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 this year marks the 66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olds an 

exhibition named ‘Perspective on Korean War with Documents of NARA’ from June 21st to July 29th 

2016 to afford an opportunity to look back on and correctly understand the realities of the Korean War 

beyond time horizon of sixty six years. 

This exhibition unfolds around 130 materials including documents produced by the Far East 

Command, the Department of State, and CIA in the United States in relation to the Korean War, 

which are being copi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from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in the United States, documents ursurped by the United States Army from 

North Korea during the war, and photographs of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You can examine the policies and roles on the Korean Peninsula of the United States that actually led 

the Korean War, strategies for execution of warfare, and diplomatic rivalry amo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Soviet Un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th records and data that show the 

intens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three years of War from the outbreak of the War 

to the cease-fire agreemen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as embarked on collecting Korea-related data in the NARA in the 

United States from 2004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to be used for studies o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and has copied and catalogued around 2.3 million pages of data to provide as materials for 

research until the end of 2015. 

This library is now compiling this book for those who cannot in person view this exhibition and who 

need more detailed descriptions. I sincerely hope the Korea-related documents of NARA will be 

fruitfully accessed by those who study or learn about the Korean War and the modern history of Korea. 

June 2016

 Chief Executive National Library of Korea  Lim, Wonsun

 OPENING AN EXHIBITION

6·25전쟁이 일어난 지 어느 덧 66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6·25전쟁 66주년을 맞아, 6·25전쟁의 실상을 되돌아보고 또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6·25전쟁, 미 NARA 수집문서로 보다』 기획전(2016. 6. 21 ~ 7. 29)

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미국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에서 수집해 소장하고 있는 6·25전쟁 관련 미 극동군사령부, 국무부, CIA 등에서 생산된 

문서 및 보고서, 미군이 전쟁 중 북한에서 노획한 문서, 그리고 미 공보처 사진자료 가운데에서 

엄선한 130여 점이 선보입니다.

전쟁의 발발부터 정전협정까지 3년여 간의 치열했던 한반도를 보여주는 문서, 사진 등 기록 자료

를 통해 6·25전쟁을 사실상 주도했던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역할, 전쟁수행 전략 및 이에 따른 

미국·소련·중국 사이의 외교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미 NARA에 있는 한국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 말까지 

약 230여만 면에 달하는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연구자료 등으로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전시를 직접 참관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 이 도록을 발간합니다. 이 

도록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한국관련 NARA 문서가 6·25전쟁과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연

구하거나 공부하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국립중앙도서관장  임원선

전시를 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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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6월의 포성

제1부에서는 전쟁 발발 직전부터 전쟁기간 동안 주요 전황(戰況)과 관련한 자료들을 선

별하여 전시하였다. 전쟁 발발 직전 전쟁 가능성에 대한 미국 측의 평가, 북한군의 남침 

준비 상황 등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서들을 포함하였다. 개전 직후의 문서로는 무초 주한 

미국대사의 6·25전쟁 발발에 대한 최초 보고서를 포함하여 6월 25일 당일 부산 앞바다에

서 북한군 게릴라의 침투 상황 문서 등을 전시하여 당시 상황의 긴박성을 보여주고자 하

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한강선 전투와 낙동강 방어 전투 그리고 인천상륙작전과 북진작

전 등 관련된 핵심 문서들도 함께 전시하여 6·25전쟁에 대한 이해를 더한다. 특히 한국 정

부의 북한 지역 점령 정책에 대한 문서는 당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

가 된다. 중국군 개입 이후 미 제8군 보고서와 한반도 철수작전 계획서 등을 통해서는 당

시 유엔군의 전쟁 전략을 엿볼 수 있다.

Part 1 exhibits data related to major progress of the battle war situation from right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during the period of the War, including first-

hand documents framed immediately before the outbreak of the War in relation 

to assessment by the United States on the possibility of war and preparation 

by North Korea for invasion of the South. As documents framed right after the 

outbreak of the War, displayed are the first report on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by Muccio, then American Ambassador to Korea, and the documents on the 

situation of invasion by the North Korean guerrillas in waters off Busan on the day 

of June 25th to show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back then. Also displayed are 

the key documents with regard to the Hangang River  battle, Nakdonggang River 

defense battle, Incheon landing operations, and heading-north operations, which 

are familiar to us, to deepen understanding on the Korean War. In particular, the 

documents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ies on occupation of North 

Korean regions serve as important data to show the position of Seoul at that time. 

You can peek at the war strategies of the UN forces through the Eighth United 

States Army reports after intervention by the Chinese Army and the plan for 

evacuation from the Korean Peninsula. 

P A R T  1 Sound of Gunfire in June That Year



인천상륙작전. 하늘에서 본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 모습. 100대 이상의 함선이

상륙작전에 참여한 7만여 명의 군인을 수송하고 있다. 1950.09.15. (출처: 미 국방부)



왜관읍 시민들이 도시를 뒤로 줄지어가고 있고(오른쪽), 

미 보병은 한국에 있는 인민군의 끈질긴 소탕작전을위해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1950.10.5.



제 187 미공수연대전투단의 수백 명의 낙하산 부대원들이 미 극동공군 제 315 항공사단의 병력수송기 C-119에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낙하 훈련은 서울 북쪽에 대한 임무를 위한 준비이다. 어떤 사람들은 대형 수송기에서 거꾸로 

곤두박질쳐서 내려오는 반면 낙하산이 완전히 펼쳐진 상태로 쉽게 내려오는 사람도 있다. 1951.3.



전쟁직후 유엔안보리 회의. 1950.6.25.



1949.3.22.

전쟁 직전 미 국무부 
애치슨 장관의 
한국정책 보고서 
A Report to The Presiden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6·25전쟁 발발 15개월 전인 1949년 3월에 미 국무부 

딘 애치슨(Dean G. Acheson) 장관이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작성한 1급 비밀 보고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에 대해 국가안보위원회(NSC)에 보고한 것으로, 

6·25전쟁 이전 미국이 수립했던 대(對) 한반도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수록되어 

있다. 미 국무장관은 한국 정부가 내부의 인플레이션이나 

반란으로 전복될 것을 우려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군사적·경제적으로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미 국무부 문서군 (RG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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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3.10.

미군은 북한군 남침을 
예견하지 못했나? 
Reported Intelligence Warning of Invasion 
of South Korea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미 정부 내에서는 

북한군의 남침을 예견하지 못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이 뜨거웠다. 미 CIA, 극동군사령부를 비롯한 

합동참모본부 등의 정보부서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느라 바빴다. 그러던 차에 〈워싱턴 뉴스〉가 

1950년 9월 1일과 10월 5일에 “극동군사령부의 

정보참모부장인 윌러비(Charles A. Willoughby) 

소장이 1950년 3월 10일에 북한군의 남침을 정확하게 

예측했었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1950년 8월 18일자 

극동군사령부의 ‘정보 요약(Intelligence Summary)’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도한 것인데, 극동군사령부가 

언론에 흘린 것이었다.

이 문서는 국무부 정보연구국(BIR)이 8월 18일자 

‘정보 요약’ 보고서와 그 이전에 작성된 ‘정보 요약’ 

보고서를 비교 분석해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1950년 3월 10일에 미 극동군사령부에서 “1950년 

6월경에 북한군이 남침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상부에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1950년 10월 5일 국무부 정보연구국이 작성한 

‘남침을 경고한 정보 보고(Reported Intelligence 

Warning of Invasion of South Korea)’에 나오는 

내용이다.

출처: 미 국무부 문서군 (RG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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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22.

북한군의 
남침 전투 명령 제1호

북한군은 정찰 명령에 이어 1950년 6월 22일 부대 기동이 

완료될 무렵 공격 부대에 준비된 전투명령 제1호를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군단과 사단은 예하 부대에 공격 

명령을 하달하였다. 북한군 제4사단 전투명령(한글 필사본)은 

1950년 7월 16일 대전 부근에서 미군에게 노획되었고, 역시 

같은 날 하달된 제2사단 전투명령도 미군에게 노획되어 

그들의 계획적 남침 상황을 소상히 밝혀주었다.

북한군 제4사단의 전투명령 제1호는 사단이 서울 공격의 

주공부대로서 1950년 6월 23일까지 공격 준비를 완료하고 

별도 명령에 의거 적의 방어선을 돌파한 다음 의정부, 서울 

방향으로 진출하는 기동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공격을 

지원할 각 부대에 대한 임무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공격 작전에 필요한 신호 규정까지 명시하였다. 이 명령에는 

“제4사단은 군단 정면의 가장 중요한 방향에서 적의 방어선을 

돌파한다.”, “우익에는 제1사단, 좌익에는 제3사단이 병행 

공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비록 군단 예하 다른 사단의 

공격 명령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4사단이 다른 군단과 

더불어 군단의 주공으로서 좌우 인접 사단과 병행하여 공격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군 제2사단 전투명령 제1호(한글 필사본)는 사단이 

1950년 6월 22일까지 공격 준비를 완료하고 특별명령에 

따라 공격 개시선으로 이동하여 한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한 뒤, 그날 안으로 춘천을 점령하고 가평 방향으로 

진출한다는 개념으로 상세히 작성되어 있다. 이 명령에서 

북한군 제2사단은 “우로는 제1군단 예하 제3사단과 좌로는 

제12사단이 병행 공격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제4사단과 제2사단 전투명령을 종합해보면 비록 

다른 사단의 공격 명령이 없더라도 두 사단이 모든 전선에서 

전면 남침 공격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이 증명된다. 특히 

이들 명령의 기동계획이 전술한 선제 타격 계획의 작전개념과 

일치하고 있어, 그 개념의 정확성도 입증되고 있다.

출처: 전쟁노획문서 컬렉션 중 북한문서 (RG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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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1.- 6.30.

미 군사고문단, 
한국 유사시 준비상황보고
Office of the Chief, Semi-Annual Report 

미 군사고문단이 한국군과 북한군 등 한반도의 군사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한 것이다. 한국군의 편성과 

규모, 훈련 그리고 북한군과의 대치 상황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전쟁 직전 북한군의 

동향에 관해 보고한 내용이 주목된다.

이 보고서에서 “1950년 6월 15일 현재 북한군은 

새로운 사단들을 편성한 것 이외는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미 

군사고문단이 6·25전쟁 직전 북한의 전쟁 개시 

준비에 관해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군 탱크부대에 관해서도 정보를 거의 

갖지 못한 채, 자주포, 야크기, 함정 등에 관해서만 

보고하고 있다.

전쟁 직전 주한 미군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결정한 주한 미군 철수 정책에 따라 

1948년 10월 19일부터 철수하기 시작하여 1949년 

6월 29일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주한 미군의 

철수가 완료된 1949년 7월 1일 임시군사고문단은 

주한 미국 군사고문단(KMAG)으로 정식 발족되었다. 

미 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의 편성과 훈련을 지원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에 잔류하긴 했지만 6·25전쟁 이전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은 약 500명 뿐이었다.

출처: 미 극동군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문서군 (RG 554)

023022  1부    그해, 6월의 포성          Part 1   Sound of Gunfire in June That Year



1950.6.25.

첫 해상 전투는 6월 25일 
부산 앞바다에서
Major Naval and Marine Corps Events of 
The Korean War in Chronological Sequence

북한은 남침 당일 모든 전선에서 보병이 공격함과 아울러 

은밀하게 해군 무장선을 동해로 침투시키고 있었다. 그중 

무장선 1척이 부산 앞바다까지 침투하였다. 마침 부산 

앞바다를 순시하던 백두산함이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고 

추격하여 격침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 문서는 미 해병대가 

백두산함의 최초 교전에 관해 작성한 것으로, ‘한국전쟁 주요 

사건 일지(Major Naval and Marine Corps Events of the 

Korean War in Chronological Sequence)’에 포함된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 해군 전투함(PC701, 백두산함)이 부산 앞바다 

18마일 해상에서 병력 600명을 태우고 있는 북한의 무장선을 

격침시켰다. 이는 6·25전쟁의 첫 해상 전투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어 6월 28일에는 “미 군함 주노(Juneau)호가 삼척 인근 

지역에 함포 사격을 가하였다. 이는 6·25전쟁에서 최초로 

실시된 함포 지원 사격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같은 날 

“대잠수함 전투를 위해 순찰 잠수함이 일본 나가사키의 사세보 

항에서 출항”이라는 기록도 보인다.

출처: 미 해병대 문서군 (RG 127)

1950.6.24.

주한 미국대사 무초의 
남침 상황 최초 보고서

주한 미국 대사 무초(John J. Muccio)가 남침 상황에 관해 

최초로 본국에 보고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무초 대사가 

남침 직후의 전황과 북한군에 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의 요지는 6월 25일 

09시 개성 피탈 상황까지 포함하여 “북한의 공격은 그 

양상으로 보아 남한에 대한 전면 공격임이 틀림없다.”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11시에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이어 런던, 파리, 모스크바, 

오타와, 도쿄, 캔버라, 마닐라, 웰링턴, 뉴델리, 자카르타, 

그리고 타이페이 등 세계 각국에도 전달되었다. 

