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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한국 정부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먼저 대미관계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
다. 둘째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료회의(ASPAC)의 개최와 베트남 참전국
회의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셋째로 한
국이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는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구상하였다. 베트남 파
병으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를 포괄하는 지
역 안보체제 구상이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미국의 베트남 전쟁 정책이
전환되면서 구상이 보다 구체화되지는 못했지만, 닉슨 행정부가 들어선 직
후까지도 이 구상이 계속되었다.
박정희의 집단 안전보장 체제 구상은 베트남 파병으로 시작되었기 때문

1. 들어가며

에 미국의 베트남 전쟁 정책이 바뀌는 시점에서 더 이상 구체화될 수 없었
다. 그러나 이러한 박정희의 생각은 이승만의 생각과 공통점이 있었다. 이는
정책결정자들의 생각 이전에 이들의 생각을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구조적 상황이 국제정치에서 더 결정적인 변수로서 작동하고 있었을 가능성
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안보공동체에 대한 구상은 이미 이승만 정부 시기에 시작되었다.1)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체제하에서 일본의 역할을 한국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것이 안 될 경우 지역 안보 기구의 구성을 통
해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한국전쟁을 거치면

주제어
박정희, 베트남 전쟁, 닉슨 행정부, 아시아·태평양지역각료회의, 집단
안전보장 체제

서 강화된 한국군의 전투력과 위상 그리고 그 규모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
며,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파병 요청으로 연결되었다.
당시 미국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그리고 레바논에서 지속적으로 위기
를 맞이했고, 미군이 아니면 동맹군이라도 파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
나 미국은 이승만 정부 시기 한국 정부의 파병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1950년대 한미관계를 고려한 것이면서 동시에 한국 정부의 파병계획이 갖고
있는 목적이 미국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2)

1) 졸고, 「반일을 통한 또 다른 일본 되기: 이승만 대통령의 대일인식」, 『일본비평』(2010)
3호; 신욱희, 「이승만의 역할인식과 1950년대 후반의 한미관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004) 26집 1호.
2) 당시 미국은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승만 정부
는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정책과는 달리 저환율 정책을 고수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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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열망’은 박정희 정부시기에 가서 빛을 보았

없다. 게다가 베트남 전쟁 기간을 통해 주한미군의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감

다. 한국 정부는 이승만 정부 시기 이래 한국군 파병을 통해 ‘숙원’을 푼 것이

소했다. 이는 단지 닉슨 행정부에서만이 아니라 박정희 정부와의 친밀한 관

었다. 또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짧은 기간이나마 한미 관계에서 가장 좋

계를 유지했던 존슨 행정부에서도 역시 나타났던 현상이었다.5) 따라서 한국

은 관계를 형성했던 시기였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아들이

군의 베트남 파병을 통해 얻고자 한 안보적 측면에서의 이득에 대해서는 또

면서, 협상과정을 통해 1945년 이후 처음으로 한미관계를 대등하게 바꿀 수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었다.3)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 또는 박정희 정부가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구상

그렇다면 박정희 정부는 왜 1961년 말 스스로 베트남 파병을 제안하였고,

하고 있었던 안보적 대안은 무엇이었을까? 한국군의 파병을 통한 안보 공백

1964년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파병을 결정했을까?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안보위기를 초래하면서까지 박정희 정부가 추구

은 박정희 정부가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안보적 공백에서 벗어나려 했으며,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논문은 1960년대 후반에서부터 1970년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특히 당시 미국이 추진하고

대 초까지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되어 있었던 박정희 정부의 대외정책에

있었던 한국군 및 주한미군 감축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일부를 베트남으

서의 구상을 분석한다.

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보적 공백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 주
목하고 있다.4)
베트남 전쟁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타이완에 전쟁특수를 발생시켰

2. 박정희의 초기 대외관계 인식과 동아시아 집단 안보체제 구상

고, 그러한 전쟁특수가 당시 동아시아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
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후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1) 쿠데타 직후 박정희의 대외정책 구상

고려가 필요하다. 즉, 1966년 말부터 남북 간의 충돌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5.16 쿠데타가 처음 일어났을 때 한국과 미국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

그 원인이 베트남 파병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안보 공백으로부터 벗

났다. 무엇보다도 쿠데타를 주도한 세력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장

어나야 한다는 박정희 정부의 논리는 단지 명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성향에 대해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1950년대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했다. 졸고, 「잘못끼운
첫 단추」, 『역사비평』 참조.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이승만 정부의 파병 제안을 미국의 대
한 원조 감축 및 주한미군과 한국군 감축 계획을 연기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제안한 것
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쿠데타 주도세력들을 나세르나 네루와 같은 제3세
계 지도자와 유사한 성향의 지도자들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미국 역시 이들
이 급진적 성향의 젊은 지도자들로 공산주의에 친화적인 가능성에 대해 염

3) 졸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창비, 2006), 6장 참조.
4) 마상윤, 「미완의 계획: 1960년대 전반기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논의」, 『한국과 국
제정치』(2003), 1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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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였다.
초기 박정희의 저작을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이러한 평가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한미관계에 대해 사회적 불만을 반
영하는 것이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박정희의 저작에서는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박정희의 불만은 초기 경제개발계획 및 통화개혁

미국 주도의 한미관계 및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박정희의 불만이 잘 드러

의 좌절 과정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도 크다. 『국가와 혁명과 나』가 쓰인 시

나고 있다.

