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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대의 기억과증거도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충분히 보존되고 활용될 가치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 

해 수행되었다. 지역 경제의 발전논리에서 희생되고 있는 

역사적 가치는 전근대에만한정되지 않는다. 특히 현대에 

만들어진 유산들은 보존 인식이 미의탱}여 실시간으로 멸 

실되고 있는상황이다. 현재를살아가는우리세대의 경험 

도 시간의 부절한흐름과 역사가 된다면 이것을 기록하고 

활용하려는노력도분명한가치가 있다. 

연천 유엔군화장장시설은 경기 북부의 접경에서 이루 

어진 6 · 25전쟁의 기록이자현대 세계사의 큰굴곡이었던 

냉전의 ~물이다 전쟁 당시 남한과 북한, 중공군, 미군, 

유엔군 등 수많은 나라가 이념과 국익을 걸었던 유 무형 

의 흔적이 유엔군화장장시설로써 남아 있다. 그러나휴전 

과 분단 상태가 반세기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웹서 관 

련 연구는 난항을 겪어 왔다, 현대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 

의 상징물도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현대문화유산의 의미와 현 

재적 가치를 보존하고활용하기 위해 회장장 자체의 물리 

기록뿐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을 담었다. 더 나아가 현대 

인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간구획 및 정비 방향과 

문화콘벤츠 기획 벙안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우리의 경험과 기억이 역사적 가치를 담고 미래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된다. 연천 유엔군화장장시설 연구는 고증과 원형보존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문화기획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측 

면에서 현대인들이 역사적 주체로서 자각할수 있는새로 

운 기회를제시해 줄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표지 | 연천 유엔군화장장시설 복원도(안) 

고증 남창근, 원화 양영철, 채색 박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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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뀔튿롤m9 

1. 연구배경 

경기 북부의 접경 지역은 냉전 시기 물리적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전방으로서 

6·25전쟁의 역사적 시설물과 기억들이 산적한 지역이다. 전쟁 당시 남한과 북한, 중공군, 미 

군, 유엔군 등 다국적 군인들이 이 지역에서 수년간 접전을 치렀으며 현재까지도 한국, 미국, 

유엔이 관여하는 군사적 요충지이다. 따라서 접경 지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많을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연천군처럼 전쟁 이전에는 북힌에 속해 있었던 수복 지역의 경우 더욱더 그 

러하다. 

우리가 아직 정전이 아니라 휴전 중에 있다는 시실은 접경 지역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으 

며, 많은 대도시 외의 지역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위한 국기-적 ‘인프라’로서 ‘통치’되면서 지역 

민의 이해나 인권등권리의 문제들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을경험히듯 수복접경 지역의 지리 

적 조건은 지역 경제의 발목을잡았다. 

대규모주거 단지와상업 단지 건설을 비껴갈수있었던 이와같은조건은문회유산의 보존에 

는오히려도움이 되었을것이다. 최근십여 년간경기 북부지역에서는 6·25전쟁관련문회유 

신을포함한 여러 문화적 경관들이 발견 및 고증되었으며 연천 유엔군회장장시설 역시 그 중의 

하나이다. 이 외에도 6·25전쟁 관련 문화자원은 다른 지역보다 특히 경기 북부에 상당수기- 집 

중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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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같은 문회유신들은 현대기 신물이라는 이유로 그 고증이나 신빙성 확보 과정에서 명확 

한 사진이나 문서와 같은 증거물을 보다 철저하게 요구받는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긴박한상황 

이 지난 이후, 물자 부족에 시달리며 재건에 치중해왔던 우리 사회에서 뒤늦게 이러한증거물들 

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끔찍한 전쟁은 그것을 겪은 이들에게 있어 잊고 싶은, 잊어야만 히는 트라우마였으며, 

냉전과 6·25전쟁이 기본적으로사성전의 성격을가지고 있다는점. 그리고휴전과분단상태가 

반세기 넘게 지속되고 있는국내 상황은 6·25전쟁과관련한초기 증언 역시 어렵게 했다. 1990 

년대와 2000년대를지니면서야관련 연구들이 활빌히 이루어졌지만다수의 생존자들이 고령의 

나이로 작고호써l 따라 후속 연구가 어려운상홍L이다. 6·25전쟁과 유엔군 참전의 역사적 현장이 

자서부전선의 격전을상상케 히는중요한유적지인 연천유엔군회장장시설 역시 그고증의 과 

정에서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맥릭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연천 유엔군회장장시설을 중심 소 

재로 삼되. 6·25전쟁 전반의 역사적 시실과 사람들의 기억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까지 모두 소 

재로 디-루고자 노력했다. 다소 광범위한 범위를 연구 대상으로 심-은 이유는, 연천 유엔군회장 

장시설의 물리적 기록만으로는 당해 문회유4버l 담겨있는 의미외- 그 의미에서 뻗어 나간 영향 

들을올곧이파악할수없기때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총7장 구성으로 되어있다. 1장은 ‘연구 개요’이다. 연구 개요에는 연구의 배 

〈그림 1) 연천 유엔군화장장시설 파노라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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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연구 벙-뱀에 대해 서술하였다. 2징은 ‘환경 분석’이다. 2정에서는 연천군의 현황과 유엔군 

회장장시설 주변 현횡을 실펴보았다. 더불어 연천군 안보관광 문화지원 현횡을 확인하여 점적 

(밤的) 활용에 머물지 않고, 선적(練따) 활용의 측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전국 유엔군관련 기념물과문화시설을 확인하여 타지역 추모 시설에 대해 파익F하그l자 했다. 

3장은 ‘역사 분석’이다. 역사 분석은 6 · 25전쟁 전반을 다루고자 했다. 먼저 6·25전쟁 발발과 

유엔의 참전 결의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후 유엔군의 참전 과정과 6·25전쟁의 경과 및 유엔군 

의 활으백1 대해 피-익했다. 특히 연천 및 인근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유엔군 전투 상홍써1 대해 자 

세히서술하였다. 

4장은 ‘실측 조샤이다. 실측 조사는 3D 스캐너를 활용한 3D 스캔 직-업과수 실측, 평면 및 항 

공촬영을통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유엔군화장장시설에 대한 3D 스캔 데이터가산출되었 

으며, 총 12건의 실측 도면이 제작되었다. 이 자료는 추후 당해 문화유산이 불의의 시-고로 훼손 

혹은 멸실되었을 때, 복원하기 위한중요한자토a가될 것이다. 

5장은 ‘구솔 채록’이다. 1950년대 초 건립된 유엔군회장장시설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제보 

지를 2017년 현재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이-니었다. 다행히 연천군 미신면에 거주하고 계신 이기 

휴 옹{남‘ 1938년생)의 도움을 받악 1950년대 초 당시 해당 문화유산의 아우라를 간접적으로 경 

험할 수 있다. 이기휴 옹에게 유엔군회장장시설과 관련된 기억 뿐 아니라, 유엔군 관련 기억과 

그 당시 생애사 전반에 대해 수집하였다. 이는 연천 지역의 1950년대 시대상을 연구히는데 소 

중한자료J~ 될 것으로 생각된다. 

6장은 ‘국외 사례’이다. 국외 사례 조사는 유럽과 아시아의 회장 제도와 최근까지 사용되고 있 

는 회장장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독일 다카우에 있는 니-치 강제수용소 회장 

장등과같이 역사적 배경을갖고 있는회정-장시설들은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7징은 ‘보존 및 활용’이다. 현재 유엔군회장장시설은 벽띤 일부와 굴묵부만 님아 있기 때문에 

원헝(I힌形) 모습을 추정해 볼 팔요가 있었다. 이에 현재 전체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 유엔군 매점 시설’에 대한 조시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엔군회정?장시 

설의 본래 모습을 고증하였다. 이밖에도 ‘콘벤츠 기획 t뺀1-’, ‘윤리적 추모시설 조성 방향, ‘공간 

구획 및 정비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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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번 연구는유엔군회장장시설을중심으로진행되었지만, 중심 소재와연관이 있는 

광범위한정보를보고서에담고자했다. 이에본연구는해당문화유산의 물리적 기록이나기억 

기록을 넘어 향후 연천군이 문화도시로 변모하는데 유용한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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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농법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에 있는 유엔군회장장시설은 6 ·25전쟁 당시 전사한 유 

엔군을 회정-하기 위해 건립된 건조물이다. 현재 등록문화재 408호(2008년 10월 l일 등록)로 등록 

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문화재청이 발간한 r20os년 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i1에 따르면 

6·25전쟁 때 서부 전선 전투에서 사망한 유엔군 전사지들의 시신을 회장하려고 건립되었다고 

한다. 해당 회장징은 돌괴- 시벤트로 쌓은 십여 미터 높이의 굴뚝과 회장 구덩이가 핵심 시설로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건물 2동이 연접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 회장장이 들어선 연유는 인 

근 지역에서 고지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유엔군 희생자기- 많이 발생하자 이 

들을 위한회장장 시설을 만들었다고 한다. 전쟁 당시 회장장 시설로는국내에서 유일하기 때문 

에 당시 6·25전쟁 상햄 대한 실증적 자료로서 그 보존 가치가 매우 크다. 

〈그림 2) 언천 유엔군호많}장시설 전경 

01 문화재정, •2000년 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문화재정 근대문화재과, 2009 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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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맥락에서 유엔군회장장시설 기록화 및 활용 연구는 디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유적의 보존 

과 활용에 있어 기-장 기본이 되는 인문 환경과 주변 환경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유엔군 

과 관련한 유적지의 시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객관적 ·실증적 자료를 바 

탕으로 문회유산의 현황을 조사· 기록하였으며,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실측 도면과 원형 고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쇠H하면 。1래와같다. 

1) 인문환경 검토 

유엔군회장장시설은 경기도의 최북단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610번지에 위치해 있다. 본 문화 

유산의 현상 보존을 위한 기록회에 앞서 지역이 갖고 있는 인문 환경에 대한 검토가 펼요하다. 

인문 환경은유적이 갖는 역사적 맥락뿐 아니라향후 보존 정비 및 활용 기획에 있어 기초 자료 

가된다. 인문환경 검토는연천군전지역을대상으로한다. 행정 현황및 인구현황, 교통현황 

등과함께 연천군의 연혁 등에 대해 검토힌다. 

2) 주변환경 검토 

유엔군화장장시설은 6·25전쟁 중 건립된 문회유산이다. 전쟁 중 지어야 했기에 적의 공격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라는 지리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했었다. 보존 측면에서는 외부에 노출된 

문화유산의 경우 자연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지리 환경과 자연 환경을 동시에 검토 

한다. 한편, 향후 유잔의 정비 및 활용 기획과 관련하여 교통 현황과 주변의 문화유잔 현황, 그 

리고문화유산주변의 토지 이용 현황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3) 유엔군 관련 문화유산 사례 조사 

유엔군과 관련된 문회유산이 있는 국가는 드물다. 그 이유는 유엔군이 개입하여 평화를 지 

켜야했던 현대사가 있는 나라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02 우리나라에 있는 유엔군과 관련한문 

02 국제연합평화유지군{國際聯合平和維持軍 Untted Nations F성'acekeeαng Fαce) 은 유앤의 유사 상태시 펑화와 회목을 유 

지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가 자발적으로 파병한 병사이다 유엔(UN)의 다앙한 국가와 주 정부, 조직내 국제적 수준에서 

평화유지군은 분쟁지역을 감시하고 관잘하며 평화 협정 이행을 위해 전 전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평화 

유지활동은 신뢰 구축 권력 분점에 대한 합의 선거지원 법치주의 강화 경제적 사회적 발전 지원 등의 영역에서 다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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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빠산 사례 조사를 통해 향후 유엔군호냉장시설의 보존과 활용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4) 연계 문화자원 사례 조사 

연천군은 경기도의 최북단이자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6·25전쟁을 포 

함하여 현대 남북 관계에 관련된 흔적들이 많이 님아 있다. 문화유잔의 활용 측면에서 안보 관 

광 연계 문회자원에 대한 시례 조시를 바팅으로 해당문회유진에 적용 기능한활용 사례를 검토 

해보고자한다. 

5) 물리적 기록화 

대부분의 문회유산은 천재지변이나 인위적 훼손에 의힌 유실 및 띨실 우려가 항시 존재한다. 

이러한이유로문화유산에 대한물리적 기록호}는매우중요한작업이다. 물리적 기록화작업을 

통해문호써갓버1 대한기초자료를확보할수있는것은물론 현시점을기준으로한기록을남 

겨놓음으로써 혹시 모를 훼손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물리적 기록회는 크게 

도면 제작, 3D 스캔, 평면 촬영, 항공 촬영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남 

이-있는벽면부와굴뚝에 대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딘면도등을제작하였다. 

6) 문화유산 원형 모습 고증 

유엔군회장장시설은 헌재 기초부와 벽면부의 하단 굴뚝 일부만 님아 있을 뿐 벽면부 상단。 

나 지붕부, 실내에 있었을 시설물은 멸실된 상태이다. 폐허로 님아 있는 유적이지만 관련 자료 

를수집 분석하여 지붕부의 모양과상부 기구구조등에 대해 원형 모습추정안을제시했다. 실 

내 공간의 모습이나회장의례에 따른동선 체계 등은 명확히 알수 없으나문과창호의 위치 등 

을 통해 대략의 모습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원형 모습 고증은 별도의 심층 연구기- 필요할 

것으로사료된다. 

한 헝EH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유엔의 평화 유지군은 군인과 민간인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넘이다 (김인수 

r효택의 평화유지활동과 내전국가의 거버넌스 변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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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유산 정비방향 제시 

유엔군화장장시설 보존 및 활용 측면에서 향후 정비 빙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주차장부지나, 유엔군참전을기념할수있는기념 공원 및 기념관등이 설치될 가능 

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토지 이용 계획과동선 계획 등에 대해 검토한다. 

| 연구개요 

언천 유벤군화장장시설 기록화 및 활용 연구 

인문환경검토 
자연환경검토 

역사적 자료 및 인문 흰경 검토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분석 

• 

• 

유멘군 관련 문화유산 사례 조사 
연계문화자원사례조사 

- 유앤군 관련 문화유산 사례 조사 

- 연천군 내 안보관광자원 등 사례 조사 

물리적기록화 

-30스캐닝을 통한 정밀 실혹 및 수 실촉을 통한 건축기법 조사 

사진 촬영. 주변 시설물 조사 

• 
문화유산원형모습유추 
문화유산정비방향제시 

연천 유앤군화장장시설 원형 모당 유후 검토 

주차장, 기념비‘ 기념관 둥 건립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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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훌., 

1. 연천군현황 

1) 연천군 인구 · 지리 

강먼면 

황빼도 
급천군 

파주시 

〈그림 3) 연천군 행정지도 (연전군 홈페이지 인용) 

강원도 
첼원꾼 

!!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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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군은 경기도에서 기장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쪽으로는 포천시, 서쪽은 파주시 장 

단띤 남쪽은 파주시와 동두천시, 북쪽은 강원도 철원군과 황해도 금천군에 접해 있다. 즉, 북 

한과 휴전선을 경계로 하여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연천군의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6 。 39'∼

127 。 10', 북위 37 。 57'∼38 。 17'이고, 면적은 674. 47kni', 인구는 4만 6,697명(2017년 4월 기준)03이 

다. 행정구역으로는 2개 읍, 8개 면, 96개 행정리(103개 법정리)가 있다. 군청은 경기도 연천군 연 

천읍차탄리에있다. 

〈표 1) 연천군 행정구역 현황 

행정구역 면적(k미) 구성비(%) 

연전읍 8798 126 

전곡응 5520 79 

군남면 4566 6.6 

정산면 43.69 6.3 

백학면 6725 8.8 
‘「

미산연 41.26 59 
‘「

왕징면 70.96 12.4 
• 

신서면 147.55 190 

중연 79.68 12.7 

장남면 35.24 78 

합 계 674.47 100.0 

(연천군 r연천 VISION 2030」 연전군 8쪽) 

연천군의 동남쪽에는 광주산맥의 지맥이 지나고 있고, 북쪽에는 마식령산맥이 지나고 있어 

700∼900m의 높은 산지가 동남과 서북부에 발달하고 있으나 서남부와 남부지역에는 낮은 구 

τ이 위치해 있다. 그리고 중%벼l는 추가령지구대가 남북으로 통과하고 있다. 동쪽에는 고대산 

(832m), 지장봉{877m) , 향로봉{6o0m)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절원군, 포천시와 연접해 있다. 서 

쪽에는 환두캔225m) , 용호산β08111)이 파주시 장단면과 각각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검악산{675111) , 중현산{589m) , 마치씻}\588111)이 양주시, 동두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연천군의 

03 2017년 4월 기준 경기도 31 개 시군 총 인구는 13. 129.493영이며. 연천군 총 인구는 46.697영이다 연천군 인구 중 내 

국인은 45,755명(남자 24.052명 여자 21.703명), 외국인은 94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천군은 경기도 시군 중 인구가 

가장 적으며 비율로는 0.36%에 해당한다 

|| 흰경분석 



중%써1는 고왕산{355m) , 조파산\328m) , 당해산{272111)이 솟아 있다 

북동부는 낮은 골짜기를 띠라 흘러내린 철원 용암 대지의 남댄11 해당되어 현무암이 나타나 

있다. 임진강의 지류인 한탄강은 군의 남부에서 임진강과 함류, 서님쪽으로 흐르띤서 차탄천, 

아비천, 천산천과 합류한다. 한탄강은 용암 대지를 침식하여 협곡을 만들고 현무암의 단애를 

곳곳에 발달시키고있다. 이 지역은임진강상류지역으로임진강은한탄강과사어천을합류하 

며 서남류한다. 이들 하천과 백학저수지 등은 관개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임진강과 한탄강 유 

역의 넓고 평탄한 용암대지는 좋은 경작지로 주로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연평균 기옹 10℃, 1 

월 평균기옹 7℃, 8월 평균기옹 25℃로 한서의 차가 30℃를 넘어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보이 

고 있다. 연 강수량은 l,320mm로 디-우지의 하나이다. 04 

정기도 연원룰 

..,’ 

ζ? 

대한민국 경기도 연천 

〈그림 4 ) 연천군 위치 개념도 (연천군 홈페이지 인용) 

2) 연천군토지 · 생업 · 교통 

연천군은 토지의 60.9%가 임야이고, 19.8%가 경지이다. 경지 중 논은 5,537ha, 밭은 7,852ha 

이다. 주요농작물은쌀·보리등주곡이외에잡곡·고추·담배 배추·무등이생신되고있다. 최 

근에는 용암 대지를 개발하여 사과· 배 ·복숭아 등과 같은 과수 재배와 인샅 재배가 휠발하다. 

04 연천군지펀찬위원회, r연천군지 (上)」‘ 경기출판사 2αm 3∼2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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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언천군 행정지도 (연천군 홈떼이지 인용) 

주요 농업용수는 백학저수지에서 공급되고 있다. 

농가 인구는 전체 인구의 23.4%이고 제조업 인구는 2 . 9%이다. 과거에는 석탄·강옥 등이 생 

산되었으나 최근에는 폐광되었다. 현무암을 원료로 히는 돌절구·뱃돌 등이 연천읍과 전곡읍에 

서생산되고있다.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광산물로는 규석과 석회석이 있다. 수도권 인구의 증가로 도시 지 

역 내의 산업이 교외지역으로 이전되면서 한탄강 주변으로 많은 수의 공장이 이동, 입지하였 

다. 주요 공업은 비금속공업 ·식료품 공업 ‘조립 금속 공업 ·섬유공업 등이다. 

상업 활동중전통장터는 연천장이 2·7일, 전곡장이 4 9일 등 5일장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나 현재 많이 쇠퇴되어 상설 시장 형태로 변하였다. 상설 시징벼l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산물과도시에서 생산된 일용품-의류·해산물 곡류등이 교류되고있다. 그리고전곡에서는우 

시장이 4 ·9일에 열리고 있으니-타지역과 비교해 매매량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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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국도 3호선이 전곡읍과 연천읍을 남북으로 지니-고 있으며 국도 37호선이 서남북에서 

동북진하여 전곡에서 동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도 322호선 324호선이 동서로 지나고 국도 3 

호선과합류한다. 철도는경원선이 국도 1호선과나란히 남북으로지니고 있다. 

한탄강변에는 많은 유원지가 발달히고 있는데 주말이나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로(국도 3호선. 의정부종두천 구간)는 주밀에 관광객들로 교통 지체가 심각한 도로 

중하나이다. 05 

3) 연천군연혁 

연천군의 역사는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전곡읍 전곡리에서 1978년에 구석기시대의 

유적지가 발견되었는데, 1979∼1983년 6차에 걸친 빌μ굴 조사에서 첨두형(저해f;) 주먹도끼, 타 

원형(댐띠|形) 주먹도끼, 원시형(原始形) 첨두주먹도끼, 가로닐-도끼, 양면날찍개, 외면닐쩍개, 금개 

류 등 다량의 구석기유물이 발견되어 이미 27만 년에서 10만 년 전 시아에 사람이 살았던 지역 

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전곡리 구석기유적에서 전기 구석기시대 이슐리안{Acheulian)형 석기인 

양면핵석기(兩面짧폐), 가로날도끼 등이 발견되어 주목밭댔다.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중띤 삼꽂리와왕징면 무등리 군남면 삼거리 등지에서 빗살무늬토기 

편이 발견되어 임진강·한탄강변 곳곳에 신석기시대의 취락지가 형성되었음을 알수 있다. 청동 

기시대에 이르러 그 유적의 분포밀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이 날1혀졌다.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게 하는데 연천읍 통현리‘ 차탄리, 전곡읍 Oef원리. 은대리, 

백학면 학곡리 등지에서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삼한시대에는 진번군짧香빼)의 영향권에 있다가 기원전 82년경 한나라 군현 지배의 영향권에 

서 벗어나띤서 한강 유역에서 신흥하고 있던 백제의 세력권 내에 속하게 되었다. 그 뒤 고구려 

의 남진정책으로 연천군 일대가 고구려의 영토로 된 475∼551년에 최초로 공목달현(工木펴%;)으 

로불렸다. 

백제 ·고구러에 이어 힌-강 유역을 지배하게 된 신라시대에는 공성현(끼成써)으로 개칭되었으 

며, 757년(경덕왕 16)에는 칠성군(繼뼈’ 지금의 철원)의 영헌이 되었다. 한편 마전(싸머) 지역은 고 

05 한국학중앙연구원. 「연천군(逢川都)」. r효택민족문화대백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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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려 때는 마전천현(뻐L [[I漢쐐), 신라 때는 임단현(없폐쩨으로 불렸다. 적성따城) 지역은 고구려 때 

는 칠중현(七폐않) · 칠중성현( t파째%)으로 불렸으며, 신라 때에 칠중현으로 개칭되어 내소군뺑~ 

*%)의 영현이 되었다. 삭녕(폐젠) 지역도 본래 고구려 때는 소읍두현(小몽꾀핍)이었으나 신라 때에 

삭읍{폐동)으로 개칭되어 황해도 토산군況111빼)의 영현이 되었다. 승령엠체)도 고구려 때는 승량 

현엠쐐않)이었는데 신라 때 동량현(뼈싫싸)으로 개칭되어 철성현의 속현이 되었다. 

고려 태조 때에 장주(附1‘1 또는 찌’l‘|)로 개칭되었고. 995년(성종 14)포천과 아울러 도단련λ뼈l빼 

練따)가 두었다가 1005년(목종 8)에 폐지되었다. 1018년(현종 9) 장주가 다시 동주(찌‘|‘| ; 지금의 철원〕 

에 속하게 되었다가 1175년(명종 5) 철원과 분리되어 감무(藍얘)가 두어졌는데 승령현의 감무가 

겸임하였다. 1309년(충선왕 1)징주의 이름이 바뀌어 오늘날의 지명인 연천泌)| |)으로 개칭되었다. 

또한 마전 지역은 태조 때 마전현으로 개칭되었고, 현종 때 장단의 영내에 속하여 상서도성(尙랍 

都省)의 관리 히에 있다가 1063년(문종 17)개성부의 직할이 되었으며 예종 때 적성현에 병합되었 

다가 1389년(공양왕 1) 다시 분리되어 감무가 두어졌다. 적성 지역은 태조 때 적성현으로 개칭되 

었고, 현종 때 장단군 임내에 속하여 상서도성의 관장 히에 있기도 하였다. 문종 때에 다시 개성 

부 직할로 되었다가, 1106년(예종 1) 다시 분리되어 감무가 배치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인 1413년(태종 13) 연천현감이 배치되었으며 1414년 마전현이 병합되어 마련현(麻뼈 

縣)으로 되었다가 다시 분리되어 연천현으로 하였다. 현종 때에 이르러 다시 마전과 병합되었다 

가 1684년(숙종 l이 연천현이 되었다. 또한 마전 지역은 태종 때 마전현감이 임명되기도 했으며, 

1452년(문종 2)에는숭의전(뽕짧戰)이 있는고장이라하여 마전군으로승격되었다.적성 지역은태 

종 때 현감이 배치되어 1895년(고종 32)까지 계속되었다. 승령현도 태종 때에 신의왕후(떼l찮王암) 

의 외가 고조}이라 하여 승격되어 지군사{知빼‘써가 두어지기도 하였다. 

1907년 철원군의 일부가 병합되어 연천군이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마전· 적성의 2 

개 군과 삭녕군의 대부분 및 양주군의 일부가 분할되어 연천군에 편입 · 병합되었다. 1945년 해 

빙-후국토분단으로 인해 적성면·남띤 전부와백학면·전곡면 일부눈 38도선 이남에 속했고, 

연천군 관인면·중면·식녕면·서님-띤·왕정면 미산면·군남면 전부와 백학면·전곡면 일부는 38 

도선 이북에 속하게 되었다. 그 뒤 1950년 6·25전쟁을 겪으면서 1951년 5월 38도선 이북 지역 

에 있던 대부분의 지역이 탈환되었다. 1954년 4월 15일 이후 군정 하에 있다기-같은 해 10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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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로공포된「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해 전곡면-백학면 군남면-연천면-관인면-미 

신-띤·중띤·왕징면등 8개 면이 11월 17일지-로행정상완전히 수복되었다, 

1963년 1월 1일 파주군 적성면의 눌목리가 전곡면에, 삼화리가 미산면에, 강원도 칠원군 신 

서면이 연천군에 각각 편입되었고 1965년 4월 30일 백학면에 원당출장소가 설치되었으며, 

1979년 5월 1일 연천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83년 2월 15일 관인면 일원이 포천군에, 포천 

군청산면 초성리 ,대전리 ·장탄리 ·궁평리 ·백의리가 연천군청산면에 편입되었으며, 1985년 10 

월 1일 전곡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87년 1월 1일 미산면 석장리가 백학변에 편입되었고, 

1989년 1월 1일 포천군 관인면 부곡리가 연천읍에 편입되었으띠 4월 1일에는 백학면 원당출장 

소가장남면으로승격되었다. 1998년 8월백학면의두현리와통구리를행정리로수복하였다. 06 

06 연전군지펀찬위원회. r연천군지(上)」, 경기출판사 2000. 207∼408쪽 잠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연천군(週川都)」‘ r흔택 

민족문화대백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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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언전군연혁 

| 연 대 시 대 변천과정 | 
구석기시대 전곡리 구석기시대 유적 확인 

30만년 전 ∼청동기시대 신석기시대 삼꽂리 무등러등빗실무늬토기펀 발견 
정동기시대 전곡읍앙원리 고요플등다수발견 

BC18 백제온조왕 액제건국후백제영역에편입 
• 

396 고구려광개토대왕 
고구려 굉개토대왕의 남진정책으로 고구려 영역에 펀입되어 공목달현으로 
영명, 초l초의 역사상 기록 

553 신라진흥왕 14년 신라죠흥왕이 한강유역을점렁한후신라영역에 펀입 
--- -

757 신라경덕왕 16년 공성현으로명칭변경 

940 고려태조 23년 군의 영효을장쥐껴써l로변경 

1018 고려현종 9년 동주군(東州영8칠원때| 편입 

1069 고려문종23년 
승렁(增염).~템(湖염l마전In田l적성씨짜)현등을 펀입 

• 
연천군이 개성부에 편입되때 경기어| 펀입 

1310 고려충선왕원년 장쥐’월州}를 언젠훌Jll ) 또는연주L웬·I묘 개칭 

1413 10 조선태종 13년 연천현감설치 

1906. 09 
.J. 

고종광무 11 년 절원군관인연을연천군g로펀입 

1914. 03 순종 7년 마전적성의 2개연과 4늑영군 [뷰분과앙주군 영근면을연천군에 펀입 

1945. 11 군정법령 제강호로적성면, 남연전역과백흐뻔 전곡면 일부를피주군에 편입 

1954. 10 법률 저l350호로 1주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하여 동년 11월 17일 자로 

행정권수복 

1963. 01 
법률 제11경호로 피뚜군 적성면 늘목리를 전곡면에 심핸三재)리를 미t뻔 

에, 강원도절원군신서면을연천군에 각각편입 

1965 04 군조례 제111호로백흐땐 원딩(元쏠훌장소설치 

1979 05 대통렁렁 저l9409호로연천면을읍으로승격 

1983. 02 대통렁렁 저111027.호로 관인면 일원을 포천군에, 포찬군 정~뻔 초성리‘ 대전 

대한민국 리. 징탄리‘ 궁영리, 백의리를 연천군에 편입 

1985. 05 군조례 제1001호로 연천군 연천읍 치든걷리를 치든'2.42.I로 군남면 삼거리를 
삼거1.2로옥계1리를옥계1 .3리로님계리를남계 1 ,2로각각문리 

1985.09 군조례 제1019.호로연천군중면 횡산리를행정리로수목 

1985 10 대통령령 저1117깅호로전곡면을읍으로승격 

1987 01 대통령령 저l12C〕'J7.호로 DI~땐 석장리를 백흐뻔에 펀입 

1989. 01 대통령령 제12똥7호로모천군핀인연 부곡리옳e-2)를 연천읍에 펀입 

1989. 04 군조례 제2()26호에 의거 백ξ뻔 원딩K.n.쏠}출징소를 징늠변으로l長南面R로 
승격히여 현재와같01 2읍 8개면으로 편성될 

1998. 08 군조례 제2418호로연천군 액흐변의 두현리와통구리를 행정리로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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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천군미산면현황 

미산면 〕,1 

〈그림 6 ) 연천군 미산면 행정지도(연천군 흥페이지 인용) 

연천군 미산면은 군의 중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41.26knf, 인구 1,742명 (201 5년 기준) 

으로 면소재지는 유촌리이다. 행정 구분으로 보면 8행정리@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미산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면(싸面) 8개 리 서면(떠때) 5개 리 그리고 북면(北때) 1개 리 등이 

병합되면서 미산면이 되었다. 1945년 북한 지역에 속해 있었으며 1954년 「수복지구임시행정조 

치법」에 의해 행정권이 수복되었다. 1963년 파주군 적성면 삼화리가 편입되었고, 1987년 석장 

리가 백학면으로 이관되었다. 

미산면 북쪽에 있는 산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구릉 지대인데 임진강이 북동쪽에서 남 

류하다가 한탄강과 합류하여 미산면의 남서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펑지가 발 

달해 있다. 교통은 전곡읍과 백학면을 연결히는 322번 지방도가 면의 중앙을 횡단하고, 그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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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타 도로가 뻗어 있다. 

미산면의 문화유산으로 아미리에 숭의전지않월앓址 사적 제233호), 영원부원군묘따原府院君차), 

심덕부묘fol.챈符값)가 있으며, 백석리에 정발장군묘(郞修將'II싸)가 있다. 그 밖에 마전리에는 목 

은영딩t썼않彩堂), 유촌리 신호묘(申浩값)가 있다. 한편 아미리에 어수정과 아미리 윷샘이 있는데, 

이곳의 약수는신비한효험이 있는것으로알려진다. 

본 연구의 대.AJ이 되는 유엔군회장장시설은 미산면 내에서도 동이리에 소재하고 있다. 동이 

리는 본래 마전군 군내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힐L에 따라 기존의 중부리, 동부리, 

이동리를 병합하여 동부리의 “東”자와 이동리의 “찢”지를 따서 “東짖里”라 하고 연천군 미산면 

에 편입된다. 동이리는 현재 1개의 행정리 3개의 반 1개의 자연미을로 이루어져 있다. 전형적 

인 농촌마을로 동이리 곳곳에는 아직까지 자연 지명이 님아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디음괴

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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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동이리 자연지명과 유래 

| 자연지명 위치 및 내용 유적과의 관계 | 
주점개 마전리 삼거리에서 동이리로들어오는 입구에 있는엣 주맥I맴흙)0 I 있던 곳 마동로와 청정로가 E니는 

삼거리주변 

주점개 동쪽. D앤고개 입때| 있는 작은골짜갤6 25전쟁 망이|콧에 유언댄 전A찌 
화장터(火흉 -) 연천 유언문획땀장터 

들을회증했던 곳이라하여 붙여진지영 

마전고개 

(짜田뼈) 
효~터에서 마전리의 외뜨멜로 넘어가는고개 

배밑재산 마전고개동쪽에 있는산 

배밑X빠뻐|서 동이리 벌핀으로 뻗어 나온신부리 풍수지리설로는 이 신의 형태가목마른 
갈매흉馬) 밀이 물을 Of.A.I는 길맴수(£馬없水) 지형이며 6 · 25전쟁 전어는 X뼈호가 쓸펀 口을이 

있던곳 

갈매울들 길마앞에 있는들판 

보겨울 배밑재산동쪽에 있는글짜기 

동이리에서 가장큰 마을로 전설에 의하면 이 곳의 지형이 큰 윷단배 형~~〕|라 전해 오고 
있으나 원래의 돗은 한자지영인 1바뼈야 나’빼flr)와는 전혀 관계가없는’신요쩍의 마을이 

마전삼거리에서 화장터로 

넘어오는고개길 

화장장남쪽들판 

호|짐장서쪽골짜리추정) 

큰배울 
라는뜻을 가지고있음 호찜장 동쪽에 있는 동이 
6·25전쟁 전에는 개성 왕씨가∞여호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며. 옛 마전군 때에는군내 리에서 가장큰마을 

논고래 

서루니고개 

절글 

에서 가장으뜸이 되는 미을로 이 곳을 뽑고 있음배울없洞). O떼(빼내원). 새릉{新觸. 버들 
이(柳村》 

금굴산 남쪽에 있는골짜기로고래실논이 있어 지어진 이름 

논고래에서 우정리의 서루니로 넘어 다니던 고개 

논고래 동쪽 금굴t뻐| 딸린 골짜기 작은절글 큰절글로 구분 동이리 주민의 저보에 의하 
면 8 · 15굉복 전까지도 이 절터에는 약nm 높이의 석물조&에 있었으나 지금은 확인할 
길이없고우물터만실재 

동이리와우정리 경계에 있는 신 쇠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 하여 지어진 OI름으로 일제강 
접기 때어|는금굉과 철광이 개발되었으며 그 때 채굴로 인하여 산 내부가텅 비어 있어 ’공 

금굴산 
(金흉山) 

굴산으로도불리워지기도합조선초에 편찬된「t웅동국여자승람」마죠묘펀어}는이 ~fOI ” 동이리의 북쪽에 위치한 
미두스R尾頭 山T으로 기록되어 %응 전설에 의하면 대홍수로 인하여 온천지가물바다였는 가장높은산 
데 이 산정승보에| 소(牛)등에 앉은쇠미리만큼 님~반 하여 1쇠파리산이라는별칭이 있음 
고려시대에는몽호틸올렸던 곳이라히여 몽화산’이라고도영영 

동부리(束없뿔) 큰배울동쪽에 있던 미을 DI름 

함정고개 
큰배울과동부리 새|에 %는고개 예전에 산짐승을잡기위해 함정을 설치했다하여 지어 
진이름 

함정들 큰배울옆에 있는들판 

마산고개 함정고개 남쪽에 있는고개 

도장거리 동부리 남쪽 임진ζ뻐| 있던 포구 

밤여윌쫓없) 도장거리와군남먼 남계리의 계림동사이에 g는임진강의큰여울 

Of디더 
2-「C그 

도장거리 남쪽. 임진강절벽 위에 있던 무덤 전설에 의하연 옛늘뻐| 말을묻었다 하나 초딛 
에 동이리 지역 경지정리로 인하여 멸실 

부개골 큰배울에서 임진강으로흐르는 시내에 g는골짜기 

믿띔등 부개골서쪽에 있는둥근야산 부씨의묘가있다하여 지어진 01릉 

임진?:,~거|인접 

현재도로와다리가건설 

。1;q7f
C그」-0 

말여울(馬했) 부개골 잎에 있는 임진강 여울 현재 전곡읍 마포리와연결되는 마포교(.\!;;얘倫)가실재 마포교 

동이리빈도 남쪽 미강서원지 잉에 있는 임진낌의 큰쇠김)‘ 전설에 의히연 고려가 멸망한 
뒤 고려 왕들의 위때를실은 배가임진강을 거슬러 올라와 이 곳에 멈춘것을 쇠빗줄로묶 

「은소(~5淵 껴FiN.. ‘ 어 배를 정빅시켰는데 다음날와서보니 쇠빗줄은모두 썩고 위매를 실은 이 배는 O버|리 
맴淵江) / 잠투봉 0배로 떠내려와있어 그 전설에 [빠 ’쇠빗줄이 썩은 소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효κf.(o 매|리 ”종못참괴6 25전쟁 전에는 마포리로 건너다니던 나루가있던 곳 

마전군수 선정비 마전군수 선정비(짜田짧守폼뭘폼政뼈), 미강서원 지 요단에 위치한선정비 

미강서원지 
썩은소위에 있는조선종기의 대학자미수허목을제흥딩}는서원 터 

(뼈江앓Pit±J/:) 

* (연천군지편찬위원회 r연천군지(下)」 경기출판사 2000. 잃9∼591쪽) 

28 I 29 



냥} 蘇1 • 

현동이리 
(배률) 

〈그림 7) r경기읍지」 2책에 수록된 마전군 지도(187 1 년 제작) 

5) 고(古)지도로 본 연천군 미산면 07 

w 

i당 

미산면 동이리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마전읍치의 관할 하에 있던 작은 미을이었다. 남아 있 

는조선후기 고지도와일제강점기 수치지형도를통해 이 지역의 주요지명과인문환경을살펴 

보고자한다. 

1871년(고종 잉에 편찬된 「경기읍지」 2책에 수록된 마전군 지도에 따르면, 미산면 동이리는 현 

재 연천군 관할 하에 있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마전읍 군내면 지역에 소속되어 있었다. 마 

전이 작은 고을임에도 군빼)이란 중급의 고을 지위를 얻게 된 것은 고려를 멸망시킨 후 1397년 

(태조 6)에 건립하고, 1399년(정종 1) 고려 태조를 비롯한 7명의 고려 임금의 신위를 모신 숭의전 

이 소재하기 때문이다 지도의 왼쪽 아래에 숭의전이 표시되어 있는데,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fl 연천군지면찬위원회. r연천군지 (上)」. 경기출판사‘ 2αn 174∼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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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진강 절벽 위에 있다. 지도의 중심에는 마전읍치가 자세히 그려져 있는데. 지금의 핏단말 

이 이 지역에 해당한다. 한탄강과 임진강이 합류히는 것이 간명하게 그려져 있으며, 마전읍치 

에서 미강서원으로 기는 길과 지금의 동이리 배울미을로 가는 길이 잘 표시되어 있다. 유엔군화 

장장시설은 옛 마전읍치에서 미강서원이나 배울미을로 기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그림 8) r지방지도」에 수록된 마전군 지도(1872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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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방지도」에 수록된 마전군 지도에서도 마전군 일대의 지명과 지형이 잘 나타나 있다. 마전 

읍치를 비롯해, 숭의전, 미강서원과 당포진(현 삼화교 위치)의 위치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혀 

재 동이리 배울마을은 동부리로 표시되어 있다. 유엔군회장장시설은 지도상 동부리와 미강서 

원 마전읍치 시어에 위치한다. 

1916년 제작된 일제강점기 수치지형도를 통해 유적 주변의 지형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한탄강과 임진강이 합류하여 휘김아 나가는 곳에 미강서원괴- 석은소(石|않써), 당포진과 숭 

의전이 차례로 표시되어 있고, 마전리와 금암산 등의 지명이 표시되어 있다. 옛 미-전읍치였던 

마전리에는 건물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사람들이 모여 살던 번회-한 

곳이었음을알수있다. 

지금의 ‘핏단말(마진리 90 3)’에 해당히는데, 한국전쟁 이후 사람이 살지 않는황무지로 변했다 

가 최근 들어 여섯 호의 집만이 들어서 있다. 마전리에서 미강서원으로 연결된 골짜기 길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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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개이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마전리에서 동이리로 기는 기장 짧은 길이다. 마전고개 

동쪽 얄은 골짜기가유엔군화장장시설이 들어서 있는 곳이고 그 디음 골짜기 마을이 갈마이다. 

시라진 마전고개와 옛 미을들을 제외하면 동이리 일대의 옛 지형과 옛길은 지금까지 잘 남아 

있다. as 

08 목마른 말(馬)이 물을 사시는 형국인 갈口띔수형(홉馬軟水形)에서 따온 마을 이름이라 한다 6 25전쟁 전에는 30여호 
가 살던 마을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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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군호}잠잠시설 주변 현황 

〈그림 10) 연천 유엔군화장장시설 광역 현황 

연천군 미신-띤 동이리는 임진깅과 힌탄강이 합류히는 지점의 북서쪽 구릉지에 위치해 있다. 

강주변으로는 경작지가발달해 있고동이리의 중심에는금굴산이 자리잡고 있다. 유적은금굴 

산 남서쪽에 있는 배밑재산 남쪽 기숨 작은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다.(마전고개 동쪽, 갈마 서쪽골짜 

기) 유적의 서쪽 750m 지점의 서쪽에는 삼국시대 신-성인 당포성이 있고, 정남쪽 임진강변에는 

17서l기 붕당 정치의 거목 ‘미수 허목떠및 히-셉)’선생의 기 리기 위해 건립했던 미강서원 터가 남아 

있다. 임진강 건너편에는 우리나라 중부원점이 위치해 있는데‘ 원점의 경우 경위도 좌표에서 

평띤 직교 좌표로 계산하기 위해 우리니리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상의 원점으로, 위도 38。,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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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천 유앤군화장장시설 주변 현황 

127。의 지점이다. 현재 이곳에는 ‘중부원점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원점 동쪽에는 통일부 소속기 

관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들어서 있다. 

임진깅을 띠라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연천군의 지질학적 특징 중 하나인 주상절리 지대 

가 펼쳐져 있는데,09 연천군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해당 주싱절리 지대를 인증받기 

위해노력중이다. 

1) 유엔화장장시설 일반 현황 

유엔군화장장시설은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610번지에 위치해 있는데, 지대가 높은 신골짜기 

에 터를 잡고 있다_ 10 화장장시설로의 진입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동로에서 직각 방향으로 개 

09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주상절리는 10만∼27만 년 전 한탄강을 따라 흘러온 용암이 임진강을 만나 역류해 생성된 것으 

로, 한탄강 현무암층에서 가장 긴 100미터 이상의 주상절리대다.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은 세로 형태의 일반적인 주 

상절리오반 달리 수백 개의 돌베개를 가로로 쌓이놓은 형상이다 (중부일부 「연천군 적벽주상절리’ 국가지질공원 인증 박 
차‘」 2015년 10월 7일 기사) 

10 전쟁이 진행중이던 당시에 지어진 화장장으로 적의 목격에 대비하기 위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글짜기를 부지로 선택 

한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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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된 진입로를 따라 약 150m를 들어가면 다디를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진입로 초입부가시

유지인 관계로 원래의 진입로에서 남동쪽으로 4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옮겨서 개설된 상태이 

다. 진입로와 미동로 죄우로는 모두 경작지로 시용되고 있다. 호냉장시설 초입부인 마동로에 

문화유갓f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 인지가 비교적 용이하나 진입로에 여유 공긴이 없어 차량 사 

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문제가 있다. 

2) 유엔화장장시설 주변 지적 현황 

유엔군회장장시설의 위치는 동이리 610 1번지이고 그 주변을 둘러싼 토지는 총 9필지이다. 

유적을 포함한 총 10필지의 면적은 60,445m2이다. 문회유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산 중 산77-

2 (임), 신76-2(임)의 소유주는 외국공공기관으로 되어 있고, 문화재 구역인 610-1(젠과 산77-

5(임)의 경우{면적 2 . 642 m')는 연천군이 소유하고 있다. 현재 문회유산으로의 진입로에 해당히는 

〈그림 12) 연천 유엔군호땀장시설 주변 필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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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 629(전), 630(전)은 모두 개인 소유 토지다. 한편, 문회유산의 남쪽 진입로 주변에 위치한 

610(전), 611-1(젠, 612 (전), 613(전)번지 토지는 향후 문회유산 주변 정비를 위해 토지 매입이 검 

토되어야할것으로시-료된다. 

〈표 4) 연천 유앤군화장장시설 주변 토지 소유주 및 면적 

| 소재지 지번 치혹 소류추 면젠꾀 콩'-Iii카 설명 I 

산77-2 임야 
외국인 

14.3α〕 3.860 화장장북서쪽산 
외국공공기관 

2 신7운2 임야 
외국인 

31 .438 4.220 화장장묵동쪽산 
외국공공기관 

3 
' 경71도 

산77-5 사적지 군유지 179 4.650 화~그f자0 
4 • 

4 610-1 전 군유지 2.463 28.1 00 」동」’\,; ‘~:g 
연전군 

5 610 전 개인 1.329 28. 100 유적남쪽필지 
미산면 + 

6 I 611-1 전 개인 2.354 29.600 유적남쪽필지 
~ 동이리 ' - + - + + 十

7 612 전 개인 2.040 50.αn 유적님쪽필지 
+ + 

8 613 전 개인 2.369 65.400 유적남쪽필지 

9 629 전 개인 | 1[)() 65.400 진입로 
~ 

10 630 전 개인 2.873 31α)() 진입로 

면적총합 60.445 

토지이용계획 현황을실펴보면, 해당되는모든토지는‘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군 

사기지 및 군시-시설보호법’의 ‘제한보호구역’에 해당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허가대 

상구역은 611-1(젠, 612(전), 613(젠이고, 산77-5(임)과 610-1(전)의 경우 등록문화재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밖에 농림지역, 기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이 대부분의 토 

지에적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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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연천 유엔군화잠잠시설 주변 토지이용계획 현황 

| 지번 잔끼.:.2 산76:_2 산77:....5 610:...1 510 611-1 612 613 629 630 I 
r국토의계 계획관리지역 。 。 。 。 。 。 。 。 。 。

획및이용에 농림지역 。 。 。

+ • • 
‘[

관한법률」에 

따른지역 보전관리지역 。

지구등 • 
가축분뇨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리 및 (주거밀집지역에서 
。 。 。 。 。 。 。 。 。 。

이용에 관 1αXlm 이내지역 
지 

한 법률 (환경보호과 문의))↓ -+ .L 
。「킹 군사기지 제한보호구역 。 。 。 。 。 。 。 。 。 。

지 및군사시 제한보호구역 
。 。 。 。 。

구 설보호법 (행정위임9m) 
+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대 
。 。 。 。

지 다른법령등 보호법 상구역 

Z。f 에 따른지 등록문화재구역 。 。

+ 

여 역 지구등 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 。 。 。

+ + ! +- +----- -

$ 준보전산지 。 。 。

+ ‘「 ~ + 
수질및 

수생태계 배출시설설치제한 
。 。 。 。 。 。 。 。 。

보전에 관 지역(임진강유역) 

한법률 

한강수계 (한강)떼기물매립 
상-수원수질 시설 설치제한지 。

개선둥에 여「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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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임진강, 한탄강 주변 문화자원 위치도 ('연천 여행 가이드북」 인용) 



(1) 전곡리 선사유적지, 전곡선사박물관 

전곡리 선사 유적지는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을 대표하는 유적지이다. 1978년 겨울 한탄캠l 

서 미군 병시에 구석기가 발견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 1978년 주먹도끼와 가로날 도끼 등 아 

슐리안형 석기의 발견 이후 현재까지 117.}에 걸친 발굴을통히여 유적지의 성격 규명을 위한학 

문적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3,000여점 이상의 유물이 채집되었다. 이들 석기의 빌-견은 1970년 

대 말까지도 이들 석기의 존재 유무로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으로 구석기 문회를 양분하던 

모비우스 학설을11 바꾸는 계기로서 세계 구석기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또한 동아시 

아의 구석기 문회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려는 많은 시도들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한국의 구 

석기 연구뿐만 아니라 전세계 구석기 연구를 풍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전곡리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을 소장 전시하기 위해 2011년 4월 25일 개관한 전곡선사박물 

관은 7만 2500m2의 대지에, 건물면적 5350m2의 규모로 국내 선사 주제 박물관 중 최대 규모다. 

