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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숭고한 희생을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으로 승화하자

  횡성은 예로부터 의를 중요하게 여겨,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

기가 있었을 때는 충과 의를 앞세워 의병의 기치를 높이 들었

고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에 맞서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우리 횡성은 조선시대이후 일제강점기때에도 교통의 요충지

였고 옛 문헌에도 교통·통신수단이였던 역참제가 시작된 신라 

소지왕 9년에도 역이 있을만큼 교통과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고장이 6·25전쟁 때에는 3년간의 전투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

어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원주에서 방어하고 양평 지평리에서 승리함으

로 인하여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늘 숨 쉬고 있는 이곳 횡성에 고귀한 

선열들의 넋이 서려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남침 도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때에 지역주민과 전쟁을 겪어보

지 못한 후손들에게 전쟁의 참상과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일깨워 전쟁을 방지하고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원동력으로 삼으려 합니다. 특히 조국을 위해 숭고한 목숨을 초개같

이 버린 선열들의 그 희생정신을 오늘날 계승하는 일 또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는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일깨우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심어 주기에 충

분합니다. 아울러 국민들과 자라나는 차세대에게는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심어주고 

국내외 모든 참전용사들에게는 감사의 뜻을 전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횡성전투사에 관심을 가지고 전적지를 직접 답사하며 심혈을 기울여 집필해 준 김동정 

박사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이 횡성의 전쟁역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

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책을 발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인숙 춘천보훈지

청장님께도 감사드리며, 삼가 횡성전투에서 유명을 달리한 조국의 영웅들에게 이 책을 바

칩니다.

2013년 11월

횡성문화원장  김 광 수



격 려 사

  6·25전쟁 당시 횡성전투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소중한 

향토사료집(제26집)이 발간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횡성은 애국의 고장입니다. 

  4·1만세운동은 횡성군민 스스로 자주독립의 기초를 만들었고 

강원도 항일운동의 발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25전쟁에서

는 유엔군을 비롯한 한국군이 횡성군 전역에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곳이기도 합니다.

  강산이 여섯 번이나 변했을 정도로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 

지나갔고, 정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평화롭지만, 이제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지

나간 역사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는 말

이 있듯이 지난 역사는 우리의 교훈이며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6·25전쟁 당시 횡성전투를 기억하는 분들은 별

로 없으나 지금도 유해 발굴 현장에는 그 치열함이 그대로 남

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가족과 헤어진 채로 이름 모를 산 속에 아직

까지 잠들어 있는 분들이 사료집을 통해 하루 빨리 가족의 품

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제는 6·25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도 한 분 두 분 운명을 달

리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번 사료집이 6·25전쟁 당시 횡성전투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

하는 뜻 깊은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횡성전투 향토사료집이 나오기까지 열정을 쏟아주신 

김광수 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향토사료로 널리 애용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횡성군수  고 석 용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해 주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향토사료 제26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롭고 올바른 자료 

발굴 등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뿌리를 찾고 알리는데 열과 성

을 다해 오신 김광수 횡성문화원장님과 6·25전쟁 당시 횡성지

역에서의 전투를 주제로 이번 사료집 집필에 힘써 주신 김동정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언 6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현실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번 사료발간은 그 중에서도 횡성지역에서의 전투를 파헤쳐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조명해 줌으로써 6·25전쟁을 경험하

지 못한 세대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소중하게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당시 사망한 전사자들의 값진 희생을 되새겨보고, 현

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야 할 역사적 교

훈이 되는 훌륭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래되고 잊혀진 자료를 수집하여 사료집을 발간하기

까지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격

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횡성군의회 의장  이 대 균

축   사



서    문

“하늘을 보고 살 수 없다. 다음에는 기필코 죽은 전우의 원수를 갚자.”

  “하늘을 보고 살 수 없다. 다음에는 기필코 죽은 전우의 원수

를 갚자”는 제8사단 오뚜기부대원들의 구호이자 맹세는 결국 나

라를 지키고 민족을 살리는 초석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1951년 2월 5일, 라운더업 작전 아래 홍천을 점령하기 위해 

국군 제8사단·제5사단·제3사단이 미군의 제2사단과 제7사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홍천을 에워싸고 총공세를 하고 있던 2월 11

일 밤에 중공군 제39군·제40군·제42군·제66군의 9개 사단과 

그리고 인민군 제3군단·제5군단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제8사단

을 비롯한 아군을 덮쳤다. 홍천을 향한 라운더업 작전이 연대간의 넓은 면적으로 인하여 

도리어 포위를 당하였다.  

  그러나 포위망을 벗어났으나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였다. 제8사단 7,465명의 사상자를 

포함하여 한국군 9,844명과 미군 및 유엔군 2,018명 등 총 11,862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아

울러 무기 손실도 아군은 탱크 6대를 포함하여 차량 368대, 곡사포 47문, 무전기 485대 등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었다. 횡성전투가 끝나갈 무렵, 지평리와 원주 북부지역에서 아군과 

중공군 사이의 최대 격전이 벌어져 아군의 승리로 끝났고 동시에 중공군의 2월공세도 막

을 내렸다.

  강원도사9권의 ｢광복과 분단｣편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 횡성전투를 알게 되었다. 그

런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많은 장병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문화원 홍성진 국장님을 통해 전 국방부장관을 지낸 윤성민 당시 제8사단 21연대 1대대 2

중대장을 살린 원준희 할머니를 만나 당시의 참극을 들으면서 횡성전투에 빠져들었다. 

  그때부터 만 1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홍국장님과 함께 횡성전투 전적지를 누비며 

주민들을 만나고 자료를 모았다. 미군 참전자 조니 그레이씨의 이야기도 횡성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전적지를 누볐다. 그러나 이 전쟁의 전체 실상을 드러내

고 이해하기란 시간과 정성이 부족하였다. 참전국마다 이 전투를 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 

따로 기술해야 했으며, 참전자와 목격자도 많이 만나보지 못하였다. 많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며 나름대

로 이 전투가 갖는 성격을 파악해 보았다. 

  제1장에서는 전운이 감도는 38선지역과 횡성을 주제로 38선으로 분단된 강원도 지역 상

황을 언급하고 이에 따른 남북한의 충돌사례를 기술하였다. 동시에 6·25전쟁 직전에 파견

된 북한 유격대 침투에 대한 상황과 횡성의 태기산과 강림지역 주변까지 침투했다가 군·

경합동으로 토벌되는 상황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6·25전쟁 초기전투와 횡성이라는 주제로 6·25전쟁 초기전투시 강원지역 

중동부 및 동부전선에서의 전투로, 해상으로의 정동진·임원진 침투에 따른 응전, 춘천-홍

천전투, 강릉지구 전투, 강원경찰의 영월공방전 등의 전투와 후퇴와 수복을 거듭하면서 벌

어지는 횡성사회의 참극도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라운더업 작전에 따른 아군의 홍천 포위공격과 중국군의 반격을 기술하였

으며, 특히 네덜란드 대대의 철수엄호전과 지평리전투도 함께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라운더업 작전에 참전한 국가들의 자국중심의 전투를 기술하였다. 특히, 미

군과 중국군 측에서 본 승패의 시각과 함께 횡성전투에 뒤이어 벌어진 지평리전투도 기술

하였다.

  제5장에서는 횡성전투의 상흔과 인간애를 다루었다. 홍천 포위작전이 도리어 포위되어 

학살의 계곡으로 불리게 된 참상을 언론과 참전자 그리고 주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중

심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그 참상 속에서 피어난 인간애도 꽃피워 보았다.

  제6장에서는 횡성전투를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 보고 이 전투가 갖는 성격을 파악해 보

았다.

  작업을 끝내려고 하지만 손이 놓이지 않는다. 우리 장병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

이 있게 된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몸부림쳤지만 너무나 부족한 탓에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라운더업 작전에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만을 바랄뿐이다. 시

간의 촉박함과 무지로 인하여 잘못된 사실도 있을 것이다. 미비한 부분은 끊임없이 노력하

여 수정·보완하고 아울러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먼저가신 제8사단 장병을 비롯한 참전용사 모든 분들이 떳떳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

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끝으로 이 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후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광수 문화원장

님과 홍성진 사무국장님 등 문화원 관계자들과 횡성군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늘 

보훈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며 집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인숙 춘천보훈지

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응해주신 

증언자들과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책이 잘 출판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준 강원도민일보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 

                 
2013년 11월   

김  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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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9

1

2 3

4 5

6 7

① 6ㆍ25전쟁 직후의 횡성시가 모습 
② 횡성전투 당시 제8사단장 최영희 준장 
③ 횡성전투 당시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중장(늘 수류탄 2개를 가슴에 달고 다님)
④ 횡성전투 당시 미 제10군단장 아몬드 중장
⑤ 미 제10군단장 아몬드 중장으로부터 미 은성무공훈장 수여받는 최영희 사단장
⑥ 네덜란드군의 이동 준비모습(언덕 위의 교회는 횡성감리교회로 당시 횡성전투시 소실) 
⑦ 네덜란드 참모의 작전 계획 모습(우측이 당시 전투에서 전사한 오우덴 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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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① 오음산 전경. 좌측 아랫길이 5번(당시 29번)도로이고 우측 아래에 미 제21지원부대 주둔.
② 미 제187공수연대 3대대 L중대 장병들이 라운더업 작전 중 국군 제5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 

중에 있다.
③ 횡성북쪽에서 국군 제5사단 부대원들이 장비와 탄약을 지게로 운반하는 모습
④ 원주에서 미 제187공수연대 G중대 1소대가 횡성으로 출발하기 전 군장검열을 위해 집합한 모습
⑤ 미 제2사단의 전차공격 모습
⑥ 횡성전투 당시 중공군 공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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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6

4 5

① 6ㆍ25전몰장병위령비
② 웹스터의 기탁 기념식수와 6ㆍ25전몰장병위령비 전경
③ 네덜란드 대대 대대장 故 오우덴중령현충비
④ 네덜란드참전기념비 전경
⑤ 6ㆍ25참전기념탑 및 베트남참전기념탑
⑥ 6ㆍ25참전기념동상 및 참전자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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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제8사단 장병들을 위한 무명용사비(갑천면 화전리 소재) 
② 3ㆍ1운동기념비
③ 충혼탑
④ 횡성과 홍천의 경계 고개인 삼마치고개 표지석
⑤ 삼마치고개의 정상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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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① 지평리지구전투전적비(아군의 라운더업 작전은 횡성전투에서는 밀렸으나 지평리전투
에서 승리하여 적군을 한강이북 지역으로 밀어내었다.)  

② 미 제23연대의 지평리전투기념비(양평군 지평리역 옆) 
③ 고시리 상공에서 본 신대리와 태기산 전경
④ 태기산의 경찰전적비 
⑤ 국사봉에서 본 오음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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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① 벽학산(333고지)에서 본 독재봉 전경
② 동남쪽에서 본 횡성시가지 전경
③ 서남쪽에서 본 횡성시가지 전경



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19



20 ▶횡성문화원

 제1장 전운이 감도는 강원의 38선지역과 횡성

제1절 38선 분쟁과 북한의 유격대 남파/27

 1. 38선 분단과 강원도 / 27

 2. 38선에서의 남북충돌/ 31

 3. 6·25전쟁 직전 북한의 유격대 남파 / 36

제2절 횡성지역에 침투한 유격대/43

 1. 횡성 태기산지구 전투 / 43

 2. 횡성 강림지서 피습사건 / 49

 제2장 6·25전쟁 초기전투와 횡성

제1절 6·25전쟁 초기의 강원지역 전투/53

 1. 북한군의 기습남침/ 53

 2. 정동진과 임원진 일대 침공/ 55

 3. 춘천-홍천지구 전투/ 61

 4. 강릉지구 전투/ 74

 5. 강원경찰의 철수와 영월공방전 / 82

 6. 개전 초기 강원지역 전투의 의의/ 86

제2절 후퇴와 수복 속의 횡성/89

 1. 6·25전쟁 발발~1차 수복까지의 횡성사회/ 89

 2. 1·4후퇴 이후~재수복 시기의 횡성사회 / 95

 3. 미군폭격 삼마치 사건 / 97

차 례



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21

 제3장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

제1절 라운더업 작전과 전선의 개황/109

 1. 라운더업 작전/ 109

 2. 작전지역의 특징/ 111

 3. 전선의 개황/ 113

제2절 홍천 포위공격/119

 1. 용두리 - 홍천 진격전 / 119

 2. 홍천 - 풍암리 진격전 / 139

 3. 국군 제3사단의 횡성진출/ 161

제3절 중공군의 반격과 철수전/166

 1. 쌍방의 상황 / 166

 2. 제8사단의 포위망 탈출 및 철수 / 169

 3. 제3사단의 분전과 철수/ 177

 4. 양측방으로 포위된 제5사단/ 186

제4절 네덜란드 대대의 철수 엄호전/201

 1. 네덜란드 대대 횡성방어 / 201

 2. 네덜란드 대대의 엄호작전 / 204

 3. 기습을 받은 대대지휘소 / 206

 4. 원주 비행장으로 철수 / 208

 5. 원주(325고지) 방어/ 213



22 ▶횡성문화원

제5절 지평리전투/222

 1. 쌍방의 상황/ 222

 2. 사방으로 포위된 미 제23연대 / 224

 3. 크롬베즈 특임부대의 극적인 구원과 승리/ 226

 제4장 미국과 중국에서 본 횡성전투와 지평리전투

제1절 미국에서 본 횡성전투와 지평리전투/231

 1. 횡성전투 / 231

 2. 미국인들이 말하는 횡성전투 / 268

 3. 지평리전투/ 277

제2절 중국에서 본 횡성전투와 지평리전투/288

 1. 횡성지구 반격작전/ 288

 2. 전 인민지원군 부총사령원 홍쉐즈의 회고/ 298

 3. 지평리전투/ 302

 제5장 상흔과 전장에서 핀 인간애

제1절 학살의 계곡이라 불린 횡성전투/321

 1. 언론 속의 횡성전투 / 321

 2. 참전자가 말하는 횡성전투 / 332

 3. 횡성주민들이 들려주는 가슴저린 이야기/ 364



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23

제2절 학살의 계곡 속에서 핀 인간애 /377

 1. 훗날 장관이 된 총상입은 윤성민 중대장을 살린 원준희 여인 / 377

 2. 조니 그로이씨의 구사일생과 횡성전적지 방문/ 383

 3. 춘천 상걸리 무명 전적비/ 387

 4. 무명용사 위령비 / 389

 5. 윌버 R. 웹스터의 기념식수 / 390

 제6장 횡성전투의 정리와 성격

제1절 전투개요/393

 1. 라운더업 작전 개시 / 394

 2. 중공군 반격과 아군 철수전/ 399

제2절 횡성전투의 성격/405

 1. 소(小)를 희생시켜 대(大)를 쟁취한 전투 / 405

 2. 많은 희생을 요구한 전략전술의 전투/ 406

 3. 전략전술 파악부재의 전투 / 408





제1 장

전운이 감도는

강원의 38선지역과 횡성



제1 장

전운이 감도는

강원의 38선지역과 횡성

제1절 38선 분쟁과 북한의 유격대 남파 

제2절 횡성지역에 침투한 유격대



38선 분쟁과 북한의 유격대 남파┃제1절

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27

미소공동위원회 소련측 대표의 기조연설 장면(미국 국립

문서기록보관청 제공, 46.1.16)  

제1절 38선 분쟁과 북한의 유격대 남파

 1. 38선 분단과 강원도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

부터 38도선 주변에서는 끊임없는 분

쟁과 충돌사태가 속출했다. 광복 직후 

한반도에 주둔하기 시작한 미국과 소

련은 미소공동위원회를 구성, 38도선

에서의 분쟁과 충돌사태를 조정 해결

하고자 노력했다. 

  1946년 초, 미소(美蘇) 군정은 향후 

모든 남북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자는 데 합의했다. 

즉, 미소공동위원회 준비 등을 위해 

쌍방 간에 연락장교를 파견하자는 내

용이 그것이었다. 1946년 3·4월, 미소 양측은 연락장교단이 설치되면 곧바로 사령부와 접

촉하고 소련군 장교는 가빈(J. M. Givin) 준장, 미군 장교는 샤닌(G. I. Shanin) 장군과 각

각 연락을 유지키로 했다.

  그 무렵 미 군정과 소 군정 간에는 이미 38도선 분할로 발생한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서울~해주 간 열차운행에 관한 문제, 남북 간 우편교환 문제, 접경지역에 위치한 

동산 및 부동산 소유권 문제, 민간인 접경지 월경금지 문제, 일본인 월남문제 등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때부터 미소군(美蘇軍)에 의한 38도선 월경분쟁이 시작됐다

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그 무렵 하지(John Rheed Hodge) 미군 사령관이 치스차코프

(Ivan H. Chistiakov) 소련군 사령관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각서에 잘 나타나 있다. 

  38선 이남에서 소련군에 의해 자행된 약탈행위와 불법월경이 증가되고 있다. 미소군 

사이에 최초 38도선 경계초소를 설치할 때 나는 미군에게 38도선 이남의 중립지 를 철

수하도록 했다. 귀측도 불행한 사태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

다. 물론 지상에서 38도선의 정확한 위치를 설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소련군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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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인근의 미군초소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청 제공, 47.5.25)

광복 후 일본의 무장해제를 위해 미소 양군이 진주하여 

그은 38선(한국경찰사Ⅴ)

도에 의해 38도선 접경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8도선 이남에 소련군

이 여전히 위치해 있다는 것은 의도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소련군의 38도선 침

범은 앞으로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즉시 그들을 38도선 이북으로 

철수시키고 다시는 그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만일 소 군정 

측이 그 위치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미소 군정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접경지 설정을 위한 요원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38도선이 생긴 

이후 최초의 분쟁은 미군과 소련군 사

이에서 발생했던 것이다. 그것은 접경

지역에 확실한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하지 장군의 

말처럼 소련군이 의도적으로 내려와 부

를 배치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

지의 각서는 바로 그에 한 경고라고 

볼 수 있었다.

  하지의 문제제기에 이어 곧바로 소련 군정 측에서도 항의서한이 제출됐다. 연락장교 이

바노프(S. P. Ivanov) 소장의 보고에 따르면 황해도 해주 인근 38도선 북쪽 판다고 지역에 

일단의 한국인이 소련군 검문소를 공격, 소련군 1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미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소련군 측은 미군의 사건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하지 미군 사령관은 치스차코프 

소련군 사령관에게 38도선 이남으로 월

경(越境)한 소련군에 해서는 미군이 체

포할 권한을 갖도록 요구했으나 소련군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하지는 따라서 38

도선 부근에서의 심각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38도선 지점을 분명

히 표시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치스차코

프도 이에 소련군 측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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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양양에 설치된 38선(국립춘천박물관 제공)

소련군이 38도선 이남지역을 약탈, 

공격하고 있다는 미군 측 주장은 근거

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 38도선의 양측 

경계초소는 1945년 10월 미소 군정의 

합의로 설치됐으며, 소 군정은 당시 초

소의 위치를 확인했으므로 38선 이남에

는 소련군 초소가 있을 수 없다며 미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치스차코프는 그

러나 “만일 문제가 된다면 당신이 제안

한 38도선의 표지작업에 동의한다”고 말해 표지작업 협조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면 왜 38도선인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전초선(前哨線)이 

돼 왔다. 그러므로 한반도는 38도선 분할 이전에도 열강들에 의해 몇 차례나 분단의 위기

를 겪어야 했었다. 이처럼 한반도가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생긴 분할 위기는 개항을 

전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초의 분할 위기는 1896년 일본에 의해 제기됐다. 러시아와의 립이 치열했을 때 러

시아의 남하(南下)에 위협을 느낀 일본이 1896년 38도선을 경계로 한 분할을 처음으로 제

기한 바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당시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조선에서의 형세가 유리

한 상황인지라 일본의 제의를 거절했다. 이어 1903년 러시아가 39도선 이남에서의 일본의 

우위권을 인정하고 그 이북의 조선 땅을 중립지 로 할 것을 제의하고 나섰다. 이에 일본

은 압록강선까지의 지배와 만주에 한 이권을 요구하면서 39도선 분할안을 거절함으로써 

결국 양국은 전쟁으로 치닫게 됐다.

  그러나 38선 분할의 구체적인 계기가 된 것은 제2차 세계 전이 끝날 무렵 연합국 간의 

소위 전시회담을 통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의 무조건 항복에 이어 일본과 독일

이 패전을 거듭한 가운데 연합국 측은 전후(戰後)의 평화와 안전보장 기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한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른바 한국에 

한 전후처리 문제가 점차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일제치하에 놓여 있는 한반도의 독립문

제를 협의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시회담과 관련해 학계에서는 38도선 

획정과정을 얄타 음모설, 포츠담 약설 또는 양설(兩說) 혼합설 등 다양하게 추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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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전후의 강원도(38선과 군사분계선, DMZ박물관 제공)

  그동안 제시된 가설 중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군사적 편의주의

설’이다. 이 주장은 첫째, 미국에 의한 38도선 이남 점령계획이 북한에 진주하기 시작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는 것이다. 

  둘째는 38도선 분할은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기 전에는 전혀 구상되지 않았으며,  

한반도 전체를 소련에 넘겨주지 않으려는 정책에서 갑자기 취해진 조치라는 것이다. 요컨

 1945년 8월 10일 일본이 항복을 제의하자 미국과 소련이 군사적 편의상 38도선으로 남

북을 분할한 다음 일본의 항복을 수락하고 무장을 해제시키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군사적 

편의주의설의 핵심이다.

  그러나 일본의 종전(終戰)전략 역시 38도선 획정에 큰 향을 미쳤다. 일본의 종전전략

이란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일본이 선택한 전략이다. 일본은 1945년 5월 30

일 “조선과 만주에 있어서 미(對美)· 소(對蘇) 작전준비의 강화”를 위해 작전 분담지역

을 체로 38도선을 경계로 나누고 남쪽은 일본 본 (大本營)이 직접 지휘하고, 북쪽은 

일본 관동군이 지휘함으로써 남북을 두 세력으로 분리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런가 하면 미국 전쟁부에서 38도선 분할을 건의했고, 미 합참과 국무부·전쟁부·해군부 

등 이른바 3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이를 승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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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선 너머를 살피는 미국 특파원들(그들이 본 한국전쟁2)

  그런데 미소의 38선 분할점령은 여러 측면에서 단절을 가져왔다. 일차적으로는 행정

구역상의 단절이었다. 38선에 위치한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는 38선 이남과 이북으로 

나뉘었다. 황해도의 부분은 38선 이북에 소재했고 경기도의 부분은 38선 이남에 소

재했다.

  따라서 38선 이남에 위치한 황해도의 일부지역인 연백·옹진군은 남한의 경기도에 편입

되었고 38선 이북에 위치한 경기도의 일부지역인 연천·가평·포천·파주·장단·개성·개

풍 등은 북한의 황해도와 강원도에 편입되었다. 강원도는 철원·양구·화천·이천·회양·

통천·고성·간성군 전지역이 북한의 강원도에 속했다. 인제·양양군은 면적의 절반이상

이 북한에 속하게 되어 38선 이남에 위치한 인제군의 남면 일부와 기린면은 남한의 홍천

군에 편입되고 양양군의 서면일부와 현북면은 강릉군에 편입되었다. 춘천군도 면적의 일

부가 북한에 속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38선 분할로 인하여 행정구역상의 재편이 이루어

졌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설정된 북위 38도선이 한반도를 지리적으로 분할하는데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의 경계선으로 변하여 이 선의 양편에 각각 이념과 사상

을 달리하는 이질적인 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한민국을 무력에 의해 점령하려고 북

한이 남침전쟁을 일으킴으로서 38도선에 의한 분할은 결과적으로 전쟁의 불씨가 되었던 

것이다.

 2. 38선에서의 남북충돌

  1945년 9월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제7사단의 예하병력을 웅진·개성·의

정부·춘천·강릉지구에 주둔시키고 

38선의 주요 통로상에 경비초소를 설

치하여 북한의 소련군과 치하면서 

38선 경비를 담당하 다. 38선에 접경

한 경기도와 강원도 경찰국에서는 38

선 경계에 연한 경찰서와 지서를 보

강하여 왔다. 당시 38선 접경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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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침투일 충돌내용 비고

치리사

건
46.10.17

북한 양양보안서 하광정 분주소장 이철희가 보안

서원 20여 명을 이끌고 침입. 농작물 약탈, 주민 

30여 명과 어성전 지서원 4명 납치 월북. 이틀 

후 생포한 이철희와 납치해간 농민들과 지서원 

상호 신병교환.

동부지역 남북충

돌 첫 사례.

장리지서

원 납치
46.12. 3

강릉경찰서 관하 장리지서 주임 박만수 경위 등 

4명이 북한 38경비 원 10여 명으로부터 납치된 

사건.

원산 감옥에서 피

살 혹은 옥사.

소련군의 

침입
47. 4.10

소련군 5명이 북한 38경비  1개 소 를 지휘하

여 남한 물품 약탈하고자 월경하여 잔교지서 공

격. 잔교지서 주임 김기환 경위 방어, 낙오한 소

련군 1명 생포. 

소련군측에 엄중

항의 후 신병인도.

장리 

남북농민 

충돌

47.10.29

장리주민들 38선 이북의 약 30정보 전답에 한 

경작문제로 북한 경비병들이 장리농민들의 경작

물을 강탈, 장리지서장 김기환 경위는 인구지서

의 응원을 입어 교전, 홍윤기 순경 전사.

남북 농민 협의하

여 추수와 경작문

제 해결.

275고지 

공방전
48.12.20

춘천 동북방 25㎞ 추전리에 위치하고 있는 275고

지 공방전으로, 북한 38경비 원 3명이 정찰을 

목적으로 경찰 전초진지에 침투하다가 경찰에 사

살, 이를 계기로 양측 확전, 병력·화력 열세로 

275고지 전초진지 포기.

강석전 내무부차

관이 치안국장과

최치환 작전계장

을 동하고 현지

에서 작전지시.

는 북한의 38경비 가 수시로 불법 월경하여 가축식량물품 등을 약탈하거나 사람을 납치

해 감으로써 쌍방의 충돌사건이 빈번하 다. 

  38선의 획정으로 말미암아 38선에 접근해 살고 있는 농민들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었다. 농경지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어 왕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

다.  북쪽 농민이 남쪽 땅에 와서 농사를 짓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남쪽에서 경계선을 

넘어 북쪽에 가서 농사를 짓는 데는 항상 신변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었다.

  더욱이 북한군이 월경과 약탈을 자행하면서 많은 충돌이 있었다. 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38선 지역에서의 남북한 주요 충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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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 성재 뒷산인 600고지 근경과 원경

잔교리 

충돌
49.2.2

주문진경찰서 리지서주임 최 효 경위 등 3명

이 북한군의 불의의 공격을 받아 이달호 순경이 

죽고 최 효 경위가 총상을 입은 사건. 주문진 

병력 90명, 강원도경 병력 250명, 육군부  1개 

 병력 투입, 묵호 해군기지사령부 함정 동원

으로 사건 5일 만에 지서탈환.  

48년 12월 말부터 

38선 경비를 미군

으로부터 경찰이 

인수함.

원 리 

충돌
49.2.13

북한군 2개 소 가 원 지서 전초진지가 있는 망

월봉으로, 다른 2개 소 가 복적개봉으로 침공, 

군경합동으로 전개된 5일간의 전투에서 원 리 

끝내 수복 못함. 

신남지구 

전투
49.8.6

북한군 38경비 제1여단 소속의 1개 가 인제

지구에서 38선을 월경하여 신남면 부평리 침공, 

681고지와 704고지 점령하고 신남지서 공격. 강

원도경 200명과 국군제6사단 병력까지 투입하여 

격퇴.

26일간 전개됨.

 자료 : 윤장호, 1995, 호국경찰전사, 군인공제회 제1인쇄사업소, 80~86쪽 참조.

  이렇듯 끊임없이 38선 부근에서는 남북 군인과 농민들의 충돌이 전개되었다. 때로는 강

원경찰과 국군이 출동하여 군경 연합으로 물리치기도 할 정도 는데, 이중에서 중요한 전

투를 몇 가지 소개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신남지구 전투를 들 수 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병력이 투입된 전투이다.  

38경비 제1여단 오백룡 지휘하의 병력이 인제에서 남하하여 관 리에서 기 중,  

1949년 8월 6일 02 : 00에 음양동 후방의 248고지 일 에 82㎜ 박격포의 집중포격을 가한 

후 소양강을 도하하여 공격하여 왔다. 북한군은 구만리의 682고지를 점령하고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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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 및 262고지 일 에 제압사격을 가하 다. 지서원들이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춘천주둔의 제7연 는 홍천지구의 제1 를 출동시켜 반격케 하 는데 이곳에는 1개 소

와 경계부 가 배치되어 있었다. 8월 7일 제1 는 682고지를 공격 점령하 고 8일에

는 704고지를 탈환하 다. 그러나 704고지 우전방의 600고지는 7차에 걸친 공격을 감행하

으나 탈환하지 못하 다. 

  8월 15일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16일에는 원주주둔의 제8연

가 출동하여 공격을 재개하 다. 사단장 유재홍 령의 직접 지휘하에 3개 방면에서 공격

을 감행 하 으나 지형이 급경사라 실패를 거듭하 다. 20일에야 제3 가 공격을 하여 

제11중 의 박 극 소위의 소 가 600고지를 점령하 다. 

  고지전투에서 제7·제8연 의 희생이 많았지만 적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북한군은 

옹진지구, 개성지구 등지에서의 침공과 병행하여 제7연 의 전력을 탐지하는 동시에 소양

강을 연한 38선상의 감제고지를 확보하려고 기도하 으나 결국 15일만에 진지를 포기하고 

후퇴하 다.   

  다음으로 1949년 2월 동해안의 잔교리 충돌사건을 들 수 있다. 사실, 북한의 38경비 제1

여단 예하의 경비 가 양양에 본부를 두고 38선 이남에 수시로 침공하여 주민의 농우 

약탈, 우익단원 납치, 부락 방화 등을 자행하 다. 동부지역을 방어하는 제10연 는 오

산방면의 소위 인민유격  토벌작전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정면 26㎞에 걸친 경비구

역에는 간격이 많았다. 

  1949년 2월 북한의 38경비  1개 병력이 서림방면으로 침공하고 1개 중 는 기사문리에

서 동해안을 남하, 잔교리로 침공하 다. 제10연 장 백남권 중령은 연 에 배속된 105㎜ 

M3 곡사포 2문을 노재현 위 지휘하에 38선에 급파하 다. 

  노 위는 인구리 북방의 해안선에서 기사문리의 적 해군파견 를 목표로 하여 포격을 

가하 는데 포경이 없어서 직경조준으로 5발을 발사해 건물을 파괴하 다. 이 포격은 38

이북지역에 한 최초의 105㎜ 포격이었다. 

  이 포격사건을 탐지한 미 군사고문단측에서 이를 중 시하고 직접 조사를 하여 육군본

부 참모회의에 상정하 다. 그러나 회의에서 포병단장 장은산 중령이 정당방위를 강력하

게 주장함으로써 일단락되었지만 미 고문단측에서는 북한과의 충돌에 해 강력하게 경

고 조치하 다. 

  한편, 위의 <표 1>에 기재된 사건은 북한이 남침한데서 비롯된 사건이지만 북침한 경우

도 있었다. 바로 양양공격 사건이다. 양양에는 인민유격 를 재훈련시키는 훈련소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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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38선 지역의 기사문리와 잔교리 무궁화 동산(경찰전적비가 서 있음, 2012)

38선 너머 온 피란민 텐트 수용소에서 보초서고 있는 

경찰(그들이 본 한국전쟁2)

되어 이미 제3차에 걸쳐 유격 가 남파되었다. 강릉지구를 방어하고 있던 제10연 장 송

요찬 중령은 양양의 소위 인민유격  훈련소를 공격하여 그들의 근거지를 분쇄하려고 결

심하 다. 

  1949년 7월 3일 연 장 송요찬 령은 주문진에 주둔하고 있는 제1 장 고백규 소령

을 불러 7월 4일 양양을 공격해 북한군의 군사시설을 파괴하라고 명령하 다. 7월 4일 고

백규 소령이 지휘하는 제1 는 처음으로 보급된 M1 소총을 장비하고 09 : 00에 양양 남

천 부근의 80고지를 점령하 다. 

  그러나 양양에서 후퇴한 북한군은 어선에 분승하여 해상으로 침투하고 일부 병력이 우

회하여 협공을 가하여 왔다. 후퇴명령을 받지 못한 제1중 는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서 분

산하여 각개 후퇴함으로써 상당한 인원, 병기손실을 초래하 다.  

  양양 공격사건은 육군본부와 미 군사고문단측에서 중 시하고 진상조사를 하여 사문(査

問)에 회부하 다. 격론이 벌어진 끝에 

남파 유격  근거지를 파괴하고자 했다

는 행동자체에 해서는 정당성을 얻었

지만 지휘체계를 문란시켰다는 이유로 

연 장이 해임되었다.  

  38선을 두고 잦은 충돌과 침범이 계

속된 가운데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피란은 계속되었고 남한에서는 텐트에 

피란민들을 수용하기도 하 다. 이런 

혼란한 정국을 틈타 북한은 남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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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물을 탐지하고 아군의 상황을 탐색하고 게릴라들을 미리 요소에 잠복시켰다가 급기

야 6·25전쟁을 도발한 것이었다. 

 3. 6·25전쟁 직전 북한의 유격대 남파

  1) 인민유격대 양성과 각종 반란획책

    (1) 인민유격  양성

  1946년 2월 8일 진남포에서 정치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평양학원’ 내에 ‘ 남반’

을 설치하고 남한에서 월북한 남로당원을 중심으로 약 100명의 공작요원을 양성했다. 그

리고 4개월 만인 동년 6월부터 이들을 남한에 침투시켰다. 남한에 침투한 공산당 공작요

원들은 남한 내 좌경세력과 연계하여 민심을 선동하고 테러·폭동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는 한국군 내부에까지 침투하여 1948년 제주도 4·3사건을 위시하여 10월의 여수·순천 

10·19사건, 11월 구반란사건 그리고 1949년 5월 국군 2개  월북사건 등을 각각 주

도했다. 

  북한은 또한 1948년 1월 1일, 남로당 계열 공산분자들의 폭동 및 전복활동을 지원하고 

정치공작 원 양성을 목적으로 평양 동쪽 강동군에 강동정치학원을 설립했다. 유격 원을 

양성하는 3개월간의 군사단기반과 정치공작요원을 양성하는 6개월 기간의 정치반이 있었

다. 1950년 6·25전쟁으로 학원이 폐쇄되기까지 2년 반 동안 약 3,000명의 공작원을 배출

했다. 

  이들은 인민유격 라는 명칭으로 중동부전선과 동해안을 따라 남한에 침투되었는데, 

1948년 11월부터 1950년 3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살인, 방화, 테러, 습격, 약탈 등 각종 만

행을 자행하고 군경 및 양민 1만여 명을 학살하고 4,260여 정의 무기를 탈취했다.  

  이로써 남한에 침투한 강동정치학원 출신 인민유격 는 2,400여 명이나 되었다. 물론 

이들 중 부분이 사살되었으나 공비소탕을 위해 한국군 3개 사단이 후방에 주둔하게 됨

으로써 6·25 남침전쟁에 유리한 상황을 전개했다고 하겠다. 또한 남한지역에서 생존에 

성공한 약 500명의 인민유격 는 험준한 산악지역을 이용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함으로써 

6·25 남침전쟁을 지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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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때 남편 시신 찾는 경찰 아내

(경찰 반세기 그 격동의 현장, 48.10.24 )

    (2) 제주도 4·3사건

  남로당 제주도지구 총책 겸 군사부책인 김달삼과 제주도 인민해방군 사령관 이덕구 등

이 주동이 되어 제주도 주둔 국군 제9연  남로당 조직책 문상길 중위와 내통·모의하고 

1948년 4월 3일 제주도 전역에서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이로써 제주도내 15개 경찰서 중 

14개소가 습격당하여 불에 탔으며, 경찰관 및 양민들이 학살당하는 만행이 저질러졌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경무부는 각도 경찰국에서 1개 중 씩 차출, 8개 중  1,700명의 경찰

을 제주도로 급파하여 김태일 경무관과 최치환 총경으로 하여금 이미 파견되어 있던 100

여 명의 경찰병력을 통합·지휘하여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 다. 그러나 초기진압작전이 

미온적으로 전개되자, 5월 15일 수원의 국군 제11연 를 투입하여 토벌작전을 전개하 으

나 연 장이 살해당하기도 하 다. 폭동은 1948년 7월 중순에 일단 진압되었으나 동년 10

월 잔당들에 의해 재발되었고 이를 완전히 진압하기 위해 국군 3개 연 가 출동하여 1949

년 5월까지 토벌작전을 종료했다. 그러나 폭동을 주도한 김달삼은 1948년 8월 제주도를 

탈출하여 월북했으며, 1년 후 경상북도 일원 산으로 재침투했다.

    (3) 여수·순천 10·19사건

  제주도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게 될 여수 주둔의 국군 제14연

 소속 김지회 중위, 홍순석 중위, 

지창수 상사 등의 공산주의자들은 제

주도로 출동하기 전에 폭동을 일으키

라는 남로당의 지령을 받고 1948년 10

월 19일 행동 원 40명과 동조세력 

1,000여 명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여수·순천을 점령하고 각 기관장들과 

우익인사, 공무원, 그리고 사회유지급 

지도자들을 학살했다. 국군 5개 연 (제3·4·6·12·15연 ) 예하의 10개 와 서울 경

찰 28명, 전남경찰  150명 등 군경이 출동하여 1949년 4월 18일에서야 완전 진압되었고 

김지회 등 35명의 주모자들은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유격전을 벌이다가 사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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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구 반란사건

  구 주둔 국군 제6연  소속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부 주력이 여수·순천 10·19사건

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틈을 타서 3차에 걸쳐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1차는 1948년 11월 

2일, 6연  본부에서 곽종진 상사(연  내 남로당 조직책)가 40여 명의 공산주의자들과 함

께 무장반란을 일으켜 칠곡지서 등을 습격한 후 팔공산으로 도주하 다. 2차는 1948년 12

월 6일, 이동백 상사 등 42명의 좌익분자들이 무장반란을 시도했고, 제3차는 포항 주둔 제

6연  4중 에서 20명의 좌익분자들이 1949년 1월 3일, 포항경찰서를 습격·점령하려다가 

실패하고 소탕되었다.    

    (5) 국군 집단월북 사건

  국군 제8연  1 장 표무원 소령, 2 장 강태무 소령은 국군 경비사관 2기생으로서 

입 후부터 공산분자의 세포조직에 포섭되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이후 군내 좌익분

자 색출과 숙군작업이 진행되자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1949년 5월 4일, 

야간훈련을 빙자한 1  병력 456명을 인솔하고 춘천 서원리를 거쳐 38선을 넘었으며, 2

 병력 294명은 이튿날 원 리를 출발 38선을 넘었다. 2개  750명의 국군은 38선

을 넘은 후에야 지휘관에 속은 것을 알고 탈출을 시도했으나 인민군에게 포위되어 382명

은 탈출하고 나머지 368명은 납치되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이후 국군 내에 침투한 공

산주의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1948년 12월 1일부로 ｢국가보안법｣을 시행하고 적인 숙

군작업을 진행했으나 북한에서 침투시킨 공작원들의 암약은 줄어들지 않았다.  

8연대 1대대원들과 표무원 소령 평양환영식 모습(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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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산 마루금(횡성군청 제공)

  2) 유격대 난파와 토벌작전 

  북한은 소위 ‘민주기지론’의 차원에서 

남한의 ‘적화’를 위해 군사력 증강과 병

행하여 유격 를 계획적으로 양성·남

파하 다. 인민유격 의 양성은 1948년 

1월에 설치된 강동정치학원에서 담당

하 으며, 강동정치학원에서 양성된 유

격 원들은 남파되기 직전 양양 인민

유격 훈련소에서 재교육을 받았다.

인민유격 는 여수·순천 10·19사건

으로 진압부 가 호남 및 경남지역에 집중되어 후방경비가 허술해지고 남한 사회가 혼란

해지자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하 다. 인민유격 는 제1차로 약 180명이 1948년 11월 

14일 양양 - 오 산지구로 침투하 다. 이들은 산맥을 따라 평창 북쪽 30㎞ 지점의 태기산

까지 남하하 으나 국군토벌 에 의해 부분이 소탕되고 잔여병력은 충청북도 제천방향

으로 도주하 다. 북한은 제1차 인민유격  침투가 봉쇄되자 1949년 6월 1일 약 400명의 

유격 를 재차 오 산으로 침투시켰는데, 1차 침투와 마찬가지로 부분이 섬멸되었다. 

같은 해 7월 6일 세 번째로 약 200명의 유격 가 오 산까지 침투하 으나 토벌 에 쫓겨 

사살되고 나머지 30여 명이 중봉산 방면으로 도주하 다.

  북한은 3차에 걸친 침투가 모두 실패하자 4차로 김달삼부  약 300명을 1949년 8월 4일 

일월산으로 침투시켰는데, 이 부 는 더 이상 진출할 수 없게 되자 일군 송라면 지경리

로 이동하 다. 이들은 경상북도 보현산에 거점을 구축한 후 동해여단을 편성하여 본격적

인 유격전을 전개하다가 토벌되었다. 이후 철원지구에 근거지를 둔 유격 가 1949년 8월 

12일 선발  15명을 용문산까지 남파하 으나 실패하 다. 그리고 본  40여 명이 1949년 

8월 15일 명지산을 거쳐 용문산으로 침투하 으나 군경토벌 에 포착되어 20여 명이 사살

되고 나머지 병력은 도주하 다. 이렇게 계속 비정규군의 침투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북한은 제7차로 1949년 8월 17일 당시 강동정치학원장이던 이호제가 직접 지휘하는 인민

유격  약 360명을 태백산으로 남파시켰다. 이들도 부분 토벌되었으나 100여 명이 김달

삼부 와 합류하여 경상북도 일원에서 활동하 다. 

  이후에도 1949년 9월 28일 약 50명의 유격 가 양양군 금옥치리(錦玉峙里)로 침투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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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침투지역
침투

일시
병력 활동상황 및 결과 비고

제1차
양양 -

오 산지구

1948.

11.14
180명

양양에 침투. 오 산맥을 타고 평창

북쪽 30㎞ 지점의 태기산까지 남하. 

부분 소탕되고 나머지는 제천방면

으로 도주.

강동정치학

원 1차 수료

생으로 구성

제2차 오 산지구
1949.

6.1
약 400명

오 산으로 침투, 아군의 공격을 받

고 부분 섬멸됨. 나머지는 태백산

으로 북상하던 지방 유격 와 합세, 

동해안일 에서 활동

김달삼부대가 섬멸된 반론산과 김달삼이 체포되어 목이 잘린 김달삼모가지잘린골(옛 승지골)

나 국군에 의해 저지되어 북상 도주하 으며, 같은 해 11월 6일에는 약 100명의 유격 가 

일군 기경리로 해상 침투하여 보현산에 김달삼부 와 합류하 다. 김달삼은 1950년 3월 

22일 정선군 여량읍 봉정리 반론산 아래 골짜기에서 붙잡혀 승지골에서 목이 잘렸다. 그

래서 이때부터 승지골이란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김달삼모가지잘린골｣이란 지명을 사용

하 는데, 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긴 지명이다.    

  이후 유격 의 침투는 잠시 중단되었다가 10차로 1950년 3월 28일 양양 - 인제 - 양구에서 

기 중이던 김상호·김무현부  약 700명이 오 산과 방태산으로 침투하 다. 이들은 강

력한 화력을 지닌 정예부 으나 역시 토벌작전으로 소탕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북한의 인민유격대 남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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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오 산지구
1949.

7.6
약 200명

부분 섬멸당하고 약 30명만이 중봉

산 방면으로 도피

제4차
일월산,

지경리

1949.

8.4

김달삼 

외 300명

김달삼부  약 300명이 일월산으로 

침투하 으나 전진이 좌절되자 지경

리로 이동, 보현산일 의 게릴라와 

통합 유격전 전개.

김달삼(제주

도인민유격

총사령관)

제5차
철원지구 -

용문산

1949.

8.12

선발

15명

침투로 변경, 철원에 근거지를 두고 

명지산부근으로 침투기도, 선발  15

명이 명지산을 거쳐 용문산까지 침투.

제6차
명지산 -

용문산

1949.

8.15
약 40명

5차의 본 로서 명지산을 거쳐 용문

산까지 침투, 아군은 약 20명 사살, 

나머지 약 20명은 매봉산을 거쳐 월북

제7차
태백산 -

경북일

1949.

9.20
약 360명

이호제가 지휘하는 인민유격 가 태

백산에 침투, 부분 섬멸되고 약 

100명만이 분산 도피 중 보현산의 김

달삼부 와 합류

제8차 금옥치리
1949.

9.28
약 50명

북한군 38경비 의 엄호하에 침투, 

부분 섬멸당함.

제9차
경북지경리 

일

1949.

11.6
약 100명

해로로 침투 보현산부근의 김달삼부

와 합류하여 병력보충 및 세력확장

을 기도하 으나 실패.

제 1 0

차

홍천지구

오 산일

1950.

3.28
약 700명

김무현부 , 양양 - 양구 - 인제부근서 

기 중 침투. 강력한 화력과 무력으

로 침공. 아군의 토벌작전은 1개월만

에 김무현을 비롯하여 완전소탕. 

  북한의 인민유격 는 1948년 11월부터 1950년 3월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2,400명  가량

이 침투하 으나 국군과 경찰의 토벌 작전에 의해 2,000여 명이 사살 또는 생포되었다. 

따라서 수치상으로는 400여 명의 유격 만이 잔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950년 3~4

월간 국군의 게릴라 토벌작전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 다. 이는 “지난 주말 국군은 3

월 25일경 오 산 지역으로 침투한 600명 이상의 게릴라를 토벌하 다. 그리고 4월 21일

부터 이틀간 게릴라 70명을 사살하고 지도급 인사 김무현 등을 포함해 24명을 체포하

다. 같은 기간 강릉지역에서 38도선을 넘어 침투한 규모 부 도 격퇴하 으며, 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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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해온 600명 이상의 게릴라들은 거의 부분이 토벌되었다. 현재 38도선 북쪽에 500여 

명의 게릴라들이 주둔 중에 있다”고 평가한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군은 게릴라 토벌작전에 전방사단의 일부와 후방의 3개 사단 등 총 4개 사단 

규모와 경찰병력 일부를 투입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 38도선

의 방어력과 후방경계가 약화되는 현상을 초래하 다.

  인민유격 의 남파는 북한군이 특히 강조한 배합전술을 실현하기 위한 기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배합전술은 주전선에서의 전투와 병행하여 후방지역에서 비정규전에 의한 또 

다른 전투를 강요함으로써 배후에 제2전선을 형성하여 적의 동원 및 증원을 방해하는 등 

전후방을 동시에 전장화하여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격멸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정규

군에 남침을 앞두고 제2전선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비록 이들이 소탕됨으

로써 본래 의도한 배합전술의 목표달성은 실패하 지만 국군의 전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남침전략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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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리 상공에서 본 신대리와 태기산 전경

제2절 횡성지역에 침투한 유격대

  

 1. 횡성 태기산지구 전투

  1) 횡성 태기산전투

  북한은 횡성전투가 일어나기 2년 전부터 횡성과 홍천, 평창의 3개 군계에 솟아있는 태

기산에도 유격 를 침투시켰다. 태백산맥의 준령을 타고 배합전술을 실현하기 위한 기도

로 특히 강원도 지역에 많이 침투시켰는데, 국내민심을 교란하고 남침을 위한 다양한 전

략전술 차원에서 미리 6·25전쟁에 한 철저한 준비를 하 다.    

  1948년 10월 초순 인민군복과 일제 99식 소총으로 무장하고 강릉군 서면 38선을 불법으

로 넘은 다음 험악한 태백산맥의 준령을 타고 남하를 개시, 11월 14일 홍천, 평창, 횡성의 

3개 군계에 우뚝 솟은 태기산(1261고지)에 입산하여 계속 남하를 기도하 다.  

  이렇듯 태기산까지 북한군들이 침투하 는데, 1948년 11월 14일 태기산 주변에서는 제법 

큰 전투가 벌어졌다.  광의 서곡(1954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 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태기산 응봉방면에 배치 중이던 원주경찰서부 는 이동 중이던 

적의 선견척후 (先遣斥候隊) 약 60명을 발견하고 이들과 교전하여 적 40명을 사살함으로

서 전투 초기에 큰 전과를 올렸으며 적은 경찰의 급습에 혼비백산하여 태기산으로 흩어

져 도주하 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접한 둔내지서에서 기 중이던 강원경찰국 소 와 홍천경찰서 부

는 급히 현지에 출동과 동시에 추격하

여 응봉산에서 적이 버리고 간 잡낭 

30여 개와 수류탄 50여 개, 각종 소총

실탄 1,000여 발을 노획하고 계속 추격

하 으나 일몰로 인하여 추격하지 못

하고 태기산록 화동리에서 잠복근무에 

임하 다.

  한편 갑천면(현 청일면) 신 리 방

면에서 적을 수색하던 횡성경찰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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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갑천지서 주임으로부터 적이 우리 쪽의 공격에 당황하여 재차 태기산으로 입산하

다는 첩보를 받고 적의 퇴로를 차단 하고자 11월 14일 오후 10시 행동을 개시하여 태기산 

방면으로 출발하 다. 

  다음 날 11월 15일 오전 1시 30분 척후 (斥候隊)로서 부  전방을 행진 중이던 곽윤춘 

경사, 양명석 순경이 태기산 장구목에서 불을 사르고 있는 적 주력부 를 발견하고 본

에 보고하 으나 아군과 적군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확인하기 위해 재차 척후 활

동을 하던 중 곽경사가 적에게 포로가 되었고, 양 순경은 교전 중 전사하 다. 그리고 실

탄을 모두 소모한 원들은 전투의지의 상실과 야간전투의 불리함으로 인해 후퇴하고 말

았다.  

  이 전투에서 적 6명을 사살하고 99식 소총 6정 및 실탄 다수를 노획하 으나 경찰은 야

간 전투훈련의 미숙함은 물론 지휘관의 지휘능력 부족, 전투의식의 미약, 야간 전초 경비

경계훈련의 철저하지 못한 것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작전교육 방침의 확고한 

수립과 토벌전에 한 귀중한 교훈이 되었다.

  이후에도 북한 인민유격  잔적들이 태기산으로 침투하 다.  광의 서곡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9년 8월 7일 오전 3시 적은 원길리 백운동 흥정산과 태기산간에 연결된 능선을 타고 

완전히 태기산에 입산하 다. 8월 8일 오전 10시 작전명령을 받은 계촌 유동경찰 는 오

일문 경사의 지휘하에 오후 1시 계촌리를 출발, 7시에 면온리에 도착하여 석식을 준비하

고자 면온리 양조장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원들도 작전명령에 의한 목적지인 안흥

동까지 4㎞ 된다고 하며 전원 탈의하고 목욕을 하는 등 각자 식사 때까지 자유롭게 이탈 

또는 취침하 고 장 오일문 경사는 김진옥 순경 외 1명에게 경비근무지를 지정하 으

나 두 순경은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근무에 임하지 않고 임의로 양조장 부근에 입초 근무

를 서고 있었다.

  이때 태기산에 입산하 던 적 일부 약 30명은 식량 약탈을 기도하여 하산, 안흥동을 습

격한 다음 면온리 양조장에 저장되어 있는 식량을 약탈하고자 납치한 주민을 앞세우고 

면온리에 근접하 다. 그러나 경찰부 가 휴식 중이라는 것을 탐지하여 경찰부  기습을 

계획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입초 경찰관에게 주민이라고 속인 다음 가까운 거리까지 포

위·접근하여 일제히 공격을 가하 다.

  입초근무 중이던 김지옥 순경 외 1명은 잠시 응 사격을 시도하 으나 실내에서 휴식 

중이던 원들은 예상치 못한 기습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분산하여 후퇴하고 피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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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적 2명을 사살하 으나 아군은 김응태·김은철 두 순경이 납치당하고 그 

외에 총기 6정, 배낭 7개, 철모 12개를 탈취당하 을 뿐만 아니라 면온리 한청부단장이 피

살되기도 하 다.

  2) 태기산 전투의 증언

전재곤(전 총경, 서울특별시 참전경찰 유공자회원)

  이듬해 늦가을, 그러니까 제2관구 경찰청 총무과에서 경사로 근무하던 1948년 11월 13

일 토요일 오후 다. 평온한 일만 하던 본청 직원에게 낮 비상소집이 걸렸다. 정복, 정

모를 하고 응소를 하니 장비계 피복창고로 가란다. 김동호 경사가 오는 로 줄을 서라며 

일본 군용 털모자와 털외투 한 벌씩을 준다. 또 무기고에서는 경사니까 칼빈총이라며 탄

약 두 박스를 함께 주며 청 앞에 기하고 있는 트럭에 올라타라고 했다. 이렇게 선착순

으로 트럭 2 에 올라탄 본청 부 는 무엇 때문에 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홍천 

쪽으로 달렸다. 집에 남은 아내는 “잠깐 다녀올게”하고 나간 뒤 며칠을 안 돌아오는 나를 

“오랜 비상소집도 다 있다”며 매일 기다렸을 것이다. 하급 경찰관 집에 시내 전화란 상상

도 못하던 시 다.

  이때 제2관구 경찰청장은 훈시에서 “이놈들아, 무언 지시를 하면 꿈틀이라도 해라”며 호

통치던 뚱보 송병섭 경무관, 전투경찰지휘관으로 임명된 보안과 권오철 경감은 일본시  

보통 문관시험 출신으로 두 분 다 군인경험은 전무한 분들이었다. 지휘관인 권경감은 홍

천·평창·횡성의 각 경찰서와 본청과 원주경찰서에서 차출된 2개 소 를 총 지휘하게 되

었다.

  우리 본청 소 의 소 장은 일경 출신의 용도주임 김국태 경위로, 물론 군 경험은 전무

한 분이었다. 분 장들은 고참 경사들이 지명되었고 나는 평 원의 한 사람이었다. 삼마

치고개니 홍천강이니 또 무슨 고개 인지를 몇 개를 넘어 해가 질 무렵에야 횡성 둔내지

서라는 곳에 도착했다. 언뜻 보기에 고산준령에 둘러싸인 좁다란 분지같았다. 이 날은 소

재지의 농가에 각 분 별로 분숙(分宿)하게 되었는데 농가집 윗방에 분  전원이 옷을 입

은 채로 드러누우니 숨을 쉴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중략).

  북한 집단은 동부 38선에 접근한 양양 인민유격 에서 유격전에 한 재훈련을 실시 중

인 강동정치학원 수업생 500명을 우선 남하 침투시킬 것을 결의하고 선발 로 약 18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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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경찰서 둔내지서와 지서원 

인민군복과 일제 99식 소총 등으로 무장시켜 38선을 불법으로 월경한 다음 태백산맥을 타

고 오 산, 계방산, 회령봉, 흥정산을 통과하여 동 11월 14일 홍천·평창·횡성의 3개 군

계에 솟아 있는 태기산(1361고지)에 입산, 계속 남하를 기도했다. 그런데, 이 유격 의 남

침은 “북한집단의 군사적 후방 침투 공작 작전의 효시로서 적 유격전에 한 예비지식이 

없을 뿐 아니라 동 유격 의 목적, 편성, 임무 등에 관해 진상을 전혀 파악할 길이 없었

다”고 당시의 경찰의 당혹스러움이 기록되어 있다.

  쉽게 줄여 적는다면 내가 참가한 이 토벌전은 북쪽에서 38선 이남 남한에 내려보낸 공

비 침공 제1호에 한 작전이었던 것이다. 우리 본청 소 와 홍천경찰서 소 는 이튿날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봉막골로부터 구목령, 낙수  방면의 수색을 마쳤다. 훓고 다닌 길

은 오직 한 줄기의 산길로, 곳곳에 저들의 암호표지가 만들어져 있었다. 돌로 또는 나뭇

가지로 표시된 그것들을 우리들은 행진을 멈추고 신기한 듯 구경을 했다. 날씨가 다소 차

가웠지만 두터운 일본군 우의를 입고 쓰고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도 어디다 맡길 수도 없

어 걸치고 다니자니 굼벵이 같은 힘든 행군이 되었다.

  원인 내가 보아도 우리부 는 적과 교전하러 나온 부  같지가 않았다. 이렇게 규율

이 없고, 사기가 없어 보이고 투혼이 보이질 않는 부 가 어디에 있을까 싶었다. 하기야 

어제까지 각 과나 계의 책상에서 사무나 보던 직원을 불시에 불러내어 산악전에 내 보낸 

것이었으니 준비된 부 에 걸맞지 않음은 오히려 당연하다 하겠다. 보일까 말까한 산길을 

따라 그저 종 로 줄지어 걸어가면 되는 색적행동이었다. 전사(戰史)에 의하면 1948년 11

월 13일 작전명령에 의하여 강원경찰국 소 (김국태 경위)와 홍천경찰서 부 (김경비 주

임)의 2개 소 는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笙谷里) 봉막골로부터 구목령(九木嶺)·낙수 (落

水垈)를 경유하여 태기산에 입산한 적의 수색 및 추격을 담당하고, 평창경찰서부 (강재

용 경위)는 평창군 용평면 면온리 안

흥동으로부터, 횡성경찰서부 (조동하 

경위)는 횡성군 갑천면 신 방면으로

부터, 원주경찰서부 (고광수 경위)는 

태기산 연맥인 응봉으로부터 일제히 

수색작전을 마쳤다는데 본청 소 는 

둔내지서 소재지에서 기 숙 했다.

  이튿날인 11월 14일, 지휘본부는 태

기산 응봉 방면에 배치되어 있던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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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부 가 적의 선견, 척후  약 60명과 조우, 교전 끝에 초전 개가를 올렸다는 보고

가 들어왔다면서 우리 두 소 에게 즉시 그 방면으로 수색 출동명령을 내렸다. 바싹 긴장

한 우리 부 는 다행히 응봉산 중에서 적이 유기하고 달아난 수류탄 50여 개, 각종 소총 

실탄 1,000여 발을 노획해 태기산 기슭 화동에 이르 다. 전황이 신변에 와 닿으니 비로

소 나를 비롯한 우리 원들의 외모와 행동거지가 전투원답게 변했다.

  밤새도록 색적 및 추격을 계속해 새벽이 오고 있을 때 다. ‘부 정지!’가 전달되어 왔

다. 한기가 차고 칠흑 같은 하늘에서는 가는 싸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앞에서 색적해 나

갔던 원주경찰서 부 에서 심상치 않은 징후가 전해 왔다는 것이다. 척후로 내 보낸 두 

사람의 아군이 적에게 붙잡혀 전사했다는 것이었다. 적은 도망을 쳤다고 한다. 순간 주위

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우리 본청 부 가 정지하고 있던 지점에서 10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그 끔찍한 현장이 

있었다. 묘소 던가. 잔디 깔린 좁은 평지에 고귀한 두 시신은 그 자신이 직무상 몸에 지

니고 다니던 포승줄에 묶여 누워있었다. 근접거리인데다 추격 병력이 들끓는 위기에 총성

을 낼 수 없었을 것이었다. 한 줄의 소로 길을 따라 100여명의 부 가 모여 있는데도 기

침소리 하나 안 들렸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스쳤다. 아! 이 두 사람이 전투력이 갖춰지지 

않은 우리 측의 위기를 살렸구나 하고.

  10~20분쯤이 지났을까. 부 장들이 모여 있을 전방에서 앞 부 는 전진, 맨 후미인 본

청 소  등은 두 시신 운구를 담당해 안흥지서까지 옮긴다는 명령이 전달되어 왔다. 곽형

사는 곱슬머리에 당꼬바지(기마용 바지) 차림의 팔팔했던 일본군 남방 귀환용사 다. 원

주경찰서에 근무할 때 초임 순경으로 먼발치에서 눈여겨보던 선배 다. 형사 하는 사람들

은 같은 직업을 가진 동료가 보아도 티가 보이게 마련인데도 이 사람에게서는 그런게 풍

기지를 않았다. 한편, 피아의 식별이 어려우니 다시 ･･･ 운운한 지휘관의 무지와 결단력 

부족, 이 장렬한 참변을 당한 다음에야 교훈을 얻었다는 경찰의 성급한 작전 확장.

  급히 ‘들것’이 만들어졌고 시신을 얹은 다음 6인 1조로 운구가 시작되었다. 진눈개비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시야를 가렸다. 날은 밝았으나 무겁고 참담한 애도의 행군이었다. 

적에게 총 한 방 쏘아보지도 못하고 전우의 시신이 누운 ‘들것’을 들고 내려가는 부  모

두의 심정은 비통뿐이었다. 이 날 태기산 일 의 다른 지역 우리 경찰과 군 합동토벌

는 이들 인민유격  척후 로 보이는 60여명의 공비와 조우하여 교전 끝에 적 4명을 사

살했다.

  이와 같이 경찰에 의한 태기산 전투를 통해서 적정을 완전하게 파악하게 되자, 원주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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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산 정상에 세워진 경찰전적비

태기산 중턱에서 본 정상부 전경

둔한 국군 제6사단 제8연  제3 가 출동하여 경찰과 군 합동작전이 전개되었으며 이때 

경찰은 적의 남하주요지점 차단 및 적을 수색하는 역할을 담당하 다.

  태기산을 중심으로 한 경찰과 군의 맹

렬한 공격에 다수의 병력 손실과 사기가 

저하된 적은 더 이상 계속하여 집단적으

로 남하하는 것이 곤란함을 깨닫고 분산

하여 흥정산·보래령·응봉 세 방면으로 

남하하는 것을 계획하 다. 이에 따라 11

월 17일 경찰은 지휘본부를 안흥으로 이

동·설치하여 현재의 문재로부터 공격전

을 전개하 으나 적 주력이 흥정산과 보

래령 방면으로 진출을 계획 하게 되자 11월 20일 재차 지휘본부를 평창경찰서 관할 진부지

서로 이동하고 적을 경강도로(京江道路) 이북에서 요격·섬멸하게 되었다.

  한편 11월 18일 적 3명이 태기산에서 경찰과 군의 맹렬한 공격에 타격을 받고 분산·남

하하고자 미산에 입산하 으나 피로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4

구 미동 민가에 침입하여 식사를 강요하고, 의류를 약취하 다는 정보를 접한 운교지서 

주임 김 수 경사는 김성열·김종환·박병자 순경을 현지에 출동케 하여 같은 날 오전 2

시 30분 현장에 도착한 3명은 적정 수집과 아울러 적의 퇴로를 차단·압축하고 약 30분간

의 교전 끝에 적 3명을 사살하고 99식 장총 5정·실탄 350발을 노획하 다.

  그러나 적의 주력은 교묘히 경찰과 군의 포위망을 탈출하여 가리왕산, 치악산, 백덕산 

방면으로 남하를 계속하 다.

  정부와 군 당국에서는 사태의 심각성

에 비추어 11월 27일 월지구에 계엄령

을 선포, 제6여단장 유재흥 령을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제8연 를 투입, 

경찰과 군이 토벌을 강행하여 약 1개월

만에 충북 제천에서의 섬멸전을 마지막

으로 그 부분을 소탕했다고 전사에 기

록되어 있다.(강원지방경찰청, 2013, 강원

경찰전사, 디자인맑음, 485~489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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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림치안센터(옛 강림지서 위치)와 강림의병총에서 본 치악산 끝자락의 강림리 전경 

 2. 횡성 강림지서 피습사건

  북한 인민유격 가 약 400명이 1949년 6월 1일에 오 산을 침투하 다가 부분 섬멸

되었는데, 그 일부가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까지 침투하여 지서를 습격하 다.  광의 

서곡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태백산맥을 둘러 싼 토벌전이 전개되어 경찰병력이 평창·정선·삼척지구에 집중되

자 서 치악산지구에서 준동 중이던 남침유격 의 일부 패잔비(敗殘匪)는 경비력이 

미약한 횡성경찰서 강림지서를 습격하 다. 

  강림지서는 횡성경찰서로부터 동남방 28㎞ 지점에 위치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뒤

쪽 부분에 험준한 치악산맥을 끼고 있으며, 교통도 극히 불편하여 그들의 흉계(兇計) 

달성에 가장 용이한 곳이었다.   

  1949년 7월 24일 오전 3시 짙은 안개로 인하여 가까운 거리도 분별하기 곤란한 어

두운 밤을 이용하여 약 30명의 공비는 치악산맥을 타고 남진, 강림리에 침입하여 경

찰지서 전방 50m 지점까지 다가와 경찰지서에 일제 사격을 가하여 왔다.  

  강림지서 정문과 후문의 입초병은 적의 습격을 알아채고, 즉시 적군에 응하여 사

격하 고 기 중이던 지서 직원 4명도 각각 지서 전후의 진지를 이용하여 반격전을 

가했다. 경찰의 맹렬한 화력에 당황한 적은 2명의 사체와 38식 소총 1정 및 실탄 35

발을 버려둔 채 백덕산 방면으로 도주하고 말았다.

  이러한 긴급한 보고를 받은 경찰서 응원부 가 도착하여 패주하여 도주하는 적군

을 추격하 으나 발견하지 못하 으며, 이 전투에서 우리 경찰은 김한석 순경이 전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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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진입 북한군 제3사단 9연대(50.6.28)

제1절 6·25전쟁 초기의 강원지역 전투

 1. 북한군의 기습남침

  6·25전쟁은 제2차세계 전 이후 최초

로 발발한 국제적 내전(an international 

civil war)의 성격을 띤 전쟁이었고, 미·

소가 립한 냉전상황에서 전개된 최초

의 열전이었으며, 그리고 유엔 창설 이래 

발동한 집단안전보장조약에 의해 유엔군

이 파견된 첫 번째 전쟁이었다. 또한 최

 지원국인 미국이 역사상 최초로 선전

포고 없이 시작한 전쟁이었는가 하면, 건

국 이후 약 200여 개의 국제분쟁전쟁에 개입한 이래 미국이 처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전쟁

이기도 하 다. 그러면서도 당사국인 한민족에게는 반만년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잔인한 

동족상잔의 전쟁이었을 뿐 아니라, 최 의 피해를 안겨준 전쟁이었다. 특히, 남북한 모두

에게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뼈아픈 전쟁의 상흔과 함께 냉전의 유산으로 흉물스런 휴전

선만을 안겨다 준 전쟁이었다.

  3년여 동안 치러진 6·25전쟁은 커다란 전투만 해도 154개에 달하고, 작은 전투까지 합

하면 그 숫자는 233개에 이른다. 이 중 미국을 비롯한 유엔 16개국이 참여한 주요 전투만

도 49개에 이른다. 강원도의 춘천전투·현리전투·백마고지전투는 오산전투, 다부동전투, 

인천상륙작전, 평양탈환작전, 초산전투, 장진호전투, 지평리전투와 더불어 6·25전쟁 주요 

10  전투에 속할 정도로 치열한 전투 다. 특히 춘천전투는 춘천 첩이라 불리며, 인천

상륙작전과 낙동강방어전과 더불어 3 전투로 그 명성이 높다.

  1950년 3월부터 인민군은 적인 군비증강에 이어 5월 중순부터는 남침을 위한 본격

적인 부 정비와 이동을 개시하 다. 모란봉극장의 회의(50.5.16)가 개최된 직후 북한의 

민족보위성과 소련군사고문관들은 전쟁을 위한 최종적인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전쟁 개

시 2주전인 6월 10일 민족보위성은 전방 사단장과 여단장을 평양으로 긴급 소집하여 비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 고 이 회의에서 총참모장 강건은 6월 23일까지 어떠한 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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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도 물리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취할 것을 명령하 다. 

  인민군 사단은 1950년 6월 11일 경부터 공격출발진지로 이동을 개시하 다. 공격부 들

은 6월 12일부터 주둔지를 출발하여 38도선 북쪽 10~15㎞ 지역으로 부 이동을 시작하

다. 주둔지가 38도선 가까운 부 는 도보로, 먼 부 는 기차를 이용하 으며, 예비사단도 

각각 해당 군단지역으로 이동하 다. 그리고 지원부 도 피(被)지원부  전개지역으로 이

동하 고 제766부 와 제945부 는 해상침투 준비를 하 다. 이동은 6월 23일까지 명령

로 완료하 으며, 이로써 인민군은 작전계획 로 2개 군단으로 재편성이 완료되고 공격개

시를 위한 최종준비태세에 들어갔다.    

  우리 강원도 지역이 속해 있는 중동부지역의 제12사단은 1950년 4월 15일 중공군 제20

사단과 중국 각처에 산재하고 있던 중공군출신 한인(韓人) 약 1만 명을 모집하여 극비리

에 북한으로 이동한 후 원산에서 개편된 부 이다. 동 사단은 6월 18일 원산에서 양양까

지 기차로 이동한 후 6월 23일 동부 산악지역인 인제 서쪽 14㎞ 목리, 선수리지역에 1

개 포병연 를, 그리고 사단 예하의 부 를 인제와 고사리에 집결시켰다. 제2사단은 함흥

에서 김화까지 기차로 이동한 후 중부 산악지역에 위치한 철원, 김화를 거쳐 화천으로 이

동하 고 6월 17일 춘천 동북 추곡리, 화천 북서 장촌리, 춘천 북서 원천리 등지로 집결하

다.

  인민군 제5사단은 나남에서 기차로 이동하여 원산을 거쳐 6월 20일 양양에 도착하 다. 

양양에서 동해안지구를 담당하여 사단 예하 1개 보병연 , 1개 포병  및 자주포 포

가 동해 연안지역을 경비하고 있던 제1경비여단을 보강하기 위하여 투입하 다. 

  한편 회령에 주둔하고 있던 유격부  제766부 는 6월 12일 회령을 출발하여 동해안지

역 간성으로 이동하 다. 이 부 는 주로 남로당원 및 강동정치학원출신 등으로 편성된 

유격부 로서 주임무는 남침과 동시에 강릉부근에 상륙하여 무장폭동을 야기하는 한편,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는데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04 : 00를 전후하여 전 전선에 걸쳐 인민군의 포격이 개시되었다. 인민

군은 서쪽의 웅진반도로부터 개성, 동두천, 포천, 춘천, 양양에 이르는 38도선 전역에서 

지상공격을 개시하는 한편, 강릉 남쪽 정동진과 임원진에 육전 와 유격 를 상륙시켰다. 

  서울을 목표로 정한 인민군의 주공 제1군단은 연천과 운천에서 의정부에 이르는 축선

과 개성에서 문산으로 이어지는 접근로에 전투력을 집중하 으며, 춘천·강릉을 목표로한 

조공 제2군단은 화천 - 춘천 접근로에 중점을 두고 계획된 축선을 따라 일거에 국군의 38

도선 방어진지를 돌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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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침투·상륙한 정동진 등명동 해안(2012)

 2. 정동진과 임원진 일대 침공

  1) 인민군의 정동진과 임원진 상륙

  동해안지역의 인민군 상륙부 는 오

진우 총좌가 지휘하는 해군 소속의 제

945육전  2개 와 제766부  2개 

다. 육전 인 제945부 는 1개 

중 가 03 : 00경 정동진 등명동 해안에 

상륙하여 교두보를 확보한 후 2개 

가 해안에서 3~4㎞ 떨어진 해상에 

머물고 있는 수송선으로부터 발동선과 

범선을 이용해 축차로 상륙하 다. 상

륙한 적 육전 는 길원팔(吉元八) 좌

의 지휘 아래 1개  규모가 강릉을 목표로 산두곡(山頭谷) 쪽으로 북상하고 1개  

규모는 일부 병력이 밤재를 차단하고 일부가 부근 흑연광산을 점령, 트럭과 주민을 강제 

동원하여 보급품을 하역하고 옥계를 목표로 남하하기 시작하 다. 

  이처럼 동해안으로 상륙한 인민군 상륙부 의 임무는 제945육전 의 경우 동해가도를 

차단하여 국군 제21연 의 증원을 저지하고 전선에서 공격하는 제1경비여단 부 들과 합

동으로 강릉 북쪽으로 국군을 포위·섬멸하는 것이었다. 

  당시 해안선 방어는 청년방위 와 경찰에만 의존한 거의 무방비 상태 다. 다만 삼척에 

사령부를 둔 제21연 가 적의 공격시 해안선 방어임무를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제21연

(연 장 김용배 소령)는 연 본부를 삼척 봉황동에, 제3 ( 장 이창률 소령)가 정

라진 유지공장에, 그리고 제1 ( 장 윤태현 소령)가 북평 삼화제철 사택지  부근에 

각각 위치하 다. 그리고 제2 ( 장 조규  소령)가 6월 13일 삼척 시멘트회사 사택

지 에서 진부리로 진출해 하진부리에 본부를 개설하고 제10중 (중 장 이규현 중

위)가 관령 - 진부리에 이르는 경강도로를 확보하고 제7중 (중 장 김성빈 위)가 응봉

(⧍1173) - 공산(⧍975)에서, 제6중 (중 장 우교봉 중위)가 계방산에서 각각 소 별로 분

산하여 게릴라 소탕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21연 는 제1 만이 건제를 유지한 채 북평에 위치하고 제2 는 제5·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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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항 전경과 적이 상륙한 왕바위골 모습(강원도청 제공, 2012) 

8중 , 제3 는 제12중 만이 각각 삼척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1 장 윤태현 

소령은 보병학교 고등군사과정(OAC)에 입교중이어서 연 정보주임 박서권 소령이 리근

무 중이었으며, 초등군사과정(OBC)에 입교중인 제10중 장 황기상 중위의 후임으로 이규

현 중위가, 3군 체육 회 선수로 파견 중인 제9중 장 최 구 중위의 후임으로 경윤호 중

위가 각각 리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제766부 는 갑산과 회령에서 양성된 정규군이 아닌 특수훈련을 받은 게릴라집단

이었다.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인민군 제5사단의 남진을 촉진하기 위해 강릉의 국군 제

8사단의 배후를 교란하는 한편, 삼척 주둔 제8사단 제21연 의 강릉지원을 차단하는 임무

를 부여받았다. 6월 21일 저녁 8시 날이 어두워진 후 어선을 이용해 성진과 흥남(호도반

도)을 떠나 속초 부둣가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6월 24일 저녁에 출발하여 새벽 5시 삼척 

남쪽 임원진에 상륙하 다. 임원진리 왕바위 해변에 상륙한 제766부 는 무방비상태인 마

을을 휩쓴 후 일부는 태백산맥으로 침투하고 일부는 삼척방면으로 이동하 다. 성일기씨

의 증언에 의하면, “북의 명령을 받고 양양을 출발해 선박 편으로 강원도 죽변으로 상륙

할 계획이었으나 좌표를 잘못 읽어서 임원진으로 상륙하 다. 6월 25일 새벽 5시 다1)”고 

하 다.

  당시 제945육전 와 제766부 는 어뢰정 4척과 1,000톤급 무장수송선 1척의 엄호 아래 

발동선 30척, 범선 40척 그리고 견인용 화물선 4척으로 2개 선단을 이루어 정동진 주변과 

임원진에 각각 상륙을 하 던 것이다.

         

1) 한겨레신문, ｢성일기씨가 말하는 우리집안(하)｣(1996. 2. 1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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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직리 해안 전경

  2) 옥계에서의 지상전투과 해상전투

  25일 이른 새벽, 옥계면 현내리에서

는 산성우리 강릉광업소 사무실에 인

민군이 덮쳤을 때 3/4톤 차량을 몰고 

탈출한 사무원 김인걸(金仁杰)이 인민

군의 상륙상황을 옥계지서에 전하 다. 

곧이어 도직리 주민 한 명(가정주부)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도직리 해안해 북

괴 함정이 접안했으나 수심이 깊어 3

명만 상륙하고 나머지는 북쪽으로 올

라갔고 상륙한 북괴군은 주수리로 가

서 전선을 끊는다고 사다리를 가져갔다”고 신고해 왔다. 이 보고를 받은 묵호경비부에서

는 해군 수색 를 도직리에 파견했으나 인민군으로부터 기습사격을 받아 2명이 전사한 

후 옥계지서로 철수하 다.

  이곳에서 적정을 살피던 호국군 묵호중  옥계면 소 장 윤성용 호국군 소위(1912생, 

강원 명주, 호국군 2기, 위 예편)는 순경 한 명과 한청년단원 10여 명과 더불어 화염

병을 만들어 인민군이 은신하고 있는 주수리의 초가를 불질러 몰살시켰는데, 그중의 한 

명은 인민군 소위 다.  

  한편, 밤재를 점령한 인민군은 05 : 00가 조금 지났을 무렵, 낙풍리 뒷산의 215고지 - 157

고지 기슭에 방어진지를 구축한 후 더 이상 남쪽으로 진출하지 않았다. 이는 삼척에 위치

한 국군 제21연 의 강릉 이동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12 : 00경, 제21연  제1  수색 가 옥계지서에 들어갔을 때 이때는 이미 해군 수색

가 묵호로 복귀한 후 다. 이 무렵 제21연  제1중 (중 장 양보 중위)가 망운산에서 그 

북쪽의 233고지로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21연  제1  수색 는 옥계지서에서 적정을 설명 받은 후 13 : 00경 현내리 뒷산(⧍
120)을 거쳐 교항동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따라 열을 지어 남하하는 1개 중  

규모의 적을 낙풍리에서 발견하고 급습하 다.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사격을 받은 적은 

항 한 번 못해보고 도주하 다. 이들은 도직리에 상륙하다가 실패한 부 로서 등명동에서 

심곡리 - 금진리의 해안선을 따라 남하한 제945육전 의 일부 병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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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마을에서 본 현내리 뒷산과 옥계 C3교에서 본 낙풍마을(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밤재가 있다)

  

  첫 교전에서 승리한 제21연  제1  수색 는 에 적정을 보고하기 위해 곧바로 

북평으로 복귀하 다. 그러나 약 1시간 후인 14 : 00경 현내리에서는 적의 공격이 재개되었

다. 이 때 현내리에는 국군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옥계지서 경찰관 9명과 

한청년단 옥계면 단장 최규태(1919생, 강원 명주, 옥계면 현내리)가 지휘하는 특동 원 

30명(일제 99식 소총으로 무장)과 호국군 소 장 등은 지서 앞 제방에 산개하여 적을 가

까이 유인한 후 사격을 하 는데, 이때에 명사수로 이름난 특동 의 김진봉 원은 적 13

명을 사살하 다. 그러나 실탄이 바닥나 경찰과 특동 는 뿔뿔이 흩어졌고 옥계지서는 적

에게 피탈되었다. 이 때 최태규 단장은 퇴부 관통상을 입은 홍사목 순경을 업고 산계리

로 은신하여 기적적으로 목숨을 부지하 다. 이 무렵 옥계지서 1㎞지점인 233고지로 진출

한 제21연  제1중 가 이를 목격하고 60㎜ 박격포를 동원해 포격을 가하 다. 첫 탄부터 

지서에 명중하여 이곳에 집결한 적을 강타하자, 적은 밤재로 철수하 다. 

  그날 밤 밤재에서는 현내리 전투에서 31명이 전사하고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민군은 강릉광업소 산성우리 

사무실에서 납치한 4명 중 2명(한 명은 

심경섭 경리과장)을 분풀이로 사살했다. 

총살을 면한 최응환은 “6월 25일 밤재의 

적은 현내리 싸움에서 전사한 인민군 시

체 31구를 강제 동원한 노무자로 하여금 

매장시켰다. … 그들은 이날 얼마나 혼났

는지 그 뒤 옥계·묵호·삼척 일 에 피

난민을 가장한 편의 (便衣隊)를 침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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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의 묵호항 모습(사진으로 보는 동해시 어제와 오늘)

켜 국군의 동정을 파악한 후 7월 1일에야 비로소 남진을 개시하 다”고 그가 목격한 바를 

증언하 다. 

  21연  제1중 는 옥계지서가 불길에 휩싸이자 곧 233고지에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적의 역습에 비하 다. 그러나 날이 저물자 중 장은 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가 강릉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묵호로 철수하 다. 이곳에서 제1중 는 

해군경비부의 요청에 따라 묵호 북쪽 1.2㎞에 있는 218고지에 산개하여 하룻밤을 지새우

며 경비부 경계를 수행한 후 26일 백봉령을 넘어 임계리에서 연  후발 에 합류하 다.

  현내리 싸움은 비록 가벼운 교전이었으나 적을 7일간이나 밤재에 묶어두는 데 결정적

인 역할을 하 을 뿐만 아니라 인민군 제5사단이 옥계 - 삼척을 경유 덕으로 진출하는 

시일을 지연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 다.

  한편 육상에서 전투가 하루 종일 진행되는 동안 해상에서도 해군이 적과 전투를 벌이

고 있었다. 해군옥계지역의 해안초소로부터 적의 상륙을 보고 받은 묵호경비부 사령관 김

두찬 중령은 해군본부에 상황을 보고함과 동시에 YMS509정의 출동명령을 하달하 다. 당

시 YMS509정은 6월 24일 묵호해상을 경비하고 있던 JMS304정으로부터 경계임무를 인수받

아 경비출동기간 중에 필요한 식료품 적재를 위해 묵호항에 정박하고 있었다.

  25일 05 : 00시 YMS509정은 해군본부로부터 “긴급출동지시, 북한수송선단이 남침하여 옥

계해안에 상륙중임. YMS509정은 긴급출동하여 격침할 것”의 긴급전문을 접수하 다. 

YMS509정은 06 : 00에 묵호항을 출항하여 북상하 으나, 짙은 안개로 시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선체가 40도씩 기울어지는 악조건에서의 항해 다. 

  2시간 항해 후 YMS509정은 안개 속에서 아군의 경비정으로 보이는 선박1척을 발견하고 

발광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상  선박은 응신하지 않았다. YMS509정은 즉시 전투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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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옥계지구전적비(강원도청 제공, 2012)

들어간 채 발광신호를 보내며 상 선박

에 1㎞까지 접근해 갔다. 그러자 상

선박이 포격을 가했다. 

  상 선박이 적선임을 파악한 YMS509

정장의 즉각적인 포격지시에 따라 37㎜

포와 중기관총이 응사를 시작함으로써 

조용하던 아침바다에 치열한 포성이 진

동하 다. 적선은 갑판에 40㎜ 2연장 

기관포로 무장한 PGM(砲艦)으로 

YMS509정보다 빠른 속도를 지니고 있

었으며, 마스트에는 인공기가 게양되어 있었다. YMS509정 요원들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정조준 사격을 계속하여 정확하게 적의 철판에 명중하 다. 약 50분에 걸쳐 계속된 교전

으로 적선은 화력과 속도가 미약해지자 북으로 도주를 시작하 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YMS509정도 선수(船首)에 적 포탄 1발이 명중되었으나 목선이었으므로 치명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YMS509정은 피격된 선체의 긴급수리를 위해 묵호로 귀항하여 수리를 

마치고 다시 교전해역으로 출동하 다. 그러나 인민군은 이미 상륙을 완료한 후 고, 해

안선에는 적의 발동선 3~4척만이 있었다. 

  이날 15 : 00에 YMS509정은 옥계 북쪽 3㎞ 지점에서 상륙중인 적을 발견하고 근거리까지 

접근, 포격을 가하 다. 이때 적은 실시중인 하역작업을 중지하고 산속으로 분산·도주한 

후 약 15분 후부터 박격포 사격을 가해왔다. 이어 17 : 30에 YMS509정은 해안선에 있던 적 

상륙정 1척을 완파하고 다른 발동선 1척을 노획하여 묵호항으로 입항한 다음 묵호경비부

에 인계하 다.    

  이 전투의 의의는 인민군이 동해안 후방에 깊숙이 우회 침투하여 강릉 주둔 제8사단을 

고립시키고 후방교란을 기도하려던 작전목적을 사전에 좌절시킴으로써 6·25전쟁 초기 아

군의 전열정비에 크게 기여한데 있다. 



6·25전쟁 초기의 강원지역 전투┃제1절

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61

 3. 춘천-홍천지구 전투

  1) 모진교를 건너 남침한 인민군

  춘천 - 홍천전투는 6·25전쟁 발발 당시, 중동부 전선의 춘천과 홍천 북방에 배치되어 있

던 국군 제6사단이 전차 1개 연 로 증강된 인민군 제2군단 제2사단과 제12사단의 공격을 

받고 춘천, 인제 어론리·현리, 말고개 일 에서 치른 방어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

6사단은 방어에 유리한 소양강과 말고개의 지형적인 이점을 최 한 이용하여 5일 동안의 

방어전을 전개하여 인민군 2개 사단에게 상당한 타격을 가하 으며, 이로 인하여 인민군 

2군단은 춘천 - 홍천 축선으로의 진출이 지연되었다. 따라서 춘천전투는 북한의 선제타격 

계획에 커다란 타격을 준 전투 다.

  1950년 6월 25일 당시 중부전선을 담당하고 있던 국군 제6사단은 춘천에 제7연 를, 홍

천 북동쪽(어론리·현리·말고개)에 제2연 를 각각 배치하고 제19연 는 사단예비로서 원

주에 집결·보유하여 적목리로부터 진흑동까지 84㎞의 광정면을 방어하고 있었다. 사단은 

방어지역 서측의 북한강과 전방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소양강을 이용하여 제7연 를 소양

강 북안에, 제2연 를 소양강 남안에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 다. 하지만 좌일선의 

제2연 는 6월 20일에 사단에 예속되어 가까스로 이곳에서 제8연 와 진지교 를 마쳤으

며, 예비인 제19연 도 5월 1일에 예속된 바 이들의 방어 및 전투태세는 아직 제 로 갖

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이미 1/3병력이 외출·외박한 상태이지만 사단은 6월 19일에 생포한 포로진술

과 정찰 를 화천과 양구에 파견하여 확인한 정보에 따라 적의 전면적 또는 국지적 공격

이 있을 것으로 판단,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연  수색정찰 (중 장 소위 윤철용)를 용

화산·화천·양구지역 등으로 보내 정찰을 실시하여 적의 동태를 살피던 중 사실 로 1개 

사단 이상으로 추정되는 병력과 많은 차량과 전차가 신포리에 집결한 것을 목격하 다. 

따라서 사단에서는 자체적으로 경계조치를 취해두고 있었다.

  사단 정면의 적은 제2군단으로서 북한군의 조공으로 중·동부지역 공격을 담당하여 공

격 당일에 춘천을 점령할 계획하에 그 예하 제2사단을 주공으로 화천 - 춘천 축선에 투입

하고, 인제 - 홍천 축선에는 독립전차연 로 증강된 제12사단을 투입하 다. 이들은 조기에 

춘천·홍천을 점령하고, 서울 포위를 위해 이천 - 수원으로의 우회기동을 할 계획이었다.

  6월 25일 새벽, 춘천을 비롯한 중부전선 전역에서 적의 포격이 개시되었다. 적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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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진교 모습(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제공) 

준비 사격은 주접근로로 판단한 전술

적 요지인 화천 - 춘천 도로상 모진교 

남쪽 일 에 집중되었다. 

  원주에서 적의 적인 공격이 개

시되었다는 급보를 받은 사단장은 사

단 예비인 제19연 에 출동명령을 하

달한 후 작전참모를 동하고 춘천으

로 직행하 다. 

  제7연 장 임부택(林富澤) 중령은 

적의 포격이 모진교 일 에 집중된 

상황으로 보아 적의 주공이 화천 - 신포 - 춘천 축선에 지향되었음을 직감하고 연  예비인 

제1 ( 장 김용배 소령)를 소양교 북쪽의 준비된 방어진지(164고지)에 배치하 다.

  모진교 정면에서는 SU - 76 자주포를 앞세우고 교량을 건너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38선 남쪽 300m 지점에 위치한 길이 250m의 모진교는 화천 - 춘천 축선의 관

문이며, 이 다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기계화부 가 북한강을 도하할 수 없어 춘천으로 들

어갈 수 없는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량이었다. 

  폭 4m 안팎인 모진교는 보잘 것 없는 작은 교량에 불과하지만 적의 주공이 어닥쳤을 

때 이 작은 교량 하나를 제 로 폭파를 못해 47㎞에 달하는 제7연 의 방어정면이 일시에 

무너지고 말았다. 당시 9중 로 하여금 적을 저지케 하 으나 진지는 돌파당하고 중 장

(이래흥 중위)이 전사하는 등 중 는 약 60%의 인원손실을 입은 채 잔여병력은 소 장 지

휘하에 산천리를 철수하여 준비된 방어진지를 점령하 다. 

  2) 심일 소위의 대전차특공대와 춘천시민군

  한편, 연  57㎜ 전차포중 는 계속 남하하는 적 SU - 76 자주포를 저지하기 위해 정

면에서 조준사격을 실시하 으나 실패했고 적의 SU - 76 자주포 10 는 계속 공격을 시도

하여 아군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부득이 57㎜ 전차 중 장( 위 송광보)은 전차특공조

를 결성하여 적 자주포를 파괴하도록 지시하 다. 이에 제2소 장 심일(沈鎰) 소위는 5인

조 전차특공 를 결성하여 옥산포 도로변 소나무 숲에 은폐하고 있다가 적의 SU - 76 자

주포 2문을 전차포와 육탄공격의 병행으로 파괴하 다. 적은 겁에 질려 퇴각했으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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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포 도로변 격전지(뒤에 보이는 산이 164고지)과 심일 소위 동상

제16야전포병대대가 위치한 곳에 서 있는 춘천대첩비

승무원 1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제7연  장병들은 전차를 파

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는데, 이 때만해도 자주포와 전차를 명확하게 구분하

지 못하 다. 

  그 직후 갑자기 적의 포격이 164고지 일 와 춘천시내에 집중되었다. 적은 38선을 쉽게 

돌파한 후 아군의 전투력을 과소평가한 탓인지 춘천을 단숨에 탈취할 수 있다고 속단하

고 역골 - 소양간교간 6㎞에 달하는 개활지를 집 형으로 접근하 다. 

  이 때 사단지원 포병인 제16야전포병 ( 장 소령 김성)는 소양강 북쪽 옥산포 남

쪽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병부 는 그 동쪽 1.5㎞ 고지 일 에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포병을 엄호할 수 없는 처지 다. 이는 전방에 배치된 경계부 가 쉽게 무너

져 버린 결과에서 초래된 상황이었다. 이처럼 위태로운 국면에서 지원포병은 직접 조준사

격으로 적과 맞서 필사적으로 포격을 

집중하 으며, 곧 이어 57㎜ 전차포 3

문이 이에 가세하 다. 이때 탄약과 포

탄을 운반할 인원이 부족하여 많은 어

려움을 겪자 본부 옆에 있던 제사

공장 여공들과 춘천사범학교 학도호국

단 단원들, 춘천농업학교 학생들, 시민

들 등이 탄약과 포탄을 운반해 주어 7

연  1 가 공세적 방어를 하는데 기

여했다.  

  당시 포병 의 탄약고는 소양강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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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개 육탄용사기념비에서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있는 

김운한 예비역 소장(당시 16포병대대 C중대 중위) 

안(北岸)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6월 25일 인민군이 공격했을 때 적이 

곧 춘천정면으로 도달할 것으로 판단

한  군수장교(중위 김운한)는 정

기백·최갑석 일등상사와 함께 탄약을 

소양강 남안(南岸)으로 옮겼다. 

  이 4,000여 발의 포탄을 강 너머로 

운반하는 과정은 눈물겨웠으며, 또한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만하 다. 그때

까지 군수업무 중 춘천시내에서는 최

갑석 상사가 담당하고 식량과 휘발유는 증발하여 사범학교에 임시로 보관하도록 하 으

며, 부식은 수집하여 조조(早朝)부터 중량의 포탄을 취급하는 전포요원의 공복의 허기를 

면하기 위하여 소양로의 부녀자들을 동원하여 주먹밥을 만들어 사범교생으로 하여금 증

발한 차량으로 공급하도록 하 으며, 강북에서는 09시부터 사농동에 있는 농업학교생(학

도호국단) 100여 명을 동원하여 각 포 별 30여 명으로 정기백 상사를 주축으로 포차를 

이용하여 급속도로 소모되는 포탄보급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급변하면서 전

방에는 적이, 후방에는 강이 가로막고 있었다. 강북에 있는 포탄을 도하수송(渡河輸送)이 

되어야 계속 포격이 이뤄질 수 있기에 포차는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선 작전반(사

격지휘반)만을 이동하여 춘천시청에 지휘소를 개설하고 포탄을 군수주임 책임하에 김장근 

위의 A포 를 방패로 하여 포탄수송을 위한 도하작전이 시작되었다.

  우선 증발한 것이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손수레와 생사공장(누에공장)에서 사용하는 

손수레 각 10여 를 이용하여 농업학교생 호국단, 공장직공, 우두국민학교 교사 및 이장 

등으로 자칭 ｢시민군｣2)이라 하고 운반을 시작하 다. 

  때마침 포병부 가 소양강 이남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지켜본 소양강 북쪽 주민들이 혹

시나 하고 기중이었다가 강남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70번(당시 17번) 도로와 5번 도로

에 피난민 인파가 일기 시작하여 제1조가 창고에서 70번 도로까지 옮기면 제2조가 5번 도

로 교차점(소양교 북방 창고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까지 운반하고 제3조가 소양강 이

남까지 운반하면 그 근처에 연고가 있는 학생, 직공, 교사, 주민 등이 도로를 지키고 지게

2) 6·25전쟁 발발 당시 제16포병  군수장교 던 김운한 중위는 포탄을 옮겨주고 주먹밥을 제공해준 학

생, 제사공장 여공, 교사, 인근 주민들을 ｢시민군｣이라고 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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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탄자국이 선명한 소양1교와 다리 북쪽에서 본 봉의산

에는 1~2발, 손수레에는 3~4발, 우마차에는 4~5발, 자동차에는 8~10발을 사정하고 애원하

고 또는 강요도 하여 동의를 얻어 제발 강남 소양로까지 가서 포탄들을 놓고 가 주시라

고 주문하면서 이송이 시작되었다. 

  강남에서는 사범학교 학생들이 동원되어 소양로에서 주민들이 수집하여 모아 놓은 것

들을 학교까지 운반하고 차량이 증발되면 강북까지 와서 싣고 가는 등 300여 명의 시민들

이 탄약운반에 참여하고 있던 18시경 적은 3차 공격에서 사단 예비  투입이 실패한 후, 

4차로 공격방향을 바꿔 상용리와 서산리에서 78번 도로를 통하여 옥산포를 지나 북한강 

동측 70번 도로의 서측의 하천부지인 광할한 보리밭을 지나 적인 포격을 받아 지리멸

렬(支離滅裂) 상태가 되어 삼거리 방향으로 도주하 다. 이때에 A포 가 500m 후퇴하면서 

직접 조준사격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연  12중 의 중화기도 가세하 다. 이때의 

소총 유탄이 포탄 야적지에 떨어지면서 시민군이 동요하기 시작하여 일부 이탈현상이 빚

어졌으나 어느새 손수레 벨트가 이뤄져 있고 창고 - 70번도로 - 소양강 입구 - 소양로로 손수

레 행렬이 20시(일몰)시까지 3,500여 발의 포탄을 도하 운반하 고 일몰 후에는 안전을 위

하여 이를 중지하고 소양강 이남의 포탄 정리반에서 보내준 주먹밥을 먹고 텅 비어있는 

막사에서 50여 명이 피로를 풀면서 야음을 이용하여 포 에서 포차가 탄약을 보급 받으러

오면 적재해 주면서 새벽을 맞이하 다.

  이렇게 춘천사범학교, 춘천농업학교, 춘천중학교 등의 학생들과 제사공장 여공들 및 인

근 주민들, 즉 시민군의 자발적인 협조로 포탄 4,000여 발과 기관총 및 소총 탄약을 소양

강 이남으로 무사히 옮길 수 있었다. 

  한편, 164고지는 국군 제7연 가 춘천에 주둔하면서 적의 침공에 비하기 위해 진지구

축을 하여 방어전선을 공고히 준비하 던 곳이다. 당시 중 장 이 용과 부 장 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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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 남쪽에서 본 원진나루

(옛날에는 워나루라고도 하였음)

씨 증언에 의하면, 164고지와 우두산고지에 한 공사를 50년 5월 중순경부터 시작하여 6

월 중순경까지 완료하 다고 하 다. 이 진지공사는 임부택 제7연 장과 제1 장인 김

용배 소령과 참모들이 계획한 것이었다. 당시 진지공사에는 연 장병들과 춘천시내의 춘

천중학교·춘천농업학교·춘천사범학교·춘천여자중학교 학생들 2,500명이 참여하 으며, 

한 달여 동안 더운 계절에 몹시 고생하 다고 하 다. 이런 지원을 통해 반양구 진지인 

콘크리트 유개진지와 통나무 엄호체, 그리고 전술 철조망, 인지뢰 매설을 도움으로써 

적 공격을 저지격멸하고 아군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속적인 전투를 가능케 하 다. 이러한 

민관군의 합동의 유비무환의 정신이 춘천 첩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이날 소양강 북안을 점령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는 적의 의도를 간파한 연 장은 16 : 00

에 연 지휘소를 보수공사가 완료된 봉의산 진지로 이동시켰다. 아울러 포병 도 소양

강 남안으로 진지를 전환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포병 는 17 : 00시에 제1포

를 춘천역 앞에, 제2포 를 봉의산 뒤편에, 그리고 제3포 를 우시장으로 전환하여 소양

강을 장애물로 방어선을 구축하 다.   

  3) 경찰들의 활약

  한편, 6월 26일 장재동을 거쳐 내평

리로 진입한 인민군은 내평지서를 포위

하 으나 지서장(노종해 경위) 이하 12

명의 경찰관, 춘성군 북상면 한청년

단 단장 김봉림 등은 완강히 저항하면

서 약 1시간 동안 적과 치열한 교전을 

벌 다. 이 전투에서 지서장 노종해 경

위와 9명의 경찰관, 한청년 단장 김

봉림이 전사하 다. 그러나 내평리 전

투로 인해 적의 진출은 한 시간 이상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김종수 소령의 제2 는 원진나루 남쪽 소양강 남안에 주저항선

을 확보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됨으로써 춘천방어에 크게 기여하 다.

  6월 26일 아침, 제19연  제2 가 원주에서 이동하여 소양교 북쪽 우두산에 배치된 

지 얼마 후에 역골 - 옥산포 일 에 적이 집결하기 시작하 다. 우두산 전방 164고지에 배



6·25전쟁 초기의 강원지역 전투┃제1절

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67

치된 제7연  제1 는 의 서쪽 2㎞ 지점에서 일어나는 적의 활동을 보고 적이 더 

증강되기 전에 적의 일부를 격멸하고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파쇄공격을 실시하

여 신동리까지 진격하 으며, 그곳에서 적의 반격에 비하 다. 뜻하지 않은 공격을 받

은 적은 전투력이 와해되어 자주포 5 까지 버리고 허둥지둥 역골 후사면 지내리로 물러

났다. 

  전열을 재정비한 인민군은 우두벌을 지나 소양강을 도하하여 춘천시내로 진입을 시도

하려 했다. 소양교로 진입하는 적의 선봉주력부 를 7연 가 담당하고 경찰은 측방(소양

강 제방, 봉의산 정상)에서 도하를 저지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때 경찰병력은 강원경찰국, 

춘천경찰서, 강원경찰학교와 전투전담 전투경찰 9 가 있었는데, 9 는 전쟁발발로 

춘천에 집결해 있었다.

  그 결과 소양교 측방(상하류)으로 도섭하는 적부 를 격퇴하고 후평동으로 후회기동하

는 적을 방어하 다. 공지천 하류로 도섭하는 적은 군경합동으로 막았다. 이러한 경찰의 

활약은 아군 7연 의 측후방 노출방지를 가져와 효과적인 전투를 가능하게 하 다.      

  이와는 별도로 동쪽 통로로 접근한 적 자주포 5 가 방어부 의 포화를 뚫고 소양교(지

금의 제1소양교) 부근 강변까지 진출하 으나 도로변 초가(草家) 옆을 지날 때 그곳에 매

복해 있던 57㎜ 전차포의 측방사격을 받고 선두의 자주포 2 가 파괴되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후속 자주포 3 는 방향을 북으로 돌려 도주하 다. 

  이 무렵, 가래 여울목 부근 모래밭까지 진출한 적의 공격제 는 살상지 에 걸려 전멸

되었고 소양강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다. 적은 제2·제3의 공격제파를 동일한 접근로상

에 투입하 지만 아군의 포격 앞에 한 명도 소양강을 건너지 못하 다. 적은 심 한 전투

력 상실에 따라 공격이 좌절되자 홍천방면으로 공격하던 7사단의 2  연  및 전차중 를 

춘천방면으로 긴급히 전환하 다.

  춘천 봉의산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단장은 춘천방어에 자신감을 얻었고 화력의 열

세로 고전하고 있는 홍천 방면의 제2연 에 포병 1개 중 를 지원하도록 조치하 다. 이

와 동시에 방어 정면을 축소시킬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날(26일) 밤에 소양강 북쪽

에 배치된 모든 부 를 소양강 남안의 최후 저지선으로 조정·배치하 다.

  이에 따라 소양교를 기준으로 동측은 제7연 가, 서측은 제19연 가 배치되었다. 사단 

공병 장(박정채 소령)은 소양교 북쪽에서 최후 저지선으로 병력이 재배치됨에 따라 소

양교의 폭파를 사단장에게 건의하 다. 그러나 사단장은 아군의 역습에 비하여 교량폭

파를 보류시키고 그 신 교량 위와 입구에 장애물을 보완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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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의산에서 내려다 본 164고지-우두산- 135고지(2012)

  한편 춘천 북방에서 적의 압

력이 가중되던 이날 육군본부

의 명령에 따라 수도사단 제8

연 ( - 1)와 독립기갑연  제3

도보수색  제8중 가 가평

에 진출하여 제7사단과 제6사

단간의 부 간격을 메우기 위

한 전투준비를 갖추는 듯하

으나, 서울지역의 상황이 보다 

위험하게 되자, 이들 부 는 다

음날 새벽에 서울로 복귀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제7연  제3 ( - )만이 화악산 쪽에서 가평에 이르는 접근

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이 무렵 적정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인민군 제2군단의 주목표는 당일에 춘천을 점령한 

후 수원방향으로 진출하여 제1군단의 서울 공격작전을 돕는 것이었다. 그런데 점령은커녕 

춘천을 공격한 그들의 제2사단이 도리어 큰 손실을 입고 공격능력이 약화되었다. 다급하

게 된 적 제2군단장은 홍천 방향으로 공격하던 제12사단의 2개 연 (전차 1개 중  배속)

를 인제 - 춘천으로 전환시켜 춘천공격 능력을 강화하 다. 이들은 26일 저녁에 춘천 북쪽

에 도착하여 적 제2사단과 합류하 다.

  27일 날이 밝자 인민군 제2사단과 제12사단은 춘천에 한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 다. 

적은 주공을 7연  정면 봉의산 방향으로, 조공을 19연  정면 근화동 일 로 하여 총공

격을 개시하여 이른 아침부터 소양강 남안과 봉의산 일 에는 포탄이 비오듯 하 고 춘

천시내에도 포탄이 떨어져 화염이 시내를 덮었다. 그들은 10 : 00 경부터 T - 34전차와 SU -

76 자주포를 앞세워 봉의산을 집중 공격하며 1개 연  규모가 가래모기로 도섭을 감행하

다. 제7연 는 57㎜ 전차포와 105㎜ 곡사포로 전차의 도하를 저지하며 제1제파, 제2제

파가 차례로 반복 도하하려는 적을 수장시키며 적을 격퇴하 다. 소양강이 붉게 물들었

다. 이 때 춘천사범학교 학생들이 포탄과 부상자들을 나르는 기염을 토했다. 경찰 역시 

군민과 합세하여 적을 방어하고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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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군 T - 34전차와 SU - 76자주포

  4) 홍천 말고개 지원과 승전 

  제6사단장은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기 전 이날 아침 일찍 제2연 를 방문하 다. 거기에

서 제2연 가 전차를 앞세운 적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상황보고를 받고 말고개의 상황이 

춘천보다 긴박하며 만일 이곳이 돌파되면 홍천이 그들의 수중으로 넘어가 사단의 철수로

가 차단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단예비를 홍천지역으로 전환시키고 제2연 의 전력을 

강화하기로 결심하고 봉의산으로 되돌아왔다. 제6사단장은 당시 이미 적 제12사단의 주력

이 춘천으로 이동한 적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 그 동안 두절되었던 육군본부와의 유선망이 소통되었다. 육군본부 참모부장(김백

일 령)은 “서부전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육군본부는 시흥으로 철수한다. 제6사단장은 판

단에 따라 중앙선을 중심으로 한 중부전선에서 지연전을 전개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

의 지시를 하 으며, 그 직후 통신이 두절되고 말았다. 이때서야 비로소 전 전선의 개황

을 파악하게 된 제6사단장은 서울이 실함되었을 경우 적이 여주 방면으로 진출하여 중부

전선을 후방에서 포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긴박한 사태라 하더

라도 춘천시민과 행정기관의 피난을 위해 24시간의 여유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의 소신이었다.  

  이에 사단장은 제7·제2연 로 하여금 현 방어진지를 고수하게 하고, 제19연 를 즉시 

홍천으로 이동시켜 제2방어선을 형성하여 제7·제2연 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하는 동시에 

제16야전포병 ( - )로써 제2연 를 지원하는 작전명령을 하달하 다.

  제7연 는 연 직할 로서 신예비 를 잠정 편성하여 제19연 가 방어하던 지역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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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고개 근방에서 본 구봉산-대룡산 능선

하 다. 또한 제19연 와 제16야전포병

( - )는 이날 오후에 행군제 별로 춘

천을 떠나 홍천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날 오전 소양강 도하에 실패한 적은 

이미 제19연 가 빠진 전선을 재정비하

고 있던 제7연  진지로 재공격을 해왔

다. 이번엔 전차를 소양교로 투입하며 2

개 연 는 가래모기로 도섭을 강행하고 

1개 연 는 춘천 동북방의 원진 나루터

에서 소양강을 건너 구봉산 방향으로 공

격해 왔다. 드디어 적 전차가 소양교를 도하하고 제7연 의 방어선의 일각이 무너지고 돌

파구가 확장되기 시작하 다. 그리고 우측방으로부터의 후방차단이 우려되었다. 연 는 

이들로부터 봉의산을 피탈당하자 17 : 30경 춘천을 포기하고 원창고개 방향으로 철수하

다. 적이 춘천시내에 진입하 다. 그러나 이는 당초목표보다 48시간이나 지연된 것이며, 

또 제12사단마저 최초의 공격축선에서 전환함으로써 계획상의 큰 차질이 빚어졌다. 제7연

는 춘천으로부터 철수 후 그 남쪽 국사봉 - 안마산 - 룡산선에서 적을 지연하면서 6월 

28일 정오까지는 원창고개에서 신방어진지를 편성하 다. 

