지역으로부터 철수 한 후 일본 혹은 호주가 
미·영에 대치하여 이 지역에 진출하든가, 프랑스와 파키스탄에 의하여 마

144) Susanne Birgerson(1997), pp.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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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된 SEATO를 대신하여 ASEAN이 새로운 반공 군사 동맹화 하는 것을 
경계한다.145) 미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안보조약을 맺고 있고, 일본
과 필리핀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조약기구(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Manila pact)는 필리핀과 태국을 포함한 반
공산주의 군사블록이다. 또한 ASEAN 뿐 아니라 다수의 태평양 국가들은 
친서구적이며, 영국 연방 5개국 방위 협정(FPDA, Five Power Defence 
Arrangements)이 뉴질랜드, 호주, 영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사이에 맺
어져 있다. 소련은 태평양에서 친서구적 그룹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며, 이
것이 바로 아시아 집단안보체제의 의도라 할 수 있다. 베트남과의 동맹과 
아시아 집단안보 체제 제안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소련을 중요한 세력으
로 인식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소련의 아시아 정책은 이 지역에 
대한 미래의 소련 정책의 목표를 보여준 것이다.146)

세 번째 목표는 군사 정책 측면이다. 소련은 동남아 국가와의 경제
적 외교적 제휴로 남으로부터의 중국포위와 소련 해군의 인도양 진출을 
위한 기지 확보, 즉 수로의 확보를 도모하였다. 이 지역의 남중국해와 말
라카해협은 소련의 태평양함대에게 중요한 항구를 제공한다. 아시아집단안
보체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동아시아 군사정책은 소련이 주도권을 잡
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소련의 동아시아 군사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중국으로부터 시베리아
를 방어하는 것이었다. 미중 화해로 중국은 남쪽에서의 후방을 확보하여 
북쪽에서 소련과의 경쟁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소련의 군사정책
은 동남아시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군사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럽안보문제에 관한 협정과 핵무기 제한협정에 대한 조인 등 소련은 중
국의 위협을 느끼고 극동 전선 이외 다른 유럽의 전선의 안보위험을 줄이
려고 노력한 것이다. 소련은 1960년대 후반 중소 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
을 포위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비롯하여 인도, 파키
스탄, 아프가니스탄 등과 군사 경제 원조를 통해 우호관계를 맺었다. 인도

145) 전정환(1971), pp.90.
146) K. S. Nathan, "The Russian Presence in Regional Security." in Engaging 

Russia in Asia Pacific (1999). pp.1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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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971년 “소.인 우호조약”은 과거 비동맹정책을 내세워온 인도가 외국
과 맺은 최초의 방위보호의 성격을 띤 것으로, 소련은 가입국들에 대한 경
제 군사원조를 통해 지배적인 역할 혹은 그 후견자의 역할을 노렸다.147)

그러므로 중국을 봉쇄하고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겠다는 소련
의 목적에 동남아시아는 새로운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이다. 
소련이 아시아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기 위하여 미국과는 평화공존체제를 지속 혹은 가능한 한 확고히 하려
했다. 이에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견제하는 한편, 소련의 이러한 입장을  
베트남과의 전쟁을 종결시키는데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전 세계적 
차원의 세력균형과 주도권 유지라는 목표의 달성을 모색하게 된다.  

147) Donald S. Zagoria and Sheldon W. Simon. Soviet Policy in Southeast Asia 
(New Haven: Yale Univ. Press, 1982) pp.1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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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중의 데탕트 전략 평가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단순히 중국이 소련과 갈등하는 ‘적의 적’이
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미국에게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소련
에 버금가는 호전적인 공산국가였다. 중소 갈등으로 중국과 소련간의 관계
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미국은 냉전기간을 거치면서 
소련과의 정책 조율에 더 익숙한 상황이었고, 중국은 여전히 의도를 알 수 
없는 적대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왜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과
의 협력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와 내부의 정책 결
정 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은 급증하는 중소 갈등을 계기로 소
련의 팽창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되었고,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이라는 세력 
확보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고려하게 된다. 

또한 미국이 중국과의 데탕트를 결정하게 된 전략 뒤에는 전 세계적 
강대국으로서의 고려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은 세계적 세력균형과 주
도권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미국의 데탕트 정
책은 소련 견제임과 동시에 중국 관리 정책이었음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미중 데탕트를 결정하기까지 미국의 인식변화 과정과 
그러한 인식의 근거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전략에 
미중 데탕트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1. 소련 팽창 견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일치

1) 소련의 팽창 인식과 유럽 우선 정책

1969년 중소 분쟁이 무력 충돌로 비화하자 미국 내부에서는 중국과 
소련에 대해 누가 더 호전적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부상되었다. 미국은 지
금껏 중국이 강경파이고 소련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닉슨은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닉슨은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를 계속 
고립시킬 수 없으며, 소련이 더 호전적이라고 주장했다. CIA국장이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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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드 헬름스(Richard M. Helms) 와의 대화에서 닉슨은 소련은 15-30 사
단을 중국의 국경에 배치하기 시작했고, 500마일에 3기의 새로운 미사일 
배치했다는 정보를 듣게 된다.

닉슨은 정책 결정에 중국을 넣기 시작했다. 중국이 무너지는 것이 
세계적 차원의 평화에 이득이 되는지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헬름스  
CIA 국장은 중국이 교묘히 술수를 쓴다는 의견을 피력하지만, 그린 국무
부 차관보와 로저스 국무장관은 소련이 중국을 장악하면 안된다고 주장했
다. 이는 아시아인들도 원하지 않는 것이며 미국 내 소련의 핵공격이 곧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다.148)  

미국은 중소 전쟁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했다. 중국의 핵위협 증가와 군사·정치적 불확실함도 모스크바의 리더십에 
무게를 더하는 것으로, 소련의 국지적 수준의 중국 핵시설 타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과 소련은 서로의 외교 정책을 재평가하는 과
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소련은 중국의 봉쇄를 위해 새로운 동
맹을 물색하였는데, 서구와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였다. 현재 중국의 가장 
큰 적은 소련이고, 소련의 아시아에서의 팽창 시도 때문에 큰 경쟁에 직면
하였다고 미국은 분석하고 있다.149) 

이러한 논의 하에 중국은 중소 갈등에 대해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
고 고심한다. 먼저 두 국가 모두에게 공평한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소
련의 호전성을 용납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SALT 협상을 계속하면 
미국이 소련에 치우친다고 보일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전체적으로 소련쪽
으로 기우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닉슨은 사안에 따
라 해결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중국에 편파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소련의 양보를 이끌어 내고 아
시아의 균형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소련과의 관계에 치