약 80만 m•에 달히는 전곡리 선사유적을 배경으로 한 이 박물핀에는 전곡에서 출토된 석기 유물 

들을중심으로추기령 지구대의 자연시; 인류의 진화과정을보여주는화석 및 인류모형, 환경 

에 대한 적응과획산, 동굴벽회-재현 등의 주제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연천당포성 

당포성은 심국시대 고구려가 지은 성곽으로 사적 제46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은35, 174 

m'이다. 유엔군회장장시설과 매우 인접해 있는 본 유적은 연천 호로고루, 연천 은대리성과 함 

께 임진강과 한탄강이 지류와 만나 형성히는 삼각형의 대지 위에 조성된 독특한 깅안평지성(江 

센平地城)이다. 임진강이 국경하천(國따河|| |) 역할을 했던 쉰댁시대와 밀접한 핀련이 있고 희술적 

11 모비우스 학설은 일영 효떠 효핑툴석기 전통{Chopper-Ch。ppirg tool tradttion)이라고 불린다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널리 떠져 있는 석기 문화로 아프리카 올도완 석기공작에 속하는 석기공장으로는 에치오피아의 멜라문드레 가데브, 

케냐의 쿠비포라 그리고 탄자니아의 올두바이고지 유적들이 이에 포함된다 남아프리카의 동굴 유적들 중에서 스테으 

크폰테인이나 스와르트크랜스 유적에서는 약 2백만년 전에서 약 150만년 전에 속하는 석기공작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와 동일한 석기문호때 속한다 동북아시아에서 이 석기문화는 이러한 석기 전통이 상당히 잘 남아 있고 넓은 

지역에 형성되어 있다 시베리아 전기구석기의 대표적인 유적은 알타이에 위치한 우라링카‘ 극동의 띨리모시키, 우스 

트 투 쿠마리 1, 디링유략 까민느이 로그 등을 들 수 있다 이 유적들의 대표적인 석기는 고졸한 찍개류이다‘ 이 찍개 

전통은 인류가 진화하는 초기 단계에서 단순히 돌을 부딪히거나 던져떼어 만든 단순한 기술이었으나 이 기술은 그 제 

ξh하는 방법이 단순하면서도 다~한 도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후기구석시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 

용된 동아시아의 전형적인 석기제작 전통이다 (•고고학사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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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연천 유엔군화장장시설 주변 문화자원 위치도 ('연천 여행 가이드북」 인용) 

으로 가치기- 높은 당포성은 유엔군화장장시설 서쪽 750m 델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띤계 문화 

자원으로 기-치기-높다. 12 

G) 연천숭의전지 

숭의전지는유엔군화장장시설에서 미동로를따라가다가마전삼거리에서 아미리방향으로숭 

의전로를 따라약 1.5km를 가면 나타난다. 숭의전지는아미리 임진강변의 아미산자락펑지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임진깃에 북동 방행11서 남서 방향으로 굽이쳐 흐르는 모습이 한눈 

에 조망되는 위치이다. 숭의전지에는 수령이 600년인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자리 잡고 있어 숭의 

전의 역시를 상징한다, 숭의전지는 조선시대에 전조(前댐)인 고려시대의 왕들과 공신들의 위패 

를 모시고 제시를 받들게 했던 숭의전이 있던 자리이다. 이곳은 원래 고려 태조 왕 건(I:셀)의 원 

찰이었던 잉함λ]{1!빠좋)가 있었던 곳으로 1397년(태조 6)에는 고려 태조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12 흔택학중앙연구원. r효택민족문화대백고fJ. 연천 당포성(通川 堂浦城)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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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숭의전의 시초이다. 

숭의전 일곽은 최근에 재건되었는데, 주건물인 숭의전(었義광. 4왕의 위패를 모신 곳)을 비롯히여 

배신청(f염떠應 고려 16공신의 위패를 모신 곳), 이안청縣安廳‘ 위패를 잠시 모셔 두는 곳), 전사청띠싸E廳. 

제례 때 사용할 제수를준비 히는 곳), %안f재때編術, 제례 때 시용하는 향, 축‘ 폐응을 보관하고 제사에 참여히

는 제관들이 제례준비를 하며 머무는 곳) 등 5동의 부속건물과 내신문(|채l삐), 외신분(써1 11門), 협문俠 

|까) 3동, 운조문〈파담門) 등 6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4) 동이리주상절리 

동이리 주상절리는 미산면 동이리 67 1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는데, 유엔군회장장시설에서 

미동로를 띠라 배울미을을 거쳐 미동로 196번길을 따라 끝까지 들어간 임진강 변에 위치해 있 

다. 주상절리는 임진강과 한탄강이 민-나는 협수머리(도감포)에서부터 북쪽으로 임진강을 거슬러 

수 킬로미터에 걸쳐 빌-딜해 있는데, 홍적세 중기 무렵 철원 북쪽에서 분출한 용암은 철원 연천 

일대에 넓은 용임대지를 형성하였다. 회잔 활동이 끝난 후 용암대지가 깅-의 침식을 받게 되자 

강을 따라 기하학적인 형태의 현무암주상절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동이리 주상절리는 평 

회누리길 2코스(임진적벽길)가 지나는 구간이다. 과거 개성의 유명한 경치 8개소를 일걷었던 ‘송 

도팔경(松K”八꾀)’에 속하는장단석벽이라전국적으로유명했던명소이다. 

(5) 미강서원지와 마전군수나선 선정비 

미강서원지는 동이리 695번지 일원에 위치했던 서원 터로 1691년(숙종 17)에 지방 유림의 공 

의로 허목댐젤)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던 곳이다. 1693년 ‘궤江(미 

강)’이라고 시액되어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중.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령으로 1870년(고종 7)에 철폐되었는데 당시 사우만 철거되어 위패는 그 지-리에 매안〈웬갖)하고 

설단〈짧”‘0하여 향시를 지내왔으며, 강딩과 재실은 보호되어 있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인해 

소실되어 1970년 다시 설단하고 단비(쳐뼈)를 세웠다. 유엔군회장장시설에서 임진강 방향으로 

13 週川文化院 r椰土史料集」. 1995. 경기도박물관. r京짧道佛隨즙料集」‘ 1999.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r연천군의 역 

사와 문화유적」 200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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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연천 유앤군화장장시설 주변 문호}자원 사진 

「 o j o 「 @ ]
I o 10 10 ; 

난농로를 따라 1.2km 정도 들어가면 나타난다. 

@ 전곡리선사유적지 

@ 언전당포성 

@ 언전숭의전지 

.} 웅의전지느티나무 

@ 동이리주상절리 

@ 미강서원지단비 

동이리 미강서원지(패ι,’?|월j따)에서 동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지점에는 마전군수 나선 선정비 

(빼버쩨‘f짧E’젠l앉패!)가 님이- 있는데, 땅 위의 구조물이 아니고 임진강변 현무암으로 조성된 낭떠 

러지의 위쪽 편평한 면에 새긴 것이다. 엄밀히 말하띤 비(따)가 아니라 암각뭔嚴刻X:)인데, 그 규 

모는높이 llOcrn, 폭 49crn이다. 

4) 유엔화장장시설 주변 문호}자원 개발 계획14 

연천군의 장기발전계획 중 하나인 r연천 비전 2020」에 따르면 연천군의 문화 ·생태 ·하천 조 

성의 일환으로 테마 공원이나관광 벨트 등의 조성이 계획 중에 있다. 이러한 계획 중 유엔군화 

장장시설 인근에 위치한문화자원 개발 계획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한다. 

14 연전군. r언전 비전 2020」. 20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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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부원점 테미공원 조성 계획 

-사업목표 

11. 환경분석 

·중부원점을활용한터l마공원을조성하여 연천군이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임을 제고하고,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 중심과 통일호택의 거점도시로써 중추적 역할 

-펼요성 

’ 연천을 대표히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구현하고 뛰어난 자연경관과 연계한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 

2014년도 완공 예정인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와 더불어 고유 경관 특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복지증 

진과지역특성화도모 

- 사업개요 

위치 및 면적 . 연천군 전곡읍 미-포리 산35변지 일원 I 98,310m' 

측량광장, 지형측량마딩-, 천문측링마딩-‘ 측량단위마딩, 협수머리 꼭지길, 야외공연정, 생태연못, 

삼각점전밍쉽터 , 펑판휴게쉽터 , 주차장, 세계측지계원접전망대 , 지형도원점전망대 , 인내샌터 , 

〈그림 16)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 계획 조감도 



λ1-.Al ;ζ혀무드 
。 。~ -c> e

-기대효과 

임진강 등 주변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합수머리 꼭지길 , 생태연못 및 미로정원, 야외공연장 및 안 

내센터 , 주차장 설치 둥 다$댄f 문화체험시설 및 기빈-시섣을 조성하여 체험 ‘학습 방문객 확보를 

통해관광·소득기반획충 

(2) 전곡리 선사문화 관광벨트조성 계획 

-사업목표 

-연천군 대표 문화관핑지로서 전곡리 구석기 유적을 정비히는 한편 , 방운자 편의시설 도입 빛 개선 

을통해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고함과동시에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 정자목 @ 현시시링 산책로 QI O~교육장 

e of생초지 @ 읍지핀할로 • #깨업터 
• 용도저강 포징지역 @ 소생를서석지 @ 연g디리 

e 선시수혹 식째지 @ g치연관실료 e X뼈용짐 
• 모일링 식재지 @ 영시영체 E맹지억 @ 전잉공긴 

@ 재현모형 

@ 고능리 선사운회 체엄혼 
@ 우대시엉 

@ 효J:I마당 

〈그림 17) 전곡리 선사문화 관광빌트 조성 계획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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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연천군 대표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인근 전곡리선사박물관 건립과 한탄강관광지 조성을 통해 해마 

다 증가하는 관광객을 대비한 문화관광 기반시설 도입이 펼요 

-사업개요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연천군 전콕리 515 일원 I 799,022m' 

-사업내용 토지매입 , 발굴조사, 전시관 건립 , 방문자센터 건립 ‘ 주차장 및 진입도로 포장, 킥종 

체험시설도입 

-기대효과 

·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특화된 문화관광 기반시설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세계적 구석기 유적인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거점으로 주변 한탄강관광지 , 역사문화촌, 전곡선사 

박물관, 어린이 교통 체험관 등 5대 관광벨트 완성 

(3) 고구려 3대성 종합정비 계획 

- 사업목표 

| | 환경분석 

, 연천군 대표 문화관광지로서 고구려 유적을 정비하는 한편 고구려 유적 주변 정비 및 방문자 편 

의시설 도입 및 개선을 통해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펼요성 

남한 내 중요 고구려 유적이며 고구려 최후의 보루였던 얀천 고구려 3대성 종합 정비를 통해 희소 

유적인 고구려 유적 보존 제고 

- 사업대싱 고구려 3대성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 위 .7.] : 연천군 장남면, 미산면, 전곡읍 

지정멸 ; 사적 제467호, 제468호‘ 제469호(2006.01.02. 지정)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연천군장남면, 미산면, 전곡읍 일대 I 202, 754m' 

사업내용 , 토지매입 , 발굴조사, 전시관 건립 , 방문자센터 건립 , 주차장 및 진입도로포장, 각종 

체험시설도입 



〈그림 18) 고구려 3대성(연천 당포성) 종합 정비 계획 조감도 

-기대효과 

· 문화관핑 기반시섣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고구려 최후 보루로서 중요 유적인 고구려 3대성 정비를 통한 문회유산 보존 제고 및 중국 동북공 

정에 대비한 고구려 유적 보존에 기여 

(4) 숭의전고려테마파크조성 계획 

-사엽목표 

우리니라 유일의 고려시대 묘전인 숭의전 정비로 문화제 보존제고는 물론 문회관광지로서 고려제 

험시설 및 관람객 편의시섣 도입 및 개선을 통해 관람객들의 편의플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 

성화도모 

-펼요성 

- 연천 전곡리 유적에 이어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자원으로 독보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유일의 

고려시대 문화자원인 숭의전을 활용한 관광자원화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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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숭의전 고려테마파크 조성 계획 조감도 

-숭의전현황 

‘ 위 치 ; 연천군미산면아미리 7 

지정별 . 사적 제223호(197 1 12 .28 . 지정 ‘ 지정면적 17 ,85lm2)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7/47,469m' 

사업내용 • 토지매입, 발굴조사 전시관 건립 건물 보수 주변 환경개선 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도입 

-기대효과 

우리나라유일의 고려시대 묘전을활용한문화관광사업으로지역민자긍심 고취 

5) 유맨군화장장시설 교통 환경 

유엔군회장징시설 전빙벼l는 2차선 포장도로인 미동로가 지나고 있다. 마동로를 따라 동쪽으 

로 가면 동이리에서 가장큰 마을인 ‘배울미을’에 이른다. 여기서 마동로 196번길로 접어들띤 동 

이교차로에서 ‘적성∼전곡긴-도로’와 만나게 되는데 이 길을 띠라 북쪽으로 가면 전곡읍에 다다 

II 환경분석 



르게 되고, 남쪽으로 가면 임진강을 건너 37번 국도에 민나게 된다. 37번 국도를 따라 가띤 적 

성면과 문산읍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미동로를 따라 서쪽으로 가면 368번 지방도(어삼로)와 372 

번 지방도(청정로)를 만나게 되는데, 어삼로를 따라 남쪽으로 가면 삼화리를 지나 37번국도와 만 

나게 된다. 청정로를 따라 북쪽으로 가띤 왕징면사무소를 지나 전곡읍에 다다를 수 있다. 외부 

탐방객의 기장 집중되는 전곡역에서 본 문화유산까지 이동 동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수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외부에서 옹 탐방객이 전곡역이나 전곡터미널 정류장 도착한 것을 가정한다면, 우선 전곡터 

미널정류징에서 58-11번 버스를 탑승하면 된다. 이 버스는 372번 지방도인 청정로를 띠라 이 

동히는데, 황지리와 진상리, 왕정피출소, 연천왕산초등학교, 연천미산우체국, 마전리 보건진료 

소를차례로거치게 된다. 버스에서 내려야할곳은연천당포성 정류장인데, 총거리는 15.2km 

이고, 시긴-은 약 48분이 소요된다. 이곳에 내려서 500m 가량을 동이리 배울 방향으로 걸어가면 

왼쪽으로 유엔군회장장시설이 니-타난다. 

(2)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전곡역에서 출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선 전곡역로 93번길을 따라 411m 직진한 

후, 은전로에서 좌회전하여 237m 이동한다. 여기서 전곡로를 따라 우회전 후 211m 이동한 

후 온골사거리 청정로를 따라 군남 방띤으로 좌회전 후 l. 9km 이동하면 황지교차로가 니-타난 

다. 여기서 37번 국도를 따라 3.3km 이동하떤 동이교차로기- 나타나는데, 이곳에서 우회전 후 

623m 이동하면 동이리 배울마을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마동로를 따라 미동로 마전리 방변으로 

좌회전 후 1.0km 이동하면 유엔군회장장시설에 다디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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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대중교통(버스)을 이용안 경로(DAUM 지도 검색) 

/ 

--
〈그림 21) 개인차료k을 이용안 경로(DAUM 지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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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천 인보관광 문호}자원 현황 

연천군 홈페이지에서 소개되어 있는 관광명소 중 안보관광 문회-.::<.}원에 해당 

히는 명소로 6개소를 꼽을 수 있다. 전망대가 2개소, OP(Ob~c띠Lion Post. 관측소) 2개소이고, 북 

한무장공비 침투로 1개소, 그리고 지금은 끊어져 버린 경원선 신탄리역이 그것이다. 유엔군화 

장장시설은 한국 현대사의 단면을 상징히는 역사적 상징물이자 펑회를 지키기 위해 참전할 수 

부에 없었던 세계 ζμ국의 젊은 군인들의 추모할 수 있는 우수한 문화자원이다. 연천의 다%댄 

안보관광 문화자원을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면 각ζ써l 내포된 가치가 더욱 부각 

되수있으리라생각된다. 15 

〈표 6 ) 연천 안보관광 문화자원 개요 

| 명칭 소재지 유적개요 사진 

’통일의 열쇠가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진 열쇠 

전S때는연천군신서먼 답곡리에 안보교육과망항의 

한을 달래주기 위해 l않~년 4월 11일 건립 일반인에 

열쇠 연천군 신서먼 게공개하고있다 

전망대 동내로 1375뉘 열쇠전망대 내부 전시실에는북한의 생활용품과 군사 

~lt:il가 전시되어 있어 북한의 생휠상을 엿볼 수 있으 

며 전앙대 주번에는 영화통일을 기원할수있는증교 

시설이마련되어있다 

태풍전밍대는 천하무적 태풍부대에서 1991 년 12월 

3일 건립한 것으로 서울에서 악 65km‘ 펑앙에서 악 
어처구즘며 

태풍 140<.m 떨어친 비끼산의 가장 높은 수리봉에 위치한 
군종로 fill번길 

전망대 다 태웅전망대에는 국군 ε병들을 위한 다앙한 종교 
464 

시설이 있고 실항민을 위한 밍흔뼈와 흔F국전쟁의 전 

적비‘ 6 25침전 소년전치병기념비가세워져 있다 

15 언전군 홈페이지(https: //www. ye。ncheon.QO. kr) 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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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전S때는적의 활동을관측하기 위해운영되는최 

전방관측소O따 고써 북한뀐| 침투한 ·1.21 침투로 | 
가 있는 장소로서 북측군인들의 휠빌한 훨동을 자세 !. 
히 실며볼수 있다 또한 육안으로묵한군뿐만이니라 ‘I 
묵한의 여러 군시시설을 볼수 있고 망원경을 통해서 "..ii 
넓은개훨지인 연천평야를한눈에 내려다몰수있다 

연천군장남면 

고랑포리산 

22-1 

승전 OP 

고랑포에서 서남쪽으로 3.5km지점에 위치한 1.21무 

장공비 침투로는 1968년 1월 17일 23시 묵한군 제 

1 24군소속 김신조외 ∞영이 남방 한계선을 넘어 침 

투한곳이다 

현재 1.21 무장공비 침투로에는그 당시 이 곳에 주둔 

한 미군 저| 2사단 방책선 경계 부대에서 설치한 경계 

절책과절조망을뚫고침투한무장공비의모형물을만 

들어전시하고있다 

연천군장남면 

반정리 294 

1.21 

침투로 

l 
LF ’ 

품 . ~i: 줬 

상승。P는 적의 활동을 관측하기 위해 운용되는 최전 

방관측소로초소의 망원경으로전방의북한초소들과 

절책선들그리고 자금은 비무장지대로 변해서 접근이 

불가능한 넓은 연천영야도 몰 수 있다 제1호 'El멸은 

1974년 11월 15일 발견된 님침몽 땅굴로 서울로부터 

52km. 개성으로부터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지 

표에서 2.5m ∼ 4.5m 갚이이며 절근이 세 객1 들어 

간조립식콘크리트를시다리꼴로엮어 튼튼하게 만들 

었다 

연천군백학먼 

백렁리 929- 1 
상승OP 

6 2댄쟁 이전에 서울과 원산을오가며 시람과 물자 

를 실어 나르던 기차가오기던 역이다 자금은 신틴리 

역에서호|차혼다 

1975년 6월 28일 한탄~빽이 개설되어 I_ID I역으로 

영업을개시하였다 

견임시천 
- 연전군신서면 
도중단접 

고대산길 4 
(신틴리역) 

|| 환경 분석 



4. 유언단 기념물 및 문호}시설 현황 

6·25전쟁에 참전한유엔 참전국은우리나리를 포함하여 17개국과 의료지원국 

5개국이다. 현대 전국에 건립되어 있는유엔군관련 기념 시설을조사해 본결과기념비와기념 

탑이 161H소로기-장많았고, 전시관이나기념관은4개소로확인되었다. 

유엔군 기념물 및 문화시설은 대체로 전투기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곳에 조성되어 있다. 그중 

에서도 기장 많은 기념비와 문화시설이 있는 곳은 경기 북부였으며, 세부적으로 포천시, 가평 

군, 연천군, 고양시, 동두천시 등지에 조성되어 있다. 

표 7 유엔군 기념물 및 문화시설 개요 

영칭 소재지 유적개요 사진 ) 

강원도화천군사내먼 구 영월초등학교 입구에 세워 

진 충혼탑은 육군저6시단ε뱅과 미군. 영국군의 전 
강원도화전군 

충혼탑 
공을기리기 위해세워졌다 

사내언사칭리 
450 지6시단 ε병들이 절의 삼각지대를 진격하던 중 중 

공군의 반격을 맡IDf 수많은 희생을 S혼f 혈전지로 

미국 영국부대도희셈이 많있던 지역이다 

6 g전쟁 때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지구에서 벌어 

졌던 낙동강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왜관지구 
경상북도 칠곡 1959년 3월 육군 제 1 205 건설공병E뻐|서 건립하 

전승비 
군왜관읍석 였다 을먹군 왜관읍 석전리 애국동산가장위쪽에 

전리산63-4 있다 

받침돌 전면에는 'UN'이라는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다 

6 동전쟁이 일어나자스워|덴, 인도 댄마크 노르웨 

이 이탈리아 5개 국가의 의료지원부대가 참전하였 
의료 부신광역시영 

지원단 참전 도구 동삼동 다 이들 부대는모두부신항으로들어와 서울, 부산 
기념비 산14 등지에서 유언댄과 효택군뿐만 아니라 포로와 민간 

인들을 치료하고 구호 휠동을 펼쳤다 이러한 의료 

지원딘의 활동을 기리기 위해 기넘비를조성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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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님tol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6 25전쟁에 침전했 

인천광역시 서 던 콜롬비아와의 우의를 다X모 전쟁 기간중 희생 
콜롬비아군 

구가정동 412 된 611영의콜롬비아군ε뱅들을기리기위해 1975 
참전비 

번지 년 9월 24일 건립되었다 2003년 5월 국가보훈처로 

부터 현충시설로지정되었다 

잠전기념비는 가g문과 6 25전쟁 맹방용시선앙사 

업회가 건립한 것으로 성조기 모앙의 주탑과 기념 

동상 미군제2시단과제40사단 묘지석 등으로 구성 
경기도가펑군 

미군침전비 」 도|어 있다 213모병대대는 1951년 5월 묵면에서 중 
북면이곡리 

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어떠한 띠해도 없이 승 

리해 ’가평의 기적이라고 물리는 전과를 세웠다고 

효iq 

6 엉전쟁거| 참전한필리핀 지상군 1대대의 돗을 기 

리기 위해 1974년 10월 2을때| 건립되었다 필리핀 
경기도고앙시 

필리핀 침전 군은 1950년 9월 19일에 효단뻐| 외서 5년 뒤에 필 
덕앙구관산동 

기념비 리핀으로돌o~센 탑신 높이 17m. 탑신 둘레 15'n. 
~f97-경 

탑 기딘 높이 4당η 탑기단 둘레 27mOI다 군~IOI 

부조로세겨져있다 

연천읍삼1리미래E뻐|있는 6 엉전적비 이비 

는6 엉전쟁 때 효택전선에서 중공군과가장큰격 

필리핀참전공 경기도 연전군 전을했던 연천지구율동리 전투에서승전한필리핀 

원 및 기념비 연천읍상리 군의전공과 125영의전몰영렁의넋을위로하기위 

하여 1966.04.22일 연천군민이 건립한 필리핀 잠전 

+ 

노르웨이 경기도동두전시 

침전비 상몽。。 

II 환경분석 

비01다 

6 25전쟁 때 참전한노르웨이의 공을 기리기 위해 

1972년 3월 $일 건립한 기염비이다 원래 두천시 

에 있던 것을 2002년 12월에 싱봉암동 1없-1뻔지 

에 있는 자유수호명회박물관 야외전시장으로 01건 

하였다 노르웨이 정부는 의료 인력을 파견하여 앙 

주군 지역에서 수많은 부상 ε병을 치료하고 전쟁 

고아들을지원히는의료사업을펼쳤다 



6 25전쟁 때 유언믿으로 참전한 벨기에와 룩셈부 

르크군의 전공을 기념하기 위히여 1975년 9월 X일 

벨기에룩셈부 국방부가건립한 기념탑이다 소요t쩍 맞은펀에 세 
경기도동두전시 

르크 참전기 워져 있다 기단의 높이는 1.5m. 탑의 높이는앙n이 
상봉암동 130 

념탑 며, 경역 면적은약6.ann'이다 기념탑어는벨기어| 

와룩셈부르크군이 남긴 전력과지휘관의 이름등이 

새져져있다 

1않g견 6 25전짙뻐| 침전히여 희생펀 네덜란드 군 

을 추모하기위해 건립되었다 네덜란드를 상짐히는 

네덜란드군 강원도 횡성군 거대한풍차모-~을 하고 g는 기념비는 네덜란드군 

참전기념비 우전면 우횡리 이 횡성을 중심으로 가장 격렬하게 훨으F하였고 많 

은 희생을 치른 바 있어 이곳에 건립되었다 침전비 

는횡성참전기념공원내에 위치해 있다 

터키군 6 25전쟁 참전기념비는 6 25전쟁 당시 1 

개 보벼여단을피병한 터키군을 기리기 위하여 경기 
경기도용인시 - - -

터키군 잠전 도 용인시 가풍구 동백동 산 16번지에 세원진 기넘 
기홍구동백동 

기념비 비다 터키는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병 
산 16번지 

력을 마병한국가이며 전사 721 명, 부상 2.147영, 실 

종 175명. 포로 영6명의 인영 슨실을 겪었다 

태국군의 6 25전쟁 침전을 기념하고 전쟁 중 띠 

경기도 포천시 흘린 1.296영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기념비 
태국군잠전 

여북면 문암리 로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1974년 
기념비 

산24-2 10월 1일 국빙부가 태국군의 마지막 주둔지인 경기 

도모천시영묵면에 건립하였다 

효묵전쟁 때 희생된프랑스군g뱅들의 넋을위로하 
경기도수원시 

프랑스군 - 기 위해 건립한 기념비이다 1974년 10월 3일 국방 
ε엔구마장동 

잠전기념비 부가 건립히였고 '2fJJ..펀 11월 6일부터 2001 년 11 
31-2 

월 3일까지추모공간을새롭게 조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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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연빙잠전 경기도 가영군 

기념비 가영읍읍내리 

영국 오스트레일러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 

국연빙의 4개국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6 25전쟁 

에 참전히였다 영연방국은 1951 년 가펑군 북먼 일 

대에서 중공군을 맞아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진 

격을 믿!Df내었다 1007년 9월 $일 헌신적으로 싸 

운영연방국의 전공을 기리기 위히여 가영읍읍내리 

~1번지에 기념비를세웠다 

스입|던은 유언댄의 일원으로 초냥로 의료 지원단을 

파견히였다 1않g견 부전동 부신상업고등학교에 야 

부산괄역시 부 전병원을 개설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부상자 치 
스웨덴참전 

산진구 가야대 료 및 대민 의료구호활동을 벌였다 스웨덴 침전 기 
기념비 

로 777 념비는 이러한스웨덴의 의료 지원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1971 년 10월 1일 스웨덴 야전병원협회와 스 

웨덴 효택협회가주관히여 저|ξ팅t였다 

9ιH二t 참전비는 북면 이곡리 도로변에 세원져 있 

다 침전비는 기평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1975년 11 ' 

경기도 가영군 월 7일 뮤맨효5펌잔국험회와 기펑군민이 건립히였 | 
케나다전투 

북면 이곡리 고 1003년 12월 $일 7땀편이 재건립a댔다 캐나 
기념비 

207 4 다군은 시앙 :m명과 부상자 1.20.3명, 32명의 쓸몽 

자가발생하였다 이는 1차 대전 01후최대의 희생이 

라고흔tq 

6 £전쟁 당시 유언믿 일원으로 참전히였던 에티 

오피아참전군의 전공을알리고전쟁의교훈을되새 
에티오피아 

강원도 춘천시 기기 위하여 출전시에서 설립하였다 에티오미아군 
한국전잠전 

근화동 365-3 은 1951 년 5월 1일효댁에도착한후 2않회의전투 
기념관 

왜관지구전 

적기념관 

II 환경분석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산33 

에 침여하여 121 명의 전사자와 536명의 전상지를 

내어 총657명의 군요를이 희생되었다 

왜관지구 전적기념관은 경상북도 칠콕군에 있으며 

6 엉전쟁 때 닉동강 농뻐선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 

는 전사관이다 1978년 7월 1일 건립된 이 기념관은 

연면적 462m’의 지상 3층 건물을 전시관으로 시용 

효되 왜관 지역은 북한군이 초후의 공세를 펼쳤던 

곳으로 유언문과 국군은 최후의 일각까지 막아내 

었다 



부산유엔기념공원은6 25전쟁이 올빌한 이듬해인 

1951 년 초에 유언문 전샤자의 공동묘지로 조성되 
유엔기념공원 부산광역시 님 

기 시작히여 오늘어| OI르고 있다 처음 조성될 때는 
(등록문화재 구 유엔평화로 

그 명침이 유멘기념IDψNMCK: United Nations 
저1359호) 93 

Memorial Cemetery in K。「ea)였다가 2001년에 

유앤군 

초전 

기념관 

유엔기념공원으로변경되었다 

유언문초전기념관은6 2쩔쟁{| 침전한유언댄의 

고귀한 희샘을 기리고 평화를 위한상호 이해와 협 

경기도 오산시 력의식을 느끼고 체힘할 수 %는 문화와 교육의 장 

경기대로 742 소이다 죽미령 전투는 6 25전쟁)JI서 뮤언댄이 첫 

전투를 벌인 격전지이다 이때 많은 수의 유언면-01 

희생되었다 

6 25전짙애| 대한 새멀운 해석과 이해를 도모히고 

유맨잡전국과의 우호증진의 장을 마련하는 한면 지 

역문화발전 및 경제발전 활성화를목적으로 개관하 

자유수호영화 경기도동두천시 였다 

박물관 상봉암동 1충어는8 15굉복에서 6 옹진쟁까지시대멸로 01 

미지 구조물과상징 조형물이 있고 2층에는유언문 

의 침전규모 주요 전투, 띠해상황을전시하고있으 

며 참전국 21개국의 전시코너를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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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111냥와률훌., 

1.6 · 25전쟁의 빌벨과 유엔의 참전 결의 

1) 전쟁 전야 

전쟁 직전 한반도는 미국괴- 소련간의 냉전 한복핀에 있었다. 1947년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 

(Trun 

분단 정권 수립 등으로 동。l커l。]-01]서 口l 소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따라서 어떤 계기기- 주어 

진다면 곧바로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화약고 같은 상횡이 조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님한의 정국은 매우 불안정했다. 1949년 말부터 1950년 초까지 진 

행된 동계토벌작전으로 좌익 무장유격대는 궤멸되고 남조선노동당 서울지도부도 파괴되는 등 

좌익세력은 힘이 크게 '2.J=: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는 정치 · 경제적인 위기 상황 

에 봉착하고 있었다.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이승만 반대세력이 대 

거 국회에 진출하였고, 정치세력긴의 대결이 격렬해졌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더 불인정했다. 

38선에서의 남북 충돌과 남한 내 유격대 토벌, 군사력 깅화 등으로 인해 국방비와 치안유지비 

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다. 이러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통화증벨增發)은 인플레이션을 야 

16 1947년 3월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의회에서 선언한 미국 외교 정책에 관한 원칙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 

하여 자유와 독립의 유지에 노력하며, 독재에 항거하는 나라에 대하여 군시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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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면서 민생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최소화하면서 이승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그l자 했다. 

하펴 북한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ififl.I或|統-民主主찮ri1淑)’을 결성하여 남한에 대한 통일 공세 

를 강화하였다. 북한은 이승만 정권 타당+ 남북총선거 실시 후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며 3회에 

걸친 제안을 하였지만, 이것은 표면적 선전공세였고 사실상 전쟁에 대비한 군사력 증조써l 총력 

으기울이고있었다. 

님북핸l 각각독자적인 정부기-늘어서자한반도를 양분해 주둔하고 있던 미 ·소 Ocf국군대기

모두 철수하였다. 17 소련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철군을 시작하여 12월 16일 완료하였다. 뒤 

이어 철군을 시작한 미국은 1949년 1월 15일 제24군단을 해체하고 7,500명 정도의 1개 연대 전 

투딘-과 임시군사고문단만 잔류시킨 채 철수하였고 이 연대전투단도 6개월 뒤인 1949년 6월 29 

이 철수를 완료하였다 남은 미 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의 편성과훈련에 관한자문과 미 군시원조 

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임무를수행하였다. 

님-북이 각기 체제를 강화하면서 호전적 태도를 보이는 기운데. 1949년 38선에서는 남북 긴에 

크고 작은 전투가 발생하였다. 소군과 미군이 철수한후 남북 군대기- 직접 38선 경비를 맡게 되 

띤서부터였다. 북한군은 1947년 3월 38경비대를 편성힌- 후 소군과 교대히여 38도선 경비를 인 

수하였다. 한국군 역시 미군으로부터 38선 경비임무를 인계받고 1949년 초부터 방어진지 편성 

에 칙수하였다. 이때부터 남북간에는 소극적인 방해사격부터 38선 월경 등 크고 작은 충돌이 

빈발하기시작하였다. 

한국군은 1949년 5월 12일 6개 여단을 사단으로 개편하고 6월 10일 다시 제8사단과 수도경비 

사령부를 창설째 8개 사단을 확보히였다. 육군 8개 사단 중 제1사단。l 개성 방면(청단-적성), 

제7사단이 철원 방띤(적성-적목리), 제6시란이 춘천 방면, 제8사단이 동해안 깅-릉 방면, 그 밖에 

제17연대가 옹진반도에서 38선 경비를 맡언t다. 이 시기 38선 충돌은 무려 874차례나 벌어졌다. 

연천은 제1사닫f이 맡고 있는 서부전선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1사단 11연대가 1948년 11 

월부터 청단에서 고랑포에 이르는 38도선을 경비하고 있었다. 1949년 5월 송악산 전투 등 크고 

17 S댁의 철군은 1 948년 12월 1 2일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의 수립과 접렁군의 칠수 결의’를 통해 점렁국들은 가능한 

조기에 효묵으로부터 그들의 점령군을 칠수시킬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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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38선 충돌이 벌어졌다. 이처럼 아직 전면전으로 비화될 내외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을 

뿐, 38선 충돌로 인해 한반도에서 언제든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2) 전쟁의 발발 

1950년 6월 25일 이른 새벽 북힌군의 대규모 남침이 개시되었다. 옹진에서 발회-된 전투는 

곧바로 개성 ·춘천 등 38선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북한 주재 소련대사 슈티코프때tykov)는 6월 

26일 소련군 부총참모장인 자하로프(~써ia1。v)에게 보낸 비밀 보고에서 개전 상황을 이렇게 묘 

사했다. 

조선인민군의 군사행동의 준비와 진행 과정에 관해 보고합니다. 총참모부의 계획대로 인민군은 

38선 지역에 6월 12일 집결을 시작하여 6월 23일 완료했습니다 각 부대의 이동은 조직적이었고 

의외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적의 정찰은 대략 각 부대의 이동을 이미 알아차렸겠지만, 각 

부대의 계획 및 작전 개시시간은 모두 비밀을 유지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각 사단의 작전계획 지|정 

과 지형정찰 과정에는 모두 소련 고문이 참가했습니다 직전에 대한 모든 준비 조치는 이띠 6월 24 

일에 완성되었습니다. (후략)18 

최근공개된구소련문서들과 6·26전쟁 시기 미군이 노획한북한문서들은모두북한의 전면 

기습공격을 증명하고 있다. 개전은 북한이 오랫동안 준비한 계획의 실현이었으며, 공격은 모 

든 전선에서 전면적으로 단행되었다. 김일성과 스탈린·미-오쩌퉁이 협의하여 수립한 남침계획 

의 기본 전략은, 1950년 6월 말에 전띤공격으로 신속히 서울을 점령하고, 인민봉기를 유발히여 

한국 정부를 전복히는 한편, 북한군이 신속히 님해안까지 진군하여 미군의 증원부대 상륙을 저 

지하고 1개월 내에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950년 8월 15일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한다는 계획이었다. 

18 러시아연방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문서군 5. 목록 918759. 문서철 122. 9∼14쪽{국사펀찬위원회. r해외사료총J-.iJ 11 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Cr--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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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ARE NOi 패oss삐 

3률1~ARAιEl 
i _co.a 꼈MP ~ 

전쟁이 발발한 다음날 김일성은 

이 전쟁이 남한을 해방시켜 조국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송하였다. 북한군의 공격작전은 

서울의 점령에 우선 목표를 두고 

2개 군단이 전력을 집중하였다. 

북한군 제1군단은 연천 ·운천-의 

정부 서울에 이르는 주공축선에 

전투력을 집중 투입하고, 개성-
〈그림 22) 38선 표지판 

문산-서울에 이르는 축선에 조공 

을투입하였다. 제2군단은 춘천-가평-서울, 춘천-홍천-수원 방향으로 밀고 내려왔다. OJ쪽에 

서 포위하여 서울을 점령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개전 초기 주요 전투 중 경기도 북부지 

역에서 벌어진전투를정리하띤다음과같다. 

띤m 

〈그림 23) 6.25전쟁 초기 북한군 진격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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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두천 · 포천지구 전투 

북한군 주공에 있던 의정부 북방의 국군 제7사단은 적성(현 파주 적성)에서 사직리(현 포천 일동) 

까지의 정면을 방어히-였다. 제1연대가 동두천 정면 제9연대가 포천 정면을 담딩P하고 있었다. 

제1연대 제2대대는 주저항선인 동두천 북쪽 소요산 일대의 진지로 칠수하여 남하하는 북한군 

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띤서 진지를시수하였다. 그러나 전차수십 대를 앞세운북한군 제 

4사단의 총공격에 소요산 일대의 주저항선이 돌파되고 결국 후퇴하기에 이른다. 

(2) 의정부지구전투 

북한군 제3사단은 양문리로부터 포천에 이르는 43번 도로를 따라 전차를 앞세우고 남진하였 

는데, 이 일대를 방어하던 국군 제3대대의 주진지가 순식긴에 무너지면서, 25일 오전 11시 경 

북한군이 포천을 점령하였다. 결국 국군 제7사단은 동두천과 포천 및 송우리(현 포천 소흘)까지 

빼앗기고 부대의 전력이 분산되어 의정부 방어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 채병덕 총참모장은 

6월 26일 의정부에 있는 제7사단과 제2사댄11게 반격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북한군 전차부대 

공세에 밀려 격파당했고, 북힌군은 국군의 저헝어 거의 없는 가운데 26일 오후 1시 경 서울의 

관문이며 교통의 요지인 의정부를 점령했다. 

(3) 개성문산지구전투 

서울의 북서쪽 접근로인 개성-문산에 이르는 축선에서는 국군 제1사둔f이 청단〈황해되에서 고 

랑포(현 연천 장남)까지 방어 임무를 밑었다. 38선에 배치된 제12연대와 제13연대는 초전에 격파 

당하여 25일 오전 9시 30분경에 이미 개성을 점령당했다. 북한군은 국군의 38도선 경계진지를 

돌파한 다음 임진강을 넘어오기 위한교두보 확보에 주력하였다. 국군은 임진강 철교 폭파를 시 

도하였으나실패하였고‘ 임진깅에 연한방어진지를구축하였다. 

(4) 문산부근전투 

국군 제1사단은 임진강을 천연 조L애물로 심아 문산 부근에 주저항선을 편성했다. 6월 26일 

서울 북빙F에서는 북힌군 주력이 국군의 전방 주저항선을 돌파하고 문신--의정부선끼지 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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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서울로 들어온 북한군 전차 

였다. 국군은 27일 봉일천과 창동 축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기용 전 예비대를 투입하여 서 

울 벙어를 위한헝-전 태세를 갖추었다. 

북한군의 힘에 밀려 후퇴를 거듭한 국군은 서울을 빙써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으나 6월 28일 

결국 서울이 점령당하고 말았다. 서울 철수 과정에서 한강교가 폭파되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공 

산군 점령하어1 놓이게 되었다. 서울에서 짐-시 머물던 북한군은 7월 3일 강을 넘어 남진을 다시 

시작하였다. 

3) 유엔의 대응 

북한의 침공 소식은 주한 외교사절이나 특파원들에 의해 세계로 전파되었다. 전쟁 발발 5시 

간 후인 6월 25일 오전 9시 30분경(한댁시간) 주한 미대사관과 무관. 군시-고문단. 외신기자들을 

통해 전쟁 소식이 미국에 전해졌다. 미 국무부는 이를 유엔에 통고히는 한편 안전보징F이사회 소 

집을 요청하였다. 서울주재 유엔한국위원단은 이날 저녁 9시 중앙방송을통해 북한군의 즉각적 

인 군사행동 중지와 38도선 칠수를 요구히는 한편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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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6.25전쟁을 북한의 침략전쟁으로 규정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장연 

미국괴- 유엔은 북힌에 대한 제재를 기-히여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료 취했다. 

유엔에서는 미국이 공식 요청한 긴급 안전보장이사회가 6월 26일 오전 4시(호팩시간) 개최되었 

다. 안보리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행동이 평화의 파기”이며,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하고 북한 딩국이 그 군대를 3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 제82호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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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 침략행위 정지 요청에 관한 결의문 (유엔 결의문 제82호)19 

안전보장이사회는 -(중략)…이러한 행동이 평화를 파괴히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1. 적대행위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북한 당국이 그들의 군대를 즉각 38도선으로 철수시킬 것 

을촉구하며 

2 유엔효F국위원단은 

가- 충분히 검토된 사태에 대한 보고를 가능한 한 지체없이 보낼 것 

나, 북한군의 38도선으로의 철수를감시할것 

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동 결의안의 집행에 대하여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3. 모든 회원국들은 유엔이 이 결의안을 집행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고, 북한 당국을 지원하는 

것을삼가도록촉구한다. 

당시 안보리는 미국, 소련 (째)중국 영국 프랑스 등 거부권을 가진 5대 상임이사국을 비롯 

하여 1 11H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소련 대표는 1950년 1월부터 자유중국이 중국의 유엔 대표 

권을 보유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안보리 불참을 이어가고 있었다. 따라서 소련이 거부권 행사 

를 하지 못함으로써 가결되었다. 제82호 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반응하지 않자 6월 28일 안보리 

는 다시 결의문 제83호를 채택하고, “무력공격의 격퇴와 그 지역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의 회 

복을 위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였다. 

19 국가기록원 자료 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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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댁 군사원조에 관한 결의문 (유엔 결의문 제83호)2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군대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평화의 파괴행위로 규정하였으 

며 , 북한 당국에 전투를 즉각 중지하고 그들의 군대를 즉시 38도선 북쪽으로 철수시킬 것을 촉구한 

바있다. 

그러나 유엔한녁위원단으로부터 북한 당국이 전투를 중지하지 않고 있으며 , 국제평화와 인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조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또한 대한민국도 유 

엔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효과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 줄 것을 호소해 왔다. 

이에 유엔은 대한민국이 무력침략을 격퇴하고 그 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히는 데 필요 

한 원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유엔회원국들에 권고히는 바이다 

이 결의문들은유엔 헌징L에 따른집단안보를발동한것으로유엔의 6·25전쟁 개입은 이러한 

집단안보제도가본격적으로, 그리고 전형적으로 적용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20 국가기록원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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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유언댄의참전과정 

1) 유엔의 참전 결의 

유엔 결의안 히에서 유엔회원국의 군사적 참여가 전쟁 발발 즉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6 

월 27일 미군을 시작으로 연합군의 참전이 시작되었다. 한편 유엔사무총장 트리그브 리(Trygve 

Lie)는 결의문 83호에 의거. 회원국들에게 집단 조치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 

라 여러 회원국들은 정치적 지지로부터 군대 및 식량. 의약품 제공 등에 이르기까지 다Oef한 약 

속을 하였다. 안보리는 7월 7일 결의문 제84호를 채택하고 효과적인 군사작전을 위하여 군시

지원의 조정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동 결의문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군대와 지원을 제공 

히는 국기들이(중략) 미국 지휘하의 통합사령부에 그러한 군대와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 

다. 또한 “미국에 대하여 시령관을 지명하도록 요청하고,(중략) 통합사령부기- 참전 국가들의 국 

기와힘께 유엔기를시용할 수 있도록승인”하였다. 

유엔군사령부 섣치 결의문 (유엔 결의문 제84호)21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을 명화의 파괴로 확정하고--(중략) 

@ 모든 회원국들이 지원하는 군사력과 기타 지원을 미국 책임하의 통합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 

가 운용할 것을 권고하며 . 

@ 미국이 이러한 군사력을 지휘할 통합군사령관을 지명하도록 요청한다. 

@ 통합군사령관은 그의 재량으로 북효F군과 작전중에 유엔기를 여러 참전국의 국기와 함께 사용 

하도록인가하며. 

@ 미국이 통합군사령부의 책임하에 실시된 작전경과에 관한 적절한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로 

제출하도록요청한다 

21 국가기록원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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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헌장상 유엔군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6·25전쟁의 경우 유엔기를 시용히는 등 

사실상 유엔통합군으로서의 형식을 갖춘 점에서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엔결의문이 유 

엔군사령부 설치, 미국지휘관 임명. 그리고 유엔기의 시용을 승인함으로써 지휘계통은 공식 

적으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안보리와 유엔사무총장으로 이어졌다. 유엔의 ‘7·7결의’는 한 

반도에서 유엔의 군사활동을 위해 미국에게 최고지휘권을 위임한 것으로, 미국의 맥아더(D. 

까1cAnhur)가 유엔군총사령관에 임명되고 유엔군 파견이 결정되었다 이로써 한반도에서 군사 

지휘권은 미국의 맥아더 원수에게 주어졌고, 한국을 원조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힌- 167H국의 

군대는 유엔군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도 7월 14일 ‘대전 서한’을통해 한국 

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에게 이Ocf함으로써. 유엔군사령관 지휘 하에 전쟁을 

치르게되었다. 

2) 유엔군의구성 

6·25전쟁 당시 참전국은 1951년 초까지 총 167H국이었다. 군대파견을 신청한 국가 21개국 

중 실제로 파병을 한 167H 국가의 분포는 북아메리카의 미국·캐나다, 님아메리카의 콜롬비아, 

오세아니아의 오스트레일리이--뉴질랜드, 아시아의 필리핀 태국, 이-프리키-의 에티오피이--남 

아프리키공회국, 유럽의 영국·벨기에·프랑스·그리스 네덜란드·룩셈부르크·터키 등이다. 이 

들참전국들은유엔이 요구히는최소규모인 1개 대대 병력(약 1.200명) 이상을파견하였다. 주요 

참전 병력은 1953년을 기준으로 영국 약 14. 200명 캐나다 6. 100여 명. 터키 5.500여 명, 호주 

2,200여 명 등이다. 1953년까지 6·25전쟁에 참여한연합군은미국을제외하고총 39‘000여 명. 

미국을 포함할 경우 총 341,000여 명에 이른다. 

