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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산주의자들에겐 오산誤算이 없다.
6월24일 야반. 역일曆日은 25일로 넘어갔다.

어느덧 거리의 소음도 잔잔해지고 창밖의 빗발 소리가 

후드득 귓전을 친다. 서재에 홀로 앉아 있자니 20년 전(*

현 시점 66년 전)의 일들이 까마득한 꿈같기도 하고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분명 세월을 느끼게 한다. 포연탄우砲煙彈雨

속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웠던 나 자신도, 20년의 시

공時空을 아늑히 넘어 아슴푸레히 희미하게만 느껴지는 

판에, 하물며 그 참극慘劇을 전혀 겪지 못했던 지금의 20

금년 2016년은 한민족의 비극의 6.25전쟁이 발발한지 66년이 되는 해이다. JP는 1949년 5월에 육사8기를 졸업하고 

곧바로 육군본부 정보국에 배치되어 북한반에 근무하면서 치밀한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북한의 남한 침공 야욕을 

탐지하고, 그해 연말에는 ‘연말 적정종합판단서敵情綜合判斷書’ 를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전쟁 전일 6월24일에는

‘북한군동향보고’를 통해 내일로부터 일요일에 본격적인 남침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하였으나 묵살당했으며, 6.25

전쟁이 북한의 오판이 아니라 알고도 대비하지 않은 우리 남한의 오판이다는 등의 생생한 기록과 냉철한 역사적 평

가를 담아 1970년 6월 6.25 20주년을 맞아 일요신문에 게재한 칼럼을 소개한다. 본 원고는 1971년 6월에 첫 출간한 

‘J.P.칼럼’(저자 김종필, 발행 서문당, 본고는 1980년4월/8판) 제2장 ‘6.25를 回想하면서’를 일부 발췌하여 게재한 것

이다. 20주년과 66주년이라는 세월의 큰 간격이 있음에도 JP의 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6.25를 회상回想하면서’

대 청년들로서는 6.25에 대해 하등의 실감도, 감회도 일

지 않으리라 싶고 보니 조국의 내일을 두 어깨에 메고 가

름할 이 세대들에게 6.25가 갖는 역사적 참 뜻을 똑바로 

세워 간직하게 해야만 하겠다는 걸 절실히 느끼는 이 밤

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은 언필칭言必稱 공산주의자들의 오산에 의

해 빚어진 동족상잔同族相殘이라고 하나, 나더러 말하란

다면, 6.25는 어느 누구의 오산이나 착각에서 야기된 동

란이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을 장악掌握함에서  

배태胚胎된 숙명적宿命的 인과因果의 소치所致라 하겠

다. 때문에 앞으로도 수없이 겪어야할 공산도배共産徒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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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를 회상回想하면서

- 해군 : 각종 경비정 30척

이 외 항공기와 기계화부대들의 연료를 자급할 수 있는 

액화공장液化工場 설치 포함.

스티코프 지도하에 진주하고 있던 소련군의 장비를 물

려 받아서 편성된 괴뢰군은 총병력이 16만명에 달했으며 

1948년 2월8일에 이미 창설되었다. 

■ 주한 미군의 철수
이와 같이 막강한 공격 태세로 괴뢰 군대를 창설한 소련

은 1948년 말까지에는 군사고문단만 잔류시키고 주둔군

을 철수하는 동시에 일련의 정치 공세로 재빨리 전환하

여, 치안 경찰과 예비대 격인 소수의 경비대뿐인 남한 내

의 미군 철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하지장군 휘하

의 미군 24사단은 소총과 수십문의 105밀리 유탄포로 장

비된, 명색뿐인 국군 수만과 5백명의 고문단만을 남겨 

놓고 드디어 1949년에 전 병력을 철수함으로서 38선 이

남을 무력無力한 공백지대空白地帶로 만들어 놓고야 말

았던 것이다. 이러한 동안에도 소련과 괴뢰집단은 남한 

내의 교란을 부단히 꾀하여 대구의 10월 폭동, 여순麗順

반란사건, 제주도의 소요 사건 등 *접종接踵하는 일종의 

봉기를 전 지역에 걸쳐서 적극화했는데 1949년에 접어

들면서 부터는 확고한 계획으로 다음 단계의 교란 이행

移行을 한 것이었다. 그것은 대소大小 260여회에 걸친 간

단없는 공격을 가해 와서 피아彼我간의 충돌을 일으키는 

한편 서부 접경接境에서 양동陽動을 하여 아군을 끌어내

고는 삽시에 또 동부산악지대로 무장 공비의 대규모 침

공侵攻을 저지른 등 실로 묘하고 악랄했었다.

