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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북방한계선 (NLL)을 둔 남북간 갈등은 북한이 NLL 를 

불법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수많은 경비정을 월선시키기 시작한 1973 년 

말부터 시작되었다. 1973 년 8 월 남북대화가 중단된 지 얼마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당시 동아시아 내 냉전 

긴장 완화 국면과 깊은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북한은 유엔사령부 해체와 

평화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등 자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문제를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도발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LL 주변에서 일어난 북한의 도발에 있어 한미간 

대응이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NLL 이남 지역을 자국의 영해라며 

정전협정의 위반이라고 보는 반면, 미국은 NLL 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선이기 때문에 군사정전위원회 등에서 북한의 NLL 월선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차이는 1970 년대 중반 당시 여러 차례를 걸쳐 일어난 NLL 주변의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다소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당시 다양한 미국의 문서를 이용하여 한미간 NLL 을 

둔 입장차이의 기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NLL 을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선이기 때문에 당시 유엔사령부가 국제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에 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엔사령부가 

유엔에서 그 해체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NLL 문제 등 국제법적으로 애매한 문제로 유엔사령부에 대한 

국제 여론을 부정적으로 만듬으로써 유엔사령부의 종말을 불러일으킬 

미국의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NLL 문제가 발생한 1973 년 말부터 

미국은 NLL 주변의 사건에서 유엔사령부의 책임을 여러 조치로 줄이려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1975 년 사이공 함락 이후 한미간 

안보 관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본 연구는 한미간 입장차이는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국의 

상반된 위상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글로벌 

헤게몬으로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수많은 세계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당시 미 결정정책자들은 NLL 지역에서 영해 문제 등 국제법적으로 

애매하고 복잡한 이슈에 연루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반면, 남한의 

정책결정과정은 북한과의 대립 상황만을 고려해서 진행되었다. 남한은 

NLL 을 북한의 서해 5 도 진입을 막기 위한 가장 유용한 방어도구라고 

인식하고 NLL 을 “사수정책”을 도입하였다.      

 

키워드: 북방한계선, 한미관계, 정전협정, 유엔사령부, 서해 5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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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서론 

 

1 절 문제제기 

 

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문제는 

2010 년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에 이은 연평도 폭격 사건1으로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다. NLL 은 그 성립 과정이 불투명하나2 한국 

전쟁 정전협정 이후 남북간 무력충돌 방지를 위하여 미국 정부에 

의해 성립되었다. 그러나 NLL 은 1970 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서해 5 도 지역 (그림 1.1 참조)3에서 남북간 분쟁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NLL 을 둘러싼 논란은 1970 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1970 년대 초에서 중반까지 아시아 국가들간 냉전적 긴장이 

완화되는 시기였다. 이 때 미중간 화해 무드에 이어 1971 년 

8 월부터 남북대화가 시작되어 남한과 북한간 화해 무드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간 화해 무드는 극히 

일시적이었으며 1973 년 말부터 서해 5 도 지역에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3 년 10 월부터 북한 경비정이 

                                                           

1 천안함 침몰 사건은 2010 년 3 월 26 일에 발생했으며 남한 해군의 천안함이 백령도 

주변수역 에서 침몰되어 44 명이 사망한 것을 말한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2010 년 11 월 23 일에 일어난 연평도 폭격 

사건은 북한 대포단이 연평도를 폭격하여 4 명이 사망한 것을 말한다.     

2 후술하겠지만, 현재로서 남한 정부는 NLL 를 한국 전쟁 정전협정 이후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에 공개된 미국 정부 문서에 의하면 1950 년 중반이나 후반에 

성립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3 서해 5 도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그리고 우도를 가리킨다. 연평도의 경우 

소연평도와 대연평도가 있다. 그림 1.1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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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을 수시로 월선하기 시작하였으며 12 월 초에는 북한은 NLL 을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고 비난하면서 서해 5 도의 주변수역이 

북한의 “연해 (contiguous waters)”에 있으니 5 개 도서들을 

왕래하는 남한과 유엔측 선박들이 북한측의 사전 승인을 받고 

통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974 년에서 1976 년까지 

서해 5 도 지역에서 남북간 충돌 사건과 NLL 월선 사건이 잇따랐다.  

 

그림 1.1: 서해 5 도와 북방한계선 

 

출처: 리영희 (1999), 12 쪽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북한측의 주장을 미국과 남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면이 

있다. 남한 정부는 북한 경비정이 NLL 을 월선하는 행위가 

정전협정의 위반이라고 보는 반면에 미국 정부는 북한 경비정이 

서해 5 도 3 해리 영해를 침범할 경우에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보았다. 1973 년 말에 이어 1974 년, 1975 년 서해 5 도 지역에서 

연속의 충돌 및 월선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러한 한미간 입장차이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영해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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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려하며 서해 5 도 방어에도 미군을 직접 투입하지도 않겠다고 

하였다. 반면, 남한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NLL 월선을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북한에 의한 침략 위협을 우려하는 

가운데 서해 5 도를 요새화하기 시작하였다. 왜 이러한 입장차이가 

생겨났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닉슨 행정부 (1969. 

1. – 1974. 8.) 포드 행정부 시기 (1974. 8. – 1977. 1.)의 

한미관계를 주목하고자 한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과 남한 

정부는 북한 도발에 다르게 대응하는 양상을 띠어왔다. 대표적인 

예로 1960 년대 안보 위기 때 미국과 남한 정부가 매우 다르게 

대응하여 양국간 균열이 생겼다. 그런데 1970 년대에 들어 닉슨 

행정부가 미군 감축 및 미중간 데탕트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미관계는 더욱 악화되어갔다. 이 때 한미간 갈등은 양국간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 차이와 미국과 남한 정부간 위상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미국 정부는 세계적인 헤게모니(강대국)로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전세계적인 시각에서 고려해야 하는 한편, 

한반도 운명당사자로서 남한 정부는 한반도적 시각에서 제한적인 

정책 추진을 할 수 밖에 없었다.4   

하지만 닉슨 행정부 시기는 한미간 갈등이 많은 시기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닉슨 행정부에 이은 포드 행정부 시기는 

한미관계가 다소 좋아지는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5 특히 1975 년 초 

발생한 사이공 함락에 따른 북한의 위협 인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포드 행정부는 미군 감축을 중단시키는 등 대한 안보공약을 

                                                           

4 홍석률,『분단의 히스테리: 공개문서로 보는 미중관계와 한반도』,  창비, 2012, 83 쪽. 

5 박원곤, 2011. 「미국의 대한정책 1974-1975 년: 포드 행정부의 동맹정책 변화」, 

『세계정치』, 32 집,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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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닉슨 행정부와는 달리 포드 행정부는 

1960 년대 말부터 남한 정부가 우려해왔던 북한의 위협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며 이를 반영하는 대한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한 정부간 NLL 을 둔 

입장차이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닉슨과 포드 행정부 

시기의 대한정책을 각각 분석한 후 갈등이 많은 포드 행정부 

시기에서 한미관계가 좋은 포드 행정부 시기에 들어서도 왜 

NLL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입장차이가 지속되었는가에 대한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절 연구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1970 년대 NLL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NLL 에 

대한 한미간 입장차이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입장차이가 발생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닉슨과 포드 행정부 

시기인 1969 년에서 1976 년까지를 분석시기로 삼았다. NLL 

월선과 충돌 사건들은 주로 1973 년 말부터 1976 년까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해당된다. 

본 연구는 총 5 장으로 이루어졌다. 1 장에서는 문제제기, 

연구 범위 및 구성,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2 장에서는 1960 년대 말부터 한미관계 상황과 닉슨 행정부에서 

포드 행정부로까지의 대한정책 변화를 다룰 것이다. 3 장에서는 

1973 년 말 NLL 문제가 처음으로 발생한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NLL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4 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문서들을 활용하여 1973 년부터 1976 년까지 NLL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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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한미간 입장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5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할 것이다.     

 

3 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1. 기존 연구 성과 및 한계 

 

기존 연구 검토는 두가지의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될 것이다. 

첫번째 부분은 서해 5 도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연구성과를 살펴볼 

것이며 두번째 부분은 1970 년대 초반-중반의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다룬 연구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서해 5 도 지역 문제 

 

최근에 서해 5 도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인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폭격 사건을 계기로 서해 5 도에서 발생하는 남북간 

갈등에 관련된 연구성과들이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성과들 

대부분은 동 지역에서 북한이 왜 도발하였는가 혹은 1999 년 이후 

발생한 사건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NLL 성립 

과정에 관한 것 이다. 흔히 NLL 성립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직후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Nan Kim, 2011; Michishita, 2003). 

이러한 이론에 의하면 NLL 가 생긴 이유는 한국전쟁 직후에 

서해 5 도 지역에서 남북 어선이 충돌함에 따른 제 2 차 한국 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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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6 이것은 남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때 NLL 가 성립되었다고 하는 객관적인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NLL 가 언제 성립되었는지는 명확하게 볼 수 없다.7 

이문항 (2001)은 다른 이론을 제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NLL 은 원래 1957 -1958 년에 성립된 이른바 작전 통제 라인 

(Operational Control Line)이라는 것이다. 이 라인은 남한 어선이 

조업하러 북쪽에 넘어갔다가 북한에 의해 납치당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성립되었다고 한다. 8  그리고 최근에 발굴된 미 

중앙정보국의 문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9 

북한측 문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서해 5 도 

지역의 발생한 도발에 대한 기원을 명확하게 밝혀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북한이 NLL 을 문제로 삼은 것은 

당시 국제 환경 변화와 연결짓고 있다. Michishita (2003) 10 는 

1973 년 말 발생한 북한 도발 사건과 1974 년 초 북한이 제기한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 제안과 연결지어 북한이 서해 5 도 지역에서 

도발을 일으킴으로써 미국과의 외교에 영향을 주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석률 (2012)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에 대해 동의하면서 1973 년 말 일어난 

                                                           

6 Kim, Nan. 2011. “Korea on the Brink: Reading the Yongpyong Shelling and its 

Aftermath.”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70, 2. 339 쪽. 

7 위의 글을 참조.  

8 이문항, 『JSA-판문점: 1953-1994』,소화, 2001, 96 쪽.  
9 “The West Coast Korean Islands,” January 1, 1974, Central Intelligence Agency, 
Directorate of Intelligence, The Origins of the NLL Dispute NKIDP e-dossier, Document 

No. 6, 17 면.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1950 년대 후반에 한국 동쪽 해양에서 

남한 어선이 피납되는 사건들 때문에 COMNAVFORKOREA 는 NLL 를 성립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COMNAVFORKOREA 란 것은 남한의 해군에 대한 작전권을 쥔 

유엔사 해군 (미국) 사령관이라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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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간 균열을 지적하며 서해 5 도 지역에서 일으킨 도발은 

미국과 중국을 긴장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1970 년대 중반 서해 5 도 지역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대응을 다루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반면에 미국과 한국 양국이 

북한 도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못 찾았다고 

한다. 11  Michishita (2003)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은 1970 년대 

중반에 불거진 서해 5 도 지역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던 

반면에 남한은 NLL 의 법적 문제를 무시한 채 서해 5 도의 방위에 

열중하여왔다고 한다. 홍석률 (2012)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1970 년대 중반에 서해 5 도 지역 문제를 한국과 북한의 문제로 

만들려고 노력했으며 이에 반해 남한은 서해 5 도 지역에서 일어난 

도발 사건들이 정전협정의 위반이 되는 사안이니 정전협정체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지적한다.   

 NLL 문제에 관련된 기존 연구는 1970 년대 중반 

NLL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입장차이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Michishita (2003)의 연구는 한미간 입장차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규명하였지만 최근에 나온 미국 정부의 문서가 인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미국 문서를 인용하여 1973 년 말 일어난 

서해사태를 분석하였지만 홍석률 (2012)의 연구는 1973 년 말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한미간 입장차이를 다루지는 않는다.      