〈표 8) 전투병력 파견국 개요 

나라영 여참전 지상그 해군 공군 | 
」인원(명) | 

미국 1.789.αp 

보병사\:.ta 

해병사단1 

연대전투82 

병력302.483명 

극동해군 

미저17함대 

70 I 71 



보병여\:_~ 
함정 17척 

영국 56α〕O 해병특공대 1 
(항공모함1척포함) 

병력 14‘ 198영 

보병대대2 
항공모함l척 

전투비행대대1 
오스트레일리아 8,407 구축힘t2척 

병력2.282명 
프리깃함1척 

수송기펀대 1 

+ 
캐나다 25.687 보병여단1 

구축함3척 수송기대대 1 
병력6.614명 

-I- l • 

네덜란드 5.322 
보병대대 1 

구축함1척 
병력819명 

뉴질랜드 3.794 
보병대대 1 

프리깃함1척 
병력 1영9영 

프랑스 3,421 보병대대1 
구축함1척 

병력 1,119명 
+ + 

터키 14.936 
보병여대 1 
병력5,455명 

띨리핀 7‘420 
보병대대 1 
병력 1,496명 

+ • 

태국 6.326 
보병대대 1 프리깃함7척 

수송기펀대 1 
병력 1.294명 수송선1척 

• 
보병대대 1 

그리스 4.992 
병력 1 . 263명 

수송기면대 1 

T 

남아프리7f공호택 826 전투비행대대 

에티오피아 3.518 
보병대대 1 

병력 1.271 명 

보병대대 1 
콜롬비아 5.100 

병력 1 .068명 
프리깃함1척 

--
벨기에 3.498 

보병대대 1 

병력900명 
+ ‘「

룩셈부르크 83 
보병소대1 

병력44영 

(국방부 국방군사연구소, r한국전쟁」 하권, 국가보훈처) 

또한유엔 결의문에 따라 회원국 및 국제기구들이 각종 지원을 시작하였는데, 5개국(스웨덴 인 

도, 멘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애이 병원 혹은 병원선 등 의료지원을 그리고 40개 회원국과 1개 비회 

원국(이탈리애, 9개 유엔전문기구가 식량제공 및 민간구호활동에 참여하였다. 

전투부대를 파견한 167B국과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한 5개국의 군대로 구성된 유엔군을 하나 

의 효과적인 전투력으로 결합시켜 연합작전을수행한다는 것은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다. 이들 

국가의 군대들은자국의 사정, 한국으로의 이동거리 등이 각각 .AJ-이하여 여러 단계에 걸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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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유엔군 참전 국가 (국가보훈처 흥메이지 인용) 

에 도착함으로써 부대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영띤빙택가에서 파견된 군은 기초적인 군 

사훈련은 물론 장비도 잘 갖추고 있어 한국에 도착과 동시에 전투에 투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 

라영어를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의곤란이나의사소통에 별문제가없어 협조도잘유지되었다. 

그러나 1950년 9월에필리핀대대가도착하였을때는새로운부대의장비와훈련을소개하는 

재교육의 펼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대구에 유엔군수용소를 개소하여 터키, 

태국, 인도,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스, 에티오피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군시들을대 

상으로 화기조작은 물론 현지 적응훈련을 시켜 전투준비를 지원해주었다. 전투준비가 완료된 

부대는 대대급은 미군 연대에, 여단은 미군 사맨, 영연방부대는 시란으로 통합시켜 미 제1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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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배속되었다. 이들을 지원받은 미군 지휘관들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벙어나 공격임무에 적 

절히운용하였다. 

한반도의 지형이 산익-지형이고 또 겨울은 몹시 추워서 일부 유엔군 부대들은 현지 적응에 어 

려움을 겪었다. 이들 부대 중 터키와 그리스군은 한국의 기후와 지형에 비교적 빠른 시간에 적 

응힐 수 있었딘 빈-띤 태국 인도와 같이 평지와 더운 지밍에서 온 회원국 부대들은 기후와산익

지형 적응에 무척 고생하였다. 또한 필리핀과그리스 등 대부분 유엔군은 본국에서도 미군장교 

들이 훈련을 시켜 온 관계로 미국 화기와장비 및 전술 교리에 익숙하였지만, 일부 국가의 군대 

들은 일정한 기간과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야 익숙해 질 수 있었다. 이외에도 유엔군은 언어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통역장교를 운용하였지만 지휘 통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표 9) 의료지원 따견국 개요 

二‘그_ !'「l。

인도 627 70 

댄마크 630 100 

노르웨이 623 105 

이탈리아 
t-

128 72 

(국방부 국방군사연구소, r한국전쟁」 하권 국가보훈처) 

ι 

저160야전병원 

병원선 

이동외과병원 

저168적십자병원 

그리고 다국적군 운용에서 개별 국기들의 풍속과 전통도 어려운 문제 중의 하니였다. 종교적 

차이는 물론 식성마저 달라 보급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터키군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 

고, 인도군은 쇠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았다. 프랑스·벨기에 ,네덜란드군은 미군보다 더 많은 빵 

과감자를 원했으며, 태국군은 쌀과 매운 고추장의 보급이 필요했다. 

부대의 규모도 문제가 되었다. 맥아더는 처음에 장비와 지원포병대를 갖춘 연대급의 파병을 

원하였으나, 미국·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대급을 파견하였다. 또한 이들 부대들은 

자체 포병은 물론 행정 빛 군수지원 부대도 동반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군이 맡을 수 

밖에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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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5전쟁의 경과 및 유엔군의 홀박t 

1) 전쟁 초 북한군의 공세 

(1) 한강선 방어와 미 지상군 투입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서울 점령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 등 대한민국 정부가 대전으로 

이동뼈 전쟁 태세를갖추고유엔 해·공군의 개입이라는상햄 접챈}유엔 지상군의 참전을 

의식, 조기에 남한지역을 석권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따라서 북한군은 “미 육군이 증원되기 전 

에 한강을 강습 도하하여 국방군의 주력을 격멸 소탕한 후 평택 ·충주-울진 선의 지역을 점령 

하며, 이를 위뼈 주공을 영등포-수원-평택 방면으로 지향히는 동시에 다른 몇 개의 방햄l 

대해 조공을둔다”는 작전방침을 결정하였다. 

국군은 서울을 빼앗긴 후 한강을 연한 방어선에서 북한군을 저지코자 하였다. 육군본부를 수 

원농업시험장으로 이동하여 개설한 후 육군참모학교 교장 김홍일(".'t. •]1폐 소장을 시흥지구전투 

사령관으로 임명히여 한강선 벙어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때 군의 벙어개념은 한강선을 고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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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효택에 도착한 스미스부대 

다는 것이었며, 시흥사령부는 미 지상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P하고 그들이 가능한 한북쪽으로 

전개할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고수힌다는작전개념으로 한강선 방어에 임하게 되었다. 

6월 29일 맥아더 사령관은 직접 전선을 시찰하기 위해 수원비행장에 도착하였고, 38선 이북 

에 대한 폭격 명령을 내렸다. 6월 30일에는 미 지상군 투입이 결정되었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 

운 일본 큐슈에 주둔한 미 제24사뜯밴1 파견 명령이 내려졌다. 선견대로 지명된 제21연대 제1대 

대장 스미스ι B.Smith) 중령은 대대의 B, C중대를 중심으로 밤새 스미스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 

였다. 스미스부대는 7월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한 후 기차편으로 경기도로 이동, 오산과 펑택에 

1개 중대씩을 배치하고 대대지휘소를 평택에 설치했다. 4일에는 사단포병 제52포병대대장 페 

리(M. Peny) 중령이 A포대를 인솔해 와합류하게 됨으로써 보 ·포병을통합한하나의 특수임무 

부대가구성되었다. 

선견대에 이어 제24사단 주력은 우선 제34연대가 7월 2일 부산에 도칙하여 4일에는 북쪽으 

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 제21연대 제19연대 순으로 부산에 도착하였다. 딘(W.F. Dean) 

사단장은 처치0.11‘ Church) 준장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주한 미육군사령부(USAFll이를 설치하였으 

며, 같은 날 부신에는 기-빈(C. Garvin) 준장을 사령관으로 히는 제8군의 부산기지사령부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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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주한미군의 군수지원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7월 3일 북한꾼의 님송}로 인해 국군은 한강방어선을 포기히-고 안양-괴천선으로 철수 

하였다. 7월 4일에는 시흥전투사령부기- 평택으로 철수하였고, 스미스부대는 7월 5일 이침 오산 

부근죽미령에서 북한군과 처음으로 조우했다. 미군은 북한군이 미 지상군 참전을 알게 되면 퇴 

각할 수도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2차대전 승전국 군인으로서의 자신감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군은 생각보다 전투에 능하였고 미군은 벙어진지를 시수하기 어려워졌 

다. 결국 반나절 민에 스미스부대는 440명 중 150여 땅이 전사하거나 행방불명되었고 포병대의 

야포를 비롯한중화기도 파괴 또는 망실되었다. 

스미스부대가 배치되띤서 개전 이후 처음으로 한미연합전선이 형성되었다. 미군은 경부선을 

중심으로 한 서부전선을, 국군은 그 동쪽에서 동해안까지 분담히여 연합작전을 전개하게 되었 

다. 이때부터 국군과 미군은 연합하여 최소의 공간을 양보하고 최대의 시간을 획득하며 적에게 

손실을 기-히는 지연전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중요예상로를 점령히-고는 있었으나, 부대규모 

가작을뿐만아니라부대간의 긴격이 넓어 방어력이 대단히 취약히-였다. 북한군은오신-전투후 

처음으로 미 지상군이 침-전한 시실을 알게 되었고 반띤 미군도 이 전투를 통해서 북한군의 실 

체를 일케 되었다. 미군은 펑택-천안-조치원-차령산맥 선에서 공산군을 저지하그l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금강-소백산맥 선으로 철수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7월 13일 그 동안 작전을 주도한 주한미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대구에 미 제8 

군사령부(EUSAK)를 설치하였다. 미군은 금강 소백산맥 일대에서 적을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 

지를표명했지만무더운 날씨와 연이은후퇴작전으로 사기마저 저하되어 북한군의 진격을 믹。} 

내기는 역부촉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전술적 요충지인 대전을 잃고 영동과 추풍령미-저 북한군 

의 수중에 넘어갔으며 제24시-단장인 딘 장군마저 실종되는 등 상홍L이 악화되자 미 저]8군은 7월 

26일 전선을 정리하고 반격을 준비하기 위하여 마지막 축차진지(迷께•II삐인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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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군의 증강과 낙동강선 방아 작전 

1950년 7월초 미 제24사단의 파병 이후다른사단들도한국으로 이동할준비를하였다. 맥아 

더 장군은 7월 2일 해병항공부대를 포함한 1개 해병연대전투단의 긴급 파견을 요청한 데 이어 

5일에는 7월 20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어떤 계획된 작전에 시용할 수 있도록 제2사단, 제2특 

수공병여단‘ 그리고 제82공정사단의 1개 연대를 증원 요청히였다. 이에 따라 7월 10일 미 제25 

사단이 두 번째로 한국에 파견되었다. 맥아더 장군은 극동군사령부를 빙문한 콜린스(L.J. Colli따) 

장군과의 회담에서 이미 투입된 3개 사단〈제24·25사단. 제l기병사단)으로 전선을 안정시키고, 미국 

에서 증원되는 부대를 상륙 반격작전에 운용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하였다. 맥아더 장군이 북 

한군을 격멸하고 한국을 빙써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증원 요청한 부대수는총 8개 사맨] 1개 군 

사령부를추가한것이었다. 

미 합참과 극동군사령부 간에 증원 요청에 대한 토의 결과 제29연대가 7월 24일‘ 제5연대전 

투딘-이 7월 31일 한국에 도착하였고 그 다음 주에는 제1임시해병여단과 제2시-단의 2개 연대 

가 도칙하여 전선에 급히 투입되었다. 제2해병연대전투단은 상륙에 대비 일본으로 직행히-였 

〈그림 29) 냥동강선 방어 작전 재연 사진 (조선일보 기사사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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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월 29일에는 영국이 홍콩에 주둔 중인 제27여단을 파견함으로써 6·25전쟁에 두 번째로 지 

상군을파견한국가가 되었다. 

힌편, 1950년 7월까지 님한 전역에서 행해진 지연작전이 마감되고 8월 초 닥동강벙어작전으 

로전환되면서 6·25전쟁은 새로운국띤이 형성되었다. 제8군사령관 워커(W.11 . Walker) 장군은 

8월 1일 전군에 낙동강 벙어선으로의 철수 후 전선 사수 명령을 내렸다. 낙동강방어선은 부산 

을 기지로 총반격을 위한 교두보라는 의미에서 일명 ‘부산교두보’라고 하며 또 워커 징군이 설 

정한선이라는의미에서 ‘워커 라인’이라고도불렀다. 이 방어선은전반적으로낙동죠에 연하여 

설정되었으며, 남쪽의 마산으로부터 남지-왜관-낙정리-영덕을 잇는 동서간 약 80km, 남북간 

약 160km의 ‘ 「’모양 방어선이다. 방어선의 대부분은 하천과 고지군 등 천연장애물로 형성되어 

외곽 벙어선의 유지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산을 중심으로 방아선상의 중요지점인 마 

산‘ 남지, 왜관, 영덕에 이르는 도로망이 빌-달되어 있어 내선작전을 수행하기에 유리한 지역이 

었다. 

반면 북한군은 제공권이 없어 모든 부대의 주간 행동이 제약받았고 그 동안 계속된 전투에서 

〈그림 30) 1950년 8월 3일 일본에 도착한 미국 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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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손실과보충마저 여의치 못하여 전투력이 더욱 q벅되었다. 김일성은 8월초날이 갈수록 

전횡이 불리해져 기는 것에 조비-심이 나자 “8월 15일끼-지 부산을 점령하라”며 독전을 명령하 

였다. 

이와 같은 쌍방의 전략과 전술에 띠근f 생시-의 기로기- 된 이 방어선에서 전쟁 기간 중 최대의 

결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북한군은 부산을 점령하면 전쟁을 종결지을 수 있다는 집념히에 8월 

초와 9월 초에 총공세를 개시하였다. 이 공세에 대구 시내에도 간헐적으로 포틴어 떨어지기 시 

작하였고, 영천이 돌파되어 국군 전선도 양분되는 등 낙동강 빛써선은 최대의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런 상횡에서 유엔군은 막강한유엔 해 ‘공군의 적극적인 화력지원과 전쟁지도부의 대 

구 시수 결의, 장병들의 죽음을 무릅쓴 투혼에 힘입어 북한군의 저돌적인 최종 공세를 마소!-왜 

핀)다부동-영천-포항 선에서 저지히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유엔군은 적의 기도를 좌 

절시키고총반격의 발판을확보하게 되었다. 

2) 유엔군의 총반격과 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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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인천상룩작전을 지휘하는 맥아더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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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CHromire)’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상륙작전의 펼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인천의 해인- 조건이 상륙츠r전에 부적합 

할 뿐 아니라 미 제8군과의 거리가 멀어 연계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난괜l 봉착하였 

다. 그러나맥아더 장군은전략적·정치적·심리적 이유를들어 수도서울의 신속한탈환을위해 

인천상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천의 지리적 불리힘이 오히려 공산군의 대 

비를 익h하게 함으로써 기습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라 하면서 이 작전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다. 

결국 인천상륙계획은 맥아더 장군의 의도대로 8월 28일 승인되었고, 9월 6일에는 상륙작전 개 

시일을 9월 15일로확정하였다. 

예정대로 1950년 9월 15일 맥아더의 제10군단 75.000여 명의 병력은 인천상륙을 감행하였 

다. 260여 척의 함선을 앞세운 국군과 유엔군은 공중폭격과함포 지원 이래 작전을 개시하여 오 

전 8시 월미도를확보하였고, 오후 만조시간에는 인천시가지에 진출했다. 인천에 상륙한 병력은 

약 13,000여 명이었다. 월미도를 징악한 미 저15해병연대는 소탕전을 벌여 북한군 100여 명을 

시실하고 100여 명을 포로로 집았다. 인천시가지 소탕작전은 국군 해병 제1연대가 딩당히-였다. 

미 저]5해병연대는 9월 18일 김포비행장을 탈환한 후 국군 해병대와 합세하여 행주나루로 향 

했으며, 이날 미 제1해병연대도 소하{현 광명)를 통과. 9월 19일에는 영등포 근방까지 진격했다. 

9월 18∼19일 인천에 상륙한 국군 제17연대외- 미 저]7사단 32연대는 영등포 남쪽으로, 미 제31 

연대는수원벙면으로 신속하게 진격하여 각각서울수복과 북한군의 퇴로 차단작전에 돌입하였 

다. 미 해병대와 국군은 서 

울을 향해 동진하였고, 미 

제7사단은 남진하여 북한군 

을협공하였다. 한미연합부 

대는 상륙작전을 개시한 지 

만 12일 만인 9월 27일 중앙 

청을 비롯한 서울시가지의 

대부분을 장악하였으며 이 

곳에서 끝끼지 버티던 북한 
〈그림 32) 인천에 상룩하는 국군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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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 야것버l 서울에서 철수하였다. 9월 28일 소팅작전을 실시하여 이날 낮에 서울은 국군과 유 

에군측에 의해 완전히 확보되었고 다음날에는환도식이 거행되었다. 

한편 9월 16일부터 낙동강 전선에서도 대대적인 반격이 펼쳐졌고 1주일 만에 낙동강 전선을 

돌파했다. 양면에서 협공딩F하게 된 북힌군의 전력은 급속히 와해되었고 결국 9월 22일 김일성 

은 전 부대의 후퇴를 명령했다.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부대 중 포위망을 탈출하여 38선 이북으 

로 도주한 병력은 25,000∼30,000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10,000명 가까운 북한군 병사가 포로 

로잡혔으며, 나머지 생존자는지리산, 태백산등지로도주 은신하였다. 

(2) 졌선돌파와북진 

유엔군은 3개월 동안의 수세에서 벗어나 공세로 전훤하여 북한군의 주력을 섬띨하고 서울을 

수복한 데 이어 38선으로 진출함으로써 전전(戰前) 상횡이 회복하였다. 이때 38선 돌파와 북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하였다. 38선 돌파가 중 소 개입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정 

때문에 진영 내에서도찬반양론이 대두되었다. 

9월 27일 미국은 38도선 돌파는 유엔의 결의문 제83호(1950. 6 . 28)에 의거 합법적이며, 이 결의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북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미 합참은유엔군 

시령관에게 38선 돌파 및 북진 작전에 따른 군사작전 지침을 하달했다. 이 훈령에는 유엔군의 

38선 돌피를 허용하되 작전의 목표를 북한군의 격멸이라는 군사 목표로 엄격히 한정하였고, 특 

히 중·소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작전 지침이 상술되어 있었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9월 23일 담회문을 발표하여 갱선이란 없다”고 선언하고 국군의 북진 

을 강조하였다. 국군 주력부대는 진격로 상의 주요 거점을 신속히 돌파하면서 38선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제3사단은 미 해 ·공군의 지원 하에 포항-38선 반격작전에서 9월 16일부터 30이 

까지 15일 동안 하루 평균 17.2km의 경이적인 속도로 진군했다.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이 북진 

결정을 내리자 10월 1일 국군이 먼저 38선을 넘었으며, 10월 7일 유엔군도 북진에 니-섰다. 같 

은 날 유엔총회에서는 ‘통일한국안’을 승인하여 유엔군의 북진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전쟁은 새 

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전의 전쟁이 원상회복을 추구한 ‘봉쇄(付젠)를 위한 전쟁’이었다면, 

북진은 북한지역으로의 확전(없빠이라는 ‘롤백(roll back)을 위한 전쟁’의 시작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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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서울 수복 후 중앙청 태극기 게앙 장면 

미 제8군은 38선을 돌파, 개성-사리원-평양의 축선을 따라 공격하고, 미 저]10군단은 통해안 

의 원산에 상륙하여 교두보를 확보한후 원산-평양축선을 따라 서북으로 진출히여 저]8군과 연 

결하여 공t반의 퇴로를 차단·포위하였다. 유엔군은 정주-군우리-영원-함흥-흥남을 연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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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38선 돌파 기념 사진 

는선까지만진격하고, 그이북지역에 대한작전은한국군에게 전담케한다는계획이었다. 10월 

10일 국군 제1군단의 원산공격작전이 시작되었다. 동시에 중부전선 38선 돌피- 및 진격작전은 

국군 제2군단이 담당히였다. 추가령지구대 북단인 원산과 님단인 철원을 확보한 국군은 제1군 

단이 동북부 전선에서, 제2군딘-이 중부전선에서 북진을 계속하였다. 미 제8군의 작전명령에 따 

라 평양탈환작전을 담당한 미 제1군단은 10월 17일 펑양 외곽선인 횡주-율리까지 진출하였고, 

국군 제2군단은 제6사단이 원산-평양 축선으로 계속 서진때 동평OJ:까지 진출하였다. 제8사 

단은 양덕 남쪽에 진출하여 평양 포위망을 압축하였다. 10월 18일 미 제1기병사단, 국군 제1사 

단에 의해 전개되었으며 19일에 평Ocf을완전 점령하였다. 

북한군 평양방어사령부는 일부 병력만 평%에 남긴 채 남쪽으로부터 후퇴해 온 병력과 합류 

하 다음 청천강 이북으로 철수하였다. 북한정권의 수뇌부는 평Ocf을 떠니- 신의주로 갔다가, 다 

시 중앙의 산익- 요새에 위치한 강계로 이전하였다. 당시 평%배서 안주 개천을 연결하는 청천 

강 이북으로 패주한 북한군은 익= 40,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김일성은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 

유격전에 기초하여 유엔군 후방에서의 타격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제2전선 부대와 인 

민유격대 조직을 강화하였다. ‘철의 삼각지대’(철원-평강 김화)에 제2전선을 형성한 부대 병력은 

20,000여 명이었다. 제2전선 부대의 주요 임무는 국군 및 유엔군의 수송부대, 열차, 보급소, 교 

통시설, 통신시설 파괴 등이었다. 이로 인해 미 제9군단이 전빙벼l 투입되지 못하고 병참선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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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후방지역 방호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새로 칭설된 제3군단도 이들의 토별작전에 

투입되었다. 

10월 23일에는 국군 제8사단, 미 제1군단 소속의 국군 제1사단. 미 제24사단이 청천강선에 

진출하였다. 서부전선에서는 미 제8군 주력이 청천강을 도하하고,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이 

임빅F해지고 있을 때인 10월 24일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의 북진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공격 개 

시 명령을 내렸다. 한·중국경선을향한 제한 없는총공격의 시작이었다. 10월 26일 국군 제6사 

단의 첨병소대는 압록강에 도착했으며, 미 제10군단은 원산에 상륙했다. 국군과 유엔군의 압록 

강·두만강까지의 진출은 목전에 다다른 듯하였고, 병사들은 사기 충천하여 동서 양 전선에서 

총공세를퍼부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서부전선에서는 비록 국군 선두 부대가 압록강변 국경 마을 초산을 점 

령하고 미군 일부 부대가 신의주 남쪽까지 진출하였지만, 뭇하지 않은 새로운 적 중국인민지원 

군과의 조우로 인하여 공격부대는 되레 포위될 위험에 처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11월 초에 

〈그림 35) 국군 압록강 도달 기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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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신안주-원리에 이르는 청천강 교두보를 확보하고 재공격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반변 

동부전선에서는 같은 시기에 장진(당대)발전소 부근에서 중국군의 출현이 확인되었지만 미 해병 

저] 1사단이 장진호 서안 유담리까지 진출하였다. 그 외 동북부지역 부대는 인민군 잔존부대의 

저항을 격파하고 11월 하순 미 제7사단이 백두산 서측 국경선 상의 혜산진에 돌입하고 국군 제 

3사단은 힘수· 백임까지. 수도사단은 청진으로 진출히는 등 서부전선괴는 대조를 이루는 상황 

으로전개되었다. 

3) 중국의 개입과 국면 전환 

(1)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 

〈그림 36) 압록강을 넘는 중국인민지원군 

끝날 듯 했던 전쟁은 중국군의 

대규모 참전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유엔군이 38선을 념 

으면 개입하겠다던 중국의 마오 

쩌둥(Li쟁싸)은 숙고 끝에 ‘순망치 

한(단亡빼·), 항미원조(까자援합!), 

보가위국(넓家까l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10월 2일 참전을 결정하였다. 소련이 중국군에 대한 공군 지원과 전쟁 물자를 지원한다 

는 조건하의 결정이었다. 소련이 공군 지원을 연기했지만 중국의 참전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 

다. 중국군은 10월 15일 압록강 도하 명령을 받고 16일 선발대를 투입한 데 이어 10월 19일 국 

군과 유엔군이 펑OJ을 점령하던 날 본대가 압록강을 도하하였다. 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참전 

한 중국군은 4개군 121H 사단을 주력으로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포병, 공병 등 26만여 명 

의 병력으로 구성되었다. 22 중국군은 양호한 교통망의 이용을 피하고 북한의 복잡한 산악지대 

22 중국군은 6-25전쟁에 총 37개 군단 113개 사단 2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잠전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 피해는 한 
국전사면찬위원회의 기록에 의하면 전사 18만 4,000영 부상 71 만 6.000명 포로 3만 1 .000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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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이용하여 부대를 온정 ·운산 일대에 짐-입시켜 놓았다. 한국군 제i사문}o] 10월 25일 청천강을 

도하힌-후 운신에 도착하여 이미 압록강 근처까지 진격한국군 제6시-단, 그리고 미 제24시-단과 

함께 국경으로 진출하그1지- 하였다. 전치를 앞세우고 수풍호로 진격하려던 제1사단은 북진 개시 

이후 가장 강력한 저헝에 직떤하고 중국군에 의해 포위당하고 말았다. 미 제1기병시-단이 이를 

구원하기 위해 진격하였으나 중국군의 저헝어l C!f혀 고전하였다. 

11월 1일 중국군의 전면적인 공세가 시작되었다. 미 저11기병사단은 야간전투 시 중국군의 근 

접 전투에 엄청난 손실을 입고 결국 청천강 남쪽으로 퇴각하였다. 이 외중에 고립된 제8기병연 

대 제3대대는 11월 4일끼-지 치열한 혈전을 펼쳤으나 대대 주력은 대다수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 

었다. 서부전선에서 중국군의 저항어 강하자 유엔군은 11월 7일부터 2주간 압록강의 교량을 폭 

격히는 등 국경지역의 주요 시설에 대한 대규모 전략폭격작전을 실시했다. 맥이-더는 중국군의 

대규모참전가능성이 없거나 참전하더라도공군력으로격파할수있다는자신감으로최종공 

세를 결심했다. 맥아더는 11월 24일부터의 최종 공세를 명령하면서 “이 작전이 성공하면 전쟁 

이 끝나고. 크리스마스까지는 부대를 귀국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중국군은 야긴에만 주 

로 이동히는 등 노출을 방지히는 전략을 폈으며. 유엔군 측이 중국군의 병력을 7∼8민- 명으로 

오핀-하게끔 민들었다. 

‘크리스마스 공세’에서 미 제8군은 청천깅 교두보를 발판으로 미 제1군단이 서부, 미 제9군단 

이 중앙, 국군 제2군단이 동부에서 강계-희천(현 자강되의 적 예상 집결지를 주목표로 공격하였 

다. 그러나 미 저]8군과 제10군단의 전선이 연결되기도 전에 이 공간으로 20만 명이 넘는 중국군 

이 침투하여 총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11월 26∼27일 중국군의 전격적인 기습공격이었다. 서 

부전선 전역에서 중국군이 밀어닥치면서. 유엔군은 40km 뒤로물러날수밖에 없었다. 

동부전선에서는 11월 27일 미 제1해병사단이 장진호(1녕|써I) 서안 유담리를 공격하다가 중국 

군에게 포위당했다. 12월 1일 유담리 인근에서 주력부대가 중국군 7개 사단의 포위 공격을 벗 

어나 남쪽으로 돌피를 시도하였으며. 3일 통로확보를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미 제7사 

단은 장진호 동쪽에서 중국군의 공격을 받아 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미 제31연대는 12 

월 1일 하루 동안에만75%의 병력을상실하였다. 장진호 남단의 하갈우리로 철수한 미 제7사단 

과 제1해병사단은 12월 6일 디-시 돌파 작전을 전개하였다. 38시간에 걸친 전투에서 전시-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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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장진호 전투 당시 미군 

110여 명, 부상 500여 맹의 손실을 입었으나 돌파에 성공하였다. 12월 8일에는 하갈우리 남쪽 

의 고토리를돌파하였지만 전사·실종 90여 명, 부상 250여 명의 피해를입었다. 미 제1해병사 

단은엄청난손실을입었지만장진호전투는철수전이라기보다는새로운방향의공격전으로평 

가된다. 전투에 투입된 중국군 제9병딘-은 7개 사단의 압도적 병력으로 미 제1해병사단을 포위 

공격하였으나 격멸하지 못했고, 작전의 목표였던 흥남지구 탈취도 실패하였으며, 중국군의 피 

해도 막심히여 부대 재편성에 3개월이나 소요되었다. 장진호 전투는흥남지구 칠수작전을 성공 

적으로 이끈 발판이 되었으며. 중국군의 서부전선 지원을 믿F아 미 저]8군의 전멸을 믿F아냈다. 

서부전선에 이어 동부의 전세가 위태로워지자 11월 28일 맥아더는 도쿄에서 작전회의를 가 

진 후 부대 철수를 결심하였고 유엔군은 80km7} 넘는 철수의 여정에 오르게 되었다. 맥아더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에 직면해 있다는 특별성명을 유엔에 보냈다. 20만 명이 넘는 중국군의 참 

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나아가 만주 폭격을 허용해 달라고 했지만, 워싱턴 딩국은 

소련의 개입과확전을우려하여 승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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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작전에 의해 서부전선의 미 제8군과 동부전선의 제 부대들도 11월 30일 철수를 시작히

였다 국군 제1군단은 두만강 하류를 목전에 두었으나 철수 명령에 띠라 제3사딘-을 우선적으로 

해상으로 철수시키고, 수도사단은 즉각흥남지구로 집결시켰다. 평양이 다시 공산군 수중에 들 

어갔고. 동부의 미 저]10군단은 원산 흥남 선에서 서부의 미 제8군의 후퇴는 임진강 선까지 이 

어졌다. 유엔군의 철수를 따라 피난민의 행렬도 이어졌다. 피난민들은 군 병력처럼 신속한 이 

동이 어려워 황해도 인근의 해안지방으로 몰려들었는데 해군 함정들은 이들을 연평도와 덕적 

도, 백령도 등의 인접 도서지역에 옮겼다. 1951년 말까지 해군 함정이 피난시킨 숫지는 6만 여 

명에달했다. 

북한군 패잔병들로 구성된 유격대는 유엔군 후방을 끊임없이 교란했다. 약 6만여 명으로 추 

정되는 제2전선 유격대는 보급선을 위협. 식량과장비를 약탈했으며. 심지어 서울 점령을 기도 

하기도 했다. 유엔군은 긴급조치로 서울에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미 제25사단은 대유격대 작전 

에 투입되었다. 부산이북지역에서도수백 명의 유격대가출몰하였고, 원산서부지역, 38선 인 

근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2) 1 . 4후퇴 

미 제10군단은 흥남지구에서 고립되었고. 원산 역시 중국군에 포위될 상횡이 처했다. 흥남

원산간 육로가 중국군에 의해서 차단되자 미 제10군단은 해상 철수를 감행했다. 중국군은 미 

제10군단을 섬멸하그l자 흥님- 포위망을 강하게 압빅-했다. 12월 14일 흥남은 중국군 5개 사단의 

집중공격을받았다. 피해가가장극심했던 미 제1해병사단은가장먼저 12월 15일 해상철수하 

였다. 유엔군은 함포 사격과 호핑 폭격, 지상부대의 화력으로 버티면서 12월 16일 국군 수도사 

단, 12월 18일 미 제7사딘-이 승선을 개시하였고, 12월 24일 나머지 연대가 동시에 승선하면서 

전 지상군 병력이 승선을 완료, 흥남철수작전을 성공리에 마쳤다 흥남철수작전으로 국군 제1 

군단과 미 제10군단 전병력 105,000명이 철수하였고, 91 ,000명의 피난민이 이들과 함께 남쪽 

으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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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흥남칠수작전 

북힌군 주력 및 제2전선 유격대의 협공으로 12월 6일 공신군은 평%뇨을 재정。4하였으며, 곧이 

어 원산을 점령했다. 공산군은 12월 25일 경 38도선 이북 대부분을 회복하였고, 12월 31일 38 

선을 넘어 님진하기 시작했다. 1월 4일 서울이 다시 공신군의 수중에 넘어갔고, 1월 초 37도선 

까지 남진했다기-중순 이후 벙어체제로 돌아섰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 공격 기능성과 벙참 

문제, 전쟁 초기 패배의 경험에서 니-온 결정이었다.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 이남으로 철수하자 이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도 같이 남하하 

였다. 이 시기 민간인의 이동은 전쟁 초기 무질서했던 것에 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부 

와 군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정부 관리와 가족. 입원 환자‘ 고。h 북에서 내려온 월님민. 수감자 

와행정부서의 문서, 주요 문화재, 빌행권 등을 조직적으로 후송하였다. 

중국군과 북한군이 12월 26일 다시 38선 근처로 진격하자 맥아더는 본국에 지상 증원군을 요 

청히는 한편 중국 해안몽쇄외 만주 폭격을요청하였다. 그러나 전면전쟁의 위험을 경계하던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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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1 4후퇴 당시 피난민 

T먼 미국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오히려 한반도로부터 유엔군의 철수를 고려하였 

다. 유엔군은 극비리에 한국 정부의 이전 계획과 유엔군의 철수 계획까지 수립해 두고 있었다. 

한국 정부와군 경을 제주도로 이전시켜 망명정부를 설치하고 본토 수복을 위해 저향을 계속하 

도록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대상 인원은 정부관리. 군 경, 그 기촉 및 기타 요원을 포함한 대략 

100만 명 선으로 수송계획까지 세워두었다. 이 계획은 한국 정부와 협의하지 않은 극비사항이 

었으나, 37도선에서 국군괴- 유엔군이 공산군을 저지하고 또한 공신군도 공세를 멈춤으로서 이 

계획은 시행되지 않았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 시기에 부촉한 군사력을 보충하기 위해 1950년 12월 21일 만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들을 국민방위군이라는 이름으로 모집하였는데. 그 수는 50여만 명에 달하였 

다. 급히 편성된 국민방위군은 1 ·4후퇴로 후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방위군사령부 간 

부들이 군의 이동과 수용, 보급에 사용하여야 할국고금, OJ곡, 피복. 의료품, 기타 용품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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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복함으로서 수많은 방위군 병력들이 이동 과정에 병들거니- 탈주하였고, 아사 동시-- 병사자기 

속출했다. 결국 국민방위군은창설 목적을 달성하지도못하고 이 사건으로 해산되었다. 

4) 유엔군의재반격 

(1) %선 공방과 맥아더 해임 

중국군의 공세에 밀려 후퇴를 계속했던 유엔군은 전력을 가다듬어 총반격을 시도했다. 1951 

년 1월 중순 유엔군은 전쟁 전 상태로의 복귀를 전제로 새로운 공격작전을 전개하였다. 1월 25 

일부터 반격을 재개한 유엔군은 서부전선에서 미 제1 9군단이 공세를 펼쳐 반월(안샌-수원

김량쟁용앤-이천에 이르는 경기남부지역까지 진출하였고, 전면 공격으로 수원 이북까지 점령 

하였다. 미 제1군단은 2월 10일 인천-김포 일대를 탈환, 한강선을 확보했고, 미 제9군단은 남 

한산-양평선까지 진출하였다. 작전 목표는 화력과 기동력의 우세를 최대한활용히여 공산군의 

인원과물자에 최대의 피해를입히는것이었다. 

〈그림 40) 지평리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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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군은 서부전선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그 주력을 중부지역으로 이동시켜 대규모 

역공세를 기도하였다. 중국군의 2월 공세였다. 미 제8군은 종심방어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적 돌피구 정면에 있는 지평리(양평) 일대를 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미 제2사딘- 예하의 제23연 

대와 그에 배속된 프랑스대대가 포진하고 있던 지평리 진지는 라운드업 작전(Orer< 

l’rf3 기간 아군전선의 후빙벼l 있었으나 2월 11일 중국군의 공세에 빌려 전선이 원주까지 님하 

하자 미 제10군단의 최북단 돌피구가 되었고. 곧이어 중국군 제39군 예하 3∼5개 시-뻔l 포위 

되었다.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OJ측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3일 동안 완전히 포위되었던 

미 제23연대와 프랑스대대는 포위 3일째인 16일 미 제17 ] 벙사단 제5기병연대 3대대를 주축으 

로 편성된 크롬베즈(Crombez) 특별임무부대에 의해 구출되었고 중국군은 큰 피해를 입고 철수 

했다. 지평리 전투는중국군의 인해전술을화력으로제입한사실상최초의 설욕전이었다. 미군 

과 프랑스군의 진지사수의 결의와 후방의 화력지원. 공군과 지상군의 협동, 예비대의 적절힌

운용 등이 승리의 요인이었다. 이 전투 후 자신감을 되잦은 유엔군은 다시 북진을 재개할 수 있 

었다. 

중국군이 중부전선에서 패퇴하자 유엔군은 즉각 빈-격에 나섰다. 미 제9·10군단은 협동공격 

으로 2월 밀-경 양평-횡성-강릉 축선을 확보하고 리퍼 직-전(Operating Ripper)24으로 힌-강 이북으 

로의 진출을 시도히였다. 미 제25사단은 3월 7일 양수리(양명)에서 전쟁 시기 최대의 준비 포격 

을 실시한후 한강을 건너 서울을 동쪽에서 위협했다. 이어 국군 제1사단이 3월 15일 새벽 한강 

을 정면으로 건너 서울을 탈환했다 유엔군은 3월말 임진강-춘천-양양 축선에 진출한 후 리퍼 

작전을종결했다. 

유엔군의 반격으로 타격을 입은중국군은 대부분의 전선에서 지연전의 임무를 북한군에 인계 

한 후 칠의 삼각지대로 집결, 재공세를 준비하였다. 미 정부는 38선 재돌파 문제를 야전사령부 

의 재량에 일임하였다. 이에 제8군 사령관 리지웨이(M. B. Riug、vay)는 벙어에 유리한 주저항선을 

확보하기 위해 임진깅--화천호-양OJ'-을 잇는 캔자스(Ka찌찌선을 목표로 공격을 계속하여 4월 9 

23 적의 주력을 몰아서 섬멸한다는 뜻이다 

24 이 작전은 길러작전의 연장으로 미8군이 1951 년 3월 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공서|작전이다 작전개념은 미 제9·10 

군단이 중부전선에서 진걱하고 011 군단이 서울 서쪽과 한강 남인의 전선에서 적을 견제 후 서울을 탈환하고 국군 제 

1·3군단은 동부전선에서 적을 건제하며 후빙 산악지대의 잔적을 소동h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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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선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유엔군은 38선 북쪽의 유리한 감제지형을 잇는 영구적인 주저 

항선을확보하였다. 

1951년 4월 공산군의 춘계공세는 70만 명에 달히는 대군을 동원하였다. 이에 대한 유엔군의 

역공세가 되풀이 되면서 전쟁은 격화되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제한전쟁을 목표로 설정하면 

서 전선 상황은 크게 맨하지 않는 교착상태가 계속되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38선 인근에서 휴 

전할 결심을 하였다 그러나 맥아더는 승리를 추구하는 군사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미 정부와 갈등의 골이 갚어졌다. 맥아더는 계속 중국 동북부인 만주 폭격을 주장하여 휴전을 

모색히는 미 정부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4월 11일 트루먼은 맥아더를 유엔군 총사령 

관직에서 해임하고 그 후임에 리지웨이를 임명하였다. 

(2) 중국군의 공세 차단과유엔군의 반격 

중국군의 1951년 4월 · 5월 대공세로 인해 유엔군은 한때 수세에 몰렸다. 그러나 중부전선에 

서 유엔군은 적의 돌피구를 차단하는 결정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중국군은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4일 만에 믹-을 내린중국군의 5월공세에 미 제2사단의 병력 손실은전사및 실종을합 

해 900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중국군은 35,000명 이싱F이 사망했다. 당시 유엔군 포병은 전투간 

기준 탄약 보급량의 5배수를 소모하는 막대한화력으로 중국군의 인해전술을 제압할수 있었다. 

힌국군 제6사단의 용문산 전투는 고립부대에 의해 이루어진 거점벙어작전의 전형이었다. 중 

국군의 5월 공세가 개시되고 미 저19군단의 전선이 흥천강선으로 님하하지- 국군 제6사단은 예 

하 제2연대를 홍천강 남안에 그리고 주력 2개 연대를 홍천강 후방 용문산 일대에 배치했다. 중 

국군 3개 사듯J:o l 6월 19일 새벽 흥천강을 도하하여 저16사단 제2연대의 경계진지를 공격하였다. 

제2연대는 고립되었으나 유엔군 공군의 공중폭격과 인접부대 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아 이틀 동 

안 거점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용문산 일대에서 반격 준비를 끝낸 국군 제6사단의 2개 연대 

가 총 공격을 개시하여 제2연대를 포위한 중국군을 분쇄히여 적의 약 절빈-을 섬멸히는 전괴를 

올렸다, 

195 1년 5월 말 유엔군은 문산-연천-회천_OJ-구-간성 축선까지 진출하여 중동부전선의 일 

부를 제외한 캔자스선을 대체로 수복하고 38선 북쪽까지 진출하였으나, 서부전선에서는 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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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전술적 가치를 고려히-여 38선 이남에 머물렀다. 5월 중 미국이 휴전 추진을 확정힘에 띠-cj

유엔군은 주저항선인 캔자스선을 강화히는 한편, 전방에 폭 10미-일의 전초지대를 획보하기 위 

해 ‘파일드리어벼 작전(Operaling Piledriver)’ 25을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캔자스 선을 요새화하는 

대대적인 작업과 동시에 미 저]1 9군단은 외-01오밍선(Wyomi1 

부전선의 요지인 펀치볼{Punchbowl. 현 양구 해안면)을 목표로, 국군 제1군단은 고성을 목표로 각 

각공격을 계속했다. 치열한공방전 속에 1951년 6월 중순경 유엔군은 캔자스선 대부분을확보 

하였다. 

5) 전선의교착과휴전 

(1) 휴전 회담과고지쟁탈전 

1951년 6월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휴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양측이 군사력으로 상대 

를 제압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후였다. 유엔을 통해 소련이 휴전 제안을 내놓았고, 물밀협상 

이 시작되었다. 드디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휴전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이 개최된 후 Ocf측의 

군사적 목표는 서로가 유리한 조건에서 휴전을 성사시키는 것이었다. 회담이 시작되었으나, 의 

제 선정과 개성을 회담장소로 정한 데 따른 유엔군측의 불민-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다가 16일만 

에야 의제 채택에 합의하였다. 5개의 합의사항은 @ 회의 의제의 채택. @ 군사분계선 설정. @ 

휴전 감시기구 구성, @ 포로 송환, @ 고위급 정치회담 등이었다. 

회의 의제 채택에 합의한7월 26일부터 바로 제2의제인 군사분계선 협성이 시작되었다. 동부 

지역에서 이미 38선 이북으로 진출하고 있던 미국은 해상과공중을 정4악하고 있었던 만큼 당시 

전선의 훨씬 위쪽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기를 원했고, 공산측은 전쟁 전 상태의 회복, 즉 38선 

원상회복을 고집했다. 10월 25일부터는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장소를 옮겨 회담이 진행되었다. 

25 말뚝을 박는다는 뜻이다 

26 캔자스선 묵방 10∼20km에 실정한 느슨한 방어선으로 내심 휴전선으로 생각하던 캔자스선의 확고한 점렁을 위한 전초 

진지 개넘이었다 밴 플리트 미 제8군 사렁관은 와이오밍선의 방어진지를 캔자스선과 동일한 강도로 축성하도록 지시 

하였는데, 그 덕분에 오늘날 휴전선이 애초 계획하였던 화천호-속초선보다 대략 10km 이상씩 묵상한 위치에 설정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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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은 현 접촉선을 군사분 

계선으로 히-기로 협의하고 

11월 27일 잠정적 군시‘분계 

선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리고 1개월 동안 남은 의제 

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그 

러나기한내에 남은의제 

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Ocf측 

이 군사분계선 협상과정에 
〈그림 41 ) 휴전회담 당시 유앤군 측 대표 

서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시 

점까지는 전투를 계속한다는 것에 합의함에 따라 협상과 전투가 병행되는 장기 소모전으로 빠 

져들었다. 

이때 남은 쟁점은 소련을 중립국에 포함시키는문제외북한지역 비행장 재건 및 건설 허용문 

제, 포로 송환문제 등이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포로 송환의 쟁점은 유엔군 측의 지유송환과 

공신군 측의 자동{강재) 송환의 대립이었다. 유엔군 측이 보유한 포로 수가 공산군 측에 비해 10 

배 이상 많았기 때문이었는데, 미국이 내세운 포로 지유 송환은 휴전협상을 이녕전이나 심리전 

으로 전환시켰으며, 이후 휴전협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포로문제로 협싱}이 결렬될 상 

횡어l 처했던 1952년 7월 시점에 북한은 휴전을 원했지만, 소련과 중국의 이해관계27 때문에 돗 

을관철하기 어려웠다. 휴전회담이 진전이 없자미국은이문제를유엔으로넘겨 처리하도l자했 

고, 이 때문에 회담은6개월간중단되었다. 휴전논의가판문점에서 유엔으로장소를옮겨 계속 

되었다고는 하지만사실상 결렬된 상태였다. 

1953년 전쟁 종식을 공약으로 내건 이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소련의 스탈린 

이 갑작스레 사밍녕}자 휴전협싱}이 타결국면으로 전환되었다. 3월 28일 공산 측은 휴전회담 재 

-n 소련의 스탈린은 미군을 한반도에 묵어둠으로써 동유럽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미 군사력을 소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마오쩌둥은 소련의 군사원조를 획득하고 전장에서 이를 시험함으로써 군의 현대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휴 

전을 위한 앙보나 굴복보다는 장기황전을 불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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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제의하였고, 중국은 송환을 거부히는 포로를 중립국에 맡겨 해결히-지는 새로운 제안을 내 

놓았으며, 4월 26일 휴전회담이 재개되었다. 6월 8일에는 포로교환협정이 체결되고 중립국감 

시위원단구성에 합의하는등큰진전이 이루어졌다. 이제 휴전협정 체결만남은상횡이었다. 

한편 휴전회담 기간 동안 양측은 접촉선 인근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 

다. 1951년 6월 중순부티 7월 말까지 한국군과 유엔군은 캔자스-와이오밍 선에 방어진지를 구 

축하띤서 개성에서의 휴전회담 추이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담 개시 3일도 지나지 않아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은 공산군 측의 태도가 매우 비티협적이라고 보고 헝공작전을 강화하도 

록 명령했다. 공산군 측도 회담이 시작되자 병력과 장비를 증강하면서 방어진지 강빽 주력하 

여, 유엔군의 포격과항공폭격에 견딜 수있는갱도식 진지를구축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협상이 진전이 없자 8월 중순 한정된 목표에 공격을 감행하는 하계공세를 

전개하였다. 10월 초에는 정체된 휴전회담의 속개를 위해 적을 깃업F하고 정전에 따른 군사분계 

선을 감안하여 lOkm 전진을 목표로 서부에서 추계공세를 전개하였다. 1951년 11월 잉측이 휴전 

협정 체결시의 접촉선을 최종 군사분계선으로 하며. 협정 체결할 때까지는 전투를 계속하기로 

합의힘L에 따라 힌-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일진일퇴의 고지쟁탈전이 이어졌다. 모든 작전 

은 제한된 국지전, 즉 더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과 적에게 빼앗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한반격작전으로전개되었다. 

〈그림 42) 절의 삼각지 전적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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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회담 시기 고지쟁틸전의 격전지는 동부의 ‘펀치볼 지역’, ‘피의 능선’, ‘단장의 능선’등이었 

고, 중부의 수도고지와 ‘지형능선’, ‘저격능선’, 그리고 ‘철의 심각지’의 백마고지가 대표적인 지 

역이다. 이 외에도 서부전선의 수많은 지역에서 고지쟁탈전이 있었다. 전초진지에 불과한 지역 

에 대하여 대규모의 병력과화력을 집중할수부에 없었고. 뺏고 빼앗기는 쟁탈전이 수없이 반복 

되면서 소모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휴전회담 시기 벌어진 주요 고지쟁탈전은 디음과 같다. 

