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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포병대대의 대첩을 알리는 춘천대첩비 

제1절 전쟁의 발발과 민관군이 이룬 춘천대첩

  1950년 6월 25일 당시 중부전선을 

담당하고 있던 국군 제6사단은 춘

천에 제7연대를, 홍천 북동쪽(어론

리･현리 말고개)에 제2연대를 각각 

배치하고 제19연대는 사단예비로서 

원주에 집결 보유하여 적목리로부

터 진흑동까지 84㎞의 광정면을 방

어하고 있었다. 이 광정면을 적은 

인력으로 방어하기란 쉽지 않은데

다가 더욱이 몇 배나 되는 적을 불

시에 맞았으니, 더더욱 응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춘천전투는 시각에 따라

서 다양하게 볼 수 있고 평가도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전투와는 달리 승전으로 분류되

는 전투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국군 제6사단의 철저한 준비와 지혜롭고 용감한 대응, 전

투경찰을 비롯한 경찰들의 발 빠른 대처, 제16포병대대원들의 지혜로운 대처와 응전, 학

생들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등이 한 데 어울려 승리를 일궈냈다.     

  이 승전을 집필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기술할 수 있다. 본고는 민관군이 협력

하여 승리를 거둔 만큼 국군과 경찰, 시민, 학생들의 일거일동을 함께 기술하려고 한다. 

춘천전투는 네 개의 주요 전투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개의 전투는 각각 하루의 간격을 두

고 나흘간에 걸쳐 전개 되었다.

  첫 번째 전투는 사농동 제16포병대대 포 사격 전투로, 1950년 6월 25일 제16포병대대가 

북한군을 포격 섬멸하 다. 최대의 위기 순간에 북한군에게 반격을 가한 부대는 포병이었

다. 이대용 장군은 북한 남침의 급습을 저지한 포병 단독의 분전을 극찬했다.

  두 번째 전투는 옥산포 전투로, 1950년 6월 26일 옥산포 동쪽 능선에 배치되었던 제7연

대 1대대 전장병들이 1.5㎞ 전력 질주하는 장거리 돌격으로 적의 측면을 강타하여 패주시

키고 추격하 다. 전쟁 초기 유일한 북진 반격이었다.

  세 번째 전투는 소양강 전투로, 개전 사흘 후인 27일 도강하던 북한군을 역시 전방 측

면에서 자동화기와 57㎜ 전차포로 섬멸해 버린 전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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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의산에서 본 소양강과 우두평

  네 번째 전투는 원창고개 전투로, 

1950년 6월 28일 이미 서쪽 전선이 

무너져서 전 국군이 총 후퇴해야 함

을 알게 된 제6사단도 지연전을 하

면서 홍천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제

7연대는 춘천 남방 원창고개에서 지

연전을 전개하면서 적에게 타격을 

주고 시간을 벌다가 남쪽으로 철수

하게 된다.

  6월 25일 오전, 북한군은 새벽에 

점령한 모진교를 지나 38선 주변에 배치되었던 국군의 전초선을 단숨에 돌파하고 북한강

을 따라 남하하 다. 파죽지세로 내려오던 북한군 제2사단의 관할부대가 우두평까지는 내

려왔지만, 이들을 막아 선 것은 출동한 6사단 소속 제16포병대대 다. 제6사단의 포병은 

김 성 소령의 1개 대대 3개 중대 뿐이었다. 6사단 배속의 1대대 총 포 수는 15문이었다.  

6사단 2연대 배속의 포 중대는 홍천에, 7연대 포 중대는 원주에, 19연대 포 중대는 원주에 

각각 분산 배치되어 있었다. 이 포병 중대가 연대별로 흩어져 있었지만, 6･25 적침 바로 

전에 분산되었던 포병 중대들은 김 성 포병대대장 지휘하에 소양강 이북 우두동에 집결

해서 훈련 중에 있었다. 7연대 전면의 적들은 05시 40분부터 30분간 포사격을 가하고 06

시 10분부터 보병들이 공격 개시선을 출발하여 38선을 넘었다. 북한이 1차 공격과 2차 공

격을 감행했지만 제16포병대대의 일격과 7연대의 용감한 응전으로 오히려 옥산포 - 천전리

선을 돌파하지 못하 다. 이에 당황한 쪽은 북한군이었다. 작전계획대로라면 마구 내 기

만 하면 국군들이 정신없이 도망갈 것으로 믿었는데 일대 큰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제7연대 제1중대가 사전 준비된 중대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약 30분후인 6월 25일 오전 

11시 경 북한군 약 1개 소대 병력이 금광의 서쪽 능선끝 부분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

을 우리 제1중대는 사격(60㎜ 박격포, 기관총, 개인화기)으로 이들을 집중 공격하 으며, 

이 북한군 소수 병력은 제1중대 전방 약 400m 지점까지 내려왔다가 북쪽으로 퇴각해 버

렸다. 이것이 북한군이 말하는 1차 공격이다. 교전 시간은 약 1시간이었다. 

  이 교전이 끝나고 점심 식사가 운반되어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귀대 사병들을 인솔

하고 온 이한직 상사가 “중대장님! 저기 인민군 전차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손으로 

가리키는 서쪽을 보니 북한군 전차 5대가 옥산포로 진격하고 있었다. 이 전차들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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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배 소령 모습 

북한 SU - 76 자주포 으나 우리는 그것을 전차로 오인하고 있었다.

  오후 4시, 제1중대 전면에는 또 약 1개 소대의 북한군이 출현하여 사격을 가하면서 아

군 제1중대 정면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어 제1중대는 오전 11시 경에 한 것과 마찬가

지로 박격포, 기관총, 자동소총, 소총 등으로 응사하여 이를 북으로 격퇴시키고 방어진지

를 고수했다. 이때의 교전 시간은 약 2시간이었다. 

  이날 25일 전투로 북한군은 전략적 실패에 관한 대안을 찾느라 고민했을 것이다. 북한

군 남침계획의 기본전략은 “1950년 6월말에 전면공격으로 신속히 서울을 점령하고, 인민봉

기를 유발하여 한국정부를 전복시킨다. 그 후 인민군이 신속히 남해안까지 진격하여 미 

증원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 1개월 내에 전쟁을 종결함으로써 8월 15일 광복 5주년 기념

일까지 서울에 통일 인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전략적 방침하에 북한군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투력을 투입하여 단기간에

속전속결로 남한지역을 일시에 석권한다는 작전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북한군의 군

사전략이 ‘속공기동공세작전’과 ‘포위섬멸전략’을 양대 내용으로 하는 소련의 군사 전략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남침계획 수립에 소련의 군사고문단이 직접 참여했다는 당시 작전

국장 유성철의 증언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6월 26일 아침 일찍 옥산포를 점령한 북한군에 대한 파쇄공격(destroying attack)이 전일 

오후 일찍부터 옥산포 일대를 점령하고 춘천시로의 진격을 목전에 두고 있는 북한군 부

대에 대한 측방기습 파쇄공격 명령이 제7연대 본부로부터 제1대대에 하달되어 제1대대 중

대장들은 대대장 김용배 소령이 있는 164고지에 불

려가서 옥산포 북한군 부대에 대한 공격 명령을 받

았다.

  장거리 돌격은 고지에서 옥산포 일대 북한군의 

경계 태세를 면 히 관찰하던 대대장 김용배 소령

이 드디어 적의 허점을 맹공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

하고 연대장 임부택 중령에게 긴급 건의해서 단행

된 것이다. 164고지 북방 능선에 배치되었던 1대대 

주력은 은 히 능선을 타고 남쪽으로 이동하여 옥

산포 최단거리 능선에서 돌격 준비를 했다. 오전 

10시경에 옥산포 일대의 적에게 포병의 준비 사격

이 시작되어 30분간 집중적인 포격이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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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일 소령 동상(102보 입구 위치)

  오전 10시 30분 공격 개시선을 넘은 제1중대는 좌측의 제3중대와 함께 고함을 지르고 

사격을 하며 달려 내려갔다. 선두 보병이 옥산포에 접근할 시점에 포병의 사격도 종료되

었다. 옥산포를 순식간에 점령하고 북으로 도주하는 북한군을 추격하는 한편 옥산포내 각 

가옥에 숨어버린 북한군에 대한 수색소탕작업을 전개하 다. 뜻하지 않은 공격을 받은 적

은 전투력이 와해되어 자주포 5대까지 버리고 허둥지둥 역골 후사면 지내리로 물러났다.

  옥산포 점령과 동시에 추가 투입된 제2중대에게 제1중대는 옥산포 동네의 주택수색 소

탕작전을 넘겨주고 제1중대는 도주하는 북한군 부대를 추격하여 옥산포 북방 삼거리를 

지나 지내리에서 내려오는 개울다리까지 진출, 북쪽을 향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했다. 이 

반격은 내침한 적을 격파하고 북진했었던 6･25전쟁 최초의 전투 다.

  이후에도 57㎜ 대전차 중대장 송

광보 대위의 지시에 의해 심일 중

위가 결성한 5인조 대전차특공조의 

몸을 아끼지 않은 육탄공격으로 

적 SU - 76 자주포를 격파하는 승전

이 이어지면서 제7연대 장병들이 

자주포도 파괴할 수 있다는 자신

감도 갖게 되었다. 

  북한군 군단장 김광협 소장은 

이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제7사단으로부터 1개 연대를 빼내어 소양강 상류의 원평리･부창리에 우회 진출시켜 춘천 

동북쪽의 구봉산과 대룡산 경계선을 공격시켰다. 그리고 전열을 재정비한 후, 우두벌을 

지나 소양강을 도하하려고 하 다. 이 때 아군은 소양교로 진입하는 적의 선봉주력부대를 

7연대가 담당하고 경찰은 측방(소양강 제방, 봉의산 정상)에서 도하하는 적을 저지하는 임

무를 맡았다. 이때 경찰병력은 강원경찰국, 춘천경찰서, 강원경찰학교와 오대산 공비토벌

을 하다가 도착한 전투경찰 9대대가 있었다.

  한편, 제16포병대대는 각 중대의 소요 포탄 5,000여 발을 북한강 건너 북쪽의 우두동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곳에 16포병대대 포탄 보관 탄약고가 있었다는 설이 우세하지만 훈

련 때문에 포탄들을 일시적으로 당시 제사공장에 운반 해놓았다는 설도 있다.) 그래서 포

전에 필요한 포탄만을 제외한 나머지 포탄은 긴급히 후방으로 철수하여야 했다. 후방이란 

춘천 남방의 춘천사범학교를 말한다. 먼저 춘천농업학교 농장의 손수레와 생사공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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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건립된 이래 지금까지 묵묵히 서있는 소양1교(총탄

자국이 선명하다)

사용하는 손수레 각 10여 대를 이용

하여 농업학교 호국단, 공장 직공, 

우두초등학교 교사 및 동네 구장들

로 구성된 시민 협조대가 손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시민 봉사대는 삼단으로 조직되었

다. 1조가 창고에서 70번(당시 17번) 

도로까지, 2조가 소양교 북방 500m 

5번 국도(당시 29번 도로) 교차점까

지, 3조가 다리 건너 소양강 이남까

지 릴레이로 운반했다. 벌써 피난민들의 남행이 시작되고 있었고 주민들도 거리에 나와서 

주민들이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운반 포병들은 주민들에게 사정도 하고 애걸도 하고 

강요도 하며 부탁하여 부지런히 포탄을 운반했다. 지게에는 1~2발, 손수레는 3~4발, 우마

차는 4~5발, 자동차는 8~10발을 소양교 건너 파출소(소양1교에서 100m 거리)까지 운반해 

집적했다. 이곳에 있던 포탄은 춘천사범학교의 학생들이 동원되어 운반해온 포탄을 학교

로 날랐으며 징발된 민간 차량들이 이 포탄들을  춘천사범학교로 운반했다. 이렇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건져낸 포탄만 3,500여 발이나 되었다. 총 300여 명의 민간인들이 포탄 운반

에 협조했다. 6･25전사에서 특기할만한 민군 합동의 사례다.

  6월 26일 오후 6시 30분경 갑자기 제1대대장 김용배 소령은 예하 각 중대장들을 164 고

지에 집합하도록 했다. 그 곳에는 양구 방면에서 내평을 거쳐 춘천시로 진격해 내려오는 

북한군을 내평에서 방어하고 있던 제2대대 제7중대장 이건옥(육사 7기)중위가 소대원 7~8

명을 거느리고 와 있었다. 피로에 지친 모습이었으며, 그는 양구로부터 고 내려오는 북

한군 부대가 오늘 밤에 아마도 샘밭을 거쳐 우두동 여우고개까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제1대대 일부 병력으로 한계울의 북한군 부대에 야간기습 파쇄공격을 계획하고 있던 

제1대대장 김용배 소령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때를 같이 하여 제7연대 본부로부터 

“제1대대는 양구로부터 내려오는 북한군 부대에 의해 후방을 차단당하게 되니, 6월 26일 

일몰(日沒)과 동시에 우두동 남동에 있는 네다리 여울을 건너서 소양강 남쪽 석사동에 집

결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제7연대 제1대대는 제7연대장 명령에 따라 6월 26일 저녁식사를 일찍 끝내고 철수 준비

를 한 후 일몰(日沒)과 동시에 점령확보하고 있던 방어진지를 포기하고 철수 작전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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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말 춘천 전경인데, 우측 상단 부분이 네다리 여울

지역이다. 

하 다. 제1중대, 제3중대, 제2중대 순

으로 우두동으로 이동, 우두동 동쪽 

남단에 있는 도섭이 가능한 네다리 

여울을 건넜다. 여울의 수심(水深)은 

사람의 허리까지 찼다.

  도섭이 가능한 우두동 네다리 여울

의 나루터 정면 넓이는 150m 내지 

200m 쯤으로 보 다. 제1중대는 춘천

시 후평동을 거쳐 춘천시 석사동 야산

으로 갔다. 제1대대 전 병력은 그곳 

야산 맨 땅위에 누워서 수면을 취하며 

밤을 보냈다.

  이에 따라 소양교를 중심으로 동측은 제7연대가. 서측은 제19연대가 배치되었다. 6사단 

공병대대장 박정체 소령은 소양교 북쪽에서 최후 저지선으로 병력이 재배치됨에 따라 소

양교의 폭파를 김종오 사단장에게 건의하 다. 그러나 사단장은 김 성 포병대대장의 건의

를 받아들여 아군의 역습에 대비하여 교량폭파를 보류시키고 그 대신 교량 위와 입구에 

장애물을 보완하도록 했다.  

  6월 27일 새벽 4시경, 제1중대는 제1대대에게 부여된 춘천방어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 

석사동 숙 지를 떠나 봉의산으로 이동을 개시했다. 제1중대의 임무는 봉의산 기슭 후평

동 쪽 낮은 능선을 따라 배치되어 우두동 네다리 여울로 도하하여 후평동 - 석사동 방면으

로 전진해오는 북한군 부대의 예상 접근로를 차단하고 소양강변에서 북한군 부대에게 막

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제1대대 잔여 병력은 제1중대 우측에 봉의산 일부와 후평동

을 둘러싸고 배치되었다.

  6월 27일 오전 8시경 우두동 네다리 여울 도섭지점에 북한군 부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곧 이어서 약 1개 중대규모의 북한군이 강변에 출현하여 도하 작전을 개시하 다. 이들이 

도하를 결심했던 것은 전면에 배치되었던 김종수 소령의 2대대가 후방으로 철수해서 강

변을 그대로 비워놓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측면 멀리 배치된 1대대를 큰 위협으로 보지 

않았었다. 아군 1중대 방어진지에서 그 도하 지점까지의 거리는 가까운 곳에서는 약 

1,000m이고 먼 곳에서는 약 1,500m 쯤 되기 때문에 소총사격으로서는 큰 효과를 얻기 어

려운 거리 다. 옥산포에서 북한군이 1대대의 함정에 스스로 들어오게 했던 장거리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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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방만심이 이들을 또 다시 함정에 스스로 빠져 들게 하 다.

  아군은 대대 중화기 중대에서 배속된 수냉식(M 1917) 2정과 제1중대 화기소대의 경기관

총(M1919 - LMG) 2정으로 효과적인 사격을 할 수가 있었다. 자동소총(BAR)도 이에 가담하

여 제1중대 진지의 자동화기들은 맹렬한 집중사격을 강변에 있는 북한군과 이미 강물 속

에 들어 선 북한군에게 가했다, 당시 16포병대대는 홍천 방면의 2연대 지원을 위해서 대

대본부가 홍천으로 이동하고 춘천에 1개 중대가 남아있었는데, 이 중대의 포들이 지원사

격을 했다. 

  제1중대의 60㎜ 박격포도 강변의 적군을 강타하고 제1대대의 81㎜ 박격포 일부도 포사

격에 가세했다. 여기에 더해서 홍천의 6사단 2연대 소속의 57㎜포 두 문이 7연대 1대대 

지원에 가세했다. 57㎜ 대전차포는 원래 각 연대에 배속된 보병의 중화기 으나 6･25전쟁 

직후에 사단 포병으로 소속이 바뀌고 일부 장교들도 보병에서 포병으로 병과가 바뀌었다. 

심 일 중위는 포병으로 전과했으나 이 훈 중위는 보병 병과에 그냥 남았다. 

  시계(視界)와 사계(射界)는 확 트여져 있어 우리 사격을 방해하는 요소는 아무 것도 없

었다. 제1중대 지역에 지원 나와 있던 이 훈 중위(8기 특)가 지휘하는 57㎜ 대전차 포 2문

도 인마 살상용 고폭탄(HE)을 맹렬히 퍼부었다. 허리까지 차는 수심 때문에 강물 속에 들

어선 북한군 부대원들은 느리게 움직여서 우리 제1중대 진지로부터 비오듯이 쏟아내는 

자동화기의 불벼락에 좋은 표적이 되어서 다수가 강물 속에서 사살되었다. 강변에서 움직

이고 있는 후속 북한군 부대원들은 아군의 집중사격에 지리멸렬상태에 빠져 살길을 찾기

에 급급했다. 그러나 치열한 아군의 화력 속에서도 일개 소대 병력 30명 정도의 북한군이 

일단 강을 건너는데 성공하 다.

  우리의 자동화기와 포 사격들은 강을 무사히 건너온 적에게 집중했다. 순식간에 다수가 

쓰러지자 도강 부대는 견디다 못해 다시 강을 건너 우두동 쪽으로 되돌아가면서 또 적지 

않게 타격을 받았다. 벌겋게 물든 소양강물이 봉의산을 감싸고 흘러 내려갔다. 북한군을 

사정없이 강타하던 두 문의 57㎜포가 갑자기 침묵했다. 이 훈 중위는 그 이유를  “단 시

간 내에 너무 많이 사격을 해서 포신이 뜨겁게 달아올라 물을 축인 가마니를 번갈아 덮

어가며 포신을 냉각시키고 있다”고 했다. 57㎜포는 이날 7연대가 보유했었던 다량의 포탄

을 공급받아 제한없이 쏘아댔다. 이대용 장군은 두 문의 포가 100여발 이상 사격했을 것

이라고 추상했다.

  춘천 방어의 3개 전투에서 포병들이 보병과 함께 큰 주역을 했다는 점은 전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 장거리 사격의 전투는 북한군이 우두동 강변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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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당시의 소양교와 소양교 남단 보수하는 모습 

까지 약 2시간 동안 계속 되었다. 북한군 약 2개 중대를 이 소양강 전투에서 완전히 섬멸

시켰다. 6･25전쟁 개전과 함께 북한군의 선봉에 서서 남침한 북한 전차 T - 34를 파괴하지 

못해서 후세에서도 별로 좋은 선입감을 주지 못한 57㎜포이지만 이 소양강 전투에서 장거

리 사격으로 큰 활약을 했다.

  6월 27일 정오가 좀 지나서 북한군 자주포(SU - 76)가 소양교에 진입 빠른 속도로 굴러

오고 그 뒤를 북한군 보병들이 뛰어서 뒤따라오고 있었다. 이 당시 봉의산 정상과 그 북

쪽 부분 그리고 소양로 일대에는 북한군이 퍼 붓는 포탄이 무수히 떨어지고 있었다. 춘천

방어전투의 최대 실수인 소양교 파괴 미 실행은 아직 전황에 낙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던 

사단장 김종오 사단장이 반격시를 대비해 파괴를 하지 않도록 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서울 방면의 비참한 국군 붕괴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다.

  전방의 포병과 보병이 다 철수한 마당에 거칠 것 없었던 북한군은 그대로 도강하고 말

았다. 봉의산 동쪽에 배치되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봉의산 방어 중대인 제1중대에게 제1

대대장 김용배 소령으로부터 철수 명령이 내려온 것은 오후 15:00경이었다. 이 명령에 따

라 제1중대장은 각 소대장을 불러 철수 명령을 하달하고 철수를 개시했다. 제일 후미 소

대가 봉의산을 떠난 것은 오후 3시 50분경이었다.  

  이날 적의 부대가 소양교를 건너 춘천에 침입하기 전 16포병대대 최갑석 상사는 기민한 

조치를 취했다. 즉 강원도 지사와 만나 농협 창고에 보관한 정부미 반출을 동의 받아 군

량미를 확보하고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정부 보유 휘발유를 인계 받아 부대의 기동력을 

보강한 것이다. 덕분에 이대용 장군은 7연대가 낙동강 전선까지 철수하며 싸우면서도 배

를 곯은 기억은 없었다고 회고했다. 6사단이 계속 남하 철수하면서도 잘 싸웠던 것은 무

기와 탄약을 보전할 수 있었고 충분한 식량과 연료를 확보한 것도 한 요소가 되었다. 



전쟁의 발발과 민관군이 이룬 춘천대첩┃제1절

횡성전투의 전적지를 찾아서◀23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춘천역 반대편)

  6월 27일 밤과 6월 28일 새벽에 줄기차게 내리던 비는 새벽 4시경에 멎었고 하늘을 뒤

덮던 구름은 걷혔다. 6월 28일 새벽 5시경 제1중대는 제1대대의 일부로서 수리봉 원창고

개 - 금병산(652 고지)을 연결하는 능선을 따라 서쪽에 있는 금병산을 향하여 이동을 개시

하 다. 원창고개 방어임무는 제7연대 제2대대가 맡고 있었다. 제1대대는 제1중대 제2중

대 제3중대 순으로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배치하여 금병산 능선 일대에 방어진지를 형

성 배치를 끝낸 것은 6월 28일 오전 8시 다.

  6월 28일 오전 10시경 북한군 약 1개 중대 병력은 대대 방어 정면 중앙을 담당하고 있

는 제2중대 지역을 공격해 올라오고 있었다. 제1대대 81㎜ 박격포의 지원을 받아 제2중대

는 잘 버티며, 약 2시간의 격전 끝에 이를 물리쳤다. 제3중대 정면에도 적군이 공격해 왔

으나 제3중대는 이를 잘 막아냈으며 방어진지를 완벽하게 유지하 다. 제1중대 정면에는 

극히 소수(약 1개 소대)의 적군이 출현했으나 이것 역시 격퇴되어 제1대대의 금병산 방어

진지는 계속 확보되고 있었으나 우측 원창고개를 방어하고 있던 제7연대 2대대는 오전 중

에는 방어진지를 잘 유지하고 있었으나 정오가 좀 지나면서 대대 병력이 원창고개에서 

모래재 쪽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 보 다.

  6월 28일 오후 3시경, 제7연대 부

연대장 최 수 중령이 써 보낸 서

면 명령이 제 1대대장 김용배 소령

에게 왔다. “제1대대는 즉시 금병산 

방어진지에서 철수하여 모래재[沙峴]

로 이동하라”는 내용이었다. 제1대

대의 제일 후미 중대가 금병산을 

떠난 것은 오후 4시경이었다. 이리

하여 춘천지구 전투는 치열한 공방

전 3일간 반 만에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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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홍천 말고개전투의 승리와 육탄 11용사

  한반도의 중부 전선인 양구 - 춘천 - 가평 전선에서 싸운 국군 제6사단은 춘천지역에서만 

잘 싸운 부대가 아니었다. 6사단의 춘천지역 방어전투는 임부택 중령의 7연대가 했지만 

양구지역 방어전투는 함병선 중령의 2연대가 담당했었다.

  제2연대는 27일 아침 한계리와 북창을 잇는 큰말고개로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한 다음 

제19연대의 지원을 받아 29일 밤까지 북한군 제7사단 진출을 저지하 다. 

  27일 아침 국군 제19연대장 민병권 중령은 홍천을 향해 철수하라는 사단장의 작전 명령

을 받았다. 연대장 민병권 중령은 연대 작전주임 박주근 소령에게 먼저 선발대로 내려가

서 지형을 정찰하여 남하하는 적을 분쇄할 수 있는 좋은 지점을 설정토록 하 다. 그런 

다음 행군 서열을 정하여 27일 오후 6시 30분 홍천국민학교에 이르 다. 이곳에서 선발한 

작전주임 박소령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다. 

  사단작전 명령에 지적된 지역은 방어선을 펼만한 곳이 못되고 성산리 북쪽 큰말고

개야말로 지형상 유리한 방어진지가 될 만합니다. 이곳은 차량대가 서로 비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도로에다 좌･우는 급경사 산으로 우측은 절벽이고 길은 S자형

으로 구불구불 고개 길로 나 있는 곳입니다.

  보고를 받은 연대장은 “좋아요. 그곳에서 적 전차를 쳐부수면 되겠군!”하고 어떻게 하면 

천하무적의 북한군 전차를 폭파시켜 아군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 다. 연대

장 민병권 중령은 전통 야전군 지휘관으로 결심을 한 듯 출발하려는 대대 앞으로 나가 

설명을 하 다. 

  헌병 김명수 하사는 쏟아지는 비속에 연대장의 작전 명령 지휘사항을 듣고 있었다. 이

때 연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 다. 

  적의 전차 위력은 모두가 봐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춘천에서 피

눈물을 삼키고 철수하게 된 것도 그들의 전차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 원한을 씻어야 

한다. 57㎜ 대전차포가 무력화 안 된다면 육탄 공격으로 부딪쳐 깨부술 수밖에 없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적의 전차를 보기 좋게 때려 부술 용사가 없는가? 있다면 앞으로 

나오라.



홍천 말고개전투의 승리와 육탄 11용사┃제2절

횡성전투의 전적지를 찾아서◀25

   연대장의 비장한 말에 억수처럼 쏟아지는 비를 맞고 서있던 병사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왔다. 세어보니 모두 30명이나 되었다. 연대장은 감격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귀관들의 애국충정을 본받을만하다. 연대장으로서 고개가 숙여질 뿐이다. 

하지만 30명까지는 필요치 않다.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해당사항이 있는 병

사는 열에서 뒤로 3보 물러나라.

  연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독자, 기혼자, 막 결혼 한 장병, 노부모를 모시는 병사들을 

억지로 열외 시켜서 11명을 선발하 다. 그리고 11명중에서 전차에 대하여 지식 있는 임

택규 이등중사를 시켜서 전차의 약점이 무엇이며 손쉽게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용사들에게 시범을 보이도록 하 다.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전차의 취약부분은 바퀴에 있고, 바퀴쇠줄을 향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박격포로 

때려 맞추면 줄이 끊어져 정지하게 된다. 이때 전차위로 뛰어 오르면서 전차 꼭대기

에 손잡이가 달려있다. 이 뚜껑을 열면서 동시에 수류탄을 집어넣고 재빨리 전차에서 

뛰어내려 대피하라. 전차 안에서 수류탄만 폭발하면 전차는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동작만 빠르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육탄 11용사는 각자 수류탄 2발 그리고 안전핀을 뺀 박격포 81㎜탄 1개씩을 받아들고 

연대수색대장 박준수 중위의 인솔하에 말고개를 향해 떠났다. 떠나는 그들에게 “살아서 

모두 만나기를 하늘에 빌겠다”고 연대장은 말했다. 곧이어 제3대대가 선두로 말고개로 향

했다. 

  19연대는 말고개를 중심으로 동쪽 산기슭에 방어 배치를 끝냈다. 그곳에서 S자로 굽은 

고갯길이 잘 내려다보이는 곳에 육탄 11용사들은 양쪽 10m~20m의 간격을 두고 배치되었

었다. 문제는 도로 양편에 몸을 은폐할 만한 배수로가 훤히 보이고 있어 대원들이 전부 

전투 중 사살당한 것처럼 양쪽 도랑에 엎어져 있기로 결정하여 죽은 척 엎드려져 있었다.

  6월 28일 아침 9시가 지나자 철정리 한계마을 쪽에서 10여 대의 전차1)를 앞세운 북한

군이 병력을 만재한 수십 대의 트럭을 몰고 진군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계 마을은 대접

처럼 약간 들어간 분지형태의 마을이어서 제2연대 연대장 함병선 중령은 진작부터 마을 

복판을 향해 화망을 철저하게 구성하여 놓고 있었다. 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소총과 

1) 당시 군수중위 던 김운한 예비역 소장은 자주포를 개조한 소형개조전차라고 표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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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개에서 본 서쪽 지역과 화양강 변에서 본 말고개 정상부

중화기 박격포의 제물이 되도록 진지를 구축하고 기다린 지 오랜 시간이 흘 다. 이윽고 

전차 10여 대를 앞세우고 병력을 실은 트럭이 마을 한 복판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병력이 절반쯤 통과할 무렵에 연대장 함병선 중령은 사격을 명령했다.

  집중 포화가 쏟아지자 마을 안은 유황불이 끓는 가마솥으로 변하여 미처 트럭에서 내

리지 못한 인민군은 무수히 죽어갔다. 살아남은 인민군은 트럭에서 뛰어내려 황급히 공격 

대형을 펼치며 응전해왔다. 북한군 보병은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고 죽어가며 응사를 

하는데 10여 대의 전차는 그대로 전진하며 말고개로 향했다. 육탄 11용사가 전차를 맨몸

으로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2연대의 선제공격 때문이었다. 전차를 앞세워 뒤에 

따라가던 적 보병의 발목을 묶어 전차만 말고개로 올려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차 

11대가 캐터피리 소리도 요란하게 고개 마루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 다. 아군 대전차중대 

이훈 중위의 지시에 따라 57㎜ 대전차포로 발사하여 제1발 명중, 제2발도 명중했으나 꿈

쩍도 하지 않았고 3탄을 발사한 직후 적 전차가 반격한 첫 탄에 57㎜ 포는 배수구에 처박

히고 사수는 공중으로 높이 치솟았다가 그 밑으로 곤두박질쳤다. 잠복한 국군 병사들은 

공포감에 휩싸 다. 첫 포를 제거한 북한 전차는 거침없이 고개를 계속 기어오르기 시작

했다.

  만일 적 전차가 아군의 마지막 대전차 방어선인 고개의 두 번째 굽이진 곳을 통과한다

면 그 이남에는 이들을 방어할 수 있는 지형도 없거니와 방어배치 또한 없기 때문에 적

은 홍천까지 단숨에 진출할 수가 있게 된다. 

  한편 S자형으로 구부러진 말고개 밑의 좁은 길가에는 11명의 육탄용사들이 가슴에 수류

탄을 안고 사살당한 시체처럼 여기저기 엎어져 있었다. 대낮인데다가 은폐물도 없어 길가

의 얕은 배수로에 죽은척하고 엎드려 있으니 완전히 노출되어 위험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하지만 이 한 목숨은 적 전차에 맡긴 상태 다. 드디어 전차의 굉음이 땅을 진동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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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탄용사전적비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때 맞은편 계곡에 숨어있던 제2연대 대전차 중대에서 마침내 철갑

탄을 쏘아 날렸다. 11대의 전차는 50m 전방에 한발 한발 다가오고 있었다. 11명의 용사들

은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전차는 육탄용사 1번조인 조달진 일병 앞으로 굉음을 울리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엎드린 체 가만히 눈을 떠서 훔쳐보니 거대한 전차가 바로 눈앞을 지나

고 있었다. 전차의 포신이 빙그르 돌며 이쪽을 향했던 것이다. 숨죽이고 있던 조일병은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 잘못하면 정신을 잃을 뻔했다고 하 다. 바로 이때 건너

편에서 김학두 일등중사가 쏜 대전차포 철갑탄이 1번 전차의 옆구리에 명중했다. 

  1번 전차는 제2연대 포중대 위치를 확인하려는 듯 멈칫하면서 섰다. 이때라고 조일병은 

같은 조의 김일병 옆구리를 찔 다. 김일병이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이미 안전핀을 뽑은 

81m 박격 포탄을 전차의 바퀴밑에 굴려 넣었다. 두 병사들은 도랑깊이 숨었다. 적 전차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다시 진격하다 쾅하고 고막이 찢어지는 듯 폭음 소리가 울리더

니 1번 전차가 들썩하면서 멈춰 섰다. 

  조달진 일병이 몸을 일으킨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는 비호처럼 전차위로 뛰어 올라가 

해치 손잡이를 열어 수류탄을 넣었다. 그런 다음 조일병은 전차위에서 몸을 날려 멀리 뒹

굴었다. 쾅하면서 1번 전차 안에서 폭음이 울리더니 불길에 휩싸 다. 1번 전차는 파괴 

되었으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1번 선두 전차가 파괴되어 움직이지 못하여 나머지 10대

의 전차가 일제히 멈추게 되었다. 이때 2번 전차가 1번 전차를 어서 치우려 했지만 마

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자 11번 맨 뒤의 전차 해치가 열리더니 군관 하나가 고개를 내

었다. 그의 전차 뒤에 꽂은 깃발로 보아 대대장인 듯 그 순간 계곡에서 날아온 아군 기

관총탄에 머리를 맞은 장교는 뒤로 쓰러져 버렸다. 11번 조인 이하사가 벌떡 일어나 전차

위로 재빨리 올라가 해치 안에다 

수류탄을 넣었다. 역시 전차는 폭

파되어 불기둥이 솟았다. 나머지 

11대의 전차는 앞으로 전진도 할 

수 없고 뒤로 후진도 할 수 없어 

전차는 갇혀 버렸다. 

