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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위원회 회의에서 공산측이 대

한민국 체신부장관에게 남북한의

우편물 교환을 제의하였고 동 위

원회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제안하였으나, 이 문제 역시 유엔

측이 정치적인 문제로 거부하였다

고 하였다.

북한 어장개방 문제에 대해 제

59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공산측

은 남한이 북한 어업조합과 교섭

하여 허가를 얻고 북한의 규칙에

따른다면 한국 영해에서 어류를

포획할 수 있다는 평양방송내용을

따르자는 주장을 유엔측이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하였다고 하였다. 유엔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

는 동 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남북교역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측은 제50

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남북한이 상호 필요한 물자를 교역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역시 유엔측

에 의해 거부되었고, 그 후 평양방송을 통해 그 제의를 반복하면서 이 문제를 선전 자료로서

계속 이용하려고 했으나 유엔측이 이를 공박하였다.

이어 북한측은 금년 들어 방송을 통해 외국군 철수문제, 남북경제, 문화교류 및 중립국 감시

하의 남북한 총선거 거행 등을 들어 선전 효과를 노리고 있으며, 제81차 군사정전위원회 회의

에서 정식으로 이를 제의하였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하였다고 하였다. 남한 실업자, 고아

및 학생 구제문제에 대해서 북한측은 평양방송을 통해 내각 결정 제86호를 통해 백미 15만

석, 직물 500만 미터, 수산물 1만 톤 및 신발 400만 켤레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아들을 양육

할 것이며 또한 대학생 300명에게 매월 1,000환씩 항구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방송하였다. 그

리고 제86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제의하였으나 이 역시 유엔측에 의해 거부되었다

고 하였다.

이 문서들은 1958년도 당시 북한이 제기한 남북한 방문, 통상 및 문화 교류, 우편물 교환, 북

한어장 개방, 남북교역, 외국군철수, 남북경제 문제 등에 관해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남

북한의 갈등과 해소 방안에 대한 입장과 한반도 내의 냉전의 심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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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0056244 판문점에서열린제86회군사정전위원회회의,
1958

13

1958년 8월 26일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 수석대표가 북한군 평화공세에 관해 참조

한 문서를 송부하였고, 본 문서는 외무부 안보담당관실이 1961년 1월 1일 요약 정리하여 회람

시킨 내용이다.‘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괴뢰의 평화공세’라는 제목의 본 문서는 서론, 본론,

결론 및 별첨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문서에는 먼저 남북한의 방문 통상, 문화교류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다. 북한측은 제

50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공산측이 국토 양단으로 인하여 상호 의존성이 결여되고 가족 간의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화 발전이 손실 지연되고 있음을 거론하였다. 이에 북한측

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이 곤란을 타개하기 위하여 합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유엔측은 정

치적인 이유로 이 제안을 거부하였다고 하였다. 또 남북 간의 우편물 교환문제는 제52차 군사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 수석대표가 북한군 평화공세에 관한 참조문서를 외무부 안보담

당관실이 1961년 1월 1일 요약 정리하여 회람한 내용이다.‘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괴뢰의 평

화공세’라는 제목의 본 문서는 서론, 본론, 결론 및 별첨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북한

방문, 통상 및 문화 교류, 우편물 교환, 북한어장 개방, 남북교역, 외국군 철수, 남북경제 문제

등이기술되어있다.

01
군사정전위원회를통한

북한의평화공세에대한건

관리번호 : CA0004566

쪽수 : 73쪽

생산일자 : 1961년 1월 1일

생산기관(작성자) : 외무부안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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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제291차〜제297차 회의는 제295차 회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엔

군측 요청에 의해서 개최되었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본회의의 개최는 어느 한쪽의 요청이 있

을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진행하게 되어 있었으며 쌍방 대표 각각 5명과 회의 요원들이 참석

하여 정전협정 제2조 제10항, 제12항, 제13항에 관한 위반사항을 주로 토의하였다. 이 회의에

서의 특이사항은 제292차 회의에서 유엔측이 군용헬기의 시계 불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군

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인정한 내용이다.

제291차 회의(1969.8.14, 유엔측 요청)에서부터 논의된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엔측은 먼저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아군측 초소에 대하여 82미리 박격포와 기관총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제291차(1969.8.14)〜제297차(1969.11.14) 회의록이며 대부분 비무

장지대내의무력증강과충돌사건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유엔군측은북한측에대해비무장

지대 내 아군 초소를 향해 사격을 가하는 등 침투행위를 하였다고 항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조

중측은미국이남한내에팬텀전투기와헬기등다량의전투장비를끌어들이며푸에블로호등

해상및영공침투로북한지역을정탐하였다고주장하면서맞섰다.

02
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회의록

제291차〜제297차

관리번호 : CA0006637

쪽수 : 221쪽

생산일자 : 1969년8월 14일〜1969년 11월 14일

생산기관(작성자) : 유엔군군사정전위원회비서처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

정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방지와

위기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

치로서 그 기능을 발휘해왔다. 그

리고 정전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온 평

화체제로서 현실적으로 비무장지

대의 설치와 정전관리기구인 군사

정전위원회 및 중립국 감시위원회

에 의해서 관리되어 왔다. 정전협

정 하에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

국 감시위원회는 정전협정의 이행

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 50여 년 간 한반도의

평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1991년 3월 25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된 이후, 북측이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참가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군사정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와 참모장교회의

가 그 기능을 대신하였다.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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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즉

각 일본에서 베트남으로 항해 중

인 핵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

와 구축함 3척의 진로를 변경시켜

원산만 부근에서 대기하도록 하

였으며, 1월 25일에는 해군과 공

군 예비역 14,000여 명에게 긴급

동원령을 내렸다. 그리고 전투기

를 비롯한 항공기 372대에 대한

출동태세를 갖추도록 했으며, 오

산과 군산기지에 2개 전투기대대

를 급파하는 등 군사적 조치를 취

해 나갔다. 1월 28일에는 추가로

2척의 항공모함과 구축함 1척 및 6척의 잠수함을 동해로 이동시키면서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

돌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30여 차례의 비밀회담 끝에 납치된 승무원들이 325일 만인

1968년 12월 23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당시 미국은 반전 여론 때문에

베트남전에서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시기여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원치 않았으므로 많은 양

보를 하면서 협상하였다. 납북사건이 발생한 31년이 지난 1999년 북한은 원산항에 있던 푸에

블로호를 김정일 지시에 의해 1999년 10월 대동강‘충성의 다리’근처로 옮겨 반미교육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이 마무리된 지 불과 4개월 후인 1969년 4월 15일 미 해군 정찰기 EC-121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에 의해 격추됨으로써 또다시 한반도에 급박한 상황이 연출되

었다. 승무원 31명을 태우고 일본에서 출발한 미 해군 EC-121 정찰기는 동해 북방한계선 부

근에서 북한에 의해 격추되어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급파하는 등 한반도에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갔다.

