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베트남전쟁은 어떻게 시작됐나?

제2차세계대전이연합국(聯合國)의 승리로끝나자, 프랑스는
갖은 수단과방법을다해 베트남을일본이진주하기이전의상
태, 즉자신들의식민지상태로되돌리려했다.
그러나프랑스의베트남진주(進駐)는 벽에 부딪치고말았다. 행정기관
을 장악한후 독립을선포하고있던 호찌민세력의강력한반발을불러왔
던 것이다.
협상에실패한양측은1946년 12월 19일부로전쟁에돌입했다. 제1차베
트남전쟁의시작이었다. 그후 전쟁은호찌민세력이디엔비엔푸전투에
서 승리할때까지8년 동안계속됐다.

1. 일본의 패망과 프랑스의 베트남 진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終戰)이 임박한 1945년 7

월 미·영·소 3국의 정상
이 독일의 포츠담에서 전후
처리를 위한 회담을 열었
다. 그때의 회담에서 베트
남 주둔 일본군의 무장해제
를 위해 북위 16도선을 경
계로 북부는 중국군이, 남

포츠담회담 : 1945년 7월 24일, 포츠담에서 만난 처칠 영국 수상·
트루먼 미국 대통령·스탈린 소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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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영국군이 각각 진주(進駐)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는 프랑스의 요구는 배제됐다. 그러나
프랑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남부에 진주하는 영국군 대대에 프랑스군 1
개중대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중국 및 영국과 협상을 통해 두 나라 군대
와 교대한 후 베트남 전역을 재점령했다. 그 결과 베트남은 또 다시 프랑
스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2. 제1차 베트남전쟁의 발발
프랑스군의 진주에 따라 베트남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행정기관을 장
악하고 있던 호찌민 세력과 충돌은 필연적이었다. 프랑스도 강경한 입
장을 고수했다. 따라서 1년 이상을 끌어온 협상은 무위로 돌아갔다. 마
침내 1946년 12월 19일 호찌민군의 기습공격으로 제1차 베트남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나 빈약한 군사력을 가진 호찌민 세력은 결코 프랑스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프랑스군은 항공기, 전차, 야
포 등 당시의 최신장비로 무장된 반면, 베트남군은 소총조차도 부족해
구시대의 활과 창검(槍劍)까지 동원해야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반격으로 붕괴된 호찌민군은 하노이를 포기하고, 중국 국경
에 인접한 산악지대로 피신해 장기적인 저항에 돌입했다. 그러나 전투
가 거듭되면서 명분 없는 전쟁에 돌입한 프랑스군은 점차 호찌민군의
치고 빠지는(Hit & Run) 방식의 게릴라전에 말려들게 되면서 불리한 상
황으로 역전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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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념전쟁으로 변화
상황이 점점 더 불리하게 바뀌면서 프랑스도 군사적 승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프랑스는 다시 한번 정치적 해결을 모색했다. 프
랑스가 고안한 방안은 호찌민과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
호찌민과 싸우도록 하고, 프랑스는 그들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프랑스는 호찌민에게 권력을 물려주었던 응웬 왕조의 마지막 황제 바
오다이(Bao Dai)를 내세웠다. 바오다이와 끈질긴 협상 끝에 1949년 3
월 바오다이를 수반으로 하는 통일정부를 수립하게 했다.
한편 미국은 프랑스의 베트남 지배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
나 1949년 10월 중국의 공산화에 이어 1950년 6월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자, 공산주의 팽창의 도미노(domino)현상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6·25전쟁에 즉각 참전하는 한편 호찌민군과 전투중
인 프랑스군에게 군사원조를 제공하며,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팽창
을 저지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1950년 1월 18일 마오쩌둥(毛澤東)의 중국 정부가 호찌민
정부를 승인했으며, 그해 1월 30일 소련의 승인이 이어졌다. 그때부터제
1차 베트남전쟁은 중국과 소련이 지원하는 호찌민군과미국 등자유진영
이 지원하는프랑스군이대결하는 양진영간의 전쟁으로바뀌게 됐다.

3. 디엔비엔푸 전투와 제네바 평화협정
베트남전쟁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가 대결하는 이념전쟁으로
바꾸려는 프랑스의 노력은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대부분의 베트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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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바오다이 정부를 인정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베트
남 사람들은 바오다이가 일본에
이어 프랑스의 꼭두각시가 된 것
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바오다이
체제는 결코 호찌민의 상대가 될
현재의 디엔비엔푸 시가지 모습 : 멀리 보이는 산악 능선
에 은거했던 호찌민군이 시가지에 위치한 프랑스군 진지
를 공격했다.

수 없었다.
프랑스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
원에 힘입어 병력을 증파하면서

호찌민과 대결했지만, 시간은 베트남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호찌민 편이었다.
그 결과 1954년 5월 7일 디엔비엔푸(Dien Bien Phu) 요새가 호찌민
군에게 함락되자, 프랑스는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명분을 잃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1954년 7월 20일 제네바에서 호찌민 세력과 평화협정
을 체결했다.
협정의 내용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북쪽은 호찌민 세력이 점령하
고, 남쪽은 프랑스가 세운 바오다이 체제를 유지하되, 2년 후인 1956년
7월 까지 남·북총선거를 실시해 통일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제네바 평화협정은 프랑스군의 항복과 같은 형식이었으
며, 제1차 베트남전쟁은 호찌민 세력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생각해 봅시다!!
1. 제1차 베트남전쟁에서 군사력이 월등한 프랑스가 패배한 이유는?
2. 국지전의 일부였던 디엔비엔푸 전투가 제1차 베트남전쟁에 미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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