 

 

                                                                                                                                       

10 Michishita, 2003. “Calculated Adventurism: North Korea's Military-diplomatic 
Campaigns.” PhD diss., John Hopkins University. 
11 Park Tae Gyun. 2011. “The Korean Armistice System and the Origins of the Cheonan 

and Yeonpyeong Incident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4, 1. 12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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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과 포드 행정부 시기 한미관계  

 

현재 1970 년대 한미관계사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는 닉슨 

정부 시기인 1969-1973 년과 카터 정부 시기인 1977-1979 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포드 정부 시기인 1974-1976 년 

한미관계를 다룬 연구성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1970 년대 

한미관계사의 기존 연구는 대체적으로 닉슨과 포드 정부 시기를 

결합시켜 분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포드 정부 시기에 한해서 

한미관계를 바라보는 연구성과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닉슨 정부 시기의 문서가 대규모로 공개된 것을 

계기로 닉슨 정부 시기의 한미관계사의 주요 사건에 있어서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보다 자세히 

규명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 정부의 연설문, 신문기사 등의 공식 

자료에 의존해야 했던 기존 연구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이 시기 연구자들에 의해 미국 문서들을 활용하여 당시 

한미관계사를 조명하는 연구성과가 많이 나왔다. 

 신욱희 (2005), 우승지 (2004)와 홍석률 (2012) 12은 미국 

정부의 문서를 바탕으로 1970 년대 초-중반 한미관계사를 다룬 

연구성과를 냈다. 신욱희와 우승지의 연구는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한미관계에 있어서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한미간 북한 위협 인식 차이를 지적하며 1973 년 말에 남북대화가 

중단된 경위에 대해 살펴본다. 홍석률 (2012)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12 신욱희, 2005, 「기회에서 교착상태로: 데탕트 시기 한미관계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 집, 2 호; 우승지, 2004, 「남북관계와 

한미동맹관계의 이해: 1969-1973」,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 집, 1 호; 

홍석률,『분단의 히스테리: 공개문서로 보는 미중관계와 한반도』,  창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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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던 한반도에 관련된 비밀 회담 내용을 분석하며 특히 

이른바 “한국 문제”를 다룬 미중간 회담 내용을 분석한 거의 유일한 

연구성과를 내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 외에도 이 시기의 

한미관계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있다. 빅터 차 (1999)13는 

연구는 닉슨 정부에서 카터 정부 시기까지의 한미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오버도퍼 (Don Oberdorfer, 2001)의 연구14는 동일한 

시기의 한미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도 포드 정부 시기의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다.   

현재로서 포드 정부 시기의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김수광 (2008)과 박원곤(2011)15의 논문을 들 수 있다. 

김수광의 연구는 닉슨과 포드 시기의 대한 안보 공약 변화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한국화와 미군 감축을 계획한 닉슨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1970 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안보 공약이 강화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박원곤의 연구는 닉슨과 포드의 대한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1975 년 4 월 사이공 함락 이후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연구 방법 및 자료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료의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2 차적인 자료는 물론이고 1 차적인 자료인 

                                                           

13 Cha, Victor. 1999.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Stanford University Press.  
14 Oberdorfer, D. 2001.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Addison-Wesley. 

15 김수광, 2008, 「닉슨 포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연구: 한국방위의 한국화 

정책과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변화」, 서울대 외교학과 박사 논문; 박원곤, 2011, 

「미국의 대한정책 1974-1975 년: 포드 행정부의 동맹정책 변화」, 『세계정치』, 

32 집,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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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문서를 활용함으로써 1970 년대 중반 서해 5 도와 

NLL 문제에 대한 한미간 입장차이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1 차적인 자료인 미국 문서들은 두가지의 

소스로부터 확보되었다. 첫번째 소스는 미시건(Michigan) 주의 

그랜드 래피드(Grand Rapids)에 있는 포드 대통령 도서관이다. 

이것들은 최근에 NKIDP 가 공개한 ‘북방한계선 분쟁의 기원(The 

Origins of the Northern Limit Line Dispute: New Evidence from 

Romanian and American Archives)’에 관한 자료집에서 대부분 

확보되었다. 이들 문서는 서해 5 도 문제에 관련된 국무부 전문과 

닉슨과 포드 행정부 소속인 인사의 메모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두번째 소스는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웹사이트의 문서접근(Access to 

Archives, ADD) 기능으로 검색한 방법을 통해 확보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확보된 문서들 모두는 주한대사와 워싱턴 본국 간 오갔던 

국무부 전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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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1970 년대 한반도 상황과 미국의 대한 정책 

 

1 절 닉슨 행정부 시기의 대한 정책 

 

1. 1960 년대 후반 한반도 안보 위기 

 

 1960 년대 말에 들어 한미관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1967 년부터 DMZ 에서 남북간 충돌이 크게 늘어나 이른바 “조용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16  1968 년 초에 일어난 청와대 습격 

사건과 푸에블로호 피납 사건으로 한반도 정세는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을 맞았다.17 이 두 사건은 정확한 원인이 아직도 밝혀지고 있지 

않았지만, 18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데 한미간 균열을 만들기에는 

성공하였다. 박정희 암살을 위해 남파한 북한 요원의 청와대 습격 

사건에 남한 정부가 분노하였으며 즉각 북한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존슨 행정부는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납북된 선원들을 석방하기 위해 북한과 비밀회담까지 가지며 박정희 

                                                           

16 Sarantakes, Nicholas E. “The Quiet War: Combat Operations along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1966-1969.”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64, 2. 441 쪽.  

17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공개문서로 보는 미중관계와 한반도』,  창비, 2012, 

59 쪽.  

18 특히 1967 년부터 남북간 충돌 사건이 늘어난 것은 남한 정부가 안보위기를 

의도적으로 일으킴으로써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다. Park Tae Gyun. 2009. “Beyond the Myth: 

Reassessing the Security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Mid-1960s.” Pacific 

Affairs, 82, 1.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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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저지시켰다. 북한 도발에 안보의식이 증폭된 

박 정부로서는 매우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것이었다.19  

 무엇보다 이 때 생긴 한미간 균열은 미국 정부와 남한 

정부간의 상반된 북한 위협 인식과 위상 차이 때문이었다. 20 

전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북한에 의한 남침 위협이 1950 년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보았다. 이와는 달리 남한 정부는 북한의 도발 동향을 

보고 그들이 남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1 미국은 이 

때 베트남전쟁을 치르는 데에 주력했던 만큼 한국에서 일어난 

무력충돌에 연루되기 꺼려했으며 22  미국 관리들은 사실상 

한반도뿐만 아닌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했다. 반면, 

한반도 운명당사자로서 남한 정부는 한반도 중심으로 정세를 

분석하고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한미간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23  

 존슨 (Lyndon B. Johnson) 행정부에 이어 리처드 닉슨 

(Richard Nixon)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미온적인 대응을 

지속하였으며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을 약화한다는 남한 정부의 

우려를 키웠다. 특히 닉슨 행정부가 들어선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인 1969 년 4 월에는 북한 전투기가 미국의 EC-121 정찰기를 

격추시킨 사건이 벌어졌다.24  그러나 닉슨 행정부는 내부적으로는 

강경한 대응을 논의했던 반면, 별다른 조치 없이 정찰기를 계속 

                                                           

19 박태균. 2007,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작과비평사. 314 쪽. 

20 홍석률, 위의 책, 83 쪽. 

21신욱희, 2005, 「기회에서 교착상태로: 데탕트 시기 한미관계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 집, 2 호. 273-274 쪽. 

22 박태균, 위의 책, 314 쪽. 

23 홍석률, 위의 책, 83 쪽. 
24 Sarantakes, Nicholas E. “The Quiet War: Combat Operations along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1966-1969.”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64, 2. 45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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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하도록 하는 등 매우 미온적인 대응을 하였다.25 미국 관리들은 

이 사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했다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으로서 베트남전쟁과 제 2 차 한국전쟁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26 

 그러나 1960 년대 말 미국 대아시아 외교 정책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이 변화로 인하여 1960 년대 말에 발생한 

한미관계가 더욱 악화되어갔다.  

 

2. 주한미군 감축 

 

닉슨 독트린 

 

1969 년 7 월 25 일 닉슨 대통령은 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였다. 이후 

닉슨 독트린이라고 불린 이 발언은 미국이 아시아의 동맹국가들과 

맺은 안보공약을 계속 유지하되 이들 동맹국가들은 자신의 안보 

문제를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27  대통령 후보 때 

닉슨이 베트남전쟁을 “명예롭게” 끝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그러기 위하여 일단 이른바 “베트남화”28 정책을 실행하여 베트남 

                                                           

25 위의 글, 454-55 쪽. 

26 위의 글, 455 쪽. 

27 흔히들 “괌 독트린”이라고도 불리는 닉슨 독트린은 1969 년에 구웜에 공식 방문을 

하는 동안 기자회견을 열어 한 말을 가리킨다. 그 기자회견에서 닉슨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 전체를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2140#axzz1qnQ2JPu5 (last accessed: 
2012.4.1) 

28 베트남화 (Vietnamization)란 베트남전쟁에서 발빼자는 수단으로 미군의 철군을 

추진하면서 남베트남 정부에게 전쟁을 맡기는 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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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서의 개입을 축소하고자 하였다. 닉슨 독트린에 따라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대규모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1969 년 727,000 명 정도 되던 지상군이 1971 년에 들어 약 

284,000 명 가량으로 감축되었다.29 주둔 미군이 제일 많이 철수된 

지역은 베트남이었으나 일본, 대만 그리고 남한에서도 미군 감축이 

이루어졌다.30 

케네디 (John F. Kennedy) 행정부 때부터 미국 정부 

내부에서 주한미군과 대한군사지원 감축을 논의하여 왔었다. 그러나 

1965 년부터 남한 정부가 한국군을 베트남전쟁에 파병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일단 보류하였다. 그러다가 1968 년 

구정 공세31 등 베트남 전황이 악화되자 존슨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주한미군과 대한 군사지원 

감축 계획을 사실상 닉슨 행정부가 맡아서 실행한 것이다.32 그러나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을 위한 상징으로서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는 

것은 한미간 1960 년대 말에 불거졌던 균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9 Cha, Victor. 1999.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Stanford University Press. 61 쪽.  
30 신욱희, 위의 글, 254 쪽. 

31 구정 공세 (Tet Offensive)는 1968 년 1 월 30 일 남베트남에서 활동하던 월맹 

(베트콩) 대규모로 미군과 남베트남군의 기지를 공격하는 사건을 일컫는다. 이러한 

월맹의 공격은 미군 등에 의해 저지당하여 군사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말았으나, 

특히 미국에서 크게 보도되어 베트남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에 

성공하였다. 구정 공세는 베트남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turning 

point)”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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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감축에 따른 한미갈등 

 

1969 년 남한 정부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33 주한미군 감축 계획과 관련하여 감축 규모, 

진행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었다. 그러던 중 1969 년 

8 월 박정희와 닉슨이 정상회담 시 닉슨은 주한미군의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구두로 약속을 했었다. 따라서 1970 년 

3 월 닉슨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두 개 사단의 감축을 

통보하였을 때 한국 정부는 매우 분노하였다. 34  박정희 대통령은 

1970 년 4 월 닉슨에게 직접 보낸 서한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실망의 표시를 하였으며, 양국간 안보공약 강화만이 

북한에 의한 남침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5  

양국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미국과 남한간의 갈등의 주 원인이었다. 1960 년대 말 안보 

위기에서 멀지 않은 시점에서 주한미군을 일부라도 철수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을 북한의 남침을 유도할 수 있다는 남한의 우려를 

                                                                                                                                       

32 마상윤과 박원곤, 2010, 「데탕트기의 불편한 동맹: 박정희-닉슨-카터정부 시기」, 

『갈등하는 동맹: 한미관계 60 년』, 역사비평사. 72 쪽. 