  북한군은 여기저기에서 해치가 

열리고 대체 어찌된 일인지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 승무원들이 고

개를 내 었다. 그러자 총공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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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어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죽거나 전차를 버리고 도망치다가 죽어갔다. 육탄 용사들

은 마음 놓고 나머지 전차의 해치 안에 수류탄을 넣어 11대의 전차를 폭파시키자 전 장병

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울리며 만세를 불 다. 실로 통쾌한 무비의 순간이었다. 6･25초전 

전쟁 이래 북한군 전차를 한 장소에서 파괴된 기록은 6･25전쟁을 통틀어 없었다.

  이 전차 몰살전을 50m 이내의 거리에서 지켜본 지역의 정춘옥 방위 소위는 이렇게 회

고하 다(당시 민병대 수준의 호국군이라는 조직이 지역마다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었

다. 방위 소위는 이 조직의 소위를 말함).

  57㎜ 포 첫 탄이 명중하자 선두 전차가 정지했다. 승무원이 해치 밖으로 머리를 내

미는 순간 한 병사가 자주포 뒷면으로부터 뛰어 올라가 수류탄을 던져 넣고 사라졌

다. 전투가 끝난 직후 나는 현장으로 달려가 보았다. 1번차는 우측면에 포탄이 관통

한 구멍이 나 있었고 승무원은 새까맣게 타 죽어 있었다.

 그리고 1･2･3번 차는 후방 출입문이 있는 전차(SU - 76) 고, 화양강에 굴러 떨어진 

것은 좀 크고 형태도 다르며 포신 또한 길어보 다(T - 34전차). 그러나 5번 차 이후의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SU - 76 내부에는 그들이 남침한 뒤 마을에서 약탈한 혼수감으

로 보이는 비단 옷감이 가득 실려 있었다.

  말고개의 전차 섬멸전이야 말로 개전 이래 국군이 한 장소에서 올린 최대의 적 기갑부

대 섬멸 전과 다. 이로 말미암아 적의 홍천 점령이 이틀이나 지연됨으로서 춘천 방어 전

투 이래 두 번째로 적 2군단 작전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하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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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제7연대의 삼마치 엄호와 횡성시가전

  제6사단의 2연대･7연대･19연대의 사기는 충천했다. 말고개로 진출하려던 북한군은 그렇

게 참담한 패배를 당한 것이다. 그러나 끝없이 고 내려오는 적군으로 인하여 아군 제2

연대와 제19연대는 29일 밤 큰말고개 방어선을 포기하고 원주를 경유 신림 - 제천 전선으

로 철수하기 시작하 다.

  이 무렵 7연대는 홍천을 거쳐 삼마치에서 2연대와 19연대가 무사히 통과하도록 엄호를 

했다. 심지어 삼마치를 넘어 시동 3거리에서 양덕원리 방향으로까지 잠복하며 엄호하

다. 전선을 유지하다가 29일 밤 9시경에 횡성으로 진출, 밤 10시경 횡성교를 지나 횡성 시

가지로 진입하 는데 뜻하지 않는 중대규모의 북한군을 만났다. 서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

했다. 어둠속에서 피아를 식별하기 어두운 밤이었으나 시가지로 침입한 북한군과 육박전

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북한군은 삭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만져가며 치

열한 육박전을 1시간여 동안 벌 는데, 북한군은 수세에 몰리자 홍천 서석 방면으로 도망

쳤다. 

  횡성에서 인민군과의 교전에서 승리한 7연대는 원주 소초면 산악지대와 원주 위관리 

오산까지 전선을 유지하고 있었고 제2연대와 제19연대는 원주를 경유하여 신림과 제천 경

계에 전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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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원주 - 횡성 - 춘천 진격전

  낙동강 전선까지 몰렸던 아군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9월 16일 총반격을 개

시하여 9월 28일에는 서울을 탈환하기에 이른다. 당시 제2군단(장, 유발흥소장)에 소속된 

제6사단(장, 김종오준장) 역시 반격(50.9.30~50.10.6)을 개시하 다. 제2연대(장, 함병선대령)

의 제1대대(장, 석순천대위), 제2대대(장, 문정식소령), 제3대대(장, 송대후소령)와 제7연대

(장, 임부택대령)의 제1대대(장, 김용배중령), 제2대대(장, 김종수중령), 제3대대(장, 인성관

중령) 그리고 제19연대(장, 김익열대령)의 제1대대(장, 허용우소령), 제2대대(장, 김욱전소

령), 제3대대(장, 박 철소령)가 참전하 고 지원부대로는 제16포병대대(장 김 성소령)가 참

여하 다. 적군은 북한군 제2군단(장, 김무정중장)이었다.  

 1. 전투 전의 개황과 작전계획

  제6사단은 9월 24일 사투의 반복 끝에 신녕 북쪽 조림산(鳥林山)을 탈취한 다음, 계속 

추격을 단행하여 9월 29일에는 단양 - 충주선을 따라 적을 격파, 북상하 는데 당시, 육본 

작령 제199호(작명부록 제3호)에 의거하여 경인지구와 경부선을 따라 북진하는 아군과 UN

군의 진격에 호응하면서, 담당지역 내의 적을 격쇄하고, 충주 - 원주 - 횡성 - 춘천선으로 급

속히 진격한 연후에 부대정비를 끝마치는 즉시로 38도선의 돌파를 준비하기로 하 다.

  한편 적은 아군의 총반격전이 시작되면서부터 전세를 만회하고자 온갖 발악을 다하

으나, 아군의 노도와 같은 총진격에 부닥쳐 전선을 재정리할 여유도 없이 다만 북쪽으로 

퇴각하기에 이르 다. 그러나 아군의 급진하는 거파(巨派)에 려 궤주(潰走)하면서도 그 

일방으로는 산발적인 저항을 기도하여 기울어져가는 전세를 최대한으로 부지하여 보려고 

하 다.

  이에 제6사단(장, 김종오준장)은 육본작명 제199호(작명부록 제3호)에 의거하여 제2연대

(장, 함병선대령)와 제7연대(장, 임부택대령), 그리고 제19연대(장, 김익열대령) 순으로 원

주~춘천선으로 진격하여 춘천근방에서 재편성을 끝마친 다음, 차기작전을 계속할 준비를 

갖추기로 하 다. 

  당시 육본작명 제119호의 요지에 이르기를 “제6사단은 제천 - 주포리 - 원주축선으로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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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 1> 원주-횡성-춘천 진격전 상황도(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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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계속 진격한 다음, 춘천근방에서 재편성, 육군본부 명령에 의하여 차기작전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고 하 다.

 2. 작전실시

  9월 30일, 제2연대 제1대대(장, 석순천대위)는 이날 07:00에 충주를 출발하여 적의 저항 

병력을 구축(驅逐)하면서 이날 24:00에 원주시내에 돌입하 고, 제2대대(장, 문정식소령)는 

08:00에 광덕리(충북 괴산 남쪽)에서 도보로 출발하여 14:00에 괴산까지 진출하여 집결한 

다음, 부대를 재정리하 으며, 제3대대(장, 송대후소령)는 연대 선발대로서 이날 11:00에 

원주까지 정진한 다음, 시내에 흩어져 있는 적 패잔병에 눈 돌릴 사이도 없이 계속 북진

하여 16:00에는 이미 횡성까지 진출하 다.

  제7연대 제1대대(장, 김용배중령)는 충주에서 부대정비를 하면서, 다음 진격명령을 대기

하고 있었으며, 제2대대(장, 김종수중령)는 07:00에 차량편으로 충주에서 청풍으로 진격하

던 중 10:00에 청풍부근에서 산발적으로 저항하는 적 패잔병을 격파, 분산시키고, 청풍일

대를 점령한 다음, 주변은 수색, 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한편 연대 예비대인 제3대대(장, 

인성관중령)는 15:40에 무릉리(충주 동남쪽 ㎞)를 출발하여 16:30 충주까지 진출한 다음, 

계속 진격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 다.

  제19연대(장, 김익열대령)는 이날 06:00 충주를 출발하 는데, 선발대인 제1대대(장, 허용

우소령)는 11:20 운계리를 경유, 양평쪽으로 진격 도중 14:00에는 원주까지 진출하 으며, 

이곳에서 적 패잔병 80여 명을 포착하여 전원 포로로 하 다. 연대는 예비연대로서 원주 

외곽지대에 집결하여, 다음 진격을 위한 부대정비와 외곽지대 경계임무를 담당하 다.

  10월 1일, 제2연대 제1대대(장, 석순천대위)는 이날 06:00에 원주를 출발하여 24:00에 홍

천까지 진출하 고, 제2대대(장, 문정식소령)는 07:00에 괴산을 출발하여 충주까지 진출한 

다음, 앞서 진격 중이던 제1대대와 제3대대를 언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부대의 재정비

를 재촉하고 있었으며, 제3대대(장, 송대후소령)는 연대 선봉대로서 06:00, 횡성을 출발하

여 10:00에 홍천까지 진격한 다음, 12:20에 계속 춘천 쪽으로 급진하던 중 동산면 원창리 

부근에서 북쪽으로 패주하고 있는 1개 중대규모의 적을 포착하여 대대 진화력을 집중함

으로써 이 적을 모조리 격파, 분쇄하면서 그 뒤를 따라 춘천까지 일거에 진격하 다.

  제7연대(장, 임부택대령)는 전날에 계속하여 원주쪽으로 전진하면서 주변에 흩어진 패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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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허가 된 원주(앞에 있는 뼈대만 남아있는 것이 원주제일감리교회) 

병을 격멸, 또는 축출하 는

데, 제1대대(장, 김용배중령)

는 원주 남쪽 남송일대에 

전개하여 적 패잔병으로부

터 불의의 기습을 받게 되

자, 대대 전 병력을 부근 고

지일대에 전개하여 전투태

세를 갖추었으므로, 적은 대

항할 의사를 버리고 패주하

기 때문에 계속 추격하 고, 또 제2대대(장, 김종수중령)는 이날 10:00에 청풍을 출발하여 

13:00에 충주로 되돌아 왔으며, 제3대대(장, 인성관중령)는 이날 07:00에, 도보로 충주를 출

발하여 원주 쪽으로 진격하고 있었다. 연대본부는 14:00 충주로부터 원주로 약진하여 여

기에 지휘소를 설치하 다.

  제19연대 제3대대(장, 박철소령)는 06:00 원주로부터 횡성을 경유, 12:50 용두리(횡성 –양
평중간)까지 진격하여 부근에 잠복 중인 적 패잔병을 탐색하여 10여 명은 포로로 잡았으

며, 13:30에 용두리를 출발하여 16:00 양평까지 진격하 는데, 이 부근에서 1개 대대규모의 

적으로부터 완강한 저항을 받았다. 대대는 즉시 전투태세를 갖추고 적진은 정면으로 돌파

하여 이 적을 분단, 격파한 다음, 양평읍내까지 진격하고 사주경계에 임하면서 부대를 재

정비하 다. 제2대대(장, 김욱전소령)는 사단 예비대로서 사단 사령부와 같이 원주에서 주

변경계에 임하고 있었으며, 제1대대(장, 허용우소령)는 문막-양평 중간 지점에서 1개 대대

규모의 적과 치열한 교전을 하고 있었다.

  이 무렵 원주와 제천에서 고립상태에 빠진 적 제2군단장(장, 중장 김무정)의 패잔병은 

혈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발악하고 있었으며, 적은 단일로인 원주-제천간의 도로를 따라 

원주쪽으로 패주할 기세 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제8사단(장, 이성가준장)으로부터 무전

보고를 받은 군단장 유재흥소장은 즉시 제6사단장에게 제천으로부터 원주로 넘어오는 고

개에 병력을 배치하여 패주하는 적을 섬멸하도록 명령하 다.

  그러던 이날 밤 제2군단 사령부와 제6사단 사령부는 제천-원주 사이에서 출몰하고 있던 

적 제2군단의 일부 패잔병으로부터 불의의 기습을 받았으나, 곧 기간병력을 풀어서 이 적

을 보는 대로 격쇄하여 버렸다. 이때 원주시내에 내습한 적은 2,000명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하여 시민 1,000여 명과 미군장교 5명이 학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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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 2> 원주-횡성-춘천 진격전(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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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 지난 밤 24:00 홍천까지 전진한 제2연대 제1대대(장, 석순천대위)는 홍천부근

의 수색 경계에 임하고 있었으며, 제2대대(장, 문정식소령)는 14:00에 원주로부터 홍천쪽으

로 진격 중이었고, 제3대대(장, 송대후소령)는 춘천쪽으로 진격하던 중, 춘천 남쪽에서 북

으로 패주하고 있는 적 1개 대대규모의 병력을 포착하여 즉각 기동부대를 전개토록 하여 

이 적을 일망타진케 하여 지리멸렬상태에 빠뜨리게 하면서 뒤 따라 13:00에 춘천시내에 

돌입하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적의 세포위력을 척결하기 시작하 다. 이 무렵 제2연대

(장, 함병선대령)의 진격을 직접지원하고 있는 제16포병대대(장, 김 성소령)의 1개 포대는 

연대의 진격을 더욱 근접 지원하기 위하여 포진지를 춘천부근까지 추진하 다. 

  제7연대 제1대대(장, 김용배중령)는 이날 02:00에 원주 남쪽 537.2고지에서 적 1개 중대

규모의 패잔병과 접촉하여 이 적을 가볍게 격파하면서 원주쪽으로 진격 중이었으며, 제2

대대(장, 김종수중령)는 전날에 계속하여 원주로 진격한 다음, 집결하여 자체경계와 부대

정비에 임하고 있었고, 제3대대(장, 인성관중령)는 연대본부와 같이 원주를 경유한 다음 

16:00에는 이미 횡성까지 진출하 다.

  한편 제19연대 제1대대(장, 허용우소령)는 06:00에 문막 부근에서 저항하는 적을 격파하

면서 뒤따라 양평까지 진격한 다음, 제3대대(장, 박 철소령)와 협동으로 양평 주변의 원거

리 수색, 정찰을 실시하고 있었다. 12:00에 이르러 제1대대와 제3대대는 사주경계를 철저

히 하면서 양평으로부터 용문-용두를 경유하여 18:00에 홍천으로 전진, 집결하 다. 제2대

대(장, 김욱전소령)는 사단 사령부와 같이 원주를 출발하여 19:00에 홍천까지 전진함으로

써 연대 전 병력이 모두 홍천에 일단 집결하게 되었다.

  10월 3일, 제2연대 제1대대는 홍천지역의 외곽경계를 담당하던 이날 09:00에 이곳을 출

발하여 14:00에 춘천까지 진출하 으며, 제2대대(장, 문정식소령)는 홍천-춘천사이를 계속 

전진하 고, 제3대대(장, 송대후소령)는 전날 춘천시내에 돌입하여 춘천 외곽지대경계에 

임하면서 38선 돌파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제7연대 제1대대(장, 김용배중령)는 전날 원주 남쪽에 있는 537.2고지에서 적 1개 중대 

병력을 격파하고, 이날 아침 07:20에 원주를 경유, 홍천까지 전진하여 제2대대의 뒤를 따

라 17:00 춘천쪽으로 전진중이었으며, 제2대대(장, 김종수중령)는 연대 선발대로서 춘천쪽

으로 전진하던 중 1개 소대 병력으로 추산되는 적의 저항을 받았으나, 이 적을 단 일격으

로 격파한 다음, 14:50에 대오당당하게 춘천시내로 들어갔다. 제3대대(장, 인성관중령)는 

당시 춘천까지 진출한 제2대대로부터 수송용차량이 되돌아 올 때까지 횡성에 집결하여 

부대를 다시 정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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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도 춘천의 모습

  한편, 연대 수색중대는 이날 동이 틀 무렵 소양강을 건너 38도선을 향하여 급진한 다음, 

북한강의 모진교(일명 38교)까지 진출하 다. 그런데 이 모진교 북쪽 고지에 이미 배치되

어 있던 적은 흰 천으로 ｢환 ! UN군, 국방군｣, ｢이승만박사 만세!｣, ｢우리는 적이 아님, 

건너오시오!｣, ｢총부리를 북쪽으로 돌리자!｣라고 쓴 현수막을 내걸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아군에 귀순할 뜻을 표하고 있었다. 중대장 박대위는 즉각 중대원을 북한강 북쪽 고지로 

진격시켰다. 적 소대장(소위 이경남, 적 제26여단 중화기 제3대대 제1중대 제3소대)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소대원 전원이 귀순한다고 하 다. 이때 소위 이경남은 소대원 41명을 거

느리고 귀순하 으며(나의 인민군 탈출기, 이경남 저 참조), 이로 인하여 화천부근의 적

정에 대한 첩보수집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연대본부는 제2대대의 진격에 따라 춘천까지 

약진하 다.

  제19연대 주력은 홍천 주변 경계에 임하고 있었으며, 연대의 제3대대(장, 박 철소령)는 

춘천 쪽으로 전진하던 중 진격로가 협소하므로 부대간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연대장 

명령으로 홍천까지 다시 되돌아가서 집결하 다. 전날까지 원주에 머물러 있던 제6사단사

령부는 예하 각 연대의 진격에 따라 홍천으로 이동하 고, 제2군단 사령부는 양평을 경유, 

수도 서울로 전입하여 그 지휘소를 보성중학교 구내에 설치하 다.

  10월 4일, 제2연대 제1대대(장, 석순천대위)는 이날 17:00 소양강을 도하하여 말고개(춘

천 서북쪽 18㎞지점)를 목표로 진격하면서 패주하는 적의 뒤를 따라 계속 격파하고, 북한

강의 모진교를 경계로 적과 대진하여 교전 중이었다. 이로써 제6사단 선봉대인 이 대대는 

모진교만 건너선다면 5년간이나 수 많은 사람의 피 눈물을 짜 내게 하 던 한 많은 38선

을 무너뜨리게 되는 감격적인 순간이 눈앞에 다가 오게 되는 것이었다. 한편 제2대대(장, 

문정식소령)는 13:00에 차량으로 원주를 출발하여 홍천을 경유해서 춘천 쪽으로 급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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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제3대대(장, 송대후소령)는 춘천 부근의 외곽경계와 수색임무에 임하고 있었다.

  제7연대 제1대대(장, 김용배중령)는 춘천시내에 집결하여, 다음 진격을 위한 부대정비 

중이었으며, 제2대대(장, 김종수중령)는 16:00현재로 춘천시내를 감제할 수 있는 춘천 남쪽 

수리봉과 652.1고지를 점령, 확보하면서, 계속 출몰하는 적 패잔병에 의한 반격, 또는 기

습에 대비하 다.

  제19연대(장, 김익열대령)는 홍천에 집결하여 부대정비 중인 제1대대(장, 허용우소령)로 

하여금 가평 - 춘천간의 경춘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날 16:00에 차량 편으로 홍천을 출

발하게 하여 가평 쪽으로 전진토록 하 는데, 대대는 진격 도중 15:00에 이르러 적 패잔병 

100여 명으로부터 기습을 받았으나, 대대장은 곧 부대를 수습하고, 이 적을 일제히 격파하

는 즉시로 계속 가평쪽 으로 전진하 다. 제2대대(장, 김욱전소령)는 홍천지구경계를 계속

하고 있었으며, 연대 본부와 제3대대(장, 박 철소령)는 11:00에 홍천을 출발하여 16:00까지 

춘천에 진출하여 자체경계와 부대 정비에 임하고 있었다.

  사단사령부는 사단 주력의 진격에 따라 17:00 홍천으로부터 춘천으로 전진하 으니, 모

든 전세가 순조로웠으며, 가위승승(可謂乘勝)은 장구(長驅)의 한 전례로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10월 5일, 말고개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던 적은 제2연대 제1대대(장, 석순천대위)의 기호

지세(騎虎之勢)와 같은 공격으로 지리멸렬(支離滅裂)되기에 이르러 다만 북쪽을 향하여 패

주하는데 분주하 고, 대대는 15:00 말고개 일대를 완전히 점령함으로써 38선에서 최후발

악을 시도하던 적을 완전히 분쇄하고, 38선을 넘어 서는 첫 발을 내 디딘 것이다. 전날 

차량으로 원주를 출발한 제2대대(장, 문정식소령)는 춘천을 경유하여, 이날 새벽에 춘천 

북쪽 용산동까지 진출하 고, 제3대대(장, 송대후소령)는 계속 춘천 외곽경계에 임하면서 

부대를 정비하 으며, 곧 이어서 제1대대와 제2대대의 뒤를 따라 말고개 쪽으로 전진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한편 제7연대(장, 박복택대령) 제1대대(장, 김용배중령)는 이날 05:00에 차량 편으로 춘

천을 출발하여 서원(춘천 서북쪽 17㎞)까지 진출하 는데, 지촌리(북한강 모진교 서북쪽) 

고지에서 적 1개 대대규모의 병력과 불시에 부닥치게 되어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

으며, 제2대대(장, 김종수중령)는 연대 예비대대로 08:40에 수리봉으로부터 춘천을 경유, 

인람리(춘천 북쪽 16㎞)를 향하여 제1대대의 뒤를 따라 전진 중이었다. 또한 제3대대(장, 

인성관중령)는 차량으로 급속히 전진하여 춘천을 경유, 지촌리로 진출하 으니, 모든 대세

가 일사불란이라고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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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편 제19연대 제1대대(장, 허용우소령)는 가평까지 진출하여 주변경계에 임하고 있

었으며, 제2대대(장, 김욱전소령)는 홍천지구 경계를 계속하고, 제3대대(장, 박 철소령)는 

연대 본부와 같이 춘천에서 차기작전을 위하여 부대를 정비하고 있었다.

   10월 6일, 제2연대 제1대대는 말고개를 점령, 확보하고, 다음 진격을 위한 수색정찰을 

계속하면서 부대정비에 임하고 있었으며, 제2대대는 07:00 춘천 우두동을 출발하여 12:30 

사북면 가일리까지 진출하 고, 제3대대는 07:00에 용산동을 출발하여 11:00까지에는 이미 

인남리에 진출하 다.

  제7연대 제1대대(장, 김용배중령)는 전날에 이어 지촌리 동북 쪽 고지에서 적 1개 대대

와 계속 교전 중이었으며, 제2대대(장, 김종수중령)는 전날 구만리발전소를 급속히 점령하

라는 연대장의 명령을 받고, 2일분의 식량과 실탄을 휴대시키고 오음리를 경유, 산을 타

고 진격을 시작하 다. 그런데 오음리 뒷산에서 적 1개 대대와 조우하자 일격에 격파하

고, 이곳에서 아침 식사를 한 다음, 제6중대로 하여금 산을 타고 구만리발전소 쪽으로 급

진시키고, 대대 주력은 수로를 따라 진격하 다. 그런데 제6중대의 진격을 확인 할 수가 

없었고, 구만리발전소 앞 고개에서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닥쳤으나, 대대는 일제히 돌격

을 감행하여 고개를 넘어서자 제6중대는 산을 타고 이미 구만리발전소를 점령할 단계에 

있었다. 대대는 이날 아침 구만리발전소를 완전히 점령함으로써, 적이 철저히 파괴하려고 

벼르던 이 구만리발전소는 제7연대 제2대대(장, 김종수중령)의 전격적인 진격으로 무사히 

점령, 확보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적 포로 200여 명을 잡았다.

  또 제3대대(장, 인성관중령)는 11:00에 지촌리로부터 사창리 동쪽에 있는 용암리까지 진

출하 으며, 연대본부는 이날 춘천에서 지촌리까지 약진한 다음, 작전전반을 통제한 바 

있었다.

  제19연대 제1대대(장, 허용우소령)는 전날 저녁 가평까지 진출하여 제1중대로 하여금 가

평읍내와 경춘가도 경계를 전담토록 하는 동시에 대대 주력은 청평 쪽으로 남진하여 서

울 쪽에서 북상하는 미 해병대와 합세하게 되었는데, 서로 감격하여 얼싸 안고 기뻐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미 해병대와 합동으로 청평댐과 주변일대 경계에 

임하 는데, 당시 연대 주력은 춘천까지 진출하여 사단 예비대로서 다음 진격을 위한 부

대정비를 하면서 차기 작전명령을 일각천추로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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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투 후의 개황

  9월 24일 조림산을 탈환하고 곧바로 38선을 향해서 무제한 공격에 돌입한 제6사단은 도

원동 - 함창 - 충주선을 따라 급진적인 진격을 계속하여, 10월 1일 원주시에 돌입하 는데, 

이 무렵 신녕부근으로부터 패주하는 적 제2군단(장, 김무정)의 패잔병은 제천 - 원주사이에

서 아직 전선을 정리하지 못한 채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북쪽에서 제6사단이 원주를 

점령하 고, 제천에는 제8사단이 원주를 향해 진격 중이므로 적은 고립상태에 빠지게 되

어 혈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최후발악을 하고 있었다. 제6사단은 이 적을 외면한 채로 계

속 북진하여 횡성 - 홍천 - 춘천선으로 진출하 는데, 제2연대 제3대대(장, 김종수중령)는 10

월 6일 12:00 구만리발전소를 점령하 으며, 이로써 제6사단은 한 많은 38선을 돌파하고 

계속 북진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 무렵 우측 제1군단 제3사단은 38선 이북, 통천을 탈환하고 원산 남쪽 48㎞ 지점까지 

진격하 고, 제2군단 예하 제8사단은 10월 3일 수도 서울에 입성한 뒤, 10월 6일에는 연천 

남쪽 38선까지 진격하여 계속 연천 - 철원방향으로 진격 중이었다. 제6사단은 38선을 돌파

한 여세를 몰아 김화, 금성, 평강 등지를 거쳐 원산 쪽으로 진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성급하게 전진하느라 여러 가지 교훈도 얻을 수 있었다. 각급 부대는 자체경계

의 중요성에 대하여 항상 유의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특히 

자체방어능력이 희박한 지휘본부는 예비대, 또는 본부요원으로 하여금 자체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진격의 속도가 부대간에 경쟁하듯이 급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패주

하는 적이 아군 진격부대보다 뒤지고, 퇴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야간에 원주시를 통과해

서 패주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후속부대로부터 무전으로 보고를 받고도 이에 대응하는 

경계태세를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령부가 기습을 당하게 된 것이다.

  한편 패잔병의 퇴로를 차단하여 포위, 섬멸하기 위한 야간 부대배치를 도로변이나 와지

선에 하지 않고 고지 위에 병력을 배치하 기 때문에, 은 히 도로를 따라 퇴각하는 적을 

발견하지 못하 고, 결국 적은 무난히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다시 반

복하지 않도록 연구되고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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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참전자의 증언

 1. 2군단 작전참모 이주일대령

   (1967년 2월 24일, 감사원장실, 예비역 대장)

  우리 제2군단 사령부가 원주에서 적 패잔병으로부터 기습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때 제

2군단 예하 사단은 제6사단과 제8사단으로서 제6사단이 주력부대로써 앞 서 진격하고, 제

8사단이 뒤따라 진격하고 있었다. 그런데 군단 사령부가 원주까지 전진해서 지휘소를 정

하고, 적 패잔병으로부터 불의의 기습을 받은 것은 결국 군단 작전참모인 내가 잘못한 일

이라고 생각한다. 즉 군단 사령부가 안동으로부터 전진하게 되었는데, 출발 전의 계획으

로서는 충주로 전진하도록 하고 전진 도중, 예하 제6사단은 예하 제2연대가 이미 원주를 

경유하여 춘천 쪽으로 진격 중이라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무렵 제8사단은 제

천에서 적의 저항을 받아 진격이 늦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군단장 유재흥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군단 사령부를 충주에 위치할 것이 아니라 원주까지 전진할 것을 건

의하여 결국 군단 사령부는 10월 1일 원주까진 전진하 다. 그런데 신림리 일대에 있는 

적 제2군단은 아군이 급속도로 진격하 기 때문에 퇴로가 차단되고 남쪽에서 제8사단이 

진격해 오기 때문에 적은 고립되게 되었는데, 퇴로를 타개할 길이 없어 밤에 원주시내를 

통과해서 패주하면서 군단 사령부를 기습하 다. 그때 미군 고문관 5명이 전사한 것으로 

기억된다.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패전

에 관한 연구로 말미암아 전승에 관한 연구와 같은, 때로는 보다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

는 것이다.

 

 2. 제6사단장 김종오준장

    (1965년 3월 4일, 합동참모본부의장실, 육군대장)

  제6사단은 원주시내에서 횡성 - 홍천 쪽으로 진격하고 있었고, 사단 사령부는 원주시내

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적은 신림리와 치악산 사이에 전차 10여 대를 보유한 1개 사

단 병력으로 추산되는 부대로써, 김무정부대인지 김 책부대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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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평야지대라고 하면 적이 패주하는데 용이했을지 모르나 험준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길은 하나 밖에 없고, 원주시가 아군의 점령 아래 있다 하더라도 적은 혈로를 타

개하면서 원주시를 통과해서 패주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5:00 이상한 분위기가 시

내에 퍼졌고, 나는 원주경찰서장실에서 군단장 유재흥소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

는데, 군단 참모장 이한림준장이 들어 왔다. 군단 참모장은 군단장에게 보고하기를, 시내 

분위기가 이상하고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원주시내 경계임무를 

전차 공격대대와 제7연대 본부중대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 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적

이 퇴로를 개척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복장으로 변장한 편의대를 원주시내에 침투시켰

다고 생각하 다. 결국 우리는 불의의 기습을 받게 되었는데 적이 갑작스럽게 총을 쏘아 

피아간에 난사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부대를 수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3. 제8사단장 이성가준장

    (1965년 3월 9일, 서울 성북구 동선동 자택, 예비역 소장, 터키대사)

  우리 제8사단이 원주시내로 진격하 을 때, 군단장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

면서 원주시내로 진격하 는데, 그때 군단장 유발흥소장은 마루어 앉아서 기분이 좋지 못

했고, 군단 참모장 이한림준장이 나에게 “왜 좀 빨리 진격해 들어오지 않았는가?”라고 하

다. 그래서 나는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아니 누가 빨리 진격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원

주시내로 진격해 들어 왔겠습니까? 적이 있는데 적을 격파하면서 진격해야 할 것이 아닙

니까?”라고 말하고 “우리가 보고한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까?”라고 하 더니 틀림없이 보고

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부대를 배치해서 적 패잔병의 주력을 섬멸할 수 있었을 

텐데 ･･･ ”라고 하 더니 부대는 배치하 다는 것이다. 결국 부대를 고지 위에 배치하

는데, 이는 전술원칙상 불합리한 것으로서 야간에는 도로변이나 개활지에 병력을 배치함

으로써 도로를 따라 패주하는 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적을 섬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군단 참모장은 “실수했다”고 하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제6사단에 지시해서 병력을 배치토

록 하 는데, 사단에서 병력을 배치할 때 이와 같은 전술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라

면서 분하다고 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제8사단은 이날로 명령을 받고 양평을 경유, 수도 

서울을 향해서 진격하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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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6사단 제7연대 제2대대장 김종수중령

    (1964년 10월 30일, 대한발효 회장실, 육군 정훈학교장, 준장)

  화천 구만리발전소를 점령한 이야기를 하겠다. 적이 구만리발전소 댐을 폭파하고 패주

하리라는 정보에 의해서 우리 대대는 급속히 진격하여 구만리발전소를 점령하라는 명령

을 받았다.

  38선을 넘는다 못 넘는다 하면서, 춘천에서 하루 밤 부대정비를 하고, 다음 날 아침 38

선에 도달했는데, 사단에서는 우리 제7연대는 북괴가 6･25 남침을 할 때 이곳에서 전투를 

하 기 때문에 지형에 익숙하므로 우리 제2대대로 하여금 야간 기습공격으로 구만리발전

소를 점령하라는 명령이었다.

  2일분의 식량과 실탄을 휴대하고, 산을 타고 오음리를 경유해서 진격하는데 날이 새기 

시작할 무렵 오음리 뒷 산에서 1개 대대병력으로 추산되는 적과 조우하여 이 적을 일격

에 격파하고 그곳에서 아침 식사를 한 다음, 제6중대는 산을 타고 진격하도록 하고 대대 

주력은 도로를 따라 급진시켰다. 그런데 제6중대가 어느 지점까지 진격하고 있는지 알 수

가 없었다. 그런데 고개를 넘어 서니까 적의 저항이 의외로 완강하 으나, 제6중대는 이

미 고개를 넘어 구만리발전소를 점령할 단계에 있었다. 

  다음 날 새벽까지 치열한 공방전이 있은 뒤 대대는 구만리발전소를 완전히 점령, 확보

하 다. 이곳은 우리 공군이 폭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 보급품의 저장소로 되어 있었

고, 우리 대대는 이곳에서 5일간 부대정비를 하 다. 그런데 적은 댐을 폭파할 계획으로 

폭파장치를 해 놓고 있었다. 우리 대대가 구만리발전소를 점령한 다음, 연대 정보주임 김

동명소령이 구만리발전소 점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L - 19경비행기를 타고 구만리발전

소 상공까지 왔는데, 무전교신으로 우리 대대가 구만리발전소를 점령, 확보하 다는 사실

을 확인하고 돌아가다가 고압선에 접촉되어 비행기가 추락하 다. 조종사는 현장에서 전

사하고 연대 정보주임 김동명소령은 서울 병원까지 후송되었는데 후에 전사했다는 소식

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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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6사단 제2연대 제10중대장 김세돈중위

    (1966년 7월 15일, 제1군사령부 정보참모실, 준장)

  우리 제2연대가 원주로 진격하는데 제10중대는 선두중대로 진격하고 있었다. 원주로 진

격하던 중 남쪽 고지에서 적 패잔병 500여 명으로부터 불의의 기습을 받았다. 우리 중대

는 10여 대의 차량으로 급속도로 진격하고 있는데 캄캄한 밤에 갑작스럽게 기습을 받게 

되어 나는 전 중대원을 즉각 차량에서 하차시킨 다음, 부근일대에 배치하고, 나는 20여 

명의 장병들을 지휘하여 앞에 언덕이 있는 곳까지 나가서 적정을 살펴보았으나, 확실한 

적정을 파악할 수 없었는데, 내가 판단하기에 그대로 진격을 계속한다는 것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결심하게 되어 대대장에게 이 상황을 보고한 다음, 중대원을 도로 주변과 부

근 일대에서 모포를 쓰고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하룻밤을 지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자 적은 패주하고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진격을 계속하려고 하는 순간, 앞에서 불

덩어리가 ‘휭’하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 다. 그래서 나는 적의 화력을 발견하고 적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각 전 중대원으로 하여금 정면으로 돌격하도록 하여 적을 격멸하고, 

계속 원주시내까지 돌입하 다.

