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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역사는 거울”이라는 말은 반복되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는 적을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함하는 각종 도발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은 적의 위협에 항상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6.25 전쟁 전투사례를 보면 준비된 적과 무방비 상태의

국군 간에 벌어진 전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군은 해방 이후 치밀한 계획 하에 중공군을 편입시키고 소련군 군사고

문단 지원 하에 전투 장비를 배치하여 군단 급 훈련까지 마친 상태에 비해, 당시 국군은 대대급 훈련도 마무리 못한 상

태였다. 전·평시 군사보안을 위해 나의 정보는 숨기고 적은 찾아서 대비해야 한다. 북한군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치밀하

게 국군의 편성과 배치, 그리고 운용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으나 국군은 이에 대비하지 못해 초전에 고전을 면치 못

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6.25 전쟁 초기, 개성일대 전투사례를 중심으로 군사보안의 교훈과 그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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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story is a mirror” means that we should be prepared for the threats of enemies through learning from repeating

history. Currently South Korea is facing various provocations,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s. For the protection of the life and property of its people, South Korea should regard North Korea as a main enemy

and be fully prepared for the threats. The Korean War was a war between well-prepared North Korea and ill-prepa

red South Korea. After Liberation, North Korean army incorporated the Chinese Communist army, placed battle equi

pment with the support of the Soviet army, and finished corps-level training while South Korea at that time did not

finish battalion-level training. In wartime and peacetime, an army should improve military security by concealing its

own information and find its enemy’s information. North Korea carefully prepared for the war,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the organization, deployment and operation of the South Korean army. South Korean army failed to cope with

it and had hard times in its early battles. In this paper, I will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ilitary security, focusing

on the Battle of Gaeseong, the early part of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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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보안(保安)은 한자어로 ‘지킬 보’와 ‘편안할 안’으로

‘지켜서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가 세상

을 살면서 지켜야 할 법과 규범을 지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자유와 방종을 구분 하지 못했을 때 혼란이

발생한다.

즉, 국가와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는 조직의 것을

상대적으로 보호하는 노력과 상대의 정보를 찾아내는

노력이 국가의 전 분야에서 요구되는데 만약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경중

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며 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된다면 경쟁사와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 할 수도 있다. 또한 국가의 핵심기밀사항의 보

안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외교적인 문제와 때로는 국

가 존립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얼마 전 5차 핵실험

과 계속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무시하는

둣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시험 발

사하였다. 북한이 다시 전쟁을 도발한다면 북한은 장

거리 유도무기를 이용하여 남한의 수도권을 포함한

전․후방의 주요 도시 및 전략표적들을 동시에 공격

함으로써 그들의 군사전략인 단기 속전속결을 실현하

려는 것이다.[1]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군의 대

북 정보력은 우리의 정보는 보호하고 적의 첩보는 다

양한 방법으로 수집능력을 갖추고 면밀한 분석과 해

석을 통해 정보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리군은 너무나 많은 군사

비밀이 쉽게 노출되어 공개되고 있으며 북한군의 정

보는 획득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 간과할 수 없는 현

실이다.

일찍이 손자는 군사보안의 중요성을 손자병법 제3

편 모공 편에서 지피지기 백전불태, 불지피지기 일승

일패, 불지피지기 매전불태(知彼知己, 白戰不殆. 不之

彼而知己, 一勝一負. 不知彼不知己, 每戰必殆)라고 하

였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매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으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승부를 예측할

수 없고,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싸울 때마다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2]

현대 사회는 정보통신체계의 발달로 SNS에 의한

무분별한 군사 정보가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

과 군 당국, 또한 언론에 의한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

목 하에 군사비밀이 공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안

보를 도외시한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은 자칫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우

리는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전 국민의 보안 의식과 수준

을 한 단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군사보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가끔 언

론에 회자되는 군사비밀 사항의 유출을 보면 국가안

보적인 측면에서의 군사보안을 너무 쉽게 다루며 간

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우리 모두는 군사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

게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6.25 전쟁초

기, 개성일대 전투’를 토대로 ‘전투사례로 본 군사보안

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군사보안관련 용어 및 전투사례

국가보안이란 국가의 존립을 확보하고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보호해야 할 인원, 장비, 시설, 정보통신

등 제반사항을 각종 적과 간첩, 불순세력들의 침해행

위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는 제반 대책을 말한다.