보고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주한 미 군사고문단이 

부분적으로 확인한 한국군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군이 

금일 아침 몇몇 한국 국경지대를 침입하였다. 공격은 

04시경에 시작되었다. 옹진군이 북한군의 포사격을 

받았다. 06시경에는 북한군의 보병부대가 옹진군과 개성 

일대, 그리고 춘천 일대의 위도 경계선을 넘기 시작하였고 

소문에 의하면 북한군의 수륙 양용 부대가 동해에 있는 

강릉시 남쪽 해안가에 상륙했다고 한다. 북한군 병력이 

간선도로를 차단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강릉 일대의 전투 

상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 군사고문단과 

한국군사령부는 오늘 아침 병력의 재배치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북한군의 공격과 방법의 형태로 볼 때, 그들은 

한국군에 대항하여 전투를 벌일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04시를 전후하여 전(全) 전선에 

걸쳐 포격을 개시하였다. 기습 남침이 야포와 박격포의 

공격 준비 사격과 더불어 38도선 전 지역에 걸쳐 일제히 

시작된 것이다. 북한군은 서쪽의 옹진반도로부터 개성, 

동두천, 포천, 춘천, 주문진에 이르는 38도선 전역에서 

지상공격을 개시하는 한편, 강릉 남쪽 정동진과 임원진에 

육전대와 유격대를 상륙시켰다.

출처: 미 국무부 문서군 (RG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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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25.-26.

전쟁 발발, 
주요 신문 보도

북한의 남침이 개시된 직후 국방부 정훈국을 중심으로 거리 방송반이 서울 

시내를 누비며 장병들의 부대 복귀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보도와 거리 방송은 

막 잠에서 깨어난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그동안 전란과 시련을 많이 

겪어온 국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한 마음으로 보도에 귀를 

기울였다. 

육군본부 정훈국장은 이날 12시에 담화를 발표하면서 “북한군은 38도선 

전역에 걸쳐 동일한 시각에 일제히 남침을 개시하고 동해안에서는 상륙을 

기도하였으나, 각 지구의 우리 국군 부대들이 이를 격퇴하여 적절한 작전을 

전개 중에 있으며, 특히 의정부 정면에서는 내습하는 북한군을 대전차포로 

격퇴하였다. (중략) 전 국민은 우리 국군장병을 신뢰하여 미동도 하지 말고 

각자의 직장에서 만반의 태세로 군의 행동과 작전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군에서는 명령이 없어 38도선을 넘어 공세작전을 취할 수 없는 고충이 있으니 

전 국민은 안심하고 소소한 전황에 특히 동요되지 말라.”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때 국방부에서 “옹진의 제17연대가 해주로 돌입했다.”라는 오보를 

내고 일간신문들이 이를 보도함으로써 공격을 받아 고전하고 있는 군과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일순간이나마 고무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황에 대하여 혼란이 일고, 오보로 인한 판단 착오를 일으키자 

국방부는 13시 공식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것이 〈경향신문〉의 호외로 전국에 

전파되었다.

출처: 경제신문 1950.6.25. (1면)

출처: 연합신문 1950.6.25. (2면)

출처: 연합신문 19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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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26.

개전 이튿날 모스크바의 
미 대사관과 CIA가 본 한국 사태
Embassy Moscow's Views on Korean Conflict

6·25전쟁 개전 이튿날인 6월 26일 모스크바에 있는 

미 대사관이 북한의 남침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미 대사관은 “이 전쟁은 미국에 대한 소련의 도전이 

분명하다. 단호하고 확고한 대답을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세계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타전하였다. 더불어 

“한국에서 미국이 패배할 경우 일본 및 동남아와 

기타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미 CIA도 이 전문을 회람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보고했다. “크렘린(소련)은 아마도 서방 측이 확고한 

대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번 한국 

사태를 세계전쟁으로까지 가져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서방 측이 확고한 대응을 보여주면 

남북한이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한국 사태에 대한 이런 견해는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출처: 미 중앙정보국(CIA)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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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27.

미 극동군사령부 알몬드 
소장의 「작전 지시 1호」, 
최초 미군의 작전 지도
Operations Instructions No.1 

6·25전쟁 개전 이틀 후인 1950년 6월 27일, 도쿄에 주둔하던 

미 극동군사령부의 참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장군 

명의로 작성된 ‘작전 지시서 1호(Operations Instructions 

No. 1)’이다. 이때는 미 해공군은 참전했지만 지상군 병력은 

아직 참전하기 전이었다. 이 문서에는 “자기 방어를 위한 공격 

외에는 38선 이북에서는 어떠한 작전도 펼치지 말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 문서에서 알몬드 소장은 미 극동공군(FEAF)과 미 

극동해군(NAVFE)에게 서울, 인천, 삼척, 부산 연안 등 네 

곳(작전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방어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일본에 주둔하던 미 지상군인 미 제8군의 

역할은 극동공군과 극동해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었다.

작전 지시에 첨부된 작전 지도는 6·25전쟁 기간에 미군이 

제작한 1,300여 종(30여만 장)의 군사 지도 가운데 최초의 

작전 지도이자 가장 간략한 지도이기도 하다. 알몬드의 

이 작전 지시서는 “미 해·공군으로 남한을 방어한다.”라는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의 6월 27일자 명령에 따른 

것이다.

출처: 미 극동군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문서군 (RG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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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25.-1951.4.11.

지도로 보는 
미 합동참모본부의 
6·25전쟁 초기 6단계

미 합동참모본부가 상원위원회에 보고한 6·25전쟁 초기의 

활동 기록이다. 이 기록은 실제 전황과는 별개로 미 

합동참모본부가 결정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21쪽의 이 보고서에서 초기 10개월간의 

전황을 여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기. 개전 초기
 (1950. 6. 25.~1950. 7. 1.)

2기.  병력 증강 결정 및 공세기
 (1950. 7. 2.~1950. 8. 28.)

3기.  북한군 격퇴 및 38선으로 진격 작전기
 (1950. 8. 29.~1950. 9. 27.)

4기.  공세 전환기
 (1950. 9. 28.~1950. 11. 29.)

5기.  방어 태세 강화기
 (1950. 11. 30.~1951. 1. 9.)

6기.  반격 주도기
 (1951. 1. 10.~1951. 4. 11.)

출처: 미 합동참모본부 문서군 (RG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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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29.

이승만-무초-맥아더 
수원 최초 회동, 맥아더의 ‘중대 결심’

6·25전쟁 발발 4일 후,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은 한국의 전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수원을 거쳐 한강 남쪽 제방까지 시찰하였다. 이 

문서는 미 국무부가 주한 미 대사관으로부터 수신한 

1950년 6월 29일자의 전문이다. 미 대사관의 참사관 

드럼라이트(Everett Drumlight)가 작성한 것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미 대사 무초(John J. Muccio), 

그리고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의 수원 3자 회동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과 동행한 무초 대사가 도쿄에서 

온 맥아더 장군 및 참모들과 회의를 하기 위해 

오늘 아침 대전에서 수원으로 이동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참석한 브리핑 후에 맥아더 

장군은 자동차로 서울로 올라가 한강 부근에서 

전선을 시찰했다. 수원으로 돌아온 맥아더 장군은 

무초 대사, 이승만 대통령과 사적인 회동을 가졌다. 

회동 후 대사와 대통령은 자동차 편으로 대전으로 

돌아왔다. 전선 시찰 결과 맥아더 장군은 중대한 

결심(Momentous Decision)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워싱턴과 논의할 것이다.”

수원 회동과 한강 전선 시찰 후의 이 ‘중대한 결심’은 

바로 미 지상군 부대의 투입이었으며, 맥아더 장군은 

한강 둑에서 전선을 시찰한 뒤 북한군의 남진이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인천 상륙 작전을 구상하였다.

출처: 미 국무부 문서군 (RG 59)

1950.6.24.- 8.15.

남침상황을 기록한 
북한군 군관일지

미군은 유리한 전황을 전개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평가가 필요했다. 

탈환 지역 최선두에 문서 수집반을 투입하여 북한군이 사전에 

파기하지 못한 각종 문서를 수집한 뒤, 곧바로 일본 도쿄로 공수하여 

현행 작전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이 자료들은 

노획 자료로 분류하여 미국 NARA에 보존하였다.

이 북한군 군관일지는 북한군의 한 포병 간부가 남침 하루 전인 

1950년 6월 24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의 남침 상황을 

네 시기로 구분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작성한 전투 일지 형식의 

기록물이다. 이 문서의 작성자는 부대의 작전내용을 기록했다는 점, 

한자 사용 수준, 세련된 글씨체, 어휘력 등으로 보아 고등교육을 받은 

포병의 하급 간부로 판단된다.

임진강에서 낙동강 전선에 이르기까지 북한군 제4사단 제18연대의 

뒤를 따르며 포병의 전투 지원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문서는 작성이 끝나고 닷새 후 낙동강 전선에서 미군 제24사단에 

노획되었다.

이 일지의 6월 24일자 기록에 의하면 북한군은 남침 공격에 앞서 

임진강 남단의 국군 배치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남침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5일 04시 30분부터 공격을 개시하라는 

명령을 00시에 이미 수령하였다. 그리고 04시 40분부터 05시까지 

제4포병 연대 제1대대가 ‘포병 돌격 준비 사격’으로 목표 지점들을 

무력화하는 동안 제18보병연대가 04시 50분부터 임진강을 도하하여 

국군 제1방어선과 제2방어선을 돌파하고 적암리 방향으로 진출했다.

북한보병 포병 대대는 29일 서울 연세대학교로 이동하면서 영등포를 

포격하였고, 7월 1일 제18연대가 한강을 도하하자 지원 사격을 

실시하였다. 북한군 보병은 8월 11일부터 탄약 부족으로 곤란을 

겪게 되고 포병도 식량과 연료가 고갈된 상태에서 낙동강 전투를 

지원하였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북한군이 전투 일지를 분실하였고, 

미군 제24사단 병사가 이 일지를 습득·보고하여 반격 작전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출처: 전쟁노획문서 컬렉션 중 북한문서 (RG 242). 군사편찬연구소 수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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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29.

개전 나흘째, 맥아더가 본 
한강 전선
A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by 
the Secretary of State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1950년 6월 29일, 도쿄에서 한국 수원비행장으로 날아온 

극동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은 수원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무초(John J. Muccio) 대사와 회동한 후 전선을 시찰하기 

위해 북한군 수중에 들어간 서울의 최전선인 한강 남안으로 갔다. 

이 한강 전선 시찰 후 맥아더 장군은 6월 30일자로 석 장의 시찰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문서는 미 육군부로 접수된 

1급 비밀 전문으로, 맥아더 장군은 개전 나흘째 6·25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본관은 오늘 수원에서 북쪽 한강에 이르는 한국군 전투 지역을 

시찰했다. 한국 육군과 해안경비대는 혼란에 빠져 있다. 진지하게 

싸우지도 않고, 지휘력은 결핍된 채 자신들의 방식으로 전투에 

임하고 있다. 북한군으로부터 주도권을 뺏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군은 또 방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나 보급책을 

수립해놓지 못하고 있다. 후퇴 시에 보급품과 중장비를 

유실하거나 그대로 버렸으며 상호 연락 체계도 전혀 없다.” 

“북한군은 기갑 장비로 무장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며 지휘 

계통이 확립되어 있고, 소련제 비행기로 무장한 공군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전방까지 진출한 적을 묶어두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적은 남한 전체를 장악하려 들 것이다. 한강 전선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결과는 극히 부정적이다.” 

“한국군은 전반적으로 적을 저지할 능력이 없으며, 현 전선은 또 

한 차례 돌파될 위험 가능성이 높다. 전선에 진출해 있는 적군의 

진격이 계속될 경우 남한의 함락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현 전선을 유지하고 향후 실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보장책은 

전투 지역에 미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이다. 지상군 실병력 없이 미 

해공군만 계속 동원하는 것은 결정적인 지원이 될 수 없다.” 

“본관의 의도는 일본 주둔 병력 가운데 2개 사단 병력을 증강하는 

것이다. 지리멸렬된 이 지역에 육해공군을 총동원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패전이라는 불운을 안게 될 수도 있다.”

출처: 미 육군참모부 문서군 (RG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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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7.10.

소련의 6·25전쟁 개입시 
미 합참의장 브래들리의 복안
Pertinent Papers on Korean Situation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0일 미 합참의장 브래들리(Omar N. 

Bradley)장군이 소련군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에 취해야 할 방책에 

관해 논한 문서다. 소련군의 개입은 곧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지라 미국은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었다. 당시에 소련이 6·25전쟁에 대한 개입을 극비로 

추진하고 있어서 미국 정보당국은 소련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 문서는 미 합참의장 브래들리 장군이 소련군의 직접적인 개입이 

확인될 경우 미군은 무조건 일본으로 철수하거나 전면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을 보여준다. 이후에도 미군 각 정보부서는 소련군 

개입 여부를 파악하고자 정보력을 집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출처: 미 공군본부 문서군 (RG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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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8.1.- 8.31.

낙동강 방어선 전쟁일지
War Diary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은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미군 증원부대의 관문이자 전략적 거점인 부산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낙동강을 따라 연결된 지역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결정하였다. 1950년 8월 1일 워커 중장은 한미연합군에게 낙동강 

방어선으로의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 전쟁 일지에 의하면, 8월 1일 당시 아군 병력은 “미 제8군 병력 

42,199명, 한국군 96,112명, 미 공군 3,527명 등”으로 파악되었다. 

