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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과반격·북진작전

유엔군사령부는북한의작전지대를낭림산맥을기준으로2

개 지역으로구분하고, 서측을미 제8군사령부에, 동측을미 제

1 0군단에부여했다. 이에따라동측산악지대를담당하게된 미 제1 0군단

은 원산으로상륙하게되었다. 그러나원산상륙작전은맥아더원수의최

대 실책으로기록되게되었다.

국군 제1군단의 원산 탈환작전

동부전선의 국군 제1군단은 1 0월 1일, 38선을 돌파해 북진을 시작한

이후 북한군 패잔병들을 소탕하면서 하루 평균 2 6㎞라는 놀라운 속도

로 진격을 계속했다. 당시 국군의 보급 사정은 대단히 좋지 못해 군화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음에도 장병들은 맨발에 헝겊을 감은 채 앞 다투

어 진격하는집념을 보였다.

1 0월 9일, 신고산을 점령한 국군 수도사단은남행열차에적재된 북한

군의 각종 소총 8천여정과 전차 4대를 비롯한 많은 무기와 의약품 등을

노획했다. 원산에서는북한군 제1 2사단을 주축으로한 경비여단과 육전

대 등 2만명에 가까운 패잔병 집단이 국군의 진격을 저지하려 했으나,

이미기세가 꺾인상태여서 큰 힘을발휘하지못했다.

국군과유엔군의원산탈환작전과정은?



알아봅시다! 6·2 5전쟁사(제2권북한군남침부터중공군개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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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진작전 및 원산상륙작전 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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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 0월 1 0일, 국군 제1군단은 마침내 동해안 최대의 군사 요충

지인원산을 탈환했다.

국군 제1군단이 원산을 확보함으로써 동북지방으로 빠져나가려던 북

한군의 퇴로를 봉쇄하게 되었으며, 동해의 많은 항구와 연결된 영흥만

을 장악하게 되었다. 아울러 평원선(평양-원산)이나 원라선(원산-라

진)으로 이어지는 전과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어서 원산을 점령한

국군제1군단은진격을계속해1 7일에는함흥과 흥남까지진격했다.

미 제1 0군단의 원산상륙작전

맥아더 원수는 원산에서또 다른‘인천’을 연출하고, 평원선을연결함

으로써 중·동부전선에서 퇴각하는 북한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해 그들

을 섬멸하겠다는 구상아래 원산상륙작전을 계획했다. 당초 원산상륙작

전 계획의 모순이 지적되긴 했으나, 원산상륙은 맥아더 원수의 원대한

구상아래계획대로진행되었다.

국군의 입성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린 원산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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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원수의 명령에 따라 미 제1 0군단은 경인지역을 미 제1군단에

게 인계하고 미 제7함대는 청진 이남의 해안을 봉쇄해 미 제1 0군단의

원산상륙을지원할 태세를갖추어나갔다.

인천에서 원산으로 향할 인원 및 장비의 승선과 적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미 제8군의북진작전까지지장을 주었지만1 0월 1 6일, 마침내

상륙함정의 출항이 시작되었다. 원산상륙에 참가할 미 제7사단은 철도

와 차량을 이용해 부산으로이동했으며1 0월 1 7일, 부산에서승선및 적

재를완료했다.

원산에 상륙할 부대들이 항해 중이던 1 0월 1 0일, 국군 제1군단이 원

산을 점령함으로써 원산상륙은 행정적인 상륙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결코 쉽지 않았다. 북한군이 원산 앞 바다에 고성능 기뢰를 부설

했기 때문이다. 기뢰 부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했던 유엔군은

함정 3척이 원산 앞바다에서 크게 파손되자 대대적인 기뢰 제거 작업에

착수했다.

따라서 1 0월 1 9일, 원산 해역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던 미 제1해병사

단은 지뢰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인 1 0월 2 6일부터 상륙을 시작해 2 8일

에 완료했다. 미 제7사단은 원산상륙을 취소하고 방향을 돌려 1 0월 2 9

일부터 1 1월 9일까지 함경남도 이원에 상륙해 새로운 명령에따라혜산

진을향해북상했다.

1 . 국군의 제1군단의 원산 진격작전이 신속했던 이유와 그 영향은?

2 . 미 제1 0군단의 원산상륙작전이 지연된 원인과 상륙작전 지연이

작전에 미친 영향은?

생각해 봅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