  원주시내에 돌입하여 보니 시민들이 열렬하게 환 하고 밥을 지어주면서 고생한다고 

격려해 주는 시민도 있었다. 이때 나는 중대원들에게 시민들이 지어준 밥을 먹지 못하도

록 명령하 는데, 한 젊은 청년이 자기가 먼저 먹어 보이고 나서 위험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에 나는 중대원들에게 먹어도 좋다고 지시한 일이 있다. 원주에서 더 머물

러 있을 여유도 없이 계속 횡성 - 홍천 - 춘천 쪽으로 진격하 는데 제6사단 제2연대가 제

일 선두로 38선까지 진격하 으며, 그중에서도 우리 제2대대 제10중대가 제일 선두로 38

선까지 진격하 다.

 6. 전 북괴군 제26여단 중화기 제3대대 제1중대 제3소대장 이경남소위

    (1971년 9월 3일, 현대경제일보 및 일요신문사 편집국장 대리실, 예비역 중위)

  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 6월 25일, 나는 당시 평양사범대학 국문과에 재학 중이었다. 평

양 비행장 바로 옆에 대학이 있었고, 군장비를 만재한 열차가 나의 하숙집 앞을 매일같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긴박한 전운을 피부로 느낀 나는 무슨 수를 쓰든 간에 고향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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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쳐서 은신해 버릴 심산을 굳히고 있었다.

  마침내 북괴군의 남침이 시작되자 대학민청위원회는 전교생을 소집, 소위 “인민군 지원 

궐기대회”를 열었다. 강제로 연서명을 마친 나는 하숙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짐을 쌌다.

  다음날 기독교 신자인 동급생(여대생)이 학부장실에서 귀향증을 훔쳐다 주어 그것을 방

패삼아 2백리 길을 도보로 달렸다. 그러나 고향의 은신처도 안전한 곳은 못 되었다.

  대학 당국에서는 군에 입대하지 않고 행방을 감춘 학생들의 연고지로 수색의뢰를 해 

온 것이었다. 내가 입대를 기피하고 어디엔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된 이상, 가족들만 곤욕

을 치르게 되었다.

  나는 할 수 없이 평양으로 돌아가 대학당국에 자수했다. 때마침 북괴군은 낙동강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므로 소위 자수자에 대한 관용책을 쓴다면서 미림리에 있는 군관학

교로 보내는 것이었다.

  자원입대한 대학생들은 소위에서 소좌까지 즉석 임관시켰지만 나와 같은 도망자는 군

관학교에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8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속성훈련을 마치자 황해도 남천에서 막 편성 중인 제26여단으

로 배속되었다.

  중화기 제3대대 제1중대 제3소대장이 된 나는 누천에서 주로 방어전투 훈련을 하게 되

었다. 팔로군 출신인 대대장은 “인민군이 곧 전 국토를 해방하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는 

공격 아닌 방어전투만 익히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비당원인 나는 겨우 고교재학생이면서 당원이란 명목 때문에 중대장이 된 어린 상관을 

거의 손아귀에 넣고 주무를 수 있었다.

  9월 20일경이었다. 북괴군 제26여단은 38선으로의 이동명령을 받았다. 내가 소속한 중

화기 제3대대는 남천에서 신계 - 이천 - 철원 - 김화를 거쳐 화천으로 야간행군을 강행하여, 

9월 26일~27일에 38선 가까이 포진을 완료하 다.

  행군도중 낙동강 전선에서 패주해 오는 북괴군으로부터 UN군의 인천상륙작전과 김 책

전선사령관의 철퇴명령 소식을 들었는데 제26여단의 임무는 한국군의 북진을 38선에서 저

지하라는 것이다. 나는 연하의 중대장에게 “우리 제3소대가 제일 훈련이 잘 되어 있었으

므로 모진교(거의 38선에 위치한 북한강의 다리)를 감시할 수 있는 고지를 맡게 해 달라”

고 말해 그 고지에 진지를 구축하 다. 중대본부는 약 2㎞, 대대본부는 10㎞ 후방에 있었

으므로 내가 거느린 소대는 최전방에 돌출한 고지에 독립진지를 형성한 셈이었다.

  9월 29일 공병대에 의해서 모진교가 폭파되었고 30일에는 한국군 수색대가 다리 남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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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폭파된 교량을 사이에 놓고 2일간 대진상태가 지속되었다. UN군 비행기의 폭

격이 있었지만 나는 소대원들에게 일체의 대공사격을 못하도록 엄명하 다.

  10월 3일 아침, 나는 몇 일 동안 구상해 온 모반을 단행키로 하 다.

  부 소대장과 분대장 등 노동당원에게 “대대본부에서 조직원 회의가 있다고 하니 빨리 

가 보라”고 일 다. 그들을 따돌리기 위한 위계 다.

  소대 안에 당원이 한명도 없게 되자 연락병과 부 분대장들을 나의 개인호로 불러, 국군

에 투항 귀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항자는 즉결 사살할 대비도 있었지만, 다행히 그들

은 전원일치로 나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하 다. 너무 기뻐서 우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의 호응을 얻은 나는 소대원을 전원 집합시켜 놓고 전황 설명과 함께 전원 귀순할 

것을 말하자, ‘대한민국 만세!’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리는 곧 매트레스 백기에 환 ! UN군, 국방군, 이승만 박사 만세!, 우리는 적이 

아님 건너오시오!, 총부리를 북쪽으로 돌리자 등의 플래카드를 만들어 진지 사방에 내 

걸었다.

  이리하여 임부택대령이 지휘하는 제6사단 제7연대의 수색중대와 접선되어 그 어느 쪽도 

한 방의 총탄을 당김이 없이 41명의 소대원은 귀순에 성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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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1･4후퇴와 횡성

원주지구공방전(51.1.5 - 1.12)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아군

  미 제10군단 장 소장 Edward M. Almond

     제2사단 장 Robert B. McClure

     제9연대장 대령 Edwin J. Messinger 

     제23연대 장 대령 Paul L. Freeman

     제38연대 장 대령 George B. Peploe

배속부대

프랑스대대 장 소령 Lemire

네덜란드대대 장 중령 M. P. A. den Ouden

미 제37야전포병대대 장 중령 John B. Hector

적군

북한군 제2군단 장 중장 최 인

       제2사단 

북한군 제9사단･제31사단

 

  원주는 중부전선 제일의 요충으로 만일 적이 원주를 탈취한다면 충주를 거쳐 대전과 

금천(金泉)으로 진출하여 서울지구의 아군을 고립시킬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남

으로 제천 - 주를 지향하여 안동, 대구를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의 1월 공세를 통하여 미 제2사단이 이 원주전에서 치열한 혈전이라도 사양치 

않은 것은 그 쟁탈여부가 이후 용병상에 미치는 향이 또한 컸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첫째로 춘천 정면의 아군 제2･제3군단의 ‘C’선 및 ‘D’방어선 상으로의 철수와 ‘E’

방어선 상으로의 철수작전을 엄호하여 적의 급속한 남하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둘째로 

아군 제3군단과 미 제10군단(국군 제2･5･8･미 제2･제7사단)의 차기반격작전을 위한 좌축

심으로 또는 미 제9군단의 우축심으로서의 지탱역할을 담당한다는 관점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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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4후퇴

  1) 중공군의 1월공세

  중공군 28개 사단과 북한군 제1･제2･제5의 3개 군단은 12월 하순에 38선 북변에 대량으

로 집결하여 다음 공세를 준비하는 듯하 다.

  그들은 2개 사단 규모의 유격대를 태백산맥을 따라 침투시켜 춘천 - 원주 - 대구의 중앙

선에 연한 요역에 출몰시킴으로써 중동부전선에서의 남하초동(南下初動)에 책응(策應)케하

는 동시에 그 주공을 서울지구에, 조공을 춘천 - 원주선에 지향하여 중동부전선의 아군후

방 깊숙이 돌진함으로써 서부전선의 동측방을 위협하려는 작전구상이었다. 이에 따라 중

동부 당면의 적은 주력집단의 작전발기에 선행하여 12월 하순부터 이른바 제2전선부대인 

중공 길원팔(吉元八)이 거느리는 유격부대와 재편한 제10사단의 병력을 다시 투입하 다. 

  즉 양구 서남쪽에 진출한 국군 제8사단지역에서는 북한군 제10사단의 일부가 12월 22일

부터 험산준령(險山峻嶺)을 따라 잠입하 으며, 동쪽에 있는 아군 제9사단 우측의 태백산

맥과 당 사단 좌일선의 연봉심계(連峰深谿)에는 길원팔 부대가 침투하기 시작하 다. 또 

이들의 일부는 12월 30일까지 양덕원리(홍천 서남쪽 10㎞)에 침습하 고 그 주력은 평창 -

월지구와 단양 - 안동부근까지 우회침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떻든 적은 중부전선에

서의 유격활동으로 아군 후측방 깊이 파고드는데 일단 성공하자, 12월 31일을 기하여 서

울지구 미 제1군단에 배속된 국군 제1사단의 정면인 고량포리에 주공을 지향하는 한편, 

춘천정면에 조공을 두고 전 전선에 걸쳐 일제히 공세로 전이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들

의 이른바 ‘제3차공세’이다. 그런데 이 공세 중에 중부전선에 내세운 적은 북한군 제3･제5

군단의 도합 10개 사단이다. 

  2) 아군의 후퇴

  적의 이른바 1월 공세상황에서 앞서 아군은 12월 10일부터 동부전선의 제1군단(수도사

단 및 제3사단)과 미 제10군단(제3･제7 및 제1해병사단)의 흥남철수가 제1군단 - 미 제1해

병사단 - 미 제7사단 - 미 제3사단 순으로 진척되는 가운데 동월 15일에는 서부전선이 38선 

이남으로의 기동을 끝마치게 되었다. 이리하여 동월 하순에 제1군단이 동해안 현리사이

에, 제3사단이 소양강 남안에, 제3군단(제2･제5 및 제8사단)이 춘천정면에, 미 제9군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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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남철수 장면(한국전쟁사집자료집)

군 제6사단, 미 제24사단 및  제27

여단)이 의정부정면에, 그리고 미 제1

군단(국군 제1사단, 미 제25사단 및 

터키여단)이 문산정면에 각각 배치되

었고 제2전선으로 미 제10군단 사령

부가 대구에 설치되는 가운데 미 제1

해병사단이 마산에, 미제 7사단이 대

구에, 국군 제7사단과 미 제2사단이 

원주부근에, 그리고 미 제1기갑사단이 

의정부부근에, 미 제3사단이 평택에, 각각 집결하여 부대의 재편과 진지 점령을 서두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전선 정리를 끝낸 아군은 중공군의 대대적인 병력중강의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국경지대로부터의 철수작전에서 입은 손실과 현전선의 담당정면이 병력기준량을 초

과하는 허점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결과 축차로 지연작전을 폄으로써 지구건재(持

久健在)를 도책(圖策)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곧 “인적손실을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적에게 

최대한의 출혈을 강요하여 가능한 한의 결전방어를 반복함으로써 아군의 전력전환을 도

모한다”는 전략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방침의 구체화를 위하여 군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진지선을 확정하기에 이

르 다. 

  ① 동해안에서 38선 남안을 따라 임진강 남안에 이르는 선을 주저항선으로 하여 

제1･제2･제3군단과 미 제1･제9군단의 전력을 배치하는 한편, 예비사단을 삼척 - 평택선

상에 공치하여 차후방어선의 점령과 부대의 재편강화를 도모한다. 

  ② 주문진 - 홍천 - 양평 - 수원선은 주저항선의 각 병단을 위한 만일의 경우 수용진지

로 운용하는 동시에 삼척 - 평택선의 방어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획득한다. 

  ③ 삼척 - 원주 - 안성 - 평택선은 차기의 주저항진지로 사전에 준비한다. 

  ④ 소백산맥과 금강의 남안에 연한 선을 제3의 저항진지로 설정하는 동시에 소백

산맥진지와 낙동강진지를 차후의 방어진지로 확보한다.  

  이와 같이 구체화된 계획을 통한 아군의 지연과 지구(持久)의 방책이 확정된 것은 12월 

말이었다. 그리하여 12월 31일에 전술한 바와 같이 적의 제3차공세는 전 전선에 걸쳐 전

개되었거니와 그중 산악지대의 넓은 방어정면을 담당한 중부전선이 먼저 돌파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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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북한군 제3･제5군단이 춘천 - 원주축선을 빠른 공격으로 제3･제5･제8사단의 춘천

정면을 돌파하자, 이에 호응하여 적의 유격부대는 각처에서 아군의 퇴로 및 보급로를 차

단하기에 이르 다. 이러한 전국(戰局)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북한군은 승승장구로 

대전이나 대구부근까지 직통할 것이므로 전선을 동서로 분단할 가능성마저 우려하기에 

이르 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은 이러한 위기가 계속되는 한, 미리 마련한 작전구상이 도착(倒錯)

될 시점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1월 2일에 다음과 같이 긴급하게 조치하 다. 즉 18:00부로 

원주의 미 제2사단과 아울러 제3군단(제2･제5 및 제8사단)을 미 제10군단(미 제7사단 포

함)에 배속하여 종래의 제3군단 지역을 방어하도록 명령하 다. 

  이에 따라 미 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 소장은 원주의 미 제2사단으로 하여금 중

부전선의 한국군 철수를 엄호하도록 하는 한편, 대구부근에 공치(控置)된 미 제7사단을 제

천으로 북상 증원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1월 3일 아침에는 이와 같은 위기에 겹쳐 서울 

주변의 전선이 또한 동요하게 되자, 미 제8군사령관은 요지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

하 다.   

  

① 미 제25사단(  29여단 배속)은 서울 외곽에 수용진지를 점령하여 제1선군단에 대

한 수용과 한강도하를 엄호하라.

②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은 병행 후퇴하여 먼저 양평 - 수원간의 진지선을 확보하라.  

③ 미 제10군단은 국군 제2･제5 및 제8사단을 통합 지휘하여 홍천 - 양평간의 진지선

을 확보하라. 

④ 국군 제1･제3군단은 주문진 - 홍천간의 진지를 확보하라.      

⑤ 미 제3사단은 평택부군에, 미 제1기갑사단은 안성부근으로 각각 이동하여 차후 작

전을 준비하라.             

  이에 따라 전 전선에 걸쳐 ‘C’방어선(주문진 - 장평리 - 홍천 - 양평 - 수원선)으로의 후퇴동

기를 단행하게 되었다.

 2. 횡성피탈

  적의 전세는 갈수록 더욱 증강되어 1월 4일에 홍천을 탈취하 기 때문에 ‘C’방어선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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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직접 위협을 받게 되자, 미 제8군사령관은 1월 5일 12:00를 기하여 다시 ‘D’방어선(삼

척 - 원주 - 장호원 - 죽산리 - 안성 - 평택선)을 점령하고 당면의 적을 저지격멸하라는 작전명

령을 하달하 다. 

  이에 따라 서부전선에도 더욱 그 여파가 미치게 되어 미 제1･제9의 양 군단은 1월 3일

에 오산을 포기하고 다음날인 6일에 제9군단(국군 제6사단, 미 제24사단,  제27여단)은 

장호원 - 죽산리간을, 미 제1군단(국군 제1사단, 미 제3･제25사단 및  제29여단)은 안성 -

평택간을 목표로 서서히 그 진 을 옮기게 되었다. 이때에 중부전선의 미 제10군단(미 제

2･제7, 국군 제2･제5 및 제8사단)도 서부전선과 연계하기 위하여 전부대를 37도선상으로 

후퇴하는 한편, 원주부근의 미 제2사단은 철수중인 국군 제2･제5 및 제8사단을 엄호하기 

위하여 반격을 감행하고 있었으며, 동부전선의 제1･제3군단은 1월 5일 20:00부터 다음과 

같은 육군본부의 작전명령 제258호 수정훈령 제1호(참조 부록작명 제120호)에 의거하여 

황우선(삼척 - 월간)으로의 후방기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① 군은 1951년 1월 6일 09:00를 기하여 ‘황우선(黃牛線)’으로 후퇴하려함.

② 제1군단은 1951년 1월 6일 09:00를 기하여 담당 지역내에 있는 황우선으로 후퇴하

여 군의 동측방을 경호하라. 

③ 제2군단은 1951년 1월 5일 21:00부로 제3사단 배속을 해제하여 제3군단에 재배속하

고 군단은 계속 현 임무를 수행하라.

④ 제3군단은 1951년 1월 5일 21:00부로 제3사단을 통합 지휘하는 동시에 1월 6일 

09:00를 기하여 담당지구내인 황우선으로 후퇴하는 즉시로 방어진지를 구축하라. 

그리고 미 제10군단과의 유기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전투상황이 허락하는 한, 제9

사단을 재편 정리하라. 

  이러한 중동부전선의 철수작전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미 제2사단은 엄호와 수용을 

위하여 원주정면을 확보중이었다. 

  사단 당면의 적은 아군 제3군단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1월 2일에 춘천 - 가평선에 진출한 

다음 남침을 계속하여 이미 양덕원리(홍천 서남쪽 10㎞)의 남쪽 한계선까지 진출한 적 제

2전선부대와 호응하면서 양덕원리 국군 제5사단과 제8사단의 철수부대를 급습하고 여주방

면으로 직향하 고 동부의 적주력인 제2･제9 및 제31사단은 국군 제3･제8 양 사단의 간격

을 뚫고 남하하여 1월 4일에는 홍천을 점령하고 6일에는 횡성을 탈취하 다. 이때 원주 

제2사단(장, Robert B. McClure)은 12월에 프랑스대대를 제23연대(장, Paul L. Freeman대령)

에, 네덜란드대대를 제38연대(장, George B. Peorge B. Peploe)에 배속하고 미 제10군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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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삼마치고개 미군 폭격사건 희생지 안내문

Edward M. Almond소장의 명령에 따라 원주 - 횡성간의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1월 4일 홍천을 점령한 적이 6일 횡성마저 점령하 다.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와 횡성

군 공근면 상창봉리 사이에는 삼마치고개가 있다. 북한군이 1월 4일 홍천을 점령하기 전

부터 홍천을 비롯하여 춘천, 인제 주변의 피난민들이 이 삼마치고개를 넘어 남쪽으로 피

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1월 4일 홍천이 피탈되었지만 이 삼마치고개에 몰린 피난민들

은 미군들에 의해 저지를 당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밤을 꼬박 샌 다음날, 미 5공군 소속 

6147 정찰기부대의 정찰기가 1월 5일 오전 중에 정찰을 하 다. 10:15에 Passport에서 발진

한 4대의 F4U Corsair 전폭기가 삼마치고개 지역에 있는 3천 명의 피난민에게 네이팜탄, 

폭탄, 50구경 기관총으로 폭격을 했다. 당시 생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난민들은 수천 

명이라고 하 고 희생된 구체적 장소는 삼마치고개 횡성 쪽 상창봉리에서부터 삼마치고

삼마치고개 표지석과 고개에서 본 삼마치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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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밭들[장전평]마을 표석과 마을 전경

개 홍천 쪽을 거쳐 삼마치리, 방량골, 장전평리를 지나 닭바위에 이르기까지 약 9㎞에 걸

쳐있다. 또한 피난민들은 대부분 노인, 여자, 아이들이었다고 진술하 다. 

  미군은 적군의 1950년 말~1951년 초 신정공세로 후퇴하기 직전의 상황에, 특히 인민군

이 산악을 이용해서 후방으로 침투하는 상황에, 홍천에서부터 삼마치고개 너머까지 줄지

은 피난민 행렬에 피난민을 가장한 적군들이 섞여 있었을 것이라 여기고 무차별폭격을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목격자들은 대개 피난 도중에는 북한군을 보지 못했다고 했

지만 일부는 폭격 전날 밤 삼마치고개에 이르러 미군에 의해 피난행렬이 막혀 밤을 샐 

때에 도로 옆 산비탈을 통해서 고개 너머로 이동하는 것을 더러 보았는데 폭격이 시작될 

당시에는 어디로들 사라지고 없었다고 하 다. 이를 토대로 보면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무고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희생장소인 삼마치고개 남쪽 상창봉리, 삼마치고개 

북쪽 아래 마을, 삼마치리, 방량골, 장전평 등에 이르기까지 9㎞의 길에 온통 시신이 가득

했었다는 것은 삼마치고개 폭격의 무분별함과 그로 인한 엄청난 희생규모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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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주지역에서의 공방전

 1. 원주로의 철수 작전

  1월 6일 적 제2･제9 및 제31사단의 주력부대가 횡성지구에 육박하기에 앞서 1월 5일 

20:00에 육군본부는 한국군 제1 및 제3군단의 병력을 삼척 - 원주간에 ‘D’방어선상에서 삼

척 - 월간의 황우선(黃牛線)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함으로써 현리 부근의 제9사단

장(장, 오덕준준장)은 4일 창촌을 경유, 6일에는 속사리에 집결, 완료하 고 홍천의 제3사

단장(장, 최 석준장)은 홍천 - 횡성을 경유하여 1월 4일에는 이미 평창에 집결하 다. 또 

홍천 - 춘천사이를 북진하 던 제7사단장(장, 김형일준장)은 춘천 동북쪽에서 점령한 진지

를 철수하여 홍천 - 횡성 - 원주를 경유하여 6일에 목계 - 창동선으로 철수하 고 춘천 서북

쪽을 점령한 제5사단(장, 민기식준장)은 가평 - 횡성선을 경유하여 원주를 우회한 다음 문

막을 거쳐 6일에는 여주에 집결하고 있었으며, 가평 북쪽의 제2사단(장, 함병선준장)은 청

평 - 양평을 경유하여 같은 날 제5사단과 여주에서 합세하 다. 

  이상과 같이 중동부전선의 한국군 사단이 6일에 이미 원주 계선을 지나 충주 - 제천 -

월 - 삼척을 연하는 ‘E’선(황우선)상으로 철수 남하하고 있었으므로 원주지구에서 한국군의 

철수를 엄호하려던 미 제2사단은 좌우양측을 폭로하게 된 결과 군적(群敵)중에 고립되는 

정세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은 1월 5일 12:00를 기하여 ‘D’방어선(삼척 - 원주 - 안성 - 평택선)으로 

철수하라는 작정명령을 각 군단에 하달함에 따라 미 제10군단장 아몬드(Edward M. 

Almond)소장은 천의 미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을 제천으로 북상시키는 한편, 

횡성지역의 미 제2사단 주력부대를 ‘D’방어선상의 원주로 철수하라고 명령했다. 

  이리하여 미 제2사단장 Robert B. McClure소장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 다. 

① 제9연대는 주력부대의 원주집결을 엄호한 다음, 봉양면 장평리(제천 서쪽 8㎞) 부

근으로 이동하여 원주 - 제천간의 작전로를 경계하라.  

② 제23연대는 현진지를 철수하여 원주 교외 동북쪽에서 진지를 점령하라. 

③ 제38연대는 현진지를 철수하여 원주 외곽 동북쪽으로 진지를 점령하라.

  1월 5일, 미 제2사단 사령부는 20:30에 그 CP를 충주에 개설하는 가운데 사단의 우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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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대대의 철수준비 모습(51.1.5, 언덕위에 있는 교회

가 횡성감리교회) 

(右一線)인 제38연대(장, George B. 

Peploe대령)는 네덜란드 대대(장, 

M.P.A. den Ouden중령)와 합동으로 

추동리 - 횡성간의 진지에서 적과의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다음, 횡성에 

집결하 으며, 사단의 좌일선(左一

線)으로 상창봉리(횡성 서북 15㎞)를 

점령한 제23연대(장, Paul B. Freeman

대령)의 주력인 제2･제3대대와 유동

리(횡성 동북쪽 15㎞)의 프랑스대대(장, Lemire소령)는 전날 대부대의 기습을 받고 횡성에 

집결한 다음 이날 원주로 철수할 준비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제23연대의 제1대대는 목계

에서 사단사령부를 직접 경계하 다. 

  한편, 사단의 예비대인 제9연대(장, Edwin J. Messinger대령)의 제1･제3대대는 원주의 ‘D’

방어선을 점령하고 사단주력부대의 철수를 엄호하던 중, 이날 5:30에 횡성 서북쪽 도로를 

차단하고 있던 1개 중대는 200명 규모의 적의 기습을 받자 치열한 교전 끝에 장교 1명과 

사병 10명의 전사자를 내고 횡성으로 집결하 으며, 연대의 제2대대는 제천 - 충주간을 기

동정찰하고 있었다.

  이날 미제10군단 예하 미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소장)의 제17연대 제2･제3대 

양 대대는 제천에 집결하 고 제1대대는 단양에서 제32연대 제3대대와 그 임무를 교대중

이었으며, 제31연대와 제32연대의 제1･제2대대는 단양을 향하여 북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군 제1102야전공병단(제104야전공병대대 결)은 명령에 따라 이날 미 제10군단에 작전 배

속되었다. 

 2. 원주에서의 공방전과 승리

  1월 6일, 이날 사단의 주력부대는 전일에 이어 횡성지구의 방어선을 철수하여 ‘D’방어선

상의 요충인 원주를 고수하기 위하여 진지를 점령, 강화하기 시작하 다. 

  사단 좌일선 제23연대(장, Paul B. Freeman대령)의 제2･제3대대는 이날 우일선인 제38연

대의 엄호하에 프랑스대대(장, Lemire소령)와 함께 원주를 목표로 철수한 다음 학성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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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대대 지휘부 작전회의 모습(오른쪽이 오우덴중령)

주 서북쪽) - 만경리를 달하는 야산

에 진지를 점령하게 되자, 우일선 

제38연대(장, George B. Peploe대령)

는 네덜란드대대(장, M.P.A. den 

Ouden중령)와 협력하여 횡성에서 

제23연대의 철수를 엄호한 다음 원

주로 이동하여 흥양리 - 제천간의 기

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날 봉양

면 장평리(제천 서쪽 10㎞)로 이동

하기 시작하 다. 

  그리고 전날과 같이, 제9연대 제2대대는 제천 - 충주간의 도로를 정찰하고 있었으며, 제

23연대 제1대대는 목계의 사단사령부를 경비하 다.

  한편, 이날 미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소장)의 제31연대와 32연대의 제1･제2대

대는 단양으로 이동 중이며, 제3대대는 전일 제17연대 제1대대와 교대한 뒤 단양을 점령

함에 따라 제17연대의 제1대대는 제천으로 이동하 다. 

  1월 7일, 전날에 이어 제9연대(장, Edwin J. Messinger대령)는 봉양면 장평리(제천 서쪽 

10㎞)로 이동하는 가운데 원주 외곽의 진지를 점령한 사단의 주력부대는 이날 동북 서삼

면으로부터 적 제2･제9･제31사단의 도전을 받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날 원주에 있는 원형진지의 점령은 제38연대(장, George B. Peploe대령)와 네덜란드 

대대(장, M.P.A. den Ouden중령)가 흥양리(원주의 동북) - 수암리 - 장양리간의 대소능선상을 

확보하면서 신기에서 원주로 통하는 42번도로와 횡성 - 원주가도를 차단하 으며, 제23연

대(장, Paul B. Freeman대령)의 주력인 제2･제3 양대대와 프랑스대대(장, Lemire소령)는 학

성리(현 학성동, 원주의 서서북) - 만종리 요역을 점령한 다음 횡성 - 원주가도의 동측과 원

주 - 여주도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형진지의 중앙에는 제37야전포병대대(장, John 

B. Hector중령)가 대대주력을 방렬하여 주력부대의 방수작전을 직접 지원하 다. 따라서 

원주의 상공에는 포병화력의 목표를 유도하는 관측기가 선회하고 있었으며, 현지의 요청

에 따라 미 제5공군의 전폭기편대는 상공에 나타나 폭격과 대지(對地)공격을 가하고 있었

다. 그러나 이 무렵 산야(山野)에는 무릎을 덮는 백설이 황량천지를 이루었으며, 기온은 

하 12도를 상회했다. 

  북한군 제2･제9･제31사단의 전선은 원형진지의 1㎞ 전면까지 접근한 다음 이날 05: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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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38연대(장, George B. Peploe대령)의 진지인 원주 동동북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시작

하 으나 연대는 곧 이 적을 격퇴하고 말았는데, 낮에는 전폭기 편대에 의한 폭음과 공중

으로 산비(散飛)하는 작렬의 섬광으로 대지가 흔들리고 하늘에 때 아닌 무지개가 빛났다. 

그런데 이날 밤 북한군의 3개 사단은 동북서의 삼면에서 일제히 포위태세로서 공격을 재

개하 는데, 이는 공지(空地)의 입체전을 두려워한 나머지 야습의 수법인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제37야전포병대대(장, John B. Hector중령)의 18문 포열은 일시에 그 포문을 

열어 주저항선 전면에 탄막을 구성하고 1문당 500발 이상의 화력을 총집중하 으며, 일선

수병(一線守兵)은 광도(狂濤)같은 적의 기습을 맞아 박격포와 기관총 그리고 소총과 수류

탄을 모조리 집결 사용함으로써 적의 일파와 이파를 마침내 물리치고 말았다. 그러나 적

의 필사적인 삼파 사파의 육박으로 적의 사주진지 중앙에 있는 포진 20m 전방까지 접근

함으로써 포병은 사수와 탄약수까지 모조리 동원하는 자위전으로 바꾸어 권총과 총검으

로 백병전을 감행한 끝에 포진지를 끝까지 사수하 거니와 이 포진지를 노리고 살도(殺

到)하던 적의 유기시체는 600을 넘었으며, 수병(守兵)들의 전투복과 철모는 선혈로 물들어 

있었다. 이와 같이 사단의 주력부대는 선혈에 이은 혈전을 거듭하다가 이날 밤 자정을 전

후하여서는 피아를 분간하기 힘든 전야의 능선과 계곡을 따라 원주가도를 벗어나 남으로 

향하여 또 싸우고 또 후퇴하기 시작했다. 

  1월 8일, 전일에 이어 사단의 주력부대는 철수를 계속하여 이날 06:00에는 원주 남쪽 5

㎞의 관설리 - 서곡리 - 흥등리간에 방어진지를 점령하 다. 이로부터 원주시내의 적에 대한 

포화력 집중을 유도하는 정찰기가 선회하는 가운데 제37야전포병대대(장, John B. Hector

중령)와 제5공군 전폭기의 화력이 적진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 포공화력의 지원을 받은 

사단주력은 적중에 수색대를 투입하는 한편 제38연대(장, George B. Peploe대령)와 네덜란

드대대(장, M.P.A. den Ouden중령)의 지원하에 제23연대의 제2대대는 09:45에 적을 공격하

기 시작하여 1개 대대규모의 적과 12:30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끝에 200여 

명을 사살하 으며, 포병대대는 이날 8㎞ 사거리내에 려든 적의 기마대를 포격하여 수

백 명의 인마(人馬)를 동시에 살상하 다. 이날 포병대대가 발사한 포탄의 수는 대개 

10,000여 발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원주의 요충지는 사력주력에 의하여 이러한 격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사단 예비대인 제9

연대(장, Edwin J. Messinger대령)의 제1･제3대대는 이날 주포리(제천 서쪽 10㎞) 북쪽 3㎞

에 있는 주천강 양안의 고지일대에 저지진지를 구축 확보하 으며, 제2대대는 제천에 본

부를 두고 제천 - 충주간의 보급로를 기동 경계하 다. 이와 같이 원주요역에서의 전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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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하여지자 미 제8군사령관은 이날 12:00에 다음과 같이 명령하 다.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은 지체없이 안동으로 이동하여 미 제10군단의 우측방을 방

호하고 의성 - 안동 - 주간의 모든 보급로를 경비하라. 

  피아의 모든 전세를 분석 검토한 결과 동사령관은 다시 휘하병단을 ‘E’방어선 상으로의 

철수를 모색하 다. 

  1월 9일, 이날 미 제8군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계획을 은 히 알렸다.

 

① 군은 휘하 각 군단으로 하여금 앞으로 하달하는 D일 H시에 ‘E’방어선으로 협조된 

철수를 실시한다. 

② ‘E’방어선은 금강에 연하여 동으로 충주 - 제천 - 통리 - 금성리에 이르는 선이다. 

③ 제9･제10 양 군단의 작전 지경선은 목계동 - 하금단 - 박달산(△825) - 덕가산(△857) -

갈동리 - 상주를 연하는 선으로 예정한다. 

④ 국군 제3군단과 미 제10군단의 지경선은 ‘소사리’(횡성 동쪽 20㎞) - 주천리 - 월 -

남대리 - 원천동 - 안동을 연하는 선으로 예정한다.

  미 제8군은 이러한 작전계획을 은 히 알리는 동시에 동부전선의 한국 육군본부에도 

이날 06:00에 다음과 같은 작전계획 제14호(참조 부록작명 제123호)를 하달하 다.

① 군은 별도로 이후 전달하는 시일에 현재선에서 ‘E’선으로 협동 후퇴하는 동시에 군

단 내 및 군단간에 있어서 긴 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모든 주요 병단을 건전히 

보전할 수 있는 한, 적에게 가능한 최대의 타격을 가하고 그 남침을 극력 지연시

키려고 한다. 

② 제1군단은 육군본부 명령이 있을 때는 좌측 미 제10군단과 협조하여 ‘E’선으로 후

퇴한 다음 동선상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적의 남진을 저지하라.

③ 제3군단은 육군본부 명령을 있을 때는 좌측 미 제10군단과 협조하여 담당지구 

내 ‘E’선으로 후퇴한 다음 동선상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적의 남진을 저

지하라. 

④ 적에게 최대한의 손해를 가하는 동시에 적의 남진을 최대한으로 지연시킬 것이며 

특히 적의 기습 및 우회공격에 유의하여 연락없이 급속추미(急速追尾)하는 적을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여 격멸하라. 