33 류길재, 2009, 「1960 년대 말 북한의 도발과 한미관계의 균열」,『박정희시대 

한미관계』, 백산서당. 232-237 쪽. 1969 년 주한미군 철수 계획과 Focus Retina 

한미합동군사훈련 에 대해서 미 국방부 장관 멜빈 리어드 (Melvin Laird)가 비공개로 

한 말이 폭로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34 박태균, 위의 책, 335 쪽. 남한 정부가 분노한 것은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하기 앞서서 남한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35 마상윤과 박원곤, 위의 글, 9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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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았다.36 반면에 미국 정부는 남한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있을 뿐 이라며, 그 위협을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중국과 

소련이 북한의 남침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단독 

침공만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닉슨 

행정부는 남한 군사력을 미국의 지원으로 보강하면 북한의 단독 

침공을 남한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한 

미군 철수를 실행하는 한편,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함께 

지원하기로 하였다.37 

그러나 남한 정부는 1968 년 안보 위기에 이은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대한안보공약 약화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특히 

이러한 남한 정부의 입장이 힘을 얻은 것은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전쟁 발생 시 자동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명확한 보장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1971 년 7 월에 열린 한미안보협의       

회의38에서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규정된 

"빠르고 효율적인 지원"을 여전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남한 정부가 한반도 내 유사시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청하였을 때 미국 정부는 미 의회 내에서의 논의 필요성 및 헌법에 

관한 이슈들이 있다며 확답을 회피하였다.39  

 

                                                           

36 신욱희, 위의 글, 273 쪽. 

37 마상윤과 박원곤, 위의 글, 75 쪽. 5 개년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지원액은 

미 의회의 간섭에 의해 2 억 달러에서 1 억 9,600 만 달러로 삭감되었다. 

38 한미안보협의회의는 푸에블로와 청와대 습격 사건이 직후 1968 년 4 월 17 일에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다. 양국간 안보 협력을 위해 개최하기 시작한 이 회의는 미국과 

남한 국방장관이 연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이다.  (네이버 지식 사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39 신욱희, 위의 글, 26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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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탕트 

 

미중간 데탕트 

 

1969 년부터 중국과 미국이 상호 관계 개선을 하기 

시작하였다. 40  닉슨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과 

경쟁을 하던 소련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북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중단시켜 베트남전쟁의 

끝내고자 하였다.41  중국은 1960 년대 초부터 불거진 중소분쟁이 

1960 년대 말에 들어 더욱 심각해졌으며 중국 지도부는 소련과 

미국이 자국을 "협공"할 것이라고 우려하였기 때문에 미국과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였다.42   

1971 년에 들어 미국과 중국의 고위 인사간 비밀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의 대표"로서 대만이 수년간 지켜왔던 유엔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게 되었고 1971 년 여름에는 미국 대통령 보좌관 헨리 

키신저 (Henry Kissinger)와 중국의 고급 인사간 비밀 회담의 

성과로 닉슨 대통령이 1972 년 2 월에 중국에 공식 방문하겠다고 

공포하였다. 닉슨의 북경 방문 소식은 온 세계를 놀라게 했다. 특히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자신한 일본 지도부는 닉슨의 중국 

방문에 대해 공포되기 몇 시간 전에 알게 되었고43 남한 정부는 겨우 

2 시간 전에 알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44 

                                                           

40 홍석률, 위의 책, 96-97 쪽. 
41 Burr, William. 1998. The Kissinger Transcripts: the top secret talks with Beijing and 

Moscow. New Press. 17 쪽. 

42 홍석률 , 위의 책, 100 쪽.  

43 Cha, 위의 책, 104 쪽. 

44 홍석률, 위의 책, 156 쪽.  



18 

 

 

데탕트에 따른 한미갈등 

 

닉슨 행정부는 미중간 화해를 위하여 한반도 내 긴장이 

완화되면 미중간 대화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았다.45 따라서 미국 

관리들이 1969 년부터 남한 정부에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권유하였다. 46  그러나 북한을 경계하는 남한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리 없었다.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소식이 알려지는 등 

국제 정세 변화가 남북대화를 시작하는 데 그 결정적 돌파구를 

제공하였다. 1971 년 8 월 12 일에 남한 정부가 북한과의 적십자 

회담을 제안하였고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남북대화에 대한 남한의 태도 변화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은 

한반도 내 유사시 미국이 어떠한 지원을 해줄지에 대한 우려였다. 

박정희 정부의 계산은 오히려 미국이 원하는 남북대화를 시작하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한미군 감축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47  

그러나 데탕트에 대한 남한 정부의 반응은 미국 정부와 남한 

정부간 국제 정세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차이를 잘 드러냈다. 특히 

주한 미군 철수를 둘러싼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미간 북한에 의한 

위협 인식 차이는 양국이 냉전적 긴장 완화를 어떻게 보느냐를 

좌우하였다. 미국 관리들의 경우 데탕트가 아시아의 안보 위협을 

감소시키며 미중간 관계 개선 또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45 위의 책, 123 쪽. 

46 박태균, 위의 책, 338 쪽. 
47 Oberdorfer, D. 2001.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Addison-Wesley. 

2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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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냉전적 긴장 완화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하였다. 미중간 관계 개선이 아시아에서의 미국 역할을 

감소시킴으로써 오히려 남한과 같은 약소국이 강대국의 화해 무드에 

의해 희생될 것이라고 보았다.48  

  이러한 인식 하에 박정희 정부는 대미의존적인 

정책으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탈피하려 하였다.49 이 때부터 박정희 

정부는 이른바 자주국방, 자주외교를 추진하였다. 자주국방의 경우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중화학공업을 키우는 한편 핵개발 프로그램과 

이른바 율곡 사업을 진행하여 북한의 단독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국방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50  자주외교는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소련의 하위층 인사와 면담하는 등 공산권과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강대국들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비동맹국가들과 관계개선에 

나섰다. 51  다른 한편으로 박정희 정부는 대내적 통치체제를 

강화하였다. 1972 년 12 월 17 일에 공포된 유신체제 도입에 따른 

“긴급조치에 의한 통치”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52  

종합적으로 보면 닉슨 행정부 시기의 한미관계는 흔히 

표현하듯 ‘격동의 시절’이었다. 무엇보다 1960 년대 말 안보 위기에 

                                                           

48 마상윤과 박원곤, 위의 글, 77 쪽. 

49 위의 글, 78 쪽. 

50 박정희 대통령은 언제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와 닉슨의 북경 방문 소식을 겹친 해인 1971 년에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Kim, S. 2001. “Security, Nationalism and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e South Korean Case, 1970-82.” Diplomacy and 

Statecraft, 12, 4.를 참조할 것. 
51 홍석률, 위의 책, 299-308 쪽. 당시 남한 정부는 중국측과 접촉을 타진하였으나 

중국측은 반응하지 않았다. 

52 마상윤과 박원곤, 위의 글, 7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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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과 미중간 데탕트는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이 약화될 것이라는 남한 정부의 안보 우려를 키웠다. 

닉슨 행정부 또한 일방적으로 이 모든 정책을 실행한 것이 문제였다. 

한반도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미군 감축이나 미중간 데탕트에 대해 

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배려심을 갖고 진행해야 할 

문제들이었는데 배려가 있기는커녕 “밀어붙이기식”으로 미국의 

정책을 실행하였으니 박정희 정부가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매우 과감하게 대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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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포드 행정부의 대한정책 

 

1. 포드 행정부 출범과 미국의 대한정책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닉슨 대통령이 물러난 1974 년 8 월 

9 일 당시 부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 (Gerald Ford)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포드 행정부가 출범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포드 

행정부의 대한 정책 초기에는 닉슨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53 

오히려 닉슨 행정부 시기의 데탕트와 미군 감축을 그대로 진행하려 

하였다. 54   

포드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1974 년 10 월에 나온 NSC 

문서에 따르면 한반도의 지리정치학적 위치 때문에 강대국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고 보았으나 데탕트 분위기 덕에 

중국과 소련이 미국과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오히려 서양국가와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등 국격을 향상시키는 데 현안이 되었기 때문에 남침 

기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55     

이렇게 한반도 정세를 평가한 포드 행정부는 한반도 내 

안정을 위하여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당시 

                                                           

53 박원곤, 2011, 「미국의 대한정책 1974-1975 년: 포드 행정부의 동맹정책 변화」, 

『세계정치』, 32 집, 2 호. 85 쪽. 

54 박태균, 위의 책, 345 쪽. 닉슨 행정부에서 국무부 장관이자 데탕트 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했던 인물인 헨리 키신저 (Henry Kissinger)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포드 

행정부에서 계속 일하였으며 포드 대통령도 닉슨 행정부의 데탕트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인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더 자세한 것은 Burr, 위의 책, 322 쪽을 참조) 

55 박원곤, 위의 글, 75-7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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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논의하기 시작된 유엔사 해체 문제56 해결을 위하여 중국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무부가 제기한 가운데 포드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기 꺼려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미국은 1974 년 말 

유엔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유엔군사령부 (이하 유엔사)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1974 년 8 월에 

개시될 예정이었던 한미연합 훈련 비엘텍스 원 (BLTEX 1-75)을 

연기하였던 것이다.57      

그러나 닉슨 행정부와는 달리 포드 행정부는 처음부터 

대한안보공약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포드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74 년 11 월 아시아 

국가를 순방하는 길에 방한하였다.58 1966 년 존슨 대통령의 방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포드 대통령은 한반도 내 안보 상황이 

                                                           

56 3 장에서 이를 더 자세하게 다룰 것. 

57 박원곤, 위의 글, 80 쪽. 

58 박태균, 위의 책, 345 쪽. 그러나 포드의 방한은 박정희 정권의 인권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뻔했다. 당시 포드 행정부는 남한의 인권 문제 때문에 남한에 가지 

말라는 압력을 의회와 인권단체들로부터 받고 있었는데 키신저의 설득으로 포드가 

방한길에 올랐던 것이다. 이는 닉슨 정부 시기부터 대외정책에서 소외당해왔던 미 

의회는 워터게이트 위기를 계기로 대외정책에 대한 권력을 다시 행사하고자 하였기 

때문인 측면이 큰 것이었다. 1972 년 말 유신체제 수립 (10 월 유신) 때부터 남한의 

인권 문제가 미의회에서 이슈화되었으며 특히 인권 문제가 심각한 국가에게 미국의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남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곤 하였다. 포드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밖에 안 된 1974 년 12 월 프레저 의원 (Donald M. Fraser)이 미국의 

군사지원과 인권 문제를 연결 (link)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즉 인권 문제에 대한 

진전 (improvement)가 있어야만 군사 원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포드 

행정부는 안보 문제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남한의 인권 문제는 카터 행정부 (1977-

1981)에 가서야 크게 이슈화되었다. Yong-Jick Kim. 2011. “The Security, Political, and 

Human Rights Conundrum, 1974-79.” In The Park Chung Hee Era :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edited by Byung-Kook Kim and Ezra F. Vogel, 457-482.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461-465 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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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지지 않는 한 더 이상 주한미군 철수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59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포드 행정부 내부에서는 

1974 년부터 꾸준히 고조되고 있던 한반도 내 긴장감 60 이 그리 

심각하다고는 보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이러한 긴장 고조를 박정희 

정부가 국내 통치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61  

따라서 포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드 행정부 

내부에서는 닉슨 독트린에 따른 주한미군 추가 철수 논의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때까지 이루어진 남한의 경제 발전 성과 및 

방위력이 향상이 미국의 지원 없이 것을 감안한 포드 정부는 지금껏 

지원해왔던 무상원조를 대외군사판매차관으로의 전환 하기도 

하였다.62 즉, 포드 행정부는 겉으로는 대한안보공약을 유지하겠다고 

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닉슨 행정부 때와 크게 다를 게 없이 닉슨 

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의 군사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던 것이다. 

 

 

 

 

 

                                                           

59 박태균, 위의 책, 77 쪽. 

60 1974 년에는 재일교포인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 하다가 잡혔으며 

1974 년 말과 1975 년 초에는 비무장지대 안에서 북한 군대가 파고 있던 동굴 두개를 

유엔군과 한국군에 의해 발견하였다. Cha, 위의 책을 참조할 것. 

61 박원곤, 위의 글, 8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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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차이나 사태’와 미국의 대한 정책 변화 

  

1975 년 초에 발생한 ‘인도차이나 사태’로63 1974 년 말부터 

추진하였던 포드 행정부의 대한 정책은 크게 변했다. 특히 1975 년 

4 월 30 일 사이공 함락은 포드 행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남베트남 군대가 북베트남군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남베트남이란 국가가 사실상 없어짐에 

따라 포드 행정부는 탈베트남전쟁 시대를 향한 대동아시아 정책을 

고려해야 하도록 만들었다.64 

궁극적으로 인도차이나 사태 이후 포드 정부는 아시아 

전체에 대한 미국 정책의 큰 틀에서 수정해야 할 것이 별로 없지만, 

남한을 비롯한 특정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공약 약화되지 않을 것을 

잘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포드 행정부 관료들이 우려한 

것은 인도차이나 위기 이전에 계획했던 대로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아시아 지역 내 힘의 균형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것이었다.65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의 대한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66   

                                                                                                                                       

62 위의 글, 79-80 쪽. 