〈표 10) 고지쟁탈전 개요 

( 전투명 될 자 전루상황 

川 역사분석 

단장의능선전투 

(앙구일원) 

수도고지 지형능선전투 

(절원일원) 

- -- ------------- --- ------- • -

백마고지전투 

(철원일원) 

저격능선전투 

(철원일원) 

51.9.13∼26(1 차) 

51.10.5∼13(2차) 

52.7.7∼ 10.14 

52.10.6∼ 15 

52.10.14∼11.25 

미제10군딘의 1951 년 8월하겨념세의일환으로국군저17 8시단 

과 협동으로 전개한고지 점렁 작전 단장의 능선은없4용31용51 

고지 군으로 미의능선과미주보는형세잎 미의능선에서 칠수하고 

벙커 호 및 사격진지를 구축한 북한군 저β군단 예하 저6 · 12 ·34 

시댄병력15.00J영)과 X웰 동안 격전을 벌임 유언문은 이 승리로 

851고지에서 약 1200고지에 DI르는 12km 전선을 gκ약함 

금성전 묵쪽의 수도고지와 지형능선을 확보하고 있던 국군 수도 

시딘이 줄국군 제12군의 공격을 받고 3개월 여에 걸쳐 치르게 된 

농뻐전투, 수도시단은 미 저β포병딘의 회력지원 히어| 종국군 제 

34 £시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동안 다섯차려|나 고X털 빼앗기고 

빼앗는공방전을 전개하여 끝까지 진자를확보히는 데 성공함 

절원 북빙의 백마고자395고.Al)를 확보하고 있던 국군 저g사단이 

중국군 저않군의 공격을 받고 10일 동안 치른 농뻐전투 이 전투 

에서 저8시딘은 중국군 3개 시단의 연속적인 공격을 븐빠 이를 물 

리치는동안 수 전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지11모병딘의 회력 

지원과 유엔 공군의 항공 근접 지원 히이| 완S녕| 대흥rof여 중국군 

10.cm여 영을 격멸하고 백Of고.Al를 :.1:171는 데 성공함 

중부전선 김호}지역에 배치되었던 국군 저12시Eto l 중국군제15군에 

맞서, 6주 동안 주저할선 전빙의 전초진지를 빼앗기 위해 벌인 전 

투 수도고지 백Df.:i:!지 전투 등과 같IO I 백병전 형태로 43일간 42 

회의 공빙전이 전개될 국군 저12사단 저132연대 3대대가 먼저 공격 

을 개시히였고 11월 25'일까지 전투가 계속될 전투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중국군 저~1 £시딘은오성산후방으로 철수히여 재 

펀성함 



35 1고지전투 

(고성일원) 
52.7.10∼ 11 10 

(국방부 국방군사연구소, r한국전쟁」 하권, 국가보훈처) 

(2) 반공포로석방과휴전협정 체결 

1952년 여름부터 가을 동안동해안 351고X를 획보하고 있던 국군 

제5사단이 북한군 저8사단의 공격을 받아 두 차례의 격전을 치르 

게 된 농뻐전투 이 전투에서 국군은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고 초 

브뻐| 고지를 빼앗긴 후 역습을 통해 일시 진지를 효|복5댔으나 그 

후 북한군의 2차 공격에 의해 고지를 미흘딛}힐 그 후 4치O!I 걸쳐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실매할 전투 후 효벅군은 :m.고;q와 200고 

자를연히는선어| 새로운주저앙신을 형성함 

이승만 정부는 휴전회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휴전을 반대하고 북진 멸공통일을 주 

장하였다. 한국 정부가 배제된 휴전회담이었기에 막을 방법이 없었으니-, 후빙써1서 정부 주도의 

휴전 반대 시위가끊이지 않았다. 한국이 회담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취할수 있었던 행동이었 

지만, 회담의 진행과 결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못했다. 

1953년 3월 휴전회담이 재개되면서 한국 정부의 휴전 반대도 더욱 격렬해졌다. 이승만 대통 

령은 단독 북진도 불사하며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겨준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회수하겠다는 강경 

한 입장이었다. 휴전 반대 시위가 계속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포로 관리를 위한 인도군의 입 

국마저 거부했다. 1953년 5월 30일 이승만은 휴전협상을 거부한다는 표시로 한국 대표를 소환 

하는 한편 미국에게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경제 ·군사 원조를 요구했다. 미국의 획답이 없는 

〈그림 43) 반공포로수용소를 시흘h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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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1서 6월 8일 휴전회담쟁l서는 양측이 포로송환협정에 서명하였다. 한국의 반대에도 불 

구하고유엔군과공산군 간에 휴전회담을 마무리하는 일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휴전협정 체결이 임박한 1953년 6월 18일 이승만은 일방적으로 반공포로를 석빙L하였다, 이 

때문에 협상은 다시 결렬되었고, 미국은 서둘러 이승만과의 교섭에 나섰다. 미국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에 그대로 두는 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협상써1 동의했다. 한국은 휴 

전협정을 묵인히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207~ 사단 규모의 군대 증원, 이를 

유지할수 있는군사- 경제 원조를 확보했다. 그 기운데 전투는 계속되었고, 특히 한국군 방어선 

에 대한 집중 공격이 행해졌다. 한국 정부를 압빅P하려는 의도였다. 마침내 7월 27일 유엔 측과 

공산측이 휴전협정에 조인함으로서 3년여에 걸친 승자 없는 전쟁이 끝났다. 

6) 유엔군의 활약과 참전 영향 

유엔의 지원결의에 따라 전투부대를 파견한 167B국과 의무지원부대를 파견한 5개국은 유엔 

창설 이래 처음으로유엔기의 깃발을들고 6 · 25전쟁에 참전하였다. 유엔군은 미군의 작전통제 

동때 낙동캠l서 압록강’에를 오르내리면서 전쟁을 주도하였으나 중국군의 참전으로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지 못하고 전전(뺨前)상황만 회복시킨 채 그 임무를 다 하였다. 이들의 참전이 우 

리에게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8 

첫째 유엔군의 참전은 국군을 기사회생시키고, 공산군을 격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였다. 

6 · 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은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생소한 지형, AJ이한 기후조건 등을 

극복하고 북한군에 이어 중국군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격전을 벌였다. 그 결과 많은 양의 장비 

손실은 제쳐놓고 미군 141,000여 명과 기타 참전국에서 14,000여 명의 전사 부상자가 발생하 

였다, 

이와 같이 유엔군은 한반도의 남단 일각마저 지탱하기 어려운 상햄서 참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존망의 기로에선 한국을 기사회생시키고 나아가 공산군을 격퇴히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28 국방부 국방군사연구소, r유엔군지원사」 1999. 492∼4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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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참전국가멸피해 

벨기에 104 336 441 

룩셈부르크 2 15 17 
‘「

캐나다 312 1.212 32 1.557 

콜롬비아 143 567 69 30 809 

에티오띠이 121 536 657 
‘「

프랑스 262 1.008 7 12 1.289 
• + 

그리스 188 459 647 
’「

네덜란드 11 9 463 3 585 

뉴질랜드 23 79 103 

필리핀 112 299 16 41 468 

님아프g리1 7키t공화국 34 8 42 
-• -

태국 129 1,139 5 1 273 
• 

터키 721 2.493 175 234 3.623 
~ 

영국 1,078 2.674 979 4.73 1 
t---

미국 54.246 468.659 739 4,439 528.083 
↑「 t 

계 57.933 481.155 1.047 5.773 549,908 

※ 전샤/사망에는 부상, 실종 포로 종 사망 포함 (국방부 국방군사연구소, r한국전쟁 띠해통계집」 국가보훈처) 

둘째 유엔군의 개입을 통히여 한반도의 통일은 외부 세력의 힘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음을 확 

인하게되었다. 

6·25전쟁의 괴정에서 유엔군은 인천상륙과 낙동강전선에서의 총반격작전을 개시하여 북한 

군을구축하고전전상황을회복하였다. 이때 미국과참전진영 내에서 38선돌파문제를두고창 

반 논쟁이 있었으나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위히여 북진을 준비하였고, 유엔도 ‘10·7 통한{縮1~) 

결의’로 유엔의 주도하에 한국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참전으로 이러한 결의는 무산되고 후퇴외- 빈격을 거듭하다 결국 휴전을 선택 

하수밖에 없는상횡이 되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유엔은 6·25전쟁에서 ‘침략의 격퇴’ 

라는 목표는 이루었지만, 한반도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회복’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결국 우리의 숙원인 한반도의 통일은 미국이나 유엔의 전쟁 목표로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미 · 

소를 정점으로 하는 냉전체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외세에 의한 통일은 불가 

능에 가깝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이것은통일의 주체가우리 자신이라는사실을 일깨워 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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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의료지원부대의 활동은 힌국의 의료기술 향상은 물론 낙후된 의료분이;를 빌전시키는데 

초석이 되었다. 

유엔의 지원 결의에 이어 1950년 8월 국제적십자연맹이 6·25전쟁에서 전상자 치료활동을 적 

극 지원해 줄 것을 각국 적십자 기구에 호소하였다. 이 결과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 

탈리아는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하여 유엔의 이념을 구현하그l자 하였다. 의료지원부대들은 참전 

기간동안 이들 의료진들의 숙련된 기술과훌륭한 시설 그리고 희생정신으로 많은 인명을 구하 

느 데 일조하였다. 그리고 한국인 의사, 간호사. 그 외 의료기술자들에게 마취기술, 한국에서는 

생소한 분야인 성형외과수술 기술. 빙-사선 촬영 등 새로운 의술의 전수는 물론 병원 운영에 대 

해서도 지도해 주었다. 그리고 이들은 피난민들의 영양실조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안질 

(縣), 결핵 등이 칭L궐하지- 이를 퇴치히는 데도 주력하였다. 특히 결핵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BCG접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덴마크 병원선은 휴전 후 귀국할 때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약품과 의료기구 등을 한국재건단을 통하여 국내 여러 민간병원에 기 

증하였고, 다른 회원국들도 귀국에 앞서 다량의 의약품을 기증하였다. 특히 댄마크, 스웨멘, 노 

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은 전후복구를 위하여 국립의료원을 개원함으로써 힌국 보건사에 

--/ 
L ‘ 

〈그림 44) 덴마크 병원선 유틀란디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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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업적을남겼다. 

넷째 한국은 전쟁으로 국민들의 생활 터전과 사회경제체제의 기반이 황폐화되었으니- 유엔의 

지원으로 생활 안정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할수 있었다. 

6·25전쟁 3년 1개월 동안 10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희생되고, 370만 명의 이재민괴- 10만 

여 명의 전쟁고아. 그리고 남북을 합하여 1.000만 명에 가까운 이산기촉이 발생했다. 님한에서 

만 60여만 호의 기옥을 비롯한 도로. 철도. 교량. 항만 및 산업시설이 대다수 파괴되었다. 당시 

한국의 구호정책은 전적으로 유엔군사령부 예하의 유엔민시원조사령부에 의존하였다. 특히 생 

필품 공급은 유엔회원국의 전적인 원조를 펼요로 할 만큼 긴급문제로 대두되었다. 무엇보다 절 

실히 요구되는 것은 식량 의류 연료 및 의약품이었다. 또한 피난민의 문제는 한국경제에 막심 

한 부담을 안기고 있었다. 이에 유엔민사원조사령부는 필요한 원조물자의 도입은 물론 피난민 

구호사업, 수용시설 지원, 피난민 재정착사업 지원, 의료시설 지원 교육시설 지원 등을 수행하 

였다. 

한국 정부는 전쟁 기간 중에 미국 및 유엔으로부터 약 4억 7천만 달러에 달히는 원조를 받었 

다. 이러한원조는식료품, 의류, 농업용품등소비재가주종을이루어 전재민들을기아와질병 

에서 구출하였을뿐만아니라한국국민들의 생활안정과경제발전에큰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유엔민시원조사령부에서 수행된 전재민을 위한 구호정책은 오늘날 직 ‘간접으로 한 

국군의 사회개발 지원활동. 유엔 평회유지활동 및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유엔군의 참전은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를 떠나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한요소 

였다 

유엔은 북한군이 남침하자 지체 없이 북한을 ‘침략갖F로 규정하고 군시원조를 결의하였다. 이 

는 유엔 역시상 처음으로 집단안전보장원칙을 실천히는사례가 되었다. 그리고 전쟁 기간중 남 

북을 지원한 여러 국기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와공산주의 체제라는 이데올로기 

적인 이해관계에 근간을 두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된 양 진영의 냉전체제는 

6 · 25전쟁을계기로더욱고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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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천및인근지역유언댄전투십황 

1) 1951 년 

(1) 연천 금굴산(동이리) 전투 

미 제1군단 주력부대들이 1951년 3월 31일 임진강 진출 작전을 개시하자 미 제3사단 제15연 

대에 배속된 벨기에 대대도 태릉 부근으로 이동하여 22일 아침에 지원받은 미 전차소대를 앞 

세우고 진행된 동두천 진격전에 침어히였다. 룩셈부르크 소대는 벨기에 대대에 배속되었다. 미 

제1군단은 영 제29여단을 임진강 남쪽의 적성으로 이동시켜 4월 2일 미 제65연대 진지를 인수 

하도록하였다. 그리고벨기에 대대도 3일 영 제29여단으로배속되어 신신리(파주광탄면)로이동 

하였다. 

벨기에 대대는 중국군의 4월 공세가 임박한 19일 얼스터대대의 임진강 북쪽 금굴신{金쩍 i ll. 연 

천 미산띤 동이리) 지역을 인수함으로써 여딘-의 전초부대가 되었다. 당시 대대가 인수한 금굴산 

지역은 임진강변을 따라 배치된 영 제29여단 지역을 감제할 수 있을 뿐만 이-니라 우인접에서 

〈그림 45) 룩셈부르크 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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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동쪽의 진상리 일대에 배 

치된 미 제3사단의 조}측방을 엄 

호함 수 있어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지였다. 반면에 유일한 

통로가 임진강과 한탄강에 설치 

된 교E능t을 통과해야 하므로 군수 

지원이 어렵고 적의 공격에 고립 

될위험도높았다. 

대대가 금굴산 일대에 거점방 

어 편성을 완료할 무렵인 4월 22 
〈그림 46) 금굴산 위치도 

일 자정 무렵 중국군의 첫 공격 

이 시작되었다. 대대는 이들을 맞아 금굴산 진지를 사수하였으나 23일 새벽 대대를 우회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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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빌기에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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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關t J:I 

騙藝훨뿔 
〈그림 48) 금굴산(동이리) 전투지 현재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그러나 저]29여단장은 미 제7연대 제1대대가 벨기에 대대의 퇴로를 

획보하기 위하여 중국군이 점령하고 있는 257고지를 공격힐- 계획임을 들어 대대의 철수계획에 

반대하였다. 대신 일몰 전에 철수할 수 있도록 철수 준비 명령만 하딛r하였다 이날 여단은 고립 

된 벨기에 대대를 구출하기 위히여 오전에 푸실리이- 대대를 투입한 데 이어 오후 2시 미 제7연 

대 제1대대로 257고지를 공격하였으나 이마저 중국군의 강력한 저헝에 부딪쳐 고지탈햄l 실 

패하였다. 벨기에대대장은 미군의 구출작전마저 실패하자 강력 돌파 작전을 구상녕}여 철수 준 

비를 서둘렀고, 이를 간파한 중국군이 오후 3시부터 더욱 거세게 몰아붙여 대대의 방어 정면은 

금굴산 거점으로 축소되었다. 

오후 5시 경 대대는 미 제3사단으로부터 항공지원이 개시되면 전곡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통보받았다. 대대를 지원하기 위한 헝공기들이 대대 전방과 후방의 257고지를 폭격하기 시작 

하였고. 연기가 적의 시계를 차단하자 80대의 차량이 포위를 뚫고 출발힌 데 이어 보병들도 임 

진강을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벨기에 대대 장병들은 중국군의 박격포 공격을 헤치며 임진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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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 않게 도하하였으나 단애(斷페29 지역이 커다란 장애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장벙들은 

15m 높이의 단애를 단숨에 극복히여 오후 6시 30분 경 우측에 인접한 미 제65연대 제3대대 지 

역으로 철수하는 데 성공하였다. 차량들도 적의 포격에 4대만손실을 입고 무사히 통괴하였다. 

이 전투에서 벨기에 대대는 일사불란한 지휘체제와 강인한 군인정신으로 중국군의 4월 공세 

를 저지하는데 일조하였고 중국군의 차단선 돌파에 성공함으로써 유엔군의 사기를 드높이게 

되었다. 

。‘、‘ 235 -
장엄리 、、. • /- !、 ” 

“ -/ 1 쭈 f 
•/ - - ’ ’ 
’ ( 뼈 : 261/… lUη . " {11 . 

νl _;, 15a7’|) 
、、κ//. ’ 2ltm 

r한F리1 
〈그림 49) 금굴산 전투 벨기에 대대 포위망 돌파 상황도 

(국방부전사펀찬위원회, 「효택전쟁전투사-입진강전투」, 국방부, 1991.) 

29 임진강주상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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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천 군자산부근 전투 

유엔군이 1951년 4월 캔자스선으로 진출하자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징군은 이 선의 방어 

려을 보강하고 적의 공세준비를 빙F해하기 위하여 유타-와이오밍선 공격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4월 10일 서부전선의 미 제1 9군단이 돈틀리스작전(Oreration Dauntless)을 개시하자 펼리 

핀 대대는 미 제65연대에 배속되어 전곡을 경유 구석동{현 연천 군남연 황지리)으로 이동하여 공격 

을준비하였다. 

대대는 11일 아침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임진강 동쪽 진상리 일대의 고지군에 배치된 적이 자 

동화기 사격을 집중히는등완강하게 저항하여 공격의 휠로를 찾지 못하였다. 정오 무렵 중국군 

의 저항 정도가 갑자기 g간화되어 공격중대들이 고지군으로 돌격을 개시하였고, 포격을 견디지 

못한 적은 시체 28구를 유기한 채 철수하였다. 12일 대대는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적은 군자산 

님쪽 고지군에 거점을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대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근접 항공 지 

〈그림 50) 띨리핀 참전 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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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요청하였고, 출동한 전투기는 네이땀탄과 기총소시를 퍼부었다. 이 틈을 이용하여 대대기

공격을 재개히-자 중국군은 54명의 전사자를 남기고 퇴각히였다. 13일 아침에 공격을 재개한 대 

대는 헝공 폭격, 우인접에서 전곡-연천 도로를 따라 진출 중인 전차의 포 사격, 야포 지원을 받 

아 최종 목표인 군자산 서쪽의 257고지 일대를 탈환함으로써 대대의 진격작전은 공격 개시 3일 

만에 일단락되었다. 이후 대대는 임진강을 감제할 수 있는 선곡리(연천 군남면)에 방어진지를 구 

축하고 정찰활동에 주력하였다. 

257고지 쟁탈전에서 퍼붓는 탄환 속을 뚫고 들어가 적의 기관창을 파괴시킨 소총수, 부상당 

한 채 끝끼지 화력지원을 한 경기관총시수, 그리고 사선을 넘나들며 부상자를 후송한 위생병은 

장병들의 귀감이 되어 펼리핀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3) 파주 적성 설마리 전투 

1951년 4월 공세를 개시한 중국 저]19병단은 4월 22일 임진강을 도하하여 영국 제29여단을 

공격하였다. 좌전방 글로스티 대대는 중성산〈현 파주 적성띤 구읍리)에서 결사적인 저헝을 하였으 

니-, 수적인 열세로 23일 오전 중국군에게 임진강 남쪽의 교두보를 허용하고 밀았다. 

낮 동안 아군의 항공폭격을 피해 은신하고 있던 중국군이 어둠이 깔리자 증원부대를 투입한 

후 자정 무렵 공격을 재개하였다. 여딘-은 중국군을 맞아총력전을 펼쳤으나 이들의 파상공격에 

밀려 철수함으로써 tlJ써 거점인 감악산{설마리)을 적의 수중에 넘겨주고 말았고, 이 외중에 글로 

스터 대대가 설마리 고지에 고립되었다. 여단은 24일 아침부터 글로스터 대대를 구출하기 위하 

여 전차로 증강된 펼리핀 대대를 투입. 연결작전을 기도히였으나 중국군의 강력한 저호써l 부딪 

쳐 실패하였다. 그러나 글로스터 대대는 여단의 구출을 기대하고 설미리 고지에서 수차에 걸친 

중국군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미 제3사단 제65연대가 구출작전도 취소되고 여단 주력도 김악산으로 진출한 중국군에 포위 

될 상황11 직면하였다. 여단장은 봉암리로 전방대대를 철수시키면서 글로스터대대징에게 증원 

부대의 투입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대대가 적중을 돌파하고 철수하든지, 아니면 중국군에 투항 

히든지 결정하라고 위임히였다. 이때 글로스터대대장 칸O P. Carne) 중령은 막연히 남쪽 계곡만 

통과하면 좌인접의 국군 제1사단 쪽으로 철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철수명령을 하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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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임진각 지역 전투 당시 영국군 참전 용사 

였다. 그러나 이 명령에 따라 남쪽으로 철수한 대대 주력괴- 설마리고지 잔류 인원은 중국군의 

포로가 되었다. 주력부대의 철수를 엄호한 후 북쪽으로 물러난 D중대만 국군 제1사단 제12연 

대에의해구출되었다. 

한펀 여단 주력부대도 황방리(현 파주 남떤) 일대에서 200여 맹의 부상자를 전치에 태운 채 중 

국군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봉암리(현 양주 은현연)로 철수하였지만, 철수 괴정에서 전차에 너무 

많은 부싱-지를 탑승시키는 바람에 기동성과 화력을 발휘할 수 없어 다수의 병사들이 희생되었 

다. 여단은 벨기에 대대의 엄호히에 덕정(현 양주 덕정동)으로 철수를 시도하였으나 중국군의 추 

격전에 의해 많은 인명과 장비의 피해를 입고 덕정과 의정부로 분산하여 물러났다. 제29여다우 

의정부에 재집결하였으나 이 전투에서 입은 손실로 말미임。} 영등포로 이동한 후 부대정비를 

시시했다. 

경과적으로 여단은 이 전투에서 글로스터대대 D중대를 제외한 전 대대기- 포로가 된 것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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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히여 전체 벙력의 1/3에 해딩히는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이 희생으로 적성-설마리-동두천 

으로 진출하려는 중국군을 3일긴이나 저지시켜 군단 주력부대의 안전한 철수는 물론 서울 방어 

를준비할수 있는 시간을 획득히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글로스터대대의 설마리 전투는 

6·25전쟁시에서 고립 벙어의 대표적인 전례로서 기록되고 있고, 영국 정부도 이들의 투혼을 기 

리기 위해 설마리에 전적비를 건립하였다. 

(4) 율통전투 

필리핀대대는 중국군의 춘계공세가 임박한 1951년 4월 22일 새벽 띤천 북쪽의 율동으로 이동 

하여 미 제65연대의 주저항산 일부를 인수하였다. 율동 지역은 말발굽 모양의 임진강 비-로 북 

쪽에 위치한 산악지대였다. 이때 우인접에는 터커여단이 철원 연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펼리핀 대대와 터키 여단 등 유엔군은 이날 밥 중국군의 아습 정보를 

입수하고 개인호와 교통호의 보강은 물론 예상 접근로에 대한 화망구성도 재점검히는 등 방어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중국군은 오후 8시를 전후히여 피리. 호각 등을 불띤서 티커여딘-을 먼저 공격하였다. 이군의 

탄막사격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은 주저항선으로 접근하였고 이후 필리핀 대대 지역으로 공격 

이 확대되었다. 대대의 전방중대들은 중국군의 파상공격을 맞아 예측불허의 일전을 벌였다. 그 

러나 시간이 경과힐수록 상황은 불리하게 전개되었고 급기야 23일 새벽 우전방 B중대의 일부 

진지가 돌파되었다. 이후 중대는 수차례 역습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중앙의 특수중대의 

진지도 일부 피탈되었다. 이런 상햄서도 대대는 새벽까지 우전방 B중대 지역만돌파된 채 중 

국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날이 밝자 미 제3사단의 철수 지시를 받고 한탄강 부근의 캔자 

스선으로철수하였다. 

이 전투에서 필리핀 대대는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춘계공세를 개시한중국군 주력부대를 

저지시켜 우인접 부대의 철수시간을확보하는등그들의 책임감과용맹함은유엔군전체의 귀 

감이되었다. 

율동지역은 태국 대대가 활동한 지역이기도 했다. 미 제1기병사댄1 배속된 태국대대는 휴 

전회담이 개시된 직후인 1951년 7월 16일 미 제1군단 예비기 되어. 31일 율동 부근으로 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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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9월 8일 전콕 서쪽의 장지천변으로 이동할 때까지 이 일대의 주진지를 빙아히면서 정찰진지 

를 설치하고 중소규모의 교전을 담당했다. 역곡천 님쪽에 정찰기지를 확보하려는 중국군의 기 

도를 저지함은 물론 아군의 주저항선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5) 장숭천전투 

미 제25사댄l 배속되어 캔자스선으로 진출한 터키여단은 1951년 4월 5일 유Ef-와이오밍선 

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여 21일 연천-철원 도로 우측 장승천(J0fr'..Jll) 일대에서 방어진지를 구 

축했다. 22일 정칠대에 의해 생포된 중국군 관측장교로부터 이날 저녁 8시에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여단은 방어태세를 갖추고 적과의 교전을 준비했다. 중국군은 

여단 정면으로 밀고 들어왔고, 여단 양측방 전투지경선을 따라 2개 연대 규모를 투입하여 후방 

진출을기도하였다. 

터키여단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사력을 다해 적을 저지하그I자 하였다. 그러나 좌인접 

팔리핀 대대 전투지경선으로 진출한 중국군 일부는 여단의 통신시설을 파괴하고 후방의 예비 

〈그림 52) 터키군 참전 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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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역끼지 침투하였다. 이때 우전방제9중대는 1시긴-동안적과격렬한백병전을전개하였으 

니 상황이 악화되었다, 미 제25사단장은 여단조배게 한탄강 남쪽의 캔자스선으로 철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여단은 예비인 제3대대의 엄호하에 포병대대 전방대대 순으로 한탄강 남쪽으로 

칠수하였다. 이 전투에서 여단은 전사 66명, 부ι냥 35명, 실종 105명의 인명손실이 발생하였으 

나 중국군의 공격을 지연시킴으로써 우인접 부대들이 안전하게 축차진지로 철수할 수 있게 되 

었다. 

(6) 신산리전투 

율동 전투를 마친 펼리핀 대대는 김억-산 일대를 방어중인 영 제29여단의 상황어 악화되자 잠 

시 휴식도 없이 4월 23일 저녁 신산리(현 양주남면)로 이동히여 제29여단의 예비가 되었다. 이 무 

렵 제29여딘-의 좌전방으로 적성 일대를 방어한 글로스터대대가 중국군에 포위되어 설마리 고 

지에서 고립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29여단장은 필리핀대대에 전차를 증원시켜 글로스 

터대대를 구출하도록 조치히-였다. 이에 대대는 24일 아침 우전방 C중대는 경전치를 앞세우고 

적성-신신리 도로 우측으로 좌전방A중대는 도로 죄측의 능선을 띠라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 

러나 이미 글로스터대대 후방으로 진출한 중국군이 도로 죄우측의 전술적 요지인 366고지와 

349고지 일대로 진출하여 거점을 구축함으로써 처음부터 난관ll 부딪쳤다. 

대대는 오전 내내 적의 양 거점에 화력을 집중뼈 오후 3시 경에는 험준한씨믹-고개를 통 

과하였다. 그러나 선두의 경전차가 매설된 지뢰에 걸려 파괴되고 중국군의 기관총 난사등으로 

설마리 고지로 가는 유일한 진입로가 차단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ll서 팔리핀대대가 단독으로 

적의 차단선을돌파하고 설마리 고지에 고립된 글로스터대대를 구출하기는불가능했다. 

상황을 보고받은 제29여단장은 구출작전 중지를 명령했다. 대대는 오후 7시 경 최초 출발지 

인 신암리(양주 남면) 부근으로 철수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필리핀대대는 전사 1명, 부상 10명, 

실종 17명의 손실을 입었다. 

(7) 불모고지전투 

1951년 6월 미 제1군단에 배속된 미 제45사단은 철원 서쪽의 역곡천변의 주저항선인 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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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어에 매우 불리하였다. 이에 사단은 주저항선 전빙F에 전초진지를 설치하여 방어력을 보강한 

다는 방침히에 백마고지‘ 회잘머리(i\r’”’head)고지. 티본O‘-Hone)고지, 에리(Eerie)고지, 포크칩

(Pork chop)고지, 불모(Old Baldy)고지 등으로 이름붙여진 11개 전초고지를선정하였다. 6월 6일 

낮 동안 ivH 목표지역에 대한 항공폭격을 실시한 후 공격부대들은 야간 기습공격을 감행하였 

다. 이때 포크참고지와불모고지를제외한지역은어려움없이 점령하였으나양고지에서는적 

과 치열한 격전 끝에 자정 무렵에야 점령이 가능하였다. 미 제180연대는 적의 역습을 대비하여 

신속한 야간작업으로 유개호도 구축하고 예상접근로싱뻐l는 철조밍괴 지뢰를 매설하였다. 이후 

중국군이 불모고지 지역을틸환하기 위하여 포사격의 엄호히에 중대급이하규모로수치에 건 

쳐 공격을 기도함으로써 전초진지쟁탈전이 시작되었다. 이에 맞선 미 제180연대도 전차와포병 

의 지원을 받아 이들을 격퇴한 후 16일 제179연대와 교대하였다. 이때부터 중국군은 29일까지 

소대 ·대대 규모로 공격을 반복하였고, 반띤 제45사딘도 전초지역을 중국군에게 넘겨줄 수 없 

〈그림 53) 콜롬비아군 참전 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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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각오로 총력전을 펼쳤다. 

이 전투를 벌이는동안관목이 울창하던 이 고지는쌍방의 치열힌-포격으로 대머리처럼 벗겨 

져 불모고지란 명칭을 얻게 되었다. 불모고지 쟁탈전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1953년 3월끼-지 뺏 

고 빼앗기는 혈투가 벌어졌다. 1953년 3월에는 콜롬비아 대대가 중국군과 공방전을 벌였다. 

(8) 제임스타운선(Jamestown Line) 진출전 

미 제1군단에 배속된 영연방 제1시-단은 좌전방 적성 일대에 제29여단을, 우전방 도김포 일대 

에 제28여단을 배치히여 임진강 남쪽에 주저항선을 구축하였고. 캐나다 제25여단은 사단예비 

로 양지말(연천 중떤 도연리) 일대에 집결하고 있었다. 이때 시딘- 정면 고왕산 일대에 중국군 제64 

군 저]192사단이 배치됨으로써 임진강 북쪽에 7km의 폭으로 무인지대가 형성되었다. 사단장은 

전선을 임진강 북쪽으로 북상시켜 방어의 단점을 보강함과 아울러 우인접에서 연천 일대의 와 

이오밍선으로 진출한 미 저]l기벙사단과 전선의 균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제한된 공격작전을 λ1 

〈그림 54) 오스트레일리이군 침전 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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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로결정하였다. 

사단은 1951년 9월 8일 공격을 개시하여 임진강을 도하한 후 경미한 저항을 격퇴하고 12일 

좌전방 제29여딘이 원당리(연천 장남떤)-두일리(연천 백학연) 선에, 우전방 백학저수지-강서리(연 

전 왕정변) 선으로 진출함으로써 임진강 북쪽에 주저항선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 무렵 미 제8군 

사령관은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의 전선을 lOkm 북상시켜 적의 관측괴- 포격으로부티 연천-철 

원 간 도로 방호외- 서울-철원-김화 긴 철도를 확보할 목적으로 임진강 북쪽-연천 서쪽-역곡 

천 남쪽-철원 북동쪽을 연하는 제임스타운선을 설정하고 이를확보하도록 하였다. 

공격준비를 완료한 사단은 10월 3일 군단의 특공작전계획에 의거. 영 제28여단과 캐나다 제 

25여단이 각각 공격에 나섰다. 공격의 선봉에 나선 제28여단은 3일 새벽 포병의 엄호하에 좌전 

방 KSLI 대대는 227고지를. 중앙의 KOSB 대대는 고왕산을, 우전방 오스트레일리아 대대는 마 

량산을 각각 공격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뭇을 이루지 못했다. 4일 오전 11시에 캐나다 

〈그림 55) 뉴질랜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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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여딘-이 공격을 개시하자 병력을 증원받은 영 제28여단도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28여단은 

공격 개시 3시간 후 적의 저항이 경미한 227고지와 고왕산을 탈취하고 계속 공격하였으나 217 

고지는 묻내 빼앗지 못했다. 그러나 캐나다 제25여단은 의외로 저헝이 경미하여 갈현리(연천 백 

학땐-청룡리 선으로 나아갔고 5일에는 나부리-기곡리(연천 왕징면)로 진출하였다. 제28여단이 8 

일 공격을 재개하여 마지막 남은 217고지마저 확보함으로써 사단의 제임스타운선 진출 작전은 

일단락되었다. 이때 영연방사믿앤l 배속되었던 뉴질랜드의 제16포병연대의 지원도 이루어졌다.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의 작전에서 연대는 무려 72 . 000발의 포탄을 사격하여 참전 이래 최대의 

포탄소모라는 기록을세우기도 하였다. 

사단은 6일긴-의 전투에서 전사 58명, 부상 262명의 인명 손실을 입고 제임스티운선상의 고지 

들을 확보하였으나 11월 6일 중국군의 기습공격을 받고 217고지와 마량산을 빼앗기고 말았다. 

영 제1사단은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제임스타운선에서 크고 작은 전투를 계속 벌였다. 오 

스트레일리아 대대의 마량산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65주년 추모식이 2016년 10월 26일 연천군 

태풍전망대에서 열린 바 있다. 

θ) 연천 313고지 전투 

1951년 기을 미 저]8군은 제임스타운선 진출을 위한 코만도 작전(Opc1씨ion Cornmando)30을 계 

획하였다. 이 계획에 의거 미 제1기병사단은 임진강을 통제할 수 있는 대광리(연전 신서띤) 서쪽 

고지군을 공격하게 되었다. 제7기병연대에 배속된 그리스 대대도 313고지와 갈현리(연천 백학연) 

부근 334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준비하였다. 

10월 3일 공격의 선봉에 나선 제1중대가 313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니-중국군의 저 

항이 만만치 않아 2시간 여 동안 혼전이 벌어졌다. 이에 대대는 제3중대를 추가로 투입하였으 

나 성괴를 올리지 못하자 고지 이래로 철수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대대는 참전 이후 하루 전투 

로서는 가장 많은 14명이 전사하는 손실을 입었다. 미 제7기병연대장은 공격이 부진히-자 그리 

스 대대의 우인접의 미 제2대대가 313고지 우측방의 418고지를 탈취하면 그리스 대대가 이틈 

30 1951 년 10월 3일부터 10월 15일까지 6-25전쟁에서 유엔군에 의해 수행된 공세이다, 국군 저11보병사단과 저1 1 영연방 

사단을 포함한 미국 제1군단은 제임스타운선을 포위하여 중국군의 제42군 제47군 제64군, 제65군을 심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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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313고지 전투 그리스군 참전 용사 알레비자코스 (효댁일보 기사 인용) 

에 313고지를 공격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4일 정오가 지나도록 제2대대기- 418고지를 틸취 

하지 못하자 연대장은 그리스 대대 단독으로 313고지 재공격을 명령했다. 대대는 제2중대를 내 

세워 헝공과 포 지원을 업고 313고지를 맹공 했으나 중국군의 저항이 거세 다시 철수하고 말았 

다. 이날 역시 14명이 전사하였다. 

10월 5일 새벽부터 유엔 항공기들과 야포는 313고지를 집중 포격하였고 그리스 대대는 3차 

공격에 나섰다. 선봉에 나선 제2중대는 적의 저호L이 Qf해지자 오후 2시 경 313고지를 점령하였 

다. 중국군은 150여 구의 시체를 남기고 퇴각한 상태였다. 이 전투는 3일긴-의 공방전에서 105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그리스대대가 참전 이후 겪은 가장 격렬한 전투로 기록되었다. 그리스대 

대는 ζ댁 지휘관으로부터 격찬을 받았으며. 후일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부대표창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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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52년 

(1) 노리고지전투 

그리스 대대는 1952년 9월 중국군이 추계공세를 개시하자 25일 임진강 동쪽의 중산리 부근으 

로 이동하여 주저항선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26일 아침에 미 제65연대장으로부터 대(시노리고 

지 공격을 지시받았다. 노리(Noli)고지는 임진강 S형 만곡부 입구에 위치한 야산으로 중앙 골짜 

기를 경계로 북쪽의 대노리고지와남쪽의 소노리고지로 양분되어 있었다. 

공격 선봉에 니-선 제2중대는 임진강을 우회 기동히여 26일 오후 8시 소노리고지를 인수하고 

공격 준비를 마쳤고, 28일 새벽 집중포격이 끝나자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소대는 중국군의 기 

관총 공격을 뚫고 30여 분만에 대노리고지를 정책}였다. 고지를 빼앗긴 중국군은 4치-례에 걸 

쳐 역습을시도하였지만제2중대는항공기 및 포 지원을등에 업고 이를물리쳤다. 중국군이 다 

섯 번째 공격을 시도할 때 아군 항공기의 오폭으로 시상자가 발생하면서 제1소대는 고지를 내 

주고 물러났다. 29일 새벽 다시 부대를 재정비하고 공격을 재개하여 2시간동안의 격전 끝에 대 

노리고지를 재탈환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중국군의 역습으로 혈전이 벌어지고 결국 부대교체 

계획에 따라제2중대는고지에서 철수했다. 

대노리고지를 두고 중국군과 일진일퇴를 벌였던 그리스대대는 10월 1일 작전지역을 국군 제 

1사단 제15연대에 인계하고 사단 예비로 재편되었다. 

(2) 포크참고지전투 

태국 대대는 1952년 10월 22일 미 제9연대에 배속되어 연천 서북쪽 20km에 위치한 주저항선 

에 배치되었다. 대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크칩-{Porl‘chor)고지를 시수하라는 땅령을 받 

았다. 대대는 방어태세를 보강하기 위하여 징애물 설치‘ 교통호와 염체호31 보강공시-, 유선의 

지하매설 등에 주력하고 강력한화력과 역습 계획도 준비하였다. 

31 적의 사격이나 폭격으로부터 인원과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나 벽돌 등으로 벽과 지웅을 두껍고 건고하게 

만든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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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태국군 침전 용사 

11월 1일 저녁 중국군의 포격이 시작되었다. 오후 9시 경 2개 중대규모를 투입한 적의 공격이 

시작되자고지 정%에서는총검이 난무히는백병전이 벌어졌다. 이 전투는대대가참전한후벌 

어진 가장 치열한 전투였다. 8명이 전사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중국군은 50명 이%}이 전 

사하였다. 물러났던 중국군은 11월 7일 오전 2시 증깅된 1개 대대규모로 포위공격을 시도하였 

다. 새벽까지 혈전이 벌어졌고 중국은 70여 명의 시신민-남겨두고 다시 물러갔다. 2차례의 실패 

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중국군은 11월 10일 다시 공격을 감행했고 다수 피해기- 발생하였으나 증 

원부대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며 돌피를 시도했다. 날이 날+아 유엔 항공기의 공격이 시작되자중 

국군은 결국 철수하였다. 

당시 폐허가 된 포크참고지를 방문한 미 제1군단장과 제2사단장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히

고 격전을 벌여 적을 물리친 태국 대대의 투흔을 극력 치하하였다. 태국 대대는 제8군으로부터 

그 용맹성을 인정받-고 ‘작은 호랑이(The Li띠e Tigers)’란 애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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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크(Hook)고지 전투 

고왕산엔천 왕징맨 전투로도 알려져 있다 영 제1사단은 군단의 전선 조정에 따라 1952년 10 

월 27일 좌인접의 미 제1해병사단으로부터 후크고지를 인수하였다. 후크고지는 사미천과 평행 

하게 형성된 긴 고리 모양으로 된 능선의 끝부분에 있는 고지로 주변 일대를 관측힐 수 있는 중 

요한전술적 감제고지였다. 

사미천 서쪽지역을 인수한 제29여단은 블랙워치 대대를 배치하였으나, 11월 4일 대대정찰대 

가후크고지 전방을 정찰중 적의 기습을 받아 다수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 중국군은 이후 16일 

부터 후크고지 일대에 포격을 집중하였고 18일 야걷앤l 1개 중대규모의 중국군이 포위 공격을 

개시하였다. 양측은 밤새도록 증원부대를 투입하여 뺏고 빼앗기는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 

고, 새벽 무렵 중국군이 100여 명의 전사지를 남긴 채 칠수함으로써 전투는 일단락되었다. 

영 저]1사단은 1953년 초 동두천으로 이동하여 부대를 재정비한 후 4월 7일 다시 전선으로 복 

귀하였다. 중국군은 5월 중순부터 후크고지 전빙벼l 병력과 장비를 집결시켰다. 이에 사단도 웰 

링턴 대대를 배치하여 벙어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25일 중국군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 

여 그들의 전초거점인 157고지를 기습공격하였다. 이에 맞선 중국군은 28일 저념 집중 포격을 

가한 후 후크고지를 공격하였으며, 제2, 3제대를 연이어 투입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포병의 화 

력지원과 전벙대대들의 분전으로 이를 격퇴하였다. 중국군은 170여 맹의 전사지를 남겨두고 퇴 

각하였으며, 사단도 전사 23명, 부장 105명의 손실을 입었다. 

3) 1953년 

(1) 네바다전초전 

터키군의 세 번째 부대로 1952년 8월 20일부터 전쟁에 참여하게 된 제3여단은 미 제25사뜯버l 

배속되어 1953년 5월 2일 차량편으로 고랑포(연천 장남면)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여딘-은 4일 동 

안 미 제7해병연대로부터 서곡리-사내동-판부리 지역을 인수하였다. 이때 여단은 광정면(현 양 

주)을 벙어하게 되자 3개 대대를 주저항선에 배치하였고, 배속된 미 제14연대 제1대대를 예비대 

로 운영하였다. 그리고 화전방 제1대대는 아배Ava) 전초, 중앙의 제2대대는 카쉰Carson) , 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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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co) , 베가스(Vegas) 전초, 우전벙- 제3대대는 베를린(Berlin) , 동베를린(East Berlin) 전초를 각각 운 

용하였다. 특히 미국 네바다주의 도시명을붙인 카슨 엘코 베가스 전초진지군은 155 전초고지 

를 정점으로 히는 ‘人’모양의 좌우측 능선 하댐l 위치한 중요한 지역으로서 이들 전초진지는32 

군단후방지역까지 감제관측할수 있어 명령 없이는 철수할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대대가 방어진지 보강과 경계를 강화하고 있던 5월 16일 오전 1시 경 중국군은 각각 대대규 

모의 병력을 동원하여 베가스 전초와 베를린 전초를 기습하였다. 양측은 3시간 여 동안 치열한 

포격전과 백병전을 벌였고 새벽 무렵 중국군이 철수함으로써 전투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5월 

28일 중국군은 포격을 앞세워 재공격을 감행했다. 오후 8시 경 중국군 2개 대대규모는 베기-스 

전초를, 또 다른 2개 대대규모는 베를린 전초를 공격하였다. 29일 오전 1시 경에는 부대를 재펀 

한 중국군이 베가스와 카슨 엘코 전초를 공격하시 시작하였다. 전초부대들은 수적 열세를 극 

복하지 못하고 전초진지를 넘겨주고 밀댔다. 여단은 역습을 준비하여 새벽 무렵 근접헝공지원 

에 이은 집중 포격 후 엘코와 베가스 전초를 공격하였다. 이후 여단과 중국군은 전초진지를 둘 

러싸고 일진일퇴의 격전을 벌였다. 미 제25시-단장은 네비-다 전초가 격전민-유빌F하고 병력의 손 

실에 비해 이점이 없다고판딘 그날빈 철수를 명령함으로써 전투는종료되았다, 

터키 제3여단은 이 전투에서 전시 151 명, 부상 239명, 실종 2명의 손실을 입었으나 중국군은 

3,000여 명의 사상지?} 발생하였다. 네바다 전초전투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전초전의 대표 

적인사례로꼽히고있다. 

(2) 요크 • 영클고지 전투 

에티오피아 가그뉴 제3대대는 휴전 협정을 목전에 둔 1953년 4월 16일 부산에 도착하여 미 

제7사단 제32연대에 배속되었다. 이 대대는 앞서 참전한 저]l ·2대대와 달리 참전 26일 만인 5월 

11일 제2대대가 점령하였던 요크(Yok리, 엉클{Uncl리고지가 있는 연천 갈화동-덕신리(신서면) 일 

대의 주저항선에 배치됨으로써 티왼T-Bone)고지의 중국군괴-마주하게 되었다. 

진지편성을 완료한 대대는 14일 정찰대를 파견하였고 15일에는 고지를 공격히는 중국군과 

교전하였다. 이후 18일까지 무려 4차례에 걸쳐 요크고지로의 침투를 기도히는 적과 씨워 이를 

32 적과 마주친 맨 앞에 설치하여 보초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진지를 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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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에티오피아효묵전잠전기념관 (에티오피아흔묵전참전기념관홍페이지 인용) 

격퇴하였다. 19일 밤에는 정찰대를 매복시켰으나 1개 중대 규모의 중국군이 요크 영클고지늘 

포위 공격함으로써 매복부대가 고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야포지원을 받은 대대는 중국군을 

격퇴하여 티본고지 쪽으로 칠수하게 민들었다. 

이 전투에서 에티오피아 제3대대는 비록 전투 경험은 일천하였지만 중국군 1개 대대를 맞아 

투혼을 발휘하여 격퇴함으로써 한국 정부로부터 부대표창을 받았다. 이후 대대는 6월 30일까지 

이 일대에서 수색 및 매복작전을수행한후잠시 예비로전흰-되었다가 7월 15일 요크·영클고지 

이접의 주저항선에서 휴전을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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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뿔뭘줌톨’ 

1. 유엔군화장잠시설 정밀 실측 및 해설 

1) 실측조사개요 

유엔군회장장시설의 실측조시는 2017년 5월 15·16일 양일긴-진행되었다. 첫째 날은사전답 

사와조사계획을수립하였고,둘째날 3D 스캐닝을통한정밀실측을기본으로하여수실측과 

사진 촬영을 병행하였다. 

- 실측조사 대상 ; 연천 유엔군화장장시설 일곽 

- 실측조사 일시 : 2017년 5월 15 · 16일 

- 조사방법 ; 정밀 실측(3D 스캐닝), 수실측, 사진촬영 

-조사내용; 

잔존 ,9r「구의 배치 및명연 입면실측조사 

-잔존유구의 건축기법 조사·주변 현황조사 

조사완료 이후 3D섣H닝 데이터를 바팅으로 실측 도띤을 제작하였으며, 조사된 내용을 바탕 

으로 실측 해설을수록하였다. 실측 해설은유적 일곽의 배치 평면과 건물의 기초, 잔존벽체, 굴 

뚝의 순으로 서술하였으며, 적용된 건축 기법은 각 해당 항목에서 서술하였다. 잔존벽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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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남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번을 매겨 차례로 서술히-였다. 33 편의상굴뚝이 있는 건물을 

‘A동’, 굴뚝이 없는 건물을 ‘B동’이라부르고자한다. 

2) 실측조사해설 

(1) 배치및평면 

미동로에서 동쪽방향으로 이어진 진입로(폭 3rn , 쇄석포장)를따라약145m 가량을 띠라올라가 

면 연천 유엔군회장장시설에 다다른다. 하부 벽체와굴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상부 벽체와지붕, 

실내 시설)은남아있지 않다. 유적은남동행남동 132")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굴묵이 있는가로방 

향 건물과 세로 방향 건물이 ‘「’자 형태로 맞붙어 있는 배치이다. 건물이 들어선 대지의 지형은 

〈그림 59) 연천 유엔군화장장시설 전경 

33 항후 유적의 보존관리에 있어서 잔존유구의 고유번호로 활용할 수 있다 

IV. 물리기록 

대체로 평틴-하나 서쪽 끝단과 

동쪽 끝단의 고저차가 약 1.0m 

가량니고있다. 

A동 건물은 벽체 중심을 기준 

으로 폭 11 m, 길이 18m이고, 

실내 면적은 198m'로 정확히 60 

평이다. 남쪽과 서쪽, 북쪽에 하 

부 벽체가 남아 있으며, 굴뚝이 

건물의 배면 중앙에서 서쪽으 

로 2.5m 치우친 위치에 자리 잡 

고 있다. 벽체 하부와 실내 바닥 

에는 줄기초 형식의 콘크리트 

구조물(줄기초. 지중보)이 님아 있 

는데, 실내에는 남북 방향으로 

2.6rn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기초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고자힌다. 

