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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6·25전쟁 이래 한국의 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북한
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이 시점에
주한미군의 역할은 강조되고 있다. 70년대 카
터 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정책에 대한 연구
는 과거의 교훈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
에서 큰 의미가 있다. 77년 10차 한미연례안
보협의회의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결정이 이
루어진 후,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합의되었다.

하지만 보완조치와 관련된 장비이양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철수정책이 수정되
었다. 우리는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
책이 수정된 사례를 통해 미국의 주요 정책결
정과정에서 행정부의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지지가 병행되어야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 안
보와 관련된 미행정부의 의사결정에 있어 대
미행정부 노력 뿐 아니라 대미의회 노력도 병
행하여 우리의 국가이익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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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한미동맹은 6·25전쟁 이래 대한한국의 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
한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정찰
및 타격과 관련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활용이 필요하며,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
의 상징인 주한미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과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2018년 6월 12일 미북 정상회
담에서 트럼프(Donald John Trump)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언급
하였다. 그럼에도 주한미군 철수는 당장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미의
회의 협조와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9 미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 통과되어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1)
이러한 시점에, ”카터 행정부는 왜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수정하였는가“라는 질문
을 통해 카터 행정부 시기 주한미군 철수결정 이후 주한미군 철수정책이 수정된
원인을 추적하는 것은 미국의 주한미군과 관련된 향후 정책을 검토하고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와 함의를 얻을 수 있고 과거의 교훈을 되새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독립변수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터(Carter) 행정부는<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정부와의 협의, 즉 ‘제10
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를 통해 주한미지상군을 1978년에서 1982년 말까지 3차
에 걸쳐 철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철수에 대한 보완조치는 8억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 장비를 한국에 무상으로 이양하며, 대외군사판매 차관을 4년간 매년 2.75
1) “Prohibits the use of DoD funds to reduce the number of armed forces deployed to
South Korea below 22,000 unless the Secretary certifies that it is in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he reduction will not significantly undermine the security
of U.S. allies, and that allies (including South Korea and Japan) have been appropriately
consulted.” https://armedservices.house.gov/sites/republicans.armedservices.house.gov/files/:
2018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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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달러씩 총 11억 달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한국에 대한
보완조치가 결정되었지만, 보완조치와 관련된 의회의 협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카터 행정부는 1978년에 6,000명을 철수하기로 계획했던 것에서 3,400명을
철수하는 것으로 1977년 10차 SCM에서 합의된 최초의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
<표 1> 제1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내용
지상군 철수일정 합의

◦1진 : 6,000명, 78년 말까지
◦2진 : 9,000명, 80년 말까지
◦3진 : 잔여 지상전투병력 81∼82년 말까지

철군 보완조치 합의

◦ 무상장비 이양: 8억 달러
◦ 군사판매 차관: 4년간 11억 달러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관한 주요 일지,”주한미군 철수(감축)문제, 1979 전 5권
등록번호 13101. MF Roll No. 2009-39-13, p. 153.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이 논문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수정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었는가”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의회의 입장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2)에서 주한미군
철수 결정 이후, 미행정부가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8억 달러의 장비이양’과 관련된

2) 이 전개에 앞서 철수결정 전후 미의회의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카터 행정
부는 1976년 11월 95대 미의회 총선 결과,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범하였다. 총 435석의 하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292석과 143석을 차지했고, 총
100석의 상원에서는 각각 62석과 38석을 차지하며 카터 행정부는 의회의 지지기반을 확보
하였다. 그리고 의회는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하원 군사위원회, 상원 외교위원회 등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1977년 5월 25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싱글로
브(John K. Singlaub) 소장은 북한 군사력 평가 관련 증언을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로 인한
전쟁의 재발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 증언 이후, 미하원 군사위원회 스트래튼(Samuel Stratton)
위원장과 비어드(Robin Beard) 의원은 철수반대에 대한 의견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미상원
은 1977년 6월 16일 버드(Byrd)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한미군 철수계획에 대한 상원의 지지
를 거부하였다.
조관행,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미의회의 입장변화에 관한 연구,” 군사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6), pp. 303~330. 세부적인 내용은 외교문서 참조 “11. 2. 상하
양원 선거결과 분석,” 대미국 의회 활동 계획 및 보고 등록번호 10259, MF Roll
No.2007-7-21, p. 38, “미 의회 주한미군 철수 결의안(1977. 5. 11),” 주한미군 철수(감축):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 1977, 전 3권 등록번호 10566, MF Roll No. 2007-26-12, pp.
125-126. 표 수정(일자별 순), “착신전보(USW-05533),” 주한미군 철수(감축): 미국 의회에
서의 논의,1977, 전3권 등록번호 10566, MF Roll No. 2007-26-12, pp. 153-155, “착신전보
(USW-06382),” 주한미군 철수(감축):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 1977, 전3권 등록번호
10567, MF Roll No. 2007-26-13, p. 123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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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정부의 ‘보완조치 처리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결국, 이 논문의 목적은 1977년
5월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결정과 동년 7월 한미 SCM에서 한미 간 미지상군
철수정책이 합의 된 이후, 1978년 4월 21일까지 철수정책이 수정된 과정을 연구하
는 것이다.
<그림 1>
미의회의
장비이양법 미승인

⇓
주한미군 철수결정

◦ 1진 : 6,000명, 78년 말까지
◦ 2진 : 9,000명, 80년 말까지
◦ 3진 : 잔여 지상전투병력
81∼82년 말까지

주한미군 철수정책 수정

⇒

◦1진을 다시 2단계로 나누어 철수
1단계: 3,400명, 78년 말까지
(전투요원 800명,
지원부대 2,600명)
2단계: 2,600명, 79년 말까지
◦기타 2진과 3진은 예정대로 철수
MF Roll No. 2009-39-13, p. 154.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카터 행정부의 철수 결정 이후 장비이양과 관련된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철수정책이 수정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비밀 해제된 한국과 미국의 외교사료
를 중심으로 주한미군의 철수결정이 미의회의 장비이양 반대로 인해 수정되어진
것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즉,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 철수정책
수정’은 ‘미의회의 장비이양법 미승인’ 때문이란 것을 분석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카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한 이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억 달러의 장비이양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 2)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수정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카터 행정부 내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각각의 과정에서 어떻게 정책을 전개했는지
에 대해 비밀 해제된 한국과 미국의 외교문서를 분석하여 규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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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철수결정 이후 철수정책 수정까지의 과정
구분

과정

1단계

8억 달러의 장비이양법안을 추진하는 과정

2단계

최초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수정에 이르게 된 과정

이 논문에서 활용한 한국의 외교문서는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에서 확보하였
다.3)

그리고 미국의 외교문서는 DDRS(Declassified Documentary Reference System)