제292차 회의(1969.8.21, 유엔측 요청)에서 유엔측은 8월 17일 헬기 1대가 시계(視界)불량으

로 인해 북한지역으로 월경(越境)하였음에도 북한군이 이에 총격을 가해 이 헬기를 격추시켰

다고 항의하면서 즉각 인원과 기체를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비무장지대 내에 탱

크 진입이나 총격사건에 대해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조중측은 우리측의 헬기 침투가 고의적

인 침략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제293차 회의(1969.8.29, 유엔측 요청)에서 유엔측은 8월 17일 헬기 격추사건을 거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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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을 가하였으며 또 북한군의 일부가 아군지역으로 침투하였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조중측

은 오히려 미국이 남한 내에 팬텀전투기와 헬기 등 다량의 전투 장비를 끌어들여 재무장시키

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유엔측은 북한측의 군사적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의 무력증강은 당

연한 일이며, 이러한 주장은 제75차 회의에서 이미 천명한 바 있음을 언급하면서 최근 북한측

의 해상간첩선 침투 4건에 대해서도 항의하였다. 유엔측은 이날 회의에서 비무장지대 내에 북

한측의 요새진지를 구축한 행위를 비난하고, 북한측의 침투행위를 설명한 서한을 접수(6월 13

일 공동 일직장교회의)하지 않고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유엔측의 항의에 대해 조중측은 오히려 미군과 한국군이 박격포, 야포 및 기

관총 사격을 가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조중측은 미군이 해상으로 푸에블로호를 침투시켜 북한

지역을 정탐하였고, 또 영공으로 항공기를 침투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비무장지대 내 북한지

역을 침투하고 사격을 비난하였다.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은 미 존

슨 행정부 시절이던 1968년, 미 해군 소속

정찰함 푸에블로호가 북한 원산 앞 공해상

에서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되어 82명의 미

해군 인원이 11개월이나 붙잡혀 있다가 승

무원들만 풀려난 사건이다.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북한 원산 앞 공해 상에서

정보수집활동을 하던 중 북한 함정에 의해

나포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군의 발포

로 승무원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당하

였다. 미 함정이 공해상에서 납치되기는 미

국 역사상 10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정오경 한

척의 북한 초계정으로부터 첫 공격을 받았

으며 14:32에는“엔진이 모두 꺼졌으며 무

전연락도 이것이 마지막이다. 원산항으로

끌려간다”는 최종보고를 송신하였다. 미 국무부는 함정과 승무원들을 즉각 석방하도록 소련을

통해 북한측과 접촉하였다. 푸에블로호는 경화물선을 개조한 해군 정보수집함으로써 무게

906톤, 길이 54m, 폭 10m, 속도 12.2노트, 승선 인원은 장교 6명, 사병 75명, 민간인 2명 총

83명이었다.

공개재분류중요기록해제집Ⅱ-외교통상부

CET0031110 북한에 납치된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
블로호승무원송환, 1968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피랍됐던 푸에블
로호 승무원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 돌아오고
있는모습

16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291차〜제297차

CET0031030 북한에 납치된 미국 해군첩보함 푸에블로호 납
치지점과해상경로,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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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대”에서 첩보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제291

차〜제297차 회의에서는 주로 유

엔군측이 북한측의 간첩침투사건

이나 비무장지대 내에 무장력 증

가에 대해 항의한 것이 대부분이

며,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의 무

장충돌이 주로 유엔측에 의한 것

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서에

서는 주로 비무장지대의 총격사

건, 중화기 반입, 침투행위, 요새

진지 구축, 해상침투, 영공침범사

건, 비행기 격추사건, 무력증강, 대규모 군사훈련, 체제비난선전, 본회의 개최지연 등에 항의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측의 상호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항의나 주장을 정리하고 있

어 비무장지대내의 갈등 원인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 문서들은 1969년도 후반

기 비무장지대의 각종 침투사건과 월경사건, 무장력 강화 등에 관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

당시 무장충돌 및 침투사건, 한반도 내의 냉전의 심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라고 평

가된다.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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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원들의 신체적 상태를 알려줄 것과 이들에 대한 인도를 요구하였고, 조중측은 유엔측의

헬기 침범은 불법행위로 북한측은 이에 대해 자율적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인원과 기체를 반환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측은 탑승인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한 상태라고 설명하였

다. 조중측은 유엔측“간첩교육대”에서 훈련받은 인원들이 북한지역으로 침투하였다고 비난

하였다.

제294차 회의(1969.9.4, 유엔측 요청)에서 유

엔측은 헬기(H-23)에 대한 북한측의 행위를 비

난하고 탑승인원들을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하였

고, 아울러 비무장지대 내 총격사건이나 간첩선

등을 이용한 남한지역 무장간첩 침투사건이나 북

한측의 무력증강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조중측은 헬기사건은 고의적 도발행위라고

되풀이하였다.

제295차 회의(1969.9.25, 조중측 요청)는 조중

측에서 요청하여 개최되었다. 조중측은 비무장지

대 내에서 우리측이 장갑차, 야포, 박격포 등 각

종 화기를 동원하여 북한측 초소 부근에 집중사

격을 가하였다고 항의하고, 이어 남한 내 전투장비의 반입에 대해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북한측의 항의내용은 조작한 허위이며, 북한측이 우리측 초소에 포사격과 기관총 사격을 하였

다고 비난하였다. 유엔측은 북한측의 위반사항들을 기록하여공동일직장교회의1)를 통하여

전달하였으나, 북한측의 응답이 없자 다시 항의하였고, 아울러 북한측 무장인원들의 남한 내

침투행위들을 비난하였다.

제296차 회의(1969.10.23, 유엔측 요청)에서 유엔측은 10월 10일 북한측이 우리지역에서

한국군 1명을 살해했으며 10월 18일에는 북한측 무장인원들이 우리측 차량을 습격하여 4명의

인원을 살해하였다고 증거물을 제시하여 항의하고 북한측과 함께 증거물들을 직접 가서 볼 것

을 제의하였다. 이에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우리측 무장인원들이 북한지역을 침투하려

다 사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침투행위를 비난하였다.

