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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함이야기
<38> 운봉급 상륙함

우리 해군은 1949년부터 1959년까지 미국 해군의 상륙함(LST Landing Ship Tank) 14척을 도입했다. 이 함정들은 제2차 세계대
전 기간 중 영국이 개발하고, 미국과 함께 양산한 모델이다. 이 중 절반은 6 25전쟁 직후 선체가 노후해 퇴역했고, 1950년대 후반 도입
한 8척은 2000년대 중반까지 우리 해군의 상륙 전력으로 활약했다. 이 함정들은 운봉급 상륙함 으로 불렸다.

60여 년 한반도 해역 수호⋯ 베트남전쟁 후방작전 지원
됭케르크 철수작전 영향 1941년 탄생
우리 해군은 6 25전쟁 이전 1척, 전쟁 중
4척, 전쟁 이후 9척의 상륙함을 도입했다.
상륙함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개발됐다. 영
국은 1940년 됭케르크 철수작전 으로 대양
에서 항해가 가능하고, 해안에 바로 접안할
수 있는 함정의 필요성을 체감했다. 특히 독
일이 점령한 유럽 대륙을 수복하기 위해서는
전차를 바로 수송할 수 있어야 했다.
영국은 1941년 함수에 램프를 단 형태의
상륙함을 건조했다. 그러나 초창기 모델은
얕은 해안에 접안이 불가능했고, 램프 전개
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영국 내에서 대
량 건조도 여의치 않았다. 이에 영국은 미국
과 함께 초창기 모델을 개선한 상륙함을 건
조하기로 했다.
타입 Ⅱ 로 분류된 이 상륙함은 먼바다에
서 항해가 가능하고, 수심이 얕은 해변에도
상륙할 수 있었다. 램프 운용 시간이 짧아지
고, 함미에 닻을 추가해 안정성을 강화한 것
도 장점이다.
미국 해군은 부품을 규격화해 이 타입의
상륙함 1000여 척을 단기간에 건조했다. 형
태는 세 가지였지만 거의 유사했다. 미국 해
군은 형태별로 LST-1 클래스, LST-491
클래스, LST-542 클래스로 구분했다.
이 상륙함들은 2차 대전 때 북아프리카와
노르망디, 태평양 등의 전선에 투입됐다. 베
트남 전쟁에서는 수송함으로 비중 있게 사
용됐다. 미국 해군은 2차 대전 종료 후 상륙
함들을 연합국에 양도했다.
우리 해군은 14척의 상륙함을 도입했다.
6 25전쟁 땐 교통부에서 사용하던 상륙함
을 징발해 활용하기도 했다. 이들 함정까지
합하면 우리 해군이 운용한 상륙함은 20여
척에 달한다.
노후 상륙함 퇴역, 미 해군서 추가 도입
우리 해군이 처음 도입한 상륙함은 천안
함 이다. 해군은 1949년 7월 1일 교통부로
부터 천안호를 인수해 LST-701 천안함으
로 명명했다. 1950년 4월 20일에는 함정 번
호를 801로, 1951년 7월 17일에는 용화함
으로 함명을 변경했다.
1950년 7월 1일 우리 해군은 군수물자 수
송을 위해 교통부로부터 상륙함 4척(울산
호 안동호 조치원호 삼랑진호)을 추가 인
수했다. 이 함정들을 철옹함 안동함 천보
함 용비함으로 명명했다.
전쟁 이후에는 노후한 상륙함을 퇴역시키
고, 미국 해군의 함정을 추가 도입했다. 운봉
함 덕봉함 비봉함 계봉함 장수함 위봉함
수영함 북한함 화산함이 주인공이다. 장수
함은 상륙함 초창기 모델로 1950년대 후반
퇴역했고, 나머지 8척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운용됐다.
이들 함정은 미국에서 구분하던 클래스가
모두 달랐지만 우리 해군은 첫 번째 함정 명
칭을 활용해 운봉급으로 분류했다. 운봉급
은 거의 동일한 형태였으며, 일부 함정은

해상 보급 중인 호위구축함 강원함(왼쪽)과 LST-816 화산함.