자료를 참조하였다. 이 DDRS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Web DB에 “20세기, 전 세계
의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성장에 관한 외교 보고나 외교 정책의
의사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최종적인 자료”라고 소개되었으며, 한국과 관련된 다수
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4)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보완조치 논의
등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박동선 사건과 장비이양법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
서는 장비이양법 제출과 한미 양국의 박동선 소환 합의 등에 대해 살펴본다. 5장에
서는 행정부의 지속적인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6장에서는 의회의
장비이양 반대와 행정부의 철수 수정 검토, 그리고 7장에서는 철수 수정 발표 후
의회와의 협조에 대해 살펴보고 이 논문이 주는 함의와 교훈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Ⅱ.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보완조치 논의
1977년 7월에 제1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합의되었으며, 미행정부는 이 보완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브라운 국방장관은 1977년 8월 26일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 프로그램을 카터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는 주한미지상군 자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한국에 이양하기 위한 법률에 대해 의회의 지도자들과 논의해야
3) https://diplomaticarchives.mofa.go.kr/dev/main_index.do(검색일: 2018년 11월 12일)
4) http://www.nl.go.kr/upload/nl/webdb/Manual/category13/DDRS.pdf(검색일: 2018년 11
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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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의 자산을 한국으로 이양하
기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 승인이 필요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브라운 국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안보지원 프로그램(Security Assistance Program For Korea)’과 ‘주한
미군 철수 프로그램(Elements of Korean Withdrawal Program)’ 등에 대한 미
국방부의 기본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 프로그램은 ’한국
에 대한 안보 공약 유지’와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유지’ 및 ‘억지 유지’할 것을 강조하
는 것으로 브라운 국방장관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카터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5)
“1978년에 6,000명을 철수시키고 1980년에 9,000여 명의 병력을 철수시킬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1981년 또는 1982년 마지막 철수 시까지 2개 여단과 사단 본부가
남아 있을 것이다. 군수․정보․통신 및 연락과 관련된 일부 지상군 지원전력을 무기한적으
로 남겨놓을 것이다. 또한 공군전력은 항구적으로 주둔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술공군 능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한국에서 군사연습의 범위와 규모와 빈도를 확대할
것이다. 우리는 미2사단 철수로 인한 능력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의 군사력 증강 프로그램
지원, 적절한 무기체계와 훈련 제공 등을 통해 한국의 방위능력을 유지할 것이고, 한국의
적절한 방위산업 능력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미군 대장에 의해 지휘되는 한미연합군의 창설에 대하여 진행하기
로 동의하였으며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적대감을 줄이기 위한 외교적인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다”6)

미행정부는 1977년 ‘제10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에서 한미 간 합의된 주한미군
철수 일정, 철수공백 해소를 위한 보완조치,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행정부는 한국군 전력증강과 관련된 법안에
5)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The Secretary of Defense, “Proposed Legislation
on Korean Assistance,” Aug 26, 1977., The White House, Secret. DDRS(Declassified
Document Reference System). 브라운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에 대한 안보지원
프로그램 등을 카터 대통령에게 보고한 각서(Memorandum). TAB C: Elements of Korean
Withdrawal Program
6)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The Secretary of Defense, “Proposed Legislation
on Korean Assistance,” Aug 26, 1977., The White House, Secret. DDRS. 브라운 국방장관
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에 대한 안보지원 프로그램 등을 카터 대통령에게 보고한 각서
(Memorandum). TAB C: Elements of Korean Withdrawal Program, 밑줄은 저자가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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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심의하였다. 이것은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 가운데 일부를 한국군에게 이관
하는 것과 관련된 장비이관관계법으로 ‘1977년 특별국제안보원조법안(Special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Act of 1977)’에서 논의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내
용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 가운데 약 8억 달러
규모를 한국군에 무상으로 이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권한을 1982년 12월 31일까
지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대통령은 매년 1회씩 의회에 이관 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했다.7) 8억 달러로 책정된 장비이양법안은 1977년 10월 19일 의회에 제출되었다.8)
<표 3> 장비이양 개관
법안명칭

주요 내용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짐.
1977년
- 철수예정의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보유하는 장비 중
＊특수국제안보지원법
대통령이 정하는 장비를 무상으로 한국에 이양
(Special International Security - 관련된 방위용역(기술 및 운영훈련 포함)도 무상 제공
Assistance Act of 1977)
총액: 약 8억불
시기: 1982년 12월 31일까지 향후 5년간 제공
“착신전보(USW-10095), 미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한 장비이양에 관한 법안의 주요 내용, Ⅲ급 비밀,”
주한미군 철수(감축):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 1977. 전3권등록번호 10568, MF Roll No. 2007-26-14,
pp. 120-121 내용 표로 재구성. 밑줄은 저자가 강조
＊한국외교문서에서 특별국제안보원조법으로도 불리움.

한국에 8억 달러의 장비이양을 계획하는 미국의 지원이 동북아지역 내에서 군비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행정부는 이 장비이
양은 군비경쟁을 초래하지 않고 한국군의 방어능력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

7) “장관님 방미자료(8억불 장비이양 법안 내용 및 심의 현황),”박동진 외무장관 미국방문,
1978. 3. 2-8등록번호 11583, MF Roll No. 2009-28-10, p. 126.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8) “FY 79 미국의 대한 군사차관 심의에 관한 종합보고(1)(Ⅲ급 비밀)”FY79 미국의 국제안보
원조법, 1978 전 2권등록번호 11773, MF Roll No. 2008-32-7, p. 29. (외교통상부 외교사료
관). 상기의 외교문서에서 언급된 8억 달러 장비이양법안 심의 관계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제1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시 철군 보완조치로 미측은 앞으로 4년간 군사판매차
관(FMS) 11억 불, 추가 군사판매차관(FMS Supplement) 3억 불 및 5억 불의 장비를 무상으
로 이관하는 등 총 19억 불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음. (중략) 8억 불은 제10차 한미연례안보
협의회의에서 합의한 무상 5억 불이 미행정부에서의 추가 검토과정에서 증액된 것인바, 미
행정부 실무자들은 8억 달러 전액이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추가 FMS 3억 불의 필요는
없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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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내용은 1977년 9월 21일 아마코스트(Michael Armacost)가 브레진스키
(Zbigniew Brzezinski)에게 보낸 ‘문서(Korea: Claim that our Assistance Package
Will Feed a Local Arms Rac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은 군비경쟁을 유발하지 않으며, 미국의 장비이양과 FMS 차관은 주한미지
상군 철수에 따른 효과를 상쇄하고 지역의 군사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이양은 북한의 능력을 넘어서도록 계획된
것이 아니며, 방공미사일과 대전차 무기 등은 방어적 성격”이라고 설명하였다.
행정부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의회에서도 8억 달러의 장비이양에 대한 군비경쟁
우려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맥거번(George McGovern)과 몇몇 의원들이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이 억지를 강화하기 보다는 군비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만들
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비이양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통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아마코스트는
밴스(Cyrus Vance) 국무장관과 브라운(harold brown) 국방장관이 가까운 미래의
적절한 시점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브레진스키 안보담당 보좌관은 승인하였다.9) 9월 22일 브레진스키는 9월말까지
무기이양 법안 및 관련된 관계 자료를 완료하라는 내용의 각서를 국방부와 국무부
에 발송했다.10)
미행정부는 주한미군 철수 결정 이후, 이러한 보완조치가 한반도 주변의 군비증
강을 초래할 것이라고 행정부의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8억 달러의 보완조치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행정부는 ‘8억 달러의 장비이양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미행정부는 1978년부터 계획된 철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조치들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의회의 비협조로 행정부가 제출한 장비이양
법안은 의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하게 되었다.

