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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행정부의 도덕주의 외교와 한국정책: 

1979년 카터 대통령 방한의 재해석 

박원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1. 서 론 

카터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와는 달리 도덕외교 정책을 주창하면서 출 

범한 정부이다.1) 지미 카터는 대선전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나는 그 나라 국민이 격렬하게 반대하거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자유민주 

주의]에 전적으로 반反하는 국가를 공개적， 비공개적 혹은 합법적， 비합법적 

으로 결코 지 원하지 않겠다 2) 

즉， 카터는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자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 

부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나 지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에 당선된 후 가터 행정부는 복합화된 세계의 평화를 협력적 방볍으로 이 

루겠다는 도덕주의적 규범의 성향을 보이면서 세계차원에서 인권정책과 

1) 카터 행정부의 외교를 “도덕외교”라고 규정한 것은 정책에서 나타난 도덕주의적 특성 때 
문이기도 하지만 카터 자신도 1977년 5월 연설에서 인권을 포함한 “도덕외교”를 미국외 

교의 “궁극적인 신조”라고 밝힌 적이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A Foreign Policy Based 
on Arnerican’s Essential Character," De[X1rtment 01 5tate Bulletin, LXXVI (June 13, 
1977), p. 622. 

2) Gaddis Smith, Moraliη R없sons and Power: Ameriam Diplomacy in the Carter 
Years (New York: Hill and Wang, 1986),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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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군사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카터 행정부의 도덕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지 

속된 바 있다. 대다수의 연구는 정책이 보편성과 일관성을 갖지 못하였다 

면서 카터 행정부의 인권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3) 즉， 카터 행 

정부의 인권정책은 주로 남미에 집중되고 이란과 한국과 같이 미국의 전 

략적 이해가 첨예한 국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여 행정부 후반으로 갈수록 현실주의적 

성향이 강화되고 특히 1979년 말 발생한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 

태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인권정책이 사실상 소멸하였다 

고 본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이들 주장을 반박하는 일련의 연구 

가 발표된 바 있다. 카터가 국내외의 비판을 각오하면서 단호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연구로4) 시작하여 소련의 아프간 침공으로 어려 

움을 겪었지만 카터는 “옳은 것을 실행하면 정치적 보상은 나중에 따른 

다”는 신념으로 도덕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댔다는 연구도 소개되 

었다.5) 띠외에도 차터의 외교정책이 냉전과 데탕트를 대체하는 명확한 

비전을 가진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탈냉전적 외교정책의 시조라는 평가 

도 제기되었다.6) 

3) Sta띠ey Hoffmann, “The HeIl of Good Intention," Foreígn Policy 29 (Winter 1977-78); 
]. ]. Kirkpatrick, “Dictatorship and Double Standards," in H. ]. Wiarda, ed.,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81): 
Dona1d S. Spencer, The Carter !TnJ이'osion: Jimmy Carter and the Amateur Style af 
Diplomacy (New Y ork‘ Prager, 1988); Roger W. Fontaine, “The End of a Beautiful 
Relationship," Foreign Policy (F머J 1977); John G. Stoessinger, Crusaders and 
Pragmatists: Movers 01 Modem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W. W. Noπon， 

1985); Burton I. Kaufman, ηJe Presidenζy 01 James Earl Carteκ JR. (Lawrencε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3)‘ 

4) Charles O. Jones, The Trusteeship Presidenζy: Jimmy Carter α1d the United States 
Congress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8). 

5) Erwin C. Hargrove, Jimmy Carter as President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8) 

6) Jerel A. Rosati, “The Rise and Fa11 of America’s First Post-Cold War Foreign Policy," 

in Herbert D. Rosenbaum 때d A1ex리 Ugrinsky, eds., Jimmy αrter: Foreign Policy 
and Post• Presidential Years (Westport ‘ Greenwood Pres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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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행정부의 대한국 정책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앞서 첫 번째 입 

장인 부정적인 평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카터 행정부의 대한국 정책 

은 세계차원에서 주창한 도댁주의적 규범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인 

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남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실망스러운 것으로 평 

가되었다. 즉， 카터의 대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는 카터 행정부 

가 현실주의적 이해를 우선시하여 도덕주의적 고려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본다.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정학적 고려가 우선시되어 한국에 대해서 

는 초기부터 인권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 

서 1979년 여름 카터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서도 인권정책의 측면에서 부 

정적인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정상회담 후 한미 양국 정상은 철군 정책 

을 핵심으로 하고 인권을 마지막으로 언급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연구는 공동성명을 “인권이나 민주주의 문제는 최소화시킨 가운데 

한미간의 군사 · 경제적 협력관계만을 최대한 부각시킨 전형적인 신냉전 

의 문건”이라면서 카터 행정부의 도덕주의 외교를 부정하고 있다，7)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카터 행정부의 인권정책을 부정하는 기존 연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특히 1979년 방한을 전후한 시점에 주목 

하고자 한다. 이 시기에 카터 행정부는 대한국 정책에 어떤 이해를 반영 

하고 있었는가? 한국에 대한 현실주의적 이해와 도덕주의적 고려의 갈등 

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는가78) 

7) 이삼성， “광주학살， 미국 · 신군부의 협조와 공모，" f5.18 광주 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 13 

권 J(광주‘ 광주광역시 5.18 사료 편찬위원회， 1988), p. 679; 이삼성， “광주를 통한 한국 
민주주의에의 유혈통로와 미국의 위치: 1979→80년 미국 대한정책의 치명적 비대칭성 한 
국정치학회， 5.18 학술심포지움(1997) 이삼성의 주장에 대해 김봉중도 이러한 주장이 “무 

리가 아니다”면서 동조한 바 있다， 김봉중， “카터 인권외교에 대한 재조명" r미국사연구」 
저1]10집 (1999). p. 202; 스펜서도 카터의 방한을 “한미관계 증진의 외교라기보다 카터 행 
정부의 기본 정책 목표의 설패를 감추려는 공들이 쇼였다”고 평가하였다 Spencer, The 
Carter Implosion: Jimmy Carter and the Amateur 5tyle 01 Dψlomacy， p. 54 

8) 본문에서 의미하는 현실주의는 도덕성의 범주와 국가이익의 범주가 서로 갈등관계에 있 
다는 주장에 기반한다， 도덕과 국가이익에 대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도덕성의 범주와 국가이익의 범주가 서로 다르다 조지 케넌(George Kennan)이 대표적 
으로 “정부의 최고 의무는 그것이 대표하는 국가사회의 이익， 즉 군사적 안보， 국가의 존 

속， 국민의 복지를 지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실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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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을 위해 본 논문은 세 가지 분야에서 1979년 카터의 방한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당시 상팡에 대한 사실 확인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정상회담 개최 이전과 의제 논의 단계， 정상회담 시 등에서 미국은 대 

한국 정책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추진했는지를 파악하여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자 한다. 둘째， 이 과정께서 나타난 미국의 정책적 특징을 보고 

자 한다. 특히， 정상회담 의제 논의 과정에서 미국띠 주창한 각각의 의제 

가 현실주의적 이해와 도덕주의적 고려 차원에서 어떤 이해를 담고 있는 

지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추진력 및 동기를 도출하고자 한 

다. 위와 같은 정책의 추진이 왜 또는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비밀해제된 미국의 1차 자료를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9) 또한， 논의를 인식론적인 측면으로 확대하여 정책 결정에 관여하 

는 여러 행위자의 상황 인식과 인식의 동기 등을 통해 정책의 성격을 보 

는 접근 방법도 사용하고자 한다. 