점이 1963년이었고, 이미 이 시점에서 박정희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

미국이 한국을 위하여 싸워주고 도와주는 것은 백 번 고맙지만, 이러한 결과를

려움을 겪었다. 특히 1962년에 있었던 경제개발계획, 통화개혁을 둘러싼 갈

한국이 면치 못하게 됨으로써 입는 우리의 고난은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등 그리고 1963년에 있었던 민주공화당 창당과 민정이양을 둘러싼 미국과

만큼 심대하다는 것이다. ...

의 갈등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개입 등은 박정희의 미국에 대한 부정

이것(국토분단)은 물론, 미국의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적어도
그 일단의 책임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
첫째, 미국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우리의 실정에는 알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
둘째, 민주주의의 이상과 경제원조의 정신적인 의욕은 높이 사는 바이나, 그렇다
고 이를 통하여 한국사회로 하여금 일률적인 미국화를 기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셋째, 군사, 경제면에 걸친 미국의 원조는, 이왕에 줄 바에야 우리의 뜻에 맞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다.6)

『국가와 혁명과 나』에 나타난 박정희의 생각은 당시 한국의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을 경험했
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웠지만, 1960년과 1961년에 있었던

적 인식을 뒷받침했을 것이다.7)
그렇다면 박정희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었을까?
② 거센 물결과 같이 흠씰거리는 내외정세에 발맞추어 따라갈 수 있는 외교체제
를 완전히 갖추어서 우리도 능히 우리의 힘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
는 자주외교의 터전을 뚜렷이 세울 것이며, 지난날 모양 줏대없이 갈팡질팡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버리고, 특히 유엔 및 공산주의 나라가 아닌 국가들에 대한 외
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할 것입니다. (중략)
④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사이의 교섭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되 지금까지 걸쳐 있
는 여러 가지 문제와 조건들이 일단 타협과 해결로서 끝장을 보고 난 다음에라
야 이웃나라로의 교제와 거래를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이오, 그보다 앞선 경제협
력문제 따위는 그 순서가 당치않은 만큼, 현안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연후에 검
8)

토하고 의론한다는 우리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양민학살사건’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 한미기술행정협정 반대 시위 그리고

위의 인용문은 쿠데타 직후인 1962년 1월에 발표한 ‘시정방침’의 외교부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요구 등은 모두 4.19 혁명 이후의 열린 공간에

분에 관한 네 가지 공약 중 2항과 4항이다. 여기에서 박정희는 ‘자주외교’와

서 미국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다. 즉, 박정희의 생각은
7) 『우방과 제국』(2006), 4장 참조.
6)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1963), pp. 229-230(본고에서는 1993년에 도서출판 지구
촌에서 재출간된 책의 페이지수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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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보부, 『혁명과업완수를 위한 지도자의 길, 국민의 길: 1962년도 시정방침』(삼화인쇄
주식회사, 1962),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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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주외교’와 관련해서는 ‘유엔 및 공산주의

2)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료회의와 ‘위대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사회’

나라가 아닌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1950년대 형성된 비동맹

베트남 전쟁은 박정희에게 외교 다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

국가들, 특히 제3세계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외교방향은

회를 주었다. 박정희의 새로운 구상은 ‘평화, 자유, 균형된 번영의 위대한 아

당시 한국과 미국에서 평가하고 있었던 박정희를 포함한 쿠데타 주도세력

시아·태평양 공동사회의 건설’이었다.10) 그의 이러한 구상은 1966년에 서울

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료회의에서 천명되었다.

둘째로 일본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료회의는 1965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제안

협약 직후부터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시작되었지만, 한국과 일본

하면서 구상되었다. 처음 한국 정부가 제안할 때 미 국무부는 서울에서 열리

사이의 협상은 결코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주지하듯이 이승만 대통령의 부

는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가 제대로 개최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

정적인 대일인식과 미국의 대일정책에 대한 불만은 1950년대를 통해 한일

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베트남에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을 독려하

9)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되었

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미국은 태국 및 필리핀 등 미국의 동맹국

다. 사회적으로 한국전쟁을 통해 경제부흥에 성공했던 일본과의 경제관계

들로 하여금 서울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강화를 통해 한국 역시 부흥을 이룩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했으

정책을 선회하였으며,11) 그 결과 1966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1차 아시

며, 민주당 정부 시기에는 이미 일본의 재계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

아·태평양 각료회의가 개최된 것이었다. 이 회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했다. 쿠데타 주도세력들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읽고 있었던 것으로

수립 이후 한국에서 열린 가장 고위급의 국제회의로 중앙청의 중앙홀에서

보이며, 민주당 정부에 이어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웠던 상황에서 일본과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관계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임무였다.

이 회의의 개최가 가능했던 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한국군 전투부대의

결국 이러한 외교방침은 미국과의 관계에만 집중되었던 한국 정부의 외

파병에 동의했기 때문이었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이 마무리된 직

교노선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외교 다변화의 대상에는

후부터 본격적으로 전투부대의 파병에 들어가 1965년 말 맹호부대를 새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 서

창설하여 베트남에 파병하였다. 동맹국 중에 유일하게 베트남에 대규모 전

독과의 차관 교섭에서 나타나듯이 일부 유럽국가에 대한 접근도 있었지만,
외교다변화에 대한 박정희의 구상은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에 두고 있었던

10)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료회의 치사」, 1966년 6월 14일, 대통령 비서실, 『박정희 대통
령 연설문집 제3집』.

것으로 보인다.