9) Korea: Claim that our Assistance Package Will Feed a Local Arms Race, Memorandum
for Zbigniew Brezezinski From Mike Armacost, 1977. 9. 21, JCL, National Security Affairs,
Brezezinski Material, Country File, ROK, July-September 1977(국사편찬위원회, 수집번호
03019327, pp. 75-76.
10) “착신전보(USW-09494)Ⅲ급 비밀,”주한미군 철수(감축):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 1977. 전
3권등록번호 10568, MF Roll No. 2007-26-14. p. 103.(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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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박동선 사건과 장비이양법안 논의
미행정부가 철수로 인한 보완조치이행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코리
아 게이트(Korea-Gate)’가 의회 내에서 중요한 이슈로 거론되며, 이와 연계하여
한국으로의 장비이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의회의
분위기 가운데, 1977년 8월 26일 아마코스트는 브레진스키에게 ‘Tongsun Park(박
동선)’을 주제로 보고하였다. 아마코스트는 “박정희 대통령이 부정직한 사람으로
판단되며, 박동선 사건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태도가 명확해질 때까지 카터 대통
령이 군사지원과 관련하여 의회의 지원을 얻기 위한 조치들을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박대통령의 답변이 올 때까지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의회지도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연기함은 물론 스나이더
(Richard Lee Sneider) 주한미대사가 이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을 때까지는
장비이양과 관련된 법적인 승인을 얻기 위하여 의회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박 대통령에게 전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11) 1977년 8월 30일 미국으로 박동선을
소환하는 문제와 관련된 박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주한미대사가 밴스 국무장관에
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박 대통령이 박동선과 한국정부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부인하였다. (중략)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희망하며, 자신은 그러한 결과에 대해 전혀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
(중략) 박 대통령은 박동선이 미국으로 소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
다.”12)

다음날인 8월 31일 박동선이 미의회에 뇌물을 준 것과 관련하여 한국대통령이
11) 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Mike Armacost, “Tongsun Park,” Aug 26,
1977. National Security Council, Secret. DDRS. 아마코스트가 “한국정부를 위해 미 관리
들에게 뇌물을 준 박동선에 대해 박 대통령의 명확한 언급이 있을 때까지 한국에 대한 군
사지원 금지를 카터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브레진스키 보좌관에게 보고한 각
서이다.
12) Cable to Secretary of State Cyrus R. Vance from embassy Seoul, “TongSun Park,” Aug
30, 1977. Department of State, Secret. DDRS. 박동선의 소환 문제와 관련된 박 대통령과
의 모임을 논의하기 위해 밴스 국무장관에게 보내진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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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한 내용에 대해 주한미대사는 밴스 국무장관에게 추가적인 보고를 하였다.
즉 “박 대통령이 에스핀(Les Aspin) 의원과 솔라즈(Stephen Solarz) 의원을 만나는
동안, 에스핀 의원은 박동선 사건과 보완조치에 대한 의회의 지원과 관련된 연관성
에 대해 제기”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박동선이 미국으로 소환될 수 있도록
그를 설득하겠다는 것이었다.13)
1977년 9월 6일 중국․일본․한국 등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미국의 중요 정책이
분석된 국가안보회의자료가 브레진스키에게 보고되었다. 한국에 관련된 이슈는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보완조치, 그리고 이와 관련된 외교적 조치와 함께 박동선
사건이 분석되어 보고되었다.
A. 주한미군 철수계획과 보완조치.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보완조치의 윤곽을 발전
시켰으며, 이러한 보완조치의 하나인 미2사단 장비의 무상이양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방부가 9월 안에 승인을 얻기 위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중략) 이미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참모들과는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대통령이 9월
중에 이 법안을 입법의사일정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하지만 미2사단 장비이양 외에 주한미공군의 증강, 연습의 확대, 추가적인 FMS 지원
등의 보완조치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B. 외교적인 노력. 주한미군철수정책이 한국과의 안보공약에 대한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중국과 러시아에게 언급해왔으며, 북한을 제약하기 위해 공산권 국가들
을 외교적으로 활용하는 외교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C. 박동선 “박동선 사건의 처리를 위해 박동선을 미 법무부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한미대사를 통해 한국정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반대를 하고
있다” (중략)14)

1977년 9월 19일 아마코스트는 브레진스키에게 ‘한국에 대한 장비이양법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서 밴스 국무장관이 한국의 박동진 외무장관과 만나
박동선 사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박동선 사건을 조기에 처리하고 한국에 대해
13) Cable to Secretary of State Cyrus R. Vance from embassy Seoul, “TongSun Park,” Aug
31, 1977. Department of State, Secret. DDRS.
14) 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Far East, “Major Policy Activities,” Sep 6,
1977. National Security Council, Secret. DDRS. 미국의 정책과 관련하여 브레진스키에게
보고된 각서. 주요 내용은 미중관계 정상화 노력, 미국 대만 경제 및 문화 관계, 미국과
베트남 정상화 노력, 미일 협상, 미일 경제 대화, 주한미군 철수, 박동선의 미국 소환 문제,
필리핀 기지 협상 등이다. 밑줄은 저자가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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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마코스트는 1978년에 첫 번째 철수
실행을 위해 올해 장비이양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 보수주의자들이 대통령의 철수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한 구실로 사용할 것이라
고 우려하였다. 또한 박동선의 증언을 한국에서 청취하는 것은 이상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박동선의 소환이 미국에게 유용하며, 그를 미국법정에 세워 의혹을 해소해
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하였다.15)
미행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8억 달러의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의회에서 관련 법안인 장비이양법이
승인되어야 했기 때문에 의회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박동선 사건은
이러한 법안의 통과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다. 따라서 미행정부는 1977년 가을에
장비이양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반대하더라도 박동선을 미국으로
소환해서 코리아 게이트를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

Ⅳ. 장비이양법안 제출과 한미 양국의 박동선 소환 합의
1977년 10월 8일 장비이양법(안) 제출에 즈음하여 카터 대통령은 몬데일(Walter
F. Mondale) 상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을 통해 한국과의 안보관계는
‘1954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 ‘군사 및 경제원조 프로그램’과 ‘주한미군의 주둔’인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터 자신이 제안한 ‘8억 달러의 장비이양법안’은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한국군의 방위능력이 약해지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
다. 그리고 1978년에 1단계 철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출된 법안을 의회가 신속
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16)
장비이양과 관련된 법안의 명칭은 ‘1977년 특수국제안보지원법(Special International
15) Tongsun Park Affair and Equipment Transfer Legislation, Memorandum for Zbigniew
Brezezinski From Mike Armacost, 1977. 9. 19, JCL, National Security Affairs, Brezezinski
Material, Country File, ROK, July-September 1977(국사편찬위원회, 수집번호 03019327),
pp. 70-72.
16) “장비이양법(안) 제출에 즈음한 카터 대통령의 몬데일 상원의장 앞 서한(1977. 10. 8),”주
한미군 철수(감축):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 1977. 전3권 등록번호 10568, Roll NO.
2007-26-14. pp. 132-137.(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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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ce Act of 1977)’이었다. 장비이양 규모의 “총액은 약 8억 달러로 1982년
12월 31일까지 향후 5년간 제공하며 대통령은 이양장비의 종류․수량․가격 등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었다. 1977년도 특수국제안보지원
법의 주요 내용 중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17)
“첫째, 철수 예정의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장비를 무상으로 한국에 이양하는 것이었다. 둘째, 이와 관련된 방위용역(기술 및 운영훈
련 포함)도 무상으로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대통령은 국방성이 비축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1)한국에 있는 특수 장비가 미군의
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2)한반도에서 군사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군이 필요로 하는 방위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경우, 3)국방부 보유의 장비
중 최신장비가 아닌 것으로 유사한 방위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경우 대체해
서 한국에 이양할 수 있으나 동 장비의 이양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함이 명시되었다.”18)