2.1 비밀의 분류와 보안대책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6140호, 2015년 3월 11

일 전부 개정, 시행)에서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

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또한, 동 규정의 제2장 비밀보호 제4조 비밀의 구분에

서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명시하였다.

①Ⅰ급 비밀이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

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

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

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②Ⅱ급 비밀이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

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③Ⅲ급 비밀이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하며 동, 제5조 비밀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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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관리 원칙에서는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분류·

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

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급 부대와 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시행

규칙(대통령훈령 제341호, 2015년 4월 13일 전부 개정

되어 시행)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부의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실천적으로 구현하

기 위해 각급부대에서는 보안 규정과 내규를 적용하

고 있다.[3]

2.2 군사보안과 생활 속의 보안

군에서 적용하는 군사보안(Military Security, 軍事

保安)은 군이 평시에는 전투력을 유지하고 관리하다

가 유사시에는 적과 싸워 반드시 이겨야 하므로 군은

‘국가 안전보장 상 영향을 주는 인원·문서·자재·통신·

시설·지역 등을 각종 불온한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

는 제반 대책’이 강구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비밀을

관리하거나 비밀관련시설에 근무하는 개인은 신원조

회로 적절성을 검토하여 비밀 처리등급을 정하며 비

밀의 관리는 2중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시설에 보관하

여야 한다.

비밀문서는 과도 또는 과소 분류를 지양하고 규정

에 입각한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여 각종 비밀은 관리

와 보관책임관을 임명 운용한다. 군이 사용하는 비밀

자재와 군 통신은 보안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군에

서 보호하고 통제해야 할 각종시설과 지역은 군사 통

제구역과 제한구역으로 관리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현대전에서 군사보안의 핵심은 최첨단 통신체계를

알아내고, 복잡하고 난해한 암호체계를 해독하는 것만

이 아닌 이유는 최근 국제 테러리스트들은 공개된 사

실만 잘 모아서 취합해도 군사기밀의 80% 수준까지

입수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한다. 이렇듯 군

사보안은 무심코 흘린 다양한 공개정보들이 퍼즐 조

각 역할을 하면서 잘 취합되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는 상대에게 전체 그림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4]

2.3 군사보안관련 전투사례 및 교훈

2.3.1 탄넨베르그 섬멸전

현대판 칸네(Cannae)의 전투라고 일컬어지는 탄넨

베르그(Tannenberg) 섬멸전은 제1차 세계대전 시,

〈그림 1〉에서와 같이 러시아군과 독일군이 국경지

역인 탄넨베르그(Tannenberg)지역에서 벌인 전투이

다.

〈그림 1〉 탄넨베르그 섬멸전 요도

(출처 : 국방홍보원 홈, 탄넨베르그 전투)

당시, 러시아 군은 5:1의 병력우세에도 불구하고 독

일군과의 전투에서 대패하여 사상자가 9만 2천여 명,

포로가 12만 5천여 명이나 되었으며 러시아로 간신히

탈출한 병력은 1만 7천여 명 정도였다고 한다.

러시아 1∼2군을 상대로 결전을 치를 독일 8군은

신임사령관 힌덴부르크가 부임하기 위해 이동 할 때

이미 작전참모 호프만 중령에 의에 작성된 작전계획

이 참모장 루덴도르프의 의해 검토되어 신임사령관

부임과 동시에 승인 되어 시행되었다. 독일 8군 작전

계획은 작은 승리에 도취된 레넨캄프가 지휘하는 러

시아 1군 전면에는 1개 기병사단으로 묶어 엄호작전

을 수행하고 나머지 병력은 철도를 이용, 우회기동 하

여 신속히 삼소노프 2군 정면에 배치하는 계획으로

먼저 러시아 2군을 격파하고 이어서 독일 증원 군과

협격하여 러시아 1군을 격파한다는 계획이었다.