  한편, 춘천에서 혈전이 벌어지던 6월 27일 동측의 제2연  정면에서는 적이 소규모의 

보·전 협동부 를 말고개에 투입하여 위력수색을 벌이면서 간헐적으로 교란사격을 가하

기도 하 으나 본격적인 공격행동은 없었다. 연 는 추가로 지원 된 제16야포  3중

를 말고개 남쪽의 제1중 와 함께 배치하는 등 말고개의 방어태세를 보강하 다. 또 이날 

저녁 홍천에 도착한 제19연 는 제3 로 하여금 전차특공 를 편성케 한 후 이 

를 말고개 서남쪽 뒤편에 배치하고 연 ( - 1)는 춘천과 양구·인제에서 홍천에 이르는 양

쪽 도로를 제압할 수 있는 망령산(望嶺山)에 투입하여 홍천방어선을 강화하 다.  

  28일 새벽, 제2연 는 예상되는 적의 공격 준비를 방해하기 위하여 제1 (김주형 소

령)로써 파쇄공격을 실시하 다. 짙은 안개 속에 전개된 이 공격은 기습의 달성으로 복골 

부근의 지휘소로 추정되는 적 부 를 유린하 다. 참전자의 증언에 의하면, 200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차량으로 5  분의 고급품을 파괴한 후 복귀하 다.

  이날 09 : 00경 안개가 걷히자 사전공격 준비를 갖추고 있던 제12사단( - )이 전차 및 자

주포 10여 와 병력을 가득 실은 수십 의 트럭으로 편성된 기계화부 를 투입하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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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개에서 본 서남쪽 모습과 동쪽 고개 아래에서 본 말고개(강원도청, 2012)

철정교에서 본 말고개 가는 강 절벽 

숨에 아군방어진지를 돌파할 기세로 말

고개 북쪽의 한계(寒溪) 마을까지 진출

하 다. 이 일 는 반월형의 분지인데 

이곳에 살상지 를 설정해 놓고 있었다.  

  마침내 적의 주력이 살상지 에 완전

히 진입하고 선두전차 열이 작은 말

고개를 오르기 시작한 직후 방어부 의 

모든 화력이 살상지 로 집중되었다.

  적은 예상 외로 강력한 포화로 인하

여 순식간에 혼란이 일어나고 전차와 보병이 분리되었다. 보병부 와 분리된 적의 전차

열은 SU - 76 자주포를 선두로 T - 34 전차 등 10여 가 전자포와 기관총 사격을 가하면

서 느린 속도로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하 다.이 고개 첫 번째 S자 굴곡지점에 배치되었던 

57 리 전차포가 포문을 열고 첫 탄을 명중시켰다. 그러나 전차는 끄덕도 하지 않았으

며, 오히려 후속전차가 사격한 포탄에 맞아 포수 이하 전원이 전사하고 전차포는 파괴

되었다. 도로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본 연  병사들은 전차에 한 공포심이 싹트고 육탄

공격을 주저하게 되었다.

  잠시 후 적의 전차 열은 고개 중턱에 있는 가장 굴곡이 심한 지형인 두 번째의 S자형 

굴곡지점에 이르 다. 선두에서 달리던 자주포가 굴곡지점을 미처 빠져 나가기 전 측면이 

노출되는 순간에 30m쯤 떨어진 곳에서 이를 지켜보던 제2연  57㎜ 전차포 중  제2소

 1분 장 김학두(金學斗) 일등중사는 철갑탄을 장전하고 직접 사격하여 자주포의 측면

을 명중시켰다. 이어서 2탄·3탄을 계속 발사했다. 첫 탄에 명중된 선두 자주포가 2~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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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개 육탄용사전적비(강원도청 제공, 2012)

전진하다가 정지하자 후속하던 전차

가 자주포와 추돌한 후 정지하 다. 

용기백배한 전차포 분 장은 2번 

전차에도 계속 명중탄을 퍼부었다.

  이때 제19연  전차특공 원 조

달진(趙達珍) 일병이 1번 전차에 뛰어

올라 해치 안에 수류탄 2발을 넣고 

길옆 절벽으로 뛰어내렸다. 잠시 후 

굉장한 폭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다. 

선두전차 2 가 파괴되자 후속하던 

전차들은 모두 정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호기를 포착한 전차특공 는 제각기 수류탄과 

화염병을 들고 적 전차를 맹렬히 공격하 다. 당황한 적 4번 전차는 북으로 회전하려다가 

화양강으로 굴러 떨어졌으며 나머지 전차병들은 탈출하다가 부분 사살되었다. 후미전차

는 전차 열이 정지하자 해치를 열고 전차장이 뒷면을 살피고 있었다. 바로 이때 약 10m

쯤 떨어진 좌측 능선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전차특공 가 발사한 2.36인치 로켓이 해

치 안으로 들어가 폭발하면서 불길을 내뿜었다. 이러하여 10여 의 적 전차는 좁고 굴곡

이 심한 작은 말고개의 오르막길에서 섬멸되었다.

  이는 개전 이후 최 의 전차격멸전이었다. 정상적인 공격방법으로는 성능상 적의 전차

를 파괴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 음에 불구하고 이들 장병들은 지형을 최 한 

이용하여 지근거리에서 전차의 취약부분에 사격을 가하고 육탄으로 적의 전차를 용감하

게 공격함으로써 전쟁사에 빛나는 전례를 남기게 되었다. 이는 국군장병의 사기를 드높혔

고 전투에 자신감도 불어넣었다. 반면, 적은 전차를 투입하고서도 말고개를 돌파하지 못

함으로써 진출이 지연되어 더욱 초조해졌다.

  5) 원창고개에서의 패전과 철수

  한편 이날 제7연 는 원창고개로 물러나 제2 가 고갯마루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연 주력은 퇴로차단이 우려되어 홍천 북쪽 사현(沙峴)으로 철수하 다. 원창고개는 소양

강 남쪽 약 10㎞ 지점 춘천 - 홍천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격실 능선상의 표고 약 600m 고개

로서 이 접근로를 통제하는 요지요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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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방향(좌)과 홍천방향(우)에서 본 원창고개

  적은 이날 밤부터 이 고개를 공격해 왔으며 다음날인 29일 아침 날이 밝자 포병지원사

격을 연신하면서 2개 연  규모가 제2  진전에 나타났다. 제2 는 유리한 지형에서 

적의 거듭되는 공격을 격퇴하 다. 그런데 11 : 00경 다시 나타난 1개  규모의 적이 백

기를 흔들며 진전으로 접근하 다. 는 드디어 적이 투항하는 것으로 믿고 이들을 받

아들일 채비를 하 다. 그 순간 20m까지 접근하던 적이 갑자기 숨겼던 다발총을 난사하

며 진내로 진입하 다. 육박전이 벌어졌으나 기습을 당한 제2 는 요충을 빼앗길 수밖

에 없었다.

  제7연 가 원창고개에서 적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말고개의 제2연 도 적의 새로운 공

격에 직면하 다. 이번에 적이 중앙의 도로 접근로로는 견제공격을 가하면서 양측방으로 

우회하기 시작하 다. 그들이 말고개 동측의 청벽산(451고지)을 점령하고 홍천 북방 양지

말 쪽으로 진출함으로써 제2연 의 퇴로 차단이 우려되었다.

  이와 같이 29일 홍천 전방의 중요 고지군이 피탈되자 제6사단장은 제2·제7연 에 홍천 

남쪽으로의 철수를 명령하 다. 이로써 국군 제6사단은 약 5일간의 전방방어 전투를 끝내

고 이날 오후 홍천 - 원주 방향으로 축차적인 철수길에 올랐다.

  이에 앞서 제6사단장은 전날 L - 5 연락기로 사단사령부에 도착한 육군본부작전국장 장

창국(張昌國) 령으로부터 “원주에 새 방어선을 형성하여 동해안 전선에서 철수 중인 제8

사단을 엄호하는 동시, 이천(利川)에 1개 연 를 배치하여 노출된 측방을 경계하라”는 내

용의 작전명령을 수령하 다.

  제6사단장은 제8사단이 원주로 이동하려면 최소한 48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

하고 홍천과 횡성 간에서 적을 최 한 지연시키기로 하 다.

  기간 중 적 제2군단은 비록 춘천을 점령하고 홍천에 한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춘천 

점령 후 적 제2사단이 경춘가도를 타고 서울 방향으로 진출을 서둘 으나 당초의 계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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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연되어 적 제1군단의 서울공격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 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초기

전투에서 전차를 포함한 인원·장비의 많은 손실을 입고 국군 제6사단의 축차적인 저항에 

부딪쳐 원주·이천 방향으로의 진출도 늦어져 작전계획상의 큰 차질을 빚고 있었다.

  이로써 개전 이후 3일간이나 춘천을 확보하며 선전했던 국군 제6사단은 비교적 사단의 

편제를 유지하면서 홍천 - 횡성 - 원주 - 제천을 거쳐 7월 1일 충주로 철수하 다. 5일간에 

걸친 춘천지구 전투에서 제6사단은 적 제2사단의 서울 진출을 봉쇄하 으며, 적 제2·제

12사단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김일성은 춘천전투의 패전을 물어 7월 초에 제2사단

장 이청송 소장을 최현(崔賢) 소장으로, 12사단장 전우 소장을 최충국(崔忠國) 소장으로 

교체하고 제2군단장 김광협 소장을 해임하고 김무정(金武亭) 중장을 후임으로 임명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하 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은 적 살상 6,792명, 포로 122명, 전차와 

자주포 18 를 파괴한 반면, 아군은 전사 202명, 부상 350여명, 그리고 1299명의 실종자가 

나왔으나, 이들은 부분 부 로 복귀하 다.

  이 전투로 북한군은 수도권을 포위하기 위하여 2개 사단을 춘천 - 홍천 - 이천 - 수원 축선

으로 우회 기동시키려던 당초의 작전계획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국군은 한강방

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었다.

 4. 강릉지구 전투

  1) 제8사단의 수륙양면 방어

  동해안지역 방어를 담당한 국군 제8

사단(사단장 이성가 령)은 아직 2개 

연 밖에 갖추지 못한 부 로써 38도선

에 제10연 를 배치하고 삼척에 제21연

를 예비로 집결보유하고 있었다.

  사단의 책임지역은 제6사단과 협조점

인 진흑동에서 동해안의 기사문리까지 

26㎞로써 적이 남침을 하면, 예비인 제

21연 를 좌일선에 투입하여 2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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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38도선에서 적을 저지격멸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릉을 고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38도선 남쪽의 고지군에 경계진지를 편성하고 광원리, 오 산과 연곡천을 이용

하여 주저항진지를 구축하 으며, 그 남쪽 운두령과 사천선을 예비진지로 선정해 두고 있

었다.

  그러나 6월 중순에 침투한 적의 비정규전부  토벌작전에 각 연 에서 1개 씩 2개 

를 오 산·계방산(桂芳山) 일 에 투입하 기 때문에 적이 전면남침을 개시하 을 

때 즉각 응할 수 있는 가용병력은 4개  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제10연 는 공

비토벌에 투입된 연 의 좌일선 제1 를 제3 로써 교 하는 중에 있었다.

  한편 사단 정면의 적은 인민군 제5사단으로서 양양 - 강릉에 이르는 해안도로 축선에 주

력을 투입하여 북쪽에서 제10연 를 정면공격하고 제945육전 와 제766부 를 강릉 남쪽

의 정동진과 임원진으로 상륙시켜 제21연 의 증원을 차단함으로써 2개 연 를 각개 격파

하는 동시에 강릉을 남북에서 협공하려 하 다. 그리고 태백산맥에 이미 침투한 잔존 유

격 와 합류하여 적 제2군단의 작전을 촉진할 기도 다.

  적 제5사단은 계획 로 6월 25일 04 : 00 공격준비사격과 더불어 38도선을 돌파, 주공이 

주문진으로 진격을 개시하 으며, 조공은 양양 - 서림리 - 원일전리(元日田里)의 계곡 접근

로를 따라 남하하기 시작하 다. 주문진 일  38선을 경비하던 국군 제10연  2 는 불

의의 기습으로 최일선의 경비 부 가 무너지고 포격이 멈추자 새벽 5시경 38경비 제1여단

의 뒤를 이어 제2제 던 인민군 제5사단 예하 제10연 가 내려오기 시작하 다. 이에 

공교롭게도 강릉전투는 남북의 제10연 가 서전부터 맞상 하는 진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소 ·분  단위로 경계진지를 구축하여 38도선을 경계하던 제10연 의 전방부 들은 

엄청난 양의 적의 포병화력에 압도당하여 경계지역은 순식간에 수라장이 되었으며, 제

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분계선 남쪽에 준비된 저지진지로 철수하게 되

었다. 그러나 이들은 저지진지도 점령하지 못하고 7번도로 축선상의 제2 ( 장 조원

 소령)은 주문진으로 물러서게 되었고, 좌전방 서림리 일 의 제1 ( 장  박치옥 

소령)는 구룡령(九龍嶺)에서 축차적인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광원리(廣院里) 부근으로 철수 

중이었다.

  한편 강릉 남쪽 정동진리의 해변마을인 등명동에는 이날 04 : 00경 수많은 인민군이 나

타나 마을 주민들을 강제동원하여 마을 옆 해안에 접안한 수송선에서 하역한 탄약과 보

급품을 뒷산으로 운반시켰다. 이때 뒷산 중턱에는 인민군이 이미 개인호를 파놓고 경계태

세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적의 선발 가 상륙한 시간은 04 : 00 이전이었고 해상의 3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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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공원에서 본 안인 앞바다 

선을 넘은 시간은 이보다 훨씬 앞설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적은 이날 새벽 등명동 해안초소에 근무 중이던 경찰 1명을 사살하고 상륙에 완벽한 

기습을 달성하 으며, 주민들이 적을 발견하 을 때는 이미 선발 가 상륙지역을 점령한 

후 다. 적의 출현상황은 이 마을의 한청년단원에 의해 약 4㎞ 떨어진 안인진지서에 신

고됨으로써 군경부 에 전파되었다. 제8사단장은 05 : 40에 강릉경찰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제21연 장은 06 : 00경 삼척경찰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상륙지역을 확보한 적의 육전 는 발동선과 범선으로 주력부 를 상륙시켰다. 

이들은 1개 연  규모로서 축차상륙하여 주력이 삼척 - 강릉도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밤재

를 점령한 후 1개 는 강릉을 목표로 북상하고, 또 1개 는 옥계 방향으로 남하하

다. 또한 05 : 00경에는 임원진에 유격부 인 제766부 가 상륙하여 1개 부 는 태백산맥

으로 침투하고 1개 부 는 삼척 방향으로 북상하 다.

  강릉비행장에 사령부를 둔 제8사단장

은 이와 같이 전방경계진지가 삽시간에 

돌파되고, 후방 해안지역에 적이 거 

상륙하 다는 상황보고에 접하자, 06 : 00

에 사단작전회의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

서 우선 제10연 로 하여금 안인진 쪽으

로 북상하는 적을 최 한 저지토록 하는 

한편, 삼척에 있는 제21연 를 강릉으로 

이동시켜 주저항선인 연곡천(連谷川) - 사

천(沙川)선에서 적을 저지·격멸하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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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진 해변

릉을 사수하기로 하고 사단 공병 로 예비 를 편성하는 동시에 육군본부에 1개 연

의 증원을 긴급 요청토록 조치하 다. 그 후 육군본부로부터 “사단장의 재량권에 따라 최

선을 다할 것이며 1개 연 의 증원은 서울방어가 더 긴급하므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

은 직후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다.

  2) 안인진 사수와 제21연대 우회 기동

  육군본부로부터 전반적인 상황통보를 

받은 사단장은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것

이라고 판단하여 6월 25일 10 : 00를 기

하여 작전지역 내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군수품은 관령 너머 진부리(珍

富里)로 소산시키며, 군·경 가족과 공

공기관을 후방으로 피난 및 소개시키도

록 책을 강구하고, 민간차량을 징발

하여 기동력을 확보하도록 하 다.

  이에 따라 사단은 장병 가족에게 6개

월 분의 봉급과 식량을 지급하고 계엄업무를 담당할 민사부장을 임명하 으며 주민의 피

난계획까지도 준비하 다. 이처럼 장기전을 예상하고 비한 것은 다른 사단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군을 믿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으니 강릉학도호국

단 산하 1,400여 명의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탄약 및 보급품의 운반과 환자구호 그

리고 연락업무를 수행하 다.

  제10연 장(고근홍 중령)은 적이 후방의 등명동에 상륙한 상황에 처하기 위해 57㎜ 

전차포 중 와 제4중 를 강릉 남쪽의 안목 - 안인진 일 로 급파하 다. 그 무렵에는 

적의 상륙선단의 일부가 해안선을 따라 남하하고 있었으며 그 일부는 안인진 해변에 접

안을 시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안인진에 도착한 전차포중 가 적의 선단에 맹렬한 

포격을 집중하여 격퇴시켰다. 또한 제4중 는 등명동에 상륙한 적 육전 가 산악을 따라 

강릉으로 북상할 경우에 비, 가장 방어에 유리한 안인진 서쪽 포동에 방어진지를 급

편하고 경계를 하고 있던 중 때마침 북상 중이던 1개 중  규모의 적을 발견하여 격멸함

으로써 위급한 국면을 타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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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 군선강 군선교와 남쪽으로 본 강의 모습

  한편 안인진· 포동의 교전상황을 종합 분석한 사단장은 강릉을 고수하려면 북쪽의 적

을 방어하는 것 못지않게 남쪽에서 협공하는 적에 비하는 것 또한 급선무라는 결론을 

짓고 강릉 남쪽 12㎞ 지점의 군선강(群仙江)에 방어진지를 급편하기로 결심하 다. 그러

나 가용병력이 없었다. 사단장이 사용할 수 있는 병력은 사단의 공병임무를 수행해야 할 

사단 공병 밖에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사단장은 전방방어에도 힘겨운 제10연 장에게 

제21연 가 증원될 때까지 군선강 방어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위하여 공병 1개 

중 의 배속과 아울러 제18야전포병  1개 중 로 이들 부 를 직접 지원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공병 를 연곡천 주저항선에 배치하고 사단전술지휘소도 사천국민학교로 

추진하 다. 제10연 장의 지시에 따라 연 예비인 제3 장은 배속된 제21연 의 제10

중 , 공병 1개 중  등으로써 군선강 방어진지를 급편하 다.

  한편 삼척에 있던 제21연 장은 적의 상륙 정보를 입수하고 북평에 주둔 중이던 제1

로 하여금 이를 확인토록 한 결과, 수색 와 제1중 가 북상하여 옥계 부근에서 수색작

전을 펴던 중 때마침 남하하는 1개 중  규모의 적을 발견하고 경찰 및 한청년단원과 

더불어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괴멸적 피해를 가하 으며, 적의 주력이 밤재를 차단하고 있

음을 확인하 다. 연 장(김용배 중령)은 강릉으로의 이동명령을 받고 지역 내의 민간차

량을 징발하며 준비를 하던 차에 밤재에 1개  규모의 적이 도로를 차단했다는 보고

를 받고 심사숙고 끝에 북평 - 백봉령(白峰嶺) - 삽당령(揷塘嶺) - 구산리(邱山里)로 우회·이

동한다는 단안을 내렸다. 이리하여 제21연 는 2개 행군제 로 편성하고 주력은 25일 19 :

00에 삼척을 떠나 다음날 10 : 30경 강릉을 경유 군선강 방어진지를 인수하 다. 그리고 제

3 는 장성과 임계리에 배치한 2개 중 를 삼척으로 집결시킨 후에 강릉으로 행군하여 

본 와 합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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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곡 백일교에서 본 천마봉(저 먼 산 너머 주문진·연곡

경계봉, 강원도청 제공, 2012)

  3) 제18포병대대의 분전과 군·경·시민 합동작전 

  사단장으로부터 를 주저항선에 배치하라는 명령을 받은 공병 장 김묵(金黙) 소

령은 전투편성을 마치고 제10연 에 배속되어 연곡천 주저항선 진지를 점령함으로써 공병

이 보병전투를 수행하는 첫 번째 기록을 세웠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18야전포병  

제1·제2중 는 주저항선 후방의 석교리(石橋里)와 사천국민학교에 전개하 다.

  주저항선을 사전에 확보한 이들은 전방 인 제10연  제2 의 철수를 효과적으로 

엄호할 수 있었으며, 26일 오전에는 제21연 가 군선강에 배치 완료되고 전차포 중 가 

증원됨에 따라 연곡천의 방어배치를 조정하고 반격의 기회를 노리게 되었다.

  한편 제10연 가 주저항선에서 방어진지를 재편성하고 있을 때 사천면 한청년단은 사

명감이 투철한 원 40명을 선발하여 적정수집을 자원하고 나섰으며, 면(面)부인회와 청년

단은 야전취사장을 설치하여 군·경들에게 주먹밥을 공급함으로써 군작전에 크게 기여하

다.

  제8사단의 주방어지 는 연곡천 - 송림리간 4㎞의 방어정면과 그 남쪽 사천까지 3㎞ 정

도의 방어종심을 가진 지역에 형성되어 있었다. 연곡천은 강폭이 200~250m 정도이지만 

수심이 깊어 교동과 송림리의 여울 외에는 도섭이 불가능하 다. 또한 7번도로와 연곡천

이 만나는 지점에는 목교가 가설되어 있었으나 자주포를 포함한 중장비는 통과할 수 없

었다. 사단은 이 목교를 파괴하지 않고 그 부근에 살상지 를 설정하여 적을 유인·격멸

할 계획이었다.

  적은 26일 새벽 04 : 00 공병  정면으로 강습도하를 시도한 것을 계기로 산발적인 교

전이 있었으나 적인 공격은 없었

다. 하지만 12 : 00경에 적 1개 중 로

부터 천마봉을 점령당했다. 14 : 00시경

에 사단으로부터 연락장교가 나와서 4

㎞ 후방에 있는 사천초등학교로 병력

을 철수시킨 제10연 는 이 소강상태

를 이용하여 이날 밤 제2 가 주저

항선 전방의 감제고지인 천마봉(天馬

峰)을 공격·탈취하여 주문진 공격의 

발판을 확보하 고 사단에서는 주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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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초등학교 전경과 정문 도로건너 서쪽의 밤나무 밭(지금의 사천농협 미곡처리장)

공격명령을 하달하 다. 그런데 그 무렵에는 적 또한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공격개시 명령

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사단은 그와 같은 적정을 탐지하지 못하 다.

  다음날(27일) 새벽 04 : 00경에 2개  규모의 적은 제2 를 삼면으로 포위한 채 집

중·공격하 다. 사단의 주문진 공격개시 시간(05 : 00)보다 1시간 빠르게 적이 먼저 공격

준비사격을 가해 왔다. 그들의 맹렬한 포격은 주방어선과 전방에 제2 가 추진·배치되

어 있는 천마봉에 집중되었다. 화력의 강도는 여느 때보다도 훨씬 강한 것이어서 제2

는 집중포격을 받고 얼마 후에는 천마봉을 포기하고 분산·철수하 다. 이때 주방어진지

에서는 이런 상황보고를 받지 못해 측방에서 접근하는 적을 아군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러 방어선의 일부가 돌파되었다. 뒤이어 계속 어닥치는 적의 공격 열에 의해 주방

어진지는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와 같이 주방어진지가 무너지고 방어부 가 와해되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증원된 제21연  제3 가 사천선에 투입하여 분산·철수하는 병력을 수습하고 적을 저

지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한편 사천국민학교와 그 서쪽도로 건너편 밤나무 밭에 포진한 제18야전포병 ( 장 

장경석 소령)는 적이 주저항선까지 쇄도한 후에는 사격을 통제할 여유가 없이 다만 포단

위로 사격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사적인 포병의 저항은 주저항선을 돌파한 적의 

진출을 지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주저항선에서 철수한 병력으로 하여

금 사천선에 저지진지를 편성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 다.  

  그러나 계속 려오는 적의 공격 열은 야포 가 있는 곳까지 어닥쳐 보병의 보호

를 받을 겨를도 없이 거리 사격(직접 조준사격)으로 응하던 포병들의 진지로 들어왔

다. 원들은 소총, 야전삽, 곡괭이 등 닥치는 로 손에 잡고 진내에서 백병전을 벌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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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야포대대의 강릉지구포병전공비

어이 적을 격퇴시켰다. 보병도 아닌 

포병이 백병전을 벌여 적을 물리친 

장쾌한 일이었다. 그 후 제18야포

는 제21연  제3 의 엄호를 받아 

오죽헌(烏竹軒)부근으로 철수하여 다

시 화력지원을 계속하 다.

  제8사단장은 육군본부와의 모든 통

신이 두절된 탓으로 전 전선의 전황

을 알 수 없어 부 지휘 상 많은 고

충을 겪고 있었다. 그는 적정과 가용

병력 및 지형을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승산 없는 무모한 전투를 회피하고 전황이 파

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관령으로 물러나 상황추이에 따라 반격하기로 결심하 다.

  이 무렵 연곡천 일 의 아군 주방어진지를 점령한 적은 재편성 중에 있었으며, 그리고 

후방의 군선강방어선에서는 적의 산발적인 공격을 격퇴하고 방어선을 지탱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단은 27일 17 : 00에서 철수 개시하여 19 : 00에 관령 너머로 이동

하 다. 이날 밤 사단사령부와 제10연 는 유천리에 집결하 고 제21연 는 횡계리에 집

결하 다. 적은 21 : 50경 강릉으로 진입하 다. 

  4) 강릉탈환 작전과 철수

  제8사단장은 2개연 의 재편성상태를 점검한 결과 사단전투력이 건재하며 장병들의 투

지가 불타고 있음을 확인하자 강릉탈환을 목표로 반격하기로 결심하고 공격명령을 하달

하 다. 28일 아침에 제21연 가 공격을 개시하 으며, 제10연  제1 가 구산리 동측 

칠봉산(七峰山)으로 추진 배치하여 공격제 를 측방에서 엄호하도록 하 고, 포병은 105㎜ 

2문을 관령 동편의 보광리(普光里) 입구까지 추진하여 화력지원을 하 다.

  공격제 가 강릉 교외까지 진출할 무렵 원주의 제6사단사령부와 극적인 통화가 이루어

져 제6사단장 김종오 령으로부터 “이날 밤중으로 원주로 철수하라”는 육군본부의 명령

을 받고 난 후 철수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공격을 중지하고 관령으로 철수하 다.

  28일 저녁 유천리와 하진부리에 집결한 제8사단은 행군 준비를 갖추고 다음날 원주를 

향해 차량행군을 시작하 다. 300 의 차량행군은 2㎞/h의 속도로 이동하 는데, 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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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용 경찰차량(1950년, 강원경찰박물관 제공)

갔을 때 민간차와 피난민이 길을 메우고 있었다. 횡성이 피탈되었다는 것을 피난민으로부

터 확인한 사단장은 적이 원주에 먼저 도착할 거리에 있으므로 목표를 제천으로 변경하

다.

  이처럼, 동부전선의 국군은 제6사단이 춘천과 홍천에서 인민군 제2군단 예하의 제2사단

과 해안에 상륙한 육전 의 협공을 저지하면서 분전하던 중 육군본부의 작전지도지침에 

따라 제6사단은 이들을 저지하면서 원주 방향으로 물러나야 했고 제8사단은 제천을 목표

로 이동 중이었다.

  이는 6월 27일부터 춘천과 강릉을 두고 피아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때 서부전선에서 

전개된 서울방어작전의 결과에서 연유된 것으로 지연작전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군의 전

반적인 전선조정에 따른 것이었다. 

 5. 강원경찰의 철수와 영월공방전

  지연작전은 국련군(國聯軍) 진주(進

駐)시까지 사력을 다하여 적 남하를 

틀어막아 저지하여 귀중한 시간을 획

득하는 지연공방전에 치중하고 군 작

전을 지원 또는 합동작전으로 각 지구

전투에서 커다란 전공을 올리고자 하

던 것이다.

  패전의 후퇴는 실로 비참 그것이었

다. 원들은 연일연야(連日連夜)의 격

전에 심신이 피로하여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었다. 부 의 지휘계통도 산산이 깨어져서 수

송력이 없는 경찰 원은 삼삼오오로 무질서한 후퇴의 수라장에 휩쓸리고 말았던 것이다.

  삼척경찰서(서장 이운룡 총경)에서는 1950년 6월 25일 23시, 군 작전명령에 따라 전 경

찰병력을 평창군 진부면으로 이동시켰으며, 사천 부근에서 용전했던 주문진경찰서 경찰

도 6월 27일에 관령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때 전투경찰 제9  3중 장(함약해 경감)은 남침공비의 침투로를 봉쇄하기 위해 오

산 두로봉 산정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경계 중, 월정사 부근 속칭 회사거리에 설치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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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영월화력발전소의 모습(영월군청 제공)

 배속 경찰국 파견 무전통신소의 미국의 소리 방송 등을 통해 북한군의 남침사실과 초

전 전황을 전달받고 있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각에 주문진경찰서 삼산지서를 통해 전

달된 강원도 비상경비사령관의 작전명령에 따라 삼산지역과 동 령(434m)·노인봉(1338m)

을 경유 함약해 중 장 지휘 하에 진부에 집결, 강릉·주문진·삼척경찰서 등의 경찰부

와 합류, 군의 작전지시 로 진부면 속사리에 배치되어 운두령 후방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천혜의 요지인 관령을 중심으로 우리 군경은 다시 2일 동안 지연전을 전개, 

성공적으로 적을 저지했으나 서울이 피탈됨에 따라 29일 19시 강원도내 제1차 저지선이었

던 관령에서 철수하기에 이르 다.

  월지구에서는 전차를 앞세운 적이 마차를 행해 돌진했고, 동해안에 상륙하여 태백산

맥에 침투했던 적의 유격부 가 측방과 후방을 위협함으로서 경찰부 는 적의 포위망 속

에 들어가게 되었다.

  같은 날, 월과 울진을 제외한 강

원지역의 전 경찰서는 군과 함께 철수

하게 되었다. 이에 강원도 비상경비사

령관 윤명운 경무관은 사령부를 제천

에 이동하고, 백성욱 내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철수경찰 병력을 수습, 

월을 사수할 결심을 했다. 월은 

세계 굴지의 상동 중석광산과 함백, 

마차 등의 탄광지 로서, 또한 10만Kw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전원지(電源地)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월발전소를 사수하려고 한 것이다. 윤명

운 경무관은 즉시 강원도경찰학교장 김인호 총경을 월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전

투경찰 제8 ( 장 전성우 경감)와 홍천경찰서 및 인제경찰서 경찰병력 100명으로 

월지구 전투부 를 편성, 월을 사수하게 했다.

  이에 김인호 총경은 전 원과 함께 월 사수의 결의를 다짐하고, 부 를 월 주위의 

고지에 배치,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적정을 수집, 응태세를 가다듬었다. 새벽 5시, 

원주를 공략한 적은 계속 제천 북방 봉양을 위협했으므로 강원도경찰국 비상경비사령부는 

다시 단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계속 단양에서 철수 경찰병력을 수용하고자 했으나 각개 

분산된 경찰병력이 부분 청주방면으로 후퇴해 단양에 집결된 부 는 월경찰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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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전적비에서 바라 본 녹전리(영월 상동면사무소 제공)

노송에서 바라본 솔고개[松峴峙]

인 경감)·정선경찰서장(최형식 경감) 

및 전투경찰 제8·9 뿐이었다.

  7월 4일 오후 2시, 이에 윤명운 사

령관은 단양경찰서(서장 허관 경감) 

뒤뜰에서 단양지구의 전 강원경찰 병

력을 집결시킨 다음, “강원경찰의 명

예와 전통을 위해 최후의 1인까지 

월을 사수하자”는 요지의 훈화로써 

월사수의 결의를 다시 한 번 가다듬었

다. 그리고 사령관 진두지휘하에 경찰 

혼성부 는 월을 향해 반격을 개시

했다. 15시, 제9  3중 를 선두로 월시내에 돌입했으나, 이미 북한군이 할퀴고 지나

간 전화의 그림자만 거리를 덮고 있었을 뿐이었다. 부 는 마차쪽의 외곽도로 장악에 주

력, 경찰병력을 집중 배치하고 적의 재침에 비했다.

  이날 밤 일단의 적이 마차로부터 다시 침공, 그 일부가 경찰부 의 퇴로를 차단할 목적

으로 상동방면으로 우회하고 있었다.

  7월 7일 오전 6시 월지구에서 상동으로 철수한 전투경찰 제8  1중 는 사령부 작

전명령에 따라 김해수 중 장이 지휘하는 47명의 결사 가 월을 공격하기 위해 기관총 

1정을 거치한 트럭 등 2 에 나누어 타고 상동을 출발했다. 월지구에서는 전차를 앞세

운 적이 마차를 향해 돌진했고, 동해안에 상륙, 태백산맥에 침투했던 적의 유격부 가 측

방과 후방을 위협함으로써 경찰부 는 적의 포위망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7월 8일 이날은 아침부터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천안

이 적에게 점령되었다. 14시, 강원도 

전투경찰 제8  1중 는 녹전리 솔

고개[松峴峙]를 넘어 행금벌을 지나 마

을로 진입하는 커브길에 진출했다. 그 

곳에서 한 채의 집 옆 변소 안에서 보

초를 서고 있던 적 척후병을 발견 선

두에서 지휘를 하던 김해수 중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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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8대대 훈련 후 휴식 모습 (강원경찰박물관 제공)

사살하 다. 그 순간 반 편 산 중턱 장고목재 주변에 잠복하고 있던 인민군이 박격포를 

쏘고 함성을 지르며 수백 명이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이때 김해수 중 장의 명령에 따라 

돌격을 감행했지만 진두지휘하던 김중 장이 전사하 다. 중과부적으로 용감하게 싸우던 

원들은 석상익 경위 지휘하에 전투를 계속하 으나 석경위 마저 전사하고 많은 원들

이 쓰러졌다. 생존 원들은 뒤의 차량을 이용하여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여 사지를 벗어나 

원 로 복귀하 다. 이 조우전에서 김경위 이하 24명이 전사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때 한 생존자는 이곳 지리를 잘 아는 녹전출신이어서 강쪽 기암 아래 일본인들이 금광

을 캐기 위해 뚫어 놓은 동굴안에 피신했다가 화를 면하기도 하 다.

  1중 의 월 탈환작전 실패의 급보를 접한 제8 에서는 새벽 1시, 1중 가 입은 참

패를 설욕하기 위해 이하  경감이 지휘하는 3중 와 조  경감이 지휘하는 5중 로 하여

금 송현치로 급파했다. 또한 작전참모 전형산 경위를 급파, 1중 를 지원하게 했다. 그러

나 이들이 송현치에 이르기 전에 화물자동차 13 에 병력을 가득채운 적이 녹전리와 서벽

(西壁)을 거쳐 춘양으로 남하하고 있었으므로 부득이 이 지원병력은 녹전리 진출을 단념

하고, 춘양 외곽고지에 방어진지를 구축했다. 3중 를 우측 강변에, 경상북도 전투경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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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첩대첩 재현행사(심일 소위 등의 자주포 격파와 육박전 장면, 강원도청 제공, 2012) 

중 를 좌측 산악지 에 각각 배치하고, 5중 로는 적의 진로를 차단케 하 다.

  새벽 4시, 선발 로 보이는 적의 트럭 2 를 격파함으로써 적과의 접전이 시작되었다. 

이때 적의 후속병력이 11중 의 후측방을 우회, 중화기분 에 집중사격을 가해 기관총 사

수가 전사, 중화기 활용이 여의치 못하게 됨과 더불어 적의 계속적인 강압으로 부득이 경

찰부 는 철수하게 되었다. 이 전투로 경찰은 전사 8명의 병력 손실을 보았다. 이로써 윤

명운 사령관이 계획한 월 탈환은 끝내 이루지 못했으나 적의 전진 공격을 지연시키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 다.

  이어 청주에 집결한 강원도경찰국 병력의 유지와 전투태세 확립을 위해 각 경찰서 단

위의 부  구분을 통합·재편했다. 강원도경찰국 병력이 계획했던 월 탈환을 끝내 이루

지 못하고 철수함에 따라 동해안의 울진이 강원도 최남단의 방어 거점으로 남게 되었다.

 6. 개전 초기 강원지역 전투의 의의

  6·25전쟁 초기 강원지역에서의 전투는 결과적으로 춘천을 중심으로 한 중동부전선과 

강릉을 중심으로 한 동부전선이 적에게 점령되기는 했으나 적의 점령을 최 한 지연시켜 

북한군의 수도권 외곽 포위 기도를 완전히 분쇄하고 아울러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려던 

계획을 5일이나 지연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춘천전투는 개전 초기 국군이 유일하게 거둔 승전으로서, 국군의 뛰어난 전투수행능력

을 확인시켜 준 쾌거 다. 아울러 전쟁 전반을 좌우하는 중 한 사건이었다. 앞서 밝힌 

로, 북한군 2군단은 개전 당일 춘천을 점령하고 한강 이남으로 우회해 국군의 퇴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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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고 섬멸하는 임무가 부여됐다. 이러한 북한군의 작전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면, 

축차적인 지연전을 통해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려던 국군의 작전계획은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국군 제6사단의 선전으로 수원으로서의 포위기도가 좌절됨으로써 국군은 한강 이

남으로 철수할 수 있는 시간적·정신적 여유를 얻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한강 방어선을 

형성함으로써 북한군의 완전한 한강도하를 7월 3일까지 저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유엔군이 증원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 다. 

  또한 춘천전투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국군 독자적으로 수행된 

전투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당시 미군은 국군의 정신력과 전투력에 해 상당히 회의적

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6·25전쟁에 최초로 투입된 미 제24사단은 

일본의 점령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던 중 투입된 부 로 전투력은 70% 내외에 불과했

고 정신자세 역시 미군이 투입되면 북한군은 전쟁을 포기할 것이라는 자만심으로 전투에 

임했다. 결국 서부전선에 투입된 미군은 낙동강방어선이 형성되기까지 연전연패의 수모를 

겪게 된다. 하지만 이 나마라도 서부전선에서의 지연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군 제6사단

이 춘천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한 이후 강릉전투를 치른 다음 제천으로 철수하는 국군 제8

사단을 엄호함으로써 양개 사단의 전투력 보존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춘천전투가 3일 동안이나 지연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춘천전투는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와 민관군의 협력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진지구축

으로부터 사전 탄약 및 포 소양강 남안으로 옮김, 군량보급 등 다방면에 걸쳐 시민, 학생, 

제사공장 직원, 경찰 등 시민들의 협력이 특별하 다. 이는 개전초기 다른 어느 지역에서

도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으로 이 지역에 뿌리깊은 의병정신의 발로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164고지는 국군 제7연 가 춘천에 주둔하면서 적의 침공에 비하기 위해 진지구

축을 하여 방어전선을 공고히 준비하 던 곳이다. 당시 중 장 이 용과 부 장 허 호

씨 증언에 의하면, 164고지와 우두산고지에 한 공사를 50년 5월 중순경부터 시작하여 6

월 중순경까지 완료하 다고 하 다. 이 진지공사는 임부택 제7연 장과 제1 장인 김

용배 소령과 참모들이 계획한 것이었다. 당시 진지공사에는 연 장병들과 춘천시내의 춘

천남녀중학교·춘천농업학교·춘천사범학교 학생들 2,500명이 참여하 으며, 한 달여 동안 

더운 계절에 몹시 고생하 다고 하 다. 이런 지원을 통해 반양구 진지인 콘크리트 유개

진지와 통나무 엄호체, 그리고 전술 철조망, 인지뢰 매설을 도움으로써 적 공격을 저지

격멸하고 아군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속적인 전투를 가능케 하 다. 이러한 민관군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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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비무환의 정신이 춘천 첩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동부전선의 강릉지역의 전투는 제8사단이 많은 인명 손실을 내고 철수하게 된 것

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적의 전면 남침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하 을 뿐 아니라, 

공격 징후를 묵살 또는 소홀히 하여 공비토벌 또는 산업시설 경계 등을 위하여 부 를 

과도하게 전개함으로써 적의 전면 남침에 비하지 못한 데 기인하 다.    

  그러나 제8사단이 강릉에서 북한군에 려 철수는 하 지만 북한군 제5사단의 신속한 

남하를 방해하고, 평창~ 월선으로 병력을 분산 투입케 함으로써 북한군의 진출 시일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현내리에서의 군·경·청년단의 분전은 적을 7일간이

나 밤재에 묶어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 고 인민군 제5사단이 옥계 - 삼척을 경유 덕으

로 진출하는 시일을 지연시키는 데에도 기여하 다.  

  국군 제6사단의 춘천전투의 전공(戰功)은 단순히 한반도 상에서 치러진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된 냉전 결에서 스탈린의 의도를 6·25전쟁 초기에 좌

절시킨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춘천전투는 작전자체의 성과보다는 이후의 피·아작전에 미친 향에서 더욱 

더 전쟁사적인 의의를 갖는 전투 다. 춘천전투 만큼 초기에 전쟁 전반에 걸쳐 향을 미

친 전투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춘천전투가 미군의 개입 이전에 국군 독자적으로 수

행되었음을 감안할 때 “6·25전쟁은 미군에 의해 수행된 전투”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국

군의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면에서 그 의의를 더욱 높

게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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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후퇴와 수복 속의 횡성 

 1. 6·25전쟁 발발~1차 수복까지의 횡성사회

  1) 6·25전쟁 발발 전후시기의 횡성사회

  1948년 11월~1950년 4월에는 북한의 게릴라부 가 강원도지역에서 량의 유격전을 벌

다. 북한 인민유격 , 오 산과 태백산 등지의 지방무장유격 , 북상한 여순반란병들의 

게릴라 유격전의 주축을 이루었는데, 이 시기 총 10차례에 걸쳐 2,400명의 게릴라가 유격

전을 도발해왔다. 특히 6·25전쟁 발발 직전 량의 게릴라를 이남으로 파견한 이유는 북

한이 강원도 지역을 후방 교란을 위한 최적지로 인식하 기 때문이다. 횡성, 월, 평창 

등지에서도 북한 게릴라들의 활동이 활발하 고 사실상 이 지역은 1950년 6월 25일 이전

부터 준전시 상태나 마찬가지 다.

  1949년 가을이후에는 북한 게릴라부 의 활동이 현저히 줄었는데 이는 북한이 전면남침

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1949년 9월부터 인민위

원회의 주도로 남침을 위한 각종 도로와 교량의 신설 및 수리작업이 진행되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은 점령지역에서 요인체포와 반동분자 숙청을 그들의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정치보위부가 핵심이 되어 내무성(남한의 경찰)과 각 사회단체를 동원

하여 우익계 인사와 관직에 있던 인사들의 가택수색을 하는 한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 다. 이들은 이와 같이 검거한 사람들을 지도층인사 또는 지주, 관직자 그리고 그

들의 점령정책을 비판하는 언동을 하 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현장에서 즉결 처분하거나 

인민재판을 거쳐 중이 주시하는 가운데 처형하 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옥과 재산

은 몰수당하고 그 가족들은 반동분자로 낙인찍혀 감시와 박해 속에서 불안에 떠는 나날

을 보내게 되었다.

  횡성은 7월 1일경 인민군 제12사단에 의해 점령당하 다. 이렇게 1950년 7월 초  전경

가 퇴각하자, 지하에 숨어있던 지방 좌익 및 동조자들은 인민군 후속부 와 합세하여 

지방의 유력인사를 체포, 구금하는 한편 선전공작을 펼치기 시작하 다. 또한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은 노동당 조직과 함께 ‘임시인민위원회’가 예외없이 조직되었다. 강원도에서

도 1950년 7월 20일 도임시위원회가 구성되어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내 군·면·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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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위원회 선거를 7월 25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하 다. 

  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출신이었으며, 서기장 또는 부위원장은 북로당 출신들이

었다. 인민위원회는 하향식 방법에 의하여 ‘도인민위원회’, ‘군인민위원회’, ‘면인민위원회’, 

‘리인민위원회’로 체계화되어 실제로 행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 다. 이러한 조직들은 임

시적인 조직이었고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조직된 것은 아니다. 체로 임시 인

민위원회 간부들은 노동당 출신의 당원이거나 지방 좌익들로 구성되었다.

  인민군은 점령지에서 토지개혁, 농업 현물세제 실시, 노동법령 실시, 의용군 징집, 경

찰·공무원 및 우익인사 암살 등을 주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 다. 또한 인민군은 주민들

을 상으로 인민군에 한 원호사업을 펼쳐 전시에 필요한 식량 등을 현지에서 조달하

으며, 여성동맹을 통한 인민군 부상병 간호사업 등을 실시하 다. 기타 주민들은 우마

차 등의 각종 운반수단을 인민군이 요구하면 무조건 제공해야만 했고 식량 및 생활 필수

품 공급 등 주민생활을 지방인민위원회에 일임하 다.

  실제로 인민군 점령하에서 강원 서남부지역에서 주민들은 강제노역, 강제부역, 강제집

회 등으로 갖은 고초를 겪었다. 횡성을 점령한 인민군은 밤마다 회의를 했는데, 주 내용

은 사상교육이었다. 남자들은 다른 곳으로 피란을 가기도 하 지만 여자들은 집에 머물러 

있었기에 고초가 더 컸다. 인민군은 여성동맹을 조직하 고 여성들에게 낮에는 제식훈련

도 시켰다.  

  광복 후 횡성군에서는 민청에 가입된 이들이 8할일 정도로 좌익세가 강해 서북청년단

원과 립하 는데, 그 와중에서 민청원들이 살해되는 사건도 발생하 다. 횡성군에서는 

국민보도연맹원의 수가 많았으며, 전쟁발발 직후 청일지서의 경우 보도연맹원들을 청일초

등학교 인근골짜기로 끌고 가서 살해하 다. 지서뿐만 아니라 횡성경찰서도 국민보도연맹

원을 살해하 는데, 1950년 7월 1일 경북으로 철수하면서 이들이 인민군에 협조할 것을 

우려하여 주요인물 20명 정도를 차에 태워 천까지 데리고 간 후 집단 희생시켰다. 

  경찰뿐만 아니라 국군도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살해하 다. 조종식(당시 8세, 조원세의 아

들)은 “보도연맹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 으나 외할머니로부터 아버지와 삼촌이 도장

을 잘못 찍어주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 고, 조양식(당시 19세, 마을주

민)은 “그때 당시 마을이장이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비료도 주고 공돈도 준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호응을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 다. 여러 증언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진실규

명 상자인 조원세와 조원만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1950년 7월 1일, 일단의 군인들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강원 횡성군 횡성면 곡교리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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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공항이 있는 곡교리 전경

물 고, 이들은 곡교리 주민들 중 국민보도연맹원을 추려 원주공항 옆 박 욱의 집(민가)

으로 연행, 사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참고인 조양식(당시 15세)

은 “우리 아버지도 1950년 7월 1일 곡교리에 있는 민가에서 곡교리 주민 15~16명과 함께 

사살되었다. 부모님이 피난갈 준비를 하려고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 일이 벌어졌

다. 경찰이 아니고 군인이 데려갔다”라고 진술하 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조종식(당시 8세, 아들)은 “제가 직접 목격하 습니다. 아버지가 집

으로 뛰어 오면서 마루에 앉아 있던 할머니에게 ‘원만(작은아버지)이는 왔어요?’하고 물으

니, 할머니가 ‘아니, 안 왔다’고 하니, 바로 총살된 그 집으로 뛰어 가면서 ‘원만이 내놔라!’

하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뒤에서 군인이 총을 쏘았어요. 

(군인은 아마 총살을 끝내고 그 집에서 나왔던 거 같아요.) 아버지가 그 집으로 뛰어갈 

때 저와 어머니도 따라 갔었는데 아버지가 총에 맞아 그 집 사립문 앞에서 쓰러진 것을 

목격하 지요. 그 때 저는 탄피에서 화약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이 신기해서 탄피를 주

었는데 어머니가 버리라고 해서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죽은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시신 찾는다고 그 집에 들어왔어요. 잠겨 있던 방문을 열었

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었고, 삼촌(조원만)도 문턱 쪽에서 목에 총을 맞고 피

범벅이 되어 있던 상태로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보도연맹원들을) 

방 안에 몰아놓고 사격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의 시신은 윗동네 살던 친척들이 

도와주어 그 현장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우리집 밭에 묻었습니다”라고 진술하 다.

  가해주체와 관련하여 여러 증언자들은 일관되게 군인이라고 진술하 으나 소속에 해

서는 알지 못하 다. 그러나 김만식(6사단 헌병 )은 “내가 6사단 헌병  4과장(일등상사)

때 원주에서 6·25전쟁을 맞게 되었는데 1950년 6월 말경 횡성(비행장이었던 곳)과 원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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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내강 근처 밭(다리 근처로 추정, 횡성군청 제공)

서 부 원과 경찰의 지원을 받아 보도연맹원들을 처리하 다”라고 진술하 는바, 가해주

체 및 희생일시가 피해자측 증언과 거의 일치하여 횡성읍 곡교리 사건의 가해자는 6사단 

헌병 로 추정된다.3)

  이러한 정황 속에서 전세가 역전되면, 북한은 각 인민위원회로 하여금 수감 중인 인사

들과 국군 및 유엔군 포로를 북한으로 후송하게 하 고 후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민위

원회의 재량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 다. 

  이에 각 지방 인민위원회는 감금한 인사들을 수감현장에서 처형하거나 산중으로 끌고 

가서 집단학살하 으며, 시간이 촉박해졌을 때는 감방에 불을 질러 소사시키는가 하면, 

손발을 묶어 우물 안 또는 굴속에 집어넣어 생매장하기도 하 다.

  이렇게 아군이 인민군에 협조할 인물들을 집단으로 희생시킬 때, 횡성에 입성한 인민군

들은 반 로 죄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을 희생시켰다. 횡성내무서에서 자행한 두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다. 첫 번째 사건은 1950년 9월 30일 횡성내무서에 구금되어 있던 횡성지

역 민간인 37명이 횡성에서 인민군, 내무서원, 지방좌익 등 35명에게 총살당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으로부터 생환한 김명남이 미(美)전쟁범죄조사단에 증언한 내용과 ｢미전쟁범죄

조사단의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면 1950년 9월 30일 김명남 등 내무서에 구금된 민간인 

43명은 전선으로 2명씩 묶은 채 감옥 밖으로 끌려 나왔다. 끌려 나오는 도중 미군폭격으

로 2명이 사망하 고 나머지 40명은 횡성에서 북쪽으로 약 1.6㎞ 떨어진 ‘뒷내강(Twin Nae 

River)' 근처 밭으로 끌려갔다. 김명남 등 3명은 끌려 나오는 도중 전선을 풀러 총살이 시

작되었을 즈음에 도주하 다(김

명남은 1953년 4월 1일에 사건

에 하여 미전쟁범죄조사단에 

진술하 는데, 당시 37세 고 강

원도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에 

거주하 으며, 직업은 정미업이

었다. 사건 발생 2일전인 1950년 

9월 28일 김명남은 반동분자라

는 이유로 횡성내무서에 감금되

었다). 현장에 있던 37명의 민간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제5권, ｢경기·강원 국민보도연맹사건｣, 

80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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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인민군, 내무서원, 지방좌익 등에 의해 총살당하 다. 1950년 10월 3~5일 희생자의 

시신은 가족들에 의해 수습되었다. 

  두 번째 횡성내무서 사건은 1950년 10월 4일 민간인 46명이 인민군 및 횡성내무서원 25

명에게 희생된 사건이다. 사건 생환자 정은용이 미전쟁범죄조사단의 증언한 내용과 미전

쟁범죄조사단의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1950년 10월 4일 횡성내무서에 구금된 49명은 횡

성 북방 2㎞ 떨어진 고베이베루로 끌려가 총살당하 다. 사건현장에서 정은용 등 3명은 

도주하여 생존하 다. 희생자의 시신은 1950년 10월 9일 친척들에 의해 수습되었다. 문헌

상 희생자 중 8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안흥면 주민들이었다. 정은용은 

당시 사건의 생존자로 1954년 3월 9일 미전쟁범죄조사단에 사건에 하여 진술하 다. 진

술 당시 58세이었고 횡성군 청일면 유동2리 860번지에 거주하 다. 정은용은 1950년 9월 

22일 유동리분주소에 끌려가 하룻밤을 지낸 뒤 다음날인 9월 23일 횡성내무서로 끌려갔

다. 정은용이 6일 동안 횡성내무서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약 횡성각지에서 공무원 및 민

간인들이 끌려왔다. 9월 29일이 되자, 약 49명의 사람들이 끌려왔는데, 그중 23명은 안흥

면 공무원들이었으며, 나머지 25명은 횡성각지에서 끌려온 공무원 및 주민들이었다.4)

  이외에도 시시각각으로 희생되었는데, 그 표적인 경우가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홍

기주 희생사건(1950.8.21)5)이다.

  홍기주(洪基周, 당시 22세)는 1950년 8월 21일(음력 7.8)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608번

지 자택에서 내무서원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홍기주는 결혼한 상태 고 

학교를 다니며 농사일과 마을반장 일을 하 다. 6·25전쟁이 발발하기 약 2개월 전, 빨치

산 2명이 홍기주의 집으로 침입해 옷가지와 음식을 요구하 는데 날이 새기 전 홍기주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갑천경찰서 추동출장소로 가서 신고하 다. 빨치산 2명은 횡성 쪽으

로 내려가다 홍기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청년방위단에 의해 붙잡혔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지방 좌익은 이러한 사실을 내무서원 및 인민군에게 알렸고 1950

년 8월 21일 홍기주는 사복을 입은 내무서원 2명에 의해 마을 중심지인 당골로 끌려갔다. 

마을 중심지에는 이미 많은 청년들이 끌려 와 있었는데, 인민군은 이들을 의용군과 죄인

으로 분류하 다. 홍기주는 죄인으로 분류되어 인민군 2명에 의해 포승줄에 묶여 어디론

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제3권, ｢강원 서남부지역 적 세력에 

한 희생사건｣, 447~8쪽.

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제3권, ｢강원 서남부지역 적 세력에 

한 희생사건｣, 4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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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끌려갔다. 이후 홍기주의 모친이 횡성내무서로 면회를 갔지만 면회를 거절당했다.

  이후 안적희(홍기주 처)는 마을 사람으로부터 홍기주가 갑천면 근처인 ‘구리봉’에서 희

생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홍기주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다.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

치자명부에 홍기주는 1950년 7월 27일 횡성군 청일면(현 갑천면) 병지방리 2구에서 내무

서원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외에도 타지에서 끌려와 횡성에서 죽음을 당한 자들도 있다. 평창에 거주하던 남연

우·김흥기 경우가 그러하다. 이 사건은 1950년 8월 15일,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에서 남연

우·김흥기가 인민군에게 강제연행된 사건이다. 사건 당시 남연우(南連祐, 남 23세)는 강

릉사범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김흥기(金興起, 남 24)는 평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절친한 사이로 6·25전쟁 당시 마을에서 함께 반공활동을 하 다. 어느 날 이들은 

진부면 거문리에서 철길을 만들려고 쌓아놓은 나무더미 밑에서 태극기를 만들어 마을사

람들에게 돌렸는데, 내무서원에게 적발되어 진부면에 있는 분주소에 끌려갔다. 끌려간 후 

두 사람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남연우는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 명부에 사건 당시 23세로 학생이었으며, 평창

군 진부면 거문리에 거주하 고 1950년 8월 15일 내무서원에 의해 자택에서 납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김흥기는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 명부에 사건 당시 24세로 학생

이었으며,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에 거주하 고 1950년 8월 15일 내무서원에 의해 자택에

서 납치당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김흥기는 또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21세로 농업

이며,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에서 거주하 고 1950년 7월 17일 횡성군 읍하면 읍하리에서 

피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6)

  한편, 수복은 되었지만 이번에는 또 반 로 억울한 희생들이 많이 있었다. 인민군 점령

기에 본의 아니게 인민군에 협조한 것이 빌미가 된 경우가 허다하 다. 표적인 예로 임

상옥씨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임상옥씨는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 인민군 점령기에 마을사람의 권유로 반장을 맡았다. 

1950년 11월 초경 점심 무렵 인근마을 주민 박씨가 조를 털고 있던 임상옥을 찾아와 “자

네 누가 찾아왔네”라며 데리고 갔는데, 며칠 후 마을 주민 임상춘이 그가 충북 음성(원주 

경유) 방향으로 연행되는 것을 목격하 다.

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제3권, ｢강원 서남부지역 적 세력에 

한 희생사건｣, 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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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 이씨는 횡성에서 원주법원으로 부역자들을 넘기면 죽는다고 하여 비슷한 시기 

청일면 유동리 골말 반장으로 활동하던 윤공선이 청일지서로 연행돼 원주경찰서를 거쳐 

원주법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아는 사람을 통해 빼준 적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임상옥이 원주법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또는 이송당한 후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7) 

  이에 앞서 1950년 9월말~10월 초경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임상근(남 50~60세)도 지방좌

익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수복 후 국군에게 연행되어 장소불상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추

정된다.

  이렇듯 인민군 점령기에 횡성에는 많은 민간인들이 인민군과 내무서원 그리고 지방좌

익들에 의해서 희생되었고 수복되어서는 반 로 인민군에 본의 아니게 협조한 것이 빌미

가 되어 희생을 당하는 등 전쟁으로 인한 고초와 함께 정신적 고통도 당하고 있었다.  

 2. 1·4후퇴 이후~재수복 시기의 횡성사회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의 개입으로 만주 국경까지 진격했던 아군은 12월 5일 평양퇴

각과 함께 후퇴를 거듭하 다. 경찰 및 국군은 1951년 1월 4일 횡성에서 철수하 다. 중

공군은 1951년 2월 초, 오산 - 제천 - 월 - 삼척을 잇는 선에서 일단 저지되었고 유엔군은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공세에 들어가 3월 24일경 횡성이 재수복되었다. 

  수복은 되었지만 인민군 제10사단과 지방공비가 태백산지구에 잔류해 있어 이들의 척결

에 주력을 기울 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1·4후퇴 이후부터 홍천 북방지역에 일반인의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원주에 지휘부를 둔 강원경찰은 1951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1차 잔비섬멸 필수기간으로 선정하 고 1951년 4월 15일부터 5월 15일은 제2

차, 1951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제3차, 1952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제4차 

잔비토벌기간으로 설정하여 산악지  미수복 지역의 잔비토벌전을 단행하여 잔비섬멸에 

총력을 기울 다. 

  1·4후퇴 이후 재수복 시기에도 횡성에는 민간인 피해가 많았다. 인민군 및 중공군들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 고 아군에 의한 집단학살도 자행되었다. 

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제3권, ｢강원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

생사건｣, 4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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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면 소재지 전경(횡성군청 제공)

  먼저 적군에 의한 표적인 피해 사

례로는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김진해 

희생사건(51.2.17)8)을 들 수 있다. 김

진해(金振海, 남 27)는 1951년 2월 17

일(음력 1.12)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상터에서 인민군에 의해 돌로 희생당

하 다.

  1951년 2월 16일 후퇴하던 인민군 

및 중공군들이 김진해씨가 살고 있었

던 마을인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로 들

어와 온 마을을 점령하여 밥을 해 먹고 휴식을 취하 다. 당시 마을 청년 부분이 청년

방위 에 소집되어 갔는데, 김진해는 9년간 위장병을 앓아 집에 있었다. 이를 수상히 여

긴 인민군이 김진해씨에게 “간첩이 아니냐”며 빰을 때리면서 밤새 고문하 고 새벽 1시쯤 

김진해를 끌고 나갔다.

  김진해가 안흥면 지구리 상터 쪽으로 끌려갔다는 소문을 들은 김진해의 장모는 지구리

의 지인들을 통해 김진해의 행방을 수소문한 결과, 김진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진해와 장모는 김성기(김진해의 아들, 신청인) 및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구리 

상터 돌무더기에서 김진해의 시신을 발견하여 시신을 안흥리로 수습해 왔다. 김진해의 장

례식은  마을 사람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반면에 국군에 의한 피해도 많았다. 첫 번째 실례로 청일면 유평리 정원  희생사건(다

- 9406, 1951.3. 중순경)이다. 1951년 3월 중순경 청일면 유평리에 거주하던 정원 (鄭元永, 

남 60세 가량)이 국군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했다. 횡성군의 2차 수복일이 

1951년 3월 20일 경인 바, 가해자는 당시 횡성을 수복하던 군부 원으로 판단된다.

  정원 은 농업에 종사하며 16명의 가족과 함께 지냈는데 2차 수복 시기 국군이 집에 

찾아와 부 일을 시킨다며 며느리 둘과 손녀딸을 데려가겠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고 신 

부인을 보냈다. 며칠 후 국군 2명이 다시 찾아와 가족 중 젊은 여성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정원 이 재차 거절하 고 방문 밖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군인 1명이 공포탄 2발

을 쏘았다. 그러자 정원 과 화를 나누던 군인이 그에게 ‘빨갱이’라며 손을 들고 나갈 

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제3권, ｢강원 서남부지역 적 세력에 

한 희생사건｣, 452~4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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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웨이 미 제8군사령관 

것을 명령하여 돌아서 나가려는 순간 군인이 양다리에 총을 난사하 다. 이웃 주민이 총

상을 입고 쓰러진 정원 을 청일면 고시리 군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과다출혈로 다음 

날 사망하 다. 사건 발생 2~3일 후 헌병 2명이 찾아와 그의 희생경위에 해 조사하고 

갔으나, 후속 조처는 없었다.9)  

 3. 미군폭격 삼마치 사건

  6·25전쟁시기인 1951년 7월부터 1951년 1월 말에 걸쳐 강원지역 일  9개 지역에서 미 

공군 및 해군 소속의 전폭기와 중폭격기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 다는 사실이 밝

혀졌다. 그중에서도 횡성과 홍천의 경계인 삼마치고개에서의 피해가 컸는데, 당시 항공모

함에서 출격한  F4U Corsair와 AD Skyraider 전폭기 편 가 수천 명의 피란민들에게 네이

팜탄, 폭탄, 50구경 기관총으로 폭격하 다. 어떤 연유로 수천 명의 민간인들에게 이러한 

폭격을 감행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10) 

  1) 미군의 항공작전과 권한 부여 

  북한군은 미군 측 항공작전에 비해 춘천→홍천→횡

성→원주→제천→단양을 따라 험준한 산악지형을 이용

하여 이동하면서 주간에는 산에 숨어 있거나 산을 이용

하여 남으로 이동하고 야간에는 공격하는 전술로 작전

을 전개하 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 공군은 주간의 공

중공격시 적 부 와 장비 등 공격 상을 찾아내어 폭격

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배경하에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미 제

8군사령관은 휘하 군단장에게 관할 지역의 주민들을 통

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제3권, ｢강원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

생사건｣, 461~2쪽.

10) 이 삼마치고개 폭격관련 내용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제8권, 

｢강원지역 미군폭격 사건｣, 467~758쪽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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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몬드 미 제10군단장

제하고,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시 그들에게 사격이나 폭격을 가할 수 있는 권한

까지 부여하 다. 이러한 사실은 1951년 1월 3일 제10군단의 명령에 인용된 미 제8군사령

부의 명령에 잘 나타나 있다.

  귀관[군단장]들은 관할 지역에서 모든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권

한을 가진다. 아울러 그들에 해 폭격을 포함해 가격할 책임은 귀관에게 있다.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제10군단 사령부는 1951년 1월 14일, “명령을 수신한 부 들은 

작전 지역에서 우군으로 확인되지 않는 모든 집단, 군 , 장소에 해 지상무력과 중폭격

을 동원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고, 리지웨이 미 제8군 사령관에게는 공중폭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서신을 보낸다. 같은 날, 제10군단장은 전방 부 들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미 제2사단에 의해 이미 실행된 바 있는 적 전방 구조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연장하여, 미 제7보병사단, 한국군 제5사단·제8사단 등은 현재 이후 적의 

은신처로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사용될 소지가 있는 전방 주거지나 건물들에 해 

체계적 파괴(methodical destruction)를 실시한다. 포격과 소이탄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

한 모든 지상무기와 더불어 공중공습을 동원하라. 이 명령을 받은 각 부 는 1월 16

일까지 완벽한 계획과 매일의 진행과정을 제10군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적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공중폭격까

지 동원하라는 강력한 지시이며, 예하부 의 임무수

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겠다는 명령이다.

  중동부전선 강원지역을 관할하던 제10군단장 아몬

드(Edward. M. Almond)장군은 1월 16일, 상관인 리지

웨이(Matthew B. Ridgway)에게 “우리는 게릴라들과 

모든 수단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네이팜으로 공중

폭격을 하는 것은 게릴라부 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숨을 수 있는 은신처나 마을을 파괴하기 때

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나는 이러한 은

신처를 소각할 것을 강조하 습니다”고 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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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령에 의한 피란행렬 모습(삼마치고개에서의 피란행렬

은 이보다 몇 배 더 붐볐으리라)

모든 수단을 다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싸울 것을 강조하 다.  

  이처럼 아몬드는 적(게릴라)이 ‘은신할 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미리 네이팜으로 폭격하

여 소각하는 것이 최고의 전술이라 주장하 다. 그의 이러한 소신에 따라 10군단의 모든 

에 하나의 전술항공통제반(Tactical Air Control Parties :  TACP)을 지원하고, 모든 TACP

는 독자의 정찰기를 구비해야 한다고 제8군사령부에 요청하 다.

  6·25전쟁 당시 네이팜탄 사용에 관한 CIA 보고서에 의하면, 1950년 6월~1953년 7월 사

이에 사용된 네이팜탄의 총량이 32,357톤으로, 특히 1950년 12월 말에서 1951년 1월 말 사

이에 강원·충북·경북 일 에서의 '초토화 작전 때 많은 양의 네이팜탄이 사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2) 삼마치고개 주변의 미군 폭격

  삼마치고개 주변에 한 미군의 폭

격사건은 1951년 1월 5일 오전에 홍천

군과 횡성군의 경계에 있는 삼마치고

개 일 에서 피난민들에 한 미군의 

무차별폭격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

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청인 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진술에 

의하면 피난민 수천 명 이상이 희생되

었다는 것이다.

  신청인들과 참고인들에 의하면, 1950

년~51년 겨울 동짓달 난리 때 인민군

들이 내려오기 전에, 강원도 춘천, 인

제, 홍천 등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다가 1951년 1월 4일, 사건 전날 저녁에 삼마치고개

에서 미군들에 의해 피난행렬이 막혀서 밤을 지샌 후, 다음날 오전에 정찰기가 왔다 간 

후 미군 비행기 여러 가 날아와 폭격을 해서 규모(수천 명)의 피난민이 희생되었다고 

진술하 다. 폭격한 비행기는 쌕쌕이도 여러  있었고, 앞에 프로펠러가 달린 것도 여러 

 있었다고 한다.  

  목격자들이 진술한, 피난민들이 희생된 구체적 장소는 삼마치고개 횡성 쪽 상창봉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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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마치고개 표지석과 고개에서 본 삼마치리 전경

Area Cottonseed Spec 5 Jan. 51

Pilot Ri - - -  WX :  - - -

Observer Lehmann VIS :  - - -

Sortie 12 - 18 ACFT 2575 ALT 300, 7000

T/O 0845, 1425 LAND 1300, 1705

TTT 1h, 45 TOT TRT 45, 35

홍천 삼마치고개 미군 폭격사건 희생지 안내문

서부터 삼마치고개 홍천 쪽을 거쳐 삼

마치리, 방량골, 장전평리를 지나 닭바

위에 이르기까지 약 9㎞에 걸쳐서 위치

하고 있다. 또한 피난민들은 부분 노

인, 여자, 아이들이었다고 진술하 으

며, 특히 늦게 피난을 떠나 폭격 다음

날 폭격현장을 목격한 참고인 우종근

은, 수많은 시신들이 모두 아이, 노인 

또는 여자의 시신이었다고 하 다.

  3) 삼마치 폭격은‘훌륭한 작전’이라고 평가한 미군

  위와 같이 신청인 및 참고인들이 진술한 1951년 1월 5일의 삼마치고개 일 의 상황은 

당시의 미군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삼마치 폭격 관련문서



후퇴와 수복 속의 횡성┃제2절

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101

1. Cottonseed DS 0633

Donkey 14 DS 1149

2. Donkey 14

3. Base K - 37 NE to DS 0633 NW to DS 1149 NE to DS 0226

reccy area 10 miles radius. SW to Base K - 5 Base K - 5

NE to DS 0633 NW to DS 1149 NE to DS 022 -  reccy

area SW to Base K - 5

4. 1015 -  0261 Passport -  4 F4U -  NP -  GP -  50 -  DS 0362

3000 refugees, Reported by Donkey 14 that 50% were

troops, counted 50 dead, could not observe the

rests, excellent coverage

1050 -  01 Passport -  5 AD -  GP -  50 -  Rcts on 3000

4 F4U -  NP -  - - - -  -  50

refugees at DS 0362. Excellent coverage - - -  area, result

unobserved

5. ENEMY

1. See Par 4

FRDLY

1. DS 0153 moving E to DS 1149

2. DS 0757 moving S to DS 1149

6. Neg

7. Neg

8. Request controller jeeps be marked with a

paint that can easily be seen from the air

in area that a controller be easily found. Barczy

  자료 :  6147th TCG Mission Report, 1951.01.05, Box31, RG342(제8권 상반기조사보고서 728쪽에서 

재인용, 해독불가능 부분은 - - - 처리함)

  위의 문서는 미 5공군 소속 6147 정찰기부 의 정찰기가 1950년 1월 5일 오전 09 : 45~12

: 15, 15 : 10~16 : 30 사이 정찰한 보고문서이다. 문서의 4번째 항에는 ‘10 : 15에, Passport에서 

발진한 4 의 F4U Corsair 전폭기가 삼마치고개 지역에 있는 3천 명의 피난민에게 네이팜

탄, 폭탄, 50구경 기관총으로 폭격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횡성읍(DS1149)에 있던 

‘Donkey 14’(지상 통제관의 호칭)는 50%가 적군이라고 했고 50명이 사망했으며 결과는 관

찰할 수 없었지만 훌륭한 작전(excellent coverage)이었다고 보고했다. 당시에는 3 의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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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Cottonseed Special 5 Jan. 50

Pilot Kickiliter WX :  CAVU

Observer Nuse VIS :

Sortie 3 ACFT 947 ALT 100', 3000'

T/O 0715 LAND 1105

TTT 45 TOT 2 : 20 TRT 45

1. Cottonseed Wonju DS 0730

Donkey 14 DS 0359(moving)

2. Donkey 14

3. Base K - 5 NE to DS 0730 N to DS 0359 reccy area

10 miles radius S to DS 0730 SW to Base K - 5

4. Neg

5. ENEMY

1. DS 0364 N to DS 0272, 3000 refugees, intermingled

with approximately 1000 enemy troops. ROK troops

were stopping refugees and passing them back against

the en trps. The enemy troops in turn were fanning out

and trying to incircle the ROK troops(at DS 0262 fanning out)

FRDLY

1. - - -  at DS 0362, DS 0562, DS 0162

6. S/A fire DS 0365

7. Neg

8. Neg

네이팜탄의 위력(그들이 본 한국전쟁2)

Skyraider 전폭기와 4 의 F4U Corsair 

전폭기가 삼마치고개 지역에 있는 3천 

명의 피난민에게 네이팜탄, 폭탄, 50구

경 기관총으로 폭격을 했다. 정찰루트

를 보면 ‘Donkey 14’가 있던 횡성읍에서 

반경 10mile(16㎞)로 삼마치고개에서 약 

2㎞ 북쪽지점 정도로까지 정찰한 것으

로 확인된다.

<표 2> 삼마치 폭격 관련 문서

  자료 :  6147th TCG Mission Report, 1951.01.05, Box31, RG342(8권 729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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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봉리의 남쪽과 북쪽(오른쪽 끝자락으로 올라가면 삼마치고개) 지역 전경 

  위의 문서는 미 5공군 소속 6147 정찰기부 의 정찰기가 1950년 1월 5일 오전 08 :

00~10 : 20 사이 횡성 - 홍천 일 를 정찰한 보고문서인데, DS 0364~DS 0372(삼마치고개 북

쪽 2㎞ 지점~홍천 읍내)지역에 3천 명의 피난민이 약 천 명 정도의 적군과 섞여 있으며 

국군이 피난민들을 멈춰 세우고 적군 쪽으로 돌려보냈는데, 적군은 산개해서 국군을 포

위하려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앞의 문서의 ‘Donkey 14’(지상 통제관의 호칭)와 함

께 임무를 수행했는데, ‘Donkey 14’의 위치는 DS 0359(삼마치고개 횡성쪽 상창봉리)에 있

고, 3번째 항의 정찰루트를 보면 ‘Donkey 14’가 있던 DS 0359에서 반경 10mile(16㎞)로 삼

마치고개(DS0362)에서 약 13㎞ 북쪽지점 홍천읍내(DS 0375)정도로까지 정찰한 것으로 확

인된다.  

  이 문서는 시간상 첫 번째 문서의 폭격 직전에 정찰한 것을 보고한 것인데, 피난민 상

황에 한 관찰 내용은 일치하나 위치가 삼마치고개에서 북쪽으로 2㎞ 이북에서 홍천읍 

내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서만으로는 좌표상 세로 8㎞ 거리 어디쯤에 국군과 피

난민, 적군이 자리하고 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조사보고서 여러 문서에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1. 1951년 1월 5일 09 : 40~12 : 20 사이 미 5공군 제8전폭기 에서 정찰한 것을 5공

군에 보고하는 문서에서 “횡성, 홍천지역이 온통 불타고 있을 때에도 하얗고 검은 옷

을 입은 피난민들은 원주 남쪽 길에 가득했다

  2. 1월 5일 공군이 홍천에서 횡성 북서쪽 10mi1e(약 16㎞) 지점을 향해 남쪽으로 이

동하는 약 3천 명의 피난민과 그 뒤를 따르는 약 천 명의 적군 행렬을 보았다. 그곳

에서 피난민들은 아군에 의해서 뒤로 돌려보내졌다. 그때 적군은 철수하던 아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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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위하려고 하 다.

  3. 1951년 1월 5일 제 49전폭기전단에서 미 5공군에 보내는 폭격보고문서로서 삼마

치고개 폭격 직후인 12 : 15~13 : 40 사이의 상황에 한 기록으로 6번 항에는 홍천(DS 

0272)에 한 폭격내용이 있고, 7번 항에는 “많은 아군이 홍천과 횡성간 도로를 걸어

서 혹은 차를 타고 빠르게 후퇴하고 있는데 길의 양 옆 언덕으로부터 적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하 다.

  4. 1951년 1월 5일 14 : 40~15 : 45 사이의 작전내용에 하여, 제49전폭기전단에서 미 

5공군에 보내는 폭격보고문서 6번 항에는 홍천지역에 해 적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

는 건물들을 폭격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7번 항에는 아군이 횡성과 원주사이의 도

로위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6번 항의 폭격지점 좌표가 지시

하는 곳은, 참고인들이 폭격을 당했다고 진술한 장소중 하나인 장전평 닭바위에서 약 

9㎞ 정도 북쪽 지점 홍천이다.

 

  위의 문서들을 종합해보면, 1951년 1월 5일 오전 피난민들은 적어도 홍천에서 원주남쪽

까지 길게 늘어서 있었고, 폭격직전 정찰기는 삼마치고개에서 북쪽으로 10㎞ 정도 떨어진 

홍천읍 일 에 3천 명의 피난민이 있고 그 뒤를 인민군 천 명이 따르고 있으며 피난민의 

앞에는 국군들이 있었다고 정찰보고를 하 다. 이 정찰기와 교신한 지상통제관 ‘Donkey 

14’는 삼마치고개에서 남쪽으로 약 13㎞ 떨어진 횡성읍에서 삼마치고개에 3천 명의 피난

민이 있고 그중 반은 적군이라고 다시 보고했으며, 이 보고를 받고 전폭기들은 폭격을 했

고, 다시 정찰기는 폭격 당한 삼마치고개 일 를 정찰한 후 훌륭한 작전이었다고 보고를 

하 다.

  그렇다면 미군이 삼마치고개 주변을 폭격한 이유는 무엇인가? 폭격현장을 목격한 참고

인들은 개 피난 도중에는 인민군을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일부는 폭격 전날 밤 삼마치

고개에 이르러 미군에 의해 피난행렬이 막혀서 밤을 지새울 때에 도로 옆 산비탈을 통해

서 고개 너머로 이동하던 인민군을 더러 보았는데 폭격이 시작할 당시에는 어디로들 사

라졌다고 진술하 다.

  요컨  미군은 적군의 1950년 말~1951년 초 신정공세로 후퇴하기 직전의 상황에, 특히 

인민군이 산악을 이용해서 후방으로 침투하는 상황에, 홍천에서부터 삼마치고개 너머까지 

줄지은 피난민 행렬에 피난민을 가장한 적군들이 섞여 있었을 것이라 여기고 차별폭격을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1951년 1월 5일 오전, 엄동설한에 노인·여성·어린이들이 다수인 피란민들이 



후퇴와 수복 속의 횡성┃제2절

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105

긴밭들[장전평]마을 표석과 마을 전경

목숨 걸고 내려가는 길이었지만, 미군은 삼마치고개 남쪽 2㎞ 지점의 상창봉리에서 삼마

치고개 북쪽 7㎞ 지점의 장전평리까지, 적어도 9㎞에 걸쳐서 늘어선 피난민들에 해서 

무차별 폭격을 가해 수많은 피난민이 희생되었다. 유족들이 증언한 희생장소인 삼마치고

개 남쪽 상창봉리, 삼마치고개 북쪽 아래 마을, 삼마치리, 방량골, 장전평 등에 이르기까

지 9㎞의 길에 온통 시신이 가득했었다는 것은 삼마치고개 폭격의 무분별함과 그로 인한 

엄청난 희생규모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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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리

라운더업 작전 상황도(MBC 방영 잊어진 비극 횡성전투에서 캡쳐)

제1절 라운더업 작전과 전선의 개황

 1. 라운더업 작전

  1951년 1월 중동부전선의 사정은 다른 곳보다 위태로웠다.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과 제

9군단은 경기도 평택과 안성을 연결하는 선에서 버티고 있었지만 미 제10군단이 담당한 

중동부전선은 강원도 월 남방 일 에 돌파구가 형성된 상태 다. 공산군 일부는 충북 

단양에까지 고 내려왔고, 북한군 10사단 등 일부 부 는 산악지 를 통해 경북 안동·

의성일 까지 침투한 상태 다.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1월 15일부터 실시된 울프하운드(Wolfhound) 작전으로 ‘중공군

이 수원~이천을 연하는 선의 북쪽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과, ‘중공군의 화력 및 보급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리지웨이는 울프하운드 작전보다 한 차원 높은 위력수색을 1월 25일부터 실시하

다. 즉 오산과 여주를 연하는 서부지역에서 한강까지의 구간에 5개의 통제선을 설정하고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이 각각 1개 사단을 앞세워 통제선을 차근차근 점령해 나간다는 계

획이었다. 작전의 명칭은 울프하운드 작전보다 ‘더욱 강력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는 의미

로 썬더볼트(Thunderbolt) 작전, 즉 번개 작전이라고 명명하 다

  이렇게 하여 1월 말에 와서야 국군과 유엔군은 전선 후방으로 침투한 적을 섬멸하고 강

원도 월과 삼척을 연결하는 선으로 북상해 서부전선의 아군과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1951년 2월 초 서부전선에서 썬더볼트 작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 

중동부전선에서는 라운드업(Round up) 작전이 계획되고 있었다. 미 10군단과 국군 3군단

이 참가한 라운드업 작전의 목표는 

중공군의 의도와 병력 배치를 파악

함과 동시에 중동부지역의 전선을 

홍천 부근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모든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면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이 맡은 

서부전선, 국군 제1군단이 맡은 동

부전선과 연계해 전체 아군의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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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강 하류 - 홍천 - 관령 - 강릉까지 북상할 수 있을 터 다. 2월 3일 국군 제1군단이 

관령과 강릉을 향해 공격을 개시했고, 5일에는 미 제10군단의 라운드업 작전이 시작

됐다.

  같은 날 국군 3군단 소속 5사단이 홍천에 한 포위 공격을 시작했으며, 2월 7일에는 

국군 1군단 소속 수도사단이 강릉을 탈환했다. 썬더볼트 작전 막바지인 9일 미 제1군단에 

배속된 국군 제1사단이 관악산 점령에 성공해 한강선 도달의 발판을 마련했다. 10일에는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이 한강 남쪽에 도달했다. 

  이처럼 서부전선의 썬더볼트 작전이 마무리 될 무렵 중동부전선의 라운드업 작전은 홍

천주변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착 국면에 빠져들었다. 아군 공격이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오리혀 중공군과 북한군이 홍천 북쪽 일 로 집결하는 징후가 연달

아 포착됐다.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중장은 이처럼 전선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자 미 제10군단 

소속부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한 미 제2사단에 더 이상 북진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당시 

미 제8군 정보 관계관들은 중공군이 모종의 공세를 다시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

고, 적 중 일부는 원주 - 충주로 파고 들어와 아군을 포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휴전 후 밝혀진 공산측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미 제8군의 정보 판단은 정확한 

것이었다. 당초 중공군과 북한군은 유엔군과 국군이 1951년 1월 감행한 울프하운드 작

전과 1월 하순부터 2월 초까지 감행한 썬더볼트, 이어서 전개된 라운드업 작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유엔군과 국군이 예상보다 빠르게 후퇴를 멈추고 공격으로 전환하자 

공산군 측은 당황했다.

  한반도에 주둔한 중공군의 지휘관이었던 펑더화이[彭德懷]는 1월 27일 중국 지도자 마오

쩌둥[毛澤東]에게 전보를 보내 “일부 부 의 철수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국

군 일부를 공격해 북진을 멈출 수 있는 지 여부를 시험해 보겠다는 의사를 타전했다. 또 

“정치적으로 서울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반격을 해야 하는데 반격은 여러 가지 측면에

서 무리하다”는 자신의 판단도 첨부했다.

  다음날인 28일 마오쩌둥은 서울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면서 주력으로 강원도 원주를 공격

해 경북 주·안동으로 돌파하는 작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펑더화이는 역습 작전을 감

행해 상황을 타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공군과 북한군은 양평 남동쪽·원주·횡성지역

의 아군 부 를 역습하기로 2월 7일 결정한 상태 다. 미 제8군이 라운드업 작전 중 식별

한 공산군측 병력 이동 징후는 이 같은 2월공세 준비를 위한 병력 이동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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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시가지 전경(횡성군청 제공)

 2. 작전지역의 특징

  이 전투는 1951년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중동부 전선의 홍천, 횡성 일

에서 국군 제3·제5·제8사단, 미 제

2사단·제7사단·네덜란드 가 중공

군 제39·제40·제42·제66군, 북한군 

제3·제5군단과 격전을 벌인 전투이다.

  평택 - 장호원 - 삼척선에서 중공군의 

신정공세를 저지 격퇴한 미 제8군 사

령관 리지웨이 중장은 미 제1·제9군

단이 전개한 위력수색작전(wolfhound)

에서 중공군의 주력이 접촉선으로부터 훨씬 북쪽에, 그리고 소규모의 엄호부 만을 수원 

이남에 배치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 사령관은 미 제1·제9군단의 한강선진출작전(Thunderbolt) 뒤이어 

미 제10군단, 국군 제3군단에 홍천포위작전(Round up)을 전개하여 장차 미 제1군단의 서

부전선 작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전선을 전방으로 추진하도록 명령을 하달하 다.

  이 전투가 전개된 작전지역은 중부지방의 홍천 - 횡성 - 원주에 이르는 지역으로 행정구

역으로는 강원도 홍천군과 횡성군에 속한다. 이 지역은 내륙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비교적 도로망이 종횡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전쟁초기

와 신정공세 때에도 인민군의 조공부 가 이 지역으로 남하하여 격전을 치르기도 하 다. 

이렇듯 작전지역은 중부전선의 전력·전술의 요충인 원주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

는 중요한 지역이다.

  당시 작전기간 중 이 지역의 기상은 저기압과 고기압의 이동이 자주 일어나 일기 변화

가 심하여 작전초기에는 맑은 날이 계속되었으나 중반에는 눈이 오거나 흐린 날이 많았

다. 그러다가 후반에는 다시 회복되어 맑은 날이 지속되었다. 특히 작전지역은 산악의 

향을 받아 쌓 던 눈이 휘날릴 정도로 강한 바람도 불었다.

  이에 기온도 낮아 낮에는 0도 정도 지만 밤에는 산악내륙인 탓에 일몰과 동시에 기온

이 급속히 내려가 한밤중에는 실제 이보다 훨씬 추웠다. 그리고 겨우 내내 내린 눈으로 

도로에는 15cm 이상, 산악에는 무릎이 빠질 정도의 적설량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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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1> 작전지역의 지도

  작전기간 중 초기와 후기에는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어 제반 관측이 양호하 으나 중반

에 들어 눈과 비가 내림에 따라 연일 시계의 제한을 받아 전방 관측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공지원은 물론 포병의 화력지원마저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작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 다.

  더욱이 도로에 쌓인 적설로 인하여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아군부 기동과 전투근무지원

이 제한되었다. 또 기온의 급강하로 하천이 전부 결빙되어 장애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

히려 적 부 의 이동과 물자수송에 유리하 다. 특히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여 감기환

자도 다수 발생하여 야간작전에 지장을 주었고, 또 동절기 피복의 소요량도 한층 증가되

었다. 전반적으로 기상은 방어에 유리하고 공격에는 불리하 다.

  한편, 이 작전지역의 군의 경계는 동쪽이 평창군, 서쪽이 양평군, 남쪽이 원주시와 월

군 그리고 북쪽이 홍천군과 각각 접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태백산맥의 향으로 도

내 다른 곳과 같이 부분이 산지로 형성된 곳이지만 큰 산이 많은 동북방이 산악지 인

데 비해 서남방으로 갈수록 산세가 완만하고 비교적 넓고 비옥한 평야를 이룬다. 최저지

가 횡성읍의 표고 100m이고, 둔내면은 평야지가 표고 500m의 고지 로 형성되어 그 격

차가 크다.

  특히 작전지역은 3면으로 둘러싸인 산맥의 향을 받아 도처에 높고 낮은 고지들이 종

횡으로 연결되어 거 한 산악을 이루고 있어 기복이 매우 심하다. 작전지역의 전방에서는 

사단의 공격목표를 통제할 수 있는 화채봉(893고지), 묵방산(596고지), 어답산(789고지), 봉

복산(1022고지)이 있고, 작전지역의 중앙에는 주변 저지 의 감제는 물론 공격의 발판이 



라운더업 작전과 전선의 개황┃제1절

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113

되는 성지봉(791고지), 삼마치, 오음산(930고지), 죽림산(641고지)이 있다. 그리고 작전지

역의 후방에서는 적의 후방침투를 저지하기 위하여 매남재와 547고지는 필히 확보해야 할 

중요 고지이다.

  하천은 모두 남한강계에 속하고 있으며, 우천·갑천·청일·공근지방의 하천은 모두 횡

성읍으로 합류하여 섬강을 이루고, 둔내면·안흥면·강림면의 세천과 하천은 안흥의 주천

강에서 합류하여 월군을 통하여 흐르고, 서원면의 하천은 옥계천을 통하여 원주시의 남

한강 하류에서 합류한다. 그러나 이들 소하천은 전부 결빙되어 기동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지역 내 도로는 춘천 - 홍천 - 원주 - 제천을 연결하는 남북도로인 5번(당시 29번) 도로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양평 - 홍천 - 인제를 연결하는 44번(당시 24번) 도로와 중앙에는 양평 -

횡성 - 장평리를 연결하는 6번(당시 2번) 도로, 풍암리 - 횡성으로 연결되는 44번 도로, 시동

- 양덕원리로 연결되는 494도로가 있다. 그리고 이들 도로와 연결되는 소로들이 계곡통로

를 따라 산재해 있었다. 그러나 도로의 부분은 차량이 겨우 다닐 수 있는 소로로써 기

계화 부 의 기동과 병력 및 물자수송에 어려움이 있어 미 제10군단 공병 가 도로확장 

및 보수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횡성을 중심으로 산간 계곡에는 자연촌락이 산재해 있었

으나 이 전투가 개시되기 전에 소실되거나 파괴되어 지역주민은 거주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작전지역의 지형은 산세가 험준한 고지들로 연결되어 기동을 제한하 다. 특

히 도로망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아군의 기동에 유리한 듯하 으나, 당시는 적설로 인하

여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공격에 불리하 다. 적은 삼마치고개 - 오음산을 고수하여 그 

전방의 600m 이상의 험준한 지세와 수많은 협곡, 단애 등은 아군의 부 기동에 많은 장애

요인이 되었으며, 하천은 결빙되어 장애물이 되지 못하 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형은 

방어하는 측에 유리하고 공격하는 측에 불리하 다.

 3. 전선의 개황

  1) 유엔군의 반격작전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1월 중순 중공군의 신정공세를 평택 - 장호원 - 삼척을 연하는 

선에서 저지한 후 이 방어선의 방어력 개선과 장병들의 사기진작에 주력하 다.



제3장┃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

114▶횡성문화원

리지웨이 한국도착 모습

(그들이 본 한국전쟁2)

  이 무렵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중

장)는 추가적인 유엔군의 규모 증원이 불가능한 상황에

서 아군이 일정한 방어선을 장기간 점령하는 것은 오히려 

막 한 피해만 예상되므로, 지역의 확보보다는 적이 이동 

중일 때 공격하는 것이 공세를 지연시킬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아군의 전투력도 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 판

단하 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공세작전의 작전방침을 하달

하 다.

① 아군은 병력의 우세를 바탕으로 하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제압하기 위해 화력과 

기동력의 우세를 최 한 활용한다. 화력과 기동력에 의한 살상전술을 원활히 달성

하기 위해 보·포·기갑 등 제병과의 긴 한 협동과 해·공군은 지상작전에 한 

화력지원에 중점을 둔다.

② “나는 지역의 확보보다는 오로지 적을 살상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말과 같이 작

전의 주목표는 아군 손실을 최소화하고 적의 인원, 물자에 최 의 출혈을 강요하

는 데에 둔다.

③ 공격은 모험적인 작전을 회피하고 최초 소단위부 의 위력수색을 실시하여 적정

을 확인한 후에 보다 강력한 전투정찰 또는 제한목표를 탈취하기 위한 전면공격

으로 확 한다.

④ 공격 간에는 공격의 속도보다는 인접부 와의 횡적인 협조와 연결을 긴 히 유지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축차적인 통제선을 설정한다. 그리고 공격부 에 의하여 아

군 전선이 크게 돌출되거나 적을 우회하여 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공격부 는 군단장급 지휘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이 통제선을 통과한다.

⑤ 적의 규모 공세가 개시되면 아군은 인접부  사이의 연락과 협조를 유지하면서 

사전 계획된 축차방어선으로 질서있게 후퇴하되, 어느 한 부 의 급속한 철수로 

말미암아 전선의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적에게 돌파구나 후방침투를 허용하지 않

도록 한다.

⑥ 후퇴한 모든 부 는 일방적인 철수가 아니라 반드시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지연전을 감행하고 모든 가용한 기회를 포착하여 최 의 출혈을 강요하면서 적의 

주력을 아군의 화망 속으로 유도한 다음 지상 및 항공화력을 집중 강타한다.

⑦ 적의 공격기세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아군은 지체 없이 공세로 전환하여 반격을 

개시, 지속적인 기동전을 수행함으로써 적의 소모와 출혈을 강요하여 전투력을 소

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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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군과 중공군이 중앙청 앞에서 환호하는 모습

(그들이 본 한국전쟁1)

  이리하여 유엔군은 제8군사령관의 ‘분쇄기식 전술’이라고 알려진 이 작전방침에 의거  

전전상태(戰前狀態)로의 복귀를 전제로 제한된 목표에 한 단계적인 공격작전을 펼치게 

되었다.

  1월 중순 중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국군 제1사단, 미 제3사단, 미 제25사단,  제29여

단, 터키여단)과 미 제9군단(국군 제6사단, 미 제1기병사단, 미 제24사단,  제27여단)은 1

월 중순 우세한 항공 및 포병화력의 지원과 전차를 앞세워 인천 - 서울 - 양평을 목표로 공

격을 개시하 다. 미 제1군단은 수원, 안양, 소사 부근에서 치열한 격전을 펼쳐 적을 격퇴

하고 공격목표를 확보하 으나, 미 제9군단은 남한산 - 양자산을 연하는 적의 남한강 교두

보를 남겨 둔 채 작전을 종료하 다.

  2) 중공군의 2월공세 준비

  공산군은 1951년 1월 1일 중공군 6개

군(제38·제39·제40·제42·제50·제66

군) 18개 사단과 인민군 3개 군단(제1·

제2·제5군단) 14개 사단의 협동작전으

로 제3차 공세, 이른바 신정공세를 펴 

38도선 부근 주저항선에 배치된 국군과 

유엔군을 어붙여 4일 서울을 두 번째 

점령한 다음 전과를 확 하기 위하여 

추격 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공산군은 계속된 동절기 전투

에서 혹한과 피로로 지쳐있을 뿐만 아

니라 과도한 병참선의 신장과 유엔군의 공중공격에 보급품이 고갈되어 동부전선으로 침

투 중인 제2전선부 를 제외한 주력부 는 수원 - 김량장리 - 이천 - 여주 - 원주선에서 추격

을 멈추었다. 적은 이 공세작전으로 38도선에서 남쪽으로 80~110㎞의 지면은 확보하 으

나 85,000여 명(인민군 2,700여 명 포함)의 막 한 인명 손실을 입었다. 그리고 유엔군의 

조직전인 철수작전으로 유엔군 주력부  격멸에 실패하여 공세기도에 차질을 빚어 춘계

공세를 준비하기 위하여 1월 8일 신정공세를 종료하고 방어 작전으로 전환하 다.

  신정공세 이후 공산군은 유엔군이 계속된 철수작전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지연전을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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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며 철수하기는 하 으나 피해를 입어 부 정비가 불가피함을 고려하여 2월에 총공세로 

전환할 것으로 판단하 으나 의외로 유엔군이 신속히 부 를 재정비하여 규모의 공세

작전을 펼칠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 다. 공산군은 유엔군이 평택 - 원주 - 삼척을 연

하는 ‘D’방어선에서 반격작전을 개시하여 한강으로 접근하자 1월 27일 휴식과 부 정비를 

중지하고 유엔군의 공세에 비하 다.

  2월로 접어들면서 적의 부  재배치를 위한 이동이 활발하 고 유엔군의 항공정찰에서

도 적의 가평 - 홍천지역 집결과 원산에서 재편성한 중공군 제9병단이 중부전선을 강화하

기 위하여 춘천으로 이동 중인 것도 관측되었다. 이때 공산군은 구정인 2월 6일이나 인

민군의 창군 제3주년인 2월 8일을 공격개시일로 결정하 다. 그리고 이번 작전에서는 일

부 부 로 유엔군의 전진을 견제하고 일부는 한강 남안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주력

을 동부전선에 집결시켜 유엔군을 중심 깊이 유인한 다음 공세로 전환한다는 전략을 수

립하 다.

  이 계획에 의거 적은 인민군 제1군단과 중공군 제50군은 인천 - 등포에, 중공군 제38군

은 한강 교두보에 배치하 다. 그리고 유엔군이 중동부전선에서 홍천 포위공격을 개시하

자 이번 공격의 주공부 인 중공군 제42군을 지평리 부근으로, 제39·제40·제66군을 양덕

원리 - 홍천 일 로 추진 배치하 다. 그리고 동부전선의 인민군 제2·제3·제5군단도 홍천 

동쪽으로 집결하 다.

  실제로 공산군은 2월 9일 유엔군의 전선에서 횡성지역의 양측방이 노출되어 포위작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작전 중인 국군이 미군에 비하여 전력이 약하고 또 이

동 중에 있기 때문에 격멸이 용이하다고 판단, 주공(중공 제40·제42·제39·제66군)을 홍

천 - 횡성 - 원주축선과 횡성 - 지평리 축선에, 그리고 조공(인민군 제2·제3·제5군단)을 평

창 - 정선에 두어 이른바 2월 공세를 개시할 준비를 완료하 던 것이다.

  3) 미 제10군단의 홍천 포위계획

  서부전선에서 미 제1·제9군단이 한강진출작전을 펼치는 동안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

단(국군 제2·제5·제8사단, 미 제2·제7사단)과 국군 제3군단(국군 제3·제7·제9사단) 주

력부 들은 1월 중순 적 제2전선부 의 침투로 제천 - 월 이남지역에 형성된 돌파구 내

의 인민군을 격파하고 원주 - 평창선으로 진출 중에 있었다. 이때 미 제10군단 소속 미 제

2사단은 좌인접 미 제9군단 한강진출작전의 동측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여주 - 원주를 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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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두 명의 미군 병사

(그들이 본 한국전쟁2, 51.2.7) 

홍천시가지 전경

는 선을 점령하고, 일부 부 로써 지

평리까지 수색정찰을 실시하 다. 이

때 미 제23연 와 프랑스 는 지

평리 부근의 쌍터널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격전을 펼쳐 적을 격퇴하

다.

  이 무렵 제10군단장 아몬드(Edward 

M. Almond 소장)은 서부전선에 집중

된 적의 전투력을 분산시키기 위하

여 전 전선으로 공격을 확 한다는 

제8군의 작전방침에 따라 서부전선

의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실시

한 한강진출작전과 유사한 작전을 

계획하 다.

  1월 말에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강력한 적이 44번 도로(양평 - 홍천 -

인제)와 5번 도로(춘천 - 홍천 - 원주)

의 교차점인 홍천 부근에 집결하고 

있으며 인민군 제5군단은 44번 도로

를 따라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지평

리를 경유 여주와 충주로 진격하거

나 5번 도로를 따라 횡성을 경유하

여 원주로 공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아몬드 제10군단장은 적의 이러한 이동을 저

지하기 위하여 홍천을 군단의 주목표로 선정하 다. 서울 - 지평리 - 강릉을 연하는 ‘D’방어

선의 중앙에 위치한 홍천은 춘천의 관문으로 북동쪽의 인제, 북서쪽의 춘천, 남서쪽의 양

평, 그리고 남동쪽의 횡성, 원주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미 제10군단장은 전략·전술적 요충인 홍천지역을 신속히 양익포위하여 적의 중원거점

을 분쇄하고 동시에 후방침투에 실패한 후 국군 제3군단 정면에서 퇴각 중인 인민군 제2

군단을 추격 섬멸함은 물론, 아군이 홍천 - 관령 - 강릉선으로 진출하여 차기 공격에 유리

한 발판을 확보할 목적으로 국군 제3군단과 협조된 공격을 계획하고 이 작전을 ‘몰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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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위한다는 의미로 라운드업(Round Up)작전이라고 명명하 다.

  미 제8군사령관은 2월 1일 미 제10군단장이 건의한 작전계획을 승인하면서 작전기간 중 

국군 제3군단을 작전지휘토록 하고, 한강진출작전을 진행 중인 미 제9군단의 우측방 경계

를 강조하 다. 그리고 2일에는 국군 제1군단에 동해안의 강릉을 점령하여 좌인접 국군 

제3군단의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 다.

  미 제10군단은 지평리 - 횡성에 미 제2사단을, 횡성 남동쪽 치악산 북쪽에 미 제187공수

여단, 평창 남서쪽 주천리 일 에는 미 제7사단을 배치하여 방어선을 형성하고 공격제

는 좌전방에 국군 제8사단, 우전방에 국군 제5사단을 투입하여 홍천을 포위·공격하도록 

계획하 다. 그리고 미 제2사단은 1개 야포 (증강), 자동화기포 , 차량화 보병부 로 

편성된 제21지원부 를 편성하여 국군 제8사단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 고, 미 제7사단도 

이와 유사한 규모의 제7지원부 를 편성하여 국군 제5사단을 지원하도록 하 다. 추가로 

미 제2사단에서 2개 중  규모의 부전조를 편성하여 제8사단에 배속시켰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명령을 하달하 다.

미 제10군단 작전명령 요지

① 국군 제5사단과 제8사단을 전차와 포병으로 증강하여, 좌전방 국군 제8사단은 용두

리에서 44번 도로를 차단한 후 북동쪽으로 홍천을 공격하고, 우전방 국군 제5사단

은 산간도로를 따라 5번 도로의 동쪽에서 북쪽으로 공격하다가 서쪽으로 공격방향

을 전환하여 홍천으로 진출하여 제8사단과 양익포위작전으로 지 내 적을 격멸한

다.

② 미 제2·제7사단은 지평리 - 횡성 - 평창선에서 저지진지를 편성하고 적의 공격에 

비하면서 공격부 를 지원한다.

③ 미 제187공수연 전투단은 횡성 정면으로 진출하여 제5·제8사단의 공격을 지원한다.

④ 국군 제2사단에 배속 중인 포병 제20 를 전방으로 추진시켜 일선 사단을 직접 

지원하도록 한다.

⑤ 인접사단과 협조하여 D일 H시를 1951.2.5. 08 : 00로 우선 결정한다.

  이때 군단의 우인접으로 월 - 정선선에서 북진 중인 국군 제3군단은 공격개시일인 2월 

5일에 공격개시선인 평창에 도착, 인민군 제2군단을 공격하여 군단의 우측방을 엄호하도

록 하 다.



홍천 포위공격┃제2절

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119

홍천-횡성, 횡성-용두리 교차로인 새말(현 공근면 신

촌리) 교차로(MBC 방영 횡성전투에서 캡쳐)

제2절 홍천 포위공격

 1. 용두리-홍천 진격전

  1) 쌍방의 상황

    가. 인민군 제7사단의 지연전

  국군 제8사단 정면의 적은 인민군 제5군단(제6·제7·제12사단)의 우전방 부 인 제7사

단으로 지휘소를 양덕원리 부근에 두고 있었다. 제7사단은 중공군의 신정공세시 군단의 

예비사단으로 이 지역 일 로 진출하 다가 국군의 반격작전이 개시될 무렵 원주· 월 

일 로 진출한 인민군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배치되었다. 이후 제7사

단은 중공군의 2월 공세 계획에 의거 전방으로 진출하는 중공군이 전방지역으로 전개를 

완료할 때까지 국군의 진출을 최 한 저지한 후 현 위치에서 공격 제 로 전환하도록 명

령을 받았다.

  사단은 중공군의 진출을 엄호하기 위

하여 주력을 홍천 - 횡성도로와 횡성 - 용

두리 도로의 교차점 부근인 태봉 - 벽학

산 일 에 배치하고, 사단예비를 창봉리 

일 에 배치하여 주력부 를 증원하도

록 하 다. 또한 단 호 미상의 포병부

가 도원리 북쪽에 위치하여 사단을 

지원하 다. 그리고 지난 신정공세시 

원주로 진출하여 미 제2사단과 치열한 

원주 공방전을 펼쳐 결정적인 피해를 입고 철수하여 홍천 부근에서 재편성을 한 인민군 

제12사단이 제7사단의 증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단은 산악전투와 침투전술에 능숙하 으나 계속된 동계작전으로 지쳐 있을 뿐만 아

니라 신정공세 때 입은 병력 손실을 국군 포로들로 보충하 으나 사기는 높지 않았다. 그

리고 적설로 인한 보급추진이 제한되었으며, 특히 동계 피복의 절 량이 부족하 다.

  그리고 중공군은 국군 제8사단의 공격개시와 때를 맞추어 2월 5일~6일경 2월공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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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 제39군(고양)·제40군(동두천)·제66군(김화)의 

홍천 방향으로의 이동(2.5~6), MBC 방영 잊혀진 비극 

횡성전투에서 캡쳐

국군 제8사단 작전지역인 횡성(새말 삼거리) -용두리-

홍천 부채꼴 모양 지역(네이버 지도 참조) 

공인 중공 제39군이 경기도 고양리 부

근에서, 제40군이 동두천 부근에서, 제

66군이 김화에서 중부전선으로 이동을 

개시하 다. 중공군은 9일을 전후하여 

사단의 공격목표인 용두리에 제39군이, 

양덕원리에는 제40군이, 그리고 홍천에

는 제66군이 이동을 완료하여 부 를 

전개하 다.

    나. 국군 제8사단의 공격준비

  국군 제8사단은 지난 신정공세시 춘천 일 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격전을 펼친 후 1월 

13일 주로 철수하여 미 제10군단의 예비가 되었다. 이후 사단은 이 전투가 개시되기 전

까지 주 일 에서 군단의 후방 병참선 차단을 기도하는 공비소탕작전과 부 정비를 완

료하고, 2월 2일 사단본부와 제16연 는 주포리에, 제10·제21연 는 신림리에 집결하여 

다시 전선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 다.

  사단은 군단작전계획에 의거 4일 사단지휘소 및 제16연 를 능우리 일 로, 제10연 를 

주산리 일 에, 그리고 제21연 와 사단직할부 는 곡교리로 이동하여 공격준비에 주력토

록 하 다.

  제8사단이 공격해야 할 작전지역은 홍천 - 용두리 - 횡성을 연결하는 부채꼴 모양의 산악

지 로 접근로상에는 갈기산 - 성지봉 -

매화산 - 벽학산 - 오음산 등의 소 고

지군이 종횡으로 연결되어 산세가 험

준할 뿐만 아니라 산간 계곡을 따라 

산재한 도로에는 평균 30~50cm의 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사단장 최 희(崔榮

喜, 중장 예편) 준장은 보병부  및 기

계화부 의 기동이 용이한 횡성 - 홍천

도로와 횡성 - 용두리도로를 사용하여 

축차적으로 진출하기로 복안을 수립하

다. 그리고 전투정면도 무려 2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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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광정면인 까닭으로 효과적인 부 지휘가 곤란하 고, 게다가 정확한 적정마저 입

수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기계화부 의 운용이 용이한 5번 도로(횡성 - 홍천간)와 6번 도로

(새말 삼거리 - 용두리간)를 양축으로 하면서 축차로 약진시키기로 하고 2개 연 를 전방, 

1개 연 를 예비로 공격계획을 수립하여 군단에 보고하 다. 그러나 아몬드 군단장은 예

비없이 3개 연 가 병진·공격할 것을 요구하 다. 

  당시 상황을 사단 작전참모 던 이세호(李世鎬, 육사2기, 장 예편) 중령은 “사단장과 

나는 사단의 공격계획을 작성한 후 군단에 가서 보고를 하 다. 그러나 미 제10군단장 아

몬드는 흥분된 어조로 적정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전차와 포병으로 편성된 강력한 화력

지원팀이 후속하게 되므로 3개 연  병진공격을 강력히 요구하 다. 따라서 2개 연 에 

공격준비명령을 한 사단으로서는 처음부터 공격계획에 차질을 빚었다”라고 증언하 다.

  사단장은 군단지시에 따라 작전명령을 일부 수정하여 3개 연  병진공격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격명령을 하달하 다.

사단 작전명령 제110호(1951.2.4.)

① 사단은 수색전을 전개하면서 전투지역 내의 적을 격멸하고 용두리 - 양덕원리 - 홍

천선까지 진출한다.

