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5전쟁 60주년
UN 참전
기념시설물 도감
국내 시설물

1

Korean War Memorials around the World

스웨덴(1)

영국(9)

Sweden

United Kingdom
프랑스(7)

France

네덜란드(5)

덴마크(1)

Denmark

Netherlands

캐나다(19)

Canada

벨기에(12)

Belgium

이탈리아(1)

터키(2)

Italy

Turkey

룩셈부르크(2)

Luxembourg
미국(139)

United States
of America

한국(69)

Korea

그리스(2)

Greece

태국(2)
에티오피아(1)

Thailand

필리핀(4)

Philippines

Ethiopia
콜롬비아(3)

Colombia

남아프리카공화국(4)

Republic of
South Africa

호주(4)

Australia

뉴질랜드(5)

New Zealand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국가별 참전기념물 현황

6 ·25전쟁 60주년
UN 참전
기념시설물 도감

6 ·25전쟁 60주년
UN 참전
기념시설물 도감
국내 시설물

1

60년 전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 희생을 기억하고 더욱 값지게 하는 일은 우리의 엄숙한 의무입니다.
일러두기
1. 이 책은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 참전군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및 해외에 건립된 참전 기념 시설물을 조사하여 편찬한 도감이다.
2. 도감은 국내 시설물(1권)과 국외 시설물(2, 3권)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시설물은 참전국별로 구분하였다.
3. 참전국은 전투지원 파견국과 의료지원 파견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국가의 게재 순서는 파견 규모에 따랐다.
단, 영연방 참전국(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은 함께 소개하였다.
4. 용어, 인명, 지명, 통계 등 자료가 상이한 경우는 국방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따랐다.
5. 시설물의 명칭 및 비문은 현행 맞춤법보다 해당 시설물에 표기된 것을 우선하여 따랐다.
6. 비문 등 현지 시설물에 명시된 통계(참전 및 인명 피해 규모)는 공식 자료와 상이하더라도 그대로 소개하였다.
7. 외래어 표기는 현행 표기법을 따랐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기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
8. 대한민국 지명의 알파벳 표기는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지명 영문 표기 원칙’을 따랐으며,
현지 시설물에 표기된 국내 지명 표기는 그대로 두었다.
9. 외국 지명의 한글 표기는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로마자 지명 한글 표기 원칙’을 따랐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신 그분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발간사

올해는 6·25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UN의 21개국 젊은이들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였던
대한민국의 땅을 밟았습니다.
전쟁의 포화는 멈췄지만, 15만여 명의 젊은이들은 끝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전장에 고귀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UN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추게 되었고, 2009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여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어려운 국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아시아의 변방에서 당당히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분들 덕분에 오늘날 물질적
풍요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특히 국내와 참전국에 건립된 참전기념
시설물들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중요한 상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전쟁이 남긴 교훈을 계승하고자, 국내외 참전기념
시설물의 실태를 조사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6·25전쟁 6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6·25전쟁 60주년 UN 참전 기념시설물 도감〉을 한글 및 영문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6·25전쟁 60주년 UN 참전 기념시설물 도감〉은 부산 UN기념공원 등 전국에 산재한 UN 참전 기념
시설물 69개와, 참전 19개국에 건립되어 있는 231개의 기념시설물 등 총 300개 시설물의 실태자료와
사진을 게재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도감이 21개국의 참전용사들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도감이 발간되기까지 자료조사와 고증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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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축사

2010년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을 비롯한 21개
UN 참전 우방국은 우리나라에 군대와 의료지원단을 파견하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이러한 UN 참전국의 지원과 참전 장병의 고귀한 희생을 바탕으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었고, 남북 분단이라는 악조건을 극복하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그동안의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6·25전쟁 UN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당연한 책무라고 하겠으며, 우리 국민들은 6·25전쟁에 참전한 UN
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6·25전쟁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에 군을 파견하여 자유와 평화를 수호했던 UN 참전국의 국민과
군인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 수호의 십자군으로서 이역만리 한국에서
산화한 전몰장병의 가족에 대해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국가보훈처가 한국 및 6·25전쟁 참전국 현지에 건립되어 있는 참전기념비 등의 시설물을 조사하여
한글 및 영문판으로 〈6·25전쟁 60주년 UN 참전 기념시설물 도감〉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하는 〈6·25전쟁 60주년 UN 참전 기념시설물 도감〉을 통하여 UN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6·25전쟁을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속
깊이 기억하는 전쟁으로서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평화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감 발간을 토대로 대한민국과 6·25전쟁 UN 참전국들과 미래의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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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베이언 한국전 참전비

376 사우스다코타 한국전 참전비

26

플래그스태프 한국전 참전비

108 댄빌 한국전 참전비

194 사우스보스턴 한국전 참전비

274 포트리 자유공원 한국전 참전비

380 이스트테네시 한국전 참전비

28

애리조나 한국전 참전비

110 테이즈웰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

198 스프링필드 한국전 참전비

276 허드슨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

384 멤피스 참전군인 광장 한국전 기념비

32

투손 한국전 참전비

112 일리노이 한국전 참전비

200 스웜프스코트 한국전 참전비

282 저지시티 한국전 참전비

388 내슈빌 한국전 참전비

36

아칸소 맥아더파크 한국전 참전비

118 컬럼비아시티 한국전 참전비

202 볼드윈빌 한국전 참전비

284 뉴욕 주 한국전 참전비

390 텍사스 한국전 참전비

40

컨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

120 포트웨인 한국전 참전비

204 워세스터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

288 카유가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

392 이오지마 한국전 참전비

42

데저트 추모공원 한국전 참전비

122 인디애나폴리스 한국전 참전비

208 세인트조세프 한국전 참전비

292 버팔로 한국전 참전비

394 해리스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

44

오크데일 추모공원 한국전 참전비

126 레이크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

210 스털링하이츠 한국전 참전비

296 아이젠하워파크 한국전 참전비

396 킬린 한국전 참전비

46

로스오소스 밸리 추모공원 참전비

130 매리언 한국전 참전비

214 배빗 한국전 참전비

300 키세나파크 한국전 참전비

398 샌안토니오 추모광장 한국전 참전비

48

네바다 파이오니어파크 한국전 참전비

132 아이오와 한국전 참전비

216 덜루스 한국전 참전비

304 서퍽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

400 시더시티 한국전 참전비

50

세쿼이어 한국전 참전비

136 캔자스대학교 한국전 참전비

218 페어몬트 한국전 참전비

306 컬럼비아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

406 알링턴 국립묘지 한국전 참전비

54

로즈빌 한국전 참전비

138 오버랜드파크 한국전 참전비

220 맨카토 한국전 참전비

308 뉴욕 한국전 참전비

414 햄프턴 추모공원 한국전 참전비

58

샌조아킨 밸리 국립묘지 한국전 참전비

144 노스이스트캔자스 한국전 참전비

224 로체스터 솔저스필드 한국전 참전기념비

312 화이트 헤이븐 추모공원 한국전 참전비

416 노퍽 맥아더기념관 한국전쟁관

62

소노라 참전기념관 한국전 참전비

148 캔자스 한국전 참전비

230 미네소타 스테이트 페어그라운드

316 오논다가 카운티 전쟁기념관 한국전쟁관

420 버지니아 전쟁기념관 한국전 참전비

64

콜로라도스프링스 한국전 참전비

152 메타리 참전군인 추모광장 한국전 참전비

318 렌슬러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

424 한국전 전쟁고아 기념관

66

댄베리 한국전 참전비

154 파인빌 한국전 참전비

232 미네소타 한국전 참전비

322 파예트빌 자유공원 한국전 참전비

428 올림피아 한국전 참전비

68

워터베리 참전군인 추모공원 한국전 참전비

156 메인 한국전 참전비

234 위노나 한국전 참전비

328 오하이오 한국전 추모공원

434 클라크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

72

델라웨어 한국전 참전비

162 클레어 굿블러드 상병 추모비

236 오자크 추모공원 한국전 참전비

332 오리건 윌리어미트 국립묘지 한국전 참전비 436 웨스트버지니아 한국전 참전비

76

브리버드 참전군인 기념센터 한국전 참전비

164 매릴랜드 한국전 참전비

238 쿠바 한국전 참전비

336 오리건 주 참전군인 기념관 한국전 참전비 442 위스콘신 한국전 참전비

78

피넬라스파크 한국전 참전비

168 매사추세츠 한국전 참전비

240 제퍼슨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

338 오리건 한국전 참전비

446 와이오밍 한국전 참전비

80

탤러해시 한국전 참전비

172 댄버스 한국전 참전비

242 미주리 한국전 참전비

342 페리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

450 미 태평양 국립묘지 한국전 참전비

86

웨스트팜비치 한국전 참전비

174 데드햄 한국전 참전비

246 세인트클레어 한국전 참전비

344 레바논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

456 호놀룰루 한국전 참전비

88

애틀란타 한국전 참전비

176 하버힐 한국전 참전비

248 세인트루이스 포레스트파크 한국전 참전비 348 라이커밍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

460 마우이 한국전 참전비

어거스타 한국전 참전비

178 케이프 앤드 아일랜드 한국전 참전비

252 크로그 추모공원 한국전 참전비

462 괌 한국전 참전비

92

14

한국전 참전 기념패

350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비

15

3
국외
시설물

82

루넌버그 한국전 참전비

네덜란드

벨기에

84

샬럿타운 한국전 참전비

166 로테르담 한국전 참전비

230 국립 대성심성당 한국전 참전 기념물

영국

88

브룩사이드 묘지 한국전 참전비

170 티멘스 군목 추모비

234 월루웨 쌩피에르 한국전 참전비

12

런던 세인트폴 대성당

92

캐나다 가평 참전비

172 엔겔브렛 반 나소 병영 한국전 참전비

238 카미나 한국전 기념비

룩셈부르크

한국전 참전 기념패

94

빅토리아 한국전 참전비

174 오렌지부대 한국전 참전비

240 오스트말러 한국전 참전비

302 룩셈부르크 헌법광장 한국전 참전비

14

영국 국립묘지 한국전 참전비

98

평화의 사도

178 위트레흐트 한국전 참전비

242 티엘렌 한국전 참전비

304 룩셈부르크 국립 군사박물관 한국전쟁관

20

콜체스터 한국전 참전비

24

더비 한국전 참전비

터키

콜롬비아

250 딕스뮈드 한국전 참전비

스웨덴

26

입스위치 한국전 참전비

106 한국 참전 토이기 기념탑

184 보고타 한국전 참전비

252 글린 한국전 참전비

310 스웨덴 야전병원 한국전 참전 기념패

28

스코틀랜드 한국전쟁 기념관

112 이스켄데룬 한국전 참전비

186 콜롬비아 국방부 한국전 기념비

256 나뮈르 한국전 참전비

32

노스웨스트웨일스 한국전 참전비

188 카르타헤나 한국전 참전기념비

258 리에주 한국전 참전비

호주

덴마크

34

맨체스터 한국전 참전비

260 륌뷔르흐 한국전 참전기념비

벨파스트 한국전 참전비

118 호주 국립 전쟁기념관 한국전 참전비

그리스

314 덴마크 병원선 유틀란디아호

38

124 시드니 한국전 참전비

194 파파고스 한국전 참전비

캐나다

130 멜버른 전쟁기념관 추모 공원

198 테살로니키 한국전 참전기념탑

44

오타와 한국전 전사자 기념비

132 울버스톤 안자크파크 참전비

48

오타와 한국전 참전비

136 태즈메이니아 군사박물관 한국전 참전비

52

오타와 원주민 참전군인 한국전 참전비

54

토론토 한국전 참전비

56

6

여는글

한국전 참전 기념패

248 신트-니클라스 한국전 참전비

262 아테르 한국전 참전비

프랑스
266 파리 한국전 참전비

뉴질랜드

268 개선문 광장 한국전 참전기념비

204 웰링턴 아오테아 한국전 참전비

270 앵발리드 한국전 참전 기념패

필리핀

206 뉴질랜드 국회 한국전 참전 기념패

272 생제르망앙레 한국전 참전비

브램튼 메도우베일 묘지 한국전 참전비

140 마닐라 국립묘지 한국전 참전비

208 프랭크 키츠 공원 한국전 참전 기념패

274 오피탈-캉프루 한국전 참전비

60

윈저 한국전 참전비

144 마닐라 마리키나 시 한국전 참전비

212 오클랜드 한국전 참전비

278 로자휴 한국전 참전비

64

디에프파크 한국전 참전비

146 마닐라 리잘파크 한국전 참전기념비

214 크라이스트처치 송파 공원

284 르망 제2해병보병연대 한국전 참전비

66

윈저·에식스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

150 필리핀 통합사관학교 한국전 참전비

한국전 참전 기념교

70

캐나다 보병연대 박물관 한국전쟁관

72

몬트리올 한국전 참전비

태국

74

캐나다 로열 22연대 한국전 참전비

158 방콕 참전협회 한국전 참전비

에티오피아

290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본부 한국전 참전비

78

퀘벡 한국전 참전비

160 촌부리 한국전 참전비

222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

294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박물관 한국전쟁관

80

민토 한국전 참전비

16

296 프레토리아 유니온빌딩

218 타이하페 참전용사 추모비

한국전 참전비

이탈리아
318 이탈리아 제68야전병원
한국전 참전 기념패

남아프리카공화국
288 케이프타운 한국전 참전비

17

여는글

6 · 25전쟁과 유엔군

자유 수호를 위한 21개국의 헌신과 희생

6·25전쟁은 유엔에 의해 창설된 합법적인 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해, 북한·소련·중공의 공산주의 국가가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해 공격한 불법적인 남침전쟁이자, ‘국제전쟁(international war)’이었다. 얼핏
보면 6·25전쟁은 남·북한간의 단순한 전쟁처럼 보이기도 하나, 이는 세계 25개국(한국 포함 자유우방국
22개국, 공산주의 국가 3개국)이 개입한 국제전쟁으로 참전한 병력만도 수백만 명에 달하는 대(大)
전쟁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소규모 전쟁이 아니라, 참가국 수 및 병력면에서 볼 때 제1·2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대규모 전쟁이었다. 따라서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주요 연합국들이 참전한
세계전쟁의 양상을 띠게 됐다.
또한 6·25전쟁은 소련과 중공의 조종과 지원을 받은 북한이 도발한 불법전쟁에 대응하여,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국가가 유엔 헌장(UN Charter)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제평화를
1950년 12월 흥남 철수

유지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기꺼이 참전한, 자유 수호를 위한 전쟁이었다. 그 결과 유엔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6·25전쟁 약 3년 동안 16개 국가에서는 전투부대를 파병하였고, 5개국에서는
의료지원 및 시설을 보내 연인원 195만 명이 참전하여 약 4만여 명의 꽃다운 젊은 청춘들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그들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한국에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을 골자로 하는

나라에 와서 인종도, 피부색도, 언어도, 관습도 각기 다른 군인들이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살을 에는

‘6·27결의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두 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으로 미국은 한국에 군대를

듯한 살인적인 추위와 적도의 작열하는 폭염 같은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60년 전 그때 그날 바로 이곳

파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 이외의 다른 유엔 회원국과 자유 우방국가도 한국에 필요한

한반도의 낯모르는 산하(山河)에서 싸우다 장렬히 산화했다.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북한의 남침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유엔 회원국의 군대 파병제의와 유엔의 후속조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도선 전역에 걸쳐 북한군의 무력공격을 받은 한국 정부는 즉시 이 사실을

유엔 안보리의 6·27결의에 따라 미국의 육·해·공군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당시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던 유엔 한국위원단(UNCOK)과 주한 미국대사관에 통보하면서 유엔과 미국으로

군사지원을 제의한 유엔 회원국이 늘어났다. 먼저 영국에 의해 지도되고 있는 영연방 국가들이 여기에 앞장섰다.

하여금 북한의 남침행위를 즉각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때 미국도 한국에서의 전쟁 사태를 유엔을

영국은 항공모함을 비롯한 군함 8척의 파견을 통보하였고, 호주는 해군 군함 2척과 공군 1개 대대의 파병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유엔은 6월 25일(뉴욕시간)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미국이 제출한

제의하였다. 또 서유럽 국가인 네덜란드도 군함 1척의 파견을 제의했다. 이때 장제스(蔣介石)가 이끄는 자유중국

‘북한군의 침략 중지 및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하는 ‘6·25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은 그때의

정부(현재 대만)도 3만 3,000명의 지상군 파견을 제의했으나, 미국이 정치적 문제와 대만의 전투력 약화 등을

결의안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는 북한 공산 침략자들이 순응해 주기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기대했다. 그러나 북한의 공산 침략자들은 유엔 안보리의 ‘6·25결의’를 무시하며 침략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한편 서울 함락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유엔 한국위원단은 “북한이 유엔의 결의안을 준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조기에 한국 정부가 전복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보고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

18

한편 이들 국가 이외에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 의한 추가 파병 제의가 더 이상 나오지 않자, 유엔 사무총장
리(Trygve Lie)는 1950년 7월 14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한 유엔 회원국에 전투부대 파병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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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한국에 군대를 파병하겠다는 유엔 회원국들의

사령부의 설치 및 사령관의 임명권을 미국에 부여하며,

수가 늘어났다. 영국은 해군 파병에 이어 보병 3개

유엔기 사용을 승인한다.”는 것이었다. 그 같은 결의는

대대로 구성된 1개 여단·1개 기갑연대·지원포병·기타

유엔이 최초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 지휘기구를

부대 등 총 7,000명 규모의 부대 파병을 제의했고,

설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호주는 1,000명으로 구성된 1개 보병대대의 파병을,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7·7결의안’에 따라 7월

뉴질랜드는 1,000명으로 구성된 1개 포병대대의 파병을

8일 미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제의했다.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도 3개 대대로 구성된 1개

원수를 초대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보병여단과 공군 수송대대의 파병을 제의했다.

따라 맥아더 원수는 일본 도쿄에 유엔군 사령부(UN

이어 터키, 태국, 필리핀, 그리스도 전투부대의 파병을

Command)를 공식적으로 창설하고, 미 극동군

제의해 왔다. 터키는 4,500명 규모의 1개 연대전투단을,

사령부의 참모진들을 유엔군사령부의 참모로 겸임

태국는 4,000명 규모의 1개 전투단 파병을 제의했다.

발령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미 극동군 사령부가 한국

필리핀도 5,000명 규모의 1개 연대전투단 파병을

작전 임무를 추가로 부여받아 유엔군 사령부의 기능을

제의했다. 그리스는 6대의 공군 수송기와 3,800명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유엔군 사령관은 미 극동군

구성된 1개 산악보병여단의 파병을 제의했다.

사령부의 각 구성군 사령관인 미 제8군 사령관, 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속한 서유럽 국가들도

극동해군 사령관, 미 극동공군 사령관을 통해 유엔군의

전투부대 파병에 적극 나섰다. 프랑스는 군함 1척과
1951년 문산

1개 보병대대의 파병을 제의했고, 벨기에, 네덜란드,

지상·해·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지휘 체제를 수립하게
1951년 서부전선

룩셈부르크도 전투부대의 파병에 선뜻 응했다. 이때

되었다. 또한 유엔군 사령관은 7월 13일, 미 제8군
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을 유엔군

유엔군 사령부를 통제하던 미국 합동참모본부(JCS)는 50명으로 구성된 룩셈부르크 부대를 벨기에 대대에 통합하여

지상군 사령관에 임명하고 그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14일 유엔군

편성하도록 외교채널을 통해 조치했다.

사령관 맥아더 원수에게 한국군의 육·해·공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이양했다. 이로써 유엔 회원국이 아닌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대륙의 유엔 회원국에서도 전투부대의 파병을 제의해 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개 전투기대대를 구성할 수 있는 전투기 조종사와 지상근무요원의 파견을 제의했다. 이때 미국은

한국군은 한국 전선의 모든 작전을 총괄하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하고 전쟁 초기부터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싸우게 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미군 전투기를 제공하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조종사들은 이 전투기를 타고 한국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또 에티오피아도 10개 황실근위대 가운데 1개 대대를 선발하여 한국에 파병하기에 이르렀다.

작전 단계별로 보는 6·25전쟁

남아메리카 대륙의 콜롬비아는 보병 1개 대대와 군함을 파병하여 한국을 지원하게 되었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개시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만

또한 의료부대와 의료시설을 파견한 국가도 있었다. 덴마크는 의사와 간호사를 갖춘 병원선을, 스웨덴은

3년 1개월 2일간 계속됐다. 그동안 쌍방은 38도선을 각각 3회씩이나 넘나들면서 남으로는 낙동강, 북으로는

야전병원을, 노르웨이는 부대수송용 선박을, 그리고 중립국인 인도는 앰뷸런스 부대의 파견을 제의해 왔다. 한편 가장

압록강까지 오르내리며 전 국토의 80퍼센트에 달하는 지역에서 전투를 전개했다. 특히 세계 전쟁사상 한

늦게 유엔 회원국이 아닌 이탈리아까지도 야전병원을 파견해 한국을 지원하게 되었다.

전쟁에서 한 국가의 심장부인 수도가 두 차례나 적에게 빼앗기고 빼앗는 전쟁은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 결과 한국 전선에는 지구상의 각 대륙에서 총 21개국이 전투부대와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하게 되었다. 이로써
유엔은 국제 평화를 파괴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응징의 조치로 유엔의 무력행사권인 집단안전보장 조치를
최초로 발동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구원하게 되었다.

격렬하게 치른 6·25전쟁은 대체로 4단계를 거치며 전개되었다.
첫째 단계는 북한군의 남침기(1950.6.25~9.15)로 북한군이 38도선을 돌파하여 낙동강 선에 이르러
그들의 최종 목표인 부산을 공략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공세를 퍼부었던 시기를 말한다. 이 기간
동안 전투부대를 파병한 국가로는 미국의 육·해·공군, 영국의 육·해군, 호주의 해·공군, 네덜란드의 해군,

유엔군 사령부의 창설

캐나다의 해·공군, 프랑스의 해군, 뉴질랜드의 해군 등 7개국이었다. 지상군은 미국의 육군과 해병대, 그리고

유엔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이 한국에 파견하게 될 부대의 지휘 체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0년 7월

영국의 육군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적과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 유엔 회원국이 파견한 각국 해군은 유엔의

7일,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제안한 유엔군 사령부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결의안의 요지는 “유엔군

해안 봉쇄작전 및 엄호작전,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 임무를 성공리에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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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지상군을 파병한 유엔 회원국은 미국과

국가는 미국·호주·캐나다·태국 등 4개국이었고, 육군과 해군을 모두 보낸 국가는 영국·네덜란드·프랑스·

영국 두 나라였고, 해군을 파병한 유엔 회원국은

뉴질랜드·콜롬비아 등 5개국이나 되었다. 또 육군과 공군을 동시에 보낸 국가는 그리스가 유일하였다. 유엔

미국·영국·호주·네덜란드·캐나다·프랑스·뉴질랜드

회원국들의 파병을 군별로 분류해 보면, 육군을 보낸 국가는 15개국이나 되었다. 전투부대 파병 국가 중

등 7개국이었다. 또 공군을 파병한 유엔 회원국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만이 지상군을 보내지 않고 공군을 파병했다. 해군을 보낸 국가는 9개국이었고, 공군을 보낸

미국·호주·캐나다 등 3개국이었다. 따라서 이 기간

국가는 6개국에 이르렀다.

한국에 군대를 파견한 유엔 회원국은 모두 7개국에

1951년 서울 북쪽

또한 의료지원부대와 의료시설을 보낸 국가로는 스웨덴·인도·덴마크·노르웨이·이탈이아 등 5개국이나 되었다.

달했다. 이중 대표적인 전투로는 미국 육군과 해군에 의해

이들 유엔 회원국 군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국 전선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 군대를 통괄하는 미군의 방침에

수행된 오산전투, 대전전투, 왜관전투, 낙동강돌출부전투,

따라 한국에 설치된 유엔군 보충대에서 미군 교리에 의거 실전훈련을 받았다. 이후 한국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받은

마산전투 등을 들 수가 있다.

유엔 회원국 군대는 미군 사단에 배속되어 작전에 임하게 되었다. 미군 사단에 배속될 때 파병된 유엔 회원국 군대의

둘째 단계는 유엔군의 북진 및 반격기(1950.9.15~
11.25)로 한국군과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 이후 낙동강

규모에 따라, 대대급은 미군 사단의 연대에, 여단은 사단 또는 군단에 배속되어 미군 지휘관의 지휘를 받았다. 미군
부대에 배속될 때는 언어와 관습, 그리고 각 국가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배치했다. 다만 한국에 파병된 유엔 회원국

전선으로부터 38도선을 넘어 소련과 만주 국경의 초산-혜산진 선까지 진격하였던 시기를 말한다.

중 그 규모가 가장 컸던 영국 2개 여단만 1951년 7월 28일 영연방 제1사단으로 재편성되어 독자적인 지휘체제하에

이 기간 동안 전투부대 및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한 유엔 회원국으로는 필리핀의 육군, 호주의 육군, 스웨덴의

작전을 수행했다. 이때 영연방 제1사단에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그리고 영연방 국가는 아니지만

적십자병원, 터키의 육군, 태국의 육·해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군, 인도의 야전병원, 네덜란드의 육군 등 총

영국으로부터 보급지원을 받는 벨기에군이 여기에 속했다.

8개국이었다. 이 기간 동안 유엔 회원국에서 파병한 육군은 필리핀·호주·터키·네덜란드 등 4개국이었다. 해군은

이렇듯 6·25전쟁은 유엔 헌장을 위반한 침략의 주범인 북한을 비롯한 공산국가에 대해 “다시는 지구상에서

태국에서, 그리고 공군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파병했다. 의료지원국은 스웨덴과 인도 등 2개국이었다. 이 중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유엔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응징 차원의 전쟁이었다. 이처럼 유엔은

대표적인 전투로는 인천상륙작전, 평양탈환작전, 원산상륙작전, 군우리전투, 정주전투, 박천전투 등이 있다.