11. 정상회담 개혜와 인권정책의 연계 

박정희 정권은 카터 행정부 출범 초부터 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였 

다.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 확인을 통한 정권의 정통성 확보 차원과 카터 

덕적 문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George F. Kennan, 
“Morality and Foreign Po!icy," Fore따rn Affiαirs 64 (Winter, 1985-1986) 둘째， 국가이 익 
그 자체가 도덕적인 것이다. 셋째， 국가이익에 이바지할 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평화 

와 번영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옳은 것을 행하려는 것이다 넷째， 국가이익 

이 도덕적 내용을 포함하지만 국가이익에 기초를 둔 외교정책이 항상 도덕성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현실주의 전통에서 라인홀드 니이버， 톰슨， 호프만， 울퍼스 등이 

제기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Kenneth W. Thompson, Morality and Foreign Policy 
(lρUlslana‘ Louisiana State UTÙversity Press, 198이， p. 42 참조 본 논문에 서 제 기 하는 
현실주의 입장은 첫 번째와 네 번째 주장에 따라 도덕성의 법주와 국가이익의 범주를 따 

로 구분하거나 도덕성과 국가이익이 충돌할 경우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9) 논문에서 사용하는 1차 자료는 미국 정부의 비밀해제된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한 

Thomson사의 Declassified Document Fleference System (DDHSl의 해당자료， 카터 대통 
령 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와 미국의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입수 

한 전 워싱턴포스트 특파원인 오버도퍼(Don Oberdorfer) 수집 자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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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주창해온 철수정책 철회를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실제로 정상회담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철수정책 철회를 주 

창하던 미국내 세력이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책 철회 확정을 원 

한 1978년 말이었다. 1979년 1월 박정희 대통령도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카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10) 

당시 워싱턴의 카터 행정부는 인권정책을 우선시하고자 시도하였지만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견해를 가진 여러 행위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부 현실적인 견해가 반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는 도덕 

주의적 고려의 비중이 보다 반영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워싱턴의 카터 

행정부， 글라이스틴(William Gleysteen) 주한 미 대사， 미국 인권단체， 한 

국내 반정부 인사 등이 주요 행위자로 기능하였다. 

우선 워싱턴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에 인권을 연계하고자 하는 

도덕주의적 고려가 우세하였다. 1979년 3월 국무부의 홀브룩(Richard 

Holbrooke) 차관보가 방한하여 박정희 대통령과 변담시 정상회담을 한국 

의 인권과 연계하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미 국무부의 크 

리 스토퍼 (Warren Christopher) 차관은 3월 말 최 종적 으로 정상회 담 개 최 

장소와 시간을 확정하기 전에 한국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고토록 주한 미 대사관에 훈령을 내렸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 한국정부의 정치적 자유 허용 정도에 미국이 만족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11) 워싱턴은 정상회담 개최의 주요 전 

제로 한국의 인권 요소를 고려하는 한편 펼요에 따라 회담을 인권상황의 

진전에 따른 조건부로 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주요 정치범의 석방， 긴급 

조치 9호의 해제 등 한국정부의 가시적인 조치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 

10) Telegram from 마nerican Embassy in Seoul to Secretary of State, “President Park’s 
New Year’s News Conference," January 19, 1979, Department of Statβ Don Oberdorfer 
Fil얹， Box No. 3, Dept of State, Telegr때 1979, 국사편찬위원회. 

11) TeJegram from Secretary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in Seo띠， “Human Rights and 
the Sumrnit," March 31, 1979, Department of State, Don Oberdorfer FiJes, Box No. 3, 
Dept of State, TeJegram, 1979, 국사편찬위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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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비해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는 차터의 방한을 철군정책으로 손 

상된 한미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보 삼고자 하였기에 한국과 갈등의 소지 

를 갖고 있는 인권과의 연계를 딴대하였다. 글라이스틴은 정상회담은 지 

도자간꾀 만남이 아니라 국가대 국가의 행사라면서 정상회담 전에 인권 

과 관련된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거나， 조건부 정상회담이 되서는 안된다 

고 주장하였다.12) 글라이스틴은 지본적으로 권위주의적인 박정희 정권이 

실제적으로 자유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 13) 

결국， 이러한 글라이스틴의 시도는 워싱턴이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인권향상 조치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워싱턴은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인권요소를 정상회담 

과 연계해서 고려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글라이스틴의 

워싱턴 인권 정책을 제한하려는 사도를 넘어섰다. 또한， 정상회담 개최방 

법에 대한 논의과정에서도 인권을 주요 변수로 고려하였다. 

4월 초， 밴스(Cyrus Vance) 국푸장관，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안보보좌관， 브라운(Harold Brown) 국방장관 등은 외교정책 조찬 모임에 

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두 개의 선택안을 놓고 논의하였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논의과정에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선택안 I의 

“일본방문 후 한국방문”이 선호되었다. 특히， 선택안 I의 결정적인 장점은 

정권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뺑문이 될 수 있고 몽시에 대한국 인권문 

제 제기자 가능하다는 것이다. 워싱턴으로 초청할 정우 박정희 개인이 조 

명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카터가 방한할 경우 정권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 

의 만남이 될 수 있고 야권 인사와 재야 인사에 대한 면담을 통해 인권에 

12) Telegram from American Embassy in Seoul to Secretary of State, “ROK Summit -
Need for a Decision," March 21, 1979, Don Oberdofer Files, Box 2, Carter-Park 
Summi.t in 1979, 1978-79. 국사편 찬위 원회. 

13) Telegram from American Embassy in Seoul to Secretary of State, “Carter/Park 
Summit," April 9, 1979, Don OberdojFer FiJes, Box 2, Carter-Park Summit in 1979, 
1978• 79. 국사펀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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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효과적인 문제제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선택안 I이 최종 확 

정됨으로써 한미 정상회담의 개최 방법은 도되주의적 요소를 담은 인권 

이 주요 결정 변수 중 하나가 되었다. 

〈표〉 한미 정상회담 일정 및 방법 논의 14) 

선택안 장점 단접 

- 한국과 일본을 묶어 방문하 - 국내문제에 집중할 시간 허비 

는 것은 미국의 역대 전통 - 철군과 인권에 대한 미국국 
- 아시아에 대한 안보공약 재 내 언론의 집중 조명 

일본방문후 확인 

한국방문 - 정권 인정보다는 국가차원 

의 관계 강조 가능 
대한국 인권정책의 효과적 
저1]7] 

- 한미관계 정상화를 상정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국내 
- 박정희가 미국의 대한국 인 관심 집중으로 부정적 영향 

권에 대한 섬각한 자세를 우려 

박정희 
직접 경험 - 한국방문을 통한 카터 대통 

H 
워싱턴 초청 

- 대통령의 업무 일정 조정 령의 대한국 이해 증진 불가 
용이 - 인권과 안보 문제 제기의 효 

- 미국내 여콘의 관심 상대적 율성 저하 
~κ-효 ~ - 미국내 반 박정희 그룹의 반대 

- 일본 방문과의 형평성 문제 
L • 

워싱턴의 카터 행정부는 한국과 최종적으로 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시 

기에 대해 합의한 이후에도 정상회담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인권을 내세 

웠다. 국무부는 주한 미 대사관에 정상회담 준비를 지시하면서 한미관계 

를 공고히 하고， 안보 · 경제적 협력을 증진한다는 목적 외에도 한국의 가 

시적인 인권향상 조치가 한미 양국관계 전반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음으로 이를 정상회담 준비에 포함토록 하였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14) 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Nick Platt “Foreign Policy Breakfast: 
Scheduling a Meeting with South Korea President Park," April 5, 1979, National 
Security Council, DD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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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인권 관련 조치가 매푸어지기 힘들다는 글라이스틴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정상회담 전까지 최대한 압력을 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한국의 가시적인 조치를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시도하였다.15) 