B동 건물은 폭이 6.6111, 길이 15.6m로 실내면적은 103m2로 31평 내외이다. A동 건물의 서쪽 

끝맨l 비해 B동건물은약 1.0m 가량높은곳에 위치해 있는데. 두건물이 연접해 있는곳에는 

줄기초 형식의 지중보가 지표에 노출되어 높이 치이를 해소하고 있다. B동 건물 내부에는 넘어 

져 있는 벽체 일부를 제외하면 시설물의 흔적은확인되지 않는다. 

® 

。 Cl
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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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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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콩 많휴 
‘」

l롤옳=』 
1에 

〈그림 60) 연천 유앤군화장장시설 실측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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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기초 

벽체 하부에는 벽체보다 조금 두꺼운 폭(400mm 내외)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 

다. 건물 전체를 빙 둘러 벽체가 서 있는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기초 유형으로 분류하면 줄 

기초에 해당한다. A동 건물의 경우 실내에서도 이 구조물이 확인되는데. 북쪽과 남쪽 줄기초 

와 연결되어 서로 집아주는 역할을 하는 지중보이다. 지중보의 폭은 줄기초의 폭보다 조금 직

은 320∼330mm 내외이다. 지중보는 A동 건물 서쪽 끝 벽체를 기준으로 2.500rn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은 4개이다. 남아 있는 지중보의 경우 중긴- 중간 끊겨 

있거니- 단부만 남아 있는 경우기- 있고 5번째 이후 지중보는 지표 아래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 

정된다. 34 

A동 건물의 실내에 정방형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3개소 확인되는데. 정방형 초석과흡사하다. 

각 변의 폭이 550∼600m 내외인데 완전한 정형은 아니다. 이 구조물 상면은 정연하게 미-감한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의 일부가 뜸겨니긴- 것처럼 거칠고 도드라져 있는데, 지붕구조체(트러스 

Truss)를 받치는 기둥 자리일 기능성이 있다. 

굴뚝의 기초는 벽체 기초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 하중이 벽체보다 훨씬 더 무거운 

관계로 벽체를 받치는 줄기초외는 달리 굴묵 전체의 하중을 받는 별도의 독립 기초가 설치되었 

〈그림 61) 벽체모서리 줄기초 상서|(좌), A동 건물 실내 지중보(우) 

34 지중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표를 갚이 5cm 정도 제거하니 지중보의 일부로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확인할수있다 

IV. 물리기록 



을 것으로 예상된다. 굴묵 전띤으로 회장로가 설치되었디띤, 기초의 범위는 더 넓어질 기능성 

이 있다. 굴묵 회구 잎쪽으로 할석과 콘크리트 잔해물이 넓은 범위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를 반 

증한다히-겠다. 이에 대해서는향후발굴조시를통해 밝혀야할것이다. 

:Z.760 

“06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3060 6700 

--
「{|[

-----

지훗보 

」-----------
「」 「목조기둥 

벽체기초(즐기초) 

〈그림 62) 연천 유앤군화장장시설 기초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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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벽체 실측해설 

본 문화유산의 대부분의 유구는 벽체이다. 벽체는 이 지역 믹-돌로 쌓았는데, 쓰인 돌의 크기 

는 2∼30cm내외의 막돌부터 40∼50cm 크기의 다듬은 돌까지 시용되었다. 대체로 큰 돌은 아 

래쪽에 깔고 그 위로 작은 돌들을 빈틈없이 채워 쌓았다. 쌓기 공법은 허튼층쌓기35이며, 벽체 

두께는 30∼32cm이고, 바깜쪽과 안쪽 각각 1매씩 돌을 올리고 그 λ}。1는 시멘트 몰탈\Cen 

Ill。rtar)로 채워 넣었다. 

막돌을 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면이 바르고 정연하다. 안쪽 벽떤에는 정방형의 각형 

홈36이 확인된다. 대체로 일정한 질서를 바둑판식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홈괴- 홈 사이 거리는 

600∼700mm 내외이고, 위와 아래 거리는 450∼550mm이다. 벽체를 수직으로 쌓기 위해 설치 

한 거푸집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해 설치한 가절물로 핀딘된다. 벽체의 상면과단부에서 목재 기 

풍자리로보이는정방형 홈구멍이 확인된다. 한변이 9.Scm 내외이다. 기둥자리는전체 건물 

에서 거의 동일하게 2.1∼2 . 2m 긴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짧 

〈그림 63) 연천 유엔군화장장시설 벽체 순번도 

35 물규칙한 돌을 사용하여 가로서|로줄눈이 일정하지 않게 흩트려 쌓는 공법이다 

36 4.5cm 내외의 각목을 수명으로 끼웠던 흔적이 있다 

IV. 물리기록 



@ 벽체 01 

〈그림 64) 벽체 01 번 부분 상세 사진 

A동 건물의 남쪽 벽체이다. 잔존 길이는 18111이고. 지표에서 최고 높이는 1.3111이다. 벽체의 

두께는 300mm 내외이다. 37 동쪽 물 부분의 벽체 상면이 일부 떨어져 나간 상태이며, 서쪽 끝 

벽체는 상당히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서쪽 끝 구간에 벽체가 하나도 님이 있지 않은 구간이 있 

는데, 길이기- 약 1 .4111이다. 주변에 넘어져 있는 벽체가 없고, 벽띤이 깔끔하게 떨어져 니-긴- 것 

으로 보아 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벽체 상면에는 확인되는 기둥 자리로 보아 총 9개의 

기둥이 서 있었으며, 칸수로는 8칸규모이다. 창문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벽체는 잔존 높 

이는 0.9m~i::]], 양쪽에 목재 기둥 자리가 있어 목재 기둥이 창문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YI 이 수치는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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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체 02 

〈그림 65) 벽체 02번 부분 상세 사진 

이 구간은 벽체가 넘아 있지 않다. H팎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줄기최 상면에 길이 방향으 

로 흠이 파여 있고, 중조F에 상면이 깨진 콘크리트 일부가 도드라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문 

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물리기록 



@ 벽체 03 

〈그림 66) 벽체 03, 벽체 04번 부분 상세 사진 

B동 건물의 님-쪽 벽체이다. 이 구긴의 벽체는 본 유적에서 잔존 높이가 가장높은 2. Sm이다. 

벽체의 중심에 기둥 자리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데. 기둥 간격은 2.2111 내외이고,38 총 4개의 기 

둥 자리가 확인되므로 3칸 규모이다. 기운데 칸에 서 있던 벽체는 실내 방향으로 넘어져 있는 

상태이다. 실내 방향 벽띤에는 앞에서 언급한각형 목재 구멍이 비둑핀-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 

이확인된다. 

@ 벽체 04 

B동 건물 동쪽 벽체이다. 양 끝단의 벽체와중앙의 벽체 일부분이 님아 있는데, 그 잔존 높이 

는 지표를 기준으로 2.lm 가량이다. 원지표로 따지면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중%써l 남아 있 

는 벽체는 불과 SOcm 높이만 님아 있다. 잔존 벽체는 기둥의 위치와 일치히는 범위에 한정하여 

남아 있다. 기둥 자리는 총 8개소이고 7칸 규모이다. 벽체의 중긴- 중간에 창호가 설치되었을 것 

38 이 간격은 A동 건물의 기둥 간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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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핀란되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다만 중앙의 잔존 벽체 상면이 정연한 것으로 보아 

중앙 칸에는 창호기- 있었을 것으로 핀단되며, 입면 상 비혜와 채광등을 고려했을 때 양 끝맨l 

서 두 번째 칸.39에도 칭-호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다. 

@ 벽체 05 

〈그림 67) 벽처| 04 , 벽체 05, 벽처| 06 전경 사진 

B동 건물의 ‘벽체 03’의 맞은편 북쪽 벽이다 잔존 높이는 1.3m. 중잉어l 창호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구간은 0.9m이다. 기둥은 2.2m 긴-격으로 4개가 배치되므로 3킨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 벽체와 대동소이하다. 

@ 벽체 06 

A동 건물의 북쪽 벽이다. ‘벽체 01’과 규모와 형태는 동일하나 호냉장 굴뚝이 있는 것이 다른 

특정이다. 창호의 위치, 문의 위치까지 거의 동일하다. 

39 사라진 벽체 부분을 말한다 

IV. 물리기록 



@ 벽체 07 

〈그림 68) 벽체 07 부분(좌) 및 벽체 01 부분(우) 상세 사진 

A동 건물의 서쪽 벽이다. 벽체는 북쪽 기준으로 6.6m 기량이 남아 있는데. 기퉁 열로 띠-지면 

3킨- 규모이다. 벽체의 진존 높이는 l.3m 중OcJ벼l 칭호기-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구간은 0.91끼이 

다. 기둥은 2 . 2 rη 간격으로 총 6개가 배치되므로 5칸 규모이고 전체 길이는 llm 내외이다. 벽 

체의 구조는 다른 벽체와동일하나 님-쪽 끝에서 두 번째 칸에는 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닥콘크리트에 흠이 패어 있고, 잔존 벽체가 전혀 님아 있지 않아 이곳이 통로임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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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벽처| 01 , 벽체 03 실외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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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물리기록 

〈그림 70) 벽체 01 , 벽처| 03 실내 입면도 



〈그림 71) 벽체 이 벽체 03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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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1200 

。 l +11 00 

C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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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벽체 

〈그림 72) 벽처| 04 실외 입면도 

빠쭉-→ 
15905 

3156 턱녁1 3003 

| | | | | 

4번벽제 

'" 

IV. 물리기록 

〈그림 73) 벽처| 04 실내 입먼도 



〈그림 74) 벽체 04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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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OL +UOO -

·‘ ·’---

--

〈그림 75) 벽체 05 , 벽체 06 및 화장장 굴뚝 실외 입면도 

KEY “.,, 
==그」 

-.--
--」

。L •1~0。-

CL •1200 -
.‘ •1000 -
OL+t 。。-

0 I • 

〈그림 76) 벽체 05 , 벽체 06 및 화장장 굴뚝 실내 입연도 

JV . 울리기록 



〈그림 77) 벽체 05, 벽체 06 및 화장장 굴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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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구와굴묵 실측해설 

회구와굴뚝은본문화유산의 상징성을잘드러냄과동시에 회장장 시설의 핵섬 시설이다. 화 

구와 굴뚝은 양 옆의 벽체가 날개처럼 잡아주고 있는데, 정사각형 모양의 굴묵과 그 이래 각형 

의 굴묵 받침,40 그리고 호}구가 3단으로 층의 이루며 구성되어 있다. 

@회구 

화구{火 l 1 )는 불을 지피고 연기가 빨려 들어기는 연소부에 해당한다. 정띤에서 보았을 때 가로 

폭。1 3,0lOmrn이고, 높이가 1 ,6501mn이며, 벽체 중심에서 760mm 돌출되어 있다. 불과 연기 

가 들어기는 아궁이 입구의 폭과 높이는 각각 1, 157mm, 970mrn이고, 단떤상 깊이는 9501mn 

이다. 현재 이궁이 안쪽에 둥그런 물체가 연도를 막고 있는데 원래부터 있었던 굴묵의 일부로 

판단되나 정획히 단정할수 없다. 이로 인해 굴묵과 연도의 상태를 정확히 파익-할수 없었다. 회

구 중에서 특히 이궁이 주변은 다른 벽체와 달리 시멘트블럭(430 ×mm)으로 정성들여 쌓은 다음 

시멘트 몰릴-(cement m。na r)로 빈틈없이 발라서 마감했다. 가장 화력이 거센 부위에 대한 내구성 

을높이기 위힘이라판단된다. 

@굴묵받침 

굴뚝 이-래에 있으면서 굴묵보다 돌출되어 있는 사각형 부분을 편의상 굴묵 받침이라 칭하고 

자 한다. 굴묵 받침은 회구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가로 폭은 1,875mm이고 벽체 중심을 기준 

으로 세로 폭은 531mm이며, 높이는 1,075mm이다. 

배면에서 보변 화구와 굴묵 받침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꺾인 사다리꼴 모양이다. 벽체 

를 중심에서 750mm 돌출되어 있는데, 굴뚝의 뒷면과 수직을 이룬다.이 그 형태를 자세히 살펴 

보면, 우선 하단 너비는 2,591때11으로 가장 넓고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데 지표 기준 높이 

1,750mrn 지점에서의 너비는 2,386rnm이다. 이 지점을 기준으로 상부로 갈수록 급속히 좁이-져 

40 배면에서 바라보면 호형(효율形)이다 

41 굴뚝 역시 벽체를 중심으로 뒤로 돌출되어 있다 

IV . 물리기록 



서 그 끝은 굴뚝의 하단폭과 너비보다 조금 큰 상태에서 마무리 짓는다. 42 요약하면 최 하단 폭 

2, 591rnm, 중 단폭 2,386mm, 최 상단 폭 1 .400mrn이다. 

@굴뚝 

굴묵은 굴뚝 받침 위에서 시작한다. 43 정떤을 기준으로 굴뚝의 높이는 3,800mm이다. 44 최 하 

단 가로와 세로 폭은 1, 242mm, 948mm인데, 이에 반해 최상단은 1. 250mrn, 802mm이다. 즉 

정면에서 보띤폭이 거의 줄지 않지만, 측면에서는약 150mm 가끼어 줄어들도록시공한것이다. 

끓응 
@ 화구정면모읍 

@ 화구 굴뚝측면모습 

@ 화구 굴뚝배면모융 

@ 굴묵위절재연통모습 

〈그림 78) 언전 유엔군화장장시설 굴뚝 부분 상세 사진 

42. 지표 기준 높이 2.716mm. 너비 1.400mmOI다‘ 

43 지표 기준 2.870mm에서 시작한다 

44 지표 기준 6.655mmOI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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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하부를 조금 넓게 만들어 안정감을 주고자 했다. 한 가지 더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철재 

원통 연통에 대한 것이다. 현재 굴뚝 꼭대기에는 반으로 나누어져 세로 방향으로 놓인 원통형 

철재 2개가 겹쳐진 상태이다. 이는 철재 연통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화력 효율을 

더욱높이고자사각형 굴묵 위에 또 다시 높다란 연통을 설치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5 

45 빠른 시일에 수거하여 보존처리한 후 가급적 원래 위치에 재설치하거나, 그것이 물기능할 경우 유적 내 일부 공간을 할 
애하여 야외전시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V. 물리기록 



KEY MAP 

똘=괴 
G.l +15.00 -

G.l+1 4 .0。
』

G.l +’ J .00 -

G.l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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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 +10.00 
』

G.l +9.00 -

G.L +8.00 -

3M 

〈그림 79) 연천 유앤군화장장시설 굴뚝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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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물리기록 

KEY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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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연천 유엔군화장장시설 굴뚝 측면도 



〈그림 81) 연전 유맨군화장장시설 굴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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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군화장장시설 3D 스캔 

1) 3D 스캔 개요 

(1) 30 스캐너선정 

30 스캐닝은 대상물의 정확한 형상을 3차원 공간상에서 구현히여 디지털데이터로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여 필요한각종 정보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연천 유엔군회장장시설과 같은 근대문화팎버l 대한 3치원 측정은 레이저 혹은 광학 벙법을 

적용한 ‘비접촉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한다. 측정 원리는 대상램 발사된 레이저빔이 반사되어 

오는 시간을 계산하거내Time 。f Flight) , 장비 내의 광전소지에 맺힌 반사 빔의 위치를 역산하여 

trtia n앉ila tion Method) 대싱물의 3치원 수치 데이터를 생성하는 벙법 등이다. 이러한 원리를 응용 

한장비는세계적으로 수십 종류가 있으므로 측정 대상물의 크기와해상도 또는주변 작업 환경 

을 고려히여 최적의 측정 시스템을 적용해야한다. 

연구에서 활용할 3D 스캐너를 선정히는데 대상물의 크기와 재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 연천 유엔군회장장시설은 잔존히는 벽체의 형태가 복잡하여, 디-OJ힌 위치에서 3D 스 

캐닝을 진행하여야 데이터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형태적 특징을 정밀하게 파익P하기 

위해서는근접거리 측정이 필수적이다. 

〈표 12) 3D 스캐너 방법 비교 

( 스캐닝 시추댐 용도 정밀도 측정거리 
삼각측량방식 「소형대.g체 

0.1M 1M 
스캐너 「소형유물 복저|용 데이터 획득 0.2-2mm 

(최대2.5M) 
(근거래 -디지털콘텐츠제작 

Ti「ne 이 Flight방식 -근대건축 고건축 대형문화재 
05M-1 [XlM

스캐너 -모델링및도면추출 1mm경mm 
(최대 1αJOM) 

(굉대역) -복제 및 디지털콘텐츠제작 

015M 
할공촬영바시 지형이나굉머한유적지등촬영 

따라메터 1α이 3.5α〕M
。「

스캐너 -Time 이 Flight빙식이나 비행기 위치 빙항 고도동시 측정 밀요 
영향 

IV. 물리기록 



연천 유엔군회장정-시설의 크기는 기로 25.2rn, 세로 11. 5rn이다. 이는 타 문화유8-과 비교해 

대형 문화재에 속하는 크기이기에 광대역 3차원 스캐너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밀 

도 측정 거리 등을 고려하여 'rim e of Fligh t’방식의 광대역 3차원 스캐너인 Faro Focus3D 모델 

을 투입하였다. Faro Focus3D 모델은 본 연구 대상 크기에 적협-하고 정밀도가 높으며, 재질의 

난반시를 최소화라는 스캐닝 방식이므로 선택되었다. 

1.000.000 

100.뼈 「 근거리정일 
복 3차원 λ캐닝 
잡 (소형 유물) 

항공 3차원 A캐닝 

도 
슐 10.000 

인 
E 

“ ‘ 

~ 
1.000 

처| 
| \ ~ GPS연동 λ캐님 

100 

0. 1 M 1 M 1 OM 1 OOM 1 KM I OKM 100KM 1 OOOKM 

대상처|크기 

〈그림 82) 대상 복잡도 및 크기에 따른 3D 스캐닝 구분 

(2) Fa「O Focus3D 3차원 스캐너 

대상문화재에 대한 2mm의 정밀도를갖고 있으며 전체 형상을추출히는데 매우 효과적인 3 

차원 스캐너이다. 특히, Time of Flight방식의 광대역 3차원 스캐너로서 작업의 효율성이 높다 

는 장점이 있다. Time of Flight 방식의 Faro Focus3D장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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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Faro Focus3D 3차원 스캐너 특징 

| 모델명 려m F。cus3D I 
측정영역 0.6TH20n 

측정정밀도 anm 
측정속도 122.αn∼{)76.α·포인트J초 

측정시간 최대 976.αn pis/:않C 
- -」 ---

컬러측정 7CMegapixel 

카메라해상도 p。1미 disla 「1ceHO[:016. v oαX31(mm)(1αA Distance) 

측정FOV 수직 :'ID/수명 :2BJ' 

레이저종류 Ct않53'< Laser 

데이터저장 SD계열 32Gb내장 

무게 당<g 

크기 2'10x 2QJ× 1[nnm
저|조국 미국 

(3) 3D 데이터 모댈링 소프트웨어 

3D 스캐닝 시스템을 이용하여 획득된 3D 데이터는 모델링 과정을 통해 디지털 형상화된다. 

문회유산에서 얻어진 데이터는 3치원 위치 값(x. y . z)을 갖는 점군데이터(Point C loud)를 형성힌다. 

또하 측정된 3치원 점군데이터는 불필요한 데이터 정리(P。int Editing) 후 각 위치(View Point)에서 

데이터 정합과 데이터 병합을 통해 하나의 디지럴 문회유산 대상을 확보힌-다. 데이터 정합은 

Registration이라하고. 데이터 병합은 Merging이라고 한다. 

유엔군회장장시설은 영역이 넓고 벽체가 복잡하여 데이터가 대용량으로 확보되는데 이와 같 

은 대용량 데이터를 편집하고 수정 보완하기에는 3D System사의 Geom agic Srudio 프로그램 

이 적합하띠, 본 연구에서도 이 소프트웨어를활용하였다. 

(4) 이미지 보정 소프트워l어 

유엔군화장장시설에 대한 3D 스캐닝 데이터에 대한 편집을 통해 확보된 이미지는 정밀 도면 

제ξ에 직접 활용된다. 이때 대상의 3D 스캔 결과에 대한 고해상도를 유지하면서 최적화된 도 

띤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보정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Adobe Pho tosbop CS6 

프로그램을활용히-여 이미지 보정을수행하였다. 

IV. 물리기록 



2) 3D 스캔세부내용 

(1) 사전조사및 위치계획도작성 

유엔군화장장시설에 대한사전 조사를 통해 3차원 스캐닝을 위한 구축 방햄l 대한 위치계 

획도를 수립하였다. 스캐닝 위치계획도를 수립하는 이유는 3차원 스캐닝 시 발생하는 데이터 

누락을시-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데이터 간에 정합을수행히는데 있어서 동일 교차 위 

치를 이용한 정협이 수월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 

4 

0 

8 

〈그림 83) 연천 유엔군화장장시설 3D 스캔 위치계획도 

유엔군회장장시설에 대한 3차원 스캐닝 위치계획도를 그림과 같이 수립한 이유는 회장장시 

설의 환경이 직사각형의 형태를보여주고있으며, 각벽체가붕괴되고상부구조를파악할수없 

어 근접거리에서 세부컷을찍어야히는이유에서 스캐닝 위치계획도를수립하였다. 

(2) 30 스캐닝 

유엔군회정-장시설을 최대한 정확하게 데이터화하기 위하여 다%댄f 각도에서의 3D 스캐닝이 

피수적이다. 형태적 특징을고려하여 근접 측정을하였으며 데이터 병힘에 용이하도록중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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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병행히-였다. 또한 허물어진 벽면부와세부형태에 대한정확한정보를수집하기 위해 디

양한 각도에서 데이터 3D 스캐닝을수행하였다. 

〈그림 84) 연천 유엔군화장장시설 30 스캐님 모습 

〈그림 85) 연천 유엔군화장장시설 30 스캐님 위치도 

IV. 물리기록 



3) 3D 데이터 모델링 

30 데이터 측정 결과를확인하고누락구간, 거리 각도를확인하여 테이터 편집을수행한다. 

다 방면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정합 작업이 필요하며, 정합 

데이터는 한 개의 셀로 만들기 위한 병합 작업이 수행된다. 이후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 Ptx 

파일로 내보낸다. 아래는작업 수행 내역을보여주는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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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언천 유앤군화장장시설 3D 데이터 정합 작업 

----- ----- --- ’--------
------., -----‘ ·’ ‘ •• ‘., ., 
.‘’ 

〈그림 87) 언천 유엔군화장장시설 30 데이터 병합 및 최적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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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연천 유엔군화장장시설 노0 1즈(No i se) 제거 전 모습 

〈그림 89) 연전 유맨군화장장시설 노01즈(Noise) 제거 후 모습 

IV . 물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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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밍률맡률듣를! 

연천유엔군화장장시설 및 1950년대 연천 지역에 대한기억을 갖고 있는이기휴옹써; 1 9:38년 

생)을 2017년 5월 22 · 30일 두 차례 방문하여 구술 채록을 실시하였다. 본 장은 의미 전달에 무 

제가 없는 한 최대한 이기휴 옹의 어투를 그대로 살리고자 했다. 구술 채록 내용은 ‘유엔군회장 

징-시설 관련 기억’. ‘유엔군 관련 기억’, ‘생애샤순의 정리히-였다. 

| 제보자 ; 조사장소 

일 시 

조사방법 | 

〈표 14) 구술 채록 개요 

0 1기휴옹(남 1938년생) 

경71도연전군 미샌 종의전로g 

2017년 5월 22 X웰 

음성녹음및동영상촬영 

1. 기억기록요약 

〈그림 90) 인터뷰 중인 이기휴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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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술채록개요 

1993년 현강역사문화연구소 이우형 소장은 연천 지역 토박이인 김태완옹으로부터 동이리에 

유엔군이 건립한회장터가있다는이야기를듣고현장을찾았다. 벽난로라하기에는너무큰굴 

뚝, 돌로 쌓은 벽체의 일부기-님아 있는곳이었다. 2005년 작고한 김태완옹은 한국전쟁 당시 고 

지전투에서 죽은 유엔군이 매일 회장장으로 옮겨졌고 화.::<J에 앞서 간단한 장례의식이 있었다 

며,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전했다 한다. 46 유엔군 회장장의 존재는 다른 지역 주민들 

역시 대체로 알고 있었으나 시신을옮겨오고 예를 갖추는 의식이 이루어지는 모습을생생히 목 

격했다는 이는 김태완옹이 현재까지 유일히-다. 김태완옹이 이미 작고한상흥에서 의식이 치러 

지는모습을보지는못했지만역시 김태완옹의 지인이며 1950년대 회장장건물을본적 있다 

는 이기휴 옹을 만나 구술 채록을 진행하였다. 

2) 구술채록내용요약 

80세의 노령임에도어린시절 경험들을소상히 기억히는이기휴옹은본래 연천출신으로, 전 

쟁이 발발하자 기족들과 함께 피난 생활을 했다. 구두람이 등으로 일하며 서울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지내다가고향으로돌아오고자이버지와함께 접경 지역으로왔다. 그러나당시 격전이 

끊이지 않았던 연천 지역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인근 영연방사단의 부대에서 장교 가족의 하 

우스보이, 식당 일, 창고 관리 일 등을 도맡아 생계를 이었다. 그가 유엔군 회장장을 목격하게 

된 것도 17세 되던 해(1954년) 영국 군인들의 차를 얻어 티고 임진강으로 목욕을 하러 외출을 갔 

던 때였다. 보통 막사는 함석으로 둥글게 지었던 것에 반해 그 건물만은 유독 벽돌을쌓아 멋있 

게 지어놓았기에 함께 있던 군인에게 그것이 어떤 건물인지를물었고 함께 있던중사가회장장 

이라고 하더란 것이다. “예전에 알던 양반 하나가 있었는데 그 양반도 연방사단 인부로 일했었 

는데 영국군인회장을하는데 군악대가빵빵거리고그러는걸봤대.”라며 김태완옹으로추정 

되는 ‘돌。f가신 분’의 증언을 전하기도 했다. 

46 이기환, 「6-25 고지전투의 아푼 기억, 연천 유엔군 화장터」 경향신문, 2014.06. 18. 

V. 기억기록 



“어려서 호땅터에는 못 들어가 보고 건물이 있는 것만 봤지. 나도 들은 것만 있지 호엠하는걸 

보진 못했어요 건물은 봤지. 내가 열여섯 살 사변 때 그 남먼 구깃빠위에 살았어요 그 앞에 그 

신산이 있는데 그 밤나무 갓이라고 거기 그 영연방사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영국 

사단들이 주둔했던 자리에요. 그때는 민간인들이 하나도 없었어. 다 후방에 실어다가 강다 떨궈 

주고, 그 때는 식당에서 일했었는데 영군들하고 저기 임진강 가서 목욕하러 가자고 해서 ~댔 

지 지금 거기 마전리 전에 당재 거기 다리 아래에서 목욕을 했어. 내가 저기 강 건너가 우리 집 

이니 구경하러 가자고 했지 그래서 그 음식 만들던 롤병이 나도 거기에 친구가 있다고 만나보 

고 그 디음에 내가 살던 곳을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폴병 친구가 사는 콧에 먼저 가는데 

크고 하닿고 멋진 건물이 하나 보이는 거야. 그 때 당시 오래 주둔해 있던 부대는 이여| 함석으로 

둥글게 (거처를) 지어서 실았었어. 그런데 그 건물은 굴뚝도 있고 벽돌로 멋지게 지어놔서 무슨 

건물이냐고 물어보니까 같이 간 중사가, 전방에서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들 호엠해서 고항으로 

보내주는 거다, 라고 했어, 그 때 들었던 얘기야 거기가 호땀터라고” 

그러나 50년도 더 전에 짐-시 스치며 보았던 것에 대한 기억은 아주 명확할 리가 없게 마련이 

고‘ 이기휴옹의 회정-장 외핀에 대한 기억 역시 흐릿하거니- 때로는 앞뒤가 맞지 않았다. 예를 들 

어 이기휴 옹이 기억하는 화정장 외관은 크고 하양기도 했고, 하양게 페인트칠을 했는지 반짝 

빛나고 파란색 페인트로도 칠했는지 그림도 그려져 있었고 하얀 데다 검은 색이 섞여있기도 했 

고, 일부는 푸르스름하니, 국방색이기도 했다. 할아버지가 묘사히는 화장장의 외관은 디음과 

같다. 

“다 벽돌이었어요 하닿게 페인트칠을 했는지 반짝 빛나고 파란색 페인트로도 칠했는지 그림 

도 그려져 있었고 .. 나도 가끼이선 못 봤어요 내막은 잘 몰라 저기 연방사단 화장터라고만 알 

지. (별세한 지인의 목격담에 따르면) 화장터 앞에서 치마 입은 사람들이,47 밴드들이 와서 그렇 

게 연주를 하고 갔는데. 그 회장터에 굴뚝에 연기 나고 그랬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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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굴뚝 있는 콧이죠? 여기 굴뚝만 조금만 보01고 넓더라구 근데 여기가 턱이 있어서 

알게 지었지, 그 푸르스름하니 국방색이고 높은 쪽은 하안데다가 검은색이 섞였던가. 무슨 꽃무 

늬가 그려져 있었나? 무슨 칠을 한건지. 나무가 가려서 그런지 하안데 무슨 그 뭐가 그려져 있 

었는지 나무 그늘이 그려져 있었는지.” 

현재 유엔군회장장시설은 하단부만 남이 있기에 상단부의 재질이나 색상을 추정하기는 어렵 

다. 다만 여기에서 “크고 하양고 멋진”건물이라고 표현된 것은 아마도 당시 주로 회색빛 또는 

흙빛이었을 시설들과 달리 깨끗하고 밝은 톤으로 정돈된 시설물이었다는 인상을 받은 것 정도 

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또한이기휴옹은화장장건물을‘벽돌’이었다고하시는데, 이는믹-돌 

을쌓아축조한굴묵과시설하단부에 해당하는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나무그림자같이 얼 

룩덜룩 하다는 이야기도 이 막돌을 켜켜이 쌓은 모습이 멀리서 볼 때 니뭇기·지나 칠로 보였을 

수있다. 

이 외에도 유엔군화장장시설을 아는 주민들은 많지민- 전쟁 당시에 회장터를 목격한 이들은 

그 수가 많지 않고, 영국군에 확인해본 결과 영국군은 회장장을 지은 적이 없다는 회신이 왔다 

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이기휴 옹은 자신의 ‘짐작’을 이야기했는데, 영국과 중공군이 내통 

한다는 것이다. 한 개인의 추정에 불과한 것일지 모르나 지역 주민 사이에 퍼져 있는 인식이라 

는 판단이 들기에 지면에 옮겨본다. 

47 이기휴 옹은 .치마”를 말하며 무릎 언저리를 가리키셨다 무릎 정도 기장의 스코틀랜드식 치마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싶어 조사가가 스코틀랜드 전통 복식을 말하는 건지 물었더니 고게를 끄덕이셨다 그러나 이기휴 옹 역시도 전해 들으 

신 내용이기에 확실한 증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V. 기억기록 



“내가 짐작이 가는 게 그 영국 군인은 포로교환, 효택전쟁을 그렇게 했었어도 미군하고 중국 

군 인민군 하고 맞교흔멸 했었는데 영국 군인은 여기 판문점에서 교환한 영국 포로가 없어. 문서 

상 기록이 없어. 영국 군인은 그 중국 군인들이 즙이}도 대우를 을연H줬어. 그게 포로를 어떻게 해 

서 교흔버| 없을까 영국 군인은 즙이}서 바로 홍콩으로 보내서 다시 영국으로 보냈던 것 같아. 그 

게 왜 그랄까? 그럼 그 중공군이랑 통하는게 있었냐 하면 있지. 전쟁 때 중공군이 쏘던 총이 인민 

군 층도 아니고 그 소련 무기거든 영국 군인이 2차 세계 대전에서 쓰던 그 총을 가지고 중공군이 

가지고 나옹뻐. 영국은 그 장사를 해먹고 하는 나라란 말이지.” 

그의 ‘짐작’은 물론 명확한근거가 없는세간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러한‘짐작’이 전혀 가치 

가 없다는 것을 뭇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짐작’들은 주민들이 알기로 분명 영국군이 관 

계한 시설임에도 해딩국에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다는 것을 뭇한다. 

또한 6·25전쟁 당시 영국과 미국 사이의 세력다툼이 있었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비어며, 세부 

내용의 시질관계의 문제를 떠나 6·25전쟁 관련 연구니-유적은이처럼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문 

제 속에서 이해되어야할 일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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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군호}장장시설 관련 기억 

어려서 화장터에는 못 들어가 보고 건물이 있는 것만 봤지 , 나도 들은 것만 있지 화장하는걸 보진 못 

했어요. 건물은 봤지 . 내가 열여섯 살 사변 때 그 남면 구갓바위에 살았어요. 그 앞에 그 신산이 있는 

데 그 밤나무 갓이라고 거기 그 영연방사단 칠십부대가 있었어요. 영국에 속해있는 나리들의 군인들이 

합동으로 일개 사단을 조직해서 참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영국 사단들이 주둔했던 자리에 

요- 그때는 민간인들이 하나도 없었어 다 후방에 실어다가 갖다 떨궈주고 

〈그림 91) 인터뷰 중인 이기휴 옹 

그 때는 식당에서 일했었는데 영국 군인들하고 저기 임진강 가서 목욕하러 가자고 해서 갔었지 . 지 

금 거기 마전리 전에 당재 거기 다리 아래에서 목욕을 했어 내가 저기 강 건너가 우리 집이니 구경하 

러 가자고했지 그래서 그룩싸진 . 음식만들던졸병이 나도거기에 친구가있다고만나보고그다음에 

내가 살던 곳을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졸병 친구가 사는 곳에 먼저 가는데 크고 하쌓고 멋진 건 

물이 하나 보이는 거야. 그 때 당시 오래 주둔해 있던 부대는 함석으로 둥글게 (거처를) 지어서 살았거 

든. 그 건물은 굴뚝도 있고 벽돌로 멋지게 지었길래 무슨 건물이냐고 물어보니까 같이 간 중사가, 전방 

에서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들 회장해서 고향으로 보내주는거다‘ 라고 했어 , 그 때 들었던 얘기야 거기 

가회장터라고, 

예전에 알딘 양반 하나가 있었는데 그 양반도 연방사단 인부로 일했었는데 영국 군인 회장을 하는데 

v 기억 기록 



군악대가 빵빵 거리고 그러는 결 봤대 그건 다 벽돌이었어요 하양게 페인트 침을 했는지 만짝 빛나고 

따란색 페인트로도 칠했는지 그린도 그려져 있었고. 나도 가까이선 옷 봤어요. 내막은 잘 볼라 지기 

연방사단 화장터라고만 알지. 회장터 앞에서 치마 입은 사람들이 밴드들이 와서 그렇게 떤주플 하고 

갔는데 그 호}장터에 굴묵에 연기 나고 그랬대요 그러면 그게 화장 한 게 아니냐고‘ 분영하다고 (예전 

에 일던분이) 말을했어요. 그게 연방사단화장터라고 여기 사람들은다그렇게 알죠 시신을보내야 

겠는데 부피는 많으니까 그걸 태워서 보냈겠지요. 그 들어갈 적에 (영국 군대가 철수할 때) 그 (화장장 

을) 때려 부순 거거든, 부줘 놓고 갔어. 

(바닥에 당시 화장장을 묘사하며) 여기가 굴뚝 있는 곳이죠? 여기 굴뚝만 조금만 보이고 넓디리구. 

근데 여기가 턱이 있어서 얄게 지었지 . 그 푸르스름하니 국방색이었지 . 그 높은 쪽은 하얀데다가 검 

은색이 섞였던가. 무슨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나 무슨 칠을 한건 지 나무가 가려서 그런지 히얀데 무 

슨그뭐가그려져 있었는지 나무그늘이 그려져 있었는지. 

〈그림 92) 연천 유맨군화장장시설을 묘사하고 있는 이기휴 옹 

그때 면사무소 직원이 와서 하루는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 하다가 내가 확인이 되었냐고 물어보니 

까 또 지금 영국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은 여기에 화장터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하대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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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짐작이 가는 게 그 영국 군인은 포로교환‘ 한F국전쟁을 그렇게 했었어도 u ]군하고 중국군 인민군 

하고 맞교환을 했었는데 영국 군인은 여기 판문점에서 교환힌 영국 포로기 없어 , 분서상 기록이 없어 .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면‘ 나도 들은 소리지만 분명 맞을거라는 내 추측이 그래 . 

영국 군인은 그 중국 군인틀이 잡아도 대우를 질해줬어 그게 포로를 어떻게 해서 교환이 없을까. 영 

국 군인은 집아서 바로 홍콩으로 보내서 다시 영국으로 보냈던 것 같아. 그게 왜 그럴끼-- 그럼 그 중공 

군이랑 통히는게 있었냐 하면 있지 . 전쟁 때 중공군이 쏘딘 총이 인민군 총도 아니고 그 소련 무기거 

든. 영국군인이 2차세계 대전에서 쓰던그총을가지고중공군이 가지고나왔어. 내가어려서 보니까 

그 중공군 총이 그 부대에 8∼ 10명이면 총 가진 사람은 3명 범에 없어 나머지는 다 실탄만 가지고 있 

었어 ‘ 중공군이 쓰던 총은 그 영국군이 세계 2차 대전에서 쓰던 총이야 영국은 그 장사를 해먹고 히는 

나라란말이지. 

그나라가농시를지어도두달을못 먹어. 그때 내가식당일 했었을 때 내어줬던음식들이 다호주 

것들이었어. 그러니까식민지가 없으면 살기가힘든나라야 그러변 왜 그 영국군이 왜 중공군하고 친 

하냐면 그 인천 상륙작전 때 백아더 장군이 중공군이 나온다 하니까 원자포 두발민 중국에 쏘겠다고 하 

겠다니까 3치- 대전이 일어 날거라고 했대 , 그냥 그거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반대를 했어 그 

때 막휴전 반대 운동도 나가라고했었어. 그때 두달이라도했으면 아주맥을못차렸겠지, 여튼그 

때 막 하늘에서 막 쏘면 숨고 도망가기 바쨌겠지 

〈그림 93) 인터뷰 중인 이기휴 옹 

v 기억기록 



그러니끼 그 때 중공군이 가지고 있는 총이 별로 없었던 거야. 다 도망가고 잃어버려서 . 그러니까 싸 

워야 ~}는데 뭐 어쩌겠어 수류탄 막 던지고 그랬겠지 , 내가 어렸을 적에 그 중공군 시체가 아주 많았 

어‘ 중공군 10명 죽으면 아군은 l명 죽은물이었지. 중공군은그냥사람수로싸우는 거야, 중공군이 

호댁에 와서 싸웠을 적에 38사단이 전멸을 했어 다 없어 진거지 . 다 죽은 거야. 여튼 저기 삼화리 언 

덕에 중공군 시체가 널려있었어, 저기 전방에 저기 백석리 뒤에 도리산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도리산 

에도 진을 쳤었더랬어 . 거기 넘어가면 지뢰밭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공군이 여기 개입하기 전에 영국 

에 몰래 탐험히는 기관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북을 도와서 그 한국을 공격을 하겠는데 , 그러면 미국 

이 핵 무기를 쓰냐 안쓰냐 물어봤다는거야. 그래서 그 영국 정탐원이 그랬다는 거야. 자기들 무기 팔아 

먹기위해서.미국이 원자포한발쏘려면국회를통과해야하고‘ 여튼영국은무기를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했던 거야 그러니까영국군인은 별로싸우질 않아서 죽인충국군인이 없다고얘기를하 

는 거지 하여튼 그 나라 군사 비밀인데 내가 알 수는 없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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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엔군관련기억 

(질뭔 혹시 그러띤 저쪽 포천시 관인면에 유엔군이 지었다고 하는 건물이 님마있다고 하는 

데, 그 건물도 영국군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림 94) 포천 관인면 탄동리 유엔군 매점 시설 

영국은 아닌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1개 사단이 이렇게 있고 전쟁을 하려면 3개의 대대가 전방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 중국군이 나오는 걸 가지고 싸워. 그러면 그게 6개월인가 버티고 있으면 교대를 해 

줘 . 그러면 그것이 저 임진강 건너가서 그쪽에 가서 쉬는 거야. 1년 동안을. 그러면은 또 다른 대대가 

와서 3개의 대대가 가서 또 다시 가서 씨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대로 교차로 씨우면서 인제 전쟁을 

히는거지 -

백학이 수복 되서, 주민이 많은데 그전에는 그 장거리포라는 걸 쏘면 그 두일리 저기 골자거리인데 

V. 기억기록 



그모각골에그포각이드문드문떨어졌어 . 진쟁할적에. 나는어려서 전쟁을보기도했고겪아보기도 

했고. 어려서 싸우진 못했지 , 그래서 나는 죽을뻔하기도 했고 고생도 많이 하고 했지 . 우리가 그랬지 

저기 비행기 소리 좀 안 듣고 한 달만 살았으면 살이 퉁퉁 찔 것 같다고-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여기가 38선 앞이에요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냥 폭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숨어 탱겨야하고. 그냥 

완전히 민간인인 줄 알면 폭격을 안 해야 해요. 근데 군인들 하고 섞였을 적에는 가려서 폭격을 못하잖 

아. 그때는 그냥 민간인들이 다 맞는 거지 뭐 그래서 그 때 미군들이 여기 전쟁터니까 저기 동두천으 

로 주민들을 실어다가 모아가지고 기차에 태워서 저기 전라도 전주로 밀어 보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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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OH사 

1) 일제강점기 

내가 그러니까 그 구갓바위 왔을 때가 12살 내가 38년생 해방 했던 해에 8살이었어 ‘ 그러니까 일 

본 시대 때 7살 때 까지 그 일본 정치를 겪은 거지 그 식민지로 있다가. 원래는 저기 강원도에서 살았 

었어요 왜 거기서 살았냐면 그 젊은 사람이면은 그 일본 놈들이 군인으로 데려가고 나이 30세 이상 

먹은 사람은 노동자로 광소에 데려갔잖아. 거기에 우리 삼촌이 국민학교 졸업을 하고 지금으로 밀헤면 

그 전철회사 운전수가 됐어요 그때 전절을 일본사람들이 처음 놨어 옛날에도 그 석탄차가 원소떨 가 

려면 그 회통을 앞뒤로 밀고 꿀고 해야 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복개에서 그 원산까지 전기를 둔거 

야. 그전기 하나만설치해도쭉쭉잘가는거지 

〈그림 95) 인터뷰 중인 이기휴 옹 

나도 어렸을 적에 보통 애들 보다는 (머리가) 좋단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삼촌이 거기 일본 회사에 

서 일히는바람에 내가 7살에 일본어를조금할줄알았어요. 그때 내가 7살때 마을에 그 일본사람들 

이 말을 타고 순찰을 돌았었어요, 그 때 그 장교한태 건빵 먹고 싶다고 일본 말 했거든. 그해서 깜짝 놀 

라띤서 “너 일본 애냐? 한댁 애냐?”라고 물어봐 나 조선 사람이라고 대답했지 . 다λl “너 어디서 일본 

말을 바l웠냐?”라고 물어봐‘ 그래서 나-는 우리 삼촌이 기르치 줬어요. 그랬어 7살 먹은 조그만 애기

(일본어를)잘하니깐그래 너 건맹-줄테니 따라오라고했어 

V. 기억기록 



근데 또 내가 장손이야 그러니까 그 때 우리 할머니가 베도 짜고 무명도 짜고 질했어 . 그러니까 그걸 

해다가 짜서 입혔으니까 괜찮았지 -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이 건빵을 몇 봉지를 줬냐면 다섯 봉지를 줬어 . 

근데 다른애들은다섯봉을가져두면 다못들고간다고. 근데 나는그 다섯봉지를들고 가는데 장교 

가 이렇게 지켜봤어 이놈 어떻게 들고 가나. 근데 나는 어떻게 했냐띤 어디 긴 막대기 없냐고 물어봐. 

그러면 그 일본 사람이 그 니뭇가지를 꺾어다가 칼로 쭈L아서 줘.그럼 그걸 건빵 봉지에 막대기로 뚫어 

그리고 또 어디 끈 없냐, 그랬더니 신발에 끈을 풀어서 줘 그렇게 어깨에 다 메고 그러고 집에 가져갔 

어. 다른애들은다섯봉지를줘도다못가져가. 근데 나는다들고갔으니 저거 저놈머리가참좋다 

고 그랬대 . 우리 삼촌이 저 놈 일본말 가르쳐 주면 그냥 찰 배우고 머리가 좋긴 좋구나. 사실 우리 삼촌 

이 가르쳐 주기를 잊어버리지 않게 가르쳐 줬어 . 호랑이가 일본말로 도리야 그러면 호랑이가 t딸 뱅 

뱅 돌아 돌아 알지? 산에서 호랑이가 사니까 금방 외웠던 거야. 핑은 밭으로 살살 기지 핑은 콩을 심 

은걸 살살 기어가서 먹으니까 핑은 기지 이런 식으로. (웃음) 

2) 피난생활 

완주군에 우리 식구가 (피난을) 가서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니- 동생 둘 있던 거 히나는 배탈 

나서 죽고 젖 먹던 애기는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따라서 한 달쯤살다가죽었어. 근데 그게 참 배가 고 

파서 죽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피난 나가서 그 때 우유를 파는 곳 도 없었고 우유를 살 수도 없었어 . 

그러니까 엄마가 죽으니까 그 밥 풀 적에 쌀뜨물을 건져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호주머니에 그 꼬깃꼬 

깃 넣어뒀던 돈 몇 푼으로 가서 과자를 사다가 부줘서 타서 그렇게 해서 벅이는데 어머니가 물을 떠다 

먹이면 그걸 꿀쩍꿀쩍 먹어요. 그러더니 한 3일 있다가그러더니 그거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25 사변 때 그렇게 억울하게 죽고 그땐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은 진짜 그랬을까 싶을 

거야. 경험해보질 않았으니까. 쉰 밥 못 먹는 걸 저기 울타리 바깥으로 갖다 버리면 그거 주어다가 물 

에 행구어서 그걸 먹는 거야. 배급은 조금씩 주는데 그 옥수수 알랑미 쌀 그거 조금씩 주는데 그게 양 

이차?한국사람은호댁음식을먹어얘}는데. 양쌀은후불면날아가는데 . 

영등포에서 실았을 때, 살기가 힘들잖아 우리 아버지가 저기 관악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남구에서 

팔아서 보리쌀 사고 등겨 사고 그랬어 ‘ 그렇지 않으면 그 영등포 비행장에서 나오는 그 꿀꿀이 죽이라 

고 기름도 뜨고‘ 고기 조각도 몇 조각 있는 거 먹었고 담배꽁초도 나오면 그게 미군들이 음식 먹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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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억기록 

남으면 그걸 끓여서 신길동이랑 대방동 사이 굴다리가 있어요 그 밑에 철로 양쪽에 꿀꿀이 축 파는 아 

주머니틀이 있었어요. 그걸 100원에 팔았어 근데 그것도 고급이 있었어 - 배식 하다가 남은 건 깨끗 

하r양아? 3배가 비싸 못 사먹어 고기가 많이 들어가면 500원 정도 하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 등겨 

나 보리쌀 사서 멀건 국에 한 수저 뜨면 보리쌀이 한두 개 정도? 한 움큼에 보리쌀 넣고 끓이는 거예 

요. 그냥 먹기 뭐하니까 사-7\-린 사서 타서 먹고, 

근데 뭐 여기 올라와서 농사 짓고 살면 배고픈 건 면하고 살 것 같아서 고향으로 내려오려고 했지 . 

근데 아버지가그 신길동에 고물%벼l서 일을했는데 그 때도 벽돌집 방두 칸을줬었어. 그냥살라고. 