11) Telegram 196 to Seoul, September 1; Telegram 434 to Seoul, November 18;
Telegram 494 from Seoul, November 24; Telegram 485 to Seoul, December 4; Telegram
511 from Seoul, December 8; Telegram 497 to Seoul and repeated to other Asian
capitals, December 10 (이상 Editorial Note 문서번호 20번 참조), FRUS 1964-1968, Vol.
XXIX.

9) 졸고, 「반일을 통한 또 다른 일본 되기: 이승만 대통령의 대일인식」(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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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부대를 파병했던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특

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어려웠다. 일본은 이미 1957년 이후 동

히 맹호부대가 파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미국은 한국군의 임금인상

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보상 및 기술원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으

문제, 사상자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논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

며, 1964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세계 정상 국가의 하나로 발돋움하고

기 시작했던 것이다.12) 여기에 더하여 1966년에 ‘브라운 각서’가 한국 정부에

있었다.14) 따라서 1965년의 한일관계 정상화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을

전달되면서 한국군 참전에 대한 미국의 보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에 본격적으로 하나의 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

협상과정에서 자신을 얻은 한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를 추

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진하여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한미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일본이 군사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할 수 없었

관계에서의 자신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

다는 사실과도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5) 박정희가 저술한 책이

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확

나 연설문 속에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미

대되었고, 이것이 곧 박정희의 ‘위대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사회’ 구상으로

일동맹이 경제적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연결되었다. 박정희는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판단하고, 1966년 10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일동맹을 능가하는 새로운 차원의 한미 간의 동맹

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월남참전 7개국 정상회담에 참여했다. 박정희는 1966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는 태평양 전쟁

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해서 동남아시아를 한반도

시기의 동남아시아 지역을 점령했던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도 관련되

의 제1안전권으로 설정하고자 했던 것이다.13)

는 문제였다. 일본이 적극적 기술 원조를 통해 동남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역

이러한 구상은 다른 한편으로 1965년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가능

할을 확대해가고 있었지만, 일본의 군사적 역할은 어려운 상황이었다.16) 이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한국의 위치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14) 박태호·박태균, 「1960년대 아시아 개발은행의 창립과정에 대한 연구」, 『국제지역연
구』(2004), 제13권 제2호 참조.

1950년대부터 한일관계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한국 내의 정치

15)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 파병을 둘러싼 존슨 행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베트남에 파병
하지 않은 일본이 한국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일본과 달
리 한국이 파병을 했다는 점을 미국 측에 더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적, 사회적 상황은 한일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한정
책에서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주축국가였던 일본과의 관계 개선 없이 아시

12) 졸고,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과 관련된 한미간의 협상과정」, 『역사비평』(2005), 가
을호 참조.
13) 「1966년 대통령 연두교서」, 1966년 1월 18일,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제3집』, p. 31.
여기에서 제1안전권이 갖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베트남 파병을 통해 동
남아시아와의 군사적, 외교적 관계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선언적’ 의미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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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실제 존슨 행정부에서도 한국의 ‘군사적’ 역할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 예
컨대 존슨 행정부는 미국이 전체 인구 중 베트남에 파병된 군인의 비율을 제시하면서 한
국 역시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로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2개 사단은
너무 낮은 비율이며 최소한 8-10만 명 정도가 파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미
국이 한국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한국군의 추가 파병을 요구하는 논리 중 하나였다. 그러
나 베트남 전쟁이 ‘베트남에서 전개된 미국의 전쟁’이었지 ‘한국의 전쟁’이 아니었음을 감
안한다면, 이러한 존슨 행정부의 구상은 당시 미국의 조급함을 잘 보여준다. 웨스트모어
주베트남 미군사령관은 한국이 전투부대를 조금만 더 파병해 준다면 베트남전을 승리로

1.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 집단 안전보장 체제 구상과 좌절

21

러한 상황에서 동남아시아를 포괄하는 집단 안보체제 내에서 한국이 일정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정이 가능했다. 이는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 내에
서 한국의 안보적 ‘역할’에 대한 스스로의 규정이기도 했다.

해야 하겠습니다. 서구와 접촉하기 시작한 지 백년, 은둔과 쇄국을 고집하여 역
사의 권외에 떨어져서 아시아적 정체와 후진의 구관을 탈피하지 못했던 우리 민
족이 이제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운을 조성하여, 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방향과
질서를 주는 길잡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민족적인 긍지를 가져야 할 것입
니다.18)

이 시점에서 박정희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사회를 논의하면서 ‘평화혁명’

3. 지역 집단 안전보장 체제 구상

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였다. 박정희에게 있어서 ‘평화혁명’은 군사력
을 통한 ‘억지’(deterrence)를 통해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구상하

박정희는 베트남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위치가 확고한 것으로 판단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베트남과 인도
차이나의 상황이 동아시아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곳에
개입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동아시아의 미래를 주도할 것
이라고 보았던 것이다.17)
나는 동남아를 순방하여 자유인민의 단결을 호소하였으며, 미국을 방문하여 태
평양 시대의 도래를 강조하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적 협력을 추구하였으며, 우리가 일찍이 제창하였던 마닐라 정상회담에 참석하

고 있었던 것은 집단 안전보장 체제의 구축을 통해서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그는 일본을 포함하여 동남아시아의 국가들, 더 크게는 호주
를 포함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형성하고, 여
기에서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19)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배경으로 한 집단 안보체제 구상이 실제로 어떤 그
림으로 나타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지역적으로 ‘아시
아 태평양’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동아시아

여 아시아태평양 공동사회건설을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다짐하였습니다.