한미연합군의 낙동강 철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8월 

3일까지 낙동강 외곽선(X선)에서 적을 지연시키면서 새로운 

방어선이 될 낙동강 방어선(Y선)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8월 4일부터는 Y선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도록 했다.

경북 상주에 배치되어 있던 미 제25사단은 8월 1일 새벽 남쪽의 

신(新)방어진지로 이동하던 중에 미 제8군으로부터 갑자기 

삼랑진으로 이동하라는 수정 명령을 받았다. 이는 미 제8군사령부가 

북한군 제4사단과 북한군 제6사단이 낙동강 서부의 마산 방면으로 

접근해 오고 있다는 정보를 뒤늦게 확인하고 내린 조치였다.

8월 2일 밤 왜관 근처에서 먼저 출발했던 미 제25사단 

선발대는 미 제8군으로부터 목적지가 삼랑진에서 마산으로 

변경되었다는 명령을 받고 다시 한 번 진로를 변경하였다. 미 

제25사단은 상주·김천·왜관까지 도보와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이곳에서 마산까지는 열차로 이동하였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중동부 및 동부의 산악 지역을 국군 2개 군단 예하 5개 

사단(제1·제3·제6·제8·수도사단)이 담당하였고, 중부 및 서부 방면의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와 교통이 발달한 지역은 미 제8군의 직접 

통제를 받는 미군 4개 사단(제1기병·제2·제24·제25사단) 및 미 

제1해병여단이 맡아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을 치렀다. 

낙동강 방어선 작전은 정부의 총력전 체제 구축과 전쟁 지도, 한미군 

수뇌부의 역량 있는 작전 지도, 이를 믿고 따른 국민과 장병들이 

하나로 굳게 뭉친 결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미 태평양군 문서군 (RG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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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5.15. 

김일성의 부산 방어선 돌파 
실패 원인 분석

김일성이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 분석한 북한 

지도부의 회의 내용을 입수하여 작성한 미 극동군사령부의 정보 

보고서다. 당시 북한 지도부는 인천상륙작전으로 낙동강 방어선에서 

퇴각한 후 압록강까지 밀렸으나, 중국군의 참전으로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났다. 중국군의 제1차, 제2차 공세가 끝난 직후 북한 지도부가 

어느 정도 전열을 가다듬었을 무렵인 1950년 12월 초 북한 강계 

별오리에서 낙동강 전투의 작전 실패를 비판하는 전원회의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그 자리에서 김일성은 낙동강 전투에서 실패한 주요 

원인 몇 가지를 열거하였는데, 그중 남침 당시 남로당 빨치산들의 

봉기가 없었다는 점과 북한군 지휘관의 지휘 부족 또한 작전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출처: 미 극동군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문서군 (RG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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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9.13.-20. 

인천상륙작전 당시 
인천-김포 지역 북한군 
제107연대장 명령

이 명령서는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 작전을 

전개하자 개성 남쪽에 배치되어 있던 부대들을 부평, 김포, 강화 

일대로 이동하여 방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할 당시에 유엔군이 내린 정보 판단에 

의하면 1950년 8월 말 북한군은 거의 모든 전투 역량을 부산 

교두보 확보를 위해 낙동강 전선에 집중하고 있었고, 서울을 

비롯한 후방 지역에는 지역경비부대, 병참선경비부대 그리고 

훈련이 미숙한 신편(新編)부대가 산재해 있었다.

인천 지역에는 월미도에 제226독립육전연대 제3대대와 

제918해안포연대 예하부대가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인천 시가지에는 신편 제9사단 예하 제87연대가 8월 12일부터 

인천 지역 방어 임무를 인수하였으며, 김포-인천지역에는 

제107연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개성 남쪽에 위치해 있던 

제107연대는 1개 대대를 예비로 두고 부평, 김포, 그리고 강화 

부근으로 각각 1개 대대씩 전개하였다. 이들의 이동 상황은 

9월 17일 미 공군의 공중 정찰에 의해 관측되었으며 9월 18일 

이후 김포반도에서 체포된 포로에 의해 단대호(單隊號)가 

확인되었다.

미 제10군단이 인천에 상륙하고 급속히 한강으로 진격해 

들어오자 북한군은 당황한 나머지 서울 주변의 잡다한 모든 

부대들을 서울로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낙동강 전선으로 

이동 중인 병력을 끌어올리는 등 서울 지역 방어력 강화에 

동분서주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상륙작전 직전에 서울을 떠나 

낙동강 전선으로 남하 중이던 제18사단이 되돌아와 수원 

부근에 잔류했던 제70연대와 더불어 경인지역 방어에 임했다. 

이때 제18사단은 9월 초순 신의주에서 이동하여 서울에 막 

도착한 제42전차연대를 배속받음으로써 T-34전차 18대를 

보유하게 되었다.출처: 전쟁노획문서 컬렉션 중 북한문서 (RG 242)

045044  1부    그해, 6월의 포성          Part 1   Sound of Gunfire in June That Year



1950.9.15.-30. 

맥아더장군의 인천상륙 
크로마이트 작전
Operation Chromite

미 제10군단 사령부가 인천상륙작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인천상륙작전, 월미도 점령, 김포 및 서울 탈환에 

이르기까지 6주(1950년 8월 15일~9월 30일) 동안 이루어진 

작전을 기록한 ‘전쟁 일지 요약(War Diary Summary)’으로, 

작전 지도도 다수 첨부되어 있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은 1950년 6월 29일 한강 방어선을 

시찰할 때 북한군의 진격이 계속될 경우 북한군의 후방 

지역인 인천에 상륙하여 적을 저지하겠다는 상륙 계획을 

구상하였다. 처음에는 블루하트(Blue Heart)라는 이름의 

계획으로 조기에 전개할 생각이었으나, 북한군의 남진 

속도가 너무 빠르고 전선이 돌파될 위험이 있어 기존 

구상을 바꾸어 상륙부대(미 제10군단, 제1해병사단, 

제7사단 등)를 새로이 편성한 뒤 인천으로 상륙한다는 

크로마이트 작전(Operation Chromite)을 수립하였다. 

맥아더 장군의 작전 계획은 그대로 효과를 발휘해 상륙군이 

인천으로 무난히 상륙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작전 계획은 

유엔군이 일거에 공세를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군을 격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출처: 미 부관참모부 문서군 (RG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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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0.14. 

절대비밀 0070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서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과 북한군 총정치국장 박헌영의 

이름으로 인쇄되어 배포된 1950년 10월 14일자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서다. 미군의 북진으로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평양이 점령되기 닷새 전에 하달된 넉 장의 이 문서는 당시 

전황을 간략히 분석한 후 전투를 독려함과 동시에 “일보도 

후퇴하지 말라” 등 7개 항 명령을 하달하고 있다.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개월간의 전투에서 북한군은 남반부 전 지역의 92퍼센트 

이상을 해방시켰으며, 리승만 괴뢰군의 기본 력량을 

격멸하고 미국 무력 침공자들의 유생 력량과 화력 기재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군관들과 정치 

일꾼들은 첫 성과들에 대하여 신중하지 못하였으며, 첫 

성과들에 도취함으로써 적의 력량을 과소평가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출처: 전쟁노획문서 컬렉션 중 북한문서 (RG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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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1.20. 

평양의 인디언헤드 
기동 부대 프로젝트
6th Air Shipment of Documents 
from TF Indianhead

6·25전쟁 당시 미군이 북한 지역에서 노획한 북한의 

공문서들을 어떤 절차로 후송하였는지 보여주는 문서다. 

이 문서에는 ‘제6차 문서 항공 수송(6th Air Shipment of 

Documents from TF Indianhead)’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미 제8군 정보 부참모장실의 제임스 타켄튼(James 

C. Tarkenton) 중령이 작성하여 도쿄의 극동군사령부 

정보부참모장실로 발송하였다.

이 문서 끝부분에는 “첨부 목록은 평양의 인디언헤드 

기동부대 프로젝트에서 도쿄의 연합통번역서비스로 여섯 

번째로 보내는 수송 문서 목록이다. 인디언헤드 기동부대가 

최종적으로 목표물을 점검한 결과 본 수송이 마지막 

회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출처: 미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 (RG 338)

1951.7.9. 

미 정보팀의 북한 문서 노획 
‘평양 프로젝트 인디언헤드 작전’

6·25전쟁 기간에 미 제8군 정보참모부 소속의 정보팀이 

‘평양 프로젝트(Pyongyang Project)’ 작전을 수행했음을 

알려주는 문서이다. 평양 프로젝트는 미군이 평양을 

점령했을 당시, 제164군사정보분견대(164th MISD) 

요원들이 ‘인디언헤드 기동대(TF Indianhead)’와 함께 

평양에서 북한 문서를 노획한 작전을 말한다. 인디언헤드 

기동대는 이 작전으로 평양에서 3주 동안 군사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약 1,100건의 문서를 노획하였다.

이 문서에 따르면 1950년 9월 이전에는 한국에서 노획한 

북한 문서의 번역을 제164군사정보분견대 요원들과 

연합통번역서비스(ATIS) 요원들이 담당했었으나, 9월에 

제164군사정보분견대 예하에 처음으로 미 제8군 문서팀이 

창설되었다고 한다.

출처: 미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 (RG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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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0.12. 

한국 정부의 북한 점령 
시정 방침
Plan for the Administration of Korea

북한 점령에 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담고 있는 

정책 문서다. 28쪽 분량의 이 문서는 1950년 10월 초 

조병옥 내무부 장관이 정부 각 부처가 작성한 북한 점령 

정책 방침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에서 최종 채택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한글로 된 

원본이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는 문서로, 장면 주미 대사를 

통해 미 국무부에 제출한 영문 번역본만이 미 대사관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어 그 실체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귀중한 자료다. 

이 문서 중 ‘북한 현지 자치정부 수립 편’에는, “북한 현지 

행정기관과 조직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식에 따라 개편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나온다. 한국 

정부 각 부처는 북한 점령 정책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보건부는 북한 지역 의료 활동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로 편성된 의료지원반 150여개 반을 

편성하였고, 상공부는 북한 동포를 위해 광목 2만 필을 

배당받고 북한 지역 광물 조사를 위해 북한에 조사단을 

파견하였으며, 교통부는 북한 수복지역의 교통 시설에 

관해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점령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신속히 북한 지역의 행정 체계를 

조직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였고, 더불어 

통일의 완수를 강조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유엔에 의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받았으므로 

북한에 대한 통치권 행사는 주권 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였다. 한국 정부는 건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의해 

북한 지역을 수복되지 않은 대한민국 영토로 인식하여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었다.

출처: 미 국무부 문서군 (RG 59). 군사편찬 연구소 수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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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0.25. 

중국군 개입 이후 
미 제8군 전쟁 일지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 War Diary

이 전쟁 일지는 1950년 10월 25일에 중국군이 참전한 

이후 전선 상황을 보고한 것이다. 1950년 10월 하순에 

서부전선에서는 미 제8군 주력이 청천강 도하에 나섰고, 

동부전선에서는 미 제10군단이 원산 상륙을 준비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미군보다 한층 더 멀리 올라가 있던 

한국군은 워커(Walton H.Walker) 중장과 알몬드(Edward 

M. Almond) 장군에게서 각기 임무를 부여받고 북진에 

가속도가 붙은 상태였다.

문제는 한국군과 미군이 중국군의 참전 사실을 모른 채 

진격하고 있었으며, 게다가 도달하고자 한 목적지도 모두 

공교롭게도 중국 수뇌부가 보호하려는 북한 진입 도강 

지역의 입구인 데다 그곳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6사단은 중국군이 배치되어 매복 중이던 

지역을 지나면서도 중국군과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날 10월 26일 오후에 초산을 점령했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은 물론 워커 

중장, 밀번(Frank W. Milburn) 소장 등 미군 최고위 

지휘관들은 모두 곧 전쟁이 종결될 것 같은 “승승장구의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유엔군사령부는 중국군의 참전 사실을 부정하고 진격을 

재촉했다.

미 제8군은 당초 계획대로 계속 진격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세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 제8군 예비로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기병사단을 불러 올려 한국군 

제1사단을 앞질러 수풍댐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했다. 이미 

10월 25일 중국군 제39군단과 첫 전투가 벌어졌으며 

중국군이 전방에 잠복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진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교전이 개시될 때까지 쌍방이 서로에 대해 알지 못했던 

운산 전투에서 미 제1기병사단 제8연대가 포위되자 

비로소 중국군의 파병 사실을 믿기 시작했다.

출처: 미 태평양군 문서군 (RG 550)

1953.3.12. 

북한 점령에 대한 최고 관할권 
유엔사령관에게
CINCUNC Retention of Supreme Authority in North Korea

‘북한 점령지에 대한 최고 권한(Supreme Authority)은 

유엔사령관이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내용을 미 

육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에게 전달한 비망록이다. 