정상책담과 관련하여 또 다른 주요 행위자인 미국 인권관련 인사들의 

경우 박정희의 인권탄압을 이유로 정상회담에 반대하였다. 1979년 3월 한 

국에서 활동하는 37명의 미국 선교사들은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서명을 

담은 서신을 카터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16) 국내지지를 잃고 있는 박정 

희를 차터가 만날 경우 박정희 정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선전되어 정권이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의 우호적인 모습이 비춰지만 카터 행정부의 인권정책이 국내외적으 

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카터 행정부가 정상회담을 원한 

다면 (1) 실무형태로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3의 장소，(2) 정상회담 전에 

인권과 관련된 가시적인 조치， (3) 한국방문기간 중 반정부 인사와의 회 

담 등을 한국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7) 

4윌，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선교사들의 핵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한 문제는 증폭되었다. 박정희 

정권이 선교사 서신을 압수한 후 미국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비자를 제한하는 등 관련 선교사들을 탄압했기 때문이다 18) 이 

에 따라 카터 대통령도 서신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고19) 각개 각층에서 

15) Telegram from Secretary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in Seoul “U.S• ROK Summit 
Meeting," April 10, 1979, Don Oberdofer Files, Box 2, Carter~Park Summit in 1979, 
1978~79 국사편찬위원회 

16) Memorandum, March 29, 1979, The White House, DDRS. 
17) Telegram from American Embassy in Seoul to Secretary of State, “Letter Form 37 

U.S. Missionaries on Summit Meeting," March 23, 1979, Department of State, Don 
Oberdorfer Files, Box No. 3, Dept of State, Telegram, 1979, 국사편찬위원회 

18) Telegram from American Embassy in Seoul to Secretarγ of State, “ROK 
Representation on Missionaries’ Letter, " March 24, 1979, Department of State, Don 
Oberdorfer Files, Box No. 3, Dept of State, Tel멍ram， 1979, 국사펀찬위원회 

19) Memorandum for Anne Wexler from Zbigniew Brzezinski, “Letter from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 April 30, 1979, Don Oberdofer Files, Box 2, Carter~Park 
Summit in 1979, 1978~79.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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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으로 관련 민원이 쇄도하며2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내용이 소개되는 

등21) 행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미국 기독교계를 중 

심으로 37명 선교사의 주장과 같은 선상에서 인권을 이유로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입장이 백악관에 지속적으로 전달되었다.껑) 후술하겠지만 카터 

행정부는 이러한 부담으로 인권 드라이브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한국 내 반정부 인사의 경우 앞서 미국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카터 대 

통령의 방한이 박정희 정권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상회담을 반대 

한 바 있다. 그러나， 3월 들어서 한국 내 반응이 변화하기 시작하여 일부 

반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미 정상회담 수용 여론이 조성되었다. 카터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긴급조치 9호 해제 정치범의 석방， 언론 자유 

회복 등을 요구하도록 장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잉) 이후 4월， 

정상회담 개최 시기 및 장소가 확정되자 한국 내 반정부 인사들은 카터의 

방한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워싱턴과 반정부 인사 등은 정상회담과 인권을 연계하려고 

시도한 반면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는 현실주의적 시각을 갖고 연계를 

반대하였다 결국 정상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구체적인 인권 조치를 

요구하는 데는 실패하여 글라이스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듯했지만， 이 

후 정상회담 개최 장소 및 일정을 확정하는데 인권요소가 중요하게 반영 

20) Memorandum for ZbiglÙew Brzezinski from Nick Platt, “Letter from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 April 27, 1979, Don Oberdofer Files, Box 2, Carter-Park 
Summit in 1979, 1978-79. 국사편찬위 원회， 

20 Memorandum for ZbiglÙew Brzezinski, Nick Platt, Jessica Mathews from Anne 
Wexler, “Letter from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 April 20, 1979, Don 0뾰rdofer 
Files, Box 2, Carter-Park Summit in 1979, 1978-79. 국사펀찬위원회 

22) Letter from J. Marin Bailey to President Carter, 12 April 1979, Don Oberdofer Files, 
Box 2, Carter-Park Summit in 1979, 1978-79‘ 국사편찬위원회 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Nick Platt, “Reply to J. Martin Bailey," May 24, National 
Security Council, Don Oberdofer Files, Box 2, Carter-Park Summit in 1979, 1978• 79‘ 

국사편찬위원회 

23) Telegram from American Embassy in Seoul to Secretary of State, “Dissidents and 
Govemment--Fencing Continues," March 21, 1979, Don Oberdofer Files, Box 2, 
Carter-Park Summit in 1979, 1978-79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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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쟁상회담 전까지 최대한 압력을 가하라는 훈령이 주한 미 대사관에 

내려지는 등 인권이 우선시되는 양상을 보였다. 

후숨하겠지만 이러한 양상은 정상회담까지 지속되어 대한국 인권정책 

드라이브가 강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나타난 

정책 추진의 동력은 무엇이었는가? 워싱턴의 카터 행정부는 어떤 인식과 

동기를 갖고 현실주의적 주장을 넘어서 인권적 고려를 강화하고 있었는가? 

우선 차터 대통령의 철군 일시중지 발표로 인권정책 추진에 대한 부담 

이 경감되었다 철군정책은 인권정책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로 기능한 바 

있다. 첼군정책이 한국과 동아시아 주변국의 안보 우려를 강화시키는 상 

황에서 철군의 숨은 동기로 간주되어 온 인권정책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전략적 고려가 아년 국내적 상황에 의해 철군정책을 추진한다는 의구심 

을 강화하여 미국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었다. 

도덕주의적 원칙에 따라 인권을- 강조해옹 카터 대통령과 국무부의 인권 

관련 관료의 역할도 주효하였다. 특히， 차터 대통령은 현실주의적 이해를 

념어서 정상회담과 인권의 연계털 주창하였다.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 

는 회고록에서 자신의 주장이 워싱턴에 받아들여져 조건부 정상회담이 철 

회되었지만， 이후 인권 압력이 지속된 것을 “차터 대통령이 마음을 바꾼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갱) 그러나， 카터 대통령은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다만 전제조건만 양보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인권 압 

력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카터 대통령은 직접 정상회담 이전까 

지 가시적인 인권관련 조치를 한국에게 요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염) 

국가안보회의 (Nationa1 Security Council: NSC)도 카터 대통령의 인권 

드라이브에 능동적으로 동조하였다. NSC.의 브레진스키 보좌관과 대부분 

의 참모들은 안보 우선의 현실주의적 고려를 내세워 왔기에 현실주의적 

24) WilJiam H. Gleysteen, ]R. Massiue Éntanglement, Mar.밍 1Cl1 Influence ’ Carter and 
Korea in Crisi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9), p. 37 

25) Telegram from Secretarγ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in Seoul “Visit," April 7, 

1979, Department of State, Don Oberdorfer Files, Box No. 3, Dept of State, Telegram, 
1979, 국사편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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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을 가진 글라이스틴 대사와 같은 입장에서 인권과 정상회담의 불연 