근데 또 이번에는 여기에 땅이 있으니 여기에 와서 살라고 하더라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랑 고물상 

일도 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는 해주겠다고 해서 준거야 여튼 살다가 여기 고향집에 오겠다고 하니까 

거기 전쟁터 인데 어떻게 돌아가냐구 하더라고 아버지가 그래시 여기 옆 동네에 있다가 다시 들어가 

겠다고 했어 , 가서 농사지으면서 살아야지 하고. 여기서 일만 해서 품 팔아선 못실-겠다고 했지 ‘ 아휴 

근데 또 거기 서울에서 살았으연 땅 값이 많이 올라서 여기서 버는 거 이상으로 벌었을 텐데 그게 참 팔 

자일은어쩔수없어 . (웃음) 

〈그림 96) 인터뷰 중인 이기휴 옹 



3) 양은공장 

내가 12살쯤 아버지가 벌어 오는 거 가지곤 식구들이 밥 하나 못해먹거든‘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돕 

고 사나 해서 내가 양은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 거기 사장님힌태 가서 사정을 얘기했지 , 내가 피난을 

나왔고 어떻게 히띤 우리 부모님을 톱고 양식을 사다 보댐이 될 수 있을지 하고 사정을 얘기를 했지 

사정을 얘기해서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양은을 부어서 깎아서 냄비를 또떨고 큰 

쟁반도 만들고 세숫대야도 만드는 곳이야. 그 때 나만한 애들 작은 애들이 마주앉아서 그걸 닦고 기름 

먹은 수건으로 확 밀면 반짝반짝 빛이 나. 근데 그런 일 하면 사람 호흡기도 안 좋아 지고‘ 그러니까 그 

때는 그런 거 뭐 지금은 그 공해 먼지? 미세먼지 위험하다고 무슨 마스크를 해. 거기서도 마스크 주긴 

줬어 . 근데 뭐 써도 소용이 있겠어? 코에 많이 들어갔지 . 

그렇게 20일을 딱 했더니 시-장이 그래 , 그 외국에서 자재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일 없을 때 

어떻게 공장을 운영 하냐고 이제 너희 그만 하고 나가라 하더라고, 나중에 자재 들어오면 다시 일 하 

래 그래서 20일 일한 걸 돈으로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 돈으로 다가 식구를 보태줄까 하다 

가옆에 친구가그래. 넌공장에 안다니면 어떻게 해서 돈벌거냐하고 그래서 구두닦는일을하게 

됐지. 

4) 구두닦이 

친구가구두닦는일을하니까(나한태) 같이 하자고하더라고, 근데 그걸 또 맨손으로닦느냐고?솔 

도시。F하고, 광내는것도시。F하고‘ 거진수건도사。F하고 거기에 작은솔, 구두약도시-Oj:하고 사 

야할게 많았어 - 박스도만들려면 어디 가서 맡겨야하고. 그러니까그 20일 일한돈이 그구두닦이 

하겠다고 드는 비용으로 다 나가는 거야 

나는 구두를 닦아 본적도 없고 그래서 친구가 구두를 어디서 가져 오더니 구두를 어떻게 닦는지 알 

려 주는 거야‘ 처음에 흙 털고 먼지 털고, 닦고 그러다가 까진 부분 있으면 빨간 약 바르고 그 디옴에 

검정 염색을 하고 그 디음에 광내는 익t을 닦고 그걸 솔로 닦으면 약이 금방 닮으니까 침을 뱉어서 손 

바닥에 짓이겨서 쓰라는 거야. 그렇게 그걸 배워서 처음에는 세 사람을 공짜로 닦아췄어 , 그러면서 내 

가 했던 말이 “아저씨 저 구두 처음 닦아 봐요‘ 그러니까 이해해줘요. 그래서 내가 돈 안 받고 그냥 해 

드릴게요.”이렇게 시장 지나가는 세 신사 붙잡아서 닦아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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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그 영등포그 역전에 있는곳에 가야신시들이 많은데 거기 신길동엔사람이 없어. 붙잡아 

도 4∼5명 정도 닦았어요 그래도 그걸로 해서 벌어도 뭐 시원찮지 그래서 영등포 역전으로 갔어 . 그 

랬더니 거기에서 구두 닦는 애들이 나보고 “너 어디서 왔어? 아 이 새끼 남의 구역 침범했어, 너 신고 

했어? 아니면 우리 대징-한태 맞아 죽어 너 ’‘그러더니 제법 큰 놈이 오더니 너 어디서 왔더라고 (그래 

서 내가) 신길동에서는 벌이가 안돼서 여길 왔다고 하니까 나보고 신고하라고 하면서 신고비를 내래 

신고비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천원이라는 거야, 

천원이면 내가 구두를 열 사람을 닦아야 벌까 말까 한 돈이야. 내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 

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도망가서 시장을 몇 바퀴 돌았어 . 신길동으로 다시 도망을 왔지 ‘ 이거 구두도 

아무 곳에나 가서 못 닦겠구나 싶어서 어디서 닦아야 돈을 잘 벌까 생각해 봤더니 그 영등포 비행장이 

있는데 복사포 부대가 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 

5) 하우스보이 

그래서 거기 가서 거기 부대 앞에서 기다렸어. 누가 소변보러 나오면 그 때 구두 닦으라고 소리를 질 

렀어. “헤이 슈샤인!!”그러면 그 사람이 구두 닦으러 들어오라고 거기 철망으로 들어가띤 혼니-니까 기 

어들어가서 천막으로들어가니까여기 있는구두다닦으라고한 11결레 정도됐어, 그러고막닦고있 

으멘 미군들이 뭐 초콜릿이니- 첼리 막 그런 거 먹을 거를 한 포대를 담아줘 - 담배 그런 걸 그걸 가지고 

양시장에 가서 파니깐 그게 수입이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여러 일을 했지만 겨우 이제 보리쌀이랑 

수수쌀사다가밥을해먹을수가있었지 그전에는등겨나막걸리 찌꺼기 먹고살았어요. 

〈그림 97) 인터뷰 중인 이기휴 옹 

V. 기억기록 

그러다가 미군 부대에서 나를 하우스 

보이로 쓰려고 했어 하우스 보이가 하는 

일은 막사도 정리하고 침구도 정리하고 

닦고 청소하고 침구도 털고 정리해주고. 

사람들 사는 곳에 일꾼으로 일히는 거야 

그게 나도 일할 수 있었던 게 그 미군부대 

호F국군 통역관을 찾아가서 내 사정을 얘 

기 하고 여기 취직 시켜달라고 말했어 ‘ 근 



데 자리가 다 갔는데, 여기 일하던 하우 

스 보이가 저기 의정부로 휴기를 갔대 

그 잠깐 동안 20일 정도딴 일해 줄 수 없 

냐고해서돈만주면한다했지 

아주 20일 동안 정성껏 잘했지 그냥 

놀지를 않고 세숫대야도 모래랑 같이 넣 

어서 아주 깨끗하게 닦고 원래는 그 구 

두도 슈샤인 보이들한태 닦으라고 하는 

데 니-는 또 구두닦이를 했잖아- 그래서 
〈그림 98) 인터뷰 중인 이기휴 옹 

다 구두도 다 내가 깨끗히게 다했어 . 그 전에 하우스 보이들은 못하던 거였어 그래서 내가 아주 잘하 

니까 나를 태스트를 해본거야 아침에 자고 일어나 나갈 적에 돈을 십전 십오전 이런 걸 떨구는 거야. 

나는 그걸 다 주워서 고 전대 딱 에게 밑에다가 넣어놨어 . 그러면 게네들 열시연 커피타임이 있어 . 그 

때 와서 , 나를 “스코시(일본어로 조금)!’‘하고 불렀어 . 돈을 아침에 떨어뜨렸는데 옷 봤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리 오라고 그 사람 베개를 들추고서 떨어진 거 내가 여기 뒀다고‘ 한번 세어 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게 나를 떠 본거야. 나중에 어떻게 하나 본거지 . 그 일로 내가 꺼기 신임을 얻었지 ‘ 그래 

서 하우스 보이로 일하게 됐고, 영국군 한 영당 5파운드 그러니까 10파운드 정도를 줬어 . 아니 심전, 

그 달라로 치면 3달라 몇 되는 돈이야. 영국 돈은 또 달라요 그게 처음 영국 돈 받는 사람은 쓸 줄을 

몰라 계산이 이상해서 심진이 두개면 1파운드야 그래서 거기서 신임을 얻고 미군부대에 있다가 영 

국부대 하우스 보이로도 있고 봉급을 받고 있었어 . 근데 거기 노무자로 일을 하면은 배식을 받을 수 있 

대 그래서 거기 통역관한태 얘기를 해서 나도 배급을 받게 해달라고 했지 ‘ 미침 자리도 남고 해서 그 

래서 내가배식 받으면서 일할수있었어. 

6) 소령의 신임장 

돈을 받아도 항상 더 일을 하고 다른 한국 사람들 같으띤 떨어진 돈 홉쳐가기 바쁜데 나는 다르다고 

했었어 그래서 하루는 그 소령이 불러서 신임장을 주는 거야‘ 그 신임장은 우리 연방사단에서 준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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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대에 가서 하우스 보이를 해도 이 신임장을 보여주면 써줄 거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부대가 

철수를하는데 그부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저기 여단부대가있으니 거기 가서 일하라고하더라고. 

7) 수양아들 

그 시절 아일랜드 중사가 나를 수Ocf아들 쉰L아서 데려 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댐에 못 갔 

어 그 사람이 부인하고 딸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사림이 자기는 복무가 2개월 남아서 아프리카 가서 

2개월 하고 간다고, 너 먼저 가서 , 유럽 쪽에 가면 자기 부인이 널 데리러 옹다 이거야. 우리 부인 따 

라서 가 있으면 난 2년 가서 아프리카 가서 복무 더 하고 집에 갈 테니까 우리 딸하고 마누라하고 거기 

서 같이 살아라, 그러고 5년 되어서 살기 싫으면 도로 나오고, 연기하면 10년을 더 있을 수 있고, 너 

영어만 잘해도 호댁에서 통역장교로 하면 중위 달고 장교 노룻 한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난 우리 

손주 때문에 피난 탱겼지 , 우리 손주 이거 하난데 난 못 보낸다. ”고 그냥 붙들고 그랬어 . 

(질문) 그 때 같이 계셨던 유엔군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겠네요? 

응 그렇지 . 다 죽었을 거야. 빨리 오면 그때 한 21살, 23살 정도였어 , 어쩌면 이직 실아 있겠지요. 

상사들 그런 시람들은 그때 한 40살 끼지 먹은 사람들도 있었어 그 사람들은 다시 한국에 온 적은 없 

죠 , 나하고근무하던상사가 38살이었는데, 한국이 휴전이 되면 여기 근무하던 데를한번돌아보고와 

서 죽겠다고 발로는 그랬는데 , 만약에 여기 갓바위 왔다고 하면 분명 알 거에요. 여기 백학 사람들은 

다니를알거든. 여기오면날찾으라고했지 날찾지않는걸보면안왔던거지. 

V. 기억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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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률훨훨I 

1. 국오|사례개요 

본 장에서 살펴 볼 유럽 및 아시아의 회장제도와 회장장 시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회유잔의 범주에서 접근이 기능한 회장장 시설은 제한적이기에 넓은 범주에서 회장장 

시설에 대해 고찰해 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디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외국의 회장 뱀률체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중앙정부 소관 법령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에 장시행정의 권한을 대부분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시-회 

의 환경과특질에 적합한 회장관련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체계가구체적이고 포괄적이며 전문성을 띄고 있다. 

둘째, 위 사례에서는 회장 관련 행정에 대한 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 

에서 주도적으로 지역사정에 적합한 행정업무를구현하고 있다. 

셋째, 위에 언급한 국가들은 회장장 설치기준의 하나로 도심과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접근성 및 도시조경과의 친밀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 

이다. 

넷째, 유럽의 시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한부 매장제도를 오랜 기간 동안 도입해 오고 있다. 

이러한 기간설정을 통해 회장 및 납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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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위 사례에서 언급된 국기들에서는 대체로 회장장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기준을 엄격 

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후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환경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회장장시설 

에 대한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할수 있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는 지역주민의 회장장시설의 설치에 대한 반대와 관련하여 일정한 절차 

와 기준을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을극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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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A뻐|분석 

1) 영국사례분석 

(1) 화장 및 장사관련 법령체계 

영국의 장사관련 법령체계는 일반적인 법령체계로서 관습법, 형평법, 의회입법, 유럽연합법 

등을 포괄한다. 그리고 위 장사법령체계는 로마법에 근원을 두고 있는 많은 서구권 국기들의 법 

령체계와 다른 고유한시스템이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1942년 11월 영국의 ‘사회보험과 관련한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l nte 1니epanmenta l 

c。mmittee 。n Socia l lnsuranc℃ & Allied Serv ice사가 작성하여 현재까지 복지국가의 모델이 되고 있는 

비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rt)에서 골격을 이루고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정례가 무덤 

까지에 해당히는 최종적인 복지로 여겨지고 있다. 48 현재 매장시설의 기능과 관련한 세부적인 

조항들은 지방정부법과 지방당국묘지령으로 통일화되었다. 초기 법령으로 많은 교회 묘지가 

만장됨으로써 시설 공급을 목적으로 매장법과 관계법령으로 묘지조항법, 공중보건매장법 등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들 법령 간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매장법 자체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1952년 「회장법」제정으로 매장과 회장을 통합하여 규정하였으며 1972년에는 「지방정부법」 제 

정으로 권한을 지방 정부에서 매장시설로 이관함으로써 매장법의 대부분 조항과「공중보건매장 

법」이폐지되었다. 

「묘지조항법」은 특별입법에 의해서만구체화될 수 있는 것으로, 매장딩댁이 교구위원회, 교구 

평의회 그리고 교구회의와 관계없이 공공묘지를 설립할 수 있는 대인-적인 벙법을 규정하고 있 

다. 현재 이 법령은「묘지조항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묘지회사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외 사망등 

록 및 매회장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출생사망등록법」 「요금법령」 「구단위 자치단체와 매장 권 

한 법령」 「비시용매장지법령」 등이 있다. 

48 고수현 「장묘복지정책에 관한 이넘직 접근↓ r한국장묘」 1998. 273-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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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 및 장사관련 행정 체계 

영국의 장λ}에 관한 업무는 내무성 소관이다. 그러나장시-행정은 대부분은주로 지방의 매장 

딩1국에 의해 그리고 시망 등록 및 매 ·회장 허가는 지방의 출생시망등혹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매장딩}국은 광역도시 또는 비광역도시, 런던자치구, 런던시자치구 등 지방 정부와 교구평의회, 

웨일즈 의회 등을 포함한다. 매장딩국의 권한과 의무는 묘지의 공급괴 규제, 시신안치소의 공 

급 및 유지, 시신의 보호 및 처리, 매장등록과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수행, 회장장 설립 및 관리 

등이다. 매장당국으로서 지방정부는조례 제정, 묘지 등장시-시설공급의 의무를가진다. 

(3) 화장및장사관련제도 

@매장및회장신고제도 

영국에서는 사밍할 경우 등록소에 5일 내에 신고 되어야 하며, 등록관은 원칙적으로 사망등 

록 매 회장 증맹서를 발급한다, 시체 처리에 관여하는 자는 처리 96시간 내에 그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등록관에게 통보히여이 한다. 매장은 사망자가 교회 묘지나 묘지의 매장권을 사전에 

확보해야기능히-다. 

@장사시설설치 및관리관련 제도 

영국의 경우 매장딩국은 매장지나 묘지뿐만 아니라 화장장의 공급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장 

장은 거주지역으로부터 200야드 내 간선도로로부터 50야드 내 또는 신성회- 된 장소에 설치 

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묘지의 제한 거리는 폐지되었으나, 매장은 공공건물, 숭배 장소, 학 

교, 주거지, 공공간선도로 거리 도로 혹은 자치구 내 장소로부터 100야드 내에 설치가 불가 

능하다. 

@ 시한부매장제도 

영국의 경우 시한부 매장제도는 매정권과 관련하여 분묘의 기간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 

다. 다만, 영국의 경우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지역이나 시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 

다. 즉, 묘지 시용기간은 다른 유럽 국기들과 달리 99년 동안 임차가 기능히-다. 일부 묘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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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50년, 75년, 100년으로 구분하여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묘 시용 연장기간에 관 

한 제도를 살펴보띤 영국의 매%μ권은 양도된 날로부터 75년 동안 권리가 행사되지 않고 있다 

면, 매정당1국은 권리 소유자에게 공지하여 6개월 내에 권리 보유 의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권리 소유자의 보고가 있는 경우 매장딩댁은 100년간의 시용 권리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매장딩국이 그 기한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소비자보호제도 

영국의 「공정거래법」에서 거래 및 직업 협회로 하여금 영업 규약을 준비하여 발표히도록 히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장사산업계에서는 여러 영업 규익t들이 있으며, 이들은 전국장례지 

도사협회, 전국동맹개인정-례지도사협회, 장례표준지문회의에 의해 출판되고 운영되고 있다. 

기본적인 장례서비스는 전문적인 조언과 서비스, 10마일 이내 출동 서비스. 시신 수습 및 보호, 

관, 영구치-등을 제공히고 있다. 장례서비스에 대한 문제나 논쟁이 벌-생동}는 경우, 챔l지도사 

는불평고객의 충고를 밭에들이도록 하고 있다.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공인기관 및 조정기 

관의 중재를 요청할수 있다. 

® 흰-정보호제도 

영국에서는 1991년 2월 「국가화장지침」이 공포되었다. 모든 회장장은 내무부장관 또는 환경 

부장판11 의해 임명된 관리자에 의해 일정한 기준에 江봐 검시를 받도록 의무화히고 있다. 「환 

경보호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회장장 관련 대기오염 제어기술을 지빙-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 

다. 회장절차법은 화장장 운영. 관리, 감시 등에 관한 윤리적인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회장절 

차법에 의거하여, 모든 회장장 종사자들은 기술적 ·윤리적인 화장 절차 및 대기오염 제어에 관 

련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과 지시를 받아야한다. 회장장 종사자들은 「환경보호법 관련 장관 

지침서」와기타관계 법령에서 규정된 의무조항을준수해야만한다. 

182 I 183 



(4) 사례 분석 ‘ City 。f London Cemete「y and Crematorium 49 

@ 위치 및징-묘시설특정 

- 1856년 런던 동쪽에 건립된 런던 시 묘역 및 화장장으로 현재 영국 문화재 리스트 중 

‘Grade I’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림 99) City 。f Lond。n Cemetery and Cremat。rium 정문 
(위키백과 City 。! L。nd。n Cemetery and Crema t。rium 항목 인용) 

- 이 묘역는 역시-적 건축적 -지리적 -자연적 원예학-적 가치를 인정받이- 공원묘지로는 최초 

로 ‘G reen Flag Awa rd’를 수상했다. 

- City of Londo n Cemetery and Crematorium에 부속된 회장장들은 Institute o f Cemetery 

and Cremat。1ium Managem ent(ICCM) 헌장을 채택하여 33개의 권리 및 국가표준을 준수 

하고있다. 

- 전형적인 전원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은 회장장이 혐오시설이라고 인 

식하고 있지 않다. 또한 영국에서 회장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히여, 영국인들이 선호하 

는 편으로 호}장률은 2009년 기준 73 . 33%로 집계되었다. 

49 https://www. city。flond。n.g。v.uk/things-to-킹。>/green-spaces/cemetery-and-c「ematorium 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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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정-

- 회장 장례를 위한 3개의 채플룸이 마련되어 있고 그 중 두 곳은 현대적 건축물로 1001B의 

죄적과 300명까지 서서 추도할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제일 작은 채플룸도 80개의 

좌석이구비되어있다. 

- 회장시설은 영국의 환경 관련 규정에 따라공학적인 설계가 되었으며, 대기오염 물질 배출 

은 평균 허용기준치의 50%미만으로 유지된다. 

- City of Lo ndo n Cem etery and Cremato1ium에 부속된 호}장시설에서 처리된 유골들은 묘 

지 서쪽에 위치한 납골당에 안장한다. 안치소 벽면에 설치된 납골함은 10년 주기로 시용 

권갱신이기능하다. 

〈그림 100) City 이 Lond。n Cemetery and Crematorium 화장장 
(위키백과 Ci ty 。f L。nd。n Cemetery and Cremat。ri um 항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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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시사 

- 160여 년간 영국의 환경 및 권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히-며, 친환경적 ·윤리적 의무를 지키 

며운영한다. 

- 회장시설의 현대화로 회장장은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 탈피를 위해 노력한다. 

- 영국의 문회유산으로 등록된 묘지 및 회정장 시설은 런던시민의 생활이자 동반자로 지금 

까지 그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 

(5) 사례 분석 : Working Crematorium so 

CD 위치 및 장묘시설 특정 

- 런던 남쪽 Surrey County에 위치한 사설 장묘단지로써 SCI (Se rvi ce Corp。 ra ti o n

lntemati。nal)s1라는 회사가 소유한 사절단지이다. 300년 전 설치된 묘지로서 회장장, 묘지. 

납골묘가 별도의 구획 없이 혼재하며 화장장 건물 내에 채플룸%벼l예식 거행 장쇠이 있어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다. 52 

- 읍규모의 미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장장 정문 앞에 고급 주택단지가조성되어 있다. 

@회장장 

- 벽돌을 시용하여 지은 건물로 회장장 외부 벽면 및 건물 일부에 납골함을 만들어 시설의 

효율을높이고있다. 

- 2기의 회장로에서 하루 12구를 회장처리 할 수 있다. 

- 유촉은 채플룸에서 장례식을 미-치면 집으로 돌아가고. 관은 회장장으로 이송되어 회장이 

이어진다. 

50 http: //WWW. VICI。nanweb.。rg/art/며rks/wok1ng/ 1 .html 잠고. 

51 Service Corpe「ation lnte「「1811αial (SCI)는 다국적 기업으로 미국 외에 20여개 국가에 이 회사가 직영하는 화장장을 보유 

하고있다 

52 오늘날 영국에 있는 대부분의 화장장은 이와 같은 형태로 기획되고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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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 1870년대 w。rking C「e 「na t。rium 화장장 묘사도 

(위키벅과 w。king_Cremat。rium 항목 인용) 

〈그림 102) 1900년대 초 Working Crematorium 화장장 묘사도 
(위키백과 w。king Cremat。rium 항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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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회장장 

- 런던 남쪽 교외에 위치하고 있다. 

- 회장만 전문으로 하는 회장장으로 SCI가 운영하고 있고 1999년에 설립되었다. 

- 천연액화가스를시용하며 회장로는 3기로 하루 약 50구정도 화장한다. 

@ 정책적 시사 

씨 국외사레 

- 도시형성이 오랜 역시를 가지고 있어 화장장 묘지 납골당 등의 시설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시설 설치에 따른주민 반빌이 적다. 

-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꾸준히 해왔다. 

- 오래전부터 매장 및 납골 기간을 유한으로 정하여 기존 시설로 순환 이용이 기능하게 힘κ으 

로써 시설의 반영구적 이용 기능하다. 

〈그림 103) 현재 Working Crematorium 화장장 전경 
(h ttp://www.ge。graph. 。rg.uk/ph。l。/336505 인용) 



2) 프랑스사례분석 

(1) 회장 및 장사관련 법령 체계 

프랑스에서는 장사서비스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 전국 시행령이 있다. 그러나 1904년 장 

사관련 업무 모두를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권한으로 부여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사 관련 

법령은 꼬윤(Commune)기초자치단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초지-치단체법은 시장의 공설묘 

지 내의 청결과 공중위생 품위유지 질서유지 공설묘지로의 중립성 등을 규정히-고 있다. 국회 

는 띠-로 필요한 경우 분이별, 사안별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새로운 법 제 

정을 고려할 경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국가장사최고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 

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장사 관련 법령 제정에 있어서 일반 시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시

자간조회를 위하여 규정하고 있다. 

(2) 화장 및 장사관련 행정 체계 

프랑스의 정λ}행정 체계는 연방정부의 정-시-행정 주무부서로 내무성이 있으며, 여기에 최고의 

결기구로 국가장사최고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시행령을 제정하 

경우 국가장사최고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국가장사최고위원회는 장사관련 모든 이해관계자 

의 대표를 포함한 조직으로 자치단체. 장사관련 공무원. 장사업자, 소비자, 유가족, 노동조합 

등의 대표자들을 포함한다. 특히 장사업자 대표로 전국장사협의회. 민간장사업전국협의회, 전 

국석물협의회, 전국장사지유업협의회 등의 전국 조직 대표지를 포함시킴으로써 장사업자와 소 

비자 및 유족대표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기-질 수 있도록 히고 있다. 실질적인 정-시행정은 꼬윤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꼬윤기초자치단체는 전국시행안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에 

적절한 조벼l절차와장사 사업 활동을 관장하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시행규정을 제정한다. 장사 

등과관련해서 시장의 지위는 호적사항을 정리하는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일원으로서 책 

임을 완수하는 것이다. 시조에 발급하는 행정허가로서는 매장 허가. 개장 허가, 회장 허가, 시 

신 보관 허기-, 부검 허가, 영구 보존 허가, 입관 허가, 임시 보관 허가, 시신 운구 허가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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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장및장사관련제도 

CD 매장및회장신고제도 

프랑스에서 사망은빌쟁 24시간이내에 시청 사무국에 신고해야하며, 그후에 매·회장허가 

서를발급받게된다.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관련 제도 

프랑스에서 공설묘지 설치와 관리는 모두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자 의무로 되어 있다. 기초 

자치단체는 연간사망자 수를 추정하여 매%에 펼요한공간의 5배 이상의 매장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회장장은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지방 공공 서비스의 하나로 자 

치단체의 책임 히에 운영 ·관리 된다. 현재 회장장을 소유한 민간업체는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 

체연합체와의 협Q}을근거로사업을할수 있다. 

@ 시한부매징-제도 

프랑스에서는 시한부 매징체도로서 공설묘지 내의 매정 또는 닙-골묘지에 대해 일종의 행정계 

약으로 분묘점유지양도계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디만 지빙치-치단체가 분묘양도허기제를 만 

드는 것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공설묘지의 면적이 충분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도화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양도 허가 기간은 과거 100년까지 허용되었으나. 현재로서는 임시분묘는 6년 

에서 15년 그리고 일반적으로 30년과 50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분묘양도허가권은 지방자치 

단체의 허가를 받}아 유잔의 대/싼l 되나 시-법기관은 산자긴-묘지양도 매매를 중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무연분묘 처리 후 30년이 지나변 행정처분에 의해 회수히여 재분양이 기능하다. 

@소비자보호제도 

프랑스어l서는 가격공개주의 원칙을 채택히여 유가족 등 소비자들은 장례업체로부터 다OJ'하 

고상세한상품의 가격정보를제공받을수있다. 그리고조빼업체들은유가족의요청이 있을경 

우 의무적으로 관련 비용을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 견적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반 

드시 명시하도록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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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제도 

프랑스에서는 회장 증명서에 시신의 장신구나 기타 치장물 속에 인위적인 방시능 요인이 없 

는지 검사하고 서류에 멍시히도록 되어 있다. 사망을 확인한 의사들은 입관 전에 이러한 방시능 

물질에 대한사전 조시를 의무적으로 완료해야한다. 

@장례종사자교육 

프랑스에서 염사. 화장장 또는 영안실 등의 경영은 자유상업행위 대싱이 아니기 때문에 1995 

년 3월 21일 「정부시행령 저]95-330호」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도지사가 발부한 시-업허가를 갖 

추어야만 힌다. 관련 전문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장례, 장묘 서비스에 관한 전국시행령 안 

에 규정되어 있는 전문 직업 교육을 받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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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분석 : Cimetiere intercommunal d es Joncherolles53 

CD 위치 및 장묘시설 특징 

프랑스 삐에르피트에 위치한 공공묘지로 1977년 4월 17ha에 이르는 공간으로 개장하였으 

며. 이후 1980년 묘역 안에 회장시설이 설치되었다. 

-1981년, 1995년, 2004년, 2008년 4번에 걸친 증축 및 개축을 통해 현대적 시설을 갖추게 

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그림 1 04) Cimetiere intercommunal des joncher。lies 호않f장 전경 

(http://www . cimetierej。nche「。lies. fr/SICJ/spip. php?rubrique11 인용) 

@회장장 

-SEMAFEC에 의해 운영되며 노동조힐L이 이를 감독 및 관리한다. 

- 스태인레스로 제작된 3기의 회장징.54과 함께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는 추도 공간이 2곳이 

53 http ://www.cirnetie「ejα1Che「이les. fr 참고 

54 화장장 3기는 각각의 공간에 다른 형태로 설계되었고 벽면에 그림을 그려 미관을 살려 제작하였다 그리고 화장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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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었다. 

〈그림 105) Ci metiere interc。mmunal des l。ncher이les 장례식장 

(http://www.cimetierej。ncher이les. fr/SICJ/spip . php?r니brique11 인용) 

- 유럽통합법에 따라 회정-장의 안전을 위해 환기통을 설치하고 가스관은 외벽에 설치히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딘다. 

- 회장로의 연소 옹도는 850-1000℃를 유지한다. 

- 회장후 유골을 납골당에 보관하는 기간은 10년에서 30년까지 가능하다. 

@납골시설 

-야외벽식납골시설 

· 납골딘은4단으로 되어 있고, 화분을놓을수 있는잔디공간이 있다. 

· 독특하게 디자인된 지붕과 여러 가지 색상의 석재로 납골당이 건설되었다. 

10년, 30년, 50년 기간으로 시한부 시용 기능하다 

구에 설치된 lV화면을 통해 유가족들이 화장 과정을 지켜몰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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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납골시설 

· 개인또는가촉납골묘구역이조성되었다. 

· 묘비는다%댄-형태의조각물을시용하여제작되었다 

. 10년, 30년, 50년 기간으료 시한부 사용 기능하다. 

@ 정책적시사 

- 지속적인화장시설 개보수로환경적 ·경관적 측면을고려한발전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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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 분석 Pere Lachaise Cemetery55 

φ위치 및장묘시설특징 

- 파리에 위치한 ‘페페 라 셰즈 공동묘지’는 1804년 5월 21일에 개장하였다, 

- 개인 및 기족묘로 조성되어 있으며 유명인들의 묘지56가 함께 있어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 이 묘지에 안장되기 위한 요건이 매우 엄격히여. 파리에 거주하거나 파리 내에서 사망힌

망지들만。l 매장되었다. 

- 시한부 매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림 106) P승re Lachaise Cemetery 내 Moliere 요 

(위키액과 Pere Lachaise Cemetery 내 M。1년re 항목 인용) 

55 http://www.crematαiuπ←perelachaise. fr 침고 

56 개장 당시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탓에 매장 수요가 미미하자. 마케팅 차원에서 유영인사의 묘지를 이εh하는 전략 

을 구사했다 Jean de 벼 F。ntaine와 M。11ere의 묘가 이장되면서 그들과 함께 물히고 싶은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하자 

1824넌 1829년 1832년, 1842년 1850년에 걸쳐 총 5회 증축을 단행하였다 현대 이 묘지에는 납골당을 비롯하여 백 

만영 이싱이 안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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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P손re Lacha ise Cemetery 내 M。li e re 화장장 
(위키액과 Pe「e Lachaise Cemetery 내 M。lie re 항목 인용) 

@ 회장장 

프랑스 최초의 회장장으로 보 ·불전쟁57 후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1887년 건립되었다. 

- 회장장과 함께 실내 납골시설ι。lumba 1ium)이 배치되어 있다. 

@납골시설 

-‘「 ’자형태로 되어 있고지하 1층과지하 2층건물로 100년의 역시를가지고있다. 

- 지하 1층은 천장이 지붕 형태로 되어있으며 건물 회랑벽에 6단의 납골단이 설치되어 있다. 

57 1870년 프로01샌-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오스트리아 제국을 매배시킨 오토 몰 비스마르크가 독일 통일의 마지막 걸림 

돌인 프랑스를 제거하여 독일 통일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목적으로 일으킨 프랑스 저12제국과 프로이샌 왕국간의 전쟁 

이다 한자문화권 국가어|선 보물전쟁(普佛戰爭)이라고도불린다 이 전쟁은 1871 년 1월 파리 시 교외에 위치한 베르사 

유 궁전의 거울밤에서 독일 제국의 성립을 선포하고, 프로이센 국왕이었던 빌헬름 1세가 초대 독일 제국 황제로 추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외에 독일은 알자스로렌 지방을 획득하였으며 많은 전쟁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전 

쟁을 계기로 독일-프랑스 관계는 저12차 세계 대전 종전 직후까지 적대적인 사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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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시시-

?--

〈그림 1 08) Pere Lachaise Cemetery 내 M。|따 re 납골당 부분 
(http ://eur。peantr i ps . 。rg/wp-c。ntent/ 인용) 

- 묘지의 홍보수단으로유명인시의 묘를유치함으로써 하나의 핀굉맹소로서의 정체성을획

고히 다진 것은 역사적으로드문시례임. 

200여 년간 상당 수의 유골을 매장 및 회장하여 납골댐1 안치하면서 공간 부족현/엠 심 

화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필요 

196 I 197 



3) 독일사례분석 

(1) 화장 및 장사관련 법령 체계 

독일의 경우 장시에 관한 특별한 연방법령은 없으며 다만 징;사에 관한 재정 또는 소비자 권 

리 보호에 관해 개별법의 조항을 적용히-고 있다. 즉, 호적상의 변동에 대해서 호적법에 명문규 

정을 두고 있고, 사망시 사망자에 대한 고지의무와 자치단체의 신고의무. 경찰서 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외 치상위계층의 시망자에 대해서는 징벼l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사회복 

지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독일에서 징-시- 체계에 관한 직접적인 법령은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서 묘지 및 장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 정부에서는 묘지와 장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묘지와 장례를 담당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공법으로서 공원묘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묘지 각ζL에 적용 

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장시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공법으로 규정하 

고있다. 

(2) 화장 및 장사관련 행정 체계 

독일 연방정부로 내무성이 장사관련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 

단체가 묘지와 장례를 담당하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많은 공공묘지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묘지관리청(Triedhofaa mt)과 장례청(Bestattungsamt)을 두고 

있다. 

(3) 회장및장사관련제도 

@ 매장및회장신고제도 

독일에서는 사망 후 48∼'98시간 내에 장례식부터 매징까지 왼-료히여야 한다. 매장묘지는 원 

칙적으로 해당 관청에서만 조성할 수 있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필히여야한다. 

미 국외사례 



@장사시설설치 및관리관련제도 

독일에서는 매장묘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청에서만 조성할 수 있고. 사설집단묘지 설치는 

금지된다. 디-만, 교회나 공동자치단체 등에서 비영리로 허기를 받아 별도 묘지를 조성히는 것 

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묘지 유형은 병렬식 묘지. 병렬적 납골묘지‘ 선택적 묘 

지, 선택적 납골묘지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묘지의 규모도 주마다묘지 유형이 다르다. 

@시한부매장제도 

독일의 시한부매장제도는 망자가 안식을 취할 최소한의 기간만을 보장하며, 이 기간이 경과 

한 유골을 이장하거나 납골징L에 안치힌다 묘지 시용기간은 시신이나 회장 유골에 관계없이 망 

자의 연령에 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장시한은 1세 미만의 경우 6년, 10세 미만 10 

년, 10세 이상 20년. 관을 철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특별한 허기를 얻은 경우 30년이다. 그 

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시효띨 달리히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보호제도 

독일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센터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 

치단체 내에 소비자보호원을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의 불합리한 대우에 대한 권리를 구제 

하고있다. 

@환경보호제도 

독일의 지빙-자치단체는 자연환경 보호 치원에서 시신의 자연스러운 부패 및 소멸을 유도할 

뿐만아니라분묘외- 비속등의규격 및재료를엄격히 규정하고있다. 

@ 장례종시-자교육 

독일의 직업 제도가 전문가를 양성히는 도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묘에 대한장인을 

양성하기 위한 올스도르프의 공원묘지가 운영하는 직업 전문 과정으로 학교기-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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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도르프직엽학교는묘지 정원사과정과조경 괴-정을두고 전자의 경우식물배양 묘지 계 

획·공간계획·토목·녹화 목공 식물 Ocf육·묘지 조경·미화등으로구성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 

도로 및 수로시설 토목·현대기계 ·측량기기 ·잔디 배양 및 이전 ·나무 이전 및 보양·정원 급수 

시설 빛 관리 ‘목재 및 석재 가공 등에 관한 전문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씨 국외사례 



(4) 사례 분석 · RuheForst Rheinhessen-Nahe 58 

φ 위치 및장묘시설특징 

- 독일 남부의 작은 도시 비스바덴에 있는 시립묘지로 1908년에 개관하였다. 

- 규모는 330,700m2로 21개소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 많은 무덤들이 특별한 규정에 따라 역사적인 유물로 보호받고 있으며, 특히, 북부 묘지 전 

체가보호를받고있다. 

- 납골묘뿐만 아니라소목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회장장 

- 벽돌을시용하여 지은 건물로 회장장 외에 봉안담을 따로운영하고 있다. 

@ 정책적시사 

- 100년이 넘는 역사를 기-지고 있는 묘역으로 독일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납골당뿐만아니라수목장림도운영하여,자연친화적인묘역관리에만전을기히-고있다. 

58 부산시설공단. 「2016년 유럽선진장사시설 견학결과 보고」, 2016.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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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 분석 ‘ Konzentrationslager Dachau 

CD 위치 및 정-묘시설 특징 

VI. 국외사례 

- 뭔헨의 위성도시 다카우에 위치한 강제수용소로 1933년 정치범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졌 

다. 이후 제2차세계대전이 발발하자나치는정치범뿐만아니라전쟁 포로나유대인을강 

제로 수용하던 장소이다. 

- 수용소에 군인과 수용소에 수감된 포로들과 관련된 시설이 있고 그 중 독가스실 및 회장 

징L이 남아 있다. 

〈그림 109) 오늘날 복원된 K。nzentra tio ns lager Dachau 화장장 및 독가스실 
(http ://blog. naver. com/ch。ise0807/110186720138 인용) 



@회장징-

〈그림 110) 오늘날 복원된 K。nzentrationslager Dachau 호F장로 
(http://bl。g naver. c。m/ch。ise0807 /110186720138 인용) 

- 벽돌을 시용히여 지은 건물로 현재 복원되어 교육 및 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3기의 회장로가복원되어 있고. 당시 처참했던 현장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있다. 

@ 정책적시사 

- 20세기 초 나치에 의해 자행된 민-행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해 

놓았다. 

- 제2차 세계대전의 부산물로 남은 수용소와화장장을 통해 인권과 생명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한 후손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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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국외사레 

〈그림 111) K。nzen t ra t ionslager Dachau 교육 프로그램 

(http://bl。g nave「 c。m/ch。ise0807I11O186720138 인용) 



(6) 사례 분석 ‘ : Auschwitz Birkenau 

CD 위치 및 장묘시설 특징 

- 폴란드 남부 오슈비앵침(독일어 ; 아우슈비츠)에 있는 독일의 강제수용소로 초기에는 폴란드 

의 정치범을수용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 제2차 세계대전이 발빌송}자 나치는 이 수용소에 정치범뿐만 아니라, 유대인·소련군 포 

로·집시 등도수용하여 강제노동 및 학살을자행되었다. 

-1945년 1월 나치의 패전이 획실시 되자 대량학살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대부분의 건물 및 

막시를파괴했지만, 예상보다빠른소랜군의 진군으로현재의 건물이 남게 되었다.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닌- 후, 1947년 폴란드의회에서 본 수용소를 보존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세계대전과 나치의 잔혹함 속에 희생된 인류의 역시를 기억하기 위해 1979년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잔’으로 등재되었다. 

@ 호}장장 

- 파괴되지 않고 남은 회정-장은 가스실과 운영하딘 건물에 속했고 당시 수용소에서 희생된 

수감자들을 회장하는용도로 쓰인다.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화장장은 폐쇄되었고 현재 폴란드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으 

며. 전쟁의 참상과 생명의 존엄성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책적시사 

-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이 님긴 시설로 역사적 반성과 생맹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 

도록 ‘유네스코 세계문회유산’에 등재된 것은 의의가 있다. 

- 네거티브 역사{N땅1tive I listOiy)인 유적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한 결정은, 후세 인류에게 세 

계대전에서 보여준 인간의 잔혹함과 비인류애적 행동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측면 

에서 긍정적이라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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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 Auschwi tz Birkenau 가스실 및 화잠잠 복합 건물 전경 
(http ://p。znamka.c。m/p。land/auschwitz-。sw1ec1m-camp-facts-ph。l。s 인용) 

〈그림 11 3) Auschwitz Birkenau 화장로 
(http : //p。znamka. c。m/p。land/auschwitz-。sw1ecim-camp-facts-ph。l。s 인용) 

VI. 국외시레 



4) 스웨덴사례분석 

(1) 화장및장사관련법령체계 

스웨덴은 과거 장사관련 법령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1958)」 「장례칙링(1963)」등이 제정되었었 

고, 1990년「매장법」과「매장규칙파로통합되어 신법으로제정되었다. 이 외 관련 법령은「건축 

계획법」 「검시-등에 관한 법J등이 있다. 하위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다. 

(2) 회증L 및 장사관련 행정 체계 

스웨멘의 장시행정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스웨덴 교회를 축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 

다. 중%벼l는 문화부가 주관부서로 기능하며, 이외 환경보호청, 자연보호국 등이 관련 있다. 장 

사행정 지방조직으로 스웨덴 국가교회와 지방정부가 있다. 모든 지역에서 스웨덴 국가교회로 

서 교회위원회와 하부조직으로서 교구와 교구연합회가 매 회장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스톡홀름주와 트레나스주에서는 주 정부와 시 -군이 교회를 대신하여 장사 행정업무를 책임지 

게 된다. 2000년을 기점으로 16세기부터 존속하여 왔던 국가교회체계가 폐지되어 주와 스웨덴 

국가교회간 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국가교회 개혁의 결과, 교구와 교구연합회는 더 이 

상 지방당국의 지위를 기-지지 않으며, 스웨멘 교회도 더 이상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게 된다. 스 

톡홀름시의 경우 묘지위원회는 장례 활동 책임기관으로서 시 행정업무와 매 ·회장 장소 지점 

기타 관련 업무들을관장한다 시 ·군에서는 의회 대신 성직자만으로 구성된 교회위원회가장사 

행정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들 두 시스템간 나머지 하부 행정조직체계는 차이가 없 

다. 다만, 장례 활동 책임자를 스톡홀름과 트래나스 주에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임명히는 반면, 

나머지 지방에서는 여전히 스웨덴 교회의 교구와 교구연힘회가 맡고 있다. 주 정부는 장례활동 

책임자를 견제하기 위해 징-례옴부즈맨을 임명하고 있다. 임기 4년의 장례옴부즈맨은 스웨덴 교 

회에 속하지 않는 비국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장례옴부즈맨은 장사시설 개 

선사항. 장례 요금등에 관한 제안을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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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장및장사관련제도 

@매장및회장신고제도 

스웨덴에서 사망 증명서와사망 원인 증명서는 사망 직후 지체 없이 의사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사망신고가 완료된 후에 매 ·회장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매 회장증명서를 회장 

조}이나 묘지에 제출하지 않으면 시신은 매 ·회장 될 수 없다. 회장유골을 매장히는 경우에도 동 

일한적용을받는다.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관련 제도 

스웨멘에서 매장지는사망자의 시신이나재를보관하기 위해 적절히 조성된구역이나장소로 

서 교회 묘지나 묘지 구역 회상숲{Minneslund) 납골당 납골함 보관벽 등을 규정힌다. 묘지에는 

회상숲 설치가 기능하다. 화장장은 일반 묘지 소유자 및 단체가 계획하고 소유할수 있다. 매장 

지로서 묘지는 일반묘지와 개인 묘지로 구분되는데 일반묘지는 지역사회 묘지로서 조성된 공 

설묘지로 스웨댄 교회의 지역구에 의해 계획되고 소유되며 특별한 경우 꼬문이 계획하고 소유 

한다. 일반묘지에서의 매장권리는사망자의 종교와무관하다. 개인묘지는허가를받은종교 

단체나 재단에 의해서만 계획되고 소유될 수 있는데, 허가 조건으로는특별한 이유가 있고종교 

단체나 재단이 묘지를 유지하고 의무를충실히 이행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 시한부매장제도 

스웨덴에서 매조낸은 15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임대될 수 있고 일반묘지의 경우 영구적인 임 

대가 가능하다. 특정한 임대기간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25년간 임대가 기능하다. 기 설치된 

무덤에 새로 매장을 할 경우 최후 매장을 기준으로 25년 간 임대할수 있다. 매정권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일정한조건 뼈l서 매조L권 소유지는 새로운 임대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 

한조건들로묘소가잘손질되어 있는경우, 임대가묘지의 목적에 맞게 정리 보존된 경우, 매 

장 소유권자가 이전에 매;~권 갱신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매%낸 

은 친척이나 양도자 또는 매장자와 관계있는 자에 한해 양도가 가능하다. 만약 매장권의 양도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자에게 반환되며, 이 때 임대자는 최종 매장지를 기준으로 최소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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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권리를 갖게 된다. 매장권은 임대기간 만료이외에 반환, 몰수, 주정부의 결정 등의 상황11 

따라 사용권 정지가 가능하다. 임대지는 묘지를 제대로 관리할수 없는 상횡11 놓여 있고, 소유 

자가 무덤 관리에 대한 의사전달 한 후 1년 이내에 본 상횡을 보완하지 않으면 매장권이 몰수 

도1 즈드 。1「L
2-「 λA「

@소비자보호제도 

스워l덴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장례 활동과관련하여 매년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스웨덴 

교회에 속히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조벡 요금을 교회세에 포함하여 납부히여야 한다. 이러한 

장례 요금은 일반 묘지를 포함한 국가의 장례 활동에 사용되며. 구체적으로 인건비 ‘ 임대료·운 

영비 시신보관·운반차량관리 장례식등에활용된다. 짚벼l 요금제도를통해모든스웨덴시 

민들은투명하고 공평한장례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즉, 스웨덴의 장례 요금 제도는 소비자 보 

호 이외에 복지정책과 밀접한관련이 있다. 

@환경보호제도 

스웨멘의 주정부는 건강증진과 관련해 매장 시 펼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산골은 그 장 

소가목적에 적합하고재가엄숙한방법으로다뤄질 젓이 명백한경우에민-허기된다. 허가를받 

은사람은주정부가정한시간내에 허가시J행l 띠라재를처리하였다는신골증명서를주정부 

에 제출하여야한다, 화장 시 타지 않은 시신의 부분들은유골 단지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조벼l 종사자교육 

스웨멘의 경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장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로 ‘스웨멘교회묘지회장연맹’은 교회나 시위원회가 세운 회장장의 전 직원을 대 

상으로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 주제는 장례시스템과 법령 관련 괴목을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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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분석 : Sogskyrkogarden 59 

CD 위치 및 정-묘시설 특정 

- 유네스코가 1994년 세계문회유산으로 지정한 스코그쉬르코고르덴 묘지는 1914년 대규 

모 국제공모전을 통해 기본설계가 되었고. 이후 준공되면서 우드랜드(W<XXI Land)라고도 

불린다. 60 

- 공원 내에는 북유럽 고전주의와 그리스식 건축양식을 반영해 조성한 회장시설 과 예배당 

이 있다. 스웨덴에서는 이외에도유명 건축가들이 설계한 친환경 화장장들의 시례가 있다. 

- 매년 All Saint’s Day(만성침 lJ 월 1일)에는 모든 성인과 순교자의 영혼을 기 리기 위한 추모행 

사가거행된다_ s1 

〈그림 114) Sogskyrkogarden의 All Saint’s Day 축제 전경 
(https://c。mm。ns . wikimedia. 。rg 인용) 

59 http: //$@잉~y「koga「den.sic℃kholm.se/in--Bnglish 잠고 

60 안우환 「한국 자연장의 활성화 빙인에 관한 연구」 2008. 껴쪽 

61 안우환 위의 글, 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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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s。gskyrk。garden 화장장 및 납골당 전경 

(https://www.flickr . com/ph。t。s/dieg。terna/6337122264 인용) 

@회장장 62 

- 1940년에 건립된 4기의 호}장로가 운영중이며, 하루 평균 회장 건수는 20건이띠, 회장 후 

분골한다-

- 호냉어l 따른 환경문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1989년부터 수은 분리를 위한 펼터를 설 

치하여 99o/o까지 처리한다. 

- 회장비용은 유촉이 50% 부담한다. 