“한국 정부가 유엔군이 점령한 북한 지역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확장하려는 시도”에 대해 미 군부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유엔사령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와 상의를 

해왔다는 보고를 했다. 통치권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유엔 당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한국 국회에서 최근에 통과되었다. 주한 미 대사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 지역에서의 행정권 행사를 위한 

계획을 완료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북한 지역에 관한 관할권 문제는 전쟁 기간 내내 한국 

정부와 유엔군 간에 큰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출처: 미 합동참모본부 문서군 (RG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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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1.20. 

미 제8군의 한반도 
철수 작전 계획서
OP PLAN 2-25

중국군의 참전으로 서울을 다시 빼앗긴 직후 미 제8군이 작성한 한반도 

철수 작전 계획서(OP-PLAN 2-25)다. 작전 계획서는 세 가지 가상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1) 극동군사령관실의 유엔군 한반도 철수 지시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미 제8군은 대피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야 함

(2) 한국군과 선정된 일부 정부 관료 및 특수 분류된 일부 민간인들도 

대피 대상임

(3) 민간인의 대규모 피난은 없음

이 계획서는 중국군의 성공적인 제3차, 제4차 남진 공세 이후 작성된 

것으로, 단계별 병력 철수와 철수 경로(지도), 한반도 철수 후 일본 주둔지 

상황 분석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총 187쪽에 달하는 1급 비밀 문서다. 

출처: 미 극동군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문서군 (RG 554)

1950.11.6. 

미 합참의장, 맥아더 장군에게 
‘만주 부근 폭격 금지’ 명령

워싱턴의 브래들리(Omar N. Bradley) 합참의장이 

도쿄의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긴급(FLASH) 전문 사본이다. 

브래들리 합참의장은 맥아더 장군의 만주 접경 

지역 공습에 대해 “6·25전쟁은 정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영국과의 상의 없이는 만주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정부 차원의) 하나의 약속이다.”라고 지적하고 

나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만주 접경 5마일 

이내의 모든 폭격을 연기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맥아더 장군에게 독자적인 군사 작전을 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출처: 미 극동군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문서군 (RG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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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3.27.

미 합동참모본부의 
6·25전쟁 종결 복안
United States Position Regarding 
an Armistice in Korea

중국군의 제4차 공세 이후 미 합동참모본부가 38도선 부근에서 

전쟁을 종결한다는 정책을 고려한 문서다. 중국군의 참전 이후 

유엔군이 전선에서 밀리게 되자 1950년 12월부터 미 정부 내에서는 

유엔군 철수, 38도선에서 현상 유지, 전쟁 확대 등의 다양한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서는 최종적으로 미 

합동참모본부가 한반도 문제는 더 이상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38선 부근에서 휴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 의견을 

내놓고 있다.

출처: 미 공군본부 문서군 (RG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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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에서는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지도자들의 다양한 전쟁 전략에 

관한 문서들을 선별하여 전시하였다. 이 문서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

롯해 트루먼 대통령,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 등이 6·25전쟁에 대해 어떠

한 정책과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 보여주며, 특히 중국군의 참전 이후 

트루먼과 맥아더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었음이 나타나 있다. 공산군 

측 마오쩌둥은 스탈린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공산군 지

도부 내부에서는 김일성과 중국군사령관 펑더화이가 심각하게 갈등

을 겪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문서들이 전시된다. 미국 정보원의 보고에 

의하면 김일성이 조기에 정전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마오쩌둥이 김일

성을 김두봉으로 교체하여 북한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에 대해 보고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art 2 exhibits the documents on a variety of war strategies of 

leaders of the UN forces and the Red Army. These documents 

show which policies and positions President Rhee Syng-man, 

President Truman, UN Forces Commander MacArthur, and 

so on had on the Korean War back then. Especially, shown is 

the fact that conflicts between Truman and MacArthur were 

amplified after the Chinese Army entered the War. On top of 

that, exhibited are the documents that imply that Mao Zedong 

on the side of the Red Army received much support from Stalin 

but Kim Il-sung and Peng Dehuai, Chinese Army Commander, 

experienced a serious conflict within the leadership of the Red 

Army. According to a report by an American source, Kim Il-sung 

wanted an early ceasefire, and Mao Zedong reported about the 

possibility to seize the North Korean regime by replacing Kim Il-

sung with Kim Du-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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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주한연합군사령부 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오른쪽 두 번째)은 한국의 휴전을 논의 하는 회의에 유엔 대표로 참석했다. 

왼쪽부터 오른쪽: Arleigh Burke(미래군)해군 소장 미 해군, Laurence C. Craigia 소장 미 공군, Paik Sun Yup 장군 대한민국 

육군, Turner Joy 미 해군 중장, Ridgway, Henry I. Hodes 미 육군. 1951.7.



마산에 방문한 유엔위원회 위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앙): 

Anup Signh 인도, Kamil Idil 터키, Lee Yung Jung 대한민국육군소장. 1950.10.17.



트루먼과 국무장관 딘. 1950.12.



1950.6.25. 

개전 당일 11시 35분, 
이승만 대통령과 
무초 대사의 첫 만남

6·25전쟁 발발 당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 주한 미 

대사를 처음으로 만나 대책을 논의한 내용을 국무부로 

타전한 전문이다. ‘약속 시간 11시 35분, 대통령 관저에서 

이 대통령 면담’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오후 2시에 무초 대사가 타전한 이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오늘 오전 이승만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의 

비망록.” 국무장관이 수신자로 되어 있는 이 전문의 

비밀등급은 NIACT이다. ‘Night Action’의 준말로, 수신 

시간이 밤일지라도 즉각 조치(immediate action), 즉 

수신자인 국무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라는 긴급 전문인 

것이다. 국무부의 전문 수신 시각은 6월 25일 오전 2시 

54분으로 되어 있다. 전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감정적으로 상당히 긴장한 듯 보이긴 했지만 

침착했다. 한국 육군 본부에 막 다녀오는 길인데 한국군 

지휘부와 미 고문들이 비상사태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 걸 봤다며 내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도쿄의 

연합군최고사령관(SCAP)이 오늘 오전 10시에 상황 

보고를 받은 것을 확인했으며, 서울은 안정되고 평소와 

같은 분위기라고도 전했다.”

뒤이어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은 무기와 탄약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적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첫 마디였는지는 이 전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문에 의하면 이 대통령은 “누구도 이런 상황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국민에게 경고했던 일이다. 

필요하다면 남녀노소가 모두 나와 막대기와 돌을 들고 

싸우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출처: 미 국무부 문서군 (RG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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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9.21. 

전쟁 포로 이학구 심문서
Prisoner of War Special Interrogation Report

미군은 6·25전쟁 시 공산군 전쟁 포로들에 대해 입대 동기에서부터 

진출 경로, 부대 상황 등에 관하여 소상하게 심문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특히 북한군 이학구(Senior Colonel, 총좌)는 북한군 포로 중 

고급 장교로 대표되는 포로로, 당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미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의 연합통번역서비스(ATIS)에서 작성된 

이 문서에는 포로 번호, 나이, 소속 부대 등 포로의 개인 정보와 그 

심문 내용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다. 심문 내용 중에는 포로가 

‘전해들은 말(Hearsay)’도 포함되어 있다. 이학구의 심문 결과는 향후 

작전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출처: 미 극동군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문서군 (RG 554)

1950.7.2. 

CIA가 입수한 소련군 총사령관 
주코프 장군의 베이징행
Conference between High Soviet and Chinese officials in paiping 

미 CIA가 소련군 총사령관 주코프(영문명) 장군의 

동향을 보고한 문서로, 주코프 장군이 베이징에서 

귀국한 지 열흘 뒤인 1950년 8월 1일에 작성되었다. 

“1950년 7월 2일, 소련군 총사령관 주코프 장군이 

중국 지도자들과 한국 사태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30명의 참모를 대동하고 베이징에 도착했다. 

주코프는  (중국 동북부)심양(瀋陽)에 들러 

(중국군 지휘부와) 의견을 나눈 뒤 7월 21일 

소련으로 귀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6·25전쟁 

기간 동안 미 CIA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오가며 

이뤄진 지도부나 군사 전략 관련한 비밀 회동에 

대해 정보원을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는데, 

이때 접수된 비밀 회동의 핵심 내용 일부는 

1990년대부터 공개되기 시작한 중국과 소련의 

비밀 해제 문서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출처: 미 중앙정보국(CIA) 문서

071070  2부    전쟁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          Part 2  Various Perspectives on the War



1950.10.15. 

트루먼-맥아더의 
웨이크 섬 회담록
Substance of Statement 
Made at Wake Island Conference

태평양 웨이크 섬에서 열린 미국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과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 

간의 회담 내용을 정리한 23쪽의 공식 녹취 요약록이다. 

웨이크 섬 회담은 6·25전쟁의 전황과 대책을 논의한 자리로, 

이때 트루먼 대통령이 중국군의 개입에 대해 물었으나, 

맥아더 장군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답하였다.

미 합동참모본부 문서 중 오마 브래들리 파일 속에 보관되어 

있던 요약본으로, 트루먼 대통령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웨이크 아일랜드 파일’본이다. 07시 36분에 시작된 회담은 

09시 12분에 끝났으며, 공식 회담 이후 1시간 30분 동안 

트루먼-맥아더 양측 참석자들 간에 후속 토의가 있었다고 

한다. 오마 브래들리 파일 속에는 이 요약본 초록의 교정본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 미 합동참모본부 문서군 (RG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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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1.6.

트루먼과 애치슨의 
압록강 철교 폭파 논의
Summary of Telephone Conversation with 
the President at Kansas City

딘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장관이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를 

방문 중이던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과 압록강 철교 폭파 

건으로 긴급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1급 비밀 문서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압록강 철교를 폭파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런 조치가 우리 병력 보호를 위해 

즉각 필요하다면 대통령은 복잡한 문제점들에 기꺼이 직면할 

것이다. 대통령은 폭파 작전을 해야 하는 당면한 원인들에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맥아더의 의중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화 내용은 짤막하지만 6·25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두루뭉술한 표현이지만 트루먼 대통령이 교량 

폭파를 승인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6·25전쟁의 군사 전략에 

있어 트루먼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 간에 첨예한 갈등의 씨앗이 

되었던 압록강 철교 폭파 건이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이다. 워싱턴의 

철교 폭파 연기 결정에 맥아더 장군이 저항하면서 그와 워싱턴의 

갈등은 이때부터 깊어지기 시작한다.   

이 통화가 이루어지기 불과 이틀 전인 11월 5일(미국은 11월 4일)에 

도쿄의 맥아더 장군은 압록강 철교 폭파를 결심했다. 중국군 

3만 4,000명의 병력이 이미 참전해 공세를 펼치고 있었고, 41만 

5,000명의 대규모 병력이 만주에서 대기 중이었다. 중국군이 

언제든 압록강 철교를 건너올 수 있다고 판단한 맥아더 장군은 같은 

날 국방부에 폭파 작전 승인을 요구함과 동시에 스트레이트마이어 

극동공군사령관에게 즉각 공습 준비를 지시한다. 강이 얼면 

중국군의 압록강 도하가 쉬워진다고 본 만큼 하루라도 빨리 

폭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정부의 경우 모든 군사 작전은 한국 영토 내에서만 수행하며 

중국과의 국경을 포함해 만주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신의주와 단동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폭파할 경우 생길 문제점을 

고려해 폭파를 반대했다.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폭파 작전 승인을 

요청받은 국방부의 로빗 차관이 그 작전을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알렸고, 이를 들은 애치슨 장관이 급히 캔자스시티를 방문 중이던 

트루먼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출처: 미 국무부 문서군 (RG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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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1.14. 

맥아더 “만주 핵심 지역 
공습할 수밖에 없다”
General MacArthur’s Concept of the Korean Campaign

시볼드(William Sebald) 주일 대사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과 나눈 대화 내용을 기록한 비망록이다. ‘6·25전쟁에 대한 

맥아더 장군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압록강 철교 폭파 

여부를 놓고 도쿄의 맥아더 장군과 워싱턴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던 1950년 11월 14일의 기록이다. 작전 개념을 묻는 시볼드 

대사의 질문에 맥아더 장군은 “당면 목표는 압록강의 다리들을 

폭파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현 유엔군의 전선과 한중 국경 

사이를 격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맥아더는 또 중국군을 압록강 너머로 몰아내기 위해 유엔군은 

즉각 가능한 모든 지원을 받아 총공세를 펼쳐야 하며 유엔군은 

물론 국경에서 공세를 멈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그리고 압록강이 얼어붙기 전에  다리를 폭파하여 중국군을 

몰아낼 수 있다면 6·25전쟁은 끝난다.”

더불어 맥아더 장군은 작전이 실패할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러나 이 작전 계획이 실패하고 만주에 있는 중국군이 계속 

쏟아져 들어올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봤을 때 만주의 핵심 

지역들을 폭격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중략)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면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소련의 항전을 불러오고, 결국 전쟁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 

극단적인 사태로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출처: 미 국무부 문서군 (RG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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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1.28. 