⑤ 본 작전을 수령하는 즉시로 각 군단은 ‘E’선에 대한 사전정찰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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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부전선의 아군은 적 제2･제3･제5군단의 남하에 따라 그 보급로의 연장과 전력의 소

모를 체증시키기 위한 지연작전을 전개함으로써 차기의 반격을 준비할 목적으로 ‘E’선인 

금성리 - 통리 - 월 - 제천 - 충주선으로의 철수에 대한 작전계획을 시달하 다. 그러나 이

러한 가운데 미 제8군사령부는 이날 06:00에 다시 명령하기를, “미 제10군단은 ‘E’방어선으

로 철수하고 안동 - 주 - 제천간의 철로선과 그 시설을 방호하라. 또한 적을 분리하고 고

립시키기 위하여 계속 엄호부대를 배치 활용하라”라고 하 다. 이에 따라 미 제2사단(장, 

Robert B. McClure소장)은 엄호부대로써 원주 - 제천 - 충주 - 원주를 연결하는 ‘△’형의 전구

(戰區)에 종심(縱深)진지를 구축하게 하고 계속적인 지연전과 축심요역(軸心要域)을 고수

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우일선인 제38연대(장, George B. Peploe대령)와 네덜란드대대(장, M.P.A. den Ouden중

령)는 이날 주보급로인 원주 - 제천도로를 서쪽으로 횡단하여 제23연대(장, Paul B. 

Freeman대령)의 주력인 제2･제3대대와 프랑스대대(장, Lemire소령)는 이날 아침 울업동에

서 서평을 목표로 공격하 으며, 제1대대는 주포리(제천 서쪽 10㎞) 고지에 저지진지를 

확보하 다.   

  한편, 사단의 예비대인 제9연대(장, Edwin J. Messinger대령) 주력은 계속 원주 - 제천간의 

주보급로를 정찰하 는데 이날 제2대대는 제천 - 충주간의 도로를 정찰 중 원월리(제천 서

남 24㎞)에서 200명 규모의 적과 불시에 충돌하여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끝에 적을 북으

로 격퇴하 으나 이 전투에서 대대는 찦차 2대를 잃었다.

  1월 10일, 이날 사단 주력은 원주부근의 적과 계속적인 교전을 전개하 다. 제23연대

(장, Paul B. Freeman대령)의 제3대대와 제38연대(장, George B. Peploe대령)의 제1제3대대

가 흥업리에 있는 고지에 방어진지를 점령하는 한편, 공격제대인 프랑스대대(장, Lemire소

령) 및 제23연대 제2대대와 제38연대 제2대대는 그 전방으로 진출하여 나옹정(원주 남쪽 

3㎞) - 외남송 - 은행정 - 삼성동(문막 동쪽 5㎞)선상을 점령한 다음 16:30에 진지의 양익을 

포위하려고 공격을 감행해 온 적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여 24:00에는 이를 완전 격퇴하

다. 

  한편, 이날 예비대대인 제9연대(장, Edwin J. Messinger대령)는 제1대대를 주포리(제천 서

쪽 10㎞) 1㎞ 전방에 있는 좌우고지에 배치하고 그 전방 12㎞지점인 신림역에 제3대대를, 

그 전방 12㎞인 신림리에 제2대대를 각가 배치하여 제천 - 원주간 가로(街路)를 따라 종심

진지를 구축하고 적의 남하를 저지하 다.

  이날 미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소장)의 제17연대는 제천에, 그리고 제32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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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리전투에서의 제8사단장 최영희준장(왼쪽에서 두 번째, 

최영희 장군 회고록 전쟁의 현장)

는 주에, 그리고 연대 제3대대는 안동에 각각 배치하여 안동 - 주 - 단양 - 제천선을 확

보하고 있었다.    

  1월 11일, 원주지구에 대한 적의 침습위세는 전날을 고비로 격감되었는데, 그것은 우익

에 있는 아군 제3군단(제3･제7 및 제9사단)이 육군본부의 명령으로 1월 6일 09:00를 기하

여 창촌 - 횡성간을 점령한 주력부대가 원주를 우회하여 제천 - 월간으로 남하하 기 때

문이다. 적은 제3군단의 후퇴에 따라 군단과 그 좌측에 있는 미 제10군단과의 중간접제부

를 통하여 남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여 그 중의 북한군 제2사단은 이미 안동 - 의성지구에 

침투하여 후방을 교란하고 있는 제10사단과 연결하기 위하여 원주 - 제천 - 안동선을 따라 

남하하여 12일에는 원만허(남대리 서쪽 15㎞)에 집결하 고 적 제9사단과 제31사단은 아

군 제3군단의 방어선인 황우선 남쪽인 춘양 - 내성 - 주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9사단은 

월 동남쪽 옥동리를 경유, 주문리(남대리 서북 10㎞)로 침투하 으며, 제31사단은 남대

리로 침투하 다. 

  이리하여 미 제10군단장은 이날 제8사단(장, 최 희준장)을 황강(충주 동쪽 12㎞)에, 제2

사단(장, 함병선준장)을 단양에, 그리고 제5사단(장, 민기식준장)을 주로 진출시켜 미 제

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소장)과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장, Frank S. Bowen, Jr. 준

장)과 더불어 원주 - 제천 - 단양 - 주 - 안동 - 의성간을 연하는 중앙선에 종심적 전술전개를 

단행하 다. 

  12월 하순, 안동 - 의성간에 침투한 적 제10사단과 남침하는 적 제2사단과의 연결을 차단

하는 동시에 적 제10사단을 고립시킨 다음 각 개 섬멸전을 단행하기 위하여 이날 미 제8

군사령관은 흥남 철수 이래 마산에

서 재편중이던 미 제1해병사단(장, 

Oliver P. Smith소장)을 추출하여 적 

제10사단을 안동 - 덕선에서 저지 

섬멸키 위하여 북상시켰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미 제2사단(장, 

Robert B. McClure소장)은 이날 접적

이 없는 가운데 원주를 재탈환하기 

위한 진지강화와 일부 전선의 정리

를 단행하는 한편, 남하중인 적에 

의한 측방공격을 분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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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제9연대(장, Edwin J. Messinger대령)를 원주 - 제천본도상에, 그리고 제23연대와 제38

연대를 원주 - 충주가로상에 각각 종심 배치하 다.   

  원주 - 제천간을 점령한 제9연대는 이날 연대본부를 주포리에서 제2대대가 위치한 신림

리로 약진 개설함과 동시에 주포리의 제1대대를 동쪽 4㎞ 지점인 만복동으로 진출시키는 

한편, 신림역의 제3대대를 공격제대로하여 금창리(신림리 북쪽 4㎞)로 북상시켰다. 

  그리고 좌익인 제23연대와 제38연대는 원주 - 충주간을 점령하고 외남송(원주 남쪽 3㎞) -

행주리간에 전초진지를 점령하고 제38연대 제2대대와 프랑스대대(장, Lemire소령)의 1개 

중대를 동서로 배치하 으며, 그로부터 1㎞ 후방인 구억말 - 은행정 - 하승안동간의 주저항

선에는 제23연대 제2대대와 제38연대 제1대대, 그리고 네덜란드대대의 3개 중대와 제23연

대 제3･제1대대의 순으로 동서로 배치되었으며, 그 후방 6㎞지점인 한촌에는 제38연대 제

3대대를 예비대로 당겨서 배치하 다. 

  이날 제23연대본부는 매지리(목계리 북쪽 20㎞)에, 제38연대본부는 운남리(목계리 북쪽 

12㎞)에, 그리고 사단사령부는 목계리(충주 북쪽 17㎞)에 각각 위치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사단의 주력부대가 원주 - 제천도(道)와 원주 - 충주도상에서 종심으로 진지

점령을 완료한 이날 오후, 200명 규모의 적이 원주 - 제천간의 회론굴(원주 동남 10㎞ 속칭 

또아리굴) 부근에 출현하 다. 이에 금창리로 진출하던 제9연대(장, Edwin J. Messinger대

령)의 제3대대를 지원중인 포병중대는 2㎞ 전방에 있는 이 적에 대하여 화력을 집중하여 

50%에 달하는 손실을 입히고 이 적을 격쇄하 다. 

  1월 12일, 이날 사단의 각 부대는 제천 - 원주선과 충주 - 원주선을 따라 원주를 탈환하기 

위한 총공격을 개시하 다. 즉 사단의 우일선으로 제천 - 원주선을 따라 북상한 제9연대의 

제3대대는 금창리에서 진격을 시작하여 전날 포병대에 의하여 격퇴된 회론굴을 경유하여 

계속 북상하여 금대리 해미산성(원주 동남 6㎞)을 점령하 다. 충주 - 원주선을 따라 북상

한 제23연대와 제38연대는 제38연대 제2대대를 선두로 원주의 서측방을 공격하여 소수의 

적을 격퇴하고 시내에 돌입하 다. 

  이에 적은 패병(敗兵)을 독전(督戰)하여 다시 반격을 시도하 는데 이들은 대호(隊號)와 

병종이 서로 상이한 비정규 혼성편대로 파상적인 공격을 계속하 다. 

  이 무렵 은행정 - 하승안동간에 진출한 좌일선 부대들은 원주시내에 돌입하는 우일선 부

대를 엄호하면서 북으로 진격하여 사제리 일대의 적을 격퇴하고 △420 - △339 - △243 등의 

대소고지선을 모두 탈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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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10군단에게 보급 낙하(원주근방 제315항공사단 화물수

송부대, 그들이 본 한국전쟁2)

 3. 전투 후의 개황

  12일에 원주를 점령한 사단은 야

간진지를 구축하고 사주방어에 들어

갔는데, 다음날인 13일 04:00부터 제

23연대의 점령지역을 목표로 공세로 

전이한 적은 이날 07:00에는 제38연

대 진지에도 급습을 시도하여 피아

간에는 다시 치열한 교전이 반복되

었다. 그러나 적은 계속적인 병력 

증강으로 완강하게 저항하 으므로 

사단 주력은 160여 명을 사살한 다

음 원주의 방어진지를 철수하고 충주를 향하여 또 싸우면서 후퇴하기 시작하 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37야전포병대대(장, John B. Hector중령)는 원주에서 추격하려는 

적의 선봉을 강타하여 마침내 그 추격을 단념하게 하 다. 

  이로써 원주지구의 공방전은 끝났으며, 사단은 다음날 미 제8군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제천 일대에 배치된 미 제7사단장과 연계하기 위하여 월 - 모산리(제천 북쪽 3㎞) - 죽관

리(목계 동북쪽 15㎞) - 담암리(장호원 동북 12㎞)선으로 철수하기 시작하 다. 

  이리하여 미 제2사단은 본 작전기간 중 하루 평균 1천여 명의 적을 살상하 다고 보고

하고 있으니, 이로써 계산한다면 북한군 제2･제9 및 제31사단의 인명손실은 도합 10,000명 

선에 달할 것이다. 

  이상으로써 사단은 중동부전선의 한국군 철수작전을 엄호하는 동시에 적의 급격한 남

침활동을 저지하 으며, 차기의 반격작전을 위한 요충지를 고수하 다. 

  따라서 사단이 본 전투에서 거둔 성과는 청천강전투에서 입은 ‘인디언태형(笞刑)’의 오

명을 씻고도 남음이 있는 광된 결전이었다고 평가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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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횡성전투의 시말  

 1. 라운더업 작전

  1951년 2월 초 서부전선에서 썬더볼트 작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 중동부전선에서는 라운

드업(Round up) 작전이 계획되고 있었다. 미 10군단과 국군 3군단이 참가한 라운드업 작

전의 목표는 중공군의 의도와 병력 배치를 파악함과 동시에 중동부지역의 전선을 홍천 

부근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모든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이 맡은 서부전선, 국군 제1군

단이 맡은 동부전선과 연계해 전체 아군의 전선이 한강 하류 - 홍천 - 대관령 - 강릉까지 북

상할 수 있을 터 다. 2월 3일 국군 제1군단이 대관령과 강릉을 향해 공격을 개시했고, 5

일에는 미 제10군단의 라운드업 작전이 시작됐다.  

  신정공세 이후 공산군은 유엔군이 계속된 철수작전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지연전을 펼

치며 철수하기는 하 으나 피해를 입어 부대정비가 불가피함을 고려하여 2월에 총공세로 

전환할 것으로 판단하 으나 의외로 유엔군이 신속히 부대를 재정비하여 대규모의 공세

작전을 펼칠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 다. 사실 공산군은 신정공세작전으로 38도선

에서 남쪽으로 80~110㎞의 지면은 확보하 으나 85,000여 명(인민군 2,700여 명 포함)의 막

대한 인명 손실을 입었다. 그리고 유엔군의 조직전인 철수작전으로 유엔군 주력부대 격멸

에 실패하여 공세기도에 차질을 빚어 춘계공세를 준비하기 위하여 1월 8일 신정공세를 종

료하고 방어 작전으로 전환한 상태 다.

  공산군은 유엔군이 평택 - 원주 - 삼척을 연하는 ‘D’방어선에서 반격작전을 개시하여 한강

으로 접근하자 1월 27일 휴식과 부대정비를 중지하고 유엔군의 공세에 대비하 다.

  2월로 접어들면서 적의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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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

군의 창군 제3주년인 2월 8일을 공격개시일로 결정하 다. 그리고 이번 작전에서는 일부 

부대로 유엔군의 전진을 견제하고 일부는 한강 남안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주력을 

동부전선에 집결시켜 유엔군을 중심 깊이 유인한 다음 공세로 전환한다는 전략을 수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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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

(그들이 본 한국전쟁2)

  서부전선에서 미 제1･제9군단이 한강진출작전을 펼

치는 동안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국군 제2･제5･제
8사단, 미 제2･제7사단)과 국군 제3군단(국군 제3･제7･
제9사단) 주력부대들은 1월 중순 적 제2전선부대의 침

투로 제천 - 월 이남지역에 형성된 돌파구 내의 인민

군을 격파하고 원주 - 평창선으로 진출 중에 있었다. 

이때 미 제10군단 소속 미 제2사단은 좌인접 미 제9군

단 한강진출작전의 동측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여주 -

원주를 연하는 선을 점령하고, 일부 부대로써 지평리

까지 수색정찰을 실시하 다. 이때 미 제23연대와 프

랑스대대는 지평리 부근의 쌍터널에서 중공군과 치열

한 격전을 펼쳐 적을 격퇴하 다.

  이 무렵 제10군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는 서부전선에 집중된 적의 전투력

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전 전선으로 공격을 확대한다는 제8군의 작전방침에 따라 서부전

선의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실시한 한강진출작전과 유사한 작전을 계획하 다.

  1월 말에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강력한 적이 6번 국도(당시 6번 국도, 양평 - 홍천 - 인제)

와 5번 국도(당시 5번 국도, 춘천 - 홍천 - 원주)의 교차점인 홍천 부근에 집결하고 있으며, 

인민군 제5군단은 6번 국도를 따라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지평리를 경유 여주와 충주로 진

격하거나 5번 국도를 따라 횡성을 경유하여 원주로 공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알몬

드 제10군단장은 적의 이러한 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홍천을 군단의 주목표로 선정하

다. 서울 - 지평리 - 강릉을 연하는 ‘D’방어선의 중앙에 위치한 홍천은 춘천의 관문으로 북

동쪽의 인제, 북서쪽의 춘천, 남서쪽의 양평, 그리고 남동쪽의 횡성, 원주로 연결되는 교

통의 중심지이다.

  미 제10군단장은 전략･전술적 요충인 홍천지역을 신속히 양익포위하여 적의 중원거점을 

분쇄하고 동시에 후방침투에 실패한 후 국군 제3군단 정면에서 퇴각 중인 인민군 제2군단

을 추격 섬멸함은 물론, 아군이 홍천 - 대관령 - 강릉선으로 진출하여 차기 공격에 유리한 

발판을 확보할 목적으로 국군 제3군단과 협조된 공격을 계획하고 이 작전을 ‘몰이’ 즉 포

위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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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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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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에는 미 제7사단을 배치하여 방어선을 형성하고 공격제대

는 좌전방에 국군 제8사단, 우전방에 국군 제5사단을 투입하여 홍천을 포위･공격하도록 

계획하 다. 그리고 미 제2사단은 1개 야포대대(증강), 자동화기포대, 차량화 보병부대로 

편성된 제21지원부대를 편성하여 국군 제8사단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 고, 미 제7사단도 

이와 유사한 규모의 제7지원부대를 편성하여 국군 제5사단을 지원하도록 하 다. 추가로 

미 제2사단에서 2개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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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두리에서 6번 국도(당시 6번 국도)를 차단한 후 북동쪽으로 홍천을 공격하고, 우

전방 국군 제5사단은 산간도로를 따라 5번 국도(5번 국도)의 동쪽에서 북쪽으로 

공격하다가 서쪽으로 공격방향을 전환하여 홍천으로 진출하여 제8사단과 양익포

위작전으로 지대내 적을 격멸한다.

② 미 제2･제7사단은 지평리 - 횡성 - 평창선에서 저지진지를 편성하고 적의 공격에 대

비하면서 공격부대를 지원한다.

③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은 횡성 정면으로 진출하여 제5･제8사단의 공격을 지원

한다.

④ 국군 제2사단에 배속 중인 포병 제20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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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미 제10군단의 ‘라운드업 작전계획’이 담고 있는 결점이 밝혀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작전계획에서 국군 공격 부대는 횡성 부근에서 출발하는 것으

로 그리고 있다. 여기까지는 좋으나 제10군단은 원주와 횡성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 부

대 사이를 점령하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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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서 187공수연대 G중대 1소대가 횡성으로 출발하기 전, 

군장검열을 위해 집합해 있다(한국전쟁의 전환점, 원주).

  제187공수연대가 원주에서 북쪽

으로 출발하자마자 이 사실을 발견

했다. 2월 2일 횡성 동쪽에 연대가 

위치할 지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중대에서 파견된 경탱크 5대가 

원주에서 북동쪽으로 정찰을 나갔

다. 75㎜포를 장착한 탱크는 도로 

장애물과 비 오듯 쏟아지는 소총과 

자동화기의 사격을 받고 서쪽 부대

로부터 다시 빗발치는 사격을 받은 

끝에 탱크 한 대를 잃고 탱크 소대장 가빈이 전사했다.

  또한 2월 4일 187공수연대 1대대가 한국군 5사단의 북쪽으로 공격을 위한 출발선을 만

들기 위하여 이동할 때 다. 북한군이 그 지역을 조용히 떠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발견

한 것이다. 대대가 횡성과 새말 간의 도로가 내려다보이는 고지를 확보하려고 할 때 고지

에 있는 적군이 빗발치는 사격을 가해 왔다. A중대가 여러 고지 중에서 맨 첫 번째 고지

를 공격했다(289고지와 300고지). 대대장 게르하트 대령은 공중 공습과 포병 지원, 연대 

박격포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또한 C중대의 1개 소대에게 마지막 목표물인 312고지를 공

격하고 있는 에이블 중대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3개 소총 중대 모두가 공격에 나

서게 되었다. 북한군 대대급으로 보이는 강력한 저항을 쳐부수고 오후 8시 30분에 고지를 

확보했다. 비록 적군이 100여 명 죽었지만 1대대도 소대장 2명을 포함한 10명이 전사했으

며, 39명이 다쳤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비록 38연대 1대대 탱크보병 정찰대가 읍내 6.4㎞ 북쪽 교차로 

지점의 방어용 지뢰지대에 들어갔지만, 2사단이 횡성을 점령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

다. 덧붙인다면 네덜란드 대대가 원주 횡성 간의 중간 지점에서 적군의 저항선 깊숙이 들

어가 적군을 몰아내기 전까지 2명이 죽고 4명이 다쳤다. 네덜란드 대대는 12월 11일 프랑

스대대가 23연대에 배치될 때 38연대에 배속되었다.

  코플린은 라운드업 작전 개시 바로 직전에 연대 지휘관이 되었다. 그러나 10군단과 2사

단의 작전명령은 그가 이끄는 연대를 제각기 나누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휘할 병력

이 별로 없었다. 켈허 중령이 이끄는 1대대는 ‘지원21부대’라 이름 붙인 지원포대를 보호

하기 위하여 보병 보호부대로서 임무가 주어졌다. 이 이름은 지원포대가 5번국도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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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북으로 진격할 한국군 8사단 21연대를 직접 화력 지원하기 때문에 붙여졌다. 지원포대 

화력은 제15포병대대, 105㎜포대, 155㎜곡사포대 A포대, 503포대 화력이었다. 또한 실질적

으로 포병 부대지만 보병이 직접지원 화력으로 여기는 82대공포 D포대가 포함되어 있었

다. 제15포병 지휘관 케이스 중령이 지원대장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지원21은 한국군 8사

단장이 직접 관할하는 부대로 배치되었다.

  탱크보병 지원팀 중 하나는 38보병연대에서 뽑혀 나왔다. 38연대 3대대 L중대와 38보병

연대 탱크중대 3소대로 구성된 지원팀B도 국군 21연대를 지원했다.

  지원팀 A는 9보병연대 K중대와 9보병연대 탱크중대 3소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지원

팀 또한 제8사단에 배속되어 10연대와 16연대를 지원하되 16연대를 우선 지원했다.

  L중대가 빠진 코플린의 3대대는 원래 횡성의 동쪽 방어선에 진을 쳤으나 알몬드가 바로 

바꾸었다. 그는 3대대를 앞서 나아가고 있는 국군 부대를 뒤따르도록 했다. 그리고 국군 

부대들이 횡성에서 6.4㎞ 떨어진 북쪽의 교차로 지점을 점령했을 때 그곳으로 이동하여 

안전을 확보하라고 직접 명령했다. 맥시너 중령이 지휘하는 대대는 특정 지역에서 후퇴할 

때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10군단의 지시를 따랐다. 38연대 2대대는 군단과 사단의 야전

사령부 보호를 위하여 원주에 있었다. 이로 인해 코플린은 네덜란드 대대와 함께 연대본

부를 횡성에 두었다.

 2. 중공군의 반격

  유엔군이 중공군의 정월공세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격작전을 실시하자 중공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2월공세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때의 중요한 전투가 횡성전투요 지평리전

투이다. 1951년 1월 유엔군이 반격을 개시하자 중공군은 당황하 으나 “서부전선에서는 

유엔군 주력의 진격을 저지하고 중동부 전선의 산악지역으로 유엔군을 유인한 다음 반격

함으로써 유엔군의 작전의도를 분쇄한다”2)는 방침아래 2월 5일과 6일 양 일간에 걸쳐 반

격을 위한 부대이동 및 전개를 실시하고 2월 11일~2월 13일간에는 횡성을, 2월 13일~2월 

16일 간에는 지평리를 목표로 반격을 실시하 다.

2) 이 작전은 1951년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성천군 군자리에서 열렸던 ‘중국 - 조선 양군 고위간부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다(중국 군사과학원 역사연구부, 한국전략연구소 역, 1991,중공군의 한국전쟁사 - 항미원조전

사, 세경사,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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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39군 제40군 제42군 제66군

 최초위치    고양지구 동두천지구 용두리, 홍천 김화 이북

 출발일자    2월 6일 2월 5~6일 2월 6일

 이동로
한강북부도로 -

한강(도하)

마산리 -서파 -

양리 -청평
화천 - 춘천 -홍천

 전개지역 용두리 일대 양덕원리 일대 증안리 자운리 일대

 이동거리 120㎞ 120㎞ 150㎞

 공격개시 일시
  2.11, 17:00

   (117사단)
2.11, 17:00 2.11, 17:00 2.11, 19:00~20:00

 임무   예비
대내정면

(전술적 포위)

대외정면

(작전적 포위)

대외정면

(작전적 포위)

중공군의 이동로

  중공군의 주요 부대의 이동거리나 기간을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중공군의 부대이동 상황

 자료 : 전종순, 2013, ｢횡성전투의 재조명 -홍도산국사봉 전투를 중심으로 - ｣, 군사논단제74호, 

234쪽.

  위와 같은 부대이동

과 배치는 2월 5일에서 

10일까지 이루어졌고 2

월 11일에 총공격을 감

행하 다. 중공군 제66

군의 198사단은 이미 

오음산 지역에 배치되

어 있었으며, 제196･197

사단은 2월 6일 김화로

부터 홍전지역으로 이

동, 2월 11일 오전까지 

전개지역인 자운리에 도착하 다. 제39군(보병 제117사단 결)은 용두리 동남지구에 집결, 

예비임무를 수행하며 보병 제126사단과 제125사단의 제375연대를 지휘하여 지평리 일대의 

미 제23연대와 프랑스대대를 견제하고 있었다.

  횡성에 대한 총 공격은 등화(鄧華)가 지휘하 으며, 등화는 2월 9일 14시에 복안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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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작전공작지시(作戰工作指示)를 전문3)으로 하달하 다. 

   제42군(제39군의 제117사단 및 포병 제25연대의 제1대대 배속)의 제124･제117사단

은 상물안리, 도창촌을 거쳐 횡성 서북의 학곡리, 상하가운(上下加雲) 방향으로 공격

하여 국군 제8사단의 퇴로를 차단한다. 제125사단(1개 연대 결)은 횡성 서남의 개전리 

및 회암봉 지역에 사전에 진출하여 원주 방향에서 지원하는 적을 저지하며, 아울러 

제66군 작전에 협조한다. 제126사단(제125사단의 제375연대 배속)은 주읍산 및 지평리 

이북지역에 배치하여 지평리 지역의 적을 계속 견제한다.

  제40군(포병 제29연대의 제1･제3대대 배속)은 정면으로부터 횡성이북지역의 풍수원, 

이목정, 광전지역의 국군 제8사단을 공격한다.

  제66군(포병 제29연대의 2개 포대 배속)의 제196사단, 제197사단은 횡성 동북지역의 

궁천리, 개전리를 거쳐 횡성 동남방향으로 공격해서 우선 덕고산, 곡교리를 공격 점

령하고, 횡성지역의 적 퇴로를 차단하며, 아울러 강력한 병력으로 적군의 지원군을 

저지시키고 그런 다음 횡성으로 공격한다. 제66군의 제198사단은 횡성 이북의 오음산

으로부터 치동, 초당 방향으로 공격한다.

  제39군(제117사단 결)은 예비부대로, 용두리 동남지역에 배치되어 전역이 개시되면 

지평리의 적을 감시하되 만약 지평리의 적이 남쪽으로 도주하면 즉시 용감하고 신속

한 동작으로 적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공격하여야 된다.

  인민군 전선지휘부의 제3･제5군단은 우선 횡성 동북지역의 부동리, 우둔리의 국군 

제5사단의 일부를 섬멸하고 연후에 횡성 동남지역의 학곡리, 오원리 방향으로 공격한

다. 제2군단은 자주봉, 태기산 지역에 배치되어 계속 방어하며, 적극적으로 적을 견제

하여 국군 제7･제9사단이 서쪽으로 지원하는 것을 저지한다. 반격이 성공을 거둔 후, 

인민군 전선지휘부(前線指揮部) 예하의 각 군단은 계속해서 평창, 월 방향으로 공

세를 펼쳐나간다.

  2월 11일, 등집단(鄧集團)의 주력부대는 공격출발지역까지 진출하 다. 제40군은 횡성 

서북의 공곡, 화전리, 도원리 지역에 위치하 고, 제42군의 주력부대는 상고론리, 상계량 

지역에 위치하 으며, 제66군은 횡성 동북지역의 박지평, 당거리에 위치하고, 또한 예비부

대인 제39군은 백안리, 인채리, 용두리 지역에 배치되어 공격준비를 완료하 다. 2월 11일 

17시 등집단과 인민군 전선지휘부 소속의 제3･제5군단은 예정된 계획에 따라 전역반격(戰

役反擊)을 개시하 다.

3) 중국 군사과학원 역사연구부, 한국전략연구소 역, 1991,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 항미원조전사, 세경사, 

112~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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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군이 공격을 시작한 후, 제124사단은 신속하게 상물안리와 531고지를 공격 점령하

고, 아울러 12일 6시에 응봉, 압곡리, 석자동 지역까지 진격하 으며, 계속해서 복조동(현 

복지동), 광전 방향으로 공격하 다. 제117사단은 상물안리, 창촌, 곤의동을 거쳐 횡성 서북

방향으로 공격하 는데, 하룻밤에 30여 ㎞를 전진해서 12일 6시에는 학곡리, 하일 지역까지 

진격하여 횡성 서북지역의 군국 제8사단의 퇴로를 차단하여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 다. 제

125사단(제375연대 결)은 거슬치, 하물안리, 석화촌을 거쳐 12일 8시에 횡성 서남지역의 회

암봉(현 호암산)까지 진격하여 횡성 방향으로부터 퇴각하는 아군에 타격을 주었다.

  제40군은 정면인 하고대, 신대리로부터 공격을 시작하 다. 제40군의 제118사단은 돌파 

후, 신속하게 국군 제8사단의 방어배치를 분할하 고, 12일 9시에 광전, 벽학산, 하초원리 

지역까지 진격하 다. 제120사단은 돌파 후 성지봉 지역을 공격하고 견제하면서 제118사

단이 종심으로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 으며, 12일 6시에 이목정을 공격하 다.

  제66군의 제198사단은 오음산으로부터 돌파 후 홍도산, 국사봉에서 저지되었다. 당시 중

공군은 국군 제3사단의 2개 연대가 이미 횡성의 동북지역까지 진격하 으나, 이를 알지 

못하 다.

<요도 3> 중공군의 횡성공격 상황도

주 :전종순, 2013, ｢횡성전투의 재조명･홍도산･국사봉전투를 중심으로-｣. 2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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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중공군의 반격으로 국군 제8사단은 혼란에 빠져 횡성방향으로 철수하 다. 그러

나 제8사단 제21연대가 진출해있던 지역의 초당교와 신촌교차로(당시 새말) 등이 중공군

에게 차단되어 퇴로가 없었으며, 설령 탈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일, 학곡, 큰골[大谷] 

등의 지역이 차단되어 있었다. 또한 신촌교차로에서 6번 국도를 따라 광전(현재의 초원리) 

서쪽 방면 지역도 퇴로가 차단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횡성 남서쪽의 석자동(돌자골), 고니

골을 넘어 개전동, 심지어 갈풍산성 능선을 따라 돌고개[石峴]에서 동막 - 개전동으로의 퇴

로도 차단되었고 원주비행장이 있던 곡교리까지 차단하려고 하 다. 이런 와중에서도 다

행스럽게도 네덜란드대대의 희생적인 엄호전으로 그나마 아군이 원주지역까지 철수할 수 

있었다. 

  인민군 제3･제5군단은 횡성동북지역의 전촌리, 하금대리로부터 부동리, 화전리, 동산 지

역을 향하여 공격을 시작해서 13일에 횡성 동남지역의 학곡리, 오원리, 하안홍리 지역까

지 진격하며 등집단의 반격작전에 협조하 다.

  이렇게 홍천을 포위하려던 라운더업 작전은 아군이 큰 피해를 입고 원주, 제천 등의 지

역으로 후퇴하 으나, 이후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전개된 지평리전투와 원주에서의 방어

전의 승리로 중공군을 한강 이북지역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지평리전투와 원주방어전

  1) 지평리전투

  13일 오후 5시 30분부터 40군 119사단의 3개 연대, 42군 126사단의 2개 연대 등 총 6개 

연대가 공격을 위한 이동을 개시했다. 그리고 제42군･제66군의 주력부대 및 제120사단은 

원주 이북 및 남서지역까지 진출하여 서쪽으로부터 유엔군의 증원을 차단하면서 원주 일

대의 유엔군을 고착 견제하도록 하 다.

  당시 중공군은 일부 병력이 이미 도망하여, 4개 대대가 안 되는 병력뿐이라고 생각했었

다. 그런데 당시 아군 제23연대는 프랑스 대대와 함께 미 포병대대의 지원을 받아 전면적

인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프랑스 대대의 요청에 따라 대구 보충대에서 

뽑아온 한국군 100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미 제23연대전투단은 미 제23연대와 프랑

스 대대, 제1유격중대, 제37야전포병대대, 제503야전포병대대 B포대, 제82고사포대대 B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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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제2공병대대 B중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곳 지평리의 방어선은 둘레 18㎞에 달해 4개 대대로는 배치할 병력이 부족하 다. 이

에 1.6㎞의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북쪽에 1대대, 동쪽 3대대, 남쪽 2대대를 배치했으며, 서

쪽에는 몽클라르(Ralph Monclar) 중령이 지휘하는 프랑스군 대대를 배치했다. 그리고 이러

한 여건을 고려하여 예비대를 최대한 축소했다. 연대 전체 예비대로서 단 1개 중대만 확

보하고 각 대대의 예비대로 각 1개 소대만 할당했다. 그 외의 병력은 모두 방어진지에 투

입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던 지평리 방어진지를 향해서 13일 저녁 중공군은 야전공

격방법(野戰攻擊方法)으로 전투를 개시하 다. 몽클라르가 이끄는 프랑스 대대 진지에도 

공격을 가해 왔다. 프랑스 대대원은 모두 철모를 벗고 머리에 붉은 수건을 두르며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13일 22:00경 중공군의 제2제파가 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공격을 재개하자 

대대는 이에 수동식 사이렌을 울리면서 대응하 다. 순식간에 진지 전면에서는 피아를 식

별할 수 없는 수류탄전과 육박전이 전개되었으나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포병의 조명

지원에 힘입어 이 적을 격퇴하고 방어진지를 끝까지 고수하 다. 

  14일, 공격에 실패한 적은 아침 무렵 지평리 주변 고지로 철수하 다. 이날 전투에서 

아군은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 고, 이때 프리먼 연대장도 부상을 입었으나 후송을 

거부하고 계속 부대를 지휘하 다.   

  이 무렵, 중공군이 지평리로 향하는 6번 국도와 그 보조도로를 점령함으로써 미 제23연

대와 연결을 이루고 보급로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좌인접 제9군단장에게 이 임

무를 부여하 다. 군단장은 2개 전차중대와 2개 곡사포대대, 1개 공병소대로 증강된 미 

제5기병연대를 파견하 다.   