러시아 1군사령관 렌넨캄프(Rennenkamph)와 2군

삼소노프(Samsonov) 대장은 러일 전쟁 시에는 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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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휘관으로 무공을 세운 명장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는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독

일군과 대치 시 러시아 1군과 2군 사이에 64km의 간

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방치하는 사이

독일군은 최소의 인원으로 견제하면서 과감한 포위를

실시하여 섬멸전을 전개함으로써 러시아 2개 군을 괴

멸시켰다.

2.3.2 탄넨베르그 섬멸전의 군사보안측면 교훈

탄넨베르그 섬멸전에서 독일군의 승리가 주는 교훈

은 독일군 장교의 우수성과 치밀한 작전보안으로 입

증되었다. 작전참모 호프만 중령은 러시아 사령관들은

서로 불화로 상호 협조된 작전을 못할 것으로 판단하

고 또한, 당시 러시아군은 농민군위주의 오합지졸이라

는 사실과 실제 적의 작전계획과 부대기동에 대한 정

보는 러시아군의 무선을 감청하여 사전에 탐지된 적

의 기도를 역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독일군은 작전보

안을 유지하면서 장거리 열차 우회기동을 통해 러시

아군을 각개격파하기 위한 섬멸전 계획을 시행하여

러시아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의

기습달성으로 승기를 잡음으로써 탄넨베르그 섬멸전

을 대승으로 이끈 중요한 교훈이다.[5] 즉, 독일군의

정보는 철저한 보안 유지 속에 러시아군의 정보는 철

저히 취했던 것이다.

3. 6.25 전쟁초기, 개성일대 전투의 교훈

3.3 인민군 공격계획과 국군의 배치

당시 인민군은 1950년 3월 김일성의 소련방문 후

구체적 남침계획 수립을 지시하였다. 총참모장 강건과

구소련 군사고문단장 바실리예프가 수립한 전쟁계획

은 인민군의 주공부대는 동두천→의정부→서울 방향

으로, 조공부대는 옹진, 개성, 춘천, 강릉 방면으로 일

제히 침공하는 총 3단계 작전계획이었다.

남침작전 1단계는 서울을 점령하여 국군 주력을 격

멸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인민봉기를 유발토록하

고 2단계는 전과확대로 증원되는 국군병력을 격멸하

고 군산～대구～포항 선을 점령하며 3단계로 남해안

으로 진출하여 국군의 잔적을 소탕하고자 부산～여

수～목포 선을 점령하는 것으로 1개월 이내에 전쟁을

종결하고 통일 인민정부수립을 목표로 하였다.[6]

북한은 기습남침 준비를 위해 김일성 정찰명령 1호

(6.18)와 전투명령(6.22)에 의거 〈그림 2〉에서와 같

이 1950년 6월 12일과 23일을 이용하여 전방지역으로

병력을 이동시켜 인민군 10개 사단 중 5개 사단을 의

정부 축선 집중 돌파를 하기 위해 수도권에 근접한 3

8°선상인 개성～문산～의정부～포천 축선에 배치시켰

다.

1950년 5월 전선의 부대배치 상태를 보고받은 김일

성은 스탈린에게 공격준비 완료 보고를 하였으며, 스

탈린의 최종 승인에 따라 인민군은 기습남침계획인

작전암호명 ‘폭풍’을 개시하였다. 242대의 탱크와 170

대의 전투기를 앞세운 인민군은 무방비 상태의 남한

에 전면 남침을 개시하였다.[7]

〈그림 2〉 6·25전쟁 북한군 공격계획

(출처 : 육군 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 남침계획’, 2005)  

3.4 국군 1사단의 방어 및 개성일대 전투

6.25 전쟁 이전 개성과 문산 지역은 서울로 통하는

관문으로 백선엽 대령이 지휘하는 국군 제1사단은 약

94km의 광 정면을 담당하고 있었다. 사단장은 개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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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대, 고랑포 일대에 13연대를 배치하였고, 11연대

를 예비로 사단사령부와 같이 수색일대에 배치하였다.