폴 니츠의 
중국군 개입 이후 
사태 분석
Point for Possible Use at NSC Meeting

6·25전쟁 당시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으로 트루먼 정부 대외 

정책의 매파였던 폴 니츠(Paul H. Nitze)가 중국군 개입 이후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분석하여 국무장관에게 

보낸 편지다. 폴 니츠는 6·25전쟁 직전 미국의 세계 전략 

방침을 기획했던 핵심 전략가로서 중국군에 대항하여 강도 

높은 작전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서에서 

그는 “해군 함포 및 공군 폭격으로 만주와 중국에 대한 공격”, 

“(미국)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등 군사 정치적인 행동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까지 확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을 볼 수 있다.

출처: 미 국무부 문서군 (RG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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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2.27. 

중국군 지휘관과 
북한 관리들 사이의 불화

미 극동군사령부 전역(戰域) 정보국(Theater Intelligence 

Division)의 정보 요약 보고서(Intelligence Summary)다. 

한 정보원이 연천 지역의 반(反)공산군 진영에서 떠도는 

소문을 정보참모부 G-2에 보고했다. 중국군과 북한 

관리들 사이에 정치적인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알력이 

생겼다는 첩보다.

“중국군 고위 지휘관들은 현 북한 정권이 주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천 주민들은 

북한군이 주민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반면, 중국군은 주민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한다고 보고 있다.”

출처: 미 극동군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문서군 (RG 554)

1950.11.28.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쟁이 새로 시작됐다’

1950년 11월 28일 오후 3시에 열린 백악관의 

국가안보위원회 회의록이다. ‘중국지원군’의 이름으로 

압록강을 도하, 한반도에 병력을 출병한 중국의 

6·25전쟁 참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을 비롯,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장관, 마샬(George C. Marshall) 

국방장관, 브래들리(Omar N. Bradley) 합참의장 등 

국가안보회의(NSC)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나눈 

1급 비밀 대화록이다. 전반적으로 중국군의 대규모 

참전으로 인해 유엔군이 전선에서 밀리고 있으므로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만주지역으로의 확전 문제를 놓고 국방부와 국무부 

의견이 나뉘었으며, 최종적으로 38선에서의 현상 

유지 정책이 결정되었다.

출처: 미 국무부 문서군 (RG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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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4.11. 

맥아더 장군에게 타전된 
사령관 해임 통지 전문(電文)

오마 브래들리(Omar N. Bradley) 미 합참의장이 

도쿄의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에게 

타전한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의 해임 통지 

전문이다. “다음의 메시지를 귀하에게 전달하라는 

트루먼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이 전문은 브래들리 합참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맥아더 개인에게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미 합중국 대통령이며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귀하를 

연합군 최고사령관 자리에서 해임하게 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이 전문을 통해 트루먼 

대통령이 전하는 핵심 사항이다.

트루먼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매튜 리지웨이(Mattew 

B. Ridgway)가 맥아더 장군의 후임으로 결정되었으며, 

해임 사유는 추후 공식 발표문을 통해 밝힐 것이라는 

짤막한 내용만 담겨 있다.

출처: 미 합동참모본부 문서군 (RG 218)

1951.4.5. 

마오쩌둥-스탈린 
모스크바 회동
Simo-Soviet Plans to Continue War in Korea

1951년 2월 초 모스크바를 방문한 마오쩌둥(毛澤東)과 

스탈린(Josoph Stalin)의 회담에서 중국과 소련이 

6·25전쟁에서 협력을 합의한 사항이 기록된 미 CIA 

정보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6·25전쟁에서 포기하지 않으며, 전력을 

다해 계속 싸운다.

(2) 중국은 50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견한다.

(3) 미국이 만주 폭격을 요청한 맥아더에 동의할 

시 소련은 중소상호원조조약과 중소동맹에 

의거하여 일본의 미군 기지를 폭격한다.

(4) 한국 파병으로 중국 내 병력이 부족한 요새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 소련군이 중국 내에 

주둔하는 것을 환영한다. 

(5) 한국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소련은 국제 

의용군을 조직해 한국에 파병한다.

(6) 소련은 중국에 탱크와 트럭, 연료와 탄약 

지원뿐 아니라 해·공군 병력을 파견한다. 

(7) 중소 국경의 주요 지점에 대규모 군수품 기지를 

세운다.

미 CIA의 이 정보 보고서는 4월 5일에 작성된 것으로, 

그 말미에 “마오쩌둥이 귀국하자마자 예외적으로 당 

정치국회의가 소집되었다.”라고 적혀 있다. 마오쩌둥의 

모스크바 방문은 그 이전인 1월 말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마오쩌둥이 스탈린과 만나게 

된다면 6·25전쟁의 전개 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에 큰 관심이 쏠린 것이다. 마오쩌둥은 

모스크바에 방문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군을 축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소련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아낸다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출처: 미 중앙정보국(CIA)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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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10.24. 

중국군과 북한군의 충돌
Friction Between the Chinese Communist and 
North Korean Armies

CIA의 정보 보고서다. 서부 전선에 배치되어 있던 

중국군 38군과 39군이 10월 2일에 서부의 중앙전선으로 

이동했다고 보고하면서 병력 이동의 목적을 “서부 

전선에서 생긴 중국군과 북한군 사이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북한군 제2군단장 

최현은 평양으로부터 중국군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더 노력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1951년 9월 중 중국군과 북한군 

사이에 20건의 소규모 충돌이 있었으며 이 충돌로 북한군 

장교 3명과 사병 6명, 중국군 사병 18명이 사망했다. 

중국군과 북한군의 합동작전위원회는 10월 1일에 

참모회의를 소집하여 중국군에 식량 보급을 약속했던 

북한군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 북한군이 중국군의 

고자세에 늘 불만을 품어왔던 것 등 북중 마찰의 원인과 

문제점에 관해 토의하였다. 중국군 측은 모든 사실을 

모스크바와 베이징에 보고하겠다고 북한군 측을 

위협했고, 북한군 측은 혼자서 싸우는 편이 낫겠다고 

맞섰다.

출처: 미 중앙정보국(CIA) 문서

1951.7.22. 

북중 평양 비밀 회동: 
‘김일성, 조기 정전 희망’

Chinese Communist Foroes in Korea

김일성, 펑더화이(彭德懷) 등이 참석한 북한-중국 군사 

수뇌부의 1951년 7월 22일 평양 비밀회의에 대해 미 제8군 

제308정보대(CIC) 소속 정보원(8-23)이 작성한 보고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전회담과 관련, 김일성, 펑더화이, 최용건, 남일, 

덩화(鄧華), 차오관화(喬冠華), 솔로프(Soloff, 소련군 

소장, 중국 지원군 고문) 등이 평양에서 회합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김일성은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펑더화이는 유엔군이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중국은 한국에서 3차대전이 시작될 때까지 

개성(정전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보원 보고(Agent Report)’는 평양 회동 닷새 후인 7월 

27일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은 1990년대 후반에 공개된 

6·25전쟁 관련 중국 공문서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북한 전 지역이 폐허가 되자 김일성은 전쟁이 마무리되기를 

원했고,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 역시 정전을 원했으나 

스탈린(Joseph  Stalin)에게서 군사 지원을 더 얻어내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정전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출처: 미 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군 (RG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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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0.9. 

마오쩌둥 
‘김두봉으로 김일성 교체, 
북한 정권 장악 시도’
Chinese Communist Attempt to Gain 
Control of North Korea

‘중국의 북한 정권 장악 시도(Chinese Communist 

Attempt to Gain Control of North Korea)’라는 제목의 

미 CIA 정보 보고서다. 미국이 6·25전쟁에 참전하면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듯 중국은 1950년 10월 압록강 

도하와 동시에 북한군의 군사지휘권을 확보했다.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은 이름뿐이었다. 보고서는 

북중 간의 새로운 국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952년) 8월 말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중국이 

지원군을 파견하는 대가로 북한 정부가 중국의 완전 

통제하에 들어올 것과, 김일성을 최고인민위원회 

의장인 김두봉으로 교체할 것을 모스크바의 

소련 지도부에 요청했다. 스탈린(Joseph Stalin)은 

저우언라이의 이 제안을 고려 중이며 아직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상태다. (중략) 마오쩌둥(毛澤東)은 

저우언라이에게 소련이 이 제안들을 반드시 

승인하게 만들거나 정치적으로 그에 맞먹는 

이점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중국 지도부는 

소련이 김일성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쟁이 끝나든 안 끝나든 상관없이 김두봉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저우언라이가 김두봉을 

내세우는 것은 김두봉이 북한 내 친중파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김두봉은 중국의 6·25전쟁 참전 

이후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힘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군의 지원에 많은 의존을 해왔다. 

펑더화이(彭德懷)도 김두봉에게 김일성을 밀어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다고 

사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출처: 미 중앙정보국(CIA) 문서

1952.6.20. 

트루먼 
“미국은 지금 ‘전쟁중’ 아니다”

President’s definition of the Korean Conflict

한국 분쟁(Korean Conflict)에 대한 대통령의 

정의(定義). 미 국무부 내 역사 연구부에서 작성한 

연구 비망록이다. 이때는 정전회담이 교착 상태에 

놓인 채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던 상황이다. 이 

비망록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문서에 밝혀져 

있지 않으나 작성자는 “백악관 파일을 검토하던 중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이 미국은 한국에서 

전쟁 중임을 부인하는 아주 특이한 세 번의 사례가 

있었음을 발견했다.”라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들고 있다.

1950년 6월 29일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각하, 미국 국민들이 모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트루먼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We were not at 

war).”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그대로 인용해도 

됩니까?”라는 다른 기자의 질문에는 “그래도 

좋다.”라고 답했다.

1951년 1월 4일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지금 

공식적으로 전쟁 중이 아닙니다.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중이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1952년 5월 15일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지금 전쟁 

중이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모두 트루먼 대통령이 미 의회를 

의식한 표현이었다.

출처: 미 국무부 문서군 (RG 59)

087086  2부    전쟁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          Part 2  Various Perspectives on the War



P A R T  3

휴전으로 가는 길

Way To the Ceasefire 

제3부에서는 정전회담이 성사되는 과정부터 정전 협정이 최종적으로 체결되기까지 상황을 보

여주는 핵심적인 문서들을 선정하여 전시하였다. 이 문서들에서는 전쟁에 참가한 국가들이 정

전회담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한국 정부의 경우 처음부터 

한반도 안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전회담은 불가하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

히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유엔군은 정전 협상을 성사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 내지

는 강압하면서 이승만 제거작전으로 알려져 있는 ‘에버 레디 계획(Ever Ready Plan)’이라는 극단

적인 조치까지 구상했던 것이 드러난다. 북한의 경우 유엔 공군이 북한 지역을 폭격한 뒤 1951년 

말부터 조기 정전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었으나, 중국과 소련이 휴전 회담을 반대하고 있었다.

Part 3 exhibits key documents that show the situations from the accomplishment of the 

truce talk to the final conclusion of the ceasefire agreement. You can see that the nations 

that participated in the War had different positions on the truce talk.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de its opposition clear that no truce talk is acceptable without preparing 

countermeasures for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it is foun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the UN forces devised even an extreme measure of ‘Ever Ready 

Plan’ while persuading and coercing President Rhee Syng-man to achieve the truce 

talk. North Korea desperately hoped for an early ceasefire from the end of 1951 after the 

UN Air Force bombarded the North Korean regions, but China and the Soviet Union 

opposed the truce talk. 



이승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미국 지도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에서 합참의장 지명자 

Arthur-Redford, 이승만 대통령, Ellis O. Briggs 주한 미대사, Pyun Tung Tai 한국외무장관, 

Mexwell D. Taylor 미 제8군사령관. 1953. 6.13.



부산. 포로 수용소로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북한군 포로들. 1950.10.



문산리. 22,000여 명의 포로들이 석방되자 깃발을 흔들며 함성을 지르고 있다. 



1951.7.23. 

정전회담 개시 직후,  
미 육군참모부가 검토한 
한반도 비무장화 
Demilitarization of Korea

개성에서 정전협정 첫 예비회담이 열린 직후에 미 육군참모부가 작성한 

2급 비밀 보고서다. 제목은 ‘한국의 비무장화(Demilitarization of 

Korea)’로, 한반도 비무장화의 필요성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남북한의 군비 경쟁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유엔군과 중국군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철수할 경우, 한반도에서는 

남북한의 군사 대치 상황이 재현되면서 6·25전쟁 발발 당시인 1950년 6월 

25일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위협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비무장화는 결국 한반도에서의 외국군 철수와 남북한 대치라는 두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남북한은 비무장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남북한 양국 정부는 증강되고 있는 자국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원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병력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 비무장화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 

“한반도 내에 유엔군이나 미군이 주둔하지 않게 되고,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중부 및 남부 

지역이 기습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일본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한반도 비무장화의 장점이다. 반면 중국이나 소련이 한반도를 손쉽게 

점령할 수 있으며, 일본에 의해 한반도가 점령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끝으로 비무장화 이행에 수반될 문제점도 제시했다. “한반도 

비무장화라는 결론을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내 치안 확보를 위한 민간 병력과 무장 군 병력을 구분하는 

것이 늘 문제점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비무장화는 결국 관련국 정부 

간의 기본 합의(Initial Agreement)를 지지하기 위한 미국과 소련 간의 

조약(Accord)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관련국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도 비무장화를 

실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 비무장화는 중국, 소련, 일본, 영국, 

미국 및 태평양 국가들에게는 물론 남한과 북한에게도 이득이 된다.”