계를 선호할 수 있었다. 그러나 NSC는 미국 국내정치적 파장을 고려하 

여 정상회담과 인권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미국 내에서는 인권과 관련하 

여 정상회담 찬반 공방이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카터 대통령의 정치적 

경쟁자인 케네디(Edward M. Kennedy)와 일부 의원들이 한국의 인권문 

제를 제기하는 서신을 백악관에 보내고 있었다，26)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 

담의 개최를 발표한 것은 결국 박정희 정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받아들 

여질 여지가 있었기에 카터 행정부는 도덕주의 정책의 선명성을 위해 인 

권 관련 드라이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3월， 

37명의 주한 미 선교사의 서신 문제가 미국 언론에 알려지자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부담이 NSC의 입장에 영향을 줘 NSC는 인 

권문제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상정토록 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의 가 

시적 조치를 요구하게 되었다，27) 즉 NSC는 주한 미 선교사 문제가 확대 

되고 한국의 인권문제가 부각되어 박정희 · 카터 정상회담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인권 드라이브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주요의제의 조정 

정상회담의 개최가 확정되자 카터 행정부는 본격적으로 정상회담 의제 

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철군정책의 조정 문제를 비롯하여 회담 개최 

에 대한 전제조건 여부로 이미 논의가 시작된 인권문제， 카터 대통령이 

26) Letter from Harkin to Carter, June 19, 1979, Don Oberdofer Files, Box 2, Carter-Park 
Surnmit in 1979, 1978-79 국사편찬위원회Letter from Kenndey to Caπer， June 21, 
1979, Don Oberdofer Files, Box 2, Carter-Park Surnmit in 1979, 1978-79 국사편찬위 
원회， 

27) Letter from Jerrold L. Schecter to ]. Martin Bailey, May 25, 1979, Don Oberdofer Files, 
Box 2, Carter-Park Surnmit in 1979, 1978-79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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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하게 제기한 남북미 삼자회텀 등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다. 이 과정 

에서 키터 행정부의 대한국 정책은 철군정책의 철회로 인권정책을 저해 

하던 역학이 사라지고， 남북미 심-자회담의 기저에 실린 협력적 특생으로 

인하여 도덕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힘이 실리게 되었다. 

1. 철꾼정책 

철군쟁책과 관련하여 정상회담에 임하는 카터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주한미꾼 철수의 규모 및 수준을 한국과 의논하지 않을뿐더러 정상회담 

에서 철군정책의 조정을 공식화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카터와 

브레진스키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부 관료들은 철군정책의 추가적인 조 

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는 정상회담을 통해 철군정책이 조정되도록 

워싱턴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글라이스틴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 

면 박정희 정권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면서 정권파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철군정책은 u1국의 동북아 안보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잃) 

주한 미 대사직에서 물러났지만， 행정부의 아시아정책에 대해 자문을 

지속하고 있었던 스나이더 전 주딴 미 대사도 브레진스키에게 보낸 메모 

를 통해 남북협상의 획기적 진전 또는 한국군 전력 증강의 가시화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철군정책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잃) 

미국 회계 감사원도 6월1일 의희에 제출한 『주한 미 지상군 철수 영향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전력 공백의 가능성을 지 

28) Telegram from American Embassy in Seoul to Secretary of State, “ Carter/Park 
Summit: Troop Withdrawals Announcement," April 7, 1979, Don Oberdofer Files, Box 
2, Carter-Park Summit in 1979, 1978-79. 국사펀찬위원회. 

29) Memorandum for ZbigIÙew Brzezinski from Nick Platt, “Sneider’s Recommendations," 

June 1, 1977, National Security Council, DD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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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면서 철군정책의 조정을 건의하였다. 보고서는 주한 미 지상군이 철 

수한 후 장비가 이양되더라도 미군의 전투력을 한국군이 대체하지 못한 

다고 평가하였다. 이에따라 주한 미 지상군이 철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새로운 북한군 사단 

전력의 평가와 관련하여 북한군이 수적으로 확실한 우위를 점령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따라 주한 미 지상군의 전투력이 보다 중요해졌다고 결론 

지었다삐 

6월 7일， 철군정책 검토를 명령한 대통령검토각서 (Presidential Review 

Memorandum: PRM)-45에 대 한 정 책 검 토회 의 (Policy Review Committee: 

PRC)가 밴스 국무장관 주재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참석자틀은 사 

실상 철군정책의 철회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철군정책을 철회하되 북한의 위협 변화와는 무관하게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동기， 예산상의 부담， 평가방법 변화에 따른 정치 

적 파장 등이 철군정책 조정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즉， 1978년 5월에 북한 

군 사단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북한 위협이 대두되었지만， 최종적인 결론 

은 안보적 필요성이 아딘 정치적 이유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있는 모습 

을 보인 것이다. 회의에서 논란이 된 북한군 전력을 새로운 위협의 등장 

이 아닌 평가 방법 변화에 따른 결과로 평가하였다. 또한， 북한군 전력 증 

강의 추세도 축소되었다면서 향후 수년간 약간의 질적 증강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카터 대통령이 철군정책을 조정할 때 북한 

위협 고조에 따른 대응이 아년 아시아에서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책임， 

정책결정자로서 대통령의 신뢰성， 한국의 자주국방 유도， 북한을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동참 등의 국내정치 · 외교적 요인을 고 

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31) 

3이 R멍0π of the Comptroller Genen띠 에 the United States: Factors Affecting the 
Withdrawal 01 US. Ground Combat Forc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June 1, 1979, 
General Accounting Office, DDRS 

31) 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Nick Platt, “PRC Mæting on PRM • 45 
Thursday, June 7, 1979," June 6, 1979, National Security Councìl, DD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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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군정책에 대한 위와 같은 행정부 대다수의 인식은 인권정책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철군정책 철회 결정 시 고 

려된 북한군 위협 요인은 설제잭인 위협 인식으로 띠어지지 않아 도덕주 

의적 고펴의 강화를 저해하지 않았다. 즉， 철군정책의 철회가 북한군 위 

협 증대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전반적인 분위기 

는 현실석 고려가 강화되어 박정희 정권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인권정책 

의 제기까 어려울 수도 있었다. 

둘째， 전술한 바와 같이 철군 정책의 철회는 인권정책 추진을 저해하던 

역학이 제거된 것을 의미한다. 철군을 포기하는 것은 미국의 대아시아 안 

보 공약에 도움이 됨으로 현실주의 고려가 강조될 필요가 없었기에 인권 

과 같은 도덕주의적 고려를 강화하는데 우호적언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 

었다. 

셋째， 위협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철군정책의 철회가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이기에 안보적 고려인 철군정책을 도덕주의적 규범의 인권정책을 위 

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즉， 철군정책의 철회를 수단으로 

박정희 정권의 인권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카터 행정부의 세계차원획 정세 인식도 현실주의적 이해보다 

는 도덕주의적 고려에 우호적이었다 당시 카터 행정부는 세계차원에서 

소련과 SALT II를 논의한 비엔나 정상회담과 중동 평화 등을 핵심적인 

외교정책 의제로 삼고 있었다.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련과 

의 관계에 대해서 카터 행정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 

가하고 있었다. 카터 대통령은 벼엔나 정상회담을 미소 양국간의 견해차 

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공적”으로 보았다. 특히 외교적 노력을 통한 미중 

관계 정상화가 세계 안보환경에 꽁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소련과의 관계 

에서도 자신감으로 표출되었다. 브레즈네프와의 정상회담에서 카터는 중 

국문제를 우려한다는 소련측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중국에 영향력을 행 

사하여 소련과의 갈등을 막아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32) 이 와 같이 갈등 