② 제21연 는 홍천 - 횡성도로를 따라 벽학산 - 독재봉 - 오음산을 탈취하고, 홍천으로 

진출하라.

③ 제10연 는 풍수원 - 이목동을 공략한 다음, 성지산을 넘어 상오안리(홍천 서남쪽 6

㎞) - 양덕원리선을 확보하라.

④ 제16연 는 횡성 - 용두리 도로를 따라 증안리로 진출한 다음, 화채봉을 넘어 용두

리로 진격하라.

⑤ 미 전차소 와 포병 제20 ( - 1)는 제21연 를 직접 지원하라.

⑥ 포병 제50 는 사단을 일반 지원하되 화력의 우선권을 제16연 에 두라.

⑦ 각 연 는 목표를 점령하면 진지를 구축하고 담당정면에 한 수색전을 전개하라.

⑧ 공격개시 시간은 1951.2.5. 08 : 00이다.

  

  이 무렵 사단의 병력은 예·배속부 를 포함하여 11,300명이었으며, 중요장비는 4.2 “박

격포 6문과 81㎜ 박격포 32문, 60㎜박격포 82문과 3.5” 로켓포 34문을 비롯하여 75㎜ 무반

동총 9정, 57㎜ 무반동총 27정으로 부분의 편제화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포병 제

50 와 포병 제20 ( - 1) 및 전차 1개 소 가 사단을 직접 지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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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155㎜ 곡사포 포격 모습(그들이 본 한국전쟁2)

  2) 공격의 발판 확보

  이 명령에 의거 전투준비를 완료하

고 기 중이던 제21연 와 제16연 , 

그리고 최초 사단예비 던 제10연

순으로 북쪽으로 뻗은 원주 - 횡성도로

를 따라 공격을 개시하 다. 그리고 

사단을 화력 지원할 미 제2사단에서 

편성된 제21지원부 의 1개 야전포병

(155㎜), 1개 포 (105㎜), 1개 자

동화기 (AAA) 그리고 1개 차량보

병 와 미 전차 3개팀(보병 1개 중 , 전차 1개 소 )도 사단을 후속하 다.

  당시 사단은 미공군의 근접항공지원과 군단의 1개 전차증 , 그리고 다수의 포병부  

등 사단창설 이후 최 의 화력을 지원받게 되자, 3일간만 공격하면 무난히 홍천으로 진출

하고 작전을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 다.

    가. 제21연 의 벽학산 - 독재봉 진출전

  공격의 선봉에 나선 제21연 (연 장 하갑청 령, 소장 예편)는 횡성 남쪽의 곡교리에

서 전투준비를 완료하고 계획 로 2월 5일 08 : 00에 29번(현 5번) 도로를 따라 공격을 개

시하 다. 이때 연 의 최초 임무는 홍천 - 횡성도로와 용두리 - 횡성도로의 교차점인 새말 

삼거리 일 를 조기에 확보하여 후속 연 들의 진출을 엄호하는 것이었다. 연 장 하갑청 

령의 좌전방 제2 는 용두리 - 횡성도로를 통제하는 태봉(352고지)을, 우전방 제3

는 홍천 - 횡성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벽학산(333고지)을 공격토록 하고, 제1 는 연 예

비로 전투태세준비를 완료하고 횡성에 기하도록 하 다.

  공격제 들은 도로변의 고지에서 소화기 사격으로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면서 

횡성을 지나 홍천·용두리·횡성으로 통하는 삼거리에 위치한 새말에 도착한 다음, 제3

는 벽학산을 향해 계속 북상하 고 제2 는 태봉을 향해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

다. 이때부터 공격제 가 진출할수록 적의 저항은 점점 강화되었다. 사단의 이동을 감시한 

적은 태봉에 1개 중  규모, 벽학산에 2개 중  규모를 배치하여 연 의 진출을 저지하려

고 하 다. 공격제 들은 수차에 걸쳐 공격을 개시하 으나 목표고지가 급경사인 단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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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학산(333고지)과 독재봉 전경

형성되어 있어 돌격에 실패하고 일몰로 공격을 중지하고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 다.

  제3  장병들은 고지의 중간에 배치된 적의 기관총 사격과 간간이 떨어지는 박격포

탄도 위협적이었지만, 단애로 된 절벽이 빙벽으로 되어 있어 기어오르지 못하여 공격에 

실패하 다. 그리고 야간에는 동내의와 방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강풍과 함께 눈보라까지 

휘몰아쳐 무척 고생하 다.

  한편 사단장은 공격 초일부터 410고지 - 태봉 - 벽학산을 연하는 선에서 공격이 돈좌되자 

6일 아침 신속히 공격을 재개하여 금일 중으로 좌전방 제16연 는 풍수원, 중앙의 제10연

는 이목동, 우전방 제21연 는 773고지 - 창봉리선을 확보하도록 독려하 다.

  2월 6일, 제21연  제2 는 어제 격전을 펼친 태봉을 제16연 의 제2·제3 에 인계

하고, 북쪽으로 연결된 능선상의 536고지를, 제3 는 보전협동으로 벽학산을 목표로 공

격을 재개하 다. 제3 는 벽학산 일 에서 적의 저항이 완강할 것으로 예상하 으나 

의외로 적의 저항이 경미하여 는 벽학산을 점령한 후 전과를 확 하기 위하여 전차

소 를 앞세워 신속히 기동하 다.

  벽학산에서 철수한 2개 중  규모의 적은 횡성 - 홍천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독재봉(343

고지)을 점령하고 전날과 같이 단애지역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완강하게 저항하 다. 제

3 장 김 준(金榮俊, 육사 7기, 령 예편) 소령은 2시간 동안 치열한 격전을 펼쳤으나 

공격의 진전이 없자, 전차포의 화력지원을 받아 각 중 를 3개 방향으로 전개한 후 포위

공격으로 진내로 육박하여 이 고지를 탈취하 다. 는 북쪽의 청곡리로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13 : 00에 창봉리를 점령하여 오음산 공격의 발판을 확보하 다.

  그리고 좌전방 제2 도 제3 와 병행하여 536고지로 전진하던 중, 연 장으로부터 

“제2 는 신속히 북쪽의 773고지를 탈취하여 제16연  정면에 배치된 적을 배후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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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새울 마을 입구에서 본 오음산 전경

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2 장 박서권(朴犀權, 특임 7기, 중령 예편) 소령은 성곡 일

의 계곡통로에서 부 를 재편성한 후 536고지 동측방으로 우회하여 773고지를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 다. 는 적이 한발 앞서 철수함으로써 병력의 손실 없이 이 고지를 무

혈점령한 후 계속하여 그 동쪽의 732고지를 공격하다가 날이 저물자 773고지로 복귀하여 

야간방어에 들어갔다.

  2월 7일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을 

재개한 우전방 제3 가 상창봉리 -

438고지로 진출하여 적의 강력한 거

점으로 예상되는 삼마치 - 오음산 

공격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제2

는 전날 확보한 773고지에서 732고지

를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 다. 그러

나 좌전방 제2 는 어제 확보하지 

못한 732고지로 공격을 재개하여 목

표를 점령하 으나 제16연  정면에

서 철수한  규모의 적이 역습을 감행하여 쌍방간에 일진일퇴의 공방전만을 반복하다

가 끝내 이 고지를 탈취하지 못하고 773고지로 복귀하 다.

  전방의 2개 가 추위와 많은 눈으로 뒤덮인 고지와 빙판으로 이루어진 계곡을 오가

며 갈수록 적의 저항이 심하여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격전을 치르고 있을 때, 연 예비인 

제1 는 연 장의 명령에 따라 새말(현 공근면 신촌리) 삼거리로부터 하초원리 북서쪽

의 535고지 일 의 안부(鞍部)를 목표로 진출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전방 2개 간의 전

선을 보강하면서 다음에 있을 전투준비에 비하 다.

    나. 제16연 의 태봉 공방전

  횡성 남쪽의 의관리에서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좌전방으로 투입된 제16연 는 용두리 -

횡성도로상의 풍수원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제3 를 선두로 제21연 를 후속하 으나 제

21연 의 태봉 - 벽학산 공격이 지연됨에 따라 연 의 진출도 주춤하 다. 이때 횡성 - 원주

를 연하는 도로상에는 보병, 포병, 기갑부 는 물론 미군 지원부 들로 장사진을 이루어 

도로는 매우 혼잡하 다.  

  연 장 이존일(李存一 : 육사 2기, 소장 예편) 령은 첨병 인 제3 에 제21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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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원성당 성체거동 전경(1937.6.5)

풍수원성당 안에 있는 마리아상

2 가 태봉을 공격하는 동안 신속히 

기동하여 풍수원으로 진출하도록 명령

하 다. 제3 는 태봉의 적이 후방 

467고지로 물러나는 틈을 이용하여 태

봉 서쪽의 상초원리로 진출하 으나 

첨병중 가 도로 북쪽의 410고지를 통

과할 무렵 기습공격을 받아 진출이 저

지되었다. 는 즉시 주력을 투입하

여 공격을 개시하 으나 일몰로 공격

을 중지하고 방어로 전환하 다.

  제16연 장 이존일 령은 연 를 신속히 풍수원으로 

이동시켜 위력수색을 전개하려고 군단에 차량지원을 요

청을 하 으나, 미 제10군단장은 도보이동을 강요하면

서 차량지원을 거부하 다. 따라서 연 가 도보로 이동

한 결과 적과 조우하면서부터 진출이 지연되었다. 

  풍수원에 있는 풍수원성당은 정규하 신부가 1909년 

저축한 돈과 신자들의 헌금을 모아 성당 신축공사를 시

작하여 1910년 높이 5m, 건평 120평의 연와조 성당을 

완공하 는데, 이 성당은 강원도 최초의 서양식 벽돌 

성당이자 한국인 신부가 지은 최초의 성당이다. 1910년 

11월 뮈텔(Gustave Charles Marie Mutel) 주교의 주례로 

성당 봉헌식을 거행하 다.11)

  성당 안 전면 오른쪽 벽면에는 특별히 한 마리상이 

모셔져 있다. 이 마리아상의 연원은 이러하다.

  6·25전쟁 당시 미국인 병사가 이 성당에 엎드려 ‘제발 살아서 고향에 갈 수 있도

록 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느님께서 들어 주셔서 병사는 안전하게 고향인 미국

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 병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마리아상을 보내 주었고 성

당에서는 이곳에 지금까지 보존하여 전시하게 되었다.

11)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한국가톨릭 사전12, 풍수원성당조, 9040~90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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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2> 제8사단의 전투 경과(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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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골 전경

  2월 6일 연 장은 제3 의 공격이 부진하자 제1 를 풍수원으로 진출하도록 하고 

작전지역을 인계한 제3 는 제21연 로부터 인수한 태봉을 좌측방에서, 그리고 후속으

로 진출한 제2 는 우측방에서 협조된 공격을 개시하도록 명령하 다. 그러나 공격제

들은 의외로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제1 는 18 : 00까지 도로 북쪽의 606고지에서 치열

한 공방전을 펼쳤고, 제2·제3 도 태봉 일 의 잔적을 소탕하기 위하여 산악 일 를 

수색하면서 북쪽의 467고지에서 적과 교전 중에 있었다. 연 는 때마침 후속 진출한 제10

연 가 서측방으로 진출하면서부터 상황이 호전되었고, 사단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아 410

고지와 467고지에서 적을 격퇴하 다.

  아군 포병의 사격은 정확하게 고지 정상 부근에 수없이 집중되었고, 그 다음 우리가 돌

격하여 고지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하얀 눈 위에는 선혈

이 낭자하 다. 그리고 선혈자국은 북쪽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었다.

  2월 7일은 연 정면에서의 적정이 경미한 가운데 좌전방 제16연 는 중앙지역으로 진출

한 제10연 의 지원을 받아 제2 를 솔고개[松峴]에 예비로 확보하고, 제1 는 증안리 

북쪽의 야산리 일 에, 제3 는 용두리 - 횡성도로 남쪽에서 빈번히 출몰하는 적에 비

하여 응봉 일 에 배치하 다. 그리고 연 지휘소도 횡성에서 증안리로 이동하 다.

    다. 제10연 의 이목동 진출

  제10연 는 전방으로 진출한 제21연

와 제16연 가 격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 주산리에서 전투준비를 완료하

고 2월 5일 08 : 00에 이동을 개시하여 

횡성 북방의 큰골(학곡리 IC부근)로 

이동하여 전방연 의 상황이 호전되

기만을 기다렸다.

  사단장 최 희 준장은 최초로 사단

공격계획을 작성하 을 때는 제10연

가 사단예비 으나, 미 제10군단장의 

지시로 중앙연 로 투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단은 우발사태에 비한 예비 를 확보하지 

못하여 융통성이 결여되어 전투지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 다.

  큰골 부근에서 기 중이던 제10연 는 2월 6일 공격이 부진한 제16연 를 지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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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봉에서 본 응봉

밤골 시내버스정류장과 밤골 전경

하여 제1 는 새말 삼거리(현 공근면 신촌리) - 태봉산을 지나 밤골(유현3리 왕래교 북쪽 

골)까지 이동한 다음 조금 깊숙이 들어가 안밤골[內栗谷] 계곡을 우회하여 제16연  제1

의 606고지 공격을 좌측방에서 지원하 고, 용두리 - 횡성도로의 남쪽 573고지에서 제16

연 의 전선 후방으로 침투를 기도하던 적을 공격하 다. 는 1개 중  규모의 적을 

치열한 격전 끝에 격퇴시켰다.

  당시 참전자들은 “연 가 전방으로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노무자들이 1인당 20~25개의 

주먹밥을 어깨에 짊어지고 왔는데, 이때 흰떡도 잔뜩 가지고 왔었다. 웬 떡이냐 물었더니 

오늘이 구정이라 특식이라고 이야기하여 비로소 구정인 줄 알았다”고 하 다. 당시 국군

들은 생사기로에서 전투에 열중하다 보니 날짜 가는 줄도 몰랐던 것이다.

  2월 7일 오전에 이틀 동안 계속된 전투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진출이 지연되자 미 제10

군단장은 사단의 진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연 지휘소와 사단지휘소를 최전방에 설치하

고, 또 지휘관들은 예하부 와 근접한 지역에서 부 를 지휘하도록 독려하 다.

  이때 사단장은 금일 중으로 최초 계획 로 3개 연  병진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좌전방 제16연

는 증안리를, 중앙의 제10연 는 이

목동을, 그리고 우전방 제21연 는 

삼마치 - 오음산 남쪽으로 진출하도록 

하 다. 공격개시 사흘째인 2월 7일 

사단정면에서 적의 저항이 의외로 경

미하여 중앙의 제10연 도 제1·제2

가 제606고지와 537고지 전투를 종

료하고 큰골에서 이목동으로 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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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3> 제8사단의 경투 경과(2.7~8)

온 연 지휘소 부근에 집결하 다. 그리고 예비로 하일리에 기하고 있던 제3 는 석

자동(현 금 리 돌자골)과 응봉 일 의 미답지역에 한 수색전을 펴면서 풍수원으로 이

동하 다.

  이와 같이 사단은 공격개시 3일 만에 3개 연 가 병진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격의 

발판을 확보하게 되어 2월 8일부터 본격적인 공격작전을 펼치게 되었다.

  

  3) 종심진지에서 격전

  사단은 3개 연 가 전정면에서 공격을 개시하자 사단지휘소를 이날 능우리에서 횡성으

로 이동하 다. 최 희 사단장이 좌전방 제16연 는 화채봉을 경유 용두리로, 중앙의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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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마치고개 표지석과 홍천방면에서 본 고개

연 는 성지봉을 경유 양덕원리로, 그리고 우전방 제21연 는 삼마치 - 오음산을 경유 

홍천으로 신속히 기동하도록 명령하 다. 그리고 부  간의 간격과 긴 한 협조를 유지하

기 위하여 중 -  간에는 SCR/300 무전기를, - 연  간에는 SCR/694 무전기를 사

용하여 24시간 교신할 수 있도록 하고 공격간에는 - 연 , 연 - 사단 간에는 유선과 

무선을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하 다. 

  사단장은 지난 3일간의 공방전에서 적이 접전을 단절하고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상황으

로 미루어 보아 공격연 들이 쉽게 용두리 - 양덕원리 - 홍천으로 진출할 것으로 낙관하

다. 그러나 공격연 들은 예상하지 못한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매남재, 성지봉, 삼마치, 

오음산 일 에서 치열한 격전을 펼치게 되었다.

    가. 제21연 의 삼마치 - 오음산 결전

  이번 작전에서 공격의 선봉에 나선 제21연 의 삼마치 - 오음산 돌파가 이 작전의 분

수령이었다. 연 의 중간목표인 삼마치는 홍천 남쪽 10㎞에 위치한 산간도로의 요충지

로서 좌우에는 500m 이상의 험준한 고지들로 에워싸고 있는 횡성에서 홍천에 이르는 관

문이었다. 그리고 우측방 오음산은 지 내 최고의 감제고지로 주변 저지 를 감제관측은 

물론 특히 삼마치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 고지 다.

  연 는 기필코 삼마치와 오음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2월 8일 연 지휘소를 광전에서 

상초원리로 이동한 후 연 예비인 제1 마저 공격제 로 투입하기로 결정하 다.

  연 장은 좌전방 제2 로 하여금 현재 방어 중인 773고지 서쪽의 737고지를 공격하여 

적의 삼마치 증원을 차단토록 하고, 중앙의 제1 는 보·전협동작전으로 삼마치를 

공격토록 하 다. 그리고 우전방 제3 는 신속히 오음산을 점령하여 제1 의 공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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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쪽에서 본 삼마치고개

지원토록 명령하 다. 연 가 공격준비에 주력하고 있을 무렵 사단장은 미 제10군단에서 

지원된 헬리콥터에 탑승한 후 연 지역을 순방하면서 무전기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

면서 용두리 - 양덕원리 - 홍천 진출을 독려하 다.

  제21연 는 비장한 각오로 필승을 다짐한 후 2월 8일 공격을 재개하 다. 제1 장 원

병한(元秉漢, 령 예편) 소령은  병력을 지휘하여 보·전협동으로 공격을 개시하

다. 그러나 적은 도로 곳곳을 파괴하고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계화부 의 기동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규모 이상으로 판단되는 보병부 로써 이 고개의 감제고지를 점령하고, 

보·전협동으로 공격하는 제1 를 악착같이 저지함으로써 좀처럼 돌파구를 형성하지 못

하고 고전을 치르고 있었다.

  이 무렵 제3 도 오음산을 공격하 으나 적의 끊임없는 증강으로 말미암아 공격에 

실패하고 다시 고지 하단으로 철수하 다. 이날 연 의 공격제  중에서 좌전방 737고지

를 공격한 제2 만이 사단의 105㎜포 지원과 더불어 의 81·61㎜를 총동원하여 적

의 진지를 집중적으로 강타한 후 포연과 연막으로 뒤덮인 목표고지를 향하여 신속히 전

진하여 적진을 돌파하고 이 고지를 탈취한 후 진지강화와 재편성을 서둘 다.

  제21연 의 주력은 전날에 이어서 

보·전협동으로 삼마치 - 오음산을 

공격하 다. 562고지와 592고지를 점

령한 적은 지속적으로 병력을 증강하

고 포격을 집중하면서 어제보다 더 완

강히 저항함으로써 일진일퇴의 공방전

이 더욱 치열하 다. 

  이때 적은 562고지 - 592고지에 강력

한 방어거점을 구축하고 각종 포화를 

동원하여 제21연 를 집중 강타하고 

최후 저지사격을 가함으로써 제21연 는 좀처럼 적진을 돌파하지 못하고 고전을 치르고 

있었다.

  제8사단 최 희 준장은 사단의 첫 전선이 교착되어 각 연 의 진출이 늦어지자, 2월 10

일 마지막 일전을 각오하고 사단의 주 결정장인 삼마치와 오음산 일 에 미 공군의 근

접항공지원은 물론 가용한 보·전·포의 전 화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 다. 그리고 제21

연 도 접적이 경미한 좌전방 제2 를 737고지에서 창봉리로 이동시킨 후 공격제 로 



제3장┃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

132▶횡성문화원

국사봉에서 본 오음산 전경(횡성군청 제공) 

투입하 다. 

  그러나 이 고지의 적도 각종 포화의 집중적인 지원하에 참호 속에 의탁하여 더욱 집요

하게 저항하 고 연 는 줄기찬 공격에도 불구하고 돌격의 호기를 좀처럼 포착하지 못하

고 고전을 치르고 있었다. 

  오음산을 공격한 제3  장병들은 

눈앞에 우뚝 솟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수차례 공격을 반복하 다. 항

공 및 포병사격을 집중한 후 우리가 

공격하여 점령을 하면 숨 쉴 사이도 

없이 적이 역습을 하여 다시 고지에

서 물러났다. 이런 전투를 여러 번 반

복하여 나중에는 체력이 달려 주저앉

고 싶은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로써 삼마치 - 오음산의 재공격도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제21연 장 하갑청 령은 계속된 정면 돌파공격이 실패하자 2월 11일 연  기동계획의 

일부를 바꾸어 적의 주력이 저항하는 삼마치를 공격하되 1개 를 오음산으로 우회 

진출시켜 적의 배후를 차단 기습·공격하도록 기동계획을 수정하 다. 이 계획에 의거 연

 주력은 삼마치로, 제3 는 오음산을 우회하여 측방으로 공격을 재개하 다.   

  이때 적이 유리한 감제고개와 눈에 덮인 견고한 진지에서 집중사격을 가하면서 집요하

게 저항하여 쌍방간에 격전이 계속되었다. 적이 정면으로 공격하는 연 의 전투에 주력하

는 동안 우측방 기동한 제10중 가 적진을 돌파하고 진내로 돌입하자, 이 기회를 포착한 

가 과감한 돌파를 감행하여 마침내 이 고지를 탈취하 다. 

  이 무렵 제1·제2 도 세찬 공격기세로 삼마치를 돌파하고 443고지 - 오음산까지 빠

른 속도로 진출하 으나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이 고지에서 진지를 점령하고 야간전투

에 비하 다. 

      나. 제10연 의 성지봉 부근 전투

  연 는 2월 8일 제1·제2 를 상화  부근의 연 지휘소로 집결시켜 전선투입을 준비

하는 한편, 연  수색중 로 하여금 이목동 - 풍수원간의 연 전투 정면에 한 수색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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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고지(좌)와 성지봉(우) 모습

상화대의 두 돌탑 모습

전개하도록 하 다. 그리고 연 예비

인 제3 는 하일리에서 출발하여 전

선후방의 산악통로를 따라 석자동과 

463고지 일 에 한 수색작전을 살핀 

후 풍수원으로 이동하여 전투준비를 

서둘 다.

  이리하여 연  수색중 는 672고지

를 남서쪽으로 돌아 성지산으로 진출

하다가 중  규모의 적과 교전을 벌

으나 수색중 는 교전을 피하면서 적정을 파악하는 즉시로 이를 보고하 다.

  제10연  지휘소가 소재한 상화 는 현재 공근면 초원2리에 있으며, 이 상화  마을에는 

2기의 돌탑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여 로 ‘돌탑제’를 지내왔다. 이 탑은 1880년

경에 마을 사람들이 정성들여 쌓은 것으로서 탑을 쌓고 난후부터 마을이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정월 보름의 서낭제 뒤에 돌탑제를 지냈는데, 현재는 지내지 않는다. 이 돌탑제는 주

민들에 의해 주도되는 동제적 성격의 

마을신앙으로서 횡성에서는 상화  마

을이 유일하다. 상화 의 돌탑은 둘레 

6m, 높이 3m 쯤되는 원뿔형으로 2기가 

있다. 할아버지탑·할머니탑으로도 부르

는 것으로 보아 남·여로 세우는 장승

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탑은 왼쪽이 

할아버지탑, 오른쪽이 할머니탑이다. 할

아버지탑은 남근형의 두 개 윗돌이 얹

혀 있고, 할머니탑은 세개의 둥근 윗돌이 얹혀 있다.

  제10연 (權泰順, 육사 2기, 준장 전사)는 이날 제1·제3 를 공격제 로 하고 제2

를 예비 로 두면서 성지산의 적을 신속히 공격하 다. 우전방 제1 ( 장 박치옥 

소령)는 성지산 동쪽 700고지 능선에서 소  규모의 적 매복조를 격퇴하고 계속 북쪽으로 

진출한 끝에 성지봉과 안밤골 사이의 진지를 점령하 으며, 좌전방 제3 ( 장 최명

도 소령)도 경미한 저항을 격퇴하고 덕갈고개를 넘어 532고지 - 591고지를 점령하 다. 이

로써 연 는 작전지역의 중앙의 요지인 성지봉을 완전 통제하게 되었다. 한편,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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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갈고개와 성지봉 지맥

장 김동회 소령)은 복조동(福祚洞)에 집결하여 다음 전투를 준비하 다.

  2월 9일 연 는 적의 예상집결지로 추정되는 성지봉 북서쪽의 도원리를 확보하기 위하

여 공격을 재개하 다. 제1·제3 를 좌우로 전개하여 공격을 재촉하 는데, 제1 가 

성지산 북쪽 기슭에 있는 766고지에서 중  규모의 적을 격파하고 계속 진출하고 있을 

때, 좌일선인 제3 는 591고지와 532고지에서 점말[店村]로 향하다가 증강된  규모

의 적과 격돌하게 되었다. 그러나 적은 13 : 00부터 각종 포화를 집중한 후, 14 : 30에  

규모로 역습을 감행함에 따라 쌍방간에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지형상으로 불리한 제3 가 점차 고전하자, 제10연 장 권태순 령은 양개 

를 767고지 - 성지봉 - 591고지를 연결하는 선으로 철수시켜 재정비한 다음, 공격을 재개

하여 치한 적을 기어코 격퇴하고야 말았다. 

  제10연 는 일몰로 일단 공격을 중지하고 다음 전투를 비하고 있을 때, 적은 야음을 

이용하여 다시 2개 중  규모로 제1  제3중 가 방어중인 성지봉 북쪽 능선으로 기습

공격을 개시하 다. 중 는 가용한 화기를 총동원하여 적을 저지하려 하 으나 적의 일부

가 진내로 진입하여 총검이 난무하는 백병전을 벌인 끝에 이들을 격퇴하고 진지를 고수

하 다. 

  제10연 의 제1·제3 는 2월 10일 성지산 일 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우전방 제1

는 767고지 부근까지 진출하 으나 좌전방 제3 는 제9중  정면에서  규모의 적으

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아 일시 혼란을 빚게 되자, 장 최명도(崔明道, 육사 7기, 령 

예편) 소령은 제9중 로 하여금 적을 견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2개 중 를 양측방으로 기

동시켜 이 적을 격퇴하 다. 제10연 는 이날 도원리 일 를 점령하고자 하 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곳에서 다음날의 전투에 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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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 4> 제8사단의 경투 경과(2.9~11)

  제10연 가 성지봉 - 767고지를 연하는 선에서 공격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날(11일) 04 :

00에 제1  정면으로  규모의 적이 선제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연 는 격전 끝에 이

들을 격퇴하 다.

  성지산 일 를 완전히 장악한 연 는 적을 추격하여 제1 는 도원리 북동쪽 고지 일

까지, 제3 도 도원리 북서쪽 진출을 하 다. 연 가 추격작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 

사단장의 경계강화 지시에 의거 연 는 일단 작전을 중지하고 도원리 일 에 급편방어진

지를 편성하 다.   

      다. 제16연 의 매남재 전투

  증안리 일 로 이동한 연 는 2월 8일 용두리 - 횡성도로를 따라 용두리로 진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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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봉에서 본 응봉-매남재 능선

횡성 서원면 창촌1리 매나미에서 본 매남재

(왼쪽 먼 능선 고개)

하여 제1 를 도로 북쪽의 고지군

에, 제2 는 연 예비로 성지봉 남

쪽의 솔고개[松峴]에 기토록 하

다. 이때 연 가 진출하는데 가장 어

려운 문제는 사단의 좌인접 부 인 

미 제2사단 제23연 가 13㎞ 남서쪽

인 지평리로 진출해 있어 연 의 좌

전방에 완전 노출되어 측방위협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연 는 좌전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제3 를 도로 남쪽의 579고지 - 매남재선에 

배치하도록 하 다. 이 명령에 의거 제3 가 매남재로 이동 중 1개  규모의 적과 

조우하여 는 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아 이 적을 격퇴하고 계획 로 579고지 - 726고지 -

매남재에 방어진지를 편성하 다.

  제3 가 매남재 일 를 점령하고 방어진지를 편성할 때 지형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

로 온 산이 눈으로 덮여 있었다. 방어를 하려면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눈을 파헤치고 

땅을 파려고 해도 땅이 얼어서 우리가 가진 야전삽으로는 팔수가 없었다. 부득이 우리는 

철모로 주위의 눈길을 모아 다져서 개인호를 만들었다.   

  사단의 노출된 좌전방 지역에 위치한 매남재는 후방지역에서 제10연 와 제16연 가 집

결하고 있는 증안리, 풍수원에 이르는 유일한 산간도로상의 고개로서 전술적으로 매우 중

요한 고지 다.                

  제3 가 전날(2월 8일) 탈취한 매

남재 부근에서 방어진지를 강화하고 

있을 무렵인 정오경  규모의 적

으로부터 역습을 받았다. 적은 석화

리로부터 579고지 계곡을 이용하여 

풍수원 방향으로 진출을 기도하 다. 

이때부터 는 해질 무렵까지 일진

일퇴의 공방전을 펼쳤으나 계속되는 

적의 증원으로 579고지 부근을 피탈

하고 726고지 - 매남재선으로 방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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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축소되었다.

  연 장은 2월 10일 매남재 부근의 적이 계속 풍수원 방향으로 진출을 기도하여 연 의 

용두리 진출이 지연되자 예비로 솔고개에 기 중인 제2 를 매남재에 투입하여 제2·

제3 가 협조된 공격으로 이 적을 격퇴하도록 명령하 다. 제3 는 제2 의 증원에 

힘입어 매남재 부근의 적을 격퇴하고 다시 579고지 - 매남재선을 확보하 다.  

  한편, 제3 가 매남재 부근에서 혈전을 펼치는 동안 제1 도 풍수원 북쪽의 492고

지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폈다. 는 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아 진지돌파를 기도하 으나 

적이 고지 전방의 단애를 이용하여 완강히 저항하여 전투는 교착되었다. 연 장은 매남재

전투를 지원하고 복귀한 제2 에 2월 11일 제1 를 초월 공격하여 492고지를 확보하

도록 명령하 다.  

  제2 가 2월 11일 아침에 공격을 개시하여 492고지에서 치열한 격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 매남재에서 철수한 제3 가 제2 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 좌전방에 

투입되었다. 이때부터 공격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 고 3일 동안 완강하게 저항하던 적은 

야산리 부근으로 철수하기 시작하 고 공격제 들은 적을 추격하기 시작하 다. 일몰로 

추격을 중지한 연 는 야산리 부근에서 화채봉 - 용두리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 다. 

  제16연 장 이존일 령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 다. 

  미 제2사단에서 파견된 미 고문관은 연 에 1명, 사단에 2명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계급은 소령 혹은 중령이었다. 미 고문관은 연 장과 행동을 함께 하면서 포병·항공

지원을 해주기도 하 으나 매일 사단에 작전의 경과를 1일 보고하며 때로는 연 의 

작전에 간섭을 많이 하는 바람에 애를 먹기도 하 다. 어느 날인가 기억은 확실하지 

않지만 내가 미 고문관에게 의 공격작전을 지휘하기 위하여 전방에 함께 가자고 

했으니, 그는 거절하고 연 관측소에 남았다가 적의 포격으로 전사하 다.

  4) 대전차공격대대의 전선정찰

  제8사단은 제10연 가 성지봉 일 를, 제21연 가 삼마치 - 오음산의 적의 방어거점들

을 공격하게 되어 연 간의 간격이 무려 8㎞ 정도나 벌어져 있어 이에 한 책이 시급

하여 새말 삼거리에 집결해 있던 사단의 유일한 예비 인 전차공격 의 투입을 결정

하 다. 전차공격 장 박창암(朴昌巖, 특임, 준장 예편) 소령은 2월 10일 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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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마치 북쪽 봉우리들과 삼마치리 전경

제12연대-제10연대간의 간격

(MBC 방영 잊혀진 비극 횡성전투에서 캡쳐)

지휘하여 제16·21연 간의 양지골 -

476고지를 점령하고 전선을 보강하

는 동시에 공격준비를 갖추었다. 

  2월 11일 전차공격 는 적의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고 제10·21

연 간의 전투지경선 부근을 수색

하다가 삼마치 북쪽 묵곡고개 부근

에서 사단규모로 추정되는 단 호 

미상의 부 들이 도처에 집결하고 

있음을 발견하자, 이를 즉각 사단에 

보고하는 한편, 397고지와 상유동을 

연결하는 선에서 방어태세를 갖추

었다. 

  이상과 같은 보고를 받은 사단장

은 작전지도를 들고 일어나 각 연

로 하여금 전투 정면에 한 수

색작전을 강화하도록 지시하 는데 

22 : 00까지 수집된 보고에 의하면 

각 연 의 정면에는 중공군의 병

력이 기동 중인 것을 확인하게 되자, 곧 미 제10군단장에게 상황 보고를 하는 동시에 현 

진출선을 히묵동 - 창봉리선으로 축소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 적을 공격하기

로 건의하 다. 그러나 당시 군단이 적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이 건의를 묵살하자, 사단장

은 일단 부 를 현 전선에서 그 로 수세로 전환하여 방어태세를 강화하도록 하 다.

  21연  11중  김용호(金容灝) 소위는 제8사단에 배치되어 곧바로 이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다. 소 원의 신상파악도 할 겨를도 없이 밤만 되면 조명탄의 조명하에 적과 총격전

을, 때로는 백병전도 펼쳤다. 이때 저승으로 유인하는 듯한 처량한 피리 소리와 나팔 소

리, 그리고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기마병들의 광란한 말발굽 소리는 심리적 불안과 

공포감을 갖게 하 다. 

  한편, 이날 제3사단이 제5사단의 전투정면의 일부분을 인수하 다. 제3사단은 국군 제3

군단으로부터 배속이 변경되어 전날 횡성으로 이동한 후, 제5사단의 북동쪽으로부터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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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제5·제8사단간의 전선을 보강하 다. 

  당시 제8사단장이었던 최 희 준장은 횡성전투에 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주포리에서 공격을 받고 사단 주력을 횡성 부근으로 진출시킨 후 사단작전계획을 

작성하여 미 제10군단에 보고하 더니 군단장 아몬드 소장이 ‘예비  없이 전면공격

을 전개하라’고 하면서 작전계획의 수정을 명령하 다. 그런데 전술원칙상 적정을 파

악하지 못한 가운데 예비 도 없이 무려 24㎞에 달하는 광정면에 부 를 모두 전개

하여 진출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 다. 그러나 군단장의 명령인지라 3개 연 를 

일선에 진출시키되, 각 연  및 로 하여금 자체의 예비 를 확보하면서 진출하도

록 하 으며, 사단에서는 박창암 소령이 지휘하는 전차포 를 증강시켜 예비

로 확보한 후, 위력 수색작전을 감행하 는데, 점차 전선이 확 되고 격전이 전개됨

에 따라 각 부 간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예비 까지 투입하여 사실상 총력전을 전

개하 다.

 2. 홍천-풍암리 진격전

  1) 쌍방의 상황

    가. 적 상황

  국군 제5사단의 적은 인민군 제5군단(제6·제7·제12사단)의 좌전방 부 인 제6사단과 

우전방 제7사단의 1개 연  규모가 좌인접 국군 제8사단과의 전투지경선 부근에 배치되어 

있었고 제6사단은 지휘소를 포동리 부근에 두고 있었다. 제6사단은 중공군의 신정공세시 

군단의 예비사단으로 이 지역 일 로 진출하 다가 국군의 반격작전이 개시될 무렵 원

주· 월 일 로 진출한 인민군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배치되었다. 

이후 사단은 중공군의 2월공세 계획에 의거 전방으로 진출하는 중공군과 인민군 제3군단

이 전방지역에서 부  전개를 완료할 때까지 국군의 진출을 최 한 저지토록 명령을 받

았다. 

  인민군 제6사단은 작전지역이 산악지형임을 감안하여 좌전방에서는 주력을 횡성 - 포동

리 - 풍암리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용둔리 - 정금리 - 하궁리에 중점적으로 방어거점을 구축

하여 사단의 진출을 저지하도록 하 고 우전방의 험준한 산악지 에서는 거점을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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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암리 북쪽 고양산 능선과 동학혁명위령탑

지 않고 유격전을 배합하여 국군 제5사단을 유인 격멸을 기도하 다. 단 호 미상의 1개 

포병 는 포동리 부근에 위치하여 사단을 지원하 다. 그리고 지난 신정공세시 원주로 

진출하여 미 제2사단의 공격으로 결정적인 피해를 입고 철수하여 홍천 부근에서 재편성

을 한 인민군 제12사단이 제6사단의 증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단은 산악전투와 침투전술에 능숙하 으나 계속된 동계작전으로 지쳐있을 뿐만 아니

라 신정공세시 입은 병력손실을 국군 포로들로 보충하 으나 사기는 높지 않았다. 그리고 

적설로 인한 보급추진이 제한되었으며, 특히 동계피복의 절 량이 부족하 다. 2월공세의 

조공인 인민군 제3군단이 2월 5일경 금성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9일을 전후하여 제6사단

의 후방 풍암리 일 로 이동을 완료하 다.

  

    나. 국군 제5사단의 공격준비

  사단은 신정공세 직후인 1월 중순 주로 이동하여 16일부터 23일까지 여주 - 풍기간의 

주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풍기 - 주 - 풍산 일 에서 후방으로 침투한 인민군 제10사

단의 패잔병 소탕작전을 펼친 후 미 제10군단의 예비가 되어 부 정비와 교육훈련에 주력

하고 있었다. 사단은 미 제10군단의 공격계획에 의거 홍천 - 풍암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2

월 2일 이동을 개시하여 제35연 와 제27연 가 원주 동북쪽 교항리로 진출하 고 후발

인 제36연 도 하루 늦은 3일 사단전술지휘소가 위치한 평장리(원주시 소초면)에 도착함

으로써 이동을 완료하 다. 

  군단공격계획에 의거 우전방 사단으로 홍천 우측방을 공격하게 된 제5사단장(閔耭楨 준

장)은 사단의 공격계획을 수립하 다. 먼저 작전지역을 분석한 결과 사단의 전투정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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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현-유동-화동-삽교리선(네이버 지도 참조)

20㎞나 되는 광정면이고 또 산악지 로

써 협조된 공격이 불가함을 고려하여 

제27연 를 우선 적정이 미약한 동측방

인 조항리 - 소사리 - 둔방내리 - 삽교리 -

화동리 지역으로 신속히 기동시켜 삽교

리 - 화동리선을 점령, 적의 퇴로를 차단

함과 동시에 우측방을 엄호하도록 하고 

제36연 는 주공으로 산전리 - 포동리 -

유동리 도로를 따라 진격하여 유동리 -

초현리선을 확보하도록 하 다. 사단은 

중간목표인 초현리 - 유동리 - 화동리 - 삽교리선을 점령하면 전선을 조정한 후 제2단계 작전

으로 공격방향을 북서쪽으로 전환하여 홍천을 공격하기로 작전방침을 정하고 제1단계 작

전의 공격명령을 하달하 다. 

사단작전 명령 제22호(1951.2.4.13 : 00)

① 사단은 홍천남방에서 준동하는 적을 포위 격멸한다.

② 제36연 는 하 리 - 산전리 - 용둔리를 경유, 포동리를 탈취한 후, 초현리 - 유동리를 

확보하라.

③ 제27연 는 소사리, 조항리를 점령한 다음 둔방내리 - 조항리 - 화동리로 신속히 진

출하여 적 퇴로를 차단하고 지내의 적을 격멸하라.

④ 제35연 는 사단예비로서 차후 명령에 비한다. 

⑤ 제26포병 는 제27연 를 직접 지원한다.

⑥ 제36연 는 미 포병 1개 가 직접 지원한다.

⑦ 공격개시 시간은 1951.2.5, 08 : 00이다.

  이 명령에 의거 2월 4일 이동을 개시한 제27연 는 미 제187공수단에서 지원된 전차 1

개 소 의 엄호하에 횡성 - 오원리 - 안흥리 - 화동리 도로를 따라 안흥리로 진출하여 도로 

남쪽의 635고지 일 를, 후속한 제36연 도 오원리 남쪽의 569고지 일 를, 그리고 사단예

비인 제35연 가 교항리 북쪽의 고지군을 점령함으로써 사단의 전투배치는 완료되었다. 

사단이 2월 6일 횡성 - 안흥리도로에서 유동리 - 화동리선을 목표로 제1단계 공격작전을 개

시함으로써 인민군 제6사단과 혈전을 펼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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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리 주변과 우측 멀리 보이는 덕고산 전경

  2) 초기공격의 부진

    가. 제27연 의 선전

  연 는 2월 5일 08 : 00에 화동리 일 를 점령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할 목적으로 북쪽으

로 뻗은 안흥리 - 조항리 - 화동리도로를 중심으로 좌전방에 제3 , 우전방에 제2 로 

공격제 를 편성한 후 선제공격을 개시하 다. 제3 는 적과의 접촉없이 소사리를 점령

한 후 덕고산(안흥면 소사리)을, 제2 는 경계부 로 추정되는 1개 소  규모로 적으로

부터 산발적인 사격을 받았으나 이를 격퇴하고 지구리 일 를 확보하여 공격의 발판을 

확보하 으며, 연 예비인 제1 도 전방 의 뒤를 이어 덕어산(안흥면 소사리)으로 진

출하 다. 이로써 연 는 적정이 경미하여 첫날 작전을 계획 로 완료하고 연 지휘소도 

안흥리에서 동창동으로 추진하 다.

  한편, 이날 연 의 공격을 직접 지원

한 사단의 제26포병 도 동창동 부

근으로 추진하여 적의 야간공격에 

비, 지속적인 요란사격을 실시하 다.

  제27연 장 이상철(李相喆, 령, 소

장예편) 령은 의외로 적정이 경미하

여 자신감이 생기자 다음과 같은 요지

의 공격명령을 하달하 다. 

연대장 명령 요지

① 좌전방 제3 는 둔방내리를 탈취하여 적의 퇴로와 증원을 차단하라.

② 제2 는 주봉을 공격한 다음, 용마봉으로 진출하라.

③ 제1 는 제3 의 공격을 지원한 다음, 자주봉을 탈취하라.

  제26포병 의 공격사격에 뒤이어 공격제 들은 전날 확보한 선에서 06 : 00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 다. 

  둔방내리를 목표로 공격을 재개한 제3 는 후속하는 제1 의 화력지원하에 안흥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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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동리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진출, 적의 완강한 저항을 물리치고 11 : 00에 둔방내리로 돌

입하 다. 둔방내리가 피탈되면서 급속히 전의를 상실한 적은 철수에 주력하면서 산발적

인 사격으로 의 진출을 저지하고자 기도하 으나, 는 적을 추격하여 665고지(갑

천1리) - 594고지(둔방내리 북쪽 3㎞)를 탈취하고 적의 역습에 비 급편방어진지를 구축하

고 경계를 강화하 다.

  제3 와 병진공격을 개시한 제2 도 1개 소  규모의 적을 제26포병 의 화력지

원에 힘입어 아무런 피해없이 주봉으로 접근하 다. 적의 철수를 간파한 는 즉시 추

격작전을 펼쳐 제5중 와 제6중 는 주봉을, 제7중 는 용마봉으로 진출하여 제26포병

의 화력지원을 받아 16 : 00경 용마봉 마저 점령하 다. 

  한편, 연 예비로 공격제 를 후속하던 제1 는 우전방 제2 가 주봉을 점령한 후 

공격방향을 동쪽으로 전환하여 우인접 국군 제7사단과 전투지경선 부근인 용마봉으로 진

출하자 즉시 공격을 개시하 다. 는 경미한 저항을 격퇴하고 자주봉을 탈취하고 연

의 중앙 로 진출하 고 제3중 는 720고지(둔방내리 동쪽 3㎞)에서 좌인접 제3  제9

중 와 연결을 유지하 다. 

  이 무렵 적은 아군이 돌격을 개시하기 이전에 주력부 들이 결전을 회피하고 철수하는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시간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연전을 펼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6중 장이었던 차규헌(車圭憲, 육사 8기, 장 예편) 중위는 중 가 공격하는 동안 적

의 저항은 경미한 반면, 겨우내 쌓 던 눈이 녹아 유일한 기동로인 계곡통로 위로 흘러내

려 어느 것이 개울이고 어느 것이 길인지 분간하기도 힘들었다. 또 수 으로 변한 계곡을 

행군하기란 무척 힘이 들어 정상적인 행군속도를 유지할 수 없어 지정된 시간까지 목적

지에 도착할 수 없을 때가 많았다.      

   

    나. 제36연 의 공격 돈좌

  우인접 제27연 가 순조롭게 진출하고 있을 무렵, 사단공격의 주공인 제36연 도 오원

리 남쪽 고지에서 포동리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 다. 좌전방 제1 가 횡성에서 포동

리 - 유동리로 연결되는 도로상의 포리 일 로, 우전방 제2 가 이 도로 남쪽의 하

리로 진출하 다. 일몰로 공격을 일시 중지한 연 가 급편방어진지를 구축해 주력하고 

있을 무렵, 북동쪽 547고지에 배치된 적이 구경 미상의 포탄을 제2  지역으로 집중하

다. 는 81㎜ 박격포의 응사격과 미 포병 의 지원사격으로 적을 제압하 다. 

  이 무렵 연 장 황엽(黃燁, 육사 1기, 소장예편) 령은 유일한 내륙 진출 도로인 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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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가리 일대 전경(횡성군청 제공)

포동리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339고지와 547고지에 적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이번 

작전의 최  장애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공격명령을 하달하 다. 

제36연대 공격명령

① 제1 는 미 전차 와 협동하여 339고지를 탈취한 후, 용둔리 -양지촌선을 확보하라.

② 제2 는 547고지 - 485고지를 점령한 다음 계속 공격하여 양지촌 - 울둔선을 탈환, 

확보하라.

③ 예비인 제3 는 1개 중 를 울둔(하궁2리 4반)으로 신속히 진출시켜 제2  지

역 내의 적 퇴로를 차단하고 협격하라.

  연 가 공격준비에 주력하고 있을 무렵인 2월 6일 새벽에 사단장이 작전참모 조연표(趙

淵表, 육사 4기, 령 예편) 중령과 정보참모 하태 (河泰榮, 육사 5기, 준장 예편) 소령을 

동하고 연 를 방문하여 연 의 공격계획을 직접 지도하 다. 또한 제36연  장병들의 

왕성한 사기와 공격정신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연 의 공격을 독려하 다. 사단장의 

부 방문으로 사기가 고조된 공격제 는 미 제187공수연 전투단 제96포병 의 공격준

비사격에 뒤이어 06 : 00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 다. 

  좌전방 제1  제1중 는 공격의 선봉으로 339고지를 공격 중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

한 적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한때 공격이 돈좌되었으나 미 제96포병 의 즉각적인 집

중사격과 미 전차소 의 화력지원하에 2시간 동안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인 끝에 이 고

지를 힘들게 탈취하 다. 제1 장 이승우(李承雨, 육사 5기, 준장 예편) 중령은 공격의 

여세를 몰아 제2·제3중 에 철수한 적이 횡으로 연결된 247고지 - 412고지 - 317고지에 방

어진지를 편성하기 이전에 신속히 공

격을 개시토록 명령하 다.  

  제2중 와 제3중 는 포병과 전차의 

화력지원을 받아 이들 고지 중 중앙에 

위치한 412고지를 집중 공격하여 14 :

30에 적진에 돌입하여 백병전을 전개하

으나, 적후방의 정금산에서 증원된 1

개  규모의 역습과 247고지 - 317고

지에 배치된 적의 측방사격을 받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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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옥동-용둔-정금리 지도(네이버 지도 참조)

격이 돈좌되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또 적의 야간 포위공격이 

우려되어 공격제 는 18 : 00에 상하가리 일 로 철수하 다. 

  제1 가 격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 우전방 제2 는 공격목표인 547고지에 이르는 능

선통로가 경사가 심하고 기동공간이 협소하여 제6중 를 선두로 중  종 형으로 공격

을 개시하 다. 중 는 공격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지에 배치된 1개  규모의 

적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아 공격이 돈좌되었다. 

  장 조시형(趙始衡, 육사 4기, 소장 예편) 소령은 적의 전투력을 분산시키고 제6중

를 증원하기 위하여 미 포병 의 화력이 고지에 집중되는 틈을 이용하여 제5중 와 제7

중 를 제6중 의 좌우측방으로 이동 배치하 다. 이때 근접항공지원차 출동한 미 전투기 

편 는 번갈아가며 고지를 강타하 다. 포병사격과 항공폭격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격제

는 돌격을 개시하여 3시간 만에 547고지를 점령하 다. 제7중 는 적의 역습에 비, 방어

진지를 구축하면서 분산된 잔적을 소탕하 고 제5·제6중 는 철수하는 적주력을 추격하

여 정금리 일 로 진출하여 일몰로 방어를 준비하 다.

  한편, 연 예비인 제3  제9중 는 울둔을 향하여 진출 중에 있었으나 연 의 주력

이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진출이 어렵게 되자, 연 장의 명령에 따라 통골 일 로, 

제10중 는 상 리 부근의 479고지로 진출하여 봉화산에 배치된 적을 견제하면서 연 의 

우측방을 엄호하도록 하 다. 제11중 는 계속 연 예비로 오원리 일 에 집결 기하고 

있었다. 

  이날 저녁 작전경과를 분석한 사

단장은 우전방 제27연 가 적정이 

경미하여 계획된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나 좌전방 36연 는 사격을 다

해 공격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적의 

강력한 저항을 돌파하기에는 역부족

으로 판단하 다. 그리고 어려운 상

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인 제35

연 를 제36연 의 좌전방에 투입하

여 3개 연  병진공격을 결정하고 

“제35연 는 2월 6일 24 : 00까지 옥동으로 진출하여 중금리 - 용둔리 - 정금리에 한 공격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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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제35연 는 이동에 앞서 연 장의 ‘군인의 사명’에 관한 특별정신과 군장검열

을 실시하여 필승을 다짐한 후, 19 : 00에 옥동을 목표로 출발하 다. 첨병 인 제3

가 하양적리(교항리 동쪽 5㎞, 우천면)에 진출할 무렵 적의 치열한 포격을 받아 전방진출

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각 는 신속히 전개하여 이동을 계속하 다. 제3 가 이

날 21 : 00에 옥동에 돌입하여 1개 중  규모의 적과 백병전을 치른 끝에 이들을 격퇴하고 

계속 추격전을 전개하 으며, 후속한 제2·제1 는 22 : 00에 추동리로 진출한 후 그 북

쪽의 183고지 - 188고지 일 의 진지를 점령하고 전투태세로 돌입하 다. 

  3) 주저항선 공방전

  2월 7일 항공관측과 수집된 첩보에 의하면, 국군 제5와 제7사단 정면에서 활발한 적의 

움직임과 남하 중인 우마차가 관측되었으며, 서부전선의 중공군 일부 부 도 홍천방면으

로 이동 중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 제8군은 이러한 적정으로 미루어 보아 중공군의 홍천 정면에 한 증원을 우려함은 

물론, 적의 공세작전으로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미 제8군은 긴장이 고

조되고 있는 홍천 정면에 1개 사단 규모의 증원을 고려하 다. 그리고 미 제10군단장도 

이번 작전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공격제 의 후방에 배치된 미 제2사단과 제7사단에 

하여 군단 좌우측방에 경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국군 제5사단과 제8사단에 홍천선 

진출을 독려하 다.           

  사단장은 이러한 상황의 추이에 따라 제27연 는 신속히 화동리 일 를 점령하여 적의 

퇴로와 증원을 차단하고 일부 병력으로 제36연  정면에 배치된 적의 후방을 공격하도록 

하 다. 그리고 제36연 와 제35연 는 적의 주저항선을 돌파한 후 적의 주요 거점인 포

동리와 유동리를 확보하도록 명령하 다.

    가. 제36연 의 악전고투

  연 는 2월 7일 좌전방으로 제35연 가 투입되자 적의 전투력이 다소나마 분산되어 쉽

게 적의 주저항선을 돌파하고 포동리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06 : 00에 적의 주저항선

인 용둔리 - 양지촌 - 울둔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 다. 그러나 공격제 가 진출할수록 적

의 저항은 완강함은 물론 전투력도 오히려 전날보다 강화되어 예측불허의 일전이 예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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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면 용둔리 일대 전경(횡성군청 제공)

   우전방 제2 ( 장 조시형 소

령)는 양지촌을 목표로 진출 중 하궁

리 부근의 485고지 - 348고지 일 에서 

야포의 지원을 받는 1개  규모의 

적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아 공격이 

일시 돈좌되었다. 는 즉시 미 포

병 의 화력지원을 받아 돌격을 개

시하여 백병전 끝에 적을 격퇴하 다. 

고지에서 물러난 적은 가 숨 쉴 

겨를도 주지 않고 역습을 개시하여 

는 다시 적에게 고지를 넘겨주고 후방의 367고지 - 518고지 부근으로 철수하 다. 

  이때 좌전방으로 공격한 제1 ( 장 이승우 중령)도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는 어제의 고전을 만회하기 위하여 용둔리 - 양지촌을 목표로 공격을 재개하여 적의 

방어거점인 339고지를 일격에 격퇴한 다음, 공격의 여세를 몰아 적의 주저항선인 317고지

- 412고지 - 247고지로 연결된 능선으로 공격을 개시하 다. 증강된 1개  규모의 적이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여 완강히 저항하여 일진일퇴의 공방전만 계속되었다. 이날 작전이 

부진한 이유는 아군의 포격은 물론 항공폭격까지 지원되었으나 엄체호 속에 있는 적에게

는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하 고 또 무릎까지 빠지는 적설량은 의 기동에 장애가 되었

다. 연 장은 전방연 의 공격이 부진하여 우인접 27연 와 배치공간이 생기자 예비인 제

3 를 통곡 일 에 배치하 다. 

  제1 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금일 중으로는 목표고지를 탈환한다는 굳은 각오로 2월 8

일 04 : 00에 미 포병 의 집중지원을 받으면서 여명공격을 감행하 다. 

  가 3일째 공격 중인 339고지, 317고지 - 412고지 - 247고지, 476고지, 436고지 일 는 

횡으로 연결된 고지군들의 축차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인민군 제6사단 1개 연  규모가 전

초진지, 주진지, 예비진지를 구축하는 데 용이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적은 이곳에 

지형적인 이점을 최 로 이용하여 유개진지는 물론 각종 중화기를 배치하여 난공불락의 

요새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제3중 가 247고지를, 제1  주력이 412고지를 향하여 공격을 재개하여 적의 집중포

화에도 아랑곳 않고 장병들은 불굴의 공격정신으로 기동하여 돌격선으로 진출한 후 수류

탄을 투척하면서 진내로 돌입하여 총검을 주고받는 백병전을 전개하여 목표점령을 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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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5> 제35·36연대의 공격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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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둔 듯하 다. 그러나 적의 계속된 증원부 의 투입으로 상황이 역전되어 는 다시 

339고지로 철수하여 추격하는 적과 공방전만 계속하 다. 

  제2 도 이날 04 : 00에 공격을 개시하여 하궁리 북쪽의 485고지 - 348고지선에 배치된 

적을 기습공격하여 2시간 동안에 걸친 교전 끝에 이 고지를 탈취한 후, 적의 역습마저 격

퇴함으로써 울둔리 일 를 통제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1 의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부 를 485고지 북쪽 능선과 횡성 - 포동리 도로변의 288고지 일 로 진출시

켜 제1 의 우측방의 엄호하고  주력은 전 화력을 317고지로 집중하여 적을 교란하

다. 

  이때, 연 예비인 제3 는 제2 가 485고지 - 288고지 일 로 진출함으로써 측방이 

노출하게 된 연 의 우전방을 담당하여 봉화산으로 진출하 다. 이로써 연 도 3개 

가 병진공격을 하게 되었고 연 지휘소를 15 : 00에 오원리로부터 자작고개(우천면 두곡리)

로 이동하 다.            

   나. 제27연 의 적 후방기습 실패

  연 가 적 후방지역 유동리 일 에 한 기습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전혀 예상하

지 못한 적의 선제기습공격으로 고전을 치르게 되었다. 

  수색중 는 연 의 전초부 로 2월 7일 01 : 30에 648고지 - 536고지에서 매복 중, 침투하

는 1개 중  규모의 적을 발견하고 2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 끝에 이들을 격퇴하 다. 

적은 후방침투에 실패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04 : 00경 북쪽의 갑천리에서 박격포의 

지원을 받는 증강된  규모로 좌전방 3  정면으로 공격을 개시하 다. 는 화력

은 물론 포병의 근접지원과 제1 ( 장 이남주 소령)의 측방지원을 받아 총력전을 펼

쳤다. 적은 아군의 집중포격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 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원부 를 

투입하여 좌전방을 방어중인 제11중 를 포위하고자 하 다.

  제3 장 박원관(朴元寬, 육사 7기, 령 예편) 위는 제12중 의 전 화력을 좌측방으

로 지향하는 한편, 제10중 의 1개 소 를 685고지로 증원하여 침투하는 적과 수류탄과 

총검이 난무하는 백병전을 거듭한 끝에 07 : 30 적을 격퇴하 다. 이 전투에서 3 는 적 

사살 55명, 소화기 16정을 노획하 으나 적의 파상적인 역습으로 연 의 화동리 공격계획

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연 장은 이날 전투에서 인민군이 물러나기는 하 지만 아직도 전투력이 남아 있음을 

고려하여 그간 전투로 전투력이 저하된 우전방 제2 ( 장 김재인 중령)를 예비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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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내면 화동리 전경(횡성군청 제공)

환하고 예비인 제1 를 우전방으로 

투입하여 전선을 재조정하 다. 

  제3 와 제1 는 8일 04 : 00에 

공격을 재개하여 기습적으로 1개 중

 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05 : 30에 

화동리를 점령한 후 철수하는 적을 

추격하여 508고지 - 652고지를 탈취하

고 적의 역습에 비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 다.

  잠시 방어로 전환하 던 공격제

는 사단명령에 의거 적의 후방을 기습공격하여 교란함으로써 교착된 제36연 의 공격을 

타개하고자 적 후방 주요거점인 유동리를 목표로 은 히 기동하 다. 

  제1 가 08 : 00에 유동리 동남쪽의 종지촌에 도달할 무렵, 적 경계부 와 조우하여 교

전이 시작되었다. 는 즉각 공격을 개시하여 2개 소  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유동리를 

통제할 수 있는 384고지를 탈취하 으나, 고지에서 물러난 적이 1개  규모로 증강되

어 의 양측방으로 포위공격을 기도하 다. 

  제1 는 장 이남주(李南周, 육사 6기, 소장 예편) 소령의 진두지휘하에 격전을 전

개하 으나 수적으로 우세한 적은 를 에워싼 채 서서히 포위망을 압축하기 시작하

다. 장은 상황의 긴박함을 알아채고 즉시 이 포위망을 분산 돌파하여 남쪽의 아군진

지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 다. 이때부터 제1 는 를 증원하기 위하여 갑천리 일

로 진출한 제11중 의 엄호하에 적과 혈전을 펼쳐 포위망을 돌파하고 또 추격하는 적과 

접촉을 단절해야 하는 난관을 극복하고 주력이 둔방내리로 축차적으로 철수한 후 14 : 30

에 동창동에 집결하 다. 이후에도 분산되었던 병력들이 계속 집결하 다. 

  제3소 가 전방으로 진출하고 있을 무렵, 첨병중 로 나갔던 제2중 가 적의 보급시설

을 발견하고 기습공격으로 격퇴하 으나  규모의 적으로부터 역습을 받아 철수 중에 

있다는 통보를 받고 중 도 방어로 전환하 다. 잠시 후 적진 깊숙이 전진하 던 도 

연 명령에 따라 철수하 다. 

  연 의 불운은 계속되어 이번에는 제1 의 철수를 엄호하던 제11중 가 포위 국면에 

처하게 되자 제3  주력이 갑천리 부근으로 이동하여 적의 공격을 저지하면서 화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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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6> 제27연대의 공격 및 철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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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내면 우용리 오스타 골프장 일대(횡성군청 제공)

일 로 철수하 다. 이때 화동리로 진출

하 던 제2 도 적 2개 중 를 격퇴하

으나 제3 의 철수에 따라 우측방을 

엄호하면서 축차적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한편, 제27연 의 상황을 보고 받은 사

단장은 제36연 의 진출선을 감안하여 제

27연 에 둔방내리 남쪽의 소사리 - 우용

리 - 주봉선으로 철수하여 전선을 재정비

토록 명령하 다. 전방으로 진출하 던 

제2 와 제3 는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18 : 00에 우용리(DS 316484) 일 로 철수

한 다음, 제2 는 우용리 - 주봉 일 에, 제3 는 덕고산(둔내면 현천리) 일 에 각각 

배치되어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 다. 

  그런데 23 : 30에 연  주력을 추격한 1개  규모의 적이 제3 가 방어 중인 덕고

산 일 로 공격을 개시하여 또 한 차례의 혈전이 펼쳐지게 되었다. 는 고 리는 

상황에서도 포병의 근접지원사격과 과감한 공격정신으로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 다. 새벽 

무렵 적은 42구의 시체를 버리고 용마봉(평창군 방림면 계촌리)으로 패주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 참전한 이후 2월 8일 최 의 격전을 치른 연 는 2월 9일 아침에 재편성에 

착수하여 제3 를 안흥리 - 화동리 도로 서쪽의 덕고산 - 563고지에, 제2 를 도로 동쪽

의 812고지 - 주봉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차기 작전에 비하 다. 이때 연  수색중

는 둔방내리 북쪽의 694고지 일 로 진출하여 정찰하 으나 적과의 접촉은 없었다. 그리

고 적의 포위망을 탈출한 제1 는 지구리 일 에서 재편성 중에 있었다.

   다. 제35연 의 공격발판 확보

  제35연 는 2월 6일 자정 무렵, 사단의 좌전방 연 로 투입되어 전투준비를 완료하고 2

월 7일 07 : 00에 공격을 개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연 가 공격을 개시하기 직

전에 사단장은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제36연 의 상황이 불투명해지자 제35연 에 공격을 

잠시 보류하고 국사봉 남쪽 일 에서 차후 명령을 기하도록 명령하 다. 이에 연 는 

좌전방 219고지에 제2 를, 우전방 212고지에 제3 를, 그리고 제1 는 예비로 174

고지에 배치한 후 전투준비에 주력하면서 새로이 명령이 하달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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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옥리 표지석과 335고지

국사봉에서 본 횡성과 옥동리 교차로 부근에서 본 국사봉(먼 산)

는 2월 8일 사단장의 구두명령에 따라 좌인접 제36연 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6

연  제1 가 격전 중인 247고지 - 412고지의 서측방으로 공격을 개시하 다. 제35연 장

은 제2 와 제3 의 협조된 공격으로 용둔리 북쪽의 336고지 - 국사봉을 공격하게 하

는 한편, 연 예비인 제1 는 미 전차 와 보·전협동으로 연 공격 목표 후방의 328고

지를 우회공격하여 적의 증원과 퇴로를 차단하도록 하 다. 

  좌전방 제2 는 격전 끝에 2개 중  

규모의 적이 저항을 물리치고 마옥리 부

근의 335고지를 탈취한 후 계속 적을 추

격하여 궁천리 남쪽 294고지를 탈취하여 

섬강 진출을 목전에 두었다. 

  그러나 우전방 제3 는 국사봉을 목

표로 진출 중 이 고지에 배치된 인민군 

제7사단 예하의 1개  규모가 경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최후 저지사격으로 

완강히 저항하여 일시 공격을 중지하고, 

적 후방으로 진출 중인 제1 의 진출을 기다리게 되었다. 14 : 30에 제1 가 보전협동

으로 328고지를 탈환하여 는 제1 와 협조하여 2개 방향에서 국사봉을 공격하 다. 

공격제 가 국사봉으로 접근하자 적은 일부 부 만 고지에 잔류시켜 지연전을 펼치도록 

하고 주력은 정금산으로 철수하 다. 

  제3 는 제1 와 미 전차 의 지원하에 국사봉을 점령한 후 16 : 30에 국사봉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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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선으로 진출하여 제36연  정면의 적 방어거점 지역의 서측방을 위협하는 한편, 전 화

력을 378고지(DS 178525) - 정금산으로 집중하여 적 후방지역을 교란시켰다. 

  한편, 적 후방지역으로 진출하여 제3 의 국사봉 공격을 지원한 제1 는 다시 옥동

으로 복귀하여 연 예비가 되었다. 

  사단장은 아군의 우세한 포병화력과 항공폭격, 그리고 전차의 기동력과 화력을 이용하

여 3개 연  병진 공격을 개시하면 쉽게 적의 주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

다. 그러나 작전은 의외로 부진하여 우전방 제27연 가 적 후방으로 침투 중 역습을 받

아 철수하고 중앙의 제36연 의 공격마저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방어거점 돌파에 실패하

다. 

  특히 이 무렵 국군 제3사단이 육본 작명 제25호 수정 작전지시 제3호에 의거 제3군단에

서 미 제10군단으로 배속이 변경되어 횡성진출이 확실해지자 군단장은 차후 제3사단의 작

전지역을 고려하여 사단의 분발을 촉구하 다. 이로 인하여 사단장은 각 연 에 신속히 

적의 주저항선을 돌파하고 차후 사단의 작전지역의 중심이 될 포동리 - 초현리 - 유동리 - 화

동리를 신속히 확보하라고 강력히 독려하 다. 

  4) 포동리 결전

    가. 제36연 의 적 방어거점 돌파

  공격개시 5일째인 2월 9일 제36연  제1 ( 장 이승우 중령)는 그동안 계속된 격전

으로 전투손실은 물론 장병들의 체력도 저하되었지만 전의는 아직 왕성하 다. 는 최후

의 일전을 각오하고 미 포병 의 지원사격과 제2 ( 장 조시형 소령) 및 제35연  

제3 ( 장 이창득 소령)의 측방지원을 받으면서 04 : 00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 다. 

  방어거점에 배치된 적은 전과 다름없이 완강하게 저항하 으나, 제1중 에서 편성된 15

명의 특공 는 쉴 사이 없이 내뿜는 적 기관총의 최후저지사격의 희망을 뚫고 포복으로 

적 기관총 진지로 다가가서 총안구로 수류탄을 던져 넣고 육박전을 전개하 다. 이를 목

격한 제1  주력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돌격을 감행하여 412고지를 탈취한 후, 정

금산으로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 다. 는 전의를 상실한 적의 산발적인 저항을 물리치

고 정금산을 탈취하여 차후 공격에 유리한 발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때 적은 17~18세의 

나이 어린 병사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채워 기관총에 매달아 도망하지 못하게 해놓고서 

독전을 강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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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투에서 제1 는 적 사살 126명, 기관총 8정, 소총 35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제36연 가 247고지 - 412고지 - 317고지를 공격하고 있을 때, 연 의 전방지휘소는 용둔

리의 아래에 있는 교량 부근에 위치하여 전방 의 작전을 지도하고 있었다. 

  제36연 장은 제1중 장(중 장 이인덕 위)과 70m 정도 떨어져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부근에서 적의 기습을 받고 다리 아래로 굴러 떨어졌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북한군

은 계(DS 165495) - 외용둔에 지뢰를 매설해 놓았는데 이를 모르고 미 전차 1 가 지나

가다가 지뢰에 걸려 폭발하기도 하 다. 제36연 장은 미 제187공수연 전투단의 보병 1

개 중 와 전차 1개 중 를 배속 받아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미군들은 일선에서 국군과 

전투를 하지 않고 후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겁에 질려 일부 병사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미군 전차 1 가 적의 사격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하천에 굴러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 다. 그래서 그는 이들을 지휘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써야 했다. 

  제36연 장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 다.

  제1 가 247고지 - 412고지 - 317고지를 공격할 때는 나는 미군의 전차를 직접 지휘

하여 집중사격을 지속적으로 가하게 하여 전방 의 공격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

으며, 또한 미군의 공지 협동작전팀이 지원되어 공중폭격도 하기도 하 다. 그렇게 

하는 사이에 2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다. 제1 가 좀처럼 이들 고지를 탈취하지 

못하고 있어서 나는 제1중 장 이인덕(李寅德, 육사 8기, 중령예편) 위에게 적이 배

치되어 있는 이 고지의 후방으로 침투하여 12 : 00까지 정상에 도달하라고 명령했다. 

제1중 는 일선의 제2·제3중 가 재공격을 개시하여 고지 정상으로 육박할 때에 후

방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를 탈취하 다. 그리고 고지를 탈취 후 정상에 

올라가 보니 적진지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그리고 미군들이 사진들을 일일이 찍

는 것을 보고 비애를 느끼기도 하 다. 이 전투에서 연 는 63명의 적을 생포하 는

데, 그 중 여자 포로도 일부가 있었다.

  중앙으로 공격한 제2 는 제1 의 공격을 우측방에서 화력으로 지원한 후 280고지 

부근에서 1개 중  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18 : 00에는 구용말(양지촌 동북쪽) 부근으로 진

출하여 372고지 - 350고지 일 의 진지를 점령하고 포동리로 철수한 적과 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전방 제3 도 06 : 00에 봉화산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527고지(하궁리 동쪽 2㎞)

를 탈환하고 다시 448고지(하궁리 당하 부근)을 공격하여 적 1개 중  규모를 격퇴하고 

고지를 확보한 다음 292고지 - 448고지도 확보했다. 이날의 전투에서 제11중 장 이광우 소

위가 장렬한 전사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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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6일 공격을 개시한 이후 제36연 는 4일 만의 적의 방어 요충인 339고지와 

317고지 - 412고지 - 247고지를 확보하고 용둔 - 고내곡으로 진출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나. 제35연 의 포동리 확보

  제5사단 사단장 민기식 준장은 2월 10일 제36연 가 적의 주저항선을 돌파하고 인민군 

제6사단의 심장부인 포동리 공격의 발판을 확보하 고 또 국군 제3사단(최석 준장)의 횡

성 진출에 따라 사단의 전투지역 일부가 조정될 것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

을 하달하 다. 

사단 공격명령의 요지

① 제35연 는 제36연 를 초월하여 포동리를 점령한 다음 ‘A’선상의 진지를 점령하라.

② 제36연 는 제35연 의 공격을 지원한 다음, 명령에 의거 ‘A’선상의 진지를 점령하라. 

③ 제27연 는 현 작전임무를 미군에 인계하고 포동리로 진출할 준비를 갖추라.

  ‘A’선은 제27연 의 현재 진지선인 우용리 - 조항리선을 기점으로 하여 활마루(포동리 동

남쪽 4㎞) - 포동리 - 부형바위를 연하는 선이다. 

  전날(2월 9일) 국사봉 일 에서 공격을 재개한 제35연 는 우측방 제36연 가 적 방어

거점진지를 공격하고 있을 무렵에 제3 로써 제36연  제3 의 공격을 측방에서 화력

으로 지원하면서 계속 전진토록 하여 고내고개를 통제할 수 있는 306고지 - 242고지 부근

에서 동 와 연결하 다. 그리고 좌전방에서 금계천 방향으로 진출한 제2 ( 장 

김치백 소령)는 252고지(관 리 근처) 부근에서 2개 중  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포동리 서

쪽의 금계천변의 부동리(DS 180550)로 진출하 다. 연  예비인 제1 (김순철 소령)는 

미 전차 와 협동으로 전과를 확 하면서 중금리로 진출하 다. 

  제35연 의 주력인 제2 와 제3 는 10일 제36연  제3 를 초월 공격하여 포동

리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 다. 이때 적은 2개 중  규모를 포동리에 이르는 계곡통로의 

좌우능선에 배치하여 지연전을 펼치며 완강하게 저항하 으나 연 는 지형이 산악으로 

기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적을 맹렬히 추격하여 10 : 00경 적의 중요거점

인 포동리를 확보하 다. 그러나 적 주력과 이곳에 위치하 던 인민군 제6사단의 지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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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 7> 제35연대의 포동리 공격(2.10)

요원들은 이미 철수한 이후 다. 연 는 적에게 결정적인 인적 손실은 주지 못하 으나 

많은 적 문서와 25상자의 실탄과 인민군 군단장이 사용하던 세단차를 노획하 다.

  제35연  제2 는 계속 포동리 북쪽의 290고지- 341고지(포동리 북쪽 2㎞))에, 제3 는 

동쪽의 362고지(DS 222545)를 탈취하고 사단의 작전명령에 따라 ‘A’선상의 진지를 점령하고 

이를 보강하 다. 그리고 후속한 제1 는 금계천 북쪽의 547고지(포동리 서북 4㎞)를 점령

하여 적의 역습에 비하 으며, 연 지휘소도 구방리에서 포동리로 추진 배치하 다.

  제35연 가 제36연 를 초월 공격하게 된 것은 제36연 가 적의 주저항선인 247고지 -

412고지 - 317고지 공격에 이어 국사봉을 탈취하는 데 전투력을 많이 소모했으므로 사단장

은 공격기세를 계속 유지하여 사단의 목표인 포동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단예비인 제35

연 를 투입하 다.

  한편 주공임무를 제35연 에 인계한 제36연 는 제35연 의 포동리 공격을 지원한 다음 

현 진지에서 재편성과 부 정비를 서둘 다. 이날 13 : 00 연 장 황엽 령의 안내로 제1

를 방문한 사단장 민기식 준장은 전날의 247고지 - 412고지 - 317고지 전투의 승리를 치

하하는 동시에 제1중 의 전공을 치하하고 특공  15명에 하여는 금일봉을 주어 10일간 

특별휴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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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연 는 이동준비를 갖추어 방어임무를 계속 수행하 는데, 둔방내리 부근으로 추진

한 연  수색중 는 665고지(둔방내리 동쪽 2㎞)와 685고지(둔방내리 서북 3㎞) 일 에서 

출몰하는 1개 연  규모의 적을 목격했으며, 북귀 중 645고지(둔방내리 남쪽 2㎞)에서 적 

1개 소 의 기습사격을 받았다. 30분간 교전으로 이를 격퇴한 다음 11 : 30에 귀 하 다. 

21 : 30에는 1개 중 의 규모의 적이 제7중  정면인 느름실(조항리 동쪽 5㎞)에 위력수색

을 감행하 다. 1시간 교전 끝에 격퇴하 다.    

  한편, 포병 제26 ( 장 노재현 중령)는 이날 10 : 00에 랑리로부터 오원리로 진로

를 바꾸어 진격한 다음 제27연 를 직접 지원하 으며, 제5야전공병 의 제2·제3중

는 평창 - 횡성간의 작전로 보수작업을 미 제7사단에 인계하고 양지촌으로 진출하여 지뢰

제거와 포동리에 이르는 보급로 보수작업을 서두르고 있었다. 

 

    다. 사단의 전선 조정

  사단이 포동리를 공격하고 있을 무렵인 10일, 횡성으로 진출한 제3사단(연 장 임충식 

령)은 제18연 를 옥동으로, 제23연 를 궁천리(DS 137550)로, 제22연 를 중금리 일 로 

진출시켜 사단의 좌전방 제35연  지역을 인수하기 시작하 다.

  사단은 국군 제3사단의 전선투입으로 수정된 미 제10군단의 작전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

은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 다. 

제5사단 공격명령 요지

① 사단은 홍천 포위 임무를 제3사단에 인계하고 전투지역 내에 적을 계속 공격한다. 

② 제27연 는 현 작전임무를 미 제187공수연 전투단에 인계하고 1951년 2월 11일 

24 : 00까지 포동리로 이동하여 차후 명령을 받으라.

③ 제35연 는 1951년 2월 11일 11 : 00를 기하여 목표 ‘N’(초현리 - 유동리)을 확보하라.

④ 제36연 는 1개 로써 463고지(DS 246556)를 점령하여 제35연 의 공격을 지원

하고 포동리 - 우용리선을 점령 후, 제35연 가 목표 ‘N’을 확보하는 즉시로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 ‘O’(하 리, 685고지)를 확보하고 계속 목표 ‘P’(갑천리, 579고지)를 

공격하라.  

⑤ 포병 제26 는 1951.2.11, 09 : 00까지 양지촌으로 이동하여, 미 포병 와 교

한 후 사단을 일반 지원하라. 단, 화력의 우선권은 제35연 에 부여한다.  

⑥ 제3사단과의 전투지경선은 양지촌에 협조점을 두고 병지방리(포동리 북쪽 7㎞)까

지 연하는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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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현리 북동쪽의 유평리 개활지 전경(횡성군청 제공)

  이 명령에 의거 제27연 는 작전지역을 미 제187공수연 전투단에 인계한 후, 포동리를 

목표로 이동을 개시하 다. 

  5) 사단의 추격작전

  공격의 선봉에 나선 제35연 장 박현수 령은 적정과 지형을 분석한 후 11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격명령을 하달하 다. 

제35연대의 공격명령

① 제3 ( 장 이창득 소령)는 율동리 590고지를 점령한 다음, 662고지(율동리 북

쪽 1㎞)를 탈환하라.

② 제2 ( 장 김치백 소령)는 384고지(DS 268588)를 공격·확보하라.

③ 제1 ( 장 김순철 소령)는 제2·제3 의 공격을 지원한 후, 제2 의 384

고지 탈취와 동시에 도로를 따라 진출하여 유동리 북쪽의 ‘N’고지(유동리 동북 2

㎞ 388고지)를 탈취하라.

  이 계획에 의거 제35연  제2 는 

부엉바위(DS 205557) 부근의 290고지에

서 463고지(포동리 동쪽 3㎞)를 점령한 

제36연  제1 의 엄호하에 11일 11

: 00에 매일리로 진출한 후, 초현리 북

동쪽의 581고지(DS 238598)의 하단 개

활지를 통과할 무렵, 1개  규모의 

적의 치열한 사격을 받아 공격이 돈좌

되었으며, 제3 는 율동리 남쪽의 

352고지 일 로 진격 중, 적의 집중포

격과 1개  규모의 출동으로 일진일퇴의 격전을 전개하 다.

  지형의 분리와 상황의 긴박함을 감안한 제35연 장은 즉시 사단장에게 긴박한 상황을 

보고한 후, 재공격을 위하여 일단 철수할 것을 예하 에 명령하 다.   

  제2 는 제1 의 엄호하에 최초 공격을 개시한 포동리 동쪽의 부엉바위 부근의 338

고지(DS 215556) 일 로 철수하 고 제3 도 367고지(DS 263568)로 전진하여 제2·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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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8> 제35·36연대 초현리·유동리 공격(2.11)

의 공격을 지원한 제1  진지로 철수하 다. 그리고 제3 에 진지를 인계한 제1

는 포동리 북서쪽 335고지(DS 197563)로 철수하 다.

  이와 같이 진지를 점령한 각 는 재편성과 재공격을 위한 준비를 서둘 으며, 연

의 공격을 지원한 사단 포병 는 초현리 - 율동리 - 유동리에 한 집중사격을 가하여 

적진을 강타하는 한편, 적의 역습을 차단하 다.     

  한편, 제36연  제1 는 사단계획에 의거 이날 08 : 00에 공격을 개시하여 1개 중  규

모의 적의 완강한 저항을 격퇴하고 11 : 30에 463고지(포동리 동쪽 3㎞)를 탈취하여 제35연

 제2 의 공격과 철수를 엄호한 뒤, 연 장의 황엽 령의 명령에 따라 ‘A’선상의 진

지인 포동리 남동쪽 1㎞지점의 314고지(DS 211535) 부근을 점령하여 연  주력의 ‘A’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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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을 엄호하 다.

  또한 사단장 민기식 준장의 구두명령에 따라 연 주력도 19 : 30에 ‘A’선상의 진지 진입

을 개시한 연 주력은 21 : 00에 제2 가 482고지(양지촌 동쪽 3㎞)에, 제3 가 547고지

(DS 213478) 일 에 각각 진지를 점령하 다.

  그런데 연 의 기동을 탐지한 적은 진지편성도 끝나기 전인 21 : 00에 포병의 교란사격

과 동시에 1개  규모의 적을 죽림산으로 투입하여 제1·제2 의 정면으로 공격하

다. 연 는 이 적을 제26포병  지원을 받아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 가까스

로 격퇴하 다. 

  이날 사단의 공격은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저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단 정면에서 적의 활동이 빈번히 목격되었다. 전선의 어두운 그림자를 예감한 사단장은 

포동리로 이동 중인 제27연  제2 를 산전리 일 에, 제3 를 양지촌 서쪽 317고지 

일 에 배치하여 사단의 방어종심을 보강하 다. 아울러 각 연 에 야간경계를 보강하도

록 명령하 다.

 3. 국군 제3사단의 횡성진출

  1) 제3사단의 공격준비

  제10군단장은 국군 제8사단과 제5사단이 처음 3일간은 미국의 강력한 포병 및 기갑부

의 화력지원으로 자신감을 가져 공격개시선에서 5~10㎞ 전진하 으나 8일부터는 공격초기

와 달리 고지를 선점한 적의 저항이 전진할수록 완강할 뿐만 아니라 지형이 험악하여 전

차의 기동은 물론 포병진지의 이동이 제한되어 화력지원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공격제

의 공격이 예상외로 부진함을 인식하고 주공인 국군 제8사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29번 도

로상에 추가병력의 투입을 고려하 다. 

  이때 군단이 투입할 수 있는 부 는 군단예비로 기 중인 국군 제2사단뿐인데, 사단은 

중공군의 신정공세에서 큰 손실을 입고 아직 전투력을 회복하지 못하여 투입이 불가능하

다. 그렇다고 공격 중인 국군부 의 후방에서 공격부 를 지원 중인 미 제2사단과 미 

제7사단 전력의 일부를 투입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군단에 배속 중인 미 제187연 전투

단도 곧 미 제10군단 전선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제8군사령관의 통보가 있어 새로운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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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군단장은 미 제군사령관에게 국군 제3군단의 예비로 있는 제3사단을 요청하 다. 미 제

8군사령관은 8일 제3군단이 경미한 적의 저항을 격퇴하고 좌전방 제7사단의 주력은 평창 

북쪽 창동으로 진출 중이며, 우전방 제9사단도 정선부근의 한강계곡을 통과하여 하진부 

남쪽으로 진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7사단을 후속하고 있던 미 제7사단 제17연 가 평

창 북쪽으로 진출하여 국군 제7사단을 증원할 수 있게 되어 홍천 포위작전 기간 동안 제3

사단을 횡성지역 투입에 동의하 다.

  국군 제8사단과 제5사단이 적과 치열한 격전을 펼치고 있을 때 제3사단(사단장 최석 준

장)은 창리(평창군 미탄면) 부근에서 이동하여 10일 홍천 포위공격의 우전방제 로 국군 

제5사단의 좌전방지역을 인수받아 좌전방 23연 (연 장 김종순 령)는 송전리, 우전방 

22연 (연 장 장춘권 령)는 문동(갑천면 중금리)으로 진출하고 제18연 (연 장 임충

식 령)는 사단예비로 옥동리 일 에 집결하여 전투준비를 완료하 다. 

  문동(大門洞)은 진앙(陳央)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집 주위에는 네 개의 

문을 세웠고 담장은 일곱 겹으로 쌓여 일곱 문을 들어서야 안채에 이를 정도 다. 정원

의 연못에는 유선(遊船)을 띄웠고 복성정(福星亭)이라는 정자에서 시서(詩書)를 읽었다. 한

양에서 한 관리가 이 광경을 보고 모함하는 상소를 올렸고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 다. 진

앙의 집터 문이 있던 곳을 문동이라 부른 것이다.  

  2) 사단의 공격돈좌

  2월 10일 제5사단의 좌전방 지역을 인수하여 군단의 중앙사단이 된 제3사단은 군단장의 

공격 독려로 미처 작전지역을 정찰할 겨를도 없이 공격준비를 서둘 고 사단장은 11일 09

: 00에 금계천을 연하는 공격개시선에서 제23연 는 묵방산(홍천군 동면 후방리, 696고지), 

제22연 는 의산(675고지)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토록 명령하 다.   

  제23연 는 좌전방의 제8사단 제21연 와 병행하여 11일 09 : 00에 공격을 개시하 다. 

좌전방 제2 는 삼배리 일 에서, 우전방 제1 는 궁천리 일 에서 금계천을 도하한 

후 북쪽 능선으로 접근하 다. 좌전방 제2 는 534고지 - 634고지를 연하는 종격실 능선

을 따라 접전없이 기동하 으나, 우전방 제1 는 금계천을 도하하자 바로 전투가 시작

되었다.

  제1 는 관측소를 궁천리 북방고지에 두고, 제1중 는 245고지로 진출 중, 적 1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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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9> 제23연대의 공격(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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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10> 제22연대의 공격상황(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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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조우하여 이를 격퇴하고 상삼배 남동고지 일 에, 제2중 는 관 리를 경유하여 

무명고지(DS 140580) 일 에, 제3중 는 무명고지 능선을 따라 지원사격을 하면서 각각 북

쪽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한편, 우전방 제22연 도 좌일선 국군 제35연 와 병진하여 공격을 개시하 다. 공격제

인 제2 와 제3 는 금계천의 교량을 이용하여 추동리 - 298고지를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 으나 예상과는 달리 적의 저항이 약하여 신속히 돌진, 목표를 무혈점령하 다. 

  공격부 들이 북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의 저항은 물론 박격포의 사격도 강화되었

다. 일몰로 사단이 공격을 중지하고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할 무렵에는 방어진지가 곤란할 

정도로 적의 치열한 포격이 있었다. 사단장은 이 포격을 적의 공격징후라고 판단하고 야

간경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하 다.

  이와 같이 지난 2월 5일부터 국군 제8사단과 제5사단이 홍천을 양익 포위공격으로 탈환

하기 위하여 공격을 개시하 다. 초기에는 적이 접전을 회피하여 순조롭게 진출하 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아군의 공격은 돈좌되기 일쑤 다.

  이 무렵 국군 제3사단도 제5·제8사단의 공격을 증원하기 위하여 횡성북방에 투입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11일 저녁 무렵부터는 적의 포격이 강화되고 또 병력이동도 

눈에 띄게 증가되어 전선은 마치 태풍전야처럼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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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공군의 반격과 철수전 

 1. 쌍방의 상황 

  1951년 2월 5일, 미 제10군단은 국군 제5·제8사단으로써 홍천 - 풍암리선을 확보하기 위

하여 공격을 재기하 으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적의 저항이 거세어지자, 2월 11일에는 새

로이 배속 받은 국군 제3사단까지 투입하여 제1단계 목표인 오음산 - 포동리선까지 진출하

다. 그러나 바로 이날 중공군의 이른바 제4차 공세인 2월공세에 부딪혀 또 한 차례의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기에 이르 다.

  당시 중공군의 공세는 홍천에서 원주 점령에 집중되었으므로 그 접근로의 중앙 요충인 

횡성 일 에서 혼전이 전개되었다.

   1) 적정

  미 제10군단이 새로이 조우한 적은 중공군 제13병단(단장, 鄧華) 예하의 4개 군과 인민

군 제3·제5군단으로써 그 중 중공군 제40군(제124·제125·제126사단)은 양덕원리(홍천군 

남면) 북방 일 에, 중공군 제66군(제196·제197·제198사단)은 삼현리(홍천군 동면) 일 , 

제42군(제124·제125·제126사단)은 미 제23연 가 방어 중인 지평리 북쪽에서 공격준비

를 서두르고 있었고 제39군(제115·제116·제117사단)은 예비로서 양덕원리 일 에 전개

하 다.

  당시 병력(미 제38연  보고서에 의함)은 42군이 24,500명(군단직할부  2,500·124사단 

9,500·125사단 6,500·126사단 6,000), 40군이 23,000명(군단직할부 2,500·118사단 

10,000·119사단 6,000·120사단 4,500), 39군이 27,000명(군단직부 2,500·115사단 

10,000·116사단 6,000·117사단 8,500), 66군이 29,500명(군단직할부 2,500·196사단 

10,000·197사단 9,000·198사단 8,000) 등 총 104,000명이었다. 

  그리고 인민군 제5군단은 그 동안의 작전에서 국군 제3·제5·제8사단에 의해 많은 피

해를 입은 채 횡성 북방 풍암리 일 에서 재편성을 하며 중공군의 공격을 지원할 준비 

중에 있었고 인민군 제3군단은 예비로서 양구 - 인제 부근에서 제5군단의 뒤를 받치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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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의 작전방침은 국군 및 유엔군의 공격을 점차적으로 둔

화시키면서 그간의 공세에서 입은 손실을 빠른 시일 내에 보충하여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되, 차기공세에 비하여 서부전선에서는 일부 부 로써 방어선을 구축, 유엔군

의 공격을 최 한 저지하는 한편, 동부전선에서는 국군 공격부 를 깊숙이 유인한 후 주

력으로 1~2개 사단을 격멸하고 측방으로부터 서부의 유엔군에 위협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중공군 제13병단 예하의 (1) 제66군은 홍천에서 횡성에 이르는 29번(현 5번) 

도로 축선을 중심으로 횡성 서남 및 동남 방향으로, (2) 제40군은 서북방에서 풍수원 - 이

목정 - 횡성 방향으로 횡성을 양익 포위하고, (3) 제42군은 창촌 - 학곡리 방향으로 진출하

여 횡성 포위에 기여함과 아울러 원주의 유엔군이 횡성으로 지원하는 것을 차단하는 한

편, 북한군 제3·제5군단은 횡성이동 및 이남지역으로 우회하여 국군 공격부 의 퇴로를 

차단하고, (4) 제2군단은 동부전선의 국군이 서쪽으로 지원하지 못하게 견제하여 덩화[鄧

華]집단군의 작전에 기여하도록 계획하 다. 그리고 중공군 제39군은 예비로서 주로 지평

리의 상황을 감시하고 응하도록 하 다. 

  요약하면 이번 공세에서 적의 기도는 중공군 제13병단과 인민군 제3·제5군단의 주력을 

유엔군에 비해 전투력이 약하다고 판단한 국군 제3·제5·제8사단 전면으로 투입하여 원

주를 점령하고 여주 - 장호원으로 진출하여 서부전선 부 를 측후방에서 위협함과 동시에 

충주 - 제천선으로 돌파구를 확 한다는 것이었다.

  2) 아군

  중공군이 2월공세를 준비하여 수제(守勢)에서 공세(攻勢)로 이전할 무렵에 오음산 - 포동

리 일 를 확보한 국군 제3·제5·제8사단은 적의 기도를 간파하지 못한 채 홍천 - 풍암리

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찰활동을 강화하며 전투준비에 임하고 있었다. 

  제8사단은 증안리 - 오음산에 이르는 18㎞ 광정면에 제16·제10연 , 전차공격 , 제

21연 를 모두 일선에, 제3사단은 윗섬배 - 추동리에 이르는 2.4㎞의 정면에 제23·제22연

를 배치하고 제18연 를 사단예비로 하여 옥동리 일 에, 제5사단은 구방리 - 하 리에 

이르는 10㎞의 정면에 제35연 와 제36연 를 배치하고 제27연 를 예비로 하여 공격준비

를 서둘 다. 서측방에는 미 제2사단 제23연 가, 제5사단 동측방으로는 미 제187공수연

전투단이 배치되었다. 

  이렇게 넒은 전투정면에 국군 3개 사단과 미 제187공수연 전투단이 배치되어 홍천 -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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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리선 공격작전을 준비 중이기는 하 으나 시간이 갈수록 적의 저항이 점차적으로 완강

해지고 있었으며, 이때서야 미 제8군은 중공군의 병력이 홍천 남방 일 에 집결하여 

적인 공격준비를 하고 있고, 그들의 공세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 다. 

  특히, 군단의 좌일선인 제8사단은 광정면인데다가 3개 연 가 모두 전방에 투입되었고 

지형마저 험준하여 적의 침투공격과 후방 지역방어에 상당한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이때, 제8·제3·제5사단의 배치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제8사단 :  증안리 - 오음산 :  18㎞

     (가) 제16연  :  증안리 - 도원리

     (나) 제10연  :  도원리 - 397고지

     (다) 전차공격  :  397고지 - 상유동

     (라) 제21연  :  삼마치 - 오음산

     (마) 사단지휘소 :  횡성  

  (2)  제3사단 :  윗섬배 - 추동리

     (가) 제23연  :  음말달 - 가래울

     (나) 제22연  :  가래울 - 동막고개

     (다) 제18연  :  사단예비, 옥동 일 에 집결

     (라) 사단지휘소 :  우천리

   (3)  제5사단 :  동막고개 - 하 리 :  10㎞

     (가) 제35연  :  구방리 - 포동리 북방

     (나) 제36연  :  국사봉 - 547고지 - 하궁리 일  

     (다) 제27연  :  사단예비, 포동리에 집결 예정

     (라) 사단지휘소 :  평압리

  이러한 쌍방의 상황하에서, 이날(2월 11일) 날이 저물어 20 : 00 경에 이르 을 때, 지금

까지 소규모 부 로 저항하던 적은 공세로 전환하여 규모 부 로 야간공격을 개시함으

로써 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드디어 중공군의 2월공세가 전개된 것이다. 

  적은 그들의 계획 로 일부 부 가 야음을 이용하여 부  간격을 찾아 후방지역으로 

침투하여 여기저기서 따발총을 난사하면서 국군을 교란하는 한편, 주력부 는 무조명 

무지원하에 은 히 진전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적인 기습공격

이었다.

  이 무렵, 각 사단의 경계분초와 청음초가 적발견 신호를 보내면서 철수하는 가운데 즉

각 발사된 아군의 조명탄이 하늘 높이 치솟고 각종 포화가 개미떼처럼 려드는 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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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전투에서 나팔 불며 공격하는 중공군

집중되었다.

  이들은 북과 꽹과리를 요란하게 치면

서 일제파가 쓰러지면 다음 제파가 선

두에 나서서 물 듯이 국군이 배치된 

고지를 향하여 올라오고 있었다. 

  국군은 적의 집중포화로 포연과 흙덩

어리가 뒤섞여 전방을 제 로 관측할 

수 없는데다가 시한폭탄의 파편이 마치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전상자는 속출

하고 시야마저 가려져 머리조차 제 로 

들 수 없어 적을 발견하고 사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2월 초순의 몹시도 차가운 산골바람은 병사들의 두 뺨을 얼어붙게 하고 적의 끊임없는 

파상공격에 진지가 하나 둘씩 무너지면서 각 사단의 전황은 시시각각으로 불리하게 전개

되어 가고 있었다. 

 2. 제8사단의 포위망 탈출 및 철수

  제8사단 최 희 준장은 1단계 공격 후반에 조우한 적의 저항과 공격이 심상치 않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 군단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 으나 그때마다 군단

에서는 측방 및 후방에 하여 고려할 필요도 없이 신속히 진출하라는 독촉이 있었을 뿐

이어서, 때로는 사단장이 직접 전선을 시찰하여 파악한 상황을 거듭 보고하기도 하 다. 

  이때 제8사단 지역으로는 중공군 제66군의 제197제·198사단, 제40군의 제120사단이 횡

성을 목표로 정면과 동서쪽으로 공격하 고 제39군의 제117사단(제42군에 배속)은 용두리

에서 사단 후방지역을 차단해 들어갔다.  

  1) 제21연대의 포위망 탈출

  중공군 제66군의 제198사단은 이날 20 : 30경에 제21연 의 전방을 공격한 후, 양측방으

로 부 를 이동시켜 특히 서측방에서 무려 8㎞에 이르는 제10연 와의 넓은 공간을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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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의 8사단 포위작전도(MBC 잊혀진 비극 횡성전투에서 캡쳐)

후방으로 침투하고 또 다른 부

는 우측방으로 우회하여 횡성 쪽

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중공군의 기습공격을 보고받은 

제8사단장은 제21연 장에게 조

금만 철수하도록 명령을 내렸으

나 이미 연 를 휩쓸고 지나간 

중공군 제198사단은 22 : 00경에 5

번 도로를 따라 신속히 내려와 

연 후방 창봉리에 배치되어 사단을 지원하던 미 제21지원부 와 B지원팀의 진지를 우회

하여 그 남쪽 4.5㎞ 지점에 있는 교량(초당교)을 파괴하고 도로를 봉쇄하 다. 

  깊은 산골의 여러 곳에는 군데군데 눈이 덮여 있고 여러 갈래로 뻗은 소로는 철수하는 

부 와 차량들로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이 무렵, 인접한 연 의 사정도 이와 유사하 으며, 2월 12일 01 : 00경부터는 사단과 각 

연 간 지휘통신은 물론 모든 연  상호간의 통신도 완전히 끊어진 채 부 들은 철수하

기 시작하 으며, 얼마 후에는 연 와 예하부 의 통제체제마저도 와해되었고 철수로도 

완전히 봉쇄되어 결국은 부 전체가 지휘통제력을 상실한 채 장병들은 흩어져 버렸고 

부분 포위상태에 있었다.

  2월 12일 01 : 15분경, 제21연  장병들이 창봉리에 있는 미 제21지원부 의 주변으로 

하나 둘씩 들어오자 지원부 장인 존 케이스(Jonn W. Keith) 중령은 미 제2사단 포병사령

관 로얄 헤인즈(Loyal M. Hanynes) 준장에게 이 상황을 보고한 후, 약 5㎞ 후방 5·6번 

도로가 교차하는 새말 일 로 철수를 요청하고 아울러 미 제21지원부 와 B지원팀이 이

동태세를 갖출 때까지 제21연 를 철수시키지 말도록 제8사단장에게 요청해 줄 것을 부

탁하 다. 

  한편, 제21지원부 의 보병 엄호부 가 철수하는 제21연 의 장병들을 수습하여 주위에 

배치시키려고 노력하 으나 분산된 채 남쪽으로 마구 내려가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

하 다. 미 제2사단 포병사령관은 국군 제8사단과 교신하는데 성공하 지만 사단장은 제

21연 가 사단과의 교신이 두절된 데다 더 멀리는 철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도로가 봉쇄된 것을 알게 된 제21연 장 하갑청(河甲淸, 육사2기, 소장 예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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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원된 미 전차소 를 선두로 도로차단 지역에 한 돌파작전을 전개하기로 결심하

지만 이미 도로가 파괴되고 야음이 겹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05 : 00에 각 부 는 휴

가능한 이외의 장비를 모두 파괴하고 적중을 돌파하여 횡성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하달

하 다.       

  연 장의 명령을 수령한 각 부 는 추격하는 중공군과 교전을 벌이면서 겹겹이 쌓인 

적의 포위망을 헤치고 횡성 쪽으로 철수를 시작하 다.

<요도 11> 제8사단의 횡성 일대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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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초당교-학담리에 이르는 지역에서 국군 제21연대와 

미 제21지원부대는 중공군과 혈투를 벌이며 후퇴하였다. 

  2) 미 제21지원부대의 혈투

  제198사단의 공격이 성공하자, 좌인접 제3사단 지역으로 공격을 개시한 중공군 제197사

단의 일부 병력 300여 명이 남서방향으로 깊숙이 침투한 후, 창봉리에서 제21지원부 를 

엄호하던 미 제38연  제1  진지로 접근하 다. 이때 제1 는 A중 가 지원부  북

동쪽 고지군에, B중 는 5번 도로 서쪽에서 남으로 향하여, C중 는 5번(당시 29번) 도로

를 끼고 북서쪽으로 진지를 편성, 전면방어 중에 있었다. 

  중공군은 2월 12일 02 : 30경, 이중 A

중  진지를 공격하 다. 이러한 때에 

철수건의가 승인되어 제21지원부 도 

제21연 의 철수에 뒤이어 03 : 00에 

횡성을 향하여 철수를 개시하 다. 철

수부 의 앞에서는 B지원팀의 2 의 

전차와 2개 보병분 가 5㎞ 남쪽 새로 

점령할 진지 후방의 교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이동하 으나 이 부 는 

중공군이 이미 이곳까지 진출하여 교

량부근을 봉쇄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 

  중공군은 5번 도로 동쪽의 고지에서 매복해 있다가 미군의 보병·전차부 가 남쪽으로 

이동하여 내려오자, 기습사격을 가하면서 공격을 개시하 다.

  이들 보전조(步戰組)의 전위 (前衛隊)는 보병이 전차를 방호하는 가운데 로켓, 수류탄, 

박격포 공격을 받아 전차 2 가 도로 옆으로 전복되었다. 전차를 잃은 이들은 날이 밝은 

후 도보로 제38연  제3 가 위치한 새말 쪽으로 내려오다가 중공군과 몇 차례의 소규

모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제각기 흩어져 버렸다. 결국 전차 소 장을 비롯한 몇 명의 

생존자들만이 09 : 30경에 제3 의 진지에 도착하 다. 

  한편, 제21지원부 의 주력이 철수 열을 갖추려 할 때 선두에 편성된 제503포 가 적

의 집중공격을 받아 포 장이 포로가 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후 철수과정에서도 

교전이 잇달았으며, 특히 의 후위인 A중 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 상황이 이렇게 전

개되자 지원부 장은 적의 화력에 의해 차단된 지점을 돌파하여 당초 계획 로 교량 아

래지역에 진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곧 부 를 새말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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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기산(685고지) 전경

제38연  제3 와 합류시키기로 하 다. 

  제21지원부 는 결국 10 : 00경에 제3  진지 주변에 도착하 으나 철수 중에 제503포

병  A포 가 1문의 105㎜포를 제외한 나머지 포와 화기를 유기하는 등 많은 손실을 

입었다. 지원부 장은 곡사포의 유기사실을 사단에 보고하고 아울러 이들 무기에 한 공

중폭격을 해 줄 것을 요청하 는데, 10 : 30부터 공중폭격이 개시되었다. 이 전투에서 제21

지원부 의 인원손실은 400명이 넘었다. 이중 A중 가 장교 2명, 사병 110명의 손실을 보

아 피해가 가장 컸다. 

  3) 제10연대의 포위망 탈출

  중공군 제40군의 제120사단은 제198사단의 공격과 거의 같은 시각에 제10연 의 방어선

을 돌파하여 진내로 깊숙이 침투하 다. 제198사단이 창봉리 아래에 있는 교량부근을 봉

쇄했을 시각에 제120사단은 제10연 에 맹렬한 공격을 가하 다. 이들은 야음을 타고 일

부 부 를 미리 전선 후방으로 투입한 후, 하초원리 부근에서 6번 도로를 폭파하고 이에 

호응하여 사면에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제10연 는 걷잡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

져들게 되었다. 

  중공군 제120사단은 갈기산(양평군 

청운면 신론리)을 넘어 연 의 정면을 

공격하는 한편, 일부 부 로써 자정을 

전후하여 제10·제16연 의 전투지원

부 가 위치한 하초원리 - 5번 도로 사

이를 차단하여 국군 포병 제50 와 

포병 제20 ( - 1) 그리고 미 제21지

원부 의 A팀을 분산시키기도 하 다. 

  이에 8사단장은 제10·제16연 의 

지휘소, 후방제 와 포병 제20·제50 를 하초원리까지 이동하게 하고 분산상태에 이른 

수색 로 하여금 하초원리 북쪽 773고지를 점령, 적의 종심 깊은 돌파에 비하도록 명

령하 다. 

  이리하여 적 포위망에 고립된 사단포병 제50포병 는 미 전차의 엄호하에 적진을 돌

파하여 철수를 기도하 으나 이미 도로가 차단 및 파괴되어 부득이 도로로의 철수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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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순 준장의 전사하기 전의 늠

름한 모습(장남 권영만씨 제공)

념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행히 사단에 배속중인 제20포병

( - 1)만이 겨우 적이 도로를 파괴하기 직전에 미 전차 

2 의 엄호하에 철수에 성공하 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병력을 수습하면서 연 를 지휘하던 

제10연 장 권태순(權泰順, 육사 1기, 준장) 령은 이 전

투에서 장렬히 전사하 으며, 예하 부 들은 적의 포위망

을 뚫고 사방으로 분산된 채 횡성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중공군 제120사단의 일부 부 들은 제1  정면으로 피

리와 나팔을 불면서 새까맣게 올라왔다. 는 수냉식 기

관총을 비롯한 모든 화기의 화력을 집중하여 저항하 다. 

결국 나중에는 실탄이 바닥날 지경에 이르 고 보급소로 

전령을 보내어 탄약요청을 하 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어 난처하 다. 이 무렵 연 지휘소

도 배후로 침투한 적에게 유린되어 이를 알리는 예광탄이 발사되고 혼전이 전개되어 연

의 전황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한편, 제3 의 방어지역에서는 제10중 가 성지봉 북동쪽의 능선을 점령하고 있었는

데, 이 능선은 전사면이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여 적의 접근이 용이하 기 때문에 더욱 치

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중 는 고지정상 일 에 이중으로 소 원을 배치하고 수류탄과 

백병전으로써 적을 격퇴하면서 혈투를 전개한 끝에 다수의 적을 사살하고 진지를 고수하

다. 그러나 날이 밝자 전선 후방이 온통 적의 무리로 뒤덮이고 도처에서 중공군들이 출

현함에 따라 적진 탈출을 취한 온갖 노력을 다 기울 으나 끝내 수포로 돌아가고 중 원

들은 각개 분산되어 남쪽으로 철수하 다. 

  4) 제16연대의 지휘소 피습

  이 무렵, 중공군 제39군의 제117사단은 제16연 의 정면을, 제116사단의 제346연 는 제

16연 의 서측방을 공격하 다. 이 부 들은 연 의 서측방을 깊이 돌파한 다음 횡성으로 

바로 통하는 6번(당시 24번) 도로 아래로 펼쳐진 고지로 병력을 투입시켜 동측으로 깊숙

이 침투하여 사단의 후방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제16연 는 이와 같은 전방과 측후방 양면 공격의 상황하에서 끝내는 좌전방 제3 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전 연 가 위기에 빠지게 되자, 사단에 보고한 후 전방의 제2·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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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연대장 이존일 대령

(전북지사 시절 모습)

가 먼저 풍수원에 집결한 제1 의 엄호하에 철수 및 

지연전을 펼치면서 석촌동 부근으로 철수하여 492고지(DS 

051522) 일 에 겨우 부 를 배치하고 저지선을 형성, 사단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 다. 그러나 전황은 시시각각으로 악

화되어 연 가 적의 포위망 속에 들게 되어 고립무원하게 

되어 갔다.  

  한편, 이 과정에서 후방으로 침투한 적에 의해 연 지휘

소가 기습을 받아 연 장과 부연 장이 부 지휘를 못하고 

기구한 역경에 처하게 된 일이 벌어졌다. 