와 동남아시아 지역을 주 대상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가 동남아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아시아태평양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전개

아 조약 기구(SEATO)와 태평양 안전 보장 조약(ANZUS)에 대해서 모두 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신 기운을 조성함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담

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주목했던 것은 동남아시아 조약 기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사에 객체적 위치에서 그 주체적 위치로 올랐다는 사실을 인식

구였다. 오세아니아 지역이나 북미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집단안보를 거론
한 경우는 없었다.

끝낼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는 존슨 행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아시아개발은행’
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다면 한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역할을 강조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
다. 한국의 군사적 역할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
만,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 안보까지 상정하고 있었
을 가능성도 있다.

18) 대통령 비서실,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제4집』(동아출판사 공무부, 1968), p. 41.

17) 박정희, 『민족의 저력』(광명출판사, 1971), p. 186.

19) 박정희, 『민족의 저력』(1971),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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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지역 안보공동체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이승만 시대와는 달리

따라서 미국에 의존하는 집단안보 구상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이나 대베

‘일본’을 포괄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크다. 후술하겠지만, 1970년 이후 닉슨

트남 전쟁 정책이 존슨 행정부하에서의 정책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군정책으로 인한 충격 이후의 정책 속에서는 일본에

능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곧 존슨 행정부의 베트남 전쟁 정책이 변화할

대한 견제가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지만, 베트남에 대한 미국과 한

경우 더 이상 현실성이 없어지는 한시적인 계획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

국의 정책이 일치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일본에 대한 배척보다는 일본이 경

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위한 박정희의 구상이 전술

제적 역량에 걸맞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박정희 정부의 생각이었

한 바와 같이 외교 다원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인식될 수

다. 즉, 일본에 대한 재무장에 대한 염려보다는 일본이 아시아 지역의 안전

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 대한 인식의 일정한 변화 위에서 나타난 구

보장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집단 안전보장 체제가 성

상이면서, 동시에 그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립할 경우 일본이 재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셋째로 집단 안전보장 구상에서의 핵심 중 하나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

둘째로 초기 박정희의 대미인식과는 달리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도

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에 대해 긍

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집단 안전보장을 위한 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

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또한 베트남 현지에서의 전투를 통해 한국군

았던 것 같다.20) 이는 박정희의 구상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국가들을 위한

의 전투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주로 제기되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현실적으로

1969년을 통해 나타나는 미국의 베트남 주둔 한국군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베트남에 파병되어 있는 한국군에 대한 모든 재정적 부담을 미국이 담당하

는 상반되는 것이었지만, 한국군이 지역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제외하고 지역적인 집단 안전보장

있다는 생각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체제를 구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점은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를 결정하면서 집단안보 구상이 더 이상
현실성이 없어진 시점에서도 동남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통해서 자

20) 박정희의 대미인식이 왜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
다. 단지 그가 군사정부와 민정이양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의 과정을 통해서 ‘현실’ 정치
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실질적 힘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 시기 한
일회담 반대 시위는 박정희 정부에게 최대의 위기였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면서 미국에 대한 견제보다는 이에 대한 의존이 더 중요하다는 사고로의 변
화가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외정책에서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의 정
책에서 ‘편승’(bandwagon)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박정희와 브라운 주한미국대
사와의 부드러운 관계 속에서도 잘 드러난다. 버거 대사는 박정희의 후원자라고 할 정도
로 그를 지지하였지만, 박정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브라운과의 관계만큼 원만하지는 않
았다. 이는 특히 버거의 김종필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당시 한국 사회에서
버거를 ‘총독’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그와의 관계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 하다. 이는 1961년부터 1964년까지 한미관계에 나타난 다양한 갈등과 미국의 압력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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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었다.21)
결국 박정희 정부는 파병 초기에는 ‘공동사회’라는 애매한 용어를 내놓았
지만, 1966년 이후에는 ‘지역 집단 안전보장 체제’로 성격을 특화하였으며,

에게 일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었다.22)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정희의 구상은
이승만의 구상과 달리 현실적으로 조성된 일정한 조건 속에서 추진되었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군사적 자신감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구상
은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닉슨 행정부가 주한미
군 철군 관련 계획을 박정희 정부에 통보하는 시기까지 박정희의 이러한 구

4. 지역 집단 안전보장 체제 구상의 좌절

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베트남 정책과 대한정책에서의 변화가 나
타나면서 이러한 구상은 그 현실성이 점차 결여될 수밖에 없었다.

1) 닉슨 행정부 하 대 베트남, 대한정책의 변화: 박정희의 기대와 실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이승만과

전술한 바와 같이 박정희의 지역 안전보장 체제 구상은 베트남 전쟁을 통

마찬가지로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해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떠나서는 구체화되기 어려운

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일본이 경제적으로 미국의 파트너

조건을 갖고 있었다.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의 개최과정에서 나타나는

역할을 한다면, 한국은 군사 안보적으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의 역

바와 같이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또한 베트남에 한국군이 파병되지 않았다

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 외에 가장 큰 규모의 군대

면, 이러한 주장은 결코 나올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미국

를 베트남에 파병했다는 사실 역시 한국의 군사안보적 역할의 중요성을 보

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그리고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다면 결코

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로 인해 한국이 주도하는 집단 안전보장 체제

한국의 제안이 동남아시아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를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박정희의 역할 인식이 존슨 행정부 시기

한다. 오히려 베트남에 파병했던 태국이나 필리핀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존슨

가들로부터 한국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개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행정부가 보여주었던 자세는 박정희의 구상이 결코 무리가 아니었음을 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23)

여주기도 한다. 존슨 행정부는 1968년의 안보위기 이후에도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전투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안보위기 직후 미국
과 일정한 갈등을 겪은 이후에도 하와이에서의 한미정상회담 역시 박정희

22) 홍석률, 「1968년 푸에블로 호 사건과 남한, 북한, 미국의 삼각관계」, 『한국사연구』
(2001), 113집 참조.