이러한 1977년 특별국제안보지원법이 카터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1977년 10월
13일 의회에 제출되었다.19) 1977년 10월 19일 카터 대통령은 상원의장과 하원의장
에게 1977년도 특별국제안보지원법안과 관련하여 보낸 서한에서, “주한미군의 철
수는 4∼5년에 걸쳐 시행될 것이며, 적절한 지원을 통해 한국의 안보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이 보다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며, 8억 달러의 장비이양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20) 그리고 1977년 10월
19일 국무부 정치군사국 코차넥(Kochanek) 군원과장은 보완조치에 대한 법적 근
거가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17) “미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한 장비이양에 관한 법안의 주요 내용,”주한미군 철수(감축): 미
국 의회에서의 논의, 1977. 전3권 등록번호 10568, Roll NO. 2007-26-14. p. 120.(외교통
상부 외교사료관).
18) “미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한 장비이양에 관한 법안의 주요 내용,”주한미군 철수(감축): 미
국 의회에서의 논의, 1977. 전3권 등록번호 10568, Roll NO. 2007-26-14. p. 121.(외교통
상부 외교사료관).
19) “착신전보(USW-10162),”주한미군 철수(감축):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 1977. 전3권 등록
번호 10568, Roll NO. 2007-26-14. p. 143.(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20) “Letter of President Jimmy Carter to the President of the Senate(and the Speaker of the
House) regarding the Special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Act of 1977(77. 10. 9),”
주한미군 철수(감축) 일지 및 자료, 1975-78 등록번호 11788, Roll No. 2008-33-9, pp.
29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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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안은 카터 행정부가 결정한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보완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군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이관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철군
보완조치는 FMS, 잉여장비 판매 및 장비무상이관 등의 방법으로 이행될 것인데, FMS와
잉여장비판매를 통한 방법은 법적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법안(장비이양법)을 통하
여 장비무상이관을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임.
이 법안에는 장비무상이관에 포함될 장비의 내역과 금액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의회가 우선 장비무상이관을 원칙적으로 양해함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철수규모에 비례해서 연차적으로 적절한 장비를 이관시
키는데 신축성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임. 그러나 의회가 동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비내역과 이관한도액 등의 제시를 원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준비는 하고 있다. 동 법안
이 의회에서 심의될 때에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원칙적인 문제와 무상원조 제공에 대한
찬반론 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나 행정부는 보완조치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21)

군원과장의 언급처럼, 미행정부는 보완조치 이외에 기존의 조치들인 FMS와 잉여
장비 판매 등은 이미 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장비이양법안에 대해 추가적
인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했다. 행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찬반이 예상되지만 보완조
치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하지만 의회가 휴회기로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미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1977년 11월 2일에 상원 스파크맨(Sparkman) 외교위원장
이 1977년 특수국제안보지원을 상원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의회가 11월 4일부터
휴회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1978년 의회의 개회 후에야 청문회 등의 심의 일정이
검토될 것이다. (중략) 하원의 경우도 국제관계위 담당관에 의하면 11월 4일부터
휴회이며 에너지 법안에 대해 의회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순간에 장비
이양법안이 상정된다하더라도 내년도 회기까지는 실질적인 심의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22) 이처럼 장비이양법안이 의회에는 상정되었으나 의회의 회기가 끝났
으며, 추가적인 일정은 1978년도 개회 후 검토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977년도에
21) “착신전보(USW-10251),”주한미군 철수(감축):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 1977. 전3권 등록
번호 10568, Roll NO. 2007-26-14. pp. 149-150.(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밑줄은 저자가
강조함.
22) “착신전보(USW-11071),”주한미군 철수(감축):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 1977. 전3권 등록
번호 10568, Roll NO. 2007-26-14. p. 175.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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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추가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에 대한 장비이양법안이 논의되고 있던 10월 31일 미 하원은 407대 0으로
박동선에 대해 한국정부가 협조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가결하였다.23) 1977년 11월
2일 박동선 사건과 관련하여 아마코스트가 브레진스키에게 보낸 메모에 따르면,
박동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세 가지 방안으로 1)사법부의 입장과 함께 강경하게
나갈 것, 2)박동선의 소환을 요구하지 말고 한국의 요구를 수용, 3)대결을 완화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전략 등을 제시하며, 밴스 국무장관과 이러한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을 논의할 것을 권고하였고, 아마코스트는 세 번째 방안을 추천하였다.24)
한국정부가 박동선이 미국으로 소환되는 것을 합의하였지만, 며칠 뒤인 11월
10일 브레진스키에게 보고된 국가안보회의 주간보고서(NSC Weekly Report)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 주간보고서에 따르면,
박동선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한국이 문서로 확인
시켜주는 것을 꺼린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박동선의 증언이 의회 로비활동에만
국한된다면 한국은 미국에서의 박동선 심문을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석하였
다.25)
결국, 1977년 12월 31일 한미 양국은 박동선 사건처리에 대한 공동성명을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발표하였다.26) 그리고 1978년 1월 17일 카터 대통령은 박정희
23) “발신전보(WUS-1114),”주한미군 철수(감축):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 1977. 전3권 등록번
호 10568, Roll NO. 2007-26-14. pp. 172-173.(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24) 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Mike Armacost, “The Tongsun Park Case,”
Nov 2, 1977. National Security Council, Secret. DDRS. 아마코스트가 브레진스키에게 박
동선 사건과 관련하여 보고한 각서.
25) 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Far East, “Weekly Report,” Nov 10, 1977.
National Security Council, Secret. DDRS.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에게 보고되는 주간 보고
서로 미일 무역관계, 박동선을 미국으로 소환하는 것과 관련된 한미 간의 협상 등이 포함됨.
26) 국회, 국회사 098회(정기회) (서울: 국회사무처, 1977), pp. 10-12. 98회 정기회 기간은
1977년 9월 20일에서 1977년 12월 17일까지이다. 박동진, 길은 멀어도 뜻은 하나 (서울:
동아출판사, 1992) pp. 91~92. 박동진 장관의 회고록에도 박동선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박동선은 1978년 2월부터 9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미 의회의 증언을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박동선 사건은 하원에서는 1978년 12월 29일에 또 상원에서는 1978년
10월 16일 각각 종결되었으며, 프레이즈 조사위원회도 1978년 10월 31일 그 활동을 끝냈
다. (중략) 미국 법무성은 1979년 8월 16일 박동선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는 결정을 내림으
로써 사건을 종결지었고, 리차드 한나(Richard T. Hannah) 전 하원의원과 패스맨 전 하원
의원 두 사람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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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박동선 사건처리 협력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다.27) 한국 사업가인
박동선은 미국법정에서 한국정부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미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것과 관련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박동선 사건에 대해 한미 간에 합의를 하였으나
장비이양에 대한 법안은 여전히 의회에 계류 중이었으며, 카터 행정부는 지속적으
로 철수에 대해 주장하였다.