6·25전쟁을 통해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무시하며 침략행위를 계속한 북한

셋째 단계는 중공군의 침공 및 유엔군의 재반격기(1950.11.25~1951.6.23)로 중공군의 개입과 더불어
단행된 공산군의 대공세로 유엔군이 평택-제천-삼천 선(37도선)까지 후퇴한 다음 재반격 작전으로 38도선을

공산주의에 대해 최초로 집단안전보장 조치를 취해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아마도 6·25전쟁 때 국제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행위에 대해 유엔의 조치가 성공하지 못했거나, 미온적인

회복하게 되는 기간까지를 말한다. 이 기간 동안 군대 및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한 유엔 회원국으로는 프랑스의

조치로 끝났다면,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평화기구로 설립된 국제연맹과 마찬가지로 유엔도 오늘날과 같은 권위를

육군, 그리스의 육·공군, 캐나다의 육군, 뉴질랜드의 육군,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육군, 덴마크의 적십자병원선,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6·25전쟁 때 국제 평화를 파괴하고 유엔 헌장에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낸

에티오피아의 육군, 콜롬비아의 육·해군, 노르웨이의 이동외과병원, 태국의 공군 등 모두 11개국에 달했다. 그

북한의 불법침략에 대한 유엔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조치는 유엔에게 닥친 첫 시련을 잘 해결함으로써 오늘날 유엔이

가운데 육군을 파병한 유엔 회원국은 프랑스·그리스·캐나다·뉴질랜드·벨기에·룩셈부르크·에티오피아·

그 창설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시금석(試金石)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콜롬비아 등 8개국이었다. 해군을 파병한 유엔 회원국은 콜롬비아이며, 공군을 파병한 국가는 그리스이다.

특히 대한민국이 오늘날 경제대국, IT강국, 스포츠강국, 문화대국으로 발돋움하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한 유엔 회원국은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 2개국이었다. 이 기간 중 대표적인 전투로는

것도 모두 6·25전쟁 때 유엔의 적시절절한 조치와 21개 자유우방국의 헌신적인 지원, 그리고 낯선 땅 위에서

장진호전투, 흥남철수작전, 김량장전투, 횡성전투, 쌍터널전투, 지평리전투, 벙커고지전투, 현리전투, 가평전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4만여 명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유엔이 항구적인 평화를 구현할

설마리전투 등이 있다.

수 있는 국제평화기구로서의 권위를 드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아울러 유엔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넷째 단계는 휴전협상과 교착전기(1951.6. 23~1953. 7. 27)로 휴전회담의 진행과 더불어 쌍방이 38도선

기사회생(起死回生)한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계속 남아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한

부근에서 고지쟁탈전을 전개하며 휴전에 이르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에는 유엔 회원국이 아닌 이탈리아가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6·25전쟁 때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취한 유엔의 조치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엔이

적십자병원을 파견하여 한국을 지원했다. 이 기간 중 대표적인 전투로는 단장의능선전투, 피의능선전투,

취한 조치 중 가장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다.

저격능선전투, 불모고지전투, 화살머리고지전투, 포크찹고지전투, 율동전투, 노리고지전투, 김화351고지전투,
삼각고지전투, 적근산 삼현전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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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국 유엔군의 참전 및 활동
전투부대와 의료지원부대를 보낸 유엔 회원국은 모두 21개국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육·해·공군을 모두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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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조인

United Nations

유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전격적으로 불법남침을 개시한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침을 강행했다. 이에 1950년
6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한반도 안전을 위하여 한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유엔 안보리는 7월 7일 유엔 회원국
군대를 통합지휘하게 될 유엔군을 창설하고, 유엔군 총사령관에 맥아더
장군을 임명한다.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유엔기를 앞세우고 유엔 21개국이
참전했다는 사실은 ‘집단안전보장 원칙’이라는 유엔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사상 최초의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전투병력을 파견하고, 5개 국가가 의료지원단을
보내왔다. 그리고 40여 개국은 물자를 지원했다. 참전한 유엔 회원국의
대부분은 그들 국가 주변에서 점증하는 공산주의 위협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북한의 침공이 공산주의자들의 자유체제에 대한 공격의 시발점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참전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다국적군으로 형성된 유엔
참전국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종교, 식생활습관, 한국의 험준한 산악
지형과 추운 겨울 등으로 인해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해소돼 갔으며 서서히 하나의 군대로 탈바꿈했다.
유엔군 장병들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유 수호’라는 대의를 위해
전장이나 후방 지원을 통해, 그들의 목숨을 바쳐 명예롭게 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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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유엔기념공원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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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남구

유엔기념공원

유엔기념공원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
전몰장병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전몰
장병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1959년 대한민국과 유엔 간에 체결한
‘재 한국 국제연합 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간의
협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념묘지이다. 묘지 설치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무상으로 토지를 영구히 유엔에 기증하였으며, 토지에 대한 불가침권을
부여하고 있다. 기념묘지의 면적은 14만 4,182m2이며 최초 1만 1,000여 명의
전사자가 안장되어 있었으나, 이후 유가족이나 본국의 요청으로 이장이 되어
현재 2,300기(호주 281, 캐나다 378, 프랑스 44, 네덜란드 117, 뉴질랜드 34,
노르웨이 1, 남아프리카공화국 11, 터키 642, 영국 885, 미국 36, 무명용사 4,
비전투요원 11)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1978년에 건립한
12m 높이의 유엔군 위령탑 동판에는 6・25전쟁에 파견된 유엔군의 전투
장비, 인원 규모, 전사자 현황이 한글 및 영문으로 새겨져 있다. 2006년 건립된
전몰장병 추모명비는 전사자(실종자 포함) 전원의 이름이 검은색 대리석에
새겨져 있다. 유엔기념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사자에게 온라인 헌화를 할 수
있으며 안장용사 및 묘비 위치를 검색할 수 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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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유엔기념공원 안장국 11개국을 상징하는 11개의 계단과
1‘무명용사의 길’
수로로 구성되어 있다. 2 1978년 건립된 유엔군 위령탑. 벽면에 각국별
전투지원 내역과 전사자 수가 동판에 새겨져 있다. 내부 공간은 안장자 관련
사진 및 자료 전시관으로 운영중이다. 오른쪽 유엔군 위령탑을 중심으로
앞쪽에는 무명용사의 길, 뒤쪽에는 주묘역이 펼쳐져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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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주소 부산시 남구 대연 4동 779번지
GPS 35°12'89" N, 129°09'67" E
건립일 공원 1951년 1월 18일,
유엔군위령탑 1978년,
추모명비 2006년 10월 24일,
무명용사의 길 2008년
건립 유엔군 사령부
관리 재한 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CUNMCK)
시설종류 묘역, 기념관, 기념탑,
기념비, 동상
부지규모 144,181.8m2
시설물크기 묘지 수 2,300기,
유엔군 위령탑 높이 9.5m,
영연방 기념탑 높이 2.9m
홈페이지 www.unmck.or.kr

2

1

4

3

5

1 호주 참전용사 묘역에 세워진 기념비.
2 1962년 터키 정부가 건립한 전몰장병
추모비. 3 1960년 터키 정부가 건립한 추모비.
4 2001년 캐나다 한국참전 기념사업회가
건립한 캐나다 전몰용사 기념 동상. 양국
국화인 단풍잎과 무궁화 21송이를 아이들이
들고 있는데 이는 21명의 참전 캐나다군
실종자를 상징한다. 5 영국 참전용사 묘역에
세워진 사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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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
5

6

1 2007년 프랑스 정부가 건립한 프랑스대대 추모비.
2 2008년 태국 정부가 건립한 전몰장병 추모비.
3 2008년 한국-태국 수교 50주년에 건립된 기념비.
4 1965년 건립된 영연방 위령탑.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의 전사자 중 유해를
찾지 못한 386명 용사들의 부대, 계급, 성명이 나라별로
벽면에 새겨져 있다.

5 2009년 건립된 필리핀 전몰장병 추모비.
6 1961년 그리스 정부가 건립한 전몰장병 추모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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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건립된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원형 수반을 따라
세워진 검은색 명비에 4만 895명의 전사자(실종자 포함) 이름이
알파벳 순서(국가별, 개인별)로 새겨져 있다. 6 . 25전쟁이 전개된
3년 동안 유엔군은 195만명이 참전하여 전사자 4만여 명과
실종자 4,100여 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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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 우리의 가슴에 님들의 이름을 사랑으로 새깁니다.
우리의 조국에 님들의 이름을 감사로 새깁니다.
- 한국전 참전 유엔군 전몰용사를 영구히 추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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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유엔기념공원을 찾은 프랑스 해군들이 추모 행사를 갖고 있다. 오른쪽 1951~1954년 21개국 유엔군 전사자 약 1만 1,000여 명의
유해가 안장되었으며 유족의 희망에 따라 본국으로 이장된 유해를 제외하고 지금은 11개국 2,300명의 유해가 잠들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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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경기도 오산시

유엔군 초전기념비

시설개요

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북한군을 상대로 벌인 최초의 전투에서 전사한

주소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산 70-6

군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기념비. 전쟁 발발 10일 만에 유엔군 선봉대인

GPS 37°11'02" N, 127°02'59" E

미 제24사단 장병 540명이 격전을 벌인 곳에 세워졌으며, 지금도 매년 7월

건립일 1982년 4월
건립 경기도, 국방부

5일이면 스미스부대 전몰장병 추도식이 거행되고 있다.

관리 오산시 주민복지과

1950년 7월 3일 북한군은 한강을 넘어 남하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시설종류 기념비, 동상, 오산전투 안내도

스미스특수임무부대(Task Force Smith)는 7월 5일 오산 북쪽 죽미령에서

부지규모 16,500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19.5m, 동상 높이 3.6m

북한군과 첫 교전을 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 북한군 전차 8대가 수원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포병사격을 시작으로 미 지상군의
전투가 개시되었다. 스미스부대는 75mm 무반동 총과 2.36인치 로켓포로

왼쪽 유엔군 초전기념비 전경. 침략군을
방어한 최초의 성벽임을 세 겹의 높은
탑신으로 표현하였다.

44

공격했으나 북한군의 탱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540명의 스미스부대원
중 181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다. 북한군은 전사 42명, 부상 85명, 전차 4대가

오른쪽 유엔군 초전의 긴박했던 당시

격파되는 손실을 입었다. 스미스부대의 참전은 전투의 승패에 관계 없이

상황을 담은 비문.

북한군에게 미군이 참전했다는 것을 알리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었다.

45

1

3
4

5

1 기념비 앞에 유엔기와 태극기를 비롯하여 참전국들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다. 2 미 육군 준장 예비역
Charles Bradford Smith의 회고문이 적힌 비문. 3 스미스부대의 전투장면을 묘사한 5명의 군인상.
4 오산 전투의 전개상황을 알 수 있는 안내비. 5 뒤쪽에서 바라본 기념비.

2

46

47 47

인천시 연수구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기념관. 2만 4,347m2의 대지
위에 세워진 면적 1,793m2의 단층건물이다. 해발고도 150m의 송도 청룡산
중턱에 화강암으로 축조되었으며, 2개의 직삼각형을 대칭형으로 세워
놓은 모양이다. 기념관 내에는 인천상륙작전과 관련된 각종 역사적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옥외시설로는 건물 중앙 상단에 18m 높이의 기념탑과 참전
16개국의 국기게양대, 옥외전시장, 공연장, 주차장 등이 있다.
‘크로마이트작전’(Operation Chromite)이라는 암호명으로 전개된 인천상륙
작전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주도하였으며, 전쟁 전반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상륙지점인 인천을 고립시키기 위해 9월 4일부터 공습이 시작되어
상륙 당일인 9월 15일까지 지속되었다. 9월 15일 함정 261척, 7만여
명을 동원하여 덕적도 근처에 집결, 작전이 시작되었다. 조수간만의 차가
극심한 인천 앞바다에서 용감한 미 해병 제1사단과 국군 해병대, 그리고 미
제7보병사단과 국군 제17보병연대 장병들이 상륙에 성공했다. 월미도를
먼저 점령한 후 16일에는 인천 시가지를 탈환했다. 이후 동쪽으로 진격하여
북한군을 물리치고, 28일에는 수도 서울을 수복하였다. 이로써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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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시설개요
주소 인천시 연수구 청량로 138(옥련동 525)
GPS 37˚25'11" N, 126˚39'12" E
건립일 1984년 9월 15일
건립 인천시, 국방부
관리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관리소,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시설종류 기념관, 자유수호탑, 동상, 야외전시장
부지규모 24,347m2
시설물크기 기념관 면적 1,793m2, 기념비 높이 18m
홈페이지 www.landing915.com

1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전경.
2, 오른쪽 기념관 위쪽에 18m 높이로 건립된
자유수호의 탑. 3명의 동상 양쪽에 37명의
군인상 부조가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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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념관 야외전시장에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위용을 떨쳤던 LVT를 비롯한 10종

4 아치형 부조 장식된 기념관 입구.
5, 6, 7 인천상륙작전 관련 유물 및 자료, 디오라마,

13점의 대형 장비가 전시되어 있다.

무기 등이 전시되어 있는 기념관 내부. 상륙작전을 펼치기에

2응
 봉산(현 자유공원) 기상대 탈환 후

최악의 지형조건이었음에도 맥아더 장군은 작전을 강행,

환호하는 미 해병대 조각상.

월미도 상륙에 성공한 뒤 인천과 서울을 탈환하면서 전쟁의

3 서울 진격 상황을 보여주는 전시장.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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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

인천지구 전적비

시설개요

인천지구전투에서 산화한 유엔군 및 국군 장병들의 영령을 추모하고

주소 인천시 남구 용현동 55 -183 수봉공원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서 거둔 혁혁한 무공을 기념하기

GPS 37˚27'28" N, 126˚39'38" E

위하여 세운 기념비이다. 교통부 주관으로 1980년 건립되었으며

건립일 1980년 9월 15일
건립 국방부, 교통부, 국제관광공사

인천시 수봉공원에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기습남침을 자행한 북한군이

관리 수봉공원 관리사무소

승승장구의 기세로 낙동강전선의 돌파를 서두르고 있을 무렵 유엔군

시설종류 기념탑

총사령관 맥아더 원수의 작전 지휘 아래 미 제10군단이 적의 허를 찔러

부지규모 850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12.6m, 기단 높이 3.4m

그 병참선을 차단하고자 결행한 작전이다. 작전의 제1단계는 월미도의
점령으로 시작되었다. 새벽 5시에 시작된 공격준비 사격에 이어 미
제5해병연대의 3대대가 전차 9대를 앞세우고 월미도 전면에 상륙하였다.

세계 전사에 빛나는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하여
인천지구 전투에서 산화한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인천지구 전적비.

월미도는 2시간 만에 완전히 유엔군에 의해 장악되었다. 미군은 부상
7명의 경미한 피해를 입었으며, 북한군은 108명이 전사하고 106명이

기단부에 상륙 당시를 묘사한 부조 및 무기,

포로로 잡혔다. 제2단계는 미 제7사단, 제1해병사단의 주도로 인천반도

비문 등이 새겨져 있다.

공격으로 이어졌다. 북한군 제18사단과 인천 경비병력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미 제1해병사단과 국군 제1해병연대는 북한군의 주력이 규합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인천 장악에 성공했다. 이후 미 제7사단과 국군
제17연대가 인천으로 상륙하여 서울수복작전에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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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 광란의 성풍이 문득 북에서 불어 와
이 산하 피로 물들이던 날, 만방의 자유민이
분노하여 뭉쳐 모여, 전사에 길이 남을
승전고를 울렸으니 여기가 인천, 민족의
사활을 가름한 결전의 옛 터이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역사의 현장이다. 그날의
의기와 투혼이 횃불 되어 드높혀진 언덕에 이
땅의 정의와 자유를 지킨 용사들의 얼을 기려
이 비를 세우니 함께 새겨진 혈맹의 우의와
호국의 의지 저 해와 더불어 영원하리라.

3
4

1
2

1 군인들의 투혼을 높이 치켜든 횃불로
표현한 기념비 상부 동상.

2 양측 기단에는 장갑차 등 당시 쓰인 전차
조형물이 부착되어 있다.

3 박격포를 들고 진군하는 3명의 군인상.
4 전적비 전경. 전적비가 있는 수봉공원은
현충탑,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 등 여러
호국 시설들이 있어 호국공원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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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맥아더 장군 동상

시설개요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크게 바꾸어 놓은 맥아더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주소 인천시 중구 중앙동 1-11(자유공원 내)

위하여 건립하였다. 북한군을 격퇴하고 인천 탈환의 표징으로 한・미

GPS 37˚28'30" N, 126˚37'22" E

연합군이 동시에 태극기를 꽂은 자리에 동상을 세웠다.

건립일 1957년 9월 15일
건립 인천시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1880년 1월 26일 미국 아칸소

관리 인천 중구청

주 리틀록에서 태어났다. 1903년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시설종류 동상

1930년 대장으로 진급했다. 1937년 제대했지만 일본의 진주만 기습

부지규모 660m2
시설물크기 동상 높이 3m, 기단 높이 3m

이후인 1942년 초, 현역에 복귀하여 미 서남태평양 사령관으로 복귀했다.
1945년 7월에는 필리핀을 완전히 탈환했고, 이어 8월에 일본을 항복시킨
후 미 극동군 사령관으로서 일본 점령군 최고사령관이 되었다.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 동상이
1957년 자유공원에 세워졌다. 맥아더 장군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부임하여 인천상륙작전을
지휘, 전세를 역전시켜 북한군을 중공 국경까지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동상 건립위원회가 결성되고 국민들의 성금을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를 하게 되자 그는 만주 폭격과 중공 연안

기반으로 건립되었다.

봉쇄, 대만군의 활용 등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트루먼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1951년 4월 모든 사령관의 직책에서 해임되었다. 그러나
해임당한 맥아더 장군이 귀국하자 뉴욕 연도에 7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나와 열렬히 환영했다. 그는 귀국연설에서 ‘노병은 죽지 않고, 단지
사라질 뿐이다’(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전쟁 영웅’ 맥아더 장군은 1964년 4월 5일 월터리드
육군병원에서 명예로운 일생을 마감했다.

58

59

1

1 자유공원 동쪽에 세워진 맥아더 장군 동상 전경.
2, 오른쪽 동상 주변의 부조 장식은 인천상륙작전
당시를 짐작하게 해준다.

3, 4 동상이 세워진 자유공원은 1889년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당시 명칭 만국공원)이다.
동상 인근 광장은 인천항과 서해 바다를 조망하는
일몰 명소로 알려져 있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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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

1950년 8월 초 북한군은 제3・13・15사단 등 5개 사단 병력을 왜관,
다부동전선에 집중 투입, 8월 15일까지 대구를 점령한다는 목표로
총공세를 가해 왔다. 이때 국군 제1사단과 제8사단, 미 제1기병사단은 밀고
밀리기를 수십 차례 반복하는 처절한 혈투 끝에 적의 공세를 분쇄했다.
9월 초 북한군은 또다시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하여 최후의 공세를
재개했으나 아군은 우세한 화력과 과감한 반격으로 9월 중순경에 적의
주력 부대를 섬멸했다. 적 전차 13대 파괴, 적 사상 1만 7,500여 명이라는
대 전과를 거두었지만 아군도 1만여 명의 인적 손실을 입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인해 대구-다부동전선을 고수함으로써 이후 북진 반격의 보루를
확보하게 된다.
다부동 전적기념관은 후세에게 당시 참전 군인들의 애국심을 기리고 전쟁의
교훈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 11월 30일 국방부에서 건립하였다.
다부동에는 전적기념관, 전시실 등이 있어 당시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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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시설개요
주소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292
GPS 36˚02'49" N, 128˚31'04" E
건립일 기념관 1981년 11월 30일
충혼비・구국관 1995년 6월 24일
건립 국방부, 칠곡군
관리 한국자유총연맹 경북지부
시설종류 기념관, 기념비, 야외전시장
부지규모 18,744m2
시설물크기 전적비 24m, 전시실 305m², 구국관 660m²
홈페이지 www.dabu.or.kr

1, 오른쪽 다부동 전적 기념관 전경. 55일간의
치열했던 격전을 상징하는 동상과 다부동지구 전적비,
기념관이 전차모양을 이루고 있다.

2 미사일, 전차 등 실제 전투에 사용된 무기를
직접 볼 수 있는 야외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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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1 1995년 건립된 구국용사 충혼비.
2 기념관 전시실에 전시된 당시 전쟁 무기들.
다부동 전적기념관에는 전시관 및 야외
전시장에 비행기, 탱크 등 97종 163점이
전시되어 있다.

3 뒤에서 본 기념관. 당시 격전지였던
유학산을 바라보고 있다.

4 다부동 전투에 참전한 장병들의 이름과
소속 부대, 계급 등을 새겨 넣은 명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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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자유 수호 전승의 터 기념탑

시설개요

낙동강 전선은 조국수호의 최후 방어선이었다. 그래서 낙동강 전선에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인접한 지역은 유엔군과 북한군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혈전의 장이 되어야

GPS 35°16'52" N, 128°24'12" E

했다. 유엔군과 애국청년단, 경찰 등 함안의 민・관・군은 1950년 9월

건립일 1989년 9월 3일
건립 함안군 청년회의소

1일까지 북한군의 공격 수십 차례에 맞서 사투로 이 지역을 방어함으로써

관리 함안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낙동강 전선 반격작전의 디딤돌이 되었다.

시설종류 기념비

함안군민은 산화한 장병들의 애국충정이 군민의 정신적 지표가 될

부지규모 660m2
시설물크기 비 높이10m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지난 1961년 9월 15일 반공전승의 터 기념탑을
건립하였다. 마산・진주 간 지방도 1004호 도로변에 건립되었으나 이후
시가지 확장공사로 인해 이전하게 되자 함안군 청년회의소가 군민의

유엔군과 애국청년단, 경찰 등 함안 지역
민·관·군이 함께 이 지역을 사수하여
반격작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을 기리기

뜻과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자유 수호 전승의 터 기념탑’으로 이름을
바꾸어 도항리 소공원 내에 재건하였다.

위하여 건립된 기념비. 격전의 상황과
자유를 향한 의지를 부조로 표현하였으며
비문에도 소상히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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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비문 군인의 꽃이 되어
미 제1기병사단이
3번째 이곳을 돌파하다.
1951년 5월 28일
공격임무부대 편성

38선 돌파 기념비

미국 제70전차대대
제191분견대
그리스 원정군
태국군 제21보병연대 1대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이 전투에서
장렬히 산화한 미국, 그리스, 태국군
장병들을 기리며
추모하기 위해 이 비를 세우다.

시설개요

38선 돌파를 기념하여 건립된 기념비. 미국 제70전차대대 제191분견대,

주소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산127-5

그리스 원정군, 태국군 제21보병연대 1대대로 구성된 공격임무부대가

GPS 38°00'01" N, 127°04'06" E
건립일 1976년 5월(청산면 대전리)

1951년 5월 28일 세 번째 돌파작전에 성공하였다. 여기에는 특히

1999년 10월 이전(청산면 궁평리)

태국군의 활약이 돋보였다. 태국군은 1950년 12월 초, 38선을 넘어

2004년 12월 3일 현 위치로 이전

평양으로 이동했으며, 이후 개성 일대에서 유엔군의 철수를 엄호한 후,

건립 태국 제21보병연대,

12월 13일 미 제8군 사령부에 배속되어 수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동

이전 연천군 육군 보병 제5사단 제2136부대
관리 연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대대는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되어 3월 7일 재반격작전을 실시하였고

시설종류 기념비

4월 3일 화천저수지로 진출했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 22명을 생포하고

부지규모 33m

포로로 잡혀 있던 미군 4명을 구출하기도 했다. 태국군은 세 번에 걸친

시설물크기 비 높이 3m

중공군의 공격을 백병전과 역습으로 물리치며 끝까지 고지를 지켜냈다.

2

이 과정에서 태국군은 ‘작은 호랑이’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다. 1976년
전곡리 선사유적지 인근에 건립되어 있는

태국 제21보병연대가 기념비를 건립하였으며, 2004년 육군 2136부대가

38선 돌파 기념비. 1976년 최초 건립되어

현 위치로 이전하면서 유엔군 참전기념 시설물로 새단장했다.

두 번의 이전을 거친 뒤 현 위치인 청산면
초성리에 재조성되었다.

70

71

경상남도 창원시

해병대 진동리지구 전첩비

시설개요

함양・진주지구 전투에서 적 대대를 격퇴한 국군 해병대의 ‘김성은 부대’는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1950년 8월 3일 진동리 서방 고사리에서 북한군 제6사단의 정찰대대를

진북면 지산리 314-3
GPS 35°06'44" N, 128°27'39" E
건립일 1992년 1월 1일

기습공격하여 궤멸시켰다. 이로써 창군 이래 최대의 전공을 세워 전 장병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얻었다. 통영상륙작전에서 ‘귀신 잡는 해병대’의

건립 해병대 사령부

신화를 창조한 해병은 다시 낙동강 방어선 사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관리 마산합포구청

된다. 미 제25사단을 주축으로 편성된 킨(Kean)특수임무부대가 진주

시설종류 기념비
부지규모 2,003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18m, 청동상 높이 2.9m

고개 방향으로 대규모 반격작전(8.7~8.13)을 전개하는 동안 해병대는
진동리-마산 간의 보급로를 타개하고, 야반산, 수리봉, 서북산 일대의 적을
완전 격퇴했다. 이후 함안-군북으로 우회 기동하여 오봉산 필봉의 적을

낙동강 방어선의 요지였던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를 승리로 이끈 우리 해병대와 유엔군

섬멸하는 등 종횡무진의 활약으로 진동리지구를 방어했다. 이로써 북한군
제6사단의 필사적인 공세를 분쇄하여 전략적 요충지 마산・진해를 지키고,

장병들의 공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전적비

낙동강 방어선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전경. 위로 곧게 뻗은 탑신은 충천하는

해병대 사령부는 이때의 전승을 기념하고 조국수호의 영령으로 산화한

해병의 기백을 표상한다.

국군과 유엔군의 숭고한 넋을 길이 빛내기 위하여 격전지였던 이곳에
전첩비를 건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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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기념비 뒤쪽에서 바라본 전경. 기둥과 기단면을
잇는 곡면은 낙동강 방어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탑신 양쪽에는 우리 해병대와 미국
킨특수임무부대의 전투를 묘사하는 투조가 있다.

2, 오른쪽 낙동강 방어선에서 진격하는 해병들의
용맹을 표현한 동상.

3 진동리지구 전투를 소상히 소개하는 안내판.

3

74

75

경기도 연천군

연천 유엔군 화장장 시설

6・25전쟁 당시 서부전선 전투에서 사망한 유엔군 전사자들의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건립된 화장장 시설이다. 돌과 시멘트로 쌓은 10여 미터
높이의 시설 일부가 숲 속에 남아 있다. 전쟁 당시의 화장장 시설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주요한 유적이며, 6・25전쟁사에 있어 유엔군
참전 상황에 대한 실증적 자료이자 생생한 현장으로 그 보존 가치를
인정받는 시설이다. 지난 2008년 10월 1일에는 등록문화재 409호로
지정되었다. 당시 백마고지전투, 철의 삼각지 등 고지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 유엔군의 피해 또한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다.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유엔군 시신을 위한 화장장을 별도로 건립해야 할
정도에 이르자 1952년 유엔군 사령부는 결국 화장 시설을 마련하여
휴전 직후까지 사용하였다.