21) 비공개 국가기록원 문서.

23)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참가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은 1970년대 중반 제3세계 국가
들의 모임에서 냉대를 받았다. 예컨대 1975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비동맹국 외상회의에
는 외무부장관이 파견되었지만, 회의장에도 들어가 보지 못한 채 귀국해야 했다. 졸고,
「박정희의 동아시아 인식과 박정희 정부의 외교정책」 참조. 참전국이었던 필리핀이나 태
국의 경우에도 한국의 군사안보 역할에서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했는가의 여부는 좀 더 세
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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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가 아시아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동남아시아로 시야를 돌린
것은 당시의 상황에 대한 비현실적 인식에 근거한 것이었다. 비록 미국의 동
맹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이 제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일동맹은 건재했다.

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1월에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폭격을 중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사이에서만 하는 이야기지만, 파리 회담에서 진전이 없으면 10월
15일 경 상황을 재평가하려고 한다.27)

오히려 로스토우의 등장 이후 미국은 일본에게 더 큰 역할을 기대했다.24) 일

박정희는 닉슨에게 북한의 계속적인 침략행위로 인한 안보에 대해서 강조

본은 1957년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배상을 본격화하였고, 경제개

했다. 이에 양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발 원조와 기술 원조를 통해 점차 입지를 넓혀가고 있었다. 아시아개발은행

의거해서 강력하게 경계태세를 지속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새로

의 설립은 일본의 적극적인 동남아시아에 대한 정책의 결실이었으며, 아시

편성된 향토예비군이 한국의 안전과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아개발은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일본정부를 설득한 것은

서도 동의하였다. 그러나 박정희는 끊임없이 안보를 외치고 있었고, 닉슨은

존슨 행정부였다.25)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아시아 태평양 공동

위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유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견해의 차이는 분

체 구상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도록 맡길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명하였지만, 공동성명서는 애매한 선에서 마무리되었다.28) 따라서 당시 한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닉슨 행정부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고 있었
다. 1969년 1월의 연두기자회견을 보면 닉슨 행정부에 대한 박정희의 기대

의 신문들은 닉슨 독트린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 약화를 의미하고 있
지만, 실상 한국과 관련해서는 정책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를 짐작할 수 있다. 박정희는 연두기자회견에서 닉슨 미 대통령 당선자가 반

그러나 공동성명서가 발효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70년 3월 20일,

공의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사견

닉슨 행정부는 한국 내 주둔 중인 2개 사단 중 하나를 철수시킨다는 정책을

을 피력하였다.26) 오히려 존슨 행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베트남 문제에 대

결정하였다. 기본적으로는 현상 유지 정책을 통해서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

처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71년 3월까지 2사단 병력 2만 명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킨다는 것이

이러한 희망은 1969년 8월 21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협의를 통해

었다.29) 박정희의 기대가 무너진 것이었다.

잘 드러난다.
닉슨: 공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중국의 유엔가입

27) 대화비망록 1969년 8월 21일, FRUS 1969~1976, Vol. XIX, Part 1 , p.

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 주지하듯이 11월 1일은 우리가 폭격을 중단한 지 1

28) 공동성명서에서 한미상호조약이 언급되었지만,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요인을
완화시킬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베트남이 외부의 간섭이나 위협 없이 자신의 장래
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용직 외, 「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과
닉슨 미합중국 대통령의 공동성명 (1969년 8월 22일)」, 『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성신여대 출판부, 2005), pp. 412-413.

24) 졸고, 「로스토우의 제3세계 근대화론과 한국」, 『역사비평』(2004), 봄호.
25) 박태호·박태균, 앞의 글 참조.
26) 「1969년 1월 10일 연두기자회견」, 신범식 엮음, 『박정희대통령 선집』(지문각, 1969),
pp. 3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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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NSDM 48을 통해 한국 내 주둔 중인 2개 사단 중 하나를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 김
용직 편, 『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1945~1979』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이
때의 지시는 제2사단을 지목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7사단이 철수하였다. 박건영, 박선
원, 우승지, 「제3공화국 시기 국제정치와 남북관계」, 『국가전략』(2003), 9권 4호,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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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행정부는 1969년 하반기에 주한미군의 감축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

1969년 12월 30일 애그뉴(Spiro Theodore Agnew) 부통령을 통해 최규하

다. 갑작스러운 주한미군의 감축이 1971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에게

외무부 장관에게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주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베트남 전

미군 감축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

쟁으로 악화된 재정적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감축은 닉슨 행정

은 있다.32)

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박정희 정부의 반발을

박정희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모택동도 만나고 워터게이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의는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가 전혀

도 불사했던 닉슨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이루어지지 않았다. 닉슨 대통령은 1969년 11월 24일 키신저(Henry Alfred

다.33) 현재까지 공개된 문서에서 나타나는 1969년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닉슨

