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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과거에서 지혜와 슬기를 배워 보다 밝은 오늘과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격언과 선인들이 

역설한 ‘법고창신(法古創新)’도 역사적 경험을 삶의 지혜로 삼고자 함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역사가들 가운데는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또한 전쟁의 참화와 민족의 항쟁으로 점철되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는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전대미문의 전쟁 참화를 경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절실히 체험하였습니다. 

66년 전 북한의 불법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우리 민족사에서 최대 규모의    

재앙을 초래한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이 전쟁은 인간이 중시해야 

할 궁극적 가치를 놓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양대 진영이 힘을 겨룬 세계대전에 버금

가는 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둥이 모의하여 시작된 이 전쟁은   

한민족을 미증유의 참화 속으로 내몰았으며, 전 인류에게 커다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채 여전히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지고지순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한곳에 모으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6·25전쟁의 아픈 상처를 기록

으로 남김으로써 후손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한 연구편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연구소는 지난 2003년부터 6·25전쟁사를 재조명하는  

연구편찬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에 『6·25전쟁사』 전11권을 완간하였습니다. 10년

간에 걸쳐 완성된 『6·25전쟁사』는 세계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6·25전쟁 당사국들이 새롭게 공개한 사료와 그동안 다방면으로 진척된 연구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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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반영하여 6·25전쟁사를 집대성한 공간사입니다. 그리고 그 후속 연구로 2014년

에는 6·25전쟁의 각종 통계를 집대성한 『통계로 본 6·25전쟁』을 발간하였고, 2015년

에는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머나먼 이국땅에서 피를 흘린 유엔 참전국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자 『6·25전쟁과 UN군』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한권으로 읽는 6·25전쟁』은 그동안 우리 연구소가 축적해 온 

‘6·25전쟁사’ 연구의 성과를 종합하고, 새로운 사실을 일부 보완하여 엮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책이 지니는 의미는 방대한 분량의 6·25전쟁사를 한권으로 정리함으로써 

6·25전쟁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찬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 책은 크게 4개의 부(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는 2개장씩 총 8개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는 6·25전쟁의 배경을 비롯하여 북한군의 남침과 국군의 

초기 방어 및 지연작전 상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2부는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선 

총반격으로부터 38도선 돌파와 북진작전에 이르는 과정을 다루었으며, 제3부는 중공군 

개입 이후의 전황과 전선이 교착되기 전까지의 유엔군 재반격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4부에서는 2년간 지속된 휴전회담과 그 회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

하기 위해 벌인 고지쟁탈전의 전개과정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장에서는 

시기별 국내·외 정치 및 사회상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우리 국민들은 물론 국군 장병들에게 6·25전쟁의 실상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또 국내·외 전쟁사 연구자들에게 

좋은 연구 입문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집필자와 인쇄를 맡아준 국군인쇄창 

관계관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한 원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과 연구소 내부 감수위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 11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김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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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한권으로 읽는 6·25전쟁』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그동안 축적해 온 6·25전쟁사의 

방대한 연구 성과를 한권으로 엮어 6·25전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편찬 목적을 두었다. 

2.  이 책은 총 4부 8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부는 2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이 책의 

부·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부 :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

      절 : 제1절, 제2절, 제3절, ……

      항 : 1, 2, 3, ……

      목 : (1), (2), (3) 

3.  이 책에서 사용한 국가 및 단체 등의 명칭은 국립국어연구원(2000), 『한글표준어사전』과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표기법을 따랐으며, 인용된 자료의 원문을 번역 수록할 경우 

원문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현대문으로 번역하고, 원문 

제작 당시 관용어나 제도어는 가급적 원문을 준용하였다.  

4.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문장은 한글 위

주로 평이하게 썼으며, 고유명사나 혼동하기 쉬운 용어 등은 원어를 ( )안에 삽입하였다. 

5.  현재의 중국군과 러시아군은 편의상 주로 중공군과 소련군으로 표기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중국, 러시아를 혼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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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의 지명은 한자독음(漢字讀音)대로 표기하였으며, 중국인 이름은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하였다. 

7.  이 책에서 중공군의 단대호는 ‘군’은 ‘군단’으로, ‘사’는 ‘사단’으로, ‘단’은 ‘연대’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8. 연대(年代)는 모두 서기(西紀)로 표기하였다.

9.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 인명·지명·숙어 등 해당 한자를 묶거나 해설, 보충한 경우의 표시

      “  ” : 완결된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표시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일부분을 간추린 표시, 강조를 나타낼 경우의 표시,  

법률·보고서·저서 등의 표시

10. 이 책 부록의 각종 통계 자료는 『통계로 본 6·25전쟁』에서 인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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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_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제 1 장  전쟁의 배경과 원인

제 1 절  38도선 분할과 북한의 공산화

1. 한반도의 38도선 분할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한 후 연합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완전한 종결을 

위해 일본을 상대로 군사·외교적 압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미국·영국·중국의

3개국 정상은 7월 26일 최후통첩의 형식으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포

츠담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7월 27일 새벽에 포츠담선언을 청취한 일본은 즉

시 이를 거부하고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하였다. 

일본이 연합국 측의 무조건 항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미국은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岐)에 각각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미국

의 첫 번째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그동안 대일전 참전을 미루어 왔던 소련도 전

쟁이 조기에 종결되어 자신들의 이권 확보가 무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서둘러 

대일전에 참전하였다. 소련은 8월 9일 선전포고와 동시에 제1극동전선군사령부 소

속의 제25군을 소·중 국경선에 투입하여 만주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소련 

태평양함대의 해군 항공기도 소련 국경에 가까운 한국의 웅기·나진·청진 등을 

급습하였다. 소련군은 패전 말기에 극도로 약화되어 있던 일본 관동군을 거침없이 

몰아붙이면서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를 향하여 밀어닥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8월 10일 연합국에 항복의사를 표명하였다. 일

본 본토 진격을 준비하던 미국에게 일본의 항복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지만, 한

편으로 전황의 급속한 진전에 대처해야 할 부담감과 당혹스러움을 함께 안겨 주었

다. 특히 뒤늦게 대일전에 참전한 소련군이 한반도로 신속히 접근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해 빠른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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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군사점령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할 주체와 동아시아에서의 작전한계선을 신속히 결

정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논의는 국무부·육군부·해군부로 구성된 3부조정위원회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 SWNCC)가 담당하였다. 실무는 

전쟁부 작전국 산하의 전략정책단이 맡았다. 전략정책단의 주요 인물로는 단장인 

린컨(George A. Lincoln) 준장, 정책과장 본스틸(Charles. H. Bonsteal) 대령, 

정책과장보 러스크(Dean Rusk) 대령 등이었다. 당시 3부조정위원회 산하 기획참

모분과위원회에 파견되어 문서작성 실무를 담당하던 이들 3인은 1945년 8월 11일 

새벽, 한반도에서 미·소 작전 담당구역의 분할선을 북위 38도선으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소련군이 이미 한반도의 동북부를 폭격하고 있음에 반해, 미군은 한반도에

서 960㎞ 떨어진 일본의 오키나와(沖繩)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다. 

실무자들은 소련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북위 38도선마저 확보하기 어려울 것

으로 판단하였다. 그들은 수도 서울을 포함하는 이 선이 미국의 군사 능력상 가장 

적합한 군사작전의 한계선이라고 생각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해군 측의 북위 

39도선과 합동전쟁계획위원회의 북위 40도선 등 작전한계선을 최대한 북상시키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소련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북위 

38도선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한민족이 광복을 맞이하기 하루 전날인 8월 14일, 

미 합동참모본부(이하 ‘미 합참’)는 오전에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분할안’을 승인

하였다.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한반도를 북위 38도선으로 분할하자는 건

의안을 아무런 수정 없이 결재하였다. 미 합참은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8월 15일에

이 사실을 필리핀의 태평양지역 연합군최고사령관 맥아더(Douglas A. MacArthur)

장군에게 전달하였다. 그와 동시에 영국과 중국은 물론 모스크바 주재 미군사절단

을 통해 스탈린(Joseph V. Stalin)에게도 전달하였다. 소련정부는 8월 16일자 회

신에서 미국의 38도선 분할 제의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북위 38도선을 경계선으로 하여 그 이북에서는 소련군이, 그 이남에서는 미군이 

각각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를 담당한다는 방침이 확정되었다.

곧이어 일본군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항복할 것인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반

명령 제1호’가 신속하게 작성되었으며, 9월 2일 일본 도쿄만의 미주리(Missou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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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함상에서 거행된 항복문서 조인식 후 연합군사령관의 명의로 발표되었다. 일반

명령 제1호는 미국이 초안을 만들고 연합국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이 명령에 언

급된 38도선은 단지 “일본군의 항복접수와 무장해제를 위한 책임구역의 할당”을 

목적으로 선정된 것일 뿐이었다. 하지만 군사적 편의주의에 따라 잠정적으로 설정

된 분할선은 그 후 정치적 경계선으로 굳어져 결국 한반도의 분단을 기정사실화 

하는 첫걸음이 되었으며, 북한이 남침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결과적으로 6·25전

쟁의 불씨가 되었다. 

2. 소련의 북한 공산화

대일전에 참전한 소련군은 극동군총사령부 소속의 병력 약 157만 명이었다. 당시 

극동군총사령부는 예하에 만주 서부를 목표로 하는 트란스바이칼(Transbaikal) 

전선군과 북만주로 진격하는 제2극동전선군, 그리고 동만주가 작전구역인 제1극동

전선군 등 3개의 전선군(戰線軍)을 두고 있었다. 이 중 한반도와 관련이 있는 부

대가 제1극동전선군이었다. 제1극동전선군의 임무는 소·중 국경을 따라 만주와 

훈춘 방면으로 진격해 일본 관동군을 포위 격멸하는 것이었다. 1945년 8월 10일 

제1극동전선군 사령관 메레츠코프(Kirill A. Meretskov) 원수는 예하의 제25군에 

제88보병군단과 제10기계화군단, 제17보병군단, 제393보병사단을 배속시켜 전투

력을 증강시키는 한편, 사령관 치스챠코프(Ivan M. Chistiakov) 대장에게 “태평

양함대와 함께 해안지역으로 진격해 한반도 북부의 주요 항구들을 확보하라”고 명

령하였다. 이날 제25군에 부여된 임무는 8월 12일 아침까지 한반도 북부의 웅기

와 나진항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한반도로 진입할 예정인 소련 제25군 소속의 병력은 5개 사단과 1개 여단 등 

약 12만 명을 주축으로 하고, 태평양함대의 해군부대와 기타 부대병력 3만 명 등 

총 15만 명으로 이루어졌다. 소련군은 1945년 8월 11일 밤과 12일 새벽 사이에 

본격적으로 한·소 국경을 넘어 12일 오후에 함경북도의 웅기와 나진을 각각 점

령하였다. 그리고 8월 13일에는 태평양함대의 지상군부대가 청진에 상륙하여 일본

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후 16일 제393보병사단과 함께 청진 일대를 완전히 점

령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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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군은 8월 28일경에 이르러 38도선 이북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련은 38도선을 정치적인 경계선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행보를 이어

갔다. 38도선에 이른 소련군은 곳곳에 초소를 설치하고 남북을 오가는 통행인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8월 24∼26일 사이에 남북을 잇는 경의선·경원

선 등 주요 철도와 도로를 차단하고, 남한과의 교통과 통신을 제한하거나 봉쇄하

였다. 그리고 8월 26일에는 제25군사령부를 평양에 개설하고,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 로마넨코(Andrey A. Romanenko) 소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민정관리총국을 

설치하였다. 이 기관은 정치·경제·교육·문화·보건·위생·출판·보도·사법 

등 군정에 필요한 9개의 부서로 구성되었다. 

<표 1-1> 북한의 소련 군정 조직

스   탈   린

국방성군사회의

극동군총사령부

극동군군사회의

제1극동전선군사령부

제1극동전선군군사회의

제25군사령부

제25군군사회의

참  모  국 민정관리총국

5개 사단, 1개 여단 정치고문회의

보
건
위
생
지
도
부

재

경

지

도

부

교
육
문
화
지
도
부

출

판

지

도

부

신

문

보

도

부

보

안

지

도

부

사

법

지

도

부

정

치

담

당

관

정

치

국

민정관리총국의 설치와 더불어 소련군은 인민위원회의 조직에 착수하였다. 인민

위원회의 조직은 각 도의 소련군 정치위원과 위수사령부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 

각도 인민위원회의 조직을 위해 소련군은 초기 얼마간 조만식(曺晩植) 등 민족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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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들의 명망과 조직을 이용하였다. 그들은 조만식이 위원장으로 있던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를 승인해 한국인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북한지역

의 인민위원회 결성을 촉진시켰다. 이에 따라 광복과 더불어 조직되기 시작한 여

러 단체들이 통합되어 9월 말까지 도별 인민위원회가 결성을 완료하였다. 

각 도별 인민위원회는 일제 식민지시기의 행정기관, 경찰관서, 경제기구 등을 

접수하고 행정권을 인수하였다. 소련 군정당국은 인민위원장에 한국인을 기용했지

만, 소련군 장교들을 고문관에 임명하고 실권 있는 요직에 소련계 한인들을 배치

하였다. 그러므로 이 기구는 외관상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질적

으로는 소련 군정당국에 지배되고 있었다. 따라서 각 도의 인민위원회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민족진영 세력이 점차 배제되면서 주로 친소적 공산주의자들에 의

해 장악되었다. 

소련 군정당국은 1945년 10월 14일 평양에서 군중대회를 열고 소련군 대위 김

일성(金日成)을 북한 주민들 앞에 내세웠다. 그리고 11월 19일에는 5도 인민위원

회를 관할하는 5도행정국을 설치하고 산업·교통·체신·농림·사업·재정·교

육·보건·사법·보안 등 10개국으로 된 행정체제를 정비하였다. 이어서 소련 군

정당국은 12월 17일 김일성을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책임비서에 앉힘으로써 북

한의 최고 권력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소련 군정당국은 불과 약 4개월 만에 김일

성을 정점으로 한 북한 권력체계를 형성시켜 놓았다. 그리고 이듬해 2월 8일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소위 ‘확보된 지역에서의 사회주의 구

축’ 작업에 들어갔다.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의 권력을 장악한 김일성은 소련 군정

당국의 지도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일련의 제도개혁에 착

수하였다. 우선 1946년 3월에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여 지주들의 토지

를 몰수하고 이를 농민들에게 분배해 주면서 일반대중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동경

과 환상을 심어 주는 계급투쟁을 전개하였다. 8월에는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

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을 제정·공포하여 공산주의 경제 토대를 구축해 나갔

다. 동시에 북한 내 국내파 공산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을 포섭 혹은 흡수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소련 군정과 김일성에 협조하는 동조자는 포섭하

고, 비협조자들에 대해서는 남한 탈출을 묵인하거나 구금하는 방법으로 숙청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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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46년 11월에는 북한 전역에서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

여 시·군·면 단위의 인민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한 후, 1947년 2월 17일에 ‘북조

선인민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하였다. 이것은 소련 군정당국이 미·소공동위원회

의 협상 결렬과 국내 반탁운동의 격화 등으로 신탁통치가 불가능해지게 되자 38

도선 이북의 단독정부 수립에 박차를 가한 결과였다. 

이처럼 미리 북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생각하고 추진해 온 이상, 소련 군정당

국은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가 한국문제와 관련하여 ‘유엔 감시 하의 정부수

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공산정권의 

수립을 위한 이른바 ‘인민헌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1948년 5월 1일, 북조선인민위

원회는 남한의 ‘5·10 선거’에 맞춰 인민헌법을 통과시키고, 7월에 이 법에 근거

하여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실시할 것임을 결정·발표하였다. 인민헌법의 요지는 

북한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합법정부라는 것이었다.

북한은 1948년 8월 25일 북한 전역에 걸쳐 공산당의 단일후보만 출마시킨 소

련식 흑백선거를 실시하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

다. 같은 날 김일성은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초대 

내각수상으로 선출되었으며, 그가 임명한 새로운 내각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았다. 내각 성립 후 9월 11일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정권은 “남·북조

선 인민의 총의로 수립”되었으며, “단일 민주주의 국가와 조국통일과업을 제1차 

목표로 삼는다”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남한정부가 제정한 모든 법률은 무효이며 

위법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북한정권이 수립되자 소련은 1948년 10월 12일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그리고 10월 18일에 전 소련 점령군사령부의 군사위원이며, 미·소공동위원회의 

소련 측 수석대표였던 슈티코프(Terenti F. Stykov)를 초대 주 북한대사로 임명

하였다. 소련정부가 북한정권을 승인하자 다른 공산국가들의 승인도 뒤따랐다.

이렇듯 한반도는 38도선을 편의적으로 분할한 강대국의 전후처리 방침과 한반

도에 위성국가를 건설하려는 소련의 확고한 정책 때문에 결국 38도선을 경계로 

허리가 잘렸다. 그리하여 남에는 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정부가, 북에는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정권이 수립됨으로써 민족과 국토의 분단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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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북한군 창설과 전쟁 준비

1. 북한군 창설

광복 직후 소련 군정이 체제를 갖추기 전까지 북한지역에서는 민족주의자들이 

조직한 자위대와 국내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치안대가 사회질서 유지와 치안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소련 군정은 이들 단체의 활동을 억제하기 시작하였으며, 김

일성이 입북하자 각 도청 소재지마다 적위대를 편성하고 무장조직을 확대시키면서 

소련 군정을 대리하여 경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들 무장단체들은 모

두 치안질서 유지와 새 정부 수립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애초부터 출신배경, 정

치이념 및 정치성향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

었다. 이러한 갈등과 마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커져갔다.

소련 군정당국은 이들 무장단체들의 갈등을 빌미로 1945년 10월 21일 북한지역

에 존재하는 모든 무장단체에 대해서 해산을 명령하였다. 이러한 소련 군정당국의 

조치는 김일성에게 북한의 정치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들 무장단체들이 소지했던 일본제 병기와 군용물자는 소련군에게 압수

되었으며, 이를 대신하여 1945년 11월 초 내무국 산하에 새로운 군사조직인 보안

대가 만들어졌다. 보안대는 소련 군정을 추종하며 공산주의 사상이 투철한 약 

2,000명의 병력으로 진남포에서 처음 창설되었으며, 1946년 초까지 평안남·북

도, 함경남·북도, 황해도, 강원도 등 북한 전역에 설치되었다. 보안대는 창설 초

기에 국내 치안용 무장력으로 조직·운영되었지만, 그 후 점차 북한 정규군과 더

불어 북한군의 군사력 기반을 구축하는 부대의 하나로 성장해 갔다. 

보안대의 창설과 더불어 소련 군정과 김일성은 장차 정규군으로 전환시킬 목적 

으로 기존의 보안대 외에 1946년 1월 중순 평양에 본부를 둔 각 도별 철도보안대

를 창설하였다. 철도보안대는 따라 점차 병력과 규모가 커지면서 같은 해 7월에 

각 도에 설치된 보안대를 통합해 13개 중대의 철도경비대로 개편되고, 지휘부로서 

북조선 철도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아울러 북한은 개천과 나남에 철도경비대 훈련

소를 설치하여 증편된 철도경비대의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고 훈련을 담당하게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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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당시 북한이 이러한 두 종류의 보안대를 경찰 수준에 머물게 했던 이유는 

한반도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군대 창설을 금지했던 미국과 소련의 합의

사항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은 군 간부 양성을 위하여 평양학원과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

교를 창설하였다. 평양학원은 1946년 2월 8일 소련 군정당국의 지시에 따라 평안

남도 진남포 동쪽의 도학리(島鶴里)에 설립된 북한 최초의 군사정치학교로 2월 23일

에 정식 개교하였다. 이 학원의 창설 목적은 광복 직후 각지에서 입북한 군 출신

자들을 입교시켜 공산주의 사상교육과 정치·군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안대와 

노동당의 간부, 기타 정권 기관의 간부요원으로 양성하려는 데 있었다. 

평양학원의 초대 원장은 김책(金策)이 맡았고, 김일성이 명예위원장이었으며, 

안길(安吉) 등 소위 ‘항일유격대’ 집단이 창설을 주도하였다. 설립 당시 평양학원

은 정치반과 군사반으로 편성되었으며, 교육은 단기과정으로 공산주의 사상과 정

치교육, 소련군 군사교리교육으로 이루어졌다. 1946년 4월 29일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각 도 보안대를 비롯하여 각 도·시·군의 인민위원회와 철

도보안대의 핵심간부로 배치되거나 새로 창설된 보안간부훈련소와 철도경비훈련소

의 교관이 되었다. 같은 해 7월 8일 평양학원 군사반이 보안간부훈련소와 통합해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로 바뀌었다. 이후 평양학원은 정치군관을 양성하는 기관

으로 전환되었으며, 1949년 1월 제2군관학교로 개칭하여 강서군 대안리에서 평양 

만경대로 이전하였다.

평양학원 군사반과 보안간부훈련소를 통합하여 설립된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는 보병·포병·통신·공병을 비롯한 여러 병종의 초급 지휘관들을 전문적으로 양

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었다. 이 학교의 간부들은, 1947년 5월 북한군의 

모든 장병에게 계급장이 수여되고 본격적인 정규군 체제로 전환될 때 북한군 사령

부의 주요 지휘관에 보직되었으며, 뒤이어 제1기 졸업생들도 소대장과 중대장으로 

임명되었다. 북한군 창설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후 학교의 규모가 확장되자 1948년 

12월 초순 평양 사동으로 이전해 제1군관학교로 개칭되었다. 제1군관학교는 종합

군관학교의 성격을 지니고 각종 병과교육은 물론 소대·중대·대대·연대 단위의 

전술훈련을 담당하였다. 제1군관학교는 북한 정규군 건설에 속도를 더해 주는 역

할을 하였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0 _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소련 군정당국과 김일성은 보안대와 철도경비대가 증편되고 평양학원, 중앙보안

간부학교, 보안훈련소, 철도경비훈련소 등에서 군 간부들이 양성되자 여러 기관을 

통합하여 지휘체제를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소공동위원회의 

규정을 어기고 1946년 8월 15일 군사관련 조직들을 통합 지휘할 기구로 ‘보안간

부훈련대대부’를 창설하였다. 이것은 곧 북한 정규군 건설을 위한 출발이었다. 보

안간부훈련대대부는 명칭으로 볼 때 보안간부훈련소의 지휘부인 것처럼 비추어졌

지만, 실제로는 정규군이자 북한군의 최고 참모부였다.

보안간부훈련대대부는 예하에 교도중대, 위생소대와 3개 대대를 두었다. 1개 대

대는 다시 4개 중대로 편성되었다. 소련군 장교들이 고문관으로 배치되었으며, 

1947년 초에 이르러 무기·장비·군복 등이 모두 소련으로부터 들여왔다. 이로써

북한에서 정규군 창설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공포할 것인가라는 문제만이 남았다. 

북한은 미·소 대립이 심화되던 시기인 1947년 5월에 이르러 보안간부훈련대대

부를 ‘북조선인민집단군사령부’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해 북한은 보안간부

훈련대대부 예하의 전 장병에게 일제히 계급장을 수여하고, 기존 무력조직을 일괄

적으로 ‘조선인민집단군’으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보안간부훈련소를 

기반으로 하여 사단과 여단이 창설되었다. 이와 동시에 조선인민집단군은 기존에 

사용하던 일본제 무기와 장비를 모두 회수하여 보안대와 철도경비대에 넘겨주는 

대신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와 장비로 무장하고 소련 군사고문관들의 지도 

하에 전술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준비과정을 거쳐 북한은 조선인민집단군으로 개편한 지 약 9개월 만

에 정규군 편성을 완료하고 1948년 2월 8일 소위 ‘조선인민군’ 창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북한의 정규군이 창설된 것은 북한정권이 수립되기 7개월 전이었다.

북한은 육군의 창설 및 증강과 함께 해·공군도 창설·확장하였다. 1945년 10월

하순 북한은 동·서해의 해안지대에 북한 해군의 모체인 수상보안대를 조직하였다.

동·서해의 수상보안대가 각각 1개 대대 규모로 확장되자, 북한은 이를 지휘할 기

구로 1946년 7월에 수상보안대사령부를 원산에 설립하였다. 수상보안대사령부는 

창설 1개월 후인 1946년 8월에 동·서해안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평양으로 이

동하여 조직을 확장했고, 같은 해 12월에 수상보안대를 해안경비대로 개칭하였다. 

또한 북한은 1947년 7월 8일 해안경비대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해안경비대간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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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창설하였다. 이 학교는 후에 해군군관학교로 바뀌었다. 

한편 북한 공군은 1945년 10월 25일 발족한 신의주항공대에 기원을 두고 있었

다. 신의주항공대는 순수 민간단체 성격의 항공교육기관에 불과하였는데, 1946년 

6월 26일 평양학원에 편입되면서 군사조직인 항공중대로 변모하였다가 1947년 8

월 20일 조선인민집단군 소속의 항공대대로 격상되었다. 

이처럼 군사적인 기반을 닦게 되자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 수립을 공포함과 동시에 ‘조선인민군총사령부’를 ‘민족보위성’으로 격상

시키고 분과별로 작전국 등 11개 국으로 편성하여 각 군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북한정권이 수립된 후 북한에서는 1948년 말경부터 군사력 증강작업에 착수하

였다. 이때부터 북한은 소련제 전차와 기계화 부대를 중점적으로 편성하기 시작하

였다. 그리고 1949년 7∼8월경 소련제 무기와 장비들이 대규모로 밀반입되기 시

작하고 또 중국 대륙에서 5만 명에 가까운 중공군 출신 한인들이 귀환하기 시작

하면서 북한 지상군의 전력은 급격히 증강되었다. 이와 더불어 해안경비대가 내무

성 관할로 존속하다가 1949년 8월 20일 민족보위성 예하로 편입되면서 북한 해군

으로 발족했으며, 북한 공군도 북한정권수립과 동시에 민족보위성 예하로 편입된 

후 1949년 12월에 항공사단을 편성하였다. 이러한 북한군의 전력 증강은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2. 북·중·소의 비밀회담과 전쟁 결정

(1) 북한의 대남 선제공격 제안과 초기 소련의 반응 

북한에서 소련이 철수를 완료할 무렵인 1948년 12월 중순 모스크바에서는 북한

군의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북·중·소 군사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소련 국방상 

불가닌(Nicholai A. Bulganin)의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3국 대표들은 18개월 

이내에 북한군을 남한 침략에 충분하게끔 증강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북한군

을 14개 보병사단과 2개 기갑사단으로 편성·강화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3국 군사대표들의 목표 설정이 남침을 위한 전쟁동원으로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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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단계의 계획은 북한군 증강계획 자체에 중점을 두

고 있는 것이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1949년 3월 5일 김일성-스탈린의 모스크바회담을 계기

로 급진전되었다. 이 회담은 김일성이 슈티코프 대사를 통해 스탈린에게 소련 방

문을 요청하여 성사된 것이었다. 김일성 일행이 스탈린을 방문한 시점에는 동서 

냉전이 격화되고 있었다. 어제의 연합국 전우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사건이 

베를린·터키·그리스 등지에서 벌어졌고, 중국의 국공내전(國共內戰)에서는 공산

군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었다.

김일성-스탈린의 모스크바회담은 두 차례에 걸쳐 공개·비공개로 열렸다. 회담

에서 스탈린은 북한 측에 남한의 군사력과 주한미군의 현황, 북한군의 공군기 및 

군사학교 보유 유무, 해안 방어능력 등의 군사문제와 광석의 생산 유무, 대외무역 

현황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주한미군이 38도선에서 

대북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군사·경제 방면의 전문가 육성, 해안방어와 

군비확충을 위한 소련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스탈린은 즉석에서 김일성의 요청을 

대부분 들어주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김일성이 제의한 ‘무력에 의한 조선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스탈린은 북한군이 국군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제공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남한에 대한 공세적 군사활동은 

남한의 침략을 격퇴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아직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과 미·소 간에는 38도선 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

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1949년 3월 스탈린과의 모스크바회담 이후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슈티코프 대사에게 선제공격 준비 문제를 꾸준히 제안하였다. 특히 

북한군의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면서 김일성의 대남선제공격 주장은 한층 더 

높아졌다. 김일성은 8월 12일과 14일 슈티코프 대사에게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38

도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고, 38도선 충돌에서 나타나듯이 북한군의 전투력 

우세가 입증되었으며, 더욱이 남한이 북한의 평화제의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무력

침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소련은 북한의 군사력이 남침을 수행할 만큼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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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이에 반대하였다. 그러자 김일성은 38도선에서 가까운 강원도 삼척에 ‘해방

구’를 건설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도 소련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

자, 이번에는 옹진반도 점령계획을 제시하였다. 옹진지역 확보는 장차 공격작전에 

유리한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전선을 120㎞나 축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 문제도 북한군의 전투력이 아직 미비하다는 소련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

되었다.

당시 스탈린은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전쟁을 시작할 경우, 지구전이 될 가능

성이 높아 미국에게 개입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남한을 단기간에 점령할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될 때까지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스탈린은 북한군 증강에 최대한의 힘을 집중하면서 남

한 내의 빨치산 활동을 강화하고 인민봉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생각했으며, 이를 슈티코프 대사를 통해서 김일성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더불

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49년 9월 24일에 남한에 대한 공격시기가 적절하

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평화통일 가능성을 너무 도외시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소련은 북한의 무력통일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

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

이러한 소련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일성과 박헌영(朴憲永)의 입장은 완

강하였다. 이들은 무력 남침만이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

하였다. 북한은 소련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1949년 10월 14일 대규모 병력을 동원

하여 옹진을 공격하였다. 이 사태의 처리를 두고서 소련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

을 보였다.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슈티코프 대사에게 옹진 공격의 사전계획과 

행동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질책하고, “38도선에서 충돌을 일으키지 말

라는 본국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전면전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선급한 국지적인 공격으로 대세를 그르치지 말라는 스탈린의 경고이기도 

하였다.

그 후 1950년에 접어들 때까지 옹진과 개성을 비롯한 38도선 접경지역에서는 

대규모로 격화된 전투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소규모 충돌과 포격은 일상적인 

일처럼 이어졌다. 북한은 뒤에서는 전면적인 남침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를 추진

하면서, 앞으로는 38도선 충돌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였다. 북한군의 38도선 침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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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군의 병력을 소모 및 분산시키고, 북한의 유격대 침투를 용이하게 하며, 국

군의 군사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본격적인 남침계획을 은폐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2) 북·중·소 비밀회담과 남침계획 완성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이 내전을 승리로 이끌며 공산정부를 수립하자, ‘이제 남

조선 해방의 차례’라며 중국과 소련을 설득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1950년 

1월 17일, 북한 외상 박헌영이 주재한 만찬에서 김일성은 소련대사 슈티코프에게 

남한 침략의 가능성을 개진할 수 있게 스탈린과의 면담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하였

다. 아울러 김일성은 스탈린과의 면담이 어려우면 모스크바에서 돌아오는 마오쩌

둥(毛澤東)과 면담을 이루고자 노력하겠다면서 중국내전이 끝나면 도움을 주겠다

고 한 1949년 5월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여기서 마오쩌둥의 약속이란 김일성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김일에게 마오쩌둥이 “한국에서의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빨리 끝날 수도, 오래 끌 수도 있다. 지구전은 북한에 유리하지 않을 것

이다. 그러나 당신들 바로 곁에 소련이 있고 우리들이 만주에 있으므로 걱정할 필

요가 없다. 하지만 국제정세가 별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며,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 

군과 전투 중에 있으므로 잠시 행동을 유보할 것”을 권고했던 것을 말한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대륙을 석권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북한의 전쟁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판단한 스탈린은 1950년 1월 30일 김일성의 방문 

요청을 승인하였다. 이 시점은 스탈린이 북한의 무력통일 의사를 승인하기로 결정

한 때였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컸다. 이것은 소련이 중국과 새로운 중·소동

맹을 체결할 단계에 이르고, 원자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쳐 미국에 대해 자신

감을 얻었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던 결정이었다. 

1950년 3월 30일 김일성은 극비리에 모스크바로 향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은 스

탈린과 남북한 통일의 방법, 북한 경제개발의 전망, 공산당 내부문제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국제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북한의 선제남침에 동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스탈린은 선제남침문제의 최종 결정

을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만일 중국 측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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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정적이면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남침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기로 합

의하였다.

1950년 4월 25일 모스크바에서 귀환한 김일성은 5월 13일 베이징으로 가서 마

오쩌둥을 방문하였다. 이날 저녁에 열린 회담에서 김일성은 모스크바에서 스탈린

과 합의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직접 설명을 듣

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마오쩌둥의 요청을 받은 스탈린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

라 통일에 착수하자는 조선사람들의 제창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국과 

조선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중국 동지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

시 검토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모스크바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마오쩌둥은 5월 15일 김일성과 남침에 관해 구

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북한이 수립한 3단계의 전쟁계획을 

언급하였다. 제1단계는 군사력을 증강하고, 제2단계는 남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통일방안을 제의한 후, 제3단계로 남한이 그 통일방안을 거부할 때 즉시 공격을 

개시하겠다는 것이었다. 마오쩌둥은 이 계획에 찬성하고, 계획된 작전을 위해 치

밀한 준비가 필수불가결하며 각개 병사와 지휘관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하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로써 김일성은 중국 측으로부터도 남침 공격

에 대한 동의와 지원 약속을 얻게 되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5월 29일에 남침계획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 계획은 6월 16일 슈티코프 대사를 통해 스탈린에게 보고되었으며, 스

탈린의 동의를 받아 북한은 남침 개시일자를 1950년 6월 25일로 정하였다.

(3) 북한군의 남침 작전계획과 전투배치

김일성과 스탈린이 마오쩌둥과 협의하여 수립한 남침계획의 기본전략은 1950년 

6월 말에 전면공격으로 신속히 서울을 점령하고, 인민봉기를 유발하여 한국정부를 

전복하는 한편, 북한군이 신속히 남해안까지 진출하여 미 증원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 1개월 내에 전쟁을 종결하며, 8월 15일까지 서울에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한

다는 것이었다. 남침전략의 기본은 미국의 지원부대가 전개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서울을 점령하여 승리를 굳히고 신속히 남해안까지 전개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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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군의 공격과 더불어 남로당원을 주축으로 하는 민중봉기를 촉발시켜 남한 정부

가 스스로 전복되게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핵심전략이었다. 

이러한 기본전략에 따라 북한군의 남침계획은 북한군 총참모장 강건과 소련 군

사고문단장 바실리에프가 중심이 되어 1950년 5월 29일에 소위 ‘선제타격작전계

획(先制打擊作戰計劃)’으로 완성되었다. 이 계획은 1개월 기간에 3단계 작전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투명령서, 부대이동계획, 병참보급계획, 기만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북한군은 금천－구화리, 연천－철원, 화천－양구 등 3개

지역에서 집중 공격을 감행하여 3일 이내에 서울 부근의 국군 주력부대를 포위 

섬멸한 후 계속 전과를 확대하면서 남해안까지 진출한다는 것이었다. 

소련 군사고문단 작전팀은 공격 개시 5일 전인 6월 20일에 다음과 같은 ‘선제

타격작전계획’을 북한군 각 사단에 하달하였다.

• 제1단계 : 국군의 방어선 돌파 및 주력 섬멸단계로서 3일 내에 서울을 점령

한다. 서울(수원)－원주－삼척까지 진출한다. 

• 제2단계 : 전과확대 및 예비대 섬멸단계로서 군산－대구－포항까지 진출한다. 

• 제3단계 : 소탕 및 남해안으로의 진출단계로서 부산－여수－목포로 전개한다.

북한의 선제타격작전계획도김일성과 소련군사고문단의 남침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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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타격작전계획의 제1단계 작전은 북한군 제1군단을 주공부대로 금천－구화

리, 연천－철원에서 38도선을 돌파하여 서울을 압박하게 하고, 조공부대로 제2군

단을 화천－양구에서 38도선을 넘어 서울 동측방과 수원 방향으로 우회시켜 제

1·제2군단이 포위공격으로 서울을 점령한 후 수원－원주－삼척선을 확보하는 것

이었다. 이때 제1군단의 주공부대인 제3·제4사단은 제105전차여단(－)의 지원 하

에 철원－포천－의정부 축선과 연천－동두천－의정부 축선으로, 조공부대인 제6사

단(－)과 제1사단은 제203전차연대의 지원 하에 금천－개성－문산 축선과 구화리

－고랑포－문산 축선으로, 제6사단 일부와 경비여단 병력이 옹진과 김포반도를 공

격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리고 제2군단은 주력인 제2사단과 제12사단이 화천－춘

천－가평 방향과 양구－홍천－수원 및 원주 방향으로 공격하고, 제5사단과 경비여

단 병력이 양양에서 강릉-삼척으로 진출하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상륙부대로 제

766부대와 제945육전대가 동해안지역에 상륙하여 국군의 후방을 교란하며 제2군

단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제2단계와 제3단계 작전은 제1단계에 이은 연속작전으로서 전과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이 작전단계에서는 민중봉기가 일어난다는 전제 하에 국군의 조직적인 저

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제2단계에 군산-대전-대구-포항 선까지 진출하고, 곧바

로 제3단계 작전으로 전환하여 잔존 저항세력을 소탕하면서 부산-마산-여수-목

포 선까지 진출할 계획이었다. 이때 제1군단은 서울 점령 후 재편성을 거쳐 서부 

축선과 중서부 축선으로, 제2군단은 중동부 축선과 동해안 축선으로 진출하게 하

였다. 특히 제2·제3단계 작전에서는 미 지원군의 전개 이전에 남해안까지 진출

한다는 계획 하에 신속한 기동을 위해 군단 간의 상호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4개

의 축선별로 국군을 각개 격파하면서 종심으로 깊숙이 진출하도록 하였다. 

<표 1-2> 북한군의 3단계 작전계획

단      계 진출선 작전종심 작전기간

1단계 국군 주력 포위격멸단계 수원－원주－삼척 90㎞ 5일

2단계
국군 증원병력 격멸 및

전과확대단계 
군산－대구－포항 180㎞ 14일

3단계
남해안 진출 및

국군 잔적소탕단계
남해안 지역 80㎞ 10여일

“38도선에서 남해안까지 작전종심 350㎞를 한 달 만에 수행하여 작전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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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부대들은 1950년 6월 23일까지 모든 공격준비를 마쳤다. 공격부대들은 

6월 12일부터 훈련으로 위장해 주둔지를 출발한 후 38도선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주둔지가 38도선과 가까운 부대는 도보로, 먼 부대는 기차로 이동했으며, 예비사

단도 각각 해당 군단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북한군 총사령부는 공격부대의 이동시

기에 맞추어 6월 18일 정찰명령을 하달했으며, 이어서 22일에는 전투명령을 하달

하였다. 그 사이 북한정권은 남측에 위장평화공세를 이어갔다. 6월 11일 북한의 

‘조국전선’은 평화통일안을 남한에 제의하였으며,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남침 작전

계획을 은폐하기 위해 ‘연막전술’로 6월 16일 남한 국회에 평화통일 방안을 제의

하였다. 김일성은 6월 21일 최종적으로 스탈린에게 6월 25일 전 전선에서 총공격

을 감행할 것임을 알렸고, 스탈린도 이날 김일성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23일부터 북한주재 소련대사관은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본국

과의 암호전문 교신을 일체 중단하였다.

남침 직전 북한의 군사력은 지상군이 보병사단 10개(제1·제2·제3·제4·제5·

제6·제10·제12·제13·제15사단)와 제105전차여단, 제603모터사이클연대, 독립

포병연대(122㎜ 곡사포 12문, 122㎜ 평사포 24문), 독립고사포연대(37㎜ 고사포 

24문, 85㎜ 고사포 12문, 대구경 고사기관총 30문), 독립연대(통신·공병·경비) 

3개와 독립대대(2개 보병과 1개 경비) 3개, 4개의 경비여단, 3개의 군사학교 등으

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총 병력이 17만 5,200명이었다. 해군은 소형 경비정 3척, 

T-5급 어뢰정 5척, 예인선 3척(미 YMC급 2척, 구 일본 예인선 1척), 250∼800

톤급 함정 7척, 2,000톤급 수송선 1척 및 2개의 육전대(제945부대, 제918부대), 

해안방어 포병연대, 고사포병연대(M3A 37㎜ 24문, C3A 85㎜ 12문), 1개의 해군

군관학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병력이 1만 297명이었다. 그리고 공군은 1개 항

공사단으로 2,800명의 병력에 추격기 84대, 저공습격기 113대, 기타 항공기 29대 

등 총 226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23일, 모든 준비를 끝마친 북한군은 서쪽의 옹진반도에서 동쪽의 

기사문리에 이르는 38도선에 제3경비여단, 제6사단, 제1사단, 제4사단, 제3사단, 

제13사단, 제2사단, 제12사단, 제5사단, 제1경비여단이 공격대기지점에 위치하면

서 공격신호인 암호명 ‘폭풍’이 하달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24일 저녁에 양양에

서는 제766부대와 제945육전대 병력을 실은 수송 선단이 동해안 상륙을 위해 미

리 출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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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국군의 방위태세

1. 미 군정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1) 미군의 남한 진주와 미 군정 실시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한반도로 들어오기 시작하여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북

한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갔던 소련과는 대조적으로 남한에서는 미군의 진

주가 예상보다 늦어졌다. 하지(John R. Hodge) 중장 휘하의 미 제24군단(제6·

제7·제40보병사단)이 남한에 진주한 것은 1945년 9월 8일이었다. 이마저도 미 

제24군단 사령부와 제7사단 병력만이 들어왔을 뿐, 제40사단이 9월 말에, 제6사

단이 10월 16일에 각각 한반도에 배치되었다. 남한에 진주를 완료할 당시 미군 

병력은 약 7만 7,600명이었다. 

미 제24군단이 남한에 진주하기 하루 전인 9월 7일, 미국의 태평양 육군총사령

부는 남한의 군정 실시를 언급한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군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 중장은 주둔군 책임자로 남한에 들

어왔지만, 미국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바가 없었다. 이에 따라 하지 장

군은 일본이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총독부 체제를 일정기간 유지시켰다. 한

국인을 배제한 채 일본인 관리들을 유임시킨 이러한 처사에 대해 한국인들은 일본

식민통치를 연장하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하지 장군은 9월 12일 일본 총독

을 해임하고 미 제7사단장 아놀드(Archibald V. Arnold) 소장을 초대 군정장관

으로 임명하여 본격적인 군정업무를 시작하게 하였다. 

미 군정은 9월 20일부터 군정청 기구를 출범시키고 각 국(局)의 국장을 임명하

였다. 미 군정당국은 한국인의 반대로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미 군정청을 설립

하였지만, 조선총독부 기구를 모방하고 현직에서 물러난 일본인들을 고문으로 임

명하는 등 일제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았다. 미 군정당국이 조선총독부의 

통치체제를 잠정적이나마 유지시키려 했던 데서 비롯된 이 같은 조치와 의도는 한

국의 실정을 외면한 중대한 착오였다. 이 과오는 전후 한국문제 처리에 대해 구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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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준비를 갖추지 못했던 미국정부가 대부분의 군정정책을 한국사정에 어두운 

현지 주둔 미군 사령관에게 일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책 준비 

없이 출범한 미 군정은 처음부터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표 1-3> 미 군정청 기구표

군 정 장 관

군 정 차 관

각 도 및 군정반 군  정  관 총  무  처 8  개  과

광

공

국

농

상

국

체

신

국

교

통

국

문

교

국

재

무

국

법

무

국

공
공
안
전
국

보

건

국

정책의 부재와 남한 사회의 혼란 속에서도 행정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된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은 우선 일제 잔재 청산작업을 시작으로 점차 군정기구와 업

무를 재정비해 나갔다. 아놀드 소장은 10월 5일에 일본인 고문들을 퇴임시키고 

그 자리에 11명의 한국인 인사를 임명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제의 악법들을 

폐지하고, 미 군정하의 사법기관장인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각 행정기관장을 한국

인으로 교체하였다.  

이렇게 군정기구가 정비되고 있을 무렵인 1945년 10월 17일에 미국의 군정지침

이 맥아더 장군을 거쳐 하지 중장에게 하달되었다. 군정지침의 기본 요지는 한반

도에 평화를 애호하는 자유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이며, 미·소에 

의한 잠정적인 군정과 미·영·중·소에 의한 신탁통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유독

립국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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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지침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정책은 분명하였으며, 그것은 군정-신탁통

치-독립국가로 이행하는 것이었다. 이 무렵 임시정부 요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

국하기 시작하였다. 10월 16일에는 이승만(李承晩)이, 11월 23일에는 김구(金九)와 

많은 임시정부 요인이 귀국하였다. 그러나 미 군정당국은 일제시기 해외에서 독립

운동을 전개해 왔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정부수임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좌·우

익을 망라한 모든 정파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그 결과 남한 

내에는 각종 정당과 사회단체가 난립하고,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뉘어 대립

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북한이 소련 군정의 비호 하에 김일성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사회주의체제로 형성돼 가고 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2) 대한민국 정부수립

미국은 남한에 진주한 후 군정을 실시하면서 이미 일련의 전후처리 회담을 통

해 합의한 대로 한반도문제를 협의하고 처리하기 위한 회담의 개최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북한에 진주한 후 김일성을 내세워 북한을 위성국가화하려는 계획

을 진행시키면서 남북의 교역 및 교통을 차단한 채 미·소 간의 회담 개최에 소

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은 영국과 소련에 외무장관 회담

을 제의하였고, 영국과 소련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

서 미·영·소 3개국의 외무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불리는 미·영·소 외무장관회의는 12월 25일까지 진

행되었으며, 회의결과는 3개국이 최종 조율한 후 28일 발표되었다.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영·소 3국은 한국문제와 관련하여 카이로선언을 이행한다는 데

에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정부 수립과 5개

년 신탁통치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거센 반

발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세력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며, 조선공산

당을 비롯한 남한 내의 모든 좌익계 정당 및 단체들도 신탁통치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1946년 1월에 접어들어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은 돌연 입장을 

바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찬성하였다. 그들은 이 결정이 을사조약이나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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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통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지지하였다.

좌익 측의 급작스런 태도 변화는 국내 정치세력 간의 대립을 증폭·격화시켰다. 

김구와 이승만 등의 우익세력은 ‘신탁통치 반대가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주장하면

서 강력한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광복 직후의 정계 상층부만의 대립과 

분열이 민족의 대립과 분열로 확대되었다.  

국내 정치세력의 양분과 남·

북한에서 군정을 담당한 미·소

의 상반된 정책으로 남·북 간의

이질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

데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1946년 3월 20일 미·소

공동위원회(이하 ‘미·소공위’)가

개최되었다. 미·소공위는 한국

임시정부의 수립문제를 논의하

기 위한 자리였지만, 소련 측이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인사와 정당은 협의의 대상

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탁운동을 전개하던 남한 측 인사들의 참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1946년 3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1947년 5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차에 걸쳐 진행된 회의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결렬되었다.

결국 미·소공위는 한반도 내 과도정부를 어떠한 형태로 구성할지를 제대로 논

의조차 하지 못한 채 협의대상 선정문제로 결렬되었다. 이는 국제적으로 미·소 

협조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국과 소련은 어느 한 편의 이

익도 침해될지 모르는 새로운 시도보다는 기존의 ‘분할 통치’를 통한 세력균형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미·소공위가 결렬되자, 미국은 소련과의 협상을 포기하고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였다. 미국은 국제공조를 통해 한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서 유

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고 제안하였다. 국내의 이승

만, 김구, 한국민주당을 비롯하여 좌우합작위원회에서도 이 제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먼저 외국군이 한반도에서 동시에 철수한 후 정부수립을 실시하자

고 제안하였다. 남한의 좌익세력과 북한은 소련안을 적극 지지하였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주요 결정사항

①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고 제반 조치를 취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② 남한 미군사령부와 북한 소련군사령부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미·소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와 협의하여 5개년

기한 4대국 신탁통치안을 수립한다.

④ 미군사령부 및 소련군사령부 대표자회의를 2주

내에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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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선(先) 정부수립, 후(後) 외국군 철수를 주장한 미국과 그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한 소련이 크게 대립하였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는 미·소 

양국군을 1948년 1월 1일까지 철수시키자는 소련안을 부결시키고, 한국독립의 절

차를 규정한 미국의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유엔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선을 감

시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 UNTCOK)’을 구성하여 파견함으로써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의 개입을 

본격화하였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1948년 1월 초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개시하

였다.

미국의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련군사령관

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서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 감

시에 임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유엔 소총회의 결의에 따라 선거참여를 거부한 모든 정치단체를 배제하고 유엔

한국임시원단의 감시 하에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목적은 제헌의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였다. 선거를 남한에서만 

실시한 이유는 소련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 진입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총선거는 당시 주민들의 선거반대로 혼란했던 제주도지역을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으며, 1948년 5월 30일 제헌의회가 구

성되었다. 제헌의회는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한 후 17일에 공포하였으며, 7월 20일

에는 이승만과 이시영(李始榮)을 각기 정·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정부 최고지도

자로 선출된 이승만 대통령은 8월 초 이범석(李範奭)을 국무총리로 하는 초대 내

각을 출범시켰다. 당시 국방부장관은 이범석 국무총리가 겸임하였다. 그리고 내각

구성에 이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였다. 

1949년 제3차 유엔 총회에서는 48대6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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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국군의 출범과 방위태세

(1) 국군의 창설 

대한민국 국군은 정부수립과 동시에 미 군정시기의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

대를 개편하여 창설되었다. 한국인 스스로의 창군 활동은 이미 1945년 광복 직후

부터 있었다. 광복 이후 국내 및 해외에서 활동하던 약 13만 명의 군사경력자들이 

남한에 들어오면서 이들 중 일부가 자생적인 군사단체를 조직해 건군 활동을 전개하

였다. 자생적인 군사단체는 과거 군사경력과 연고관계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1945년 11월 미 군정청에 등록된 사설 군사단체의 수는 30여 개에 달했으며, 명

분과 이념의 차이로 군사단체들 간에 대립과 분열을 보이고 유혈충돌이 발생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미 군정청은 11월 13일에 ‘군정법령 제28호’로 국방사령부(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Defense)를 설치하고 이듬해 1월 21일 모든 사설 군사단체에 대해 

해산을 명령하였다. 국방사령부의 설치는 광복 직후 난립하던 사설 군사단체를 통

합하고 국방을 위한 조직·편성·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방사령부 내에는 군무국과 경무국이 설치되었고,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군무국 

예하에 육군부와 해군부가 창설되었다. 

국방사령부는 창설 직후에 한국의 군사지도자들이 제시한 군비육성안(軍備育成

案)을 토대로 남한의 군대조직과 편성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국방군의 

창설을 전제로 한 이 계획안의 핵심 내용은 3개 보병사단으로 구성된 1개 군단으로

육군을 편성하고, 1개 수송중대와 2개 비행중대로 공군을 편성한다는 것이었다. 

병력 규모는 육군과 공군을 합쳐 4만 5,000명, 해안경비대 5,000명 등 총 5만 

명이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미·소공위가 열리는 때에 한국군의 창설이 소련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계획에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사령부는 당초의 계

획안을 수정하여 군 기능보다는 경찰기능에 가까운 경찰예비대의 창설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뱀부계획(Bamboo Plan)’이었다.

국방사령부의 뱀부계획은 남한의 8개도에 1개 연대씩 모두 2만 5,000명 규모의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창설방식은 먼저 각 도에 1개 중대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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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한 후 이를 확대 편성하여 대대를 편성하고, 대대편성이 완료되면 다시 연대

를 편성하는 방식이었다. 경찰예비대 창설안인 뱀부계획은 1946년 1월 15일 제1

연대의 창설을 시작으로 1946년 4월 1일 춘천에서 제8연대가 창설됨으로써 완료

되었다.

<표 1-4> 조선경비대 연대 창설 현황(1946. 1. 15.∼1946. 11. 16.)

구 분 창설일 창설지 지휘관

제1연대 1946. 1.15. 경기 양주 정위 채병덕

제2연대 1946. 2.28. 충남 대전 정위 이형근

제3연대 1946. 2.26. 전북 이리 부위 김백일

제4연대 1946. 2.15. 전남 광산 부위 김홍준

제5연대 1946. 1.19. 경남 부산 참위 박병권

제6연대 1946. 2.18. 경북 대구 참위 김영환

제7연대 1946. 2. 7. 충북 청주 참위 민기식

제8연대 1946. 4. 1. 강원 춘천 부위 김종갑

제9연대 1946.11.16. 제주 모슬포 부위 장창국

비고 : 가. 지휘관의 계급 호칭은 조선경비대 창설 당시의 호칭임. 1946년 12월 1일 개정된 계급 

호칭에 따르면, 정위는 대위, 부위는 중위, 참위는 소위임.

      나. 제9연대는 1946년 7월 2일 제주도가 도(道)로 승격되면서 1개 도에 1개 연대를 창설한

다는 뱀부계획의 원칙에 따라 1946년 11월 16일 제주도 모슬포에서 창설됨.

     다. 창설지는 당시의 행정구역명을 따름.

국방사령부는 1946년 3월 29일 공포된 ‘군정법령 제64호’에 따라 국방부로, 그

리고 다시 6월 15일 ‘군정법령 제86호’에 따라 통위부로 개칭되었다. 이때 잠시나

마 국방부 명칭이 사용된 것은 미 군정당국이 군정청 내의 집행부서를 국제(局制)

에서 부제(部制)로 바꾸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소공위에서 소련 측이 “미·

소 양국이 현재 임시정부 수립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의도로 국방

부를 설치했는가?”라고 항의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인 미국 측이 국방부의 명칭을 

‘국내경비부(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로 바꾸었다. 한국 측에서는 이

에 대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방이라는 뜻을 그대로 살리기 위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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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서 한말(韓末) 군제인 통위영을 본 따 국내경비부를 통위부(統衛部)라고 호칭

하였다. 통위부의 창설과 함께 남조선국방경비대도 조선경비대로, 해방병단(海防

兵團)도 조선해안경비대로 각각 명칭을 바꾸었다. 

통위부는 미 군정 기간 동안 존속하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국방부

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정부조직법 제14조’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당시 초대 국방

부장관인 이범석은 국무총리를 겸직하고 육·해·공군의 군정을 관장하는 임무를 

지녔다. 통위부와 국방부 간의 사무이양은 1948년 8월 31일에 정식으로 이루어졌다.

국방부 설립을 시발점으로 9월 1일부로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가 각각 

국군에 편입되었고, 9월 5일 조선경비대의 명칭이 대한민국 육군으로, 해안경비대

의 명칭이 대한민국 해군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정부수립 직전까지 국군의 지위는 

‘경비대’라는 명칭이 말해 주듯이 국내 치안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 

비로소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조직의 공식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표 1-5>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국방기구표(1948. 11. 30. 현재)

대 통 령

국방자원관리위원회

최고국방위원회

국방부장관 군사참의원

중앙정보국
국방부차관

참모총장

참모차장

육군본부 해군본부

총참모장 총참모장

각 학교 부 대 각 학교 함 대 부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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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창설 이후 육군은 병력의 증가와 부대편성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국방부 

창설 당시 5개 여단, 15개 연대의 총 병력 5만 2,560명이었던 육군은 10만 명을 

목표로 병력을 계속 증가시켰으며, 부대편성도 1949년 5월 12일에 각 여단을 사

단으로 승격시키는 등 변화를 추구하였다. 그 결과 6·25전쟁 발발 직전에 육군

은 총 병력 9만 4,974명의 보병 8개 사단(제1·제2·제3·제5·제6·제7·제8사

단, 수도경비사령부), 22개 연대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육군은 병력 증가에 비해 무기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미국

의 군사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육군은 1949년 6월 30일 주한미군

이 철수하면서 인계한 무기와 장비를 제외하고는 이후 미국으로부터 별다른 지원

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미국정부가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군사력을 유

지하는 것보다 건실한 경제발전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정부는 한국정부가 국내 반공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의 결속을 다지는 

목적으로 말하는 ‘북진통일’ 구호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공군도 상황은 육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군은 미군으로부터 소규모 함

정을 인수한 후 이를 보수하여 사용하였고, 함정구매를 위한 모금을 통해 미국으

로부터 구잠함(PC) 4척을 구입하였으나 PC 701함(백두산호)을 제외하고 나머지 3

척은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당시 해군은 36척의 함정과 6,956명(해병 1,241명 포함)의 병력

을 보유하였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발족한 공군은 미국이 항공기의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6·25전쟁이 발발할 시점에 훈련기 10대와 연락기 12대만을 보유

하고 있었다. 전쟁 발발 당시 공군 병력은 1,897명이었다.

3. 국군의 방어태세

(1) 국군의 방어계획

북한이 소련·중국과 협의를 거쳐 1948년 말에 남침전략을 수립하고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서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에 대한민국

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내부 위협에 대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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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자위력 확보를 위해 1949년 3월

부터 대미 군사원조 교섭을 벌이고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

아 남·북한 군사력의 격차는 점점 심화되었다. 더욱이 1950년 1월 12일 미 국무

장관 애치슨(Dean G. Acheson)의 연설에서 “한국과 대만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

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국의 대한 방위 지원 의지에 의

구심마저 자아냈다.

이 무렵 정부는 각계각층에 깊숙이 침투한 공산주의세력을 파괴하고 좌경사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치안력을 총동원해야 하였고, 정치권에서는 개헌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아 국민의 단결을 도모하지 못하였다. 이

는 1949년 여름부터 병역제도를 지원제에서 징병제로 전환하여 부대증편에 따른 

급격한 병력소요를 충당하고, 조국보위후원회를 조직하여 강제적이지만 전 ‘인민

적’ 차원에서 전쟁준비를 뒷받침하는 조치를 취했던 북한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군의 전방부대는 북한군의 38도선 무력도발에 대한 방어대

책을 취해야 했고, 후방부대는 1948년 11월부터 1950년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북에서 남파한 ‘인민유격대’와 남한 내의 토착 게릴라들을 토벌하는 데에 동원되었

다. 또 한편으로 군 내부까지 침투한 공산주의세력들로 인하여 오염된 군의 숙군

작업도 진행해야 했다. 국방경비대 시절부터 미 군정당국의 불편부당(不偏不黨) 

원칙에 따라 군에 들어온 좌익계 장병들은 각종 소요사태와 반란사건, 월북사건 

등을 일으켜 국군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었다. 이러한 사태는 김일성이 북한군 창

설 1주년 연설에서 “남조선 소위 국방군과 경찰대들은 인민유격대와 경비대들에게

서만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부단한 동요로 와해되고 있다”고 하

였듯이 북한에게 대단한 기회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쟁 발발 전까지 

전군 병력의 약 5%를 숙청한 대대적인 숙군작업은 국군의 와해를 예방하는 조치

였다고 할 수 있다.

빈약한 무기와 장비, 잦은 38도선 충돌과 대비정규전 상황으로 인한 체계적인 

훈련 부족 등은 국군이 전력의 극대화나 유사시 전력의 집중적 운용을 어렵게 하

였다. 1950년 6월 1일 현재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이 분석·평가한 한국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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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력 수준은 약 49.9%에 지나지 않았다. 이 무렵 사단·군단급 전술훈련을 마

친 북한군과는 대조적으로 국군은 총 22개 연대 중 5개 연대만이 대대급 전술훈

련을 마쳤을 뿐이었다. 

<표 1-6> 1949∼1950년 육군의 전투력 수준
단위 : %

사  단 연  대 1949. 12. 31. 1950. 6. 15.

제1사단

11연대 53 43

12연대 60 55

13연대 45 62

제2사단
5연대 18 50

16연대 50 55

제3사단
22연대 50 50

23연대 28 35

제5사단
15연대 18 37

20연대 28 32

제6사단

7연대 50 50

8연대 63 50

19연대* 37 43

제7사단

1연대 57 60

9연대 46 62

25연대* 67 60

제8사단
10연대 53 48

21연대 27 38

수도사단

2연대 37 50

3연대* 27 32

18연대 37 65

육군본부
17연대* 58 68

기갑연대 42 53

비고 : 가. 각 사단 예속부대는 1950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됨.

      나. * 표시는 부대의 소속 전환이 있었던 것을 의미함. 제19연대의 경우 1949년 12월 31일

에는 제7사단이었으나 1950년 5월 1일부로 제6사단에 편입됨. 제25연대는 제2사단 소

속이었다가 1950년 6월 13일 ‘육본작명 제79호’에 따라 제7사단에 편입되었으나 6월 25일

까지 신 주둔지로 이동하지 못함. 제3연대는 1949년 12월 31일 현재 제5사단, 제17연대

는 수도사단 소속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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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들의 공격

에 대비한 방어계획을 마련하였다. 국군의 방어계획은 기본적으로 북진을 위한 공

격계획이 아니라, 북한군이 공격을 가해왔을 때 이를 현 전선에서 격멸하는 수세

적인 지역고수 방어개념이었다.   

국군 방어계획은 1950년 봄에 북한군이 38도선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가해올 것

이라는 1949년 12월 27일자 육군본부 정보국의 ‘종합정보보고서’에 의거해 1950년

1월말 경 그 시안(試案)이 마련되었다. 이 보고서에 근거해 육군본부는 계획수립

을 서둘러 1950년 3월 25일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이하 ‘육본작명 제38호’)’

를 확정하고 예하부대에 하달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육본작명 제38호에 나타난 국군 방어계획의 기본개념은 북한군의 주공부대가 

철원-의정부-서울 축선에 지향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의정부지구에 중점 방어

지대를 편성하고 적의 공격을 진지 전방에서 격파하여 38도선을 확보하는 것이었

다. 그리고 38도선을 담당하는 전방사단은 북한군의 공격이 있을 경우 경계진지 

전투, 주저항선 전투, 최후저항선 전투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전투를 실시하며, 후

방지역의 예비사단은 역습부대로, 경찰과 청년방위대는 후방경계부대로 각각 운영

한다는 계획이었다. 

육군의 각 사단에서는 1950년 3월 말에 ‘육본작명 제38호’를 수령하고, 이를 기

초로 1950년 5월초 사단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각 사단의 방어계획은 방어선 

점령을 위한 기본계획 위주로 작성되었으며, 화력계획, 장벽계획, 역습계획 등과 

같은 지원계획은 준비 중에 있었다.

(2) 부대배치와 준비태세

6·25전쟁 발발 당시 38도선 경계임무는 4개 보병사단과 1개 독립연대가 담당

하고 있었다. 당시 육군은 총 8개 보병사단 21개 보병연대, 1개 독립기갑연대, 105mm

곡사포로 편제된 4개 포병대대로 편성되었다. 서쪽의 옹진반도에서 동쪽의 양양 

기사문리까지 독립 제17연대, 제1보병사단, 제7보병사단, 제6보병사단, 제8보병사

단이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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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반도를 담당하는 독립 제17연대는 예하에 제1·제2·제3보병대대와 제7포

병대대를 두고 있었으며, 의정부 지역의 전투가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방어

전투와 유격전을 병행하여 서측방에서 북한군을 위협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독립 제17연대는 방어정면이 45㎞에 달했으며, 38도선 때문에 남쪽의 육지와 차

단되어 후방과의 교통을 해로에만 의존해야 했다.  

개성 방면의 제1사단은 제11·제12·제13연대와 제6포병대대 및 공병대대로 편

성되었으며, 문산 일대에서 북한군의 전투력을 철저히 소모시키면서 적을 격멸하

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특히 제1사단은 북한군 주공이 지향될 것으로 판단되는 국

군 제7사단 지역에 화력지원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제1사단은 청단에서 

연천 고랑포에 이르는 약 94㎞를 방어정면으로 하였다.

의정부 방면의 제7사단은 제1·제9·제25연대와 제8포병대대 및 공병대대로 편

성되었으며, 북한군 주공부대의 접근로로 판단되는 의정부 정면에 방어 중점을 두

고서 보병과 포병의 긴밀한 협조 아래 진지 전방에서 적을 격멸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고 있었다. 제7사단은 적성에서 사직리에 이르는 47㎞를 방어정면으로 하였다.

춘천 방면의 제6사단은 제2·제7·제19연대와 제16포병대대 및 공병대대로 편

성되었으며,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용하여 방어전투와 유격전을 병행하면서 동측방

에서 북한군을 위협하고, 제7사단에 대한 화력지원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었

다. 사단의 방어정면은 적목리에서 진흑동까지 90㎞에 이르렀다. 

동해안의 제8사단은 제10·제21연대와 제18포병대대 및 공병대대로 편성되었으

며,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용하여 방어전투와 유격전을 병행하면서 특히 동해안으

로 상륙하는 적을 해안에서 격멸하도록 계획되었다. 사단의 방어정면은 제6사단과 

협조점인 진흑동에서 동해안 기사문리에 이르는 26㎞이었다.

후방지역의 예비사단으로는 수도경비사령부(서울), 제2사단(대전), 제3사단(대

구), 제5사단(광주) 등 4개 사단과 육군본부 직할의 독립기갑연대(서울)가 있었다. 

제3·제8·제18연대로 편성된 수도경비사령부는 김포와 인천지역을 포함한 수도

권 지역을 방어하면서 필요시 제1사단과 제7사단에 증원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독

립기갑연대는 경원선의 철원 이남에 중점을 둔 수색 준비와 서울 동남쪽의 반경 

32㎞ 지역에 대한 수색 계획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2·제3·제5사

단의 경우 신속히 서울로 집결한 후 제2사단(제5·제16연대)이 춘천-의정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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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3사단(제22·제23연대)과 제5사단(제15·제20연대, 제1독립대대)이 의정

부-문산 지역으로 증원할 계획이었다. 

<표 1-7> 전쟁 직전 육군 전투부대 현황

구  분 부대 명칭 예하부대

전방

부대

옹진반도 독립 제17연대 제1·제2·제3보병대대, 제7포병대대

개성지구 제1보병사단 제11·제12·제13연대, 제6포병대대, 공병대대

동두천지구 제7보병사단 제1·제9·제25연대, 제8포병대대, 공병대대

춘천/원주지구 제6보병사단 제2·제7·제19연대, 제16포병대대, 공병대대

주문진/강릉지구 제8보병사단 제10·제21연대, 제18포병대대, 공병대대

후방

부대

서울지구 수도경비사령부 제3·제8·제18연대, 육본직할 독립기갑연대

중부지구 제2보병사단 제5·제16연대, 공병대대

영남지구 제3보병사단 제22·제23연대, 보국대대, 공병대대

호남지구 제5보병사단 제15·제20연대, 제1독립대대, 공병대대

1950년 3월에 국군 방어계획이 확정되고 5월까지 각 사단의 방어계획이 준비됨

에 따라 방어편성과 진지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무렵 진지공사의 진척 

상황은 사단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38도선 주요 경계진지에는 콘크리

트나 통나무로 만든 유개호가 구축되었으며, 진지 전방에는 2중 철조망과 대인지

뢰가 매설되었다. 그러나 북한군의 곡사화기에 병력과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시

설을 갖추지 못하였고 선방어 개념의 방어편성 때문에 종심방어 능력도 부족하였

다. 특히 주요 접근로의 대전차 방어대책이 거의 전무하였다.

6·25전쟁 직전 국군이 보유한 병력과 장비는 북한군에 비해 현격하게 열세였

다. 이는 당시 국군의 방어준비태세 면에서 근본적 취약점과 위협요소였다. 특히 

전방 방어지역에서의 국군 방어부대와 북한군의 38도선 전개부대만을 비교했을 때 

그 격차는 더욱 심하였다. 전방지역의 피·아 병력 비율은 북한군의 주공 방향인 

철원-의정부-서울 축선이 1대4.4였고, 개성-문산-서울 축선이 1대2.2였다. 조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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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인 화천-춘천과 인제-홍천 축선은 1대4.1이었고, 양양-강릉 축선이 1대2.5

로 국군이 열세하였다. 더욱이 당시 국군 38도선 경계부대의 전체 병력 중 약 

1/3이 외출한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병력 비율은 이보다 훨씬 격차가 심했다. 일

례로 제7사단의 경우는 사단 전면의 북한군 병력과 비교할 때 7분의 1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표 1-8> 예상 접근로별 피·아 병력 비교

접근로

국군 북한군

비율

병력 부대 병력 부대

문산－서울
9,715명

(5,000명)
제1사단 21,000명

제1사단(11,000명), 제6사단(-)(8,000명),

제203전차연대(2,000명) 

1:2.2

(1:4.2)

의정부－서울
7,211명

(4,500명)
제7사단 32,000명

제3사단(11,000명), 제4사단(11,000명),

제13사단(6,000명), 제105전차여단(－) 

(4,000명)

1:4.4

(1:7.1)

화천－춘천

인제－홍천

9,112명

(미상)
제6사단 36,938명

제2사단(10,838명), 제12사단(12,000명), 

제15사단(11,000명), 독립전차연대(1,100명), 

제12모터사이클연대(2,000명) 

1:4.1

양양－강릉
6,866명

(미상)
제8사단 17,000명  

제5사단(11,000명), 제766부대(3,000명),

제945육전대(3,000명)
1:2.5

비고 : 가. (  )은 외출·외박을 제외한 실제 병력.

      나. 제7사단의 경우, 1950년 6월 15일부로 서울에 있던 제3연대를 수도경비사령부로 

예속변경하고 온양의 제2사단 제25연대를 편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25연대는 주

둔할 전방지역의 수용시설 문제로 6월 25일까지 신 주둔지로 이동하지 못하였다.

무기와 장비의 전력 비율은 병력의 격차보다 더욱 심하였다. 북한군은 T-34전

차 242대,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 226대를 보유한 데 반해 국군은 전차가 단 한 

대도 없었으며, 항공기도 연락용과 연습용을 합하여 22대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

라 국군은 북한군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대전차화기나 항공기를 공격할 대공화

기도 갖추지 못하였다. 편제상 보유한 57mm 대전차포나 2.36″ 로켓포는 성능이 

약하여 정상적인 공격으로는 T-34 전차를 파괴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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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병의 경우도 북한군은 국군을 압도하였다. 북한군은 122mm 신형곡사포를 비롯

하여 야포 565문, SU-76 자주대전차포(Tank Destroyer) 186문, 각종 구경의 

박격포·고사포·대전차포 1,499문을 보유한 데 반해 국군은 105mm M3곡사포 

91문과 86mm, 60mm 박격포 96문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여기에 북한군은

모터사이클 500대로 구성된 모터사이클연대와 같은 기동부대도 보유하고 있었다.

더욱이 북한군의 무기와 장비는 대부분 소련으로부터 도입된 신형장비로서 전투 

예비량까지 확보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국군이 보유한 무기와 장비는 대부분 주

한미군이 철수하면서 인계한 것들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하던 노후장비였

다. 그런데다 그마저도 수리부품이 부족하여 병기장비의 15%가 작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 

<표 1-9> 6 ‧ 25전쟁 직전 남·북한 전력 비교

구  분 국    군 북 한 군

육군

병력

∙ 사단 : 8개

(수도경비사령부, 제1·제2·

제3·제5·제6·제7·제8사단)

∙ 독립연대 : 2개

∙ 기타 지원부대 등 

계 : 94,974명

∙ 보병사단 : 10개

(제1·제2·제3·제4·제5·제6·

제10·제12·제13·제15사단) 

∙ 경비여단 : 4개

  (제1·제3·제7여단 및 제5철도

  여단)

∙ 전차여단 : 1개

∙ 포병연대 : 1개

∙ 고사포연대 : 1개

∙ 모터사이클연대 : 1개

∙ 공병연대 : 1개

∙ 통신연대 : 1개

∙ 경비연대 : 1개 등

계 : 175,200명

주요 무기 

및 장비

∙ 105㎜ M3 곡사포 : 91문

∙ 81㎜ 박격포 : 384문

∙ 60㎜ 박격포 : 576문

∙ 57㎜ 대전차포 : 140문

∙ 2.36″로켓포 : 1,900문

∙ 장갑차 : 27대

∙ 야포 : 565문

∙ 대전차포 : 552문

∙ 고사포 : 72문

∙ 박격포 : 875문

∙ T-34 전차 : 242대

∙ SU-76 자주대전차포 : 186문

∙ 장갑차 : 59대

∙ 모터사이클 : 500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부

제1부 북한군 남침과 지연작전 _35

구  분 국    군 북 한 군

해군

(해병대 

포함)

병력 6,956명(해병대 1,241명 포함) 10,297명(육전대 5,483명 포함)

함정

JMS(소해정) 10척, YMS(소해정) 

15척, PC(구잠함) 4척 등

총 36척

소형경비정 3척, 어뢰정 5척, 

소형어선 96척 등 

총 115척

공군

병력 1,897명 2,800명

항공기
T-6기 10대, L-5기 4대, 

L-4기 8대 등 총 22대

전투기 84대, 저공습격기 113대, 

기타 항공기 등 총 226대

총병력 103,827명 188,297명

이와 같이 1950년 6월 25일 시점에서 국군은 북한군에 비해 병력, 무기, 장비, 

훈련 수준 등 모든 면에서 현격하게 열세였다. 게다가 북한군 전투부대가 38도선 

북쪽에 전개해 공격 출발 진지에서 남침 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6월 23일, 육

군본부는 자정을 기해 비상경계령을 해제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전쟁 발발 바로 전

날 밤에 사단장급 이상 일선 지휘관들이 육군 장교구락부 개관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지를 벗어나 있었다. 북한군이 공격대기선에 집결을 끝마치고 기습공격

을 위한 지형정찰과 마지막 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육군총참모장을 비롯한 

고위 장교들과 전방부대의 주요 지휘관들이 연회에 참석해 38도선을 비워두다시

피 함으로써 전방의 지휘계통은 공백상태로 남겨졌다. 국군은 바로 그런 상태에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군이 감행한 전면 기습공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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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북한군의 남침과 국군·유엔군의 방어

제 1 절  북한군의 침공과 서울 함락

1. 북한군의 전면 기습 남침

1950년 6월 25일 새벽, 38도선을 따라 배치되어 있던 북한군의 야포들이 남쪽

을 향해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북한군 기동부대가 서쪽의 옹진반

도로부터 동쪽으로 개성, 전곡, 포천, 춘천, 양양에 이르는 300㎞의 38도선 전역

에서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북한군의 제766부대와 제945육전대가 동해안의 

정동진과 임원진에 각각 상륙하였다.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이었던 6·25전쟁은 

이렇게 시작됐다. 

북한군은 ‘서울 점령과 국군 주력의 격멸’이라는 제1단계 작전목표를 가지고

제1·제2군단이 협조된 공격을 감행하였다. 북한군 제1군단(군단장 김웅 중장)은 

연천과 운천에서 의정부에 이르는 축선과 개성에서 문산으로 이어지는 접근로에 

전투력을 집중하였다. 그리고 중부전선의 춘천과 동부전선의 강릉 북쪽에서도 북

한군 제2군단(군단장 김광협 소장)의 공격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북한군 제2군단

은 화천-춘천, 인제-홍천, 동해안 등 3개 축선에 각각 1개 사단씩을 투입하여 남

하하기 시작하였다.

<표 2-1> 개전 초기 북한군 제1군단 축선별 전투편성

구분 옹진/연안축선 개성축선 문산축선 동두천축선 포천축선 제2제대

주요

부대

제3경비여단

(7개 대대)
제6사단(-) 제1사단 제4사단 제3사단

제13사단

제15사단

배속
� 제6사단 제1연대

� 치안대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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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옹진/연안축선 개성축선 문산축선 동두천축선 포천축선 제2제대

직접

지원
－

제17포병연대

제2대대
－

제17포병연대

제1대대

제17포병연대

제3대대
－

후속 － -
제203전차

연대(-)

제203전차연대

제3대대

제105전차여단

제107·제109 

전차연대

국군 

방어부대
제17연대 제1사단 제7사단

<표 2-2> 개전 초기 북한군 제2군단 축선별 전투편성

구  분 춘천 축선 홍천 축선 동해안 축선 예  비

주요부대 제2사단 제12사단 

제1경비여단

제766부대, 

제945육전대

제5사단(-)

배    속 －
∙ 제5사단 포병연대

∙ 제603모터사이클포병
제5사단 제10연대 －

후    속 －
∙ 제603모터사이클연대

∙ 제5사단(-)
－ －

국군 방어부대 제6사단 제8사단

<표 2-3> 북한군의 서울방면 공격부대 방향 및 목표

구분

제1군단 제2군단

제1사단 제4사단 제3사단
제105

전차여단
제6사단 제2사단

제603모터

사이클연대

공격

방향

문산-서울

서쪽(수색) 

동두천-서울

북쪽(수유리)

포천-서울동

쪽(상봉동)

1·43· 

47번 도로 

개성-김포

(영등포) 

춘천-한강

이남(하남)
홍천-수원

목표
서울

서측 점령

서울

북측 점령

서울

동측 점령

한강교

점령

한강

이남 포위

한강

이남 포위

수원

이남 포위

비고 1차 양익포위(한강이북)
1차 퇴로

차단(한강)

2차 양익포위

(한강이남)

2차 퇴로

차단(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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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은 예전에도 38도선에서 북한군의 도발이 잦았던 만큼 이날 새벽의 포격과 

병력기동이 종전과 같은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각 부대별로 산만한 대응으로 일관

하였다. 또한 육군본부에서도 초기에는 북한군의 공격 개시시간이 새벽 4시를 전

후로 하여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면 공격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 그러나 새벽 5시 15분경에 동두천－포천지구에서 보·전·포 협동으로 북

한군이 급속히 남진하고 있다는 긴급보고가 전해짐에 따라 육군본부는 오전 6시 

에 비로소 전군에 비상령을 하달하였다. 뒤이어 육군본부 상황실에는 전방사단으

로부터 급박한 상황을 알리는 전화가 쇄도하였다. 이른 아침 자택에서 상황보고를 

받은 육군총참모장 채병덕(蔡秉德) 소장은 오전 7시경에 신성모(申性模) 국방부장

관을 직접 찾아가 전쟁 발발 상황을 보고하였다.

북한군의 남침 상황이 전파되면서 비상소집이 시작되었지만 장병들의 부대 복귀

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거리에는 방송차량이 

장병들의 부대복귀를 독촉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극장과 운동장에도 비상사태

를 알리는 방송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북한군과 맞서 싸울 병력이 부족한 대부분

의 전방진지는 장병들이 투입되기도 전에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국군은 각 전선에서 물밀듯이 내려오는 북한군의 막강한 전차 앞에 속수무책이

었다. 곳곳에서 국군은 전차를 파괴시킬 수도 없는 대전차화기 대신 육탄으로 적

의 전차에 뛰어올라 수류탄으로 전차를 파괴하는 등 피어린 격전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 같은 특공대의 활약도 대세의 흐름을 막지는 못하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경 북한군 항공기가 김포와 여의도 기지를 정찰한 후 정

오경에는 북한군의 YAK전투기 4대가 서울 상공에 출현하여 용산역, 서울공작창, 

통신소, 육운국 청사에 기총소사를 가하고 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불안

은 더해졌다.

남침 전쟁의 기습 달성이 확실해진 것을 확인한 북한정권은 오전 11시경 평양방

송을 통해 “남한이 북침했기 때문에 자위조치로서 반격을 가해 전쟁을 시작하였

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어서 오후 1시 35분에는 김일성

이 직접 방송을 통해 “남한이 북한의 모든 평화통일 제의를 거절하고 이날 아침 

옹진반도에서 해주로 북한을 공격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반격이라는 중대한 결과

를 가져왔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은 남침을 은폐하기 위한 ‘도발받은 정의의 반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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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이라는 각본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도발한 침략전쟁

의 실상을 은폐하고 그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려고 했던 것이다. 1950년 6월 

26일 북한 주재 소련대사 슈티코프가 소련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에게 보낸 다음의 

전문은 이러한 각본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상황도 2-1> 북한군의 전면 남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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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에게 

보낸 보고서 : 조선인민군의 전투행동 준비와 실행

(1950. 6. 26)

조선인민군의 군사행동 준비와 진행 과정에 관해 보고합니다. 총참모부의 계

획대로 인민군은 38도선 지역에 6월 12일 집결을 시작하여 6월 23일 완료했습

니다. 각 부대의 이동은 조직적이었고 의외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적

은 정찰을 통해 각 부대의 이동을 대략적이나마 이미 알아차렸겠지만, 각 부대

의 계획 및 작전 개시시간은 모두 비밀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각 사단의 

작전계획 제정과 지형정찰 과정에는 모두 소련 군사고문관이 참여했습니다. 작

전에 대한 모든 준비는 이미 6월 24일에 완성되었으며, 이날 각 사단장에게는 

‘공격개시일’과 ‘공격시간’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각 부대는 민족보위성의 정치명령을 낭독했는데, 그 중에는 남조선 군대가 

38도선을 침범하여 군사적 공격을 도발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인민군의 반격에 관한 명령을 발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장병

은 드높은 열정으로 반격에 관한 명령을 청취했습니다. 각 부대는 6월 24일 24시

에 공격개시선으로 진입했고, 군사작전은 현지시간 새벽 4시 40분에 시작되었

습니다. 공격준비사격은 20∼40분간 실시되었으며, 여기에는 조준사격과 10분간

의 포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후 보병이 행동을 개시하여 신속히 공격대형으로 

전개했으며, 3시간 후 각 부대와 군단은 이미 전방으로 3∼5㎞ 진격했습니다. 

(후략)

2. 전쟁 초기 전투

(1) 옹진반도와 개성·문산 지역 전투

남침을 시작한 북한군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투력으로 국군의 38도선 방어진

지를 곳곳에서 돌파하였다.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당황했던 국군은 열세한 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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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에도 불구하고 옹진, 개성·문산, 동두천·포천, 춘천·홍천 그리고 강릉지역

에서 결사적인 방어전을 전개하였다.

옹진반도에는 국군 제17연대(연대장 백인엽 대령)가 1개 연대로는 감당하기 힘든

45㎞의 넓은 정면을 담당해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당시 제17연대는 2개 

대대를 38도선에 배치하고, 1개 대대는 예비로 옹진 부근에 배치하여 불과 7∼8㎞

의 종심을 가진 전투지대를 방어하고 있었다.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도 이곳

에서는 북한군과 잦은 무력충돌이 있었으며, 그 규모가 연대급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마다 제17연대는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왔다. 그러나 반도라는 지리

적 특성 때문에 전면공격을 받게 될 경우 연대는 지역을 방어하다가 부득이 할 

경우 해상으로 철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6월 25일, 옹진을 공격한 북한군은 제6사단(사단장 방호산 소장) 제1연대와 제

3경비여단(여단장 최현 소장)이었다. 북한군은 옹진반도를 조기에 장악한 다음 연백

-개성-문산 방면으로 병력을 전환하여 서울 공격을 증원하겠다는 기도 하에 당일 

작전을 계획하였다. 북한군은 6월 23일부터 병력과 차량을 공격대기지점에 이동

시키는 등 공격징후를 보였으며 25일 새벽 4시를 기하여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전투력이 우세한 북한군으로부터 기습을 받은 국군 제17연대는 초전부터 악전고투

하였다. 제17연대는 오전 7시경에 옹진 정면이 위급하게 됨으로써 예비대를 투입

하여 적을 방어하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군은 대대 간의 전투지경선인 취야-양

원, 취야-강령 국도를 통하여 제1연대를 투입함으로써 국군의 방어지역이 이날 

오후 1시경에 동서로 양분되었다. 

주저항선이 동서로 양분되자 연대장 백인엽 대령은 그 지역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상철수를 단행키로 하였다. 제17연대는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연대본부와 직할대 및 제3대대가 부포항에서 26일 오전 해군 함정 편으로 철수하

였다. 그리고 제1·제2대대와 연대직할대 낙오병들이 사곶항에서 민간선박 편으로 

철수하였다. 그들은 27∼28일 사이에 인천을 경유, 수원으로 집결해 육군본부의 

예비가 되었다.

한편 개성에서 문산을 거쳐 서울에 이르는 접근로에는 국군 제1사단(사단장 백

선엽 대령)이 청단에서부터 고랑포까지 약 94㎞의 넓은 정면에서 방어임무를 수

행하고 있었다. 제1사단은 제12연대와 제13연대가 전방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예비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2 _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인 제11연대가 수색에서 교육훈련 중이었다. 사단은 천연 장애물인 임진강의 남안을 

주진지로 정하고 예성강 철교와 임진교 방어 및 파괴 계획을 세워 두고 있었다.

국군 제1사단 지역으로는 북한군 제203전차연대(-)의 지원을 받는 제1사단(사

단장 최광 소장)과 제6사단(-)이 공격해 왔다. 북한군 제1사단은 25일 오전 4시

∼4시 30분에 제13연대 정면으로, 제6사단(-)은 좌측 연백지구의 제12연대 정면

으로 각각 전면 공격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북한군의 강력한 기습공격을 받고 

38도선에 배치된 부대들이 각개 격파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단지역에 배치

되었던 제12연대의 손실이 컸다.

국군 제1사단은 38도선 경계진지에서 철수한 부대들을 임진강 남쪽의 주저항선

에 배치하는 한편, 예비연대인 제11연대를 수색에서 급히 문산지구로 진출시켜 이

날 오전 11시까지 임진교를 중심으로 한 문산돌출부 일대에 종심으로 배치하였다. 

아울러 사단은 공병대대에 제12연대의 주력이 임진강 철교를 건너 철수하면 그 

교량을 폭파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명령 전달 과정의 혼란과 기술 부족으로 

철교 폭파는 실패하였다. 그로 인해 경의선을 따라 북한군이 접근할 수 있는 가능

성이 남게 되었다. 이로써 국군 제1사단은 문산 북쪽의 임진강변과 적성-덕현리-

장파리를 잇는 파평산(496고지) 전방에서 동시에 북한군 제1사단 주력을 맞이하여 

공방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북한군은 6월 26일 제11연대 전방의 폭파되지 않은 임진강 철교를 통해 5대의 

전차를 앞세워 보·전·포 협동으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고, 또 한편으로 제13연

대의 동측방으로 우회공격을 가하였다. 이 공격으로 국군 제11연대는 문산 남쪽 

구릉지대로 일시 철수하였다가 반격으로 다시 주진지를 회복하였지만, 파평산의 

제13연대가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해 주저항선이 무너짐으로써 전차를 앞세

운 북한군 제1사단의 주력이 이곳을 통해 금곡리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이에 국군 제1사단은 주력을 봉일천 북쪽의 위전리-도내리를 연하는 최후저항

선으로 이동시켰다. 27일 아침까지 최후저항선으로 이동을 완료한 사단은 제13연

대와 증원된 제15연대를 전방에, 제11연대를 예비로 하여 문산-서울 간의 국도를 

중심으로 종심 배치하였다. 사단은 이곳을 수도방어의 최후 보루로 정하고 28일 

오전까지 적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는 한편, 주저항선 진지를 회복하기 위한 

반격작전을 시도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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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두천·포천·의정부 지역 전투

북한군 주공이 지향된 의정부 북방의 국군 제7사단(사단장 유재흥 준장) 정면에

서는 북한군 제3사단(사단장 이영호 소장)이 운천에서 포천으로, 제4사단(사단장 

이권무 소장)이 연천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각각 제109·제107전차연대와 협동하

여 전격적인 속도로 남하하였다. 

북한군은 총참모부의 남침계획 제1단계 작전목표인 2일차에 서울을 점령하고 

국군 주력을 격멸한다는 목표 아래 최정예부대인 제1군단의 주력을 이 지역에 집

중 투입하였다. 북한군 제1군단은 동두천 축선에 제4사단과 1개 전차대대를, 포천 

축선에 제3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을 각각 투입하고, 제13·제15사단을 제2제대로

활용하였다. 이 지역에서 북한군 공격부대의 전투력은 국군보다 병력면에서 7배, 

화력면에서 18배나 우세하였다.

북한군 주공이 지향된 의정부 북방의 국군 제7사단은 적성에서 사직리까지 47㎞

의 정면을 방어하였다. 당시 제1연대가 동두천 정면을, 제9연대가 포천 정면을 각

각 담당하였는데, 각 연대에서는 1개 대대만을 38도선 경계임무에 투입하고 주력

은 교육훈련 중이었다. 그리고 당시 국군 제7사단은 예하의 제3연대가 수도경비

사령부로 예속 변경되고, 그 대신 온양의 제3사단 제25연대가 편입되도록 명령이 

하달되었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아 사단예비를 보유하지 못하였다.

북한군의 공격이 시

작되자 국군 제7사

단은 비상소집을 실

시하는 한편, 전방에 

배치된 경계부대로 북

한군의 공격을 저지

케 하고 제1연대와 제

9연대를 적 접근로

의 주진지에 배치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

다. 그러나 제1·제96·25전쟁 당시 의정부 전경(195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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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주력이 의정부에서 교육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집결하여 감악산-마

차산-소요산-가랑산-천주산을 연하는 주저항선에 투입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동두천 북방 제1연대 정면의 북한군 제4사단은 전곡-초성리-동두천 축선에 전

차 2개 대대로 증강된 제16연대를 주공으로 투입하고, 그 서쪽의 적암-봉암리 축

선에 제18연대를 조공으로 투입하여 병진공격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전곡에서 한탄강

을 건너 국군 제1연대의 38도선 경계진지를 돌파하고 초성리를 거쳐 동두천 방면

으로 진출하였다. 그 동안 국군 제1연대의 주력이 소요산 일대의 주저항선에 배치

되었다.  

국군 제1연대는 정오 무렵에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 제16연대의 공격을 저지하

는 데 성공했으나, 오후 3시경 제4사단의 총공격으로 소요산 일대의 주저항선을 

지켜내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북한군은 해질 무렵에 동두천 시내로 진입하였다. 

국군 제1연대는 어둠 속에서 시가전을 펼쳤으나 전투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밤 10시경 덕정 지역으로 철수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1연대의 38도선 경

계부대였던 제2대대는 본대와 합류하지 못하고 평촌을 거쳐 퇴계원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한편 포천의 제9연대 지역에서는 북한군 제3사단에 배속된 기계화 부대가 연대

의 38도선 경계진지를 순식간에 무너뜨린 후 오전 11시경에 포천을 점령하고, 보

병 주력이 전차의 엄호 하에 오후 2시경 천주산과 가랑산을 연하는 연대의 주저

항선을 돌파해 오후 4시경 포천 읍내로 진입하였다. 국군 제9연대는 개전 당일 

조기에 주저항선이 붕괴되자 야간을 이용해 광릉으로 철수한 후 다음 날 다시 태

릉으로 철수하였다. 이때 제3대대는 통신 두절로 철수명령을 받지 못해 계속 진지

를 지키다가 철수시기를 놓쳐 많은 피해를 입고 좌인접 제1연대 지역인 덕정 부근으

로 철수하였다.

북한군 제3사단이 25일 오전 중에 포천을 점령하고, 제4사단이 이날 해질 무렵 

동두천 시내에 진입함에 따라 개전 당일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가 위태롭게 되었

다. 의정부의 위기는 곧 서울의 위기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서울 부근

에 주둔한 부대뿐만 아니라 후방에 있는 부대들을 의정부지역에 투입해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대전의 제2사단, 대구의 제3사단, 광주의 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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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이 황급히 출동하였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너무도 긴박했기 때문에 이들 부

대들은 완전편성을 갖추지 못한 채 대대 단위로 각각 출발하였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한 후에도 각각의 단위부대들은 후속하는 본대와 합류하지 못한 채 전선에 투입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대들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26일 새벽 1시에 제7사단장 유재

흥 준장과 제2사단장 이형근(李亨根) 준장에게 동두천과 포천을 공격할 것을 명령

하였다.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제7사단장은 다음 날인 26일 

아침 제1연대와 증원된 제18연대를 역습에 투입, 방심한 적을 기습하여 뜻밖에 동

두천을 탈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2사단의 포천 공격이 실패하고, 포천 축선에

서 공격하던 북한군 제3사단에 의해 동두천 후방인 의정부가 함락되면서 동두천

에 진입한 부대들의 퇴로가 차단되었다. 이에 따라 제1연대는 창동지역으로, 제18

연대는 고양을 경유해 28일 김포반도로 분산 철수하였다.

(3) 춘천·홍천지역 전투

전쟁 발발 당시 중동부전선을 담당했던 국군 제6사단(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제

7연대를 춘천, 제2연대를 홍천 북동쪽에 배치하고, 제19연대를 예비로 원주에 주

둔시키고 있었다. 사단은 적목리에서 진흑동까지 84㎞에 이르는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다.

국군 제6사단 정면의 북한군은 국군을 포위 섬멸하고 고속기동부대를 수원 이

남으로 우회시켜 국군의 퇴로 및 병력증원을 차단한다는 총참모부 남침계획의 제1

단계 작전목표에 기여하도록 이 지역에 제2군단을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화천-

춘천 축선에는 제2사단이, 인제-홍천 축선에는 제12사단과 고속기동부대인 제603

모터사이클연대가 투입되었으며, 제5사단(-)이 제2제대로 활용되었다. 이 지역에

서 북한군 공격부대의 전투력은 국군보다 병력면에서 4배, 화력면에서 10배나 우세

하였다.

화천-춘천 축선을 담당한 국군 제7연대는 북한군의 주공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된 화천-춘천 방면에 1개 대대를, 조공 축선으로 예상되는 양구-춘천 방면에 1개

대대를, 그리고 화천-가평 간 접근로에 2개 중대를 각각 배치하였다. 이 지역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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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격하는 북한

군 제2사단(사단장 

이청송 소장)은 춘

천과 가평을 점령

한 후 서울 동남쪽

으로 진출한다는 작

전계획에 따라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

병연대를 화천-춘천

과 화천-가평 축선

에 투입해 공격을 개

시하였다.

화천-춘천 간 도

로에 있는 모진교는 

북한군 기계화 부

대가 북한강을 건너 

춘천으로 들어오기 

위해 반드시 통과

해야 할 교량이었다.

그러나 모진교 폭

파에 실패한 국군 제

7연대는 SU-76 자

주대전차포(Tank Destroyer)를 앞세운 북한군의 공격에 밀려 38도선 경계진지로

부터 철수하여 소양강 북안의 164고지와 우두산 일대에 주저항선을 구축하였다. 

소양강을 도하해 춘천을 점령하고자 했던 북한군은 나무 한 그루 없는 논밭지대에

서 완전히 노출된 채로 정면공격을 반복하였다. 이에 맞서 제6사단 포병대대가 그

들을 향해 정확한 포격을 가하여 많은 피해를 입혔다. 결국 개전 첫날 소양강을 

건너 춘천을 점령하려던 북한군의 계획은 실패하였다. 

다음 날 춘천지역에는 원주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9연대가 증원되었다. 이로

<상황도 2-2> 중서부지역 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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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이 지역은 국군 제6사단의 주력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사단은 소양강변 및 봉

의산 일대에 예비진지를 편성하고 6월 27일까지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한 후 춘천 

외곽의 원창고개 일대에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또한 화천-가평 축선의 제3대대

(-)도 고수령과 홍적령 등에서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면서 북한군의 진격을 3일간 

저지한 후 6월 27일 금곡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홍천 북방의 국군 제2연대 정면에는 북한군 제12사단(사단장 전우 소장)이 

자주대전차포를 앞세우고 공격해 왔다. 북한군 제2군단의 주공부대인 제12사단은 

인제-홍천 축선으로 진출하여 홍천을 점령한 후 홍천-여주 방면으로 진격해 국군

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군 제12사단의 공격을 받은 국군 제2연대 주력은 38도선 경계진지에서 철

수하여 어론리 일대에 주저항선을 구축하고 북한군의 남진을 1차 저지하였다. 이

후 자은리를 거쳐 말고개 일대에 최후저항선을 구축한 제2연대는 홍천을 점령하

기 위해 4차에 걸쳐 총공격을 감행한 북한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한 후 지연전을 

펼치면서 홍천으로 철수하였다. 또한 인제-현리 축선의 국군 제2연대 제3대대도 

하답-운니산에 이르는 38도선 상의 경계진지에서 교전을 전개한 후 철수하여 수

안보에서 본대와 합류하였다. 

춘천·홍천지역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은 춘천의 옥산포와 소양교, 그리고 홍천 

북방의 말고개 등지에서 심일 소위를 비롯한 특공대원들이 대전차포와 수류탄으로 

북한군의 SU-76 저주대전차포 10여 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3일 

동안 춘천과 홍천 일대에서 국군 제6사단이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지연함으로써 

수원 방면으로 우회하여 국군의 퇴로와 증원병력을 차단하려던 북한군 제2군단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반면에 국군은 전열을 재정비하여 한강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4) 동해안지역 전투 

동해안지역 방어를 담당한 국군 제8사단(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예하의 2개 연

대 중에서 제10연대를 38도선에 배치하고, 제21연대를 예비로 삼척에 집결·보유

하고 있었다. 사단의 책임지역은 제6사단과 협조점인 진흑동에서 동해안의 기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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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이르는 26㎞였다. 사단의 방어계획은 유사시 예비인 제21연대를 전방에 투

입하여 2개 연대로 38도선에서 북한군을 저지·격멸하고 강릉을 끝까지 고수한다

는 것이었다. 그러나 6월 중순에 침투한 북한의 무장유격대를 토벌하기 위해 각 

연대에서 1개 대대씩 2개 대대를 차출해 오대산과 계방산 일대에 투입하였기 때

문에 북한군이 전면남침을 개시하였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가용병력은 4개 

대대 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국군 제8사단 정면의 북한군은 제5사단 제10연대를 제1경비여단에 배속시켜 주

력으로 동해가도 북쪽에서 국군 제10연대를 정면 공격하게 하고, 강릉 남쪽의 정

동진과 임원진에 상륙한 제945육전대와 제766부대로 국군 제21연대의 증원을 차

단하는 가운데 일부 병력을 북상시켜 강릉 북쪽의 연곡천 일대에서 국군 제10연

대를 협공하려 하였다. 그리고 일부 경비여단 병력을 산악지대로 침투시켜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제1경비여단은 계획대로 6월 25일 새벽, 30분간의 공격준비사격과 동시

에 38도선을 돌파해 주공부대가 주문진으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조공부대가 장

리와 서림리의 계곡 접근로를 따라 남하하였다. 그리고 인제 방면에서 제1경비여

단의 경보병 4개 대대가 내린천을 따라 남하하였다.

이러한 북한군의 공격에 대해 제8사단 제10연대는 화상천에서 북한군을 저지하

고자 하였으나 북한군의 막강한 전투력에 밀려 주저항선인 연곡천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 무렵 제21연대는 게릴라 소탕작전을 위해 광활한 지역에 분산 배치되

었다가 동해안에 상륙한 북한군 상륙부대를 색출 격멸하고 전방 방어부대 증원을 

위해 북상하였다. 제8사단은 북한의 제1경비여단과 동해안 상륙부대로부터 남북 

협공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자 제21연대의 일부 병력을 안인리－언별리를 연하는 

군선천 선에 투입하여 북한군 상륙부대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제8사단 주력은 연곡천과 사천 일대에서 포병과 공병이 보병전투를 치를 수밖

에 없는 위급한 상황을 타개하면서 27일까지 강릉을 사수해 북한군의 초기전투 

작전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제8사단은 작전지역 내의 공공

기관과 군인 가족을 포함한 주민들을 피난 및 소개시키는 등 장기전에 대비한 대

책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27일 대관령으로 철수한 제8사단은 재편성을 마치고 다음 날 강릉을 목표로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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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감행하여 강릉 부근까지 진출하던 중에 다른 사단과의 전선균형을 위해 하달

된 육군본부의 철수명령에 따라 반격을 중단하고 대관령으로 철수한 후 대화를 거

쳐 제천으로 이동하였다.

(5) 해군과 공군작전 

1946년 11월 11일 창설된 조선해안경비대를 모체로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

법에 의해 정식 발족된 한국 해군은 1950년 5월 동·서해안의 해상경비에 임하는 

제1정대와 제2정대에 함정을 늘리는 한편, 해상방위대를 삼척·죽변·강구·감포 

등에 배치하여 해상감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무장이나 병력면에서 북한 해군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었다. 개전 당시 북한 해군은 소형경비정 3척, T-5급 어뢰정 

5척, 예인선 3척(미 YMC급 2척, 구 일본 예인선 1척), 250∼800톤급 함정 7척, 

2,000톤급 수송선 1척, 소형어선 96척 등 총 115척의 선박과 2개의 육전대(제

945부대, 제918부대), 해안방어 포병연대, 고사포병연대(M3A 37㎜ 24문, C3A 

85㎜ 12문), 1개의 해군군관학교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총 병력이 1만 297명

이었다. 이에 반해 한국 해군은 JMS(소해정) 10척, YMS(소해정) 15척, PC(구잠함) 

4척, GB(항만정) 2척, PG(경비정)·LCI(상륙정)·LST(상륙함)·AKL(수송함)·YO

(유조정) 각각 1척 등 총 36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병 1,241명을 포함

하여 총병력이 6,956명이었다. 

북한군의 남침정보를 입수한 한국 해군은 즉시 각 정대사령관과 경비부사령관에

게 동·서·남해안의 해상경비를 강화하여 상륙을 기도하는 적의 함정을 격침하라

는 비상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개전 당일 새벽 4시경 YMS 509정이 동해안

의 옥계와 삼척 등지에 상륙을 시도하는 북한군의 수송선단을 격퇴하였다. 그리

고 당시 해군의 유일한 전투함이었던 PC 701함(백두산호)이 대한해협 근해에서 

약 600여 명의 무장병력을 태우고 남하 중이던 북한군의 대형수송선을 격침시켰

다. 이 전투는 훈련만 거듭하던 한국 해군이 최초로 성공시킨 단독 해상작전으로 

남해안에 상륙하여 침투를 기도하던 북한군을 해상에서 격멸함으로써 그들의 후방

교란 기도를 미연에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높이 평가되는 작전이었다. 

서해안에서는 옹진반도 방어를 담당한 국군 제17연대가 6월 26일 옹진 부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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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되자 LST 801

함이 파견되어 병력 

1,050명과 군용물자

를 인천까지 수송 지

원하였다. 또한 YMS

502정은 강화 수로

에서 40톤급의 북한

군 수송선 2척을 격

침시키는 한편 인천

에 상륙하기 위해 강

화도 남단에 집결해 

있던 북한군에게 포격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전투태세에 돌입한 한국 해군은 

단독으로 전 해상을 봉쇄하던 중 6월 27일 출동한 유엔 해군이 6월 30일부터 

37도선 이북 해상을 봉쇄함에 따라 37도선 이남에서 해상봉쇄작전을 수행하게 되

었다.

한편 공군 전력은 남·북한 간의 격차가 대단히 컸다. 북한 공군은 2,800명의 

병력과 YAK-9, IL-10기를 포함한 항공기 226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에 한

국 공군은 1,897명의 병력에 연락임무용 및 훈련기 수준의 L-4, L-5기 12대와 

T-6기 10대 등 총 22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개전 초 북한 공군은 한국 공군의 주요 작전기지에 대한 폭격과 도로·철도·

조차장 등 교통시설의 파

괴, 국군의 집결 및 예비

대 접근 차단, 북한 지상

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 

등을 작전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북

한 공군은 개전 첫날부터

용산역과 서울공작창 등

의 주요 교통시설과 김

PC 제701함(백두산호) 전경

전선으로 출격하는 T-6건국기 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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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여의도비행장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였고, 이 공격으로 6월 25일에 미 항공수

송단(MATS) 소속의 C-54수송기와 한국 공군의 T-6기 1대가 각각 파손되었다. 

6월 27일 미 공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하여 제공권을 장악할 때까지 남한의 주요 

비행장 및 시설물들에 대한 북한 공군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이에 비해 경항공기 22대만을 보유한 한국 공군은 전쟁이 발발하자 가용한 모

든 항공기를 동원해 북한군의 남진을 최대한 저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육군병기창

에서 시험제작한 국산 폭탄을 이용해 북한군 주공부대가 지향된 연천과 동두천 방

면으로 출격하여 국군 지상군의 철수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6월 27일, 보유한 폭탄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한국 공군은 정찰작전으로 

임무를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6월 27일 저녁에 서울이 함락될 위기에 처

하자 공군은 차기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여의도기지를 폐쇄하고 비행단을 비롯해 

김포기지 주둔부대를 수원으로 이동시켰다.

3. 수도 서울의 함락

(1) 서울 방어작전

전쟁초기 국방부와 군 수뇌부는 ‘서울 고수’와, ‘한강선 방어’의 기로에서 ‘서울 

고수’ 전략을 굳히고 모든 예비전력을 서울 북방에 집중 투입하여 의정부에서 북

한군을 저지하고 반격으로 전환하려 하였다. 그러나 국군은 6월 26일 의정부마저 

피탈당하였다.

다급해진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장군은 26일 오후 5시에 제7사단장 유재흥 준장

에게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이라는 직책을 부여하고 제2사단을 비롯하여 이 방면에 

투입된 모든 부대를 통합지휘하여 창동-우이동 선에서 북한군을 저지한 후 제3사

단과 제5사단으로써 반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는 철수병력을 수습하여 창동-우이동의 구릉지대에 제7사

단 제1·제3·제9연대, 제2사단 제5·제16·제25연대, 제3사단 제22연대의 잔여

병력을 배치하였다. 당시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는 병력이 1개 연대에도 못 미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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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화력도 105mm 곡사포 6문과 대전차포 8문밖에 보유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우측방 불암산 방면에는 제9연대(-) 철수병력이, 육사 부근 고지에는 내촌에서 물

러난 생도대대가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이 무렵 문산 방면에서는 제1사단이 봉일

천으로 철수 중이었고, 김포반도에서는 북한군이 한강 하구로 도하를 시도함에 따

라 급조된 김포지구사령부가 방어진지를 편성 중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급전되자 ‘서울 고수’는 의문시 되었고 군의 작전지도 지침이 흔

들리게 되었다. 6월 26일 심야부터 27일 새벽까지 비상국무회의(非常國務會議), 

비상국회(非常國會), 국방수뇌회의(國防首腦會議)가 연이어 열렸다. 이 회의들에서

는 정부의 이동과 군의 철수문제가 논의되었다. 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승

만 대통령은 27일 새벽 3시경 경무대를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 그리고 오전 6시

에 정부가 수도 천도를 발표함으로써 시민들은 비로소 수도 서울의 위기가 급박하

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서울 북방 교외에서는 피난민이 계속 시내로 몰려들고 

일부 서울시민들은 남쪽으로 피난길을 재촉하는 가운데 증원부대 차량들이 북상하

면서 서울시내는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특히 한강인도교 부근과 서울역은 혼잡이 

극에 다다랐다.

27일 새벽까지만 해도 육군본부가 수도 서울 사수를 다짐했지만, 이날 오전 10시

경 창동저지선이 무너지면서 북한군의 서울 진입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채병덕 육

군총참모장은 신성모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서울 철수를 허락받고 오전 11시경 육군

본부와 재경부대장의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해·공군본부는 수원으로, 

육군본부는 시흥 보병학교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선부대의 철수에 대해

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무렵 서울 방어를 위한 최후의 방어선인 미아리-회기동을 연결하는 지역에

는 전날 육군본부로부터 명령을 받아 미아리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된 제5사단장 

이응준(李應俊) 준장이 제5사단을 주축으로 전선에서 철수한 병력을 수습해

3,000여 명으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미아리-회기동 방어선에는 105mm 

곡사포 6문과 57mm 대전차포 8문이 지원화력으로 배치되었으며, 병참·경리·병

기 등 지원병과의 병력들이 모두 투입되었다.

북한군은 27일 오후 7시경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기마정찰대와 전차 10여 대

를 앞세우고 수유리 방향에서 미아리를 향해 공격하였다. 배치된 국군 부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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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려 했으나 전차를 막아낼 방법이 없었다. 결국 28일 새벽 

1시경 2대의 북한군 전차가 미아리고개를 넘는 것을 계기로 서울의 최후방어선은 

무너졌다. 북한군 전차가 시내로 진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미아리방어선을 지

키고 있던 국군은 다음 날 날이 밝은 후 적의 습격을 받고 분산 철수하기 시작하

였다. 

6월 27일 서울 북방 의정부-미아리에서 북한군 제3사단과 제4사단이 3번 도로

를 따라 공격을 집중하고 있던 같은 시간에, 서울 서북방에서는 문산-법원리까지 

진출한 북한군 제6사단(-)과 제1사단이 1번 도로와 307번 도로 상의 접근로에 전

개하여 서울을 목표로 봉일천 전방으로 진격하였다. 문산-서울 간의 국도를 중심

으로 종심 배치된 국군 제1사단은 봉일천이 서울로부터 불과 20㎞에 지나지 않음

을 고려하여 이곳을 서울 방어의 최후 보루로 상정하고 주진지 회복을 위한 반격

작전을 계획하였다. 28일 국군 제1사단 장병들은 북한군을 격파하면서 일부 병력

이 임진강 하안까지 진출하였으나 이날 아침 북한군이 미아리에서 서울 시내로 진

출하였다는 급보가 전해짐에 따라 전선의 재정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28일 오전부터는 북한군의 기마대가 봉일천 동측에 출현하여 반격

부대의 후방을 위협하였다. 이에 국군 제1사단은 28일 야간에 행주나루와 이산포

에서 한강을 건너 시흥으

로 철수하였다. 이 과정

에서 사단은 철수시기를 

놓친 데다 도하장비의 부

족으로 인하여 병력이 분

산되고 모든 공용화기와 

장비를 유기하는 등 치명

적인 손실을 입었다. 

그리고 한강 하구지역

인 김포지역에서는 또 다

른 북한군이 서울을 측면

에서 위협하였다. 김포반

도 북단의 한강 하구는 서울 시내에 들어온 북한군 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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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폭이 2∼3㎞에 이르고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아 도하작전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

려웠기 때문에 육군본부에서는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이 일대에 대한 방어계

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러한 국군 방어의 취약점을 간파라도 한 듯 북한군 제6

사단 병력이 이미 26일 오전 영정포에 집결하여 도하준비를 갖추었다. 

북한군의 도하 징후를 보고받은 육군본부는 황급히 김포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계인주 대령)를 편성하였다. 26일 오후부터 북한군의 도하정찰이 시작된 후 27일 

미명에 본격적인 도하가 시작되자 육군본부에서는 김포지구의 위기를 실감하고 제

3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에서 각각 1개 대대씩을 차출하여 김포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켰다.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이날 저녁까지 철수부대를 수습하고 새로 투입

된 부대로써 김포 방어의 마지막 보루인 운유산-73고지 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하

였다. 그러나 28일 새벽 북한군은 전차를 선두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김

포지구의 장병들은 소총탄이 소진될 때까지 고군분투하였으나 북한군의 전차를 저

지하지 못하고 방어선 일부가 무너짐에 따라 김포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2) 서울 철수작전

북한군 제4사단을 지원하던 전차가 28일 새벽 1시경 미아리고개를 넘어섬으로

써 국군의 방어선이 돌파되고 더 이상 조직적인 저항은 불가능하였다. 미아리방어

선의 붕괴는 서울 방어를 위한 최후방어선의 붕괴를 의미하였다.

북한군 전차가 국군의 미아리방어선을 통과하였다는 상황을 보고받은 육군총참

모장 채병덕 소장은 공병감 최창식(崔昌植)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강교 폭파를 

지시하였다. 최 대령은 공병학교장 엄홍섭(嚴鴻燮) 중령에게 폭파명령을 하달하였

으며, 엄 중령은 공병학교 교관들을 동원해 6월 28일 새벽 2시 30분경, 한강인도

교와 함께 3개의 철교를 폭파하였다. 당시 한강에는 5개의 교량(이촌동-노량진

간의 한강대교와 3개의 철교, 광나루의 광진교)이 있었는데, 수도권 내에서 남북

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모두 이 교량을 통과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서울에 진입

한 북한군이 한강 남쪽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 교량을 파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기였다.

한강교 폭파는 북한군의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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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강 이북에서 철수명령을 받지 못한 채 북한군과 

싸우고 있던 국군 주력부대의 퇴로가 차단됨으로써 국군 총병력의 거의 절반가량이

분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강북에 있던 중장비와 차량 그리고 곡사포·박

격포·기관총 등과 같은 무기도 대부분 유기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한강교 폭파는 

미처 피난하지 못한 채 서울에 남아 있던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북한군 전차가 시내에 진입하면서 서울시가지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시내 곳곳에 차량과 목책 등으로 긴급히 장애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지만, 

계획이 미리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조직적인 시

가전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시내에 있던 수도경비사령부 및 제1공병

단의 일부 병력과 전선에서 철수한 부대들이 시가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들의 끈질긴 저항으로 북한군은 미아리방어선을 돌파하고서도 10시간이 넘어서야 

한강변에 도달할 수 있었다. 특히 국군 제18연대 제1대대와 제5연대 제3대대의 

전차특공대가 벌인 육탄공격, 남산으로 모여든 국군 장병들로 구성된 일명 백호부

대(부대장 이용문 대령)의 유격전, 서울대학병원에 침입한 북한군을 저지하다 1개 

경비소대와 입원환자 80명이 전원 장렬하게 전사한 것 등은 특기(特記)할 만한 일

이었다.  

시가전이 전개되는 동안 미아리방어선의 부대들은 밤새 분산되어 철수하기 시작

하였고, 한강교량이 폭파되었음을 알게 되자 서울 외곽지대로 빠져 나가 광나루, 

마포, 행주, 이산포 

등지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민간인 나룻

배를 이용해 한강을 

건넜다.

북한군이 서울의 중

심부에 돌입한 것은 

28일 오전 11시 30분

경이었다. 그러나 이

들은 이날 한밤중이 

되어서야 서울을 완한강을 도하하는 국군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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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서울을 장악한 북한군은 곧 마포형무소와 서대문형무소

를 비롯하여 각 경찰서에 들어가 정치범은 물론 죄수들을 모두 석방하였다. 이들

은 죄수들을 ‘인민의 영웅’으로 추켜세우며, 북한군을 환영하는 선봉에 내세웠고 소

위 ‘반민족자’들의 색출에 앞장세웠다.

서울을 점령한 당일부터 북한군은 사전에 계획된 점령정책을 내놓고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28일 서울 점령의 축하연설을 방송하고, 서울에 인민위원회

를 설치하며 그 위원장에 사법상 이승엽(李承燁)을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서 북한군은 중앙청, 서울시청, 유엔한국부흥단(UNKRA), 주한 각국 대사관, 각 

신문사, 방송국, 운수 및 통신기관 등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서울에 남아 있던 정

당 및 사회단체 대표자들을 강제 동원하였으며 국유재산과 정부요인 및 자본가들

의 사유재산을 몰수하였다. 

서울이 북한군에게 함락될 당시 전선은 김포-봉일천-서울-홍천-대관령-강릉 

선에 형성되었다. 북한군은 당초 남침계획대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으나 국

군의 포위에는 실패하였고, 또 그들이 믿었던 인민봉기가 일어나기는커녕 국군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쳤으며, 유엔의 제재가 가해지는 등 그들의 남침계획은 

초기단계부터 큰 차질을 빚었다.

제 2 절  유엔군의 참전과 지연전

1. 미국의 지원과 유엔의 결의

북한군의 불법남침으로 한반도에 불안하게 유지되어 온 평화가 파괴되자 미국과 

유엔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였다. 

북한의 남침소식은 주한 외교사절이나 특파원들에 의해 세계로 전파되었다. 미

국으로는 주한미대사관 및 무관, 군사고문단 그리고 외신기자들을 통해 전쟁 발발 

5시간 후인 6월 25일 오전 9시 30분(미국 현지시각 6월 24일 오후 8시 30분)에 

전달되었고, 무초(John J. Muccio) 주한미대사의 보고서가 미국 현지시각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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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 26분 국무부에 도착하였다. 무초 대사의 보고서는 개성 피탈 상황까지

를 포함하여 “북한의 공격은 그 양상으로 보아 대한민국에 대한 전면 공격임에 틀

림없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미 국무부는 이 사태를 국방부 관계자들과 협의한 후 유엔에 제기하기로 방침

을 정하고 유엔사무총장 리(Trygve Lie)에게 통고하는 한편, 미주리 별장에서 휴

식 중이던 트루먼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하였다. 당

시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의 기습남침을 유엔과 미국의 권위에 도전하

는 것으로 인식하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었다.

유엔에서는 미국이 공식 요청한 안전보장이사회를 6월 26일 새벽 4시(미국 현

지시각 25일 오후 2시)에 긴급히 개최하였다.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이 

제출한 ‘북한군의 침략 중지 및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하였다. 당시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등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을 비롯하여 11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소련 대표가 불참하

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결의안이 찬성 9, 반대 0, 기권 1(유고슬라비

아)로 가결될 수 있었다. 소련 대표는 1950년 1월부터 자유중국이 중국의 유엔 대

표권을 보유한 데 대한 항의로써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 결의안은 유엔

이 창설된 후 침략을 제재하고 평화의 회복을 달성하려는 유엔의 첫 번째 집단안

전보장 조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이와 같이 미국정부는 한반도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하고 절차를 

밟는 한편, 한국 시각으로 26일 정오경부터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Blair 

House)에서 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애치슨 국무장관은 “유

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제안을 채택해 북한군에게 철병을 요청하기로 결의했

다”고 보고한 다음, 국무부와 국방부의 일치된 의견으로 ‘미국이 즉각 실시해야 

할 행동’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이미 합동참모본부가 극동군사령관

에게 준비명령으로 하달한 바 있는 제한적 군사조치, 즉 “사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반을 파견하고 탄약 지원과 자국민의 철수를 보호할 목적으로 해·공군을

운용하라는 지시”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이것은 곧 정식명령으로 극동

군사령관에게 하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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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

사회의 ‘경고성’ 결

의에도 불구하고 북

한군의 침략행위는 

중지되지 않았다. 유

엔 한국임시위원단

은 “북한이 유엔의 

결의안을 준수할 가

능성이 전혀 없으

며 조기에 한국정

부가 전복될 수 있

다”는 비관적인 보

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무렵 한국의 전

선 상황은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와 문산이 함락되고 북한군이 서울 점령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공세를 취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주한 외국인들과 주한미군사고문단

(KMAG)도 철수 중에 있었다. 

워싱턴에서는 북한이 ‘6·26 유엔결의’를 따를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고서 다음 

단계의 대응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6월 27일 오전 10시(미국 현지시각 26일 오후 

9시)에 제2차 블레어 하우스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미 해·공군에게 38

도선 이남의 북한군 부대·전차·포병에 대한 공격을 허가하고, 한국군에게 최대

한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 결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정부는 6월 27일(미국시각 6월 26일) 한국이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다른 회원국에게도 권고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6월 28일 새벽 4시(미국 

현지시각 27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장시간의 회의 끝에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는데 필요한 군사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한다’는 결의안을 찬성 7, 반대

1(유고슬라비아), 기권 2(인도·이집트)로 가결하였다. 이때도 소련은 불참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우선 미국은 6월 29∼30일에 미 해·공군의 작전지역을 한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차 결의안 채택 장면(1950.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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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으로 확대하였고, 7월 1일에 미 지상군을 참전시켰다. 그리고 유엔군(전투부

대 파견 16개국, 의료부대 파견 5개국)도 이 결의안에 근거하여 지원되었다. 

2. 국군의 한강선 방어와 미 지상군의 참전

(1) 국군의 한강선 방어전투

북한군은 초기 목표인 서울 점령을 자축하는 분위기 속에서 6월 28일 주간에는 

부대 정비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날 밤부터 한강 도하를 모색하였다. 

당시 국군 지도부도 한강선을 방어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할 경황이 

없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한강은 북한군의 전면 남침 시에 자연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언급되었을 뿐 실제로 한강을 이용한 방어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한강교가 폭파된 상황에서 뗏목과 나룻배를 타고 한강을 건넜던 국군 철

수 병력은 28일 밤과 29일 아침 사이에 한강 남쪽에서 집결을 일단 마쳤다. 병사

들은 거듭된 전투와 철수로 인해 극도로 피로한 상태였고 수습된 인원도 1개 연대

의 실병력이 대대 규모에 불과하였다. 또한 한강교 폭파로 사단에 지급될 보급품

을 실은 1,300여 대의 차량이 전부 한강 북쪽에 남겨졌으며, 통신 두절로 지휘체

계마저 혼란한 상황이었다. 국군 지도부는 북한군의 주공이 노량진 정면을 돌파해 

시흥-안양-수원의 경부국도로 지향되리라는 판단 아래 병력이 수습되는 대로 부

대들을 방어선 이곳저곳에 투입하였다. 

한강방어선은 점차 국군이 적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국가 존망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생명선으로 부각되었다. 서울이 함락되기 직전에 육군총참모장 채병

덕 소장은 한강을 연한 방어선에서 북한군을 저지하기로 결심하고, 육군본부를 수

원 농업시험장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육군참모학교 교장 김홍일(金弘壹) 소장을 

시흥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한강선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 독립군 출신인 

김홍일 소장은 당시 국군 간부 중에서 유일하게 사단급 이상의 대부대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다.

김홍일 소장은 즉시 시흥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참모부를 구성하는 한편, 혼성 

3개 사단(혼성제7사단, 혼성수도사단, 혼성제2사단)을 주축으로 부대 편성을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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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안양천에서 광진교에 이르는 한강 남안 24㎞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이

때 김홍일 사령관의 작전개념은 한강선에서 공세로 이전하여 실지를 회복하는 것

이 아니라, 미 지상군이 지원할 때까지 현 전선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었다. 특

히 그는 북한군이 교량을 이용할 것에 대비하여 노량진 부근을 방어하는 혼성제7

사단(사단장 유재흥 준장)에 우선권을 두었으며, 나머지 사단도 책임지역 내의 나

루터 방어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표 2-4> 한강선 상의 피·아 전투부대 편성 비교

국군 시흥지구전투사령부(김홍일 소장)

혼성수도사단(이종찬 대령) 제8연대(-), 제18연대(-2), 기갑연대 제1장갑대대

혼성제7사단(유재흥 준장)
제1연대(-), 제9연대(-), 제15연대(-), 제20연대(-2), 

제25연대(-2)

혼성제2사단(임선하 대령)
제3연대(-), 제5연대(-), 제16연대(-), 보병학교 혼성연대, 

기갑연대 제2기병대대

혼성제3사단(이준식 준장) 제22연대, 제25연대(-), 육사 생도대대

제1사단(백선엽 대령) 제11연대, 제12연대, 제13연대

김포지구전투사령부(임충식 중령)
제18연대(-) 및 제8연대, 기갑연대, 제12연대, 제22연대의

각 일부 병력

북한군 제1군단(김웅 중장)

제3사단(이영호 소장) 제7·제8·제9연대, 포병연대

제4사단(이권무 소장) 제5·제16·제18연대, 포병연대

제1사단(최광 소장) 제2·제3·제14연대, 포병연대

제6사단(방호산 소장) 제1·제13연대·제15연대, 포병연대

제105전차여단(유경수 소장) 제107·제109·제203전차연대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6월 29일까지 예하 혼성사단으로 진지 배치를 일단 완료

하였다. 그러나 혼성사단은 이름만 사단이지 병력은 1개 연대 규모에 불과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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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공용화기도 연대당 박격포 2∼3문, 기관총 5∼6정에 불과

한 소규모 소총부대에 지나지 않았다. 

북한군은 6월 29일 밤부터 본격적으로 한강 도하를 시도하였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 제1군단은 28∼29일 양일 간 산발적인 포격을 실시하면서 제4사단을 여의

도 방면으로, 제3사단을 흑석동과 신사리 방면으로 도하시킬 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29일 밤 북한군 제3·제4사단은 전차포와 화포의 집중적인 지원 아래 여

의도와 흑석동, 신사리 일대에 정찰대를 투입하여 탐색전을 전개하였다. 이날 김

포 방면에서는 북한군 제6사단이 한강을 도하해 김포비행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도하개시 첫날 드러난 북한군의 작전기도는 노량진 부근의 고지군을 일단 장악하

면 그 엄호 아래 파괴되지 않은 경인선 철교를 이용하여 전차를 도하시켜 한강선

을 돌파하려는 것이었다. 

북한군은 주공부대인 제4사단을 필두로 파상적인 도하공격을 이어갔지만, 미 공

군의 항공지원을 받는 국군의 강력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북한군 제4사단은 영등

포 지역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로 집요하게 도하공격을 시도하였으나 국군의 필사적

인 방어에 번번이 진출에 실패하였다. 특히 영등포 일대에 배치됐던 국군 제8연대

와 제18연대의 일부 병력은 7월 3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북한군의 도하공격을 

격퇴하면서 여의도를 굳건히 사수하였다. 이때 한국 공군이 한강선을 정찰하여 지

상작전을 지원하였으며, 29일부터 미 극동공군의 항공기들(B-26·B-29폭격기와 

F-80·F-82전투기)이 북한군의 도하를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폭격을 감행하

였다. 

북한군은 여의도 정면으로의 도하작전이 여의치 않자 전차 지원이 없는 상황에

서는 한강 도하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듯 철도선로반원들과 강제로 동원한 서울시

민들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한강철교 복구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북한군은 7월 

3일 새벽에 제4사단이 완파되지 않은 한강철교를 보수하여 전차를 도하시킨 후 

영등포 지역으로 공격하였다. 아울러 한남동에서도 북한군 제3사단이 한강을 건너 

신사리-말죽거리-판교 방면으로 진출하였으며, 김포 방면의 북한군 제6사단도 김

포비행장을 경유해 영등포로 진출하였다. 

이로써 국군의 한강방어선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

던 김홍일 사령관은 예하부대들에게 즉시 안양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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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육군본부도 7월 4일 수원에서 평택으

로 철수하였다. 이 무렵 중동부 및 동부전선에서는 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이 원

주와 제천으로 철수하여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고 있었으며, 6월 27일부터 참전

한 미 해·공군이 38도선 이남의 북한군을 공격하기 시작한 데 이어 6월 30일에 

미 지상군 투입이 결정되어 국군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듯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된 한강방어선 전투에서 국군은 한강이

라는 천혜의 장애물이 주는 유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

켰다. 이 전투는 중동부전선의 제6사단과 제8사단을 제외한 국군의 거의 모든 부

대가 사활을 걸고 싸웠던 절체절명의 방어작전이었으며, 또한 전쟁의 승패를 결정

짓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 작전이었다. 

한강방어선에서 국군은 예상보다 오랫동안 적을 저지함으로써 미 지상군이 참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했고, 나아가 유엔군을 편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하였다. 반면에 북한군은 이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어 수원 이북

에서 국군 주력을 섬멸하려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한강방어선에서 철수한 국군은 7월 1일부터 한국 전선에 투입되기 시작한 미 

지상군과의 연합작전을 전개할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시흥지구전투사령부가 

중심이 되어 경부국도를 따라 지연작전을 펼치면서 안양과 수원을 거쳐 평택으로 

철수하였다. 

(2) 한·미 연합전선의 형성과 국군의 재편성

시흥지구전투사령부가 수원

에서 평택으로 철수한 1950년

7월 4일은 6·25전쟁의 전

개과정에서 한·미 연합전

선의 형성이라는 하나의 거

대한 전환점이 만들어진 날

이기도 하였다.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미군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왼쪽)과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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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리고 동쪽으로는 국군이 전선을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미 연합전

선은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부산에 전개한 7월 1일 육군총참모장 정일권(丁一權) 

소장과 미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장 처치(John H. Church) 준장 간에 이루어

진 작전협의에 따른 결과였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한·미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군을 재편성하

였다.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7월 4일 시흥지구전투사령부가 수원에서 철수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구두로 개편명령을 하달하였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시

흥지구전투사령부를 근간으로 제1군단사령부를 창설하고,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예

하의 혼성수도·제1·제2·제3·제5·제7사단을 수도·제1·제2사단의 3개 사단

으로 재편성하여 1개 군단, 5개 사단, 3개 연대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제1군단장

에는 시흥지구전투사령관인 김홍일 소장이 임명되었다.

<표 2-5> 육군 개편 계획(1950년 7월 5일)

부   대 지 휘 관 편성 부대 편입 연대

제1군단 김홍일 소장 수도·제1·제2사단 ⋅

재편성
사단

수도사단
이준식 준장

(김석원 준장 7월 7일부)
제1·제8·제18연대 제3·제9연대

제1사단 백선엽 대령 제11·제12·제13연대 제15·제22연대

제2사단 이한림 대령 제5·제16·제20연대 제25연대

기존
사단

제6사단 김종오 대령 제2·제7·제19연대 없음

제8사단 이성가 대령 제10·제21연대 없음

육본
직할

기갑연대 유흥수 대령 제1·제2·제3대대 ⋅

제23연대 김종원 중령 제1·제2·제3대대 ⋅

제17연대 김희준 중령 제1·제2·제3대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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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군단장에 임명된 김홍일 소장은 지체 없이 개편명령과 작전명령을 구두로 우

선 하달하고, 7월 4일부터 부대가 평택에 집결되는 대로 군단사령부를 편성하는 

한편, 각 사단의 재편성을 서둘렀다. 육군본부는 7월 5일 오후에 제1군단의 재배

치를 명령하였다. 이날은 미 제24사단(사단장 William F. Dean 소장)의 제34연

대가 오산으로 진출한 스미스부대의 뒤를 이어 평택-안성에 전개한 날이기도 하

였다. 군단장은 아직 부대의 재편성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사태의 급박함을 고려하

여 긴급히 부대를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7월 6일 이른 아침부터 수도사단이 진

천으로, 제1사단이 음성으로 전개하여 그 전방에서 엄호작전 중인 제6사단 제19연

대와 제7연대를 각각 작전통제하고, 제2사단이 증평으로 이동하여 군단 예비가 

되었다. 이로써 한·미 연합전선은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제1군단이 평택에서 재편성을 시작하여 재배치될 때까지 각 사단의 병력은 급속

히 증가하였다. 이는 분산된 병력의 복귀와 낙오자들의 수습, 그리고 대한청년단

원과 학도병들의 자원입대 등과 같은 여러 보충원으로 신속하게 증원되었기 때문

이었다. 그러나 보급과 장비에서는 여전히 큰 어려움에 놓여 있었다. 