시설개요
주소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610
GPS 38°01'08" N, 126°59'42" E
건립일 1952년 (2008년 10월 1일
등록문화재 제408호로 지정)
건립 유엔군 사령부
관리 연천군
시설종류 유적
부지규모 1,596m2
시설물크기 굴뚝 높이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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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미국은 유엔 참전국 중에서 제일 먼저 한국에 전투 부대를 파병한
국가이며, 유엔군 중 가장 큰 규모의 육군·해군·공군을 파견하였다.
미국은 6·25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유엔군 사령부를 창설하고,
그 사령부를 통하여 모든 유엔군의 지휘 및 통제를 담당하는 등
전쟁을 시종 주도하였다. 전쟁기간 중 미 지상군은 3개 군단(미
제1·9·10군단), 8개 육군사단(미 제24·25·2·7·3·40·45보병사단
및 제1기병사단), 1개 해병사단(제1해병사단), 2개 연대전투단
(제5보병연대·제187공수연대) 및 이들의 지원 부대들이 투입되었다.
해군은 미 극동해군 사령부의 해군 및 제7함대의 전력이 투입되었으며,
이들은 제90·제95기동함대를 주축으로 작전 상황에 따라 해상
작전 또는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였고, 해군 항공 부대는 공군 작전을
지원하였다. 공군은 미 극동공군이 주축이 되었으며 이들은 제5공군,
제20공군, 제13공군, 군수사령부로 구성되어, 전쟁 기간 중 최대
20개 비행단, 77개 비행대대에 대한 작전을 통제하였다. 미 공군은
전쟁의 초기단계부터 마지막까지 북한군과 중공군에 큰 피해를 입혀
그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존재였다. 미군은 전쟁 기간 연인원 약 180만
명이 참전하여 전사 3만 6,940명, 부상 9만 2,134명, 실종/포로
8,176명으로 엄청난 인명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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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미국군 참전기념비

시설개요

미국은 파병국가 중 가장 많은 병력을 각종 전투에 참전시켜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494-1

6・25전쟁에서 큰 희생을 치렀다. 전쟁 기간 중 전사한 미군은 약 3만

(임진각 관광지 내)

7,000명에 이르며,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 및 포로 미군의

GPS 37°53'13" N, 126°44'35" E
건립일 1975년 10월 3일

수도 상당하다. 전쟁사가 새뮤얼 마셜(S. L. A. Marshall)이 말한 “금세기에

건립 국방부

일어난 소규모 전쟁 중 가장 혹독한 전쟁”에서, 꽃도 피워 보지 못한

관리 임진각

미국의 젊은 영혼들은 6・25전쟁이라는 숙명의 상황에서 이 땅의 자유

시설종류 기념비
부지규모 380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0.8m, 기단 높이 0.12m

수호를 위한 밑거름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함께 피흘린 미군들의 고귀한
희생과 업적을 기리며 그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국방부에서는

왼쪽 임진각 관광지에 건립된 미국군
참전기념비.

임진강지구에 건립된 참전비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참전을 의미하는

오른쪽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참전을

삼각형 부조 4개가 ‘단결’을 상징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국기게양대

의미하는 네 개의 삼각형 조형물이 서로

50개는 당시 미국의 50주를 나타내고 내부의 가운데 비석은 영령들을

기대선 가운데 원형 공간을 깃발이 호위하는

국민 모두가 보호 안치한다는 상징성을 지닌다.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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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10월 3일 미국군 참전기념비를 건립하였다. 당시 격전지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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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 대한민국은 전쟁기간(1950 -1953) 동안
미국의 아들들이 바친 고귀한 희생과 업적을
기리며 그들의 영령을 같이 추모하기 위하여
여기에 비를 세워 기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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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2 기념비 중앙에는 명칭과 비문을 앞뒤에 새겨 넣은 비석이 놓여 있다.
3 1951년 문산에서 전개된 공수작전의 주역인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의 공적을 기리는 참전기념비.
4 미국군 소속으로 6 · 25전쟁에 참전한 남태평양 차모로 원주민계 병사들을 기리는 추모비.
5 임진각에서 바라본 기념비 전경.
6 일본계 미국 장병 247명의 이름을 모두 새겨 넣어 그들을 기리는 추모비.
7 기념비 안쪽 벽면의 부조 장식.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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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미 제2사단 6 · 25참전비

시설개요

6・25전쟁 동안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 전사한 미 제2보병사단(2nd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494 -1

Infantry division) 장병들의 고귀한 업적을 길이 추모하기 위하여 미

(임진각 관광지 내)

제2사단협회에서 건립하였다. 미 제2보병사단은 미 육군 소속으로 북한군의

GPS 37°53'12" N, 126°44'37" E
건립일 1981년 11월 24일

침공에 대비하여 다른 미군 부대가 대한민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전쟁 초기에

건립 미 제2사단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았다. 다른 육군 부대와는 달리 일부는

관리 파주시

카투사(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KATUSA)로

시설종류 기념비
시설물크기 비 높이 2.25m

불리는 국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투사는 1950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2만 7,000명의 병력이 미군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
제2사단은 6・25전쟁 중 총 7,094명이 전사했으며 1만 6,575명이 부상했다.
사단의 비공식 별명은 ‘인디언 머리(Indianhead)’이며, 공식 별명은 ‘전사
사단’, 모토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second to none)’이다.

비문 미 제2보병사단
자유를 위하여
전사한 용사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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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한미 해병 참전비

시설개요

1950년 6・25전쟁에 참전했던 미 해병과 국군 해병들의 넋을 추모하고

주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산8

그 공훈을 길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옛 격전지인 봉일천리에 세운

GPS 37°43'52" N, 126°49'59" E

참전비이다. 1949년 창설과 더불어 공비 토벌작전 등에서 혁혁한

건립일 1964년 4월 15일(1984년 10월 재건)

전공을 세운 해병대는 창설된 지 불과 1년 뒤 발발한 6・25전쟁에서

건립 해병대 사령부
관리 파주시

국민들에게 해병대의 이미지를 강하게 각인시켰다. 최초의 국군 단독

시설종류 기념비

상륙작전이었던 통영상륙작전에서 승리,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칭을

부지규모 991.7m2

얻었다. 또 도솔산지구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설물크기 비 높이 12m, 기단 높이 1m

‘전 장병 일계급 특진’이라는 영예와 함께 ‘무적해병’이라는 친필휘호를
받았다. 인천상륙작전에도 참가, 수도 서울 탈환작전 중 중앙청에 태극기를

왼쪽 1964년 해병대 사령부가

게양하는 공을 세우며 국민들에게 승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건립한 한미 해병 참전비.

1 기념비 측면에 미 해병대 상징

6・25전쟁 중 국군 해병과 운명을 같이하여 싸운 미 해병은 1955년 3월

마크가 새겨져 있다.

14일 철수할 때까지 제반 악조건에서도 놀라운 전공을 거두어 큰 명성을

2 6 ·25전쟁 중 한미 양국 해병대가

얻었다. 전쟁 중 전세를 반전시킨 영웅적인 전투와 전장에서 젊은 넋으로

목숨 걸고 같이 싸운 역전의 기록을

산화한 한·미 해병들의 혁혁한 충혼은 여전히 자유조국의 수호신으로 이

적은 비문.

땅을 지키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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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비문 Sergent KINNEY lie here. interred, he
was died for freedom and peace. his holy
will would live forever.

케니 상사 전공비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이 남쪽으로 밀려나던 1·4후퇴 당시, 파주 법원읍

시설개요

동문리에서 1개 소대 규모의 미군 병력이 후퇴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소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46

들이닥친 적군의 전차에 소대는 전멸 직전에 이르렀다. 이때 분대장직을

GPS 37°51'26" N, 126°50'36" E

맡았던 케니 상사는 부하 2명과 함께 육탄으로 전차에 뛰어들어 장렬히

건립일 1958년 7월 4일
건립 대한상무회 파주군 연합본회

전사했다.

관리 파주시 재향군인회

육탄으로 전차를 파괴하고 장렬히 전사하여 소대를 구출한 공적과 산화한

시설종류 기념비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대한상무회 파주시연합분회가 이 비를 건립하였다.
높이 0.45m, 기단 0.5m의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조촐한 비에는 케니

부지규모 17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0.45m, 기단 높이 0.55m

상사 약력 및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산화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케니 상사가 전사한 파주는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이며, 군사분계선을 사이로 북한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판문점,

케니 상사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가 당시
전차를 향해 육탄으로 뛰어들었던 장소인
법원읍 동문리에 세워져 있다.

도라산역, 임진각 같은 통일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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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미 제25사단
한강 도하 기념비

시설개요

1951년 3월 7일 중공군에 의해 점령된 서울의 재탈환을 위해 미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494-6

제25사단은 가장 먼저 한강도하작전을 결행하여 그 발판을 마련하였다.

GPS 37°33'45" N, 127°13'55" E
건립일 1986년 3월 7일

당시 한강도하작전에 참전한 미 제25사단 용사들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 남양주시

1986년 3월 7일 한강 도하 지점에 이 비를 세웠다.

관리 남양주시

미 제25사단은 제24·27·35연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미 육군사단으로는

시설종류 기념비

제24사단에 이어 전선에 두 번째로 투입되었으며, 1950년 7월 10일부터

부지규모 20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0.6m, 기단 높이 0.8m

15일 사이 우리나라에 도착했다. 예천전투에서 첫 반격에 성공한 이후
낙동강방어선 전투, 특히 마산지구 전투에서 적과 치열한 격전을 벌였다.
제27연대는 미 제8군의 소방부대 임무를 맡아 낙동강방어선 중 적에게

서울 재탈환을 위해 미 제25사단이 한강을
건넌 지점에 세워진 기념비. 비석에는
제25사단의 부대 마크가 함께 새겨져 있다.

위협받는 지역에 긴급 투입되어 작전을 성공시켰다. 1950년 인천상륙작전
이후 제25사단은 전주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남한 내의 적을 소탕했으며,
북진 시 청천강전선에서 중공군과 수차례에 걸쳐 전투를 실시했다. 1951년
유엔군의 재반격작전 시 ‘철의 삼각지대’(Iron triangle)를 비롯하여 수많은
전투에 참가했다. 6・25전쟁 중 전사 3,048명, 부상 1만 186명, 실종 67명,
포로 384명 등 총 1만 3,685명에 달하는 병력 손실을 입었다.

비문 한국전쟁 당시 1951년 3월 7일
미 제25사단의 한강도하작전 상륙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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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가평지구 전투전적비

시설개요

국군 제5·6사단 및 미 제9군단이 중공군과 북한군을 맞아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산94-1

가평지구를 끝까지 사수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958년 3월 15일에

GPS 37°49'38"N, 127°31'15" E
건립일 1958년 3월 15일

건립하였다. 제1군단 사령부와 가평군이 주관하여 건립하였다. 가평

건립 육군 제1군단 사령부, 가평군

용문산전투(1951. 5.17~28)는 국군 제6사단이 중공군 3개 사단의

관리 가평군

공격을 전면방어로 격퇴함은 물론, 그 여세를 몰아 화천발전소를 탈환한

시설종류 기념비

전투이다. 6·25전쟁사에서 최고의 전과를 올린 전투 중 하나이다. 중공군의

부지규모 165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4.1m, 기단 높이 2m

춘계공세에 밀리던 국군과 유엔군은 전선의 재정비를 위하여 대포리용문산-구파발로 이어지는 신방어지대를 형성하였다. 5월 18일 어둠이
깔릴 무렵 중공군 제63군의 2개 사단이 북한강과 홍천강을 도하하여 국군

6 ·25전쟁사에서 최고의 전과를 올린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되는 가평지구 방어전투의

제6사단 2연대의 전방대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제2연대는 가용 화력을

전적을 기리는 기념비와 전경. 주변엔

총동원하여 근접전투와 과감한 역습을 통하여 완강히 저항했다. 제2연대의

주민휴식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전면방어 성공을 기반으로 제6사단은 제2연대를 포위공격하던 중공군을
제7연대와 제19연대로 하여금 측후방에서 공격하게 했다. 이로써 중공군
제63군 3개 사단은 2만여 명에 달하는 병력과 주요 장비를 거의 상실하는
등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철수하게 된다.

비문 중국 제39군 및 제40군과 북한
제10사단의 적과 대전한 아군 제5사단
및 제6사단은 미 제9군단과 함께 치열한
적의 포연탄우를 무릅쓰고 싸운 결과
이 지구를 최후까지 확보하여 전세를
유리하게 전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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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참전비

시설개요

지평리전투는 1951년 2월 13일부터 2월 16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

주소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567-4

일대에서 원형 방어진지를 구축한 미 제2보병사단 23연대전투단과 그에

(지평고등학교 내)

배속된 프랑스대대가 중공군 제39군과 3일간 벌인 격전이었다. 지평리

GPS 37°28'06" N, 127°38'18" E
건립일 1966년 2월 14일

동쪽에서 국군 제5·8사단을 붕괴시킨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공격할 때

건립 양평군민

제23연대 전투단 및 프랑스대대는 백병전까지 감행하며 5배나 되는

관리 양평군 지평면장(지평고등학교)

적과 맞서 싸웠다. 3일 동안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지만 이들의 치열한

시설종류 기념비
부지규모 13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0.6m, 기단 높이 1.6m

저항과 후방의 화력 지원 등으로 결국 중공군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물러서게 되었다. 제23연대전투단과 프랑스대대는 포위 3일째인 2월
16일 크롬베즈특수임무부대에 의해 구출되었고, 중공군은 큰 피해를 입고

지평고등학교 교정에 세워진 참전비. 3일간
포위된 상태에서 5배가 넘는 적과 맞서 싸워
마침내 전선을 지켜낸 지평리전투에 참전한

철수했다. 참전비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지평리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미 제2보병사단 23전투단 장병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양평군이 지난
1956년에 건립했다.

군인들에게 바치는 기념비이다.

비문 이 비를 1951년 2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지평리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미 합중국 제2보병사단
제23전투단 장병에게 바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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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군

무어 장군 추모전적비

1894년 6월 6일 미국 메인 주에서 출생해 56세를 일기로 전장의 이슬로

시설개요

사라진 미 육군 소장 브라이언트 에드워드 무어(Bryant Edward Moore)

주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41

장군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여주 한강변에 세워진 추모비이다.

건립일 1951년 10월 1일

무어 장군은 제9군단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1951년 2월 24일 남한강에서

건립 국방부
관리 여주군

도하작전을 지휘하다가 헬리콥터가 고압전선에 부딪히면서 추락사했다. 그가

시설종류 기념비

전사한 후인 1951년 10월 주한 미군은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에 추모비를

시설물크기 비 높이 1.5m

세워 그의 넋을 기리고 있다.
무어 장군의 전사는 두 달 전 워커 장군 전사에 이은 또 하나의 비극이었다.

1951년 남한강 도하작전 지휘 중 헬기

그는 리지웨이 장군과 육사 동기생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전선에서

추락사고로 숨진 미 육군 소장 브라이언트 E.

연대장·사단장을 훌륭히 수행했고, 전후에는 국방부 공보처장·육군사관학교

무어 장군 추모비. 제9군단장 부임 3주 만에 첫

교장을 거쳐 제9군단장이 되었으나 부임 3주 만에 첫 작전에서 전사하여
그 안타까움이 더욱 컸다. 그는 리지웨이가 군사령관 부임 이후 미 국방부에

작전에서 전사하여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진 속 추모비는 현재 한강살리기 공사로
인하여 임시 이전된 상태이다.

건의한 4명의 군단장 후보 중 가장 유능한 장군이었으며, 미 육사 교장에 가장
먼저 발탁되어 군단장에 임명됐으나 능력도 채 펴기 전에 불행을 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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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존 비 코올터 장군상

존 비 코올터(John B. Coulter) 장군은 6·25전쟁 중 위기일발의 낙동강전투

시설개요

이후 미 육군 제1·9군단을 지휘하여 적군을 격파 승리하였으며, 이어 미

주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 산18 (어린이대공원

제8군 부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큰 공훈을 세웠다. 1952년 군에서 전역한 그는

후문 앞)

유엔 한국재건단(UNKRA) 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초토화된 우리나라의 재건을

GPS 37°32'56" N, 127°05'23" E
건립일 1959년 10월 16일(1977년 9월 7일 이전)

위해 노력했다. 그가 단장으로 재직하던 1958년까지 유엔 한국재건단은

관리 어린이대공원 관리사업소

우리나라의 산업, 학교, 병원, 도로와 주택 재건을 위해 2억 달러 이상을

시설종류 동상

지원했다. 인천의 유리 공장, 충주의 비료 공장 등이 미국의 자본과 기술로
지어졌고, 부족한 비료는 미국이 일본에서 구입해 우리나라에 원조하는

부지규모 132m2
시설물크기 동상 높이 3m, 기단 높이 3.6m

식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지원은 결국 우리 경제의 발전을 이루는 토대로
작용했다. 1891년 4월 27일 미국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에서 출생한 존 비
코올터 장군은 1983년 3월 사망해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미 제8군 부사령관으로 6 · 25전쟁에서 활약한
데 이어 전후에는 유엔 한국재건단 단장으로
우리나라와 각별한 인연을 지속한 코올터

존 비 코올터 장군의 공헌을 기리고자 1959년 10월 16일 당시 이승만

장군상. 생전에 기념 동상이 건립되는 영예를

대통령의 지시로 이태원동 교차로에 동상이 세워졌으며, 남산 3호터널 공사로

누리게 된 그는 1959년 건립 당시 직접

1977년 7월 7일 현재의 위치인 어린이대공원으로 이전했다.

제막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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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구

서위렴2세 동상

시설개요

한국명이 서위렴(徐衛廉)인 윌리엄 해밀턴 쇼(William Hamilton Shaw)

주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은평평화공원

미 해군 대위는 1922년 평양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부모 밑에서

GPS 37°36'20"N, 126°55'22"E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 해군에 복무한 후 하버드대학교에서

건립일 동상 2010년 6월 22일
기념비 1956년 9월 22일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자 자신이 나고 자란

건립 동상 은평구청,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겠다는 결의로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다.

기념비 고 서위렴2세 전사기념건립위원회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병역의 의무도 없었지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관리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시설종류 동상 1개, 기념비 1개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성경 구절을 따랐다고 한다. 유창한

부지규모 5,700m2

한국말에 수도권 지리를 잘 아는 그는 정보장교로 인천상륙작전에 공을

시설물크기 비 높이 1.57m

세웠으나 1950년 9월 22일 서울수복작전 중 녹번리전투에서 28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그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백낙준(연세대학교 초대

왼쪽 은평구 평화공원에 새로 조성된 미

총장) 박사 등 61명은 기금을 모아 그가 전사한 지 6주년이 되는 1956년

해군 대위 서위렴2세(윌리엄 해밀턴 쇼) 추모

9월 22일 서울 수복 작전 중 그가 쓰러진 자리에 기념비를 건립했다. 전사

공간. 기념비는 1956년, 동상은 2010년에

60주년인 2010년 6월 서울 은평구 평화공원에 쇼 대위 동상이 건립되면서

건립되었다.

기념비도 이곳으로 함께 옮겨졌다.

오른쪽“나도 한국에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내 조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고 있겠어요?
내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아요.”1950년 쇼 대위가 이성호
해군중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발췌한 문구가
동상 하단에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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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 5 평양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부모 밑에서 태어난 쇼 대위는 6 ·25전쟁에
참전하여 1950년 서울수복작전 중
전사하였다. 그가 전사한 곳인 녹번동에
건립된 추모 동상 기단부에는 2대에 걸쳐
우리나라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그의
가계도와 약력, 어록 등이 새겨져 있다.

3 1956년 61명의 기금을 모아 건립된
기념비. 2010년 현 위치로 이전하면서
제자이자 친구인 해군사관학교 제2기생의
이름으로 기증된 좌대가 새로 마련되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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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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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구

대전지구 전적비

시설개요

대전지구 전투는 유엔군의 주축으로 참전한 미군이 대대적으로 벌인 첫

주소 대전시 중구 대사동 산3-45

전투였다. 한강 방어선이 붕괴된 이후 미 제24단은 남하하던 북한군의 주력을

GPS 36°18'23" N, 127°25'25" E

대전에서 저지하려고 했다. 한미연합전선 체제 구축, 후속부대 편성과 배치를

건립일 1981년 12월 21일
건립 교통부

위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미 제24사단은 7월 16일 금강 방어선이

관리 대전시 공원관리사무소

붕괴된 이후 사방에서 대전을 포위해 들어오는 북한군 제105전차사단과

시설종류 기념비

제4사단에 대항해 결사적인 지연작전을 펼쳤다. 사단장 윌리엄 F. 딘(William

부지규모 3537.2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12m, 기단 높이 0.92m

F. Dean) 소장의 진두지휘 아래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졌으며, 처음으로
대전차 화기인 3.5인치 로켓포를 이용해 적 전차를 공격했다. 사흘간의
격전에서 미 제24사단은 수백 명의 적군을 사살하고, 전차 15대와 대포

왼쪽 대전지구 전적비 전경. 한강 방어선이
붕괴된 이래 남하하는 북한군에 맞서
유엔군의 주축을 이루는 미 제24사단이

21문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제24사단 역시 사단 병력의 30%와 장비의
65%를 잃는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적의 진격을 상당기간 지연시키는 작전

대대적으로 벌인 첫 전투인 대전지구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낙동강 전선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함과 동시에 반격의

전투를 기리는 기념비이다. 3일간의

기회를 도모하는 데 공헌했다.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낙동강 전선에서

격전은 패배로 끝났지만 지연 작전이라는

총반격하여 대전을 탈환할 때, 최선봉에서 지난날의 패배를 설욕한 부대가 미

측면에서는 이후 반격의 기회를 도모하는
데 공헌한 전투였다.

제24사단이었다. 딘 소장이 3.5인치 로켓포로 적 전차를 겨누는 모습을 담은

오른쪽 당시 장병들이 치른 혹독한 희생을

대전지구 전적비는 1981년 12월 국방부의 후원으로 대전시가 건립했다.

추모하는 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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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 자유의 햇빛이 눈부신 언덕
영광의 탑은 거룩히 섰나니
1950년 6월 25일
붉은 무리들이 성난 밀물처럼
밀려오던 날
유엔기 높이 들고 달려온
미 제24사단
자유의 이름으로
최후까지 한밭들에서 싸웠나니
그대들의 피는 이곳에 뿌려졌으나
그대들의 함성은 지금도 들려오네
자유의 사도
평화의 기수
그대들의 이름은
이 겨레의 가슴마다
깊게 깊게 새겨지리

1
2
1 당시 치열한 격전지였던 보문산에 1981년 13미터 높이로
건립된 기념비는 야외음악당 전면에 자리하고 있다.

2 측면에서 본 전적기념비. 3 당시 전투를 소개한 안내문. 뼈
아픈 패배로 끝난 전투였지만 아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 주었다. 오른쪽 기념비의 동상은 직접
3.5인치 로켓포를 들고 T- 34/85를 격파한 윌리엄 F. 딘 소장을
중심으로 제24사단 병사들의 위용을 표현하였다. 전투 후 딘
소장은 실종되는 비운을 겪기도 했다.

3

108

109 109

대전시 중구

대전지구 전투전승비

시설개요

미 제24단이 최선봉으로 1950년 7월 5일 오산에서 대결하였으나 실패하자

주소 대전시 중구 대사동 산 3(보문사 앞)

북한군은 대전을 포위공격하게 되었고, 미 제24사단은 대전에서 결사적인

GPS 36°18'32" N, 127°25'19" E

방어작전을 감행하였다. 대전 방어에 많은 희생이 따랐던 미 제24사단의

건립일 1975년 8월 25일
건립 대전시

공적을 기리기 위해 대전에 세운 전승비가 바로 대전지구 전투전승비이다.

관리 대전시 공원관리사무소

자유평화를 수호한 이들의 공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건립된 이 전승비는

시설종류 기념비

1975년 현재의 보문산 공원으로 이전되었다. 6월 28일 서울이 점령당한

부지규모 240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6m, 기단 높이 0.97m

후 20일 동안 대전은 임시수도였다. 7월 14일 피난령이 내려지고 미군
제24사단장 딘 소장은 미군 증원병이 오기까지 시간을 끌어주는 임무를
맡았다. 결국 방어전투는 실패하고 딘 소장까지 포로로 잡혔다. 그러나 미군

왼쪽 서울이 점령당한 후 임시수도였던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전투를 기리는
기념비. 1975년에 대전 시내에 건립되었다가

증원군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을 확보한 공로를 인정받은 딘 소장은 포로
교환시 본국으로 돌아간 후 대통령급의 표창을 받았다.

현 위치인 보문산 공원으로 옮겨 중건되었으며,
1981년 보문산에 건립된 또 하나의 대전지구
전적비와 함께 당시 군인들의 값진 희생을
후대에 전하고 있다.
오른쪽 UN이라는 큰 제호 사이에 새겨진 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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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고성군 충혼비

시설개요

1951년 4월 20일부터 1953년 휴전 직전까지 국군 제5·8·9사단과 미

주소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대대1리 52

제10군단 장병들은 북한군 예하 제12·15·45사단과 건봉산에서 접전,

GPS 38°23'40" N, 128°27'04" E

16차례의 공방전을 벌이는 치열한 전투 끝에 거진지구를 되찾는 데 공을

건립일 1956년 9월 30일(1988년 8월 15일 이전)
건립 고성군

세웠다. 당시 아군이 발사한 포탄만 10만여 발로 주인이 바뀐 횟수가

관리 고성군

200여 회나 되었다.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포신이 벌겋게 달아올라 물로

시설종류 기념비

식혀가면서 싸웠다고 한다. 처음 미 제10군단이 적에게 밀려나자 국군

부지규모 330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7m

제5·8·9사단과 미 제7함대 20여 척이 거진 앞바다에 집결, 합동작전으로
최후의 반격을 가해 중공군 1개 사단과 북한군 2개 사단을 건봉산 계곡에
몰아넣고 섬멸시켰다. 건봉산 탈환은 동부전선 일대를 사수할 수 있게 한

왼쪽 거진지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 가운데
공을 세우고 산화한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된 충혼비.
오른쪽 기념비 용사 동상 아래 새겨진 비문.

112

대전과로 기록되고 있다. 이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산화한 호국 용사의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 1956년 9월 30일 거진읍 대대리 삼거리 중앙에
충혼비를 건립하였다.

113

1 고성군 충혼비 옆에 건립된 시설물.
2 충혼비 조각상 기단 뒤쪽 면에는
설악산지구 전투, 351고지 전투, 기념비
이전 경위 등이 적혀 있다.

3 공원에서 바라본 충혼탑 전경. 대대리
삼거리 중앙에 건립하였던 것을 1988년
지금 위치로 이전하였다.