- 회장시 유족은 참관하지 않으며 회장 후 개별 통지한다 

@납골시서 63 

- 지상 납골시설 ; 회장장의 오른편에 위치한 단순하면서 독특한 형태를 지녔고. 기촉 합동 

납골이가능하다. 

62 조원익. 「우리나라 장묘제도의 개신방안」, 2002. 15쪽 

63 조원익. 우|의 글,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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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납골시설 : l m2 크기의 납골묘에 9기까지 유골함 안치가 가능하고, 평면식 지하납골 

시설에도 묘비를사용하여 일반 매장묘지와 외관상차이가 없다. 

@ 정책적시사 

VI. 국외사례 

- 스웨덴환경딩국은회정에 따른환경오염 방지를위래 환경기준치를계속상향조정하고 있 

으며, 관련 회장시설도 이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최신 설비로주기적으로교체하고 있다. 

- 묘지 및 화장장 시설물을 기획할 때, 자연친화적이고 경관적 아홈다움을 고려한 정책이 수 

반된다. 



3. 아시아 At례분석 

1) 일본사례분석 

(1) 화장 및 장사관련 법령 체계 

일본의 장시 법령 체계는환경위생적 관점의 「묘지 및 매정등에 관한 법률과+「묘지개발 운영 

에 관한 도시계획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외 환경보호와 지방행정에 관한 법령들이 관련 

분야에서 장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위 법령으로 묘지 표준 계획이 묘지시설의 배치 - 설계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들 법령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히여 장사시설 

설치 운영에 적용하고 있다. 

일본 법령체계의 특징으로 @ 장사관련 활동을 국민의 종교적 관례를 존중하고 보건위생과 

공공복지를향상시킬 수 있도록목적에 두고 있다. @ 보건위생 차원과장사시설 설치기준에 관 

한 기술적 차원(도시계획법, 묘지표준계획)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 

어 있다. @ 중앙정부의 법령은 장시행정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지침은 지방 

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그 지역의 풍습이나관습 및 기타상황 

에 맞게 적절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 최근 정사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이기주의와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한 예로, 동경도 조례 

를 보면, 징-사시설 설치에 대해 예정지 표식설치 및 설명회, 주민의견 검토 등의 규정을두고 있 

다. 그리고 「회장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삭감 대책 지침J을 제정히여 각종 대기오염의 허용치를 

규정하고있다. 

(2) 화장 및 장사관련 행정 체계 

일본의 장시- 행정 체계는 후생노동성을 주축으로 횡적으로는 다른 중앙부처, 종적으로는 지 

방자치단체와 협력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장사행정의 주관부처로 후생노동성의 기능은 ‘영속 

성, 비영리성, 필요성이라는 3대 이념에 입ζ념}어 지방자치단체가풍속등지역특성을고려하 

여 묘지 행정을 구현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크게 축소되었다. 묘지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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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허기권은 법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시무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후생노 

동성은 소관 법률의 제 · 개정괴-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문의시항 처리 등 업무에만 치중 

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사행정 인력 구조가 취약하며 수행업무 중 장시-업무눈 10%에 불과하 

다. 후생노동성은 지빙-자치단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목적으로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987년부터 묘지문제검토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외 장사행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중앙부처는 건설성과 환경성이 있다. 건설성에서는 묘 

지 개발 및 배치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와 관련 ‘묘 

지계획표준‘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고 있다 환경성은 회장징에서 배출히는 다이옥 

신 등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사행정체계에서 기장 중 

추적인 역할은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서 이루어지며. 도도부현이 장사시설 설치 허가 등 

의 실질적인 당사업무는 기초자치단체(시정촌)에서 수행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 

례 개정과 정책수립 방향등에 관한 결정을 위해 연구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문회의를 수시로 개 

최하고있다. 

β)회장및장사관련제도 

@매장및회장신고제도 

이본에서는 모든 사망의 경우 시 구-정 ·촌에 신고해야하며 매 ·화장 허기증은 별도 절차로 

진행된다. 유골 매장을 위해서는 묘소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사망신고서 내용은 

사밍F에 관한 일반 정보와 의료건강정보로 구분되며, 일반 정보에는 매장 또는 회정에 관한 정보 

를 포함한다. 사밍- 등록이 완료된 후 사망 등록 기관에서 시신 처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시신 

처리가 기능하다. 매장 장소 책임자, 장례지도사 등은 허기증에 사인하고 매장 또는 회장 일자 

를 기록하고 그 허기증의 첫 번째 사본을 매장이 일어난 장소 내의 지방등록원에게 제출히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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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관련 제도 

일본에서는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 묘지만을 허기-한다. 시절묘지로서 시원묘 

지는 묘지가 부촉한 경우 허가하며, 영리법인에 대해 묘지사업의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 

영묘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공익법인을 포함한 지방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묘 

지로서. 최근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회장장은 경영 주체에 따라 공영 화 

장장괴- 민영 회장장으로 구분되나. 최근에는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공공에 의해서만호냉장 설 

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묘지 배치 기준으로 시가지로부터 1시간 이내 도달거리, 토지 취득 

관리 용이성. 확장 기능성, 녹지공간 배치 가능, 주요 도로와 철도 등과 접경하지 않은 위치. 묘 

지 내 회장장 설치 불허, 필요시 타 지벙「자치단체와공동 건립 등이 규정되어 있다. 

묘지 설계 기준으로 @ 토지 상황 묘지 종류 관리 경영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되, 묘소 면적 

이 전체 면적의 1/3 이하 @ 분묘 1기당 점유 면적은 4m2 이상‘ 묘지 내 통로는 폭 2m. ® 필요 

에 따라종파별 매장 고려 @ 장례식장 그 외 시설을 묘지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묘지를통괴하 

지 않고서도 입구에서 직행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경기준으로는 기존 

풍경을 보존히-며, 굉장, 휴게소, 분수, 회단 등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묘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은 시「무소, 휴게소, 주차장 등이며, 이외 필요에 따라 장례식장, 납골당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동경도에서 규정한 납골당 구조 설비 기준에는 내화구조, 불연 재 

료 이용, 환기설비. 출입구‘ 방화호, 납골 장치 등이 포함된다. 동경도 회장장 설치장소 기준으 

로는 주택 등으로부터 250m 이상 거리가 있으며, 공중위생상 지%}이 없는 곳으로 제한하고 있 

다. 그리고 회장장의 구조 설비 기준으로 회장로 3기 이상, 회장로 방진 및 방취 장치‘ 수골실, 

사체 보관실, 보관시설, 잔회고, 관리사무소. 대합실, 회장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한부매장제도 

일본의 경우 시장경제 원리에 띠라 제도적으로 시한부 매장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그러 

나 일부 시설에서 매장 또는 분묘 사용의 기간을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납골묘 

중 지생시설은 30년간 계익h하되 갱신이 가능하며. 벽형시설은 영구분양되고 있다. 납골당의 경 

우, 묘소 선택 이전 단기간의 유골 보관을 위한 임시 수장시설은 예정된 기간만시용 기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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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장기 수장시설은 일반적으로 30년 단위로 계약 

을연징-할수있다. 

@소비자보호제도 

일본에서는 장사시설의 도산이니- 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상시적인 시-후 감사 제도도 없다. 다만, 시설허가 조건으로서 재정적인 조건, 경 

영자의 적격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장사시설을 변경 및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 

사의 허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사시설 사용료는 법령이나 행정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정 

한 규정이 없이 경영Z까지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영 묘지의 경우에 고정싹f 평가 

금액에 연동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보호제도 

일본에서는 최근 「회장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삭감 대책 지침J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화 

장장 시설운영 기준, 연소시설 및 집진기 설치 기준, 배출가스농도 기준, 잔골회 및 집진회 처리 

기준등이 포함된다. 그리고자연파괴방지와녹지보전의 관점에서 각현의 조례 등에서 대규모 

묘지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개발 허기- 시 녹지비율을 높이도록 의무화 히는 등의 엄격한 규 

제를도입하고있다. 

@ 님비(NLMBY, N。l In My Back Ya rd)64 대처 제도 

일본에서는 장사시설 설치와관련한 님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빙싼으로「매장 묘지 등에 관 

한 법률」에서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 수립 단계부터 결정 공시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 

정을 공개한다.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빙의회의 심의 괴정을 

거치도록하고 있다. 님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장사시설 이용료에 시설 입지 지역 주민과타 지 

64 쓰레기장이나 화장장, 핵폐기장 원자력 발전소 따위와 같이 공해나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시설물의 설치에 대 

해서 그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자기 주거 지역에서만은 안 된다고 히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나 경항 ‘나의 

집 뒷마당은 안 된다’라는 뜻의 영어를 줄여서 만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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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민 긴에 차별을 두기도 한다. 2001년 1월 일본 동경도에서는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조 

항을 조례에 신설하였다,65 

65 장사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정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은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설 신정자에게 인근 주민등과 협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인근 주민 등의 의견으로서 인정되는 경우는 공중위생 그 외 공공의 복지 관점으로부터 

고려해야 할 의견 장사시설의 구조 설비와 주변 환경과의 조회에 대한 의견 장사시설 건설공사의 방법 등에 대한 의 

견이 포함 된다- 지사는 협의과정 등을 거친 경우 인근 주민 등의 의견이 현저히 부S「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설치의 

취지를공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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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분석 코λ171야장제장(따유파濟場)66 

@ 위치 및장묘시설 특정 

-묘시기야에위치한디. 

- 2002년 PFI (Private Fi따nee Initiative) 실시 방침 발표하고 이듬해 제안서 공고 및 사업자 

(SPC . Special Purp。se c。mpany)와 계익뇨을 체결했다. 

- 2005년 회정장이 준공되어 서비스를 개시했다.(월독시‘ 길천시 동 3개 지자체 공동시설로 장제 

장. 화장로, 유가족 대기실‘ 휴게실, 동불화장로1기). 

- 시설규모 ; 부지면적β2. 200퍼, 건축면적(10,380m') , 회장로 1471, 장제식장 4실 

@회장장 

- 미이;모토社에서 제조했으며 연료는 도시가스를 시용한다. 

- 주요 설비로 주연소로, 촉매탈치기, 집진기 및 탈취설비 등을구비한다. 

〈그림 116) 코시가야 장제장 호R당장 전경 
(http :/ / www s。gi-annai. c。m/saitama/place/k。shigaya . html 인용) 

66 http: //www.city. kα에gaya.saitaπg jp 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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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7) 코시가야 장제장 화장로 내부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선진외국 장사시설 등 현황조사 공무 국외혈장 귀국 보고서」, 2013. 인용) 

@ 성공요인 

- 도로 등, 회장장 운영에 대한 주민 침여 보장, 인근 지역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개빌했다. 

오히려 지가가상승했다. 

- 회장장 운영에 대한주민 참여 보장 및 정보공개를 장려했다. 

-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역 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한다. 

- 시 당국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에 의해 사업지를 벤경하지 않고 대주민 설득작업을 지소 

한다. 

@ 정책적시사 

- 인근지역에 대한종합개발계획을수립하여 개빌녕}여 지가를관리한다. 

- 사업지가 선정되면 변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사업 추진한다. 

-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 죠배; 주민 참여를독려히여 일정 범위 내 주민 결정을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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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 분석 ; 야고토영원제장(八事鼠l값l齊場) 

@ 위치 및장묘시설특정 

191 5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니고야T!J에 위치한 일본 최대의 회조L장 시설이다. 

- 니-고이=에 있는 유일한 회장시설로 주변 도시의 회장수요인구도 흡수히는 역힐을한다. 

@ 회장장 

VI. 국외사례 

- 총 46기(일반써기. 애완동물용 2기)의 회장로가 기동중 

- 회장로는 열효율이 비교적 낮은 대치식 화장로를시용하고 있음. 

〈그림 118) 야고토영원제장 화장로 
(htt p://davic。 t ist。ry. c。m/94 인용) 



@ 성공 요<? l 

〈그림 119) 야고토영원제장 납골당 
(http: //davic。 tist。ry. c。m/94 인용) 

-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통해 티협점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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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례 분석 ; 요코하마북부제장67 

@ 위치및장묘시설특정 

- 일본요코하마시 미도리구에 위치한 현대식 화장시설로 요코하마df에서 운영 중이다. 

- 요코하마시에서는 동서남쪽에 도츠카장제장 구보이마 장제장, 남부정체장 회장장을 운영 

해 오다가향후급속히 진행되는고령화사회의 회장수요를충족시키기 위해 ‘장제장정비 

검토위원회’를 조직하여 부지선정 및 회장장 건립 등을 검토하고북부제장을 건립하였다. 

- 시설 규모; 부지면적(90,330m2) , 연건축면적(20.048m‘), 회장동 및 대합실 

@회장장 

- 총 167] (후단설비 8기68)의 회정로가 기동 중이다. 

- 화장로의 연료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설치 벙식은 열효율이 비교적 낮은 대차식 

호l장로를 시용하고 있다. 

주요 설비 ; 주연소로, 촉매탈치기. 집진기(백필터) 및 탈취 설비 등 

@ 성공 요인과 정책적 시사 

- 일본의 급속한고령화사회 진입에 빚추어 지역주민의 적극적 침여를유도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설계 및 건축을 진행하였다. 

- 저렴한 이용료로 주민들의 화장장 이용에 대힌 진입장벽을 낮췄다. 

@ 정책적시시-

- 주민들의 수요 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주변 환경에 어울리도록 현대적 건축물로 건설하여, 기존 회장장의 혐오시설이라는 이미 

지를극복했다. 

- 건립 후 운영시 주민 참여를독려하였다. 

67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r선진외국 장사시설 등 현황 조사 공무 국외출장 귀국 보고서J 2013. 6∼9쪽 

68 후단설비는 2기 1 열로 배치하여 실제 화장로는 1회차당 7기만 가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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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i톨품결룰훌캘펠, 

1. 문화유산 원형(原形) 고증 

1) 타 지역 사례 분석 :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 유엔군 매접 시설 

유엔군회장장시설의 멸실된 건물 상층부에 대한 원형 고증을 위해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에 

소재한 유엔군 건립 현존 건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건물은 경기도 포천시 관인여 

탄몽리 653-9번지에 위치해 있다. 대상 건물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마을의 배경을 실펴볼 필요가 

있다. 관인띤틴-동리 지역은 6·25전쟁 이전에는인적이 없는 황무지였는데, 이 지역을북한으 

로 부터 수복한 이후 유엔군이 이곳에 계획 미을로 조성한 것이 현재 마을의 시초이다 휴전협 

정이 체결된 1953년 후반에 유엔시령부 8군단 신-하 미9군단에 의해 조성되었다. 

포천시관인언 틴동리 유언문매점 시설 

1 953년 ∼1954년 추정 

뮤엔사렁부8군단~하 미9군단 

472m' 

국유지 

목조트러스구조 

‘」’자배치 맞배 박공자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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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 유엔군 매점 시설 지붕 평먼 및 배면 

대상 건물은 군인들을 위한 매점으로 지어졌는데 기초부터 지붕까지 비교적 옹전하게 남아 

있어 연천 유엔군회장장시설의 유실된 벽체 상부와 지붕 기구를 유추히는데 좋은 자호로가 된다. 

세부적인 건축 요소는 치아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축조 기법에서 공통된 점이 많아 벽체 

민- 님-oj- 있는 유엔군회장장시설의 복원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된다. 

(1) 건물의 배치 

꺼물은 ‘-’자형 맞배지붕집의 한쪽 끝단에서 직각으로 꺾인 박공지붕이 두 번에 걸쳐 튀어나 

온 형태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완전하지는 않지만 ‘L’자형 맞배집에 가깝다고 볼 수 있 

다. 평변에 대해서도 실펴보고 싶었으나 현장 여건상조사가불가능하였다. 

(2) 건물의 기초와 벽체 

건물의 기초는 지표에 피묻혀 확인할 수 없었으나 건물의 규모와 당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온통 기초일 기능성은 낮아 보이고, 벽체를 따라 철근콘크리트 줄기초를 설치하였을 것으로 판 

단된다. 벽체는 하단과상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단은 조적식으로 20∼30cm 내외의 막 

도을 두겹으로 쌓았는데(박돌 허든층 쌓기) 돌과 돌 시아에는 모르타르를 발라 벽체를 세웠다. 상 

단은 전통 건축의 벽체 조성 방식인 심벽으로 조성하였다. 69 벽체 중죠벼l는 1.2rn 간격으로 폭 

69 기둥 중심을 기준으로 골조를 도드라지게 만든 벽체로 인방이나 주신 사이에 중깃을 세우고 츰츰히 윗대를 얽은 후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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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포전시 관인면 탄동리 유앤군 매점 시설 측면 벽체 전경 

이 9. Scm인 사각 목조 기둥을 세웠는데‘ 기둥의 하부는 조적 벽체에 숨겨지고, 상부는 노출되 

어 있다. 공정 순서대로 정리하띤 각형 기둥을 세운 후 기둥과 기둥 사이 하딘에는 조적벽으로 

기둥을 감싸고, 상부는 기둥이 노출되도록 기둥 폭보다 앓은 판벽이나 흙벽으로 마감한 것이 

다. 목조 기둥의 하부가 벽속에 감춰진 이유는 짧은 처마로 인해 목조 기둥 히부가 빗물에 노출 

되는 것을 빙치하기 위함으로 핀단된다. 

으로 벽을 치고, 외를 엮어 표면에는 사벽이나 회벽으로 마감한 벽이다 현재 남아 있는 심벽이 원래의 벽체인지, 후대 

에 수리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우형 소장님의 견해는 현재 상부 벽체는 후대에 수리한 것이고 원래는 목재매 

널벽이나 판재을 부착한 벽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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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호와문 

칭-호나 문은 후대에 새롭게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창호틀과 문들은 그대로 님이- 있 

는데, 창호의 경우 기둥시아 상 하 인빙을 두어 창문들을구성히였으며. 문 역시 기둥을분틀로 

심고 상맨l 인방을 걸어 문틀을 ~들었다. 문은 여닫이 문이고. 재료는 판문(씨꺼)이었을 기능 

성이높다. 

〈그림 122) 탄동리 유맨군 매접 시설 출입문 

(4) 지붕트러스와박공 

기풍 상부에는 기퉁과 기둥을 연결하는 인방을 걸어 기둥을 집아주고 있으며. 기둥열과 기둥 

과 기둥 시아 벽체의 중심에 맞추어 지붕트러스를 설치하였다. 트러스는 비교적 경량의 목재 

- 사용히여 틀을 구성하였는데. 그 구조 또한 단순한 구조이다. 왕대공{King po,.,t)과 측기둥{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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麗」
@ 박공부 상세(판재를 서|로방항으로 설치) 

@ 치미 상세(핀재로 마감) 

@ 트러스 단부와 배치(600mm 간격) 

@ 지뭉트러스세부 

〈그림 123) 탄동리 유엔군 매점 시설 지붕부 

ro.-,t)이 없이 대각선 부재인 버팀보(stru t )로만 구성되어 있다. 트러스 위에 널판재(폭 30cm, 두께 

:3cm 내외)를 수평방향으로 총츰히 배치한 후 그 위에 지붕 마감재(함식슬레이트)를 경사 방향으로 

설치하여 마조}하였다. 트러스의 끝단은 기둥열에서 돌출되어 처미을 형성하고 있는데, 트러스 

와 트러스 시이 공간(처마 밑)은 널핀채를 부착하여 o]-좌L하였다 지붕의 빅공부 처리가 이체로운 

데. 박공지붕 경사면이 끝니는 높이(트러스 끌단)까지 판재를 세로방향으로 연달아 붙여 놓았는 

데. 전통건축 맞배지붕의 측면 풍판의 구조와 유사하다. 다른점은 벽체에 붙여놓있다는 점인 

데. 이 판재는 박공부의 경사면을 마김하면서 동시에 지붕 안쪽공간으로 비바람이 들이치는 것 

을막기 위한건축기법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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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h계서 연천유엔군회장장시설과동시기에유엔사령부산하의부대가지은탄동리유엔군 

매점 시설을 살펴보있다. 이 집의 특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우선, 규격화된 목재(기둥재와판 

재)를 사용한 점을 들 수 있다. 구조재로 사용된 판재와 각재의 경우 공장 생산품처럼 그 규격이 

일정하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건축 형식이다. 조적벽면이나 지붕 박공면의 처리에 

서 보이는 처리 방식은 차라리 유럽의 그것과 더 기깝게 느껴진다. 70 셋째 건물의 마감이나 외 

장재의 처리 등으로보았을때 시간과정성을충분히 들여 지은집이라보기는어렵고, 짧은시 

간 시급히 지은 것이 보인다. 

연천 유엔군회장장시설과공통점을 두 가지 발견할수 있는데, 첫 번째는 9.5cm 내외의 목조 

기둥을사용한 점을들 수 있다. 유엔군화장장시설에서도 조적벽 중간동일 간격으로 9.5cm 크 

기의 기둥 자리가 확인된다. 두 번째는 주변의 막돌을 이용해 하부 벽체를 조성하였다는 점이 

다. 유엔군화장장시설에서 상부 벽체의 흔적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은 탄동리 유엔군 매점 

시설처럼 흙벽이나 목재판벽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듯 두 건물 사이의 공통점 

을근거로 히여 초보적인 고증 검토를 해보고자한다. 

70 건축 앙식에 대한 별도의 심층 연구가 뭘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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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군화장장시설 원형 고증 

〈그림 124) 연천유엔군호또f잠시설 벽체, 창호, 문위치도 

(1) 건물의 기초와 벽체 

φ 건물의기초 

건불의 기초는 벽체 하부를 따라 폭 350cm 정도의 콘크리트 줄기초임이 확인되었다. 특징적 

인 것은 벽체가 없는 건물 내부에도 종축 방향으로 줄기초가확인된다는 점인데 이는 건물의 기 

초기- 뒤틀리는 것을 빙치히-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하부벽체 

벽 두께는 33αη. 잔존 높이는 140cm이고. 막돌{비교적 예리한 한석)을 양쪽으로 쌓으면서 중심 

에는 시멘트몰탈로 채워 넣어 부착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벽체 안쪽에서 확인되는 무수히 많은 

각형 홈ts∼5cm 내외의 각목윤 수평으로 끼웠던 흔적)은 벽체를 세우기 위한 거푸집을 설치했던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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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보존및휠용 

률훌혹; 석혹역의 하충을 거푸집에 붐산지지시키고 
성아진 돌률이 경화하기전 흩러버리는 것을 
방지하는역힐추정 

거푸집에 의한 경화하기전의 석혹벽 지지 

〈그럼 125) 하부 조적벽체 촉조 개넘도 

으로판단된다. 

@상부벽체 

목조 비닐핀벽이나 심벽으로 추정되나 알 수 없다. 

비닐판벽을 적용한다. 높이는 하부 벽체보다 높은 

1.4m 이상으로 판단되는데, 전체 비례로 보아 1.6111 

로적용하고자한다. 

@ 기퉁 : 두꺼l 9.5cm 내외 기둥 간격 2 . 1∼2.2111이 

고, 기둥의 높이는 벽체의 높이와 같아야 하므로 인방 

두께를 뺀 2.8111를 적용한다. 

〈그림 126) 언천 유엔군화장장시설 원형 벽체 단먼 상서|도(안) 



(2) 창호와문 

@창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창호가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창호의 폭은 2.0m, 높이는 1 .0m를 적 

용하였다. 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흔적은 남아 있으나 그 구조는 알수 없다. 

@문 

시신을 운구하고 징례의식을 치러야히는 공간이므로 양쪽 여닫이 문을 적용하며, 기둥이 문 

틀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폭은 2.0m 내외로 한다.(폭 1.0m 두짝) 

G) 지붕골조와빅공부 

@ 지붕구조 

님아 있는 흔적이 없어 알 수 없으나 탄동리 군 매점과 마찬가지로 기둥에 트러스를 올린 구 

조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처마 내민 길이까지 고려하면 최소한 14111 정도 되는 길이의 트러스 

늘올려이= 히는데,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왕대공트러:0'} 좀 더 인-정적일 것으로 판딘펀다. 

@지붕마감재료 

지붕 마감 재료는 중량이 비교적 중량이 가벼운 함석슬레이트나 이외-유사한 지용패널(당시의 

자붕재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멸요하다.)로 가정하였다.71 

@ 빅-공부 

박공부는 탄동리 군 매점과 같이 판재를 세로방향으로 잇대어 붙이는 방식으로 지붕 단부를 

마챔배 트러상}외기에 노출되지 않도록한다. 

71 지붕 마감 재료에 대한 별도의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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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굴묵과회장로 

φ굴묵 

현재 남아 있는 조적식 굴묵 최상단에 원형 철재관어 남아 있다. 굴묵의 높이 높을수록 화력 

이 좋아지므로 현재 님아 있는 굴뚝 상부에 원형의 철재 굴묵이 높이 솟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회장로 

님아 있는 굴묵 전면의 회구 주변은 표면이 매끈하게 마감된 시멘트블럭 쌓은 것이 확인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처리 한 것은 화구 전면에 화장로(火罪탱)가 설치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한 

다. 회구와화장로에 이격이 없어야연기가실내로유입되는것을막을수있기 때문이다. 굴묵 

과화구 전면에는 최소 시신의 신장보다 긴 회장로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유엔군회장장시설의 공간구성 추론 

최근에 지어진 회장장은 장의실과 대기실, 관 보관실, 소각로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전쟁 

이 한창벌어지고 있는상횡11서 이러한공간을모두갖추고 있었을것이라고는생각지 않는다. 

또한 전시상황11서 유촉도 없이 진행되는 회장의 경우 좀 더 급백}게 진행되었을 것이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장의실 대기실 등의 회장장 실(室)구성은 최근 들어 정착된 것 

이고, 서양의 회장문화와도 크게 다르다. 

보통 서양의 회장징에는 유촉 등이 대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대기실이 별도로 필요치 않 

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화장장은 철저하게 작업의 효율성을 중심에 두고 설계히는데, 서양 

의 회장장 시스템은 회장로를 미리 가열히여 둔 상태로 화장로 문을 열고 관을 넣으면 노뼈 안 

에 들어가자마자 회장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이러한 회장 시스템은 조작이 간편하고 회장 시 

긴어 단축되는 이점이 있다. 또한 서양의 회장로 대부분은 주연소로에서 재연소로끼-지 모든 설 

비가 하니-의 구조물{캐비닛) 안에 같이 설치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는 단순한 모습을 하고 있다. 72 

72 박태호(짜읍浩), r효댁일생의례사전」‘ 「화장장」. 국립민속박물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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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연천 유앤군화장장시설 A동 원형 단먼도(안) 

이러한 내용을 유엔군호냉장시설에 대입해 보면 굴뚝이 있는 ‘A동 건물’은 회장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회장공간으로 추론해 볼수 있다. 많은 양의 시신과관을 질서 있게 보 

관하고, 차례에 따라 쉽 없이 회장을 진행했다고 가정할 때 그 공간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동 

선과 보관 장소를 생ζL하면 그리 넓은 공간도 아니다. ‘B동 건물’은 ‘A동 건물’과 실내에서 연결 

은 되어 있지만, 간이 벽체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B동 건물’은 화 

장장으로 가기 위한 전실(前室)이었을 것이며, 시신을 깨끗이 정돈하고 관에 입관하는등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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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콘텐츠기획농반 

1) 콘텐츠기획 개요 

연천군을 비롯한 경기 북부에는 6 · 25전쟁과관련된 문회유산이 산적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 

상이 되는 유엔군화장장시설은 그 중에서도 철저히 추모를 목적으로 건립되었다는 점과 국내 

유일하게 님-o}있는 6·25전쟁 회장장이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 

유엔군회장장시설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시도할수 있는 콘댄츠 기획 

은 ‘공간적 구획’과 ‘적용 대상 확장’에 띠라 다OJ°하게 적용되어 진다. 공간적 구획이란 점적(폐l떠) 

활용, 선적(趙的) 활용, 면적(때l’'J) 활용과 연관되어 진다. 적용 대상 확장은 콘벤츠 기획에 있어 

서 단일 문회유산에서 추출되는 2차 문화자원까지 고려히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인물 자원, 

스토리 자원(구술채록자료퉁) 등을들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문회유산을통해 전방향의 활용 빙

안고려가가능하다. 

히-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콘댄츠 기획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성원의 범위가 바로 그것이다. 소위 세련된 콘댄츠 기획을 한다고 해서 넓은 범위의, 넓 

은 계층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콘댄츠 기획에 앞 서 ‘문회원 

형’에 대한이론적 천측L을통해 도빼문화팎앤l 내포되어 있는관념적 가치를파책}어야한다. 

다시 멜H.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으로 대변되던 문화유산어 일정한 고려가 시도된 콘텐츠 기 

획을 통해 다른 많은 지역 구성원의 감성과 상응하는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문회원형’과 ‘대리표상’에 대해 살펴보고 유엔군회장장시설의 관념적 가치를 고찰 

해 본다. 이후 다%댄f문회플랫폼에 적용한콘텐츠 기획(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문화원형, 대리표상 

‘문화는 인간의 사고와 행위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되는 다Oef한 표현물의 총체를 일걷는다. 

이는 일반적인 정의로, 레이먼드 윌리암스(Raym。ncl Williams)의 주장처럼 정의 내리기 어려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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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궁하고 다원화된 구성요소를 포괄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문회를 인간의 시고외- 행위,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되는 다%댄f 표현물의 총제라는 포괄적인 개념에 입ζ녕}여 서술하도l자한 

다. ‘원형’은 보다자세한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상 인간의 모든 행위의 총체로씨의 ‘문화’ 

를 논할 때, ‘원형’은 문화의 복잡하며 광대한 통 안에서 인간 사고의 보편성을 추출힐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형의 개념은 주로 분석심리학자나 종교학자들에 의해 구성되어 왔다. 분석심리학자인 칼 

구스타브 융-(Ca rl Gustav Jung)은 원형을 ‘집단적 무의식(C이le다ive Unconsci。us)’에 보편성과 특수성 

을 엮어 설명하였다. 융에 따르면 인류 문화의 보편성은 집단적 무의식 속에서 원형으로 존재 

하고 있으며, 한종족의 전통적인 규범이나 교육 등을통해 의식적으로 표출된다고 설명한다.73 

또한, 종교학자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cle)는 융이 제시한 집단적 무의식의 개념을 받F아들 

이면서도 인간의 삶과 심리의 준위를 나누고 ‘초의식(Tt낀nsconsc iou서’이 신화나 종교적 상징체계 

로 투영된다 하였다. 74 융이나 엘리아데는 원형을 설명할 때 ‘집단적 무의식’이나 ‘초의식’이라는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인간 무의식에 보편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관념적 개념을 원형 

으로보았다는점에서는공통점이 있다. 그리고보편적 무의식은특수성이나상징체계를민-나 

구체화된다는 것도상통히는부분이다. 

위의 설명괴- 같이 문회원형은 인간무의식 내면에 존재히는 ‘집단적 무의식’이다. 내면으로 표 

출되어 있는 유엔군화장장시설에도 내포되어진 관념적 의식들이 존재하며, 이는 층층이 존재 

하고 있다. 가장 깊숙이 담겨 있는문화원형의 예를들어 보면 ‘존엄성’, ‘숭고성’, ‘잔혹성’등을들 

수 있겠다. 이외 같은문회원형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기능해 진다. 조금 더 올 

라가서 보띤 ‘동족상잔의 애잔함’, ‘6·25전쟁의 잔혹함’, ‘유엔군 참전의 의미’등이 꼽아지는데, 이 

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의 공감대를끌어낼 수 있다. 이는 표면으로올리올수록 범위를줄 

일 수 있는데, 연천 군민들의 특정한 공감대 형성도 기능하고, 동이리 주민들을 특정한 공감대 

형성도기능히-다. 

73 칼구스타브융. 한국융연구원C.G.융저작번역위원회 역 「원형과무의식 융기본저작집 2」 슬 2002. 105∼107쪽 

74 김재영 「칼 융과 머세아 엘리아데의 종교이해에 관한 비교연구-원형이론을 중심으로」, r종교학회」 17. 효팩종교학회, 

1999. 27∼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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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지면 문회원형은 인간 무의식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집단적 무의식’이며, 이는 인긴-의 

기본 욕구75에서의 근원(近遠)에 따라 공감대 형성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문회원형은 

관념적 개념이기에 이를 표면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매개체가 펼요하디-. 이 때문에 대리 

표싱f험멍表없)76이라는 용어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대리표상은문화적 소산으로그형태는유·무형, 혹은문화적 경관그자체가펼수있다. 문 

호}원형과의 큰 차이점은 직접 경험이 기능하다는 것이다. 대리표잉배는 관찰자 개개인의 경험 

적인 인지와 별개로 넓게는 인류공통의 집단적 무의식이 좁게는 민족이나 지역 단위의 집단적 

무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는 원형에서 비롯된 문회적 보편성, 즉 무의식의 의식적 

규범회에 영향을 받은 문화적 소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리표상은 문회원형을 

기반에 둔 문화지원 전체와 합치되는 용어로 생각된다. 뒤에 문화자원의 개념을 다시 설명하겠 

지만본고에서는문회원형의함의 즉보편성을담은유·무형 혹은문화적경핀을대리표"-J-_으 

로 보고, 기존에 쓰이던 용어인 문화자원(유엔군화장장시설과 2차적 문화지원)과 벙치하여 시용하고 

자한다. 

3) 문화원형, 대리표상, 문화기획 

그렇다면 국내 문화산업에서 다소 꾸준히 사용되던 문회원형이라는 개념이 위와 같은 개념 

정립과 함께 고찰됐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부정적이다. 문화원형이 국내 문회산업에 공식적으 

로 등장한 것은 1999년 제정된 「문회산업기본법』이 2002년 개정되면서부터이다. 이 당시 해당 

법 31조 8·10항을 살펴보면 문회원형을 문화~J이나 민속자원, 설화 등과 등치시키며 문첼f 

업의 원천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2006년 다시 개정을 거쳐 문회원형을 박물관· 미술 

75 에01브러햄 매슬로우(Abraham H. M영α씨는 1943년 발표한 논문인 「인간 동기의 이론(A theo「y of hu때n m。'tivation)」어| 

서 인간욕구 단계를 소개했는데, 이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공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구분되어 진다 앞에 있는 것일수록 인간 본연의 욕구에 가w각고 볼 수 있다 

76 대리표상은 지그문트 프로01트(Sigmund Freud)가 소개한 용어인 ‘표상대리’와 일정 부분 유사하다‘ 그의 논문 「무의식 

에 관하여」에서 표상대리에 대해 .본능은 결코 의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본능을 대변히는 표상(대레만이 의식의 대상 

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며 “심지어 무의식 속에서 어떤 본능도 표상에 의하지 않고서는 표현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본 

고의 대리표상이 집단체 무의식 속에서 존재하는 문호떤형을 표먼으로 끌어올려 직접 활용이 가능한 대상이라는 개념 

에서 활용되어 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프로히트가 말한 표상대리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지그문트 므로 

이트, 윤희기 외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프로이트 전집 11 」, 열린책들 1997.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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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등에서 기 수집하고 있는문회유산데이터베이스자료라표현했다. 2016년 이래 현재까지는 

문회원형을 흐낼자료니- 역시짜료와함께 배치시켜 마치 즉각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리하자띤 국내 문회산업에서의 문화원형은 ‘원형’으로서 갖는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대리표상’을 지칭히는 용어로 쓰인다. 

용어야 어찌 되었건 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사고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r문회산업기본법」에서 사용하는 문회원형(문화유산, 민속자원, 설화, 박물관·미술관 

소장 데이터베이스 자료. 희솔자료, 역사자료 등) 즉 대리표상을 조사·보존·활용의 유용한 대상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해당 법에서 간과하고 있는 집단적 무의식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 

제로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진행되는관련 문화산업이 최근들어 하향세를 타고 있는 이유로 대 

리표상 안에 담겨있는 문회원형에 대한존재 인식 부재나 이해 부족으로 집단적 무의식과구성 

원의 공감대를관통할수 있는문화기획이 수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화원형은 ‘집단적 무의식’ 즉 ‘집단’, 혹은 일정 범주의 공동체의 공통된 사고방식에서 발현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체의 범위는 인류 전체, 혹은 민족이니- 국가, 도시 단위가 될 수도 

있다. 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g봐 진출하고자 히는 시장과 기능성이 담보될 것이다. 

그러나 문회원형은 보편성이지-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가시적인 소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을 내재한것으로생각되는대리표상, 즉문화자원이 필요하다. 문화지원은유·무형 혹은경관 

적인 형태로 현재에도 직접 경험이 기능하며 직접 활용이 어려운 문회원형이 표출된 것이다. 

이 문화자원은 다Ocf한 문회플랫폼을 만나 문화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때 대리표상을 뛰어 

넘어 문회원형을 관통히는 문화기획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공동체 무의식 심처에 위치한 공감 

대를 지극히여 시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문화원형에서 비롯된 문회상품을 기획하였을 

때, 공동체 안의 개개인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꼭 해야만 히는 의무이자 자발적인 참여로까지 

전회될 수 있는 것이다.η 

Tl 신장희 오| 「문호떤형의 개념과 범주 전통문화 기반 문회뭔형을 중심으로」. r글로벌 문화콘턴츠학회 학솔대호|」‘ 2016‘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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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플랫폼종류 

문화플랫폼 유형을 구분히는 단초 

는 r문화산업진흥기본법옆에서 찾았 

다. 문화기획들이 모여 도시브랜딩이 

구축된다고 할 때, 도시의 내외부와 

소통히는 도구는 결국 정제화된 문화 

상품과 상당히 유사할 것이기 때문이 

다. 「문회산업진흥기본법J은 안에 제 

시되어 있는 문화산업의 구분 기운데 

’ 중복되는 부분의 첨삭을 거치면, 축 
제콘텐츠, 영상콘벤츠, 출판콘벤츠, 

전시콘벤츠,교육콘댄츠,공연콘댄 

츠, 테마파크콘벤츠, 기념물콘벤츠, 

캐릭터콘텐츠, 문화지도콘댄츠 등의 

문회플랫폼을 추출해 낼 수 있다. 다 

음은 각각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설 

명이다. 
〈그림 128) 문화원형-대리표상-문화기획 모식도 

축제콘댄츠는 ‘기원하다’라는 의미 

의 ‘축뻐)’과 ‘제사지내다’라는 의미의 ‘제(쩔)’가 포괄하여 표현되는 문화현싱이다. 현대에 연희되 

78 이 법에서 문화산업은 문호}싱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영화비디 

오물과 관련된 산업,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 제외)광고공연미 

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카공개발제 

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등과관련된 산업, @문화상품 

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전자산업발전법」 제2조와 관련 산업 제외), @위의 

해S「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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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축제의 특성에는 ‘제의성’, ‘유희성’, ‘비일상성(ξ얘 체험)’, ‘특수성(지역성)’으로 나누어진다. 79 

제의성은과거 축제에서 가장중요시 되어오던 특성으로 현대의 축제에서는 전통계승형 축제나 

종교관련 축제에서 아직 드러나고 있지만 점차 약해지는 추셰이다. 반면 최근에는 유희성과 비 

일상성을 기본으로 타 지역 축제와차별되는특수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영상콘텐츠는영화, 다큐멘터리, 영상기록물등이포함되는스토리 기반콘댄츠이다. 이는재 

현성과 확산성을 목적으로 스토리를 복제하여 향유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다. 

과거 시각과청각만을지극히는방향으로제작되었지민, 최근기술발전에 따라후각괴-촉각도 

지극히는 40 영상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 향유방식의 확장성이 개진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UCC(User Cr없ted c。ntents) 영싱에 디지털 대중문화의 핵심으 

로부상되며,80 기존피동적인수용자가점차능동적인생산자로변모하고있는점도염두에두 

어야할것이다. 

출판콘텐츠는 문자나사진을 새긴 기록물을 대량으로 제작해 확산시키는 콘텐츠이다. 국내에 

서 출판콘텐츠는 2000년대 전자출판 개념이 도입되면서부터 시조에l 큰 피급이 있었다. 최근에 

는 디지털 출판\Digital Pu 

웹 출판,,νet〕 l] ul

상의 범주가종이에서 디지털까지 넓어진 점에 주목해야한다. 

전시콘멘츠는 전시물을 λ에에 두고 기획자와 향유자가 소통체계를 구성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 전시물은 인간 생활과 역사의 물질적 증거이다. 하지만 최근 전시물 원본을 다%댄f 

방법으로 재현해 전시히는 디지털 전시나공간의 제한을 없애고 확징-시키는 에코뮤지엄 개념들 

을통해 전시콘덴츠의 대상 및 범위가확장되고 있다. 

교육콘텐츠는 어떠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고 일련의 활동이 디-OJ한 방법으로 표출히는콘 

텐츠이다. 기존 도제식 교육 방식에서 빗어나 체험 ·학습형 교육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교 

육에 있어서 지역의 문화자원의 역할이 강조된다. 주로지역의 역사적 인물이나사건과관련된 

79 신장희. 「유교문화제의 현재와 미래적 발전방안 제언」. r지역축제의 현황과 발전방항 학술회의」, 2016. 102쪽 

80 김경수 오|, 「수사학적 비유에 기반한 영상 콘텐츠의 스토리델링 전략」 r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집」 제14권 저14호 

2013. 482쪽 

81 노병성 「출판’의 개념 변호뻐| 관한 고잘」 r한국언론학회 2이0년 가을칠 정기학술대회」 2010, 55∼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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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직접 찾。f기는 방법이 활용된다. 

공연콘텐츠는 정해진 무대 위에서 연기나음악 춤 등 다Oj=한 방식을 이용하여 관객들에게 특 

정 정보를흥미 있는제공할수 있는콘텐츠이다. 공연콘텐츠의 특징은현장성, 무형성 등을꼽 

을 수 있다. 현장성은 전달자와 향유자가 현징써l서 직접 소통한다는 것이며, 공연 현징에 끝나 

면 사진이나 영상, 향유자의 기억에만 존재할 뿐 온전히 소유할 수 없다는 무형성을 갖고 있다. 

영상콘댄츠나 출판콘멘츠와 비교하여 그 확산 범위가 좁으나 해당 주제의 열성집단과 관심집 

단확대에 효과적인 플랫폼이다. 

테마파크콘텐츠는 특정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것이 표출된 문화자원이 많이 산재된 유리한 

공간에서 다Oj=한 문화 활동이 전개되는 문회공간적 현상이다. 최근 역시문화지원과 관련된 태 

마파크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으며 실례로 용인의 민속촌이나 부여의 백제문화단지, 김해의 가 

야테마파크등이있다. 

기념물콘텐츠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미적 가치기- 큰 것에 대한 재헌물이나 특정한 인물 

이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을 판매하는 기획-제작-홍보-판매 일련의 문화적 

행위를 말한다. 기념물콘멘츠는 곧바로 문회상품과 연계되므로 문화 소비자의 니즈 파익이 선 

행되어야한다. 

캐릭터콘텐츠는 고유한 성격이나 인격을 부여한 인물 또는 특정 형태니 의인화한 상징적인 

존재인 캐릭터를 이용히는 것을 말한다. 캐릭터가 주로 활용되는 분야는 애니메이션이며, 더붙 

어 축제, 출판, 영상, 테마파크, 기념물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 파생효과기-큰콘댄츠이다. 

문화지도콘댄츠는 소위 뱀핑(Mapping)이라 표현된다. 시대별 ·주제별 설정 후 일정한 공간을 

정하여 사회문화적 유·무형의 산물을 일련의 기호로 지도 위에 표현하는 방법이다. 최근 인문 

학·사회과학분야에서 큰관심을보이고 있는콘댄츠이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진행히는한 

국향토문화전자대전도 이 문화지도콘댄츠가 기반이 되어 진행된다고 볼수 있다. 

각각의 문회콘댄츠는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겹쳐져 있는 것도 있으며, 심지어 

는 기술적으로 연속선싱벼l 있기도 히-다, 다만 현 상횡에서 일단의 서술상 편의를 위해 분절하고 

한정한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매체나 플랫폼의 지향점은 시공간 

의 한계를 넘어 전감각적으로 체현하는 것이라 여겨지고 기술의 발전이 현재 구분한 문화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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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의 구분을 무잭하게 만들어 길-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하되 구체적인 

문화기획을 위해, 아래는 인성 지역 독립운동문화자원의 문화콘텐츠 별 활용 빙반을 제시해 보 

았다_ a2 

5) 콘텐츠기획 방안 

유엔군회장장시설을 콘벤츠 기획하는 소재로 직접적인 대상인 유엔군회장장시설과 연계가 

기능한 안보 관련 부동산지원, 동산자원, 경관자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과 같 

이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이기휴 옹이나 6·25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자체나 

그들을 구술 채록한 자료가 인물지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콘댄츠 기획을 적용히는 

분류는부동신-7-]원, 인물지원, 경관자원, 동산자원으로 나눠져 진행된다. 

부동산자원 

연계부동산지원 

인물 

자원 

인물 

구술 

채록 

-I-

전시콘텐츠 

공연콘텐츠 

교육콘텐츠 

테Of마크콘텐츠 

기념물콘먼츠 

문화지도콘텐츠 

축제콘텐츠 

영상콘틴츠 

출판콘텐츠 

전시콘텐츠 

교육콘텐츠 

공연콘텐츠 

테마마크콘텐츠 

영상콘텐츠 

출판콘텐츠 

전시콘텐츠 

교육콘텐츠 

공연콘텐츠 

문화지도콘텐츠 

| 부동진Z변주변뼈물관 전A딴건립혹은째|용 
|부동산자원주변에공연장건립혹은재이용 

I 6 25전쟁 현장답사를통한현장교육 

「6 25전쟁터|마마크 연계 거접 
+ --t 6 건전쟁기념물판매주요거점 

6 2s전쟁 주요 거점이 묘시된 문화지도 배포주요 거점 
6 25전쟁관련 인물을주저료한지역축제 연희 t6 왼쩔뿜 g멸을주저립한영햄q맨터리제작 
6 25전쟁관련 요멸을주제로한펑전 제작 

6 25전쟁 관련 인물을주저l로한특별 전시 기획 

6 2쩔쟁관련 요물을주저l로한당시시대상교육 

6 25전쟁관련 요멸을주제로한연극. 뮤지컬 등공연 

6 25전쟁터|마파크주요주저l로요울자원 활용 

구술장면을영상으로촬영하여 자료저|작 

구술채록자료를엮은자료집제작 

구술채록자료제공자들을주저립한특별 전시 기획 

-十구술i빨!륨을활펀한|시〔H상교육 
구술채록내용을바탕으로한연극 뮤지걸등공연 -+---
구술채록 L탬을 바탕으로한문화지도제작 

82 신장희 외, 「안성지역 독립운동 문화자원과 문화원형 활용 방안」. r안성지역 독립운동과 독립운동 인물」 2016, 

1 74∼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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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원 문화콘벤츠 내 용 
축제콘텐츠 6 25전쟁을주제로 한축제의주요 거점 

출판콘텐츠 6 25전쟁 경관을소개하는안내책자제작 

터 교육콘댄츠 6 25전쟁 경관 답사를통한현장교육 

공연콘탠츠 6 25전쟁을주제로한공연의 주요 거점 

경관 지 테마마크콘텐츠 6 25전쟁터|마마크주요 거점 

X띈 기념물콘텐츠 6 25전쟁 기념물묘빼 주요 거점 

문화지도콘텐츠 6 25전쟁주요 거점이 묘시된 문화지도 배포주요 거점 
+ 

축제콘텐츠 6 25전쟁을주제로 한축제의주요 거접 

전투지 교육콘텐츠 6 25전쟁 경관 답사를통한현장교육 

문화지도콘텐츠 6 25전쟁 전투지가표시된 문화지도 배포주요 거점 

영상콘탠츠 동산자원을소개히는다큐멘터리 저싹 

출판콘텐츠 동산자원을소개히는도록제작 

동산자원 전시콘탠츠 동산자원을활용한박물관 기념관전시운영 

교육콘텐츠 동산지원을활용한당시 시대상교육 

기념물콘텐츠 동산자원을재현히는등의 휠용을하여 기념품제작 

부동산지원 및 연계 부동산지원(2장 3절 참고)은 전시콘텐츠, 공연콘댄츠, 교육콘댄츠, 태마파 

크콘벤츠, 기념물콘댄츠, 문화지도콘텐츠로 활용이 기능하다. 특히, 근현대문호빠산은 외핀에 

대한 보존은 철저히 하면서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히는 행위기-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는 점을 

김안하띤 문화댐을 직접 박물관·전시관으로 활용한 뻔-도 고려될 수 있다. 물론유엔군회

장장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용이 불가하지만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에 소재한 1950년대 

초반 건립 유엔군 매점 건물은 외관을 보존하면서 내부를 전시관이나 박물관으로 변용히는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83 

인물자원의 활용도도 매우 높은데, 먼저 현재 생존하거니- 산화한 인물에 대해서 축제콘댄츠, 

영상콘벤츠, 출판콘벤츠, 전시콘멘츠, 교육콘텐츠, 공연콘댄츠, 태마파크콘벤츠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인물을 활용한다는 말이 어감상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활용에는 추모나 애 

도의 기능도 내포되어 있음을 분명해 m-혀둔다. 더불어 구술 채록 자료는 영상콘댄츠, 출판콘 

댄츠, 전시콘벤츠, 교육콘텐츠, 공연콘벤츠, 문화지도콘텐츠등으로 활용이 기능하다. 