을 군사적 수단이 아닌 외교적 접촉과 같은 협력적 방법을 통해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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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카터 행정부의 문제해결 방식이 국제정세에 긍정적으로 접목하고 있 

기에 현실주의적 고려가 강화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카터 행정부는 철군정책으로 인한 도덕주의적 고려의 제한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이전과 같이 현실주의적 이해와 갈등하지 않고도 인권 

정책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2. 인권정책 

위와 같이 철군정책의 조정 가능성은 인권정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었다. 더욱이 박정희 대통령은 철군정책의 철회를 정상회담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었기에 철군정책을 수단으로 한국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 

었다염) 

그러나， 차터 대통령이 철군정책의 철회 혹은 조정을 정상회담의 의제 

로 포함하는 것을 꺼려했기에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철군정책의 조정을 

직접적으로 내세워 인권압력을 가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카터 행정부는 

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가시적인 인권조치를 박정희 정권에게 요구하고 

있었고， 철군정책의 철회를 원하던 박정희 정권은 이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박정희 정권은 5월 중순 16명의 긴급조치 위반자를 석 

방하였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정부의 조치를 “카터 행정부에 대한 우호적 

인 의사표시”라고 보도한 바 있다.34) 

그러나，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는 정상회담에서 제기될 인권문제의 

범위와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였다. 1979년 5월 말 정상 

32) Memorandum of Conversation, June 28, 1979, The White House, DDRS 
33) Telegram from American Embassy in S∞ul to Secretary of Stat옥 “Carter/Park 

Surnmit: Troop Withdrawals Announcement," April 7, 1979, Don Oberdorfer Files, Box 
2, Carter-Park Surnmit in 1979, 1978• 79 국사편찬위원회. 

34) Telegram from Secre않Iγ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in Seoul “Surnmit Background 
Paper 3: Human Rights," May 25, 1979, Don Oberdofer Files, Box 2, Carter-Park 
Surnmit in 1979, 1978-79.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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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을 준비하면서 제출한 『정상회담 배경 보고서 3: 인권』에서 글라이스 

틴은 당시 박정희 정권의 인권 끼록을 “흔재”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인권 

의 제2영역인 경제 · 사회적 권리와 제1영역인 인간의 존엄성의 경우 호 

전되었지만， 제3영역인 시민 · 정치적 권리는 여전히 억압받고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제3영역을 확대하여 체제를 자유화할 가능 

성은 꺼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글라이스틴은 카터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박 

정희 대통령에게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가 아닌 일반적 견 

해만 피력하도록 제안하였다. 즉， 인권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특정 정치인， 

정당， 교회 등을 지칭하지 말도록 제안하는 한편 반정부 인사 석방， 긴급 

조치 9호의 해제 등의 요구 없이 미국은 인권을 중시하며 한국은 정치참 

여를 획대토록 하라는 등의 원론적힘 이야기만 하도록 건의하였다，35) 

그러나， 글라이스틴의 제안과는 달리 정상회담이 개최되자 카터 대통령 

은 직접적으로 철군과 인권을 연계하여 칠군정책 조정을 위한 조건으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함께 가시적인 인권조치를 요구하였다. 한미 정상 

회담 직전 일본 방문에서도 카터 대통령은 오히라 수상에게 글라이스틴 

의 제안과는 달리 한국 국회에서 야당 인사를 만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36) 

3 , 남뿜미 삼자회담 

철군 및 인권과 함께 정상회담파 관련된 마지막 주요 의제는 남북미 삼 

자회담이다. 카터 행정부는 북한군 사단의 새로운 평가가 언론에 공개되 

자， PRM-45를 지시하고 철군정책을 일시중지하는 조치를 통해 파장을 

35) Telegram from Secretarγ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in Seoul “Summit Background 
Paper 3: Human Rights," May 25, 1979, Don Oberdofer Files, Box 2, Carter-Park 
Summit in 1979, 1978• 79 국사편찬위원회 

36) Memorandum of Conversation, June 28, 1979, The White House, DD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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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를 모색 

하면서 철군정책을 지속하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터 대통령은 방한이 확정된 후 5월 중순， 한국방문시 비무장 

지대에서 삼국 정상이 만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카터 방한시 

삼국 정상회담은 실현 가능성이 너무 낮기에 삼국의 고위인사로 주체를 

낮추며 개최 장소와 시간도 유동적으로 하여 카터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 

령이 공동으로 북한에게 정상회담 시 제의하는 형태로 현실화하였다.37) 

카터 대통령의 남북미 삼자회담 제의에 대해 1979년 5월 NSC.의 아시 

아 담당인 플랫(Nick Platt)과 옥센버그(Mike Oksenberg)는 부정적인 입 

장을 보였다. 한미 정상회담시 남북미 삼자회담을 제의하는 것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전반에 부정적이고 결국 대통령에게도 해를 끼칠 것이라 

는 시각이 압도적이라는 것이었다.잃) 구체적인 반대 이유로 (1) 실제적인 

성과 도출 난항， (2) 외교적으로 남북대화나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이 보 

다 효율적， (3) 박정희 대통령의 반대， (4) 중국의 협조 난항， (5)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의 우려 등을 들었다. 대안으로 카터 행정부가 출범 후부터 

지속적으로 주창해 온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을 향후 대통령의 중국 방 

문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제안하였다.39) 이후 개최된 일련의 비공식 부 

서간 회의에서 카터 대통령의 남북미 삼자회담의 성사를 위한 다양한 방 

안이 강구되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정적이었다. 특히 개최 가능성 

에 대해서 북한이 미북 직접대화를 원하고， 중국도 북한에게 적절한 압력 

을 행사하기를 꺼린다는 이유로 회의적이었다.4이 

37) Telegram from American Embassy in Seoul to Secretary of State, “Coordination of 
lnitiative with President Park to Reduc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June 8 , 
1979, Department of State, DDRS. 

38) 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Nick Platt and Michel Oksenberg, 
“Discussion on Asian Issues," May 21, 1979, Don Oberdofer Files, Box 2, Carter-Park 
Summit in 1979, 1978-79 국사편찬위원회. 

39) 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Nick Platt, “A Korea Trialogue in June," 

May 7, 1979, The White House, DDRS. 
40) 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Nick Platt, “Meeting on Asia Issue," May 

22, 1979, National Security Council, DDRS; 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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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의 삼자 정상회담 제의에 대해 기본 

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다.6월4일 글라이스틴 주 

한 미 대사는 박정희 대통령을 면담하여 카터 때통령 방한시 한미 공동명 

의로 북한에 삼자 정상회담을 제의하자는 제안을 설명하였다. 박정희는 

카터의 삼자회담 제안을 철군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 · 외교적 환경 

조성용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 

이 낮기에 실패할 것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박정희는 미국이 “중재자”가 

아닌 한국과 같은 편에서 3자회담을 추진할 경우 콘 문제는 없을 것이라 

면서 동시에 삼자회담 제의를 철군쟁책과 연계하여 이러한 외교적 노력 

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철군쩡책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1) 

철군정책을 철회하여 안보를 공고히 한 후 외교적 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것이다.42) 즉， 박정희 대통령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국의 삼 

자 회담 제의를 수용함으로써 철군정책 철회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 

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한미 양국의 논악 과정에서 박정희 대 

통령은 지속적으로 철군과 남북미 삼자회담을 연계하고， 카터 대통령이 

정상회담 시 비공개라도 철군정책의 조정이 있을 껏이라는 언질을 주도 

록 요청하였다.43) 

남북미 삼자회담에 대한 행정부의 초기 검토는 부정적이었지만， 카터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회담을 추진하였다. 카터 대똥령은 실현 가능성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와는 달리 미중관계 정상화로 

인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남북미 삼 

Michel Oksenberg and Nickolas Plaπ “Beijing, Taipei, and the Korean Issues," May 
24, 1979, National Security Council, DDRS 

41) Telegram from American Embassy in Seoul to Secretarγ of State, “Coordination of 
lnitiative with President Park to Reduc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June 4, 
1979, DDRS. 