148) Minutes of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an Clemente, August 
14, 1969, 09:30a.m.–12:25 p.m. Library of Congress, Manuscript Division, 
Kissinger Papers, Box CL 312, Meetings, National Security Council.참조

149)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Washington, August 12, 1969.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NSC Institutional Files 
(H-Files), Box H–040, SRG Meeting, Sino-Soviet Differences, 11/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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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적이라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150) 1969년 3월 초, 중소 국
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자, 닉슨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소련이 중국을 삼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151) UN에서 소련은 미국
에게 소련이 중국에 비해 군사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므로 현재 
같은 중국의 적대행위가 계속되면 군사적 개입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
하였다. 이러한 정세를 살펴보건대, 미국은 중국과 소련의 분쟁이 국지적 
분쟁을 넘어 세계평화와 안보에 큰 위해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1년의 주언라이와 키신저의 대화에서 살
펴보면 미국과 중국은 소련의 위협이 있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
다.152) 미국은 중소 갈등을 모스크바의 반대편에 설 전략으로 사용할 방안
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153) 키신저는 “신장 사건에서 보니 중국 철로
에서 200마일 떨어져 있고 소련 철로에서 3마일 떨어져 있었다. 미국은 
중국이 이러한 공격 지점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 
이후로 미국은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하였다.”고 주언라이에게 
말하고 있다.154) 

이처럼 중국과 소련과의 갈등에 미국은 중국과 협력하는 쪽으로 정
책 방향을 결정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중국을 데탕트에 끌어들이기 위해 
소련의 위협에 대해 더욱 강조하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닉슨은 소련의 위
협을 더 강조하기를 주문하였다. 소련의 위협은 해석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면서 NATO의 모든 회원국보다 중국 국경에 더 많은 군대를 배치했다
고 알려주라고 주문하고 있다.155) 

150) Memorandum From William Hyland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to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Washington, August 28, 1969.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710, Country  

Files, Europe, USSR, Vol. IV. 참조.
151) John Lewis Gaddis(1982) pp.296.
152)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ijing, July 10, 1971, 12:10–6 p.m.
153) Memorandum From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Helms to Secretary of 

State Rogers, Washington, July 14, 1969.
154)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ijing, July 10, 1971, 11:20–11:50 p.m.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1032, Files for 
the President—China Material, Polo I, Record, July 1971 HAK trip to PRC.

155)  Memorandum for the President's File, Washington, July 1, 1971. Nix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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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존재하고 있었다. 미국과 중국의 데탕트에는 유럽을 안보적인 면에서 더 
중시하는 미국의 강대국으로서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1969년이 되자 
중국의 호전성보다는 소련의 팽창이 더 큰 우려로 인식되었는데, 그런 측
면에서 미국의 판단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지
목되었다.156)

미국은 중국과 소련의 분쟁이 더 큰 무력충돌로 비화되어 모스크바
가 북경을 군사적으로 침공해 무력하게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이를 바탕
으로 강해진 소련의 전체적인 군사적 노력의 강압이 서방으로 쏠릴 수 있
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소련의 영향권 아래 있는 많은 약
소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으로부터 서구에 이르는 다른 지역들까지 
소련의 수중에 떨어지는 사태를 조장하게 될 것으로 미국은 예측하였다. 

이러한 예측은 미국으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였다. 그러므로 
미국이 중국과의 데탕트를 시행하는 동안은 이러한 전쟁에 대한 억제력이 
생길 것이고, 실제로 소련 병력을 극동에 묶는 효과가 있었다. 즉, 미국에
게 있어서 미중 데탕트를 통한 중요한 전략적 이익은 유럽에서 소련의 군
사적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미국과 중국이 관계를 개선
함에 따라 이를 우려한 소련은 중소 국경과 중국과 몽골의 국경에 약 40
여 개의 소련군 사단을 배치해왔다. 그 결과 소련은 약 40만명에 해당하
는 극동 지역의 소련군을 유럽 지역으로 전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련군의 증강으로 인한 군
사적 압력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게 된 것이다. 아래의 표를 통해서 보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가까워짐에 따라 소련은 중소 국경에 더 많은 수의 
사단을 배치했다. 1979년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하자 소련군의 사단
은 46개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배치된 소련군 규모 중에서 가장 

   Kissinger, and Haig met from 9:18 to 9:52 a.m. and from 9:54 to 10:26 a.m.
156)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짙은 지역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지목되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중국의 침략보다는 소련의 공격 위험성을 더 우려하였다. 미국은 중국에 
중대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소련과의 전투에 중화인민공화국을 
기계적으로 연관시키는 식의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두 적을 이들의 이념이 
아닌 미국에 대한 행위를 기준으로 대처할 것이다. Kissinger(1979), p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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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동유럽 유럽 
러시아

중앙 
러시아 남러시아 극동

러시아 
1968~69 - - - - 22
1969~70 32 60 8 19 28
1970~71 31 60 8 21 27
1971~72 31 60 8 21 40
1972~73 31 60 8 21 44
1973~74 31 60 5 23 45
1974~75 31 63 5 23 45
1975~76 31 63 6 23 43

       <표1-1> 소련 군대의 배치규모, 1969~1976 (사단)

큰 규모였다.157)  

   출처 : Lyle J. Goldstein, “Return to Zhenbao Island: Who Started              
           Shooting and Why It Matters,” The China Quarterly, No. 168.          
           (Dec. 2001). 

키신저 측근의 말을 빌리면, 사실상 중국과의 데탕트는 ‘완전한 중
국편’ 정책은 아니었다. 즉,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소련과의 무기제한 
협정이나, 다른 국제적 문제들을 초강대국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중국과의 전략적 영향은 단순히 아시아에 국한된 것이었다.158) 그런 의미
에서 미국은 중국이라는 카드를 통해 소련의 팽창을 방지하고 나아가서 
이를 통해 미·소의 협상 전략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미중 데탕트는 소련의 군사 정책과 미소 데탕트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

1969년 코시긴은 소련은 미국과의 관계 유지를 원한다고 말한다. 이
에 미국은 중소간의 갈등을 미국은 이용할 마음이 없다고 하는데, 소련은 
중소 갈등을 지엽적인 문제로 축소시키려 하고 미소 관계는 중국이 아니
라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한다.159) 소련은 이를 급박한 위험보다

157) 남두현 (2008), pp.66
158) National Security Council briefing paper, “POLO Ⅱ-Soviet Union,” 1971, 

U.S. 10월 7일, BOX 851. 
159)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May 28, 1969.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765, Presidential Correspondence, 
Kosygi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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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축소시켜 미중의 공모 가능성을 강등시켰다. 그러나 
미중 관계가 개선되자 자신들의 관점에서 국가 이익을 다시 평가하기 시
작하였다. 또한 미국이 제공할 과학 정보나 기술이 중국의 군사 잠재력에 
도움을 줄까 걱정하였다.160) 

중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선택하자 소련 또한 미국과의 데탕트를 모
색하고 독일문제에 대해서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일본에 접근하며, 동
남아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국 봉쇄에 노력을 가하였다. 소련의 동
아시아 군사 정책은 중국으로부터 시베리아를 방어하는 것이었다. 중국에 
대해 위협을 느낀 소련은 극동에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 뿐 아니라. 유럽 
안보 문제에 관한 협정과 핵무기 제한협정 조인 등 극동 전선 이외 다른 
유럽 전선에 대한 안보 위험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된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련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미국과의 평화 공존 체
제를 더욱 심화하고 확고히 하려고 노력하였다.  