12연대는 개성 서쪽 32km 지점의 연안에 1개 대대를

배치하고 나머지 병력을 개성 송악산 일대에 배치하

여 넓은 정면을 경계하고 있었다.[8]

3.4.1 국군 1사단 12연대 3대대

국군 제1사단 12연대 3대대는 예성강 서쪽의 황해

도 연안군 일대의 약 50km의 방어 정면을 담당하였

다. 그나마 휴가와 출타병력으로 전투 가능한 병력은

800여명이었다. 결국 청단 서쪽 11㎞의 외곽을 벗어난

지역은 아예 병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경비상의 공

백지대였다. 6월 25일 04:00시 적이 공격을 시작하자

전 병력은 연안 북방 3km 지점의 요지인 건지산을

중심으로 배치, 방어 작전에 임하였다. 적의 선두는

처음에는 1개 중대규모였으나 점차 병력이 증원되어

이를 저지할 수 없게 되자 10중대 병력은 비봉산으로

철수하여 적의 남진을 저지하였다. 이후 적의 공격이

전면적 남침임이 판단되자 이날 저녁 석포에서 해상을

통해 김포로 철수하였다.[9]

3.4.2 국군 1사단 12연대 2대대

12연대 2대대의 송악산 남쪽 산기슭에 편성되어 있

던 전초진지는 해발 486m의 산정에 있던 북한군의 진

지로부터 감제되고 있어 지형마저 불리한 상태였다.

〈그림 3〉 개성(연안)·문산지구 전투

(출처 : “1129일간의 전쟁 6·25”,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4.)

더욱이 6월 25일은 부대장병은 50% 수준이었으며

농번기로 인해 1/3 이상의 병력이 휴가와 외박 중으

로 사실상 부대가 텅 빈 상태였는데〈그림 3〉에서와

같이

인민군 제6사단장은 과거 팔로군출신 방호산으로 2

개 연대와 인민군 제1사단 105전차여단 예하의 제 20

3전차연대(-1)로 공격하였다.

당시 개성방면에서는 04:00시부터 30분간 포격이

시작되었고, 인민군 1개 연대는 개성 후방 송악산 방

향에서 정면으로 공격하고 1개 연대는 열차를 이용하

여 경의 본선을 따라 공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방어하는 국군 제1사단의 12연대 방어병력은

1개 대대 수준으로 송악산 능선에서 은밀히 공격준비

를 마치고 대기하다가 정면으로 공격해오는 인민군

제6사단 13연대를 맞아 1시간가량 응전하다가 삽시간

에 방어선이 붕괴되었다. 같은 시각 인민군 제6사단 1

5연대는 열차로 우회하여 개성 역으로 진입함으로써

국군 1사단 12연대를 기습 강타하고 전후방으로부터

협격하고자 하였다.[9]

3.4.3 개성 역 일대 전투

06:00시경 개성 역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새벽

부터 전방에서 들려오는 포탄 소리를 듣고 피난길에

나선 주민들, 휴가나 외출을 중지하고 복귀하는 국군

제1사단 12연대 소속 일부 병사들로 인해 역 구내가

혼란한 그 순간 한 열차가 개성 역 구내로 천천히 진

입했다. 아무런 경계감 없이 열차로 접근하는 민간인

과 군인들에게 열차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인민군들

이었다. 그 결과, 앞 뒤 양면에서 공격을 받게 된 아

군은 혼란에 빠지고 병력은 분산되었다. 당시, 경의선

철로는 해방 당시 38°선을 경계로 북쪽을 점령한 소

련군은 1945년 8월 24~26일에 걸쳐 남북을 연결하는

열차의 왕래를 모두 차단했었다. 그 이후 철로는 방치

되어 있었고 경의선 열차는 다니지 않았는데, 이것을

인민군이 몰래 연결하여 남침개시와 동시에 인민군을

태워 돌진하여 기습에 성공하였다.[10]