63 인도차이나 위기는 1975 년 4 월에 크메르루주 군이 (Khmer Rouge) 캄보디아 

수도인 프롬펜을 장악하고, 4 월 30 일에 월맹에 의해 사이공이 함락되는, 즉 

인도차이나가 “적색화”되는 사건을 가리킨다.   
64 Gawthorpe, Andrew J. 2009. “The Ford Administration and Security Policy in the 

Asia-Pacific after the Fall of Saigon.” The Historical Journal, 52, 3.  700 쪽. 

65 위의 글, 706 쪽. 

66 1975 년 5 월에 일어난 마야구에즈 사건 (Mayaguez Incident)에 대한 포드 행정부의 

대응은 이러한 우려를 잘 드러냈다. 이 사건에 대한 강경한 대응은 국내적 요인도 

작용되었으나 사건 당시 포드 행정부 관리들간 대화를 보면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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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대한 안보 공약의 강화를 결정하기로 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우선적으로 미국 정부의 북한 위협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었다.67 1975 년 4 월 30 일 사이공 함락 직전인 4 월 

18 일에 북한의 김일성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남한을 위협하리라고 볼 수 있는 여러 발언을 하였다.68 포드 

행정부는 북한의 남침을 중국과 소련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적대적인 북한의 행동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북한은 국제 정세가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중국과 소련의 지원 

없이도 단독 남침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였던 것이다.69        

더군다나 사이공 함락 직전에 이루어진 김일성의 베이징 

방문은 남한에서 이른바 “적색공포 (Red Scare)”를 일으켰다. 

사이공 함락 직후 박정희 대통령은 매일 안보회의를 갖기 

시작하였으며 심지어 더 많은 무기조달을 목적으로 "국가국방세"를 

거두기 시작하기도 하였다. 70  1975 년 6 월 워싱턴 포스트지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핵개발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인도차이나 사태로 미국의 대아시아 철수를 우려하는 동맹국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키신저는 직접 한국인들을 거론하여 그들과 다른 국가들이 감탄할 만한 

대응을 원한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의 글, 708-709 쪽을 참조할 것.  

67 박원곤, 위의 글, 95 쪽. 1974 년 말에 미국 관리들에 의해 박 정부가 비밀리에 

진행해온 핵개발 프로그램이 들통난 후 미국 정부는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압력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관리들은 박 정부가 핵개발 프로그램을 개시한 것이 닉슨 

행정부 시기의 대한정책 변화에 대응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68 Oberdorfer, 위의 책, 63 쪽. 실제적으로는 김일성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남침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반도 안정유지를 선호하는 중국 지도보는 이를 

거부하였다. 

69 박원곤, 위의 글, 89-90 쪽. 
70 Kim, S. 2001. “Security, Nationalism and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e South Korean Case, 1970-82.” Diplomacy and Statecraft, 12, 4. 6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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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지키겠다고 발언함으로써71 남한 정부의 안보 우려가 더욱 

드러났다. 당시 주한대사는 북한이 남침을 감행할 경우 한국전쟁 

때와는 달리 정부 관계자들과 6,500,000 명의 서울 시민 전체가 

서울에 남아 "사수"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워싱턴에 

보고하기도 하였다.72    

포드 정부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한안보공약 약화라고 볼 

수 있었던 닉슨 정부 시기의 대한 정책에 이어, 김일성의 베이징 

방문이 남한의 안보 우려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였다.73 따라서 

포드 대통령이 주한미군 추가 철수 논의를 중단하기로 하였는데74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예정된 M-60 탱크 사단의 독일으로의 이주를 취소하기도 하였다.75 

포드 정부 또한 만약 북한이 남침을 감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북한을 

향해 핵폭탄을 사용할 것이라며 위협의 목소리를 높였다. 1975 년 

6 월 미 국방부 장관 제임스 슐레신저 (James Schlesinger)는 미국 

정부가 남한 내 핵무기를 철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의 경우에 

전략적 무기 사용이 필요해진다면 미국의 반응을 실험해보는 게 

좋지 않은 생각일 것"이라고 위협하였다.76  

사이공 함락으로 대표되는 인도차이나 위기는 1960 년대 

중반부터 미국 정부에서 현안이 되어왔던 베트남전쟁의 종료를 

                                                           

71 위의 글, 65 쪽.   
72 “Views of President Park on Northwest Islands, Defense of Seoul and I Corps 
(US/ROK) Group,” April 23, 1975, Record Group 59, Central Foreign Policy Files 1973-
1976,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73 박원곤, 위의 글, 89 쪽. 

74 위의 글, 83 쪽. 

75 위의 글, 93 쪽. 
76 Hayes, Peter. 1991. Pacific Powderkeg: American nuclear dilemmas in Korea. 

Lexington Books. 6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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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였다. 베트남전쟁의 종료는 미국 정부 관료들로 하여금 

대동아시아 정책을 검토하게 했으며 더 유연한 정책 추진을 가능케 

하였다. 특히 이 때 미국은 북한에 대한 남한의 안보의식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중단을 비롯하여 

전투기 등 새로운 무기판매 허용 및 1976 년 초부터 시작된 “팀 

스프리트(Team Spirit)” 한미공동훈련 개시로 대한안보공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77   

 

 

 

 

 

 

 

 

 

 

 

 

 

 

                                                           

77 박원곤, 위의 글, 92-9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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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1970 년대 중반 남북관계와 서해 5 도 문제 

 

1 절 남북대화 중단과 서해사태78 

 

1971 년 여름 닉슨의 북경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어느 쪽이 

먼저랄 것도 없이 남북한이 서로 접촉하기 시작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간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였다. 나아가 

남북 고위 인사 면담이 낸 성과인 7.4 남북공동 성명79으로 남북간 

긴장이 풀리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간 화해 무드는 

일시적이었다. 무엇보다 1973 년 6 월 26 일 남한 정부가 

유엔동시가입을 지지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남북대화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남북 분단을 영구화할 것이라며 

유엔동시가입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80   6.26 선언 이후 북한은 

김대중 납치 사건81을 명분으로 1973 년 8 월 28 일에 남북대화를 

공식적으로 중단시켰다. 

                                                           

78 기존 연구에서 “서해사태”에 대한 범위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Michishita (2003)의 연구에서는 서해사태는 1973 년 말에서 1976 년까지 

서해 5 도에서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유석 (2010) 등 다른 

연구에서는 1973 년 말 일어난 사건들만을 서해사태라고 불리고 있는 듯하다. 

79 남북간 고위 인사 만남의 성과로서 이 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조국 통일 

3 대 원칙에 합의한 성명이다. 무엇보다 남북 지도부는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계속 

남북간 교류를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이 때 통일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네이버 사전: “7·4 남북공동성명”을 참조. 

80 홍석률, 위의 책, 345 쪽. 

81 1973 년 8 월 8 일 박정희의 가장 정적이었던 야당 지도자인 김대중이 일본 

도쿄에서 KCIA 요원들에 의해 납치를 당하여 한국에 연행했던 사건이다. 북한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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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 도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서해사태"는 

남북대화 중단 직후인 1973 년 10 월 23 일부터 북한 경비정들이 

NLL 을 넘나들었던 사건을 가리킨다. 유엔 군정위의 기록에 의하면 

1972 년 10 월-12 월 사이에서 북한 경비정이 43 회에 걸쳐 NLL 을 

넘었다가 북쪽으로 돌아갔으며, 11 월 19 일에서 12 월 1 일 

사이에서 서해 5 도 "연해수역 (沿海水域; 주변해역/contiguous 

waters)" 82을 6 회에 걸쳐 침범하였다고 밝혔다.83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논의하기 위하여 1973 년 12 월 1 일 

열린 제 346 차 군정위에서 북한측은 자신의 영해가 12 해리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정전협정의 어느 조항에도 서해 해역에서 계선이나 정전해역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의 서해 6 개 

도서를 포괄하는 수역은 북한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수역이다. 그리고 휴전협정 

제 2 조 13 항목의 해석에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의 서쪽 연장선을 하나의 

'경계선'으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그 북쪽은 우리의 '연해'이다. 따라서 당신측은 

휴전협정의 요구에 따라 해군함선과 간첩선을 우리 측 연해에 침입시키는 행위를 

당장 그만 두어야 하며, 앞으로 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있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남북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후락 KCIA 부장을 지목하여 남북대화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남북대화를 중단시켰다. 

82 서유석 (2010)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측이 “연해수역”이라고 사용한 이유가 다음과 

같다. 영해라는 용어는 흔히 독립적인 국가 통제하에 있는 수역을 말한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6.26 선언에서 제시된 유엔동시가입 등 한반도의 분단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었다. 북한은 남한을 독립적인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영해”가 아닌 

“연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서유석, et al., 2010,「북한의 

군사정책 및 군사전략변화와 서해긴장사태 전망」, 통일부.   
83 Michishita, Narushige. 2003. “Calculated Adventurism: North Korea's Military-

diplomatic Campaigns.” PhD diss., John Hopkins University. 위의 글, 33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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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우도에 드나들려 하는 경우에는 우리 측에 신청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4

 

 

즉, 북한측은 서해 5 도의 주변수역85을 자국의 연해라면서 

NLL 을 사실상 부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연해수역을 

진입하려는 남한이나 유엔사 배들이 먼저 북한측의 승인을 받은 후 

통항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12 월 1 일 군정위 후에도 북한이 4 회에 걸쳐 “고속정 (fast-

craft)”이 NLL 을 넘었다. 12 월 24 일 열린 제 347 차 군정위에서 

유엔사가 서해 5 도 연해수역을 침해한 사건만을 정전협정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남한 정부가 따로 NLL 을 넘은 

사건들이 자국의 영해를 침해한 것이었다며 NLL 을 둔 한미간 

입장차이가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86   

그런데, 이때 북한은 1953 년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직접적으로 NLL 을 문제로 삼은 것이었다. 1955 년 내정 결정으로 

12 해리 영해를 채택하였으나 그때까지 서해 5 도 지역에서 영해 

분쟁을 적극적으로 일으키지 않았다.87 

그러면 이때 왜 북한이 서해 5 도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켰을까?  

 

 

                                                           

84 오일환, 2004,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시도와 그 대응책」, 『월간 

아태지역동향』, 146 집. 14 쪽에서 재인용. 

85 북한측은 서해 5 도가 유엔군 통제하에 있는 것은 인정하였다. 서유석, 위의 글, 49 쪽. 

86 Michishita, 위의 글, 337-338 쪽. 
87 Roehrig, Terence, "Korean Dispute over the Northern Limit Line: Security, Economics, 
or International Law?,"Maryland Series in Contemporary Asian Studies: Vol. 2008: No. 3, 

Article 1. 1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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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1970 년대 중반 NLL 월선 및 충돌에 관한 주요 사건 일지 

일시 내용 

73.12.7～12.1 

74. 2. 14 

75. 2. 26 

75. 3. 24 

75. 6. 9 

76. 1. 23 

연평, 대청, 백령근해에서 북한 경비정 10 여척 11 차례 침범 

백령도 서쪽 공해상에서 북한함정, 어선 2 척 납북 

북한선박 10 척, 백령도 서남해상 침범.  

북한 함정 미그기도 월경 

북한기 30 대 백령도주변 상공 침입 

미그 21 기 2 대 백령도 상공 침범 

출처: 리영희 (1999), 19 쪽에서 부분적으로 재인용. (이 일지는 1973 년부터 

1976 년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나열하지 않았음.
88

) 

 

2 절 서해 5 도 분쟁화  

 

1973 년 말 북한이 왜 서해에서 도발을 일으켰는가에 대해 

여러가지 이론이 있다. 무엇보다 서해 5 도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이 

가능하게 만든 것은 1973 년에 들어 북한의 해군력이 예전에 비하여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1973 년 가을 북한 해군은 

육해 공동 훈련을 개시할 정도였으며89  이 시기는 북한의 군사력 

전체가 증가하고 있었던 때이기도 하였다.90 그런데 왜 그 시점에서 

                                                           

88 기존 연구에서 이 시기에 일어난 도발 사건에 대해 다소 애매한 면이 있다. 위와 같은 

Table 1.1 에서 나와 있는 주요 사건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송효순 (1978)의 연구가 있다. 宋孝淳. 「北傀挑發 三十年」, 

北韓硏究所, 1978 를 참조할 것. 