한·미 연합전선이 형성될 무렵 국군의 책임지역은 다음과 같았다. 왼쪽으로부

터 제6사단의 제19연대가 안성 동쪽의 송전-죽산, 제7연대가 무극리-동락리, 제

2연대가 충주를 점령하고 있었고, 제천에는 제8사단이, 그리고 동해안 울진 부근

에는 육군본부 직할의 제23연대가 작전 중이었다. 이때의 한·미 연합전선은 제

천 부근을 제외하고 대대·연대 단위의 부대가 주요 접근로를 점령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부대 간의 간격이 넓어 방어력이 매우 취약하였다.

반면에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이 무렵 후속하던 예비사단을 전방으로 투입하고 

내무성 소속의 3개 경비여단을 제7·제8·제10사단의 전투사단으로 개편하는 한

편, 전시동원령을 발동하여 남침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서부전선에서는 

제4사단이 제105전차사단(7월 5일 사단으로 승격)을 후속하여 공격을 선도하고, 

제3사단과 제6사단이 후속하여 남진 중이었다. 그리고 중부전선에서는 제2사단이 

이천에서, 제15사단이 장호원에서 각각 남진 중이었으며, 충주 방면으로는 제12사

단과 제1사단이, 제천 방면으로는 제8사단이, 그리고 동해안지역에서는 제5사단이 

각각 남진 중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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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북한군의 부대 운용

구 분
제1군단

제105전차사단 제4사단 제3사단 제2사단 제6사단 제13사단

공격방향 경부국도 논산-대전
경부 국도

(전의-조치원)

진천-청주

-보은

제4사단

후속(서)

서울 위수

임무 수행

목    표 대전 대전 보은 • •

비    고 제105전차사단과 제병협동 은밀 기동

구 분
제2군단

제15사단 제1사단 제12사단 제5사단 모터사이클연대

공격방향 음성-괴산-문경 충주-문경 제천-단양-영주 삼척-울진
장호원-문경

원주-영주

목    표 문경 문경 영주 울진 음성, 충주

비    고 제1군단에서 배속 전환 • •
제12 ‧ 제15사단

배속 운용

육군의 재편성 및 한·미 연합전선의 형성과 때를 같이하여 해·공군도 전력을 

보강하고 육군과의 합동작전 및 미 해·공군과의 연합작전 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공군은 7월 2일 F-51 전투기 10대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6일에는 비행단과 정찰

비행단으로의 기구개편을 단행하여 정찰과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미 

공군은 7월 5일 대전에 공지(空地)합동작전본부를 설치하고 6개의 전술항공통제반

을 운용하기 시작하여 점차 이를 증강시킴으로써 공지작전의 효율성을 기하였다.

해군은 실질적으로 6월 27일부터 미 해·공군과 연합작전에 들어가 동·서해안

에서 해상작전과 지상군 지원작전을 실시하였고, 6월 30일부터는 해상봉쇄작전에

서 37도선을 경계로 북쪽 지역을 미 해군이, 남쪽 지역을 한국 해군이 분담하여 

작전을 실시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전시작전 수행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7월 8일 전라

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국방부는 7월 7일 유엔군사령부의 

창설을 계기로 7월 10일 국군과 유엔군 및 유엔한국위원단의 연락업무를 담당할 

기구로 국제연합장교단을 창설하였다.

유엔의 지원과 미 지상군의 참전, 육군의 재편성과 연합전선의 형성 등 일련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6 _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상황 변화가 조성되었지만, 북한군에 비해 전력이 약했던 국군은 미군과 더불어 

지연작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지연작전은 국군과 유엔군이 차령산

맥과 금강-소백산맥선에 연하여 차례로 지연선을 형성하고 이 공간에서 축선별로 

전개되었다. 이제 최소의 공간을 양보하고 최대의 시간을 획득하며, 그동안 북한

군에게는 최대의 손실을 가하면서 국군의 전력을 신속히 회복하는 일이 당면과제

가 되었다.

3. 한·미연합군의 지연작전

(1) 경부축선 지연작전

한·미 연합전선이 형성된 후 미군의 첫 전투는 오산 죽미령에서 스미스 특수

임무부대와 북한군 제4사단 간에 이루어졌다. 스미스(Charles B. Smith) 중령이 

지휘하는 미 제24사단의 선발대인 제21연대 제1대대가 부산항에 도착한 것은 7월 

1일이었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Smith)로 불리는 이들은 전쟁이 시

작된 후 한국에 처음 파견된 미군 부대였다. 부산에 도착한 스미스부대는 다음 날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대전에는 처치 준장이 지휘하는 전방지휘

소 겸 연락반(ADCOM)이 있었다. 처치 장군으로부터 “가능한 한 북방에서 북한군

의 공격을 저지하

라”는 명령을 받

은 스미스 중령은 

일단 평택과 안성

을 연하는 지역에 

부대를 배치하였다. 

그러나 대대를 뒤

따라 북상해 온 미

제24사단의 주력

이 평택-안성 선을

수원에서 죽미령에 이르는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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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하게 됨에 따라 스미스부대는 7월 5일 새벽 3시에 제52야전포병대대 A포대

(105mm 곡사포 6문)와 함께 오산 북쪽의 죽미령으로 이동해 방어진지를 편성하

였다. 

죽미령은 오산 북방 약 5㎞ 지점에 위치한 횡격실 능선으로써 중앙의 117고지를 

중심으로 서쪽에 90고지, 동쪽에 92고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90고지와 

117고지 사이로는 경부국도가, 92고지 동측으로는 경부선 철도가 지나고 있었다. 

죽미령에 도착한 스미스부대는 B중대가 90고지와 117고지를, C중대가 92고지를 

각각 점령하고, 제52야전포병대대 A포대(탄약 1,200발)가 후방 1.8㎞ 지점의 수

청리에 포진하였다. 

스미스부대는 비가 내리는 새벽의 어둠 속에서 즉각 진지 구축에 들어갔지만, 

해 뜰 무렵까지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스미스

부대는 오전 7시경 수원 부근에서 북한군 제4사단이 제107전차연대를 앞세우고 

경부국도를 따라 남진해 오는 것을 관측하였다. 스미스부대는 이들이 오전 8시 

15분경 전방 1.8㎞ 지점까지 접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포병사격과 함께 2.36″ 로켓

포 공격을 실시하여 전차 2대를 멈추게 하였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 33대의 전

차가 보병진지를 돌파한 후 그대로 오산 방향으로 내려갔다.

북한군 전차가 통과한 후 보병부대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스미스부대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호를 더 깊이 파는 등 진지를 강화하였다. 오전 11시경 전

차 3대를 선두로 북한군 제4사단 병력이 10㎞의 행군대열을 유지하면서 남진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적의 주력부대가 전방 900m까지 접근해 오자 대대장의 사격명

령에 따라 스미스부대가 보유한 모든 화기들의 집중사격이 시작되었다. 곧이어 북

한군도 전차포와 기관총 사격을 가하면서 보병부대가 공격하였다.

보병전투가 벌어진 지 약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부대가 포위될 상황에 직

면하고 통신망의 두절과 기상의 악화로 포격과 항공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

자 스미스 부대장은 철수를 결심하였다. 오산 죽미령 진지를 점령한 지 약 12시간 

만인 오후 2시 30분경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죽미령에서 철수를 개시하였다.

이 전투에서 스미스부대는 부대원 440명 중 150여 명이 전사하거나 행방불명되

었으며, 부대를 지원하던 제52야전포병대대 A포대는 모든 화포를 잃고 131명 중 

31명이 전사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미군과 북한군의 첫 전투는 미군의 참담한 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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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 끝났다. 그러나 미군의 패배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오산 죽미령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에 미 제24사단 제34연대가 평택-안성에 새

로이 제2저지선을 형성하였다. 연대는 포병이나 전차 등 지원부대를 갖추지 못한 

채 전개하였으며 총병력은 1,981명이었다. 평택-안성 지역은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길목으로 이곳의 방어는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

24사단장은 제34연대가 이곳의 방어를 훌륭히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오산에서 스미스부대를 돌파한 여세를 몰아 노도와 같이 밀어닥친 북한

군 전차부대의 위력에 압도된 제34연대 장병들은 미처 저항할 겨를도 없이 7월 6일

아침 단 1시간 만에 평택-안성을 연하는 방어선을 포기하고 천안으로 철수하였

다. 이에 격분한 사단장은 7월 7일 오후 연대장 러브레스(Jay B. Lovless) 대령

을 해임하고, 후임 연대장으로 마틴(Robert R. Martain) 대령을 임명해 전세를 

만회하고자 하였다. 신임 연대장 마틴 대령은 자신이 직접 천안 시내로 들어가 예

하 대대들을 지휘하였다. 그러나 의욕이 앞선 신임 연대장은 취임 하루 만인 7월 

8일, 2.36″ 로켓포로 직접 북한군 전차를 공격하던 중 적 전차로부터 사격을 받

고 전사하였다.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사단장은 제34연대를 공주 방면으로 철수시키고, 7월 

3일 부산에 도착한 제21연대를 조치원 북방에 투입하였다. 천안 전투에서 미 제

34연대는 많은 손실을 입었다. 특히 제3대대는 병력의 2/3가 전사하거나 실종되

었다. 이 전투 결과 북한군을 상대하는 미군 수뇌부의 생각이 크게 달라졌다. 극

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개전 초기 북한군에 대한 과소평가를 재고하고 7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워싱턴에 병력증원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미 제24사단장 딘 

소장도 천안 전투가 끝나고서 북한군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적으로 분명히 

인식하여 105mm 대전차포탄과 3.5″ 로켓포를 긴급 요청하였다.

한편 미 제24사단이 천안에서 조치원으로 철수하고 있던 7월 9일에는 수원-조

치원 간의 경부국도를 따라 남하하고 있던 북한군의 병력과 차량을 향해 대규모 

공중공격이 감행되었다. 7월 9일 저녁 8시경까지 계속된 공중공격으로 평택과 조

치원을 연결하는 도로에서 100대 가량의 북한군 차량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7월 

10일 오후에는 평택 부근에서 파괴된 교량 때문에 길게 늘어선 북한군 전차와 차

량 대열을 미 제5공군이 가용한 모든 항공기를 총동원해 대규모 공중공격을 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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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공격은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전차 38대, 자주대전차포 7대, 트럭 

117대를 파괴했고, 많은 북한군 병력을 살상하였다. 이날 공중공격의 전과는 공군

이 단일작전에서 거둔 최대의 전과였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전의-조치원에 배치된 미 제21연대마저 7월 12일 무너짐으

로써 이제는 금강을 연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 차령산맥선 지연작전

경부축선에서 미군이 북한군 제1군단의 공격을 저지하는 동안 그 동쪽에서는 국

군 제1군단이 북한군 제2군단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기습남침으로 수도 서울

을 점령한 북한군은 제1군단 예하의 각 사단을 경부축선에 투입하는 한편 중동부

전선을 담당했던 제2군단을 내륙으로 집중하여 위력적인 공격을 계속하였다. 당시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집중된 북한군의 병력은 제2사단이 춘천-가평-광주 축선을 

따라 진천 방면으로 서남진하였고, 제2군단의 예비로 전선에 투입된 제15사단이 

홍천-이천-장호원 축선을 따라 음성 방면으로, 그리고 제2군단으로 배속이 전환

된 제1사단이 수원-김량장리(용인)-장호원 축선을 따라 충주 방면으로 동남진하

였다.

반면에 한강방어선에서 물러난 국군은 하천선 방어개념에 따라 안성-죽산-장

호원-목계-신림을 연하는 차령산맥 북쪽에 제2차 방어선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선봉이 지역 내로 쇄도하고 서부전선의 방어를 담당하던 미 제24사단이 

오산에서 철수해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의 중앙지대에 새로운 진지를 편성함에 따라 

국군은 진천을 기준으로 그 동쪽지역의 방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때 국군의 방

어선은 진천-음성-충주-단양이었다. 하지만 넓은 방어정면에다 통신장비의 부족

으로 인접부대와 협조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 부대는 축차적으로 

중요 지형과 예상되는 접근로에 병력을 중점 배치하였다.

진천지구에서는 국군 수도사단이 7월 6일부터 13일까지 북한군 제1군단 예하 

제2사단의 진격을 저지하였다. 수도사단은 한강방어선에서 철수한 후 제1군단에 

편입되어 7월 6일 진천지역에 배치되었다. 이 지역으로 남하한 북한군은 제1군단 

예하 제2사단으로 1개 전차연대(-)를 동반하였다. 수도사단은 진천 북방의 중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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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에서 북한군 제2사

단의 선두부대인 제6연

대의 공격을 저지한 후 

백곡천으로 철수하였다. 

이후 사단은 북한군의 백

곡천 도하를 저지하는

데 실패하자 봉화산과 

문안산 일대에 주저항

선을 형성하였다. 이곳

에서 수도사단은 군단 

예비인 국군 제1사단의 

지원을 받아 북한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도사단은 7월 

9일 매복작전으로 북한군의 포 4문과 차량 27대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

나 한편으로 진천중학교 학생 100여 명이 전투에 참가하여 전원이 장렬하게 전사

하는 비운을 맞기도 하였다. 사단은 7월 10일 진천 공방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군이 담당하던 서부전선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군단이 내린 작전명령에 따라 청

주 북방의 미호천으로 철수하였다. 이곳에서 수도사단은 여러 차례에 걸친 북한군

의 도하공격을 저지한 후 13일 미호천에서 접적이탈을 단행하여 청주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이것은 미군이 조치원에서 철수하여 금강선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선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 

음성지구에서는 육군본부 직할의 국군 제6사단 제7연대와 제1군단 예하의 제1사

단이 7월 4일부터 13일까지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15사단과 이를 지원하는 제

1사단의 진격을 저지하였다. 당시 국군 제6사단 제7연대는 여주-장호원 간 도로

를 따라 남진하는 북한군 제15사단을 저지하는 한편 국군 제1사단의 음성 진출을 

엄호하는 임무를 맡고 음성 북방 일대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음성지역의 방어

임무를 부여받은 제1사단이 철도 및 차량을 이용해 청주와 증평을 경유하여 7월 

8일 음성 일대에 전개하였다. 이곳으로 남하한 북한군은 제15사단으로, 이들은 광

주-진천 방면으로 진출하는 제2사단과 원주-충주 및 제천 방면으로 진출하는 제

12사단 사이에 발생한 간격을 극복하기 위해 홍천에서 투입된 부대였다.

국군 수도사단의 주저항선인 봉화산과 문안산 사이에 위치한 잣고개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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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제6사단 제7연

대는 가엽산과 부용산 

일대에 저지진지를 편

성하고 장호원-음성 및

장호원-충주 방면으로 

공격해 오는 북한군 제

15사단을 무극리와 동

락리에서 저지하였다. 특

히 제7연대는 7월 5∼

6일 동락리 전투에서 북

한군 제15사단 제48연

대를 기습 공격하여 치

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군수참모를 포함한 132명을 포획하였으며, 각종 포 54문, 차

량 75대 등 많은 장비를 노획하였다. 이 전공으로 제7연대는 대통령 부대표창과 전 

장병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이것은 개전 후 처음 있는 일로써 열세한 병력

과 장비로도 적을 섬멸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무렵 음성에 도착하여 전열을 정비한 국군 제1사단이 7월 8일 제6사단 제7

연대로부터 전선을 인수받았다. 제1사단은 12일까지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다가 

인접부대와의 전선조정을 위한 국군 제1군단의 작전명령에 따라 괴산 및 미원으로 

단계적인 철수를 실시하였다.

중동부지역에서는 육군본부 직할의 제6사단과 제8사단이 주요 접근로에 병력을 

중점 배치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면서 전열정비에 주력하였다. 홍천에서 철

수한 국군 제6사단은 7월 3일 충주에 집결하였으나 제1군단의 이동에 앞서 제19

연대와 제7연대가 이천-여주 방면으로 전개, 엄호작전에 투입된 관계로 제2연대

만이 충주지역을 방어하게 되었다. 제2연대는 원주-충주 접근로 방어에 중점을 

두고 남한강 차안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여 7월 7일부터 9일까지 북한군 제12사단 

제31연대의 공격을 저지하다가 수안보로 철수하였다. 이 무렵 북한군 측에서는 부

대교대가 이루어져 충주를 점령한 제12사단이 작전지역을 제1사단에 인계하고 단

양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국군 제6사단도 제19연대가 사단에 복귀함으로써 수안보

가엽산 기슭에 세워진 동락리 전투 전승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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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는 국군 제6사단 제2·제19연대와 북한군 제1사단(제109전차연대 지원)이 

대치하게 되었다. 

제천과 단양 일대에

서는 국군 제8사단이 북

한군 제12사단(-)과 치

열한 공방전을 전개하

였다. 제8사단이 담당

하던 축선은 원주-안

동을 잇는 동부전선에

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

한 기동로로서 중앙선 

철도와 5번 도로가 나

란히 산악지대를 횡단

하고, 단양 부근에 남

한강이라는 천혜의 장

애물이 있었다. 국군 제

8사단은 신림 전투에 

참가한 후 다음 날 충

주로 이동하라는 육군

본부의 명령을 받고 7월 

5일 열차를 이용해 대

구를 경유, 목적지로 이

동하다가 명령이 철회되어 7월 6일 단양으로 복귀하였다. 2개 연대로 편성된 제8

사단은 남한강변에 급편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북한군 제12사단(-)의 공격을 저지

하는 한편, 제10연대 1개 대대로 하여금 매포초등학교에 위치한 북한군의 전방지

휘소를 기습하도록 하여 이들의 기세를 꺾어 놓았으며, 상진리지역에서 도하를 시

도하는 북한군에게 큰 손실을 입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8사단은 양방리와 

장현리 방면으로 침투한 북한군에게 배후를 위협받게 되자 7월 12일 풍기로 철수하

여 새로운 저지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상황도 2-3> 국군 제10연대 제1대대의 매포리 기습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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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해안지역에서는 국군 제23연대가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울진에서

부터 영해에 이르는 60㎞의 공간에서 지연전을 수행하였다. 제23연대는 상급부대

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가운데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병행하면서 북한군 제5사

단의 남진을 지연시켰다. 특히 동해안지역에서는 미 해군의 함포지원사격과 근접

항공지원으로 북한군의 남진 속도가 크게 둔화되었다. 미 해군은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군에 대해 저지 및 차단작전을 전개하였다. 해군은 함대를 해안에 

접근시켜 북한군의 보급로와 집결지를 포격하였으며, 함재기를 출격시켜 북한군 부

대와 주요시설 및 교량 등을 폭격하였다. 특히 북한군 제5사단의 남하로 포항에 

대한 위기가 점점 고조되자 7월 7일 미 극동군사령관이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

고 영덕방어와 영일비행장 경계를 강조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미 해군의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해안지역에서는 내륙지역의 금강-소백산맥 방어

선이 형성될 무렵인 7월 13일경부터 영덕을 중심으로 피·아간에 치열한 격돌이 

시작되었다.

(3) 유엔군사령부의 창설과 지원체제의 정립

국군은 7월 초순 유엔의 제1·2차 결의에 따라 미군과 함께 평택-충주-울진을 

연하는 선에서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한 다음 조기에 공세 이

전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연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7월

7일 제3차 결의로 유엔군사령부 설치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유엔이 한국에서 침략자를 격퇴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할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회원국들이 파견한 군대를 미국의 통일된 지휘체제 하에 둔

다는 것이었다.

‘유엔안보리의 제3차 결의’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은 당일 유엔주재 미 대사에게 

유엔기를 전달하였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사령관에 맥아더 장군을 추천하여 

7월 8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였으며，10일에는 정식으로 임명하는 문서

를 발송하였다.

유엔군사령관에 임명된 맥아더 장군은 우선 극동군사령부를 통해 유엔군의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다가 7월 24일 정식으로 유엔군사령부(UNC)를 설치하였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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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용인력의 제한으로 유엔군사령부의 참

모진은 극동군사령부의 참모들이 거의 그대

로 임명됨으로써 미 극동군사령부가 이중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엔군사

령관은 미 극동군사령부의 각 구성군인 미 

제8군사령부(지상군), 미 극동해군사령부, 미 

극동공군사령부를 통하여 지상군·해군·공

군의 작전을 통제하였다.

유엔군사령관에 임명된 맥아더 원수는 7월

13일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에게 주한미군의 작전지휘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7월 14일 한국정부로

부터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받아 17일

제8군사령관과 미 극동 해·공군사령관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로써 미 제8군사

령관은 주한 미 육군사령관으로서 예하의 미 지상군부대는 물론 한국 전선에 참전

하는 유엔 지상군부대들을 통합지휘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 극동해군사령관은 한국

해군과 유엔 해군을 극동공군사령관은 한국 공군과 유엔공군을 지휘하게 되었다.

<표 2-7> 유엔군사령부의 지휘체계

유엔군사령부
미 극동군사령부

미 극동해군
사령부

주일미군수
사령부

미 제8군
사령부

본부⋅근무
사령부

미 극동공군
사령부

제7
함대

유엔군
지상군
부대

미
지상군

한국
육군

주한
미군사
고문단

제5
공군

전략
공군

유엔
해군

한국
해군

유엔
공군

한국
공군

육군참모총장 콜린스 장군으로부터 맥아더
원수에게 수여되는 유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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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될 무렵 국군 내에서도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련

의 재편성 작업이 추진되었다. 먼저 국방부는 7월 7일 제3사단(사단장 이준식 준

장), 제5사단(사단장 이형석 대령), 제7사단(사단장 민기식 대령)을 재건하였으며, 

중동부전선의 제6사단과 제8사단에 대한 원활한 작전통제를 위해 7월 12일 함창

에서 제2군단(군단장 김백일 준장)을 창설하였다. 

국군은 제1·제2군단 체제로 지연작전을 치르던 중 추가로 전개한 미군 2개 사

단(제25사단, 제1기병사단)이 추풍령을 중심으로 상주-영동지역에 투입됨으로써 

한·미군 간에 전선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국군은 상주 동쪽의 중부 및 

동부전선을 방어하게 되었다. 이미 한·미 간의 작전협의를 거쳐 전선의 조정과 

개편작업을 준비해 온 국방부는 7월 20일을 기하여 지금까지 병력 손실이 심한 

제2사단을 해체하고, 새로이 2개 군단, 5개 사단 체제로 다시 한 번 군을 재편성

하기로 하였다. 육군본부는 이날 제2군단장 김백일 준장을 다시 육군본부 참모부

장으로 복귀시키고, 제1군단 부군단장 유재흥 준장을 제2군단장에 임명함과 동시

에 제1군단에 제1·제3사단을, 제2군단에 제6·제8사단을 배속하고 수도사단을 

예비로 하는 지휘체제로 개편을 단행하였다.

<표 2-8> 국군의 재편성과 병력 현황(1950. 7. 20)

부대구분 재편 상황 병력수

제1군단사령부

수도사단

제8사단

- 제1·제8(해체)·제18(제8연대 편입)·제17연대(배속)

- 제10·제16(제2사단에서 편입)·제21연대

3,014명

6,644명

8,864명

제2군단사령부

제1사단

제6사단

- 제11(제5연대 편입)·제12(제20연대 편입)·제13연대

- 제2·제7·제19연대

976명

7,601명

5,727명

육군본부

제3사단

직할부대

보 충 대

전주훈련소

광주훈련소

부산훈련소

- 제22·제23연대, 기갑연대

3,020명

8,829명

11,881명

9,016명

8,699명

6,244명

5,356명

비전투병력 8,699명

총 병 력 94,57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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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제1군단은 작전지역을 미군에게 인계하고 사령부를 의성으로, 수도사단

과 제17연대를 안동으로, 그리고 제1사단을 춘양으로 각각 이동시켰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제1군단이 동부와 동해안지역에서, 제2군단이 중동부지역에서 북한군의 남

진을 저지하면서 조기에 반격작전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명령에 따라 제1군단사령부와 예하 사단이 전선이동을 시작하려 할 때 전선의 상

황이 급변하여 사단들이 계획대로 이동하지 못하였다. 또한 제1군단의 경우 태백

산맥을 사이에 두고 2개 사단을 통제해야 했기 때문에 극심한 지휘통신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7월 24일에 육군의 지휘체제를 재조정하여 제1군단이 수도

사단과 제8사단을 지휘하여 영주-안동 축선을, 제2군단이 제1사단과 제6사단을 

지휘하여 문경-함창-상주 축선을 방어하도록 하고, 동해안의 제3사단은 육군본부

직할로 편성하였다.

4.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작전

(1) 금강선 지연작전

1950년 7월 13일 

대구에 지휘소를 열

고 지상작전을 통제

하게 된 미 제8군사

령관 워커 중장은 유

엔군의 지원이 이루

어지고 공세이전의 시

기가 조성될 때까지 

시간을 확보하기 위

한 방편으로 금강-

소백산맥 일대에서 북

한국에 도착한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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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군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그는 미 제24사단을 금강선에 

배치하여 공주-대전지역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고, 제25사단을 중부 산악지

대의 주요 도로 상에 저지진지를 점령하여 국군을 지원하며, 1개 대대로 하여금 

영일비행장과 포항을 확보하도록 예하부대에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미 제24사단은 금강선을 연하여 방어배치를 완료하였고, 미 제25사단은 

7월 10∼15일 사이 이동을 완료하여 제27연대를 의성에, 제24연대를 상주에 진출

시켜 국군을 지원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35연대를 예비로 확보한 후 제35연대 1개

대대를 영일비행장에 투입하였다. 이 무렵 국군은 제1군단(수도사단 : 제17연대 

배속, 제1·제2사단)이 괴산-미원 일대에서, 제2군단(제6·제8사단)이 이화령-죽

령에서, 제3사단 제23연대가 영해 남쪽에서 북한군을 방어할 준비를 갖추었다.

한·미연합군이 금강-소백산맥선을 결정적 방어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한강 

이남에서 방어에 가장 유리한 금강이라는 천혜의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고, 또 여

기서 북한군을 막지 못하면 낙동강까지 마땅한 방어지역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북한군은 대전과 소백산맥 지역 일대에서 국군과 미군을 소멸시킨다는 

계획 아래 예비부대까지 총동원하였다. 북한군은 제1군단(제2·제3·제4·제6사

단)에 제105전차사단을 배속하여 금강선에 투입하고, 제2군단(제1·제5·제8·제

12·제13·제15사단)을 소백산맥선과 동해안 방면으로 투입하였다.

금강방어선을 담당하게 된 미 제24사단은 모든 교량을 폭파하고 경부국도가 통

과하는 대평리에 방어중점을 두면서 가능한 한 오래 지연하기로 작전방침을 세웠

다. 사단은 남북전쟁 때에 명성을 떨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예비부대 임무를 수행

한 제19연대에 기대를 걸고 이 연대를 대평리 부근으로 추진 배치하였다. 그리고 

공주 정면에 제34연대를 배치하고, 제21연대를 예비로 하는 방어체제를 갖추었다.

미 제24사단 정면의 북한군 제1군단은 전의-조치원  전투에 이어 연속적인 공

격을 감행하여 대전 일대에서 미 제24사단을 소멸시키고자 제4사단을 공주 방면

으로, 제3사단을 대평리 방면으로 공격하게 하고, 미군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제2사단을 청주에서 대전 방향으로 기동시킨다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제2사단이 국군의 방어에 막혀 청주에서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제3·제4사단만이 

대전을 공격하게 되었다. 북한군은 제4사단이 7월 14일 공주 방향으로, 제3사단

이 7월 16일 대평리 방향으로 각각 공격을 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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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24사단의 제34연대

와 제19연대는 사단장의 기

대와는 달리 북한군의 후방 

기습 차단공격으로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해 보지도 못하

고 공격 당일에 붕괴되어 

금강방어선에서 철수하였다. 

이 무렵 제21연대는 사단 

예비대로서 대전비행장에 위

치하고 있었으나 전의-조치

원 전투에서 입은 피해가 복원되지 않아 전선에 투입할 수가 없었다. 

미 제24사단은 이후부터 대전 서쪽의 갑천(甲川)을 연하는 선을 차후방어선으로 

선정하여 북한군의 진출을 지연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딘 소장은 가용부대가 여의

치 않아 지금까지의 전투피해로 전투력이 저하된 제34연대에 대전방어라는 임무

를 맡기고, 사단의 전투능력을 고려하여 7월 19일 오후에 대전에서 철수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7월 18일 대전비행장에 도착하

여 “미 제1기병사단의 전방 전개를 보장하기 위해 대전에서 7월 20일까지 지탱하

라”는 요지의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딘 소장은 대전 철수시기를 7월 20일로 24시

간 연장시켰다.

북한군 제3·제4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은 금강 교두보를 확보한 후에 전차와 포

병 등 중장비의 도하를 기다렸다가 7월 20일 새벽 3시에 포병 공격준비사격과 함

께 본격적인 대전 포위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 제4사단은 논산-대전 방향에서 

정면공격과 병행하여 1개 연대 규모를 보문산 후방으로 침투시켜 대전 후방의 철

수로를 차단하도록 하였고, 제3사단은 대평리-유성 방향을 포함한 북서쪽 방향에

서 정면 및 측후방 공격을 하도록 하였다.

미 제34연대 예하 대대들은 갑천 방어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혼전을 거

듭하다가 7월 20일 오전에 연대와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후방이 차단된 것으로 

오인하여 연대본부에 보고도 없이 철수하였다. 그러나 사단장과 제34연대장은 이

러한 사실을 모르고 대전 시내에 단독으로 침투한 북한군 전차를 격파하기 위해 

워커 중장과 딘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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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분서주하였다. 그 결과 

전쟁 발발 후 최초로 보급

된 3.5″ 로켓포로 북한군 

전차를 격파하는 데 성공

하였다. 그러나 적의 압력

이 점점 거세지고 전차에 

탑승하여 시내로 침투한 저

격병들의 위협을 고려하여 

사단장은 7월 20일 오후 

5시경에 철수명령을 내렸

다. 이미 대전 후방의 퇴로

가 차단된 상황이었다. 이

때부터 도로차단선 돌파작

전을 개시하였으나 많은 인

명 및 장비 손실만 입고 

실패하였으며, 각 부대들

은 소부대 단위로 산길을 

따라 영동 일대로 철수하

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전쟁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

단장 실종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영동으로 집결한 사단은

미 제1기병사단에 작전책임지역을 인계하고 왜관 일대로 철수하여 부대정비에 들

어갔다.

북한군 제3·제4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은 7월 20일 야간에 대전 점령을 완료하

였다. 이들은 하루 동안 대전에서 부대정비를 한 후 7월 22일부터 제3사단이 경

부국도를 따라 남진하고, 제4사단이 금산-안의-거창 방향으로 진출하였다. 이때 

제3사단은 제8연대를 옥천-영동 도로를 따라서 진출하고, 제7연대와 제9연대를 

금산-무주-영동 도로 방향으로 우회시켜 영동을 점령할 계획이었다.

미 제24사단으로부터 방어책임지역을 인계받은 미 제1기병사단(사단장 Hobart 

<상황도 2-4>  대전전투(1950. 7. 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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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Gay 소장)은 7월 22일 제8기병연대를 영동 서쪽의 약목리(영동 북서쪽 5.5㎞)

와 갈령(영동 남서쪽 5㎞)에 각각 1개 대대씩 배치하고, 제5기병연대를 영동 동쪽 

3㎞ 지점의 426고지 부근을 점령하게 하였다. 기병사단의 전방부대인 제8기병연

대는 7월 23일부터 북한군의 정면과 후방침투 공격을 맞아 제5기병연대까지 지원

받아 대응했으나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7월 25일 영동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제1기병사단은 늦게 도착한 제7기병연대와 전방에서 철수한 제5·제8기병연대가 

축차진지를 점령하면서 황간으로 철수하였다.

7월 25일 영동을 점령한 북한군 제3사단은 다음 날(26일) 새벽부터 29일 사이

에 경부국도 축선을 따라 산발적인 공격을 실시하면서 주력을 남쪽의 무주-지례

(김천 서남쪽 16㎞) 방향으로 우회기동시켜 남서쪽에서 김천을 공격하였다. 이러

한 상황에서 7월 28일 저녁에 황간 북쪽의 미 제27연대가 철수함에 따라 미 제1

기병사단의 측방이 북한군의 위협에 노출되었다. 이에 미 제1기병사단은 포병과 

항공지원을 받아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시키기도 하였으나 퇴로차단의 위협을 느껴 

29일 아침에 황간에서 김천으로 철수하였다. 이때 예하 3개 연대는 김천으로 통하

는 3개 도로망을 각각 통제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이후 미 제1기병사단은 

8월 1일 오후 3시경에 하

달된 “낙동강선으로 철수

하라”는 제8군사령관의 명

령에 따라 낙동강을 건너 

왜관에 집결한 후 새로운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이

로써 7월 22일 영동지역

에 투입되었던 미 제1기병

사단은 북한군 제3사단을 

상대로 지연작전을 실시하

여 약 10일간이라는 시간을 획득해 낙동강방어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기간 중에 미군은 공중공격과 포병화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군의 병력과 

전차·차량·보급품·지휘소 등을 집중 공격하여 북한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혔

제1기병사단 지휘소 부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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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시킬 수는 없었다. 반면에 북한군은 공격 기세를 

계속 유지하여 남쪽으로 진출할 수는 있었지만, 미군의 공중공격으로 병력과 장비를

집중할 수가 없어 전과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추격작전으로 확장하지는 못하였다.

(2) 소백산맥선 지연작전

미 제24사단이 금강선에서 지연작전을 수행할 무렵, 그 동쪽에서는 국군 2개 

군단 5개 사단(수도·제1·제2·제6·제8사단)이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형성하고 기계화 부대로 증강된 북한군 제2군단 예하 5개 사단(제1·제8·제12·

제13·제15사단)과 제1군단 예하 1개 사단(제2사단) 등 총 6개 사단의 공격을 방

어하고 있었다.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진출하던 초기의 위력이 점차 약해지고 기동력이 크게 저

하되자 제3단계 작전(7월 9∼23일) 중반부터는 국군 방어지역인 3번과 5번 도로 

축선에 전투력을 집중하려고 하였다. 이 무렵 김일성은 충주 남쪽에 위치한 전선

사령부에 나타나서 “정면으로만 공격할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산길이나 산등성이

를 따라 우회기동하여 측면과 후방에서 타격함으로써 적의 유생역량을 포위 소멸

하고 방어를 와해시키면서 공격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전선사령관인 김책은 사령부를 충주에서 수안보로 추진

하고 7월 21일부터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 제2군단은 제15사단을 미원-상

주 방면에, 제1사단과 제13사단을 문경-함창 방면에, 제8사단과 제12사단을 풍기

-안동 방면에, 그리고 제1군단의 제2사단을 청주-보은 방면에 각각 투입해 소백

산 줄기의 동남부지역에서 국군을 포위 섬멸하고 대구 방향으로 신속히 진출하고

자 하였다.

미원-함창지역에서는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과 제1·제2사단 및 그 배

속부대가 상주방면으로 남진하는 북한군 제1군단의 제2사단과 제2군단의 제15사

단에 맞서 방어전투를 수행하였다. 국군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한·미 양군 수

뇌부가 금강과 소백산맥을 연하는 새로운 방어선에서 북한군을 지연하기로 결정한 

후 금강 남안으로 철수한 미 제24사단과 협조된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우선 보은

-미원 간에서 북한군을 저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3일 제1군단은 청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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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선에서 철수하여 제1사단이 미원 북방에, 수도사단(제17연대 배속)과 제2사

단이 고은리와 문의 일대에서 각각 방어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이 무렵 국군 제1군단 정면의 적은 북한군 제1군단의 제2사단(사단장 최현 소

장)과 북한군 제2군단의 제15사단(사단장 박성철 소장)이었다. 북한군 제2사단은 

청주 점령 후 옥천 방면으로, 제15사단은 괴산 점령 후 상주 방면으로 각각 진출

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 방향은 국군 수도사단과 제2사

단의 방어지역에 해당되었으며, 북한군 제15사단의 공격 방향은 국군 제1사단 방

어지역에 해당되었다.

고은리 부근의 국군 수도사단(사단장 김석원 준장)과 제2사단(사단장 이한림 대

령)은 14일부터 북한군 제2사단과 격전을 벌였다. 16일까지 3일간 진행된 고은리 

부근 전투는 옥천 방면으로 진출해 미 제24사단의 퇴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지닌 

북한군 제2사단을 저지함으로써 북한군의 작전계획에 차질을 빚게 하였다. 그러나 

16일경 미군의 금강방어선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국군 제1군단은 전선을 재

조정하기로 하고 제2사단과 수도사단을 각각 회인과 보은으로 철수시켰다. 

이 무렵 국군 제1사단(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1개 연대가 16일부터 괴산 방면에

서 남하하는 북한군 제15사단을 거리고개(미원 서북방 7㎞) 일대에서 저지하는 가

운데 주력을 미원 일대에 배치하였다. 북한군 제15사단은 주력이 괴산 남쪽에서 

국군 제1사단을 공격하는 가운데 상주를 기습 점령하기 위해 제48연대를 속리산 

동쪽의 산간도로를 따라 진출시켰다. 이들은 상주를 점령함으로써 국군 제6사단의 

퇴로를 차단하고 북한군 제1사단과 함께 대구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

다. 이때 문경 부근의 국군 제6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보은에서 상주로 이동하던 

제17연대(연대장 김희준 중령)가 화령장에서 이들을 포착하고 매복 공격을 시도해 

큰 전과를 올렸다. 육군본부에서는 화령장 부근의 전투가 확대되자 전선조정 계획

에 따라 춘양으로 진출하려던 국군 제1사단을 화령장에 투입하였다.

제1사단은 7월 22일 화령장에 도착해 이틀간 북한군 제15사단과 화령장 북방의 

동관리와 하송리 일대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한 후 25일 미 제25사단(사단장 

William B. Kean 소장) 제24연대에게 작전지역을 인계하고 제2군단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함창으로 이동하였다.

화령장 전투에서 국군 제17연대와 제1사단은 7월 17일부터 25일까지 북한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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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사단의 2개 연

대를 거의 궤멸

시키는 전과를 올

렸다. 북한군 제

15사단은 국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공격을 중단하고 

방어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로 인해 소백산

맥의 험준한 지형

을 뚫고 상주를 

점령한 후 일거에

대구로 진출하려는 북한군 전선사령부의 계획도 좌절되었다. 전투 후 북한군 제15

사단은 사단장 박성철 소장이 경질되었으며, 약화된 전투력을 만회할 수 없어 이

후에 펼쳐진 낙동강선 전투에서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문경-점촌 일대에서는 국군 제6사단이 북한군 제1·제13사단에 맞서 축차적인 

진지를 점령하면서 지연전을 벌였다. 수안보에서 북한군을 저지하다가 철수한 국

군 제6사단은 금강-소백산맥선 방어계획에 따라 소백산맥의 요충인 이화령과 조

령을 포함한 문경 정면을 전담하였다. 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도로의 관문인 이화

령과 조령에 방어중점을 두고 제2연대를 이화령에, 제19연대를 조령에 각각 배치

하였다. 반면, 수안보에 집결한 북한군 제1사단(사단장 최광 소장)은 문경-점촌-

함창 축선으로 진출하기 위해 공격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북한군 제2군단장은 배

속된 제13사단(사단장 최용진 소장)을 이화령 서쪽 측방으로 침투시킬 준비를 갖

추고 있었다.

7월 14일 북한군 제1사단이 국군 제2연대가 방어하는 이화령을 공격하기 시작

하였다. 이에 국군 제2연대는 오히려 역습을 감행하여 연풍삼거리까지 진출하였다

가 다시 원래의 진지로 복귀하였다. 7월 15일에는 북한군의 대규모 공격이 제19

연대가 방어하는 조령 방면으로 지향되었다. 제19연대는 북한군의 압력을 견디지 

봉황산(△740)에서 바라본 화령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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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문경 쪽으로 

밀리면서 조령이 피탈

되었다.

이 무렵 이 지역에

는 북한군 제1사단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제13사단이 투입되었다. 

북한군 제1사단과 이

를 증원하고 있던 제

13사단의 병력들은 7월 

16일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조령을 점

령한 북한군은 문경 정면으로 공격을 계속하면서 2개 연대를 양 측방으로 우회시

켜 국군 제6사단을 포위 공격하였다. 이로 인해 국군 제6사단은 문경 방어를 포

기하고 병력을 철수시켜 영강을 따라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하천선 방어에 돌입하

였다. 국군 제6사단은 북한군 제1·제13사단과 7월 25일까지 문경-유곡-점촌으

로 이어지는 도로를 중심으로 조봉, 오정산 등지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

다. 북한군 전차의 위협이 가중되고 포화가 점촌의 사단지휘소까지 미치면서 제6

사단의 방어진지가 붕괴될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무렵, 때마침 국군 제1사단 

주력이 함창으로 진출함으로써 제6사단은 돌파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7월 26일부터 이 일대의 작전은 군단 규모로 발전하였고, 국군 제6사단과 제1사

단은 다음 날(27일)부터 반격작전에 나서 오정산 일대를 탈환하고 북한군의 퇴로

를 위협하였다. 이에 북한군 제1사단과 제13사단은 퇴로차단의 위협을 받아 일시

에 와해되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병력과 장비를 잃고서 영강 북쪽 고지 일대로 철

수하였다.

북한군 제1사단과 제13사단의 상주 진출을 차단한 국군 제2군단은 7월 31일 육

군본부로부터 낙동강선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제6사단과 제1사단

은 이 지역의 작전을 종결하고 제6사단이 성주 용기동으로, 제1사단이 낙동리로 

각각 철수하게 되었다.

국군 제6사단 제2연대가 배치된 이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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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안동지역

에서는 국군 제8

사단(사단장 이성

가 대령)이 중앙선

축선을 따라 남진

하는 북한군 제8

사단(사단장 오백

룡 소장)과 제12

사단(사단장 최충

국 소장)의 공격을

방어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풍기로 

철수한 다음 날

인 7월 13일 풍

기분지에 살상지대

를 형성하고, 14일

부터 공격을 개시

한 북한군에게 치

명적인 타격을 가

하여 이를 격퇴시

켰다. 이 때문에 북

한군 제12사단은 상

당 기간 부대정비를 실시하지 않고서는 전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강릉

에서 증편된 제8사단이 제12사단을 증원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중동부전선을 책임

진 북한군 제2군단은 안동 점령이 계획보다 지연되자, 제8사단을 문경-예천 방면

으로 투입해 국군 제8사단을 협공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병력과 장비 등 모든 면에서 북한군보다 크게 열세했지만 정신

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과감하게 공세적인 방어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풍기-영

주 일대에서는 쌍방 간에 일진일퇴가 거듭되는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영주 

<상황도 2-5> 안동 전투(1950. 7. 2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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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과 예천 방면으로 우회한 북한군으로부터 협공을 받게 되면서 국군 제8사단

은 7월 24일 영주의 내성천으로 철수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이날 밤에 내성천 

방어선을 형성하고 3일간 북한군과 대치한 후 28일 새벽 내성천 방어선이 돌파되

자 옹천-안동 간에 2개의 방어선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지연전을 펼치며 철수하

였다. 이때 안동에는 국군 제1군단사령부와 21일 보은에서 이동해 온 수도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7월 31일 국군 제8사단이 옹천에서 안동으로 철수해야 하는 상

황이 발생하자 수도사단은 제1연대를 안동읍 뒷산(북쪽)에 배치하여 제8사단의 철

수를 엄호하게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7월 31일 오후에 국군 제1군단은 육군본부로부터 낙동강-반변천 

남안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군단의 철수명령이 예하부대에 너무 

늦게 하달되어 제8사단과 수도사단은 철수와 엄호에 관한 협조논의를 할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8월 1일 새벽에 양개 사단이 북한군과 접촉을 유지한 

상황에서 철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대혼란이 야기되었다. 더욱이 철수

부대의 주력이 안동교를 미처 건너기도 전에 안동교가 폭파됨으로써 낙동강 북쪽

의 3개 연대는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북한군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아 수많은 인

명이 희생되었다. 특히 제16연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장교 21명, 사병 

814명이 전사 또는 실종되는 손실을 입었다. 

안동교 부근의 반변천으로 도하를 완료한 제8사단과 수도사단 병력은 군단의 

명령에 따라 낙동강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구미동-상아동에 이르는 낙동강방어

선 진지로 철수하였다.

(3) 동해안과 서남부지역 지연작전

동해안지역에서는 국군 제3사단이 주축이 되어 동해가도를 따라 남진한 북한군 

제5사단과 동해안에 상륙해 태백산맥을 타고 내륙으로 침투한 제766부대의 남진

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군과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북한군은 동해안지역으로 제5사단과 상륙부대를 투입해 중서부·중동부지역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면서 영덕-포항을 조기에 공략하고 부산으로 진출

하려 하였다. 7월 1일 울진을 점령한 북한군은 7월 12일 영덕 북쪽 14㎞ 지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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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해까지 남하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유엔 해군의 함포사격과 함재기 공격을 피

해 주로 야간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병참선이 신장되어 보급추진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남진 속도가 크게 둔화되었다.

한편 동해안지역을 담당한 국군 제3사단은 7월 24일까지 제23연대와 독립 제1

대대만으로 영해-영덕 간에서 지연전을 수행하다가 개전 초기에 한강방어선으로 

투입되었던 제22연대가 24일 원대 복귀하고, 뒤이어 해군의 포항경비부에서 편성

한 육전대가 이 지역에 투입됨으로써 전투력이 크게 증강되었다.

북한군 제5사단은 제10연대를 진보 방면으로 우회시키고 7월 14일부터 양개 연

대로 영해 남쪽 진지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하였다. 국군 제23연대와 독립 제1대

대는 병력의 부족과 화력의 열세로 방어진지가 돌파되기 시작하자 명령에 따라 축

차진지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연대는 철수 시 영해-영덕 사이의 교량·터널·

도로 등을 모두 파괴하였고, 유엔 공군과 해군이 북한군의 집결지와 접근로를 타

격하여 진출을 지연시켰다.

그러나 북한군 제5사단(-)이 유엔 해·공군의 포격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음에

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하여 7월 17일 영덕이 함락되기에 이르렀다. 이

때부터 피·아간에는 영덕 부근의 181고지와 207고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전

개되었다. 결국 8월 2일 오후 6시경에 국군 제3사단은 영덕을 재탈환하는 데 성

공하였으며, 이 기간까지 북한군 제5사단은 40% 이상의 병력 손실을 입고 영덕 

북방 산간계곡으로 은신하여 부대정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군 제5사단의 주력부대가 동해가도를 따라 남진하는 동안에 영덕 서쪽의 

진보 방면으로는 북한군 제766부대가 청송을 목표로 남하하였고, 제5사단 제10연

대가 울진에서 영덕으로의 우회기동을 위해 제766부대를 후속하였다.

육군본부에서는 이 일대의 북한군을 저지, 격퇴하기 위해 7월 26일 독립기갑연

대를 제3사단에 배속하여 진보에 투입하였다. 독립기갑연대는 연대주력과 장갑차 

5대를 반변천 남안에 배치하고 이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강원

경찰 제5대대를 통제하여 동측방에 배치하였다.

독립기갑연대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북한군 제766부대와 격전을 벌인 

후 진보 남쪽 비봉산 일대로 철수하였다. 독립기갑연대가 반변천에서 5일간 북한

군 제766부대의 침투를 차단함으로써 아군 전선이 양분되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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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또 영덕으로 우회기동하려는 북한군 제10연대의 작전에 큰 차질을 빚게 

하였다.

한편 호남지역에서는 북한군 제6사단의 공격을 맞아 국군과 경찰이 지연전을 

전개하고, 또 후속부대로 투입된 미 제24사단이 악전고투를 벌였다. 북한군 제1군

단은 1950년 7월 11일 제3·제4사단을 공주-대전 선으로 투입하고, 후속하던 제

6사단을 호남지역으로 우회시켰다. 천안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북한군 제6

사단은 16일 제4사단의 논산 장악과 때를 맞추어 금강을 도하해 이리-전주로 남

진하였고, 예하 제13연대가 군산으로 우회하여 전북지역을 위협하였다.

육군본부는 호남지역 방어를 위해 7월 17일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신태

영 소장)를 편성하였으나 예하부대인 전북·전남지구 편성관구 및 기타 부대가 병

력과 장비 면에서 거의 유명무실하여 방어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다만 새로 

편성된 제7사단 예하의 독립대대(대대장 김병화 소령) 300여 명과 경찰 700여 명

이 강경 방면으로 진출하고, 해병대 고길훈 부대가 군산에서 장항으로 진출하여 

북한군을 저지하였다. 

정부는 북한군이 전주를 장악한 다음 날인 7월 21일 전라남·북도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북한군의 진출에 대비하고자 했으나, 북한군은 기동을 계속하여 정읍-

남원-광주 일대를 7월 23일경까지 장악하였다. 이날부터 남원에서 운봉으로 물러

난 민 부대(부대장 민기식 대령)가 이영규 부대, 김성은 부대, 오덕준 부대, 김병

화 부대 등 군소부대들을 통합하여 북한군을 방어하였다. 북한군 제6사단은 다시 

광주에서 제13연대를 목포로, 제1연대를 보성으로, 제15연대를 순천으로 각각 진

출시켰다. 이들은 25일 다시 순천에서 합류한 후 하동 방면으로 공격을 지향하였

다. 이로써 서남부지역의 전선은 전라도에서 경상남도로 옮겨갔다.

당시 미 제8군사령부는 하동에서 진주로 진출하는 북한군 제6사단과 거창과 안

의 방면으로 남진하는 북한군 제4사단의 진출을 크게 우려하여 제8군 예비로 부

대재편 중이던 미 제24사단을 급히 진주-함양-거창 방면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제6사단의 호남진출을 저지하고자 했던 국군과 경찰은 전투력의 

현저한 열세로 11일 만에 호남의 전 지역을 북한군에게 넘겨주고 말았으며, 경상

도 서부지역에서도 미 제24사단이 국군과 함께 함양-거창 방면과 하동-진주 방

면에서 각각 적을 지연시키고자 하였으나 많은 피해를 입고 철수하지 않을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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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들은 7월 

31일 미 제8군사령

관의 명령에 따라 

낙동강방어선으로 

철수하여 새로운 방

어준비를 갖추게 되

었다.

이렇듯 전 전선

에서 국군과 유엔

군은 7월 내내 북

한군에게 공간을 내

어주는 대신 시간을

얻는 지연작전을 수

행하였다. 그동안 국

군과 유엔군은 국

토의 90%를 잃고 

7만여 명의 병력이 

손실되는 엄청난 희

생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국군과 유

엔군은 그 대가로 

증원부대가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고, 또 북한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기대한 바

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아울러 유엔 해군과 공군이 제해권과 제공권을 완전히 장

악함으로써 북한군의 병력증원과 군수지원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상황도 2-6> 서남부지역 상황(1950. 7. 2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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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낙동강선 방어작전

1. 낙동강방어선 형성

(1) 낙동강방어선

낙동강방어선은 부산을 기지로 총반격을 위한 교두보라는 의미에서 일명 ‘부산

교두보(釜山橋頭堡)’라고 하며, 또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장군

이 설정한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의미에서 ‘워커 라인(Walker Line)’이라고도 한

다. 이 방어선은 전반적으로 낙동강에 연하여 설정되었으며, 남쪽의 마산으로부터 

남지-왜관-낙정리-영덕을 잇는 동·서 간 약 80㎞, 남·북 간 약 160㎞의 ‘⎾’ 

모양의 방어선이었다. 방어선의 대부분은 하천과 고지군 등 천혜의 장애물로 형성

되어 외곽방어선의 유지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부산을 중심으로 방어선의 중요 

지점인 마산, 남지, 왜관, 낙정리, 의성, 영덕까지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내선작전

(內線作戰)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였다.

한·미연합군은 1950년 7월 말까지 ‘공간을 내주는 대신 미 증원부대가 한반도

에 전개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연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제공권과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이 소련제 T-34전차와 자

주대전차포 등으로 무장한 북한군의 남진을 막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게다가 호

남지역으로 우회해 서남부지역 측방을 위협하는 북한군의 기동은 당장 증원 가능

한 병력이 없던 워커 장군으로 하여금 전선을 축소함으로써 병력을 절약해 가용병

력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미 증원부대의 관문이

자 전략적 거점인 부산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낙동강을 따라 연결된 지역을 최후

의 방어선으로 결정하였다. 부산교두보는 한·미연합군의 생명선과 같은 존재였

다. 특히 부산항은 유엔군의 병력과 무기, 장비와 군수물자의 주요 통로였다.

한·미연합군은 1950년 8월 1일부터 4일까지 천연의 장애물인 낙동강을 따라 

연결된 새로운 방어선을 점령하였다. 낙동강방어선은 최초 낙동강을 연하여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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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방어선(X선)과 후에 다

부동 일대를 중심으로 형

성된 방어선(Y선)으로 구

분되었다. 최초 형성된 낙

동강방어선은 남해안의 마

산으로부터 북으로 낙동강

을 따라 대구 서북방의 낙

동리까지 약 160㎞에 이르

며, 여기서 다시 우측으로 

청송을 거쳐 동해안의 영

덕까지 약 80㎞를 산악으

로 연하는 총 길이 240㎞에 

이르는 방어선이었다. 그 

가운데 국군이 128㎞를 담

당하였고, 미군이 112㎞를 

담당하였다. 이후 국군의 

담당지역이 다부동-의흥-

보현산-기계-포항을 연해 

약 80㎞로 축소 조정되면

서 방어선은 총 200㎞가 

되었다.

한·미연합군이 낙동강을 연하는 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는 공세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

해 사수해야 할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점이었으며, 둘째는 지형상의 이점으로 강의 

양쪽이 깎아지른 낭떠러지로 형성되어 강을 건너 공격해야 할 북한군에게 불리한 

반면, 방어하는 한·미연합군에게 유리하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셋째는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해야겠다는 총력전 태세를 유도하기 위함이

었다.

<상황도 2-7> 낙동강방어선의 피아 배치상황

   (1950.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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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연합군의 철수와 부대배치

한·미연합군에게 낙동강방어선으로 철수하라는 미 제8군사령관의 명령이 하달

된 것은 1950년 8월 1일이었다. 이보다 앞서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7월 

26일 낙동강선으로의 철수 준비명령을 하달하였으며, 7월 29일에는 “한 치의 땅

이라도 적에게 빼앗기면 수많은 전우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끝까지 싸워

야 한다”는 이른바 ‘전선 사수’ 명령을 내린 바가 있었다.

낙동강으로의 철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8월 3일까지 낙동강 외곽선인 마산-합천-김천-상주-예천-안동-영덕선에서 북

한군의 공격을 지연시키면서 새로운 방어선, 즉 최초의 낙동강방어선(X선)이 될 

마산-남지-왜관-낙정리-영덕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

에서는 8월 4일 이후 새로운 방어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낙동강선의 부대배치는 피·아의 강점과 약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미 제8군은 지연작전을 통해서 북한군이 산악지대에서의 침투 및 근접전투, 그리

고 우회기동에 뛰어난 반면에 기동공간이 넓고 각종 화력의 운용이 용이한 개활지

에서의 전투는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미 제8군은 강력한 화

력과 기동력을 보유한 미군에게는 낙동강 서부와 남부지역 일대의 개활지 정면을 

담당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고, 산악지대에서 주로 전투를 수행해 온 국군에게는 

낙동강 상류지역의 산악지역을 전투지대로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군은 

왜관의 작오산(鵲烏山)을 경계로 북동쪽으로는 국군 5개 사단이, 남쪽으로는 미군 

3개 사단이 각각 전선을 분담하여 방어하게 되었다.

미군은 8월 1일 낙동강 철수명령에 따라 이동을 개시하였다. 경북 상주에 배치

되어 있던 미 제25사단이 상주-김천-왜관까지 도보와 차량으로 이동한 후 그곳

에서 열차를 이용해 8월 3일 마산에 집결하였다. 미 제25사단이 마산에 집결하기

에 앞서 이 지역의 방어임무를 수행하던 미 제24사단은 7월 31일 사단사령부를 

합천에서 창녕으로 이동하고, 8월 2일부터 진주-마산에 이르는 두 개의 접근로에 

대한 위력수색 정찰을 실시한 후 8월 3일 창녕 일대로 집결하였다. 그리고 경부

국도의 미 제1기병사단도 8월 3일까지 왜관 일대의 낙동강방어선으로 철수를 완

료하였다. 이로써 8월 3일을 기해 미군은 낙동강방어선으로 철수를 완료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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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까지 낙동강의 교량 대부분을 폭파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방어선의 편성에 따라 미군은 제25사단이 진동리에서 남지교

에 이르는 약 48㎞ 정면을, 미 제24사단이 남지에서 창녕을 거쳐 현풍에 이르는 

직선거리 약 37㎞의 정면을, 그리고 제1기병사단이 현풍에서 왜관에 이르는 약 

35㎞의 정면을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왜관 북동쪽의 국군도 같은 시기에 낙동강방어선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육군본부는 제1·제2군단에게 적을 저지하면서 7월 31일과 8월 1일 야음을 이용

하여 낙동강 남안으로 이동하라는 ‘작명 제91호’를 하달한 데 이어서 3일 야간까

지 낙동강방어선으로 철수하라는 ‘작명 제94호’를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함

창에서 북한군을 저지하던 국군 제2군단 예하의 제1사단이 8월 1일 밤 철수를 시

작하여 8월 3일 저녁 신진지를 점령하였으며, 제1사단 우측의 제6사단도 함창-점

촌에서 8월 2일 용기동 일대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2군단 예하의 제8사단

은 안동에서 수도사단의 엄호 아래 낙동강을 도하하여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였고, 

수도사단 역시 길안 방면으로 이동하여 방어편성을 완료하였다.

이와 같이 국군은 8월 3일 야간까지 진지전환을 완료하고 방어편성에 주력하였

다. 새로운 방어선의 편성에 따라 국군 제2군단은 약 68㎞의 방어정면을 담당하

였는데, 제1사단이 왜관-낙정리 간 42㎞를, 제6사단이 낙정리-상아동 간 26㎞ 

정면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1군단의 방어정면은 약 44㎞로써 제8사단이 

상아동-구미동 간 20㎞ 정면을, 수도사단이 구미동-청송 간 24㎞ 정면을 담당하

였다. 동해안지역에서는 육군본부 직할의 제3사단이 영덕 정면의 16㎞에 방어진지

를 편성하였다.

<표 2-9> 한·미연합군 사단의 방어 책임지역

구분 계

미  군 국  군

제25사단 제24사단
제1기병

사단
제1사단 제6사단 제8사단

수도

사단
제3사단

책임

지역

마산-

영덕

남지-

진동리

현풍-

남지

왜관-

현풍

왜관-

낙정리

낙정리-

상아동

상아동-

구미동

구미동-

청송

영덕

정면

방어

정면
240㎞ 37㎞ 40㎞ 35㎞ 42㎞ 26㎞ 20㎞ 2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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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육군본부는 새로운 방어선에서 미 제25사단이 마산으로 이동함에 따라 

국군이 담당해야 할 방어 정면이 확대되어 인접사단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8월 11일부로 국군 5개 사단의 책임지역

을 왜관-다부동-군위-신녕-기계-포항을 연하는 선으로 축소 조정하였다. 이로

써 국군 5개 사단은 약 80㎞의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낙동강방어선의 전체 

길이도 약 200㎞로 축소되었다.

(3) 북한의 전쟁수행방침과 작전기도

북한은 8·15광복 5주년이 되는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함으로써 침략전쟁을 

끝낼 계획이었다. 국군과 유엔군이 8월 1일을 기해 낙동강방어선으로 철수하자, 

북한군은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전에 신속히 추

격하여 낙동강을 돌파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군은 어느 한 곳

만 돌파하면 승리한다는 확신 속에 네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다. 부산을 목표로 하

는 그들의 방안은 첫째 남강(南江)과 낙동강의 합류지점 남쪽에서 마산을 돌파 하

는 것, 둘째 창녕-영산 간의 낙동강 돌출부를 통하여 밀양에서 철도와 육로를 이

용하는 것, 셋째 대구를 돌파하는 것, 넷째 경주를 돌파해 동해안도로를 따라 진

격하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북한군은 낙동강전선에 이르러서 전력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북한군의 

전력 한계는 제공권 상실, 병참선 신장, 후방기지의 파괴에 따른 것이었다. 북한

군은 전쟁 초기부터 유엔 공군에게 제공권을 상실함으로써 전선 공격부대는 물론 

후방의 예비전력까지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북한군은 유엔군의 공중공격으로 보

급추진이 어려워 야간을 이용한 제한된 양의 야포·박격포·기관총만을 전선부대

에 보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이 무렵에 북한군 전선부대가 보유한 야포와 박격

포는 개전 초기와 비교해 1/3로 감소하였고, T-34전차도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또한 병참선이 늘어남에 따라 기본적인 

보급은 물론 병력과 장비의 보충도 극히 제한을 받았다. 북한군의 병참선은 만주

-평양-서울-낙동강전선과, 블라디보스토크-청진-원산-서울-낙동강전선 등 두 

가지였다. 보급 수송로의 중심지였던 서울로부터 낙동강전선의 관문인 왜관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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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0㎞에 달하는 장거리였다. 여기에 유엔 항공기의 전략폭격으로 북한의 주요 

군수시설과 공장이 파괴됨으로써 북한의 전쟁지원 능력은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북

한군 병사들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어 있었다. 낙동강전선에 전개한 북한군의 각 

사단 전투력은 개전 초기에 비해 50∼60%로 격감되어 있었다.

북한군은 전선지역의 보급을 위해 30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기도

하였다. 강제 동원된 주민들은 1인당 20㎏의 보급품을 20∼30㎞씩 릴레이식으로 

전선부대에 날랐다. 이러한 원시적인 방법으로 전선까지 운반된 보급품은 400톤 

정도였으며, 이는 북한군 전선부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군 전선부대의 보급품 부족현상은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 7월 15일까지 

206톤이었던 북한군 1개 사단의 1일 평균 보급량이 8월 15일에 이르러서는 51톤

으로 약 3/4이 감소하였다.

이 시기 북한군에는 보급 문제와 더불어 병력 부족현상도 두드러졌다. 북한은 

부족한 병력의 보충을 위해서 거의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부족한 병력

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린이까지 전선에 투입했으며, 남한 점령지역에서는 이른바 

‘의용군’이라는 명목으로 청년들을 전선의 총알받이나 노무자로 내보냈다. 북한은 

전선 상황이 악화되자 연령에 관계없이 점령지역의 남자들을 모두 동원하는 조치

를 취하였다. 그러나 병력의 부족현상은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갔다.

전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군에 불리해져 언젠가는 균형이 깨질 것임을 북한

군도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지구전(持久戰)은 북한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였

다. 한·미연합군이 낙동강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북한군은 그들의 

특기인 후방으로 진출한 후 후방지역을 차단하는 전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피해를 무릅쓰고 정면공격을 강행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이 선택한 전술은 대구를 중심으로 마산, 창녕, 영천, 

포항 등 몇 곳에 전투력을 집중하여 전선을 돌파하는 것이었다. 이어 돌파한 지역

으로 예비대를 투입해 부산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낙동강전선에서 북한군이 시도

한 첫 번째 대규모 공격작전이 이른바 ‘8월 공세’였다.

북한군의 8월 공세는 한·미연합군이 낙동강에서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전에 신속히 대구 일대에서 한·미연합군의 주력을 포위 섬멸하여 최종 목표인 부

산 점령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북한군은 주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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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1950년 8월 북한군 전투편성

구   분 예하부대 공격 축선 아군 정면

제1군단

(마산-왜관)

∙ 제6사단 ∙ 마산-부산 축선 ∙ 미 제25사단

∙ 제4사단 ∙ 영산-밀양 축선 ∙ 미 제24사단

∙ 제3사단 

∙ 제10사단
∙ 왜관-대구 축선 ∙ 미 제1기병사단

제2군단

(왜관-포항)

∙ 제13사단

∙ 제15사단
∙ 다부동-대구 축선 ∙ 국군 제1사단

∙ 제1사단 ∙ 군위-대구 축선 ∙ 국군 제6사단

∙ 제8사단 ∙ 의성-영천 축선 ∙ 국군 제8사단

∙ 제12사단

∙ 제766부대
∙ 기계-경주 축선 ∙ 국군 수도사단

∙ 제5사단 ∙ 영덕-포항 축선 ∙ 국군 제3사단

지원부대

(제1⋅제2군단)

∙ 제105전차사단

∙ 제83독립전차연대

대를 왜관-대구 축선에 투입하고 아울러 한·미연합군의 전투력을 분산시킬 목적

으로 전 전선에서 동시 공격을 개시하고자 하였다.

8월 공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군은 전체 13개 사단 가운데 11개 사단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다부동-대구 축선에 2개 사단, 군위-대구 축선에 1개 사단, 

왜관-대구 축선에 2개 사단을 투입하고, 나머지 5개 사단은 마산, 밀양, 영천, 

경주, 포항 축선에 투입하여 전 전선에서 돌파를 시도하게 하였다. 8월 4일 북한

군은 낙동강방어선의 외곽선까지 진출하여 공격을 위한 부대배치를 완료하였다.

2. 북한군 8월 공세와 국군·유엔군의 방어

(1) 서남부지역 작전

① 마산지구 전투

미 제24사단이 금강선에서 북한군 제3·제4사단과 지연전을 실시하고 있을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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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 북한군 제6사단은 

호남지역으로 우회하여

빠른 속도로 남진해 목

포와 여수 등을 점령

하였다. 진격을 계속한 

북한군 제6사단은 7월 

말경 부산에서 불과 50㎞

거리에 위치한 마산을 

향해 접근하였다. 이들

은 미 제8군의 왼쪽 측

방을 돌파한 후 진주-

마산-부산 축선으로 진

출하여 부산을 점령할 목적으로 마산 방면에 공격력을 집중하였다. 이때 북한군 제

6사단은 1개 모터사이클연대와 T-34전차 25대, 포 6문을 보유하였고, 남한 점령지

역에서 강제 동원한 청년 2,500여 명을 충원하여 병력이 7,500명에 달하였다.

한편 미 제25사단장 킨(William B. Kean) 소장은 8월 1일 오후 3시에 제8군

사령부로부터 마산 방면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단은 8월 3일 야간에 

이동을 완료한 후 낙동강 돌출부 남쪽의 남지에서 마산에 이르는 방어선을 점령하

였다. 사단은 8월 4일까지 제35연대를 중암리에, 제24연대를 함안 부근에, 제27

연대를 진동리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선두부대들은 이미 사단의 후방지역

인 함안 남서쪽 서북산 일대로 침투하고 있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역공격을 실시하여 이 지역에 집중되는 북한군의 위협을 제

거함은 물론 북한군의 예비대를 이 지역으로 유도하여 대구전선에 대한 압력을 다

소라도 완화시킬 목적으로 공격작전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전력 증강을 위해 제

27연대와 제5연대전투단을 교대시키고 해병 제1여단, 제89중전차(M4A3)대대, 해

병 제1전차대대를 배속시켜 ‘킨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Kean)’를 편성하였다.

‘킨 특수임무부대’는 진주를 탈환하기 위하여 마산에서 진주에 이르는 3개 도로

를 중심으로 8월 7일 오전 6시 30분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쪽의 제35연대는 이

날 항공지원을 받아 부계리 부근에서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을 격퇴하고 계획대

미 제25사단장 킨 소장(왼쪽),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가운데),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 대장(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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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촌리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남쪽의 제5연대전투단과 해병 제5연대는 진동리 

부근 야반산에 강력한 거점을 구축한 북한군의 저항으로 진출로가 차단되면서 처

음으로 공격에 실패하였다.

제5연대전투단, 해병 제5연대, 제24연대의 공격부대들은 악전고투 끝에 공격개시

3일째인 8월 9일 정오 무렵에 진동리 부근의 북한군을 격퇴하고 공격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공격을 재개한 해병 제5연대는 8월 11일 고성 부근에서 항공지원을 

받아 북한군 제83모터사이클연대를 격멸하는 등 진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12일 

사천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중앙의 제5연대전투단은 8월 11일 제3대대만 진주고개에서 제35연대와 

합류하였고, 주력은 8월 10일 봉암리 일대에서 후방으로 침투한 북한군의 야간기

습을 받아 혼란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지휘 혼선을 빚은 제5연대전투단 주력은 

후방으로 침투한 적으로부터 11일 저녁 야간이동 중에 다시 공격을 받아 많은 피

해를 입었다. 특히 이 공격에서 미 제555야전포병대대는 2개의 고사포대와 8문의 

105mm 곡사포가 피해를 입었고, 제90야전포병대대도 155mm 곡사포 6문이 소

실되었다. 이에 봉암리 계곡은 ‘피의 계곡’ 또는 ‘포병의 무덤’으로 불리게 되었다. 

제5연대전투단은 제8군의 명령에 따라 8월 12일 저녁 반격작전을 중지하고 서북

산 일대로 철수하였다.

‘킨 특수임무부대’는 미군이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 최초로 실시한 공격작전

에서 병력 4,000∼5,000명과 전차 13대를 파괴시켜 북한군 제6사단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미 제25사단은 마산의 위기를 극복하였지만 진주를 탈환하고 대

구 정면에 집중된 북한군을 분산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 

② 창녕-영산 전투

미 제25사단이 마산방면에서 북한군과 공방전을 전개하는 동안에 그 우측의 창

녕-영산 방면에서는 미 제24사단(사단장 John H. Church 소장)이 북한군 제4

사단과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창녕-영산지역의 낙동강은 동으로 굽어져 남강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10㎞ 거리에 있는 영산 맞은편에서 서쪽으로 굽어 넓은 반원형을 형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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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이곳을 ‘낙동강 

돌출부(Naktong Bulge)’

라고 불렀다. 이 지역은 

강폭이 300~400m에 이

르고 수심도 2~4m인 

낙동강이 방어선의 3/4

을 둘러싸고 있으며, 많

은 곳에서 물굽이를 형

성하고 있어 방어하기에 

유리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의 명

령에 따라 서남부전선으

로 급파된 미 제24사단

은 낙동강과 남강의 합

류지점으로부터 북쪽으

로 낙동강을 따라 현풍

까지 약 60㎞의 넓은 

방어정면을 담당하였다. 

사단장 처치 소장은 제

34연대를 영산에, 제21

연대를 창녕에, 그리고 배속된 국군 제17연대를 현풍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 제24사단은 계속된 지연전으로 인해서 전투력이 40%에 불과하였다. 사단 예

하의 각 연대는 2개 대대로 편성되었으며, 대대 병력도 500명 정도에 지나지 않

았다. 

한편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북한군 제6사단이 진주를 점령하자 예하의 제4사단

(사단장 이권무 소장)에게 낙동강을 신속히 도하하여 영산과 밀양을 점령하고 대

구-부산 간 도로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4사단은 8

월 3일 합천 동남쪽의 초곡리까지 진출하여 도하준비를 완료하였다. 이때 제4사

단의 총병력은 약 7,000명이었고, 12문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상황도 2-8> 미 제24사단의 영산 전투(1950. 8. 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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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제4사단은 8월 5일 자정이 지날 무렵 미 제24사단 제21연대와 제34연

대의 전투지경선 부근인 부곡리와 제34연대의 오항 지역으로 도하공격을 개시하였

다. 제34연대는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클로버고지(165고지)를 빼앗겼으나 역습을 

통해 고지를 탈환하고 낙동강 진지를 확보하여 영산으로 통하는 도로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쌍방은 10일 동안 유엔군의 낙동강방어선 유지에 분수령이 되는 

클로버고지와 어봉리 능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미 제24사단장은 8월 10일 증원부대인 미 제2사단 제9연대, 제34연대, 제19연

대, 제21연대 제1대대 등으로 ‘힐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Hill)’를 편성하고 제

9연대장 힐(John G. Hill) 대령에게 지휘권을 부여하여 총공격을 준비하게 하였

다. 그러나 이 공격보다 앞서 북한군 제4사단이 오항과 박진나루터에 수중교를 

가설하고 야간을 이용해 대규모 병력과 전차, 박격포, 야포 등을 도하시켰다.

8월 11일 아침 북한군은 ‘힐 특수임무부대’가 공격을 개시하기 직전에 선제기습

공격을 가해 왔다. 이로 인해 공격개시선에 대기하고 있던 ‘힐 특수임무부대’는 오

히려 혼란상황에 빠져들었고, 결국 아군의 공격계획은 무산되었다. 그리고 주저항

선을 돌파한 북한군 2개 대대 규모가 영산-밀양 도로를 따라 사단지휘소가 있는 

밀양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은 예비인 제27연대에 이어 미 제2사단(사단장 Lawrence B. 

Keiser 소장) 제23연대를 영산 일대에 투입해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하도록 하였

다. 제27연대와 제23연대가 내륙진출을 기도하는 북한군을 격멸하고 영산지역 위

기를 타개하자, 8월 14일 ‘힐 특수임무부대’도 돌출부 지역으로 공격을 재개하였

다. 그러나 힐 특수임무부대는 오히려 근접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돌출부 지역에서 미 제24사단의 공격작전이 거듭 실패함에 

따라 이 지역의 위기가 낙동강방어선 유지의 최대 고비라 판단하고 최강 전력인 

미 해병여단 투입을 결정하면서 공격을 독려하였다. 이에 미 제24사단장은 어봉

리 능선과 클로버고지 일대를 집중 포격한 후 해병여단에게는 어봉리 능선을, 제9

연대에게는 클로버고지를 공격하게 하였다. 이 지역으로 전차 4대를 증원하는 등 

북한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지만, 제9연대는 8월 17일 막강한 포병화력지원을 

받으며 클로버고지를 점령하였고, 해병여단은 8월 18일 저녁 무렵에 제9연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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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방지원과 근접항공지원을 받아 북한군을 격퇴하며 어봉리 능선을 탈환하였다. 

결국 북한군 제4사단은 18일 저녁 어둠을 이용하여 100여 명씩 무리를 지어 낙동

강을 건너 철수함으로써 낙동강 돌출부지역의 전투는 일단락되었다.

이 전투에서 미 제24사단과 배속부대들은 많은 인명 손실이 있었지만, 낙동강 

돌출부를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낙동강방어선의 붕괴를 막았다. 반면에 북한군 제4

사단은 다시는 낙동강전선에 투입될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인 피해를 입었다.

(2) 대구 북방의 방어선 조정 : X선에서 Y선으로 

낙동강방어선의 서남부지역에서 북한군과 미군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 대구 

북방에서도 피·아간에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1950년 8월 초 북한군 전선사

령부는 제2군단 예하의 제1·제13·제15사단 등 3개 사단을 함창과 상주 일대에, 

제2군단 예하의 제3·제10사단 등 2개 사단을 왜관 서쪽에 집결시켜 총 5개 사단

으로 대구 공격을 준비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대구 정면을 지키고 있던 아군의 방

어 병력은 총 3개 사단이었다. 대구를 중심으로 왜관 북방 328고지에서 낙정리까

지는 국군 제1사단이, 그 좌측으로는 왜관의 303고지에서 현풍까지 미 제1기병사

단이, 그리고 제1사단 우측으로는 낙정리에서 의성 서쪽까지 국군 제6사단이 각각 

담당하였다.

이 지역의 지리적 여건은 낙동강 수심이 30년 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1~1.5m에 

지나지 않아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었으며, 고령·왜관·상주·안동에서 대구로 

이어지는 도로가 발달하여 공격하는 북한군에게 유리하였다.

대구를 목표로 한 북한군의 낙동강 도하 공격은 8월 3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북한군 제13사단이 국군 제1사단 지역으로, 북한군 제1사단이 국군 제6사단 지역

으로 낙동강 도하 공격을 시작하였다. 주접근로를 담당한 국군 제1사단은 낙정리 

부근으로 도하하는 북한군 제13사단을 몇 차례 격퇴시켰다. 그러나 북한군의 도하

가 본격화되자 제1사단은 42㎞에 달하는 방어정면이 너무 넓은데다가 북쪽이 돌

출되어 있어 방어선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서 8월 4일 방어정면을 축소 조정

하였다. 북한군은 5일부터 주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돌파하고자 했으나 제1사단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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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사단이 국군 제1사단의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자 북한군은 8월 8일 새벽 

1시부터 제15사단을 추가로 공격에 투입하였다. 이날 북한군은 제13사단과 제15사

단이 상주의 강창나루와 구미의 마진나루에 수중교를 만들어 전차와 함께 각각 

1개 연대 병력으로 국군 제11연대와 제15연대 정면을 도하 공격하였다. 약 30㎝의 

물 밑으로 모래와 자갈을 채운 가마니들을 연결시켜 만든 수중교는 항공정찰로도 

관측되지 않아 제공권이 없는 북한군으로서는 최적의 도하방법이었다.

국군 제1사단은 북한군 2개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서 제11연대가 해평천(海

平川)으로 철수하였지만, 북한군에게 방어선 돌파를 허용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제15연대는 일시적으로 방어선이 돌파될 위기에 처했으나 예비인 제12연대의 지

원으로 위기를 타개하였으며 유엔 공군의 지원 하에 역습을 실시해 8월 9일 새벽

에 상실한 고지를 탈환하고 10일 새벽에는 북한군을 낙동강 서쪽으로 격퇴하였다.

국군 제1사단의 우측에서는 제6사단이 대구 방어를 위해 북한군 제1사단과 접

전을 벌였다. 제6사단은 춘천의 초기 전투에서 북한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 바 

있으며, 계속되는 전투에서도 북한군에게 조직적인 반격을 실시하여 아군의 전투

력을 보존하면서 북한군의 전력을 소모시키는 방법으로 지연전을 감행해 온 사단

이었다. 북한군 제1사단과 제13사단, 그리고 제8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전선을 

축소해 온 국군 제6사단은 8월 1일 함창에서 낙동강을 건너 용기동(의성 동쪽 40㎞)

으로 이동하였다. 이곳에서 제6사단은 8월 5일부터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 제1사

단에 맞서 양곡동, 선돌주막, 옥연동 지역에서 여러 차례에 밀고 밀리는 혈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국군 제1사단 좌측의 미 제1기병사단도 8월 9일 새벽 3시에 북한군 제3사

단(사단장 이영호 소장)으로부터 도하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북한군 선두부대

는 왜관교 남쪽 3㎞ 지점의 노촌에서 총을 머리에 받쳐 들고 도하하였다. 정면의 

제5기병연대가 북한군의 도하 사실을 알고 낙동강을 향해 사격을 집중했을 때에

는 이미 상당수의 북한군이 도하를 완료한 뒤였다. 이어서 북한군 제3사단 주력이 

신시 부근에서 도하하자 미 제5기병연대는 즉각 조명탄과 예광탄으로 정면을 대

낮같이 밝히고 보·전·포의 저지사격으로 노출된 북한군을 향해 집중하였다. 도

하 중인 북한군은 순식간에 대부분이 궤멸되었으며 그 일부만이 다시 낙동강을 건

너 철수하였다. 그리고 앞서 낙동강을 도하한 북한군도 다음 날 금무봉(268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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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7기병연대의 공격을 받고 격퇴되었다. 

후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전투에서 북한군 제3사단 제7연대가 대파당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서울사단이라는 칭호까지 받은 북한군 제3사단은 도하작전

의 실패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후 미 제1기병사단 지역으로는 북한군 제10사

단이 제3사단을 증원하여 투입되었다. 

이 무렵 미 제8군사령부는 낙동강방어선 전반에 대해 검토를 실시한 후 전선을 

재조정하였다. 이는 국군의 방어정면이 너무 넓어 부대 간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군의 돌파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8월 11일부로 국군은 축소된 방어선인 왜관 북방 303고지-다부동-군위-보

현산을 잇는 선으로 이동해 북한군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1사

단은 8월 12일 낙동강 연안 방어선에서 최후의 방어선인 다부동 지역으로 전개해 

포남동의 270고지-수암산-유학산-신주막을 연하는 20㎞의 신방어진지를 점령하

였다. 그리고 제6사단은 위천 북쪽에서 배수진을 형성하기 위해 제7연대를 군위-

효령 접근로에, 제2연

대를 의성-의흥 접근

로에 배치하고, 그동

안 병력 손실이 많은 

제19연대를 의흥 부

근에 예비로 집결시켜 

부대정비를 실시하게 

하였다. 이 무렵(13일)

북한군은 제1사단이 군

위에 집결하였으며, 제

8사단(제103치안연대 

배속)이 의성에서 남

하할 준비를 갖추고 있

었다.

파괴된 왜관교를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미 제5기병연대
(1950년 8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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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부동-포항지역 전투 

① 다부동 전투

북한군은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려던 계획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이

날을 ‘대구 점령의 날’로 정하고 다부동 지역의 국군 제1사단과 효령 지역의 제6

사단, 그리고 왜관 지역의 미 제1기병사단 정면에서 일제히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

였다.

당시 국군 제1사단은 좌측의 제15연대가 왜관 북쪽 5㎞ 지점에 위치한 전술적 

요충지인 328고지에서 북한군 제3사단과 13일부터 뺏고 뺏기는 쟁탈전을 전개하

고 있었으며, 중앙의 제12연대가 북한군 제15사단이 점령하고 있던 유학산(839고

지)을 탈취하기 위해 14일부터 공격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측의 제11연대

는 14일 오후부터 시작된 북한군 제13사단의 공격으로 15일 아침에 저지진지 후

방 3㎞ 지점인 진목동(다부동 동북방 4㎞)으로 철수한 상태였다. 

국군 제1사단 우측의 국군 제6사단은 좌측의 제7연대가 15일 오전에 북한군 제

1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한때 매봉산 남서쪽 3㎞ 지점인 373고지를 피탈당하

기도 했지만, 포병과 항공화력의 지원 아래 원진지를 회복한 후 혈전을 거듭하였

고, 북한군 제8사단의 공격을 받은 제2연대와 제19연대도 큰 피해를 무릅쓰고 방

어선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왜관 지역을 담당하던 미 제1기병사단은 좌측의 제

7기병연대가 14일 새벽에 낙동강을 도하한 북한군 제10사단의 공격을 받고서 포

병과 항공화력의 지원 아래 이를 격퇴하였으나, 우측의 제5기병연대가 수중교를 

이용해 도하한 북한군 제3사단 병력과 작오산(303고지) 일대에서 공방전을 전개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8월 15일을 전후로 대구 북방의 위기는 절정에 달하였다.

대구 전선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왜관 정면의 적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미 제8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상륙작전 때 생로(Saint Lo) 지

역에 감행한 융단폭격을 생각하고, 이의 실행을 유엔군사령관에게 건의하였다. 맥

아더 장군은 미 극동공군사령관에게 북한군의 집결지에 대한 융단폭격을 지시하였

다. 국군 제1사단 방어정면의 낙동강 서안 5.6×12㎞ 지역이 표적으로 선정되었

다. 미 극동공군사령부는 8월 16일 일본 요코다(橫田)와 가데나(嘉手納) 비행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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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B-29폭격기 98대를 출격시켜 이날 오전 11시 58분부터 12시 24분까지 26분 

동안 960톤의 폭탄을 표적지역에 투하하였다. 폭격의 결과는 폭격 뒤에 발생한 

짙은 연기로 인해 공중관측이 불가능하였고, 정찰대의 파견도 여의치가 않아 정확

히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8월 19일로 예정된 제2차 융단폭격은 취소되었

다. 그 후 포로진술에 따르면, 제1차 융단폭격으로 인해 북한군은 포병과 지원부

대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미 낙동강을 도하한 북한군 보병의 경

우에는 병력 손실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지만, 북한군의 사기 저하와 국군의 사기 

증진이라는 심리적인 측면의 효과는 대단히 컸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융단폭격에도 불

구하고 대구를 점

령하려는 북한군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북한군은 제13사단

을 투입하여 국군 

제1사단이 장악하고 

있던 다부동 서쪽

을 공격하기 위해 

병력을 집결시키고,

제1사단과 제8사단

을 군위와 의성 축

선으로 공격하도록 하면서 일부 병력을 다부동 동쪽 가산(902고지)으로 진출시켜 

다부동을 포위하려 하였다. 특히 16일 적이 다부동 동쪽 6㎞ 지점의 741고지에서 

서남진하여 다부동 바로 동측의 466고지를 공격해 옴으로써 국군 제1사단은 돌파

되느냐 고수하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미 제8

군사령관은 군사령부 예비인 미 제25사단 제27연대를 8월 17일 다부동지역에 투

입하였다.

북한군의 대구 공격이 다부동 우측방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8월 18일 새벽에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가산에 침투한 북한군이 발사한 박격

포탄이 대구역에 떨어지면서, 이 충격으로 정부가 부산으로 이동하고 피난령이 하

B-29중폭격기 98대가 융단폭격한 후의 왜관 서북지역 모습(1950.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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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되는 등 대구가 일시 혼란에 휩싸였다. 사태는 간신히 수습되었으나 대구 지역

에서의 북한군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미 제8군사령부는 북한군의 압력이 거세지자 8월 19일 미 제2사단의 제23연대

를 후방인 두전동에 배치하여 방어종심을 증가하고, 육군본부에서도 제8사단 제10

연대를 제1사단에 배속시켜 가산 일대에 배치하였다. 다부동 정면에서는 이날 미 

제8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국군 제1사단과 미 제27연대가 역습을 감행했으나 전

선을 돌파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8월 20일에는 다부동전선이 잠시 소강상태에 놓

이게 되었다. 이것은 북한군이 다부동전선의 돌파가 어렵게 되자 유학산 일대에 

전개한 제15사단을 영천 방면으로 전환시켜 대구를 공격하기 위하여 전선을 조정

하느라 생긴 공백이었다. 

다부동전선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국군 제1사단장과 미 제27연대장은 진목동에

서 신주막에 이르는 도로에 전차를, 양측에는 보병을 투입하여 반격을 실시하였

다. 그러던 중 8월 21일 밤 북한군이 전차와 자주대전차포를 앞세우고 미 제27연

대 정면에 주공을, 국군 제11연대 정면에 조공을 지향하여 공격해 왔다. 

북한군은 신주막

-다부동 접근로의 

양측 능선을 따라 

각각 1개 대대 규

모의 병력을 투입하

고, 5번 도로를 따

라 보·전 협동부대

로 공격을 감행하

였다. 북한군은 전

차 7대와 자주대전

차포 3문이 사격을 가하면서 전진해 왔고, 그 뒤로 19대의 차량과 산개한 보병이

뒤따랐다. 미 제27연대는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북한군의 보병과 전차를 분리시

킨 후 가용한 전차를 동원해 전차전을 전개하였다.

다부동 접근로의 좁은 골짜기에서는 미군과 북한군의 전차포에서 발사되는 탄환

과 포탄으로 5시간 동안 불꽃이 튀기면서 밤하늘을 수놓았고, 굉음이 산야를 진동

볼링앨리 전차전 후 파괴된 미군 전차(1950년 8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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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장병들은 전차 포탄이 어둠을 뚫고 좁은 계곡의 도로

를 따라 상대방의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곧장 날아가는 모양이 마치 볼링공이 핀

을 향하여 재빠르게 미끄러져 나가는 모양과 같다고 하여 ‘볼링장(Bowling Ally) 

전투’라고 불렀다. 이날 밤 미군의 화력지원은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는데, 

야포 1,661발을 비롯해 4.2″ 박격포 902발, 81mm 박격포 1,200발, 60mm 박격

포 385발 등이 불을 뿜었다. 다음 날(22일) 아침, 미군 정찰대는 진전에서 파괴된 

북한군 전차 9대와 자주대전차포 4문, 그리고 여러 대의 차량과 1,300여 구의 북

한군 사체를 확인하고 11명의 포로도 획득하였다. 이로써 대구를 목표로 다부동으

로 공격하던 북한군은 약 75%의 병력이 손실된 채로 진출을 포기하고 철수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이날 오전에는 북한군 제13사단 포병연대장 정봉욱(鄭鳳旭) 중

좌가 귀순해 오고, 그의 진술에 따라 122mm 곡사포 7문과 76mm 곡사포 13문

이 은폐되어 있는 북한군 포진지에 대해 유엔 전폭기의 폭격과 미군 155mm 곡사

포의 대포병 사격이 실시되어 이를 무력화시켰다. 또한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는 

그동안 8차례의 공격 끝에 이날 밤 최초로 야간기습을 시도하여 유학산을 탈환하

는데 성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부동전선은 여전히 불안하였다. 8월 23일 북한군 제1사단 

제1연대는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가 지키고 있던 741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북한군 일부 병력이 가산까지 침투하여 제11연대 지휘소와 미군 포병진지를 공격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군 제1사단은 미 제27연대와 ‘볼링장 계곡’에서 반격을 

실시하여 신주막까지 진출하고, 국군 제10연대와 미 제23연대는 우인접 국군 제6

사단에 배속된 독립기갑연대와 더불어 공격작전을 전개하여 가산 일대에 침투한 

북한군을 격멸하고 741고지를 재탈환하였다. 이로써 다부동 동측방의 위협은 완전

히 해소되었으며, 국군 제1사단은 8월 24일 당초 ‘최후 저지선’으로 설정했던 328

고지-수암산-유학산-741고지를 잇는 방어선을 회복하고 북한군을 내려다보면서 

방어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 북방의 다부동전선이 안정되고, 8월 말에 미 제2사단 병력 전부가 미국 

본토로부터 증원되자 미 제8군사령부는 미군 방어정면을 넓히고 국군 방어정면을 

좁히는 조치를 취하여 다부동 지역을 미 제1기병사단이 담당하도록 전선을 조정하

였다. 그리고 국군 제1사단을 가산에서 신녕-의성 사이의 도로까지 12㎞의 팔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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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기슭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② 기계-안강-포항 전투

1950년 8월 4일을 전후해 낙동강방어선의 왜관-낙동리-의성-길안-청송-영덕

까지 약 120㎞의 구간에 배치된 국군 5개 사단은 북한군 주력과 대치하며 힘겨운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때 길안(청송 서쪽 15㎞)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국군 

수도사단이 북한군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아 8월 5일 의성 방향으로 철수함에 따

라 청송-기계 축선이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미 제8군사령부와 육군

본부가 청송에서 기계에 이르는 31번 도로가 험준한 산악으로 형성되어 있어 북

한군의 대부대가 기동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점을 재빨리 간파한 북한군 제12사단은 국군이 배치되

어 있지 않은 산악지역을 통과해 8월 7일 오후 도평동(기계 북방 40㎞)을 점령하

고, 8월 8일에는 죽장(기계 북방 20㎞)에 도달하였다.

당시 이 지역을 방어하던 국군 제1군단 역시 청송-기계 사이의 31번 도로에 대

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북한군 제12사단이 국군의 취약지역을 돌파하고 나

서야 국군 제1군단은 북한군의 목표가 기계-안강-경주 축선임을 알게 되었다. 그

러나 국군 제1군단이 너무도 충격적인 사태에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북한군 제12사단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 8월 10일 기계까지 도달하였다.

기계를 점령한 북한군이 안강-경주 방향으로 침투할 경우 국군의 방어선은 2개

로 분리되면서 대구와 포항의 후방지역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부산 방어를 위한 

차후 방어선도 편성할 수 없게 되어 수습할 수 없는 국면에 빠질 수 있었다. 위기

를 실감한 육군본부에서는 8월 10일부로 포항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이성가 대령)

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가용할 병력이 없던 육군본부는 궁여지책으로 새롭게 편성 

중인 제25연대를 포항지구전투사령부에 배치하였다. 제25연대는 상황이 너무 급

박했기 때문에 전투력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안강지역에 투입되었다. 다급한 상황

을 모면하기 위해 실시된 역습의 결과는 참담하였다. 

정일권 육군총참모장과 김홍일 제1군단장은 고심 끝에 제17연대와 의성에 배치

되어 있는 수도사단을 전환하기로 하고, 8월 12일 오후에 이동명령을 하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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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연대와 수도사단 제1연대가 안강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차단하고, 수도사단 제

18연대가 기계에서 후방 지역으로 공격함으로써 안강-기계 일대에서 북한군 제12

사단을 섬멸하기로 하였다. 

‘제17연대와 수도사단의 안강 도착이 빠르냐, 북한군의 경주 또는 포항 도착이 

빠르냐’의 시간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때 상황 전환의 계기가 생겼다. 8월 10일 

기계까지 파죽지세로 내려 왔던 북한군 제12사단이 후속부대의 도착 지연과 보급 

부진으로 멈춰선 것이었다. 유엔 해·공군의 지속적인 후방공격의 효과였다. 이 

사이에 제17연대가 먼저 안강에 도착해 8월 12일 안강-포항 사이의 도로를 차단

하였다. 이어서 8월 13일에는 수도사단의 제1연대와 제26연대가 안강에 도착해 

북한군의 경주 진출을 차단하였다.

기계 북쪽에서는 수도사단 제18연대와 독립기갑연대가 북한군의 후방을 차단하

고, 북한군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17연대와 수도사단이 역으로 

북한군 제12사단을 포위하는 형태가 되었다. 국군은 8월 18일 기계 일대에서 총

공격을 시작하였다. 끈질기게 저항하던 북한군은 후방이 차단되자 철수하기에 급

급하였다. 식량 및 탄약 부족으로 전투 의욕을 상실한 북한군은 많은 전사자를 남

겨둔 채 일부 패잔병만 비학산 일대로 도주하였다. 수도사단은 이 전투에서 북한

군 1,245명을 사살하고 다수의 장비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국군 수도사단은 기계탈환전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북한군 제12사단이 더 

이상 능동적인 작전을 전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사단은 북한군 제

12사단의 마지막 거점인 비학산을 목표로 일제히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예상

과 달리 북한군은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 강력하게 저항함으로써 사단의 공격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이는 북한군이 새로운 공격을 위하여 부대 재편에 착수해 

전투력을 보강했기 때문이었다.

이 무렵 큰 타격을 입고 괴멸상태에 놓인 북한군 제12사단은 제2군단장의 명령

에 따라 제766부대를 해체하여 그 병력 1,500여 명을 수용하고, 신병 2,000명을 

보충 받아 총 병력 5,000명의 전투부대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장비와 탄약의 보

급은 좌인접 부대인 북한군 제5사단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예정보다 신속하게 부대 

재편을 완료한 북한군은 8월 24일을 기해 수세에서 국지적인 공세로 전환하였고, 

8월 26일 야간에 대규모 공격을 재개해 다음 날(27일) 새벽 무렵에 기계를 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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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하였다. 이후 이 지역에서는 기계를 재탈환하려는 국군 수도사단과 안강을 거쳐 

경주로 진출하려는 북한군 제12사단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한편 동해안지역에서는 8월 2일 영덕에서 철수했던 북한군 제5사단이 청송-기

계 축선의 제12사단과 보조를 맞추어 영덕-포항 방향으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

였다. 이때 영덕을 방어 중인 국군 제3사단(제22·제23연대)은 치열한 근접전을 

반복했지만, 제23연대의 일부 진지가 돌파되면서 방어선이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전투력이 저하된 국군 제3사단은 역습과 철수를 반복하면서 영덕 남쪽의 강구를 

거쳐 8월 10일 장사동으로 철수하였다.

북한군 제5사단이 강구에 진입한 8월 10일은 북한군 제12사단이 강구 남서쪽 

30㎞ 지점에 있는 기계를 점령한 날이기도 하였다. 포항과 안강에 이르는 교통의 

요충지였던 기계의 상실은 곧 포항의 위기로 직결되었다. 게다가 8월 11일에는 북

한군 제766부대의 일부 병력이 포항시내까지 진입하였다.

포항의 위기 상황을 보고받은 제8군사령관은 영일비행장을 확보하기 위해 미 

제19연대 제3대대로 브래들리 특수임무부대(Bradley TF)를 편성해 포항에서 영일

비행장에 이르는 도로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포항 남쪽 6㎞ 지점에 위치한 영일비

행장은 미 제40전투비행대대가 주둔해 지상부대를 근접지원하고 있는 전략적 요

충지였다.

이 무렵 포항 북방에서는 북한군 제5사단의 일부가 7번 국도를 우회하여 흥해

까지 침투하면서 국군 제3사단이 장사동 일대에서 포위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자력으로 포위망을 돌파할 능력이 없었던 국군 제3사단은 8월 17일 새벽 6시경 

유엔 해군이 지원한 4척의 LST를 이용해 독석동 일대에서 해상으로 철수하였다. 

이 작전으로 해상 철수한 병력은 제3사단 9,000여 명을 비롯해 경찰 1,200여 명, 

노무자 1,000여 명 등이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까지 포항 남쪽 구룡포

에 성공적으로 도착하였다. 이날 북한군 제5사단이 포항 시가지로 진입하였다. 

포항이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가자 육군본부는 민부대에 포항 탈환임무를 부여하

고 형산강 남쪽에 배치하였다. 이때 브래들리 특수임무부대도 형산강 바로 남쪽의 

영일비행장에서 북한군의 형산강 도하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북한군은 포항에 진

입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유엔 해군의 함포사격에 많은 피해를 입고 포항 외곽

으로 철수하였다. 민부대는 8월 18일 새벽 포항 시내로 진입해 도시 전역을 장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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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9일 포항지역의 진지를 국군 제3사단에게 인계하고 나서 대구로 복귀하였다.

북한군은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유엔 해·공군의 발진기지인 포항을 점령했

지만 끝까지 이를 지켜내지 못하고 스스로 철수하였다. 이는 북한군이 계속된 작

전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있었고, 또 유엔 해·공군의 집중적인 포격과 폭격으로 

식량·탄약·장비 등을 지원 받지 못해 전투력이 급감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공

격 중인 3개 부대(제12사단, 제5사단, 제766부대)의 협조된 작전이 이루어지지지 

못한 것도 스스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였다.

국군과 유엔군 역시 가용 전투력이 극히 제한적이었지만, 해·공군의 긴밀한 지

원으로 북한군을 격퇴하고 포항과 기계 지역을 탈환할 수 있었다. 포항 전투 이후 

이 지역의 북한군은 다시 공격에 나설 때까지 상당 기간 부대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로 인해 9월까지 동해안지역 전선은 소강상태를 보였다.

3. 북한군 9월 공세와 국군·유엔군의 방어

(1) 북한군의 공세준비와 계획

대구를 목표로 한 북한군의 8월 공세는 낙동강방어선조차 돌파하지 못한 채 실

패로 끝났다. 북한군은 8월 공세를 통해 제공권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돌파작전의 

필수조건인 전투력의 집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특히 왜관 서쪽 약

목 일대에서 감행된 유엔 공군의 융단폭격의 충격으로 북한군은 병력을 집중하지 

못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한군은 8월 공세를 통해 1∼2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돌

파구를 형성한다 해도 기동력이 우수한 유엔군이 지체 없이 예비대를 투입해 국지

적인 전투력의 우세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8월 공세의 결과와 전훈을 토대로 북한군은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을 

새로운 공격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부산 점령을 위한 최후 총공격인 9월 공세를 

준비하였다. 9월 공세의 작전개념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접근로에서 일제히 공격해 

한 곳이라도 돌파구가 형성되면, 그 지역에 대한 전과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었

다. 이러한 작전개념 하에 북한군은 8월 공세와는 달리 야간전투와 침투전술을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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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이 공격을 위해서 북

한군은 총 13개의 보병

사단과 1개의 전차사단, 

2개의 기갑여단(제16·제

17기갑여단), 그리고 치

안연대 등을 전선에 투

입하였다. 북한군의 지

휘체계는 8월 공세 때와 

마찬가지로 전선사령부 예

하에 제1·제2군단으로 이

루어졌다. 경상남도 고령

에서 고성에 이르는 지역

을 담당한 북한군 제1군

단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제10·제2·제4·제9·

제7·제6사단을 배치하였

으며, 제105전차사단 1개

연대와 제16전차여단에게

이들을 지원하게 하였다. 

아울러 제6사단의 후방에는 제104치안연대가 뒤를 받쳤다. 그리고 성주에서 흥해

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한 북한군 제2군단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제3·제13·제1·

제8·제15·제12·제5사단을 배치하였으며, 제105전차사단의 주력과 제17전차여

단이 배치되었다. 북한군은 이들 2개 군단 예하부대를 총 5개의 공격집단으로 편

성하고 8월 말까지 전선을 따라서 집결을 완료시켰다.  

9월 공세를 준비하는 북한군은 사단 수에 비해 전체적인 병력 수가 많지 않았

으며, 사기도 크게 저하된 상태였다. 미 제8군의 정보판단에 따르면, 9월 1일을 

기준으로 전선부대의 총병력이 9만 7,850명이었으며, 사단별로는 5,000명에서 1만 명

이었다. 그나마 이들 중 1/3 정도는 신병으로서 대부분 남한 점령지역에서 의용군

<상황도 2-9> 북한군 9월 공세 시 피아 배치상황(1950.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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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이름 하에 강제로 모병된 병사들이었다. 그리고 더욱 악화되어 가는 보급

사정은 사기 저하로 이어져 숫자상의 병력대로 전투력을 발휘할지조차 크게 의문

시되고 있었다.  

<표 2-11> 북한군 9월 공세 시 공격집단 편성

구  분 공격 집단 전투 편성 공격 축선

제1군단

(마산-왜관)

∙ 제1공격집단
∙ 제6·제7사단

∙ 제104치안연대
∙ 마산-김해-부산 축선

∙ 제2공격집단 ∙ 제2·제4·제9·제10사단 ∙ 영산-밀양-부산 축선

∙ 배속 부대
∙ 제105전차사단(-)

∙ 제16기갑여단

제2군단

(왜관-포항)

∙ 제3공격집단 ∙ 제1·제3·제13사단 ∙ 왜관/다부동-대구 축선

∙ 제4공격집단 ∙ 제8·제15사단 ∙ 영천-대구/경주 축선

∙ 제5공격집단 ∙ 제5·제12사단 ∙ 안강/포항-부산 축선

∙ 배속 부대
∙ 제105전차사단(-)

∙ 제17기갑여단

(2) 유엔군의 전력증강과 전선조정

북한군에 맞서 낙동강방어선을 지키고 반격으로 전환한다는 국군과 유엔군의 목

표는 북한군의 8월 공세를 저지하면서 보다 현실화되었다. 8월 말 국군과 유엔군

의 병력은 북한군보다 2배 가량 우세했고, 보급사정도 훨씬 좋아졌으며, 지원화력

도 미 극동 해·공군에 더하여 지상화력이 크게 보강되어 북한군보다 월등히 우세

하게 되었다.

초기에 주일미군이 증원되어 한·미연합군으로만 구성되었던 유엔군은 8월 29일 

홍콩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 제27여단(여단장 B. A. Coad 준장)이 들어오면서 

다국적 유엔군으로 변모하였으며, 미군도 제2사단(사단장 Laurence B. Keis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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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필두로 미국 본토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들까지 본격적으로 증원되어 작전

운용에 융통성을 갖게 되었다. 국군도 사단증편 계획에 의해 8월 20일 제7사단이 

재창설되고, 8월 27일에는 제11사단이 창설준비를 시작하는 등 미군으로부터의 보

급지원 하에 반격을 위한 전투준비를 갖추었다. 또한 육군본부는 감소 편성된 미

군 전력보강을 위해 모든 미군 사단에 각각 8,000여 명의 한국군 병력(카투사)을 

보충하였다.

<표 2-12> 낙동강 전투시 국군·유엔군과 북한군 전투력 비교 

구분 국군 및 유엔군 북한군

병력

[ 국  군 ]
∙ 군단 : 2개
∙ 사단 : 6개
∙ 병력 : 115,147명 

[ 유엔군 ]
∙ 사단 : 4개
∙ 여단 : 2개

(영연방 1개 여단 포함) 
∙ 병력 : 116,725명

총 병력 : 231,872명 

∙ 8월 공세 시 : 
총 10개 사단 79,100명
   

∙ 9월 공세 시 : 
총 13개 사단 97,850명

주요무기
및

장비

∙ 야포 : 1,418문
∙ 전차 : 500여 대
∙ 소화기 : 489,000정
∙ 기관총 및 로켓포 : 34,316정

(3.5″로켓포 900여 문 포함) 
∙ 전투차량 : 743대
∙ 일반 차량 : 15,000대 등

[ 8월 초 ]

∙ 야포 : 410문
∙ 대전차포 : 467문
∙ 고사포 : 72문
∙ 박격포 : 1,024문
∙ T-34 전차 : 약 100대
∙ SU-76 자주대전차포 : 58문 등

[ 9월 중순 ]

∙ 야포 및 박격포 : 총 811문 
(대구 서북쪽 주공 방면 236문) 

∙ 전차 총 40여 대
(대구 서북쪽 주공 방면 20대)

비고 : 국군과 유엔군의 병력은 1950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지상군(해병대 포함) 수치

이며, 주요 무기 및 장비는 낙동강선 방어작전 기간 동안에 보급된 수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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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낙동강전선에서는 군번도 계급장도 없이 전선에 뛰어든 무명용사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1950년 6월 29일 피난길에 올랐던 학생들이 수원에서 조직한 

‘비상학도대’를 시초로 하여 만들어진 학도의용군은 교복을 입은 채 책 대신 총을 

메고 전투에 뛰어들어 많은 희생을 당하기도 하였다. 일명 ‘지게부대’로 알려진 노

무부대는 수송·보급·잡역을 겸한 1인 3역을 담당했으며, 전선 전후방에서 국군

뿐 아니라 미군에도 배속되어 수많은 탄약과 식량, 무기를 운반하고 부상자를 후

송하였다. 특히 이들은 무더웠던 날씨에 치러졌던 낙동강전선의 산악 고지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병역의무가 없던 나이어린 소년·소녀들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충정으로 군에 입대하여 수색대나 특공대 요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렇듯 병력이 증강됨에 따라 미 제8군사령부는 1950년 8월 하순에 전선을 재

조정하였다. 제8군은 북한군의 주공이 지향된 상주-다부동-대구 축선을 미군 책

임지역으로 변경하여 부대를 재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 제1사단이 담당했던 

다부동지역을 미 제1기병사단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국군 제1사단은 다부동 동쪽 

지역인 팔공산 북쪽의 새로운 방어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선조정에 따

라 신녕 정면의 제6사단 방어정면도 축소·조정되었다.

아울러 유엔군사령부는 주한 유엔군과 주일 미군의 군수지원을 전담할 목적으로 

주일군수사령부(Japan Logistical Command : JLCOM)를 창설하였다. 8월 25

일 미 극동군사령부의 주요 편제부대로 주일군수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미 제8

군은 일본에서 수행해야 했던 버거운 후방지원 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

고 얼마 뒤인 9월 18일에는 부산에서 국군·유엔군의 보급과 피난민·전쟁포로의 

관리 임무를 수행하던 미 부산군수사령부가 미 제2군수사령부로 확대 개편되었으

며, 같은 날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게 될 미 제10군단의 병참지원을 위해 미 제3

군수사령부가 편성되었다.

또한 유엔군사령부는 8월 27일 미 극동공군과 해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예하기구로

통합하여 지휘체제의 단일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총반격작전을 고려하여 9월에 미 

제8군 예하에 미 제1·제9·제10군단 등 3개의 군단을 편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 제8군사령부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럽 전선에서 브래들리(Omar Bradley) 

원수가 지휘하던 집단군사령부의 참모장을 지낸 앨런(Leven C. Allen) 소장이 참

모장으로 부임하였으며, 한국전선에서 전공이 두드러진 장교들도 사령부의 참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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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치되었다.

<표 2-13> 낙동강 방어작전기 유엔군 지휘계통

7F

英

加

豪

韓

유엔군사령부
맥아더 원수

5F

SAC

英

豪

加

韓

지원

제8군

××  ××

24

××

17

P

∧

2

××

1

×

P

∧

1

××

27

×

P

∧

25

××

P

∧

민
부대

≀≀≀ (미)

1

×××

21 (미)

9
(미)3

(미)72 ●

(미)15 ●

×××

잭슨
TF

(미)○

1

×××

××

(미)(-)24

××

3

×××

처치
TF

(미)

(미)●

(미)

(미)A

∧

극동
공군

3 MAG1

×××

2

××× ××

MAG

MAG

극동
해군

지원

지원

(행정)

P 경찰

MAG 군사고문단

지휘계통
지원
연락⋅조정

범

례

● ○

연락
조정

한국정부

MAG

MAG육군본부

××  ×× 브래
들리
TF

(英)

(미) (미) (미) (미)

객관적인 면에서 8월 말의 상황은 분명 국군과 유엔군에게 유리하게 전환되고 

있었지만, 문제는 장병들의 방어의지가 이 작전을 지휘하고 있던 워커 제8군사령

관의 ‘사수 의지’나 그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데 있었다. 다시 말해 국군

과 유엔군의 공세적 의지가 부족하였다. 공격작전이나 방어작전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공세의지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 의지의 회복은 작전의 성공을 또

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풀릴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떠한 계기가 주어지면 국군과 유엔군이 막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의 9월 공세는 서남부(마산-남지-영산-창녕)지역에서 

8월 31일 밤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어 9월 2일에는 동북부(왜관-영천-기계-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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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북한군이 서남부지역을 먼저 공격한 것은 유엔군을 기만해 

유엔군의 예비대를 서남부 방향으로 끌어들인 후 동북부지역을 공격하기 위해서였다.

(3) 북한군의 공세와 주요전투

① 마산 서북방 전투

1950년 8월 하순 마산 정면의 전선은 대체로 소강상태를 유지하였지만 북한군

의 후방지역에는 병력집결이 현저히 관측되고 있었다. 북한군은 제6사단이 진주

에, 제7사단이 의령 동북쪽 일대에 집결하여 공격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유엔 공군의 계속된 폭격에도 불구하고 남강에 수중교를 부설하여 도하공격을 준

비하였다. 북한군의 작전계획은 제6사단이 진주-검안리-마산 도로를 따라 돌파하고, 

제7사단이 남강 남쪽 도로를 차단하는 것으로서 두 개 도로가 주공 축선이었다.

이에 맞서 미 제25사단은 제35연대를 남강변과 검안리 일대에, 제24연대를 전

투산과 필봉 등 함안 일대의 산악지대에, 제5연대전투단을 서북산 남쪽에서 진동

리 해안까지 각각 배치하고, 제27연대를 마산에 예비로 확보하였다.

북한군 제1군단은 8월 31일 밤 11시 30분에 제7사단과 제6사단 병력으로 총공

격을 개시하였다. 야간에 이루어진 북한군의 공격은 이전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

여주는 것이었다. 당시 제공권을 완전히 상실한 북한군은 야간공격으로 군사행동

을 취하여 날이 밝을 즈음 양측 병력이 100∼150m 정도로 근접한 상태에서 대치

하여 유엔 공군이 피·아를 구분할 수 없도록 하는 공격방식을 택하였다. 이렇게 

하여 북한군은 전투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계속적인 공세를 유지하려 하였다.

북한군 제7사단은 공격명령이 하달되자 일제히 남강을 도하하여 미 제35연대 

진지를 공격하였다. 북한군 제7사단의 목표는 미 제35연대를 각개 격파하여 마산

을 점령한 다음 부산 방면으로 진출하여 삼랑진과 구포 선에서 미군의 주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미 제35연대는 유엔 공군으로부

터 항공지원을 받으면서 북한군을 저지하고자 했으나 검안리 북쪽의 제1대대와 제

2대대 간격이 돌파되면서 후방지역으로 북한군의 침투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남

강변의 제2대대가 퇴로가 차단되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사단에서는 9월 2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18 _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일 오후 고립된 병력을 구출하기 위해 제27연대 제2대대를 투입하였다. 대대는 

완강히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3일 오후 제35연대 제2대대 잔여병력과 함께 

보·전·포 협동공격을 전개하여 마침내 진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이날 중리에 

위치한 미 27연대 지휘소와 포진지가 침투한 북한군에 의해 한때 피습되기도 하

였다.

한편 방어지대 중앙을 담당한 미 제24연대도 북한군 제6사단 주력의 공격을 받

아 함안 정면에 배치된 제2대대가 돌파되고 병사들이 분산 철수함으로써 함안이 

피탈되었다. 사단장은 즉시 제27연대 제1대대를 투입하였다. 함안 일대에서는 이

틀간 피·아간에 공격과 역습을 반복하는 혈전이 벌어졌다. 북한군 포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4개 대대의 북한군 병력이 집결해 있었으며 양일간의 전투에

서 1,000여 명이 손실되었다고 한다. 이틀간의 혈전 끝에 9월 2일 제27연대 제1

대대는 야포·전차·항공기의 지원 하에 최초의 진지를 회복하였다. 함안 일대를 탈

환한 제27연대 제1대대는 4일 밤 제24연대 제1대대에 진지를 인계하였으나 다음 날 

아침 북한군의 공격을 받은 제24연대 제1대대가 다시 철수함으로써 작전에 큰 차

질을 초래하였다. 미 

제24연대는 상주전투 

이래 빈번히 전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잦

아 이때 사단장이 보

병연대로서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서 이

를 제8군사령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남강과 함안 일대

의 전투는 9월 5일부터 약화되었다. 적의 병력과 보급로에 대한 포격과 항공폭격

이 주효하였다. 특히 유엔공군기들은 수시로 출격하여 북한군 진지와 집결지를 강

타하여 미 제25사단장 킨 장군으로부터 “근접항공지원으로 사단이 구출되었다”고 

평가받았을 만큼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 이후 미 제25사단은 전투산과 서북산을 

함안 교량 밑에 위치한 미 제27연대 지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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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하여 9월 중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마산 서부지역에서는 미 제25사단이 구(舊)진지의 

대부분을 회복한 9월 7일부터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전투를 수행하였으며, 

반면에 북한군의 공격력은 점차 한계점에 도달해 가고 있었다.

② 창녕-영산 전투

낙동강 돌출부 창녕-영산에서는 미 제2사단이 북한군 제1군단 예하의 제2공격

집단과 결전을 벌였다. 미 제2사단은 8월 20일 미 제24사단으로부터 작전지역을 

인수받아 제9연대를 영산 정면의 부곡리에서 남지까지, 제23연대를 창녕 정면에, 

그리고 제38연대를 현풍 정면의 강안고지에 각각 배치하여 진지편성에 주력하였

다. 반면 북한군은 제9사단이 8월 말경부터 영산 정면에, 김천에서 재편성을 완료

한 북한군 제2사단이 창녕 정면에, 북한군 제10사단이 현풍 정면의 낙동강 대안

에 집결하였다.

북한군은 8월 31일 밤 미군의 포격을 받으면서 낙동강을 도하해 미군 진지를 

공격하였다. 영산 정면의 미 제9연대 지역으로는 북한군 제9사단 주력이 박진나

루를 건너 공격해 왔으며, 창녕 정면의 미 제23연대 지역으로는 북한군 제2사단

이 공격해 왔다. 그리고 현풍 정면의 미 제38연대 지역으로는 북한군 제10사단이 

9월 2일에 기습적으로 도하하여 공격을 감행하였다.

8월 31일 영산 정면의 미 제9연대는 적정파악을 위해 편성된 만주 특수임무부

대(Task Force Manchu)가 도하준비를 갖추고 있던 중에 적으로부터 대규모 기

습공격을 받았다. 미 제9연대는 순식간에 많은 손실을 입은 채 강안진지를 돌파 

당했으며, 특히 정찰대의 일부로서 박진나루에 배치된 중화기 소대는 거의 저항도 

못한 채 생포되었다. 제9연대는 정찰계획을 취소하고 즉시 제2대대의 1개 중대를 

클로버고지와 오봉리 능선에 급파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고지 일대의 주요거

점이 북한군에게 장악된 뒤였다. 이로 인해 아군이 오히려 기습공격을 받아 중대

장이 전사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영산에 위치한 연대지휘소마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창녕 정면에 배치된 미 제23연대도 거의 같은 시간에 북한군 제2사단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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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을 받았다. 방

어진지는 순식간에

돌파되어 많은 병

력이 전사했거나 포

로가 되었으며, 퇴

로마저 차단되어 철

수할 수도 없는 상

황에 이르렀다. 이

에 사단장은 즉시 

제38연대 제3대대

를 포병과 전차, 항공기의 근접지원 아래 창녕에서 모산리로 투입하였다.

이렇듯 미 제2사단은 9월 1일 아침에 정면 10㎞, 종심 13㎞에 달하는 지역을 

돌파당해 책임지역이 창녕과 영산으로 양분되었다. 창녕과 영산을 남북으로 잇는 

도로가 북한군에게 차단되면서 북쪽에 있던 제23·제38연대와 포병이 남쪽의 제9

연대와 분리가 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지휘통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창녕과 현풍

일대의 부대는 포병사령관 하인즈(Loyal M. Haynes) 준장이, 영산 정면은 부사

단장 브래들리(Joseph S. Bradley) 준장이 지휘하도록 하였다. 사단 책임지역이 

양분된 데다가 사단사령부와 전방 연대간의 통신마저 끊어지고 가용한 사단 예비

부대도 없었던 미 제2사단은 큰 위기에 빠졌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9월 2일 

현풍 정면으로 도하공격을 감행한 북한군 제10사단이 현풍 부근에서 소규모 정찰

전만을 수행할 뿐 더 이상 진출을 하지 않은 것이었다. 

낙동강 서남부지역이 위기에 놓이자 워커 미 제8군사령관은 극동 해·공군에게 

최대한의 공중화력지원을 요청하고 미 해병 제1여단을 미 제2사단에 배속시켜 낙

동강방어선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에 해병여단이 9월 3일 오전 8시 55분 중앙

에서 영산 서쪽으로 공격을 개시하여 9월 5일 오봉리 능선을 점령했고, 제9연대

가 클로버고지까지 진출하였다. 이때 탄약이 바닥나고 유류가 고갈된 북한군은 제

대로 된 대응을 하지도 못하고 물러났다.

북한군은 9월 6일까지 간신히 클로버고지를 연하는 선에서 교두보만을 확보하고

있었다. 북한군 포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전투로 북한군 제2사단은 약 3,800여 

영산전투에 투입되어 전투하고 있는 미군(1950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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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인원손실로 전투력을 상실하였다. 미 제2사단도 가장 큰 손실을 입은 미 제

23연대의 전투력이 38%로 저하되었다. 미 해병 제1여단은 예정된 2일차인 9월 5일

까지 작전을 수행하다가 상륙작전을 위하여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③ 왜관-다부동 전투

왜관-다부동 지역은 국군 제1사단이 북한군의 8월 공세를 막아내고, 미 제1기

병사단에게 인계한 지역이었다. 북한군은 9월 2일부터 12일까지 다시 이 지역에 

제3공격집단인 제1·제3·제13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을 투입해 총공세를 감행

하였다.

북한군은 8월 공세에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방어선 돌파를 위해 재정비에 주력하였다. 북한군은 9월 2일 제3공격집단에 편성

된 제2군단 예하 제1·제3·제13사단으로 미 제1기병사단과 국군 제1사단이 방어

하고 있는 왜관-다부동-대구 축선으로 공격한다는 9월 공세계획을 수립하였다. 

반면에 8월 10일 왜관 전투에서 북한군 제3사단을 격퇴시킨 미 제1기병사단은 유

엔군의 전선조정에 따라 제5기병연대를 왜관 남쪽에, 제7기병연대를 유학산 일대

에, 제8기병연대를 다부동에 각각 배치하여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이곳에서 다시 8월 공세와 같은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먼저 공격을 

개시한 것은 미 제1기병사단이었다. 8월 31일 밤 북한군 제1군단이 낙동강 돌출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자 워커 미 제8군사령관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1기병사단에 북서쪽으로 공격을 개시하여 적을 유인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은 사단 참모와 연대장들의 건의에 따라 다부동-대구 도로를 통제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집결지로 알려진 제7기병연대 전방의 수암산(519고지)을 

공격목표로 선정하였다. 제7기병연대는 9월 2일 아침 근접항공지원과 사단포병의 

지원 아래 수암산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제7기병연대의 공격은 기동공간이 협소하

여 실패하였다. 

북한군의 공격은 9월 2일 저녁 전차를 선두로 다부동지역의 제8기병연대를 공격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공격으로 미 제1기병사단의 우전방이 돌파되었으며, 

전술적 요충지인 가산(902고지)마저 피탈되었다. 또한 중앙의 제7기병연대도 후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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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침투하여 464

고지를 장악한 북한군

에게 포위되었다. 이에 

제8군사령관은 9월 5일

제1기병사단에 야간을 이

용하여 칠곡 부근의 신

방어진지로 철수하도록 

지시하였고, 사단은 다

부동의 제8기병연대, 수

암산의 제7기병연대, 그

리고 303고지의 제5기

병연대 순으로 진지에서 이탈시켰다. 쌍방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진 9월 5일 하루에

만 미군은 전사 및 행방불명 724명, 전상이 521명 등 1,245명의 인명피해를 입었

다. 게다가 사단 전체가 후방으로 약 4㎞를 철수함에 따라 전선이 대구와 불과 

10㎞밖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구는 북한군 야포의 사정권 내에 들

어가게 되었으며, 낙동강방어선 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심각한 위협에 처한 미 제8군사령부는 낙동강방어선을 포기하고 ‘데이비

드슨선(Davidson Line)’으로 철수할 것을 일시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시점

에서 낙동강방어선의 포기는 인천상륙작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었다. 

결국 미 제8군은 사령부와 육군본부를 부산으로 이동시키고, 대구에는 전방지휘소

만 운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북한군의 공격은 여기까지가 한계였다. 최후공세를 가하던 북한군은 12일

경 작전한계점에 도달하였다. 북한군은 항공기에 의한 지속적인 공격으로 병참기

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 장비는 도착하지 않고, 탄약은 고갈되었으며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대가 전진할 수 없었다.

9월 12일 제7기병연대가 대구에 가장 근접한 314고지(도덕산 남쪽 능선)를 탈

환함으로써 미 제1기병사단은 낙동강방어선의 위태로운 고비를 넘겼다. 이후 미 

제1기병사단은 우측의 국군 제1사단과 함께 9월 14일까지 대구 북쪽 약 10㎞ 지

점에서 북한군을 저지하였다. 북한군 제1사단과 제13사단이 9월 15일 다부동과 가

적정을 살피고 있는 미 제1기병사단 관측장교(1950년 9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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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산성 북쪽으로 철수함으로써 대구 점령을 위한 북한군 제2군단의 9월 공세는 

좌절되었다.

④ 영천지구 전투

8월 말 북한군 제4공격집단에 편성된 제2군단 예하 제8사단과 제15사단은 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신녕과 영천을 목표로 최후공세를 준비하였

다. 북한군 제8사단은 의흥 일대에서 강제징집병으로 병력을 보충하고, 제17기갑

여단의 전차 21대를 배속 받아 공격력을 강화하였다. 이들은 신녕을 목표로 조림

산-갑령 선을 돌파지역으로 계획하고 모든 전차와 주력부대를 집중시켰다. 그리

고 북한군 제15사단은 8월 20일 다부동 정면에서 의성을 거쳐 영천 동북방 입암

리로 이동한 후 부대정비와 더불어 배속된 제73독립연대 및 제103치안연대와 함

께 전차 12대와 각종 포 166문의 지원 아래 최후공세를 준비하였다.

이 지역의 방어는 국군 제6사단이 신녕 북쪽 산악지대인 산성-갑령-화산 선에 

주저항선을 형성하고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하였으며, 제8사단이 보현산과 입암리 

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8월 말경부터 전초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때 제8사

단 제10연대는 제3사단에 배속되어 포항 일대에서 작전 중이었다.

영천은 대구와 포항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북한군이 영천을 점령할 경우 

국군 제1군단과 제2군단이 분리될 뿐만 아니라, 낙동강 교두보 내의 유일한 동서 

보급로가 차단될 수 있었다. 또한 북한군이 이곳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출하면 왜

관과 다부동 일대의 아군 방어선 후방이 차단됨으로써 낙동강방어선 전체가 위험

에 처하고, 또 북한군이 경주 방면으로 진출해 제12사단이 합세할 경우 부산이 위

협받을 수 있었다.

9월 공세가 시작되자 북한군 제8사단과 제15사단은 신녕과 영천을 목표로 9월 

2일 야간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 제8사단의 공격은 

국군 제6사단 제19연대 제1대대의 전차특공대의 활약과 유엔 공군의 화력지원으

로 갑령 일대에서 저지되었다. 북한군은 갑령 일대에서 21대의 전차를 잃게 되어 

보·전 협동공격에 실패하였고, 따라서 신녕-하양-대구로 진격하려던 계획마저 

크게 차질을 빚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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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죽장-영천 축선으로 공격해 온 북한군 제15사단에 맞서 방어전을 전개

하던 국군 제8사단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북한군 제15사단이 영천을 목

표로 9월 2일 야간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자 국군 제8사단은 분전했으나 다음 

날 우측 제16연대의 방어진지가 무너지면서 영천 북방의 기룡산 일대로 철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사단은 4일 오후까지 기룡산 일대의 능선을 중심으로 제16·제

21연대와 사단에 배속된 제7사단 2개 연대(제3·제5연대)를 배치하였다. 육군본부

에서는 이날 신녕에서 작전 중인 제7사단 제8연대를 영천의 제8사단으로 전환시

켜 영천지구의 전투력을 강화하였다. 

북한군 제15사단은 9월 5일 새벽 1시경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각종 포의 

지원 하에 전차 5대를 선두로 입암과 영천 간 도로를 따라 남진하여 3개 방면에

서 공격을 가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중앙의 제16연대와 제3연대가 북한군의 주

공에 대항하였으나 몇 시간 만에 종심 깊이 돌파됨으로써 위기를 맞게 되었다. 

좌·우측 제21연대와 제5연대도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다가 영천 북방 대천동과 

상리동 선으로 철수하였다.

육군본부는 영천 북방 상황이 매우 위급하고 교통 및 통신의 제한으로 현재의 

제1군단으로는 영천 방어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서 9월 5일 오전 

10시 30분을 기해 국군 제8사단을 제2군단(군단장 유재흥 준장)으로 배속 변경하

였다. 위기에 직면한 제2군단장은 제1사단장과 제6사단장을 불러 각 사단에서 1개 

연대씩 차출해 영천으로 증원할 것을 명령하였다. 당시 제1사단과 제6사단도 책임

지역 방어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나 달리 대안이 없었다.

9월 5일 야간부터 영천 읍내에는 북한군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북한

군의 주력은 조교동 부근에서 병력을 증원받아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9월 6일 

새벽 전차를 선두로 영천 읍내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국군은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은 전투가 벌어졌으며 낮에는 

화력전이었고 밤에는 백병전이었다. 그러나 국군의 방어진지는 북한군의 공격 기

세에 밀려 점점 와해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전방의 제8사단 제16연대와 제7사

단 제8연대는 더 이상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영천 남쪽으로 철수하였

다. 이로써 영천은 9월 6일 오전 7시경 북한군에게 피탈되었다. 이 무렵 양측방

의 제8사단 제21연대와 제7사단 제5연대는 통신이 두절되어 영천의 전황을 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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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채 북한군과 교전 중이었다.

영천 읍내에서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세 차례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

되었다. 이 전투들은 국군 제8사단과 북한군 제15사단 간에 이루어졌다. 특히 영

천 북쪽에 배치되었던 국군 제8사단 제21연대는 북한군 2개 연대의 공격을 저지

하는 데 성공하고 끝까지 방어진지를 사수하였는데, 이 부대는 차후 전개된 영천

지구 반격작전에서도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영천 읍내 남쪽에 배치되었던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는 영천을 통과하여 

이동하는 북한군 선두부대의 진격을 저지하였다. 그리고 영천 서북쪽 신녕지역의 

국군 제6사단도 북한군 제8사단의 공격을 계속 격퇴하였다. 북한군 제2군단장이 

북한군 제8사단장에게 “신녕을 돌파하지 못해 영천을 점령한 제15사단의 오른쪽 

측방이 노출되고 있다”고 질책할 만큼 국군 제6사단은 끝까지 북한군 제8사단의 

공격을 막아냈다. 또한 9월 6일 오후에는 제1사단과 제6사단의 증원부대가 도착

하여 제11연대가 영천 남쪽에서 방어준비를 갖추고, 제19연대가 제8사단 오른쪽 

측방으로 진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히려 후방 깊숙이 침투한 북한군 제15사단이 국군에 의해 포위되

는 상황으로 바뀌어 갔다. 9월 8일에는 국군 제19연대가 오후 2시경에 영천을 장

악한 북한군을 격멸하고 영천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9일에는 북한군의 돌

파구를 봉쇄하기 위한 연결된 방어선이 형성되었다.

포위망이 완성되자 9월 10일부터 국군 제8사단과 제7사단은 영천-경주 간 도

로 남쪽에서부터 반

격을 개시하여 불과 

4일 만에 구전동-자

천동-삼매동 북방- 

인구동 남쪽을 연결

하는 9월 공세 이전

의 국군 주저항선까

지 진격하였다. 이

로 인해 경주 방면

의 북한군 제12사단영천지구 전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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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성 방면의 북한군 제8사단이 후방과 측면을 위협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북

한군 제8사단은 진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영천을 점령하고 경주 방면으로 진출하려는 북한군 제2군단의 공격은 

제8사단을 중심으로 한 국군 제2군단 의 효과적인 방어에 좌절되었다. “영천을 점

령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고, 이를 상실하자 패배하였다”라고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자평(自評)하였듯이 영천전투는 전쟁 국면을 결정적으로 전환시킨 

전투였다. 이 전투를 계기로 낙동강방어선에서 국군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해 총

반격을 단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⑤ 안강-포항 전투

국군 제2군단이 북한군 제4공격집단과 영천에서 결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안

강-포항 지역에서는 국군 제1군단이 북한군 제5공격집단과 최후 결전을 치렀다. 