Kissinger)에게 보내는 문서에서 “한국에서 미군을 감축할 시기”가 왔으며,

의 언급은 1970년 미국의 대한정책을 고려할 때 명백한 ‘말바꾸기’였다. 닉

“보복공격 작전에 필요한 공군과 해군은 유지”해야 하지만 “미군을 1/2로 감

슨 대통령은 1970년에 가서야 박정희 대통령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주한미

축할 시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EC 121 사건 때문에 미뤄졌던 이 계

군 철수의 시기와 조건을 정하라고 했지만, 이는 미국의 주한미군 철군 또는

획이 “올해(1969년: 필자 주)를 넘기기 전에 수행되기를 희망”하며, “적당한

감축정책이 모두 결정된 이후였다.34)

근거”를 동원해서라도 한국인들을 설득해야 할 필요성을 키신저에게 전달

이로 인해 박정희는 크게 실망했고, 집단 안전보장 구상 역시 더 이상 현

했다.30) 시기적으로 볼 때 주한미군 감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실화되기 어려웠다. 미군이 베트남으로부터 철군하기로 결정했고, 한국 정

정상회담 이후였기 때문에 닉슨은 정상회담에서 이 내용을 박정희에게 전

부 역시 우여곡절 끝에 철군을 결정하였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

달하지 않았으며, 박정희로서도 이를 예상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개입을 중요한 전제로 했던 아시아 지역에서의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위한

닉슨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전달했을 때 박정희는 매우 당황했
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접한 박정희는 “무시했고”, 그러

구상은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한국군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순간 무효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으며”, “엄청난 충격을 받

또한 주한미군의 철수 내지 감축 정책은 한미관계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았다.”31) 1970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방침은 한국

야기했다. 한국 측의 입장에서 볼 때 주한미군의 변화에 대한 사전협의의 부

정부에 전달되지 않았으며, 박정희는 196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닉슨과 만

재로 인해 미국에 대한 신뢰에 중요한 손상이 갔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미관

난 이후 닉슨 독트린이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물론
32) FRUS 1969~1976, Vol. XIX, Part 1 , pp. 142~147.
30) FRUS 1969~1976, Vol. XIX, Part 1 , p. 117.

33) 키신저 역시 닉슨 행정부에서 대외 개입을 최소화한다고 했지만, 결국 칠레의 아옌데
정권에 대한 개입을 결정함으로써 대외정책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31) FRUS 1969~1976, Vol. XIX, Part 1 , pp. 150~152.

34) NSDM 48, FRUS 1969~1976, Vol. XIX, Part 1 , pp. 1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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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한국 정부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신장되는 계기가 되었다.35)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미군의 베트남에서 철수와 대한정책 변화에 따라 집
단 안전보장 체제 구상이 무효화되었지만, 그것으로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

로 이용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시기 미국의 문
서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점은 베트남에 있는 한국군에 대한 평가가 1968
년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니었다는 점이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베

에이브람스 장군은 지난 1월 저에게 직설적이고 강력한 어조로 한국군이 “제 몫

트남 전쟁의 끈을 안 놓으려고 했다. 박정희 정부는 끊임없이 베트남에서 미

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벙커 대사 역시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

군의 철군 정책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고, 완전한 철군이 아니라면 오히려 한

다. 에이브람스와 벙커는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그 의견을 반복해 왔으며 그

국군의 규모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베트남 정부가 요청하는 방

들의 신념은 그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한국군의 남베트남 주둔으로 인한 이
득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그것이 보잘 것 없다는 것만은 거의 확실합니다. 이는

식으로 계속 주둔하는 것 역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6) 또한 전술한 바

상대적으로 현재 자원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자원을 소요한 한국

와 같이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철군한 이후에도 태국과 필리핀을 끈으로 하

군의 추가적 활약은 그러한 자원 혹은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이 다른 부대 - 특히

여 아시아 지역의 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주

베트남 공군 - 에 투입되었을 경우 거둘 수 있는 추가적 활약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한미국 대사의 지적대로 베트남의 한국군이 한국 정부에게 ‘알라딘의 램프’
였다면, 한국 정부에게는 그 램프를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

가끔 한국군의 일부라도 유지하거나 재배치하는 전략이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
단 낫다”는 전제하에 추진된 적도 있습니다. 이 전제는 제가 볼 때 사실을 호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선택은 “아무 것” 혹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2) 집단 안보체제 구상의 좌절과 대안
닉슨 행정부의 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구상을 어렵게 했다. 이는 특히 이
러한 구상이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이에 따라 한국군도 철수하게 되
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료회의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주도하는 집안 안보체제 구상이 미국의 지원하에서만 가능한 것이었기 때

원 감소와 최대효율성 추구에 있어 우리의 선택은 “작은 것”과 “큰 것” 중 하나입
니다. 한국군은 현재 “작은 것”을 대표합니다.37)

여기에 더하여 한국군의 베트남 주둔에 대해서 1972 회계연도 이후에는
더 이상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38) 베트남으로부터 한
국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은 이미 닉슨과 박정희 사이의 한미정상회담 이전
부터 고려되었다.39) 한국군의 베트남으로부터의 철수는 지역 집단 안보체제