그들의 목적하는 바는, 미구未久에 감행敢行할 전면 공격

에 앞서 남한 도처에 소위 해방지구를 형성하여 일단 전

면 공격이 개시되었을 경우 일제히 각지에서 봉기하여 

아군후방我軍後方을 완전 마비시킴으로써 일거一擧에 남

한 전체를 공략攻略해 버리려는데 있었다.

이 사이 괴뢰군은 급진적인 자체강화에 광분하는 한편 

중국 본토가 완전히 적화됨에 따라 남한 침공을 대체로 

의 도전은 김일성金日成이나 모택동毛澤東이나 혹은 크

레믈린의 오산에 의해서 이기보다도 이 땅 위에 공산주

의자들의 어느 구역점거區域占據가 있는 한엔 부단히 감

행되며 되풀이될 침략의 파도라고 보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주의主義와 계획計畫과 감행敢行이 

있을 뿐이지, 오산이나 요행僥倖이니 하는 것에서 어느 

행동을 일으키는 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하겠다. 

■  「불가닌 플랜」
그 해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담三相會談에서 한국의 신탁통치信託統

治를 제기하여 한국 문제 해결 방안을 둘러싼 세론世論

을 안팍으로 분열시키는 한편,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조

직 확장과 *도량跳梁을 조장하여 내란을 획책하고 미소

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로 그 기도企圖를 위장하면서 

이면裏面으론 소위「불가닌 플랜」에 의한 본격적인 한반도

적화韓半島赤化 준비를 집요하게 실천해 나갔다. 

「불가닌 플랜」이란 바로 인민군의 편성, 장비, 후방지원, 

훈련, 남한 침범을 위한 단계별 계획, 그리고 진주進駐해 

있던 소련군 철수 계획이 그 주요 목차였는데 그 중에서

도 주안점主眼點은 괴뢰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에 편성, 

장비를 완료하여 일차적으론 저네들 신생 정권을 강력

히 뒷받침하고 나아가선 남한 침공에 충분한 전투력을 

구비하려는 그것이었다.

불가닌은 각 분야별 전문가를 북괴에 파견하여 38선 이

남의 사태 여하에 불구하고 급속도로 괴뢰군 창설을 추

진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정규 보병 : 4개 사단 및 1개 혼성 여단
- 보안군 : 38선 경비 3개 여단
- 각 도 보안 : 5개 대대
- 공군 : 1개 사단(YAK 9형 전투기, ILI 10형 대지對地 공격기)
- 기갑機甲 : 1개 사단(T34 중형 전차)
- 포병 : 자주포自走砲 포함 각종 포 1,200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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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3월로 예정한 다음 중국에 협력했던 한인부대韓

人部隊, 소위 동북의용군東北義勇軍 약 2만명을 괴뢰군으

로 전용專用할 것을 교섭하면서 1949년 말까지 보병 6개

사단, 항공기 2백여대, 전차 2백여대, 각종포各種砲 2천

여문으로 그 전력을 대폭 증강함으로써 아군我軍과 비해 

총병력 2배 이상, 항공력航空力 1백배, 전차 2백배, 포화

력 40여배의 막강한 침공군으로 팽창했다.

당시 육군 중위로서 육군 정보국 전투정보과 북한반의 

책임을 맡고 있던 나는 이러한 적정敵情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알고 있었고 모든 정보는 상부上部에 소상하게 

보고되고 있었다.

2. 우리는 적敵을 알고는 있었다.
(일부 중략)

1949년 12월 28일자로 육군정보국은 연말「종합 적정 판

단서」를 참모총장 경유 국방장관과 미美고문단장에게 

제출했다. 이 판단서는 북한 괴뢰 집단 내의 정치, 경제, 

사회 부문에서 제반 군사외교軍事外交와 특히 남침을 위

한 북괴의 준비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그 기획을 해석 

평가한 2백 항목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로서 아군의 

대책까지를 포함 건의했던 정확하고 귀중한 군사기록軍

事記錄이었으나 불행히도 전란시戰亂時에 소실燒失되고 

말았다.