북한군 제5공격집단 중 제12사단은 병력 일부를 보충하고 제17기갑여단의 전차 

일부를 지원받았으며, 흥해 일대에 집결한 제5사단도 부대정비와 아울러 전차와 

자주대전차포의 일부를 지원받아 전력을 증강하였다.

반면 국군 제1군단 예하 수도사단은 기계 남쪽 고지 일대에 제18연대, 제17연대

(배속), 제1연대 순으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고, 제3사단이 포항 북쪽 학천동-천

마산 일대에 제10연대(배속), 제22연대, 제23연대 순으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당시 수도사단과 제3사단은 유엔 공군기와 함대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었

다. 이와 더불어 제8군 부사령관에 임명된 쿨터(John B. Coulter) 소장이 이곳에 

파견되어 모든 작전을 통제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곳에 지원된 미군 부대들이 잭

슨(Jackson) 특수임무부대로 단일 편성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한국 측에

서도 9월 1일부로 제1군단장에 김백일(金白一) 준장이 보직되고, 수도사단장에 송

요찬(宋堯讚) 대령이, 제3사단장에 이종찬(李鍾贊) 대령이 각각 임명되었다.

북한군 제5공격집단은 9월 2일 새벽 3시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전차를 

선두로 기계-안강 도로를 따라 주공을 투입한 북한군 제12사단은 일부 병력으로 

제18연대를 우회 공격함으로써 아군 방어선의 좌측을 위협하였다. 수도사단장은 

사단의 좌측 방어선이 돌파되자 안강 남쪽의 곤계봉-호명리 일대로 철수를 명령

하였다. 그리고 무릉산-곤계봉 간에 기갑연대와 제3연대를 추가로 투입해 방어력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부

제1부 북한군 남침과 지연작전 _127

을 강화하였다.

안강에 집결한 북한군은 전차를 선두로 경주를 향해 남진을 시작하였고, 무릉산

-곤계봉 일대에 병력을 집중해 공격하였다. 수도사단은 북한군의 집중적인 공격

을 받고 수 시간 만에 진지가 돌파되었으나, 즉시 기갑연대 제3대대와 제17연대로 

역습을 전개해 진지를 회복하고 돌파구 확대를 봉쇄하였다.

이후 국군 수도사단과 북한군 제12사단은 곤계봉 확보에 전체 작전의 성패를 

걸고 치열한 쟁탈전을 전개하였다. 북한군 제12사단은 9월 8일부터 폭우로 인해 

유엔 공군의 폭격이 중단된 틈을 타 공격을 재개해 곤계봉을 다시 장악하였고, 이

어 옥녀봉과 운제

산까지 진출하였다.

군단장 김백일 장

군은 제18연대를 군

단예비로 전환시켜

운제산 서남쪽에서 

북한군의 경주 진

출을 차단하도록 하

는 한편, 제8사단

에 배속된 제26

연대를 제3사단으

로 원대 복귀시켜 

운제산 우측에서 북

한군의 오천비행장

방면 진출을 차단

하게 하였다. 그

리고 9월 10일을 

기해 제18연대가 군

단장의 명령에 따

라 운제산 북쪽 197

고지와 옥녀봉 서

<상황도 2-10> 안강 전투 상황(1950. 9.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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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고지 일대로 진출한 후 12일 오후 형산을 탈환하고 계속해서 낙산 일대에 배치

된 수도사단 제1연대와 협조하여 적을 소탕하였다.

안강 지역에서 최대 격전지였던 곤계봉도 제17연대가 9월 13일 오후에 고지를 

완전히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제17연대는 곤계봉이 피탈된 후 15회에 걸친 역습

을 전개하여 7차례나 뺏고 빼앗기는 소모적인 쟁탈전을 치렀다. 이 전투를 치르면

서 대대장을 비롯하여 장교들이 거의 대부분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어 수시로 교체

되었다. 연대장은 많은 장교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연대 내의 하사관을 현지임

관시켜 전선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북한군은 13일 밤 역습을 전개했지만 진전에서 

격퇴당한 후 곤계봉에 대한 공격을 중단함으로써 제17연대는 곤계봉 전투의 최후 

승자가 되었다.

한편 9월 공세 당시 제5공격집단의 조공으로 흥해 지구에 전개한 북한군 제5사

단은 포항과 영일비행장을 목표로 기동하였다. 이들은 포항을 점령한 후 별도의 

명령에 따라 포항-연화봉-운제산-갈곡동-활명산-경주 축선으로 진출하거나 포

항-세계동-양포동-감포-울산 축선을 따라 남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군 제1

군단은 북한군 제5사단이 포항-울산 간 해안 축선으로 남하할 경우 유엔 해군의 

함정으로부터 집중적인 포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이 이 축선을 이용할 가능

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다.

흥해 지구의 북한군 제5사단은 9월 2일 새벽 3시 9월 공세에 맞춰 일제히 공

격을 개시하였다. 국군 제3사단은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면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였지만, 9월 4일 좌인접 부대인 수도사단이 곤계봉-호명리 선으로 철수하

면서 3㎞에 달하는 간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3사단은 노출된 측방으

로 침투한 적으로 인해 자명동-두호동 간의 방어선이 위협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제3사단은 9월 5일 오후에 유엔 해·공군의 엄호를 받으

며 형산강변으로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그런데 제8사단 제10연대가 영

천이 위태롭다는 소식을 듣고 교대 병력이 도착하기도 전에 본대로 복귀함으로써 

정면의 북한군 제5사단 병력이 꼬리를 물고 도하하여 후방으로 침투하였다.

국군 제3사단장은 북한군 후속병력의 도하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

고 즉시 제23연대로 노출된 좌측방을 경계하도록 조치하고, 제22연대를 옥녀봉으

로 진출시켜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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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침투사실을 보고받은 워커 중장은 미 제24사단에 이를 저지하도록 명

령하였으며, 처치 소장은 김백일 군단장과 협의하여 미 제24사단이 운제산을 탈

환하고 국군 제3사단이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미 제24사단은 특수

임무부대를 편성하여 부사단장 데이비슨 준장의 지휘 하에 운제산 탈환 공격에 나

서 9월 11일 오전에 운제산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곤계봉에 이어 운제산마저 빼앗긴 북한군은 공격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그

리고 9월 14일 국군 제3사단은 연일을 탈환함으로써 형산강 일대의 주저항선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이때 북한군 제5공격집단의 제12사단과 제5사단은 마침내 공

격력의 한계를 드러낸 듯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수세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1950년 8∼9월 낙동강을 중심으로 전개된 피·아간의 치열한 공방전

은 전 전선에 걸쳐 ‘북한군이 전선을 돌파하느냐, 국군과 유엔군이 돌파를 저지하

느냐’하는 대결과 위기의 연속이었다. 그 결과는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계기로 국군과 유엔군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수세에서 공세로, 후퇴에서 반격으로 

전환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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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제 1 절  인천상륙작전

1. 초기 계획 수립과 부대편성

1950년 6월 29일 한강방어선을 시찰한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전쟁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북한군이 남진을 계속할 경우 장차 인천으로의 상

륙작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는 한강전선을 시찰하고 복귀한 직후인 

1950년 7월 초에 참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에게 북한군의 병참선 

중심부를 타격하기 위한 상륙작전계획과 상륙지점을 연구하라고 지시하였다.

상륙작전계획의 연구는 극동군사령부 작전참모부장 라이트(Edwin K. Wright) 

준장이 이끄는 합동전략기획단(JSPOG)이 맡았다. 합동전략기획단은 7월 22일을 

작전개시일(D-day)로 한 ‘블루하츠 작전(Operation Blue Hearts)’ 계획을 수립

하였다. 이 계획의 기본개념은 남부전선에서 미 제24·제25사단이 정면에서 반격

을 가하고 이와 병행해서 해병연대전투단과 육군부대가 돌격부대로 인천에 상륙하

여 내륙으로 진출, 서울을 포위함으로써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블루하츠 계획은 전선 상황의 악화에 따른 가용 병력의 부족으로 7월 

10일경에 이르러 계획이 무산되었다. 하지만 태평양전쟁에서 수많은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바 있었던 맥아더 장군은 그 기본구상을 유지하면서 상륙작전계획을 발

전시켜 나갔다. 블루하츠 계획은 그로부터 2개월 후의 작전계획에 기초가 되었다. 

맥아더 장군의 상륙작전 구상은 비밀리에 계속 추진되었다. 맥아더 장군은 상륙

지역으로 인천을 강조하였으나, 동시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연구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작업을 맡게 된 합동전략기획단은 인천, 군산, 해주, 

진남포, 원산, 주문진 등 한반도의 모든 해안지역을 검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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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전략기획단은 7월 23일 상륙 후보지 3곳에 대한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

것이 계획 100-B, 계획 100-C, 계획 100-D로 구성된 암호명 ‘크로마이트 작전

(Operation Chromite)’ 계획이었다. 계획 100-B는 서해안의 인천에 상륙하는 

것이고, 계획 100-C는 군산에, 계획 100-D는 동해안 주문진 근방에 상륙하는 

것이었다. 특히 계획 100-B에는 인천상륙과 동시에 미 제8군이 낙동강방어선 정

면에서 반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상륙작전계획은 극동군사령부의 관계 참모부서에서 회람된 후 인천상륙 계획이 

최종 채택되었다. 상륙작전의 대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각 부대의 임무에 관

한 세부계획은 조속히 수립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스미스 소장의 지휘전대와 선

견부대 계획 참모들이 8월 22일 미 해군함정 마운트 맥킨리(Mount MacKinley) 

함상에 전진지휘소를 설치하고 세부 작전계획의 작성에 착수하였다.

세부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더불어 극동군사령부에서는 상륙작전 수행을 위

한 부대편성에 착수하였다. 상륙작전을 추진하기 위해 8월 15일 러프너(Clark L. 

Ruffner) 소장의 주도 아래 ‘특별계획참모단본부’라는 새로운 참모진이 구성되었

으며, 8월 21일에는 상륙작전부대로 제10군단 창설을 미 육군부로부터 승인받았

다. 미 제10군단은 8월 26일 공식 편성되었으며, 미 극동군사령부 참모장 알몬드

(Edward M. Almond) 소장이 군단장에, 러프너 소장이 참모장에 각각 임명되었

다. 미 제10군단은 상륙작전의 기본 성격과 작전지역 등이 고려되어 미 제8군과

는 별도의 지휘계통을 갖게 되었다. 

새로 편성된 미 제10군단은 미 해병 제1사단, 미 제7사단, 한국 해병 제1연대, 

국군 제17연대와 함께 미 제2특수공병여단을 비롯한 지원부대가 포함되었다. 그러

나 당시 미국은 상비군을 감소편성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또 7∼8월의 전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륙군 부대를 시간에 맞추어 완전 편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병력 충원을 위한 여러 방안이 활용되었다. 미 해

병 제1사단은 여러 함대에 편성된 해병대와 타 기지병력을 차출하거나 지원을 받

고 그래도 부족한 인원은 동원된 자원으로 보충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겨우 부

대를 완전 편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 제7사단의 경우에는 한국에 파병된 다른 

부대에 많은 부대원들이 차출됨으로써 그 병력이 부족하자 한국청년 8,637명을 

선발하여 일본에서 훈련시킨 후 부대에 배치시켰다. 이들이 바로 카투사(KAT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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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한국군의 경우 해병 제1연대가 제주도에서 3,000명의 신병을 모집하고 김

성은 부대에서 2개 중대를 보강하여 1개 연대를 편성하였으며, 안강-기계 방면에

서 전투 중이던 수도사단 예하 제17연대가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었다.

상륙작전부대는 총 7만여 명에 달했으며, 이들이 수행할 임무는 크게 4가지였

다. 첫째는 인천항만의 확보와 해안교두보 점령, 둘째는 가능한 한 신속히 진출하

여 김포비행장 확보, 셋째는 한강도하 및 서울탈환, 넷째는 미 제8군과 연결작전

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서울 근교의 진지 점령 등이었다. 상륙군의 기동개념은 

해·공군의 포격과 폭격으로 상륙지역의 북한군을 무력화시킨 다음, 돌격부대인 

미 해병 제1사단으로 하여금 인천시가지를 점령하고 해안교두보를 확보한 후 가능

한 한 신속히 김포비행장을 탈환하고 한강 남안의 북한군을 소탕하며, 한강을 도

하해 서울을 탈환하고 그 북쪽 고지군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 제7사단

은 후속부대로서 해병사단의 남쪽으로 기동하여 서울 남쪽 고지군과 한강 남쪽 제

방을 점령하고, 일부 부대는 수원 방면으로 진출하여 낙동강전선에서 반격해 오는 

미 제8군과 연결작전을 한다는 것이었다.

2. 상륙작전 논쟁과 최종 확정

1950년 8월 초 극동군사령부가 인천을 상륙지점으로 최종 확정하고 준비에 들

어가자 미 합참은 전선 상황에 대한 불안과 함께 상륙작전에 대해 의구심을 버리

지 못하였다. 결국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Lawton J. Collins) 대장과 미 해군

참모총장 셔먼(Forrest P. Sherman) 제독 일행이 8월 21일 도쿄 극동군사령부

를 방문하였다. 미 합참은 가능한 한 인천상륙작전을 포기시키려 하였다. 

일찍이 미 합참을 비롯한 미 상륙작전 전문가들은 인천의 자연적 장애요소를 

들어 이 작전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미 합참이 우려했던 것은 다음과 같았

다. 첫째, 세계에서 두 번째인 조수간만의 차로 작전 가능시간이 3시간 정도에 불

과하다. 둘째, 인천항에 이르는 수로는 단일수로로써 대규모 함정의 진입이 불가

능하고, 북한군의 포격이나 기뢰에 의해 접근이 봉쇄될 수 있다. 셋째, 5∼6m에 

이르는 부두 높이와 간조 시 6㎞의 개펄 등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맥아더 장군은 8월 23일 극동군사령부를 방문한 합참 대표들을 상대로 인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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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작전의 당위성을 역설하여 이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자리에서 조수간

만의 차와 지형의 문제를 들어 인천상륙이 매우 위험하다는 해군 고위층 전문가들

의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맥아더 장군은 인천상륙을 실시하려는 이유부터 시작하여 

45분간에 걸쳐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때 그는 “적이 그들의 후방을 무시하

고 있고 병참선이 과도하게 신장되어 있으므로 서울에서 신속히 이를 차단할 수 

있으며, 그들의 전투부대는 사실상 모두 낙동강 일대의 제8군 정면에 투입되어 있

는데 훈련된 예비병력마저 없어 전세를 회복할 만한 능력이 거의 없다”고 설명하

였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전략적, 정치적, 심리적 이유를 들어 서울을 신속히 

탈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때 그는 지도를 가리키면서 제8군이라는 ‘망치’가 

북한군을 분쇄하는데 제10군단이 ‘모루’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술방책으로 인천상륙작전을 꼽았으며, 인천

의 지리적 장애가 역으로 기습을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미 합참은 8월 28일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맥아더 장군의 계획을 승인하였다. 

그러면서도 합참은 군산지역에 대한 계획 준비도 병행하도록 단서를 붙였다. 맥아더

장군은 8월 30일에 인천상륙작전 명령을 하달하였으며, 상륙작전 개시일을 9월 

15일로 확정하여 하달하였다. 함참은 인천이라는 지역의 위험성을 들어 여전히 군

산이나 아산만을 인천의 대안으로 제시하였지만, 맥아더 장군의 결심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후에도 합참에서는 인천상륙만은 재고할 것을 권고하고 9월 5일과 7일 

재차 전문을 보내왔으나, 맥아더 장군은 ‘계획불변’이라고 회신하였다. 이때 전세

는 9월 초 북한군의 마지막 집중공세로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형편으로 보아 북한군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신속히 38도

선까지 진격하려면 정면 돌파보다는 우회전술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미 합참은 9월 8일 맥아더 사령관이 보낸 간곡한 전문을 받고나서 다음 날 즉

시 이에 대한 답신으로 “귀하의 계획을 승인하며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는 전문

을 보냈다. 마침내 맥아더 사령관의 초지일관된 결심이 관철되었다. 여기에는 국

방장관 존슨(Louis A. Johnson)의 강력한 지지도 큰 힘이 되었다. 이로써 인천

상륙작전의 최종 준비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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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작전계획과 준비공격

인천상륙작전에서 해군의 임무는 상륙군의 임무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였다. 

상륙군 부대의 해상수송단계로부터 해두보 확보단계에까지의 작전은 해군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이었다. 해군작전은 극동해군사령관의 주도로 준비되었으며, 

임무는 평양-원산 선의 서해 봉쇄상황에 따라 상륙일 이전의 해군작전을 수행하

고, 9월 15일에는 상륙돌격으로 인천해두보를 탈취·점령·확보하며, 지시에 따라 

후속부대와 전략예비대의 수송과 상륙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극동해군은 임무 수행을 위해 제7합동기동부대(JTF-7)를 구성하고 제7함대사

령관을 기동부대 사령관에 임명하였다. 이 합동기동부대는 TF-90(공격부대), TF-91 

(봉쇄 및 엄호부대)를 포함하여 임무별로 모두 6개의 기동부대로 편성되었다. 이 

중 TF-90은 상륙군 부대를 수송하고 해두보 확보 시까지 상륙군 부대를 지휘하

며 상륙작전에 따른 해·공군의 근접항공지원과 함포지원을 통제하는 등 가장 중

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TF-92는 상륙군 부대인 미 제10군단으로 

이루어진 기동조직으로 상륙이 완료될 때까지 제7합동기동부대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제7합동기동부대는 미 해군 함정을 비롯하여 총 261척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에는 한국 해군 초계함 4척과 소해정 7척이 포함되었다. 이들 함정은 소련 및 

중국 영역에서 12마일, 항공기는 20마일 이내로의 접근이 금지되었다. 작전은 단

계별로 제7합동기동부대 기함(Rochester호)의 통제 하에 상륙장소로부터 48㎞의 

지역을 목표지역으로 하여 해병사단 항공기, 미 공군기, 영국 공군기가 항공모함

에서 최대의 항공지원을 제공하며, 상륙작전기간 중 제7합동기동부대사령관의 지

휘소는 마운트 맥킨리호에 두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륙해안은 월미도 북단, 

인천 북단 해안벽 지역, 인천 남단 개펄지역 등 3곳을 선정하고 이를 좌측부터 

녹색해안(Green Beach), 적색해안(Red Beach), 청색해안(Blue Beach)으로 명명

하였다. 상륙시간은 9월 15일 아침 만조시간인 오전 6시 30분을 L시, 오후 만조

시간인 17시 30분을 H시로 하였다. 이러한 11시간의 시차를 둔 상륙군의 상륙작

전은 목표지역에서 북한군에 의한 고립과 적의 증원에 대한 위험이 수반되는 계획

이었지만, 인천이 갖는 조수간만의 차와 수로조건에 의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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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기동부대는 이러한 위험을 해·공군의 항공기와 함포지원, 치밀한 계획, 그리

고 기습공격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이었다.

<표 3-1> 상륙군의 지휘 체계

미 극동군사령관
UN군사령관

미 제8군 미 극동해군 미 극동공군 주일 군수사령부

제7합동기동부대

미 제10군단 미 공격부대

미 제7사단 미 해병 제1사단 선견공격전대

미 해병 제5연대 제3대대 상륙단

──── D일 지휘권 관계

------- 상륙 후의 지휘관 변동

<표 3-2> 제7합동기동부대 편성 

구 분 참여부대 함정세력 및 병력

JFT-7 제7합동기동부대

• 함정 : 261척(미국 226척, 한국 15척,

              영국 12척, 캐나다 3척, 

호주 2척, 뉴질랜드 2척, 

프랑스 1척)

   * 한국 해군은 TF-90에 편성

• 병력 : 71,339명

TF-90 공격부대

TG-90.1 선견공격전대

TG-90.5 항공지원전대

TG-90.6 함포지원전대

TF-91 봉쇄 및 엄호부대

TF-92 미 제10군단

TF-99 초계 및 정찰부대

TF-77 고속항모부대

TF-79 군수지원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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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을 개시하기에 앞서 극동군사령부에서는 기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만과 양동작전을 병행하였다. 상륙작전이 전개되기 이틀 전인 9월 13일에

는 유엔 해군의 함정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전함 중 하나인 미주리호가 동해안의 

삼척을 포격하였다. 그리고 영국 항공모함 드럼프호와 순양함 헬레나호가 평양 근

처에 있는 남포 일대와 평안북도 정주 앞바다의 달양도를 공격해 기만작전을 실시

하였다. 유엔 공군의 항공기들도 군산 주위 30마일 이내의 도로와 교량, 철도 등

에 대해 폭격을 실시하였다. 군산에는 9월 12일 소규모의 미·영 특공대가 침투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9월 14일에는 군산 상공에 항공기를 동원해 ‘민간인은 내륙

으로 피신하라’는 전단지를 살포하였다. 아울러 동해안의 포항 장사동에도 9월 14일

소규모 상륙작전을 실제 감행해 북한군을 혼란시키는 양동작전을 펼쳤다. 이러한 

기만과 양동작전으로 인해 북한군은 유엔군의 상륙작전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

었다.

한편 상륙지역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인천상륙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천지역에 대한 수로, 해안조건, 방파제 및 북한군 상황

에 대한 정보수집이었다. 따라서 극동군사령부에서는 첩보대를 파견하여 인천 연

안에 대한 각 섬들과 해안을 정찰하여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미 해군 

특수전 요원인 클라크(Eugene F. Clark) 대위가 지휘하는 정찰대가 9월 1일부로 

인천항 부근의 영흥도에서 북한군의 부대배치 및 기뢰 부설여부, 상륙지역의 지형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상륙 당일에는 팔미도 등대를 점화하여 상

륙군을 인도하였다. 또한 정보수집 활동에서는 한국군 정보장교인 계인주(桂仁珠) 

대령과 연정(延禎) 소령, 그리고 KLO대원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인천상륙작전 명령에 첨부된 적정 부록에는 월미도와 인천지역의 북한군 해

안포 1문의 위치까지 정확히 표시될 정도였다.

4. 상륙작전의 전개와 인천 수복

인천상륙은 9월 15일 새벽 2시에 시작되었으며, 작전은 2단계로 전개되었다. 

제1단계는 월미도 점령이었고, 제2단계는 인천 해안의 교두보 확보였다. 제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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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을 위해 19척의 선두함대가 미 해군 정보장교 클라크 대위가 밝혀주는 팔미

도 등대의 안내를 받아 인천항을 향해 전진하였다. 새벽 5시경 각 함정이 지시된 

위치에 도착한 후 유엔군의 항공기와 함포가 월미도와 인천 내륙지역에 폭격과 포

격을 집중하였다. 오전 6시 27분 미 해병 제1사단 제5연대 제3대대 병력과 전차 

10대를 실은 함정들이 월미도 해안을 향해 일제히 전진하였다. 제3대대는 예정보

다 3분이 늦은 오전 6시 33분에 상륙한 후 곧바로 월미도 내륙으로 진출하였다. 

동굴진지에서 끝까지 버티는 북한군의 저항으로 상륙부대가 월미도를 완전히 탈환

한 것은 오전 8시경이었다. 이로써 제1단계 상륙작전인 월미도 탈환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월미도 정상 토벌

이날 만조가 다시 시작되는 오후에 접어들면서 적색해안과 청색해안에 상륙할 

미 해병 제5연대와 해병 제1연대 병력을 태운 함정들이 인천 수로를 따라 서서히 

인천항으로 접근하였다. 이와 동시에 함재기들이 인천을 중심으로 반경 40㎞ 지

역의 도로를 맹폭격하고, 함포사격 지원전대가 인천항에 근접하여 맹렬한 포격을 

가하였다. 엄호사격이 진행되는 동안에 미 해병 제5연대 예하 2개 대대와 한국 

해병 제1연대 제3대대 그리고 미 해병 제1연대의 돌격부대가 수송함(APA)에서 내

려 상륙주정(LCVP)으로 옮겨 탔다. 그리고 오후 4시 45분에 해병 제5연대의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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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주정이 적색해안을, 해병 제1연대의 상륙주정이 청색해안을 향하여 각각 별도로 

선정된 해상 공격개시선을 통과하였다.

미 해병 제5연대는 계획된 시간보다 3분이 늦은 오후 5시 33분에 월미도 건너

편에 설정된 적색해안으로 상륙하였다. 제1대대의 선두 공격부대는 최초 목표인 

공동묘지를 상륙 22분 만에 완전히 탈취하였으며, 그 우측의 제2대대 선두 공격

부대는 상륙 후 철로 남쪽으로 이동하여 내항부두와 영국영사관이 있는 고지 방향

으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미 해병 제5연대에 배속된 한국 해병 제1연대 제3대대

가 후속하여 상륙하였다.

미 해병 제5연대는 이날 자정 무렵에 통제선 확보를 마무리하였다. 그동안 미 

해병 제1연대는 송도 부근의 청색해안에 17시 32분에 선두 돌격부대의 상륙 이후 

북한군으로부터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1일차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상륙작전 당일 인천으로는 병력 약 1만 5,000명과 차량 1,500대, 군수물자 1,200

톤이 양륙되었다. 

<상황도 3-1> 적색해안(Red Beach) 상륙 <상황도 3-2> 청색해안(Blue Beach) 상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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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병 제1사단의 2개 연대는 다음 날 항공기와 함정의 폭격과 포격 지원 아

래 신속히 전진하여 해가 질 무렵에는 상륙지역으로부터 10㎞ 지점까지 진출하여 

주요 감제고지들을 점령하였다. 그동안 인천시가지에서는 한국 해병 제1연대가 잔

적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9월 16일 아침 한국 해병 제1연대는 인천시가지 중앙

을 통과하는 경인선 철도를 기준으로 남쪽지역은 제3대대가, 북쪽지역은 제1대대

가 분담하여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소탕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연대는 

이날 시내의 주요 공공시설을 장악하고 야간 경비와 순찰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인천에 상륙한 지 24시간 만에 미 해병 제1사단이 해안교두보를 확보함

으로써 인천상륙의 돌격단계는 완료되었다. 해병 제1사단장 스미스(Oliver P. 

Smith) 소장은 사단지휘소를 인천시가지 동쪽에 설치하고 이날 오후 6시에 상륙

기동부대사령관 도일(James H. Doyle) 소장으로부터 육상작전의 지휘권을 인수

받았다. 그리고 해병 제1사단은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진격을 계속하였다. 해병 

제1사단을 후속하여 해상에서 대기 중이던 미 제7사단이 9월 17일부터 상륙을 시

작하였다.

결국 ‘세기의 도박’

이라고 불리는 인천

상륙작전은 주위의 우

려를 불식시키고, 극

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인천상륙작전

의 가장 큰 성과는 

유엔군의 인적·물적·

시간적 손실을 최소

화하면서 전쟁의 분

위기를 일거에 뒤집

고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

다는 점이다.

인천으로 하선한 맥아더 장군(중앙)과 스미스 장군(우), 스트러블 제독
(좌)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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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서울탈환작전

1. 경인가도 진격

인천의 해안교두보를 확보한 미 해병 제1사단은 9월 16일부터 한강으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인천-서울 가도를 중심으로 해병 제1연대가 남쪽을, 해병 제5연대가 

북쪽지역을 할당받아 전진하였다. 이들에게 부여된 목표는 각각 영등포지역과 김

포비행장을 탈환하는 것이었다.

이날 밤(16일) 미 해병 제1연대와 해병 제5연대는 부평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고

지까지 진출하여 부평지역의 경인가도를 통제하게 되었다. 그중 해병 제5연대의 

선두부대인 제2대대가 부평역 서쪽 원통이고개 일대에 배치되었다. 다음 날 새벽 

경인가도의 오른쪽 186고지에 있던 전초부대가 T-34전차 6대를 앞세운 200여 

명의 북한군이 도로를 이용해 서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미 해

병대의 진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북한군 전차는 대대 전초진지 앞을 지나 원통

이고개를 내려갔다. 대대는 적의 마지막 전차가 90도로 굽은 큰 길을 돌 때 첫 

포탄을 발사하여 후미 전차를 명중시켰다. 이어서 대대 지원화기들을 일제히 집중

시켜 북한군을 섬멸하였다. 

미 해병 제5연대는 17일 오전 9시 김포비행장 탈환을 위해 진출을 재개하였다. 

당시 김포비행장에는 북한군 제877항공대 소속의 공항경비대대, 제266연대 및 제

107연대 병력 등 약 400여 명이 방어하고 있었다. 미 해병 제5연대의 선두 부대

인 제2대대는 오후 늦게 비행장의 남쪽 1㎞까지 진출했으며, 제2대대를 후속하던 

제1대대가 야간에 비행장 동남쪽에 위치한 목표고지를 점령하였다.

미 해병부대의 급속한 전진으로 김포비행장의 북한군은 별다른 저항도 못해 보

고 황급히 철수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곧 전열을 가다듬어 18일 새벽에 여러 차례

에 걸쳐 김포비행장 주변의 미 해병부대 진지로 역습을 가해왔다. 해병부대는 공

격해 오는 적을 격퇴하는 한편, 적의 집결지에 대대적인 포격을 가하여 그들을 섬

멸하였다. 이로써 미 해병 제5연대는 18일 오전 8시에 김포비행장을 완전히 장악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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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비행장에는 18일 오전 10시 미 제6해병비행관측대대(VMO-6)의 헬리콥터 

1대가 6월 이후 처음으로 비행장에 착륙하였다. 여기에는 미 해병대사령관 세퍼드

(Lemuel C. Shepherd) 중장이 탑승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후 2시 9분에는 일본

에 있던 미 해병 제33비행단 예하부대(MAG-33)가 도착하였고, 이어 다음 날 

C-54수송기와 기타 항공기들이 속속 도착하였다. 이에 따라 20일부터는 거의 모

든 항공기가 김포비행장에서 출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무렵 한국 해병은 인천지역 경계임무를 미 제2공병특수여단에 인계하고 부

평을 거쳐 18일에 김포비행장 서쪽의 계양산을 점령하여 방호임무를 수행하는 한

편, 김포지역의 잔적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제3대대를 주축으로 한국 해병은 9월

21일까지 김포반도의 북한군 잔적들을 거의 소탕하여 제1단계 작전을 완료하였다. 

이어 한국 해병은 제2단계 작전에 따라 김포읍 이북에서부터 한강 연안지역, 그리

고 강화도에 이르기까지 북한군 패잔병을 소탕하였다. 이날 미주리호를 비롯한 다

수의 미 해군함정들이 김포일대의 적 집결지를 포격하여 한국 해병을 지원하였다.

한편 작전 3일째인 9월 17일 미 해병 제1연대는 해병 제5연대가 부평지역을 벗

어나 김포비행장으로 통하는 샛길로 들어선 후 경인가도를 따라 영등포를 목표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미 해병 제1연대의 영등포 진입은 많은 난관이 있었다. 북한

군은 서울방어를 위해 교통과 보급의 중심인 영등포를 사수하려고 했기 때문이

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제18사단의 1개 연대로 영등포를 끝까지 사수하려고 하

였다. 

미 해병 제1연대는 김포방면으로 공격한 미 해병 제5연대와 한국 해병대보다 

고전하였다. 소사를 벗어나 경인가도를 따라 공격하던 제2대대는 북한군의 지뢰지

대에 걸려 선두 전차가 정지되고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제1대대도 미 해병 

제5연대 제1대대와 진지 교대를 위해 진격하다가 북한군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았

다. 이때 제2대대와 제1대대는 근접항공지원을 받으며 적을 격퇴하는데 성공했지

만, 북한군의 기습공격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해병 제

1연대는 북한군의 지뢰지대와 기습공격을 극복하면서 19일 해질 무렵에 영등포 바

로 서측의 갈천(지금의 안양천)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미 해병 제1연대가 전투를 수행하는 동안 미 제7사단 제32연대가 우측으로 진

격하여 영등포 남쪽 도덕산(182고지)을 확보하였다. 미 제32연대는 17일 저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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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한 후 19일 한강 방면으로 진출하여 경인가도 남쪽지역의 책임을 해병 제1사

단으로부터 인수하였다. 당시 제32연대의 병력은 총 5,114명이었는데 이 중 미군

이 3,241명, 국군(KATUSA)이 1,873명이었다. 이는 인천상륙작전에서 한국 해병 

제1연대와 국군 제17연대 외에 카투사가 얼마나 큰 비중을 점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미 제32연대에 이어 국군 제17연대와 미 제7사단 잔여부대들도 18일에 상륙

하여 19일 전선에 참가하였다. 미 제7사단은 경인가도의 남쪽인 미 해병 제1연대 

우측을 책임지게 되었으며, 경인지역에 마지막으로 상륙한 미 제31연대는 낙동강

전선에서 반격해 오는 미 제8군과 연결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수원 방면으로 향하

였다.

경인가도 진격작전 중 해군의 함포지원은 성공적인 지상작전을 수행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로체스터(Rochester)호와 토레도(Toledo)호는 27㎞ 사거리(김포

비행장-오류동을 연하는 선)까지 미 해병 제1사단과 한국 해병대에 지원화력을 

제공하였으며, 19일에는 미주리호가 동해안에서 인천항에 도착하여 미 제7사단을 

화력으로 지원하였다.

이 무렵 북한군은 국군과 유엔군이 급속히 한강으로 진격해 오자 당황한 나머

지 서울 주변의 잡다한 모든 부대들을 서울로 끌어들이고 낙동강전선으로 향하던 

제18사단도 경인지역으로 재투입하는 등 서울지역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서울 

방어를 위해 동원된 북한군의 규모는 약 2만 명이었으며, 서해안지구방어사령관인 

최용건(崔庸健)이 이들을 지휘하였다.

2. 한강 도하와 영등포 부근 전투

(1) 한강 도하작전

미 해병 제1사단이 한강변으로 진출하고 있던 9월 18일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Edward M. Almond) 소장은 미 해병 제1사단에게 한강을 도하하여 서울 북쪽

고지를 점령하라는 작전명령 제1호를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미 해병 제1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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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해병 제1연대에 영등포를 향해 계속 진격하고 해병 제5연대에 19일까지 도

하지점을 선정하여 도하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하였다.

사단장 스미스(Oliver P. Smith) 소장은 9월 19일 아침 제10군단장에게 미 해

병 제5연대의 상륙지점으로 행주나루를 선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도하부대로는 

미 해병 제5연대와 한국 해병 제2대대, 미 해병사단수색중대, 미 해병 제1전차대

대 A중대가 선정되었으며, 미 해병 제11포병연대가 도하부대를 직접 지원하기로 

계획하였다. 미 해병 제5연대는 김포비행장 지하실에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연대 작전계획은 한강을 도하하는 즉시 대안의 125고지(현 행주산성)를 점령하고, 

이후 철로를 따라 서울 남동쪽으로 진격하여 간선도로를 장악한다는 것이었다. 본

격적인 도하에 앞서 14명으로 구성된 도하정찰반이 대안으로 먼저 건너가 안전하

다고 신호한 다음 도하가 개시될 예정이었다. 

행주 일대에는 19일 저녁부터 이미 전운이 감돌았다. 이날 밤 125고지에 대하

여 공격준비사격이 집중되는 가운데 사단 수색중대 도하정찰반이 저녁 8시경 대

안을 향해 최초 도하를 감행하였다. 정찰반은 북한군에게 발견되지 않고 도하하는 

데 성공한 후 주변을 정찰하고서 사단 수색중대에 도하 신호를 보냈다. 사단 수색

중대는 저녁 9시경 수륙양용장갑차(LVT) 8대에 분승하여 도하를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125고지의 북한군으로부터 기관총과 박격포 사격을 받았다. 도하정찰반이 

정찰한 고지는 125고지에서 서쪽으로 1㎞나 떨어져 있는 고지였던 것이다. 설상가

상으로 선두 수륙양용장갑차 4대가 모래밭에 좌초되면서 수색중대는 더 이상 전

진하지 못하고 한강 남안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날 도하작전은 완전히 

실패하였다. 이는 북한군을 경시하고 야간 정찰활동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미 해병 제5연대장은 기습도하 계획이 좌절되자 부득이 강습도하할 것을 결심

하였다. 9월 20일 새벽 4시 미 해병 포병연대는 15분간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였

고, 제3대대에 도하공격 명령이 하달되었다. 당시 연대지휘소인 개화산에는 미 해

병대사령관을 비롯하여 제10군단장, 해병 제1사단장,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운집

해 있었다. 오전 6시 45분 도하 선두부대가 125고지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

으면서 도하를 감행하였다. 공격제대가 기동하는 동안에 함재기 편대가 125고지의 

북한군을 맹타하였다. 125고지를 공격한 선두부대는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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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40분경에 마침내 200여 명의 북한군을 사살하고 목표고지를 점령하였다.

제3대대의 도하공격에 이어서 미 해병 제2대대가 도하하고 그 뒤를 이어 한국 

해병 제2대대가 미 해병 제56수륙양용장갑차(LVT)대대 A중대와 함께 도하하였

다. 국군 제2대대의 임무는 미 해병 제5연대의 측방과 후방을 엄호하는 것이었다. 

대대는 오후 12시 30분경에 행주 동북방 2㎞ 지점인 홍매리 일대에 진지를 구축

하였다. 그리고 미 해병 제2대대는 연대 선두부대인 제3대대를 초월하여 오후 1시

45분에 화전리로 진출하였다. 이날 연대본부와 12대의 전차, 그리고 미 해병 제1

대대가 도하를 완료하였으며 공병대가 도하지점에 교량을 가설하기 시작하였다.

9월 21일 아침 미 해병 제5연대는 북한군 중대 규모의 역습을 격퇴하고 철도와 

도로를 따라 수색을 경유하여 남동쪽으로 계속 진격하였다. 북한군의 저항은 처음

에는 경미하였으나 서울로 근접해 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되었다. 미 해병 제3

대대는 신촌 북쪽의 백련산(216고지)을, 미 해병 제1대대는 신촌 서남쪽의 68고지

를 점령하였으며, 연대의 중앙으로 진출한 한국 해병 제2대대는 신촌 서쪽의 104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한·미 해병대는 21일 저녁에 백련산-104고지-68고

지를 연하는 능선을 확보하고 서울의 심장부로 공격해 들어갈 준비를 갖추었다. 

그동안 제7합동기동부대사령관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제독을 통해 간접 

지휘하던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이 이날 오후 5시부터 정식으로 작전을 직접 지

휘하게 되었다.

(2) 영등포 탈환

행주나루에서 미 해병사단 수색중대가, 그리고 김포에서는 한국 해병대가 한차

례 고전을 겪었던 9월 20일에 영등포 방면의 미 해병 제1연대 또한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북한군 제9사단 제87연대와 제18사단 1개 연대가 미 해병 제1연대의 

진격을 막기 위하여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 해병 제1연대는 좌측방 118고지에 제1대대, 우측방 경인가도를 중심으로 제2

대대를 배치하고 있었으나, 20일 새벽 북한군으로부터 역습을 받았다. 특히 제2

대대 정면의 북한군은 5대의 전차를 앞세운 1개 대대 규모로 추산되었는데, 이들

은 아군의 화망에 걸려 분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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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미 해병 제

1연대는 안양천을 사

이에 두고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

다. 북한군은 저지

대의 폭넓은 개활지

와 연대 전방의 안

양천 제방을 이용하

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미 영등포 시가지를 

요새화하고 있었다.

미 해병 제1연대

와 포병은 20일 야

간부터 다음 날 새

벽까지 포격을 집중

하였다. 21일 오전 6시

30분 1,800여 발의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연대는 제2대대를 주

공으로 경인가도를 따

라 영등포의 서북쪽

과 서남쪽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때 연대 우측의 미 제32연대도 동시에 공세

를 취하였다. 미 해병 제1연대의 좌일선 부대인 제1대대는 양화교 뒤 제방에 배치

된 북한군으로부터 사격을 받아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전진하였다. 연대의 주공부

대인 제2대대도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저녁때까지 목표고지를 장악하지 

못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예비대인 제3대대를 제2대대와 교대시켰다. 이때 전선 

우측방을 담당한 미 제32연대는 예정대로 북한군의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면서 안

양 부근으로 진출하여 서울-수원 간 도로를 차단하였다. 

미 해병 제1연대의 공격은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답보상태였지만, 영등포

<상황도 3-3> 영등포 전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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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는 화염에 싸여 있었다. 제3대대는 강력한 포병화력 지원 아래 제2대대를 초

월 공격하여 일부 주요 거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영등포를 공격하

기 시작한 21일 아침 미 해병 제1대대의 A중대가 북한군 방어선 사이의 빈 공간

을 이용해 영등포 시가로 진입함으로써 방어선 돌파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들은 

정오 무렵 영등포 시가를 통과해 여의도가 내려다보이는 한강 제방까지 진출한 후 

그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북한군의 역습에 대비하였다. 북한군은 22일 새벽까지 

전차를 앞세우고 수차례에 걸쳐 공격해 왔으나 A중대는 이를 모두 격퇴하였다. 

제1대대는 다음 날(22일) 오전 8시에 영등포 시내의 A중대를 선두로 전면 포위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상당수가 사살 또는 포로가 

되었으며 대부분 각개로 분산 퇴각하였다. 미 해병 제1연대는 23일 노량진을 경

유해 한강인도교까지 진출함으로써 서울에 있는 북한군과 낙동강전선의 북한군의 

연결을 끊을 수 있었다.

(3) 안양과 수원 확보

9월 18∼19일 인천항에 상륙한 미 제7사단은 해병 제1연대를 후속해 소사까지 

진출한 다음 제31연대가 낙동강에서 올라오는 유엔군 병력과 연결하기 위해 수원 

방면으로 향하고, 제32연대가 서울-수원 도로 동쪽의 적을 섬멸하는 작전을 펼쳤다.

미 제7사단은 9월 20일 새벽에 인천-안양 간 도로를 중심으로 작전에 돌입하

였다. 당시 사단은 미 해병 제1연대의 우측을 방어하면서 북한군을 견제하고, 다

른 한편 수원비행장을 조기에 확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안양을 공격하

던 미 제32연대는 도로에 매설된 지뢰들을 제거하며 전진하였기 때문에 진출이 

다소 지연되었다. 연대는 9월 21일 미 해병 제1연대의 영등포 공격에 보조를 맞추

어 제1대대가 안양 북방 2㎞ 지점의 300고지를 점령하고, 제2대대가 영등포 남쪽

고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미 제7사단장 바르(David G. Barr) 소장은 정찰중대에 전차소대를 배속

시켜 수원비행장을 확보하도록 명령하였다. 정찰중대는 오후 4시경 전차를 앞세우

고 수원으로 남진하였으며, 이때 사단 작전참모도 전차 1개 소대와 제18전투공병

대대 1개 소대를 이끌고 도착하였다. 이들은 수원 시내에서 북한군 제105전차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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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의 장교 2명을 포함하여 37명을 생포하였다. 그 후 이들은 계속해서 수원비

행장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갔으나 지도를 휴대하지 않았던 탓으로 비행장을 지나

친 채 수원 남방 5㎞ 지점까지 나아가 그곳에 전면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때 

수색부대는 사단과의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다.

수색부대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사단에서는 이들을 찾기 위해 핸넘(Calvin. S. 

Hannum) 특수임무부대를 투입하였다. 이 특수임무부대는 제73전차대대장 핸넘 

중령을 지휘관으로 전차 1개 중대, 보병 1개 중대, 포병 1개 포대 및 의무대로 구

성되었으며 사단 정보참모도 이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이날 밤 안양을 출발하여 

수원으로 향했으며 도중에 앞서 간 수색부대와 무선접촉을 이루었다. 수색부대에

서는 자신들이 위치한 곳으로 특수임무부대를 안내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4대의 지프차에 나눠 타고 수원으로 올라오던 중에 북한군 전차 4대를 아

군 전차로 잘못 판단하여 24명이 전사하는 비운을 맞기도 하였다. 북한군 전차는 

계속 남진하여 수색부대가 배치된 지역까지 진출했다가 수색부대의 전차로부터 공

격을 받고 도주하였다. 

이튿날(22일) 새벽 핸넘 특수임무부대는 수원비행장에 도착하여 비행장을 확보

하였다. 그 후 미 제7사단 제31연대가 수원에 도착하여 수원비행장 경계임무를 핸

넘 특수임무부대로부터 인수하였다. 그리고 수색부대는 최초 배치된 지점으로부터 

수원 남쪽지역에 대한 수색임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핸넘 특수임무부대는 안양으

로 복귀하였다.

이로써 미 제7사단이 안양과 수원을 점령하여 남쪽으로부터 북한군의 증원을 차단

하는 가운데 미 해병 제1사단은 서울 도심부로 진출하기 위한 공격 준비를 마쳤다. 

3. 서울탈환작전

(1) 연희고지 부근 전투

수도탈환의 제일선 부대인 한국 해병 제1대대는 9월 21일 미 해병 제5연대와 

함께 서울 북서쪽 외곽에 진출하였다. 당시 북한군은 서울 서북방에 위치한 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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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고지)에서 56고지(연희고지)로 이어지는 능선과 의령터널 고지(105고지), 노

고산(105고지), 와우산(105고지) 등 3개의 105고지로 이어지는 능선을 중심으로 

강력한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일대의 북한군은 제18사단 예하부대와 인천

에서 후퇴한 부대, 그리고 제78독립연대와 제25교육여단 등으로 병력이 약 5,000여 

명이었다.

한국 해병 제1대대와 미 해병 제5연대는 수색 방면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도로와 

철로를 따라 서울탈환작전을 전개하였다. 한국 해병 제1대대가 의령터널 고지를 

목표로 중앙을, 미 해병 제5연대의 제1대대가 와우산을 목표로 우측을, 제3대대가 

안산을 목표로 좌측을 각각 담당하였다.

한국 해병 제1대대는 서울 도심으로 진출하기 위한 첫 번째 공격작전으로 모래

내의 104고지를 점령하기로 하였다. 이곳은 전면에 하천과 개활지가 있어 방어하는

북한군에게 지형적으로 유리한 곳이었다. 대대는 제3중대를 주공으로 하여 21일 

오후 2시경에 104고지를 공격하여 치열한 백병전 끝에 오후 6시 30분경 고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대대는 22일 새벽 4시에 120mm 박격포의 지원을 받은 약 6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군에게 역습을 받았으나, 3시간 동안의 전투 끝에 이들을 격

퇴하여 고지를 지켜냈다. 이 고지의 점령으로 한·미 해병대는 서울 시내로 돌입

하는 매우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104고지를 점령한 한국 해병 제1대대는 계속해서 연희고지(56고지) 탈환을 위

한 공격에 나섰다. 안산에서 와우산에 이르는 북한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연희고지를 탈환해야만 했다. 연희고지는 한국 해병 제1대대의 공격 목

표인 의령터널 고지(105고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00m도 안 되는 곳이었다.

한국 해병 제1대대는 9월 22일 오전 7시 20분에 연희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

시하였다. 이 무렵 대대 좌·우측의 미 해병 제5연대 제3대대와 제1대대도 각각 

안산(296고지)과 와우산(105고지)을 목표로 공격에 나섰다. 

국군 제1대대는 연희고지를 향해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개활지를 지나는 동안 

북한군의 사격에 노출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다. 대대는 전투에 참가한 이래 가장 

치열한 북한군의 저항에 부딪쳤고 종일 공격을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두가 

100m도 전진하지 못하였다. 미 해병 제3대대가 안산 일대를 제압하여 국군 제1

대대의 공격을 돕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급한 경사면에 구축되어 있는 북한군의 진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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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할 수 없었

고, 또 북한군의 

포격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다.

한국 해병 제

1대대의 연희고

지 공격은 다음  

날 ( 2 3 일 )까 지 

계속 되었으나 그

결과는 마찬가지

였다. 서울 진입

을 목전에 두고 

감행된 피·아간

의 공방전에서 한

국 해병대는 명예를 걸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3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이날 오후 예비인 미 해병 제5연대 제2대대와 임무를 교대하였다. 

한국 해병 제1대대가 연희고지를 이틀간이나 공격하고 있을 무렵, 와우산(105고

지)을 공격하던 미 해병 제5연대 제1대대도 북한군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었다. 대대는 영등포 지역에 있던 미 해병 제1연대의 도하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지를 확보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대대는 모든 전력을 집중하고,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마침내 23일 오후 5시 30분경 고지 점령에 성공하였다. 이후 제

1대대는 북한군의 반복되는 역습을 막아내면서 미 해병 제1연대의 도하를 지원하

였다. 

한국 해병 제1대대와 교대한 미 해병 제5연대 제2대대는 9월 23일 오후부터 연

희고지 점령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제2대대도 적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많은 희생자만 내고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날 공격에 나선 F중대

의 한 소대는 생존자가 7명에 불과할 정도였다.

미 제2대대는 다음 날(24일) 오전 6시 10분에 D중대를 투입하여 공격을 재개하

<상황도 3-4> 연희고지 부근 전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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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전진하지 못하였다. 이때 생

존한 중대 병력은 44명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중대는 오전 10시 30분

경 항공지원과 야포지원 하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중대는 적탄이 빗발치는 정상을 

향해 돌격을 감행하여 마침내 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대장 스미스 대위가 전사하고 26명만이 생존하였다. 후일 미 해병들은 안산에

서 연희고지로 이어지는 능선을 스미스능선이라 명명하였다. 이 능선이 확보됨으

로써 서울 서측방의 북한군 주진지는 돌파되었다.

미 해병 제2대대가 큰 희생을 치르면서 얻은 전과는 예상보다 대단히 컸다. 능

선상의 호 속에는 무수한 북한군 시체들이 있었고, 연희고지와 그 능선에는 

1,500구의 사체가 뒹굴고 있었다. 미 해병 제1사단은 안산(296고지)을 연한 전투 

전과를 종합한 결과 1,750명의 북한군을 사살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최초 미 해병 제1사단이 북한군의 전초진지 정도로 판단했던 연희고

지 능선은 사실상 북한군의 서울 서측방 방어의 최후 보루였던 것이다. 한국 해병 

제1대대와 미 해병 제5연대 제2대대에 의해 수행된 연희고지 전투는 서울탈환작

전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였으며, 서울 서측방의 북한군 방어선을 붕괴시키는 데 

결정적인 전투였다고 할 수 있다.

(2) 서울 외곽 포위

미 해병 제1사단장은 최초 해병 제5연대를 비롯하여 나머지 2개 연대를 23∼24일

에 도하시켜 서측방으로 전력을 집중해 북한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서울을 탈환

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이 무렵 이 계획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해병 

제5연대와 한국 해병 제2대대가 20일부터 실시한 작전이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으

로 지연되자 미 제10군단장은 서울 남쪽으로 새로운 기동부대를 투입하여 양개 

방향에서 포위 공격으로 신속히 서울을 탈환하기로 결정하였다.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9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 미 제7사단을 방문하

여 사단장 바르(David G. Barr) 소장에게 서울 남동쪽 도하작전 계획을 알려주었

다. 당시 미 제7사단은 수원비행장에 전개했던 제31연대가 수원-오산 간 차단임무

를 수행 중이었으며, 제32연대가 과천과 우면산을 점령하여 당일 한강변에 도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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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알

몬드 장군은 국

군 제17연대장 백

인엽 대령에게 연

대를 다음 날 도

하할 미 제32연

대에 배속시킬 예

정임을 전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 

제17연대는 이날 

인천에 상륙하자마자 곧바로 열차를 이용하여 영등포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다음 

날 새벽 신사리 부근에 집결 완료하였다.

미 제32연대는 9월 25일 오전 6시에 30분간의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제2

대대를 선두로 신사리에서 서빙고로 도하를 시작하였다. 미 제32연대의 임무는 

남산을 점령한 후 동남쪽 응봉(금호동 121고지)과 뚝섬의 348고지를 연이어 점령

하는 것이었다. 제2대대는 짙은 안개를 이용하여 인원과 장비의 손실 없이 무난히 

대안에 도달하여 남산으로 진출하였다. 얼마 후 안개가 걷히고 시계가 트이자 남

산과 응봉에 대한 맹렬한 공중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때 제1대대가 도하하여 동쪽 

제방을 따라 기동하였고, 뒤이어 도하한 제3대대가 제1대대를 초월하여 오후 1시

경에 응봉을 탈환하였다. 

미 제32연대 제3대대가 응봉을 탈환한 직후인 오후 2시경에 국군 제17연대가 

신사리에서 서빙고로 한강을 도하하였다. 국군 제17연대의 임무는 용마산(348고

지)을 점령한 다음 망우리 일대로 진출하여 경춘가도와 중앙선 철도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연대는 제1·제2대대를 공격제대로 하여 한남동과 장충단 사이의 고개

를 넘어 무학봉(93고지)을 점령하고, 26일 새벽 2시경에 하왕십리를 거쳐 중랑교

에 이르러 중랑천 동쪽지역에 대한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날 국군 제17연대는 

제3대대가 망우리에, 제2대대가 광장리에, 그리고 제1대대가 면목동 방면에 각각 

<상황도 3-5> 서울 외곽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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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하여 서울 남동쪽 외곽선을 포위 차단하였다.

(3) 서울시가지 전투

9월 25일 미 제7사단 제32연대와 국군 제17연대가 서울 남쪽에서 포위망을 구

축하고 있는 동안에 미 해병 제1사단과 한국 해병 제1연대가 일제히 서울 중심부

로 돌입하였다. 이날 비로소 편제상의 3개 연대를 완전 편성한 미 해병 제1사단은 

해병 제1연대(한국 해병 제2대대 배속)에게 서울 도심지역을 거쳐 미아리고개를, 

해병 제5연대(한국 해병 제1대대 배속)에게 중앙청 일대의 지역을, 해병 제7연대

(한국 해병 제5대대 배속)에게 북악산 고지군을 각각 점령하라는 임무를 부여하

였다. 

이날 저녁 북한군이 서울 북방으로 퇴각하고 있다는 항공정찰 정보가 입수되자 

미 제10군단장은 군단포병에게 미아리고개와 동대문-청량리 지역에 대한 퇴로 차

단사격을 집중 실시하게 하고, 공군에는 야간폭격을 요청하였으며, 해병 제1사단

에게는 이들을 추격하라는 야간공격 명령을 하달하였다. 

스미스 미 해병 제1사단장은 밤 10시에 해병 제1연대와 해병 제5연대에 상호 

식별할 수단을 강구하고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야간공격을 감행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양 연대는 적의 역습을 제압하면서 다음 날 새벽까지 작전을 계속했

지만 연대 간의 접촉을 이루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날 적의 역습은 남산의 미 제

32연대 지역에서도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뜻하지 않게 적의 역습과 연대 간에 접촉을 유지할 수 없었던 미 해

병사단은 계획대로 전진할 수 없었다. 이날(26일) 아침까지도 각 대대의 위치는 

전날 저녁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무렵 적의 상황이 크게 변화되기 시작

하였다. 서울 서측과 남산 일대의 방어력이 약화된 것을 감지한 적이 서울 고수 

방침을 포기하고 일부 부대로 아군의 전진을 지연하면서 주력부대를 철수시키기 

시작하였다. 적의 주력부대는 영등포 지역을 방어한 제18사단이었다. 이들은 사단

의 일부 부대를 남겨 놓은 채 25일 저녁 약 5,000여 명의 병력을 의정부로 이어

지는 도로를 따라 철수시켰다. 

북한군의 방어력이 약화되자 미 해병 제1사단은 9월 26일 오후 12시 30분에 공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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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전 연대에 

하달하였다. 미 해

병 제1연대는 마

포에서 시내 쪽으

로 통하는 가도를 

따라 하루 종일 공

격하였다. 북한군은

요소요소에 방어벽

을 만들어 놓고 

완강히 저항하였으

나 오후부터 점차 

그 기세가 약화되

었다. 그리고 그

동안 북쪽 측방경계를 담당하던 해병 제7연대도 공격작전에 투입되었다. 서울 북

쪽 포위명령을 받은 미 해병 제7연대는 개성-서울 국도를 따라 남진하여 미 해병 

제5연대와 연결하고 북악산을 거쳐 서울 동북쪽 미아리고개를 향해 전진하였다. 

그러나 이날 연희고지 일대에서 시내에 돌입한 미 해병 제5연대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전진이 더디었다. 

이날(26일) 저녁까지 미 제10군단이 탈환한 지역은 서울시가지의 절반 정도였으

며, 27일에도 시내에서는 여전히 방어벽을 둘러싼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방어벽은 

도심부에 가까워질수록 그 간격이 좁아져 300∼350m마다 설치되어 있었다. 그것

은 포대 속에 흙을 넣어 가슴 높이까지 쌓여 있었고 그 전면에는 대전차지뢰가 

매설되어 있었다. 또한 건물은 요새화되어 대전차포와 기관총이 설치되었고, 옥상

에는 박격포 진지가 구축되어 있었다.

미 해병 제1사단은 북한군이 설치한 방어벽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전진하였다. 

해병 제1연대는 제2대대가 마포에서 서울 중심부로 진격하여 프랑스대사관을 거쳐 

이날(27일) 오후 3시 37분 미국대사관에 성조기를 게양하였고, 제1대대가 오전 중

에 서울역을 점령한 후 남대문 가도를 따라 북상하였다. 서북쪽에서 공격하는 미 

해병 제5연대도 순조롭게 진격하였는데, 제2대대가 서대문형무소를 점령하였으며, 제3

<상황도 3-6> 서울시가지 전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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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가 서울중학교까

지 진출하였다. 그

리고 사단의 좌일선 

부대인 해병 제7연

대도 서울-의정부 간

국도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편 미 해병 제

1사단의 각 연대에 

배속된 한국 해병대

는 미 해병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면서 잔적소탕에 주력하였다. 한국 해병 제1대대는 미 해병 제5연대

에 배속되어 서대문, 신문로, 효자동 일대의 잔적들을 소탕하면서 미 제3대대를 

후속하여 중앙청을 점령하였고, 한국 해병 제2대대는 미 해병 제1연대에 배속되어 

마포, 용산, 서울역, 남대문 일대에서 잔적 소탕작전을 전개하면서 중앙우체국, 

시청, 덕수궁, 미국대사관 등을 점령하였다. 또한 한국 해병 제5대대는 미 해병 

제7연대에 배속되어 서울 북쪽 고지군 일대에서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미 해병과 

함께 미아리고개로 진출하였다.

한국 해병대는 서울시가지 전투과정에서 9월 27일 오전 6시 10분에 해병 제2

대대 제6중대 제1소대의 소대장 박정모 소위와 양병수 이등병조, 최국방 견습수병

이 중앙청 돔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중앙청에는 90일 만에 

다시 태극기가 휘날리게 되었다.

(4) 서울 수복과 정부 환도

9월 28일 낮부터 서울은 국군과 미군에 의해 완전히 확보되었으며, 서울시와 

경찰은 시정을 재개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공공시설을 급속히 복구하기 시작하였

다. 당시 미 제10군단도 이날 긴급 수송된 50톤의 미곡과 적이 압류하였던 많은 

양의 양곡을 풀어 시민들에게 배급하기 시작하였다. 

시가지 전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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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부산역 광장에서는 수도탈환의 경축식이 거행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맥

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서울탈환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수복된 서울에 

앞을 다투어 들어온 시민들은 자진하여 수복준비를 위한 복구작업에 동참하였다. 

서울입성 주공부대인 미 해병 제1사단의 사령부도 이날 오후에 현 미 제8군사령

부가 있는 용산으로 이동하였다.

9월 29일 오전 10시, 맥아더 유엔군사령관과 일행이 김포비행장에 도착하였으

며, 잠시 후 이승만 대통령 일행도 김포비행장에 도착하여 맥아더 장군과 함께 서

울시내로 향하였다.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 일행이 통과하는 연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열렬히 그들을 환영하였다. 환도식이 거

행될 중앙청 주변에는 한국 해병대와 육군 제17연대 그리고 미 해병대 일부 병력

이 배치되어 경비에 임하였다. 또한 미 해병 제1연대 제3대대가 한강교부터 서울 

시가를, 미 해병 제5연대 제2대대가 국회의사당 주변을 경비하고 있었다.

수도 서울 환도식은 9월 29일 정오에 거행되었다. 식장에는 각 부처 관리와 시

민대표 그리고 서울을 탈환한 전투부대 지휘관들로 가득 메워졌다. 단상에 오른 

맥아더 원수는 유창한 연설을 시작하였다. 정숙과 감격이 넘치는 식장 분위기 속

에서 맥아더 장군의 연설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포성이 때때로 들려왔다. 그 포성

의 진동 탓인지 식

장 천정의 유리조

각이 떨어지기도 했

지만, 맥아더 사령

관이나 연설을 듣는 

청중들은 전혀 미

동도 하지 않았다. 

가끔 소총 소리도 

들려오는 가운데 맥

아더 사령관은 약 

5분간에 걸친 연

설을 끝마쳤고, 이

어서 이승만 대통서울 환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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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연설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의 지도력을 찬양한 다음, 유엔군

의 노고에 감사하고 전사한 장병들의 유가족에게 위로를 보내며 승리자로서 북한

군에게 관용을 보일 것을 바란다는 요지의 연설을 하였다.

역사적인 수도 서울 수복식이 끝난 후 이날 오후부터 정부는 곧바로 업무를 개

시하였다. 정부의 환도에 뒤이어 정부 산하의 각 기관과 피난민들도 속속 서울로 

귀환하였다. 

제 3 절  낙동강에서의 총반격과 추격작전

1. 반격준비

미 제8군은 제10군단이 인천상륙작전을 시작한 다음 날인 9월 16일 오전 9시를 

기해 낙동강전선에서 총반격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제8군은 13일에 반격을 위한 

전투편성을 완료하고 반격준비 태세를 보완하는 데 주력하였다. 반격이 개시되면 

미 제1군단은 주공부대의 임무를 띠고 대구-김천-대전-수원을 잇는 경부축선을 

따라 신속히 진격해 상륙부대인 미 제10군단과 연결한 후 경부축선 서쪽의 북한

군을 포위 섬멸하기로 계획되었다. 경부축선 동쪽에서는 국군이 중동부전선과 동

부전선을 맡아 북한군을 추격하면서 신속히 38도선까지 진격하기로 계획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 제8군은 신설되는 미 제9군단을 한반도의 서남부지역으로 진출시

켜 호남지역의 북한군을 섬멸하기로 하였다. 

반격작전이 개시될 무렵 낙동강전선의 북한군은 전선사령부를 김천에 두고 1개 

전차사단 및 2개 전차여단의 지원 아래 총 13개 사단이 마산 서측-남지-영산-창

녕-현풍-왜관-다부동-영천-안강-포항 선에 전개하고 있었으며, 그 병력은 약 

1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미 제8군사령부는 판단하였다. 그 중 왜관 남쪽의 서

부지역에는 제1군단 예하 제2·제4·제6·제7·제9·제10사단 등 6개 사단 4만 

7,400여 명이 배치되어 있고, 낙동강 동부지역에는 제2군단 예하 제1·제3·제5·

제8·제12·제13·제15사단 등 7개 사단 5만 4,400여 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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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병력과 장비는 약 75%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미 제8군사령부에서는 북

한군이 경인지역 방어를 위해 3개 사단 규모를 서울지역으로 전환 배치하더라도 

낙동강전선에서 그들의 진지를 방어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며, 단기간 내에 그 

능력이 저하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 제8군의 정보판단과는 달리 

당시 북한군의 실제 병력은 7만여 명에 불과하였고 중화기와 전차도 편제의 50%

를 넘지 못했으며, 전투편성에서도 제2제대와 예비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

와 더불어 진지보강 공사는 물론 전차 예상접근로에 조차 대응할 수 있는 포병과 

공병장비가 없었으며, 유엔 공군의 계속된 폭격으로 전장공포증이 만연하고 보급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상태였다.

<표 3-3> 낙동강전선의 북한군 전투편성표(1950. 9. 15)

××××

북한군 전선사령관 : 대장 김책
사령부 : 김천

××× ×××

I 군단장 : 중장 김웅
사령부 : 김천 II 군단장 : 중장 김무정

사령부 : 안동

×× ×× ×× ×× ×× ×× ××

6 7 9 3 13 1 8

×× ×× ×× ×× ×× ××

4 2 10 15 12 5

   

반면에 낙동강전선의 국군과 유엔군은 3개 군단 예하에 10개 사단과 1개 여단

으로 증강되어 총 병력이 15만 7,210명에 달해 병력면에서 북한군보다 2배 이상

이었으며, 화력도 월등히 우세하였다. 또한 한반도 서남부지역의 작전을 통합지휘 

할 목적으로 미 제9군단이 창설을 위한 마무리 준비단계에 있었다. 

당시 유엔군은 미 제1군단이 미 제1기병사단, 국군 제1사단, 미 제24사단으로 

대구를 방어하고 있었고, 그 남쪽으로는 미 제2사단이 창녕-영산에서, 미 제25사

단이 마산에서 각각 북한군을 방어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군은 제2군단이 제6사

단과 제8사단으로 신녕-영천에서, 국군 제1군단이 수도사단과 제3사단으로 안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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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산강에서 방어하고 있었다. 이들 부대의 병력은 국군이 7만 2,730명, 미군이 

8만 2,787명, 영국군이 1,693명 등이었다.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은 기갑, 포병, 

중화기와 이들 화기의 탄약보급에서 북한군보다 6:1로 우세하였으며, 해·공군의 

작전능력에서도 비교가 안될 만큼 월등히 우세하여 제공권과 제해권을 완전히 장

악하고 있었다.

<표 3-4> 미 제8군 전투편성표(1950. 9. 15)

××××

8 (미)

××× ××× ××× ×××

1 (미) 9 (미) 1 (한) 2 (한)

×× ×× ×× ×× ×× ××

1 (미) 24 (미) 2 (미) 25 (미) 3 (한)수도 (한)

(기병)

×× × ×× ×× ××

1 (한) 27 (영) 7 (한) 6 (한) 8 (한)

(예비)

비고 : 미 제9군단은 9월 23일부터 지휘권 행사, 국군 제7사단은 육군본부 예비로 운영

미 제8군사령부가 낙동강전선에서의 반격계획을 완성한 것은 9월 6일이었다. 

이 계획은 극동군사령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 계획의 일부가 수정되어 9월

11일에 작전명령으로 하달되었다. 제8군의 반격계획은 현 접촉선인 낙동강방어선

을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인천상륙 하루 뒤인 9월 16일 오전 9시에 일제히 반격으

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반격 개시 일자를 인천상륙작전보다 하루 늦게 잡은 것은 

인천상륙의 소식이 북한군에게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반면에 유엔군에

게는 사기를 크게 고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미 제8군은 서부 및 서남부지역에서 미군 1개 군단과 4개 사단이, 동부지역에

서 국군 2개 군단이 일제히 반격을 개시하도록 하였으며, 주공은 중앙지역의 미 

제1군단에 두었다. 미 제1군단은 인천으로 상륙하여 포위기동을 실시하는 미 제10

군단과 연결하는 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경부국도가 기계화 부대의 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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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주공부대로 선정되었다.

2. 낙동강선 돌파작전

(1) 대구 정면 돌파

모든 준비를 완료한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9월 16일 전 전선에서 일제히 반

격으로 전환하였다. 반격작전의 주공부대인 미 제1군단은 제1기병사단(제5연대전

투단 배속)으로 대구북방 전선을 돌파해 왜관을 점령, 교두보를 확보한 후 예비대

인 제24사단을 투입해 공격력을 유지하면서 경부국도를 따라 김천방면으로 진격

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제1기병사단 우측으로는 국군 제1사단이 기병사단의 도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낙동리 부근에서 도하를 실시한 후 상주 방향으로 공격할 

계획이었다. 

반격작전으로 전환할 무렵 미 제1군단은 제1기병사단이 대구북방 12㎞ 지점에서 

북한군 제3·제13사단과 대치 중이었고, 국군 제1사단이 가산산성-팔공산에서 북

한군 제1사단 및 제13사단 일부와 접촉 중이었다. 그리고 미 제24사단이 군단예

비로 경산에 집결하고 있었으며, 영국군 제27여단이 전선에 갓 도착하여 대구 서

남쪽 금호강과 낙동강의 합류지역(죽곡동-신당동)에서 전투준비와 군단의 서쪽 측

방에 대한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반격작전이 시작되자 미 제1기병사단은 제5기병연대가 왜관을, 제8기병연대가 

다부동을 목표로 공격하였고, 배속된 제5연대전투단이 대구 서북쪽의 하산동 부근

에서 강변도로를 따라 공격하였다. 국군 제1사단도 좌측의 제15연대(-)가 가산을 

공격하는 동안에 중앙의 제11연대(+)가 대율동으로 공격하였다. 그러나 악천후와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미 제1기병사단과 국군 제1사단은 전선을 돌파하

지 못하고 북한군과 일진일퇴의 공방전만을 전개하였다. 궂은 날씨는 유엔 공군의 

활동에 제약을 주었고 포병의 화력지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하였다.

작전지역의 기상이 호전된 9월 18일부터 항공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왜관 

일대에 대규모 폭격이 실시되었지만 주공부대인 미 제1기병사단의 전진은 크게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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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되지 않았다. 제5기병연대는 왜관 남서쪽 5㎞ 지점의 북한군 주진지를 돌파하

지 못하였고, 제8기병연대도 다부동 5㎞ 남쪽에 편성된 북한군 진지에 직면하여 

오히려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등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였다.  

미 제1군단장은 제1기병사단의 진출 부진으로 인한 군단 목표달성의 지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동계획상의 중요한 변경조치를 단행하였다. 예비인 제24사단을 

군단 서측방으로 투입하고 제5연대전투단과 함께 신속히 전선을 돌파해 김천방면

으로 전진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제1군단에 배속된 국군 제1사단이 9월 18일 다부동 동쪽에

서 북한군 방어선 후방 깊숙이 진출하여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왜관-다부동 선에 

형성된 북한군의 방어선이 무너졌다. 이날 국군 제1사단은 제15연대가 가산의 적

을 고착시키면서 그 우측으로 기동하여 중요 감제고지인 558고지를 점령하였고, 

제11연대(-)가 이 고지 우측을 돌아 계곡접근로 중간지점인 매곡동 일원으로 진출

하여 배회하는 북한군을 격파하였다. 그리고 제12연대가 다부동-군위 도로의 교

차점인 갈뫼를 점령하였다. 이 도로의 차단으로 가산산성에 집중된 사단 전방의 

북한군뿐만 아니라 대구 북방에 투입된 북한군 제1·제3·제13사단의 동쪽 퇴로

가 차단되었다. 이에 따라 적진에서는 혼란이 초래되어 철수가 불가피하게 되었으

며, 다부동 남쪽에서 고착된 미 제1기병사단의 전진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미 제1군단 우측의 국군 제1사단이 성공적으로 돌파작전을 전개하는 사이에 군

단 좌측의 미 제24사단도 9월 19일 아침에 낙동강을 성공적으로 도하하였다. 그

리고 이날 제5연대전투단이 공지합동작전으로 금무봉을 점령한 후 오후 2시 15분

에 왜관에 진입하였으며, 다음 날(20일) 왜관 북쪽의 주요고지인 작오산(303고지)

을 점령하여 도하지점을 확보하였다.

이처럼 양 측방에서 북한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포위하며 추격작전을 펼칠 발

판을 구축하고 있을 때 최초 돌파작전의 주공부대였던 중앙의 미 제1기병사단은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큰 손실을 입으면서 21일에서야 왜관 북쪽 지역을 

장악하고 다부동 지역에서 국군 제1사단과 연결하였다.

이 무렵 인천상륙작전의 효과가 낙동강전선에 미쳐오기 시작하면서 9월 21∼22

일 이틀 동안에 북한군 전선이 급속하게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왜관에서는 21일 

미 제24사단 지원부대의 도하가 계속되었고, 22일에는 낙동강에 부교가 가설되어 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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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차량들이 도

하함으로써 미 제

24사단이 김천으

로의 진격을 선

도할 태세를 갖

추었다. 한편 국

군 제1사단도 9월

22일까지 작전지

역 내의 북한군 

소탕작전을 전개

하면서 상주 방

향으로 진출할 태

세를 갖추었으며, 미 제1기병사단도 부대를 재편성하여 진격작전을 준비하였다.

이로써 미 제1군단은 반격작전을 개시한 지 6일 만에 북한군의 방어선을 완전히 

돌파하였다. 당시 북한군의 상황에 대해서는 9월 21일 미 제1기병사단에 투항한 북

한군 제13사단 참모장 이학구(李學九) 총좌(대령)의 진술에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군 제13사단은 전투부대로서의 능력을 상실하였고 사령부와 

각 연대간의 연락도 두절되었을 뿐 아니라 병력도 제19연대가 200명, 제21연대가 

330명, 제23연대가 300명으로 사단 전체의 병력이 1,500명에 불과하며 그것마저

도 70∼80%가 남한에서 강제 동원된 의용군이었다. 장비도 전차는 전부 파괴되

었고 9문의 야포와 5문의 120mm 박격포가 있을 뿐이며, 보급은 한 달 전부터 

식량이 반으로 줄었고 차량은 30대만이 가동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제

13사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시 낙동강전선의 모든 북한군 사단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2) 서남부지역 돌파

왜관 남쪽 낙동강 서남부지역에서의 반격작전은 미 제2사단(사단장 Lawrence 

B. Keiser 소장)과 미 제25사단(William B. Kean 소장)에 의해 전개되었다. 미 

낙동강 반격작전을 위해 설치된 부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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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사단과 제25사단의 돌파작전은 새로 창설된 미 제9군단이 9월 23일부터 작전

통제하기 전까지 제8군의 직접 지휘하에 사단별로 수행되었다.

창녕-영산에서 북한군의 9월 공세를 저지한 미 제2사단은 우선 낙동강을 건너

온 북한군을 구축하는 데 작전목표를 두고 현풍의 제38연대, 창녕의 제23연대, 

영산의 제9연대를 그대로 공격으로 전환시켜 3개 연대 병진대형으로 돌파작전을 

실시하였다. 

미 제2사단은 9월 16일 아침 폭우로 인해 항공지원이나 포병의 화력지원 없이 

공격을 시작하였다. 사단의 반격이 시작되자 북한군도 여러 곳에서 완강히 저항 

하면서 사단의 전진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오후부터 날씨가 개이면서 유엔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을 받게 된 사단은 맹렬한 공격으로 북한군 진지를 파괴해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늦게부터 북한군은 진지를 포기하고 낙동강을 건너 후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의 철수는 야간에도 이어져 북한군 제2사단사령부 및 3개 보

병연대(제4·제6·제17연대)와 포병연대를 비롯하여 지원부대가 이튿날까지 계속 

낙동강을 건너 서쪽으로 철수하였다.

북한군이 철수하자 9월 18일 제2대대를 선두부대로 한 제38연대의 도하작전이 

시작되어 2시간 만에 완료되었다. 이 도하작전은 미 제8군 소속 부대 중 가장 성

공적이었고, 미 제2사단의 작전계획을 이틀이나 앞당기게 하였다. 미 제2사단은 

유엔군의 총반격작전이 시작된 지 3일째인 이날 일부 고지를 제외하고 낙동강의 

서측방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남겨진 고지들도 19일 제38연대에 의해 모두 탈환

되었다. 그리고 20일에는 제38연대의 낙동강 도하에 이어 제23연대가 신반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공격주정을 이용해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강을 건넜다. 

제23연대와 제38연대의 낙동강 도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미 제2사단장은 

제23연대를 박진-신반리-청계리-합천으로 남쪽 방면에서, 제38연대를 청회-초

계-합천으로 북쪽 방면에서 각각 공격하게 하였다. 미 제2사단이 파악한 작전지

역 내의 북한군 전력은 제2사단이 약 15%, 제4사단이 25%, 제9사단이 50%, 제

10사단이 25% 정도였으며, 이들은 신반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미 제2사단 공격부대인 제23연대와 제38연대는 21일 낮 

12시경부터 각각 신반리와 초계 방면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날 초계 방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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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한 제38연대는 북쪽 진격로를 따라 초계 부근까지 진출했지만, 남쪽 진격로를 

따라 신반리로 진격하던 제23연대는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미 제2사단의 주력인 제23연대와 제38연대는 22일 이른 아침부터 신반리와 초

계 탈환을 위한 공격을 재개하였다. 초계 탈환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한 제38연대

는 이날 낮 12시 30분경 초계읍에 돌입하였으며, 이후 주변 고지군들을 점령해 

들어갔다. 그리고 신반리 방면으로 공격하던 제23연대는 이날 새벽 5시경에 대대 

규모로 추정되는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백병전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되었지

만, 도로 남쪽에서 공격하던 제3대대가 이날 오후 6시경에 신반리를 점령하였다. 

이렇듯 9월 22일에 신반리와 초계를 점령함으로써 미 제2사단은 합천-논산 진격

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유엔군 전선의 서부 마산지역에서는 미 제25사단이 반격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9월 16일, 북한군은 여항산(742고지), 서북산(738고지), 전투산

(661고지) 등 주요 고지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저항을 보였다. 이에 킨 

소장은 제35연대 제3대대장 울포크(Robert L. Woolfolk) 소령에게 특수임무부대

를 편성하여 다음 날(17일) 전투산과 여항산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울포크 특

수임무부대는 17∼18일 양일간 제90야포대대와 공군의 지원 아래 공격을 했지만, 

북한군의 맹렬한 자동화기 사격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18일 저녁 북

한군은 갑자기 전투산진지를 포기하고 후퇴하였다. 이때 북한군은 제7사단(사단장 

이익성 소장)이 제6사단(사단장 방호산 소장)의 엄호 아래 남강 북쪽으로 철수하

였고, 이어서 제6사단도 여항산 남쪽 서북산에서 철수하였다. 하지만 미 제25사단 

작전지역 내에서는 여전히 북한군의 패잔병들이 출몰하였다. 

북한군의 철수에 뒤이어 9월 19일에 마산-진주 간의 북쪽 도로로 전진한 제35

연대는 중암리-무촌리를 거쳐 21일 진주고개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제24연대와 

제27연대는 전진로가 험하고 북한군 패잔병들의 저항이 심해 진격이 더디었다. 

특히 제27연대의 경우 22일 아침 여항산 서측 둔덕 부근에서 북한군의 침투부대

로부터 기습을 받아 피해를 입었는가 하면 작전회의 중인 제1대대 본부에 박격포

탄이 떨어져 부대대장과 대대참모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제25사단장 킨 소장은 23일 저녁에 남쪽 해안선에서 제27연대를 초월한 제25

수색중대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제27연대를 사단 우측방의 중암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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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켜 남강을 

건너 교두보를 확

보한 후 의령에서

진주로 공격하게 하

였다. 토만(Torman)

특수임무부대로 

명명된 제25수색

중대는 24일 아

침부터 해안선을 

따라 진주를 향

해 전진하여 저녁 무렵에 진주 남쪽 4㎞ 지점에 위치한 도로교차점 부근의 감제고

지를 점령하였다. 이 무렵 북한군이 진주 남강교를 폭파하였다.

제35연대는 9월 25일 새벽 2시경에 제2대대를 선두로 하여 남강교의 하류쪽에

서 남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제35연대 제2대대는 진주 동남쪽 4㎞ 지점에서 토

만 특수임무부대의 전차포 지원 아래 진주에 돌입하였다. 당시 진주에는 박격포와 

야포의 지원을 받는 약 300명의 북한군이 미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제

35연대 제3대대와 제1대대도 오후에 남강을 건너 진주에 진입하였고, 토만 특수

임무부대도 이날 저녁에 파괴된 남강교 동쪽 200m 지점에 미 제65야전공병대대

가 가설한 마대도하장(麻袋渡河場)을 통해 강을 건넜다. 

진주에서 의령으로 가는 중간지점에서도 미군 공병대와 1,000여 명의 현지 피

난민들이 북한군의 산발적인 박격포탄 공격에도 불구하고 마대로 도하장을 구축하

였다. 26일 새벽에 제27연대 제1대대가 이곳에서 남강을 건너 의령을 점령한 후 

28일에 진주로 향하였다.

(3) 중동부지역 돌파

중동부지역의 국군 제2군단(군단장 유재흥 소장)은 9월 15일 제6사단(사단장 김

종오 준장)이 신녕에서, 제8사단(사단장 이성가 준장)이 영천에서 북한군 제8사단

과 제15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고 반격작전을 준비 중이었다. 9월 13일에 하달된 

진주 부근에서 파괴된 교량 옆에 우회로를 만들고 있는 유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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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군단에서는 반격으로 이전하여 정면의 적을 돌파하고 

제1단계 작전 목표로 함창-예천-안동을 연하는 선을 점령할 계획을 수립하고, 도

원동-구산동-의성을 연하는 선을 그 중간 통제선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국군 제2군단의 주공 사단인 제6사단은 9월 16일 오후 3시부로 공격 명령이 하

달되자 공세로 이전하였다. 제6사단장 김종오 준장은 도원동-예천-함창 방향으로 

공격 방향을 정하고 제2연대를 사단 좌측에서, 제7연대를 우측에서 각각 공격에 

나서게 하였다. 

사단장은 우선 신녕 북쪽의 전술적 요충지인 조림산을 공격해 이를 점령함으로

써 공격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조림산 공격은 제2연대가 맡아 이날 일진

일퇴의 격전 끝에 오후 5시 30분경 조림산 남쪽의 고지들을 탈환하였다. 이때 조

림산에는 북한군 제8사단의 1개 연대가 배치되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국군 제6사단은 17일에도 제2연대를 주공으로 하고 제7연대를 조공으로 하여 

조림산 탈환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사단의 공격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는데다가, 설상가상으로 18일에는 조림산 북쪽 3.5㎞ 지

점의 원산동 부근에서 연대 규모의 북한군 증원부대가 조림산 일대로 남하 중이라

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예비인 제19연대를 조림산 서북쪽으로 우회 

기동시켜 북한군의 증원을 차단하는 한편, 제2연대를 조림산 정면으로, 제7연대를 

조림산 동쪽으로 공격하게 하는 양익포위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9월 18∼20일 제2연대와 제7연대를 좌우 병진하는 주공부대로 

하고, 제19연대를 조공부대로 하여 조림산 일대의 북한군을 포위 공격하였다. 그

러나 조림산의 북한군도 정상을 거점으로 방어진지를 강화하고서 국군의 공격에 

완강히 저항하였다. 제6사단은 예상하지 못한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피

해가 커지자 공격을 중단하고 부대정비와 함께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제

6사단장은 북한군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19연대와 제7연대의 화력

지원 아래 정면의 제2연대가 북한군 진지를 돌파하는 ‘정면 돌파, 양면 엄호’ 작전

을 계획하였다.

국군 제6사단의 주공부대인 제2연대는 21일 오후 2시에 제19연대와 제7연대의 

화력지원 아래 조림산 정상을 향해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제2연대의 공격은 

급경사인 조림산 정상 부근의 지형적 특성과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고지 점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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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였다. 

제2연대장 함병

선 대령은 정상적

인 공격 방법으로

는 고지 점령이 불

가능할 뿐만 아

니라 많은 병력 

손실을 초래할 것

으로 판단하고 기

만전술을 사용하

기로 결심하였다. 

제2연대는 차량

170여대를 동원해 연대 기간요원을 맨 앞차와 뒤차에 나누어 승차시킨 후 전조등

을 켠 채로 군가를 부르도록 하면서 신녕 북쪽으로 전진시켰다가 전조등을 끄고 

조용히 본래의 남쪽 지점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만전법을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

다. 이는 북한군에게 조림산 공격을 위해 국군의 증원부대가 신녕 북쪽으로 전진 

중이라고 오판하게끔 하려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19연대와 제7연대는 현 점령 진

지에서 담당 정면의 북한군이 조림산 방면으로 증원되지 않도록 견제하였다.

21일 밤에 기만전술로 북한군의 시선을 분산시킨 제2연대는 9월 22일 오전 9시

경에 전 병력을 투입해 다시 한 번 조림산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런데 이날 새벽

에 북한군은 조림산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퇴각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제2연대는 

별다른 저항 없이 조림산을 탈환할 수 있었다. 조림산을 탈환한 국군 제6사단은 

계속해서 도원동-함창-충주 선으로 진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한편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영천 부근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영천 방어에 

성공한 국군 제8사단은 군단으로부터 의성-안동-영주 선을 따라 진격하라는 명

령을 받았다. 제8사단장 이성가 준장은 제21연대를 좌측에, 제10연대를 우측에 각각

전개시켜 구산동-의성 방면으로 공격해 이 지역을 점령한 후 계속해서 안동 방향

으로 진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8사단의 첫 번째 목표는 기동로 상의 동쪽

에 위치하며 북한군 제15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기룡산(961고지)과 보현산(1124고

국군 제6사단의 신녕 돌파작전 시 최대 격전지였던 조림산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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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 탈취하는 것이었다. 이곳은 앞서 8∼9월에도 격전이 치러졌던 곳이었다.

국군 제8사단은 9월 16일 제10연대를 기룡산 남쪽 고지군에, 제21연대를 영천

-구산동 도로축선에 각각 전개시켜 기룡산과 노고령(보현산 서쪽 고개)을 목표로 

반격작전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험준한 산악지대를 기동해

야만 하는 공격부대들은 작전상 많은 지장을 받게 되어 그 이튿날까지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사단장은 다음 날(17일) 전방 2개 연대에 즉각 공격을 재개하여 48

시간 내에 부여된 목표를 탈취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사단예비인 제16연대를 전방 

양개 연대 사이로 투입해 기룡산 서북쪽의 보현산을 탈환하게 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9월 18일 제10연대가 기룡산을, 제16연대가 보현산을, 제21연

대가 노고령을 목표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북한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노고

령을 목표로 공격하던 제21연대는 북한군 제73연대의 위협으로 인해 진출에 부진

을 면치 못하다가 19일 아침에 목표를 탈취하였으며, 제10연대는 기룡산에 배치된 

북한군과 백병전까지 치르면서 19일 정오경에야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노고령

의 피탈 소식을 전해들은 보현산의 북한군이 퇴로차단을 두려워한 듯 북쪽으로 철

수하면서 제16연대도 21일에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보현산을 점령하였다.

이후 제21연대와 제10연대는 구산동과 도평동 부근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접전

을 벌인 후에 제1차 목표 지점을 확보하였다. 제21연대는 21일 구산동 남쪽 고지 

일대에서 2,000명 규모의 북한군과 약 3시간 동안 백병전을 불사하는 격전을 치

르고 다음 날(22일) 제1차 진출선인 구산동을 완전히 점령하였으며, 제10연대도 

증원된 제16연대와 함께 도평동 우측방에서 23일까지 북한군과 격전을 벌인 끝에 

이를 물리쳤다. 

이와 같이 국군 제8사단은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영천 북쪽의 전술

적 요충지인 기룡산과 보현산을 탈취한 데 이어 작전의 중간 통제선인 구산동을 

점령함으로써 추격작전의 발판을 구축하였다. 

(4) 동부지역 돌파

동부전선의 국군 제1군단(군단장 김백일 준장)은 9월 15일 안강평야와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안강 남쪽에는 수도사단이, 포항 남쪽에는 제3사단이 경주 방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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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하려는 북한군 제12사단과 제5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고 반격으로 전환할 준비

를 하고 있었다. 9월 13일에 하달된 육군본부의 작전명령에 따라 군단에서는 제1

단계 작전목표로 청송-영덕 선을 점령할 계획을 수립하고 도평동-청하 선을 그 

중간 통제선으로 설정하였다. 

경주 지역에서 반격으로 전환하게 된 국군 수도사단(사단장 송요찬 대령)은 제1

단계 작전목표인 청송-길안으로 진격하기에 앞서 먼저 안강·기계를 점령하기로 

하였다. 9월 16일 수도사단은 제18연대를 주공으로 하고 제1연대와 제1기갑연대를 

조공으로 한 3개 연대 병진대형으로 반격을 개시하였다. 제1연대는 호명리에서 양

동리와 유금리 방면으로 공격하고, 제18연대는 갑산리에서 무릉산 방면으로 공격

하여 오후 2시경에 무릉산 북쪽 고지군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당시 무릉산은 안강 

남쪽에서 경주까지 감제할 수 있는 중요 지형지물로써 북한군 제12사단의 주력이 

배치되어 있던 곳이었다. 제18연대의 무릉산 점령은 중앙에서 공격하던 제1기갑연

대의 공격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제1기갑연대는 이날 무릉산 남쪽의 344고지

를 6시간에 걸친 혈투 끝에 점령하고 무릉산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국군 수도사단은 9월 17일에 제18연대가 옥산리 방면으로 퇴각하는 적을 추격

하였고, 제1기갑연대가 무릉산을 거쳐 안강읍으로 진출하였다. 제18연대와 제1기

갑연대가 안강을 서남쪽에서 압박하는 동안에 제1연대도 안강 동쪽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에 북한군은 안강 방어를 포기하고 북쪽의 노당치 부근으로 철수하

였다. 이날 사단의 서쪽 측방에서는 국군 제7사단(사단장 신상철 대령) 예하의 제

8연대가 도덕산 방면으로 진격함으로써 국군 제1군단과 국군 제2군단 사이의 간

격을 메우게 되었다. 이 지역은 지난 2주간 공백상태로 남아 있던 곳이었다.

안강을 탈환한 수도사단은 18일부터 기계 탈환을 위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러

나 안강에서 철수한 북한군 제12사단 병력이 기계 남쪽의 횡격실 능선에서 강력

히 저항하고, 또 동쪽 측방에서는 북한군 제5사단 제10연대가 단구리 일대에서 

완강히 버티면서 국군 수도사단의 공격을 3일간 저지하였다. 이로 인해 수도사단은 

9월 21일에 가서야 기계를 탈환하고 북한군의 낙동강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었다. 

이때 북한군 제12사단은 부상자들을 남겨둔 채 서북쪽으로 퇴각하였으며, 제5사단 

소속의 병력 일부는 기계 북방의 비학산으로 숨어들었다. 

한편 동해안의 국군 제3사단(사단장 이종찬 대령)은 형산강이라는 천연장애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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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반격작전을 2단계로 구분하여 계획하였다. 제1단계는 우선 형산강을 도하하

여 교두보를 확보한 후 3개 연대 병진공격을 전개하며, 제2단계는 제23연대가 도

움산-토성을 경유하여 청하로, 제22연대와 제26연대가 포항-흥해를 거쳐 청하로 

진출한다는 것이었다. 

사단은 제23연대와 제26연대가 양 측방에서 먼저 도하하고 중앙의 제22연대가 

제23연대의 도하를 지원한 후 후속할 계획이었다. 당시 형산강은 폭우로 인하여 

형산교 부근의 하폭이 200m에 달해 도섭이 어려웠고 형산교 교량은 9월에 폭파

되었으나 경간 1개가 완전히 절단되지 않아 병력이 일렬로 통과할 수 있었다.

9월 16일 제23연대와 제26연대는 적정 탐색을 위해 각각 1개 소대 규모의 특

공대를 형산강 북쪽 500m까지 진출시켰으나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철

수하였다. 이 무렵 북한군은 포항과 흥해를 거점으로 형산강 일대의 제방에 횡단

교통호와 참호 등으로 연결된 진지를 구축하고 제5사단과 제12사단의 각 일부 병

력으로 제12연대와 제45연대를 편성해 국군의 형산강 도하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제3사단장 이종찬 대령은 16일 자정에 총반격을 개시하기 위한 작전명령을 예

하부대에 하달하였다. 사단장은 서쪽의 제23연대를 공격 제대로 하여 제22연대의 

지원하에 형산 고지 동쪽에서 도하해 원동 일대의 고지를 공격하게 하고, 제26연

대를 형산교 부근에서 교량 또는 선박을 이용해 돌파구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북한

군의 공격력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9월 17일 제3사단

은 비가 억수로 쏟아

지는 데도 불구하고 동

해안의 함포지원 하에 

형산강 도하작전을 계

획대로 강행하였다. 제

23연대는 오전 10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

러나 대안에 배치된 북

한군의 주력이 도하부

대에 집중사격을 가해 국군 제3사단이 반격을 위해 도하작전을 벌인 형산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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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에 따라 도하가 불가능하였다. 결국 제3 사단의 첫날 도하공격은 실패하였다. 

제3사단은 9월 18일 해·공군으로부터 화력지원을 받으며 실시된 도하작전에서 

제23연대가 최초로 도하에 성공하였다. 이때 도하부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사

단장이 직접 도하작전을 진두지휘하였다. 교두보를 확보한 제23연대는 오후 4시

경부터 해·공군의 화력지원 하에 효자동 방면으로 공격을 계속 감행하였다. 제

26연대도 11시간의 사투 끝에 이날 오후 6시에 형산교를 건너 도하발판을 확보하

였다. 그러나 교량을 건너기 위해 소대별로 약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

생하였다. 제23연대와 제26연대의 도하 성공에 이어 제22연대도 제23연대의 도

하를 지원한 후 오후 4시에 행동을 개시해 오후 7시경 선두부대가 형산강을 건너

는 데 성공하였다.

사단의 후속부대는 도하를 계속하는 한편 이미 도하한 부대들은 격전을 치르면

서 형산강 북방의 공격목표를 향해 진출하여 20일에 제23연대가 포항을 탈환하였

으며, 22일에 제22연대가 흥해를 탈환하고 중간목표인 청하 선에 진출하였다.

국군 제3사단의 반격이 시작된 5~6일 동안 북한군 제5사단은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고 주력은 동해안 7번 도로를 따라 울진 방면으로 후퇴하였으며, 

일부는 흥해 서북쪽 비학산으로 잠입하였다.

3. 38도선을 향한 추격작전

(1) 추격작전 계획

국군과 유엔군은 반격개시 1주일 만에 북한군의 낙동강방어선을 돌파하였다. 이

에 앞서 미 제8군사령관은 9월 22일 상황보고와 포로진술에 의해 북한군의 전선

이 붕괴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전선 돌파에 이어 북한군을 추격하여 전과를 확대하

는 총공격명령, 이른바 ‘추격명령’을 하달하였다.

• 전 전선에 걸쳐 적의 저항은 현저하게 저하되었으므로 군은 총공세를 펼치려고 

한다. 예하부대는 적진으로 종심 깊이 침투해 들어가고 적의 약점을 이용하여 

포위기동을 통해 적의 계획된 후퇴로를 차단하고 적을 격멸할 수 있도록 철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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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봉쇄하여 적을 파괴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 미 제1군단은 주공을 대구-김천-수원 축선에 두고 제10군단과의 연결을 이룬

다. 제2사단은 합천-거창-안의-전주-강경 축선으로 무제한 공격을 실시한다.

• 제25사단은 군의 남측방에서 진주를 점령하고 의명 서쪽 또는 북서 방향으로 공

격을 준비한다. 한국군은 책임지역 내에서 종심 깊은 돌파와 포위기동으로써 적

을 격파한다.

모든 부대는 측방경계를 고려하지 말고 진격하라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날 미 

제8군은 미 제9군단이 다음 날(23일)부로 미 제2사단과 미 제25사단을 작전통제

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하달하였다. 같은 날 육군본부도 미 

제8군과 협조하여 각 군단에 다음과 같은 진격명령을 하달하였다. 

• 제1군단은 주공이 청하-영덕-평해 축선을 따라, 조공이 인지동-천지동-춘양

축선을 따라 무제한 공격을 실시한다. 평해와 춘양을 확보한 후 육군본부 명령

에 의하여 북방 혹은 서북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다. 

• 제2군단은 주공이 도원동-함창-충주 축선을 따라, 조공이 의성-안동-영주 축

선을 따라 무제한 공격을 실시한다. 충주와 영주를 확보한 후 육군본부 명령에 

의하여 북방 혹은 서북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다. 

육군본부와 미8군사령부는 이 명령에 의한 작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명령을 하달한 다음 날인 9월 23일에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여 지휘소를 

개소하였다. 

낙동강전선에서 저항하던 북한군은 방어선이 무너지자 순식간에 지휘체계가 붕

괴되어 지리멸렬되고 말았다. 이들은 개전 초부터 오직 공격작전 일변도의 작전만 

수행했기 때문에 방어와 후퇴작전에는 매우 미숙하여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과 추

격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2) 서부지역 추격작전

① 인천상륙부대와 연결작전

반격작전의 주공인 미 제1군단의 임무는 신속한 전진으로 인천에 상륙한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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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군단과 연결하여 낙동강 서부지역에 투입된 북한군 제1군단을 포위하고 이로

써 동서로 양단된 북한 지상군을 국군과 미군이 각개 격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 제1군단은 당초 제1기병사단으로 하여금 왜관을 

<상황도 3-7> 국군과 유엔군의 낙동강선 반격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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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하고 교두보를 확보하게 한 다음 미 제24사단을 선봉으로, 제1기병사단을 후

속으로 김천-대전을 향해 진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돌파작전 시 초래된 상황의 

변화로 인해 먼저 왜관교두보를 확보한 제24사단을 김천-대전 방향으로 투입하

고, 국군 제1사단을 군단예비로 하여 미 제1기병사단을 후속하도록 기동계획을 바

꾸어 추격작전을 전개하였다. 

다부동전선을 돌파하고 9월 22일부로 추격명령을 받은 미 제1기병사단장은 예

하의 제7기병연대를 특수임무부대로 편성하고 이를 선두로 추격작전을 전개하기로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제7기병연대장은 제1·제3대대와 배속 받은 전

차 및 포병부대 등으로 제777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고, 이중 린치(James H. 

Lynch) 중령의 제3대대에 미 제70전차대대 C중대의 제2·제3소대, 제77야전포병

대대(-) C포대, 중박격포중대 제3소대, 제8야전공병대대 B중대 제2소대, 제77야

전포병대대 전방관측반, 연대정보수색소대, 1개 전술항공통제반, 제13통신중대 

SCR399 무선반, 1개 의무소대 등을 배속하여 별도의 린치특수임무부대를 구성하

였다. 

9월 22일 오전 8시에 제1기병사단은 린치특수임무부대를 선두로 다부동을 출발

하여 북상하였다. 린치부대는 밤 11시경 낙동리에 도착한 후 다음 날(23일) 새벽 

4시경부터 허리에 차는 강물을 도섭으로 건너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린치부대를 

후속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제7기병연대 제1대대가 상주로 진출하기 위해 낙

동리 도하장에 도착하였다. 낙동리 도하장에는 9월 24일 사단 공병대가 노무자 

400여 명의 도움을 받아 전차와 차량을 도하시킬 수 있는 수중교를 설치하여 오

후부터 전차의 도하가 가능하게 되었다. 

전차부대가 도착하자 제7기병연대장 해리스 중령은 린치특수임무부대를 충북 보

은으로 출발시켰다. 사단은 선두인 제777특수임무부대가 보은에 머무는 동안 24~ 

25일 양일간에 다른 부대들을 상주 및 낙동리지역에 집결시켰다. 

미 제1기병사단장 게이 소장은 9월 26일 오전 상주에서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

고, 낮 12시를 기해 제777특수임무부대는 보은-청주-천안-오산 도로를 따라 다

시 추격을 계속하고, 제8기병연대는 충북 괴산을 거쳐 안성으로, 제5기병연대는 

조치원을 거쳐 천안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은 즉시 제777특수임무부대의 선두인 린치부대에 전달되었다. 린치 중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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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선두에 연대 수색

소대와 제70전차대대 C

중대 제3소대를 위치시

키고 제3소대장 베이커

(Robert W. Baker) 중

위에게 전차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력으로 전

진할 것과 사격을 받지 

않는 한 대응하지 말라

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베이커 전차소대는 계획

보다 30분 앞서 오전 11시

30분에 보은을 출발하

여 전속력으로 북상해 

오산 북방 5~6㎞ 지점

(죽미령 일대)에서 인천

상륙 부대인 미 제7사

단 제31연대와 만나게 

되었다. 이때가 9월 26일 밤 10시 26분으로, 베이커 전차소대는 보은을 출발한 

지 장장 11시간 만에 170㎞를 달려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린치부대 본대는 베이커 전차대보다 1시간 이상 뒤쳐져 오산 방면으로 북진하던 

중 이날 자정 무렵 오산 남쪽 하북리에서 북한군 전차 10대와 조우하였다. 린치부

대는 이곳에서 2시간 가량 북한군과 교전하여 북한군 전차 7대를 격파한 후 27일 

오전 8시 26분에 오산 북방의 작은 교량에서 미 제31연대 H중대와 감격적인 만남

을 가졌다. 

미 제1기병사단장 게이 소장은 이날(27일) 오전에 오산에 도착하여 제31연대 지

휘관들과 오산 북방의 북한군에 대한 공격을 논의하였다. 이 무렵 제1기병사단 예

하의 각 연대는 상주-보은-청주-천안-오산-수원의 진격로 곳곳에 배치되어 북

한군 패잔병들이 동부 산악지대로 후퇴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상황도 3-8> 상륙부대와 반격부대의 연결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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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1기병사단이 상주-수원 일대에서 북한군 패잔병들을 소탕하는 동안에 유

엔군의 38도선 돌파가 결정되었다. 사단은 10월 4일에 군단장 밀번 소장으로부터 

부대 이동 및 공격준비를 명령받고 10월 5일 전진을 시작하였다. 제5기병연대가 

저녁에 I중대를 선두로 문산리에서 임진강을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10월 7일 낮에

는 제16수색중대가, 저녁에는 제8기병연대 제1대대가 개성에 진입하였으며, 8일 

저녁까지 전 사단이 개성 일대에 집결하였다. 이로써 서부전선은 전쟁 전의 경계

까지 진격을 완료하고 38도선 돌파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한편 국군 제1사단은 추격작전 기간 동안 미 제1군단 예비로써 낙동강을 도하하

여 선산-상주로 전진하라는 군단의 명령에 따라 9월 25일 낙동리에서 도하를 완

료하고 추격작전의 대열에 들어섰다. 

국군 제1사단은 미 제1기병사단을 후속하여 선산-상주-보은을 거쳐 미원으로 

진출하면서 낙동강전선에서 소백산맥의 험한 준령을 따라 월북을 기도하는 북한군 

제2·제3·제4·제7·제9사단 등 여러 사단들의 패잔병을 추격하여 그들의 퇴로

를 차단하고 소탕하였다. 사단은 계속해서 증평, 괴산, 진천, 음성 등에서 잔적 

소탕작전을 실시한 다음 청주에 집결하여 부대정비와 훈련을 실시하는 등 차후작

전을 위해 준비를 하였다. 

이후 사단은 10월 6일 사단장 백선엽 준장이 대전의 미 제1군단사령부를 방문

하여 평양탈환작전 참가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에 미 제1군단장은 군단예비인 

국군 제1사단을 미 제24사단과 임무를 교대시켜 군단 주공의 진격을 엄호하면서 

북진하도록 하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군단의 우측 공격부대로 전환된 국군 제

1사단은 10월 7일 사단사령부와 제12·제15연대를 안성으로 이동시키고, 제11연대

를 수원으로 북상시켰다.

② 대전 탈환작전

미 제1군단의 주공인 제24사단(제5연대전투단 배속)은 9월 23일 왜관-김천 간

의 경부국도를 따라 종대대형으로 북서쪽의 김천을 향하여 추격작전을 전개하였

다. 이는 부대교대를 자주함으로써 전투부대의 추격작전 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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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작전 개시 이튿날인 24일 새벽에 미 제24사단 제19연대는 성주를 탈환하

고, 시가지 아래쪽에서 영국군 제27여단과 연결하였다. 이날 포로로 잡힌 북한군 

군의관의 진술에 의하면, 성주 부근의 북한군 제1군단은 탄약과 차량연료의 부족

으로 인해 포를 땅속에 묻고 도주하였으며 각 사단의 병력이 25%밖에 안 되고 

예하 전 부대에 후퇴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사단의 주 진격로인 경부국도에서는 24일 새벽 0시 30분경부터 미 제5연대전투

단이 미 제24사단 제21연대를 초월하여 김천으로 진격을 선도하였다. 김천은 북

한군의 전선사령부와 제1군단사령부가 위치했던 곳으로 북한군은 퇴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김천 일대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지연전을 펼쳤다. 이에 따라 김

천 지역에서는 피·아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미 제5연대전투

단은 유엔 공군의 지원 하에 북한군 T-34전차 8대를 격파하고 보병 제849연대를 

괴멸시켰다. 하지만 제5연대전투단도 M-46 중형전차 6대가 격파당하고, 북한군

의 전차와 박격포 공격으로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미 제5연대전투단은 9월 25일 미 제21연대와의 협공으로 김천에 돌입하여 시가

지 전투를 전개한 후 오후에 김천을 완전히 탈환하였다. 김천이 탈환되자 북한군

은 후퇴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미 제24사단은 9월 26일 후위의 제19연대를 선두로 

내세워 영동에 돌입하였으며, 27일 새벽 2시경에는 옥천까지 진격하였다. 여기서 제

19연대는 전차에 연료를 재보급 받고 장병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지하였다가 새

벽 5시 30분경 대전을 향하여 진격을 재개하였다. 

북한군은 대전 초입부터 마치 김천에서처럼 대전으로 모여드는 북한군 패잔병들의

철수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지연전을 전개하였다. 대전은 

영남과 호남지방에서 철수하는 북한군의 집결지로써 여러 부대의 병력과 장비가 

혼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미 제24사단은 대전 동남쪽 전투에서 이날 북한군 7개 

사단 소속의 패잔병 300여 명을 생포하였으며, 전차 13대를 파괴하였다. 

미 제24사단은 제19연대가 9월 28일 오후에 시가지 중심부에 돌입하고, 사단의 

포병연락기가 대전비행장에 착륙함으로써 대전탈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사단은 대전을 탈환한 후 금강에서 낙동강에 이르는 161㎞에 달하는 병참선을 경

계하는 임무를 맡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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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남부지역 추격작전

낙동강 서남부 전선에서의 추격작전은 미 제9군단(군단장 John B. Coulter 소

장)에 의해 전개되었다. 미 제9군단은 밀양에 사령부를 두고 제2사단과 제25사단

을 작전통제하여 9월 23일부터 작전을 시작하였다. 군단은 9월 23일 오후 2시에 

군단 작전명령 제1호를 예하 사단에 하달하였다. 작전명령의 주요 내용은 제2사단

과 제25사단에게 낙동강 서안과 남강 남쪽에 구축한 교두보로부터 추격작전을 전

개하여 강경을 점령하고 금강선을 확보한 후 경부축선의 북한군 퇴로를 차단하여 

지대 내에서 포위되고 양단된 북한군을 각개 격파한다는 것이었다. 

9월 23일 미 제2사

단은 제23연대가 신반

리를 확보한 후 초계 방

면의 제38연대와 협공

으로 합천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이튿

날(24일) 미 제2사단은 

제38연대가 합천-김천 

도로를 차단하여 시내

를 미처 빠져나가지 못

한 북한군을 격멸하고, 

제23연대가 낮에 합천

에 돌입하였다. 이날 공

군은 53회의 출격을 통

해 북한군 패잔병을 와

해시켰다. 제38연대는 계

속해서 북한군 제2사단

의 패잔병들을 추격하

여 북한군의 대전차포 

14문, 야포 4문 등 다수

<상황도 3-9> 미 제9군단의 서남부지역 추격작전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80 _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의 장비를 노획하고 450여 명을 생포하는 등 큰 전과를 올리면서 26일 오전 8시 

거창에 진입하였다. 곧이어 합류한 제23연대가 제38연대를 초월하여 이날 저녁에 

안의를 향해 진격하였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제23연대의 선두부대인 제3대대가 

숙영 중인 곳으로 북한군이 박격포 공격을 가해와 부대대장을 비롯해 6명이 전사

하고 대대장과 사병 25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미 제23연대가 안의에서 뜻밖의 큰 피해를 입게 되자 미 제2사단장은 거창에서 

경계임무를 수행 중인 제38연대를 다시 추격부대로 선정하여 전주로 진격하도록 

명령하였다. 9월 28일 새벽 4시경에 거창을 출발한 제38연대는 무려 117㎞를 9시

간 반에 걸친 차량행군을 강행하여 오후 1시 15분경 전주에 도착하였다. 미 제38

연대는 전주에서 제102·제104경비연대 소속의 북한군 100여 명을 사살하고 170

여 명을 생포하였다. 미 제38연대는 9월 29일 아침에 전주를 출발, 논산을 거쳐 

다음 날 새벽 3시 30분경 강경에 도착함으로써 사단의 추격작전 목표를 달성하였

다. 이후 미 제2사단은 제38연대를 전주-강경지역에, 제23연대를 안의지역에, 제

9연대를 고령-삼가지역에 재배치하여 북한군 패잔병 소탕작전과 병참선 경계임무

를 수행하였다.

한편 미 제2사단 좌측에서는 미 제25사단이 진주를 탈환하고 서측방 혹은 서북

방으로 진격할 준비를 갖추라는 명령을 받았다. 9월 23일 아침, 미 제25사단은 

제1차 목표인 진주를 탈환하기 위해 제35연대가 진주고개를 공격하고, 제27연대

가 해안을 따라서 배둔리까지 진출하였으며, 제24연대가 서북산에서 북한군을 소

탕 중이었다. 제24연대와 제27연대는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면서 순조롭게 진격했

지만, 중앙의 제35연대는 북한군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아 진격이 지체되었다.

미 제25사단장은 우측의 미 제2사단과 부대간격을 좁히면서 진주고개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부 기동계획을 조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남쪽에서 진주로 

공격 중인 제27연대를 북쪽의 중암리로 이동시키고 그 대신 이 연대가 진출 중이

던 배둔리에는 토만 특수임무부대를 투입하였다. 사단장은 중앙지역의 제35연대가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제27연대와 토만부대가 남북에서 협공을 가하여 진주를 포

위 점령할 생각이었다.

조정된 기동계획에 따라 미 제25사단은 공격을 계속하여 24일 아침에 제35연

대가 진주고개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진주 탈환이 가시화되자, 군단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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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에 작전명령 제2호를 하달해 제25사단의 차후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의하면 제25사단은 진주를 탈환한 후에 군산 점령을 목표로 함양-남원-이리 축

선을 따라 진격하는 것이었다. 

진주교가 파괴되어 수중교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인해 기동이 지연된 제35연대

는 25일 새벽 2시경 제2대대가 진주 동남쪽에서 남강을 도하하여 북한군 약 1개 

대대를 격멸하고 오후에 진주를 점령하였다. 이날 저녁에는 남쪽 방면에서 진격한 

토만부대가 진주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북쪽 방면으로 진격한 제27연대는 남강의 

깊은 수심과 북한군의 박격포 공격으로 인해 수중교 가설이 지연됨으로써 28일에

서야 진주에 진입하였다. 

미 제25사단장은 수중교 가설로 인해 추격작전이 지연되고 있던 제27연대를 진

주 부근의 경계임무에 투입하고, 제24연대와 제35연대로 하여금 지리산을 포위하

듯이 북한군을 추격하기로 하였다. 미 제25사단장 킨 소장은 제24연대와 제35연

대를 중심으로 전차 위주의 2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였다. 제24연대의 매튜스

(Matthews) 특수임무부대(이하 ‘매튜스부대’)는 사단의 좌측(남)에서 진주-하동-

구례-남원-순창-김제-이리-군산으로 진출하고, 제35연대의 돌빈 (Dolvin) 특수

임무부대(이하 ‘돌빈부대’)는 사단의 우측(북)에서 진주-함양-남원-전주-이리-강

경을 경유해 금강선으로 진출하도록 하였다. 

돌빈부대는 9월 26일 오전 6시에 진주를 출발해 북한군의 저항을 항공지원 하

에 격파하면서 북한군 제6사단을 추격하여 지리산을 북쪽으로 우회해 28일 함양

을 점령하였다. 그 후 돌빈부대는 시속 32㎞의 속도로 추격을 계속하여 후퇴하는 

북한군을 사살하고 분산시키면서 이날 오후 3시경에 남원에 진입하였다.

진주 서측의 남강교량이 파괴되어 이를 수리하느라고 돌빈부대보다 하루 늦은 

27일 오전 10시경에 진주를 출발한 매튜스부대는 하동 북방 16㎞ 지점에서 미군 

포로 11명을 구출하고 다음 날(28일) 오전 10시경에 남원에 진입하였다. 당시 남원 

시내에는 아직도 북한군이 가득했지만, F-84전투기의 공중공격에 주의하느라 매

튜스부대의 진입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북한군은 지상에서 추격해 오는 미군 전

차를 보자 큰 혼란에 빠졌고, 매튜스부대는 이들을 소탕하였다. 

남원을 탈환한 후 돌빈부대는 전주를 향해 북진하였으며, 매튜스부대는 남원에 

머물면서 잔적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매튜스부대가 남원에 머무는 동안 후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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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연대 제3대대가 진격을 시도하여 29일에 정읍, 이리를 거쳐 금강에 도달했으

며, 제24연대 제1대대가 30일에 목표인 군산을 무혈점령하였다. 그리고 돌빈부대

도 29일 전주를 지나 이리를 거쳐 금강에 도달하였다. 미 제25사단은 군산을 탈

환한 후 후방지역 병참선 방호임무를 맡았다. 제24연대는 군산지역을, 제35연대

는 이리지역을, 제27연대는 진주-함양-남원에 이르는 병참선을 경계하였다. 

미 제9군단 예하 제2사단과 제25사단은 9월 16일부터 낙동강 서남부에서 돌파

작전을 펴 북한군 제2 ‧ 제6사단을 비롯하여 제4 ‧ 제9 ‧ 제7사단 등 북한군 제1군단 

예하 5개 사단을 신속하게 추격하여 금강선을 확보하고 이들의 재편성을 불가능

하게 함은 물론 지휘계통을 마비시켜 포위 및 각개 격파하였다. 그러나 차단된 많

은 북한군이 개별적 또는 조직적으로 지리산 일대의 산악지역으로 잠입함으로써 

후일 이곳이 북한군 게릴라전의 기지가 되었다.

(4) 중동부지역 추격작전

중동부지역의 추격작전은 국군 제2군단(군단장 유재흥 소장)이 돌파작전에 이어 

계속 전개하였다. 군단은 9월 22일에 육군본부로부터 추격작전으로 전환해 무제

한 공격을 실시하여 충주와 영주를 확보하고 차후 명령에 따라 북방 혹은 서북방

으로 이동할 준비를 갖추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에 따라 국군 제2군단은 9월

23일 제6사단을 주공으로 하고, 제8사단을 조공으로 하여 추격작전을 시작하였다. 

국군 제2군단의 주공인 제6사단은 신녕의 조림산에서 함창을 거쳐 충주로 향하

도록 계획되었다. 이 무렵 사단 정면의 북한군 제8사단(사단장 오백룡 소장)은 조

림산에서 철수한 후 전면적인 후퇴를 시작하였고, 그 주력은 안동-영주-단양 방

향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국군 제6사단은 25일 신녕-의성에 이르는 28번 도로를 따라 3개 연대가 38도

선을 향한 추격작전에 나섰다. 사단은 26일에 각 연대가 낙동강변의 쌍오동과 낙

산동에 도착하여 이곳에서 야간도하를 강행한 후 함창까지 진격하였다. 그리고 

27일에는 제2연대가 보은과 괴산으로 진출하였으며, 제19연대가 점촌 북방 유곡

리에서 북한군 2개 대대와 치열한 격전을 치른 끝에 이를 격파하였고, 제7연대가 

문경까지 진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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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작전을 전개한 지 5일 만에 문경까지 진출한 사단은 다음 날(28일) 제7연

대와 제19연대가 이화령을 넘어 계속 진격하여 29일 충주를 확보하였다. 이때 사

단에는 군단을 통해 “제천-원주 축선을 따라 춘천까지 계속 전진하라”는 육군본

부의 새로운 작전명령이 하달되었다. 

국군 제6사단은 9월 30일 제2연대를 선봉으로 하여 충주를 출발해 북한군의 저

항을 격파하면서 원주에 진입하였으며, 그중 제2연대 제3대대가 오후 4시경 횡성

까지 진출하였다. 제2연대는 10월 1일 원주를 떠나 홍천으로 진격하였으며 연대선

봉인 제3대대는 횡성-홍천을 경유해 춘천으로 진격하였다. 제3대대는 진격도중 

춘천으로 넘어가는 원창고개에서 1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완강한 저항을 

받았으나 이를 격퇴하고 후퇴하는 북한군의 뒤를 따라 춘천시내에 돌입하였다. 이

때가 10월 2일 오후 1시경이었으며, 약 3개월 만에 춘천은 다시 원상태를 회복하

게 되었다, 이 무렵 제2연대를 후속하던 제7연대와 제19연대도 원주로 진출한 후 

제7연대가 원주에서 잔적 소탕작전을 전개하고, 제19연대가 양평 방면으로 진격 

중에 있었다. 

국군 제6사단은 10월 4일 38도선 돌파준비를 완료하였다. 이날 제2연대는 제1

대대가 38도선 경계인 모진교까지 진출하여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대치

하였으며, 제2대대와 제3대대가 춘천 외곽에 집결하여 38도선 돌파를 준비하였

다. 그리고 제2연대를 후속한 제7연대는 춘천시내에 집결하여 진격을 위한 부대

정비에 들어갔으며, 제19연대는 제2대대가 홍천부근의 경계를 담당하는 가운데 제

1대대가 가평-춘천 간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홍천에서 가평 방면으로 진격하였

고, 예비인 제3대대가 연대본부와 더불어 춘천으로 이동해 부대정비에 들어갔다. 

이날 사단사령부도 홍천에서 춘천으로 이동함에 따라 제6사단의 38도선 돌파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편 국군 제2군단의 조공인 제8사단은 의성-안동을 거쳐 영주로 향하도록 계

획되었다. 제8사단은 9월 23일 제21연대를 정면에서 공격하게 하고, 제10연대를 

북쪽으로 우회시켜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면서 의성을 점령한 후 계속해서 안동

을 포위 공격하기로 계획하고 작전을 전개하였다. 북한군은 구산동 일대에서 참패

를 당하고 후퇴하면서도 지연전을 펴기 위해 의성 남쪽고지를 점령하고 완강한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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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9월 24일 제21

연대가 연대 전 병

력을 투입하여 정면 

돌파를 감행하고, 제

10연대가 의성 동

쪽으로 우회하여 북

쪽 고지군을 점령

하자 북한군은 퇴로

차단을 우려해 급히 

북쪽으로 철수하였

다. 이로써 국군 제

8사단은 의성을 완

전히 탈환하였다. 사

단은 이곳 의성 전

투에서 100톤 이

상의 쌀과 물자 그

리고 1개 사단이 

갖출 수 있는 정도

의 수많은 장비를 

노획하였다. 

9월 25일 안동

을 탈환한 후 영주 방면으로 계속해서 진격하던 국군 제8사단은 27일 북한군 제8

사단이 4,0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예천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

다. 사단은 제21연대를 영주-단양 쪽으로 급속히 우회시켜 죽령을 점령함으로써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다음 날(28일) 제10연대와 제16연대가 영주까

지 무난히 진출하였고 이곳에서 계속 풍기를 거쳐 죽령 정상까지 진출해 전날 이

곳에 도착한 제21연대와 합세하였다. 이때 국군 제8사단은 북상 중인 2개 연대 

<상황도 3-10> 국군의 중동부지역 추격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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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북한군을 포착하고 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아 이들을 포위 공격하였다. 북한

군은 잠시 동안 저항을 하다가 분산된 채 북쪽으로 도주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단양을 탈환한 9월 29일 “충주-원주-횡성-용두리-양평-양수

리-수유리 축선으로 의정부까지 계속 전진하라”는 육군본부로부터의 명령을 수령

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제21연대와 제10연대를 공격제대로, 제16연대를 예비로 

하여 30일 단양을 출발하여 제천을 경유해 원주 남쪽 신림 부근까지 진출하였다. 

신림을 지나 원주에 이르는 치악고개는 동북쪽의 남대산과 서쪽의 백운산 줄기의 

계곡을 남북으로 통하는 간선도로로서 특별한 경계를 요하는 곳이었다.

사단은 신림에서 부대정비를 실시한 후 10월 1일 원주로 진격하기 위해 험한 

고갯길을 따라 좌우측방의 고지군을 경계하면서 서서히 전진을 시작하였다. 제21

연대가 원주에 이르는 관문인 치악고개 정상에 이르렀을 때 1개 연대 규모의 북한

군과 조우하였다. 이들은 야음을 이용하여 원주 북쪽으로 후퇴하기 위한 시간을 

얻고자 완강히 저항하였다.

사단장 이성가 준장은 사단포병을 치악고개 직후방까지 추진하고 그 화력지원 

하에 제21연대를 치악고개로 진출시켰다. 북한군은 도주하면서도 원주를 빠져나갈 

시간을 얻고자 진격로 주변의 고지에 소수의 병력을 배치해 저항을 계속하였다. 

이에 사단은 포병진지를 신림까지 추진시켜 사단 정면의 북한군에 대해 포격을 실

시하면서 원주를 향해 전진을 계속하였다. 국군 제8사단의 공격에 밀려 도주하던 

북한군은 원주를 통과하면서 제6사단사령부와 제2군단사령부를 기습해 많은 피해

를 입히기도 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10월 2일 새벽에 원주시내에 돌입하여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양

평으로 진격하였다. 당시 양평 지역에는 1개 연대 규모의 북한군이 저지진지를 편

성하고 있었다. 국군 제8사단은 제10연대를 양평 동북쪽으로 우회시켜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게 하고 제21연대에게 정면에서 양평을 공격하게 하였다. 제10연대

는 오후 3시경에 양평 동북쪽으로 우회하였으나 제21연대는 북한군의 완강한 저

항으로 인해 피 ‧ 아간에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면서 진출이 둔화되었다. 이에 사

단장은 예비인 제16연대를 투입해 제21연대를 지원하게 하였다. 양개 연대의 공격

으로 적은 일격에 격퇴되고 용문산 줄기의 산악지대로 도주하였다.

양평을 탈환한 국군 제8사단은 이 지역에서 부대정비를 실시한 후 다음 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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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선 철로에 연한 도로를 따라 양수리-도농을 거쳐 서울의 미아리 부근까지 진격

하였다. 이곳에서 국군 제8사단은 10월 6일까지 3일간 부대정비를 하고 보급품을 

보충하면서 38도선 돌파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미아리에서 3일간의 부대정비를 마친 제8사단은 10월 6일 의정부를 경유해 동

두천으로 진격하였다. 사단은 이곳에서 100일간의 공산치하에서 숨을 죽이고 있

던 동두천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또한 일부 낙오병들과 애국청년

들로 조직되어 반공투쟁을 전개해 오던 ‘마차산 유격대’를 비롯한 여러 조직의 유

격대원들을 만났다. 사단에서는 이들 유격대원들을 모아 사단 특수유격대로 편성

하였다.

동두천을 탈환한 제8사단은 10월 7일 제10연대를 선봉으로 하고, 제21연대와 

제16연대가 후속하면서 38도선 남쪽 2㎞ 지점의 초성리 부근까지 진격하였다. 당시

북한군은 한탄강의 38교와 철교를 폭파한 상황에서 교량을 중심으로 동서쪽 양 

능선 일대에 진지를 구축하고 국군의 진격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10월 8일 북한군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으면서 38도선 돌파 공격에 나섰다.

한편 제7사단은 경주에서 미 제8군 예비로 집결하여 있다가 제6사단과 제8사단

을 후속하여 9월 말 문경으로 북상하였다. 사단은 육본명령 제199호에 의거 9월 

29일에 국군 제2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되었고 수안보-충주-장호원을 거쳐 10월 7일

서울에 도착하였으며 그 다음 날 포천으로 이동하여 차후작전을 준비하였다.

(5) 동부지역 추격작전

동부지역의 추격작전은 국군 제1군단(군단장 김백일 준장)이 돌파작전에 이어 

계속 전개하였다. 군단은 9월 22일에 육군본부로부터 추격작전으로 전환해 청하-

영덕-평해 축선과 인지동-천지동-춘양 축선을 따라 무제한 공격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에 따라 제1군단은 제3사단을 주공으로 하고, 수도사단을 

조공으로 하여 9월 23일부터 추격작전을 시작하였다. 

동해안의 국군 제3사단(사단장 이종찬 준장)은 7번 도로상에 주력을 지향시켜 

신속히 추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사단 정면의 북한군 제5사단은 지난 

1주일 동안 국군의 돌파작전에 의해 거의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입고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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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동해안도로를 따라 울진 방향으로 북상하고 그 일부가 흥해 서쪽 비학산으로 

잠입한 상태였다.

9월 23일 새벽 5시 30분에 제26연대를 선두부대로 하여 진격하기 시작한 제3

사단은 동해안 일대에 출몰하는 북한군 편의대를 격파하면서 청하를 탈환한 후 오

후 3시에 청하 북쪽 2㎞ 지점까지 진출하였다. 제26연대를 후속한 제22연대도 청

하 서쪽 고지 일대의 잔적을 소탕하고 오후 6시에 청하에 진입하였다.

국군 제3사단의 선두부대인 제26연대는 동해안도로를 따라 계속 진격해 24일 

오후 5시에 강구 남쪽 4㎞ 지점인 남호동까지 진출하여 부대정비를 마친 후 25일 

오전 6시에 남호동을 출발하여 강구를 경유, 영덕을 탈환하였다. 부대가 영덕 시

내로 진입하였을 때, 시가지는 불바다가 되어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북한

군은 황급히 달아나느라 

많은 장비와 무기를 유

기하였다. 시내에 버려

진 북한군의 트럭들은 

시동이 걸린 채 있었고 

야포는 탄약과 더불어 

진지에 그대로 있었다.

제3사단은 영덕에서 미

고문관의 주선으로 2.5톤

차량 25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동력이 크

게 향상되었다. 제26연

대는 영덕 탈환 후 제3

대대를 영덕에 잔류시키

고, 계속 북상하여 영해

를 경유해 울진으로 향

하였다. 그리고 제26연

대를 후속한 제22연대

는 장사동 서북방 4㎞ 

<상황도 3-11> 국군의 동부지역 추격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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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271고지를 공격하기 위해 일부 병력을 이곳에 투입하고, 주력은 트럭을 이

용해 북상하여 오후 1시에 영해까지 진출하였다. 제23연대도 이날 흥해를 출발해 

강구-영덕을 경유해 영해까지 진출하였다. 

9월 26일 제3사단은 피로가 누적된 제26연대를 대신해 평해부터 제22연대와 

제23연대를 공격 제일선에 투입하였다. 제26연대를 초월하여 추격명령상의 목표

인 평해를 점령하고 계속 북진한 제22연대와 제23연대는 27일 울진을 별다른 저

항을 받지 않고서 점령하였다.

사단이 목표선을 확보하자 사단장은 강릉을 신속히 점령하여 퇴로를 차단하고 

적을 섬멸하기 위하여 제22연대는 강릉으로 신속히 진격하고, 제23연대는 1개 대

대로 울진·죽변 부근의 후방경계를 실시하는 가운데 주력이 강릉으로 진출하며, 

제26연대는 울진에 집결하여 사단예비로 전환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28일 제22연대의 제1대대와 제2대대가 울진-죽변 선을 돌파한 후 

계속해서 삼척으로 진격해 저녁 7시에 삼척 남쪽 10㎞ 지점까지 진출하였으며, 

제23연대의 제2대대와 제3대대가 울진에서 임원진으로 진출하였다.

전 전선에서 작전이 호조를 보여 추격명령에 지시된 목표를 확보하자 육군본부

는 9월 29일 “38도선 남쪽의 지정된 지역에서 재편성하여 북진작전을 준비하라”

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3사단에게 부여된 임무는 “삼척-강릉 축선으로 주문진

까지 전진하여 재편성한 다음 차후명령에 의하여 차기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하라”

는 것이었다. 

사단은 전날에 이어 제22연대를 선두로 하여 이날 새벽에 삼척을 탈환하였다. 

삼척을 점령한 제22연대는 계속 북진하여 묵호를 점령하고 저녁 무렵에는 강릉 

남쪽 12㎞ 지점까지 진격하였다. 이어서 제23연대의 주력도 삼척을 지나 묵호에 

집결하였으며, 사단예비인 제26연대 주력도 임원진까지 진출하였다. 제22연대는 

증원된 제23연대(-)와 함께 오후 3시 30분에 강릉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때 수도사단의 제1연대도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진격하였다. 

강릉 탈환 후 제22연대가 소탕작전을 전개하는 동안 제23연대(-)는 계속 북진

하여 30일 38도선 남쪽 인구리에 진출하였으며, 제3대대의 전초중대는 양양 부근

까지 진출하였다. 이 부대가 반격작전부대 중국군과 유엔군을 통틀어 가장 먼저 

38도선에 도달한 부대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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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국군 제3사단은 미 해·공군의 지원 하에 총 연장 260㎞에 달하는 

포항-38도선 축선상의 반격작전에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1일 

평균 17.3㎞의 속도로 진격을 감행하였다. 국군 제3사단 정면의 북한군은 중공군 

출신의 전투경험이 풍부한 제5사단이었으나 국군 제3사단의 추격 앞에서 혼비백

산하여 태백산맥으로 잠입하거나 양양으로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편 국군 제1군단의 조공인 수도사단은 9월 22일 하달된 추격명령에서 “군단

의 조공으로 인지동-천지동-춘양 축선을 따라 담당지구 내에서 무제한 공격을 계

속 실시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수도사단은 9월 23일부터 제18연대와 제1기

갑연대로써 기계에서 도평동-청송을 향해 계속 추격하고, 그 전날 구산동에 진출

한 제1연대가 서북방에서 도평동을 공격하였다. 특히 이날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

승만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38선이란 없다. 이제까지 참아온 것은 국제

관계 때문이었으나 이제는 38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이승만 대통령

의 선언은 38도선을 인정하지 않음은 몰론 국군의 북진을 강조한 것으로써 중요

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전방의 각 연대가 연전연승하고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추격을 계속하자 9월 24일

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기존의 군소고지 점령이나 국부적인 공격 방식을 지양하고 

주력부대가 진격로의 주요거점을 신속히 돌파하면서 오직 38도선을 목표로 신속

한 추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돌파한 지역의 전과확대에 이어서 

잔적을 격멸하는 임무는 모두 후속부대에 맡겨졌다.