42) Action Memorandum to the Secreta:ry from Richard Holbrooke, “Korea Summit-
lnitiative for Trilateral Talks," June 8, 1979, Department of State, DDRS. 

43) Telegram from American Embassy in Seoul to Secretary of State, “Kor，얹 Trilater외-
ROK Agrees to Joint Proposal," June 19, 1979, Department of State, DD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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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담에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공 

식 발표 사흘 전에 중국에게 통보하여 협조를 부탁하였다.44) 실현 가능성 

을 높이기 위해 남북미 삼자회담뿐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남북 양자회담 

의 가능성도 타진하고자 하였다.45) 

또한， 카터 대통령은 남북미 삼자회담을 자신의 철군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돌파구로 여겼다. 측근거리에서 보좌하는 NSC 조차 카터 대통령의 
제안을 “극적인” 것으로 간주한 것을 볼 때46) 카터 대통령은 철군정책 조 

정이 임박했다고 느끼고 있는 필사적인 상황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필요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미 삼자회담이 카터 대통령의 즉흥적인 제안은 아니었다. 

차터 대통령은 남북미 삼자회담을 도덕주의적 외교정책의 기반인 협력적 

세계건설에 따라 한반도 긴장완화의 모색이라는 출범 초부터 지속해온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터 행정부 출범 초기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희망하였지만， 카터 행정부는 한국을 배제한 

미북 직접 접촉은 불가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유지한 바 있다.47) 그 

러나， 카터 행정부는 외교적 방볍으로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도덕주의적 시도에 따라 기존의 적대적인 국가와도 관계 개선을 추진하 

고자 하였고， 대북정책도 체계적， 순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다.뼈) 특히， 카터 행정부는 중국과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진 이래 한반도 

44) Telegram from American Embassy in Seoul to Secretary of State, “Korea Trilatera1-
ROK Agrees to Joint Proposa1," June 19, 1979, Department of State, DDRS. 

45) Telegram from Secre떠ry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in Seoul “Summit Background 
Paper 3: Human Rights," May 25, 1979, Don Oberdofer Files, Box 2, Carter-Park 
Summit in 1979, 1978-79 국사편 찬위 원 회 

46) 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Nick Platt, “A Korea Tria10gue in June," 

May 7, 1979, The White House, DDRS 
47) 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Mike Armacost, “Contacts and Comrnuni • 

cations with North Korea," February 28, 19'η， Nationa1 Security Council, DDRS; Cable 
from Vance to Embassy Seoul, “Approach to Pakistanis on US • North Korea Contact," 
Feb 26, 1977, Department of State, DDRS 

48) 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Mike Armacost, “Contacts with North 
Korea," April 5, 1977, Nationa1 Security Council, DD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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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착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서 해결되어야 할 남아있는 역사적 

숙제로 간주하였다，49) 

NSC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회담 성사를 중장기적(1978년 이후) 

목표로 삼고 추진토록 제안한 바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양해한다면 한반 

도 긴정완화를 위한 회담을 위해 북한과의 직접 접촉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부 입장을 정리한 바 썼다50) 이에 따라 미국은 남한과 중국이 

참여한 4자회담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이 거부하였다，51)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 정전협정의 대체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4자회담 

이 펼요하다고 보고， 기회가 있잘 때마다 제안하였다，52) 1977년 7월경에 

는 밴스 국무장관이 한국과 북한， 미국의 3자회담과 관련한 제안을 마련 

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카터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첫째， 미국띄 제안과 병행하는 외교적 제시를 북한 

에 게 하도록 한국과 협조한다. 뜰째 중국과 한국문제에 관해 협의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의 제안을 재사도 한다. 상황에 따라 

4국이 다 참석하거나 한국과 북한이 당사자로 협의하고 중국과 미국은 

옵서버로 참여하는 방법도 고려한다. 만약 중국이 참여를 원치 않는다변 

삼국으로 회담을 구성하여 연합사 문제와 다른 한반도 긴장완화 조치 등 

을 논의한다.많) 

49) 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Nick Platt, “Talks with the ROK on 
Contacts with North Korea," October 26, 1979, National Security Council, DDRS 

50) 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Mike Armacost, “I띠tiatives，" April 13, 
1977, National Security Council, DDRS. 

51) Memorandum of Conversation, “President C와ter’s Conversation with UN Secre떠ry 

General Waldheim," Feb, 25, 1977, National Security Council, DDRS 
52) Letter for Glenn Paige from Michael Armacost, July 21, 1977, National Security 

Aff밍rs， Staff Material-Far East, Armconst-Chron File, 7/1-14/77 -9/24-30η7， Box 4, 
Collection # 26‘ Jimmy Carter Librarγ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Mike Armacost,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ugust 4, 1977, 
National Security Affairs, Staff Material-Far East, Armconst-Chron File, 7/1 →1ψ77-
9/24-30177, Box 4, Collection # 26. Jimmy Carter Library; 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Oksenberg, “Major Folicy Activities," September 6, 1977, National 
Security Council, DDRS, p. 3. 

53) Memorandum for the Secretaη of State,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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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북미 삼자회담은 정상회담 직전에 제시되었기는 하지만， 행 

정부 출범 초부터 모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카터 대통령 

의 시도는 철군정책 수행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도 있 

었으나 출범 초기부터 철군정책의 부침과 상관없이 꾸준히 제기된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외교적 방법을 통해 모색하려는 도덕주의 

적 시도로 볼 수 있다. 즉 이전 행정부는 한반도를 냉전의 최전선으로 보 

고 선전차원에서 대화를 제의하였지만，닮) 카터 행정부는 대화를 통한 긴 

장 완화를 한반도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삼고55) 성사를 위해 실제적인 노 

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IV. 정상회담 

전술한 바와 같이 정상 회담 개최 전까지 전반적인 워싱턴의 분위기는 

현실주의적 이해보다는 도덕주의적 고려가 우세한 상황이었다. 철군정책 

과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권정책을 저해하던 역학이 약해져 있었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인권 관련 행위자의 대한국 정책 입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현실주의적 시각을 가진 글라이스틴의 견해도 워싱턴에서 

효과적으로 제어되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정상회담에서 절정을 이루어 

카터 대통령이 가시적인 인권 향상 조치를 요구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Korea," August 5, 1977, The Whlte House, DDRS. 
54) 미국은 포드대통령때 키신저 국무장관이 한국의 유엔사를 해제하고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4자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4자회담을 진행시키고자하는 실제 의사 

는 크지 않았다 중국과 북한에 대해 협상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소련과 일본을 

포함한 6자회담도 고려하는 등 선전적인 의미가 강했다 자세한 내용은 J arnrs Morley 
and J ohn Kotch, “Korea Policy," The Foreign Policy and Defense Task Force, Jimrny 
Carter Presidential Campaign, August 18, 1976, Don Oberdorfer File, Box 1, Carter 
Withdrawal, 1977-1978, 국사편찬위원회 참조 

55) 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Michael Armacost and Michael Oksenberg, 
February 2, 1977, National Security Affairs Staff Mat떠al-Far East•Arm cost, Tab 26, 
Box 1, Jimrny Carter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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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압박하는 양상이 연출되 었다. 

