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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공군은 김일성의 목을 조였다.

유엔의해·공군작전은북한의 군사시설은물론이고, 산업
시설, 댐 등 북한의기간시설을초토화시킴으로써김일성으로
하여금공포심을심어 주었고, 또승리를해도 재건하기가힘들 것이라는
위기감을일으켜휴전회담에응하지않을 수 없게했다. 유엔해군은한반
도 해안을철통같이봉쇄하면서동해와서해상에서함포 및 함재기에의
해 북한지역의군사 및 산업시설을파괴했고, 유엔공군도한국 및 일본
기지에서출격하여북한의기간 및 군사시설, 저수지등을 파괴하여북한
지역을초토화시켜나갔다.

후방차단작전, 스트랭글(Strangle) 작전
스트랭글(Strangle)작전은 미 공군이 실시한 후방차단작전이다. 이

동해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 항공모함 앤티탬호의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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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은 휴전 회담이 개시된 직후
공산군이 이 틈을 이용, 보급품과
장비를 전선으로 추진하여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자 전선으로 연결된
북한내의 모든 철도와 도로를 차
단, 휴전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하
기 위해 실시한 미 공군의 후방차단작전이다. 이 작전에는 제5공군의 9
개 비행단과 극동해군의 함재기, 그리고 폭격사령부의 전투기 등이 동
원되었다. 이 작전은 제15공군의 주도하에 1951년 8월 18일 부터 개시
해 공산군의 전선으로의 보급수송을 차단시켰다.

철도 차단작전, 세이츄레이트(Saturate) 작전
세이츄레이트(Saturate)작전은 항공기에 의한 철도 차단작전이다.
유엔군사령부는 1951년말 실시한 스트랭글(Strangle)작전이 막대한
피해를 주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공산군에게 새로운 철도 차단작전을 계
획했다. 이 작전의 개념은 철로의 짧은 구간을 선정하여 주야간 계속 집
중 공격을 가해 공산군이 복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1952
년 3월초에 개시된 이 작전에서 미 공군은 1일 평균 300대의 폭격기로
600개의 폭탄을, 선정된 주요 철도의 약 3㎞ 구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
고 폭격을 실시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의 수력발전소 폭격작전, 항공압박작전
유엔 해·공군의 북한 지역에 대한 수력발전소 폭격 작전은 1952년
6월 휴전회담을 종결짓기 위한 일종의 항공압박(Air Pressure) 작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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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952년 6월 극동공군은 미 제5공군, 미 해군 및 해병 함재기 등 500
대의 항공기를 동원하여 수풍·부전·장진·허천발전소 등 4개 지역을
동시에 공격했고, 그 후 이들 4개 주요 발전지역에 대한 폭격을 강화해
15개 발전소 중 13개 발전소를 완파하고 잔여 2개소에 손상을 주었다.
이 작전으로 북한지역 발전시설의 90% 이상이 파괴됐다. 그 결과 북한
은 약 2주 동안 전력 공급이 완전 중단 되었고, 만주지역도 전력 공급량
이 1/4이나 감소됐다.

평양 대공습작전, 항공압박작전
평양 대공습작전은 1952년 7월 교착상태에 빠진 휴전회담을 촉진시
키기 위하여 유엔 공군이 실시한 항공압박작전의 일환으로 실시한 폭격
작전이다. 이 작전에서 극동공군은 1952년 7월 11일 제5공군과 해군
함재기 822대를 동원하여‘프레서 펌프(Pressure Pump)’작전으로 명
명된 제1차 평양 대공습을 실시했고, 이어 8월 4일에 284대로 제2차 공
습을, 그리고 8월 29일에 1,122대(한국 공군 36대 참가)로 제3차 평양
대공습을 실시했다.
이 작전은 폭격 전에 평양 시민에게 군사목표인 평양을 떠나라는 사

북한의 군수시설에 대해 폭격하고 있는 미 B-29폭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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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고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살포한 후 실시되어 많은 심리적 효과를
거두었다. 이 작전으로 폭격목표로 선정된 지휘소, 보급품 집적소, 군수
공장, 막사, 철도시설, 고사포 진지 등 30개 목표 중 93%에 달하는 군사
목표를 파괴했다.

북한의 저수지 폭격작전
북한 지역에 있는 저수지에 대한 유엔공군의 폭격작전은 유엔군이 휴
전 협상에서 공산군측에게 유엔군이 제시한 조건의 수락을 강요하기 위
하여 실시했다. 1953년 5월 14일 59대의 F-84 전투기가 평양 북방에
있는 덕상 저수지를 공격하여 이를 파괴했다. 이 때 일어난 홍수로 평
양·신의주간의 5개 철교와 국도 3㎞가 유실되었으며 다음 2일간에는
F-86 전투기 126대가 덕산 저수지 동측 방에 있는 자산(慈山) 저수지
를 공격하여 범람한 홍수로 평양-순천간의 철로와 도로가 유실되었다.
이 작전에서 극동공군은 보급로 차단작전에서 얻은 성과와 같은 효과
를 거두었으며, 그 후 수 주간 신의주와 만포진으로부터 평양에 이르는
주 보급로가 차단되었다. 북한군은 잔여 저수지의 물을 빼고 수위를 낮
춤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그 해 북한은 미
곡 생산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유엔 해·공군의 수력발전소 파괴와
저수지 폭파 등의 항공압박작전은 적에게 큰 타격을 줌으로써 적을 굴
복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생각해 봅시다!!
1. 유엔 해·공군이 실시한 작전과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2. 김일성은 유엔 해·공군작전 중 어떤 작전을 가장 무서워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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