  
2) 베트남전 해법 : 인도차이나에서 중국의 불개입 정책   
   획득

1960년 후반 미국의 중요한 목표는 베트남에서 전쟁을 명예롭게 끝
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상대는 바로 
인도차이나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라는 존재였다. 미국은 
중국과 데탕트를 실시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베트남에 대한 정책을 사용하여 전쟁
을 종결시키는 것이었다. 키신저의 회고록을 보면 주언라이는 계속적으로 
중국이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거나 혹은 그와 관련해서 다른 어떠한 미국
의 치명적 이익을 침해할 의도가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161) 이 시기 미국

160) Draft Response to 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1061, Washington, 
February 16, 1971.

161) 주언라이는 중국이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거나 혹은 그와 관련해서 다른 어떠한 미국
의 치명적 이익을 침해할 의도가 없음을 명백히 암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자제를 강
조하는 중국의 공식태도와 긴장완화의 열쇠가 인도차이나에 있지 않다는 태도는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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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교정책은 하노이를 고립시키는 데 있었으므로, 미국과 중국의 화해에 
전제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인도차이나에서 중국의 불개입 정책을 획
득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련이라
는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압력 수단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임표
(린파오)는 1969년 4월 공산당 회의에서 “우리는 먼저 공격받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에게 인도차이나에서 중국의 개
입에 대한 두려움을 지워주는 발언이었다.162)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미중 데탕트는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미국과 중국
은 상해 코뮤니케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아태지역에서 반 패권주의를 천
명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중 
두 나라는 제3의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들에 의한 이 지역에서의 
패권추구에 반대함을 선언한다”

이는 명백히 소련을 겨냥한 것으로, 한편으로 미국의 태평양 지배세
력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주는 것이었다. 중국은 동아시아를 장악하고 
있고 닉슨 독트린에 의하여 미국이 동아시아 대륙에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한 이상 두 나라는 적어도 원칙 차원에서는 아무런 갈등의 요
인을 갖고 있지 않았다. 아태 지역 전체에서 상호간 패권추구의 의사가 없
음을 확인한 셈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3국에 의한 현상타파, 즉 패권추
구에 자연스럽게 반대하게 된 것이다. 

중국에게는 미국의 어떠한 위험보다 소련의 위협이 직접적이고 즉각
적이었다. 중국은 초기(1969)에 미소 연합을 두려워하였다.163) 그러나 중
국이 두려워하던 미소 간의 음모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동아시에서의 안

최우선적인 대외정책이 중국 남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의 전쟁에 있는 것이 아
니라,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어쨌든 이때 미국의 외교 정책
은 하노이를 고립시키려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Kissinger (1979) 

   pp.689,1087. 
162) Kissinger (1979), pp.176.
163) Draft Response to 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1061, Washington, 

February 16,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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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세력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소련과 중국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협의
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함으로써 해결되었다.164) 

미국으로서는 당시 가장 큰 문제가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어떻게든지 
위신을 갖추어 탈출하는 것이었다. 중국도 동남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
이 증대되어 아시아에서의 미군 철수로 생길 군사진공을 소련이 채울 가
능성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165) 또한 북쪽에서 소련의 군사적 위협과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남쪽에서 미국과 화해를 선택하여 남북에서 동시 전쟁을 수행하여야 
하는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었다.  

미국은 중국과 소련으로 하여금 베트남에 압력을 넣어 베트남이 협
상에 의한 평화의 원칙을 수용하도록 해야만 했다. 미국은 미중 화해를 통
해 중국을 확보하고 소련 또한 미중 화해로 인한 중국카드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문제를 이러한 두 후견국과의 정치를 통해 해결하려
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중 화해는 대만 문제라는 까다로운 문제
를 뛰어넘을 두 나라 사이의 아태 지역에서의 상호보완적 전략적 이해관
계를 통해 성립되었다. 미국으로서는 아시아 지역의 직접 개입을 자제함으
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동남아시아를 불개입 지역으로 남겨 
둠으로써 다른 세력들에 의한 침범 또한 경계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계속
된 영향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었다. 

즉, 미국과 중국은 중국에 대한 공격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세계의 세력 균형을 뒤집어 놓으려는 소련의 기도를 저지하는데 
있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 두 나라는 세계적인 힘의 균형이 위
협받고 있는데 대해 관심을 함께하고 있었다.166) 그러므로 지역 강대국이
었던 중국의 소련 방어와 미국의 세계전략인 대소 봉쇄가 맞아 떨어짐으
로 인해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화해는 전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
던 것이었다. 

164) 최영진(1996), pp.198
165)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Deputy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Haig)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May 7, 1971.
166) Kissinger(1979), pp.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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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지역패권 등장에 대한 관리 전략
   
1) 데탕트 이전의 중국 고립 정책
   
미국과 중국이 데탕트를 선택하기 이전에 미국과 소련의 중국 정책

은 냉전 체제에 기반한 고립 정책이었다.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이 있었
던 1950년대와 1960년대 중국의 국제환경으로는 한국전쟁, 소련과의 이데
올로기 분쟁 및 국경분쟁, 1954년부터 시작된 베트남 전쟁의 북베트남 확
산(1964), 중국 본토를 폭격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이 있었다. 이러한 국제
환경은 ‘백화제방(百花齊放)’으로 개방정책을 취하려는 중국을 폐쇄정책으
로 전환하게 만들었다. 중국은 미국과 소련의 공동협력의 압력을 받았다.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국제정치 환경은 중국에게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1964년에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북베트남을 폭격하여 베
트남 전쟁을 확산시켰고 심지어는 중국 본토를 폭격하겠다고 위협했다. 또 
한편으로는 1950년대부터 시작된 소련과의 이데올로기 갈등에 이어 중소 
국경분쟁과 무력충돌의 위험까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오쩌둥은 “조
반유리(造反有理)”167)를 내세워 공산주의를 더욱 강화하려는 “문화혁명
(1966~1969)”의 길을 택했다. 문화혁명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
각이 있으나, 국제 체제적 측면에서는 얄타체제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
의 압력 때문에 중국은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
명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의 얄타체제는 미국과 소련이 이데올로기적 측면의 갈등관계인 한편, 이데
올로기를 초월하여 세계질서의 공동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 관계라는 
측면도 있었다. 1964년에 베트남 전쟁이 북베트남으로 이어지고 미국은 