4 충혼비 주변에는‘6 ·25 한국전쟁
참전용사 공적비’
를 비롯한 호국 기념
시설들이 모여 있다.

3
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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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도솔산·펀치볼지구
전투전적비

시설개요

1951년 5월 춘계공세에 실패한 북한군은 제5군단 예하 제12사단과

주소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후리 651-2

제32사단으로 하여금 동부전선의 요충지인 펀치볼을 확보할 목적으로

GPS 38˚16'26" N, 128˚07'59" E
건립일 1999년 6월 20일

대암산-도솔산-대우산으로 연결되는 산악지대에 지뢰를 매설하고 중화기를

건립 양구군, 해병대 사령부

배치하는 등 난공불락의 진지를 구축하였다. 6월 3일 미 해병 제1사단

관리 양구군

5연대는 항공 및 포병의 엄호 하에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막대한 인명피해만

시설종류 기념비, 동상, 전차 3종

입고 후퇴했다. 이에 6월 4일 국군 해병 제1연대가 이 지역에 투입되었다.

부지규모 4950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6m

제1연대는 우세한 유엔군의 포격지원과 공군지원을 받아가면서 일진일퇴
공방전을 전개했지만 적군은 2개 사단인데 비해 아군은 1개 연대에 불과해
어려움을 겪었다. 아군은 6월 19일 0시를 기해 야간공격을 개시했으며

왼쪽 양구 도솔산지구 전투와 펀치볼지구
전투 공적을 기리는 전적비.
오른쪽 전적비 주변엔 당시 쓰인 전차
3종이 전시되어 있다.

육박전까지 벌인 혈전 끝에 도솔산을 완전히 점령했다. 아군은 123명의
전사자와 484명의 전상자가 발생했으나 북한군은 예기치 않은 야간
기습공격을 당해 3,263명이라는 엄청난 인명 손실을 입었다.
해병대가 도솔산을 탈환한 1951년 6월 20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1999년
6월 20일 양구군과 해병대 사령부에서 전적비를 건립했다.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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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펀치볼지구 전투 상황을
상세히 소개하는 안내판.

2 기념비 앞에 설치된 세 개의
피라미드 조형물에는 당시
전투 상황을 묘사한 부조가
표현되어 있다.

3 도솔산지구 전투 개요와

4

의의를 밝힌 안내석.

4 양구 지역의 대표적인
5

도솔산지구와 펀치볼지구
전투를 함께 기리는
전적비 전경.

5 기념비 주변에
건립된‘휴전선 아래 우리
마을’
이라는 제목의 추모시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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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인근 양구읍에 건립된 양구군 전쟁기념관. 피의능선, 단장의능선 등 6 ·25전쟁 당시
치열했던 격전지를 명시한 기둥 조형물과 430m² 규모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민통선 최북단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 양구통일관.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통일교육장으로 건립되었다.
오른쪽 돌진하는 장병들의 용맹과 기상을 표현한 전적비 동상 부분.

2

120

3

121

강원도 양구군

펀치볼지구 전투전적비

시설개요

펀치볼(Punchbowl)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 해발 400~500m의

주소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월운리

고지대에 발달한 해안분지로 양구군 북동쪽 약 22km 지점에 자리 잡고

GPS 38°12'57" N, 128°02'44" E

있다. 모양이 화채 그릇과 같아 펀치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미 해병

건립일 1958년 3월 15일

제1사단과 국군 해병 제1연대는 1951년 8월 29일~10월 30일 서화리,

건립 육군 제3군단
관리 제63보병연대

가칠봉, 피의능선, 1211고지, 무명고지 일대를 중심으로 한 전투에서

시설종류 기념비

용감히 싸웠다. 적군은 휴전회담 기간의 소강상태를 이용해서 요새화된

부지규모 88m2

진지를 구축하고 증강된 화력을 토대로 펀치볼지구 고수를 시도했다.

시설물크기 비 높이 2m, 기단 높이 2m

펀치볼전투에서 아군은 이런 적들과 치열한 격전을 치른 끝에 펀치볼
동북방의 1055고지‧ 924고지‧1026고지를 점령했다. 이 전투에서 포병과

왼쪽 1958년 건립된 펀치볼지구

항공을 운용한 대혈전을 거듭하였으며, 적 사살 2,799명, 포로 557명의 전과를

전투전적비 전경.

올린 반면 아군은 전사 428명, 부상 1,062명, 실종 3명의 손실을 입었다.

1 전적비 진입로.
2 전적비 뒷면에 새겨진 비문.

펀치볼전투의 승전 소식은 당시 미국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당시
전투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다 산화한 장병들의 투혼을 길이 남기고 그
넋을 위로하고자 제3군단에서 1958년 3월 이 전적비를 건립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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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3

강원도 양구군

피의능선 전투전적비

시설개요

피의능선은 양구군 동면 월운리 북쪽의 능선으로 1951년 8월 18일부터

주소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월운리

9월 5일까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이다. 피의능선전투는 국군과

GPS 38°13'15" N, 128°02'36" E

유엔군이 주저항선 전방의 전초진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된 공격작전을

건립일 1980년 11월 11일
건립 육군 제21보병사단

실시하고 있을 때, 미 제2사단과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가 양구 북방의

관리 제63보병연대

피의능선(983고지-940고지-773고지)을 공격하여 북한군 제12사단과

시설종류 기념비

제27사단을 격퇴한 전투이다. 20만 발의 포탄이 떨어져 계곡과 산등성이마다

부지규모 99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2.7m, 기단 높이 1.6m

피로 얼룩진 혈전장이었다. 이 전투에서 국군과 미군은 1개 연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북한군은 1개 사단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의능선이란 이름은 많은 사상자로 인해 능선이 피로 넘쳐 흘렀고,

왼쪽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여
‘피의능선’
으로 불리게 된 양구군 동면
월운리 북쪽의 능선에 세워진 전적비 전경.

종군기자들이 이 능선을 ‘피의능선(Bloody Ridge)’이라는 이름으로
보도하면서 생겨났다. 격전 끝에 결국 아군이 승리함으로써 북한군은 펀치볼

오른쪽 참전부대 지휘관 이름이 새겨진

북쪽 능선으로 물러서게 되었고, 한‧미 양군은 피의능선을 장악하여 백석산과

전적비 뒷면. 앞쪽에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대우산 간의 측방 도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1980년 11월 피의능선으로
이어지는 동면 월운저수지 옆에 피의능선 전투전적비가 건립되었으며,
2001년 6월 양구군에서 전적비 주변을 재정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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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2

5
1 피의능선 전투전적비로 오르는 진입 계단.
2 전적비 세부.
의 가사를 새겨 넣은 기념석.
3‘피의능선 전투가’
4 기념비가 세워진 곳에서 바라보이는 능선의 전경.
5 기념비 우측에서 바라본 전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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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저격능선 전투전적비

김화 북쪽 5km 지점에 위치한 저격능선을 지키기 위해 미 제7사단과 국군

시설개요

제2사단 및 제9사단 소속 군인들이 적을 섬멸하고, 오늘의 김화지구를

주소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1리 산1번지

수복하는 전공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전적비. 1958년 육군 제5군단에 의해

GPS 37°14'59" N, 127°24'17" E

건립되었다. 저격능선전투는 1951년 3월, 서울 재탈환 이후 38선을 사이에

건립일 1958년 3월 15일
건립 육군 제5군단

두고 뺏고 빼앗기는 진지 고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에 있었던 전투

관리 철원군

중 하나다. 1952년 10월, 미 제25사단이 이 능선을 확보할 무렵 중공군

시설종류 기념비, 전쟁무기 2종

저격병이 능선에 노출된 미군을 저격,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자 미군들이
이 능선을 일컬어 일명 ‘스나이퍼 리지’(Snipers’ Ridge)라고 부르면서

부지규모 3801.7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1.8m, 기단 높이 1.2m

생긴 명칭이었다. 저격능선전투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주간에 걸쳐 42회의 백병전을 거듭하면서
주인이 12차례나 바뀐 처절한 전투였다. 전투 결과 적군 사살 7,600여
명이라는 대전과를 올렸으나, 아군도 전사 458명, 부상 1,704명, 실종

왼쪽 전적비 양쪽에 전쟁무기 2종이 전시되어 있다.
오른쪽 1958년에 건립된 저격능선 전투전적비
전경. 기단부에는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낡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

22명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저격능선전투는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였음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하루
전날 밤, 중공군에게 이 고지를 빼앗긴 채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지금은 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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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비문 잊지 못할 6 · 25! 수리봉에 중공 제20군
예하 58 · 60사단 및 151사단이 최후 발악으로
물밀듯 완강히 덤벼들었다. 이 격전에서
용감무쌍한 우리 제6사단의 장병들은
미 제17연대와 함께 적의 포연탄우를 무릅쓰고
백병전을 감행하여 이 대적을 물리치고 이곳에

643 고지 전투전적비

자유의 깃발을 드높이 올렸으니 어찌 그 무훈을
장하다 하지 않으랴. 여기서 과감히 싸운
전우들의 빛나는 충성과 감투정신을 천추만대에
전하며 아울러 장렬하게도 이곳에서 피를 뿌리고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자 이 돌을
깎아 기념으로 세우노라.

시설개요

6・25전쟁 당시 중부전선의 격전지는 철원·평강·김화로 이어지는 철의

주소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 산8

삼각지와 화천지역이었다.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철원평야와 철의

GPS 38°06'28" N, 127°45'41" E

삼각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 때문이었다. 화천지역은 댐과 수력발전소 장악이

건립일 1957년 3월 15일
건립 육군 제2군단

관건이었다. 당시 전력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북한강 수계의

관리 화천군

주력댐인 화천댐은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수리봉(643고지)은 그

시설종류 기념비

중심에 있었다. 1951년 봄, 수리봉지구에서 국군 제6사단과 미 제17연대는

부지규모 1650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2.3m, 기단 높이 1.7m

합동작전으로, 화천댐을 점령하기 위해 대규모 침공을 감행한 중공군을 크게
물리쳤다. 이 전투에서 아군은 2만 1,550명의 적을 사살하고, 2,617명의
적을 생포했으며, 야포 86문, 기관총 및 소총 2,695점, 트럭 4대, 실탄 1트럭

왼쪽 수리봉 자락에 비목처럼 서 있는
643고지 전투전적비 전경.
오른쪽 진입 계단 옆에는 643고지 전투 및
건립 취지를 적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53상자와 349필의 군마를 노획하는 빛나는 대전과를 올렸다.
중공군에 맞서 국군 제6사단과 미 제17연대가 치열한 접전 끝에 643고지를
사수한 이 전투에서 산화한 장병들의 넋을 추모하고 그 위훈을 전하고자
육군 제2군단에서 전적비를 건립하였다. 643고지 전투전적비는 평화의 댐
비목공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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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1945년 건립되어 등록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철교인 화천 꺼먹다리.

2 뒤쪽에서 바라본 기념비.
를
3‘수리봉전투 전적비 입구’
알리는 표석.

4 전적비는 화천군 평화의 댐
비목공원 가는 길목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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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충혼탑

‘철의 삼각지’는 평강을 정점으로 하여 철원과 김화를 잇는 지리적

시설개요

삼각지대를 말한다. 6・25전쟁 당시 중부전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주소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450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특히 북한군이 남침을 위해 중부전선의

GPS 38°05'54" N, 127°31'32" E

본거지로 삼았던 곳이다. ‘철의 삼각지’라는 말은 이 지역 일대가 아군이

건립일 1981년 6월 25일
건립 보병 제27사단, 사내면

공격하기에는 불리하고 적이 방어하기에는 최적의 지형적 특색을 지니고

관리 화천군 문화체육과, 보병 제27사단

있어, 미 제8군 사령관이던 제임스 밴 플리트(James Van Fleet) 장군이

시설종류 기념비
부지규모 3,000m2

명명한 것이다. 국군 제6사단 장병들이 ‘철의 삼각지’를 공격하기 위해

시설물크기 비 높이 7m

진격하던 1951년 4월 21일, 화천군에서 중공군 제20·40군의 반격을
받아 수많은 희생을 당했다. 제6사단 장병은 물론 사단 지원부대인 미국,

1 화천군 충혼탑 전경. 2 건립 취지를

영국의 부대도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다. 이에 장렬히 전사한 국군과

적은 비문. 오른쪽 사창리전투에서

유엔군 장병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화천의 민·관·군이 정성과 성의를

희생된 국군과 유엔군 장병의 공적을

모아 이곳에 충혼탑을 건립하게 되었다.

기리기 위하여 건립된 충혼탑.

1

2

비문 이곳 사창리는 제6사단 장병들이 철의삼각지대로 진격하던
중 1951.4.21 중공군 제20 · 40군의 반격을 받아 수많은 희생을 업고
후방으로 철수하여 후일의 복수를 결심하게 된 혈전지이다. 이때
사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곳에 위치했던 미 제987자주포대대와
미 제2로켓포대 그리고 영국군 부대도 우리 군을 위해 희생되었다.
여기에 희생된 영령을 위로하고 장병들의 전공을 기리기 위하여
이 충혼탑을 건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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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원주지구 전투전적비

시설개요

1951년 1월, 중공군의 신정 공세로 서울을 다시 내주고 피난길로 내몰렸던

주소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667

1·4후퇴. 서울 점령을 위해 서부전선을 주공으로, 중부전선을 조공으로

GPS 37°24'10" N, 127°57'14" E

기습한 것이 중공군의 신정 공세였다. 특히 북한군을 앞세운 중동부전선의

건립일 1954년 3월 15일
건립 제1군 사령부

침공 목표는 원주였다. 그것은 중동부지역에서 원주가 갖는 전략적 가치

관리 원주시

때문이다. 원주는 동으로는 강릉, 서로는 서울, 북으로는 홍천, 남으로는

시설종류 기념비

충주‧제천으로 연결되는 전략적인 요충이다. 적군도 이런 점을 노리고 원주를

부지규모 660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6m, 기단 높이 1.8m

거점으로 제천-영월로 남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충주-대전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했다. 이렇게 급박한 위기 상황을 타개한 것은 미 제2사단의
용전이었다. 1월 11일, 미 제2사단은 프랑스대대와 네덜란드대대의 지원 아래
적군과 격렬한 공방전 끝에 원주지구를 탈환하고, 국군과 미 해병 제1사단의
도움으로 이 지역을 사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미 제2사단은 중공군 11월

비문 천지를 뒤흔들던 포성은 잠들고 비오듯

공세 당시 군우리전투에서의 패배를 되갚아 줬다. 중동부전선에서 적군의

쏟아지던 총탄도 사라졌다. 단기 4282년 1월

남하를 봉쇄한 이날의 전공을 기리는 원주지구 전투전적비는 유엔군이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략요충지인 이

원주를 지켜낸 역사를 상징하듯 여러 모양의 돌을 쌓아 만들었다. 전적비는

지구에서 인해전술로 덤벼드는 중공 제37군,

원주-횡성 방면 국도변 태장동 산마루에서 원주 시내를 지켜보고 있다.

괴뢰 제5군단의 대적을 물리친 영웅적인 우리
제5사단, 제6사단, 제8사단과 미 제2사단, 미
제1해병사단 그리고 홀랜드 부대 및 불란서
부대 용사들이 아니었던들 이날의 이곳이
있었을 것인가. 뼈에 사무치는 6 · 25동란으로
조국의 가쁜 숨이 경각을 다툴 때 임들의 몸은
방패가 되어 온 겨레의 가슴에 꽂힐 화살을
막았고 그 흘리신 피는 이 땅에 스며들어
우리나라를 영원히 받들 것이다. 여기 임들의
빛나는 충성과 영용무쌍한 모습을 후손들로
하여금 이어받도록 하며 아울러 전몰영령들의
명복을 빌고자 이 돌을 깎아 세우나니 비록
이 돌은 닳아 없어질지라도 임들의 그 위대한
공훈은 저 해와 달로 더불어 빛을 다투어 이
강산을 밝히리라.

136

137

대구시 동구

헤스 대령 기념비

시설개요

대한민국 공군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딘 헤스(Dean Hess)

주소 대구시 동구 검사동 공군부대 내

대령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 헤스 대령은 1950년 7월 2일, 미 공군에서

GPS 35˚54'12" N, 128˚39'07" E

대구기지로 전입하여 초대 고문관을 역임하면서 1951년 말까지 1일

건립일 1963년 1월 13일

3회 이상 출격한 조종사이다. 1917년에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태어나

건립 미 공군
관리 공군 제3262부대

고향에서 대학까지 졸업했다. 1941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나 같은

시설종류 기념비

해 12월에 일어난 일본의 진주만공격으로 그는 일생의 진로를 바꾸게

부지규모 6.6m2

되었다. 종교인보다 전투조종사로서 조국에 봉사하기로 하고, 소정의

시설물크기 비 높이 1.05m, 기단 높이 0.26m

훈련과정을 거친 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60회 가량의 전투 비행을
수행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공군 비행훈련관으로 대구에

왼쪽 공군부대 안에 건립된 헤스 대령 기념비.

파견된 후, 10개월간의 복무기간 동안 약 250회의 전투비행을 수행했다.

1 이승만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그가 조종한 F-51 무스탕 제18번기의 동체에는 현재 한국 공군의

무공훈장을 받은 헤스 대령.

모토이기도 한 ‘신념의 조인(信念의 鳥人)’이 새겨져 있었다. 제주도에서

2 기념비 상단에 새겨진 비문.

복무하던 당시 서울-제주 간 ‘고아수송작전’에 일조하면서 그의 이름이
더욱 널리 기억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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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

블레이즈델 대령 동상

시설개요

6・25전쟁 당시 미 제5군 군목이었던 러셀 블레이즈델(Rusell Blaisdell)

주소 광주시 남구 양림동 210 충현원

대령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 동상. 전쟁사에서 손꼽히는 인도주의적 사건의

GPS 35°08'17" N, 126°54'46" E

하나로 꼽히는 ‘고아수송작전’의 주역이었던 그의 업적을 기리고자 2009년

건립일 2009년 12월 17일

광주 충현원에 건립되었다. 블레이즈델 대령은 6·25전쟁 당시 서울에

건립 충현원
관리 충현원

남겨진 고아 1,059명을 제주도로 피신시켜 한국판 ‘쉰들러 리스트’의

시설종류 동상

주인공으로 불린다. 1950년 미 제5공군 군목이었던 블레이즈델 대령은

시설물크기 동상 높이 2m

전쟁 중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사회복지시설과 임시숙소로 데려와
보살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급변하던 12월 20일, 그는 천신만고

왼쪽 광주 충현원 안에 건립된 군목 러셀

끝에 공군 수송기 16대를 확보해 전쟁고아들을 제주도로 대피시키는 데

블레이즈델 대령 동상.

성공했다. 이 일로 블레이즈델 대령은 군사 재판에 회부되는 등 개인적인

오른쪽 블레이즈델 대령의 공적 및 건립 취지
등을 적은 안내비가 동상과 나란히 세워져 있다.

고초를 겪어야 했지만, 그의 공적은 비교적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2007년 5월 타계하기 전, 블레이즈델 대령은 한인 입양아 뿌리 찾기 사업에
써달라며 자신의 회고록 <전란과 아이들>의 한국어 판권을 충현원에
희사하는 유언을 남겨 다시 한 번 따뜻한 감동을 안겨 주었다.

비문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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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25장 4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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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블레이즈델 대령

전쟁고아수송작전

operation
kiddy car

1957년 록 허드슨이 주연을 맡은 <전송가(Battle Hymn)>는 6·25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다. 공군조종사인
록 허드슨이 적지에 남겨지게 될 한국인 전쟁 고아들을 위해 어렵사리 수송기를 마련해서 안전하게 제주도로
데리고 온다는 것이 대략적인 줄거리이다. 실제로 6·25전쟁에서 미 공군은 중공군의 공세로 유엔군이 퇴각하면서
서울에 남겨지게 된 한국 고아 1,059명을 제주도 지역으로 후송한 바 있다. 이른바 ‘전쟁고아수송작전’(Operation
Kiddy Car)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미 제5공군 군목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러셀 블레이즈델 대령(19112007.5)은 부관 하사 멀 마이크 스트랭과 함께 전란으로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어린이들을 돌보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1950년 12월 중공군의 공세로 서울이 다시금 전란에 휩싸이게 되자 아이들을 후방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마침내 그는 미 공군의 작전 책임자를 설득해 기적적으로 C-54 수송기
16대를 확보했다. 그리고 미 해병대의 트럭을 동원해 김포로 옮긴 뒤 수송기에 태워 제주도로 피신시켰다. 당시
제주도에 주둔해 있던 딘 헤스 대령을 비롯한 미 공군은 현지에 도착한 아이들을 물심양면으로 돌보는 한편
전쟁고아를 위한 시설 지원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다.
미국 전쟁사에서 대표적인 인도주의적 선행의 하나로 꼽히는 ‘전쟁고아수송작전’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블레이즈델 대령은 이 일로 미 공군 군목회의 감찰관에게 조사를
받아야 했다. 영화와 동명의 자서전을 써서 일찍이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헤스 대령과는 대조적으로 실질적인
주역임에도 잊혀진 존재였던 블레이즈델 대령은 뒤늦게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90세가 되던 2000년에는
윌리엄 코언 당시 미 국방장관과 헨리 셸턴 미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의 이름으로 쓰인 감사 서신을 받았으며,
2001년 한국을 다시 찾아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감격적인 재회를 하기도 하였다. ‘전쟁고아수송작전’은
블레이즈델 대령과 마이크 스트랭 하사관, 헤스 대령 등 당시의 주역뿐 아니라 미 공군 전체의 자부심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전장에서 꽃 피운 인도주의의 상징으로 여전히 살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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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비문 삼가 이 비를 우리나라 수호를
위하여 귀중한 생명을 바친 고 미
해병 제 1비행단 장병들의 위훈에
올리나이다. 자유 원리를 받으려 먼
바다를 넘어 우리 땅에 온 그들의

미 해병 제1비행단
전몰용사 충령비

업적을 이에 남기어 그 광영이
역사의 한 기록이 되고 표상이
후세 만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광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시설개요

‘해병은 자유와 권리를 위해 가장 먼저 나서 싸운다’는 미 해병대의 신념처럼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산1

해병대는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서 큰 기여를 했다. 뼈끝에 사무치는

(포항기상대 옆)
GPS 36˚02'03" N, 129˚22'41" E

추위와 인해전술로 나선 중공군을 맞아 미 해병대는 최전방에서 고군분투

건립일 1952년 12월 22일

하였으며, 그만큼 피해도 컸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 해병은 4,267명,

(1969년 4월 22일 이전)

부상자는 2만 3,744명에 이른다.

건립 이종만 (당시 미군 통역관)

6・25전쟁에 참전한 미 해병대 제1비행단 전몰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관리 한국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 송도동분회
시설종류 기념비

추모하기 위해 당시 미군통역관으로 근무한 이종만씨가 1952년 12월 22일,

부지규모 67m2

포항역 광장에 충령비를 건립하였다. 1969년 4월 22일 송도동의 현 위치로

시설물크기 높이 2.8m

이전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 송도동분회에서는 매년 6월 6일
현충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충령비가 있는 포항은 낙동강방어선 전투 당시

왼쪽 해병 제1비행단 전몰용사 충령비 전경.

학도병 71명이 국군 제3사단에 자진 입대하여 북한군의 시내 진입을 지연시킨

그들의 값진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전쟁 당시

포항지구전투로도 유명하다. 47명이 전사하고 14명이 부상당한 학도병의

미군 통역관으로 활동했던 개인이 건립하여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오른쪽 기념비 하단의 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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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의 주요 전투인 왜관지구 전투의 승전을
기념하고 이 전투에서 전사한 전몰장병의 넋을 추모하며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했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서울을 잃고 경부축선을
따라 지연작전을 전개하던 아군이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한 곳은 낙동강
전선이었다. 낙동강 전선은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여기가 뚫리면 대구와 부산 함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1950년 8월
1일,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워커 라인’이라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8월 3일 왜관 전 주민에게 소개령이 내려졌고,
낙동강 방어선의 교량들은 적의 도하 방지를 위하여 8월 4일 새벽까지 모두
폭파되었다. 8월 16일 북한군 4만여 명이 집결해 대규모 도하작전을 벌이자
워커 중장은 일본에 있는 맥아더 총사령관에게 융단 폭격을 급히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출발한 B-29 폭격기 98대가 왜관 서북방 67km2 지역에
26분 동안 900t이나 되는 폭탄을 투하했다. 이 폭격으로 북한군 4만 명 중
3만여 명이 죽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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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시설개요
주소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산33
GPS 36˚01'05" N, 128˚22'26" E
건립일 1978년 7월 1일
건립 교통부 국제관광공사 태흥건설
관리 한국자유총연맹 칠곡군 지회
시설종류 기념관, 전적비, 야포 등 123종 241점
부지규모 15,699.1m2
시설물크기 기념관 462m2, 전적비 높이 3.9m, 동상 높이 2.7m
홈페이지 www.waegwan.or.kr

3
왼쪽 왜관지구 전적기념비 좌측 동상부.

1 전적비에서 내려다보이는 낙동강 전경.
2 기념관 건립 취지를 밝힌 안내문.
3 왜관 지구 전사 약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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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 영령들이여!
우리는 보았노라. 들었노라. 기억하노라.
이곳 유학산 봉우리에 그리고 낙동강 기슭에 남긴
그때 그날의 거룩한 희생을, 고귀한 피의 발자국을
우리 겨레는 영원히 소중하게 간직하리라.

1

1 등록문화재 제406호로 관리되고 있는 왜관철교 전경.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던 1950년 8월,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미군

3, 4, 5 기념관 전시실 내 전시품들. 기념관 내 8개

1기병사단에 의해 왼쪽에서 2번째 교각 구간 일부를 폭파시켜 북한군의 추격을 따돌리는 역할을 한 역사적 다리로 6 ·25전쟁 격전장의

전시실과 야외 전시장에는 당시 전투에 쓰인 야포 등

중요한 상징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2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전경과 그 앞에 전시된 항공기 O -1G.