89 Michishita, 위의 글, 366 쪽. 
90  Roehrig, Terence. 2006. From Deterence to Engagement: The U.S. Defense 

Commitment to South Korea. Lexington Books. 52-53 쪽. 1970 년대 북한 군사력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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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일으켰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사건의 시점은 베트남전쟁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철수하는 시기,91 

김정일체제 구축 시기이므로 도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다.92 하지만 또 하나의 주목받을 만한 것은 남북대화가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며 여기서 남북대화 

중단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북한이 1973 년 남북대화를 중단시켰을 때 

김대중 사건을 그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남북대화 중단 

결정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고 이는 서해 5 도 지역에서 연말 

일어난 도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능성이 높다. 남북대화 중단 

이후 북한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데탕트로 인한 긴장원화는 제한적이나마 북한에 미국과의 

새로운 접촉의 기회를 주었다. 1971 년 들어 시작된 미중간 비밀 

회담93에서 미국측이 중국측에게 "닉슨의 다음 임기 말까지" 모든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정보는 

중국측에서 북한측으로 전해졌고 북한은 중국과의 공조 속에서 

미국과 간접적인 접촉을 시작하였다. 94  즉, 북한은 자국이 

전달하고픈 메시지를 중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였다. 

                                                                                                                                       

53%에서 63%사이에 증가하였으며 더군다나 북한의 해군력은 1970 년의 

13,000 명에서 1979 년에 들어 27,000 명으로 2 배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91 Park Tae Gyun, 위의 글, 132 쪽. 

92 Michishita, 위의 글, 384-285 쪽. 

93 1971 년 7 월 9 일부터 11 일까지 대통령 안보 보좌관 헨리 키신저가 베이징을 

방문하여 여러 국제 문제에 대해 중국쪽과 이야기하였다. 당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현상유지였기 때문에 미국측이 아니라 중국측이 한반도 문제를 거론하였다. 홍석률, 

위의 책, 106 쪽. 

94 홍석률, 위의 책, 106-10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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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년 미중간 비밀 회담에서 이른바 "한국 문제" 해결이 

하나의 논의거리가 되었다. 한국 문제란 수년간 유엔총회에서 

연례적으로 논의하던 것인데 특히 유엔사(UNC) 95 와 

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회 (UNCURK) 96  존폐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북한과 중국은 남한에서의 유엔 존재를 상징하는 이 두 

기관을 종결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미국 정부는 1970 년대에 들어 

한국 문제를 유엔 차원에서 탈피시켜 남북간 대화로 해결하길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1972 년에 중국측이 한국 문제를 다시 

거론하였을 때 미국 정부는 UNCURK 와 UNC 종결을 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97 

 1973 년에 미국측이 1973 년에는 UNCURK, 1974 년에는 

UNC 를 종결하는 방안을 중국측에 내놨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간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인해 이 방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여 주한미군 지속적인 주둔을 

원했던 반면에 북한의 경우 특히 UNC 가 종결됨에 따라 즉각적인 

주한미군 완전철수와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95 UNC 는 한국 전쟁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설립된 기구이다. 남한을 

지지하기 위해 한국 전쟁에서 참전한 모든 국가를 대표하여 정전협정을 조인하였으며 

정전협정체제에 사실상의 책임자이다. 따라서 군정위에서 유엔사가  대결로 공산측을 

대면하여 남한의 입장도 반영하는 (혹은 상황에 따라서 반영하지도 않는) 역할을 했다. 

또한 1970 년대 UNC 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소유함으로써 한국군에 대해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위의 책, 371 쪽을 참조할 것.  

96 UNCURK 는 한국 전쟁 중 유엔총회에서 만든 이 기구는 주로 한국 내 선거와 

재건업무에 대해 유엔총회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1970 년대에 들어 실질적인 

활동이 끝난 상태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 기관을 해체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 

문제”가 남북대화 차원의 문제로 전환되는 것도 의미하였다. 위의 책, 186 쪽.   

97 홍석률, 위의 책, 354-35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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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였다.98 북한이 무엇보다 문제를 삼은 것은 UNCURK 종결 

결의안에서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미국측의 방안이 두 기관의 종결을 분명히 약속했다는 

중국의 설득으로 북한이 이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나 북한은 

중국과 미국이 합의한 UNCURK 결의안도, 중국의 압력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99 

1973 년 12 월부터 북한 관료들이 미국 관료들과 활발하게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1974 년 3 월에는 북한 정부가 미 의회에 

양국간 평화협정체결을 제안하는 서한을 보냈다.100 즉 1973 년 말 

북한은 중국을 통해 미국과 간접 접촉을 포기하고 미국과 

직접적으로 접촉해보고자 시도한 것이었다.  

1973 년 말 일어난 서해 5 도 지역 내 도발은 이러한 연속의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 28 차 유엔총회에서 UNCURK 

종결이 공식화된 직후인 12 월 열린 군정위에서 북한은 서해 5 도 

연해수역을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 등으로 한반도내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UNC 종결 이후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얻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101  

                                                           

98 미중간 회담에서 중국측이 몇 번 일본의 재무장 및 일본군의 한반도 내 주둔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1969 년  닉슨과 사또 (Sato – 일본의 국무총리) 성명 (일본은 

남한의 안보를 일본 안보와 중요하다는 언급했음)과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위의 책, 110-111 쪽.  

99  위의 책, 356 쪽. 

100 위의 책, 361 쪽. 

101 또 하나의 주목할 것은 지리상 서해 5 도는 중국과 매우 가깝고 옛날부터 중국 

어선이 어업하던 곳이었다. 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려고 했을 것이다. 위의 책, 360 쪽. 



35 

 

그러나 1974 년과 1975 년에 들어서도 UNC 가 종결되지 

않았다. UNCURK 종결 이후 미국 관료들은 1974 년 3 월 유엔사 

종결을 위한 방안을 만들었다. 102  이 방안은 정전협정체제, 103  즉 

기존의 한반도내 안보 구조를 유지하면서 닉슨 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을 점차 감축하고자 한 것이었다.104  미국 정부는 사실상 

정전협정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UNC 란 기관을 종결해도 

그 기능은 새로 발족한 한미연합사령부105에게 넘기려 하였다. 

이 방안은 1974 년 6 월 중국측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유엔사 종결과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방안을 거부하였다.106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총회에서 

UNC 종결 문제는 유엔총회에서 투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1974 년 12 월에 열린 제 29 차 유엔총회에서 두가지의 결의안 – 

하나는 남한과 남한을 지지하는 국가의 것, 다른 하나는 북한과 

                                                           

102 이 방안은 1974 년 3 월 29 일에 미국 정부가 채택한 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251 (NSDM 251)에 의한 것이었다. 이 방안의 주요사항은 1) 

한미연합사령관이 휴전협정의 서명자로서 유엔군사령관을 대체한다; 2) 미국은 

한국의 안보상황이 안정되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궁극적으로 철수한다는 것을 

상해선언과 같은 방식으로 표명하고 그 대가로 상대방은 적어도 단기간 동안 미군의 

남한주둔을 임시적으로 수용한다; 3) 남북한 사이에 불가침 협정을 체결한다. 홍석률, 

2004, 「1970 년대 전반 북미관계: 남북대화, 미중관계 개선과의 관련 하에서」, 

『국제정치논총』, 44 집, 2 호. 227 쪽. 

103 정전협정체제란 한반도 내 다시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한국 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정전협정에 의해 만들어진 체제이다. 특히 한반도 내 남북간 충돌 등이 일어났을 시 

양측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새로운 무기 등 한반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중립국 감시위원단 등의 기관을 구성하였다. Park Tae Gyun, 위의 글을 

참조할 것.     

104 홍석률, 위의 책, 228 쪽. 

105 한미연합사령부는 사실상 유엔사령부의 지위와 기능을 맡을 것이었다. 실제로 

1978 년에 발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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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지지하는 국가의 것– 107 를 두고 투표하였는데 남한의 

결의안이 북한의 결의안을 겨우 누르고 통과되었다. 1975 년 

11 월에 열린 제 30 차 유엔총회에서 다시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북한과 남한이 지지하는 결의안이 동시에 채택되었다. 

이를 두고 북한은 “국제무대에서 미제가 전횡을 부리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하고 1976 년에 열릴 투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으로 유엔 차원에서 한국 문제 논의가 일단락되었다. 

108  

당시 북한은 유엔사가 종결되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109 이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종결이 다루어지는 동안 

유엔사에 대해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해 5 도에서 일으킨 도발은 유엔사와 정접협정의 

정통성을 훼손시키려 하는 양상을 띠었다. 북방한계선의 불법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정전협정이 합법적인 해상의 군사분계선을 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북한의 고속정이나 경비정이 

NLL 을 넘어 서해 5 도 연해수역을 침범함으로써 NLL 을 둔 한미간 

                                                                                                                                       

106 홍석률, 위의 책, 232 쪽. 

107 남한과 남한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유엔안보회의에 남한 안보 문제를 비롯한 유엔사 

종결 문제에 관여하는 국가와 상의하자는 요청을 담은 결의안을 내놓았다. 반면, 

북한과 북한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유엔사 주도하의 모든 외국군을 완전철수하는 

결의안을 내놓았다. 위의 책, 378 쪽. 

108 홍석률, 2005, 「1976 년 판문점 도끼 살해사건과 한반도 위기」, 

『정신문화연구』, 28 집, 4 호. 281 쪽.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은 1976 년도 

유엔총회에서 한국 문제를 논의하려던 시기에서 일어났다. 이 사건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으로 인하여 한국 문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109 홍석률, 위의 책, 35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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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차이를 야기시켰다.110 유엔사 존폐에 대한 논의 종료로 인하여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다지 많은 효과를 보지는 

못하였다. 4 장에서 후술하겠지만 유엔사의 미래가 국제 무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서해 5 도 내 도발이 한미간 대응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110 Michishita, 위의 글, 380-38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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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NLL 을 둘러싼 한미간 입장 차이 

 

1 절 NLL 에 대한 한미간 상이한 입장 

 

NLL 을 둔 한미간 입장 차이는 1973 년 12 월 1 일 제 346 차 

군정위 전후에서 부각되었다. 미국 관리들은 NLL 이 정전협정에서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성립된 것을 주목하여 

NLL 월선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보지 않은 반면, 남한 정부는 

NLL 이 정전체제 (혹은, “정전협정의 근본취지”)에 의해 성립되었기 

때문에 NLL 월선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차이는 1973 년 말 발생한 이른바 “서해사태” 때부터 1976 년 

서해 5 도 지역에서 남북간 충돌 및 NLL 월선 사건이 줄어들 

때까지는 물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서해사태가 발생하자 작성된 미 중앙정보부의 보고서는 

NLL 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NLL 은 국제법에 의한 근거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주변해역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북한측이 공식적으로 NLL 을 인정한다는 

근거가 없으며…남한은 북한이 1953 년부터 NLL 을 존중(respects)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NLL 이 1960 년 이전에 성립되었다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111

   

 

그러나 미국 정부는 공개적으로는 NLL 을 부정한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제 346 차 군정위에서 NLL 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12 월 24 일에 열린 제 347 차 군정위에서는 지난 20 년간 

                                                           

111 “The West Coast Islands,” January 1, 1974, Central Intelligence Agency, Directorate 
of Intelligence, The Origins of the Northern Limit Line Dispute: New Evidence from 

Romanian and American Archives, NKIDP e-dossier, 1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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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사실상 NLL 을 존중해왔다고 지적하였다.112 미국 정부가 

NLL 에 대한 공식적인 발언으로 부정하지 않았으며 NLL 월선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다루지 않았다. 특히 제 347 차 군정위가 

열리기 전에 북한 경비정들이 NLL 을 여러 차례 월선하여 서해 5 도 

주변해역도 침범하였는데 정작 군정위에서는 유엔사가 NLL 을 

월선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해 5 도 3 해리 주변해역을 침범한 

경우만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113 즉, 미국 정부는 NLL 

침범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보다는 NLL 월선 사건을 

무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NLL 문제와 관련하여 서해 5 도에 있어서 주변수역의 범위 

문제가 핵심적이었다. 정전협정문에서 이른바 “인접 해면”이라고 

나와 있으나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듯 그 정확한 범위가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는다.  