정보국의 작전정보실장作戰情報室長이었던 박정희朴正

熙소령 주재主宰하에, 북한반의 나와 남한반의 이영근李

永根중위가 공동 작성했던 이 판단서 중 기도판단企圖判

斷 부분만을 적출摘出 요약要約하면,

----------------------------------

① 적은 남침 준비를 1949년말로써 일단 완료했다.

② 적의 침공은 1950년 3월이 될 것이나, 동북한인의용

군東北韓人義勇軍의 북괴군 편입이 지연遲延될 경우엔 6

월로 연기될 것이다.(이 편입 사항은 5월에 끝났다)

③ 소련의 직접 개입은 없을 것이나 중공은 경우에 따라 

직접 지원을 할 것이다.

④ 적은 전면침공일全面侵攻日까지 아후방我後方 교란攪

亂 요인要因을 지속적으로 적극 조성造成할 것이다.(예, 

유격 전문 부대인 766군부대의 후방 투입)

⑤ 적은 의정부議政府·서울 선線에 전차사단戰車師團을 

포함한 3개사단 이상이 주공主攻을 지향하고 개성開城·

서울선과 춘천春川·원주原州선에서 각각 1, 2개 사단이 

조공助攻을 할 것이며 옹진과 주문진 정면에서 각각 견

제공격牽制攻擊을 할 것이다.

⑥ 적은 2, 3개월 이내네 남한 전역을 석권席卷하기 위해

서 전병력을 일제히 투입投入할 것이다.

⑦ 침공에 투입할 적의 총병력은 최초 단계에서 약 12만, 

서울 이남의 공격단계에서 20만명이 될 것이다.

⑧ 적의 전차군戰車群은 아군에 대한 결정적인 위력이 

될 것이고 항공기는 지상군 원호援護를 주된 임무로 삼

을 것이다.

⑨ 적은 전면 공격에 앞서 기도은닉企圖隱匿을 위한 일련

의 정치 공세를 펼 것이다.

----------------------------------

3. 오판誤判은 우리가 했다.
1949년 남한으로부터의 미군 완전 철수, 다음 해 8월29

일 소련의 원폭실험原爆實驗 성공成功, 이어서 10월 모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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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산이야말로 우리가 되풀이할 수 없는 피의 교훈敎

訓임을 또한 알아야 하겠다. 앞서 말한 애치슨의 발언도 

스탈린의 야욕을 다 알지 못했던 점과 아무런 대안代案

없이 서둘러 철수해 버린 당시의 미국 사고방식의 위험

성을 나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거의 파악이 적중했던 적정보고敵情報告를 계속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신했거나 혹은 활용할 줄 

몰랐던 우리 정부 수뇌자首腦者들의 무지無知스런 정치 

감각은 더욱 한심스럽기만 하였다. 막강한 북한 괴뢰군

에 맞설 아무런 준비도 없으면서 언필言必 호언장담豪

言壯談만을 일삼았던 그 때를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

가 없다.

1950년 1월25일 당시의 국방장관 신성모申性模씨는 내

외 기자회견에서,

“실지失地 회복을 위한 모든 준비는 완벽하므로 다만 명

령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속 없는 큰소리를 쳤고, 채병덕

蔡秉德 육군 총참모장도 “우리가 북진北進을 개시하면 1

주일 안에 신의주新義州까지 밀어나갈 것이다”라고 조언

造言 하기를 주저치 않았으니 도대체 무슨 힘을 믿고 국

민을 그리도 기만했었는지 도시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

와 같은 우리 정부나 군수뇌軍首腦들의 허장성세虛張聲

勢가 결과적으로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위기절박危

機切迫에 등한하게 했을 뿐 아니라 괴뢰군의 전면 공격

이 있을 경우라 할지라도 한국군은 능히 여기 대처對處

할 수 있다는, 한국군 과대평가의 오류를 범하게 했음을 

또한 지적할 수 있다.