123종 241점이 전시되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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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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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박진지구 전적비

시설개요

낙동강 전선 남서쪽의 거점은 창녕으로, 이곳은 미 제24사단이 맡고

주소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월하리 18

있었다. 미 제24사단은 6・25전쟁에 가장 먼저 참전한 미 지상군으로 7월

GPS 35˚26'42"N, 128˚23'09"E

중순 대전전투를 치른 부대이다. 당시 대구 서쪽 현풍에서 창녕 남쪽 남지에

건립일 1987년 11월 27일
건립 창녕군 교육청

이르는 전선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이곳을 침공한 적군은 대전에서 남하한

관리 창녕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북한군 제4사단이었다. 일전을 겨루었던 피아의 부대가 창녕지역에서 다시

시설종류 기념비

맞붙게 된 것이다. 8월 6일 오전, 북한군은 의령과 창녕을 잇는 낙동강

부지규모 2,500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15.6m

건널목인 박진나루를 건너 영산을 향해 공격해 왔다. 대전전투 패퇴로
전력이 크게 손상돼 있던 미 제24사단은 초기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미 제2사단과 해병 임시제1여단의 지원으로 점차 전세를 뒤집었다. 그리고

왼쪽 당시 격전지인 박진나루터가
내려다보이는 산마루에 건립된 박진지구
전적비 전경.
오른쪽 전적비 기단부 앞에 세워진 비문.

8월 17~18일 양일에 걸친 반격작전으로 적군을 크게 무찔러 낙동강 전선
외곽으로 몰아냈다. 또한 북한군 제4사단의 침공을 격퇴함은 물론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로써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더 나아가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 주었다.
이를 기념하는 창녕 박진지구 전적비는 당시의 격전장인 박진나루터가
내려다보이는 산마루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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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 유례 없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
당시 이곳 박진지역에서 유엔군과 국군 용사들은
피를 뿌리는 건곤일척의 사투를 전개함으로써
백척간두에 선 조국의 운명을 구하였다. 1950년
8월 5일 북한군 제4사단이 낙동강을 도하한 후
영산-밀양을 점령하고 부산으로 진출하고자
필사적인 공세를 되풀이하고 있을 때 우리
국군과 미 제24사단 용사들이 함께 피 어린
역습으로 이를 좌절시켰다. 다시 8월 31일 북한군
제9사단이 발악적인 공세를 가해옴으로써 9월
15일까지 일진일퇴의 치열한 혈투를 전개하여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끝내 이 진지를
사수함으로써 유엔군 총반격의 디딤돌 구실을
한 이곳 박진지구 전투는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한 줄기 낙동강 물이 굽이치는 바로 이
언덕은 과거 수많은 선열들이 조국을 위해 산화한
곳일진대 그분들의 애국충혼을 기리고 후손들로
하여금 반공사상으로 뭉친 호국의지의 실천적인
정신을 기르고자 이 전적비를 세운다.

1

왼쪽 창녕 박진 전쟁기념관 앞에 건립된 기념탑.

1 전쟁기념관 전경. 낙동강 전선의 남서쪽 거점이었던 창녕-박진지구의 치열한 격전
현장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관과 기념탑, 전적비 등의 호국시설이 건립되었다.

2 기념관 마당에 전시된 전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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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영산지구 전적비

시설개요

낙동강 전선에서 영산은 적군의 주요 공격 목표였다. 여기를 통해 밀양을

주소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동리 산4번지

거쳐 부산까지 침공하거나 대구를 포위 공격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북한군의

영산호국공원 내

8월 공세는 이를 위한 첫 시도였다. 하지만 박진지구전투에서 패배한

GPS 35˚27'11" N, 128˚31'48" E
건립일 1979년 4월 30일

북한군은 사단을 교체해 재차 공세를 기도했다. 바로 북한군 9월 공세였다.

건립 교통부, 국제관광공사, 국방부

북한군 제4사단을 대신해 주공을 맡은 제9사단은 8월 31일 자정을 기해 다시

관리 창녕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박진나루를 건너 침공했다. 당시 영산지역 방어는 미 제2사단이 맡고 있었다.

시설종류 기념비
부지규모 330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9m

북한군의 초기 기세는 영산과 밀양을 잇는 도로를 차지할 정도로 거셌다.
하지만 9월 2일 미 해병 임시제1여단 5연대가 지원 병력으로 참전하면서
전세를 만회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9월 3일부터는 역습을 실시해 적군의 영산

왼쪽 영산호국공원 내에 건립된
영산지구 전적비.

점령을 막았고, 백병전까지 벌이며 실지를 회복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로써
북한군의 9월 공세를 막아내 낙동강 전선을 굳건히 지키고 전세 대반전의

오른쪽 남산 정상에 세워진 전적비에서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의 전공을 기리는 영산지구 전적비는 경남 창녕군

내려다보이는 영산 일대.

영산면 함박산 끝자락 남산마루에 위치해 있다. 호국공원으로 꾸며진 남산
정상에 세워진 전적비는 낙동강을 향해 돌격하는 두 용사의 형상과 백병전을
벌이는 병사들의 모습으로 조성돼 매우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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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왼쪽, 2 전적비는 낙동강을 향해 돌격하는
용사의 형상과 백병전을 벌이는 병사들의
기상을 표현하였다.

1 전적비 비문.
3 전적비 전경. 영산은 적군의 주요
공격 목표였던 만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격전지였다.

2
3

158

159

비문 이곳 창녕군 영산은 낙동강의 돌출부로서 1950년 여름 두
차례의 혈전 끝에 북한의 침공을 막아낸 피의 전적지이다. 이곳에서
미 제24사단, 제2사단, 그리고 해병 제5연대가 보여준 백전불굴의
투혼이 오늘의 영산을 있게 한 것이니, 여기 이 비를 세우고 이 땅의
자유와 민주 수호를 위하여 산화한 거룩한 넋을 추모하여 빛나는
전공을 전 세계 자유인의 이름으로 기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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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지구 전승비

시설개요

1950년 8월 6일부터 19일까지 낙동강 돌출부인 창녕 남쪽의 부곡, 오항,

주소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28

박진나루를 정점으로 방어 중이던 미 제24사단 및 제2사단 19연대와 북한군

만옥정공원 내

제4사단 사이에는 역습을 거듭하며 13일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된다.

GPS 35˚32'27" N, 128˚30'09" E

북한군이 낙동강을 넘어오면 전세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건립일 1959년 3월 31일
건립 육군 제1206건설공병단

이에 제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영덕에서 마산에 이르는 240km 낙동강을

관리 창녕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최후의 방어선으로 구축하고, 국군 5개 사단과 미군 3개 사단에 각 30km씩

부지규모 800m2

방어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를 흔히 ‘워커 라인’이라 한다. 이때 미군은

시설물크기 비 높이 6.1m, 기단 높이 0.9m

워커 라인(Ｘ선)이 돌파되면 포항·왜관·마산을 잇는 Ｙ선을 지키고, 그마저
돌파되면 ‘데이비슨 라인’(마산·밀양·울산)을 마지막으로 지키되, 미군은

왼쪽 한 달이 넘는 치열한 격전 속에 사수해 낸

일본으로 철수시킨다는 전략이었다. 그만큼 전황이 불리했던 것이다.

낙동강 방어전투를 기념하여 세워진 창녕지구

결과적으로 창녕지구전투에서 북한군 제4사단은 격멸되고, 낙동강전투는

전승비. 부근에 진흥왕척경비가 보인다.

1 전승비 비문. 2 전승비가 건립된

유엔군과 국군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미군 사단 사령부가 북한군의 습격을

만옥정공원에는 창녕각사, 대원군 척화비 등

받는 등 창녕전투에서 유엔군과 국군도 많은 전사자를 낳았다. 창녕 읍내에

여러 문화재들이 있다.

세워진 창녕지구 전승비는 이들의 전공을 기린 것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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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6 · 25격전 함안 민안비

시설개요

북한군 제6사단은 봉암리에 보급기지 창고를 설치해 놓고 유엔군의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동리

저지선을 뚫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때 피아간 전투가 치열해 시체가

GPS 35˚06'45"N, 128˚27'39"E

밭을 이루어 피의 계곡으로 불리기도 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북산과

건립일 1988년 1월(2009년 12월 14일 이전)
건립 함안군청

봉화산은 미군의 집중 포격으로 산 정상이 100m는 낮아졌다고도 한다. 또

관리 함안군청

여항산 정상인 갓덤(갓처럼 생긴 바위봉)을 미군들은 ‘갓뎀’이라고 부르며

시설종류 기념비

치를 떨었다. 여항산에서 수많은 미군들이 죽어 이 산을 저주했기 때문이다.

부지규모 600m2
시설물크기 5m

이후 여항산과 서북산 일대는 갓데미산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미 제25사단은
처음엔 봉암리전투에서 패배했지만, 며칠 후 미 해병대와 함께 이곳을
재탈환했다. 이처럼 함안지역은 다른 낙동강 전선과 마찬가지로 조국수호의

왼쪽 전세 역전을 되풀이하며 격전을 치른
함안 지역은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의 희생도
컸다. 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된

교두보이자 마지노선으로, 미 제25사단과 함안군민이 함께 2만 명의
적군을 맞아 밤낮으로 싸운 격전장이었다. 이러한 격전 속에 군인은 물론

함안 민안비.

민간인의 희생도 컸다. 그래서 함안군은 기념비를 세워 함안지구 전투에서

오른쪽 기존에 외암리 봉성저수지 상류에

전사한 미 제24사단 군인들과 함안군민의 넋을 기리고 있다. 인근의 서북산

있던 것을 2009년 이전하면서‘6 ·25동란
함안·여항지구 전투 희생자 위령비’
를
함께 세웠다.

정상에는 6・25전적비가 있는데, 당시 전투에서 전사한 미군 중대장 리처드
대위의 아들 리처드 티몬스(Richard Timmons)가 지난 1995년, 미 제8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후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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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비문 남강은 논개의 옛 사적으로 더불어 빛나고 진양은 이제 자유 수호의,
신의 꽃다운 전적으로 새롭도다. 호남 일대를 유린한 북한군 제 6, 9사단은
단기 4283년 7월 29일 진주지구에 진출하여 왔으므로 미 제25사단을
기간으로 편성된 ‘킨’ 기동부대는 진주 서방에서 이를 맞아 연일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특히 서북능선을 둘러싸고 전개된 피아의 쟁탈전은

진주지구 전승비

열세 번을 거듭하도록 가열하였으니 대구 침공에 실패한 적은 마산을
점령하여 서쪽으로부터 부산에 진출하려는 새 기도 밑에 8월 31일 밤
전반적인 대공세를 취하여 왔다. 촌토를 다투는 격전 속에 일진일퇴를
거듭하기 8일간을 계속하여 현 전선을 고수한 결과 총반격의 계기를
조성하고 국련군 승리의 원인을 이루었다. 이 영웅적인 수훈을 높이
찬양하고자 이 돌을 세워 영원히 후세에 전하노라.

1950년 7월 29일, 미 제25사단 ‘킨’(KEAN)특수임무부대가 진주지구에
쳐들어온 북한군 제6사단과 제9사단 병력을 격퇴시킨 전승을 기리기
위해 1958년에 건립한 전승비이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북한군의 남진이 계속된 1950년 7월 29일, 미
제25사단 킨특수임무부대는 진주지구에 쳐들어온 북한군 제6·9사단
병력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이를 격퇴시켰다. 호남 일대를 점령한
북한군 제6사단 및 제9사단은 진주지구로 진격해왔고, 미 제25사단
킨특수임무부대도 진주 서방에서 적을 맞아 연일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특히 서부능선을 물리치고 전개된 피아의 쟁탈전은 열세
번에 이를 정도로 가열되었다. 대구 침공에 실패한 적은 마산을 점령하여
서쪽으로부터 부산에 진출하려는 의도로 8월 31일 밤 전면적인
대공세를 취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8일 동안 현 전선을 고수함으로써
아군이 총반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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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진주성지 내
GPS 35˚11'17"N, 128˚04'39"E
건립일 1958년 11월 10일
건립 육군 제1206건설공병단
관리 진주성지 관리사무소
시설종류 기념비
부지규모 98.4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3.6m, 기단 높이 0.7m

1 진주지구 전승비와 같은 경역에 건립되어 있는
3 ·1독립운동기념비. 2 진주지구 전승비는 진주성지
내 국립진주박물관 좌측에 있다. 오른쪽 미 제25사단
킨특수임무부대의 진주지구 전승을 기리기 위하여
1958년 건립된 진주지구 전승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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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참전전우 기념비

시설개요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북한의 최정예 부대인 제6사단은 호남을 점령했다.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북한의 전쟁영웅으로 불린 방호산이 이끄는 제6사단은 7월 25일 오후

산246 -10번지 (호국공원 내)
GPS 35˚04'12"N, 127˚45'52"E

호남과 하동의 경계인 화개마을을 점령했으며, 26일에는 하동읍을 점령한

건립일 2003년 11월

후 부산으로 진격하기 위해 파죽지세로 쇄도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건립 하동군 재향군인회

하동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막 도착한 미 제29연대 3대대를 안내하기

관리 하동군 재향군인회

위해 채병덕 영남관구 편성사령관은 27일 국도 2호선을 따라 하동읍으로

시설종류 기념비
부지규모 2,100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8.7m

행진 중이었다. 이때 소재공원 부근 180고지를 점령한 북한군에게
기습을 당해 채병덕 장군을 비롯한 국군과 미군이 대량 전사하게
되었다. 인천상륙작전 후 미 제25사단은 하동을 수복하고 미군 전사자

왼쪽 하동군 호국공원 안에 건립된

313명의 유골을 수습했다. 하동군 재향군인회는 2002년 6월, 전투가

참전전우 기념비.

벌어졌던 현지에 채병덕 장군 추모비와 함께 당시 전사한 미 제29연대원

오른쪽 하동군 출신 참전전우의

313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비를 세웠다. 2004년 3월에는 호국공원 내에

명단이 새겨져 있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 전우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를 건립했으며,
매년 위령제를 지내며 이들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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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호국공원 안에는 참전전우 기념비와 함께 장갑차 2대, 함포 1문이 전시되고 있다. 2 영남관구 편성사령관으로
미 제29독립연대 3대대와 함께 싸우다 전사한 고 채병덕 장군 전사비. 3 호국공원 안내문. 4 건립취지 비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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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영국
영국은 유엔 참전국 중에서 두 번째로 전투부대를 파병한 국가이며,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지상군과 해군을 6·25전쟁에 파견하였다.
영국은 1950년 6월 29일에 영국 극동해군의 일부 함정을 대한
해역으로 전개시켜 참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상군은 낙동강
전선에서부터 참전하였다. 영국 해군은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등으로 함대를 구성하여 미 제7함대 사령관의 작전 통제하에
주로 서해안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영국이 전쟁기간 중 파병한
지상군은 2개 여단 규모였다. 제27여단은 1950년 8월 28일
부산에 도착하여 낙동강 방어 작전에 참전하였으며, 제29여단은
1950년 11월 18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최초 미국 군단 및
사단에 배속되어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51년 7월 28일 이후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영연방 국가(벨기에·룩셈부르크·인도 포함)의
부대와 연합하여 영연방 제1사단을 구성하고 사단 단위로 작전을
실시하였다. 이외에 1950년 9월 초부터 참전한 영국 해군 해병
1개 특공대가 있었으며, 이들을 포함한 지상군의 총 병력은 1만
4,198명이었다. 전쟁 기간 영국군은 전사 1,078명, 부상 2,674명,
실종·포로 1,156명에 이르는 인명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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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영연방 참전기념비

시설개요

6・25전쟁 당시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4개국 장병들이 유엔군의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365-1

일원으로 우리나라에 파병되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GPS 37°49'30"N, 127°30'59"E

헌신적으로 싸운 전공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전적기념비이다. 1967년

건립일 1967년 9월 30일
건립 유엔한국참전국협회

9월 30일, 유엔한국참전국협회와 가평군에 의해 세워졌다. 2,784m2의

관리 가평군

대지 위에 건립된 참전비는 기단 1ｍ, 비 12ｍ이며 직사각형의 모습이다.

시설종류 기념비 1개, 부설비석 1개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의 국기도 함께 새겨져

부지규모 2,784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12m, 기단 높이 1m

있다. 대형 직사각형은 대영제국의 거대함을, 사각형의 비신은 정의의
십자군을 의미한다. 지금도 매년 4월 말 영연방 한국참전 기념행사가
열리며, 이 행사에 참전하기 위해 4개국의 참전용사와 가족, 정부 요인

왼쪽 영연방 참전기념비 전경. 매년 4월 마지막
주에는 영연방 참전 추모행사가 열린다.
오른쪽 참전기념비 앞에 새겨진 비문.

등 200여 명이 방문하고 있다. 영연방사단이 벌인 가장 대표적인 전투는
가평전투로, 모든 유엔군 부대에서까지 가장 모범적인 전투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연유로 영연방 국가의 참전비는 모두 가평군에
건립되었다.

비문 세계평화와 자유 수호를 위해
한국전쟁 중 이 땅에서 공헌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의 영웅적인
용사들에게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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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4개국의 국기가
전면에 나란히 새겨져 있다.

2 영연방사단이 벌인 가장 대표적인 전투인 가평전투를
기려 영연방사단의 참전비는 모두 가평에 건립되었다.

3 영국 미들섹스 연대장병을 추모하기 위하여 미들섹스
용사회와 가평군민이 헌납하여 건립된 기념비.

4 영연방 참전 약사 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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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설마리 전투비

시설개요

1951년 4월 중공군의 춘계공세 때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영국군

주소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산2-2

제29보병여단 소속 글로스터연대 1대대와 170박격포소대 장병 650여

GPS 37°56'41"N, 126°56'08" E

명은 경기도 파주 설마리 고지에서 4만 2,000명의 중공군과 대치했다.

건립일 1957년 6월 29일
건립 영국군, 국군 제25보병사단

치열했던 고립방어의 대표적인 전투로, 적에게 포위된 상태에서 4일

관리 파주시청

동안 마지막 한 발의 총알이 다할 때까지 맞서 싸웠다. 격전을 치른 끝에

시설종류 기념비, 설마리전투 안내문,

중공군의 진격을 늦춰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에서 새 방어선을 구축할

영국군 전적비
부지규모 3,300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1m, 기단 높이 0.2m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었다. 그러나 격전 끝에 살아서 탈출한 병력은
39명이며 나머지는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다.
전적비는 1957년 6월 29일 영국 글로스터연대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왼쪽 650여 명의 영국군이 4만 2,000명의
중공군에 맞서 싸우다가 결국 39명을

공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2008년 1월 등록문화재 제407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엘리자베스 영국여왕도 방한 시 이곳을 방문했으며

제외한 전원이 사살 혹은 포로가 된

매년 4월 마지막 주 일요일마다 전적비 앞에서 영연방의 참전 기념행사가

설마리 고지 전투를 기리는 기념비.

열린다. 1968년 국군 8022공병부대가 이곳에 설마리 영국군 전투비

오른쪽 1957년 건립 당시 바닥에 경위를
새겨 넣었다.

공원을 조성했으며, 유엔기를 중앙에 두고 좌우로 태극기와 영국기가
펄럭이는 넓은 광장이 있다. 전적비로 가는 길목에는 2000년 파주시에서
건립한 글로스타샤교가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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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산 바위벽 돌무더기가 쌓인 곳에 세워진 설마리

2

전투비에는 유엔기, 부대마크, 국·영문으로 된

3

4

설마리 전투 개요 등 네 개의 비가 부착되어 있다.
당시 유엔군의 참전 상황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2008년 등록문화재 제407호로
지정되었다. 영국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산업디자이너로
알려진 아널드 슈워츠먼이 영국군으로 한국에
파병되었던 1957년에 디자인하였다.

2 글로스터연대 1대대의 헌사가 새겨진 비석.
3 영국군 전적비 공원에서 긴 계단을 통해 이르는
설마리 전투비.

4 설마리 전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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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 1951년 4월 22일 글로스터 언덕 위에 세운
이 기념비는 다음 양 부대의 영웅적인 공적을
찬양하여 길이 기념키 위함이다. 글로스터셔
연대 제1대대 영 포병 제170 경박격포대 C소대
이 양 부대는 자유를 수호키 위하여 4일간이나
거대한 수의 적병에게 포위된 중에서 용감한
투지력을 발휘하였다.

1
2
1, 2 2000년 파주시에서 건립한 글로스타샤교.
전적비 공원에서 설마리 계곡을 가로지르는
길이 25m의 이 다리를 건너면 설마리 전투비가 나온다.

3, 오른쪽 1968년 국군 8022공병부대가 조성한 설마리
영국군 전적비 공원. 임진강변의 설마리는 6 ·25전쟁에
참전한 모든 영국군의 성지가 되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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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캐나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국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일원이기도
했던 캐나다는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참전을 결정했다. 1950년 7월 4일 1차로 해군 구축함 3척을 파견해
초기 부산-일본 간을 항해하는 수송선단의 호위 임무를 맡았다.
공군도 7월 21일 6대의 수송기로 편성된 공군 제426항공수송대와
조종사 22명을 파견해 각종 공수작전을 수행했다. 또한 여단 병력의
지상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캐나다군 제25여단을 창설했다.
참전 준비를 거쳐 11월 25일 선발대로 제2대대를 파견했다. 당시는
유엔군이 중공군의 참전으로 후퇴를 거듭하던 시기였다. 유엔군은
1951년 초 중공군의 신정공세로 다시 서울을 내 주고 평택-안성원주-평창을 잇는 방어선으로 물러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거듭된
패전으로 유엔군 내부에 패배주의가 팽배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군 제27여단에 배속돼 중부전선에 투입된 캐나다군
제2대대는 가평전투에서 탁월한 전투능력과 전투의지로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캐나다는 전사 312명, 부상
1,212명, 실종·포로 33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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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비문 자유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이 땅에서 공헌한 모든 캐나다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길이 역사 속에 보전하기 위하여
이곳 옛 격전지에 이 기념비를 세우다.

캐나다 전투기념비

시설개요

1951년 2월 15일 중공군의 2월 공세 중 프랑스대대와 미 제2사단 23연대는

주소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 207- 4

지평리지구 전투에서 혈전 끝에 중공군을 대파해 아군의 사기를 한껏

GPS 37°52'35"N, 127°31'48"E

고조시켰다. 이어 2월 22일 캐나다군 제2대대는 지평리 동쪽에 위치한

건립일 1983년 12월 30일

중공군 전초기지인 444고지를 탈환했다. 이로써 역전의 기회를 잡은

건립 가평군, 캐나다 정부,
유엔한국참전국협회

유엔군은 가평을 거쳐 화천 사창리까지 북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51년

관리 가평군

4월 중순, 중공군은 중부전선을 중심으로 대공세를 감행했다. 중부전선의

시설종류 기념비, 부설 비석 4개, 안내판

사창리를 점령하고 가평을 거쳐 경춘가도를 따라 재차 서울 침공을 노렸던

부지규모 1,653m2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가평지구에서 아군과 중공군의 4월 혈전이 벌어졌다.

시설물크기 비 높이 6.5m, 기단 높이 0.7m

캐나다군은 4월 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가평천변의 677고지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경춘가도의 요충인 가평지역을 점령하기

왼쪽 캐나다 전투기념비 전경.

위해 밀어닥친 중공군을 맞아 적지 않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적군을 진 내로

1 기념비 건립 취지를 적은 비문.
2 기념비 개요 안내판.

깊숙이 유인해 크게 무찌른 것이다.
이러한 캐나다군의 용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운 전투기념비는 경기도
가평군 북면 가평천 길가에 우뚝 서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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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25전쟁에서 캐나다가 기여한 바를 정리한 부설 비석이 기념비 입구에 있다. 2 기념비 건립 배경을
적은 부설 비석. 3 뒤쪽에서 바라본 기념비. 4, 5 캐나다 참전사를 기록한 부설 비석. 6 가평 전투에서
중공군에 맞서 치열한 격전을 벌인 캐나다 제2대대(PPCLI)를 기리는 부설 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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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홍천지구 전투전적비

시설개요

홍천은 중동부지역의 요충지이다. 북으로는 춘천-화천, 남으로는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면 연봉리

횡성-원주, 동으로는 인제-양양, 서로는 양평-서울로 곧바로 연결되기

산363-1(무궁화공원 내)
GPS 37°40'58" N, 127°52'18" E
건립일 1957년 3월 15일

때문이다. 전쟁 초기 홍천지구에 배치된 국군 제6사단 제2연대는
북한군의 불법 남침을 성공적으로 막았다. 홍천 북동쪽 말고개를

건립 육군 제1사단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자주포부대와 T-34전차를 앞세운 북한군

관리 홍천군

제12사단의 공격을 여러 차례 격파해 남침을 지연시키는 전과를

시설종류 기념비
부지규모 3,300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2.4m

거두었다. 중공군 개입 이후에도 홍천지구를 둘러싼 전투는 치열했다.
1951년 중공군 신정공세부터 5월공세까지 국군 제3·5·8사단, 미
제2·7사단과 제1해병사단, 캐나다와 뉴질랜드군이 방어와 재반격

왼쪽 1950년 12월 13일부터 1951년 5월
20일까지 전개된 홍천지구 전투를 기리기

192

작전을 빈번하게 벌였다. 부대 단위로 또는 연합해 중공군·북한군의
파상 공격을 격퇴한 것이다. 이로써 홍천지구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위하여 1957년 건립된 전적비.

춘천을 거쳐 화천 북방까지 전선을 크게 밀어 올렸다. 이 같은 국군과

오른쪽 기념비는 무궁화공원 내에

유엔군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전투가 치열했던 홍천에 전투전적비를

건립되었으며 후면에 비문이 새겨져 있다.

건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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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wealth of
Australia

호주
지리학적으로 동남아시아와 긴밀한 관계인 호주는 6·25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팽창을 막는 유력한 예방책이라고 판단, 참전을
결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결의하자 곧바로
2척의 해군 함정과 1개 공군 비행대대를 파견했다. 이어 9월 27일 지상군을
파견함으로써 육·해·공군 모두를 6·25전쟁에 참전시켰다. 호주는 당시 1만
5,000명의 병력 중 1개 대대병력을 기꺼이 파견했으며, 1952년 4월부터는
2개 대대가 참전했다. 호주 제3대대는 1950년 9월 27일 우리나라에 도착해
유엔군의 북진단계부터 곧바로 작전에 참가했다. 특히 사리원전투에서 적극적인
백병전을 벌여 후퇴하는 북한군을 격멸함으로써 유엔군의 사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후 영유리전투, 박천전투, 가평전투, 마량산전투 등에서 뛰어난
전투 능력을 과시했다. 해군은 항공모함 1척, 구축함 2척, 프리깃함 1척 수준의
전력을 유지하면서 해상 작전을 실시했다. 공군은 당시 일본에 주둔 중이던
제77전투비행대대가 미 제5공군의 작전 통제하에 참전하였고, 이후 1개 수송기
편대가 추가로 참전했다. 호주는 6·25전쟁에서 339명의 전사자와 1,2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희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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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비문 자유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이
땅에서 공헌한 오스트레리아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길이 역사 속에 보전하기 위하여
이곳 옛 격전지에 이 기념비를 세우다.