수도사단은 9월 25일 제18연대가 북한군의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고 청송을 점

령하였으며, 제18연대를 후속해 제1기갑연대도 청송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이날 

사단 및 각 연대의 전방지휘소가 청송에 설치되었다. 9월 26일에도 사단은 제18

연대와 제1기갑연대를 추격의 주력부대로 하고, 제1연대를 예비로 하여 작전을 계

속하였다. 제18연대는 청송에서 영양을 경유해 춘양 서남쪽 도천리까지, 제1기갑

연대는 영양 북쪽 도계동 북방까지 진격하였으며, 제1연대도 영양까지 진출한 다

음 부근에서 출몰하는 잔적을 격멸하였다. 사단의 선두부대인 제18연대는 27일 

봉성을 경유해 잔적을 격퇴하면서 저녁 7시에 춘양까지 진출하였다. 제1기갑연대도

이날 도계동에서 춘양으로 진출하였고, 제1연대도 영양에서 춘양으로 진출하였다. 

이에 따라 예하 3개 연대지휘소는 물론 사단, 군단 지휘소도 모두 이곳에 설치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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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반격작전이 개시된 이래 비로소 상하 지휘관이 감격적인 만남의 순간을 가졌다.

인천상륙부대가 수도 서울을 탈환하던 9월 28일, 제18연대는 춘양 집결지에서 

새벽에 차량편으로 출발하여 오후 1시에 영월에 진입한 다음 부대정비를 마치고 

저녁때에는 평창읍까지 일거에 진출하였다. 이 무렵 수도사단 정면의 북한군 제12

사단과 제5사단 일부는 계속 후퇴하여 그 주력이 대화-강릉을 연하는 경강도로를 

횡단한 다음 오대산을 경유해 38도선 이북으로 물러가고 있었으며, 주력의 철수

대열에서 이탈한 잔여부대는 대화에서 창촌-현리를 경유해 인제 방향으로 후퇴하

고 있었다.

수도사단은 9월 29일 육군본부로부터 “평창-대화-창동-창촌까지 계속 전진하

여 용포 근방에서 재편, 육군본부 명령에 의하여 차기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

비하라”는 명령을 수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18연대는 미명을 기해 창평을 출발하

여 대화를 경유해 오후 7시까지 본대가 장평동에 진출하였고, 제1기갑연대도 영월

에서 대화로 진출하였다. 

사단은 9월 30일 제18연대가 38도선 바로 아래인 서림리까지 진출하였으며, 제

1기갑연대도 속사리에서 서림 남쪽 광원리까지 진격하였다. 그리고 제1연대는 평

창에서 대화를 경유해 속사리까지 이동한 다음 대관령-강릉 방향의 적을 추격하

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이로써 수도사단은 38도선 돌파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치게 되었다.

수도사단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안강-청송-영양-평창-서림

에 이르기까지 태백산맥과 오대산을 연하는 험한 길을 따라 38도선을 향하여 그

야말로 파죽지세의 추격작전을 단행하였다. 사단은 북한군과의 접촉을 계속 유지

하기 위하여 때로는 하루 40㎞ 이상의 행군도 강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병참선이 

길어지고 전진속도가 가속화되기에 이르자 전방부대에 보급 추진하는 후방부대가 

오히려 많은 고충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듯 국군과 유엔군은 전 전선에서 신속한 추격으로 전과를 확대하면서 낙동

강전선을 돌파한 지 보름 만에 전쟁 발발 전의 상태로 회복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반면에 북한군은 13개 사단이 완전히 분산되었으며, 그중 6개 사단이 

38도선 북쪽으로 철수하지 못하고 국군과 유엔군의 포위망 속에 고립되어 수많은 

병력이 포로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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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38도선 돌파와 북진

제 1 절  38도선 돌파논쟁과 유엔의 결의

1. 38도선 돌파의 군사적 결정과 유엔의 통한(統韓) 결의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 그리고 낙동강전선에서의 반격작전으로 국군과 유엔

군은 9월 말까지 38도선 남쪽의 북한군을 격멸하고 사실상 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전쟁 전의 분계선이었던 38도선으로 

접근함에 따라 이 선의 돌파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국군

과 유엔군의 38도선 돌파는 중·소 개입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

문에 더욱 어려운 선택의 문제였다. 

38도선 돌파 문제가 한·미 양국 정부에 의해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정치·외

교적 현안으로 부각되기 훨씬 이전인 7월 중순, 국군과 유엔군이 대전으로 철수하

며 지연전을 벌이고 있던 때부터였다. 미국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트루

먼(Harry S. Truman) 대통령으로부터 “북한군이 38도선 북쪽으로 다시 격퇴된 

후에 채택할 정책을 제시하라”는 임무를 받고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정책 검토 

과정에서 미 정책당국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

지기도 하였다. 

이 시기 미국 내에서 38도선 돌파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38도선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견해 표출이 크게 작용하였다. 7월 10일 장면(張勉) 주미

대사는 “38도선은 무의미하며 전 한국의 해방과 통일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13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먼저 

침공한 이상 38도선은 없어졌다”고 선언하였다. 나아가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9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은 38선의 유지를 요구할 권리를 잃었

으며,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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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부와 국민은 지금이 통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어 38도선 돌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한·미 양국 수뇌의 지침과 요청에 기초하여 수립되고 있던 유엔군에 관한 새

로운 정책은 8월 17일 미국의 주유엔대사 오스틴(Warren R. Austin)의 “안전보

장이사회는 한반도에서 평화의 파괴행위를 종결시킬 것을 최초 목표로 결정하였으

며, 이 목표는 결코 또 다른 침략의 시도를 위한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방

법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 전 한반도를 통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실시를 위

한 총회의 결정이 비록 북한정권에 의해 저지되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내용

의 연설을 통해 외교가(外交街)에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적대행위 종결의 

최소 조건으로 북한의 완전한 패배를 암시하고, 그 후 유엔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

겠다”는 정책방향의 우회적 표현이었다. 

그 후 9월 1일 트루먼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 연설은 미국의 정책이 전환되었음

을 확인시켰다. 이날 방송연설을 통해서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통일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의 지도지

침’ 아래 다른 나라와 더불어 그들이 그러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책임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개전 초 ‘전쟁 전 현상으로의 복귀’라는 당초 목표에

서 ‘38도선 돌파 및 한국통일’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정책을 전환하였으며, 유엔의 

테두리 내에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 무렵 전선 상황은 유엔군이 낙동강전선에서 북한군의 최대공세를 저지하고 

피·아의 상대적 전투력 비율도 역전되어 계획 중인 인천상륙 및 반격작전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전망이 밝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전술한 성명들이 발표되자 8

월 후반부터 미국 내에서는 물론 자유진영 내에서도 38도선 돌파와 관련하여 찬

반양론이 대두되었고 공산진영에서는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미국 내에서는 국방부와 국무부가 각각 찬반양론으로 나뉘었다. 국무부는 “중·

소 개입의 여부에 대한 정보가 확인될 때까지 최종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정책

기획국의 의견을 수용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국무부의 견해는 38도선을 

돌파하여 북진을 하게 되면 중국과 소련의 전쟁개입을 초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국방부는 “북한군

을 단순히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쇄해야 하며, 따라서 북한의 점령이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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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지도 모른다”는 맥아더와 미 합참의 의견을 수용하여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

다. 국방부는 “한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에서 정지하면 북한군은 와해된 군사력을 

정비하여 재침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전쟁 상태는 계속될 뿐만 아니라 유엔군은 

무제한으로 주둔하게 된다. 또한 해·공군은 이미 북한지역에서 작전을 전개 중인

데 지상군만 제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논리를 폈다. 

양자의 견해 차이는 9월 1일 제출되어 7일 채택된 NSC 81로 정리되었다. NSC 

81은 북한군 격퇴 후 중·소의 개입이 없을 때에만 북진하고 군사적 승리 후 유

엔 주도 하에 한국문제를 해결하되, 중·소의 개입 여부에 대한 정보가 확인될 때

까지 유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는 38도선 돌파와 관련해 반대측의 신중

론을 일부 포함하였지만, 대체로 북진 찬성 측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었다.

자유진영 내에서는 개전 초기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환영하였던 영국과 프랑스

가 전쟁이 계속되면서 전면전의 발발 우려를 내세우며 종래부터의 ‘유럽안보 우선 

고려’ 원칙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8월 30일~9월 1일 미·영·프 외

상회의 예비회담과 9월 12~14일 본회담을 통해 해소되었다.

한편 공산진영에서는 중국이 8월 17일 오스틴의 연설을 계기로 6·25전쟁에 새로운 

자세를 보였다. 중국은 8월 20일 저우언라이(周恩來)가 한국문제 토의에 중국대표의 참

석을 요구하는 전문을 유엔에 보냈고, 9월 25일에는 중공군 총참모장 대리가 주중 인

도대사 파니카(K. M. Panikkar)에게 “중국은 미국이 38도선을 돌파하는 것을 결코 묵

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을 전하였다.

물론 8월 1일에 안전보장이사회에 복귀한 소련대표 말리크(Yakov A. Malik)도 

전쟁이 처음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비관적으로 흐르자, 전쟁을 ‘내

전’으로 규정하고 조기종결을 주장하였다. 말리크는 8월 22일에 “만일 전쟁이 더 

오래 지속된다면 그것은 전쟁을 불가피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38도선 

돌파문제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책략을 구사하였다. 나아가 9월 21일에는 외상 비

신스키(A. Y. Vishinsky)가 유엔 총회에서 38도선을 정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평화선언’을 제안하면서까지 국군과 유엔군의 38도선 돌파를 막으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해 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미국은 9월 1일에 

성안한 정책시안(NSC 81)을 다듬어 9월 11일에 트루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유

엔군의 군사작전에 관한 정책(NSC 81/1)을 확정지었다. 9월 15일, 미 합참은 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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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더 장군에게 NSC 81/1의 중요한 결론 부분인 “유엔군사령관은 38도선 이북에

서 작전할 법적 권리를 가졌으며 소련 또는 중국과 연루되지 않게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장차작전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9월 20일 

국무장관 애치슨(Dean G. Acheson)은 제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유엔군의 

군사행동은 38도선 이북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반도에 통일된 독립정부가 수립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유엔 결의안의 정신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미국의 공식입장을 천명하였다.

미 합참에서는 맥아더 장군에게 하달할 정책의 세부지침 작성에 착수하여 9월 

27일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로써 후에 ‘9·27 훈령’이라고 널리 알려지게 된 

38도선 돌파 및 북진작전에 따른 군사작전지침이 확정되었다. ‘9·27 훈령’은 유

엔군의 38도선 돌파를 허용하되, 작전의 목표를 북한군의 격멸이라는 군사목표에 

엄격히 한정하고, 특히 중·소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작전지침을 상술하고 있다.

맥아더 장군은 ‘9·27 훈령’에 의거하여 북진작전계획을 준비하는 한편, 10월

1일 정오에 방송으로 북한군총사령관에게 항복을 권고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10월 7일 유엔을 통해 이른바 ‘10·7 통일한국 결의안’을 이끌어

냈다. 미국이 유엔군의 최초 참전 목적인 한반도의 원상회복이 아닌 유엔군의 완

전한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는 방향을 택하자, 유엔 회원국 중 대다수의 국가들이 

미국의 북진결정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영

국을 비롯한 8개

국이 한반도의 인

위적인 분단을 해소

하고 유엔의 권능

을 확립한다는 목

적 하에 미국이 작

성한 결의안을 유

엔 총회에 상정하

였다. 그리고 결의유엔 결의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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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10월 7일,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찬성 47, 반대 5, 

기권 7, 불참 1).

미 합참은 이 결의안을 맥아더 장군에게 통보하면서 미국정부는 이 결의가 38

도선 북쪽에서의 군사작전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유엔군 측

은 38도선 돌파와 관련된 군사적 목표인 북한군의 격멸과 정치적 목표인 한국통

일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결정과 유엔의 결의를 모두 확정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은 10월 9일에 ‘10·7 유엔결의’를 북한군총사령관에게 라디오 방

송과 전단으로 알리고 동시에 “무기를 버리고 적대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로써 미국과 유엔은 38도선 돌파와 관련된 필요한 절차와 준비

를 모두 마쳤다.

2. 국군의 38도선 돌파 결정

1950년 9월 말 유엔군 측이 ‘9·27 훈령’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38도선 돌파작

전계획을 준비하는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는 9·27 훈령에 관해 어떠한 통보도 받

지 못하고, 유엔군사령부로부터 북진명령도 전달받지 못함에 따라 점차 초조해지

기 시작하였다. 맥아더 장군과 무초 대사는 중국과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미리 알리지 않고 38도선 돌파를 조용히 수행할 예정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9월 29일 오전 중앙청에서 거행된 환도식이 끝난 후 맥아더 

장군에게 지체 없이 북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유엔으로부터 38도

선 돌파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이 대통

령은 “유엔이 이 문제를 결정할 때까지 장군은 휘하부대를 데리고 기다릴 수가 있

지만 국군이 밀고 올라가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 아니오? 여기는 

그들 국군의 나라요.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우리 국군은 북진할 것입니다”라

고 힘주어 말하였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38도선 돌파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능에 속하는 것이라

고 확신하면서 만약 유엔군 계통으로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북진

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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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날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이 “제8군은 재편

성과 돌파명령 대기를 위하여 38도선에서 정지할 예정이다”라고 기자들에게 통지

하였다는 보도가 나돌았다. 이는 이 대통령의 분노를 자아내었고 국민과 국군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다.

이와 같이 

38도선 돌파

문제를 두고 

피· 아 간 의 

대립은 물론 

한· 미 간 에

도 정략상의 

심각한 갈등

을 빚고 있

을 때 전선

에서는 국군

의 추격작전

이 맹렬하게 전개되어 9월 29일에 국군 제3사단이 강릉으로 진격하고, 수도사단

이 대화까지 진출하는가 하면 제6사단과 제8사단이 충주와 단양을 점령하여 38도

선을 하루 진격거리에 두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이 지체 없이 북진을 하려면 더 이상 이 문제로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국군통수권자로서 독자적인 주권과 통수권을 행사

하겠다는 결심 하에 이날 오후 2시 대구에 있는 육군본부에 들러 육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하였다. 대통령 앞에 정일권 총참모장을 비롯해 강문봉 작전국장, 황헌

친 인사국장, 최경록 헌병사령관 등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군의 통

수권자가 맥아더 원수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냐?”고 질문한 다음 

“유엔은 우리가 38도선을 넘어가서 국토를 통일시킬 우리의 권리를 막을 권한이 

없다. 따라서 나는 우리 국군에게 북진을 시킬 생각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

가?”라고 하면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하여 정일권 총참모장은 “이 문제는 간단

하지가 않습니다.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이미 대통령께서 서명하신 문서에 의해 

38도선 돌파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 지령(指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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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총사령관에게 이양되어 있으므로 지금 또다시 이중으로 명령을 하시게 되면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북진에 관해서는 유엔에서도 조만간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견은 

단지 군사지휘계통과 관련시켜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나 또는 

국가의 대계(大計)로 보나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명령을 내리신다면 저희

들은 오직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참모들도 총참모장의 의견에 동의

하자 대통령은 품안에서 명령서를 꺼내어 정일권 총참모장에게 주면서 “북진을 하

라”고 명령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자 정일권 육군총참모장은 단독으로 북진할 것을 결심하고 

우선 미 제8군사령관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38도선 돌파를 요청

하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했다. 그는 동해안 방면으로 전진하고 

있던 국군 제1군단장 김백일 준장에게 연락하여 “38도선 북쪽에 어느 요지를 점

령하지 않으면 아군이 진격하는 데 큰 손실을 입게 될 만한 고지가 없겠느냐”고 

물었다. 얼마 후 제1군단장으로부터 제3사단 정면 38도선 북쪽 하조대에 그러한 

곳이 있다는 회신이 전해졌다.

정일권 육군총참모장은 즉시 미 제8군사령관을 방문하여 국군 제3사단이 38도

선 바로 북방에서 북한군의 치열한 사격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있으니 부득이 

이 고지를 점령해야겠다고 말한 다음 “이 고지를 점령하였다고 해서 38도선에 기

하학적으로 뚜렷한 선이나 어떤 장벽이 있는 것도 아니니 이를 공격하게 하여 달

라”고 역설하자 워커 장군도 쾌히 승낙하였다.

이리하여 9월 30일 정일권 육군총참모장은 강릉의 제1군단사령부를 방문하고, 

38도선에 도달한 제3사단 제23연대의 진지에 나가 전선을 들러본 뒤 38도선 돌

파를 군단장에게 구두로 명령하였다. 북진명령은 최초 구두명령에서 성문화된 작

전명령으로 작성되어 제1군단 작전명령 제103호와 제3사단 작전명령 제44호로 하

달되었다. 이에 따라 국군은 1950년 10월 1일을 기하여 역사적인 38도선 돌파작

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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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북진과 원산-평양 탈환작전

1. 38도선 돌파와 원산 탈환 

(1)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계획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작전으로 후퇴를 거듭하던 북한군은 9월 말까지 약 

25,000~30,000여 명만이 38도선을 넘었을 뿐 나머지 3만여 명이 퇴로를 잃고 

남한 각지에 분산되어 있었다. 당시 북한군 사단 병력은 편제 인원의 20%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전선지역에서 전투를 실시하고 있던 보병연대들의 병력은 100~ 

120명에 지나지 않았다.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38도선 일대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서부와 동부로 

양분하여 서부지역은 최용건 민족보위상이, 동부지역은 김책 부수상 겸 산업상이 

담당하여 10월 5일까지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최용건이 지휘하는 서해안방

어사령부는 배천-개성-고랑포-사미천 지역 일대에 새로 편성된 북한군 제19·제

27·제43사단과 제17기갑사단을 배치하여 유엔군 진격의 저지와 북한군 패잔병들

의 철수 엄호를 위해 적극적인 방어를 기도하였다. 또한 김책 전선사령관이 지휘

하는 동부지역에서는 사미천에서 동해안까지의 지역 일대에 낙동강전선에서 후퇴

하여 북상한 제5·제12·제15사단과 후방지역 예비부대들을 투입해 38도선 방어

에 임하였다. 그러나 이들 북한군 패잔병들은 전반적으로 보급계통이 두절되고 지

리멸렬된 상태에서 전의마저 상실한 채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는 한 38도선의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반면에 ‘9·27 훈령’에 의거하여 미 합참으로부터 38도선 이북으로의 작전 확대

를 승인받은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북진작전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명령화

하여 10월 2일 유엔군 산하 전 부대에 하달하였다. 작전계획의 주요 내용은 미 

제8군이 주공이 되어 38도선을 돌파해 개성-사리원-평양의 축선을 따라 공격하

고, 미 제10군단이 제8군의 공격 개시 후 1주일 이내에 동해안의 원산에 상륙하

여 제8군과 제10군단이 북한에서 가장 협소한 평양-원산을 연결하는 지역에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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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형성하고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유엔군은 정주-함흥을 

연결하는 소위 ‘맥아더 라인’이라고 불리는 북진한계선까지 진출해 일단 정지하고 

그 이북의 중·소 접경지대까지의 북진작전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담당한다는 것

이었다. 

이를 위해 맥아더 장군은 미 제10군단이 독립작전을 할 수 있도록 미 제8군과 

작전권을 분리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미 제10군단을 미 제8군에 배

속시켜 한반도 내의 작전지휘의 통일을 기할 것을 원했지만 맥아더 장군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작전권 분리를 공식화하였다. 첫째, 태백산맥이 한반도를 남북

으로 종단하고 그 북쪽에도 낭림산맥이 연결되어 있는 험준한 지세로 인하여 전선

의 횡적연결이 곤란하고 통신연락과 작전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동서 양

쪽에 분리된 독립작전이 불가피하다. 둘째, 군수지원 측면에서 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부산항의 보급기능이 감소되고 인천항의 보급기능은 제한되므로 국군 및 유

엔군 전 부대에 원활한 보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산항 사용이 불가피하다. 원

산항을 사용할 때에는 동해 방면의 작전부대가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하다. 

<표 4-1> 유엔군 전투편성표

유엔군사령부

1950. 10. 5

×××× ×××

8 (미) 10 (미)

1950. 10. 20

××× ××× ××× ×××

1 (미) 9 (미) 2 (한) 1 (한)

×× ×× ×× × ×× ×× ×× ×× ××

  1 24   1 27 3 수도   1   7   3

ʃʃʃ

×× ×× ×× ×× ×× ××

  2 25 11    6   7   8

(10.5)

* 국군 제11사단 : 1950년 10월 5일 미 제9군단이 작전통제

* 국군 제1군단 : 1950년 10월 20일 이전 미 제8군이 작전통제, 10월 20일 이후 미 제10군단이 작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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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 제8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의 북진작전 명령을 수령한 다음 날인 10월

3일 예하부대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미 제8군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미 제8군은 10월 2~7일 사이에 미 제10군단으로부터 경인지구에 대한 작전임

무를 인수하고, 38도선에 전개한 부대들을 10월 9일을 기해 일제히 북진하게 하

였다. 그리고 경인지구 작전임무를 제8군에 인계한 미 제10군단은 인천에서 원산

상륙을 준비하였다. 

(2) 원산으로의 진격

원산탈환을 위한 북진작전은 유엔군사령부와 미 제8군사령부의 계통으로 문서 

미 제8군사령부의 북진작전 명령

① 미 제1군단(제1기병사단, 제24사단, 국군 제1사단, 영국군 제27여단)

ⓐ 1개 사단 이상의 병력으로 신속히 임진강 서안의 주요 방어진지를 탈취하여 

군단의 공격 준비를 엄호한다. 

ⓑ 가급적 신속히 현 후방지역 경계임무를 미 제9군단에 이양하고 군단 주력을 

서울 북방에 집결시켜 평양공격을 준비한다. 

ⓒ A일에 공격을 개시하며 미 제1기병사단을 주공으로 경의선 도로를 따라 평

양을 향해 진격한다. 이때 미 제24사단과 국군 제1사단으로 군단의 측방을 

엄호하게 하는 동시에 일부를 예비로 보유한다. 

ⓓ A일은 후에 전달한다.

② 미 제9군단(제2 및 제25사단)은 미 제1군단의 경계임무를 인수하여 서울-부산

간의 병참선을 경계하는 한편, 한국 경찰대와 함께 남한에 잔존해 있는 적(패

잔병)과 게릴라(유격대)를 소탕한다. 10월 5일 남원에서 국군 제11사단(창설)을 

배속 받는다.

③ 한국군

제1군단을 주문진-여운포 지역에, 제2군단을 춘천-의정부 지역에 각각 집결시

켜 북진작전을 준비한다. 또한 제11사단을 10월 5일까지 미 제9군단에 배속하여 

서남부지역에서 동 군단의 작전을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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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 하달되기에 앞서, 9월 말 38도선 돌파논쟁 시 대한민국 정부의 단독돌파 

결정에 따라 국군 제1군단의 제3사단과 수도사단이 10월 1일 38도선 돌파를 감행

함으로써 이미 시작되었다. 

정일권 육군총참모장으로부터 38도선 돌파명령을 받은 제1군단장 김백일 소장

은 제3사단에 현재의 추격을 계속하여 양양을 점령·확보하는 동시에 수도사단의 

38도선 이북 진출을 용이하게 하며, 수도사단에 평창-광원리-서림리 가도를 전

진하여 차기작전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국군 제3사단은 제23연대를 선봉으로 하여 10월 1일 인구리 북

쪽에서 38도선을 넘어 양양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이것이 역사적인 최초의 38도

선 돌파였다. 제23연대는 북한군 제5사단을 주축으로 하는 38도선 방어부대의 경

미한 저항을 격파하고 오후 2시에 양양에 돌입하였다. 같은 시간에 서림 북쪽에서 

38도선을 돌파한 수도사단도 제18연대를 선두로 양양을 점령하였다. 제3사단장 

이종찬 준장은 이날 16시에 북진속도를 높여 원산을 조기에 점령하기 위해서 선

두부대를 번갈아 가며 북진시키는 계획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3일 제3사단 제26연대가 제23연대를 초월 공격하여 간성을 점령하고 다시 제23

연대가 선두로 나서 적과 가벼운 교전을 벌이며 간성 북쪽 거진리로 진출하였다. 

여기서는 사단예비로 후속하던 제22연대가 전방으로 진출하였다. 

국군 제3사단 장병들은 일일 평균 24㎞의 속도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이때 수

도사단은 선두부대인 제18연대가 간성에 진출하는 등 동해안도로를 따라 북상 중

이었다. 이와 같이 국군 제1군단 예하 연대들의 경쟁적인 진격으로 북한군은 1차 

방어지점으로 선정했던 간성을 포기하고 고성-통천-고저 선에서의 축차저항을 하

는 한편, 오대산·설악산 등 산악으로 잠입한 일부 병력이 유격전을 전개할 기세

였다. 선두로 나선 제3사단 제22연대는 10월 4일 고성을 점령한 후 5일 한 차례 

치열한 격전을 치르며 장전에 돌입하였다. 이 전투에서 제22연대는 북한군 1개 

중대 병력을 포로로 하였고, 해상으로 철수하려던 북한군을 모두 사살하였으며, 

전차와 76mm 평사포 등의 장비를 노획하였다.  

10월 5일 제1군단의 제3사단이 통천-구계리를 거쳐 최종 목표인 원산을 공격하

여 점령하고, 수도사단이 화천-안변을 거쳐 최종 목표인 원산을 제3사단과 협조

하여 공격 점령하라는 육군본부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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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에 따라 

수도사단의 진격로

는 군단 좌측으로 

우회하게 되었는데, 

제18연대가 진부령

-양구 방면으로 진

출했으며, 제1기갑

연대와 제1연대가 통

천선에서 우회할 계

획이었다. 이러한 기

동로의 전환은 동

해안도로상에 2개 

사단 6개 연대의 

부대가 집중되는 취

약점을 감소시키고 

태백산맥 동쪽에서 

활동하는 북한군 패

잔병을 소탕하기 위

한 조치였다. 

이어서 군단에서

는 10월 6일 “제3

사단과 수도사단은 

원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3사단 제22연대는 진출간 수차에 걸쳐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을 물리치고 통천을 점령하였고, 제23연대와 제26연대가 이

를 후속하였다. 그리고 양구로 진출하여 문등리 계곡을 타고 회양으로 북진 중인 

제18연대를 제외한 수도사단의 2개 연대는 계속해서 제3사단의 뒤를 따라 북상하

였다. 이에 따라 동해안 7번 도로상에는 5개 연대가 집중 운용되면서 많은 취약

점을 노출하였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고 저항하는 패잔병을 소탕하기 위하여 

“수도사단은 회양-신고산-원산으로 진격하라”는 육본작명에 따라 수도사단은 10월

<상황도 4-1> 국군 제1군단의 동부지역 북진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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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통천에서 내륙의 태백산맥을 횡단해 화천으로 향하였다. 이것이 병력의 과다

집중을 막고 태백산맥을 따라 북상하는 패잔병을 소탕하기 위한 두 번째 조치였다.

수도사단의 선두부대인 제1기갑연대는 이날(7일) 태백산맥의 추지령을 넘어 화

천 북방고지에서 재편성 중인 북한군 1개 대대 규모의 병력과 격전을 벌이면서 화

천까지 진출하였으며, 제3사단에서는 제23연대가 제22연대를 초월 전진하여 고저를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 후퇴하는 북한군을 추격하여 송전리 선까지 진출하였다.

수도사단은 10월 8일 제1연대와 제18연대를 회양-신고산-방화리를 연하는 선

으로, 제1기갑연대를 화천-도납리-안변을 연하는 선으로 진격하면서 각각 원산을 

목표로 진출하게 하였다. 수도사단 주력이 화천에서 곧바로 원산 방향이 아닌 철

령을 넘어 우회기동하여 경원선 상의 요충지인 신고산으로 향한 것은 북한군의 퇴

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도사단이 화천에서 신고산으로 우회기동함으로써 

북한군은 혼비백산하여 도주하면서 다발총 3,000정, 전차 6대, 야포 4문 등 1개 

사단분의 보급품을 유기하였다. 수도사단은 개전 이래 최대 전과를 올렸다. 수도

사단의 선두부대는 9일 아침에 신고산을 점령하였다.

한편 동해안 방면에서는 10월 8일 제23연대가 새벽에 송전리 선에서 공격을 재

개하여 자산리와 쌍음리를 거쳐 표고 200m 내외의 야산으로 이루어진 월포리를 

점령하였다. 이곳은 남대천을 넘어 원산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

었다. 다음 날(9일) 국군 제3사단은 원산 외곽 4㎞ 지점의 지경리 부근까지 진출

해 원산 공략의 최후거점을 확보하였다. 제23연대를 후속한 제22연대도 이날 오

후에 쌍음리를 통과하여 남대천을 감제하는 야산까지 이동함으로써 이튿날 제23

연대의 좌측에서 원산으로 진출할 태세를 갖추었다. 그리고 비운령을 넘어 내륙 

쪽의 우회기동로를 따라 진격 중이던 제26연대는 이날 새벽 비운리를 통과하여 

안변을 점령하였다. 

이 무렵 제3사단의 좌측에서 공격 중이던 수도사단은 제18연대가 신고산-남산

리-방화리를 거쳐 지경리 부근까지 도달했고, 제1기갑연대가 도납리를 경유해 안

변으로 진격한 후 원산으로 공격방향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제1연대가 회양에서 

신고산으로 진출하여 그 일대의 후방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이렇듯 원산공격이 목전에 다다르자 제3사단은 전방지휘소를 고저에서 쌍음리

에, 수도사단은 전방지휘소를 회양에서 신고산에 각각 추진 설치하였으며, 군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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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일 소장은 수도사단 진격로에서, 군단작전참모 김종갑 대령은 제3사단 진격로

에서 각각 후속하면서 작전지도를 하였다. 이날 국군 제1군단은 군단 예하의 4개 

연대가 원산 서남쪽의 신고산에서부터 동해안의 쌍음리까지 제18연대-제1기갑연

대-제26연대-제23연대 순으로 타원형을 이루며 원산을 향한 공격축선을 형성하

고 최종 공격명령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3) 원산탈환작전

북한군은 북한 동반부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군사

적 요충지인 원산을 요새화하여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원산은 경원

선, 평원선, 원라선(원산-라진)의 시발지라는 점과 특히 원산-평양을 연결하는 

공로(公路)의 기점이어서 이 지역이 붕괴되면 평원선의 횡적 작전망이 완전히 파

괴되고 적의 동서부 전선이 분리됨은 물론 평양이 동쪽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또한 해상에서 보면 원산은 영흥만의 호도반도에 둘러싸여 있

는 동해안 최대의 천연 항구였다. 그리고 원산비행장은 평양까지 20~30분밖에 

안되는 비행거리에 있으며, 북한지역의 제공권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지였다. 이에 따라 원산항은 소련으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전투장비 및 보급품 

등 전쟁 물자를 반입하는 모항(母港)의 역할을 하였다. 

원산지역 방어를 위해 북한군은 동해안방어사령부를 중심으로 원산 동남쪽 

25~30㎞를 연하는 선에 제1방어선을, 10~15㎞ 지점을 연결하는 지역에 제2방어

선을 설정하여 진지를 편성하고, 시가지 방어를 목적으로 원산 주변 교외에 원형

의 진지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이 지역의 북한군 병력은 최소 2만여 명이었으며, 

이들은 전차 12대, 122mm 곡사포, 76mm 곡사포 3개 대대, 120mm 박격포 8문, 

82mm 박격포, 76mm 평사포 76문 등으로 장비되어 있었다.

국군 제1군단의 원산탈환작전은 10월 10일 새벽에 시작되었다. 원산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가지를 감제할 수 있는 동쪽과 서쪽의 2개 고지군을 

점령해야만 했다. 두 개의 감제고지군을 고려하여 군단장 김백일 소장은 우일선의 

제3사단에는 동쪽의 고지군을, 좌일선의 수도사단에는 서쪽 고지군의 중심인 여왕

산을 최초의 공격목표로 각각 부여하였다. 그리고 사단이 이들 목표를 점령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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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는 원산시가지 중심

부를 각각 동쪽과 서쪽에

서 협공하게 하였다.

탈환작전은 원산시 동

쪽에 포진하고 있던 제3

사단의 선봉부대인 제23

연대가 새벽 5시 30분에 

공격을 개시하면서 시작

되었다. 제23연대는 원산

조차장-73고지-원산비행

장을 연결하는 북한군의 

제1방어선을 격파하고 오

전 7시부터 시가전에 돌

입하였다. 수도사단의 선

두부대인 기갑연대는 북

한군의 전차포와 평사포

의 포격으로 진출이 저지

되었으나, 제3사단 제22

연대의 지원으로 이를 제

압하고 진출이 재개되어 

원산에 진입하였다. 수도사단 제18연대와 제3사단 제26연대는 여왕산을 목표로 

공격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진출이 저지되었다. 이때 수도사단을 지원하

던 모스키토(Mosqjito)기 폴리곤(Polygon)호의 유도로 미 해병비행단의 F-4U기 

편대가 북한군 진지를 공격하여 진로 개척을 도와줌에 따라 제18연대가 여왕산을 

점령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혼전 끝에 국군 제3사단과 수도사단은 시가지 중심

부를 거의 동시에 점령하여 원산에 입성하였다.

그러나 공격작전의 진행과정에서 원산 시내에서의 양개 사단간의 전투지경선이 

불투명한데다가 사단 상호 간에 원산시를 먼저 점령하려는 경쟁심으로 제3사단과 

수도사단은 원산시가지에서 두 번씩이나 서로 교차 진출하게 되는 등 사단 간의 

<상황도 4-2> 국군 제1군단의 원산탈환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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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지경선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국군 제3사단과 수도사단은 11일 저녁까지 원산 시내에서 잔적 소탕작전을 전

개하였다. 이날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과 제5공군사령관 패트리지(Earl E. 

Partridge) 소장이 원산비행장을 시찰하였다. 비행장의 활주로 상태가 양호한 것

을 확인한 제5공군사령관은 다음 날(12일) 전투화물수송사령부 소속 수송기 22대

를 동원하여 국군 제1군단이 필요로 하였던 보급품 131톤을 원산비행장으로 긴

급 공수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12일) 이승만 대통령이 원산을 직접 방문하여 국

군 제1군단 전 사병에게 1계급 특진과 북진작전에 기여한 장병들에게 표창장을 수

여하였다.

원산을 점령한 국군 제1군단은 제3사단으로 하여금 원산 일대를 경비하면서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을 엄호하고, 수도사단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10월 17일

에 함흥과 흥남을 점령하였다.

2. 중부지역 북진작전

중부지역의 38도선 돌파 및 진격작전은 국군 제2군단(군단장 유재흥 소장)이 

담당하였다. 제2군단은 10월 5일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제6사단이 화천-회양

-지경리(원산 외곽)로, 제8사단이 철원-평강-용지원리로, 제7사단이 제6사단과 

협조하여 김화를 점령한 후 예비로 후속하게 하였다.

북진명령이 하달되자 제2군단은 10월 5일에서 8일 사이에 38도선을 돌파하고 

진격을 계속하였다. 제일 먼저 진격을 개시한 우측의 제6사단은 10월 5일 제2연

대를 선두로 하여 모진교에서 38도선을 돌파한 다음 그 일대에서 저항하던 북한

군 제9사단 예하 2개 연대(실제 병력 2개 대대로 추산)를 격파하고 10월 8일 오

후 늦게 화천을 점령하였다. 이날(8일) 제6사단 좌측의 제8사단도 제10연대를 선

두부대로 하여 초성리 북쪽에서 38도선을 돌파해 북한군 제27사단의 일부 병력을 

격퇴하면서 한탄강을 건너 전곡에 진출하였다. 

38도선을 돌파한 제2군단이 예상보다도 순조로운 진격을 계속하자 육군본부는 

10월 8일 오전 11시에 제2군단을 원산으로 이동시켜 제1군단과 교대한 후 원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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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하도록 하고, 

제1군단에게 평양

을 목표로 서측으

로 공격하여 미 

제1군단과 연결하

라는 명령을 하달

하였다. 그러나 이

명령은 이날 밤

8시에 제1군단이 계

속해서 원산을 확

보하고 제2군단이 

원산을 경유하여

평양을 목표로 진

격하라는 명령으

로 수정되었다. 군단 교체에서 오는 혼잡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잠시나마 작

전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

10월 8일 오후 늦게 화천을 점령한 제6사단은 육군본부 명령에 따라 신고산-

원산을 경유하여 양덕-강동 선으로 진출하고, 제2연대를 선두로 제1차 목표지점

인 신고산을 향해 북진하였다. 사단은 9일 오전에 제7연대를 선두로 화천을 출발

해 다음 날 제7연대가 김화를, 제2연대가 금성을 각각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6사

단 좌측의 제8사단도 순조로운 진격을 계속하여 10월 9일에는 연천을, 10일에는 

철원을 탈환하고 평강으로 도주하는 북한군을 바짝 뒤쫓았으며, 군단 예비인 제7

사단도 10월 9일 양문리에서 38도선을 돌파하고 10일 김화 부근의 지경리까지 진

출하였다.

이 무렵 육군본부에서는 동부전선의 국군 제1군단이 10월 10일 원산을 점령하

자 미 제8군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군 제1군단과 제2군단의 임무를 명확히 

정리하였다. 

• 제1군단은 미 제10군단이 도착할 때까지 원산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변, 용포리, 

<상황도 4-3> 국군 제2군단의 중동부지역 돌파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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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탄리 및 용탄강 입구를 주저항선으로 하고 영흥을 확보함으로써 적의 보급로

를 차단, 문천, 영흥, 정평, 함흥 및 파춘장, 흥남 축선을 따라 진격, 적을 섬멸

하라.

• 제2군단은 가능한 한 신속히 원산으로 계속 전진, 원산 경유, 미 제1군단과 합세

하기 위하여 담당지구 내 양덕-장림리-강동리 선을 따라 평양을 향하여 공격 

전진하되, 적을 분쇄하고, 그 지구에서 남방 및 북방으로 이동하는 적을 차단 섬

멸하라.

이에 따라 10월 10일에 추가령지구대의 북쪽인 원산과 남쪽인 철원을 확보한 

국군은 제1군단이 동북부전선에서, 제2군단이 중부전선에서 북진작전을 계속하게 

되었다. 제6사단은 금성-신안-회양-신고산-양덕을 거쳐 19일 성천까지 진출하였

으며, 제8사단은 이천-곡산-수안-율리를 거쳐 18일 평양 동쪽의 삼등까지 진출

하였다. 

3. 서부지역 진격작전과 평양 탈환

(1) 금천-신계 진격작전 

미 제8군사령관이 10월 3일에 하달한 작전명령에 따라 제8군의 주공 군단이 된 

미 제1군단(군단장 Frank W. Milburn 소장)은 북한군이 재정비를 하고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전에 신속히 진격할 것을 계획하고 개성-평양 축선에 우세

한 화력과 기동력을 갖춘 미군 2개 사단을 교대로 투입하여 공격 기세를 유지하

기로 하였다. 당시 군단에서는 북한군 주력으로 평가되는 4개 사단 규모의 병력이 

구축하고 있는 개성 북방의 38도선 방어진지만 격파한다면 평양으로의 진격작전

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 제1군단은 북한군을 정

면 돌파하기 보다는 기갑부대를 최대한 활용해 우회기동에 의한 포위작전을 실시

하기로 하고 각 사단에 담당 임무를 부여하였다.

• 미 제1기병사단(영국군 제27여단 배속)은 군단의 주공으로서 개성 정면의 38도

선을 돌파하여 금천 일대의 북한군을 포위 섬멸한 다음 계속 남천점-사리원-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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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평양 축선으로 진격하라.

• 미 제24사단은 일부 병력으로 군단의 좌측방을 엄호하고 주력으로서 언제든지 

미 제1기병사단을 초월 공격할 준비를 하라.

• 국군 제1사단은 군단의 우익으로서 고랑포 정면의 38도선을 돌파한 다음 군단의 

우측방을 엄호하면서 시변리-신계-평양 축선으로 진격하라.

미 제1군단장은 10월 4일 작전지역을 미 제9군단에 인계하고 미 제1기병사단

(사단장 Hobart R. Gay 소장)을 개성 일대로 진출시켜 군단의 집결을 엄호하게 

하는 한편, 미 제24사단(사단장 John H. Church 소장)과 국군 제1사단(사단장 

백선엽 준장)을 각각 임진강 서안과 고랑포 부근에 집결하게 하였다. 제8군사령부

는 10월 7일 미 제1군단장에게 공격개시일을 10월 9일로 확정해 통보하였다. 이 

무렵 미 제1군단은 제1기병사단이 10월 8일 개성 일대에 집결을 완료하였으며, 미 

제24사단이 이날 천안-대전지구에서 서울-봉일천 일대로 이동하였고, 국군 제1사

단이 충북 보은지구에서 7일 이동을 개시해 안성-서울을 거쳐 고랑포로 진출 중

에 있었다. 

미 제1군단은 10월 9일 제1기병사단(영국군 제27여단 배속)을 선두부대로 하여 

38도선을 돌파해 도로망이 양호한 개성-평양에 이르는 1번 도로를 따라 진격하였

다. 국군 제1사단도 10월 11일 미 제1기병사단의 우측 시변리-신계-수안 도로를 

따라 북진작전을 개시하였다.

공격의 선봉에 선 미 제1기병사단은 38도선 북쪽 24㎞ 지점에 위치한 금천 점

령을 첫 번째 공격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사단은 제8기병연대가 중앙에서 개

성-금천 간 도로(1번 도로)를 따라 정면공격하고, 그 우측에서 제5기병연대가 동

쪽으로 우회기동하여 금천을 배후공격하며, 미 제7기병연대 좌측에서 예성강을 도

하해 배천을 거쳐 한포리(금천 북방 10㎞ 지점)로 진출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게 

하였다.

미 제1기병사단은 공격 첫날 개성을 거의 무혈로 점령했지만, 개성을 지나 금천

으로 북상하면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북한군 지도부는 금천의 방어에 큰 

비중을 두고 이곳에서 북한군 제19사단장 김창봉 소장으로 하여금 제27교육여단, 

제17기계화사단의 보병연대들과 해주에서 옮겨 온 제41독립전차연대를 직접 지휘

하게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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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서 개성

-금천 간 도로

를 따라 정면공

격하는 제8기병연

대는 도로에 매

설된 수많은 지

뢰와 전차·자주

대전차포·고사

포 등으로 무장

한 북한군의 저

항에 직면하여 진

출이 매우 부진

하였다. 북한군은

제8기병연대 진

격로 상의 주요 

고지에 진지를 구

축하고 진지전을 

방불케 할 정도

로 격렬하게 저

항하였다. 사단의 우측에서 개성-북우를 잇는 5번 도로를 따라 진격하던 제5기병

연대도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여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이에 미 제1기병

사단장은 10월 11일 사단 예비인 영국군 제27여단에게 사단의 중앙과 우익 연대 

사이로 진격하여 금천의 우측방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금천으로 진격하던 미 제1기병사단의 주력이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진출이 

늦어지고 있을 때 사단 좌측에서 공격하던 제7기병연대가 12일 금천 북쪽의 한포

리로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제7기병연대는 10월 9일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파

괴되지 않은 예성강 철교를 통과하여 10일에 배천을 점령하고, 야간행군을 감행하

면서 12일 아침에 한포리로 진출하여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제7기병연대가 한포리에서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는 가운데 금천 동쪽에서는 

<상황도 4-4> 미 제1군단의 서부지역 돌파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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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병연대가, 남쪽에서는 제8기병연대가 북한군의 격렬한 저항을 물리치면서 금

촌으로 진격하였다. 제5기병연대는 14일 새벽에 금천 외곽을 방어하던 북한군을 

소탕하고 금천 시가지 북반부를 점령한 후 제2대대가 한포리의 제7기병연대와 연

결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가 제8기병연대의 월튼(Walton) 특수임무부대와 이날 

정오경 금천 남쪽 6.5㎞ 지점에서 연결하였다. 이로써 미 제1기병사단은 마침내 

금천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금천이 점령당하고 38도선 방어선이 무너지자, 당황한 김일성은 대노하여 “앞으

로는 일보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 더 물러설 땅이 없다”라고 하면서 각 부대장에

게 독전대를 편성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렇지만 이미 북한군 중에는 자진해서 포로

가 되는 자가 부지기수였고, 부대들의 전의는 땅에 떨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유

엔군의 북진을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 

한편 미 제1기병사단보다 이틀 늦은 10월 11일 고랑포에서 38도선을 돌파한 국

군 제1사단은 사단장 이하 전 장병들이 미 제1기병사단보다 먼저 평양을 탈환해야 

한다는 굳은 결의로 뭉쳐 있어 사기가 매우 높았다. 사단의 첫 공격목표는 미 제1

기병사단의 첫 공격목표 지점인 금천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시변리(38도선 북쪽 

32㎞ 지점)였다. 사단은 제15연대를 우일선, 제11연대를 좌일선으로 전방 공격부

대를 편성하고 제12연대를 사단 예비로 하여 제11연대를 후속하도록 하였다. 첫날 

공격에서 사단은 북한군의 저항으로 인해 제11연대가 4㎞, 제15연대가 2.5㎞밖에 

진격하지 못하였다. 

각 연대의 진출 속도가 너무 느리게 진행되자 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국군이 미

군보다 앞서 평양에 진격하는 것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이때 다부동 

전투 때부터 계속해서 사단을 지원해 온 미 제10고사포단의 단장 헤닉(William 

C. Hennig) 대령이 ‘보·전·포 협동 돌파작전’을 건의하였다. 이는 북한군의 저

항을 야포와 항공기로 제압하면서 보병의 엄호를 받는 전차가 적의 진지를 돌파하

고 뒤이어 주력부대가 차량기동으로 후속한다는 이른바 ‘패튼전법’이었다. 그런데 

당시 국군 제1사단에는 패튼전법의 핵심인 전차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사단장 

백선엽 장군은 밀번 군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차 지원을 요청했으며, 군단

장은 이를 흔쾌히 수락하고 미 제6전차대대 C중대(전차 21대)를 배속시켰다. 이는 

군단장 밀번 소장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패튼 장군의 참모장으로 기갑부대의 중요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12 _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

한 헤닉 대령의 

적절한 조언이 있

었기 때문에 가

능한 일이었다.

사단에서는 예

비인 제12연대를 

보·전·포 협동

작전에 투입함으

로써, 제12연대

가 제6전차대대 C중대와 미 제10고사포단, 그리고 국군 제17포병연대 C포대와 더

불어 보·전·포 협동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제12연대는 제1대대를 미 전차들에 

탑승시켜 고랑포 북방 14㎞ 지점의 구화리를 목표로 진격시켰다. 보·전·포 협

동부대의 선두는 12일 구화리를 점령하고 해질 무렵 구화리 북서쪽 10㎞ 지점의 

북우까지 진출하여 이곳에서 금천 공격을 위해 우회기동하다가 국군 제1사단 전투

지역으로 들어온 미 제5기병연대에게 잠시 길을 열어 준 후 다시 북진하여 13일 

시변리를 점령하였다. 당시 국군 제1사단장 백선엽 장군은 제2번 전차에 탑승하여 

부대를 직접 진두지휘하였다.

국군 제1사단이 보·전·포 협동공격으로 시변리를 함락하는데 성공하자, 사단

에는 미 제6전차대대 D중대가 추가로 증원되었다. 사단은 그 이튿날(14일) 배속

된 미군 M-46패튼전차에 장병들을 분승시킨 제12연대를 선두로 하고 그 뒤를 제

11연대가 초월 공격이 가능하도록 후속하게 하였으며, 제15연대를 사단예비로 후

미에서 진격하게 하였다. 사단은 신계-곡산 방면으로 후퇴하는 북한군을 추격해 

미우동(시변리 북서쪽 16㎞)에서 전차 6대를 앞세운 연대 규모의 북한군과 전차전

을 불사하면서 이를 격퇴하고 이날 밤 신계까지 진출하였다. 

제1사단과 미 제6전차대대의 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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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주-상원 진격작전 

1950년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 동안에 3중으로 구축된 북한군의 38도선 

방어진지가 미 제1군단의 금천-시변리 포위작전에 의해 돌파되고 국군 제2군단이 

신계-이천-덕원 선에서 평양을 향해 압박해 들어감으로써 평양 진격작전은 한층 

더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에 군단장 밀번 소장은 14일에 군단예비인 미 제24사

단을 개성 서측방으로 진격시켜 해주를 점령한 다음, 미 제1기병사단의 좌측방을 

엄호하면서 북진하도록 하는 등 군단 예하 3개 사단을 모두 일선에 투입하였다.

미 제1군단의 진격작전은 현 진출선(한포리-신계)으로부터 60㎞ 거리인 황주-

율리 선을 향하여 계속되었다. 중앙의 미 제1기병사단은 제7기병연대를 선두부대

로 하여 남천점에서 멸악산맥을 넘어 서흥 방향으로 진격하고, 나머지 2개 연대와 

배속된 영국군 제27여단이 그 뒤를 따르도록 하였다. 군단 우익인 국군 제1사단은 

신계에서 수안으로 진격하며, 군단 좌익인 미 제24사단은 제21연대가 배천을 거쳐

해주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에 주력 2개 연대를 개성 부근에 집결하도록 하였다. 

미 제1군단의 주공부대인 제1기병사단은 평양공격에 앞서 38도선-평양 축선상

의 요충지인 사리원을 삼면에서 포위공격하기로 계획하였다. 15일 오전 7시에 미 

제7기병연대가 유엔 공군의 근접항공지원 아래 공격을 개시하여 정오경에 남천점

을 점령하였다. 이때 유엔 공군의 폭격으로 북한군 제19사단 지휘소가 파괴되고 

사단 참모장이 폭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군은 금천에서부터 계속된 패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하고도 조직적인 지연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더하여 기상

악화로 인해서 서쪽으로 우회기동하여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려던 제5기병연대의 

기동계획이 차질을 빚었다. 이에 따라 미 제1기병사단의 진격작전은 당초 계획보

다 전반적으로 지체되고 있었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으로부터 진격이 너무 늦다는 지적을 받고 있던 미 

제1군단장은 군단의 모든 전투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군단장은 제24사단에

게 제1기병사단의 좌측방을 엄호하면서 북진하여 사리원을 공격 점령하고 평양을 

향해 계속 전진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같은 날 제1기병사단장 게이 소장도 영

국군 제27여단장에게 미 제7기병연대를 후속해 서흥에서 초월 공격하여 사리원 

점령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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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금천-남천점 국도는 미 제7기병연대에 이어 초월 공격을 위해 북진 

중인 영국군 제27여단과 그 뒤를 따르는 미 제5기병연대, 그리고 미 제24사단 제

19연대 등의 차량행렬로 큰 혼잡을 빚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군단장이 “사리원

을 먼저 점령하는 사단에 평양 입성의 영광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였다는 말

이 나돌면서 장병들 사이에서는 더욱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경쟁심으로 

인해 17일 새벽 서흥 남쪽에서는 미군끼리 오인사격을 벌이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도 했다. 

치열한 선두 경쟁 속에서 17일 미 제1기병사단은 사리원 북쪽 26㎞ 지점인 황

주를 목표로 제7기병연대가 황주천 계곡길을 따라 우회기동하고, 전날 오후 늦게 

서흥에 도착한 영국군 제27여단(여단장 Basil A. Coad 준장)이 계획대로 오전에 

서흥에서 미 제7기병연대를 초월하여 국도를 따라 진격하였다. 영국군 제27여단

의 진격대형은 아길(Argyll) 영국군 대대를 선두로, 중앙에 호주군 제3대대, 맨 

후미에 미들섹스(Middlesex) 영국군 대대의 순으로 한 종대대형이었다. 영국군 

제27여단은 이날 오후 4시경에 유엔 공군기의 계속된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

다시피 한 사리원으로 진출하였다. 이날 영국군 제27여단의 우측으로 기동한 미 

제7기병연대는 하루 동안에 1,700여 명의 북한군을 포로로 하면서 밤 10시경에 

영국군 호주군 대대와 연결하였다.

이와 같이 사리

원을 먼저 점령한 

미 제1기병사단은 

군단장이 약속한 

대로 미 제24사단

을 제치고 평양공

격의 선봉을 맡게 

되었다. 이날 군

단 좌익인 미 제

24사단은 제21연

대가 해주를 점령

하였으며, 제19연영국군 제27여단의 병사들이 북쪽으로 진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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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청석두리-신원리-재령을 거쳐 사리원 남쪽 약 10㎞까지 근접하였다. 그러나 

사리원이 이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된 영국군 제27여단에 의하여 점령되었기 때문

에 군단장은 미 제24사단의 사리원 진격을 중지시켰다. 이에 따라 미 제24사단은 

다음 날 진로를 진남포 방향으로 전환하여 진격하게 되었다.

한편 미 제1군단의 우익으로 10월 14일 신계를 점령한 국군 제1사단은 15일 오전 

7시를 기해 제12연대와 제11연대로 하여금 각각 율리와 상원을 목표로 공격하게 

하였다. 제12연대는 신계-수안 도로를 따라 보·전 협동부대가 선두에서 진격해 

16일 수안을 점령하고, 17일 저녁 7시경에 율리에 도착하였다. 제11연대도 북한군

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17일 오후 6시에 목표지점인 상원을 점령하였다. 이날 밤 

9시경 상원에서는 율리를 점령한 제12연대 제2대대가 미군 전차 10여 대에 분승

하여 진격해 옴으로써 연대 간의 연결이 이루어졌다. 이 무렵 사단예비로서 제12

연대를 후속한 제15연대도 율리에 진출하였다. 

10월 17일, 마침내 국군 제1사단은 평양 동남쪽 26㎞ 지점인 상원을 점령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평양탈환작전의 최종단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사단은 기동력의 

열세와 2일이나 늦은 38도선 돌파에도 불구하고 이날 상원에 도착함으로써 같은 

날 황주까지 진출한 미 제1기병사단을 훨씬 앞질러 평양에 근접하게 되었다. 

(3) 평양탈환작전

미 제1군단은 10월 18일을 기하여 평양탈환을 목표로 포위작전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군단은 황주 일대의 미 제1기병사단이 남쪽으로부터 정면 공격을, 상

원-율리 일대의 국군 제1사단이 동남쪽으로부터 측면공격을 가해 평양을 점령하

기로 하였다. 이 무렵 미 제1군단 우측의 국군 제2군단은 제6사단이 원산-평양 

축선으로 서진하여 동양까지 진출하였으며, 제8사단이 평강으로부터 3번 도로를 

따라 양덕 남쪽 17㎞ 지점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육군본부 예비로 있다가 

10월 14일 국군 제2군단에 배속된 제7사단이 제8사단을 후속하여 마식령산맥을 

넘어 예성강 상류의 곡산으로 진격 중이었는데, 이 중 제8연대가 17일 오후 늦게 

율리에 진출하였다. 이로써 평양의 포위망은 남쪽·동남쪽·동쪽의 삼면에서 압축

되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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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탈환이 임박할 무렵인 10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에

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평양만은 우리 국군이 먼저 점령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

다. 이는 미 제1군단의 주공인 미 제1기병사단이 평양탈환을 위해 기계화 부대로 

황주까지 진출하고 있어 제일 먼저 평양을 점령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일권 총참모장은 17일 곡산에 위치한 제2군단사령부를 

방문하여 군단장 유재홍 소장에게 대통령의 뜻을 전하였다. 군단장은 즉시 제7사

단사령부로 달려가 사단장 신상철 준장을 대동하고 율리의 제8연대를 방문해 김

용주 연대장에게 평양을 미군보다 먼저 탈환하라는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육군본부에서는 17일 오후 6시부로 제2군단에 “가능한 한 최단시간 내 서

쪽으로 이동하여 평양의 동쪽과 동북쪽에서 평양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

다. 이에 따라 국군 제2군단 예하 3개 사단 중 성천-안주 방면으로 진격하는 제6

사단을 제외한 제7사단과 제8사단이 평양탈환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무렵 북한군은 평양방위사령부(사령관 최인 소장)를 중심으로 대동강과 동평

양 일대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서 완강히 저항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저항은 

그들의 정부기관과 부대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국군과 유엔군의 진격을 지연시

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 제8군 정보참모부는 북한군의 평양 

방위부대 규모를 북한군 제17사단과 제32사단 소속의 잔류병 약 8,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었다.  

평양탈환작전은 10월 18일에 포위망을 압축한 미 제1기병사단, 국군 제1사단, 

그리고 국군 제2군단에 의해 전개되었다. 미 제1기병사단은 제7기병연대를 주공으

로 하여 18일 평양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날 여명을 기하여 진격을 개시한 미 제7

기병연대는 흑교리에서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 하루를 소모하였다. 다음 날 

제5기병연대가 제7기병연대를 초월하여 무진천을 도하해 오전 11시 2분에 평양의 

서남단에 진입하였다. 

당시 평양 시가지는 S자형으로 흐르는 대동강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로 발달한 

인구 약 50만의 도시로서 관공서를 비롯한 주요행정기관들은 주로 본평양으로 불

리는 대동강 서안에 있으며, 남안의 동평양은 비교적 새로 개발된 공업지대로 형

성되어 있었다. 미 제5기병연대가 점령한 지역은 동평양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연

대는 계속해서 양각도로 진출하여 철교를 이용해 본평양으로 진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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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동강에는 양각도 쪽에 두 개의 철교가 있었으며, 그 철교로부터 2.5㎞ 상

류에 인도교인 대동교가 있었다.

미 제5기병연대는 오후 3시경에 양각도까지 진출하였지만, 곧이어 북쪽 제방에 

있던 북한군이 그때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던 양각도와 대동강 북안 사이의 철교를 

폭파시켰다. 이로 인해 미 제5기병연대는 양각도에서 발이 묶였다. 얼마 후 대동

교마저 폭파됨으로써 제5기병연대는 이제 주정(舟艇)을 이용한 도하를 강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 제1기병사단의 우익에서 평양을 목표로 진격 중이

던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와 같이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의 선봉부대가 동평양에서 도하를 위

해 진격을 멈추고 있는 사이에 대동강을 상류 쪽에서 도하하여 본평양으로 진격 

중인 국군 2개 연대가 있었다. 그 중의 1개 연대는 평양의 배후로 진출하기 위하

여 우회기동한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였으며, 다른 1개 연대는 국군 제2군단의 제

7사단 제8연대였다. 

평양의 동북방으로 

우회기동한 제15연대

는 전날 늦게 대동강 

상류에 진출하여 도

섭지점을 대대별로 확

보하고, 19일 제3대

대가 마산리에서 새

벽 5시에 가장 빨리 

도하를 완료하였으며, 

제2대대가 오전 8시 

30분에 이천리에서, 제

1대대가 오전 10시 

30분에 삼산동에서 각각 경미한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도하를 완료한 다음 본평

양 모란봉과 김일성대학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제15연대는 정오경에 김일성대학에 

진입한 뒤 오후 2시에는 모란봉을 장악했고, 오후 3시에는 평양의 심장부로 들어

가 평양시청과 최고인민위원회 건물을 점령한 뒤 옥상에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평양 시가로 진입하는 국군 제1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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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탈환의 선봉부대가 되었다. 이 무렵 국군 제2군단의 선두부대인 제7사단 제8

연대도 어떤 일이 있어도 평양은 우리 국군이 선점해야 한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투지경선을 위반하면서까지 평양에 진입하여 북한군 소

탕작전을 전개하였다. 

평양에서는 미 제1기병사단과 국군 제1사단 주력이 주정으로 대동강을 도강한 

10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소탕작전이 시작되었지만, 간헐적인 적의 저항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북한의 수도인 평양의 탈환을 목표로 전개한 평양탈환작전은 10월

9일 38도선을 돌파한 이래 만 11일 만에 국군 제1사단의 제11연대와 제12연대, 

그리고 미 제1기병사단의 제5기병연대가 동평양을,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와 국군 

제7사단 제8연대가 본평양을 각각 점령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정부와 유엔군사령부는 10월 30일 평양시청(평양시 인민위원회)에서 이승만 대

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입성 환영행사를 개최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이 총반격

을 개시한 이래로 북한군은 연일 패퇴만을 거듭한 끝에 그들의 수도인 평양마저 

함락되자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여 급격하게 그 전력이 붕괴되어 갔다.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탈환작전을 수행하는 동안에 유엔군사령부는 ‘맥아더 라

인’, 즉 정주-영원-함흥 선까지의 유엔군 전진한계선을 연장시켰다. 평양점령이 

눈앞에 다가온 10월 17일 유엔군의 전진한계선은 재검토되었으며, 10월 19일에 

새로운 맥아더 라인이 유엔군 작전명령 제4호로 하달되었다. 새로이 정해진 전진

한계선은 선천-고인동-평원-풍산-성진을 연결하는 선으로써 처음의 선보다 서쪽

은 30㎞, 중앙은 100㎞, 동쪽은 160㎞를 북상한 것이었다. 이 선은 대체로 압록

강 남방 60㎞를 연하는 선이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의 북진작전은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 

이로써 평양 점령 후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하는 북한군을 한·중 국경선 내에

서 궤멸시키고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는 일이 목전에 당면하게 되었다. 그 목표의 

달성은 곧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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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전쟁종결을 위한 총공세

1. 북한군의 최후 저항태세와 유엔군의 북진작전계획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 입성을 눈앞에 두고 흑교리로 진격하고 있을 때 북한군의 

평양사령부는 1개 연대만 평양에 남긴 채 사리원과 철원 및 평강 방면에서 후퇴한 

병력과 합류한 다음, 그 주력을 청천강 이북으로 철수시켰다. 그들은 일선 부대에 

결사항전을 지시하는 한편, 기계화 부대를 청천강 북쪽 정주지역으로, 보병부대로 

구성된 주력을 북한정권이 이동해 있는 강계로 집결시켰다.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청천강선에 연하여 3개의 방어선을 형성하였는데, 제1차 방어선은 안주-개천-덕

천을 연하는 선이었으며, 제2차 방어선은 희천선, 제3차 방어선은 강계선이었다.

당시 평양에서 안주-개천을 연하는 청천강선 이북으로 후퇴한 북한군은 약 4만

여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철의삼각지대(철원-평강-김화)에 제2전선을 형성한 부

대 병력이 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렵 김일성은 전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국군과 유엔군의 후방지역에 대한 

타격작전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제2전선 부대와 인민유격대의 조직을 강화

하였다. 제2전선 부대는 10월 16일부터 활동에 들어갔으며, 이들의 주요 임무는 

국군과 유엔군의 수송부대, 열차, 보급소, 교통시설, 통신시설을 파괴하는 것이었

다. 이들로부터 입은 피해는 수백 건에 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미 제9군단이 전

선에 투입되지 못하고 병참선 경계 등의 후방지역 경계임무를 수행하였고, 다시 

창설된 국군 제3군단도 이들의 토벌작전에 투입되어야 했다. 

한편 1950년 10월 15일 태평양의 작은 웨이크섬(Wake Island)에서는 트루먼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이 한국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전략회담을 가졌

다. 이 회담은 트루먼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맥아더 장군의 보고와 참

가자들의 질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맥아더는 전쟁의 승리를 낙관하

면서 추수감사절 전에 북한군의 조직적인 저항이 끝날 것이며, 크리스마스 때까지 

미 제8군을 일본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그는 중

공군이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그들은 효과적으로 개입할 시기를 놓쳤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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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웨

이크섬 회담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전

쟁이 평양탈환과 함

께 머지않아 종결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10월 17일 

당시 유리하게 전

개되는 상황에 기

초하여 평양탈환 후

에 적용될 작전명

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서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의 진출제한선을 서해안 선천에서 북동쪽으로 

호를 그리며 동해안 성진에 이르는 선으로 상향 설정하고, 미 제8군이 전선의 좌

측에서, 그리고 원산에 상륙할 예정인 미 제10군단이 우측에서 진격하도록 하였

다. 새로운 유엔군의 진출제한선은 이전에 설정한 정주-함흥 선보다 48㎞ 북쪽으

로 이동한 것으로서 한·중 국경선까지는 대체로 48~64㎞를 남겨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선 북쪽으로는 국군이 단독으로 작전하게 하였다.

압록강-두만강으로의 진격에 앞서 맥아더 장군은 지휘체계를 조정하였다. 이 

조정에 따라 10월 16일 미 제10군단이 유엔군사령부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으며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동북부지역에서 작전하는 모든 미군과 국군을 작전지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0월 20일부로 국군 제1군단의 작전통제권이 미 제8군으로부

터 미 제10군단으로 전환되었다. 대신 제8군은 10월 16일 창설된 국군 제3군단

(제5·제11사단)을 배속 받아 인제-양양에서 서울-춘천 남쪽까지의 후방지역 방

어임무를 수행하며 북진작전을 지원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명령에 따라 평양점령 후 10월 20일에는 숙천·순천 공수작전, 

21일에는 서부에서 미 제8군이, 동부에서 미 제10군단(국군 제1군단)이 선천-성

진을 연하는 새로운 맥아더 라인을 향해 진격하였다.

<상황도 4-5> 유엔군의 한·중 국경선으로 북진 작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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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북부지역 진격작전

(1) 청천강선 확보

미 제1군단이 평양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을 때,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의 퇴로와 

증원을 차단하고, 병참선을 붕괴시키며, 아울러 북한 관리들을 포획하고, 미군포

로들을 구출할 목적으로 전쟁 발발 후 한 번도 운용해 본 적이 없는 미 제187공

정연대전투단을 평양 북방에 투하시킬 것을 계획하였다. 이 작전은 평양이 완전히 

탈환되는 날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며, 지역은 평양 북방 약 56㎞ 지점의 숙천과 

그 동쪽으로 17㎞ 떨어진 순천이었다. 이 지역은 평양에서 숙천을 거쳐 신의주에 

이르는 경의선 철도와 평양에서 순천을 거쳐 만포진에 이르는 만포선 철도, 그리고

이들 철도와 병행하게 발달된 도로가 만주로 연결되어 있어 교통의 요충지였다.

10월 20일 미 제314 및 21수송비행대의 C-119수송기와 C-47수송기 등 113대

에 분승한 공정연대전투단 요원들이 오후 2시경에 주목표지역인 숙천 상공에서부

터 낙하를 시작한 후에 105mm 곡사포와 탄약, 90mm 대전차포와 차량 등의 장

비가 투하되었다. 공정연대전투단은 이날 저녁에 숙천과 순천의 목표지점을 확보

하고 도로 차단에 성공하였으며, 다음 날 북진하는 미 제8군 병력과 함께 북한군

을 남과 북에서 협격하여 많은 인원을 사살하거나 생포하였다. 10월 22일까지의 

전과는 북한군 사살 2,000명, 포로 3,818명이었다. 

숙천-순천지역 공정작전의 결과는 북한군 주력의 퇴로차단과 미군포로의 구출

이라는 최초 작전목표 달성에는 미흡한 것이었다. 우선 맥아더 장군은 당시 북한

군 잔존병력 3만 명 중 2만 5,000명이 공정작전의 덫에 걸릴 것이라 하였으나 

실제 포로는 그에 훨씬 못 미쳤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평양이 함락되기 훨씬 

전인 10월 12일경에 북한의 관리들은 이미 빠져나갔고 포로들도 후송시켰으며, 북

한군의 주력도 이미 철수한 뒤였기 때문에 그 성과가 크지 않았다.

숙천-순천지역 공정작전이 실시된 다음 날인 10월 21일 미 제8군도 미 제1군단

을 좌로, 국군 제2군단을 우로 하여 낭림산맥 서부지역에서 진격작전을 재개하였

다. 미 제1군단은 미 제24사단(영국군 제27여단 배속)을 주공부대로 하여 구성-

신의주 축선으로 진격하게 하는 동시에 국군 제1사단을 조공부대로 군단의 우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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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여 안주-운

산 - 수 풍 발 전 소 

축선으로 진격하

게 하였다. 그리고 

미 제1기병사단은 

군단 예비로 국군 

제1사단을 후속하

게 하였다. 

미 제1군단 우

측에서는 국군 제

2군단의 제6사단 

주력이 성천-순천

-개천-희천-회

목동-판하동-고

장-초산 축선으로, 

제2연대가 온정리 

선에서 압록강변

의 벽동으로 진격

하게 하였으며, 제

8사단이 성천-가

창-북창-덕천 선

으로 북진한 후 

이 선에서 강계-중강진 방면으로 진격하게 하였다.

미 제8군의 첫 번째 목표는 청천강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청천강선으로의 진

출은 제8군의 주공부대인 미 제1군단보다 국군 제2군단이 먼저 시작하였다. 이는 

평양탈환작전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국군 제2군단이 미 제1군단의 급속한 진출로 

인해 제8연대 외에는 그 작전에 함께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위치상으로 청천강

선 진출에 유리하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국군 제6사단은 평양탈환 날인 10월 19일 

평양 동북방 50㎞ 지점의 성천을 점령하고 20일에는 제7연대를 선두로 순천에 돌

<상황도 4-6> 서북부지역 진격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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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과 연결할 정도로 미 제8군 예하부대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국군 제2군단은 21일에 제6사단이 제8군의 선봉으로 순천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청천강변의 개천으로 진격하였으며, 제8사단이 제6사단을 후속하여 이날 성천에 

집결한 후 가창-북창-덕천을 경유 희천을 향하여 진격을 개시하였다. 제6사단의 

선봉부대인 제7연대는 제2대대가 선두에서 진로를 개척해 나가고, 그 뒤로 제3대

대가 언제라도 전방대대를 초월 공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연대 제2·제3대대

는 신속한 기동으로 기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 병력을 차량화하였다. 제7연

대 장병들은 북진의 선봉부대라는 긍지와 국경선이 가까워온다는 기대감에 사기가 

드높았다.

국군 제7연대는 개천 동남쪽 15㎞ 지점인 풍광산 계곡에서 제2대대가 북한군의 

공격으로 진로를 타개하지 못하자 제3대대를 선두로 내세웠다. 제3대대는 후퇴하

는 북한군 행군대열의 중앙을 과감하게 돌파하면서 개천을 점령하였고, 이곳에서 

북한군의 보급품 수송열차를 두 번씩이나 기습하여 T-34전차 8대를 포함해 화차 

16대 분량의 각종 무기와 보급품을 노획하는 대전과를 올렸다. 그리고 다음 날(22일)

에는 미 제6전차대대 C중대와 국군 제1사단 병력으로 편성된 보·전 협동부대인 

‘코끼리 특수임무부대’의 추격작전에 쫓겨 안주에서 개천으로 향하던 연대 규모의 

북한군을 기습 공격해 큰 전과를 올렸다. 코끼리 특수임무부대는 개천-구장동 간

의 철도 봉쇄를 임무로 하여 편성된 부대로서 북상 도중 북한군과의 교전으로 개

천에 진출하는 것이 늦었다. 이들보다 하루 먼저 개천을 탈환한 제3대대가 그들의 

임무를 대신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것이다. 제7연대는 22일에 제1대대로 하여

금 제3대대를 초월 공격하게 하여 구장동과 원참을 거쳐 23일 희천을 점령하였

다. 희천에서 압록강까지는 불과 72㎞에 지나지 않았다. 제1대대는 희천에서 

T-34전차 20대와 보급품을 실은 화차 6량을 노획하였다. 이때 제2대대와 제3대

대는 각각 하행동과 구장동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제7연대가 희천을 탈환하자 사

단장 김종오 준장은 제2연대를 온정리 탈환을 위해 구장동 남쪽 자작으로 진출시

키고, 제19연대를 사단예비로 군우리에 대기시켰다. 

국군 제6사단이 희천을 점령한 날인 23일, 국군 제2군단의 우익인 제8사단도 

제10연대가 개천 동쪽의 맹산을 점령한 다음 그 북동쪽의 영원으로 북진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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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연대가 맹산을 경

유해 사단목표인 덕

천을 탈환하였다. 제

8사단은 뒤늦게 출

발한 데다가 지형상

의 제약으로 인해 상

당히 뒤처져 있었으

나 지금까지 어느 부

대도 넘어보지 못했

던 험준한 산악지대

를 통과하면서 덕천

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제16연대 제1대대가 덕천 부근에서 북한군의 

저항을 물리치고 평덕선(철로)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사단의 전반적인 작전에 크게 

활기를 불어넣었다. 

한편, 평양을 탈환한 미 제1군단도 국군 제2군단과 병행하여 10월 21일에 청천

강을 목표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군단은 좌측에 미 제24사단(영국군 제27여단 

배속), 우측에 국군 제1사단을 내세우고, 제1기병사단을 예비로 하여 진격하였다. 

군단 우익인 국군 제1사단은 제12연대를 선두부대로 하여 배속된 미 제6전차대대 

D중대의 선도 하에 평양을 출발하였다. 사단은 선두부대인 제12연대가 순천을 경

유해 22일 개천을 점령하였으며, 후속한 제11연대와 제15연대가 순천을 점령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다음 날(22일) 제12연대와 제15연대가 군사적 요충지인 안주를 

향해 진격하였다. 이때 개천에 위치한 제12연대는 청천강 남안을 따라 서쪽으로 

전진하였고, 순천에 위치한 제15연대는 서북쪽의 도로를 따라 북상하였다. 제11연

대는 1개 대대를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하여 평양에 남겨 놓고 사단예비로 제15연

대를 후속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제12연대에 배속된 보·전 협동부대가 안주읍 

인근에서 북한군 전차와 자주대전차포를 격파하고 23일 오전 11시경에 읍내로 진

입하고, 뒤이어 제12연대, 제15연대, 제11연대(-)가 모두 안주에 집결함으로써 제

1사단은 청천강선 진출을 마치고 청천강 도하 준비를 갖추었다.

미 제1군단의 좌익을 담당한 미 제24사단은 배속된 영국군 제27여단을 선두부

국군을 환영하는 청천강변 희천의 주민들(’50.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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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하여 22일 저녁 경의 축선을 따라 진격작전을 시작해 다음 날 오후 3시에 

신안주에 도착함으로써 청천강을 점령하였다. 이 시간은 국군 제1사단의 안주 진

입보다 4시간이 늦은 시간이며, 국군 제6사단의 개천 점령보다 46시간이 늦은 시

간이었다.

이로써 미 제8군의 청천강선 진출은 국군 제2군단의 제6사단이 먼저 도착한데 

이어 국군 제8사단, 미 제1군단 소속의 국군 제1사단, 미 제24사단 순으로 이루

어졌다.

(2) 압록강으로의 진격

서부전선에서 미 제8군의 주력이 청천강선에 도달하고 동부에서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이 임박해지고 있을 때, 맥아더 장군은 10월 24일 미 제8군사령관과 미 

제10군단장에게 “전 부대를 동원하여 최대한의 속도로 국경선까지 진격하라”는 지

시를 내렸다. 이는 10월 19일에 설정한 유엔군의 전진한계선이 폐지되었음을 의미

하는 것이었다. 이 결정이 ‘9·27 훈령’에 부합되는지 그 여부를 놓고 미 합참과 

맥아더 장군 사이에 논란과 마찰이 있었으나, 맥아더 원수는 “이는 전술적 필요에 

의한 조치로서 국군만으로는 국경선을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조기에 전쟁을 

종결시키려면 지상군의 가용한 전투력을 모두 투입해야 한다”는 지론을 내세워 명

령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가능한 한 유엔군은 국경선에서 철수해야 

하고 국군으로 대치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도 지금까지의 유엔군에 대한 북진 제한조

치를 해제하고 24일을 기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미 제

1군단장 밀번 소장에게 예비인 국군 제7사단을 배속하고 가능한 한 국경선지대의 

작전을 국군 제1사단과 제7사단 등 국군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였다.

미 제1군단장 밀번 소장은 군단의 좌익인 미 제24사단에게 청천강을 건너 선천

을 경유해 신의주를 목표로 진격하게 하고, 군단의 우익인 국군 제1사단에게 안주

-운산 축선을 따라 수풍호로 진격하게 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2군단장 유재흥 소장은 군단의 좌익인 제6사단에게 희천-온정리

축선을 연하는 선에서 벽동과 초산을 탈환하게 하고, 제8사단에게 희천-강계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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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으로 진격하여 만포진과 중강진을 탈환하게 하였다.

미 제1군단은 10월 24일 국군 제1사단이 운산 방면으로, 미 제24사단이 선천 

방면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수풍리로 진격하라는 군단명령에 따

라 이날 11시에 안주에서 청천강을 도하하여 안주 북방 40㎞에 위치한 운산을 향

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사단은 제12연대가 용산동(안주 북방 22㎞)을 점령한 다음 

운산 정면으로 돌입할 예정이었으며, 제15연대가 영변(안주 북방 25㎞)을 경유해 

운산 동측방을 공격할 계획이었다. 공격개시 첫날 제15연대는 북한군으로부터 별

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영변에 도착하였지만, 제12연대는 전차로 증강된 대대 규

모의 북한군을 물리치면서 용산동을 탈취할 수 있었다. 

운산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간 목표인 영변과 용산동을 확보한 제1사단은 다음 

날(25일) 아침 운산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5연대는 영변에서 구룡강 동측을 따라 

진출하여 운산의 동쪽으로, 제12연대는 용산동에서 도로를 따라 운산의 남쪽으로 

각각 공격하여 북한군의 일부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고 이날 오전 11시경 운산 시

내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시내에는 북한군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제

15연대와 제12연대는 최종 목표인 수풍댐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그 중간 목표인 

청산장시를 향해 북쪽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국군 제15연대가 오전 11시경 청산장시에 이를 무렵 갑자기 적으로부터 공격이 

가해졌다. 38도선을 돌파해 북진을 시작한 이래 전례가 없는 강력한 저항이었다. 

30분 후 연대는 이들이 북한군이 아닌 중공군임을 식별하고 사단으로 즉시 보고

를 하였으며, 이보다 조금 후인 11시 44분에 중공군 포로 1명을 붙잡았다. 이것이 

이 전쟁에서 최초의 중공군 포로였다. 이 포로는 운산과 희천 일대에 2만 여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진술하였다. 사단장은 이러한 사실을 즉각 미 제1

군단장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국군 제1사단은 예비인 제11연대까지 운산에 투입하

여 이들과 전투를 벌였으나 진격로를 더 이상 개척할 수 없었다. 그리고 10월 28일

미 제8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평양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미 제1기병사단이 

국군 제1사단을 대신하여 운산지역에 투입되었으나 이마저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

였다. 

국군 제1사단이 운산으로 진격하는 동안에 좌측에서는 신의주를 목표로 미 제

24사단이 24일 새벽에 진격을 재개하였다. 사단의 선두부대인 영국군 제27여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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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에 박천을 점령한 후 대령강을 도하하기 위해 구진에 집결하였다. 

이때 북한군은 대령강 대안에 대병력으로 견고한 방어거점을 구축하고 여단의 도

하를 저지하려 하였다. 북한군의 저항은 예상 밖으로 완강하여 2일간이나 지속되

었고, 여단의 손실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군 제27여단은 유엔 공

군의 지원 하에 북한군을 제압하고, 26일 저녁에 군단부교중대가 가설한 부교를 

이용해 대령강 도하를 완료하였다. 여단은 27일 박천을 출발해 점차 증가하는 북

한군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30일 오전에 정주를 점령하였다. 여단장은 며칠간의 

전투로 부대가 지쳐 있다고 판단하고 사단장 처치 소장에게 임무를 교대해 줄 것

을 건의하였다. 사단장은 제21연대로 하여금 정주에서 영국군 제27여단의 임무를 

인수하고 신의주 축선으로 추격을 계속하도록 조치하였다.

미 제21연대는 정주에서 영국군 제27여단을 초월하여 미 제24사단의 최선봉부

대로서 신의주를 향해 추격을 계속하였다. 연대는 심야의 대전차전을 불사하면서 

진격하여 선천과 원동을 지나 11월 1일 선두부대가 정거동에 도착하였다. 정거동

에서 한·중 국경인 신의주까지는 33㎞에 불과하였으며, 다음 날이면 국경선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감격에 벅찬 종전의 꿈은 잠시뿐이었다. 정거동에서 

“진격을 멈추고 종심방어대세를 갖추라”는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명령이 사단장으

로부터 하달되었다. 이러한 사단의 명령은 28일 태천을 점령하고 31일 구성까지 

진출한 제5연대전투단에도 이날 유엔 공군 연락기의 통신통으로 하달되었다. 그리

고 이날 저녁에 미 제1군단은 압록강을 지척에 두고서 철수를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편, 총반격작전이 시작된 이래, 중부전선의 험준한 산악지대만을 따라 북진을 

계속한 국군 제2군단은 빠른 시일 안에 압록강변에 도달하여 통일의 대업을 이루

고자 제6사단과 제8사단을 각각 좌·우로 하여 초산과 만포진을 목표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제6사단은 우일선의 제7연대를 풍장과 고장을 경유하여 초산으로 진

격하게 하고, 좌일선인 제2연대를 온정과 북진을 경유해 벽동을 점령하게 하였다. 

국군의 선봉부대로 나선 제6사단 제7연대는 좌우인접 부대들이 중공군과 격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 연대의 진출로가 중공군의 남침 경로와 엇갈려 적으로부터 경미

한 저항만을 받고 고장을 경유해 26일 제7연대 제1대대 첨병소대가 압록강변의 

초산에 도착하여 강변에 태극기를 꽂았다. 이때가 10월 26일 오후 2시 15분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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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군 제7연

대 제1대대가 초산을 

탈환할 무렵 제6사단에

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보고가 도착하였다. 그

것은 제7연대의 좌인접 

부대인 제2연대가 온정

리 서북방 동림산에 배

치된 중공군 대병력과 

격돌하면서 고전중이라

는 보고였다. 당시 온

정리 북쪽 동림산 일대에는 중공군 제40군단 병력이 미리 매복된 상태였으며, 이

들이 25일 첫 번째 공격을 감행한 후 26일 새벽에 다시한번 대대적인 공격을 감

행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예비대인 제19연대를 온정리로 급파하여 제2연대를 증원

케 하였으나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전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

었다.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감격으로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아 경무대 이승만 대통

령에게 전달했던 제7연대는 퇴로까지 차단된 상태에서 철수해야 하는 고난을 극

복해야만 했다.

국군 제2군단의 우익을 담당한 제8사단은 10월 24일 군단장 유재흥 소장으로부

터 희천-강계 축선으로 진격하여 만포진과 중강진을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강계는 북한군의 수뇌부가 이동한 것으로 알려진 중요한 목표였다. 이에 따라 24일

아침 덕천을 출발한 제16연대는 25일 오후 3시에 구장동(덕천 서북방 25㎞)에 도

착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사단예비인 제21연대가 도착하였다. 사단장은 이곳에서 

제16연대를 사단예비로 하고 제21연대를 사단의 좌일선 연대로 각각 임무를 전환

시킨 다음 제21연대를 선두로 희천을 향해 이동을 개시하였다. 먼저 출발한 제21

연대가 10월 26일 오후 2시 신흥동에 이르렀을 때 군단으로부터 공격중지 긴급명

령이 하달되었다. 이때가 바로 제6사단 제2연대가 온정리에서 중공군에게 격파되

어 분산철수하고 있을 때였다. 사단의 우익인 제10연대는 24일 오후 4시에 영원 

압록강으로 진격 중인 제6사단 장병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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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 송평동을 거쳐 26일 13시에 희천에 도착하였다. 당시 희천은 제6사단 제7연

대가 3일전에 점령했던 곳으로 이때에는 제6사단의 예비인 제19연대가 위치하고 

있었다. 제10연대가 희천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연대에도 공격중지 명령

이 하달되었다.

중공군의 개입과 역습이 확인되자 국군 제2군단은 덕천-구장동-운산을 연하는 

선을 군단 주저항선으로 정하고 이 선에서 적을 포착 섬멸하며, 주저항선 방어를 

위해 청천강을 중심으로 북쪽은 제8사단이 남쪽은 제7사단이 분담하며, 온정리의 

제6사단은 지연전을 통해 방어진지 점령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획득한다는 계

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 제8사단은 방어태세로 전환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사령부와 제8군사령부에서는 조직된 중공군 

부대와 조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그들은 단지 중공군에서 차출

한 한국인으로서 북한군을 좀 더 증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3. 동북부지역 진격작전

(1) 원산교두보 확보작전

원산교두보는 당초 미 제8군 주력이 38도선을 돌파한 후 1주일 내에 미 제10군

단이 원산에 상륙하여 점령·확보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나 미 제10군단이 인천

항에서 승선하기도 전인 10월 10일에 국군 제1군단이 원산을 먼저 점령함으로써 

동북부지역 작전계획에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원산교두보는 

국군 제1군단의 임무로 전환되었고, 미 제10군단은 후에 행정적 상륙을 하여 양개 

군단이 낭림산맥 동쪽에서 북진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국군 제1군단은 육군본부로부터 미 제10군단이 도착할 때까지 원산항을 확보하

기 위하여 안변-용포리-용탄리-용탄강 입구를 주저항선으로 하고, 영흥을 확보

한 후 정평-함흥과 파춘장-흥남 축선을 따라 진격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제1군

단장은 10월 15일 제3사단에게 원산과 그 부근 일대를 경계하는 동시에 미 제10

군단의 원산상륙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고, 수도사단에게는 함흥과 흥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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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하게 하였다.

군단으로부터 진격 명령을 받은 10월 15일, 수도사단은 제18연대가 영흥(원산 

북방 45㎞)과 정평(원산 북방 70㎞)의 중간지점인 금진강까지 진격하였고, 제1연

대가 영흥에서 함흥-흥남선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제1기갑연대가 원산 부

근 일대를 경비하다가 제3사단에게 임무를 인계하고 영흥으로 이동하였다. 이날 

사단의 전방지휘소가 원산에서 영흥으로 추진되었으며, 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제1

연대와 제18연대에 각각 흥남과 함흥을 목표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

1연대와 제18연대는 16일 오후에 각각 흥남과 함흥의 직전방에 위치한 운남리와 

흥상면에 진출하였으며, 다음 날 제18연대가 오전 11시 30분에 함흥을 점령한 후 

오후 4시에 유등리까지 진출하였으며, 제1연대가 낮 12시에 흥남을 점령하고 오후

에 함흥으로 진출

하여 제18연대와 

연결한 후 흥남

으로 복귀하였다.

이 무렵 함흥

과 흥남을 방어

하던 북한군은 제

249여단과 제588

포병대대가 함흥 

북쪽의 오노리를 

경유해 장진호와 

풍산 방면으로 철

수하고, 흥남 동

북쪽에 있던 제

598부대가 홍원

을 경유해 나남 

방면으로, 그리고 

홍원에 주둔하고 

있던 제10여단이 

<상황도 4-7> 동부지역 진격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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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산 방면으로 각각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수도사단은 제18연대를 장진호와 부전호 방면으로, 제1연대와 제1기갑연대

를 각각 풍산과 성진 방면으로 진격하게 하였다. 제18연대는 10월 19일 교통의 

요충지인 오노리를 점령한 후 1개 대대가 서북쪽의 장진호를 향하여 북진하고 연

대 주력이 동북쪽의 신흥과 부전호를 향하여 진격하였다. 그리고 동해안 축선을 

따라 진격한 제1연대는 이날 홍원 부근까지 진격하였다. 이후 수도사단은 20일에 

제18연대와 제1연대가 각각 신흥과 홍원을 점령함으로써 함흥 북방 40㎞ 반경을 

완전히 석권하였으며, 22일에는 동해안 축선을 따라 진격하던 제1연대가 풍산을 

목표로 북쪽으로 진격로를 바꿈에 따라 제1기갑연대가 단독으로 동해안 축선을 맡

게 되었다. 사단은 곳곳에서 저항하는 북한군을 물리치면서 28일 제1연대가 풍산

을, 29일 제1기갑연대가 성진을 각각 점령하였다. 이때 제18연대는 22일 점령한 

백암산과 부전령 전방 일대에서 북한군과 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이로써 수도사단은 10월 말까지 제1연대가 함경산맥을 넘어섰고 제18연대가 개

마고원지대에, 제1기갑연대가 백두산에서 뻗은 마천령산맥에 올라서게 되었으며 

한·중 국경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병사들은 초겨울의 추운 날씨에도 허술한 하계

복장을 하고 있었으나, 조국통일을 앞두고 감격에 벅차 사기는 충천되어 있었다.

한편, 원산과 부근 일대의 경계임무를 부여받은 국군 제3사단은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20여 일간에 걸쳐 원산·함흥지구에서 잔적을 소탕하고 수동리-

마전리-고저선을 점령하여 원산-흥남을 중심으로 하는 영흥만을 확보함으로써 미 

제10군단의 상륙을 지원하고 수도사단의 계속적인 북진을 뒷받침해 주었다. 

(2) 원산상륙작전과 전선정리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은 국군 제1군단이 원산과 영흥만 교두보를 확보한 가

운데 계획보다 늦은 10월 26일부터 시작되었다. 국군 제1군단이 38도선을 돌파하

여 북진의 첫발을 내딛던 10월 1일에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원산상륙에 관한 준비

명령을 받은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4일, 미 해병 제1사단에게 원산에 상륙과 

동시에 원산 교두보를 확보하고, 미 제7사단에게 원산에 상륙한 후 미 제8군과 

연결하기 위해 서쪽 방면으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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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10군단은 경인지구작전을 10월 7일까지 미 제8군에 인계하였고, 미 해병 

제1사단이 10월 16일 인천항에서 승선하여 원산을 향해 출항하였다. 미 해병 제1

사단은 인천항이 조석간만의 차가 심해 병력승선에 20시간, 보급품과 장비 탑재

에 8일을 소요하였다. 사단이 인천항을 떠날 때는 이미 국군 제1군단이 원산을 탈

환한 뒤였으며, 미 제10군단의 병력을 탑재한 함정들이 10월 19일 원산의 영흥만

에 도달했을 때는 수많은 기뢰 때문에 상당기간 소해작업을 해야만 입항이 가능하

였다. 유엔 해군은 10일부터 미군 소해정 10척, 일본 소해정 8척, 한국 소해정 1척

등 모두 21척의 소해함정을 동원하여 기뢰제거작전을 실시하였으나 10월 20일로 

계획된 상륙일까지도 작

전을 마무리하지 못하

였다. 이 작전과정에

서 소해정 4척이 침몰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

기도 했다. 

제10군단은 원산 외

항에 도착한 후 기뢰

작업으로 거의 1주일

이나 해상에서 지내다

가 25일에야 21척의 

수송선과 15척의 LST

가 원산항에 닻을 내

렸고 그 이튿날인 10월

26일 상륙하였다. 이

에 앞서 제10군단장은 

10월 20일 정오를 기

해 한반도 동북부 전

선의 작전책임구역과 

작전지휘권을 인수하

였다. 그가 지휘할 전

<상황도 4-8> 동북부지역 진격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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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부대는 국군 수도사단과 제3사단, 미 해병 제1사단과 제7보병사단으로서 각종 

지원부대를 포함하여 총 94,000명이었다.

한편 10월 19일 부산항을 출발한 미 제7사단도 원산항의 기뢰제거작업으로 인

하여 부산 앞바다에서 10일간 머물다가 27일 미 제10군단으로부터 북으로 항해하

라는 명령을 받고 29일에 이원으로 상륙하였다. 상륙장소가 이처럼 변경된 것은 

제10군단의 상륙이 평양탈환보다 늦어짐에 따라 19일 유엔군사령부의 명령에 의

해 미 제10군단의 임무가 상륙 후 서진하지 말고 북진하도록 바뀐 데 기인하였다.

미 제10군단장은 10월 24일 유엔군의 진출제한선을 철폐한 맥아더 사령관으로

부터 “전 속력과 가용부대의 전 역량을 투입하여 전진을 가속화하라”는 명령과 함

께 “지체 없이 한·중 국경으로 전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명령에 따라 군단

장은 25일 예하부대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하였다. 

• 군단은 원산상륙과 동시에 지대내의 적을 격파하고 한·중 국경선으로 진격하려 

한다.

• 국군 제1군단은 북동 해안을 따라 두만강지역으로 계속해서 공격한다.

• 미 제7사단(10월 29일 이원 상륙 예정)은 이원-풍산-혜산으로 공격한다.

• 미 해병 제1사단은 원산상륙과 동시에 군단후방지역을 경계하면서 일부 병력으

로 장진호로 공격하고, 별도명령에 의해 미 제3보병사단(11월 10~17일간에 원

산으로 상륙예정)과 군단 후방지역 경계임무를 교대한다.

이 명령에 따라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국군 제1군단과 상륙부대 사이에

서는 작전지역의 임무교대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국군 제1군단은 제3사단이 미 

해병 제1사단에 임무를 인계하고 동해안 축선으로 진격하게 되었고, 수도사단이 

미 제7사단에게 해당 작전지역을 인계하고 제1연대와 제18연대를 제1기갑연대가 

단독으로 진격하고 있는 길주-청진 방향으로 지향시켰다. 이로써 마천령산맥을 

중심으로 서쪽의 함경남도에서는 미 제10군단이, 동쪽의 함경북도에서는 국군 제1

군단이 북진작전을 담당하게 되었다. 

(3) 장진호·혜산진으로의 진격

원산상륙을 완료한 미 해병 제1사단은 10월 29일부터 임무수행에 착수하였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34 _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미 해병 제1연대는 저고에서 원산을 경유하여 마전리로 이동해 국군 제3사단 제

22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방어에 돌입하였고, 해병 제5연대는 원산과 흥남 간의

연포비행장을 중심으로 군단 서측방의 경계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해병 제7연대는 

수동 부근에서 국군 제26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기 위해 함흥을 향해 행군을 시작하

였다.

장진호 방면으로 진격하는 제7기병연대는 11월 2일 수동에 도착하여 국군 제26

연대와 임무를 교대한 후 고토리 방면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날 전투과정에서 

제7기병연대는 중공군 3명을 포로로 획득하였다. 이들을 심문한 결과, 수동 부근

의 적은 중공군 제124사단 제370연대로, 이들은 10월 23~24일 이곳에 투입되어 

10월 25일 처음으로 국군과 교전을 벌였고, 나머지 2개 연대도 장진호 부근에 집

결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은 이러한 첩보를 

즉시 맥아더 사령관에게 보고하였다.

11월 2일부터 7일까지 전개된 전투에서 미 제7기병연대는 공지합동작전으로 중

공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지만,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5일 동안의 진

격 거리가 5㎞에 지나지 않았다. 미 제7기병연대는 11월 9일 황초령을 넘어 고토

리로 진격하였으며, 이날 연대의 서측방을 엄호하기 위해 국군 제3사단 제26연대

가 지경리-이수리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미 해병 제7연대의 선두부대가 11월 10일

고토리를 점령하고 계속해서 하갈우리로 전진하자, 적은 장진호 부근으로 퇴각하

였다. 13일 미 해병 제1사단장이 제10군단장에게 “사단의 전진은 순조롭게 진행되

고 있다”고 보고했듯이 이후 제7기병연대의 진격은 비교적 순조로워 16일에는 하

갈우리를 확보하고 24일에는 장진호 서안의 유담리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미 

해병 제1사단은 유담리 공격시 생포한 2명의 중공군으로부터 그 소속이 전에 생

포한 병력과 다른 중공군 제89사단 제267연대라는 것과 그들이 10일 전에 압록강

을 도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장진호 북쪽에는 여러 사단의 중공군이 투입되어 있음이 분명하였다. 그럼에도 

미 제10군단의 판단은 새로운 적의 증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불길함 속

에서 기온마저 급강하하여 밤에는 영하 20~25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혹한에 

익숙하지 않은 미군 장병들에게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었다.

한편, 미 해병 제7연대가 장진호를 향해 진격하고 있던 11월 14일, 미 제10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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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일선인 미 제

7사단은 선두부대인

제17연대가 혹한을 

무릅쓰고 한·중 국

경으로부터 48㎞ 지

점에 위치한 웅이

천 남안까지 진출

하였다. 11월 2일 

공격에 나선 제17

연대는 풍산 일대

에서 북한군 제42

사단과 제126사단 소속의 패잔병들과 10여 일간 치열한 교전을 벌인 끝에 이날 

풍산 전방 20㎞ 지점에 위치한 웅이천에 도달하였다. 

미 제17연대는 북한군이 파괴한 웅이천 교량을 대신해 국군 공병대가 도보교를 

가설하자 11월 15일 웅이천 도하를 완료하고 관평리에서 우가리-평인령을 통과하

여 갑산도로와 삼수도로의 교차로인 상리까지 진출한 후 다음 날 갑산 남쪽 16㎞ 

지점의 석우리 부근에 도달하였다. 11월 17일 석우리에서 다시 진격을 개시한 미 

제17연대는 갑산 남쪽 6㎞ 지점의 송우리-장평리 일대로 진출하여 19일 오전 10시 

30분을 기해 보·전·포 협동작전으로 갑산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판장리까지 진

출하였다.

적설과 빙판으로 인한 기동상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혜산진을 향해 진격을 시작한

미 제17연대는 11월 21일 오전 10시경 동해의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해군함재기에 

의해 시가지의 85%가 파괴된 혜산진과 압록강 연안 일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미 제17연대의 혜산진 점령은 북한군과의 치열한 교전뿐만이 아니라 험준한 산

악지대를 돌파해야 하는 악조건과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그리고 적설로 

뒤덮인 협곡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고난을 극복하며 얻은 결과였다. 이 전투로 미 

제17연대는 국군 제7연대에 이어 두 번째로 압록강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유엔군

으로서는 최초로 한·중 국경에 도달한 부대가 되었다. 

1950년 11월 21일 아침 혜산진에 입성하는 미 제7사단 제17연대 제1대대
병사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36 _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4) 두만강으로의 진격

1950년 10월 15일 이후 예하의 각 연대가 단독으로 진격하던 수도사단은 내륙

의 작전지역을 미 해병 제1사단과 미 제7사단에 인계하고 동해안도로를 따라 두

만강으로 진격하기 위해 30일 성진에 집결하였다. 사단은 함경선과 혜산선의 철

로와 간선도로의 분기점으로 두만강 진출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거점인 길

주를 첫 번째 진격 목표로 삼았다. 사단장은 간선도로를 통한 정면공격을 선두부

대인 제1기갑연대에, 임명리-와연동-허의리 축선의 공격을 제1연대에 부여하였

다. 이와 더불어 사단장은 불리한 지형과 적의 완강한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유엔공군에 공중폭격을 요청하였다. 

제1기갑연대는 11월 1일 일신동을 향해 전진하였고, 제1연대는 해안도로를 따라 

진격하였다. 길주 서남쪽 4~8㎞ 외곽까지 진격한 제1기갑연대는 미 해병사단 제1

비행단 전폭기들의 공중폭격지원을 받으며 11월 4일 길주 공격에 나서 다음 날 10시

경에 길주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 무렵 청진 및 나남 방면에서 적이 해안선을 

따라 남하 중인 것을 항공정찰을 통해 보고받은 사단장은 적이 명천 북쪽의 어랑

천 일대에서 결전을 벌일 것으로 판단하고 함흥 북쪽에 집결해 있던 제18연대를 

명천 방면으로 이동시켰다.

길주 점령에 성공한 국군 수도사단은 11월 8일 한·중 및 한·소 국경으로 진

출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철도편으로 명천에 진출한 제18연대로 하여금 

어랑천 일대의 적을 공격하게 하였다. 당시 어랑천에는 봉강리를 중심으로 북한군 

제507여단 패잔병과 청진에서 증원된 해안경비부대, 그리고 전차대 등이 합류하

여 반격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연일 계속되는 미 해병 전폭기들의 맹폭격과 수

도사단 제18연대의 강력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봉강리 일대의 유리한 지형을 확보

한 적은 전차의 지원을 받는 6~7개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제18연대 정면의 전황이 여의치 않자 연대장 임충식 대령은 작전의 융통성을 

위해 진지를 후방인 명간천 남안으로 이동시켰다. 연대는 봉강리에서 약 5㎞ 동남

쪽에 위치하면서 명간천에 접한 175고지 일대에 진지를 편성하였다. 이곳에서 제

18연대는 적과 공방전을 반복하다가 16일 영안과 극동 뒷산을 연결하는 고지군으

로 형성된 적의 주저항선을 공격하여 5시간에 걸친 치열한 격전 끝에 돌파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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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성공하였다. 이 무렵 제1연대도 영안 서북쪽 어랑촌 남쪽의 468고지 일대까지 

북상하여 동쪽의 제18연대와 병행공격을 하였다. 이처럼 제18연대와 제1연대가 어랑

천 남안 일대에 진지를 점령함으로써 명간천 부근의 치열한 공방전은 일단락되었다.

수도사단이 명간천과 어랑천을 확보하고 봉강리 일대를 점령하자, 적은 회문을 

경유하여 주을 방면으로 축차 철수하면서 사단의 진격을 저지하려 하였다. 이에 

사단은 제18연대를 정면과 동측의 양개 축선으로 공격시키고, 제1연대를 주남천 

상류로 북진시켜 적의 서측방 퇴로를 차단하게 하였다. 제18연대는 22일 주을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진격을 감행해 나남을 거쳐 25일 청진에 도달하였다. 이 무렵 

적은 청진 서남부 외곽의 방어진지가 와해되자 회령과 웅기 방면으로 후퇴하면서 

엄호부대를 배치해 수도사단의 신속한 추격을 저지하려 하였다.

수도사단은 11월 27일 군단의 작전명령에 따라 제18연대를 회령 방면으로 진출

시키고, 제1기갑연대를 웅기방면으로 진출시켰다. 사단의 선두부대인 제18연대는 

우선 부령을 공격하기 위해 청진-부령간 도로 좌우측 고지들을 공격하며 북진을 

계속하였고, 제1기갑연대는 부거-웅기 방면의 공격을 위해 11월 28일 오전에 토

막동을 점령하였다. 이후 사단은 계속해서 제18연대를 부령 방면으로, 제1기갑연

대를 부거 방면으로 진출토록 하고, 제1연대로 하여금 청진 서측방을 경계하면서 

각 전선에서 점점 강력하게 저항을 시도하는 적을 격멸하기 위해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11월 30일 군단장으로부터 흥남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하달

되면서 수도사단의 진격작전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국군 제3사단은 10월 29일 미 해병 제1사단에게 원산지역의 방어임무를 

인계하고 함흥으로 주력을 이동시켜 해안선 일대의 방호 임무를 수행하다가 11월 4일

수도사단과 미 제10군단과의 전선 연결을 위해 모든 병력을 홍원-신포-신북청으

로 전진시켜 군단작전지역 내의 후방 경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제3사단은 군

단의 주력부대인 수도사단이 성진을 점령하고 길주로 진격하자, 군단사령부와 더

불어 11월 13일 성진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수도사단이 어랑천 일대에서 진격작전 이래 최대 고비를 

맞게 되자, 군단장은 수도사단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제3사단에게 11월 16일 합

수에 대한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사단장은 제22연대를 길주-합

수로, 제23연대를 성진-임명동-합수로의 공격준비를 명령하였다. 이로써 제3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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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좌인접 미 제7사단, 우인접 수도사단과 함께 본격적으로 한·중 국경선을 향해 

진출하게 되었다. 이때 사단의 제26연대는 장진호를 공격중인 미 해병 제7연대의 

우측방 엄호를 위해 미 해병 제1사단에 배속되어 있었다.

사단이 작전할 길주-합수-혜산진 축선은 백두산에서 뻗어 내린 마천령산맥을 

종주하는 통로로서 내륙산악에서 동해안으로 최단 시간내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

한 지역이었다. 제3사단은 제23연대를 선두부대로 하여 21일 합수 동남쪽에서 적

과 치열한 접전을 거듭한 후에 22일 오전에 합수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23연대는 계속 진격하여 25일 정오 무렵에 백암을 점령하고 적이 유기한 기관

차 4량을 노획하였다. 

백암을 점령한 제3사단은 27일 국군 제1군단으로부터 무산과 혜산진에 대한 공

격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제3사단을 현 진출선에서 좌측의 미 제10군단과 전

선을 유지하며, 담당지구내의 한·중 및 한·소 국경선까지 북진시키려는 군단장의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제3사단은 무산 공격을 위해 제23연대를 11월 30일

까지 나남으로 집결시켰으며, 제22연대를 혜산진 방면으로 북진시켰는데, 이 중 

제1대대 제3중대가 선두부대로 11월 30일 오후 1시경 적의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

고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혜산진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중서부전선의 제2군단 정면에 가해진 중공군의 강력한 반격으

로 인해 중서부전선은 극도의 위기상황에 직면하였고, 사단의 좌인접 부대인 미 

제7사단과 미 해병 제1사단도 대대적인 중공군의 포위작전으로 작전상의 전환이 

불가피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인접 부대인 수도사단 정면에도 북한군 제41사단과 

제507여단 및 해안경비대 병력 10,000여 명이 청진 북쪽 30㎞ 지점에 새로운 방

어진지를 구축하여 공세이전을 준비 중이었으며, 신편된 북한군 제8군단 예하의 3개

사단이 회령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다.

이에 미 제10군단장은 전 전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11월 30일을 기해 

동계작전에 대처하기 위해 동북부전선의 모든 부대에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

라 제3사단도 북진작전을 중단하고 공세적 방어작전으로 전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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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중공군의 개입과 유엔군의 철수

제 1 절  중공군의 참전 배경과 한반도 전개  

1. 중국의 참전 배경과 동북변방군 편성

중국이 북한과 가진 남침전쟁과 관련한 공식 비밀협의는 전쟁 발발 1년 전인 

1949년 4∼5월에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이며 북한군 정치국장인 김일(金一)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회담은 3월 5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김일성-

스탈린 회담에서 전쟁도발 계획이 스탈린의 ‘권고’에 떠밀려 기약 없게 되자 김일

성이 눈을 돌려 마오쩌둥(毛澤東)의 의향을 타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김

일성의 특사로 중국에 파견된 김일은 중공군 총사령관 주더(朱德)와 외상 저우언

라이(周恩來) 그리고 주석 마오쩌둥과 연쇄회담을 가지면서 북한의 무력통일방안

과 중공군 소속 한인부대의 북한 귀환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마오쩌둥은 한인부대 3개 사단의 입북(入北)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남한에 

대한 무력침공에 대해서는 국민당을 패퇴시켜 중국을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유보

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리고 그는 국제정세가 유리하게 전개될 시기를 1950년 초

로 판단하고, 이 시기에 북한의 남침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북한의 남침전쟁에 대

한 원론적 지지와 한인 병력의 북한 인계 이외에는 더 이상 한반도문제에 개입하

지 않으려는 것이 마오쩌둥의 입장이었다. 중국은 공산정부를 수립한 후에도 경제

복구, 토지개혁, 대만 해방, 반공세력 토벌, 티베트 점령 등과 같은 현안 때문에 

한동안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50년 1~2월에 열린 마오쩌둥-스탈린 회담과 4월의 스탈린-김일성 

회담 이후 중국은 북한의 무력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 구상에 찬성하였다. 1950년 

4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스탈린에게서 ‘선제 남침 공격계획’을 승인받은 김일성이 

5월에 북경을 방문했을 때,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모스크바에서 결정된 북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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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통일 구상을 지지하며, 미국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중국이 군대를 파견해 북한

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중국은 본토를 석권한 후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확보하고 있던 대만과 금문

도·팽호도 등 근해도서의 통합을 최우선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작전을 실시하

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한 가운데 6·25전쟁을 맞았다. 전쟁 발발 후 미국이 한국

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대만해협에 제7함대를 급파하자 중국은 이것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하자 중국은 ‘동북변방군

(東北邊防軍)’을 편성하고 1950년 7월 15일부터 총 25만여 명의 병력을 동북지역으

로 이동시켰다. 나아가 8월 초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대만 통합을 위한 공격 준비

를 연기한다고 결정하였다.

동북변방군은 제4야전군을 주력으로 하여 중앙군사위원회의 국방전략예비대인 

제13병단 예하 제38·제39·제40군단과 동북군구로 배속된 제42군단, 그리고 3

개의 포병사단과 4개의 고사포연대, 기병과 공병 각각 1개 연대, 3개 자동차연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표 5-1> 동북변방군 전투편성표

부     대 편성 인원(명)

제13병단

병단사령부 1,400

제38군단 49,015

제39군단 57,907

제40군단 50,916

소        계 159,238

제42군단 47,857

포병사령부

포병사령부 본부 1,000

제1포병사단 9,487

제2포병사단 9,233

제8포병사단 9,499

4개 고사포연대 8,134

소        계 37,353

1개 기병연대 1,100

제6공병연대 2,200

3개 자동차연대 3,000

총         계 250,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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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변방군은 대략 8월 5일 이전에 압록강 대안의 안동(安東, 현재의 단둥), 봉

성(鳳城), 집안(輯安), 통화(通化), 해성(海城), 본계(本溪), 철령(鐵嶺), 개원(開原) 

등지에 집결을 완료하였다. 동북변방군은 부대원들의 상당수가 동북지역 출신이었

고, 국공내전 시기에 동북지역을 무대로 활동했기 때문에 동북지역의 지리와 기후

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예정된 집결지에 집결을 완료한 이들은 언제라도 전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훈련과 전투준비에 들어갔다. 

중국은 동북변방군의 편성과 더불어 지원기지 임무를 담당하게 될 동북군구의 

방위력, 특히 항공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군구와 동북변방군의 군수체계를 일원

화하는 등 지원기능을 강화하였다. 7월 18일에 동북군구 항공사령부가 설치된 데 

이어 8월에는 동북군구 방공사령부가 설립되었으며, 중·소협정에 따라 소련 공군 

1개 사단이 중국 동북지역에 도착하여 방공임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동북지역에 

투입된 소련 공군은 MIG-15기 122대, 훈련기 및 연락기 16대를 보유하고 있었

다. 이들 소련 공군은 후에 장비를 중국 공군에 인도하고 병력만이 소련으로 복귀

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8월 7일에 군수부(軍需部) 조직을 편성하여 동북변방

군에 대한 군수지원을 전담하게 하였다.  

이렇듯 중국은 1950년 8월에 동북변방군의 편성과 이동을 완료하고, 한반도 작

전시 지원기지가 될 동북군구의 기능 강화는 물론 대공방위력의 증강 조치를 취하

며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나아가 중국은 8월 하순부터 상해지역의 제9병단과 서

북지구의 제19병단을 각각 진포와 용해의 철도교통 중심지로 전개시켜 중앙 예비

대로서 동북변방군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제 그들은 명령만 하달되면 언제라도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 북한의 구원 요청과 중국의 참전 결정   

1950년 8월 하순에 접어들어 전선에서 북한군의 공세가 좌절되고 교착상태로 

접어들자 중국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장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8월 23일 중공군 총참모부에서는 미군의 전력 증강과 해군

력의 집결 등으로 미루어 국군과 미군이 북한군을 낙동강 선에 집중시킨 다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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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을 감행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상륙지

역으로는 인천, 원산, 남포, 군산, 함흥 등을 고려하였으나 가장 가능성이 높고 

위협적인 지역을 인천으로 판단하였다. 총참모부의 보고서를 접한 마오쩌둥은 동

북변방군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9월 말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도록 지시하였다. 

아울러 그는 8월 말과 9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군과 미군의 상륙작전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중국의 전황 파악은 유엔군의 인천상륙 후 더욱 예민해졌다. 상륙 3일 후인 9월

18일에 외상 저우언라이는 주중 소련대사와 군사고문관을 만나 전황 파악을 위한 

소련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5명으로 구성된 무관단(武官團)을 북한에 추가

로 파견하여 중공군의 파병에 대비하였다. 이후 중국지도부는 “미국이 전쟁을 

한·중 국경과 중국으로 확대하려 한다”는 주장의 항의와 경고를 연발하면서 참전

의 최종결정을 위한 행보를 서둘렀다. 

이 무렵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에 포진하였고 그 돌파는 명령상의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다급해진 북한은 9월 2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일성·박

헌영 공동명의의 서한을 스탈린에게 보내 긴급지원을 요청하였다. 김일성은 이 서

한에서 북한군 자체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스탈린에게 미군이 38도선을 

돌파할 경우 소련군을 직접 파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의 군대로 편성된 ‘국제의용군’을 조직해 북한을 

지원해 주도록 간청하였다. 

이 서한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첫 
장(오른쪽)과 마지막 장(왼쪽) 

김일성·박헌영 명의로 스탈린에게 보낸 긴급지원 
요청 서한(1950.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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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과 박헌영의 긴급지원 요청서가 스탈린에게 전달된 것은 10월 1일이었다. 

이날은 유엔군사령관이 김일성에게 항복 권고 방송을 하고 국군의 선두부대가 38도

선을 돌파한 날이었다. 그리고 김일성이 북한 주재 중국대사를 통해 압록강 대안

에 집결시켜 놓은 중공군 제13병단을 신속하게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박

헌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북경에 급파한 날이기도 하였다. 

북한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스탈린은 소련군의 직접 참전은 제한이 많기 때

문에 중공군이 의용군 형태로 참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의용군 

형태의 참전은 스탈린이 전쟁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마오쩌둥과의 사전협의를 따르

고,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 김일성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구

상된 것이었다. 스탈린은 곧 주중 소련대사를 통해 마오쩌둥에게 파병을 요청하는 

전문을 발송하였다.

스탈린과 김일성의 파병요청을 접수한 마오쩌둥은 이날(10월 1일) 천안문 광장

에서 건국 1주년 기념행사를 주재한 후 정치국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파병문제를 

토의하였다.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군사 상황의 위험, 참전 여부에 따라 중국

이 직면할 문제, 미국과의 전쟁에서 초래될 결과 등을 놓고 진행된 이날의 토의는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계속되었으나 뚜렷한 단안을 내지는 못하였다. 다만 원론적

으로 군사개입을 찬성하지만, 즉각적 참전은 신중해야 한다는 선에서 회의가 마무

리되었다. 당내 온건 다수파의 반대에 부딪친 마오쩌둥은 회의가 끝난 후 곧바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확대회의 개최를 지시하였다. 이는 파병을 마음속으로 확

고하게 결정하고 있던 마오쩌둥이 주전파(主戰派) 인물들을 불러들여 당 내 의견

을 뒤바꾸기 위한 조치였다.

10월 2일 오후 3시경에 열린 중앙정치국 확대회의는 마오쩌둥의 파병 결정을 

기정사실화하는 자리였다. 마오쩌둥은 회의 모두 연설에서 단호하게 참전의사를 

표명하고, 이제 남은 문제는 언제 파병할 것인가와 누가 사령관을 맡을 것인가 하

는 것만이 남았다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회의의 논의 기조와 결론을 지시한 것이

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10월 15일경에 압록강을 건너 입북하기로 결정하였

다. 그리고 지원군사령관은 제4야전군사령관이었던 린뱌오(林彪)에게 요청했으나 

그가 고사하자, 펑더화이(彭德懷)를 사령관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마오쩌둥

은 이날 스탈린에게 파병결정 사실을 알리고 공군 지원을 요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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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의 공군

지원 여부를 확

인하기 전이었지

만 거듭되는 북

한의 지원 요청

에 중국공산당은

10월 4일 중앙정

치국 확대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다

음 날 파병안을 

비준하였다. 4일

부터 개최된 회의에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중공군의 단독파견에 대해 유보적인 의

견을 제시하였지만, 다음 날 속개된 회의에서 마오쩌둥의 내정된 지지자 역할을 

맡은 펑더화이가 파병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분위기가 반전되어 파병이 최종 결정

되었다. 회의가 끝난 직후 마오쩌둥은 가오강(高崗)과 펑더화이에게 심양으로 직

행하여 동북변방군의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참전결정 사실을 전달하도록 지시

하고 10월 15일까지 입북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이어서 10월 8일에는 지난 8월, 압록강 북쪽에 배치해 둔 동북변방군을 ‘중국인

민지원군(中國人民志願軍)’으로 개칭하고, 펑더화이를 사령관 겸 정치위원에 임명

하였다. 중국은 미국에 전쟁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미국에 선전포고도 하지 않

았고, 동북변방군이 중국 정규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을 

붙여 마치 인민들이 ‘스스로 자원’한 민간 차원의 부대인 것처럼 위장하고 전쟁의 

명칭도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날 중국은 출병 사

실을 김일성에게 통보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참전 결정은 유엔군 북진 개시일인 10월 9일보다 하루 앞선 결

정이었다. 신생 중국이 국내·외의 현안들을 뒤로한 채 참전을 결정할 당시에 내

세운 논리는 “첫째, 한반도가 미국에게 점령되면 조선의 혁명 역량은 실패할 것이

고, 미국 침략자들의 기세는 더욱 거세어져 동북아 정세는 모두 불리해질 것이다. 

둘째, 우리가 참전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중국에 대해, 조선에 대

마오쩌둥(오른쪽)과 펑더화이(왼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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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동방에 대해, 세계에 대해 모두 유리하다. 셋째, 우리가 출병하지 않으면 우

선 동북아지방이 더욱 불안해지고, 전 동북아 변방군이 견제당하고, 남만주의 전

력 공급이 장차 장애를 받게 된다는 것” 등이었다. 따라서 “중국은 당연히 참전해

야만 하고, 참전하면 이익이 클 것이며, 참전하지 않으면 손해가 클 것”이라는 것

이 그들의 결론이었다. 이러한 결정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소련 공군 1개 사단이 

지원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0월 10일, 마오쩌둥은 저우언라이와 린뱌오를 비밀리에 모스크바에 파견하여 1개

사단 규모의 공군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공군의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대신 10개 사단 분량의 전쟁물자 지원을 약속하

면서 중국의 단독 참전을 권유하였다.

10월 12일, 소련 공군의 지원이 불가함을 통보받은 마오쩌둥은 ‘출병 중지’를 

지시하고, 만주에 있는 펑더화이를 소환해 참전 여부를 재검토하였다. 그러나 고

심을 거듭한 끝에 마오쩌둥은 다음 날(13일) 최종적으로 소련 공군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출병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때 마오쩌둥은 자신의 장남 마오안잉(毛岸

英)을 참전하도록 했다. 한편 소련의 약속 위반은 후일 중·소 갈등의 원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3. 중공군의 한반도 전개

마오쩌둥이 소련 공군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참전을 결정하자, 중공군은 10월 

19일 저녁부터 단동에서 신의주, 장전하구에서 삭주, 그리고 집안에서 만포진으로 

통하는 3개의 통로를 이용하여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지원군(志願軍)이라

는 미명하에 최초로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에 들어온 중공군은 제13병단 예하 제

38·제39·제40·제42군단의 12개 사단과 포병 제1·제2·제8사단, 1개 고사포

연대，1개 공병연대, 기타 지원부대 등이었다. 주력부대들이 이동하는 동안 지원

군사령관 펑더화이는 10월 20일 신의주에서 대유동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지원군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이어서 10월 26일에는 2차로 중공군 6개 사단이 압록강을 건넘으로써 중공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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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병력은 18개 사단 20만

여 명이 되었다. 주요 

장비로는 각종 구경의 

야포 835문, 대전차포 

81문, 고사포 42문, 박

격포 2,214문을 보유

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

군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소련이 중공군의 입북 

전날인 10월 18일 중

공군을 지원하기 위해 

1개 전투비행사단을 추

가로 창설하였다. 

압록강을 건너기 전 중공군은 “진지전(지역방어)과 운동전(기동방어)의 배합작전

을 통한 역습·기습·매복으로 국군과 유엔군의 유생역량(병력)을 소멸시킨다”는 

작전방침 아래, 자신들의 방어에는 유리하면서도 유엔군의 공격에는 불리한 구성, 

태천, 구장, 덕천, 영원, 오로리를 연하는 산악지형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기로 계

획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널 때 국군과 유엔군의 진출속도는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랐다. 이 무렵 국군과 유엔군은 서부전선에서는 구장, 덕천, 영원

에서 90∼130㎞ 이상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동부전선에서는 이미 오로리로 진

출하고 있었다. 반면 중공군의 주력부대들은 의주, 삭주, 만포진 이남으로 진출 

중이어서 당초 예상 방어지역과는 아직도 120∼270㎞나 떨어져 있어 국군과 유엔

군보다 먼저 그들이 설정한 예상 집결지에 도착하기란 불가능하였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한 중공군 지도부는 국군과 유엔군이 아직 그들의 

참전 사실을 모르고 분산된 채 전진하여 국군 3개 사단의 전선이 돌출되고, 또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 사이에 공간이 생긴 취약점을 간파하였다. 이러한 상황

을 중공군은 기습공격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였다. 마오쩌둥은 10월 21일 

예상 방어지역을 확보하여 일정기간 방어 후 공세로 전환한다는 작전방침을 변경

압록강 철교를 건너는 중공군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48 _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하여 진격해 오는 국군과 유엔군을 기동하면서 각개 격파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

고 참전 후 첫 번째 작전목표를 전쟁의 국면 전환을 위해 국군 3∼4개 사단의 섬

멸에 두었다. 

<표 5-2> 중국인민지원군 지휘체계

<표 5-3> 중공군 제1차 공세시 공산군의 전투편성 및 전투서열

구     분
편  성  부  대

비 고
군단 사단 연대

서부전선 중공군

제38군단 

제112사단 제334·제335·제336연대

제113사단 제337·제338·제339연대

제114사단 제340·제341·제342연대

제39군단

제115사단 제343·제344·제345연대

제116사단 제346·제347·제348연대

제117사단 제349·제350·제351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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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편  성  부  대

비 고
군단 사단 연대

서부전선

중공군

제40군단

제118사단 제352·제353·제354연대

제119사단 제355·제356·제357연대

제120사단 제358·제359·제360연대

제50군단

제148사단 제442·제443·제444연대

제149사단 제445·제446·제447연대

제150사단 제448·제449·제450연대

제66군단

제196사단 제586·제587·제588연대

제197사단 제589·제590·제591연대

제198사단 제592·제593·제594연대

북한군 제1군단
제46·제47사단, 제105기계화사단, 제17기계

화여단
혼성병력

동부전선

중공군 제42군단

제124사단 제370·제371·제372연대

제125사단 제373·제374·제375연대

제126사단 제376·제377·제378연대

북한군

제3군단 제1·제3·제8·제13·제15사단

혼성병력제4군단
제41사단, 해방 제1여단, 제71독립연대,

전차연대

제5군단 제6·제12·제24·제38사단

예비대 북한군

제6군단 제18·제36·제66사단

제7군단 제32·제37·제38사단

제8군단 제42·제45·제77사단

중공군은 3개 군단(제38·제39·제40군단)을 서부전선에 집중시켰다.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이 자신들의 참전을 의심하지 않고 박천과 군우리 이북지역으로 진

격하도록 노출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부대의 진출을 정주-박천-군우리 선 북쪽 

20㎞ 이내로 제한시켰다. 이와 같이 중공군은 완전한 방어와 공격계획을 준비하

고 국군과 유엔군의 진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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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중공군의 제1·2차 공세와 유엔군의 철수

1. 유엔군의 추수감사절 공세와 중공군의 제1차 공세

(1) 유엔군의 추수감사절 공세

작전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북진 대열에 오른 국군과 유엔군은 시기적으

로 중공군의 참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한·중 국경까지는 오직 분산되

고 무기력한 북한군 패잔병들의 항복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낙관하였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탈환한 국군과 유엔군은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기쁨

에 들떠 있었다. 미 육군부와 도쿄의 극동군사령부는 한국에 있는 미 제2사단의 

유럽 재배치를 계획하였고, 육군부에서는 극동에 보낼 보충병을 취소하겠다고 극

동군사령부에 통보하였다. 또한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현재 비축된 탄약으

로도 충분히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으로 반입될 모든 탄약을 일본 보급창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하

였다. 유엔군 지휘부가 낙관하고 있을 때 전선에 배치된 전투병들의 마음은 더욱 

들떠 있었다. 장병들은 일본 도쿄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감에 가득 차 있었다.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추수감사절인 11월 23일까지 전쟁을 종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국경선을 향해 총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10월 

24일 제8군사령관과 제10군단장에게 전 병력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속도로 진격하

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리고 서부전선의 제8군과 동부전선의 제10군단에 북한 

전체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상군을 운용하도록 승인하였다. 이는 1주일 전

에 미군부대의 전진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진출제한선을 철회하는 것이기도 

했다. 다만 한국군이 아닌 부대는 가능한 한 국경선에서 철수하고 한국군으로 이

를 대치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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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미 제8군 지휘체계(1950. 10. 24 현재)

비고 : 국군 제7사단은 10월 29일 미 제1군단에서 국군 제2군단으로 배속 

전환됨.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도 이러한 명령에 따라 북진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24

일을 기해 일제히 총공격을 개시할 것을 예하부대에 명령하였다. 아울러 미 제8군

의 예비로 있던 국군 제7사단을 미 제1군단에 배속시켜 가능한 한 국경지대의 작

전을 국군 제1사단과 제7사단이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대신에 평양에 주

둔 중인 미 제1기병사단을 군 예비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의 우전방을 담당하게 된 국군 제2군단장 유재흥 소장은 국

경을 향한 진격작전에서 군단의 좌전방 부대로 제6사단을, 우전방 부대로 제8사

단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이들 사단에 부여된 목표지점은 제6사단이 초산과 벽동

이었고, 제8사단이 만포진과 중강진이었다. 또한 미 제8군의 좌전방 부대인 미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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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단장은 군단의 우측부대인 국군 제1사단에 안주-운산 축선을 따라 수풍호로  

진격하고, 군단 좌측부대로서 영국군 제27여단을 배속한 미 제24사단에 대해 청

천강을 도하하여 선천을 경유 신의주를 목표로 진격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배

속된 국군 제7사단을 군단 예비로 운용하였다.

한편 낭림산맥 동쪽 동북지역의 전선을 담당한 미 제10군단은 국군 제1군단 예

하의 제3사단이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함흥-흥남 일대

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었고, 수도사단이 10월 24일의 총공격 명령에 따라 한·

중 국경을 향해 북진 중에 있었다. 그리고 미 제10군단 주력부대가 기뢰 소해작전

으로 인해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유엔군의 추수감사절 공세의 공격부대로 나선 4개 사단(국군 제1·제6·제8사

단, 미 제24사단)은 10월 24일 낭림산맥 서쪽의 중서부전선에서 주요 도로를 따

라 파죽지세로 추격전을 펼쳤다. 첫날부터 모든 지휘관들은 가용한 모든 부대를 

이용하여 전 속력으로 진격하게 하였다. 그러나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마치 국경선까지 경주대회라도 하듯 분산 전진하던 그때 적유령산맥 일

대에 매복하고 있던 중공군이 대규모 공세를 가함으로써 전황은 완전히 새로운 방

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당시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는 제39군단을 구성과 태천으로, 제38군단을 희천

으로, 제40군단을 덕천과 영원으로 진출시켜 국군과 유엔군을 섬멸하도록 지시하

였으며, 제42군단의 1개 사단을 장진호로 진출시켜 국군 수도사단과 제3사단을 

저지하고, 군단 주력에게 유엔군 전선을 양단할 수 있는 소백산(2184고지)을 점령

한 후 명령에 따라 맹산 이남으로 진출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제40군단은 제118사단이 북진 동쪽에, 제120사단이 운산 북쪽에 각각 위치하고, 

선두부대인 제119사단이 태천 북쪽에 진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39군단은 선두부

대인 제117사단이 태천지역에, 주력이 구성-신음동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제38군

단은 선두부대인 제113사단이 전천 지역에, 그리고 주력이 별하리-강계-만포 일

대에 머물고 있었다. 동부지역의 제42군단은 선두부대인 제124사단이 고토리 북

쪽에, 제125사단이 소백산 서쪽과 유원진 북쪽에 각각 위치하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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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공군의 제1차 공세와 비호산 전투

10월 25일 오전 10시 30분경, 미 제1군단의 우전방 사단인 국군 제1사단은 운

산에서 압록강의 수풍호를 향해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제1사단은 10월 

23∼24일 안주 일대에서 청천강을 건너 25일 운산에 도착하였다. 이 무렵 사단 

좌측의 영국군 제27여단도 박천 부근에 진출함으로써 미 제1군단은 북위 40도선

에 근접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단 우측에서도 국군 제2군단 소속의 제6사단이 희

천을 경유해 벽동-초산 방향으로 진출 중이었다. 

국군 제1사단은 배속된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운산을 벗어나

기도 전인 오전 11시경 운산 외곽에 배치된 적으로부터 집중 포격을 받고 진격을 

정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 포격은 사단이 38도선을 돌파하고 북진을 개시한 이래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다. 이때까지도 사단은 적의 병력 규모와 소속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북한군 패잔병이 최후 저항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사단

의 우측에서 공격하던 제15연대가 오전 11시 30분경 최초로 중공군 1명을 생포하

면서 사단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적이 출현했음을 알게 되었다. 포로를 심문한 

결과, 운산과 희천 일대에 2만 여명의 중공군이 배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

단장은 이 같은 사실을 즉시 미 제1군단장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같은 날인 10월 25일, 온정리에서 공격 중인 국군 제6사단 제2연대의 주

력도 적으로부터 강력하면서도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분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

2연대는 중공군 병사 2명을 생포했는데, 이들 역시 대규모의 중공군이 매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동부전선에서 잡힌 중공군 포로도 한결같이 대

규모의 중공군 개입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들 포로들은 즉시 평양의 미 제8군사령부로 후송되어 세밀한 조사를 받았으

며, 도쿄의 유엔군사령부에서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지만, 결론은 “대규모 중공군 

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만약 중공군이 개입했다 하더라도 수풍발전소를

방호하기 위한 수천 명 정도이거나 수만 명 이하일 것”이라며 평가 절하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은 압록강 진격작전을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하

고, 제8군 예비로 평양에 남아 있던 미 제1기병사단에게 운산에서 저지된 국군 제

1사단을 초월해 압록강까지 진격하도록 지시하였다. 국군 제1사단이 운산 주변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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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확보하는 동안에 미 제1기병사단이 10월 28일 평양을 출발하여 30일 오전에 

선발대가 운산에 도착했으며, 오후까지는 주력이 이동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격

에 착수하였다.