  제23연대는 증원부대의 도착을 기다리며 낮 동안 일부는 진지 주위를 수색하여 잔적을 

소탕하고 주력은 방어진지를 보강하 다. 저녁에도 중공군은 부대배치를 조종하여, 계속

해서 6개 연대의 병력으로 공격을 해왔다. 어둠이 깔리자 적의 야간공격은 개시되었고 

22:00경에는 절정에 달하여 이로부터 3시간 동안 지평리 상공에는 쌍방이 쏘아올린 조명

탄, 예광탄, 신호탄으로 불야성을 이룬 채 처절한 백병전이 지속되었다. 연대는 수적인 열

세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저항하 으나 15일 02:00경 서쪽의 G중대지역이 돌파되기도 하

으나 재탈환하는 기염을 토했다.  

  15일, 연대는 아침부터 항공폭격의 지원하에 공격을 개시하 으나 적의 저항이 완강하

여 진출이 돈좌되었다. 연대장은 정상적인 공격으로는 금일 중에 지평리와 연결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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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판단하고 15:00 L중대 160명이 전차 23대로 보전조를 편성 공격을 개시하 다. 이

때부터 곡수리 - 지평리 도로에서는 미군 전차의 화력과 기동에 맞선 중공군의 로켓포와 

휴대장약에 의한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제5연대장은 전차의 신속한 기동을 독촉

하 다. 전차가 단독으로 돌진함으로써 낙오된 보병들의 손실이 컸으나 연대는 17:00경 

피탈한 지평리 남쪽의 망미산을 공격 중인 미 제23연대 전차와 연결하 다. 

  망미산에 배치된 적들은 제5연대의 증원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철수하 고 특수임무부

대는 지평리의 제23연대와 연결한 후 곡수리에서 지평리에 이르는 도로를 방호하 다. 이 

무렵 항공정찰에서도 중공군이 지평리에서 빠져 나가기 시작하 다고 보고하 다. 16일 

새벽에는 정찰대가 중공군의 퇴각을 확인하 다. 당시 중공군은 15일 17시 30분에 지평리 

지역의 공격을 정지하기로 결심하 다. 그리고 16일 새벽, 지평리에서 북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하 고, 원주 부근까지 진격했던 각 군도 동시에 북으로 철수하 다.

  미 제23연대에 의해 타격을 입은 중공군의 총 사상자 수는 4,946명으로 추정되었다. 미 

제5기병연대는 그의 부대가 500명 이상의 적을 사살했다고 판단하 다. 전선의 아군은 79

명의 중공군을 생포했는데, 이들은 “그들의 공격부대는 6개 연대로 편성되었고 그 중 4개 

연대는 중공군 제115･제116･제119･제120사단 소속이었으며, 2개 연대는 제126사단 소속이

었다. 이들 6개 연대는 공동작전을 전개하지 않고 아군 전선에 대해 총공격을 가하지도 

않았다. 적 공격의 대부분은 중대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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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연대 사상자수는 사

망 52명, 부상 259명, 실종 42명이었고 부상자들은 헬기와 차량으로 미 제5기병연대 지역

으로 후송되었다.

  이 전투에서 미 제23연대전투단은 고립방어 진지를 편성하고 진지고수 의지와 철저한 

야간사격 통제, 예비대의 적절한 운용과 역습, 그리고 화력의 우세와 긴 한 공지협동작

전으로 파도처럼 려오는 3개 사단규모의 중공군을 격퇴하여 적의 2월 공세를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다.   

  결국 이 지평리 전투는 미군이 중공군과 싸워서 얻은 최초의 전술적인 성공으로써 제8

군사령관은 그동안 아군이 지난 12월과 1월 초의 곤혹스러웠던 철수시기에 상실한 사기를 

확실히 되찾고 이에 새로운 각오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고 확신함

으로써 강력한 공격작전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인천상륙작전과 중공군 2차 공세에 

이에 6･25전쟁의 흐름을 다시 바꾼 결정적 전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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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주방어전

   (1) 제1차 325고지 전투

  한편, 13일 저녁 중공군이 지평리를 공격하고 있을 시각, 횡성방어전을 치르고 원주비

행장에 도착한 네덜란드 장병들은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더욱이 전우들의 손상으로 

말미암은 정신적인 타격이 겹쳤으므로 며칠간의 휴식을 기대하 다. 그런데 13일 06:30에 

연대 S - 3으로부터 중화기 중대장에게 “만종리 지구는 학살의 계곡에서 크게 손상을 입은 

미 제1 및 3대대의 잔류병으로 배치하도록 작전계획이 변경되었으니, 네덜란드 대대는 이

미 정찰한 만종리에서 2㎞ 서쪽에 있는 325고지 부근에 진지를 점령하라”는 내용에 이어

서 “그곳에서 적이 횡성을 점령한 다음 섬강을 따라 계속 남하하여 원주의 서측방으로 우

회 공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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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기에서 중화기 중대장은 곧 전령을 1/4톤 차량으로 만종리에 있는 부대대장에게 파견하여 

이를 전달하 다. 

  07:00에 전령으로부터 사단장의 명령내용을 통보받은 부대대장은 급히 원주로 달려가 

미 제38연대장을 만나 네덜란드 대대는 주요직책 장교들의 손실과 636명의 병력이 이제는 

겨우 500명으로 감소된 실정이므로 전선투입이 곤란하다는 뜻으로 이의를 제기하 으나 

연대장은 미군의 상황이 최악의 상태로, 944명의 인적손실이라는 점을 역설하면서 4.2inch 

박격포 1개 소대와 장갑차 1개 반, 그리고 필요한 포병관측장교를 배속할 것이니 325고지

를 고수하여 원주 - 서울간의 중앙선철도를 확보할 것을 당부하 다. 이에 대하여 곧 승복

하게 된 제2대대장 Eekhout 소령은 즉시 구두명령으로 S - 2로서 S - 3를 겸임하게 하고 S - 4

를 소대장으로 전보하는 등 대대기능을 정상화하고 곧 만종리로 되돌아가 대기시킨 정찰

선발대를 이끌고 325고지 산록에 있는 구름실 부락으로 서진하여 해당지역에 대대지휘소

를 개설하 다. 그는 A중대를 325고지 정상과 그 동남쪽으로 뻗은 능선에, 그리고 B중대

를 A중대의 좌측으로 길게 뻗은 200m 등 고선(高線) 능선에 배치하고 중화기 중대의 중

기관총은 각 중대에 분속하는 한편, 그 나머지 화기를 배속된 미 4.2inch 박격포와 함께 

대대지휘소 앞 능선을 점령하게 하여 대대를 일반지원 하도록 하고 장갑차로써 대대지휘

소를 경계하도록 계획한 다음 선발대의 각 중대의 선임장교들로 하여금 각 중대 진지를 

정찰한 후에 각자의 중대를 인도하도록 명령하 다. 

  그러나 연대의 수송지원차량이 늦게 도착하여 A중대가 11:30에 가장 먼저 원주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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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3:00에 구름실에 도착, 3개 소대를 325고지 정상에 나란히 배치하 는데 이때가 

15:00 다. 게다가 A중대는 지형판독의 미숙으로 구름실 앞 산을 325고지의 주봉으로 오

인하고 잘못 배치하 던 관계로 사실상 325고지 정상으로부터 동남방으로 600m 떨어져있

는 동고지의 시녀격인 봉우리 진지를 점령한 셈이었다. 중대장은 곧 우측에 배치하기로 

한 미군부대와 접촉하려고 채면리까지 나가보았으나 우군이 없어 중대의 우측방의 허(虛)

한 곳을 중대의 60㎜ 박격포의 화력으로 제압토록 조치하고 57㎜ 무반동총으로써 중대본

부를 경비하기로 하 다. 

  B중대는 15:00에 원주를 출발하여 A중대 진지의 좌측능선에 역시 3개 소대를 나란히 횡

으로 배치하니 이때는 이미 어둡기 시작하여 18:00가 되었는데 우측 325고지 정상에 있어

야 할 A중대가 600m 우후방에 쳐져서 배치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착오의 원인

은 첫째가 큰 길(구름길)에서는 앞 산(부봉) 밖에 보이지 않아 이 앞 산을 325고지 주봉으

로 착각하고, 둘째가 두 정상인 주봉과 부봉의 차이가 25m 밖에 안되어 지도상에서 판별

할 수 없었으며, 그 세 번째가 각 소대에 지도가 배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 이렇게 네덜란드 대대가 배비(配備)하는 동안 적은 이날 오전에 횡성선에서 전열

을 재편하고 오후가 되자 2개 사단 규모의 중공군이 섬강을 따라 고려대까지 서남진한 

다음 그 진출방향을 돌려 원주 서쪽으로 고 내려왔다. 이리하여 네덜란드 대대가 배치

완료하 을 때는 이미 아군의 주저항선 전방에서 야간공격을 준비중인 그들의 선봉대와 

대대전초진지 사이에 교전이 있었고 적의 선봉부대 후방 5~6㎞ 지점에는 그들 주력이 뒷

받침하고 있었다. 

  이때에 적의 척후와 최초로 교봉(交鋒)하게 된 부대는 진지를 잘못 점령중인 A중대의 

한 기관총반이었는데, 이 기관총반은 중대장에게 A중대의 현재의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보

고하 으나 중대장은 현재의 위치가 옳다고 끝내 고집하 다. 기관총반장은 경기관총 1정

과 사수 그리고 5명의 병사를 이끌고 시계가 양호한 325고지 주봉으로 추진하여 북쪽을 

관측하니 1㎞ 동북쪽에 중공군의 선봉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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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장에게 전달되지 않

았다. 이 때문에 Eekout 대대장은 적군의 진격속도로 미루어 보아 적은 아직도 수 ㎞ 거

리를 두고 남하중일 것으로 오판하고 있어 그들이 몇 백 m가까이 접근할  때까지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14일 이날 03:45에 325고지 우측에 인접한 342고지의 미 제3대대 진지에 대하여 적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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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파가 어 닥쳤으나 네덜란드 대대 정면에서는 조용하 다. 

  06:40에 먼동이 트기 시작하자 미 제72전차대대 C중대의 1개 소대(5대)가 A중대 우측의 

허약부를 보강하도록 증파되었다. 바로 이때에 B중대도 적의 공격을 받았으니 이는 필시 

적의 탐색전이었을 것이다. 

  07:10에 이르러서는 1,000 내지 2,000명으로 추산되는 적군이 치열한 공격준비사격에 이

어 325고지 정면과 좌측의 미 제2대대 진지를 압도적인 병력으로써 강습(强襲)하 다. 좌

측의 미 제2대대는 적의 공격 제1파에 려 좌우방으로 퇴각하기 시작하는데, B중대는 미

군 포병관측장교의 무전교신이 중절(中絶)되어 적의 전진을 저지하고 이를 와해시킬 만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장거리 포병지원을 제공하지 못하 을 뿐만 아니라 박격포도 없이 

방어의 요체인 ‘화력에 의한 적의 전진와해, 공격대형파괴’도 하지 못하고 다만 자체의 보

병화력과 총검에 의한 백병전으로써 맞서 20분간의 격전을 치 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우일선 소대의 일부에 균열(龜裂)이 생기기 시작하 으며, 그 나머지 소대진지도 장차 지

탱하기 어렵게 되었다. 

  중대장은 대대장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고 철수를 요청하니 대대장은 중대장에게 

다음 능선으로 철수할 것을 무전으로 지시하 으나 대대의 무전기 고장으로 교신을 끝내

지 못한 가운데 전투는 더욱 격화되어 적의 주력이 중앙소대의 중앙을 돌파함으로써 B중

대는 두 조각으로 분단되고 말았다. 즉 중앙소대의 우반부와 우일선 소대는 325고지 쪽 

배면(背面)에 팔분능선을 타고 800m 남쪽에 있는 다음 능선으로 철수하여 호를 파고 반격

의 기회를 기다렸으며, 좌일선 소대는 중대와의 연락이 끊겨 소대 독단으로 멀리 중앙선 

철로부근까지 철수하 다. 최후로 중대의 잔여병력인 중앙소대의 좌반부와 중대본부 및 

화기소대는 중대장 지휘하에 325고지 지맥을 따라 철수하여 대대지휘소(구름실) 좌측에 

있는 중화기 진지 근처에 집결한 다음 인원을 점검한 바, 총 60여 명에 불과하 다. 

  중대장은 곧 대대지휘소로 달려가 상황을 보고하니 대대장은 그에게 “B중대는 철수전진

지의 800m 후방에 있는 325고지의 남서지맥(우일선 소대가 철수한 능선)에 저지진지를 점

령하라”고 엄명하 다. 이리하여 집결지로 되돌아간 중대장은 즉시 부하들을 이끌고 지시

된 능선으로 올라갔는데, 이곳에서 이들은 호를 구축하고 있는 우일선 소대를 만났다. 새

로운 저지진지의 방어편성이 끝날 무렵인 11:00에 연락이 끊겼던 좌일선 소대가 멀리 후

방 철로변 광터부락을 돌아와 이에 합세하 다. 

  이와 같이 철수중에서도 침용(沈勇)을 보이게 된 네덜란드 대대의 곤경을 보고받게 된 

연대장은 이 대대의 전투정면을 좁혀주기 위하여 미 제187공수여단 F중대를 A중대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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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인 채면리에 새로이 투입하는 한편, 325고지 주봉 우측 100m 지점에 전투지경선을 새로

이 설정하여 그 좌측지구인 325고지 주봉을 미 제2대대에게 넘겨주었다. 이런 결과로 네

덜란드 대대의 전투정면이 3,000m에서 400m로 축소됨으로서 B중대는 현진지를 미군에게 

인계하고 구름실로 철수하여 대대의 예비가 되었다. 

  서울 - 원주간의 중요보급로를 확보하려면 원주 서쪽의 요충인 325고지를 고수하여야 할 

것인데 정오가 약간 지났을 때 동고지를 확보할 책임을 지게 된 미군 제2대대가 이 정상

을 정찰하여 보니, 이미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소대급 이상의 적 병력이 정상을 선점하여 

아군을 완전히 감제하고 있었다.

  전세가 이에 이르자 12:40에 연대장으로부터 미 제2대대는 제72전차대대 B중대의 지원

을 받으면서 좌로부터 325고지 정상을 공격하고 네덜란드대대는 그 우측에서 미 공수중대

의 지원하에 동고지의 우단(右端)능선을 공격 점령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탄약운반 

등 공격준비를 끝낸 네덜란드 A중대는 16:00에 동고지부봉(A중대가 잘못 배치된 곳)에 화

기소대의 기관총을 잔류시켜 이의 엄호하에 예정된 공격개시선인 ㄱ형의 굴곡부로 진출

하여 이미 그 우측에 진출하여 기다리고 있는 공수중대와 합세하 다. 17:46에 A중대 장

교가 공수중대 장교와 공격간의 화력지원을 협조하고 있을 때 상공에 남아공화국의 전투

기 5대가 나타나 325고지 북쪽의 적진을 강타하 으나 지상군들이 공격준비에 분주하여 

별로 깊은 주의를 하지 않고 있던 중 17:58에 갑자기 이들 우군기는 네덜란드 소대 쪽으

로 급강하하면서 기총소사를 가하고 이어 Rocket 및 Napalm탄 2발을 퍼부었다. 다행히 

Napalm탄은 불발이었다. A중대장으로부터 폭격을 중지하라는 급보를 받은 대대 S - 3는 신

속히 연대와 좌인접 미 제2대대에 나와 있는 공군의 전술항공통제반(TACP)에게 이를 알렸

다. 중대원들은 SOP대로 십자형으로 대공포판을 표시하고 백색내의를 벗어들고 흔들었으

나 이 우군기들은 계속 십자포판(十字布板)을 향하여 급강하 공격을 계속하 다.

  그러자 이번에는 미 공수중대의 중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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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대원에게 미친 정신적인 충

격이 지대하 다. 간신히 한 소대장만이 정신을 차려 20명의 소대원을 집결시켰을 뿐이며, 

그 밖의 모든 중대원들은 아주 구름실로 내려가 버렸는데, 이때에 325고지에서는 격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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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졌다. 부봉의 네덜란드 화기소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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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장은 네덜란드 대대 지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비록 325고지는 다시 점령

하 지만 어떠한 희생을 치르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기필코 확보되어야 한다고 역설하

면서, 동고지 우측지구를 책임진 미 공수중대의 방어정면 1㎞가 지나치게 넓으니 네덜란

드 대대가 동고지 우반부의 400m를 인수하여 그곳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할 것을 지시

하 다. 

   (2) 제2차 325고지 전투 

  이에 대대장은 이미 기진맥진한 소총중대원들을 더 이상 일선에 재배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 화기중대에서 잠정적으로 편성한 소총 1개 소대와 본부중대의 행정요원들(서

기와 조리사 및 운전수 등)로서 또 하나의 잠정소총소대를 편성･조직하고 여기에 B중대의 

소총 1개 소대를 더하여 도합 3개의 소총소대를 만들고 화기중대의 박격포소대를 이에 배

속시켜 A중대 부중대장을 지휘관으로 하는 소총중대를 임시 편성한 다음 이들을 새로 인

수한 400m지구를 담당하게 할 것을 준비하도록 하 다. 여기에서 소총병이 아닌 잠정중

대원들은 그 대부분이 기본휴대화기로서 권총을 소지하고 있어 전사자와 후송인원의 소

총과 횡성 철수시에 길에서 습득한 소총으로 이를 장비(裝備)하게 하 는데 다소의 시간

이 소요되자 우선 B중대에서 차출된 소총소대만을 먼저 출발시키기로 하 다. 

  이들이 주간에 공중오폭으로 소동을 빚은 바 있는 곳으로 진출하여 이곳에 집결한 A중

대의 잔류병 20명을 만나 이들을 325고지 부봉으로 출발시키고 그들은 본대가 도착할 때

까지 이곳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21:30이 되어서야 편성을 끝마친 잔여소대들이 도착하여 

대기중인 B소대와 합세한 다음 ㄱ형 굴곡부로 진출하니 미 공수중대의 한 장교가 

“Rotterdam 친구들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이들을 맞이하 다. 곧 야간진지교대가 시작되고 

자정이 약간 지나서 교대를 완료하 다. 

  얼마 후 325고지 주봉에서 적의 재공격이 개시된 듯 총성이 요란하자 잠정중대장은 미 

포병 관측장교와 배치된 미 4.2inch 박격포관측자 그리고 화기중대의 80㎜ 박격포관측자를 

대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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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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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고지로부터 또 다른 미군 10여 명이 더 철수하여 나오자 네덜란드 중대장은 이들을 상

사 지휘하에 네덜란드군에 합류하도록 조치한 다음, 좌측전투지경선까지 진출하여 땅에 

귀를 대고 시청하니 적군의 땅 파는 작업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곧 대대장에게 무전으

로 이러한 상황을 보고한 중대장은 자기위치로 되돌아가 중대의 좌측방경계책으로 좌일

선소대의 1개 분대를 2정의 공랭식기관총과 함께 추진시켰으나 이 분대는 도중에서 적의 

집중사격을 받고 그 진출이 좌절되어 되돌아가고 말았다. 

  중대장은 고지 주봉을 날이 새기 전에 점령하지 못하면 다음날 주간에는 현진지를 방

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대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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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인접부대인 미 공수중대 박격포의 

고사계탄도(高射界彈道)의 사격으로 전환하 다. 그리고 자대의 지원화기의 엄호사격을 

받으면서 동고지 정상 80m 앞 사각지대까지 진출키로 시도하 으나 예상외로 강한 적의 

화망(火網)으로 말미암아 그 진출이 억지되어 ㄱ형굴곡부로 되돌아갔다. 이와 같이 네덜

란드 대대의 25분간에 걸친 첫 공격이 실패하 다는 보고를 받은 연대장은 네덜란드 대대

에게 “이날 03:00에 미 2대대가 좌측방으로부터 공격하니 네덜란드 중대는 함께 협공하라”

고 새로운 지시를 하달하 다. 

  이리하여 정각 03:00에 공격개시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중대를 전개하고 좌측방의 미 

공격부대와 접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소위가 인솔하는 분대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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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장에게 보고하자, 대대장은 “미군이 약정된 시간에 공격개시선

까지 진출하지 못하 으니 그 공격준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공격개시시간을 하달할 것이

다”라고 하 다. 이로부터 15분 뒤에 공격준비사격이 실시되자 중대장은 병사 15명을 이

끌고 선두에 나서 사각지대를 향하여 사격과 기동을 연계하면서 전진하 는데 적의 저항

도 점차로 완강하여졌다. 선봉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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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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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이쯤되자 중대장은 곧 대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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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장은 유선(有線)의 가설(架設)된 부봉(副峰)으로 올라가 전화로 

대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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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를 

강화할 수가 있었다. 

  이날 06:00에 세 번째 공격이 개시되었는데, 이번에는 325고지에서 철수한 미군상사와 

분대원들도 합세하 다. 중대장은 포병과 박격포관측반을 대동하고 첨봉(尖鋒)소대를 이

끌고 출발하 다. 06:15에 한 굴곡부를 돌아섰을 무렵 고지 주봉의 정상에 우군 박격포의 

일제사탄(一齊射彈)이 멋지게 명중되고 있었으며, 적의 저항이 상당히 약화된 듯 하 다. 

즉시 선두에서 전진하는 중대장을 따라 병사들은 착검을 하고 돌진하 다. 박격포의 관측

자는 정상의 저항거점을 그리고 포병관측자는 고지 북쪽에 있는 적의 화포 등 임기표적

(臨機標的)에 사탄(射彈)을 유도하여 적의 화력을 완전히 제압하여 네덜란드 용사들이 사

각지대로 접근할 수 있게 하 다. 무전병은 마치 마라톤 경기에서 골인 장면을 중단하듯

이 ‘앞으로 200m, 100m’하고 보고를 연발하 으며, 사각내로 진압하자 동녘하늘에 먼동이 

트기 시작하 다. 아직도 고지정상으로부터 적의 기관총 2정이 불을 뿜자 산수복(山水腹)

으로 진출한 네덜란드 대대의 구경 50㎜ 중기관총이 적의 기관총좌(機關銃座)에 명중탄을 

퍼부어 이들을 침묵하게 하 다. 이때에 사각에서 돌격 중이던 중대장과 전령은 2명만으

로 고지정상에 이르는 마지막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하 는데 25m쯤 올라갔을 때 조용

하던 정상으로부터 갑자기 수류탄이 굴러 내리면서 폭발하 다. 온 몸에 상처를 입고 뒹

굴러 사각지대로 물러서자 뒤따르던 4명의 하사관들이 역전의 용사답게 수류탄을 멋진 

포물선을 그리면서 정상에 명중하도록 투척하여 적의 수류탄 공격을 저지하 다. 이를 놓

칠 새라 중대장과 전령의 두 사람은 재빠르게 정상으로 기어 올라갔으며, 무전병은 ‘앞으

로 25m, 10m, 5m, 점령’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를 뒤따르던 병사 6명이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정상에 유연한 모습의 중대장을 목격하 다. 이 6명의 병들은 ‘돌격!’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정상을 향하여 돌진하 다. 이때가 07:05, 드디어 325고지 주봉은 단 8명의 네덜

란드군 선봉대에 의하여 점령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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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구전투전적비(1954.3.15, 원주 태장2동)

  다른 중대원들도 급히 그들의 뒤를 따랐으며, 뒤늦게 돌진한 미 제2대대는 전과확대를 

위하여 고지 북쪽으로 적을 추격하 다. 멀리 북쪽 숲속으로부터 사격하는 적의 추격포탄

이 우군진지에 작렬하기 시작하 으나 관측자의 능숙한 사탄유도에 의한 대(對)포대사격

으로 곧 제압되었다. 중대장은 각 소대장에게 진지강화를 지시한 다음 600m를 단숨에 달

려 부봉으로 올라가 전화로 대대장에게 고지의 점령을 보고하 다.

  행전요원으로 구성된 잠정중대로서 원주방어의 요충지를 탈환한 이들 전사들의 예야 

말로 더 없이 빛날 것이다. 

  이 원주전투에서 적은 5,000명 이상의 병력손실을 입고 그 공략목적이 좌절되자, 이번에

는 멀리 서쪽의 지평리를 중공군 3개 사단으로 완전 포위하고 공격하 으나 사단의 자매

연대인 미 제23연대와 프랑스대대의 3일간의 분전으로 지평리는 굳게 지켜졌고 중공군은 

막대한 손실만을 입고 물러감으로써 ‘중공군 2월공세’도 그 바닥이 드러났다. 

  네덜란드 분견대의 부대일지에 기재된 손실기록에 의하면 만종리 325고지전투에서 네덜

란드 대대는 전사자 9명, 전상자 17명, 정신충격환자 10명, 포로 1명의 병력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있다. 

  이리하여 2월 15일 08:30에 잠정중대는 B중대에게 책임구역을 인계하고 하산하 다. 그

로부터 12시간 후에는 대대의 전구역을 미군에게 인계하고 연대예비가 되어 원주시가동단

에 위치한 삼광부락으로 이동하여 이곳에서 2일간 피로를 푼 다음, 18일에 다시 일선부대

가 되어 325고지 서쪽 4㎞인 섬강 남안의 양현리(良峴里) 부근 고지군에 투입되었으나 대

대의 총병력은 439명으로 줄어 70% 수준의 병력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네덜란드대대는 6･25전쟁에 

참전한 이래로 미 제8군의 후방 

지역에 대한 경계임무, 중공군의 

1월 공세시에는 횡성 서북방의 

초현리 일대에 대한 정찰전 그

리고 국군과 유엔군의 라운드업 

작전과 중공군의 2월공세시에는 

횡성 전방의 뒷내강에 배치되어 

후방지역에 대한 경계와 국군과 

미군의 철수를 끝까지 엄호하고 

철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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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8사단의 전투와 전적지

  제8사단이 공격해야 할 작전지역은 홍천 - 용두리 - 횡성을 연결하는 부채꼴 모양의 산악

지대로 접근로상에는 갈기산 - 성지봉 - 매화산 - 벽학산 - 오음산 등의 대소 고지군이 종횡으

로 연결되어 산세가 험준할 뿐만 아니라 산간 계곡을 따라 산재한 도로에는 평균 30~50㎝

의 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사단장 최 희(崔榮喜, 중장 예편)준장은 보병부대 및 기계화

부대의 기동이 용이한 횡성 - 홍천도로와 횡성 - 용두리도로를 사용하여 축차적으로 진출하

기로 복안을 수립하 다. 그리고 전투정면도 무려 21㎞에 달하는 광정면인 까닭으로 효과

적인 부대지휘가 곤란하 고, 게다가 정확한 적정마저 입수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기계화

부대의 운용이 용이한 5번 국도(횡성 - 홍천간)와 6번 국도(새말 삼거리 - 용두리간)를 양축

으로 하면서 축차로 약진시키기로 하고 2개 연대를 전방, 1개 연대를 예비로 공격계획을 

수립하여 군단에 보고하 다. 그러나 알몬드 군단장은 예비없이 3개 연대가 병진･공격할 

것을 요구하 다.

  당시 사단의 병력은 예･배속부대를 포함하여 11,300명이었으며, 중요장비는 4.2 박격포 

6문과 81㎜ 박격포 32문, 60㎜박격포 82문과 3.5 로켓포 34문을 비롯하여 75㎜ 무반동총 9

정, 57㎜ 무반동총 27정으로 대부분의 편제화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포병 제50대대

와 포병 제20대대( - 1) 및 전차 1개 소대가 사단을 직접 지원하 다.

  그리고 중공군은 국군 제8사단의 공격개시와 때를 맞추어 2월 5일~6일경 2월공세의 주

공인 중공 제39군이 경기도 고양리 부근에서, 제40군이 동두천 부근에서, 제66군이 김화에

서 중부전선으로 이동을 개시하 다. 중공군은 9일을 전후하여 사단의 공격목표인 용두리

에 제39군이, 양덕원리에는 제40군이, 그리고 홍천에는 제66군이 이동을 완료하여 부대를 

전개하 다.

 1. 제21연대의 공격･후퇴로

  1951년 2월 5일에서 11일까지의 진격과 11일 밤에서 13일까지 반격을 받았던 횡성전투

에서 국군 제8사단 제21연대의 공격 및 후퇴의 전적지로 가장 중요하고 치열했거나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주요한 전적지로는 신촌교차로, 벽학산, 오음산, 창봉리, 도곡리, 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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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사단 제21연대가 공격을 개시한 횡성 곡교리(좌 : 현재 원주공항 여객터미널, 우 : 원주 방면에서 본 곡

교가 있던 옛길, 이 길로 200m 전반에 여객터미널 있음) 

6번 국도변에서 본 양덕원리 전경

교, 장지고개, 뒷내강(현 횡성교) 등이 있다. 1951년 2월 2일 사단본부와 제16연대는 주포

리에, 제10･제21연대는 신림리에 집결하여 다시 전선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 다. 사단은 

군단작전계획에 의거 4일 사단지휘소 및 제16연대를 능우리 일대로, 제10연대를 주산리 

일대에, 그리고 제21연대와 사단직할부대는 곡교리로 이동하여 공격준비에 주력토록 하

다.

  “제21연대는 홍천 - 횡성도로를 따라 벽학산 - 독재봉 - 오음산을 탈취하고, 홍천으로 진출

하라”는 군단장의 작전명령이 있었다. 그러면서 제21연대를 지원할 21연대의 이름을 따서 

‘제21지원부대’를 제8사단장의 직접 관할하에 배치하 다. 제21지원부대에는 제82대공포대

대 D포대와 제38연대 3대대 L중대와 제38보병연대 탱크중대 3소대로 구성된 B지원팀이 

있었으며, 지휘관은 켈허중령이었다.    

  한편, 제8사단을 비롯한 

아군의 적은 북한군 제5군단

(제6･제7･제12사단)의 우전

방 부대인 제7사단으로 지휘

소를 양덕원리 부근에 두고 

있었다. 제7사단은 중공군의 

신정공세시 군단의 예비사단

으로 이 지역 일대로 진출하

다가 국군의 반격작전이 

개시될 무렵 원주･ 월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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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횡성, 횡성-용두리 교차로인 새말 삼거리

로 진출한 북한군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배치되었다. 이후 제7사단은 

중공군의 2월 공세 계획에 의거 전방으로 진출하는 중공군이 전방지역으로 전개를 완료

할 때까지 국군의 진출을 최대한 저지한 후 현 위치에서 공격 제대로 전환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사단은 중공군의 진출을 엄호하기 위하여 주력을 홍천 - 횡성도로와 횡성 - 용두리 도로

의 교차점 부근인 태봉 - 벽학산 일대에 배치하고, 사단예비를 창봉리 일대에 배치하여 주

력부대를 증원하도록 하 다. 또한 단대호 미상의 포병부대가 도원리 북쪽에 위치하여 사

단을 지원하 다. 그리고 지난 신정공세시 원주로 진출하여 미 제2사단과 치열한 원주 공

방전을 펼쳐 결정적인 피해를 입고 철수하여 홍천 부근에서 재편성을 한 인민군 제12사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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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량이 부족하 다.

  1951년 2월 5일 전투준비를 완료하고 대기 중이던 제21연대와 제16연대, 그리고 제10연

대순으로 북쪽으로 뻗은 원주 - 횡성도로를 따라 공격을 개시하 다. 당시 사단은 미공군

의 근접항공지원과 군단의 1개 전차증대, 그리고 다수의 포병부대 등 사단창설 이후 최대

의 화력을 지원받게 되자, 3일간만 공격하면 무난히 홍천으로 진출하고 작전을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 다.

  1) 제21연대의 벽학산 - 독재봉 진출전

  공격의 선봉에 나선 제21연대(장 하갑

청대령, 소장 예편)는 횡성 남쪽의 곡교

리에서 전투준비를 완료하고 계획대로 

2월 5일 08:00에 5번 국도를 따라 공격

을 개시하 다. 이때 연대의 최초 임무

는 홍천 - 횡성도로와 용두리 - 횡성도로

의 교차점인 신촌삼거리 일대를 조기에 

확보하여 후속 연대들의 진출을 엄호하

는 것이었다. 연대장 하갑청 대령의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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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2리에서 본 태봉과 신촌교차로에서 본 벽학산

전방 제2대대는 용두리 - 횡성도로를 통제하는 태봉(352고지)을, 우전방 제3대대는 홍천 - 횡

성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벽학산(333고지)을 공격토록 하고, 제1대대는 연대예비로 전투태

세준비를 완료하고 횡성에 대기하도록 하 다. 제21연대가 5번 국도를 따라 나아가면서 

제21지원부대가 따르며 포격지원 임무를 다하고 있었다. B지원팀의 탱크부대(38보병연대)

는 도로 양 옆의 고지를 한국군이 공격할 때 직접사격으로 지원했다.

  공격제대들은 도로변의 고지에서 소화기 사격으로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면서 

횡성을 지나 홍천･용두리･횡성으로 통하는 삼거리에 위치한 신촌에 도착한 다음, 제3대대

는 벽학산을 향해 계속 북상하 고 제2대대는 태봉을 향해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

다. 이때부터 공격제대가 진출할수록 적의 저항은 점점 강화되었다. 사단의 이동을 감시

한 적은 태봉에 1개 중대규모, 벽학산에 2개 중대규모를 배치하여 연대의 진출을 저지하

려고 하 다. 공격제대들은 수차에 걸쳐 공격을 개시하 으나 목표고지가 급경사인 단애

로 형성되어 있어 돌격에 실패하고 일몰로 공격을 중지하고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 다.

  제3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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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연대는 773고지 - 창봉리선을 확보토록 독려하 다.

  2월 6일, 제21연대 제2대대는 어제 격전을 펼친 태봉을 제16연대의 제2･제3대대에 인계

하고, 북쪽으로 연결된 능선상의 536고지를, 제3대대는 보전협동으로 벽학산을 목표로 공

격을 재개하 다. 제3대대는 벽학산 일대에서 적의 저항이 완강할 것으로 예상하 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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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리(도새울)에서 본 오음산

독재봉과 독재봉 뒤 마을인 청곡리 전경(횡성군청 제공)

의외로 적의 저항이 경미하여 대대는 벽학산을 점령한 후 전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차

소대를 앞세워 신속히 기동하 다.