출처: 미 육군참모부 문서군 (RG 319)

1951.7.2. 

무초 “정전해야” vs 
이승만 “정전하면 3차대전될 것”
Cease-Fire Conversations

무초(John J. Muccio) 주한 미 대사가 

기록한 ‘정전협정 관련 대화(Cease-Fire 

Conversations)’라는 제목의 비망록이다. 

1급 비밀인 이 ‘대화 비망록’은 무초 대사가 

정전협정을 반대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찾아가 나눈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무초 대사는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이유와 

관련해 “요즘 (정전협정 때문에) 격앙되어 있는 

한국 측 인사들의 심사를 가라앉히고 (한국 

정부의 정전협정 관련 발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가능하면 자주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오고 있다.”라고 

했다.

넉 장의 이 면담 대화록은 정전협정을 추진하는 

미국 측의 입장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설득하면서, 

이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반응과 정전협정에 

반대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미국과 유엔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한국은 그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지금 

정전에 동의를 하면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약점을 노출시킴으로써 

결국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논리였다.

개전 1년 만인 1951년 6월 말에 미국은 정전을 

결심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을 극구 

반대하였으며, 정전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승만의 

갈등은 깊어만 갔다.

출처: 미 해외공관 문서군 (RG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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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8.16. 

공산군 측 주요 인사 3인
베이징 비밀 회동
Chinese Communist Intentions in Korea

출처: 미 중앙정보국(CIA) 문서

1951.7.31. 

리지웨이 “백선엽 장군은 
정전회담 불참 지시받은 게 아니다”

극동군사령관 리지웨이(Mattew B. Ridgway)가 

무초(John J. Muccio) 대사에게 보낸 1급 비밀 

긴급(FLASH) 전문(電文)이다. 전문은 정전회담의 

한국 측 대표였던 백선엽 소장의 갑작스런 불참 

통보의 이유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선엽 장군은 한국 정부나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구두 지시나 어떤 

형태의 서면 지시도 받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백선엽 장군이 대표로 

참석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회담이 열리는 

비무장지역에 백선엽 장군이 들어가지 않기를 

원한다는 암시를 했다.”

출처: 미 해외공관 문서군 (RG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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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5.8. 

도드 장군(거제도 포로수용소장) 

피랍 사건 중간 보고서

1952년 5월 7일에 거제도 포로수용소장 도드(Francis 

T. Dodd)장군이 북한군 포로들에게 납치돼 제76수용소 

안으로 끌려들어갔다. 이 사건 직후 도쿄에 있던 

리지웨이(Mattew B. Ridgway) 극동군사령관은 자신의 

후임자로 결정되어 도쿄에 와 있던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장군과 함께 서울 북쪽의 제1군단 사령부로 급히 

날아가, 사건 발생 31시간 40분이 지난 5월 8일 오후 10시 

40분, 부산의 무초 대사에게 그동안의 사태 전개 상황을 

서술체 형식으로 보고한다.

그렇게 작성된 이 전문은 1급 비밀의 긴급 전문(FLASH)으로, 

다음날인 5월 9일 포로들에게 도드 장군 석방의 최후통첩을 

보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드 장군 구출을 위해 무력 

진압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넉 장의 이 전문의 

끝에 리지웨이는 클라크 장군도 전문에 보고된 내용과 향후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적고 있다.

출처: 미 해외공관 문서군 (RG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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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5.18. 

밴 플리트 “포로 전원 해외 철수” 
vs 클라크 “한국 내 분산 소개”

유엔군이 포로 처리에 관한 방침을 협의한 지휘 보고서로 17만 

명에 달하는 공산군 포로들을 남한 밖 해외 수용소로 이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 제8군 관할하에 있는 모든 

공산군 포로들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라는 

유엔군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 장군의 지시에 따라 미 

제8군의 후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제2군 수사가 작성한 것이다. 

밴 플리트(James Alward Van Fleet) 미 제8군사령관은 클라크 

장군에게 세 가지 작전 계획을 제언했다.

계획 1: 모든 공산군 포로들을 한국 영토 밖으로 

철수(Removal)

계획 2: 계획 1과 계획 3의 연합

계획 3: 모든 공산군 포로들을 한국 영토 안에서 분산 

소개(Dispersal) 등

밴 플리트의 입장에서는 ‘계획 1’을 가장 선호했다. 극동군사령부가 

이미 남한에서의 전면 철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 제8군 고유의 전투 임무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도 

포로들을 한국 영토 바깥으로 이동시켜 수용하는 방안을 

최선책으로 여겼다. 그러나 포로들의 ‘한국 영토 밖 철수’안은 

결국은 실현되지 못했다. 세 번째 계획, 즉 모든 포로들을 남한 

영토 내에 분산 소개하는 방안은 미 제8군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포로들을 분산함으로써 통제가 쉬워지긴 하겠지만, 

미 제8군의 전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후방 지역의 취약한 

보안 등 기존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라크 장군의 생각은 달랐다. 유엔군사령부 입장에서 

보자면 ‘계획 1’은 포로 통제의 방법이 아니라 미 제8군이 포로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었다.

1952년 5월 20일, 유엔군사령부가 미 제8군 사령관에게 타전한 

전문은 간결했다. “계획 3을 승인한다.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포로 이송 등 계획 3 실시에 따른 전권을 부여한다. 포로 이송에 

관한 기타 세부 권한은 곧 시달할 것이다.”

출처: 미 극동군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문서군 (RG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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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6.18. 

미국 정부, 반공 포로 
석방 강력 항의

한국정부의 반공포로 석방 이후 미 국무부가 강력하게 

항의한 내용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6월 18일에 일방적으로 반공 

포로들을 석방하면서, 이는 한미 간에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다. 때마침 워싱턴에 체류 중이던 백두진 

국무총리에게 덜레스(John F. Dulles) 국무장관은 자신의 

사무실로 와 줄 것을 요청했다.

6월 18일 오후 2시 30분, 백두진 총리는 양유찬 주미 대사 

등을 대동하고 국무장관실을 찾았다. 덜레스 국무장관을 

비롯, 국무부의 월터 로버트슨 극동 담당 차관보 등이 한국 

측 인사들을 맞이했다. 이때 이들이 앉아 나눈 대화 내용을 

기록한 문서가 ‘한국의 일방적인 북한군 포로 석방’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비망록이다.

덜레스 국무장관은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이 이미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한 미국의 입장을 

재차 한국 측 참석 인사들에게 강조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유엔사령부의 권한을 수용할 태세를 

취하지 않는 한, 다른 사태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경고였다.

외교적 언사로 절제되긴 했지만 이 비망록에는 다른 외교 

문서에서 흔히 보기 힘든 격한 단어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미국이 일방적인 반공 포로 석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이승만 대통령의 

행동은 적군만 이롭게 할 뿐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등 

뒤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옮겼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출처: 미 해외공관 문서군 (RG 84)

105104  3부    휴전으로 가는 길          Part 3   Way To the Ceasefire



1953.6.22.-7.26. 

이승만-로버트슨 
‘작은 휴전 회담’ 35일간의 기록

The Rhee-Robertson Conversations and Their Aftermath

미국 대통령 특사인 로버트슨과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회담에 관해 협의한 내용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 포로를 석방한 1953년 6월 18일 이전까지 

6·25전쟁에서 한국 대통령 ‘이승만’의 이름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이 반공 포로 석방 이후 

6·25전쟁과 이승만은 다시 한 번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한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대통령은 

국무부 극동 담당 차관보였던 월터 로버트슨을 

특사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파견한다. ‘작은 

휴전회담’이라고까지 불린 이승만-로버트슨 회담은 

6월 25일에 시작되어 7월 12일까지 계속되었다.

국무부 역사연구국(Historical Studies Division)은 

1953년 7월에 ‘이승만-로버트슨 회담과 그 후’라는 

제목의 연구 프로젝트로 이 회담의 모든 과정을 

기록해 104장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는 

6월 22일 극동군사령관 클라크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의 대화록으로 시작되어 이승만-브릭스 주한 

미 대사 회동(6월 23일), 브릭스 대사와 백두진 총리 

회동(6월 23일), 로버트슨 특사의 서울 도착 성명(6월 

25일) 등으로 이어지고, 7월 25일 이승만-클라크-

브릭스의 3자 회동으로 끝난다.

출처: 미 국무부 문서군 (RG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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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7.5.

백선엽, 한국군 독자 행동 강력 반대, 
이승만은 격분

1953년 7월 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직전 미 

군사고문단이 이승만 대통령 동향에 대해 작성한 

정보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백선엽, 한국군 독자 

행동 강력 반대, 이승만은 격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국군 내 알력과 관련, 신뢰할 만한 

정보원의 보고다. 이 정보원에 따르면 백선엽 

장군(육군참모총장)이 한국군의 독자적인 행동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조언을 하자 (정전협정에 

반대하며 한국군의 독자 행동을 주장하는) 

이승만 대통령은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백선엽을) 해임할 경우 군 지휘부의 심각한 반발이 

예상되며 미국이 군수품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측근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백선엽 장군의 

해임을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대부분은 

백선엽을 아주 유능한 인물로 존경하며, 친미적인 

인물로 여기고 있다.”

출처: 미 작전전술지원부대 문서군 (RG 338)

1953.6.22. 

이승만-클라크 대화록
Clark-Rhee Conversation

6·25전쟁 정전회담을 둘러싸고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 정부 사이에 벌어졌던 첨예한 갈등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문서다. 정전회담 마무리 시기인 

1953년 6월 22일, 정전협정 서명 전에 중국군을 

무력으로라도 한반도 밖으로 퇴각시켜야 한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유엔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대화록이다. 

여기에 나타난 클라크 장군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수용해야만 한다. 

첫째,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을 

반대함에도) 정전협정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 미국은 한국에서 중국군을 

무력으로 퇴각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할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

출처: 미 국무부 문서군 (RG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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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7.27. 

정전협정 3자 서명
Armistice Agreement

미 합동참모본부의 6·25전쟁 정전 문서 파일에 들어 있는 

정전협정문 사본이다. 협정문 표지 다음 장에는 ‘한국에서의 

군사 정전과 관련, 유엔군사령관 측과 북한군 총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측 사이의 합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협정문 맨 끝에는 한국을 제외한 북한, 중국, 미국 측 대표 3인이 

서명했다. 김일성, 펑더화이(彭德懷),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순이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글, 중국어 문서로 합의되었으며, 각 언어로 된 문서는 모두 

정본이다.”라고 적혀 있다. 정전협정 문서에 한국 대표가 서명하지 

않은 것은 정전 이후의 모든 책임은 유엔군이 져야 한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이승만 대통령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정전회담이 시작되면서부터 한반도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은 정전은 있을 수 없다면서 줄곧 정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출처: 미 합동참모본부 문서군 (RG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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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8.7. 

이승만의 정전 반대 이유
President Rhee Uses Agitation Against Armistice
to Build Strong Bargaining Position

미 국무부 정보연구실(OIR)이 정전협정 직후 

이승만 대통령의 정전 반대 이유를 분석한 

보고서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과 공산군이 

정전협정에 서명한 후에도 정전 반대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정전에 반대하나 

정전협정을 방해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이었고, 

정전 후 ‘정치 회담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승만, 협상 입지 강화를 위해 정전협정 반대 

선동 활용”이라는 제목의 이 정보 분석 보고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 이후의 정치 회담에서 

협상 입지를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정전협정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의 조건부 정전협정 

수용안이 결국 정치 회담에서 그의 협상 입지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출처: 미 해외공관 문서군 (RG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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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10.24. 

에버 레디 플랜
Ever Ready Plan

미 군부의 '이승만 대통령 제거 작전’으로 

알려진 ‘에버 레디 플랜’의 계획서다. 도쿄의 

유엔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  장군이 

워싱턴의 리지웨이(Mattew B. Ridgway) 육군 

참모총장 앞으로 보낸 1급 비밀 문서로, 수신인만 

볼 수 있게끔 ‘리지웨이 독점 열람(Exclusive 

for Ridgway)’이라는 열람 제한 표시가 되어 

있다. 정전협정 체결 3개월 후에 작성된 

것으로, ‘외국인 배포 금지(NOFORN)’의 배포 

등급이 매겨진 이 에버 레디 플랜은 단순히 

휴전을 반대하는 ‘이승만 제거’를 위한 ‘미국의 

비밀 작전’이라기보다는, 한미 관계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미 군부의 전반적인 정치·군사적 

긴급사태 대비책이었다.

출처: 미 합동참모본부 문서군 (RG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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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6.13. 

미 합동참모본부의 
남한 철수 계획 
-“한국인 해외 소개(疏開)”
A Preliminary Study on the Evacuation of 
ROK Personnel from Korea

미 합동참모본부 소속 합동전략계획위원회(JSPC)가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한 ‘한국인 소개(疏開)에 대한 예비 연구(A Preliminary Study 

on the Evacuation of ROK Personnel from Korea)’라는 제목의 1급 

비밀 문서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의 극동군사령부는 

1951년 1월 한반도에서의 전면 철수에 대비한 한국 정부 피난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남한에서 한국 정부 요인을 포함한 한국인을 해외로 

소개한다는 미군의 계획이 이 보고서로 더욱 구체화된 것이다.

