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베트남전쟁은 어떻게 시작됐나?

제1차 베트남전쟁에서패배한프랑스는1954년 7월 20일 호찌
민 정부와체결한제네바평화협정을통해“2년후인 1956년 7월
까지 남·북총선거를실시해통일된베트남정부를수립한다.”
고 약속했
다. 그러나프랑스는제네바협정과국제적신의도아랑곳하지않고 모든
것을미국에맡긴채 떠나갔다.
프랑스가철수한베트남에서총선거가실시된다면호찌민세력이압승
을 거둘것은뻔했다. 그것은베트남의공산화를의미하는것이었다. 미국
의 입장에서볼 때, 베트남사태를방치한다면공산주의팽창은베트남에
서 그치지않을 것이었다. 그들의기세는라오스와캄보디아는물론, 겨우
봉합된한반도에까지파급될가능성이있었다.
그렇다면자유세계의리더인미국이나설 수 밖에 없었다.“남베트남에
강력한반공정부를수립해공산주의팽창의기세를저지해야한다.”
는것
이 그 이유였다.

1.‘베트남공화국(남베트남)’수립과 미국의 지원
남베트남에 강력한 반공정부가수립되려면보다 참신한 인물과새로운
정부가필요했다. 프랑스가 세운 바오다이 체제는한계가있었다. 그같은
미국의 요구에 부합되는 인물이 바로 응오딘지엠(Ngo Dinh Diem :
1901~1963이었다.
)

프랑스의 탄압에 반발해 미국으로 망명했던‘지엠’
은 1954년 6월 제
네바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에 귀국해 바오다이 정부의 수상이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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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때부터 지엠은 미국의 적
극적인 지원을 얻어 실권을 장
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5
년 10월 26일‘베트남공화국
(the Republic of Vietnam)’
을

수립하고 자신이 초대 대통령
에 취임했다. 그 결과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하는 새

응오딘지엠과 아이젠하워 : 미국을 방문한 응오딘지엠
베트남 대통령을 접견하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로운 남·북분단체제가 형성되었다.
지엠 정부 초기에는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지엠의 강력한 지도력
이 빛을 발휘하면서 남베트남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호찌민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지만 대책이 없었다. 북베트남의 정치체
제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과 중국도 적극성을 보이
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찌민 정부는 통일보다는 북베트남의 정치질서를
안정시키는 과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역량을 비축하기로 했다.
지엠 정부는 시간을 얻은 셈이다. 그러나 지엠 정부는 결정적인 시기
를 활용하지 못했다. 그들은 점차 족벌(族閥) 독재정치를 강화하기 시작
했다. 지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토지개혁, 정착촌 건설 등도 주
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반발을 불러왔
다. 관리들의 부패도 척결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지엠 정부에 반대하는 세
력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2. 베트공(VC)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 결성
지엠 정부의 독재와 부패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남부의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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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
역에서 국가에 준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했다. 그리고 지역별로 자위
대를 만들면서 베트공(VC : Viet
Cong)으로 발전하게 됐다. 이어서

1960년 12월 20일 공산주의자들
이 주도하는 지엠 반대세력들이
모여 남베트남 임시정부 수준의
민 족 해 방 전 선 (NLF : Nation
Liberation Front)을 결성했다.

한편 1959년 1월 남베트남 공
산주의자들의 요청에 따라 호찌민
정부도 남베트남의 반대세력을 지
원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5월
호찌민통로와 해상보급로 : 북베트남이 베트공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 국경선의 산악
을 통과하는 비밀통로, 즉 호찌민

통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북베트남의 군수물자와 요원들이
호찌민통로와 해상보급로를 따라 베트공들에게 지원되기 시작했다.

3.‘베트남전쟁의 미국화’정책
미국도 본격적인 개입을 시작했다. 1957년 소수의 미군 특수부대가
파병되고, 1962년 2월 8일에는 베트남 군사원조사령부(MAC-V)가 설
치됐다.
남베트남에 대한 미국과 하노이 정부의 지원이 경쟁적으로 확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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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베트남 상황은 전쟁과 유사
한 수준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1963년 12월이 되면서 하노이
정부는 정규군의 남파와 미군에
대한 직접 공격을 결의했다. 하
노이 정부의 내부적인 선전포고
인 셈이다.
그때쯤 미국 정부도‘베트남전

주월 미군사령부(MAC-V가
) 위치했던 사이공 떤선넛 공
항일대 : 중앙의 직사각형건물이 미군사령부였다.

쟁의 미국화’
로 베트남 사태를 미국이 직접 떠안기로 결정했다. 이어서
같은 해 8월 4일에는 미국정부가“통킹만 공해상에 정박한 미군 함정이
북베트남 어뢰정의 공격을 받았다.”
고 발표하면서 북베트남 항구시설을
폭격했다. 이로써 전쟁은 미국과 북베트남의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미국은‘통킹만사건’
에도 불구하고, 지상군 파병을 즉각 결정하
지 않았다. 공군에 의한 폭격으로 북베트남의 항복, 또는 양보를 얻어낼
수 있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 사태는 미국의 희망과 정반대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베트공과 북베트남군이 곳곳에서 미군 기지를 습격하면서 미군의 피해
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고심했던 미국 정부도 지상군 파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결국
1965년 3월 8일 2개의 해병대대가 다낭에 상륙한 것을 계기로 미국의
지상군이 본격적으로 파병되기 시작했다.
생각해 봅시다!!
1. 미국 정부가 발표한‘통킹만사건’
의 배경과 그 영향은 무엇인가?
2. 제2차 베트남전쟁이 지상전투로 확대되기 시작한 배경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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