3.4.3.1 인민군 개성 진출 지연

인민군이 열차를 이용하여 개성시내에 진입했을 때

국군과 경찰병력은 전방초소로 투입되었고 개성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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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에는 개성철도경찰대만 있었다. 당시 경기도 철도

경찰대는 개성역구내에 본부가 위치했고 개성철도경

찰대는 철도경찰대장(감봉룡경감)과 50여명 대원이

있었다. 개성 철도경찰대장은 25일 적의 포성에 상황

을 직감하여 05:30분에 대원들을 비상소집하고 적의

공격상황을 설명하고 경비주임으로 하여금 부대 경찰

병력으로 본부 뒷산과 본부 및 철도건물을 경비하여

침입한 적을 격퇴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다. 한편, 사

찰주임에게는 사복대원 2명을 합동정보본부에 파견하

여 수시로 변동되는 상황을 본부에 유선으로 보고토

록 하고, 대원들을 요소에 배치하여 임전태세를 갖추

어 본부 건물 중심으로 사수하기로 결심했다.[9] 철도

경찰대원들이 각 부서에 배치되자 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시내에는 적의 포탄이 낙하하였고 사방

에서는 기관총 소리가 요란하였다. 국군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먼저 시내에 쏟아져 들어온 것은 열차를

이용하여 기습한 인민군들이었다. 적이 시내로 돌입하

여 07:30분에 유선전화가 두절되고 적에게 포위를 당

한 상황에서 전 대원의 결사적인 항전결과 제1진을

물리쳤으나 전차로 증강한 인민군과 약 두 시간여 교

전을 하며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3.5 개성일대 전투의 군사보안측면 교훈

모든 전쟁이나 전투에서 승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전쟁원칙을 선정하게 되며 각국의 군사교리를 통해

적용한다. 우리군 역시 전쟁원칙은 상호연관성 있게

통합되어야 시너지를 창출해야하며 그중 기습과 군사

보안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6.25전쟁 초기, 개성지역

전투사례에서 보듯이 인민군 제6사단장 방호산은 1

개 연대를 철도를 이용하여 국군 방어선후방 개성시

내로 기동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철

로를 연결하고 병력의 탑승 및 이동, 하차 및 공격 등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었음에도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어 기습 달성이 가능하였던 점은 현재 북한군

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반복되지 않도

록 타산자석 삼아야 할 교훈이다. 하지만 인민군은

열차 우회기동이라는 정보는 철저히 보안유지 하였지

만 당시 개성 역에 대기 중인 철도경찰대의 존재는

간과하는 실수를 하였다. ‘역사는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동서고금의 번성한 국가와 패망한 국가

의 사례에서 역사적인 교훈을 잊어버리면 그 실패한

역사는 다시 되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6.25전쟁초기 개성지역일대 전투에서처럼

나의 정보만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적에 대한 정보도

병행하여 취해야 한다는 사실로 ‘적을 알고 나를 알아

야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경구를 명심하여 각

종 전투사례를 활용하여 승패 원인을 분석 및 대응해

야 할 것이다.