  벽학산에서 철수한 2개 중대 규모의 적은 횡성 - 홍천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독재봉(343

고지)을 점령하고 전날과 같이 단애지역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완강하게 저항하 다. 제

3대대대장 김 준(金榮俊, 육사 7기, 대령 예편) 소령은 2시간 동안 치열한 격전을 펼쳤으

나 공격의 진전이 없자, 전차포의 화력지원을 받아 각 중대를 3개 방향으로 전개한 후 포

위공격으로 진내로 육박하여 이 고지를 탈취하 다. 대대는 북쪽의 청곡리로 도주하는 적

을 추격하여 13:00에 창봉리를 점령하여 오음산 공격의 발판을 확보하 다.

  그리고 좌전방 제2대대도 제3대대와 병행하여 536고지로 전진하던 중, 연대장으로부터 

“제2대대는 신속히 북쪽의 773고지를 탈취하여 제16연대 정면에 배치된 적을 배후에서 공

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2대대장 박서권(朴犀權, 특임 7기, 중령 예편) 소령은 성곡 일

대의 계곡통로에서 부대를 재편성

한 후 536고지 동측방으로 우회하

여 773고지를 향하여 공격을 개시

하 다. 대대는 적이 한발 앞서 철

수함으로써 병력의 손실 없이 이 

고지를 무혈점령한 후 계속하여 그 

동쪽의 732고지를 공격하다가 날이 

저물자 773고지로 복귀하여 야간방

어에 들어갔다.

  2월 7일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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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한 우전방 제3대대가 상창봉리 - 438고지로 진출하여 적의 강력한 거점으로 예상되는 

대삼마치 - 오음산 공격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제2대대는 전날 확보한 773고지에서 732고

지를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 다. 그러나 좌전방 제2대대는 어제 확보하지 못한 732고지로 

공격을 재개하여 목표를 점령하 으나 제16연대 정면에서 철수한 대대 규모의 적이 역습

을 감행하여 쌍방간에 일진일퇴의 공방전만을 반복하다가 끝내 이 고지를 탈취하지 못하

고 773고지로 복귀하 다. 

  그런데 콜맨(J. D. Coleman)은 한국전쟁의 전환점, 원주에서 2월 7일 737고지를 점령

했다고 한다. 그가 말한 내용4)을 보자.

  제21연대가 29번 도로(현 5번 국도)를 따라 나아가면서 제21지원부대가 따르며 포

격지원 임무를 다하고 있었다. B지원팀의 탱크부대(38보병연대)는 도로 양 옆의 고지

를 한국군이 공격할 때 직접사격으로 지원했다. 2월 7일, 제21연대 3대대는 29번 도로

에서 서쪽으로 2mile 떨어진 773고지에 쥐 죽은 듯 숨어있던 북한군 1개 대대를 공격

했다. 결국 한국군이 이겨 산 정상을 차지하고 있던 북한군을 몰아냈다. 지연작전을 

쓰다가 땅을 내주는 북한군의 전술로는 춥고 험준한 지형인데도 묵묵히 전진하는 한

국군의 인내를 꺾지 못하 다. 밤마다 기온은 하 12~14도로 떨어졌으며, 눈도 많이 

쌓여 낮 동안에도 0도 밑에서 머물 다. 제21연대는 주위에서 가장 돋보이는 930m 

높이의 커더란 930고지까지는 순조롭게 전진했다. 그러나 북한군이 워낙 완강하게 저

항하는 바람에 한국군은 고지정상을 점령하지 못했다.

  위와 같이 우리 국군은 2월 6일 773고지를 점령하고 다음날 737고지를 탈취하지 못하고 

773고지로 복귀하 다. 그런데 콜맨은 2월 7일 한국군이 인내를 발휘하여 773고지 정상을 

차지하 다고 하 는데, 한국측 기록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전방의 2개 대대가 추위와 많은 눈으로 뒤덮인 고지와 빙판으로 이루어진 계곡을 오가

며 갈수록 적의 저항이 심하여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격전을 치르고 있을 때, 연대예비인 

제1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신촌교차로로부터 하초원리 북서쪽의 535고지 일대의 안

부(鞍部)를 목표로 진출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전방 2개 대대간의 전선을 보강하면서 다음

에 있을 전투준비에 대비하 다.

4) 콜맨, 허경구 역, 한국전쟁의 전환점, 원주, 옛오늘,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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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마치고개 표지석과 고개(홍천쪽에서 본 방향)

  2) 제21연대의 대삼마치 - 오음산 결전

  이번 작전에서 공격의 선봉에 나선 제21연대의 대삼마치 - 오음산 돌파가 이 작전의 분

수령이었다. 연대의 중간목표인 대삼마치는 홍천 남쪽 10㎞에 위치한 산간도로의 요충지

로서 좌우에는 500m 이상의 험준한 고지들로 에워싸고 있는 횡성에서 홍천에 이르는 관

문이었다. 그리고 우측방 오음산은 지대내 최고의 감제고지로 주변 저지대를 감제관측은 

물론 특히 대삼마치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 고지 다.

   연대는 기필코 대삼마치와 오음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2월 8일 연대지휘소를 광전에서 

상초원리로 이동한 후 연대예비인 제1대대마저 공격제대로 투입하기로 결정하 다.

  연대장은 좌전방 제2대대로 하여금 현재 방어 중인 773고지 서쪽의 737고지를 공격하여 

적의 대삼마치 증원을 차단토록 하고, 중앙의 제1대대는 보･전협동작전으로 대삼마치를 

공격토록 하 다. 그리고 우전방 제3대대는 신속히 오음산을 점령하여 제1대대의 공격을 

지원토록 명령하 다. 연대가 공격준비에 주력하고 있을 무렵 사단장은 미 제10군단에서 

지원된 헬리콥터에 탑승한 후 연대지역을 순방하면서 무전기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

면서 용두리 - 양덕원리 - 홍천 진출을 독려하 다.

  제21연대는 비장한 각오로 필승을 다짐한 후 2월 8일 공격을 재개하 다. 제1대대장 원

병한(대령 예편)소령은 대대 병력을 지휘하여 보･전협동으로 공격을 개시하 다. 그러나 

적은 도로 곳곳을 파괴하고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계화부대의 기동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대대규모 이상으로 판단되는 보병부대로써 이 고개의 감제고지를 점령하고, 보･전협동으

로 공격하는 제1대대를 악착같이 저지함으로써 좀처럼 돌파구를 형성하지 못하고 고전을 

치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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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봉리 전경

  이 무렵 제3대대도 오음산을 공격하 으나 적의 끊임없는 증강으로 말미암아 공격에 

실패하고 다시 고지 하단으로 철수하 다. 이날 연대의 공격제대 중에서 좌전방 737고지

를 공격한 제2대대만이 사단의 105㎜포 지원과 더불어 대대의 81･61㎜를 총동원하여 적의 

진지를 집중적으로 강타한 후 포연과 연막으로 뒤덮인 목표고지를 향하여 신속히 전진하

여 적진을 돌파하고 이 고지를 탈취한 후 진지강화와 재편성을 서둘 다.

  제21연대의 주력은 전날에 이어서 보･전협동으로 대삼마치 - 오음산을 공격하 다. 562

고지와 592고지를 점령한 적은 지속적으로 병력을 증강하고 포격을 집중하면서 어제보다 

더 완강히 저항함으로써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더욱 치열하 다. 

  이때 적은 562고지 - 592고지에 강력한 방어거점을 구축하고 각종 포화를 동원하여 제21

연대를 집중 강타하고 최후 저지사격을 가함으로써 제21연대는 좀처럼 적진을 돌파하지 

못하고 고전을 치르고 있었다.

  제8사단 최 의 준장은 사단의 첫 

전선이 교착되어 각 연대의 진출이 

늦어지자, 2월 10일 마지막 일전을 

각오하고 사단의 주 결정장인 대삼

마치와 오음산 일대에 미 공군의 근

접항공지원은 물론 가용한 보･전･포
의 전 화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

다. 그리고 제21연대도 접적이 경미

한 좌전방 제2대대를 737고지에서 

창봉리로 이동시킨 후 공격제대로 

투입하 다. 

  그러나 이 고지의 적도 각종 포화의 집중적인 지원하에 참호 속에 의탁하여 더욱 집요

하게 저항하 고 연대는 줄기찬 공격에도 불구하고 돌격의 호기를 좀처럼 포착하지 못하

고 고전을 치르고 있었다. 

  오음산을 공격한 제3대대 장병들은 눈앞에 우뚝 솟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수차례 

공격을 반복하 다. 항공 및 포병사격을 집중한 후 우리가 공격하여 점령을 하면 숨 쉴 

사이도 없이 적이 역습을 하여 다시 고지에서 물러났다. 이런 전투를 여러 번 반복하여 

나중에는 체력이 달려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로써 대삼마치 - 오음

산의 재공격도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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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눈 덮인 오음산, 왼쪽 아래 길이 당시 29번 도로(현 5번 국도)이고 오른쪽 하단부에 21지원부대 주둔

  제21연대장 하갑청 대령은 계속된 정면 돌파공격이 실패하자 2월 11일 연대 기동계획의 

일부를 바꾸어 적의 주력이 저항하는 대삼마치를 공격하되 1개 대대를 오음산으로 우회 

진출시켜 적의 배후를 차단 기습･공격하도록 기동계획을 수정하 다. 이 계획에 의거 연

대 주력은 대삼마치로, 제3대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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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의 전투에 주력하

는 동안 우측방 기동한 제10중대가 적진을 돌파하고 진내로 돌입하자, 이 기회를 포착한 

대대가 과감한 돌파를 감행하여 마침내 이 고지를 탈취하 다. 

  위의 인용문에서 콜맨은 한국군이 오음산을 점령하지 못했다고 하 다. 더욱이 B지원팀

의 탱크 소대장 메이스도 “한국군은 고개를 넘어간 적이 없다”5)고 말했다. B지원팀이 산

5) 콜맨, 위의 책, 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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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마치 북쪽 삼마치리와 삼마치리의 줄지은 고봉 모습

허리길에 있을 때, 930고지 위에서 쏜 박격포탄을 맞았다. L중대장 개스텐베인 대위가 다

치고 운전병 스터첵크 상병이 죽었다. 칼메이어 수석장교가 대신 L중대를 지휘하기 시작

하 다. 

  이 무렵 제21연대 제1･제2대대도 세찬 공격기세로 대삼마치를 돌파하고 443고지 - 오음

산까지 빠른 속도로 진출하 으나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이 고지에서 진지를 점령하고 

야간전투에 대비하 다. 

  3) 대전차공격대대의 전선정찰

  제8사단은 제10연대가 성지봉 일대를, 제21연대가 대삼마치 - 오음산의 적의 방어거점들

을 공격하게 되어 연대간의 간격이 무려 10㎞ 정도나 벌어져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

하여 신촌교차로에 집결해 있던 사단의 유일한 예비대인 대전차공격대대의 투입을 결정

하 다. 대전차공격대대장 박창암(朴昌巖, 특임, 준장 예편) 소령은 2월 10일 대대병력을 

지휘하여 제16･21연대간의 양지골 - 476고지를 점령하고 전선을 보강하는 동시에 공격준비

를 갖추었다. 

  2월 11일 대전차공격대대는 적의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고 제10･21연대간의 전투지경선 

부근을 수색하다가 삼마치 북쪽 묵곡고개 부근에서 사단규모로 추정되는 단대호 미상의 

부대들이 도처에 집결하고 있음을 발견하자, 이를 즉각 사단에 보고하는 한편, 397고지와 

상유동을 연결하는 선에서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이상과 같은 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작전지도를 들고 일어나 각 연대로 하여금 전투 정

면에 대한 수색작전을 강화하도록 지시하 는데 22:00까지 수집된 보고에 의하면 각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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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교 모습(좌 : 북쪽에서 모습, 우 : 남쪽에서 본 모습) 

의 정면에는 중공군의 대병력이 기동 중인 것을 확인하게 되자, 곧 미 제10군단장에게 상

황 보고를 하는 동시에 현 진출선을 히묵동 - 창봉리선으로 축소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도

록 하고 이 적을 공격하기로 건의하 다. 그러나 당시 군단이 적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이 

건의를 묵살하자, 사단장은 일단 부대를 현 전선에서 그대로 수세로 전환하여 방어태세를 

강화하도록 하 다.

  

  4) 제21연대의 탈출과 후퇴

  5번 국도를 따라 홍천 아래로 이동하고 있던 제66군 제198사단은 약 20:30경에 국군 제

21연대의 정면을 공격하고, 그런 다음 병력을 연대 측면 주위로 보내어 대부분 서쪽에 있

는 국군 제21연대와 10연대 사이의 틈을 관통하 다. 제198사단이 제21연대를 전방에서 

공격하는 동안 제40군 제120사단은 제10연대의 전선을 침투하 고 제39군의  제117사단은 

제16연대의 왼쪽 측면을 관통하 다.  

  중공군의 ‘공격개시’의 명령이 횡성에 있던 국군 제8사단 본부에 도달했을 때, 사단장이

었던 최 희 준장은 제21연대에게 조금 철수할 것을 명령하고 B지원팀에게는 5번 국도로 

후퇴하여 창봉리에 있는 제21지원부대와 합류하도록 지시했다. 22:00경에 장갑부대가 포병

부대에 합류했다. 제21연대 후방을 공격하던 제198사단 중의 어떤 연대는 5번 국도의 양

면 아래로 질주하는 한편, 창봉리에 있는 미군의 위치를 우회하여 남쪽으로 4.5㎞ 떨어진 

교량(초당교) 근처의 도로를 차단했다.

  비슷한 시각, 제120사단은 제10연대를 포위하여 더 강하게 어붙 고 몇몇 부대는 제

10연대와 제21연대 뒤를 돌고 있었으며, 또 다른 부대는 5번 국도에서 서쪽으로 나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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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도로 방향으로 남동쪽을 공략하고 있었다. 자정이 되자, 제120사단은 산악도로에 있

던 제10연대와 제16연대의 지휘부를 장악했고 또한 그 도로에서 지원부대와 5번 국도 사

이에 강한 차단막을 설치하면서 국군 제20･제50야전포병대대와 A지원팀을 차단했다. 

  2월 12일 01:00에는 각 연대와 휘하 부대 사이뿐만 아니라 국군 제8사단 본부와 모든 

연대 사이에도 통신이 두절되었다. 정면 압박과 후방의 중공군 사이에서 에워 쌓인 세 연

대는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 통제선은 무너지고 철수로도 차단되어 부대들은 분리

되고 분할되었으며, 대부분 포위되었다. 포로로 잡히지 않은 이들의 후방으로의 이동도 

점차 도망치기 위한 각자의 노력으로 해체되었다.  

  제21연대의 연대원들은 약 01:15에 창봉리의 제21지원부대로 합류했다. 지원부대 지휘관

인 케이스(John W. Keith)중령은 제2사단 포병지휘관 로얄 헤인즈(Loyal M. Haynes)준장에

게 한국군의 철수를 보고했고, 또 그는 약 5㎞ 떨어진 곳에 그가 이전에 차지한 적이 있

던 5번 국도와 서쪽으로 뻗은 산악도로의 교차점인 제38보병연대 3대대 바로 위쪽인 곳으

로 후퇴 허락을 요청했다. 그는 또한 헤인즈장군이 한국군 제8사단장에게 케이스가 행군

명령을 내린 제21지원부대와 B지원팀이 도착할 때까지 제21연대의 철수를 멈추어 주도록 

요청했다. 케이스 자신의 보병 엄호요원인 윌리엄 켈허(William P. Keleher)중령의 제38보

병연대 제1대대는 한국군을 모아서 미국인의 경계에 배치하려고 했으나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헤인즈는 최 희장군과 접촉하 지만 최 희장군은 더 이상 제21연대와 통화할 

수 없었으며, 그는 초기에 제21연대에게 조금만 철수하라고 한 것을 믿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헤인즈는 그러나 러프너(Ruffner)장군의 승인 없이 케이스의 철수를 분명

히 할 수 없었다. 그가 사단장에게 요청했을 때, 러프너는 제10군 포병사령관과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공군이 한국군 제8사단의 붕괴를 계획한 후에 

그에 대한 대처는 군단의 통제가 지원부대의 미국 지휘관들과 출발선에 있던 미국 지휘관

들을 억제했다. 이 억제가 중공군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논의할 만하다. 더 규모가 

작은 미국 부대들 간의 지연과 제각각의 움직임 역시 철수작전의 과정을 어지럽혔다.

  한 가지 예로, A지원팀의 지휘관인 존스(Sherman D. Jones)대위는 철수에 대한 허락을 

얻으려는 어떠한 필요도 무시하고 제38보병연대 제3대대를 향해 차단된 산악도로를 통해 

동쪽으로 가서 싸웠다. 그는 자정이 좀 넘어서 통제되지 않은 한국군 차량, 총 그리고 군

대와 중공군의 소형 무기, 기관총, 로켓 발사기 그리고 박격포로부터 둘러싸인 그 사이로 

철수했다. 이동하여 살아남은 마지막 A팀 부대는 새벽녘에 제38보병연대 제3대대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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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봉리 전경(좌 : 북→남, 우 : 동→서로 본 모습) 

제38연대 3대대가 위치한 오른쪽 333고지에서 본 공근면 

소재지, 북쪽으로 도로끝 부분에 초당교가 있다. 

하 다. 두 대의 탱크가 손실되고 

탱크 소대의 소대장인 존스가 사망

했으며, 5명이 부상을 당했고 약 

150명이 실종되었다.  

  한편, 도로가 봉쇄된 것을 알게 

된 제21연대장 하갑청(河甲淸, 육사

2기, 소장 예편) 대령은 지원된 미 

전차소대를 선두로 도로차단 지역

에 대한 돌파작전을 전개하기로 결

심하 지만 이미 도로가 파괴되고 

야음이 겹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

자, 05:00에 각 부대는 휴대가능한 이외의 장비를 모두 파괴하고 적중을 돌파하여 횡성으

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하달하 다.       

  연대장의 명령을 수령한 각 부대는 추격하는 중공군과 교전을 벌이면서 겹겹이 쌓인 

적의 포위망을 헤치고 횡성 쪽으로 철수를 시작하 다.

 

  5) 미 제21지원부대의 혈투

  제198사단의 공격이 성공하자, 좌인접 제3사단 지역으로 공격을 개시한 중공군 제197사

단의 일부 병력 300여 명이 남서방향으로 깊숙이 침투한 후, 창봉리에서 제21지원부대를 

엄호하던 미 제38연대 제1대대 진지로 접근하 다. 이때 제1대대는 A중대가 지원부대 북동

쪽 고지군에, B중대는 5번 국도 서쪽에서 남으로 향하여, C중대는 5번 국도를 끼고 북서쪽



제8사단의 전투와 전적지┃제2절

횡성전투의 전적지를 찾아서◀101

이곳 초당교-학담리에 이르는 지역에서 국군 제21

연대와 미 제21지원부대는 중공군과 혈투를 벌이며, 

후퇴하였다.

으로 진지를 편성, 전면방어 중에 있었다. 

  중공군은 2월 12일 02:30경, 이중 A중대 진지를 공격하 다. 이러한 때에 철수건의가 승

인되어 제21지원부대도 제21연대의 철수에 뒤이어 03:00에 횡성을 향하여 철수를 개시하

다. 철수부대의 앞에서는 B지원팀의 2대의 전차와 2개 보병분대가 5㎞ 남쪽 새로 점령

할 진지 후방의 교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이동하 으나 이 부대는 중공군이 이미 이

곳까지 진출하여 교량부근을 봉쇄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 

  중공군은 5번 국도 동쪽의 고지에서 매

복해 있다가 미군의 보병･전차부대가 남쪽

으로 이동하여 내려오자, 기습사격을 가하

면서 공격을 개시하 다. 이들 보전조(步戰

組)의 전위대(前衛隊)는 보병이 전차를 방

호하는 가운데 로켓, 수류탄, 박격포 공격

을 받아 전차 2대가 도로 옆으로 전복되었

다. 전차를 잃은 이들은 날이 밝은 후 도보

로 제38연대 제3대대가 위치한 신촌 쪽으

로 내려오다가 중공군과 몇 차례의 소규모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제각기 흩어져 버렸다. 결국 전차 소대장인 메이스(William M. 

Mace)중위를  비롯한 몇 명의 생존자들만이 09:30경에 제3대대의 진지에 도착하 다. 

  한편, 제21지원부대의 주력이 철수대열을 갖추려 할 때 선두에 편성된 제503포병대대가 

적의 집중공격을 받아 포대장과 상사 그리고 병사 몇 명이 포로가 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후 철수과정에서도 교전이 잇달았으며, 특히 대대의 후위인 A중대가 많은 피해

를 입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지원부대장은 적의 화력에 의해 차단된 지점을 돌파

하여 당초 계획대로 교량 아래지역에 진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

고 곧 부대를 신촌삼거리에 위치한 제38연대 제3대대와 합류시키기로 하 다. 

  제21지원부대는 결국 10:00경에 제3대대 진지 주변에 도착하 으나 철수 중에 제503포

병대대 A포대가 1문의 105㎜포를 제외한 나머지 포와 화기를 유기하는 등 많은 손실을 

입었다. 지원부대장은 곡사포의 유기사실을 사단에 보고하고 아울러 이들 무기에 대한 공

중폭격을 해 줄 것을 요청하 는데, 10:30부터 공중폭격이 개시되었다. 

  이 전투에서 제21지원부대의 인원손실은 400명이 넘었다. 이중 A중대가 장교 2명, 사병 

110명의 손실을 보아 피해가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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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봉리 남쪽 3~4km 지점에 있는 초당교 

  6) 제21연대와 제21지원부대의 또 다른 시련

  중공군의 4차공세는 계획대로 바

로 시작되었으며, 작전계획을 수립한 

사람들이 의도한 대로 착착 진행하

다. 1951년 2월 11일 오후 8시 30분, 

중공군 제198사단이 한국군 제21연대

를 공격했다.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서 한국군은 뒤로 후퇴하기 시작했으

며, 밤 10시 30분에 제21연대와 통신

이 끊겼다. 거의 적의 손안에 있던 

930고지 둘레에서 제198사단 1개 연대

가 은 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연대의 임무는 창봉리 남쪽 4㎞ 지점 다리에 화력 거점

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곳은 제21지원부대가 있는 위치이며, 건너편 한국군과 미군이 

남쪽으로 철수할 때 통과해야 할 지점이었다. 800여 명 정도의 병력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 연대는 1개 대대를 길을 따라 나누어 배치했으며, 그들이 갖고 있는 화력을 대부

분 5번 국도 동쪽에 배치했다. 또한 나머지 병력은 다리 부근에 집중 배치했다. 수류탄 

투척병과 바주카포를 길 가까이 배치한 중공군은 힘들여 장애물로 도로를 막으려하지 않

았다. 경험으로 보아, 미군들의 차량이 부서지면 그 일을 대신해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른 시간에 제21지원부대 부대장 케이스 중령은 전투 중인 한국군 제21연대가 제

21지원부대 근처에 자리잡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포병 - 보병부대를 전진하도록 명령했다. 

이른 아침에 부대는 학담리를 떠나서 창봉리 쪽으로 4㎞로 전진하여 11시에 이동을 마쳤

다. 부대가 위치를 옮긴 것은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으나 뜻밖에도 큰 위험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숨어있는 중공군 부대가 후퇴하는 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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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라고 이름 붙인 

동서쪽 주 보급로에 중공군 120사단은 두 곳에 주요 화력 거점을 설치했다. 제9보병연대 

K중대와 제9보병탱크연대 1개 탱크소대로 구성된 A지원팀이 아군지역이라 생각한 이곳에

서 기관총 세례를 받음으로써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다. 보병 제16연대를 지원했던 지휘관 

존스 대위는 한국군 병력과 차량, 포들이 길 동쪽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부대가 어려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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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 사실을 알았다. 존스는 제16연대가 이미 없어져 철수 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방향을 동쪽으로 돌려서 6.4㎞ 떨어진 제38연대 3대대가 지키고 있는 교차로 방향으

로 나가며 싸우기 시작했으나, 이길 가능성이 불확실한 전투 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기 때문에 제21지원부대 지휘관과 참모는 한국군들이 자

신들의 위치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1대대 작전장교 블랙웰 소

령은 B지원팀 소속 보병부대와 접촉했다. 다시 북쪽으로 향하는 제21지원부대 서쪽 4㎞ 

떨어진 지점에 B지원팀이 야간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메이스 중위는 그의 소대와 

L중대 소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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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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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대 텐트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비 중위(선

임 소대장)에게 말했습니다. “그 텐트를 거두려 하십니까?”라고 물었더니, 그는 “젠장 

아니오. 우리 보고 될 수 있는 대로 여기서 빨리 빠져 나오라고 했소”라고 대답했습

니다. 나는 그것을 탱크 위에 싣고서 포대로 돌아왔습니다. 

     

  B지원팀가 제21지원부대 진 으로 후퇴했을 때, 한국군 제21연대 생존 군인들이 빠르게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니 지원팀 앞쪽에는 전열을 갖춘 부대가 없는 것이 분명했다. 

밤 10시 30분, 케이스 대령은 한국군 제21연대가 철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사단포병 지

휘부로부터 통보받았다. 블랙웰 소령은 제21연대 미고문관 상급자와 즉시 무선으로 교신

을 했다. “연대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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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연대에서 조치한 내용

이 아무것도 없었다. 최 희 장군은 더 이상 연대들과 통신이 되지 않았다. 하인즈는 철

수요청을 제2사단장 러프너에게로 넘겼다. 제2사단장이 되기 전, 러프너는 알몬드의 참모

장이었기 때문에 알몬드가 후퇴를 싫어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지원부대

에 대한 권한은 제10군단 사령부가 갖고 있어 케이스가 요청한 철수를 승인하기 싫어했

다. 그는 하인즈에게 제10군단 포병장교와 검토해 보라고 했다. 육군 역사가 모스맨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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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교차로와 장지고개

전날 리지웨이가 염려했던 것과 같이 러프너가 제10군단에 대한 복종심으로 명령과 통솔

의 위계질서를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모스맨은 이렇게 썼다. 

  명령체계에 있어서, 결국 실질적 지원포병 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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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부대들과 지원부대의 미군 지휘관들이 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게 했다.

  케이스는 철수 승낙을 받기 위해 1시간 반을 기다렸다. 횡성에서의 실패를 사단포대의 

보고서에서는, 케이스가 포대를 행군대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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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캐프레이에게 전달했고, 매캐프레이는 알몬드에게 직접 물었다. 알몬드는 철수를 

승인했으며, 승인메시지는 거꾸로 매케프레이에서 에니스로, 에니스에서 하인즈로 마지막

으로 케이스에게 전달되었다. 알몬드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전달자 여럿을 거치는 동안 왜

곡되어 알몬드는 그가 제21지원부대를 학담리가 아닌 횡성까지 철수를 승인한 것으로 알

고 있었다. 당시 알몬드도 제10군단과 제2사단의 다른 지휘관들이나 참모들과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 전체적인 중공군이 펼친 윤곽을 그릴 수가 없었다.

  제38연대 3대대가 2번 도로와 5번 국도의 교차로를 점령한 나흘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

는 것처럼 보 다. 대대장 맥시너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병력이 중화기 중대에 의해 보

강된 두 소총 중대만 있을 뿐이었다. 교차로는 300m 높이 정도의 고지들로 둘러싸여 있

었고 모두 기관총 사거리 내에 있었다. 맥시너는 남쪽 끝이 열려있는 말굽 모양의 전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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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설치했다. 될 수 있는 대로 고지대에 설치한 전초기지는 대대 자동화기와 무반동총

을 길을 따라 서쪽과 북쪽 양면을 향하도록 배치했다. 맥시너의 지휘본부는 신촌 근처에 

열려있는 부분의 남쪽 끝에 위치했다. 본부 요원들이 그곳의 경계를 맡았다.

  맥시너는 5번 국도를 따라서 8㎞ 전방의 제21지원부대가 문제점에 맞닥뜨린 것을 알고 

있었으나, 자정이 되어도 3대대 지역에는 적군이 나타나지 않았다. 밤 12시 30분에 K중대 

전초기지에서 동서쪽, 주보급로의 3.2㎞ 서쪽에서 소총과 박격포 사격 소리가 난다고 보

고했다. 사격 소리는 초원리의 마을 부근에서 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K중대는 그때까지 

아무런 사격을 받지 않았다. 

  새벽 1시 30분쯤, A지원팀의 병사들이 3대대 위치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움직일 수 있

는 사람들은 K중대 전선에 다시 배치되고 부상자들은 의무대로 옮겨졌다. 수분 후에 K중

대 지휘소는 존스 대위가 진지에 도착했다고 보고했다. 부상당한 그를 대대 의무대로 보

냈다. 다친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그가 치료받는 동안 맥시너는 한국군 제16연대에 처한 

상황에 대하여 물었다. 존스는 한국군 부대들이 격파되었으며, 그의 중대가 새말 교차로

에 돌아오는 동안 끔찍하고 참혹한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탱크 두 대를  잃었으나 두 

대는 신촌까지 돌아왔다. 부상자들은 탱크 위에 실려 안전하게 횡성으로 돌아왔으며, 횡

성에서 제38보병연대 탱크 중대와 합류했다. 격전 중에 흩어졌던 병사들은 밤새 중공군 

부대들을 피하여 동틀 무렵 3대대 진지에 도착했다. 제9보병연대 K중대는 많은 손실을 입

었다. 실종된 25명은 틀림없이 죽었거나 나중에 포로로 죽어갔다. 사병 75명과 장교 3명

은 부상을 당했다. 

  2시 30분쯤 창봉리에서 케이스가 철수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중공군 197사단 공격부대

가 930고지 능선 건너편까지 행군을 마치고 지원군부대의 동쪽과 북쪽 방어선을 공격하기 

시작하 다. 이곳은 가드너 중위가 지휘하는 A중대가 맡고 있었다. 11월에 A중대의 부중

대장인 가드너는 훌륭한 지휘로 군우리의 어지러운 사태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2월 11일 

정오쯤 1대대가 창봉리로 이동하고 가드너는 동쪽으로 지원부대 집결지가 바라보이는 작

은 언덕 3곳에 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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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 81㎜ 박격포를 위해, 한 사람은 중대 60㎜ 박격포

를 위해 배치했다. 지원부대 진지에서 1.5㎞ 정도 떨어져 있는 전초기지에서 대대의 B중

대는 진지 서쪽을, C중대는 남쪽을 맡았다.   

  또한 공식 철수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켈허는 지원군이 모이기로 되어 있는 학담리 바



제4장┃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와 전적지

106▶횡성문화원

전복된 탱크와 절단된 다리(초당교)

로 북쪽의 다리(초당교)를 확보하기 위해 B지원팀로부터 탱크 2대와 보병 1개 소대를 보

냈다. 메이스는 나머지 탱크 3대를 진지 방어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겨두고 남쪽으로 향했

다. 탱크가 남쪽으로 출발하기 시작하자마자 주보급로가 내려다보이는 고지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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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섯 명이 있었다”라고 회상했다. “한국군 중 한 사람

은 81㎜ 포판을 운반하고 있었다. 우리는 중공군 정찰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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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진부분을 포에 맞고 왼쪽 길옆

에 멈춰 섰다. 승무원들은 서

쪽 언덕으로 달아나서 결국 신

촌교차로 3대대 진지로 향했다. 

중공군들은 이제 그들이 예상대로 도로차단용 장애물과 화력거점을 갖게 되었다. 

  케이스가 내린 남쪽으로 행군하라는 명령에 503포대 A포대를 선두로 15포병대대의 3개 

포대가 뒤따랐다. 제38연대 1대대는 B중대를 선두로 C중대 - 본부 - D중대 마지막 후방에 A

중대가 열을 지어 뒤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이 포진은 공격을 당하면서 후퇴를 준비하는 

복합 군대로서는 좋은 포진이 아니어서, 즉 포진의 명령과 지휘체계가 갖고 있는 결점 때

문에 이 계곡에서 수없이 많은 미국인들이 최후를 맞았다.

  중공군에 당한 최초의 희생자들 중에는 639고지의 관측 전초기지 관측병들이 있었다. 

상황이 악화되자, 가드너는 자신이 전사이자 책임감있는 지휘관으로서 전방 관측병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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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병사의 투항하는 모습(그들이 본 한국전쟁)

무선호출로 중대진지로 돌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포위되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대답이 날아왔다. 이 병사들 중 아무도 다시는 볼 수 없었으며, 그들의 운명처럼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가드너의 2개 소대는 포위되어 A중대가 후방경계임무를 맡고 있는 

도로까지 나오기 위하여 전투를 벌여야 했다.

  중공군에 의한 또 다른 초기 희생자들은 분리된 부대인 155㎜ 곡사포 파견부대원들이었

다. 존스 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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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대 대원들은 곡사포 4대를 버리고 달아

났다. 존스는 나머지 전쟁 기간을 중공군 포로수용소에서 보내야만 했다. 새벽 3･4시경 

대열은 몇 백 m 앞으로 전진했으며, 아무도 희끄무레한 어둠 속에 버려진 곡사포를 발견

하지 못했다. 새벽 4시 대열 맨 끝이 출발준비를 하기도 전에 중공군의 사격이 선두대열

을 가로막았다. 

  웹스터 소위는 82대공포대대 D포대 소대 지휘관이었다. 누군가 그에게 M - 16대공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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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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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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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보았으

나 대원들은 없었다. 그때 수많은 중공군들이 내가 있는 쪽으로 길을 따라 오고 있었

다. 나는 땅위에 바짝 엎드려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몇 분을 그대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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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초원(광전) 쪽에서 본 신촌교차로

었다. 내가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자 오른쪽 전방에서 중공군 한 명이 일어나 총을 

쏘아서 내 오른쪽 무릎을 맞췄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묻지

만 다행히 총알은 뼈를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내가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중공군이 에워쌌으며, 나는 포로로 잡혔다. 그들이 전선에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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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를 강력하게 압박했다. 한국군 제21연대 소속 병력 대열은 완전히 흩어졌으며, 다

시 모으려고 노력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공포와 언어장벽이 그들을 오합지졸로 만들

었다. 