문에 한미관계에서의 갈등은 더 이상 그러한 구상이 유효하지 않게 되었음
을 의미했다.
이는 또한 베트남에 있는 한국군 전투부대가 더 이상 한국 정부의 지렛대
35) 졸고, 「현대사의 또 다른 분수령, 1970년」, 『역사비평』(2010), 겨울호 참조.
36) 실제로 베트남 정부에서는 한국군의 철수를 최대한 늦출 것을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1972년의 시점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파병 역시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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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레어드 국방장관이 닉슨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모, 1971년 6월 26일자, FRUS
1969~1976, Vol. XIX, Part 1.
38) NSDM 113, 1971년 6월 23일자, FRUS 1969~1976, Vol. XIX, Part 1 .
39) NSC meeting records 1969년 8월 14일, FRUS 1969~1976, Vol. XIX, Part 1. 베트남에
서 한국군의 철군 관련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철
군을 결정하는 과정은 한국이 베트남에 파병하는 과정만큼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철군의 이유와 결정과정은 베트남 파병의 성격과 성과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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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을 위한 기본 전제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 하나 큰 변수가 된 것은 미일관계의 변화이다. 1969년 말 닉슨사토 회담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일본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 미국은 한국전쟁 직전과 같은 전략도서연쇄개념(strategic island chain

concept)을 다시 채용할 것이며, 한국에서 전쟁이 나도 즉각 개입하지 않
을 것으로 예상했다.42)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일본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 역할을 더 강화하는

상황은 한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1971년 12월 6일 발표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닉슨-사토회담의 공동성명서에서 나타난 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은 닉슨 독트린과 데탕트 그리고

국 관련 조항은 그 대표적인 예였다.

그에 따라 더 이상 한미동맹과 일본에 의지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없음

박정희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안보적 역할이 확대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되는 것이었다.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해서 한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우리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맹의 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져 버린 것이었다. 그는 일본의 안보적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조류는 확실히 대결에서 협상으로, 이른바 평화지향적인

역할의 확대가 닉슨 독트린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 오히려 한반도의 국지적 사정은 핵의

크다. 즉, 닉슨 독트린 직후 닉슨-사토회담의 내용은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교착상태로 인해 강대국들의 행동이 제약받게 되는 일반적 경향을 역이용하여
침략적인 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괴의 적화통일야욕 때문에 긴장은 더욱 고

‘연루’를 최소화하면서 일본에게 그 책임을 넘기려 하는 것으로 보였을 가능

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

성이 크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박정희는 닉슨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아시아

또 우리 우방 미국의 사정을 살펴볼 때 미국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안보

지역에서 ‘힘의 공백’을 가져올 것으로 보았다.40)

를 종전과 같이 의지하거나 부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 외원법안을 둘러싸고 거듭된 논란은 수원국가들의 자주안보를 촉구하는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일본의 역할 강화가 궁극적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신호라 아니할 수 없으며 주한미군의 추가감군 문제도 이 논의 중에 있는 것으

강화하고 핵 무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로 보입니다.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감축 그리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접근을 보면서

안전우방 일본도 중공 및 북괴와의 접촉을 더욱 잦게 하기 시작했으며 아세아에

1971년을 통해 전반적인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서의 공산주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해본 우리들이
아니고서는 역시 실감있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43)

점검된 내용들은 미국이 ‘중공’과의 세력균형을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묵
인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핵무기를 포함한 일본의 재무장이 가속화될 경
우 한반도와 일본 주변에서 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41) 결

40) 박정희, 『민족의 저력』(1971), p. 192.
41) 당시 청와대에서는 일본 내에서 핵에 대한 알레르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자민당
내에서 핵무장을 통해 드골의 프랑스처럼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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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일본의 핵무장을 굳이 막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당시
청와대는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까지도 상정하고 있었다.
42)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두 개의 한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대부
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진단은 1972년의 7·4 공동성
명 및 1973년의 6·23 선언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3) 『경향신문』 1971년 12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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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정책을 추진하였

5. 글을 나오며

다. 미일관계가 ‘연루’(entrapment)의 관계로 가면서 한미관계가 ‘방기’
(abandonment)로 갈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았지만, 박정희 정부가 주목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한국 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오키나와의 반환이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될 경우 일본에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먼저 대미관계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

아시아 내 미국의 주력부대가 괌이나 하와이로 철수하거나 또 다른 주둔지

다. 둘째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료회의의 개최와 베트남 참전국 회의를

를 찾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통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셋째로 한국이 처

이 시점에서 박정희 정부는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부대를 제주도로 옮길

음으로 국제무대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제안했다. 그 시점은 1970년 말이었는데, 오키나와에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는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구상하였다. 베트남 파

있는 미군부대뿐만 아니라 주일미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핵무기도 옮기는 방

병으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를 포괄하는

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로의 주한미군 이전 제안은 미국에 의

지역 안보체제 구상이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미국의 베트남 전쟁 정책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키나와를 일본에게 반환하지만 주한미군 기지

이 전환되면서 구상이 보다 구체화되지는 못했지만, 닉슨 행정부가 들어선

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44)

직후까지도 이 구상이 계속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정희 정부는 닉슨 독트린과 미국의 베트남

이승만 정부 시기에도 이러한 구상이 있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정책 변화로 인해 집단 안전보장 체제 구상이 실패하였지만, 미국의 오키나

있었다. 첫째로 박정희는 이미 쿠데타 직후부터 외교노선의 다원화를 추진

와 반환을 계기로 하여 미국에 더욱 ‘연루’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했던 것으

하고 있었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강조는 그러한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

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오키나와에 기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일본을

할 수 있다. 둘째로 이승만 정부 시기의 구상이 비현실적이었다면, 박정희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정책이 계속되는 한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후 포드 행

정부 시기에는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 미국이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이라는 예

정부 시기를 통해 한미관계는 이전에 비하여 호전되지만, 박정희 정부는 제

측이 가능했다. 물론 이 구상이 실제로 진행되었을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찬

3세계에 대한 접근을 강화해 나가면서 또 다른 방향을 외교 다변화를 추진

성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판단해 보아야 한다. 셋째로 일본을

하였다.

