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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고지를 왜‘피의 능선(Bloody Ridge)’
이라 불렀는가?

피의 능선 전투는1951년 7월 휴전회담이열리자마자 중지
되면서 전개된 1951년도의 가장 대표적인고지쟁탈전이었다.
983고지(일명 피의 능선)는 현재 강원도양구군방산면에위치해있다. 이
고지를피의 능선으로부르게된 것은 1951년 8월~9월 국군 제5사단(후에
미제2사단투입)과 북한군간의전투상황을목격했던미군 종군기자들이

‘피로 얼룩진 능선’
이란 뜻에서 983고지의 격전상황을‘피의능선’
으로
보도하면서붙여지게되었다. 983고지의피의 능선전투는2004년 한국영
화사상최초로1,000만 명의 관객동원에성공하며공전의대히트를쳤던
“태극기를휘날리며”
의 영화후반부의북한군(일명 깃발부대)과 국군간의
격전장이기도하다.

전투배경 및 전투경과
피의 능선전투는 1951년 8월 북한군의 주보급로인 양구 북방의 문등
리 계곡과 사태리 계곡을 감제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취해진 아군의
제한된 공세작전 속에 이루어졌다. 이 전투는 당시 983고지 일대를 장
악하고 있던 북한군이 유엔군의 후방지역인 인제 일대까지 관측하면서
아군의 주저항선과 주보급로는 물론이고 화력지원과 병력이동 등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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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사단 제36연대의 피의 능선 공격계획

의 모든 군사행동을 포격으로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주요한 감제고지였다. 전투는 1951년 8~9월에 펀치볼 서쪽에 위
치한 983고지 일대에서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와 뒤이어 투입된 미 제
2사단 제9연대가 이 고지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전투로 인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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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 능선이 피로 붉게 물들 정도로 처절하게 전개되었다.

983고지를‘피(血)의 능선’
으로 부르게 된 이유
983고지를 피의 능선이라고 부르게 된 까닭은 당시 전투상황을 목격
했던 미군 성조지(the Stars and Stripes)의 종군기자들이‘피로 얼룩진
능선’
이란 뜻에서 983고지의 격전상황을‘피의 능선’
으로 보도하면서
붙여지게 되었다.

전과 및 피해
이 전투에서 아군은 전사 326명을 비롯하여 전상 2,032명, 실종 414
명 등 1개 연대 병력에 해당하는 2,772명의 손실을 입었다. 이 중 국군
제36연대가 1,070명이고, 미 제2사단이 1,7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반면 북한군은 전사상자 15,000여 명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국군 제5사단 및 미 제2사단이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후의
처참한‘피의 능선’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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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피의 능선 전투 전과 및 피해
구 분
인원(명)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
소계

전사

부상

실종

2,772

326

2,032

414

미 제1사단

북한군

1,700명

15,000명

그러나 이 전투 후 휴전회담은 회담장소를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변경
한 후 다시 의제 제2항(군사분계선 설정)합의를 위해 ’
51년 10월 25일
다시 개최되었다.