 

“본 정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 해상 군사 역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 

군사 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14

 

 

당시 미국은 세계적으로 3 해리 영해만을 인정하고 

있었다. 115  따라서, 유엔사가 서해 5 도의 영해를 3 해리로 

규정하였으며 북한 경비정들이 서해 5 도 3 해리 주변해역 안으로 

진입할 경우에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NLL 이남 

해역이라고 하여 남한의 영해라고 보지 않았다.  

                                                           

112 Michishita, 위의 글, 339 쪽. 

113 위의 글, 337 쪽. 

114 양태진. 2011. 『NLL 국경선인가, 분계선인가? 』,예나루, 2001. 160 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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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남한 정부는 현재까지도 NLL 을 매우 강력하게 

방어해왔다. 1973 년 12 월 북한측이 NLL 을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자 남한도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한 허구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NLL 의 성립 

과정, NLL 설치 이후 북한의 태도 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북한의 선전에 대응하는 NLL 을 위한 켐페인을 벌인 

것이다.116  

남한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NLL 은 

 

“…정전협정에 위반하거나 전혀 근거 없는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 규정의 의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불분명한 구체적 

내용을 분명하게 보완한 것이다. 이는 정전협정이 양측의 심각한 견해 차이로 

규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재규정한 것이다…북항한계선은 

비록 정전협상에서 합의된 선은 아니지만, 정전협정 이해 과정에서 쌍방의 무력 

충돌 방지와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선으로 정전협정의 근본취지와 

제 원칙에 부합하는 선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측은 북방한계선 이남 해역을 

관할해왔으며 북한도 사실상 우리 측의 관할권을 인정해왔다.”
117

 (강조 – 필자) 

 

                                                                                                                                       

115 Michishita, 위의 글, 358 쪽. 

116 미국 정부의 문서에 따르면 1973 년 12 월부터 남한 정부는 NLL 에 대한 입장을 

담은 memo 를 각국 외교 공관 및 해외 공관에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메모를 

배포하기 전에 남한 정부가 미국 대사관 관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이 메모를 본 

관리들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전문을 워싱턴에 

전달하였으며 NLL 와 관련된 부분을 미국 입장과 동일화하기 위해 NLL 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남한 정부에 더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워싱턴에 권유하였다. “ROK 

Legal Position on Northwest Coast Incidents,” December 20, 1973, Cable from 
American Embassy in Seoul to Secretary of State, Record Group 59, Central Foreign 

Policy Files 1973-1976,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를 참조할 것.  

117 서유석, 위의 글, 47 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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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남한 정부는 그간 북한측이 NLL 에 대해 침묵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NLL 의 존재를 인정해왔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정전협정에 의해 성립되지 않았다고 시인하였으나 이른바 

정전협정의 근본취지와 제 원칙에 부합하는 선이라고 주장함으로써 

NLL 의 성립과정을 정당화하였다. 무엇보다 NLL 이 성립된 

때로부터 20 년간 남한 정부가 NLL 이남 해역을 관할해온 데에 

대해서 북한측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NLL 이남 

해역은 남한의 영해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 정부의 입장에서 NLL 은 군사전략적으로 매우 

유용한 선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 NLL 은 서해 5 도를 방어하는 

효과가 있었다. 서해 5 도는 유엔사와 남한 정부의 통제하에 있으나 

위치상으로 북한 본토와 가깝다. 서해 5 도는 남한 군사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부와 수도권 방어 

및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에도 중요한 위치라 할 수 있다. 일례로 

북한이 서부 해상으로 남침을 감행할 경우 서해 5 도에 있는 남한의 

군사력이 침략을 억제할 수 있으며 백령도에 설치된 레이더는 

북한에서나 중국에서 군사 움직임을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118 

 

 

 

 

 

 

 

                                                           

118 Michishita, 위의 글, 35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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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북한의 도발에 한미간 상이한 대응 

 

정전협정, 유엔사와 한미간 입장차이 

 

1973 년 서해 5 도 문제가 발생한 직후 작성된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National Security Council; 이하 NSC) 메모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서해 5 도 분쟁화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유엔사에 대한 미래나 남한 내 주한미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유리하였다. 그래서 북한은 현재 중국과 

독자적으로 행동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이나 미국이 행동해야 할 사항이 

주목받게 하기 위하거나, (유엔) 안보보장회의에서 중국과 소련으로 하여금 

북한측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하는 것이다…우리는 중국은 이번 유엔총회 이후 

유엔사의 미래에 대해 미국이 논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북한에 전해줘서 

UNCURK 결의안에 대한 북한측의 협조를 얻었을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북한은 미국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미국을 흔들리려 할 

것이다…(서해 5 도 문제를 일으켜)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며 국제적인 지지를 

몰아 유엔사와 주한미군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119

  

 

당시 미국 관료들은 UNCURK 문제를 두고 북중간 균열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는 없었겠지만, 앞의 메모에서 볼 수 있듯 

유엔사 문제 때문에 북한이 서해 5 도를 분쟁화하고 있다고 짐작하고 

있었다.  

당시 유엔사는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1973 년 말 미국 정부는 1973 년에는 UNCURK 종결, 



43 

 

1974 년에는 UNC 종결을 중국측과 약속해놓은 상태였다. 1973 년 

11 월 유엔총회에서의 UNCURK 종결 이후 바로 다음으로 UNC 를 

종결할 차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3 년 말 NLL 과 영해를 둔 

갈등이 발생하자 미국 관료들은 유엔사가 국제법상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루되기 꺼려하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우리는 (서해 5 도 지역에서) 북한 경비정의 활발한 활동에 대한 남한 

정부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나 유엔사가 일방적인 영해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120

  

 

그리고 1973 년 12 월 24 일 열린 제 347 차 군정위에서는 

NLL 과 영해 주장에 관련된 내용의 언급을 회피한 채 정전협정에 

있는 조항을 거론하여 북한측의 주장을 반대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군정위의 유엔사 대표는 남북간 상이한 영해 주장에 대한 언급을 

피하라고 지시받을 것이다. 대표는 정전협정에서 규정되고 있는 서해 5 도에 대한 

유엔사측의 “통항권”을 근거로 삼아 북한측의 주장을 반대해야 할 것이다. 대표 

또한 (1950 년 중반에 유엔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포된) NLL 을 법적으로 

변호하지 말아야 한다.”
121

  

 

                                                                                                                                       

119 “The Korean Situation and the China Element,” December 3, 1973, Memorandum 
from Richard H. Solomon to Secretary Kissinger, National Security Adviser NSC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Staff, Box 36, Ford Library. 
120 Joint State/Defense Message, November 30, 1973, From Secretary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in Seoul, Record Group 59, Central Foreign Policy Files 1973-1976,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121 “Korean West Coast Island Situation,” December 22, 1973, Memorandum for 
Kissinger from Froebe. Record Group 59, Central Foreign Policy Files 1973-1976,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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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여주듯 미국 관료들은 유엔사가 영해 분쟁 논란에 

휘말리면 안 될 것이라고 보았다. 당시 미국 정부는 중국과 

약속해놓은 듯 유엔사 종결을 추진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유엔사가 

종결된다고 하여 정전협정을 철회할 생각은 없었다. 122  즉, 미국 

정부는 정전협정체제 혹은 현재 한반도 안보구조를 유지할 

생각이었으며 1974 년 3 월 중국측에 내놓은 유엔사 종결 방안에서 

이러한 미국 정부의 뜻을 잘 반영하였다. 결국 미국 관료들은 

정전협정 범위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서해 5 도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였던 것이다.   

미국 관료들은 두가지의 방법으로 서해 5 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유엔사 개입을 축소하고자 하였다. 첫번째는 앞서 

언급하였듯 NLL 을 부정하고 서해 3 해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만을 

인정함으로써 서해 5 도 지역 내 사건들에 대한 유엔사의 책임을 

제한시키고자 하였다. 두번째는 서해 5 도 문제를 남북간 접촉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제 346 차 군정위 직후 워싱턴에서 소집된 워싱턴 특별 행동 

그룹 회의 (Washington Special Actions Group Meeting)123에서 

서해 5 도 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 관료들은 7.4 남북공동성명 직후 

설치된 남북간 “핫라인 (hotline)”를 남한 정부가 활용하여 

                                                           

122 홍석률, 위의 책, 372-73 쪽. 

123 이 회의는 여러 부서 소속인 고위 결정정책자들로 구성되었으며 당시 키신저 

(Kissinger)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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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하라고 권유하기로 하였다.124 즉, 유엔사가 개입해야 할 문제를 

군정위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남북간 접촉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뜻을 남한 정부에 전달했지만 반응은 

차가웠다. 남한 정부는 서해 5 도 해역 문제는 정전협정과 관련된 

것이며 따라서 군정위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반박하였다.125 앞서 

살펴보았듯 남한 정부는 NLL 월선을 정전협정 위반이라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은 남북간 접촉 아닌 군정위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해야 한다고 보았다. 

1973 년 말 내내 미국 관료들은 남한 정부의 입장을 미국 

정부의 입장과 동일시해야 한다고 남한 정부에 권유하였으나 남한 

정부는 자국의 입장만을 고수하였다. 결국 이러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1974 년과 1975 년에 일어난 충돌 사건에서 한미간 

서로 다르게 대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수원 32, 33 호 침몰 및 피납 사건 

 

1973 년 말 서해 5 도 사건 이후 이 지역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 1974 년 2 월 15 일 북한 경비정 한 척이 남한 어선 두 척 

(수원 32, 33 호)을 공격하여 한 척을 침몰시키고, 한 척을 

피납하였던 것이다.126 이 사건은 1972 년 7 월 4 일 남북공동성명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남한의 반응은 매우 

                                                           

124 “North Korea,” December 4, 1973, Washington Special Actions Group Meeting, 
National Security Adviser Presidential Country Files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Box 
36. 

125 홍석률, 위의 책, 36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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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웠다. 사건이 알려지자 전국적으로 수천만 명이 서울에서 모여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였는데 당시 주평양 루마니아 대사가 

남한 국민들의 분노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한국 전쟁 이후 남한 

국민이 반북 감정을 이렇게까지 높이 표현한 것은 드물다고 

생각된다.”127 물론 남한 정부도 매우 분노하였으며 당장 군정위를 

소집하여 북한측의 행위를 규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 주한대사는 다음과 같이 확연하게 다른 태도를 

보였다.  

 

“엄밀하게 따지면 NLL 북쪽 공해에서 일어난 이번 어선 사건은 

정접협정에 위반이 될 사항이 없다. 다만, 정전협정 제 17 조항의 문맥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이러한 사건은 적대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제 12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그러나 군정위 차원에서보다) 남북간 직접적인 접촉이 

어선과 어부들을 석방시키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이것이 된다면) 남한 정부가 

요청하고 있듯 군정위 차원에서 문제 해결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128

 

 

즉, 미국 주한대사는 본 사건이 서해 5 도 3 해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니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다. 엄밀하게 

따지면 북한 경비정이 남한 어선을 침몰, 피납하였으니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서해 5 도 3 해리 

                                                                                                                                       

126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 남한 어선 피납 사건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1950 년 후반 남한 어선들이 북쪽으로 올라가 북한 당국에게 잡혔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빈번히 있었다. 이문항, 위의 책을 참조할 것.  
127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February 21, 1974, The Origins of the 
Northern Limit Line Dispute: New Evidence from Romanian and American Archives, 

NKIDP, 23 면. 
128 “ROK-NK Fishing Boat Incident,” February 15, 1974, Cable from American Embassy 
in Seoul to Secretary of State, Record Group 59, Central Foreign Policy Files 1973-1976,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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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군정위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었다. 즉, 

유엔사가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태도를 잘 보여준다. 미국의 입장은 

3 해리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남북간 협의로 해결해야 하고, 

남한 정부에 의한 압력이 심해질 경우에만 유엔사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의 주목해야 할 것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전인 1974 년 

2 월 주한대사관이 워싱턴에 보내는 1974 년 1 월  9 일자 전문에서 

매년 4 월 30 일 남한 정부가 겨울철 어업 수역을 연평도 북쪽으로 

이동하는 관습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던 것이다. 어업 수역을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12 해리 안으로 남한 

어선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특히 이 전문은 다음과 

같이 우려를 나타냈다. 