제297차 회의(1969.11.14, 유엔측 요청)에서 유엔측은 9월 25일 정상 비행하던 미 공군 F-

102 항공기에 대하여 북한측이 중화기 사격을 하였고 9월 27일 북한측 무장공비가 임진강을

이용하여 수중 침투하다가 무장인원 2명이 사살되었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조중측은 우리측

무장인원이 북한지역을 침투하였다고 비난하였으며, 북한지역을 침투하기 위해“광주첩보교

공개재분류중요기록해제집Ⅱ-외교통상부

CET0032011 제294차군사정전위원회, 1969

18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291차〜제297차

CET0044903 훈련중인군인들모습, 1969

1) 군사정전위원회 아래에는 유엔측 비서처(서울)와 공산측 비서처(개성), 그리고 공동감시소조(5개조)를 두

었으며, 양측 비서처 아래에는 판문점에 위치한 전방 비서처(유엔측 및 공산측 공동일직장교)가 있었으

며, 군정위 회의에는 본회의, 비서장회의, 공동감시소조회의, 공동일직장교회의 등이 있었다.



2120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회의록 제364차〜제385차

제364차 회의(1969.4.1)에서는 유엔측과 조중측 쌍방이 대성동 지역 방화사건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논쟁으로 일관하였다. 제365차 회의(1969.8.27,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

은 비무장지대 내 중화기 반입 및 식별표식 미착용에 대해 항의하였고, 유엔측은 1969년 8월

17일 북한측의 사격에 의해 추락한 우리측 헬기(H-23) 조종사의 신체 상태에 대해 답해 줄 것

을 요구하였다. 제366차 회의(1969.10.2,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유엔측 고문단 성원의

비서장회의 참석을 비난하였고, 유엔측은 유엔사 고문단 인원들이 참석한 타당성을 설명하면

서 공동경비구역 내 북한측 방문객들의 정치적 시위행위를 비난하였다. 제367차 회의

(1969.11.5,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우리측이 비서장회의 개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

고 항의하였으며, 비무장지대 내 출입인원들의 식별표식 미착용에 대해 항의하였다. 유엔측은

비무장지대 내 자동무기 반입과 휴대에 대해 항의하였다.

제368차(1969.12.6,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 자동무기 휴대 및 반입에 대

해 비난하고, 식별표식 미착용에 대해 항의하였고, 유엔측이 공동 일직 장교실을 통하여 제반

통신 사항들을 연락하는 것을 규정화할 것을 제의하였다.

제369차 회의(1969.12.22, 유엔측 요청)에서 유엔측은 1969년 12월 11일 납치된 대한항공

항공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공동 일직 장교를 통해 통보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조

중측은 대한항공 항공기는 미국과 남한정부의 통치에 반대하여 북으로 자진 입북(入北)한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한항공 항공기 납북사건은 군사정전위원회 사항이 아니며 남북당국이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대한항공 항공기 납북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12:25분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소속 YS-11기가 승객 47명과 승

무원 41명을 태우고 대관령 상공을 비행 중 고정간첩인 조

창○에 의해 강제 납북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여객기가 월북한 다음날인 12일 착륙지점을 밝히지 않고

“두 조종사에 의한 자진 입북”이라는 간단한 보도만 하였

다. 정부는 즉시 이러한 북한의 공중해적 행위를 규탄하고

기체와 승무원 및 승객 전원의 송환을 촉구하는 한편, 국

제적십자사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송환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납북행위 자체가 군사정전협정에 위

반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송환교섭

도 전개하였다. 북한은 1970년 2월 5일 납북승객을 송환

하겠다고 국제적십자사에 송환을 통보하고 지정한 날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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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제364차(1969.4.1)〜제

385차(1969.12.8)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문서

이다. 이 회의들은 제369차, 제370차, 제372차, 제373

차 회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중측에서 요청하여 개최되

었다. 비서장회의는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쪽의

요청에 의거하여 쌍방 합의 하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

으며, 쌍방의 비서장으로 구성하여 군사정전위원회에 관

한 행정, 회의절차 및 사소한 위반사건 등을 주로 토의하

였다.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제364차〜385차 회의록이며 대부분 비무장지대 내의 무력증강과

충돌사건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유엔측은대한항공기피납사건과항공기실종사건등에관

해 항의하면서 승무원 및 기체를 송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조중측과 유엔측은 대성동 방화

사건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정전협정 위반 내용에 대해서 공동조사 여부에 대해 각각 다른 입

장으로일관하였다.

03
군사정전위원회비서장회의회의록

제364차〜제385차

관리번호 : CA0004583

쪽수 : 167쪽

생산일자 : 1969년4월 1일〜1970년 12월8일

생산기관(작성자) : 유엔군군사정전위원회비서처

공개재분류중요기록해제집Ⅱ-외교통상부

CET0032014 판문점에서열린군사
정전위원회비서장회의모습, 1969

CET0031140 KAL여객 및 승무원
납북규탄대회, 1969



지나도록 송환하지 않았다. 1970년 2월 14일 17:00 탑승자 51명 가운데 39명이 판문점을 통

해 납북 65일 만에 돌아왔다. 이날 39명의 귀환승객들은 20:00가 넘어 서울에 도착, 15일 오

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항공기의 납북경위와 북한의 만행을 폭로하였다. 북한은 민간항공기

의 범죄적 납북을 은폐하기 위해 두 조종사에 의한 의거입북을 주장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

은 인원을 억류함으로써 진상이 폭로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제370차 회의(1969.12.30, 유

엔측 요청)에서 유엔측은 대한항공 항공기 피납사건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

라고 주장하고 승무원과 기체를 송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조중측은 대한항공기

조종사들이 평양에서 한 기자회견 녹음을 들려주며 대한항공 항공기는 강제적으로 넘어온 것

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제371차 회의(1970.2.2,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 중화기 반입 및 자동무

기 휴대에 항의하고 미국이 남한과 예속적인 조약을 체결하여 남한을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

의 허수아비인 남한 대표는 회의에 참석하여 정전협정 문제를 다루어 나갈 자격이 없다고 주

장하였다. 이어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 불법적인 전투 병력을 투입시켰다고 비난하였다. 이

에 유엔측은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측은 수많은 간첩들을 육지나 바다를 이용하여 남파시켰으

며 불필요한 허위 선전극을 벌이고 군사정전위원회 행정기구를 악용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유

엔측은 1969년 12월 11일 대한항공 소속 YS-11형 항공기가 비행 도중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측으로 비행한 후 북한측에 억류 중이며, 이는 우리측이 북한측에 제

안한 항공기 비행에 관한 협조를 북한측이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유엔측은

대한항공 항공기와 승객, 승무원의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하였다.