호주 전투기념비

시설개요

영연방 제28여단에 배속된 호주군 제3대대는 1950년 10월 투하된 미

주소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691-1

제187공수연대가 평남 영유지역에서 북한군에 포위되자 이들을 구출하는

GPS 37°53'44" N, 127°33'37" E

전공을 세웠다. 이 전투에서 호주군은 적 150명을 사살하고 239명을

건립일 1963년 4월 24일
(1983년 12월 27일 가평군 재건립)

포로로 잡는 전과를 올렸다. 그리고 10월 30일에는 유엔군의 최선봉으로

건립 유엔한국참전국협회, 가평군

평북 정주를 점령하기도 했다. 특히 호주군은 1951년 4월 춘계 대공세를

관리 가평군

감행한 중공군과 중부전선에서 맞서 싸웠다. 서울 점령을 목표로 중공군이

시설종류 기념비 1개, 부설 기념비 3개,
안내판 1개

서부·중부·중동부전선에서 총공세를 취하자 경기도 가평에서 치열한

부지규모 2,112m2

전투를 전개한 것이다. 4월 23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경기도 가평

시설물크기 비 높이 4.6m, 기단 높이 0.8m

504고지를 중심으로 일진일퇴의 혈전을 벌인 끝에 대규모 병력의 중공군을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중공군의 가평 진출을 저지했고, 적의 화력을

왼쪽 호주군 제3대대가 중공군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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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시킴으로써 서울 방어에 크게 공헌했다. 호주군 제3대대가 중공군을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에 세워진 호주

맞아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에 세워진 호주 전투기념비는 1963년 4월,

전투기념비.

유엔한국참전국협회와 가평군이 건립하였으며, 1983년 12월 가평군이

오른쪽 건립 취지를 새긴 비문.

재건립하였다. 이웃나라인 뉴질랜드 전투기념비와 마주하고 있다.

197

1

4
6
4, 6 1951년 4월 이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를

1 1963년 건립된 호주 전투기념비는 1983년 12월 가평군에 의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재건립되었다. 2 뒤쪽에서 본 기념비.
3 호주 군인의 6 ·25 참전사를 기록한 부설 비석. 호주는 육・해・공군을

전개한 호주 육군 3대대(3rd Battalion, The Royal
Australian Regiment) 이름을 새긴 부설 비석.

5 2000년 6월 호주 한국전 참전용사회 이름으로

모두 파병하여 연인원 8,407명이 6 ·25전쟁에 참전하였다.

건립된 부설 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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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Zealand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6·25전쟁에 육군과 해군이 영연방군의 일원으로
참전했으며, 보병부대가 아닌 포병부대를 파견해 화력으로
유엔작전에 기여했다. 제16야전포병 연대의 일부로 구성된 뉴질랜드
포병대대는 처음에는 영국 제27여단에 소속돼 전투를 수행했다.
전투경험이 부족했던 뉴질랜드 포병은 인접국인 호주의 부대와
나란히 영연방군에 속해 그들로부터 많은 기술적 지원을 받기도
했다. 뉴질랜드 포병대대는 중공군의 신정공세 이후에는 영국의
미들섹스연대 보병대대, 캐나다 보병대대에 대한 화력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가평전투에서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뉴질랜드는 6·25전쟁에 연인원 3,794명이 참전하여
전사 23명, 부상 79명의 손실을 입었다. 뉴질랜드 참전용사들은 귀국
후 참전용사회를 조직하고, 가평전투 기념으로 1976년부터 매년 가평
북중학교 학생 1명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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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뉴질랜드 전투기념비

뉴질랜드가 참여한 대표적인 전투 중 하나는 가평전투이다. 국군 제6사단을

시설개요

지원하던 뉴질랜드군은 중공군이 춘계공세를 시작하자 1951년 4월 22일,

주소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691-1

사창리에서 가평 북동쪽으로 철수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23일 밤부터

GPS 37°53'44" N, 127°33'37" E

중공군의 가평 진출에 맞서 3일 동안 1만여 발의 25파운드 탄을 사격하여

건립일 1963년 4월 24일
(1988년 9월 23일 가평군 재건립)

중공군에게 막대한 인명피해를 주었다. 뉴질랜드는 포병 이외에도 해군

건립 유엔한국참전국협회, 가평군

병력을 보내 유엔작전에 기여했다. 극동함대에 배속된 프리깃함 2척(Pukaki,

관리 가평군
시설종류 기념비

Tutira) 또한 인천상륙작전 당시 제7기동함대에 편성되어 상륙작전에

부지규모 1652.8m2

투입된 대형 함정들을 엄호하는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했다.

시설물크기 비 높이 2m, 기단 높이 0.9m

뉴질랜드 참전비는 북배산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호주 기념비와
마주보고 서 있다. 1963년 4월 24일 유엔한국참전국협회와 가평군민이
뉴질랜드군 참전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했다. 1988년 9월 23일 가평군이
재건립하였으며, 커다란 자연석의 중앙에 참전을 기념하는 동판이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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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른쪽 뉴질랜드 참전 및 가평 전투의
공적을 기념하여 1963년 건립된 뉴질랜드
참전기념비. 2 기념비 비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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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서구

뉴질랜드 참전기념석

시설개요

뉴질랜드 참전기념석은 6・25전쟁에 참전한 SS올몬드 군함이 부산에

주소 부산시 서구 암남동 622

도착하여 캠프를 설치한 곳을 기념하기 위하여 암남공원에 설치 조성되었다.

(암남공원 주변)

뉴질랜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결의하자

GPS 35°06'55" N, 129°01'45" E
건립일 2001년 5월 1일

7월 3일 프리깃함 2척(Pukaki, Tutira)을 파견하였고, 이 함정은 30일

건립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회

극동해군에 배속되었다. 그리고 7월 14일 유엔 사무총장이 지상군의 추가

관리 부산 서구청

파병을 요청하자 7월 말 포병부대의 파견을 결정했다. 당시 뉴질랜드가

시설종류 기념석
부지규모 66m2
시설물크기 가로 1.13m

파견한 제16포병연대의 실제 병력은 대대 규모였고, 그들이 갖춘 25파운드
포 24문은 미군의 105mm 곡사포와 유사했다. 제16포병연대는 12월
10일 뉴질랜드를 출발하여 21일간의 항해 끝에 12월 31일 한·미

암남공원에 마련된 뉴질랜드 참전기념석.
1950년 12월 31일 부산에 도착한 뉴질랜드
SS올몬드 군함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장병들과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부산에 상륙함으로써 6・25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뉴질랜드 제16포병연대의 대표적인 전투 지원으로는
1951년 중공군의 신정공세 후 실시된 영연방 제27여단의 진격작전,
가평전투, 코맨도작전, 고왕산전투, 휴전을 앞두고 벌어진 마지막 전투였던
후크고지전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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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 이 바위는 1950년 12월 31일 이른 아침 7시 30분 부산에 도착했던 SS올몬드 군함을 기념하기 위해 뉴질랜드 오클랜드로부터
전달되었습니다. 이 군함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뉴질랜드 군의 주력부대를 수송하였습니다.
뉴질랜드의 첫 번째 군사캠프가 세워졌던 곳이 이곳 송도입니다. 이 바위와 기념패는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 용사회가 부산시에
기증하였습니다. 뉴질랜드는 1950년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한국 지원 요청에 가장 먼저 응답한 유엔 회원국들 중 하나입니다.
두 척의 초계함이 유엔 사령부에 합류하도록 급파되었고, 한국전쟁 내내 이러한 지원이 유지되었습니다. 총 여섯 척의 뉴질랜드 해군
초계함인 HMNZS 튜티라, 푸카키, 로토이티, 하웨아, 타우포, 카니에레가 한국 해전에 참가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또한 1,500명 규모의
지상군을 파견시켰으며, 이는 유엔 회원국 중 인구 비례상 두 번째로 높은 기여도였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한 뉴질랜드군의 주요 부대는
제16보병연대와 뉴질랜드 포병대이며, 이들은 영연방 여단의 일부로 구성되었다가 후에 제10수송대대, 뉴질랜드 육군 군단, 다른 소대
및 파견대들과 함께 제1사단(영연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1950년부터 1957년까지 총 6천 명의 뉴질랜드군이 한국에서 복무했으며,
이들 중 45명이 뉴질랜드 군으로서 복무하던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1

1, 오른쪽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져온 거북 모양의
바위와 기념패는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회가
부산시에 기증한 것이다. 송도는 뉴질랜드의 첫 번째
군사 캠프가 세워진 곳이다.

2 기념패 상단에 부착된 유엔군 사령부 마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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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Turkey

터키
터키와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이다. 고구려의
형제국가였던 터키는 6·25전쟁에도 우방국으로 참전, 여전히
우리에게 형제의 나라로 기억되고 있다. 터키는 한국에 대한
유엔의 군사원조 결의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즉시 5,000여
명 규모의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유엔 회원국들의 환영을 받았다.
1개 여단 규모의 터키군은 보병 외에도 공병, 수송, 의무, 병기,
병과부대를 포괄하는 전투단을 구성함으로써 독립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편성하였다. 미 제25사단에 소속된 터키여단은
울프하운드작전, 썬더볼트작전 중 수리산전투와 김량장리전투에서
용맹을 떨쳤다. 자신들의 사상자에 비해 적에게 10배의 사상자를
내게 하는 전과를 올려 유엔군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터키군은 연인원 1만 4,936명이 참전했으며 전사 741명, 부상
2,068명, 실종・포로 407명 등 총 3,216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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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터키군 참전기념비

국방부는 수많은 전투에 참여하여 큰 공적을 올린 터키군의 용맹과 산화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1974년 9월 6일 참전기념비를 건립했다.
터키군은 1950년 중공군의 11월공세 기간 중 미 제2사단의 우익부대로
전투를 치르면서 많은 희생자를 냈다. 특히 장병들은 포로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착검한 채 적진으로 돌격해 부대의 강한 군기와 응집력을
보여주었다. 1951년 10월 말에는 미 제9군단에 배속돼 울프하운드(Wolf
hound)작전 시 경기도 김량장리와 151고지전투에서 중공군 1,900여명을
사살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이에 미국 대통령 부대표창(1951.7), 대한민국
대통령 부대표창(1952.9)을 받아 터키군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참전 당시 터키군이 미군과의 연합작전에서 가장 큰 애로를 느꼈던
것은 언어소통 문제였다. 특히 상황이 급변하는 전장에서 충분치 못한 통역은
생소한 지형에서 국군과 북한군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터키군에게
큰 손실을 입힌 이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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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산16
GPS 37°16'60" N, 127°10'32" E
건립일 1974년 9월 6일
건립 국방부
관리 용인시
시설종류 기념비, 동상
부지규모 3,168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18m, 동상 높이 2.2m

1, 오른쪽 숱한 전투에서 큰 공적을 올린
터키군의 용맹을 상징하듯 18미터 높이로 우뚝
솟은 기념비와 군인들을 형상화한 동상.

2 기념비 우측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적혀 있다.
‘유엔군의 기치를 들고 터키
보병여단은 한국의 자유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침략자와 싸웠다. 여기 그들의 전사상자
3,064명의 고귀한 피의 값은 헛되지 않으리라.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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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the
Philippines
Republika ng Pilipinas

필리핀
필리핀은 1945년 출범한 신생국가로, 독립 이후 줄곧 공산반란군과
교전 상태에 있어 국내 정세가 매우 불안했다. 그럼에도 필리핀
정부는 공산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전차 17대와 1개 대대 파병을
결정했다. 필리핀군은 1950년 9월 2일 시민들이 운집한 라잘
메모리얼 스타디움에서 필리핀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파병식을
가졌다. 대대 규모의 필리핀군은 1950년 9월 20일 지상군으로는
미국·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부산에 도착했다.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대반격 작전이 수행되면서 병력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였다.
필리핀부대는 전체가 미군측의 무기로 무장하고 적응 및 전술
훈련을 받았다. 1950년 9월 20일 우리나라에 도착해 10일간의 적응
훈련을 마치고 처음에는 후방 게릴라 소탕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이후
최전방 전선에 참여했다. 필리핀군이 참여한 전투로는 율동리전투가
대표적이며, 고지전투에도 많이 참여하여 전공을 쌓았다. 필리핀은
연인원 7,420명이 참전하여 전사 112명, 부상 229, 실종 16명, 포로
41명 등 총 398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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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필리핀군 참전기념비

시설개요

6・25전쟁에서 산화한 필리핀 장병들의 영혼을 추모하기 위해 1974년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산 97- 6

건립한 참전비다. 기단 높이가 4.5m, 비의 높이는 17m, 조각상 높이는 3m에

GPS 37°41'07" N, 126°52'32" E

이른다. 당시 필리핀군은 10여 일의 적응 훈련을 마치고 후방지역에서 공산

건립일 1974년 10월 2일
건립 국방부

게릴라 소탕작전을 벌였다. 이어 미 제3사단에 배속돼 개성-평양 간의 주

관리 고양시

보급로 경계작전을 수행하다 중공군 개입 이후 경북 김천으로 철수했다.

시설종류 기념비

1·4후퇴 뒤 전열을 정비한 유엔군의 반격작전이 전개되자 서부전선을

부지규모 3966.9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17m, 기단 높이 4.5m,
동상 높이 3m

중심으로 전투에 참가해 큰 전공을 세웠다. 특히 전곡 진상리전투(1951년
4월 11일), 연천 율동리전투(1951년 4월 22일), 적성 설마리 글로스터연대
구출작전(1951년 4월 24일), 철원 에리고지전투(1952년 5월 18일), 양구

왼쪽 고양시에 건립된 필리핀군
참전기념비. 기단부를 포함하여 20미터가
넘는 높이와 장엄한 부조 장식으로 참전

크리스마스고지전투(1953년 7월 15일)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당시 장교로
참전했던 피델 발데스 라모스(Fidel Valdez Ramos)는 이후 대장까지
승진했으며 1992년부터 1998년까지 필리핀 대통령을 역임했다.

당시 필리핀군의 공적을 기리고 있다.
오른쪽 측면에서 바라본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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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 태양같이 밝고 불타는 정열의 기상을 지닌 삼성좌의
용사들!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피 흘린 488명의 고귀한
영혼 위에 하나님의 가호가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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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왼쪽 기념비 동상부. 기단 측면의 계단을 올라 이곳에 다다르게 된다.
높게 솟은 탑신 전면의 부조는 필리핀 고유 민속 문화를 표현한 것이다.

1, 2 곡선을 이루며 뻗은 기념비 뒤쪽에는 비문과 부대 마크 등이 새겨져 있다.
3 필리핀군 참전기념비 안내문. 건립 개요와 취지 등이 적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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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 자유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이 땅에서

경기도 연천군

공헌한 영웅적인 비율빈 용사들에게 바친다.

필리핀 참전비

6・25전쟁에서 필리핀군이 치른 가장 큰 전투였던 율동리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참전비로 1966년 4월 22일 유엔한국참전국협회와 연천군에서
건립했다. 율동리전투는 필리핀 제10대대가 미 제3사단에 배속되어 연천
북방 율동리에서 중공군 제34사단과 치른 전투이다. 1951년 4월 22일
야간에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맞이하여 인접부대가 돌파되고, 대대의
우측중대와 중앙중대의 일부 진지가 돌파되어 대대본부까지 중공군이
침투하였으나,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여 인접부대의 철수를 성공적으로
엄호하였다. 이 전투의 영웅은 특수중대의 얍(Conrado D. Yap) 대위였다.
그는 진지를 중공군에 빼앗기고 예비진지를 점령해 역습 기회를 노렸다.
얍 대위는 자신이 1개 분대를 이끌고 중공군이 점령한 고지로 쳐들어가
그곳에 낙오돼 숨어 있던 두 명의 사병을 구출했다. 얍 대위는 철수과정에서
애석하게도 총을 맞아 전사했다. 필리핀 정부는 그에게 최고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필리핀 대대가 진지를 사수해준 덕에 터키여단과 미군부대의
주력이 무사히 철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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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개요

2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상리 460 -1
GPS 38°07'45" N, 127°03'59" E
건립일 1966년 4월 22일(2009년 12월 이전)
건립 유엔한국참전국협회, 연천군
관리 연천군
시설종류 기념비
부지규모 1,104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1.3m, 기단 높이 1.5m

왼쪽 필리핀군이 치른 가장 큰 전투였던
율동리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1966년 건립된
필리핀 참전비. 2009년 12월에 이전되면서
새로 기단부를 만들고 부지를 조성하는 등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새단장되었다.

1 뒤쪽에서 바라본 필리핀 참전비.
2 비율빈(필리핀) 용사들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 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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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m of
Thailand

태국
태국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중국과 북베트남의 공산화에 따른
공산주의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런 영향으로 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유엔의 한국 지원에 호응해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전쟁이 일어난 지 5일 후인 6월 30일 국가의 주 생산물인
쌀 4만 톤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지지를 보냈다.
태국은 1,000명에 달하는 1개 보병대대와 프리깃함 2척, 왕립
태국공군의 C-47 수송기를 파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태국군은
11월 7일 부산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부산에 입항했다.
그리고 바로 대구의 유엔군 캠프로 이동하였고, 해군부대도 일본의
사세보로 이동하여 미 극동해군의 제95기동부대에 배속되었다. 또한
공군의 C-47 수송기를 보내 미 공군 제21병력수송대대에 속해
활동케 함으로써 태국은 육·해·공군을 모두 파견한 국가가 되었다.
태국은 6·25전쟁 중 그 용맹함으로 인해 ‘작은 호랑이’(The Little
Tigers)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으며 6,326명이 참전하여 전사 129명,
부상 1,139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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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타일랜드군 참전기념비

태국은 지상군의 파병 결정에 이어 해군부대의 파병도 적극 추진하여
1950년 10월 1일 프리깃함 2척과 수송선 1척으로 구성된 해군분대를
편성하였고, 이 분대에 지상군 제1대대의 해상수송 임무를 부여했다. 이런
가운데 태국 정부는 10월 중순 본대의 파병에 앞서 파병 업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연락장교단을 파견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1개 연대규모의 파병을
계획하였으나, 당시에는 유엔군의 북진으로 전황이 호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1개 대대로 참전 규모가 축소 조정되었다. 태국군은 지상군 1개
대대 외에 함정 3대, 수송기 1개 편대를 파병하여 각종 전투와 작전
지원으로 많은 전공을 쌓았다. 참전기념비는 6・25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태국군 전몰용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1974년 10월
1일 건립되었다. 태국에서 모든 장비와 재료를 가져와 건립한 누각 1동이
바로 옆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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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주소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 산 24 -2
GPS 38°00'06" N, 127°02'05" E
건립일 1974년 10월 1일
건립 국방부
관리 포천시
시설종류 기념비,

1

기념식수(2000년 4월 20일 주한 타일랜드 대사)
부지규모 10,753.7m2

2

시설물크기 비 높이 12m, 기단 높이 3m

1, 3, 오른쪽 태국군의 마지막 주둔지였던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 건립된 참전기념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지원
의사를 표했던 태국은‘작은 호랑이’
라는 명성을 얻을
정도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소총 개머리판을 상징하는
탑신 세 개가 솟아 있으며 양복 입은 남자와 군인이
어깨동무한 모습의 조각상이 기념비 우측에 있다.

2 기념비 좌측에 태국군 참전사를 기록한 부설 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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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타일랜드의 육·해·공군 용사들!
여기 그들의 마지막 주둔지에 피흘린 1296명의 뜻을 새긴다.

1

1, 4, 5 90계단을 올라 다다르는 언덕 위에 세워진 타일랜드군 참전기념비

4

옆에는 불상을 모신 태국식 사원 건축물이 함께 건립되어 있다.

5

2 태국식 사원은 1994년 타일랜드 국왕 즉위 5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된
것으로, 모든 장비와 자재를 태국에서 가져와 지었다.

3 99m2 규모의 사원에 모셔진 불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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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Kingdom of the
Netherlands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병력을 파견한
국가이다. 1950년 11월 23일 부산에 도착하여 11월 말에 전방으로
이동, 미 제2사단에 배속되어 전투에 참가하였다. 네덜란드 육군은
1950년 11월 13일부터 휴전 때까지 횡성, 원주, 양구, 금화지구 등의
전투에 참전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다. 원주지구전투에서는 북한군
제5군단 예하부대를 맞아 치열한 전투 끝에 북한군 1,100명을
살상 또는 포로로 잡는 놀라운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한 영어를
구사하는 장병이 많아 미군과의 협조도 원활했다. 전통적인 해운국인
네덜란드는 육군 이외에도 6척의 함정을 파견해 동서 해상에서 미
극동해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 네덜란드군은 참전기간 중 전사
120명, 부상 645명, 포로 3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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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네덜란드군 참전기념비

1975년 9월 29일 국방부는 네덜란드군 전사상자 768명의 고귀한 희생과

시설개요

빛나는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영동고속도로 새말 인터체인지 근처에

주소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20

탑과 동상을 세웠다. 참전비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네덜란드군이 횡성

GPS 37°26'53" N, 128°04'33" E

부근에서 가장 격렬하게 싸웠고, 특히 횡성전투에서 가장 큰 피해를

건립일 1975년 9월 29일
건립 국방부

입었기 때문이다. 1951년 2월 12일 횡성에서 홍천으로 진격 중이던

관리 횡성군

국군과 미군이 중공군의 2월공세에 부딪쳐 철수하게 되자, 네덜란드대대는

시설종류 기념비

횡성에서 이들의 철수를 엄호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밤, 국군으로 가장한
중공군이 대대의 동측 후방으로 침투하여 대대본부를 기습공격했다. 당시

부지규모 4,388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12m, 기단 높이 0.95m

네덜란드대대로서는 피아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하여
대대장 오우덴(M.P.A. den Ouden) 중령이 전사하고 대대 지휘부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그러나 선임자인 화기 중대장이 대대장의 지휘권을 승계하고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풍차와 굳은 의지의
군인 동상을 통해 횡성 지역에서 격전을
벌인 네덜란드의 공적을 기리고자 건립된

부대를 능동적으로 지휘 통제하여 밤새도록 중공군과 교전을 벌였으며 날이

참전기념비. 1975년 6 ·25전쟁 기념사업의

밝을 무렵에 전 대대원은 원주로 철수했다.

일환으로 국방부가 건립하였다.

비문 충성과 용기로서 신조를
삼는 ‘오렌지’ 공의 억센 후예들! 붉은
침략자와 싸우다가 피를 흘린 768명의
고귀한 희생자들! 우리는 그들의 명복을
빌고 또 빛나는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기에 비를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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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높이 12미터의 우뚝 솟은 네덜란드군 참전기념비는 영동고속도로
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2 네덜란드 참전비 비문.
3 1950년 11월 23일 참전 이래 자유 수호를 위하여 스러져간 영혼들을
기억한다는 내용의 비문이 기념비 뒷면에 네덜란드어로 새겨져 있다.
오른쪽 오우덴 중령 등 많은 네덜란드 전사자를 내며 치열하게 전개된
이 지역의 전투와 참전군인들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횡성군은
1976년 오우덴 중령의 고향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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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오우덴 중령 현충비

시설개요

유엔군의 일원으로 파견된 네덜란드군은 1951년 2월 12~13일까지

주소 강원도 횡성군 읍하리 40

횡성지구전투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으나 장병들의 희생 또한 컸다. 자유와

GPS 37°29'33" N, 127° 59'10" E

평화를 위해 싸우다 산화한 오우덴(M.P.A. den Ouden) 중령과 장병들의

건립일 1966년 10월 12일
건립 육군 제1군 사령부

영혼을 추모하기 위하여 1956년 10월, 당시 제1군 사령관이던 백선엽

관리 횡성군

대장이 현충비를 세웠다. 이후 4m 높이의 이 비석은 처음 세워진 곳에서

시설종류 기념비

50m 우측으로 이전했다. 오우덴 중령은 횡성전투(1951. 2.12~13)에서

부지규모 165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2.2m, 기단 높이 1.8m

전방부대(미군·국군)의 철수에 따른 엄호 임무를 수행하다가 중공군의
기습을 받아 치른 전투에서 전사했다. 그에겐 사후 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
횡성군은 오우덴 중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그의 고향도시와

왼쪽 1951년 횡성 전투에서 엄호 임무를
수행하다가 중공군의 기습을 받아 치른
전투에서 전사한 오우덴 중령을 기리기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다른
시와 합쳐지면서 현재는 행사가 중단됐다고 한다.

위하여 1956년 건립된 현충비.
오른쪽 오우덴 중령 충혼비 비문.

비문 1951년 2월 12일, 13일 횡성지구
전투에서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과감히
싸우다 애석하게도 전멸한 주한 네덜란드
부대장 마리뉴스 피. 에이. 덴 오우덴 중령
이하 네덜란드 장병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이 현충비를 건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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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Colombia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참전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유일한 6·25전쟁 참전국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50년 7월 중순 유엔사무총장이 군사지원을 요청하자 9월 18일
프리깃함 1척의 파견을 유엔에 통보하였다. 그리고 11월 14일
파병되는 지상군에 대한 모든 지원을 미국이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상군 1개 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1951년 4월 중순 샌디에이고에서 재정비한 파딜라호가 우리나라
해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제1보병대대도 대대장 퓨요(Jaime
Polania Puyo) 중령의 지휘 하에 미 수송선편으로 콜롬비아를
출발하여 6월 15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콜롬비아는
전투지원 참전국 중 마지막으로 지상군 1개 대대와 프리깃함
1척을 파병하여 유엔군의 일원이 되었다. 미 제24사단에 배속된
콜롬비아대대는 첫 전투가 벌어진 흑운토령에서 11명의 부상자를
내며 혈전을 치렀다. 또한 금성진격전에서 대대장이 부상을
입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나 결국 목표고지를 확보했다. 그 후
불모고지전투에서도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물리치고 방어선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콜롬비아는 연인원 5,100명이 참전하여 전사
163명, 부상 448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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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콜롬비아군 참전기념비

시설개요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콜롬비아군의 참전을 기리기 위해 1975년

주소 인천시 서구 가정동 529

9월 24일 인천에 건립된 기념비이다. 6・25전쟁 기간 중 지상군 1개 대대와

GPS 37˚31'05" N, 126˚40'38" E

함정 1척을 파견하여 국군을 지원하였던 콜롬비아와의 영원한 우의를

건립일 1975년 9월 24일
건립 국방부

기념하고 전쟁기간 중 희생당한 콜롬비아군 장병의 영령을 추모하기

관리 인천 서구청

위해서이다. 참전기념비 주변은 언제나 주민들이 찾아와 휴식을 즐기며

시설종류 기념비

역사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나무와 꽃을 가꾸고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부지규모 3,647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10m, 기단 높이 2m

시민들의 생활체육 및 휴식처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콜롬비아는 참전국 중 가장 늦게 합류했지만 미 제24사단에 배속되어
치른 금성진격전(1951.10.13~21), 미 제7사단에 배속되어 치른 김화

왼쪽 범선 모양을 조형화한 콜롬비아
참전기념비.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참전한
콜롬비아군의 희생과 기개를 기리기 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에는 콜롬비아 공원이

400고지전투(1952.6.21), 연천 180고지전투, 철원 234고지전투,
불모고지전투(1953.3.23~25) 등에 참여했으며, 프리깃함은 동해안
해상작전 및 함포지원 사격 등에서 전공을 세웠다.