(중략)

4. 적敵을 알고도 기습奇襲을 당했다.
당시 육본 정보국에서는  괴뢰 동태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옹진, 청단, 배천, 개성, 고량진, 동두천, 포천, 주문

진, 강릉 10개소에 첩보수집諜報蒐集의 거점을 설치하고 

수집활동조活動組들을 파견 주재시키고 있었다. 각 활동

조는 대위 또는 중위를 장長으로 하는 30명 내외의 인원

동에 의한 중국 대륙의 장악은 모두 한반도韓半島 침략

을 위한 「불가닌 플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일련

의 사태 진전이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결정적 요인을 덧붙여 준 것은 

1950년 1월13일 한국을 미국의 태평양방위선太平洋防衛

線에서 제외한다는 미 국무장관 애치슨의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발언에 *흔희작약欣喜雀躍

했을 것이다.  (중략)

1950년 6월로 남한 침공 기일이 정해지자 남지나南支那

에 있던 임표林彪 휘하의 제4야전군이 5월에 북상北上을 

개시하여 8월까지엔 동북東北에 이동을 완료하고, 압록

강鴨綠江 지방에 머물렀다. 괴뢰군의 공세가 낙동강 교두

보橋頭堡에서 저지되고 유엔군의 증강이 급진되자, 스탈

린은 8월에 모택동에게 북괴 지원을 종용하게 되었고 중

공은 공석으로 있던 주북괴대사를 발령 부임시켜 세부 

협의를 하게 했으며 9월에는 북괴사절이 북경에 가서 지

원을 요청했다. 모택동이 북괴의 지원을 결정하고, 유엔

군이 압록강변에 도달하면 북괴를 도와 이를 즉시 공격

하라는 명령을 임표에게 내린 것은 10월4일의 일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이처럼 줄기차고 강인한 계획적 공세

와 사태 진전에 따르는 예비적, 혹은 임기적臨機的인 대

응조치를 검토해 볼 때 결코 그들이 어느 오산에 의해서 

6.25를 야기했거나 또는 그 오산 때문에 격퇴되었던 것

이 아님을 넉넉히 알 수가 있다.

오산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6.25를 회상回想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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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정보학교에서 근대 정보 교육

을 받은 이 요원들은 매우 효과적인 수집 활동을 수행

해 냈다. 

6월이 되자 초순까지 귀환해야 할 첩자들이 거의 전원 

소식이 두절되었다. 뿐만 아니라 새로이 침투시키려던 

정보원들도 38선을 넘자마자 행방불명이 되거나 침투를 

단념하고 되돌아 왔다.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귀환한 이

들 정보 요원은, 38선에서 10km 이내의 주민들은 모두 

후방으로 철거되었고, 평양·원산선의 이남 지역에선 

정규군의 대규모 폭주輻輳를 나타내어 초긴장 상태를 이

루고 있고, 민간인들은 공포 속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이

라고 수근대고 있다는 등의 보고였다.

정보국은 아연 긴장하게 되었고 적의 침투 기도企圖에 

전 신경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6월8일부터 22일 사이에 적들의 동향을 요약하면, 동두

천, 전곡, 연천 지방 간선도로에서 차량부대, T34 전차, 

자주포부대들이 계속 남하하고 있으며 38선 바로 위에 1

사단이 남하했으며, 도강渡江용 주정舟艇이 강변으로 옮

겨졌다는 등 모두 적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뿐

이었다.

6월24일 오전 10시. 나는 장도영정보국장에게 그 시간까

지 종합된 괴뢰군의 동태에 관해 보고했고, 정보국장은 

참모회의를 소집하고 상황을 브리핑하도록 했다.

나는 6월 초 이후 38선 일대의 과열한 적정敵情을 세밀히 

설명하고 적이 기습을 한다면 내일같은 일요일 미명未明

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제하고 결론으로서,

----------------------------------

① 적의 동태는 전면 공격 징후가 분명하다.

② 전군에 비상 태세를 취하도록 즉시 조치할 것.

③ 긴급한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부로서의 

   대비를 건의할 것

④ 적의 주공主攻 혹은 조공助攻 지역으로 예상되는 

   동두천과 개성의 양 정면에 강력 정찰조偵察組를 

   침투시켜 적정을 확인할 것

⑤ 비상 경보망을 정비할 것

⑥ 이 시각 이후 작전국과 정보국의 합동 근무반을 편성

   하여 작전상황실에서 근무케 할 것

 등을 건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보국장을 제외한 일반 참모들은 적의 전면 공

격 기도를 부정하면서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능히 38선

상에서 격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의 상황 판단에 동

의하지 않았다. 고작 작전국장이 전방부대 지휘관들에

게 경계를 강화하라는 것과 장병들의 외출 외박은 재량

에 따라 조절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로 한 데서 그

치고 말았다.