카터 대통령은 1979년 6월 29일 방한하여 2박하고 7월 1일 이한(離韓) 

하였다. 방한기간 중 정상회담은 6월 30일 오전 전체회담과 오후 단독회담 

등 총 2차례 개최되었고， 오후 단독회담에서 실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6월 30일 10시 55분부터 12시 ~~O분까지 개최된 전체회담에는 양국정상 

과 주요 관료가 참석하였다，56) 오전 회담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전체 회담 

시간의 삼분의 이 이상을 카터 행정 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정책의 철회를 주장하는 일방적인 공세에 할애하였 

다.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 행정부꾀 외교적 업적인 미중관계 정상화， 중일 

우호조약 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안보는 당장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면서 소련의 팽창주의와 북한의 꾼사력 증강 등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또 

한， 북한이 얼마만큼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길게 언급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의 불안정뿐 아니라 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군을 지속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것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러한 박 

정희 대통령의 요구는 정상회담 준비 기간 중 한미가 합의한 사항을 뒤집 

는 것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정책의 조정 

문제를 딴국과 의논하지 않고 다딴 한국군의 전력 증강계획에 대해 청취 

한 후 워싱턴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한국에게 전달 

한 바 있다. 그러나， 카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세에 원론적인 차 

원에서 대응하면서 중요한 논의는 단독회담에서 다루자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남북미 삼자회담 제의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중요한 인권문제”도 다룰 것임을 시사하였 

다 57) 

56) 미국측은 카터 대통령， 밴스 국무장관， 브라운 국방장관， 프레진스키 안보보좌관， 홀브룩 
차관보， 플랫 NSC 참모 등이 참석하였 íl, 한국측은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국무총리， 박 
동진 외무장관， 김용식 주미대사， 노재현 국방장관， 최광수 의전실장， 김계원 비서실장 등 
이 참석하였다 Memorandum of Conversation, July 3, The White House, DDRS. 

57) Memorandum of Conversation, July 3, The White House, DD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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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는 “도발” 

(provocation)이라고 표현했지만，잃) 사실은 예견된 바 있다. 박정희 대통 

령은 철군정책의 조정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워싱턴의 분위기를 알고 

있었기에 금번 회담을 통해 확실히 마무리하고자 한 것이다. 글라이스틴 

자신도 철군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워싱턴에 전달한 바 있고， 

카터 대통령의 방한 직전 미국 언론에서도 철군정책의 조정 필요성이 제 

기된 바 있다.돼)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철군정책의 조정을 위해 미국의 

인권 압력도 일부 수용하였기에 이번 회담에서 철군문제에 대한 답을 얻 

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회담 후 정상회담은 각각 기록자 한 명만을 대동한 단독회담으로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60) 오전회담과는 탈리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 

령을 상대로 압력을 가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준비과정에서 양측이 합 

의한 주요 의제인 철군과 연계된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 극복 문제， 인권 

문제， 남북미 삼자회담 문제 중 앞의 두 문제에 각각 절반의 시간이 할애 

되었다. 남북미 삼자회담의 경우 한미 양측이 기본적인 사항에 이미 합의 

하였기에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여지가 크지 않았다. 

카터 대통령은 우선 남북한 군사적 불균형에 대한 한국측의 극복 노력 

을 의제로 삼았다. 카터 대통령은 한국의 월등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북 

한과 군사력 불균형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추궁하면서， 한국군의 전력 

증강계획과 국방비 증액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을 물었다. 구체적 

으로 현재 GNP의 5%인 한국의 국방비를 6%로 증액하도록 요구하고， 특 

히 미 지상군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국 육군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한국 

은 최대한 노력하여 남북한 군사력 격차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8) Gleysteen, Massive Entanglement, Marginal lrifluence, p. 47. 
59) 번디 (Wiliiam P. Bundy)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6월 29일 기고문을 

통해 철군정책의 연기를 주장한 바 있다 “Bundy Wars of GI Pullout From Korea," 

June 29, 1979, Don Oberdofer Files, Box 2, Carter-Park Summit in 1979, 1978-79 국사 
편찬위원회. 

60) Memorandum of Conversation, July 5, 1979, Don Oberdofer Files, Box 2, Carter-Park 
Summit in 1979, 1978-깨. 국사편찬위 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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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때통령은 군사력 차를 극펀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영원히 철군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한국측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비록 카터가 철군을 중지하라는 박정희의 요청에 대해 “중지를 약속할 

수 없다”고 회담 모두에 밝혔지만 이와 같은 요구는 사실상 주한미군의 

철군 뚱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즉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비롯한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 개선 조치를 전제로 철꾼을 중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 

낸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도 이러한 차터 대통령의 의도를 읽고 있었기에 

오전 회담과는 달리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방비 증액과 한국 육군전 

력 증장에 대한 카터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최션을 다해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 을 극복하겠다고 약속한 껏이다. 

카터 대통령은 철군과 관련된 한국의 노력을 요구한 후 연이어 인권문 

제를 재기하였다， 특히， 인권문제를 제기하기 직전 카터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한국의 안보에 핵심적인 몇 가지 기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 

였다. 

카터 대통령 : 나는 각하[박정희]께서 미 2사단[사령부]과 연합사의 유지 

를 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하께서는 또한 미국의 핵 

우산이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 예. 

카터 대통령 ’ 우리[미국]가 주한머군 전력을 조정하거나 축소할 경우 적 

절한 통지와 협의릅 원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 예 

미 2사단 사령부와 연합사의 딴국 잔류， 핵우산 제공은 철꾼정책 초기 

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내세운 조건으로 이미 한미 양측이 합의한 사안이 

다 또한， 주둔 전력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통지하는 것은 동맹관계에 

서 펼수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카터가 이러한 질문에 이어 바로 인권문제 

를 언급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질문의 경우 미국은 한국과 협의 없이도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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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철수할 수 있다는 반어적 질문도 되므로 박정희 대통령을 긴장시킬 사 

유가 될 수 있었다. 즉， 카터 대통령은 철군정책을 수단으로 인권 압력을 

가한 것이다.61) 

이후 회담 시간은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카터 대통령은 긴급조 

치 9호의 폐지와 가능한 많은 정치범 석방의 구체적인 조치를 박정희 대 

통령에게 요구하였다. 카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은 없지만，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한미관 

계는 “엄청나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은 한 

국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할 경우 반정부 세 

력이 정부를 정복하려 들 것이라면서 이해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카터가 

박정희의 답변에 대해 “긴급조치 9호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냐7"고 반문하 

자 박정희는 지금 시점에서 긴급조치 9호를 당장 해제할 수는 없지만 영 

원히 지속할 수도 없다면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카터의 충고를 유념하겠 

다고 밝혔다 

이러한 카터 대통령의 대한국 인권 관련 요구는 현실주의적 시각을 가 

친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의 제안을 부정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글라이스틴은 카터에게 정상회담에서 반정부 인사 석방， 긴급조치 9호의 

해제 등의 구체적인 요구가 아닌 일반적인 견해만 피력하도록 제안하였 

지만， 카터는 글라이스틴이 꺼려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였다. 

단독회담 이후에도 카터 대통령은 인권과 관련되어 적지않은 일정을 

소화하였다. 한국 국회연설을 통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야당인 김 

영삼 신민당 총재를 시간을 일부 연장하면서 면담했고，62) 특히 밴스 국무 

장관을 통해 100명 이상의 정치범 명단을 한국 측에 건네주면서 석방을 

61)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도 카터 대통령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인권의 팔목할 만한 신장 
등을 철군정책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Gleyst많n， Massive 
En따nglement， Marginal Influence, pp. 46. 