제372차 회의(1970.3.6, 유엔측 요청)에서 유엔측은 북한측이 군사정전위원회 기능을 강화

시키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군사정전

위원회 비서처의 운영에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사소한 정전협정 위반사항 처리문제

를 비서장들이 제기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비서장회의의 주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

다. 또 1970년 2월 14일 YS-11 항공기 및 승객들의 송환을 언급하면서 미송환 인원의 송환을

촉구하였으며 항공기의 월북은 북한측 간첩에 의한 강제납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중측

은 우리측이 비무장지대 내 자동무기들을 계속 반입하여 군사정전위원회와 그 종속기구들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비무장지대 내에서 우리측이 고의적으로 방화하고 있었

다고 항의하였다.

제373차 회의(1970.3.20, 유엔측 요청)에서 유엔측은 북한측에 강제 납치된 YS-11 항공기

의 승객 7명과 승무원 4명 및 기체의 조속한 반환을 촉구하고 우리측 항공기의 승무원들을 위

협하여 강제 월북시킨 북한측 간첩(조창○)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에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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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중화기를 계속 반입하여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식별표식이 없는 차량과 인

원들을 불법적으로 비무장지대 내에 출입시켰다고 항의하였다.

제374차 회의(1970.4.17,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우리측이 비무장지대 내 중기관총을

불법으로 반입하였을 뿐 아니라 고의적으로 방화하였다고 항의하였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

비인가 인원의 출입 및 식별표식 미착용 등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항의하고, 미군이 UN의

이름을 도용하여 남한을 조종하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북한측이 비서장회의를

선전무대로 악용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우리측 항공기 YS-11 기체 및 미송환 인원들을 즉각

송환시킬 것을 다시 촉구하였다.

제375차 회의(1970.4.29,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

에 우리측이 고의로 방화하여 공동

경비구역까지 불이 번져 위협을 주

었으며 비무장지대 내에 중,경기관

총을 반입하였다고 항의하였다. 이

에 유엔측은 비무장지대 내 발생한

화재는 북한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화재 때문에

우리측 중립국감독위원회 캠프가 위

협을 받았다고 항의하면서 화재사건

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의하였다. 제

376차 회의(1970.5.21, 조중측 요

청)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 중

화기 반입 등 정전협정위반에 대해

항의하였다. 그리고 유엔측은 북한

측 비무장지대 내 지역에 중기관총과 고사포가 설치되었음을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거하지 않고 계속 설치하고 있다고 항의했으며 공동일직 사무실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우

리측 제의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제377차 회의(1970.6.18)에서 쌍방은 유엔측 고문단 성원의 참석문제 시비 및 비무장지대

내 중무기 반입에 대해 상호 비난으로 일관하였다. 제378차 회의(1970.7.9,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에 중화기 반입과 식별표식이 없는 전투원들을 불법적으로 출입시키

는 등 정전협정 위반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미국이 남한 내에 신형무기를 들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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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할 것을 당부하고 공동경비구역 내의 규정을 무시하고 공동경비구역 내에 불법적인 인원

들을 과다 출입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제384차 회의(1970.11.13,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유엔이 공동경비구역 내에 박격포를

반입하였다고 항의하면서 철수를 촉구하고 비무장지대 내에 중화기 반입 등 정전협정 위반을

하였다고 상투적인 항의로 일관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북한측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사실 무근

으로 판명되었다고 언급하고 북한측의 14.5미리 고사포 철거만이 남은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제385차 회의(1970.12.8)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 식별표식이 없는 전투원을 다량 출입시

켰으며 공동경비구역 내 중화기를 반입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유엔

측은북한측이공동경비구역내규정을위반하여경비병을증가시키고있다고항의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제364차〜제385차에서는 주로 유엔군측이 항공기 실종사건에

대해 항의를 해도 북한측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우리측 군용헬기의 시계불량으로 인

한 월선(越線)을 시인한 내용들이 논의되었으며, 비무장지대 내의 무력증강과 충돌문제에 대

한 공동조사 여부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주로 비무장지대의 총격사건,

중화기 반입, 침투행위, 요새진지 구축, 해상침투, 영공침범사건, 비행기 격추사건, 무력증강,

대규모 군사훈련, 체제비난, 본회의 개최 지연 등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측의 상호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항의나 주장을 정리하고 있어 비무장지대 내의 갈등 원인을 연구하

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 문서들은 1969년도 후반기 비무장지대의 각종 침투 및 월경사

건, 무장력 강화 등에 관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으므로 당시 무장충돌 및 침투사건, 한반도

내의 냉전의 심화과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된다.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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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재무장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비무장지대 내 14.5미리 고사포를 계

속 설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철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제379차 회의(1970.7.22,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유엔측 고문단 성원들은 미국에 의해

싼값에 고용된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이들의 회의 참석은 위반이라고 항의하고 아울러 군사정

전위원회 본부 구역 내의 중화기인 무반동포를 철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북한

측이 주장한 무반동포 반입문제는 조사 후 통보하겠다고 약속하고 회의내용에 부적합한 내용

을 발언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제380차 회의(1970.8.6,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미국이

유엔을 도용하여 남한을 강제 점령하고 남한사람들을 착취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이

항의 내용에 대해 조사 후 결과를 답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엔측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무기

를 발사하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주장하고, 쌍방이 주장하는 비무장지대 내 반입한 중화기 확

인을 위해 공동감시소조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제381차 회의(1970.8.26,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

측은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한반도를 초토화시

켰으며, 다시 제2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광분하

고 있다고 비난하고 비무장지대 내 중화기 반입 및

전투인원 다량출입 등을 항의하고 90미리 무반동

포와 81미리 박격포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하라

고 촉구하였다. 유엔측은 북한측이 비무장지대 내

14.5미리 고사포를 설치하고 사격하는 것이 관측

되었다고 주장하고 고사포 철거를 요구하였다. 제

382차 회의(1970.9.29,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

은 비무장지대 내 중화기 반입 비난 등 상투적인

항의를 계속하면서 남한을 강제 점령한 미국은 전

쟁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

측은 대한민국의 대표는 국제연합군의 일원으로서

군사정전위원회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북한의 비무장지대 내 고

사포 훈련 상황을 관측하였으며, 이러한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제383차 회의(1970.10.29,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우리측이 군사정전위원회와 그 종속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강화, 마비시키기 위해 고의적인 책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

측이 위반한 정전협정 위반내용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공동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

은 위선적인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의 효율적인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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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유엔측은 북한측이 비무장지대와 남한지역을 침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302차 회

의(1970.6.9,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6월 5일 유엔측 1-2 함선은 무장간첩선으로, 함선과