미 제1군단장은 제8기병연대로 하여금 국군 제12연대와 교대하여 운산에서 서

북쪽으로 진출하게 하고, 국군 제1사단에게 동북쪽으로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제5기병연대에는 운산 서남부에서 후방지역을 방어하는 임무를 부여하였

다. 그러나 중공군도 이 지역에 제39군단 예하의 3개 사단을 집중 투입하여 국군

과 유엔군을 공격하였다. 11월 1일 오후에 전개를 완료한 중공군은 제116사단이 

국군 제1사단을, 제115사단이 제8기병연대를 공격하였으며, 제117사단이 제8기병

연대와 제5기병연대의 간격으로 공격하여 퇴로를 차단하려 하였다. 대규모의 중공

군이 운산을 압박함으로써 사태가 심각하게 급변하였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운

산 지역의 전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상황도 5-1> 중공군 제1차 공세시 피·아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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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산의 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미 제1군단의 우측에서 진격하던 국군 제

2군단이 대규모 중공군에 압도되어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것은 제6사단을 

좌측에, 국군 제8사단을 우측에 배치하고 압록강을 향해 추격작전을 강행하던 국

군 제2군단이 중공군의 매복에 걸려 퇴로가 차단되면서 생긴 것이었다. 

국군 제2군단 예하의 제6사단은 10월 24일 제7연대가 희천에서 초산을, 제2연

대가 온정리에서 벽동을 향해 공격하였다. 첫날의 공격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제7연대는 10월 26일, 북한군의 경미한 저항을 물리친 후 초산을 점령함으

로써 압록강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나 같은 날 제6사단에는 온정리 서북방 동림

산에 배치된 중공군 대병력과 격돌하면서 고전 중이라는 제2연대의 보고가 접수

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희천에 위치한 예비대인 제19연대를 온정리에 급파하여 제

2연대를 증원하도록 했으나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국경까지 진출한 제7

연대는 퇴로까지 차단된 상태에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각한 사태에 놀란 

국군 제2군단은 10월 27일, 군단의 우측 부대인 국군 제8사단에게 공격을 중지하

고 온정리를 탈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 제8사단과 제6사단 제19연

대 등은 가용 전투역량을 총집중하여 10월 29일까지 온정리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수적으로 4배가 넘는 중공군에 압도되어 공격이 좌절되고, 퇴로가 차단

되어 증원부대들까지도 붕괴되어 버렸다. 이제 국군 제2군단은 후방으로 철수하면

서 적중에 분산된 제6사단과 제8사단을 수습해 청천강 방어선을 점령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한편 11월 1일 야간에 국군 제2군단의 붕괴 사실을 통보받은 미 제1군단장은 긴

급히 사단장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자리에서 군단장은 사단장들에게 “공격작전을 

중지하고 방어태세로 전환해 부대를 수습한 후 50∼80㎞ 후방의 청천강 방어선으

로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

군단장의 지시에 따라 국군 제1사단장과 미 제1기병사단장은 협조회의를 통해 

전선에 투입된 미 제8기병연대가 먼저 철수하고, 국군 제1사단이 이를 엄호한 후

에 철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제15연대에 최후 엄호임무를 부여하였

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하였다. 최종 엄호부대인 제15연대가 그날 밤 10시경부터 

시작된 중공군의 공격으로 진지가 돌파되고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좌측의 

제8기병연대가 철수하지 못하고 적중에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와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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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병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어렵게 철수할 수 있었으나, 제3대대는 끝내 

적중에 고립되었다. 그리고 이를 구출하기 위한 제5기병연대의 공격도 저지되었

다. 결국 사단장은 제3대대의 구출작전을 포기하고 나머지 부대를 청천강 남안으

로 철수시켰다. 적중에 고립된 제8기병연대 제3대대는 이후 중공군과 치열한 혈

전을 펼쳤으나 대대원 800여 명 중 530여 명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다. 미군

들은 이 전투를 가리켜 ‘운산의 비극’으로 불렀다. 그리고 국군 제1사단의 제15연

대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미 제1군단과 국군 제2군단이 청천강 선으로 철수를 결정하였지만, 추격하는 중

공군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방어선 형성마저 위태로울 수가 있었다. 특히 국군 제

2군단이 청천강 방어선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개천 동북쪽의 비호산(622고지) 일

대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비호산은 청천강 상류의 평야지역을 감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천에서 안주와 순천에 이르는 도로와 철도를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였다. 따라서 비호산을 중공군이 점령하면, 제8군의 후방지역 통로가 개방

되어 제8군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미 제8군사령부도 이 지역의 중

요성을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었다.

이에 국군 제2군단

장은 배속된 국군 제

7사단에게 비호산 일

대에 방어진지를 구축

하도록 하였다. 10월 

중순 평양탈환작전에 

참가했던 국군 제7사

단은 영변 일대에 집

결하고 있다가 10월 

29일부로 국군 제2군

단에 배속되어 개천

으로 이동한 후 11월 

2일 비호산 방어임무를 부여받았다. 국군 제7사단은 비호산 고지 자체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사기가 저하된 군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기필코 고지를 사수

중공군이 공격하는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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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결의하고 방어진지를 강화하는데 주력하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중공군은 11월 3일 새벽에 제38군단이 1개 사단을 동원하여 비호산 좌전방의 

제3연대를 공격하고, 대대 규모의 중공군이 우전방 제5연대를 동시에 공격해 왔

다. 제5연대는 쉽게 적을 격퇴하였으나, 적의 주공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제3연대

는 새벽까지 밀고 밀리는 혈전을 전개하였다. 결국 비호산 정상에서 3차례나 주인

이 바뀌는 혈전 끝에 제3연대가 비호산을 지켜냈다. 그리고 연대는 11월 4일 전

선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자 제8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였다. 

제8연대가 투입된 비호산 정상에서는 11월 5일 새벽 3시경부터 중공군의 공격

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때의 공격 역시 규모나 전술면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

다. 그러나 이번에는 산악의 능선을 따라서 우전방의 제5연대를 집중 공격한 것이 

이전과 달랐다. 제5연대는 사력을 다해 격전을 펼쳤으나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철수함으로써 그 여파가 제8연대에까지 미쳐 비호산 정상을 중공군에게 

빼앗겼다. 이처럼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사단장은 즉시 제3연대를 비호산 남

쪽으로 진출시켜 제5연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군우리 일대에 배치된 사단의 포병

화력으로 비호산을 집중 포격하였다. 그리고 제3연대가 반격을 시도하였다. 하지

만 고지에 배치된 적의 완강한 저항에 의해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비호산을 점령

한 중공군이 전과를 확대해 군우리와 안주 방향의 청천강 후방으로 진출할 경우 

제8군 전체가 중공군에게 포위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

국군 제7사단은 11월 6일 오전 8시경에 사단의 가용역량을 총집중하여 최후의 

역습을 감행하였다. 사단은 격전 끝에 중공군을 격퇴하고 다시 비호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2차에 걸친 비호산 공방전에서 참패한 중공군 제38군단은 서서히 전

선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안주 북쪽 서부지역에서 공격하던 제39·제40

군단도 비호산 전투를 고비로 공격을 중지하고 전선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국군 제7사단의 선전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위기에서 벗어나 청천강 선에

서 부대를 수습한 후 청천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로써 중공군의 제1차 

공세도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유엔군사령부와 제8군사령부는 이때까지도 중공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58 _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2. 유엔군과 공산군의 새로운 공세 준비

(1) 유엔군의 최종공세 준비

유엔군사령부는 예상하지 못한 중공군의 기습공격으로 한·중 국경까지 진격하

려던 작전계획이 좌절되고, 13일 동안에 걸친 중공군의 제1차 공세로 청천강 선으

로 물러서게 되자 중공군에 대한 적정 판단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밀물처럼 밀려왔던 중공군의 주력은 11월 5일을 고비로 전 전선에서 자

취를 감추었고, 그 대신 북한군이 경계부대로 출현하여 일부 중공군과 함께 박천

-영변-구장동 지역 전방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수색대와 산발적으로 접촉을 기도

함으로써 또 다시 적정판단을 흐리게 하였다. 

중공군과 일전을 치른 맥아더 장군은 소수의 중공군이 참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공군이 조직적인 전력을 갖추기 전에 전쟁을 종결짓겠다는 구상을 했다.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중공군의 참전 규모가 약 42만여 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8만

여 명으로 추정하여 적정 판단의 오류를 범하였으며, 유엔군이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자만심만 믿고 중공군의 능력을 경시하고 있었다. 

중공군의 제1차 공세가 끝난 직후인 11월 6일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북

한지역에서 공산군을 격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공격을 감행할 것임

을 발표하였다. 이날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도 청천강 교두보에서의 소극적인 

방어작전 대신 노출된 우측방이 보전되고 보급품이 확보되는 대로 공세로 이전하

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관계 참모와 예하 지휘관들에게 미 제9군단을 북상

시켜 3개 군단(미 제1군단, 미 제9군단, 국군 제2군단)으로 한·중 국경까지 진격

하려 한다는 자신의 작전방침을 알렸다. 

미 제8군은 대체로 1주일 이내에 공격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11월 15일

을 기하여 공격을 재개할 계획하에 공격준비를 서둘렀다. 미 제9군단(미 제2·제

25사단, 터키 여단)도 11월 15일까지 차후 작전에 대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제8군은 작전에 소요될 보급물자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공격개시일을 연

기할 수밖에 없었다. 작전에 필요한 3개 군단의 1일 소요보급량은 4,000톤에 달

했으나, 철도와 공중수송을 포함한 제8군의 수송역량은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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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군은 보급문제의 해결을 위해 평양에 이르는 철도교량의 보수와 해상수송을 

위한 진남포항의 기뢰제거 등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군수지원 능력이 크게 향상

되었으며, 11월 17일경에는 매일 열차편으로 2,000톤의 보급품이 평양으로 수송

되고, 1,500톤이 진남포항으로 해상 수송되었다. 또한 미 극동공군의 대대적인 보

급추진작전이 이날부터 전개되어 보급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이에 미 제8군

사령관은 공격개시일을 11월 24일로 확정하였다.

미 제8군은 좌전방의 미 제1군단에게 가산과 장정동에서 신의주-평양 도로를 

중심으로 서해안을 따라 수풍호-신의주 축선으로, 중앙의 미 제9군단에게 영변과 

용산동에서 군우리-희천간 도로 좌측을 통해 초산-벽동 축선으로 진격토록 하였

다. 그리고 우전방의 국군 제2군단은 사동과 영원에서 강계-만포진 축선으로 진

격하되, 군우리-희천 간 도로 동쪽의 산악지대에서 우인접의 미 제10군단과 긴밀

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진출하도록 계획하였다. 제8군 예하의 3개 군단은 20일부

터 23일까지 일부 부대의 전선조정과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대기하였다.

<표 5-5> 미 제8군 지휘체계(1950. 11. 24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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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렵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은 서부전선과는 달리 중공군과의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한·중 국경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군단의 좌전방인 미 해병 제1사단

은 예하의 해병 제7연대가 고토리에서 장진호 남단의 하갈우리로 진격해 전진기

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해병 제5연대가 공격력을 보강하기 위해 고토리로 

기동하였다. 그리고 군단 중앙의 미 제7사단은 압록강을 향해 북진을 계속하여 11

월 21일 제17연대가 압록강변의 혜산진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우익을 담당한 국군 

제1군단은 산발적인 북한군 패잔병의 저항을 물리치며 진격을 계속하여 25일 수

도사단이 청진을, 제3사단이 백암을 각각 점령하였다.

한편 유엔군사령관은 11월 5일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중장에게 적의 능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11월 7일부터 2주 동안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폭격을 실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폭격은 압록강에 설치된 

모든 교량의 한국 쪽 끝부분을 파괴하고, 또 수풍댐의 전력시설을 제외한 주변의 

공장, 통신수단, 도시 등을 고폭탄이나 소이탄을 사용하여 파괴하도록 계획되었

다. 이 작전은 한·중 국경지역에서의 작전이 초래할 위험성으로 인해 미 정부 내

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지만, 맥아더 장군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중국 국경을 침범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승인되었다. 

공중공격은 11월 8일 시작되었다. 지상폭격기는 물론 항공모함 탑재 항공기까지 

동원되어 압록강 하구 신의주로부터 북동쪽 혜산진까지 압록강 교량과 북한지역 

내 주요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었다. 이 공격은 12월 5일까지 한 달 

가까이 실시되었으며, 12개의 철로와 육로 교량 중 4개가 절단되었고 나머지 교

량도 크게 손상을 입었다.

(2) 중공군의 제2차 공세 준비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는 제1차 공세작전이 종료될 무렵인 11월 초순에 당시의 

전황을 “첫 작전에서 승리를 획득했으며, 이는 미국의 기도를 혼란시켰을 뿐만 아

니라 적 진영에 불안과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다”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상황에서도 낙후된 장비와 휴대한 탄약 및 식량의 

부족으로 유엔군 주력부대를 섬멸하는 데는 실패하였음을 자인하였고, 이로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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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군과 유엔군의 재반격을 우려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의 재반격 가능성과 자신들의 열악한 장비와 보급상황 등을 고려

하여 지원군사령관 평더화이는 11월 4일 차기 작전방침으로 제1차 공세 때의 전략

과 동일한 유인·반격전략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을 깊숙이 유

인한 후에 먼저 측방부대를 섬멸하고 그 후 전과를 확대한다는 지원군사령부의 

‘유인·반격전략’에 따라 중공군은 5일부터 부대를 재배치하기 시작하였다. 부대배

치의 기본개념은 각 군단에서 1개 사단을 전방에 추진하여 소규모의 적은 바로 섬

멸하고, 대규모의 적에 대해서는 타격과 철수를 거듭하면서 깊숙이 유인하는 것이

었다. 그리고 주력이 청천강, 장진호, 청진 지역에서 국군과 유엔군을 섬멸한 후 

남으로 전과를 확대하면서 제2전선부대와 연계하여 38도선 이북지역을 확보한다

는 것이 공산군 측의 작전기도였다. 중공군과 북한군은 주공을 서부전선의 미 제8

군에 지향시키고, 조공부대에게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을 격파하고 제2전선부대

와 협조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무렵 중공군은 제9병단 예하의 3개 군단 12개 사

단 약 12만 명이 집안과 임강에서 압록강을 도하하여 동부전선으로 진출하고 있

었다.

<표 5-6> 중공군 제2차 공세시 공산군의 전투편성 및 전투서열

구     분
편  성  부  대

비 고
군단 사단 연대

서부전선 중공군

제38군단 

제112사단 제334·제335·제336연대

제113사단 제337·제338·제339연대

제114사단 제340·제341·제342연대

제39군단

제115사단 제343·제344·제345연대

제116사단 제346·제347·제348연대

제117사단 제349·제350·제351연대

제40군단

제118사단 제352·제353·제354연대

제119사단 제355·제356·제357연대

제120사단 제358·제359·제360연대

제42군단

제124사단 제370·제371·제372연대

제125사단 제373·제374·제375연대

제126사단 제376·제377·제378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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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세를 위하여 예정된 집결지에 도착한 중공군의 총 병력은 9개 군단 30개

사단이었고, 병력은 총 38만여 명이었다. 이 중 서부전선에 6개 군단 18개 사단

의 23만여 명이, 그리고 동부전선에 3개 군단 12개 사단의 15만여 명이 배치되었

다. 그리고 후방지원과 수송능력을 강화하고 보급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후방근무

구     분
편  성  부  대

비 고
군단 사단 연대

서부전선 북한군

제50군단

제148사단 제442·제443·제444연대

제149사단 제445·제446·제447연대

제150사단 제448·제449·제450연대

제66군단

제196사단 제586·제587·제588연대

제197사단 제589·제590·제591연대

제198사단 제592·제593·제594연대

제1군단
제46·제47사단, 제105기계화사단,

제17기계화여단
혼성병력

동부전선

중공군

제20군단

제58사단 제334·제335·제336연대

제59사단 제337·제338·제339연대

제60사단 제340·제341·제342연대

제89사단 제265·제266·제267연대
제30군단에서 

배속

제26군단

제76사단 제226·제227·제228연대

제77사단 제229·제230·제231연대

제78사단 제232·제233·제234연대

제88사단 제262·제263·제264연대
제30군단에서 

배속

제27군단

제79사단 제23·제236·제237연대

제80사단 제238·제239·제240연대

제81사단 제241·제242·제243연대

제90사단 제268·제269·제270연대
제30군단에서 

배속

북한군

제3군단 제1·제3·제8·제13·제15사단

혼성병력제4군단
제41사단, 해방 제1여단, 제71독립연대,

전차연대

제5군단 제6·제12·제24·제38사단

예비대 북한군

제6군단 제18·제36·제66사단

제7군단 제32·제37·제38사단

제8군단 제42·제45·제77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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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대를 증강시켰으며, 전쟁지원물자를 신속하게 압록강 남쪽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소련에 차량지원을 요청해 11∼12월에 3,000대의 차량을 지원받았다.

이와 더불어 이 무렵부터 중공군은 소련으로부터 본격적인 항공지원을 받기 시

작하였다. 소련 공군은 11월 1일 유엔 공군 전투기들과 처음으로 공중전을 실시한 

후 이른바 ‘미그회랑(MIG Alley)’이라고 불리는 평안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작전을 

펼쳤다. 그리고 소련은 3개 전투비행사단(제28·제50·제151전투비행사단)을 근간

으로 하여 1950년 11월 15일에 제64전투비행군단을 창설하였다. 제64전투비행군

단의 지휘부는 심양에 주둔했으며, 항공부대들은 심양, 안산, 안동의 비행장들에 

분산 배치되었다. 이때부터 작전을 시작한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은 전쟁기간 동

안에 기본적으로 2∼3개 전투비행사단, 1개 독립야간전투비행연대, 3개 고사포병사

단, 1개 고사포탐조연대, 1개 비행기술사단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급 부대는 평균 8∼ 

14개월간의 전구(戰區) 주둔을 마친 후에 교체되었다.

<표 5-7> 중국 주둔 소련 공군부대 현황(1950. 11. 30.)

부 대
항공기

주둔지 중국 도착일
전투기 훈련기 연락기 합계

제64전투비행군단/ 
제81통신중대

- - Yak-12 2대 2 심양 ’50.11.27

제17전투비행사단
MIG-9 
62대

Yak-17 4대
Yak-11 2대

Po-2 3대 71 심양 ’50.11.20.

제20전투비행사단
MIG-9 
62대

Yak-17 4대
Yak-11 2대

Po-2 3대
Yak-12 1대

72 당산(唐山) 11. 19.

제50전투비행사단
MIG-15 

62대
- - 62 안산, 안동 11. 20.

제144전투비행사단
MIG-9 
62대

Yak-17 4대
Yak-11 2대

Po-2 3대 71 상해(上海) 11. 19.

제151전투비행사단
MIG-15 
124대 Yak-17 

15대
- 201

심양 8. 10.

제28전투비행사단
MIG-15 

62대
청도 11. 1.

제328전투비행사단
MIG-9
62대

Yak-17 4대
Yak-11 2대

Po-2 3대 71 북경 11. 14.

제186습격항공사단 IL-10 92대 UIL-10 6대Yak-12 3대 71 개원(開原) 11. 25.

제6통합항공기술비행
학교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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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공세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자 중공군은 11월 13일 차기 작전을 위

한 당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군과 유엔군을 깊숙이 유인하여 격멸한다는 작전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 이를 위하여 서부전선에서는 대관동-온정리-묘향산-평

남진을 연하는 선까지, 동부전선에서는 구진리-장진을 연하는 선까지 국군과 유

엔군을 유인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이 그들의 의도대로 공격

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공격계획도 수립하였다.

지원군사령부는 국군과 유엔군의 공격이 임박하였음을 간파하고, 11월 21일 군

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군 제2군단을 주요 공격대상으로 정하고, 부대배치를 전반

적으로 동쪽으로 이동시켜 미군의 증원을 차단하는 계획을 확정지었다. 그리고 공

격개시일을 서부전선은 11월 25일 저녁, 동부전선은 이보다 하루 늦은 26일 저녁

으로 정하였다.

3. 유엔군의 최종공세와 중공군의 제2차 공세

(1)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

국군과 유엔군의 최종공세는 1950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서부지역의 박천-

영변-구장-덕천-영원을 연하는 청천강 북쪽에서 일제히 시작되었다. 미 제1군단

(국군 제1사단, 미 제24사단)은 납청정과 태천을, 미 제9군단(미 제2사단, 제25사

단)은 온정리와 희천을, 국군 제2군단(제7사단, 제8사단)은 희천-유원진을 목표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서부지역의 미 제8군이 공격을 시작한 11월 24일, 미 제1군단사령부를 방문한 

맥아더 장군은 장병들에게 “유엔군이 한·중 국경에 진출하게 되면 늦어도 크리스

마스까지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자신감에 찬 격려를 하였다. 이때 

취재하던 기자들이 최종공세를 ‘크리스마스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보도함으로써 공

식적인 작전명이 되었다.

11월 24일의 공격작전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첫날 

10∼15㎞ 북쪽으로 진출하였다. 미 제1군단이 정주와 태천 부근을 탈환했고, 국군 

제2군단이 덕천-영원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곧이어 선두부대는 압록강 선으로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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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일부는 국경선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의 공격지역에

서도 분대 내지는 소대 규모의 적과 맞닥뜨렸을 뿐이었으며, 이들마저 보급품까지 

내던지고 도망치기에 바빴다. 또한 중공군에게 붙잡혀 있던 유엔군 포로들이 수용

소를 탈출해 복귀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격 이틀째인 11월 25일부터 상황이 돌변하였다. 청천강 계곡을 따라 

전진하던 미 제9군단의 제2사단이 최초로 구장동 북쪽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벌이

게 되었고, 국군 제2군단 정면에서도 묘향산과 양감령 일대에서 국군 제7사단과 

제8사단이 중공군의 공격으로 전진이 막혔다. 그리고 미 제1군단도 태천지역의 국

군 제1사단이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국군과 유엔군은 이날(25일) 하루 종일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을 받으며 공지합동

공격을 실시하였으나 중공군의 저항이 강력하여 전진이 불가능하였다. 오히려 이

날 해질 무렵부터 중공군은 전 전선에서 일제히 공격으로 전환하였다. 이들은 주

공을 제8군의 우익인 국군 제2군단 정면으로 지향하여 덕천과 영원지역의 국군 

제7사단과 제8사단을 집중 공격함으로써 하룻밤 사이에 미 제8군의 동측방이 붕

괴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중앙의 미 제9군단도 정면으로 밀려드는 중공군으로 인

해 방어태세로 전환하였다.

한편 서부지역보다 3일 후인 11월 27일에 총공세에 나선 동부전선의 미 제10군

단은 미 해병 제1사단이 미 제8군과의 간격을 보완하고 강계-희천 간의 적 주보

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무평리(유담리 서쪽 60㎞)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

러나 해병 제1사단은 공격 첫날부터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이날 밤에 

오히려 중공군이 해병부대 주변의 모든 고지로 침투하여 퇴로를 차단하고 해병부대

를 포위하였다. 이에 미 해병 제1사단은 공격을 포기하고 중공군에 밀려 방어태세

로 전환하였으며,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철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때 이미 혜산진으로 진출한 미 제7사단 주력부대와 동해안의 최북단에서 두

만강을 목표로 진출하는 국군 제1군단은 미 제10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공격을 중

지하고 급편방어로 전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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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공군의 공세와 유엔군의 청천강 교두보 붕괴

11월 25일 중공군의 제2차 공세가 시작되면서 그들의 주공이 지향된 국군 제2

군단의 전선이 가장 먼저 붕괴되었다. 중공군의 공격으로 국군 제2군단의 주요시

설이 습격을 받거나 파괴되었고 모든 통신이 마비되었으며, 주요도로는 점령되어 

차단되었다. 먼저 덕천 지역의 국군 제7사단이 11월 26일 중공군에게 순식간에 

붕괴되었다. 제7사단은 11월 24일부터 덕천 북쪽의 백령천(용현-우현) 일대를 목

표로 공격하던 중 묘향산 일대에 배치된 중공군 제38군단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

혀 미 제8군의 최종공세에 참가한 부대 가운데 진격속도가 가장 늦었다. 공격 둘

째 날인 26일까지 제7사단은 제3연대가 덕천 북서쪽 18㎞의 장안골 일대에 방어

진지를 편성하였고, 제8연대가 덕천 북동쪽 20㎞의 사항산을 점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6일 새벽 2시경부터 중공군의 반격이 개시되었다. 묘항산 일

대에 대기하고 있던 중공군 제38군단이 국군 제7사단 제8연대와 사단의 좌측에서 

구장동을 방어 중이던 미 제2사단에 공격을 집중하면서 일부 병력을 국군 제7사

단과 국군 제8사단과의 전투지경선을 따라 계속 후방으로 침투시켰다. 

사항산의 국군 제8연대는 떼를 지어 몰려드는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 때문에 새

벽녘 덕천 방면으로 분산철수하게 되었으며, 덕천의 사단사령부도 제8연대의 배후

를 우회하여 침투한 중공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서 북창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덕

천에서 물러난 국군 제7사단은 북창을 경유하여 순천으로 철수하였다. 이 과정에

서 사단의 좌일선 연대인 제3연대는 적의 공격이 경미하여 계속 진지를 사수하다

가 퇴로가 차단되었음을 확인하고 좌인접 부대인 구장동의 미 제2사단 지역으로 

철수하였다.

국군 제7사단의 우인접 사단인 국군 제8사단도 이 무렵 중공군 제42군단으로부

터 공격을 받고 북창과 가창 일대로 철수 중이었다. 제8사단은 24일 오전 10시에 

제10연대와 제21연대가 각각 소쾌산과 백암산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사단예비인 제16연대는 공격간 동측방을 방호하기 위해 맹산 동측방에 배치되어 

있었다. 사단의 공격도 적의 저항은 경미하였으나 산길이 험하고 수림이 울창하여 

전진속도가 느렸다. 공격 둘째 날인 25일 사단이 정면공격에 주력하고 있는 동안 

중공군 제42군단이 주력으로 국군 제8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고, 1개 사단병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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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악지대로 우회시켜 20㎞ 후방의 맹산지역으로 공격하였다. 

중공군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편성된 아군 진지에 대한 정면공격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야간에 소수병력으로 후방의 아군 지휘소를 기습한 후 지휘체계가 혼란한 

틈을 이용, 돌파를 시도하여 각개 격파시키고 아울러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방어진

지를 유린하는 공격방식을 취하였다. 국군 제8사단 지역에서도 중공군은 제126사

단을 산악지역으로 우회시켜 맹산의 제16연대와 사단지휘소를 급습하여 아군의 지

휘체계를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전방의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포위 공격함으로써 

국군 제8사단은 주요장비와 차량을 거의 모두 파괴 또는 유기한 채 소규모로 분

산되어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사단은 11월 27일 새벽 1시에 “제7사단은 순천으

로, 제8사단은 가창으로 집결하라”는 군단의 명령에 따라 북창을 경유하여 가창으

로 철수하였다.

중공군은 국군 제2군단의 제7사단과 제8사단의 전투지경선에 돌파구를 형성하

여 놓고 이 통로를 이용하여 대규모 부대를 미 제9군단 배후로 투입시켰다. 이로

써 미 제9군단의 제2사단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 서부전선의 중앙지역을 담당한 

미 제9군단은 좌전방 제25사단이 운산을, 우전방 미 제2사단이 희천을 목표로 11

월 24일 최종공세를 개시하였다. 이번 공격작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임무를 부여

받은 미 제2사단은 공격 첫날 순조롭게 8∼12㎞를 진격하여, 차후공격의 발판이 

되는 지형지물을 확보하였다. 사단은 다음 날도 적의 저항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

하고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공격을 중지

하고 방어로 전환하였다. 그러던 중 26일 새벽 2시경에 중공군 제40군단의 대규모 

반격과 후방 침투로 지휘소가 기습을 당하면서 미 제2사단은 큰 혼란에 빠졌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미 제9군단장 쿨터(John B. Coulter) 소장은 미 제2사

단장에게 구장동을 중심으로 저지진지를 급편하여 청천강 통로를 봉쇄하라고 명령

하였다. 이에 미 제2사단은 예비인 제23연대를 추진 배치하여 제9·제38·제23

연대 순으로 구장동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제9군단장은 우인접 국

군 제2군단이 중공군에게 돌파당했음을 통보받았다. 이에 군단장은 군우리에 집결 

중인 터키 여단을 긴급 출동시켜 덕천과 맹산에서 청천강을 따라 군우리와 순천으

로 진출하는 중공군을 저지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군단장은 미 제2사단의 우측

에서 작전하다가 사단으로 철수한 국군 제7사단 제3연대를 임시로 미 제2사단이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68 _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작전을 통제하도록 했다. 

중공군은 26일 어둠이 깔리자 구장동 일대를 방어 중인 미 제2사단을 집중 공

격하였다. 이 공격으로 청천강 서쪽의 제9연대와 구장동 정면의 제23연대가 연대 

및 대대 지휘소를 기습당하고, 포병진지마저 유린되는 상황에 처해 부득이 남쪽의 

원참으로 철수하였다. 이로 인해 우측의 제38연대와 국군 제3연대도 10㎞ 남쪽의 

장하리와 양지리 부근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중공군의 공격은 27일 낮 동안 잠시 

소강상태를 유지하다가 어둠이 깔리면서 다시 시작되었다. 이때 중공군의 일부 병

력이 산악지역으로 우회기동하여 제9연대와 제23연대의 배후를 공격하였다. 

적중에 고립된 미 제9연대와 제23연대는 28일 새벽에 소규모 부대로 분산되어 

적진을 돌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단장 카이저(Laurence B. Keiser) 소

장은 제23연대장에게 청천강 남쪽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길목인 원리(군우리 북쪽 

8㎞)에서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병력을 수용, 통제하여 저지선을 구축하도록 하였

다. 날이 밝은 후 미 제23연대는 원리 일대의 엄호 임무를 맡고, 제9연대는 분산 

탈출해 오는 병력을 수용하여 재편성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적과 접촉을 유지하면

서 철수한 국군 제3연대는 원리와 비호산 사이에, 제38연대는 비호산에 각각 배

치하였다. 이렇게 미 제2사단은 28일 아침까지 원리-비호산 일대에 저지선을 구

축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사단이 이 저지선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었다. 

이 무렵 미 제9군단 우측 국군 제2군단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었

다. 국군 제7사단과 제8사단은 지휘통신이 마비된 채 덕천-북창, 덕천-개천 도로

와 주변 산악지대로 분산되어 무질서하게 철수하고 있었다. 이 상황을 보고받은 

제8군사령관은 노출된 우측방을 보강할 목적으로 국군 제6사단을 미 제9군단에 

배속시키고, 미 제1기병사단의 제7기병연대를 북창리로 이동시켜 29일 순천-신창

리 도로에 방어선을 구축하게 하였다. 

(3) 평양으로의 철수

유엔군의 최후공세가 있기 전까지 중공군의 대규모 개입을 부정하던 유엔군사령

관은 11월 27∼28일 적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미 제8군과 제10군단의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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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고를 접하면서부터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

리고 이날 미 합참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가까운 장

래에 취할 전략은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11월 28일 밤 도쿄의 유엔군사령부에서는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에 따른 대책을 

토의하기 위하여 긴급 작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과 주요 참모들, 그리고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과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이 참석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제8군사령관과 제10군단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전황을 보고받은 후 서부전선 부대에 우측방이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만큼 

후퇴하도록 허용하였고, 동부전선 부대에 중공군과 접적을 유지하면서 함흥과 흥

남의 해안교두보 지역으로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맥아더 장군은 미 제10

군단이 해안교두보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남하하는 공산군의 좌측방을 위협함은 물

론 서부전선에 집중된 적의 전투력을 분산시켜 미 제8군도 평양-원산 선을 무난

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로써 유엔군사령부는 숙천-순천-성천-

양덕-원산에 이르는 이른바 평양방어선으로 철수할 것을 결정하였다.

지상군의 전면적인 철수가 결정되자 유엔 공군과 해군의 작전방향도 변경되었

다. 미 제5공군사령관 페트리지 소장은 압록강 북쪽에서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MIG-15기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 상황에서도 급속히 증가된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그동안 후방지역 폭격과 무장정찰임무만 수행하던 미 제77기동

함대 소속의 해군항공대도 지상군의 근접항공지원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미 극동

함대사령관 조이 중장은 지상군의 화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한반도 근해에 대기 중

인 항공모함과 전투함들을 작전해역에 복귀하도록 명령하였다. 또 지상군의 해상

철수에 대비하여 제90기동함대의 상륙전단을 동·서해에 1개씩 재배치시켰다.

미 제8군사령관이 도쿄회의를 마치고 29일 오후 평양으로 복귀할 무렵 전선 상

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서측방 미 제1군단(국군 제1사단, 미 제24·제25사단)

은 청천강 북쪽의 박천 일대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우전방 미 제9군단(국군 제6사

단, 국군 제7사단 제3연대, 미 제2사단, 터키 여단)은 중공군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군우리를 중심으로 방어정면이 축소되고 있었다. 특히 군우리의 미 제2사단

은 중공군 제38군단에게 퇴로가 차단되어 포위 상황에 직면하였다. 제8군사령관

은 북쪽과 동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적의 추격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방어정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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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시켜 주저항선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방어종심을 유지할 목적으로 청천강 남쪽

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결심하였다. 

미 제1군단은 11월 29일 오후 늦게 예하의 국군 제1사단과 미 제25사단에 청천

강 남쪽으로 단계별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는 군단의 우측지역에서 중공군이 

미 제2사단을 돌파하고 군우리-신안주 도로로 진출하면 청천강 북쪽에 진출 중인 

미 제1군단의 주력부대가 퇴로를 차단당해 적중에 고립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 제1군단은 29일 국군 제1사단이 맹중리-풍향리 일대로, 

미 제25사단이 구룡강과 청천강의 합류점 부근으로 집결한 후 다음 날(30일) 아

침 청천강을 건너 군우리-신안주-숙천 도로를 따라 이동해 국군 제1사단이 숙천

에, 미 제25사단이 순천에 각각 집결하였다. 이로써 미 제1군단은 숙천-순천 간

에 군단의 주저항선을 구축하였다.

철수작전이 비교적 순조로웠던 미 제1군단과는 달리 중앙의 미 제9군단은 좌우

측 인접부대를 엄호하면서 철수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11월 

28일 제8군의 명령에 따라 방어로 전환한 미 제9군단은 미 제2사단(국군 제3연대

와 터키 여단 배속)을 군우리(개천) 북동쪽의 북원-와원을, 국군 제6사단과 미 제

1기병사단을 덕천 남쪽의 북창 일대를 방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단예비인 영

국군 제27여단을 전방부대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군우리에서 순천 남쪽

의 자산으로 이동시켰다. 

미 제9군단이 부대 재배치를 하는 동안에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도 제

38군단에 군우리로 신속히 진격하도록 하고, 일부 병력을 군우리-순천 도로의 중

간 지점인 삼소리를 점령하여 미 제2사단의 퇴로를 차단한 후 포위 섬멸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중공군 제38군단은 군우리 대혈전의 서막을 알리기

라도 하듯 우전방 와원의 터키 여단을 중공군 제40군단은 군우리의 미 제2사단 

주력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군 제2군단을 공격하여 덕천을 장악한 중공군이 개천으로 돌파구 확대를 기도

하자 와원의 터키 여단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덕천 탈환임무를 부여받고 26일 

저녁 늦게 개천-덕천 간 도로상의 와원으로 진출하였다. 터키 여단은 다음 날 계

속해서 덕천 방향으로 기동하던 중 중공군과 조우하여 협곡에서 포위되어 퇴로를 

차단당한 채 지연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여단은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28∼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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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립리와 봉명리를 거쳐 30일 군우리로 철수하였다. 이 전투 과정에서 터키 여단

은 1/3 이상의 병력손실을 입었다. 

터키 여단이 와원, 신립리에 이어 봉명리에서 결전을 펼친 29일 정오 무렵 중

공군 제40군단이 미 제23연대와 국군 제3연대를, 중공군 제38군단이 미 제38연

대를 공격함으로써 군우리 전투가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공군의 전력이 

계속 증강됨에 따라 사단 전체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상황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게 되자, 미 제9군단장은 미 제2사단장에게 순천 후

방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미 제2사단이 철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

로는 2개였다. 하나는 군우리에서 순천 및 성천에 이르는 사단 후방도로와 미 제1

군단 지역인 신안주로 우회하여 숙천을 경유하여 성천에 이르는 도로였다. 어느 

도로를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사단장의 결심에 달려 있었다. 사실상 신안주-

숙천-성천에 이르는 우회도로가 더 안전했으나, 사단장은 이 도로가 미 제1군단

과 제25사단의 주요 철수로라는 점을 들어 군우리-순천 도로를 선택하였다. 

미 제2사단장은 전차 1개 소대를 급파해 도로를 정찰시켰다. 미 제2사단장의 

명령을 받은 전차소대는 즉각 행동을 개시하여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가장 험

준한 갈고개를 넘었으며, “도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보고와 함께 무전이 

끊어졌다. 그러나 전차소대의 이러한 보고는 단순하게 도로만 정찰하고 판단한 잘

못된 보고였다. 당시 중공군은 이미 제113사단의 선두가 갈고개에 도착하여 10㎞

구간의 도로 좌우측에 매복한 후, 미군을 살상지대로 유인하기 위하여 제2사단의 

정찰대를 그대로 통과시켰던 것이다. 또한 29일 오후에는 헌병과 수색중대의 정

찰대를 파견하였으나 이들이 복귀하지 않아 고심하고 있을 때, 군단으로부터 사단

의 통로 개척을 위해 영국군 1개 대대가 용원리에서 갈고개로 공격하고 항공기가 

지원될 것이라는 통보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미 제2사단은 11월 30일 새벽, 제9연대, 사단본부, 포병 및 지원부

대, 제38연대, 국군 제3연대 순으로 철수하고, 제23연대를 후위로 하여 본대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단의 철수는 시작부터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곧이어 길을 가득 메운 병력과 차량들은 전진도 철수도 할 수 없는 상

황에 빠졌다. 미 제2사단은 고개와 고개를 통과할 때마다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

하는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항공기들이 나타나 폭격을 하면, 그때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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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3㎞씩 전진하고 폭격이 끝나면 다시 전진을 멈추고 적으로부터 몰매를 맞

는 악순환이 거듭되었다. 사단의 철수로를 개통하고자 급파된 영국군 1개 대대도 

2차례의 공격에 실패하면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결국 미 제2사단은 

개천에서 용원리까지 

10㎞ 구간 ‘죽음의 계

곡’을 통과하면서 3,000

여 명의 사상자와 사

단의 전 장비를 상실

하는 참극을 당하였

다. 이로 인해 사단은 

장기간에 걸친 부대 

재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다만 후위부

대였던 제23연대는 연

대장이 철수로를 변경

하여 안주로 가는 길

을 택함으로써 다행히 

전투력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후 미군들

은 군우리 전투를 가

리켜 ‘인디언 태형’이

라고 부르며 뼈아픈 

교훈으로 삼았다.

(4) 동부전선의 철수작전

서부전선의 제8군이 청천강 교두보에서 철수할 무렵 동부전선에서 한·중 국경

을 향해 전진하던 국군 제1군단과 미 제10군단도 유엔군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공

<상황도 5-2> 군우리 철수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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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개시 사흘째인 11월 29일 공격을 중지하고 함흥, 흥남 일대의 해안교두보 지역

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 철수작전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동해안의 청진으로 진출한 국군 제1

군단은 해안을 따라 480㎞, 혜산진으로 진출한 미 제7사단은 산악지형을 따라 

320㎞나 후퇴해야 했다. 특히 장진호로 진출한 미 해병 제1사단은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면서 240㎞를 철수해야만 했다.

장진호로 진출한 미 해병 제1사단은 유엔군의 최후공세 작전의 일환으로 11월 

25일 해병 제7연대가 유담리를 점령하고, 27일 해병 제5연대가 무평리를 목표로 

해병 제7연대를 초월하여 공격하던 중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서 방어로 전

환하였다. 중공군의 공격과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미 해병 제5·제7연대는 30

일까지 악전고투를 벌였다. 사단장 스미스 소장은 11월 30일 군단의 철수명령이 

하달되자 제5·제7기병연대와 사단에 배속되어 풍류리로 진출 중인 미 제7사단 

페이스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Faith)에 대해 하갈우리로 철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때 중공군 제9병단은 4개 사단으로 편성된 제26군단을 장진호 북쪽에 예비로 

확보한 가운데 제27군단의 4개 사단에게 하갈우리 일대의 미 해병 제1사단 주력

을 포위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20군단 예하 4개 사단을 우회기동으로 제

27군단보다 남쪽으로 진출시켜 하갈우리-함흥 간 도로를 분할 차단하고 일부 병

력으로 함흥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적의 강력한 포위망을 돌파하고 함흥

으로 철수해야 하는 미 해병 제1사단의 장진호 철수작전은 처음부터 고전이 예상

되었다.

12월 1일 유담리에서 철수를 개시한 해병 제5·제7연대는 중공군의 교량파괴와 

매복공격으로 다소 지연되기는 했으나, 12월 4일 무사히 하갈우리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풍류리에서 철수한 페이스 특수임무부대는 중공군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많

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고 얼어붙은 장진호를 경유하여 12월 3일 하갈우리로 철

수하였다. 이때 부상자가 급속히 불어나자 사단장은 철수작전에 장애요소인 부상

자들을 후송시키기 위해 서둘러 간이활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장병들의 사기

를 고양시키기 위해 ‘이번 철수작전이 퇴로를 차단하고 있는 적을 격멸하는 새로

운 공격작전’임을 강조하였다.

사단 주력부대가 12월 6일 철수작전을 개시하자 중공군은 계곡통로의 좌우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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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지를 점령하고 사단 철수를 차단하기 위해 화력을 집중하였다. 사단도 이에 

맞서 공군의 근접항공지원과 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으며 중공군을 격퇴하고 12월 

7일 중간목표인 고토리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중공군 수중에 있는 철수로 

의 요충지인 황초령을 통과해야 하는 점과 그 남쪽에 있는 중공군이 파괴한 수문

교 복구가 이번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대 걸림돌로 남아 있었다. 이에 사단장

은 예비인 해병 제1연대에게 남쪽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황초령을 확보하게 하고, 

군단으로부터 교량자재를 공수 받아 조립교 6개를 만들었다. 

먼저 해병 제1연

대가 제1대대를 선

두로 남쪽에서 12월

8일 새벽 2시에 출

발한 데 이어 오전 

8시에는 사단 주

력이 북쪽에서 진

흥리를 목표로 철

수를 개시하였다. 

해병 제1연대는 적

의 완강한 저항과 

영하 34도의 혹

한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12월 9일 아침에 항공폭격과 포병의 화력지원에 힘

입어 주력부대가 통과하기 수분 전에 간신히 황초령 일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

였다.

첫 관문을 통과한 미 해병 제1사단은 해병 제7연대를 공격선봉에 내세워 수문

교를 확보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사단의 강력한 화력과 추위 및 굶주림에 지쳐 전

의를 상실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 해병 제7연대는 비교적 쉽게 최대 난관인 수문

교 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고, 이어 공병대대가 작업개시 3시간 만에 임시가교를 

설치하였다. 통로가 연결되자 주력부대들은 밤새도록 이 교량을 통해 진흥리로 이

동하였다. 12월 11일 오후 1시경 최종 후미에서 사단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던 해

병 제1연대 제1대대가 진흥리로 복귀함으로써 장진호 철수작전은 일단락되었다.

유담리에서 철수를 개시한 미 해병대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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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투에서 미 해병 제1사단은 중공군에 포위된 상황에서도 강력한 화력지원과 

장병들의 강인한 공격정신으로 적진을 돌파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

서 전사상자 2,621명이 발생하였는데, 이들 중 1,534명이 동상환자였다. 반면 중

공군 제9병단도 결정적인 피해를 입어 4개월 동안 함흥 일대에서 부대를 정비한 

후에야 다시 전선에 투입될 수 있었다.  

한편 동해안의 최북단으로 진출한 국군 제1군단도 11월 30일 미 제10군단으로

부터 함흥-흥남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12월 1일부터 단계별 철수를 시작하

였다. 수도사단은 제3사단의 엄호하에 북청-이원으로 철수하고 제3사단은 수도사

단의 철수를 엄호한 후 성진 방면으로 철수하였다. 군단이 철수하는 동안 별다른 

접적은 없었으나 폭설로 인해 육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수도사단사령부와 제18

연대가 7일 미 해군 함정을 이용해 성진에서 흥남으로 철수하였고, 제3사단도 9

일 성진에 집결하여 미 해군 함정을 이용해 흥남 외항으로 이동하였다. 그 외의 

부대들도 육로를 이용해 10일까지 흥남 일대로 철수를 완료하였다. 국군 제1군단

이 적과 접촉을 단절하고 철수하는 동안 미 공군과 해군은 화력지원으로 군단의 

철수를 지원하였다.   

4. 유엔군의 38도선으로의 철수

(1) 유엔군의 새로운 전략 결정

중공군의 제2차 공세로 국군과 유엔군이 청천강 교두보를 포기하고 철수를 실

시하던 1950년 12월 초, 유엔군 측에서는 현재의 전황과 관련하여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유엔군이 공세에서 방

어로 전환하였으나, 병력의 열세로 강요에 의한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하

며 추가적인 병력증원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의 방

어전략 채택을 승인하면서도 추가병력의 증원보다는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을 

통합하여 평양-원산을 연결하는 선을 점령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 합참의 평양-원산 선 점령 제안에 대해 맥아더 원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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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론하며 이에 반대하였다. 그의 견해는 “첫째, 미 제8군과 제10군단을 통합해도 

평양-원산 선의 정면이 250㎞에 달해 전선이 신장되고 종심이 얕아 중공군에게 

돌파될 위험이 높다. 둘째, 지역 내에 위치한 태백산맥이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

의 협동작전과 군수지원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해상 병참선이 갖는 이점

마저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미 제10군단을 함흥에 계속 주둔

시킴으로써 적의 측방을 위협하여 적의 대부대가 후방으로 진출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것도 병력의 증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그러나 미 합참은 맥아더 원수의 미 제10군단 운용방안이 산악 기동력

이 우수한 중공군에게 오히려 넓은 기동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동의하

지 않았다. 

중공군의 제2차 공세로 인한 유엔군의 막대한 병력 손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맥아더 원수의 판단은 우세한 병력을 동원한 중공군과의 전쟁임을 감안하여 지금

까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북한군에 대응해 오던 정치적 결심과 군사전략은 수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에 병력의 우세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유엔군

의 철수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미 합참과 유엔군사령부 간에 의견 대립이 심각하게 표출되자, 미 육

군참모총장 콜린스(Lawton J. Collins) 대장은 이러한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12월 4일 도쿄를 방문하여 맥아더 사령관과 제1차 전략회담을 가졌다. 이때 

그는 가까운 시일 내에 대규모 병력의 증원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그 대신에 현 

상황에서 유엔군의 병력보존이 최우선적인 고려요소이기 때문에 유엔군을 해안교

두보로 이동시키려는 맥아더의 전략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피력하였다.

12월 7일에 이어진 제2차 전략회담에서 콜린스 대장과 맥아더 장군은 미 제8군

과 미 제10군단을 통합한 후 단계별 방어선을 설정하여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부

산으로 철수하는 계획에 최종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9개의 방어선이 설정되어 있

었고, 서울을 중점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서울 북쪽에 4개의 방어선을 설정하였으며,

최종 방어선은 개전 초기의 낙동강 방어선이었다. 이 계획은 1950년 12월 8일 유

엔군사령부 작전명령 제5호로 하달되었으며, 이 계획에 따라 미 제8군은 평양에

서 38도선으로, 국군 제1군단과 미 제10군단은 흥남에서 남동해안 지역으로 각각 

철수를 개시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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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양 철수작전

서부전선의 국군과 유엔군이 청천강 교두보에서 남쪽으로 32㎞ 떨어진 숙천-순

천-성천을 연하는 선으로 철수하여 방어선을 구축하였을 때, ‘군우리를 확보한 중

공군은 소규모의 정찰대만 파견할 뿐 적극적인 추격작전을 벌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선은 잠시 소강상태를 유지하였다. 당시 중공군은 12월 2일 새벽 5시에 

하달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숙천-순천 선 이북에서 4~5일간 휴

식과 부대정비를 하면서 차후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 제8군사령관 워

커 장군은 그동안의 

전투 상황을 고려할 

때 피·아간의 전력 

격차가 심하여 유엔

군이 일정한 저지선

에서 적을 저지하기

보다는 적과 결정적

인 전투를 회피하고 

축차적으로 지연전

을 벌이는 것이 최

선의 방책이라고 판

단하였다. 그는 12월 2일 항공정찰을 통해서 중공군이 성천 동쪽으로 이동하고, 

중공군 또는 북한군 유격대가 성천-양덕 간의 도로를 점령하여 평양-원산 간의 

도로를 차단하였음이 확인되자, 이것이 평양 이북에서 유엔군을 포위 섬멸하려는 

징후라고 확신하고서 적이 공격하기 이전에 먼저 평양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였

다. 그러나 평양과 진남포 일대에 산적한 군수물자의 후송을 위해 최대한의 시간

을 벌기로 하였다. 

서부전선 부대들은 평양과 진남포에 산적한 군수물자 후송작전의 시간을 얻기 

위하여 12월 2일에 우선 평양 북쪽 32㎞에 위치한 영유-사인장-강동을 연하는 

반원형의 지역으로 철수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 제8군사령관은 주보급로이자 철수

순천에서 평양으로 철수 중인 미 제8군 병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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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 평양-사리원-개성 도로(1번 도로)와 그 우측방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평

양-율리-신계-시변리 도로(33번 도로) 동쪽에 부대를 투입하였다. 이 조치의 일

환으로 미 제24사단이 율리에, 국군 제2군단이 신계에 각각 배치되었다. 이것은 

당시 신계 동남쪽의 시변리와 연천, 포천, 춘천 일대에서 이미 국군 제2사단과 제

5사단이 게릴라 소탕작전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평양-개성-서울로 이어지는 1번

도로의 동측방에 하나의 방호막을 형성한 격이 되었다. 이 무렵 미 제187공정연대

전투단(영국군 제29여단 배속)이 평양 시내와 그 동쪽에 설치된 4개의 부교를 엄

호하고 있었으며, 군우리에서 철수한 미 제2사단이 문산에서, 터키 여단이 개성에

서 각각 부대정비에 임하고 있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12월 4일 오전 8시를 기하여 평양 남쪽의 겸이포에서 곡산에 

이르는 선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미 제1군단은 공병부대들이 평양에 산재한 

일부 산업시설과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가운데 국군 제1사단의 엄호하에 미 제25

사단을 선두로 철수를 시작하여 오후 무렵에 평양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이때 

미 제9군단도 율리 일대로 진출한 미 제24사단을 배속 받아 33번 도로로 철수하여 

율리-곡산 일대를 점령하였다. 군이 평양을 철수할 때 평양시민을 포함한 수많은 

평안도민이 함께 대동강을 건너 피난길에 올랐다.

전방 군단들이 철수하는 동안에 평양과 진남포에서는 군수물자 후송작전이 계속

되었다. 5일 저녁까지 진행된 진남포의 후송작전은 미 해군 구축함 4척과 영국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미 해군의 LST, 일본 수송선, 미 

해군 수송전대，100여 척의 소형선박 등 가용한 선박이 총동원되었다. 이 작전으

로 부상병과 포로, 평양과 진남포의 군수물자, 그리고 이곳으로 모여든 3만여 명

의 피난민 등이 수송되었다. 마지막 제대가 철수하자 진남포 도크는 화염에 휩싸

였고, 이때 미처 후송하지 못한 보급물자 2,000톤도 파기되었다.

평양에서 철수한 미 제8군은 12월 6일 국군 제6사단, 미 제24·제25사단으로 

송림-중화-수안-곡산 남쪽을 연하는 선에 방어선을 구축하였고, 국군 제2군단의 

제7·제8사단이 철의삼각지대에서 활동 중인 적 패잔병을 소탕하기 위해 시변리

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8일에는 접근하고 있는 적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하여 또다

시 전선부대에 제2방어선인 해주-신계-이천-김화로 철수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

불어 다음 철수는 서해안의 예성강 입구로부터 시변리-철원-화천을 경유해 동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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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양양에 이르

는 대체로 38도

선 북방의 방어선

을 계획하였다. 

미 제8군의 주

력부대들이 제2방

어선으로 이동을 

개시하고 있을 무

렵인 12월 8일 유

엔군사령부로부터 

38도선 철수명령

이 하달되었다. 이

에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은 철수계획

에 혼선을 빚어 

처음에는 다소 혼

란스러웠으나 즉시 철수계획을 재조정하여 38도선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미 제8군은 김포반도-임진강-화천-양양을 연하는 선을 주저항선으로 선정한 

후 포천-김화 도로를 중심으로 서쪽은 미군이, 동쪽은 국군이 전담하여 방어하도

록 하였다. 

이 무렵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는 평양 일대에서 미 제8군의 주력부대

를 격멸하는데 실패하자 12월 8일 마오쩌둥에게 “12월 17일 중화, 상원, 수안 지

역을 집중 공격하여 적의 주력부대를 격멸하면 기회를 보아 38도선을 돌파하여 

서울을 다시 탈취할 것이며, 만약 적 주력을 격멸하지 못하면 38도선 북쪽에서 

추격을 중지하고 적이 38도선을 점령하도록 유인한 다음 내년에 새로운 공격으로 

적 주력을 격멸하고자 한다”는 공격계획을 보고하였다. 

중공군의 이러한 공격계획도 미 제8군이 서둘러 38도선으로 철수함에 따라 차

질을 빚게 된 반면, 국군과 유엔군은 주력부대의 전투력을 유지한 채 38도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상황도 5-3> 서부전선 철수상황(1950. 12. 1∼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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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흥남 철수작전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은 최초 함흥-원산 일대에 강력한 거점인 해안교두보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12월 8일 유엔군사령관의 흥남 철수지시를 받고서 서둘러 

철수계획을 준비하였다. 군단장은 11일 미 해병 제1사단의 장진호 철수작전이 일

단락되자, 미 제3사단(한국 해병 제1연대 배속)을 연포-오로리에, 미 제7사단을 

흥남 북쪽에, 그리고 국군 제1군단(수도사단, 제1기갑연대, 제3사단 제26연대)을 

함흥 동쪽에 배치하여 교두보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엔군의 최종

공세 작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미 해병 제

1사단을 선두로 미 제10

군단사령부와 국군 제1

군단, 미 제7·제3사단 

순으로 철수하되, 부대

의 철수로 인한 교두보 

내에 공간지역이 발생하

지 않고 단계적 철수가 

되도록 3개의 작전통제

선을 설정하였다. 아울

러 부대의 철수와 배치

공간을 엄호하기 위하여 

흥남 부근 해상에 항공

모함 7척, 전함 1척, 순

양함 2척, 구축함 7척, 

로켓포함 3척을 배치하

여 화력을 최대한 지원

하도록 하였다. 

당시 제10군단이 철수시켜야 할 물동량은 병력 10만 5,000명, 차량 1만 8,422대, 

<상황도 5-4> 흥남 철수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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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전투물자 약 35만톤 등이었다. 이 물동량을 해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미 

해군은 125척의 수송선을 동원하였으나 선박이 부족하여 어떤 선박은 1회 이상 

운항해야만 하였다. 이때 미 극동공군도 연포비행장을 통하여 수송활동을 지원하

였다. 

미 제10군단의 흥남철수계획은 12월 11일 연포비행장에 도착한 맥아더 장군에

게 보고된 후 공식적으로 하달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가장 먼저 철수한 부대는 

국군 제3사단이었다. 당시 사단은 성진에서 해상으로 이동하여 10일 오후 2시에 

서호진에 상륙할 계획이었으나 이 철수계획에 따라 상륙하지 않고 서호진을 방어 

중인 수도사단 제18연대를 승선시킨 후 부산으로 출항하였다. 다음으로 미 해병 제

1사단이 12일부터 병력과 장비를 승선시킨 후 15일 오전 9시에 부산으로 출항하

였다.

미 제10군단이 해상으로 철수하는 동안에 중공군과 북한군은 연합전선을 형성

하면서 파상적인 공격으로 압박을 가해 왔다. 그러나 아군은 전초선에서 적의 공

격을 함포사격 및 항공폭격으로 저지하였다. 이 무렵 흥남지역에서는 적의 접근보

다 더 우려할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군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장사진

을 이루어 흥남부두로 접근하는 피난민대열이었다. 미 제10군단장은 최초 군·경 

가족과 일부 피난민만 고려하였으나 예상외로 많은 피난민이 쇄도하자 이들을 흥

남부두 서쪽의 서호진에 집결시켜 선편이 닿는 대로 후송시키기로 하였다.

흥남부두로 몰려든 피난민들 

흥남항에서 해상철수를 위해 함정에 승선하는 미군 
병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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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병 제1사단의 승선이 완료되자 14일부터 장진호 전투에서 철수한 미 제7

사단 제32연대와 제31연대 제1대대, 제10군단사령부가 승선하였다. 이 무렵 중공

군의 공격이 미 제3·제7사단 지역으로 집중되어 국군 수도사단의 철수가 다소 

지연되었다. 수도사단은 적을 기만하기 위하여 주간에 진지를 고수하다가 16일 야

음을 이용하여 미 제7사단에게 방어지역을 인계하고 다음 날 새벽에 부산을 향해 

출항하였다. 수도사단은 해상 이동 중에 상륙장소가 부산에서 묵호로 수정되었다. 

이는 태백산-오대산-설악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북한군 제2전선부대가 남하하는 

적 정규군 부대와 합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미 수송부대는 18일 연포비행장을 통하여 병력 3,600명, 차량 196대, 화물 

1,300톤과 수백 명의 피난민 수송을 끝으로 비행장을 폐쇄하였고, 방어부대인 미 

제3사단도 제2통제선인 성천강 제방으로 철수하였다. 이어서 미 제7사단 제17연

대와 제31연대가 승선을 완료하고 20∼21일에 출항하자 미 제3사단은 23일 제3

통제선으로 철수하였다. 

흥남부두에서는 이날(23일)을 기해 피난민 후송작전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미 제10군단 참모부장 포니(Edward H. Forney) 대령은 LST 2척과 빅토리

(Victory)호 등 상선 3척을 지휘해 5만여 명의 피난민을 안전지대로 후송하였다. 

포니 대령은 최초에 2만 5,000명 정도의 피난민만을 수송할 의도였으나, 함경

남·북도 전 지역에서 끊임없이 인파가 몰려들자 기존의 결정을 바꿔 가능한 한 

많은 피난민을 후송하기로 하였다. 피난민의 후송은 수송선박의 부족으로 일시 어

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으나, 국군 제1군단장 김백일 소장의 강력한 요청과 미군 측

의 배려로 약 10만 명에 이르는 북한 주민을 안전지대로 후송할 수 있었다.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흥남 외곽선 1.5㎞에 대한 함포사격과 대지공격이 집중

된 가운데 12월 24일 오전 8시에 지상 및 해상에서의 철수준비가 완료되었다. 오

전 11시경 해안선을 경계하는 일부를 제외한 미 제3사단 병력이 승선을 시작하여 

오후 2시 무렵 해안의 모든 지상부대의 승선이 완료되었다. 

수송선단의 모든 출항 준비가 완료되자, 오호 2시 15분에 기동함대 함장인 도

일 소장은 예하의 UDT 대원에게 부두의 주요시설과 해안가에 방치되어 있던 

400톤의 다이너마이트 및 50만 파운드의 폭탄에 대한 폭파를 지시하였다. 수송선

단이 흥남 외항을 빠져나갈 무렵 부두와 탄약적재소가 거의 동시에 폭파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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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및 크레인 등 주요 시설은 요란한 폭음과 치솟는 폭연 및 불기둥을 내뿜

으며 파괴되었다. 흥남철수작전은 수송전단이 흥남항구에서 완전히 출항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4) 38도선 방어선 구축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12월 14일경 38도선으로 철수하여 김포반도-임진강-

화천-양양을 연하는 선을 주저항선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미 제1군단은 김포반도

에 터키 여단을, 개성-문산 도로를 가로지르는 임진강 하류에 미 제25사단을, 고

랑포-적성 일대에 국군 제1사단을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편성하였고, 영국군 제29

여단을 군단예비로 고양군 신둔리에 집결시켰다. 그리고 미 제9군단은 국군 제6

사단을 연천-의정부 축선의 전곡 일대에, 미 제24사단을 의정부-김화 축선의 영

평 일대에 배치하고, 영국군 제27여단을 군단 예비로 덕정 부근에 집결시켰다.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안 제8군사령관은 맥아더 장

군으로부터 “서울 방어에 주력하라”는 명령을 받고 군 예비인 미 제1기병사단을 

퇴계원 일대에 배치해 춘천 방면에서 서울로 진출하는 적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

한 서울 북방에 저장된 보급품은 한강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인천항에 비축된 물

동량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어서 제8군사령부도 최소한의 인원만을 서울에 잔류

시키고 주력은 대구로 이동시켜 장기전에 대비하도록 했다.

중부전선에서는 12월 10일 후방지역 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한 제3군단(군단장 이

형근 소장)이 제9·제11사단을 육군본부에 원대복귀시키고, 양평으로 이동하여 제

2·제5·제8사단을 배속 받아 군단 창설 이후 최초로 전선에 투입되었다. 제3군

단장은 13일 제2사단을 가평 북쪽에, 제5사단을 춘천 북쪽에, 제8사단을 춘천 동

쪽에 각각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군단의 우전방을 

방어할 제8사단의 진출이 지연되어 군단의 방어진지 편성에 약간의 차질이 생겼

다. 제8사단은 시변리-연천 간 도로가 북한군 패잔병들에게 차단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돌파를 강행하다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후 사단은 연천을 거쳐 원주로 철

수한 후 제3군단에 배속되어 다시 화천저수지 남쪽으로 투입됨으로써 군단의 방

어진지 편성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하였다. 육군본부에서는 12월 15일 국군 제3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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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방어종심을 보강

하고, 유사시 증원부

대로 운용하기 위하

여 홍천에서 부대정

비 중이던 국군 제7사

단을 춘천으로 이동시

켰다.

동부전선에서는 12월 

14일 원주에 도착한 

국군 제2군단이 재정

비를 할 겨를도 없이 

육군본부 명령에 따

라 제7사단을 육본직할로, 제8사단을 제3군단으로 배속 전환하고 대신 동부전선

의 광정면을 방어 중인 제9사단과 함흥에서 구룡포로 해상철수한 제3사단을 배속

받았다. 그러나 군단이 미처 방어선도 구축하기 전에 동부전선의 방어력을 보강하

려는 육군본부의 조치에 따라 제9사단이 제1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됨으로써 군단은 

홍천으로 진출한 제3사단만으로 인제 방면의 방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군 제2군단의 우측에서는 12월 18일 흥남에서 철수한 국군 제1군단이  

묵호로 상륙하여 제2군단으로부터 관대리-현리-서림-양양을 연하는 방어선을 인

수하였다. 군단의 주요 임무는 38도선 방어진지를 점령한 후 태백산맥 일대에서 

준동하는 적 유격부대를 격멸함과 동시에 그들의 38도선 이남으로의 침투를 저지

하는 것이었다. 군단은 좌전방 관대리-서림에 제9사단을, 우전방 서림-양양에 수

도사단을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구축하고, 군단 후방지역에 3개 경비대대(제1·제

2·제3경비대대)를 영월, 정선, 하진부리에 각각 배치하였다.

한편 미 제8군의 예비는 미 제3사단과 미 제7사단, 그리고 미 해병 제1사단으

로 편성된 미 제10군단이었다. 그러나 미 제7사단과 미 해병 제1사단은 부대정비 

중에 있었고, 흥남항을 최종적으로 출발한 미 제3사단은 상륙을 완료하지 못한 상

태였다. 이 무렵 병력증강을 위해 한국에 들어오도록 계획된 병력은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그리고 미 제2사단은 군우리 전투에서 입은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

서울 북방의 참호에서 경계 중인 유엔군 병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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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네덜란드와 프랑스 대대의 증원을 받고 충주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서쪽의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이 타일랜드 대대를 배속 받아 수원에 집결해 있었다.

이들 병력 외에 이용할 수 있는 부대는 남한의 여러 곳에서 대(對)게릴라 작전

을 전개하고 있는 국군 제11사단과 12월 중순 한국에 도착해 8주간의 훈련을 실

시하고 있던 캐나다군 경보병대대가 있었다. 그리고 12월 31일 도착 예정인 뉴질

랜드 제1포병연대와 미 제2·제4공수특전중대가 있었다.

<표 5-8> 미 제8군의 방어 배치(1950. 12. 26.)

구  분 군  단 편성부대 담 당 지 역

중서부전선

미 제1군단

터키 여단 서울 서쪽 염하구-김포지역

미 제25사단 서울 북방 임진강 하류 제방

국군 제1사단 임진강 진지-33번 도로

영국군 제29여단 서울 근교 1번 국도

미 제9군단

국군 제6사단 주월리-양문리

미 제24사단 의정부-포천 3번 국로

영국군 제27여단 33번 도로와 3번 국도 교차로

미 제1기병사단 서울-춘천 국도

동부전선

국군 제3군단

국군 제2사단 양문리-탑두울

국군 제5사단 탑두울-배후령

국군 제8사단 경운산-추전리

국군 제7사단 춘천 및 횡성지구

국군 제2군단 국군 제3사단 추전리-갑둔리

국군 제1군단
국군 제9사단 갑둔리-도채동

국군 수도사단 도채동-동해안

예 비 대
기  타

미 제2사단 제천-홍천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 수원

미 제10군단 미 제3·제7·해병 제1사단 부산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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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중공군의 제3차 공세와 1·4후퇴

1. 중공군의 제3차 공세 준비와 공산군의 38도선 전개

중·조연합사령부는 제3차 공세(일명 ‘신정공세’)를 위해 1950년 12월 23일 전

선의 각 부대에 38도선 부근으로 이동하여 차후 공격명령에 따라 돌격할 수 있도

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하였다. 이는 제1·2차 공세에서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자 전과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지도부가 취한 조치였다. 이 지시에 따

라 공격부대들은 27일까지 공격준비 위치로 진출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제50군단

이 개성 동쪽에, 제39군단이 구화리 지역에, 제40군단이 삭녕 지역에, 제38군단

이 연천 지역에, 제42군단이 철원 동남쪽에, 제66군단이 김화 남쪽에 각각 집결

하였다. 그리고 북한군은 제1군단이 사리원 남쪽에, 제2·제5군단의 5개 사단이 

화천과 양구 지역에, 기타 부대가 인제 지역에 각각 집결하였다. 공격부대의 총 

병력은 중공군이 6개 군단 23만여 명, 북한군이 3개 군단 약 7만 5,000여 명 등 

총 30여만 명이었다. 

제3차 공세 시 공산군의 공격방향은 중공군 제13병단이 주공으로 개성-서울 축

선과 의정부-서울 축선에서, 북한군이 조공으로 화천 동쪽 지역을 담당하여 부대

를 전개하였다. 

구 분 제    대 임             무

중공군

제38·제39·제40·

제50군단

주공방향인 고랑포-영평 돌파, 국군 제1 및 제6사단 

섬멸 후 서울로 남진

제42·제66군단
영평-화천을 돌파, 국군 제2 및 제5사단 섬멸 후 가평·

청평으로 전과확대, 경춘가도 장악 

제9병단 함흥지역 집결 후 휴식 및 재정비

북한군

제1군단
양동작전(문산 방향) 실시 후 중공군 우익종대로 국군 

제1사단 공격

제2·제5군단 국군 제1·제2군단 방어진지 돌파 

제3·제4군단 원산(제3군단) 및 서해안(제4군단) 방어

해군 4개 여단 동해안 방어

<표 5-9> 중공군 및 북한군 제대와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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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군은 공세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선 중공군이 

개입한 이래 최초로 북한군이 대규모 작전에 참가함에 따라 연합작전을 위한 중·

조연합사령부를 12월 초순에 설치하였으며, 춘계공세를 위해 중공군 제19병단을 

이듬해 3월경 전선에 도착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보급문제의 개선을 위해 보

급창고를 증설하고, 철도·도로·교량 등을 수리·복구하였으며, 약 3만 톤의 식

량을 북한 현지에서 조달하였다. 

공격 준비가 완료되자 중·조연합사령관 펑더화이는 정식으로 제3차 공세의 작

전계획을 하달하였다. 그는 북한군 3개 군단과 중공군 6개 군단의 연합작전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방어 중인 38도선을 돌파하고, 임진강 동쪽과 북한강 서쪽에 배

치된 국군 제1·제2·제5·제6사단의 일부를 섬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

고 상황이 순조롭게 전개된다면 계속 공격하여 신속하게 서울, 춘천, 홍천, 양양, 

강릉 일대를 점령하도록 했다.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는 휴식과 정비를 진행하면서 

춘계공세를 준비한다는 작전 방침도 정하였다.

한편 북한군은 중·조연합사령부의 작전방침에 따라 1950년 12월 중순 북한군 

제2전선 부대와 연계하여 북한군 제1군단이 개성 부근에, 북한군 제2군단과 제3

군단이 양구에, 북한군 제5군단이 화천에 각각 집결하였다.

북한군의 작전방침은 제2전선 부대의 주력인 북한군 제10사단 및 ‘길원팔 유격

부대 병력을 전선 동부에서 아군 종심으로 깊숙이 침투시켜 춘천-원주-대구의

중앙도로에 연한 주요 지점을 선취하여 중동부전선 주력의 남하에 호응하도록 한

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작전방침에 따라 중동부전선의 북한군은 주력집단의 작전 

개시에 선행하여 12월 하순부터 길원팔 유격부대와 제10사단을 투입하기 시작하

였다.

곧 양구 서쪽의 국군 제8사단 지역에는 북한군 제10사단의 일부 병력이 12월 22일

부터 산악을 타고 침투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쪽 국군 제9사단 우측의 태백산맥과 

그 좌일선의 산악지대에는 길원팔 유격부대가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북한군 

제2전선부대는 12월 30일 양덕원리(홍천 서남쪽 10㎞)에 진출하였고 주력은 평창

-영월 및 단양-안동 부근까지 침투하였다.

이렇듯 공산군은 정찰과 도하준비를 완료한 후 기습을 달성하기 위하여 1950년

의 마지막 날(31일)을 공격개시일로 결정하고, 이날 오후 5시에 공격준비사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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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하였다. 이로써 12월 중순 이후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던 한반도의 38도선은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2. 미 제8군사령관의 교체와 38도선 방어계획

국군과 유엔군의 전선은 220㎞에 달하는 산악지대였으며, 전투에 지친 제1선 

사단의 정면이 20~30㎞에 달하여 각 사단은 소대와 중대 단위의 거점식 진지로 

주저항선을 구축하였으며 예비대를 보유하지 못한 채 종심 배비가 없는 진지를 형

성하였다. 이에 한 개의 지점이 적에게 돌파된다면 국군과 유엔군의 전 전선이 붕

괴될 위험이 있었다. 당시 국군과 유엔군의 병력은 총 36만 5,000명이었으나, 그

중 전투 병력은 국군 14만 명과 미군 10만 명 그리고 그 외 유엔군 1만 명으로 

불과 25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 무렵 유엔군은 어디까지 철수할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맥아

더 장군의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 주장이 미 행정부에 의해서 거부되고 제한된 

전쟁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유엔군의 일본 철퇴까지도 고려된 바가 있었다. 당시 

유엔군사령부와 미 제8군은 병력증원이나 만주폭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적을 

격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미 제8군

은 아군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방침 아래 38도선에서 부산까지 단계별 

방어선을 마련하여 점차적인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12월 23일에 미 제8

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이 전선 부대를 시찰하기 위해 서울에서 

의정부 전선으로 가던 중 남쪽으로 철수하는 군 수송차량과 양주군 노해면 도봉리

에서 충돌해 목숨을 잃었다. 이 불의의 사고로 12월 26일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이 워커 장군의 후임으로 한국에 도착하였다.

리지웨이 신임사령관은 피·아 전력과 전선 상황 등을 세심히 검토한 후에 유

엔군이 추가로 증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38도선에서의 반격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

단하고 지연전을 통해 적의 전력을 소모시킴으로써 공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수

립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하부대의 전선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한 후 “공세적 방어

작전을 반복함으로써 공세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전략 방침을 확고히 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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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어선을 확정하였다.

① 제1통제선 : 38도선 진지로 임진강 하구에서 양양에 이르는 선이다. 이 

선에 국군 제1·제2·제3·제5·제6·제8·제9사단과 미 제

24·제25사단 등 10개 사단을 배치하는 동시에 평택-삼척 

선상에 국군 제7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 미 제2·제3·제7사

단 및 미 해병 제1사단을 예비로 배치하여 부대의 재편과 방

어진지를 구축한다.

② 제2통제선 : 수원-양평-홍천-주문진을 연하는 선이다. 이 진지 설정의 

목적은 38도선에서 후퇴하는 제1선 부대의 수용과 평택-삼

척 선의 방어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는 데 있다.

③ 제3통제선 : 37도선 진지로 평택-안성-원주-삼척 선이다. 이 선은 38도

선 다음 제2차 저항진지로 한반도에서 가장 방어정면이 협소

하여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다.

④ 제4통제선 : 금강선으로 금강 남안과 소백산맥에 연하는 선이다.

⑤ 제5통제선 : 소백산맥 진지 선으로 이 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낙동

강방어선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선이다.

⑥ 제6통제선 : 1950년의 낙동강방어선으로 유엔군이 최대한의 저항을 시도

할 진지이다. 이 방어선마저 무너지면 유엔군은 일본으로, 

국군은 연안 도서로 철수시킬 계획이다.

이 방어계획은 미 제8군이 낙동강방어선까지 몇 개의 선으로 구성되는 방어진

지를 준비하여 한 선에서 적에게 최대의 타격을 가하고 다음 선으로 이동하는 소

위 기동방어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적이 38도선 일대로 공격을 재개할 경우 한

국군 8개 사단과 미군 2개 사단으로 방어선을 고수하는 동안 한국군 1개 사단과 

미군 5개 사단이 삼척-평택의 방어선의 구축과 재편성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그

리고 38도선에서 철수하면 수원-양평-홍천-주문진을 연하는 선에서 일단 전선을 

정리한 다음 사전에 준비된 평택-안성-원주-삼척의 방어진지로 철수하며, 마지

막으로 평택-삼척 선 이남에서는 금강 선에 이어 소백산맥 선과 낙동강을 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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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서 단계적으로 방어진지를 준비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유엔군의 축차방어 개념이 확정되자 이를 설명하기 위한 한·미 양군의 

연합작전회의가 개최되었다. 리지웨이 제8군사령관은 이 회의에서 상황판에 제시

된 38도선에서 낙동강까지 약 300㎞ 종심에 위치한 “6개의 방어선은 국군과 유엔

군이 낙동강까지 물러나기 위하여 설정된 단계별 저지선이 아니라 아군이 각 단계

마다 중공군에게 최대의 출혈을 강요하고, 기회를 보아 즉시 반격으로 전환하여 

적을 섬멸하기 위한 선”임을 주지시켰다. 그리고 “37도선 아래로는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임”도 강조하였다.

리지웨이 장군은 미 제1·제9군단장과 작전회의를 거쳐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전방부대들의 서울 남쪽으로의 철수 시 이를 엄호하여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서

울 북쪽에 중간통제선인 저지선을 설정하였다. 저지선은 한강에 설치된 부교들이 

공산군의 포격 사정권에 들지 않도록 종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주 부근의 한강제

방-의정부 남쪽-서울 동쪽을 연하는 반원형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미 제8군의 축차적인 방어계획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 

평양에서 철수한 이후 국군과 유엔군 장병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됨은 물론 전의

마저 상실되었고, 지휘관들의 통솔력에도 결함이 있었다. 특히 아군의 후방지역을 

교란하고, 중요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동부전선으로 침투 중인 북한군의 격멸

여부가 가장 긴급한 사안이었다. 리지웨이 장군은 무엇보다 전투력을 보존하여 장

병들의 사기를 회복하고 지휘통솔력을 제고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3. 중공군의 공세와 유엔군의 37도선 철수

중공군과 북한군은 12월 31일 오후 5시에 공격준비사격과 함께 전 전선에서 압

도적인 병력으로 제3차 공세를 시작하였다. 중공군의 제3차 공세는 6개월 전의 

북한군이 남침한 양상과 흡사하여 주공인 5개 군단(중공군 4개 군단, 북한군 1개 

군단)이 서울을 목표로 공격하고, 조공을 2개 집단으로 편성하여 가평 및 서울 동

측 방향으로 중공군 2개 군단을, 홍천-원주 방향으로 북한군 2개 군단을 각각 투

입하였다. 특히 중동부지역에서는 북한군이 사단 단위로 사전에 침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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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역에서는 임진강을 건너 약 20만 명의 중공군이 문산 우측의 국군 제1사

단과 동두천에 위치한 국군 제6사단을 집중 공격하였다. 국군 제1사단 지역으로는 

중공군 제39군단(제115·제116·제117사단)이 임진강을 건너 오후 6시경에 국군 

제11연대와 제12연대를 공격하여 국군 제1사단의 방어진지를 붕괴시켰다. 국군 제

6사단 지역으로는 중공군 제40군단(제118·제119·제120사단)이 아미리(연천군 미

산면)-고탄(연천군 전곡읍)에 이르는 지역에서 임진강과 한탄강을 건너 1951년

1월 1일 해가 뜨기 전에 동두천시 상패동까지 진출하였으며, 중공군 제38군단(제

112·제113·제114사단)이 포천 방면에서 남하해 1월 1일 저녁까지 칠봉산(동두천 

동남쪽)-신읍리(포천시 신읍동) 선을 점령하였다. 

중공군은 1951년 1월 2일 의정부 지역의 국군과 유엔군을 섬멸한다는 목표로 

기존에 투입한 제38·제40군단에 더하여 국군 제1사단 지역을 공격하던 제39군단

의 일부 병력을 이 지역에 투입하였다. 중공군은 포천 방면의 제38군단을 의정부 

남쪽으로 신속히 기동시켜 국군과 유엔군의 철수로를 차단하고 새로 투입된 제39

군단 주력을 서쪽에서, 그리고 제40군단을 북쪽에서 각각 의정부를 공격하게 하

였다. 그리고 고양 방면의 제50군단(제148·제149·제150사단)에게 의정부 지역

에서 고양 방면으로 철수하는 국군과 유엔군을 섬멸하도록 하였다.

중공군의 의정부 공격으로 1월 2일 저녁부터 3일 오전까지 회룡사(의정부시 호

원동) 일대에서는 미 제24사단 제21연대 병력과 중공군 제39군단 제346연대 간

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으며, 의정부 서쪽의 부곡리(양주시 장흥면)에서는 영국

군 제29여단 병력과 중공군 제39군단 제116사단 제347연대 간에 격전이 벌어졌

다. 이 시기 의정부 지역의 전투는 6·25전쟁 초기의 의정부 고수작전과는 달리 

서울 남쪽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두보 확

보작전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유엔군은 일시적인 방어 작전만을 전개하였다.

이때 중동부전선에서는 북한군이 돌파구를 확대하면서 중동부 내륙으로 침투하

고 있었다. 중공군 제66군단(제116·제117·제118사단)이 가평과 춘천 북방에 배

치된 국군 제2·제5·제8사단을 공격하고, 북한군 제2군단과 제5군단이 화천과 

양구 방면에서 춘천과 인제 방면으로 공격한 후 계속 남하해 북한군의 제2전선부

대와 연결을 시도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의 서부지역 방어선을 크게 위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51년 1월 3일, 중공군이 수도권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자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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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미 제8군사령관은 지연전을 펼치면서 교두보 선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곳곳에서 돌파구가 형성되

고 있는 전선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간을 지체할 경우 중공군의 제1·2차 공세처럼 

포위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은 무초 주한 미 대사를 경유하여 

수도 서울의 포기를 한국정부에 알려왔다.

한강 이북의 모

든 국군과 유엔군

은 1월 4일 오전

까지 한강에 임시

로 설치된 부교를 

통해 철수를 완료

하였다. 국군과 유

엔군은 또다시 수

도 서울을 공산군

에게 내주었다. 하

지만 이번에는 피

난 령 ( 避 難 令 ) 이 

내려져 서울 시민도 함께 피난할 수 있었다. 서울과 그밖의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

려간 피난민은 약 220만 명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는 764만여 명의 주민이 피난길

에 올랐다. 이것이 이른바 ‘1·4후퇴’였다.

1월 4일 오후 1시경에 마지막 부대가 통과한 후 한강에 설치된 임시 교량은 폐

쇄되었다. 이날 오후 3시경부터 서울의 주요 관공서에는 인공기가 나부끼기 시작

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이 개전 초기와는 달리 한강을 방어선으로 이용하지 않은 

것은 계절이 겨울이라 한강이 얼어 장애물로써의 가치가 제한되었다는 점과 중동

부 내륙으로 침투하는 북한군이 홍천-원주 방면으로 진출하여 큰 돌파구를 형성

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서울에서 철수한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1월 7일 서울 남쪽 60㎞ 지점의 평택

-삼척을 잇는 북위 37도선에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이때 리지웨이 사령관

의 작전구상은 “철수하면서 적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가하다가 그들의 보급능력이 

한강 도하철수를 위한 부교 설치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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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반격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유엔군의 꼬리를 물고 공세를 감행할 것으로 판단했던 중공군은 1월 8일을 기

해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이는 공산군이 계속된 동절기 전투에서 전력이 저하

되고, 과도한 병참선의 신장과 유엔군의 공중공격에 보급품이 고갈되었으며, 그들

의 후방지역에 대한 유엔군의 상륙작전을 우려하여 취한 조치였다.

중공군은 압록강을 넘어 6·25전쟁에 개입한 이후 청천강선으로부터 1일 평균 

10㎞의 속도로 남진할 수 있었으며, 공격개시 약 38일 만에 수원-강릉 선까지 진

출하였지만, 이 선이 중공군의 능력으로는 최대한 진출할 수 있는 한계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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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유엔군의 재반격과 전선 교착

제 1 절  유엔군의 새로운 전략 모색  

1. 유엔의 평화 제의와 공산군 측의 거부

국군과 유엔군의 전면적인 철수가 강행되자, 군사력에 의한 통일·독립 한국의 

실현이라는 전쟁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사라지고, 유엔군은 ‘확전이냐 철군이냐’ 하

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중공군의 제2차 공세로 중국의 참전 사

실이 확인된 1950년 12월부터 유엔군은 미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를 중심

으로 전쟁의 지도지침에 관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전쟁을 중국으

로까지 확대하자는 주장과 38도선에서 휴전하자는 주장, 그리고 불가피한 선택으

로 한반도에서 철수하자는 주장까지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에서 미국과 유엔군 측은 중국과 전면전을 해서는 안되며, 중국의 

개입에 대한 대처 방안도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조치를 통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

았다. 특히 이를 위해 서방 유엔회원국의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서는 확전이나 철군보다는 유엔 주도하에 38도선에서 휴전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고려되었다.

이러한 전략방안을 내오기 전에 미국은 한때 중국의 참전에 대한 대응전략의 

하나로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극동군사령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지상군 근접지원 핵무기 긴급사용(Emergency Use of Atomic Bombs in 

Close Support)’ 계획을 수립하였다. 극비리에 추진된 핵무기 운용계획은 1950년 

11월 30일 기자회견에서 트루먼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중요

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그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무기의 

사용을 포함하여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항상 적극적으로 고려해 왔다”고 답하

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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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즉각 국제

적으로 반향을 일

으켰다. 특히 유럽

의 안보이익을 우

선시하여 동아시아

에서의 전쟁확대를 

원치 않았던 영국의

우려가 매우 컸다. 

영국에서는 즉시 애

틀리(Clement  R. 

Attlee) 수상이 워싱

턴을 방문하여 12월

4~8일에 트루먼 대

통령과 회담을 가

졌다. 영국 수상은 

이에 앞서 프랑스의

플레방(Rene Pleven)

수상과도 중국의 개

입에 따른 상황 전

개와 관련해 협의

를 가진 바 있었

다. 따라서 애틀리의 워싱턴 방문은 서유럽의 일치된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볼 수 있었다.

트루먼 대통령과 애틀리 수상의 회담은 유엔군의 새로운 전략 수립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담이었다. 양측은 유엔의 권위와 위신을 신장시키면서 전면

전을 회피해야 한다는 데에는 쉽게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는 다소 견해를 달리하였다. 우선 양측은 휴전을 추구할 때가 왔다는 데에는 의견

의 일치를 보았으나 적대행위 종식의 대가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였다. 

미국은 조건 없는 휴전을, 영국은 타이완 문제의 양보와 중국의 유엔 가입을 주장

핵무기 공격을 고려한 평강지역 가상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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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전자를 포기하는 대신 후자인 중국의 유엔 가입을 계속 주장하였다.

확전과 관련한 핵무기 사용문제는 미국이 공식적인 발표나 약속을 기피하였기 

때문에 영국과 협의 없이는 사용을 고려하지 않기로 구두 약속하는 선에서 조정하

였다. 그리고 유엔군의 철군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발적인 철수는 고려할 수 없다는

데 합의하였으나 강압에 의한 철수의 경우 유엔에서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군

사·정치·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영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회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합의사항은 전쟁을 38도선에서 종결짓겠다는 것

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양보 여부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였지만, 이는 중국과 전쟁을 하는 유엔군 측 전쟁지도 노선의 대원칙이 되었다.

한편 트루먼과 애틀리의 회담에서 휴전을 추구하기로 합의한 12월 5일, 유엔에

서는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아랍 13개국이 38도선에서의 휴전 의사를 유엔

군과 공산군 측에 타진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중국과 북한은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다.

당시 작전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중국은 군사행동의 중지조건으로 5가지 사항

들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것은 한국에서 모든 외국군의 철수, 대만해협과 대만지

역에서 미군의 철수, 한국민에 의한 한국문제의 해결, 중국대표의 유엔 참가와 장

제스 정부의 유엔 탈퇴, 일본과의 평화협정 준비를 위한 4대국 외무장관 회의 소

집 등이었다. 중국의 이러한 군사행동 중지조건은 소련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12월 

7일 주중 소련대사 로신을 통해 소련 측에 전달되었다.

스탈린은 이날(7일) 중국에 보낸 회신에서 “중국이 제시한 조건들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것이 완전하게 충족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은 중지될 수 없다”는 의

견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면서 스탈린은 “중국의 5개 조건이 미국에 의해서 유엔

에 대한 모욕으로 해석·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그러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나치게 솔직하거나 우리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유엔의 휴전 의사 타진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은 소련의 술책에 의해 

평화에 응하려는 것처럼 포장되어 나타났다. 그들은 “군사행동을 신속히 종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한국에서의 군사행동 중지조건에 대한 유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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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공을 유엔군 측에 넘겼다.

이 무렵 중국은 1950년 12월 4일 마오쩌둥이 펑더화이에게 보낸 전문에서 드러

나듯이, 유엔군(미군)의 축출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으며, 

휴전도 이 목표 달성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전략은 38도선에서 

휴전을 모색하려는 유엔의 제안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유엔의 아시아·아랍위원회는 공산군 측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채 외교적 노

력을 계속하여 12월 12일에는 두 개의 결의안을 총회에 상정하였다. 하나는 휴전

을 추진할 3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후 동아시아 문제에 

관한 회담이 신속히 열리도록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무조건 휴전을 주장하

는 미국의 입장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중국에게는 아시아 문제에 대해 보다 폭넓

은 고려가 있을 것임을 확신시켜 양측을 만족시키겠다는 방안이었다. 다음 날 총

회에서는 3인위원회 설치안만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 두 결의안을 통해서 유엔

은 ‘선 휴전, 후 교섭’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한편 미국은 12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휴전을 고려하기로 방침을 정

하고 휴전조건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휴전조건으로 유엔군에게 군사

적 불이익이나 정치적 양보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휴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유엔

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휴전을 수락하기 전에 협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

하였다. 이는 38도선을 휴전의 조건으로 하고 휴전을 위해 다른 문제가 전제조건이

되지 않도록 ‘선 휴전, 후 교섭’이 미국의 원칙이라는 것으로, 사실상 유엔의 새 

전쟁지도 지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미 합참도 처음으로 

휴전에 관한 군사적 조건을 정식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무부가 

12월 15일 유엔 3인위원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형태로 휴전조건을 발표하였다.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활동에 들어간 유엔 3인위원회(이란, 캐나다, 인도 

등)는 휴전에 관한 미국의 조건을 받아낸 뒤 이어 중국정부에게는 휴전이 이루어

지면 곧바로 아시아·아랍위원회가 마련한 세부계획에 따라 정치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면서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12월 21일 중국은 자국의 참여 없이 취해진 유엔의 모든 결의는 불법이

라는 이유로 유엔 3인위원회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중국의 휴전거부 의사는 12월 

23일에 외무상 저우언라이의 전문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그 내용은 중국이 유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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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참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엔 3인위원회 결정은 무효이며, ‘선 휴전, 

후 교섭’ 방식은 유엔군의 정비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계략이라고 비난하였

다. 그리고 그는 지난 12월 7일 중국과 소련이 합의한 내용인 “한국에서 외국군의 

철수, 한국민 스스로에 의한 한국문제의 해결, 타이완에서 미군의 철수, 유엔에서 

중국대표의 합법적 지위 승인” 등을 요구하였다. 이는 유엔 3인위원회의 평화 노

력에 종말을 고하는 것이었다.

유엔의 휴전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공군과 북한군이 1950년 12월 31일

38도선을 넘어 이른바 ‘신정공세’를 감행하자, 유엔 3인위원회는 다음 날 이 시점

에서 휴전과 관련한 어떠한 건의도 소용이 없다는 견해를 총회에 보고하였다. 미

국은 새로운 침략자 결의안을 채택하여 외교적인 압력행사를 전개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그러나 협상의 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유엔 회원국 다수의 

주장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의향을 확인하기 위해 침략자 결의안의 제출을 일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유엔 3인위원회는 중공군의 신정공세가 끝난 후 중국의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평화계획안을 마련하여 1월 11일에 다시 제안하였다. 그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거쳐 동아시아의 평화를 수립한다는 것이

었다. 첫 단계는 6·25전쟁의 즉각 휴전, 두 번째 단계는 평화 촉진을 위한 후속

조치 모색, 세 번째 단계는 한국에서 외국군의 철수와 더불어 한국민이 자신들의 

정부에 관한 희망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치 마련, 네 번째 단계는 한국의 

통일 및 그곳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유지를 위한 잠정협정 체결, 다섯 번째 단계는 

동아시아문제, 타이완의 지위, 중국의 유엔 대표권을 포함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영·중·소 대표를 포함한 적절한 기구의 설치 등이었다.

유엔 3인위원회의 새로운 평화 제안은 미국이 지지하고 소련이 반대하는 가운

데 1951년 1월 13일 유엔 정치위원회와 그 후 총회를 통과하였고 중국정부에 통

고되었다. 중국은 이를 검토한 후 17일에 정치적 협상이 없는 휴전은 수락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휴전협상의 대가로서 자신들의 유엔가입, 타이완에서 미군의 철

수 등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하는 대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미국은 중국이 유엔의 제안을 완전히 거부하였다고 선언하고, 1월 20일 

유엔 총회에 침략자 결의안을 정식으로 상정하여 2월 1일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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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국은 중국이 유엔의 제의를 거부한 이상 침략자 결의의 채택으로 외교에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어 교섭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였

다. 여기서 미국이 자국의 입장을 고수하고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1951년 1월 중순 이후 한반도 내에서의 안정화된 군사상황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무렵 국군과 유엔군은 위력수색작전을 전개하면서 반격으

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었다.

2. 철군과 확전 논쟁 

유엔에서 휴전을 모색하는 동안에 미국 내에서는 전쟁지도 노선을 두고서 철군

과 확전을 주장하는 견해가 양립하였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시작된 철군과 확전 

논쟁은 1950년 12월 초순, 영·미 영수회담에서 전쟁을 유엔의 주도하에 휴전으

로 해결하기로 전쟁지도 방침을 정하고 유엔 3인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자 잠시 

주춤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산군 측의 반대로 3인위원회의 노력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중공군의 공세가 계속되자 철군과 확전에 관한 전략논쟁이 다시 일

게 되었다.

우선 미 합참은 이와 관련하여 12월 22일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합참

은 중공군의 의도가 유엔군을 한국에서 몰아내려는 것임이 명백해질 경우 정부 차

원에서 가능한 한 빨리 유엔군의 철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

은 유엔이 추가적인 전력을 투입하여 공산군의 침략의도를 포기하도록 응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여건상 유엔군의 추가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보았

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가 주요 전쟁을 할 장소가 아니라는 일관된 정책기조 하에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면전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계 전략상 중공군과의 

싸움에 나머지 지상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현 작전부대

의 보존을 위해 유엔군의 철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미 합참의 판

단이었다. 그들은 이와 같이 강압에 의한 철군정책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의 재가

를 받아 12월 29일 유엔군사령관에게 통보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이러한 미 합참의 지시를 싸워서 이기려는 의지의 상실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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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그는 다음 날 회신에서 오히려 강력한 보복조치(확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책을 제시하였다. 중국 해안봉쇄, 중국의 

전쟁수행 능력을 해·공군 폭격으로 파괴, 타이완 부대로 유엔군 증원, 타이완 군

대에게 중국 본토 공격 허용 등이 그것이었다.

맥아더 장군은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중국의 침략전쟁 수행능력에 심각한 손상

을 가하여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그들의 정복욕으로부터 아시아를 구하고 한반도

에서 유엔군에 대한 그들의 압력을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것이 수행된 

이후에 전쟁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해·공군으로 중국에 대한 작전을 계속 전

개하면서 근해 도서로 철수할 것인지를 결정해도 된다는 것이 맥아더 장군의 주장

이었다. 

이와 더불어 맥아더 장군은, 소련의 참전 여부는 그들 스스로가 결심할 문제이

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일본의 방위를 위해 미국의 주(州) 방위사단 

4개를 동아시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전략 

배치의 우선순위에 대해 유럽의 안보요구를 이해하고 그 지역의 지원에 동의하나, 

다른 모든 지역의 패배 후에는 유럽의 패배도 반드시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

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현 위기에 대한 부대 운용이 국가전략의 기본개념을 

결코 해치지 않는다며 동아시아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맥

아더 장군은 유엔군에 대한 제한이 계속되고, 철군을 해야만 한다면 부산교두보까

지 방어선을 축소해 가면서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전쟁지도 노선의 갈등은 중공군의 신정공세 기간 중에 속개된 합동

참모본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유엔군 측이 취할 군사적 방책과 정치적 지

도지침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미국정부는 1월 12일 중공군의 참전과 관련

하여 유엔군의 전쟁지도 지침을 결정하였다. 여기에는 강압에 의한 철수 시 유엔

군이 일단 일본으로 철수하되, 한국 정부와 군·경을 제주도로 이전시켜 저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중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한국정부에게 

제주도에 망명정부를 설치하고 본토수복을 위해 저항을 계속하도록 지원한다는 것

이었다.

한국정부의 제주도 이전계획은 유엔군사령부가 수립한 초기의 철군계획(1950. 

12. 6)에서부터 고려되었으며 1951년 1월 12일의 정책결정에 따라 1월 15∼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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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 콜린스

와 공군참모총장 반

덴버그 장군의 도쿄 

방문 시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철군계획 자체가 철

저하게 보안을 유지

하며 논의되었기 때

문에 이 중대 사안

도 비밀에 부쳐져 전

혀 노출되지 않은 채

워싱턴과 도쿄에서 현

안으로 다루어지고 있

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에는 계획의 입

안 초기단계에서 군

사상황에 따라  불가

피하게 미군이 떠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

가 정도로 의사 타진

이 있었을 뿐이었다.

1월 15일부터 19일

까지 콜린스와 반덴

버그 장군의 도쿄 방문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과의 최종 정책 조율을 위한 자리였

다. 그러나 이 자리는 확전을 주장하는 맥아더 장군에게 본국의 전쟁지도 지침을 

명확히 이해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자리였다.

콜린스와 반덴버그 장군은 우선 맥아더 장군이 요청한 보복조치에 관하여 언급

하였다. 신중을 요한다는 전제하에 그들은 해안봉쇄의 경우 전선이 안정되거나 또

는 철군을 완료하였을 때의 상황에 따라 시행하며, 중국 본토 폭격의 경우 중국이 

한국정부 이전계획 극비문서(1950.12)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02 _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한반도 외부로부터 유엔군을 공격할 경우에 한해서 승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리고 타이완 군대의 유엔군 편성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그 

군대의 운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채택이 곤란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밖에 추가적 병력 증원에 대해서는 한국의 방어선이 안정될 경우 2개의 주 방

위사단을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일본으로 전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그 목적

은 한국에서 철수하는 부대로 달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그들

은 중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 군사조치로 일본이나 서유럽이 적대행위에 말려든다

면 결코 이롭지 못하다는 트루먼 대통령의 경고성 언질도 전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유엔군이 직면한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고 맥아더 장군에게 

적에게 최대의 피해를 가하면서 축차적 진지에서 방어하되, 인력과 물자의 심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일본으로 철수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그

러나 이와 같이 군사적으로 한반도에서 계속적인 저항이 불가능할지라도 철수 후 

제주도와 같은 근해 도서에서 저항을 계속할 것을 제의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꼭 철수할 수밖에 없더라도 그것은 군사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

한 것이어야 하나 그 결과는 침략이 시정될 때까지 군사적·정치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온 세계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철수는 하되 결

코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확전은 억

제해야 한다는 의지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렇듯 미국정부는 최악의 경우 망명정부를

유지하여 저항을 계속하도록 한국을 지원할 것을 정책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3. 한국정부의 전쟁지도

유엔과 미국이 휴전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 

반대하였다. 미국이 전쟁을 휴전으로 끝내려 한다는 분위기를 감지한 이승만 대통

령은 주미대사 장면(張勉)에게 그 저의를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 

장면 대사는 네 차례나 국무부와 백악관을 방문하여 “한국 국민은 공산주의와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하고, “휴전이란 있을 수 없는 일로써 전선에 나가기를 

열망하는 50만 명의 반공 청년들에게 무기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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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50만 명에 대한 무장 요구는 1950년 12월 1일 유엔군사령부가 전면적인 철

수를 결정한 후부터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다.

또한 장면 대사는 중공군에 대한 유화정책이나 한반도 내의 완충지대 설정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노골적으로 미국정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

다. 특히 그는 베빈(Ernest Bevin) 영국 외상이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하여 한반도에 완충지대 설치안을 제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거론하였다. 

장면 대사는 미 국무부 부차관보에게 “한국 영토 안에 완충지대가 설정되는 것을 

반대하며,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미국과 유엔은 공산 침략자를 끝까지 격퇴

하려는 결의를 굳혀 주기 바라며, 이 같은 한국의 입장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유엔에서 활동 중

이던 임병직(林炳稷) 외

무장관도 유엔과 미국 

내에서 휴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간파

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강력한 대(對)중국 제재 

조치가 필요함을 보고

하였다. 이에 이승만 대

통령은 장면 대사를 통

해 미국정부에 한국정

부의 휴전반대 의사와 

한국 청년들에 대한 무

장을 반복해서 요구하

였다.

장면 대사는 12월 11일, 유엔에서 38도선 재획정 문제가 논의될 때 다시 국무

부를 방문하여 “38도선의 재획정을 결사반대하며, 압록강 이남에 완충지대를 설치

하는 것도 잠정적이건 아니건 간에 적극 반대한다”고 못을 박는 등 정부의 휴전반

대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였다.

임병직 외무장관과 미국 오스틴 유엔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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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정부는 자체적으로 무장병력을 확충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려고 시

도하였다. 정부는 12월 21일 병력 동원을 신속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법률 제172

호로 「국민방위군설치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안은 미국의 예비병제도와 같은 것

으로, 이전에 설치된 청년방위대를 국민방위군으로 전환시키고 추가로 전국에서 

만 17∼40세의 제2국민병을 소집하여 국민방위군에 편입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방위군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인 12월 16일에 이미 서울과 경기·인천 북부지역의 제2국민병을 소집하여 남하

시키기 시작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전국에서 총 50만 명의 제2국민병을 소집하여 

경상도 지역에 위치한 51개 교육대에 분산 배치시켰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트루먼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에게 

서한을 보내 “50만 한국 청년을 위해 무기를 제공해 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나아

가 이들을 오키나와 또는 사이판 등의 미군기지에서 약 4개월간 훈련을 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휴전을 모색하는 것을 넘어서 철군

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미국이 극비리에 추진한 망명정부 계획에 따

르면, 미국은 “대한민국이 법적 정통성을 유지하고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 이 외에도 군·경을 제주도로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그 대상 인원을 행정부 

관리와 그 가족 3만 6,000명, 한국 육군 26만 명, 경찰 6만 명, 공무원과 군인·경

찰 가족 40만 명을 포함하고 기타 요원을 고려해 도합 100만 명으로 판단하여 수

송계획까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이 1951년 1·4후퇴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는 기로였으며 실제 

그 운명을 결정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다. 유엔군 측 지도부는 철군계획을 최고 

1급비밀(TOP SECRET)로 유지하고 미군과 유엔군의 철군계획과 군·경을 포함한 

한국정부의 도서(島嶼) 이전계획을 수립하였음은 물론, 이후 전면전을 대비한 유

엔군의 재배치와 한국정부의 다음 단계 이동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었다.

유엔군 측 지도부는 철군을 고려하는 전략이 적에게 누설되는 것보다 한국군에

게 미칠 영향을 보다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다. “철군 지시가 내려지면 곧 알려

질 것이 확실하며, 이는 한국군의 부분적인 붕괴를 초래하기 마련이므로, 그럴 경

우 유엔군이 부산교두보에 도달하여 실제 철군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그곳을 확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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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한국정부와도 구체적으로 협

의하지 않은 채 극비에 부쳤던 것이다. 그들은 철군 결정 시점을 전선이 금강 선

으로 남하할 때라고 판단하였지만, 부산교두보에 도착할 때까지는 철군을 위한 예

비명령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이와 같이 유엔군 측은 극비리에 대한민국 정부의 이전계획과 유엔군의 철수계

획까지 수립해 두고 중공군의 기도와 전선 상황의 추이를 관심 깊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당시 공산군 측은 추가적인 증원 없이는 유엔군을 밀어붙일 여력도 없었으

며, 서울까지 진출하여 정치·군사·심리적 이점을 확보하고 춘계공세를 준비하겠

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철군 시행 50㎞를 남겨둔 37도선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적을 저지하

고 또한 적이 공세를 멈춤으로써 철군과 정부의 이전계획은 시행되지 않았다. 

제 2 절  유엔군의 38도선 확보   

1. 유엔군의 재반격 작전

(1) 유엔군의 재반격 준비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제3차 공세로 서울에서 철수한 후 1월 7일 평택-삼

척을 연하는 37도선에서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37도선은 유엔군의 계획된 방어선

이었지만 상황에 따라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 가변적인 방어선이었다. 포기와 사

수의 결정은 전적으로 공산군의 공세능력과 유엔군사령관의 상황판단에 따라 정해

질 사안이었다.

다행히도 1월 7일 이후 서부전선에서는 예상과 달리 너무나도 평온한 상황이 

도래하였다. 유엔군의 꼬리를 물고 공세를 감행할 것으로 판단했던 중공군의 모습

은 전선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당시 중공군은 서울을 점령한 후 전력이 

소진되어 평택까지 진출할 능력도, 더 이상 밀어붙일 힘도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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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은 국군과 유엔군이 쉽게 방어선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주력을 남쪽으로 후

퇴시킨 것을 두고서 자신들을 유인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그들은 

유엔군이 자신들을 깊숙이 유인한 후 배후에서 또다시 상륙작전을 실시하려는 기

도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는 1월 8일을 기

해 중동부전선으로 침투 중이던 북한군을 제외한 전군에 추격을 정지하도록 명령

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수원-김량장리(용인)-이천-여주-원주 선에서 전선을 형

성하였다.

이 무렵 공산군의 부대배치는 다음과 같았다. 중공군 제50군단과 제38군단 제

112사단이 한강 남안 교두보 진지를 장악하고, 제42군단 제125사단이 남한강 동

쪽에 위치하며, 북한군 제1군단의 2개 사단이 한강 이남에 위치하여 유엔군의 공

격에 대비하는 가운데 나머지 부대들이 서울, 고양, 동두천, 마석우리, 가평과 김

화 지구에 집결하여 휴식과 정비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 중공군과 북한군의 휴식

과 정비는 춘계공세를 준비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기간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하

지만 한반도에 추가 투입하기로 계획된 중공군 제19병단이 아직 투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함흥에 있던 제9병단도 병력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표 6-1> 유엔군 재반격 시 공산군 배치 지역

구  분 편 성 부 대 배치지역

중공군

제38군단
제112사단 광주 경안리 지역

제113·제114사단 금곡리와 사릉리 지역

제39군단 제115·제116·제117사단 문산 지구

제40군단 제118·제119·제120사단 의정부·동두천·영평 지구

제42군단
제125 양덕원리 서북쪽

제124·제126사단 가평 지구

제50군단
제148·제149사단 서울-수원 간

제150사단 수원-김량장리 간 도로 북쪽

제66군단 제196·제197·제198사단 김화 지구

북한군

제1군단 제8·제17·제19·제47사단 인천-영등포 지구

제2군단 제2·제9·제27·제31사단 횡성 지구

제3군단 제1·제3·제15사단 홍천-횡성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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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공군의 상황과 의도를 알 수 없었던 국군과 유엔군은 갑자기 전선에서 

중공군이 사라지자 초조감이 더욱 커졌고 장병들의 사기도 급격히 악화되었다. 여

기에 중동부 전선의 원주 돌파구가 계속 확대되면서 국군과 유엔군 내에는 패배의

식이 만연해져 갔다.

평온함 속에서의 긴장감이 감돌던 서부전선과는 달리 1월 중 중동부전선의 전황

은 매우 숨가쁘게 전개되었다. 공산군은 서울을 점령한 후 주공을 중동부지역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서부와 중서부전선의 미군에 비해 전력이 약하고 험준한 지형 

때문에 화력지원이 어려웠던 중동부전선의 국군을 무력화시켜 그곳에 대돌파구를 

형성한다는 계산에 따라 취해진 행동이었다. 이 공격에는 북한군 2개 군단이 동원

되었으며, 중동부전선의 요충지인 원주가 그들의 주요 공격목표였다. 적은 원주를 

점령함으로써 중앙선을 통제하고 나아가 대전 또는 대구로 진출하기 위한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원주 방어를 위해 투입된 미 제2사단이 북한군 제5군단의 공격에 맞서 1주일 

간 치열한 공방전 끝에 1월 12일 마침내 적을 격퇴하고 원주를 탈환함으로써 중

동부전선의 위기는 일단 수습되었다. 

1월 12일을 전후해 ‘원주의 위기’가 수습되면서 중동부전선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고 서부전선에서 적의 남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자,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전선에서 사라진 중공군을 찾아 나서기로 하였다. 그는 중공군이 

대규모 부대로 공세를 취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일정한 지역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우세한 화력과 기동력을 앞세워 중공군을 타격해 그들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6-2> 1951년 1월 위력수색작전 시 국군과 유엔군 부대 편성

구 분 담 당 지 역 편 성 부 대 비 고

미 제1군단 평택-안성 선

미 제3사단 제7·제15·제65연대

미 제25사단 제24·제27·제35연대

국군 제1사단 제11·제12·제15연대
제15연대, 미 제25사단
에 배속

영연방 제29여단

터키 여단 미 제25사단 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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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담 당 지 역 편 성 부 대 비 고

미 제9군단 장호원-남한강 선

미 제1기병사단 제5·제7·제8기병연대

미 제24사단 제5·제19·제21연대

국군 제6사단 제2·제7·제19연대

영연방 27여단

태국 대대 제1기병사단 배속

그리스 대대 제1기병사단 배속

미 제10군단 남한강-원주 선

미 제2사단 제9·제23·제38연대

미 제7사단 제17·제31·제32연대

국군 제2사단 제17·제31·제32연대

국군 제5사단 제27·제35·제36연대

국군 제8사단 제10·제16·제21연대

미 제187공정연대

네덜란드 대대 미 제2사단 배속

프랑스 대대 미 제2사단 배속

국군 제3군단 영월-정선

국군 제3사단 제18·제22·제23연대

국군 제7사단 제3·제5·제8연대

국군 제9사단 제28·제29·제30연대

국군 제1군단 동해안 수도사단
제1·제26연대, 

제1기갑연대

제8군 예비

미 해병 제1사단 제1·제5·해병 제7연대

필리핀 대대

캐나다 대대

벨기에 대대

미 제8군사령관은 공세작전에 앞서 먼저 공산군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작전 

기도 등을 탐색하고 중동부전선에 대한 압력을 견제하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제한

된 규모의 위력수색작전을 계획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오산-수원 간에 집결된 적

을 공격목표로 선정하고, 미 제1군단에게 이틀 동안 이 지역을 정밀 탐색하도록 

명령하였다. ‘울프하운드 작전(Operation Wolfhound)’이라고 명명된 이 작전은 

중공군 개입 이후에 유엔군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반격이었다. 

위력수색작전을 명령받은 미 제1군단장은 이 임무를 군단 예비인 미 제25사단

에 부여하였다. 미 제25사단장 킨(William B. Kean) 소장은 제27연대(연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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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H. Michaelis 대령)에 전차·포병·공병 각각 1개 대대씩을 증원시켜 정찰

대를 편성하였다. 군단에서는 정찰대의 측방과 후방을 엄호하기 위해 제24연대의 

2개 대대와 제90야포대대를 지원부대로 배치하였으며, 수원-김량장리 간의 도로

를 차단하기 위해 미 제3사단의 제15연대 제1대대와 제15전차중대, 그리고 제65

연대의 제2대대와 제65전차중대에 북상 명령을 하달하고,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 

제2대대를 김량장리 남쪽 5㎞ 지점의 천리에 배치하였다.

(2) 위력수색작전

위력수색작전은 1월 15일 새벽에 개시되었다. 미 제27연대의 2개 대대는 1번 

도로를 따라 오산으로, 1개 대대는 서해안을 따라 발안장으로 북진하였다. 제27연

대는 북진 중에 별다른 접적이 없었으나 파괴된 도로 및 교량과 지뢰 등의 장애

물 때문에 진출이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제27연대는 수색작전 첫날에 주력이 오

산 북쪽에, 그리고 서해안 39번 도로(평택-발안장-수원)로 진출한 1개 대대가 발

안장 부근에 각각 진출하는 것으로 이 날의 작전을 종료하였다.

한편 미 제27연대를 지원하도록 임무가 부여된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 제2대대

는 이날 목표지점인 17번 도로의 천리까지 별다른 접적 없이 진출하였다. 하지만 

동일축선으로 기동한 미 제3사단 제15연대 제1대대와 2개 전차중대는 천리 북쪽

의 김량장리 부근에서 약 600~800명으로 추정되는 중공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

개함에 따라 수원으로 연결되는 20번 도로를 목전에 두고서 더 이상 진출하지 못

하였다.

울프하운드 작전부대는 16일 계속해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오전 10시 30분에 하

달된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서해안에서 오산 남쪽의 진위천을 연하는 군단 전초

선으로 철수하였다. 철수에 앞서 제27연대장은 수원에서 발견된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가하기 위하여 차량화 보병중대와 전차중대를 신속히 수원으로 진격시켰

다. 그러나 이들은 수원 남쪽 500m 지점에 이르렀을 때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여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항공폭격의 엄호를 받으며 철수하였다. 군단 

전초선으로 철수한 미 제27연대는 석촌리-황구지리-노곡리 선에 배치되었다. 

이틀간 진행된 위력수색작전의 의의에 대해 제8군사령관은 작전의 결과보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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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의 참전으로 사기가 저하된 유엔군 장병들의 공격의지가 고양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 작전으로 유엔군은 중공군의 방어선이 수원-이천을 연하는 

선이며, 화력 지원과 보급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과 중공군이 가까운 시일 내

에 대규모의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Lawton J. Collins)가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된 이 작전은 당시 

철군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방한했던 콜린스 대장에게 ‘시각 수정’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정황상 반격으로의 전환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었지만, 리지웨이 장군은 총

공세 대신에 울프하운드 작전보다 더 강력한 위력수색작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는 아직 이 지역에서 공산군의 조직적인 방어활동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근

거한 것이었다. 이에 제8군사령관은 울프하운드 작전 때보다 더 강력한 부대로 신

속하게 종심 깊이 실시하는 파괴적 위력수색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썬더볼트 

작전(Operation Thunderbolt)’이라고 명명하였다.

<상황도 6-1> 유엔군의 썬더볼트 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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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더볼트 작전은 1월 23일에 계획되었으며,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전차로 

증강된 미군 1개 사단과 필요시 국군 1개 연대를 추가로 투입하여 1월 25일부터 

작전을 개시해 한강까지 수색작전을 펼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각 군단

의 공격제대는 1월 24일 밤에 울프하운드 작전으로 이미 수색이 완료된 방어선 

전방의 서해안-오산-천리-여주를 연하는 공격개시선에 집결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작전에 앞서 24일 공산군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정찰기에 동승하여 2시간 동안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의 전방 32㎞까지 항

공정찰을 실시하였다. 정찰 결과 한강 이남에는 공산군의 대규모 병력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전부대가 쉽게 이 지역을 확보할 것으로 확신하였다.

리지웨이 장군은 작전부대 간의 연결을 유지하고 공격제대의 안전한 진출을 보

장하기 위하여 군단지역 전방에 8㎞ 간격으로 5개의 작전통제선을 설정하고, 통

제선 통과의 권한을 군단장들에게 위임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8군사령관은 작전부

대에 충분한 화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 제5공군이 25일부터 이틀 동안 최대한의 

근접항공지원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또 인천 외항에 있는 미 제95기동함대의 

순양함과 2척의 구축함으로부터 함포사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3) 서부전선의 한강선 진출 작전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은 미 제25사단(사단장 William B. Kean 소장)을 선봉

으로 하여 1월 25일 오전 7시 30분을 기해 썬더볼트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때 미 

제25사단은 5개의 공격제대를 구성하였는데, 미 제25사단 수색중대로 구성된 제1

제대가 서해안을 따라 진격했으며, 미 제35연대의 1개 대대로 구성된 제2제대가 

발안장으로부터 북상하였다. 그리고 제35연대 주력으로 구성된 제3제대가 1번 국

도를 따라 진격했으며, 사단에 배속된 터키 여단 제1·제3대대로 구성된 제4제대

가 오산 동쪽에서 북상하고, 터키 여단 제2대대로 구성된 제5제대가 군단의 가장 

동쪽에서 김량장리의 남동쪽으로 진격하였다.

공격 첫날 미 제25사단은 이미 울프하운드 작전으로 수색이 완료된 지역을 통

과하였기 때문에 쉽게 제1통제선을 점령하였다. 당시 포로들은 전방 48㎞ 지역에 

중공군 제50군단 예하 2개 사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들의 전초진지는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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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위치는 공교롭게도 수원에서 20번 도로를 따라 여

주 북쪽의 한강변에 이르는 유엔군의 제2통제선과 일치하였다. 

미 제25사단이 제2통제선으로 공격을 재개하자 적의 저항이 점차 완강해져 우

전방 터키 여단이 신갈 부근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게 되었다. 미 제

25사단에 배속된 터키 여단은 제2대대가 수원 동쪽 20㎞ 지점의 김량장리를, 제

1·제3대대가 김량장리 서쪽 8㎞ 지점에 위치한 신갈의 151고지를 목표로 공격하였

다. 1월 26일 터키 여단 제2대대는 김량장리에서 결사적으로 진지를 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완강히 저항하는 중공군과 하루 종일 격전을 벌이다가 유엔 공군의 

항공지원에 힘입어 이날 일몰 직전에 김량장리를 탈환하였다.

그리고 신갈의 151고지를 목표로 공격 중이던 터키 여단 주력은 1월 26일 고매

리 부근에서 미처 피난하지 못한 주민들로부터 환호를 받으며 151고지로 접근했을 

때, 적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이날 정오부터 시작된 151고지 전투는 오

후 5시 30분경 공격선봉에 나선 제3대대가 목표를 완전히 탈환할 때까지 약 5시

간에 걸쳐 피·아간에 처절한 격전으로 진행되었다. 제3대대는 군우리 전투에서 

명령없이 철수하여 얻게 된 회교 윤리상 용서받을 수 없는 치욕적인 불명예를 이

번 기회에 만회하기 위하여 작렬하는 탄

막 속을 뚫고 용감하게 전진하였다. 그 

후에 확인되었지만 중공군은 이 고지에 

유엔군의 직사포 사격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였고, 진지마다 기

관총도 배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형의 

사주방어진지 내부는 박격포진지까지 구

축한 강력한 요새였다. 제3대대는 포병의 

지원사격 아래 그들이 믿는 ‘알라’를 외치

면서 돌격하여 백병전으로 고지를 탈환하

고 중공군을 격퇴하였다. 이 전투를 계기

로 제3대대는 군우리에서의 불명예를 일

거에 씻어버릴 수 있었다. 터키 여단은 

다음 날(27일) 신갈의 제1·제3대대가 미 
미 제25사단에 배속된 터키여단 병사들이 전투
후 점령지역에 자국의 국기를 세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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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사단 제65연대에, 김량장리의 제2대대가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에 진지를 인

계하고 차기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수원으로 이동하였다. 

1월 27일 미 제25사단이 구룡곡(수원 서쪽 12㎞)-부곡리-미륵동(수원 북쪽 4㎞) 

선까지 진출하자, 다음 날 사단장 킨 소장은 “서쪽으로부터 터키 여단, 미 제35연

대(전차 1개 중대 포함), 국군 제15연대를 병진하여 수리산을 탈취하려 하며, 공

격개시선은 현 접촉선으로 하고 공격개시 시간은 1월 31일 아침으로 한다”는 내용

의 작전명령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이 계획을 보면, 미 제25사단은 미 제35

연대를 주공으로 하여 수리산을 점령하고, 좌측에서 터키 여단이 소사 방면으로, 

우측에서 국군 제15연대가 모락산을 목표로 공격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미 제25사단의 주공이 지향된 수리산은 영등포로 통하는 국도와 안산을 거쳐 

소사 또는 인천으로 통하는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감제고지로 유엔군이 

서울을 재탈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을 점령해야 했다. 이러한 수리산의 전술

적 중요성 때문에 공산군 측에서도 고지 정상에 중공군 제150사단의 1개 연대를 

투입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미 제25사단이 예하부대에 수리산 공격명

령을 하달한 바로 그날(27일), 중·조연합사령부에서도 한강 남안의 교두보 진지

를 굳건히 확보하라는 명령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수리산을 두고서 피·아간

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리라는 것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이틀간에 걸쳐 공격준비를 완료한 미 제25사단은 1월 31일 오전 7시 30분을 

기해 50분간의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일제히 공격에 나섰다. 제35연대의 첫

날 공격이 여의치 않자, 사단에서는 다음 날부터 소사를 목표로 진출 중이던 터키 

여단을 수리산 공격에 투입하였다. 미 제35연대와 터키 여단의 공격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수리산 정상(475고지)과 그 서쪽 능선상의 440고지(수리산 정상에서 

서쪽으로 약 800m)를 중심으로 엄체호를 구축하고 있던 중공군의 저항도 그 강

도를 더해갔다.

공격 셋째 날인 2월 2일, 미 제35연대와 터키 여단은 전 포병화력이 수리산 정

상 부근의 중공군 진지에 집중되는 가운데 공격을 재개하였다. 공격부대들은 연막

탄으로 중공군의 시야를 교란하면서 한발씩 전진해 나가 제35연대의 선두 공격부

대가 정오를 조금 지날 무렵에 수리산(474고지)을 점령하였으며, 좌측의 터키군도 

오후 3시 45분경에 440고지(수리산 정상에서 서쪽으로 약 800m)에 이어 431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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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440고지와 동쪽으로 연결된 고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이때 중공군은 440고지의 남쪽 기슭에 위장이 잘된 진지를 구축하고 머

리 위로 지나가는 터키군의 이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낮 시간을 숨죽이고 진지에

서 움직이지 않던 중공군은 저녁에 미 제35연대가 점령하고 있는 474고지를 서쪽

에서 공격하고, 431고지 북쪽에 급편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터키군을 배후에서 

공격하였다. 이 공격으로 터키군은 431고지에서 각종 무기와 탄약을 유기한 채 

철수를 강요당했으며, 474고지의 미군도 2월 3일 오전 10시까지 중공군과 치열한 

백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미 제35연대의 처절한 혈투로 수리산(474고지)은 끝까지 사수할 수 있었다. 하

지만 수리산 서쪽의 440고지는 여전히 중공군이 강점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점

령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였다. 이에 미 제25사단에서는 사단 예비로 있던 제

27연대를 투입해 터키 여단과 더불어 440고지를 점령하게 하였다. 제27연대와 터

키 여단은 총 4차례에 걸쳐 440고지를 공격한 끝에 2월 6일 마침내 고지 점령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일주일간 진행된 수리산 전투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 전투로 중공군

은 수원 일대에서 물러나 북쪽인 안양 방면으로 후퇴하게 되었고, 유엔군은 한강

선 확보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북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미 제25사단과 터키 여단이 수리산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 그 우측에서

는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가 서울 재탈환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1월 31일부

터 2월 9일까지 모락산과 관악산 일대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벌였다.

국군 제15연대의 첫 번째 공격 목표인 모락산(383고지)은 수원-서울 간 1번 국

도를 감제할 수 있는 고지였으며, 또 관악산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

야 하는 곳이었다. 미 제1군단장은 한강선에 접근할수록 보다 강력한 적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미 제3사단(사단장 Rebert H. Soule 소장)을 적정이 강한 

수원 동쪽의 55번 도로 축선에 투입하는 한편, 신갈-김량장리에서 혈전을 펼친 

터키 여단을 서해안으로 이동시키고, 안성에서 군단 예비로 주보급로를 경계 중인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를 미 제25사단에 배속시켜 모락산 공격에 투입하였다.

모락산 점령 임무를 부여받은 국군 제15연대(연대장 김안일 대령)는 1월 31일 

미 전차의 지원을 받으며 2개 병진대형으로 미륵동 일대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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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대가 미륵동 동북방에서 왕곡리 동쪽-백운사 일대로 진출한 후 모락산을 목

표로, 제2대대가 통산-곡정 일대에서 모락산을 목표로 각각 공격하였다. 당시 모

락산 일대에는 1개 대대 규모의 중공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국군 제15연대

는 모락산에 이르는 길목 곳곳의 고지들에서 저항하는 적을 물리치면서 2월 4일 모

락산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국군 제15연대가 모락산을 탈환하고, 뒤이어 미 제35연대와 터키 여단이 2월 6일

에 수리산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자, 미 제1군단장은 보병과 전차 각 2개 대대와 

포병 1개 대대 및 공병 1개 중대로 알렌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Allen)를 편성

하여 미 제25사단 전방의 적진지를 돌파한 후 한강으로 진출, 인천에서 영등포에 

이르는 도로를 차단하고 김포비행장 서쪽의 적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전

방 미 제3사단에게 검단산과 청계산을 경유하여 한강까지 진출하도록 하였다.

이 무렵 공산군은 서부전선을 담당하던 중공군 제50군단과 북한군 제1군단 주

력이 한강 이북으로 철수하고 일부 병력만을 한강 이남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배

치는 중공군 부사령관 한셴추(韓先楚)의 건의를 받은 펑더화이가 2월 5일 저녁에 

지시를 내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펑더화이의 명령에 따라 공산군은 2월 6일

을 기해 주력을 한강 이북으로 철수시키고, 일부 병력만을 한강 남안에 배치하여 

유엔군의 진출을 지연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적은 관악산을 중심으로 방어거점을 

강화하고자 인천에 대기 중인 북한군 제17사단 예하 병력을 이 지역으로 증원하

였다.

한강 진출의 마지막 관문인 관악산을 점령하기 위해 제8군사령관은 미 제1군단

장에게 즉시 관악산을 점령하라고 독촉하였다. 미 제1군단장은 모락산 공격을 담

당한 국군 제15연대에 관악산 점령 임무를 부여하였고, 제15연대는 2월 9일 오전 

8시를 기해 2개 대대를 관악산 공격에 투입하였다. 적은 한강 남쪽의 마지막 방

어거점인 관악산을 고수하기 위해 고지 정상에 자동화기를 배치하고 박격포사격으

로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이날따라 고지 정상 부근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지

형 식별은 물론 항공지원도 불가능하였다. 연대는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험난한 지

형을 극복하고 협조된 공격을 펼쳐 오전 10시 20분에 고지를 점령하고, 계속해서 

적을 추격하여 2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에 노량진-영등포로 이어지는 한강선까

지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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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선에 진출한 미 제1군단은 서울 탈환을 위한 공격 준비와 더불어 김포와 

인천지역의 잔적 소탕작전을 병행하였다. 이후 군단은 제8군사령관의 추격 정지명

령에 따라 더 이상의 진출을 멈추고 정찰활동을 강화하면서 한강 도하 준비에 주

력하였다. 미 제1군단이 한강 남쪽에서 정지한 것은 제8군사령관의 전술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제8군사령관은 ‘서울 탈환’이 군사적으로 큰 이익이 없을 뿐만 아

니라 한강 이북에 부대를 배치할 경우 배후의 한강이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고 판단하였다. 이 때문에 제8군사령관은 서부전선의 방어선을 한강 이남으로 제

한하고 중서부와 중동부전선 부대들의 북상에 따라 보조를 맞춰 서울탈환작전을 

진행하고자 계획하였다.

(4) 중서부전선의 한강선 진출 작전

중서부전선에서는 1951년 1월 15~16일 이틀간 서부전선에서 미 제1군단이 실시

한 위력수색작전의 결과에 따라 17일부터 장호원리 일대에 있던 미 제9군단(군단

장 Bright E. Moore 소장)이 이천 방면으로 위력수색작전을 시작하였다. 이 작

전에서 국군 제6사단은 경기도 광주 일대까지 진출하여 작전을 펼쳤으며, 작전기

간 동안에 유엔 공군은 북한군의 주요 병력 및 보급물자의 집결지에 대해 항공폭

격을 감행하였다. 17일 야간에 유엔 공군의 B-26경폭격기들이 경안리 부근의 북

한군 보급물자 수송차량을 폭격했으며, 19일에는 태화산, 곤지암리, 경안리, 상번

천리 등에 집중적으로 폭격을 실시하였다.  

서부전선에서 ‘썬더볼트 작전’이 시작된 1월 25일, 미 제9군단도 오전 7시 30분

에 미 제1기병사단을 선두로 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특히 적이 남한산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는 광주지역에 대한 탈환이 미 제1기병사단의 주요 목표였다. 남한강

을 도하해 양평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광주지역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

였다. 미 제9군단은 곤지암리를 중심으로 서북쪽으로는 미 제1기병사단(사단장 

Hobert R. Gay 소장)을, 동북쪽으로는 미 제24사단(사단장 John H. Church 

소장)을 각각 투입해 한강 남안까지 진출하도록 하였다.

유엔군의 썬더볼트 작전이 시작되자 중공군은 한강 남안의 교두보를 강화하고 

차기 작전인 춘계공세를 준비하였다. 1월 27일 중·조연합사령관 펑더화이는 예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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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에 “한강 남안의 교두보 진지를 확보해 춘계공세로 적을 섬멸하고, 충분한 병

력을 집중해 침범하는 적에게 다시 한번 큰 타격을 가해야 한다. 각 군단은 즉각 

이를 위한 작전을 준비하기 바란다”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중서부

전선에서는 2월 1일 중공군 제38군단의 주력이 저녁에 먼저 한강을 건너 경안리 

북쪽과 용두리 동쪽 지역에 집결해 한강 남안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한

편, 기존의 광주지역 경계임무를 맡고 있던 제38군단 제112사단의 전력을 강화시

켰다. 

광주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유엔군의 공격은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다. 그러나 2월 8일까지 무난히 한강변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했던 미 제9군단은 

남한산과 양자산으로 연결된 산악지대로 접근하면서 진출이 크게 둔화되었다. 도

로망은 매우 빈약하고 포병진지를 선정하기조차 어려웠으며, 전차 사용도 크게 제

한되었다. 설상가상 기상악화로 항공지원마저 제한되어 공격이 여의치 않았다.  