  즉, 한밤중에 지휘소가 유린되자, 연 장 이존일 령은 

긴박한 상황을 사단장에게 즉각 보고한 후, 단신으로 도피

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이름 모르는 고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날이 밝자 여러 

명의 중공군들이 떠들면서 고지정상으로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죽은 체하면서 엎드려 

있었다. 이들은 연 장이 죽은 줄 알고 손목에 찬 시계만 빼 가지고 가버렸다. 그 후, 이 

고지 부근으로 철수한 사병을 만나 함께 적중을 탈출하여 3일 만에 주포리 일 로 철수

한 본 와 합류하 다. 

  또한 부연 장이던 윤태호(尹泰皓, 육사 3기, 중장 예편) 중령은 포로가 되어 북으로 끌

려가던 도중 갖은 고생 끝에 탈출하여 우군 전선으로 귀환하기 위해 45일간을 헤매다가 

당시 화천일 까지 북진한 제6사단과 합류한 후, 원 로 복귀하 다. 

  5) 사단의 주포리 일대로의 철수 

  제8사단의 3개 연  모두 중공군의 기습공격으로 사면이 포위된 상황 속에서 뿔뿔이 흩

어져 횡성 쪽으로 내려오고 있을 때, 중공군의 선두부 는 2월 12일 04 : 00에 횡성까지 침

투하여 사단지휘소를 기습공격하 다. 하지만 제8사단 사령부 요원들이 이들과 맞서 교전

을 벌인 끝에 2개 소  규모의 적을 사살하고 일시적으로 지휘소의 안정을 회복하 다. 

  이렇게 횡성에 위치한 사단 지휘소가 기습을 받고 각 연 는 적중에 포위된 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을 때, 미 제10군단장으로부터 “(1) 제8사단은 주포리 일 로 철수하여 부

를 재편하고 차후 명령을 기하라. (2) 배속된 전차소 와 포병부 는 철수간에 운용

한 후, 원 로 복귀시켜라”는 명령을 수령하 다. 이는 횡성을 포기하고 원주에서 적의 공



제3장┃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

176▶횡성문화원

세를 방어하려는 군단작전 개념에 의한 전선조정과 재배치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령을 받았을 때, 사단은 각 연 와의 지휘통신망이 두절된 데다 전 

예하부 가 이미 적중에 포위되어 각 부 별로 분산되어 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기적

인 철수를 수행하지 못하 으며, 포병 와 미 전차소 도 기동로의 폭파직전에 하초원

리를 넘어선 포병 제20 의 2개 포 와 전차 2 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이 적중에서 

퇴로를 잃고 자체 방호력을 상실한 채로 고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하에서 제8사단장은 09 : 00에 군단에서 지원된 L - 19기를 이용하여 

철수명령서를 부  자루에 넣어 각 연  지휘소에 공중 투하하 다.  

  다행히 임무를 수행하고 사단 지휘소에 돌아왔지만, 사령부지역에도 적의 포탄이 수없

이 떨어지고 있었다. 

사단 작전명령 제112호(1951.2.12)의 요지

(1) 사단은 주포리 일 로 철수하여 부 를 정비하고 차후 명령을 기한다.

(2) 각 부 는 가용한 모든 기동로를 통하여 적진을 돌파하고 주포리 일 로 집결하라. 

(3) 포병 제20 와 미 전차소 는 철수하는 즉시 원 로 복귀하라.

(4) 각 부 는 철수에 앞서 추진이 곤란한 모든 장비를 파괴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하고 이동간 낙오자 수용에 최선을 다하라.         

  2월 12일 10 : 00 이후부터는 각 부 간의 통신이 두절되고 횡성은 철수하는 병력과 차

량들로 큰 혼잡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제8사단장은 12 : 00에 지휘소를 주포리 일 로 이

설하는 한편, 이후 국군 제1군단으로 배속 전환되어 횡성 - 문막과 원주 - 제천간에 낙오자

선을 설치하고 병력을 재수습하 다. 

  그 후, 2월 15일에는 다시 지휘소를 제천군 황강리에 두고 제10연 는 그 서남쪽인 선

매리 일 에, 제16연 는 북동쪽인 사창리 일 로 각각 이동하여 부 를 정비하 으며, 

제21연 는 사단 작전명령 제113호(1951.2.17)로써 2개 전투 를 신편하고 제천으로 이

동하여, 제5사단의 석기암(제천 북쪽) 전투를 지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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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사단의 분전과 철수

  제3사단(사단장 崔石, 중장 예편)은 2월 11일 제5사단 작전지역을 인수받아 제23·제22

연 를 횡성 북쪽 10㎞ 지역 윗섬배 - 추동리 일 로 추진하고 제18연 를 예비로 옥동리

일 에 확보한 채 차후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국군 제3사단은 당초 국군 제3군단 예비 으나 미 제10군단의 홍천공격에 차질이 빚어

지자 미 제10군단장의 요청에 의거 이곳으로 투입되어 홍천 우측방 포위임무를 제5사단으

로부터 인수하 다. 

  사단은 북진과정에서 38도선 돌파의 선봉부 을 뿐만 아니라 진격속도가 빨라 미군으

로부터 ‘로켓부 ’라고 불리기도 하 으며, 장진호 부근 전투에서는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포로를 획득하는 등 큰 전공을 세운 바 있다. 

  이날 중공군은 국군 제8사단 지역에 한 공격에 성공하자 이를 확 하려는 기도에서 

제197사단의 주력이 제3사단의 전방으로 공격함과 동시에 좌인접 제8사단의 간격으로 침

투하여 서방측을 위협하는 한편, 동측방에서는 인민군 제5군단 예하부 가 국군 제5사단

과의 경계지역으로 진출하여 사단을 양익포위하려는 기세 다. 

  이로써 차후 공격에 비, 야간경계를 하고 있던 국군 제3사단과 중공군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1) 제23연대의 공격과 철수

  제23연 는 사단의 좌전방부 로서 삼배골(갑천면 관 리)을 중심으로 제2 를 우

전방, 제1 를 좌전방, 제3 를 예비로 공격 기지점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날 야간

에 먼저 좌우인접 제8사단과 제5사단 전선이 돌파됨에 따라 사단에 한 적의 공격이 개

시되기 전에 전방 를 공격 기선에서 약 3㎞ 남쪽의 궁천리 - 395고지(DS 116553)선으

로 철수시켰다. 

  제1 는 2월 12일 24 : 00경, 궁천리 일 로 철수, 각 중 를 배치하고 부 를 정비 중, 

이곳까지 침투해 온 적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았다. 는 파상공격으로 려드는 적과 

30분 동안 교전을 벌 으나 지형적으로 불리하여 중 를 금운리(DS 115535)로 철수시켰다

가 다음날 새벽(13일 06 : 00)에 재공격을 감행하여 작일 점령했던 삼배골까지 진출, 12 : 00

에 사재동(DS 137530) 일 에서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적의 재공격에 비하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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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 12> 제3사단의 우천리 일대 집결 

이날 17 : 50에 사단의 명령에 따라 우천리 일 로 철수하 다. 

  사단의 좌전방인 제2 (문태준 소령)는 395고지(DS 116553) 일 에 집결하여 부  정

비 중 적이 려오자, 제5중 를 독재봉 전방의 333고지에 배치하여 파상공격을 감행하는 

적을 적진에서 저지 격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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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옥리 입구 표지석

333고지에서 본 독재봉 모습과 독재봉 북쪽 전경

  그러나 적은 제8사단의 철수로 인하여 노출된 서측방과 정면으로 또다시 려들었다. 

각 중 는 진전으로 다가서는 적과 악전고투 중 09 : 00에 미 공군기의 폭격에 도움을 받

아 이들을 격퇴하 다. 하지만 적이 정면으로 압박과 더불어 좌측방으로 깊숙이 우회함은 

물론 제8사단이 돌파됨으로써 는 19 : 00에 연 장의 명령을 따라 우섬바위 일 로 철

수하 다.

  또한, 연 예비 제3 는 마옥리 일 에서 사주방어 중, 12일 03 : 10부터 전방 를 

후속하여 진내로 다가서고 있는 적과 교전을 벌이면서 완강히 저항하 다. 

  그러나 적이 후속부 로써 주력을 증원한 후, 정면과 좌우 3개 방향으로 육박하여 포위

를 시도함에 따라 상황은 불리하게 전개되어 갔다. 이에, 제3 장 안문일 중령은 제11

중 를 호전(DS 110536) - 내지 북방(DS 115519) 일 에, 제9중 를 337고지 전방(DS 120502)

에 두고 계속 남하하는 적을 저지한 후, 제11·제12중 로 하여금 적이 점령하고 있는 섬

강 북쪽의 신(DS 125546)을 공격하도

록 명령하 다. 불의의 기습공격을 받

은 적은 크게 놀라 신에 일부 부

를 남겨 공격을 저지하도록 하는 한편, 

주력이 북쪽으로 도주하자, 제9중 도 

마옥리 방향으로 공격하여 09 : 00에 목

표를 탈취하 다. 한편, 연 지휘소는 

12 : 00에 마옥리에서 개전리 일 로 이

동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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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23연 는 인접부  상황을 잘 파악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부 배치 조정을 

통해 적의 포위를 면한 후, 역공을 감행함으로써 마옥리에서 횡성으로의 적의 돌파를 일

시나마 저지하는데 성공하 다. 

  이 전투에서 연 는 적 사살 240명, 각종 소총 6정, 61㎜ 박격포 1문, 수류탄 5발을 노

획하는 전과를 획득한 반면에 피해는 전사 20명, 부상 179명, 실종 544명, M1소총 471정, 

CAR소총 144정, AR소총 33정, 60㎜ 박격포 10문, 경기관총 7정, 81㎜ 박격포 3문, 3.5“ RKT 

7정이었다.       

  2) 제22연대의 혼전

  사단의 우일선 연 인 제22연 는 2월 11일 횡성 부근 옥동리에서 제2 를 좌, 제1

를 우, 제3 를 예비로 하는 2개 연  병진 형으로 공격작전을 전개, 지  내의 가

장 높은 지형지물인 추동리 - 298고지(DS 165567)를 점령하고 차후 공격을 준비하 다. 우

선 적의 야간공격에 비하여 급편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16 : 00부터 전투력이 약화된 우

전방의 제1 를 예비인 제3 로써 교 를 하는 도중에 적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주 취약시기에 불의의 공격을 받은 것이다.

  그래도 이 적을 모두 격퇴하 으나, 야간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적이 전방과 후방에

서 동시에 공격을 해왔기 때문이다. 야음을 이용하여 적이 부 간격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새로 좌전방이 된 제3 는 21 : 00~22 : 00경에 전초선이 돌파되고 주저항선에도 적의 

포탄이 떨어졌는데, 이때 이미 후방 연 본부와의 통신선도 두절되었고 연락이 되지 않았

다. 23 : 00~24 : 00가 되자 주저항선에는 적의 박격포탄이 계속 낙하하고 있는데, 좌측방에

서 퉁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 다. 적이 서측방으로 돌파해 들어오는 징후라고 판단하

고 그쪽으로 경계를 강화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 무렵 좌측방으로부터 적 신 좌전방 제2 의 장이 사병 몇 명과 함

께 제3  관측소에 불쑥 기어올라 왔다. 이들은 가 적에게 침투당하여 병력이 모두 

분산되었다고 하 다. 즉, 연  및 간의 간격으로 돌파한 중공군의 야간포위 공격에 

의하여 부 가 와해되고 만 것이다. 그리고 그 적이 지금 연 의 우전방 제3 도 삼키

려는 기도 다.

  제3 장도 상황이 단히 불리하게 전개되어 가는구나 생각하고 연 와의 연락을 취



중공군의 반격과 철수전┃제3절

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181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다음날(12일) 01 : 00경 전초중 장이 병력을 상실한 채 관측소

로 철수해왔다. 보고를 접한 장이 본부의 일부 병력을 이끌고 분산된 병력을 수

습하기 위하여 전방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부터 피리 소리가 들려오고, 북소리가 

좌측에서도 쿵쿵, 우측에서도 쿵쿵 울렸는데 그 소리가 단히 세고 크게 들렸다. 동시에 

후방에서는 옥퉁소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장은 가 중

공군에 의해 포위되고 있음을 직감하 고, 또한 이미 적이 후방으로 깊숙이 침투했다고 

인식하 다. 

  제3 장은 연 와의 연락은 되지 않았지만 사단예비 인 제18연 가 역습해 올 것으

로 믿고 그때까지 진지를 고수하기 위하여 2월의 찬 눈이 내리는 가운데 중 배치를 

관측소를 중심으로 전면방어로 조정하고 무엇보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동이 트자 간밤의 공포에서 벗어난 제3 원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주간전

투를 위한 배치를 조정하고 경계병도 교 시켰다. 날이 밝자 주위를 두루 살펴보니 

의 진지 후방에 많은 병력이 배치되어 있고 또 다른 병력이 후퇴하여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광경이 목격되었다. 장은 순간적으로 배치된 병력은 예비인 제18연 일 것이라

고 생각했고 남으로 내려가는 병력은 후퇴하는 인접부 라고 생각하 다. 장은 그들

도 고지의 제3 병력을 보았는데도 사격을 하지 않으니 그들을 우군일 것이라고 믿었

는데 이는 속단이었다.

  그런데 날이 훤히 밝아지자 후방에 배치되어 있던 병력들이 제3  진지로 압축해 들

어오면서 사격을 가해 왔으며, 국군이 아니라 중공군임이 목격되었다. 이제야 비로소 

가 적에게 포위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장은 증원부 가 도착할 때까지 고지를 지

탱하기로 결심하고 진지를 고수하도록 독려하 다.

  그러나 점차 포위망은 압축되었고 병력의 통제와 수습이 되지 않아 철수를 하지 않으

면 안 되었다. 이 무렵이 아마도 10 : 00경, 연 와의 교신이 되어 그간의 상황을 보고하고 

철수하기로 하 다.

  철수는 부 를 3  제 (중 )로 편성해 두고 제1제 가 다른 중 의 엄호 사격하에 먼

저 고지를 내려가며 한쪽을 돌파하도록 하 다. 그때 압축해 오던 중공군도 사격을 가해 

왔다. 이렇게 되니 철수통제는 제 로 계획 로 되지 않았고 19 : 00~20 : 00경이 되어 어두

움이 짙어지자 일부 장교들도 계급장을 떼고 카빈 소총 신 M1 소총을 들고 사병차림으

로 열에 끼어 함께 제1제  뒤를 따라 내려갔다. 그러니 부 지휘는 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적탄에 부상당한 병사들의 위생병 부르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 이 경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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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 사거리와 옥동에서 갑천면 구방리로 넘어가는 고개

머니 아버지를 부르는 병사도 있지만 부분은 위생병을 부르곤 하 다.

  이 무렵 적의 포탄이 관측소 부근에 떨어져 장과 박격포를 쏘고 있던 중화기 중

장이 호 속으로 처박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 으나 다행히 장이 부상을 입었을 뿐 

괜찮았다.

  이와 같은 고전 끝에 제3 는 적 포위망의 한쪽을 뚫고 여기에 합류한 다른 부  병

사들과 더불어 옥동리로 집결하 다.

  제22연 는 이날 예비연 가 역습을 하는 가운데 혼전을 치르고 돌파된 병력을 옥동리

에서 수습하 다.

  3) 제18연대의 반격

  제3사단장 최석 준장은 사단예비 를 투입하여 제22연 를 돌파하고 횡성으로 남하하려

는 적을 역습하여 격퇴하기로 복안을 수립한 후, 제18연 장 임충식(任忠植, 육사 1기, 

장 예편) 령에게 마옥리 - 궁천리 일 에 배치되어 있는 연 규모의 적을 공격하도록 명

령하 다.  

  이 명령을 수령한 제18연 장은 적의 돌파가 이미 확장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1·

제2 를 좌우에, 제3 를 중앙으로 3개 를 모두 투입하여 공격하도록 복안을 수

립하 다.

  우전방의 제1 장 이병형(李秉衡, 육사 4기, 중장 예편)소령은 연 로부터 부여받은 

구방리 부근의 300고지(DS 176543) - 355고지(DS 178539)를 탈취하기 위하여 서로부터 제1·

제2중 를 전방에, 제3중 를 예비로 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예하중 에 하달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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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천리 표지석과 격전을 벌인 산

공격개시 30분 전까지 모든 전투준비를 완료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제1 는 얼마 후인 2월 12일 03 : 30에 포리에서 부  이동을 개시하여 04 : 00에 

공격개시선을 통과하 다. 제1·제2중 가 완강히 저항하는 적을 무찌르고 06 : 00에 약 4

㎞전방의 목표를 탈취하 지만, 횡성 - 평창선을 방어하려는 새로운 작전계획에 따라 옥동

리를 경유 12 : 30경에 횡성으로 이동하 다. 이곳에 도착하자 제1·제2중 를 전방, 제3중

를 예비로 하는 2개 중  병진 형으로 공격을 개시하여 16 : 00경에 횡성 북방 5번(당시 

29번) 도로 좌우의 236고지(DS 075495)와 303고지(DS 098503)를 탈취하고 적의 재공격에 

비하 다.

  좌익의 제2 는 2월 12일 08 : 00에 연 로부터 부여받은 목표 마옥리 - 국사봉의 적을 

격멸하기 위하여 서로부터 제5·제7중 와 제6·제8중 를 모두 일선에 배치하여 공격하

도록 하는 기동계획을 수립하 다. 이에 따라 제5·제7중 는 마옥리를, 제6·제8중 는 

국사봉을 향하여 진출 중에 차후 작전에 비, 새말(우천면) 부근 집결지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는 공격을 중단하고 19 : 00에 제5·제7중 는 내지리(DS 165511) 

일 에, 제6·제8중 는 새말(DS 191438) 일 로 철수하 다.

  제3 는 연 의 명령에 따라 2월 12일 07 : 00에 실벌동(DS 155534)에서 부 이동을 개

시하 다. 제9중 는 상수백리 우측방의 무명고지(DS 13641)를, 제10중 는 궁천리 일 를 

11 : 30에 각각 점령하 으나 적의 병력이 점차적으로 증강되자, 18 : 10에 병력을 또다시 

철수하여 옥동리 일 에 집결하 다.

  그러던 중 제3 는 또다시 부 이동을 개시하여 제9·제12중 가 법주리 일 를, 제10

중 는 상양적리(DS 165458) 일 를, 제11중 는 송내(DS 176486) 일 를 23 : 30에 점령하

고 횡성 동남측방을 방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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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투를 통해 제18연 는 제22연  지역을 돌파하고 횡성 동측으로 진출한 섬강 남쪽

의 적을 격멸 또는 격퇴함으로써 전방연 가 철수부 를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함

은 물론 그 후 횡성을 방어하여 그 북쪽의 국군과 미 화력지원부 의 철수를 엄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 다. 이 전투를 통해 제18연 는 사살 470명, 포로 15명, M1소총 17정, 

CAR 3정, AK소총 1정, 다발총 2정, 99식 소총 1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획득한 반면에 전사 

장교 1명, 사병 1명, 부상 21명의 병력 손실을 보았다.

  4) 사단의 제천 일대로의 철수

  횡성을 방어하던 제3사단은, 이날(12일) 군단이 횡성을 포기하고 원주에서 적을 방어하

기로 결정하고 신방어선으로 전환명령을 내림에 따라, 원주 동측방 신림리 - 성남리 지역

을 점령하기 위하여 24 : 00를 기해 제천 일 로 철수를 개시하 다. 이 과정에서 제18연

가 미 제2사단에 배속되어 원주 북방 방어에 투입됨에 따라, 제3사단장은 제22연 와 제

23연 를 자체 엄호하에 신속히 철수시켜, 제22연 를 신방어선의 좌전방 신림리 일 에 

제23연 를 우전방 성남리 일 로 투입할 복안이었다.

  이에 따라 옥동리에서 방어 및 재편성 중이던 제22연 는 13일에 이곳을 출발하여 15일 

주포리에 도착하자마자 제천 북방 용두산(871고지)에 침투한 적을 소탕한 후 금 리 - 신림

리 간의 신방어선을 점령하 다. 당시 사정이 얼마나 열악하고 상황이 급박하 는지 22연

 1  2중  1소장이었던 김진하 소위의 회고를 들어본다.

  1951년 2월, 나는 강원도 횡성 소재 육군 3사단 22연  1  2중  1소 장으로 

발령 받았다. 발령과 동시에 적진 침투 임무가 주어졌다. 하지만 총이 없었다. ‘원래 

장교에게는 권총이 지급돼야 하는데 사정이 열악해 지급받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일

반 병사들 총을 뺏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검을 들고 소 원들의 장비상태를 

확인한 후 적진으로 향했다. 

  하지만 나와 소 원들은 제 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후퇴를 해야 했다. 내가 속한 3

사단이 인민군의 전술에 힘없이 무너지며 후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3사단은 그날로 

충북 제천까지 려 내려갔다(정전 60주년 특별기획, 나의전쟁 ⑩ 김진하옹, 경기신문 

전자신문 24면, 2013.8.9).        

 

  총 신 검을 들고 소 원을 인솔할 정도로 사정이 열악한데다 적의 전술에 까지 말

려 당시 상황이 속수무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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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13> 제8·제3사단의 주포리 제천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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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연 는 같은 날 삼배리에서 철수하여 15일에 곧바로 성남리 부근의 신진지를 점령

하고 당시 안흥 - 강림선으로 남하하는 적에 비하 다. 이로써 사단은 원주 동측방의 신

방어선을 점령하고 원주방어에 임하 으며, 이때 서로는 미 제2사단(제187공수연 전투

단), 동으로는 국군 제5사단이 병행하여 방어편성을 하 다.

  한편 제18연 는 14일부터 미 제2사단 작전통제 하에 원주 동북방 4㎞ 봉산동 - 태장동 

일 를 점령하여 미 제187공수연 전투단과 더불어 원주를 방어하다가 적의 공세가 18일

을 고비로 저지되자 19일에 배속이 해제되어 치악산 - 직치(곧은치)를 경유 원복하 다.

  이와 같이 제3사단은 공격과정에서 적의 2월 공세로 1개 연 가 돌파 및 포위되는 등 

고전하 으나 철수작전에서는 제18연 의 역습으로 적에게 상당한 타격을 가격하 으며, 

그 후 제천북쪽의 신방어선에서는 원주방어 및 적의 2월 공세 저지에 큰 기여를 하 다.

 4. 양측방으로 포위된 제5사단

  국군 제5사단은 2월 11일, 군단명령에 따라 홍천 포위 임무를 제3사단에 인계하고 군단 

동측방의 적을 공격 격멸하기 위하여 제35연 를 좌전방인 포동리 북방으로 투입하여 주

공으로, 하궁리의 제36연 를 우전방으로 하여 횡성 - 풍암리 도로축선을 따라 동북방으로 

공격을 속개하 다. 제27연 는 주공의 후방인 포동리에 집결하여 예비로서 차후 명령을 

기하라는 명령을 받고, 동측방 우용리 지역의 방어책임을 미 제187공수연 전투단에 인

계한 뒤 포동리를 목표로 이동 중에 있었다.

  한편, 북한군 제5군단의 제7사단은 제5사단 정면으로, 제12사단은 사단의 좌전방 제35연

와 제3사단 제22연  사이로, 북한군 제6사단은 횡성 - 평창 간의 42번 도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갑천리 - 둔방내리 - 우용리 일 로 우회하면서 횡성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1) 제35연대의 교항리 일대에 집결

    가. 제1 의 후방 보급소 피습 및 퇴로 차단

  주공인 제35연 는 이날(11일) 제3 를 좌, 제2 를 우, 제1 를 예비로 하는 2개 

 병진으로 포동리 북방의 유동리 - 초현리선으로 공격하 으나, 도중에 개활지에서 강

력한 포병지원을 동반한 2개  규모의 적으로부터 치열한 사격을 받아 난관에 봉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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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연 장은 지형의 불리함을 고려하여 일단 철수했다가 재공격을 감행하기로 결

심하고 이를 사단장에게 보고 후 예비인 제1 의 엄호 하에 전방 를 원위치로 철수

시키면서 포병지원사격을 요청하여 적의 전진을 차단하 다.

  이와 같이 하여 이날 밤 제35연 가 포동리 일 에서 야간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을 때 중

공군의 공세가 시작되었고 연 에 한 중공군의 공격은 좌측 후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중공군 약 1개 는 2월 12일 02 : 00에 구방내리에 위치한 제1 의 후방 보급소를 

기습공격 하 으며, 이들이 연 지휘소 방향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연 본

부 소속의 한 병사가 부 를 이탈해 탈 하던 도중에 이를 목격하고 황급히 복귀하여 보

고함에 따라 03 : 30경 뒤늦게 연 로 알려지게 되었다.

  보고에 접한 제35연 는 즉시 지휘소 요원으로 2개 소 를 편성하여 모재기골(갑천면 

포동리) - 마무리골간에 배치하여 연 관측소(DS 217547) 쪽으로 침투하는 적을 저지 격퇴

하도록 하고, 제1 장은 제2중  2개 소 로 하여금 후방지휘소 주위의 중요 지형지물 

인 355고지(DS 187538)를 포함한 구방내리 부근으로 진출하여 적을 공격하도록 조치하

지만, 355고지 남쪽에서 적과 조우하여 진출이 저지되고 말았다. 이때 적은 이미 연  후

방으로 침투하여 포동리 남쪽의 고내고개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이 무렵, 제27연  2개 소 와 제3사단 제22연  1개 중 가 원 로부터 낙오되어 연

지역으로 들어왔으며, 제22연 의 낙오병들은 자기 연 가 돌파되었다고 하 다. 연 장

은 좌측방으로 공격해 오는 적이 제22연 를 돌파한 적이라고 판단하고 상황의 긴박함을 

직감한 제35연 장은 각 로 하여금 우선 전면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적의 공격에 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단으로 상황을 보고하 다.

    나. 연 의 고내고개 돌파 및 철수

  제5사단장 민기식 준장은 제35연 의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자, 이날 14 : 00

에 “제35연 는 고내고개까지 철수하여 를 웃새말(갑천면 구방리) - 314고지(DS 212535) 

일 에 배치하여 남하하는 적을 저지 격퇴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제35연 장은 제1 의 엄호 하에 좌전방 제3 가 먼저 철수하여 우선 고내고

개의 적을 격퇴하도록 하고 이를 후속하여 제2 가 제22연  1개 중 와 제27연  2개 

소  등과 함께 철수하며, 연 본부는 이 뒤를 따르도록 철수계획을 세웠다.

  연 의 전위인 제3 는 418고지(DS 202543) - 322고지(DS 225553) 일 의 포위망을 돌

파하고 고내고개를 통제할 수 있는 495고지(DS 195527)를 점령하 고, 후속한 제2 는 



제3장┃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

188 ▶횡성문화원

 <요도 14> 제35연대의 교항리 일대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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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우측방의 322고지(DS 217522) - 328고지(DS 215517)를 점령하 다. 후위인 제1 는 

연 본부와 치중 가 철수하자 적의 추격을 저지하면서 17 : 30에 양지촌 일 로 철수하여 

280고지(DS 216507)를 점령하 다.

  이로써 연 는 전방지역에서 철수에 성공하 고 포위를 면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부

를 수습한 연 는 19 : 30에 사단장의 철수명령에 따라 또다시 부 이동을 개시하여 다음

날(13일) 10 : 00에 원주 동북쪽 약 10㎞ 지점의 교향리 일 에 집결하 다.

    

    다. 제36연 의 율현 일 에 집결

  연 의 정면에서는, 좌전방 제35연 가 혼전을 벌이던 11일 밤에는 별다른 상황이 전개

되지 않았으나 적은 야음을 이용하여 이미 연 의 후방으로 침투하고 있었다. 다음날 날

이 밝은 후, 07 : 30에 그 중 연 의 우측으로 우회한 1개  규모의 적이 당하(우천면 

하궁리) 일 로 침투하여 제3 (DS 230487)의 후방을 위협하는 한편, 규모 미상의 적은 

제1 (DS 228535)와 제2 (DS 215503)의 후방으로 침투하여 사격을 가하 다.

  연 장은 직할부 의 일부 병력을 차출하여 제1·제2 의 후방을 위협하는 적을 1차 

격퇴하 으나, 계속 침투하는 적이 양지촌 일 를 차단함으로써 더 이상 제1·제2  

쪽으로 진출로를 타개하지 못하 다. 제3 는 전면방어진지를 편성하고 후방의 적과 

교전 중, 또 다른 1개  규모의 적이 정면에서 공격을 가함으로써 치열한 전투가 전

개되었다.

  이 무렵, 제1·제2 의 정면에서는 적이 집중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제1·제2  

또한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미 포위상황에 이른 제3 는 장의 진두지

휘하에 백병전을 전개하면서 처절한 전투를 거듭한 끝에 포위망을 뚫고 철수를 시작하고 

연  주력은 1개  규모로 판단되는 적의 공격을 저지 중, “제36연 는 현 진지를 철

수하여 율현에 집결하라”는 사단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에 연 는 휴 할 수 없는 보급품을 모두 소각하고 적의 배치가 비교적 약한 양지촌 

동측방으로 돌파작전을 감행하여 적의 포위망의 일각을 뚫고 축차적인 철수를 하여 23 :

00에 율현 일 에 집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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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15> 제36연대의 율현 일대 집결

    라. 제27연 의 신촌 일 에 집결

  2월 11일 사단 계획에 따라 포동리를 목표로 이동 중이던 제27연 는 도중에 전방연

의 공격이 돈좌되는 상황이 벌어짐으로 인하여 집결지가 변경되어 이날 24 : 00까지 제1

만이 포동리 북쪽 362고지로 진출하여 진지를 편성하고 나머지 제2·제3 는 횡성 동

측 약 10㎞ 지점의 탁박골과 노압리에 집결하여 차후임무에 비하 다.

  2월 12일 02 : 00, 제35연  제1 가 공격을 받고 있던 같은 시각에 포동리 북쪽 362고

지(DS 223545) 일 에 배치된 제27연  제1 도 3개  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

아 격전을 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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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16> 27연대의 신촌(현 우천면 새말) 일대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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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전방의 제1중 와 우전방의 제2중 는 교전 끝에 처음에는 이들의 일부를 격퇴시켰으

나 두 번째의 내습시에는 약 1시간이나 저항하 으나 중과부적으로 진지의 고수가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차후 작전에 비하여 03 : 00에 현 진지를 철수, 포동리를 지나 약 1㎞ 남

쪽 고락고개 좌우의 495고지와 무명고지를 점령하 다.

  제1 는 이곳에서 제35연 와 제36연 의 철수를 엄호하다가 05 : 00에 연  집결지인 

신촌(DS 189438)을 목표로 철수하 다.

  탁박골(DS 195485)에 집결한 제2 는 2월 12일 07 : 00에 제5중 를 용둔리(DS 174502)

에, 제6중 를 포리 전방(DS 153502) 능선에, 제7중 는 오재들(DS 164505)에 이동 배

치하여 제35·제36연 의 철수를 엄호 중에 있었으며 제7중 가 철수하게 된 것은 06 : 00

이었다.

  뚝이 무너지듯 홍수같이 려 내려오는 아군은 혼잡을 이루었고, 밤새도록 C - 46 수송

기가 조명탄을 계속 투하하 으나 진지의 사수를 다짐했던 중 도 혼란을 일으켜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었다.

   날이 새면서부터 다행히 적의 포격은 뜸해지고 적극적인 공격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군의 정찰기는 계속 적의 진지상공에서 선회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으며, 이따금씩 적

이 공사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서측방향에서는 피아의 포탄이 쉴새없이 작렬하

고 아군의 연막탄이 계속 차장되는 것으로 보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상부의 계획은 축자적인 지연전일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비친 철수양상은 “Panic(전쟁공포)” 

상태 다.

  이로부터 약 3시간 후 우전방 양지촌에 배치되었던 아군부 가 이 지역에서 철수하자, 

적은 철수부 의 꼬리를 물고 공격을 가하 다. 이를 본 중 도 동요하기 시작하 다.

  제7중 장 차규헌 위는 어떻게 하면 중 원의 손실을 적게 내고 철수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골몰하 으나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지휘소를 무전기로 호출하 지만 

응답이 없었다. 적의 압력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심해져 철수하는 데 지장을 줄 탄약 등은 

사격을 해서 소모시켜 버렸다. 좌우를 관측한 결과 물 듯이 이동하는 것은 아군뿐이며, 

중 의 동쪽 능선으로 또는 산악지 로 적이 열을 지어 가거나 소부  단위로 남으로 이

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오후 3시경에야 철수가 시작되었다. 철수 도중에 같은 

연 나  병력이 가면 그곳으로 우르르 몰려갔는데 소속이 다른 병사들이 한데 엉키

는가 하면 행정요원과 전투병이 혼합되어 오합지졸을 이루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철

수 열은 남하하여 신촌을 바라보는 지역에서 가까스로 중 를 수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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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새말 IC) 일대(횡성군청 제공)

  노압리(DS 198496) 일 에 도착하여 야  중인 제3 는 2월 12일 05 : 00에 제36연 의 

병사들이 철수하여 오는 것을 목격,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판단하고 각 중 를 집결시켜 

차후 명령을 기 중에 연 로부터 “6번(당시 2번) 도로 서측방을 확보하여 철수하는 부

를 엄호하라”는 명령을 수행한 후, 317고지(DS 195505) 일 에 병력을 배치하여 방어에 들

어갔다.

  제9중 는 의 명령에 따라 04 : 50에 노압리에서 495고지 후방(DS 199502 - DS 

202508)을 점령 방어 중 06 : 00에 정금산으로부터 공격하는 적 1개 중 와 약 1시간 동안

에 걸쳐 교전을 벌이면서 철수부 를 엄호하 다. 381고지(DS 189501) - 무명고지(DS 

194505)에 각 소 를 배치하고, 제11중 는 338고지(DS 133525) 일 에 각 소 를 배치하

여 철수부 를 엄호하 다. 이곳에서 는 제35·제36연  및 연 의 제1  철수를 

엄호 후 09 : 00경 이동을 개시하여 신촌 

일 에 집결하 다.

  이와 같이 제5사단은 전방연 가 적의 

야간 침투와 측방 돌파로 인하여 후방이 

먼저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의 

적절한 운용과 조직적인 포위망 돌파 및 

철수작전으로 건제를 유지하여 횡성 동

남방 약 10㎞ 지역의 교항리 - 신촌(현 

우천면 새말) 일 로 집결, 부 를 수습

하 다.

    마. 사단의 저지진지 점령

  제5사단은 연 가 횡성 우측방으로 집결하고 있을 무렵, 군단의 횡성 - 평창간 42번도로 

확보계획에 따라 새 방어선으로 이동하기 위한 작전명령 제7호를 하달하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단 작전명령 제7호

적 정 :  생략

사단은 군단 명령에 따라 전 부 를 철수하여 새로운 전투 지역에 배치한다.

각 연 장은 투명도에 따라 부 를 1951.2.13, 12 : 00까지 배치 완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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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배치지역

     · 제36연  :  오원리(DS 225426) -  주천강(DS 263416)

     · 제27연  :  주천강 - 표때봉(DS 319424)

     · 제35연  :  표때봉 - 운교리(DS 365424)   

  나. 각 연 는 전투지 에 투입할 시 충분한 수색을 실시한 후 배치하라.

  다. 포병 장은 2.12. 24 : 00까지 를 학곡리(DS 165434) 일 에 집결시켜 기

하라.

  라. 전차 공격 장은 제36연 가 완전 배치 후에 철수하여 사단지휘소 경계에 

임하라.

  바. 사단지휘소는 전과 동일함.

  이 명령을 수령한 제35·제27연 는 적의 계속된 공격으로 42번 도로 확보를 위한 이동

이 늦어지고 있었고, 다만 배치지역과 근접해 있는 제36연 만이 오원리 - 주천강을 점령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 군단으로부터 새로운 명령을 수령함에 따라 사단장은 각 

연 를 14 : 00에 오원리 일 에 집결하도록 지시하 다.

  바. 사단의 주천리 일 로의 철수

  사단은 공격부 들이 중공군의 공세로 횡성 남쪽으로 려나게 되자, 군단이 횡성 - 평

창선의 방어를 포기하고 원주 - 평창선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명령을 하달함에 따라 약 

30㎞ 후방 주천리 일 의 신방어지역으로 철수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군단 명령을 수령한 제5사단장은 제27연 를 엄호부 로 하여 제36·제35연  순으로 

주천리 일 로 철수하기로 결심하고, 즉시 예하 에 무전으로 명령을 하달하 다.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사단 철수 명령

① 사단은 전투부 를 지체없이 하안흥리(DS 256402) - 거리평(DS 244395) - 가천리(DS 

235378) 방향으로 통과시켜 최단시일 내에 새로운 전투지역으로 이동하려 한다.

② 제27연 장은 엄호부 장으로서 하안흥리를 2월 14일 12 : 00까지 확보, 제35·제36

연 를 통과시킨 후, 철수하여 새로운 전투지역에 부 를 배치한다. 

③ 제27연 장은 제36연  1개 를 예비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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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제27연 장은 철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 다. 

  

① 연 는 사단엄호부 로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여 제35제36연 의 철수로를 확보, 

사단으로 하여금 신전투지역에 순조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후퇴하여 신전투지역으로 이동한다. 

② 이를 위해 연 는 2월 13일 18 : 00 신촌을 출발, 신속히 제1 가 문재(DS 

215415), 제2 가 하안흥리, 제3 가 배향산을 점령하여 거리평을 거쳐 주천

으로 이동하는 제35·제36연 의 후미부 가 완전 통과시까지 철수로를 확보한다. 

제1 는 연 장이 직접 지휘한다.

  이에 따라, 제1 는 연 장의 통제하에 곧 문재고개를 점령하 다.

   2) 제36연대의 주천리 일대 점령

  연 는 오원리에서 제1·제2·제3  순으로 행군제 를 편성하여 14 : 30에 주천리를 

향하여 철수를 개시하 다. 

  그러나 적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여 측위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양측방으로부터 행군

제 를 공격하기 시작하 다. 

  연 는 적과 항하여 교전을 벌 으나 적의 부 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지형 또한 

불리하여 사면으로 포위하여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연 장은 적의 포위망을 탈출하기 위하여 연 ( - 1)는 전방의 적을, 제3 는 후방의 

적을 돌파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과감한 공격 끝에 연  주력은 포위망의 일부를 뚫고 

부분의 병력을 구출하기는 하 으나 암흑과도 같은 야음의 악조건하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 후,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세 차례에 걸친 전투가 벌어졌지만 각 부 들은 구사일생

으로 2월 14일 20 : 00에 과반수 이상이 주천리 일 에 집결하 으며, 그 후에도 소부  규

모의 부 들이 잇따라 복귀하 다. 그리고 제3 는 후방에 배치된 적과 교전을 벌이면

서 적중을 돌파하여 원주로 우회하여 본 와 합류하 다. 

  그러나 적이 계속 꼬리를 물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자, 연 장은 22 : 00경에 제1 를 

690고지(DS 308253) 일 를 연하는 선에서 적을 저지한 후, 2월 15일에는 제1 를 411고

지 좌측방(DS 338244) 일 에, 제2 를 411고지 죄측방(DS 330241) - 411고지 우측방(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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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40) 일 에, 제3 를 샘골(DS 29539) - 솔치 우측방(DS 310242) 일 에 배치하여 신방

어선을 점령하고 남하하는 적을 격퇴하도록 하 다. 

<요도 17> 제36연대의 주천리 일대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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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5연대의 무도리 일대 점령

<요도 18> 제35연대의 무도리 일대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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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현 우천면 새말) 일대 전경

  제35연 는 2월 12일 15 : 00 사단의 작전명령에 따라 교항리 일 에서 이동을 개시 약

수리(평창읍)를 거쳐 23 : 00에 무도리(제천시 송학면) 일 에 도착하 다. 

  제35연 는 사단예비가 되어 2월 14일 제1·제2 를 375고지(DS 345994)에 배치되었

고, 제3 는 2월 15일 사단지원 차량으로 송한리(DS 385976) 일 로 이동하여 집결 보유

하 다.

  4) 제27연대의 주천리 일대 점령

  제27연 는 먼저 제1 가 연 장의 직접 지휘하에 2월 13일 18 : 00에 신촌(현 우천면 

새말)을 출발, 문재 일 에 배치하 다.

  문재고개에 매복 중이던 제1중 는 20 : 00에 적과 교전하여 21 : 00에 무전연락이 두절되

었으며, 그 후 적에게 포위되어 고전을 치 으나 각자 탈출하여 제천에서 본 와 합류하

고 문재 전방고지에 배치 제2·제3중 는 방어 중에 적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다가 20 :

00에  지휘부와 같이 철수하 다. 

  제1 는 2월 14일 연 지휘부와 함께 하안흥리 636고지(DS 265401)에 엄호진지를 편

성한 제2 와 합류하 으나, 이곳에서 적 2개 에 포위되었다. 이들은 제2 장의 

지휘하에 무려 15시간 동안 교전을 치른 끝에 포위망을 탈출하 지만 제2 장이 전사하

고 각개 분산되어 남쪽으로 내려와 2월 15일 05 : 00에 주천리 일 에 집결하 다. 

  제3 는 20 : 00에 하안흥리에서 출발하여 배향산을 목표로 남하하던 중 배향산 우측 

무명고지(DS 265311)에서 적의 기습사격을 받자 북방의 무명고지로 이동하여 배향산을 공

격 2월 14일 06 : 00에 탈취하 다. 이곳에서 제1  및 제2 의 철수로를 타개한 후, 

각 중  단위로 능선과 계곡을 이용, 

주천리에 집결하 다.

  제2 는 19 : 00에 신촌을 출발하여 

21 : 00에 하안흥리 동남방 600m 지점에 

도착하여 사단 엄호부 로써 636고지

(DS 265401) 일 에 배치되어 있었다.

  는 2월 14일 01 : 00에 부 이동

을 개시, 02 : 00에 적의 기습을 받아 분

산상태상에 이르기도 하 지만 다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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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19> 제27연대의 주천리 일대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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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수습하여 계소골(DS 264345) 일 에 집결, 04 : 00에 다시 부 이동을 개시하여 08 : 00

에 계시골 전방 500m에 이르는 도로 우측에 배치되어 있다가 11 : 00 적에게 포위된 후, 

탈출하여 18 : 00에 주천리 일 에 도착하 다.

  이와 같이 하여 제5사단은 제27연 와 제35연 로써 주천리 일 의 신방어선을 점령하

고 제35연 를 예비로 확보하여 안흥리 - 주천리로 이어지는 접근로를 차단함으로써 적의 

2월공세 저지에 큰 역할을 하 다.

  지금까지 서술한 것처럼 국군 제3·제5·제8사단은 2월 11일 증안리 - 오음산 - 포동리선

을 확보하고 홍천 - 풍암리선을 점령할 목표로 공격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날 밤을 기하

여 개시된 중공군의 2월공세로 인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많은 손실을 입은 채 축

차적인 철수를 단행, 결국 원주 - 체전선의 신방어진지를 점령(구축)하 다. 

  이 선에서는 국군 제1군단의 작전통제하에 제3사단이 신림리 일 에, 제5사단이 주천리 

일 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제8사단은 예비로 주포리 일원에 집결하여 인접부 와 협조

하에 제천 - 월선으로 지향되는 적의 공격을 막고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하 다.

  이 전투간 국군 3개 사단은 공격준비태세에서 야간에 중공군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아, 

중과부적에다 부 간격으로 침투를 당하여 사단 및 연 의 지휘소가 먼저 피습되기도 하

고 6개 연 가 포위를 당하는 등 고전을 치 지만, 제8사단은 네덜란드 의 엄호를 받

고 제3·제5사단은 자체예비의 엄호하에 철수작전을 실시하여 적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가

하 음은 물론 이러한 국군의 희생과 전공이 적의 강력한 2월공세 저지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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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지휘관들(오른쪽이 오우덴 중령)의 작전 모습

(MBC 잊혀진 비극 횡성전투) 

제4절 네덜란드 대대의 철수 엄호전

 1. 네덜란드 대대 횡성방어

  1) 방어진지 편성

  홍천으로 공격하던 중공군의 2월공세로 철수로 반전할시 횡성에서는 ( - 1)가 이의 

엄호작전을 전개하 다. 네덜란드 는 이에 앞서 국군 제5·제8사단이 홍천 공격작전

(Round Up Operation)을 준비 중일 때 이 작전의 기지가 된 횡성방어 임무를 띠고 2월 4

일 16시 10분에 원주에서 횡성 북방으로 선발 가 출발한데 이어 40분 후에는 본 가 이

동을 개시하여 ｢Round Up작전｣ 참가부 들로 꽉 메워져 있는 도로를 지나 21 : 00에 횡성

진출을 완료하 다. 

  당시 미 제10군단은 국군 제5사단을 우익으로, 제8사단을 좌익으로 하여 미 제2사단 진

지를 초월 공격하도록 하고 미 제2사단은 이들의 공격을 화력으로 지원하도록 하 다. 이 

화력지원 임무를 미 제38연 (네덜란드  배속)가 담당하게 되자, 미군 들은 화력

지원단을 구성하여 공격하는 한국 두 사단들을 뒤따르면서 전차, 야포 및 항공지원을 제

공하기 위하여 횡성 북쪽으로 진출하고 네덜란드 는 2월 5일 14 : 00에 횡성시가 북변

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뒷내강 남쪽 언덕에 선형진지(扇形陣地)를 점령하여 횡성북

쪽과 서북쪽을 방어하는 한편, 서측과 서남측으로 강력한 정찰척후 를 파견하여 공격사

단의 후방안전을 도모하게 하

다. 이때 38연 로부터 장갑

차 1개 반과 정찰병을 지원할 

1개 포병연락반과 2개의 전방

관측반이 배속되었다.  

  횡성에 도착한 장 오우

덴(M.P.A. Den Oueden) 중령은 

2월 5일 관계 참모를 동하고 

지형정찰을 실시한 후 홍천 -

원주에 이르는 5번(당시 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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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방어에 중점을 두고 횡성을 에워싸고 있는 섬강의 북쪽 지류인 뒷내강을 이용하여 

진지를 편성하기로 결심, 다음과 같이 부 를 배치하 다.

  장은 뒷내물 차안에 A·B중 를 배치하고 중화기 중 의 1개 기관총반과 연 에서 

지원된 장갑차를 B중 에 배속시켜 소총중 의 전투력을 증강하도록 하 다. 

  A중 는 뒷내강 차안에서 원주 - 횡성 - 홍천으로 통하는 5번 국도의 양쪽 언덕을 점령하

여 이곳에 있는 유일한 횡성교를 방호하도록 하는 한편, B중 는 A중 의 우측방인 횡성

시가 북쪽을 점령하여 A중 와 함께 횡성 서북쪽으로부터 예상되는 적의 침공을 자연 장

애물인 뒷내강을 이용하여 저지하도록 하고, 본부중 는 시내 동측방의 교회(DS 109493) 

근처에, 중화기중 는 교회에서 좀 더 동쪽으로 길 건너편 야산(DS 112492) 일 에, 81㎜ 

박격포소 는 중 배치지역의 중앙 일 에, 57 리 무반동총( - 1)반은 81㎜ 박격포소 의 

옆에 예비로 집결하며, 지휘소는 본부중 와 중화기 중  사이의 낮은 지 (DS 

112489)에 위치하도록 하 다.

  한편, 각 중 가 진지편성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장의 명령으로 2월 6일 B중 의 1개 

소 ( - )가 5번 도로를 감제할 수 있는 뒷내강 건너편 303고지(DS 098503)까지 진출하여 

정찰을 실시하 으나 특별한 적정은 없었으며, 멀리서 국군 제5·제8사단이 공격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 대대의 방어도(MBC 잊혀진 비극 횡성전투)

  2) A중대의 진지이동 

  네덜란드 가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정찰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라운드업’ 작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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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골에서 본 학곡리 일대

동측방의 국군 제5사단은 2월 6일 제27연 의 공격은 비교적 순조롭게 전개되고 있는 반

면에, 제36연 는 247고지(DS 191506) - 412고지(DS 195501) - 317고지(DS 171506) 일 에서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고전 중이었고 적이 연 의 우측방으로 우회하여 진내로 깊

숙이 돌입할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연 예비인 제3 를 투입하는 등 점차적으로 상황

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비, 횡성 동북방 방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 제38연 장은 전차 1개 

소 와 공 장갑차 2개 반을 네덜란드 에 추가로 배속함과 아울러 A중 를 B중  

우측에 있는 201고지(DS 115496)일 에 배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 으며, A중 는 이날 

저녁에 신진지로 이동하여 횡성 동북의 경계를 강화하 다. 그리고 2월 7일 4.2inch 박격

포 소 가 추가로 배속되었다. 

  그러나 2월 11일 20 : 00에 중공군의 적인 2월공세로 국군부 들이 횡성 - 신촌 일

로 철수함에 따라 A중  또한 2월 12일 06 : 30에 장의 명령에 따라 본래의 진지로 철

수하여 5번 도로 방어에 임하 다. 

  특히, 국군 제8사단은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건제를 제 로 유지하지 못한 채 횡성 쪽으

로 내려오다가 10 : 00 이후부터는 각 부 간의 통신이 두절된 채 원주 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하 다.

  한편, 새말 일 에 배치된 미 제38연

 제3 와 제8사단을 지원하던 미 

제21지원부  또한 15 : 00에 횡성으로 

철수를 개시하 으며, 미처 철수하지 

못한 많은 부 들은 학골 - 큰골 일 로 

모여들어 큰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횡성 동북쪽의 상황도 더욱 악화되

어 B중 의 우일선 소  근처까지 국

군들이 철수하 으며, 이와 동시에 A중

 진지에도 오가 와해된 국군과 미

군의 병사들이 10~20명씩 떼를 지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날 15 : 05에 네덜란드 도 

연 장의 명령에 따라 부 장, 인사정보장교 및 부중 장들이 원주 서북방 4㎞의 325고

지(DS 035382) 일 의 네덜란드 가 엄호작전후 점령할 저지진지(沮止陣地)에 한 정

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2월 12일 16 : 00에 이 고지를 향하여 출발하 다. 이리하여 모든 부



제3장┃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

204▶횡성문화원

횡성시가지 전경(왼쪽 위는 뒷내강, 바로 앞은 앞내강)

대들은 원주의 새로운 방어선으로 철수하게 되었으며, 네덜란드 대대는 횡성에 잔류하여 

철수를 끝까지 엄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네덜란드 대대의 철수부대 엄호작전이 시작되었다.

 2. 네덜란드 대대의 엄호작전

  1) A중대의 첫 교전

  2월 12일, 15 : 30부터 A중대의 진

지에 적의 박격포탄이 집중하기 시

작하였다. 가장 큰 손실을 입은 중

대본부는 4명이 전사하고 8명이 부

상하였으며, 배속된 전차 1대도 파

괴되었다.

  이때,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 G

중대 중대장 쿡(Cook) 대위가 지휘

하는 검은 베레모의 중대원과 전차 

1개 소대는 횡성교를 건너 5번 국도

를 따라 큰골 일대로 돌진하고 이

와 함께 도로 양편 능선(236고지 - 303고지)을 따라 제3사단 예비대인 제18연대 제1대대가 

병행 공격하고 있었다. 

  지원된 항공기가 적의 진지에 폭격을 가하고 전차의 화력과 총격으로 진출로를 개척하

여 해질 무렵에는 큰골 일대에서 포위된 아군 4,000여 명과 합세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

날 17 : 00부터 그들의 선두 부대가 네덜란드 진지에 도착하기 시작하였다.

  A중대 진지에서는 철수하는 미군 전차들과 전사자 및 부상자들을 후송하는 차량들로 

큰 혼잡을 이룬 가운데 추격하는 적의 일부가 A중대의 서쪽으로 우회하여 공격을 개시함

으로써 A중대와 첫 교전이 벌어졌고, 적의 일부 부대는 횡성 남쪽 앞내물강까지 뒤따라 

남하하였다. 

  중앙 소대장이 17 : 45에 미군 전차의 사격을 유도하여 적의 기관총 진지를 침묵시키고 

그들의 공격을 분산시킨 두 번째 교전이 있은 얼마 후에 어둠이 대지를 서서히 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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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자, 아군부 의 철수로 인한 혼잡은 가증되고 미군과 국군이 서로 뒤섞여 무질서하

게 진지를 통과하게 되자, 네덜란드 병사들은 철수하는 아군인지 추격하는 적군인지 구별

할 수 없어 박격포등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조차 없었으며, 혼란상태는 19 : 00까지 계속되

었다. 

  그러나 뒷내강 건너편에서 제18연  제1 가 적의 추격을 잠시나마 저지시킴으로써 

학골 - 큰골의 계곡을 겨우 빠져 나가게 된 아군들은 겨우 도하를 완료할 수 있었던 것

이다. 

<요도 20> 네덜란드 대대의 엄호도



제3장┃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

206▶횡성문화원

횡성에서 이동준비 하던 네덜란드군(언덕 위 횡성감리교회, 51년 1월 중)과 횡성감리교회 모습

(MBC 횡성전투)

  2) 철수 엄호명령 수령

  이렇게 국군과 미군이 횡성일 에서 큰 혼잡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적이 횡성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자, 이날 19 : 20에 미 4.2inch 박격포 중 와 함께 제38연  지휘소가 횡성

으로 철수함과 동시에 미 제38연 장은 전투력보존과 적의 진출을 저지시키기 위한 책

의 일환으로 네덜란드 장에게 횡성에 계속 잔류하여 철수엄호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

령하 다.

  횡성 일 로 철수한 국군과 미군이 횡성교를 지나 원주로 철수하자, 네덜란드 장 

또한 본부중  차량들을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적재상태로 기시켜 놓고 연 의 

철수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주위의 산야는 매우 추운 날씨와 함께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한편, 뒷내강에 진지를 구축하고 적의 공격에 비하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던 네덜란

드 장병들은 “우리도 언제 철수하는가?”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3. 기습을 받은 대대지휘소

  1) 적의 중화기 중대 침투

  전방 중 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시 이에 일부의 적이 후방의 중화기 중 로 

침투하 다.

  이날(2월 12일) 19 : 10에 주차장 외곽의 한 경계병이 이들을 발견하고 사격과 동시에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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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3·1공원 내에 세워진 오우덴중령현충비

쪽으로 이어지는 오르막 방향으로 조명탄을 쏘아 올렸다. 총소리에 긴장한 중화기 중 장

과 몇 명의 장교들은 “쏘지 마라! 우리는 한국군이다”라고 소리치면서 다가오는 30명 규모

의 국군 복장을 입은 검은 그림자를 발견하 다.

  그들은 철수하는 한국군인 줄 알고 반기는 네덜란드 병사들에게 갑자기 사격을 가하

기 때문에 57㎜ 무반동총을 탑재한 3/4톤 차량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 다. 중화기 중

장은 급히 전화와 무전으로 장에게 적의 기습을 보고하려 하 지만 통화하지 못하

으며, 이때 적의 일부는 이미 중화기 중 를 지나 본부로 달려갔다.

  한편, 중화기 중 지역에서의 갑작스런 총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장은 급히 

달려간 수송장교로부터 “적으로 의심되는 60명 규모의 군인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긴급보

고를 받았다.

  이에 장은 통역관인 국군장교와 네덜란드군 상사 1명을 보내어 진상을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 는데 급히 달려간 통역관이 “누구냐”하고 수하를 하자 중국말이 들리

므로 “상사! 중공군이다!” 외치자 상사도 지휘소를 향하여 “적이다”라고 크게 고함을 질

다. 이와 동시에 적군이 기습사격을 가하면서 진내로 돌입함으로써 쌍방간에 치열한 교전

과 백병전이 벌여졌다.

  장은 단신으로 동분서주하면서 원을 지휘하여 유리한 지형인 교회 근처의 높

은 곳으로 유인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 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는 벼랑길

은 노출되어 있어 많은 적의 사격을 받

아 사상자는 늘어가고, 미처 피하지 못

한 생존자들은 전우들의 시체 옆에 쓰

러져 죽은 시늉을 하여 생명을 건지기

도 하 다. 이 와중에서 병력을 지

휘하던 장 오우덴 중령은 바로 옆

에서 폭발한 수류탄의 폭음과 함께 장

렬히 전사하 다. 

  2) 재침투한 적 격퇴

  한편, 전방에 배치된 2개 소총중 들은 본부가 기습을 받은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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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중 장은 본부 쪽에서 많은 유탄이 날라들어 이를  작전장교에게 알리자, 

이 전화를 받은  작전장교는 밖의 상황을 살피려고 문을 나서자마자, 적탄에 맞아 부

상을 입고 겨우 되돌아와 전화로 일선 중 장들에게 본부의 습격을 알리는 동시에 A

중 는 진지를 고수하고 B중 는 즉시 우일선 소 를 본부로 급파하라고 지시하 다. 

그 후 중요문서를 난로 안에 넣어 소각하고 나서 다시 A중 장과 통화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말았다. 이와 동시에 A중 와의 유선이 단절되었다. 

  이때 장이 그렇게도 선점하려던 교회 부근의 높은 곳을 적이 먼저 확보하여 집중

사격을 가함으로써 본부중  차량들은 부득이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중화기 중 장은 본부가 고전하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손을 쓸 틈이 없었으

며, 이때에 박격포 소 장으로부터 ‘소 의 동측방에서 수 미상의 검은 그림자들이 접근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를 확인하고자 일부 병력이 그곳으로 달려가니 3명의 적이 교활하게도 “OKey”, “OKey, 

Roks”하면서 네덜란드 병력 20m까지 접근하더니 별안간 뒤에 숨어 따라온 적병 2명이 수

류탄을 투척하는 바람에 양쪽이 모두 뒤로 물러섰다. 

  이때, 헤아릴 수 없는 적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돌격을 개시하 다. 한 용감한 하사가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노도처럼 려드는 적에게 계속 수류탄을 투척하 다. 

  이 하사는 적탄이 그의 손을 관통하여 한손을 쓰지 못하게 되자 이빨로 안전핀을 물어 

빼면서 계속 수류탄을 투척하 다. 이 용감한 네덜란드 군인의 감투정신 앞에 적병들은 

그 로 철수하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또 한 차례의 격전을 치른 후 적막이 찾아들자, 중화기 중 장 옆에 부상

을 입은 네덜란드 종군기자가 다가와 장의 전사와 지휘부의 기능사실을 알려 주

었다. 이때가 21 : 30 이었으며, 선임장교인 중화기 중 장은 곧 장 리로서 네덜란드 

를 지휘하게 되었다.

 4. 원주 비행장으로 철수

   작전장교와 통화 중에 통신이 끊긴 A중 장은 곧 전령을 1/4톤차로 본부가 있

는 시내 쪽으로 보냈으나 20분 후에 돌아와서 “횡성시가에 들어서자 적의 총격으로 진출

할 수 없어 되돌아왔다”라는 것과 “시내에는 쌍방간에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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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이 뒷내강이고 오른쪽이 앞내강이며, 중앙의 넓은 개

활지가 교항리이다.

다.

  이에 A중 장은 라운드 업(Round Up) 공격부 들이 이미 뒷내강을 건너 모두 철수를 

완료하 고, 이로써 중 의 아군부 에 한 철수엄호 임무는 완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 

소 에 즉각 철수하도록 명령하 다. 

  이때 중화기 중 장으로부터 무전으로 “ 장 전사에 따라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한다”

는 것과 이어서 “A중 는 아군철수 완료시까지 현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

다. 이때 A중 장은 “A중  서측방에서 적군이 추격해 온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군 철수

는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A중 의 철수를 승인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하자, 중화기 중

장은 비록 중화기 및 B중 의 서측방이 노출되더라도 A중 를 먼저 앞내강 교량까지 

철수시켜 네덜란드 잔여부 의 철수를 엄호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A중

의 철수를 승인하 다. 

  그 후, 장 리는 중화기 및 B중 의 철수를 서둘 다. A중 의 철수로 서측방이 

노출하게 된 B중 에 22 : 00에 무전으로 “B중 는 즉시 원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

하 다. 그로부터 15분 후에 A중 가 철수하 으며, 중화기 중 가 30분 후에 B중 의 뒤

를 이어 철수할 예정이었다. 

  1) A중대의 각개 철수

  A중 의 철수는 무전기의 고장으로 

중앙소 에는 철수명령이 하달하지 

못한 채 좌우소 만이 먼저 출발하여 

화염에 휩싸인 횡성시가를 우회하여 

횡성 서남쪽 교항리(DS 103485) 부근

의 개활지를 가로질러 야지를 횡단한 

후, 앞내강에 도착하 다. 

  그러나 앞내강 교량 근처는 철수하

는 부 들로 큰 혼잡을 빚고 있어 도

로 양편에 엄호진지를 편성하지 못하

다.

  도로 중앙에 커다란 탄흔 구덩이가 형성되어 교통소통이 잘되지 않아 교량 부근은 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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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군인들과 피난민의 인파 그리고 차량의 홍수로 인하여 하나의 병목현상을 이루어 

혼잡을 이루었고, 버려진 차량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A중 장은 30분 동안 길가에 서서 이와 같은 혼란상태를 지켜 본 후 부 가 집결, 건제

를 유지하여 철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가능한 한 많은 네덜란드 병사들이 

지혜로운 각개 행동으로 원주 비행장으로 집결하기를 기 하면서 각개별로 철수하도록 

명령을 하달하 다. 

  이때, 인접 소 가 철수하기 위하여 진지를 떠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된 중앙소

원들은 오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의 허리띠를 붙잡고 이곳에 도착하 으며, 22

: 00가 조금 지나서야 부분의 A중 원들은 앞내강을 건너 원주 비행장을 향하여 발걸음

을 재촉하 다. 

  2) 고립된 B중대

  B중 는 본부가 기습을 받은 직후에 작전장교의 전화지시, 즉 우측방 소 를 

본부로 증원하라는 명령을 전화기의 수신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히 전달받지 못하고 강력

한 소  규모의 정찰 를 본부로 파견하라는 지시로 착각하고 각 소 로부터 2개의 

소총분 를 차출하여 이를 다시 1개 무반동총으로 증강한 정찰 를 편성하여 일등상사 

지휘하에 본부에 급파하 다.

  정찰 는 본부 가까이 왔을 때 중화기 중 로부터 지휘소 패보(敗報)와 횡성이 

위험하여 중화기 중 도 철수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급히 본부로 달려갔다. 그

러나 본부가 이미 철수한 후 고, 사방에서 요란한 총성만이 울려오는 가운데 주위 

일 를 철저히 수색하여 5명의 부상자를 구출한 후, 급히 위험지역을 벗어나 이 상황을 

중 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귀 를 서둘 다.  

  이 무렵, B중 의 본부에서는 그 동안 서측방의 A중 가 철수한 사실과 본부가 적

의 습격으로 장이 전사하고 중화기 중 장이 를 지휘하게 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가운데, 22 : 00경에 뒷내강을 건너서 철수한 미군 전차 2 를 수용하는 등 여전히 부

여된 철수엄호 및 뒷내강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때, 수신상태 불량으로 발신처가 불분명하지만 네덜란드 말로 된 ‘원주로 철수하라’는 

무전지시를 받은 중 장은 당황함이 없이 예하 소 들을 예정된 집결지까지 집결시킨 후, 

행군 종 를 편성하여 서서히 철수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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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하여, B중 는 23 : 00에 횡성 북쪽 변두리까지 와서야 복귀 중인 정찰 를 만나 처

음으로 긴박한 상황의 전모를 파악하게 되었다. 이때 중 는 앞내강 북쪽 횡성에 홀로 남

은 고립 부 가 된 것이다.  

   3) 중화기 중대의 철수

  장 리인 중화기 중 장은 B중 에 철수명령을 내리고 출발을 준비하던 중, 네덜

란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공군의 공격신호인 피리와 나팔 소리를 들었다. 두 차례나 중

공군의 공격을 격퇴하 으나 적은 지속적으로 맹렬한 사격을 가하면서 네덜란드군의 철

수를 강요하 다. 

  이에, 중화기 중 장은 화염과 탄우(彈雨)를 뚫고 무기와 탄약을 운반할 특공 를 지

원·모집하여 5 의 지프차에 박격포와 탄약을 싣고 또 다른 차에 사수를 태워 22 : 30에 

먼저 출발시켰다. 

  이들은 마치 곡예사처럼 각종의 장애물, 즉 시체나 파괴건물 등을 피하면서 전속력으로 

질주한 끝에 기적적으로 앞내강 교량까지 철수하 다.

  5분 간격으로 뒤따라 출발한 다른 소 들은 도보로 적의 사정권인 횡성중심부를 피하

여 시가동쪽을 거쳐 야지를 직선으로 횡단하여 23 : 00에 앞내강 교량에 도착, 다른 소 들

과 합류하 는데 이곳의 혼잡도 점차적으로 수습되어 가고 있었다. 

  교량에서 중화기 중 장은 미 제38연 장을 만났는데 그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네덜란드 의 전공으로 많은 군인이 구출되었다. 이제 부분의 미군들은 이 교량을 

건너 원주로 향하고 있다”라고 알려 주었다.

  

  4) 횡성시가를 돌파한 B중대

  중화기 중 장은 B중 의 행방이 몹시 염려되었는데 바로 이때에 먼저 보낸 정찰 를 

만나 상황보고를 받은 결과 B중 는 횡성시가 북쪽에 집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B중 는 제3소 를 선두로 전차와 장갑차, 지휘부, 제1소 , 화기소  그리고 후위인 제2

소  순으로 철수하던 중에 적의 치열한 사격을 받았다. 

  이리하여, 우선 부상자들을 근처에 버려진 미군 지프차를 이용하여 먼저 후송하 는데 

다행히도 도로에는 적의 매복병이 없어 잘 빠져 나갔으나 본 는 시간이 갈수록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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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B중대가 횡성시가지 북쪽에서 중간의 십자로를 

거쳐 앞내강까지 2시간 30분 걸려서 도착하였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동측방의 높은 고지에만도 많은 적 기관총이 도사리고 있었다. 적의 박격포와 기관총이 

더욱 치열하게 사격을 가하 으며, 특히 201고지 중턱에 위치한 중기관총은 지근거리에서 

아군을 꼼짝 못하게 하 다.

  중 장은 전차 1 를 선두로 진출시킨 후, 예광탄으로 목표를 지시하자, 곧이어 날아간 

고폭탄의 폭음과 함께 비친 섬광 속에 적의 기관총과 사수가 동시에 날아가는 광경이 눈

에 띄었다. 

  그 사이에, 뒤에서 적의 일부는 사

격과 기둥을 연결하면서 공격을 가하

다. 중 장은 남은 전차 1 와 장

갑차를 후미로 이동시켜 이들의 화력

으로 적과의 접촉을 차단하면서 철수

부 를 출발시키자, 적병들은 그 후

미를 집요하게 추격하 다. 전차와 

장갑차의 화력에 힘입어 중 는 경미

한 손실을 입으면서 횡성시가를 돌파

하여 철수할 수 있었으며, 600m의 시

가를 통과하는데 2시간이나 걸린 격

전이었다. 전차들은 시가 남쪽 십자로에서 적의 추격을 30분간 더 지연시킨 후, B중 가 

무사히 앞내강에 도착한 2월 13일 01 : 00에 비로서 철수를 개시하 다.

  교량에 도착한 B중 는 15분간을 더 머물며 모든 부 가 철수 완료하는 것을 확인한 

후, 낮같이 불타는 횡성을 뒤로하고 열을 질서 있게 갖추어 2월 13일 04 : 00에 원주 

비행장에 도착하 다. 

  이 전투에서 네덜란드 는 전사 9명, 부상 36명, 실종 9명의 인원 손실을 보았다. 그

러나 후일에 실종자 가운데 7명은 전사로 확인되고 부상자 가운데 1명은 2월 13일 숨져 

전사자는 17명으로 늘었으며, 또 미군 계통으로 후송되었던 부상자 중의 1명이 귀 하고 

3월 2일에 횡성을 재탈환할 때에 부상자 1명이 구출되어 부상자가 모두 37명으로 확인되

었다. 

  장, 군목, 인사장교의 전사와 S - 3, S - 4, 통신장교, 수송장교 및 본부중 장이 부상

으로 후송되어 부 기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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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장비에 있어서 총 55 의 차량과 트레일러 가운데 차량 15 , 트레일러 9 , 경기

관총 2정, 중기관총 1정, 57 리 무반동총 2정의 손실을 입었고, 중요 문서와 부 공금 및 

많은 개인 휴 품을 잃었다.

 5. 원주(325고지) 방어

  원주에서 새로운 방어진지를 사전에 정찰하기 위하여 전날 16 : 00에 횡성을 출발한 선

발 는 부 장 에커트(W. D. H. Eekhout) 소령의 인솔하에 1시간에 걸친 행진 끝에 원

주 서쪽 4㎞인 만종리에 도착하여 진지정찰을 끝내고 곧 야숙(野宿)에 들어갔으나 그동안 

이들은 본 가 횡성에서 겪은 상황과 그 후 본 가 원주비행장으로 집결하게 되어 철수

중이라는 사실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한편, 20㎞ 이상을 걸어 원주비행장에 도착한 본 는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더욱이 

전우들의 손상으로 말미암은 정신적인 타격이 겹쳤으므로 네덜란드 장병들은 며칠간의 

휴식을 기 하 다. 그런데 13일 06 : 30에 연  S - 3으로부터 중화기 중 장에게 “만종리 

지구는 학살의 계곡에서 크게 손상을 입은 미 제1 및 3 의 잔류병으로 배치하도록 작

전계획이 변경되었으니, 네덜란드 는 이미 정찰한 만종리에서 2㎞ 서쪽에 있는 325고

지 부근에 진지를 점령하라”는 내용에 이어서 “그곳에서 적이 횡성을 점령한 다음 섬강을 

따라 계속 남하하여 원주의 서측방으로 우회공격할 것으로 예측됨으로 이 적을 좌우에 

있는 미군과 함께 저지하라”는 지시와 함께 “더 이상의 철수는 있을 수 없다”는 사단장의 

명령을 특히 강조한 지시를 전달받았다. 여기에서 중화기 중 장은 곧 전령을 1/4톤 차량

으로 만종리에 있는 부 장에게 파견하여 이를 전달하 다. 

  07 : 00에 전령으로부터 사단장의 명령내용을 통보받은 부 장은 급히 원주로 달려가 

미 제38연 장을 만나 네덜란드 는 주요직책 장교들의 손실과 636명의 병력이 이제는 

겨우 500명으로 감소된 실정이므로 전선투입이 곤란하다는 뜻으로 이의를 제기하 으나 

연 장은 미군의 상황이 최악의 상태로, 944명의 인적손실이라는 점을 역설하면서 4.2inch 

박격포 1개 소 와 장갑차 1개 반, 그리고 필요한 포병관측장교를 배속할 것이니 325고지

를 고수하여 원주 - 서울간의 중앙선철도를 확보할 것을 당부하 다.     

  이에 하여 곧 승복하게 된 제2 장 에커트 소령은 즉시 구두명령으로 S - 2로서 S - 3

를 겸임하게 하고 S - 4를 소 장으로 전보하는 등 기능을 정상화하고 곧 만종리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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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 기시킨 정찰선발 를 이끌고 325고지 산록에 있는 구름실 부락으로 서진하여 해

당지역에 지휘소를 개설하 다. 그는 A중 를 325고지 정상과 그 동남쪽으로 뻗은 능

선에, 그리고 B중 를 A중 의 좌측으로 길게 뻗은 200m 등 고선(高線) 능선에 배치하고 

중화기 중 의 중기관총은 각 중 에 분속하는 한편, 그 나머지 화기를 배속된 미 4.2inch 

박격포와 함께 지휘소 앞 능선을 점령하게 하여 를 일반지원 하도록 하고 장갑

차로써 지휘소를 경계하도록 계획한 다음 선발 의 각 중 의 선임장교들로 하여금 

각 중  진지를 정찰한 후에 각자의 중 를 인도하도록 명령하 다. 

  그러나 연 의 수송지원차량이 늦게 도착하여 A중 가 11 : 30에 가장 먼저 원주를 출발

하여 13 : 00에 구름실에 도착, 3개 소 를 325고지 정상에 나란히 배치하 는데 이때가 15

: 00 다. 게다가 A중 는 지형판독의 미숙으로 구름실 앞 산을 325고지의 주봉으로 오인

하고 잘못 배치하 던 관계로 사실상 325고지 정상으로부터 동남방으로 600m 떨어져있는 

동고지의 시녀격인 봉우리 진지를 점령한 셈이었다. 중 장은 곧 우측에 배치하기로 한 

미군부 와 접촉하려고 채면리까지 나가보았으나 우군이 없어 중 의 우측방의 허(虛)한 

곳을 중 의 60㎜ 박격포의 화력으로 제압토록 조치하고 57㎜ 무반동총으로써 중 본부를 

경비하기로 하 다. 

  B중 는 15 : 00에 원주를 출발하여 A중  진지의 좌측능선에 역시 3개 소 를 나란히 

횡으로 배치하니 이때는 이미 어둡기 시작하여 18 : 00가 되었는데 우측 325고지 정상에 

있어야 할 A중 가 600m 우후방에 쳐져서 배치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착오의 

원인은 첫째가 큰 길(구름길)에서는 앞 산(부봉) 밖에 보이지 않아 이 앞 산을 325고지 주

봉으로 착각하고, 둘째가 두 정상인 주봉과 부봉의 차이가 25m 밖에 안되어 지도상에서 

판별할 수 없었으며, 그 세 번째가 각 소 에 지도가 배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 이렇게 네덜란드 가 배비(配備)하는 동안 적은 이날 오전에 횡성선에서 전열

을 재편하고 오후가 되자 2개 사단 규모의 중공군이 섬강을 따라 고려 까지 서남진한 

다음 그 진출방향을 돌려 원주 서쪽으로 고 내려왔다. 이리하여 네덜란드 가 배치

완료하 을 때는 이미 아군의 주저항선 전방에서 야간공격을 준비중인 그들의 선봉 와 

전초진지 사이에 교전이 있었고 적의 선봉부  후방 5~6㎞ 지점에는 그들 주력이 뒷

받침하고 있었다. 

  이때에 적의 척후와 최초로 교봉(交鋒)하게 된 부 는 진지를 잘못 점령중인 A중 의 

한 기관총반이었는데, 이 기관총반은 중 장에게 A중 의 현재의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보

고하 으나 중 장은 현재의 위치가 옳다고 끝내 고집하 다. 기관총반장은 경기관총 1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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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수 그리고 5명의 병사를 이끌고 시계가 양호한 325고지 주봉으로 추진하여 북쪽을 

관측하니 1㎞ 동북쪽에 중공군의 선봉 가 이미 남하중임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무전기가 

없는 그는 포사격을 요청할 수 없어 전령을 앞 산에 보내어 “중공군 기마병들이 박격포와 

함께 전진하고 있다”고 적정을 보고하 으나 웬일인지 이 보고가 장에게 전달되지 않

았다. 이 때문에 Eekout 장은 적군의 진격속도로 미루어 보아 적은 아직도 수 ㎞ 거

리를 두고 남하중일 것으로 오판하고 있어 그들이 몇 백 m가까이 접근할  때까지도 이에 

한 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14일 이날 03 : 45에 325고지 우측에 인접한 342고지의 미 제3  진지에 하여 적의 

첫 공격파가 어 닥쳤으나 네덜란드  정면에서는 조용하 다. 

  06 : 40에 먼동이 트기 시작하자 미 제72전차  C중 의 1개 소 (5 )가 A중  우측의 

허약부를 보강하도록 증파되었다. 바로 이때에 B중 도 적의 공격을 받았으니 이는 필시 

적의 탐색전이었을 것이다. 

  07 : 10에 이르러서는 1,000 내지 2,000명으로 추산되는 적군이 치열한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325고지 정면과 좌측의 미 제2  진지를 압도적인 병력으로써 강습(强襲)하 다. 

좌측의 미 제2 는 적의 공격 제1파에 려 좌우방으로 퇴각하기 시작하는데, B중 는 

미군 포병관측장교의 무전교신이 중절(中絶)되어 적의 전진을 저지하고 이를 와해시킬 만

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장거리 포병지원을 제공하지 못하 을 뿐만 아니라 박격포도 없

이 방어의 요체인 ‘화력에 의한 적의 전진와해, 공격 형파괴’도 하지 못하고 다만 자체의 

보병화력과 총검에 의한 백병전으로써 맞서 20분간의 격전을 치 다. 그러나 중과부적으

로 우일선 소 의 일부에 균열(龜裂)이 생기기 시작하 으며, 그 나머지 소 진지도 장차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다. 

  중 장은 장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고 철수를 요청하니 장은 중 장에게 

다음 능선으로 철수할 것을 무전으로 지시하 으나 의 무전기 고장으로 교신을 끝내

지 못한 가운데 전투는 더욱 격화되어 적의 주력이 중앙소 의 중앙을 돌파함으로써 B중

는 두 조각으로 분단되고 말았다. 즉 중앙소 의 우반부와 우일선 소 는 325고지 쪽 

배면(背面)에 팔분능선을 타고 800m 남쪽에 있는 다음 능선으로 철수하여 호를 파고 반격

의 기회를 기다렸으며, 좌일선 소 는 중 와의 연락이 끊겨 소  독단으로 멀리 중앙선 

철로부근까지 철수하 다. 최후로 중 의 잔여병력인 중앙소 의 좌반부와 중 본부 및 

화기소 는 중 장 지휘하에 325고지 지맥을 따라 철수하여 지휘소(구름실) 좌측에 

있는 중화기 진지 근처에 집결한 다음 인원을 점검한 바, 총 60여 명에 불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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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장은 곧 지휘소로 달려가 상황을 보고하니 장은 그에게 “B중 는 철수전진

지의 800m 후방에 있는 325고지의 남서지맥(우일선 소 가 철수한 능선)에 저지진지를 점

령하라”고 엄명하 다. 이리하여 집결지로 되돌아간 중 장은 즉시 부하들을 이끌고 지시

된 능선으로 올라갔는데, 이곳에서 이들은 호를 구축하고 있는 우일선 소 를 만났다. 새

로운 저지진지의 방어편성이 끝날 무렵인 11 : 00에 연락이 끊겼던 좌일선 소 가 멀리 후

방 철로변 광터부락을 돌아와 이에 합세하 다. 

  이와 같이 철수중에서도 침용(沈勇)을 보이게 된 네덜란드 의 곤경을 보고받게 된 

연 장은 이 의 전투정면을 좁혀주기 위하여 미 제187공수여단 F중 를 A중 의 우

측인 채면리에 새로이 투입하는 한편, 325고지 주봉 우측 100m 지점에 전투지경선을 새로

이 설정하여 그 좌측지구인 325고지 주봉을 미 제2 에게 넘겨주었다. 이런 결과로 네

덜란드 의 전투정면이 3,000m에서 400m로 축소됨으로서 B중 는 현진지를 미군에게 

인계하고 구름실로 철수하여 의 예비가 되었다. 

  서울 - 원주간의 중요보급로를 확보하려면 원주 서쪽의 요충인 325고지를 고수하여야 할 

것인데 정오가 약간 지났을 때 동고지를 확보할 책임을 지게 된 미군 제2 가 이 정상

을 정찰하여 보니, 이미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소 급 이상의 적 병력이 정상을 선점하여 

아군을 완전히 감제하고 있었다.

  전세가 이에 이르자 12 : 40에 연 장으로부터 미 제2 는 제72전차  B중 의 지원

을 받으면서 좌로부터 325고지 정상을 공격하고 네덜란드 는 그 우측에서 미 공수중

의 지원하에 동고지의 우단(右端)능선을 공격 점령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탄약운반 

등 공격준비를 끝낸 네덜란드 A중 는 16 : 00에 동고지부봉(A중 가 잘못 배치된 곳)에 

화기소 의 기관총을 잔류시켜 이의 엄호하에 예정된 공격개시선인 ㄱ형의 굴곡부로 진

출하여 이미 그 우측에 진출하여 기다리고 있는 공수중 와 합세하 다. 17 : 46에 A중  

장교가 공수중  장교와 공격간의 화력지원을 협조하고 있을 때 상공에 남아공화국의 전

투기 5 가 나타나 325고지 북쪽의 적진을 강타하 으나 지상군들이 공격준비에 분주하여 

별로 깊은 주의를 하지 않고 있던 중 17 : 58에 갑자기 이들 우군기는 네덜란드 소  쪽으

로 급강하하면서 기총소사를 가하고 이어 로켓 및 네이팜탄 2발을 퍼부었다. 다행히 네이

팜탄은 불발이었다. A중 장으로부터 폭격을 중지하라는 급보를 받은  S - 3는 신속히 

연 와 좌인접 미 제2 에 나와 있는 공군의 전술항공통제반(TACP)에게 이를 알렸다. 

중 원들은 SOP 로 십자형으로 공포판을 표시하고 백색내의를 벗어들고 흔들었으나 

이 우군기들은 계속 십자포판(十字布板)을 향하여 급강하 공격을 계속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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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이번에는 미 공수중 의 중 장이 쓰러지고 무전기가 날아가 버렸다. 채면리에

서 이 광경을 목격한 미군전차들이 전투기를 향하여 기관총으로 위협사격을 가하 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다. 제3차 공격이 시작되자, 더욱 절망적으로 보 는데 네덜란드 장병들

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동쪽과 서쪽의 비탈로 굴러 내려가 완전히 분산되어 버렸다. 이 

사고로 네덜란드군은 1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의 2명은 곧 숨을 거두었다. 또 다른 5

명은 공포로 말미암아 신경이상으로 후송되었으며, 그 밖의 소 원에게 미친 정신적인 충

격이 지 하 다. 간신히 한 소 장만이 정신을 차려 20명의 소 원을 집결시켰을 뿐이며, 

그 밖의 모든 중 원들은 아주 구름실로 내려가 버렸는데, 이때에 325고지에서는 격전이 

벌어졌다. 부봉의 네덜란드 화기소 는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 적의 저항거점, 퇴로 및 증

원가능지점에 집중사격을 가하여 이를 지원하 으며, 격전 끝에 미군이 동고지를 탈환하

자 전선은 다시 소강상태를 되찾게 되었다.

  18 : 30에 연 장은 네덜란드  지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비록 325고지는 다시 점령

하 지만 어떠한 희생을 치르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기필코 확보되어야 한다고 역설하

면서, 동고지 우측지구를 책임진 미 공수중 의 방어정면 1㎞가 지나치게 넓으니 네덜란

드 가 동고지 우반부의 400m를 인수하여 그곳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할 것을 지시

하 다. 

  이에 장은 이미 기진맥진한 소총중 원들을 더 이상 일선에 재배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 화기중 에서 잠정적으로 편성한 소총 1개 소 와 본부중 의 행정요원들(서

기와 조리사 및 운전수 등)로서 또 하나의 잠정소총소 를 편성·조직하고 여기에 B중

의 소총 1개 소 를 더하여 도합 3개의 소총소 를 만들고 화기중 의 박격포소 를 이에 

배속시켜 A중  부중 장을 지휘관으로 하는 소총중 를 임시 편성한 다음 이들을 새로 

인수한 400m지구를 담당하게 할 것을 준비하도록 하 다. 여기에서 소총병이 아닌 잠정

중 원들은 그 부분이 기본휴 화기로서 권총을 소지하고 있어 전사자와 후송인원의 

소총과 횡성 철수시에 길에서 습득한 소총으로 이를 장비(裝備)하게 하 는데 다소의 시

간이 소요되자 우선 B중 에서 차출된 소총소 만을 먼저 출발시키기로 하 다. 

  이들이 주간에 공중오폭으로 소동을 빚은 바 있는 곳으로 진출하여 이곳에 집결한 A중

의 잔류병 20명을 만나 이들을 325고지 부봉으로 출발시키고 그들은 본 가 도착할 때

까지 이곳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21 : 30이 되어서야 편성을 끝마친 잔여소 들이 도착하

여 기중인 B소 와 합세한 다음 ㄱ형 굴곡부로 진출하니 미 공수중 의 한 장교가 “로

테르담(Rotterdam) 친구들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이들을 맞이하 다. 곧 야간진지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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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고 자정이 약간 지나서 교 를 완료하 다. 

  얼마 후 325고지 주봉에서 적의 재공격이 개시된 듯 총성이 요란하자 잠정중 장은 미 

포병 관측장교와 배치된 미 4.2inch 박격포관측자 그리고 화기중 의 80㎜ 박격포관측자를 

동하고 상황 파악차 주봉을 향하여 접근하 는데, 이때에 미군 3명이 그들 옆을 스쳐지

나갔다. 세 번째의 한 미군 상사에게 상황을 문의하여 비로소 동주봉이 이미 적의 수중으

로 넘어갔고 그곳을 방어하던 미군은 완전히 분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에 

동고지로부터 또 다른 미군 10여 명이 더 철수하여 나오자 네덜란드 중 장은 이들을 상

사 지휘하에 네덜란드군에 합류하도록 조치한 다음, 좌측전투지경선까지 진출하여 땅에 

귀를 고 시청하니 적군의 땅 파는 작업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곧 장에게 무전으

로 이러한 상황을 보고한 중 장은 자기위치로 되돌아가 중 의 좌측방경계책으로 좌일

선소 의 1개 분 를 2정의 공랭식기관총과 함께 추진시켰으나 이 분 는 도중에서 적의 

집중사격을 받고 그 진출이 좌절되어 되돌아가고 말았다. 

  중 장은 고지 주봉을 날이 새기 전에 점령하지 못하면 다음날 주간에는 현진지를 방

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장에게 고지 정상의 공격을 건의함과 동시에 포병

과 박격포의 지원사격을 요청하 다. 이때 마침 산록에 있던 지휘부에서도 고지의 탈환을 

계획 중이었으므로 곧 이를 승인하 다. 

  21 : 00에 공격준비사격이 개시되었으나 이 포병사격은 우군이 배치된 차폐한계선(遮蔽

限界線)에 걸려 그 정상까지 능히 포격할 수 없으므로 우인접부 인 미 공수중  박격포

의 고사계탄도(高射界彈道)의 사격으로 전환하 다. 그리고 자 의 지원화기의 엄호사격

을 받으면서 동고지 정상 80m 앞 사각지 까지 진출키로 시도하 으나 예상외로 강한 적

의 화망(火網)으로 말미암아 그 진출이 억지되어 ㄱ형굴곡부로 되돌아갔다. 이와 같이 네

덜란드 의 25분간에 걸친 첫 공격이 실패하 다는 보고를 받은 연 장은 네덜란드 

에게 “이날 03 : 00에 미 2 가 좌측방으로부터 공격하니 네덜란드 중 는 함께 협공하

라”고 새로운 지시를 하달하 다. 

  이리하여 정각 03 : 00에 공격개시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중 를 전개하고 좌측방의 미 

공격부 와 접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소위가 인솔하는 분 병력을 동고지 7분능선을 

타고 좌측방으로 진출시켰다. 그러니 미군이 보이지 않아 고함신호를 하자 미군의 응답은 

고사하고 도리어 정상의 적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들은 인솔자인 소위

만 부상을 입은 채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이러한 전후상황을 장에게 보고하자, 장은 “미군이 약정된 시간에 공격개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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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진출하지 못하 으니 그 공격준비가 끝나는 로 다시 공격개시시간을 하달할 것이

다”라고 하 다. 이로부터 15분 뒤에 공격준비사격이 실시되자 중 장은 병사 15명을 이

끌고 선두에 나서 사각지 를 향하여 사격과 기동을 연계하면서 전진하 는데 적의 저항

도 점차로 완강하여졌다. 선봉 가 목표 앞 250m 지점까지 진출하 으나 적 박격포의 탄

막사격의 벽을 뚫지 못하고 진출이 제지되고 오직 부상자만이 늘게 되자 부득이 공격개

시선으로 또 다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일이 이쯤되자 중 장은 곧 장에게 실황을 보고하고 또한 부가하기를 “지난 3일 동

안 주야불철로 격전을 치룬 병사들임으로 이제는 더 이상 보행할 기력조차도 없다”는 취

지로 그들의 고초를 알렸다. 그러나 사단이 수세(守勢)에서 공세(攻勢)로 전환하기 위하여

서는 이 시점에서 적의 공세의 총기를 꺾어야하며 따라서 325고지는 기어코 점령되어야 

한다는 방침임을 강조할 뿐이었다. 

  또 공격지시를 받은 중 장은 유선(有線)의 가설(架設)된 부봉(副峰)으로 올라가 전화로 

장에게 부봉 부근에 있는 오폭사고 때의 유병(留兵) 20여 명들과 그들의 기관총 등 

화기로써 이번 공격에 가담할 것을 요청한 결과 그 허락을 받게 되어 이들로써 중 를 

강화할 수가 있었다. 

  이날 06 : 00에 세 번째 공격이 개시되었는데, 이번에는 325고지에서 철수한 미군상사와 

분 원들도 합세하 다. 중 장은 포병과 박격포관측반을 동하고 첨봉(尖鋒)소 를 이

끌고 출발하 다. 06 : 15에 한 굴곡부를 돌아섰을 무렵 고지 주봉의 정상에 우군 박격포

의 일제사탄(一齊射彈)이 멋지게 명중되고 있었으며, 적의 저항이 상당히 약화된 듯 하

다. 즉시 선두에서 전진하는 중 장을 따라 병사들은 착검을 하고 돌진하 다. 박격포의 

관측자는 정상의 저항거점을 그리고 포병관측자는 고지 북쪽에 있는 적의 화포 등 임기

표적(臨機標的)에 사탄(射彈)을 유도하여 적의 화력을 완전히 제압하여 네덜란드 용사들이 

사각지 로 접근할 수 있게 하 다. 무전병은 마치 마라톤 경기에서 골인 장면을 중단하

듯이 ‘앞으로 200m, 100m’하고 보고를 연발하 으며, 사각내로 진입하자 동녘하늘에 먼동

이 트기 시작하 다. 아직도 고지정상으로부터 적의 기관총 2정이 불을 뿜자 산수복(山水

腹)으로 진출한 네덜란드 의 구경 50㎜ 중기관총이 적의 기관총좌(機關銃座)에 명중

탄을 퍼부어 이들을 침묵하게 하 다. 이때에 사각에서 돌격 중이던 중 장과 전령은 2명

만으로 고지정상에 이르는 마지막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하 는데 25m쯤 올라갔을 때 

조용하던 정상으로부터 갑자기 수류탄이 굴러 내리면서 폭발하 다. 온 몸에 상처를 입고 

뒹굴러 사각지 로 물러서자 뒤따르던 4명의 하사관들이 역전의 용사답게 수류탄을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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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참전기념비

포물선을 그리면서 정상에 명중하도록 투척하여 적의 수류탄 공격을 저지하 다. 이를 놓

칠새라 중 장과 전령의 두 사람은 재빠르게 정상으로 기어 올라갔으며, 무전병은 ‘앞으로 

25m, 10m, 5m, 점령’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를 뒤따르던 병사 6명이 눈부신 햇살을 받

으며 정상에 유연한 모습의 중 장을 목격하 다. 이 6명의 병사들은 ‘돌격!’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정상을 향하여 돌진하 다. 이때가 07 : 05, 드디어 325고지 주봉은 단 8명의 네

덜란드군 선봉 에 의하여 점령되고 말았다. 

  다른 중 원들도 급히 그들의 뒤를 따랐으며, 뒤늦게 돌진한 미 제2 는 전과확 를 

위하여 고지 북쪽으로 적을 추격하 다. 멀리 북쪽 숲속으로부터 사격하는 적의 추격포탄

이 우군진지에 작렬하기 시작하 으나 관측자의 능숙한 사탄유도에 의한 (對)포 사격

으로 곧 제압되었다. 중 장은 각 소 장에게 진지강화를 지시한 다음 600m를 단숨에 달

려 부봉으로 올라가 전화로 장에게 고지의 점령을 보고하 다.

  행전요원으로 구성된 잠정중 로서 원주방어의 요충지를 탈환한 이들 전사들의 예야 

말로 더 없이 빛날 것이다. 

  이 원주전투에서 적은 5,000명 이상의 병력손실을 입고 그 공략목적이 좌절되었고, 동시

에 멀리 서쪽의 지평리를 중공군 3개 사단 규모로 완전 포위하고 공격하 으나 사단의 

자매연 인 미 제23연 와 프랑스 의 3일간의 분전으로 지평리는 굳게 지켜졌고 중공

군은 막 한 손실만을 입고 물러감으로써 ‘중공군 2월공세’도 그 바닥이 드러났다. 

  네덜란드 분견 의 부 일지에 기재된 손실기록에 의하면 만종리 325고지전투에서 네덜

란드 는 전사자 9명, 전상자 17명, 정신충격환자 10명, 포로 1명의 병력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있다. 

  이리하여 2월 15일 08 : 30에 잠정중

는 B중 에게 책임구역을 인계하고 

하산하 다. 그로부터 12시간 후에는 

의 전구역을 미군에게 인계하고 

연 예비가 되어 원주시가 동단에 위

치한 삼광부락으로 이동하여 이곳에서 

2일간 피로를 푼 다음, 18일에 다시 일

선부 가 되어 325고지 서쪽 4㎞인 섬

강 남안의 양현리(良峴里) 부근 고지군

에 투입되었으나 의 총병력은 439



네덜란드 대대의 철수 엄호전┃제4절

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221

명으로 줄어 70% 수준의 병력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네덜란드 는 6·25전쟁에 참전한 이래로 미 제8군의 후방 지역에 한 경계임무, 

중공군의 1월 공세시에는 횡성 서북방의 초현리 일 에 한 정찰전 그리고 국군과 유엔

군의 라운드업 작전과 중공군의 2월공세시에는 횡성 전방의 뒷내강에 배치되어 후방지역

에 한 경계와 국군과 미군의 철수를 끝까지 엄호하고 철수하 다. 

  횡성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1951년 1월에 중공군의 공세를 평택 - 장호원 - 원주 - 삼척선

에서 저지 격퇴하고 재반격작전으로 전환하여 2월 초 한강 남안 - 원주 - 강릉선까지 진출

하 을 때, 중동부 전선을 담당한 미 제10군단 예하의 국군 제3·제5·제8사단이 횡성부근

에서 치른 전투이다.

  국군 제5·제8사단은 1951년 2월 5일 0800에 홍천 남방 일 에 집결 중인 것으로 판단

되는 중공군의 배치, 규모, 장차 작전의 기도 등을 탐지하기 위하여 포위 공격을 개시하

다. 

  그러나 제5·제8사단이 횡성을 지나면서부터 적의 저항이 완강해지자 국군 제3사단까지 

투입하여 2월 11일에 오음산 - 포동리선을 확보하고 있을 때, 바로 그날 20 : 00에 중공군은 

적인 2월공세를 전개하 다. 이리하여 사방으로 포위된 국군 3개 사단은 많은 인원과 

장비의 손실을 보면서 축차적으로 철수를 개시하여 원주 - 제천선에서 새로운 저지선을 형

성하 으며, 중공군 또한 공세 한계점에 이르러 전선은 소강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국군 3개 사단은 비록 많은 인원, 장비의 손실을 보았지만 중서부 전선에 

투입된 중공군의 규모, 공격 및 침투전술 그리고 장차 작전의 기도 등을 파악하게 됨으로

써 앞으로 있을 전투에 비할 수 있는 많은 교훈을 얻은 전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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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제5절 지평리전투

 1. 쌍방의 상황

  미 제10군단 예하 제2사단 제23연 전투단

은 한강진출작전을 진행 중인 좌인접 미 제9

군단과 연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쌍터널을 정

찰한 후 지평리에 배치되었다. 지평리는 서

쪽으로 뻗은 6번(당시 2번) 도로(서울 - 양평 -

횡성), 북동쪽으로 뻗은 44번(당시 24번) 도로

(여주 - 지평리 - 홍천)와 남서쪽으로 연결되는 

70번(당시 24A번) 도로(여주 - 곡수리 - 지평리)

가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적이 이 지

역을 점령하면 양평 - 충주 축선으로 진출, 군단의 후방지역은 물론 미 제9군단의 우측방

을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지형이었다. 반면, 미 제8군이 지평리를 점령하게 되면 한강 

이남에서 미 제1·제9군단에 저항 중인 적군을 포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이었다. 조그

만 마을인 지평리는 북쪽의 봉미산(鳳尾山)과 남쪽의 망미산(望美山)을 비롯하여 300m 내

외의 고지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방어하기에 유리하 다.

  2월 13일 횡성에서의 전투가 거의 끝날 무렵 아몬드 미 제10군단장은 헬기를 타고 급히 

제23연 로 향했다. 당시 지평리를 방어하고 있던 제23연 장 프리먼 령은 늦어도 14일

까지는 철수해야 한다고 군단장에게 건의했고 군단장도 철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여 

돌아와서는 이를 리지웨이 미 제8군사령관에게 보고했다. 미 제2사단장도 당시 지평리가 

돌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어정면도 32㎞나 되는데다 우인접에서 원주를 방어 중인 미 

제9연 와도 20㎞의 간격이 형성되어 적에게 고립될 가능성이 짙다고 판단, 남쪽의 여주

로 철수시킬 복안이었다. 

  그러나 리지웨이 제8군사령관은 적이 양평 부근의 한강유역으로 침투, 서쪽지역의 유엔

군 주력부 를 포위하고자 하므로 제23연 의 지평리 철수는 중공군의 계곡 접근로상의 

강력한 차단진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평리 고수를 요구했다. 리지웨이는 지평

리를 잘 선정된 전투장으로 보고 이곳에서 중공군의 병력을 최 한 흡수, 유엔군의 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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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21> 지평리 작전 상황도

한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중공군을 격파한다는 계산이었다. 이에 좌인접 미 제9군단장에게 

한강 이남의 교두보에서 적과 교전이 없는 국군 제6사단과  제27여단을 여주지역으로 

이동시켜 미 제10군단의 통제하에 공간지역을 보강하도록 조치하 다. 

  이에 제23연 는 프랑스 와 함께 미 포병 의 지원을 받아 전면적인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프랑스 의 요청에 따라 구 보충 에서 뽑아온 한국군 

100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미 제23연 전투단은 미 제23연 와 프랑스 , 제1유격

중 , 제37야전포병 , 제503야전포병  B포 , 제82고사포  B포 와 제2공병  

B중 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23연 장 프리먼 령은 지평리 사방을 모두 방어할 수 있는 사주

방어선을 편성해 방어전을 펴는 것 외엔 안이 없었다. 연 는 사주 방어진지를 편성하

고 공간지 에는 지뢰와 철조망으로 장애물을 설치하 다. 그리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하

여 공포와 연 의 전차들을 직접 조준사격이 가능하도록 하 고 포병은 진지 주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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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막을 설치하 다. 그러나 방어선은 둘레 18㎞에 달해 4개 로는 배치할 병력이 부

족하 다. 이에 1.6㎞의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북쪽에 1 , 동쪽 3 , 남쪽 2 를 배

치했으며, 서쪽에는 몽클라르 중령이 지휘하는 프랑스군 를 배치했다. 그리고 이러

한 여건을 고려하여 예비 를 최 한 축소했다. 연  전체 예비 로서 단 1개 중 만 확

보하고 각 의 예비 로 각 1개 소 만 할당했다. 그 외의 병력은 모두 방어진지에 

투입했다.   

  이렇게 준비태세를 확고하게 하고 있을 때, 횡성전투에서 국군을 공격하여 작전의 주

도권을 장악한 공산군은 지평리를 공격하면 유엔군이 남쪽으로 철수할 것이며, 또한 원

주에 집결한 유엔군도 계속 철수할 것이라고 판단하 다. 이에 2월 12일 중공군 총사령

원 펑더화이｢彭德懷]로부터 작전지휘를 위임받은 덩화[鄧華] 부사령원은 제126사단을 투

입하여 지평리 남쪽 곡수리를 점령해 여주 이포리와 이천으로 향하는 도로를 차단하도록 

했다. 제116사단도 양평 단석리를 점령해 여주와 원주 문막리로 연결되는 도로를 막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중공군의 계획에 따라 13일 낮 무렵에는 중공군 제116사단과 제126사단이 지평

리 주변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차례로 차단했다. 13일 오후 5시 30분부터 40군 119사단의 3

개 연 , 42군 126사단의 2개 연  등 총 6개 연 가 공격을 위한 이동을 개시했다. 그리

고 제42군·제66군의 주력부  및 제120사단은 원주 이북 및 남서지역까지 진출하여 서쪽

으로부터 유엔군의 증원을 차단하면서 원주 일 의 유엔군을 고착 견제하도록 하 다.

 2. 사방으로 포위된 미 제23연대

  연 는 13일 낮 동안 진지로 접근하는 적의 공격을 포병사격과 항공폭격으로 저지하

으나 22 : 00부터 중공군이 자동화기와 박격포, 포병으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경적, 

호각, 나팔 등을 불면서 C중 를 공격하 다. 이후 이 소리는 연 의 전정면으로 확 하

여 포위망을 압축하기 시작하 다. 적은 연 가 매설한 지뢰와 설치한 철조망과 연  포

병이 포 1문당 250발을 집중 사격하 으나 적은 분 규모의 병력으로 간단없는 제파공격

을 펼쳐 수류탄을 투척하 다. 이 와중에 중공군은 남쪽의 G중 를 돌파하 으나 F중  

및 전차중 의 역습으로 격퇴되었다.

  이때 같은 시간에 중공군은 몽클라르(Ralph Monclar)가 이끄는 프랑스  진지에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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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클라르와 리지웨이

프랑스 대대 전면방어 진지구축 지역(잘록한 부분이 그릇고개이고 높은 산이 갈지산)과 향교에서 본 서쪽 

능선(프랑스 대대 방어지역)

격을 가해 왔다. 프랑스 는 1950년 11월 29일 

부산에 상륙하여 12월 11일 미 제2사단의 23연

에 배속된 후 1951년 1월 28일 쌍터널 부근 전투

의 전공으로 미 통령과 프랑스 육군의 부  표

창을 받아 사기가 고조되어 있었다. 는 서쪽 

개활지와 양평에 이르는 철도 연변을 방어하고 

있었다. 프랑스 원은 모두 철모를 벗고 머리

에 붉은 수건을 두르며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13

일 22 : 00경 중공군의 제2제파가 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공격을 재개하자 는 이에 수동식 사

이렌을 울리면서 응하 다. 순식간에 진지 전면

에서는 피아를 식별할 수 없는 수류탄전과 육박

전이 전개되었으나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포

병의 조명지원에 힘입어 이 적을 격퇴하고 방어

진지를 끝까지 고수하 다. 이 공로로 는 후

일 한국 통령의 부  표창과 두 번째 미 통령의 부  표창을 받았다.

  공격에 실패한 적은 아침 무렵 지평리 주변 고지로 철수하 다. 이날 전투에서 아군은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 고, 이때 프리먼 연 장도 부상을 입었으나 후송을 거부하

고 계속 부 를 지휘하 다.   

  이 무렵, 중공군이 지평리로 향하는 44번 도로와 그 보조도로를 점령함으로써 미 제23

연 와 연결을 이루고 보급로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좌인접 제9군단장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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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를 부여하 다. 군단장은 2개 전차중 와 2개 곡사포 , 1개 공병소 로 증강된 미 

제5기병연 를 파견하 다.   

  제23연 는 증원부 의 도착을 기다리며 낮 동안 일부는 진지 주위를 수색하여 잔적을 

소탕하고 주력은 방어진지를 보강하 다. 14일 어둠이 깔리자 적의 야간공격은 개시되었

고 22 : 00경에는 절정에 달하여 이로부터 3시간 동안 지평리 상공에는 쌍방이 쏘아올린 

조명탄, 예광탄, 신호탄으로 불야성을 이룬 채 처절한 백병전이 지속되었다. 연 는 수적

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저항하 으나 15일 02 : 00경 서쪽의 G중 지역이 돌파되

었다. 아침이 되자, 한차례의 태풍이 지나간 듯 전투는 소강상태로 지속되었고 진지 주변

에는 중공군의 시체로 새로운 동산이 만들어졌다. 연 는 방어진지를 재편성하면서 피탈

된 G중  진지를 재탈환하기 위하여 역습을 준비하 다.

 3. 크롬베즈 특임부대의 극적인 구원과 승리

  고립된 제23연 를 증원할 미 제1기병사단의 제5연 는 한강을 도하 14일 자정 무렵 곡

수리에 도착하 으나 적이 마을 입구의 교량을 파괴시켜 연 의 공격이 지연되었다. 연

는 15일 아침부터 항공폭격의 지원하에 공격을 개시하 으나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진출

이 돈좌되었다. 연 장은 정상적인 공격으로는 금일 중에 지평리와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15 : 00 L중  160명이 전차 23 로 보전조를 편성 공격을 개시하 다. 이때부터 

곡수리 - 지평리 도로에서는 미군 전차의 화력과 기동에 맞선 중공군의 로켓포와 휴 장약

에 의한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제5연 장은 전차의 신속한 기동을 독촉하 다. 

전차가 단독으로 돌진함으로써 낙오된 보병들의 손실이 컸으나 연 는 17 : 00경 피탈한 

지평리 남쪽의 망미산을 공격 중인 미 제23연  전차와 연결하 다. 망미산에 배치된 적

들은 제5연 의 증원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철수하 고 특수임무부 는 지평리의 제23연

와 연결한 후 곡수리에서 지평리에 이르는 도로를 방호하 다. 이 무렵 항공정찰에서도 

중공군이 지평리에서 빠져 나가기 시작하 다고 보고하 다. 16일 새벽에는 정찰 가 중

공군의 퇴각을 확인하 다. 

  미 제23연 에 의해 타격을 입은 중공군의 총 사상자 수는 4,946명으로 추정되었다. 미 

제5기병연 는 그의 부 가 500명 이상의 적을 사살했다고 판단하 다. 전선의 아군은 79

명의 중공군을 생포했는데, 이들은 “그들의 공격부 는 6개 연 로 편성되었고 그 중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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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는 중공군 제115·제116·제119·제120사단 소속이었으며, 2개 연 는 제126사단 소속

이었다. 이들 6개 연 는 공동작전을 전개하지 않고 아군 전선에 해 총공격을 가하지도 

않았다. 적 공격의 부분은 중 규모에 불과했으며, 공격 중 몇 번은 동일한 장소에서 

파상공격으로 전개했다”고 진술하 다.

  16일 오전 악천우(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을 추격하여 낙오병들을 생포했고 이 포로

들은 “중공군이 야간에 황급히 철수했다”고 진술하 다. 반면, 미 제23연  사상자수는 사

망 52명, 부상 259명, 실종 42명이었고 부상자들은 헬기와 차량으로 미 제5기병연  지역

으로 후송되었다.

  한편, 14일 미 제10군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발한 미 제9군단의  제27여단도 미 제 

2사단에 배속되어 지평리 부근으로 이동하 고 국군 제6사단도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어 

미 제9연  제1  좌측의 공간지 로 이동하 다. 15일 지평리 - 원주 사이의 북서쪽으

로 진출한  제27여단과 국군 제6사단은 적의 경미한 저항을 받았다. 제6사단(제19연  

결)은 16일 산발적으로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원주 서쪽 간현리 일 의 목표지역을 점

령하 다. 이때 사단의 좌인접으로 진출한 제27여단도 주암리로 진출하 다. 