비행기를 북한측에 침범시켜 정탐과 도발행위를 하였다고 비난하였고, 아울러 유엔측이 비무

장지대 내에 무반동포를 반입하고 사격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측은 북한측이 정

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대한민국 해군 함선을 공격하고 함선 및 승무원(20명)을 강제 납치하

였다고 항의하고 이의 즉각적인 반환을 촉구하였고, 6월 3일 북한측 무장공비들이 대한민국

에 침투하여 민간인을 살해하는 등 도발행위를 하였다고 비난하고 이의 조사를 위해 공동 감

시소조를 해당지역에 파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제303차 회의(1970.6.29,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유엔측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무반동

총과 기관총을 사격하였고 무장인원이 북한측

지역을 침투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어 조중

측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미국이 전쟁 재

도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남한이 북한측의 연

방제 통일안을 거부하면 경제교류 등 모든 분

야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

였다. 유엔측은 북한측이 무장간첩을 남파하

여 도발 행위를 하였다고 항의하였고, 6월 22

일 북한 무장공비들이 서울 국립묘지 현충문

지붕위에 고성능 폭탄장치를 하려다 폭탄이 폭발하여 북한측 인원들이 현장에서 급살되었다

고 주장하였다.

제304차 회의(1970.8.11,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유엔측이 간첩선을 침투시켜 북한지역

을 정탐하였고 남한 내에 전투 장비를 반입하여 무력을 증강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측은 북한측이 간첩선을 침투시켰으며 한강하구 주변에서 기관총 사격을 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제305차 회의(1970.9.8)에서 조중측은 유엔측이 비무장지대 내에 중화기 반입과 기관

총을 사격하였고 계속적인 무력도발을 감행하여 새로운 전쟁을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

며 무장인원이 비무장지대 북한지역을 침투하였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측은 군사정

전위원회 본 회담장을 정치적 선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와 관련한

우리측의 요구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측 무장인원들의 한강하구지역 침투사건과

총격사건을 비난하였다.

제306차 회의(1970.10.17,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한강하구 지역에서 유엔측이 북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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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0032018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유엔측이 제
시한북한의간첩침투사건경위도,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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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제301차〜제316차 회의는 제307차 회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중

측 요청에 의해서 개최되었다. 본회의의 개최는 정전협정에 의하면, 어느 한쪽의 요청이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진행하게 되어 있었으며 쌍방대표 각각 5명과 회의 요원들이 참석하여

정전협정 제2조 제10항, 제12항, 제13항에 관한 위반사항을 주로 토의하였다. 이 회의록 자료

에서의 특이사항은 제306차 회의에서 유엔측이 공동경비구역 안전 6개항을 제시하였다는 점

이다.

제301차 회의(1970.5.15,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유엔측이 비무장지대 내에 무반동포를

반입하여 사격하고 북한지역을 침투하였으며 미국이 남한을 강점하고 강압하고 있다고 비난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제301차(1970.5.15)〜제316차(1971.6.2) 회의록이며, 대부분 비무장

지대 내의 무력증강과 충돌사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측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에서 북한측 경비병들의 위협적인 행동과 자동무기 반입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며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내에서 북한 경비병들의 난동사건 비난과 공동경비구역 안전을 위한 6개항을 제시

하였다.

04
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회의록

제301차〜제316차

관리번호 : CA0004568

쪽수 : 288쪽

생산일자 : 1970년5월 15일〜1971년6월2일

생산기관(작성자) : 유엔군군사정전위원회비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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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시착한 미그-15기와 조종사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미그-15기의 남한 영

토 내 착륙 사실과 승무원의 안전에 대해서는 착륙 직후 1시간 내에 판문점 공동 일직장교를

통하여 통보하였으며 조종사 공군 소령 박순○이 귀순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제310차

회의(1970.12.16,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미그-15와 조종사의 송환을 다시 촉구하면서 유

엔측이 F-86을 북한 영공에 침투시키고 일본 오끼나와에 위치한 펜텀기 기지를 한국 내에 이

동하여 새로운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한국의 대한항공 항공기

납치사건으로 북한에 억류 중인 12명과 방송선 납북사건의 미해결한 사항을 조속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다.

제311차 회의(1971.1.12,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1월 6일 우리측 무장선박이 북한측 해

역에 침투하여 포사격과 적대행위를 자행하였으며 북한측은 자위적인 조치로 반격하여 유엔

측 선박을 침몰시켰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무반동총과 기관총을 반입하여 사

격하였고 우리측이 북한측 초소를 침범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측은 북한측이 비

무장한 한국 어선을 공격하였다고 항의하고 우리측 항공기에 대하여 대공포 사격을 가한 행위

를 비난하고 1월 6일 북한측이 한국어선을 공격하여 32명의 어부가 사망하였음을 주장하고

북한측의 무장공비 침투사실을 폭로하고 비난하였다. 제312차 회의(1971.2.17, 조중측 요청)

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기관총과 박격포의 포사격을 항의하고 우리측이 비무장지

대 내에 장갑차를 끌어 들이고“한미연합 대공수작전”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남한 내에

전쟁 장비를 불법 반입하여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비무장지대

내의 기관총 사격은 북한측이 먼저 도발한 것이며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공동감시소조 파

견을 요구하였고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북한측 경비병들의 시비사건을 항의하였다.

한미연합군은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창설과 동시에 6·25전

쟁 당시부터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해 오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

제권이 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되어 한·미 양국이 이를 공동으로

행사하면서 한·미 연합방위체제로 형성되었다. 한·미 연합방

위체제는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의 군사력을 통합 운영함으로

써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효과적인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합방위체제의 실질적인 운영은

1978년 11월 7일 창설된 한·미 연합군사령부(CFC: Combined

Forces Command)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제313차 회의(1971.3.15,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우리측이

본회의 개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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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향하여 각종 구경의 사격을 하였다고 비난하였고, 아울러 공동경비구역에서 유엔측 인원

들이 복장위반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북한측 경비병들의 위협적인 행동과 자동무기 반입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며 10월 9일

과 12일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북괴경비병들’의 난동사건 비난과 공동경비구역 안

전을 위한 6개항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경비구역 내 경비인원 제한

(5/30), 2. 공동경비구역 내 경비원 무장해제, 3. 공동경비구역 내 불필요한 초소 폐쇄, 4. 군

사정전위원회 회의실 관광객 및 작업인원 출입금지, 5. 쌍방 경비인원간의 대화 및 접촉금지,

6. 회의 시 쌍방 경비병들은 공동경비구역 내의 군사분계선 횡단금지 등이다.