조성되어 있다.
오른쪽 기념비 탑신은 잉카 문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문양들이 조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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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 카리브 바다의 정기를 타고난
콜롬비아의 용사들! 국제연합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다가
마침내 611명의 고귀한 생명이 피를
흘렸다. 우리는 그들을 길이 기념하고자
여기에 비를 세운다.

1

2

3
4

왼쪽 기념비 앞부분의 동상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
나선 용사상을 반추상으로 표현했다.

1, 2 콜롬비아 참전기념비 비문과 콜롬비아군
상징물. 3 콜롬비아 공원 인근에 개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현재 기념비 이전이 추진 중이다.

4 콜롬비아군 참전사와 건립 개요 등이 새겨진
기념비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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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enic Republic
Greece

그리스
발칸반도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던 그리스는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유엔의 집단
행동에 동참하기 위해 참전을 결정했다. 유엔에서 6·25전쟁에 대한
군사 지원을 결의하자, 보병 1개 대대 1,263명과 수송기 1개 편대를
파견했다. 1950년 12월 9일 오랜 항해 끝에 부산에 도착한 그리스
보병대대는 적응 훈련을 마치고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됐다. 참전한
시기는 중공군의 제1·2차 공세로 평양을 내주고, 3차 공세로 다시
서울을 빼앗기는 등 전세가 아주 불리한 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전한 그리스군은 수원을 거쳐 의정부에 배치됐다가 잠시 충주로
후퇴했다. 이곳에서 부대를 정비한 뒤 미 제1기병사단을 도와
본격적인 반격 작전을 벌였다.
1951년 1월 29일 경기도 이천 부근의 381고지에서 적과 격전을 벌여
다수의 전사자가 발생했지만 마침내 고지 탈환에 성공했다. 이후에도
강원도 철원 313고지전투, 경기도 적성 노리고지전투, 강원도 김화
420고지전투와 북정령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웠다. 그리스군은
참전기간 중 전사 192명, 부상 543명, 포로 3명의 인적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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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군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그리스의 참전을 기념하고 그리스군의 용맹성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74년

시설개요

10월 국방부에서 건립했다. 참전 21개국 기념비 중 가장 찾기 쉬운 기념비

주소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674

중 하나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여주휴게소 내의 언덕에 세워졌다.

GPS 37°14'16" N, 127°34'15" E

45개의 계단을 오르면 직사각형의 흰 돌판이 있고 윗부분에 ‘그리이스군

건립일 1974년 10월 3일
건립 국방부

참전비’란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네모난 벽의 중앙에 월계수잎과

관리 여주군

투구가 그려진 둥근 동판이 있고 돌판 옆과 위로 아테네 신전을 본 딴

시설종류 기념비

문양의 기둥과 판석이 놓여 있다. 아래쪽 제단 오른쪽에는 금색 십자가가
있다. 그 옆으로 여섯 개의 금색 동판에 ‘1951. 9. 27 대위 크우소우코스’ 등

부지규모 1,650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7.2m, 기단 높이 0.7m

전사자의 이름과 전몰 일자가 적혀 있다.
6・25전쟁 55주년을 맞이한 지난 2005년 5월에는 그리스군 참전기념비의
새 단장 행사가 있었다. 2004년 그리스 참전군인회 인사들이 참전기념비를

왼쪽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전경. 그리스
고대 유적을 본뜬 형상으로, 그리스에서
자재 등을 운반해 와 새로 단장한 후 2005년

참배하는 과정에서 기념비가 퇴색된 것을 발견하고, 자재를 직접

다시 제막식을 치렀다.

그리스에서 운반해 보수공사를 마쳤다.

오른쪽 네모난 벽의 중앙에 월계수잎과
투구가 그려진 동판이 있으며 돌판
주위에는 아테네 신전을 연상시키는 문양의
기둥과 판석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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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에티오피아

3,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식민지가 되지 않았고, 나름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이어 온 나라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10번째로 큰 국가로, 아프리카연합(AU)
및 각종 국제기구의 아프리카 본부가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해
있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한 에티오피아군은 1951년
5월 1일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1965년 3월 1일 철수할 때까지 양구,
화천, 철원 지역 등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253회의 전투에 참여했다.
당시 파병된 군인은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의 근위병으로 매우
용감하였으며, 단 1명의 군인도 포로로 잡히지 않은 것으로 자부심이
대단하다. 에티오피아는 연인원 3,518명의 군인을 파병하여 121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입었다. 1965년 3월 1일까지 주둔하면서
전후 복구지원을 했으며 1953년 경기도 동두천에 보화고아원을
설립하여 1956년까지 고아들을 보살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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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비문 자유 수호를 위하여 한국전쟁 중 이 땅에서 공헌한
영웅적인 ‘이디오피아’제국의 용사들에게 바친다.

에티오피아 참전기념비

시설개요

강원도 춘천시 공지천 유원지 입구에 있는 에티오피아 참전비는

주소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361-1(조각공원 내)

유엔한국참전국협회와 춘천시가 1968년 5월에 건립했다.

GPS 37°87'26" N, 127°71'31" E

깃대를 세워놓은 형상의 높이 16m인 이 탑의 중앙엔 에티오피아를

건립일 1968년 5월 7일
건립 유엔한국참전국협회

상징하는 사자상이 있다. 탑엔 ‘자유 수호를 위하여 6・25전쟁 중 이

관리 춘천시

땅에서 공헌한 영웅적인 이디오피아 제국의 용사들에게 바친다’는

시설종류 기념비, 기념식수

비문이 적혀 있다. 제막식에는 당시 방한 중이던 하일레 셀라시에

부지규모 165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15.2m, 기단 높이 1.2m

에티오피아 황제도 참석했다. 75세의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석해서 참전 군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나타낸 이유는 6・25전쟁에
파병된 에티오피아군이 황제 근위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과

왼쪽 16m 높이의 탑신이 우뚝 솟은 에티오피아
기념비. 춘천시 근화동 조각공원 안에
건립되었다.
오른쪽 1968년 에티오피아 황제가 직접

에티오피아의 우정은 역사에 기록되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막식 연설을 하기도 했다. 에티오피아 참전비 길 건너편엔 춘천시에서
2007년에 세운 에티오피아 참전기념관이 있다.

제막식에 참석하였음을 알리는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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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2

5

1, 4 에티오피아 기념비 전경. 상단에 사자상이 조각되어
있으며 하단에 에티오피아 국명을 국·영문 및 에티오피아어로
새겼다. 2 기념비 뒤쪽 벽면에는 국·영문 및 에티오피아어로
적힌 비문과 주요 전투 지역이 새겨져 있다. 3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는 조각공원 전경. 5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에티오피아 황제의 기념 식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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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에티오피아 참전기념관

시설개요

1968년 춘천 공지천에 에티오피아 참전기념비를 건립한 것을 계기로

주소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365-3

2004년 춘천시와 아디스아바바 시는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2007년

GPS 37°52'25" N, 127°42'42" E

3월에는 춘천시민의 뜻을 모아 에티오피아 참전기념관을 건립하였는데,

건립일 2007년 3월
건립 춘천시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기념관을 세운 곳은 전국적으로 춘천이 처음이다.

관리 한국자유총연맹 춘천시지부

춘천시 근화동 의암호 옆에 문을 연 기념관은 연면적 530m2에 지하 1층,

시설종류 기념관

지상 2층 규모로, 에티오피아 전통가옥 양식인 돔 형태로 지었다.

부지규모 530m2
시설물크기 지상 2층, 지하 1층
홈페이지 www.ethiopian-mh.or.kr

1층 참전기념 전시실 및 다목적실에는 에티오피아 군인들의 참전과정
기록과 참전 당시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사용했던 각종 물품들이
전시돼 있다. 2층 풍물전시실과 교류전시실에는 에티오피아의

에티오피아 기념비 인근에 건립된 참전기념관.
에티오피아 전통가옥 양식인 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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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종교·생활풍습, 그리고 춘천시가 아디스아바바 시와 전개해
온 교류활동 내용 등 79종 218점이 전시되어 있다. 춘천시는 자매도시인

지어졌으며, 참전 과정 기록과 당시의 물품,

아디스아바바 시에 그동안 컴퓨터 1,020대와 소방차 40대를 지원하는 등

에티오피아 풍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활발한 상호 교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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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에티오피아의 문화와 역사, 생활상을 알 수 있는 2층
전시 공간. 2, 3, 오른쪽 에티오피아 군의 참전과정과
전투 상황, 당시 에티오피아군이 사용했던 물품 및 훈장
등이 전시된 1층 전시 공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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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적근산지구 전투전적비

시설개요

카그뉴(Kagnew)부대로 명명된 에티오피아의 3개 대대는 미 제7사단

주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99-14

32연대에 배속돼 작전을 수행했다. 전방에 배치된 지 3일 만에 화천

(GOP 입구)

봉당덕리에서 중공군과 처음으로 교전을 벌였는데, 카그뉴대대는

GPS 38°15'17" N, 127°37'08" E

4시간여에 걸친 이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이를 통해 전투에

건립일 1983년 10월 27일
건립 육군 제15사단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이후 화천의 적근산 동북쪽 고지에 투입돼

관리 육군 제6270연대

적근산-장고봉 전방에서 전투를 했다. 상대는 중공군 제67군단

시설종류 기념비

제199·200사단 예하 부대로, 1951년 8월 12일부터 24일까지 치열한

부지규모 99.2m2

전투를 벌여 적 13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시설물크기 비 높이 2.3m

이를 기념해 1983년 10월 27일, 육군 제15사단에서 ‘적근산지구
전투전적비’를 건립했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GOP 입구에
왼쪽, 1 화천군 GOP 입구에 건립된

위치해 있다. 전적비 인근에는 평화의 댐, 파로호 등이 있고 서남쪽 8km

적근산지구 전적비. 2 전적비 뒷면에
새겨진 적근산지구 전투 개요.

지점에 대성산, 30km 지점에 고석정 국민관광지, 산정호수 등이 자리
잡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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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m of Belgium,
Grand Duchy of
Luxembourg

벨기에·룩셈부르크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지상군을 파견하여 참전하였다. 양국은
1950년 7월 22일에 양국이 통합된 1개 보병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하고, 벨기에는 8월 25일부터 지원병을 모집하여 1개
대대를 편성하였다. 룩셈부르크는 1개 소대를 편성하여 10월
1일 벨기에대대 A중대에 편입되어 ‘벨기에·룩셈부르크 대대’가
구성되었다. 이 대대는 1951년 1월 31일 부산에 도착한 후
2월 11일부터 3월 5일까지 대구-김천 간 병참선 경계 작전을
실시하였다. 이후 3월 6일 수원으로 이동하여 미 제3사단에 배속된
후 한강선으로 진출하면서 전방작전에 참가하였다. 특히 세계
최소국가의 하나인 룩셈부르크는 1개 소대 병력 83명을 벨기에군에
포함시켜 유엔 참전국 중 가장 작은 규모였으나, 인구비례로
따진다면 자유우방참전국 중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군대를 보낸
셈이 된다. 마차산지구, 학당리, 연천, 금화전투 등에서 공을
세웠으며 사망 101명, 부상 349명, 실종 4명의 인명피해를 남겼다.
벨기에·룩셈부르크대대는 휴전 후인 1955년 6월에 철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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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기념비

시설개요

벨기에·룩셈부르크대대는 수많은 전투에서 그들의 전문적인 전술 능력을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28-4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특히 1951년 중공군의 2월공세에 맞서 임진강 북쪽

(소요산 관광지 앞)
GPS 37°56'52"N, 127°03'46"E

금굴산에 주둔하고 있던 이 대대는 금굴산 좌측에 포진해 있던 영국군

건립일 1975년 9월 26일

푸질리어대대가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 고립될 위기에 처했을 때, 금굴산을

건립 국방부

지키면서 철수로를 확보했다. 이틀간 금굴산 진지를 방어하며 중공군의

관리 동두천 시청 사회복지과

진출을 저지함으로써 영국 제29여단의 철수를 도왔으며 큰 인원손실

시설종류 기념비
부지규모 6,600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20m, 기단 높이 1.5m

없이 위기를 벗어났다. 이 전투로 벨기에·룩셈부르크 대대는 미국 대통령,
미 제8군 사령관, 벨기에 국방장관 표창을 받았다. 기념비는 동두천시
소요산역 건너편에 있으며, 1975년 9월 26일 국방부에서 건립하였다. 비의
모형은 곡선으로 처리한 철근 콘크리트 기둥 3개를 하부로부터 상층으로
모아지는 형상으로 세우고, 정면으로 향한 기둥의 벽면에는 태양을
의미하는 원형 철재 조형물을 부착했다.

266

267

비문 자유와 평화의 신념으로 공산군들과
싸우던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용사들! 고귀한
피를 흘린 448명의 전사상자들의 이름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계실 것이요! 우리는 그들의
업적을 찬양하며 여기에 비를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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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기념비
전경. 곡선을 이루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 3개가 상층에서 모이는 형상으로
중앙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부착되었다. 2 참전기념비 비문.
전사자 명단을 적은 동판은 2000년에
부착되었다. 3 룩셈부르크 상징마크가
부착된 기념비 세부. 다른 면에는
벨기에 상징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오른쪽 기념비 끝을 장식하는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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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nch Republic

프랑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일원으로서 소련의 유럽 지배에
경계심을 갖고 있었던 프랑스는 공산주의자들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6·25전쟁에 지상군과 해군을 파견하였다. 1950년 7월 28일
프랑스는 극동함대 소속 구축함 1척을 우리나라 해역에 보내 미
극동해군사령부의 작전 통제하에서 해상 작전을 수행했다. 지상군은
6·25전쟁을 위해 ‘프랑스대대’가 새로이 편성되어 1950년 11월
29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약 2주간의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친 후, 12월
11일 미 제2사단에 배속되어 전투에 참가하였다. 프랑스군은 일찍이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인도차이나의 식민지에서 실전을 경험한
최정예 군대로 고용전투를 전문으로 하는 전설적인 외인부대의
원조이기도 하다. 프랑스대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이지만 탁월한
전술과 용맹성으로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들은 백병전으로 원주
탈환에 전과를 올렸고, 지평리전투, 단장의능선, 피의능선 등의
격전에서 용맹을 떨쳐 많은 훈장과 개인 표창을 받기도 했다. 프랑스는
전쟁 중 전사 262명, 부상 1,008명, 실종 19명 등 총 1,289여 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참전 병력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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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비문 불가능이 없다는 신념을 가진
나폴레옹의 후예들! 세계의 평화와 한국의
자유를 위해 몸바친 262명의 고귀한 이름
위에 영세 무궁토록 영광 있으라.

프랑스군 참전기념비

프랑스 참전 군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대대를 이끌었던 대대장
몽클라르(Ralph Monclar) 중령이다. 제1・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경험한
58세의 노병으로 원래 육군 중장이었으나 6・25전쟁 참전을 위하여 정식
계급을 버리고 중령 계급을 달고 대대장이 되었다. 프랑스대대의 장병들도
대부분 몽클라르 중령과 같이 전쟁을 위하여 자원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의 용맹성과 전투능력은 어느 군대보다도 강하고 철두철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프랑스대대는 줄곧 미 제2사단 23연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했는데, 각종 전투에서 용맹성과 전투력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1951년 1월 7일에서 12일까지 원주에서 중공군과 격돌하여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군 특유의 저돌적인 용감성을 발휘하여
백병전으로 적을 막아냈다. 또한 지평리전투, 단장의능선전투 등에서도
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1974년 10월 3일 국방부는 전사한
프랑스군의 영령을 위로하고자 프랑스군 참전기념비를 건립했다.
이곳에서는 매년 11월 11일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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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리전투의 영웅

몽클라르 장군 사령부 기념비
프랑스군의 지휘관인 대대장 몽클라르 장군은 제1·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중장으로 예편했으나 한국에
파병되는 프랑스대대를 지휘하고자 중령급인 지휘관으로 강등을 자청하여 현역복귀한 인물. 그가 이끈
지평리전투는 사면이 포위된 상황에서 불굴의 의지로 적을 격퇴하는 데 성공, 중공군 참전 이후 유엔군이 거둔
첫 승리로 기록되었다. 또한 그는 6·25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단장의능선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지휘,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러한 무훈을 기려 당시 사령부가 있었던 자리에 기념비가 건립되었다.
시설개요
주소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551- 2번지
GPS 37°28'29" N, 127°38'06" E
건립일 2007년 9월
건립 한국전 UN프랑스군 참전기념사업회
관리 양평군 지평면
시설종류 기념비
부지규모 4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1m

1
비문 자유를 위하여 1951년 2월 한국전 참전 유엔군

2

프랑스 육군의 전설적인 사령관, 몽클라르 장군께서
시설개요

지평리 전투를 지휘하시는 동안 이곳을 사령부로 삼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44 - 6
GPS 37°19'38" N, 126°59'09" E
건립일 1974년 10월 3일(2010년 11월 23일 중건)
건립 국방부
관리 수원시
시설종류 기념광장, 기념비
부지규모 1,230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6.45m, 기단 높이 1.48m

1 프랑스군 연대기 휘장이 부착된 참전기념비 입구를
열고 들어서면 구릉과 능선의 지형이 형상화된 가운데
벽면에 새겨진 전사자들의 이름을 만날 수 있다.

2 프랑스군 참전기념비 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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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지평리지구 전투전적비

시설개요

지평리전투는 1951년 중공군의 2월공세 당시 미 제2사단 23연대와 그에

주소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382 -1

배속된 프랑스대대가 함께 양평군 지평리에서 중공군 제39군 예하 3개 사단의

GPS 37°28'43" N, 127°38'14" E

집중공격을 막아낸 방어전투이다. 이러한 공적과 전투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건립일 1957년 7월 15일,
충혼비 2006년 2월 15일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워진 전투전적비이다.

건립 제5보병사단

지평리는 중앙선 열차가 통과하는 주요 교통요충지로서 주변이 높은 산으로

관리 양평군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중공군은 지평리를 점령하고 남한강을

시설종류 기념비 1개, 부설 충혼비 2개
부지규모 1699.1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2.3m, 기단 높이 2m

건너 서울의 남쪽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었다. 이때 지평리에는 미 제2사단
23연대 전투단이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여 전면방어를 편성하고 있었다.
이 전투에서 미 제23연대와 프랑스대대는 좌우 인접부대가 중공군에 밀려

왼쪽 지평리전투의 격전지였던 이곳에서
중공군과 맞서 싸운 프랑스 대대와

철수하게 됨에 따라 중공 제39군의 사면포위 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중부전선 교통요충지인 지평리를 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고립상태에서

미 제2사단 23연대의 용맹과 희생을

중공군의 파상공격을 4일 동안이나 막아내었다. 이런 노력으로 미

기리기 위해 1957년 건립된 지평리지구

제5기병연대가 후방에서 중공군의 2월공세를 막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전투전적비.

하게 되었다. 이 전투로 중공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2월공세에 실패하였으며

오른쪽 전적비 비문.

유엔군은 중공군이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 최초로 전세를 만회할 수 있게
되어 재반격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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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전적비로 오르는 계단 입구에는 2006년 건립된
프랑스군과 미군 충혼비가 양쪽에 나란히 있다.

2 한·프랑스 수교 120주년을 맞아 건립된 충혼비.
3 지평리에서 전사한 프랑스군 명단이 적힌 프랑스어 비문.
오른쪽 전적비에서 내려다보이는 양평 전경.

3
비문 공산군이 평화롭던 이 강산을 피로써 물들이고 조국의 가쁜 숨이 경각을 다툴 때 16개국 UN군이 인류의 자유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정든 고국 산천을 등지고 수륙만리 이역의 땅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1951년 2월 13일부터 동 15일까지 이곳 지평리전투에서
중공 제39군 예하 115, 116, 119, 125, 126의 5개 사단이 피에 굶주린 이리떼와 같이 인해전으로 덤빌 때 미 제2사단 예하 23연대
전투단과 불란서군 대대가 이를 격퇴하였으나 14일 재차 공격으로 완전 포위되어 통신이 차단되고 보급이 두절되어 탄환까지
제한된 판국에 백병전을 감행 사수하고 15일의 공중 보급과 기갑사단의 증원으로 5배나 되는 적을 분쇄 격퇴하였으니 이 어찌
UN군과 우리나라의 영광이며 자랑이 아니랴. 실로 님들은 우리 겨레를 살렸나니 여기 그 위대한 공훈을 흠앙하며 그 감투정신을
자손만대에 전함과 아울러 전몰장병의 영령 앞에 명복을 빌고자 이 비를 세우노라. 단기 4290년 7월 15일 제5사단 세움.
자유의 사도 평화의 기수
그대들의 이름은 이 겨레의 가슴마다
깊게 깊게 새겨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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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쥴 장 루이 소령상

시설개요

쥴 장 루이(Jules Jean-Louis) 소령은 육군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주소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219 -1

졸업했으며, 1950년 11월 26일 프랑스군 수석군의관으로 우리나라에

GPS 37°54'04" N, 128°02'18" E

첫발을 디뎠다. 이후 남성리전투, 지평리전투, 1037고지전투 등 5개

건립일 1986년 10월 25일
건립 홍천군

전투에 참여했다. 그는 1951년 5월 8일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에서 국군

관리 홍천군

장병 2명이 지뢰를 밟았다는 소식을 듣고 위험한 지뢰밭을 헤치고 들어가

시설종류 동상

구출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중공군이 설치한 지뢰를 밟고 34세의

부지규모 2,178.00m2
시설물크기 동상 높이 2.2m, 기단 높이 2m

젊은 나이에 전사했다. 한·프랑스 수교 100주년이 되던 지난 1986년 낯선
이국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쥴 장 루이 소령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후세에 기리기 위하여 그의 전사지에 동상을 건립했다. 해마다

왼쪽 프랑스군 의무대장으로 참전한
쥴 장 루이 소령상.
오른쪽 쥴 장 루이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자
그가 전사한 곳에 동상이 건립되었다.

5월이면 지역 대표와 프랑스 대사관 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에서도 쥴 장 루이 소령에게 십자훈장 등
6개의 훈장을 수여하고, 프랑스 내 프뤼제시 육군병원을 장 루이 병원으로
개명하는 등 그의 정신을 높이 추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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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오른쪽 쥴 장 루이 소령은 1951년 5월 8일 이곳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전투에서 한국군 부상병 두 명을 구출하고
자신은 지뢰를 밟아 34세의 꽃다운 나이로 사망했다.

2 동상 기단부에 부착된 프랑스군 연대기 휘장.
3 쥴 장 루이 소령 동상 안내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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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South Africa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유엔의 한국 지원 결의에 동의하여 1950년 7월 1일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전투비행대대 파견을 결정했다. 1950년 11월 ‘하늘을
나는 치타’로 불리던 남아공 공군 제2전투비행대대는 미군으로부터 무스탕기
16대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전투에 참가했다. 유엔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의 합류가 절실했던 것은 이 부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서베를린
봉쇄를 뚫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고, 서아프리카·이탈리아·중동 등에
참전해 혁혁한 전과를 올린 베테랑급 공군 자원이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 부대는 청천강 이북지역·평양·수원·진해·여의도·횡성 등을 거점으로
육·해군에 대한 항공지원작전, 적 후방지역 차단작전, 적군 시설 파괴 등
적재적소에서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6·25전쟁에
826명이 참전하여 전사자 34명, 포로 9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고, 휴전 후
항공기를 미 공군에 반납한 후 10월 29일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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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기념비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기념비는 6·25전쟁에 참전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설개요

공군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1975년 9월 국방부가 18m 높이로

주소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산1- 7
GPS 36°59'47" N, 127°09'18" E

경기도 평택시에 세웠다. 2,380m2의 대지에 조성된 참전비 앞에는

건립일 1975년 9월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상징하는 스프링복(아프리카 남부에서 사는 소과

건립 국방부

동물) 동상이 서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유엔 참전국 중 유일하게

관리 평택시

공군부대만 파견한 국가였다. 일본과 미국의 기지에서 근접항공 지원과

시설종류 기념비
부지규모 5,039m2

후방차단 작전에 참여해 큰 공을 세웠다. 대대는 작전을 시작한 지 며칠

시설물크기 비 높이 18m

안 되어 불행한 사고를 입기도 했다. 착륙 중이던 전투기 2대가 불량한
활주로 때문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유엔군의
공세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우리로 출격, 지상군을 항공 지원하고 신의주신안주 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적의 보급차량 대열을 폭격하였다.

1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전투대대의
활약상을 표현한 참전기념비 기단부.

2 기념비 측면에 부착된 남아공 마크.

참전 기간 내내 북한 지역에 산재한 철교, 육교, 터널, 철도조차장 등을

오른쪽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기념비는 18m

폭격하는 차단작전을 수행해 큰 전과를 올렸으며, 휴전이 임박한

높이의 탑신과 전투기의 날개를 연상시키는
기단부가 진취적인 공군상을 보여준다.

시점에도 정찰을 위해 하루 41회 출격하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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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 자유와 국가간의 친선은
남아공화국의 높은 이상이요,
자랑스런 유산이다. 이들이 치른
큰 희생은 영원한 격려이어라.

1
2
1 기념비 전경. 전면의 동상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상징하는 스프링복(영양의 일종)이다.

2 기념비 상부에는 은빛 비행기 3대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다.

3 비문과 참전 개요 등이 적힌 기념비 하단부.
오른쪽 뒤쪽에서 바라본 기념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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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 볼링, 백마, 제인러셀…

유엔군의 대표 전투

고지 이름에 얽힌 사연들
6·25전사에는 주요 격전지나 전초기지를 비롯, 작전통제선이나 작전명 등에
영문으로 된 미국식 지명이 많다. 이러한 미국식 지명은 주로 휴전협상 중에
벌어진 고지쟁탈전 과정에서 전투의 성격이나 특징을 고려하여 붙여졌다.

