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의 한 장면｜

｜원로해기사 박현규 이사장의 6·25 체험담｜

옹진호와 홍천호에서 겪은
6·25동란

편집자 : 전쟁을 군인과 무기만으로 치를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바다. 그럼
에도 6·25동란 중 상선 해기사들이 기여한 공로는 흔히 간과되어 왔다. 원로 해기사
로서 현재까지 현역으로 활동 중인 한국해사문제연구소 박현규 이사장의 회고록 묵
암제해록 (가제, 2017.7 출간 예정)에 실린 내용 중 박현규 이사장이 6·25동란 중 겪
었던 승선체험담을 소개한다.

1. 옹진호에서 맞이한 6.25

옹진호 승선 중인 박현규 이사장(1950.3.28, 좌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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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박현규) 평택호에 2년여 가까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1950년 1
월 1일자로 대한해운공사가 창립되었다. 대한해운공사는 회사 설립과
더불어 교통부 직영선박을 인수함으로써 25척, 4만 3327톤의 선박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중 사선이 5척, 정부 대여선이 20척이었다. 그리
고 교통부 해운국의 운항과 직원의 일부 수용하여 해상직원 1912명과
육상직원 460명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회사로 출범하였다.
1950년의 기억 중 가장 뚜렷한 것은 6월 24일 새벽 나는 1등항해사
로 옹진호에 승선 중 묵호항에서 전쟁을 맞이했다는 사실이다. 묵호항
에는 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입항하였던 대한해운공사 선박인 LST형
문산호와 FS형 옹진호가 정박하고 있었다. 이 때 나는 옹진호에 1등
항해사로 승선하고 있었다.
게릴라 부대로 편성된 상륙부대를 승선시킨 북한의 선박이 38도선
을 넘은 것은 25일 새벽이었다. 1950년 6월 24일 새벽에 북한은 강원
도 동해안의 옥계, 정동진, 금진 등에 549육전대 1800명을 상륙시켰다.
묵호경비부사령관(김두찬 해군 중령)은 즉각 육군과 경찰 연합인 ‘합
동 묵호 전투부대’를 편성하고 맞섰다.
아군의 화력으로 장기간 전쟁 준비를 해온 적에 대항하기에는 역부
족이었다. 북한군의 박격포격이 점점 치열해졌고 아군은 철수를 결정
할 수밖에 없었다. 26일 새벽 5시 30분 해군본부 작전명령에 의하여
해군의 묵호경비부가 철수작전을 전개할 때, 전 장병과 무기, 군수물
자를 적재하고 포항으로 철수시키는 작전에 문산호와 옹진호가 가담
하였는데, 문산호가 기함(旗艦) 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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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호(1950년 9월 15일 장사상륙작전 중)

김두찬 묵호경비부사령관은 퇴각을 위해 LST 문산호와 옹진호에 ‘동
시 동원령’을 내렸다. 동시 동원령이란 선박은 물론, 민간인 신분인 선
장(船長), 선원(船員)까지 동원하는 것이다. 당시 문산호는 석탄 적재
를 위해 묵호항에 정박해 있었다. 문산호는 1943년 9월 인디애나의 제
퍼슨빌(Jeffersonville)에서 건조되었다. 태평양 함대에 배치되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활동했다. 1947년 2월 한국 정부에 대여되어
문산호라는 새로운 선명을 부여받았다. 1950년에는 교통부(交通部) 산
하 대한해운공사 소속으로 밀가루, 석탄 운반 등이 주 임무였다.