167) 조반유리(造反有理) :모든 반항과 반란에는 나름대로 정당한 도리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르는 말로 문화대혁명 당시 마오쩌둥이 홍위병과 학생들을 부추기기 위하여 내
세운 구호이다. 조반유리는 역사유물론의 변증법 논리로서 계급모순을 포함한 사회모순
을 찾아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기 위해 투쟁하는 것((造反)은 이유가 있다(有理)는 것
으로, 모순을 찾아내서 투쟁을 가속화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 발전을 앞당긴다는 것이
다. 사회모순을 찾아내서 투쟁하는 수단이 문화혁명 기간에 있었던 홍위병들의 대중노
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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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에서 중국 본토에까지 전쟁을 확산시키겠다고 위협하였으며, 북쪽에서
는 소련이 중소갈등을 이유로 미사일과 핵무기 공격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타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문화혁명은 한편으로 국방의 수단이 될 수 있
었다. 중국은 얄타체제의 두 초강대국이 군사적으로 침공하겠다는 위협에 
맞서 대응할 군사력이 전혀 없었다. 비록 1964년에 원자탄 실험과 1967년
에 수소탄 실험에 성공하였지만 이것을 상대방에게 실어 나를 운반 수단
이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1950년대 대약진 운동 기간에 만들었던 인민공
사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공사 단위로 자급자족경제를 이루도록 하여 
인민공사를 강대국의 침공에 맞선 게릴라 전쟁의 거점으로 이용하려 했다. 

대통령의 자문이었던 팻 뷰캐넌(Pat Buchanan)은 닉슨에게,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소련이 미국에게 무엇인가 내놓을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제의한다. 이것은 소련의 중국 고립 정책에 미국이 협력하는 
보답인 것이라고 밝힌다.168) 그러나 1960년대의 달라진 국제 정세로 인해 
미국의 정책은 적과 우방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기 시작하였다. 
1969년 소련과의 무력 충돌과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중국의 자주권에 위협
을 가하기에 충분하였고, 미국은 중국의 영토보전(territorial integrit
y)169)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소련이 중국에 침입하면 중국은 분열될 것이
고 또한 중국이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소련이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
양에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1969년 닉슨 독트린으로 미국은 아
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했다. 또한 지금까지 적대관계로 
교류가 전혀 없었던 미국과 중국은 핑퐁외교라는 접근단계를 거쳐 1972년
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상하이 
공동성명에서는 중국 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일 합법정부이며 대만은 중국

168)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June 26, 1969.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392, Subject Files, Soviet Affairs. 
참조.

169) 영토보전정책은 미국의 중국 정책의 기본 틀이었다. 19세기에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을 유럽의 국가형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국가로 분리시키려고 했
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반대하여 1900년에 문화개방정책을 선언하여 중국의 분열을 막
으려 했다.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제정 러시아가 중국의 서부지역과 만주 지역에 진출함
과 동시에 태평양으로 나와서 해양세력으로서 미국과 대립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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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의 성이므로 미국 정부는 대만으로부터 모든 미군과 군사시설을 
철수시킨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확인했다.170) 미국과 중국의 화해
라는 사건은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의 오랜 고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였으며, 미국으로서는 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의 확보와 소련을 견제
할 막강한 카드를 얻은 셈이 되었다. 

2) 중국의 지역 패권 부상과 아시아 국한 전략
  
미국이 중국과 협력을 하는 과정에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계

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과 관계 개선 전에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인
식의 전환 과정을 거친다. 1967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수석 검토 그룹 회
의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는 세계 강대국으로 중국
의 위상을 올릴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키신저는 대립하는 두 파트
너 사이에서 역사는 더 약한 쪽과 연합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한다.171) 
중국은 아직은 세계의 주요 강대국은 아니지만 아시아 지역에 대한 것은 
북경정부의 본질과 상관없이 미국과 라이벌 관계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주요 군사 공격 능력은 있으나 팽창 의도는 없어 보이며, 지금껏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172) 라
는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판단을 통해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방어하기 위
한 수단으로써 중국과의 화해를 선택하고, 지역 패권국의 자리에 올려놓기
로 결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발전가능성 또한 염두
에 두고 있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협력을 통한 견제라는 이중적
인 것이었다. 

170) Heshou Wang, “Developing the National Iron and Steel Industry at Top 
Speed,” in Christopher Howe and Kenneth R. Walker (eds.), The Foundations 
of the Chinese Planned Economy: A Documentary Survey, 1953-65 (London: 
Macmillan, 1989), pp. 121~145. 김우현(2005), pp17-22. 참조

171) Editorial Note. FRUS, 1969–1976. VOL I,  Doc. 24. Minutes of Senior Review 
Group Meeting; National Security Council, Secretariat Files, Senior Review 
Group Minutes, May 15, 1969 Meeting

172) Response to 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141, Washington, August 
8,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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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시기 미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사회주의 국가를 견제하고자 
일본을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
였고 한·미·일 삼각블록체제를 양성하는 지역통합전략 (regional 
integration)을 1960년대 말까지 구사했다. 그러나 미·소간 핵 균형 변화 
및 미국 국력의 상대적 하락 등 변화된 정세 속에서 철저한 반공주의자 
닉슨은 대통령이 되기 전인 1967년 4월 인도네시아를 방문 한 자리에서 
마샬 그린 당시 인도네시아 대사에게 “중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해야 한다.”
라며 중국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1969년에 닉슨은 미국의 이익
은 중국을 소련과 같은 선상의 강대국으로 하고 중소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중국의 반대편에 서지도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173)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내재해 있었다. 
즉 미국의 국력을 따라잡은 소련이 중국마저 세력권에 편입시키는 상황은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했던 것이다.174)  

1969년 8월 14일 국가안보회의에서 닉슨이 발표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는 미국 외교 정책상의 틀을 깨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미국은 중
소 갈등으로 인한 소련의 중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세계적인 세력
균형을 깨는 일이라 좌시할 수 없었고, 소련이 우세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련을 견제할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닉슨-키
신저는 소련에 대한 미국의 전 세계적인 우세함 또는 세력균형의 유지를 
위해 삼각외교(Triangular Politics)라는 장치를 고안하여 이러한 삼각관
계의 균형자가 되는 전략을 선택했다.175) 키신저의 저작을 통해 본 미국의 
중국과의 데탕트는 중국 이슈에 관한 한 지정학적 고려가 다른 모든 고려
를 압도한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의 장기적인 관계 개선이 
미국의 국가적 이익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173)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President Nixon and General De 
Gaulle, March 1, 1969;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447, President's Trip Files, Memcons—Europe) Scheduled for 
publication in Foreign Relations , 1969–1976, volume XLI. 참조.