 

“어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한 경비정들도 북쪽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도발적일 수 있다…12 해리 영해에 대한 세계적인 

지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이를 도발적인 행위라고 보며 북한의 

입장에 동의할 것이다…”
129

     

 

이러한 우려는 1970 년대에 들어 12 해리 영해를 지지하는 

국가가 미국처럼 3 해리 영해를 지지하는 국가보다 더 많아진 것과 

1973 년 12 월 열린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12 해리가 공식적으로 

채택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130 즉, 3 해리 영해를 지지하는 

미국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미국 관료들은 남한 

정부가 하던 대로 어업수역을 이동하면 북한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129 “Discussion with ROKs on Northwest Coast Questions,” January 9, 1974, Cable from 
American Embassy in Seoul to Secretary of State, Record Group 59, Central Foreign 
Policy Files 1973-1976,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48 

 

수 있고, 이 비난은 국제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였다. 이렇게 되면 남한 정부뿐만 아니라 유엔사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미국 관료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1975 년 2 월 충돌 사건 

 

한미간 입장차이는 1975 년 2 월 26 일 발생한 남한의 

경비정과 북한 선박간 충돌 사건에서 더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사건의 경위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남한의 경비정과의 

충돌로 북한 선박이 침몰되었고, 남북 양쪽이 인정하는 “공해”에서 

발생하였던 것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북한 선박 침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매우 도발적이었다. 북한의 전투기들이 85 회에 걸쳐 

서해 5 도 지역을 배회하면서 백령도, 대청도와 소청도의 영공을 

침범하였으며 백령도 근방으로 11 척의 경비정들을 보냈다. 

더군다나 옹진도에 있는 모든 군에 경계 태세를 취하라고 

명령하기도 하였다.131    

하지만 국방부를 포함한 남한 정부의 기관들은 본 사건이 

남한의 “영해”에서 발생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132 이에 대해 

미국 정부의 내부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영해’의 용어를 사용하는 국방부의 입장은 해당 문제를 악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주지하듯 미국 정부는 3 해리 영해, 12 해리 전관 수역을 인정하고 

                                                                                                                                       

130 Michishita, 위의 글, 357-358 쪽. 

131 위의 글, 342 쪽.  

132 위의 글, 33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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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 사건을 남한의 전관 수역을 위한 보호와 연계시키려는 

것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유엔/미국 정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우리는 유엔사나 미국 정부의 타당한 역할은 정전협정범위를 벗어나고 공해로 

간주되는 해역에서 남한 정부가 주장하는 어업 관리를 위하여 무장적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133

      

 

유엔사 권한이 어업 전관수역 134 을 둘러싼 남한 정부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도록 해야 하는 것은 새로 채택된 

12 해리 영해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문제에 관련된 논의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1974 년 말부터 

유엔총회에서 남한과 북한이 내놓은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었는데 남한의 결의안은 겨우 통과하였다. 이 결의안이 

통과될 지 우려하였던 포드 행정부는 1974 년 말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취소하기도 하였다.135  그런데 1975 년 2 월 

26 일 발생한 사건 이후 미국 관료들은 유엔사가 남한 정부의 어업 

전관수역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유엔사에 대한 정통성을 

해칠 수 있으며 따라서 1975 년 말 열릴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에 관련된 결의안 투표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우려하였다. 

  

 “작년 (1974 년 유엔총회 – 필자)에 열린 유엔총회에서 유엔사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였으며 이번 해에도 그럴 것이다. 유엔사가 남한 정부의 

어업 전관수역이나 작전/영해 주장을 지지함으로써 그의 권한을 초과한다는 

그럴듯한 비판이 가해지면 미국과 남한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엄청난 타격을 줄 

                                                           

133 “Summary Public Affairs Aspects of North Korea Boat/Aircraft Incident,” Cable from 
Secretary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Seoul, February 28, 1975, Record Group 59, 
Central Foreign Policy Files 1973-1976,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134 전관수역은 영어로 “exclusive fishing zone”라고 뜻풀이된다.  

135 박원곤, 위의 글, 8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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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앞으로는 미국이 국제법 원리에 어긋나는 사건에 연루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유엔사 통제하에 있는 남한의 군도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미국 정부가) 남한이 독자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독자적으로 하지 

말도록 적당한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136

   

 

미국 관료들은 1974 년 열린 유엔총회에서 남한의 결의안이 

아슬하게 통과된 것을 염두에 두고 1975 년 말 열릴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종결에 관한 투표에 대해 우려하였다. 특히 1975 년 6 월 

들어 미국 정부는 UNC 의 인지도를 낮추기 위하여 유엔사의 깃발이 

달린 비정전협정 부대에서 유엔사의 깃발들을 떼자는 제안이 

제기되기도 하였다.137  

1975 년 2 월 26 일 충돌 사건 이후 사실상 남북간 충돌 

사건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138 그리고 1976 년 유엔사 종결 

문제가 사실상 일단락됨으로써 유엔사는 더 이상 국제무대에서 

주목받지 않게 되었다.  

 

 

 

 

 

                                                           

136 Joint State/Defense Message, Cable from Secretary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in 
Seoul, March 7, 1975, Record Group 59, Central Foreign Policy Files 1973-1976,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137 “Lowering UNC Profile in Korea,” June 21, 1975, National Security Council 
Memorandum from W.R. Smyser to General Scowcroft, National Security Advisor 
Presidential Country Files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Box 9, Ford Library.  

138 그러나 1976 년 이후에도 NLL 인근에서 북한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이 끊이지는 

않았다. 양태진 (2011)에 따르면 1977 년-1980 년 중분까지 북한의 ‘무장간첩선’ 격침, 

남한의 어부선 납치 등 약 13 개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양태진, 위의 책, 114-

115 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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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한국 정부의 서해 5 도 요새화와 방위 문제 

 

      당시 미국 관리들이 당면한 또 하나의 이슈는 남한 정부가 

서해 5 도를 요새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수년간 서해 5 도의 방위 

시설들이 향상되지 않았으며 남한 정부는 1973 년 말 서해 5 도 지역 

문제가 불거졌을 때 서해 5 도 주변에서의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훨씬 증가한 것에 대해 당황스러웠다. 따라서 서해 5 도 지역이 

분쟁화된 직후인 1974 년 초부터 남한 정부는 이른바 “사수” 정책을 

도입하여 서해 5 도 내 열악한 군사력을 보강하려는 목적으로 요새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139    

        하지만 남한 정부가 서해 5 도를 요새화하고자 하는 데에 대한 

이의를 미국의 주한대사 필립 하비브 (Phillip Habib)이 제기했다. 

1974 년 초 하비브 대사는 워싱턴에 보내는 전문에서 서해 5 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없으므로 요새화 계획을 축소하거나 아예 

그만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북한은 아직까지 서해 5 도 지역에서 항해를 방해하지 않았고, 북한 

해군의 활동이 적을 뿐만 아니라 비도발적이다 (non-provocative). 현재 북한이 

무력적으로 도발할 능력은 있지만 그럴 준비가 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현재 

만장일치의 정보판단이 있다.”
140

  

 

더군다나 하비브 대사는 북한이 서해 5 도 자체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남한 정부 입장에서 보았을 때 

5 개 도서를 자국의 통제하에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139 Michishita, 위의 글, 386-38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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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였지만, 요새화 계획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141 

하지만 하비브의 제안에 대해 워싱턴에서 온 답변은 매우 

애매하였다: 미국 정부는 요새화 계획을 지지도, 반대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불간섭 (hands off)” 입장을 취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불간섭 입장은 1975 년 들어 계속되었다. 1975 년 

2 월 26 일 “충돌”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미국 정부는 서해 5 도 

3 해리 주변해역 밖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규정된 “주변해역”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미군 전투기를 보내지 

않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 주한대사는 서해 5 도 3 해리 

인접 해상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남한 정부가 알아서 처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142  이렇게 해서 미국은 

군사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지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143  규정된 지역 외, 즉 서해 5 도 3 해리 

주변해역 밖에서 미군을 투입하거나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1974 년부터 서해 5 도 문제를 

내세워서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였다. 3 장에서 

살펴보았듯 박정희 정부는 데탕트 시기에 들어서도 북한에 의한 

남침 위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1975 년 초엽 

발생한 인도차이나 위기에 이은 김일성 북경 방문으로 인하여 

박정희 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침략 위협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이때 박정희 정부는 서해 5 도 지역이 북한의 침략에 가장 쉽게 

                                                                                                                                       

140 “Reinforcement of Garrisons of ROK-Held Islands,” February 13, 1974, Cable from 
American Embassy in Seoul to Secretary of State, Record Group 59, Central Foreign 
Policy Files 1973-1976,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141 위의 글. 

142 Michishita, 위의 글, 34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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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해 5 도 지역 내 유사시 미국의 

“자동 개입”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것은 분명히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을 실험해보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박정희 정부의 요청을 명백히 거절하지는 않았으면서도 

서해 5 도 지역 내 미군 투입이나 파견을 꺼려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하였다.  

김일성 베이징 방문 직후인 1975 년 4 월 22 일 박정희 

대통령은 유엔사령관 (이하 CINCUNC)와 미국 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서해 5 도 내 북한에 의한 침략이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직설적으로 따졌다. 그러나 이에 CINCUNC 는 만약 

침략이 발생하면 서해 5 도를 방위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결정은 전장 사령관 (field commander)이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부간 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144 즉, 

북한이 서해 5 도 지역에서 침략을 감행할 경우 미국의 대응에 

앞서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1975 년 8 월 미 국방부 장관 제임스 슐레신저 (James 

Schlesinger)가 방한하였을 때 한국 정부는 서해 5 도 지역에서 

북한의 침략이 발생하면 미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다음과 같이 끌어내려 하였다.  

 

  “(5 개) 도서들이 한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지역은 중요하다.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도발의 

초기 대응은 긴요하다. 당신측 (미국 정부)의 안보공약에 대해 북한이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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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도발의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45

    

 

하지만 미국측으로부터 별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서해 5 도 내 침략에 대한 미국 대응에 대한 물음에 슐레신저 장관은 

가상적인 질문에 대해 답하기 곤란하다며 서해 5 도 내 유사시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헌법적인 문제와 미 의회와의 

논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확답을 회피하였으나, 미국 정부의 대응이 

“빠를 것이다”며 안심시키려 했다.146  

 포드 행정부 시기 미국 내 정치적인 분위기는 

정책결정자들의 유연성을 제한시키는 것이었다. 이미 3 장에서 

언급하였듯 이미 1974 년 말 포드 대통령은 방한하기 앞서서 국내 

인권 탄압을 이유로 박정희 대통령과 만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 

게다가 1975 년 베트남전쟁이 끝난 민감한 시기에 포드 대통령이 

베트남전쟁에 이어 제 2 차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데 지지기반이 매우 

약했다. 일례로 사이공 함락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개입을 지지하는 미국인이 14%밖에 

불과한 반면에 65%가 개입을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관료들이 한반도내 유사시는 물론 서해 5 도내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대응이 확실치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서해 5 도 방위를 한국 정부에 넘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벙이라고 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144 “Views of President Park on Northwest Islands, Defense of Seoul and I Corps 
(US/ROK) Group,” April 23, 1975, Record Group 59, Central Foreign Policy Files 1973-
1976,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145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Minister of Defense Suh Jyong-Chul and 
Secretary of Defense James R. Schlesinger, August 26, 1975, Box 9, National Security 
Advisor Presidential Country Files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Ford Library. 