디음 경관지원은 출제콘텐츠, 출판콘벤츠, 교육콘텐츠, 공연콘벤츠, 데마피크콘텐츠, 기념물 

83 포천시 관인먼 탄동리 소재 유엔군 매점 건물은 이미 주택으로 전용되고 있어, 내부가 본래의 모습을 많이 잃은 상태 

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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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문화지도콘댄츠 등으로 활용이 기능하다 특히, 경관자원은 당시 건조물이니- 사건이 

있었던 곳이지만, 현재에는 그 흔적이 님-o} 있지 않는 경우이기에 기념물이나 문화시설 건립의 

대상지로우선 고려되어야한다, 

동산자원은 영상콘텐츠, 출판콘텐츠 전시콘벤츠 교육콘벤츠 기념물콘텐츠로 활용되어 질 

수 있다. 동산자원은 기본적으로 전시 공간 안에서 그 가치가 발현된다. 즉. 부동산자원을 활용 

하거나부동산자원 인근이나 경관자원에 건립될 기념물 박물관 안에 채워질 중요 자원이 된다. 

그리고 현대에 제작된 많은동산지원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멸실 및 훼손되고 있 

다는점은분명히 인지하여야한다. 

각각의 문회플랫폼은 서로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으며, 그 연관성이 밀접해 

질수록 파급력은 커진다. 그리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이 파생되기도 한다. 예를 들 

어 축제콘댄츠는 기본 주제로 인물이나 사건이 용이하나, 경관지원이 주요 거점이 되겠고, 전 

투지는 대단위 시민 참여 퍼포먼스의 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지도콘벤츠를 제작 시 부 

동산, 인물, 구술 및 채록, 문화 경관, 연계 부동산자원의 정보를 동시에 표현히는 것이 더욱 효 

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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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적 추모 공간조성 농항 

1) 유엔군화장장시설의 중요성과 특수성 

(1) 유엔군화장장시설 사적 의미 

6·25전쟁 후반부에는 현재 경기 북부에 해당하는 38선 근빙에서 치열한 공방진이 벌어지며 

전선이 고착화되었기에 휴전 협정이 진행되던 안정기에는 이 지역에 주둔하던 미군과 유엔군 

이 각종 시설물을 건설하기도 했다. 또한 휴전협정 이후에는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ite〔l r‘ali。r1 s 

Ki。rean Rec;。n:

여러 지역에각종산업 및주택·의료 교육시설물들을세우기도했다. 84 전국곳곳에세워진이 

러한 시설물들은 새마을 운동을 지니-며 λ빠지기도 했고 세월이 흘러 낙후뺨11 따라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언제라도다시 전쟁을재개할수있는휴전상태 히에서, 전빙}이라는사 

회적, 지리적 조건 때문에 개발의 압력을피해 갈수 있었던 경기 북부에서 이러한시설물이 곳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연천의 회장징- 역시 그러한 시설물들 중의 하나로, 전선이 고착화된 이 

후 격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사상자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1952년 영국군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추정된다. 

영국군이 관계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유사한 시설물로는 포천시 관인면에 위치한 당시 

군 매점 건물을 들 수 있다. 포천 관인면은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곳을 중심으로 유엔이 일종의 

계획도시를 만든 것으로, 각종 주거 교육, 행정 등과 관련한 시설물들이 유엔의 원조로 지어 

졌다. 대다수의 건물은 허물어졌지만 해당 건물은 군에 소속되어 현재까지 원형에 가까운 상태 

로 보존되어 있으며, 기초 골조가 연천의 유엔군화장장시설과유사한 지점이 있어 건축적 고증 

에 도움이 될 법하다. 다른 지역의 국제연합한국재건단 주택괴는 그 형태기- 디-르되, 한국의 건 

축 양식과도 확연히 다르다는 점은 해당 시설물들이 유엔군에 의해 지어진 건물들이라는 점을 

84 6 25전쟁 이후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해 1950년 12월 1 일 국제연합총호| 결의 41아이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운크래UNKAA)라고 물리는 이 재건단은 전쟁 중에는 민간인에 대한 긴급구호를 도맡았으며 1953년 휴전이 체결된 이 

후 1958년까지 한국의 제반시설의 복구와 개선에 주력하였다 (참고 ‘국제연합한국재건단 [U매ed Nalions Korean 

Rec。「islruction Agency‘ UNKRA. 國際聯合韓國再建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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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 1 954년 1 월 1 일 촬영된 국제연합효댁재건단(UNKRA) 주택 

(http://www. unmultimedia. 。rg 인용) 

벙증한다. 이외- 같은 측면으로 미루어볼 때 관인변의 건물과 연천 유엔군회장장시설은 냉전과 

한국전, 유엔의 참전 등 세계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시설이자 접경 지역 시설과 재건에 

있어서의 국제연합한국재건딘- 외 유엔군의 역할. 또는 유엔군과 유엔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의 

공동의노력을살펴볼수있는자료이다. 

(2) 유엔군회장장시설의 특수성과 접근 방법 

이러한시설물들중에서도회장장의 경우전방의 전사자에 대한애도의 현장이었다는점에서 

특수한 의미를 갖는다. 오래도록 지속된 접전 속에서 속출한 수많은 전사지들의 시신을 회장하 

며 이들을 애도히는 현장이었던 유엔군회장장은 냉전과힌국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억히는 

곳인 동시에 전쟁에 참여한 이들 한사람, 한 사람의 상처와 깊은 트라우u}, 죽음, 이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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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과 회고, 이야기 및 재현과 마주히는 보다 엄숙한 현장이다. 따라서 유엔군회장장시설 콘벤 

츠 연구는 다른 한국전 관련 유적에 비해서도 개인의 경험과 기억 감정, 트라우마, 재현의 윤 

리, 체험과 애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 특히 현재 시설의 터외-굴뚝등 건 

물의 일부가 남아 있지만 해당 건물이 화장장으로 쓰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시료가 부재히는 

상웰11서 실증주의 역사학의 방식으로 고증하는 과정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지배계층의 관 

점에서 기술되는, 첨예한 정치적, 외교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주류 역사이며, 실증주 

의 과학이 그러히듯 실증주의 역사학 역시도 이러한 이해관계에서 지유로울 수 없음을 주지해 

야한다. as 따라서 서발턴(Suba ltern)86으로서의 개인의 경험과 기억 재현을 살펴보는 일이 지배 

계층에 의해 인준되는 사료를 살피는 일에 비해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야기와 기 

억은 본래 선택적이며 왜곡된다. 그러나 그로인해 그 기억이 가치 없고 폐기해야 할 대상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야기와 기억은 어떤 사건에 대한 개개인의 해석, 감정, 그리고 거시역사 

에서 보지 못히는결을츰츰히 드러낸다. 이러한이야기와기억을일종의 비교근거이자해석적 

층위를 가지는 자료로서 다루고, 이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상oAJ동}여 가절을 세우고 다각적으로 

접근히는 고증 연구기- 필요하다. 

물론 현재 유엔군화장장과 관련한 증언이나 기억은 그 수니-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빈약한 실 

정이다. 접경 지역 중에서도 수복 지역은 국내 정치만이 아니라 국제 정치외 관계가 갚으며 이 

에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민감한사안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전시에 대부분의 주 

민들은 피난을 내려갔고 해당 지역에서 싸우던 유엔군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점, 그리고 

85 여기에서 실증주의’는 사실과 가치를 이분하고 과학적 지식의 조건, 그 실정된 자명성에 경도하여 세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실천을 지칭한다 이러한 실증주의와 객관주의는 비판이론가들과 탈제국주의‘ 페미니즘 이론 

가들을 포함한 여러 이론기들에 의해 비판받은 바 있다 힐러리 뭇남(Hi녕「y Putnam)은 사실-가치 0 1분법’(fact-value 

die예。my) 문제에 대해 고민하였으며, 하버O f스(Jurgen 벼「bermas)는 실증주의가 세계 구성의 문저I( die R。αematik der 

WeltkαlSt띠kt ion)를 은펴|한다고 말한다. 페미니즘 이론 역시 ‘사실’과 ‘객관’의 구성성에 대한 비판위에서 이루어지며 과 

학철학자이자 테크놀러지 역사가인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실증주의 자연과학 역시 주류 헤게모니의 영항 

하에 구성되는 것임을 말한다 

86 이탈리아의 이론가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는 그의 이론에서 지배계급이 아닌 사람들을 지징하기 위해 ‘하위 

계층을 뜻하는 ‘서발턴($.」baltern)’을 이야기한다 이후 ‘서발턴(subalte「n)’이란 개넘은 비판이론과 탈제국주의 이론에서 

사회적, 정치적 지리적으로 제국주의의 헤게모니 질서 바깥에 존재히는 이들을 지칭하기 위해 쓰이기 시작했으며 스 

피박(Gayatri Spivak}은 이 서발턴의 목소리를 담론 및 문화의 영역에 지속적으로 담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스피박 

의 논의에 따르면 제국주의적 텍스트 및 기존의 역사이해를 삭제하기보다는, 이를 교란하고 서빌턴의 목소리를 담아 

이를 상상적으로 재구성‘ 재서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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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용시들이나 회장장 목격자들이 대부분 고령의 나이로 작고하였다는 

점등으로인해수복·접경 지역의 6 · 25전쟁관련 연구는디중의 난괜l 처해 있다. 유엔군회장 

장 연구가근현대시에 속한 것임에도 고고학 연구와 비슷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고혁어 과거 

의 잔해들을 기반으로 다Ocf한 가설을 세우고 이러한 가설들의 그물망속에서 유물의 원형과 의 

미를 해석해내는 과정이듯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통해 당대 전방의 흔적과 기억의 조각들을모 

은다면 본 시설물의 원형을 그릴 수 있는 그물밍F이 보다츰총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회장조L이 죽음과 관련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트라우마적 경험을 어떻게 다루고 풀어낼 수 있 

을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회장장 시설 콘벤츠 연구에 있어 중요한 지점이다. 김은실의 「4·3홀 

어멍의 “말하기”와 몸의 정치」에서 드러나듯 트라우마적 경험 특히 사상전의 성격을 가진 냉 

전과 6·25전쟁, 그리고 통제사회에서 억압기제가 강하게 작용한 사건들과 관련한 경험은 쉽게 

꺼내질 수 없는 성격의 것들이다. 전쟁이라는상황속에서 수많은죽음 사이에서 생존한 이들에 

게 있어 질아 있음’은 때로는 망자에 대한 부채 의식 때로는 ‘말하기에는 추잡하고 부끄러운’수 

치로서 인식되기도 하며 지속적으로 전복에 전복을 거치며 사상적 차이로 ‘죽는 자와 ‘시는 자 

가 가려지는 일, 삶과 죽음을 오가는 압박 속에서 공범이 되는 경험, 또는 억울하게 지목되거나 

몰리는 경험으로 얼룩지는시상전, 특히 전방의 경험은 많은 생존지들에게 있어 그저 ‘묻어두어 

야할’끔찍한경험, 말을 피해야할‘위험한 기억’일뿐이다. 사회적으로공유되기 어려운상홍L을 

경험한 생존지들은 자신의 말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예민하며, 상대를 ‘봐가며’공유될 수 있 

는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그조차도 이미 외부 사회에서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인지히는 내용들 

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87 이는 트라우마적 경험에 대한 재현의 부분성과 불가능성을 시사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망각이 최선은 아니다. 모든 이의 경험은 동일하지 않으며, 전 

시의 목격담을누군기는보다 덜한무게감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사회적 기억조차 선택적임을 의미하지만, 휴전협정이 맺어진 지 반세기가 넘는 지 

금, 이로부터 시작하여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적 아폼에 대한 재현과 해석을 시도하고, 추모 

'07 김은실은 피해자들이 사람을 가려 말하며,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숨겨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말을 의 

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전략화한다고 말한다 (김은실「43 홀어멈의 .말하기-와 몸의 정치」, 한국문화인류학 49-3. 

2016. 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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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기억의 매개를조성히는일은중요하다. 다만우리와티-인의 아픔을기빈-으로이루어지는일 

인만큼, 그 과정에서 재현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성찰적 태도, 타자에 대한 윤리성을 충분히 고 

민하는자세가 펼요할 것이다.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프리모 레비(Primo Michele Levi)가 1946년에 쓴r이것이 인간인가J는 그의 

수용소 경험을 담고 있다. 그러나 책이 출간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실제 경험과 이야기를 수용하는 지들의 이해 사이의 간극을 느낀 레비는 아우슈비츠 

경험에 대한증언을 넘어 치열한사유와성찰을 담은 1986년 r기라앉은 자와구조된 자J를 다시 

펴내기에 이르렀다. 레비는 이 책을 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저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음을 느낌 

니다. 저의 시대를 포함해서요. 해가 감에 따라 제게는 이 기억들이 이해되는 방식에 있어서 일 

종의 표류 현%}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였어요.”라고 답했다. 88 전쟁, 그리고 생존과 죽음의 경험 

을 단순화하여 고정적인 형태로 파악하고 얄팍한 상업주의로 치장하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일 것 

이다. 그러나 레비가 두려워하고 비판했던 것은 기억의 왜곡과 표류이기도 하지만, ‘망각’이기 

도했다. 

2) 트라우마와 추모, 성찰적 재현과 체험 

전쟁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를 남긴다. 그러나 그 트라우마기- 언제나 같은 결 

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연천 화장장은 접경 지역의 6·25전쟁, 그리고 유엔의 참전과 관계가 

있는 시설로, 이에 대한 콘텐츠화를 위해서는 6 · 25전쟁과 접경 지역의 경험과 트라우마의 성 

격을 이해할 펼요가 있다. 6 ·25전쟁은 기본적으로 냉전 즉 사상전에서 출발한 전쟁이다. 공 

산주의가 결국 자본의 생산과 분배 과정과 관계되며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싸움을 촉발 

했다는 점에서 6 ·25전쟁은 경제나 신분의 문제와도 관련이 깊지만 그것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시상검증’이나 무작위적 죽음 등은 6 · 25전쟁과 관련한 트라우마의 독특한 결을 만들어 

냈다. 아래 이기휴 선생님의 이야기는 특히 전방에서 두드러졌을 이러한 6·25전쟁의 상황을 

잘드러낸다. 

88 프리모 레비‘ 이소영 역‘ r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돌베개, 2014. 253 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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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이 씨우고 접령하고 그러면 그 뒤에 내무소원들이 시장 조시- 히고 누가 이 동네에서 이남 

쪽 편을 들었냐 님쪽 군인들한태 도웅을 주었냐 수소문 해서 그 동행자들을 보고 자수하라고 하고 그 

랬는데 그 정치가 계속 남아있으면 그 처벌을 줬겠지 . 근데 그 유엔군이 다시 진격을 해온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붙들어 가 사장범으로 그래서 내 친구 아버지도 여기 그 아주 크신 양반이었는데 여 

기 이북애들이 와서, 이장볼사람이 없는데 여기 어디 착실한사람이 없냐고하길래 그누구아버 

지 아주 착실하고 사림 좋다고 그래서 당신 인민위원장 봐. 자기들이 준거 안하면 그 정치를 반대한 

다고 해서 못 빼게 해요. 근데 남쪽에서 선발대가 들어왔는데 동네 이장 인민위원장이 누구요 그래 

서 그 수색대가 인민위원장을 봤으니까 여기 38 이북이니까 무조건 빨갱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집L아 

다가 끌고 가서 총으로 싹 죽이고 그러겠지 뭐겠어 . 그러니까 수갑 채우고 일단은 붙들어 가지 . 근데 

가는데도 그 비행기 폭격 떨어지고 그 사람들도 숨어야 하는데 그때 도망가면 놓치잖아. 그러면 그냥 

그때싹 버리는거야 그냥그렇게 가다가죽은사람들시신찾으러오는사람들많았어요. 소문듣고 

와서 같이 갔던 사람들, 살아 돌아와서 그 때 얘기를 해줘 . 그때 아무개 아버지랑 붙들려 갔고 나는 

도망을 니왔는데 막 내무소원들이 막총을싹서 아무개 아버지 총에 맞아죽었다고. 그러니까그식 

구들은식구니끼-사람을 데려가서 들것을가져가서 고향에 가서 묻고.” 

이처럼 6·25전쟁은 ‘시상 검증’이란 이름으로 ‘아무나’ 데려가 죽일 수도 있는 아노미(an。mie) 

적 상황을 만들어냈다. 오늘은 인민군이 내일은 한국군이 붙집L아 진영을 묻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진영이 바뀌었던 접경 지역의 경우 더욱 심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누가죽고 누가시는 것은, 인종 때문도 아니고, 단순히 부 때문만도 아니고, 경우에 따 

라 정말로 어떤 사회적 시상을 가지기 때문도 아니다. 이러한상황속에서 사람들은 실제로 어 

떤 사상적 지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저 말을 조심하고 눈에 뜨이지 않。빠 

했을 것이다. 또한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지인이 지인을 지목하기도 하고, 협박에 

못 이겨 공범자가 된다거나, 동료나 가족의 죽음을 목격하고, 시체가 산을 이루어 있는 모습을 

목격하는 일은, 실제 경험자로서는 그다지 상기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을 것이다,89 

89 김은실의 「43 홀어멍의 ‘말하기”와 몸의 정치」는 사상전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억과 말하기를 ‘트라우마1 그 

리고 이로 인한 특수한 심리, 선택적 밀「하7 1의 견지에서 줌층적으로 해석한 ξ엽이다 김은실은 여기에서 할머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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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사회주의 진영으로 분리된 분단의 상태는 휴전협정이 이루어 

진 후에도 이러한시장전의 성격이 그대로 이어지도록 했다. 언론과표현의 지유를 헌법으로 보 

장히는 한국일지라도, 자칫 ‘공산주의자나 ‘빨갱이’로 몰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시회적 편견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각 개인은 그저 침묵하거나 ‘눈치껏’그 나름의 이야기를 선택적으로 서술한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는 6·25전쟁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소비해왔으며, 특히 80 

년대까지도 이러한 구성은 전시(뺑時)의 반공 프로파간대pr。paga ncla)에 가끼웠다. 그것은 희생 

자의 추모를 특정 방식으로 결정하며, 때로 오히려 상대 진영이 얼마나 ‘나쁜’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리는 데에 더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와 억입- 속에서, 우리 사 

회는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은 트라우마 경험을 제대로 대면하지 못했던 것이다. 

유엔군의 경우 6 ·25전쟁에 대해 우리와는 또다른 경험과 서시를 가질 것이다. 국가적 이해관 

계의 차원과 개인적 치원에서의 경험과 서사 역시 치어가 있을 것이다. 그 예로 중공군의 경우 

6·25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나는 과정에서 대만행을 선택한 이들도 있는데, 이는 중공 

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임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공산주의의 열렬한 신봉자는 아닐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상홍써l 따라 인민군 유엔국 국군 모두에 몸담았던 이들도 있었다. 90 

따라서 그것이 한국인이든, 유엔군이든,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의 트라우미를 대띤히는 추 

모시설은 다%댄f 결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며 진영 논리를 넘어 실제로 희생지를 추모하고 평 

회를 사유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프로파간다나 어설픈 재현, 근시안적 상 

업주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국제 정세가 변화하여 한국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와 

도 활발히 교류를 하며 전후 60년이 넘은 지금 우리가 6·25전쟁을 사고하고 추모히는 방식에 

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당시 사건에 대해 쉬이 말하지 못하는 이유로 ‘억울함”, ‘추잡함”과 같은 감정을 들었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강제에 

의해 동료를 쏘아 죽인 마을사람을 목격하고 수많은 시체들 사이 무감ζ}해지는 자신을 발견하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이 살아남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 등이 이런 ‘억울함”‘ “추잡함n과 같은 감정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지 

역의 서로 다른 상황일지만. 사상전의 성걱을 가지고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접경 지역의 기억과 개인 

서사 역시 이러한 구조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김은실 「4·3 홀어멍의 .말하기”와 몸의 정치」 r흔택문화인류학」 49-3. 2016. 341∼343쪽 

90 경기도 모천시 관인면의 한 주민은 접경지역에 있으며 인민군 국군 유엔군 모두에 몸 담은 적 있었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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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모 공간과 수사(修離) 

문자언어만이 아니라 이미지 특히 재헌의 이미지와 배치, 건축적 요소 등은 모두 일종의 수 

λH修府‘ rheLoric)이다. 특히 추모공원이나추모비는 일차적으로 기억과애도를 위한 것이지만 이 

는 수사의 산물이자 정책이나 심의의 경향을 드러내며 방문지들로 히여금 무엇을 어떻게 애도 

하고 기억할 것인지에 대해 ‘지시’한다. 91 또한 추모와 추모공원은 행위, 미음. 공간과 시간, 물 

질이 얽히는 개인적, 정치적 행위/공간이자,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설이다. 띠묘f서 추모공 

간의 행위특정과문화특성 그수사를짚어보는일은추모시설의 조성에 있어 필요한일이다. 

6·25전쟁에 관한 국내 추모비나 조형물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 거닐며 사색을 

할수 있는 공긴어라기보다는 특정 표현물을 대상으로 ‘참배’를 히는 형식에 알맞도록 만들어졌 

으며 주로 ‘용맹’과‘조국을 위한 헌신’을주제로 하고 우상적 인간/군인싱배잊)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술 양식적 측면에서 보자면 대체로 구시대적이거나 고졸하며, 재현(|과씨)의 이미 

지를 시용히는구상미술이거나 텍스트를 통해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이는 어느 특정 사례 

만이 아니라 국내 추모비니- 추모공원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이지만 여기에서는 임진각 

의 추모비의 경우를 그 예시로서 논하고자 한다. 먼저 기립 목례 내지는 참배에 적합한 형태로 

지어진 임진각의 (6-25전쟁 참전기념비〉는 영웅화힌- 군인의 모습을 표현한 부조 작품, 그리고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동시에그것이‘조국’을위한것임을강조하는것이다.곧 조국을위해개인의삶을희생 

히는 정신을 아름다운 것이며 필요한 것이라 역설히는 텍스트-이미지수사이다. 

임진각에 설치된 〈평화의 발〉 역시 유사하다. 지뢰 폭발로 발을 잃은 수많은 병시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조형물로, 비석은 없지만 커다란 청동 발이 마치 신성회-한 토템(totem)물처럼 놓 

여져 있으며 그 주변은 마치 성전이나 제단처럼 여러 개의 기둥이 둘러져 있다. 특히 너무나 거 

대해서, 마치 떨어져나간군인의 발이 거대한 신이 되어 돌아온, 거의 신격화된 모습이다. 해당 

피해지들이 이 거대한 발동상을 어떻게 보고 느낄지는 미지수이다. 다만군대 내에서의 사고이 

기 때문에 적절한 피해 보상에니- 정신 치료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히는상홍에서 세워진 이 

91 Carole Blair. Ma「양g S.Jeppeson. and Enrico Pucci. J「 「R」blic Mem::>떠lizing in p。stmoder”W The \끼etnam 

Veterans Menη。rial as Pn。t。type」 ‘ •ouaηerly Jc니r「ial of Speech」 77 : 263-288. 1991 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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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0) 임진각의 6 . 25전쟁 참전기념비 

( http: // bl。g nave「 c。m/eun5411 / 220989379757 인용) 

거대한 발은, 특히 〈평화의 발〉이란 그 이름과 함께 우리 사회가 ‘평화’라는 단어와우상화를통 

해 어떻게 피해 경험이니-트라우미를 감추고 묻어두는지를 시사한다. 이는 앞서 6·25전쟁과트 

라우마에 관하여 살펴보았듯 남한 사회에서도 적용되었던 선택적 이데올로기적 내러티브의 

예이며, 이는결코균일하지 않은경험과트라우마를또다시 억입녕}는결괴를가져옹다. 92 

이처럼 추모와 애도의 현장을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문자언어와 이미지의 조성은 조심스러워 

야 하며 특히 재현적 이미지일 때 그러하다. 추상적 이미지의 경우도 그 소재와 위치, 놓인 방 

식, 크기, 형태 등에 따라 가지는 수사가 있고 건축적 요소 역시 이러한 수사는 물론 특정 행동 

을유도하게 되는데, 국내 추모시설과공원은이러한부분들에 있어서 거의 무감각한경우가많 

다. 그 결과추모시설이 추모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추모 행위를 유발하지도 못한다. 한편 

92 김백영김민환은 거장사건추모공원의 공간을 공간적 재현과 담론적 재현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논문에서 ‘그동안 국가 

에 의해 환기된 전쟁의 기억과 호영된 희생자들의 이름이 극히 이데올로기적 편항성을 띠고 있었다”라며 이것이 실제 

띠해지들의 경험괴는 괴리가 있고 ‘신체적 폭력의 역사는 담론적 폭력을 통해 반복”될을 지적한다 (김백영김민환 「학 

살과 내전 공간적 재헌과 담론적 재현의 간극 거장사건추모공원의 공간 분석」, r사회와 역사」 제78집 한국사회사학회 2008.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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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 임진각의 평화의 발 동상 
(http://bl。g naver. c。m/leeyg/220673280137 인용) 

미 워싱턴D. C .에 위치한 〈베트남 참전용사 추모비)(Vietnam Veterans’ Memoria l)와 베를린의 〈홀 

로묘스트 메모리얼)(H이。ca ust Denkn 

히 사용하였다고 평가받는사례이다. 

건축가 Maya Lin이 디자인한 〈베트남 참전용사 추모비〉는 편평한 검은 돌에 참전용시들의 

이름을 빼곡이 새겨 넣어 길을따라벽처럼 세운것으로, 방문객들이 이 벽을따라걸으며 베트 

남 참전용시들을 추모하도록 히는 효괴를 낸다.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과 엔지니 

어 부로 히폴트(Bui。 Happokl.)가 설계한 베를린의 홀로묘스트 메모리얼은 나치에 의해 학살된 

유대인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박스형의 시멘트 덩어리들은 이름 없 

이 죽어간 수많은 유대인들을 상징한다. 방문지들은 구조물 시아를 거닐며 학살당한 유대인들 

을 추모한다. 외부에서 볼 때에는 느끼기 어렵지만 실제로 길을 걸어보면 어느 순간 땅 속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위의 두 경우 모두 추상적 형태를 사용하여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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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미국 워싱턴 베트남 참전용사 추모비 
(https://www.”ickr. c。m 인용) 

〈그림 133)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위키미디어인용) 

적 재현보다는상징과수사를 이용한간접적 재현을시용한 것으로 직접적 재헌이 드라마적 요 

소의 강요로 작용할수 있다면 추상적 형태는 이러한작용을 피할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 

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직접적 재현은 피했지만상징의 시용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다. 오 

히려 이들은 자신들이 다루는공간과물질 구성과 움직임 여기에서 발생히는수사와은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추모 공간을조성하였다. 

v” 보존및활용 



4) 체험헝 박물관과 재현 윤리 

체험형 박물관은 근래 들어 각광받고 있으며 다크투어리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관객들 

의 경험을 중심으로 히는 체힘형 박물관은 텍스트와 이미지로만 이루어진 박물핀에 비해 관객 

들의효뼈도와관심도를높일수있는벙법이다. 수많은시례가있지만특히다크투어리즘과관 

계된 예를 들자면 베를린의 DDR 박물관을 예로 들 수 있다. DDR은 구 동독을 뜻히는 도이체 

데모크라티셰 레푸블리크(Deu떼 

생활싱써1 초점을 맞춘 체험형 박물관어다. 관광객들로부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박물관어l 

는 동독의 생활상을 재현한 방들이나 각종 소품들은 물론. 인터렉티브(interactive) 형식의 체험부 

스 및 설치물들。l 가득하다. 관람객의 행위를 유도히는 띤이나 시각적 청각적 구성 면에서 감각 

적으로조성되어있다. 

한편주지해야할점은체험형 박물관어 지나치게 놀이와상품판매 위주로흘러갈수 있다는 

점이다. DDR 박물관의 경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평회통일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역사 속 

으로 남은 구 동독을 추억하는 박물관이기에 이러한 가벼움이 통용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죽음과 관련한 시설물에 체험형 시설을 설치히는 경우. 내용의 성격과 취 

지에 띠라유의하여 조성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검토를 거쳐야할 것이다. 추모공원은 무엇보다 

애도의 성격을 가지며, 전쟁과 그로 인한 고통. 죽음을 재현한다는 것에는 반드시 윤리적 성찰 

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에 이폼의 현장을 보수 개벙히는 것을 통해 이러한 체험적 특성을 살 

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만의 〈징메이인권문회공원〉(꾀£새tX:化[폐l학)과 독일의 〈동독비밀경찰 박 

물관)(Stasi Museum)이 그 예이다. 

〈그림 134) 동독비밀경찰박물관(좌)와 징메이인권문화공원(우) 전시콘먼츠 
(위키미디어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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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엔군화장장시설 재현 방향 

휴전 상황11서 군사적으로 전방인 니라임에도. 자유주의를 표뺑}는 남힌에서 마치 후빙-과도 

같은 삶을 시는 우리에게 접경 지역은 생소하다. 이에 수복 접경 지역을 벙문히는 일은 끝나지 

않은 냉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거시적 국내외 정치나 거대사와는 또 다른‘ 개개 

인이 죽음과 삶으로 치러낸 치열한씨움, 아픔과 가난함, 그리고 그 긴장 기운데의 선의와우정, 

이러한 모든 감정들이 복집하게 퇴적되어 아직 풍화가 덜 된 곳이 접경 지역이다. 그리고 그만 

큼캐어내야할이야기가많은곳이다. 전쟁은그저 물리적이기만힌 싸움이 아니다. 전쟁은 생 

각보다 훨씬 다%댄f 띤모를 가지고 개개인의 생존과삶 일상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마 

치 왼-치가불가한 바이러스처럼 전쟁을 경험한 이들의 몹괴- 마음에 각인되고, 우리 시-회에 모습 

을 달리하며 공기처럼 존재한다. 유엔군회장장시설과 같은 곳을 마주할 때. 이 바이러스와 공 

기는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트라우마는 사건을 밍각하고 왜곡함으로써 풀어낼 수 있 

는것이다. 오히려 대면하고, 기억하며, 애도와풀이를통해서만과거의 것으로만들수있다. 

그렇기에 이러한대면괴-기억 애도외-풀이의 매개를조성히는일은중요하며. 이는조심스러 

운 접근을 요한다. 남아 있는 역사적 유물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공간을 다루며 공간 

의 수시와 행동 유도 매개를 띤밀히 적용하고, 경험자의 기억과 김정을 토대로 하되 실제로 경 

험하지못한 이들도공감할수있는내러티브와체힘을 윤리적이면서도세심하게제시할수있 

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근현대 유적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은 최근에야 대두되고 있는 시안으 

로100년이 넘은 근대문화유잔조차도 문화재 등록이 되지 않은 채 주치장 등의 시설물을 위해 

벼다른 합의나 공론 절차 없이 허물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개발논리를 비껴왔을지 

모르나 경기 북부에서 발견된 6 ·25전쟁 관련 유적들 역시 같은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란 보 

징은 없다. 전쟁이라는 혼란과 격변을 겪는 사이 이러한 유적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했으며, 시 

긴이 흘러 증언과 사료는 구하기 어려운 상황어 되었다. 6·25전쟁을 경험한 이들 중 상딩수가 

이미 타계하였고 남은 분들 역시 연로하시어, 이 분들의 이이;기는 누군가에 의해 기록되지 않으 

면 곧 사라지거나, 또는 발화자도 없고 근거도 없는 ‘신화’가 되어버릴 것이다. 

현재 유엔군회장징-시설에 대한 기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여기에서는 이기휴 할아버지의 

기억과 이야기만을 다루었는데. 기억, 그리고 특히나 한 분의 기억은 작은 파편이기에.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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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야기’에는 의심의 여지를 두되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억/이야기의 발굴과 채 

록, 밀F하기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김귀옥, 이영희 등 몇 연구자들이 접경지역 구술시를 연구하 

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가 풍부하게 진행되어 각 지역의 특수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점 

들 속에서 행위자로서 삶을 영위해나간 이들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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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 구획 및 정비 농펠* 

1) 정비 현황 

유엔군화장장시설은 1991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에서 실시한 〈군사보호구역 

내 문회유적 지표조사〉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이후 본 유적의 가치가 인정되어 2008년 등록문 

화재 제408호로 지정되었다. 국기문화재로 등록됐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정비되지 않은상태로있었다. 잡초가우거지고진입로도정비되어 있지 않은상태로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2013년 예산이 확보돼 부지가 매입되고 부분적인 정비기- 이루어졌다. 정비 

내용은다음과같다. 

G] 미동로에서 유적까지 진입로는 원래 흙길이었으나. 현재 쇄석으로 포장되어 있다‘ 진입로의 폭은 

3 .0m 나l외이고 길이는 약 145m이다. 

@ 진입로 좌우측으로 토사 측구(배수로)를 설치하였으며 유적의 동남쪽 골짜기 부분에는 석축 배 

수로를설치하였다 

@ 유적 주맨 경계를 따라 목재보호팬스를 설치하였다. 

@ 유적 주변에는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고 역시 자갈로 포장하여 잡풀이 자라지 않도록 하였다. 

@ 유적 내부는 마사토로 포장하여 잡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 유적 남동쪽 모서리에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일부 관람 동선상에 보도블럭으로 포장 

하였다 

〈그림 135) 연천 유엔군화장장시설 정비 전(좌) 후(우) 비교 

v” 보존및활용 



?￥ 

< '1!1111 > 
• • I • • I • • 
_I ..._'"' I 2t100 ‘· 
;ττ1 I ‘---- --‘· I 4tUO ‘· ~l ••:i…H I ’“'"' 
←「1 I na --‘· | ---- ‘ -··--· ‘ ... ~ ... t ‘~M 

〈그림 136) 2013년 연전 유엔군화장잠시설 정비 계획도 

2) 영역별 정비 방향 

(1) 영역의 구분과 기능 

유엔군회징정-시설은 2013년 정비 이후 탐방객이 관람할 수 있을 정도로 정비기- 진행되었다. 

하지만, 유적의 가치에 비해 기본적인 정비만 실시하여 유적을 활용히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토지 미}입 계획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과 영역별로 정비 방향 

을 설정히여 정비를 추진히여야 한다. 영역은 ‘@진입 영역. @휴식 영역, @추모 영역. @문화 

재 관람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비 계획을구상하였다. 

CD 진입 영역 

진입 영역은 마동로에서 회장장시설 입구까지의 공간을 일걷는다. 현재 자갈 포장만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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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7) 각 영역별 공간구성 개멈도 

있어 차량의 통행이 어렵고, 또한 주치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길가에 주차해 놓은 치들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입로의 자갈포장은 경화되어 있지 않은관 

계로보행에도불편함이 야기된다. 또한진입로의 입구쪽토지는사유지여서 현재 진입로가꺾 

여 있는상태이다. 이에 다음과같은정비 방향을설정하고자한다. 

- 토지매입 ; 미동로 변 토지를 매입히역 사유지가 갖는 불편함을 해소힌다.(동이리 613번지) 

- 주치장 : 마동로 변 매입된 토지를 활용히여 주치장 공간을 조성한다. 주치장에는 회장실 

과종합안내판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 비닥의 포장 ; 현재 자갈포장은 제거하고, 보행에 펀리한황토 포징F이나 아스콘 포장을고 

려해볼필요가있다. 

- 진입로 주변에는 조경수를 식재하여 유적으로의 몰입감과 경건함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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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영역 

본유적에는현재 휴식 공간이 전무한상태이다. 이곳을찾는 이들에게 기-로등·벤치 종합안 

내판·음수대 ·회장실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이라도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은 유적에서 

멀리 떨어진 곳인 주치장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핀란된다. 

@추모영역 

경건한 미음으로 진입로를 띠라유적으로 올라가는 길에 추모 공간을 마련할 펼요가 있다. 타 

국에와서 전쟁 중유명을달리한외국의 참전용사를기리기 위한용도로추모공간조성이 요 

구된다. 추모 공간은 유적의 아래 부분 넓고 평평한 부지에 공원 개념으로 조성한다. 추모 공간 

에는 시각적으로 유적이 빙해받지 않을 높이(낮고 평평한 형태)로 추모관(전시관)과 추모비 및 추모 

공원을조성한다. 

- 토지매입 : 추모공긴을 마련할부지를 매입한다.(동이리 610번지) 

- 추모관을 배경으로 중심에 추모비를 조성한다. 

- 추모관과추모비 주변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그림 138) 추모비 사례; 미군한국전쟁참전기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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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핀람영역 

문화재 관람 영역은 님아 있는유엔군화장장시설이 중심이 된다.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부 

분은 문화재 안내판이다. 안내판어 유적에 너무 인접해 있어 유적 관람에 빙L해기- 되므로 일정 

거리를이격하여 옮겨 설치하여야한다. 또한유적 내부니-주변에 야외 전시 패널 및스토리보드 

늘 설치하여 관람의 도움을주도록 한다. 한편 증강 현실 기술등 첨단 전시 기술을 적용하여 복 

원된 회징장시설을 감상할수 있도록 한다. 

- 유적 관람에 빙F해받지 않도록 안내판 이동 설치한다. 

- 회장장 내부를 야외전시장으로 활용하여 전시패널, 스토리보드등 설치힌다. 

- 첨단 IT기술을접목한전시 기법 적용한다.(복원 이미지 제공등) 

〈그림 139) IT기술을 접목한 전시기법 적용 사례; 문화유산 모바일 업 - 내 손안에 종묘 

위와 같은 방향으로 정비 사업이 완료된다면, 주변 문회유산과의 연계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주변의 연계할 만한 문회유잔으로 ‘숭의전지’, ‘당포성’. ‘미강서원지’, ‘동이리 주상절 

리’등이 있다. 숭의전지를 제외하면 별다른 편의시설이나 휴게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효과 

가 더욱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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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영역 멸 구상 내용 

| 영역구분 서맘구상 
;;q。 1 。~o디 
」닙 。「

휴식영역 

주모영역 

문화재관람영역 

(2) 동선계획 및 정비방향 

주차장설치, 진입로정비, 조경수식재등 

휴게시설 설치. 편의시설 설치 

추모기념관t훌 추모기념비 조성 추모공원조성등 

문화재안내판정비.관람동선 정비, 각종전시기법 적용 

본 유적의 동선계획은 각 영역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진입 영역에서 동선은 ‘주치정

휴식 공간{절충 공간) • 추모 공간’으로 구성되며 추모공조F에서는 추모비를 지나 기념관을 둘러 

본 후 다시 추모의 길로 진입히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문화재 관림- 영역에서는좀 더 세부적인 

동선 계획이 요구된다. 유적의 주변을 돌아보는 동선과 유적의 내부를 둘러보는 동선이다. 이 

두 개의 동선을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구성하여야한다. 

〈그림 140) 영역 별 동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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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문화재관람공간동선 계획 

‘,• ! ~ ·- .... 
외부 ‘---;캘므----------
판팀동선 .·’ 」.톨F흙-----“ -----‘.-- j흩홈. 1초짧톨률톨--- -=---
--- j톨풍J홈」*싫했.협훌흙캡를lι ; 

(3) 토지매입 

이상과같은 정비 계획을완료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선결 과제이다. 매입해야할토지는 

동이리 610번지(전)과 동이리 613번지(전) 2펼지이다. 공시 지가의 300%를 토지 보상비용으로 

책정했을 때 토지 매입 비용은 약 5억7천7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된다. 

〈표 16) 연천 유엔군화장장시설 주변 토지 소유주 및 면적 

「 ;~곰 i흩 ι맏 며처(미) 공시지가 설명 매입비용 

」「 (공시지가 300°/o) 

6 10 

613 

저
」
저
」
 

인
 
인
 
힘
 

개
 
개
 
총
 

1,329 28. 100 1 억 1 천2백만원 
- ----•-•• --••+-
2.369 65.400 4억6천5백만원 

••---- --- -•--

기념관. 기념비등 

주i엠, 편의시설등 

5억7천7백만원 

3) 학술조사 

(1) 시굴 및 발굴 조사의 필요성 

유엔군회장장시설은 현재 등록문화재 408호로 지정되어 문회유산으로 보호받고 있다. 하지 

만, 기초적인 흐낼조시-와 당시 건물을 목격한 일부 지역민들의 면담조사만 이루어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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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설에 대해 일각에서는 화장장시설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회정장시설이라 하더라 

도 좀 더 명확한 학술적증거와 회장장시설의 면모끼능‘ 공간, 형태 등)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굴 

조사가요구된다. 

(2) 시굴 및 발굴조사구역 설정 

본 문화유산은 현재 벽체 일부와회장장시설의 핵심 시설인 굴묵 시설이 일부만 남아 있는데, 

회장로(시신을 회장하기 위한 공간)로 보이는 시설은 현재 유구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더불어 현재 

회장장 시설은 2동의 건물이 ‘「’자로 배치되어 있는 형상인데, 각 건물의 용도나 쓰임에 대해서 

도단언하기 어려운실정이다. 이에 이러한의문점을해소하고좀더 명확한흐μ술적 근거를확 

보하기 위해 빌낼 조사가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발굴 조시는 유구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유적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히는 것 보다 일부 구간 

에 대한 시굴 조사 형식으로 진행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시굴 조사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 

항을 밝힐 수 있도록 하며 시굴조사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 굴뚝 시설과회장로의 규모와 범위를 획정할수 있는 위치를 선택한다. 

- 건물의 기초부와 벽체의 구조를 파익할수 있어야한다. 

- 2동의 건물 내부의 특성을파악할수 있도록한다. 

- 동서 빙향의 시굴 흠은 2동의 건물 내부를 관통하면서 건물 내에 위치한 추정 기둥 자리를 

지나도록설정한다. 

- 남북방향의 시굴흠은두동의 건물의 중앙을관통하도록설치 힌다. 

- 회장정-시설에서 가장중요한 핵심 시설인 ‘굴묵 시설’과‘회장로’영역을파악할수 있도록굴 

묵 전면에 가로, 세로 Sm 규모의 평면 피트를 넣어 조사한다. 

(3) 심화학술연구 

유엔군화장장시설에 대한 학술 연구는 부재한 상행l다. 일부 혁솔 서적93에 소개되어 있거 

93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r국가수호 사적지를 찾아서」 2012. 박앙호 r유앤군 전적비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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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시굴 및 발굴 조사 시굴홈 계획 

나 문화재청에서 출판한 『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가 있을뿐이다. 본문회유산은 부산의 유 

엔군기념공원(기념묘지)을 제외하면 유엔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일한 문회유산으로 그 가치 

가매우높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심도 깊은 연구가진행될 수 있도록심화학술 연구를추진할 

팔요가 있다. 심화학술 연구의 주제(안)는 디음과 같이 정리할수 있다. 

유엔군회장장 건립 배경과당시의 시대적 상황 

유엔군회장장의 축조기법과복원 연구 

- 국내 유엔군 관련 시설에 대한흐탤조사 연구 

- 유엔군회장장의 가치와활용 빙싼 연구 

- 유엔군회정캉의 중장기 정비 계획 수립 

서」, 화남출판사, 2011 . 국방부, r한국전쟁사 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9. 연천군, r文化遺隨分布地圖 -;運川

都-」. 2C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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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재 안전진단계획 

현재 님아 있는 회장장시설의 대부분은 건물 하부 벽체이다. 일부는 넘어져 바맥l 쓰러져 있 

거나 벽체 일부분이 파손되어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고, 일부 벽체는 기울어져 있는 경우도 있 

어 자연 재해 등에 취믿t한 상태로 판단된다. 94 이러한 유구의 훼손 원인이 부재의 노후화 등의 

재료적인 문제인지, 지속적인 히중이나 외부 환경적인 문제인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정기적인 안전 점검과함께 정밀 안전 진단을실시히여 향후잔존유구에 발생 할수 

있는 문제들을 면밀히 피-악할 펼요가 있다. 이를 통해 더 이상의 유구 훼손의 범위가 확장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취를 취하여 혹시 모를 붕괴나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정 

밀 안전 진단 항목은 아래 표와같다. 

문헌조사 
자료수집및 

여| 
비 

분석 이릭조시 

{?; 
지리 지형 기상 

사 주변환경 
현황조사 

주연흰경지표 

상태평가 뻐|슨앙상 

구조불해석 

구조안정성 지번해석 
{-프l 평가 

g 진동영항쟁가 

λ-「j
원인규명 

종합결론 대책안제시 

항후보존방안수립 

굉물암석회적특성 

~ 석재실험 지화학적특성 

시 
물리/기계적특성 등。4 

토질재료시험 

문화재 
안전진단 

현장 
조사 

및 
시힘 

외관조사 

현장시험 
(비파괴) 

지반조사 

94 01는 관람객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이다 

제원조사 

하충조사 

변위/변형조시 

성능저하부조시 

내시경관잘 

시료채취 

번빌경도(석재) 

초음따팀S이석재) 

시추조시 

탄성파토모그래띠 

틴성파팀사 

전기비저항탐사 

GPR팀Af 

명핀재하시험 

진동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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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과유엔군 참전의 역사적 현~l-01자 서부전선의 격전을 상상케 하는 중요한 유적지 

경기 북부의 접경 지역은 냉전 시기 물리적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전방으로서 6·25전쟁의 역사적 

시설물과 기억들이 산적한 지역이다. 전쟁 당시 남한과 북한, 중공군, 미군, 유엔군 등 다국적 군인 

들이 이 지역에서 수년간 접전을 치렀으며 현재까지도 한국, 미국, 유엔이 관여하는 군사적 요충지 

이다. 따라서 접경 지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앤f이 많을 수믿벼l 없으며, 특히 연천군처럼 전쟁 이 

전에는북한에 속해 있었던 수복 지역의 경우 더욱더 그러하다. 

본 연구는 연천 유엔군회장장시설을 중심 소재로 삼되 6 · 25전쟁 전반의 역사적 사실과 사람들의 

기억 그리고향후발전방호J:7J)-지 모두소재로다루고자노력했다. 이에 해당문화유산의 물리 기록이 

나 기억 기록을 넘어 향후 연천군이 문화도시로 변모하는데 유용한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얘용 


	연천 유엔군화장장시설 기록화 조사 및 활용연구
	차례
	Ⅰ.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2. 연구 방법

	Ⅱ. 환경 분석
	1. 연천군 현황
	2. 유엔군화장장시설 주변 현황
	3. 연천 안보관광 문화자원 현황
	4. 유엔군 기념물 및 문화시설 현황

	Ⅲ. 역사 분석
	1. 6·25전쟁의 발발과 유앤의 참전 결의
	2. 유엔군의 참전 과정
	3. 6·25전쟁의 경과 및 유엔군의 활약
	4. 연천 및 인근 지역 유엔군 전투 상황

	Ⅳ. 물리 기록
	1. 유엔군화장장시설 정밀 실측 및 해설
	2. 유엔군화장장시설 3D 스캔

	Ⅴ. 기억 기록
	1. 기억 기록 요약
	2. 유엔군화장장시설 관련 기억
	3. 유엔군 관련 기억
	4. 생애사

	Ⅵ. 국외 사례
	1. 국외 사례 개요
	2. 유럽 사례 분석
	3. 아시아 사례 분석

	Ⅶ. 보존 및 활용
	1. 문화유산 원형(原形) 고증
	2. 콘텐츠 기획 방안
	3. 윤리적 추모 공간 조성 방향
	4. 공간 구획 및 정비 방향

	부록
	1. 유엔군화장장시설 정밀 실측 도면
	2. 유엔군화장장시설 복원도(안)

	판권기
	뒷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