Ⅴ. 카터 행정부의 지속적인 주한미군 철수 주장
카터 대통령은 1977년 장비이양법안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한국
관련 보고서(Report on Korea, 77. 12. 9)’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이 한국 보고서는 미국의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FAA)
제 668항’에 의한 것으로 포드(Ford) 대통령이 1976년 9월 30일 1차 한국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두 번째로 제출된 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철수의 타당성
을 강조하며, 철군 보완조치로 북한을 격퇴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28)
“첫째, 한국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였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게 되었음.
둘째, 남북한 군사력은 기동력 면에서 북괴가 우세하나, 철군과 관련하여 보완조치가
병행되고, 미국의 지원이 있으므로 북한을 격퇴할 수 있을 것임. 셋째, 보완조치로 8억
불 규모의 장비이관, FMS의 지속, 이 밖에 방위산업, 무기판매에서의 우대 등을 제공할
것임. 넷째, 한미연합사 설치를 위하여 한미 간 협의 중임”29)

1978년 1월 9일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험프리 상원의원과 글렌 상원의원
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의회 내에서 비난이 계속 확대되었다.30) 이 보고서에는
27) Letter to President Park from President Jimmy Carter, Jan, 17, 1978. The White House,
DDRS. 카터 대통령은 미국법정에 박동선이 소환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
에게 감사의 서신을 보냄.
28) “카터 대통령의 한국 안보관계 주요 발언(Report on Korea, 77. 12. 9),”박동진 외무장관
미국방문, 1978. 3. 2-8 등록번호 11583, MF Roll No. 2009-28-10, p. 123.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29) “카터 대통령의 한국 안보관계 주요 발언(Report on Korea, 77. 12. 9),” 박동진 외무장관
미국방문, 1978. 3. 2-8 등록번호 11583, MF Roll No. 2009-28-10, p. 123.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밑줄은 저자가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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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한 화력 및 배치의 잇점으로 북괴는 기습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괴가
전쟁을 유발하면, 중·쏘 양국은 북괴를 지원하는 수밖에 없음”등의 내용이 포함되
어 있었다.31) 그리고 1978년 늦은 봄에 행정부의 북한 군사력 평가가 잘못 이루어
졌다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카터 대통령은 점점 더 고립되었다.32) 이처럼,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보완조치가 고착상태에 있는 가운데서도 미행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미국방부는 1978년 2월 2일 제출된 ‘1979년 국방연례보고
서(FY 1979 Annual Defense Department Report)’를 통해서도 주한미군 철수의
타당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북괴는 한국에 비해 군사력을 계속 증대시키고 있으나 장기적 추세는 한국에게 유리
함. 동북아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주한미지상군 감축은 추호도 이러한 안보공
약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님. 중쏘분쟁과 한국의 국력신장 등은 주한미군정책의 수정을
가져오게 함. 유사시 서태평양의 미군사력 이외에 미2사단을 포함. 추가 미군 병력을
재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함. 초강대국과 직접 대치하고 있지 않는 지역에서는
동맹국의 집단안보 책임은 일부 조정되어야 함.”33)

미행정부는 국방부 연례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의 감축이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
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보완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인
장비이양법이 법안으로 통과되지 않았지만, 미행정부는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
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하기보다 주한미지상군의 감축이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
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철수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브라운 국방장관과 밴스 국무
장관, 그리고 홀브르크(Richard Holbrooke) 차관보는 의회의 청문회를 통해 장비
이양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여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져야 함에 대해 증언
하였다.
30) 황정일(역), 알려지지 않은 역사: 전 주한미국대사 글라이스틴 회고록 (서울: 중앙 M&B,
2000), p. 56.
31) “장관님 방미자료(1978. 3. 2-8) 중 주한미군 관계 8절 험프리 글렌 한국관계보고서(요지),”
박동진 외무장관 미국방문, 1978. 3. 2-8 등록번호 11583, MF Roll No. 2009-28-10. p.
130.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32) 황정일(역), (2000) p. 55.
33) “FY 79 연례 미국방성 보고서 중 한국관계(요지) 78. 2. 2,” 박동진 외무장관 미국방문,
1978. 3. 2-8 등록번호 11583, MF Roll No. 2009-28-10. p. 125.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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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국방장관은 1978년 2월 7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한국은 4∼5년에 걸쳐
경제적·군사적 측면에서 급격하게 발전할 것이며, 한국의 경제적 능력과 미국의
지원은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주한미군철수의 당위
성을 주장하였다.34) 그리고 1978년 2월 22일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청문회를
통해 브라운 장관은 주한미군이 예정대로 철수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주한미지상군의 전투병력은 4∼5년에 걸쳐 3단계로 철수될 것이며, 1단계는 1978년
중 6,000명이 철수할 것이다. 주한미공군과 육군의 병참, 통신, 정보부대는 한국에 기한
을 정하지 않고 잔류할 것이며 78년까지 F-16전투기를 60대에서 72대로 증강할 것이다.
(중략) 북한의 군사력이 예상 외로 한국의 군사력보다 빠르게 증강되거나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할 경우, 철군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35)

브라운 장관은 78년 2월 22일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철군의 이유로 한국의
경제 및 군사력 발전과 함께 동북아 정세가 변화하였음을 들고 있다. “첫째, 경제
및 군사력 발전 측면에서 한국경제가 북한의 경제보다 빠르게 앞지르고 있으며,
한국의 GNP는 지난 10년간 3배가 되었고, 북한보다 50%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6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은 70년대의 군사적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둘째,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비공산국가의 성장, 중소 등 공산국가의
분열, 미중 관계 개선, 월남전 종결 및 쏘련과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인 모험
을 원치 않으며 북한이 남침하면 미국이 압도적 힘으로 이에 대처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철수에 대한 근거를 증언하였다.36)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있어서 “한국은 탱크, 대전차무기, 장거리포, 포병부분에서
수적으로 열세이다. 전략공군 통제장비가 부족하며, 유도탄 함정 및 잠수함도 열세
이며, 북한은 2배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군사적 보완조치
34) John C. Stennis, Department of Defense Authorization for Appropriations for Fiscal Year