제2차 세계대전 중 英 개발, 美와 양산⋯ 초기 상륙함 6 25전쟁서 대동맥 역할
1950년대 후반 도입 운봉함 등 8척 2000년대 중반까지 해군 상륙 전력 활약
북한함 계봉함 적 위협 악조건에도 베트남 거주 교민 철수 십자성 작전 수행
운봉급 상륙함 제원
톤수

전장

전폭

속력

승조원

만재 4080톤

328피트

50피트

최대 11.6 노트

120여 명

무장

40㎜ 2연장 대공포 2문, 40㎜ 단장 대공포 6문, 20㎜ 단장 기관포 6문

턉재 능력

전차 20대, 상륙주정 2대, 병력 160여 명
항내에서 적하역 중인 LST-807 운봉함.

운봉급 상륙함 목록
선체번호
701 → 801
802

함명
인수일
천안함 → 용화함 1949. 7. 1
철옹함
1950. 7. 1

선체번호
803
805
806
807 → 671
808 → 672
809 → 673

함명
안동함
천보함
용비함
운봉함
덕봉함
비봉함

인수일
1950. 7. 1
1950. 7. 1
1950. 7. 1
1955. 3. 22
1955. 3. 29
1955. 5. 3

퇴역일
1952. 1. 24
1957. 12. 31
1958. 9. 11
2006. 12. 31
1989. 10. 31
1997. 3. 31

810 → 675

계봉함

1956. 3. 5

1999. 8. 31

811

장수함

1955. 5. 11

1959. 4. 18

812 → 676

위봉함

1959. 1. 13

2006. 12. 31

813 → 677
815 → 678

수영함 1958. 12. 22 2005. 12. 31
북한함 1958. 12. 2 2005. 12. 31

816 → 679

화산함 1958. 10. 30 1999. 11. 30

1990년대 해병대가 운용하는 K1 전차를 탑
재하기 위해 함수 문을 개조했다.
백구부대 일원으로 베트남전쟁 참전
초창기 도입한 상륙함은 6 25전쟁에서
대활약을 펼쳤다. 용화함은 1950년 6월 26
일 옹진지구에서 고군분투하던 육군17연대
병력 1050명을 인천으로 수송했다. 17연대
가 위치한 옹진반도는 38도선으로 인해 육

퇴역일
1959. 4. 15
1959. 4. 15

미 해군 운용
USS LST-659
USS LST-608

기존함정
USS LST-498
USS LST-595
USS LST-388
USS LST-1010
USS LST-227
USS LST-218
USS Berk Shire County LST288
USS LST-53
USS Johnson County LST849
USS Kane County LST-853
USS Lynn County LST-900
USS Pender County LST1080

지와 분리된 섬이나 마찬가지였다. 전쟁이
발발한 날에도 17연대는 북한군에 맞서 용
감히 싸웠으나 중과부적이었다. 인천으로
퇴각이 필요했다. 만약 해군의 구출작전이
없었다면 17연대는 어떤 불행을 맞이했을
지 모른다. 다행히 인천으로 퇴각한 17연대
는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작전에서 큰 역
할을 했다.
상륙함은 6 25전쟁에서 우리 해군의 대

동맥 역할을 했다. 교통부에서 징발한 상륙
함도 힘을 보탰다. 문산호가 대표적이다. 문
산호는 1950년 6월 25일 묵호경비부를 포
항으로, 7월 27일에는 육군 병력을 여수에
서 부산으로 철수시켰다. 9월 14일에는 장
사상륙작전에 참가했다.
전쟁 이후 도입한 운봉급 상륙함들은 한
반도 전 해역을 60여 년간 누볐다. 베트남전
쟁에는 백구부대 의일원으로참전했다. 상
륙함들은 적의 기습 위협과 낙후된 항만시
설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우리 군의 후방작
전을 지원했다.
가장 유명한 작전은 베트남이 전쟁에서
패한 후 현지에 거주하던 우리 교민을 철수
시킨 십자성 작전 이다. 이 작전에는 북한
함과 계봉함이 참가했다. 두 함정은 1975년
4월 22일 사이공 뉴포트 항에 기항한 뒤 26
일 2500여 명의 교민을 승선시켰다. 이날
저녁 출항한 두 함정은 적의 위협에 아랑곳
하지 않고 50마일에 이르는 메콩강을 따라
바다로 나갔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륙함들은 각종 훈련
과 수많은 수송작전에 참여해 해양에서 우
리 국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글=윤병노 기자/사진=해군본부
■ 편집=오새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