  이 전투에서 미 제23연 전투단은 고립방어 진지를 편성하고 진지고수 의지와 철저한 

야간사격 통제, 예비 의 적절한 운용과 역습, 그리고 화력의 우세와 긴 한 공지협동작

전으로 파도처럼 려오는 3개 사단규모의 중공군을 격퇴하여 적의 2월공세를 저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다. 

  중공군의 2월공세는 신정공세 이후 유엔군이 신속하게 재편성을 완료하고 공세작전으

로 전환, 서부전선에서 공격을 재개하여 한강으로 진출할 때 전개되었다. 공산군은 그동

안 연속된 공세작전으로 장병들이 지쳐있을 뿐만 아니라 보급품과 손실된 병력을 보충받

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부전선에서의 후퇴를 만회하기 위해 주력을 중부전선으

로 집결시켜 규모의 역공세가 될 2월공세를 서둘러 결정하 다. 적은 유엔군의 전선 중 

돌출된 지평리와 횡성을 공격목표로 선정하고, 먼저 4배의 우세한 병력을 집중시켜 기동

중인 국군 제8사단을 격퇴하여 횡성을 진출한 후 공격의 여세를 몰아 지평리를 점령하고 

주력부 를 장호원 이남으로 진출시켜 서부전선의 유엔군 주력부 의 측방을 위협하여 

유엔군의 철수를 강요하고자 하 다. 

  그러나 동부전선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근접 항공의 엄호하에 펼친 축차적인 지연작전

과 지평리 고립방어전투에서 막 한 인명 손실을 입어 수적인 우세를 이용한 전술이 저

지되자 심리적인 타격을 받아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어 공격개시 1주일 만에 공세작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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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전투 후 전장을 정리하는 모습(저 멀리 지평역사가 보

임, 지평전투전시관 제공) 

지평리지구참전기념비(전면 좌측에는 프랑스군 충혼비, 우

측에는 미군 충혼비) 

종료하고 북으로 철수하 다.  

  결국 이 지평리 전투는 미군이 중

공군과 싸워서 얻은 최초의 전술적인 

성공으로써 제8군사령관은 그동안 아

군이 지난 12월과 1월 초의 곤혹스러

웠던 철수시기에 상실한 사기를 확실

히 되찾고 이에 새로운 각오로 전투

에 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

다고 확신함으로써 강력한 공격작전

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인천

상륙작전과 중공군 2차 공세에 이에 

6·25전쟁의 흐름을 다시 바꾼 결정

적 전투가 되었고 전선 붕괴의 위기 

속에서 미 제8군사령관으로 부임한 

리지웨이 장군에게는 자신의 지휘능

력을 입증한 계기가 되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유엔군은 중공군

에 해 자신감을 갖게 시작했고 이

후 38선 회복을 위한 큰 밑천이 됐다. 

당시 이등병으로 지평리 전투에 참전

했던 박동하(76, 강원도 홍천 거주)씨

는 지난 18일 현장을 찾아 이렇게 회

상했다.

  무조건 보이는 로 중공군을 쏘지 않으면 살 수 없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많은 중공군에 맞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싸워 승리했다는 것은 기적이다. 

내가 살아남은 것 역시 기적이다.

  (위의 3장은 국방군사연구소에서 1995년에 발간한 횡성전투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임

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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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국에서 본 횡성전투와 지평리전투

 1. 횡성전투 

  미국에서 본 횡성전투는 횡성전투에 직접 참전하여 여러 동료들의 증언을 토 로 기록

한 콜맨(J. D. Coleman)의 한국전쟁의 전환점, 원주12)를 토 로 기술한 것이다. 미국인

의 시각에서 전하는 생생한 횡성전투 기록인 셈이다.   

  1) 전투 개관

  리지웨이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한국군 제8사단을 비롯한 제5사단과 제3사단 그리고 미

군이 제2사단과 제7사단 등이 홍천을 향해 공격을 감행하고 있을 때, 2월 11일 밤에 중공

군이 횡성을 향해 반격을 감행했다. 중공군은 제66군을 홍천으로 이동시켜 그곳에서 한 

사단으로 5번(당시 29번) 도로를 따라 남쪽을 공격했다. 홍천과 지평리 사이의 44번(당시 

24번) 도로에 가까운 출발점으로부터 40군 중의 한 사단과 39군 중의 한 사단이 남동쪽을 

공격하여 횡성을 고 들어와 합류했다. 이러한 초기 공격 경로에는 국군 제8사단이 위치

하고 있었다. 

    가. 한국군 제8사단이 붕괴되다 

  5번 도로를 따라 홍천 아래로 이동하고 있던 제66군단 제198사단은 약 20 : 30에 한국군 

제21연 의 정면을 공격하고, 그런 다음 병력을 연  측면 주위로 보내어 부분 서쪽에 

있는 한국군 제21연 와 10연  사이의 틈을 관통하 다. 제198사단이 제21연 를 뒤에서 

공격하는 동안 제40군 제120사단은 10연 의 라인을 침투하 고 제39군의 117사단은 16연

의 왼쪽 측면을 관통하 다.  

  중공군의 ‘공격개시’의 명령이 횡성에 있던 한국군 제8사단 본부에 도달했을 때, 사단장

이었던 최 희 준장은 제21연 에게 조금만 철수할 것을 명령하고 B지원팀에게는 29번 

도로로 후퇴하여 창봉리에 있는 제21지원부 와 합류할 것을 지시했다. 기갑팀이 약 22 :

00에 포병부 에 도착했다. 제21연  주변을 휩쓸었던 제198사단 중의 어떤 연 는 5번 

12) J. D. Coleman 지음, 허경구 옮김, 한국전쟁의 전환점,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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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양면 아래로 질주하는 한편, 창봉리에 있는 미군의 위치를 우회하여 남쪽으로 

3mile 떨어진 교량 근처의 도로를 차단했다.

  같은 시간에 제120사단은 제10연 를 포위하여 더 강하게 어붙 고 몇몇 부 는 제10

연 와 제21연  뒤를 돌고 있었으며, 또 다른 부 는 5번(당시 29번) 도로에서 서쪽으로 

유인하면서 산악도로를 향해 남동쪽을 공략하고 있었다. 자정이 되자, 제120사단은 산악

도로에 있던 제10연 와 제16연 의 지휘부를 장악했고 또한 그 도로에서 지원부 와 5번 

도로 사이에 강한 차단막을 설치하면서 한국군 제20·제50야전포병 와 A지원팀을 차단

했다. 제120사단·제117사단이 16연 에 한 정면적인 공격을 강화하면서 연 의 좌측 

측면의 공격을 저지하 고 횡성을 직접 향하여 산악도로 아래 지상을 통해 동쪽으로 병

력을 보내고 있었다.

Battle for Hoengsong, 11 - 13 February 1951(횡성전투 1951년 2월 11~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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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2일 01 : 00에는 각 연 와 휘하 부  사이뿐만 아니라 한국군 제8사단 본부와 모

든 연  사이에도 통신이 두절되었다. 정면 압박과 후방의 중공군 사이에서 에워 쌓인 세 

연 는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 통제선은 무너지고 철수로도 차단되어 부 들은 분

리되고 분할되었으며, 부분 포위되었다. 포로로 잡히지 않은 이들의 후방으로의 이동도 

점차 도망치기 위한 각자의 노력으로 해체되었다.  

  제21연 의 연 원들은 약 01 : 15에 창봉리의 제21지원부 로 합류했다. 지원부  지휘

관인 존 케이스(John W. Keith) 중령은 제2사단 포병지휘관 로얄 헤인즈(Loyal M. Haynes) 

준장에게 한국군의 철수를 보고했고, 또 그는 3mile 이상 떨어진 곳에 그가 이전에 근무

했던 29번 도로와 서쪽으로 뻗은 산악도로의 교차점인 제38보병연  3  바로 위쪽인 

곳으로 후퇴 허락을 요청했다. 그는 또한 헤인즈 장군이 한국군 제8사단장에게 케이스가 

행군명령을 내린 제21지원부 와 B지원팀이 도착할 때까지 제21연 의 철수를 멈추어 주

도록 요청했다. 케이스 자신의 보병 엄호요원인 윌리엄 켈허(William P. Keleher) 중령의 

제38보병연  제1 는 한국군을 모아서 미국인의 경계에 배치하려고 했으나 거의 성공

하지 못했다. 헤인즈는 최 희 장군과 접촉하 지만 최 희 장군은 더 이상 제21연 와 

통화할 수 없었으며, 그는 초기에 제21연 에게 조금만 철수하라고 한 것을 믿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하지 않았다. 헤인즈는 그러나 러프너(Ruffner) 장군의 승인 없이 케이스의 

철수를 분명히 할 수 없었다. 그가 사단장에게 요청했을 때, 러프너는 제10군 포병사령관

과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단에 한 러프너의 복종은 리지웨이 장군이 전날 우려를 표명했다하는 명령 및 통

제 협의를 강조했다. 명령으로서, 그리고 포병지원부 를 통제하는 궁극적인 문제로서, 

ROUNDUP 작전에 있어서의 지휘통일은 더 낮은 군단본부에 부여되었다. 협의는 계획 로 

잘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공군이 한국군 제8사단의 붕괴를 계획한 후에 그에 한 처는 

군단의 통제가 지원부 의 미국 지휘관들과 출발선에 있던 미국 지휘관들을 억제했다. 이 

억제가 중공군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논의할 만하다. 더 규모가 작은 미국 부 들 

간의 지연과 제각각의 움직임 역시 철수작전의 과정을 착색했다.

  한 가지 예로, A지원팀의 지휘관인 셔먼 존스(Sherman D. Jones) 위는 철수에 한 허

락을 얻으려는 어떠한 필요도 무시하고 제38보병연  제3 를 향해 차단된 산악도로를 

통해 동쪽으로 가서 싸웠다. 그는 자정이 좀 넘어서 통제되지 않은 한국군 차량, 총 그리

고 군 와 중공군의 소형 무기, 기관총, 로켓 발사기 그리고 박격포로부터 둘러싸인 그 

사이로 철수했다. 이동하여 살아남은 마지막 A팀 부 는 새벽녘에 제38보병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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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착하 다. 두 의 탱크가 손실되고 탱크 소 의 소 장인 존스가 사망했으며 5명이 

부상을 당했고 약 150명이 실종되었다.  

  마찬가지로, 한국군 제8사단 병력은 안전하기 위한 방법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부

분은 산에 둘러싸인 채 남아있었고 결국 사망하거나 포로가 되었다. 2월 13일 낙오자선을 

설정한 후, 아몬드 장군은 그 사단을 제천 서쪽 주포리에 있는 군단예비로 이동하 으며, 

사단 병력은 263명의 장교와 략 3,000여 명(약 반은 사단 예비병력) 정도만 유지했다. 

사상자, 즉 죽거나 실종된 자들은 장교 323명(제10연 의 지휘관 및 전 참모, 제16연 의 

장교, 7명의  지휘관 그리고 30개 중 의 지휘관)과 7,142명이었다. 사단의 장비 손실

은 박격포 14문, 전차포 5문, 트럭 68 , 라디오 249 , 곡사포 87문, 로켓 발사기 137 , 

기관총 164정, 자동소총 102정, 카빈총 2,389정, 그리고 소총 4,096정 등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참담한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한다.

  2) 라운더업 작전을 펼치다.

  1951년 1월 29일 미 제38연 에 새로운 지휘관이 임명되었다. 준장으로 승진하여 제9군

단 참모장이 된 펩로의 자리에 코플린 령이 임명되었다. 코플린은 중령일 때 펩로의 수

석장교 으며, 령이 된 뒤에는 제2사단 작전장교로 근무했다. 코플린은 라운더업 작전 

개시 바로 직전에 연 지휘관이 되었다. 켈허 중령이 이끄는 ‘21지원부 ’는 이 이름이 지

원포 가 5번(당시 29번) 도로를 따라서 북으로 진격할 한국군 제8사단 제21연 를 직접 

화력지원하기 때문에 붙여졌다. 여기에 제82 공포  D포 가 포함되어 있었다. 제15포

병부  지휘관인 케이스 중령이 지원 장에 임명되었다. 제21지원부 는 한국군 제8사단

장이 직접 관할하는 부 로 배치되었다. 

  탱크보병 지원팀 중 하나는 제38보병연 에서 뽑혀 나왔다. 제38연  3  L중 와 제

38보병연  탱크중  3소 로 구성된 B지원팀도 한국군 제21연 를 지원했다.

  A지원팀은 제9보병연  K중 와 제9보병연  탱크중  3소 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지원팀 또한 제8사단에 배속되어 제10연 와 제16연 를 지원하되 제16연 를 우선 지원

했다.

  L중 가 빠진 코플린의 3 는 원래 횡성의 동쪽 방어선에 진을 쳤으나 아몬드가 바로 

바꾸었다. 한국군 부 를 뒤따라가면서 한국군 부 들이 횡성에서 6.4㎞ 떨어진 북쪽의 

교차로 지점을 점령했을 때 그곳으로 이동하여 안전을 확보하라고 직접 명령했다. 맥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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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고개에서 본 새말(현 공근면 신촌리) 교차로 

제10군단 라운더업 작전계획(2월 4일, 한국전쟁의 전환점, 원주 109쪽)

(Harold Maixner) 중령이 지휘하는 

는 특정지역에서 후퇴할 때 통제권

한을 갖고 있는 제10군단의 지시를 

따랐다. 제38연  2 는 군단과 사

단의 야전사령부 보호를 위하여 원주

에 있었다. 이로 인해 코플린은 네덜

란드 와 함께 연 본부를 횡성에 

두었다. 

  제10군단의 라운더업 작전은 2월 5

일 한국군 제5사단과 제8사단이 북쪽

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제5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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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횡성 동쪽에 있던 북한군의 저항에 부딪혔다. 그러나 제8사단은 횡성 북쪽과 서쪽을 

쉽게 진격했다. 제21연 는 가끔씩 항하는 적을 상 로 5번 도로를 따라서 착실히 전진

했으며, 제16연 는 5번 도로를 따라서 교차로가 있는 새말(현 공근면 신촌리)까지 진격했

다. 제10연 는 3.4㎞ 남쪽인 길 서쪽에서 출발했다. 험한 지형인데도 두 연 는 적의 격

렬한 저항없이 착실하게 전진하 다.

  

  3) 재난의 조짐

  2월 11일 정오, 제10군단 중앙부전선은 최북단전선이 횡성 - 홍천 길을 따라 끝부분이 횡

성에서 14.4㎞ 떨어져 불쑥 튀어나온 모양을 하고 있었다. 횡성기단부분은 동에서 서까지

의 폭이 40㎞ 다. 지평리에서 횡성까지 제10군단에서 동쪽까지 32㎞ 뻗은 방어선은 실제

로 거품과 같았다. 동쪽에서 약간 남쪽으로 444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제9연 의 1개  

역시 또 하나의 거품을 만들고 있었다. 444고지에서 동쪽으로 24㎞ 떨어진 제38연 와 한

국군 제8사단의 지휘본부가 있는 횡성에는 거품에 한 안전조치로 네덜란드 가 있

을 뿐이었다. 동쪽 3.9㎞ 지점에 제187공수연  2개 가 5㎞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

으나 거점이 없었다. 아몬드는 제187공수연  1 를 동쪽으로 2.7㎞ 지점 한국군 제5사

단 지역 내에 거품을 만들기 위해 파견했다. 미 제7사단 31연  2 는 제10군단 방어선

에서 마지막 거품을 만들었다. 

  라운더업 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한국군 제8사단 10연 와 16연 는 횡성에서 평행으로 

서쪽 방향의 라인으로 전진하느라 이틀을 소비했다. 험난한 지형과 북한군의 지연전술로 

방해를 받은 탓이다. 미 제9사단 보병과 탱크로 구성된 A지원팀는 한국군 16연 를 직접 

지원했다. 그러던 2월 8일, 제10연 가 방향을 90도 바꿔 북쪽으로 향했다. 제10군단의 작

전일지에는 매일 매일의 부 위치가 바둑판같은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제10군단의 

기록에 의하면, 10연 가 16연  뒤에 있었거나 통과해서 지나갔으므로 이틀 동안 지도 

위에 다시 그린 표기로 뒤섞여 있었다. 

  2월 11일에 10연 가 4㎞ 북동쪽에 있는 동안 16연 는 한국군 제8사단의 서쪽 측면부

가 되었다. 두 연 는 북서쪽으로부터 북한군의 좀 더 강한 저항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에 한국군 10연 와 21연 의 간격이 8㎞에 달했다. 21연 의 오른쪽 뒤쪽 8㎞ 거리에 

한국군 제3사단 22연 가 있었다.           

  오른쪽 측면 부 인 한국군 제5사단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동쪽 부분의 불거져 나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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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서 187공수연대 G중대 1소대가 횡성으로 출발하기전 

군장검열을 위한 집합해 있다(한국전쟁의 전환점, 원주).

횡성전투(2월 11~13일) 요도(한국전쟁의 전환점, 원주 159쪽)

분으로 들어갔다. 한국군 제5사단

에 저항하고 있는 북한군 무력은 

제10군단의 불거진 오른쪽 측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었다. 그

래서 2월 8일 아몬드는 한국군 제3

군단에 제3사단을 빌려서 제8사단

과 제5사단 사이에 투입하려고 리

지웨이에게 허락을 요청했다. 리지

웨이는 2월 4일 제187공수연 를 

전선에서 뺏기 때문에 라운더업 작

전에 줄 수 없다고 아몬드에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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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2사단 탱크공격(그들이 말하는 한국전쟁2)

도곡리에서 본 오음산 모습

보했다. 아몬드는 늘 그랬던 것처럼 상관의 재량권을 무시하고 제187공수연 를 한국군 

제5사단을 출발시키기 위한 전선구축에 사용했다. 아몬드는 어떤 경우에도 좋아하는 방향

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한국군 제8사단 연 들이 펼친 작전은 아몬드가 구상한 것임이 명

백하다. 그의 일기를 보면, 그가 라운드업 작전 기간 중 거의 날마다 한국군 제8사단을 

방문했음을 알 수 있다.  

  제21연 가 5번 도로를 따라 나아가

면서 제21지원부 가 따르며 포격지원 

임무를 다하고 있었다. B지원팀의 탱

크부 (38보병연 )는 도로 양 옆의 

고지를 한국군이 공격할 때 직접사격

으로 지원했다. 2월 7일, 제21연  3

는 5번 도로에서 서쪽으로 2mile 떨

어진 773고지에 쥐 죽은 듯 숨어있던 

북한군 1개 를 공격했다. 결국 한

국군이 이겨 산 정상을 차지하고 있던 북한군을 몰아냈다. 지연작전을 쓰다가 땅을 내주

는 북한군의 전술로는 춥고 험준한 지형인데도 묵묵히 전진하는 한국군의 인내를 꺾지 

못하 다. 밤마다 기온은 하 12~14도로 떨어졌으며, 눈도 많이 쌓여 낮 동안에도 0도 

밑에서 머물 다. 제21연 는 주위에서 가장 돋보이는 930m 높이의 커다란 930고지까지는 

순조롭게 전진했다. 그러나 북한군이 워낙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한국군은 고지정상

을 점령하지 못했다. 

  B지원팀의 탱크 소 장 메이스

(William M. Mace)는 한국군은 고개를 

넘어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B지원팀이 

산허리길에 있을 때, 930고지 위에서 

쏜 박격포탄을 맞았다. L중 장 개스텐

베인 위가 다치고 운전병 스터첵크 

상병이 죽었다. 칼메이어 수석장교가 

신 L중 를 지휘하기 시작하 다. 

  메이스는 밤이 되면 산 밑으로 돌아

와야 된다는 휠힘(Jack F. Wilhm)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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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나는 아침에 올라가서 한국군이 요청하면 사격을 몇 발 가

하고 밤이 되면 내려온다. 이것이 제10군단 중령을 불쾌하게 했다. 그는 나에게 ‘도 체 

산에서 내려와서 어쩌자는 거야?’ 하고 물어 ‘길이 굽어서 탱크 열을 한 줄로 세웠을 때 

밤에는 탱크끼리 서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탱크를 되돌릴만

한 장소도 거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제10군단 중령의 요구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한 메이스 덕분에 B지원팀의 파멸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제16연 에서 8㎞ 남서쪽에 있던 제9보병연 가 444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1 를 전진

시켰다. 그 지점에서 는 전투정찰을 했으며, 종종 북서쪽 8㎞ 거리에 있는 지평리 제

23연  정찰 와 접선하기도 했다. 제9보병연 는 16연 와 정찰첩촉을 시도했으나 적의 

공격보다도 지형과 지휘체계의 한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제23보병연 는 제9보병연 의 위치와 한강 북쪽 둑을 따라서 서서히 전진하는 보병 

제24사단 21연 와 접선하기 위해 정찰을 하고 있었다. 중공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평리

의 높은 봉우리로 있는 힘을 다해 진출하려고 했지만 중공군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양평 - 지평리 사이에 있는 중공군은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려하지 않았다. 미 제8군과 제

10군단 정보당국은 지평리 북쪽 8㎞ 지점 비룡리를 주력 중공군의 활동 근거지로 정확하

게 짚었다. 

  2월 내내, 중공군 42군과 39군부 들이 중공군의 진짜 의도를 연합군 정보당국에 숨기

기 위하여 비룡리 주위에서 정체를 드러내 보 다. 그리고 이천우가 이끄는 13병단의 7개 

이상의 사단이 몰래 먼 동쪽으로 이동했다. 부 이동은 낮에는 쥐 죽은 듯 가만히 위장하

고 있으면서 주로 밤에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리지웨이의 어붙이기 공격은 중공군 지휘

부를 놀라게 했으며, 중공군의 이동을 미리 막았기 때문에 팽덕회와 이천우는 4차공세 작

전계획을 서둘 다. 2월 4일 연설에서 팽덕회는 제23연 의 쌍터널 진출을 불길한 징조로 

보고 4차공세를 서두르도록 다그쳤다. 중공군은 유엔군이 방어선에서 상 적으로 조용히 

머물 것으로 계산했다. 처음 리지웨이가 무장공격 정찰을 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공격

적인 썬더볼트 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중공군은 무방비상태에 있었다. 

  폴크 령이 쓴 보고서에 의하면, “지평리 북동쪽에 모여 있는 적군은 그 기간 동안 인

원을 보충해 남쪽으로 내려올 준비가 된 것 같다. 여러 규모의 무리들이 동쪽과 비룡리 

남쪽으로 이동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것이 아마도 전체적인 주력의 남동쪽 이동에 해 

처음으로 밝혀 주는 것 같다. 적군이 제23연 와 한국군 제8사단 부 들과의 틈을 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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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틈이 닫히기 전에 이용하려는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나 제10군단 지휘관은 

이 정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폴크는 “그 공격에 해 확실히 말한다면, 아몬드는 나

를 전혀 믿으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폴크는 또한 그가 믿지 않았던 놀랄만한 정보를 

아쉬운 듯 회상했다. “우리에게는 공격 전에 중국측에서 도망친 군의관 위가 있었다. 

그는 국민당원이었으나 의사가 모자랐던 공산당원들은 그를 처벌하지 않고 연  뒤에서 

따라가는 야전병원에 보냈다. 그는 우리에게 공격에 한 계획을 말해주었으나 우리는 그

가 공산당에게 잡혔고 군의관 위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여 믿으려하

지 않았다. ‘병원의 인민위원이 우리 전체에게 마지막 공격에 해 그리고 우리에게 

공격이 시작되면 병원이 해야 할 일을 말해 주었다’라고 그가 말했다.” 폴크가 말하기를, 

“그 이야기를 나중에 맞춰 보았더니, 성경 말씀과 같이 모두 진실이었다”고 하 다.

  제10군단의 정보장교들은 믿지 않는 반면, 미 제8군 정보국은 그렇지 않았다. 리지웨

이가 끊임없이 요청한 우수한 전투 정보에 해 정보국 정보장교 직무 리 퍼거슨 휘하

의 정보국은 포로와 망명자 조서를 자세히 살폈으며, 공중정찰을 강화할 것을 명령했다. 

2월 11일 퍼거슨은 리지웨이 취임이래 가장 훌륭한 정보로 여겨질 정보예측 보고서를 

제출했다. 

  퍼거슨은 리지웨이에게 새해 때 이어진 공격과 현재까지 긴 휴식기간은 분명히 재보급

과 수송 그리고 취약점을 보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 관리가 발표한 성명서

는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자는 주제를 바꾼 적이 없었다. 퍼거슨은 일단 병참문제가 

해결되면, 유엔군을 바다에 어 넣으려는 또 다른 공격이 가까이 닥쳐올 것을 예측했다. 

  미 제8군 정보당국은 적의 전선배치 현황에 해 중공군 42군·39군·40군·66군을 유엔

군 방어선 위쪽 양평에서 동쪽 홍천까지 아치형태로 보았다. 그는 적군이 다음번에 한강

계곡을 따라 여주로 내려올 것으로 예측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퍼거슨이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5번 도로를 축으로 하여 횡성 - 원주로의 공격 예상

이었다. 두 지점에서의 공격은 똑 같이 원주에서 40㎞ 떨어진 충주를 목표로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또한 적이 제1군단과 제9군단을 포위하기 위하여 깊게 남서쪽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중공군이 재편성한 제9병단으로 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력부

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공격을 시작하지 않으리라 믿었다. 이것을 근거로 그는 적이 2월 

15일에 공격할 것으로 예측했다.

  리지웨이는 복잡한 예측정보를 검토하고 내용을 파악한 뒤, 제10군단에게 제2사단 또는 

한국군 제8사단의 지평리 - 홍천 사이 44번(당시 24번) 도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중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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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웨이의 유엔군 병원열차 방문

(그들이 본 한국전쟁2) 

라고 무선으로 명령했다. 아몬드가 세운 

작전계획은 한국군 제8사단이 44번 도로

를 축으로 홍천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제10군단장에게 보내는 또 다른 무선 

메시지에서 리지웨이는 아몬드의 라운더

업 작전을 위한 연합부  구성을 걱정했

다. 군단 사령부와 한국군 공격부 , 미국 

지원부 , 지원부 와 모부 와의 왜곡된 

명령체계와 통솔에 해서 말이다. 리지

웨이는 10군단의 라운더업 작전을 승인할 

때 걱정이 되기는 했으나, 공격 중에는 

착관계로 명령체계가 작동될 수 있었다. 

지금은 이 방법이 적이 공격해 올 때 부

들이 뒤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통제가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만약 리지웨이가 하고 있는 걱정이 아몬드에게 향을 미쳤다 해도, 그것이 그의 예하

부  사이에 오가는 메시지에 바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처음 공격을 중지

하라는 메시지가 제2사단 작전팀에게 도달한 것은 2월 11일 자정이 지난 0시 34분이었다. 

그때는 중공군의 4차공세가 이미 2시간 전에 시작된 때 다. 제10군단의 메시지는 “한국

군 제10연 와 제16연 는 명령이 따로 있을 때까지 더 이상 북쪽이나 서쪽으로 전진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같은 메시지에는 침투한 적군이 제10연 와 제16연  뒤쪽 

길목을 막았다는 것을 제10군단이 보고받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실제로 이 두 부 는 이

미 차단되었으며, 거의 모두가 파괴되었다. 중공군이 엄청나게 모여 있어도 예하부 에 

전혀 경고가 없었다. 물론 11일 자정에 ‘조심’이라는 메시지가 수많은 제10군단 부 들을 

방심하게 만들었다.

  퍼거슨 령이 예측할 때 실수한 것은 제9병단 도착을 공격의 전제조건으로 고려했다

는 점이다. 리지웨이가 경고를 보냈을 때 중공군이 공격에 비하기 위해 아마도 4일 정

도는 있으리라고 예측했다. 제10군단에 있는 군인들에게는 불행하게도 팽덕회는 전선을 

강화할 필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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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날씨에도 끊임없이 공격하는 중공군 들것 부대 모습

(그들이 본 한국전쟁1)

  4) 팽덕회의 4차 공세계획

  해가 지평선 너머로 지자, 중공군 

제117사단 349연 가 숨어있던 곳에

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 다. 

지난 8일 동안 그들은 서울 북쪽에

서 지평리와 홍천을 연결하는 길 동

쪽인 현재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조

심스럽고 힘들게 걸어왔다.

  1월에 임진강을 건너서 제6사단 

공격에 참가했던 제349연  병력은 

한국군과 미군을 전멸시키기 위해 

포위망의 입구를 막는 특수 임무를 

띠고 있었다. 이들은 밤샘 행군으로 

600m 넘는 산들을 넘어 아마도 하루에 40㎞ 정도를 걸어야 했을 것이다. 나중에 전쟁 중

에 잡힌 포로의 몸에서 나온 문서에는 밤에 70리(28㎞)를 행군한 것으로 되어있다. 하 

18도를 밑도는 1월 혹독한 추위에 많은 중공군들이 동상으로 고통받았다. 약간 발목이 높

은 운동화가 눈과 하의 날씨에 중공군의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급된 기본 지급품이

었다. 중공군 일부는 너무 부어 오른발에 신을 신을 수 없어서 헝겊으로 싸매고 걸어야만 

했다. 

  중공군 연 가 가는 곳은 횡성에서 4㎞ 떨어진 5번 도로를 중심으로 몰려있는 수많은 

봉우리 중 430m 높이의 고지 둘이었다. 포로한데서 압수한 문서에는 목적지가 학곡리로 

되어 있었다. 학곡리가 정확히 중공군 제349연 가 길을 막고 화력을 배치하고자 하는 지

점이었다. 한 포로가 갖고 있던 문서에는 “후수에 후리 제349연  부연 장 동지는 직접 

위치를 선정하고 병력을 배치했으며, 전략적 위치에 하여 직접 지휘하고 횡성에서 오는 

지원병력을 매복 공격했으며, 달아나는 적들을 공격했다”고 되어있다. 제349연 가 친 포

위망을 탈출한 사람들은 그들이 일반적인 82㎜ 박격포 외에 120㎜ 박격포도 갖고 있었다

고 말했다. 

  날씨는 중공군에게 작전을 펼치는데 유리했다. 2월 11일과 12일 기상예보에는 낮은 구

름에 눈은 내리지 않으며, 온도는 하 12도에서 하 3도로 예상되었다. 달을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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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말 교차로(현 공근면 신촌리, 서쪽 초원1리 입구에서 본 

모습, MBC 잊혀진 비극 횡성전투) 

는 날씨 다. 매우 추운 날씨는 중공

군들에게 유리했다. 농부 출신의 공

산당 군 에게는 모진 추위인 반면, 

이 추위는 훈련 받지 않는 아군들을 

침낭 속으로 깊게 파고들게 했으며, 

후방의 아군들이 지피는 모닥불은 손

쉬운 목표물이 되었다. 

  한편, 당시 수많은 한국 사람들과 

북한 포로들이 횡성 북쪽과 서쪽에 

규모 적군 부 에 해 알려왔지

만, 이 또한 중공군일 것이라는 추측

일 뿐 실질적 증거가 없었다. 결국, 2월 8일 횡성 북쪽을 연합군이 정찰하는 도중 전투를 

벌여 중공군 한 명이 사살되었다. 그의 몸에서 나온 서류로, 그가 제66군 198사단 594연  

소속임을 확인했다. 이것이 처음으로 중공군이 부근 전투지역에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적

이고도 유일한 단서 다. 

  중공군 작전장교들에게는 또 다른 유리한 점이 있었다. 북한군은 이 지역을 1월 초부터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형지물과 작전지역에 익숙했다.

  따라서 중공군은 2월 9일 이 넓은 지역에 있는 연합군 부 들의 위치를 어느 정도 정확

하게 알았으며, 또한 이들을 섬멸하기 위한 계획을 짰다. 이천우는 맨 먼저 공격에 중공

군 5개 사단을 투입하기로 했다. 제66군은 전투준비태세가 가장 잘 되어 있어 제66군의 

198사단이 홍천에서 남쪽으로 곧바로 진격할 예정이었다. 2개 연 는 한국군 제21연 를 

쳐들어가 분산시키고 제3연 는 동쪽의 목표물을 지나서 5번 도로 양쪽 능선을 따라서 미

군 포병 지원부  남쪽 5㎞에서 후퇴하는 길을 차단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8㎞ 동쪽에

서는 한국군 제3사단 22연 와 23연 를 공격하기 위하여 중공군 제66군 197사단을 보내

기로 했다. 제197사단의 1개 는 떨어져 나와 600m 고지 2개를 넘어서 미군 지원포병

을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공격은 제198사단 동지들이 후퇴하는 길을 막고 화력을 

배치한 뒤로 그 시간이 맞춰졌다. 

  서쪽에서는 진격해 온 한국군 제16연 를 교란시키고 응행군을 벌이다 가까스로 전열

을 정비한 중공군 제40군 120사단을, 이천우는 한국군 제10연 를 향하여 공격시키기로 

작전 계획을 짰다. 제120사단의 1연 는 일찍 출발하여 북쪽의 제10연 와 제21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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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북동쪽 6.4㎞ 경계선으로 쉽게 침투할 예정이었다. 이 부 가 해야 할 일은 6번 도로

에 2개  규모의 병력으로 동쪽으로 후퇴하려고 하는 한국군 부 들을 막는 것이었다. 

작전계획에 따르면 연 의 남은 병력은 6번 도로와 5번 도로 교차점에서 안전을 확보한 

미군 38연  3 의 진지가 바라보이는 진지 북쪽으로 전진할 계획이었다. 

  한국군 제16연 는 중공군 제39군 117사단의 목표가 되었다. 제10군단 서부 돌출부공격

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름하는 열쇠는 사냥감이 날아오르기 전에 기습부 를 공격 

위치에 도착시키는 것이었다. 2개 연 로 구성된 기습부 는 황혼이 지고 구름이 깔려 공

중 정찰기가 서둘러 비행장으로 돌아갈 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면공격은 오후 8시에 제

21연 를, 11시에 먼 동쪽의 한국군 연 를, 자정에 제10연 와 제16연 를 향해 진행하기

로 시간을 정했다. 

  중공군 제13병단은 지평리를 무심하게 놓아두지 않았다. 한국군을 공격함과 동시에, 이

천우는 2개 사단을 남서쪽으로 재빠르게 파견하기로 계획했다. 제39군 116사단은 444고지 

제9보병연  주둔지로 향했다. 이 고지를 점령한 뒤 지평리의 생명선인 도로 두 개를 남

쪽에서 차단할 계획이었다. 그런 뒤 부근의 다른 사단의 연 들로 제23연  방어선을 공

격하여 들어가 그들이 이 두 길을 따라 남쪽으로 도망치게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팽덕회와 이천우는 11월 산악도로에 화력을 배치함으로써 퇴로를 막아 적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청천강 승리를 다시 한 번 4차공세에 적용시키려 했다. 동쪽에서는 북한 

인민군 5군단과 2군단이 미 제10군단과 한국군 제3군단의 동쪽 측면을 공격하려 하고 있

었다. 북한군의 제천으로의 깊숙한 침투는 동해안에 있는 한국군 제1군단의 옆을 치게 되

는 결과를 가져와서 한국군 부 를 철수하게 만들 계획이었다.

  5) 또 다른 시련의 고통

  중공군의 4차공세는 계획 로 바로 시작되었으며, 작전계획을 수립한 사람들이 의도한 

로 착착 진행하 다. 1951년 2월 11일 오후 8시 30분, 중공군 제198사단이 한국군 제21

연 를 공격했다.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한국군은 뒤로 후퇴하기 시작했으며, 밤 10

시 30분에 제21연 와 통신이 끊겼다. 거의 적의 손안에 있던 930고지 둘레에서 제198사

단 1개 연 가 은 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연 의 임무는 창봉리 남쪽 4㎞ 지점 다리

에 화력 거점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곳은 제21지원부 가 있는 위치이며, 건너편 한국

군과 미군이 남쪽으로 철수할 때 통과해야 할 지점이었다. 800여 명 정도의 병력이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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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봉리 남쪽 4㎞지점(현 학담리)에 위치한(북쪽과 남쪽에서 본) 초당교 전경

으로 향하고 있는 이 연 는 1개 를 길을 따라 나누어 배치했으며, 그들이 갖고 있는 

화력을 부분 5번 도로 동쪽에 배치했다. 또한 나머지 병력은 다리 부근에 집중 배치했

다. 수류탄 투척병과 바주카포를 길 가까이 배치한 중공군은 힘들여 장애물로 도로를 막

으려하지 않았다. 경험으로 보아, 미군들의 차량이 부서지면 그 일을 신해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른 시간에 제21지원부  부 장 케이스 중령은 전투 중인 한국군 제21연 가 제

21지원부  근처에 자리잡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포병 - 보병부 를 전진하도록 명령했다. 

이른 아침에 부 는 학담리를 떠나서 창봉리 쪽으로 4㎞로 전진하여 11시에 이동을 마쳤

다. 부 가 위치를 옮긴 것은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으나 뜻밖에도 큰 위험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숨어있는 중공군 부 가 후퇴하는 부 를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인 지형지

물인 시내를 가로지르는 시멘트콘크리트 다리를 싸우지 않고도 얻게 된 것이다.  

  그날 밤 남동쪽에서는 육군의 역사(Ebb and Flow)에 의하면, ‘2번(현 6번) 도로’라고 

이름 붙인 동서쪽 주보급로에 중공군 120사단은 두 곳에 주요 화력 거점을 설치했다. 제9

보병연  K중 와 제9보병탱크연  1개 탱크소 로 구성된 A지원팀이 아군지역이라 생각

한 이곳에서 기관총 세례를 받음으로써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다. 보병 제16연 를 지원했

던 지휘관 존스 위는 한국군 병력과 차량, 포들이 길 동쪽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부

가 어려움에 처한 사실을 알았다. 존스는 제16연 가 이미 없어져 철수 승인을 요청할 필

요가 없었다. 그는 방향을 동쪽으로 돌려서 6.4㎞ 떨어진 제38연  3 가 지키고 있는 

교차로 방향으로 나가며 싸우기 시작했으나, 이길 가능성이 불확실한 전투 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기 때문에 제21지원부  지휘관과 참모는 한국군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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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위치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1  작전장교 블랙웰 소

령은 B지원팀 소속 보병부 와 접촉했다. 다시 북쪽으로 향하는 제21지원부  서쪽 4㎞ 

떨어진 지점에 B지원팀이 야간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메이스 중위는 그의 소 와 

L중  소 는 고개를 올라가는 길이 시작하는 평탄한 지역에 야 하고 있었다고 했다. 메

이스는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전달받지 못한 탱크와 함께 즉시 뒤로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소 장이 받은 

때가 밤 9시 30분 정도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

랐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보병은 밤에 야 하기 위하여 사용한 분  텐트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비 중위(선

임 소 장)에게 말했습니다. “그 텐트를 거두려 하십니까?”라고 물었더니, 그는 “젠장 

아니오. 우리 보고 될 수 있는 로 여기서 빨리 빠져 나오라고 했소”라고 답했습

니다. 나는 그것을 탱크 위에 싣고서 포 로 돌아왔습니다. 

  B지원팀이 제21지원부  진 으로 후퇴했을 때, 한국군 제21연  생존 군인들이 빠르게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니 지원팀 앞쪽에는 전열을 갖춘 부 가 없는 것이 분명했다. 

밤 10시 30분, 케이스 령은 한국군 제21연 가 철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사단포병 지

휘부로부터 통보받았다. 블랙웰 소령은 제21연  미고문관 상급자와 즉시 무선으로 교신

을 했다. “연 본부는 아직 공격당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지원팀은 그에게 전날 있었던 

곳에 도착할 때까지 버텨보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2사단 포병 지휘관 하인즈 준장과 

통신을 주고받아 8사단장 최 희 장군에게 지원팀이 다시 학담리로 돌아갈 때까지 병력

을 유지하고 있으라고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도움을 요청해도 제21연 에서 조치한 내용

이 아무것도 없었다. 최 희 장군은 더 이상 연 들과 통신이 되지 않았다. 하인즈는 철

수요청을 제2사단장 러프너에게로 넘겼다. 제2사단장이 되기 전, 러프너는 아몬드의 참모

장이었기 때문에 아몬드가 후퇴를 싫어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지원부

에 한 권한은 제10군단 사령부가 갖고 있어 케이스가 요청한 철수를 승인하기 싫어했

다. 그는 하인즈에게 제10군단 포병장교와 검토해 보라고 했다. 육군 역사가 모스맨은 그 

전날 리지웨이가 염려했던 것과 같이 러프너가 제10군단에 한 복종심으로 명령과 통솔

의 위계질서를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모스맨은 이렇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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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1리 구길 입구에서 본 3대대 전초기지 고지(현 공근

면 신촌리) 

  명령체계에 있어서, 결국 실질적 지원포병 부 의 통제권한과 라운더업 작전의 통

일된 명령은 낮은 곳이 아닌 군단 사령부가 갖고 있었다. 전진 중에는 체계적으로 잘 

먹혀들었으나 중공군이 한국군 제8사단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을 때 군단에 의한 통제

는 전선부 들과 지원부 의 미군 지휘관들이 재빠르게 처하지 못하게 했다.

  케이스는 철수 승낙을 받기 위해 1시간 반을 기다렸다. 횡성에서의 실패를 사단포 의 

보고서에서는, 케이스가 포 를 행군 형으로 배열함으로써 시간을 현명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러프너가 공을 다시 하인즈에게 넘겼을 때 사단 포병 지휘관은 에

니스 제10군단 포병장교와 접촉했다. 그는 철수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제10군단 참

모장 매캐프레이(William J. McCaffrey)에게 전달했고, 매캐프레이는 아몬드에게 직접 물었

다. 아몬드는 철수를 승인했으며, 승인메시지는 거꾸로 매케프레이에서 에니스로, 에니스

에서 하인즈로 마지막으로 케이스에게 전달되었다. 아몬드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전달자 

여럿을 거치는 동안 왜곡되어 아몬드는 그가 제21지원부 를 학담리가 아닌 횡성까지 철

수를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당시 아몬드도 제10군단과 제2사단의 다른 지휘관들이

나 참모들과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 전체적인 중공군이 펼친 윤곽을 그릴 수가 없었다.

  제38연  3 가 6번 도로와 5번 도로의 교차로를 점령한 나흘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

는 것처럼 보 다. 장 맥시너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병력이 중화기 중 에 의해 보강

된 두 소총 중 만 있을 뿐이었다. 교차로는 300m 높이 정도의 고지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모두 기관총 사거리 내에 있었다. 맥시너는 남쪽 끝이 열려있는 말굽 모양의 고지에 전초

기지를 설치했다. 될 수 있는 로 고

지 에 설치한 전초기지는  자동

화기와 무반동총을 길을 따라 서쪽과 

북쪽 양면을 향하도록 배치했다. 맥시

너의 지휘본부는 새말(현 공근면 신촌

리) 근처에 열려있는 부분의 남쪽 끝

에 위치했다. 본부 요원들이 그곳의 

경계를 맡았다.

  맥시너는 5번 도로를 따라서 8㎞ 

전방의 제21지원부 가 문제점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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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변을 당한 초원리 지역(상화대에서 본 태봉 아래 마을)

닥뜨린 것을 알고 있었으나, 자정이 

되어도 3  지역에는 적군이 나타나

지 않았다. 밤 12시 30분에 K중  전

초기지에서 동서쪽, 주보급로의 3.2㎞ 

서쪽에서 소총과 박격포 사격 소리가 

난다고 보고했다. 사격 소리는 초원리

의 마을 부근에서 나는 것 같았다. 하

지만 K중 는 그때까지 아무런 사격

을 받지 않았다. 

  새벽 1시 30분쯤, A지원팀의 병사들

이 3  위치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K중  전선에 다시 배치되

고 부상자들은 의무 로 옮겨졌다. 수분 후에 K중  지휘소는 존스 위가 진지에 도착했

다고 보고했다. 부상당한 그를  의무 로 보냈다. 다친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그가 

치료받는 동안 맥시너는 한국군 제16연 에 처한 상황에 하여 물었다. 존스는 한국군 

부 들이 격파되었으며, 그의 중 가 새말 교차로에 돌아오는 동안 끔찍하고 참혹한 공격

을 받았다고 말했다. 탱크 두 를  잃었으나 두 는 새말까지 돌아왔다. 부상자들은 탱

크 위에 실려 안전하게 횡성으로 돌아왔으며, 횡성에서 제38보병연  탱크 중 와 합류했

다. 격전 중에 흩어졌던 병사들은 밤새 중공군 부 들을 피하여 동틀 무렵 3  진지에 

도착했다. 제9보병연  K중 는 많은 손실을 입었다. 실종된 25명은 틀림없이 죽었거나 

나중에 포로로 죽어갔다. 사병 75명과 장교 3명은 부상을 당했다. 

  2시 30분쯤 창봉리에서 케이스가 철수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중공군 197사단 공격부

가 930고지 능선 건너편까지 행군을 마치고 지원군부 의 동쪽과 북쪽 방어선을 공격하기 

시작하 다. 이곳은 가드너 중위가 지휘하는 A중 가 맡고 있었다. 11월에 A중 의 부중

장인 가드너는 훌륭한 지휘로 군우리의 어지러운 사태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2월 11일 

정오쯤 1 가 창봉리로 이동하고 가드너는 동쪽으로 지원부  집결지가 바라보이는 작

은 언덕 3곳에 소  전초진지를 구축했다. 켈허 중령의 명령에 따라 가드너는 930고지에

서 능선으로 남쪽으로 연결되는 639고지에 관측 전초기지를 구축했다. 이 전초기지에 또 

한 사람은 포병을 위해, 한 사람은  81㎜ 박격포를 위해, 한 사람은 중  60㎜ 박격포

를 위해 배치했다. 지원부  진지에서 1.5㎞ 정도 떨어져 있는 전초기지에서 의 B중

는 진지 서쪽을, C중 는 남쪽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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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된 다리(초당교)와 전복된 탱크

  또한 공식 철수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켈허는 지원군이 모이기로 되어 있는 학담리 바

로 북쪽의 다리(초당교)를 확보하기 위해 B지원팀로부터 탱크 2 와 보병 1개 소 를 보

냈다. 메이스는 나머지 탱크 3 를 진지 방어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겨두고 남쪽으로 향했

다. 탱크가 남쪽으로 출발하기 시작하자마자 주보급로가 내려다보이는 고지 에서 중공군 

기관총 사수들이 일제히 총을 쏘기 시작했다. 보병들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탱크에 바짝 

붙었으며, 미군과 함께 있던 한국군 병사들도 미군과 같이 행동했다. 약 1.6㎞ 가량 나아

갔을 때 두 번째 탱크 아래쪽에서 폭발이 있어 메이스는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탱크가 

계속 움직이는 가운데 포탑 위로 나왔으며, 동쪽 도랑에서 날아온 기절 수류탄의 충격으

로 서쪽으로 떨어졌다. 그는 놀랐으나 다치지 않았다. 탱크병들은 메이스가 떨어져 나간 

줄도 모르고 길을 따라 계속 내려가서 보병들과 점점 멀어져갔다. 메이스는 군인들과 합

류했다. “그때 미군 3명과 한국군 여섯 명이 있었다”라고 회상했다. “한국군 중 한 사람

은 81㎜ 포판을 운반하고 있었다. 우리는 중공군 정찰 와 맞닥뜨렸고 그들을 피하려 서

로 헤어질 때까지도 갖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을 본 마지막이었다.” 

  메이스의 탱크는 다리 바로 

북쪽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

었다. 앞장 선 탱크는 바주카

포에 습격을 당해 길 옆 벼랑

으로 떨어져 뒤집혔다. 두 번

째 탱크는 통과하려 했으나 

엔진부분을 포에 맞고 왼쪽 

길옆에 멈춰 섰다. 승무원들

은 서쪽 언덕으로 달아나서 

결국 새말의 3  진지로 향

했다. 중공군들은 이제 그들이 예상 로 도로차단용 장애물과 화력거점을 갖게 되었다. 

  케이스가 내린 남쪽으로 행군하라는 명령에 503포  A포 를 선두로 15포병 의 3개 

포 가 뒤따랐다. 제38연  1 는 B중 를 선두로 C중 - 본부 - D중  마지막 후방에 

A중 가 열을 지어 뒤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이 포진은 공격을 당하면서 후퇴를 준비하

는 복합 군 로서는 좋은 포진이 아니어서, 즉 포진의 명령과 지휘체계가 갖고 있는 결

점 때문에 이 계곡에서 수없이 많은 미국인들이 최후를 맞았다.

  중공군에 당한 최초의 희생자들 중에는 639고지의 관측 전초기지 관측병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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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병사의 투항하는 모습(그들이 본 한국전쟁1)

상황이 악화되자, 가드너는 자신이 전사이자 책임감있는 지휘관으로서 전방 관측병들에게 

무선호출로 중 진지로 돌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포위되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답이 날아왔다. 이 병사들 중 아무도 다시는 볼 수 없었으며, 그들의 운명처럼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가드너의 2개 소 는 포위되어 A중 가 후방경계임무를 맡고 있는 

도로까지 나오기 위하여 전투를 벌여야 했다.

  중공군에 의한 또 다른 초기 희생자들은 분리된 부 인 155㎜ 곡사포 파견부 원들이었

다. 존스 위가 곡사포들을 옮기기 위하여 견인차에 매달고 도로 위 집결지로 나왔을 때 

중공군 공격조들이 기습을 했다. 공격조들은 존스와 선임상사 등 여러 핵심 인물들을 붙

잡아 자신들의 고지로 되돌아갔다. 지휘관 없는 포  원들은 곡사포 4 를 버리고 달아

났다. 존스는 나머지 전쟁 기간을 중공군 포로수용소에서 보내야만 했다. 새벽 3·4시경 

열은 몇 백 m 앞으로 전진했으며, 아무도 희끄무레한 어둠 속에 버려진 곡사포를 발견

하지 못했다. 새벽 4시 열 맨 끝이 출발준비를 하기도 전에 중공군의 사격이 선두 열

을 가로막았다. 

  웹스터 소위는 82 공포  D포  소  지휘관이었다. 누군가 그에게 M - 16 공포(콰

드50)를 도로에 설치하고 적의 화력거점을 철저히 쳐부술 수 있는 지 알아보라고 지시했

다. 초기의 박격포탄에 회전포탑이 손상을 입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웹스

터는 M - 16이 두 의 탱크에 가까이 갔을 때 그것이 길을 막고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탱크까지 갔을 때 물론 

우리는 멈춰섰다. 중공군은 고지 

가장자리 위쪽에 있었으며, 우리

에게 사격을 하기 시작했다. 그

때서야 우리는 회전포탑이 움직

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포의 몸통이 앞으로 고정된 상태

로 길옆으로 어버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개울 바닥

으로 내려온 나는 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했다. 총알이 

빗발쳤기 때문에 그들이 내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나도 모른다. 여하든 나는 

개울을 건너서 길 서쪽에 있는 고지를 향해 가기 시작했다. 나는 주위를 돌아보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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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말(현 공근면 신촌리) 삼거리에서 본 333고지(벽학산), 

미 제38연대 3대대 주둔지

원들은 없었다. 그때 수많은 중공군들이 내가 있는 쪽으로 길을 따라 오고 있었다. 

나는 땅위에 바짝 엎드려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몇 분을 그 로 있었다. 

내가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자 오른쪽 전방에서 중공군 한 명이 일어나 총을 쏘아

서 내 오른쪽 무릎을 맞췄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묻지만 

다행히 총알은 뼈를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내가 다

시 일어서려고 할 때 중공군이 에워쌌으며, 나는 포로로 잡혔다. 그들이 전선에서 멀

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 가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부상을 핑계로 댔다. 중공군

이 포로들을 북쪽의 포로수용소로 옮길 때 남은 서른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다.   

     

  

  지원팀이 화력거점을 어붙일 때마다 길 뒤에 숨어있는 중공군들이 가드너의 후방경

계 중 를 강력하게 압박했다. 한국군 제21연  소속 병력 열은 완전히 흩어졌으며, 다

시 모으려고 노력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공포와 언어장벽이 그들을 오합지절로 만들

었다. 

  새말(현 공근면 신촌리)에서는 한국

군 제10연 와 제16연  병력이 3

가 있는 곳을 지나서 달아나고 있었지

만 3시 30분까지 별다른 상황은 없었

다. 맥시너는 교차로에 검문소를 설치

하고 후퇴하는 모든 우군들을 모았다. 

그는 가능한 많은 병력을 모아서 합법

적으로 그들을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강화시키고자 했다. 그는 한국군에 

한 명령 통제권한이 없었으므로 미군

사 고문관이나 중공군 포위망에서 탈

출한 한국군 장교를 만날 때까지 한 곳에 모아 두고 있었다. 

  3시 30분에 말발굽의 동쪽 다리 바로 외곽지점에 위치한 I중 가 333고지로부터 사격을 

받기 시작했다. 낙오병들이 계속 3  진지에 도착했다. 이른 아침 도착한 사람들 중에

는 제16연  미군사 고문단팀도 있어 그는 즉시 후퇴하는 한국군 병사들을 지휘할 수 있

게 허가해 주었다. 맥시너는 한국군 병사들을 지휘하여 전선을 지키고 약한 부분을 보강

시키는 데 시간을 지체할 겨를이 없었다. 한국군이 소집되자, K중 는 한국군 공병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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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중 의 오른쪽 소 가 함께 방어위치를 잡았다고 알려 왔다. 최 희 장군은 제16연 에 

한 적의 공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서쪽을 공격하라고 이 부 를 파견했었다. 

  낮이 되자, I중 와 K중 는 빗발치는 소총 공격을 받고 있었다. 6시 30분에 K중 가 

공격당했다. 몇몇 중공군들이 퇴각하는 한국군 틈에 끼어서 진지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7시에는 양쪽 소총중  지휘부가 공격당했으며, 진지에 있는 군인들은 살기 위해 처절한 

전투를 벌 다. 박격포탄이 소총중  지휘부를 점령한 적군의 주머니를 털어내기 위한 것

처럼 자로 잰 듯 쉴 새 없이 떨어졌다. 맥시너는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모두 동원하여 

방금 뚫린 남쪽을 채웠다. 남쪽에서 실탄이 날아온다는 것은 가 엄청나게 많은 중공

군에게 포위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지원부 는 주보급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3 는 진지의 외곽을 고수하

기 위하여 그 뒤로 싸우고 죽기를 3시간 동안 했다. 맥시너는 횡성에 있는 상관 제38연

장 코플린 령에게 제21지원부 를 투입해 줄 것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코플린은 

그의 나 포 에 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나, 그냥 그렇게 조치했다.

  10시에 가드너의 마지막 후방 중 가 3  진지 가까운 언저리에 도착했다. 창봉리에

서 새말까지 적의 포위망에서 탈출하느라 손실이 많았다. 진지가 전투 중이어서 지휘관은 

인원을 자세히 셀 수가 없었다. 하지만, 사상자가 모두 400명이 넘어 보 다. A중 가 장

교 2명을 포함하여 110명으로, 사상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케이스는 155㎜ 곡사포들이 손

상되지 않은 채 버려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중폭격으로 파괴해 달라고 제2사단 

본부에 연락했다.             

  낮에 화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 가 새말진지에 도착한 것은 살아있는 아군에게는 

구세주를 만난 것과 같았다. 새말에 포위되어 있는 군인들은 지원군이 병력과 무기를 갖

고 도착하자 즉시 사기가 올랐다. 아무도 최악의 상태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6) 실패한 구조

  2월 12일 이른 아침, 중공군 제117사단 349연 는 새말 - 횡성간 5번 도로 위에서 어떠한 

움직임에도 포로 공격할 수 있고 횡성에서 북쪽으로 지원하기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물리칠 수 있는 위치에 진을 치고 모든 준비를 끝냈다. 새말의 3  진지에서는 진지가 

적군에게 포위되었다는 것만 알았지, 남쪽 하일 일 에 연 병력이 잠복해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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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내강과 다리

하일(학곡리) 지역(중공군 제117사단은 석화리-압곡리-

금대리에 와서 명천동골 넘어 이곳에 잠복해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횡성에 있는 연 본부

와 사단과 군단 사령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작전일지를 살펴보면, 두 사령부의 

책상에 앉아있는 장교들은 횡성 북쪽

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었다. 제2사단과 

군단 사령부 사이에 통신을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지평리 북쪽에 규모 

병력이 한 군데로 모여 있으며, 전초

기지와 남쪽 여주를 위협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2시 45분 제38연 의 횡성북쪽에서 

양 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런데도 제2사단 사령부는 서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공군의 위협에 처하기 위하여 제38연 는 이동 준비를 하라는 군단 

사령부의 경계명령을 전달했다. 제10군단 사령부는 제38연 가 지평리 제23연 를 지원

하거나 원주 남서쪽 14㎞ 지점에 있는 섬강변 계곡에 방어진지를 세우기를 원했다. 이 

경계명령은 3시 52분에 보내졌다. 5시 10분에 제38연 는 사단 작전장교에게 보내는 메

시지에서 그들의 2개 가 적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1개 는 원주에 군

단 예비로 있어서 연  지휘권 밖에 있다고 했다. 메시지는 “우리는 횡성에 네덜란드 

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경계명령에 따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끝을 맺

고 있다. 

  횡성에 있는 코플린에게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아직 제

21지원부 가 파괴된 탱크에 의해 생

긴 도로 장애물 때문에 정지하고 있다

는 낡아빠진 정보에 의거해 작전을 지

휘하고 있었다. 6시 33분 사단에 보낸 

메시지에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1

개 탱크 소 를 보낸다고 되어 있다. 

  2월 12일 오전 7시 30분, 제38보병연

 탱크중  1소 는 제9보병연  탱

크 두 와 함께 우조 소위가 지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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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골과 횡성교(하일에서 이곳 큰골을 지나면 횡성교에 다다른다. 이곳에도 중공군들이 차단하고 있었다)

는 제38연  엄호소 에 합류했다. 이 소규모 특공  지휘를 맡은 이는 탱크중  소 장 

호든 소위 다. 횡성 서쪽의 뒷내개울을 건너자마자 특공 는 중공군 한 명이 걸어오는 

것을 권총으로 사살했다. 그리고 전진하다가 오른쪽 전방에서 5명의 적을 발견하고 사살

했다. 그리고 열이 140m 정도 더 나갔을 때에 적군 약 200여 명(목격자에 따라서는 400

명으로도 본다)이 손을 흔들며 그 중의 한 명이 어로 “우리는 친구”라고 했다. 한국군으

로 생각했던 이들은 중공군이었다. 무리 중에 한 명이 우조에게 조각을 던졌다. “항복하

라. 네가 갖고 있는 무기를 버리고 탄띠를 풀어라. 그러면 너의 지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부 원들과 전선으로 무사히 귀환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씌어 있었다.

  우조 소위는 한국군이 아닌 적군임을 알고 병력을 뒤로 후퇴시키고 사격자세를 취하라

고 명령했다. 동시에 로저 상사가 지휘하는 선두 탱크가 포탑과 아래쪽 기관총으로 사격

을 개시하 다. 탱크포가 사격하자 중공군 역시 나팔을 불며 열을 향하여 사격을 하

다. 엄청난 무리가 양 옆에서 나타나 열을 에워쌌지만 모든 탱크가 사격을 시작하여 중

공군 부분을 넘어뜨렸다. 몇 몇 중공군이 탱크로 기어올라 해치를 열고 수류탄을 넣으

려고 했으나 지상에 있는 탱크를 엄호하던 소 원들이 소총으로 그들을 모두 사살하 다. 

  우조 소위가 기관총탄을 맞았다. 로저 상사는 탱크 밖으로 나와서 우조에게 다가갔다. 

그는 “나를 그 로 놔두고 철수하라”고 되풀이해서 명령했다. 로저 상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고 하면서 총에 맞아 만산창이가 되어 있는 그를 2인용 텐트에 말아서 탱크 

데크에 실었다. 그 순간 로저는 엉덩이에 기관총탄을 맞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는 이 웅적인 행동으로 은성무공훈장을 받기도 했다.

  탱크는 좁은 길에서 돌릴 수가 없어서 후진하면서 사격을 했다. 호든이 탄 탱크가 고폭

탄 무기로 공격을 받자, 놀란 운전병이 길이 아닌 곳으로 몰았고 탱크는 둑에서 미끄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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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탱크 

면서 뒤집혔다. 호든이 포신에 

깔렸으나 클락 중사와 록렘 

병장이 활활 타오르는 불 속

을 뛰어들어 그를 구하는데 

성공했다. 

  중공군은 특공 의 측면을 

공격하기 위하여 남동쪽으로 

계속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러

나 그들이 강가에 도착하자 

둑을 따라서 배치되어 있던 네덜란드 가 엄호사격을 해줌으로써 특공 는 횡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코플린은 2개 와 15포병 가 예상보다 많은 적군에게 포위되었음을 알았다. 코플린

은 박격포와 야포로 적이 있는 곳을 공격했으며, 공중공습을 요청했다. 그리고 원주에 있

는 군단 사령부를 경비하고 있는 2 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러프너는 제10군단에 이

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제2사단장은 코플린에게 제21지원부 를 통솔할 준비를 

하고 제21지원부 를 횡성으로 철수시키라고 했다. 코플린은 즉시 3 는 쓸모없는 교차

로를 지킬 필요 없이 지원군과 함께 횡성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건의했다. 러프너는 이마

저 무시하고 군단 사령관이 그 교차점을 오후까지 지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오전 10시에 제10군단장이 최 희 장군과 한국군 제8사단 선임 고문관 도나빈 중령을 

만나 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횡성으로 날아왔다. 그 내용은 2월 12일자 아몬드가 쓴 일

기에서, 아몬드가 최 희 장군에게 제8사단 지휘권을 다시 확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 이

외에는 밝혀진 것이 없다. 

  11시에 아몬드는 제38연 는 2 와 3 를 명령이 있을 때까지 현 위치에 두고 연

급 전투 로 다시 편성하라고 명령했다. 연 급 전투부 로 구성되면, 보병연 에게는 

상징적으로 장갑차 몇 , 포병, 공병 가 특별히 주어진다. 제38연 의 경우 포병은 제15

포병 로써 그 순간 새말의 교차로에서 참혹하게 살상하려 드는 중공군을 피해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었다. 

  제21지원부 만이 홀로 떨어져 나가 있는 포병 지원부 가 아니었다. 미 제7사단 49포

병 와 제17보병연  2  보병으로 구성된 제7지원부 는 항공기로 횡성에서 3.2㎞ 

정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포병 지휘관 화이트 중령이 지휘하고 있는 제7지원부 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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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담리 앞 금계천과 금계천 둑 모습

국군 제3사단을 지원하고 있었다. 제3사단 2개 연 인 제22연 와 제23연 는 밤새 중공

군이 공격해 와 뒤로 후퇴했다가 이른 아침 반격하고 있었다. 의도는 아주 좋았지만, 한

국군은 중공군 2개 사단을 상 로 반격이 성공적일 수가 없었다.

  정오에 양 연 는 포위망을 뚫기 위하여 남쪽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군 제8사

단이 그런 것처럼 무너져 달아나지 않았으나, 그들이 후퇴하면 화이트의 포 를 순식간에 

위험에 빠트릴 수 있었다. 한국군 제3사단이 11.8㎞ 떨어진 동쪽에서는 북한 인민군이 한

국군 제5사단을 맹렬히 공격해 제5사단의 연 들을 남쪽과 서쪽에서 어붙이고 있었다. 

또한 횡성의 동쪽과 서쪽 전체 지역에서 한국군 부 들을 가까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미

군 부 들이 점점 위험에 빠지고 있었다.

  정오에 아몬드는 포병장교 에니스를 통하여 제21지원부 와 제7지원부 를 즉시 횡성으

로 철수시키라고 명령했다. 아몬드가 포병을 철수시키려는 의도에서 다소 의아한 점은 제

38연  3 를 교차로 지점에 남겼다는 것이다. 아몬드가 횡성 북쪽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심각성을 제 로 알지 못했고 맥시너가 이끄는 를 횡성 교차로에 몇 시간 더 주

둔시킨 것은 3 와 제21지원부 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왔다. 

  한편, 화이트 령은 제3사단의 지원군을 배치할 때 제7지원부 를 일단 5번 도로를 따

라 학담리 근처로 가서 그 다음에 금계천 둑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도록 하 다. 그가 사

격하려는 위치는 학담리에서 3.2㎞ 떨어진 동쪽이었다. 그가 철수명령을 받고 정찰조를 

통해 중공군들이 이미 주보급로를 차단하고 있었고 서쪽에 중공군이 많았지만 동쪽과 남

쪽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화이트가 염소길이라고 이름 붙인 이 길은 금계

천을 따라 계천과 만나서 뒷내 개울이 된 곳까지 2,700m(현재는 학담리 앞 개울에서 합수

되는 곳까지 3㎞임) 정도 된다. 이 길은 옛길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길인데다 얼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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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담리 앞 개울(이 길 따라 가면 뒷내 개울이 나온다)

덮여있고 울퉁불퉁하 으나 소규모 공

병 를 데리고 서둘러 길을 닦았다. 새

벽 3시에 화이트가 이끄는 열이 이 

지역에서 빠져 나오기 시작했으며, 2시

간 후에는 후방경계 부 가 완전히 빠

져나왔다. 철수 선발 는 적에게 단 한 

발의 사격도 받지 않고 철수했다. 

  제7사단의 또 다른 지원부 는 빠르

게 후퇴하는 한국군 때문에 위험에 빠

졌으나 낮 동안에 안전하게 철수하 다. 제187공수연 의 647야전포병 와 96야전포병

는 한국군 제5사단을 직접 지원하다가 위험한 위치에서 철수하여 횡성 동쪽에 새로

운 사격 위치를 잡았다. 제187공수연  1  또한 큰 피해 없이 탈출하여 포  부근에 

방어진지를 쌓아 올렸다. 

  제21지원부 는 운이 나뿐 탓에 3  진 은 아침 내내 전투를 벌 다. 그날 아침 15

포 의 포가 진지 안에 도착하자, 맥시너 령은 교차로 지점 도로에 포를 거치하고 주위

를 둘러싸고 있는 고지들을 향해 사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포  포병 중의 한 사람인 

코테즈는 포탄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사격을 했다고 했다.

  아침에는 포병과 공중지원으로 K중 와 I중  진 을 죄고 있던 적의 압박이 줄어들었

다. 포병지원은 곡사포 이외에도 콰드50과 트윈40이 있었다. 82 공포  D포  원들

은 보병화기 사정거리 밖의 목표물에 하여 쉴 새 없이 사격을 했다. 그들은 열을 갖

추고 창봉리에서 이동할 때 D포 의 화력지원은 가끔 돋보 다.

  즉면 공격이 화력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자 중공군들은 방향을 바꾸어 진지남쪽을 공격

하기 시작했다. 맥시너 지휘본부의 남쪽과 서쪽에 있는 214m 고지  능선은 중공군에게 

두 번 점령당했으나 그때마다 야포를 직접 쏘고 연합군이 강력하게 반격하자 되찾았다. 

이 연합군은 제9보병연 와 K중 와 포 에서 남은 인원 그리고 3  본부중 요원과 

한국군도 있었다.

  3  의무 는 부상자로 넘쳐났다. 맥시너, 켈허, 케이스는 횡성으로 전투를 벌이며 

나오라는 명령을 받은 제21지원부  차량에 될 수 있는 로 많은 부상병을 태우기로 했

다. 그때 스트론 중위가 조종하는 헬리콥터가 불길이 번진 새말(현 공근면 신촌리) 진지

를 마지막으로 비행했다. 지상에서는 메이스 중위가 불 속에서 빠져나오려 노력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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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내가 본 가장 용감한 행동 중 하나는 헬리콥터가 그곳에 착륙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불 속으로 곧바로 내려와서는 나를 태운 뒤 이륙했다. 중공군은 그를 격추시키지 

못했다”고 회상하며, 슬프고도 안타까운 것은 심하게 다친 사람을 태우려던 두 사람은 

총탄에 맞아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오 바로 전에 케이스와 켈허는 제21지원부 에게 전투를 벌이며 횡성으로 철수시키라

는 아몬드의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켈허는 C중 를 중공군이 부분 전투를 

벌이며 자리잡고 있는 길 서쪽에 배치하고 B중 는 왼쪽에, A중 는 예비로 배치했다. 공

격이 시작되자 C중 원들은 칼을 몸에 차고 첫 번째 다리를 공격했다. 중공군은 차가운 

금속 파편을 피해서 달아났다. C중  월 병장은 중공군 기관총을 공격하기 위해 수류탄을 

던졌으나, 안전핀을 뽑는 것을 잊어버렸다. 수류탄은 정확하게 기관총을 쏘는 사람의 머

리를 맞추어 그를 놀라게 했다. 중공군 병사가 제정신을 차리려고 할 때 월이 그에게 달

려가더니 그를 죽 다. 로리 소령은 부상을 입었는데도 C중 의 공격을 지휘했다. 로리는 

그날 밤 학살의 계곡에서도 살아남았으며, 나중에 십자무공훈장을 받았다.

  B중 는 1.4㎞ 정도 앞으로 나아갔을 때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켈허는 A중 에게 B중 를 통과하여 앞으로 나가서 계속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중공군이 B중  뒤로 려와서 가드너 중 는 B중 에 도달했는데도 조금씩 움직여야 했

다. 이때 2개 중 는 급격히 줄어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40명밖에 남지 않았다. 2

개 중 를 하나로 묶어 통합부 를 만들어 계속 싸우려했으나 C중 에게 한 것처럼 중공

군이 갑자기 막아섰다. 

  이 전투에서 가드너는 다시 한국군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한국군 제21연

의 지휘관을 발견하면 병사들을 데려다 전투에 투입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한국군 지휘

관은 장교나 하사관이 한 명도 없어 그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선임 중사의 도움으로 

가드너는 한국군 병사의 등을 떠 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있는 한국군을 ‘미군, 한국군, 

중공군의 시체가 나뒹구는 땅’을 지나서 간신히 배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드너는 남아 있는 중 원 14명 중 1명을 전령으로 뽑아서 뒤쪽 도로에 그들을 

보강해 줄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가져오라고 보냈다. 그는 아무 것도 가져오지 못했지만 

신 많은 포병들이 길을 따라 열 지어 서 있는 차 위에 앉아있다고 보고했다. 몇몇은 측

면을 경계하고 있었으나 부분 겁에 질려 도랑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가드너는 기피자

를 끄집어내어 무리를 지게 한 다음 전선과 길 서쪽의 전투 중인 고지 로 보냈다. 이들 

중 일부는 맡은 일을 훌륭하게 해냈으나 많은 병사들은 잘 보이지 않은 장소에 숨어서 



미국에서 본 횡성전투와 지평리전투┃제1절

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259

가드너와 같이 화난 장교들이 자신들을 발견하지 않을까 하여 움츠리고 있었다. 또한 503

포  포병 5명은 자기들은 전투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병처럼 싸울 수 없다고 가드너에게 

말했다.

  켈허가 낸 보고서에 의하면, 3시 30분에 중공군이 강하게 반격해 와 A중 와 B중 는 

400m 정도 후퇴했다. 그때 200명이 넘는 한국군 열이 길 위에 있었다. 이들을 모아 전

선에 들여보내 우리를 돕게 하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들은 트럭이나 도랑에 숨

고 전투를 피하려고 탄띠와 탄약을 버리고 다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기도 했다. 한 한국

군은 총을 부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블랙웰 소령은 열을 이동하기 위하여 습관 로 여기저기 움직 다. 그는 열의 차량

을 멈추게 만든 길 왼쪽 능선에서 중공군 기관총을 발견했다. 블랙웰은 야전지휘부 작전

중사 앤더슨과 정보중사 버르를 불 다. 당시 그 길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앤더슨은 

다음과 같이 썼다.

  블랙웰 소령은 우리에게 기관총을 박살낼 병사들을 보내기를 원했다. 우리는 그에게 옆

쪽 작은 능선에서 나는 기관총 소리를 들을 수 있으나 그것을 처리할 병력이 없다고 말

했다. 그래도 그는 기관총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버르와 나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

보다가, 어깨를 움츠리며 우리가 가서 하겠다고 말했다. 소령이 반 하지 않았으므로 우

리는 CP를 폐쇄했다. SCR - 300무전기를 그냥 두고 보고서, 명령서, 지도 등을 덤불 속에 

집어넣고 CP그룹으로 공격팀을 구성했다. 

  자세한 공격은 세우지 않고 나와 버르가 앞장서서 공격했다. 그들은 우리가 오리라고 

예측하지 못한 터라 우리는 문제없이 기관총을 없앨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도 기관총이 

또 하나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나머지 원들은 버르와 나를 발견하고 기관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빗발치는 소총과 수류탄의 공격 속에서 나는 기

관총탄에 머리를 맞아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으며, 소총도 잃어 버렸다. 버르와 함께 

굴러 내려왔다. 기관총이 있는 곳은 이제 수류탄의 사정거리에서는 벗어났으나 수류탄이 

우리에게 굴러 보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버르가 내 다친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일어섰을 때, 그는 날아온 실탄에 맞고 말았다. 

팔이 찢어졌으며, 정강이에 구멍이 파이고 캐빈 소총이 부서졌다. 버르의 말버릇처럼 “너

는 꼭 찔린 멧돼지처럼 피를 흘리는구나”와 꼭 같은 모습이었다. 우리는 조금 더 굴러 내

려왔으며, 그는 붕 로 지혈을 했다. 지혈이 끝났을 때 우리를 에워싸고 따라오라는 몸짓

을 하는 중공군 6명을 보았다. 우리는 복종하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그들은 도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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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군 지원공격 모습(뒷내강 건너기전의 공격 모습. 51.2.12 오후 

힌튼 대위 촬영, 한국전쟁의 전환점, 원주)

너 개활지 쪽으로 데리고 갔다. 우리는 가면서 아군의 열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소규모 

공격조가 적의 기관총 사수를 향해 공격하는 소리를 들었다. 

  뒤이은 문장에서 앤더슨은 작전결과 보고서에 그 조치에 해 간단하게 썼다. “ 본

부는 본부중 를 이리로 보내 적의 화력을 잠재워야 했다.”

  앤더슨과 버르 그리고 많은 1  병사들과 82 공포  D포 의 웅다운 행동에도 불

구하고 다른 병사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제21지원부 는 아무 곳에도 가

지 못하고 있었다. 

  지원군부 가 갑자기 멈추어 섰을 때, 코플린 령은 아몬드가 한국군 제3사단에게 제

18연 의 1개 를 5번 도로를 따라 횡성 북쪽으로 공격하라고 명령했다는 연락을 받

았다. 이 공격은 72탱크 의 1개 소 와 제187공수연  G중 로 구성된 E지원팀으로 

보강될 것이라고 했다. 아몬드는 전형적인 방식 로 제3사단 부사단장에게 앞장설 것을, 

기갑참모서리 휘름에게는 기갑 - 보병 전진에 협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코플린에게는 

이 모든 일이 그의 작전구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도 그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G중  화기 소 장 웹스 중위

는 아직 기억이 생생하던 3월 13

일 ｢교훈들을 얻다｣라는 중 제

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오

후 1시에 공격하기로 되어있던 

한국군 는 출발이 늦어져 오

후 2시 15분까지도 출발하지 못

했다. 4시 50분에 한국군은 강 건

너 첫 번째 고지로 나아갔다. E

지원팀이 최고 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계곡을 따라 500m 정도 전진했을 때 소총과 기관

총탄이 빗발치듯 날아오기 시작했다. 중 의 박격포를 거치했지만 바로 강 건너 저격수가 

워낙 정확해 세 번이나 옮겨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 위치에서 한국군이 

전진을 멈춘 것을 볼 수 있었다.”

  코플린 령은 작전 장교 하지 소령을 보내 작전을 자세히 지켜보게 했다. 하지는 멈춰 

선 것을 보고서 한국군 지휘관을 찾아가 계속 전진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한국군 

령은 거절했다. 그는 고지를 점령한 뒤 어두워질 때까지만 지키라는 명령만 받았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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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187연대 3대대 L중대의 국군 5사단 지원 중

인 모습(한국전쟁의 전환점, 원주) 

장했다. 그는 지금 있는 곳에서 북쪽에서 철수하는 군 가 지나갈 때까지만 남아 있을 거

라고 했다.

  코플린은 절망했다. 그는 한국군에게 계속 전진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었다. 출혈이 

심해도 작은 반창고만 붙여 놓은 아몬드는 리지웨이와 면담하기 위해 휘름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원주로 떠났다. 악재 속에서나마 좀 나은 것이 있다면, 아몬드가 3 를 코플

린에게 풀어주었으며, 교차로지점에서 후퇴를 허락한 점이다. 

  한국군 는 결코 밤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해가 넘어가지 시작하자, E지원팀 원들

은 한국군들이 고지에서 서둘러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아무할 일도 없는 것 같

아 보이는 한국군이 철수하자 탱크 - 보병 지원부 는 횡성으로 되돌아왔다. 구조임무는 

또 한 번 실패했다.

  7) 죽음의 계곡으로

  3 가 자기 위치에서 나와서 1 와 나란히 움직일 때가 오후 4시 30분, 햇볕이 점

점 줄어들고 있었다. 통합부 는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 다. 그러나 그것은 기어가는 

것이었다. 그 가가 너무 비쌌다. 중공군의 박격포, 기관총, 소총이 보병을 쓸어버리고 

차량을 부수려고 계속 날아왔다. 

  횡성에 있던 코플린은 불안해서 견딜 수

가 없을 정도 다. 2개 보병 와 1개 포

병 가 매우 우세한 적의 함정에 빠져 있

는데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

었다. 코플린과 하지스는 그날 오후 포위된 

부 를 위해 화력과 공중지원을 요청하느라 

다 보냈다. 오후 6시에 군단기갑 참모서리 

휠음은 38연  본부에 가서 코플린에게 횡

성지역에 있는 모든 미군을 지휘하라고 했

다. 휠음은 이 명령을 한국군 가 뒷내강

개울에서 몇 백m 못가고 전진에 실패했다고 

군단사령부 상관들에게 무전으로 보고할 때 

받았다. 코플린은 오랫동안 연  탱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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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곡사포 포격준비 모습 

장을 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장교 힌튼 위를 불 다. 힌튼은 탱크 지휘에 실패한 뒤 

어쩔 수 없이 탱크 중 장으로 되돌려 보내지기 전에 연  부작전장교로 일했었다. 코플

린은 힌튼에게 제187공수연 의 G중 와 72탱크  1개 소  지휘를 맡겼다. 

  이에 힌튼은 바로 남쪽으로 향하는 들을 압박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주보급로로 

출발하기로 했다. 밤이어서 공중지원이나 포격 지원 없이 측면 보호는 소총중 에 의지해

야 했다. 제38연  탱크 두 기 앞장섰으며, 72탱크  탱크 5 가 그 뒤를 따랐다. 이 

탱크는 76㎜ 주포와 포탑의 캐리버 50주기관총과 주기관총 옆과 운전석 쪽의 30㎜ 기관총 

2정이 설치되어 있다. 탱크가 가지고 다니는 76㎜ 포탄은 고폭탄, 장갑관통탄, 백색탄이 

있다. 탱크에는 탱크 포탄을 사용하면 포구 속도가 305m/sec로 포신 옆에 있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놀라며 귀가 들리지 않게 된다.

  힌튼은 특공 가 강을 건너 새말로 가고 있을 때 칠흑같이 어두웠다. 2소 와 3소 가 

앞장선 탱크를 중심으로 길 옆에 나란히 앞으로 나아갔다. 화기소 는 도로 한 쪽 편에는 

57㎜ 무반동총을, 또 다른 쪽 편에는 60㎜ 박격포를 가지고 맨 뒤 탱크를 뒤따랐다. 1소

는 후방 경계를 맡았다. 이렇게 특공 가 500m 계곡으로 전진했을 때 그날 오후 일찍이 

아군이 맞서서 버티던 그 지점에서 소총과 기관총탄이 빗발치듯 날아왔다. 그러자 선두 

탱크가 적이 사격하고 있는 곳에 포를 마구 퍼부어 적의 화력을 잠재웠으며, 보병 소

가 어느 정도 측면 경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양쪽 계곡을 점령하고 있는 적들은 사격 회를 하는 것 같이 공격하 다. 특공 가 

400m 더 전진했을 때, 강력한 박격포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 탱크는 간접화기를 제압할 

수 없어 박격포탄을 맞은 사상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브램블렛 화기소  60㎜ 박격포 분

장이 누군가 논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하여 화기 소 장 윌키스 상사가 확인해 보라고 

했다. 접근한 결과 그는 한국인이었

다. 120㎜ 박격포탄이 특공 의 뒤쪽 

끝 G중  박격포 분  쪽으로 떨어졌

다. “포탄은 거의 모든 박격포 분 원

들을 다치게 한 것 같았다”라고 브렘

블렛이 말했다. 

  105㎜ 포를 끌고 가던 트럭이 좁은 

산길로 들어서자 형 박격포탄이 트

럭을 덮쳤다. 가장 참담한 결과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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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대대의 방어선

앞에 펼쳐졌다. 후방을 경계하던 38연  탱크는 눈두 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트럭과 곡

사포를 움직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트럭, 지프, 트레일러, 움직일 수 없는 부상

자를 후송하는 3/4톤 트럭 등 모든 차량을 버려야만 했다. 걸어가는 부상자들은 발을 질

질 끌며 횡성 쪽으로 갔다. 그들은 후방 경계를 위해 뒤에 남아 있던 몇 안 되는 L중 와 

3 본부의 나머지 병력을 따라갔다. 

  멈춰 선 트럭 바로 앞에는 15포병  컨래드 위가 차량들을 열 뒤로 배치하 다. 저

녁 8시에 박격포 가 다시 멈추었을 때, 열 뒤의 병사들이 그를 지나쳐 가는 것을 발견

했다. 컨래드는 그 중 한 사람을 불러 세워 뒤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 보았

다. 그는 컨래드에게 적이 열 뒤쪽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살기식’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탱크가 출발하기 전에 보병 의 보병들과 포병부 , 한국군들이 주보급로를 따라 남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38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선두부 가 길 아래쪽으로 출발하자, 바로 전에는 안전한 지역이었던 곳에서 박격

포와 소총, 기관총탄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횡성까지 남는 길을 가기 위해서 열은 

집중공격을 받아야 했다. 실탄은 가까운 거리에서 날아왔다. 수많은 경우에 아군이 

도로 한쪽 편을 점령하면 적군이 반 편을 점령하여 수류탄 투석전이 길을 따라 계

속되었다.

  계곡의 특공 에 같이 참가한 제38연  부정보장교 히스 위는 넓적다리를 다쳤다. 힌

튼과 그는 절뚝거리고 비틀거리며 남은 횡성 길을 걸어갔다. 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중에 

케이스 중령은 어디에선가 지프를 잃어 버렸다, 그는 지원군이 새말(현 공근면 신촌리)에

서 출발하기 전에 가볍게 다쳤으나 

또 다시 다쳐 포로로 잡혔으며, 

1951년 3월 30일 그 상태로 죽었다. 

  코플린 령은 계곡에서 철수하

는 병사들을 만나기 위해 뒷내강 

다리를 건너 횡성쪽 도로에 서 있

었다. 그는 장들에게 횡성을 

지나 남쪽 4㎞ 지점에 한데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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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덴 중령(가운데) 작전협의 모습과 1950년 1월 중순 횡성에서 이동할 때의 네덜란드 부대 모습(산 위에 

있는 것이 횡성감리교회이고 그 근방에서 오우덴 중령이 전사했다)

부 를 재편성하게 했다. 그곳에서 새로 그린 원주방어선으로 부 를 이동시키려고 한 것

이다. 화이트 령이 이끄는 제7지원부 도 북쪽에서 뒷내강을 건너오면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공군들이 네덜란드 의 방어선을 공격하자, 코플린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다. 

  밤 9시, 새말에서 오는 첫 부 가 도착했다. 1개 열의 사람들이 북쪽에서 시내를 통

과하여 네덜란드  지휘부로 오는 것이 관측되었다. CP경계병이 열을 향하여 사격을 

하자, 열에서 “오케이, 한국군이야, 오케이, 한국군이야”하고 소리쳤다. 장 오우덴 

중령은 확신할 수 없었다. 사격이 멈추고 열이 CP 앞으로 오자 오우덴은  정보중사 

패커에게 통역을 데리고 확인해 보라고 했다. 패커와 통역이 그들 근처에 가까이 갔을 때 

통역은 그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중사, 얘들은 중국 애들이야”라고 소리쳤다. 즉시 

열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사격을 하기 시작했다. 패커는 CP를 향하여 소리쳤다. “

장님, 뭔가 잘못 되었어요.” 사격소리와 패커의 외침에 놀란 오우덴은 병력을 18m 정도 

뒤 본부중 로 후퇴시켰다. 그가 명령을 내리는 순간 수류탄이 그의 발 밑에 떨어졌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그를 네 사람이 둑 위로 끌어올리려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여러 사람이 다쳤으며, 그 중에는 아직도 B중 에 병력 지원을 요청하려고 하는 택 위

도 있었다. 결국 본부중 의 상황은 안정을 되찾았고 중공군과 마주한 상태로 전투를 벌

다. 강을 따라 네덜란드 중 는 중공군과 강력하게 맞섰다.

  제7지원부 는 뒷내강 계곡을 따라 얼음 덮인 길을 거의 다 왔을 때 적의 소총과 기관

총 박격포가 날아오는 치열한 공격을 받았다. 지원부 는 얼음 덮인 좁은 길 벼랑 끝에서 

155㎜포가 미끄러져 한 를 잃었다. 공병 원들은 나머지 포 가 지나가도록 서둘러 길

을 정리했다. 제17보병연  2 장 베이커 중령은 화이트가 이끄는 포 를 보호하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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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내강 서쪽 능선(네덜란드 대대와 중공군이 뒷내강 다리 

주변에서 전투하고 있을 때 많은 군인들이 진로를 바꾸어 

서쪽능선 즉 갈풍산성을 따라 남하하였다)

무를 맡았으며, 횡성까지 별 문제 없이 호송했다. 코플린 령은 이 사실을 보고 받고 베

이커를 CP를 불 다. 그는 제10군단이 명령한 명령체계에 하여 통보하고 화이트의 나머

지 포 를 철수시키고 명령을 기다리라고 했다. 

  중공군이 네덜란드 본부를 공격하자 많은 혼란이 일어났다. 베이커의 군 는 화이

트 포 가 횡성으로 가던 길을 계속 가기 위해 싸웠으며, 결국 횡성 남쪽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포  열은 중공군의 주 화력거점을 공격했다. 베이커 는 G중 를 

선두로 중공군 진지를 공격하여 파괴했다. 흩어져있는 몇몇 저격수를 제외하고는 횡성 남

쪽의 주보급로를 막으려던 중공군의 시도는 중단되었다. 

  네덜란드 는 새말에서 철수하는 

차량의 열이 횡성으로 확실히 들어

오기까지 단호하게 싸웠다. 개별로 움

직이는 많은 군인들은 강 남쪽의 네덜

란드 와 북쪽의 중공군과의 전투

를 피해 서쪽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이 병사들은 나중에 횡성 남쪽의 주 

보급로에 집결했으며, 군사를 모아 부

를 재편성하려는 제38연  장교들이 

이들을 소집했다. 

  네덜란드 는 모든 부 들이 후방으로 다 철수할 때까지 싸웠으며, 새벽 한 시에 전

투를 그만두고 원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G중 는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 전술적 통일을 

이루었으며, 주보급로 남쪽으로 이동하는 도중 코플린 령을 찾아서 쿡 위는 다음 명

령을 내려 달라고 했다. 제38연 와 제2사단 사령부와의 무선 교신에서 G중 는 아직 제2

사단의 작전지휘 아래에 있으므로 원주로 돌아오라고 했다. 운송수단이 아무 것도 없어서 

중 는 걸어야 했다. 6명이 죽고 50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많이 나왔지만 G중 는 죽음

의 계곡에서 아주 좋은 상태로 살아남았다. 

  2월 13일 낮, 제10군단은 횡성 북쪽에서 제2사단 부 들이 당한 끔찍한 손실을 파악하

기 시작하 다. 제7지원부 는 용의 아가리에서 사상자를 약간 내고 탈출했다. 횡성 위아

래의 전투에서 제7사단 부 들은 12명이 죽고 125명이 다쳤으며, 55명이 실종되었다. 차량 

35 , 길에서 미끄러진 155㎜ 곡사포 1문, 횡성 북쪽에서 한쪽 트랙이 벗겨져 포기한 콰드

50 1문 등 장비손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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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군이 모두 철수할 때까지 용감하게 싸운 네덜란드 군인들 

파괴된 미군차량과 흩어져 있는 시신들

  제10군단 전체가 계속되는 혼란으

로 몇몇 부  특히 한국군 제8사단 

같은 경우는 전사자, 부상자, 실종자

를 구별해서 집계하는 것이 불가능했

다. 제10군단은 한국군 제8사단의 나

머지 병력을 원주 남쪽 32㎞ 떨어진 

주포리에 배치했다. 한국군 제8사단 

붕괴에 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

한다면, 사단장 최 희 준장은 2월 12

일 횡성을 떠나서 집결지인 남쪽으로 향했다. 그는 그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제32연  

3  부작전장교 킹스턴 중위가 제천에서 그날 밤 야간근무를 하던 중 예하중 에서 길

을 잃고 헤매는 한국군 장군을 병사들이 거의 쏠 뻔했다고 보고했다. CP로 데려오고서야 

비로소 그가 최 희 장군이라는 것을 알았다. 는 장군과 부관 둘에게 음식을 주고 그

들이 미군사 고문단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킹스턴은 최 희 장군이 방향감각을 

잃고 좌절해 있었다고 했다.

  처음으로 세어본 사상자 수에 넋이 

나갈 정도 다. 물론 사상자는 부상자, 

실종자, 사망자를 포함하지만 실종자

로 분류되었던 많은 한국군 사단소속 

군인들이 결국 아군 진지로 찾아 돌아

왔다. 하지만 한국군 제8사단은 부

분 중공군의 포위망에서 빠져 나올 길

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낙오자들을 

모았을 때도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정확히 말해서 얼마나 많은 제8사단 병력이 죽거나 실종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3일 동안 횡성작전에 해 제38연 가 올린 보고서에는 작전 중 전사 25명, 부상 185명, 

실종 724명으로 되어 있다. 실종자 부분 전쟁포로가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은 3월 초에 

해병 가 횡성 북쪽을 다시 점령했을 때 사라졌다. 횡성 북쪽에서 살육을 목격한 그들은 

그곳을 ‘ 학살의 계곡’이라 불 다. 제2사단은 구호수색팀을 구성하여 시신과 장비를 거

두어들이기 위해 해병 와 함께 들어갔다. 3월 3일과 12일 사이에 이 팀은 시신 250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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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38연대 횡성전투(51.2.11~13) 보고서

상을 거두어 들 다. 불에 타거나 탱크에 짓뭉

개진 몇몇 시신을 제외하고는 시신이 얼어 있어

서 신원을 확인하기가 쉬웠다. 박격포 파편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부분 시신에는 총을 맞

은 흔적이 수없이 많았다. 전쟁이 끝난 뒤 부

분 실종자가 집계했는데, 제38연 가 3일 동안 

낸 전사자는 468명이었다. 255명은 현장에서 전

사했고 213명은 포로로 있다가 죽었다. 포병도 

똑같은 아픔을 겪었다. 15포병 는 83명이 현

장에서 128명 이상이 포로생활을 하던 중에 죽

었다. 503단일 포 는 56명이 전사했고 용감한 

82포병 D포 도 34명이 전사했다. 

  무기손실도 꽤 많았다. 한국군 부 는 105㎜ 곡사포 27문, 다른 중화기 901정, 차량 88

를 잃었으며, 소 장 무전기부터 차량탑재 무전기까지 무전기 390 를 잃었다. 미군이 

입은 손실도 똑 같이 높아 탱크 6 를 포함하여 부분 무전기를 장착한 차량 280 를 잃

었다. 무전기 195 를 버렸으며, 분실 목록에는 없던 작은 장비인 M - 209 두 , 부 와 

부  사이의 암호변환 컨버터도 그리고 105㎜ 곡사포 14문, 155㎜ 곡사포 6문도 잃었다. 

1951년 2월 11일~13일 주요부대 사상자수

부대명 합계 부대명 합계

한국군

  제3사단   1,238명 미군과 유엔군 제2보병사단   1,769명

  제5사단   1,141명 제7보병사단     190명

  제8사단   7,465명 제187공수연      59명

  사상자 총계   9,844명 사상자 총계 사상자총계   2,018명 

연합군 총 사상자 11,862명 

  자료 : 모스맨, Ebb and Flow, 279쪽. 

     

  전체적인 라운더업 작전은 근본적으로 결점이 있었다. 리지웨이도 이 점에 하여 알고 

있었으며, 1년 뒤 미 육군 역사위원회 구술역사 답변에서 “라운더업 작전은 진취성, 독창

성, 담성 모두가 좋았다”고 했다. 하지만 리지웨이는 이 작전을 아몬드가 ‘군 가 위험

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기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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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국인들이 말하는 횡성전투

  1) 조니 그레이 

  조니 그레이(Johnnie R. Gray)씨는 1952년 결혼하여 1993년 당시 아들이 33세, 딸이 39세, 

손자가 넷, 손녀가 하나 있었다. 그는 엔든(Elden)시경에서 20여 년 이상 법률에 관한 일

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는 나이 만 15세 되던 해에 군에 입 하고 17세 되던 해 생일을 

지내고 곧바로 한국전쟁에 참전하 다.  

  1950년 8월 16일부터 1951년 6월까지 한국에서 미 보병 2사단 82 A.A.A. AW  D포병 

중 에 있었고 한국전에서 크게 두 번 부상을 입었다. 한 눈을 실명하고 두뇌에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40% 정도의 불구자이다. 그리고 지금도 P.T.S.D라는 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다. 혹자는 4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은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나 그는 그럴 수가 없다고 

한다. 

  그는 낙동강에서 큰 전투를 두 번 치 고 군우리 북방에서 춘천까지 다섯 번 또한 

큰 전투를 하 다. 그러나 횡성에서의 전투만은 그중 가장 심하 고 예외적인 것이라

고 한다.

  그는 북한 군우리전투에서 포위되었고 거기서 많은 전우를 잃었다. 1951년 2월 12일 우

리는 남한 횡성북방에서 또 한 차례 포위를 당했는데, 당시 그는 창봉리 남쪽에 있었다. 

그리고 횡성 남쪽까지 사이에서 계속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D포병중 만도 87명 중 생

존자는 겨우 25명이고 가장 친한 전우 Billy Cochron도 거기서 잃고 그의 시체도 찾지 못

하 다. 

  당시 아군이 싸우던 장소는 단히 길었다. 아군은 당시 310고지로부터 심한 화력공세

를 받고 우리의 M16 TANK는 파되었다. 우리는 하차하여 눈두 으로 달렸고 335고지 정

상으로 올라갔다. 이 고지는 논골의 남쪽 교량의 북쪽에 해당한다. 때는 1951년 2월 12일 

새벽 3시 다. 그리고 아침 9시 30분 쯤 중공군이 우리의 335고지 후면으로 돌아오기 시

작하 기에 아군은 남쪽으로 하산하 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총격전을 시작하 다. 335

고지에서 무사히 빠져 나온 사람들은 우리 분 에서는 오로지 자신 한사람뿐이었고 다른 

우리 분 원들은 모두 다 죽거나 또는 포로가 되었고 나의 가장 친한 전우 Belly Cochron

도 거기서 전사했다. 그의 시체는 집에도 못 돌아가고(찾지 못해서) 본인은 지금도 가끔 

‘그의 시체가 335고지의 어디엔가 그 로 버려져 있지 아니한가’ 하고 생각을 많이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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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 그로이씨 부대가 집중공격을 받은 335고지와 퇴로

(한국에 있어서의 리지웨이 장군의 결전 

본다. 

  고지에서 내려와 335고지 남쪽 뒤

편에서 내려오는 한국군 병사들과 

만났다. 교량 정 남향 로(大路)쪽

으로 다시 내려왔다. 그리고 미 제

37사단 20연  보병병사들과 로를 

따라 계속 걸었다. 아군이 학담에 

도착했을 때의 총격전은 단히 격

전이었고 새말(현 공근면 신촌리)전

투도 같은 상황이었다. 그 새말을 

지나서 데이비스(Richard Davis)의 D

포병중 장의 M16 TANK에 올라탔

다(D포병중 원을 반 쯤 실은 탱크

에서 M16총을 받았다. 자신은 도로 

맞은편 쪽으로 달렸고 중공군은 거

의 전면적으로 깔려 있었음). 그리

고 우리는 도로의 나머지 부분을 달

렸고 중공군은 여기저기 즐비하게 

깔려 있었다. 아군은 로상의 파괴

된 많은 차량들을 도로에서 어내

야 했다. 데이비스는 계속 달리고(전사하고) 그는 중공군 Rocket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총

탄에 맞아 후송되어 일본의 육군병원에 이송되었다가 1951년 5월에 다시 원 복귀, 그 후 

같은 해 6월에 재입원하 다.      

  친구 Billy Cochron은 횡성 북방 335고지에서 실종되었고 그의 자당(慈堂)은 나이 95세에 

작고하 다. 그의 사해(死骸)는 아직도 고향집에 못 돌아왔고 그의 부친 Cochron씨는 아

직도 그의 아들이 집에 살아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 그의 모친이 아들을 고

하며 작고함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1993년도에 보내온 편지 3통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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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스터(우)와 해로드(중)

  2) 웹스터의 포로와 탈출과 그리고 6·25전몰위령비 헌납

포로와 탈출 그리고 함께 전우들을 

위해 위령비를 세워 헌납한 웹스터

(Wilbur R. Webster)의 일연의 행동은 

모범적이라 할 수 있다. 웹스터 소위

는 1951년 2월 11·12일 당시 82 공

포  D포  소  지휘관으로 중공

군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고 있을 

때 무릎에 총알을 맞고 포로로 잡혔

다. 그의 두 달간의 포로생활과 탈출

기13)를 알아보기로 한다.  

  웹스터가 학담리 다리 근처에서 붙잡혔을 때, 그는 미군들이 많이 모아 놓고 있는 집결

지로 끌려갔다. 중공군들은 다친 자와 다치지 않은 자를 나눴으며, 걸을 수 있는 포로들

을 북쪽 수용소로 끌고 갔다. 웹스터는 다른 장교 2명과 29명의 사병 그룹에 남게 되었

다. 파편에 왼쪽 어깨를 다친 해로드(Carroll D. Harrod) 위는 제7사단 49야전포병 전방

관측장교 으며, 한국군 제21연 와 함께 작전 중이었다. 다른 한 명의 장교는 제38연  

B중  바이드 소위 으며, 나중에 그룹과 분리되어 전쟁기간 중 포로생활을 했다.

  중공군들은 사병들을 풀어주려고 안전통행증을 나누어 주었다. “나와 해로드는 줄을 서

서 통행증을 받았으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빠져 나가려 했다. 그러나 중공군은 다

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그룹에 장교 3명이 틀림없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나는 통행

증을 꼭 지녔다”라고 웹스터는 말했다. 

  중공군들은 몸이 성한 사람을 다친 포로들을 호송시키는데 허비하지 않았다. 부상당한 

중공군들은 스스로 후송을 갔다. 만주까지 가는 길에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들의 전쟁은 

끝이 날 것이다. “우리는 이 중공군 부상자들 그룹에 속해 있었다”고 했던 웹스터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 다.

13) 제이 디 콜맨(허경구 역), 2002, 한국전쟁의 전환점, 원주, 옛오늘, 215~217쪽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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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우리를 데리고 만주로 간다고 했다. 3월 6일과 7일, 우리는 홍천에 있었다. 

새벽 두세 시쯤에 도착했을 때 홍천은 별 피해가 없어 보 다. 그날 오후 4시에 그곳

은 완전히 쑥 밭이 되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목표물은 시내 중심가 공원 지하에 있는 

공산군 근거지라고 들었다. 그 공원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180m 떨어져 있었다.

  포로들을 관리하고 있는 중공군은 이렇게 표적이 되고 있는 지점에서 빠져나가려고 노

력했다. 해로드는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안경 없이는 ‘밤에는 박쥐처럼 앞을 볼 수 없어

서’ 웹스터의 옷자락이나 팔을 잡고 걸어야 했다. 그들 둘은 줄곧 탈출을 이야기했다. “중

공군 호송 가 오늘밤 이동을 할 때 중공군이 조금 멀어지면 그때가 탈출기회야”라고 했

던 웹스터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그들보다 천천히 걸음으로써 그들과 멀어졌고 그들은 우리를 버려두고 그

냥 가 버렸다. 우리는 인식표를 떼어서 땅에다 묻고 증명서를 신발에 숨겼다. 둘 다 

같은 시기에 징집되었으며, 또한 둘 다 계급장이 있는 사진이 지갑에 있었다. 우리

는 더 북쪽의 중공군 야전병원에 있다가 통행증을 만들어 주고 미군 병원으로 가라

고 해서 간다고 마음속에 핑계거리를 준비하고 길을 따라 되돌아갔다. 우리는 무엇

이 나타나도 숨거나 피하려하지 않았다. 나와 해로드는 36시간 동안 북한군 사령부

에 끌려가서 공포스러운 취조를 받았으나 결국 우리가 남쪽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사실 그들은 지평리 쪽으로 향하는 44번 도로를 따라 남서쪽으로 주로 밤에 걸어내려 

왔으며, 종종 저지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말을 통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었

으며, 두 사람은 자기 생각을 전달할 정도의 중국말을 주워들어 알고 있었다. 해방되던 

날 아침 자신들이 아군 전선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새벽 4시까지 중공군은 4열을 

지어 북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황급히 두 사람은 그들에게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7시 30분 포병 관측

기가 우리 머리 위에서 돌고 있어 우리는 그의 주위를 끌려고 했다. 잠시 후 우리에게 표

적 확인탄이 날아왔다. 내가 가장 숨기 좋아하는 곳은 길 밑 배수로 는데, 그곳을 찾아 

잽싸게 기어들어 갔으며, 잠시 후 유효사격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낮에 움직일 때마다 우

리는 폭격이나 공습을 받았으며, 이제는 포병공격을 받았다”고 웹스터가 말했다.

  두 사람은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마을을 찾아 들어갔다. 한 한국 사람이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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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접하고 잠자는 동안 지켜주었다. 그들이 구조되는 순간은 아주 위험했다. 탱크 

4 가 앞으로 나아갔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적군이 탱크에 사격을 가했다. 탱크는 여러 

집에 총을 쏨으로써 복수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탈출한 웹스터는 다음과 같이 말하 다.

  캘리버50 기관총탄이 머리 10cm 위로 날아와 박혔다. 그런 뒤 탱크가 차례로 돌기 

시작했다. 세 번째 탱크가 회전할 때 해로드에게 말했다. “우리는 나가려면 지금이

다.” 내가 나가서 사격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몰랐으나 나는 사격할 때 사용하는 벙어

리장갑을 흔들며 소리치며 나왔다. 탱크 지휘관은 나에게 오라고 소리쳤다. 나는 돌

아가서 해로드를 데리고 탱크에 탔다.

  

  이 미군들은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 다. 웹스터는 군 생활을 계속했으며, 1951년 2월 

공포스러웠던 이틀 사이에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비 설립에 힘을 보태, 창봉

리 부근에 기념비를 헌납했다.  

  3) 앤더슨의 포로생활과 탈출

  앤더슨의 탈출기14)는 한편의 드라마 같다. 이보다 더 극적인 탈출은 없어 보인다. 당시

의 포로생활과 탈출기는 중공군의 포로관리 모습도 잠깐 보여준다.  

  앤더슨이 포로로 잡히던 당시, 앤더슨과 버르는 중공군 기관총을 공격하고 있었다. 앤

더슨이 턱에 실탄을 맞은 바로 뒤에는 중공군이 기관총으로 잠시나마 승기를 잡고 있었

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집히고 난 후 나머지 본부중  원들이 기관총을 없앴다. 전

투에 배치되었던 중공군들이 애더슨과 버르를 다른 곳으로 호송했다. 포로들을 호송하는 

중공군들은 공격하고 공격당하는 일에서 빠져나와 이 일을 맡자 매우 즐거워했다고 앤더

슨이 말했다. 또한 “그들은 우리를 재촉하지 않았으며, 잠시 멈춰서 버르가 내 목의 출혈

을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것으로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문제는 피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내 목을 아주 세계 눌러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하 다.

  무리가 전선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호송병은 포로를 더 받았고 큰 무리들과 합쳐지

면서 미군이 7·80명 정도 되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다치지 않은 상태 다. 포로들은 

14) 제이 디 콜맨(허경구 역), 2002, 한국전쟁의 전환점, 원주, 옛오늘, 217~223쪽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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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봉리 남쪽에서 길을 벗어나 다른 무리와 합쳤다. 중공군 호송병 6명이 쓸 만한 물건이 

있나 해서 새로 온 포로 6명의 몸을 뒤졌다. 그들은 이것을 ‘중국인민 지원군에 한 강

제헌납’이라고 말했다. 앤더슨은 결혼반지를 감추어서 빼앗기지 않았다. 

  중공군들은 30여 명 되는 하사관들을 따로 심문했다. 앤더슨은 낮은 보직을 맡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그는 스스로 강등하여 방금 보충되어 온 소  중사로,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만약 중공군이 내가 작전 중사이며 비 문서를 취급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를 데려다 썼을 것이고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자신

에게 알아낸 것보다 그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머리를 다쳐 많이 

웅얼거렸기 때문에 혹독한 심문을 피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우리는 내가 다친 곳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고 말한 앤더슨

은 회고록에 이렇게 썼다. “피가 아직도 많이 흘러서 버르가 한국 사람이 쓰던 낡은 이불

을 뜯어서 목 뒤쪽 상처 부위에 주었더니 피가 멈추었다.” 앤더슨은 매우 비참해 보

지만 고통은 없었다고 말했다. 만약 그가 자신이 다친 부위를 봤다면 자신이 살아있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밤에는 혹독하게 추웠으나 낮에는 따스해서 0도에 

가까웠다. 추워서 좋은 점은 파리가 없고 병원균에 의해 감염될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수용소가 공습으로 소란스런 틈을 이용하여 앤더슨과 버르를 비롯해 다른 3명이 일어

나서 남쪽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중공군과 마주쳤지만, 중공군들은 그들에게 남쪽으로 

가서 유엔군 보고 싸우지 말도록 설득하라고 했다. 언어의 장벽이 워낙 높아서 그들은 

다시 갇혔고 다행히도 총살을 당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음번에는 계획을 잘 짜리라고 결

심했다.