지평리전투

가평전투

전투시기 1951.2.13~16

전투시기 1951.4.22~24

전투지역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

전투지역 경기도 가평군

교전부대 미 제2보병사단 23연대·프랑스대대 vs. 중공군 제39군

교전부대 영연방 제27여단·캐나다대대·호주대대·

양평군 지평리 일대에서 미 제2보병사단 23연대전투단과

뉴질랜드포병대대 등 vs. 중공군 제20군

프랑스대대가 중공군 제39군과 3일간 벌인 격전. 유엔군이

수만 명의 중공군을 상대로 영연방 제27여단 소속 장병들이

983고지(일명 피의능선)는 현재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에 위치해 있다. 이 고지를 피의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화력과 견고한 방어진지로 물리친

혈전을 치른 6·25전쟁의 대표적인 전투.

산등성이에서 작렬하는 소리가 마치 볼링핀이 쓰러질 때 나는 소리와 같다고

능선으로 부르게 된 것은 1951년 8월~9월 국군 제5사단(후에 미 제2사단 투입)과

최초의 전투이다.

해서 붙여졌다. 유학산 천평동계곡을 일컫는다.

북한군 간의 전투상황을 목격했던 미군 종군기자들이 ‘피로 얼룩진 능선’이란 뜻에서

볼링 앨리(Bowling Alley, 볼링 계곡)
볼링 앨리라는 명칭은 다부동전투에서 북한군이 쏜 포탄들이 계곡의

피의능선

983고지의 격전상황을 ‘피의능선’으로 보도하면서 붙여지게 되었다.

태형(笞刑, Gauntlet)의 계곡

설마리전투

단장의능선전투(펀치볼전투)

태형이란 말은 ‘인디언이 적군 포로나 범법자를 처벌할 때 두 줄로 늘어선

저격능선(狙擊稜線, Snipers’ Ridge)

인디언 전사(戰士)의 사이로 이들을 들여보내고, 이들이 행렬을 빠져나갈

오성산과 김화 사이의 험한 산비탈과 깊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미군과 중공군이

전투시기 1951.4.22~25

전투지역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동면 사태리

때까지 흠씬 두들겨 패는 형벌’에서 비롯되었다. 미 제2사단은 1950년 11월

대치 중일 때, 적진이 바로 지척이라 저격당하기 쉽다는 의미에서 미군들은 이 능선을

전투지역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설마리

교전부대 미 제2사단·프랑스대대·네덜란드대대 등 vs.

24일 유엔군의 크리스마스공세에 따라 북진 중, 중공군의 제2차 공세로

‘스나이퍼 리지(Snipers’ Ridge, 狙擊陵線)’라고 불렀다.

교전부대 영국 글로스터연대 vs. 중공군 제63군 예하 3개 사단

북한군 제 6·12사단

설마리전투는 1951년 4월 서울공략을 위해

미 제2사단과 프랑스대대 및 네덜란드대대가 중동부 전선의

인해전술로 남하하던 중공군과 임진강 일대를

주저항선을 강화할 목적으로 양구 894고지, 931고지,

지키던 영국군이 충돌한 대표적 혈투로 중공군의

851고지에 배치된 북한군 2개 사단(6·12사단)을 공격하여

서울 진입을 결정적으로 지연시켰다.

점령한 공격 전투.

인천상륙작전

다부동전투

전투시기 1950. 9.15~16

전투시기 1950.8.3~29

전투지역 인천지역 일대

전투지역 경북 칠곡군

교전부대 미 제10군단·제7합동기동함대 등 vs.

교전부대 미 제1기병사단·미 제25사단·국군 제1사단

북한군 서해안방어사령부·제9사단 등

vs. 북한군 제1·3·13·15사단 등

국군과 유엔군이 전쟁 초기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를

경북 왜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북한군의

마련한 역사적인 작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륙작전. 서울

대공세를 저지시키고 대구로 진출하려던 적들의 기세를

수복과 북진의 디딤돌이 되었다.

꺾었다.

인하여 청천강 부근의 군우리(軍偶里)에서 좌우측이 산으로 에워싸인 약
15km 골짜기를 통과하여 철수하게 되었다. 철수 도중 미 제2사단의 주력은
‘죽음의 계곡’으로 알려진 태형의 계곡 양편 산중에 매복해 있던 중공군의
집중공격을 받고 3,000명의 사상자를 냈다. 또한 수많은 무기와 장비가
파괴됨으로써 사단 전력이 거의 와해되고 말았다.

제인러셀(Jane Russell)고지
저격능선 서쪽에 있는 두 개의 봉우리가 그 당시 미국의 유명한 육체파 여배우
제인러셀의 가슴을 연상케 한다고 해서 미 장병들이 애정을 가지고 붙인 이름이다.

펀치볼(Punchbowl, 亥安盆地)고지

벙커(Bunker)고지
1951년 5월 중공군 춘계공세 때 미 제2사단 제38연대 K중대는 중공군과의
전투를 대비해 홍천 북방 800고지에 23만 7,000개의 모래주머니와 철조망
385롤을 이용하여 철옹성과 같은 강력한 벙커진지를 만들었다. 이러한
연유로 800고지는 벙커고지로 명명되었다.

인제 북쪽 약 15km, 서로 사태리 계곡과 동으로 소양강 계곡 사이에 위치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운전동 중심의 직경 10km 크기, 해발 450m 내외의 분지. 1,200m
내외의 고지군으로 둘러싸인 특이한 지형이다. 이 분지는 북쪽의 1026고지(모택동
고지), 924고지(김일성 고지), 서쪽의 가칠봉(1242고지), 대우산(1178고지), 남쪽의
도솔산(1304고지), 918고지, 동쪽의 달산령, 795고지, 908고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둘레의 삐쭉삐쭉한 산봉우리와 고개의 모습이 펀치볼(punchbowl)과 같다
하여 미국 전사에는 펀치볼로 명명하고 있다.

단장(斷腸, Heartbreak)의능선

전투시기 1951.9.13~10.13

단장의능선은 피의능선 북쪽 894-941-851고지로 연결된 능선이다. 이 능선에서

영산지구전투

벌어진 전투는 많은 전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심장이 찢어질 듯한 참상을 목격한 외국의

전투시기 1950.9.1~9. 6

마산지구전투(Kean TF작전)

종군기자들이 이 처참한 상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heartbreak(심장이 찢어질 것

전투지역 경남 창녕군 영산면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단장의능선이라는 이름이 비롯되었다.

전투시기 1950.8.3~13

교전부대 미 제2사단 9연대·미 제5해병연대 vs.

전투지역 경남 마산~진주 축선 일대

북한군 제9・4사단 등

교전부대 미 제25사단·국군 해병대 vs. 북한군 제6사단

북한군은 낙동강 돌출부를 단숨에 돌파한 다음 영산을

미 제25사단은 도보 및 철도를 이용하여 36시간 동안

점령코자 기도하였으나 9월 3일부터 5일까지에 걸친

240km를 기동시켜 마산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마군의 과감한 반격으로 북한군의 기도가 좌절됨.

신속한 기동으로 완전히 북한군의 허를 찔렀던 전투.

백마고지
백마고지전투는 1952년 10월 초 판문점에서 포로회담이 해결되지 않자, 중공군의
공세로 시작된 1952년도의 대표적인 고지쟁탈전이다. 피아간의 극심한 폭격과
포격으로 고지의 수목이 모두 없어져 하얗게 된 민둥산의 모습이 마치 백마가 누워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후부터 395고지 일대를 백마고지라 부르게 되었다.
글 남정옥(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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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Support

의료지원단

덴마크 병원선 유틀란디아 호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한 국가는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와 인도, 이탈리아등 모두 5개국이다. 적십자사를
중심으로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한 이들 국가는 부상병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치료했다. 또한 의료지원과 더불어
전쟁고아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큰 기여를 했다. 전후에는 당시 의료 수준이 낮았던 국내 의료진에게 선진 의료
기술을 전달하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는 전후에도 유엔의 한국 부흥 사업에
부응하여 1958년 서울에 메디컬센터라는 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 병원을 건립했다. 메디컬센터에서는 이들
국가의 의료진들이 오가면서 한국 환자들에게 인술을 베풀었다.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의료진의 수준도
많이 향상되자 1968년 메디컬센터는 한국정부에 기증되었다. 현재의 국립의료원은 메디컬센터를 계승한 병원이다.
메디컬센터는 진료와 함께 선진 의술의 국내 전파에도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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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는 의료지원국 중에서 병원선을 파견한 유일한 국가이다. 8,500톤
규모의 화물선을 병원선으로 개조한 유틀란디아(Jutlandia)는 356개의

덴마크
Kingdom of
Denmark

병상을 갖춘 네 개의 큰 병실과 수술실, 엑스선 촬영실, 치과 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해상 종합병원이었다. 1951년 3월 초 부산항에 도착한
뒤 초기에는 부산항을 거점으로 지원했고, 1952년 11월부터는 유엔군
사령부의 명령에 의하여 인천항에 정박하며 의료지원을 실시했다. 전선이
가까워서 후송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틀란디아호는
유엔 사령부에 999일간 배속되어 24개국에서 온 4,981명의 환자를
치료했으며, 6,000여 명의 한국 민간인들을 돌보고 치료했다.

스웨덴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반도에 위치한 스웨덴은 중립정책을 표방하는

인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호응해 1950년 11월 초 의료지원

영세중립국이었으나 6·25전쟁에 제일 먼저 의료지원단을 보냈다.

부대의 파견을 결정하였다. 의료지원 인력은 의사 14명, 행정관 1명,

의사 10명, 간호사 30명, 기타 행정 등의 요원을 포함하여 160명으로

보급관 1명, 위생병 329명으로 구성되었다. 1950년 11월 20일 부산에

적십자병원을 편성하여 1950년 9월 28일 한국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부산에 2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세웠으나, 점점 커져 400병상까지

Kingdom of
Sweden

늘어났다. 스웨덴 야전병원단은 1957년 4월 철수할 때까지 6년 6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했는데, 이는 6·25전쟁에 파견된 의료지원부대 중
가장 오랫동안 머문 것이다. 전후 스칸디나비안 교육병원으로 바뀐

노르웨이
Kingdom of
Norway

인도

Republic of
India

도착한 제60야전병원은 2개 제대로 나뉘어, 본대는 영연방 제27여단에
배속되어 영국군을 직접 지원하였다. 분견대는 대구에 주둔하면서 한국
육군병원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 민간인에 대한 진료도 실시하였다. 이
병원은 1951년 7월 28일 영연방군을 통합한 영연방 제1사단이 창설되자
그대로 사단 야전병원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인도 야전병원은

스웨덴 적십자병원은 많은 중환자 치료와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수준 높은 의술을 발휘하여 참전 부상 장병을 진료한 공로로 한국 정부

향상에 기여했다.

등으로부터 많은 훈장을 받았다.

노르웨이는 1950년 당시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유엔이

이탈리아는 1950년 8월 국제적십자연맹이 6·25전쟁의 전상자

의료지원 부대의 파견을 요구하자 적십자사를 통하여 의료지원 부대를

치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의료지원 부대의

파견했다. 1951년 6월 22일 의무 및 행정요원 83명으로 구성된 60병상

파견을 결정하였다. 이탈리아 적십자사는 군의관 6명, 행정관

규모의 이동외과병원이 한국에 도착했다. 이후 병력이 추가로 보충되어
근무 인원이 106명으로 증가되었다. 파견 기간 중 대부분을 서울 북쪽에서
미 제1군단 예하 각 사단에 대한 의무지원을 실시했으며, 주변 민간인들도
치료했다. 이동외과병원은 휴전 후부터 주로 민간인 진료를 실시했으며,

이탈리아
Italian Republic

2명, 약제사 1명, 군목 1명, 간호원 6명, 사병 50명으로 구성된
제68적십자병원을 편성했다. 대량의 의약품과 부수기재를 준비하여
수송선편으로 이탈리아를 출발하였으며 11월 16일 부산에 입항하였다.
제68적십자병원은 150병상 규모였으며, 서울 영등포에 위치하여

1954년 10월 18일 철수했다. 이 병원요원은 6개월 단위로 교대되었으나

유엔군 장병 및 한국 민간인에 대한 진료 활동을 실시했다. 휴전 후에는

100여 명이나 연장 근무를 지원하였으며, 연 근무 인원은 623명이었다.

주로 민간인 진료 및 구호업무를 담당했다. 병원의 연 근무인원은
128명이었으며, 1955년 1월 2일 한국에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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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영도구

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

시설개요

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는 6・25전쟁 당시 유엔의 결의와 적십자정신에

주소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산14

입각하여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덴마크·인도·이탈리아·노르웨이·스웨덴

GPS 35°06'17" N, 129°08'08" E

등 5개국의 숭고한 업적을 길이 기념하기 위하여 1976년에 건립하였다.

건립일 1976년 9월 20일
건립 국방부

의료지원국은 유엔군과 국군의 전상자 치료는 물론 난민구호에도 큰

관리 부산시 시설관리공단

공헌을 했다. 유엔군의 이동외과병원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것은

시설종류 기념비

영화 <M.A.S.H.(이동외과병원, 1970)>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부지규모 2,963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20m

야전병원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전쟁의 치열함보다는 세 명의 괴짜
외과전문의의 에피소드에 중점을 맞춘 블랙 코미디였다. 영화와 달리 전쟁 중
유엔군 야전병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인과 민간인들의 생명을 지키는

왼쪽 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 유엔의
결의와 적십자정신에 의거하여 파견된
의료지원단은 유엔군과 국군의 전상자

데 큰 기여를 했다. 비참한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던 우리나라 국민에게
베푼 의료지원국의 인도주의적 희생정신은 휴전 후에도 한국의 의료기술과

치료 및 난민 구호에도 큰 공헌을 했다.

시설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전후 의료 수준이

오른쪽 의료지원 약사를 기록한 안내문.

현저히 낙후되어 있던 국내 의료진에게 선진 의료 기술을 전달하여 질적
도약을 가져오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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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오른쪽 기념비 좌우측에는 의료지원국들의
인도주의 정신을 표현한 동상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의료지원부대를 파병한 덴마크등 5개국은 적십자 병원선,
앰뷸런스대대,이동외과병원 등을 파송하여 유엔군의
전사상자 치료 및 후송활동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2, 3 기념비로 오르는 계단 입구에 설치된 안내석과 비문.

3

비문 한국전쟁시 유엔의 결의와
적십자 정신에 의거 의료
지원단을 파한하여 유엔군과
한국군의 전상자 치료 및 난민
구호에 공헌한 덴마크, 인디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다섯
나라의 숭고한 업적을 찬양하고
길이 기념하기 위하여 여기에
이 비를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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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 전경. 1976년 국방부에 의해
건립되었다. 2 우측 기단에 부착된 영문 참전비명.
3 기념비 뒷면에는 의료지원국별 참전사가 새겨진

3

동판이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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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진구

스웨덴 참전기념비

스웨덴은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참가했으며

시설개요

낙동강전투가 치열했던 1950년 9월 23일 부산 서면에 야전병원을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503

열었다. 전상자 치료는 물론 전후에는 민간인 치료를 도맡았으며, 1957년

GPS 35°15'74" N, 129°05'62" E

4월 철수했다. 스웨덴 의료지원단의 활약상을 기리고 양국 국민간 화합과

건립일 1971년 10월 1일
건립 스웨덴 야전병원협회,

친선을 고양하기 위해서 1971년 10월 1일 기념비가 세워졌다. 스웨덴

스웨덴 한국협회

적십자병원이 있던 옛 부산상고 자리에 들어선 이 기념비는 스웨덴

관리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

야전병원협회, 스웨덴-한국협회가 주축을 이루어 건립되었다. 오래된
기념비의 보수를 거쳐 2005년 9월 26일 다시 가진 제막 행사에는

시설종류 기념비
시설물크기 비 높이 2.4m

스웨덴과 한국의 정부 요인과 군 대표들이 참석해 스웨덴 적십자병원의
왼쪽 기념비 정면에 부착된 비문.

숭고한 뜻을 기렸다.

오른쪽 1950년 9월 유엔군 사령부 산하
스웨덴 야전병원이 설치되었던 장소에
1971년 건립된 스웨덴 참전기념비.

비문 1950년 9월 23일 이곳 부산에
설치되었던 유엔군 사령부 산하의 스웨덴
야전 병원은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1950~1953년간 한국전쟁에 참가했다. 이를
길이 기념하고 스웨덴 왕국과 대한민국 양국
국민간의 영원한 친선을 위해서 이 기념비를
바치노라.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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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비문 고 나야 대령은 북한 공산군의
불법 남침으로 인하여 전투가
치열하던 단기 4283년 7월 국제연합
한국위원단 인도 교체 대표로서
내한하여 아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던 중 동년 8월

나야 대령 기념비

2일 하오 왜관 전선 시찰도상에서
순직하였다. 당시 각국 대표와
아국 관민 참석리에 장례식을
거행하였거니와 연합군 총반격과
남북통일이 거의 성취되어 가는 금일
화장지에 이 기념비를 세워 나야
씨의 위대한 인격과 공훈을 추모하며
영령의 무궁한 명복을 비노라.

시설개요

나야(M.K. Unni Nayar) 대령은 1950년 7월 6・25전쟁 발발 초기에

주소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산 156

유엔한국위원단의 인도대표로 한국 땅을 처음 밟았다. 불과 1개월 후

GPS 35˚51'14" N, 128˚37'60" E

전투가 치열했던 왜관전선을 돌아보다 1950년 8월12일 지뢰폭발로

건립일 1950년 12월 7일
건립 경상북도

숨졌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3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숨진

관리 수성구청

나야 대령의 시신은 1950년 8월 13일 유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종류 기념비

지금의 대구여고 동편 야산인 속칭 ‘주일골’에서 화장됐다. 당시 조재천

부지규모 16.5m2

경북 도지사는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성금을

시설물크기 비 높이 1.4m, 기단 높이 0.7m

모아 같은 해 12월 기념비를 세웠다.
이후 나야 대령의 미망인 비말라 나야(Vimala Nayar) 여사는 주
왼쪽 1950년 7월 유엔한국위원단 인도 대표로

뉴델리 한국총영사였던 임병직 씨로부터 남편의 기념비 사진을 받고,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왜관전선을 돌아보다

17년 만에 이국 땅에 묻힌 남편의 넋을 찾았다. 세월이 지나고 산기슭에

지뢰폭발로 숨진 나야 대령 기념비.

버려지듯 방치됐던 나야 대령 기념비는, 1996년 수성구청이 정비한 뒤

1 비문이 새겨진 기념비 뒷면.
2 수성구 범어동 산자락에 건립된 기념비에는

관리해 오고 있다.

매년 현충일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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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노르웨이 참전비

시설개요

6・25전쟁 당시 노르웨이 의료지원단은 1951~1954년까지 양주군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162-10

지역에 주둔하면서 수많은 부상장병을 치료하였고, 전쟁고아들을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지원하는 의료사업을 펼쳤다. 이 기념비는 당시 야전병원에 근무했던

GPS 37°58'19" N, 127°10'00" E
건립일 1972년 3월 30일 (2000년 11월 이전)

한국인 70명이 노르웨이 정부의 지대한 공헌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건립 한노협회

국민성금을 모아 1972년 3월 30일에 건립하였다. 원래 이 참전비는

관리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동두천시 하봉암동에 있었으나, 2000년 12월 소요산에 위치한

동두천시청 문화체육부
시설종류 기념비

자유수호평화박물관으로 옮겨졌다.

부지규모 108m2

노르웨이 적십자사가 편성한 이동외과병원은 1951년 5월 31일 자국을

시설물크기 기념비 높이 2m, 기단 높이 2m

출발해 한국에 도착한 후 동두천에서 미 제1군단을 직접 지원해
부상자들을 치료했으며,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을 위한 외래환자

왼쪽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의 공적을

진료소도 설치·운영했다. 또한 노르웨이 정부는 유엔의 6・25참전 결의

기리는 노르웨이 참전비. 1972년

후 해상운송지원을 제의했으며, 이어 적십자를 통해 지원금과 의류 등을

건립되었으며 자유수호평화박물관으로

보내오기도 했다.

이전되었다.
오른쪽 노르웨이 참전비 비문.

비문 이 비는 노르웨이 정부가 서기
1951~1954년까지 6 · 25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부상장병과 민간 전쟁고아를
구원의료사업으로 봉사하여 양국간에 우정을
증진했고 우리나라에 깊은 공헌을 하였기에
이에 조금이라도 보답코저 당시에 병원에서
일하던 종업원 칠십 명이 당 병원 입구에다
정성을 모아 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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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왼쪽, 2 노르웨이 참전비와 각종 전투 장비들이
전시되고 있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야외전시장.

1 노르웨이 참전비 안내문.
3 동두천 소요산길에 위치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2002년 개관되었다.

2

3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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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이탈리아 의무부대
6·25전쟁 참전기념비

시설개요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이탈리아 적십자사 제68야전병원의 인도주의적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0번지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참전기념비이다. 제68야전병원은 1951년 10월

우신초등학교 내

16일부터 1955년 1월까지 유엔군 치료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

GPS 37°30'33"N, 126°54'44"E
건립일 1989년 6월 2일 (1999년 8월 10일 이전)

구호에 큰 기여를 했다. 이를 기념하여 1989년 6월 2일 그라치엘라 심볼로티

건립 이탈리아 대사관, 국가보훈처

주한 이탈리아 대사는 당시 의무부대가 주둔했던 우신초등학교 교정에

관리 서울우신초등학교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시설종류 기념비
부지규모 29m2
시설물크기 비 높이 0.87m

6・25전쟁 발발 당시 이탈리아는 NATO의 창설국이었으나 유엔 회원국은
아니었다. 더구나 빈번한 내각 교체로 국정이 불안한 상태였음에도
적십자연맹의 요청에 따라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이탈리아는 유엔 비회원국 중 유일한 참전국이자 6·25전쟁에 전투

왼쪽 이탈리아 적십자사 제68야전병원
주둔지였던 영등포구 신길동 우신초등학교

및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한 마지막 국가가 되었다. 당시 의무부대에 근무했던

교정에 건립된 이탈리아 의무부대 6·25전쟁

참전용사들은 1983년 유엔 이탈리아군 한국전 참전용사회를 만들었다.

참전기념비.

로마에 본부를 둔 참전용사회는 현재 약 60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른쪽 1989년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이 교사
벽면에 기념표석을 설치하였으나 건물이
철거되자 1999년 국가보훈처의 지원으로 현
위치에 이전 설치되었다.

비문 1951년 10월 16일부터 1955년 1월
30일까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들을
구급하기 위하여, 이탈리아 적십자사의
68야전병원이 국제연합군의 일원으로,
이 장소에서 인본주의적 활동을 전개하다. 이를
기념하여 1989년 6월 2일 그라치엘라 심볼로띠
주한 이탈리아 대사가 이 비를 설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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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역별 참전비 현황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서울특별시

동두천시 노르웨이 참전비 308

		

피의능선 전투전적비 124

존 비 코올터 장군상 100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기념비 266

철원군

저격능선 전투전적비 128

이탈리아 의무부대

수원시

프랑스군 참전기념비 274

홍천군

쥴 장 루이 소령상 282

6・25전쟁 참전기념비 312

오산시

유엔군 초전 기념비 44

		

홍천지구 전투전적비 192

서위렴 2세 전사기념비 102

용인시

터키군 참전기념비 210

화천군

643고지 전투전적비 130

파주시

미국군 참전비 80

		

적근산지구 전투전적비 262

부산광역시

		

미 제2사단 6・25참전비 86

		

충혼탑 134

유엔기념공원 28

		

설마리 전투비 180

횡성군

네덜란드군 참전기념비 236

스웨덴 참전기념비 304

		

케니 상사 전공비 90

		

오우덴 중령 현충비 240

뉴질랜드 참전기념석 204

		

한・미 해병 참전비 88

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 298

평택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기념비 288

경상북도

포천시

타일랜드군 참전기념비 228

포항시

미 해병 제1비행단

대구광역시

가평군

가평지구 전투전적비 94

		

전몰용사 충령비 144

헤스 대령 기념비 138

		

뉴질랜드 전투기념비 202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 62

나야 대령 기념비 306

		

영연방 참전기념비 176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146

		

캐나다 전투기념비 188

인천광역시

		

호주 전투기념비 196

경상남도

인천지구 전적비 54

양평군

몽클라르 장군 사령부 기념비 277

진주시

진주지구 전승비 166

콜롬비아군 참전기념비 244

		

양평군 참전비 96

창원시

해병대 진동리지구 전첩비 72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48

		

지평리지구 전투전적비 278

창녕군

박진지구 전적비 152

맥아더 장군 동상 58

여주군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250

		

영산지구 전적비 156

		

무어 장군 추모전적비 98

		

창녕지구 전승비 162

광주광역시

연천군

38선 돌파기념비 70

하동군

참전전우 기념비 170

블레이즈델 대령 동상 140

		

유엔군 화장장 시설 76

함안군

6・25격전 함안 민안비 164

		

필리핀 참전비 222

		

자유 수호 전승의 터 기념탑 68

대전광역시
대전지구 전적비 106

강원도

대전지구 전투전승비 110

원주시

원주지구 전투전적비 136

춘천시

에티오피아 참전기념관 258

		

에티오피아 참전기념비 254

고성군

고성군 충혼비 112

양구군

도솔산・펀치볼지구 전투전적비 116

		

펀치볼지구 전투전적비 122

경기도
고양시

필리핀군 참전기념비 216

남양주시 미 제25사단 한강 도하
		
경상북도

314

기념비 92

경상남도

315

찾아보기

1・4후퇴 24, 90, 137, 217

ㄴ

맥아더, 더글러스 21, 24, 26, 49, 53, 55, 59, 60, 147

밴 플리트, 제임스 134

151고지 210

나야 대령 기념비 207

몽클라르 장군 사령부 기념비 277

벙커고지 22, 292

180고지 171, 245

낙동강 21, 22, 55, 63, 69, 73, 74, 93, 100, 107,

몽클라르, 랄프 275, 277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기념비 267, 271

234고지 245

108, 145, 147, 149, 150, 151, 153, 155, 157, 159,

미 제10군단 55, 113, 293

볼링 계곡 292

313고지 248

160, 163, 165, 175, 293, 304

미 제17연대 131, 130

부산 21, 147, 154, 157, 166, 171, 175, 186, 205, 304

351고지 22, 114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기념비 288

미 제187공수연대 84, 197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20, 186, 272

381고지 248

네덜란드군 참전기념비 236, 238

미 제1기병사단 63, 70, 71, 248, 293

북한군 18, 21, 24, 26, 45, 49, 55, 59, 63, 69, 73, 79,

38선 돌파 기념비 71

노르웨이 참전비 309, 311

미 제1해병사단 55, 137

87, 95, 107, 111, 113, 117, 125, 134, 137, 145, 147,

400고지 245

노리고지 22, 248

미 제24사단 45, 107, 109, 111, 153, 154, 160,

153, 154, 157, 163, 165, 166, 167, 171, 193,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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