제307차 회의(1970.10.23, 유엔측 요청)에서 유엔측은 제306차 회의 때 북한측이 항의한

한강하구 사건을 조사한 결과 허위라고 주장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의 안전을 위한 6개

항목에 대해 동의할 것을 다시 촉구하였으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의 안전 문제를 다시 거

론하고 비무장지대 내에 중화기 반입과 사격 행위를 항의하였다. 이에 조중측은 우리측 무장

선박 Ⅰ-2호가 북한측 해안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제308차 회의(1970.11.24, 조

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임진강변과 한강하구 근방에서 우리측이 북한측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제306차, 제307차 회의에서 제안한 판문점 공동경비구

역 안전에 관한 6개항에 대하여 동의를 요구하였으며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공동경비구역 내

에 증가시킨 경비인원을 원상태로 환원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제309차 회의(1970.12.5,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12월 3일 기체고장으로 한국 간성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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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언급하고, 박 소좌 본인의 선택으로 거취를 결정하자는 우리측 제의를 북한측이 거부했음

을 상기시키고,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제301차〜제316차 회의에서 임진강변과 한강하구 근방에서 적대행

위에 대해 상호 비난하는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고, 유엔측은 제306차, 제307차 회의에서 제

안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전에 관한 6개항에 대하여 동의를 요구하였으며 북한측이 일방

적으로 공동경비구역 내에 증가시킨 경비인원을 원상태로 환원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이 문서

에서는 주로 무장간첩침투, 간첩선 침투, 비무장지대의 총격사건, 중화기 반입, 침투행위, 해

상침투, 영공침범, 무력증강, 군사훈련, 체제비난, 병력감축 주장, 공동경비구역 위반행위, 공

동경비구역 안전문제 등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측의 상호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

한 항의나 주장을 정리하고 있어 비무장지대 내의 갈등 원인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

다. 이 문서들은 1970년도〜1971년도 전반기 비무장지대의 각종 침투 및 월경사건, 무장력 강

화, 공동경비구역 안정 방안 등에 관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으므로 당시 무장충돌 및 침투사

건, 한반도 내의 냉전의 심화과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된다.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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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 선전장소로 악용한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에 박격포와 105미리 야포(野

砲) 등을 반입하여 무장 도발행위를 하고, 북한측 영공에 고속 고공 정찰기와 전투기, 폭격기

등 수 많은 전투비행기 등을 동원하여 공수훈련을 실시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유

엔측은 북한측의 도발적인 총격사건을 비난하고 공동감시소조의 조사를 요구(2월 21일 한강

하구 경기관총 사격)하였으며 우리측의 공수 목적과 범위를 이해하도록 북한측 중립국감독위

원회로 하여금 우리측의 훈련을 참관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북한측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제314차 회의(1971.4.1,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우리측이 비무장지대 내에 박격포와 야

포를 불법 반입하여 적대행위를 하였으며 한강하구와 임진강변에서 10여 만발의 총포를 사격

하여 사상 최대의 도발행위를 자행하였음을 비난하였으며, 우리측이“전술 전투 비행단”을 창

설하고 남한 내 10여 개의 비행장 신설에 대하여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측은 북한측의 주

장은 근거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대응하였다. 제315차 회의(1971.5.6, 조중측 요청)에

서 조중측은 강화도에서 북한지역에 1만여 발

의 무반동포를 사격하였고, 비무장지대에서 수

십 발의 기관총 사격을 하였으며 우리측의 무장

간첩 1명이 북한지역에 침투하려다 사살당하였

다고 주장하고 남한 내 무력증강을 비난하였

다. 또한 고공 정찰활동(SR-71)과 고공 침투사

건을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북한측이 군

사정전위원회 본회의를 소집할 시에는 사전에

토의안건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강화도

지역 총격사건은 북한측의 행위라고 주장하였

다. SR-71 정찰기는 유엔측이 통제하는 장비

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북한의 군사력을 언

급하면서 북의 무력증강을 비난하였다.

제316차 회의(1971.6.2,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한강하구와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기관

총과 박격포 사격을 비난하고 아울러 한국군측이 무장간첩‘한상○’등을 불법 침투시켰다고

항의하였으며, 북한군 미그-15기는 기체고장으로 인한 불가피한 불시착이므로 당연히 송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군의 Y-S-11 비행기는 미제의 억압에 항거하기 위한 자의적 귀순이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측은 북한측의 야포와 기관총 사격을 비난하고 무장인원 침

투를 항의하였다. 1970년 12월 3일 미그-15기를 몰고 우리지역에 착륙한 박순○ 소좌의 문제

공개재분류중요기록해제집Ⅱ-외교통상부

CET0032026 군사정전위원회에 전시된 사건
관련전시물들,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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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점 비무장지대 외곽에 중화기를 배치시켜 공동경비구역 안전과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항

의하였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 우리지역에 구축된 요새진지를 철거할 것을 촉구하고 중화기

반입과 무장인원 침투를 비난하면서 정전을 평화로 전환하기 위한 7개항을 제의하였다. 그 7

개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군 철수 2. 일본을 남한에 끌어 들이는 행위 중지 3. 남한에 반

입한 전투장비 철수 4. 무장도발 침략행위 중지 5. 비무장지대 내 중장비 및 군사시설 철수 및

파괴 6. 공동경비구역 내의 도발행위 중지 7. 군사분계선 자유왕래 허용 등이다. 이에 대해 유

엔측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북한측 방문객들이 시위와 위법행위를 하고 있음을 항의

하고 비무장지대 내에서 북한측이 우리지역을 향하여 500여 발의 기관총 사격을 가하고 또한

6월 1일 무장간첩선을 침투시키고 이를 조사하는 우리측에 대해 사격을 가했음을 항의하였다.

이 교전에서 북한측의 간첩선은 격침되고 한국의 C-46항공기 1대가 격추당하였다고 주장하

였다.

제320차 회의(1971.8.25, 유엔측 요청)에서 유엔측은 우리측이 제의한 공동경비구역 안전관

련 6개항 협의에 호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개선사업의 세부

실천방법을 설명하고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이에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유엔측

이 북한측을 향하여 기관총과 박격포 사격을 하였다고 항의하고 남한으로부터 미군과 전투장

비 철수, 비무장지대 군사시설 파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전과 질서보장 요구, 남북한 사람

들의 군사분계선 자유통과 보장 등 3월 19일 회의 시 제시한 정전을 평화로의 전환을 위한 7개

항을 다시 제의하였다.