1979, 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Unites States Senate 95th
Congress Second Session on S. 2571 (Washington: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p. 542.
35)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미 의회 청문회 심의 종합보고(외무부 대통령 보고사항, 1978.
2),” 주한미군 철수(감축)문제, 1978. 4권 등록번호 11784. MF Roll No. 2008-33-5,
8.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밑줄은 저자가 강조함.
36)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미 의회 청문회 심의 종합보고(외무부 대통령 보고사항, 1978.
2),” 주한미군 철수(감축)문제, 1978. 4권 등록번호 11784. MF Roll No. 2008-33-5,
10.(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3.
p.
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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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철군 미군부대의 장비 중 8억 달러 규모의 장비를 한국군에 이양하며,
이를 위해 한국군을 훈련할 것이다. 이러한 장비이양을 통해 한국군은 개량 M-48형
탱크와 토우(TOW)이관으로 대전차능력을 개선하고, 어네스트 존 및 장거리 곡사
포 공여로 포병의 불균형 감소, 데이터 및 표적 획득 장비이관으로 전략정보 수집개
선, 통신 및 항공장비를 통한 작전통제능력 향상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답변하
였다.37)
대외군사차관(FMS) 지원에 대해서는 “미국의 해․공군 및 병참지원을 통해 북한의
침공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한국의 자체능력 강화를 도울 것이며, 1975년 시작된
한국군 군사력 증강계획(FIP)에 따른 추가지원을 위해 FY 79에 2.75억 달러를
한국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38) 미국의 방위공약의 이행과 관련해서
“철군이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한국방위를
위한 우리의 임무는 준수할 것임. (중략) 한국에 대한 공격은 미국의 안보에 위험한
것으로 간주됨. (중략) 북괴 도발 시 당일 서태평양 주둔 전술항공기 1개 대대,
2일 내 서부지역 주둔 전투기 24대와 오키나와 주둔 2/3개 해병여단, 5일내 한국근
역의 해군 기동대, 2주내 서부해안 주둔 해군, 1개월 내 본토의 기타 병력 등의
지원화력을 파견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39)
청문회에서 보완조치가 거부될 경우 철군계획의 이행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브라운 장관은 “보완조치의 승인을 전제로 철군계획을 계속 이행할 것이며, 의회가
보완조치를 호의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답변하였다.40) 그리고 박동선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원조를 계속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동북아는
4대강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중요 지역이며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에게 한국은 극히
37)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미 의회 청문회 심의 종합보고(외무부 대통령 보고사항, 1978. 3.
2),” 주한미군 철수(감축)문제, 1978. 4권 등록번호 11784. MF Roll No. 2008-33-5, pp.
11-12.(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38)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미 의회 청문회 심의 종합보고(외무부 대통령 보고사항, 1978. 3.
2),” 주한미군 철수(감축)문제, 1978. 4권 등록번호 11784. MF Roll No. 2008-33-5, p
12.(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39)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미 의회 청문회 심의 종합보고(외무부 대통령 보고사항, 1978. 3.
2),” 주한미군 철수(감축)문제, 1978. 4권 등록번호 11784. MF Roll No. 2008-33-5, pp.
15-16.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40)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미 의회 청문회 심의 종합보고(외무부 대통령 보고사항, 1978. 3.
2),” 주한미군 철수(감축)문제, 1978. 4권 등록번호 11784. MF Roll No. 2008-33-5, p.
13.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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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며, 미국이 대한방위를 폐기하면 일본은 실망하게 될 것이므로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신용은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인권문제를 제외하면 미국의
원조를 통해 성공한 사례이며, 박동선 사건을 이유로 한국문제를 도외시한다면
미국의 이익에 해로울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41)
1978년 3월 2일 외교위원회에서 주최한 ‘FY 79 의원계획 및 국제개발 협조 법안
통과’와 관련된 청문회를 통해 맥가번 의원은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군사차관과
장비이양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 의회가 원조제공을 거부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는
중단하는가”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밴스 국무장관은 “한국에게 군사차관으로
275백만불, 주한미군 철군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8억 불의 장비이양을 계획하고
있는바 행정부로서는 철군 계획을 추진함이 중요하며 의회가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
인 협조를 할 것을 희망함. (중략) 또한 북한을 오도케 하는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임”이라고 답변하였다.42) 이와 같이, 밴스 국무장관도 브라운 국방장관과 마찬
가지로 보완조치를 전제로 한 철수계획의 추진을 강조하며, 장비이양에 대한 의회
의 협조와 승인을 강조하였다.
홀브르크 차관보도 브라운 국방장관, 밴스 국무장관과 동일한 논지의 의견을
청문회에서 주장하였다. 1978년 3월 9일 하원국제관계위원회 아·태 소위원회 주
관 청문회에서 울프(Wolff)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아
시아 정책에 아시아 국가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홀브르크 차관보는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한미군 철수정책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철수에
대한 보완책으로 의회와 행정부가 협조하여 일치단결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비이양과 철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회가 장비 이양 등을 승인해준다는 전제하에
철수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다. (중략) 그리고 Ertel결의안43)은 원조문제와 한국관계
41)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미 의회 청문회 심의 종합보고(외무부 대통령 보고사항, 1978. 3.
2),” 주한미군 철수(감축)문제, 1978. 4권 등록번호 11784. MF Roll No. 2008-33-5, p.
14.(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42) “착신전보(USW-03026),”주한미군 철수(감축)문제, 1978. 4권 등록번호 11784. MF Roll
No. 2008-33-5, pp. 17-18.(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43) Ertel결의안은 한국의 대미로비관계 조사에 대한 한국측의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78년
1월 23일 하원 본회의에 제출, 국제관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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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문제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극히 위험한 것으로
행정부는 박동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과거지사로 하고자 함. 안보문제와 한국관계
조사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두 개의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완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아시아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 (중략) 현재 그리고 박동선이
의회에 출두하여 증언 중에 있으며, 김동조 전직대사에 관련된 것은 대사로서의 활동에
관한 것으로 이는 비엔나 협약에 따른 것으로 타국의 법정이나 의회에서의 증언은 면제될
수 있으며 이를 강제할 수 없다.”44)

베이렌슨(Beilenson) 의원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자 홀브르크는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제안함으로 한미관계를 이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이 지난 2년간 중재자를 통해 미국과 직접 대화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의 참여 없이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답하였다.45)
메이어(Meyer) 의원이 철수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질문하자, 이에 대해 “일본은
철군 계획에 대해 우려하지만, 1977년 3월과 9월 브라운 장관이 방일하였을 때
협의하였으며, 일본은 미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46)
그리고 “1차 철군 중 3천 명의 지원 병력은 1978년 가을까지, 3천 명의 전투 병력은
1978년 말까지 철수할 것이며 1978년 가을 쯤 주한미공군을 증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16에 대해서는 한국이 구매를 요청한 바 있으나 이양을 요청하지는 않았
으며, 미행정부도 이양을 고려한 바가 없으며, 북한은 현재 계속하여 군비를 대량
증강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군사적 우위를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47)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미행정부는 한국에 보완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이
양법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한미군 철수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주한미
군 철수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장비이양을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져야 함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 중요
44) “착신전보(USW-03155),” 주한미군 철수(감축)문제, 1978. 4권 등록번호 11784. MF Roll
No. 2008-33-5, pp. 44-46.(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밑줄은 저자가 강조함.
45) “착신전보(USW-03155),” 주한미군 철수(감축)문제, 1978. 4권 등록번호 11784. MF Roll
No. 2008-33-5, pp. 46-47.(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46) “착신전보(USW-03155),” 주한미군 철수(감축)문제, 1978. 4권 등록번호 11784. MF Roll
No. 2008-33-5, pp. 49.(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47) “3. 9. 하원국제관계위원회 아세아태평양 소위원회 주관 청문회에서 Holbrooke 차관보의
한국관계 주요 발언 요지,” 주한미군 철수(감축)문제, 1978. 4권 등록번호 11784. MF Roll
No. 2008-33-5, pp. 46-53.(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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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자들인 브라운 국방장관, 밴스 국무장관 및 홀브르크 차관보 모두 의회가
장비이양을 승인해준다는 전제하에 철수를 추진하겠다는 공통의 의견을 갖고 있었다.