4. 철도경찰대와 전투 및

군사보안측면에서의 시사점

4.1 북한군 우회기동 이후 진출 거부 및 지연

6.25전쟁 이전 개성 철도경찰대가 위치한 개성은

서울과 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써 남북을 분단

하는 38도선이 개성 북쪽에 있는 송악산(488m)을 통

과하고 있었다. 개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송악산을 반

드시 확보해야만 했다. 서울에서 문산을 거쳐 개성에

이르는 경의선 철도는 취약 구간이 많았다. 언제라도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다. 철도가 단절되면 개성은

주민과 함께 시가지 전체가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철

도는 개성 확보를 위한 동맥과 같았다.[11] 1950년 6

월 25일 새벽부터 철로 우회기동으로 거침없는 진격

을 계속하던 인민군 6사단이 개성 철도경찰대에 의해

저지되면서 방어준비태세가 미흡했던 국군은 부대의

건제를 유지하여 조직적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인민군이 공격하기만 하면 국군이 모

두 항복할 것이라는 그들의 허황된 꿈을 꺾으면서 그

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다.

4.2 군사보안 측면 시사점

국군 제1사단은 약 94km의 광 정면을 담당하고 그

중 개성일대의 12연대가 담당한 정면이 무려 63km로

1개 연대가 사단 방어 정면의 ‘3분의 2’를 담당한 셈

이었다. 결국 개성지역 12연대는 개활지 통제는 포기

하고 주요 감제 고지위주로 방어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개성일대 국군 제1사단 12연대 2대대는 송악산

위주 방어거점을 편성하고 있었는데 인민군이 철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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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1개 연대를 우회기동하리라는 것은 간과하

고 있었다. 그 결과 인민군 6사단 1개연대의 개성시내

로의 우회기동을 허용한 것이다.

당시 개성일대로 침공한 인민군은 제6사단 2개 연

대와 인민군 제1사단105전차여단 예하의 제 203전차

연대(-1)로 공격하여 개성을 돌파하고 신속히 서울을

점령하려고 하였으나 개성에서 돈좌 되었다. 최초 인

민군 1사단은 국군의 방어계획에 대하여 모든 정찰을

마치고 우회기동을 하여 포위하는 기습을 위해 끊어

진 철도를 보수하고 우회기동까지는 성공했지만 개성

역에 50여명의 철도경찰대가 있다는 사실은 간과 한

것 이다.[12] 따라서 전투에서 적과 나를 동시에 알고

판단해야하는 ‘작전보안’의 성패는 적이 아군에 관

한 정보를 어떻게 하여 잘 수집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13]으로 복잡하고 다양

한 상황에 전재되는 현대전에서는 더욱 중요 할 것이

다.

5. 결 론

군사보안에 의한 전쟁의 성패가 갈린 것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작은 부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6.25 전쟁 초기전투 간 개성지역 전투에서 인민군

이 시행한 열차를 이용한 우회기동에서 국군이 기습

을 당했다면 인민군은 개성철도경찰대의 존재를 간과

함으로써 최초 작전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전쟁에서

작전보안은 항상 어떤 임무나 목표의 성패를 결정

짓는데 기여.[14] 하며 결국 군사보안측면에서 지휘

관은 얼마나 주어진 전략 환경에서 그 환경에 적

절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여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감정이 앞서서는 되며 냉철한 판단 요

구된다. 이 과정에서 나의 것은 감추고 적의 것을

찾아내야 하나 6.25전쟁 당시 인민군 6사단장 방호산

은 작전보안을 유지하며 끊어진 철로를 연결하여 인

민군 1개 연대를 개성 역까지는 기동은 시켰으나 개

성 역에 50여 명의 철도경찰대가 있다는 사실은 간과

하여 결국 북한군 6사단은 6.25전쟁 시 개성일대 초기

전투에서 계획된 작전이 수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

래하였다. 따라서 전·평시 나의 정보는 철저히 감추고

상대방의 정보는 적극적으로 취하는 노력의 결과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이러한 군사보안은 문서·인원·시설·정보통신 각 분

야별 또는 상호 연계성 있는 통합적으로 보안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라는 부분보다

안보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구사비밀은 철저히 보호되

어야 하며 군은 국가의 최후의 보루이므로 군 스스로

군사보안 유지를 위한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경구를 반

추하며. 이제 우리군은 북한과 대립과 긴장상황에서

적을 알고 나도 알아야 한다는 작전보안측면을 철저

히 행동화 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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