174) 서정경, “미중 관계의 맥락에서 본 한국 안보: 1970년대 미·중 데땅뜨 시기를 중심으
로,”『 현대중국연구』 제13집 1호.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2011), pp.165.

175) Kissinger(1979), pp.1076; Kissinger(1982) pp.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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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실제로 미국은 중국과 소련의 대립을 미소 
관계에 활용하기 위해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시키는 전략을 추진하였
다. 닉슨은 1972년 마오쩌둥과의 회담에서 지속적으로 미국은 세계를 지
배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하며, 소련과의 차이를 두려고 하였다. 키신저는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반한 
상황판단이 공산국가에게도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176) 그리하여 중국
은 1971년 미국의 도움으로 대만을 대신해 유엔 회원국이 됨과 동시에 안
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3번째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고, 미·중·소의 전략적 삼각관계의 
정치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177)   

그러나 미국 내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다른 정책적 고려도 진행되고 
있었다. 즉, 중국을 강대국으로 해야 될지, 아시아에만 이득을 둔 전통적
이고 민족주의적인 국가로 둘지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었다. 키신저가 중국
을 비  방문하고 왔다고 발표하자 소련 측에서는 이전의 중소 갈등을 지
엽적인 문제로 축소시키려 하고 미소 관계는 중국이 아니라 더 큰 맥락에
서 봐야 한다고 말하던 입장178)에서 한층 적극적인 자세로 돌변하였다. 키
신저는 중국을 비  방문하고 와서 도브리닌 소련 대사에게 미국은 소련
에 반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도울 것이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발언은 소련
에 대한 공식 입장일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은, 소련은 세계 강대국이고 
중국은 아시아에서의 지역 강대국일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도브리닌은 
중국이 소련을 공격할 의도가 있는지 물어보나, 키신저는 실질적 언급은 
피하면서 다만, 중국은 일본을 걱정하고 있다고만 말하였다. 도브리닌은 
중국이 동남아에서 지배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재차 물었으나 키신저는 중
국은 그런 경향은 없고 우리도 중국이 국경을 넘어 팽창하는 것은 반대한

176) Memorandum of Conversation February 21. 1972, 2:50- 3:55 p.m, NSA, 
National Security Archive Electronic Briefing Book, No. 19. Document. 5. 

177) Gilbert Rozman, “A New Sino-Russian-American Triangle?” Orbis, vol.44, 
No. 4 (Fall,2000), pp.552

178)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May 28, 1969.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765, Presidential Correspondence, 
Kosygi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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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밝히고 있다179) 미국이 분석한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내부
적으로 경제·군사·정치적으로 강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소련, 미국, 일본과
의 경쟁 관계에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소련의 불안을 자극
하고 미군의 군사력 축소로 인한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의 변화에 대
한 잠재적 가능성을 이용하여 소련을 위협하려 한다고 전망한다. 동남아시
아 전쟁이 중국으로 번질지 모른다는 초기 공포는 사라졌고, 미군 철수로 
중국의 영향력 개선을 바라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에 명백한 무력보다
는 파괴, 저항 세력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과도한 비용과 위험에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혁명 지도자로서의 역할 유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분석하
고 있다.180) 이에 더해 중국이 1960년대 들어 핵무기 실험에 성공하자 중
국의 핵무장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대중국 관계 개선은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가 깔려 있었다. 미국의 경우 중국과의 적극적 데탕트는 소련
에 대한 leverage였을 뿐만 아니라, 1969년 당시 베트남 전쟁 종결에 대
한 안전한 후방 확보였다. 닉슨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전략적 계산
으로 중국 7억5천의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남아에 대한 우
려를 덜 수 있다고 언급한다. 즉, 중국은 필수적인 지역 강대국이고 멀지 
않은 미래의 평화는 세계적 차원에서 미소의 협력을 요구할 것인데, 동남
아시아에 있어서 중소 분쟁의 우려는 미소 관계를 왜곡할 것이다. 그러므
로 중국의 협력에 기반 한 베트남과의 평화협상은 미소 관계를 개선할 것
이라고 전망한다. 이처럼 미국의 중국과의 협상은 세계 전략적 차원의 고
려에서 진행된 것이었다.181)  

미국은 미중 데탕트를 통해 베트남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려는 

179)  Memorandum of Conversation, Washington, July 19, 1971, 1 p.m.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492, President’s Trip 
Files, Dobrynin/Kissinger, 1971, Vol. 7 [part 2].

180)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Washington, November 12, 1970. NIE 13–7–
70, National Archives, RG 59, INR/EAP Files: Lot 90 D 110. 참조.

181)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September 18, 1971.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872, For the 
President’s Files—Lord, Vietnam Negotiations, Encore Sept. 71–15 Feb. 72, 
President’s Speech January 25,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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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의 인도차이나 반도 개입의 논리였던 중국 봉
쇄의 자동 폐기는 베트남전에서 발을 뺄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주는 것이
었다. 또한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아시아
로부터 미 지상군을 철수하려는 닉슨 독트린을 구체화시킬 수 있게 되었
다. 중국과의 데탕트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직접적 개입이 끝난 후에도 자
신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즉,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철군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경우라도, 역사적 강대국인 중국이 동남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었다. 이후 미국은 군사적인 개입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으로 태평양 세력임을 자임하며 아시아 지역에 대한 주도권
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소련과 전략무기제한협정
(ABM)에 응하도록 유도하면서 소련의 과도한 세력 팽창을 견제하고 동서 
긴장완화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지역 패권으로 성장해 갈 수 있
는 가능성을 가진 국가였고, 그 존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주도권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72년의 미국과 중국, 미국과 소련의 적극적인 데탕트 정책은 한편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각자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는 포괄적 의미의 중국 관리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세계 차원의 전략 : 세력균형과 주도권 유지 노력
 
데탕트는 얄타 체제의 산물인 양극 체제와 봉쇄 정책이라는 냉전적 

정책의 대대적인 변혁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데탕트는 미국, 소련, 중
국, 일본, 유럽 등의 강대국이 서서히 등장하는 가운데 이들을 주요 행위
자로 포함시키는 다극 체제를 운영원리로 하고 있다. 미국은 2차 대전 후 
미국, 소련, 일본, 독일 순의 4강대국 체제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이 곧 중요한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에 세계는 5대 강대
국 체제 (미·소·중·일·유럽)가 도래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미국이 본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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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치중한다면, 소련과 중국에 맞설 자유 국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
였다. 즉. 미국은 이것을 팽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수호와 
세계의 독립을 위해서 필요한 미국의 노력이라고 생각한 것이다.182) 이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에서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극의 강대국 안에 중국을 
주요 행위자로 개입시킴으로써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미국의 전략
은 이러한 국제 체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에 적응하는 한편, 이
러한 변화를 주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데탕트는 겉으로는 화해와 협
력 등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극 체제 아래서 이행된 봉쇄 
정책183)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할 수 있었다.    