  그 다음날 탈출 계획을 미리 세우기도 전에 해군기 두 가 날아와서 경계병들이 숨어

있는 작은 나무 숲에 네이팜탄을 투하했다. 버르는 군복에 제2사단 표식을 단 한국군을 

끌어들 는데, 그는 리하게도 중공군에게는 어만 사용했다. 앤더슨과 그들은 해군기

가 공격하는 혼란한 틈을 타 다시 남쪽으로 갔다. 그들은 보통 미국 군인들은 가슴속으로 

평화를 사랑한다는 중국의 선전문구를 이용하고 더 나아가서 동료들에게 전쟁이 부당하

다는 것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둘러 기로 했다. 그들은 미군들에게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

도록 하기 위해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서둘러 지어냈다. 이번에는 임무를 설명하는 한국인

을 데리고 잘 해 나갔다. 

  “우리는 길을 가는 동안 웃으며 등을 두드리는 등 축하와 격려를 받았다”고 앤더슨이 

썼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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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먼 곳에서 총소리가 들리는 곳까지 갔을 때 말이 통하지 않는 적군 분 장

이 우리말을 믿지 않고 경계병 2명으로 하여금 돌려보내도록 시켰다. 경계병들은 우

리가 자기들의 말에 복종해야만 하는 새로운 상황에 즐거워했다. 우리가 속해 있던 

무리에 다시 돌아간 우리를 아무도 도망자로 취급하지 않았다.

  중공군들은 우리를 다른 수용소로 데리고 갔다. 2월 20일 중공군들은 걸을 수 있는 포

로들은 걸려서 북으로 데려가고 걸을 수 없는 포로는 지금 남아있는 곳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차량으로 이동한다고 알렸다. 그날 경비병과 심문관은 하루 종일 포로로 분류하고 

또 분류했다고 앤더슨이 말했다. 앤더슨이 알고 있던 매시번 상사는 발을 다쳤다. 매시번

은 다리를 절뚝거리고 신음소리를 내는 모험을 한 끝에 앤더슨과 다른 부상자들과 함께 

남게 되었다.

  버르는 북으로 향하는 행군 무리에 속하게 되었다. 그는 병약자 무리로 와서 앤더슨과 

매시번에게 잘 있으라고 인사했다. 앤더슨이 “버르는 내가 아는 가장 훌륭한 군인중의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버르는 1951년 5월 15일 포로 생활 중에 죽었다.

  도보행군을 하는 무리는 호송병 넷이 아침 쌀밥을 짓기 위해 불을 지필 때까지 거의 

떠나지 못했다고 앤더슨이 말했다. 포로들이 탈출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때 간신히 불이 

붙었다. 

  앤더슨은 “우리는 마음속으로 꼭 탈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다음과 같이 썼다.

  빌 매시번은 떠날 준비가 되었다. 탈출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도 가기를 원했다. 

우리 둘은 무리가 클수록 실행에 옮기기가 더 어렵고 성공하기도 더욱 어렵다고 생

각했으나, 우리가 이 무리들을 이끌고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앤더슨과 매시번은 뭉친 사람끼리 살아남기 위하여 지켜야 할 엄격한 행동규칙을 만들

었다. 기본원칙은 “각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여행할 수 있어야 하며 도움을 요청하지

도 않아야 한다” 다. 모든 사람이 다쳐 간신히 스스로 지탱할 수 있을 정도 다. 그룹은 

밤에만 이동하기로 했다. 매시번은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 싸웠으므로 이곳을 제일 잘 알

았고 앤더슨은 작전상사로서 지도로 이곳을 연구한 적이 있었다. 이들은 낙오자들을 기다

리지 않고 각자는 다시 잡혔을 때 다른 탈출자에 한 정보를 자백하지 않을 것을 맹세

했다. 앤더슨과 매시번은 28명이 너무 많아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

고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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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105㎜ 곡사포(그들이 본 한국전쟁2)

  이들 무리가 떨어져 나오던 날 눈

이 내렸다. 그들이 남쪽으로 갈 때는 

눈이 비가 되어 내리기 시작했다. 1㎞ 

정도 갔을 때 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눈 위에 

서서 욕을 하게 내버려 두고 모두 떠

났다. 그들은 2월 20일과 21일 밤에 

이동했다. 둘째 날 밤 어떤 이들이 

무리지어 미군 105㎜ 곡사포를 북쪽

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여러 줄의 끈을 만들어 포를 끌며 노래를 부르며 길

을 가고 있었다. 일단 적을 피해서 이틀 밤을 계속해서 더 갔다. 

  24일 밤, 매시번은 능선을 가로질러 이곳에서 1.6㎞ 정도 남쪽 뒷내강으로 연결되는 길

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텅 빈 마을에 숨어 있었다. 다음날 아침, 너댓 명이 

앤더슨을 깨워서는 “자신들이 여기서 나가 다리를 건너 횡성으로 가겠다”고 했다. 앤더슨

이 말렸으나 소용이 없었으며, 그들은 떠났다. 

  이 때, 며칠을 굶고 피도 많이 흘린 앤더슨은 지칠 로 지쳐서 잠이 들었다. 얼마 동

안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중 희미하게 발자국 소리가 오가더니 그의 곁에 멈추었다. 그는 

중공군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눈을 뜬 그는 지저분한 군화 한 켤레를 보았다. 제38연  

L중  도르쉐프스키 상병이 서 있었다. “우리가 방금 다리를 건너 탈출하지 않은 것은 여

기 당신과 함께 있기 위해서 입니다”라고 도스쉐프스키가 말했다. 무리에는 매시번도 포

함되어 있었다.

  매시번이 방에 들어와서 “오늘이 강을 건너기에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앤

더슨은 “발조차 들어 올릴 힘이 없는데, 더군다나 몇 백m를 걸어가서 강을 건널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서 너희들의 목숨이라도 구하라”고 말했다. 아무도 

앤더슨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신 그에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달아났으므로 

애초에 서로 돕지 않는 규칙은 무효라고 말했다. 그 이후의 상황을 앤더슨이 말하 다.

  정오가 가까워 와도 그들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아 내가 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함께 출발했다. 매시번이 앞장서고 그 뒤 30여 m 뒤에 조와 함

께 따라갔다. 내가 강 아래로 50여 m 내려갔을 때 조와 빌이 내게 달려와 강둑 위에 

숨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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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시번과 도르쉐프스키가 강을 건너기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 강 아래를 자세히 살피

고 있을 때 얼마 되지 않은 중공군들이 강 건너 자기 편 능선에서 사격을 하기 시작했다. 

앤더슨은 이렇게 썼다.

  이것은 그때나 있었지 다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빌과 조는 내 어깨를 부축하

고 강으로 뛰어들었다. 강물은 물살이 빠르고 깊이는 허리를 밑돌았다. 물속에는 얼

음 조각이 떠 다녔으며, 나는 부축해 주는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2절에서 아론과 훌이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모세의 두 팔을 부축한 것

처럼 조와 빌이 한 팔씩 부축하여 나는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이 나를 떨어뜨렸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우리 셋이 물속에 있을 때 차고 빠른 물살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다 먼 곳에서 

소총 사격을 하는 중공군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더 나쁘게 몰아갔다. 다음에는 해병 

전초기지에서 우리에게 사격을 하기 시작했다. 총알들이 튀어 다니는 가운데 우리는 

강을 건너 아군 진지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해병 에서는 “만약 중공군이 저 사람들에게 총을 쏜다면 해병 는 사격을 하지 말

고 정찰 를 보내 저 사람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우리를 자신

들의 진지로 가는데 도와줬다. 1951년 2월 24일 우리는 안전한 천국에 도착했다.

  그들에게 기회는 행운으로 다가왔다. 해병 는 뒷내강 둑을 바로 전날 공격하여 남쪽 

둑을 확보했다. 앤더슨은 그가 포로생활을 하는 동안 횡성의 북쪽과 서쪽에서 치열한 전

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동료와 부하들이 많이 죽고 다쳤다는 것도 알았다.

웹스터 중위와 해로드 대위가 3월 12일 탈출한 후 기념하는 모습과 웹스터가 1998년 ｢1951년 학살의 계

곡에서 전사한 전우들에게 기념비｣를 헌납하는 모습(한국전쟁의 전환점,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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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고개에서 본 눈 덮인 지평리 전경

프리먼 연대장

 3. 지평리전투

리지웨이는 또한 중공군이 4차공세

를 시작할 때 퇴각하면서 동시에 반

격을 계획하는 리한 장군이었다. 그

는 지평리를 북쪽으로 전진하는 발판

이 필요했으며, 중공군은 두 번째 불

운을 이 중요한 교차로 마을에서 경

험하게 된다. 지평의 요새는 결연히 

일어나 싸워 중공군에게 고난을 당하

지 않을 것이다. 

  13일 오후부터 저녁때까지 계속 지

평리 진지를 지키는 군인들은 먼 곳

에서 오는 어떤 낌새를 눈치 챌 수 있었다. 그날 밤에 중공군이 공격해 오리라는 것을 의

심하는 병사는 없었다.  

  프리먼(Paul L. Freeman)은 1 를 진지 북쪽의 아치 부분에 배치하고 3 는 동쪽에, 

2 는 남쪽에, 프랑스 는 서쪽에 배치했다. 병력이 배치되지 않은 진지의 빈 공간

은 지뢰를 묻고 철조망을 치고 화력의 사정권 안에 두었다. 탱크와 콰드50과 40은 방어에 

직접 화력을 지원하도록 조심스럽게 배치했다. 간접 

화력은 37야전포 의 105㎜포와 B포  155㎜포, 제2

사단에서 분리 배치된 503D포 가 지원을 하도록 했

다. 이들 포 는 연 의 4.2inch 박격포, 81㎜ 박격포 

, 소총중 의 60㎜ 박격포의 화력을 보완했다. 

연  예비로 프리먼은 B중 와 사단 돌격중 를 준

비했다.  

  또한 프리먼은 주 방어선 앞쪽으로 주간전투 형

을 갖추었다. “우리는 바깥쪽의 작은 고지들을 낮에

는 점령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주방어선으로 돌아왔

습니다. 나는 이것을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

리가 연 급 전투부 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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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전투 작전 상황도

다는 인상을 주기 위하여 넓은 지역을 정찰했습니다”라고 그는 진지방어 준비에 하여 

기억하고 있었다. 프리먼은 부분 시간을 보급품을 받는데 많이 썼다. “사실, 우리는 한

국에 있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탄약을 갖고 있었으며, 나는 만약 우리가 싸우지 않고 

탄약을 쓸데없이 그 로 갖고만 있었다면 틀림없이 문제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우리는 결코 탄약을 갖고 있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13일 낮 하루 종일 프리먼은 진지로 다가오는 적의 공격을 포격과 공습으로 막아냈다. 

주보급로가 막힌 것은 분명해 보이자, 프리먼은 사단 사령부에 식량과 탄약, 신호장비, 의

약품을 그 다음 날부터 공중에서 투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첫 보병끼리의 접전은 밤 10시가 넘어서 진지의 북쪽편 C중  지역으로 기관총탄과 박

격포탄이 날아오면서 시작되었다. 찰리 중 의 위치는 44번 도로 양쪽을 포함하여 계곡 

양쪽에 348고지의 낮은 지역에 걸쳐 있었다. 적군의 포와 박격포는 외곽진지는 물론, 포

와 박격포 위치, 연  지휘부 등 진지의 핵심지역을 정확하게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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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당시 24 - A번) 도로를 따라 저 멀리 보이는 잘록한 

곳이 구슬고개이며, G중대와 프랑스대대의 경계이다. 

  11시 30분, C중 에 호루라기, 뿔피리, 나팔이 내는 불협화음이 들렸는데, 수 분 후에 

남쪽의 G중  위치로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어 서쪽의 프랑스 중 와 서쪽 3  지역의 

중요한 지점인 I중 와 K중  사이의 두 곳으로 공격해 왔다. 1시간 이상의 공격을 감행 

후에는 잠깐의 휴식시간을 가졌다. 새벽 1시가 지나자 북쪽과 북서쪽에서 좀 더 강한 공

격이 감행되었다. 새벽 2시에 소  규모의 중공군이 프랑스 2중  100여 m앞쪽에 나타났

다. 총 끝에 칼을 꽂은 그들은 나팔과 뿔피리, 호루라기를 불며 프랑스군 진지로 마구 달

려왔다. 프랑스군은 수동 경보기로 싸이렌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며 수류탄을 앞과 옆으로 

던지며 1개 분 가 달려갔다. 양쪽 군사들이 서로 20여 m까지 접근했을 때 적군은 갑자

기 돌아서며 올 때보다 더 빠르게 달아났다. 

  중공군이 이번에는 지평리 진지의 다른 쪽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진지 북서쪽의 프랑스

군 3중  지역을 공격했으나 진지 앞쪽에 설치한 보호용 철조망과 바닥을 쓸고 지나가는 

기관총탄 때문에 결국 물러가고 말았다. 남쪽의 G중  위치로 다시 가장 강력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G중 에서 1,100여 m 거리에 있는 397고지로부터 긴 능선이 중 의 가운데까

지 들어왔다. 소 장 맥기(Paul J. McGee) 중위는 실탄을 아끼기 위해 목표물이 나타날 때

만 사격하도록 지시했다. 중공군은 맥기가 있는 이 고지에 네 번이나 공격을 감행했지만 

성과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방어하고 공격했다.  

  G중 와 프랑스  사이의 경계는 남쪽에서 작은 고지를 뚫고 진지로 들어오는 70번

(당시 24 - A번) 도로 다. 진입도로를 방어할 책임은 그곳에 캘리버50 두 를 설치한 

503D포 에게 있었다. 전투가 시작되자, 포병장교 트레비스(John E. Travis) 중위와 기관총 

분 장 폽(William H. Pope) 병장은 탄

약을 여러 상자 들고 진입로로 들어갔

다. 앞쪽으로 보이는 논들은 눈으로 

덮혀 있었다. 밝은 불빛이 그 지역을 

비추자, 검은 형태의 이어지는 선들이 

얼어붙은 논 위를 건너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잠시 후 트레비스와 폽

이 전초진지에 도착했을 때 박격포가 

진입로에 떨어졌다. 트레비스 옆에 있

던 두 명이 죽고 트레비스와 폽을 비

롯한 6명이 부상당했다. 트레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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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포  사격지휘 막사로 달려가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사단포  연락장교 엘레지 위

는 10명을 모아 달려가다가 박격포탄이 떨어져 5명이 죽고 도로 진입부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기관총이 막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앨레지와 엘스톤 상병은 다른 기관총

을 가지러 오면서 부상자 한 명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들은 탄약과 부상자를 나르느라 

도로 진입로를 여러 번 오갔다. 

  포 는 2  지역에 있어, 그들은 닥터 코헨이 야전응급 처치를 맡고 있는  의무

로 갔다. 그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지평리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갈 것임을 알았다. 나는 야전 의무실로 

쓸 집을 받아 접수하고 병사들은 참호를 파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우리는 피난처

를 갖게 되었다. 어둠이 깔리자 박격포탄이 날아왔다. 집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나 

우리는 부상자 치료 한 가지에만 몰두해야 했다. 나는 그들을 치료해서 연 후송 기

소로 보냈다. 하지만, 물론 밖으로 내보낼 길은 없었다. 공포의 밤이었다. 나는 약간 

다쳤으나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병사들을 비롯해 너무 많은 사

람들을 잃었다. 날이 밝자, 우리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었지만 포탄은 

멈추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진지 동쪽에서 다시 한 번 중공군이 공격했으나 K중 와 I중 가 이를 물

리쳤다. 적군은 또 다시 북서쪽에 프랑스군 진지를 갑자기 습격했다. 결국, 오전 8시 바로 

전에 중공군들은 진지 둘레에서 접전을 끝내고 지평리 분지 주위에 있는 고지로 되돌아

갔다. 

  자정이 되기 전쯤 연 지휘소에 120㎜ 박격포가 떨어졌다. 이 포탄으로 정보장교 슈메

이커 소령과 부작전장교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이 폭발로 건너편 프리먼과 같이 있

던 연  수석장교 메스차 중령이 죽고, 프리먼은 왼쪽 종아리에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파편을 맞았다. 위생병은 붕 를 감아주며 뼈가 금이 갔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프리먼

은 절뚝거리며 지휘를 계속했다. 

  프리먼이 다쳤다는 소문이 짧은 시간에 사단과 군단 사령부에 퍼졌다. 이에 아몬드는 

제2사단장 러프너와 협의하여 군단 정보장교인 칠레스 령을 신 보냈다. 2월 14일 경

비행기로 칠레스가 도착했을 때 그는 비분강개하 으며,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프리먼이 

지휘권 내놓기를 강력히 거부하자, 러프너는 이 일을 스튜어트에게 넘겼다. “나는 프리먼

과 무전으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기 연 가 전투 중인 상태에서 자기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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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베즈 5기병연대의 주력군이었던 전차부대

내놓는다는 것은 장교로서 참을 수 없는 치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오지 않겠다고 말했

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당신의 공적은 아무도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틀림없이 훈장

을 받고 승진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다. 그는 결국 후송하는데 동의했다”라고 스튜어

트는 쓰고 있다. 

  그러나 프리먼은 연 가 보강되고 위험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휘권을 포기하지 않겠다

고 했다. 프리먼은 칠레스에게 “자신이 떠나기 전까지 참견 말고 피소에 가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군의 진지에는 끊임없이 박격포탄와 야포탄 때문에 사상자를 후송할 수 없을 정도

으며, 프리먼은 칠레스에게 지휘권을 넘기고 후송가라는 아몬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합당한 구실이 제공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요새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 리

지웨이는 제9군단 군단장 무어 장군에게 제23연 를 보강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무어는 

제1기병사단 제5기병 연 장 크롬베즈에게 그 일을 맡겼다. 제5기병이 선정된 것은 군단 

예비로서 여주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지평리 부근의 어느 곳에서도 뛰어들 

수 있었다. 

  크롬베즈는 그 임무를 수요일 늦게 받았다. 그가 특수임무부 를 소집했을 때는 어두웠

다. 특수임무부 는 연 편제의 3개 와 2개 야전포병 , 공병  1개 중 로 구성되

었다. 기갑타격부 는 90㎜포가 장착된 M - 46패튼 탱크로 무장한 6탱크  D중 와 셔먼 

‘이지 에잇스(Easy Eights)'로 무장한 사단의 70탱크 의 2개 소 로 구성되었다.

  특수임무부 는 70번 도로를 따라서 지평리 남쪽 14㎞ 후포리까지 가서 다리를 긴급 보

수하는 동안 밤새 그곳에 있었다. 

그날 오후 아군 공군의 전술공격은 

부분 원주사격의 패장병과 지평리 서

쪽 9군단의 중공군 13병단 지역을 공격

하는데 지원했다. 프리먼은 오후에 세 

번이나 공습을 지원받았으며, C - 119 24

로부터 포탄과 박격포탄을 공수 받았

으나, 보급품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적군이 저녁시간에 펼친 첫 공격은 

오후 8시 30분에 진지 동쪽에 있던 K중

가 박격포 공격을 받으면서 시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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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리 전투 당시 현장

다. 이날 밤 중공군의 작전은 좀 더 조직적이었다. 방어진지 전체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들이 돌파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공군은 진지를 돌파하기 위하

여 두 곳에 공격을 집중했다. 나팔, 피리, 호루라기의 시끄러운 소리가 진지전체에 울려 

퍼졌으며, 동쪽 506고지에서 온 중공군 공격 가 K중 를 공격했다. 그리고 남쪽 397고지

에서는 중공군이 중  단위로 길게 열을 이루어 G중  위치를 향하여 곧바로 몰려왔다. 

  진지전체에서 전투가 벌어졌지만 G중 만큼 처절하지는 않았다. 그중에서도 맥기 중위

가 지휘하는 3소 가 가장 처절한 전투를 벌 다. 적군은 참호 한 곳에 기관총을 거치하

고 3소  지역으로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중공군의 공격으로 분 장과 중사가 

총에 맞았고 분 장 참호에 남아있던 운 없는 사병은 폭약 공격에 죽었다. 전 전선에 걸

쳐 공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고지에서 머리 위로 쏘아 는 기관총의 엄호를 받으며 

기어다니면서 수류탄을 던지고 참호 가까이 와서는 폭약을 던지며 공격해 왔다. 맥기는 

중 와의 통신이 끊겨 소  전령 마틴 상병을 히스 중위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보냈

다. 히스는 지휘소 밖으로 나와 로친오우스키 중위에게 반격하는 G중 를 지원하라고 소

리쳤다. 포  지휘관은 곧 15명을 모아서 히스에게 보냈고 마틴은 이 병사들을 3소 까지 

이끌고 가는 임무를 맡았다. 언덕을 넘을 때 중공군으로부터 기관총과 박격포의 사격을 

받고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부상하 으며, 나머지는 돌아서 언덕 아래로 달아났다. 마틴

은 중  뒤쪽으로 돌아와서 탄약을 운반하던 통신병들을 데리고 전투지역으로 갔다. 

  히스는 달아나는 포병들을 언덕 아래서 불러 세워서 다시 조직하여 그들을 맥기의 소

로 데리고 갔다. 이때 적군은 말의 안장 부근에 해당하는 G중 의 위치를 완전히 점령

하고 있었으며, 전선에서는 불꽃이 격렬하게 튀었다. G중  화기 소 장 하버맨 중위는 

재빨리 60㎜ 박격포를 100여 m 뒤쪽 

배수로로 이동 배치하고 계속 사격을 

하기 시작했다. 새벽 2시 30분에서 G

중 는 고지를 잃었다. 맥기 중위는 남

아있는 소 원들에게 아직까지 갖고 

있는 수류탄을 던지고 고지의 중  CP

로 달려가라고 명령했다. 히스는  

지휘관 에드워드 중령에게 차지했던 

위치를 잃었다고 보고했다. 히위 중위

는 프리먼에게 병력을 요청했고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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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리에 투하된 보급품(지평리전투기념관 제공) 

먼은 예비를 나누어 돌격중  1개 소 와 탱크를 보냈다. 그리고 램스버그 위에게 소부

를 지휘하도록 하 다.

  본부로부터 무전기를 새로 지급 받은 램스버그는 2개 소 로 공격부 를 편성했다. 

폭스 중  소 는 옛 3소  위치로 가고 돌격중 의 소 는 G중  고지의 오른쪽인 1소

가 있던 위치를 목표로 했다. 램스버그는 G중  박격포를 목소리로 지휘가 가능한 곳

으로 옮겼다. 자동화기 2 가 고지를 향하여 사격하자, 중공군이 즉각 반격했다. 히위 중

위는 정상부근에서 다친 램스버그가 있는 곳으로 갔을 때 가슴에 총알을 맞았으며, 그와 

동시에 돌격중  소 장도 총을 맞아 그 자리에서 전사했다. 히스는 부상만 입고 살아났

으나 9월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엘레지 위는 탱크병들에게 콰드50에 실탄을 장전하

게 하고 G중  위치로 돌진했다. 그곳에는 미군이 모두 철수했으므로 고지에 있는 아무 

표적이나 사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연  탱크  소 장 레이냐는 엘레지에게 탱

크들이 포  보급지에 남겨진 부상병 열여섯 명을 데려오기 위하여 출발할 때 엄호를 부

탁했다. 엘레지가 고지정상을 포로 공격할 때 레이냐의 원들은 고지에서 아래로 날아오

는 총알 사이를 뚫고 들어가 보급 텐트에 있는 그들을 태워서 안전하게 데리고 왔다. 

  엘레지와 탱크 두 는 고지를 향하여 계속 사격했다. 중공군들은 참호를 파고 프리먼

은 G중  침투지역에 한 비책을 골똘히 연구하고 있을 때 5기병연 가 중공군의 강

력한 저항을 뚫고 들어왔다.     

  크롬베즈 령은 지평리 남쪽 10㎞지점에 머물 을 때, 전통적인 공격으로는 효율적으

로 시간 안에 진지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갑돌파를 계획했다. 크롬베즈는 탱크 

24 와 길 위의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공병 1개 분 로 특수임무부 를 조직

했다. 그는 제5기병연  3  L중 장 

배렛을 탱크 맨 꼭 기에 타도록 명령

했다. 3 장 트레이시 중령은 보병 

160명을 탱크 위에 그 로 노출된 채

로 태우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 

배렛과 탱크 중 장 하이어즈 위는 

가까이 오는 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보

병에서 탱크에서 내리는 것과 다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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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리 제23연대 탱크(지평리전투기념관 제공) 

라타는 것에 관한 신호 방법에 하여 간단히 논의했다. 

  90㎜ 주포가 장착된 패튼 탱크가 기갑  맨 앞에 서기로 했다. 노란색 기갑 스카프를 

두른 크롬베즈는 다섯 번째 패튼 탱크에 올라가서 뚜껑을 닫았다. 공병 원 만이 앞쪽 탱

크 네 에 올라탔다. L중  원들은 탱크 네  주위에, 배렛 위는 다섯 번째 탱크 

위에 올라탔다. 트레이시는 배렛에게 지시하여 들것 운반병으로 한국인 증원  6명을 태

우고 있는 보급품과 수송용 트럭에 보급품을 실을 때 계획을 약간 변경했다. 트럭은 마지

막 탱크를 따라오게 하여 전투가 끝난 후 다쳐서 다시 탱크에 탈수 없는 사람을 태우게 

했다. 그 뒤 트레이시는 트럭과 함께 오라는 크롬베즈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섯 번째 탱크 

위에 배렛과 함께 탔다. 

  열은 오후 3시 45분에 출발했다. 출발지점에서 3.2㎞ 떨어진 북쪽 곡수리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다. 곡수리에서 중공군은 박격포, 기관총, 폭약가방, 파괴통 등을 이용하여 열

을 공격했다. 보병들은 공격을 위해 탱크에서 뛰어 내렸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크롬베즈

는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병사들 부분은 탱크에 다시 올라탔지만 부상자들을 포함해 30

여 명이 떨어지게 되었다. 배렛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테니까 도로 가까이에 있어”하고 

그들에게 소리쳤다. 

  뒤따라오던 트럭은 부상자 3명을 실었으나, 트럭이 사격을 너무 많이 받자 남아있는 부

상자들은 그 자리에 남기로 했다. 두 그룹의 장교 두 명 모두 박격포에 다쳐 존스 상사는 

뒤쳐진 병사들을 조직하여 출발선으로 데리고 갔다. 곡수리에서 1.6㎞ 더 가자 중공군이 

사격을 해 와서 다시 열이 멈추었다. 교전 끝에 이번에는 가볍게 다친 트레이시 령을 

포함해 병력이 더 많이 남게 되었다. 배렛은 다섯 번째 탱크에 타지 못하고 열의 여덟

이나 아홉 번째 되는 탱크의 갑판에 올

라탔다. 

  지평리에서는 프리먼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구원부 인 5기병연 가 도

착하리라 확신하고 후송에 동의했다. 

프리먼 령은 지휘권을 칠레스에게 넘

겨주기 전에 연  예비로 남아 있는 전

체병력인 B중 와 돌격중  나머지 병

력에게 G중  지역을 되찾으라고 명령

했다. 프리먼은 또한 부속된 공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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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새로운 연 예비로 지정했다. 그리고 헬기로 충주 야전병원에 도착하여 리지웨이를 만

났다. 

  프랫 위가 이끄는 B중 의 반격은 성공하지 못했다. 미군들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 지만 땅을 파고 들어가 있는 중공군은 너무 강했다. 이때 공군, 해군, 해병

의 전폭기들이 포위된 진지에 함께 나타나 131회나 출격했다. 중요한 남쪽을 제외하고는 

중공군들이 달아나 숨었으며, 남쪽에서는 중공군들이 소총과 기관총을 공중에 고 도전

적으로 쏘아올렸다. 에드워드는 마지막으로 탱크와 탄약처리반 그리고 탄약처리반 엄호를 

위한 돌격중 원으로 소규모 특공 를 구성했다. 특공 는 중공군 바주카 포병을 사살하

면서 돌진하 고 탱크도 그 길을 따라가서 반 편 경사면에 사격할 수 있는 곳까지 가서 

그곳을 박살냈다. B중 는 반격하여 고지를 점령했다.   

  에드워드는 당시 순간을 이렇게 쓰고 있다.

  4시 30분, 제1기병사단 구원군이 그들 앞에 있는 중공군을 추적하며, 전방에 나타

났다. 23연  탱크가 다가오는 특수임무부 의 화력공격과 함께 공격했다. 중공군 

250여 명은 부분 사살되었다. 이것은 모든 중공군을 공포로 몰아 넣었으며, 그들은 

참호에서 모두 기어 나와 도망쳤다. 나는 이런 것을 본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것 같다. 주위의 모든 고지에서 중공군이 도망치고 있었다. 공중 군단이 공습했

고 야포가 불을 뿜었으며, 공포가 으르 거렸고 모든 박격포와 무반동총과 소총으

로 사격했다. 표적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보다 많았다. 이런 날이! 포위망을 깨뜨

렸다.

  크롬베즈가 이끄는 특수임무부 가 진지 안에서 이루어 낸 것을 요약하면, 리하고 용

기 있는 군인 한 사람 덕분이었다. 진지에서 1.6㎞ 정도 떨어진 남쪽에 길이 130m, 높이 

50m 정도 되는 아주 가파른 언덕이 있었다. 중공군은 그곳에 박격포와 바주카포를 배치하

여 특공 를 저지하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 다. 첫 번째 탱크가 바주카포에 맞아서 타고 

있던 원이 다쳤으나 탱크는 그 로 고개를 통과했으며, 두 번째·세 번째 탱크도 통과했

다. 하이어즈 위가 타고 있던 네 번째 탱크가 3.5inch 바주카포에 맞아서 포탄이 장갑을 

뚫고 들어와 포신에 장전된 포탄을 폭파시켰고 하이어즈를 포함한 전투칸에 타고 있던 사

람들이 전사했다. 운전병 캘혼 병장은 심하게 화상을 입었다. 부분은 본능적으로 탱크 

운전을 버리고 상처를 살피겠지만 캘혼은 온 몸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무시했다. 

엔진을 더 밟아 차단지역을 통과한 뒤 나머지 탱크가 지나가도록 길 옆으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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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리 전투 후 시신들을 확인하고 있는 미

군 병사들

  중공군이 도망간 뒤, 크롬베즈는 지평리 진지로 탱크를 몰고 들어가 방어군들에게 찬사

를 받았다. 그러나 160명이었던 보병이 23명밖에 남지 않았으며, 그중 13명은 다쳤다. 비

록 당시 참전했던 사람들은 탱크 위에 보병을 앉힌 데 해 비판적이었으며, 이후 전술 

분석에서도 전투에서 장점이 있다고 판단된 적도 없지만 크롬베즈는 다소 잘 나갔다. 리

지웨이는 크롬베즈가 전투기간 동안 탱크 뚜껑을 닫고 내내 탱크 속에 있었지만 그에게 

십자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중공군은 습관 로 지평리전투를 비판하고 전투실례 경험담을 펴냈다. 이와 관련된 서

류는 나중에 노획되었다, 다음 부분이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지평리전투다.

1. 전체 전투의 수행에 있어서 또는 전투 지휘에 있어서, 우리는 적을 너무 낮게 평

가했다. 그들이 예전에 갖고 있던 특성을 살펴볼 때, 우리는 적들이 횡성에서 참

패한 뒤 지평리에서도 도망갈 것으로 생각했다. 

2. 상황판단의 잘못. 우리는 적들이 핵심지역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벙커, 철조망 등을 

설치하고 탱크를 움직이는 요새로 사용하는 것들을 그저 야전에서 그렇게 하는 것

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조직적이지 못했고 공격부 의 명령은 지휘관에게 집중되

어 있었고 같은 사단 안에 있는 2개 연 까지도 작전에 협조하지 않아 “너는 싸워

라, 나는 쉰다”는 식이었다. 

  지평리전투는 미국이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거

둔 표적인 승리 다. 이것은 또한 중공군의 근

본적인 결점인 융통성이 없는 전술을 보여준다. 

중국인들은 전진을 위한 작전계획을 세우는 데 

통달했으나 작전에 착수하고 새로운 작전이 필

요할 때 중 한 변경을 가져와야 할 전술이론이 

부족하 다. 그리고 몇몇 지휘관이 작전을 바꿔

야 할 필요를 느껴도 중공군들은 효과적인 작전

변경을 위한 전술적 통신시설이 부족하 다. 포

위공격과 기습공격이 먹혀들지 않게 된 첫날 밤 

중공군은 지평리를 어붙일 만한 병력이 있었

다. 리지웨이는 중공군들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중공군이 무엇을 할까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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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리 진지를 강화하는 실익을 얻을 수 있었다. 명백한 크롬베즈의 잘못을 충 보아 넘

긴 이유가 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모든 포로가 돌아온 두 제23연  사상자 집계 결과 포로 생활 중 사망한 

7명을 포함해서 전사 66명, 부상 179명이었다. 그리고 그중 121명이 현역에 복귀했으며, 

어떤 이들은 1주일 안에 복귀하기도 하 다. 전사자 중에는 부상으로 전사한 6명도 포함

되어 있는데, 심하게 다친 사람을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후송하지 못한 탓이다. 포병

부 의 사상자는 가벼워서 5명이 전사하고 22명이 부상했다. 

리지웨이의 프랑스대대 치하 모습과 훈장 전수식 모습(뒤의 건물은 프랑스대대 지휘소로 사용했던 지평

막걸리 양조장, 지평리전투기념관 제공) 

프랑스부대 진지 부근에 세워진 한국군·미군·프랑스군 전적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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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더화이(국방일보 제공)

제2절 중국에서 본 횡성전투와 지평리전투

 1. 횡성지구 반격작전

  중국에서는 횡성전투를 ‘횡성지구 반격작전’ 또는 ‘횡성 반격’ 등으로 부른다. 중국의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에서 편찬한 중공군의 한국전쟁사(2)15)를 중심으로 중국의 

시각에서 이 횡성전투를 어떻게 진행했고 그에 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기술하기로 

한다.

  미 제1군단·제9군단이 서부전선에서 한강 남안을 향해 맹렬하게 공격함과 동시에 미 

제2사단은 미 제10군단과 한국군 제3군단을 위해 전장정찰 임무를 맡고, 1월 31일부터 원

주 - 지평리 축선과 원주 - 횡성 축선을 따라 위력 정찰을 실시하고, 2월 2일 일부 부 가 

횡성으로 들어가고, 3일 사단의 제23연 는 지평리로 들어갔다. 2월 5일, 리지웨이는 미 

제10군단과 한국군 제3군단으로 하여금 중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포위섬멸 행동으로 명

명’한 공격을 시작하도록 명령하 다. 미 제10군단이 지휘하는 미 제2사단과 한국군 제8·

제5사단은 원주 - 횡성 - 홍천을 축선으로 북쪽을 향해 공격하고, 한국군 제3군단이 지휘하

는 한국군 제7·제9사단은 월·정선에서 평창과 그 

동쪽 일선을 향해 공격하도록 하고, 미 제7사단과 한

국군 제3사단은 미 제10군단과 한국군 제3군단의 예

비 가 되어 충주이북에서 횡성 일선을 향해 집결하

도록 하 다.

  지원군은 동부전선에서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하기 위해 1월 31일, 펑더화이[彭德懷]는 제42

군 주력에 명령하여 2월 1일 저녁 출동하여 지평리·

용두리 지구에 집결하도록 하고, 양덕원리 지구에 있

는 제125사단은 지평리와 그 이남지구를 통제하여 양

평에서 지평리에 이르는 도로를 확보·유지하도록 하

고, 제66군 제198사단은 용두리·홍천이남의 주요진지

를 점령하고 미 제2사단과 한국군 제8사단의 공격을 

15)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박동구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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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리 시가와 6·25참전용사기념비 

저지하도록 하고, 연사(聯司)는 인민군 제5·제2군단으로 하여금 횡성에서 신림리에 이르

는 지구에 전개 방어하고, 지원군 주력이 집결하여 기회를 포착, 적을 섬멸하는 것을 엄

호하도록 하 다.

  제42군 주력과 제66군 제198사단은 2월 2일 저녁 출동하여 4일과 6일 차례로 지정 지구

에 도착하여 제198사단과 인민군 제5군단이 서로 연결하고, 인민군 제5·제2군단도 현 위

치에서 전개를 완료하여 적군의 공격을 저지하도록 하고, 인민군 제3군단은 신속하게 금

성지역에서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 다.

  지원군 제39·제40·제66군 주력은 철저한 준비를 하고, 2월 5·6일 양일 계속 출동하

다. 제39군은 고양 지구에서 출발하고, 제40군은 동두천 지구에서 출발하고, 제66군 주력

은 김화 지구에서 출발하여 80~130㎞ 밖에 있는 홍천이남, 지평리이북 지구를 향해 전진

하고 며칠 밤을 급속·행군하여 9~11일 차례로 예정된 집결위치에 도착하여 공격준비를 

하 다. 제40군은 횡성서북 공곡(貢谷, 홍천 상오안리)·화전리(花田里, 홍천 남면)·도원

리(桃源里, 양평 청운면) 지구에 위치하고, 제42군 주력은 상고론리(上古論里)·상계량(上

桂良) 지구에 위치하고, 제66군은 횡성 동북 박지평(博只坪)·당거리(堂巨里, 횡성 갑천면 

병지방리 근방) 지구에 위치하고, 제39군은 백안리(白安里, 양평읍 용문산 지역)·아시리

(兒柴里, 용두리에 통합)·용두리 지구에 위치하 다.

  지원군 주력이 출동한 후 평더화이는 주력이 적의 어느 부분을 포위·섬멸하는 것이 유

리한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 다. 2월 7일, 한국군 제5·제8사단과 미 제2사단 2개 는 

횡성이북 10여 리와 동·서 일선에 도착하고, 미 제2사단 제23연 , 프랑스 , 미 제21

연  1개 는 지평리에서 지원군 제42군에게 저지를 받고 계속 북으로 광탄리·용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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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해 전진하고 지원군 주력보다 먼저 광탄리·용두리에 도착하 다. 지원군 주력은 가

장 빨라야 2월 10일 전부 상기 지구에 도착·집결할 수 있었다. 만약 지원군 주력이 제 

시간에 지정된 지구에 도착·집결한다면 제66군과 인민군 제5·제3군단을 집중, 제39·제

40군과 협동하여 횡성이북의 한국군 제5·제8사단을 섬멸할 것인가? 아니면 제39·제42군

을 집중하여 지평리, 광탄리에 있는 미 제2사단 제23연  등의 부 를 먼저 타격한 후 다

시 횡성의 적을 타격할 것인가? 아니면 지평리의 적을 타격함과 동시에 제40·제66군과 

인민군 제3·제5군단으로 하여금 횡성의 적을 타격할 것인가? 어느 것이 좋을 것인가? 2

월 7일 14시, 평더화이는 덩화[鄧華]와 관계되는 각 군 및 한셴추[韓先楚]와 제38군에 타전

하여 의견을 물었다.

  2월 8일 10시에서 14시까지 제38군, 제42군, 한셴추, 덩화는 차례로 답전하여 각자의 의

견을 말하 다. 그러나 인자는 인, 지자는 지를 보는 식으로 주장이 각각 달랐다.

  이때 지평리 지구와 횡성 지구 양개 지역의 적군은 모두 돌출이 되어 있어 지원군이 

공격 섬멸하기에 유리하 으나 지원군이 현재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는 횡성과 지평리를 

동시에 공격 섬멸할 수가 없었다. 어디를 먼저 공격할 것이냐에 해서는 각자 장단점이 

있었다. 지평리의 적을 먼저 공격하면 ‘유엔군’의 서부전선 주공 집단을 직접 뒤흔들어 놓

고 서부전선의 지원군 제38·제50군에 한 압력을 경감시킬 수 있어 좋을 것이고, 제39·

제40군은 행군을 덜 하게 되어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평리에 있는 

미군 5개 는 집중이 되어 있어서 전투력이 비교적 강하고 진지공사가 되어 있어서 

그들을 신속하게 분할 섬멸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공격을 시작한 후에도 만약 1주야 

전투로 해결할지 못한다면 이천이남의 국군 제27여단, 한국군 제6사단 및 원주, 제천에 

있는 미제2사단 주력과 제7사단이 모두 증원해 올 것이다. 횡성이북에 있는 한국군 제5·

제8사단은 원주 동북 하안흥리(下安興里)에 있는 미 공수 제187연 와도 함께 호응하여 

서쪽 혹은 북쪽으로 침범해 올 것이다. 만일 2주야 전투로도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서쪽 

수원 방향의 미군도 2~3개 사단을 차출하여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태세는 지원군과 인민군에게 매우 불리하다. 횡성의 적은 많기는 하지만 

전투력이 약하다. 또 이동 중에 있고, 태세가 돌출되어 있고, 양익이 폭로되어 있기 때문

에 지원군 주력이 인민군과 배합하여 포위섬멸하기에 유리하다. 비교적 초전에 적을 크게 

혼란하게 할 수 있다. 장단점을 가늠한 후 연사수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 다. 먼저 횡

성의 적을 섬멸하고 만약 공격이 성공하면 다시 원주·평창과 이선 이남을 향해 전과를 

확 하고, 만일 불리하면 홍천 지구를 장악하고 차후작전을 유리하게 한다. 11일 황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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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리지구전적비에서 본 서쪽능선과 프랑스 대대 방어진지(오른쪽 산이 갈지산)

나 늦어도 12일 황혼에는 공격을 시작한다. 덩화가 상황에 따라 구체적 계획과 실시를 주

관한다. 

  2월 9일 14시, 덩화는 제40·제66군 전부, 제42군 주력과 제39군 1개 사단을 집중하여 

총 9개 사단이 횡성이북 지구의 한국군 제8사단과 미군 1개 연 를 섬멸하기로 하 다. 

각 부 는 10일 전에 집결을 완료하고 11일 17시에 공격을 시작하기로 하 다.

  공격계획을 살펴보면 제42군(1개 사단과 1개 연 )은 제39군 제117사단과 배속된 포병 

제25연  1개 를 지휘하여 답곡현(畓谷峴, 논골고개), 풍수원 지역 서북 방향에서부터 

횡성 서남부를 향해 공격한다. 논골고개는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송정 동북쪽의 마을에서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쪽으로 가는 고개로, 일명 ‘스므나리고개’라고도 한다. 제124·제117

사단은 상물안리·창촌리(모두 석화리)를 경유 횡성서북 학곡리, 상하가운 방향으로 공격

하여 한국군 제8사단의 남쪽 도주로를 차단하고 계속해서 횡성을 공격하며, 제125사단(1

개 연 )은 횡성 서남 개전(원주 호저면 고산리)·호암봉(호저면 광격리, 311m) 지구로 진

출하여 원주 방향에서 북쪽을 향해 증원하는 적을 저지하고 동쪽을 향해 제66군의 작전과 

호응한다.

  제40군은 포병 제44연  2개 , 제29연  2개 중 를 배속하여 홍천 - 횡성 도로 서쪽 

풍수원 - 삼마치 지역에서 공격하고 횡성 서북쪽 풍수원 - 이목정 - 광전 지구에 있는 한국

군 제8사단을 섬멸한다.

  제66군은 포병 제40연 , 제29연  2개 중 를 배속하여 삼마치·삼거리지역에서 공

격하고, 제196사단은 횡성 동북 궁천리를 경유 횡성 동남 방향으로 공격하여 먼저 덕고

산·곡교리를 공격 점령하고 제42군 제125사단과 합동 포위하여 적의 남쪽 도주로를 차단

하고 원주의 적이 북쪽을 향해 증원하는 것을 저지하고, 제197사단은 관 리에서 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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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고산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도달한 곡교리(원주비행장) 전경

동북 홍도산·국사봉을 향해 공격하여 적을 섬멸하고, 제198사단은 횡성이북 오음산에서  

초당(현 공근면 학담리) 방향으로 공격하여 이곳 적을 확실하게 섬멸한다.

  제39군(제117사단)은 전역의 예비 가 되어 용두리 동남 지구에 배치하여 주력 우익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역을 시작한 후에는 지평리의 적에 다가가 감시하고, 만약 적이 남쪽

으로 도주하면 용감하게 차단 이를 섬멸한다. 제42군 제126사단과 제125사단 제375연 는 

주읍산과 지평리이북 지구를 장악하고 계속 지평리 지구의 적을 견제하고 제39군의 지휘

를 받는다.

  기타 인민군 김집단은 제3·제5군단으로 삼거리에서 조항리에 이르는 15㎞ 지역에서 반

격한다. 먼저 횡성 동북 부동리·우용리의 한국군 제5사단 일부를 섬멸한 후 횡성 동남 

학곡리·오원리 방향으로 돌격하고, 제2군단은 자주봉, 태기산 지구에 배치하여 계속 방어

하고 적극적으로 적을 견제하고 한국군 제7·제9사단의 서쪽 증원을 저지한다. 반격이 성

공하면 각 군단은 계속 평창, 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번 작전의 전승을 위해 덩화는 동시에 각 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역지시를 하달

하 다.

  이번 전역에서 아군은 9개 사단의 절  우세한 병력을 집중하여 횡성과 그 이북 지구

의 적 4개 연 (미군 1개 연 , 한국군 1개 사단)를 층층이 절단 분할하고 포위·섬멸한

다. 객관적 상황을 보면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 전승의 관건은 제66군 주력이 신속하게 

횡성이남에 도착하여 적 퇴로를 차단하고, 제42군 주력이 한국군 제8사단의 횡성도주 퇴

로를 차단하고, 제40군과 제198사단이 용감하게 정면과 측면에서 동시에 적을 각각 분할 

섬멸할 수 있는가에 있다. 속전속결할 수 있도록 연속 공세를 전개한다. 이를 위해 전역

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특히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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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2군은 상황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기타 각 군 모두는 막 도착하여 지

형이나 적정에 해 아직 잘 모르고 있어 작전에 직접 향이 있을 것이다. 각 부

는 반드시 시간을 내어 신속하게 정면의 적의 배치, 화력 및 공사구축 상황 등

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전방의 공격 목표 및 종심을 향한 전투로를 선정하도록 하

고, 자체 병력, 화력 등을 잘 조정하여 전투가 시작되면 더욱 순조롭게 발전되도록 

한다.

2. 전역이나 전술을 막론하고 모두 적을 분할하고 우세한 병력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적을 각개 섬멸한다. 적을 향한 공격조직은 반드시 적 측후 또는 접합부를 선택 

공격한다. 우회 임무를 맡은 부 는 도로를 연해 저지하는 적(소수 병력이나 화력

으로 구축 또는 감시)에 구애받지 말고, 주력은 신속하게 예정된 목표를 향해 맹

공하고 이를 저지한다.

3. 반드시 각종 화기를 조직 사용하는 데에 특히 주의한다. 국부적이고 짧게 절  우

세한 화력으로 아군 보병의 공격을 엄호한다. 일반적으로 정면에서 공격하는 부

는 반드시 군의 야전유탄포를 참전시켜 배합한다. 우회하는 부 도 산포를 휴 하

는 방법으로 하여 연  포병화력을 잘 조직하고 보병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간작전 준비도 충분히 한다. 하루 저녁 전투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반

드시 주간작전(적과 혼전이 되면 적기도 식별을 못한다)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적을 섬멸한다.

5. 현재 적은 감제고지의 산 정상을 공격 탈취하는 데에 주의하고 있다. 우리의 각 

공격 부 는 감제고지를 탈취 점령한 후 소수 병력으로 이를 장악하고 신속하게 

간단한 진지공사를 하고 항상 적의 반격을 타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6. 각 부 는 정예소부 를 조직하여 적진지 후방으로 침투하고, 오로지 적 포병진지

를 타격하거나 정찰 로 하여금 적 연결을 차단하고 습격하도록 한다.

  

  각 군은 이와 같은 지시 로 집결장소에 도착한 후 5~17시간(제42군은 근무 40시간을 

함) 동안을 준비하 다. 지원군 정치부는 2월 10일, 다음과 같은 정치 동원령을 발하 다. 

“바야흐로 제4차 전역의 주공격이 시작된다. 이 임무는 어떤 측면에서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승리를 해야 이미 획득한 진지와 3개 전역의 전적을 공고히 할 

수 있고, 적 공격기세를 좌절시켜 적 내부의 모순을 증가시킬 수 있고, 계속 중 북 인민

과 전 세계인민의 승리에 한 자신감을 제고시키고, 후식과 정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적을 소멸할 수 있는 준비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장병들

은 반드시 이번 전역에서의 이러한 관건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전력을 다해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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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치(양동면에서 본 고개)와 거슬치(거실치) 마을

해야 한다.” 동원령에서는 이번 전역을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분석하고 방어, 돌

격, 저지, 증원타격 등의 상이한 임무를 담당한 부 에 해 각각 요구사항을 말하 다. 

전역의 의도와 각자 담당한 임무에 따라 확실하게 명령을 이행라고, 있는 방법을 다해 어

려움을 극복하고 새로 승리하도록 하 다. 아울러 포로정책과 군중기율에 특히 유의하고, 

지원군과 인민군의 전승을 위한 경쟁을 호소하 다. 평더화이는 이 동원령을 인민군 각 

군 에도 동시에 보냈다.

  1951년 2월 11일 17시, 덩화 집단은 계획 로 서쪽 거슬치에서 동쪽 삼거리에 이르는 

약 33㎞ 지역에서 횡성 반격작전을 시작하 다. 거슬치(居瑟峙)는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에 위치한 고개이다. 거슬치 마을 이름에서 유래했는데 마을 양쪽으로 산이 거슬러 

올라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혹은 물을 거슬러 먹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고도 한다. 거슬치에는 도루마리처럼 생겨서 도루마리봉이라고 이름 붙여진 산이 있다.

  덩 집단 각 군은 상이한 시간 의 짧은 화력급습을 한 후에 차례로 공격을 시작하 다.

  제42군이 공격을 시작한 후 제124사단은 신속하게 상물안리·석자동을 공격 점령하여 

적 1개 수색중 를 섬멸하고, 적 1개 를 공격 궤멸시키고, 제117사단과 제125사단을 

위한 전진로를 개척해 주었다. 2월 12일 새벽에는 광전을 점령하고, 제40군 제118사단 일

부와 회합하여 차례로 적 800여 명(포병150여 명 섬멸, 유탄포 6문 노획 포함)을 섬멸하고, 

적군 4개 중 를 공격 궤멸하고, 한국군 제8사단 부 가 횡성과 연결하는 것을 차단하

다. 제42군이 지휘하는 제117사단은 하룻밤에 30㎞를 전진하여 2월 12일 6시 30분에는 하

일(학곡리) 지구까지 진출하여 한국군 제8사단의 남쪽 도주로와 횡성의 적이 북쪽으로 증

원하는 도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석자동 남쪽에서 도주하는 적 1,000여 명을 섬멸하 다. 

제125사단은 2월 12일 10시, 횡성 서남 개전, 호암봉(원주 호저면 광격리, 311m)에 도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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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교리 전경과 곡교리 다리가 있던 곳(원주비행장이 있던 횡성-원주 경계지역)

여 횡성 남쪽으로 도주하는 적 일부를 차단 섬멸하 다.

  제40군은 공격을 시작한 후 우익의 제120사단이 신속하게 성지봉과 이목정을 공격 점령

하고 두 곳에서 각각 적 일부를 섬멸하 다. 좌익의 제118사단은 신속하게 광전을 점령하

고, 2월 12일 8시까지 차례로 적 1,300여 명을 섬멸하고, 차량 100여 를 노획하고, 미군 

전차 3 를 공격 파괴하 다.

  제66군은 2월 11일 19시 공격을 시작하 다. 제198사단은 2월 12일 새벽, 초당을 공격 

점령하여 적 1개 포병 중 를 섬멸하고, 미군 전차 3 를 공격 파괴하고, 총 적 200여 명

을 섬멸 또는 포로로 하 다. 제197사단은 2월 12일 6시, 차례로 홍도산을 공격 점령하고, 

일부는 국사봉 이북으로 공격하여 적 총 170여 명을 섬멸하고, 그 외 한국군 제3사단 1개 

 부분을 섬멸하 다. 제196사단은 2월 12일 새벽, 차례로 관 리, 양지촌, 신촌(현 

우천면 새말)을 점령하고, 도로를 따라 적 200여 명을 섬멸하고, 제197사단과 협동하여 적 

100여 명을 사살하거나 포로로 하 다. 공격 시작 전, 덩화는 두 차례에 걸쳐 제66군에게 

기필코 임무를 완수할 것을 엄명하 다. 공격 시작된 후 덩화는 2월 11일 18시, 제66군에 

“주력은 횡성이남을 향해 신속하게 전진하여 명일(12일) 날이 새기 전, 횡성 남쪽 적 도주

로를 반드시 차단할 것”을 명령하 다. 그러나 “제66군은 준비 부족으로 인해 공격 시작이 

비교적 느렸다. 또 어떤 부 는 도중에 저지를 받거나 연락이 두절됨으로 인해 규정된 시

간에 곡교리에 도착하지 못하여 횡성의 적 남쪽 도주로를 차단하지 못하 다. 제125사단

이 저지를 못하게 되자 횡성의 미 제2사단 일부, 한국군 제8사단 사단사령부와 한국군 제

3사단 부분이 탈출하여 도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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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2일 새벽, 횡성이북의 한국군 제8사단 3개 연 가 전부 지원군에게 포위 분할되어 

부분이 섬멸되었다. 8시까지 부분이 섬멸되었다. 8시, 한국군 제8사단 2개 와 미

군 일부는 미군 공군의 엄호를 받아 포위를 돌파하려 하 으나 하일 지구에서 지원군 제

117사단의 저지를 받았다. 10시 30분에는 횡성의 적 2개 가 항공기, 전차와 포병의 지

원을 받아 포위된 한국군 제8사단 잔여 부 를 구원하려하 으나 지원군 제117사단에 의

해 궤멸되었다. 제117사단은 간단한 준비를 한 후 3시간 남짓 작전하고 그날 21시까지 하

일에서 저지당하고 있던 한국군 2개 를 전멸시키고, 2,300여 명을 헤아리는 적을 살상 

또는 포로로 하고, 차량 200 를 공격 파괴 또는 노획하 다. 그 날 저녁 22시, 제66군 제

196사단이 곡교리에 도착하여 남으로 도주하는 적 일부를 섬멸하 다.

  지원군이 횡성작전을 하고 있을 때 인민군 김웅 집단 제3·제5군단은 횡성동북의 전촌

리·하금 리에서 부동리·화전리·동산 지구의 적을 향해 공격하기 시작하고, 13일에는 

횡성 동남의 학곡리·오원리·하안흥리 지구에 도착하여 한국군 제3·제5사단 각 일부를 

섬멸하고, 덩화 집단의 반격작전이 승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배합하 다.

  13일 새벽까지 횡성 반격작전이 끝나고, 한국군 제8사단 3개 연 , 미 제2사단 1개 

, 미군과 한국군 4개 포병 를 전멸시키고, 그 밖에 한국군 제3·제5사단 각 일부를 

섬멸하여 적 총 1만 2,000여 명(한국군 제8사단 제10연  연 장 피격 사망)을 섬멸하고, 

각종 포(구경60㎜ 박격포 포함) 139문, 로켓발사기 122기, 각종 총기 6,200여 정, 전차 7 , 

차량 550 를 노획하 다. 지원군 손실은 각종 포 21문, 각종 총기 1,232정이었고, 작전 감

원은 4,141명으로 피아 사상자(실종, 포로 포함) 비율은 3.72 : 1이었다. 횡성지구 반격작전 

승리는 ‘유엔군’을 동부전선에서 26㎞ 후방으로 물러나도록 하 고, 그들의 반격예봉을 꺾

고 전 전선에서의 반격을 늦추는데 소정의 역할을 하 다.

  횡성지구 반격잔적은 지원군이 연속 3차례 전역을 치루고 휴식과 정비 보충을 하지 못

하고 매우 어려운 여건하에서 주력이 막 휴식과 정비를 하다 긴급하게 작전 준비로 전환

하여 원거리를 행군하고 실시한 작전이었다. 이번 작전의 승리는 작전지도 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지원군은 공격목표 선택을 잘 하 다. 지원군 주력이 휴식과 정비지역에서 출동

을 한 후 횡성과 지평리에서 모두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가 있었으나 지평리

의 적은 주로 미군으로 병력이 집중되고 전투력이 강하여 만약 지원군이 2주야를 전투하

여 해결을 보지 못한다면 동·남·서 3방향의 미군과 한국군이 모두 증원할 수 있어 지원

군이 아주 불리한 태세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반면에 횡성의 적은 주로 한국군으로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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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력이 약하여 지원군이 한 번의 포위로 그 1개 사단을 포위할 수 있었다. 이에 평더화이

는 덩화, 한셴추 두 사람의 전방지휘원과 각 군의 의견을 들은 후 신중한 검토를 거쳐 횡

성의 적을 먼저 확실하게 타격할 결심을 하 다. 작전 결과 예정한 적 섬멸 결심을 원만

하게 실현할 수 있었다.

  둘째, 절  우세한 병력과 화력을 최 한 많이 집중하 다. 예정한 적 섬멸 목표는 한

국군 1개 사단과 미군 1개 연 뿐이었으나 지원군은 적을 확실하게 섬멸하기 위해 4개 

군 총 11개 사단(1개 연 ) 총병력 약 12만 5,000명을 집중하 다. 공격 부 는 9개 사단

(1개 연 ) 약 10만 명이었고, 횡성지구의 적군은 한국군 1개 사단 1개 연 와 미군 1개 

연 로 총 약 2만여 명으로 지원군이 4배 이상의 병력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 주요 돌격 

지역인 횡성 서북방에서는 6개 사단을 집중하여 7배 이상의 병력 우세를 유지하 다. 지

원군은 각종 화포(반격포 포함)679문, 로켓발사기 285기가 있었고, 적군은 각종 화포 555

문, 전차화기 930문, 전차 수십 가 있었다. 지원군은 화력 면에서는 우세를 점하지 

못하 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 다. 마침내 적 섬멸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었다.

  셋째, 기습을 달성하 다. 리지웨이는 전 전선에서 반격을 시작한 후 미군· 군 주력

을 서부전선 서울방향 공격에 집중하 다. 지원군은 임기응변으로 제50군과 제38군이 서

부전선 한강 남안에서 완강하게 방어하고 미군· 군 주력을 견제하 다. ‘유엔군’은 지원

군 주력이 서울방향에 있고, 횡성지구에는 인민군만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동부

전선 미 제10군단이 지휘하는 부 는 담하게 북쪽을 향해 전진하 다. 지원군 주력은 

휴식과 정비 지구에서 출동한 후 은폐하에 전진하여 일변 전진하고 일변 배치하여 5~17시

간 만에 공격출발진지에 도착하여 공격을 시작하고 완전 기습에 달성하 다.

  넷째, 전역에서는 다층우회포위 전법을, 전술 면에서는 분할포위 전법을 채택하 다. 배

치는 제42군 제125사단과 제66군 제196사단은 외층우회포위를 하고, 제42군 제124사단과 

제40군은 내층포위를 하고, 제39군 제117사단은 전역을 분할하 다. 각 사단은 전역에서의 

분할포위 외에 전술적으로도 분할 포위·섬멸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포위된 적을 또 약간 

작게 분할 섬멸하고, 또한 적군의 포병진지에 유의 파괴하여 보병이 포병의 화력이 지원

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원만한 작전결과를 얻었다.

  리지웨이는 그의 회고록에서 횡성 작전에 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여 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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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군 의 공격으로 우리는 일정 지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 제2사단이 

처음 공격을 받고 손실이 막 하 다. 더욱이 화포 손실이 매우 심하 다. 이러한 손

실은 주로 한국군 제8사단이 황급히 철수해 버렸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이 제8사

단은 적의 한 차례 야간 공격으로 철저하게 붕괴되었다. 미 제2사단의 측익(側翼)이 

완전히 폭로되게 하 다. 한국군은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손실이 막 하 다. 왕왕 

중공 병사를 아주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들을 거의 천병천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가는 곳마다 발에 밟히는 중공 병사가 한국군 진지에 갑자기 나타나면, 항상 수많은 

한국군 병사들은 놀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듯이 도주해 버렸다.

 2. 전 인민지원군 부총사령원 홍쉐즈의 회고

  이글은 인민지원군 부총사령원이었던 신문에 연재된 홍쉐즈[洪學智]의 회고록16)이다. 가

장 지휘부와 근접해서 양측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 전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1) 군사령부 김화이동

  1951년 1월 25일, 유엔군의 반격이 예상외로 빨리 시작되자 우리는 당황했다. 먼저 김웅

(金雄)이 지휘하는 인민군 제2·제5군단이 방어태세를 갖춰 덩화[鄧華] 부사령원이 이끄는 

최일선부 와 합동으로 반격기회를 노렸다. 

  지원군사령부는 또 신속히 26군단을 철원으로 보내 지원군의 전역(戰役) 예비 로 삼

게 했다. 미군이 상륙작전을 벌이지 못하도록 인민군이 동서해안 방어임무를 맡는 외에 

원산 일 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제9군 예하 제20·제27군단에게 동해안 방어 임무를 

맡겼다. 

  이때 펑더화이[彭德懷] 전선에 가까이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원군사령부를 김화로 옮

겼다. 김화 북쪽에 산리(大山里)가 있다. 

16) 홍쉐즈의 회고록은 경향신문(19991.4.23 기획/연재)에 연재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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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부전선 전략요충 공격작전

  숲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 첩첩산골이었다. 우리 사령부는 은폐하기 가장 좋은 산골짜기

에 의한 지점을 골라 굴착공사 끝에 안성마춤의 거처를 마련했다. 회의가 있을 때면 부근

의 금광굴에 가서 열었다. 2월 7일, 중앙군사위원회는 순환근무의 원칙을 정해 제3군

(12·15·60군단)과 제22군(67·68군단), 제47군단을 3월부터 속속 조선에 보내 참전하도록 

하 다. 

  조선에 들어 온 뒤에는 조선에 들어 올 제19군(63·64·65군단)과 함께 9개 군단 27개 

사단을 제2선부 로 삼도록 하 다. 1월 25일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은 야목리(野牧里)에

서 김량장리(金良場里)에 이르는 전선 정면에서 우리를 향해 공격을 개시했다. 

  미군의 이번 공격은 과거의 도로를 따라 진격하는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산을 타고 고

지를 점령하면서 정면의 여러 갈래로 몰려드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공격로마다 1개 

에서 1개 연 의 병력이 탱크와 야포의 막강한 지원을 받으며 우리의 방어요충지를 향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상황이 어렵다보니 나도 직접 서부전선에서 방어임무를 맡은 50군

단과 38군단 112사단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살을 에는 듯한 겨울날씨에 땅은 꽁꽁 얼어붙고 식량과 탄약보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끔찍한 상황에서도 모드들 잘 버티어냈다. 참호파기로 방어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

법이었다. 50군단은 창춘[長春]에서 혁명을 일으킨 국민당 제60군단을 공산당정권 수립 후

에 개편한 전통있는 부 다. 이번에 38군단의 주력부 와 호흡을 맞춰 열심히 임무에 

충실했다. 군단장 쩡쩌성[曾澤生]은 쉴새 없이 전선을 시찰, 부 원들을 돌파했다. 

  2월 3일 유엔군은 군포장(軍浦場), 문형리(文衡里)를 점령한데 이어 2월 7일 인민군 제1

군단과 지원군 제50군단이 지키던 제2방어진지를 돌파했다. 이때 한강의 얼음이 녹기 시

작했다. 우리군 진지는 한강에서 그다지 멀지 않았고 상 가 자칫 어붙인다면 우리는 

배수의 진으로 맞서 전군이 섬멸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인민군 제1군단과 지원군 제50

군단의 일부 병력으로 한강 교 남쪽 진지를 방어하게 한 뒤 주력은 한강을 건너 북쪽으

로 방어를 계속했다.

  그러나 38군단 전체는 계속해서 한강 남쪽에서 상 의 저항에 맞섰다. 상 의 동서전선

의 연계를 끊고 동부전선의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50군단과 인민군 제1군단 주력

이 한강 북쪽으로 철수한 뒤인 2월 8일 미 제1군단이 한강으로 접근하기 시작했고 10일 

인천을 점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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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제9군단의 제24사단, 미 제1기병사단, 국군 제27여단, 그리스마스 와 한국군 

제6사단 등이 야포, 탱크, 비행기의 합동지원을 받으며, 38군단에 맹공을 퍼부었다. 

  1월 31일 동부전선에서도 유엔군은 공격을 개시했다. 미 제2사단, 한국군 제8·제5사단

은 한강 동쪽 원주 무릉리에서 지평리와 횡성 쪽으로 공격해왔다. 미 제7사단과 한국군 

제7·제9·제3사단도 각각 북진을 시작했다. 

  펑사령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덩화에게 명령을 내려 42군단 주력과 66군단 198사단을 가

평, 김화에서 오음산으로 남하, 미 제2사단과 한국군 제8사단을 저지하도록 하 다. 인민

군 제5·제2군단은 횡성, 방림리(평창군 방림면)에서 방어를 전개하고 덩화의 주력인 39군

단·40군단과 66군단은 5일과 6일 각각 중원산(中元山, 양평군 용문면 중원리), 홍천 등 

예정지점으로 진격했다.

  3) 횡성공략 결정

  2월 9일, 미 제2사단 23연 와 프랑스 가 지평리에서 우리군에게 저지당했다. 한국군 

제8사단은 횡성 서북쪽에서, 한국군 제3사단과 제5사단은 횡성 동북쪽에서 저지당했다. 

이런 상황에 해 펑사령원과 해패연(解沛然) 참모장과 나 세 사람은 긴급회의를 열었고 

등화와도 전도를 통해 논의를 거친 결과 즉각 동부전선에서 반격을 개시토록 결정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 것인가.

  펑사령원의 생각은 이랬다. 지평리와 횡성 두 곳에서 전선이 돌출해 있으므로 우리가 

타격을 입히는 데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러나 현재의 병력으로는 동시에 두 곳을 공략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먼저 한 곳을 치려면 어느 곳이 좋을까. 지평리를 먼저 친다

면 서부전선의 상 주력부 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우리의 동·서 양전선이 긴 하게 결

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평리에는 상 병력이 집중되어 있는데다 이미 진지구축공사를 

마친 상태여서 신속하게 공략하기는 어렵다. 만일 1~2일 안에 상 에게 타격을 입히지 못

할 경우 이천과 횡성에서 증원군이 몰려들어 도리어 우리 군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 

  반면에 횡성을 고려해 본다면 병력은 비록 많으나 한국군이 부분이며 전투력은 취

약하다. 게다가 기동중이라 측면이 그 로 노출돼 있어 우리가 신속하게 포위하는데 유

리했다. 

  따라서 펑사령원은 2월 9일, 먼저 횡성을 공략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우리 군이 집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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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을 상 가 눈치를 챈 것 같아 당장 공격하지는 않고 기회를 엿보다 2월 11일 

밤에 반격을 개시하기로 했다. 덩화가 이끄는 동부전선지휘소는 횡성 서북쪽, 지평리 북

쪽의 드문 조그만 마을에 설치되어 있었다. 

  펑사령원의 명령을 받고 덩화는 먼저 횡성 서북쪽의 한국군 제8사단을 공격하기로 결정

했다. 또 조선인민군전선 사령관 김웅(金雄) 지휘부는 인민군 제3·제5군단을 동원, 횡성 

동북쪽의 한국군 제5사단 일부를 공략한 뒤, 횡성 동남쪽의 학곡리쪽으로 진격토록 했다. 

  4) 횡성대반격

  2월 11일 오후 5시, 덩화지휘소와 김웅지휘부는 예정된 계획에 따라 횡성 반격을 개시

했다. 밤을 새우는 격전 끝에 덩화가 이끄는 40군단·42군단의 주력과 제66군단 198사단

은 국군 제8사단의 퇴로를 끊었다. 우리의 맹렬한 공격을 받은 한국군 제8사단은 부분 

횡성쪽으로 물러나려 했다. 

  12일 낮, 제39군단 117사단과 40군단 118사단은 한국군 제8사단 부분을 포위하는데 성

공했다. 또 제40군단 120사단과 제42군단 124사단도 광전(廣田, 초원1리)지구에서 상 를 

포위하는데 성공했다. 밤을 지새우는 격전 끝에 한국군 제8사단 예하 3개 연 에 큰 타격

을 가했다. 그러나 제66군단의 주력이 예정된 시각에 예정된 지점에 이르지 못해 아쉬웠

다. 횡성반격작전은 2월 13일 아침에 끝이 났다. 

   

  5) 지평리 공격

  펑사령원은 즉각 덩화에게 지평리의 상 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지평리는 상 가 한

사코 버티고 있는 전략요충지 다. 덩화는 39군단과 42군단 일부를 서둘러 재정비, 13일 

밤 신속하게 지평리의 상 를 공격하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 공격부 는 상  방어진지를 

돌파하는데 실패했다. 

  우리는 제공권이 없어 고전을 면치 못하 다. 낮에는 미군전투기가 벌 떼처럼 달려들

어 맹폭을 가하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밤에만 이동이 가능했고 밤에만 공격을 할 수밖

에 없었다. 첫날 밤 공격에 실패한 후 이튿날 밤에서야 겨우 포병의 지원을 받아 사흘째 

밤 비로소 공격다운 공격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반면 상 는 지원병력이 물 듯이 몰려왔다. 덩화는 당시 전황을 분석, 더 이상의 공격

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15일 오후 5시 30분 지평리에 한 공격중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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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그는 전부 원들에게 철수하기 전에 전리품을 확실히 챙기도록 명령했다. 횡성반

격전 중에 상 가 엄청난 무기와 장비, 특히 신형 포와 신형차를 내버려두고 후퇴했는데, 

그때는 지평리 공격에 바빠 제 로 회수를 못했기 때문이다. 

  

  6) 한강 이북으로 퇴각

  16일, 동트기 전에 덩화가 이끄는 부 는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평리에

서 상 를 제 로 포위하지 못한 점에 해 펑사령원의 철저한 검사를 받았으나 그가 최

선을 다했음이 밝혀지자 펑사령원은 더 이상 책망하지 않았다. 

  동부전선에서 덩화가 이끄는 부 가 반격을 펼치는 와중에 서부전선의 유엔군은 내가 

함께 하고 있는 한강 남쪽의 제 38군단과 제50군단 1개 연 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38

군단은 시종 진지를 사수하면서 상 의 주공을 잘 막아냈다. 그러나 동부전선의 지평리에

서 우리가 철수한 뒤 상 의 추격이 거세지고 전선은 직선화했다.

  펑총사령원은 38군단과 50군단 예하 1개 연 에게 16일과 18일 각각 한강 북쪽으로 철

수하도록 명령했다. 

  제4차 전역은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를 제1단계로 일컫는다.           

 3. 지평리전투                        

  지평리는 횡성 서쪽, 양평 동쪽, 남한강 북쪽에 위치해 있다. 미 제2사단 제23연 , 프랑

스 , 1개 105㎜ 유탄포병 , 1개 전차중 , 1개 155㎜ 유탄포병중 , 1개 고사포 중

, 총 6,000여 명, 유탄포 24문, 전차 21 와 박격포 51문으로 1951년 2월 3일 이 지구를 

점령한 후 촌락을 중심으로 원형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방어 요새를 만들었다. 병력 배치는 

연 는 1개 중 , 각 는 1개 소 를 예비 로 남겨 두는 것 외에 나머지 병력은 모두 

제1선에 배치하고, 전차는 제1선 외곽에 배치하 다. 지원군 주력이 횡성지구에서 반격을 

시작하자 지평리의 미군 등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남쪽을 향해 철수할 조짐을 보 다.

  2월 12일 8시, 펑더화이는 덩화와 제39군 군장 우신취안[吳信泉], 정치위원 쉬빈저우(徐

斌洲)에게 다음과 같이 타전하여 말하 다. “한국군 제8사단은 이미 부분 섬멸되고 적

역의 돌파구가 열려 적이 동요하고 있다. 제39군 주력과 제126사단의 사용을 검토하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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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정면에서 지평리의 적을 포착하고, 주력은 적 측후로 침투하여 적이 철수할 때를 틈

타 운동전으로 이를 섬멸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횡성지구의 적을 철저하게 해결하도록 

하고, 제39·제40·제42·제66군은 원주·충주 방향으로 전과 확 할 준비를 한다. 구체적

인 계획은 덩화가 검토 결정한다.” 같은 날 15시, 연사는 김웅 집단으로 하여금 평창·정

선을 향해 전과 확 하도록 하 다. 

  지원군은 당시 지평리에 있는 적은 4개 와 야전진지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 다. 2월 

12일, 덩화는 제40군 제119사단으로 하여금 제39군 주력과 제42군 제126사단과 배합하여 13

일 저녁 지평리의 적을 포위·섬멸할 준비를 하도록 하 다. 2월 12일 저녁, 제42군 제126

사단은 지평리 이남 곡수리 지구를 향해 돌진하여 지평리의 적이 이포리·이천 방향으로 

향하는 퇴로를 차단하 다. 제40군은 제119사단과 제120사단 제359연 로 하여금 12일 저

녁 지평리 동북 하고송·상가리 지구에 도착하도록 하 다. 제39군은 제116사단으로 하여

금 지평리 동남 삼산리 서쪽에서 서쪽을 향해 단석리 지구로 돌진하여 지평리에서 여주로 

통하고 문막리로 통하는 도로를 차단하도록 하고, 13일 저녁 제115사단 일부가 가내동·삼

산리 지구에 도착하여 제116사단과 연결하고, 사단 주력은 지평리를 향해 증원할 가능성이 

있는 적을 저지할 준비를 하고, 지평리에서 남쪽으로 도주하는 적을 저지하게 하 다.

  13일, 지평리 동남 석곡리·매월리 지구의 적군은 이미 남으로 철수하여 지원군 제39군 

제116사단이 이 지구에 도착하고, 지평리 동쪽의 상고송·석우의 적군은 지평리로 돌아가 

집결하 다. 이를 보고 지평리의 적을 차단 섬멸하기 위해 그날 10시, 덩화는 제116사단으

로 하여금 주암리를 향해 전진하도록 하여 지평리의 적이 동남으로 향하는 퇴로를 차단

하도록 하고, 제119사단은 지평리로 다가가 이 적을 포착하고, 제126사단은 지평리이남으

로 돌진하여 그 남쪽 도주로를 차단하고, 적이 만약 아군에 의해 포착·차단되면 황혼에 

이를 공격·섬멸할 준비를 하고, 만약 도주하면 각 부 는 이를 맹추격하도록 하 다. 제

115사단은 제116사단에 근접하여 항시 전투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문막리 방향의 경계를 

강화하도록 하 다. 13일 13시, 덩화는 지평리의 적 섬멸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 공

격계획을 작성하 다.

  지평리·망미리의 적을 포착할 시간을 획득하기 위해 2월 13일 17시 반, 공격을 시작한

다. 제40군 제119사단은 북쪽과 동쪽에서 지평리를 향해 공격하고, 사단의 제356연 는 상

고송에서 동에서 서쪽을 향해 지평리를 공격하고, 제357연 는 광탄리에서 북에서 남쪽을 

향해 지평리를 공격하고, 제42군 제375연 는 황거리에서 지평리 동남 초왕리를 향해 공

격하고, 군의 제126사단 제376연 와 제377연 는 서쪽과 서남쪽에서 지평리를 향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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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의 공격준비 모습(그들이 본 한국전쟁)

하고, 제378연 는 이포리에서 증원하

는 적을 타격한다.

  이에 앞서 13일 정오가 다 되어 아

몬드 군단장이 헬기로 지평리에 도착

했다. 아몬드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프리먼과 지평리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논하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철수하자는 프리먼의 건의와 그 이유

를 듣고 나서 동의했다. 아몬드는 철

수에 동의 의사를 밝힌 후 헬기를 타

고 떠났다. 프리먼은 즉시 참모진들에게 철수계획을 세우라고 명령했다. 프리먼이 자신의 

짐을 싸고 있을 때, “철수 불가, 지평리를 사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리지웨이는 아몬

드에게 “만약 지평리에서 철수한다면 먼저 자네를 해임하겠네”라고 말했다. 이어서 리지

웨이는 “적군이 이번 공세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반드시 지평리를 점령해야 한다. 따라서 

아군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평리를 사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10군단에게 3가지 

작전명령을 내렸다.

1. 지평리의 미 제2사단 제23연 는 지평리 진지를 사수한다.

2. 미 제10군단은 즉시 문막리에 있는 미 제2사단 28연 를 지평리로 보내 23연 를 

증원한다.

3. 미 제9군단과 국군 제27여단, 한국군 제6사단은 지평리와 문막리 사이로 이동해

서 미 제10군단의 공백을 철저히 메운다.

  이렇게 자그마한 마을인 지평리는 공전의 혈전을 벌일 격전지로 결정되었다. 당시 지평

리는 지름 5㎞ 정도되는 작은 분지 안에 위치한 마을로 사방에 낮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

었다. 남쪽에 가장 높은 해발 397m 망미산이 있고 서남쪽에 248고지, 북서쪽에 345고지, 

북쪽에 207고지, 북동쪽에 348고지인 봉미산이 자리잡고 있었다. 

  지평리 진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프리먼 령은 방어배치를 새로 하기 시작하

다. 원형진지가 이상적이지만 그 둘레가 최소 18㎞나 되기 때문에 프리먼의 병력으로는 

부족했다. 제23연 의 병력이 프랑스군 를 포함한 4개 보병 와 1개 포병 , 1개 

전차중 로 구성되어 있어 전제인원이 6,000명 정도이지만 원형진지 주변에 빈틈없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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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프랑스 대대 지휘소로 사용하던 지평리막걸리 공장

력을 배치하려면 인원이 모자랐다. 결

국 프리먼은 지금 1.6㎞의 원형구획을 

정해서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하 다. 

  미 제2사단 제23연 가 완성한 지평

리의 방어망 체계는 다음과 같았다.

  1 는 북쪽 207고지의 남단, 2

는 남쪽 망미산, 3 는 동쪽의 202고

지를 각각 맡았다. 프랑스 의 진지

는 지평리 서쪽에 평평하게 펼쳐진 논

과 철도선 주변에 위치해 지형상 가장 불리했다. 그리고 프리먼은 예비 를 위험할 정도

로 많이 줄여 연 의 예비 로는 1개 중 만 남겼고 각 중 의 예비 로 1개 소 만 남겼

다. 원형진지안에 155㎜ 곡사포 6문, 105㎜ 18문, 연속 고사기관포, 전차 20 , 박격포 51

문을 배치했다. 원형진지 최전방에는 전차로 에워싸고 참호를 탔으며, 보병의 공격을 막

기 위해 지뢰와 조명탄을 빽빽하게 배치했다. 각 진지를 연결하는 지역에는 모두 M - 16 

고사기관총과 전차를 배치해서 엄 히 봉쇄했다. 심지어 중국군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물을 뿌려서 험준한 빙판을 만들어 놓았다.

  한편, 13일 14시에 덩화는 제42·제66·제40군에 타전하여 제42·제66군 양군 주력과 제

40군 제120사단으로 하여금 13일 저녁, 원주의 적을 포착하여 원주와 문막리의 적 연결을 

분할하도록 하 다. 제42군 주력은 원주 서남 지구에 도착하여 원주의 적이 서에서 남쪽 

문막리를 향하고 남에서 목계리로 향하는 퇴로를 차단하도록 하고, 제66군 주력은 원주 

동북 지구에 도착하여 도로를 파괴하고, 제120사단은 원주 서북 지구에 도착하여 제42군 

지휘로 복귀하도록 하 다. 제117·제118·제198사단은 횡성 지구에서 전장을 소탕하고, 

14일 저녁 원주 방향으로 행동하 다.

  2월 13일 17시 30분, 지원군 각 부 는 지평리의 적에 해서 공격을 시작하 다.

  2월 13일, 지평리의 적은 확실히 동요하고 있었다. 미 제23연  연 장과 미 제10군단 

군단장은 모두 지평리에 있는 미 제23연  등의 부 가 14일 철수 시작을 건의하 으나 

리지웨이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 다. 지평리의 세력을 포기하면 서쪽 미 제9군단 우익이 

폭로되어 위협이 된다. 미 제9군단이 공격을 받게 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격의 효과

를 기 할 수 없다. 전 전선에 균열이 일어남과 동시에 반격을 위한 중요한 거점을 상실

하게 된다. 이에 그의 결론은 “적군이 이번 공세를 성공하려면 지평리를 공격 점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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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리 서쪽능선과 용문 화전리에서 본 능선(지평에서는 높은 고지이지만 화전리에서 불과 1~200m의 높

이이다) 

것이 절  필요하다. 따라서 아군은 어떻게 해서든 지평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서 바

로 지평리를 사수하라는 작전 명령을 하달하 다. 그리고 미 제10군단은 문막리에 위치하

고 있는 미 제2사단 제38연 로 하여금 지평리의 제23연 를 증원하도록 하고, 미 제9군

단은 우익의 한국군 제6사단과 국군 제27여단을 지평리와 문막리간으로 이동시켜 미 제

10군단 전면의 간격을 봉쇄하도록 한다는 명령을 하달하 다. 이처럼 미 제23연 는 지평

리 사수 결심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외에 지평리에 있는 부 를 조금도 감소시키지 않

았다. 지원군이 생각한 4개 가 아니었다. 4개 보병 , 1개 포병 와 1개 포병 

중 , 1개 고사포 중 와 1개 전차 중 로 총 병력이 6,000여 명이었고, 화력과 진지가 모

두 비교적 강하 다.

  그날 저녁 지원군의 공격부 는 6개 연 로 겨우 만여 명이었고, 3개 포병중 만이 작

전을 지원하고 있었고, 문 당 포탄은 겨우 20~30발로 지평리의 적을 사방으로 포위하 다. 

  그것도 적군을 얕잡아보아서인지, 공격전에 앞뒤로 투입하는 8개 연 는 제39군·40

군·42군의 3개 군단에서 차출했고 통합지휘는 제40군 119사단이 맡았다. 쉬궈부[徐國夫] 

제119단장에게 지휘임무가 맡겨졌을 때, 그는 지평리의 지형이나 상황을 제 로 알지 못

하는데다가 다른 부 의 상황도 제 로 파악하지 못해 전투개시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구

했다. 그러나 동부전선 지휘부는 “적군은 1~2개 밖에 없을뿐더러 아마 일부는 벌써 

도망쳤을 것이다. 신속히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하며 완강하게 거

절했다. 

  지평리 공격 예정시각은 2월 13일 오전이었다. 하지만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쉬궈

푸는 황급히 지휘부 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제40군 359연 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중국에서 본 횡성전투와 지평리전투┃제2절

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307

신 정치위원을 보내자 그는 분노했다. 제42군 375연 는 부연 장만 보냈지만 다행히 

그는 지평리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재 지평리에는 1~2개 만 

있는 것이 아닌데다 적들이 도망친 흔적은 전혀 없고 오히려 진지를 사수하는 상황이라

고 했다. 쉬궈푸는 즉시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회의를 막 마친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지평리전투에 참전하기로 포병 제42연

가 말이 놀라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 적의 공습을 받아 제시간에 전투에 참여할 수 없

다는 것이었다. 당시 제42군 125사단 375연 는 지평리로 접근하는 길에서 적군과 마주쳐 

저지당했고 제40군 119사단 356연 도 행동이 느려 제때 공격지점에 도착하지 못하 다. 

결국 쉬궈푸가 지휘하는 방향에는 357연 와 359연  2개 연  밖에 없었다. 

  교전쌍방의 병력과 화력이 심각하게 균형을 잃은 가운데 2월 13일 저녁 무렵부터 지평

리 공격이 시작되었다.

  제357연  3  7중 는 중 장 인카이원[殷開文]과 지도원 완위슈[王玉岫]의 지휘를 받

아 적전으로 돌진했다. 많은 전사자를 내면서 적군의 최전방 진지를 점령했지만 미군의 

맹공으로 곧바로 진지를 잃었다. 이 과정에서 중 장 인카이원이 희생되고 지도원 왕슈이

마저 전사했다. 359연  9중  지도원인 관더구이[關德貴]도 돌격 를 이끌고 맨 앞에서 

돌진했지만 팔에 부상을 입고 다리에 총상을 입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쉬궈푸가 지휘하

는 2개 연 는 날이 밝을 때까지 전투를 계속했지만 한 귀퉁이도 점령하지 못한 채 많은 

사상자만 낼 뿐이었다.

  제39군 115사단은 지평리 전투에 참가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사단 전체가 큰 전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싱글벙글하며 고무돼 있었다. 2월 13일 작전계획을 세울 

때 사단장 왕량타이는 344연 를 1제 로, 343연 를 2제 로, 345연 를 예비 로 하여 

공격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343연 장인 왕푸즈는 2제 에 속한 것이 불만이어서 제343

연 와 제344연 가 함께 공격을 하자는 제안을 하 다. 결국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황혼 

녘 두 연 는 함께 공격을 개시하 다. 제343연 는 첫 번째 산을 함락한 뒤, 지휘부에 

“지평리를 공격했습니다” 하면서 보고했고 “공격해서 점령하라”는 답신도 받았다. 그러나 

왕푸즈 연 가 공격한 곳은 지평리 밖의 마산이라는 산이었고 포로를 집아 심문해 본 결

과 지평리에는 전차와 포는 말할 것도 없고 병력만 6,000명이 넘는다고 했다. 

  또 다른 연 로 착오를 범했는데, 제42군 126사단 376연 로 제39군에 배속되어 있었다. 

지평리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연 장 장즈차오[張志超]는 즉시 부 를 인솔해 행동을 

개시했다. 신속하게 산 하나를 넘어 방위와 행군을 시간을 고려해 지평리에 거의 도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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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의 박격포 공격 모습

(그들이 본 한국전쟁)

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작은 마을을 발견했다. 

밤이었지만 탁 트인 평지며, 가옥이며 도로며 

철도가 지도에서 본 것과 일치했다. 그래서 

376연 는 바로 맹공을 퍼붓자 이곳을 지키

던 미군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어둠 속

으로 사라졌다. 흥분한 장즈차오는 즉시 사

단 지휘부에 승전보를 전했다. 지휘부는 너

무 기쁜 나머지 지평리 공격을 준비하고 있

던 377연 의 진군을 멈추라고 하 다. 이 때 

노련한 지휘관인 126사단장 황징야오[黃經耀]

는 장즈차오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장

즈차오! 아주 큰 실수를 저질 어. 자네가 점

령한 곳은 전곡이라는 곳일세. 지평리는 전곡의 남동쪽에 있어. 즉시 지평리를 공격하게!”

라고 명령했다.      

  제376연 는 1 를 주력부 로 하여 산포 7문과 박격포 23문을 지원 받아 지평리를 

연속으로 세 차례 공격했지만 포탄은 금새 떨어지고 병력만 희생시킨 채 날이 밝을 때까

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에는 제39군 제115사단 2개 연 도 전투에 참가하 다. 지평리의 적 방어

진지는 비교적 견고하고, 화력도 강하여 문 당 포탄 발사수는 평균 250여 발이었다. 지원

군의 공격 병력, 화력이 모두 약하 다. 지평리의 적 방어 범위가 줄어들어 그 일부를 섬

멸하고 미 제23연  연 장을 부상하게도 하 지만 지평리의 적에 해 근본적 타격은 못

하 다.

  14일, 미군은 항공기를 출동시키고 지평리 외곽 지원군 진지에 해 맹렬하게 폭격 소

사하 다. 동시에 미 기병 제1사단 제5·제8연 를 동쪽으로 이동시켜 이포에 도착하도록 

하고, 한국군 제6사단을 여주·이천 간에 도착하도록 하 으며, 국군 제27여단은 여주·

문막리 간에 위치하도록 하 다. 14일 10시, 미 기병 제5연 는 차량 8 로 보병 100여 명

을 탑승시켜 이포리에서 남한강을 건너 지평리를 증원하고자 하 으나 지원군 제126사단

에 의해 용리이남에서 저지되었다. 황혼, 여주, 이포리의 적 600여 명이 증원을 나가 세 

방향으로 나누어 주암리이남, 내룡리, 외룡리에 도착하 으나, 지원군 제116사단 제346연

 부 에 의해 저지되었다. 원주이북의 적은 여전히 진지를 구축하고 철수할 조짐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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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신속하게 지평리의 적을 섬멸하고 적 증원병이 도착하고 적과 교착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2원 14일, 덩화는 계획을 조정하고, 제119사단 전부, 제126사단 1개 연 와 제115사단 2

개 연  총 6개 연 로 하여금 그날 저녁 계속 지평리를 공격하도록 하고, 제39군 제116

사단은 1개 연 를 주암리에 남겨 전장을 소탕하고 여주의 증원하는 적을 저지하도록 하

고, 주력은 서쪽을 향해 곡수리를 점령하여 지평리의 적이 이포로 향하는 퇴로를 차단하

고 도주하는 적을 차단·섬멸하도록 하 다. 제42군 제126사단은 곡수리 지구로 이동하여 

유리한 진지를 장악하고 증원하는 적을 굳게 저지하도록 하 다. 

  2월 14일 낮이 되었다. 하늘을 뒤덮은 미군기가 중공군의 모든 진지에 맹렬한 사격과 

함께 폭탄을 투하했다. 폭격에 이어 미군과 프랑스군이 전차와 보병을 출동시켜 매서운 

반격을 감행했다. 제343연  2 가 있는 마산 진지에는 지평리에세 미군과 프랑스군이 

들이 닥쳐 많은 병사가 희생되자, 왕사오보[王少伯]는 황급히 왕푸즈 연 장에게 전화를 

걸어 “연 장님, 빨리 철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2 는 전멸입니다”라고 

하자, “진지를 잃는다면 자네 목을 자르고 말겠네”라고 단호하게 말하 다. 막 한 인명피

해는 있었지만 왕푸즈는 진지를 가까스로 지켜냈다. 

  또 다른 방향에서는 제359연  진지에는 몸 하나 숨길 곳이 없었다. 미군기는 끊임없이 

폭격을 하 는데,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날아 온 것도 있고 한국 부산공항에서 온 것도 

있었다. 중형 폭격기는 일본 이타즈케[板付] 공군기지에서 날아왔다. 제359연 의 진지와 

인접한 고지는 여전히 미국의 수중에 있었다. 그들은 전차의 직사포와 M - 16고사기관총을 

사용해 중공군 진지를 타격하 다. 설상가상으로 전화선마저 폭격으로 끊어져 연 장 리

린이[李林一]는 통신중 에 “전화선을 반드시 연결하라”고 했지만 7명의 전화병은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다. 

  2월 14일 밤, 지평리전투에 참가한 중공군은 모두 총공격을 감행하 다. 미 제23연  각 

의 최전방에는 포탄과 수류탄이 연이어 터지면서 격전이 벌어졌다. 중공군 병사들은 

미군이 설치한 방어막을 한 겹 한 겹 뚫고 두려움 없이 전진했다. 앞에 가던 병사가 쓰러

지면 뒤에 있는 병사가 그 시체를 밟고 전진했다. 

  망미산 방향의 미군진지를 한밤중에 함락하 다. 2  G중  1소 에는 스미스 중사 

한 명만 살아남았고 3소  역시 여섯 명 밖에 남지 않았다. 장 제임스 에드워즈(James 

W. Edwards)의 임명으로 중 장 토머스 히스(Tomas Heath)는 연  예비 에서 뽑은 특별

소 와 전차 몇 를 보충한 뒤 중공군에 반격을 시작하 다. 중국군의 화포는 미군을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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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던 박격포를 제압하 고, 결국 돌격소 를 제압하여 전원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고 히

스 중 장은 직접 병사를 이끌고 돌진하다가 흙두 에서 총탄에 맞고 쓰러졌다. 한 병사

가 그를 잡아당겨 끌고 갔는데, 그의 팔은 한 쪽이 찢어져 너덜거리고 있는데도 다른 한

쪽 팔로 정신을 잃은 히스 중 장을 끌고 갔다. 이 때 중공군이 또 한 차례 공격했고 G

중 에서 돌아간 병사는 몇 명 되지 않았다.

  지평리 원형진지에서 밤새 중국군과 혈전을 벌인 부  중에는 프랑스군 가 있었다. 

이 지휘관은 랄프 몽클라르(Ralph Monclar) 중령이었다. 중국군이 공격을 개시하자, 이 노 

중령은 즉시 나팔수에게 사이렌을 울리도록 했다. 귀신이 울부짖는 듯한 날카롭고 처량한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에 울러 퍼졌다. 프랑스 병사들은 모두 머리에 철모가 아닌 붉은 두

건을 쓰고 있었고 소리 높여 ‘카메로네(Camerone)'라고 외쳐댔다. 카메로네는 멕시코의 시

골마을 이름인데, 1863년 이 마을에서 65명의 프랑스 외인부  병사들이 2,000여 명의 멕

시코 군 와 전투를 벌여 모두 전사했으며, 한 명도 투항하지 않았다. 이 프랑군 의 

병사 부분은 외인부  출신의 노병들이었다. 이런 프랑스군 지만 중국군의 공격

을 막아내지 못하 다. 

  지평리 혈전과 벌어진 참혹한 전투가 또 있었다. 

  리지웨이는 미 제1기병사단 5기병연 를 즉시 지평리로 보내면서 적의 저항이 얼마나 

거세든 간에 반드시 지평리로 돌진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어떤 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

시 지평리를 지키겠다고 결심했다. 

  미 제1기병사단 5기병연 장은 마르셀 크롬베즈 령이었다. 2월 14일 오후, 5기병연 는 

지평리 남쪽으로 6㎞ 떨어진 곳에 집결했다. 5기병연 는 여러 병력이 섞인 부 다. 2

개의 야전포병 와 M - 46중형전차를 갖춘 전차중 , MA - 76G형 전차 2 를 갖춘 전차

소 , 1개 공병중 , 지평리에 지원할 각종 물자를 실은 형차량부 , 그리고 지평리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를 처리할 위생중  등으로 구성되었다.

  지평리의 위급 상황을 고려해서 밤에는 전투하지 않는다는 미군의 관례를 깨고 지원부

가 2월 14일 오후 5시에 출발했다.

  전차가 앞뒤에서 엄호하고, 중간에 보병·포병·공병과 차량부 가 행군하는 지원부

의 열은 좁은 흙길에서 3㎞나 이어졌다.

  약 1㎞쯤 전진하자 도로의 다리가 중국군에 의해 폭파되어 있었다. 모든 부 가 멈춰서 

공병이 다리를 수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때 중국군은 5㎞ 떨어진 지평리에서 가장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있었다. 부상을 입은 프리먼 령은 전화로 크롬베즈 령에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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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빨리 여기로 와주시오”

  그러나 폭파된 다리를 잇는 작업은 밤새 계속되었다.

  2월 15일 새벽, 5기병연 는 다시 출발했다. 막 다리를 건너자마자 중국군의 저지 공격

이 시작되었다. 양쪽 고지에서 쏟아지는 화력 공격으로 5기병연 는 또 멈출 수밖에 없었

다. 낮이 되자 5기병연 는 미군기의 지원을 받아 도로 양쪽의 고지를 향해 전진할 수 있

었고, 1 ·2 와 포병 의 화력36문의 엄호를 받아 3 와 차량부 가 도로를 따

라 전진했다.

  미 제1기병사단 5기병연 를 저지한 것은 중국군 제39군의 116사단과 제42군의 126사단

이었다.

  이것은 아마도 미 제1기병사단이 한국전쟁 참전 후 맞닥뜨린 가장 완강한 저지전이었

을 것이다. 중국군은 도로 양쪽의 모든 험한 지형을 점령하고 높은 곳에서 아래로 사격을 

가했다. 비록 그들의 화력은 미군에 비할 바가 아니었지만 중국군의 박격포는 매우 정확

한 명중률을 보 다. 도로에 있는 차량부 와 전차부 는 가장 먼저 목표물이 되었기에 

사상자가 많았다. 5기병연  1 와 2 는 양쪽 고지로 나누어 돌격했고, 공중 화력을 

지원받아 하나하나 고지를 차지했으나 고지를 점령하면 또다시 반격에 막히고는 했다. 크

롬베즈 령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중국군은 막 한 사상자를 냈지만 공격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몰려오는 듯했다. 그들의 

인내력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지는 정말 놀라웠다.”

  미군 전쟁사료에서는 당시 중국군의 저지전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매우 단호했고, 몹시 완강했다.”

  5기병연 와 중국군 저지부 의 교전은 정오까지 계속되었고, 지원부 는 한 걸음도 나

아가지 못했다.

  프리먼의 23연 는 여전히 지평리에서 중국군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이번에 중국군은 

낮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지평리의 전세는 참으로 심상치 않아 보 다. 지원군인 5

기병연 는 중국군의 저지를 받아 전진하지 못했고, 리지웨이와 프리먼 사이에 낀 크롬베

즈 령은 호된 질책을 받고 있었다. 정오가 되었을 때, 크롬베즈 령은 군법으로 처리

되지 않으려면 세 번째 선택밖에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평리에서는 5㎞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무척이나 멀게만 느

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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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크롬베즈 령은 물자를 가득 실은 트럭도, 중국군과 싸우고 있는 병사들, 심

지어 포병들까지 내버려두고 자신이 직접 전차분 를 이끌고 두터운 장갑에 의지해 지평

리에 돌격하기로 결심했다.

  크롬베즈는 죽기를 각오했다.

  오후 3시, 전차부 가 조직되었다. 총 23 의 전차가 출동했고, 4명의 지뢰제거 공병이 

두 번째 전차에 탑승했다. 전차중 의 중 장이 네 번째 전차에서 전차의 전진을 지휘하

고, 크롬베즈 령은 다섯 번째 전차에서 총지휘를 맡기로 했다. 3 장과 L중 장은 여

섯 번째 전차에서 보병을 지휘하고, 3  L중 의 병사 160명은 뒤의 전차들 위에 나누

어 올라타 따라가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1 와 2 는 도로 양쪽에서 엄호하고, 포병

은 포탄을 아낌없이 사용해서 중국군의 화력을 막기로 했다. 크롬베즈 령은 공군 폭격

기에 도로 양쪽의 비탈면을 향해 최 한 폭격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차분 의 맨 뒤에는 부상자들을 실을 트럭이 뒤따랐다. 이 트럭이 지평리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는 순전히 운에 달렸다.

  크롬베즈는 프리먼에게 전화를 걸었다. 

  “운송중 와 보병은 함께 가지 못할 것 같소. 나는 전차분 로 돌격하려고 하는데 어떻

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반드시 와야 하오!”

  45분 후, 최후의 승부를 건 전차부 가 출발했다. 

  미군 폭격기는 전차분 가 전진하는 도로에 있는 모든 고지에 맹렬한 폭격을 가했다. 

도로 양쪽에 있는 미군 2개 는 중국군의 저지공격을 견제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락기는 공중을 선회하면서 포병의 사격을 인도하고 전방의 상황을 보고하는 임무를 맡

았다. 전차분 의 모든 전차는 각각 50미터의 간격을 유지해 전차 행렬은 1.5㎞ 길이로 

늘어섰다.

  지평리와 가까운 곳에는 곡수리라는 마을이 있었다. 전차분 가 막 마을의 집을 발견했

을 때 중국군의 박격포 공격을 받았다. 매서운 공격 때문에 전차 행렬이 멈춰 섰다. 상공

의 비행기와 지상의 전차가 아무리 화력 공격을 퍼부어도 중국군의 총알은 비 오듯 쏟아

졌다. 전차 위에 올라탄 보병은 전차의 전진을 엄호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재빨리 전차에

서 뛰어내려 길가에 있는 눈구덩이 안으로 몸을 숨겼다. 크롬베즈 령은 확성기에 고 

“우리가 중국군 수백 명을 죽 다”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전차 위 보병들의 도주를 막을 

수는 없었다. 전차가 다시 출발했을 때는 두 명의 장교를 포함해 수십 명의 보병이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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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뒤 다.

  곡수리는 조그만 시골 마을로, 도로가 마을 중앙으로 통했다. 중국군은 마을 양쪽의 고

지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전차분 에 사격을 가하고 수류탄을 던졌다. 전차는 공격에도 끄

떡 없었지만 전차 위에 있던 보병들은 몸을 숨길 곳이 없었다. 일부 중국군은 도로 양쪽

의 집 지붕에서 전차 위로 뛰어내려 미군병사들과 격투를 벌 고, 전차를 보고 멈춰서 중

국군에 반격을 가하자고 했지만 크롬베즈 령은 이를 거부했다.

  “전진하라! 멈추면 끝장이다!”

  곡수리 마을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전차분 의 전차 몇 가 파괴되었고, 전차 위에 올

라탔던 160명의 L중  병사는 60명만이 남아 있었다.

  지평리를 2㎞ 남겨두고 전차분 는 험준한 협곡 어귀를 지나갔다. 이곳은 망미산 우측 

산허리를 뚫어 만든 매우 좁은 길이었다. 전체 길이는 140m, 양옆 벼랑의 높이는 15m에 

달했고, 도로 폭은 전차 한 가 겨우 통과할 정도 다. 

  전차분 의 첫 번째 전차가 협곡 어귀에 진입하자 중국군이 발사한 전차로켓탄이 전

차의 포탑에 명중했다. 4명의 공병이 탑승한 두 번째 전차가 협곡 어귀에 들어서자 로켓

탄과 폭파통이 전차의 양편에서 동시에 터졌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전차중 장이 

탑승한 네 번째 전차 다. 로켓탄 한 발이 명중되어 운전병을 제외하고 전차중 장 조니 

하이어스를 포함한 나머지는 모두 전사했다. 다행히 살아남은 운전병이 가속장치를 최

한도로 가동해 파괴된 전차를 몰았기에 협곡 어귀의 좁은 길이 막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협곡 어귀를 빠져나온 전차는 방향을 돌려 중국군을 제압하고, 아직 어귀를 통해하지 

못한 전차도 뒤에서 중국군을 향해 발포했다. 오 맨 뒤의 부상자 트럭은 이곳에 이르러 

파괴되었고, 부상자들은 모두 행방불명되었다. 

  협곡 어귀를 빠져나온 크롬베즈 령은 지평리 외곽에서 사격하는 미군 전차와 중국군

과 혼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 병사들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지평리의 미군 전차와 합류해

서 지평리를 포위하고 있는 중국군 진지를 포격하라고 명령했다.

  지평리의 미 23연 는 제1기병사단 5기병연 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 천군만마를 얻

은 듯 환호했다. 그러나 사실 지평리에 도착한 미 제1기병사단 5기병연 의 병력은 전차 

10여 와 23명의 보병에 불과했고 그나마 23명의 보병 중 13명이 부상자 다. 전차는 지

평리까지 오는 동안 탄약을 다 쓰고 말았다. 따라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크롬베즈 령

의 전차분 는 사실상 23연 에 심리적인 안정을 주었을 뿐 군사적으로는 별다른 힘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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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지 못했다.

  다행히 2월 15일 오후 중국군이 공격을 중지했다.

  지평리 공격 중지는 중국군 하급 지휘관들의 결연한 요구로 결정된 사항이었다. 중국군

의 전쟁사에서 하급지휘관들이 전쟁 중에 상급지휘관에게 ‘전투중지’를 요구한 예는 거의 

없다. 지평리는 특수한 경우 다.

  2월 15일 오후 6시 30분, 지원군 총사령부는 덩화 지휘부의 전보를 받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방향의 적이 모두 북쪽으로 지평리를 지원해서 5기병연 가 이미 곡수리에 도

착했다. 오늘 오후 전차 다섯 가 지평리에 당도했는데, 만일 아군이 다시 지평리의 

적을 공격한다면 완전히 수동적 상황에 처해 기동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기에 

지평리 공격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제40군을 석우·고송·월산리와 그 북쪽으

로 이동시켰다. 제39군은 신구창리·금왕리·상하계림 지구로 이동시켰다. 제42군은 

섬강 북쪽 기슭의 원벌리·장산현 북쪽지구로 이동시켰다. 제66군은 원주 북동 지구

로 이동했다. 제126사단은 다문리· 흥리와 그 북쪽 지구로 이동하고 일부는 주읍산

을 통제하도록 했다. 각 군이 결집한 후 기회가 있으면 이동 중 섬멸할 것이다. 시간

이 촉박해서 총사령부의 답신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행에 옮긴다.   

          

  이렇게 지평리전투는 끝났다. 이 전투에서 중국군은 어머어마한 사상자를 냈다. 전투에 

참여한 8개 연  가운데 제40군 소속 3개 연 의 사상자만 해도 1,830여 명에 달했다. 제

359연  3  병사들은 거의 모두 전사했다. 3 장 뉴전허우[牛振厚]는 병사들의 시체

가 널린 진지를 절  못 떠난다고 버티다가 결국 강제로 끌려갔다. 제357연 장 멍줘화

[孟灼華]는 사상자 현황을 상부에 보고하다가 몹시 고통스러워 슬픔에 목이 메었다. 

  2월 15일 밤에 중국군들은 햇불을 밝히고 전사한 장병들의 시신을 찾아 옮기고 있었다. 

찾지 못한 시신은 쌓이는 눈에 금세 묻혀 버렸다. 중국군은 부상자와 전사자의 시신, 사

로잡은 포로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지평리에 해 재차 공격을 시작하고 제119사단은 북쪽에서 한 차례 봉미산

을 공격 점령하고, 제115사단은 남쪽에서 15일 2시쯤 지평리 안으로 공격해 들어갔다. 지

평리의 미 제23연  등의 화력이 맹렬하고 지형이 너무 협소하여 지원군은 병력을 전개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미 제23연  등의 부 에 많은 사상자를 내도록 하 지만 여전히 

전투를 해결하지는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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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미 기병 제1사단 제5연  증원부 가 곡수리에 도착하여 전차 30여 , 항공기 백

여 의 엄호를 받고 지원군 제116사단과 제126사단의 증원저지부 를 공격하 다. 지원

군은 그 보 을 공격 궤멸시키고 적 100여 명을 섬멸하 으나 전차 20여 가 황혼에 지

평리로 돌입하여 미 제23연 와 회합하 다. 여주 방향에서 증원 나온 한국군 제6사단과 

국군 제27여단의 선두부 도 지평리에 가까이 도착하 다. 이때 미 기병 제1사단, 국

군 제27여단, 한국군 제6사단 주력이 여주, 장호원리에서 종심방어 배치를 하고, 동부전선 

미 제10군단도 원주, 무릉리 일선에서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 다. 원주 서남을 향해 발

전 공격하던 지원군 각 부 가 원주이북 지구에서 적과 치하고, 김웅 집단은 계속 평창, 

정선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15일, 덩화는 한편 계획을 조정하고 16일 저녁 다시 지평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 다. 

한편 그날 13시, 평더화이, 박일우 등에게 타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를 청하 다. “여러 

상황으로 보아 오늘 저녁 계속 지평리를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급한 작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 내일 이틀간 준비하여 병력·화력을 조정하고, 

명일 저녁 이 적을 공격 섬멸할 결심이다. 준비하고 다시 공격하면 이 적을 섬멸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명일 저녁에도 다시 타격하지 못한다면 공세는 교착상태에 빠지

게 되고, 우리에게 불리(적은 거점방어를 하고 있고, 우리는 화력이 부족하기 때문)하게 

될 것이다. 만약 타격할 수 있다면 3일 내지 4일 동안 적 증원을 막고 이를 철저하게 섬

멸할 결심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력을 횡성이북으로 철수시키고 다시 운동전으로 적을 섬

멸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 바란다.”