 6.25의 기습은 이렇게 해서 당면케 되었다. 

6월24일 이날 정보국의 당직 장교는 남한반의 서정순徐

廷淳중위였으나 나는 38선 상의 긴박한 상황을 잘 아는 

북한반의 책임 장교로서 아무리 생각해도 퇴근할 수 없

었기 때문에 서중위를 쉬게 하고 대신 당직 근무를 하기

로 했다.

19시에 파견대장들에게 1시간마다 38선 상의 이상유무

異常有無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25일 3시, 드디어 운명의 시각이 다가왔다.

괴뢰집단의 한반도 적화赤化를 위한 총공격의 선제先制 

공격은 포천 정면, 양문리 만세교 일대에 투하投下되었

던 것이다. 포천 파견대장은 3시가 좀 지나서 전차군戰

車軍을 동반한 수 미상未詳의 적 대부대가 양문리 만세교 

일대에서 공격해 오고 있다는 제1보를 보내왔다. 거의 

동시에 제7사단 정보장교의 “떨어집니다. 대구경포탄大

口徑砲彈이 아군 진지에 마구 떨어집니다. 적의 공격입니

다. 전차도 쳐들어 오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나는 지금도 의정부 전방 사단 

정면에서 돌발突發된 청천벽력의 포탄낙하砲彈落下에 마

른 침을 삼켜가며, 마치 숨이 넘어가는 듯이 흥분된 어조

로 보고하던 그 음성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JP컬럼

28  JPArchives Foundation  



그때 나는, “왔구나. 드디어 오구야 말았구나,”라고 중얼

거리며 얼마 동안 넋 잃은 사람모양 앉아 있었던 일이 생

각난다. 곧 이어 적은 개성, 옹진, 춘천 정면에서도 공격

을 개시했고 5시까지에는 38선 전역에서 본격적인 침공

을 감행해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아무런 대비도 없던 국군은 5시 훨씬 

넘어서야 비로소 전군비상령全軍非常令을 내렸다. 이 비

상소집도 육군본부 요원들이 오후 2시가 넘어서 집합이 

완료되는 실정이었으니 하물며 예하隷下 각 부대의 소집 

상태는 불문가지不問可知의 일이다.

적의 기습은 완전히 성공했으며 아군의 저항은 거의 불

가능했다. 적은 계속 물밀 듯이 남하하여 결국 공격 개시 

3일 만에 수도首都 서울에 침입했고 우리는 마침내 불타

는 서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3년 7월27일 본

의 아닌 휴전협정休戰協定이 조인調印된 그날까지 3년간

을 우리는 간난艱難의 강토疆土와 겨레의 자유를 보전하

기 위하여 99만 여명의 아군 전사상자戰死傷者와 140만 

명의 민간인 피해를 냈으며, 이 사이 재산 피해 또한 줄

잡아서 4천1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인적 물적인 손실

을 입었으며 괴뢰군 사망자도 350만에 이르고 있다. 이 

무슨 비극이란 말인가. (중략)

어떠한 경우에든 간에 또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동

족상잔同族相殘. 또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6.25의 피맺힌 교훈을 살려야할 것이다. 그 교훈은 무엇

이겠는가. 그건 바로 비록 당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성

의無誠意와 무정견無定見이 북한 괴뢰들로 하여금 우리의 

허虛를 찌르게 한 측면적 이유가 되긴 했으나, 필경엔 우

리의 무력無力에 가장 많이 기인起因하는 것이므로 궁극

적인 책임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아 차려야 하겠다는 그 점이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적을 알고서도 당했다. 적정敵情을 *지실知悉하면서도 

유효적절하게 이에 대비할 줄 모르는 지도층과 전통적

인 의타성依他性에 빠졌던 탓에 무능과 무력과 안한安閑

에 엎드려 있게 되었었고 급기야 6.25의 참상을 초래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주)

* 도량跳梁 : 거리낌 없이 함부로 날뛰어 다님.

* 접종接踵 : 1. 발꿈치를 접한다는 뜻으로, 남의 뒤에 바싹 

                           붙어서 따름을 이르는 말. 
                       2. 사물이나  사건이 잇따라 생김을 이르는 말.

* 흔희작약欣喜雀躍 :  몹시 좋아서 뛰며 기뻐함

* 지실知悉 : 모든 형편이나 사정을 자세히 앎. 또는 죄다 앎.

6.25를 회상回想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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