한국 정부 소개 계획은 유사시 소개지로 제주도를 포함해 미 

본토와 하와이, 필리핀, 오키나와와 사이판, 티니안, 괌 등이 있는 

마리아나 제도를 염두에 두고 각 지역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오늘(6월 16일) 회의에서 극동군사령부가 

한국인 소개지 결정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한국 

소개 문제는 지난 1월 합참의장과 국방장관, 국무부 대표들 사이에 

장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토의된 바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미 본토는 한국에서 거리가 멀다는 점과 대규모 소개(약 75만 명)가 

사실상 유엔의 문제라는 점 때문에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와이도 마찬가지였다. 필리핀은 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의 

인종적 유사점이 없다는 점에서 역시 부적합 지역으로 의견을 모았다. 

오키나와는 군사 시설이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았다. 제주도는 물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마리아나 제도는 군 및 기타 정부 

요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

출처: 미 합동참모본부 문서군 (RG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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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소개할 대상인 한국인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 A급은 

정부 관료와 군 정예 요원 및 국립 경찰이었다. 공군 2,500명, 해군 

및 해병대 1만 4,300명을 포함해 총 30만 543명이었다. 화물량은 

51만 7,200톤으로 추산하였다. B급은 정부 관료의 직계 가족과 

국립 경찰, 비정예 군 요원, 종교계 인사 및 전문직 지도자와 그 

직계 가족들, 부두 노동자 및 철도 노동자같이 유엔을 지원하는 

소수 잡무원들을 포함해 총 18만 2,000명이었다. 이 보고서는 

“A급과 B급을 합한 총 인원은 48만 2,543명이며, 총 화물량은 69만 

9,200톤”이라고 적고 있다.

“미 제8군 사령관은 B급 소개 대상자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할 권한이 있다. 사전에 선정된 1만 명의 전쟁 포로와 1만 톤의 

화물도 소개 계획에 포함한다. 한국 군사고문단 요원들은 최종 

목적지까지 한국군과 동행할 것이다. 부산이 주요 승선항으로 

지정되었으며, 다른 항구들도 이용 가능하다. 소개 대상 한국인들은 

일본에 도착한 후 다음 이동지인 사이판과 티니안으로 이동한다.”

이 소개 계획과 관련하여 1951년 6월 13일에 작성된 미 육군 문서(DA 

IN 3433)에 따르면 극동군사령부는 한국에서 소개된 피난민이 

부산항을 떠나 사이판-티니안에 도착하기까지는 90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약 90일이라는 이 기간은 보안 점검과 섬 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감안한 것이다. 한국 내무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또한 이 소개 계획은 지원 계획을 

준비할 마리아나 군도의 지역 사령관 외에는 누구에게도 통보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기록이 덧붙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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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11.26.

정전 예비회담 및
1차 회담 자료집

극동군사령관 예하 합동전략기획작전단에서 작성한 정전회담 

관련 공식 기록집이다. 리지웨이(Mattew B. Ridgway) 장군이 

유엔사령관 자격으로 김일성과 펑더화이(彭德懷) 앞으로 

보낸 서한이 이 기록집의 맨 첫머리에 들어 있다. 이 기록집은 

183쪽의 분량으로, 총 두 권으로 묶였다. 정전회담에 앞서 

회담에 관한 유엔군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이 제1차 예비회담에서 정전회담의 의제 

및 진행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토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예비회담에서도 휴전회담 개시를 1951년 7월 10일로 

결정한 것 외에는 의제와 회담 방법 등에 관해 양측의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어 앞으로 전개될 정전회담이 난항을 겪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출처: 미 극동군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문서군 (RG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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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7.- 1953.7. 

극동군사령부 
군사(軍史)편찬국의 
정전회담 협상 기록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미 극동군사령부의 군사(軍史)편찬국이 기록한 정전회담 

협상 기록이다. 1급 비밀로 분류된 합동참모본부의 이 협상 

기록은 모두 4부로 나뉘어 있다. 1부는 회담 배경과 결과, 회담 

양측의 입장 및 취약점, 공산군 측의 협상술, 회담장 조성 및 

운영 등 정전협정과 관련된 개괄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2부는 1차 회담부터의 진행 상황과 전쟁 포로 협상 등 각 협상 

의제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3부와 4부에는 

1~2부에서 다루지 못한 회담 전반에 대한 내용이 주제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전체 분량은 1,115매에 달하며, 미국 

국가기록원(NARA)이 소장한 군사 문서군 중에서도 편찬 

체제나 내용면에서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손꼽힌다.

출처: 미 합동참모본부 문서군 (RG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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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 속에 피어난 희망

P A R T  4 Hope Blooming in Ordeal

제4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국민과 정부가 유엔으로부터 물자를 지원받아 구호뿐 아니라 전후 재건과 복구를 이룩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문서들로 구성하였다. 유엔 한국재건단(UNKRA)은 전쟁 기간과 전후에 유엔 회원국 등으로부터 지원

을 받아 한국 정부에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물자 지원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시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되었다. 전시

된 자료들에는 참전 16개국, 의료 지원 5개국, 물자 지원국 39개국 등 총 60개국이 한국을 지원하였음이 나타나 있다. 전쟁 중 

미국과 유엔의 구호 원조는 총 4억 7,190만 달러 규모였으며, 전후 무상 원조는 총 30억 달러 규모에 달하였다.

더불어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국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건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자료들을 함께 전시하

였다. 사진 자료들을 통해 당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음을 알 수 있다.

Part 4 consists of documents on the proces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its people achieving post-war 

reconstruction and restoration with supplies from the United Nations in the ruins of the War.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 received supplies from member nations of the United Nations and so on 

during and after the War to deliver them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se supplies served as a hope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escape from the hardship of the War. The exhibited data show that support was provided to 

South Korea by a total of 60 nations including 16 participants in the War, five nations for medical support, and 39 

countries for providing supplie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Nations sent a total of around $471.9 million of 

aid to South Korea during the War. The post-war grant reached a total of $3 billion. 

In addition, displayed are photographs for easy understanding of the ruined land due to the War and the process 

of reconstruction afterwards. You can learn that all South Koreans worked together to make the miracle on the 

Hangang River with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ack then through these data. 



대전. 유엔의 날 기념식에서 주요도로를 따라 화려하게 행진하는 행렬. 1951.10.24



미 위생병이 깊은 진흙에 발이 빠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군의 도움으로 부상당한 유엔군을 전방 

응급 치료소에서 불모고지(Old Baldy) 근처에 있는 헬리콥터로 후송하고 있다. 1953.4.1.



학교가 파괴되어 야외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 어린이. 1953.6.5.



1951.5.24. 

한국 민간 경제 지원 책임은 
미 제8군 사령관에게
Responsibility for the Korean Economic Aid Program

6·25전쟁 기간 한국 경제 지원 프로그램의 책임 권한을 

규정한 유엔 한국 민사지원사령부(UNCACK)의 문서이다. 

유엔군 사령관실이 미 제8군 사령관 앞으로 보낸 3급 비밀 

문서로 “한국 영토 내에서 미 제8군 사령관은 민간인 경제 

지원을 위한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면서 구체적으로 

6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미 제8군 사령관이 민간 경제의 

최고 책임자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a. 한국 내 민간인들의 질병, 기아 및 기타 경제적 불안정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급품과 장비 공급

b. 소비재 공급

c. 농업, 수산업, 기초 공업, 광업, 전력 생산, 교통 시설, 

공공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 및 원자재 공급과 기술 

지원

d. 민간용 기초 수급품의 적절한 분배, 생산, 활용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각 지방 행정기관장에 대해 지원

e. 회계, 경제, 의료 및 기타 분야의 자문 지원

f. 한국 경제의 즉각적 재건과 장기적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과 요구 확충

출처: 미 극동군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문서군 (RG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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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10.19. 

한국 구호 활동 보고서
Special Report, 
UNCACK Civil Relief Activities in Korea

유엔 한국 민사지원사령부(UNCACK)가 한국에서 진행한 구호 

활동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다.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지원된 

구호물자들은 유엔군 산하의 한국 민사지원사령부를 통해 

체계적으로 한국 정부와 한국군에 전달되었다. 유엔 한국 

민사지원사령부는 유엔 한국재건단(UN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이 편성되기 전까지 구호물자를 담당하는 주요 

부서였다. 이 문서에는 1950년 6월부터 1951년 9월 30일까지 1년 

3개월 동안 민사지원사령부가 실시한 한국 내 구호활동 내역(보건 

위생과 주택, 구호, 물자보급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통계자료 또한 풍부하다. 유엔 한국 민사지원사령부는 전쟁 기간 

동안 한국 국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

출처: 미 극동군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문서군 (RG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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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11.9. 

한국군 증강 프로그램
To Determine What Can be Done Now 
to Make Better Use of Korean Manpower, 
from a Military Point of View

이 보고서는 유엔군사령부의 리지웨이(Mattew B. Ridgway) 장군이 

한국군 증강 방안을 본국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951년 7월 초부터 유엔군을 대체할 만큼 한국군을 증강해야 

한다는 요지의 한국군 증강 방안 프로그램을 유엔군이 검토하기 

시작했고, 한국군 증강 방안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었다. 이 

한국군 증강 프로그램은 점차 가시화되어 전쟁 기간에 2개 사단이 

증강되었고 전후 총 20개 사단의 증강이 추진되었다.

전쟁 기간 동안 유엔군사령관은 국군 증강 전체 한도를 20개 

사단만큼 증가되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그 숫자를 65만 

5,000명으로 추정하였다. 국군 확장안은 “자국군에 대한 한국의 

지원 능력이나 한국 단독의 자체 증강 계획과는 관계없이 다만 

군사적 필요에 기초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나아가 

유엔군의 방어 병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엔군 예비 

병력의 확보는 바로 한국군의 확대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육군본부는 미 제8군과 협의를 거쳐 카투사의 정원을 2만 

7,000명(미 7개 사단과 영연방사단에 2만 명, 각 전투지원부대에 

7,000명)으로 증강하고 사단 창설에 따르는 인력 보충 계획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였다.

미 합동참모본부의 한국군 증강안은 최종적인 심의를 거쳐 1952년 

10월 30일 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추가로 소요될 장비는 예비 

비축품과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에서 각각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52년 10월 말 한미 양국 정부는 한국군 육군의 병력 

수준을 25만 명에서 46만 3,000명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사단을 증편하기 시작했다.
출처: 미 극동군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문서군 (RG 55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수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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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유엔 한국 민사지원사령부 지원

유엔 한국 민사지원사령부의 지원 상황을 기록한 

문서다. 민사지원사령부는 1950년 12월 8일자로 

창설되었으며, 사령부 내에 행정, 보건, 복지, 위생, 보급, 

공보교육, 경제팀 및 각 도별 지역 팀이 편성되어 있었다. 

민사지원사령부의 기본 업무는 질병, 기아 방지를 통해 

전선 후방의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군사 작전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었으며, 부차적인 업무는 

한국의 경제 부흥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민사지원사령부는 1952년 8월 1일 

한국병참관구사령부(KCOMZ)로 통합되어 구호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민사지원사령부는 소속과 

명칭이 수차례 바뀌었으나 그 업무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 조직은 창설 직후부터 질병, 기아 해소 등 

구호사업과 소규모 부흥 사업을 실시하였고, 전쟁 

중에 구호물자의 요청 및 보급, 피난민 구호, 고아원 

등의 수용시설 유지·관리, 피난민 재정착 지원, 의료 및 

교육시설 마련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미 극동군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문서군 (RG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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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2.2. 

UNCACK 민사지원팀의 
월간 보고서

유엔 한국 민사지원사령부 단위부대인 충청남도 

민사지원팀의 1953년 1월의 활동 보고서다. 

유엔 한국 민사지원사령부의 광범위한 활동 

범위와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민사지원사령부 보고서는 각 도별 

민사지원팀이 매달 작성한 것으로 그 분량은 월 

평균 약 2백매에 달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민사지원사령부의 업무가 법원 및 검찰, 교도 

분야에서부터 주택, 화재, 전염병 예방 등 위생 

분야, 도소매 가격 및 시장 분석, 은행 관련 등 

경제 분야, 피난민 지원 등 복지 분야, 곡물 수급 

및 가축 질병 대책 등 민사의 거의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미 극동군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문서군 (RG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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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7.1.-1976.6.30.

유엔의 한국정부 구호 및 
재건 물자 지원
Report of the Agent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이 문서는 유엔이 각 산하기관을 통해 6·25전쟁 기간과 전쟁 직후 

한국 정부에 구호와 재건을 위해 물자를 지원하였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쟁 기간 동안 유엔은 한국 정부의 구호와 재건 사업을 

다양한 방향으로 지원하였다.