  평더화이 등 지원군 수장은 이때 당시 전장 형세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생각하 다. 

만약 계속 역량을 조직하여 지평리의 적을 공격하면 설사 점령할 수 있을지라도 여러 가

지 태세로 볼 때 다시 적을 격파하고 전역에서 유리한 형세를 조성한다는 것이 이미 한

걸음 늦었다. 우리가 지평리를 점령함과 동시에 상당수의 증원된 적을 궤멸 또는 섬멸하

고, 아군 주력이 적시에 장호원리 이남 지구까지 도착할 수 있다면 전 전선에서 적을 퇴

각하게 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피아 역량을 비교해 볼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따라서 평더화이는 15일 17시 30분, 지평리의 적 공격을 중지하기로 하 다.

  2월 16일 날이 새기 전 지원군 공격부 는 전투에서 철수하고 원주 부근에 진출해 있던 

각 군도 동시에 북쪽을 향해 이동하 다. 용두리(지평리 북쪽)를 향해 횡성 일선과 북으

로 홍천 동·서 일선이남 지구를 향해 집결하 다. 여기까지 제4차 전역 제 1단계 작전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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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전선 한강 남안의 제38군과 제50군의 부 도 2월 16일과 18일 차례로 전부 한강 북

안으로 철수하 다.

  인민군 김웅 집단은 2월 19일 평창을 점령하고 정선에 다가가 한국군 제5·제7사단을 

제천, 월이북 지구까지 압박하여 적 측후를 위협하고, 정면 작전과 강력하게 배합하여 

연사의 표창을 받았다. 2월 20일 이후 이 집단의 각 부 도 연사의 통일된 계획에 따라 

축차적으로 북쪽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하 다.

  지평리 전투 후 지원군사령부, 제39군·제40군 등은 모든 검토를 하고, 교훈을 총결산하

다. 종합적으로 이번 전투에서 잘 타격하지 못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

  객관적으로 지원군은 연속 3차례 전역을 치르고 부 는 상당히 피로하고 병력 소모가 

매우 많아 어떤 부 는 원기를 잃고 있었다. 제3차 전역 후에는 휴식과 정비를 하려다 전

투로 전환하고 여러 면에서 모두 준비가 불충분하 다. 물자나 탄약 공급이 되지 않았고, 

공격을 위한 화력이 약하 다. 화포는 적었고, 탄약도 부족하 다. ‘강자를 만나 감당할 

수가 없었다.

  주관적으로는 첫째, 경적사상이 있었다. 횡성이북 전투의 신속한 승리로 경적사상이 생

겼다. 원주, 지평리 등지에 있는 적이 도주하여 달아날 것으로 생각하 다. 원주의 적을 

포착하고 지평리의 적을 빨리 타격하기 위해 너무 성급하게 전투에 투입하 다. 두 번째

는 지평리에 있는 적 병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 정찰이 불충분하 고, 판단

에도 착오가 있었다. 지평리의 적은 4개 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 으나 실제로 5개 

 6,000여 명의 병력이 있었다. 또 포병 와 전차중  등의 화기도 있었다. 원래는 

일반적인 야전 진지만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실제로 비교적 견고한 방어진지가 구축되어 

있었고, 치 한 방어망이 설치되어 있었다. 병력이나 화력면에서 지원군은 모두 우세를 

점하지 못하고 있었다. 병력 비는 전투인원의 기본인 1 : 1로 공격 병력이 부족하 고, 

참전한 포병도 겨우 3개 중 로 탄약조차 부족하 다. 세 번째는 병력이 분산되고 건제가 

혼란하 다. 너무 급한 타격으로 공격전 충분한 준비와 치 한 조직을 하지 못하 다. 공

격부 의 건제가 비교적 혼란하 다. 4개 사단이 3개 군의 건제에 나누어 소속되었다. 주

공 부 의 전투력은 2등·3등 수준의 연 가 많았고, 어떤 부 는 앞의 몇 차례 전역에서 

비교적 크게 타격하고 아직 원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네 번째 작전사상과 전

술이 마땅치 않았다. 제39군 주력은 남쪽에서 접근하고, 제119사단은 북쪽에서 압박하는 

식으로 남북협공을 하면 적을 섬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 다. 일반적인 야전지도 방

법과 전술을 사용하 고, 견고한 진지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나 전술이 없었다. 공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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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중점이 결여되어 있었다. 병력을 분산하여 1개 연 가 한쪽을 타격하 다. 먼저 도

착하면 먼저 타격하고, 뒤에 도착하면 뒤에 타격하여 공격의 횟수는 적지 않았지만 전과

는 크지 않았고, 오히려 손해만 보았다. 

  이번 전투에서의 교훈은 현 화된 장비, 진지가 견고한 적 거점에 한 공격은 전투 전

에 반드시 상세하게 정찰하고 적정, 지형, 진지에 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여 돌파구를 잘 선택하고 절  우세한 병력·화력을 집중하여 중점 돌파를 실시하여야 

했다. 특히 화력과 제병종 간의 협동작전을 잘 조직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병

력·화력을 고르게 분산하고, 조급한 공격은 효과를 볼 수 없다. 

  제4차 전역 제1단계 작전은 1951년 1월 25일 시작하여 2월 16일 끝났다. 작전기간은 모

두 23일이었고, 적 2만 2,000여 명을 살상 또는 포로로 하 다. 지평리 전투는 비록 실패

는 하 으나 제1단계 작전의 전반적인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제4차 전역의 제1단계 전 작전은 매우 어려운 여건하에서 진행되었지만 작전 지도 면에

서는 주동적으로 하 다. ‘유엔군’의 공격 기도가 판명된 후 피아상황에 따라 ‘적의 전진을 

정지시키고, 전국을 안정적으로 타개하는데 힘쓴다’는 방침을 채택하 다. 서방동타하겠다

는 작전결심을 견지하고 다음과 같이 확정하 다. 일부 병력으로 서부전선 한강이남을 굳

게 방어하여 미군 주공 집단을 견제하고, 지원군 주력은 동부전선에서 ‘유엔군’의 약한 부

분을 찾아 반격하는 것을 엄호하도록 하 다. 상황을 보아 전과를 확 하여 일거에 횡성 

반격작전을 승리하고, 동부전선 적으로 하여금 전 전선에서 남으로 철수하거나 혹은 동요

하도록 하 다. 

  지평리 포위공격에서는 연속 이틀 밤의 전투로도 해결을 보지 못하 다. 또 ‘유엔군’이 

이미 동부전선에서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여 지평리를 공격 점령하고, ‘유엔군’의 공격을 

정지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시에 과감하게 공격을 중지하고, 전 전선에서 운동방어로 

전환하 다. 마침내 ‘유엔군’과 소모전으로 피동적 상황에 처하는 것을 피하고, 더욱 더 원

활하게 스스로 주동적이 되었다. 평더화이가 후에 제5차 전역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다. “우리는 출동하고 승리하 으나 승리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지평리가 

해결되지 않았다. 설사 적을 해결했다 하더라도 물러가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역량 부족으로 적 종심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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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학살의 계곡이라 불린 횡성전투

 

 1. 언론 속의 횡성전투

  1) 전우들에 대한 병사의 말

51.3.3 UP 홍콩경유 반국발신

  “나도 이제 이제까지 수많은 사체들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끔찍한 것은 일찍이 보지 못

했다.”

  횡성북방 2mile(3.2㎞) 지점에서 중공군 매복에 의하여 약 3주일 전에 사살된 미 병사들

의 수많은 사체들이 논바닥 개굴창리 개천에 아무렇게나 배를 깔고 엎드러져 있는 것이 

여기저기서 발견되었다. 

  부분의 사체들은 군화나 군복들은 약탈당했고 사체들을 발견한 미 해병들의 말에 의

하면 어떤 사람은 결박된 채 등 뒤에서 사살당하 다고 한다. “나도 이때까지 사체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이것들보다 더 비참한 것을 보지 못하 다”고 해병 Lieut가 말했다. “이

것은 말이 지옥같다”라고 Oregon주 Dallas출신 해병 중령 해리 미렌(Harry T. Milne)은 말

하 다. 

  Taxas주 Dallas출신 해병 Tank 장 바질 스트리드(Virgil Streed) 상병은 “우리는 이미 사

체들을 많이 정리했다”고 말하면서 “ 부분은 후송채비를 마쳤으나 더러는 아직도 고지에 

남아있어 병사들이 운반중이나 사체들을 완전히 전부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

다.

  생존자는 단 4명뿐

  학살의 계곡에는 생존자가 단 4명뿐이다. 즉 두 미군 병사와 한국군 2명으로 이들은 미 

해병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리고 전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미군 한 명은 부상을 당했고 

또 한 사람은 동상에 걸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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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복 중이던 병사들은 중부전선에 한 적의 총공격하에서 2월 12일 후송 중이던 미 제

2사단 수송 원들이었다. 수송 는 트럭 25 , 탱크 3 , 반장갑차 2  및 약간의 지프차

다. 중공군은 횡성북방 계곡에 매복 후 공격하 다. 중공군은 야음을 타고 박격포, 기관

총 및 소총 등으로 강타했다. 

  밤중 화력의 치명적인 섬광은 아군을 뿔뿔이 갈라놓았고 미군과 한국군은 파괴된 차량

에서 내려서 혹은 도주를 혹은 반격을 시도했다. 3주 후 오늘 그들은 쓰러져있는 사체로 

이와 같이 여기서 발견되었다.

  등 뒤에서 사살

  LA출신 필 라루(Phil Larue) 해병은 말하기를 “나는 이제까지 사체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이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것은 본적이 없다”라고 하 다. 도로에서 30야드에 두 개의 사

체가 얼켜 누워있었다. 둘이 모두 머리 후면(뒷면)을 Burp gun(맹독성 탄환의 소총)에 맞

았다. 

  질척거리는 논두 에 외롭게 펄럭거리는 것은 젊은 미 병사의 다 이루지 못한 사연이 

적혀있는 마지막 받은 고향편지 다. 그것은 얼룩진 청색잉크로 쓰진 사연으로 “아빠가 

집에 돌아오면 나는 좋아. 아빠 나는 아빠를 사랑해. 아빠가 하루 속히 돌아와서 우리랑 

같이 살기를 고 해요. 아빠 안녕!” 

  2) 횡성전투 - 개전후 최대의 극적 전차전전개  

  국련군 살륙전에 적 심장부 파열

  동아일보 1951.2.7 기사

 【동경 6일발 AP합동】 개전이래 최 의 탱크부 는 5일 중공군 및 북한 괴뢰의 저항을 

물리치고 서울 남방 5리 이내까지 진입하여 다수의 적을 살상한 후 완전한 우군전선으로 

귀환하 다.

 【동경호! 브라이트UP특파원 UP 한통신】 강력한 미 4개 기갑부 는 5일 서울 남방 6.5

리 지점에서 공산군 전선에 돌파구를 뚫었으며, 개전이래 최 의 전차집결부 의 공격

을 받아 적은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졌다. 다른 2개 작전부 는 서울 동방 50리 횡성북방

에 있는 중부전선에서 적에게 공격을 가하고 그들을 공격태세를 취하고 있던 공산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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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깊이 4리나 돌입하 다. 

  이번에 전개된 연합군의 맹격은 이미 중 한 손해를 받은 공산군에게 계속적인 타격을 

주고 그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든 음력설의 반격을 봉쇄하려는데 있었다. 전군부  

뒤에는 보병부 가 따라갔으며, 그들은 기갑부 가 적을 약화시킨 후 총검과 수류탄을 가

지고 공산군 진지를 분쇄하 다.      

  앞서 어떤 중위는 금번작전을 살육전이라고 말하 다. 5일 저녁 7시에 이르러 서울 남

방에 있는 4개 전차 는 밤을 보내기 위하여 연합군 주요전선으로 철수하 다. 그러나 이

보다 후에 접한 횡성지구로부터의 보도에 의하면, 연합군의 양면공격은 의연히 괴뢰군 제

5군단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한다. 미 제10군단에 의하면, 중부전선의 공격은 오전 10시 

횡성지구를 시발점으로 하여 개시되었다. 일 는 38이남 15리의 횡성으로부터 북방으로 

출격하고 최초의 4시간 동안 보통정도의 저항을 받으면서 4리 진출하 다.

  제2의 부 는 공군과 포병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횡성 - 홍천 도로를 북상하 다. 過般

來 괴뢰군 제5군단이 6일 음력설을 기하여 공격을 개시하고자 병력을 집결중이라고 전해

지고 있었는데 今次 공격은 적의 기도에 파□을 주었다. 그러나 이날 가장 극적인 전투는 

4개의 전차부 가 동원된 서울 남방에서 전개되었으며, 군 변인은 개전이래 그렇게 많은 

전차가 사용된 일은 없다고 말하 다. 이 공격전은 지난 2일 동안 동지구에서 UN군 공

격을 좌절시켰던 공산군방위를 분쇄하 다. 1개 부 는 수원 - 서울간 간선도로를 따라 일

직선으로 북상하고 철수함에 앞서 안양에 돌입, 이어서 안양북방까지 진출하 다.

  다른 기갑부 는 서해안근처에서 전투중인 토이(土耳)군을 지원하면서 도로서편으로 북

을 쳤으며, 또 하나의 전군 (戰軍隊)는 서울 동남방 7리의 판교에 돌입한 후 본 에 귀환

하 다. 제4의 부 는 김량장(金良場) 북방으로 7리 진격하여 동지구에 작전중이던 사단

병력의 기갑전초 와 합류하고 후에 함께 귀환하 다.

  중간보고에 의하면, 이와 같은 공동작전에 적어도 적 500명을 살상하고 1,500명을 부상

시켰다고 하는데, 5일에 공산군에게 준 사상자는 8,63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탱크 를 선두로 한 보병부 는 다수의 포로를 잡았으며, 그중에는 연 참모장과 같은 괴

뢰군 장교도 끼어 있었다. 전차 들은 적진지 깊이 돌입하여 적에게 가능한 최 의 손해

를 주라는 임무를 완수하고 이어서 철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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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홍천 6리 육박 횡성서 격전전개

  동아일보 1951.2.9 기사

 【횡성 7일발 AP합동】윌리암워/특

파원기 = 연합군 선발 는 7일 중부

전선에서 홍천 6리 이내까지 육박하

다. 이것은 35리에 걸친 중부전선

에서 전개된 5개의 유엔군 공세 중의 

하나이다. 이에 한 공산군의 저항

은 소수부 로부터 1개 의 병력

을 동원한 것이었다. 이날 가장 치열

한 전투는 횡성 북방에서 전개되었다. 

  4) 중부전선 돌연긴장

  동아일보 1951.2.14 기사

  횡성에 일 공폭감행(一大空爆敢行)

  국련군 유리방어선 견지

 【한국중부전선에서 킨UP특파원 13일

발 한】폐허가 된 횡성시에서는 12일 

오후 시가전이 전개되었으며, 6개 사단

으로 추산되는 중공군 및 북한괴뢰군은 

이 중요한 UN군기지와 20리 사방에 있

는 지평리 사이에 깊이 1만 야드의 돌

출부에 침투하여 왔다. 항공  및 포병

의 공격을 무릅쓰고 집결한 공산군은 

11일 자정 직면에 공격을 개시하여 동일

야간에 2개 도시 사이에서 남방으로 침

투하 다. 12일 아침 적은 한국군으로 

하여금 도로요충 횡성과 지평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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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진하 다. 한국군은 북방으로부터 공격하여 오는 공산군과 백병전을 전개하 다. 

  횡성은 아직 UN군의 수중에 있으나 남방의 원주에의 도로상에는 소전투를 전개하 다. 

미군보병부 는 중부전선의 좌익에 있는 지평에 침투하려는 공산군을 저지하고 있다. 동

지역에서의 전투는 격심(激甚)한 것이라고 한다. 동지구에 공산군은 중공군과 북한괴뢰군 

제5군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공산군은 엄호시설 없이 집결하 으므로 13일에는 한국사변 

중 가장 격심한 파괴적 공습을 받았다. 미군장교 말에 의하면, 원주를 통하여 남방에 뻗

히는 가도는 공산군이 전국(全國)을 탈취하려고 할 때 그들이 취할 가능성이 가장 많던 

공격로라 한다.           

  일선의 미 지휘관들은 아직 공산군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정세의 중 성을 

視하지는 않고 있다. 공산군의 공격은 그들에게 유리한 험준한 산악지 를 통하여 행하여

진 것이다. 

 【동경 12일발 AP합동】올렌 크레멘드기 =유엔군은 13일 중부전선의 요충 횡성을 철수

하 다. 동부 는 10만의 공산군 반격부 에 봉음(逢音)하여 남방으로 전진(轉進)하고 있

다. AP특파원 윌리암 워 기자는 횡성시가 11일 자정에 적 수중에 넘어갔다고 전하 다. 

동기자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 공산군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유엔군은 횡성 남방 10리 

지점에 있는 원주 근처 중공군 및 북한괴뢰군의 무리는 0도에 가까운 추위를 무릅쓰고 

산길을 타고 내려오고 있다. 횡성 북방에 있던 한국군은 적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붕괴하

여 버렸다. 미군부 는 한국군을 증강하기 위하여 급거(急遽)하 다. 공중정찰에 의하면, 

현재 전투는 원주 서방 2리·5리 지점에서 전개되고 있다 한다. 

  미군부 는 횡성 서방 20리 지점에 있는 지평에다 방위선을 구축하 으나 이곳으로부터 

동방으로 뻗히면 유엔군 진지는 피리를 불고 북을 울리는 중공군의 역력(歷力)으로 말미

암아 부득이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은 전선 전면에서 공격하는 한편, 그 침투부 는 연합군 후방을 공격하 으며, 한국

군 일부는 포위되었다. 워기자는 미 제10군단 변인의 말을 인용하여 횡성철수는 “더 유

리한 방어선에 복귀하기 위해서”라고 전하 다. 미군부 는 횡성 서북방 및 동북방에서 

적의 포위를 탈출하느라고 그 야포와 차량 전부를 포기하 다. 공산군이 지난 1월 1일 38

선을 넘어 진격한 이래 적의 공세는 이번이 처음이며, 그들은 서부전선의 연합군 부 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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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화 6·25 정일권 회고록<79>

동아일보 1985.9.7 기사

  ｢1 9의 혈전｣ 지평리전투

  중공군 인해전술에 미군 ｢둥근 진｣치고 사수

  사흘간 백병전 이겨내자 중공군 잠적

  아군의 반격도 잠시 다. 2월 11일 밤부터 전세는 반전(反轉)했다. 중공군의 ｢2월공세｣
가 시작된 것이다. 자정을 넘은 시각부터 급보가 쏟아져 들어왔다. 중동부전선으로 중공

군의 주공이 려들기 시작한 것이 판명됐다. 미 제8군도 같은 판단이었다. 당시 서부전

선의 미 제1군단은 한강변까지 진출해 있었다. 남한강 교두보에서 중공군과 치해 있었

다. “뚫리면 전선양단” 비상.

  ｢2월공세｣의 의도는 서부전선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동부전선에서 우회, 남하하려는 것

이었다. 중공군의 주공 병력은 북괴군 1개 군단을 포함하여 13개 사단, 10만 명을 웃도는 

병력이었다. 주공 목표는 횡성이었다. 우리 국군 제3·제5·제8사단이 담당하는 전선의 정

면이었다. 동시에 북괴군 2개 군단이 정선과 평창으로 조공해왔고 중공군 3개 사단이 원

주 서쪽 지평리로 쐐기를 박아왔다.

  중공군의 원주 서쪽 공격은 충격적이었다. 리지웨이 사령관이 나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

어왔다. 작전상의 중요성을 물어왔다. 원주 서쪽 지평리는 절 로 뚫려서는 안 될 요충이

라고 설명했다. 만약에 뚫리게 되면 여주에서 전선이 양단(兩斷)당하고 서부와 중부전선

이 갈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전신마비가 올지 모르므로 지평리는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때 지평리에는 프리먼 령이 지휘하는 미 제2사단 제23연 뿐이었다. 미국의 화력이 

제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1개 연 로 3개 사단을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평

리 방어를 위한 한미 긴급작전회의가 소집되었다. 미 제5기갑전투단을 즉각 지원키로 했

다. 한국군 제6사단과 국군 제27연 도 동원됐다. 

  지평리전투는 사흘낮밤 계속됐다. (한국병력도 긴급지원)

  가까스로 중공군의 쐐기공격을 격퇴할 수 있었다. 미 제23연 는 문자 그 로 혈전을 

벌려야만 했다. 프리먼 령이하 전장병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 동그랗게 진을 치고 중

공군의 인해전술에 맞섰다. 전투는 거의 백병전이었다. 사격전이 아닌 육박전이었다. 미

군 장병들은 실로 1 9의 백병전에서 이겨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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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승전소식을 전해 듣고 리지웨이 

사령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군이 수류탄 2개를 항상 차고

다니는 뜻을 이제 알게 됐소.

  지평리 공방전은 중공군 ｢2월공세｣의 

고비 다. 1951년 2월 18일 전 전선에서 

중공군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돌연

한 잠적이었다. 중공군의 후퇴는 잠시 

유엔군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러

나 거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

었다. 우선 참모회의를 소집했다. 

  중공군의 갑작스런 후퇴이유에 한 

의견들을 물었다. 작전국장 강문봉 준장

은 ‘보급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

다. 모두들 동감했다. 

  이어 몇 가지 사실을 분석, 종합해 보

았다.

  (중공군 20일 간격공세)

  ▶ 제1차 공세는 50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의 12일간

  ▶ 제2차 공세는 5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16일간

  ▶ 제3차 공세는 50년 12월 31일부터 

51년 1월 10일까지의 11일간

  ▶ 제4차 공세는 51년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의 8일간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이 나올 수 있었다.

  제1차 공세와 제2차 공세 사이는 20일 간이었다. 제2차 공세와 제3차 공세 사이는 21일

간이었고 제3차 공세와 제4차 공세 사이는 32일간이라는 일수가 나왔다. 이 같은 통계숫

자에서 몇 가지 사실이 추출될 수 있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공격기간과 각 공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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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일수가 비슷하다는 점이었다. 

  이런 점에서 중공군이 또 공세를 취해온다면 4월 초순이나 중순경이 될 것이라는 예상

이 가능했다. 후의 일이지만 중공군의 ｢4월공세｣는 4월 22일에 시작됐다. 예상 로 다. 

공격기간은 9일간이었다. 중공군의 ｢5월공세｣는 5월 16일에 시작됐다. 공격기간은 5일간

이었다. 이것은 곧 중공군의 보급능력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우연한 발견이었지만 국군의 

작전수립에 여유를 주었다. 전 전선은 다시 잠잠해졌고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동안 나

는 리지웨이 사령관과 각 군단 사령부를 시찰했다. 모두들 전장 정리에 분주해 있었다.   

             

  6) 바닷길 10만리 네덜란드

                                              동아일보 1977.11.13 기사

  해양 실습선 세계일주동승기

  이준 열사 한 서리고 ･･･
  풍차에서 튜울립 꽃밭, 수많은 운하와 다리, ｢안네의 일기｣로 유명한 ｢안네프랑크의 집｣, 

렘블란트와 빈센트반 고호의 명화들, 다이아몬드 연마공장 등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국 네덜란드는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한국과 인연이 많아 친 감을 준다. 

  17세기 우리나라에 표류해 박연(朴淵)이란 이름까지 받고 귀화한 웰터브레, ｢하멜표류

기｣로 조선을 유럽에 소개한 하멜이 모두 네덜란드 성원이었고 1907년 이준(李儁) 열사

가 망국의 한을 품은 채 순국한 곳도 바로 이곳 헤이그다. ｢한바다｣호가 이 나라에 머무

는 동안 네덜란드의 시골 두 군데서 양국의 우호를 되새기는 조촐하면서도 뜻있는 행사

가 있었다. 

  10월 29일 낮 11시, 헤이그에서 동남쪽으로 1백 50㎞ 쯤 떨어진 덴버휘 마을 환호이츠 

부  연병장 국기게양 에는 태극기와 네덜란드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가운데 5백여 명의 

손님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백발의 육순 노인부터 40 의 장년에 이르기까지, 부인을 동반한 사람도 있었고 휠체어

를 타고 나온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한국전의 전우들이었다. 지난 2월 한국전참전용사회를 결성, 매년 기념행

사를 열기로 하고 그 첫 행사가 이날 열린 것이다. 네덜란드군 선발 인 환호이츠 부 원 

6백 36명이 헤이그 남쪽 로테르담항을 떠난 것이 1950년 10월 26일, 그날을 기념하기 위

해 10월 중 행사를 갖기로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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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기념탑도 우뚝

  이역만리 한국땅에서 희생된 1백 17명

의 전사자 명단이 낭독되자 식장은 한

층 엄숙해졌고 당시 부 장으로 참전, 

군을 지휘하다 1951년 2월 12일 강원도 

횡성전투에서 전사한 덴아우덴 중령의 

이름이 나오자 식장 곳곳은 흐느꼈다. 

  휠체어틀 타고 나온 패첼씨는 53년 

휴전직전 일등병으로 휴전선 부근에서 

적의 포격으로 두 다리를 잃었다. 그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내

걸고 이역 땅에서 뛰어다녔던 시절을 

내 일생에서 가장 보람된 기간으로 생

각한다”고. 연병장 가운데는 한국전참전

기념탑도 세워져 있다. 사관측에서는 

한국정부에서 보낸 열쇠고리를 기념품

으로 용사들에게 나눠 주었다.

 

  막사이름도 횡성·원주   

  부  안에는 한국전참전기념박물관까

지 있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당시에 쓰던 무기, 북괴군으로부터 노획물, 한국정부에서 

받은 부 표창장, 당시의 사진 등이 전시되었고 부 의 막사이름도 원주·횡성 등 옛 전

투지역의 지명을 사용하고 있어 더욱 흥미있었다. 

  이튿날인 30일에는 고 덴아우덴 중령의 고향인 아우트 히스텔시(헤이그 남방 1백20㎞)

에서 강원도 횡성군과의 자매결연1주년기념행사가 있었다. 고인의 유족, 참전용사회 간부, 

한화친선협회 간부 등이 모여 교회에서 추도예배를 드리고 이곳 어린이들의 음악회, 그리

고 참전 당시 위 으며 현재 리이덴 학(헤이그 교외 위치) 한국학과장, 구주한국학회

회장인 포스 박사가 ‘한국의 문화’라는 주제 강연을 하여 한국에 한 이해를 한층 넓고 

깊게 해 주기도 하 다(글 어경택 특파원, 그림 신동우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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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한국과 미국 백년지교를 넘어서

  UN군·8군사령관
동아일보 1978.8.7 기사

  이기지도 지지도 말라

  중공군의 개입으로 미국이 UN군의 한반도에서의 목적을 정치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으

로 구별하기 시작할 때 한국전을 지휘한 미국 장군들은 “이기지도 말고 지지도 말라”는 

정책의 범위내에 군사상황을 조화시키느라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 

  워크, 프랭크 번의 뒤를 이어 8군의 지휘권을 인수한 리지웨이 장은 후일 미 육군

참모총장이 되긴 했지만 적어도 한국전에서는 괴로운 국면을 감당해야 했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다 임진강 - 연천 - 춘천 - 양양선에서 방어선을 구축한 리지웨이에게 맥아더

는 “최소한의 손실로써 적에게 최 한의 피해를 주면서 현진지를 방어하라”는 교범적 작

전지시를 하달했다. 

  이에 따라 리지웨이는 최전선에서 부산까지의 사이에 몇 개선으로 구성되는 방어진지

를 준비하고 한 선에서 적에게 최 의 타격을 가하고 다음 선으로 이동하는 소위 기동방

어에 의한 지연작전을 반복했다. 

  송요찬씨는 “리지웨이 때부터 미국의 한반도 정책 때문에 장군들은 필요한 증원을 받지 

못해 어려운 전투를 했죠. 그러나 리지웨이 자신은 매우 과감한 장군이었다는 인상입니

다. 장군은 적정수색을 하는데 있어 급으로 소위 위력수색을 즐겨했는데, 이는 교범

을 떠난 매우 과감한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형근(李亨根)씨도 비슷한 얘기다.

  “장군은 항상 가슴에 수류탄을 매달고 다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제가 3군단장 시절

에 예하 중 장이 북괴군 및 중공군을 많이 포로로 잡았더니, 리지웨이가 와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때, 나의 포로작전은 일본군이 즐겨 쓰던 분진협격(分進挾擊해

서 좌우에서 공격)이라고 했더니 횡성에서 열린 한미지휘관회의 때 우리부 의 본을 따르

라고 지시하더군요.”

  ｢가슴에 수류탄｣, ｢ 급 위력수색작전｣으로 한국군의 뇌리에 기억되고 있는 리지웨이

도 실록한국전의 저자 페렌바크가 지적한 로 “계속 싸워라. 그러나 너무 심하게 싸우지

는 말라, 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기지도 말라, 현전선을 지키고 있어라, 그동안에 외교

관들이 우물쭈물 해결할 것이다”라는 미국의 정책 속에서 1952년 5월까지 한국전을 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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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6·25 그 때 그 자리 간직하고 싶어요

                                                   강원도민일보 1993년 8월 17일

  횡성 ｢학살의 계곡｣ 전투 참전 퇴역장병 조니 그로이씨

  창봉리 현재 모습 비디오테이프에 담아달라 호소

  6·25전쟁에 참전,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 학살의 계곡 전투에서 한쪽 눈을 잃는 등 중

상을 입었던 퇴역 미군장병 조니 그로이씨(65)가 당시 전투 지역의 최근 모습이 담긴 비

디오테이프를 구해달라며 호소해왔다. 

  횡성군 문화공보실은 그로이씨의 이 같은 요청이 한국인 박경윤(朴敬潤, 70, 서울시 압

구정동 현 아파트)씨를 통해 지난달 25일 접수돼 목격자를 찾은 후 현장 확인 작업부터 

들어갈 예정이다.  

  6·25전쟁 때, 미 32건설공병단(원주 주둔) 단장보좌관으로 있었던 박씨의 이름과 주소

가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미참전용사회 기관지에 실린 것을 그로이씨가 확인하고 편

지를 띄운 것. 

  그로이씨가 박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지난 1950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한국

전에 참전해 1951년 2월의 학살의 계곡 전투 당시 미 보병2사단 82트리플 A  D포병중

에 배속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로이씨는 “이제 지난날의 좌절과 고통은 모두 잊고 한국전 참전의 경험을 소중한 기

억으로 간직하고 싶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9) 6·25참전 미국 용사 조니 그로이씨 악몽의 현장 다시 찾는다

                                                강원도민일보 1994년 3월 19일

  미국의 6·25참전사 중 치욕의 패전사례로 분류될 만큼 엄청난 병력 손실을 입었던 횡

성군 공근면 창봉리 학살의 계곡 전투.

  이 전투에서 한쪽 눈을 잃는 등의 부상을 당하고 퇴역한 노병 조니 그로이씨(66, 미 캘

로포니아주 거주)가 꿈에도 그리던 횡성방문 소망(본보 93년 8월 17일자 보도)을 이루게 

됐다. 

  조니 그로이씨는 17일 유일한 한국의 친구 박경윤씨(71, 서울 압구정동)에게 보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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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오는 6월 25일 전후에 자신이 사선을 넘나들었던 횡성을 방문, 학살의 계곡 좌절의 

현장을 찾겠다는 의사를 밝혀 온 것이다. 

  51년 2월 12일 동부전선에서 후퇴, 지금의 천주교 도곡방향 계곡에서 야  중이던 미 

제2사단 82트리플 A 는 중공군 부 의 한밤중 매복 공격으로 한국군 2명을 포함, 미

군 2명 등 4명 만이 살아남는 등 전멸을 당하다시피했다. 당시 학살의 계곡 전투를 취재

했던 UPI통신 홍콩주재 윌리엄 채프먼 기자는 “나도 지금까지 수많은 시체를 보아왔지만 

이처럼 끔찍한 모습은 볼 수 없었다. … 어떤 병사는 손이 뒤로 묶인채 사살됐고 눈바닥

과 개천에 시체가 즐비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3월 3일 전세계에 타전, 세상 사람들을 경

악시켰다. 그로이씨는 이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평생을 불구로 지내고 있으며, 아직까지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횡성군 문화공보실은 그로이씨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지난해 5월 학살의 계곡과 주변 

마을의 풍요로운 최근 모습이 담긴 한 공동번역판 VTR테이프를 제작, 이를 우송해주는 

한편, 6월 중 횡성을 방문할 그로이씨와 부인 마틸여사 그리고 그로이씨와 함께 학살의 

현장에서 목숨을 건진 퇴역 장병을 맞을 채비를 갖추고 있다. 

  조니 그로이씨는 편지에서 “아내와 함께 횡성방문의 날을 학수고 하고 있다”며 “이젠 

참전으로 인한 고통까지도 모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으며, 한국의 자유가 위협받을 

땐 언제든지 힘닿는데까지 돕겠다”고 했다.

 2. 참전자가 말하는 횡성전투

  1) 제8사단장 최영희 장군의 전쟁의 현장

    가. 홍천 점령을 위한 라운더업 작전 전개

  1951년 2월 2일 아침, 나는 미 제10군단으로부터 작전회의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동 군

단사령부가 위치한 제천으로 달렸다. 이날은 전례가 드물게 이승만 통령과 정일권 참모

총장도 참석하고 있어 심상치 않은 작전이 전개될 것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작전회의 

석상에서 들은 전황은 유엔군은 중공군의 1월 공세를 격파하고 총반격에 나서 서부전

선에서는 수원, 중부전선에서는 횡성과 평창, 동부전선에서는 강릉을 각각 점령했다는 것

이었다. 나는 우리사단이 황강리(黃江里)에서 정비를 시작한 지 2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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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사단장 최영희 준장

때 기 때문에 부 훈련에 집중한 나머지 전선의 

전황에 해서는 그다지 깊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작전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총장은 

나의 손을 끌더니 “큰일났다. 어떻든 잘 해보시

오”라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고 내가 무슨 말인

가 물을 사이도 없이 상경하기 위해 서둘러 비행

장으로 떠나버렸다. 아몬드 군단장은 이 통령과 

정총장이 돌아간 후 나를 별도로 상황실로 불러

놓고 군단작전지역(지평리 - 홍천 - 평창간)의 상황

판을 앞에 놓고 단독 좌를 했다. 그는 잠시의 

침묵이 지난 후 사단의 훈련 상황을 묻고서 자세

를 바로잡으면서 작전개념을 설명하더니 “귀 사

단은 횡성에 진출하여 이곳을 기점으로 하여 왼

쪽은 용두리로부터 오른쪽은 홍천에 이르는 사이

를 전병력(3개 연 )을 투입하여 점령할 계획을 2일 내에 수립하여 보고하시오”라고 지시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비로소 정총장의 말뜻을 이해할 것 같았다. 나는 묵묵부답하는 가

운데 나의 뇌리에는 미처 적정도 파악하지 못한 채 예비 도 없이 공격하라는 점 등 작

전 수행시에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역

전의 경험을 쌓은 나로서 아몬드 군단장 면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늘어놓는다는 것

은 지휘관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닌 것 같아 그 로 사단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장병들이 그 짧은 훈련으로 이와 같은 공격작

전을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군사훈련은 중 전투 훈련으

로부터 사단전투훈련까지를 마치려면 통상 18개월이 걸리는데, 우리 장병들은 겨우 무기

의 조작법 정도만 익혔을 뿐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작전참모 이세호(李世鎬) 중령과 숙

의 끝에 아몬드 군단장의 작전계획을 따르되 불투명한 적정을 고려하여 예비 를 확보하

기 위해 공격 형을 V 형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 다. V 형은 2개 연 가 앞에서 병

진공격하고 1개 연 가 예비 로서 후속하는 그야말로 보편적인 공격 형이었다.

  2일 후 아몬드 군단장이 사단을 방문했다. 그는 우리의 계획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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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몬드 군단장(전장의 현장)

나에게 “사단은 2월 5일 아침 8시를 기해 횡성에

서 공격을 개시하여 용두리 - 홍천 간을 공격 점령

하라”고 엄명했다. 나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공격정면이 20㎞가 넘는 전투지역을 적정도 모르

면서 예비 도 없이 공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

다.” 또한 이참모도 “이 상황하에서 예비 도 없는 

공격은 자살행위나 다른바 없다”고 말하자, 아몬

드 군단장은 “귀관은 걱정 말고 앞으로 나가면 돼, 

예비 는 군단장인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것은 

명령이다”라며 윽박질 다.

  그의 명령이라는 말에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이번 작전을 수

행하기로 결심한 이면에는 비장해둔 전차공격

와 공병 로 예비 를 편성한다면 1개 연  정도는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

다. 특히 전차공격 는 인민군 위 출신인 박창암(朴蒼岩) 소령(후에 혁검부장, 소장 

예편)이 지휘했으며, 그는 병사와 침식을 같이 할 만큼 전형적인 군인이었다. 그의 병력은 

를 상회(1,000명)했으며, 원들은 실지(失地)회복을 위해 자원입 한 남북청년출신이 

부분인데다가 특수훈련을 마쳐 일기당천(一騎當千)의 맹장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몬드 

군단장은 사단공격이 결정되자 나에게 “전차 1개 와 155㎜ 곡사포 2개 포  그리고 

4.2인치 중박격포 1개 포 를 곧 지원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돌아갔다.

  2월 5일 아침 주사위는 던져졌다. 사단은 홍천공격을 위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하갑

청(河甲淸) 령이 지휘하는 제21연 는 우일선(右一線)이 되어 횡성에서 홍천으로, 이존

일(李存一) 령이 지휘하는 제16연 는 좌일선(左一線)이 되어 횡성에서 용두리로, 그리

고 중앙에서는 권태순(權泰順) 령이 지휘하는 제10연 가 공격했다. 나는 공격에 앞서 

각 연 장에게 “이번 공격의 특징은 사단이나 연 를 막론하고 예비 가 없다는 것이니, 

각 는 1개 중 를 반드시 예비 로 확보하고 측방이 노출되지 않도록 인접부 와 긴

한 연계를 짓되, 야간에는 별로 사주방어를 시켜 돌출된 중 가 없도록 하라”고 지

시했다. 사단은 예상을 뒤엎고 공격개시선인 삼거리(현 공근면 신촌리)서부터 적과 전투

를 벌이게 되어 용두리 부근까지 차량으로 수송하려던 제16연 는 동 계획을 취소하고 전

술행군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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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마치고개에서 본 삼마치리 전경

  공격초일에 사단을 방문한 아몬드 군단장은 “사단주지휘소를 횡성 북쪽 삼거리로 옮기

라”고 강력히 지시하여 나는 “그곳에서 벌써 격전이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도 한 

채 없는 허허벌판이어서 취약점이 많으며 현 지휘소의 위치도 적의 포사격권 내에 있다”

고 설명하자 예하 지휘관의 건의를 가능한 한 수용하는 그는 나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

나 그는 작전 자체에 해서는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았다. 실상 현 사단지휘소(횡성교 

옆)의 위치는 사단전개상태로 보나 작전환경으로 볼 때 지휘면·사기면에서 적합한 곳이

었다. 그러면서 나는 작전의 특수성과 광 한 작전지역을 우려하고 사단지휘소 따위는 생

각할 여유도 없이 각 연 를 순방하며 “적정이 미약하다고 해서 측방이 노출될 만큼 너무 

진출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진출선과 속도를 조정했다. 그런데 아몬드 군단장은 매일처

럼 사단에 나와 나를 동하고 연 를 돌면서 진격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독촉했다.

  공격은 비교적 순조로워서 사단의 우일선인 제21연 는 2월 9일 홍천이 내려다보이는 

삼마치고개에 진출했으나, 이날 밤부터 적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진출이 저지되고 말았

다. 접촉보고를 받은 군단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중공군 포로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달

하 다. 마침 각 연 에서 중공군을 생포했다는 보고와 함께 박창암 장으로부터 “

삼마치고개 넘어 삼마치리에 중공군 1개 사단 병력이 집결 중”이라는 보고를 접했다. 이

때가 2월 10일 저녁 무렵이었다. 군단에서는 중공군을 포로로 잡았다는 보고를 받자 즉각 

군단포로심문  전원이 사단에 달려와 주야불문하고 심문 후 중공군을 데리고 갔음에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심문결과도 알려오지 않았다. 이날(10일) 밤 좌일선에서 용두리로 공

격하던 제16연 는 중공군 약 1개 로부터 후방 기습을 받고 한때 혼전을 벌 으나 이

존일 연 장의 진두지휘로 곧 적을 격퇴하고 수습했다.

  이때 포로가 된 중공군은 “주공에 앞서 속칭 동태장사길(횡성 - 용두동간 산간도로를 말

하며, 당시에도 우마차에 실은 동태장사밖에 통할 수 없어 이런 이름이 붙음)을 차단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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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순 장군 동상(강릉 통일공원 소재) 

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나는 밤을 새워 분석 검토한 끝에 “이 상황하에서 공격을 계속할 

때는 필시 적의 함정에 빠질 공산이 크다”라고 판단한 끝에 독단으로 각 연 에 공격중지

를 명령하려는 순간에 아몬드 군단장이 사단을 방문했다. 그는 불문곡직하고 사단 지휘소

를 새말 3거리로 옮기라고 재촉했다. 나는 지금의 적정과 제16연 가 교전중임을 보고하

고, 내일 지휘소를 옮기겠다고 건의하 고, 그도 12일 이동에 동의했다.

  이세호 작전참모는 이렇게 회고했다. “아몬드 군단장의 독전방법은 사단 지휘소를 전투

연 와 동렬상(同列上)에 놓으려 했다.” 예하부 의 지휘소 설치까지 간섭하는 아몬드 군

단장의 지시에 울화가 치 었으나 그런 문제를 갖고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사단은 내가 책임지고 지휘해야 한다”라는 심중을 굳히고 그가 사단을 떠나자마자 

각 연 장에게 공격을 중지하고 현진지를 고수하라고 명령한 후, 제21연 로 직행하여 하

갑청(河甲淸) 연 장을 만났다. 그는 우익 제5사단과 너무 간격이 벌어져 일부의 병력으

로 경계 책은 세웠지만 위험스럽다고 보고하여 “특히 좌측 전차 공격 에 관심을 갖

고 야간에는 모든 부 를 철수시켜 사주방어토록 하라”라고 지시해놓았다.

  다음엔 좌일선 제16연 를 찾아 어느  관측소에 들러 이존일 연 장과 만났다. 이

때 연 는 교전 중이어서 유탄이  관측소에까지 날아들어 엎드렸다 일어섰다 하면서 

“징조가 좋지 않으니 해가 떨어지면 방어선을 뒤로 물려 사주방어태세를 취하라”라고 지

시하고 중앙의 제10연 를 방문했다. 이곳 또한 적의 포탄이 낙하하여 작렬하는 가운데 

권태순 연 장은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보다시피 중공군은 야간공격을 하려는지 포

사격을 집중하면서 병력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나는 “연 가 돌출되어 

좌·우측방이 노출됐으니 앞에 나간 중 를 끌어들여 사주방어태세를 갖추라”라고 지시하

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사단에 도착했다. 나와 권태순 연 장과의 만남은 이것이 마지막

이었으니, 그는 이날 밤 격전에서 자

결했던 것이다. 

  사단에 돌아와 작전참모 이세호 중

령을 찾았더니 그도 적의 야간공격을 

우려하고 각 연 를 방문 중이라고 했

다. 11일 밤 11시경 제10연 를 방문

한 이참모로부터 “너무 늦어서 여기서 

잘까 합니다”라는 전화가 걸려와 “사

단이 비었으니 늦더라도 오시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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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촌1리 매남교에서 본 매남재(먼 산 왼쪽편이 매남재)

하여 그는 자정 무렵 사단에 돌아왔다. 이참모가 각 연 를 돌다 제10연 에 들르자 권태

순 연 장은 방을 뜨끈뜨끈하게 불을 지펴놓고 부인이 보내준 떡을 먹고 있었다. 권연

장은 이참모의 방문을 받고 “날씨도 춥고 밤도 깊었으니 여기에서 나하고 같이 자고 내일 

아침에 가는 것이 어떻냐?”라고 하여 나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그가 밤 11시 40분에 연 를 출발할 때는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이참모의 차

가 달리는 동태장사길은 사단 주급로임에도 밤이 깊어서인지 인적이 하나 없이 고요했는

데 삼거리에 당도했을 무렵 이참모는 갑자기 시커먼 물체가 차 앞을 가로질러 건너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 밤중에 왜 자지도 않고 몸을 숨기듯이 훌쩍 건너가지?”하는 

생각이 들면서 왠지 기분이 언짢았다

고 한다. 그는 말 끝에 “길가에서 본 

놈은 아무래도 공격을 앞둔 적의 침투

병으로 보이며 이렇게 볼 때 만일 적

이 공격을 개시한다면 지금까지 중공

군의 기동양상으로 보아 내일 새벽 5

시면 사단후방까지 침투할 수 있을 것

입니다”라고 덧붙 다. 불행하게도 그

의 판단은 적중하 다.

    나. 혼전 가운데 잃은 철수명령

  나는 방에 앉아 골똘히 상황판을 들여다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 사단은 인접 사단

과의 전열(戰列)에서 너무나 앞으로 돌출해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적의 사단장이

라도 이런 좋은 미끼를 그 로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다 적의 공격징후는 여러 

가지 분석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나는 곧바로 이세호 작전참모를 불러 “심상치 

않은 징조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 전 부 에 1개 분 라도 내보내지 말고 사주방어태세를 

갖추게 하되 예비 를 반드시 확보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명령하시오”라고 지시하

다. 그런 다음, 아몬드 군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밤 적의 공격이 예상되어 사단을 4㎞ 

가량 후방인 이목동(梨木洞) - 창봉리(蒼峰里)간으로 철수시켜 진지를 축소할 계획이니 승

인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렇게 되면 양측 인접 사단과의 지나친 돌출을 막게 되고 우리 

사단의 방어정면도 반(약 10㎞)으로 좁힐 수 있어 적의 포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

과가 있을 것이 예상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설 수 없소”하며 일언지하에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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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를 일축하고는 “군단으로 좀 왔으면 좋겠소”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군단으

로 출두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다. 이참모가 “이존일 연 장과 통화 중 당황스런 말투로 그가 ‘교전 중이다! 

들어온다! 들어온다!’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라고 다급하게 보고하 다. 나는 

제16연 가 지난날 중공군 1개 로부터 후방이 기습 받은 일을 상기하고 적은 이미 공

세를 취하여 사단좌측을 우회하여 동 연 지휘소를 강습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각 연

에 철수명령을 내렸다. 이를 끝으로 제16·제10연 와의 통신은 완전히 두절되고 말았다.

  중공군의 이른바 2월 공세가 개시되었던 것이다. 문헌에 따르면 총공세는 2월 12일 새

벽2시를 기해 중공군 3개군 10만 명(제39군은 용두리, 제40군은 양덕원리, 제66군은 홍천)

이 주공을 홍천 -횡성으로 지향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단은 10 1

의 우세한 적에 의해 포위망이 좁혀져 와서 빠져나갈 구멍도 없거니와 사단장으로서 이런 

급박한 상황을 타개할 묘책(작전)도 전혀 없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활로를 개척해

야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통신이 두절된 각 부 에 "원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지참시켜 

연락장교를 보냈으나, 그때마다 려오는 적들에게 휩쓸려버려 함흥차사가 되고 말았다.

  새벽 5시쯤 느닷없이 내가있는 천막에 빗발치듯 소총탄이 날아들어 나는 엉겁결에 밖

으로 튀어나갔다. 지휘소 상황판 뒤에는 유사시를 비해 휘발유병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

는데 상황근무자가 불을 질러 천막과 상황판은 화염에 휩싸여 주변을 밝게 밝혔다. 이 틈

을 타고 나는 사단경비중 로 달려가 총성을 듣고 전투준비 중이던 김 위(이름은 잊었

음)에게 “습격한 적의 병력은 소수인 듯하니 모두 잡으라”고 지시하고 그와 함께 지휘소

를 향해 공격해 나갔다. 경비중 는 전날 이참모의 지시로 사단지휘소 앞 고지에 올라가 

경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 위가 이끄는 병력은 1개 소 에 불과했다. 김 위는 북진 

때 중상을 입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용감한 장교 다. 그는 진두지휘하여 지휘소 부근

에 침투했던 적 1개 소 를 1시간 만에 격퇴시켰고, 도주하던 적들은 지휘소 앞 고지에 

배치했던 경비병에게 모두 사살됐다. 또한 다행히도 부분의 행정병과 차량은 전날에 이

미 후방지휘소로 철수시켰기 때문에 인명과 장비의 피해는 없었다.

  나는 지휘소가 회복되자 부사단장 윤춘근(尹春根) 령에게 “전차를 갖고 삼거리(현 공

근면 신촌리)로 나가 철수병력을 엄호하고 지휘소를 기습했던 잔적을 소탕하라”고 지시하

여 그는 삼거리로 출동했다. 그가 삼거리에 도착한 것은 아침 6시 30분경이었는데 앞산 

중복을 타고 내려오는 많은 병력을 보고 처음에는 아군의 후퇴병력인 줄 알았다가 중공

군임을 확인하고 미군전차병의 도움을 받으면서 격퇴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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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고개에서 본 새말(현 공근면 신촌리) 삼거리와 구길(광전방향)에서 본 새말 삼거리 전경

  지휘소 피습 때의 광경을 군수참모 전부일(全富一)중령은 이렇게 술회하고 있다.

  나는 지난밤 제16연 를 방문하고 밤 11시에 사단지휘소에 돌아와 너무 피곤하여 

단잠에 떨어졌다가 총성을 듣고 일어났다. 지휘소 요원들이 원주를 향해 탈출하기에 

나도 삼차로(횡성 중앙)까지 나왔을 때 윤춘근 부사단장이 삼차로에 서서 탈출하는 

사병들에게 “지휘소를 이탈하여 도망가면 안 된다! 사단장이 아직 지휘소에서 지휘하

고 계신다”라고 소리쳐서 나는 곧 되돌아섰다. 지휘소에 갔더니 과연 사단장은 의연

히 앉아 있었고 그 뒤에는 태극기, 장군기, 사단기가 그 로 놓여 있었다. 나는 사단

장에게 “위험하니 잠시 피하시지요”라고 진언했더니, “무슨 소리! 나는 여기서 싸우겠

소”라고 하여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를 위시하여 지휘소 요원들은 예하부 와의 두절된 통신소통과 지휘소의 재설치, 적 

시체의 제거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돌아갔다. 이때 시커먼 그림자가 불쑥 나타나

더니 작업 중인 이참모의 어깨를 두드리며 제네랄 최를 찾기에 사단 고문관인 줄 알고 

귀찮아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손짓으로 새로 마련한 사단장실을 가리켰다. 그리고 나서 

뒷모습으로 훔쳐봤더니 아몬드 군단장이었다. 그는 계급장도 달지 않은 채 수행원도 없이 

나타났던 것이다(이세호 참모의 회고).

  아몬드 군단장의 방문을 받은 나는 피아(彼我)의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사후 책이나 작

전의 성패에 해서는 일언반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이 

사이에도 근거리에서 싸우는 총격소리가 들렸고 적의 박격포탄이 지휘소 주변에서 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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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지휘소에 오다가 병사들이 적의 시체를 치우는 것도 보았고 

장병들이 침착하게 맡은 과업을 수행하는 것도 보았소. 귀 사단은 정말로 잘 싸웠소! 이

제는 사단의 임무를 훌륭히 완수했으니 원주로 철수하시오”라고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말했다.

  나는 마치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아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이젠 후퇴할 시기도 놓쳤습니다. 그러나 사단장으로서 할 일은 장병들에게 후퇴할 명분

을 세워주어야 떳떳하게 후퇴할 수 있을 것이니 후퇴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비행기를 보

내주십시오”하고 냉담한 태도로 건의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지 않아도 비행기

를 보내려던 참이었소. 사단장이 먼저 원주로 나와 앞으로의 수습책을 세우시오”라고 말

해 “나는 포위된 장병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라고 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

갔다.

  이참모는 “저 꼬장꼬장한 양반(군단장을 가리킴)이 지휘소에 왔을 때 우리가 후퇴 준비

나 하고 있었으면 아마 후퇴명령도 안 내렸을지 모릅니다”라고 귀띔했다. 얼마 후 군단으

로부터 경비행기(L - 19)가 준비됐다는 연락을 받고 미리 마 에 모래와 돌을 집어넣고 만

든 통신통(이 안에는 “제8사단 장병은 원주로 후퇴하라! 사단장은 횡성과 원주중간에 위치

함”이란 내용이 들어있었음)을 싣고 ‘전쟁의 현장’ 상공을 날았다.

  이미 연 지휘소나 공포 진지는 간 곳이 없고 눈 덮인 산야에는 피아를 구별할 수 

없는 인해군상(人海群像)을 이루며 물결치고 있을 뿐이었다. 적군과 아군을 가늠할 수 없

는 그야말로 혼전상태요 수라장이었다. 나는 미군 조종사에게 부탁하여 저공비행으로 좌

일선 제16연  상공으로 날아갔다. 눈 아래 보이는 무리 중에 비행기를 향해 손을 흔드는 

병사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겨냥해 통신통을 던졌다. 각 부  상공에 통신통을 모두 떨어

뜨리고 나서 조종사에게 “한 번 더”라고 말했더니 “이런 모험은 생전 처음이다” 하면서도 

불평 없이 세 번이나 왕복비행을 해주었다. 그러나 횟수를 거듭할수록 적의 공사격이 

치열해져서 날개에 적탄 2발이 맞아 하는 수없이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임무를 마치고 

경비행기의 이륙지인 원주 비행장을 거쳐 사단지휘소에 돌아왔더니 그 동안에 적의 습격

을 받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한참 후에 일부의 참모들과 만나 원주로 철수하기 시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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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군이 공세를 편 것은 정각 새벽 2시 다. 그러나 전쟁의 현장에서 싸워본 사람

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겠으나 독립고지를 사주방어할 경우에는 이상적인 방어형

태일지는 모르나 이번과 같이 방어구역이 넓고, 높은 고지군이 수없이 산재해 있을 

때는 별로 거점방어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높은 거점을 점

령하다 보면 고지와 고지 사이의 깊은 계곡은 방치되다시피 되며 이 사이로 파고드

는 적은 막기 힘들다는 것을 전쟁초기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장병들

이 거점진지를 점령하고 중공군이 멀리서 울리는 꽹과리, 징, 북, 피리소리를 들으며 

긴장하고 있을 때 그들의 주력은 슬금슬금 계곡을 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

자 사단이 점령한 각 거점은 마치 파도에 린 고립된 섬처럼 되고 말았던 것이다. 

당시 참전한 장병들의 말처럼 “아무리 쏴도 인해(人海)의 물결을 멈출 수는 없었고 

전의(戰意)는 급속도로 저하되어갔다.”

    다. 리지웨이의 계산된 작전과 욕

  사단은 횡성전투에서 약 5~6,000명이 손실되고 장비는 1개 곡사포 와 여러 의 전

차 그리고 부분의 공용화기를 잃었으니 참으로 막심한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여기에 

제10연 장 권태순 령도 장렬하게 산화하여 그야말로 참담하기 짝이 없는 낭패 다. 그

런데 미 8군사령관 리지웨이 중장은 우리 사단이 혼란상태에서 원주로 후퇴하고 이 뒤를 

쫓아 중공군 병력이 려와 전기(戰機)가 무르익자 원주에 기시켰던 미 제7사단과 공

수연 , 그리고 전차부 를 횡성으로 맞받아 공격하게 하는 한편 원주 서쪽 문막에서는 

국군 제6사단과 국군 제27여단을, 그리고 그 북남쪽 지평리에서는 미군 제2사단으로 하

여금 포위망을 형성하게 하여 일제히 총 반격전을 폈던 것이다.

  미 8군의 이와 같은 작전기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나는 작전실패에서 잃은 장병을 1명

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해 원주 - 문막사이에 낙오자 수집선을 펼치고 전 병력을 동원하여 

낙오자 수집에 전념했다. 뿐만 아니라 가가호호와 요소마다에는 “제8사단 장병들은 원주

에 집결하라”라는 벽보를 붙이고 주변 관공서 및 주민에게는 낙오병을 따뜻이 해 줄 것

을 당부하여 낙오병들은 속속 원  복귀했다.

  원주에 사단지휘소를 개소한 얼마 후 아몬드 군단장이 방문하여 나에게 “사단은 그동안 

한국군의 진면모를 잘 보여 주었으며 참으로 잘 싸워주었소. 이제부터는 내가 맡아 반격

할 테니 사단은 제천으로가 푹 쉬면서 부 를 정비하시오”라고 말해 그가 나를 위로하는 

건지 책망하는 건지 그 진의를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속으로 “당신 마음 로 해서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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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 모양으로 망쳐놓고 무슨 소리냐 … ”하고 그의 얼굴조차 쳐다보기 싫어 외면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만날 때마다 횡성에서 독전할 때와는 달리 항상 웃음 띤 얼굴로 잘 싸

웠다고 치하해주어, 시일이 흐르면서 나를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냉혈인간처럼 평소에 자기감정을 좀처럼 나타내지 않는 성격인데

도, 나에게는 여러 번이나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말하는 것 같아 보 기 때문이다. 내가 

아몬드 군단장에게 “당분간 이곳(원주)에 주둔하여 내가 잃은 장병을 나의 손으로 수용하

여 조금이라도 떨어진 사기를 올리고 싶다”라고 건의하자 아몬드 군단장이 제천으로의 이

동일자를 연기해주었다.

  2월 중순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제천에 위치한 한국군 제1사단사령부(군단장 김백일 소

장)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장관에게 인사도 할 겸 그간의 횡성전투 상황을 보고하

기 위해 군단으로 갔다. 군단참모장 김종오(金鍾五) 준장과 나와는 친한 사이여서 그에게 

나의 뜻을 얘기하고 장관면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신장관께서 최사단장과의 면회를 

원치 않고 있다”라는 답이었다. “그러면 김백일 군단장이나 만나보고 가겠다”라고 간청

했으나, 그 역시 “최사단장과의 면회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해 문전에서 되돌아설 수밖

에 없었다.

  나는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풍문에 나돌고 있는 나의 작전실패에 한 군법회의 회부

가 임박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나는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성가(李成

佳) 전임 사단장이 토산(兎山)전투 실패에서 병력의 3분의 1을 잃고 군법회의에서 사형이 

구형되었음을 감안할 때 내가 치러야 할 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이렇게 체념 

섞인 좌절감 속에 밤마다 전사한 장병과 권태순 연 장 등 친하게 지내던 전우들의 모습

이 꿈에 보여 잠을 제 로 못 이루고 뜬 눈으로 지새울 때가 많아지다 보니 나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다.

  그래서 나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자학(自虐)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나에게

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강을 유지해야 군법회의가 열렸을 때 작전경과를 소상하게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리하여야만 장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금 낙담

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떠날 때까지 최 의 노력을 경주하여 사단이 제 모습을 

찾도록 해야 한다’라고 다짐하고 건강유지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젊은 내가 건강을 유지하

려면 체념과 잡념을 뇌리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 다.

  어느 날 내가 기숙하는 민가에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고 있을 때 정일권 참모총장이 

나를 찾아왔기에 그를 맞이하면서 “같이 드시지요”하고 권했더니 웃으면서 “막 먹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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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리에서의 최영희 장군(전쟁의 현장) 

어서 드시오” 하면서 병력수습현황, 장병의 건강상태, 사기 등을 물었다. 그는 나의 안내

로 사단 집결지를 순시하면서 일일이 장병들과 만나 노고를 치하했다. 이때 나로서는 모

처럼 정총장이 방문하 기에 여러 가지 문의하고 싶은 것도 많았으나 이미 나는 결심한 

바 있기에 통상적인 상황보고 이외에는 할 말이 없었고 또한 그도 나를 위로하려거나 상

부에서 돌아가는 말을 돌려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짐작됐다.

  나는 사면초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

던 중 사단은 일단 제천 부근 황강리

(黃江里)로 이동했다가 2월 22일 후방경

계와 부 정비를 위해 구로 이동하게 

됐다. 이동에 앞서 나는 아몬드 군단장

을 인사차 방문하여 “나는 명령에 따라 

사단을 지휘하여 후방에 가지만 군단장

을 비롯하여 모두에게 면목이 없습니

다. 구에 가면 필시 군법회의가 기다

리고 있을 것이며, 나는 여기에서 어떤 

처벌을 받아도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

다. 마지막으로 석별의 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도 체 무슨 

말이오. 당신이야말로 이번 반격작전에서 웅적인 큰 공을 세웠소”하고 격려해 주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희귀한 격려 다.

  사단이 구로 이동하기에 앞서 원주에서 그랬듯이 황강리를 중심으로 충주, 제천에 이

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방(榜)을 곳곳에 붙 다. “제8사단 장병들은 구로 모이라”라는 방

을 붙인 목적은 낙오했던 장병들이 죄책감을 털어버리고 서슴없이 원 에 복귀토록 하는 

데 있었다. 사단장병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서 무려 3,000명 이상이 원  복귀했다. 몸이 

성한 병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장비를 갖고 원 로 돌아왔다. 후일 아몬드 군단

장은 나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나는 한국군을 재평가하게 됐다”라고 찬사를 아

끼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 을 것이다.

  구에 도착하면서부터 나에 한 군법회의 회부설이 드세게 나도는 가운데 부사단장 

윤춘근 령을 위시하여 제16연 장 이존일 령, 제21연 장 하갑청 령, 참모장 이선

권(李善權) 중령이 해임되고 부분의 참모들도 해임되거나 좌천됐다. 즉, 정보참모 임여

송 중령은 해임되고 작전참모 이세호 중령은 정보참모가 됐다(이중령의 경우는 북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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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정보참모 음). 이렇게 나와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작전권은 미군단장이 휘두르고 모

든 인사는 육군본부에서 모두 처리해버리니 나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본

시 작전의 성패에 한 모든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음이 당연함에도 머리(나)만 남겨놓고 

손, 발을 모두 잘라버리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분을 참기 어려웠던 나는 

육군본부에 “이번 횡성작전의 실패는 전적으로 사단장인 내가 책임질 문제이지, 예하지

휘관이나 참모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시정을 건의했으나 “패장이 무슨 할 말이 있

는가. 귀관은 지휘책임을 물어 곧 군법회의에 회부될 형편인데 … ”하는 식으로 일축하

고 말았다.

  나는 사단장의 권위가 실추된 이 마당에서까지 자리에 연연할 수만은 없어 이제까지 

자성(自省)의 뜻에서 마음 한구석에 간직해 두었던 책무를 실천해야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했다. 그 책무란 “희생된 장병들이나 그 유족 그리고 모든 참전장병들이 ‘나는 횡성에서 

훌륭히 싸웠다’는 것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역사 앞에 한 치의 부끄럼이 없도록 기

록으로 남기는 일”이었다. 이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서한을 아몬드 군단장에게 보내고 짐

을 챙겼다.

  나 최 희는 작전실패의 책임을 지고 군법회의의 판결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작전의 전말은 모두 귀하의 명령에 의존했음을 귀하는 이해할 

줄 믿습니다. … 당시에 만일 내가 작전환경 여건을 이유로 하여 귀하의 명령에 불복

종하고 출동치 않았다면 이것이야말로 명령 불복종 죄로 마땅히 군법에 회부되어야 

할 문제 다고 생각됩니다. … 나는 지금까지도 상부에서 왜 나의 사단을 적의 한가

운데로 몰아넣고 사단장의 작전지휘에 무리를 가하 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이제 와

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의 부하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귀

하께서 충분히 해명(증언)해주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 .

  이 서한에 해 아몬드 군단장은 회신을 보내왔다. “ … 군법회의 회부라니 무슨 말인

지 모르겠소. 나는 귀하의 웅적인 전투에 걸맞은 훈장을 상신해놓고 있는 중이오.” 그

러면서도 그는 사단을 무리하게 적 가운데에 몰아넣었던 사실(작전임무)에 하여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나의 실책이라 하여 군법회의에 회부하려고 하는 횡성전투는 나로서는 정말로 억울한 

일로서, 이 작전은 분명히 미 사령관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그 증거는 육군본부 작전

국장 강문봉(姜文奉) 준장과 작전과장 공국진(孔國鎭) 중령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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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곡사포 포격준비(그들이 본 한국전쟁2)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작전 협의차 미 제8군사령부를 방문했

을 때 우연스럽게 사령관실에서 리지웨이 사령관이 한 방에 있는 어느 미 고위장성에게 

하는 말이 “한국군 1개 사단을 다소 병력손실이 크더라도 홍천쪽으로 내세워 공격보다 탐

색에 중점을 두어 적(제19병단을 말함)의 기도를 알아내게 한 후 유인해서 섬멸하자”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비로소 당시의 아몬드 군단장의 이상하리만큼 설쳐

댔던 작전간섭, 포로획득의 독촉, 군단포로심문 의 총 출동, 그러면서도 적이 공세를 취

할 때까지 사단철수건의의 묵살 등 그 내막을 이제 알 것 같았다.

  세월이 흐른 후 제8사단 전사(戰史)

는 “군(軍)의 차기작전을 위해 1개 사단

을 희생타로 내모는데 제8사단이 그 

상으로 선정된 것은 하나의 불행한 일

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은 미군측에서도 우리 사단에 배속시

켰던 제187공수연  소속 전차 1개 

와 155㎜곡사포 1개 도 같은 운

명에 직면했으니 한국군에게만 희생을 

강요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비록 사단

은 패했지만 리지웨이 사령관은 적의 2월 공세를 유인작전으로 섬멸하여 적에게 3만 명

의 전사자를 내게 하고 수도 서울을 재탈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이다.

  나는 바늘방석과 같은 사단장직에서 하루빨리 떠나기로 하고 국방부를 찾아가 신성모  

장관에게 면회를 신청했다. 그는 지난날 나의 면회를 거절했던 일도 있어 마음에 걸렸으

나, 나로서는 굳게 결심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담담한 심정으로 그를 기다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의 방문을 알리려고 장관실에 들어갔던 비서에 앞서 신장관이 먼저 나

오더니 느닷없이 나를 포옹하면서 “우리나라의 웅이 왔다”라고 추어주며 그간의 사단전

투에 해 극구 찬양을 아끼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예전과는 달리 자상하게 병력수

습상황과 훈련 진도를 물어 와서 나는 나름 로 다짐했던 사단장 해임건의는 입 밖에 내

지도 못하고 어리둥절한 채 설명을 마치고 사단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니 신

장관의 본뜻은 더욱 헤아릴 수가 없게 되었다.

  국방부에 다녀온 후 어느 날(3월 초순경) 나는 아몬드 군단장으로부터 “군단사령부(忠

州)로 속히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가 보낸 전속부관의 안내를 받아 그의 전용기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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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몬드로부터 미국은성훈장을 수여받는 최영

희 단장(전장의 현장) 

고 미 제10군단 사령부로 갔다. 동 사령부에는 이미 이승만 통령, 신성모 국방부장관, 

정일권 참모총장, 아몬드 및 김백일 군단장, 그리고 전선에서 온 각급 지휘관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이 통령을 위한 어떤 행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 먼저 초청자인 아몬드 군

단장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자 그는 나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큰소리로 “오늘은 웅적인 

당신을 환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요”라고 하면서 나를 연병장에 도열한 군단 의장 를 

사열토록 했다. 그런 다음 아몬드 군단장은 나의 가슴에 미국은성훈장을 달아주고 치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축사를 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까지 한국군의 전투력을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았었

다. 그러나 이번 최장군이 지휘한 제8사단의 횡성전투를 보고 그 능력을 높이 평가했

으며, 동 사단의 용전분투로 유엔군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룩했

다. …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은 전의(戰意) 및 자질(資質)의 우수성에 

있다고 볼 때 제8사단이 발휘한 용맹성이야말로 전 유엔군의 귀감이 됐으며 한국군

의 미래는 밝다고 나는 감히 확언할 수 있다.

  그동안 사단장병들은 많은 희생자를 내고 천신

만고의 악전고투를 겪고 나서도 무엇인가 큰 잘

못을 저지른 듯 실망과 체념 속에 있었으며, 심

지어 나를 비롯하여 각급지휘관과 참모들은 외부

인사와 만나는 것조차 꺼렸던 것이 사실이었다. 

훈장을 받고 내가 사단으로 다시 돌아와 평상시

의 모습으로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참모

들은 “또 군단에서 몹시 당했구나. 이번에는 진짜 

군법회의에 넘겨지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나는 가슴에서 훈장을 떼어 책상 위에 올려놓

고 한참동안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참모들의 방문

을 받고 오늘 내가 훈장을 받게 된 경과를 자세

히 설명해주면서 참모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소식은 곧 사단 전 장병에게 전해졌으며 그들도 

실추됐던 명예가 되살아나서인지 한결 생기가 넘쳐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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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성(自省)

  그동안 억울하고, 괴로웠던 심정에서 벗어났으면서도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말

할 수 없는 공허감이 자리잡고 있었다. 횡성전투를 평가하는 전사(戰史)에는 “小를 희생시

켜 大를 살린 작전”이라고 쓰고 있으나 희생을 좀 더 감소시킬 수 없었던 것일까 하는 자

성의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는 것 같았다.

  아무리 아몬드 군단장이 작전에 융통성을 주지 않고 무리하게 독전을 명령했다고 하더

라도 나로서는 1만 명 이상의 생명을 지휘하고 있는 이상 먼저 사단의 살 길부터 찾았어

야 했던 것이 아니냐는 회의가 나를 괴롭혔다. 내가 아몬드 군단장에게 무모한 공격이라

고 했을 때 아무리 그가 뒤는 염려 말라고 했더라도 좀 더 강력하게 거절했어야 옳은 것

이 아니었을까.

  오명(汚名)을 씻고 활기를 되찾은 우리 사단은 다음 전투에 비하기 위해 정비와 훈련

에 박차를 가했다. 병력보충에 있어서는 육군본부의 배려로 편제인원을 10센트나 초과하

게끔 보충해 주었다. 특히 장교의 손실은 전사·실종자만 104명( 령1, 중령5, 소령7, 위

8, 중·소위82, 준위1)이었는데 부상자를 고려하여 보병학교 수료자 1개 기(期)를 완전히 

우리 사단에 보충했다. 또한 보급 및 장비 보충은 미 8군사령부에서 담당하고 동 사령부 

장교를 사단에 특파하여 내복에서부터 155㎜곡사포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있는 미 기지창

에서 직접 구 동촌(東村)비행장으로 공수하여 지급했다. 모든 장비는 신품이었으며 포

장했던 송판의 질이 얼마나 깨끗하고, 양은 또 얼마나 많던지 이를 이용하여 전 사단의 

막사와 책상, 의자를 만들었다.

  사단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정비와 전투훈련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아몬드 군단장

의 각별한 배려에서 음을 뒤늦게 알았다. 우리 사단이 구에서 재편성할 때 사단 헌병

중  선임하사 던 김창신(金昌信) 상사( 위 예편)의 회고담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횡성전투 후부터는 사단에서 참모회의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 … 사

단은 예하부 를 방문할 때마다 병사들에게 ‘우리만 살아 면목이 없다. 죽은 전우들

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열심히 훈련을 쌓아 멋지게 싸우는 것뿐이다’라고 

훈시했고, 장병들은 누구와 만나도 입버릇처럼 ‘우리 잘하자!’를 사단의 구호처럼 외치

고 있었다. 더욱 우리들에게 감명을 준 것은 사단장이 겨울털모자에 ’별(준장)‘을 달지 

않고 근신하는 자세 다. … 나는 병사들과 직접 침식을 같이하기에 그들의 언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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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을 방문한 이승만 대통과 함께한 최영희 사단장(최영

희 장군 회고록 전장의 현장) 

국군 제8사단 오뚜기 부대의 위용(훈련 모습)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 는데, 병사들 사이에는 ‘하늘을 보고 살 수 없다. 다

음에는 기필코 죽은 전우의 원수를 갚자’라는 말이 퍼졌으며 3일이 걸려야 팔 수 있는 

호를 단 하루에 파는 등 그 결의가 단했다. 이후 전투부터 무패의 사단이 된 것도 

모두 사단장에게 감화되어 병사들 스스로가 자기책임을 다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

  3월 초순 이승만 통령은 정비중인 

사단을 방문하여 중 공격시범을 관

람하고 일일이 장병들을 찾아 격려해 

주어 응어리졌던 사기가 풀렸다. 통

령은 돌아가면서 “전화에 휩쓸린 가운

데 생업에 여념이 없는 국민들에게 

국군의 위용을 보여 주도록 구에서 

시가행진을 하라”고 지시했다.

  3월 29일에 거행된 시가행진은 개전

이래 국민 앞에 처음있는 행사인데다

가 이 통령의 77회 탄신일이어서 많

은 국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되어 어느 때보다도 엄숙한 행사가 됐다. 사단 장병들은 국민의 군 인 국군이 건재함을 

국민에게 그 로 보여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 으며, 그중에서도 이 무렵에 새로이 제정한 

사단마크를 왼팔 위에 붙이고 푸른 머풀러를 목에 두른 채 역전을 말하는 사단가를 부르

며 12,000명의 병력이 행진했다. 시민들은 환성과 열광적인 박수로 맞이했고 앞에서 총지

휘하던 나는 노 통령의 눈가에 이슬

이 맺힌 것을 볼 수 있었다. 

  제8사단의 사단가와 오뚜기 모양의 

사단마크는 장병들이 가장 소중히 여

기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

도 원히 자랑스러운 명예의 상징으

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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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로 잡힌 인민군 포로들인데, 당시 남북의 청년들이 

입었던 바지저고리(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청 제공) 

  2) 오음산의 칼바람(김현식)

  50.9 전투경찰 지리산 서부지역 공비토벌

  50.11 초 귀향 51.1.20 8사단 입 , 수색  중화기 중  중  탄약수

  횡성전투·1031고지·315고지전투 참전 

  56.6.3 중사전역

  1951년 1월 4일 충북 충주군 소태면에도 소개 명령(피란)과 동시에 젊은이들은 소태초

등학교에 집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 때는 겨울이라 산야에도 흰 눈이 수북히 쌓여있

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살을 에이는 듯 춥던 계절로 한복을 입은 상태로 학교운동장에 집

결하니 략 150여 명이 넘는 인원이었다.

  이때 이곳으로 후퇴하던 보병 제8사단 수색 에 편입되었다. 수색 장 박창암 소령이 

교단에 올라 “너희들은 이 시간부터 한민국의 국군이다”라는 선언으로 국군에 편입되

었다. 

  당시 이 부 는 이북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어 부  편성을 하

고 충주군 소태면 양촌리에서 제식훈련

과 각개약진, 사격술 등 기본요령만 1주

일간 훈련을 받았다. 

  바지저고리에 총도 없이 하는 훈련이

니 밤중에 이탈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나는 전투경찰에서 기본군사 훈련을 받

았으므로 훈련은 어렵지 않았으나 눈이 

많이 쌓여있어 논두  밭두 에서 포복

과 각개약진 등 바지 저고리를 입고 하는 훈련은 어려웠다. 

  우리 부 는 이곳에서 일주일간의 훈련을 받고 제천군 소재 월악산 지역으로 이동 2주 

정도 주둔하 으며, 학교 재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하여 1개 소 를 편성 수색 장의 특별

훈련을 받았다. (당시 인원은 30명 내외로 기억되며, 나도 여기에 편성되었다)

  월악산 지역에서 2주 정도 산악훈련을 받고 1951년 2월 초 작전명령에 의거 강원도 

홍천지구 전투에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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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내강 횡성교 주변

  일선에 투입되면서 개인 화기와 각종 장비, 군복(방한복), 군번과 계급을 받았으며, 군

번을 받지 못하고 이 전투에 참전한 친구들도 많았다.

  방한복과 방한화, 방한모로 혹한도 견딜만 하 으며, 입고 간 명주 바지저고리는 주둔

하고 있던 민가에 버리고 말았다.

  우리 부 는 홍천과 횡성 중간쯤에 위치한 삼마치재에서 1951년 2월 10일 중공군과 조

우하게 되었으며, 우리 수색 가 중공군을 맹렬히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 부  양 옆에 

배치되었던 다른 부 의 후퇴로 고립되고 중공군에 포위되었다.

  나는 그때 고향에서 같이 입 한 친구 4명과 같이 병기과에 배속되어 병기와 탄약 공

급 임무를 띠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으로 탄약과 60㎜ 박격포탄을 운반하 으며, 고

장난 총기의 수선과 조립 등의 임무를 병행하 다. 

  당시는 일제 99식과 소련제 장총도 

지급된 상태로 탄약 공급에 애로가 

많았다. 우리 병기과는 강원도 횡성으

로 흐르는 큰 하천가 어느 마을에 있

었는데, 강(하천) 건너편 산에서 중공

군이 나팔과 꽹과리 등을 울리며 새

까맣게 내려오고 있었다. 

  포위되기 직전에도 우리 병기과에서

는 새벽에 탄약을 보내라고 해서 한 

무리는 탄약을 추진하러 올라갔고 또 

한 무리가 올라가려는데 포위망을 빠져 나온 전우들이 황급히 후퇴하면서 빨리 철수하라

고 하므로 병기과 선임하사(정태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적군으로부터 노획·보관하고 있

는 장총 수백정과 각종 탄약, 포탄, 수류탄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적이 사용하

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200m 정도 뛰었을 때 폭발음과 화염이 지축을 흔들고 있었다. 

  우리는 후퇴하면서 비상식량으로 지급된 건빵 2~3봉씩을 주머니에 넣고 왔으며, 조그마

한 구릉지역까지 한달음에 와서 뒤돌아보니 시커먼 화염은 하늘을 가리우고 온 세상이 

다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때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나온 전우 중에는 같은 고향 마을에서 온 친구도 있어 

반가웠다. 이곳에 집결한 장병은 50여 명 정도, 우리는 원주역전에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

고 원주까지 내려와 집결하 다.

               ( 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2011, 6·25전쟁 참전수기Ⅲ, 171~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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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옥동리 교차로 

  3) 내 기관총에 무수한 적이 쓰러졌지만(박인학)

  50.8 포항에서 입 , 3사단 22연  12중  중기사수

  포항전투, 북진, 흥남철수, 횡성 옥동전투, 현리전투, 금성(7.13)전투 참전

  내가 3사단 2연 로 가서 수냉식 

기관총 교육을 받는 동안 포항전투는 

끝나고 동해 쪽으로 계속 북진을 해 

가서 함경북도 성진을 거쳐 길주, 명

천까지 들어갔다가 특별한 전투도 없

이 후퇴하게 되어 다시 성진으로 와

서 미국 상선을 타고 흥남에 도착하

여 병력을 더 태운 후 부산에 도착하

다.

  하선하여 노숙을 1박하고 다음날 

이동하는데 열차가 힘이 없어서 연 병력을 다 못 태우고 세 팀으로 나누어 울산을 거쳐 

안동에 와서 주먹밥 하나 먹고 1박하고 전방으로 이동하며 몇 번 전투를 하고 강원도 옥

동지역으로 갔다. 

  1951년 2월 11일로 기억되는데, 우리가 공격해서 들어가니 앞에 강이 있고 좌측에 교량

이 있어서 그 교량을 건너 공격해갔다. 나는 수냉식 기관총 사수로 지원사격을 하여 한 

고지를 점령하 는데, 거기에  OP가 설치되어서 기관총을 가지고 파견을 갔다.

  밤중에 적이 사격을 하기에 우리도 응사격을 하고 있을 때 날이 밝기 직전에 적들이 

무수히 우리 고지를 올라오기 시작하 다. 적들이 미리 출발, 야간에 이동하여 날이 밝아

올 때 우리 앞에 수백 명이 나타났다.

  장에게 보고하니 즉각 사격하라고 지시하 는데 그 지역은 나무가 없고 풀만 자란 

곳인데다가 계곡이 많지 않아서 적이 노출되어서 기관총을 사격하니 쉽게 올라오지 못하

고 머뭇거렸다. 

  더욱이 나무도 없는 산길 소로에 줄지어 올라오는 것을 집중 사격했더니 보리를 베어 

넘어지는 것처럼 적들이 줄줄이 넘어졌으나 그래도 계속해서 사격을 하며 려오니 감당

할 수가 없었다. 나의 조수 이종복 일병은 정통으로 적탄을 맞아 아야 소리 한 번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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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했다. 나도 급하여 철수하는데 수냉식 기관총은 분해해서 3명이 메고 다니는 것을 나 

혼자 어쩔 수 없어서 몸통만 들고 산을 내려올 때 적들이 좌우로 몰려오니까 바로 뒤쪽

으로 가야하는데 뒤쪽은 급경사에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도 급하니 미끄러지고 떨어지

면서 급경사를 내려와 강을 건너는데 강물이 가슴까지 찼다. 강을 건너서 조금 도피해 가

니 재소집을 해서 다시 전투를 하다가 나도 팔에 관통상을 입었지만 위생병한테 응급처

치 받은 후 계속해서 전투를 하 다. 

  그렇게 수냉식 기관총 사수를 하다가 일등중사로 진급하고 나서는 10중 로 가서 향도

도 하고 선임하사도 하면서 전투를 계속했다. 

  후기 :  기복이 심한 지역에서 기관총은 그 효과의 발휘가 제한된다. 더욱이 우세한 병

력으로 제파식 공격을 해올 때 실탄 갈아 끼우는 시간, 총열의 과열 등 사격정지 때에 적

은 순식간에 려든다. 근접전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 공중 파열용 무기(연

발되는 유탄발사기)가 필요해 보인다. 

( 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2011, 6·25전쟁 참전수기Ⅲ, 173~174쪽)

  4) 중공군에 포로(치악산 어느 계곡)되어(윤준철)

  50.11.18 국민방위군 남하, 11.26 입 , 51.1.30 8사단 16연

  치악산전투 포로 탈출, 9사단 28연  5중

  제2국민병 징병모집 장을 들고 1950년 11월 18일 서울 창경궁에서 간단한 신체검사를 

마친 후 수많은 다른 청년들과 함께 곧바로 그날 오후 3시경에 창경군을 출발하여 방위 

군인의 인솔하에 구를 향하여 남쪽으로 걸어서 내려가기 시작하 다. 

  창경군을 출발하여 청량리와 망우리 공동묘지의 고개를 넘어 덕소를 지나 팔당, 여주, 

이천을 거쳐 장호원, 수안보, 문경새재를 넘어서 상주까지 그리고 서울을 출발한 지 8일

만에 우리들 모드는 무사히 구에 도착하게 되었다.

  11월 26일 구 농림고등학교 군번 0181480을 받아 목에 걸고 그때부터 기초훈련을 받

기 시작하 는데 한 달 정도 맹훈련 끝에 구 보충 로 가서 기중이었다. 

  1951년 1월 30일, 아침에 제8사단 본부에서 보충병력을 차출하기 위해서 보충  운동장

에서 기하고 있던 트럭은 우리들을 싣고 어디인지 모를 일선의 전쟁터로 뿌연 먼지만 

뒤로 내뿜으면서 마냥 달려가고만 있었다.

  우리들은 동쪽 하늘에 밝은 해가 떠오르자마자 트럭은 출발하여 그날 오후에 강원도 



학살의 계곡이라 불린 횡성전투┃제1절

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353

대구 훈련소에서 교육을 마친 신병들이 전선으로 가고자 

대구역전 광장에 집결하는 모습(50.12.18)

어느 지역에 있는 육군 제8사단 16연

 보충 에 도착하 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곳에서 입이 얼

어붙어 말도 제 로 할 수 없는 강추

위 속에서도 10여 일 동안 훈련은 계

속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그 

훈련기간 중에 중공군에게 포위를 당

하고 말았다. 

  우리는 부 배속도 받지 못한 상태

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

고 있는데 날씨는 왜 그리 추운지 밤

이 되자 공중에서는 조명탄이 터지고 

어두웠던 밤 하늘은 낮같이 밝아지면서 박격포탄이 쉬지 않고 날아오고 여기저기서 기

관총 총구에서는 불을 뿜어 며 실탄을 퍼붓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우리들을 훈련시키

고 있던 소 장과 조교들이 “모두들 뛰어라”하고 소리지르면서 어디론가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으니 … .

  우리들은 지리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만 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산 속 어느 계곡에

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무릎까지 빠지는 눈 속을 헤치며 죽을 힘을 다하여 기어올라

야만 했다. 이토록 힘들게 산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포탄과 조명

탄, 그리고 기관포 등에서 내뿜고 있는 뿌연 연막과 함께 화약 냄새는 천지를 진동시키고 

있었다.    

  공포와 추위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전투의 현장이지만 그래도 하

늘에 떠있는 달님은 우리들의 길을 안내라도 하려는듯 희미한 달빛을 기울여주고 있었다.

  밤새도록 눈으로 덮인 능선을 타고 오르내리다보니 어느덧 여명의 시간을 뛰어 넘어 

동쪽하늘에는 눈이 부시도록 밝은 빛을 발산하면서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산 아래에서는 개미떼처럼 많은 중공군들이 산 위로 우리들을 향하여 공격

하여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들은 또 다시 올라갔던 능선에서 다른 방향으로 눈 위에서 미끄러지고 넘어

지고 자빠지면서 계곡으로 뛰면서 탈출구를 찾아보려고 노력하 으나 찾을 길은 없었고 

그곳에서는 아군과 미군 그리고 중공군들의 죽은 시체들이 여기저기에 나뒹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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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들의 포로후송 모습(그들이 본 한국전쟁)  

눈 덮인 산야에서 공격하는 중공군(그들이 본 한국전쟁)

  그중에는 포탄에 맞으면서 눈을 동

그랗게 뜨고 죽은 사람, 총을 들고 

엎드린 자세로 죽어간 사람,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 뒤에는 또 다

시 많은 부상병들이 신음과 비명을 

지르며 죽어들 가고 있었는데 과연 

저 생명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또 누

구를 위하여 저렇게들 청춘을 불사르

며 죽어가고 있는지에 한 답을 그 

누가 찾아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때 우리들은 추위 속에서 

밤새도록 산 정상과 계곡을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 배는 고파 죽을 지경으로 허탈한 상

태에서 수많은 중공군이 일제히 사격을 가하면서 공격을 해오고 있으니 우리들은 눈 속

에서도 포위망을 뚫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결국 1951년 2월 12일 치악산 

어느 계곡에서 중공군에게 포로로 생포되는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말았다. 

  치열했던 치악산의 전투지역17)에서 

중공군에게 포로가 된 아군과 유엔군

들은 부분 제8사단과 미 제7사단의 

병력 중 일부와 미 기병연 의 일부

가 포로가 된 것으로 기억된다. 

  그 후 중공군들은 포로인 우리들을 

인민군에게 인계하 으며, 인민군들은 

우리들을 이북으로 끌고 가는데, 미 

공군기의 공습 때문에 낮에는 숲 속 

민가의 빈집에서 숨어서 쉬고 있다가 

17) 1951년 2월 12일 당시 국군과 유엔군의 중공군과의 전투는 횡성 일 , 즉 중앙으로는 오음산 아래에서 

창봉리 - 도곡리 - 학담 - 새말 교차로 - 학곡 - 뒷내강에서, 왼쪽 서편으로는 경기도 양덕원리·도원리·용두

리 - 풍수원 - 새말 교차로와 석화리 - 압곡리·금 리 - 학곡리·개전(호암산) 방향에서, 동쪽 지역에서는 국

군 제5사단과 제3사단이 전투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윤준철씨가 포로로 된 곳은 당시 제8사단 제16연

가 전투를 하던 성지산 일  아니면 당시 표격인 오음산으로 추정된다. 부기한다면 2월 12일 그 시

간에는 원주나 횡성의 치악산 주변에서는 전투가 없었다(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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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만 걸어서 이북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다. 

  눈비와 추위 속에 북한으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들은 옷은 젖어있고 배도 고프고 날씨

는 칼바람 속에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그와 같은 강추위를 이겨낸다는 것이 너무도 힘들

고 어려웠다.

  또 인솔하는 인민군을 따라서 밤길을 걸어가다 보면 배는 고프고 몸은 추위에 지쳐있

는 상황에서 엄습해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면서 걸어가는 사람들(포로들)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나중에는 인민군들이 새끼줄로 포로들의 손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묶어서 

짐승처럼 끌고 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끌려가고 있을 때 길가 어느 인민군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성인민군은 “동

무들 왜 그렇게 힘들게 끌고 갑네까? 모두 쏴 죽여 버리지”하는 독살스러운 소리가 들려

오기도 하 다. 

  이와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하루살이의 목숨과도 같은 운명이기에 앞으로의 

삶과 운명이 언제 어떻게 닥쳐올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포로들 가운데 부상병들은 별도로 분리하여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갔는데 그 부

상병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타깝게도 그들의 생사여부는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서 우리들은 강동까지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3~4일 

동안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곳의 탄광촌 어느 폐굴에서 끌고 간 포로들의 신문이 시작

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머무르고 있는 동안 제공하는 음식은 정말 사람이 먹기에

는 너무도 힘든 옥수수와 , 보리, 수수, 조 등의 씻지도 않고 가마솥에다 들어  붓고 밥

이라도 만들어 주는데 그릇도 없이 우리가 입고 있던 때 묻은 작업복 옷자락에다가 받아

서 소, 돼지의 짐승처럼 땟물이 질질 흐르고 있는 손으로 집어 먹어야만 했다.

  또 그곳에 붙들려 온 국군으로 보이는 포로 두 명도 인민군 취사병이 시키는 로 

옥수수 가마니 등을 식당으로 운반하여 주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배가 고파서 먹

을 것을 조금만 달라고 사정을 하자 취사병이 새카맣게 탄 누룽지 한 덩어리씩을 그들 

앞에 던져 주었다. 목구멍도 포도청인지라 그들은 그것을 주워서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

해 더러워진 그들의 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주워 먹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슬픔에 젖어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다. 

  우리들은 그곳에서 심사를 받은 다음 평안남도 순안 비행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우리가 

포로가 되어 인민군에게 끌려오기 만 한 달 만에 그곳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 그곳에서 

압록강까지 북진했던 유엔군과 국군들이 미처 후퇴를 못하고 포로가 된 사람들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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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부서진 대동강 철교를 넘어 남하하는 피난민 

행렬, 저 너머에 비행장이 있다.

있었다.    

  그곳에서는 포로들의 머리를 삭발하고 

검은색 방한복과 작업모에 항공 작업연

라는 명칭을 달고 평양의 동강 건너편

에 있는 동평양비행기 활주로를 밤새도록 

다시 복구하는 작업을 하 다. 

  그런데 밤새도록 우리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먼 곳에서 흙을 가져다가 메우고 

콘크리이트 활주로의 웅덩이를 복구하여 

놓으면, 그 다음날 미 공군기의 편 가 날

아와서 복구된 비행기의 활주로를 또 다

시 폭파시키는 상황을 계속 반복하면서 

폭파된 웅덩이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만 

있었다.

  그러나 그곳의 책임자인 인민군 장교는 

우리들에게 이승만 괴뢰집단과 미 제국주의자들이 폭파하여 놓았으니, 너희들 손으로 완

전복구를 해 놓아야 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 다. 이와 같이 혹독하고 힘든 강제노동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 눈이 녹아내리는 5월이 찾아왔다. 생지옥과 같이 힘들고 고달픈 생

활과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죽음의 현장을 뛰어넘어 그리운 조국의 품으로 돌아

가기 위하여 우리들은 호시탐탐 탈출의 기회를 노리며 암암리에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우리 일곱 명은 위 한희천, 소위 최돈선, 이등병 윤준철, 학도병 서병하, 학

도병 문 권(다른 한 명의 이름은 떠오르지 않음)이었는데, 우리들에게 절호의 찬스가 찾

아오게 되었다.

  1951년 5월 15일 북한 노동당의 명절인 노동절이었다. 그동안 우리들의 탈출계획에 우

연한 기회에 깊숙이 동참하 던 우리를 담당하고 있던 작업 소 의 관리장교인 인민군 

소 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와 정보를 암암리에 제공하여 주면서 급기야는 우리들을 

인민군 낙오자 명단에 넣어 인민군의 복장과 모자, 배낭, 신발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기필코 탈출에 성공하되 탈출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을 해치는 행

위는 금해 달라는 부탁의 인사말을 귓속말로 나누며 헤어지게 된 사람, 잔인무도한 이북 

공산당과는 이념과 사상이 완전히 다른 그 인민군 장교!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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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여 우리를 도와주었지만 그 소 장의 생사는 안타깝게도 알 길이 없다. 

  그 후 우리들은 인민군 복을 갈아입고 인민군 장교인 소 장이 만들어준 낙오자 명단

을 들고 인민군 정치 보위부 중 본부로 갔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낙오병들이 모여 있었

으며, 그 중 의 인사장교가 나오더니 우리들에게 “동무들은 돌아가서 작업복으로 갈아입

고 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사실, 우리들은 그 날 밤에 탈출을 감행하려고 세 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이렇게 작

업복으로 갈아입게 되었으니 지금 당장 탈출하자는데 모두가 이의 없이 동의하 다.  

  그래서 우리들 7명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신속한 행동으로 산 속으로 탈출하기 시작

했다. 산 속에서 숨어들면서 한참을 가다보니 건너편 산 중턱에 한 채의 절을 발견하여 

접근해 보니 중들도 피란을 갔는지 빈 절간이기에 그곳에서 우리들은 인민군 계급장을 

급히 만들어 소 장, 특무장, 전사 등의 계급장을 각자 달고 그곳에서 밥을 해 먹고 사방

을 살펴보아도 첩첩산중일 뿐 나침반도 없으니 어느 곳으로 가야만 남쪽인지 북쪽인지 

알 길이 없었다.

  그 후 우리들은 상황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다시 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그 때 그 산 

계곡에는 많은 중공군 보급 부 들이 마차 등을 끌고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 보 으며, 

그들은 분명 남쪽으로 가고 있는 보급품의 지원부 임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민군인 척 행동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 중공군들의 뒤를 며칠 동

안 따라 오다보니 금촌과 남촌을 지나 어느 지점의 삼거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표지판

에 중부전선과 서부전선인 개성으로 가는 방향의 화살표시가 있어서 우리들은 서부전선

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또 다시 얼마 동안 그 길을 따라오다 보니 개성지역이 가까워 오는 듯하는데 

‘19’라는 빨간색의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으니, 이는 인민군의 19사단의 약칭이었고 평양에

서 낙오자와 부상자들을 모아 재편성된 사단의 명칭이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들은 19사단 소속으로 위장하여 계속해서 또 다시 며칠 동안을 남쪽으로 

걸어왔는데, 어느 지점에 다다르자 그곳에 큰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강 주변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 농부한테 저 강은 무슨 강이며 건너편에는 누가 주둔하

고 있으며, 또 어떻게 건너 갈 수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는 이곳은 때로는 인민군도 나타나고 국군도 나타나는 지역이며, 저 강은 임진강인데 

강 건너에는 국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강의 물살이 빨라서 당신네들이 쉽게 건

너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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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토화된 백마고지 전경(국립춘천박물관 제공) 

  정말 우리들은 수 도 못하고 물살은 빠르고 도저히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그런데 마침 저쪽 언덕 위에 한 채의 초가집이 보여서 우리들은 몸을 숨기면서 조심스

럽게 그 집으로 접근하여 상황을 살펴보니 빈집이었다.

  그래서 그 집의 나무로 된 문을 뜯어내어 그 뜯어낸 문짝을 땟목처럼 타고 건너 

갔다 오겠다는 전우 한 사람이 있어서 강으로 띄워 보냈는데 그때 강 건너에서 사격을 

가해 오는 바람에 강을 건너려고 했던 전우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고 말았다. 

  그날 밤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강을 건너갈 방법을 연구하면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그 집에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또 사다리로 땟목을 만들어 강을 건너가려고 준

비를 하고 있는데 저쪽 논둑길 밑으로 사람들 몇 명이 왔다갔다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이 보 다. 그러나 그들은 짚모자에다 작업모를 쓴 사람, 또는 의복도 제각기 달라서 

농민들인지? 아군들인지? 인민군? 또는 중공군들인지를 알 길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살

펴보고 있는데 그때 그들은 우리들을 향하여 일제히 사격을 가해 오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 팔을 번쩍 들고 항복의사를 전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접근하여 왔

을 때 그들은 한민국의 해병  수색중  요원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제 

논·밭에서 만났던 그 농부는 수색중  요원 중의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 농부 차림의 수색중 은 어제 저녁 때 우리들은 만난 후 비무장 인민복장을 한 1개 

분  정도의 수상한 자들이 출현하 다는 정보를 수색본부중 에 보고하 고 수색본부중

에서는 총 비상경계령을 발령함과 동시에 우리들의 동태를 면 히 관찰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중공군에게 포로가 된지 4개월 8일만에 해병  수색중  요원들이 

강가에 준비하여 놓은 배를 타고 1951년 6월 20일 임진강을 건너 우리가 그렇게도 그리던 

우리의 한민국 조국의 품으로 살아서 돌아오게 되는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해병  수색중  요원들의 안내하에 우리들이 해병  수색본부 중 에 도착했을 때 그 

부 의 지휘관인 해병 중령장교는 우

리들을 맞이하면서 “아군 귀환병이라 

하더니 인민군이 다 된 사람들을 데

리고 왔구먼” 하면서 우리를 지프차

에 태우고 해병 헌병 로 향하 다. 

  우리들은 그곳 해병 헌병 와 제1

사단 헌병 를 거쳐 서울지구 헌병

로 이송되었으며, 그 곳에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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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만난 박광순씨 모습(2013.3.9)

받은 후 약 1주일 후에 구의 낙오자 수용소를 거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엄청난 탈

출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따뜻한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육군 제9사단 

제28연  2  5중 로 배속 받은 후 통신병으로 1951년 9월경 철원지역의 전방에서 월

정리 앞의 낙타고지, 신예산 500고지 등 많은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백마고지전투 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후기 :  훈련시키던 소 장과 조교들이 병사들을 버리고 가버렸다. 6·25전쟁 기간 중 

포위되었을 때 분산되어 피해가 증 된 경우가 많았다. 지휘체계가 유지되어 조직적으로 

포위망을 돌파할 수 있는 군 기강확립이 큰 숙제로 남아있다.   

  ( 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2011, 6·25전쟁 참전수기Ⅲ, 173~174쪽)

    

  5) 박광순(1934년, 북산면 내평리)

  제8사단 16연  2  2중  소속

  내평에 살던 나는 아버지와 함께 

1·4후퇴 때 피란을 떠났다. 춘천 샘

밭 왕고모 할머니 에 갔다가 국군에

게 붙잡혀 둔내에 가서 훈련을 받았

다. 17세 밖에 안 되었지만 키가 크다

는 이유로 잡혀갔고 아버지는 그 길로 

다시 내평으로 돌아갔다. 1주일 동안 

수류탄 던지는 것과 총 쏘는 것만 배

우고 곧바로 전장에 투입되었다. 소속

은 제8사단 16연  2  2중 고 밤중에 트럭에 태워 어디론가 떠났는데, 밤새껏 달려 

날이 훤히 새어 내린 곳이 북산면 부귀리 다. 이곳에는 탄약고가 있었고 우리는 곧바로 

종로산(오항리 뒷산)에서 전투를 하 다. 밥은 주먹밥을 주었는데, 꽁꽁 얼어서 쥐가 갉아

먹듯 갉아먹었다. 전투를 하고 있는데, 후퇴명령이 내려져 청평사 - 샘밭 - 동면 지내리 - 워

나루고개 하나 넘어 제1집결지인 원창고개에 도달하 다. 이곳에 도착하니 다른 중 가 

호를 파느라 난리 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 중 에게 고생 많았다’고 후방으로 보냈는

데, 간 곳이 월악산이었다. 이곳에서 공비토벌에 참전한 후 올라온 곳이 횡성이었다.

  부지런히 공격해 들어가던 어느 날 밤, 능선에서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혔다. 중공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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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된 소양1교 보수하는 모습(1951.5,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제공)

이 얼마나 많이 몰려 왔는지 결국 포로로 잡혔다. 배가 너무 고파 눈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른다.

  새벽에 아침을 먹었는데, 죽 한 공기를 먹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솔밭에서 몸을 숨기

고 있었다. 낮에는 아군의 비행기가 정찰을 하기 때문에 적들은 움직이지 않고 밤에만 움

직인다. 홍천까지 와서 그너릿재(건들재)를 넘어 춘천 후평동을 지나 소양1교에 도착하

다. 소양1교가 파손되어 있었고 그 다리아래에 나무다리가 놓아져 있었다. 나무다리를 건

너 샘밭의 2군단 사령부를 거쳐 고탄을 너머 가는 고개에서 죽 한 컵을 먹었다. 그냥 마

셔 버려서 허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식사를 하던 곳에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피란을 가지 않고 있었다. 아주머니에게 38선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조금만 더 가면 38선이라고 하 다. 그래서 ‘죽어도 이남 땅에 죽

어야 겠다’고 생각하 다.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청마루가 눈에 들어왔다. 청

마루 안은 눈이 많이 왔는데도 다행히 얼지 않아 그 밑을 파고 들어가 누웠다. 인원 점검

을 하던 중공군은 자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30분 동안 곳곳을 샅샅이 후레쉬를 비추며 찾

았다. 결국 찾지 못하자 그냥 가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20여 분이 지나서야 기어 나와서 

주인이 머물고 있는 방문을 두들겼다. ‘누구냐’고 하길래, ‘춘천에 사는 박 아무개인데 포

로로 잡혔다가 숨은 것’이라고 하면서 ‘살려 달라’고 애원하 다. 주인 내외는 들어오라고 

하 지만 겁이 나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신북에 선산이 있는 지내리로 넘어가겠다’고 했

더니, ‘그곳은 위험하다’고 하면서 ‘자고 가라’고 하여 그곳에서 하룻밤을 잤다.

  새벽에 주인은 자기가 입던 바지저고리 한 벌을 주면서 헌 지게도 주었다. 헌지게를 지

고 고탄고개를 넘어 지내리로 가고 있는데, 어떤 바지저고리 입은 이가 ‘어디에 사는 누구

냐’고 물어 ‘지내리에 산다’고 하 더니, ‘내가 지내리에 사는데 모른다’고 하면서 ‘누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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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속의 박광순씨 옛집(당시 오른쪽 사랑방에는 인민군이 가득찼다

고 한다)

아들이냐’고 묻길래 사실 외할머니 에 왔는데, 외삼촌은 ‘누구다’라고 했더니, ‘잘 안다’고 

하 다. ‘그럼 어디에 사냐’고 하길래 ‘내평에 산다’고 하 더니, ‘누구집 아들이냐’고 하길

래 ‘박 아무개 아들이다’고 하 다. 알고 보니, 그는 사돈집 사위 다. 

  마음이 좀 놓인 상태에서 할머니집으로 갔다.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밤중에 중공군들이 내려와 할머니 보고 자꾸 

‘누구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내 손주’라고 답하 다. 그런데도 의심을 늦추지 않는 눈치

다. 아침에 산천리 - 발산리를 거쳐 소양댐 쪽으로 돌아 집으로 돌아왔다. 

  힘들게 겨우 집에 돌아왔지만 정작 집 근처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집 주변에는 

인민군들이 가득차 있었다. 뒤뜰로 들어가 문을 똑똑 두드렸더니, ‘누구냐’고 하시길래, ‘아

버지 저예요’ 했지만 믿지 않았다. 아들임을 확인한 아버지는 곧장 나오셔서 자신을 데리

고 방공호를 파놓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거의 가까이 갔을 즈음에 내가 청년들이 

쳐놓은 금줄을 건드린 것이다. 순간 방공호에서 사격을 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황급히 

‘나 박 아무개야’하면서 사격하지 말라고 말했다.         

  아무리 인명이 재천이라고 하지만 1·4후퇴 이후 북산면에서의 전투, 월악산에서의 잔

비토벌, 횡성전투 등을 겪고 횡성에서는 포로가 되어 춘천 고탄에서 탈출하여 겨우 살아 

돌아왔지만 정작 집에 와서 죽을 뻔한 삶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1년 동안이지만 17세 나이로 겪은 고생 치고는 너무 큰 고생이었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특히 배고파서 먹었던 흰 눈과 죽 한 공기(때론 한 컵)도 

절 로 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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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곽경찬(미 제2사단 네델란드 대대 카투사)18)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저쪽길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4열 종 로 쫙 쫙 쫙 구

둣발 소리가 들려요. 아, 또 후퇴하는

구나 했는데, 중국말 소리가 들려요. 

한국말 소리가 아니고 중국말 소리더라

고요.

  중공군복이 거의 유사했어요. 갈아입

지를 못해서. 신발이 걸려 벗어버리고 

눈이 많이 쌓여있는 곳을 기어내려 갔더니 홍천에서 원주까지 내려가는 큰 길에 탱크니 

뭐니 다 놔두고 전부 걸어서 후퇴하는 거예요.   

  7) 박명현(국군 제8사단 사단수색대 부중대장)

  지휘부의 전술지휘능력이 아주 탁월했

어요. 과거에 중일전쟁 때 소위 모택동 

군 는 팔로군이라 해서 장개석 군 와 

협동해서 일본군과 싸운 전투경험이 많

았고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전술을 구사

했어요. 정면으로 오는 것 같이 보이면

서 측면으로 우회하여 주로 포위작전을 

했습니다.

18) 곽경찰을 비롯하여 박명현, 박준 , 장진환의 증언은 2012년 6월 26일에 MBC에서 방 된 ｢국군은 죽어

서 말한다｣의 2부 ‘잊혀진 비극 횡성전투’ 내용에서 캡처하여 기재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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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박준영(전 경주경찰서장, 제8사단 16연대 일병)

  총이 없었습니다. 우리 갈 때 사람이 

많이 죽쟎아요. 죽으면 총을 쥐라 이겁

니다. 

  저는 그 전날 삼마치 부근인 저기 

오른쪽 산에 피신해 있었는데, 갑자기 

중 본부에 급한 일이 생겨서 볼 일 

보러 내려왔다가 여기서 하룻밤을 자

게 됐어요. 창문을 열고 틈사이로 보

니, 30~40m 앞 도로가에서 중공군들이 땅을 파는 거예요. ‘큰일났다. 이제보니 다 중공군

이다’ 이랬죠. 그러자마자 그 순간에 야광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안에 묻혀 있었는데, 올

라와 수색을 하는데, 거기서 총을 쏘는 거예요. 바닥을 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으로 쏘

는데 흙이 막 떨어지니까 곧 죽은 줄 알았죠. 총알이 우리 있는 곳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요. 손을 들고 그렇게 잡혔던 것이죠. 

  그때까지 군번이 없었습니다. 군번식표가 없었단 말이예요.  

  9) 장진환(제8사단 16연대 일병)

  별 고통 다 겪었습니다. 20년 감옥

살이 끝나니까 아오지탄광으로 직접 

경찰이 데리고 가더군요. 함경북도 아

오지요. 

  60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강창, 송순태, 김운학 그 세 전우가 

총에 맞아 죽은 시신을 산 너머 등성

이에 같이 묻었습니다. 항상 떠오르고. 