146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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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남한 정부가 서해 5 도를 방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격려할 수밖에 

없다고 보며 이는 유사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할 것이다. 스틸웰 장군 (General Stilwell)은 남한 정부에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서해 5 도 방위 시설들을 업그레이드시킬 것과 북한 침략 시도를 더 잘 

예상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을 강화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
147

 

 

 그러나 미국 정부는 “격려”의 수준보다 더 실질적인 면에서 

서해 5 도내 방위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 “게링급” 구축함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148  미국은 휴대용 지대공 

마시일 시스템인 레드아이(Redeye)를 제공해주기로 하였다. 이러한 

무기는 확산 방지의 목적으로 동맹국가에게마저 쉽게 제공하지 

않지만, 서해 5 도를 전투기 공격에 의해 방위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특별히 배래하였다. 149  

이를 감안했을 때 남한 정부가 서해 5 도의 방위 문제를 

강조한 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면 남한 영토의 어느 부분이 침략을 당할 

경우 미국 정부가 군사적으로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인도차이나 위기와 김일성 북경 방문으로 인하여 고조된 

긴장에 따라 포드 행정부는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이 약화되지 않고 

유지될 것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간 서해 5 도 지역이 북한 

위협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곳이라고 남한 정부가 강조하였기 

                                                           

147 “Policy Problems in Korea,” January 16, 1976,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Study, Washington National Records Center, OSD Files: 
FRC 330–79–0049, Korea, 092. 

148 Michishita, 위의 글, 388 쪽. 
149 “Sale of Redeye to ROKG,” Cable from Secretary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in 
Seoul, May 15, 1976, Record Group 59, Central Foreign Policy Files 1973-1976,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56 

 

때문에 미국 관료들은 서해 5 도 내 유사시 미국 정부가 군사적으로 

지원해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사실상 

1976 년 5 월에 호놀루루(Honolulu)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북한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서해 5 도를 처음으로 직접 언급하였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동북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긴요하다는 것을 유의하면서 서해도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의 성격과 범위를 공동으로 분석 평가하였다.
150

 (이탤릭체 – 필자) 

 

이러한 언급에 대해 미국 정부가 서해 5 도 지역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차원에서 남한 정부가 만족하였을 것이다. 

사실상 SCM 공동성명 발표 이후 동아일보는 SCM 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976 년 5 월에 열린] 제 9 차 한미안보협의회의는 그동안 서해 5 개도서 

등 잇단 북괴의 남침위협에 대한 미국측의 강력한 상호방위보장과 한국군 

전력증강을 위한 신무기도입 및 이의 자체 생산에 필요한 미국측의 충분한 

기술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음으로써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다.”
151

 

 

                                                           

150 Joint Communique, Ninth Annual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May 27, 

1976, 2 쪽에서 인용. http://www.mnd.go.kr/mndPolicy/hanmiSecurity/ 

hanmiSecurityScm/index.jsp?topMenuNo=2&leftNum=15 (last accessed: April 30, 
2012) 

151 “한국의 전략중요성 재확인 한미안보협의회의 성과,”1975.05.28 일자 동아일보 

기사,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통해 확보함 (last accessed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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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부는 서해 5 도 지역을 국가안보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안보 우려가 최고조에 달한 1975 년에 들어 

남한 정부는 서해 5 도를 방위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지역 내 유사시 미국 정부가 자동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미군 투입이나 개입을 허용하지 않았고 자동 

개입에 대해서는 애매한 답변만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사이공 

함락에 따른 미국의 대아시아 철수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주한미군 철수 중단과 신무기 제공 등 대한안보공약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 정부는 서해 5 도를 북한의 침략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서해 5 도 

방어에 대한 더 굳은 약속을 끌어내려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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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결론 

 

1977 년 공개된 이른바 프레이저 (Fraser) 보고서 152 는 

1960 년대와 1970 년대 한미관계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안보문제는 1965 년과 1978 년 사이의 한미관계에서 중심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960 년대 말기에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몰두해 있던 반면, 한국의 주요 

관심사는 북한에 대한 것이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사태 진전을 전지구적인 

맥락에서 인식하려 하였고,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라는 견지에서 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서로 다른 시각 (1960 년대와 1970 년대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은 자주 

견해차를 초래하였고, 때로는 충돌적인 반응을 결과하기도 하였다. 박 정권에게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부적절한 것이었다. 미국 관리들에게 한국은 

때대로 정치적 목적으로 북의 위협을 과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양국가로 

하여금 실제로 나타나지 않은 반응을 예기하는 데로 이끌어 갔고, 서로 다른 국가의 

국내 사건의 의미를 오식하게끔 만들었다.”
153

 

 

기본적으로 보았을 때, 1968 년 안보 위기 때나 비교적 최근의 

북핵문제에서 미국과 남한 정부는 다른 위상 때문에 북한 도발에 

다르게 대응하였다. 글로벌 헤게몬으로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전세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했고, 한반도 

운명당사자로서 남한은 똑같은 사건들에 대해 한반도적인 한정된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NLL 와 서해 5 도 

문제에 있어서도 한미간 입장차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152 프레이저 보고서는 코리아 게이트 스켄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미의회의 

소위원회가 한미관계를 검토한 것이다. 

153 한미관계연구회 역, 「프레이저 보고서」, 『실천문학사』, 1986, 117-118 쪽; 

신욱희, 위의 글, 270 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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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제적으로 유엔사에 대한 정통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우려하였으며 서해 5 도 영해를 3 해리로 

정하고 남북대화로 서해 5 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등 유엔사의 개입을 

축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닉슨 행정부에서 

포드 행정부까지 지속되었으며 특히 1974 년과 1975 년에 유엔사 

문제가 유엔총회에서 투표의 대상이 됨으로써 유엔사의 정통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사건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미국 정부는 서해 5 도 지역에서 영해 분쟁 등에 

연루되는 것을 우려하여 미군을 투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도차이나 사태로 대한 안보공약이 강화되는 가운데 포드 행정부가 

서해 5 도 문제를 더욱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남한 정부는 서해 5 도와 수도권을 보호하는 도구로서 

NLL 을 방어했으며 NLL 와 서해 5 도 문제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시각에서 인식하였다. 남한 정부 또한 NLL 이남 해역을 사실상 

남한의 영해라고 보았기 때문에 NLL 월선을 정전협정 위반이라 

보았고 이러한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1974 년과 1975 년에 일어난 

사건에서 NLL 월선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계속 주장하였으며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서해 5 도를 요새화하는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해나갔다. 

이러한 한미간 입장차이는 대체적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Park Tae Gyun (2011)가 지적하듯 군정위가 사실상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154  이는 서해 5 도 지역에서 

                                                           

154 Park Tae Gyun, 위의 글, 13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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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사건에서 미국의 역할도 많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NLL 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남한 정부의 주장에 

지지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으나 이것이 명목상일 뿐 실제로 

서해 5 도 3 해리 영해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군정위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2010 년에 일어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분명히 정전협정 위반으로 처리했어야 할 것이며 

이로써 북한의 도발 행위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지지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다른 한편으로 남한 정부는 2010 년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폭격 사건 이후 NLL 을 계속 “사수”할 것이며 서해 5 도의 

방위를 담당하는 “서북해역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서해 5 도를 더욱 

요새화하고 있는 중이다. 155  즉, 1970 년대 중반처럼 북한의 

서해 5 도 분쟁화에 따른 남한 정부의 서해 5 도를 요새화가 재현되는 

것이다. 천안함, 연평도 그리고 북핵 문제 등 북한의 위협 인식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남한 정부의 이러한 요새화 작업을 

대체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적인 문제인 

NLL 을 해결하지 않고 서해 5 도 요새화에만 집중하면 서해 5 도 

지역에서 남북간 충돌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55 박병진. 군, 2015 년까지 서해 5 도 요새화. 2011.01.18 일자 세계일보 기사.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10118004234&su
bctg1=&subct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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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CFC – Combined Forces Command (한미연합사령부)   

CINCUNC –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유엔사령관) 

DPRK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MZ –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MAC -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분계선)  

MDT -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한미상호방위조약)  

MND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국방부)  

NLL – 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NWI - Northwest Islands (서해 5 도)  

ROK –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한미안보협의회의)  

UNC – United Nations Command (유엔군사령부, 유엔사) 

UNCURK –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회)  

USFK –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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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 and South Korea have had a little-known 

disagreement over the Northern Limit Line (NLL) since the 

1970s. While South Korea has viewed crossings over the line 

by North Korean patrol boats as violations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indeed territorial infractions, the United States 

has defined violations of the Armistice Agreement as occurring 

only when North Korean boats cross into the three nautical 

mile “contiguous waters” of the Northwest Islands, which are 

located just south of the NLL.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done on the reasons for this disagreement, which first began in 

the mid-1970s when North Korea claimed that the Northwest 

Islands were inside its 12-mile “contiguous waters” and tried 

to invalidate the NLL.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reasons for this disagreement by examining US-South Korean 

relations during the Nixon and Ford administrations (1969-

1976) and using newly unearthed US government documents 

on the NLL-issue from the period.  

Following the end of North-South dialogue in August 

1973, tensions rose on the peninsula following North Korean 

claims in December that the waters surrounding the Northwest 

Islands fell into the “contiguous waters” claimed by North 

Korea. North Korean aims for this provocation seem likely to 

have been related to the ongoing discuss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the resolution of the “Korea Issue,” which were 

aimed at terminating the United Nations Command. North 



68 

 

Korea believed that the termin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would lead to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the 

peninsula, and the eventual signing of a peace treaty that 

would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From late 1973 to 

1976, a series of incidents occurred in the Northwest Islands 

region, some serious, but many simply NLL crossings 

instigated by North Korean patrol boats. However, the US and 

South Korean responses to these incidents demonstrated their 

disagreement over what defined Armistice Agreement 

violations.  

During the Nixon administration (1969-1974) US and 

South Korean relations had undergone deep conflict. Coming 

off the heels of the late 1960s crisis, and most notably the 

different reactions among the two allies toward North Korean 

provocations, the troop withdrawals and policy of détente of 

the Nixon administration induced fears of a weakening US 

security commitment among South Korean leaders. This state 

of relations continued up until the fall of Indochina during the 

Ford administration, when US policymakers began worrying 

about the threat of a North Korean attack against the South 

and strengthened the security commitment toward the country. 

However, even during this period of improved relations 

between the two allies, US views on the Northern Limit Line 

did not change. 

  South Korean leaders were motivated by security 

concerns and actively made it clear that North Korean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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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ing the NLL were violations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South Korean territorial waters. In incidents that occurred 

from 1974 to 1976, South Korean authorities called for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meetings over incidents where North 

Korean ships crossed the Northern Limit Line, and made public 

announcements that the crossings were infractions of South 

Korean “territorial waters.” Further, in light of the strategic 

significance of the region and the rising North Korean military 

presence there, South Korean leaders began fortifying the 

region and called on US direct intervention in case of conflict 

in the region. Largely speaking, South Korean leaders were 

focused on the security that the NLL provided and were 

unwilling to consider any other options.  

 US policymakers were more concerned with maintaining 

the Armistice system put in place after the Korean War, and 

because the NLL was not part of this system, US policymakers 

did not recognize it. Particularly in a situation where the United 

Nations Command was under international scrutiny, US 

policymakers were eager to prevent the organization from 

being involved in territorial disputes that could damage its 

legitimacy and thus tried to minimize their involvement in the 

region. They tried to accomplish this by defining the 

contiguous waters of the Northwest Islands as three nautical 

miles and preventing South Korea from defining incidents 

occurring south of the NLL as violations of its “territorial 

waters.” Furthermore, US policymakers made effort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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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ize their involvement militarily in the region and denied 

any direct involvement of US troops in the region; however, 

following the strengthening of the security commitment toward 

South Korean following the fall of Indochina, the US made 

more of an effort to show that it was aware of South Korean 

security concerns over the reg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disagreement over the NLL 

issu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were related to the 

respective global status of the two countries. The US, a global 

hegemon with interests across the world, has had to take many 

interests into account in its policymaking. US policymakers 

were concerned over becoming involved in potentially complex 

legal issues concerning territorial claims in the Northwest 

Islands region, and were particularly attuned to the 

international imag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South 

Korea, in contrast, calculated its policy moves largely in 

relation to its position toward North Korea. In view of the 

security benefits that the NLL provided against North Korean 

encroachment in the Northwest Islands region, South Korean 

leaders decided on a policy of defending the line at all costs.  

 

Keywords: Northern Limit Line, US-ROK Relations, Armistice 

Agreement, United Nations Command, Northwest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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