유엔군은 유엔 계통의 한국민간구제단(Civil Relief in Korea, 

CRIK), 유엔 한국민간지원사령부, 유엔 한국재건단 등의 기구를 

통해 유엔 회원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와 비회원국 

등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였다. 전쟁 중 한국 정부가 

유엔으로부터 받은 구호원조의 총액은 4억 7,190만 달러에 

달하였다. 1958년도에 유엔을 통한 원조가 모두 종결됨에 따라 

한국의 대외 원조는 모두 미국에 의한 원조로 한정되었고, 

미국의 원조도 구호원조(무상원조)에서 개발원조(공공차관)로 

전환되었다. 이때까지 미국과 유엔 원조기구를 통한 무상원조의 

총액은 매년 3~4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외하고도 30억 달러 

규모에 달하였다.

이 문서에 의하면 한국 정부를 지원한 국가는 과테말라, 도미니카, 

독일(서독),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레바논, 모나코, 멕시코, 

미얀마(버마), 베네수엘라,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스위스,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네시아, 일본, 아이티,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중국(대만), 칠레, 쿠바,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헝가리, 

바티칸 등 39개국과 참전지원국 16개국, 의료지원국 5개국 등 총 

60개국으로 확인된다.

특히 한국재건단은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 교통, 통신 시설을 

복구하고 의료, 교육 시설 등의 재건을 통해 민생 안정에 

주력하였으며, 원조를 통해 전후 부흥 사업에 크게 기여했다. 

재건단의 사업은 당초의 목표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시멘트 

산업이나 섬유 산업 등을 지원하는 데까지 발전하였으며, 전쟁 

중의 부상병과 민간 환자를 치료하고 의사 및 의료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의료원을 설립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출처: 미 해외원조처 문서군 (RG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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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한국 구호, 재건 및 
국방 지원 프로그램
Relief, Rehabilitation and Defense Support Program

정전 후 미국이 한국에서 실시한 재건 프로그램은 민간 

경제와 국방의 두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다. 미 육군참모부 

민사참모장실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도 정전 후 한국 재건 

프로그램의 하나였다. 이 보고서는 1954년 회계연도의 재건 

계획 입안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정전 직후 한국의 식량 

수급, 교통, 전력 상황 등 민간 경제 분야에 대해 분석했다. 

더불어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군의 국방력 제고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미 육군참모부 문서군 (RG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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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민   엄마가 주위의 위험한 상황을 망 보면서 피로로 쓰러진 아이를 일으키고 있다. 

엄마와 아이는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을 벗어나 며칠 동안 이동하고 있다. (1951.3.)

피난민   남자, 여자, 어린이들이 차가운 대동강을 건너고 있고, 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짐을 옮기고 있다. 

수천 명의 북한주민들은 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집을 떠나 도망쳐 나왔다. (1950.12.)

피난민   흥남, 낚시배에 탄 한국 피난민들은 뒤에서 나란히 기다리고 있는 대형상륙함으로 올려지길 기다리고 

있다. 미 해군과 남한 함선이 함께 흥남에서 100,000명 정도를 후송하고 있다. (1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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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구호활동   시카고, 일리노이주. 국제연합한국재건단 직원이 한국으로 보낼 70,000여개의 종란을 바라보고 있다. “계란 공수작전”은 닭과 

함께 한국 재건을 지원하는 첫 번째 임무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Thurl Metzger; Bill Reiges,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 공공정보과 

부국장; Lim 국제연합한국재건단 대표. (1952.4.)

전쟁의 일상   두 여인이 UN 구호물품으로 받은 곡식을 절구에 빻고 있다.

전쟁의 일상   경제 협력처. 서울 근교 농촌지역에서 수확이 한창이다. 길가 옆에서 일구는 논에는 쌀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고 건조한 줄기(공산치하에서 농부들이 강제노역에 시달려 김매기와 관개시설의 부족으로)가 심하게 

휘어있다. 그래도 풍작을 이뤘다. 1950년 기대했던 수확량에 미치지 못했지만 적절한 양일 것 같다. 다 익은 벼는 

수확하기 전에 떨어진다. 도리깨질과 수동팬으로 키질해서 왕겨를 없앤 곡식과 건초더미를 농장에 쌓아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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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구호활동   부산, 미 해군 병원선 Haven호의 장교가 부산에 있는 고아원에 기부금을 냈다. (1951.6.)

유엔 구호활동   Fort Belvoir, Va.(포트 벨브워, 버지니아) 상호방위원조프로그램 국가들의 6명의 외국 군인들이 Fort Belvoir Engineer School 강사(왼쪽)의 

지시 하에 관절단기 작동방법을 배우고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령 In Kwan Kwaj, 남한; 소령 Mohammed Hatefy, 이란; 대위 Sunku Pyo; 인도네시아 

대위 Hervome, 대위 Yerassimos Polykalas, 그리스. (1951. 9.)

유엔 구호활동   국군 간호병이 전쟁 피해자인 어린 아이를 돌보고 있다. (1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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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Free Asia Committee 한국. Committee for a Free Asia가 기부한 신문인쇄용지로 만든 초등학교 교과서 

복사본을 전시했다. 1,000톤의 신문인쇄용지로 긴급하게 필요한 10,000,000권 이상의 교과서를 학년말에 인쇄할 

것이다. 

교육   토성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미국자유아시아위원회에서 기부한 인쇄용지로 만든 새 교과서를 나눠주고 있다. 학교 

건물은 유엔군이 사용했던 것으로 임시 지붕을 덮고 외부에 교실을 만들었다. (1951. 부산)

교육   새로 지어진 학교의 완성되지 않은 교실에서 저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부모님들은 전쟁으로 파괴된 

학교를 다시 짓고 있다. 주한 유엔 민사지원사령부는 집기와 건축자재를 제공하고, 다른 국가와 미국인들은 종이와 

학용품을 기부했다.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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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   인천 목수들이 파괴된 마을의 집들을 재건축. (1952.10.)

재건   서울, 어머니가 폐허가된 도시 가운데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 (1951.3.)

재건   판문점에 예전 회의장 보다 더 큰 회의장을 짓고 있다. 이곳은 정전의 상징으로 

많은 사건의 목격자 역할을 할 것이다. (1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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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   한국인 정비공이 강원도 마차리에 있는 현대식 착암기를 손보고 있다. 공기 드릴은 UNKRA(국제연합 한국재건단) 

원조프로그램으로 한국 탄광을 위해 미국에서 수입한 것이다. (1956.)

재건   대전, 삼호 섬유공장에서 소녀들이 빈 물레 실을 끼워 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 (1953.)

재건   한국 여성들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대외구제협회(Care: Cooperative for Assitance and Relief Everywhere)는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의류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봉틀과 천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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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맥아더 장군 “만주 핵심 지역 공습할 

수밖에 없다” (1950. 11. 14.)

   6) 폴 니츠의 중국군 개입 이후 사태 분석 

(1950. 11. 28)

   7)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쟁이 새로 

시작됐다’ (1950. 11. 28)

   8) 중국군 지휘관과 북한 관리들 사이의 불화 

(1951. 2. 27.)

   9) 마오쩌둥- 스탈린 모스크바 회동 (1951. 4. 

5.)

  10) 맥아더 장군에게 타전된 사령관 해임 통지 

전문 (1951. 4. 11.)

  11) 북중 평양 비밀 회동: ‘김일성, 조기 정전 

희망’ (1951. 7. 22.)

  12) 중국군과 북한군의 충돌 (1951. 10. 24.)

  13) 트루먼 “미국은 지금 ‘전쟁 중’ 아니다” 

(1952. 6. 20.)

  14) 마오쩌둥 ‘김두봉으로 김일성 교체, 북한 

정권 장악 시도’ (1952. 10. 9.)

Part 3. 휴전으로 가는 길

   1) 무초 “정전해야” vs. 이승만 “정전하면 

제3차 세계대전 될 것” (1951. 7. 2.)

   2) 정전회담 개시 직후, 미 육군참모부가 

검토한 한반도 비무장화 (1951. 7. 23.)

   3) 리지웨이 “백선엽 장군은 정전회담 불참 

지시 받은 게 아니다” (1951. 7. 31.)

   4) 공산군 측 주요 인사 3인 베이징 비밀 회동 

(1951. 8. 16.)

   5) 도드 장군(거제도 포로수용소장) 피랍 사건 

중간 보고서 (1952. 5. 8.)

   6) 밴 플리트 “포로 전원 해외 철수” vs. 클라크 

“한국 내 분산 소개” (1952. 5. 18.)

   7) 미국 정부, 반공 포로 석방 강력 항의 (1953. 

6. 18.)

   8) 이승만-로버트슨 ‘작은 휴전 회담’ 35일간의 

기록(1953. 6. 22.~7. 26.)

   9) 이승만-클라크 대화록(1953. 6. 22.)

  10) 백선엽, 한국군 독자 행동 강력 반대, 

이승만은 격분(1953. 7. 5.)

  11) 정전협정 3자 서명(1953. 7. 27.)

  12) 이승만의 정전 반대 이유(1953. 8. 7.)

  13) 에버 레디 플랜(1953. 10. 24.)

13-1) 미 합동참모본부의 남한 철수 계획 

–“한국인 해외 소개(疏開)”(1951. 6. 13)

  14) 정전 예비회담 및 1차 회담 자료집

  15) 극동군사령부 군사(軍史)편찬국의 

정전회담 협상 기록

Part 4. 시련 속에 피어난 희망

   1) 한국 민간 경제 지원 책임은 미 제8군 

사령관에게 (1951. 5. 24.)

   2) 한국 구호 활동 보고서 (1951. 10. 19.)

   3) 한국군 증강 프로그램 (1951. 11. 9.)

   4) 유엔 한국 민사지원사령부(UNCACK) 지원 

(1951.~ )

   5) 유엔 한국 민사지원사령부 민사지원팀의 

월간 보고서 (1953. 2. 2.)

   6) 유엔의 한국 정부 구호 및 재건 물자 지원 

(1955. 7. 1.~1956. 6. 30.) 

 6-1) 한국 구호, 재건 및 국방 지원 프로그램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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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찾아보기

Part 1. 그해, 6월의 포성 

1. 전쟁 전 정책과 상황 판단

   1) 전쟁 직전 미 국무부 애치슨 장관의 

한국정책 보고서 (1949. 3. 22.)

   2) 미군은 북한군 남침을 예견하지 못했나? 

(1950. 3. 10.)

   3) 북한군의 남침 전투 명령 제1호(1950. 6. 

22.)

   4) 미 군사고문단, 한국 유사시 준비 상황 보고 

(1950. 1. 1.~6. 30.)

 

2. 개전 직후의 상황과 초기 대응

   1) 주한 미국 대사 무초의 남침 상황 최초 

보고서 (1950. 6. 24.)

   2) 첫 해상 전투는 6월 25일 부산 앞바다에서 

(1950. 6. 25.)

   3) 전쟁 발발 직후 주요 신문 보도(1950. 6. 

25.~26.)

   4) 개전 이튿날 모스크바의 미 대사관과 

CIA가 본 한국 사태 (1950. 6. 26.)

   5) 미 극동군사령부 알몬드 소장의 작전 지시 

1호,  최초 미군의 작전 지도 (1950. 6. 27.) 

   6) 지도로 보는 미 합동참모본부의 6·25전쟁 

초기 6단계 (1950. 6. 25.~1951. 4. 11.)

   7) 남침 상황을 기록한 북한군 군관 일지 

(1950. 6. 24.~8. 15.)

3. 한강선에서 낙동강까지

   1) 이승만-무초-맥아더 수원 최초 회동, 

맥아더의 ‘중대 결심’ (1950. 6. 29.)

   2) 개전 나흘째, 맥아더가 본 한강 전선 (1950. 

6. 29.) 

   3) 소련 참전 시 미 합참의장 브래들리의 복안 

(1950. 7. 10.)

   4) 낙동강 방어선 전쟁 일지 (1950. 8. 1.~8. 31.)

   5) 김일성의 부산 방어선 돌파 실패 원인 분석 

(1951. 5. 15.) 

 4. 인천 상륙 작전과 북진

   1) 인천 상륙 작전 당시 인천-김포 지역 북한군 

제107연대장 명령(1950. 9. 13.~ 20.) 

   2)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크로마이트 

작전(1950. 9. 15.~ 30.)

   3) 절대 비밀 0070호, 북한군 최고 사령관 

명령서 (1950. 10. 14.)

   4) 미 정보팀의 북한 문서 노획 ‘평양 프로젝트 

인디언헤드 작전’ (1951. 7. 9.)

 4-1) 인디언헤드 기동 부대 프로젝트 (1950. 11. 

20.)

   5) 한국 정부의 북한 점령 시정 방침 (1950. 10. 

12.)

   6) 북한 점령에 대한 최고 관할권 유엔 

사령관에게 (1953.3.12.)

  

 5. 중국군 개입 후 유엔군의 종전 전략

   1) 중국군 개입 이후 미 제8군 전쟁 일지 (1950. 

10. 25.)

   2) 미 합참의장, 맥아더 장군에게 ‘만주 부근 

폭격 금지' 명령 (1950. 11. 6.)

   3) 미 제8군의 한반도 철수 작전 계획서 (1951. 1. 

20.)

   4) 미 합동참모본부의 6·25전쟁 종결 복안 

(1951. 3. 27.)

Part 2. 전쟁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

   1) 개전 당일 11시 35분, 이승만과 무초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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