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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전쟁 개입  
 

1) 프랑스에 대한 미국의 지원  
   
① 인도차이나 반도(p)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는 19세기 말 프랑스 식민지 
-쌀, 고무 등 천연자원 풍부  
 
- 2차대전 당시 프랑스가 독일에 패하자 일본이 점령 
- 대전 후, 프랑스 다시 지배  
-베트남 끈질기게 투쟁 
 
- 민족주의 운동이 호치민을 중심으로 주로 전개됨  
-도미노 이론 등을 근거로 미국 프랑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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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북위 17도선 경계로 남북 분단 
- 1954년 프랑스 주력군 패배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에는 호치민정부, 남에는 바오다이정부  
-총선거(1956)에서 두 지역 통일하도록 
 : 미국과 남 베트남은 공산주의 승리 두려워 총선 반대  
 -미국, 남베트남 정권 보호위해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결성 
 :미, 영, 프, 호, 뉴, 태, 파키스탄 참여하는  국제반공기구 
   
2) 케네디 행정부의 적극 개입  
-강력한 정부 위해 바오다이 왕정 폐지하고  
- 고딘디엠(p) 공화정 수립  
- 군사훈련 + 농업 기술 지원  
- 카톨릭교도인 고딘디엠은 국민 대부분인 불교도의 저항에 직면 
-남 베트남에도 공산주의자(베트콩) 민족해방전선 결성  
 
- 미국 지원 하에 1963년 쿠데타로 고딘디엠 체포-처형  
 :  케네디도 곧 암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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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쟁의 미국화  
 
1) 통킹만 사건과 북 베트남 폭격 
- 1964년 8월 2일 
 : 북 베트남 통킹만 해안에서 미국 구축함 매독스호 공격 받음  
 : 가벼운 공격인데 미 정부 + 언론 대대적인 공격이라고  
   과대 선전 
 : 미 국민 전체 과대하게 분개  
 
 : 미 의회는 군사보복 결의(하원 466:0 찬성, 상원 88:2 찬성) 
→ 대통령을 절대적 지지함  
→ 전쟁권한을 의회에서 실적으로 대통령에게 위임 
 : 그런데 이미 베트콩이 남 베트남 1/2 장악 
 : 미군 2차대전보다 더 많은 폭탄 사용 
 : 그래도 북 베트남 + 베트콩 항복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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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쟁의 미국화와 반전운동 
 
① 미군 증원 
- 54만 명(1969년) 
 : 고엽제 살포(지금도 후유증) 
 : 베트남 주민도 피해 막심하면서 반미로 바뀜 
 : 미국민도 전쟁에 지침 
 
 →반전운동 
 → 징집영장 불태움, 타국도망 (50만 명),  
     클린턴 전대통령도 징집피하기 위해 영국으로 유학  
 → 미군 사기 저하하면서 탈영, 흑백갈등, 마리화나 사용, 
    상관살해 
→ 시민들 백악관으로 항의의 행진(1965. 4 ; 25,000명) 
→ 전쟁지휘자  맥나마라 국방장관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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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날(Tet) 공세 
-1968년 1월 베트남 설날에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의  
  대대적인  반격 
- 사이공주재 미국 대사관 침입  
-미국 21만 명 추가 증원 
 
- 미국 심각한 재정난 
-존슨대통령 평화협상 제의(1968. 3. 31) +  
   차기 대통령선거  불출마선언  
 : 이는 미국 전쟁 승리 불가능 인정한 셈  
 
- 파리 평화회담(196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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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닉슨의 온건한 공화당 행정부 (1969.1) 
   
① 학원 폭력 
-코넬대학 수백 명의 학생들 소총과 권총으로 학생회관 
  점령(1969) 
- 하바드대학생들 총장실 점거 
-워싱턴기념관에서 반전데모(50만 명; 1969) 
 