62) 김영삼 신민당 총재와의 면담시간은 예정된 시간을 3분 초과하여 13분간 진행되었다 공 
화당은 3분 초과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지만 김영삼 총재는 만족감을 표명한 

바 있다 박찬종 당시 국회의원과의 인터뷰， 2007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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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는 등 인권관련 행보를 보였다. 정치범 명단의 경우 카터 행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대한국 인권을 증진한다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제사 

면위 원 회 (Amnesty Intemational)~ 한국기 독교교회 협 의 회 (KNCC)가 작 

성한 벙단을 준비하였다，63) 7월1일 밴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명단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명단에 있는E 사람들의 석방을 [한국정부가]심각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64)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은 7월1일 밴스 국무장관과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에게 다시한번 국방비 증액에 동의하고 인권과 

관련해서 가능한 조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희는 7월 

5일 주한 미 대사를 통해 향후 6개월간 180명의 정치범을 석방하겠다는 

메시지를 카터에게 보냈고， 카터 대통령은 7월 20일 철군정책 동결을 발 

표하였마，65) 방한시 요구했던 한국의 인권 상황 개선 조치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확답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철군 정책의 동결을 발표한 것이다. 

V. 결 론 

서론에서 밝혔듯이 기존 연구눈 한국을 카터 행정부의 인권외교정책의 

예외로 보면서 1979년 방한에 대해서도 인권보다는 군사 · 경제적 협력이 

부각된 사건으로 해석한다. 기존 연구는 카터 방한시 발표된 한미 공동성 

명의 총 21개항 중 7개항이 군사 · 경제적 협력이고 인권관련 내용은 1개 

항 밖에 없다는 이유로 카터의 방한을 “인권의 규범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한미간꾀 군사 · 경제적 협력이라는 미국의 현실석인 국익만을 추구한 

63) Telegram from Secretary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in Seo띠， “ Possible Prisoner 
Representation List," June 27, 1979, Don Oberdofer Files, Box 2, Carter Summit in 
1979, 1978-79 국사편찬위 원회 

64) Press Briefing by Cyrus R. Vance, July 1, 1979, Dcn Oberdofer Files, Box 2, 
Carter-Park Summit in 1979, 1978-79 국사떤찬위원회‘ 

65) Gleysteen, Massive Entangle，ηlent， Marginal lrifluence, p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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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66) 

그러나， 서론에서 제시한 세 가지 분야에 대한 고찰 결과 1979년 카터 

의 방한은 현실주의적 이해를 넘어선 도덕주의적 고려를 반영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비밀 해제된 자료를 통해 

카터 행정부의 인권정책이 1979년 여름 방한을 전후하여 적극적으로 추 

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었다. 미국은 한국이 카터 대통령의 방한을 원하는 

점을 활용하여 인권 향상 조치를 요구하였고，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인권을 제시하였으며， 정상회담과 후속처리 과정에서도 상징적이 

아닌 구체적인 인권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특히， 밴스 국무장관을 통해 

건네진 한국 정치범 명단과 석방 요구는 박정희 정권에게 적지 않은 부담 

이 되었고， 실제로 박정희 정부로부터 석방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 

었다. 그럼에도 공동성명에서 인권관련 내용이 1개 밖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카터 행정부의 인권정책이 행정부의 엽적보다는 실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였고 비공개 원칙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정책적 특정을 보변 워싱턴은 현실주의 시 

각올 갖고 1979년 한미정상회담을 철군정책으로 손상된 한미관계 정상화 

에 초점을 맞추고 인권적 요소를 배제하고자 한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 

의 시도를 제한하면서 인권을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로 삼은 바 있다. 글 

라이스틴은 정상회담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원론적인 대화만을 나눌 것을 

건의하였지만， 워싱턴은 철군과 인권을 연계하고 구체적인 인권 조치를 

요구하는 등 글라이스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국 정책의 양 

대축인 철군정책이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사실상 철회되는 상황을 맞이하 

게 되자 차터 행정부는 철군정책을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여 인권정책 분 

야에서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상회담의 의제로 편입된 남북미 삼 

자회담 제의도 카터 행정부의 대화와 타협의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도덕주의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었다. 

66) 이삼성광주학살， 미국 • 신군부의 협조와 공모J ， f5 .18 광주 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 13권」 
(광주’ 광주광역시 5.18 사료 편찬위원회，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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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책의 추진력 및 꽁기의 측면에서 볼 때 철군정책의 철회 

가 인권정책의 강화로 연계된 모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철군정책을 추 

진하면서 인권을 강조할 경우 주변국의 안보불안감을 불러일으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주었던 역학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카터 행정부는 

현실주의적 이해와 갈등하면서 인권정책을 추진하던 이전의 양상에서 벗 

어나 보다 자유롭게 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또한， 카터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념과 역할도 중요한 추진력이 되었다. 국무부의 인권 관련 관 

료도 현실주의적 이해를 넘어서 배통령과 보조를 맞춰 대한국 인권정책 

을 강화하였고 미국내 인권 단체익 역할도 주효하았다. 이러한 전체적인 

추세가 현실주의적 고려를 갖고 있었던 NSC 조차도 국내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인권을 강조하는데 동참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1979년 여름 정상회담은 당시 상황의 재현， 미국의 정책적 특 

정 및 추세， 추진력 및 동기 등의 측면에서 기존 연구의 해석과는 달리 

그동안 진행해온 차터의 대한국 인권외교정책을 대표하는 도덕주의 정책 

적용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카터 행정부의 도덕주의 외교와 한국정책: 1979년 카터 대통령 방한의 재해석 51 

<Abstract>

Cater Administration’ s Human Ri양lt Policy towards 
Korea: Reinterpretation of 1979 Summit 

Won Gon Park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The Carter administration advocated moral diplomacy unlike previous ad

ministrations. However, it seems that the Carter administration’s policy for the 

Rεpublic of Korea did not properly apply the moralistic norms from a global 

dimension. In accordance with this, the estab\ished resεarch on Carter’ s foreign 

po\icy on South Korea is evaluated as putting realism first and not reflecting 

moralism. From this perspective, President Carter’s visit to South Korea in the 

summer of 1979 is also commonly viewεd in a negative light in terms of human 

rights policies. 

The papεr presents the extemal image of Carter’s foreign diplomacy toward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roblems of existing research stemming from this. 

Unlike its extemal image, the Carter administratìon promoted a diplomacy 

plan towards South Korea by shifting its priority to the importance on human 

rights. However, by presenting the human rights issue secretly, and because thε 

Carter administration considered its relationship with Korea as an allied country 

and the repercussions ofwithdrawing troops, this fact was not well known to the 

public. 

In particular, President Carter’ s visit to Korea in the summer of 1979 became 

the opportunity to actively promote his human right policy, which had already 

secrεt\y been in progress. President Carter utilized holding the summit meeting 

itself as a means to exert pressure on Korea regarding human rights, and also 

used military withdrawal p이icy， when in fact withdrawing the US troops from 

Korea had already been decided. Furthermorε， Prεsident Cartεr presented human 

rights problems as one of the main topics of the summit meεting， thereby 

exerting even greater pressure on Prεsidεnt Park’s administration. Therefore, 
Carter’s visìt to Korea was not merely a “method to minimize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and to pursue real US interεsts through military/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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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s between US and Korea," but was a case of how Carter actively 

applied his already in motion human rights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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