미 제1기병사단의 공격은 중공군의 강력한 박격포사격을 받거나 잦은 역습으로 거

의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미 제9군단은 광주지역 공격에 미 제24사단을 추가로 투입하고 국군 제6사단 

제19연대를 미 제24사단에 배속시켜 공격을 감행하였지만, 2월 9~10일 양일간 

실시된 전투 결과, 이 지역이 적의 강력한 교두보임을 확인하였다. 교두보지역은 

서쪽의 경안리에서 동쪽의 양평에 이르는 24㎞로, 한강에서 남쪽으로 6∼10㎞ 불

거져 나온 U자형 지형이었다. 교두보의 전방에는 남한산과 양자산 외에도 태화

산, 천덕봉 등 여러 개의 감제고지가 있었다. 특히 교두보지역은 양평을 감제할 

수 있어 미 제9군단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 공격 시에는 공

격의 발판이 되는 지역이었다. 

후에 판명된 바로는 한강 남안에는 중공군 제38군단을 기간으로 하는 약 4만 

명의 병력이 한 달에 걸쳐 산악지대에 구축한 동굴이나 엄체호 진지를 거점으로 

포진하고 있었다. 특히 광주지역의 내비산, 문형산, 무갑산, 국주봉 일대에서 중

공군은 유엔군의 공격을 강력하게 저지하였다.

결국 미 제9군단은 양평으로의 진출을 달성하지 못하고, 남한산-양자산을 연하

는 적의 교두보를 남겨둔 채 일단 한강선 진출작전을 종료하였다. 이는 우인접 군

단인 미 제10군단이 중공군의 2월 공세로 인해 전선에서 철수함에 따라 현 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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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는 것이 전술상 유리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미 제9군단은 우인접 부대

인 제10군단이 중공군의 2월 공세를 저지하고 반격에 나설 때까지 현 전선을 유

지하면서 남한강 도하작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 무렵 미 유엔 공군은 중공군의 신정공세로 F-51기 2개 비행단만 진해와 수

영비행장에 배치하고 주력이 모두 일본으로 철수함으로써 항속거리와 무장문제로 

항공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유엔 공군은 유엔군의 재반격이 개시되자 

지상작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원주, 충주, 안동에 비상활주로를 건설하고 항공 

작전을 수행하였다. 특히 1월 23일 개전 이후 최초로 한·중국경선 부근에서 중

폭격기를 엄호하던 F-84E 전폭기 33대가 MIG-15전투기 25대와 공중전을 펼쳐 

적기 3대를 격추하였다. 이때 한국 공군은 대전기지의 폐쇄로 제주기지로 이동하

여 단위부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부대를 재편성한 후 

본격적인 비행훈련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유엔 해군이 제해권을 확보한 가운데 한국 해군은 혹한과 강풍으로 항

해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으로 탈출하는 많은 피난민을 서해 5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비롯한 연안도서로 구출하였다. 또한 

동해에서는 38도선에서 영일만까지 연안에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작전을 

실시하였다.

(5) 중동부지역의 제2전선 차단작전

서부와 중서부전선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제3차 공세(1950. 12. 31.~ 

1951. 7. 8.)로 북위 37도선인 평택-안성 선으로 철수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는 동

안에 중동부와 동부전선에서는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4개 사단(제2·제9·제

10·제31사단)이 홍천-횡성-원주 축선으로 안동 일대까지 종심 깊게 침투하여 제

2전선을 형성하였다. 북한군 제2군단은 낙동강 전투 이후 동부 산악지대로 철수

하면서 북한군 낙오자와 패잔병들을 모아 화천-김화-양덕 일대에서 재편성한 부

대로, 유엔군이 평양에서 철수할 때 게릴라전을 수행한 부대였다. 이에 따라 북한

군 제2군단은 중동부의 산악지형에 익숙하고 침투전술에 능하였다. 북한군 제2군

단은 중공군의 제3차 공세로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군단 사이에 간격이 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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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제10사단을 선두로 병력을 추진시켜 전선 후방을 교란시키려 하였다. 

북한군 제2군단의 침투로 중동부와 동부전선의 국군 제3군단과 국군 제1군단은 

홍천-‘주문진의 방어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1951년 1월 5일 하달된 육군본부의 작

전명령에 따라 영월-삼척선(일명 ‘황우선’)으로 철수하였다. 1월 9일 이형근 준장

의 후임으로 제3군단장에 부임한 유재흥 소장은 영월 북쪽으로 흐르는 남한강을 

따라 제7사단(사단장 김형일 준장)을 영월 북동쪽 완택산 일대에, 제9사단(사단장 

김종갑 준장)을 정선 부근에 각각 배치하였다. 그리고 군단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

하여 배속된 국군 제3사단(사단장 최석 준장)을 군단 예비로 춘양에 배치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3군단은 10일부터 태백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침투하는 적

의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중동부전선의 상황을 분석한 제8군사령관은 이 지역의 최대 위험 요소가 원주

로 내려오는 북한군 제5군단이 아니라 이 통로로 침투 중인 제2군단이라고 판단

하고서 미 제10군단(군단장 Edward M. Almond 소장)에 지역 내의 통로 차단과 

북한군의 격멸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1월 11일 제8군 예비로 상주 부근에 대기하

고 있던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안동으로 이동시켜 미 제10군단에 배속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한군이 안동-영덕 간의 도로 남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

해 함흥에서 철수하여 마산에 대기 중이던 미 해병 제1사단(사단장 Oliver P. 

Smith 소장)을 영천-경주포항 지역으로 이동시켜 후방지역 경계를 강화하였다.

미 제10군단장은 제천-영월 사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문막 동쪽에 위치하던 국

군 제5사단(사단장 민기식 준장)을 이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안동 일대에서 대비

정규전을 수행하던 특수작전단(Special Activities Group)에게 안동에서 단양에 

이르는 지역에 대한 수색정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미 제10군단 예하의 특수

작전단(단장 Haynes 중령)에는 300명으로 구성된 국군 특공대대(대대장 배동걸 

소령)가 포함되어 있었다. 국군 특공대대는 1950년 12월 24일 마지막 흥남철수부

대로 연포비행장에서 미 수송기를 이용해 부산비행장에 도착한 후 12월 25일부터 

부산 북방 50㎞ 지점에 위치한 신불산(1209고지)으로 추진되어 게릴라 토벌작전을

수행하고, 경주-영천을 거쳐 1951년 1월 10일 안동에 도착하였다. 국군 특공대대는

3명의 미 군사고문관에게서 작전을 지원받았으며, M2 칼빈소총, 자동소총, 경기

관총, 로켓포, 중화기 등을 보유하여 다른 대대에 비해 화력이 비교적 강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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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작전단 소속의 국군 특공대대는 이 무렵 단양의 적성리 일대를 수색 정찰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적성리는 점촌에서 단양으로 침투한 북한군이 엄폐가 

용이한 계곡통로를 이용해 영주, 문경, 점촌, 예천 등으로 나갈 수 있는 요충지였

다. 이곳의 지형은 소백산맥의 주류에 속하는 지대로 북쪽에 해발 1,000m가 넘는 

수리봉과 황정산이 솟아 있고, 서쪽에 천주봉이 남쪽으로 이어져 있으며, 동쪽으

로 해발 600~700m의 고지들이 펼쳐져 있었다. 작전이 실시되던 당시의 기온은 

평균 영하 15도였으며, 약 15㎝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었다.

국군 특공대대는 1월 11일 안동에서 차량으로 점촌에 도착 후 12일 미명에 다시 

적성리를 목표로 전술행군을 시작해 지역 내의 경찰 및 청년방위대원 약 60여 명

의 안내를 받아 오후 2시경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대대는 도착 즉시 동로초등학교 

북쪽에 위치한 100∼200m 고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황정산 계곡 일대에 수색

대를 파견하였다. 이날 저녁 8시경 특공대대 수색대와 북한군 간에 첫 교전이 있

었다. 곧이어 북한군 제10사단 소속의 연대 병력이 특공대대 진지를 포위하였다. 

북한군은 1월 13일 새벽에 꽹과리와 북소리를 신호로 하여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북한군은 첫날 3차례에 걸친 주간공격이 실패하자 야간공격으로 전환

하여 1월 14일 새벽 1시경부터 파상공격을 가해 왔다. 배동걸 대대장은 탄약 수량

을 감안하여 각 병사들에게 적이 10~20m의 근거리에 이르렀을 때 정확한 사격

을 가하도록 강조하는 한편 결정적인 시기에만 수류탄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특공대대는 정확한 사격통제 하에 사격을 실시하면서 날이 밝을 때까지 교전을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1월 14일 오전 9시 30분경 유엔 공군의 F-51기 1개 편대

가 상공에 출현해 미 고문관들의 무선유도를 받으면서 적진에 기관총과 네이팜탄 

공격을 가함으로써 특공대대의 사기를 높였다. 유엔 공군기들이 북한군 집결지를 

강타하고 복귀한 후에는 헬리콥터가 날아와 탄약과 보급품을 동로초등학교 교정에 

투하해 주었다. 보급품 운반과정에서 미 연락장교인 해리슨(Harrison) 소령과 통

신병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특공대와 청년방위대원들은 빗발치는 적의 포탄 

속을 뚫고서 보급품을 옮기는 데 성공하였다. 

북한군은 14일 밤 재차 공격을 가해 왔지만, 특공대대는 이날 오후에 탄약과 

보급품을 지원받은 상태였고, 또 적의 공격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으

로 충만해 있었다. 대대는 10m 앞까지 적을 유인한 후 수류탄을 투척하고 사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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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방식을 되

풀이 하면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여러 차례의 공격

에도 불구하고 희

생자만 계속해서 늘

어나자 적은 1월 15일

오전에 공격을 중

지하고 퇴각하였다.

이로써 1951년 1월

12~15일 3일간 진

행된 적성리 전투

는 국군 특공대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1,247명의 북한

군을 사살하였으며, 장교 7명과 사병 72명을 생포하였다. 또한 박격포 2문과 각종 

소총 370정을 획득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에 반해 아군의 손실은 전사 9명, 부

상 2명, 미군 부상 2명, 민간인 사망 4명, 경찰 부상 1명, 청년방위대원 전사 7명 

등이었다. 

이와 같은 전과를 보고 받은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헬리콥터로 참모들

을 대동하고 직접 특공대대를 방문해 격려하였으며, 육군본부에서도 부관감을 현

지에 파견해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1월 16일 특공대대는 미 제10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충주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국군 특공대대가 작전을 전개한 단양지역 이 외에도 영월 등 산악지형 곳곳에

서는 북한군 제2군단 소속의 부대들이 침투와 게릴라전을 계속해서 전개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의 후방지역을 교란하기 위해 중동부전선으로 침투한 북한군 제2군

단은 1951년 1월 12일 현재 제10사단이 단양-안동지역에, 제2사단이 단양군 원춘

면 원만허(남대리 서쪽 15㎞)에, 제9사단이 영월 동남쪽 옥동리를 경유 주문리(남

대리 서북쪽 10㎞)에, 제31사단이 영월 동남쪽의 남대리에, 제27사단이 망경대산

(주문리 북쪽 4㎞)에 각각 침투 중이었다.

이 지역은 국군 제3군단 작전지역으로, 군단에서는 1월 12일까지 제7사단을 군

적성리의 전경과 당시의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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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좌익부대로 후천-완택산-두평(영월 동쪽 4㎞) 간에 배치하고, 제9사단을 군

단의 우익부대로 송계리-정선-후천 간에, 그리고 군단 예비로 춘양에 집결 중이

던 제3사단을 남대리에 투입하였다. 군단장 유재흥 소장의 작전구상은 제7사단과 

제9사단에게 북한군 후속부대의 남하를 저지하게 하고, 군단의 예비사단인 제3사

단을 북상시켜 남북에서 적을 협공하여 섬멸한다는 것이었다. 

국군 제3군단은 영월을 탈환하기 위해 국군 제3사단과 제7사단을 투입하였다. 

우선 국군 제

3사단이 남대

리 부근의 북

한군 제31사

단을 섬멸하

기 위해 1월 

15일 제22연

대가 옥석산

을, 제18연대

가 선달산을 

공격하였다. 

이때 국군 제

7사단에 배속

된 제23연대

도 남대리 북

쪽의 어래산

을 목표로 남하하였다. 국군의 공격이 있자 북한군은 산속으로 잠적한 후 야음을 

이용해 기습공격으로 저항하였으나 포병화력과 항공지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국군 제3사단은 17일 포병과 항공기의 지원을 받으며 제18연대가 북한군 제31사

단의 거점인 남대리를 점령함으로써 공격 개시 3일 만에 목표 달성에 성공하였다. 

이후 제18연대는 어래산을 목표로 남하하던 국군 제7사단 제23연대와 협공으로 

의풍리를 점령한 후 19일 남대리 부근의 작전임무를 제23연대에 인계하고 후방으

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이 지역의 작전은 국군 제7사단에 배속된 제

<상황도 6-2> 영월 부근 전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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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연대가 전담하게 되었다. 

국군 제3사단의 남대리 전투로 북한군 제31사단은 큰 타격을 입고 주력이 제천

-영월 간의 미 제7사단과 국군 제7사단 간극을 통하여 서북쪽 방면으로 퇴각하였

으며, 그 일부는 남대리에서 서쪽의 형제봉 일대로 분산 도주하였다. 이들 중 일

부는 군단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제천-영월지역으로 이동했던 국군 제5사단 지역

으로 철수하여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제23연대가 제18연대로부터 작전지역을 인수한 19일에는 제7사단이 석항에서 

영월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여 망경대산과 매봉산을 확보하였다. 사단은 계속해

서 영월을 공격할 계획이었으나 적을 완전히 포위 섬멸하기 위해 일시 공격을 중

지하고 미 제7사단 제17연대와 함께 작전을 준비하였다. 22일 미 제7사단 제17연

대는 북쪽에서, 국군 제3연대는 남쪽에서 영월을 포위공격하여 영월 서쪽의 일곡

에서 연결하였다. 이때 영월 시내 도처에는 적의 시체와 소화기들이 미처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산재해 있었다.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종심 깊게 진출한 제2군단이 그동안의 전투로 막대한 손

실을 입어 전력이 약화되자 군단을 증원하기 위해 제5군단 소속의 제27사단을 제

천으로 투입하여 제2군단에 배속시켜 계속 저항했으나, 제2군단의 활동은 점차 

감소되어 1월 22일경에는 조직이 와해된 듯 대열이 흩어지고 저항도 경미하게 되

었다.

이에 앞서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제2군단에 1월 20일 후방 침투작전을 종료하고 

평창 부근으로 철수하여 재정비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심각한 상황에 봉착한 

4개 사단(제2·제9·제27·제31사단)은 1월 말에야 겨우 철수를 완료하며, 편제 

마저 대부분 붕괴되었다. 당시 미 제8군사령부는 북한군 4개 사단 병력 1만 6,000명

중 생존자가 8,6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공격의 첨병부대인 제10사

단은 안동으로 진출 도중에 큰 피해를 입어 평창으로 철수할 계획이었으나 북쪽에

서는 미 제10군단에게 퇴로가 차단되고 남쪽으로는 미 해병 제1사단에 저지되어 

고립되었다. 북한군 제2군단장은 제10사단에 포위망 탈출이 불가능하면 미 제10

군단의 후방 산악지역에 잔류하면서 유격활동을 펼치도록 명령하였다. 이후 제10

사단은 18일부터 3주 동안 포항-안동-영덕에서 펼친 미 제1병사단과 사단에 배

속된 한국 해병 제1연대의 수색작전에 완전히 조직이 와해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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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제2전선부대가 1월 말을 전후하여 소탕되고, 후방지역이 안정을 되찾자 

미 제10군단은 남한강-제천-영월 선에, 그리고 그 우측의 국군 제3사단은 영월-

정선 선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다음 작전을 준비하였다.

(6) 홍천 포위 공격작전(라운드업 작전)

서부와 중서부전선에서 유엔군의 진격이 한강선에 다다르고 있을 무렵, 중동부

전선에서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군단은 1월 24일 제2전선 차단작전을 종료하고 

1월 29일부터 지평리와 횡성 일대에서 위력수색작전을 실시하였다. 미 제10군단 

예하의 미 제2사단(사단장 Clark L. Ruffner 소장)은 한강 진출작전의 동쪽 측방

을 엄호하기 위하여 여주-원주를 연하는 선을 점령하고 일부 부대로 지평리까지 

수색정찰을 실시하였다.

미 제2사단 정찰대는 미 제9군단 제24사단(사단장 Blacksheas M. Bryan 소

장) 정찰대와 함께 1월 29일 중공군이 보급품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평리 부근의 쌍터널을 목표로 정찰을 실시하였다. 중공군 제42군단 제125사단

은 터널을 내려다볼 수 있는 감제고지에서 정찰대를 지켜본 뒤 퇴로를 차단하고 

기습공격을 가하였다. 정찰대는 항공폭격과 미 제23연대 제3대대와 프랑스 대대

의 증원으로 구출되기는 하였으나 다수의 피해를 입었다. 다음 날(2월 1일) 철수

했던 중공군이 새벽에 2개 연대를 투입하여 반격을 재개함으로써 쌍방은 쌍터널 

부근에서 하루 종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쳤다. 결국 적이 아군의 포격과 항공

폭격에 큰 피해를 입고 북쪽으로 철수함으로써 쌍터널 전투는 아군의 승리로 끝났다.

미 제10군단은 쌍터널 전투의 승리 이후 홍천 점령을 위한 작전에 돌입하였다. 

1951년 1월 말 미 제8군은 적이 홍천 부근에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

다. 홍천은 서울-지평리-강릉을 연하는 방어선의 중앙에 위치한 춘천의 관문으로 

북동쪽의 인제, 북서쪽의 춘천, 남서쪽의 양평, 그리고 남동쪽의 횡성, 원주로 연

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였다.

미 제10군단장은 전략 및 전술적 요충지인 홍천 지역을 신속히 양익 포위하여 

탈환하기로 계획하였다. 이 작전은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중동부전선에서 적의 압력을 제거하고 서부전선의 썬더볼트 작전과 보조를 맞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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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남안에서 홍천으로 연결되는 선을 확보함으로써 서울 탈환의 여건을 조성하

는 것이었다. 둘째는 적의 증원거점을 분쇄하고, 동시에 후방침투에 실패한 후 국

군 제3군단 정면에서 퇴각 중인 북한군 제2군단을 추격 섬멸하려는 것이었다. 셋

째는 동부전선의 국군 제3군단과 협조된 공격으로 홍천-대관령-강릉 선으로 진

출하여 차기공격에 유리한 발판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미 제10군단에서는 이 작

전을 ‘몰이’, 즉 포위한다는 의미로 라운드업(Round-up) 작전이라고 명명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2월

1일 미 제10군단장의 

작전계획을 승인하고 

작전기간 중 미 제

10군단장이 국군 제

3군단을 작전통제하

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8군사령관은 한강 

진출작전을 수행 중

인 미 제9군단에게 

우측방 경계에 유의

할 것을 강조하였으

며, 2일에는 국군 제

1군단장에게 동해안의 강릉을 점령하여 좌인접 부대인 국군 제3군단의 진출을 지

원하도록 하였다.

미 제10군단의 라운드업 작전계획은 2월 5일을 공격 개시일로 하여 Q-Q선(석

항리-횡성-방림리)으로부터 R-R선(양평-홍천-풍암리)까지 진출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미 제10군단은 지평리-횡성에 미 제2사단을, 횡성 남동쪽 

치악산 북쪽에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평창 남서쪽 주천리 일대에 미 제7사

단을 각각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공격 제대로 좌측에 국군 제8사단을, 

우측에 국군 제5사단을 투입하여 홍천을 포위 공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미 제2사단은 1개 야포대대, 자동화기포대, 차량화 보병부대로 편성된 제21지원부

대를 편성하여 국군 제8사단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고, 미 제7사단도 이와 유사한 

<상황도 6-3> 미 제10군단의 라운드업 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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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제7지원부대를 편성하여 국군 제5사단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때 미 제

10군단의 우인접 부대인 국군 제3군단은 영월-정선 선에서 북진하여 공격 개시일

인 2월 5일까지 평창에 도착, 북한군 제2군단을 공격해 미 제10군단의 오른쪽 측

방을 엄호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었다. 작전 과정에서 국군이 선봉을, 미군이 후속

부대의 임무를 분담하면서 연합작전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서부전선의 썬더볼트 

작전과는 정반대되는 병력운용의 방법이었다. 

라운드업 작전은 예정대로 2월 5일 개시되었다. 공격은 대개 썬더볼트 작전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험준한 산악지형 때문에 서부와 중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

과 미 제9군단처럼 철저한 수색작전은 불가능하였다. 미 제10군단 지역에서 국군 

제5사단과 제8사단은 여러 종대로 공격하였으나 복잡한 지형의 모든 통로를 통제

하지는 못하였다. 어려운 지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군은 작전개시 후 약 3일 동

안에는 예정대로 계획된 제한목표들과 통제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 

공산군의 주저항선에 부딪치면서 더 이상의 전진이 어려워졌다.

국군 제8사단은 8일 우전방 제21연대가 홍천 진출의 관문인 5번 도로상의 대삼

마치와 지대 내의 주변 고지들을 감제할 수 있는 오음산(930고지)을 공격하면서부

터 고지를 선점한 중공군 제66군단 예하의 제198사단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다. 적도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완강하게 저항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으로 계속해서 병력을 증원하였다. 2월 8∼9일 대삼마치와 오음산에 대한 제21연

대의 강력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적이 예비대를 투입하여 병력과 화력을 계속해서 

증강함에 따라 전선이 점차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국군 제8사단은 이번 작전의 최대 난관인 두 지점을 탈취하기 위하여 2월 10일 

항공지원과 보병, 전차, 포병의 협조된 공격을 펼쳤으나 목표탈취에는 실패하였

다. 제21연대가 오음산 쟁탈전을 전개하는 동안에 제16연대와 제10연대는 전선 

돌출을 우려하여 증안리, 도원리 일대에서 수색정찰에 주력하였다. 

이 무렵 국군 제8사단의 우인접 부대인 제5사단도 중공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전선을 재조정하였다. 제5사단은 공격 둘째 날인 6일부터 북한군 제5군단 예하 

제6사단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항공정찰에서 사단 정면에 활발한 적의 움직

임이 포착되고 서부전선의 중공군 일부 병력이 홍천으로 이동 중임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홍천 공격을 독려하는 미 제10군단장의 지시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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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개시 5일째인 2월 9일 적 주력이 4일 동안 완강하게 저항하던 방어거점인 

317고지-412고지-247고지를 돌파하고 섬강 남쪽으로 진출하여 북한군 제6사단

의 지휘소가 위치한 포동리를 양면에서 포위공격하게 되었다.

이 무렵 미 제10군단장은 공격 초기와는 달리 고지를 선점한 적의 저항이 완강

할 뿐만 아니라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전차의 기동과 포병진지의 이동이 제한되어 

화력지원마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추가병력 투입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

군 제3군단의 예비로 있던 국군 제3사단이 창리 부근에서 이동하여 2월 10일 홍

천 포위공격의 우전방 제대로 국군 제5사단의 좌전방 지역인 횡성-홍천 도로의 

우측방을 인수받았다. 

이와 같이 홍천 포위작전은 공격 개시 6일째인 2월 10일에 국군 제3사단이 추

가로 투입되었지만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지역으로 중공군의 대병

력이 집중되고 있음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그동안 후퇴작전에 몰두하던 공

산군이 반격작전으로 전환하려는 기도로써 그들의 공격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 무렵 공산군은 서부전선에서 일부 병력으로 한강 남안에 교

두보를 확보하고 유엔군의 전진을 견제하는 한편, 주력을 중동부전선에 집결시켜 

유엔군을 종심 깊이 유인한 후 공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것

이 이른바 중공군의 제4차 공세, 즉 ‘2월 공세’로 이어지게 되었다. 

(7) 동부전선의 강릉-대관령 확보작전

태백산맥 서쪽의 국군 제3군단이 북한군 제2전선부대 소탕작전을 마치고 홍천 

포위작전의 우전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북쪽으로 진출을 개시하자, 동해안의 국군 

제1군단도 제3군단의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선을 연결하기 위하여 경강국도의 

요충인 대관령과 강릉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에 들어갔다.

국군 제1군단(군단장 김백일 소장)은 태백산 동쪽의 동해안에서 중공군의 신정

공세를 받았으나 비교적 접적이 경미하여 38도선 북쪽 진지를 고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엔군의 전반적인 전선조정에 따라 남쪽으로 철수하여 1월 10일경 송계리

-삼척 선으로 철수하였다. 이때 사단 정면의 적은 북한군 제69여단과 길원팔 유

격부대였으며, 이들 부대원 약 6,000명이 강릉 부근까지 남하하여 강릉-구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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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서 방어와 유격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국군 제1군단은 2월 2일 좌인접 국군 제3군단과 연결을 유지하면서 강릉과 대

관령-구산리를 확보한 다음 경강국도 북방의 황병산-운계봉 선까지 전진하는 작

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당시 군단에 유일하게 소속된 수도사단이 2월 3일에 

제26연대를 주공으로 하여 강릉 방면으로, 제1기갑연대를 조공으로 하여 대관령-

구산리를 공격하였다. 

국군 수도사단은 4일 제26연대가 강릉 남쪽 7㎞ 지점까지 진출하여 강릉을 목

전에 두게 되었으며, 제1기갑연대가 도마리-횡계리까지 진출하여 하진부리-강릉 

간 도로를 차단하였다. 이후 이틀간 수도사단은 포병화력의 지원을 받으며 총공세

를 개시했지만 북한군의 저항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다. 이즈음 사단 예비인 

제1연대가 남대천을 도하한 후 강릉을 우회하여 북쪽의 죽현리로 진출하면서 상황

이 급변하였다. 후방 퇴로 차단을 우려한 북한군이 강릉 사수의지를 포기하고 철

수함으로써, 7일 오전에 제26연대가 강릉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1연대가 주공의 

임무를 인수한 후 적을 추격하여 운계봉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사단의 좌전방 부

대인 제1기갑연대도 황병산-연곡천 일대로 진출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수도사단은 동해안의 전술적 요충지로 양호한 항구와 비행장이 있는 강

릉은 물론 경강국도의 요지인 대관령과 횡계를 확보하게 되었다. 군단이 공격작전

을 전개하는 동안 동해안에 배치된 미 제95기동전대는 적의 증원을 차단하고 전

투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1월 31일 간성-고성지역에서 상륙양동작전을 실시함은 

물론 함포사격으로 군단의 공격을 지원하였다.

2. 중공군 제4차 공세와 유엔군의 반격

(1) 중공군의 제4차 공세(2월 공세)

① 횡성 전투 

1951년 1월 15일부터 위력수색작전의 결과로 유엔군은 수원-여주 이남지역에는 

중공군의 소규모 부대만이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국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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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은 1월 25일을 기해 일제히 반격작전을 감행하여 작전의 주도권을 만회하

였으며, 2월 초순에 김포-안양-양수리-지평리-횡성-하진부리를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으로부터 강력한 반격을 받은 중공군은 서부전선의 위기를 돌파하

고자 중동부전선에 대해 집중 공격을 준비하였다. 특히 국군과 유엔군이 중동부전

선에서 홍천 포위공격을 개시하자 중공군은 제40군단(제118·제119·제120사단)을 

양덕원리 북방 일대에, 제66군단(제196·제197·제198사단)을 삼현리 일대에, 제

42군단(제124·제125·제126사단)을 지평리 북쪽에 추진 배치하고, 예비로 제39

군단(제115·제116·제117사단)을 양덕원리 일대에 위치시켰다. 그리고 동부전선의 

북한군 제2·제3·제5군단도 홍천 동쪽으로 집결하였다.

공산군의 홍천 일대 집결은 2월 9∼11일 사이에 완료되었다. 부대가 이동하는 

동안에 중·조연합사령관 펑더화이는 전선의 유동적인 상황을 주시하면서 어느 부

분을 공격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이때 유엔군의 진지는 지평리지역과 횡성지역

이 모두 돌출되어 있었는데 공격지역을 선정하기에는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었다. 

펑더화이는 예하 지휘관과의 여러 차례 토의를 거듭한 후에 2월 9일, 유엔군 

병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평리보다는 대부분이 한국군으로 배치되어 있는 횡성 일

대를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공격은 덩화(鄧華)가 지휘하기로 했으며, 각 부

대는 2월 10일까지 집결을 완료하고 다음 날인 2월 11일 오후 5시에 공격을 개시

하기로 하였다. 

1951년 2월 11일 오후 5시를 기해 중공군은 서쪽 거슬치에서 동쪽 삼거리에 이

르는 약 33㎞ 지역에서 횡성을 공격하였다. 이것이 중공군 제4차 공세인 이른바 

‘2월 공세’의 시작이었다. 덩화가 지휘하는 중공군은 상이한 시간대의 짧은 화력급

습(火力急襲)을 한 후 차례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들의 공격은 국군 제8사단에 

집중되었다. 중공군 제42군단 제124사단이 신속하게 금대리 방면으로 공격해 국

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중공군 제66군단 제198사단이 국군 제21연대를, 중공군 

제42군단 제120사단이 국군 제10연대를, 중공군 제39군단 제117사단이 국군 제16

연대를 각각 공격하였다. 

국군 제8사단장 최영희 준장은 중공군의 제4차 공세가 있기 전부터 적의 저항

과 공격이 심상치 않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 군단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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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건의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군단에서는 측방 및 후방에 대하여 고

려할 필요도 없이 신속히 진출하라는 독촉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 국군 제

8사단은 군단 전선 중에서 가장 돌출된 지역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중공군의 집중

적인 공격 대상이 되었다.

국군 제8사단은 중공군의 기습공격을 받고 사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어 갔다. 12일 새벽 1시경 사단은 지휘통신이 두절되고 전후

방으로 침투한 중공군에 의해 고립되었다. 심지어 중공군의 선두부대가 횡성까지 

침투하여 사단지휘소를 기습 공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횡성에 위치한 사단지휘소가 기습을 받고 각 연대가 적중에 포위된 채 

최악의 위기를 맞자 미 제10군단장은 사단의 주포리 철수와 사단을 화력지원하기 

위해 임시로 편성되었던 미 지원부대들을 원대 복귀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는 횡성

을 포기하고 원주에서 적의 공세를 저지하려는 군단의 작전개념에 의한 전선조정

과 재배치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무렵 국군 제8사단은 각 연대와의 

지휘통신망이 두절된데다 전 예하부대가 이미 적중에 포위되어 각 부대별로 분산

되어 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기적인 철수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미 지원

부대도 제20포병대대의 2개 포대와 전차 2대만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이 적중에 

유기되었다. 

중공군의 공세가 시작된 지 불과 17시간 만인 2월 12일 오전 10시경부터 횡성

은 철수하는 병력과 차량들로 큰 혼잡을 이루었다. 국군 제8사단장은 이날 정오경

에 지휘소를 주포리 일대로 이동하는 한편, 문막-원주와 원주-제천 간에 낙오자

선을 설치하여 병력을 재수습하였다. 

횡성 전투 결과, 국군 제8사단은 잔여병력이 장교 263명과 사병 3,000여 명에 

불과했고 이 중의 반 이상이 사단 근무요원이었다. 전사하거나 실종된 인원은 장

교 323명으로 여기에는 제10연대장 권태순 대령과 참모 전원, 제16연대의 부연대

장, 7명의 대대장과 30명의 중대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병은 7,142명이

었다. 횡성 전투 이후 국군 제8사단은 원주 남쪽의 주천리로 물러나 일단 부대를 

수습한 다음 다시 대구로 이동하여 재편성을 실시한 후 후방의 공비토벌작전에 임

하게 되었다. 

국군 제8사단의 조기붕괴는 사단을 지원하던 미군 지원부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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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지원부대들

은 전방사단의 붕

괴사실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후방으로 진출한

중공군에게 고립

되었다. 이에 따라

미 지원부대들은

화포와 차량 등 

많은 중장비를 버

리고 산악능선을

따라 횡성으로 철

수하였다. 철수과

정에서 미 제7사단 제38연대에 배속된 네덜란드 대대의 활약상이 두드러졌다. 네

덜란드 대대는 전방부대가 횡성으로 철수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횡성교를 이날 

야간까지 확보해 줌으로써 지원부대들의 철수를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야간까

지 무질서한 철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군으로 위장한 중공군 침투부대가 철수

대열에 침투한 뒤 네덜란드대대의 본부를 습격해 대대장이 전사하는 등 위기에 처

하기도 했다. 대대는 적중에 고립되는 위기상황에서도 엄호임무를 완수하고 원주

비행장으로 철수하였다. 

② 평창 부근 전투

국군 제8사단의 동쪽에서 공격 중이던 국군 제3사단과 제5사단도 중공군의 2월 

공세에 직면하였다. 국군 제3사단은 중공군 제66군단 제197사단, 국군 제5사단은 

북한군 제3군단과 제5군단 병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국군 제3사단은 12일 오전 9시경 중공군 제197사단을 향해 공격을 시도하였으

나 오후 1시경에 오히려 정면으로 진출한 중공군의 강력한 공격을 받아 1개 연대

가 포위되면서 횡성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중공군 제66군단은 신속히 

<상황도 6-4> 횡성전투 경과(1951. 2.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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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하여 횡성 후방의 곡교리-덕고산 간의 차단진지를 점령하여 국군과 유엔군의 

퇴로를 차단할 계획이었으나 국군 제3사단의 완강한 저항으로 진출이 지연되어 

퇴로차단에 실패하였다. 그리고 제3사단의 우인접 부대인 국군 제5사단은 12일 

아침 군단 전투지경선 부근의 공격목표를 향해 북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북한군 제

5군단의 반격과 중공군의 후방위협을 받게 되자 정오 무렵에 철수를 개시하였다.

전면 철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미 제10군단장은 12일 정오가 조금 지나 군

단사령부를 방문한 미 제8군사령관과 작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군

단장은 횡성을 포기하고 지평리-원주 간에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려는 계획과 

국군 제3·제5·제8사단의 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강릉에 있는 국군 제1군단

사령부를 원주로 이동시킬 것을 건의하여 제8군사령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

로써 국군 제1군단장은 제3·제5·제8사단을, 제3군단장은 수도·제7·제9사단을 

각각 작전통제하게 되었다. 

이 무렵 국군 제3사단과 제5사단은 북한군 제5군단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고 점령해야 할 원주-평창 선보다 훨씬 남쪽으로 철수하여 

제3사단이 성남리(원주 동남쪽 12㎞) 일대에, 제5사단이 주천리(성남리 동쪽 17㎞) 

일대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강력한 적의 공격이 있으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2월 14∼15일 이틀간 이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탐색전만이 전개될 뿐 접전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6일 아침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공격으로 주천리의 제5

사단 제36연대의 방어진지가 돌파당함으로써 제3·제5사단의 철수가 단행되었고, 

이로 인해 국군 제3군단의 좌전방에 약 30㎞에 달하는 공백지대가 생겼다. 이 지

역으로 북한군이 쇄도할 것을 우려한 국군 제3군단은 즉시 횡성 동쪽의 창동리 

선에 배치된 제7사단과 제9사단을 20∼25㎞ 남쪽으로 철수시켰다.

국군을 추격해 온 북한군은 평창을 점령한 다음 계속 남하하여 영월을 점령하

려고 기도하였다. 당시 국군 제3군단은 좌전방 제7사단이 평창에서 영월로 남진

하는 북한군 제2군단을 저지하는 데도 벅차서 좌인접 국군 제5사단과의 11㎞에 

달하는 공백지대를 메울 수가 없었다. 이에 제8군사령관은 17일 미 제10군단장에게 

이 지역으로 미군부대를 투입하여 북한군을 격퇴하고 국군 제3군단과 연결하도록 

명령하였다.

미 제7사단 제31연대가 이 지역으로 투입되면서 국군 제1군단과 제3군단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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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방노출이 해결되었고, 국군 제3군단은 17∼18일 양일간 계속된 북한군 제2군단

의 공격을 도돈리-정선 선에서 저지하였다. 이후 북한군 부대들은 지금까지의 전

투로 지친 전력으로는 견고한 국군의 방어선을 더 이상 공격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들이 점령하였던 대부분의 지역은 국군의 역습으로 다시 탈환되어 국군과 유엔

군의 수중에 들어왔으며, 18일 저녁 이후부터는 접적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

로써 평창 부근의 위기도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③ 지평리 전투

국군 제1군단과 제3군단이 원주-평창선 남쪽으로 철수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저

지하고 있을 때 지평리(원주 서북방 30㎞)에서는 1951년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 제2사단 제23연대전투단(프랑스 대대 배속)이 중공군 제39군단 예하 3개 사단

의 집중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 내 유엔군의 작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당시 지평리는 홍천-여주 축선 상에서 병참선의 중심지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

과 공산군 양측은 이곳의 점령을 작전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특히 유엔군의 입장

에서 볼 때 지평리는 인접지역의 전체 도로망을 통제하고 한강선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하던 곳이었으며, 또 미 제10군단의 좌측방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진지인 동시에 남한강 서쪽의 광주지역에 있던 적을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에 따라 미 제10군단은 미 제2사단 제23연대, 프랑스 대

대, 제37야포대대, 제1특공중대, 제503야포대대 B포대, 제82대공자동화기 고사포

대대 B포대, 제2공병대대 B중대로 구성된 미 제23연대전투단을 2월 3일부터 지

평리에 배치하였다. 

펑더화이를 비롯한 중공군 지도부는 2월 7∼8일 이틀간의 논의 끝에 전투력이 

약한 횡성지구의 국군을 먼저 공격해 와해시킨 후 계속해서 지평리지구를 공격하

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중공군의 제4차 공세는 공세 초기에 중공군의 주력이 횡

성지구에 집중되고 일부 병력이 지평리지구의 미군을 견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

다. 견제부대로는 중공군 제39군단 예하 2개 사단(제115·제116사단)과 제42군단 

예하 1개 사단 및 1개 연대(제126사단, 제125사단 제375연대)가 담당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들 견제부대의 임무는 중공군 제39군단(-)이 용두리 동남쪽에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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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횡성지구로 진출하는 중공군 주력의 우측방을 엄호한 후 지평리로 향해 미군

을 감시하고, 제42군단 병력이 제39군단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며 주읍산과 지평리 

북쪽 지역을 장악해 지평리의 미군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중공군 제39군단(-)은 2월 공세 개시일인 2월 11일에 남한산에서 지평리로 이

동을 완료하였다. 이날 오후 5시에 시작된 중공군의 2월 공세로 횡성지구의 유엔

군 방어선이 급속하게 무너지자, 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는 12일 오전 8시에 덩화

와 제39군단사령관 우신취안(吳信泉)에게 지평리의 미군을 섬멸하라는 명령을 하

달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덩화는 제40군단 제119사단에게 제39군단 주력 및 제

42군단 제126사단과 함께 13일 저녁에 지평리의 미군을 포위 섬멸하라고 명령하

였다. 중공군은 12일 저녁 곡수리(지평리 남쪽 6㎞)-지평리, 구둔리(지평리 동남

쪽 5㎞)-지평리 간의 기동로를 각각 차단하고, 13일 아침부터 지평리를 여러 겹

으로 포위하였다. 

중공군이 지평리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에 미 제10군단은 한때 제23연대전투단

을 지평리에서 철수시키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8군사령관이 군단장의 

철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지평리 사수가 최종 결정되었다.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지평리를 포기하면 인접한 미 제9군단의 우측이 개방되어 제9

군단이 위협에 직면하게 되며, 제9군단이 적의 공격을 받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썬더볼트 작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전선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적이 이번 공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

평리를 점령해야 하기 때문에 아군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평리를 확보해야 한

다”고 강조하였다.

제23연대장 프리만(Paul L. Freeman) 대령은 지평리 사수를 결심하고, 보유한 

연대전투단의 전력을 고려하여 마을을 중심으로 직경 1.6㎞의 원형진지를 구축하

였다. 그러나 원형진지를 최소한으로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둘레가 6㎞에 이르

러 완벽한 사주 방어태세를 갖추기는 어려웠다. 연대장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3일 예비 병력으로 연대에 1개 중대와 각 대대에 1개 소대씩만을 남기고 전 병

력을 제1선에 투입하였다. 또한 전차중대를 일선 외곽에 배치하고 진지 주위에 지

뢰를 설치하였으며 각 부대 간의 모든 간극을 자동화기의 화망으로 구성하였다.

중공군은 2월 13일 오후 5시 30분을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공군 제40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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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예하 제119사단의 제356연대가 상고송에서, 제357연대가 광탄리에서 지평리를 

향해 공격했으며, 제42군단 제375연대가 황거리에서 지평리 동남쪽의 초왕리를 

향해 공격하였다. 그리고 제42군단 예하의 제126사단 제376·제377연대가 서쪽

과 서남쪽에서 지평리 향해 공격하고 제378연대가 이포리에서 유엔군의 증원 병

력을 견제하였다.

중공군은 미 제23

연대전투단 진지의 사

방에서 횃불을 들고 

포위망을 압축하기 시

작하였다. 연대전투단

의 방어진지 안으로는 

적의 포탄이 빗발쳤

다. 이때 연대장이 화

상을 입고 군수참모가 

전사하는 상황이 벌어

지기도 하였다. 제23

연대전투단도 전 화력

을 집중하여 포 1문 

당 평균 250발을 집

중 발사하였다. 

중공군의 공격은 14일 아침까지 계속되었다. 중공군은 14일 새벽에 제39군단 

제115사단의 2개 연대를 추가로 투입해 공세를 강화하였다. 날이 샐 때까지 미 제

23연대의 손실은 약 100명에 달하였다. 이날 오전에는 강풍과 적의 박격포 및 야

포 사격으로 부상병의 헬리콥터 후송마저 어렵게 되었다. 또한 기상악화로 유엔 

공군의 항공지원도 어려웠다. 그러던 중 오후 들어 기상이 호전됨에 따라 오후 2

시 30분경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유엔 공군 전폭기가 진지 남쪽 망미산 일대에 집

결한 적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는 일본에서 발진한 C-119S 수송기 

24대가 3시간에 걸쳐 미 제23연대전투단 집결지에 보급품을 투하하였다. 이에 적

은 간헐적인 박격포사격에만 의존하면서 주간 공격을 단념하고 야간 공격으로 전

미 제10군단의 1951년 2월 지휘보고서(Command Report)에 수록
된 제23연대전투단(프랑스대대 배속)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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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였다. 

중공군은 14일 저녁 8시 30분을 기해 K중대를 시작으로 미 제23연대전투단 방

어진지 전면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특히 중공군은 주공을 남쪽의 제2대대 G

중대 정면으로 지향하였다. G중대는 백병전으로 맞서면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

했지만, 중공군이 G중대와 프랑스 대대의 간극으로 공격해 옴에 따라 15일 새벽 

3시 15분경에 진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종심이 없는 협소한 원형진지의 일부가 

적에게 탈취되었다는 것은 곧 전체 방어선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원형진지의 일부가 무너지자 연대장은 제2대대장에게 연대와 대대의 예비 병력

인 2개 소대를 G중대에 증원하여 진지를 탈환하라고 명령하였다. G중대는 새벽 

5시 15분에 진지 탈환작전을 실시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연대 CP쪽으로 200m 가량을 철수해 축차진지를 급히 편성하였다. 이때 나

머지 삼면에서는 격전을 벌이면서도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였다. 특히 서쪽에 위치

한 프랑스 대대는 인접한 제2대대의 진지 일부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였다. 

지평리의 제23연대전투단이 중공군과 격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 장호원에서 전

열을 정비 중이던 미 제9군단 소속의 제5기병연대(연대장 Marcel G. Crombez 

대령)가 군단장으로부터 지평리의 제23연대전투단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5기병연대는 14일 오후 5시에 남한강을 도하한 후 23시 30분에 곡수리까지 진출

하였다. 연대는 2월 15일 오전 7시를 기해 제23연대전투단과의 연결작전을 개시

했지만, 곡수리 일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정오가 지나도록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제5기병연대장은 연대의 전 병력을 동원해서 중공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제23연대전투단과 연결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서 곡수리

에서 지평리까지 전차 종대로 적중을 돌파하기로 결심하였다. 

제5기병연대장은 15일 오후 3시에 제6전차대대 D중대와 제70전차대대 2개 소

대로 편성된 전차 23대에 제3대대 L중대원 160명을 탑승시켜 전차 종대를 구성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크롬베츠 특수임무부대였다. 유엔 공군이 곡수리 북쪽과 

망미산 서쪽에 대해 항공폭격을 실시하고 제5기병연대 제1·제2대대가 곡수리 양

쪽 능선의 적을 견제하는 가운데 크롬베츠 특수임무부대는 오후 3시 45분에 돌파

작전을 개시하였다. 이 때 전차 종대의 선두와 후미간의 길이가 1,500m에 달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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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연대장이 제5번 전차에 동승하였다. 

크롬베츠 특수임무부대는 적의 빗발치는 사격을 뚫고서 망미산에 근접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차를 엄호하던 제3대대장과 L중대원 60여 명이 낙오되기도 했으

며, 중공군의 육탄공격으로 L중대원 30∼40명이 전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특수임무부대의 선두는 6㎞에 이르는 적중을 돌파해 이날 오후 5시 15분

경에 지평리 남쪽의 망미산을 공격 중인 제23연대전투단 소속의 전차와 연결하였

다. 망미산에 배치된 적들은 제5기병연대의 증원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철수하였고 

크롬베츠 특수임무부대는 지평리의 제23연대전투단과 연결한 후 곡수리에서 지평

리에 이르는 도로를 방어하였다. 이 무렵 중공군이 지평리를 빠져 나가기 시작하

였다는 항공정찰 보고가 있었으며, 16일 새벽에는 중공군의 퇴각이 정찰대에 의해 

확인되었다.

지평리 전투에서 미 제23연대전투단이 중공군에 가한 손실은 총 4,946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제5기병연대도 500명 이상의 적을 사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

면에 제23연대전투단의 사상자 수는 전사 52명, 부상 259명, 실종 42명이었다. 

4일간에 걸친 지평리 고수방어 전투는 중공군 개입 이후 유엔군이 처음으로 그

들의 대규모 공세에 물러서지 않고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승리한 최초의 전투였

다. 중공군 개입 후 최초로 유엔군의 전술적 성공사례였던 지평리 전투는 유엔군 

전 부대에 자신과 희망을 주었으며, 미 정책당국에 대하여는 전세의 추이에 대한 

의구심을 일소하게 하였다. 또한 이를 계기로 제8군사령관은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작전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2) 유엔군의 38도선 진격작전

① 중동부지역의 킬러작전(Operation Killer)

지평리 전투의 승리로 자신감을 되찾은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중공군

의 제4차 공세가 불과 1주일 만에 격퇴되고, 유엔군이 다시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

하게 되자 적에게 새로운 공격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

하였다.

리지웨이 장군은 제천-영월 지역의 적 주력을 포위 섬멸하기 위해 즉각적인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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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작전을 계획하였다. 중공군 개입 이후 두 번째 실시되는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

작전이었다. 작전은 “적의 주력을 포위 섬멸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격멸

작전(Operation Killer)’으로 명명하였다. 미 제9군단은 원주-횡성 방향으로,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군단은 제천-평창 방향으로 각각 공격하기로 하였다.

이때 국군과 유엔군의 전선 배치는 다음과 같았다.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은 국

군 제1사단이 김포반도와 영등포 일대, 미 제3사단이 한강선을 따라 광주 경안리 

일대, 미 제25사단이 광지원리 남서쪽의 무갑산 일대를 각각 방어 중이었다. 중서

부전선의 미 제9군단은 미 제24사단이 중공군의 한강교두보 남쪽과 남동쪽을 방

어하고, 미 제1기병사단이 남한강 동쪽의 하진 일대에, 영국군 제27여단이 주암리

에, 국군 제6사단이 판대리 부근에 각각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중동부전선

의 미 제10군단은 미 제2사단이 원주 서쪽 섬강에, 제187공정연대전투단(국군 제

3사단 제18연대 배속)이 원주에, 국군 제3사단(제18연대 결)이 성남리에, 국군 제

5사단이 입석

리 일대에서 차

단진지를 점령

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부전

선의 국군 제

3군단은 제7

사단이 마차리,

제9사단이 정

선, 수도사단

이 삽당령에서

강릉에 이르는

선에 방어진지

를 편성하고 

있었다.

이 무렵 북

한군과 중공군

<상황도 6-5> 미 제9군단의 킬러작전(1951. 2. 21∼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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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8개 군단을 한강 하구로부터 양평, 중원산, 횡성, 봉화산, 주봉, 방림리를 거

쳐 하진부리에 이르는 제1선에 배치하고 있었다. 북한군의 제1군단이 한강 입구에

서 뚝섬, 중공군 제50군단이 뚝섬에서 상팔당(上八堂), 중공군 제38군단이 상팔당

에서 조좌리, 중공군 제42군단이 조좌리에서 매봉, 중공군 제66군단이 매봉에서 

정금산, 북한군 제5군단이 정금산에서 하대곡, 제3군단이 하대곡에서 아지동, 제2

군단이 아지동에서 동해안까지를 담당하였다. 공산군 측 전선부대의 방어종심은 

25~30㎞이었으며, 각 군단은 이 지역에서 1개월 동안 방어할 계획이었다.

미 제9군단은 2월 21일 오전 10시에 횡성 탈환을 목표로 4개 사단이 병진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군단의 주공부대인 미 해병 제1사단이 중앙에서 횡성을 향해 

공격하고, 나머지 3개 사단(미 제24사단, 미 제1기병사단, 국군 제6사단)이 해병

사단의 좌우측에서 각각 공격을 개시하였다. 군단은 공산군이 2월 공세에 실패한 

이후 3일간 계속해서 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격멸하려면 조금이라도 진

격을 서둘러야 했다. 그러나 군단이 공격을 개시하면서부터 기상이 나빠 공격속도

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22일부터 3일간 간헐적으로 내린 비 때문에 항공정

찰과 근접항공지원이 불가능하였으며, 이상고온으로 인해 하천의 유빙과 급류로 

교량이 파손되고 도섭마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곳곳에 발생한 산사태로 터

널과 도로 및 철도가 두절되는 사태가 속출하여 군수지원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2월 24일 전선을 시찰하던 군단장 무어(Bryan E. Moore) 중장의 헬리콥

터가 남한강에 추락하여 군단장이 심장마비로 전사하는 불상사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들을 극복하면서 미 제9군단은 3월 4일 해병 제1사단이 횡성

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미 제9군단 우측의 미 제10군단도 2월 21일 오전 10시를 기해 미 제7사단을 

주공부대로 하여 영월-평창 간 도로를 따라 격멸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때 군단작

전의 조공부대로 국군 제3사단이 미 제9군단의 해병 제1사단을 엄호하면서 강림-

안흥-봉화산을 목표로 공격하였다. 사단은 좌인접 부대인 미 해병 제1사단의 진

출이 지연되어 23일에 이르러서야 공격을 시작할 수 있었다. 

사단은 26일까지 적의 집요한 저항을 격퇴하고 30㎞ 이상 전진하여 횡성-안흥

리-평창 간의 기동로를 확보하였다. 이때 제3사단은 미 제7사단의 공격을 지원하

기 위해 군단의 중앙으로 투입된 미 제2사단과 연결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봉화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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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에서 사단은 봉화산을 중심으로 연결된 고지마다 강력한 거점방어진지를 구축

한 북한군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많은 인명손실을 입었다. 사단은 3월 4일까지 봉

화산에 대한 공격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적의 완강한 저항과 불리한 지형 등으

로 인해 봉화산 점령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때 사단의 우인접 부대로 원주-

방림리 도로 전방의 고지를 공격하던 미 제2사단도 공산군의 저항에 부딪혀 별다

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미 제10군단의 공격제대들은 5일 밤 북한군이 진지를 버리고 철수함에 따라 공

격을 재개하여 7일 원주-방림리 도로 북쪽의 감제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이로

써 군단은 킬러작전의 목표지점인 아리조나선(양평-횡성-평창)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국군 제3사단은 방어진지를 미 제2사단 제23연대에 인계하고 정선 

일대로 이동하여 국군 제3군단에 복귀하였다.

미 제9·제10군단과 더불어 킬러작전의 한 축이었던 국군 제3군단은 오대산을 

중심으로 수도사단이 동쪽에서, 국군 제7사단이 서쪽에서 각각 작전을 전개하였

다. 군단은 킬러작전이 시작되자 수도사단의 제26연대를 횡계리에, 제1연대를 강

릉에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좌인접 미 제10군단의 공격을 엄호하기 

위해 제7사단을 평창-창동리 도로를 따라 공격하게 하였다. 군단장은 적의 저항

이 경미하여 사단의 공격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미 제7사단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

하여 수도사단의 1개 연대(제1기갑연대)를 신속히 속사리 부근으로 투입해 적의 

퇴로를 차단하게 하였다. 그러나 5일간 지속된 폭설로 대관령-횡계리-구산리 간

의 도로가 차단됨에 따라 기갑연대의 이동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무렵 제3군단의 작전지역 내에서는 영월 부근에서 철수한 북한군이 발왕산, 

속사리, 월정사 부근에 종심 진지를 편성하고 군단의 진출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일부는 계방산-오대산-황병산을 연하는 산악지대에 제2전선을 형성하여 

유격전을 기도하였다.

기갑연대가 제설작업의 지연으로 속사리 진출이 늦어지는 사이에 연대의 후방을 

엄호하던 제26연대 제3대대가 3월 3일 유천리 부근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수

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차항리로 철수하였다. 이에 따라 속사리를 공격 중인 

제1기갑연대의 퇴로가 차단되면서, 사단의 공격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 적의 포위

망이 점점 압축되자 사단장은 제1기갑연대에 철수 명령을 하달하고, 제26연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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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리로 진출하여 기갑연대와 연결하도록 하였다. 기갑연대는 방어와 적진 돌파

를 반복하면서 4일 자정 무렵에 적의 추격에서 벗어나 대관령 서쪽의 가사두에 

집결하였다. 기갑연대는 철수작전에서 전사 59명, 부상 119명에 달하는 인명 손실

과 81㎜ 박격포 11문, 60㎜ 박격포 18문 등 다수의 장비 손실을 당하였다.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기 위하여 기동성이 우수한 미군 사단 위주로 전개된 격

멸작전(킬러작전)은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으로 인해 공격제대가 나란히 적을 

추격해 올라가는 형태의 진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악천후와 싸워 나가는 힘겨운 

진군이 되어 버렸다.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4일 동안의 추격작전 결과, 미 

제9·제10군단이 횡성-평창의 목표선(아리조나선)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하고 적

에게 큰 피해를 주었지만, 목표선 이남의 모든 적을 섬멸한다는 당초의 목표를 완

전하게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② 중서부전선의 리퍼작전(Operation Ripper)

리퍼작전은 킬러작전의 연장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3월 7일부터 31일까지 실시

한 공세작전이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2월 공세를 분쇄하고 킬러작전을 

벌여 1951년 3월 초에 한강 남안-횡성-강릉을 잇는 선까지 진출해 일직선으로 

연결된 방어선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중공군의 개입과 공세에서 갖게 된 패전의식

에서 벗어나 서울 재탈환은 물론 38도선 진출도 목전에 두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 미 제8군사령부는 서울의 재탈환이 정치·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유엔군의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진행할 경우 무리한 희생이 

뒤따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8군사령부는 현 전선의 중앙지역에 대

돌파구를 형성해 서부전선의 중공군과 동부전선의 북한군을 분리시킨 후 남쪽에서

의 정면 공격과 동쪽 측방에서의 측면공격으로 서울을 양익 포위해 탈환한다는 작

전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번 작전을 ‘전선의 절단과 분리’라는 작전 목적을 

고려해 ‘전선 절단작전(Operation Ripper)’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를 위해 미 제8

군사령부는 미 제9·제10군단이 중부전선에서 진격하고, 미 제1군단이 서울 서쪽

과 한강 남안의 전선에서 적을 견제한 후 서울을 탈환하며, 국군 제1·제3군단이 

동부전선에서 적 견제 및 후방 산악지대 잔적 소탕작전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42 _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특히 미 제8군사령부는 미 제9군단을 주공으로 하여 서울 동쪽의 덕소-가평-

춘천 북방-한계리를 연하는 아이다호(Idaho)선까지 진출해 전선을 양단하고 적의 

보급기지로 판단되는 홍천과 춘천을 점령함으로써 동쪽 방면에서 수도권지역을 압

박하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미 제8군사령부는 중공군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전의 작전과 같이 주공 집단의 통제에 중점을 두고 3개의 통제

선(알바니선, 버팔로선, 카이로선)을 선정하였다.

제1통제선은 미 제1·제9·제10군단 전방의 8~20㎞ 북쪽에 위치한 양수리-양

덕원리-노천리-태기산-속사리를 연하는 알바니(Albany)선으로, 이 선을 점령하

면 미 제9군단이 전술적 요충인 홍천 부근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제2통제선은 미금리-홍천 북쪽-한계리를 연하는 버팔로(Buffalo)선으로, 이 선은 

미 제1·제9군단지역에만 설정되었다. 제2통제선으로 진출할 때 미 제9군단은 주

공이 홍천을 목표로 진격하고, 미 제25사단이 버팔로선까지 진격해 서울 동쪽에 

대한 포위망을 확대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제3통제선은 가평-춘천 남

쪽-한계리 북쪽을 연하는 카이로(Cairo)선으로, 미 제9군단지역에 국한되었다. 미 

제9군단은 이 선을 점령한 후 최종 공격목표인 아이다호선까지 계속해서 북진할 

계획이었다.

리퍼작전계획에 따라 주공인 미 제9군단은 29번 도로를 따라 3단계 작전으로 

홍천, 춘천을 공격하고 조공인 미 제10군단은 2단계 작전으로 풍암리-태기산-운

두령을 공격하여 주공의 우측방을 엄호하게 하였다. 그리고 미 제1군단의 주력은 

한강선에서 적을 고착 견제하고 일부가 2단계 작전으로 예봉산-천마산을 공격, 

주공의 좌측방 엄호와 서울 포위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 제10군단의 우인

접 부대인 국군 제3군단은 산악지역인 운두령-황병산을 공격하고, 이미 주문진의 

연곡천을 따라 설정된 아이다호선에 진출한 국군 제1군단은 점령 중인 방어진지를 

강화하게 하였다.

지상작전의 성공을 위해 제8군사령관은 해군과 공군의 지원계획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해군은 리퍼작전의 주공격을 시행할 중부 내륙지역에 대한 적의 관심을 

돌리기 위하여 서해안에 상륙양동작전을 실시하였다. 미 해군 제95기동함대의 소

해정이 서해안을 따라 기뢰를 제거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진남포 외곽의 대동강 입

구로 진입하였으며, 순양함과 구축함으로 편성된 1개 분견대가 이를 뒤따라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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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지점에 함포사격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 다음에는 병력과 화물을 실은 수송

선들이 인천에서 출항하여 북쪽으로 항해 중에 방향을 바꾸었다. 이러한 작전은 3

월 5일에도 반복되어 적에게 상륙작전이 임박하였음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동해안

에서는 미 제95기동함대가 2월부터 계속해서 원산지역에 함포사격을 집중하였고 

한국 해병 제41중대가 원산 근해의 도서를 점령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리고 미 극동공군은 적의 공격 준비를 저지하기 위하여 주요 철도의 교량 파괴에

역점을 두고 폭격을 실시해 적이 48㎞ 이상의 철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유류 보급과 5일간의 비축물자 확보가 완료되자 3월 5일 리퍼작

전의 공격 개시일을 7일로 결정하였다. 이날 리퍼작전의 주공부대인 미 제9군단

에 호지(William M. Hodge) 소장이 신임 군단장으로 부임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작전에 앞서 미 제10군단의 작전통제를 받아 왔던 국군 제1군단사령부와 국군 제

3사단을 육본 직할로 복귀시켰다. 육군본부는 국군 제3군단의 우전방 제9사단을 

국군 제1군단으로, 국군 제3사단을 제3군단으로, 그리고 홍천 공격에 실패한 후 

<상황도 6-6> 유엔군의 리퍼작전(1951. 3. 7∼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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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성을 완료한 국군 제5사단을 미 제10군단으로 각각 배속을 전환시켰다. 그리

고 철저한 보안유지를 위해 작전계획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기자들에게 

작전이 개시되기 전에 보도를 자제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엔군의 중요 작

전이 개시되면 통상적으로 방문하던 극동군사령관의 방문도 공격개시 이후로 연기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월 7일 오전 8시를 기해 킬러작전을 종료하고 리퍼작전으로 전환한 미 제9군

단은 4개 사단 병진공격으로 좌전방 미 제24사단(국군 제19연대 배속)이 용문산

으로, 중앙의 미 제1기병사단(영국군 제27여단 배속)과 국군 제6사단(제19연대 

결)이 홍천강 남쪽 산악지대로, 우전방 미 해병 제1사단이 홍천을 목표로 각각 공

격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대구에서 훈련 중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이 명령에 따라 

군단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미 제9군단은 경미하거나 통상적인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착실하게 전진하여 

13일까지 국군 제6사단을 제외하고 리퍼작전의 제1단계 목표지점인 알바니선 진

출을 완료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제1통제선인 알바니선 점령이 완료되자 13일 저

녁 제2통제선인 버팔로선 진출을 명령하였다. 

미 제9군단은 적이 홍천 전방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완강히 저항할 것

으로 예상했지만, 예상과 달리 적으로부터 경미한 저항만을 받고서 15일 미 제24

사단이 청평호를, 국군 제6사단이 홍천강 남쪽의 고지군을, 그리고 홍천을 좌측방

에서 공격 중인 미 제1기병사단이 홍천강변에 진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

지만 동측방의 미 해병 제1사단은 홍천 부근으로 진출하면서 줄곧 적의 소규모 부

대로부터 저항을 받았다. 

군단장은 16일 홍천 일대에 중점 배치된 적을 분산시켜 미 해병 제1사단의 공

격을 지원할 목적으로 홍천강을 연하여 중간 통제선인 버스터(Buster)선을 설정하

고 홍천 북방의 버팔로선과 연결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6사단, 미 제24사단, 미 

제1기병사단에 이 선을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군단의 4개 사단은 17일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19일 야간에 전 사단이 버스

터-버팔로선까지 근접하였다. 군단장은 중공군이 다급하게 철수하는 양상을 보이

자 19일 예하부대에 공격 기세를 유지하면서 마지막 통제선인 카이로선 진출을 

명령하였다. 군단은 미 제1기병사단이 21일 오후 1시 30분경 춘천을 탈환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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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격이 가장 늦었던 미 해병 제1사단도 25일에 모든 공격제대가 카이로선에 

도달함으로써 리퍼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③ 한강도하와 서울탈환작전

미 제9군단이 중서부전선에서 리퍼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서부전선의 미 제1군

단도 서울탈환작전을 전개하였다. 미 제1군단의 서울탈환작전은 3월 7일 미 제25

사단이 한강을 도하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사단은 2월 28일 광주 분원리 부근

의 한강 연안으로 진출한 후 6일간 도하공격을 준비해 왔다. 사단의 임무는 한강

의 합류지점 부근에서 도하하여 금곡리-청평에 이르는 경춘선으로 진출해 교두보

를 확보하고, 경춘선의 차단과 서울을 동북방에서 포위할 태세를 갖추는 데 있

었다.

미 제25사단은 서쪽으로부터 제24연대, 제27연대, 제35연대를 병행시켜 일제히 

도하해 경춘선(일명 ‘알바니선’)으로 진출한 후 배속된 터키 여단이 청평을 점령하

면 미 제9군단의 좌전방 부대인 미 제24사단과 연결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

다. 그러나 미 제25사단의 도하작전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사단의 도하

지점은 강폭이 150∼370m나 되었고, 눈이 녹아 얼음덩어리가 혼합되어 강의 유

속이 초속 2m에 달하였다. 또한 한강의 남쪽과 북쪽의 도로망은 양호했지만 강우

로 도로가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고, 강 북쪽에는 대규모의 중공군이 진지를 구축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하안(河岸)의 지형이 수륙양용차량을 사용

하기에 적합하지 못했던 것도 도하 공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1951년 2월 25일부로 사단장에 새로 부임한 브래들리(J. S. Bradley) 준장은 

기상변화를 고려하여 중공군의 반응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용 가능한 화력을 광

주군 남종면 일대에 모두 집결시켜 도하 예행연습을 반복하게 하였다. 사단 예하

의 각 대대는 한강 지류를 이용해 주정(舟艇)의 운반과 조작요령 등을 연습하고 

병사들에게 모래사장을 이용한 전투요령을 교육시켰다. 그리고 지휘관이 전사하더

라도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교에서 사병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담당

할 임무를 부여하고 습득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단에서는 정확한 적정을 파

악하기 위해 수시로 정찰대를 강 북쪽에 파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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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25사단장은 3월 2일 우측 공격부대인 제35연대에 도하계획을 하달하였다. 

제35연대는 항공 및 지상정찰을 통하여 도하지점을 탐색한 결과, 양수리로부터 

상류에 이르기까지는 대부분이 단애(斷崖)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양수리 남쪽의 

삼각주 부근만이 유일한 도하지점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것을 예견한 중공

군도 이곳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각종 화력을 집중시켰다.

미 제25사단은 이곳에 105mm 야포 4개 대대, 155mm 야포 1개 대대, 영국군 

포병 1개 대대 등 6개 포병대대와 전차 1개 중대를 배치하였다. 6개 포병대대는 

제청리에서부터 그 북쪽으로 한강 남안을 따라 약 2㎞에 걸쳐 포진지를 구축하였

으며, 전차중대는 전차 5대를 사천리 북쪽의 야지에 집결시키고 나머지 전차를 제

청리에 위치시켰다.

3월 7일 새벽 5시 50분에 미 제25사단은 20분간의 공격준비사격을 시작하였다. 

96문의 야포와 15문의 전차포, 48문의 박격포가 동시에 발사하는 포탄의 굉음은 

귀청을 찢는 듯했고 강 건너 일대는 순식간에 포염에 뒤덮였다. 이때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이 직접 강변에 나와 중공군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20분간의 공격준비사격이 끝나고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오전 6시 15분경 미 

제35연대의 선두공격부대인 제3대대가 도하를 개시하였다. 이때 10여 대의 전투

폭격기가 근접항공지원과 차단임무를 맡았고, 국군 제1사단과 미 제3사단이 김포

와 서울 방면에서 양동작전을 전개하여 중공군 제50군단의 양수리 방면 증원을 

저지하였다. 미 제35연대의 도하공격부대는 도하과정에서 여러 척의 보트에 구멍

이 뚫려 많은 사상자가 났지만 도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교두보 확보에 성공하

였다. 뒤이어 제3대대 잔여 병력들이 도하를 개시해 오전 7시 40분경 도하를 완

료하였다. 이날 정오경에 제35연대는 제1차 목표인 양수리의 고지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미 제25사단은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공격을 계속

하였다. 공격개시 4일째인 3월 10일부터 중공군의 저항이 현저하게 둔화됨에 따

라 사단은 어려움 없이 진격을 계속해 15일 저녁 무렵 서울-춘천 간 도로까지 진

출하였다. 이때 터키 여단이 경춘국도의 북쪽 약 3㎞ 지점까지 북상하여 우인접 

미 제9군단 제24사단과 연결함으로써 동쪽 측방에서 서울의 적을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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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 제1군단의 국군 제1사단과 미 제3사단은 매일 500~600톤의 보급물자

가 하역되는 인천지역 경계와 한강 남쪽의 진지를 방어하다가 적이 서울을 포기하

는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서울탈환작전을 개시하였다. 서울 남쪽을 방어하고 있던 

국군 제1사단 예하 5개의 정찰대가 14일 한강을 도하하여 서울 시내를 정찰하였

으나 적과 조우하지 않았다. 이때 1개 정찰대가 중앙청으로 진출하여 청사에 태극

기를 내걸었다. 또 미 제3사단 정찰대도 적의 방어상 중요 감제고지인 한강변의 

매봉과 용마봉을 정찰하였으나 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항공정찰에서도 서울 북쪽

인접지역에서는 적 활동이 관측되지 않았고 서울-의정부 중간지점으로부터 3번 

도로의 주변지역을 따라 적 병력과 방어진지가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이 식

별되었다.

이 무렵 공산군은 3월 9일 중·조연합사령관의 철수 명령에 따라 10일부터 제1

선 부대의 철수가 단행되었다. 이때 하달된 명령은 “제1선의 각 군단은 4∼5일 동

안 고양-의정부-청평천-홍천강 북쪽-풍암리에 이르는 선까지 철수하여 제2선의 

각 군단과 교대하라”는 것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서부전선의 공산군은 10일부터 

북한군 제1군단이 문산으로, 중공군 제50군단이 의정부 북쪽으로 각각 철수를 시

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14일까지 북한군 제19사단이 문산에서 고양 이북에 이르는 

일선에 전개하고, 중공군 제26군단이 의정부-포천 지역에 배치되었다.

제8군사령관은 서울에 공산군이 없음을 확인하고 3월 15일 미 제1군단장에게 

서울 북쪽의 주요 고지군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서울 북서쪽 

한강변에서 북한산을 경유해 용마봉을 거쳐 버팔로선과 연결되는 통제선인 링컨선

(Lincoln Line)을 설정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이번 작전의 목적이 적을 공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의 철수를 추격하는데 있으므로 이 선을 군단의 전진한계

선으로 설정하고, 이 선의 북쪽으로는 정찰대만 파견하여 접촉을 유지하도록 작전

을 제한하였다.

미 제1군단장은 국군 제1사단이 1개 연대 규모로 북한산을, 미 제3사단이 1개 

대대 규모와 2개 전차소대로 용마산을 각각 목표로 하여 작전을 전개하도록 하였

다. 서울 탈환을 명령받은 국군 제1사단은 제15연대를 공격부대로 하여 3월 15일 

서울 시내의 적정을 탐지한 후 16일 시내로 진출해 서울 전역을 장악하였다. 이날 

오후에 제1사단 제15연대가 서울시가지를 경유해 외곽지대로 진출하였고, 미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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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제65연대가 용마봉을 점령하였다. 이후 각 사단 정면에 가설된 교량을 이용

하여 제1사단이 추가로 제11연대를 전방으로 투입하였으며, 미 제3사단도 1개 연

대로 교두보선을 강화하였다.

서울은 그동안 4번씩이나 주인이 바뀌어 말 그대로 폐허가 되었다. 시가지 내

의 건물들은 폭격과 포격으로 수난을 겪었던 흔적이 역력했으며 교통, 통신 그리

고 기타 공공시설이 모두 심하게 파괴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최소한의 발전시설

과 급수시설을 복구하는데도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150만 

명의 서울 인구 중 남아 있는 20만 명에게 제공해 줄 식량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서울이 탈환된 직후 언론과 경찰은 홍보활동을 통해 서울의 생활여건이 향상되고 

행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일반인의 서울 복귀를 자제하도록 홍보하였다. 이에 따라 

당분간 부산이 임시수도로 계속해서 남게 되었다.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정부의 서울 

복귀를 만류하였다. 이는 지난 1950년 9월 말 서울수복 때와는 전혀 다른 조치였

다. 이번 작전에서 유엔군사령부는 서울 탈환의 심리적 효과보다는 공산군의 유생

역량을 소멸하고, 무기와 장비를 파괴하는 등의 군사작전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서울 환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는 맥아더 장군이 3월 17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에 들어가지 않고 

춘천에서 진격을 준비 중이던 미 제9군단의 해병 제1사단을 시찰하는 데 그쳤던 

것에서도 확인된다.

④ 서부·중서부전선의 38도선 진격작전

미 제8군사령관은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재탈환하고 춘천을 점령하자 3월 21

일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임진강을 배수진으로 하고 있는 북

한군 제1군단을 격멸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임진강의 도하지점만 차단하면 북한

군이 지리멸렬해질 것으로 판단하고서 리퍼작전을 확대하여 제187공정연대전투단

(단장 Frank. S. Bowen 준장)을 이들의 후방지역에 공중 투하하고, 미 제1군단

으로 적을 압박해 격멸한다는 개념의 작전계획을 구상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이 

작전을 ‘용기작전(Operation Courageous)’으로 명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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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작전은 2단계 작전으로 구상되었다. 제1단계에서는 미 제1군단이 행주-의

정부 부근까지 진출하여 공격을 준비하고,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이 문산 일대에 공

중 투하되어 1번 도로를 봉쇄하면 군단이 즉시 공격을 개시해 24시간 내로 양 부

대가 연결한 후 임진강 하구-문산 북쪽-의정부 북쪽을 연결하는 아스펜선(Aspen 

Line)으로 진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2단계에서는 임진강에 연하여 설정된 벤

톤선(Benton Line)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미 제1군단의 3개 사단(국군 제1사단, 미 제3·제25사단)은 3월 22일 오전 8시

에 10∼16㎞ 전방의 카이로선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하여 적의 산발적인 공격을 

격퇴하고 이날 오후 목표지점인 카이로선에 도착하였다. 군단장은 다음 날로 예정된 

공중투하 부대와의 신속한 연결을 위해 제6전차대대장 그로우던(John S. Growdon)

중령이 지휘하는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였다.

이 무렵 제8군사령관은 관련 부대장들과 공수작전을 논의하여 23일 오전 9시에 

작전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토마호크 작전(Operation Tomahawk)’이라는 명칭

을 부여하였다.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의 제2·제3대대가 문산 북동쪽에, 그리고 남

쪽에 제1대대가 낙하하기로 계획하였다. 연대전투단은 23일 오전 7시에 대구비행

장을 이륙하였다. 그런데 목표지역 상공에서 제1대대 요원들이 탑승한 선두 항공

기의 엔진고장으로 대구에 복귀하면서 투하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제1대대 

지휘부가 탑승한 항공기의 회항으로 잔여 수송기들이 제1대대 병력을 연대 주력이 

투하될 지역에 투하하였다. 이에 따라 문산 북동쪽의 낙하지역에는 병력이 혼합되

어 일시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혼란은 제1대대 지휘부가 오후에 문산으

로 복귀하면서 해소되었으며, 이로써 공수작전도 완료하게 되었다.

연대전투단은 이 작전에서 낙하 중 84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19명만 제외하고 

치료 후 전투에 참가하였다. 반면 공산군 136명을 사살하고, 149명을 생포하였다. 

공수작전 자체는 성공적이었으나 그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포로심문에 의하면, 

목표지역에 배치된 적은 북한군 제19사단 제36연대로써 그 병력이 300∼500명에 

불과하였으며, 북한군 제1군단 주력은 공수작전이 개시되기 훨씬 이전에 임진강 

북쪽으로 철수하였다는 것이었다.

한편 문산 지역에 대한 공수작전이 개시되자 그로우던 특수임무부대가 23일 오

전에 카이로선의 국군 제1사단을 초월 공격하고, 국군 제1사단이 문산을, 미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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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이 동두천을, 그리고 미 제25사단이 포천을 목표로 각각 공격을 개시하였다. 

특수임무부대는 전진하는 동안 적으로부터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지만, 지뢰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여 지나치게 기동에 신중을 기하는 바람에 23일 오후 6시 30분

경에 이르러서야 선두부대가 문산에서 공정연대전투단과 연결하였다. 결국 문산 

공수작전은 시기가 늦었으며 연결작전도 지연되어 그 성과가 크지 않았다.

그로우던 특수임무부대에 이어 공격에 나선 군단 좌전방의 국군 제1사단은 구파

발 부근에서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동거리-금촌으로 진출하였다. 이

후 사단은 접적 없이 24일 문산-법원리까지 진격하여 오후 5시경에 제187공정연

대전투단의 작전지역을 인수하고 차후작전을 준비하였다.

국군 제1사단이 경미한 저항을 받으며 진출하는 동안 중앙의 미 제3사단은 제

15연대와 미 제64전차대대, 제65연대의 전차소대로 편성된 호킨스 특수임무부대

(Task Force Hawkins)를 선두로 의정부에 진출하던 중 24일 예상치 못한 중공

군 제26군단의 저항으로 격전을 펼치게 되었다. 이때 중공군은 의정부 북서쪽의 

468고지와 북동쪽의 천보산에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의정부-동두천, 의정

부-포천 도로를 따라 진출하는 미 제3사단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사단은 24일 아

침 공격을 재개할 무렵 적으로부터 맹렬한 포격을 받았다. 이날 공격에서 사단은 

천보산을 점령하였으나 468고지는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점령하지 못하였다. 

군단장은 미 제3사단 정면의 적이 격렬하게 저항하자 이들을 포위 격멸할 목적

으로 문산 북방에 집결한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덕정리로 투입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게 하였다. 연대전투단은 연료보급과 폭우 등으로 다음 날(15일) 오전에서

야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할 수 있었다. 연대전투단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미 제3사

단 정면에서는 중공군의 저항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그들이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일부 중공군 병력이 철수부대를 엄호하기 위하여 더욱 격렬하게

저항하였지만, 연대전투단은 27일 오후에 미 제3사단과 연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군단 우측의 미 제25사단은 좌전방 제24연대가 소리봉-해륭산을, 중앙의 제27

연대가 죽엽산-왕방산을, 배속된 터키 여단이 주금산-국사봉을 목표로 경춘국도

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 초기에는 적의 저항이 경미하였으나 기동로에 설치

된 장애물과 지뢰 등으로 사단의 진출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더하여 공격

제대들이 포천 공격의 발판이 되는 소리봉-죽엽산-주금산 일대로 진출하자,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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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규모의 중공군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격렬히 저항하면서 양측 간에는 치열한

공방전과 함께 대포병 사격전까지 전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전 화력을 집중하여 고지 점령에 나서자 26일을 전후하여 적의 저항은 점

차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결국 3월 28일 사단은 포천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미 제1군단의 38도선 진격작전으로 중공군 제26군단은 큰 피해를 입고 주력이 

포천 북쪽의 종현산 부근으로 철수하였으며, 일부 낙오된 병력들이 국사봉(764고

지)과 소요산 일대에서 방황하였다.

⑤ 중동부전선의 38도선 진격작전

미 제9군단이 주공부대로 리퍼작전을 수행하는 동안에 그 우측의 미 제10군단

은 한계-풍암리-태기산-계방산을 연하는 아이다호선을 목표로 공격하였다. 군단

장은 좌측의 횡성-풍암리 간 소로와 우측의 평창-방림리-속사리 도로를 따라 진

격하는데 역점을 두고서 이 도로 축선에 미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을 배치하고 국

군 제5사단을 양 도로 사이의 산악지역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때 국군 제5사단은 중공군의 2월 공세 이후 국군 제1군단에 배속되어 단양-

풍기 간의 주보급로 경계임무를 수행하다가 3월 3일 다시 미 제10군단에 배속되

어 5일 운교리-안흥리 지역으로 진출해 리퍼작전을 준비하였다.

군단은 3월 7일 좌측에 미 제2사단을, 중앙에 국군 제5사단을, 그리고 우측에 

미 제7사단을 배치하여 3개 사단 병진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중 국군 제5사단의 

작전지역은 대부분이 900~1,000m의 고지들로 연결된 산악지역으로 도로망이 제

한되어 기갑부대의 운용은 물론 부대의 기동마저 제한되어 공격에 불리한 지형이

었다. 그러나 사단은 지난 2월 초에 이 지역에서 작전을 펼친 경험이 있어 지형

에 익숙해 있었다. 공교롭게도 사단정면의 적은 지난 2월에 일전을 펼쳤던 북한군 

제6사단이었다. 이들은 제12사단의 1개 연대를 증원받아 태기산으로 연결되는 고

지군을 점령하고 있었다.

국군 제5사단은 공격 첫날부터 고전하였다. 사단은 제35·제36연대의 주·야간 

공격에도 불구하고 박격포 지원을 받으며 격렬히 저항하는 적진을 돌파하지 못하

였다. 오히려 3월 10일에는 좌전방의 제36연대가 야간공격을 가하자, 적이 우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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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제35연대를 기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단은 좌·우전방에서 근접사격과 

총검이 난무하는 백병전을 펼치며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사단은 12일 

공격을 재개하여 완강히 저항하는 적과 혈전을 펼치면서 제36연대가 갑천리 남쪽

의 685고지를, 제35연대가 자주봉을 점령하였다.

이렇듯 태기산 남쪽에서 사생결단을 각오한 듯 적들이 격렬하게 저항한 것은 

적 주력부대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었음이 생포된 포로들의 진술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포로들의 진술을 입증이라도 하듯 13일을 전후로 하여 그

동안 방어거점을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하던 적이 전선에서 물러날 징후들을 보

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그동안의 결전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전투력이 

약화된 제36연대를 대신하여 제27연대를 투입시켜 적을 추격하도록 하였다.

추격작전을 펼친 국군 제5사단은 14일 적의 최후 거점인 태기산을 점령하고 신

대리-백운동 선으로 진출한 후 15일에는 북쪽의 운무산(980고지)-흥정산(1277고

지)의 아이다호선까지 진출하였다.

국군 제5사단이 공격작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 군단 좌전방의 미 제2사단과 우

전방의 미 제7사단도 적의 저항과 불리한 지형조건을 극복하고 13일을 전후로 하

여 알바니선으로 진출하였다. 이후 15일 한 차례 적의 기습공격을 받았으나 양개 

사단은 이를 격퇴하고 17일 최종 목표선인 아이다호선으로 진출하여 리퍼작전을 

종료하였다.

한편 리퍼작전의 조공인 국군 제3군단은 최종 공격목표인 계방산-황병산을 연

하는 아이다호선까지 약 16㎞가 남아 있어 다른 군단에 비해 진격 거리가 짧았지

만 험준한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진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군단장 유재흥 

소장은 작전지역의 기동공간이 제한되고 군단 후방지역에서 북상 중인 북한군 패

잔병들의 빈번한 출몰 등을 고려하여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는 제7사단과 배

속된 한국 해병 제1연대를 공격부대로 투입하고, 미 제10군단에서 복귀한 제3사단

을 군단 예비로 하여 국군 제1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되는 제9사단의 정선 일대 진

지를 인수하도록 조치하였다.

국군 제7사단은 3월 6일 오전 8시에 좌·우전방에 각각 제3연대와 제5연대를 

배치하여 속사리와 하진부리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제대는 잠두산과 

박지산 일대에서 적의 완강한 저항을 받았으나 포병의 화력지원으로 이들을 격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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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무렵 군단 정보보고에 의하면 북한군 제9사단 주력이 백적산을 고수하기 위

하여 속사리에서 남하 중이며, 하진부리 부근에서 정비 중이던 북한군 제27사단

이 형제봉과 박지산으로 남하해 국군 제7사단의 우측방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

었다. 이에 군단장은 한국 해병 제1연대를 이 지역으로 긴급히 투입하였다. 해병

연대는 북한군이 진출하기 전에 방어거점인 봉산리와 발왕산(1458고지)을 선점해

야 했기 때문에 신속한 기동이 요구되었다. 3월 5일 오전 8시에 기동을 개시한 

연대는 다음 날 새벽 2시에 봉산리와 발왕산으로 진출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

였다.

해병연대를 배속 받아 우전방을 보강한 제7사단은 7일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

때 북한군은 아군의 화력집중을 우려한 듯 백적산과 백석산에 최소 병력만을 배치

하고서 고지를 점령당하면 역습과 후방지역 침투로 포위공격을 반복해서 시도하였

다. 공격이 부진하자 8일 국군 제7사단장은 예비인 제8연대를 투입해 3개 연대 

병진 공격을 시도하였다. 군단에서도 하진부리를 조속히 점령하여 북한군의 퇴로

를 차단하려는 목적 아래 군단 예비인 제3사단 제18연대를 전방에 투입하였다.

국군 제7사단은 3월 10일 2개 연대 규모로 공격해 온 북한군을 백적산-거문리

-형제봉 선으로 격퇴하고 다음 날(11일) 속사리와 하진부리를 감제할 수 있는 백

적산을 확보하였다. 이때부터 적의 공격 기세는 현저히 둔화되었고, 사단은 북한

군을 추격하여 공격 개시 1주일 만인 12일에 최종 목표인 속사리와 하진부리를 

점령하고 경강국도를 통제하게 되었다. 사단은 3월 25일 군단의 작전명령에 따라 

후방지역의 북한군 패잔병 소탕작전을 전담하게 되었다. 대신 국군 제3사단이 경

강국도에서 카이로선인 현리-하서림 도로를 목표로 공격을 하게 되었다.

중동부전선의 카이로선 공격을 맡게 된 제3사단은 제18연대를 주공, 제23연대

를 조공, 제22연대를 예비로 하여 26일 오전 8시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18연대

는 오대산에서 설악산으로 연결되는 산악능선을 따라 공격하여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27일 카이로선의 하서림을 확보하였고, 제23연대도 27일 월정동을 

경유 30일 조개동으로 진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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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동해안지역의 38도선 진격작전

동해안의 국군 제1군단은 리퍼작전이 개시되기 직전 미 제10군단에서 작전통제

가 해제되어 3월 5일 강릉으로 복귀하였다. 이때 제3군단의 작전지역 일부를 인

수받고 제9사단과 수도사단을 배속 전환 받았다. 제3군단으로부터 작전지역을 인

수할 무렵, 군단은 황병산-하평동으로 진출하여 이미 리퍼작전의 최종목표인 아

이다호선에 도달한 상태였다.

이 무렵 군단 작전지역내에는 북한군 제10사단이 패잔병과 지방 게릴라들을 규

합하여 2,000여 명으로 재편성한 후 북상 중이었다. 이에 제1군단은 제9사단을 

투입하여 이들 북한군 패잔병들을 소탕하였다. 3월 18일을 전후하여 소탕작전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육군본부는 이날 정오경 군단에 카이로선 이남 지역에 대한 

강력한 수색정찰을 실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제1군단장은 양양 공격에 앞서 

수도사단에게 연곡천 북쪽지역에 대한 위력수색정찰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때 

제1군단 정면의 북한군은 제69여단이 북으로 철수한 제10사단의 일부병력을 증원

받아 하월천리-만월산-명지리 축선에 축차진지를 편성하고서 국군의 진격에 대비

하였다.

위력수색에 나선 국군 수도사단은 제1연대가 동해안에 배치된 미 해군 함정의 

화력지원 하에 적의 축차진지를 격파하면서 양양 남쪽의 어성전리-명지리 선으로 

진격하였다. 당시 북한군은 미 함정의 집중 함포사격으로 많은 병력 손실을 입어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기 때문에 수도사단의 진격을 저지하는 것이 역부족이었다. 

상황이 급진전되자 수도사단장은 대관령 너머의 유천리와 차항리 일대에 배치한 

제26연대를 양양 남쪽의 인구리로 이동시키고, 사단 예비인 제1기갑연대를 강릉에

서 주문진으로 이동시켰다. 사단은 3월 25일에 하달된 “카이로선을 점령 확보하

라”는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26일 좌전방에 제1연대, 우전방에 제26연대로 공격

제대를 편성하고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은 양양을 고수하기 위하여 남대천 남

쪽의 우암리-노고봉 선에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했

지만, 수도사단은 전 화력을 집중한 후 돌격으로 북한군의 최후방어선을 돌파하였

다. 북한군은 방어선이 돌파되자 남대천을 건너 양양 북쪽의 고지군과 한계리-인

제로 통하는 설악산 입구로 철수하였다. 사단은 27일 남대천을 도하해 양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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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한 후 양양-인제, 양양-서림리 간의 차단진지를 점령하였다. 당시 양양-속

초 간의 북한군은 동해안에서 지원되는 함포사격에 방어진지 편성은 물론 철수도 

불가능하게 되자 인제-설악산 간의 내륙지역으로 통하는 도로변에 거점을 확보하

고 저항하였다.

이 무렵 군단장 김백일 소장이 태백산맥 서쪽에서 작전 중이던 제9사단의 전선

을 시찰하고 강릉으로 복귀하던 중 L-5기 추락사고로 행방불명되었다. 이에 부군

단장 이준식 준장이 임시로 군단을 지휘하게 되었다.

양양에서 철수한 북한군은 설악산 입구의 387고지에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였

다. 이 고지는 북한군 제2군단의 철수로인 양양-한계령-원통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 감제고지였다. 수도사단은 3월 29일 387고지에 집중포격을 실시한 후 

제1연대가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적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공격에 실패하였다. 다

음 날 제1연대는 사단이 포격으로 적을 제압하는 동안에 공격을 재개하여 387고

지를 점령하였다. 북한군은 사단의 화력이 387고지 후방으로 연신되자 1개 중대 

규모의 잔류부대만을 퇴로 확보를 위해 남겨 두고 주력이 오색리를 경유하여 설악

산으로 퇴각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1군단은 동해안의 전술적 요충지인 양양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국군과 유엔군은 킬러작전에 이어 서울의 재탈환과 38도선 진출을 목적으로 한 

리퍼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문산-동두천-춘천-현리-양양을 잇는 선까지 진

출하였다.

3. 국군과 유엔군의 38도선 확보와 후방지역 작전

(1) 38도선 확보작전

① 유엔군의 캔자스선 확보

유엔군 측은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을 재개하여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공격

작전을 펼치자 지난 12월부터 제기되었던 철군문제의 논의를 일단락 짓고, 다시 

38도선에 관한 전쟁 지도전략문제를 다각도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미 행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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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3월 15일에 “한국문제를 정치와 군사 두 가지 노선에 따라 구분하여 단계

적으로 해결하되, 정치적으로는 통일독립국가를 이룩하고 군사적으로는 침략을 격

퇴하여 평화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최종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

의(NSC)의 결정과 대통령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이는 군사적으로 전쟁 전

의 현상을 확보한 후 휴전으로 전쟁을 해결하며 통일국가 수립은 그 후 정치적으

로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미 합참은 3월 20일 유엔군사령관에게 대통령이 휴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전쟁의 해결에 대해 외교적 수단보다는 군사적인 방법을 

선호하던 맥아더 장군은 미 행정부와 협의 없이 중공군을 위협하는 발언들을 공개

적으로 표명하였다. 이러한 맥아더 장군의 행동은 휴전계획을 발표하려던 트루먼

대통령의 계획을 취소시킬 만큼 파장을 일으켰다.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의 

태도가 정책에 대한 단순한 불만의 수준을 넘어 미국과 유엔정책에 대한 고의적이

고 사전에 계획된 도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무렵 미 제8군은 중부전선의 평강-철원-김화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본래 

제8군은 개성지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진강을 건너 철수 중인 북한군 제1군단을 

추격해 예성강으로 진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적이 이미 예성강 북쪽으로 철수하

였고 공격제대가 동측방에 배치된 중공군으로부터 포위될 우려가 있어 이 지역 작

전은 수색과 전투정찰대의 활동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철의삼각지대’로 불리는 평양-철원-김화지역은 38도선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

었다. 그러나 이때의 38도선 재돌파는 1950년 10월에 있었던 북진작전의 경우처

럼 대규모의 북진작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전술적 견지에서 유

리한 방어선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 지역 공격에서 미 제8군사령관의 관

심사항은 철의삼각지대로 아군의 계속적인 진출을 보장할 수 있고, 또 적의 공세

에 대비한 양호한 방어진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지형을 점령하는 데 있었다.

리지웨이 장군은 철의삼각지대 공격에 앞서 중공군의 공격 기도를 사전에 분쇄

하고 38도선 확보를 위해 비교적 유리한 방어지역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때 선정된

방어선이 임진강-연천-화천저수지-양양으로 이어지는 캔자스선(Kansas Line)이

었다. 캔자스선은, 서부에서는 38도선 북쪽으로 3.2∼9.6㎞, 동부에서는 대체로 

16㎞ 정도 북쪽에 위치한 고지군을 연결한 선으로 전체 길이가 184㎞에 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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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8군은 4월 3일부터 캔자스선으로의 진격작전을 개시하기로 하고, 이 작전을  

‘전선의 요철을 정리한다’는 뜻에서 러기드작전(Operation Rugged)으로 명명하

였다.

미 제8군은 캔자스선 진출을 위한 러기드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군단 간의 전투

지경선을 조정하고 주요 전투부대도 대폭적으로 이동시키거나 교체하였다. 서부전

선의 미 제1군단은 국군 제1사단, 미 제3사단(영국군 제29여단 배속), 미 제24사

단, 미 제25사단을 전선에 배치하고, 중서부전선의 미 제9군단은 국군 제6사단, 

미 제1기병사단, 영국군 제27여단을,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은 미 제2사단, 국

군 제5사단, 미 제7사단을 각각 전선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중동부전선의 국군 제

3군단은 제2·제3사단을 공격제대로, 제7사단을 예비로 확보하였으며, 동부전선의 

국군 제1군단은 수도사단을 공격제대로 하고 제9사단을 예비로 하였다.

공격준비를 완료한 각 군단은 4월 3일 캔자스선 진출을 위한 러기드작전을 개

시하였다. 이 작전에서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과 중서부전선의 미 제9군단은 각각 

임진강과 화천저수지 사이를 공격하게 되었다. 제1군단장은 이미 캔자스선으로 진

출한 좌측의 국군 제1사단과 중앙의 미 제3사단을 임진강선 방어에 전념하도록 

하고, 우측의 미 제24사단과 미 제25사단을 3번 도로(의정부-포천-김화)를 따라 

북쪽으로 공격하게 하였다.

미 제1군단은 공격 개시 후 적이 산발적인 사격만 할 뿐 저항이 경미하여 6일 

율우리-운산리-야미리-장암리를 연하는 캔자스선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이 무

렵 서부전선의 공산군은 증원부대인 제60군단이 4월 6일 이천과 신계 일대에 도

착하자, 38도선과 그 이북 지역의 방어 배치를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공군 제

19병단 예하의 제63군단이 예성강에서 임진강 지역까지 방어하고, 제3병단 예하

의 제60군단이 임진강 동쪽의 삭녕과 연천지구를 담당하게 되었다. 

미 제9군단도 좌전방에 영국군 제27여단, 중앙에 국군 제6사단, 우전방에 미 

제1기병사단을 배치하여 4월 3일 공격을 개시하였다. 좌측의 영국군 제27여단과 

중앙의 국군 제6사단은 적의 저항이 경미하여 6일 캔자스선에 도달하였지만, 우

측의 미 제1기병사단은 중공군 제39군단의 강력한 저항으로 캔자스선 진출이 늦

어졌다. 미 제1기병사단의 전진 속도가 늦었던 것은 중공군이 화천댐을 이용한 수

공작전을 전개했기 때문이었다. 중공군은 4월 8일 자정쯤 중공군 제39군단 제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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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의 4개 대대가 화천댐의 수문 4개를 완전히 개방하고 6개를 부분적으로 개방

한 후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의 진격을 가로막았다. 이때 화천저수지 수위는 만

수위의 절반 정도였다. 군단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하류지역에서 대피함으로써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저수지의 방류가 계속되면서 북한강 수위가 2m 정

도 상승해 춘천 부근의 가교들이 떠내려가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화

천댐 방류 후 화천저수지 일대의 중공군은 9일 아침 댐에 이르는 능선에 일부 병

력만을 남긴 채 주력이 범람에 따른 고립을 피하기 위하여 철수하였다. 중공군 주

력이 철수하자 미 제1기병사단은 정오경에 캔자스선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러

나 화천댐만은 4월 9일부터 11일까지 3차에 걸친 제7기병연대의 공격에도 불구하

고 끝내 탈환하지 못한 채 미 해병 제1사단의 작전으로 넘겨졌다. 이로써 미 제9

군단은 석룡산-화악산-지암리-신포리-용화산을 연하는 캔자스선을 점령하고 차

기 작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미 제9군단의 우인접 부대인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은 작전지역의 도로망이 

<상황도 6-7> 유엔군의 38도선 확보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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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고 지형이 험준하여 중서부전선의 부대들보다 진출이 다소 지연되었다. 군

단은 4월 7일 부대배치를 조정하여 조공인 좌전방의 미 제2사단이 화천저수지 남

쪽을, 중앙의 미 제7사단이 양구를, 주공인 우전방의 국군 제5사단이 인제를 각각 

공격하였다.

군단의 주공부대인 국군 

제5사단은 태기산 전투를 종

료하고 부대정비와 위력수

색에 주력하던 중 4월 7일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소

양강 남쪽의 남전리-원대리

로 진출하여 인제 방면의 

공격을 담당하게 되었다. 당

시 사단 정면의 적은 북한군

제12사단이었으며, 이 사단

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15사

단 및 제45사단의 1개 연대

가 소양강변에 배치되어 있

었다. 이들 북한군은 소양

강변에 강력한 거점진지를 

구축하고 국군 제5사단의 

진출을 저지한 다음, 철수한 그들 주력의 재편성이 완료되면 공세로 전환할 계획

이었다.

국군 제5사단은 4월 9일 제35연대를 선봉으로 하여 제26포병대대와 미 제7사

단 포병대대의 화력지원 하에 소양강을 도하한 후, 12일에 우전방의 제36연대가 

인제-원통 도로를 따라 총공격을 개시하여 이중 삼중으로 엄체호를 구축하고 저

항하는 적을 격퇴하고서 인제와 그 서쪽 고지군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

나 이후 사단은 좌전방의 제35연대가 개운리 서쪽의 고지군을 공격했지만 북한군

과 일진일퇴의 공방전만을 전개하였으며, 제36연대도 14일부터 합강리 서쪽의 고

지군에 강력한 방어거점을 구축한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진출이 늦어졌다. 이에 

중동부전선에서 유엔군의 북진(195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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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사단은 15일부터 제36연대가 야간공격을 감행하면서까지 공격을 계속해 마

침내 공격 개시 7일 만인 4월 17일에 캔자스선으로 진출하였다. 이때 사단의 우

전방 부대인 제36연대가 원통 북쪽의 481고지와 봉화봉을 확보하였으며, 좌전방의

제35연대가 586고지에서 북한군의 역습을 격퇴한 후 월하리 일대로 진출하였다.

한편 국군 제5사단이 인제 부근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격전을 펼치는 동안 미 

제2사단은 화천저수지로 진출하였으며, 미 제7사단은 북한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북쪽으로 진출해 양구 점령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부대가 임진강-전곡-화천저수지-양구-양양을 연하는 이

른바 캔자스선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자, 유엔군은 휴전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의 일

환으로 이 선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② 유엔군의 철의삼각지대 확보작전

국군과 유엔군이 캔자스선으로 진출하자 미 제8군사령관은 지상 및 항공정찰과 

포로심문 등을 통하여 공산군의 공세 징후가 전 전선에 걸쳐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음을 간파하였다. 그는 공산군의 병력과 장비 및 보급물자가 집중되고 있는 전

략적 요충지인 철의삼각지대를 점령하여 강력한 방어선을 형성하고, 그 전방지역

에 대규모의 정찰대를 운용하여 공산군의 공세 준비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였다.

이에 미 제8군은 4월 9일 연천-고대산-와수리-대성산-화천저수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통제선인 와이오밍선(Wyoming Line)을 설정하였다. 이 선은 방어력이 취

약한 중동부전선의 방어종심을 보강시켜 줄 뿐만 아니라 공산군의 공격발판인 철

의삼각지대를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방어선이었다.

미 제8군은 이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을 계획하고 ‘돈틀리스 작전(Operation 

Dauntless : 불굴의 작전)’이라고 명명하였다. 미 제8군은 와이오밍선에 이르기 

위한 1단계 목표선으로 유타선(Utah Line)을 설정하였다. 유타선은 캔자스선 전

방 임진강-금학산-광덕산-백운산으로 연결되며 활처럼 굽어진 선이었다. 이 작

전에는 미 제1군단의 미 제3·제24·제25사단이 공격제대로 나서고, 미 제9군단 

좌전방의 영국군 제27여단이 미 제1군단과 보조를 맞춰 단거리 진격을 실시할 계

획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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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에 따라 공격제대들은 4월 11일 돈틀리스 작전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공

교롭게도 이날 트루먼 대통령은 그동안 전쟁지도 노선을 두고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온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을 해임하고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을 그 

후임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리지웨이 장군의 후임에는 밴플리트 장군을 4월 14일

부로 임명하였다.

유엔군사령부와 미 제8군사령부는 미국의 전쟁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이루어진 

사령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타선 확보를 위한 작전을 진행하기로 결

정하였다. 이 무렵 전선에서는 그동안 접적을 단절하고 후퇴만 하던 중공군의 활

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공정찰에서도 중공군의 공세 징후가 포

착되었다. 이에 신임 유엔군사령관은 서울을 고수한다는 방침아래 공산군에게 최

대한의 손실을 강요하면서 축차적인 철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여기

에는 미 제1기병사단을 군 예비로 확보하여 언제든지 서울 방어에 투입할 수 있도

록 함과 동시에 서울 외곽에 

견고한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공격과 방어계획

을 동시에 마련한 상황에서 4월

20일을 전후하여 미 제3사단

이 연천을, 미 제25사단이 금

학산을, 미 제24사단이 문혜

리를, 그리고 영국군 제27여

단이 사창리를 점령함으로써 

공격제대들이 모두 유타선에 

도달하였다. 제8군사령관은 공

격의 여세를 몰아 공산군의 

전략적 요충지인 철원과 김화

를 위협할 수 있는 와이오밍

선으로 공격을 계속하도록 명령하였다.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은 4월 21일 와이오밍선을 목표로 제2단계 작전을 개시

M46 미군 전차가 중공군 보급기지에 기관총 사격을 가하는 
모습(195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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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좌전방 미 제1군단의 미 제24사단과 미 제25사단이 철원-김화를, 우전방 

미 제9군단의 국군 제6사단과 미 해병 제1사단이 김화-화천을 목표로 각각 공격

을 개시하였다. 미 제9군단의 2개 사단은 접적이 없어 캔자스선에서 북쪽으로 

3.2∼8㎞를 진출하였다. 그러나 미 제1군단의 좌전방 공격부대인 미 제25사단(터

키 여단 배속)은 보개산에서 철원으로 공격하던 중 적의 포격으로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은 22일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공산

군의 저항은 한층 강화되고, 또 공세 징후가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항공

정찰에 따르면 북쪽과 북서쪽에서 전방지역으로 적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특

히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 지역에서는 아군의 치열한 포격에도 불구하고 적이 전

방지역 중앙으로 집결하였고, 또 임진강변에서는 적이 도하준비를 위한 정찰활동

을 증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방지역에서는 생포되는 포로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포로들은 중공군이 야간에 대규모 공세를 개시할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것이 중공군 춘계공세의 서막이었다.

4월 17일부터 금천-위천리-삭녕-장거리-문혜리-산양리 선을 최후저지선으로 

설정하고, 유엔군을 유인하는 작전으로 전환한 공산군은 4월 22일을 기해 이른바 

‘4월 공세’를 감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군과 유엔군은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2) 후방지역 작전

전선에서 피·아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는 동안 후방지역에서는 국군 제11

사단이 지리산과 호남지구에서, 제2사단이 안동지구에서, 제9사단이 정선지구에서 

각각 게릴라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적 후방지역의 부대와 병참시설에 관

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파괴·교란하여 적의 작전에 혼란을 초래할 목적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통제하는 유격대가 적 후방지역에 파견되어 광범위한 활동을 전

개하였다. 

국군 제11사단(사단장 최덕신 준장)은 1950년 10월 4일부터 1951년 4월 6일까

지 약 180일 동안 지리산을 중심으로 호남지역에서 게릴라 토벌작전을 수행하였

다. 지리산, 백운산, 덕유산, 회문산, 불갑산, 백아산, 화학산 일대의 험준한 산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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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에 거점을 둔 게릴라들은 중공군이 참전하자 6·25전쟁 초기의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것으로 믿고 1951년 1월 말에 대체적인 조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유격활

동을 기도하였다. 이들은 북한군 창설 기념일(2월 8일)을 계기로 가일층 지하조직

을 강화하는 한편, 살인·방화·약탈 등을 통해 국군과 유엔군의 후방지역을 교란

하였다. 특히 2월 중순 이후부터 게릴라들은 100명 이상의 대규모 병력으로 집단 

출몰하였다.

<표 6-3> 1951년 1월 31일 현재 호남지구 게릴라 부대 현황

활동지구 게릴라 부대명
병력

무장 비무장

전북지구

전북병단, 완주군당, 돌격유격대, 김제유격대, 

전북유격대, 담양유격대, 순창유격대, 칠보유격대, 

지구기동대 105사령부, 독수리대대, 영광호대, 

위라호대

1,800 1,800

지리산지구 107부대, 605부대, 지리산유격대, 백운산유격대 1,330 370

전남지구

전남총사령부 기동대, 광주유격대, 화순유격대, 

보성유격대, 나주동부유격대, 전남당기동부대, 

영광유격대, 장흥유격대, 남해여단

1,300 1,300

이에 따라 국군 제11사단은 게릴라들의 근거지 파괴와 지휘자 체포를 통해 게릴

라의 재집결을 봉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제9연대를 전남지역에, 제13연대를 전북

지역에, 제20연대를 지리산지구에 분산 배치하였다. 그리고 배속된 일부 경찰 및 

청년방위대에 주보급로와 통신망을 확보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본격적인 게릴라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1사단의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작전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되었다. 제1단계 작

전은 1950년 10월 1일∼10월 25일까지로 사단의 주력이 호남지구에 집결한 후 각 

지구 행정기관의 복구 및 적정 수집을 하는 한편, 사병들에 대한 훈련 및 소규모 

토벌작전을 병행한 시기였다. 특히 이 기간 중에 퇴로를 차단당한 게릴라들은 험

준한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두고 아군의 보급로를 파괴하고 통신망을 두절시키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2단계 작전은 1950년 1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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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기간은 소위 ‘견벽청야(堅壁淸野)’작전 개념에 입각해 산간벽지에 있는 민간인

들을 소개하고 게릴라의 보급로를 차단해 적을 기아 상태에 몰아넣는 한편, 아군의 

통신 및 보급로에 유리한 거점을 확보하여 게릴라 소탕에 주력한 시기였다. 제3단계 

작전은 1951년 1월 1일∼4월 초까지로 이 작전기간에 게릴라들은 중공군의 공세

를 계기로 지역별 연대를 이루며 약탈·납치·방화·기습 등의 활동을 감행하였

다. 이에 경찰 및 청년방위대는 주보급로 및 통신망 확보에 대한 책임을 맡고 제

11사단은 주로 적 근거지 파괴에 전 병력을 집중하던 시기였다. 

제11사단의 작전결과는 적

근거지를 파괴하고 게릴라

들이 보유하고 있던 보급 

물자를 게릴라들과 분리시

키는 동시에 게릴라와 주민

들을 분리시켜 게릴라의 조

직적인 활동을 분쇄함으로

써 후방지역의 치안을 유지

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

나 작전기간 중에 ‘거창사

건’과 같은 민간인 희생사

건도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

를 빚기도 하였다. 거창사

건은 1951년 2월 10∼11일 거창군 신원면에서 사단의 제9연대 제3대대가 신원지

서의 협조를 받아 게릴라들과 내통하였다고 판단되는 주민들을 살상함으로써 사회

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육군본부는 거창사건으로 사기가 저하된 국군 제11사단을 횡성전투 이후 대구에

서 재편성을 완료한 국군 제8사단(사단장 최영희 준장)과 교대시켰다. 국군 제8사

단의 주력은 4월 3일 전주로 이동하여 제1경비대대, 제18전투경찰대대, 충남 경찰

토벌대, 청년방위대 제153지대를 배속 받아 금산, 정읍, 부안지구에서, 제16연대

는 진주로 이동하여 제2경비대대를 배속 받아 백운산과 중산리 일대에서 게릴라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지리산 토벌부대의 박격포 진지(전북 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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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태백산지구에서는 국군 제2사단(사단장 함병선 준장)이 안동 일대에서, 국

군 제9사단(사단장 김종갑 준장)이 정선 일대에서 게릴라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안동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던 게릴라들은 1951년 1월 중공군의 신정공세 시 미 제

10군단 지역을 돌파해 영월·단양·영주를 경유 안동까지 침투한 북한군 제10사

단과 이현상의 남부군, 그리고 경북도당과 지역군당 게릴라들이었다. 이들은 태백

산, 일월산, 속리산을 위시하여 형제봉, 보현산, 동대산을 연하는 일대에서 유격

전을 전개하였다. 

국군 제2사단은 1951년 2월 13일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미 제10군단에서 

배속이 해제되어 육본 직할부대로 전환되어 게릴라 토벌작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사단은 후방에서 게릴라 토벌작전을 하고 있던 제6·제7경비대대와 국민방위군 1개 

연대 병력, 태백산지구 전투경찰사령부 예하 경찰 2개 대대를 작전통제하여 영남 

일대의 군 보급로 경비와 지역 내 게릴라 소탕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사단은 제

31연대와 국민방위군 제3연대에게 주보급로를 경계하도록 하고, 제17연대와 제32

연대를 보현산 일대의 게릴라 소탕작전에 투입하였다. 사단은 3월 10일 게릴라 

소탕작전을 일단 종결하고 부대를 재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제31연대는 영주·풍

기·단양을, 제32연대는 신녕-의흥 간 도로경비를, 제17연대는 경주-울산, 경주

-영천 간 도로경비를 담당하게 되었다. 사단은 4월 22일 속리산지역 게릴라 소탕

작전을 실시한 후 충북 제천으로 이동하였다.

이 무렵 정선지구의 국군 제9사단도 1951년 2월 26일부터 게릴라 소탕작전에 

돌입하였다. 이때 북한군 제10사단 주력으로 판단되는 약 2,000~3,000명의 게릴

라가 평창동 일대에 은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3월 12일 작전을 개시하였

다. 제9사단의 포위와 게릴라들의 탈출이 반복되는 가운데 사단은 3월 16일 포위

망을 형성하고 북상 도주로를 차단하는 데 성공하여 북한군 제10사단의 패잔병 

상당수를 사살하였다.

한편 6·25전쟁 기간 중에는 정규전 못지않게 비정규전 형태의 유격부대 활동

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전쟁 초기 북한군의 점령지역 곳곳에서 일어난 자생적인 

반공유격투쟁은 1·4후퇴 이후에 국군과 유엔군의 지휘를 받으면서 계속 확대되었

다. 국군은 적 주력에 대한 견제전략으로 주전선의 후방을 교란하는 제2전선 형성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서 ‘명유격대대’, ‘백골병단’, ‘백봉부대’, ‘육군 을지병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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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용했으며, 미군은 서해안지역에서 활동하던 많은 의용군들을 유격대로 활용

하기 위해 1951년 1월 ‘에이블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미군은 무기·통신장비·

보급 지원을 통해 민간인 유격대원들을 북한지역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요원으

로 발전시켰다. 

이들 유격대원은 평안도·황해도·함경도 등지로 출동해 북한군·중공군 진지 

습격, 지하조직 구축, 피난민과 추락한 조종사 구출, 무기 노획 등 여러 작전을 

펼쳤다. 또한 이들은 항공정찰만으로 군사시설이나 군대의 이동 상황·규모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서쪽으로는 압록강 하구에 있는 대화도, 동쪽으로는 원산 앞바다

를 장악해 북한지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 유격대원의 이러한 전투와 정보수

집 활동 결과는 미 제8군의 서쪽 측면방어를 지원해 주저항선에 있는 북한군과 

중공군의 분산을 가져오는 데 기여하였다. 

제 3 절  공산군의 춘계공세 좌절과 전선 교착  

1. 중공군의 4월 공세와 유엔군의 방어

(1) 중공군의 4월 공세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후퇴를 거듭하던 공산군은 전황의 반전을 꾀하기 위

해 병력을 증원하고 지휘체계를 정비하는 등 대규모 공세작전을 준비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지원군사령부는 제19병단을 임진강 북쪽의 구화리-덕사리 선에, 제3병

단을 삭녕-신탄리 선에, 제9병단을 철원-김화 선에 배치하였고, 북한군 전선사령

부는 북한군 제3군단과 제5군단을 양구-원통 선에 배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공

산군은 그동안 열세를 보였던 화력과 기동력을 보강하는 한편 식량과 탄약 등 군

수능력의 향상에도 주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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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4월 공세 시 공산군의 축선별 주요 부대배치

배치 축선 군 군단 사단 연대

구화리-덕사리 
제19병단

제63군단

제187사단 제559·제560·제561연대

제188사단 제562·제563·제564연대

제189사단 제565·제566·제567연대

제64군단

제190사단 제568·제569·제570연대

제191사단 제571·제572·제573연대

제192사단 제574·제575·제576연대

제65군단

제193사단 제577·제578·제579연대

제194사단 제580·제581·제582연대

제195사단 제583·제584·제585연대

포병 제8사단 제31·제44연대

북한군 제1군단 제8·제19·제40사단

삭령-신탄리 제3병단

제12군단

제31사단 제91·제92·제93연대

제34사단 제100·제101·제102연대

제35사단 제103·제104·제105연대

제15군단

제29사단 제85·제86·제87연대

제44사단 제130·제131·제132연대

제45사단 제133·제134·제135연대

제60군단

제179사단 제535·제536·제537연대

제180사단 제538·제539·540연대

제181사단 제541·제542·제543연대

포병 제2사단 제28·제29·제30연대

철원-김화 제9병단

제20군단

제58사단 제172·제173·제174연대

제59사단 제175·제176·제177연대

제60사단 제178·제179·제180연대

제26군단

제76사단 제226·제227·제228연대

제77사단 제229·제230·제231연대

제78사단 제232·제233·제234연대

제27군단

제79사단 제235·제236·제237연대

제80사단 제238·제239·제240연대

제81사단 제241·제242·제243연대

제39군단

제115사단 제343·제344·제345연대

제116사단 제346·제347·제348연대

제117사단 제349·제350·제351연대

제40군단

제118사단 제352·제353·제354연대

제119사단 제355·제356·제357연대

제120사단 제358·제359·제360연대

포병 제1사단 제25·제26·제27연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68 _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배치 축선 군 군단 사단 연대

양구-원통 북한군
제3군단 제1·제15·제45사단

제5군단 제6·제12·제32사단

기타
북한군

예비/지원

제2군단 제2·제13·제27사단

제4군단
제4·제5·제10사단, 제105기계화사단, 

제26육전여단

제6군단 제9·제18사단, 제17기계화사단, 제23육전여단

제7군단
제3·제7·제37·제46사단, 

제24·제63육전여단

1951년 4월 중순 중·조연합사령관 펑더화이는 유엔군의 공격을 조기에 분쇄하

고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38도선에서 유엔군의 주력을 격멸한 후 그 

여세를 몰아 서울을 점령하고, 그 후 한강 이남으로 공격할 것을 결정하였다. 

제5차 공세의 단행을 결정한 중공군 지휘부는 증원부대의 집결이 완료되지 않

은 점을 고려해 유엔군이 김화-문등리-간성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면 공세를 실

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공세시기는 전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유엔군의 

전진 속도에 따라 4월 20일 무렵 또는 5월 초순에 개시하기로 하였다.

중·조연합사령부는 제5차 공세의 목적을 “유엔군 수 개 사단을 섬멸하여 주도

권을 회복하는 것”에 두었으며, 주요 작전지역으로 서부전선의 문산에서 춘천에 

이르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미 제1군단(미 제3·제25사단, 국군 제1사단, 

영국군 제29여단, 터키 여단)과 미 제9군단 예하의 미 제24사단과 국군 제6사단

을 주요 공격 목표로 하였다.

중·조연합사령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9병단에 배속된 제40군단

에는 김화-가평 선에서 돌파구를 만들어 유엔군을 동·서로 분할하는 임무를 부

여하였고, 제39군단에는 화천-춘천 간의 미군을 견제하여 이들이 서쪽으로 증원

되는 것을 차단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제3병단과 제9병단 그리고 제19병

단에게는 서부전선에서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을 주로 공격하게 하였다. 이때 

제3병단은 정면공격을 담당하고 제9병단과 제19병단은 양익으로 나누어 우회공격

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먼저 역량을 집중하여 국군 제1사단과 영국군 제

29여단, 미 제3사단, 터키 여단, 국군 제6사단을 섬멸한 후 역량을 재집중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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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24사단과 미 제25사단을 섬멸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조연합사령부는 유엔군의 상륙작전과 공정작전에 대비하기 위

해 중공군 제42군단을 원산과 양덕에, 제38군단을 숙천에, 제47군단을 평양에 각

각 위치시켰으며, 북한군 제2군단을 회양과 화천에, 제6군단을 사리원과 재령에 

각각 위치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4월 19일에 공격 개시일을 22일 황혼으로 

확정하고, 21일까지 공격부대들의 집결을 완료시켰다. 

공격준비가 완료되자 중·조연합사령부는 4월 21일 공격명령을 예하부대에 하

달하였으며, 이 명령에 따라 북한군과 중공군은 4월 22일 해질 무렵 제5차 공세, 

이른바 ‘4월 공세’를 개시하였다. 주공부대인 제19병단은 개성-문산 축선의 국군 

제1사단과 영국군 제29여단을, 제3병단은 연천-전곡-동두천 축선의 미 제3사단

과 터키 여단을, 제9병단은 김화-포천-의정부 축선의 미 제25사단과 미 제24사

단을 목표로 공격하였다. 그리고 조공인 북한군 제3군단과 제5군단은 양구 남쪽

의 미 제10군단과 인제 부근의 국군 제3군단을 공격하였다.

<상황도 6-8> 중공군의 4월 공세(1951.4. 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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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북방의 전투

미 제l군단은 중공군의 대군을 맞아 우세한 항공 및 포병화력과 기동력을 이용

하여 적에게 최대의 출혈을 강요하면서 캔자스(Kansas), 델타(Delta), 골든(Golden) 

선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철수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국군 제29여단

(벨기에 대대 배속)이 설마리와 금굴산 일대에서, 국군 제1사단이 파평산에서 중

공군과 혈전을 펼치게 되었다. 

중공군의 4월 공세가 시작될 무렵, 영국군 제29여단은 글로스터(Gloucester) 

연대 제1대대(이하 ‘글로스터대대’)를 적성 부근에, 퓨질리어(Royal Northumberland

Fusiliers)연대 제1대대(이하 ‘퓨질리어대대’)를 감악산 북쪽에, 그리고 4월 4일부

로 여단에 배속된 벨기에대대를 금굴산에 배치하여 임진강을 방어하고 있었다. 여

단은 마지리-도감포 간 11㎞의 광정면에 대대단위 거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

었기 때문에 대대 간에는 물론 좌우 인접부대 간에도 공백지대가 형성되어 적의 

침투나 돌파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영국군 제29여단 정면에서는 4월 22일 아침부터 임진강 주변에서 여단의 정찰

대와 중공군 사이에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녁 10시경 

중공군 제19병단 예하 제63군단이 임진강을 도하해 여단을 공격하였다. 좌측의 

글로스터대대는 가여울 도섭장을 통제할 수 있는 148고지에서 조명탄 지원을 받

아가며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 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공군의 공격은 더욱 거

세졌고, 전·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이 무렵 중앙과 우측에 배치된 퓨질리어대대와 

벨기에대대도 진내로 침투하는 적과 격전을 펼치고 있었다. 

글로스터대대 A중대를 공격하여 발판을 굳힌 중공군 제187사단은 자정 무렵 도

하한 후속부대를 투입하여 3면에서 글로스터대대를 집중 공격하였다. 대대는 2시

간에 걸쳐 결사적으로 저항했으나 수적 열세로 4월 23일 오전 11시경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철수를 단행하였다. A중대와 D중대는 적성-신산리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설마리의 235고지(일명 ‘설마리 고지’)로, B중대는 그 동쪽의 316고지로 

철수하여 재편성에 착수하였다.

글로스터대대가 설마리 일대에서 방어진지를 고수하는 가운데 4월 23일 온종일 

고전을 면치 못하던 퓨질리어대대가 후방진지로 철수하여 송산리에 새로운 방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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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편성하였고, 벨기에대대도 동두천을 거쳐 감악산 남쪽 화산리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작전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감악산이 중공군의 수중에 들어갔고 24일 

새벽에는 글로스터대대가 중공군 제63군단에게 포위되는 위급한 상황이 초래되었

다. 이에 여단장은 4월 24일 오전 7시 30분경 글로스터대대를 구출하기 위해 전

차로 증강된 필리핀대대를 투입하여 연결작전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선두전차가 

적 포탄에 맞아 도로가 차단되어 실패하였다. 이날 오후 벨기에대대의 지원 아래 

실시된 제2차 구출작전마저 실패하였으나 글로스터대대는 여단 구출작전을 기대하

고 설마리 고지에 사주방어진지를 구축한 채 여러 차례에 걸친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고립무원 상황에 12시간을 버티던 대대장은 일몰 직전에 모든 부대원들을 고지

정상으로 집결시켰다. 외부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대대장은 고지 정상에서 최

후의 일전을 펼치기

로 결심하였다. 이 

무렵 여단 주력도 감

악산으로 진출한 중

공군에게 포위될 상

황에 처하자 여단장

은 여단본부가 있는 

봉암리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글

로스터대대장에게는 

증원부대 투입이 불

가함을 통보하면서 대

대가 적중을 돌파하

여 철수하든지, 아니

면 중공군에게 투항

하든지 양자택일을 하

도록 조치하였다.

이때 글로스터대대

<상황도 6-9> 영국군 제29여단의 설마리-금굴산 전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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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막연히 남쪽의 계곡만 통과하면 좌인접의 국군 제1사단 지역으로 철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4월 25일 오전 10시에 

글로스터대대는 대대장을 비롯하여 군목과 군의관, 의무요원 등이 50여 명의 부

상자와 함께 고지에 잔류한 가운데 D중대 엄호를 받으며 하산을 시작하였다. 그

러나 남쪽으로 철수한 대대 주력과 설마리고지에 잔류한 요원들은 중공군에게 포

로가 되거나 사살되었고, 대대 철수를 엄호한 후 북쪽으로 철수한 D중대원 39명

만이 국군 제1사단에 의해 구출되었다.

영국군 제29여단 주력은 다수의 인명과 장비피해를 입고 덕정과 의정부로 분산 

철수하였다. 결과적으로 여단은 설마리-금굴산 전투에서 글로스터대대 전 병력의 

1/3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이 희생으로 적성-설마리-동두천으로 돌

파하려는 중공군을 3일간이나 저지시켜 군단 주력부대들의 안전한 철수는 물론 

서울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획득하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다.

영국군 제29여단의 좌측에서 문산-파평산 일대를 방어 중이던 국군 제1사단도 

중공군의 4월 공세가 시작된 22일 저녁 8시를 전후하여 임진강을 건너 온 중공군 

제19병단 예하 제64군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제1사단은 임진강의 장애물 효

과를 최대한 이용해 중공군의 도하를 저지하고, 중공군의 예상 도하지점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주력했지만, 수적 열세로 일부 병력의 도하를 허용하였다. 이에 더

하여 우측의 영국군 제29여단 지역으로 도하한 중공군이 사단의 우측방을 위협하

기까지 하였다. 

4월 23일 날이 밝자, 국군 제1사단

은 유엔군사령부로부터 지원받은 항공

기와 포병 화력을 집중 운용해 3,000

명의 중공군을 사살하는 큰 전과를 올

렸다. 이로써 중공군의 공격 기세는 

현저히 둔화되었으며, 이 사이에 사단

은 적의 야간공격에 대비해 방어진지

를 보강할 수 있었다. 중공군의 공격

이 야간에 또다시 시작되었으나 사단

은 완강히 저항하며 중공군의 정면 돌중공군의 4월 공세 시 임진강을 건너는 중공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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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를 허용하지 않았다. 

중공군은 국군 제1사단 진지의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게 되자 고랑포에서 도하한 

제192사단을 파평산 정면에 투입하고, 새로 투입된 제190사단을 두포리-마산리-

법원리 축선으로 진출시켜 전선을 분할하였다. 이에 따라 파평산의 제12연대가 고

립되었다. 사단에서는 전방연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봉일천 남쪽의 죽원리 일대에 

대기 중인 제15연대를 법원리로 이동시켰다. 하지만 전방연대에서는 시간이 경과

할수록 중공군의 파상공격에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일부 지역이 돌파되어 방어정면

이 파평산 정상 부근으로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공군 제190사단 제568연

대가 제11연대와 제12연대의 전투지경선을 돌파해 4㎞를 남하하였다. 사단이 위기

에 처해 있을 때 다행히 어둠이 걷히고 날이 밝았다.

사단이 또다시 항공지원과 포병 화력을 집중시켜 돌파구 내의 적을 격파함으로

써 사단의 방어지역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방어 3일째인 24일 밤이 

깊어지면서 사단은 파평산 일대의 방어진지를 빼앗겼다. 25일 날이 밝자, 사단은 

주간에 역습으로 파평산 일대의 주저항선을 회복하려 했으나 적은 북한군 제1군단

을 추가로 투입해 방어를 강화하였다. 역습이 저지되면서 제1사단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갈 무렵인 이날 정오경에 군단으로부터 철수명령이 하달되었다. 사단은 

3일간에 걸친 공방전을 뒤로 하고, 금촌과 문산 사이의 월롱산-부곡리-삼방리를 

연하는 선으로 철수하였다.

후일 중공군이 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전역우회 임무를 맡은 제64군단이 장파

리와 고사동 일대를 점령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파평산 북쪽에서 국군 제1사

단의 저지로 적의 주진지를 신속히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전사(戰史)에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공세가 국군 제1사단의 저항에 부딪혀 차질을 빚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화-포천 축선에서는 연천 동쪽에서 철원과 김화를 목표로 공격하던 미 

제1군단의 미 제25사단(터키 여단 배속)과 미 제24사단이 4월 22일 중공군의 공

세가 시작되자 즉시 방어로 전환하였다. 이때 좌전방의 터키 여단은 대광리 남쪽

의 고지군에, 중앙의 미 제25사단은 철원 남쪽의 금학산(947고지) 일대에, 우전방

의 미 제24사단은 문혜리-신술리에 급편방어 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터키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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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좌측에는 미 제3사단 제65연대에 배속된 필리핀 대대가 유타선을 따라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4월 22일 저녁 7시에 터키 여단이 배치된 장승천 일대에 40분간 공

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공격을 개시하였다. 여단은 포병진지와 통신시설이 중공

군의 포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내로 접근한 중공군 제60군단 

예하 제179사단과 공방전을 펼치며 주저항선을 고수하였다.

중공군은 정면공격과 병행하여 좌인접 필리핀 대대 및 우인접 미 제25사단 제

24연대와의 전투지경선 부근으로 1개 연대를 투입해 포위공격을 시도하였다. 자정 

무렵 터키 여단은 한탄강 남쪽 캔자스선 진지로 철수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을 받고 

철수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터키 여단은 중공군이 철수로의 중요 거점인 나미현을 

먼저 차단함으로써 철수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터키 여단이 격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 좌인접 율동 부근에 배치된 필리핀 대대

도 22일 밤 11시부터 중공군 제12군단 제34사단으로부터 파상공격을 받아 진내에

서 근접전투를 벌였다. 대대는 중공군의 포격에 통신이 두절되어 화력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총력전을 펼쳐 새벽까지 진지를 고수해 미 제3사단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터키 여단과 필리핀 대대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23일 오전 미 제9군단의 사창리 

지역에 이어 미 제l군단의 감악산 지역에서도 부분적으로 방어진지가 돌파되자, 

미 제8군사령관은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에 임진강-전곡-화천저수지를 연하는 

캔자스선으로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도록 명령하였다.

캔자스선으로의 철수명령에 따라 미 제1군단 우전방지역의 미군 3개 사단(제3·

제24·제25사단)은 진지 전방으로 중공군의 집결을 유인한 다음 항공지원과 포병

화력으로 중공군에게 최대한의 출혈을 강요하면서 캔자스선 진지로 철수하였다.

(3) 사창리-가평 축선의 위기

김화와 화천의 와이오밍선을 목표로 공격 중이던 미 제9군단 지역에서도 4월 

22일 중공군의 4월 공세가 개시되었다. 전날(21일) 미 제9군단은 미 제1군단과 병

진하여 국군 제6사단이 김화로, 미 해병 제1사단(한국 해병 제1연대 배속)이 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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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북쪽의 와이오밍선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반면에 중공군은 4월 공세의 조공부대로 제9병단을 화천-가평 축선에 신속히 

진출시켜 유엔군의 동·서 간 증원을 차단하고 주공부대인 제19병단의 동쪽 측방

을 엄호하기 위해 제9병단에게 먼저 공격의 포문을 열게 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미 제l해병사단보다 전력이 약하고 자신들의 장점인 산악기동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국군 제6사단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중공군은 4월 22일 오후 5시경 방화동과 실내리 일대에 포격을 집중한 후 제

20군단 예하 제60사단과 제40군단 예하 제120사단이 국군 제6사단 정면과 연대 

간의 전투지경선으로 공격해 왔다. 사단은 후방으로 진출한 중공군에 의해 퇴로가 

차단되고 통신마저 두절되면서 예하부대의 통제도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이때 

좌전방 제19연대는 적중에 고립되었고 우전방 제2연대와 예비인 제7연대는 차량

과 장비를 포기하고 분산 철수하였다. 

전선을 돌파한 중공군은 계속해서 제7연대 후방의 국군 제27포병대대와 미 제2

박격포대대 C중대를 공격하였다. 공격을 받은 부대들은 유일한 철수로인 사창리-

춘천 간 도로를 따라 신포리로 철수하였다. 사단이 주저항선에서 철수하자 사단을 

화력 지원하던 미 포병부대들도 동쪽의 북한강지역으로 이동을 서둘렀다. 이에 따

라 사창리에서는 보병과 포병부대들이 뒤섞이면서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때 중공군의 기습공격이 가해짐에 따라 미 포병부대들은 다수의 화기를 유기한 채 

철수하였다.