  신촌에서는 한국군 제10연대

와 제16연대 병력이 3대대가 

있는 곳을 지나서 달아나고 있

었지만 3시 30분까지 별다른 

상황은 없었다. 맥시너는 교차

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후퇴

하는 모든 우군들을 모았다. 그

는 가능한 많은 병력을 모아서 

합법적으로 그들을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강화시키고자 했다. 

그는 한국군에 대한 명령 통제권한이 없었으므로 미군사 고문관이나 중공군 포위망에서 

탈출한 한국군 장교를 만날 때까지 한 곳에 모아 두고 있었다. 

  3시 30분에 말발굽의 동쪽 다리 바로 외곽지점에 위치한 I중대가 333고지로부터 사격을 

받기 시작했다. 낙오병들이 계속 3대대 진지에 도착했다. 이른 아침 도착한 사람들 중에

는 제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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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중대는 한국군 공병부대와 

K중대의 오른쪽 소대가 함께 방어위치를 잡았다고 알려 왔다. 최 희 장군은 제16연대에 

대한 적의 공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서쪽을 공격하라고 이 부대를 파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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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교차로에서 본 333고지(벽학산), 미 제38연대 3대대 

주둔지

  낮이 되자, I중대와 K중대는 빗발치

는 소총 공격을 받고 있었다. 6시 30

분에 K중대가 공격당했다. 몇몇 중공

군들이 퇴각하는 한국군 틈에 끼어서 

진지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7시에는 

양쪽 소총중대 지휘부가 공격당했으

며, 진지에 있는 군인들은 살기 위해 

처절한 전투를 벌 다. 박격포탄이 소

총중대 지휘부를 점령한 적군의 주머

니를 털어내기 위한 것처럼 자로 잰 

듯 쉴 새 없이 떨어졌다. 맥시너는 동

원할 수 있는 병력은 모두 동원하여 방금 뚫린 남쪽을 채웠다. 남쪽에서 실탄이 날아온다

는 것은 대대가 엄청나게 많은 중공군에게 포위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지원부대는 주보급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3대대는 진지의 외곽을 고수하

기 위하여 그 뒤로 싸우고 죽기를 3시간 동안 했다. 맥시너는 횡성에 있는 상관 제38연대

장 코플린 대령에게 제21지원부대를 투입해 줄 것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코플린은 

그의 대대나 포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나, 그냥 그렇게 조치했다.

  10시에 가드너의 마지막 후방 중대가 3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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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중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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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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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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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초원리에서 본 태봉

제8사단 세 연대 간격상황도

 2. 제16연대의 공격･후퇴로

  라운더업 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한국군 제8사단 10연대와 16연대는 횡성에서 평행으로 

서쪽 방향의 라인으로 전진하느라 이틀을 소비했다. 험난한 지형과 북한군의 지연전술로 

방해를 받은 탓이다. 미 제9사단 보병과 탱크로 구성된 A지원팀는 한국군 16연대를 직접 

지원했다. 그러던 2월 8일, 제10연대가 방향을 90도 바꿔 북쪽으로 향했다. 제10군단의 작

전일지에는 매일 매일의 부대위치가 바둑판같은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제10군단의 

기록에 의하면, 10연대가 16연대 뒤에 있었거나 통과해서 지나갔으므로 이틀 동안 지도 

위에 다시 그린 표기로 뒤섞여 있었다. 

  2월 11일에 10연대가 4㎞ 북동쪽

에 있는 동안 16연대는 한국군 제8

사단의 서쪽 측면부대가 되었다. 

두 연대는 북서쪽으로부터 북한군

의 좀 더 강한 저항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에 한국군 10연대와 21

연대의 간격이 8㎞에 달했다. 21연

대의 오른쪽 뒤쪽 8㎞ 거리에 한국

군 제3사단 22연대가 있었다. 

  1) 제16연대의 태봉 공방전

  횡성 남쪽의 의관리에서 공격준비

를 완료하고 좌전방으로 투입된 제

16연대는 용두리 - 횡성도로상의 풍

수원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제3대대

를 선두로 제21연대를 후속하 으나 

제21연대의 태봉 - 벽학산 공격이 지

연됨에 따라 연대의 진출도 주춤하

다. 이때 횡성 - 원주를 연하는 도

로상에는 보병, 포병, 기갑부대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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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원성당 성체거동 전경(1937.6.5)

마리아상

론 미군 지원부대들로 장사진을 이루어 도로는 매우 혼잡하 다.  

  제16연대장 이존일(李存一 : 육사 2기, 소장 예편) 대령은 첨병대대인 제3대대에 제21연

대 제2대대가 태봉을 공격하는 동안 신속히 기동하여 풍수원으로 진출하도록 명령하 다. 

제3대대는 태봉의 적이 후방 467고지로 물러나는 틈을 이용하여 태봉 서쪽의 상초원리로 

진출하 으나 첨병중대가 도로 북쪽의 410고지를 통과할 무렵 기습공격을 받아 진출이 저

지되었다. 대대는 즉시 주력을 투입하여 공격을 개시하 으나 일몰로 공격을 중지하고 방

어로 전환하 다.

  제16연대장 이존일 대령은 연대를 신속히 풍수원으로 이동시켜 위력수색을 전개하려고 

군단에 차량지원을 요청하 으나, 미 제10군단장은 도보이동을 강요하면서 차량지원을 거

부하 다. 따라서 연대가 도보로 이동한 결과 적과 조우하면서부터 진출이 지연되었다. 

풍수원에 있는 풍수원성당은 정규하 

신부가 1909년 저축한 돈과 신자들의 헌

금을 모아 성당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10년 높이 5m, 건평 120평의 연와조 성

당을 완공하 는데, 이 성당은 강원도 최

초의 서양식 벽돌 성당이자 한국인 신부

가 지은 최초의 성당이다. 1910년 11월 

뮈텔(Gustave Charles Marie Mutel) 주교의 

주례로 성당 봉

헌식을 거행하 다.6)

  성당 안 전면 오른쪽 벽면에는 특별히 한 마리상이 모셔져 있

다. 이 마리아상의 연원은 이러하다.

  6･25전쟁 당시 미국인 병사가 이 성당에 엎드려 ‘제발 살아

서 고향에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느님께서 

들어 주셔서 병사는 안전하게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한

다. 그 병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마리아상을 보내 주었고 

성당에서는 이곳에 지금까지 보존하여 전시하게 되었다.

6)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가톨릭대사전12, 풍수원성당조, 2006년, 9040~9041쪽.



제4장┃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와 전적지

112▶횡성문화원

성지봉에서 본 응봉-매남재 능선

  2월 6일 연대장은 제3대대의 공격이 부진하자 제1대대를 풍수원으로 진출하도록 하고 

작전지역을 인계한 제3대대는 제21연대로부터 인수한 태봉을 좌측방에서, 그리고 후속으

로 진출한 제2대대는 우측방에서 협조된 공격을 개시하도록 명령하 다. 그러나 공격제대

들은 의외로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제1대대는 18:00까지 도로 북쪽의 606고지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고, 제2･제3대대도 태봉 일대의 잔적을 소탕하기 위하여 산악 일대를 수색

하면서 북쪽의 467고지에서 적과 교전 중에 있었다. 연대는 때마침 후속 진출한 제10연대

가 서측방으로 진출하면서부터 상황이 호전되었고, 사단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아 410고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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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정면에서의 적정이 경미한 가운데 좌전방 제16연대는 중앙지역으로 진출

한 제10연대의 지원을 받아 제2대대를 솔고개[松峴]에 예비로 확보하고, 제1대대는 증안리 

북쪽의 야산리 일대에, 제3대대는 용두리 - 횡성도로 남쪽에서 빈번히 출몰하는 적에 대비

하여 응봉 일대에 배치하 다. 그리고 연대지휘소도 횡성에서 증안리로 이동하 다.

  2) 제16연대의 매남재 전투

  증안리 일대로 이동한 연대는 2월 8일 용두리 - 횡성도로를 따라 용두리로 진출하기 위

하여 제1대대를 도로 북쪽의 고지군에, 제2대대는 연대예비로 성지봉 남쪽의 솔고개[松峴]

에 대기토록 하 다. 이때 연대가 진출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단의 좌인접 부대인 

미 제2사단 제23연대가 직선거리 23㎞ 남서쪽인 지평리로 진출해 있어 연대의 좌전방에 

완전 노출되어 측방위협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연대는 좌전방을 엄호하기 

위하여 제3대대를 도로 남쪽의 579고

지 - 매남재선에 배치하도록 하 다. 이 

명령에 의거 제3대대가 매남재로 이동 

중 1개 대대 규모의 적과 조우하여 대

대는 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아 이 적을 

격퇴하고 계획대로 579고지 - 726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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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서원면 창촌1리 매나미에서 본 매남재

(왼쪽 먼 능선 고개)

매남재에 방어진지를 편성하 다.

  제3대대가 매남재 일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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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연대와 제16연대가 집

결하고 있는 증안리, 풍수원에 이르는 유일한 산간도로상의 고개로서 전술적으로 매우 중

요한 고지 다.                

  제3대대가 전날(2월 8일) 탈취한 매남재 부근에서 방어진지를 강화하고 있을 무렵인 정

오경 대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역습을 받았다. 적은 석화리로부터 579고지 계곡을 이용하여 

풍수원 방향으로 진출을 기도하 다. 이때부터 대대는 해질 무렵까지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쳤으나 계속되는 적의 증원으로 579고지 부근을 피탈하고 726고지 -매남재선으로 방어진

지가 축소되었다.

  연대장은 2월 10일 매남재 부근의 적

이 계속 풍수원 방향으로 진출을 기도

하여 연대의 용두리 진출이 지연되자 

예비로 솔고개에 대기 중인 제2대대를 

매남재에 투입하여 제2･제3대대가 협조

된 공격으로 이 적을 격퇴하도록 명령

하 다. 제3대대는 제2대대의 증원에 힘

입어 매남재 부근의 적을 격퇴하고 다

시 579고지 - 매남재선을 확보하 다.  

  한편, 제3대대가 매남재 부근에서 혈전을 펼치는 동안 제1대대도 풍수원 북쪽의 492고

지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폈다. 대대는 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아 진지돌파를 기도하 으나 

적이 고지 전방의 단애를 이용하여 완강히 저항하여 전투는 교착되었다. 연대장은 매남재

전투를 지원하고 복귀한 제2대대에 2월 11일 제1대대를 초월 공격하여 492고지를 확보하

도록 명령하 다.  

  제2대대가 2월 11일 아침에 공격을 개시하여 492고지에서 치열한 격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 매남재에서 철수한 제3대대가 제2대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대의 좌전방에 

투입되었다. 이때부터 공격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 고 3일 동안 완강하게 저항하던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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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리 부근으로 철수하기 시작하 고 공격제대들은 적을 추격하기 시작하 다. 일몰로 

추격을 중지한 연대는 야산리 부근에서 화채봉 - 용두리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 다. 

  제16연대장 이존일 대령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 다. 

  미 제2사단에서 파견된 미 고문관은 연대에 1명, 사단에 2명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계급은 소령 혹은 중령이었다. 미 고문관은 연대장과 행동을 함께 하면서 포병･항공

지원을 해주기도 하 으나 매일 사단에 작전의 경과를 1일 보고하며 때로는 연대의 

작전에 간섭을 많이 하는 바람에 애를 먹기도 하 다. 어느 날인가 기억은 확실하지 

않지만 내가 미 고문관에게 대대의 공격작전을 지휘하기 위하여 전방에 함께 가자고 

했으니, 그는 거절하고 연대관측소에 남았다가 적의 포격으로 전사하 다.

  3) 제16연대의 지휘소 피습와 후퇴

  이 무렵, 중공군 제39군의 제117사단은 제16연대의 정면을, 제116사단의 제346연대는 제

16연대의 서측방을 공격하 다. 이 부대들은 연대의 서측방을 깊이 돌파한 다음 횡성으로 

바로 통하는 6번 국도(당시 24번 도로) 아래로 펼쳐진 고지로 병력을 투입시켜 동측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사단의 후방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제16연대는 이와 같은 전방과 측후방 양면 공격의 상황하에서 끝내는 좌전방 제3대대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전 연대가 위기에 빠지게 되자, 사단에 보고한 후 전방의 제2･제3대대

가 먼저 풍수원에 집결한 제1대대의 엄호하에 철수 및 지연전을 펼치면서 석촌동 부근으

로 철수하여 492고지 일대에 겨우 부대를 배치하고 저지선을 형성, 사단주력의 철수를 엄

호하 다. 그러나 전황은 시시각각으로 악화되어 연대가 적의 포위망 속에 들게 되어 고

립무원하게 되어 갔다.  

  한편, 이 과정에서 후방으로 침투한 적에 의해 연대지휘소가 기습을 받아 연대장과 부

연대장이 부대지휘를 못하고 기구한 역경에 처하게 된 일이 벌어졌다. 

  즉, 한밤중에 지휘소가 유린되자, 연대장 이존일 대령은 긴박한 상황을 사단장에게 즉

각 보고한 후, 단신으로 도피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이름 모르는 고지에서 휴식을 취

하고 있었다. 날이 밝자 여러 명의 중공군들이 떠들면서 고지정상으로 올라오는 것을 발

견하고 죽은 체하면서 엎드려 있었다. 이들은 연대장이 죽은 줄 알고 손목에 찬 시계만 

빼 가지고 가버렸다. 그 후, 이 고지 부근으로 철수한 사병을 만나 함께 적중을 탈출하여 

3일 만에 주포리 일대로 철수한 본대와 합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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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연대가 주둔한 큰골 주변

(큰골집 식당이 위치를 말해주고 있다)

  또한 부연대장이던 윤태호(육사 3기, 중장 예편) 중령은 포로가 되어 북으로 끌려가던 

도중 갖은 고생 끝에 탈출하여 우군 전선으로 귀환하기 위해 45일간을 헤매다가 당시 화

천일대까지 북진한 제6사단과 합류한 후, 원대로 복귀하 다. 

  한편, 2월 12일 새벽 1시 30분쯤, A지원팀의 병사들이 3대대 위치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K중대 전선에 다시 배치되고 부상자들은 의무대로 옮겨졌다. 수

분 후에 K중대 지휘소는 존스 대위가 진지에 도착했다고 보고했다. 부상당한 그를 대대 

의무대로 보냈다. 다친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그가 치료받는 동안 맥시너는 한국군 제16

연대에 처한 상황에 대하여 물었다. 존스는 한국군 부대들이 격파되었으며, 그의 중대가 

새말 교차로에 돌아오는 동안 끔찍하고 참혹한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탱크 두 대를  

잃었으나 두 대는 새말까지 돌아왔다. 부상자들은 탱크 위에 실려 안전하게 횡성으로 돌

아왔으며, 횡성에서 제38보병연대 탱크 중대와 합류했다. 격전 중에 흩어졌던 병사들은 

밤새 중공군 부대들을 피하여 동틀 무렵 3대대 진지에 도착했다. 제9보병연대 K중대는 많

은 손실을 입었다. 실종된 25명은 틀림없이 죽었거나 나중에 포로로 죽어갔다. 사병 75명

과 장교 3명은 부상을 당했다. 

 3. 제10연대 공격･후퇴로

  1) 제10연대의 이목동 진출

  제10연대는 전방으로 진출한 제

21연대와 제16연대가 격전을 펼치

고 있을 무렵 주산리에서 전투준

비를 완료하고 2월 5일 08:00에 이

동을 개시하여 횡성 북방의 큰골

(학곡리 IC부근)로 이동하여 전방

연대의 상황이 호전되기만을 기다

렸다.

  사단장 최 희 준장은 최초로 

사단공격계획을 작성하 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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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봉에서 본 응봉

제10연대가 사단예비 으나, 미 제10군단장의 지시로 중앙연대로 투입하게 되었다. 따라

서 사단은 우발사태에 대비한 예비대를 확보하지 못하여 융통성이 결여되어 전투지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 다.

  큰골 부근에서 대기 중이던 제10연대는 2월 6일 공격이 부진한 제16연대를 지원하기 위

하여 제1대대는 신촌교차로 - 태봉산을 지나 밤골(유현3리 왕래교 북쪽 골)까지 이동한 다

음 조금 깊숙이 들어가 안밤골[內栗谷] 계곡을 우회하여 제16연대 제1대대의 606고지 공격

을 좌측방에서 지원하 고, 용두리 - 횡성도로의 남쪽 573고지에서 제16연대의 전선 후방으

로 침투를 기도하던 적을 공격하 다. 대대는 1개 중대 규모의 적을 치열한 격전 끝에 격

퇴시켰다.

  당시 참전자들은 “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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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지휘소와 사단지휘소를 최전방에 설치하고, 

또 지휘관들은 예하부대와 근접한 지역에서 부대를 지휘하도록 독려하 다.

  이때 사단장은 금일 중으로 최초 계획대로 3개 연대 병진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좌전방 제16연대는 증안리를, 중앙의 제10연대는 이목동을, 그리고 

우전방 제21연대는 대삼마치 - 오음산 

남쪽으로 진출하도록 하 다. 공격개

시 사흘째인 2월 7일 사단정면에서 적

의 저항이 의외로 경미하여 중앙의 제

10연대도 제1･제2대대가 제606고지와 

537고지 전투를 종료하고 큰골에서 이

목동으로 이동해 온 연대지휘소 부근

에 집결하 다. 그리고 예비로 하일리

에 대기하고 있던 제3대대는 석자동(현 금대리 돌자골)과 응봉 일대의 미답지역에 대한 

수색전을 펴면서 풍수원으로 이동하 다.

  이와 같이 사단은 공격개시 3일 만에 3개 연대가 병진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격의 

발판을 확보하게 되어 2월 8일부터 본격적인 공격작전을 펼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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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고지(좌)와 성지봉(우) 모습

  2) 제10연대의 성지봉 부근 전투

  연대는 2월 8일 제1･제2대대를 상화

대 부근의 연대지휘소로 집결시켜 전

선투입을 준비하는 한편, 연대 수색중

대로 하여금 이목동 - 풍수원간의 연대

전투 정면에 대한 수색전을 전개하도

록 하 다. 그리고 연대예비인 제3대

대는 하일리에서 출발하여 전선후방의 

산악통로를 따라 석자동과 463고지 일

대에 대한 수색작전을 살핀 후 풍수원

으로 이동하여 전투준비를 서둘 다.

<요도 4> 제8사단의 경투 경과(2.7~8)

주 :지도속의 새말삼거리는 현재 신촌 교차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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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갈고개와 성지봉 지맥

상화대 돌탑(멀리 보이는 산이 태봉) 

  이리하여 연대 수색중대는 672고지를 남서쪽으로 돌아 성지산으로 진출하다가 중대 규

모의 적과 교전을 벌 으나 수색중대는 교전을 피하면서 적정을 파악하는 즉시로 이를 

보고하 다.

  제10연대지휘소가 있었던 상화대는 

현재 공근면 초원2리에 있으며, 이 상

화대 마을에는 2기의 돌탑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여 대대로 ‘돌탑

제’를 지내왔다. 이 탑은 1880년경에 

마을 사람들이 정성들여 쌓은 것으로

서 탑을 쌓고 난후부터 마을이 부자

가 되었다고 해서 정월 보름의 서낭

제 뒤에 돌탑제를 지낸다. 이 돌탑제

는 주민들에 의해 주도되는 동제적 성격의 마을신앙으로서 횡성에서는 상화대 마을이 유

일하다. 상화대의 돌탑은 둘레 6m, 높이 3m 쯤되는 원뿔형으로 2기가 있다. 할아버지탑･
할머니탑으로도 부르는 것으로 보아 남･여로 세우는 장승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탑은 

왼쪽이 할아버지탑, 오른쪽이 할머니탑이다. 할아버지탑은 남근형의 윗돌이 얹혀 있고, 할

머니탑은 세개의 둥근 윗돌이 얹혀 있다.

  제10연대(權泰順, 육사 2기, 준장 전사)는 이날 제1･제3대대를 공격제대로 하고 제2대대

를 예비대로 두면서 성지산의 적을 신속히 공격하 다. 우전방 제1대대(대대장 박치옥 소

령)는 성지산 동쪽 700고지 능선에서 소대 규모의 적 매복조를 격퇴하고 계속 북쪽으로 

진출한 끝에 성지봉과 안밤골 사이의 진지를 점령하 으며, 좌전방 제3대대(대대장 최명

도 소령)도 경미한 저항을 격퇴하고 덕갈고개를 넘어 532고지 - 591고지를 점령하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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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순 준장의 전사하기 전의 늠름한 모습

<요도 5> 제8사단의 경투 경과(2.9~11)

로써 연대는 작전지역의 중앙의 요지인 성지봉

을 완전 통제하게 되었다. 한편, 제2대대(대대장 

김동회 소령)은 복조동(福祚洞)에 집결하여 다

음 전투를 준비하 다.  

  2월 9일 연대는 적의 예상집결지로 추정되는 

성지봉 북서쪽의 도원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

격을 재개하 다. 제1･제3대대를 좌우로 전개하

여 공격을 재촉하 는데, 제1대대가 성지산 북

쪽 기슭에 있는 766고지에서 중대 규모의 적을 

격파하고 계속 진출하고 있을 때, 좌일선인 제3

대대는 591고지와 532고지에서 점말[店村]로 향

하다가 증강된 대대 규모의 적과 격돌하게 되

었다. 그러나 적은 13:00부터 각종 포화를 집중

한 후, 14:30에 대대 규모로 역습을 감행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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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쌍방간에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형상으로 불리한 

제3대대가 점차 고전하자, 제10연대장 권태순 대령은 2개 대대를 767고지 - 성지봉 - 591고

지를 연결하는 선으로 철수시켜 재정비한 다음, 공격을 재개하여 대치한 적을 기어코 격

퇴하고야 말았다. 

  제10연대는 일몰로 일단 공격을 중지하고 다음 전투를 대비하고 있을 때, 적은 야음을 

이용하여 다시 2개 중대 규모로 제1대대 제3중대가 방어중인 성지봉 북쪽 능선으로 기습

공격을 개시하 다. 중대는 가용한 화기를 총동원하여 적을 저지하려 하 으나 적의 일부

가 진내로 진입하여 총검이 난무하는 백병전을 벌인 끝에 이들을 격퇴하고 진지를 고수

하 다. 

  제10연대의 제1･제3대대는 2월 10일 성지산 일대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우전방 제1대대

는 767고지 부근까지 진출하 으나 좌전방 제3대대는 제9중대 정면에서 대대 규모의 적으

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아 일시 혼란을 빚게 되자, 대대장 최명도(崔明道, 육사 7기, 대령 

예편) 소령은 제9중대로 하여금 적을 견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2개 중대를 양측방으로 기

동시켜 이 적을 격퇴하 다. 제10연대는 이날 도원리 일대를 점령하고자 하 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곳에서 다음날의 전투에 대비하 다.

  제10연대가 성지봉 - 767고지를 연하는 선에서 공격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날(11일) 04:00

에 제1대대 정면으로 대대 규모의 적이 선제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연대는 격전 끝에 이

들을 격퇴하 다.

  성지산 일대를 완전히 장악한 연대는 적을 추격하여 제1대대는 도원리 북동쪽 고지 일

대까지, 제3대대도 도원리 북서쪽 진출을 하 다. 연대가 추격작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 

사단장의 경계강화 지시에 의거 연대는 일단 작전을 중지하고 도원리 일대에 급편방어진

지를 편성하 다.   

  3) 제10연대의 포위망 탈출

  중공군 제40군의 제120사단은 제198사단의 공격과 거의 같은 시각에 제10연대의 방어선

을 돌파하여 진내로 깊숙이 침투하 다. 제198사단이 창봉리 아래에 있는 교량부근을 봉

쇄했을 시각에 제120사단은 제10연대에 맹렬한 공격을 가하 다. 이들은 야음을 타고 일

부 부대를 미리 전선 후방으로 투입한 후, 하초원리 부근에서 6번 국로를 폭파하고 이에 

호응하여 사면에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제10연대는 걷잡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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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기산(685고지) 전경

져들게 되었다. 

  중공군 제120사단은 갈기산(양평군 

청운면 신론리)을 넘어 연대의 정면을 

공격하는 한편, 일부 부대로써 자정을 

전후하여 제10･제16연대의 전투지원부

대가 위치한 하초원리 - 5번 도로 사이

를 차단하여 국군 포병 제50대대와 포

병 제20대대( - 1) 그리고 미 제21지원

부대의 A팀을 분산시키기도 하 다. 

  이에 8사단장은 제10･제16연대의 지휘소, 후방제대와 포병 제20･제50대대를 하초원리까

지 이동하게 하고 분산상태에 이른 수색대대로 하여금 하초원리 북쪽 773고지를 점령, 적

의 종심 깊은 돌파에 대비하도록 명령하 다. 

  이리하여 적 포위망에 고립된 사단포병 제50포병대대는 미 전차의 엄호하에 적진을 돌

파하여 철수를 기도하 으나 이미 도로가 차단 및 파괴되어 부득이 도로로의 철수를 단

념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행히 사단에 배속중인 제20포병대대( - 1)만이 겨우 적이 도로를 

파괴하기 직전에 미 전차 2대의 엄호하에 철수에 성공하 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병력을 수습하면서 연대를 지휘하던 제10연대장 권태순(육사 1기, 

준장) 대령은 이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 으며, 예하 부대들은 적의 포위망을 뚫고 사방

으로 분산된 채 횡성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중공군 제120사단의 일부 부대들은 제1대대 정면으로 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새까맣게 

올라왔다. 대대는 수냉식 기관총을 비롯한 모든 화기의 화력을 집중하여 저항하 다. 결

국 나중에는 실탄이 바닥날 지경에 이르 고 보급소로 전령을 보내어 탄약요청을 하 으

나 아무런 소식이 없어 난처하 다. 이 무렵 연대지휘소도 배후로 침투한 적에게 유린되

어 이를 알리는 예광탄이 발사되고 혼전이 전개되어 연대의 전황은 통제하기 어려운 상

황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제3대대의 방어지역에서는 제10중대가 성지봉 북동쪽의 능선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능선은 전사면이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여 적의 접근이 용이하 기 때문에 더욱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중대는 고지정상 일대에 이중으로 소대원을 배치하고 수류탄과 백병

전으로써 적을 격퇴하면서 혈투를 전개한 끝에 다수의 적을 사살하고 진지를 고수하 다. 

그러나 날이 밝자 전선 후방이 온통 적의 무리로 뒤덮이고 도처에서 중공군들이 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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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적진 탈출을 취한 온갖 노력을 다 기울 으나 끝내 수포로 돌아가고 중대원들은 

각개 분산되어 남쪽으로 철수하 다. 

  한편, 지원군부대가 갑자기 멈추어 섰을 때, 코플린 대령은 알몬드가 한국군 제3사단에

게 제18연대의 1개 대대를 5번 국도를 따라 횡성 북쪽으로 공격하라고 명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공격은 72탱크대대의 1개 소대와 제187공수연대 G중대로 구성된 E지원팀으로 

보강될 것이라고 했다. 알몬드는 전형적인 방식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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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었다. 

  G중대 화기 소대장 웹스 중위는 아직 기억이 생생하던 3월 13일 ｢교훈들을 얻다｣라는 

중대제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오후 1시에 공격하기로 되어있던 한국군 대대는 출발

이 늦어져 오후 2시 15분까지도 출발하지 못했다. 4시 50분에 한국군은 강 건너 첫 번째 

고지로 나아갔다. E지원팀이 최고 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계곡을 따라 500m 정도 전진

했을 때 소총과 기관총탄이 빗발치듯 날아오기 시작했다. 중대의 박격포를 거치했지만 바

로 강 건너 저격수가 워낙 정확해 세 번이나 옮겨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 

위치에서 한국군이 전진을 멈춘 것을 볼 수 있었다.”

  코플린 대령은 작전 장교 하지 소령을 보내 작전을 자세히 지켜보게 했다. 하지는 멈춰 

선 것을 보고서 한국군 지휘관을 찾아가 계속 전진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한국군 대

령은 거절했다. 그는 고지를 점령한 뒤 어두워질 때까지만 지키라는 명령만 받았다고 주

장했다. 그는 지금 있는 곳에서 북쪽에서 철수하는 군대가 지나갈 때까지만 남아 있을 거

라고 했다.

  코플린은 절망했다. 그는 한국군에게 계속 전진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었다. 출혈이 

심해도 작은 반창고만 붙여 놓은 알몬드는 리지웨이와 면담하기 위해 휘름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원주로 떠났다. 악재 속에서나마 좀 나은 것이 있다면, 알몬드가 3대대를 코플

린에게 풀어주었으며, 교차로지점에서 후퇴를 허락한 점이다. 

  한국군 대대는 결코 밤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해가 넘어가지 시작하자, E지원팀 대원들

은 한국군들이 고지에서 서둘러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아무할 일도 없는 것 같

아 보이는 한국군이 철수하자 탱크 - 보병 지원부대는 횡성으로 되돌아왔다. 구조임무는 

또 한 번 실패했다.



제8사단의 전투와 전적지┃제2절

횡성전투의 전적지를 찾아서◀123

미 제187공수연대 낙하 모습

  4) 죽음의 계곡으로

  3대대가 자기 위치에서 나와서 1대

대와 나란히 움직일 때가 오후 4시 30

분, 햇볕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통

합부대는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

다. 그러나 그것은 기어가는 것이었다. 

그 대가가 너무 비쌌다. 중공군의 박

격포, 기관총, 소총이 보병을 쓸어버리

고 차량을 부수려고 계속 날아왔다. 

  횡성에 있던 코플린은 불안해서 견

딜 수가 없을 정도 다. 2개 보병 대

대와 1개 포병대대가 매우 우세한 적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

무 것도 없었다. 코플린과 하지스는 그날 오후 포위된 부대를 위해 화력과 공중지원을 요

청하느라 다 보냈다. 오후 6시에 군단기갑 참모서리 휠음은 38연대 본부에 가서 코플린에

게 횡성지역에 있는 모든 미군을 지휘하라고 했다. 휠음은 이 명령을 한국군 대대가 뒷내 

개울에서 몇 백m 못가고 전진에 실패했다고 군단사령부 상관들에게 무전으로 보고할 때 

받았다. 코플린은 오랫동안 연대 탱크 중대장을 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장교 힌튼 대위

를 불 다. 힌튼은 탱크 지휘에 실패한 뒤 어쩔 수 없이 탱크 중대장으로 되돌려 보내지

기 전에 연대 부작전장교로 일했었다. 코플린은 힌튼에게 제187공수연대의 G중대와 72탱

크대대 1개 소대 지휘를 맡겼다. 

  이에 힌튼은 바로 남쪽으로 향하는 대대들을 압박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주보급로로 

출발하기로 했다. 밤이어서 공중지원이나 포격 지원 없이 측면 보호는 소총중대에 의지해

야 했다. 제38연대 탱크 두 대기 앞장섰으며, 72탱크대대 탱크 5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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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탱크 포탄을 사용하면 포구 속도가 305m/sec로 포신 옆에 있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놀라며 귀가 들리지 않게 된다.

  힌튼은 특공대가 강을 건너 새말로 가고 있을 때 칠흑같이 어두웠다. 2소대와 3소대가 

앞장선 탱크를 중심으로 길 옆에 나란히 앞으로 나아갔다. 화기소대는 도로 한 쪽 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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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곡사포 포격준비 모습

57㎜ 무반동총을, 또 다른 쪽 편에는 60㎜ 박격포를 가지고 맨 뒤 탱크를 뒤따랐다. 1소대

는 후방 경계를 맡았다. 이렇게 특공대가 500m 계곡으로 전진했을 때 그날 오후 일찍이 

아군이 맞서서 버티던 그 지점에서 소총과 기관총탄이 빗발치듯 날아왔다. 그러자 선두 

탱크가 적이 사격하고 있는 곳에 대포를 마구 퍼부어 적의 화력을 잠재웠으며, 보병 소대

가 어느 정도 측면 경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양쪽 계곡을 점령하고 있는 적들은 사격대회를 하는 것 같이 공격하 다. 특공대가 

400m 더 전진했을 때, 강력한 박격포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 탱크는 간접화기를 제압할 

수 없어 박격포탄을 맞은 사상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브램블렛 화기소대 60㎜ 박격포 분

대장이 누군가 논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하여 화기 소대장 윌키스 상사가 확인해 보라고 

했다. 접근한 결과 그는 한국인이었다. 120㎜ 박격포탄이 특공대의 뒤쪽 끝 G중대 박격포 

분대 쪽으로 떨어졌다. “포탄은 거의 모든 박격포 분대원들을 다치게 한 것 같았다”라고 

브렘블렛이 말했다. 

  105㎜포를 끌고 가던 트럭이 좁은 산

길로 들어서자 대형 박격포탄이 트럭을 

덮쳤다. 가장 참담한 결과가 눈앞에 펼

쳐졌다. 후방을 경계하던 38연대 탱크는 

눈두 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트럭과 곡

사포를 움직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뒤

에 있는 트럭, 지프, 트레일러, 움직일 

수 없는 부상자를 후송하는 3/4톤 트럭 

등 모든 차량을 버려야만 했다. 걸어가

는 부상자들은 발을 질질 끌며 횡성 쪽으로 갔다. 그들은 후방 경계를 위해 뒤에 남아 있

던 몇 안 되는 L중대와 3대대본부의 나머지 병력을 따라갔다. 

  멈춰 선 트럭 바로 앞에는 15포병대 컨래드 대위가 차량들을 대열 뒤로 배치하 다. 저

녁 8시에 박격포대가 다시 멈추었을 때, 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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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열 뒤쪽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살기식’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탱크가 출발하기 전에 보병대대의 보병들과 포병부대, 한국군들이 주보급로를 따라 남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38연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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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두부대가 길 아래쪽으로 출발하자, 바로 전에는 안전한 지역이었던 곳에서 박격

포와 소총, 기관총탄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횡성까지 남는 길을 가기 위해서 대열은 

집중공격을 받아야 했다. 실탄은 가까운 거리에서 날아왔다. 수많은 경우에 아군이 

도로 한쪽 편을 점령하면 적군이 반대편을 점령하여 수류탄 투석전이 길을 따라 계

속되었다.