제321차 회의(1971.9.1,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유엔측이 수천 발의

기관총 사격을 하였다고 항의하고 우리측이 항의한 총격사건은 남한군인들이 미국과 한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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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0032026 군사정전위원회회의유엔측모습,
1971

33

CET0032026 군사정전위원회회의북한측모습,
1971

군사정전위원회 제319차〜제325차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문서이다. 이 회의들

은 대부분이 조중측에서 요청하여 개최되었다. 본회의의 개최는 정전협정에 의하면, 어느 한

쪽의 요청이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진행하게 되어 있었으며 쌍방대표 각각 5명과 회의

요원들이 참석하여 정전협정 제2조 제10항, 제12항, 제13항에 관한 위반사항을 주로 토의하였

다. 이 회의록 자료에서의 특이사항은 조중측이 제319차 회의에서 정전을 평화로의 전환을 위

한 7개항을 제시한 내용이다.

제319차 회의(1971.7.29,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우리측이 본회의 개최를 고의적으로

14일 이상 지연시킨 위법을 저질렀고 남한 내에 각종 전투 장비를 반입하였다고 비난하고, 판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제319차(1971.7.29)〜제325차(1971.12.11) 회의록이며 대부분 비무장

지대내의무력증강과충돌사건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조중측은정전체제를평화체제로전

환하기위한7개항을제기하였고, 이에대해유엔측은우리측이제의한공동경비구역안전관련

6개항 협의에 호응할 것을 요구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개선사업의 세부 실천

방법을설명하였다.

05
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회의록

제319차〜제325차

관리번호 : CA0004569

쪽수 : 396쪽

생산일자 : 1971년 7월29일〜1971년 12월 1일

생산기관(작성자) : 유엔군군사정전위원회비서처

공개재분류중요기록해제집Ⅱ-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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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71정찰기 비행과 비무장지대 내에서 105미리 곡사포와 기관총 사격을 하였다고 비난하고

미국이 남한 내에 전투기와 폭격기를 반입하여 무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간첩선을 침투시켰

다고 항의하였으며 아울러 남한정부가‘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애국인민들을 탄압하고 있

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측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북한측의 무장인원들이 우리지역에

불법 침투하려다 도주하였다고 주장하고 북한측이 무력을 불법적으로 증강함으로써 정전협정

13항 ㄹ목을 파괴시키게 하였다고 비난하였으며 비무장지대 내에 중화기 반입을 항의하면서

북한측이 언급한 적십자회의 기구, 고위인사들의 방문, 군사훈련 등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취

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제323차에서 조중측이 비난한 한미군 연합훈련은 1960년대 말 북한의 도발이 급증함에 따

라 한반도에서의 안보정세가 긴장상황으로 조성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

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군은 각각 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Focus Lens)연습을 계획하여 실시

하였다. 한국 정부는 1968년 7월 국가안전

보장회의 주관 하에 정부의 전 부처와 각

시·도가 참가하는 대비정규전 연습인 태

극연습을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이는 1969

년부터 정규전에 대비한 을지연습으로 변

경되었다. 정부가 을지연습을 계획하여 시

행하는 동안, 주한 유엔군사령부 또한

1968년 10월 한국방위를 위한 군사연습인

포커스렌즈(Focus Lens)연습을 최초로 실

시하였다. 이렇게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

부가 각각 양립된 연습을 실시하게 되자,

유엔군사령부측이 먼저 한국 정부의 연습

인 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연습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한국측에 제의하였다.

유엔군사령부측의 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연습을 통합하여 실시하자는 제의에 따라 1973년

11월 23일 유재흥 국방부장관은 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연습의 통합실시에 대하여 한국 대통

령의 승인을 받고 스틸웰 유엔군사령관에게 통보하였다. 이러한 통합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

자 국방부에서는 을지연습 통합실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에 연합전투

참모단 구성을 위한 실무자회의를 제의하였고 1975년 9월 15일과 25일 양일간에 을지포커스

렌즈연습의 통합을 위한 한·미 실무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후 유병현 합동참모본부장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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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항거하기 위한 의거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측은 임진강변에서 북한측

이 불법으로 기관총 사격을 가했으며 그

결과 한국의 군인 2명과 민간인 어린 남매

가 사망했음을 주장하고 북한측의 비인도

적 행위를 비난하였다.

제322차 회의(1971.9.21, 조중측 요청)

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우리측

이 자동무기와 기관총 등 포사격을 하였다

고 항의하고 한국 내부의 무장폭동을 외부

의 침입이라고 우리측이 허위 주장한다고

비난하였으며, 비무장지대 내에 전투기를

끌어 들였다고 항의하였다. 아울러 우리측

의 무장도발과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책임

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에 담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북한측 무장공비들이 민간

인 마을을 침입하여 마을 주민들을 인질로 삼고 대항하다 사살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한국군인

과 민간인 다수가 사망하였음을 주장하고 북한측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52명에 달하는

무장 경비병들을 배치하였다고 항의하였다.

제323차 회의(1971.10.21,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우리측이 비무장지대 내에 무장인원

을 침투시켰다고 비난하고 북한측에 자수하였다는 우리측 인원(정○○)의 녹음테이프를 공개

하였다. 그리고 우리측이 비무장지대 내에 무반동총과 야포를 반입하고 기관총사격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SR-71 정찰기가 정탐활동을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북한측이 비무

장지대 우리지역에 수십 명의 무장인원을 침투시켜 적대행위를 하였다고 항의하였다. 제324

차 회의(1971.11.18,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우리측이 공동경비구역 내에 무장인원들을 출

입시켜 적대행위를 하였으며, 우리측 무장인원 1명이 북한측에 투항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비

무장지대 내에서 무장인원을 북한지역에 침투시켰다고 비난하면서 양측이 공동경비구역부근

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공동경비구역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측

은 공동경비구역 내에 북한측 방문객들이 우리측에 대해 야유와 적대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북

한측이 공동경비구역 부근에서 폭발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325차 회의(1971.12.11,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미국이‘한·미 독수리 상륙작전’을

벌이면서 남한 내에‘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공개재분류중요기록해제집Ⅱ-외교통상부

CET0032026 군사정전위원회 회의 모습(임진강 제
방에서북한이도발한사건자료),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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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제390차〜제397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문서이다.

이 회의들은 대부분이 조중측에서 요청하여 개최되었다. 비서장회의는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거하여 쌍방 합의 하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쌍방의 비서장으로

구성하여 군사정전위원회에 관한 행정, 회의절차 및 사소한 위반사건 등을 주로 토의하였다.