Ⅵ. 의회의 장비이양 반대와 행정부의 철수 수정 검토
카터 행정부는 의회에 ‘FY79 군원안’을 제출하면서 의회지도층을 포함하여 관련
된 위원회의 중진 의원들과 함께 장비이양방안 심의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지만,
1978년 4월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의원이 점차 우세해지는 상황이었고, 박동선
사건 등으로 인해 대한군원안을 의원선거 전에는 반대하겠다는 의원들이 있었다.
넌(Nunn) 상원의원과 스트래튼(Stratton) 하원의원은 국방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
하는 중진으로 이들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계속 나타내며 금년 내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행정부에 통보하였다. 이와 함께 험프리-글렌
(Humphrey-Glenn) 보고서를 제출한 글렌(Glenn) 상원의원도 주한미지상군 철수
를 반대하였으며, 자블로키(Zablocki) 하원 국제기구위원장도 철수 계획을 수정해
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부에 통보하였다.
이처럼 의회의 중진들이 철수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카터
대통령은 4월 7일 몬데일 부통령, 밴스 국무장관, 브레진스키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각각의 기관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각 부서는 차관보급 회의를 개최하며, 의회 지도층 및 관계 위원회의 중진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였다.48)
이러한 가운데 옥센버그(Michel Oksenberg)와 아마코스트(Michael Armacost)
국가안보회의 위원은 한국문제․미중관계 정상화 전략 및 시기․대만으로의 무기판매․
중국으로의 기술이전 등과 같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논의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장비이양에 대해 <표 4>와 같이 브레진스키에게 보고하였다.

48) “착신전보(USW-04302),” 주한미군 철수(감축)문제, 1978. 4권등록번호 11784. MF Roll
No. 2008-33-5, pp. 136-137.(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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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978년 4월 7일 국가안보회의의 1차 철수 수정 방안
구분

철수 방안

방안 1

의회의 조치와 상관없이 1978년 12월 31일까지 첫 번째 여단을 철수하는 것

방안 2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연장하여 1979년까지 철수 연기하는 것으로 이 방안
은 아마코스트와 옥센버그가 선호

방안 3

스트래튼 해결책(Stratton Solution)으로 첫 번째 철수와 관련된 장비이양에 대
해서만 의회의 승인을 추구

방안 4

의회가 조치해줄 때까지 모든 추가적인 철수를 연기

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Michel Oksenberg and Mike Armacost, “Recommendations
for Your Monday Meeting on Asia Policy” Apr 7, 1978. National Security Council, Secret. DDRS.

이 보고에서 한국문제와 관련하여 <표 4>와 같이 “1)의회의 조치와 상관없이
1978년 12월 31일까지 첫 번째 여단을 철수하는 것, 2)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연장하여 1979년까지 철수 연기하는 것(아마코스트와 옥센버그가 선호), 3)스트래
튼 해결책(Stratton Solution)으로 첫 번째 철수와 관련된 장비이양에 대해서만 의회
의 승인을 추구하는 것, 4)의회가 조치해줄 때까지 모든 추가적인 철수를 연기하는
것”과 같이 네 가지 방안이 검토되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1방안과 4방안은 현실
성이 없으며, 주한미군 철수 연기가 최선이라고 평가되었다.
이 중 방안 1)과 방안 4)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철수하는 주한미지상
군 장비에 대한 이양을 승인하지 않고 1978년에 여단을 철수시키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
에게 미국의 공약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의심을 줄 것이며, 합참은 그러한 결정에
대해 비난을 할 것이었다. 또한 의회가 보완조치를 승인할 때까지 철수를 연기하는 것은
의회에게 군대의 전개와 같은 대통령의 영역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양상으로 보일 것이라
고 판단하였다. 주한미군 철수 연기와 철수와 관련된 부분적인 장비이양패키지 사이에서
선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첫 번째 철수와 관련된 장비만을 이양하는 방안인 스트래튼 해결책은 정당한
근거 없이 의회가 부분적인 패키지이양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었다. (중략)
이 스트래튼의 제안도 여전히 의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행정부가 많은
로비를 하도록 만들어 실패할 수도 있다고 보았으며, 이 경우 철수를 연기하게 만들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략)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연기하는 것이 국내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중략) 그 방안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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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방안으로 의회와의 갈등을 피하고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49)

1978년 4월 11일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은 한국과 중국문제와 관련하여 밴스
국무장관과 브라운 국방장관과의 모임을 요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 보고
서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장비이양법안 등이 논의되었다. 브레진스키는 “주
한미군 철수에 따라 수반되는 무기이양 확보에 있어서 의회와 심각한 문제에 직면
해 있다. 합참은 의회가 한국으로의 무기이양을 승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철수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리아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의회는 올해 한국에 대한 어떠
한 원조와 관련된 투표를 꺼리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밴스와 브라운과 나(브레진스키)는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다. 1)계획된 대로 12월에 전체 여단 철수를 주장, 2)12월에
첫 번째 철수를 시작하나 진행기간을 연장하는 것, 3)대통령이 이양법안 통과에
대한 분위기가 내년 초에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생각한다면, 의회의 부탁으로
철수를 연기하는 방안 등이 있으며, 우리는 대통령에게 이 방안들을 제출하기 전에
합참과 터너(Stansfield Turner) CIA 국장과 논의할 것이다”라고 보고하였다.50)
이 모임에 브레진스키 보좌관, 밴스 국무장관, 브라운 국방장관, 홀브르크(Richard
Holbrooke) 아․태 차관보, 애론(David Aaron) 국가안보회의 위원, 아브라모위츠
(Morton Abramowitz) 아태 차관보, 아마코스트(Michael Armacost) 국가안보회의
위원, 옥센버그(Michel Oksenberg) 국가안보회의 위원 등이 참석하여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대한 4가지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논의에서 브레진스키 보좌관은 “대
통령이 여단 전체의 철수를 연기할 것인지가 문제이며, 한 개의 대대만을 철수하고
나머지 잔류하는 대대는 적어도 3개월 동안 철수를 연기해야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49) 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Michel Oksenberg and Mike Armacost,
“Recommendations for Your Monday Meeting on Asia Policy” Apr 7, 1978. National
Security Council, Secret. DDRS. 옥센버그(Michel Oksenberg)와 아마코스트는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브레진스키에게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는 주한미군 철수, 미중 정상화
목표, 한국으로의 무기판매 등이 포함되었다. 밑줄은 저자가 강조함.
50)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Zbigniew Brzezinski, “Summary of April 11, 1978
Meeting on Korea and China,” Apr 11, 1978. National Security Council, Secret. DDRS.
브레진스키가 밴스 국무장관과 브라운 국방장관과의 모임 결과를 카터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으로 주한미군 철수 계획, 미중 관계정상화 노력, 대만으로 무기판매, 중국으로 기술이
전 등이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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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였다. 브라운 국방장관과 밴스 국무장관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 대신,
두 번째 방안, 즉 1979년까지 6개월 또는 1년 연기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주장하였
다.51) 결국 미행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자들이 의회가 보완조치와 관련된 장비이양
법안을 승인해주지 않는 한 기존의 철수 계획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1978년 4월 14일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한국군장비이양법 등에 대한 보고서에도
장비이양법안이 여전히 의회에서 계류 중이었다. 이 모임에서는 “기존의 네 가지
방안보다 확대하여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안이 선택
된다 해도, 행정부는 FY 79에 한국에 대한 FMS 차관 2.75억 달러를 계획된 대로
요구해야 하며 이러한 차관은 1981년까지 한국군 군사력 증강계획을 지원할 것이
고, 한국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보고서에서 <표 5>와 같이 “1)의회
가 장비이양법안 조치를 하지 않고, 철수하는 부대의 장비가 의회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창고에 입고되어 있다 해도 12월 31일까지 1개 여단을 철수하는 것, 2)12월
31일까지 1개 전투대대와 함께 모든 지원부대들을 철수하고 나머지 두 개 대대는
1979년 3월과 6월에 철수시키는 것, 3)1979년까지 1978년에 철수하려던 전투여단
을 6개월 또는 1년 연기하는 것, 4)첫 번째 철수와 관련된 장비의 이양에 대해서만
의회의 승인을 추구(스트래튼 수정안)하는 것으로 이 장비의 가치는 9천 6백만
달러 정도로 추산, 5)의회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더 이상의 모든 철수 연기”등
5가지 방안이 논의되었다.52)