김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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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휘

당시 옹진호에는 김두찬 묵호해안경비부 사령관(후에 해병대사령관
과 조선공사 사장 역임)이 대원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타고 있었다. 일
단 선박에 모든 것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포항 앞 바다에 이르렀는데,
당시 해군포항경비부의 남상휘 사령관(후에 해병대사령관 역임)이 ‘군
인이 일선에서 싸워야지 도망쳐 왔다’고 호통을 들어야 했다. 1950년 6
월 28일, 해군본부는 문산호와 옹진호에 묵호전투부대를 다시 전투지
로 투입하라고 명령했다. 다시 북상하여 묵호 근처에서 항해 중이던 6
월 29일 새벽 2시경 문산호가 정체불명의 선박으로부터 포격을 받아
민간인 신분의 승무원 1명이 사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옹진호도 그대
로 있다가는 공격을 받을 우려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삼척 연안의
모래사장에 좌주시키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날이 새고 나서 거대한
괴선박을 자세히 관찰하니 함상(艦上)에 미국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그때서야 소형선에 해군정보장교인 강점복 중위를 태워 미국 군함
으로 보내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미 미군이 참전하기로 결정하고 미
태평양함대 소속의 미주리호를 동해로 보내 37도선 이북의 해역은 유
엔군이 담당하고, 우리 해군은 37도 이남의 해역에서만 작전을 하도록
합의하고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우리 경비정
이 예고 없이 유엔군의 작전해역(作戰海域)에 들어감으로써 일어난
사고였다. 미군의 협력을 받아 사태를 수습하고 우리 측 함정들은 남
하하면서 연안을 따라 후퇴하는 육군과 경찰병력을 싣고 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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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호 선원 명단(1950.9.16일자)1)

문산호를 공격했던 배는 USS CL-119, 미국 경순양함 주노(Juneau)였
다. 포격을 받은 문산호는 항해를 멈췄다. 배에 타고 있던 강점복 중
위(해군정보장교)는 상륙주정으로 주노함으로 가서 문산호가 한국 함
정임을 알렸다. 이로써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건으로 문산
호는 포항으로 회항해야 했다. 주노함의 문산호 타격은 대한민국 해군
수뇌부가 UN군에 대한민국 해군이 아직 묵호항에 남아 있다는 사실
을 알려주지 않았기에 벌어진 일이었다.2)
1) 1950년 9월 16일에 만들어진 문산호 선장과 선원 명단. 위에서부터 황재중(선장), 이찬
석, 이수용, 권수헌, 부동숙, 박시필, 윤은현, 안수용, 이영룡, 한시택, 김일수 이상 11명.
이 명단은 이들이 장사상륙작전에서 사망하자 육군이 해군 측에 인사 처리를 부탁했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2) 이상 세 문단, 최우석 기자, 최초 공개-6.25전쟁 인천상륙작전 성공 투입된 LST 문산호
선장 선원 명단, at http://pub.chosun.com/client /news/viw.asp?cate=C01&mcate=M1005&n
NewsNumb=2016 0720822&nidx=20823(20127. 1. 1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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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란이 발발하였을 때 인천항 선거에는 대한해운공사 소속의
LST형 단양호가 입거하여 대기하는 중이었는데, 이미 인천항이 북한군
에 점령되어 송전이 중단되는 바람에 선거 안에 꼼짝 못하고 갇혀 버
리고 말았다. 당시 이 배에는 해양대학 3기생들이 연습항해 차 승선해
있었고, 한국해양대학의 부학장 겸 연습감이었던 이재송이 선장으로
선박을 지휘하였다. 이재송은 이러한 난관 속에서 선원들과 학생들을
독려하여 맨손으로 갑문을 깨부수고 탈출 남하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전쟁이 발발하고 1주일 가량 경과한 1950년 7월 1일 진해통제부 사
령관이 대한해운공사 소속 선박 중 LST형 선박 9척과 FS형 선박 10척,
유조선 1척 등 20척을 징발하였다. 그리고 미국 대여선박 중 Baltic형
선박 6척은 미국 당국이 일본으로 철수시켰다. 후에 미군이 본격적으
로 참전하게 되면서 피난했던 볼틱 형 선박들도 다시 돌아와서 활동
하게 되나 초기 작전 수행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실제 한국전쟁사에
나타난 해군 활동에 관하여 살펴보면 해군이 수행한 작전의 거의 대
부분에 이들 징발선들이 해군과 함께 활동하였다. 한편, 목포경비부의
제3정대(艇隊)에는 6척의 함정과 75명의 기지병력이 있었다. 이 목포
경비부는 7월 1일 이승만 대통령 부처와 이철원 공보처장, 황규면 비
서일행을 부산까지 호송하였다. 7월 20일에는 후퇴해 온 인천경비부와
군산경비부가 목표경비부에 배속되어 목포경비부 사령관의 지휘를 받
게 되었다.
같은 날(7월 20일) 목포경비부는 징발된 해운공사 소속인 김천호와
울산호를 이용하여 정부미 8만 가마를 부산으로 운송하였다. 이는 이
미 광주를 점령하고 있던 북한군의 일부가 목포로 향할 것이라는 판
단 하에 주요 정부물자와 군수품을 안전한 곳으로 후송하기 위한 조
치였다. 이 수송 작전이 완료된 것은 7월 23일이었다. 같은 날 오후 6
시에는 해군본부로부터 일단 해상으로 이동하여 다음 명령에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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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시에 따라, 목포경비부는 역시 대한해운공사의 징발선인 단양호
에 병력을 승선시켜 해상으로 이동하여 전세를 관망하였다. 그리고 대
한해운공사 소속선 가운데 징발선 20척을 제외한 나머지 선박 10여척
을 민수물자 수송에 참여하도록 하였는데, 이들 선박은 교통부 해운국
에 설치된 전시운송사무소에 의해 통제되었다.3)