나는 빈말이 아니고 실제 마음이 그렇

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군에 안 들여 보내줘도 나가서 싸우다 그 정신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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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기 어디 있을텐데, 찾지 못하

고 참. 저도 올적에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이렇게 숲

이 우거지고 60년이란 세월이 흘 으

니.

백두산이 높이 솟아 길이 지키고

동해물과 황해수 들려있는 곳

생존자유 얻기 위한  

삼천만 장한고도 씩씩한 피

이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아! 아! 이슬같이 죽겠노라

  그 시체들이 혼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참 다시 기억할 겁니다. 62년이란 긴 세월을 땅 

속에 묻혔으니, 아 정말 전우들을 찾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이렇게 땅이 굳었으니.       

                

 3. 횡성주민들이 들려주는 가슴저린 이야기

  1) 횡성교회에서 전하는 네덜란드의 참전과 기념예배당

    가. 네덜란드의 참전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중에서 네덜란드군은 우리 횡성교회와 깊은 인연이 있다. 유

엔의 회원국인 네덜란드는 국내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처음에는 한국전쟁에 참가하지 않

으려 했다. 이러한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에 해 네덜란드 국민들은 ｢한국참전지원병 임

시위원회｣란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기구를 조직하고 참전지원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한

국참전을 강력히 요청하 다. 네덜란드 정부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 태도를 바꾸어 한국참

전을 결정하고 1차 지원자 1,217명 중 637명을 선발하 다. 이들은 1950년 10월 26일 온 

국민의 환송 속에 포티다항을 출발하여 11월 23일 부산항에 도착하 다. 

  장 오우덴 중령이 이끄는 이들 네덜란드군은 갑천 건너편의 초현리에서 첫 전투를 

맞이하 다. 그 후 네덜란드군은 중공군의 1월 공세 때에는 원주탈환전에서 그리고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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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감리교회(언덕 위에 있는 1951년 1월 당시 모습) 

공세 때에는 횡성과 원주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들이 한국 땅에서 피흘리며 싸

우고 있는 동안 고향 네덜란드에서는 큰 해일이 일어나 제방이 무너지고 국토가 바닷물

에 잠겨 수천 명의 인명피해를 낸 재난이 발생하 다. 이국의 전쟁터에서 이러한 조국의 

어려움을 들은 네덜란드 장병들은 즉시 의연금을 거두었다. 함께 싸우고 있는 미국을 비

롯하여 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유엔장병들은 함께 모

금에 참여하여 그들의 정성을 네덜란드 에 전달하 다. 이국의 전쟁터에서 핀 아름다

운 이야기는 언론을 타고 전세계에 퍼져 훈훈한 이야기 거리가 되었다. 

  한편, 네덜란드군은 1951년 2월 전투에서 수십 명이 전사하 는데, 그 장소가 바로 현재

의 횡성교회다. 1951년 유엔군은 1·4후퇴시 빼앗겼던 지역을 회복하면서 북진을 하고 있

을 때 다. 횡성전투에서는 M.P 에이덴 오우덴 중령이 이끄는 부 가 참가하고 있었다. 

지금 횡성읍 북천리 공설묘지 인근 야산에 진을 치고 있던 이 부 는 2월 12일 규모 인

민군 및 중공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이틀간의 처절한 공방전에서 소규모의 네덜란드

군은 용감하게 싸웠으나 병력과 맞서 싸우기는 역부족이다. 이틀간의 전투에서 많은 

희생자를 낸 네덜란드군은 일단 후퇴하여 읍하리에 있는 횡성교회로 이동하여 진을 치고 

있었다. 

  당시 횡성교회 건물은 성락준 목사 때 한창 짓고 있는 목조건물이었다. 성목사는 횡성

교회를 지으면서 김화읍예배당을 모델로 삼았다고 한다. 김화읍예배당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피터스(V. W. Peters) 선교사가 설계하여 지은 건물이다. 그는 전통적인 한식과 서구

의 교회건축 양식을 혼합하여 교회를 지었다. 전체 외형은 한국의 기와집이었으나 교회 

문 등은 서구식 교회의 전통양식을 따

랐다. 성목사는 이 예배당을 본 떠 커

다란 돌기둥 2개를 오 산에서 가져와 

교회 앞에 세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배당 건축을 마치지 못하고 전쟁이 

터져 새 예배당에서는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태 다.19)   

  네덜란드군이 횡성교회로 피신했다

는 정보를 알아낸 인민군과 중공군은 

19) 이성조 권사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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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장으로 위장한 채 교회에 접근하 다. 인민군과 중공군들에게 있어 예배당은 성소

가 아니었다. 교회 앞까지 접근에 성공한 이들은 교회를 향하여 무차별 사격을 가하기 시

작하 다. 무자비한 총탄 앞에 목조건물은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다. 아군의 복장을 한 

군인을 보고 전투태세를 갖추지 않았던 장 이하 네덜란드 장병들은 나무판자로 만든 

예배당 안에서 제 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부분 전사하 다. 급한김에 아궁이와 굴뚝 

등으로 피한 군인들만이 심한 중상을 입은 채 살아날 수 있었다. 

  참으로 비겁한 전투 다. 아무리 전쟁 중이었다고 하나 아군의 복장으로 변장한 채 접

근하여 예배당에 무차별 사격을 가한 것은 하나님에 적한 야만적인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때 희생된 네덜란드군은 부산 유엔군 묘지에 안장되었다. 1954년 중순 경 임무를 마

치고 귀국하는 네덜란드 장병들은 117명의 전우의 묘지를 참배했다. 그리고 전우들의 묘

지의 흙을 탄약통에 담아갔다. 그들이 이 흙을 고국으로 가져가 세계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형제들의 고귀한 정신을 생각하며 와숏육군병원에 세운 한국참전기념탑 밑에 이 흙

을 묻었다.20)               

    나. 네덜란드군 참전기념예배당

  1·4후퇴 후, 교인들이 피난에서 돌아와 보니 예배당은 불타 없어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다. 주택도 마찬가지 다. 주택은 벽돌을 가지고 일본식으로 지었던 인물인데 

흔적도 없었다. 횡성에 남은 건물은 교회 앞에 있던 허술한 오막살이 집 두 채와 신도식

씨가 살던 집뿐이었다. 신도식씨가 살던 집은 후에 면사무소로 쓰이기도 하 다.21)

  피난에서 돌아온 성도들은 타지 않은 오막살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 

집은 전쟁 전 김마리아라는 전도부인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전쟁으로 예배당이 부서져 

초라한 오막살이에서 예배를 드리자 우선 예배당 건축이 시급하게 되었다. 마침 이곳에 

미군공병 가 주둔하고 있어 그들의 협조를 얻어 예배당 건축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때 교회건축의 정확한 시점과 처음 건축을 제의한 이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

다. 추측하건  교회건축 당시 네덜란드군이 이를 제의하 을 수고 있고 당시 교회를 담

임하고 있던 최 기 목사나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부 의 군목이나 부 장이 건축을 계

획하고 제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축을 제의한 이가 얼마 전 네덜란드군이 전사한 

20) 1991년 향토사료집 제 10집, 32~58쪽 , 횡성문화원.

21) 권용환·김동수 장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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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군 참전기념예배당(횡성감리교회 제공)

기념예배당 전면(횡성교회 제공) 

곳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부각시키

고 싶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처음 단계부터 이 예배당은 

‘네덜란드 참전기념 예배당’으로 설계

되었다. 교회 외형은 네덜란드를 상징

하기 위해 서구식으로 지었고 벽은 

돌과 시멘트를 부어 단단하게 지었다. 

  김동수 장로의 증언을 들어본다.

  공사는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2사단 공병

가 맡았습니다. 당시 공병 는 지금 박애병원 밑에 

폭격된 뒷내다리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죠. 예배당

이 완공되었을 때 공사를 지휘하던 미군 군목(미 

제629 의무중  종군목사 어므레이 스미드)이 예배

당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예배당 앞에 붙

일 글을 써 왔습니다. 이글은 어와 옛 철자법으

로 쓴 한글로 예배당 이름과 함께 성구가 씌여 있

었습니다. 그 성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장 16절)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네

덜란드 장병들이 비록 육신은 갔어도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은 멸망하지 않고 생을 얻을 것이라는 위로

의 말이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새로 건축된 성전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생에 들어가라고 하는 권

면의 말씀이기도 했다. 이 간판은 일부 없어지고 지금

은 일부가 남아 목양실 앞에 있다. 지금이라도 잘 보관해야 할 매우 귀중한 역사적인 유

산이다. 이 예배당은 후에 예배실로 쓰이다가 유순근 목사 때 교회를 건축한 후 유치원 

건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현재 예배당을 지으면서 철거하 다(횡성감리교회, 횡성의 

종소리, 1996, 182~1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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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러 주민들의 이구동성 이야기

  사실, 1·4후퇴 이후 횡성 지역에는 소개령이 내려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

든 사람들이 피란을 떠났다. 그리하여 당시 전투와 참상을 목격한 사람은 많지 않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이미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

다. 즉 당시 피란을 가지 않고 집에 그 로 남아 있던 사람들은 부분이 노약자이거나 어

린이들이었으며, 특별한 연유로 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후퇴와 수복, 재후퇴와 

재수복하는 과정에서 인민군과 국군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이 속출하 다. 

  당시 직접 전투와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22)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용연(학곡

리 전투지역 목격자, 공근면 신촌리 거주)씨는 “당시 중공군과 미군이 격렬한 육박전을 벌

여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흑인 미군용사 한 명을 구해서 미군 헬리곱터

에 실려 후송을 시켰다. 당시는 참으로 처참한 상황이었다”고 전하 다. 

  홍순길(335고지 주변 마을 전투 목격자, 공근면 창봉리 거주)씨는 “미군과 중공군에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당시 마을 책임자가 시체를 가매장하라고 지시하여 모두 가매

장하 다”고 하 다. 

  김만석(335고지 인근 창봉리 마을, 미군 포병부  위치, 창봉리 거주)씨는 “이 지역에서 

미군이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하 는데, 당시 포병부 가 진지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미군 전사자에 해서 중공군은 시체의 옷을 벗겨가고 눈과 코, 다리 등을 칼로 절단하

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다”고 당시 참상을 전했다. 그 후, “미군 시체

는 모두 미군 헬리곱터에 의하여 후송되었다”고 말하 다.

  함금순(1932.5.20)씨는 15세에 22세의 남편과 결혼을 하 다. 남편은 국군과 인민군에게 

쫓기다 국군에게 잡혀 모진 구타를 당한 나머지 목숨이 위태할 즈음에 데려가라고 통고

가 있어 데리고 왔지만 며칠 후 세상을 떠났다. 함금순씨는 1·4후퇴 때 피란을 갔기 때

문에 당시 상황은 들은 것 외에는 잘 모르나 전쟁이 끝난 후 얼마나 참혹했는지는 조금

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식목행사를 통해서 그 참상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22) 목격자 중, 김용연, 홍순길, 김만석 어른들은 조니 그레이씨에게 제작하여 보내 준 VTR에서 증언한 분들

이며, 나머지 분들은 직접 인터뷰한 어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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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풍산성에서 바라본 돌고개 능선과 돌고개 모습(길을 따라가면 올라가면 돌이 어지럽게 흩어진 고개가 나

온다)  

  중국인들은 능골에서 많이 죽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능골에 식목하러 갈 때 5인 1

조로 조직이 되었는데, 거름 짊어진 사람, 낫 든 사람, 삽 든 사람, 갱이 든 사람, 식

목할 나무 든 사람으로 조직되었어요. 식목하기 하기 위해 능골 산 능선을 갔는데 곳

곳에 항구, 숟가락, 해골 깨진 것, 해골 조각, 뼈 등이 많았고 송장을 치우기도 했어

요. 시신 가운데는 다리 내놓고 배만 덮은 것도 있었고 중국인은 개 엎어서 묻어져 

있더라고요. 어쩌다 발이 쑥 빠지기라도 하여 올릴 때면, 시신 썩은 냄새가 마치 고

춧가루 타는 듯한 냄새 같았는데, 아주 기분이 안 좋은 냄새 어요. 

라고 할 정도로 능골 능선에는 중공군 시신이 많았다고 한다.

  능골 옆 동네인 갈풍리에 사는 김동학(1934.5.20)씨23)도 자신이 살던 곳, 즉 돌고개[石峴] 

근거에서 미군이 많이 죽었다고 하 다. 그는 1·4후퇴 당시 17세여서 가족들과 피란을 

갔는데, 돌아와서 피란가지 않은 동네 어른에게 들은 바로는 “호저면 넘어가는 돌고개를 

빼앗으려고 많은 미군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돌고개 너머 동막마을에 살고 있는 박문익(朴文翼, 80)씨 같은 경우는 “금 리 고니골에

서 국군이 많이 죽었다”고 말하 다. 

  압곡리에 사는 최성침 어른 역시 “1·4후퇴 때에는 피란을 하 다가 3월 중순경에 압곡

리로 돌아왔는데, 주변에서 총을 7천 자루 정도 주워다가 서원면사무소에 전달하 다”고 

하 다.

  학담에 사는 이상혁(1928년생) 참전용사는 “1·4후퇴 이후 봄에 횡성에 들어와서 보니 

23) 횡성 갈풍리 5반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3년 2월 23일에 인터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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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임 할머니와 인터뷰하는 필자

박순임 할머니의 횡성전투 당시의 집터 주변(우측사진 마주 보이는 밤나무 있는 곳이 집터) 

새말 교차로에서 초원리 방향으로 수

백 의 차량들이 뒤엉켜 있었다”고 

하 다. 

  박순님 할머니(1943.4.8, 초원1리 초

학로 16)는 1·4후퇴 당시 초원1리에 

살았고 갈풍 작은 에 갔다가 작은 할

머니가 너댓 식구가 와서 파먹는다고 

설음을 주어서 하룻밤 자고 다시 집으

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올 때, 인민군

이 얼마나 많은지 새노랗으며, 뒷내다

리 끊느라고 난리법석이었는데 다 끊었는지 조용하길래 집으로 왔다. 그래서 당시 전투상

황과 참상을 어리지만 목격하 던 것이다. 할머니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집에 돌아갔더니 인민군이 5일 있다가 어디론가 이동하 다. 안방에 인민군 장교가 있

었는데,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이동한다고 하면서 가버렸다. 그리고 보름 정도 지나서 

중공군이 들어왔다. 우리 집은 입벌이라는 곳으로 저 골짜기(초원1리 입구) 다리 건너 콘

테이너 박스 아래에 있었는데, 중공군은 낮 동안에는 들 같은데 가서 꼼짝도 하지 않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와서 밥을 해 먹었다. 벼를 찧어 먹기도 했는데, 찧기만 했지 그것

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 충 먹었다. 통감자를 그냥 먹기도 하고 더러운 것도 모르

는지 똥오줌바가지에 밥을 퍼 먹었다.  

  집 마당에는 중공군이 자기네 군 의 시신을 쌓아 놓았다. 시신이 썩어서 물이 줄줄 흐

르기도 하 는데, 건너 밭둑에 내다가 묻었다. 저녁에 중공군은 군가를 부르곤 했는데, 얼



학살의 계곡이라 불린 횡성전투┃제1절

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371

당시 16연대 지휘소로 사용했던 광덕초등학교와 학담으로 넘어가는 덕고개 모습

정두영씨

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중공군이든 인민군이든 당시 전 를 차고 다녔는데, 그 속

에 있는 옥수수 가루 같은 것은 맛도 없거니와 모래씹는 것 같았다. 반 로 아군이 주거

나 버리고 간 건빵은 먹으면 너무 맛있었다. 여자군인들도 있었는데, 간호원이었다. 저녁

마다 죽겠다고 고래고개 소리를 질 다. 당시 곳곳에 시신이 많았지만 덕고개(학담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시신이 늘렸었다.   

  전투가 끝난 후, 국군과 미군은 시신을 찾아가기도 하 지만 부분 한 곳에 모아 묻었

다. 그리고 들은 얘기지만 장지고개 너머 하일(학곡리)에는 발 딛을 틈이 없을 정도로 시

신이 늘렸다고 하 다. 

  한편 서원면 거슬치에 살면서 횡성전투를 기억하는 

정두 (1937.9.9)씨를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 보았다. 

  거슬치(居瑟峙)는 강원도 서원면과 경기도의 양동면, 

청운면 세 면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1951년 2월 

11일 오후 5시, 중공군이 횡성을 향해 총 반격을 개시

하던, 즉 2차공세가 시작된 곳이다. 이런 지형적 특징

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곳

에서 거슬치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6·25전쟁을 어린 

몸으로 겪었던 정두 씨의 거슬치에서의 전쟁나기 이

야기를 들어본다. 

  정두 씨는 1937년 9월 9일에 거슬치에서 태어나 6·25전쟁 발발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생(조금 늦게 학교 들어 감)으로 서원초등학교 물안분교에 다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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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들이 머무르던 집 

거슬치(거실치) 마을과 옛 물안초등학교 전경(중공군 연대 연병장과 장교 숙소로 사용한 곳)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피란을 가지 않았으나 1·4후퇴 때 여주 고달(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재당숙 집으로 큰  식구와 피란을 갔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중

공군이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집에 가서 배불리 먹으면서 

살자고 이튿날 다시 거슬치로 돌아왔다. 

  얼마가 지났을까, 하루는 국군 1개 분  규모 즉 8~9명 정도 되는 국군이 찾아왔다. 한 

두 명은 지팡을 짚은 부상병이었는데, 포로망을 빠져나왔다고 하며 방 좀 준비해주고 생

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30m 떨어진 집 사랑방을 마련

해 주고 밥도 해 주었다. 우리 할머니가 동네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는데, 피란 안간 동네 

젊은 여자들 20명과 함께 밥을 해 주었던 것이다. 이때가 구정(당시 구정은 2월 6일) 밑인

데 떡을 하 다. 떡을 할 때는 군인들이 떡메로 떡을 쳐 주었다. 

  

  어느 날 성한 사람들이 몇 명이 나갔다 오더니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왔다. 고기를 동

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우리 집

에 준 것은 처마 끝에 매달아 두었다. 

  하루는 물안 가기 전에 사는 최양철이라

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다가 겨울이지만 

마루에 8~9명의 국군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아들은 빨갱이인데, 인민군으

로 나갔다. 그런데 중공군과 연락이 되었

는지는 몰라도 다음날 새벽에 3,000명의 

중공군이 동네로 들어왔다. 말발굽 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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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본부로 사용하던 정두영씨 집

단했고 울타리 부수는 소리도 났다. 마당에 중공군과 말 몇 마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

다. 울타리를 부수는 건 퇴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 다. 장교되는 사람이 집안에 

들어왔다. 속으로 ‘이제 국군들과 우리들 모두 죽었구나!’ 생각하 다. 잠자고 있던 국군들

은 모두 체포되었다. ‘모두 죽었을 것이다’ 추측했는데,  두 집 건너 부근에서 2~3명이 오

고 있었다. 

  국군이 우리 집에 들어오자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어찌된 일이냐”하고 물었더니, “중공

군들이 가만히 나둬요”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떡을 구워 먹이고 다른 사람들에

게도 갔다주라고 싸주었다.    

  그날 저녁 중공군들은 피리를 불며 난리를 피웠는데, 아침에 보니 국군이 없었다. 그 

다음 다음날 국군 몇 명이 오고 있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따라갔는데 지키는 보초가 

없어 부상자만 남기고 왔다고 하 다. 그리고 아군이 원주에 있다고 하면서 밥을 먹고 원

주방향으로 갔는데, 그 이후 간 사람이나 포로가 된 사람에 하여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한편, 중공군이 오던 날 인민군 통역

병이 연 본부로 써야하니 방 한 칸 

내달라고 했다. 그래서 안방을 내주고 

우리 식구는 웃방에 모여 있었는데, 무

서워 나가지도 못하 다. 당시 장교도 

전 를 메고 다녔는데, 전 에서 비상

식량을 꺼내어 하룻불에 구워 먹었다. 

이때 할머니가 떡을 노랗게 구워주었

더니 고맙다고 하며 받아먹었다. 나가

보니, 마루 흙 벽에 제000연 본부라고 한자로 써 놓았다. 

  한편, 증조할아버지는 한학선생이어서 고서가 많았다. 장교는 선반에서 맹자 한 권을 

내려다가 들쳐서 보더니 “누가 보던거냐?”고 하길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더니, 잘 두라

고 하 다.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중공군들이 문을 다 뜯었다. 그것으로 방공호를 만들

고 그 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 다. 배식할 때는 그릇이 없으니 물동이, 자백

이도 사용하고 오줌동이도 물에 씻어 사용하 다. 물동이가 깨지기라도 하면 인민폐를 주

었다. 그리고 언 땅에다 쌀과 곡물을 묻어 두었는데, 제 로 땅을 파지 않고 묻었으므로 

제다 헤집어 쉽게 찾아내어 꺼냈다. 우리 할머니가 아주 억세는데 지게 작 기로 누비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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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용과 이정희 부부 

을 입은 중공군을 두들겨 패기도 하 다. 그런데도 크게 아랑곳하지 않았다. 쌀을 묻을 

때 태극기도 같이 묻었는데 발견이 되었다. 이젠 죽었구나 했는데, 끄집어 낸 병사가 “이

승만 만세”하면서 농담을 하며 장난을 쳤다. 쌀을 다 빼앗겼는데, 그때 인민군 장교는 쌀

을 가져간다는 증서를 써 주며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고 하 다.

  당시 우리 할머니가 참 지혜로웠다. 도정 안 한 벼를 보리밭에 부어 놓았는데, 도정을 

안 했으니 가져가지도 못하고 돌이 섞여있으니 먹을 수도 없어 그냥 두고 갔다. 간 다음 

모두 거두어 돌이 섞 지만 그래도 굶지 않고 먹고 살았다. 다른 사람들은 양식이 부족하

지만 우리 할머니 덕분에 우리는 크게 굶지 않고 동란을 버틸 수 있었다. 

  한편, 그래도 살 수 있었던 것이, 도토리가 그렇게 많이 열렸다. 청년들은 의용군으로 

안 끌려가려고 산에 가서 은신하 다. 이때 산에서 도토리를 주어 밤마다 몇 말씩 지고 

내려왔다. 밤이 되면 가족들이 불을 키고 데리려갔다. 집에 오면 혹시라도 몰라 신발을 

신고 잘 정도 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일찍 밥 먹고 또 산에 올라가곤 하 다. 주워온 

도토리는 울을 만들어 보관하 고 그것으로 묵을 만들어 먹으면서 살았다.

  원주 호전면 광격리 송이골 즉 동막에 사는 이정희(1938.10.2) 원유용(1933.11.25) 부부의 

횡성전투 상황에 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이정희 할머니는 1·4후퇴 당시 12세

고 충주까지 피란을 갔었다. 얼마나 지났

을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어

찌된 일인지, 이곳 개전동과 송이동에서 

큰 전투가 벌어져 중공군이 국군과 미군

을 모두 죽이고 있었다. 할머니는 당시 상

황을 이렇게 말했다. 

  

  중공군들이 온 천지를 뒤덮었고 국군의 시체와 미군의 시체가 여기저기에 겹겹이 

쌓 다. 처음에는 국군들이 먼저 내려왔고 나중에 미군이 왔는데 거의 죽었을 것이

다. 우리는 방공호에 들어가 숨어있곤 했다. 방공호는 저 나무 부근에 ㄷ자 모양으로 

동굴처럼 파서 생활을 하 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반공호를 파놓으라고 해서 미

리 파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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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전동길에서 본 호암산

개송교에서 본 개전동과 송이동(동막)

  당시 이 개전동에는 일곱 가구가 살았다. 산 능선이 개가 누워 있는 모습인데 위쪽이 

머리 부분이고 아래 부분이 꼬리 부분이다. 산 밑은 온통 논이다. 그래서 개전동이라 한

다고 이정희 할머니의 남편인 원유용 할아버지가 말하 다. 중국에서는 이 지명을 개전

(介田)이라고 한자를 쓰는데, 잘못 쓴 것이다. 개전동에서 개송교를 건너면 송이동인데 송

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불 다고 하 다. 지금은 동막이라 한다고 한다. 개송교는 개전동

과 송이동의 첫 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라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번갈아가며 기쁜 마음

으로 말하 다. 

  중공군은 이곳까지 와서 아군의 퇴로를 차단하 다. 서원면 돌자골(석자동 : 금 리)-검

두재-물골재을 거처 선돌을 지나 개전동으로 후퇴하는 아군을 공격하 고 또 능골-갈풍산

성-돌고개[石峴]을 넘어오던 아군을 역시 매복 공격을 하 다. 특히 이때는 미군이 이 고

개를 점령하려다가 많이 전사했다고 주민이 말하 다. 

  어쨌든 중공군 제125사단은 횡성

군 서원면 석화리 거슬치에서 출발

하여 이곳 개전(또는 개송)과 이곳

에서 1km 정도 떨어진 호암산(311

고지)까지 달려와 미리 차단하고 

있었다. 호암산은 횡성과 원주를 

북과 남으로 한 눈에 관망할 수 있

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 다. 

이어서 할머니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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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부터 중공군들의 저벅저벅하는 발자국 소리는 다음날 점심때까지 진행될 정도

로 많았으며, 도 체 어디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많이 데리고 왔고 말이 포를 끌

고 온 것 같았다. 밤이 되면 집집마다 빈집에 들어가 방을 가득 채웠고 죽을 쑤어 오

줌바가지에 담아 먹는 것이 참 우스웠다. 어디에서 여러 마리의 소를 끌고 와서 잡아

다가 병골 허서방네 광(창고)에다가 쌓아놓은 것을 보았다.    

  모두 피란을 가고 설령 피란을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인과 어린이들만 있었고 중공

군은 주민들에게 해코지는 하지 않았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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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장 어머니(이종문 현 80세)와 원준희 할머니(우)

제2절 학살의 계곡 속에서 핀 인간애 

 1. 훗날 장관이 된 총상입은 윤성민 중대장을 살린 원준희 여인 

  전쟁 중에 피어난 기적 같은 아름다운 정이 있다. 

  필자는 2012년, 11월 1일, 깊어가는 

가을에 횡성문화원 사무국장과 함께 

오전에 랑 를 찾아 랑리 주변을 

답사하 다. 답사를 가는 도중 홍성진 

국장이 지난 밤 자신의 집에 놀러 온 

한 할머니로부터 61년 전 총상입은 중

장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는데 그 부

상병이 훗날 국방부장관이 되었고 올 

6월 6일 현충일에도 초빙을 받아 아들 

딸 며느리를 데리고 푸짐한 접을 받

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전

에 랑  답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안흥에서 식사를 하고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홍국

장 집으로 갔다. 그곳에는 사무국장 어머니와 그 할머니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 

할머니는 이름이 원준희로 현재 86세로 1927년 12월 6일생이라고 하 다. 

  두 사람은 옛날 젊은 시절 공근면 도곡리에서 언니 동생 같이 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이번 주에 원준희 할머니가 고향에 놀러가고 싶다고 하여 아들이 이곳 홍국장 어머니에

게 데려다 주고 토요일 모시러 온다고 하 다고 하 다. 인사를 드리고 홍국장이 자초지

정을 말씀드리고 61년 전의 이야기를 부탁드렸더니 쾌히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해 주셨다. 

이에 훗날 국방부장관(당시 제8사단 21연  1  2중 장)이 된 한 총상 입은 중 장과

의 가슴저리면서도 기적 같이 피어난 아름다운 훈훈한 이야기를 들었다.    

  피난가다 되돌아오다

  때는 바야흐로 1951년 2월 어느 날! 50년 10월 중공군 개입으로 결국 51년 1월 4일에는 

수도 서울을 버리고 후퇴를 거듭했는데, 1월 중에 횡성에도 피란명령이 내려져 동네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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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리 전경(왼쪽 잘록한 곳이 연당골)

이들은 모두 피란을 떠났다. 남편도 군인병으로 부 를 따라 어디론가 갔다. 원할머니는 

21세에 시집을 와서 이때가 25세가 되었다. 원할머니의 가족은 시부모 내외와 시동생들, 

시누이들, 돌도 안 지낸 어린 아기를 등에 업고 피난길에 나섰다. 학담 공근지서에 다달았

을 때, 경찰이 “시동생을 두고 가면 일 보다가 피란 잘 시켰다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두고 가라고 하여 지서에 두고 떠났다. 학담 큰골에서 자고 아침에 갈풍까지 갔는데, 인민

군과 중공군이 들어와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돌아오면서 장지고개를 보니까 폭격을 하

여 신작로에 시체들이 널렸는데, 그 시신을 밟고 인민군과 중공군이 넘어오고 있었다. 

  

  돌아오는 도중 등에 업힌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다

  큰골에서 장지고개를 넘어오려고 

할 때, 아군의 폭격이 있어 솔밭에 

가 있다가 저녁때가 되어 장지고개

를 넘었다. 고개를 넘어오는데 아이

는 죽었는지 뻗뻗해져서 자꾸 흘러 

내렸다. ‘어른들도 폭격에 기가 넘어

가 죽겠는데, 앓던 아이가 죽으려하

니 바늘이라도 찔러보고 싶었다’고 

하 지만 시부모는 아랑곳하지 않았

다. 연당골을 넘어오는데 자꾸 아이

가 흘러내렸다. 당시 엄동설한의 눈길인데도 퍼 기가 없어 이불 뜯어 업었으니, 이 얼마

나 불쌍한 일인가!

  연당골을 넘어 집 가까이 올 때는 이미 등에서 축 쳐져서 자꾸 올려도 내려가고 자꾸 

올려도 내려갈 정도로 이미 이 세상 아이가 아니었다. 집 주위에는 중공군과 인민군이 있

었다. 집에 돌아와 웃방 웃묵에 눕혀 놓고 혹시나 하여 등 밑에 손을 넣어보았지만 차가

웠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넣어 보아도 차가 와서 아이는 죽었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시아

버지는 거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이를 둘둘말아 가지고 나가더니 어디다가 눈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왔는지 금방 들어왔다. 이렇게 하여 세상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참혹하고 

추운 전쟁 중에 아들은 하늘나라로 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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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골과 윤성민 전 장관이 지어준 집

  총상입은 중 장을 정성껏 간호하다

  2월 12일, 어제 저녁부터 밤이 깊도

록 집의 뒷산 신부골에서 총소리가 

났다. 아마도 서로 총격전을 하는 모

양이었다. 온 천지가 눈으로 덮여 있

는데, 인민군과 중공군이 8사단을 포

위하고 공격할 때 다. 아침에 한 병

사가 피투성이가 된 한 군인을 껴들

고 들어왔다. 부축 받고 온 병사는 

“빨리 가라.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만나

자. 빨리 가서 너도 잘 살아야 한다”

고 하면서 보냈다.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는 천정을 찔러 군복을 감추고 나서 신발(워커)

과 시계를 주면서 어디 갖다 버리라고 하 다. 산사람의 것이어서 차마 버릴 수 버릴 수 

없어 부엌에 잘 감추어 두었다. 시계는 피가 묻지 않은 신발 속에 넣어 두었다. 

  입을 옷을 달라고 하여 바지와 저고리를 주었다. 그리고 총알을 빼냈는데, 그곳에서 피

가 주루룩 흘 다. 그리고는 호박을 긁어서 소금과 찧어 발라달라고 하 다. 그래서 호박

을 긁어 소금을 섞어서 상처에 발랐다. 3일인지 5일이 지나서인지 보았더니 그 구멍 난 

상처부위에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참 신기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부터는 바르지 

않았다. 호박에 소금을 섞어 바르면 상처가 낫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발라달라고 했는

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상처는 치료되어 가고 있었다.

  여기서 이 부상병은 어떻게 총상을 입었는지, 당사자인 윤성민 전국방부장관은 TV인터

뷰(2012.6.26. MBC 방  ‘잊혀진 비극 횡성전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 다.  

  길로 내려왔어요. 소로를 타고. 그런데 거기서 매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5m거리

에서 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 원들이 산개해서 가지 않고 후퇴하다보니.

  총상입은 곳이 여기 저기(발) 뚫고 나가는 거. 그 다음 여기(허벅지4발). 손가락(여

기는 달랑달랑했지). 여섯발을 맞았는데, 심장이라던가, 복부를 맞았으면 못 살지. 총

도 카빈 총이야 적의 15m에서 맞았으니까. 보통 총 같으면 즉사하지. 

  적군에게 15m 전방에서 저격을 받아 6발을 맞고 부하의 부축을 받아 아침에 신부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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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신부가 살았다고 하여 이름 지어진 골짜기)로 내려와 피란에서 돌아온 이 원여인집

으로 들어 온 것이었다. 

  부상입은 중 장을 남편이라 속이고 구원하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마을사람들이 모두 피란 간 왼 딴 집에 부상병이 들어 온 그

날 저녁 인민군과 중공군이 들이닥쳤다. 미군을 10여 명 포로로 잡아왔는데,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아침에 보니, 미군 군복을 벗겨서 자기네들이 입고 자기네 옷을 

그들에게 입혔는데 또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 아마 죽 을 것이다. 중공군들과 인민군들

은 거지 다. 제 로 먹지 못한데다 입은 것도 거지 같이 입었다. 낮에는 아군 전투기 때

문에 다니지 못하고 밤만 되면 저녁에 내려와 부엌에서 죽을 쑤어 먹기도 하고 산으로 

나르기도 하 다. 아마도 동료 인민군과 중공군에게 가지고 가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재

미있는 것은 그들이 오줌바가지에 죽을 담아 먹는 것이었다. 어디에서 쌀을 훔쳐다가 맷

돌에 갈아 솥 3개에다 죽을 쒀 먹었던 것이다. 당시 학담(면사무소 부근)에 벼 가마가 쌓

여 있었는데, 인민군들이 먹지 못하도록 모두 불태워버렸다. 몇 개월 동안 탔다.

  한편, 부상병은 웃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인민군이 

밟고 다녀도 꿈틀거리지 않았다. 밥은 조밥에 김치 한가지로 제공하 는데, 이것마저도 

시부모가 밥 많이 줄까봐 야단이었다. “언제 봤다고 밥을 쳐 먹이나. 도 체 창지가 있는

거냐 없는거냐” 하면서 구박을 하 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니꼬아서 밥을 더 많이 주었다.

  당시 안방에는 인민군 장 혼자 큰 방에 혼자 누워있었고, 웃방에는 8명이 누워 잤다. 

시부모와 시동생 2명, 시누이 3명, 윤중 장 등 8명이 잤다. 중공군과 인민군이 밤새도록 

죽을 쑤느라 불을 때었기에 웃방까지 따뜻하여 비좁았지만 별 문제 없이 잘 수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인민군 한 사람이 웃방을 쳐다보다가 들어와서 이불을 제키면서 총을 

겨누었다.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아본다.

  윤성민 전장관은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눈이 퉁퉁 붓고 얼굴도 부어서 호박을 붙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나는 

지금 폭탄을 짊어지고 가다가 폭격을 받아서 지금 부상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

는데, 나를 홍천 포로수용소로 보내려고 그래. 아 이제 죽었구나(MBC 방송).

 

하고 당시 절박한 상황을 말하 다. 그럼 당시 원여인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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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여인 집 건너편(비빌하우스 부근이 백영소씨가 살던 집 

터이고 오른쪽 우사 부근이 노부부가 살았던 터다) 

  나는 신랑이라 그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아들이라 그러고. 군인이니까 머리 

깎은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는 거죠. 우리는 ‘군인 밥 날라주다가 총알 맞아 

아파 못 일어나고 들어 누워있다’고 했다. 그러자 목에다 총을 들이댔다. 그래서 중공

군들한테 단련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밥을 하러 들어가면 목에 총을 들이 요. 그래

서 내가 ‘죽여라 죽여라. 나는 하루 사는 것이 열흘 사는 것보다 더 지겹다. 죽일테면 

죽여라 이 새끼들아.’ 

아주 단호하고도 자신감 있게 욕까지 섞어가며 말하 다.  

  이렇게 저녁마다 중공군과 인민군들과 씨름하고 낮에는 시부모에게 구박받고 있었다. 

남들은 며느리가 겁탈당할까 며느리를 틀어박고 시어머니가 밥을 한다는데, 반 로 시어

머니는 죽어도 괜찮다고 할 정도 으니, 그 설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보름정도 지났을 때, 중공군과 인민군이 물러가고 미군이 들어왔다. 이때 윤중 장은 

천장 위에 있는 군복을 꺼내 입고는 신발을 찾아달라고 하 다. 버렸다고 하니, 그곳에 

가보라고 하길래 부엌에 잘 감추어 놓은 신발과 시계를 건네주었다.

  문을 열고 손을 들고 나갔지만 미군(해병 제3사단 수색중 )이 무서워 나가보지도 못

하 다. 당시 미군은 여자만 보면 끝

까지 달려가서 강탈하 다. 집집마다 

남편들이 아내를 감추어 놓고 밥을 

할 정도 다. 

  이후 윤중 장은 중국어를 잘하여 

도움을 준 건너편 백 소씨 집에서 며

칠 머물 다. 그러나 두 내외가 젊은 

관계로 다소 불편하여 옆 집의 정양시 

노부부 집에서 보름 정도 더 머물 다

고 한다.

  27년 후에 3성장군이 되어 원여인을 찾아오다

  27년이 지난 어느 9월에 콩을 떠는데, 한 병사가 와서는 

  “아주머니 난리 때 빨갱이 밥해 주었지요.”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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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민 전국방부장관이 지어 준 보은의 집

  ‘빨갱이 하면 진절머리 나서 듣기도 싫어.’ 

  “아주머니 에서 빨갱이가 피란했다던데요”  

  “빨갱이가 아니고 윤백만(당시 윤중 장은 신분을 속이기 위해 윤백만이란 이름 사용)

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식이 없다. 30년이 지났는데,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없다.”

  또 한 병사가 다녀간 다음날 군인들이 집 주변을 둘러쌌다. 큰 전쟁이 일어났는 줄 알

았다. 그런데 신작로에서 걸어 올라오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6·25전쟁 때 총에 부당을 

당한 그 중 장이었다. 달려 내려가서 기쁘게 맞이하 다. 

  방에 들어 온 두 사람은 그 때 그 감회를 마음껏 쏟아냈다. 원여인은 조밥에 김치하나 

밖에 못해 준 것이 미안해 쌀밥을 해 주려고 하 고 윤성민 군단장은 시부모에게 구박을 

받아 가면서 끝까지 정성껏 간호해 주고 따뜻한 조밥이라도 해 준 정성이 감사할 뿐이었

다. 쌀밥보다는 조밥이 더 맛있다고 하면서 다음날을 기약하고 그날은 그냥 갔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정성껏 간호하여 살린 그 중 장이 훌륭한 군단장이 되어 나타난 것 자체

가 꿈이었는데, 맥주 3박스, 통닭 3박스 사가지고 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까지 다 먹 으

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음날 군인들이 TV를 가지고 왔다. 뒷산에 안테나를 세우고 TV를 켜니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함께 보았다. 고구마를 쪄주면 맛있게 먹고 재미있게 보고 갔다. 

  새 집으로 보은의 마음을!

  이렇게 사는 것에 재미를 더해가고 있을 때 23평짜리 집을 지어 주었다. 반듯하고 따뜻

한 집까지 지어준 윤전장관의 정성이 너무나 고마워 어쩔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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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6월 6일에 윤전장관으로부터 초빙을 받았다. 아들, 딸, 며느리 모두 데리고 갔다. 

너무나 잘 살고 있었다. 사모님이 고맙다고 손을 잡고 몇 번이고 인사를 했다. 정원을 거

닐 때도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 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윤전장관은 약혼을 

한 상태에서 임관을 하 고 이어 6·25전쟁을 맞이한 것이었다. 당시 제8사단이 중공군·

인민군 연합군에 뜻하지 않은 일격을 받아 큰 타격을 입은 데다 6발이나 총탄을 맞고 사

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천사(원여인)를 만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며 감동적인가! 2013년 올해도 초빙받아 해우의 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2. 조니 그로이씨의 구사일생과 횡성전적지 방문

  1) 조니 그로이 편지 - 박경윤씨에게(93.2.16)

  본인은 귀하와 같은 부 는 아니지만 본인도 1950.8.16부터 1951.6월까지 한국에서 미 

보병 2사단 82 A.A.A. AW  D포병 중 에 있었습니다. 

  본인은 당지 한국참전용사회 간행지인 Gray Beards에서 귀하의 주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귀하에게 서신을 드리고자 생각하 습니다. 본인은 항상 한국을 다시 한 번 방문

할 것을 소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한국전에서 크게 두 번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 눈을 실명하고 두뇌에 부상을 입

었습니다. 그래서 40% 정도의 불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P.T.S.D라는 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혹자는 4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은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나 본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 군우리전투에서 포위되었고 거기서 많은 전우를 잃었습니다. 1951년 2월 

12일 우리는 남한 횡성북방에서 또 한 차례 포위를 당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창봉리 남쪽

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횡성 남쪽까지 사이에서 계속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D포병

중 만도 87명 중 생존자는 겨우 25명이고 가장 친한 전우도 거기서 잃고 그의 시체도 찾

지 못하 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옛날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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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니 그로이가 박경윤씨에게 보낸 편지(1993.3.23 받음)

  친애하는 친구여

  당신의 두 번째 서신을 받고 몇 마디 더 당신에게 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의 

처 Myrtle과 나의 사진을 동봉합니다. 우리는 1952년 결혼하여 아들이 33세, 딸이 39세, 손

자가 넷,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현재 엘든(Elden)시경에서 21년간이나 법률에 관한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이 만 15세 되던 해에 군에 입 하고 17세 되던 해 생일을 지내고 곧바로 한국전쟁에 

참전하 지요. 동봉한 사진 속의 친구들은 1950~1951년 사이에 같이 한국전쟁에서 82 공

야포 에 소속되었던 전우들로서 그들의 명단은 사진 이면에 있습니다. 

  동봉한 문서의 Copy들은 1991년에 옛 장이던 Killike 중령이 나에게 보내준 것이며, 

그 내용은 우리 82 공야포 에 관한 서훈 및 훈장일람표와 우리 사상자 기록 파일입니

다. M1A는 아직도 그 사체가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한 장은 당시 북진시 

어느 의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1950년 8월 16일 미2사단 소속으로 한국에 참전하 고 낙

동강에서 큰 전투를 두 번 겪었고 군우리 북방에서 춘천까지 다섯 번 또한 큰 전투를 하

습니다. 그러나 횡성에서의 전투만은 그중 가장 심하 고 예외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후방 병원에서 퇴원 후 5월에 원 복귀 이래 나의 건강은 그 이전과 같지 않았고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래 계속 건강은 좋지 못한 편입니다.

  내가 요전에 보내드린 자료들과 같은 내용을 이각구 실장님에게도 전송하 습니다. 만

일 무방하시다면 이 서신의 Copy도 이실장님에게 보내주시면 좋겠고 그것은 전적으로 당

신의향에 일임합니다. 당신은 나의 지금의 심정을 잘 이해하시지 못하겠지만 나는 가능하

다면 일생에 다시 한 번 한국을 방문하고 옛 전투지를 돌아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Video에 관하여서는 나는 V.H.S.식을 소지하고 있으나 어느 Type의 

Type라도 무방합니다. 무슨 방법으로라도 귀측에서 보내주시는 Video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 Billy Cochron은 횡성북방 335고지에

서 실종되었고 그의 자당(慈堂)은 나이 95세에 작고하 습니다. 그의 사해(死骸)는 아직도 

고향집에 못 돌아왔고 그의 부친 Cochron씨는 아직도 그의 아들이 집에 살아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모친이 아들을 고 하며 작고함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

다. 그리고 우리 분 는 335고지에서 전멸하 으며, 1951년 당시 사해수색작업시 분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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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를 하나도 찾지 못하 습니다.

  이제 이 서신을 마감함에 있어 한국의 친구들한테서 혹시나 무슨 좋은 소식이나 있을

까 기 하여 봅니다. 당신에게 감사하며 신의 가호가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며.

 
조니로부터

  3) 이각구 과장님께

  안녕하십니까? 박경윤씨로부터 서신에 한 회신을 본인이 직접 귀하에게 드리고 또한 

본인이 구하는 정확한 위치와 지점을 더욱 상세하게 보내달라고 말하 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창봉리에서 횡성으로 가는 사이에서 아군이 중공군이 모는 4 의 차로 

인하여 함정에 빠졌던 곳의 정확한 위치와 지점을 표시한 지도를 이에 동봉합니다. 이 지

도는 책자(한국에 있어서의 릿지웨이 장군의 결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아군이 싸우던 장소는 단히 길었습니다. 아군은 당시 310고지로부터 심한 화력공세를 

받고 우리의 M16 TANK는 파되었습니다. 우리는 하차하여 눈두 으로 달렸고 335고지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고지는 논골의 남쪽 다리(교량)의 북쪽에 해당한다. 때는 1951

년 2월 12일 새벽 3시 다. 그리고 아침 9시 30분 쯤 중공군이 우리의 335고지 후면으로 

돌아오기 시작하 기에 아군은 남쪽으로 하산하 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총격전을 

시작하 습니다. 335고지에서 무사히 빠져 나온 사람들은 우리 분 에서는 오로지 본인 

한사람뿐이었고 다른 우리 분 원들은 모두 다 죽거나 또는 포로가 되었고 나의 가장 친

한 전우 Belly Cochron도 거기서 전사했습니다. 그의 시체는 집에도 못 돌아가고(찾지 못

해서) 본인은 지금도 가끔 그의 시체가 335고지의 어디엔가 그 로 버려져 있지 아니한가 

하고 생각을 많이 하여 봅니다.

  나는 고지에서 내려와 335고지 남쪽 뒤편에서 내려오는 한국군 병사들과 만났습니다. 

교량 정 남향 로쪽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미 37사단 20연  보병병사들과 

로를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아군이 학동(담)리에 도착했을 때의 총격전은 단히 격전이

었고 새말전투도 같은 상황이었다. 본인은 새말을 지나서 Richard Davis의 D포병중 장의 

M16 TANK에 올랐습니다(D포병중 원을 반쯤실은 탱크에서 M16총을 받았다. 본인은 도로 

맞은 편쪽으로 달렸고 중공군은 거의 전면적으로 깔여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도로의 나

머지 부분을 달렸고 중공군은 여기거기 즐비하게 깔렸습니다. 아군은 로상의 파괴된 많

은 차량들을 도로에서 어내야 했습니다. Davis는 계속 달리고(전사하고) 본인은 중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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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et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총탄에 맞아 후송되어 일본의 육군병원에 이송되었다가 1951

년 5월에 다시 원 복귀, 그 후 같은 해 6월에 재입원하 습니다.  

  4) 조니 그레이의 횡성방문기

  6·25전쟁 제44주년을 맞이하여 횡성전투 참전 미군용사의 전적지 방문이 이루어졌다. 

1994년 6월 27일 횡성군의 초청에 의하여 조니 그레이(Johnnie R. Gray)와 그의 아내, 윌버 

웹스터(Wilber Webster), 그리고 박경윤씨가 초청되었다. 조니 그레이는 미 제2사단 82야포

 탱크병으로 당시 이등병었고 공근 창봉전투 때 부상을 입고 미죠리주(Missouri) 엘던

(Eldon)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윌버 웹스터는 조니 그레이와 소속은 다르나 역시 공근 창

봉전투 때 중공군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하 다. 박경윤은 이들 참전용사들과 가교역

할을 하여 이번 방문을 성사시킨 인물로 고려 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6·25전쟁 당시 

미 건설 공병단 단장 보좌관이었다.

  추진동기 및 경위로는 1993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 APT 106동 1102

호에 거주하는 박경윤으로부터 6·25전쟁 당시 횡성전투에 참가한 바 있는 미국인 조니 

그레이씨가 당시 전투지역의 현재 모습을 보고 싶으니 사진촬 을 하여 보내달라는 요구

사항이 공보실에 접수되었다. 이에 횡성군청 공보실에서는 1993년 3월 18일~4월 30일까지 

원주 유선방송과 협조하여 VTR을 제작하여 조니 그레이에게 송부하 다. 횡성의 옛 모습, 

발전상, 전적기념비, 기념탑, 전투지역 격전지 현재 모습 등 25분용으로 만들었다. 발송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재향군인회에서는 6·25참전 미국용사 한국방문 후원금을 

모금하고 조니 그레이 부부의 한국방문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1994년 6월 21일~25일로 한국재향군인회 환 계획에 의거 공식행사에 참석한 다음 

횡성군의 초청으로 26~28일(2박 3일)에 횡성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이들 방문자들은 6월 26일 오후 4시에 횡성에 도착하여 로얄관광호텔에 여장을 풀고 다

음날 오전 10시에 횡성군청을 방문하여 김남성 군수의 예방을 받고 경찰서장, 교육장, 농

협지부장과 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따뜻한 환 를 받고 충혼탑에 참배 헌화하 다. 이어 

오찬에는 군수 주관으로 방문인사와 기관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곡교가든에서 불고기백반

을 메뉴로 접을 하 다. 참석인사는 군수, 의장, 부군수, 공보실장, 지역경제과장, 처리

계장, 원주유선방송사장, 조니 그레이 부처, 윌버 웹스터, 박경윤 등 12명이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적지를 견학하 다. 횡성감리교회를 비롯하여 장지고개, 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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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학담리, 창봉, 상창봉, 도곡리 일  시찰 및 전몰전우의 명복 기원, 당시 전투 목격 증

인 등과의 면담 등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자는 공근 창봉의 김만석, 공근 신촌의 김용연, 

공근 도곡의 홍순길 3명이었다. 저녁 만찬은 횡성군 방위협의회에서 마련하 다.

  다음날 28일에는 오전 군청 공보실 직원들 등과 환담을 나누었으며, 군수의 환송인사를 

받고 기념촬 을 하 다. 중식 후 오후에는 1시간 동안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협조로 묵

계농공단지, 축협사료공장, 두산농산, 수한양행 등을 견학하고 2시 이후에는 2시간 동안 

우천지역과 치악산을 관광하고 상경하는 것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 다.   

  김남성 횡성군수는 죠니 그레이와 윌버 웹스터에게 전달한 감사패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시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이역만리 한국에 오셔서 용감히 싸우시다

가 이곳 횡성전투에서 부상까지 당하신 숭고한 정신을 높이 기리면서 당시 격전지 방문

을 맞아 횡성군민 모두의 고마운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라는 감사의 말을 패에 담

았다. 박경윤(한·호친선협회 회장)에게 전달한 감사패에는 “귀하께서는 평소 한미 우호친

선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여 오셨으며, 특히 6·25참전 미군용사에 하여 깊은 관심을 기

우려 오시다가 횡성전투에 참전하여 부상을 당하신 죠니 그레이씨와 윌버 웨브스터씨의 

격전지 방문을 성사시켜 군민들에게 반공정신을 다시금 일깨워 주신 고마운 뜻을 이 패

에 담아드립니다”라는 감사의 말을 담았다.     

 3. 춘천 상걸리 무명 전적비

  이 내용은 강원도민일보(2013.8.13)의 ｢격전의 현장을 가다｣10에 실린 내용이다. 제8사단

과 횡성전투와 관련이 있어 게재한다.

  여기 이 말없는 골짝은 고 김성천님이 1951년 2월 오음산 삼마치 전투에서 중공

군에 포로가 된 국군 8사단 21연  이상용 외 4명을 구출하고 그 후 공산군에 체포돼 

원통하게 숨진 고장. 총성없는 곳에 가시어 편히 잠드소서.

  춘천 동면 상걸리에는 작지만 큰 사연을 품고 있는 이름없는 추모비가 있다.

  이 추모비는 6·25전쟁 당시 학도병을 참전한 이상용(81세)씨가 지난 1992년 자신의 목

숨을 살려준 은인 고 김성천씨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직접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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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성천님 추모비와 상걸리에서 본 대룡산

  경북 선산출신인 이씨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사촌동생과 함께 학도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하 다. 

  당시 나이 18세 다. 이씨는 군번없는 학도병출신으로 8사단 21연 에 배정된 보현산전

투와 한국전쟁의 분수령이 된 천 첩에 참전하는 등 굵직한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

웠다. 

  그러나 이씨는 1951년 2월 횡성 오음산 전투에서 중공군에 생포됐다. 

  포로가 돼 북으로 압송되던 이씨는 춘천 상걸리에서 반공유격 로 활동중이던 김성천

씨를 만났고 구사일생으로 탈출에 성공했다.

  당시 김성천씨는 마을 청년들과 유격 를 구성, 홍천 가리산 인근에서 유격활동을 벌

이며 북한군 군사시설 파괴와 보급  기습, 포로 구출, 군사정보 수집 등의 역할을 펼쳐

왔다.

  이씨는 “포로로 끌려가던 도중 김씨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했고 목숨을 건

질 수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탈출에 성공한 이씨는 1951년 5월, 군에 재입 했고 8사단에 재 편성됐지만 김일성 고

지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전역했다.

  휴전협정 이후 1953년 이씨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김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춘천 상걸리를 다시 찾았다.

  그러나 이씨는 마을주민으로부터 “김씨는 이미 마을 빨갱이의 고로 1951년 5월 처참

하게 죽었고 부인과 어린 딸도 장티푸스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에 이씨는 고인과 그의 가족들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그의 고향 상걸리에 추모비

를 세웠다. 



학살의 계곡 속에서 핀 인간애┃제2절

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389

무명용사비와 무명용사위령비 건립 개요(갑천면 화전리 소재)

  정전 60주년을 맞아 이씨는 여전히 고 김성천씨를 잊지 못하고 있다.

  추모비 건립 이후 매년 고 김성천씨를 위한 제를 올렸던 이씨는 “5년 전부터 몸이 아파 

제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김성천씨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른다”고 말했다.

  이씨는 “추모비는 김성천씨의 충정을 기리고 6·25전쟁이 남긴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건립했다”며 한반도에 두 번 다시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4. 무명용사 위령비 

  6·25동란(1951.1·4후퇴)시 중공군의 침공으로 이곳에서 육군8사단 예하부 로 입증되

는 용사들이 치열한 전투 끝에 수많은 장병들이 전사한 곳입니다. 횡성댐 건설을 계기로 

관계요로에 건의하여 군부 의 지원과 동민들의 협조로(당시 12세 소년이었던 본동거주 

백일현씨의 목격담과 입증) 6구의 유해는 발굴하여 전국립묘지에 안장하 으나 유감스

럽게도 수많은 용사들의 유해는 발굴치 못하 습니다. 

  아직 구천(九泉)에 계신 령이나마 위안코저 이곳에 위령비를 세웁니다. 

                                1998년 6월  일

                                                                추진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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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버 웹스터의 기념식수 표지석과 기념수

 5. 윌버 R. 웹스터의 기념식수

  한국전쟁 당시 ‘학살의 계곡’ 전투에 참전한 미합중국 육군 생존자 2명 중 한 사람인 윌

버 웨브스터(Wilbur R. Webster)씨가 전우들의 넋을 위로하고 횡성인의 각별한 후의를 기

리고자 1999년 9월 10일 기탁한 미화 400달러로 기념식수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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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투개요

  횡성전투는 1951년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중동부 전선의 횡성 일 에서 국군 제3·

제5·제8사단, 미 제2사단·제7사단, 네덜란드  등이 중공군 제39·제40·제42·제66군, 

북한군 제3·제5군단과 격전을 벌인 전투이다. 이어서 16일까지 원주와 지평리에서 전투

가 계속 진행되어 원주 북부에서 방어하고 지평리에서 미 제23연 가 승리를 함으로써 라

운드업 작전은 종결되었다. 

  평택 - 장호원 - 삼척선에서 중공군의 신정공세를 저지·격퇴한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중장은 미 제1·제9군단이 전개한 위력수색작전(wolfhound)에서 중공군의 주력이 접촉선

으로부터 훨씬 북쪽에, 그리고 소규모의 엄호부 만을 수원 이남에 배치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은 미 제1·제9군단의 한강선진출작전(Thunder Bolt, 번개작

전) 뒤이어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군단에 홍천포위작전(Round Up)을 전개하여 장차 미 

제1군단의 서부전선 작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전선을 전방으로 추진하도록 명령을 하달하

다.

  이런 배경하에서 라운더업 작전이 진행되었지만, 2월 11일 저녁부터 13일 오전까지 중

공군의 2월공세로 홍천 포위를 눈앞에 두고 국군 제8사단과 미 제21지원부  등이 도리어 

다층으로 포위되었다. 여러 겹으로 장미꽃 모양으로 포위된 제8사단과 미 제21지원부 의 

참상이 벌어진 골짜기를 ‘학살의 계곡’이라 명명될 정도로 오명(汚名)을 갖게 되었다. 물론 

우측방을 맡았던 국군 제3사단과 제5사단을 비롯하여 두 사단을 지원하던 미 제7지원부

와 제187공수여단 등도 분전 속에 많은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 이 횡성전투는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전투는 국군과 

미군 그리고 중공군과 인민군이 공격과 반격 거듭하며 전개하 으므로 인적·물적 손실도 

컸으며, 아울러 이에 따른 전투에 한 시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그

리고 중국의 시각차가 극명한 관계로 하는 수 없이 따로 기술하 으며, 이에 이 시각차를 

조금 줄여서 정리하면서 이 전투의 성격도 나름 로 파악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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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라운더업 작전 개시

  미 제8군의 명령을 수령한 미 제10군단장 아몬드(Edward M. Almond) 소장은 제5·제8사

단장에게 홍천-풍암리선을 확보하여 지  내의 적을 격멸하도록 하는 한편, 미 제187공수

연 전투단은 홍천 정면으로 진출하여 제5·제8사단의 공격을 지원하도록 하 다. 2월 5

일 총공격을 하 고 2월 11일에는 제3사단까지 투입하 다.

  군단작전을 지원하는 부 는 미 제7·제21지원부 , 미 제187공수연 전투단, 국군 제7

사단의 제20포병 (-1) 등이었다. 제21연 를 지원하는 제21지원부 에는 미 82 공포

 D포 를 비롯하여 B지원팀인 제38보병연  3  L중  및 탱크중  3소 가 있었고 

제10·제16연 를 지원하는 A지원팀에는 제9보병연  K중  및 탱크중  3소 가 배속되

어 있었다. 제3사단을 지원하는 제7지원부 에는 미 49포병 와 17보병연  2 가 있

었다. 제5사단을 지원하는 제187공수연 전투단에는 제96야전포병 와 제674야전포병

도 있었다. 

  1) 제8사단의 삼마치-오음산 점령

  제8사단장 최 희 준장은 수색작전을 전개하면서 용두리 - 홍천선을 확보하도록 하고, 

제21·제16연 를 전방에, 제10연 를 예비로 하여 공격하도록 하 다.

  군단의 좌일선인 제8사단은 2월 5일 08 : 00에 제16연 를 ‘서’, 제21연 를 ‘북(중앙)’, 제

10연 를 예비로 하여 포병 제50 , 포병 제20 (-1), 미 제21지원부 와  전차 1개 소

의 지원하에 용두리-홍천선을 포위하기 위하여 공격을 개시하 다.

  2월 5일 작전 개시와 함께 사단의 주공인 제21연 는 5번(당시 29번) 도로를 따라 410고

지 - 태봉산 - 벽학산을 공격하 다. 제21연  뒤로는 제21지원부 가 따르며 포격임무를 다

하고 있었다. B지원팀의 탱크부 는 도로 양 옆의 고지를 국군이 공격할 때 직접 사격으

로 지원했다. 그러나 당일 공격은 실패하 으며, 2월 6일 공격을 재개하여 벽학산·독재봉

을 탈취하 다. 독재봉을 탈취한 후, 태봉산의 진지를 제16연 (-1)에게 인계하고 773고지

까지 탈취하 다. 당시 지연작전을 쓰다가 땅을 내주는 북한군의 전술로는 춥고 험준한 

지형인데도 묵묵히 전진하는 국군의 인내를 꺾지 못하 다. 2월 7일 3 는 13:00에 상창

봉리고지(438고지)를 탈취하고 2 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732고지를 공격하 으나 실패

하고, 다만 제1 만이 하초원리 북서쪽의 535고지를 점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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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사단은 험준한 산악과 단애, 그리고 곳곳에 쌓인 빙설로 인하여 부 의 기동에 많은 

지장을 받았으며, 또한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공격작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2

월 8일 보전협동으로 삼마치 - 오음산을 공격하 으나 실패하고 제2 만이 간신히 737

고지를 탈취하 다. 2월 10일, 좌일선의 제1 를 상창봉리 쪽으로 이동시킨 후, 제21지

원부 와 전차 1개 소 의 지원하에 공격을 재개하여 적진으로 육박하 으나 적은 집중

포화로 응하면서 많은 증원부 를 투입시켜 완강히 저항하 다.

  제21연 가 공격을 개시한 지 7일 만인 2월 11일에야 홍천에 이르는 삼마치 - 오음산

을 탈취하고 곧바로 삼마치 - 443고지까지 진출하여 급편방어 진지를 편성하고 야간전투

에 비하 다.

  제16연 는 2월 5일 개전과 더불어 태봉산 북서쪽의 410고지를 탈취하고 밤골 부근에서 

야 하 다. 미 제9사단 보병과 탱크로 구성된 A지원팀이 국군 제16연 를 직접 지원했

다. 2월 6일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풍수원으로 진출하고자 하 으나 실패하 다. 2월 7일

에는 송현리와 야산리 일 에 배치되어 적의 야간공격에 비하 다. 2월 8일에는 화채봉 

일 를 수색하면서 용두리로 진출하려 하 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고전을 치

다. 2월 9일 제1 는 양지촌으로 돌입하다가 417고지에서  규모의 적과 교전을 벌

으나 적진을 돌파하지 못하고 400고지에서 방어로 전환하 다. 그리고 제3 는 매남

재-579고지에서 적의 역습을 받았으나 장은 즉시 매남재 - 727고지에 각 중 를 배치하

여 적을 격퇴하 다. 2월 10일에는 제2 를 전선에 투입하여 공격을 재개하 다. 연

(-1)는 증안리 북쪽의 417고지 공격은 실패하 지만 제2 의 증원을 받은 제3 는 727

고지 - 매남재에서 적의 역습을 격퇴하고 석화리 부근까지 적을 추격하면서 많은 전과를 

획득하 다. 2월 11일에는 제2 로 하여금 417고지에서 2일간 격전을 치른 제1 의 

진지를 인수하게 하 다.

  한편, 사단예비 던 제10연 는 2월 5일 큰골 일 로 이동하 다. 2월 6일, 제8사단장인 

최 희 준장은 제10연 를 투입하여 전방의 전투력을 증강하 다. 2월 8일에 주력은 766

고지-591고지 일 를 탈취하고, 제2 는 북조동에 집결하여 다음 전투에 비하 다. 2

월 9일 주력은 공격기세를 가속화하여 적의 예상 집결지인 도원리를 공격하 으나 적의 

적인 역습으로 실패하자, 연 장은 성지봉 일 로 병력을 철수시켜 재편성을 실시한 

후, 곧바로 공격을 재개하여 목표를 탈취하 다. 2월 10일 767고지 - 성지산에서 다시 교전

이 벌어져 제9중 의 진지가 돌파될 위험에 이르게 되자, (-1)가 즉시 양측방으로 역

습을 개시하여 적을 격퇴하고 진지를 고수하 다. 2월 11일 이날 04:00에 규모의 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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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퇴한 후, 성지산 일 를 완전히 확보하고 도원리 북쪽의 고지 일 를 점령하 다.

  이때 제10연 가 4km 북동쪽에 있는 동안 제16연 는 제8사단의 서쪽 측면부 가 되었

고 두 연 는 북서쪽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게 되었다. 이에 제10연 와 제21연 와의 

간격이 8km에 달했다. 제21연 의 오른쪽 뒤쪽 8km 거리에 국군 제3사단 22연 가 있었

다. 이런 상황은 향후 적의 적인 공격에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었으며, 제8사단을 지

원하는 제21지원부 는 창봉리에 위치하 다.

  이렇게 하여 2월 5일 라운더업 작전을 전개한 이래 7일이 지나서 삼마치고개-오음산 지

역과 도원리, 석화리 주변 등을 점령하 으나 용두리까지는 여전히 접근하지 못한 채 2월 

11일 저녁에 적의 기습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2) 제5사단의 포동리-추동리 일대 점령

  군단의 우일선인 제5사단은 2월 5일 08 : 00에 서쪽으로부터 제36·제27연 를, 제35연

를 예비로 하여 제26포병연 가 제27연 를 직접 지원, 미 포병 1개 가 제36연 를 

직접 지원 그리고 제187공수연 전투단의 제674포병 가 사단을 일반 지원하고 미 전차 

1개 소 가 제5사단을 지원하는 가운데 홍천-풍암리선 확보하기 위하여 42번 도로에서 일

제히 공격을 개시하 다.

  좌일선의 제36연  주력은 358고지의 전방과 포리-너름바위 일 에서 공격제 를 

배치하여 적과 치하 다. 2월 7일 06 : 00에 전날에 이어 용둔리 - 양지촌 - 울둔에 한 

공격을 재개하 지만 전날보다 증강된 적의 저항으로 무위에 끝이 났다. 2월 8일 04 : 00에 

여명공격을 개시하 다. 제1 는 이날도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치르고 있는 반면에 제2

는 하궁리 북쪽의 적진을 탈취하 다. 공격 5일째인 2월 9일 04 : 00에 1 는 412고

지에 뒤이어 247고지 - 317고지의 배후를 찔러 이를 탈취하고 정금산으로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12:30에 이 고지를 탈취하 다. 또한, 연 는 제1 의 공격을 지원한 후, 350고

지 - 372고지를 탈취한 것을 비롯하여 572고지 - 448고지 - 292고지마저 수중에 넣었다.  

  한편, 제35연  주력은 부동리 부근의 무명고지와 옹골 서쪽의 242고지 - 306고지로 진출

함으로써 제36연  제1 와 연결을 유지하 다. 2월 10일 주공임무를 제35연 에 인계

한 후, 제35연 의 공격을 화력으로 지원하 다. 2월 11일 제36연  제1 는 08 : 00에 

공격을 개시하여 11 : 30에 463고지를 탈취하고 제35연  제2 의 철수를 엄호한 후, ‘A’

선상의 진지인 포동리 부근의 무명고지를 점령하여 연 의 ‘A’선 재진입을 엄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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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연 는 2월 5일 08:00에 공격을 개시하여 제2 는 837고지를, 제3 는 덕고산을, 

연 예비인 제1 는 덕어산으로 진출하 다. 제3 는 2월 6일 06 : 00에 공격을 재개하

여 둔방내리에 이어 594고지 - 665고지를, 제1 는 둔방내리 동쪽의 736고지에 이어 자주

봉을, 제2 는 주봉을 탈취하 다. 2월 7일 제3 는 갑천리 북쪽으로부터 쇄도한 증

강된 1개 의 적과 교전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계속 증원된 적은 제11중 를 포위하려 

하 으나 제3 장은 제10중  1개 소 를 685고지로 증원하여 07:30에 적을 격퇴하 다. 

2월 8일 연 는 또한 제36연 와 병행공격하여 05:30에 저항하는 적을 무찌르고 화동리를, 

그리고 추격전을 벌여 508고지 - 652고지를 탈취하 으며, 제1 는 제36연 의 공격을 엄

호하기 위하여 적 후방진지인 유동리를 목표로 은 히 기동하여 364고지를 탈취하 으나 

증강된 적 1개 의 역습으로 포위망을 탈출, 둔방내리로 철수하 다. 2월 9일, 이날 연

는 00 : 15에 아래가무 - 주봉에 한 1개  규모의 적공격을 격퇴한 후, 06 : 00부터 

제2·제3 의 진지를 조정하 으며, 연 수색중 는 694고지-693고지까지 수색전을 전개

하 으나 적정은 없었다.

  이에 제27연 는 진지를 미 제187공수연 전투단에 인계한 후, 포동리를 목표로 진출 

중에 있었으나 제35연 의 ‘N’목표(유동리 - 초현리)에 한 공격이 돈좌됨으로써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연 주력은 탁박골 - 317고지 일 로, 제1 는 24 : 00에 포동리로 진출하여 

그 북쪽의 362고지를 점령하 다.  

  한편, 사단예비인 제35연 는 2월 6일 19:00에 교항리에서 옥동을 향하여 진출, 전위인 

제3 가 21 : 00에 이곳에 도착하고 후속하던 연 는 22:00에 추동리 북쪽의 166고지-188

고지를 점령하 다.

  2월 8일, 사단예비인 제35연 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공격을 개시하여 국사봉-362고지

를 계속 공격하여 294고지를 탈취하 다. 2월 10일 주력은 06 : 00에 제36연  제1 를 

초월공격하여 2개 중  규모의 적을 무찌르고 포동리 부근의 418고지 - 322고지를 축차적

으로 탈취한 후, 10 : 00에 포동리 일 를, 그 여세를 몰아 포동리 북쪽의 290고지 - 362고지

를 탈취하고 ‘A’선상의 진지를 보강하 으며, 후속하던 제1 는 547고지를 탈취하 다.

  2월 10일 국군 제3군단으로부터 배속이 해제된 제3사단은 이날 횡성면 우천리 일 로 

이동한 후, 제22·제23연 를 중금리 - 마옥리 일 로, 제18연 를 옥동으로 진출시켜 제35

연 의 작전지역을 인수하기 시작하 다.

  제35연  제2 는 2월 11일 11 : 00에 제36연  제1 의 사격지원하에 매일리 일

로 진출한 후, 281고지 전방의 개활지를 통과할 무렵에 1개  규모의 적으로부터 집



제6장┃횡성전투의 정리와 성격

398 ▶횡성문화원

중사격을 받아 공격이 돈좌되었으며, 연 장의 명령에 따라 제36연  제1 의 사격엄

호하에 342고지 일 로 철수한 후, 포동리 부근의 341고지-325고지로 이동하 다. 제3

 또한 율동리 남쪽의 352고지로 진출 중에 적 1개 와 교전을 벌이다가  547고지로 

철수하 다.

  제5사단의 제36연 와 제27연 는 포동리 일 로, 제35연 는 매일리·포동리·율동리 

주변까지 공략했지만 더 이상 진척이 없어 2월 11일에는 제3사단까지 투입했지만 그 날 

밤 역습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3) 제3사단의 제5사단 공격지역 인수 

  제3사단은 2월 10일 군단작전명령에 따라 강원도 평창에서 횡성군 우천면 일 로 이동

하여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었으며, 부여된 임무는 제8·제5사단 간에 벌어진 홍천 우측방

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5사단과의 협조점은 양지촌에, 전투지 는 포동리 북동

쪽 7km의 병지방리까지 연하는 선이었다.

  제3사단은 사단작전명령 제80호 추가에 의하여 2월 11일 09:00에 서로부터 제23·제22연

를, 제18연 를 사단예비로하여 공격을 개시하 으며, 사단의 제10포병 와 미 제7지

원부 (제96·제674포병 )가 사단을 일반 지원하 다.

  제23연 의 제2  주력은 금계천과 삼배리를 경유 배실 전방의 무명고지를, 제1

는 245고지를 경유 364고지를 탈취하고 진지 강화에 들어갔다.

  제22연 는 중금리 일 에서 제2·제3 를 일선으로, 제1 를 예비로 하여 금계천

의 교량을 건너 추동리-298고지를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 으나 예상과는 달리 적의 저항

이 전혀 없으므로 신속히 전진하여 목표를 무혈점령하 다.

  그리고 2개 가 진지 강화에 들어갈 무렵에 적의 포화가 집중되어 다수의 전상자 

발생과 더불어 진지편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제22연 장은 제3 를 연 예비인 제1

와 부 교 를 시켰다.

  국군 제8사단과 제5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었지만 병지방리까지 접근하지도 못한 

채 적의 기습을 받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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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공군 반격과 아군 철수전

  2월 9일 14시, 덩화는 제40·제66군 전부, 제42군 주력과 제39군 1개 사단을 집중하여 

총 9개 사단이 횡성이북 지구의 국군 제8사단과 미군 1개 연 를 공격하기로 하 다. 각 

부 는 2월 10일 전에 집결을 완료하고 11일 17시에 공격을 시작하기로 하 다.

  그들의 공격계획을 보면 제42군(1개 사단과 1개 연 )은 제39군 제117사단과 배속된 포

병 제25연  1개 를 지휘하여 논골고개·풍수원 지역 서북 방향에서부터 횡성 서남부

를 향해 공격한다. 제124·제117사단은 석화리를 경유 횡성서북 학곡리·상하가운 방향으

로 공격하여 한국군 제8사단의 남쪽 도주로를 차단하고 계속해서 횡성을 공격하며, 제125

사단(1개 연 )은 횡성 서남 개전(원주 호저면 고산리), 호암봉(호저면 광격리, 311m) 지구

로 진출하여 원주 방향에서 북쪽을 향해 증원하는 부 를 저지하고 동쪽을 향해 제66군의 

작전과 호응한다.

  제40군은 포병 제44연  2개 , 제29연  2개 중 를 배속하여 홍천-횡성 도로 서쪽 

풍수원- 삼마치 지역에서 공격하고 횡성 서북쪽 풍수원 - 이목정 - 광전 지구에 있는 한국

군 제8사단을 타격한다.

  제66군은 포병 제40연 , 제29연  2개 중 를 배속하여 삼마치·삼거리지역에서 공

격하고, 제196사단은 횡성 동북 궁천리를 경유 횡성 동남 방향으로 공격하여 먼저 덕고

산·곡교리를 공격 점령하고 제42군 제125사단과 합동 포위하여 남쪽 도주로를 차단하고 

원주에서 북쪽을 향해 증원하는 부 을 저지하고, 제197사단은 관 리에서 횡성 동북 

홍도산·국사봉을 향해 공격하고, 제198사단은 횡성이북 오음산에서 초당방향으로 공격

한다.

  제39군(제117사단)은 전역의 예비 가 되어 용두리 동남 지구에 배치하여 주력 우익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역을 시작한 후에는 지평리를 감시하고, 만약 상 가 남쪽으로 도주

하면 용감하게 차단한다. 제42군 제126사단과 제125사단 제375연 는 주읍산과 지평리이

북 지구를 장악하고 계속 지평리 지구를 견제하고 제39군의 지휘를 받는다.

  기타 인민군 김웅집단은 제3·제5군단으로 삼거리에서 조항리에 이르는 15km 지역에서 

반격한다. 먼저 횡성 동북 부동리의 한국군 제5사단 일부를 공격한 후 횡성 동남 학곡

리·오원리 방향으로 돌격하고, 제2군단은 자주봉·태기산 지구에 배치하여 계속 방어하

고 견제하며, 한국군 제7·제9사단의 서쪽 증원을 저지한다. 반격이 성공하면 각 군단은 

계속 평창· 월 방향으로 발전한다.



제6장┃횡성전투의 정리와 성격

400 ▶횡성문화원

  이렇게 중공군들은 9개 사단의 우세한 병력으로 공격과 동시에 퇴로를 여러 겹으로 차

단단하는 전술을 속전속결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런 철저하고도 치 한 계획하에 1951년 2월 11일 17시, 덩화 집단은 계획 로 서쪽 

거슬치에서 동쪽 삼거리(갑천면)에 이르는 약 33km 지역에서 횡성 반격작전을 시작하

다. 덩 집단의 각 군은 상이한 시간 의 짧은 화력급습을 한 후에 차례로 공격을 시작하

다

  1) 국군 제8사단의 포위망 탈출과 철수

  중공군 제66군 제198사단이 2월 11일 19 : 00경 제8사단 21연  정면을 집중적으로  공격

하 고 2월 12일 새벽에는 초당교 주변을 미리 매복·봉쇄하여 제21연 와 미 제21지원부

가 포위를 당했다.

  이에 제8사단장은 제21연 장에게 단거리 철수명령을 하달하 으며, 이 때 중공군 제

198사단은 22:00에 5번 도로를 따라 신속히 남하하여 제21지원부 가 위치한 창봉리 남쪽

에 있는 교량을 봉쇄하 다. 

  이와 같은 시각에 중공군 제40군 제120사단은 제10연 와 제16연  주변의 성지봉과 이

목정을 공격하 고 좌익의 제118사단은 석화리-석자동(금 리)을 거쳐 제42군 제124사단과 

회합하여 신속하게 광전(초원1리)을 공격하여 아군이 큰 피해를 입었다. 

  2월 12일 01 : 00, 제8사단과 연 간의 교신이 완전히 두절된 상황하에서 전·후방으로 

포위된 체 모든 부 들은 지휘계통을 잃고 제각기 흩어져 후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새

벽 1시 30분쯤, 미 A지원팀의 병사들이 새말(현 공근면 신촌리) 교차로에 있는 미 제38보

병연  3  위치에 도착하여 “국군 제16연 가 크게 격파되었고 지원팀 역시 돌아오는 

동안 참혹한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하 다.  

  12일 아침에는 새말 교차로에서 미군 공군의 엄호를 받아 포위를 돌파하 지만 하일(학곡)

지구에서 미리 매복하고 있던 제117사단의 저지를 받았고 항공기와 전차 및 포병의 지원을 

받아 포위망을 벗어나려 하 지만 일부만 벗어날 뿐이었다. 설령 벗어났다 하더라도 미리 뒷

내강 주변에 매복하고 있던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고, 또한 횡성 서남쪽 지역의 개전동과 호

암산 주변에까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제42군 제125사단에게 화를 당하기도 하 다.

  제8사단장은 제21연 와 교신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 으며, 사단의 예하부  지휘관들

은 분산된 병력을 수습, 적진을 돌파하여 원주-문막을 거쳐 주포리 방면으로 철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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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사단장은 이날 12:00에 지휘소를 주포리로 이설하는 한편, 원주-문막, 문막-제천 간 

낙오자선을 설치하여 병력을 재수습 하 다.

  2) 제3사단의 분전과 철수 

  중공군 제66군 제197사단은 2월 12일 오후 6시에 공격을 감행하여 홍도산을 거쳐 국사

봉 이북지역으로 침투하여 5번 도로 동쪽의 7km지역에 배치된 제3사단과 치하 다.

  중공군 제197사단은 제23연 의 우측방을, 북한군 제7사단은 제22연 와 제5사단 제36

연 의 우측방을 돌파하여 횡성 쪽으로 려오고 있었다. 좌일선의 제23연 는 좌인접의 

제8사단 측방이 노출되자 09:00에 미 공군의 지원하에 적을 격퇴시킨 후 사단장의 명에 

따라 개전리 일 로 후퇴하 고, 제22연 의 방어선을 돌파한 적은 정면과 제5사단의 서

측방으로 려오고 있었으며, 제22연  또한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제23연 와 병행하여 

옥동 일 에 급편 방어진지를 편성하 다. 새벽에는 후퇴하던 제22·제23연 가 제7지원

부 의 지원을 받으면서 반격을 하여 큰 성과 없이 물러났지만 결국에는 중공군의 계획

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사단예비인 제18연 는 2월 12일 03:30에 포리에서 행동을 개시하여 335고지를, 

15:00에는 철수부 를 엄호하기 위하여 재공격하여 16:00에 236고지-303고지를 탈취하고 

방어 중, 21:30에 원주방면으로 이동하 다.

  그리고 제22·제23연 는 옥동-우천리에서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있다가 2월 13일 제천

방면으로 이동하 다.

  3) 제5사단의 철수 

  북한군 제5군단 예하의 제6사단 주력은 횡성-평창 간의 42번 국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제3사단 제22연  진지를 돌파한 적이 제5사단 서측방으로, 수 미상의 적이 갑천리 - 우용

리 일 를 우회하여 평창 서측방으로, 북한군 제7사단 주력은 제5사단 정면으로 쇄도하

다.

  제35연 는 제27연  제1 가 포동리 우측방에서 적 2개 와 격전을 치르고 있을 

무렵인 2월 12일 03:30에 구방리에 위치한 제1 의 후방보급소가 기습을 받았다는 보고

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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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중  주력은 장의 명령에 따라 355고지(DS 187538)를 공격하 지만 실패하 으

며, 이 때 이미 적은 후방으로 침투하여 고내고개까지 진출하 다.

  제35연 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공격을 개시하여 포동리 서측방의 322고지-418고지 

일 의 적 포위망을 돌파하고 495고지를 탈취하 으며, 예비인 제1 는 적의 추격을 저

지하면서 17 : 30에 양지촌 부근의 280고지를 점령하여 적과 교전을 벌이고 있다가 간신히 

적의 포위망을 뚫고 다음날 10 : 00에 교항리 일 에 집결하 다.

  제36연 는 2월 12일 07 : 30에 후방으로 침투한 적 1개 가 전면방어 진지를 편성한 

제3 를 기습 공격하 다. 이에, 연 장은 일부 부 를 차출하여 후방을 위협하는 적을 

격퇴하 으나 지속적으로 침투하는 중공군 제196사단이 양지촌 일 를 차단함으로써 고립

무원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제3 는 휴 할 수 없는 보급품을 모두 소각하고 탈출

을 시도하여 23:00에 율현리 일 에 집결하 다.

  제27연  제1 는 이날(2월 12일) 02 : 00에 2개 의 적과 교전을 벌이면서 05:00에 

사단의 명령에 따라 철수를 개시하여 08 : 00에 신촌(현 우천면 새말) 일 에, 그 뒤를 이

어 제2·제3 가 12 : 00에 이곳에 도착하 다.

  제5사단장은 계속되는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횡성-평창간의 42번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

여 예하 에 명령을 하달하 다. 이에 따라 배치지역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던 제36연 만

이 오원리 - 주천강을 점령하고 있다가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또다시 14 : 00에 오원리 일

로 철수하 다. 그 후, 제5사단장은 미 제10군단의 명령에 따라 2월 13일 15 : 00에 제27연

를 엄호부 로 하여 추격하는 적과 교전을 벌이면서 2월 14일 20:00에 주천리 일 에 

이동한 후, 재편성에 임하 다.

  한편 중공군 제66군의 제196사단이 관 리 - 양지촌 - 신촌(현 우천면 새말)을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곡교리를 차단할 계획이었으나 이 지역에 있던 국군 제3사단의 분전으로 소

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 고 또한 제42군 125사단도 횡성 서남쪽 개전동과 호암산으로 

진출하여 제196사단과 곡교리에서 호응하려고 하 지만 규정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여 

그나마 더 큰 화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창촌리 - 압곡리와 금 리를 거쳐 개전동으로 철

수하던 아군이 큰 피해를 입은 것 또한 지나칠 수 없는 작전 실수라고 볼 수 있다.    

  4) 네덜란드 대대의 횡성철수 엄호전

  한편 횡성전투에서 국군과 미군이 후퇴할 수 있도록 엄호의 임무를 다한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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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전은 아군에게 있어서는 구세주와 같은 역할이었다. 네덜란드 는 미 제2사단

에 배속되어 공격부 의 후방지역 및 횡성을 방어하던 중에 중공군의 총 공세로 아군이 

후퇴를 하자 횡성의 교량을 확보하고 철수하는 부 를 엄호하 다.

  횡성전방의 뒷내강에 진지편성을 완료한 이 는 2월 12일 야간에 중공군의 공격을 

분산시킨 지 얼마 후에 어둠이 깔리자, 는 피아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날 저녁 국군으로 가장한 30여 명의 중공군이 의 동측방으로 침투하여 

본부에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장이 전사하고 지휘부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이러

한 위기상황에서도 의 선임자인 화기중 장이 의 지휘권을 승계하여 공격하는 

중공군과 격전을 벌이면서 아군의 엄호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고 2월 13일 04 : 00 맨 나중

에 원주 비행장으로 철수하 다.

  철수한 이후에서 원주 만종 325고지전에서 미 제38연 와 함께 분전하여 마침내 325고

지를 점령하여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한데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전사자 9명, 전상자 17

명, 정신충격환자 10명, 포로 1명의 병력 손실을 입었다. 비록 희생자가 났지만 네덜란드 

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지평리전투와 함께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

다고 볼 수 있다.   

  5) 지평리전투의 대승

  지평리전투는 중공군이 횡성에서의 승전을 확인하고 13일 저녁 모두 6개 연 로 2월공

세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공격했다가 국군 100여 명을 비롯하여 미군과 프랑스군으로 구

성된 미 제23연 에게 패를 당한 전투로, 유엔군의 6·25전쟁 첫 승전이다. 

  2월 12일 미 제23연 장 프리먼과 미 제10군단장 아몬드의 철수 요청에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는 단호하게 방어할 것을 주문하 다. 미 제2사단 예하의 미 제23연 와 그에 배

속된 프랑스 가 맡고 있던 지평리 일 는 원래 아군전선의 후방에 있었다. 그러나 2

월 11일 밤에 시작된 중공군의 공세에 려 전선이 원주까지 내려오자, 미 제23연 는 미 

제10군단의 최북단 돌출부가 되었고 이어 13일에는 중공군 6개 연 에게 포위되었다.

  지평리 마을의 언저리에는 높이가 100∼400m에 이르는 8개 정도의 고지들이 둘러서 있

어서 지름이 5∼6㎞쯤 되는 사주 방어진지를 편성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나 23연

장 프리먼(Paul. L. Freeman) 령은 예비 를 마련하기 위해 지름이 겨우 1.6㎞에 지나지 

않는 훨씬 작은 원진(圓陣)을 편성하고, 전투병력을 낮은 야산 지 에 배치했다. 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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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속지원부 를 합하여 모두 5,600명쯤이었고, 105mm 곡사포 1개 와 155mm 곡사포 

및 공화기 각각 1개 포 가 화력을 뒷받침했다.

  이를 에워싼 중공군은 13일 밤에서 14일 새벽까지 제357연 (제40군 119사단), 제359연

(제40군 120사단), 343연 ·제344·제345(제39군 115사단, 제345연 는 예비), 제376연

(제42군 126, 제39군에 배속) 등 6개 연  병력을 이용하여 지평리 미 제23연 를 공격하

다. 미군과 프랑스군은 적들이 사방에서 규모 파상공격을 감행하며 진지에 수류탄을 

던지며 몰려오자 미 포병 는 조명탄과 고폭탄을 번갈아 쏘아가며 분전했다. 특히 프랑스 

는 몽클라르 중령의 지휘하에 철모를 벗고 머리에 붉은 두건을 두르고 분전하 는데, 

저들이 피리와 나팔을 불며 공격을 하자 수동식 사이렌을 울리며 응전하 다. 연 장 프

리먼은 부상을 입었는데 불구하고 후송을 거부하고 전투를 독려하 다.   

  14일 낮부터 15일 낮까지는 제40군 제119사단의 제355·356·357 3개 연 와 제42군 제

126사단 제376연 , 제39군 제115사단 제343·344연  등 6개 연 로 공격을 감행하 다. 

14일 낮 유엔공군은 진지 주변에 몰려 있던 중공군을 로켓탄 및 네이팜 사격으로 강타하

고, 유엔군의 중상자들을 헬기로 후송하는 동시에, 탄약과 보급품을 떨어뜨렸다. 이 날 밤 

중공군은 마침내 망미산 방향의 미군진지를 공격하여 G중  진지를 함락하 다. 

  이러한 사생결단의 전투가 진행되고 있을 때, 크롬베즈 령이 이끄는 미 제1기병사단 

제5기병연  특수임무부 가 중공군 제39군 제116사단과 제42군의 제126사단의 저지를 물

리치고 15일 오후 5시가 넘어서 포위망을 뚫고 지평리의 제23연  진지로 진입하 다. 

  2월 16일 날이 새기 전 중공군 공격부 는 지평리에서 철수하고 원주 부근에 진출해있

던 각 군도 동시에 북쪽으로 이동을 하 다. 동시에 서부전선 한강 남안의 제38군과 제50

군의 부 도 2월 16일과 18일 차례로 전부 한강 북안으로 철수하 다. 

  이 전투로 제23연  사상자는 포로생활 중 사망한 7명을 포함하여 전사 66명, 부상 179

명이었으며, 중공군의 사상자는 4,946명으로 추정한다. 특히 지평리 전투에 참여한 중공군 

8개 연  가운데 제40군 소속 제119사단 제355·356·357연 의 사상자만 해도 1,830명이

며, 제120사단 제359연  3  병사들은 거의 모두 전사할 정도 다.   

  지평리전투는 미군과 중공군이 싸워서 얻은 최초의 전술적인 성공의 전투로 6·25전쟁

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

에서 중공군은 규모와 전략을 드러냈고 전력에도 막 한 타격을 입어 결국 한강 이북으

로 후퇴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아군에게는 앞으로의 전투에 비할 수 있는 값진 교

훈을 얻었고 제8사단을 비롯한 장병들이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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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횡성전투의 성격

 

  2월 5일 홍천 남방 일 에 집결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중공군의 배치, 규모, 장차 작전

의 기도 등을 탐지하기 위하여 홍천을 포위·섬멸하겠다던 라운더업 작전은 원주 북부지

역에서의 전투와 지평리전투를 끝으로 2월 16일 종결되었다. 국군과 미군은 제3사단까지 

투입하여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삼마치 - 오음산을 점령하면서 홍천 점령을 눈앞에 둔 듯

하 으나 2월 11일 오후 5시 중공군의 2월공세로 2월 12일 하루 동안 제8사단과 미 제21

지원부 가 포위되어 막 한 인적·물적 손실을 입었고 제5사단과 제3사단 그리고 미 제7

지원부 , 미 제187공수연  등도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하루 반 정도의 시간 

동안 국군은 9,844명(3사단 1,238명·5사단 1,141명·8사단 7,465명), 미군과 UN군은 2,018명

(미 2사단 1,769명·7사단 190명·187공수연  59명) 등 모두 11,862명의 인원손실을 입었

다. 그나마 네덜란드 의 처절한 엄호와 곧이어 13~15일에 벌어진 미 제23연 (프랑스 

 포함)의 지평리전투에서의 승으로 결국 중공군의 2월공세를 패퇴시킨 것이 위안이

라면 위안이 된다.

  그렇다면 이 학살의 계곡에서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의 성격을 어떻게 가늠

해 볼 수 있을까? 쉽지는 않지만 전투결과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소(小)를 희생시켜 대(大)를 쟁취한 전투 

  국군과 미군이 라운더업 작전을 시작하면서 돌출된 부분이 두 곳 있었다. 제8사단이 진

격하고 있던 횡성과 미 제23연 가 진지를 구축하고 포진하고 있던 지평리 다. 이것은 

미끼인 셈이었다. 어느 곳을 먼저 물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곳이라도 물기만 하면 중공군

의 전체적인 군사규모와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공격작전을 감행하려

는 계책이었다. 

  중공군 총사령원인 펑더화이는 국군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횡성을 선정하고 2월 11일 

오후 5시에 횡성 석화리 거슬치~삼거리에 이르는 33km에서 구간에서 총공격을 감행하

다. 서쪽에서는 성지봉을 넘어 제10사단과 제16사단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아래 지역을 우

회하여 지금의 학곡리와 원주 호저면의 고산리 개전동과 광격리 호암산 등의 주변을 차

단하 다. 중앙으로는 제21연 를 정면 공격하 고 일부 사단은 동쪽으로 돌아 횡성 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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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부근 곡교리를 차단하기 위해 비호같이 달렸지만 국군 제3사단의 분전에 그 계획

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하지만 중공군의 총공세로 제8사단과 이를 지원하던 미 제21지원부 는 포위되어 많은 

인적·물적 손실을 입었으며, 제5사단과 이를 지원하던 미 제7지원부  그리고 제3사단과 

미 제187공수전투연  역시 뜻하지 않는 반격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것으로 전쟁이 끝났다면 국군과 미군은 전례없는 참패를 당했을 것이며, 어떠한 이

유로도 참상에 한 수모를 변명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2월 13일 저녁, 중공군이 지평

리를 공격하자, 중공군의 전력과 약점을 파악한 리지웨이 제8군사령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곳에서의 전투에 집중했다. 결국 15일 저녁까지 벌어진 전투에서 프랑스 가 

배속되어 있는 미 제23연 가 승리함으로 횡성전투를 종결짓고 적군을 한강 이북지역으로 

어내고 전세를 역전시키는 발판을 구축했다. 

  횡성전투가 끝났을 때 아몬드 군단장은 제8사단장 최 희 준장의 혼신을 다하는 모습

과 국군의 전투를 보고 “나는 한국군을 재평가하게 됐다”고 찬사를 보냈고 더 나아가 

웅적인 전투에 걸맞는 훈장도 상신하여 미국은성훈장도 받게 했다. 그 이유는 “한국군 1

개 사단을 다소 병력손실이 크더라도 홍천 쪽으로 내세워 공격보다 탐색에 중점을 두어 

적의 기도를 알아낸 후 섬멸하자”라는 미 제8군사령부의 작전에 잘 부응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록 제8사단 등의 아군은 희생양이 되어 패배는 하 지만 리지웨이 사령관은 

적의 2월공세를 유인작전으로 적에게 3만 명의 전사자를 내게 하 고 서울을 재탈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        

  따라서 횡성전투에서의 제8사단을 비롯한 아군의 희생은 6·25전쟁이라는 큰 흐름을 바

꾼 지평리전투의 승전으로 귀결되었다.

        

 2. 많은 희생을 요구한 전략전술의 전투

  중공군의 전술은 치 하고도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2월 5일 라운더업 작전

을 전개했을 때는 횡성에는 북한군이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었고 일부 중공군도 위장전술 

차원에서 북한군과 함께 방어 및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2월 6일 펑더화이는 라운더

업 작전을 맞받아치는 횡성반격 작전을 지시한다. 그 작전에는 공격과 포위 그리고 차단

작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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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전 속에는 원거리 이동을 통한 공격전술과 위장전술, 그리고 포위와 차단전술 동

시에 동원하 다. 

  원거리 이동 공격전술에 있어서는 아군이 상상하지 못한 전술이었다. 2월 11일 2월공세

를 펼치기 위해서 중공군 제39군과 제40군 그리고 66군은 5~6일 양일에 걸쳐 제39군은 고

양에서, 제40군은 동두천 지구에서, 그리고 제66군은 김화에서 출발하여 80~130km 밖에 

있는 홍천이남, 지평리이북 지구를 향해 급속행군하여 9~11일에 차례로 예정된 집결 부근

에 도착했다. 감지도 되지 않는 먼 거리를 제 시간에 맞추어 목표지점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장전술 역시 아군 특히 유엔군측에서 많이 당했다. 물론 전쟁 초기에는 국군도 인민

군에게 많이 당한 전술이다. 2월 12일 오전 7 : 30에 미군의 우조 소위가 지휘하는 제38연

 엄호소 는 뒷내강의 다리(횡성교)를 건넜을 때, 어로 “우리는 친구”라고 손을 흔드

는 200여 명의 위장 중공군들을 한국군들로 오인하여 우조 소위가 전사까지 하기도 하

다. 네덜란드군 역시 2월 12일 밤 21 : 00에 “오케이 한국군이야, 오케이 한국군이야”하며 

다가오는 30여 명의 위장 중공군을 한국군으로 오인하여 장 오우덴 중령이 전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사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술이다. 그러나 횡성전투에 있어서 포위와 동시에 

차단전술, 그것도 다층우회포위 및 다층차단은 횡성의 지형지물을 잘 이용한 전술이라고 

볼 수 있다. 제42군 제125사단과 제66군 제196사단은 외층우회포위를 하고 제42군 제124사

단과 제40군은 내층포위를 하 으며, 제39군 제117사단은 전역을 분할포위하 다. 따라서 

포위망을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겹겹이 차단되어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예컨 , 제21연

가 창봉리를 빠져 나왔더니 초당교 부근이 봉쇄되어 있었고, 새말 교차로를 빠져나왔더니, 

하일(학곡)지구를 차단하고 있었고 또 뒷내강 근방에도 적들이 매복하고 있었다. 더 놀라

운 것은 뒷내강에서 네덜란드군과 중공군이 총격전을 하자 아군이 서쪽 산 능선을 따라 

능골 - 갈풍산성-돌고개를 넘어 철수하려고 하 지만 이곳 돌고개에도 중공군이 차단하고 

있었다. 이런 전술로 아군의 퇴로는 거의 없을 정도로 촘촘했다. 

  그러나 성급하게 공격하는 중공군에게도 약점이 있어 지나치게 성급하게 공격한 결과 

상 의 전술을 읽지 못하여 초전에 승리하고도 결국 지평리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패배하고 만 것이었다.

  국군과 미군의 전술은 문자 그 로 라운더업 작전 그 로다. 홍천을 점령하기 위해 중

앙과 좌우에서 몰아서 포위하여 섬멸하는 작전이다. 문제는 “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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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는 기본을 망각한 것이다. 예비부  없이 총진

격을 감행하 다. 그것도 적군의 상황을 제 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모한 어붙이기식 

공격을 감행하 다. 그 결과 인적·물적 손실이 너무 컸다. 6·25전쟁 전체를 통털어 ‘태

형의 계곡’(군우리-순천간의 협곡)에서 당한 미 제2사단의 수천 명 규모보다도 더 큰 피해

를 입었다.  

  그나마 이러한 참상은 참상으로 끝나지 않았다. 중공군이 횡성을 점령할 무렵 곧바로 

지평리도 공격을 하 다. 미리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던 지평리의 미군과 프랑스 로 구

성된 미 제23연 는 화력과 집중력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 고 제1기갑 의 크롬베즈 

령이 인솔하는 특임부 가 보병의 희생(160명 중 23명만 생존)을 감수하며 중공군의 포

위망을 뚫고 지평리에 진입하는 개가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횡성전투는 피아간의 전략과 전술이 아군의 라운더업 작전과 중공군의 2월공세에 

총 동원되었고 결국 피아 많은 희생 끝에 전략과 전술에 융통성이 더하여진 아군의 승리

로 종결되었다.

  

    

 3. 전략전술 파악부재의 전투

  횡성전투 후에 구에서 재정비하여 다시 태어난 제8사단 장병들은 “하늘을 보고 살 수 

없다. 다음에는 기필코 죽은 전우의 원수를 갚자”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맹세하고 또 다짐

을 한 비장한 각오 속에 얼마나 서릿발같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모른다. 이토록 비장한 

각오를 다지게 할 정도로 억울함과 원망함과 그리고 하늘나라로 먼저 간 전우들에 미안

함이 가슴 속 깊이 각인되었으리라. 

  “지피지기백전불퇴(知彼知己百戰不殆)”를 잊고 있었다. 공격만 생각했지 수비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적정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월 5일부터 시작된 라운더업 작전은 

세 한 작전과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어야 했다. 지형지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지지부진하게 전투를 진행했다. 오음산 930고지를 천신만고 끝에 점령하 지만 그 

댓가는 너무나 비참했다. 

  위장전술에 능숙한 중공군의 전략 역시 간파했어야 했다. 늘 우리는 흔히 중공군의 전

술을 인해전술이라고만 단언해서 이야기 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을지문덕 장군이 지휘하여 

승리를 거둔 고수전쟁(高隋戰爭)을 보자. 고구려군의 상 인 수나라의 군사는 612년 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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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떠날 때가 “113만 3,800명이고 군량운반자의 수는 정규군의 2배가 되었으며, 군 를 출

발시키는 데에도 40일이 소요되었다”24)고 자치통감에 기록되어 있다. 을지문덕 장군은 

지혜롭게 요동성에서부터 지연작전을 전개하며 50만 3천의 별동 를 7번 싸워서 7번 패하

여 후퇴하는 전략으로 평양성 근교까지 유인하고 살수까지 작전 로 진행하여 요동의 수

나라 양제가 있는 곳까지 돌아간 사람이 2,700명이었다.25) 이것뿐만이 아니고 수륙양면작

전으로 평양성을 협공하려던 래호아가 이끄는 수군은 왕제인 고건무가 지휘하는 고구려 

군 에 의하여 궤멸되었다.

  당 태종의 경우도 보자. 644년 당 태종은 연개소문이 류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보위에 

앉혔을 때도 고구려 군사와의 전투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다섯 가지를 백성들에게 제

시했다.

  첫째로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늘의 뜻에 순종

하는 군 로 거역하는 군 를 토벌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잘 다스려진 것으로 혼

란한 틈을 타는 것이며, 네 번째로 편안한 자세로 수고로운 것을 맞는 것이며, 다섯

째로는 기쁜 마음을 가진 것으로 원망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니 어찌 이기지 못할

까를 걱정하겠는가?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노니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자치통

감권198, 태종 정관 18년 11월조).

  당 태종이 제시한 고구려 필승전략을 보면 반드시 고구려는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

나 고구려는 안시성 전투에서 60일 동안 토산까지 쌓아 가면서 공격하려던 당나라를 크게 

물리치고 퇴로까지 모두 막아 요택으로 힘겹게 퇴각하도록 하 다.   

  이렇게 볼 때, 인해전술도 전술이겠지만 이는 참패에 따른 핑계거리에 불과한지도 모르

겠다. 삼국시  이후 한반도 국가들과 중원 국가들간의 최  규모의 전투가 세 차례 있었

다. 북위가 수십 만 기병을 동원하여 백제의 경내를 침공했을 때, 동성왕은 찬수류, 해례

곤, 목간나, 사법명 등을 파견하여 북위군을 파하 다.26) 두 번째는 고수전쟁이고 세 번

째는 고당전쟁이다. 이들 전쟁은 모두 전략전술의 승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전쟁 이야기가 자치통감 등의 중국 사서에 기록되어 있고 마오쩌뚱은 이런 방

한 자치통감을 장전 기간 동안 17번이나 읽었다고 한다. 현재 역주되어 출간된 역
24) 자치통감권181, 양제 업 8년(612) 1월조.

25) 자치통감권181, 양제 업 8년(612) 6월조와 7월조 참조.

26) 남제서권58, 동남이전 백제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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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치통감의 분량이 원고매수로는 8만 매가 넘고 550쪽 분량의 책이 31책이나 된다. 

기간만 해도 전국시대부터 송나라가 건국되기 바로 직전인 오대십국까지 1,362년이고 권

수로는 294권인데, 이런 방대한 역사책을 17번이나 보았던 것이다. 이에 마오쩌둥의 머리 

속에는 적어도 역사 속의 전략전술이 또렷하게 입력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의 측근 참모

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사면초가(四面楚歌)라는 성어가 말해주듯이 초나라 노래는 포위를 의미했지만, 횡성전

투에서의 꽹과리, 호각, 피리, 나팔 등은 포위의 의미와 함께 다양한 의미도 있었을 것이

다. 증언자들은 하나같이 “저들이 공격할 때 나팔불고 피리불고 호각을 분다”고만 하였다. 

자치통감에 보면, 전투할 때 전고(戰鼓)와 호각(號角) 등을 사용한다. 특히 호각을 사용

할 때는 전진할 때도 사용하지만 군사를 거두어 드릴 때도 사용한다. 때로는 전투를 중지

하는 신호도 되고 때론 분발을 촉구하는 신호도 된다.27) 이런 것도 아군측에서 분석한 흔

적이 없다. 무작정 공격으로만 인식하는데, 역사 속의 전투를 비추어 본다면 피리와 호각 

소리 속에서도 전략과 전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민전략에 있어서도 중공군들은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낮에는 미군 공군기의 정찰을 피해 전술상 행동을 하거나 거의 숨어있었고 밤을 많이 활

용했다. 밤마다 이들은 민가에 들어와서 솥이란 솥은 다 사용하여 숙을 쑤어 먹었다. 그

들이 사용한 도구는 그릇이 아니고 똥바가지와 오줌바가지, 오줌동이 등이었다. 우리 민

간인들은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고 안타깝고 애처로운 마음마저 들기도 할 정도였다. 아

마도 전쟁의 고통 중에 웃을 일은 이 일 밖에 없었을 것이다. 민폐뿐만 아니라 여성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군율을 적용한 탓에 횡성전투 당시 여성들과 어린들에게 해코지 한 사

례는 조사하는 동안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27) 북을 치고 호각을 불며 다양한 전술을 펴던 예는 자치통감 곳곳에 보인다. 주나라의 주군이 마침내 

말을 멈추고 호각을 불어 군사를 거두어들인 경우(자치통감권172, 진나라 태건 7년조), 거란의 위운기

는 12영(營)으로 나누고 네 길로 동시에 인솔하였으며, 영(營)과 영 사이의 거리는 1리(里)로 하여 서로 

섞이지 않게 하였으며 북소리를 듣고서 행진하고 호각 소리를 듣고서 중지하게 한 경우(자치통감권
181, 양제 대업 원년 8월조), 황상은 스스로 보병과 기병 4천 명을 거느리고 전고(戰鼓)와 호각(號角)을 

가지고 기치를 뉘어가지고 북쪽 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여러 부대에 칙령을 내려서 전고와 호각 소리를 

들으면 일제히 분발하여 치라고 한 경우(자치통감권198, 태종 정관 19년). 분달연(坌延達)이 토번의 군

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대래곡(大來谷, 감숙성 임조현 동남)에 주둔하자 왕준은 용맹한 병사 7백 명을 

뽑고 호복(胡服)을 입혀서 밤중에 그들을 기습하고, 그들의 후방 5리 지점에 북과 호각을 많이 두고 선

봉에 있는 군사들이 적을 만나면 크게 소리 지르고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북을 치고 호각을 불며 이에 

호응하게 하였다(자치통감권211, 현종 개원 2년 10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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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중공군 지휘부와 전략전술을 면 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큰 화를 불러오는 계기

가 되었다.

  짧은 시간 동안 국군과 미군, 중공군과 북한군이 함께 뒤섞여 횡성 주변 전체가 아수라

장이 되고 많은 인적·물적 손실을 입은 전투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3년간

의 6·25전쟁을 통해서 국군과 유엔군의 국면전환에 크게 기여한 전투는 바로 횡성전투라

고 생각한다. 하나의 작은 군 지역에 적군 10여 만 명이 투입된 전투이다. 당시 횡성 서

쪽 서원면 끝자락 거슬치에서 용두리 - 양덕원리 - 상·하오안리 - 삼현리 - 삼거리선의 일

에는 전투병들과 수송병, 말 등이 가득 메워져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 병력들과 가장 선두에서 돌출되어 싸운 우리 제8사단 장병들과 제3사단과 제5

사단 그리고 미군 장병들은 전세를 역전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파

수꾼이었다. ‘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라운더업 작전은 결국 “우리만 살아 면목이 없다. 죽

은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열심히 훈련을 쌓아 멋지게 싸우는 것뿐이다”

라고 훈시하는 제8사단장 최 희 장군과 “하늘을 보고 살 수 없다. 다음에는 기필코 죽은 

전우의 원수를 갚자”고 각오를 다지는 장병들에게 소중한 교훈으로 마음 속 깊이 각인되

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의 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한 

초석이 되었음을 믿는다.

  이제 포성이 멎은 지도 어언 60여 년!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동족끼리 총부리를 맞 고 

서 있다. 62년 전 바로 이곳 횡성 주변에서 조국을 위해, 자유와 평화를 위해 고귀한 피

를 흘린 국군 장병들과 유엔군 장병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아무 문

도 모른 채 전란 속에 고통당한 국민들과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분들도. 그리고 우리도 조국과 자유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준비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분들이 그토

록 숭고한 피를 흘린 의미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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