국군 제5사단이
북한군 15,000명을 격멸시킨
피의 능선 전투 전적비

생각해 봅시다!!
1. 국군은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왜 피의 능선을 탈취하고자 했을까?
2. 미군 및 종군기자들이주요 격전지를미국식 지명으로부르게 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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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6·25전쟁 중 미군들이 붙인 고지 이름
6·25전사에는 주요 격전지나 전초기지를 비롯, 작전통제선이나 작전
명 등에 영문으로 된 미국식 지명이 많다. 이러한 미국식 지명은 주로 휴
전협상 중에 벌어진 고지쟁탈전 과정에서 전투의 성격이나 특징을 고려
하여 붙여졌다.
이들 대표적인 고지로는 앵커 힐(Anchor Hill : 배의 닻 모양), 애로우헤
드(Arrowhead : 화살촉 모양), 벙커 고지(Bunker Hill), 지형능선(Finger
Ridge : 손가락 모양), 피의 능선(Bloody Ridge), 단장의 능선(Heartbrake
Ridge), 백마고지(White Horse), 제인 러셀고지(Jane Russell Hill : 영화배
우 이름), 저격 능선(Sniper Ridge), 리틀 지브롤터(Little Gibraltar : 고왕
산) 등을 꼽을 수 있다.
휴전회담 이전 붙여진 미국식 전투 이름
휴전회담 이전 붙여진 대표적인 미국식 전투 이름으로는 낙동강 방어
전시 다부동 전투에서 유래한 볼링 앨리, 중공군 2차 공세에 의한 태형의
계곡, 그리고 1951년 5월 춘계공세시 미 2사단의 벙커고지 등이 있다.
볼링 앨리(Bowling Alley : 볼링 계곡)는 백선엽 준장이 지휘하는 국군
제1사단이 다부동 전투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투를 하고 있을
때, 국군을 지원 나온 미 제27연대가 천평동에서 진목동 간의 4㎞의 직선
도로를 지칭해서 부른 명칭이다. 볼링 앨리라는 명칭은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의 전차와 대포가 쏜 포탄들이 이 계곡의 산등성이에서 작렬하는
소리가 마치 볼링장에서 볼링핀이 쓰러질 때 나는 소리와 같다고 해서 붙
여졌다.
태형(笞刑 : Gauntlet)의 계곡은 6·25전쟁시 미 본토증원 병력으로는
최초로 한국에 투입된 미 제2사단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준 지명이
다. 태형이란 말은“인디언이 적군 포로나 범법자를 처벌할 때 두 줄로 늘
어선 인디언 전사(戰士)의 사이로 이들을 들여보내고, 이들이 행렬을 빠
져나갈 때까지 흠씬 두들겨 패는 형벌”
에서 비롯되었다. 미 제2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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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11월 24일 유엔군의 크리스마스공세에 따라 북진 중 중공군의
제2차 공세로 인하여 군우리(軍偶里)에서 좌우측이 산으로 에워싸인 약
15㎞ 골짜기를 통과하여 철수하게 되었다. 철수 도중 미 제2사단의 주력
은‘죽음의 계곡’
으로 알려진 태형의 계곡 양편 산중에 매복해 있던 중공
군의 집중공격을 받고 3천명의 사상자와 수많은 무기와 장비가 파괴됨으
로써 와해되고 말았다. 미 육군은 이 패전의 책임을 물어 사단장 카이저
(Keiser)장군을 해임한데 그치지 않고, 사단의 해체를 거론할 정도로 미
제2사단의 패배는 미군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벙커(Bunker)고지는 1951년 5월 중공군 춘계공세시 미2사단 38연대
K중대가 홍천 북방 800고지에서 중공군과의 전투를 위해 이 고지를
237,000개의 모래주머니와 철조망 385롤(roll)을 이용하여 철옹성(鐵甕
城)과 같은 강력한 벙커진지를 만들었다. 이러한 연유로 800고지는 벙커
고지로 명명되었고, 벙커고지에서 미 제2사단은 견고한 방어시설을 최대
한 이용하여 중공군의 끈질긴 공격을 물리치고, 이 고지를 사수함으로써
현리 지구의 적 돌파구가 서측으로 확대되어 유엔군 전선이 붕괴되는 것
을 막을 수 있었다.
휴전회담 중 붙여진 미국식 전투 이름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붙여진 미국식 지명으로는 저격능선, 제
일러셀고지, 단장의 능선, 피의 능선, 펀치볼 전투등이 있다.
저격능선(狙擊稜線 : Sniper Ridge)은 오성산과 김화사이의 험한 산비
탈과 깊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적진이 바로 지척 간이어서 저격 당하기
쉽다는 데에서 저격(狙擊)이라는 두 글자를 붙였고, 미군들은‘스나이퍼
리지(Sniper Ridge: 狙擊陵線)’
라고 불렀다. 저격능선은 1952년 10월 중
부전선에서 중공군 제15군이 오성산(1062고지)을 최대거점으로 삼고 아
군이 확보한 김화 중심의 전선 일대를 감지할 수 있는 감제고지 군(群)이
었다. 저격능선은 참모총장을 지낸 3성 장군 사단장 정일권 장군과 그 후
임인 강문봉 장군이 지휘하는 국군 제2사단이 42일간의 공격 끝에 탈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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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육체파 여배우
제인러셀의 이름을
본떠 붙인
제인러셀고지