제390차 회의(1971.5.12,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 중화기 반입 등 정전협

정위반 행위를 계속적으로 범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공동경비구역 내에 긴장

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항의하고 공동경비구역의 긴장완화 책임이 북한측에 달려 있음을 북한

측은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맞섰다. 제391차 회의(1971.7.20,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제390차(1971.5.12)〜제397차(1971.12.28) 회의록이며 대부분

비무장지대 내의 무력증강과 충돌사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중측은 우리측이 회의개최

를 지연시켰으며 한국전쟁에 대한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

약을 체결하여 한국을 강점,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비무장지대 내에 요

새화문제에대한해결안을제안하였다.

06
군사정전위원회비서장회의회의록

제390차〜제397차

관리번호 : CA0004584

쪽수 : 339쪽

생산일자 : 1969년5월 12일〜1971년 12월28일

생산기관(작성자) : 유엔군군사정전위원회비서처

엔군사령부 부사령관간에‘을지포커스렌즈 1976년 연합연습’실시를 위한 연합전투참모단 구

성운용에 관한 합의각서가 교환되었다. 그 이듬해인 1976년 2월 16일 을지포커스렌즈연습 통

합 실시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고,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한국 정부와 미군을 통합한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이 최초로 실시되었다.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은 한국방위를 목적으

로 매년 8월에 실시하는 정부 및 군사분야 종합지휘소 연습으로 자리매김되었고, 정부 차원에

서 군사지원을 위한‘을지연습’과 군사차원의 작전계획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한‘포커스렌

즈연습’으로 통합되어 1976년부터 컴퓨터 모의방법을 적용하여 연례적으로 실시해왔다.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제319차〜제325차 회의에서 유엔측은 북한에 대해 공동경비구역

안전관련 6개항 협의에 호응하도록 요구하였고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에 북한측을 향하여

기관총과 박격포 사격을 하였다고 항의하면서 남한으로부터 미군과 전투장비 철수, 판문점 공

동경비구역 안전과 질서 등 정전을 평화롭게 전환하기 위한 7개항을 제의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주로 비무장지대의 군사시설 철거 및 평화적 이용, 총격사건, 중화기 반입,

침투행위, 요새진지 구축, 해상침투, 영공침범사건, 정찰기 정탐활동, 무장간첩침투, 무력증

강, 대규모 군사훈련, 체제비난, 공동경비구역 위반행위, 본회의 개최지연 등에 항의하는 내용

을 담고 있으며 양측의 상호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항의나 주장을 정리하고 있어 비무장

지대 내의 갈등 원인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 문서들은 1971년도 후반기 양측의

비무장지대 내의 안전방안 제시내용 등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당시 무장충돌 및 침투사건, 한

반도 내의 냉전의 심화과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된다.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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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지연시켰다고 항의하였으며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한 중무기의 철수를 촉구하였다. 이

에 대해 유엔측은 비무장지대 내의 무기와 요새화 진지문제는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 토

의함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제397차 회의(1971.12.28,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미국의 꼭두각시인“고문단 성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앞자리에 앉혔다고 항의하면서 미국은 남한을 탄압하여 남한 주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하고 공동경비구역지역에 경계병을 가장한 불한당들을 출입시켜

북한측 인원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렸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회의 의제의 사전 통보

없이 불필요한 회의만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정전위원회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

하고 공동경비구역 내의 사건에 대한 북한측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제390차〜제397차 회의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 중무기

반입 등 정전협정위반에 대해 항의하였으며 한국전쟁의 책임은 미국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을 강점,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하였고, 이에 유엔측은

비무장지대 내에 요새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주로 비무장지

대의 군사시설 철거 및 평화적 이용, 총격사건, 중화기 반입, 침투행위, 요새진지 구축, 해상침

투, 영공침범사건, 정찰기 정탐활동. 무장간첩침투, 무력증강, 대규모 군사훈련, 체제비난, 공

동경비구역 위반행위, 본회의 개최지연 등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측의 상호 정전

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항의나 주장을 정리하고 있어 비무장지대내의 갈등 원인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 문서들은 1971년도 후반기 양측의 비무장지대 내의 안전방안 등을 수

록하고 있으므로 당시 무장충돌 및 침투사건, 한반도 내의 냉전의 심화과정을 연구하는 데 귀

중한 자료라고 평가된다.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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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이 비서장회의 개최를 고의적으로 연기시켰다고 항의하고 공동경비구역의 위협은 우리

측이 이 지역에서 군사적 도발을 일삼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 내 자동무기

반입에 항의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북한측 방문객들의 위법행위를 지적하

고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군사정전위원회회의들의 개최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한국

전쟁시유엔군측참전16개국들은유엔군의자격으로회의에참석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제392차 회의(1971.8.12, 조중측 요청)에

서 조중측은 우리측이 회의개최를 지연시

켰다고 비난하고 비무장지대 내 중무기 반

입 등 정전협정위반에 대해 항의하였으며

한국전쟁의 책임은 미국이라고 비난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2)을 체결하여 한국을

강점,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비무장지대 내에 요새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우리측은 현실적인 제

안을 하였으나 북한측은 이에 불응하고 있

다고 비난하고 비무장지대 내의 병력을 철

수하고 민간인의 생업을 위하여 비무장지

대를 복구하자고 제의한 바 있음을 상기시

키고 이에 답할 것을 촉구하였다.

제393차 회의(1971.9.10,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 식별표식이 없는 인원

의 출입에 항의하고 비무장지대 내 자동무기와 중화기 반입에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측

은 정전협정 위반사항에 대해 공동감시소조를 통하여 조사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아울러 비무

장지대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것을 제의하였다. 제394차 회의(1971.10.4)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 정전협정위반 사항에 대해 상투적인 항의로 일관하고 이에 유엔측은 비무장지

대내의 요새화 진지 구축 등 비무장지대의 건설적 이용에 대해 동의할 것을 다시 촉구하였다.

제395차 회의(1971.11.1,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비무장지대 내에 중기관총과 M16자동

소총을 우리측이 다량 반입하였으며 자격 없는 인원을 회의에 참석시켰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유엔측은 비무장지대 내 요새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제의하고 공동경비구역 내 북한측 방문객들의 선전활동에 대해 항의하였다. 제396차 회의

(1971.12.1, 조중측 요청)에서 조중측은 공동경비구역 내에 경기관총을 반입하여 회의장 부근

까지 설치함으로써 공동경비구역 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비서장회의를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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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0018111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서에 서명하는
변영태외무부장관, 1954

2)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 7일 이승만-덜레스 간에 완전 합의가 이루어지

고, 다음날 8월 7일 서울에서 가조인되었으며, 동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