<표> 6.25동란 중 징발된 대한해운공사 소유선
구분

척

총톤

기타

1

사선

3척

6,886총톤

김천호, 천광호, 평안호

2

접수선

2척

1,655총톤

일진호, 이천호
LST 9척 24,300총톤
FS 10척 5,659총톤
Baltic 6척 11,220총톤
Tanker 1척 1,023총톤(유천호)

3

미국대여선

26척

42,202총톤

4

정부대여선

1척

3,039총톤

5

기타

1척

203총톤

33척

52,985총톤

합계

서울호
예선

나는 묵호에서 옹진호와 함께 ‘동시 동원령’에 따라 해군에 징집되
어 자연스럽게 입대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곧 1950년 가을경 LST형
선박인 홍천호의 1등항해사로 옮겨 탔다. 당시 홍천호에는 해사 4기생
홍기경 등 20여명이 실습훈련차 승선하고 있었고, 전명석(후에 대령
진급)이 인솔장교로 타고 있었다. 6.25 동란 때 해군에 징발된 선박들
은 주로 미군의 대여선박인 LST 및 FS형 등 두 종류의 선박이었다. 이
중 LST형 선박은 당초부터 상륙 작전용으로 만들어진 선박이었다. 그
러므로 이들 LST형 선박들은 주로 상륙작전에 많이 동원되었다. 이에
비하여 FS형 선박은 500톤급의 화물선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연안의
보급품 운송용으로 제작된 선박이었다. 그러므로 이들 선박은 작전에
3) 윤상송, 바다에 미래를 걸다 , pp.18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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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참여하기 보다는 보급품의 운송과 병력 이동, 그리고 피난민의
수송에 주로 참여하였다.
미 극동군사령부는 인천 상륙작전을 기획하면서, 이러한 계획이 적
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란작전을 전개하였다. 즉 유엔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하면서 적의 관심을 다른 곳으
로 돌리기 위하여 동해안에서 많은 교란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중 하
나가 동해안에서 실시되었던 장사동 기습작전이었다. 문산호와 조치
원호가 장사동 상륙작전에 참여하였다. 문산호는 육군의 특수공작대
772명을 승선시킨 다음 1950년 9월 13일 오후에 부산을 출항하여 다음
날인 14일 오전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태풍이 내습하여 파도가
너무 높고 안개가 짙어 해안에 쉽게 착안(着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육지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곳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상륙 작전을 감
행하기로 하였다. 적이 맹렬한 사격이 가하는 혼란 중에 새벽 6시에
문산호는 심한 파도에 밀려 좌초하고 말았다.
문산호는 할 수 없이 해군본부에 구조를 요청하여, 9월 중순 미군의
해난구조선과 함께 역시 해운공사 소속 선박인 LST형 조치원호가 현
장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너무나 깊이 좌초되어 있어 구조하지 못하였
다. 해군의 함정도 출동하였으나 시계불량으로 현장을 찾지도 못하였
다. 그러나 조치원호는 적의 맹렬한 사격을 받으면서도 미군 함대 함
포의 엄호로 천신만고 끝에 많은 희생자를 낸 가운데 인명을 구조하
는 데는 성공하였다. 이것이 9월 20일 새벽이었으니 약 일주일간 적진
속에서 갇혀 사투를 벌인 셈이었다. 문산호에는 해군사관학교 4기생
이 실습차 승선해 있었고, 한국해양대학 2기생인 홍세주(洪世疇)가 2
등 항해사로 승선하고 있었다.