미어샤이머는 지역 패권국은 다른 지역에서의 패권국이 출현함을 저
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는 다른 지역을 지배하는 패권국은 자신들의 두려
워하는 뒷마당을 마음껏 휘저을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적국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 지역의 패권국은 다른 지역에서는 최소한 두 개
의 강대국이 함께 존재하는 상황을 선호하는데, 이 경우 두 개의 강대국은 
먼 곳의 지역 패권국보다 가까이 있는 경쟁국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기 
때문이다.184) 이것이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과 화해 정책을 선택하여 소
련을 견제하려는 목적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185) 

182) Background Press Briefing by President Nixon, Hartford, Connecticut, 
October 12, 1970, 1:30–2:08 p.m, Library of Congress, Manuscript Division, 
Kissinger Papers, Box CL 426, Subject File, Background Briefings.

183)  봉쇄와 균형정책은 강대국의 부상을 지연할 수 있는 전략의 하나이다. 봉쇄와 균형
정책은 부상국가의 발전으로 인한 국력의 확장과 팽창을 지속적으로 관리, 방지하면서 
대응국의 이익과 영향권에 대한 침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부상국의 내부모순 및 외부 
대응에 의해 부상의 속도가 감소, 지연되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봉쇄와 균형의 
대응책이 동태성을 띠는 것은 결국 부상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국의 맞균형 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균형정책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이론이 근대국제
정치의 불변의 법칙으로 상정하는 국제정치의 기본 작동원리이다.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부상국이 출현할 경우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가는 점증하는 부상국의 국력이 위협
으로 인식되면 이에 대해 단독으로 혹은 양자, 다자간 협력을 이루어 대응하게 된다. 
이 경우 양자 혹은 다자 동맹이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된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은 
봉쇄의 형태를 띠고 대응국을 견제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전재성, “강대국 부상과 대
응 메커니즘-강대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국의 전략적 목적들,” 『국방연구』  제51권 제3
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8), pp.11-13.

184) 존 J. 미어샤이머,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서울: 나남 2004) pp.107.
185) 중국의 강대국화에 관한 비교 및 국제정치적 접근은 정재호, 『중국의 강대국화』 (서

울 : 도서출판 길. 2006). pp11-52를 통해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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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어느 한쪽으로 하여금 미국이 다른 쪽과 갖는 관계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함으로써 양쪽이 서로 상대방을 견제토록 하는 전략을 구
사했다. 그 결과 미국은 외국에 대한 개입과 군사비 증액의 필요성을 줄이
게 되었다. 데탕트는 미국이 대 소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자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고 또한 미국 주도하의 미소 관계
의 개선을 반영한 것이었다. 특히 미국 행정부들이 소련 체제 변혁의 수단
으로 데탕트로 눈을 돌린 것은 가용 자원의 한계 때문이었다.186) 미국과 
소련의 공동 합의는 핵 대치와 방위비 지출을 줄이고 무역을 높이려는 의
도였다. 이처럼 데탕트는 봉쇄정책을 보다 경제적으로 추구하는 새로운 방
법 내지 정책이었다. 키신저는 2차 대전 이후 국제정치와 미국의 외교 정
책, 즉 봉쇄 정책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차 대전 이후 미국
의 정책은 공산주의를 방지하는 봉쇄정책이었다. 지금도 공산주의 팽창은 
사라지지 않고, 이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그대로이나, 충돌과 동맹의 패턴
이 변화했고, 공산주의 세계도 변화되어 봉쇄는 더 이상 미국 외교정책을 
운영하는 원리가 되지 못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미국
의 정책을 재평가하고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미국의 세
계 개입을 새롭게 계획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전까지의 미국의 세계개입
은 동서 대립 세대에 적합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으므로 재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국의 정책은 고립주의라기보다는 제한주의의 
형태라고 주장하였다. 그동안 세계적인 강대국이었던 미국의 제한주의 정
책은 2차 대전 이전 고립주의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187) 그러면
서 봉쇄는 공산주의 영향력과 모험주의 방지에 중요하나 더 이상 미국의 
주요 합리적 정책은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188) 미국의 입장에서 데탕

186) 김진웅, “미국의 대소 데탕트 정책의 성격.” 『역사교육논집』 23-24권, (역사교육학회, 
1999), pp.267

187)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October 20, 1969.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252, Agency Files, NSC 
1969-71.

188)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October 20, 1969. National 
Archives,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NSC Files, Box 252, Agency Files, NSC 
19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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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비용을 줄이면서 국제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국제정치에서 미국이 지
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었던 것이다. 

냉전 시대 미국이 추구한 봉쇄정책의 원리가 미국의 군사, 정치, 경
제적 자원을 가용하여 소련의 대외적 행위를 좌절시키고 그들의 내부적 
개혁을 유도한 것이었다면, 데탕트는 이러한 사고에 기반한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키신저는 더 이상 소련 내부의 정치와 외교 정책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분리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데탕
트는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대결하였던 냉전 시기의 정책에서 
벗어나 공산진영 국가들과 데탕트가 가능하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는 것
이다.