- 국민방위군  데모학생 발사(1970. 5) 
 : 오하이오 켄트주립대 
 : 학생 4명 사망 
 : 250개 대학 동맹 휴학 
   
②달 착륙 
- 인류최초 달에 착륙(1969. 7. 21) 
- 닐 암스트롱 최초 첫발 

7 10장: 베트남전쟁과 국민적 시련 



③ 정부 문서 파문 
- 베트남전쟁에 관해 정부가 정보 조작 
-존슨이 매독스호가 북 베트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 좀 더 강하게 북 베트남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사실 그 배가 남 베트남 특공대를 지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발표하지 않음 
-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 뚜렷한 증거 없이  
  이라크가 대량살상 무기 있다고 침공한 사건과 비슷 
   
④경기 침체 
-존슨대통령 때부터 전쟁과 빈곤에 대한 전쟁으로  
  재정적자  극심 
- 실업률(6%) 
- 경기침체 + 인플레 = stagflation 
- 달러화 평가절하  
-수입품 관세 부과 + 새로운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닉슨이 공화당대통령이지만  정부개입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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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중공 방문 결정 
- 최초의 미중 정상회담 
 : 닉슨대통령과 마오저뚱주석 
 : 1971년 6월  
   
   
⑥ 신연방주의 (New Federalism) 

- 국가 세입 분배를 통해 권력의 지방분권화 시도 (1972년) 
- 남은 연방 자금은 주정부들이 알아서 사용하도록 다시 분배 
   
   
⑦대통령선거(1972) 
- 남부백인지지 획득위해 미시시피 주에서 흑백통합을 지연  
- 1965년 투표권법의 확대 저지 
- 민주당의 조지 맥거번후보에게 승리  
 : 남부심장부(Deep South)에서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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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gate 사건  
 : 닉슨이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민주당 당사에 도청장치 설치 
 : 5백 개가 넘는 오디오 테이프를 녹음 
 : 모든 음모가 발각되어 대통령직에서 사임 
   
⑧캄보디아 개입 
-북 베트남과 남부의 베트콩간에 직접 연락이나 상호지원이        
  불가능하여 바로 옆의 캄보디아로 우회하여 상호 연락 
-미국, 북 베트남과 베트콩간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캄보디아  일부 대대적인 폭격(1969-70) 
- 융단폭격에도 베트콩 피해 별로 없음 
- 중립국인 캄보디아 주민들만 피해  
- 캄보디아 내전 발발 
 : 폴 포트의 크메르루즈(P) 등장 (1975-79) 
 : 인간청소와 평등사회 구현 위해  
  캄보디아 인구 1/3(200만 명) 고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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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닉슨독트린 (1969년 초) 
- 미국은 자립심을 가진 국가만을 돕는다. 
- 미군이 맡았던 자리를 남 베트남에 맡긴다.  
  → 미-베트남 휴전합의 (1973. 1. 27) 
- 키 신저와 레둑토간 조인 
- 미군은 60일 내에 철수  
- 미국의 남 베트남 원조는 계속  
- 그러나 결국 남베트남 함락 (1975년 4월 29일) + 
   캄보디아 + 라오스 공산정권  
 
- 보트 피플(boat people)  
 : 공산 베트남을 피해 조그만 배에 수십 명씩 타고  
   전세계  돌아다님.  
 : 부산항에도 수백 명이 도착하여 망명을 요청하였으나, 
   박대통령은 우리나라 땅이 협소하다고 하여  
   이들을 미국과  호주 등지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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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전쟁책임론 
 
 ⓐ주전론자 
 - 진보주의자와 공산주의에 영향을 받은  
    국내 언론과 국민들이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  
 - 언론 개혁 주장 
 → 이후 미국의 언론 보도 많이 달라짐  
   
 ⓑ반전론자 
 - 전쟁을 멋대로 생각하는 제왕적 대통령 
 - 의회가 행정부에 지나친 전쟁권한 위임 
 → 전쟁권법(War Powers Act)으로 대통령의 전쟁 권한 
    축소함  
   
 ⓒ결국 미국은 패배주의 만연하게 됨 
 - 1991년 이라크 전쟁 승리하면서 다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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