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및 유엔의 지원과 지연전의 전개

유엔군의 참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북한군의침공을 받게 되자 한국 정부는 즉시 이 사실을
유엔한국임시위원단
(UNTCOK)과 주한 미국대사관에통보
하면서유엔과미국으로하여금북한의남침행위를즉각 중지시켜줄 것
을 요구했다. 미국도한반도사태를유엔을통해 해결하려했다.

유엔군 편성 및 참전 결정
6월 25일(뉴욕시간)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미국이 제출한
‘북한군의 침략 중지 및 38선 이북으로의 철수’
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은 그때의 결의안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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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에서
한국 지원을
결의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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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자들이 순응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침략자들은 유엔 안보리
의‘경고성’결의를 무시했으며 침략 행위를 중지하지도 않았다.
이어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북한이 유엔의 결의안을 준수할 가능
성이 전혀 없으며 조기에 한국정부가 전복될 수 있다.”
는 비관적인 보고
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그들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제공하자.”
는 내용의‘6·26결의안’
을 통과시켰다. 그때의
결의안은 미국의 지상군 투입을 법적 또는 명분상으로 합법화하는 역할
을 제공했다. 또한 미국 이외에 유엔 회원국들과 자유우방이 한국에 필
요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그 같은 6·26결의에 따라 미국의 육·해·공군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다. 미군의 참전에 이어 자유진영 32개국이 유엔의 결의
를 지지했으며, 7월 중순에는 지지국이 52개국으로 증가했다. 그 후 한
유엔군을 지원해 6·25전쟁에 참가한 국가
구

분

국

가

전투부대파병
(16개국)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네델란드·
캐나다·뉴질랜드·프랑스·필리핀·터키·
타이·그리스·남아프리카공화국·벨기에·
룩셈부르크·콜롬비아·에티오피아

의료지원부대
(5개국)

스웨덴·인도·덴마크·노르웨이·이탈리아

물자지원
(20개국)

계

아르헨티나·볼리비아·브라질·칠레·
코스타리카·쿠바·에쿠아도르·엘살바도르·
아이슬란드·이스라엘·레바논·리베리아·
멕시코·니카라구아·파키스탄·파나마·
파라과이·페루·우루과이·베네수엘라
41개국

36

미국 및 유엔의 지원과 지연전의 전개

국을 돕기 위해 16개국이 전투부대의 파병을, 5개국이 의료 또는 시설
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유엔에 통보했다.

유엔군사령부의 창설
유엔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이 한국에 파견하게 될 부대의 지휘체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 7일,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제안한
유엔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결의안의 요지는“유
엔군사령부의 설치 및 사령관의 임명권을 미국에 부여하며, 유엔기 사
용을 승인한다.”
는 것이었다. 그 같은 결의는 유엔이 최초로 무력을 행
사할 수 있는 군 지휘기구를 설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때의 결의에 따라 미국은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를 초대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했다. 이에 따라 맥아더 원수는 도쿄에서 유엔군사령부
(United Nation Command)를 공식적으로 창설하고, 극동군사령부의 참

모진들을 유엔군사령부 참모로 겸임 발령했다. 결국 미 극동군사령부가
유엔군사령부의 지휘체제
유엔군사령부
(미극동군사령부)

본부및근무사령부

주일미군수사령부

미지상군

한국육군

미제8군사령부

주한미군사고문단

유엔지상군부대

미극동해군사령부

제7함대

유엔해군 한국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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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극동공군사령부

제5공군

전략공군

유엔공군 한국공군

알아봅시다! 6·25전쟁사(제2권 북한군 남침부터 중공군 개입까지)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즈 대장으로부터
유엔기를 받는
맥아더 원수

한국 작전 임무를 추가로 부여받아 유엔군사령부가 된 셈이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은 미 극동군사령부의 각 구성군 사령관인 미
제8군사령관, 미 극동해군사령관, 미 극동공군사령관을 통해 유엔 지
상·해·공군을 지휘하는 지휘체제를 수립했다. 이어서 7월 8일, 미 제8
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을 유엔군 지상군사령관으로 임
명해 13일부터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했다.
그 같은 일련의 과정 끝에 미국은 유엔군 작전의 전권을 위임받고, 유
엔군사령부를 통해 모든 유엔군의 지휘 및 통제를 담당하게 됐다.

생각해 봅시다!!
1. 한국과 미국이 유엔을 통해 한반도 사태를 해결하려 한 이유는?
2. 유엔군의 지휘권을 미국정부가 행사하게된 배경과 근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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