｜해양사의 한 장면｜ 옹진호와 홍천호에서 겪은 6·25동란 203

2. 홍천호에서의 승선 생활
장사동상륙작전이 전개되었던 1950년 9월 중순, 나는 이종림 3등항
해사와 함께 홍천호에 1등 항해사로 승선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29
일 서울이 함락되어 전세가 급격히 북한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다.
이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을 개시하기에 앞
서 상륙부대는 양동작전을 전개하였다. 즉 9월 5일부터 북으로는 평양
에서부터 남으로는 군산까지, 인천을 포함한 서해안의 상륙작전 가능
지역에 폭격을 실시하였다. 9월 12일부터는 미국과 영국의 혼성 기습
부대가 군산을 공격하고, 동해안 전대는 9월 14일과 15일 삼척 일대에
맹포격을 가하며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었다. 한편 9월 12일부터 관문
인 월미도를 제압하기 위한 폭격이 시작되었다.4)
홍천호는 평양공격 작전에 투입되어 해병대 대원을 평양 앞의 석도
에 상륙시키기 위해 항진(航進) 중 적으로부터 맹렬한 해안포(海岸砲)
의 포격을 받았다. 그 중 한발이 홍천호에 명중하여 선측에 큰 파공이
생겨 선박이 심하게 흔들렸다. 당직 교대를 하고 선실에서 쉬고 있던
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교에 급히 뛰어갔다. 선원들이 모두
놀라 기관실로 도망가 숨어 버려 선교는 텅 비어 있었다. 배만 석도를
향하여 항진 중이었다. 그대로 방치하면 선박이 그대로 육지로 올라가
버릴 상황이었다. 그래서 놀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조타수 한 사람을
끌고 와서 키(舵)를 잡게 하여, 급회전으로 유턴할 수 있도록 돌려놓
았다.
나는 조타수에게 키를 단단히 잡고 있도록 지시하고, 밖으로 나와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t encykorea.aks.ac.kr(2017.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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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방탄망(防彈網)을 내리고 선
교로 돌아와 계속 배를 후방으로 운항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홍천호
는 적탄을 한방 더 맞았다. 홍천호는 심하게 파손되어 정상 운항이 불
가능한 상태에 빠져 버렸다. 그러나 그대로 있을 경우 계속 포격을 받
아 침몰할 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무리한 운항이나마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연평도까지 내려와서 연평도 해안에
좌주시켰다. 연평도에서 파손된 부분 중 우선 급한 곳만 수리하여 겨
우 운항할 수 있도록 한 뒤, 부산으로 끌고 와서 대한조선공사에 입거
하여 수리하였다. 수리를 끝낸 홍천호는 흥남, 원산, 성진을 두어 번
씩 왔다 갔다 했다. 1950년 12월 초 흥남철수작전 때는 물자, 병력보
급을 위해 성진, 청진 쪽에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후퇴한다고 하여 물
자를 내리지도 못하고 시민들을 태우고 철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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