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사람들이“한국군의베트남 파병은미국의 요구에따라

어쩔수 없이이루어진것이다.”라고말한다. 물론1 9 6 0년대우리

나라는미국의요청을거절하기어려운입장에있었다.

그러나한국군파병의보다정확한배경은“한국정부의집요한파병요

청을미국정부가수용한것이었다.”라고할 수 있다. 미국의지원과원조

가 절실했던한국 정부가“미국의지원을보다 확대하기위한 대가로국

군의파병을제안했다.”는 해석이보다설득력을얻고있기때문이다.

베트남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 9 6 4년 5월 9

일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2 5개 자유우방국에 보낸 남베

트남 지원요청 서한(書翰)을 접수하면서부터 였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지역에한국군을파병하기위한시도는 1 9 5 4년부터 시작됐다.

1 9 5 0년 북한의 남침을 자유우방의 도움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이승

만 대통령은 1 9 5 4년 1월과 6월 미국에 대해“인도차이나 지역에 한국

군 1개사단을파병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철수한 후인 1 9 5 5년 1 0월 2 6일 응오딘

지엠(Ngo Dinh Diem)의 남베트남 정부가 수립되자, 이승만의 반공외교

는 더욱 구체화됐다. 양국의 정상은 상호방문을 통해 유대를 굳건히 했

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지엠 정부가 요청한다면, 한국군을 파병해

한국군 파병의 배경은?

1. 이승만 정부의 해외파병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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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베트남을돕겠다.”고 발표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거듭된 파병제안은 현실성과 구체성이 없는 제안으

로 당시 미국의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대미(對美) 협상용

카드였다. 따라서이승만의제안은 결국실현되지못했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보다 구체화된 것은 1 9 6 1

년‘5·1 6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등

장하면서부터였다. 당시 박정희 정부의 최대과제는

미국과 안보동맹체제를 더욱 강화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과 함께‘보릿고개’*로 회자되던 경제적

어려움을시급히해소하는것이었다.

이를 위해 박정희 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와 함께 국군의 베트남파

병을 국가전략으로 선택해‘안보

(安保)와 경제(經濟)’라는 두 마

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했다.

그러나 한·일 협상은 과거사 사

과(謝過)문제와 독도문제 등에

걸려진척되지못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에 앞서 국군의 베트

남 파병을 우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대미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2. 박정희 정부의 베트남 파병 노력

*보릿고개 :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 경제사정의 심각성
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지
경이었다. 그 상징적인 용어
가‘보릿고개’인데, 지난 가
을에 수확한 양식은 바닥이
나고, 보리는 미쳐 여물지 않
은 5 - 6월에 양식이 없어 끼
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를표현하는 용어다.

케네디와 박정희 대통령 :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
담을 마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196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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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베트남 정부와도 접촉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파병을 위한 노

력 역시미국의호의적인 반응을얻지못했다.

박정희 정부의 집요한 파병제안에 대해 당시 미국 정부는“베트남전

쟁에 한국군을 파병할 경우, 북한의 도발가능성과 함께 중국·소련 등

공산권국가들을자극할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베트남 문제는 동남아시아조약기구

( S E A T O )*를 중심으로 하는동남아 연합국가들의

지역 안보체제를 이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S E A T O를 중심으로 베트남을 지원한다.”는 미국

의 베트남 정책은“남베트남이 SEATO 가맹국이

아니다.”는 이유로 프랑스와 파키스탄이 강력히

반대함으로써실현되지못했다.

SEATO 국가의 반대에 직면한 미국 정부는 그

대안으로 베트남을 지원할 자유우방의 범위를 확대해 한국을 포함한

2 5개 자유우방에 1 9 6 4년 5월 9일‘남베트남 지원’을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하게되었던것이다.

3. 한국군 파병제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과 조치

1. 이승만과박정희 정부의 해외파병은 어떤 목적하에서 추진되었나?

2. 최초 미국이 한국의 파병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생각해 봅시다! !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
South East Asia Treaty
O r g a n i z a t i o n )는 아이젠하워 정
부 시절에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창설
당시 가맹국은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필리핀,
타일랜드, 미국 등 7개국이었다.
미국은 S E A T O의 가맹국이 연
합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공
산주의에 유도되는 민족해방투
쟁에 대처해 줄 것을 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