한편 국군 제6사단의 우인접 부대인 미 해병 제1사단도 제5·해병 제7연대와 

배속된 한국 해병 제1연대가 화천저수지 북쪽의 와이오밍선을 목표로 공격을 실시

하다가 4월 22일 중공군으로부터 역습을 받았다. 미 해병 제1사단은 중공군 제9

병단 예하 제40군단 주력의 정면공격과 국군 제6사단의 철수로 말미암아 노출된 

좌측방을 통한 중공군의 포위공격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맞았

다. 하지만 사단은 화력으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면서 북한강 동쪽으로 철수하

여 춘천을 중심으로 한 캔자스선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23일 중공군의 야간공격에 

사단은 작전의 주도권을 상실한 채 가평 방면으로 철수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영국군 제27여단의 엄호를 받으며 철수하여 24일 아침 가평 남

서쪽 불기산 일대를 점령하였다. 이때 사단은 소총 2,263정, 자동화기 168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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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로켓포 66문, 대전차포 2문, 박격포 42문, 곡사포 13문 그리고 차량 87대

의 손실을 입었다. 사단을 화력 지원한 미 포병부대도 105mm 곡사포 15문을 비

롯하여 4.2" 박격포 13문과 242대의 무전기 그리고 차량 73대의 손실을 입었다.

국군 제6사단을 격파한 중공군은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비교적 기동이 용이한 

가평천 골짜기를 따라 서울-춘천 간의 도로를 차단하려 했다. 그러나 중공군은 

영국군 제27여단의 강력한 저지와 포병의 효과적인 화력지원으로 많은 인명피해

를 입게 되자 25일 새벽에 공격을 포기하고 퇴각하였다. 이로써 유엔군 전선을 

분할해 각개 격파하려 했던 중공군의 기도는 영국군 제27여단의 선전으로 저지되

었다. 이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강 남쪽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다. 

(4) 유엔군의 서울 방어와 중공군의 공세 종료

공산군은 주공으로 서부전선에 투입된 중공군 제19병단과 북한군 제1군단이 임

진강변에서 국군 제l사단과 영국군 제29여단의 강력한 저항과 항공폭격 및 포병사

격으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

았다. 서울을 목전에 둔 4월 26일부터 공산군 측이 과감하게 주간공격작전으로 

전환함으로써 쌍방은 서울 외곽에서 이번 4월 공세의 분수령이 될 치열한 일전을 

펼치게 되었다.

중공군의 4월 공세가 개시되기 전 미 제8군의 작전개념은 공산군의 공격으로 

철수를 강요받게 되면 성동리-노고산-덕정-포천-가평을 연하는 델타(Delta)선과 

서울 외곽의 수색-북한산-덕소를 연하는 골든(Golden)선, 그리고 한강-양평-횡

성-양양을 연하는 네바다(Nevada)선으로 단계적인 철수를 하면서 공산군에게 최

대한의 출혈을 준 후 반격작전으로 전환하여 다시 캔자스선을 회복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이 골든선으로 철수할 경우에는 다른 군단

들도 계획된 방침에 따라 네바다선으로 철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한강 이

북의 서울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미 제8군사령관은 26일 미 제1군단

의 예하 사단들이 골든선으로 철수하기 직전에 이 작전개념을 수정하였다. 미 제8

군사령관은 골든선 동쪽에서 연결되는 네바다선보다 30~40㎞ 북쪽의 용문산-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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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계령-속초를 연하는 새로운 방어선인 노네임(No Name)선을 설정하고 군단

간 전투지경선을 일부 조정한 후 골든-노네임선을 방어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와 같은 작전방침에 따라 제8군사령관은 미 제1군단이 서울 방어에 주력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우측방을 엄호하던 미 제24사단을 미 제9군단으로 배속 전환하

여 제1군단의 방어정면을 축소 조정하고, 또한 군 예비인 미 제1기병사단을 미 제

l군단에 배속하여 강력한 예비대를 보유할 수 있게 하였다.

미 제1군단은 중공군의 파상공격에 밀려 4월 25일 성동리-덕정-포천을 연하는 

델타선을 점령하였으나 이 선은 캔자스선과 같은 영구적인 방어선도 아니며 또한 

방어시설을 갖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군단장은 이 선에서 강력한 저항이나 지속

적인 점령을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군단이 서울 외곽의 골든선으로 철수하는 단

계에서 부대의 철수를 조정 통제하고, 적에게 출혈을 강요하여 전진을 지연시킴으

로써 군단의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얻고자 이 통제선을 설정하였던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군단장

은 포병부대가 유효사

거리 내에 잔류하면서 

철수하는 보병부대에 강

력하고 지속적인 화력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델타선과 

골든선 사이에 추가로 

2개의 통제선을 설정하

였다. 뿐만 아니라 각 

통제선에서의 철수는 추

격 중인 중공군에게 효

과적인 타격을 줄 수 

있도록 항공 및 포병사

격이 용이한 주간에 철

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4월 28일 새벽에 미 제1군단장은 4월 공세가 개시된 이후 계속해서 야간기습공

서부전선에서 교전 중인 유엔군(195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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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감행하던 공산군이 전날 밤만은 야간공격을 중지하자 이를 공산군의 대규모 

공세 징후로 판단하고서 예하 사단에 골든선을 점령하여 방어준비를 조속히 완료

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좌전방 국군 제l사단은 한강 하구-구파발에, 중앙의 미 제1기병사단

은 구파발-쌍문동에, 그리고 우전방 미 제25사단은 쌍문동-덕소 간의 골든선을 

점령하였다. 이로써 군단은 북한산을 연하여 상호 협조되고 요새화된 강력한 방어

선을 형성하였고 방어정면도 축소되어 포병의 집중 운용과 충분한 예비대의 확보

도 가능하게 되었다. 

공산군은 문산-서울 축선으로 진출한 북한군 제8사단이 일산 부근에서 재편성

을 한 후 28일 새벽에 l개 연대 규모를 행주나루터로 은밀히 침투시켜 김포비행

장 방면으로 도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국군 제1사단 수색대에 발견되어 

2시간 동안 인천 외항에 대기 중인 순양함 톨레도(Toledo)호의 8인치 함포사격을 

받고 다수의 사체를 유기한 채 북으로 철수하였다. 이후 북한군의 공격이 계속되

었지만, 제1사단 전방부대들은 북한군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수류탄과 총검이 난

무하는 백병전을 펼쳐 북한군을 격퇴하였다. 집요하게 진지 돌파를 기도하던 북한

군은 29일 새벽이 되자 짙은 안개를 이용하여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미 제1군단의 미 제1기병사단이 북한산과 도봉산 일대로 침투하던 중공

군을 격퇴하고, 미 제25사단이 퇴계원 부근에서 주저항선 돌파를 기도하던 중공

군 제65군단을 포병사격과 항공폭격으로 1,000여 명을 살상하며 방어진지를 고수

하였다. 이로써 중공군 제19병단이 마지막 승부수로 골든선을 공격해 보았지만 실

패하고 30일을 기해 철수함으로써 중공군의 4월 공세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4월 공세에서 중공군은 항공폭격과 포병화력을 활용한 유엔군의 조직적인 지연

작전으로 인해 그들의 작전목표였던 유엔군 격멸은 고사하고 오히려 서울 북방에

서만 75,000~80,000여 명이 사살되고 50,000여 명이 부상당하는 등 심대한 손

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펑더화이는 4월 공세의 실패를 자인하고 공세의 

결과를 마오쩌둥에게 보고하면서 공세의 조기종결을 결심하였다. 

한편 유엔군은 중공군의 4월 공세를 통해 “중공군이 보급능력의 부족으로 일주

일 이상의 공세가 불가능하다”는 중공군의 결정적인 취약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

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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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공군 5월 공세와 유엔군의 방어

(1) 공산군과 유엔군의 공격과 방어 준비

중공군의 4월 공세가 약 1주일 만에 중단되자,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중장

은 1951년 4월 30일을 기해 노네임(No Name)선을 요새화하는 동시에 적정파악

을 위한 위력수색을 강화하도록 예하부대에 지시하였다. 이때 제8군사령부는 공산

군이 서울 점령을 눈앞에 두고 공격을 중단한 것이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이며, 전

력을 다시 강화한 후 재차 공세를 취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공산군의 주공

방향을 서부나 중서부전선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제8군은 중서부전선을 보강하는 부대배치를 실시하였다. 서울 외곽을 

방어 중이던 미 제1군단은 문산 축선에 제1사단, 의정부 축선에 미 제1기병사단과 

미 제25사단을 배치하고 영국군 제29여단을 예비로 하는 전투편성을 실시하였으

며, 북한강 계곡 통로를 방어 중인 미 제9군단은 덕소-예봉산-용문산-금학산을 

연하는 선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영국군 제28여단(1951년 4월 26일부로 영국군 제

27여단이 영국군 제28여단으로 개칭), 미 제24사단, 국군 제2사단, 국군 제6사

단, 미 제7사단을 차례로 배치하고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예비로 확보하였다. 그

리고 미 제10군단은 춘천-홍천 축선에 미 해병 제1사단과 미 제2사단, 소양강 남

쪽에 국군 제5사단과 국군 제7사단을 배치하였다. 또한 동부전선의 국군 제3군단

은 한석산-가리봉 간 산악능선에 국군 제9사단과 국군 제3사단을, 국군 제1군단

은 설악산-동해안 대포리 선에 국군 수도사단과 국군 제11사단을 배치하였다.

새로운 부대배치가 완료된 후 국군과 유엔군은 전 전선에 걸쳐 위력수색작전을 

실시하여 5월 9일에 김포반도-봉일천-의정부-가평-춘천 선을 확보한 데 이어 

동부전선의 인제와 속초까지 탈환함으로써 4월 공세 당시 상실한 지역의 절반을 

회복하였다. 이와 같이 상황이 호전되자, 미 제8군사령관은 38도선을 향한 반격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핵심은 5월 12일을 기해 미 제1·제9·제10군

단이 문산-춘천 선을 점령한 후 북동쪽의 인제를 공격하면, 국군 제1·제3군단도 

정면공격을 계속하여 38도선 이북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 제8군사령관은 5월 10일 이후 전 전선에서 공산군의 활동이 현저히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80 _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강화되고 새로운 공세 징후들이 포착되자 반격계획을 즉시 취소하고 예하부대에 

공산군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때 중서부전선과 중동부전선에서는 공산군

의 연막차장이 광범위하게 실시되는 가운데 대규모 병력의 동쪽 이동이 관측되기

도 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은 5월 14~15일 기상악화로 5월 공세 직전의 공산군 

기동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한편 공산군은 4월 공세 실패에 따른 불리한 전황을 조기에 만회하고 작전의 

주도권을 다시 장악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5월 공세를 계획하였다. 이는 ‘서

울 점령’이라는 정치적 목적보다는 “중동부 산악지역에서 국군을 격멸하여 미군을 

고립·분산시키고, 미군을 섬멸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중·조연합사령관 

펑더화이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공산군은 4월 28일부터 새로운 공세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들은 중동부전선에 

배치된 국군 6개 사단을 섬멸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중공군 제3병단과 제9병단

을 양구-인제 선으로 은밀하게 이동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5월 6일에 현리의 

<상황도 6-10> 중공군의 5월 공세(1951. 5. 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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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을 섬멸하기 위한 펑더화이의 예비 작전명령이 중공군 예하부대에 하달되었

다. 이 명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중공군 제9병단과 동부전선의 북한군은 현리 

지역의 국군 제3·제5·제7·제9사단을 섬멸한 후 상황에 따라 수도사단과 제11

사단을 섬멸한다. 둘째, 중공군 제3병단은 미군과 국군 간의 연결을 차단하고 미 

제10군단이 동부전선으로 증원되는 것을 차단한다. 셋째, 중공군 제19병단은 서부

전선에서 양공작전을 펼쳐 동부전선 작전에 협조한다는 것”이었다. 

펑더화이의 지시에 따라 5월 8일과 9일에는 중공군 제9병단과 북한군전선사령

부가 연합작전회의를 열고 현리에 배치되어 있는 국군 사단의 섬멸작전 계획을 확

정하였다. 이때 중공군 제9병단과 북한군 제2군단 및 제5군단이 주공 임무를, 중

공군 제3병단과 북한군 제3군단이 조공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운용계획이 결정되

었다. 그리고 4월 공세의 양익포위를 발전시켜 3중으로 국군을 포위하여 섬멸하

는 다중포위 전술을 구사하기로 하였다. 중공군 제20군단(제58·제59·제60·제

89사단)이 국군 제7사단 우측의 진지를 돌파하여 오미재(오마치)와 용포 일대를 

점령하고 북한군 제5군단과 협공으로 국군 제3군단을 포위하며, 중공군 제27군단

(제79·제80·제81·제94사단)이 국군 제7사단을 공격한 후 계속 진출하여 창촌 

일대를 북한군과 함께 점령하여 두 번째 포위망을 형성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중

공군 제12군단(제31·제34·제35사단)이 국군 제5사단을 섬멸하고 일부가 계속 

진격하여 속사리로 진출, 북한군 제2군단과 합류하여 가장 외곽의 포위망을 형성

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대치 상황과 계획을 고려해 볼 때, 공산군 측

이 의도한 대로 중동부지역에 배치된 국군 6개 사단이 붕괴될 경우 이 지역의 전

선은 완전히 개방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유엔군의 중서부전선 부대들이 고립되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봉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작

전의 성공을 이용해 유리한 조건에서 휴전회담에 임하려는 공산군 측의 전략에 결

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2) 중공군 5월 공세와 현리 전투

중공군 5월 공세는 1951년 5월 16일 오후 6시에 소양강 남안의 국군 제7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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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 김형일 준장) 방어진지에 중공군의 강력한 공격준비사격이 가해지면서 시

작되었다. 사단은 미 제10군단의 우전방 부대로 소양강 남안을 연해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으며, 좌측으로는 국군 제5사단(사단장 민기식 준장)이, 우측으로는 

국군 제3군단 예하의 제9사단(사단장 최석 소장)이 협조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제7사단의 예하부대는 제8연대가 좌전방에, 제5연대가 우전방에 각각 배

치되었고, 제3연대가 예비로 운용되었다. 제7사단 정면의 적은 중공군 제20군단 

예하 제60사단과 제27군단 예하 제79·제81사단이었다.

중공군의 공격준비사격으로 국군 제7사단은 병력과 포병대대 진지가 큰 피해를 

입었고, 통신선이 절단되어 지휘통제 능력을 상실하였다. 중공군은 국군이 소양강

변에 매설한 각종 장애물을 포격으로 제압한 후 도하공격을 개시하였다. 중공군이 

첫 번째 포위망의 목표지역인 오미재 일대로 진출하기 위해 선정한 돌파지역은 국

군 제7사단 제5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부평리 일대였다. 중공군 제20군단의 선두

부대인 제60사단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은 제5연대는 백병전을 펼치며 분전했으

나, 자정경에 대부분의 진지를 피탈당하고 분산적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즈음 

중공군의 두 번째 포위지역에 위치한 제8연대도 중공군 제79·제81사단의 파상 

공격으로 제1방어선이 붕괴되고, 우회침투한 중공군에게 연대지휘소가 피습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 제10군단장은 국군 제7사단 정면의 상황이 악화되자 17일 새벽 1시경 현 방

어진지에서 노네임선으로 철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때 사단은 이미 조직

적으로 철수할 수 있는 지휘통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제5연대는 제2대대가 

적의 포위망을 뚫고 간신히 후방으로 철수하였지만, 제1·제3대대가 우인접 부대

인 제9사단 지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제8연대도 신풍리 선으로 철

수하여 저지선을 구축하려 했으나 이미 좌·우인접 부대를 돌파한 중공군의 일부

가 철수 중인 연대보다 먼저 후방지역으로 진출함으로써 저지진지 점령에 실패하

였다.  

국군 제7사단의 방어진지를 돌파하는 데 성공한 중공군 제20군단 예하 제60사

단은 종심기동부대로 제178연대 제2대대를 이 지역의 유일한 주보급로인 오미재

로 신속하게 진출시켰다. 중공군의 종심기동부대는 빠른 속도로 기동했고 첨병중

대가 17일 새벽 4경, 대대가 오전 7경 오미재 일대를 점령하였다. 이후 이곳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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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의 연대 병력이 증원되어 국군 제3군단(제3·제9사단)의 퇴로를 완전히 차

단하였다.

국군 제7사단 우측의 국군 제3군단은 제9사단과 제3사단을 한석산-가리봉 간 

산악능선에 배치하고 있었다. 군단의 주보급로는 하진부리-상남리-오미재-용포-

현리로 이어지는 단차선 뿐이었다. 군단의 유일한 보급로이자 철수로에 위치한 오

미재는 군단의 입장에서 보면 전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형이었다. 그런데 당시 

오미재는 미 제10군단의 작전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최초 국군 제3군단은 오미

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3사단 제28연대를 배치하였으나 미 제10군단장의 항의

로 1개 대대만을 잔류시키고 나머지 병력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이 1개 대대마저

도 제8군사령부의 지시로 5월 11일에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군단은 

작전의 성패를 가름하게 될 주보급로의 안전보장을 인접 군단의 작전결과에 의존

할 수밖에 없었다.

국군 제3군단의 좌

전방 부대로 인제 일대

에 배치된 제9사단은 

16일 저녁에 국군 제7

사단 제5연대의 병력

이 전투지경선을 넘어 

제28연대 지역에 들어

오면서 전장 상황을 인

식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사단은 이날 중공군

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아 그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

러던 17일 새벽 1시경 제30연대가 중공군으로부터 전·후방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으면서 고립될 위기에 처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사단장은 즉시 유재흥 군단장에

게 철수를 건의하였으나 이를 허락받지 못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퇴로가 차단될 

우려가 점점 더 커지자 사단장 최석 소장은 임의로 새벽 4시경 예하부대에 철수

중공군의 5월 공세 시 국군 제3군단을 공격하는 중공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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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제28연대와 제30연대가 먼저 용포로 이동하기 시작하였

으며, 제29연대가 통신소통이 되지 않다가 오전 9시경 무전으로 철수명령을 받고 

용포로 이동하였다. 사단 예하부대는 17일 오전 10시경 대부분이 사단 전술지휘소

가 위치한 용포 일대에 집결하였다. 그러나 이곳을 미리 선점한 중공군의 공격으

로 오후 1시 40분경 다시 용포에서 북쪽으로 이동하여 현리에 도착하였다. 

이 무렵 국군 제3사단도 현리에 도착하였다. 제3사단은 17일 새벽 4시경부터 

북한군 제5군단(제6·제12·제32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오전 6시경 제22연대 

지휘소가 습격을 받았다. 사단은 제9사단으로부터 제7사단이 철수 중이며 주보급

로인 오미재 일대를 피탈당했다는 연락을 받고서 17일 오전 8시경 철수를 시작하

여 오후 1시경 현리에 집결하였다. 

현리 일대에서는 국군 제3사단과 제9사단, 군단직할대, 제7사단 제5연대 등의 

병력이 집결하게 되자 혼란 속에서 지휘통제의 어려움과, 오미재의 차단 소식이 

확산되면서 공포가 휩쓸고 있었다. 17일 오후 2시경 현장에 도착한 군단장 유재흥 

중장은 제3사단장 김종오 준장에게 지휘권을 위임하고 양개 사단의 협조 아래 퇴

로를 개척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하진부리의 군단지휘소로 복귀하였다. 

오후 5시경 제3사단장과 제9사단장은 각각 1개 연대씩을 차출하여 저녁 9시에 공

격하기로 결정하고 퇴로 개척을 위한 공격 준비를 시작하였다. 먼저 제9사단 제

30연대가 공격하여 중간목표인 736고지와 785고지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당시 제

3군단에서는 오미재 일대의 적을 2개 연대 규모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5월 17일 

오후 오미재와 용포 일대에는 이미 중공군 제20군단 예하의 제58·제59·제60사

단의 선두 연대들이 전개해 있었다.

공격 선봉에 나선 국군 제9사단 제30연대는 제3대대가 밤 10시경 736고지를 

무혈점령했지만, 785고지를 점령하기로 한 제1대대가 내린천을 따라 남하하다가 

중공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퇴각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사

단 전체가 방태산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현리 일대에서 공격대기 중이던 제3

사단도 일부 병력이 중공군의 기습을 받아 방태산으로 흩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제3사단장은 철수를 결정하였다. 제3사단은 5월 18일 새벽 3시 30분경 예하부대

에 모든 장비를 파괴하고 방태산을 지나 창촌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현

리 일대에 8㎞나 늘어선 차량과 각종 중장비가 불태워지거나 유엔군의 항공폭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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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괴되었다. 

국군 제3군단의 철수는 조직적인 철수가 아니라 무질서한 후퇴였다. 장교·병사

할 것 없이 뒤섞여 철수하면서 방태산은 밀려든 인파로 능선·골짜기 할 것 없이 

사람으로 꽉 채워졌다. 철수대열에는 제3사단장 김종오 준장과 제9사단장 최석 

소장 그리고 제3군단 참모장 심언봉 준장 등 장군 3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많은 

병력이 한꺼번에 뒤섞여 혼란이 가중되면서 부대들은 건제가 무시된 채 무질서하게

철수하였다. 철수 도중에 수많은 장병들이 전사하거나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국군 제3군단의 우측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포위망

을 구축하려는 북한군 제5군단과 제2군단의 공격이 험준한 산악지형과, 5월임에

도 불구하고 쌓인 눈으로 진출이 늦어져 포위망을 완전히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이

었다. 포위부대인 북한군 제5군단과 제2군단의 진출이 좌절됨으로써 후속부대인 

북한군 제3군단의 후방진출도 실패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북한군의 소규모 부대

가 방태산 후방에 진출하여 후퇴하는 국군을 습격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방태산 

방향의 산악철수로가 조직적으로 차단되지는 않았다.

국군 제3군단은 저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속사리 방향으로 퇴각하고자 창촌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하지만 이곳 역시 5월 18일 오후 6시경부터 중공군 제27군

단 예하 병력이 점령하고 있었다. 결국 군단은 하진부리에 가서야 병력을 수습할 

수 있었는데, 5월 19∼20일까지 하진부리에서 수습된 병력은 제3사단이 34%, 제

9사단이 40% 정도에 불과하였다. 

중공군은 5월 20일 야음을 이용하여 운두령을 넘어 속사리 북쪽까지 진출하였

다. 미 제8군사령관은 국군 제3군단장에게 하진부리 일대에서 더 이상 철수하지 

말 것을 못 박으면서 이곳에서 중공군을 저지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제3군단

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5월 21일 제3사단이 송계리로, 제9사단이 대화리로 각

각 퇴각하고 제3군단사령부도 횡계리에서 영월로 퇴각하여 흩어졌다. 이것이 국군 

제3군단의 해체에 결정적이고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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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엔군의 돌파구 차단과 반격 여건 조성

국군 제3군단의 붕괴로 대규모 돌파구가 형성되어 유엔군의 전 전선이 큰 위기

에 봉착할 무렵, 돌파구 서쪽 홍천 북방에 배치된 미 제2사단과 대관령 부근의 

국군 제1군단이 중공군과 북한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함으로써 공산군의 포

위망 구축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하였다.

중공군의 5월 공세가 시작될 때 미 제2사단(사단장 Clark L. Ruffner 소장)은 

대룡산-가리산-매봉을 연하는 선에 서쪽으로부터 제9·제38·제23연대를 배치하

고 있었다. 사단은 중앙의 제38연대에 네덜란드 대대를, 오른쪽의 제23연대에 프

랑스 대대와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 제3대대를 각각 배속하였다.

미 제2사단의 정면을 공격한 적은 중공군 제15군단의 1개 사단과 제12군단의 2개

사단이었다. 중공군은 5월 16일 저녁 무렵에 미 제2사단의 강력한 포격에도 불구

하고 전초진지를 점령한 후 총공격으로 17일 오전 9시경에 지역 내 중요 감제고

지인 가리산을 점령하였다. 사단은 가리산을 탈환하기 위해 프랑스 대대와 네덜란

드 대대로 역습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때부터 사단은 일일가용 탄약보급

률의 5배인 3만여 발의 포격을 실시하여 중공군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중공군은 돌파구를 확장하기 위해 야간공격을 개시하여 17일 저녁 9시 30분경 

제38연대 제3대대 K중대가 방어 중인 벙커고지(Bunker Hill) 정상으로 돌진해 

왔다. 이 고지는 미 제8군 방어계획에서 예상돌파구의 왼쪽 견부에 해당하는 중요

지형으로, 이곳이 돌파될 경우 홍천 방면에도 대규모 돌파구가 형성될 수 있었다. 

따라서 사단은 지난 2주 동안 고지 일대에 2만 개의 모래주머니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였다. 이 진지는 야포의 직격탄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지 전방에는 철조망과 대인지뢰 및 조명지뢰 등 강력한 장애물 지대도 

구축하고 있었다. 

미 제38연대 K중대는 17일부터 19일까지 고지를 빼앗기고 뺏는 치열한 공방전

을 전개하였다. 중대는 전 병력이 벙커에 들어가 진내사격을 요청하여 고지 위의 

중공군을 화력으로 격퇴하면서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 전투로 미 제2사단

은 돌파구의 견부를 확보함으로써 아군의 방어선이 더 이상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후 군단의 전선 재조정에 따라 미 제2사단은 와코선(Waco Lin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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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고지-한계-장평리-1009고지)으로 철수하여 한계를 좌우로 연하는 선에서 미 

해병 제1사단과 함께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돌파구 오른쪽의 국군 제1군단은 5월 16일 북한군 제5군단의 공격으로 

국군 수도사단 제1연대가 일부 거점을 탈취당하기도 했으나 증원된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와 함께 군사적 요충지인 한계령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유천리-대관령을 연하는 선에 종심 깊은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또한 군단 예하

의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는 내설악에서, 국군 제11사단 주력은 외설악과 동해안을 

연하는 선에서 북한군과 교전하여 전선을 지켜 냈다.  

또한 중서부전선에서는 미 제9군단 소속의 국군 제6사단이 용문산에서 승전보

를 전하였다. 공산군은 5월 공세를 시작한 주공부대들이 중동부전선에서 유엔군의 

주저항선을 돌파하자 중서부전선의 유엔군을 고착·견제하여 중동부전선으로의 증

원을 차단할 목적으로 17일 조공부대를 북한강 계곡에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중

서부전선에서도 혈전이 시작되었다. 특히 공산군은 4월 공세 때 사창리에서 큰 시

련을 겪고 난 후 용문산 일대에 배치된 국군 제6사단(사단장 장도영 준장)을 집중 

공격하였다. 

당시 제6사단의 주저항선은 북한강에서 12∼17㎞ 떨어져 있어 적이 북한강을 

도하하여 그 남안에 교두보를 확보할 경우 사단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었다. 

이에 사단은 제2연대를 홍천강 남쪽에 추진 배치하고 주저항선인 용문산 서쪽에 

제19연대, 동쪽에 제7연대를 배치하여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특히 제2연

대는 ‘결사’라고 색인된 머리띠를 두르고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었다. 이때 제2연

대는 좌측의 국군 제2사단과 우측의 미 제7사단이 중공군의 공격이 임박하자 주

저항선으로 철수함에 따라 청평호 남쪽에서 적 지역으로 유일하게 돌출된 상태에

서 방어를 하게 되었다. 

5월 17일, 국군 제6사단 정면으로 중공군 제63군단의 3개 사단(제187·제188·

제189사단)이 공격해 왔다. 사단은 제2연대가 중공군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으면서 때때로 역습을 감행하였다. 5월 21일에는 제2연대가 진

지를 고수하는 가운데 제7·제19연대가 역습을 가하여 제2연대와 연결한 후 중공

군을 추격하였다. 중공군 제63군단은 국군 제6사단의 결사항전과 항공 및 포병화

력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퇴각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사창리 전투의 불명예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88 _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를 씻고 대승을 거두었다.

한편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중공군의 5월 공세가 서울로 지향되리라

는 예상과 달리 중동부전선에 집중되어 종심 70㎞의 대규모 돌파구가 형성되자, 

즉시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미 제9군단의 방어정면을 확대하여 미 

제10군단의 방어정면을 축소시키고, 제8군의 예비인 미 제3사단과 제187공정연대

전투단, 그리고 호남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 중이던 국군 제8사단을 서둘러 중동부

전선에 투입하였다.

가장 먼저 기동한 미 제3사단 제15연대가 19일 속사리-하진부리 일대에 배치되

었으며, 당일 도착한 사단 주력이 장평리 일대에 집결하였다. 미 제3사단은 우선 

중공군이 점령하고 있는 운두령을 공격해 탈환하기로 하였다. 속사리 북쪽 10㎞ 

지점에 위치한 운두령은 현리에서 속사리를 연결하는 31번 도로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이곳을 점령할 경우 오미재 차단으로 국군 제3군단이 붕괴된 것처럼 속

사리 일대로 진출한 중공군이 같은 처지에 놓일 수가 있었다. 운두령을 공격한 미 

제3사단은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공격이 일시 저지되기도 했지만, 막강한 화력의 

지원 아래 2개 연대 병진공격으로 22일 오후 6시경 고지 정상을 점령하는 데 성

공하였다. 사단이 운두령을 차단함으로써 중공군은 국군 제3군단이 무기력하게 무

너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전철을 밟게 되었다.

3. 유엔군의 제3차 반격과 전선의 교착

(1) 캔자스선으로의 진출

두 차례에 걸친 춘계공세를 통해 중공군 지도부는 우세한 병력만으로 유엔군의 

현대화된 무기와 장비를 압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제한

적인 군수지원 능력을 전쟁수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조연합사령부는 5월 공세를 예정보다 앞당겨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펑더화이는 “계속된 전진만으로 적을 소멸하기란 쉽지 않고, 어려움만 가중되기 

때문에 주요 부대들을 후방으로 철수시켜 주력을 정비한 후 기회를 보아 적을 섬

멸한다”는 새로운 작전방침을 밝혔다. 이는 장기작전을 준비해 미군을 섬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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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른바 ‘지구작전(持久作戰)’의 채택을 의미하는 것이었

다. 그는 5월 21일 예하부대에 23일을 기해 위천리-연천-삭령-문혜리-산양리-

양구-원통을 연하는 선의 북쪽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공

산군은 각 부대별로 공격을 중지하고, 23일부터 철수를 시작하였다.

한편 중공군의 5월 공세가 절정에 도달한 5월 18일, 유엔군사령관은 중동부전

선에 집중된 적의 공격 기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제8군사령관에게 2개 사단으로서 

철원을 공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것은 서부전선에서 철의삼각지로 이어지는 적의 

주요 병참선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다음 날(19일) 전 전선

으로 확대하여 반격작전을 실시하라는 명령으로 수정되었다. 이는 유엔군사령관이 

전선 정찰을 통해 중동부전선에서 적의 전선이 과도하게 돌출되어 있음을 간파하

고, 이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면 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때 미 제8군사령관도 적이 아군의 주저항선을 돌파해 내륙 깊숙

이 진출하고 있으나, 수일 내에 군수지원에 제한을 받아 공격이 지체되거나 정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기회에 신속히 공격을 개시하여 적 후방의 병참

선을 차단하면 적을 ‘긴자루’ 모양의 함정에 빠뜨려 결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미 제8군사령부는 2단계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먼저 제1단계 목

표로 문산-가평-춘천을 연하는 토페카(Topeka)선을 점령한 후 신속히 제2단계 

작전으로 전환하여 교통의 요충지로 ‘긴자루’의 목 부분에 해당되는 포천-철원 축

선의 영평 부근과 춘천-김화 축선의 화천 부근을 점령한다는 것이었다. 목을 조

르듯 지대 내에 갇힌 적의 퇴로를 차단하여 격멸한다는 것이 이 공격작전의 핵심

이었다. ‘데토네이트 작전(Operation Detonate)’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미 제9군

단을 주공부대로 하여 전선 전반에 걸쳐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토페카선을 점령할 중서부전선의 미 제1·제9군단은 적의 주력

부대와 예비대가 방어태세를 갖추기 전에 그들을 섬멸하기 위해 5월 20일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이 양구-인제를 목표로 5월 23일에 

반격을 시작하였고, 동해안 축선의 국군 제1군단이 양양을 목표로 5월 26일 공격

을 개시하였다. 이로써 국군과 유엔군은 공산군의 춘계공세가 시작된 이후 계속된 

수세에서 벗어나 공세로 전환하여 38도선을 향해 일제히 공격작전을 펼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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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은 국군 제1사단이 문산 축선으로, 미 제1기병사단이 동

두천 축선으로, 미 제25사단(터키 여단, 캐나다 제25여단 배속)이 포천 축선으로 

3개 사단이 동시에 공격하였다. 군단은 제1단계 목표로 토페카선(문산-포천)을 점

령한 후 계속해서 제2단계 목표인 캔자스선(임진강-전곡-영평)을 점령하기로 하

였다. 5월 20일 공격을 개시한 군단은 좌측의 국군 제1사단이 24일 임진강변의 

진지를 점령하였으며, 27일을 전후하여 중앙의 미 제1기병사단이 임진강-전곡 선

까지, 우측의 미 제25사단이 전곡-영평 선까지 진출하여 캔자스선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중서부전선의 미 제9군단도 좌측의 미 제1군단처럼 제1단계 작전으로 가평-춘

천을 연하는 토페카선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제2단계 공격을 통해 캔자스선의 요

충지인 화천을 점령하기로 하였다. 군단은 서쪽으로부터 미 제24사단, 국군 제2

사단, 국군 제6사단, 미 제7사단을 배치하여 5월 20일을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상황도 6-11> 유엔군의 제3차 반격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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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군단은 미 제8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5월 21일 우인접 부대인 미 제

10군단의 작전지역 일부(홍천 부근)를 인수받아 군단의 작전지역을 확장하게 되었

다. 이에 따라 군단장은 미 제7사단을 홍천-화천 도로를 따라 진출하여 화천저수

지 서쪽을 공격하게 하고, 중앙의 국군 제6사단을 계관산-북배산-지암리 방향으

로 공격하게 하였다. 동시에 군단장은 왼쪽에서 진출 중인 미 제24사단에게 특수

임무부대를 편성하여 가평을 공격하고, 국군 제2사단에게 미 제24사단의 가평 진

출을 엄호한 후 좌인접 부대인 미 제1군단의 미 제24사단과 대보리 일대에서 연

결하도록 하였다. 

군단은 5월 24일 공격을 재개하였다. 화천을 향해 진격하던 미 제9군단은 5월 

25일 춘천 방면과 속사리 방면에서 후퇴하는 중공군이 화천 일대에 집결하고 있

다는 항공정찰 결과를 보고받았다. 군단장은 중공군이 통과할 군단의 최종 목표인 

화천저수지 서쪽의 도로 교차점을 조기에 점령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로 하였

다. 군단장은 작전지역의 중앙으로 진출 중인 국군 제6사단 예하의 제19연대를 

지암리로 기동시키고, 제6사단 주력을 미 제7사단과 함께 화천저수지 공격을 위

해 춘천에 집결시켰다. 26일 오전에 미 제24사단의 제21연대와 미 제7사단의 제

17연대가 지암리에서 합류하였고, 국군 제6사단의 제19연대도 지암리 부근으로 진

출하였다. 이로써 이들 3개 연대는 춘천-화천 도로와 가평-지암리 도로, 그리고 

지암리 남쪽의 국군 진출선으로 형성된 삼각형 모양의 우리 속에 중공군을 몰아넣

는 데 성공하였다. 

5월 27일부터 중공군은 대대 단위로 포위망을 탈출하려 했으나 퇴로를 봉쇄한 

국군과 유엔군에 의해 격멸되었다. 특히 5월 28일 미 제17연대가 화천을 점령하

고 국군 제6사단 주력이 화천저수지 남쪽에서 구만리발전소-병풍산을 연하는 캔

자스선으로 진출하게 되자 화천저수지로 퇴로가 차단된 적은 저수지에 익사하거나 

대부분 포로가 되었다. 

1951년 5월 26∼28일까지 진행된 이 전투에서 중공군은 최소한 25,000명 이상

의 사상자를 낳았다. 이 전투 이후 화천저수지가 ‘파로호(破虜湖)’로 불리게 되었

는데,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오랑캐를 대파한 호수”라는 뜻으로 화천저수지를 

‘파로호’라 이름 붙인 것에서 유래하였다.

한편 중공군 5월 공세의 대규모 돌파지역인 중동부전선에서는 5월 23일 미 제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92 _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10군단 예하의 모든 공격제대들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미 해병 제1사단은 

한계-인제 간 도로의 서쪽으로 진출하여 양구를, 미 제2사단은 한계-인제 간 도

로의 동쪽으로 진출하여 인제를 각각 점령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군단

은 반격작전 초기 단계에서 공산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지만, 공산군이 철수과정에

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철수로의 요충지인 양구-인제 지역을 조기에 확보하

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공산군을 섬멸하기 위한 포위망을 구축하는데 실패함으로

써 공산군의 탈출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해안지역에서는 국군 제1군단이 5월 25일까지 하진부리에 진출한 북한군 제

12사단 및 중공군 제27군단 일부 병력과 대관령 일대에서 격전을 전개하여 이들

을 격퇴한 후 26일 오전 6시를 기해 반격으로 전환하였다. 수도사단은 산간 내륙

으로 공격하여 매복산과 복용산을 점령한 후 계속해서 설악산 방향으로 공격하였

으며, 제11사단은 동해안을 따라 3개 연대 병진으로 공격을 실시하였다. 군단은 

27일에 캔자스선의 동쪽 끝 지점인 양양에 도달함으로써 캔자스선 확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다. 

이렇듯 국군과 유엔군은 5월 20일부터 실시된 제3차 반격작전을 통해 38도선

을 전술적으로 방어하기에 용이한 캔자스선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캔자스선의 요새화와 방어종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선의 북쪽에 있는 감제고

지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와 미 제8군은 5월 말 전

곡-철원-김화-화천을 연결하는 와이오밍선을 확보하여 캔자스선과 함께 이중 방

어선을 형성하기로 하였다. 이는 철의삼각지대가 공산군 공세의 근원지이므로 이

곳이 적의 수중에 들어 있는 한 캔자스선의 지속적인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었다. 

(2) 와이오밍선 확보

국군과 유엔군은 캔자스선에 대한 공산군의 위협을 제거함과 동시에 철의삼각지

대에서 화천저수지와 춘천으로 향하는 공산군의 주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와이오밍선까지 진격하는 제한된 공격작전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 작전의 명칭을 ‘말뚝을 박듯이 전선을 튼튼히 한다’는 의미로 ‘파일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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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작전(Operation Pile Driver)’이라고 명명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은 와이오밍선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작전의 중점을 미 제1군단

의 책임지역인 철원과 김화지구를 봉쇄하는 데 두고,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었던 

국군 제9사단과 미 제3사단을 5월 29일부로 미 제1군단에 배속 전환하는 등 제1

군단의 전투력을 강화시켰다. 

미 제1군단은 6월 3일 국군 제1사단이 임진강 북쪽에서 군단의 좌측방을 엄호

하는 가운데 좌측의 미 제1기병사단이 전곡-연천 도로를 따라 북서쪽의 임진강

을, 중앙의 국군 제9사단이 향로봉-지장봉을 연하는 산악을 따라 고대산을, 미 

제3사단이 운천-평강 도로를 따라 철원을, 그리고 우전방 미 제25사단이 도평-

금성 도로를 따라 김화를 향해 각각 공격을 시작하였다. 

군단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한 이후 미 제1기병사단은 적의 저항을 제압하면서 

전곡 북서쪽 지역의 임진강 일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군단 책임지역의 

중앙과 오른쪽 지역에서는 공격제대가 적의 완강한 저항과 기상악화 등으로 첫날

부터 공격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영평지역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향로봉과 지장봉

을 거쳐 고대산을 목표로 공격하던 국군 제9사단의 공격이 지체되었다. 사단은 공

격 첫날부터 악전고투하다가 공격개시 5일 만인 6월 7일에 향로봉과 지장봉을 점

령하였으며, 6월 9일과 10일 양일간 중공군 제65군단 예하 제165사단과 작전 개

시 이후 최대 규모의 결전을 펼치기도 했다. 결국 사단은 6월 11일 사단의 우측에

서 공격하던 미 제3사단과 신흥동 일대에서 연결함으로써 최종 목표인 고대산을 

점령하고 와이오밍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군 제9사단의 오른쪽에서 공격을 실시한 미 제3사단과 미 제25사단은 

6월 3일부터 8일까지 적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하여 다소 고전했지만, 이를 극복하

고 9일부터 적을 추격하였다. 미 제3사단과 제25사단도 6월 11일에 철원-김화를 

연결하는 와이오밍선의 왼쪽 절반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편 미 제1군단의 오른쪽에서는 미 제9군단이 6월 5일에 3개 사단 병진공격을 

실시하였다. 군단은 좌측의 국군 제2사단이 김화 동쪽의 도로를, 중앙의 미 제7사

단이 적근산 남쪽의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감제고지를 목표로, 그리고 우측의 국

군 제6사단이 화천저수지 북쪽에서 주변 도로를 감제할 수 있는 취봉(989고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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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도 6-12> 국군과 유엔군의 와이오밍선 진격상황

향해 각각 공격하였다. 공산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지만, 군단은 국군 제2사단이 

6월 10∼11일 육단리 부근과 대성산을 확보하고 김화-화천을 연결하는 도로에 진

출함으로써 와이오밍선을 확보하였으며, 중앙의 미 제7사단도 6월 10일에 와이오

밍선인 마현리-사방거리를 연하는 도로변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군단의 공격제대 중 가장 격렬하게 전투를 치른 부대는 오른쪽에서 공격을 실

시한 국군 제6사단이었다. 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20군단이 취봉 일대에 3개 연

대 규모를 투입하여 단계적인 지연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사단은 공격 개시 6일째

인 6월 10일에 이르러서야 취봉 일대를 점령하여 와이오밍선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 전투에 참여한 중공군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서 5~7㎞ 후방의 백암산으로 

퇴각하였다. 

이렇듯 6월 11일을 전후하여 김화를 중심으로 미 제1군단이 와이오밍선 서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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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미 제9군단이 와이오밍선 동쪽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미 제8군은 전곡-

철원-김화-화천저수지에 이르는 와이오밍선 전체를 확보하게 되었다.

(3) 신캔자스선으로 진출

중동부전선에 집중된 중공군의 5월 공세를 속사리와 하진부리 일대에서 저지한 

미 제10군단은 5월 23일부터 반격으로 전환하였다. 군단에 부여된 목표는 신속히 

소양강 선으로 진출하여 적의 퇴로와 증원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군단은 5월

말경에 이르러서도 적의 완강한 저항과 험준한 지형 등으로 화천저수지 남쪽-양

구 일대-소양강 동쪽을 연하는 선까지밖에 진출하지 못하였다. 이때 군단의 왼쪽

에서는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캔자스선을 확보한 데 이어 계속해서 와이오

밍선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오른쪽의 국군 제1군단도 속초 및 간성 일대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제8군사령관은 작전의 중점을 미 제1군단의 책임지역인 철

원과 김화지구를 봉쇄하는 데에 두고,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었던 국군 제9사단과 

미 제3사단을 5월 29일부로 미 제1군단에 배속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0군단장은 전선의 부대배치를 일부 조정하여 군단의 왼쪽 지역에 국

군 제7사단을, 중앙 지역에 미 해병 제1사단을 각각 배치하였다. 그리고 오른쪽 

지역에서는 국군 제5사단이 미 제2사단으로부터 인제-원통 일대의 진지를 인수하

도록 하였다.

미 제10군단의 전선 정비가 완료되자 미 제8군사령관은 중동부와 동부전선의 

캔자스선을 화천저수지-해안분지(펀치볼) 남쪽-향로봉-거진을 연결하는 선으로 

상향 조정하여 신캔자스선을 설정하였다. 이것은 간성으로 진출한 국군 제1군단과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고 중동부 및 동부전선의 부대들이 24번 도로(홍천-인제-

간성)를 주보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제8군사령관은 미 제10군

단과 국군 제1군단에게 신캔자스선을 확보하도록 지시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미 제10군단은 국군 제7사단을 화천저수지 북쪽

의 군량현으로, 미 해병 제1사단(한국 해병 제1연대 배속)을 양구 북쪽의 해안분

지로, 그리고 국군 제5사단을 원통 북방의 서화리 일대로 각각 공격하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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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10군단의 좌전방 사단으로 화천저수지 북쪽의 군량현을 향해 공격하게 된 

국군 제7사단은 6월 6일 군단으로부터 신캔자스선의 마석봉-504고지-757고지를 

확보한 후 백석산 남쪽의 731고지와 931고지에 강력한 정찰거점을 설치하라는 명령

을 받았다. 사단은 작전지역이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동공간이 협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먼저 제5연대를 공격제대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제3연대를 

추가로 투입해 백석산 남쪽의 731고지와 931고지 일대를 확보한 다음 정찰거점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국군 제7사단은 제5연대가 6월 8일 마석봉과 504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

고, 6월 10일 사단의 주공으로 제3연대가 미 해병대의 근접항공지원과 155mm 

곡사포의 지원사격 하에 백석산 남쪽의 731고지와 931고지를 향해 공격을 시작하

였다. 그러나 사단은 적의 격렬한 저항으로 주요 목표인 마석봉-504고지-757고

지와 백석산 남쪽의 731고지와 931고지 등을 탈취할 수 없었다. 이에 제3연대가 

2개의 특공대를 편성하여 야간공격을 실시하였다. 6월 10일 저녁 9시에 특공조의 

함성을 신호로 1개 대대가 총공격을 개시하여 치열한 근접전투를 전개한 끝에 자

정이 조금 지날 무렵에 마석봉을 탈취하였다.

이후 국군 제7사단은 6월 12일에 공격을 재개하여 먼저 제3연대가 백석산(1142

고지)으로 연결되는 능선의 발판인 917고지로 진출하였고, 이어서 제5연대가 백석

산 남쪽의 731고지로 진출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군단에게서 부여받은 “신캔자스

선의 마석봉-504고지-757고지를 확보한 후 백석산 남쪽의 주요 고지에 정찰거점

을 설치하라”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되었다.

미 제10군단의 좌전방 사단인 국군 제7사단이 군량현 전투를 개시한 1950년 6월 

8일경 군단의 중앙 지역에 배치된 미 해병 제1사단도 양구 북쪽의 해안분지를 최

종 목표로 대암산을 향해 공격하였다. 그러나 험준한 지형과 적의 완강한 저항으

로 공격 초기부터 미 해병 제5연대가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에 미 해병 제1

사단장은 해병 제5연대를 소양강 서쪽으로 이동시키고, 대신 한국 해병 제1연대를 

작전지역에 투입하였다.

한국 해병 제1연대는 대암산을 목표로 6월 9일에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목표 점

령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연대는 6월 10일 긴급 작전회의를 열고 야간공격으로 

전환하였다. 6월 11일 새벽 2시 연대 전 장병들은 무조명 무지원 하에 공격을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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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여 3시간 만인 새벽 5시에 대암산 전방의 적 진지들을 점령하였다. 연대는 

계속해서 공격을 전개하여 대암산을 좌우로 연하는 신캔자스선까지 진출해 우측의 

미 해병 제5연대와 연결하였다.

한국 해병 제1연대가 신캔자스선의 대암산을 점령하자 6월 14일 미 해병 제1사

단장은 한국 해병 제1연대에 해안분지를 남쪽에서 통제할 수 있는 도솔산을 점령

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사단장은 한국 해병 제1연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

여 왼쪽에 미 해병 제7연대를 투입하였다. 이때 도솔산 일대에는 북한군 제12사단 

예하의 1개 연대가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한국 해병 제1연대의 선두부대로 제3대대가 6월 17일 공격을 개시하자 북한군

은 증강된 포병화력의 지원 아래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제3대대는 교통호를 구축

하면서 적진으로 접근한 후 야간공격을 실시하여 6월 19일 새벽 마침내 도솔산을 

점령하였다. 이어서 제1대대가 제3대대를 초월하여 도솔산에서 좌측으로 뻗어 내

린 능선으로 진출해 미 해병 제7연대로부터 목표 고지의 일부를 인계 받음으로써 

한국 해병 제1연대는 도솔산 일대를 완전히 탈취하였다. 한국 해병 제1연대가 대

암산과 도솔산을 확보함으로써, 미 해병 제1사단은 해안분지를 남쪽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전술적 이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미 제10군단의 우전방 부대로 미 제2사단으로부터 인제-원통 일대의 진지

를 인수받은 국군 제5사단은 6월 4일 원통 북방 서화리 일대의 후덕리-981고지-

산두곡산(1019고지)을 연하는 신캔자스선을 향해 공격을 시작하였다. 사단은 2개 

연대 병진으로 좌전방 제27연대가 서화리-인제 간 도로 우측의 명당산-피양동-

서화리-987고지 방향으로, 우전방 제36연대가 향로봉산맥 서쪽의 1242고지- 1122 

고지-산두곡산 방향으로 각각 공격하였다. 사단의 공격은 14일간 지속되었으며, 

사단 좌·우측 부대의 진출 속도에 비해 공격 속도가 뒤쳐져 사단은 군단장으로부

터 공격 독촉을 받기도 했다. 사단은 6월 17일 마지막 일전을 각오하고 적과 치

열한 근접전투를 펼쳐 1122고지를 포함하여 최종 목표인 서화리 일대의 후덕리

-981고지-산두곡산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국군 제5사단이 격전 끝에 신캔자스선을 점령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이때부터 

미 제10군단은 좌·우 인접 군단과 연결을 유지하면서 신캔자스선에서 진지강화와 

재편성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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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산군의 춘계공세를 대관령 일대에서 저지하고 5월 26일 경강국도변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한 국군 제1군단은 5월 27일을 기해 양양까지 진출함으로써 

조기에 캔자스선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군단은 미 제8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정

지함이 없이 공격을 계속하였다. 군단은 28일 공격책임지역을 일부 조정하여 제11

사단이 설악산 일대를, 수도사단이 동해안의 간성을, 그리고 재편성을 완료한 제3

사단 예하의 제18연대가 설악산 남쪽의 가라피-마산리 일대를 각각 책임지게 하

였다.

5월 29일 새벽 5시경에 공격에 나선 국군 제1군단의 예하부대들은 수도사단 제

1기갑연대가 오전 9시경에 간성을 점령하였으며, 나머지 공격 부대들의 진출도 순

조롭게 진행되었다. 군단의 작전이 종료될 무렵 제8군사령관은 5월 30일을 기해 

국군 제1군단과 미 제10군단의 전투지경선을 서쪽으로 10㎞ 이동시켜 1098고지-

매봉산-당정곡-안산-가리봉을 연하는 선으로 조정하고, 국군 제1군단에게 협조

점인 당정곡에서 제10군단과 연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국군 제1군

단장은 예하 사단의 책임지역을 일부 조정하여 수도사단에 향로봉산맥을 연한 지

역에 대한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제11사단에 간성 및 설악산 일대에 대

한 방어임무를, 제3사단에 가라피-마산리를 연하는 지역에 대한 방어임무를 각각 

부여하였다. 

향로봉산맥으로 진출한 국군 제1군단의 수도사단은 제1연대를 당정곡-칠절봉

에, 제1기갑연대를 원봉 정면에, 제26연대를 향로봉-건봉령에 각각 배치한 후 강

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진지공사에 주력하면서 전방지역에 대한 위력수

색을 실시하였다. 이 무렵 수도사단의 오른쪽에는 국군 제11사단이 간성 북쪽의 

주저항선을 방어하고 있었으며, 왼쪽에는 미 제10군단 예하의 국군 제5사단이 인

제-원통 선에서 신캔자스선으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때 사단 정면에는 

북한군 제13사단이 서화리-산두곡산 일대에 강력한 진지를 편성하고 중동부전선

에서 후퇴하는 중공군과 북한군의 철수를 엄호하고 있었다. 사단은 6월 4일 오전 

9시부터 제1연대가 1개 대대 규모의 적과 매봉산 및 칠절봉 일대에서 오전 내내 

치열한 격전을 펼쳐 이를 격퇴하였으나, 제1기갑연대는 적의 계속된 증원병력 투

입으로 전초진지를 포기하고 주저항선으로 복귀하였다.

국군 제1군단장은 주저항선의 방어태세를 보강하기 위하여 부대배치를 조정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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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조정에 따라 제11사단 제9연대가 간성 북쪽에 배치되고, 제20연대가 수도

사단에 배속되어 제1연대의 당정곡-매봉산 진지를 인수하였다. 이로써 군단은 당

정곡-향로봉-건봉령-거진을 연하는 신캔자스선의 주저항선에 좌로부터 수도사단 

예하 제20연대·제1연대·제1기갑연대·제26연대와 제11사단 예하 제13·제9연대

를 각각 배치하여 주저항선의 방어를 보강하였다.

수도사단이 방어진지 보강에 주력하고 있을 무렵인 6월 8일 오전 9시 30분경 

적의 곡사포와 박격포 사격이 향로봉과 그 북쪽의 1079고지로 집중되었고, 잠시 

후 적 1개 대대 규모가 제1기갑연대 제1대대가 방어 중인 1079고지로 접근하였다. 

이때부터 쌍방은 피·아를 식별할 수 없는 치열한 근접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그

리고 6월 9일과 10일에도 적의 공격이 향로봉 부근으로 계속되었으나 제1기갑연

대는 그때마다 화력을 집중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그 후에도 수도사단은 6월 12일

까지 공격을 계속하여 총 열흘 동안에 걸친 격전을 치른 결과 향로봉은 물론 적

의 거점이었던 산두곡산과 향로봉 서쪽의 940고지 마저 수중에 넣게 되었다. 이

와 같이 향로봉과 1079고지 일대 전투에서 8차에 걸쳐 적의 반격을 격퇴한 국군 

수도사단 장병들의 용감성은 유엔에까지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1군단은 5월 26일 강릉지역에서 반격을 시작한 이후 18일 만에 

신캔자스선을 확보하고 향로봉산맥을 따라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미 제8군도 임진강 하구에서 철원-김화-해안분지(펀치볼)-향로봉-거진 북방을 

연결하는 방어선에서 장기간에 걸친 진지전 및 고지쟁탈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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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휴전협상과 고지쟁탈전

제 1 절  휴전의 모색과 협상개시

1. 휴전회담의 수용 배경과 과정

1951년 중공군은 5월 공세를 통해 중동부전선에서 국군 제3군단을 격파하고 대

규모 돌파구를 형성했으나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작전으로 참전 이래 가장 큰 피해

를 입고 38도선 북방으로 철수하였다. 이때부터 중공군은 “재래식 장비와 전술로

는 결코 유엔군을 축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게 됨에 따라 대규모 공세를 

자제하고, 소규모 국지전으로 전환하였다.

반면 유엔군은 중공군의 5월 공세를 물리친 이후부터 군사적으로 중공군을 압

도하고,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머지않

아 다시 한 번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미국

의 입장에서 볼 때 소련의 개입과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

황에서 수많은 인명손실과 전쟁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전쟁을 계속해야 할 만큼 

한반도의 통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 1951년 

6월까지 7만 8,800명의 인명손실을 보았고, 전쟁비용도 100억 달러를 상회하였

다. 이것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후 첫 1년 동안에 발생한 전쟁비용

과 인명손실의 두 배가 넘는 규모였다.

미국정부는 중공군의 5월 공세가 한창 진행 중이던 5월 17일에 전쟁을 군사적 

승리가 아닌 정치적 타협으로 종결한다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이날(17일) 대통령

의 재가를 받은 새로운 정책은 한반도문제를 당면 목표와 최종 목표로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 아래, 전쟁 전 상태로 휴전하는 것을 당면 목표로 하

고, 유엔을 통해 통일국가 수립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이

었다. 이는 정치적으로 ‘명예로운 휴전’을 모색한다는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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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미국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가 소련과의 전면전으로 돌입하거나, 주요 

동맹국의 지원을 얻지 못한 채 한반도를 벗어나 중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한국에서의 전쟁이 제한전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아시

아지역에서 자유민주국가와의 우호 증진에 노력하지만, 이 지역에서 소련의 힘을 

감소 및 제거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정치·외교·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휴전정책에 한국을 제외한 유엔과 자유진

영 국가들이 모두 환영하였다. 

유엔군 수뇌부도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정부의 판단과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

였다.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은 한때 한반도에서 가

장 좁은 지역인 평양-원산 선까지 공격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그것의 결

과와 영향이 기대한 것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서 철회하였다. 그는 평양

-원산 선까지 진격하는 데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또 유엔군

이 평양-원산 선을 확보한 후 이 선에서 휴전을 요구할 경우 전쟁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지역을 상실하게 될 공산군 측이 휴전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명예로운 휴전정책’을 확정한 후 미국은 지금까지 유엔이 추진한 전쟁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던 입장을 바꿔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였다. 미국

은 스스로 외교적 주도권을 행사하여 소련 및 중국과 막후 접촉을 취하기 시작하

였다. 5월 중에 미국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소련 관리들과 접촉하였고, 모스크바 

주재 스웨덴 외교관을 통해 소련정부의 의사를 타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들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미 국무장관 애치슨(Dean G. Acheson)은 소련문제 전문가이며 초대 국

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역임한 캐난(George F. Kennan)에게 소련과 막후 접촉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캐난은 6월 1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유엔주재 소련대표인 

말리크를 방문하여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캐난은 회담 참가국과 의제, 그리고 

정전감시위원회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말리크는 “가능

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소련은 참전국이 아니므

로 휴전협상에 참석할 수가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북한 및 중국과 접

촉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미국정부는 말리크와의 접촉을 통해 소련도 정치적 협상으로 전쟁을 종결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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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의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이 무렵 스탈린은 중공군이 춘계공세에

서 패배하자 군사작전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없으며, 군사작전보다는 외교적 

영역에서 얻을 것이 더 많다고 보고 휴전정책을 수립 중이었다. 당시 중공군과 북

한군은 각각 46만 명과 56만 명에 달하는 인명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전투력을 회복하여 이전과 같은 대규모 공세를 전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한 상황이었다. 

소련의 의도를 파악한 미국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휴전협상을 제의할 것인가

를 모색하고 있을 때 유엔주재 소련대표 말리크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휴전협상 

절차를 암시하는 연설을 하였다. 말리크는 1951년 6월 23일 유엔이 후원하는 라

디오 방송에서 ‘평화의 가치(Price of Peace)’라는 연설을 통해 “소련 인민은 교전

상태의 중지와 정전을 위해 38도선에서 상호 철군하도록 교전국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휴전협상을 제안하였다. 

말리크의 방송연설에 대해 미 국무부는 모스크바 주재 미국대사인 커크(Alan 

G. Kirk)를 통해 소련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타진하였다. 이때 소련 

외무차관 그로미코(Andrei Gromyko)는 아직 중국의 입장을 통보받지 못하였으

나 양측 군사대표단들이 정치적인 문제나 영토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휴전을 성

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소련 외무차관 그로미코는 중국의 입장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북한과 중

국은 이미 휴전을 추진하는 데 동의한 상태였다. 6월 1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중·소 회담’에서 스탈린·김일성·가오강(高崗)은 “38도선을 경계로 휴전하

는 것이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자리에 마

오쩌둥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가오강을 통해 자신의 의중을 반영시켰다. 

마오쩌둥은 1951년 6월 중순 전쟁의 장기화와 협상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화전(和戰) 양면정책을 결정하고, 펑더화이에게 “장기전에 대비한 사상교육 실시, 

38도선 부근에서의 적극적인 방어 실시,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는 휴전협상 

개시 준비” 등을 지시하였다. 또한 마오쩌둥은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가오강과 김

일성에게 전문을 보내 자신의 복안을 스탈린에게 전하도록 하였다. 이 전문에서 

마오쩌둥은 지금까지 한반도문제와 연계하여 주장해 온 그들의 유엔대표권 문제와 

대만 문제의 해결방식에서 양보를 시사하면서 ‘한반도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바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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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스탈린에게 전하여 지시를 받도록 

하였다. 모스크바에서는 이러한 마오쩌둥의 의견을 고려하여 북·중·소 간에 휴전

협상 전략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소련의 휴전 제의에 대해 중국은 6월 25일에, 북한은 27일에 각각 지지를 표명

하였고, 영국과 프랑스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미국정부도 6월 27일 주소

련 미국대사 커크가 그로미코 소련 외무차관을 방문하여 말리크 연설의 진위를 확

인한 후 유엔군사령관의 명의로 휴전회담을 제의하기로 방침을 확정하였다. 그리

고 그 제의 문안을 작성하여 6월 29일 유엔군사령관에게 송부하였다. 리지웨이 

장군은 이를 1951년 6월 30일 오전 8시에 라디오 방송으로 발표하면서 공산군 측 

사령관에게 원산항에 정박 중인 덴마크 병원선에서 휴전회담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2. 휴전협상 방침과 전략

미 국무부와 합참은 1951년 6월 29일 유엔군사령관에게 휴전회담 제의를 지시

하면서 공산군 측과 회담을 하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반지침’을 작

성하여 하달하였다. 일반지침은 먼저 미 합참에 초안을 마련하여 마셜(George C. 

Marshall) 국방장관, 애치슨 국무장관, 브래들리(Omar N. Bradley) 합참의장의 

검토를 거쳐 트루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6월 29일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에게 하달되었다.

휴전협상 일반지침

a. 이 휴전에서 우리의 주된 군사적 관심은 NSC48/5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전투의 재발방지 보장, 그리고 유엔군의 안전 확보에 있다.  

b. 우리는 소련과 중국이 합리적이며 수락할 수 있는 휴전 준비에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혹은 그들이 한국문제의 영구적인 해결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휴전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우리가 수락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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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귀관과 공산군 측 사령관과의 협상은 군사적 문제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

다. 귀관은 특히 한국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에 관한 토의나, 유엔에서의 타이

완 및 중국의 의석과 같이 한국문제와 관련이 없는 문제를 고려해서는 안 된

다. 그러한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에게 하달된 휴전회담에 관한 일반지침은 미국정부가 몇 

개월에 걸쳐 조심스럽게 발전시켜 온 것이었다. 특히 일반지침은 향후 2년 동안 

휴전회담에서 유엔군사령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방침의 근간 역할을 하였다. 

또한 미 합참은 휴전협상에서 유엔군 측이 관철해야 할 ‘최저 기본입장’과 ‘세부

지침’도 함께 하달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휴전의 근본목적은 

적대행위 중지, 전투의 재발방지 보장, 유엔군의 안전 확보이다. 둘째, 휴전협상

은 정치적 문제를 제외한 한국에서의 전쟁해결과 관련된 순수한 군사적 문제로 국

한한다. 셋째, 20마일 폭의 비무장지대 설치와 이 지역에서의 모든 부대 철수, 한

국에서 군사력 증강금지, 휴전협정 준수를 감시할 군사정전위원회를 설치한다. 넷

째, 전쟁포로는 1:1 원칙에 의해 교환한다. 다섯째, 필요시에는 옹진반도와 연안지

역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 등이었다. 

이와 더불어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에게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회담에서 인내할 

것과 공산군 측이 우리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최저선마저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담을 파기해서는 안 되며, 국제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속임수를 쓰

는 자세도 피해야 한다”는 등의 유의사항이 전달되었다.

한편 유엔군 측이 휴전방침을 구체화하고 휴전회담을 제의할 무렵 공산군 측에

서는 휴전협상을 위한 전략수립에 분주하였다. 당시 공산군 측은 휴전회담을 진행

할 것과 38도선을 경계로 휴전하고 철군한다는 것 이외에는 휴전회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지 못한 상태였다. 공산군 측은 휴전협상의 주체와 장

소, 방침과 내용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인 것은 김일성이었다. 그는 6월 29일 스

탈린에게 전문을 보내 자문을 구하였다. 이어서 마오쩌둥이 6월 30일 스탈린에게 

휴전회담 개시일을 7월 15일, 회담장소를 해주로 제안하겠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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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 이 전문에서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휴전협상에 관한 지침을 직접 김일성에

게 지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오쩌둥의 전문을 접수한 스탈린은 같은 날 북경 

주재 소련군사고문단장을 통해 “회담은 마오쩌둥이 주도할 것이며, 김일성에게도 

마오쩌둥이 직접 연락하라. 소련은 다만 조언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그리고 스탈린은 이 전문에서 회담장소를 개성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낼 전문내용까지 작성하여 보냈다.

다음 날인 7월 1일에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자신의 휴전회담 대표단 임명안과 

대표단장이 회담에서 언급할 휴전조건에 관하여 북한 주재 소련대사관을 통해 통

고하고, 이에 대한 스탈린의 조언을 구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발송하였다. 이를 보

고받은 스탈린은 7월 2일 전문을 통해 북한 주재 소련대사에게 “김일성의 제안에 

대해 마오쩌둥이 동의했는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하고, 김일성에게 북한정부는 중국

정부와 논의하여 중국과 합동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전적으로 모든 

문제는 북한이 중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 스탈린의 생각이었다.

마오쩌둥은 7월 3일 휴전협상전략의 5가지 기본원칙을 스탈린에게 보내 그의 

의견을 물었다. 5가지 기본원칙은 “첫째 쌍방이 동시에 전투중지 명령을 내릴 것, 

둘째 쌍방 병력은 38도선을 따라 10마일씩 밖으로 철수하고, 38도선 기준 10마일 

이내에 완충지대 설치, 셋째 쌍방은 한반도 외부로부터 무기와 병력의 반입을 통

한 무력증강 행위를 중지할 것, 넷째 중립국감시위원회 구성, 다섯째 전쟁포로 송

환과 관련하여 일대일 교환이 아닌 모든 포로의 일괄교환을 고수해야 함” 등이었다.

마오쩌둥의 전문을 접한 스탈린은 마오쩌둥이 제기한 전투행위 중지와 38도선 

군사분계선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립국감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먼저 제기하지 말고, 미국 측이 ‘유엔 군사정전위원회’ 설치를 제의하면, 

유엔은 전쟁당사자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대신 ‘중립국감시위원회’ 설치

를 제의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스탈린은 포로송환 문제를 반드시 관철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스탈린은 마오쩌둥이 제시한 협상의 기본 틀을 수용하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었다. 7월 3일 마오쩌둥과 스탈린 간에 오고간 

전문 내용은 향후 공산군 측 휴전협상의 기본전략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공산군 

측은 스탈린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스탈린은 단지 휴전협상을 주도하는 책임을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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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쩌둥에게 부여하는 대신 자신은 철저히 그 막후에서 휴전협상을 지도하고 통제

하였다.

3. 휴전회담의 개막과 협상기조

1951년 6월 30일 유엔군사령관의 휴전회담 제의에 공산군 측 김일성과 펑더화

이 공동명의로 수락하자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7월 3일 예비회담을 개최

하자고 제의하였다. 공산군 측에서도 다음 날인 7월 4일 리지웨이 장군의 제의에 

동의함으로써 양측은 휴전회담에 앞서 예비회담을 갖게 되었다.

예비회담은 7월 8일 개성 광문동의 민가에서 양측의 중령과 대령급 연락장교들

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락장교단은 먼저 휴전회담 대표들의 명단을 교환하

고, 회담 일시와 장소 그리고 안전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7-1> 예비회담의 합의사항과 안전조치

합의사항 안전조치

• 제1회 본회담 일시 : 

   1951년 7월 10일 오전 11시

• 회담 장소 : 개성 고려동 내봉장

• 도로 경비 및 보수 책임 : 

   공산군 측, 개성-판문점

   유엔군 측, 문산-판문점

• 공산군 측 회담요원 수송차량 :

   평양-사리원-개성 도로 이동시 백기 

부착

• 유엔군 측 회담요원 수송차량 :

   문산-판문점-개성 도로 이동시 백기 

부착

• 유엔군 측 회담대표 외 수행요원 :

   백색완장 착용

휴전회담은 예비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1951년 7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성 내봉

장에서 개최되었다. 유엔군 측에서는 수석대표로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C. 

Turner Joy) 해군중장을 비롯하여 미 제8군 참모부장 호데스(Henry I. Hodes) 

육군소장, 미 극동공군부사령관 크레이기(Laurence C. Craigie) 공군소장, 미 극

동해군 참모부장 버크(Arleigh A. Burke) 해군소장, 한국군 제1군단장 백선엽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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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장 등이 참석하

였다.

공산군 측에서는 북

한군 총참모장 남일 

육군대장을 비롯하여 

북한군 정찰국장 이

상조 육군소장, 북한

군 제1군단 참모장 장

평산 육군소장, 중공

군 제1부사령관 겸 부

정치위원 덩화(鄧華),

중공군 참모장 셰팡

(解方) 등이 참석하였다.

휴전회담은 상호 신임장을 교환한 후 쌍방 수석대표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유엔군 측 수석대표 조이 제독은 인사말에 이어 군사 상황에 중점을 둔 기조연설

을 하였다. 그는 “휴전에 합의할 때까지 휴전회담 중에도 전투가 계속될 것임”을 

전제하면서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휴전협정을 마련하고, 한국과 관련이

없는 군사문제나 정치·경제 문제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

였다. 

조이 제독에 이어 공산군 측 수석대표 남일이 기조연설을 하였다. 그는 1950년 

6월 25일 이전의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쌍방의 적대적인 군사행동 중지, 38도선

으로의 철수, 빠른 시일 내 외국군 철수” 등을 주장하였다. 남일의 발언이 끝나자 

중공군 대표 덩화는 남일이 제시한 3개 항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휴전의 기초라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지지발언을 하였다. 

공산군 측의 기조발언 후 조이 제독은 “앞으로의 회담에서는 한국에 관련된 군

사문제만을 논의하자”고 제의하면서 유엔군사령부에서 마련한 9개 항의 휴전회담 

의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회의 의제의 채택 

휴전회담 장소인 개성 내봉장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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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적십자사 대표들의 포로수용소 방문을 위한 장소와 그들의 권한

③ 한국에만 관계되는 순수한 군사문제로 제한 

④ 한국에서 적대행위와 무력행위의 재발방지를 보장하는 조건 하에 적대행위

및 무력행위의 중지 

⑤ 한국을 횡단하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협정 

⑥ 군사정전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및 기능

⑦ 군사정전위원회 예하기구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군사감시단의 감시원칙에 

대한 협정 

⑧ 군사감시단의 구성과 기능 

⑨ 전쟁포로에 관한 협정

조이 제독이 회담 의제를 내놓자 공산군 측은 그들의 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어떠한 휴전협정일지라도 38도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조이 제

독은 남일의 주장은 군사적 현실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인 주제들로 회

담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공박하면서, 지금은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를 논할 

때가 아니라 공산군 측이 자신의 안을 제시할 때라고 반박하였다.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남일은 유엔군 측이 제시한 의제가 ‘길고 중복되며 부

적절하다’고 반박하면서 그 대안으로 5개 항을 제시하였다. 남일이 대안으로 제시

한 5개 항은 다음과 같았다.

① 회의 의제를 채택한다.

② 양측 간의 군사분계선으로 38도선을 채택하고, 한국에서 적대행위를 중지

하는 기본조건으로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

③ 한국에서 모든 외국군을 철수시킨다.

④ 정전 및 휴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⑤ 휴전 후 포로에 관해 협의한다. 

조이 제독은 남일의 제안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

치를 고려하고 있으나 38도선을 분계선으로 하는 제의는 수용할 수 없으며, 외국군

철수는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휴전이 성립된 후에 토의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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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산군 측 제안의 핵심인 제2·제3항이 적절한 주제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

하였다.

이렇듯 첫날의 휴전회담은 양측이 서로의 기본입장을 밝히고 나서 의제를 제안

하고 상대편이 제안한 의제의 부적절성과 자신들 의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그

쳤다. 그럼에도 회담이 끝난 후 유엔군 측 기자들은 회담이 적어도 6주 내에 타

결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회담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전망은 속단이었음을 그들

은 곧 알게 되었다.

회담 2일째인 7월 11일 휴전회담에서도 양측은 별다른 소득 없이 논쟁만을 되

풀이 하였다. 유엔군 측에서는 국제적십자사가 포로수용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주

장했으며, 공산군 측에서는 군사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본 회담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또 군사분계선에 대해서도 38도선을 주장하는 공산군 측과 

현재의 접촉선으로 하자는 유엔군 측의 의견대립이 있었으며, 외국군 철수문제에 

대해서도 의제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유엔군 측과 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산군 측의 주장이 맞섰다. 결국 이들 문제를 놓고 양측은 지루한 설전(舌戰)을 

벌이게 될 것임이 예견되었다.

4. 휴전회담 의제 채택

개성 회담은 기조연설에서 드러난 것처럼 양측 입장의 현격한 차이로 회담의 

진전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데에 더하여 개성이 공산군 점령 하에 있었기 때

문에 회담장의 중립성과 호혜평등성이 보장되지 않아 협상이 더욱 난항에 봉착하

였다. 

휴전회담 첫날부터 공산군 측은 유엔군 휴전회담 대표들의 행동을 제약하였다. 

유엔군 측 대표단이 사전에 합의한 대로 탑승한 차량에 백기를 달았음에도 판문점

에서 공산군 측 초병의 통제를 받았고, 개성에 도착해서도 공산군 측 무장경비병

의 감시를 받으며 회담장으로 이동해야 했다. 또한 유엔군 측 연락요원들도 회담

장 내에서 행동에 제약을 받아 임무수행이 지연되었다. 이에 유엔군 측 대표단은 

공산군 측에 항의하였으나 이것이 시정되는 데에는 시일이 걸렸다. 공산군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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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내에서도 마치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긴 승자처럼 남쪽을 향해 높은 의자에 

앉았고, 유엔군 측은 북쪽을 향해 낮은 의자에 앉도록 좌석을 배치하였다. 또 유

엔군 측이 회의탁자 위에 유엔기를 놓자 공산군 측은 유엔기 보다 높은 기를 갖

다 놓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휴전회담을 

취재하려는 유엔군 

측 보도진의 출입제

한은 회담을 3일간 

중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 

문제는 공산군 측이 

그들의 기자들에 대

해서 자유로운 취재

를 허용하면서도 유

엔군 측 기자들을 

통제함으로써 발생

하였다. 이 문제는 유엔군 측에서 휴전회담장의 중립화와 기자단 20명의 출입을 

요구하고, 공산군 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 결과 7월 15일에 양

측 대표들은 그들의 기자단을 대동한 가운데 회담을 재개하여 다시 휴전회담 의제 

토의에 들어갔다. 

공산군 측은 휴전회담에서 군사적인 문제만을 다룰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에 

유엔군 측은 회담 첫날 제의한 9개 항의 의제 중 제3항(한국에만 관계되는 순수

한 군사사항 토의)을 삭제하고 제2항(국제적십자사의 포로수용소 방문)은 제9항

(전쟁포로에 관한 협의)에서 함께 다루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 측이 제

시한 의제는 7개 항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공산군 측은 “38도선 문제와 외국군

의 철수문제를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이날 회의는 더 이상 진전

되지 않고 휴회에 들어갔다.

7월 16일 회담에서 유엔군 측은 7개 항의 의제 중 군사정전위원회와 정전감시

기구 사항을 제3항에 통합시킨 4개 항의 의제(의제의 채택, 비무장지대 설치, 적

휴전회담장으로 들어가려는 유엔군 측 종군기자들을 저지하는 공산군
(1951.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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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위와 무력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정전 및 휴전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 전쟁포

로에 관한 협의)를 제시하였다. 다음 날 공산군 측에서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힘으

로써, 양측은 유엔군 측이 제시한 4개 항의 의제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아직 공산

군 측이 주장한 외국군 철수문제가 남아 있었다. 

공산군 측은 회담 의제에 ‘외국군의 철수’ 조항을 넣을 것을 고집하였다. 이 문

제를 두고서 양측은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공산군 측은 7월 25일 회담에서 외국

군 철수문제를 회담 의제에 포함하려고 하였고, 유엔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

았다. 이렇게 되자 공산군 측은 한 발 물러나 ‘외국군 철수’ 대신에 제5항에 ‘쌍방

의 관계국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는 의제를 추가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는 공

산군 측이 휴전 후에 제5항을 통해 외국군 철수문제를 다루겠다는 의도를 내포하

고 있었다. 유엔군 측은 “철수협의 자체는 휴전 후의 과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

여 7월 26일 회담에서 공산군 측이 제의한 제5항을 수락하였다. 이로써 양측은 

개성에서 휴전회담을 시작한 지 16일 만에 회담 의제 5개 항에 합의를 보았다. 

양측의 대표들이 합의한 휴전회담 의제 5개 항은 다음과 같다. 

① 회담 의제의 채택 

② 한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기본조건으로써 양측이 비무장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군사분계선 설정 

③ 정전 및 휴전에 관한 조항의 수행을 감독할 기관의 구성·권한·기능을 

포함한 한국에서의 정전과 휴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의 

④ 포로에 관한 협의 

⑤ 쌍방의 관계국 정부에 대한 건의

이처럼 양측이 회담 의제에는 합의하였지만 그 타결과정은 순탄치 않음을 예고

하였다. 특히 회담 의제에 38도선과 외국군 철수라는 용어를 직접 표현하지 않음

으로써 관련 의제를 놓고 협상할 때 공산군 측이 다시 거론할 것은 명백하였다. 

또한 유엔군 측이 국제적십자사의 포로수용소 방문을 포로협상 의제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양보했지만 공산군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불투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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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휴전협상과 진지전

1. 군사분계선 협상과 유엔군의 군사적 압력

(1) 군사분계선 협상

휴전회담은 1951년 7월 26일 쌍방이 의제 채택에 합의함으로써 바로 실질적인 

토의에 들어가게 되었다. 합의된 5개의 의제 중 제1항(의제의 채택)은 이미 합의

가 되었기 때문에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제2항인 ‘비무장지대 설치를 위한 군

사분계선 설정’ 문제를 놓고 협상을 계속하였다. 이날 먼저 공산군 측 수석대표인 

남일이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해야 한다고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남

일은 전쟁 전부터 38도선은 이미 모든 나라가 경계선으로 인정한 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쌍방이 이 선을 중심으로 남북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할 경우 어느 쪽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

였다.

다음 날(27일) 유엔군 측 수석대표 조이 제독은 현 전선에 기초하여 군사분계선

을 설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반박하였다. 그는 “효과적인 비무장지대는 실제

적 군사상황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하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피력하였다. 그리고 그는 “38도선과 같은 가상의 지리적 선은 결코 정당

성을 갖지 못하는데, 이는 지난 13개월간의 전쟁 동안 공산군이 적어도 4번이나 

38도선을 넘은 사실만으로도 그 선이 군사분계선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조이 제독은 당시 유엔군 측이 점령하고 있던 실제 전선보다 30∼50㎞ 

북쪽에 분계선을 표시한 군사지도를 공산군 측에 제시하였다. 이 제안은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유엔군의 군사력 가치를 협상에 적용하려는 기발한 방법

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산군 측은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유엔군 측도 이 문

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유엔군 측에서는 휴전이 되면 공산군 측이 얻

게 될 추가적인 이점, 즉 도로·교량·철도를 보수할 수 있고, 공산군의 건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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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필요한 보

급품을 운반할 수 

있으며, 도시와 시

설을 재건할 수 있

다는 점을 계속해

서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공산군 측

은 유엔군 측의 주

장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38도

선만을 계속 주장

하였다. 

이후 회담장에서는 군사분계선에 대한 논쟁과 설전이 계속되었다. 쌍방은 모두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나

와 타협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매일 동일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일이 회담의 일과가 되었다. 

이에 따라 회담 자체가 결렬될 것 같은 우려가 짙게 깔리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공산군 측은 중립협정을 위반하는 사건을 일으켜 협상분위기를 악화시키기도 했

다. 

이와 같이 협상의 진전이 없게 되자,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공산군 측

을 향하여 최후통첩과 같은 강력한 처방을 쓸 것을 고려하였다. 그는 72시간의 

여유를 주고 공산군 측이 타협하러 나오지 않을 경우 협상을 더 이상 원하지 않

는 것으로 간주하고 회담의 결렬을 선언하겠다고 워싱턴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정부의 입장은, 현재로서

는 회담결렬을 최후통첩 할 때가 아니며, 회담이 결렬되려면 공산군 측이 그 책임

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 합참은 리지웨이 장군

에게 보낸 긴급지시에서 인내의 자세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휴전회담은 

결렬의 위기를 모면하였지만, 그 후에도 성과 없는 회담과 입씨름만이 계속되었다.

이처럼 휴전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계속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유엔군 측

<상황도 7-1> 유엔군 측이 제안한 군사분계선(1951. 7.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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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8월 15일에 합동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는 양측 대

표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게 되면 제2항에 대한 해결방

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었다. 공산군 측에서도 이를 수용함

으로써 8월 17일부터 군사분계선 설치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합동분과위원회가 운

영되었다. 이후 군사분계선 설치문제는 급진전을 보였다. 

8월 22일 공산군 측은 “만약 유엔군 측이 보상의 개념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38도선 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공산군 측의 태도 

변화에는 8월 18일부터 시작된 유엔군의 하계공세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어서 쌍

방은 ‘원(原) 제안의 조정’ 원칙에 합의하였고, 비로소 협상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

하였다.

그런데 8월 23일 밤 공산군은 유엔 공군기가 개성 회담장을 폭격했다는 이른바 

‘개성폭격사건’을 주장하면서 실마리가 풀려갈 듯하던 휴전회담을 결렬시키고 말았

다. 김일성과 펑더화이는 8월 24일 오전 11시 리지웨이 장군에게 “유엔군 항공기

가 공산군 측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개성 중립지역을 고의로 폭격하였다”고 항

의하고, “휴전회담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연락장교를 통해 보내 왔다. 이

에 리지웨이 장군은 다음 날(25일) “날조된 사건에 대한 공산군 측의 항의는 회답

할 가치가 없다”고 응수하였다. 이로써 휴전회담은 무기휴회로 들어갔다. 

(2) 유엔군의 하계·추계작전 

공산군은 휴전회담으로 인한 전선의 소강상태를 이용하여 방어선을 3중으로 편

성하고 유엔군의 항공폭격에 견딜 수 있도록 진지를 강화하였다. 특히 공산군은 7월

20일경에 이미 유엔군 전초선에서 1∼5㎞ 떨어진 주요 지형지물에 연한 전초저항

선(Outpost Line of Resistance)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유엔군의 작전활동에 강

력히 저항하였다. 이를 두고서 유엔군 측은 전방지역에 공산군의 병력과 보급품이 

증강되어 곧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공산군은 7월 하순부터 유

엔군의 주요지역에 대한 탐색활동을 강화하고, 포병을 전방에 전개시키는 등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해 나갔다.   

반면 유엔군은 휴전회담 분위기와 군사작전의 제한으로 점차 활력을 잃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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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8군사령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공산군에게 

혼란을 주면서 유엔군의 전선첨단을 날카롭게 다지는 한편, 유엔군 방어선의 취약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제한목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공격작전을 실시하기로 하

였다. 이른바 ‘제한목표공격’이었다. 

밴플리트 장군은 7월 29일 예하부대에 제한목표공격과 종심 깊은 정찰활동을 

통해 공산군의 균형을 파괴하고, 공산군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그들의 배치를 탐색

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때 그는 미 제1군단에게 철의삼각지대에 대한 종심 깊은 

전투정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미 제9군단에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작전을 계속하

게 하였다. 그리고 미 제10군단에게는 대우산을 공격한 후 국군 제1군단과 협조하

여 1031고지에서 뻗어 내린 고지군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작전은 30년 이래 가장 심한 장마로 인해 7월 31일 취소되었다가 장

마가 그친 8월 18일에 다시 시작되었다. 이때 미 제8군사령관은 유엔군의 방어선 

중 남쪽으로 처진 만곡부(彎曲部)를 밀어 올려 기복을 없애고, 아군 병참선과 캔

자스선 방어에 위협을 주는 지형지물을 탈취하는 데에 작전목표를 두었다. 제8군

사령부에서 예하부대에 하달한 작전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군의 방어선 중에서 가장 취약한 중동부지역의 미 제10군단 전선의 중

앙, 즉 해안분지 북쪽 고지군을 점령하여 만곡부를 제거함과 동시에 

이와 협조된 작전을 통해 국군 제1군단 방어선을 남강까지 추진한다. 

둘째, 미 제9군단 정면의 금성분지를 점령하여 철의삼각지를 확고하게 통제

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함은 물론 철원김화 간의 철로를 확보한다. 

셋째, 미 제1군단의 방어선을 10㎞ 정도 추진하여 연천-철원 철로를 확보함

과 아울러 이를 철원김화 철로와 연결시켜 서울김화 도로는 물론 

이 철로를 군 병참선으로 이용한다.

미 제8군의 제한목표 공격작전은 8월 18일 해안분지 탈취를 목표로 한 ‘포복작

전(Operation Creeper)’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작전에는 국군 제1군단의 좌측

사단과 미 제10군단의 우측사단이 참가하였다. 작전목적은 해안분지 동쪽인 동시에

서화계곡 동측의 884고지-924고지-1031고지로 이어지는 ‘낚시 바늘(J-Ri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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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의 종격실 능선을 탈취하여 서화계곡의 기동로를 확보하고, 남강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까지 밀어 올려 동쪽 측방에서 해안분지를 압박하는 것이었다. 

국군 제1군단에서는 수도사단과 제11사단이 8월 18일부터 924고지와 884고지

에 배치되어 있던 북한군 제13사단과 제45사단을 각각 공격하였다. 양개 사단은 

155mm 야포사격에도 견딜 만큼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많은 인명손실을 입었다. 그럼에도 양개 사단은 유엔 해군의 함포지원을 

받아가며 일주일 동안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여 8월 24일 924고지와 884고지를 

점령하였다. 이 전투에서 큰 타격을 입은 북한군은 남강 북쪽으로 후퇴하였으며, 

국군은 향로봉 일대의 주요 고지를 모두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 제10군단에서는 국군 제8사단이 854고지-965고지-1031고지로 이어

지는 종격실 능선을 탈취하기 위해 공격에 나섰다. 이른바 ‘노전평 전투’로 불리는 

<상황도 7-2> 포복작전(Operation Cree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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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투에서 국군 제8사단은 3차에 걸친 공격작전을 전개하여 8월 20일에 1031

고지를, 24일에 965고지를, 9월 18일에 854고지를 각각 점령하였다. 이로써 사단

은 군단이 의도한 ‘낚시 바늘’ 능선의 갈고리에 해당하는 목표 고지들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 사단은 854고지를 점령함으로써 방어선을 남강까지 추진함

은 물론 전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서화계곡 도로망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해안분지 동쪽에서 국군 수도·제8·제11사단이 향로봉과 노전평 일대를 공격하

는 동안에 해안분지 서쪽에서도 미 제2사단과 배속된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가 

양구 북방의 ‘피의 능선(983고지-940고지-773고지)’을 공격하였다. 북한군은 이 

능선에 제12사단 제1연대와 제27사단 제14연대를 배치하여 2개 사단의 지원체제

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북한군은 강력한 포격에도 견딜 수 있는 유개호를 구축하

고 고지 뒤쪽 기슭에 교통호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진지 전방에는 5,000여 발의 

지뢰를 매설하여 난공불낙의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다. 

8월 18일 미 제10군단과 미 제2사단의 7개 포병대대 126문의 야포가 30분간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국군 제36연대가 공격을 개시하여 5일 만인 8월 22일 

주봉인 983고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이날 저녁, 북한군의 역습으로 983고지는 

피탈되었고, 제36연대는 전투력 복원을 위해 철수하였다. 이후 미 제2사단 제9연

대가 2차 공격을 감행하여 9월 5일 고지를 재점령하였다. 18일간 지속된 피의 능

선 전투에서 국군과 미군은 1개 연대 규모의 사상자를 냈으며, 북한군은 1개 사단 

규모 이상의 피해를 보았다. 이로 인해 983고지-940고지-773고지를 연하는 능

선은 ‘피의 능선(Bloody Ridge)’이라 불려졌다.

피의 능선 전투를 끝낸 미 제2사단은 계속해서 11㎞ 북방에 위치한 ‘단장의 능

선(894고지-931고지-851고지)’을 탈환하기 위해 중공군 제68군단 제204사단 및 

북한군 제6·제12·제13사단과 1개월간 2차에 걸쳐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사단

(프랑스 대대, 네덜란드 대대 배속)은 문등리 일대 단장의 능선을 확보하라는 군

단장의 지시를 받고 9월 12일 공격에 나섰다. 사단은 공산군의 완강한 저항으

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30만 발에 달하는 포격지원과 근접항공지원 아

래 1개월 동안 끈질긴 공격을 펼쳐 10월 13일 단장의 능선을 점령하는 데 성공

하였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는 어느 한 병사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에서 생겨난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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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능선(Heartbreak

Ridge)’은 ‘피의 능선’

과 함께 그 이름의 의

미와 같이 유엔군의 하

계 및 추계공세 기간 

중 가장 격렬한 전장이

었다. 이 전투로 사단

은 가칠봉과 백석산 사

이에 돌출된 전선을 조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산군은 북한군 2개 

사단(제6·제12사단)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지혜산 방면으로 물러

날 수밖에 없었다.

미 제2사단이 단장의 능선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사단 왼쪽에

서 백석산(1142고지) 탈취를 목표로 공격한 국군 제7사단과 제8사단의 역할이 컸

다. 단장의 능선 공격이 답보상태에 놓이자 군단장은 백석산을 점령해 공산군의 

병력을 분산시키고자 국군 제7사단에게 백석산을 점령하게 하였다. 국군 제7사단

은 9월 24일 공격을 개시해 백석산의 주봉인 1142고지를 탈취하였다. 그러나 곧

이어 전개된 북한군의 역습으로 4일 동안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다가 끝내 고

지를 공산군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이에 군단에서는 노전평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

행한 국군 제8사단을 투입하여 백석산을 재탈환하게 하였다. 제8사단은 2일간의 

재공격으로 백석산 일대의 북한군을 격퇴하고 10월 1일 고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

하였다. 

한편 피의 능선 전투에서 미 제2사단의 고전이 계속되자 군단장은 공산군의 전

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군단 전역으로 작전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는 군단 정면 약 

10㎞ 북쪽의 박달고개-가칠봉-서희동-성내동에 이르는 해안분지 북측 고지군에 

연하여 작전통제선인 헤이스선(Hays Line)을 설정한 다음 예비부대인 미 해병 제

피아의 포격으로 초토화된 피의 능선 상의 983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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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단(한국 해병 제1

연대 배속)과 국군 

제5사단까지 전방으

로 투입하고, 8월 

31일에 각 사단별로 

공격목표를 부여하였

다. 이 명령에 따라 

미 해병 제1사단이 

해안분지를 공격하

게 되었고, 그 서쪽

에서는 국군 제5사단이, 동쪽에서는 제8사단이 병행 공격하였다. 

미 해병 제1사단과 한국 해병 제1연대는 8월 31일 공격을 개시하여 9월 3일까

지 지형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무릅쓰고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해안분지 북쪽에 있

는 김일성고지(924고지)와 모택동고지(1026고지) 등을 탈취하고 해안분지를 확보

하였다. 미 해병 제1사단은 제1단계 작전을 종료한 후 약 1주일간의 부대정비를 

실시한 다음 9월 11일부터 공격을 재개하여 9월 20일 해안분지 북쪽 5㎞ 지점의 

812고지를 탈취하고서 해안분지 공격작전을 종료하였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북한

군 제1사단은 간무봉 방면으로 후퇴하였다. 미 해병 제1사단의 공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단 동쪽의 국군 제8사단이 노전평 전투를 통해 서화계곡 기동로와 

‘낚시바늘 능선’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 해병 제1사단 서쪽에서는 국군 제5사단이 9월 5일부터 가칠봉 서북쪽 1㎞ 

지점에 위치한 1121고지 점령을 목표로 공격하였다. 사단은 10월 9일까지 연대별 

또는 3개 연대로 1211고지를 공격하여 세 번씩이나 목표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

으나, 그때마다 적의 역습에 이를 상실하고 결국 10월 14일에 전투를 종결하였다. 

제5사단은 비록 1211고지를 탈환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박달고개-가칠봉-서희

령을 연하는 전선을 굳게 지켜 해안분지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10월 20일 사

단은 40일간이나 교전과 혈전을 벌인 이 전선을 국군 제3사단에 인계하고 양양으

로 이동하였다. 이후에도 여러 사단이 이 전선에 교대로 투입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국군 제5사단이 확보한 841고지-가칠봉-서희령 선이 최전방 전선이 되었다.

해안분지(펀치볼)의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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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의 하계·추계작전이 미 제10군의 중동부전선에서 격렬하게 진행되는 가

운데 서부와 중서부, 그리고 동해안지역에서는 비교적 무난하게 전선조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우선 동해안지역에서는 국군 제1군단(수도·제3·제11사단)이 남강 이

남의 지역을 확보하여 방어선을 크게 개선하였다. 특히 수도사단은 38도선에서 

80㎞ 북쪽에 위치한 고성까지 진출함으로써 유엔군 전 전선에서 가장 북쪽으로 

진출한 부대가 되었다. 서부전선에서는 미 제1군단(미 제1기갑·제3사단, 영연방 

제1사단, 국군 제1사단)이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코만도작전(Operation Commando)’

을 실시하여 전선을 역곡천 남안까지 10㎞ 추진해 방어선을 개선하고, 연천-철원 

간 철로와 병참선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중서부전선에서도 미 제9군단(미 제7·제

24·제25사단, 국군 제2·제6사단)이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폴라선(하소리-외

야동-봉화산-교암산-성동리-금성천 하구)’으로 진격작전을 펼쳐 군단 정면의 방

어선을 개선하고, 철원-김화 간 철로와 도로를 확보하였다. 특히 이 작전을 통해 

군단은 공산군의 주요 작전기지인 금성지구를 확보하였다. 

유엔군의 하계·추계작전 기간에는 해·공군도 지상군 지원 이외에 독자적인 작

전을 수행하면서 공산군을 압박하였다. 유엔 해군은 서해안에서 서울-진남포 간 

해역을 완전히 차단하면서 서울-평양 통로를 집중 공격하였으며, 동해안에서는 

포병진지와 도로·철교에 함포사격을 실시하는 한편 동부전선에서 작전 중인 유엔 

지상군에 대한 화력지원과 함재기를 통한 폭격을 전개하였다. 특히 8월 25일에는 

소련과의 국경선에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표적에서 제외시키고 있던 나진항에 대

한 공격을 공군과 합동으로 수행하였으며, 10월 29일에는 공산군 수뇌부회담이 

열리던 갑산에 전격적인 공습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국 해군은 초계와 정찰활동

은 물론 동·서 해안에 산재한 섬들을 장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상작전을 전개하

면서 유격부대를 지원하였으며, 해역에 부설된 기뢰 제거와 작전 중인 전투함정에 

대한 지원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유엔 공군은 1951년 5월 31일부터 7월 말까지 공산군의 병참선 차단작전

에 중점을 두고 후방의 기지와 전선 사이에 있는 도로망을 마비시키는 것을 목표

로 한 ‘스트랭글 작전(Operation Strangle)’을 전개하였다. 이 작전은 초기에 매

우 성공적이었으나 6월 중순 이후 공산군의 전법이 공세에서 수세로 전환되고 재

보급을 야간에만 실시한 까닭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 공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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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8월 18일부터 3개월간 철도시설을 주요 표적으로 하여 파괴하는 제2차 스트랭

글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작전에서는 표적의 완전파괴를 목표로 해군 함재기와 

해병대 항공기까지 동원하였다. 유엔 공군은 8월 말까지 신의주와 신안주 간 철도

의 70%, 신안주에서 평양 간 철도의 90%, 평양에서 사리원 간 철도의 40%를 파

괴하였다. 그리고 한국 공군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는 지상

군에 대해 항공지원을 제공하였으며, 10월 1일부터는 국군 제1군단 작전지역에 대

한 근접항공지원을 담당함으로써 독립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3)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협정

1951년 8월 24일부터 중단되었던 휴전협상은 몇 차례의 교섭과 연락장교회담을 

거친 후 공산군 측이 회담 재개에 동의하고, 유엔군 측이 회담장소의 변경을 요구

하여 장소가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옮겨져 10월 25일에 재개되었다.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재개된 후로 수일간 설전이 반복되었으나 공산군 측이 

더 이상 38도선을 고집하지 않음으로써 협상의 진전은 훨씬 순조로웠다. 10월 31

일 공산군 측은 접촉선을 분계선으로 하는 안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유엔군 측은 

개성을 차지하려는 공산군 측의 집념을 꺾지 못하고 결국 그곳을 포기하였다. 유

엔군 측은 만일 개성 탈환을 시도한다면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휴

전협정의 조기체결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힘을 이용하는 협상정책을 포기한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전선을 확대하지 않는

다는 방침을 내옴에 따라 유엔군은 진격을 중단하고 전선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

다. 유엔군사령관과 미 제8군사령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전의 주도권을 포기하

는 미국정부의 조치로 유엔군은 적극적인 공격작전 대신 전선 정리와 진지 강화, 

그리고 전초진지를 확보하는 이른바 ‘공세방어’로 전환하였다. 국군 제11사단이 치

른 제2차 월비산 전투(11월 14일∼24일)와 국군 제6사단의 금성천 949고지 전투

(11월 17일∼18일)는 전선을 정리하다가 공산군의 집요한 저항에 직면했던 전투였

고, 국군 제9사단의 철원 281고지와 395고지 전투(11월 3일∼6일)는 전초진지 공방

전이었다.

그동안 휴전회담장에서는 유엔군과 공산군 측이 각자 내놓은 제안에다 상대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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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을 어느 정도 포함시켜 가면서 군사분계선 협상을 진행하여 마침내 11월 27일

잠정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때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① 쌍방이 대치한 현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삼고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 

쌍방은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 선에서 2㎞씩 철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락한다.

② 현재 시점에서 결정된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휴전협정이 조인될 경우에는 그대로 유효하다. 즉, 군사분계선은 30일 동

안에 발생하는 실제 접촉선상의 어떠한 변화에도 관계없이 변경되지 않는다.

③ 그러나 30일 이내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지 않을 때는 군사분계선은 수정

되어야 하며, 수정된 군사분계선은 휴전협정 조인 직전에 쌍방이 대치한 

실제 접촉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상황도 7-3> 유엔군과 공산군이 합의한 잠정군사분계선(1951.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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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재의 접촉선은 임진강 하구-판문점-청정리-가곡리-계호동-신현리-산

명리-관포동-금곡리-금성-어운리-송정-사태리-가칠봉-신탄리-남강 

하구에 이르는 선이다.

이로써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시작된 이후 140일 동안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실질적인 의제 하나가 해결되었다. 유엔군 측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쌍방이 

대치 중인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결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공산군 측도 

개성을 확보함으로써 큰 손해가 없는 셈이었다. 

2. 전선의 소강과 휴전회담의 정체

(1) 전선의 소강과 후방지역 작전

휴전회담을 통하여 조기 종전을 기대하고 있던 미국은 군사분계선에 관한 조항

만 합의되면 곧바로(30일 이내) 휴전이 성립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유

엔군 측은 현 전선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하여 모든 공격작전을 제한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산군 측은 군사분계선 설정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30일간의 임시 휴전 

기간을 이용해 종심 깊은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전투력 증강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공산군에게 휴전 조건을 수락하도록 군사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 우세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반면, 공산군 측은 열세였던 지상병력을 

대폭 증강함은 물론 공군력도 크게 강화하고 MIG기의 작전반경도 확대시켜 유엔 

공군을 크게 위협하였다. 

이로써 유엔군이 공산군에 대한 대규모 공세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은 점점 희박

해져 갔다. 쌍방은 교착된 전선에서 전투보다 진지강화와 부대정비에 주력하였으

며, 전초와 엄호부대 사이의 빈번한 탐색전과 소규모 전초진지 전투를 통하여 상

호 접촉을 유지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면서 방어태세를 강

화하였으며, 공산군도 병력과 장비를 꾸준히 증강시키며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쟁의 양상은 쌍방 공히 상대방의 주저항선을 돌파하는 공격보다

는 주저항선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방어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전초의 전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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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은 지상작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전초는 경계부대로서 

적의 공격을 지연·저지·와해시킴으로써 주방어진지에 배치된 주력부대에게 방어

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전방경계부대 및 일반전초와 전투

전초의 임무를 겸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양측은 전투전초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경계수단으로 수색정찰대

를 운용하여 제한된 규모의 공세적인 전투정찰을 끊임없이 전개하였다. 공산군의 

전투정찰대는 흔히 소대 내지 중대 규모로, 드물게는 대대 규모로 편성되어 공중

으로부터의 관측과 폭격을 피할 수 있는 야간에 국군과 유엔군의 방어선에 대한 

수색과 정찰을 실시하였다. 

이에 비해 국군과 유엔군은 통상 중대 내지 대대 규모의 전투정찰대를 편성하

여 주간에 공산군 진지에 대한 위력수색과 교란을 목적으로 한 국부적인 공격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주저항선에 배치된 전방연대는 공산군의 야간침투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지경계부대를 운용하였다. 대표적인 전초진지전은 국군 제7사단의 양구 

북방 크리스마스고지 부근 전투(1951년 12월 25일∼1952년 2월 13일), 국군 제1

사단의 임진강 북쪽 두매리 부근 전투(1951년 12월 28일∼1952년 1월 8일), 국군 

제3사단의 김화 어운리 662고지 전투(1952년 2월 15일), 해병도서부대 제7대대의 

서해안 호도 전투(1952년 3월 25일∼29일), 한국 해병 제1연대의 장단지구 사천

강 부근 전투(1952년 4월 1일∼5일), 국군 제6사단의 금성천 부근 575고지 전투

(1952년 4월 16일∼17일) 등이었다. 

유엔군과 공산군 측 전투정찰대의 접전은 때때로 전략·전술적 요충지의 통제권

을 다투는 작전으로 변하여 격전을 치르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났다. 그러면서도 

작전지역의 범위는 예외 없이 국부적으로 한정되기 마련이었다. 이와 같은 전투정

찰과 제한목표 공격작전을 통하여 유엔군은 주진지 전방의 유리한 지형지물을 확

보하고 전초진지를 강화했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공산군에게 전투력의 소모와 출

혈을 강요하였다.

한편 육군본부는 지리산 공비들을 섬멸하기 위해 전방에서 2개 사단을 차출하

여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공비토벌작전을 위한 특수임무부대를 편

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51년 11월 25일 백야전전투사령부(이하 ‘백야사’)가 

설치되었고, 사령관에 백선엽 소장이 임명되었다. 백야사에는 수도사단, 제8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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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지구전투사령부, 경찰부대가 배속되었다. 백야사의 공비토벌작전은 1951년 12월

2일부터 1952년 4월 14일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이 작전을 통해 정

부는 후방지역에서 치안을 확보하고 민생을 안정시켰으며, 군은 병참선에 대한 안

전을 기하게 되었다. 이후 후방지역에서 준동하던 무장공비는 조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 

지상작전이 소강상태를 보인 것과 달리 유엔 공군의 후방차단작전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스트랭글 작전 이후 유엔 공군은 철도 차단에 관한 새로운 전술을 모

색하였다. 미 제5공군 목표물선정위원회는 1952년 2월 25일에 ‘철도차단연구’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에서는 “공산군 측에 강력한 타격을 주기 위해 가능한 한

주요 철로의 노반까지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의 폭격을 24시간 

감행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아래 4개의 주요 목표지점을 제시하였다. 이 목표지

점은 군우리-희천, 신천-삼덕리, 신안주-남시, 평양-사리원-남천 등이었다. 이 

보고서에 따라 유엔 공군은 1952년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쳐레이트 작전

(Operation Saturate)’을 펼쳤다. 작전 기간 동안 유엔 공군은 하루 평균 300회

를 출격해 600개의 폭탄을 목표물에 투하하였다. 1950년 6월 30일 미 극동공군

사령부에서는 1951년 8월 18일부터 1952년 6월 30일까지 진행된 스트랭글 작전

과 세쳐레이트 작전에서 유엔 공군이 1만 9,000개소의 철로 차단과 3만 4,211대

의 차량, 276대의 기관차, 3,820대의 화차를 폭격한 것으로 집계하였다.

유엔 공군의 후방차단작전 기간 동안에 공산군의 공군기도 점차 증가하여 차단

작전 중인 유엔 공군기를 공격하였다. 통상 60∼80대의 MIG기가 수풍댐 근처를 

편대 비행하다가 미그회랑으로 진입하는 유엔 공군기를 일시에 대량으로 공격하는 

전법을 구사하였다. 공산군의 공군기는 청천강 북방까지 고고도(高高度)와 저고도

(低高度)로 남하하면서 일부는 차단비행 중인 유엔 공군의 F-86전폭기에 도전하

고 다른 대부분의 편대는 유엔 공군의 폭격기를 공격하였다. 적 공군의 도전 횟수

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가되어 갔다.  

이 무렵 유엔 공군의 후방차단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공군도 크게 활약하

였다. 강릉기지로 전진한 한국 공군은 1951년 12월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원산-

황주 지구의 차단작전에 참가하였다. 특히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는 1952년

1월 15일 유엔 공군이 500회 이상의 출격으로도 차단하지 못한 평양 부근의 승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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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철교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편 해군 함정도 공군의 차단작전을 지원하여 주요 목표지점에 함포사격을 가

하였으며, 해군 함재기들이 차단폭격에 참가하였다. 특히 해군은 항공기가 작전을 

펼칠 수 없는 악천후 기간에 적의 연안 도시와 철로에 대해 함포 사격을 가하였

다. 엑세스(Essex)호를 비롯한 항공모함 3척의 집중 공격은 지역 전체를 파괴하

여 수일간 복구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듯 후방지역 차단작전은 휴전회담의 재개로 지상군 작전이 소강상태에 접어

든 상황에서 작전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다른 한편 공산군

의 병참지원 능력을 파괴하고 전선전력 증강을 차단하여 대규모 공세작전을 억제

하도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 휴전협상의 정체와 일괄타결 모색

① 휴전 보장조치 협상

1951년 11월 27일 휴전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설정에 관하여 합의한 후 유엔군과 

공산군 측은 다음 날부터 의제 제3항인 감시방법과 휴전의 세부사항에 관한 협상

에 들어갔다. 먼저 공산군 측에서 의제 제3항에 대한 해결책으로 5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유엔군 측에서는 7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표 7-2〉 휴전회담 의제 제3항에 대한 유엔군과 공산군 측의 제안

유엔군 측 제안 공산군 측 제안

① 휴전협정 조인 후 24시간 내 효력발생, 
모든 부대가 이를 준수

① 휴전협정 조인일부터 모든 적대행위 
중지

② 양측 동수의 인원으로써 공동감독기관 설치
⑤ 공동감독책임을 질 정전위원회를 구성

할 동수의 인원 임명 

③ 휴전 조인 후 군사력 증강 금지 -

④ 군사정전위원회의 자유로운 감시기능 보장 -

⑤ 모든 군대는 상대방의 관할지역에서 철수
③ 모든 무장부대는 휴전협정 조인 후 5일 이내

상대방의 후방·연안도서·해역에서 철수

⑥ 합의된 지역 외에는 비무장지대에 무장부대
주둔 금지

② 휴전협정 조인 후 3일 이내 모든 무장
부대는 비무장지대에서 철수

⑦ 양측 군사지휘관은 비무장지대의 해당지역
을 각각 관리

④ 무장부대의 비무장지대 출입 금지, 군사
행동 금지

비고 : 번호는 양측에서 언급한 순서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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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의 주장을 비교해 볼 때, 중요한 차이점은 휴전 실현을 위한 적대행위의 재

발방지 보장을 위해 유엔군 측이 제기한 ‘군사력 증강 금지’와 ‘군사정전위원회의 

자유로운 감시기능’이 공산군 측 제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유엔군 측 견해가 제시된 후 공산군 측 대표는 군사력의 증강 금지와 감시반이 

전 한국을 자유로이 활동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공

산군 측은 11월 28일 회담에서 외국군 철수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필요조

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시설복구, 특히 비행장 복구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수락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유엔군 측은 이를 반박하며 공산군 측이 외국군 철수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으므로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공산군 측의 5개 항에 대해 제한사항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유엔군 측은 7개 항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군사력 

증강 금지는 유엔군사령부가 추구하는 휴전협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 

유엔군 측이 “군사시설의 증강을 반대”한다고 한 것은 본질적으로 비행장의 건설 

또는 복구를 반대한다는 의미였다. 이는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유엔군이 휴전기간 

중에도 공중 우세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도였다. 또 ‘감시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공산군 측이 휴전기간 중에 그들의 공군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

다는 의도였다.

결국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의제 제3항을 놓고 벌인 쟁점의 핵심은 군사력 

증강문제였다. 양측은 1주일 동안 자기들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상대의 제안을 반

대하는 팽팽한 설전을 거듭하였다. 특히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 제안이 북한의 재

건과 복구를 방해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이를 부인하면서 “비행장만이 이 제한에 영향을 

받게 되며, 도로와 철로 그리고 기타 시설은 복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1951년 12월 3일 공산군 측은  1주일 전에 그들이 제안한 5개 원칙에 추가로 2개 

항을 제안하였다. 공산군 측이 추가한 두 가지 제안의 핵심은 일체의 병력과 장비 

도입 불가와 중립국 감시기구 설치 및 이를 감시할 중립국 대표를 초청하는 것이

었다. 첫 번째 제안은 유엔군 측이 제시한 군사력 증강 금지 제안보다 진일보한 

것이었고, 중립국 감시기구 문제도 공산군 측이 미리 선정해 놓은 기본제안 중의 

하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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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 측은 이러한 공산군 측의 제안으로 오히려 수세에 놓이게 되었다. 모든 

부대와 장비에 대한 철저한 제한이나 중립국 감시기구에 대해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일체의 병력과 무기의 도입 및 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병력 

보충을 1:1 기준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유엔군 측 입장에 모순되는 것이

었다. 이에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의 동기를 파악하고 미국정부의 지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얻기 위해, 그리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를 분과

위원회에서 토의할 것을 공산군 측에 제의하였다.

12월 4일 공산군 측은 의제 제3항에 대한 토의를 분과위원회로 넘기자는 유엔

군 측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날 오후에 열린 분과위원회에서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 질의에 답변하면서 인원교체도 할 수 없고, 장비의 보충도 금지하며, 시설복구

는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산군 측은 12월 5일 개최된 분과위

원회에서 “군사정전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은 비무장지대로 제한한다”고 밝히면서, 

“중립국 자격이 있는 국가는 한반도에 전투부대를 파병하지 않은 국가들로 구성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측은 1951년 12월 7일까지 계속된 협상과정에서 의제 제3항의 문제점을 4개

로 줄여 나갔다. 그것은 첫째 새로운 부대의 도입 금지문제, 둘째 비행장 건설문

제, 셋째 근해 도서의 통제문제, 넷째 감시반의 구성 및 이들과 군사정전위원회와

의 관계문제 등이었다.

12월 12일, 유엔군 측은 쌍방 간에 제기된 쟁점을 감안하고, 미국정부로부터 접

수한 훈령에 따라 의제 제3항에 대한 일괄 교섭안을 제시하였다. 이 제안은 분계

선 북방 연안의 도서와 영해로부터 유엔군 측이 철수하고, 쌍방이 수락할 수 있는 

중립국 요원으로 감시반을 구성한다는 개념에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그 대신에 공

산군 측에서는 인원 교체와 장비 보충을 허용하고 중립국 감시반을 군사정전위원

회 산하에 두는 것과 비행장 건설 및 복구 금지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산군 측이 인원 교체 및 장비 보충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 주장함으로써 회담은 다시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이때 군사분계선 협정 체결 

시에 규정한 30일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제 제3항에 대한 협상

은 교착되었으며, 12월 11일부터 시작한 제4항, 즉 포로문제에 대한 토의도 처음

부터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유엔군사령관은 이러한 상황을 워싱턴에 보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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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요청하였다. 이에 워싱턴에서는 12월 19일 비행장 건설과 복구문제, 공중 

감시, 인원 교체와 장비 보충, 중립국 감시반, 임시 휴전기간 연장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 

① 비행장 건설과 복구 : 장기적인 면에서 모든 비행장 복구의 완전한 금지

는 실행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제트기용을 제외한 비행장의 재건 및 유지

는 허용한다.

② 공중 감시 : 바람직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며, 최종 입장에서 비록 지상

감시가 없는 곳일지라도 양보해야 한다.

③ 인원 교체와 장비 보충 : 적절한 인원 교체를 승인하든가, 전체적인 병력 

수준이 휴전이 유효할 당시의 수준보다 증가되지 않는 한 제한하지 않으

며 장비 보충은 증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완강히 주장해야 한다.

④ 중립국 감시반 : 주요 출입항에 주재하며, 필요시에는 어디든지 통행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

⑤ 임시 휴전기한(12월 27일)이 다 되어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5일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을 제의하거나 동의해야 한다.

시한부 휴전 종료날짜인 12월 27일이 되었는데도 의제 제3항은 아직 미결상태

로 남았고, 의제 4항의 토의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그때까지 의제 제3항에서 

쌍방이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였던 쟁점은 세 가지로 비행장 건설 및 복구문제, 

지상 및 공중 감시문제, 인원 교체와 장비보충문제 등이었다. 

〈표 7-3〉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의제 제3항에 대한 주장

미결 사항
쌍방의 주장

유엔군 공산군

1. 비행장의 건설 및 

복구

휴전의 보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쌍방은 비행장을 현 상태

로 유지한다.

비행장 건설 및 복구를 제한하

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따라서 

이를 제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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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 사항
쌍방의 주장

유엔군 공산군

2. 지상 및 공중 감시

지상 감시는 출입항과 주요 

교통 중심지에서 자유로이 

실시한다.

공중 감시는 필요에 따라 실

시한다.

지상 감시는 한정된 출입항에서만 

실시한다.

공중 감시는 불필요하다.

3. 인원 교체와 장비

보충

휴전 발표 시의 수준에서 제

한 없이 인원 교체와 장비의 

보충 및 보급을 실시한다.

휴전 발표 후 인원 교체는 월간 

5,000명 이내로 하되, 정전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비 보

충은 불가하다.

의제 제3항의 미결

사항 중 쌍방이 모두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

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최대 현안은 비

행장의 건설 및 복구

문제였다. 유엔군은 그

동안의 토의에서 비행

장 건설과 복구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

였으며, 공산군은 이 

문제를 ‘내정간섭’으로 

규정하여 자기들에게 유

리하게 만들기 위해 온

갖 수단과 방법을  동

원하여 반대해 왔다. 

협상은 분과위원회뿐만 아니라 참모장교회의에서도 시도되었으나 더 이상 진전되

지 못하였다.

휴전회담장에서 양측 기자단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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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비행장문제는 유엔군을 괴롭히는 가장 큰 난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만

약 비행장문제를 유엔군이 양보할 경우, 공산군의 공군력 증강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위험은 유엔군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었다.

따라서 의제 제3항은 잠정 휴전기간을 이미 넘기고 새로 연장한 15일간의 마감

기한이 다가오는 데도 타결되지 못한 채 양측은 이 문제를 두고서 매일같이 시간

을 허비하였다.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지상 감시문제와 인원 교체문제에 대해서는 

공산군이 양보하고 공중 감시문제에 대해서는 유엔군이 양보함으로써 타협을 이루

었으나 비행장문제는 더 이상 진전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 무렵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중요 이익을 양보하더라도 조기

에 정전을 달성하자는 방향으로 여론이 조성되고 있었다. 미국정부 내에서도 유엔

군 측의 주장을 거두어들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 1952년 1월 10일 유엔군

사령관은 미국정부로부터 “비행장문제가 휴전 성립에 유일한 장애가 되고 있다면 

이를 양보할 수밖에 없다. 단, 의제 제3·제4·제5항의 나머지 사항이 완전히 합

의될 때까지 비행장문제의 토의를 연기하라”는 훈령을 접수하였다. 이를 계기로 

유엔군사령부는 태도를 변경하여 비행장문제의 토의를 연기하고 비교적 견해 차이

가 적은 안건부터 토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1월 25일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에 비행장문제는 제외하고, 의제 제3항 

중 미결된 세부사항을 해결하며 이미 도달한 잠정 합의사항에 대해서 문서를 작성

하자고 제의하였다. 1월 27일 공산군 측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휴회

에 들어갔으며, 이날부터 참모장교회의가 개최되었다. 비행장문제는 다른 문제들

이 해결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였다. 참모장교회의의 임무는 합동분과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성문화하는 것과 인원의 교체, 장비의 보충·보급, 출입항의 선정, 중

립국 감시반의 구성과 감시요령 그리고 연안도서에서 병력철수 등의 문제를 토의

하는 것이었다.

1월 27일 첫날 회의에서 유엔군은 협정문 초안을 제출하였다. 유엔군의 초안은 

월간 7만 5,000명의 인원 교대를 허용하고 남한에 10개소, 북한에 12개소의 출입

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중립국 감시요원에게는 조사목적을 위하여 자유로운 활

동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비행장문제만큼은 끝까지 주장함으로써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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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군의 재침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려고 하였다. 참모장교회의가 연일 개최되어 휴

전협정 초안을 놓고 검토하는 가운데, 1월 31일에는 유엔군사령관이 의제 제5항

(쌍방의 관계 정부에 대한 건의)을 동시에 토의할 것을 공산군 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공산군이 동의함으로써 2월 6일부터 의제 제5항에 대한 토의가 본회담

에서 개시되었다.

참모장교회의는 부드러운 분위기와 신중하고 사무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지

만, 교체인원수와 출입항수, 그리고 영해 설정문제 등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 외에도 1952년 2월에 접어들어 중립국 감시기구의 구성국가문제로 또 다른 난

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2월 1일 쌍방은 감시기구의 명칭을 ‘중립국감시위원회’로 

하는 데에 합의했지만, 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국가를 두고서 유엔군 측에서는 스

위스·스웨덴·노르웨이 등 3개국을 제의하였으며, 공산군 측에서는 폴란드·체코슬

로바키아·소련 등 3개국을 지명하고 양측이 동시에 수락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엔군 측은 소련을 거부하고 그 대신 노르웨이를 제외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공산군 측은 소련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엔군 측은 

소련 거부안을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공산군 측은 소련의 참전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유엔군 측의 약점을 이용하여 소련이 6·25전

쟁에 참전하지 않은 중립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제안을 관철시키려 하였

다. 반면에 유엔군 측은 휴전 후 휴전선 이남에서 소련이 활동하는 것을 꺼려하여 

공산군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립국감시위원회의 구성문제

를 두고서 양측의 공방은 계속되었다.

② 포로교환 협상

의제 제4항(포로교환 처리)에 대한 회담은 1951년 12월 11일부터 시작되었다. 

포로교환 협상은 비교적 간단히 마무리 될 것으로 여겨졌다. 양측이 서로 인정한 

제네바협약 제118조의 “모든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석

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협상이 시작되면서 다른 어떤 의제보다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이 드러났다. 이 

문제는 쌍방 간에 감정, 체면, 이념대립으로 발전하면서 휴전회담의 최대 쟁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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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합의를 보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포로문제의 본질은 휴전 성립 이후 포로를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환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1949년의 제네바협약에서 포로의 강제송환을 보다 신속하

게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을 때, 그 본래의 취지는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전쟁포로를 전쟁종료와 동시에 지체 없이 보내 주자는 인도주의적인 것이었다. 그

러나 이 협약은 6·25전쟁에서처럼 많은 수의 포로가 본국 송환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6·25전쟁에서는 유엔군 측

이 수용하고 있는 공산군 포로 중에서 본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하지 않는 포로들이 

예상외로 많이 발생함으로써 포로문제 처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포로처리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달랐다. 포로협상을 위한 분과회의 첫

날부터 공산군 측은 한 가지 원칙만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양측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포로를 휴전협정 조인 후 즉각 석방하고 송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면에 

유엔군 측은 포로를 공정하고 적합한 기준에 따라 포로교환이 이른 시기에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 하에 회담의 첫 단계로 전체 포로명단의 교환과 국

제적십자사 대표들의 포로수용소 방문을 요구하였다.

12월 11일 분과위원회에서 유엔군 측은 전체포로의 성명(국별 명단), 포로수용

소의 위치, 포로수용소별 인원 수,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수용소 출입 허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교환하자고 공산군 측에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공산군 측은 다음 날

(12일) 전쟁포로의 석방원칙 확정, 정전협정 조인 후 최단 시일 내에 포로전원의 

석방과 송환 완료, 포로 교환장소로 판문점과 개성 선택, 양측 동수로 포로송환위

원회 설치 등의 문제가 합의되어야 포로명부를 교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

다. 공산군 측은 포로 전원 송환이라는 자신들의 포로 송환원칙에 합의가 이루어

져야 다른 사항을 토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

지 않았고 이로 인해 회담은 일주일간 답보상태에 빠졌다. 양측은 결국 일주일이 

지난 12월 18일에 공산군 측이 “포로명부를 교환하자”고 양보함에 따라 포로명부

를 교환하게 되었다.

양측이 포로명부 교환에 합의한 후 공산군 측이 보내 온 포로명단은 유엔군 측

을 실망시켰다. 이는 유엔군 측이 예상했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 것이었다. 공

산군 측이 유엔군 측에 제출한 포로명단을 보면, 국군 포로 7,142명과 유엔군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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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4,417명(미군 3,198명 포함)을 포함하여 총 1만 1,559명이었다.

유엔군 측이 공산군 측에 건낸 포로명단은 총 13만 2,474명이었다. 그 중 북한

인이 9만 5,531명, 중국인이 2만 700명, 전 남한인이 1만 6,243명이었다. 공산군 

측도 유엔군이 제출한 명단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실종자를 18만 8,000명

으로 추산하였는 데 13만 2,474명만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이 제출한 한 명부에서 4만 4,259명이 부족하고, 다른 명부에서 1,456

명이 부족하다”며 항의하였다.

휴전회담에서 쌍방 대표들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

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의 설전을 계속하였다. 그런 가운데 1개월 임시 휴전기간인 

12월 27일도 지나고, 다시 15일간 연장하여 협상을 벌였지만 포로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그동안 설전과 탐색전을 벌였던 유엔군 측은 1952년 새해가 되면서 포로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자세로 나왔다. 자원송환의 원칙은 제네바협약

을 위배하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미국이 이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국제여론에 불리

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포로명단을 교환하면서 공산군이 이미 전쟁 초기

단계에서 많은 국군 포로들을 전선에서 석방하거나 북한군에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자원송환을 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세계여론이 포로문제에 대하여 법적 

근거보다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지지함으로써 미국과 그 우방국들은 자원송환의 원

칙을 내세우기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1월 2일 회담에서 유엔군 측은 처음

으로 ‘자원송환원칙’을 제기하면서 이 원칙에 입각한 포로교환을 제의하였다. 

포로들의 희망에 따라 포로송환을 결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유엔군 측 대

표는 공산군 측이 이미 시행한 포로 석방의 전례를 따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산

군 측은 유엔군 측 제안을 여지없이 거부하였다. 쌍방 대표들은 자원송환이냐 강

제송환이냐를 둘러싸고 입씨름을 벌였지만 아무런 결말을 보지 못하였다.

공산군 측은 전쟁이 발발한 이래 여러 차례 제네바협약을 위반한 사실에도 불

구하고 그들의 입장에 유리한 조항만을 발췌 인용하여 선전과 주장을 하면서 여타

의 조항은 완전히 무시해 왔다. 좀처럼 회담이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유엔

군 측은 세부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고 권고하도록 참모장교회의를 신설하자고 제의

하였다. 공산군 측에서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1월 23일부터는 참모장교회의가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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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되었다. 

공산군 측은 1월 26일 회의에서 억류 중인 48명의 외국인 명부를 유엔군 측에 

전달하면서 휴전 성립 후에 무조건 송환하겠다고 확약하였다. 1월 28일 유엔군 

측은 정확한 포로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공산군에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엔군 

측은 이날 ‘자원송환원칙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금까지 합의에 접근한 내용을 중심

으로 14개항으로 된 ‘포로협정 초안’을 공산군에 제시하였다. 공산군은 제의를 받

은 다음 날 송환원칙에 대한 합의가 세부항목의 합의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유엔군 

안을 일단 거부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은 유엔군의 새로운 포로명부와 포로에 관한 

휴전협정 초안을 접수하고부터 협상에 임하는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보이

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병상(病庠)포로 교환의 우선적 처리와 포로교환 지점의 위

치 선정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를 표시하였다.

공산군 측은 2월 3일 자원송환문제를 제외한 유엔군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충족

시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물론 ‘전체 : 전체 교환’을 요구한 것이었으나, 

모든 포로들이 송환 후에는 재차 전투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문제, 북한과 중국의 

적십자사 요원을 포함시킨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수용소 방문 문제, 포로 및 민간

인 송환위원회의 구성문제 등에 대해서는 많은 양보의 태도를 보이는 제안이었다.

1952년 2월 5일, 난항을 거듭해 온 포로문제는 교환방법만을 제외하고 대체로 

타결되었다.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점에 도달하자 2월 6일부터 쌍방은 참모장교회

의로 들어가 포로협정안의 작성에 착수하였다. 협상의 사소한 점들도 다음 며칠이 

지나는 동안에 합의에 도달하였다. 2월 13일 회의에서 공산군 측은 송환방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양측 간에 의제 제4항에 대하여 원칙상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협정초안에 관한 실무 작업이 끝나자 회담은 2월 29일 송환 원칙문

제를 다루기 위해 분과위원회로 다시 넘어갔다. 그러나 포로협상은 유엔군이 거제

도에 수용된 포로 중 민간인과 자원송환 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월 17일 

친공포로의 폭동이 돌발하자, 공산군이 이를 호재로 삼아 휴전협상에서 공세를 취

함으로써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결국 난항을 거듭해 온 포로문제는 1952년 2월 말까지 자원송환이냐 강제송환

이냐라는 교환방법만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타결이 되었지만, 교환방법은 포로 

폭동사건과 결부되어 그 후 휴전회담의 최대쟁점이 되었다. 이 문제의 최종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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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앞으로 18개월 후에야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당시 휴전 협상가들 가운데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③ 의제 제5항(쌍방 관계국 정부에 건의) 협상

의제 제5항 ‘쌍방 관계국 정부에 건의’ 협상은 유엔군 측이 의제 제3·제4항에 

대한 초안을 제시한 후, 1952년 1월 31일 공산군 측에 이 문제를 토의하자고 제

의하고, 공산군 측이 2월 3일 이를 수락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유엔군 측은 휴전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외국군의 철군문제와 협상에서의 미(未)

해결문제를 단순히 정치회담에서 토의한다는 의미로 의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정치회담에 참가할 구체적인 인원이나 신분, 회담의 기능과 형태 등 논란의 대상

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토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공산군 측은 제5항

에 정치적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고, 향후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켜 

북한 주도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회담의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의제 제5항은 2월 6일 본회담에서부터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회담이 시작되

자 공산군 측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휴전 후 3개월 이내에 북한과 

중국을 일방으로 하고, 유엔과 관련국 정부를 타방으로 하는 대표를 임명하여 정

치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논의 주제로 첫째는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의 철수, 둘째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특별건의서, 셋째는 한

반도 평화에 관한 기타 문제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공산군 측은 

세 번째 논의 주제에서 극동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공산군 측의 제안을 검토한 유엔군 측은 2월 9일 본회담에서 회담대표에 대한

민국을 명시하고, 세 번째 논의 주제를 한반도문제에 국한시켰다. 공산군 측은 다

음 날 유엔군 측의 수정제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치회담에서 극동문제의 토의를 

계속해서 주장하였다. 유엔군 측은 정치회담의 범위를 한반도 내에 국한시키려는

데 비해 공산군 측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망라해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의제 제5항에 대한 세부사항 토의 중 참가국 선정문제로 공산군 측이 무기휴회

를 선언하고 퇴장하기도 했으나, 2월 16일 공산군 측이 다시 수정안을 제시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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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이날 공산군 측은 “쌍방의 군사령관들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이 발생한 후 3개월 내

에 고위 정치회담 교섭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군하고 한반도문

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위해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쌍방 관계국 정부에 건의한

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유엔군 측은 2월 17일 부분적인 용어해석을 첨부하여 조건부로 공산군 측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의제 제5항은 휴전협정 제4조 제60항으로 명문화되었다. 

의제 제5항이 합의에 이르는 데에는 불과 11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쌍방이 이에 

대하여 쉽게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합의가 나중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분히 무시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④ 일괄타결 모색

1952년 3월에 접어들면서 휴전회담은 의제 제3항의 비행장문제와 중립국감시위

원단 구성문제, 그리고 제4항의 포로문제로 인하여 교착상태를 면하지 못하였다. 

이는 이러한 쟁점이 쌍방에게 군사적 승리를 대신한 정치적 승리를 위한 핵심 목

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협상이 정체되자 유엔군 측에서는 이들 3가지 문제를 

한데 묶어 일괄타결하기로 하였다. 이는 미국정부의 정책 결정이었다. 유엔군사령

부에 전달된 정책 결정 내용은 3가지 문제의 해결방안을 포함해 완전한 협정문을 

작성하여 공산군 측에 제시하되, 이것이 유엔군 측의 최종적이며 변경 불가능한 

입장이라고 천명하고, 그대로 수락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일괄타결안이야말로 정체상태에 빠져든 휴전협상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하였다. 4월 28일 본회담에서 유엔군 측 수석대표

는 미결된 3개의 문제인 비행장 재건, 포로교환, 중립국감시위원단 구성 등에 관

한 입장을 자세히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은 일괄타결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엔군 측은 휴전기간 중 비행장 건설 또는 복구에 대하여 아무런 제

한도 하지 않는다는 공산군 측 주장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이는 귀측

이 포로와 중국감시위원단에 관한 우리 측의 입장을 수락한다는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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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을 절대적으로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둘째, 공산군 측이 억류하고 있다고 통고한 약 1만 2,000명의 아군 병력과 

송환을 반대하지 않고 유엔군 측 수용소 내에 수용되어 있는 약 7만 

명의 포로를 교환한다는 조건으로 포로를 송환한다.

셋째, 중립국감시위원단은 양측이 수락할 수 있는 4개의 중립국 대표로 구성

한다.