포괄하는 집단안보를 설정하고 있었다. 이승만 정부 시기의 구상은 일본을
제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국의 경제적 축이라면 한국
이 안보적 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었다.

44) 그 이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서는
아직 찾을 수 없다.

36

데탕트와 박정희-세계정치14

박정희의 집단 안전보장 체제 구상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통해 시작

1.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 집단 안전보장 체제 구상과 좌절

37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베트남 전쟁 정책이 바뀌고, 한국군이 베트남으로부

성으로부터 규정된 것일 가능성도 있을까? 만약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 정책

터 철수해야 하는 시점에서 더 이상 구체화될 수 없었다. 특히 닉슨 행정부

을 바꾸지 않고 존슨 행정부 시기의 정책을 그대로 지속했다면, 박정희는 집

에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정책 전환은 박정희의 구상이 현실화

단 안전보장 체제 구상을 더 구체화했을까? 또한 더 구체화했다면 미국이

될 수 없는 중요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물론 베트남으로부터 한국군의 철수

한국이 주도하는 박정희의 구상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박정희는 일정한 대안을 갖고 있었다. 즉, 역할이 줄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 및 역할과 관련해서 반드시 해명

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던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제주도로 옮기는 것

되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첫 번째 문제는 한반도가 처하고 있는 조건으로

이었다. ‘편승’을 통해 한국의 지역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안이었던 것이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또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징들이 존재하는가의 문제

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반환 이후에도 미일관계나 오키나와 내 미군 기지에

이기 때문에 박정희 시기뿐만 아니라 냉전체제하에서 한국 정부의 대외정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구상 역시 실현되지 못했다.

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속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성향의 지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베트남 전쟁 시기 박정희의 구상은 단지 경제

도자가 동일한 성격의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

적인 문제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

로도 행위자(agent/actor)와 구조(structure)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가 설정하고 있었던 한국의 역할 그리고 그러한 역할 상정이 한미관계, 베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남 전쟁 그리고 미일관계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했는가를 파악
할 수 있었다. 그의 안보에 대한 구상 속에는 일본과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설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베트남 전쟁 이후에도 태국이나 필리핀에 대한
파병을 생각할 정도로 그는 매우 심각하게 집단 안보체제를 구상하고 있었
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 구상들이 실패한 시점에서 박정희 정부는 중립국이
나 비동맹에 대한 외교정책을 강화해 나갔다. 물론 중립국과 비동맹에 대한
외교 노력은 성공적일 수 없었다. 제1세계에 대한 ‘편승’ 전략이 어느 쪽에도
‘편승’을 거부하고 있었던 세력들에 의해 수용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또 다른 해결해야 할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다. 왜 이
승만과 박정희 사이에서 공통의 구상, 공통의 역할 인식이 나타났던 것일
까? 어쩌면 이러한 공통점이 개인적 특수성보다는 냉전 시기 한반도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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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dea of the East Asian Collective System for Security in the Era of Park Chung Hee

Détente and Park Chung Hee's Strategic Response: Is He a Offensive Realist?
Shin, Wookhee

Park, Tae-Gyu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ti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nding Korea's combat troops to Vietnam provided very crucial opportunity to Korean government. First

The subject of 'détente and Park Chung Hee' is providing a relevant case for the analysis of Korean

of all, US-Korean relationship was changed due to the sending because it was strongly and continuously

foreign policy with the framework of agent-structure problem. We can examine the factors of systemic

requested by US. At second, Korean government could broaden its foreign relation, in particular to

changes, actor's perception and response towards them, and structural consequences of the agent's

Southeast Asia, as the ASPAC was held in Seoul, 1966. Thirdly, Korean government was able to play a

reaction. In this article, Park Chung Hee's strategic choices in the détente period will be analyzed in

certain role in international arena.

the context of theoretical debates between offensive and defensive realism. Firstly, it examines the

President Park Chung Hee had a idea on regional collective system for security. His idea covered not only

content of theoretical debates, the origins and evolving process of détente and realistic aspects of them.

Northeast Asia, but Southeast Asia, which was derived from his confidence triggered by participation in

Secondly, it answers the theoretical question through the analysis of Park Chung Hee's responses and

the Vietnam War. Although his design was not realized because the US policy toward the Vietnam War

their consequences.

was changed under the Nixon administration, he seriously tried to put the idea into practice even after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Park's attempt to increase military capabilities through the

the Nixon Doctrine and withdrawal of Korea's combat troops from Vietnam.

development of strategic weapons was the posture of offensive realism or that of defensive realism.

His idea of a regional collective system for security could not be realistic at the moment when both

Park's imminent objective in the era of systemic transition was to stop the US troop withdrawal and

American and Korean troops withdrew from Vietnam because the idea relied on Korea's position in Asia

to deter various types of security threat from North Korea. Basically, it had 'status quo' orientation

during the Vietnam War. However, it deserves attention that Park idea was very similar to that of former

through the maintenance of internal and external balances.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correct to argue

president Rhee Syng Man. This similarity between them would show that international structure formed

that Park's policies was the state behavior under 'special conditions' as defensive realism points out.

from the Cold War(the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Peninsula) possibly played more critical role

However, it was also possible for the attempt to be perceived offensively to the United States and to be

than idea of agent or actor.

a cause of domestic 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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