아시아의 국면에 있어서도 미국의 이러한 전략이 적용되고 있다. 미
국은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명예롭게 빠져나올 구실이 필요하였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군 철수로 인한 동남아시아에서 힘의 공백에 대한 정책이 필
요하였다. 먼저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새롭게 아시아에 눈을 
돌린 소련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진출을 봉쇄하려고 하였다. 동남아시아는 
소련에게 군사적,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베트남의 캄란만이 완전한 소련
의 해군 기지로서 소련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소련은 태평양 함대의 거점
을 블라디보스톡에서 2000해리나 남쪽에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금
까지 미국의 우세한 세력권이었던 중부 및 남부 태평양과 인도양에서의 
소련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아시아 대륙을 소련의 군사력으로 봉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려는 것이다.189) 그러므로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대륙
세력인 소련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라시아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림랜드 지역을 확보해야만 했다. 스파이크만(Nicholas J. Spykman)의 지
역구분에 의하면 중국은 바로 이 림랜드 지역에 속하는 국가이다.190) 중국
과의 협력은 미국에게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림랜드 확보와 동시에 베트남

189) 문수언 (1985), pp.213
190) 스파이크만은 맥킨더의 하트랜드론을 비판하며 림랜드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 이는

는 맥킨더의 inner crescent라는 용어를 대체한 것으로 “림랜드를 장악하는 자는 유라
시아(하트랜드)를 장악하고 유라시아를 장악하는 자는 세계문명을 지배한다.”고 결론내
리고 있다. Nicholas John Spykman, The Geography of the peace.(Archon 
Books, 1969). pp.43, Halford J. Mackinder,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The Geographical Journal. Vol.23. No.4. (April, 1904). pp.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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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후에도 동남아시아에서 소련의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항세력으로서 중국을 활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미국의 중국과의 데탕트 정책은 소련의 아시아 팽창을 넘어 
세계적인 팽창의 잠재력을 차단하려는 시도였다. 데탕트는 유럽에서의 데
탕트에 대한 주도권을 잡지 못한 미국이, 아시아에 있어 소련의 팽창을 방
지하고 나아가 데탕트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고안한 세계 정치적 차원의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데탕트는 대결 지향적 자
세에서 탈피하여 제한된 협력을 통해 ‘봉쇄’의 기조를 유지하는 일종의 제
한주의라고 할 수 있다.  

    
4. 소결

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과 소련은 경쟁하는 한편 협력하는 모습을 보
여 왔다. 반면, 미국에게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소련에 버금가는 호전적
인 공산국가였다. 그러나 세계의 체제적 구조가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
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고, 미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소련의 팽창을 방
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 조류를 주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
다. 미국이 중국과 협력을 선택하게 된 것은 중소 갈등의 과정에서 소련의 
팽창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미국과 유럽, 나아가 
세계 전체 세력균형에 대한 우려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베트남과의 전쟁 종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인도차이
나의 안정적인 후방 확보의 필요성이 있었다. 중국과의 협력은 미국의 베
트남 정책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었고, 나아가 미군 철수로 
인한 아시아 공백에 대해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것이었다. 미국은 중국과 협력함으로써, 소련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
한 군사적, 전략적 팽창을 봉쇄할 수 있는 대항 수단으로 중국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과의 데탕트는 유럽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중시 태
도를 보여준다. 중국과의 국경에 배치한 소련의 군사력은 미국에게는 유럽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련군의 군사적 압력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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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한편으로 소련은 극동 전선의 위험성 때문에 유럽 전선에 대한 안
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무기 제한 협정 등 미소 데탕트에 적극 임
하게 된다. 즉, 이러한 미중 데탕트가 미소 데탕트의 성립에도 영향을 미
친 것이다.  

그러나 미중 데탕트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단순히 소련의 팽창방지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냉전시기 중국에 대한 고립 정책을 
써왔고, 중국이 언젠가는 고립에서 벗어나 더 강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
측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관리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미중 데탕트는 중국을 
소련에 대응하는 강대국으로 세우는 반면, 지역 패권에 국한 시키는 전략
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미중 데탕트 전략을 통해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의 주도권을 유지하려 한다. 미국은 세계가 미국, 소련, 중국, 일본, 유럽
의 5대 강대국 체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러한 변화 속에 균형자로

서의 미국의 주도권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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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함의  

전 시기 소련과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 주도권 차
원에서 경쟁을 벌여오던 미국은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소련과 대등한 국
면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한편, 프랑스와 
독일의 자주적인 정책으로 인한 동맹 체제에서의 이탈 현상은 미국으로 
하여금 동맹국 관리와 새로운 국제정치의 흐름에 관한 인식까지 새롭게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특히 독일의 동방 정책은 공산진영과의 단
순한 교류가 아닌, 독일의 통일을 불러와 유럽 전체의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미국으로서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러므로 미
국의 데탕트 수용은 이러한 유럽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관여하기로 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데탕트 정책은 유럽에서의 자연스러운 중진국의 부상
으로 인한 다극 체제에 대한 적응과 동시에 주도권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
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미중 데탕트를 살펴보는 것은 강대국 정치 내
부의 역동성에 주목하게 한다. 미국은 소련의 서유럽 각국들과의 교류를 
팽창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했고, 아시아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자, 중
국을 소련이 군사적으로 공격하여 장악하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소련이 
더욱 팽창적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미국은 이를 세계에 대한 주도권을 넘
겨주게 될 위기로 파악했다. 그런 관점에서 소련과의 갈등이라는 위기상황
을 해결하고자 접근하는 중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소련의 팽창 정책을 봉쇄함과 동시에 소련을 유럽보다는 아시아 지역에 
묶어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라 생각했다. 미국은 시종일관 세력균
형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으며, 이는 소련
에 대한 견제 정책이기도 하였다. 미국은 이를 통해 데탕트라는 시대적 흐
름을 주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미국이 중국과 데탕트를 시도하면서 중국을 제3의 강대국으로 부상
시킨 이유는 소련의 팽창에 대한 세력 균형 차원의 전략적 측면 뿐 아니
라 지역 패권으로 국한시키는 정책이었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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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는 미국의 안보 우산에 기대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을 견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미국은 자신의 경제적 군사적 위기 상
황을 타개해 나가고 아시아에 있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한편, 미중 데탕트는 아시아의 특수한 지역적 동학을 반영한 것이었
다. 아시아 지역의 데탕트는 기본적으로 강대국들 간의 정치였다. 유럽에
서 동맹국들의 자주적 정책에 직면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소련 또한 이데
올로기적 동맹이자 아시아 지역의 패권인 중국과 경쟁 관계에 돌입한다. 
이는 이전까지 미국과 소련의 연합으로 중국을 고립시켰던 정책에서 소련
의 중국 장악을 통한 팽창을 방지하고 미국이 중국과 데탕트를 해야만 하
는 유인을 제공하였다.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요소로는 베트남 전쟁을 
들 수 있다. 베트남 전쟁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이었지만, 이 
전쟁을 둘러싼 소련과 중국의 경쟁이 미중 화해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베트남과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베트남을 원조하고 있는 중국이
나 소련과의 협상이 필요하였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미 중국과 소련 베트
남 사이의 삼각관계가 형성되고 있었고 미국은 이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
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갈등하는 두 국가들 사이에서 힘 있는 국가와 
연합하여 힘없는 국가를 고립시켰던 데탕트 이전의 중국 고립 정책이 아
니라, 상대적 약세 국가였던 중국과 연합하여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다. 즉, 미국이 이러한 중국, 소련, 베트남의 삼각관계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미국은 자신의 베트남 전쟁 종식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소련을 아시아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 차원
의 전략 또한 달성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미
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이라는 지역 패권국이 가진 영향력을 이용한 미중 
데탕트를 통해 지역적 차원의 주도권을 선점함과 동시에 세계적 차원의 
소련 봉쇄라는 목표 또한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미중 데탕트는 나아가 미소 데탕트에도 기여하였는데, 소련 
또한 아시아에서 중국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평화공존체제가 필
요하였다. 극동에서의 긴장이 고조되자, 상대적으로 서방에 대한 안정을 
추구한 소련이 미국과의 전략 핵무기 협상 등의 미소 데탕트에 성실히 임
한 결과이다. 소련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확장을 위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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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데탕트를 진행하면서 미국의 관심을 이 지역에서 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데탕트는 이처럼 미국, 중국, 소련의 국가들 간의 관계 뿐 아니라 
냉전 시대의 양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변하는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
기도 했다. 미국은 소련과의 데탕트와 안정적인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련의 적대적 모험주의를 예방하고 미국 주도의 동맹의 힘과 응
집력을 유지하면서 서유럽이나 일본, 동남아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스스
로 책임지나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
다. 또한 소련과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이해관계를 추구
하고 중국의 군사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관계개선을 모색한 것
이다. 그러므로 미중 데탕트는 유럽을 중시하는 강대국들의 전통적인 경쟁
의 한 연장이었으나, 아시아라는 지역적 특성이 오히려 전 세계적 데탕트
와 협력에 영향을 미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의 데탕트가 강대국 주도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
문에 중진국들이 주도한 유럽에 비하여 그러한 흐름이 지속되지 못한 것
은 사실이다. 데탕트의 열기가 식어가자, 한반도에서의 독재 정권의 등장
이나, 동남아시아에서의 민족 간 내부 분열 등으로 더 이상 아시아에서의 
데탕트는 진정한 화해의 국면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러한 강대국들의 정치에 대응해 나가면서 
ASEAN의 비동맹 중립주의 노선이 등장하였다. 이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
의 자연적인 지역 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데탕트는 강대국들의 주도권 경쟁의 한 형태
였지만 아시아 나름의 지역적 동학에 의해 전 세계적 데탕트의 흐름에 영
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새로운 국제 체제의 변화와 주도적 행위자의 등장
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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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oviet Factor of the US détente 
strategy toward China in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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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elineates how the transformation of the Soviet policy toward Asia 
and the perception of the US concerning the shift in Soviet’s policy influenced the 
US-China reconciliation during the détente process proceeded in 1972. In order to do 
so, this thesis will perform an in-depth study on Soviet’s foreign policy in Southeast 
Asia as well as the US government’s strategies and perceptions vis a vis the alternation 
in Soviet policies during 1969 and 1971.