51) Memorandum of Conversation, “Summary Minutes of the April 11, 1978 Meeting on
Korea and China,” April 11, 1978. National Security Council, Secret. DDRS. 미중관계
정상화와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 관련 요약 내용임. 참가자: Zbigniew Brzezinski; Secretary
of State Cyrus Vance; Secretary of Defense Harold Brown;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Richard Holbrooke; David Aaron; Ambassador Morton Abramowitz; Michael
Armacost; Michel Oksenberg.
52)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retary of Defense and Chairman,
Joint Chiefs of Staff,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Korean Equipment Transfer
Legislation; Arms Sales to Taiwan,” April 14, 1978. National Security Council, Secret.
DDRS. 국가안보회의 위원인 돈슨(Christine Dodson)은 주한미군 철수, 장비이양법안, 대
만으로의 무기판매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 공지하였다. 모임관련 공지문 수령자:
Secretary of State Cyrus Vance; Secretary of Defense Harold Brown; Joint Chiefs of Staff
chairman General David Jone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director Stansfield
Tu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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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978년 4월 14일 국가안보회의의 2차 철수 수정 방안
구분

철수방안

방안 1

의회가 장비이양법안 조치를 하지 않고, 철수하는 부대의 장비가 의회의 조치
가 있을 때까지 창고에 입고되어 있다 해도 12월 31일까지 1개 여단을 철수.

방안 2

12월 31일까지 1개 전투대대와 함께 모든 지원부대들을 철수하고
나머지 두 개 대대는 1979년 3월과 6월에 철수.

방안 3

1979년까지 1978년에 철수하려던 전투여단을 6개월 또는 1년 연기.

방안 4

첫 번째 철수와 관련된 장비의 이양에 대해서만 의회의 승인을 추구
(스트래튼 수정안), 이 장비의 가치는 9천 6백만 달러정도로 추산.

방안 5

의회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더 이상의 모든 철수를 연기.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retary of Defense and Chairman, Joint Chiefs
of Staff,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Korean Equipment Transfer Legislation; Arms Sales to
Taiwan,” April 14, 1978. National Security Council, Secret. DDRS.

1978년 4월 18일 아마코스트와 옥센버그가 브레진스키 보좌관에게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새로운 방안(12월에 첫 번째 여단의 단계적인 철수, 다음 6월에
철수 완료)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 방안은 “대통령의 최초 계획에 매우 작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지만 철수와 병행하여 보상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미행정부는 적어도
올해 일부 장비이양 승인을 의회에 요구해야 하며, 미국이 일부 장비이양에 대한
승인 없이 여단의 철수를 시작한다면,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내의 보수주의
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되었다.53)
대통령의 입장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주한미군 철수 연기방안을 고려 시 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방부와 합참과 국무부 모두
주한미지상군철수의 연기를 지지하고 있음에 대해 보고한 것이다. 즉, 군부를 포함
한 행정부의 모든 기관들은 철수가 연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54) 결국
53) 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Michel Oksenberg and Mike Armacost,
“Meeting on Korea and Taiwan” April 18, 1978. National Security Council, Secret.
DDRS. 주한미군 철수, 대만으로의 무기판매, 한국에 항공기판매, 미중관계 등에 대해 브레
진스키에게 보고된 내용.
54) 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from Michel Oksenberg and Mike Armacost,
“Meeting on Korea and Taiwan” April 18, 1978. National Security Council, Secret. DDRS.
주한미군 철수, 대만으로의 무기판매, 한국에 항공기판매, 미중관계 등에 대해 브레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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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정부는 주한미군 철수와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연계하였기 때문에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8억 달러의
장비이양법안이 통과될 때 까지 철수 계획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Ⅶ. 결론: 카터 행정부의 철수 수정 발표 후 의회와의 협조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장비이양법안이 의회 내에서 상정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미행정부는 계획되었던 주한미군 철수를 수정하게 되었다. 1978년 4월 21일 카터
대통령은 계획된 주한미지상군 철수에 대한 수정내용을 <표 6>과 같이 발표하였다.
<표 6> 주한미군 철수 수정 내용과 이유
수정 내용

◦1진을 다시 2단계로 나누어 철수
1단계: 3,400명, 78년 말까지
(전투요원 800명, 지원부대 2,600명)
2단계: 2,600명, 79년 말까지
◦기타 2진과 3진은 예정대로 철수

수정 이유

◦미 의회 철군 보완조치(장비이양)법안
심의지연
◦군부 및 일부 의원 등 국내 보수파들의 여론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관한 주요 일지,”주한미군 철수(감축)문제, 1979 전 5권 등록번호 13101.
MF Roll No. 2009-39-13, p. 154.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밑줄은 저자가 강조함.

카터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중요하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유지할 것이며, 미지상군이 4∼5년의
기간을 통해 철수하지만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군의 방위능력
을 증강시킬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1978년 10월에 미 공군력을 증강시킬
계획을 포함하여 1977년 10월에 장비이양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지만 미 의회의
철군 보완조치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어 계획된 철수를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55)
카터 행정부는 철수하는 주한미군 장비 중 일부의 이양을 의회에서 승인해주지
에게 보고된 내용.
55) “Statement by President Carter,” 주한미군 철수(감축)문제, 1978. 4권 등록번호 11784.
MF Roll No. 2008-33-5, pp. 128-129.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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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기 때문에 철수 수정을 발표하게 되고, 의회의 협조를 통해 장비이양과 관련된
대통령의 권한을 승인받게 되었다. 결국 카터 행정부는 의회의 제약 때문에 주한미
군 철수정책을 수정하게 되었다. 또한 철수 수정 결정 이후에도 8억 달러의 장비이
양법 통과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대통령이 직접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는 등 계속적으로 의회에 협조를 구해야 했으며, 의회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행정부
의 철수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카터 행정부는 철수정책을 수정한 이후에 의회의 협조를 통해 장비
이양법안의 승인을 받게 되었고, 1978년 9월 26일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률로 인정
받게 되었다. 즉,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결국 행정부가 차후의 철수를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의회 내에서의 승인과 함께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 집행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행정부는 초기에 계획했
던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요컨대, 주한미군은 현재 한국의 안보에 중요하며, 통일 이후에도 그 중요성은
지속될 것이다.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이 수정된 사례를 통해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은 행정부의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지지가 병행되어야 추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미행정부와 미의회 사이에 이루어지는 역동
적인 견제와 균형관계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며, 앞으로 한반도 안보와 관련
된 미행정부의 의사결정에 있어 대미행정부 노력 뿐 아니라 대미의회 노력도 병행
하여 우리의 국가이익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국가이익은 무엇인가 분석하고, 한국과 미국의 국가이익의 합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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