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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남 철수작전은 어떻게 수행되었는가?

장진호지역의국군과유엔군이위급한상황에처했을때 원
산에있던미 제3사단이그들을지원하기위해북상했다. 그때
문에 원산의경비가약화되어원산과그 남쪽지역이적에게피탈되고말
았다. 그로인해 퇴로가차단된미 제10군단과국군 제1군단은해상으로
철수할수밖에없었다.

흥남 교두보
12월 11일, 미 제1해병사단의 장진호 철수작전이 일단락되자 미 제
10군단장은 미 제3사단과 미 제7사단 그리고 국군 제1군단을 함흥 일
대에 배치해 교두보를 구축했다. 그리고 단계적 철수가 이루어지도록 3
개의 작전통제선을 설정했다.
당시 제10군단이 철수시켜야 할 물동량은 병력 105,000명, 차량
18,422대, 각종 전투물자 35,000톤이었다. 그 같은 대규모의 물동량을
해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미 해군은 125척의 수송선을 동원했으나 그
것도 부족한 형편이었다.
흥남에서 가장 먼저 철수한 부대는 국군 제3사단이었으며, 두 번째로
미 제1해병사단의 병력과 장비가 15일까지 선적되어 각각 부산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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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의 개입과‘새로운 전쟁’

흥남 철수작전 계획

항했다. 아군의 철수작전이 계속되는 동안 공산군은 맹렬한 공격을 실
시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적을 초기에 제압하지 않으면 교두보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항공폭격·함포사격 등 가용한 모든 화력을 동원해
그들을 제압했다.
미 제1해병사단 다음으로 미 제7사단과 미 제10군단 사령부가 승선
했다. 12월 20일, 부대들이 승선을 완료하자 미 제3사단이 제3통제선으
로 철수했다. 그때 흥남 외곽의 방호임무는 미 해군이 맡아 화력으로 공
산군의 전진을 봉쇄했다. 12월 24일 오후 2시, 미 제3사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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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부대와 피난민을
태우고 흥남항을
출발하는 해군함정

한 마지막 육상부대가 승선을 완료했다. 그때 200톤의 탄약과 얼어붙어
있는 폭약, 500개의 포탄, 그리고 200여 드럼의 유류는 후송하지 못한
채 항만 폭파시 함께 폭파했다.
흥남 철수작전은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10만 명
이 넘는 병력과 17,500대의 각종 차량, 35만 톤의 물자를 함정으로 완
전하게 철수시켰다는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군 지휘관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남행을 결심한 피란민 91,000(일부 자료 98,000)명까지 동행
했다. 이와 함께 항공기를 이용해 병력 3,600명과 차량 196대, 1,300톤
의 물자를 철수시켰다.
흥남 철수작전은 대규모적인 육·해·공합동작전이었기 때문에 가능
했다. 그 같은 흥남 철수작전의 성공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상당한 전투
력을 보존해 다음 단계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생각해 봅시다!!
1. 흥남 철수작전의 의의는 무엇인가?
2. 철수용 선박 및 장비의 통제권이 없는 한국군측이 피란민을 함께
철수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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