To accurately fathom the process of formation of the US-China détent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US-China relations were influenced by two factors: (1) a 
major changes in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a shift from bipolar to 
multipolar system, (2) a distinctive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Asian region. First 
of all, the détente in Europe was deeply engaged with a global power transitions from 
bipolar to multipolar system distinctively led by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Germany. Through such course of transitio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which 
then failed to gain hegemony over the détente process, pursued to retrieve their 
dominance over the world order via a new geographical arena, the Asia. Thus the 
US-China détente was implicitly viable through such developments. In a nutshell, the 
détente in Asia was essentially initiated by the great powers such as the US, Soviet 
Union and China.  

    Moreover, the military intervention of the US troops in the Vietnam War 
and the triangular relationships among the USSR, China and Vietnam show that the 
US-China détente process cannot be construed solely through the strategic triangle 
relationships, namely the strategic relationships among the US, the USSR, and China, 



but must envisage the geopolitical dynamics in the Asian region as well. When the 
China-USSR conflict began to arouse to military tension after 1969, the Soviet’s 
intention to commence a containment strategy toward China has consequentially surfaced 
Soviet’s expansionism in Southeast Asia. Furthermore, the Soviet’s considerable aid and 
assistance to Vietnam and its call for Asian collective security system has inflamed 
anxieties and skepticism of the US and China over the Soviet’s expansionist ambitions. 
The US was aware of the potential security vacuum in Asia after the withdrawal of the 
US troops from Vietnam and has perceived the Soviet’s aggressive intentions which 
generally led the US government to devise feasible alternatives to seek a breakthrough 
in the Soviet question. The US has strategically took advantage of the Soviet’s 
expansionist policy in Southeast Asian region to terminate the Vietnam War.

The US-China détente was deeply related to the US government’s aim to 
maintain a balance of power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notably through two aspects: 
(1) to constrain the USSR, (2) to confine Chinese power within Asia. These two 
measures could be analyzed as a comprehensive management policies that the US 
implemented. The US deemed the Soviet’s active networking with the Western Europe 
as a springboard for its expansionist policy. By the same token, the US was aware of 
the situation that if China was to merge into Soviet’s sphere of influence as a result of 
the simmering China-Soviet conflict, then it could lose its global hegemony to the 
Soviets. Within this perspective, the US government strategically utilized China’s 
inclination to unravel the China-Soviet question deliberately to control over the Soviet’s 
expansionism as well as to restrict the USSR’s scope of influence within the Asian 
region rather than to the Western Europe. During this course of development, the US 
endorsed China to become the third rising power within Asia significantly due to two 
reasons: (1) to promote a balance of power with the Soviets, (2) to constrain China 
from dominating the Southeast Asian region. Through such calculated maneuver, the US 
government was able to overcome its economic and military threat perceptions and to 
sustain its hegemonic power in Asia. The US has unwaveringly expressed its concern 
over the issues revolving around the balance of power and its awareness was markedly 
showed through the US’s effort to boost US-China ties and a desire to achieve 
leadership in the détente process.

Through such analysis,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US-China détente in 1972 
was established under the US government’s determination to perceive the Soviet’s policy 
to blockade China as an intention to display its expansionist impulse. Furthermore, the 
US-China détente was associated with a major structural transformation, from bipolar to 
multipolar system. The détente was also feasible due to the US’s effort to seek its role 
as a balancer in the international arena as well as the geopolitical dynamics involved in 



the triangular relationships among the USSR, China and Vietnam. Under such 
conditions, the Asian countries has arduously pursued to devise conceivable alternatives 
to respond to the great power politics. These efforts consequently laid the groundwork 
for the advent of the neutral and non-aligned pact of the ASEAN which provided an 
opportune conditions in creating a potential regional community.  

  
Key words: the US-China détente, the Nixon Doctrine, the Vietnam War, the 
Sino-Soviet conflict, the Soviet foreign policy in Sou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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