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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시 활약했던 조종사들도 있나요?

승호리 철교는 평양 동쪽 10㎞ 지점의 대동강 지류에 설

치된 다리로, 6�25전쟁 당시 북한 공산군이 중동부전선으로 군

수물자를 수송하는 요충지였습니다. 유엔 공군은 승호리 철교

를 파괴하기 위해 수많은 출격을 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는

데요, 이에 한국 공군 제10전투비행전대가 이 임무를 맡게 되

었습니다.

신생 한국공군의 승리!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

승호리 철교 폭파임무를 맡은 제10전투비행전대는 한

국군 최초로 100회 출격의 기록을 수립한 김두만 소령을 편대

장으로, 2번기 장성태 대위, 3번기 김금성 대위, 4번기 이기협 

대위, 5번기 전봉희 대위, 6번기 라그로(Lagro) 중위 등 여섯 

명의 조종사들로 편대를 구성했답니다. 목표상공에 도착한 편

대는 먼저 로켓탄과 기관총으로 적의 대공포를 제압한 후, 승호

리 철교에 500lbs(파운드) 폭탄 12발을 투하하였으나 제대로 

Question 4

6·25전쟁 시 활약했던 
조종사들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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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군이야기 Ⅱ

김두만 소령

파괴된 승호리 철교

명중되지 않아 철교는 절단되지 않았습니다.

첫 출격에서 철교 파괴에 실패한 조종사들은 2,400m 

상공에서 급강하하여 900m 상공에 이르렀을 때 폭탄을 투하

하는 美 공군의 표준 폭격방식으로는 철교를 폭파하기 어렵

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적의 치열한 대공포화를 무릅쓰고 

1,200m 고도로 진입하여 450m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저고도 

폭격전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이는 작전책임자인 제1

전투비행단의 김신 대령이 美 공군 전술교리에 따른 고공투하

를 실패의 원인으로 결론짓고 초저공 침투공격법을 쓰기로 방

침을 세웠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작전은 대성공이었지만, 처음 승호리 철교 폭파 보고를 

받은 美 제5공군은 혹시 허위 보고가 아닌지 의심을 할 정도였

다고 합니다. 결국 정찰기가 촬영한 사진을 보고서야 한국 공

군의 전과를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승호리 철교가 차단되면서 

북한공산군의 물자수송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 것은 추측 가능

한 결과이겠지요?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의 

성공은 신생 한국 공군의 전투기

술과 투혼의 산물로 독자적인 작

전능력을 적과 아군에게 객관적

으로 입증해 낸 성과였습니다. 

이 작전에 참가했던 유치곤 중위

는 후일 영화 ‘빨간 마후라’의 주

인공이 되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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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시 활약했던 조종사들도 있나요?

'빨간 마후라'의 주인공
이라구!!

유치곤 중위

승호리
철교

폭파성공!

김영환 대령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지켜내다

6�25전쟁 후 북한군이 퇴각할 때 낙오한 일부 패잔병들

은 남한 각지의 산악지대에 숨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

통을 주었습니다. 경남 합천 가야산의 동남쪽 계곡 사이에 자

리 잡은 해인사 주변에도 많은 공비와 위장된 참호진지가 발견

되자 공군은 사찰 인근에 있는 공비 소굴을 소탕하고, 아군 지

상군을 지원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1,300년의 역사

를 갖고 있던 해인사에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귀중한 문화유산

인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전은 더욱 중요

했지요. 

당시 제10전투비행전대장이었던 김영환 대령은 귀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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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장군 공적비

조종사들에게 해인사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

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 김영환 대령은 美 고문관들로부터 작

전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상검증까지 요구받으며 심한 추궁

을 받았습니다. 김 대령은 미군 장교에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 흉악했던 독일군도 파리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폭격을 하

지 않았다. 우리에겐 해인사가 파리보다 더 소중한 곳인데 어찌 

그곳을 폭격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비

들은 식량이 떨어지면 저절로 해인사를 떠날 것이므로 그 때 공

격하면 되고,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보다 중요

하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국보 제32호인 해인사 대장경판과 국보 제52호인 장경

판전을 오늘날까지 잘 보존할 수 있게 했고, 이 국보들은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한 공군 조종사의 결단이 우리의 소

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낸 것입니다. 불교계에서는 2002년 6월 

17일, 해인사 경내에 김영환 장군의 공적비를 세웠고, 2009

년 11월 14일에는 해인사에서 김영환 장군 추모제를 열기도 

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