이것은 몇 주간 협상대표와 정책당국자 간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마련한 

안이었다. 이와 더불어 유엔군 측 대표는 이날 휴전협정 초안을 제출하였다. 5월 

2일 재개된 회의에서 공산군 측 대표 남일은 유엔군 측 제안을 공박하였으나 하

나의 중요한 양보의 말도 꺼냈다. 그는 중립국감시위원단의 구성에서 지금까지 소

련을 참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포기하고 유엔군 측의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제의

하였다. 다만 그 전제로 유엔군이 13만 2,000명의 포로를 1만 2,000명의 포로와 

교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엔군 측은 전체를 통틀어 수락하도록 제안한 것이지 개별 내용을 협상의 대

상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고 역설했지만, 사실상 문제는 하나로 줄어들게 되었으

며 이제 협정의 유일한 장애물은 포로의 송환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

느 쪽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포로의 처리는 쌍방의 정치적 명분이 걸려 있는 사안이었다. 이것은 군사작전으

로 전쟁의 승패를 가름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협상의 승리 또는 정치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쟁점이었다. 이때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 쟁점은 더욱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3. 휴전회담의 결렬과 군사작전의 재연

(1) 포로수용소 사건과 세균전 논쟁

판문점에서 휴전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는 유엔군 

측에게 대단히 불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쟁 초기부터 포로수용소에서는 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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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시위·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큰 문제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러

나 중공군이 참전한 이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철수 시 유엔군은 포로를 즉각 

부산 주변 지역으로 집결시켰다. 포로 숫자는 10만 명을 상회하였는데, 이는 안보

상의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의 주요 해상 보급 및 증원의 주요 항구

인 부산지역의 군수작전에 방해가 되었다.

유엔군 측은 포로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작전에 부담이 없는 곳으로 재배

치할 방안을 연구하여 남해안의 거제도에 격리 수용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거제도에는 1951년 1월에 32개의 막사가 구축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달 말에 5만 

명의 포로가 육지에서 이송되었다. 32개의 막사는 각각 700∼1,200명의 포로를 

수용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실제 이 인원의 5배 가량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문제가 일어날 소지는 이러한 과밀한 수용에 있었으며 그밖에 경계병의 

부족과 경계 미숙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1951년 가을 무렵에는 북한군 13만 명과 중

공군 2만 명 등 총 15만 명의 포로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이때부터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주로 국군 경계병과 포로들과의 알

력에서 비롯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포로가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공산군 측에서 친공포로들을 조종하여 폭동을 유발시킨 데 있었다.

당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는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들이 포로로 투항하여 수용

소에 침투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북한군 특별부대 소속이었는데 그 임무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수용소 내에서 다른 대원을 훈련시키는 것이었고, 둘째는 판문

점 공산군 측 휴전회담 대표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었다.

이들이 수용소 내 친공포로 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넓혀 나가자 반공포로

들도 조직을 구성하여 이에 맞섰다. 자연히 이들 간에는 유혈충돌이 발생하였다. 

경비병들이 야간에는 수용소 내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충돌하였

으며 폭행과 살인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친공포로와 반공포로가 주도권 장악을 위해 세력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포로수용

소에서는 북한이나 중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하는 포로와 이를 거부하는 포로의 수

를 파악하기 위하여 포로심사를 시작하였다. 포로심사는 포로의 관리를 위한 조치

였으나 친공포로들을 더욱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용소 내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지만, 그 중에서도 1952년 5월 7일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42 _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에 발생한 포로 수용

소장인 돗드(Francis 

T. Dodd) 준장 피랍

은 충격적인 사건이

었다. 판문점 휴전회

담장에서 포로처리문

제를 두고 유엔군 측

과 공산군 측이 첨예

하게 대립하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포로수

용소장인 미군 장성

이 포로에게 피랍되

었다는 사실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일이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이 사건에 긴급 대처하기 위해 미 제1군단 참모장 콜슨

(Charles F. Colson) 준장을 신임 수용소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콜슨 준장을 통해 돗드 준장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서를 포로들에게 전달

하였다. 또한 제8군사령관은 콜슨 장군에게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무력을 사용해 

구출작전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포로대표단은 ‘포로의 인권과 개인생활 보장’, ‘자원송환 즉각 중지’, ‘강제심사 

즉각 중지’, ‘포로대표단 승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개 항의 요구사항을 밝

혔다. 그들은 이 요구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회신이 있으면 돗드 장군을 돌려보

내겠다고 하였다.

콜슨 장군은 포로대표단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만, 무력진압도 

포로들의 탈출 가능성과 민간부락의 소개문제 등으로 인해 여의치가 않다고 판단

하였다. 이에 콜슨 장군은 포로대표단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때 콜슨 장군은 전화상으로 피랍된 돗드 장군으로부터 포로들의 요구사항을 수

용할 것을 제안받았다. 콜슨 장군은 돗드 장군의 제안에 동의하고, 친공포로들의 

4가지 요구사항 중 ‘자원송환 요구’를 제외한 3가지 사항을 인정하는 서신을 포로

대표단에게 회신하였다.

<상황도 7-4> 거제도 포로수용소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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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을 받은 친공포로들은 돗드 장군을 석방하였지만, 유엔군사령부 내에서는 

사건 수습과 관련해 책임자 추궁이 뒤따랐다. 돗드와 콜슨 장군은 준장에서 대령

으로 강등되었다. 두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포로수용소장 피랍사건이 완전히 마무

리된 것은 아니었다. 판문점 휴전회담장에서는 공산군 측이 교섭과정에서 작성된 

소위 ‘콜슨문서’를 가지고 유엔군 측을 공격하였다. 유엔군 측은 그 문서의 효력을 

부인했으나, 문서라고 하는 증거자료를 포로수용소장이 작성해 준 것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유엔군 대표의 입장은 대단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 무렵 휴전회담장에서는 포로수용소 사건과 더불어 또 하나의 정치선전

용으로 공산군 측이 세균전 문제를 들고 나왔다.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이 만주와 

북한지역에서 세균전을 감행했다고 하면서 유엔군 측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였다. 

이러한 선전공세는 이미 1951년 5월 북한외상 박헌영이 “미국인들이 북한지역

에 천연두균을 살포하고 있다”고 비난의 포문을 연 데서 비롯되었다.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여론화된 것은 1952년 2월 2일 파리의 유엔 총회에서 소련대사 말리

크가 “유엔군 측이 유독성 가스를 살포하였다”고 한 연설에서 시작되었으며, 곧이

어 소련의 모스크바 방송이 “유엔군 측이 북한지역에 간첩을 보내어 우물에 독약

을 넣고 천연두와 장티푸스균을 살포했다”고 주장하였다.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의 주장이 증거 제시가 없는 사실무근의 주장이라고 부

인하였다. 또한 유엔 참전국들도 공산군 측이 터무니없는 선전을 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공산군 측의 계속되는 

선전공세로 일부 아시아 국

가들이 동요하는 기미를 보

이자 유엔군 측은 사태수습

을 위해 국제적십자사에 진

상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의하

였다.

세균전과 관련한 공산군 

측의 선전은 뚜렷한 상황 설

명이나 물증이 없어 더 이상 세균전 주장과 함께 세균 태우기에 나선 공산군 측 병사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44 _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잠잠해졌다. 그러나 공산군 측은 포로폭동이 점차 확대되면

서부터 세균전을 다시 선전자료로 활용하였다.

1952년 여름 공산군 측은 세균전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켜 유엔군 측을 

궁지에 빠뜨리려 하였다. 심지어 유행성 감기도 유엔군이 살포한 세균 때문이라고 

선전하였다. 이러한 공산군 측의 세균전 선전은 1952년 여름이 지나면서 유엔군 

측이 공중폭격을 재개하고 아울러 세계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유야무야되었다.

결국 공산군 측의 세균전 주장은 대내적으로 만연되고 있던 전염병을 유엔군 

측의 세균전 결과로써 책임을 전가하여 국내 전열을 정비하고 다른 한편 세계여론

을 이용하여 당시 진행 중인 휴전협상에서 유엔군 측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심리

전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산군 측의 주장은 끝내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였다.

(2) 휴전회담 결렬과 무기휴회

거제도 포로수용소 폭동사건 이후 공산군 측은 각종 선전공세를 전개하면서 휴

전회담 타결보다는 유엔군 측에 대한 국제여론을 자극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공산

군 측은 유엔군이 포로를 학대할 뿐만 아니라, 세균전까지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대부분의 회담을 방해하고 교란시켰다.

1952년 8월까지 회담은 무의미하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8월에는 휴회가 빈번하

였다. 이에 유엔군 측 수석대표 해리슨(William K. Harrison) 소장은 현 단계에

서 회담을 일단락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공산군 측에게 최종적인 타결안

을 제시하고, 그것이 또다시 반대에 부딪히면 무기한 휴회 또는 협상종결의 양자

택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당국과 협의를 마

친 후, 그는 9월 29일 회담을 정체시키고 있는 포로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최종

적인 선택적 타결안을 제안하였다. 다음 세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이든 공산군 측

이 선택함으로써 포로교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 제1안 :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쌍방 관리 하의 모든 포로는 

석방 및 송환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포로의 석방 및 송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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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휴전협정(초안) 제3조의 각항에 의거하여 개시하여야 한다. 

포로의 교환 및 송환에 대한 의무는 비무장지대 내에 합의된 

교환지점까지 포로를 이송함으로써 완수되는 것으로 합의한다. 

포로들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포로의 성명은 

국제적십자위원회 합동적십자반 또는 합동군사반 등의 일원 혹

은 전체가 참석한 앞에서 합의된 포로명단에 의거 대조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포로는 협정에 따라 완전 송환된 것으로 간주

한다. 그러나 점검 시 포로가 억류당하여 왔던 측으로 돌아갈 

의사를 표명하면 즉시 동 요청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포로

들은 원하는 측의 관리 하에 들어갈 것이며 이 포로의 관리측

은 동 포로에게 비무장지대로부터 한반도 내의 관리지대까지 수

송수단을 제공한다. 물론 개개인은 포로로서 억류되는 것이 아

니라 민간인 자격이며 휴전협정(초안) 제52항에 의거하여 다시 

전투에 참가할 수 없다.

• 제2안 :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송환을 희망하는 모든 포로는 

조속히 교환되어야 한다. 송환을 거부하는 모든 포로는 상호 합

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쌍방의 군사적 관리로부터 벗어나며 상

호 합의한 국가 혹은 군대 중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던 국가의 

대표에게 회견 가능한 비무장지대 내에서 소집단 형태로 인도되

어야 한다. 이 포로들은 회견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그들이 선

택한 측으로 갈 자유를 가진다. 전술한 절차는 각 측의 군사대

표가 있든 없든 다음의 단체 중의 일원 혹은 전체의 감시 하에 

수행된다. 1) 국제적십자위원회 2) 합동적십자반 3) 합동군사반 등

• 제3안 : 휴전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송환을 희망하는 모든 

포로는 조속히 교환되어야 한다. 만일 병참능력이 허용한다면 

휴전과 동시에 혹은 휴전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송환에 이미 반

대의사를 표명한 동 포로들은 적당한 수로 구성한 수개 집단으

로 비무장지대 내 상호 합의된 장소로 인도될 것이며, 그곳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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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군사적 관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한다. 석방된 개개 포로

들은 심문·회견·심사를 받지 않고 그들이 선택한 측으로 갈 

자유를 가진다. 만약 희망한다면 국제적십자위원회, 합동군사감

시반, 혹은 쌍방 적십자대표의 일부 혹은 전체의 감시 하에서 

송환거부 포로의 이동 및 처리에 동의한다.

유엔군 측 대표 해리슨은 선택적 타결안을 제안한 후 공산군 측에 검토할 여유

를 주기 위해서 10월 8일 오전 11시까지 10일간 휴회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제

안은 모두가 자유송환이라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으로서는 공산

군 측이 어느 것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또한 이 선택적 타결안은 지

금까지 유엔군에서 제안했던 어느 제안보다 양보한 것으로 유엔군의 최종안이기도 

하였다. 

공산군 측 대표 남일은 10월 8일 회담에서 “유엔군이 제시한 방안이 비록 새로

운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종전까지의 불합리했던 요구를 숨기기 위해 형식과 방법

을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논평하고 강제송환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 

유엔군 측 해리슨 대표는 선택적 제안이 공산군 측에 의해 거부되자 곧바로 무

기휴회를 선언하였다. 공산군 측은 다음 날(9일) 방송을 통해 유엔군이 고의로 휴

전회담을 결렬시켰다고 책임을 전가하였다. 휴전회담은 협상이 개시된 지 15개월 

만에 중단되어 다시 재개되는 1953년 4월 25일까지 약 6개월간 무기휴회로 들어

가게 되었다. 

(3) 고지쟁탈전 격화

① 전선 상황

1952년 5월 12일 미국정부는 클라크(Mark W. Clark) 대장을 휴전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임자로 신임 유엔군총사령관에 임명하였다. 클라크는 총사령관에 임명되

면서 승리가 아니고 조속한 휴전을 실현시키는 데 노력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유엔군총사령관은 바뀌었지만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지 않는 전쟁 양상은 그대로 

지속되었다. 전선은 교착된 채 쌍방은 상대방을 크게 자극할 만한 대규모 작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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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였다. 중공군이 진지보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국군과 유엔군도 전 전

선에 걸쳐 진지보수 및 강화를 시도하였다.

<상황도 7-5> 1952년 후반기 전선 상황

이때 공산군 측의 군사력은 훨씬 강해졌고 준비상태도 크게 개선되었다. 1952년

5월 1일 현재 공산군 측은 전선에 29만 명, 후방에 직접 및 일반 지원 병력 62만 

명 등 총 91만 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중에 중공군이 63만 명이었다. 이러한 

공산군 측의 병력은 휴전회담이 개시된 이래 10개월 동안 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국군과 유엔군은 국군 9개 사단, 미군 4개 사단, 영국군 1개 

사단 등을 전선에 배치하여 모두 25만 명이 공산군과 대치하고 있었으며, 후방에 

있는 병력까지 합하면 총 병력은 70만 명이었다.

또한 더욱더 크게 달라진 것은 공산군 측의 포병화력이 꾸준히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공산군 측은 1952년 4월 전선에 710문의 야포를 배치하였는데, 6월에 그 

숫자가 884문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포술도 향상되었다. 공산군은 8문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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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10문의 야포를 동시에 사용하는 집중사격을 실시하였으며 그것을 여러 진지에

서, 그리고 유동적인 위치에서 실시함으로써 유엔군의 대포병사격의 효과를 감소

시켰다. 그밖에 공산군은 1952년 7월 현재 520대의 전차와 자주대전차포로 장비

한 3개의 기갑사단을 전선에 배치하였으며, 만주에 항공기 1,25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공산군의 병력, 화력, 진지 등이 현저하게 강력해진 여건에서 유엔군

이 대규모 공세를 취하더라도 군사적 승리를 쉽게 이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

다. 따라서 다시 그러한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엔군도 병력증강이 시급하

였으나 현실적으로 더 이상의 병력증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2년 8월까지는 여전히 유엔군이 공격적인 입장에서 주도

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6월 초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 지역에서 

소규모 제한공격인 소위 ‘카운터작전(Operation Counter)’을 실시하여 역곡천 북

안의 백마고지·화살머리고지·티본고지와 역곡천 남안구릉의 포크찹고지·불모고

지 등 11개 목표를 장악하여 전초진지를 강화함으로써 차후 보다 유리한 지형에서 

공산군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공산군의 역습이 시작됨에 따라 이

들 중 중요 전초에서의 쟁탈전은 계속되었고, 이어 전 전선에 걸친 전초진지 쟁탈

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전투는 대체로 피·아간에 주진지

의 변동이 없는 가운데 보다 유리한 전초진지를 장악하여 각기 방어태세를 강화하

려는 데 주안점이 있었다. 특히 9월에 접어들어 공산군은 수색활동을 강화하면서 

전 전선에 걸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② 임진강-역곡천 부근 전투

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1군단(군단장 Paul W. Kendall 중장)은 1952년 7월 

중순 미 제9군단으로부터 미 제2사단을 배속 받고 미 제45사단을 미 제10군단으

로 전환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군단은 미 해병 제1사단(한국 해병 제1연대 

배속), 영연방 제1사단, 국군 제1사단, 미 제2사단 순으로 임진강 하구에서 철원

에 이르는 전선에 배치하고 미 제3사단을 예비로 두었다. 미 제1군단 정면의 적은 

중공군 제19병단으로, 제65군단이 개성에, 제40군단이 구화리에, 제39군단이 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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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에, 제60군단이 곡산에, 제63군단이 배천에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중공군은 

전초진지 방어작전을 펴면서 중·조연합사령부의 전술적 반격계획에 따라 추계공

세를 준비하였으며, 9월 18일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 공격은 2단계 작전으로 

계획되었는데, 제1단계 작전은 9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2단계 작전은 10월 6일

부터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다.

미 제1군단은 미 해병 제1사단(사단장 Edwin A. Pollock 소장)이 벙커고지에

서, 미 제2사단(사단장 James C. Fry 소장)이 불모고지 일대에서, 한국 해병 제

1연대가 사천강 일대의 전초진지에서, 국군 제1사단(사단장 박임항 준장)이 테시와 

닉키고지의 쟁탈전에 이

어 베티와 노리고지에

서 각각 쟁탈전을 수행

하게 되었다.

불모고지(포크찹고지, 

티본고지 포함) 일대에

서의 전투는 7월 중순 

미 제2사단이 진지를 

인수한 이후 여름 내내 

계속되었다. 특히 포크

찹고지(234고지)에서는 

미 제2사단에 배속된 

타일란드 대대가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중공군 2개 연대의 공격을 격퇴하고 동 고

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타일란드 대대는 그 용감성을 인정받아 ‘작은 호랑

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반면, 임진강 일대에서의 전선은 장마로 7월까지 비교적 소강상태가 유지되었으나,

장마가 끝나자 전초진지에서 다시 전투가 격화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8월에 들어 

미 해병사단이 적의 공격에 맞서 분전 끝에 벙커고지를 확보하였고, 9월에 한국 

해병 제1연대가 다시 사천강변에서 격전을 치렀다. 사천강 부근에서의 전투는 해

병연대가 전투단으로 개편된 10월 초에서 11월 초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간 임진

강 북방 고왕산(355고지)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캐나다 제25여단은 중공군의 공

불모고지 뒤편의 적 진지에 대한 아군의 야포 사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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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받아 한때 위기를 맞았으나 돌격부대의 역습으로 적을 격퇴하는 데 성공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9월에 미 제3사단과 교대한 후 10월에 들면서 중공군의 제2단

계 공세인 ‘10월 공세’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화살머리고지(281고지)에서는 프랑

스 대대가 우인접인 백마고지의 국군 제9사단과 더불어 중공군 제38군단의 침공

에 맞서 격전을 치렀다. 11월의 군단 정면은 대체로 소강상태였으나, 12월 초 국

군 제1사단이 적의 침공에 맞서 노리 및 베티고지에서 적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전투가 전초진지를 놓고 쟁탈전을 반복하는 양상이었으므로 군단의 주진지

는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③ 철원-김화-금성천 부근 전투

철원-김화지구의 중서부전선에서는 미 제9군단(군단장 Reuben E. Jenkins 중

장)이 7월 중순 국군 제9사단, 국군 제2사단, 미 제7사단을 전방에 배치하고 미 

제40사단을 예비로 확보하여 중공군 제15·제38군단과 대치하고 있었으나 여름 

동안 별다른 접전 없이 소강상태를 유지하였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북한군과 중공군이 아군 전초진지에 대하여 대대적인 선제공

격을 전개하였으며, 국군과 유엔군 측에서도 이에 맞서 제한적이나 적극 공세를 

취함으로써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전개되었고 10월에 접어들어 절정에 달하였다. 

군단 좌측의 국군 제9사단(사단장 김종오 소장)이 10월 6일부터 백마고지에서 

혈전을 벌였고 군단 우측에서는 백마고지에 대한 적의 공세에 대응하여 국군 제2

사단(사단장 정일권 중장)과 미 제7사단(사단장 Wayne C. Smith 소장)이 10월 

14일 김화 북쪽의 저격능선과 삼각고지를 선제공격하였다. 이와 같이 중서부전선

에서는 철의삼각지대에서 유리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전투가 전개

되었는데, 철원에서는 적이 백마고지를 선제공격하고, 김화에서는 아군이 선제공

격을 감행하는 특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백마고지 전투는 국군 제9사단과 중공군 제38군단이 표고 395m에 불과한 고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월 6일 밤부터 15일까지 12차례의 쟁탈전을 반복하여 7회나 

주인이 바뀌는 격전 중의 격전이었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9사단은 막강한 포병화

력의 지원과 유엔 공군의 근접항공지원 하에 완강히 대항하는 중공군을 섬멸하고 

고지를 확보하였다. 백마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은 1만 여명의 병력이 손실되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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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또한 3,500여 명

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백마고지의 승리는 전

략적 요충지인 철원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

하였으며, 사단장의 적

시 적절한 예비대의 운

용과 장병들의 불타는 

적개심은 제9사단이 승

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소였다.

군단의 쇼다운작전(Operation Showdown) 계획에 따라 전개된 저격능선과 삼각고

지 전투는 제8군이 1952년에 마지막으로 시도한 공격작전이었다. 1952년 가을로 

접어들어 공산군이 전 전선에서 주도권을 잡고 국군과 유엔군의 전초진지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하자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제한된 

공격작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는 김화 북쪽 방어선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한 미

제9군단의 공격작전 계획을 승인해 주도록 유엔군사령관에게 건의하였다. 이는 오성

산 부근의 중공군 전초 가운데 삼각고지와 저격능선을 목표로 선정하여 국군과 유

엔군 1개 대대가 각각 목표를 탈취하도록 하되, 군단의 화력과 근접항공지원을 최

대로 투입하여 단기간에 작전을 종료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작전은 아군이 공격작

전을 감행할 능력이 있다는 ‘힘의 과시’라는 의미에서 ‘쇼다운작전’이라고 명명하였다. 

미 제9군단은 10월 14일 국군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이 각각 김화 북방의 저격

능선과 삼각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군단은 당초 국군 제2사단과 미 제

7사단의 각 1개 대대로 5일간이면 성공리에 작전을 종결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

였다. 그러나 결과는 의외로 국군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의 거의 전 부대를 투입

하고도 42일간이나 지속된 6·25전쟁 기간 중 최대 규모의 혈전이 되었다. 이는 

미 제9군단 정면의 중공군 제15군단이 강력한 방어의지를 보인 까닭으로 삼각고

지에서는 진전을 보지 못한 끝에 급기야 군단이 이를 단념함으로써 저격능선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전선의 형태와 부대의 준비태세가 공격보다

백마고지 정상을 향해 공격 중인 국군 제9사단 장병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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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어에 유리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중동부전선에서는 국군 제2군단(군단장 백선엽 중장, 7월 23일부 유재흥 

중장)이 1952년 4월 5일 화천에서 재창설된 후 미 제9군단으로부터 금성-북한강 

동안까지의 전선을 인수하고 제6·수도·제3사단을 배속 받아 금성천 부근을 방

어 중이었다. 당시 군단의 주저항선은 금성 남쪽 3㎞ 봉화산-교암산-663고지-북

한강 동안 어운리-949고지-973고지-통선골로 이미 1951년 추계공세 때 주로 국

군이 제한공세작전에서 확보한 선이었다. 이때 군단의 방어 중점은 금성의 통제를 

최우선으로 하였다. 

군단과 대치 중인 적은 중공군 제12군단과 제68군단이었다. 중공군 제12군단은 

제31사단을 국군 제6사단(사단장 백인엽 준장) 전방의 금성 북쪽에, 제35사단을 

수도사단(사단장 송요찬 준장, 7월 11일부 이용문 준장) 전방의 율사리 672고지

-747고지-좌수동 748고지에 배치하고 제34사단을 예비로 보유하고 있었다. 제

68군단은 제12군단과 연하여 북한강 동안 어운리에서 문등리 간 전선을 담당하였

으며, 그 예하의 제203사단이 국군 제3사단(사단장 백남권 준장)과 대치 중이었다.

이러한 대치국면은 국군 제2군단이 이곳의 방어임무에 투입된 이래 쌍방이 주

로 진지강화와 정찰활동에 주력함으로써 전선은 소강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국군 

제2군단장이 6월 10일에 각 사단에게 적정 탐지와 적진 파괴 및 교란을 목적으로 

한 제한목표공격을 실시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전초진지 쟁탈전이 재연되었다. 이 

작전에는 1개 대대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부대를 운용하도록 하였다. 이 선제공격

에 공산군의 하계 및 추계공세가 이어짐으로써 1952년 후반에는 군단 전역에서 

전초진지 전투가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도 수도사단의 전초진지인 수도고지 및 지형능선, 제3사단의 949고지 

북쪽 전초진지인 독수리고지 및 피의고지, 그리고 제6사단 정면이며 금성 동측

2㎞ 지점의 A·B고지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특히 금성돌출부에 배치된 수도사단은 중공군 제12군단 제35사단을 맞이하여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을 놓고 1952년 7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군단작전 중 가

장 치열한 전초진지 쟁탈전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사단은 군사분계선 설정에 대

한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며 주저항선 전방의 작전상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

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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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북한강-소양강-남강 부근 전투

국군 제2군단의 우측 군단인 미 제10군단 지역에서도 크리스마스고지 전투와 

854·812고지 전투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미 제10군단(군단장 Williston B. 

Palmer, 중장, 8월 15일부 Issac D. White 중장)은 여름에 이르기까지 계속 국

군 제7사단(사단장 이성가 준장)을 좌익으로, 미 제25사단(사단장 Ira P. Swift 

소장, 7월 18일부 Sammuel T. Williams 소장)을 중앙으로, 그리고 국군 제8사

단(사단장 김익렬 준장)을 우익으로 삼아 예비대 없이 1090고지-단장의 능선

-812고지-854고지에 이르는 전선을 확보하던 중 7월 18일 미 제1군단으로부터 

미 제45사단(사단장 David L. Ruffner 소장)을 배속 받아 이를 잠시 양구 부근

에 예비로 확보하였다가 9월 25일 우익인 국군 제8사단과 교대토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단 우익 지역에서는 제8사단이 9월의 부대교대 직전 812고지-854고

지의 전초진지에서 북한군의 침공을 받아 이를 격퇴하였는데, 12월 다시 이 전선

을 인수한 미 제45사단도 25일에 또 한 차례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

리고 중앙에서는 11월 미 제40사단이 단장의 능선 북단 851고지에서 북한군의 침

공을 받았으나 이를 지켜냈으며, 우익에서는 제7사단이 10월 중순 1090고지 부근

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 크리스마스고지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군단의 

주진지는 다른 전선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전선의 가장 동쪽을 방어 중인 국군 제1군단(군단장 이형근 중장)은 제

11사단과 제5사단으로 계속해서 남강 남안의 주진지를 확보하여 북한군 제1군단 

예하 제47·제9사단과 대치하였다. 그러나 군단 방어정면에는 남강이라는 천연의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었고 적이 군단 전선을 넘지 못한 까닭에 대체로 소강상태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 일대에서는 국군 제5사단이 고성 남쪽의 351고지 부근에

서 7월부터 11월 사이에 북한군과 일진일퇴의 쟁탈전을 반복하였을 뿐, 대체로 남

강을 사이에 두고 강을 넘나드는 수색작전만을 수행하였다.

1952년 9월∼11월의 치열한 격전은 겨울이 몰고 온 한파와 함께 소강상태에 들

어갔다. 이에 따라 이후 전투양상은 전초진지 쟁탈전이 사라지고 폭격과 수색정찰 

및 극히 제한된 소부대 전투로 환원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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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엔 해·공군의 압박작전

미국이 클라크 대장을 유엔군사령관에 임명한 것은 휴전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

함이었다. 클라크 대장은 강력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라

는 임무를 미국정부로부터 부여받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클라크 유엔군사령

관은 6·25전쟁 2주년 기념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우리는 회담에서 새로운 휴전 성취만을 원하고 있다. 만약에 공산군 측이 평화에 

대한 진의를 배반하여 1950년∼1951년에 체험한 바와 같은 쓰라린 전세가 재연되

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유엔군사령부와 미 제8군은 이 전쟁에서 많은 체험을 하였으며, 재정비된 대한민

국 국군에 의하여 보강되었다. 이에 나는 본관 휘하 장병의 능력과 예하부대의 전

투력을 확신하는 바이다.

  공산침략 2주년을 맞이하여 전쟁과 평화에 관한 책임이 공산군 측에 있음을 나는 

재천명한다. 전면적인 공세작전 또는 휴전성립의 양자택일은 오직 공산군 측에 달

려 있다.

이렇듯 클라크 대장의 강경한 의지는 공중폭격형태로 나타났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지역 내에서도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공중차단작전을 실행할 

수 있었다. 유엔 공군의 항공기와 해군의 함재기들은 한국에서 세 가지 임무를 수

행하였다. 전투기들은 제공권을 계속 확보하고, 경폭격기와 전투폭격기들은 철도·

도로·해상 목표들을 폭격하였으며, 중폭격기들은 차단작전의 성과를 증대시킬 목

적으로 중요 철도에 대한 폭격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에 기

지를 둔 정찰기들은 동해와 서해 상공에서 청찰과 대잠수함 초계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유엔 공군은 ‘프레셔작전(Operation Pressure)’이라는 보다 장기적이면서

도 강력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작전은 적의 보급품 파괴와 병력 살상에 공

격 목표를 집중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폭격의 우선순위에서 북한의 발전시설을 상

위에 올렸다. 극동공군사령부가 선정한 폭격의 우선순위는 항공기, 비행장, 발전

시설, 레이더, 공장시설, 통신시설, 사령부, 철도수리시설, 차량수리시설, 기관차, 

보급품 및 병기, 열차, 자동차, 철교와 터널, 조차장, 교량 순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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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풍발전소를 비롯한 북한지역의 발전소 폭격은 1952년 6월 23일부터 시작되었

다. 이 작전에는 유엔 공군을 비롯해 해군과 해병항공대의 항공기들이 대거 동원

되었다. 이 폭격은 일주일간 지속되었으며, 일일 평균 500대의 항공기가 동원되

어 수풍·부전·장진·허천발전소를 폭격하였다. 유엔 공군의 북한지역 발전소 폭

격은 1953년 2월까지 크게 두 차례 더 진행되었다. 북한발전소에 대한 대규모 공

격은 장기적으로 북한 산업시설의 기반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휴전회담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도 갖고 있었다. 극동공군사령부에서

는 북한발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에 대해 “포로문제를 가지고 휴전회담을 방해

하는 공산군 측을 굴복시키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프레셔작전은 집중 폭격과 더불어 또 다른 전쟁의 유형인 심리전도 병행했던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심리전은 극동공군사령부 심리전부에서 담당하였으며, 일명 

‘브레스트작전(Operation Blast)’이라는 이름 하에 수행되었다. 대공습과 삐라살포

를 병행하여 공산군 측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작전이었다. 1952년 7월 평양대

공습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또한 통신시설과 보급품 집결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앞서 75개 도시에 ‘다음은 네 차례다’라는 제목의 삐라를 살포하여 공포분

위기를 조성하였다. 대공습과 삐라살포 작전은 공산군 측에게 심리적으로 대단히 

큰 타격을 주었다.

제 3 절  중공군 최후공세와 금성지구 전투

1. 휴전회담 재개와 포로교환 협정 합의

(1) 상병(傷兵)포로교환과 포로교환 협정 합의

1952년 10월 8일부터 포로문제로 휴전회담이 무기휴회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국

제사회에서는 휴전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고 있었다. 완전 교착상태에 빠졌던 포로

문제가 10월 14일 유엔 총회에서 다루어짐으로써 휴전을 위한 노력은 판문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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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으로 그 장소를 옮겨 진행되었다. 

미국은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공산군 측이 포로의 비(非)강제송환원칙을 수락한

다면 언제든지 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전제하고, 영국을 비롯한 20개국의 

공동제안으로 자원송환원칙에 의한 포로 교환을 총회에 요청하는 결의문을 제출하

였다. 그러자 소련은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에 반대하며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11개

국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제송환원칙의 포로 송환을 관장하도록 주장하는 별개

의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미국과 소련의 상반된 2개의 안이 유엔에서 대립하자 인도가 중재에 나서 절충

안을 내놓았다. 인도 측이 내놓은 절충안은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스위스·스

웨덴 등 4개국으로 포로송환위원회를 구성하여 포로 교환을 일임하며, 포로들이 

본국 송환을 원하면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포로송환위원회 구성은 양측의 합

의에 따라 국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6·25전

쟁에 참가한 국가는 제외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인도안을 지지하고 자국안을 철회한 가운데 인도안과 소련안이 총회의 

표결에 부쳐진 결과, 인도안이 압도적 지지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공산측은 기본

적으로 자원송환을 지지하는 유엔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유엔에서도 휴전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는 동안에 1952년 12월 13일 

국제적십자사 집행위원회는 전쟁의 즉각적인 종결과 제네바협약에 따른 상병포로

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시키고, 1953년 2월 유엔 총회에 상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우선 제네바협약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상병포로 교환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국제적십자사의 결의 내용을 고려하여 1953년 2월 

22일 상병포로의 즉각적인 교환을 제의하는 서한을 판문점 연락장교단을 통해 공

산군 측에 전달하였다. 공산군 측은 한동안 이에 관하여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

다가 3월 28일 김일성과 펑더화이의 명의로 유엔군 측의 제의를 수락한다고 밝혔

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공산군 측은 휴전회담의 재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양측의 태도 변화는 미국과 소련의 내부 정치지형의 변화에 기인한 바

가 컸다. 1953년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행정

부가 들어서고, 소련에서는 수상 스탈린이 3월 5일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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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스탈린의 사망은 공산군 측의 휴

전협상 태도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수상 말렌코프(Georgie M. Malenkov)

는 서방측에 스탈린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소련 각료회의에서는 유엔군 측의 

상병교환 제의에 대하여 중국 측에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도록 하고, 북한 측에 정

치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 측이 제의

한 상병포로문제를 공산군 측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상병포로 교환은 그 대상자수를 놓고서 양측 간에 한동안 마찰을 빚기도 했지

만, 결국 5월 3일 마지막 송환포로들의 수송을 끝으로 완료되었다. 이때 유엔군 

측에서 공산군 측으로 송환한 총 인원이 6,670명이었으며, 공산군 측에서 유엔군 

측으로 송환한 인원은 총 684명이었다. 유엔군 측 입장에서 본다면, 상병포로 교

환은 송환 숫자가 너무 적어 그 자체만으로는 성과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본회담이 재개됨으로써 휴전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성

과를 찾을 수 있었다.

유엔군 측에서는 5월 25일 포로 교환문제와 관련해 최종안을 공산군 측에 제시

하였다. 이 안은 미 행정부가 우방국 정부들과 협의하여 만든 것이었다. 당시 미

국은 판문점 회담이 시간을 끌만큼 끌었으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

다. 유엔군사령관은 공산군 측이 최후 조건을 수락하지 않고 재차 장기간의 휴회

가 있게 될 경우를 대비해 개성을 폭격제한지역에서 해제하여 공중작전을 확대하

고 그 후로도 계속 개성 주위에서 국지전을 전개할 계획을 세웠다. 이보다 앞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개성에 대해 전술핵무기 운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

명하기도 하였다. 유엔군 측이 주목한 개성은 중립지대라는 점을 이용하여 공산군 

측이 많은 병력과 보급품을 집결시켜 놓은 곳이었다. 

휴전회담의 최대 난제였던 포로 교환문제와 관련해 유엔군 측이 제시한 최종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유엔군과 공산군 측은 송환을 원하는 포로를 휴전

이 조인된 후 2개월 내에 송환을 완료하고, 잔여 포로에 대해서는 그 후 90일간

의 설득기간을 갖도록 하며, 그 후 정치회담에서 30일 이내에 송환거부포로 문제

를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합의를 보지 못하게 된 포로는 민간인 신

분으로 변경하여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의하여 중립국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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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군 측은 이의 검토를 위해 일주일간의 휴회를 요청하였다. 6월 4일 재개된 

본회담에서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의 ‘5·25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의사

를 밝혔다. 이 회담에 한국의 휴전회담 대표 최덕신(崔德新) 장군은 참석하지 않

았다. 그는 유엔군 측의 ‘5·25제안’이 발표되자,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

지 못한 책임을 지고 5월 27일 휴전회담 불참을 선언하였다. 포로교환협정이 한

국 측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항의의 표시였다. 한국대표가 불참

한 가운데 6월 7일 참모장교들이 포로 취급의 관련 조항에 대한 최종적인 세칙을 

작성하였으며, 다음 날(8일) 수석대표들이 서명함으로써 포로교환협정이 마무리되

었다. 

포로송환협정 체결로 유엔군 측은 반공포로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었다. 또한 

포로협상에서 나타난 전쟁포로에 대한 ‘비강제송환 원칙’은 후일 국제법 체계의 일

부로 반영되었다. 포로송환협정 체결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중립국송환위원

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951년 11월 27일 이후 변경된 전선 상황

을 반영한 군사분계선에 대한 재협상뿐이었다.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의 합의에 따라 정전협정 체결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국

제사회의 이목은 휴전에 이르는 마지막 협상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 번 국제사회를 긴장시켰다.

(2) 반공포로 석방과 한미회담

1953년 6월 4일 공산군 측이 포로송환에 관한 유엔군 측의 절충안에 동의함으

로써 정전협정이 조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남달랐다. 그는 휴전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이 나라를 분단하는 조건이 

포함된 이른바 평화안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고 간에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

명하였다. 그는 포로문제에서도 반공포로를 석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휴전회담은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이 관철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고, 급기

야 1953년 6월 8일에는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휴전대표들이 한국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포로교환협정에 조인하였다. 이날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이승만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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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방문하여 휴전협상 

타결에 협조해 줄 것을 요

청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

승만 대통령은 이미 반공

포로 석방과 휴전반대 표

명을 위한 모종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당시 유

엔군사령관도 이승만 대

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5월 25일 유엔군사령관은 한국정부의 

반공포로 석방 가능성을 언급하고 그러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워싱턴에 보고한 바가 있었다. 이때 클라크 장군은 한국정부와 국군

이 유엔군사령부의 지시에 비협조적일 때 발동하기로 한 ‘에버레디(Everready) 계

획’의 이행 준비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포로의 탈출을 예방하

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클라크 장군은 반공포로 석방의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정부가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기는 모험은 감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포로교환협정이 체결되기 이틀 전인 6월 6일, 헌병총사령관 

원용덕(元容德) 장군에게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명분과 이유가 있었다. 여기

에는 전후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 없이 진행되는 휴전회담에 대한 반발, 반공포로

를 공산진영에 넘겨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 반공통일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

지, 휴전협상에 전쟁당사국인 한국의 주장이 전혀 참작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배신감, 자유를 갈망하는 반공포로들의 탄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워싱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한국을 달래려고 하였

다. 이에 따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6월 7일 친서를 보내 휴전 후의 한국에 대한 

군사와 경제원조를 약속하였다. 하지만 한국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을 달래

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고, 그 내용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비난 및 국군 단독의 전쟁수행 발언을 계속하였다. 그는 6월 17일 

반공포로 석방에 앞서 포로수용소를 시찰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내외
(19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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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국군 제2군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휴전을 비난하고 국군 단독으로라도 전쟁

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표 7-4> 반공포로 수용 및 석방현황(1953. 7. 27)

이승만 대통령은 헌병총사령부를 통해 1953년 6월 18일 자정 유엔군포로수용소

에 수용된 반공포로들을 석방하였다. 전국의 포로수용소에서 2만 6,930명의 반공

포로가 석방되었다. 

반공포로 석방의 소식을 접한 유엔군사령부와 미국정부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

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한반도로 집중된 가운데 공산군 측의 반응을 주시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반공포로 석방을 배신행위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다. 6월 19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주한 미국대사 브리그스(Ellis O. Briggs)를 통해 유엔군사

령부 휘하의 군대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서한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왔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대사에게 “한국군을 언

제까지나 유엔군사령부 휘하에 둔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으며, 휴전협정의 조인은 

유엔군사령부로부터 한국군의 자동적인 철수를 의미한다는 점을 아이젠하워 대통

령에게 전달하라”고 강경하게 말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반대에 대한 강경한 

입장 표명은 6월 22일 클라크 유엔군사령관과의 회담에서도 계속되었다.  

포로수용소
수용포로 

총인원

석방된 

포로
사망

잔류수용인원

부상 체포 미탈출 계

부산지구 

거제리 제2수용소
3,065 392 1 - 116 2,556 2,672

부산지구

가야리 제9수용소
4,027 3,930 - - - 97 97

광주 제5수용소 10,610 10,432 5 8 - 165 173

논산 제6수용소 11,038 8,024 2 2 336 2,674 3,012

마산 제7수용소 3,825 2,936 3 11 144 731 886

영천 제3수용소 1,171 904 1 - 116 150 266

부평 제10수용소 1,486 538 47 60 39 802 901

대구 제4수용소 476 232 2 - 180 61 241

계 35,698 27,388 61 81 931 7,236 8,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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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군 측도 반공포로 석방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공산군 측은 반공포로 석

방 다음 날인 6월 19일 아침, 통역관 회의와 비무장지대의 세부 작업을 책임진 

참모장교회의를 취소하였다. 그리고 6월 20일, 본회담에서는 반공포로 석방에 유

엔군 측이 이승만 대통령과 공모하였다고 비난하는 김일성과 펑더화이의 서신을 

전달하였다.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이 과연 한국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

심을 가졌다. 하지만 공산군 측은 반공포로 석방에 항의는 했으나 휴전 자체를 거

부하지는 않았다.

6월 22일자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휴전조건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하는 외교각서를 보냈다.

첫째, 90일 이후까지 정치회담이 중공군 철수에 관한 타협에 실패하면, 다음 

60일 이내에 휴전은 무효화되고 폐기될 것이며, 한국군은 미국 해·공

군의 지원을 받아 북진할 것이다.

둘째, 휴전이 조인되기 전에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셋째, 미국은 한국의 육·해·공군을 증강시키기 위한 적절한 군사원조와 궁

극적으로는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여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경제원조

를 한국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는 미국의 정책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정부로서는 수락하

기가 곤란하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 이후에 점차 타협의 태도를 

취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았다. 미국정부로서도 이 대통령과의 협조 없이는 휴

전회담을 마무리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반공포로 석방으로 연기되었던 이

대통령과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의 회담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미 

국무부 극동문제담당 차관보인 로버트슨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6월 25일 한국

을 방문하였다. 

한국에 도착하여 2주간 회담을 마친 로버트슨 특사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국군의 20개 사단 증편, 그리고 2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약속하

였다. 로버트슨은 7월 12일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

를 휴대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를 전후하여 판문점에서도 7월 10일 휴전회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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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시 재개되었다. 하지만 전선에서는 공산군의 마지막 공세인 7월 공세가 시작

되었다.

2. 중공군의 최후공세와 군사작전

(1) 중공군의 최후공세 전략

1953년 4월 26일 휴전회담의 재개로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커졌지만, 한편으로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때 중국 수뇌부는 여러 정황을 바

탕으로 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았고, 설령 정전이 성립되더라도 일정기간 긴장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그들은 휴전회담도 강력한 작전과 병행되

어야만 순조롭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중공군 지도부는 유엔군의 공격이 해·공군의 우세한 전력을 이용하여 동·서해

안에서 상륙을 실시한 후 정면공격과 연결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지구

작전과 적극방어’라는 기존의 작전을 고수하면서 상륙작전을 대비한 준비를 1953년

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안방어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전략판단과 결정에 따라 중공군 지휘부는 1953년 3월 말까지 추가 병력

을 한반도로 이동시켜 동·서해안 일대의 부대배치를 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

해안부대 연합지휘부와 동해안 지휘부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4월 무렵 공산군 측

은 병력과 화력이 대폭 강화되었고, 진지 또한 견고하게 구축되었으며, 작전물자

도 충분하게 보유함으로써 사기도 크게 진작되었다. 중공군 지휘부는 새롭게 투입

된 증원 병력이 전투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모든 전선에서 중대급 

이하의 목표에 대한 선별적인 공격작전을 계획하였다.

1953년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된 중국 군사위원회 회의에서는 하계공

세를 결정하고, 그 목적을 부대의 단련과 경험 축적, 그리고 휴전회담의 지원과 

방어선의 개선에 두었다. 공세의 방침으로는 “작은 승리를 모으고, 여러 번의 승

리로 대승을 얻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격목표는 “1개 대대 규모 이상

이 되지 않아야 하고, 공격 시마다 1~2개 소대에서 1~2개 중대 정도의 적을 섬

멸하는 것”으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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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군의 최후공세(하계공세)는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계획되었다. 공산

군의 하계공세 계획 중 제1단계 작전의 기본개념은 제2·제3단계 작전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공격방향도 주로 중서부와 중동부전선의 미 제9군단과 국

군 제2군단, 그리고 미 제10군단 지역의 금성돌출부를 지향하였다. 제2단계 공세

는 다시 두 방식으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로 대대급 이하를 목표로 공격하고, 

두 번째로 대대급 이상을 목표로 하였다. 주요 공격대상은 국군 제5사단과 국군 

제8사단이었다. 제3단계 공세는 금성돌출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공세를 가한

다는 것이었다.

<표 7-5> 공산군의 하계공세 현황

단 계 기 간 투  입  부  대 주 공 방 향 비 고

제1단계 5.13∼5.26 중공군 제23 ‧ 제24 ‧ 제67 ‧ 제60군단 금성돌출부 전초선 전초전

제2단계 5.27∼6.16
중공군 제46 ‧ 제1 ‧ 제23 ‧ 제24 ‧

제67 ‧ 제60군단, 북한군
금성돌출부 우견부 6월공세

제3단계 7.13∼7.27
중공군 제46 ‧ 제1 ‧ 제23 ‧ 제16 ‧ 제24 ‧

제68 ‧ 제54 ‧ 제60 ‧ 제21군단, 북한군
금성돌출부 전지역 7월공세

<표 7-6> 중공군 병단별 공격계획

구  분 제19병단 제9병단 제20병단

공격대상 영연방 제1사단 미 제3사단 국군 제5 ‧ 제8사단

주공부대 제46군단 제24군단 제60 ‧ 제67군단

지원부대 제40군단 제120사단 제68군단 제204사단
제12군단 제33사단,

제68군단 제203사단

예비대 제63 ‧ 제64군단 1개 사단 제47군단 제140사단 제68군단 제202사단

한편 이 무렵 유엔군은 항공압박작전을 강화하면서 지상군 병력의 충원을 모색

하였다.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점증하는 공산군의 위협에 관한 상황을 미 

합참에 보고하면서 대응방안으로 강력한 방어력을 유지하기 위해 병력과 장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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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을 언제나 완전편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병력 증강과 

관련해서는 미군과 유엔군의 증원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국군 20개 사단을 증편

하는 안을 강력히 주장하고 추진하여 결국 4월 22일에 이를 확정지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공산군의 전력 증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휴전 후 북한의 재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였다. 특히 휴전이 성

립되면 중장비의 도입이 협정상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군의 증강은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 5월 1일 제3군단이 창설된  

데 이어 6월 18일 제26사단과 제27사단의 창설로 전쟁발발 3주년까지 8개 사단

이 추가 창설됨으로써 국군은 3개 군단 18개 사단의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2) 중공군 최후공세 제1단계 : 전초전

중공군의 최후 하계공세는 1953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전개되었

다. 그러나 그 준비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1953년 3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중공군은 이미 1월과 2월에 전력증강과 진지공사에 주력한 다음 겨울이 

지나고 3월에 접어들자 작전에 양호한 기후조건을 이용하여 유엔군의 전초진지에 

대하여 제한된 규모로 집중적인 공격을 단행하였다. 

중공군은 3월 3일 미 제2사단(사단장 Wilbur L. Barriger 소장)의 전초인 후

크고지를 공격한 데 이어 3월 하순에 다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고지 점령에는 

실패하였다. 그리고 3월 17일에도 미 제2사단의 방어선에 위치한 고왕산(355고

지)을 공격하였으나, 약 100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완강하게 저항한 미 제9연대에

게 격퇴되었다.

중공군의 공격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3월 23일 중공군은 미 제7사단(사단

장 Wayne C. Smith 소장)이 방어하고 있던 역곡천 남안의 불모고지(275고지)와 

포크찹고지(234고지)를 공격하였다. 미 제7사단에 배속되어 불모고지에 배치된 콜

롬비아 대대는 중공군의 기습공격을 맞아 격렬하게 백병전을 펼쳤으나 고지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포크찹고지의 미 제31연대 제3대대도 중공군의 파상공격에 밀려 

고지에서 후퇴하였으나,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예비중대로 역습을 실시하여 고

지를 탈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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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 전초에 대한 중공군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그 양상은 더욱 치열해져 갔

다. 3월 26일 중공군은 미 해병 제1사단(사단장 Edwin A. Pollock 소장) 제5연

대의 전초인 베가스와 레노, 그리고 카슨고지에 공격을 집중하였다. 판문점 북동

쪽 16㎞ 지점에 위치한 이들 전초에서는 격렬한 근접전투가 전개되었고, 중공군은 

베가스와 레노 전초를 점령하였다. 이에 미 해병 제5연대는 27일∼28일 양일간 

역습을 시도하였으나 베가스고지만 탈환하였다. 

베가스고지 전투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중공군의 전초진지 공격은 5월

중순에 다시 시작되었다. 3월의 공격목적이 공세 이전의 신호로써 유엔군 전력의 

탐색에 있었다면, 5월의 공격은 그들의 하계공세 계획의 제1단계 작전으로 제2·

제3단계 작전의 전초전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3월의 공격이 주로 서부전

<상황도 7-6> 중공군 6월 공세 시 피·아배치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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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미 제1군단에 집중된 반면, 5월의 공격은 대상이 주로 중서부와 중동부전선

의 미 제9군단(군단장 Reuben E. Jenkins 중장)과 국군 제2군단(군단장 정일권 

중장), 그리고 미 제10군단(군단장 Issac D. White 중장)에 지향되었고 특히 금

성돌출부로 집중되었다.

금성돌출부는 김화 저격능

선-금성 남쪽 중치령·회고

개-교암산-지형능선-수도

고지-949고지-973고지- 

883고지를 연하여 형성되었다.

이 돌출부는 폭이 40㎞로 

좌우의 인접한 전선보다 최

대 10㎞ 정도 북쪽으로 불

거져 있었으며, 돌출부의 정

점은 금성에 근접해 있었다. 

이 지역은 유엔군이 1951년 

추계공세 당시 확보하였고, 

1952년 공산군의 추계공세 

때에도 치열한 격전을 벌였던 지역이었다.

국군과 유엔군의 배치는 금성 남단으로부터 883고지에 이르는 지역에 국군 제2

군단이, 금성(회고개) 서측에 미 제9군단에 편성된 국군 제9사단(사단장 이한림 

소장)의 일부와 수도사단(사단장 송요찬 소장)이 포진하였다. 국군 제2군단은 중

공군의 하계공세가 시작될 무렵, 주접근로인 회고개-교암산 간에 제6사단(사단장 

김점곤 준장)을, 지형능선-수도고지-북한강에 제8사단(사단장 이명재 준장)을, 그

리고 949고지-973고지-883고지 간에 제5사단(사단장 최홍희 준장)을 배치하고 

제3사단(사단장 임선하 소장)을 예비로 확보하였다. 또한 제2군단 좌측의 수도사

단은 회고개-하소리 간을, 제9사단은 그 서쪽의 저격능선을 방어하였고, 제2군단 

동쪽에는 미 제10군단 예하의 국군 제2사단이 병행하여 주저항선을 점령하고 있

었다.

이에 반해 금성돌출부 지역의 국군 제2군단과 수도사단 및 제20사단(사단장 유

포격지원을 준비 중인 중공군 포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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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수 준장, 5월 27일부 송석하 준장) 정면에는 중공군 제20병단 예하 제67군단과 

제60군단이 배치되었고, 제9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9병단 예하 제24군단 제72

사단이 포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23군단은 철원 서북쪽의 역곡천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5월 12일 제60군단 제180사단이 국군 제5사단 전초인 689고지(텍사

스고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으로 5월 13일부터 금성돌출부 정면의 전초진지에 대

해 공격을 단행하였다. 중공군의 제1단계 공세에 직면한 국군 제2군단은 물론 미 

제9군단 예하의 제9사단과 수도사단은 많은 인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의 

전투에서 중공군을 격퇴하고 진지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제8사단 제10연대의 전초

인 마제형 전초(271고지)는 끝내 피탈되었다. 

특히 중공군의 하계 제1단계 공세의 첫 번째 공격목표였던 689고지는 북한강 

동쪽 국군 주저항선의 요충지인 973고지의 전초가 설치된 중요한 고지였다. 이 

고지는 국군 제5사단이 인수하기 전인 4월에도 격렬한 공방전이 전개된 곳이었

다. 당시 제3사단 제18연대는 1개 소대로 전초를 운용하고 있던 중, 중공군 제181

사단 제542연대의 공격을 받고 8번에 걸친 피탈과 탈환을 반복한 끝에 전초를 지

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 빼앗긴 과호리의 마제형 진지(271고지)는 5월 13일 중공군 제201

사단의 공격을 받고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가 고지에서 물러난 후 5월 17일까지 

4차에 걸친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회복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표 7-7> 중공군 하계 제1단계 공세 주요 전투

전 투 명 기  간
교 전 부 대

전 투 지 역 결과
중공군 국 군

689(텍사스)고지 ’53.5.12∼17 제180사단 제5사단 973고지 북쪽 1.5㎞ 격퇴

오봉능선 ’53.5.12∼17 제180사단 제5사단 973고지 북쪽 1.5㎞ 격퇴

삼각봉 ’53.5.13∼15 제181사단 제5사단 949고지 서북 1.5㎞ 격퇴

마제형(271)고지 ’53.5.13∼17 제201사단 제8사단 북한강 서안(과호리) 피탈

샛별(470)고지 ’53.5.14∼16 제199사단 수도사단 금성서남 7㎞(직목동) 격퇴

저격능선 ’53.5.16∼19 제72사단 제9사단 김화 북쪽 3.5㎞ 격퇴

회고개 ’53.5.23∼24 제199사단 수도사단 금성 서남 4㎞ 격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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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의 제1단계 공세에 따라 전개된 주요 전초고지 전투는 북한강과 금성천이 

합류하는 지점 부근에 집중되었다. 이는 곧이어 전개된 제2차 공세가 이곳으로 지

향될 것임을 암시하는 징후였다.

(3) 중공군 최후공세 제2단계 : 6월 공세

중공군은 제1단계 공세를 종료한 다음 날인 1953년 5월 27일부터 하계공세의 

제2단계(6월 공세)로 전환하였다. 제2단계 공세작전은 제1단계 작전의 경험을 토

대로 공격목표를 대대급 진지로까지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전 전선에서 공세를 취하

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제2단계 공세에는 제1단계 작전에 참가한 제9병단 예하 

제23군단과 제24군단, 제20병단 예하의 제60군단과 제67군단 외에도 서부전선에

서 미 제1군단과 대치하고 있는 제19병단 예하 제1군단과 제46군단, 그리고 동부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도 참여하였다. 따라서 제2단계 공세는 1951년에 단행된 춘

계공세 이후 최대 규모의 공세로 실시되었다.

제2단계 공세는 공산군이 5월 27일 금성돌출부의 국군 전초진지에 대한 공격과 

동시에 서부전선 미 제1군단의 전초 네바다고지군과 후크고지, 중동부전선 미 제

10군단의 우익인 854고지-812고지, 그리고 동해안 국군 제1군단의 351고지를 공

격함으로써 전 전선에서 전투가 전개되었다.

중 ‧ 조연합사령관 펑더화이는 제2단계 작전의 진행 초기인 6월 1일에 원래 예정

했던 미군을 위시한 유엔군에 대한 공격방침을 한국군을 위주로 한 공격으로 전환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의 형세에 근거하여 회담의 진행뿐 아니라 작전행동

을 더욱 촉진하면서 새로이 한국전선에 투입된 부대의 작전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작전방침의 전환에 따라 새로 한국전선에 도착한 병력을 전방으로 

투입하여 부대배치를 재조정하였다. 제16군단이 제9병단에 배속되어 제23군단과 

제24군단의 1개 사단 방어임무를 인수하였고, 제21군단이 모두 곡산지역으로 이

동하여 지원군 전선예비가 되었다. 이로써 특히 중부전선 및 금성돌출부지역 좌측

의 중공군 전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각 병단은 작전지침의 수정과 부대편성의 변경에 따라 작전계획을 조정하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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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주공인 제20병단은 6월 4일에 작전회의를 열고 제60군단과 제67군단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북한강 동 ‧ 서 양측의 국군 제8사단과 제5사단을 공격하기로 결정

하였다. 제20병단은 약 일주일간의 준비를 거쳐 6월 10일부터 공세작전을 실시하

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공산군은 5월 27일부터 본공세에 대한 준비 또는 본공세를 지원하기 

위한 양공이나 양동작전의 일환으로 국군과 유엔군의 전초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

였다. 우선 주공인 제67군단의 제200·제201사단이 5월 27일과 6월 4일 사이에 

금성 동쪽의 국군 제6사단 전초인 돌고지와 수도사단의 전초인 지형능선과 수도

고지로 공격하여 이 중 돌고지와 지형능선 끝의 난초고지를 점령하였다. 또한 같

은 기간에 중공군 제60군단 제181사단이 국군 제5사단의 949고지 전방 피의고지, 

M1능선, 도경봉 전초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 공격은 모두 격퇴되었다.

이 무렵 서부전선에서는 중공군 제19병단의 공격으로 역곡천 남안에서 혈전이 

펼쳐졌다. 이 중에서도 네바다고지군에서는 중공군 제46군단 제120사단과 미 제

25사단(사단장 Samuel T. Williams 소장)에 배속된 터키 여단이 5월 28일부터 

이틀간 베가스, 엘코, 카슨 전초를 놓고 빼앗기고 빼앗는 혈전을 반복하였다. 결

국 인명손실에 비해 전술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사단장의 결심에 따라 네바다고

지군은 모두 공산군의 수중에 넘어갔다. 같은 때에 중공군 제46군단 제133사단은 

이 네바다고지군 우측의 영연방 제1사단이 방어 중인 후크고지를 공격하였다. 이 

고지 역시 교전이 잦은 지역이었다. 28일 저녁 중공군은 영국군이 참전 이후 경

험한 최대의 포격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강력한 포격과 함께 이날 밤 3차례에 걸

쳐 이 고지를 공격하였다. 영국군은 진내전까지 치르며 강력한 저항으로 이 공격

을 방어하였다.

한편 중동부전선의 북한군 제3군단은 소양강 상류 금강산-서화 접근로의 양견

부 812고지와 854고지를 6월 1일부터 공격해 왔다. 당시 이 접근로는 국군 제12

사단(사단장 윤춘근 준장)이 방어 중이었다. 제12사단(제37·제51·제52연대)은 

1952년 11월 8일 창설된 후 최초로 12월 30일에 812고지-854고지 일대의 전선

에 투입된 부대였다. 사단은 북한군 제1·제45사단과 6월 1일부터 9일까지,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차에 걸쳐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이 전투 결과 사단

은 서화계곡 동측의 854고지를 성공적으로 방어했지만, 서측의 812고지와 쌍용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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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북한군에게 빼앗겼다.

다음으로 북한군이 6월 본공세에 앞서 전력을 집중한 곳은 동해안의 351고지였

다. 351고지는 월비산과 더불어 1951년 추계공세 때 수도사단이 점령한 이래 제11

사단, 제5사단으로 방어임무가 인계되는 동안 쟁탈전이 계속된 고지였다. 월비산

은 제11사단의 방어 시 상실하였으나 351고지는 확보한 채 1953년 1월 30일 새로 

이곳에 투입된 제15사단(사단장 이정석 준장)이 그 방어임무를 인수하였다. 이 지

역으로는 북한군 제7사단이 6월 2일 전례에 보기 드문 각종 포화의 맹렬한 지원

을 받으면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사단은 3일 351고지를 북한군에게 빼앗긴 후 6

일까지 역습을 반복했으나 끝내 탈환하지 못하고 작전을 종료하였다. 

이렇듯 중공군과 북한군은 1953년 5월 27일부터 주로 금성돌출부의 국군 제2

군단 전초진지에 대해 탐색공격을 벌이는 한편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첨예하게 

대결을 벌여온 네바다고지, 812고지, 351고지에 대해 인명을 아끼지 않는 공격을 

펴 6월 초순에 이들을 점령하였다. 그동안 최후공세 제2단계 작전의 주공부대인 

제20병단은 공격준비를 완료하여 계획대로 6월 10일에 북한강과 금성천 합류지점

의 아군 주저항선 공격에 주력을 투입하였다.

중공군 제20병단 예하 제60군단이 북한강 동안 국군 제5사단의 주저항선인 949고

지-973고지-883고지를, 제67군단이 북한강 서안 국군 제8사단의 지형능선과 수

도고지를 공격하였다. 북한강 상류와 금성천이 합류되는 삼각 돌출부를 기점으로 

동쪽의 통선곡에 이르는 10㎞ 산악지역을 지키고 있던 국군 제5사단(사단장 최홍

희 준장)은 울창한 삼림과 가파른 산록의 험준함을 극복하고 북한강 동안의 유일

한 도로와 케이블카로 추진되는 보급에 의존하면서 전투에 임해야만 했다. 산악지

역의 순간적인 기상악화와 변화는 유엔군이 보유한 우세한 공중화력지원조차 어렵

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전투수행의 어려움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제5사단은 결코 적지 않은 희생을 감수하고도 주어진 방어선인 미주리선(삼각봉

-949고지-973고지-883고지)을 지키지 못한 채 6월 15일 후방에 설정된 새로운 

방어선인 아이슬란드선(Iceland Line)에서 재편성을 해야만 했다.

중공군 제60군단 주력이 6월 10일 금성 돌출부 우견부인 국군 제5사단의 949· 

973· 883고지군을 집중 공격할 무렵 배속된 중공군 제33사단은 이 우견부 동측

의 국군 제20사단 (사단장 송석하 준장) 방어선인 1090고지와 M1고지를 공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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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중공군 제33사

단은 6월 10일 일몰 

후 공격준비사격에 이

어 먼저 M1고지를 공

격하였다. 이것을 시

작으로 14일간 양측

은 모두 공격부대를 

교대하며 공방전을 전

개하였다. 이 기간 동

안 중공군은 M1고지

를 22회 공격하여 16회를 점령하였고, 국군은 18회에 걸쳐 반격을 실시하여 끝까

지 진지를 사수하였다. M1고지에서의 피탈과 탈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6월 14일

부터는 M1고지 좌측의 1090고지로 전투가 확대되어 피 ‧ 아간에 공방전이 전개되

었다. 1090고지 전투는 18일 국군 제62연대가 특공조의 돌격작전으로 고지를 탈

환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한편 국군 제2군단의 중앙사단으로서 금성돌출부 중 교암산 동쪽 765고지로부

터 지형능선 남쪽 690고지-수도고지 남쪽 663고지-북한강(가라치)에 이르는 금

성천 북방 주저항선을 방어 중인 국군 제8사단(사단장 이명재 준장)은 6월 10일 

중공군 제67군단 제200·제201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사단은 6월 15일까

지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을 중심으로 중공군과 공방전을 전개했지만, 끝내 수도고

지를 상실하고 지형능선에서 북한강 남안 462고지를 잇는 새로운 방어선인 아이

슬란드선으로 철수하였다.  

이날(15일) 미 제8군사령부는 부대 편제와 책임지역을 일부 조정하였다. 이는 

국군 제8사단과 제5사단이 새로운 방어선(아이슬란드선)으로 전환함에 따라 돌출

된 지역, 즉 금성돌출부 우견부지역의 방어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아

군이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안에 계속된 지상포격과 공중폭격으로 적의 공

격 기세도 한풀 꺾였으며 6월 18일부터는 전선이 안정을 되찾았다. 

결과적으로 9일간에 걸친 공산군의 6월 공세에서 국군 제2군단은 북한강 동안

의 949-973-883고지군과 서안의 수도고지 지역을 빼앗겨 13㎞ 정면에서 4㎞를 

목표고지를 향해 돌진하는 국군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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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하였다. 이들 고지는 1951년 추계공세에서 격전 끝에 탈취한 것이었는데 끝까

지 지키지 못하고 이때에 이르러 상실하고 말았다. 

(4) 중공군 최후공세 제3단계 : 7월 공세와 금성지구 전투

① 중공군의 7월 공세 개시

중공군의 6월 공세는 금성돌출부 우견부의 금성천-북한강선(아이슬란드선)에 

설치된 새로운 방어선에서 저지되었으나, 선우고지 등 일부 지역에서는 7월초까지

도 전투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중공군 수뇌부는 1953년 6월 23일까지 6월 공세를 

종결짓고 6월 24일부로 7월 공세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는 중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6·18 반공포로 석방’에 의해 6월 군사작전의 결

과가 무색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선전효과가 퇴색됨에 따라 한국정부에 휴

전협정을 준수하도록 군사적 압력을 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휴전을 앞두

고 전장과 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의도에서 이미 6월 19일에 한국군 부대

에 대해 새로운 공세를 취해야 한다는 마오쩌둥의 지령이 하달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지령을 접한 펑더화이는 다음 날 휴전협정 조인을 지연시키고 한국군 부대

를 공격하겠다는 건의를 승인받아 최종공세 제3단계 공격작전을 7월 10일경에 실

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른바 ‘7월 공세’를 준비하였다.

중공군 지휘부는 7월 공세에서 금성돌출부에 배치된 국군 4개 사단(수도·제

6·제8·제3사단)을 섬멸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선이 돌출

되어 있어 공격에 유리하고, 제1단계 작전(전초전)과 제2단계 작전인 6월 공세를 

통해 이 지역에 익숙해져 있으며, 국군 방어선의 특징도 잘 파악하고 있음을 고려

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곳에 집중적인 공격을 계속 가하는 결정적 이유는 방어선

의 개선과 더불어 화천을 점령하여 수력발전소를 되찾으려는 전략적 기도가 배경

에 깔려 있었다.

공산군은 본격적인 공세를 준비하는 동안 탐색활동을 전개하였다. 6월 24일 중

공군 제70사단은 미 제9군단 중앙우익에 배치되어 김화 북쪽 일대를 방어하고 있

던 국군 제9사단 제29연대의 전초진지를 대대 규모로 공격하였다. 그리고 7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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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철원 북쪽 백마고지의 동서 일대를 고수하던 국군 제2사단의 2개 전진거점과 그 

좌인접인 미 제7사단의 1개 전초진지를 기습 공격하였다. 이들 고지는 전술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확보하기 위한 양측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었

다. 결과적으로 271고지(화살머리고지)는 방어에 성공하였으나, 255고지(포크찹 

고지)는 미 제7사단의 임의 철수로 공산군의 수중에 남게 되었다.

이 외에도 이 무렵에 아군의 주요 전초진지들이 공산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국

군 제1사단은 6월 25일부터 연천 북방 임진강 부근의 250고지(퀸고지)와 199고지

(박고지)에서 중공군 제1군단 예하 제1·제7사단의 공격을 맞아 29일까지 5일간의 

공방전 끝에 고지를 적에게 빼앗겼으며, 국군 제7사단은 양구 북방의 938고지(선

우고지)에서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중공군 제60군단 제179사단과 공방전 끝

에 고지를 상실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3사단은 북한강과 금성천 분기점에 위치한 

독립고지인 529고지에서 중공군 제67군단 예하 제201사단 및 제60군단 예하 제

180사단과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고지

를 적에게 빼앗겼다.  

이와 같이 탐색을 마친 공산군은 7월 13일을 기해 본격적인 최후공세를 감행하

였다. 최후공세에 앞서 중 ‧ 조연합사령관 펑더화이는 최후공세의 지침을 하달함과 

동시에 주공부대인 제20병단(제54·제60·제67·제68군단)에 제21군단의 배속을 

비롯해 전차·포병·공병 등 여러 병종의 부대를 지원하여 전력을 강화하였다. 중

공군은 공격집단을 서부(제68군단 제203·제204사단, 제54군단 제130사단), 중부

(제67군단, 제54군단 제135사단, 제68군단 제202사단), 동부(제60·제21군단)로 

나누어 동·서 공격집단이 견부에서 돌파공격을 실시한 다음 중앙 집단과 협조하

여 돌출부 중앙의 국군을 포위 섬멸하고자 하였다. 

<표 7-8> 중공군 제20병단 집단별 작전계획

구 분 서   부 중   부 동   부

편  성
제68군단 제203·제204사단 

제54군단 제130사단

제67군단(제199·제200·

제201사단)

제54군단 제135사단

제68군단 제202사단

제60군단(제179·제180·

제181)

제21군단(제61·제63·

제33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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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엔군 측에서는 공산군의 이동 정보를 통해서 적의 공세가 임박했으며, 

주공이 화천저수지에 지향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 테일

러(Maxwell D. Taylor) 장군은 각 군단장에게 방어태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중공군의 6월 공세로 붕괴된 국군 제2군단 우익 방어선의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부대 재배치를 단행하였다.

구 분 서   부 중   부 동   부

작전지역 외야동-회고개 관대리-교암산 송실리-용호동

공격대상 수도사단 제1연대
제8사단 제10연대

제6사단 제19연대
제3사단 제22연대

작전임무
∙ 이실동-북정령 일대 공격

∙ 배선골 서쪽 공격

∙ 동산리-상산리 일대 공격

∙ 배선골 서쪽 공격

∙ 광대동-세현리 공격

∙ 배선골 일대 공격

<상황도 7-7> 중공군 7월 공세시 피·아 배치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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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8군은 그동안 부대정비를 완료한 제5사단을 6월 20일부로 국군 제2군단

에 복귀시켰다. 또한 미 제10군단장은 문등리를 방어하고 있는 미 제45사단이 국

군 제7사단 우익연대의 방어지역을 인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국군 제2군단과 

인접한 제7사단의 방어정면을 좁혀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미 

제10군단은 미 제9군단으로부터 미 제5연대전투단을 배속 받아 예비로 확보하였

다. 이와 더불어 미 제8군은 일본에 주둔 중인 미 제24사단을 7월 3일부터 12일 사

이에 한국으로 이동시켜 후방지역 방어와 포로경비에 투입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2군단과 미 제10군단의 접경지역인 금성돌출부 우견부 지역은 

방어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금성돌출부에는 미 제9군단 예하의 국군 제9사단 일

부 및 수도사단과 국군 제2군단의 제6·제8·제3·제5사단 및 미 제10군단 예하 

국군 제7사단 등 국군 7개 사단이 배치되었으며, 제11사단이 군 예비로 화천 북쪽

에 집결해 있었다.

1953년 7월 13일에 시작된 중공군의 7월 공세는 금성돌출부 양측방에서 시작되

어, 이후 돌출부 정면으로 전환되었다. 중공군은 동·서 공격집단이 미 제9군단 

예하 국군 수도사단과 국군 제2군단 예하 제3사단(제5사단 좌측 포함)을 돌파하

고, 곧이어 중앙 공격집단이 국군 제2군단 예하 제6사단과 제8사단 전면에 압력

을 가하면서 이들 부대의 퇴로차단을 시도하였다.

② 금성돌출부 왼쪽 견부의 붕괴

금성돌출부 좌견부는 국군 수도사단(사단장 송요찬 소장)이 방어하고 있었다. 

이곳으로는 중공군 서부 공격집단(제68군단 제203·제204사단, 제54군단 제130

사단)이 7월 13일 저녁 9시에 수도사단 제26연대에 중점을 두고 강력한 공격준비

사격 후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군 수도사단은 적의 주공방향을 사단의 좌측 방향으로 판단하고 화력의 우선

권을 제26연대에 부여하였다. 그러나 적은 30분 후 포격 방향을 전환하여 사단 

우측의 제1연대를 강타하면서 주공을 중치령과 회고개 방향으로 투입하였다. 적의 

주공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제1연대장은 예비인 기갑연대 제3대대를 중치령 접근로

에 배치하여 적의 돌파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3대대는 추진 도중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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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대대를 돌파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대대장이 전사하고 부대가 완전히 분

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사단 좌측의 제26연대도 밤 11시에 주저항선이 붕괴

되고 적이 지속적으로 침투함에 따라 전방 대대들이 분산하여 남대천 남쪽으로 철

수하였다.

사단장은 제1연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14일 새벽 2시에 예비인 

기갑연대 제1대대에 제59전차중대를 배속시켜 제26연대를 지원하게 하였다. 그는 

이때까지도 제26연대가 더 위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이 연대가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상황을 가장 보고한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결국 새벽 4시경에

야 사단장은 통신이 두절된 제1연대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즉시 예비

대의 임무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미 제1연대의 상황은 악화된 이후

였다. 이때 제1연대는 지휘소가 피습당하고, 중공군의 포위망에 갇혀 많은 병력이 

전방진지에서 탈출하지 못한 상태였다. 반면에 제26연대는 큰 손실을 입지 않은 

채 철수하여 방동 남쪽에서 재편성을 실시하였다.

사단은 기갑연대 제1대대가 다행스럽게도 북정령에 저지선을 형성함으로써 일단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14일 오전 6시에 사단지휘소를 방문한 미 제9군단장 

젠킨스(Reuben E. Jenkins) 중장은 미 제15연대(그리스 대대 배속)를 수도사단 

예비로 선정하여 신촌-간진현 일대에 투입하였다. 이날 오전 10시경 테일러 미 

제8군사령관도 사단지휘소를 방문하여 더 이상 적의 돌파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군단장에게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

수도사단은 14일 오

후에 미 제15연대가 

제2저지선을 형성함과

때를 같이하여 117A번

도로 북쪽 능선을 공

격하였다. 그러나 중

공군의 강력한 저항

으로 목표 고지 점령

에는 실패하였다. 다

음 날(15일) 미 제9군전차를 앞세우고 공격을 감행하는 중공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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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은 군단예비인 미 제3사단(사단장 Eugene W. Ridings 소장)에게 국군 수도

사단의 방어지역을 인수케 하였다. 그동안 수도사단은 117A번 도로 북쪽에 대한 

반격을 실시하여 도로 북쪽의 능선을 장악하였다. 이 무렵 도로 남쪽 능선에서는 

미 제3사단이 주저항선을 편성하였다. 이날 중공군이 야간공격을 해오자 수도사단

은 점령한 능선을 포기하고 미 제3사단 후방으로 철수하였다.

③ 금성돌출부 오른쪽 견부의 붕괴

금성돌출부 오른쪽 견부는 국군 제3사단(사단장 임선하 소장)과 제5사단(사단장 

박병권 소장)이 방어하고 있었다. 이곳으로는 중공군의 동부 공격집단(제60군단, 

제21군단)이 도섭 가능한 금성천 부근의 제3사단 지역과 제5사단의 좌측 일부지

역으로 집중 공격해 왔다.

중공군 동부 공격집단은 7월 13일 저녁 9시에 국군 제3사단 지역에 집중 포격

을 가하였다. 사단에서는 적의 주공이 우측의 제23연대 정면에 지향될 것으로 예

상했으나, 저녁 10시경에 중공군은 국군의 예상과 달리 좌측의 제22연대를 공격

하고, 대신 제23연대 지역으로는 소규모 부대만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일부 부대

를 우인접 제5사단 좌측방의 금성천 돌출부로 침투시켜 제23연대의 후방을 차단

하려 하였다.

중공군의 주공이 지향된 국군 제3사단 제22연대는 이날 자정 무렵 연대지휘소

가 습격을 받고 예하부대들과의 통신이 두절되어 포병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

르자, 전방부대들 대부분이 분산하여 철수하였다. 제23연대 지역에서도 좌인접 제

5사단 지역으로 침투한 적의 일부가 연대지휘소를 습격하여 연대후방을 혼란에 

빠뜨렸다. 동시에 전방에서는 적이 전초선을 통과하여 주저항선을 공격하였다.

사단장 임선하 소장은 13일 저녁 10시까지의 상황을 종합한 결과 적의 주공이 

예상과 달리 좌전방 지역으로 지향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14일 새벽 2시 제

18연대에 역습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제18연대는 역습 목표로 기동하던 중에 

중공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철수하고 말았다. 이 무렵 국군 제3사단의 상황은 좌

측의 제22연대가 주저항선을 돌파당하고, 우측의 제23연대가 후방으로 침투한 적

에게 위협받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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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연대의 역습이 좌절되자, 사단장은 연대의 임무교대를 통해 금성천 북안에 

제2방어선을 형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연대는 적과의 접촉을 끊고 신방어

선으로 이동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곳까지 침투한 중공

군의 공격에 진지구축은 불가능하였으며, 부대는 다시 분산 철수를 할 수밖에 없

었다. 이 무렵 제3사단의 우인접 부대인 국군 제5사단의 금성천 남안 부대도 중

공군의 공격에 밀려 철수하기에 이르자, 결국 제3사단도 추가적으로 철수할 수밖

에 없었다. 이로 인해 금성돌출부 오른쪽 견부는 붕괴되고 말았다.

④ 금성돌출부 중앙지역의 전투

금성돌출부 중앙지역은 금성 남쪽과 교암산-지형능선-612고지를 연하는 전선

으로, 회고개 동쪽에서 교암산(770고지)에 이르는 지역을 국군 제6사단이, 교암산

에서 612고지에 이르는 정면을 국군 제8사단이 방어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금성

돌출부 양쪽 견부에 대한 공격과 동시에 국군 제6·제8사단이 방어하던 중앙지역

에 4개 사단 이상의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여 공격해 왔다.  

국군 제6사단은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가 임박한 것이 확실해지자 7월 12일 사

단예비인 제2연대를 교암산지역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군단의 조치로 군단예비인 

제11사단의 제9연대가 13일 밤 사단에 배속되자 이 연대를 금성 남쪽 전선에 투

입하였다. 이로써 제6사단은 주저항선을 4개 연대로 강화한 반면 사단예비를 갖

지 못한 채 중공군의 7·13공세를 맞게 되었다. 이때 국군 제6사단 우측의 제8사

단은 제21연대를 예비로 하고, 제10연대와 제16연대가 지형능선의 690고지를 중

심으로 좌·우측 전방에 배치되어 있었다.    

중공군의 공격은 7월 13일 저녁 9시 교암산 전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중공군

은 제6사단 제2연대의 전초진지들을 일시에 돌파한 후 하고개-능동-교암산으로 

연결된 사단의 주저항선을 공격하였다. 이때 중앙의 제19연대가 가장 먼저 주저항

선을 돌파당해 14일 오전 8시 20분경 주저항선을 포기하고 노동리 방면으로 철수

하였다. 사단 중앙의 주저항선이 붕괴된 후 좌측 하고개 방면의 제9연대와 우측 

교암산 방면의 제2연대도 중공군의 파상공격과 침투부대의 퇴로차단 위협에 직면

하게 되었다. 이에 제9연대와 제2연대는 사단장의 승인 하에 오전 11시경 주저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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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포기하고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제9연대는 좌인접 사단인 수도사단과 연계하

여 진현리-삼현 선에 저지선을 형성하였으며, 제2연대는 배선골 일대에서 저지진

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7연대의 엄호를 받으며 노동리로 철수하였다. 

한편 국군 제8사단이 방어하고 있던 지형능선과 612고지 정면에서는 13일 밤 

10시경에 중공군의 공격준비사격으로 전투가 시작되었다. 제8사단의 전초 방어부

대들은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도 적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하면서 선전하였

다. 그러나 전초부대들이 선전하고 있던 밤 11시 30분경 우회침투한 중공군에 의

해 지형능선의 690고지가 피탈되었으며, 14일 새벽 1시 30분경에는 사단 방어정

면에서 가장 높은 765고지마저 중공군에게 점령당하였다. 특히 사단은 우인접 부

대인 제3사단의 여문리와 집실리 지역에서 침투한 중공군에게 후방의 주요 고지

들이 피탈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제8사단장은 오전 11

시에 군단장으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성천 남안에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단은 제21연대의 엄호 하에 제10연대가 주파리로, 제

16연대가 밤성골로 각각 철수를 개시하였다.

이와 같이 금성돌출부 정면에서의 전투는 교암산과 지형능선의 공방전에서 판가

름 났으며, 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은 이 고지들을 상실하고 인접 사단들의 전선 

붕괴로 금성천 남쪽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⑤ 새로운 주저항선 구축

미 제8군사령관 테일러 장군은 상황보고의 부족으로 금성돌출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지만, 중공군의 이번 공세가 돌출부의 양쪽 견부를 돌파하여 국군 

부대들을 포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그는 이 돌출부지역의 

국군 부대가 중공군의 양익 포위망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7월 14일

오전 6시에 모든 부대들(수도·제6·제8·제3·제5사단)에게 금성천 남안으로 철

수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편성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2군단은 금성천 남안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중공군의 추격이 

계속되어 조직적인 철수를 할 수가 없었다. 특히 제3사단을 후속한 중공군이 내성

동리와 흑운토령을 넘어 백암산(1179고지)을 목표로 추격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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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2군단은 금성천 방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상황이 위기로 치닫자 제8군사령관은 금성지구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전선의 조정과 부대의 재배치를 실시하였다. 우선 제8군사령관은 일본에 주둔하던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급히 한국으로 공수하여 국군 제9사단의 일부 전선을 인

수시켜 수도사단의 좌익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7월 15일 낮 12시부로 미 제3사단

에게 수도사단의 방어지역을 인수시키고, 수도사단을 군단 예비로 전환시켰다. 또

한 제8군 예비인 국군 제11사단을 제2군단에 배속하고, 미 제10군단 예하 국군 

제7사단을 국군 제2군단으로 배속 전환시켜 하노곡으로 추진하는 등 국군 제2군

단의 전력을 강화하여 적의 돌파를 저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 제2군단장은 제11사단을 전방에 투입하여 제6사단과 교대시키

고, 제8사단과 제5사단으로서 제3사단 방어지역을 분담하도록 조치하여 전방전선

을 정비하는 한편, 제6사단과 제3사단을 예비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국군 제2군

단은 제11사단이 진현리-주파리, 제8사단이 주파리-백암산, 제5사단이 백암산-

소백암산-876고지에서 적을 저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비로 전환된 제6사단과 

제3사단은 와이오밍 선에 투입되어 재편성을 하며 방어종심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제5사단이 중공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7월 15일 오후 6시 20분경 백암산을 피탈당

하면서 백암산지역의 전선이 수동령-고둔골-수상리 남쪽의 고지군에 형성되었다.  

이로써 국군 제2군단은 7월 15일 저녁에 와이오밍선(삼천봉-적근산-주파령-수

동령-1048고지-782고지-가는데) 북쪽의 진현리-삼현-주파리-수동령-고둔골-

고비운리-전석-748고지를 연하여 새로운 주저항선을 구축하였다. 

⑥ 국군 제2군단의 반격과 전선정리

7월 15일 국군 제2군단이 와이오밍선 전방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할 무렵, 미 

제8군사령관은 군단에 16일부터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금성천을 확보하라고 명령

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그동안의 병력손실과 보급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격력

이 한계에 도달한 듯 백암산을 점령한 이후로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방어진지 

구축과 부대 재편성에 임하고 있었다. 

미 제8군사령관의 명령을 받은 국군 제2군단장은 전방 3개 사단을 반격으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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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시키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방어선 점령을 위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 

따르면, 좌전방의 제11사단은 진현리 633고지-삼현 602고지 선을 점령하고, 중앙

의 제8사단은 별우에서 성동리까지의 금성천을 확보하며, 제5사단은 7·13공세 

이전의 북한강 서남쪽 지역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었다. 

국군 제2군단 예하의 각 사단들은 7월 16일 아침부터 중공군에게 빼앗긴 고지

들을 탈환하기 위해 강력한 반격작전을 시작하였다. 군단의 좌전방 부대인 제11사

단은 당시 진현리 633고지를 이미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현의 602고지를 주

요 공격 목표로 삼았다. 사단은 16일 오전 6시에 제13연대가 602고지 동쪽의 무

명고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으로 반격에 나섰다. 제13연대는 17일 새벽에 603고지

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날 중공군의 야간공격으로 603고지를 다시 

적에게 빼앗긴 후 이 고지에서는 20일 새벽까지 국군 제11사단의 제13·제20연대

와 중공군 간에 뺏고 빼앗는 치열한 쟁탈전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제11사단은 끝

내 602고지를 탈환하지 못한 채 작전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군단 중앙에서는 제8사단이 금성천을 목표로 반격을 개시하였다. 사단의 

진격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지형지물은 흑운토령(851고지)이었다. 사단장은 이

곳만 점령하면 그 전방의 고지군을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동막골

에 배치한 제21연대에게 흑운토령 점령임무를 부여하였다. 제21연대는 7월 15일 

저녁 7시에 와이오밍선 전방진지에서 야간공격을 개시하였다. 연대는 이날 야간공

격에서 목표 전방의 406고지를 무난히 점령하였으나, 851고지 공격부대가 그 남쪽

능선에서 적과 치열한 교전을 펼쳐야 했다. 군단의 반격 개시일인 다음날(16일) 

오전에 사단장은 예비인 제16연대로 하여금 제21연대를 초월 공격하게 하여 흑운

토령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사단은 18일과 19일에 금성천 남안으로 진

출하여 반격작전 목표를 달성하였다.

군단 우익의 제5사단은 7월 16일 오전 6시에 제27연대가 백암산을, 제35연대가 

소백암산을 목표로 공격하였다. 그러나 첫날 공격에서 두 연대는 공격에 불리한 

지형과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많은 인명손실만을 낸 채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다. 

군단장은 백암산의 공격력을 증강하기 위해 제6사단 제7연대를 제5사단에 배속 

전환시켰다. 다음 날(17일) 사단은 제27연대와 배속된 제7연대를 백암산 공격에, 

제35연대를 소백암산과 876고지 공격에 투입하였다. 제27연대는 백암산을 우회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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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북방으로 진격하여 7월 18일 오전에 항공지원을 받으면서 백암산 정상을 

탈환한 후 계속해서 전차의 지원 아래 북한강변의 662고지와 641고지를 점령하였

다. 이날 제7연대도 819고지를 점령한 후 계속해서 금성천변의 595고지와 689고

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소백암산을 목표로 공격한 제35연대도 876고

지, 제833고지, 780고지를 차례로 탈환하고 북한강변의 501고지로 진출하였으며, 

소백암산도 20시간의 전투 끝에 탈환하였다. 이로써 제5사단은 반격작전 목표를 

달성하고 금성천-북한강 선을 확보하였다.

국군 제2군단은 반격작전을 실시한 지 3일 만인 7월 19일에 금성천을 확보하고 

반격목표를 달성하였다. 군단장은 금성천에 도달한 사단들을 계속해서 금성천 북

안으로 진격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전을 앞둔 시점에서 과도한 출혈을 우려한 

테일러 사령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군 제2군단은 전선을 재정리

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할 조치를 취하였다. 당시 군단은 제11·제7·제8·제6사단

의 4개 사단으로 금성천과 북한강에 연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제3사단과 제5사단을

각각 사방거리와 화천에 예비로 보유하였다. 이때 군단의 좌측에는 미 제9군단의 

미 제3사단이, 우측에는 미 제10군단의 미 제45사단이 병행하여 적과 대치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군 제

2군단은 금성돌출부 

작전에서 백암산까지

상실하고 와이오밍선

전방에서 적의 공세를

저지한 다음, 반격

으로 전환하여 그 중

간지역인 금성천을 확

보함으로써 돌출부가

제거된 전선을 확보한

채 정전을 맞았다.

중공군의 최후공세

인 금성지구 전투에서 국군은 1만 4,373명(전사 2,689명, 부상 7,548명, 실종 

4,136명)의 인명손실을 보았다. 반면에 중공군은 확인된 손실만 2만 7,412명이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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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에 더하여 추정살상 인원이 3만 8,700명으로 중공군의 총 인명손실은 6만 

6,000여 명에 달하였다. 이렇듯 엄청난 인명손실에 비해 전선의 변화는 불과 4㎞

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었는가를 미루

어 짐작할 수 있다. 

6·25전쟁의 마지막 전투로 기록된 금성지구 전투의 가장 큰 의의는 국군 제2

군단이 비록 공세 초기에 금성돌출부를 상실했지만, 중공군 5개 군단 15개 사단의 

공세를 저지하고 대대적인 반격작전을 펼쳐 금성천을 회복하고 전투를 끝낸 것이

었다. 특히 금성지구 전투는 6·25전쟁에서 군단급 부대가 동일한 작전지역에서 

방어·철수·반격 등 일련의 작전형태를 전환해 가며 싸운 유일한 전투로서 특별

한 의미를 갖는 전투였다. 또한 이 전투는 6·25전쟁을 거치면서 국군의 전장지

도력과 전투수행능력이 얼마큼 향상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전투이기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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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정전협정 체결과 전쟁의 영향

제 1 절  정전협정 조인과 정전체제 구축

1. 정전협정 조인

공산군의 최후공세가 전개되는 동안 한국과 미국 간에는 휴전에 따른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과 향후 정치회담 문제를 놓고 이승만-로버트슨 회담이 진행 중이

었으며, 판문점에서는 반공포로 석방문제로 휴전회담이 휴회상태에 있었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6월 29일에 정전협정 조인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본회담 

재개를 요구하는 서한을 공산군사령관에게 보냈다. 공산군 측에서는 7월 8일 정

전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와 정전협정 서명 이전의 준비사항을 토의하는 데 동의

한다고 회신을 보내 왔다. 이에 따라 7월 10일 휴전회담 본회의가 속개되었다.

공산군 측에서는

처음부터 한국정부

의 반공포로 석방

을 문제 삼았다. 그

들은 한국정부의 정

전협정 준수 전망

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유

엔군사령부가 한국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

구심을 표명하였다. 

유엔군 측에서는 권한범위 내에서 한국정부의 협력을 보장할 것임을 분명히 하

판문점에 있는 휴전회담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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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승만-로버트슨 회담의 결과가 발표된 7월 12일에 휴전을 방해하지 않겠다

는 한국정부의 약속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공산군 측에 알렸다. 한국정부는 7월 

11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특사인 로버트슨과 가진 회담에서 한미상호방

위조약 체결에 합의함에 따라 휴전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다. 그럼

에도 공산군 측에서는 계속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보다 더 

구체적인 보증과 석방된 포로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7월 13일 회담에서 이

승만 대통령의 “90일 동안 휴전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들고 나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이란, 7월 11일자 미국 신문기사의 내용이었다. 유엔군 측에서는 불확실한 신

문 기사보다 유엔군 측 대표의 말을 믿으라고 했지만, 공산군 측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공산군 측이 전선에서 공세를 계속하며 협상에서 계속 사소한 문제를 들고 나와

시간을 지연시키려 하자, 7월 14일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해리슨 휴전회담 수석

대표에게 공산군 측이 앞으로도 전과 같이 회담을 지연시키면 퇴장해도 좋다고 지

시하였다. 이에 7월 15일 회담에서 공산군 측이 회의를 계속 지연시키려 하자, 유

엔군 측 대표단이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렸다. 공산군 측은 다음 날(16일) 2일간의 

휴회를 제의한 후 17일에 다시 휴회 기간을 19일까지로 연장시켰다. 

양측의 휴전회담 대표들이 7월 19일 판문점에서 다시 모였을 때에는 유엔군이 

중공군의 최후공세를 저지하여 전선이 안정된 상태였다. 공산군 측 수석대표 남일

은 유엔군 측의 태도에 만족하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정전을 위해 언제라도 

최종합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양측 대표들은 정전을 위한 마지막 

토의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양측이 매듭지어야 할 문제는 네 가지였다. 첫째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대 설정문제, 둘째 송환을 원치 않는 포로들의 인도 장소문제, 셋째 정전협정에 

의거해서 설치될 각종 위원회의 활동 개시에 관한 문제, 넷째 정전협정 문서의 조

인을 위한 준비사항 등이었다.

군사분계선 설정문제는 중공군의 최후공세로 전선지역이 변동됨에 따라 양측 연

락장교들이 20일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21일에 군사분계선을 수정하기로 합의하였

다. 그러나 지도에는 수정된 최종 군사분계선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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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에 대해서는 7월 22일 유엔군 측이 일괄타결안을 제시하고 이를 공산군 측

이 받아들이면서, 양측은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우선 

유엔군 측은 본국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들의 인도장소로 비무장지대 남쪽지역

을 제시하고, 포로들을 포로송환위원회에 인계할 것을 제의하였다. 공산군 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문제는 마무리되었다. 

다음으로 양측은 본국으로 송환될 포로와 포로송환위원회에 인계할 포로의 수에 

관심을 가졌다. 유엔군 측에서는 북한군 포로 6만 9,000명과 중공군 포로 5,000명

을 공산군 측에 송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가 중공군이 1만 4,500명, 북한군이 7,800명이라고 발표하였다. 공산군 측이 

통보한 포로 현황은 미군이 3,313명, 국군이 8,186명이었다. 공산군 측이 발표한 

포로 현황은 유엔군 측에서 예상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유엔군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 설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군 측이 제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과 운용세칙 등에 관한 계획안을 공산군 측이 반대하지 않

음으로써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7월 23일까지 정전과 관련된 장애

물들은 대부분 처리되었다. 

끝으로 유엔군 측은 정전협정 서명과 관련하여 양측의 최고사령관이 서명할 것

을 공산군 측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공산군 측은 양측의 최고사령관이 각자의 사

령부에서 서명하고 뒤이어 판문점 회담장소로 보내 그 원본에 쌍방의 수석대표가 

서명하여 교환하자고 하였다.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해리슨 수석대표에게 이를 

거부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산군 측도 쉽게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그렇다면 나는 도쿄의 유엔군사령부에서 서명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서명 방식을 놓고 회담을 결렬시킬 수 없다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은 공산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써 정전협정 조인식은 휴전회담 수석대표들이 판문점에서 먼저 거행하기로 

합의하고, 추후에 양측 최고사령관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조인시각은 

7월 27일 오전 10시 정각으로 하되, 발효는 이날 밤 10시부터인 것으로 합의하였

다. 클라크 장군은 유엔군 부대에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간 동안 해군과 공군

의 계획된 작전을 제외하고는 방어진지의 유지와 부대의 정비 상태를 확인하는 데 

국한하라고 지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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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이 발발한지

3년 1개월 만인 1950년

7월 27일 오전 9시 57분

경, 본회의를 주관해 왔

던 양측의 휴전회담 대

표들이 회의장에 들어

섰다. 유엔군 측 수석

대표 해리슨과 공산군 

측 수석대표 남일은 회

의장의 반대쪽에서 각

각 자리에 앉았다. 휴전회담 대표들이 앉은 책상 위에는 정전협정문을 비롯하여 

첨부문건인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범위’와 ‘정전협정에 대한 임시적 보충협정’이 

놓여 있었다. 이들 문서는 모두 18부로 영문 6부, 중문 6부, 그리고 국문 6부로 

되어 있었다. 서명은 휴전회담 양측 수석대표가 각각 9부씩 하고 난 다음 서로 

교환하여 다시 9부씩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양측 수석대표는 단 한마디의 인사말도 나누지 않고서 자리에 앉자마자 정전협

정 문서에 서명하기 시작하였다. 오전 10시 12분경 조인을 마친 유엔군 측 해리

슨 대표가 먼저 헬리콥터를 타고 판문점을 출발하였고, 뒤이어 공산군 측 대표 남

일과 그 일행이 소련제 지프차에 나눠 타고 판문점을 떠났다.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된 지 2시간 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각 신문과 방송

을 통해 한국정부의 입장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승만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대한

민국이 휴전에 협력할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포하였다. 아울러 송환을 반대하는 포

로들에게도 한국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만약 정치협상이 실패하는 날에는 국군이 

또 다시 무기를 잡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 발표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에서도 정전의 성립을 알리는 미국 대통령의 성명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날(27일) 오후 1시에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장군은 문산에서 한국의 휴

전회담 대표인 최덕신 장군과 미 제8군사령관 테일러 장군, 극동해군사령관 브리

스코(Robert P. Briscoe) 제독, 극동공군사령관 웨이랜드(Otto P. Weyland) 장

군 등이 배석한 가운데 정전협정문에 서명하였다.

정전협정 문서에 서명하고 있는 양측 수석대표
(왼쪽이 해리슨, 오른쪽이 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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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조인 직후 지상에서의 모든 전투는 중단되었지만 포격전은 계속되었

다. 유엔군 전폭기들은 정전감시단이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공산군의 전투력을 조

금이라도 더 감소시킬 목적으로 북한의 비행장·철도·도로 등을 폭격하였다. 해

상에서도 유엔 해군의 전함들이 고성과 원산에 대해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날 밤 10시가 되자 한반도 전역에서는 포성이 멎었고, 37개월 간의 전투는 막

을 내렸다.

공산군 측도 북한의 김일성이 7월 27일 밤 10시에 평양에서 정전협정문에 서명

하고, 중공군의 펑더화이도 다음 날(2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성에서 서명함으로

써 정전협정 조인 철차는 모두 끝나게 되었다.

2. 정전체제 구축

정전협정의 체결로 전선에서는 1953년 7월 27일 밤 10시를 기해 일제히 총성

이 멎었다. 다음 날부터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정전협정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양측이 이행해야 할 정전협정 내용은 5개조 63항이었다. 

정전협정서에 최종 서명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수석대표 및 사령관의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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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제1조에 따라 7월 28일 아침부터 전선부대들은 현 위치에서 2㎞씩 물

러서기 시작하였다. 비무장지대 내에서 양측의 군사력 철수는 7월 30일까지 완료

되었고, 위험물과 지뢰 등의 제거작업이 시작되었다. 군사분계선 이북에 위치한 

동·서해안의 도서(島嶼)에서도 국군과 유엔군이 철수를 개시하였다. 서해안에서

는 유엔군사령관의 군사적 관할로 남게 된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

평도·우도)를 제외한 섬들에서 8월 2일까지 철수하였고, 동해안에서는 비무장지

대 남방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섬들에서 철수하였다. 또한 포로송환을 위해 거제도

본문 5개 조항 주요 내용

제1조(1∼11항)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2㎞씩 후퇴하여 비무장지대 설정

•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군사분계선에 표식물 설치

• 비무장지대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

• 비무장지대 내의 출입 및 군사분계선 통과는 군사정전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가능

• 비무장지대 내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위해 출입하는 

인원은 각각 1,000명을 초과하지 못함

제2조(12∼50항) 

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 정전협정이 조인된 지 12시간 후부터 한반도 내 적대행위

완전 중지 보장

•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와 적대행위 방지를 위해 군사

시설 철거

• 해상의 모든 도서(島嶼)에서 군사력 철거, 양측의 도서 

관할권은 1950년 6월 24일을 기준으로 함. 단 백령도·

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서해 5도는 유엔군

사령관의 통제 아래에 둠 

• 한반도 외부로부터의 인원 증원과 무기·장비 증강 중지 

• 국제적 감시기구로서 군사정전위원회, 공동감시소조, 

중립국감시위원회를 운영

제3조(51∼59항)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 정전협정 효력 발생 후 60일 이내에 포로 송환

• 포로 송환 업무를 위해 전쟁포로송환위원회 설립

• 판문점에서 전쟁포로의 인도·인수

제4조(60항)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 정전협정 효력 발생 후 3개월 내에 외국군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 소집

제5조(61∼63항) 

부칙

• 정전협정의 모든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밤 10시부터 

효력 발생

<표 8-1> 정전협정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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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제주도 일대에 수용되어 있던 북한군 포로 3,600명과 중공군 포로 1,200명이 

LST를 이용해 인천으로 수송되었다.

이어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군사분계

선(MDL)을 확정하고 비

무장지대(DMZ) 설치작

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

라 군사분계선은 한강

하구-임진강하구(문산 

서남 8㎞)-판문점-고

양대-유정리(철원북쪽 

12㎞)-하감령-밤성골

-문등리-신탄리-수

령-동해안 감호(남쪽

1㎞)를 잇는 선으로 확

정되었으며, 군사분계

선 155마일(약 248㎞)을 따라 200∼500m 간격으로 1,292개의 표식물이 설치되

었다.

이로써 1945년 8월 15일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항복접수를 위해 연합국이 설정

한 38도선에 의해 분단되었던 한반도는 정전협정이 조인됨에 따라 ‘군사분계선’ 

또는 ‘휴전선’이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또다시 남북이 나뉘게 되었다.

한편 정전협정 제2조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 등 정전체제를

관리할 기구도 설치·운영되었다.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Committee :

MAC)는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위반사건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양측에서 각각 5명씩 총 10명의 고

위급장교로 구성되었으며, 10개의 공동감시소조(Joint Observer Team : JOT)를 

편성·운영하였다. 이때 1개의 공동감시소조에는 4~6명의 영관급 장교가 배치되

었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첫 회합은 1953년 7월 28일 판문점에서 열렸다. 이날 양

측은 군사정전위원회 위원들을 서로 소개하고 신임장을 교환하였는데, 유엔군 측 

<상황도 8-1>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1953. 7.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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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위원으로 미 극동군사령부 참모부장이던 브라이언(Blackshear M. Bryan) 소

장이, 공산군 측 수석위원으로 휴전회담 대표였던 이상조 소장이 각각 임명되었

다. 이후 양측은 공동감시소조 운영과 비무장지대의 관리문제, 포로 및 중립국감

시위원회의 수용시설 설치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또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들을 

8월 5일부터 교환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표 8-2> 정전관리기구 편성표

그리고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4개국 대표로 구성된 중립

국감시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 NNSC)는 한반도에

서 새로이 군사력 증강을 금지시키는 일을 주요 임무로 하였다. 이를 위해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남한의 인천·대구·부산·강릉·군산과 북한의 신의주·청진·흥

남·만포·신안주를 통해 교체되는 병력과 군사장비 및 탄약에 대해 감독·시찰·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중립국감시위

원회의 활동은 1953년 8월 12일부터 시작되었지만, 공산군 측이 중립국감시위원

회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음에 따라 활동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설정, 그리고 정전관리기구의 설치문제가 비교적 순

조롭게 진행되었던 반면에 정전협정 체결 시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포로 교환문

군사정전위원회(MAC)
유엔군 측 5명/공산군 측 5명

중립국감시위원회(NNSC)
스위스, 스웨덴 / 체코, 폴란드

각 1명

비서처
유엔군 측(서울)
공산군 측(개성)

공동감시소조(JOT)
(10개조)

비서처
중립국 감시소조

(20개조)

분조(필요시) 분조(필요시)

공동일직사무실(판문점)
유엔군 측 장교/
공산군 측 장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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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정전협정 이행 과정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 송환희망포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중립국송환위원회(인도·스위스·스웨

덴·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의 감독 하에 1953년 8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송환

이 완료되었지만, 송환거부포로의 처리가 문제였다. 정전협정 조항에는 송환거부

포로를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관리하면서 양측의 대표가 일정기간 그들을 설득하게 

되어 있었다. 송환거부포로들은 유엔군 측이 9월 23일에, 그리고 공산군 측이 24

일에 각각 비무장지대에서 중립국송환위원회로 인도하였다.

<표 8-3> 상병(傷兵)포로 및 송환희망포로의 송환 예정과 최종 송환 현황 비교

구분
상병포로

(1953.4)
송환포로 계

송환된 

유엔군 포로

한국군 471(450) 7,862(8,186) 8,333(8,536)

유엔군 213(150) 4,911(4,578) 5,124(4,728)

계 684(600) 12,773(12,764) 13,457(13,364)

송환된 

공산군 포로

북한군 5,640(5,100) 70,183(69,000) 75,823(74,100)

중공군 1,030(700) 5,640(5,640) 6,670(6,340)

계 6,670(5,800) 75,823(74,000) 82,493(79,800)

비고 :  ( )안의 숫자는 송환예정 인원이며, 표의 숫자는 최종적으로 송환된 인원

송환거부포로에 대한 설득작업은 상당히 지연되어 90일간의 마감시한인 12월 

23일까지도 2만 2,604명의 공산군 포로 중 3,190명만이 면담에 응한 상태였다. 

문제는 면담을 받지 않은 포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

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에서는 90일이 지나도 남는 미송환자의 경우 정치회담에

서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하

도록 되어 있었다. 정치회담의 개최가 요원한 가운데 이들 송환거부포로의 처리문

제를 놓고서 중립국송환위원회마저 분열되었다.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공산 측 대표

들은 포로의 처리를 양측 군사지휘부에 맡기자는 안을 내왔으며, 유엔 측 대표들

은 자동적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표결에 부쳐 인도

가 공산 측 안을 지지함으로써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할하에 있던 송환거부포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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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시 양측의 군사지휘부로 돌려보내졌다. 유엔군사령부는 공산군 측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두 석방하였다.

<표 8-4> 공산군 송환거부포로의 처리 결과

구분 북한군 중공군 계

공산군 측으로 귀환 188 440 628

탈출 및 행방불명 11 2 13

인도군 관리 중 사망 23 15 38

인도로 이송 74 12 86

유엔군 측으로 전향 7,604 14,235 21,839

총계 7,900 14,704 22,604

  

    

<표 8-5> 국군 및 유엔군 송환거부포로의 처리 결과

구분 국군 미군 영국군 계

유엔군 측으로 귀환 8 2 - 10

인도로 이송 2 - - 2

공산군 측으로 전향 325 21 1 347

총계 335 23 1 359

끝으로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군 철수와 한반도문제

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을 소집하기로 한 협정조항(제4조)은 회담 참가국

과 개최 장소에 대한 의견 차이로 판문점 예비회담에서 좌초됨으로써 본회담은 열

리지도 못하였다. 그 후 1954년 4월 26일 제네바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

리문제를 논의하던 미·소·영·불 4개국 외상의 주선으로 뒤늦게 정치회담이 열

렸지만,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방안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한 채 6월 15일 결렬되었다. 제네바 정치회담이 결렬됨으로써 정전협정에 

규정된 정치회담은 실질적으로 무산되었고,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 가닥의 희망마저 사라지게 되었다. 한반도는 또다시 언제 열전으로 바뀔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정세를 맞이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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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전쟁의 영향과 국군의 발전

1. 전쟁의 의미와 영향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3년 1개월간 진행된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제2

차 세계대전 종전 후 국제적 냉전 질서 하에서 발발한 국지적 열전으로 공산진영

의 세력 팽창에 맞선 자유진영의 방어전쟁이라는 성격을 지녔다. 또한 이 전쟁은 

시작단계부터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전쟁의 준비와 결정에서 소련과 중국

의 지도와 지원이 있었고, 유엔군과 중공군이 참전한 후에는 유엔군사령관과 중공

군사령관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주도함으로써 국제전적 성격이 확대되었다.

6·25전쟁은 한반도지역에 국한된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라는 특징을 지녔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전쟁은 급기야 세계 25개국(남·북한 포함)이 직접 참여하는 

국제전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동 ‧ 서 양대 진영의 중심축이었던 미국과 소련을 비

롯해 초강대국들이 모두 이 전쟁에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제

한전이라는 특징을 지니기도 하였다.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였지만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전쟁의 확대를 막았다. 또한 유엔군은 전쟁을 한반도 내에 국한시키

고 전쟁의 목표도 공산군의 침략을 격퇴하는 데 한정하였다.

침략전쟁, 이념전쟁, 그리고 전장이 한반도에 국한된 세계적 규모의 제한전쟁이

라는 특성 때문에 6·25전쟁은 유례없이 잔인하고 격렬하게 치러져 많은 전쟁피

해가 발생하였다. 인명피해는 300만 명 이상으로 이는 당시 약 3,000만 명의 

남·북한 전체 인구 중 10%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통계청의 공식 자료에 의하면, 남한 지역에서는 군인 약 62만

2천명(전사·사망 13만 7,899명, 부상 45만 742명, 실종 2만 4,495명, 포로 

8,343명), 경찰 약 1만 7,400명(전사 3,131명, 부상 6,760명, 납치·실종 7,487명),

민간인 약 99만 1천명(사망 37만 3,599명, 부상 22만 9,625명, 납치 8만 4,532명,

행방불명 30만 3,212명) 등 총 162만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의 인명피해는 북한 측에서 정확한 통계수치를 제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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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특히 북한군의 피해현황

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군사정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약 64만 명(전사·사망 및 부상 52만 명, 실종 12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

으로 나타난다. 민간인의 경우에는 1954년 북한 중앙통계국에서 107만 8천명(사

망 28만 2,000명, 실종 79만 6,000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북한지역에서는 최소한 약 173만 8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남·북한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외에도 6·25전쟁에서는 참전국들의 인명피해가 

적지 않았다. 유엔군으로 참전한 21개국(전투부대 파병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의 인명피해는 전사·사망 3만 7,902명, 부상 10만 3,460명, 실종 3,950명 등 

14만 5,312명이었다. 공산군 측에서는 중공군의 인명피해가 전투손실로 사망 11만 

6,000여 명, 부상 22만여 명, 실종 29만여 명 등 총 36만 5,000여 명이었으며, 

비전투손실로 사망이 2만 5,000여 명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중공군의 인명피해는 

모두 39만여 명에 이르며, 이 통계수치는 중국정부가 공식 발표한 것이었다. 그런

데 이 수치에는 한국과 미국 측에서 추정하는 비전투손실 부상자 약 60만 명이 

누락되어 있다. 이를 종합할 경우 중공군의 인명피해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소련군의 인명피해는 전투손실 사망이 294명, 비전투손실 사망이 21명

으로 총 315명이었다.

<표 8-6> 유엔군 인명 피해 현황

국 명 전사/사망 부 상 실 종 계

미 국 33,686 92,134 3,737 129,557

영 국 1,078 2,674 179 3,931

오스트레일리아 340 1,216 - 1,556

네 덜 란 드 120 645 - 

캐 나 다 516 1,212 1 1,729

뉴 질 랜 드 23 79 1 103

프 랑 스 262 1,008 7 1,277

필 리 핀 112 299 16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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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명 전사/사망 부 상 실 종 계

터  키 966 1,155 - 2,121

태  국 129 1,139 5 1,273

남아프리카공화국 36 - - 36

그 리 스 192 543 - 735

벨 기 에 99 336 4 439

룩셈부르크 2 13 - 15

에티오피아 122 536 - 658

콜 롬 비 아 213 448 - 661

인  도 3 23 - 26

노 르 웨 이 3 - - 3

합 계 37,902 103,460 3,950 145,312

인명피해 말고도 전쟁으로 인해 323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으며, 1952년 3월 

15일까지 발생된 전재민의 수가 천만 명을 넘어섰다.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전재민(戰災民)의 숫자는 훨씬 늘어났겠지만 정확한 통계수치가 없기 때문에 확인

된 수치만을 따르더라도 전체 인구의 1/2 이상이 전쟁의 직접 피해자였다. 

여기에다 전쟁으로 개인의 가옥과 재산은 물론, 미미한 수준에 있었던 국가 기

간산업시설과 공공시설마저도 송두리째 파괴되었다. 남한의 물적 피해는 총 

4,100억 환이었다. 이는 1953년 당시의 시장환율(미화 1달러당 한화 180환)을 적

용할 경우 22억 달러에 해당하였다. 1953년도 국민소득이 3,570억 환임을 고려할 

때 물적피해가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물적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컸다. 1954년 북한의 중앙통계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공업 총생산량

이 약 40% 이상 감소하였으며, 산업시설물 약 9,000동, 주택 60만 동을 비롯한 

수많은 시설물의 파괴와 수십 만에 이르는 각종 가축들의 피해 등으로 총 피해액

이 4,2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피해액은 1953년 북한의 1가구 당 

평균소득이 3,388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17년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인적·물적 피해와 더불어 6·25전쟁은 종전이 아닌 ‘적대적 행위의 군사행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채 끝남으로써, 이후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적 이질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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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남한에 대해 도발을 지속하면서 정전체제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의 피해와 고초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반공의식과 생존을 위한 

정신력은 더욱 강인해졌고, 이것은 전후복구와 재건의 원동력이 되었다. 우방국들

은 파괴된 한국의 국토를 복구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유

엔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한국에 대한 구호와 재건 지원은 군사원조 액수를 제외하

고도 무려 35억 달러에 이르렀다. 여기에 참여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하여 63개국

에 달하였다. 이는 당시 전 세계 독립국가 93개국 중 68%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결국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력과 우방국들의 지원이 전쟁의 폐허를 빠르게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사회민주화의 초석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 국군은 내부치안 유지에 적합한 수준으로서, 외부로

부터의 위협에 대처할 만한 군대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서 전쟁이 발발하자 전투력 수준과 훈련 및 전투준비 면에서 열세한 국군은 3일

만에 서울을 내주고 한달만에 낙동강선까지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군대가 

전쟁을 치르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개전 초기 부대의 건재를 유지하면서 후퇴한 국군 부대는 춘천의 제6사단과 강

릉의 제8사단뿐이었다. 국군은 철수를 거듭하면서도 계속해서 병력 충원을 시도하

는 한편, 미국이 지원하는 무기와 장비로 무장해 나갔다. 또한 모병제도의 개선을 

통해 항구적인 병력 충원의 근간을 마련고자 하였다. 국방기구의 개편과 육·해·

공군의 전력 증강은 이러한 노력의 과정인 동시에 결과물이었다.

육군은 전쟁 초기 낙동강전선으로 철수해야 하는 극한상황에 이르기도 했지만 

인적·물적인 손실을 보충하면서 병력과 장비의 급속한 증강을 도모하고 우방국의 

지원을 받아 전세를 만회할 수 있었다. 그 후 낙동강전선에서의 반격작전과 북진

작전 그리고 38도선 부근의 고지쟁탈전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전력을 증강하여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는 전선의 절반 이상을 전담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전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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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사단이었던 육군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 20개 사단(1953년 11월, 증설 2개 사

단 포함)으로 성장하였으며, 병력도 49만 7,0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외형상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화력과 기동력, 그

리고 지휘능력 면에서의 변화가 특히 눈부셨다. 전쟁 발발 전 105mm 8개 대대에 

불과했던 포병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 전투 준비가 완료된 16개 사단이 모두 미군 

사단과 동일하게 3개의 105mm 포병대대와 1개의 155mm 포병대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전쟁 발발 당시 단 1대도 없었던 전차는 3개 군단에 1개 대대씩을 

배속하여 운영할 정도로 증강되었고, 그 운용 능력도 미군이 인정할 만큼 빠르게 

향상되었다. 그리고 1953년 7월 중공군의 최후공세 때 금성지구 전투에서 국군 

제2군단이 보여준 끈질긴 저항과 즉각적인 반격은 국군의 전투수행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렇듯 정전협정 체결 무렵의 육군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군대로 탈바꿈하였다. 

해군과 공군 또한 전쟁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해군은 전쟁발발 당

시 4개 정대로 작전임무를 수행해 가면서 병력과 장비를 꾸준히 증강하여 전쟁 말

기에는 6개 정대를 기간으로 하는 1개 함대로 성장하였다. 병력도 개전 초기 

6,956명(해병대 1,241명 포함)에서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4만 2,362명(해병대 2

만 7,500명 포함)으로 증강되었으며, JMS(소해정) 8척, YMS(소해정) 13척, PF

(호위함) 4척, PT(어뢰정) 3척, PCS(구잠정) 4척, PG(경비정) 2척, PC(구잠함) 5

척, LCI(상륙정) 1척, LST(상륙함) 4척, LSSL(대형상륙정) 4척, AKL(수송함) 5척, 

AO(유조함) 2척, ATA(예인함) 1척, GB(항만정) 1척 등 총 57척의 함정을 보유하

게 되었다.

공군은 개전 당시 소규모의 비행단 체제로 연락기와 연습기 등 소형 항공기 22대

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는 2개 전투비행단과 1개 훈련비행

단으로 성장하였으며, 병력도 개전 초기 1,897명에서 1953년 6월 30일에 1만 

1,481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보유 항공기도 F-51기 78대, T-6기 17대, L형 

항공기 22대, C-47수송기 1대 등 총 118대로 늘어났으며, 한국 공군의 단독작전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이에 더하여 6·25전쟁의 결과로써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군사동맹을 

굳건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태평양지역 안보에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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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8월 8일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서울에서 가조인하고, 10월 1일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11월 17일 ‘한미합의의사록’이 교환된 뒤 이듬해 11월 17일 정식 발효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문과 본문 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에는 외부로부

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공동방위의 결의가 명시되어 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으

로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둘째, 한·미 

두 나라는 상대 당사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력공격에 대해서 각국 헌법상

의 절차에 따라 공동으로 대처한다. 셋째, 한국은 미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

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고, 미국정부는 이를 수

락한다. 넷째, 두 나라 중 어느 한 나라가 이 조약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국

에게 1년 전에 미리 통고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의 재침략을 억제하고 한국에 대한 어떠한 침략세력의 

공격에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

가 지역 내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전후하여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양자 또는 다자간 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을 포함한 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버금가는 동맹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6·25전쟁을 돌이켜 볼 때, 전쟁은 철저한 대비에 의해서만 막을 

수 있으며,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성취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

을 수 있다. 6·25전쟁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현재를 살아

가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겨놓았다. 따라서 남·북한의 분단체제를 통일로 이어

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더욱더 진지하고 절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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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유엔군 참전 및 피해 현황

지원

구분 
참전국 

참전연인원

(명)
참전형태 한국도착일자

전투

지원

(16)

미    국 1,789,000

해군
극동 해군, 

미 제7함대 1950.  6. 27.

공군 극동 공군

육군

야전군 : 1

군단 : 3

보병사단 : 8

해병사단 : 1

연대전투단 : 2

1950.  7.  1.

영    국 56,000

해군
함정 17척

(항모 1척 포함)
1950.  7.  1.

육군
보병여단 : 2

해병특공대 : 1
1950.  8. 28.

호    주 17,164

해군

항공모함 : 1척

구축함 : 2척

프리깃함 : 1척 1950.  7.  1.

공군
전투비행대대 : 1

수송기편대 : 1

육군 보병대대 : 2 1950.  9. 27.

네덜란드 5,322
해군 구축함 : 1척 1950.  7. 19.

육군 보병대대 : 1 1950. 11. 23.

캐 나 다 26,791

공군 수송기대대 : 1 1950.  7. 28.

해군 구축함 : 3척 1950.  7. 30.

육군 보병여단 : 1 1950. 12. 18.

뉴질랜드 3,794
해군 프리깃함 : 1척 1950.  7. 30.

육군 포병대대 : 1 1950. 12. 31.

프 랑 스 3,421
해군 구축함 : 1척 1950.  7.   

육군 보병대대 : 1 1950.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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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구분 
참전국 

참전연인원

(명)
참전형태 한국도착일자

전투

지원

(16)

필 리 핀 7,420 육군 보병대대 : 1 1950.  9. 19.

터    키 21,212 육군 보병여단 : 1 1950. 10. 17.

태    국 6,326

해군
프리깃함 : 7척

수송선 : 1척 1950. 11.  7.

육군 보병대대 : 1

공군 수송기편대 1951.  6. 18.

남아공화국 826 공군 전투비행대대 : 1 1950. 11.  12.

그 리 스 4,992
공군 수송기편대 1950. 12.  1.

육군 보병대대 : 1 1950. 12.  9.

벨 기 에 3,498 육군 보병대대 : 1 1951.  1. 31.

룩셈부르크 100 육군 보병소대 : 1 1951.  1. 31.

에티오피아 3,518 육군 보병대대 : 1 1951.  5.  6.

콜롬비아 5,100
해군 프리깃함 : 1척 1951.  5.  8.

육군 보병대대 : 1 1951.  6. 15.

의료

지원

(5)

스 웨 덴 1,124 병원 적십자병원(SRCH) 1950.  9. 23.

인    도 627 병원 제60야전병원 1950. 11. 20.

덴 마 크 630 병원선 병원선(Jutlandia호) 1951.  3.  2.

노르웨이 623 병원
이동 외과병원 

(NORMASH)
1951.  6. 22.

이탈리아 128 병원 제68적십자병원 1951. 11. 16.

비고 : 참전국 순서는 전투부대 파견국, 한국 도착일자, 의료부대 파견국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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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엔 물자지원국 현황(1950. 7.∼1956. 6.)

구분 국명 제의시기 지원기관 지원액 지원시기 비고

1 과테말라 - UNKRA 7,704 ’53.12. 이전
목재

(미산정)

2 도미니카 - UNKRA 275,200 ’53.6.

3 독일(서독) - ERP 47,619(현물) ’54.8. 이전

4 라이베리아 50년 CRIK 15,000(현물) ’51년 생고무

5 리히텐슈타인 - UNKRA 465(현금) ’56.6. 이전

6 레바논 50년 UNKRA 50,000(현금) ’52.12. 이전 현금

7 모나코 - UNKRA 1,144 ’54.8. 이전 현금, 물자

8 멕시코 50년 CRIK 346,821(현물) ’51년 두류, 닭고기

9
버마

(미얀마)
- CRIK 49,934(현물) ’51년 식량

10 베네수엘라 50년 CRIK 180,842 ’51년 현금, 의료품

11 베트남 - UNKRA 11,943(현물) ’52.12. 이전 현금, 물자

12
사우디

아라비아
- UNKRA 20,000(현금) ’52.12. 이전

13 시리아 - UNKRA 3,650 ’53.12.

14 스위스 - UNKRA 313,954 ’53.6. 이전 현금, 물자

15 아르헨티나 - CRIK 500,000(식량) ’52.5. 이전
식량, 의약, 

비누

16 아이슬란드 50년 CRIK 45,400(현물) ’51년 간유

17 아이티 - ERP 2,000(현물) ’54.8. 이전

18 이스라엘 50년 CRIK 96,600(현물) ’51년 미곡, 의약

19 이란 - CRIK 3,900(현물) ’52.5. 이전 미곡, 직물

20 이집트 - UNKRA 28,716(현물) ’53.12. 이전

21 인도네시아 - UNKRA 143,706(현금) ’52.12. 이전

22 일본 - CRIK 50,000(현물) ’5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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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명 제의시기 지원기관 지원액 지원시기 비고

23 에콰도르 50년 CRIK 99,441(현물) ’51년 미곡

24 엘살바도르 - - 500(현금) ’53.12. 이전

25 오스트리아 - CRIK 3,616,446 ’52.5. 이전 현금, 미곡

26 온두라스 - UNKRA 2,500(현금) ’52.12. 이전

27 우루과이 50년 ERP 250,780(현물) ’54.8. 이전 모포 등

28 자메이카 - CRIK 25,167(현물) ’51년 미곡

29 중국(대만) 50년 CRIK 634,782(현물) ’52.5. 이전
석탄, 미곡, 

연료

30 칠레 - UNKRA 250,000(현금) ’53.12.

31 쿠바 50년 CRIK 270,962(현물) ’51년 미곡, 의약

32 캄보디아 - CRIK 27,420(현물) ’51년 현금, 미곡

33 코스타리카 - CRIK ? ’51년 물품

34 파나마 - UNKRA 3,000 ’53.12. 이전

35 파라과이 50년 UNKRA 10,000(현금) ’54.8. 이전

36 파키스탄 50년 CRIK 378,285(현물) ’51년 소맥, 현금

37 페루 50년 ERP 58,723(현물) ’54.8. 이전 군화밑창

38 헝가리 - CRIK ? ’51년 물자

39 교황청 - UNKRA 10,000(현금) ’56.6. 이전

40 니카라과 50년 UNKRA - -
지원의사

표명

41 볼리비아 50년 UNKRA - -
지원의사

표명

42 브라질 50년 UNKRA - -
지원의사

표명

비고 : 가. 전투부대 및 의료지원 국가를 제외한 순수 물자지원 국가임.

     나. 니카라과, 볼리비아, 브라질은 지원 의사를 밝힌 국가임.

     다. CRIK(한국민간구제단), ERP(유엔 긴급구제계획), UNKRA(유엔한국재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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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군 및 유엔군 인명 피해 현황 
단위 : 명

국 명 전사/사망 부 상 실 종 포 로 계

한 국 137,899 450,742 24,495 8,343 621,479

미 국 33,686 92,134 3,737 4,439 133,996

영 국 1,078 2,674 179 978 4,909

오스트레일리아 340 1,216 - 28 1,584

네 덜 란 드 120 645 - 3 768

캐 나 다 516 1,212 1 32 1,761

뉴 질 랜 드 23 79 1 - 103

프 랑 스 262 1,008 7 12 1,289

필 리 핀 112 299 16 41 468

터  키 966 1,155 - 244 2,365

태  국 129 1,139 5 - 1,273

남아프리카공화국 36 - - 8 44

그 리 스 192 543 - 3 738

벨 기 에 99 336 4 1 440

룩셈부르크 2 13 - - 15

에티오피아 122 536 - - 658

콜 롬 비 아 213 448 - 28 689

인  도 3 23 - - 26

노 르 웨 이 3 - - - 3

합 계 175,801 554,202 28,445 14,160 772,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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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한민국 시·도별 인명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단위 : 명

구 분 사망 학살 부상 납치 행불 계

서 울 29,628 8,800 34,680 20,738 36,062 129,908

경 기 39,728 7,511 25,479 16,057 39,965 128,740

충 북 24,320 3,409 12,658 6,312 23,304 70,003

충 남 23,707 5,561 20,290 10,022 15,829 75,409

전 북 40,462 14,216 15,364 7,210 14,609 91,861

전 남 14,193 69,787 52,168 4,171 53,469 193,788

경 북 35,485 6,609 21,061 7,584 27,112 97,851

경 남 19,963 6,099 32,417 1,841 11,986 72,306

강 원 17,122 6,825 15,483 10,528 80,819 130,777

제 주 55 119 25 69 57 325

계 244,663 128,936 229,625 84,532 303,212 990,968

<표 5> 대한민국 시·도별 피난민 현황
단위 : 명

구 분 1951. 3. 31. 1951. 5. 31. 1952. 12. 31. 1953. 4. 30.

서 울 128,400 - 72,461 40,219

경 기 1,729,516 1,661,312 723,374 804,030

충 북 700,300 270,051 126,843 156,713

충 남 760,477 802,572 291,152 275,932

전 북 329,032 414,103 383,153 326,331

전 남 523,125 577,737 130,153 156,929

경 북 1,383,208 575,292 227,789 229,089

경 남 558,496 521,414 342,574 440,415

강 원 330,800 987,160 766,04 161,311

제 주 71,228 148,794 20,815 20,359

총 계 6,514,582 5,758,435 2,394,918 2,61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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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전재민(戰災民) 종합 현황(1952. 3. 15.)
단위 : 명

구 분 세대수 인원

남한피난민 421,228 1,714,992

월남피난민 135,745 618,721

전재민 656,949 3,419,996

원주빈민 890,739 4,375,413

전재고아 - 48,322

기  타 - 11,857

총 계 2,104,661 10,189,301

<표 7> 북한군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출 처 문 헌 사 망 실종/포로 비전투손실 총 계 비 고

한국전란4년지 508,797 98,599 - 607,396

군사정전위원회편람 520,000 120,000 - 640,000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522,000 102,000 177,000 801,000

사망에

부상 포함

<표 8> 북한지역 민간인 피해 현황
단위 : 명

사 망 실종
중국·소련 등

국외 소개

정전 후 대한민국 

편입
총 계

282,000 796,000 80,000 40,000 1,198,000

비고 : 자료는 1954년 북한 중앙통계국에서 발표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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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6·25전쟁 기간 중공군 인명피해 현황(중국 측 발표)

전 투 손 실 비전투손실
총 계

사망 부상 행불/포로 소계 사망

116,000여 명 220,000여 명 29,000여 명 366,000여 명 25,000여 명 391,000여 명

비고 : 전투손실에서 전사+부상자+행불/포로의 수는 365,000여 명이나, 여기서는 중국 측이

발표한 자료 원문을 그대로 기록하였음. 

<표 10>  6·25전쟁 기간 중공군 인명피해 현황(한국 측 추정)
단위 : 명

구 분 전투 손실 비전투 손실 계

사 망 135,600 13,000 148,600

부 상 208,400 590,000 798,400

실 종   3,900 -   3,900

포 로 21,700 - 21,700

총 계 369,600 603,000 972,600

<표 11> 소련군의 피해 현황
단위 : 명

유  형 장교 하사관 사병 계 항공기 손실

전투 중 사망 161 43 78 282

335대
부상 후 사망 3 6 3 12

병사 4 1 16 21

합계 168 50 97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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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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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13, 17, 36, 40, 41, 57, 155,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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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선 31, 203, 204

경의선 5, 42, 200, 221

경인가도 142,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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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주 54,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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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랑포   31, 41, 198, 209, 211, 212, 283, 

286, 373

고령 180

고성 201

고왕산 449,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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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산 208

골든선 376, 377, 378

관악산 314, 315

광원리 190, 201

괴산 175, 177, 182

교암산 422, 452, 466, 471, 478,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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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221

구장동 223, 228, 229, 258, 265, 266, 268

구화리 16, 17, 212, 286, 366, 367, 448

국가안전보장회의(NSC) 191, 297, 300, 356

국제적십자사 410, 411, 412, 413, 435, 437,

               443,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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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량현 395, 396

군사분계선(MDL) 404, 407, 410, 411, 413,

414, 415, 416, 423, 424, 425, 428, 

452, 458, 485, 489, 490, 491

군사정전위원회(MAC) 406, 407, 410, 412, 428,

429, 430, 486, 487, 488, 491, 495

군산 16, 17, 88, 132, 133, 135, 138, 181,

182, 243, 490

군우리 223, 249, 257, 259, 267, 268, 269,

270, 271, 272, 277, 278, 284, 312, 

427

군위 94, 96, 103, 105, 162

그로미코(Andrei Gromyko) 404, 405

찾 아 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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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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