휴전회담 기간 중의 주요 전투지역(1951. 6. 23~1953. 7. 23)

제인러셀(Jane Russell) 고지는 저격능선 서쪽에 있는 두 개의 봉우리
가 그 당시 미국의 유명한 육체파 여배우 제인러셀의 가슴팍을 연상케 한
다고 해서 미 장병들이 애정을 가지고 붙인 이름이다. 제인러셀고지는 저
격능선 동측에 있는 삼각고지의 동쪽 상단에 있는 고지로써 1952년 10
월 14부터 미제7사단이 미제9군단의 쇼다운(Show down) 작전의 일환
으로 시작된 공격목표였으나, 탈취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미군이 많은 인
명손실을 내고 계속 실패하자, 이 임무는 저격능선을 담당한 국군 제2사
단에 부여되었다. 그러나 국군 제2사단도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제일러셀
고지는 중공군의 수중으로넘어갔다.
펀치볼(Punchbowl : 亥安盆地)은 인제 북쪽 약 15㎞, 서로 사태리 계곡
과 동으로 소양강 계곡 사이에 위치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운전동 중심
의 직경 10㎞ 크기의 해발 450m 내외의 분지로, 주변의 1,200m 내외의
고지군으로 둘러싸인 특이한 지형이다. 이 분지는 북쪽의 1026(모택동
고지), 924고지(김일성 고지), 서쪽의 가칠봉(1242), 대우산(1178), 남쪽
의 도솔산(1304), 918고지, 동쪽의 달산령, 795, 908고지 등으로 둘러싸

80

협상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군사작전

단장의 능선
수많은 전사자를 발생케해
심장이 찢어질 듯하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

여 있으며 그 둘레의 삐쭉삐쭉한 산봉우리와 고개의 모습이 그러한 모양
의 술잔(punchbowl과
) 같다하여 미국 전사에는 펀치볼로 명명하고 있
다. 분지의 규모는 남북으로 7.5㎞, 동서로 5.5㎞나 돼 그 면적이 44.7㎢
에 이른다. 7㎢인 여의도 면적의 6배가 넘는 규모다. 이 중 국군 해병 제1
연대는 적정이나 지형 여건상 점령이 쉽지 않은 1026고지와 924고지를
반드시 탈취하겠다는 목적에서 이들 고지를 각각 모택동 고지와 김일성
고지로 명명하고 장병들의 전의를북돋웠다.
단장(斷腸 : Heartbreak)의 능선은 이 전투에서 많은 전사상자가 발생
해 심장이 찢어질 듯한 참상을 목격한 외국의 종군기자들이 이 처참한 상
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heartbrea(k심장이 찢어질 것 같다)’
라는 표현
을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단장의 능선은 피의 능선 북쪽 894-941-851
고지로 연결된 능선이다. 미 제2사단은 1951년 9월 13일부터 10월 13일
까지 1개월 동안 이 능선을 탈취하기 위해 북한군 2개 사단의 완강한 저
항을 물리치고 점령했다.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는 전쟁 후반기 유엔군사
령관을 지낸 클라크(M. Clark) 대장의 외아들인 클라크 대위가 미 제9연
대 G중대장으로 참전하여 894고지를 탈취했고, 이 때 중상을 입고 그는
미국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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