 

  계곡의 특공대에 같이 참가한 제38연대 부정보장교 히스 대위는 넓적다리를 다쳤다. 힌

튼과 그는 절뚝거리고 비틀거리며 남은 횡성 길을 걸어갔다. 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중에 

케이스 중령은 어디에선가 지프를 잃어 버렸다, 그는 지원군이 새말에서 출발하기 전에 

가볍게 다쳤으나 또 다시 다쳐 포로로 잡혔으며, 1951년 3월 30일 그 상태로 죽었다. 

  코플린 대령은 계곡에서 철수하는 병사들을 만나기 위해 뒷내물 다리를 건너 횡성쪽 

도로에 서 있었다. 그는 대대장들에게 횡성을 지나 남쪽 4㎞ 지점에 한데 모아 부대를 재

편성하게 했다. 그곳에서 새로 그린 원주방어선으로 부대를 이동시키려고 한 것이다. 화

이트 대령이 이끄는 제7지원부대도 북쪽에서 뒷내물을 건너오면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공군들이 네덜란드 대대의 방어선을 공격하자, 코플린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다. 

  1951년 2월 12일 우리는 남한 횡성북방에서 또 한 차례 포위를 당했는데, 당시 그는 창

봉리 남쪽에 있었다. 그리고 횡성 남쪽까지 사이에서 계속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D

포병중대만도 87명 중 생존자는 겨우 25명이고 가장 친한 전우 Billy Cochron도 거기서 잃

고 그의 시체도 찾지 못하 다. 

  당시 아군이 싸우던 장소는 대단히 길었다. 아군은 당시 310고지로부터 심한 화력공세

를 받고 우리의 M16 TANK는 대파되었다. 우리는 하차하여 눈두 으로 달렸고 335고지 정

상으로 올라갔다. 이 고지는 논골의 남쪽 교량의 북쪽에 해당한다. 때는 1951년 2월 12일 

새벽 3시 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 30분 쯤 중공군이 우리의 335고지 후면으로 돌아오기 

시작하 기에 아군은 남쪽으로 하산하 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총격전을 시작하 다. 

335고지에서 무사히 빠져 나온 사람들은 우리 분대에서는 오로지 자신 한사람뿐이었고 다

른 우리 분대원들은 모두 다 죽거나 또는 포로가 되었고 나의 가장 친한 전우 Belly 

Cochron도 거기서 전사했다. 그의 시체는 집에도 못 돌아가고(찾지 못해서) 본인은 지금

도 가끔 ‘그의 시체가 335고지의 어디엔가 그대로 버려져 있지 아니한가’ 하고 생각을 많

이 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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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고지에서 내려와 335고지 남쪽 뒤편에서 내려오는 한국군 병사들과 만났다. 교량 

정 남향 대로(大路)쪽으로 다시 내려왔다. 그리고 미 제37사단 20연대 보병병사들과 대로

를 따라 계속 걸었다. 아군이 학담에 도착했을 때의 총격전은 대단히 격전이었고 신촌전

투도 같은 상황이었다. 그 신촌을 지나서 Richard Davis의 D포병중대장의 M16 TANK에 올

라탔다(D포병중대원을 반 쯤 실은 탱크에서 M16총을 받았다. 자신은 도로 맞은편 쪽으로 

달렸고 중공군은 거의 전면적으로 깔려 있었음). 그리고 우리는 도로의 나머지 부분을 달

렸고 중공군은 여기저기 즐비하게 깔려 있었다. 아군은 대로상의 파괴된 많은 차량들을 

도로에서 어내야 했다. Davis는 계속 달렸고 그는 중공군 Rocket와 싸웠다. 그리고 총탄

에 맞아 후송되어 일본의 육군병원에 이송되었다가 1951년 5월에 다시 원대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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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하며 작고함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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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제5･3사단의 공격･후퇴 그리고 전적지

  제7사단의 또 다른 지원부대는 빠르게 후퇴하는 한국군 때문에 위험에 빠졌으나 낮 동

안에 안전하게 철수하 다. 제187공수연대의 647야전포병대대와 96야전포병대대는 한국군 

제5사단을 직접 지원하다가 위험한 위치에서 철수하여 횡성 동쪽에 새로운 사격 위치를 

잡았다. 제187공수연대 1대대 또한 큰 피해 없이 탈출하여 포대 부근에 방어진지를 쌓아 

올렸다. 

 1. 국군 제5사단의 공격로

  사단은 신정공세 직후인 1월 중순 주로 이동하여 16일부터 23일까지 여주 - 풍기간의 

주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풍기 - 주 - 풍산 일대에서 후방으로 침투한 인민군 제10사

단의 패잔병 소탕작전을 펼친 후 미 제10군단의 예비가 되어 부대정비와 교육훈련에 주력

하고 있었다. 사단은 미 제10군단의 공격계획에 의거 홍천 - 풍암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2

월 2일 이동을 개시하여 제35연대와 제27연대가 횡성 동북쪽 교항리로 진출하 고 후발대

인 제36연대도 하루 늦은 3일 사단전술지휘소가 위치한 평장리(원주시 소초면)에 도착함

으로써 이동을 완료하 다. 

  군단공격계획에 의거 우전방 사단으로 홍천 우측방을 공격하게 된 제5사단장(민기정 준

장)은 사단의 공격계획을 수립하 다. 먼저 작전지역을 분석한 결과 사단의 전투정면이 

20㎞나 되는 광정면이고 또 산악지대로써 협조된 공격이 불가함을 고려하여 제27연대를 

우선 적정이 미약한 동측방인 조항리 - 소사리 - 둔방내리 - 삽교리 - 화동리 지역으로 신속히 

기동시켜 삽교리 - 화동리선을 점령, 적의 퇴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우측방을 엄호하도록 

하고 제36연대는 주공으로 산전리 - 포동리 - 유동리 도로를 따라 진격하여 유동리 - 초현리

선을 확보하도록 하 다. 사단은 중간목표인 초현리 - 유동리 - 화동리 - 삽교리선을 점령하

면 전선을 조정한 후 제2단계 작전으로 공격방향을 북서쪽으로 전환하여 홍천을 공격하

기로 작전방침을 정하고 제1단계 작전의 공격명령을 하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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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리 전경(횡성휴게소 주변) 

사단작전 명령 제22호(1951.2.4.13:00)

① 사단은 홍천남방에서 준동하는 적을 포위 격멸한다.

② 제36연대는 하대리 - 산전리 - 용둔리를 경유, 포동리를 탈취한 후, 초현리 - 유동리를 

확보하라.

③ 제27연대는 소사리, 조항리를 점령한 다음 둔방내리 - 조항리 - 화동리로 신속히 진

출하여 적 퇴로를 차단하고 지내의 적을 격멸하라.

④ 제35연대는 사단예비로서 차후 명령에 대비한다. 

⑤ 제26포병대대는 제27연대를 직접 지원한다.

⑥ 제36연대는 미 포병 1개 대대가 직접 지원한다.

⑦ 공격개시 시간은 1951.2.5, 08:00이다.

  이 명령에 의거 2월 4일 이동을 개시한 제27연대는 미 제187공수단에서 지원된 전차 1

개 소대의 엄호하에 횡성 - 오원리 - 안흥리 - 화동리 도로를 따라 안흥리로 진출하여 도로 

남쪽의 635고지 일대를, 후속한 제36연대도 오원리 남쪽의 569고지 일대를, 그리고 사단예

비인 제35연대가 교항리 북쪽의 고지군을 점령함으로써 사단의 전투배치는 완료되었다. 

사단이 2월 6일 횡성 - 안흥리 도로에서 유동리 - 화동리선을 목표로 제1단계 공격작전을 

개시함으로써 인민군 제6사단과 혈전을 펼치게 되었다.

  1) 제27연대의 공격

   (1) 제27연대의 선전

  연대는 2월 5일 08:00에 화동리 

일대를 점령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

할 목적으로 북쪽으로 뻗은 안흥리

- 조항리 - 화동리 도로를 중심으로 

좌전방에 제3대대, 우전방에 제2대

대로 공격제대를 편성한 후 선제공

격을 개시하 다. 제3대대는 적과

의 접촉없이 소사리를 점령한 후 

덕고산(둔내면 현천리)을, 제2대대

는 경계부대로 추정되는 1개 소대 



제5･3사단의 공격･후퇴 그리고 전적지┃제3절

횡성전투의 전적지를 찾아서◀129

규모로 적으로부터 산발적인 사격을 받았으나 이를 격퇴하고 지구리 일대를 확보하여 공

격의 발판을 확보하 으며, 연대예비인 제1대대도 전방대대의 뒤를 이어 덕어산(안흥면 

소사리)으로 진출하 다. 이로써 연대는 적정이 경미하여 첫날 작전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연대지휘소도 안흥리에서 동창동으로 추진하 다.

  한편, 이날 연대의 공격을 직접 지원한 사단의 제26포병대대도 동창동 부근으로 추진하

여 적의 야간공격에 대비, 지속적인 요란사격을 실시하 다.

  제27연대장 이상철(소장예편) 대령은 의외로 적정이 경미하여 자신감이 생기자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격명령을 하달하 다. 

연대장 명령 요지

① 좌전방 제3대대는 둔방내리를 탈취하여 적의 퇴로와 증원을 차단하라.

② 제2대대는 주봉을 공격한 다음, 용마봉으로 진출하라.

③ 제1대대는 제3대대의 공격을 지원한 다음, 자주봉을 탈취하라.

  제26포병대대의 공격사격에 뒤이어 공격제대들은 전날 확보한 선에서 06:00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 다. 

  둔방내리를 목표로 공격을 재개한 제3대대는 후속하는 제1대대의 화력지원하에 안흥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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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의 진출을 저지하고자 기도하 으나, 대대는 적을 추격하여 665고지(갑

천1리) - 594고지(둔방내리 북쪽 3㎞)를 탈취하고 적의 역습에 대비 급편방어진지를 구축하

고 경계를 강화하 다.

  제3대대와 병진공격을 개시한 제2대대도 1개 소대 규모의 적을 제26포병대대의 화력지

원에 힘입어 아무런 피해없이 주봉으로 접근하 다. 적의 철수를 간파한 대대는 즉시 추

격작전을 펼쳐 제5중대와 제6중대는 주봉을, 제7중대는 용마봉으로 진출하여 제26포병대

대의 화력지원을 받아 16:00경 용마봉 마저 점령하 다. 

  한편, 연대예비로 공격제대를 후속하던 제1대대는 우전방 제2대대가 주봉을 점령한 후 

공격방향을 동쪽으로 전환하여 우인접 국군 제7사단과 전투지경선 부근인 용마봉으로 진

출하자 즉시 공격을 개시하 다. 대대는 경미한 저항을 격퇴하고 자주봉을 탈취하고 연대

의 중앙대대로 진출하 고 제3중대는 720고지(둔방내리 동쪽 3㎞)에서 좌인접 제3대대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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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갑천리 전경

중대와 연결을 유지하 다. 

  이 무렵 적은 아군이 돌격을 개시하기 이전에 주력부대들이 결전을 회피하고 철수하는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시간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연전을 펼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6중대장이었던 차규헌(육사 8기, 대장 예편) 중위는 중대가 공격하는 동안 적의 저항

은 경미한 반면, 겨우내 쌓 던 눈이 녹아 유일한 기동로인 계곡통로 위로 흘러내려 어느 

것이 개울이고 어느 것이 길인지 분간하기도 힘들었다. 또 수 으로 변한 계곡을 행군하

기란 무척 힘이 들어 정상적인 행군속도를 유지할 수 없어 지정된 시간까지 목적지에 도

착할 수 없을 때가 많았다.    

  

   (2) 제27연대의 적 후방기습 실패

  연대가 적 후방지역 유동리 일대에 

대한 기습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적의 선제기습공

격으로 고전을 치르게 되었다. 

  수색중대는 연대의 전초부대로 2월 

7일 01:30에 648고지 - 536고지에서 매

복 중, 침투하는 1개 중대 규모의 적

을 발견하고 2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

전 끝에 이들을 격퇴하 다. 적은 후

방침투에 실패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

하여 04:00경 북쪽의 갑천리에서 박격포의 지원을 받는 증강된 대대규모로 좌전방 3대대 

정면으로 공격을 개시하 다. 대대는 화력은 물론 포병의 근접지원과 제1대대(대대장 이

남주 소령)의 측방지원을 받아 총력전을 펼쳤다. 적은 아군의 집중포격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 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원부대를 투입하여 좌전방을 방어중인 제11중대를 포위

하고자 하 다.

  제3대대장 박원관(육사 7기, 대령 예편) 대위는 제12중대의 전 화력을 좌측방으로 지향

하는 한편, 제10중대의 1개 소대를 685고지로 증원하여 침투하는 적과 수류탄과 총검이 

난무하는 백병전을 거듭한 끝에 07:30 적을 격퇴하 다. 이 전투에서 3대대는 적 사살 55

명, 소화기 16정을 노획하 으나 적의 파상적인 역습으로 연대의 화동리 공격계획은 차질

을 빚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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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동리 전경

  연대장은 이날 전투에서 인민군이 물러나기는 하 지만 아직도 전투력이 남아 있음을 

고려하여 그간 전투로 전투력이 저하된 우전방 제2대대(대대장 김재인 중령)를 예비로 전

환하고 예비인 제1대대를 우전방으로 투입하여 전선을 재조정하 다. 

  제3대대와 제1대대는 8일 04:00에 공격을 재개하여 기습적으로 1개 중대 규모의 적을 격

퇴하고 05:30에 화동리를 점령한 후 철수하는 적을 추격하여 508고지 - 652고지를 탈취하고 

적의 역습에 대비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 다.

  잠시 방어로 전환하 던 공격제대는 사단명령에 의거 적의 후방을 기습공격하여 교란함

으로써 교착된 제36연대의 공격을 타개하고자 적 후방 주요거점인 유동리를 목표로 은 히 

기동하 다. 

  제1대대가 08:00에 유동리 동남쪽의 종지촌에 도달할 무렵, 적 경계부대와 조우하여 교전

이 시작되었다. 대대는 즉각 공격을 개시하여 2개 소대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유동리를 통

제할 수 있는 384고지를 탈취하 으나, 고지에서 물러난 적이 1개 대대 규모로 증강되어 

대대의 양측방으로 포위공격을 기도하 다. 

  제1대대는 대대장 이남주(육사 6기, 소장 예편) 소령의 진두지휘하에 격전을 전개하 으

나 수적으로 우세한 적은 대대를 에워싼 채 서서히 포위망을 압축하기 시작하 다. 대대장

은 상황의 긴박함을 알아채고 즉시 이 포위망을 분산 돌파하여 남쪽의 아군진지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 다. 이때부터 제1대대는 대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갑천리 일대로 진출한 제11

중대의 엄호하에 적과 혈전을 펼쳐 포위망을 돌파하고 또 추격하는 적과 접촉을 단절해야 

하는 난관을 극복하고 주력이 둔방내리로 축차적으로 철수한 후 14:30에 동창동에 집결하

다. 이후에도 분산되었던 병력들이 계속 집결하 다. 

  제3소대가 전방으로 진출하고 있을 무렵, 첨병중대로 나갔던 제2중대가 적의 보급시설을 

발견하고 기습공격으로 격퇴하 으

나 대대규모의 적으로부터 역습을 

받아 철수 중에 있다는 통보를 받

고 중대도 방어로 전환하 다. 잠

시 후 적진 깊숙이 전진하 던 대

대도 연대명령에 따라 철수하 다. 

  연대의 불운은 계속되어 이번에

는 제1대대의 철수를 엄호하던 제

11중대가 포위 국면에 처하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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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대 주력이 갑천리 부근으로 이동하여 적의 공격을 저지하면서 화동리 일대로 철수하

다. 이때 화동리로 진출하 던 제2대대도 적 2개 중대를 격퇴하 으나 제3대대의 철수에 

따라 우측방을 엄호하면서 축차적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한편, 제27연대의 상황을 보고 받은 사단장은 제36연대의 진출선을 감안하여 제27연대

에 둔방내리 남쪽의 소사리 - 우용리 - 주봉선으로 철수하여 전선을 재정비토록 명령하 다. 

전방으로 진출하 던 제2대대와 제3대대는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18:00에 우용리 일

대로 철수한 다음, 제2대대는 우용리 - 주봉 일대에, 제3대대는 덕고산(둔내면 현천리) 일

대에 각각 배치되어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 다. 

  그런데 23:30에 연대 주력을 추격한 1개 대대규모의 적이 제3대대가 방어 중인 덕고산 

일대로 공격을 개시하여 또 한 차례의 혈전이 펼쳐지게 되었다. 대대는 고 리는 상황

에서도 포병의 근접지원사격과 과감한 공격정신으로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 다. 새벽 무

렵 적은 42구의 시체를 버리고 용마봉(평창군 방림면 계촌리)으로 패주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 참전한 이후 2월 8일 최대의 격전을 치른 연대는 2월 9일 아침에 재편성에 

착수하여 제3대대를 안흥리 - 화동리 도로 서쪽의 덕고산 - 563고지에, 제2대대를 도로 동쪽

의 812고지 - 주봉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차기 작전에 대비하 다. 이때 연대 수색중대

는 둔방내리 북쪽의 694고지 일대로 진출하여 정찰하 으나 적과의 접촉은 없었다. 그리

고 적의 포위망을 탈출한 제1대대는 지구리 일대에서 재편성 중에 있었다.

  2) 제36연대의 공격

   (1) 제36연대의 공격 돈좌  

  우인접 제27연대가 순조롭게 진출하고 있을 무렵, 사단공격의 주공인 제36연대도 오원

리 남쪽 고지에서 포동리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 다. 좌전방 제1대대가 횡성에서 포동

리 - 유동리로 연결되는 도로상의 포리 일대로, 우전방 제2대대가 이 도로 남쪽의 하

대리로 진출하 다. 일몰로 공격을 일시 중지한 연대가 급편방어진지를 구축해 주력하고 

있을 무렵, 북동쪽 547고지에 배치된 적이 구경 미상의 포탄을 제2대대 지역으로 집중하

다. 대대는 81㎜ 박격포의 대응사격과 미 포병대대의 지원사격으로 적을 제압하 다. 

  이 무렵 연대장 황엽(육사 1기, 소장예편) 대령은 유일한 내륙 진출 도로인 횡성 - 포동

리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339고지와 547고지에 적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이번 작

전의 최대 장애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공격명령을 하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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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연대 공격명령

① 제1대대는 미 전차대와 협동하여 339고지를 탈취한 후, 용둔리 - 양지촌선을 확보

하라.

② 제2대대는 547고지 - 485고지를 점령한 다음 계속 공격하여 양지촌 - 울둔선을 탈환, 

확보하라.

③ 예비인 제3대대는 1개 중대를 울둔(하궁2리 4반)으로 신속히 진출시켜 제2대대 지

역 내의 적 퇴로를 차단하고 협격하라.

  연대가 공격준비에 주력하고 있을 무렵인 2월 6일 새벽에 사단장이 작전참모 조연표(육

사 4기, 대령 예편) 중령과 정보참모 하태 (육사 5기, 준장 예편) 소령을 대동하고 연대

를 방문하여 연대의 공격계획을 직접 지도하 다. 또한 제36연대 장병들의 왕성한 사기와 

공격정신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연대의 공격을 독려하 다. 사단장의 부대방문으로 

사기가 고조된 공격제대는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 제96포병대대의 공격준비사격에 뒤이

어 06:00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 다. 

  좌전방 제1대대 제1중대는 공격의 선봉으로 339고지를 공격 중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

한 적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한때 공격이 돈좌되었으나 미 제96포병대대의 즉각적인 집

중사격과 미 전차소대의 화력지원하에 2시간 동안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인 끝에 이 고

지를 힘들게 탈취하 다. 제1대대장 이승우(육사 5기, 준장 예편) 중령은 공격의 여세를 

몰아 제2･제3중대에 철수한 적이 횡으로 연결된 247고지 - 412고지 - 317고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기 이전에 신속히 공격을 개시토록 명령하 다.  

  제2중대와 제3중대는 포병과 전차의 화력지원을 받아 이들 고지 중 중앙에 위치한 412

고지를 집중 공격하여 14:30에 적진에 돌입하여 백병전을 전개하 으나, 적후방의 정금산

에서 증원된 1개 대대규모의 역습과 247고지 - 317고지에 배치된 적의 측방사격을 받아 공

격이 돈좌되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또 적의 야간 포위공격이 

우려되어 공격제대는 18:00에 상하가리 일대로 철수하 다. 

  제1대대가 격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 우전방 제2대대는 공격목표인 547고지에 이르는 능

선통로가 경사가 심하고 기동공간이 협소하여 제6중대를 선두로 중대 종대대형으로 공격

을 개시하 다. 중대는 공격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지에 배치된 1개 대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아 공격이 돈좌되었다. 

  대대장 조시형(육사 4기, 소장 예편) 소령은 적의 전투력을 분산시키고 제6중대를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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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리 사거리

하기 위하여 미 포병대대의 화력이 고지에 집중되는 틈을 이용하여 제5중대와 제7중대를 

제6중대의 좌우측방으로 이동 배치하 다. 이때 근접항공지원차 출동한 미 전투기 편대는 

번갈아가며 고지를 강타하 다. 포병사격과 항공폭격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격제대는 돌격

을 개시하여 3시간 만에 547고지를 점령하 다. 제7중대는 적의 역습에 대비, 방어진지를 

구축하면서 분산된 잔적을 소탕하 고 제5･제6중대는 철수하는 적주력을 추격하여 정금리 

일대로 진출하여 일몰로 방어를 준비하 다.

  한편, 연대예비인 제3대대 제9중대는 울둔을 향하여 진출 중에 있었으나 연대의 주력

이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진출이 어렵게 되자,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통골 일대로, 

제10중대는 상대리 부근의 479고지로 진출하여 봉화산에 배치된 적을 견제하면서 연대의 

우측방을 엄호하도록 하 다. 제11중대는 계속 연대예비로 오원리 일대에 집결 대기하고 

있었다. 

  이날 저녁 작전경과를 분석한 사단장은 우전방 제27연대가 적정이 경미하여 계획된 작

전을 수행하고 있으나 좌전방 36연대는 사격을 다해 공격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적의 강력

한 저항을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하 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인 제35연대를 제36연대의 좌전방에 투입하여 3개 연대 병진공격을 결정하고 “제35연

대는 2월 6일 24:00까지 옥동으로 진출하여 중금리 - 용둔리 - 정금리에 대한 공격준비를 하

라”고 명령하 다.

  이에 따라 제35연대는 이동에 앞서 연대장의 ‘군인의 사명’에 관한 특별정신과 군장검열

을 실시하여 필승을 다짐한 후, 19:00에 옥동을 목표로 출발하 다. 첨병대대인 제3대대가 

하양적리(교항리 동쪽 5㎞, 우천면)에 진출할 무렵 적의 치열한 포격을 받아 전방진출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각 대대는 

신속히 전개하여 이동을 계속하

다. 제3대대가 이날 21:00에 옥동에 

돌입하여 1개 중대규모의 적과 백

병전을 치른 끝에 이들을 격퇴하고 

계속 추격전을 전개하 으며, 후속

한 제2･제1대대는 22:00에 추동리로 

진출한 후 그 북쪽의 183고지 - 188

고지 일대의 진지를 점령하고 전투

태세로 돌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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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월 7일 항공관측과 수집된 첩보에 의하면, 국군 제5와 제7사단 정면에서 활발한 

적의 움직임과 남하 중인 우마차가 관측되었으며, 서부전선의 중공군 일부 부대도 홍천방

면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 제8군은 이러한 적정으로 미루어 보아 중공군의 홍천 정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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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제대의 후방에 배치된 미 제2사단과 제7사단에 

대하여 군단 좌우측방에 경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국군 제5사단과 제8사단에 홍천선 

진출을 독려하 다.           

  사단장은 이러한 상황의 추이에 따라 제27연대는 신속히 화동리 일대를 점령하여 적의 

퇴로와 증원을 차단하고 일부 병력으로 제36연대 정면에 배치된 적의 후방을 공격하도록 

하 다. 그리고 제36연대와 제35연대는 적의 주저항선을 돌파한 후 적의 주요 거점인 포

동리와 유동리를 확보하도록 명령하 다.

   (2) 제36연대의 악전고투

  연대는 2월 7일 좌전방으로 제35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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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제대가 진출할수록 적

의 저항은 완강함은 물론 전투력도 오히려 전날보다 강화되어 예측불허의 일전이 예견되

었다.  

  우전방 제2대대(대대장 조시형 소령)는 양지촌을 목표로 진출 중 하궁리 부근의 485고

지 - 348고지 일대에서 야포의 지원을 받는 1개 대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아 

공격이 일시 돈좌되었다. 대대는 즉시 미 포병대대의 화력지원을 받아 돌격을 개시하여 

백병전 끝에 적을 격퇴하 다. 고지에서 물러난 적은 대대가 숨 쉴 겨를도 주지 않고 역

습을 개시하여 대대는 다시 적에게 고지를 넘겨주고 후방의 367고지 - 518고지 부근으로 

철수하 다. 

  이때 좌전방으로 공격한 제1대대(대대장 이승우 중령)도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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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 규모의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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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면 용둔리 전경(횡성군청 제공)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여 완강히 저항

하여 일진일퇴의 공방전만 계속되었

다. 이날 작전이 부진한 이유는 아군

의 포격은 물론 항공폭격까지 지원되

었으나 엄체호 속에 있는 적에게는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하 고 또 무릎

까지 빠지는 적설량은 대대의 기동에 

장애가 되었다. 연대장은 전방연대의 

공격이 부진하여 우인접 27연대와 배

치공간이 생기자 예비인 제3대대를 

통곡 일대에 배치하 다. 

  제1대대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금일 중으로는 목표고지를 탈환한다는 굳은 각오로 2월 8

일 04:00에 미 포병대대의 집중지원을 받으면서 여명공격을 감행하 다. 

  대대가 3일째 공격 중인 339고지, 317고지 - 412고지 - 247고지, 476고지, 436고지 일대는 

횡으로 연결된 고지군들의 축차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인민군 제6사단 1개 연대 규모가 전

초진지, 주진지, 예비진지를 구축하는 데 용이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적은 이곳에 

지형적인 이점을 최대로 이용하여 유개진지는 물론 각종 중화기를 배치하여 난공불락의 

요새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제3중대가 247고지를, 제1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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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둔 듯하 다. 그러나 적의 계속된 증원부대의 투입으로 상황이 역전되어 대대는 다시 

339고지로 철수하여 추격하는 적과 공방전만 계속하 다. 

  제2대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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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를 통제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1대대의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부대를 485고지 북쪽 능선과 횡성 - 포동리 도로변의 288고지 일대로 진출시

켜 제1대대의 우측방을 엄호하고 대대 주력은 전 화력을 317고지로 집중하여 적을 교란하

다. 

  이때, 연대예비인 제3대대는 제2대대가 485고지 - 288고지 일대로 진출함으로써 측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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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6> 제35･36연대의 공격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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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하게 된 연대의 우전방을 담당하여 봉화산으로 진출하 다. 이로써 연대도 3개 대대

가 병진공격을 하게 되었고 연대지휘소를 15:00에 오원리로부터 자작고개(우천면 두곡리)

로 이동하 다.         

   

   (3) 제36연대의 적 방어거점 돌파

  공격개시 5일째인 2월 9일 제36연대 제1대대(대대장 이승우 중령)는 그동안 계속된 격

전으로 전투손실은 물론 장병들의 체력도 저하되었지만 전의는 아직 왕성하 다. 대대는 

최후의 일전을 각오하고 미 포병대대의 지원사격과 제2대대(대대장 조시형 소령) 및 제35

연대 제3대대(대대장 이창득 소령)의 측방지원을 받으면서 04:00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

다. 

  방어거점에 배치된 적은 전과 다름없이 완강하게 저항하 으나, 제1중대에서 편성된 15

명의 특공대는 쉴 사이 없이 내뿜는 적 기관총의 최후저지사격의 희망을 뚫고 포복으로 

적 기관총 진지로 다가가서 총안구로 수류탄을 던져 넣고 육박전을 전개하 다. 이를 목

격한 제1대대 주력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돌격을 감행하여 412고지를 탈취한 후, 정

금산으로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 다. 대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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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투에서 제1대대는 적 사살 126명, 기관총 8정, 소총 35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제36연대가 247고지 - 412고지 - 317고지를 공격하고 있을 때, 연대의 전방지휘소는 용둔

리의 아래에 있는 교량 부근에 위치하여 전방대대의 작전을 지도하고 있었다. 

  제36연대장은 제1중대장(중대장 이인덕 대위)과 70m 정도 떨어져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부근에서 적의 기습을 받고 다리 아래로 굴러 떨어졌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북한군

은 계 - 외용둔에 지뢰를 매설해 놓았는데 이를 모르고 미 전차 1대가 지나가다가 지

뢰에 걸려 폭발하기도 하 다. 제36연대장은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의 보병 1개 중대와 

전차 1개 중대를 배속 받아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미군들은 일선에서 국군과 전투를 하

지 않고 후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겁에 질려 일부 병사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사례도 있

었으며, 미군 전차 1대가 적의 사격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하천에 굴러 떨어지는 것을 목

격하기도 하 다. 그래서 그는 이들을 지휘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써야 했다. 

  제36연대장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 다.



제5･3사단의 공격･후퇴 그리고 전적지┃제3절

횡성전투의 전적지를 찾아서◀139

  제1대대가 247고지 - 412고지 - 317고지를 공격할 때는 나는 미군의 전차를 직접 지휘

하여 집중사격을 지속적으로 가하게 하여 전방대대의 공격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

으며, 또한 미군의 공지 협동작전팀이 지원되어 공중폭격도 하기도 하 다. 그렇게 

하는 사이에 2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다. 제1대대가 좀처럼 이들 고지를 탈취하지 

못하고 있어서 나는 제1중대장 이인덕(李寅德, 육사 8기, 중령예편) 대위에게 적이 배

치되어 있는 이 고지의 후방으로 침투하여 12:00까지 정상에 도달하라고 명령했다. 

제1중대는 일선의 제2･제3중대가 재공격을 개시하여 고지 정상으로 육박할 때에 후방

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를 탈취하 다. 그리고 고지를 탈취 후 정상에 올

라가 보니 적진지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그리고 미군들이 사진들을 일일이 찍는 

것을 보고 비애를 느끼기도 하 다. 이 전투에서 연대는 63명의 적을 생포하 는데, 

그 중 여자 포로도 일부가 있었다.

  중앙으로 공격한 제2대대는 제1대대의 공격을 우측방에서 화력으로 지원한 후 280고지 

부근에서 1개 중대 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18:00에는 구용말(양지촌 동북쪽) 부근으로 진출

하여 372고지 - 350고지 일대의 진지를 점령하고 포동리로 철수한 적과 대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전방 제3대대도 06:00에 봉화산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527고지(하궁리 동쪽 2㎞)

를 탈환하고 다시 448고지(하궁리 당하 부근)을 공격하여 적 1개 중대 규모를 격퇴하고 

고지를 확보한 다음 292고지 - 448고지도 확보했다. 이날의 전투에서 제11중대장 이광우 소

위가 장렬한 전사를 하 다.

  지난 2월 6일 공격을 개시한 이후 제36연대는 4일 만에 적의 방어 요충인 339고지와 

317고지 - 412고지 - 247고지를 확보하고 용둔 - 고내곡으로 진출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3) 제35연대의 공격

   (1) 제35연대의 공격 발판 확보

  제35연대는 2월 6일 자정 무렵, 사단의 좌전방 연대로 투입되어 전투준비를 완료하고 2

월 7일 07:00에 공격을 개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연대가 공격을 개시하기 직전

에 사단장은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제36연대의 상황이 불투명해지자 제35연대에 공격을 

잠시 보류하고 국사봉 남쪽 일대에서 차후 명령을 대기하도록 명령하 다. 이에 연대는 

좌전방 219고지에 제2대대를, 우전방 212고지에 제3대대를, 그리고 제1대대는 예비로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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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옥리 표지석과 335고지

고지에 배치한 후 전투준비에 주력하면

서 새로이 명령이 하달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연대는 2월 8일 사단장의 구두

명령에 따라 좌인접 제36연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연대 제1대대가 

격전 중인 247고지 - 412고지의 서측방

으로 공격을 개시하 다. 제35연대장은 

제2대대와 제3대대의 협조된 공격으로 

용둔리 북쪽의 336고지 - 국사봉을 공격

하게 하는 한편, 연대예비인 제1대대는 

미 전차대와 보･전협동으로 연대공격 목표 후방의 328고지를 우회공격하여 적의 증원과 

퇴로를 차단하도록 하 다. 

  좌전방 제2대대는 격전 끝에 2개 중대 규모의 적이 저항을 물리치고 마옥리 부근의 335

고지를 탈취한 후 계속 적을 추격하여 궁천리 남쪽 294고지를 탈취하여 섬강 진출을 목전

에 두었다. 

  그러나 우전방 제3대대는 국사봉을 목표로 진출 중 이 고지에 배치된 인민군 제7사단 

예하의 1개 대대 규모가 경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최후 저지사격으로 완강히 저항하

여 일시 공격을 중지하고, 적 후방으로 진출 중인 제1대대의 진출을 기다리게 되었다. 

14:30에 제1대대가 보전협동으로 328고지를 탈환하여 대대는 제1대대와 협조하여 2개 방

향에서 국사봉을 공격하 다. 공격제대가 국사봉으로 접근하자 적은 일부 부대만 고지에 

잔류시켜 지연전을 펼치도록 하고 주력은 정금산으로 철수하 다. 

국사봉에서 본 횡성과 옥동리 교차로 부근에서 본 국사봉(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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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대대는 제1대대와 미 전차대의 지원하에 국사봉을 점령한 후 16:30에 국사봉 동쪽 

능선으로 진출하여 제36연대 정면의 적 방어거점 지역의 서측방을 위협하는 한편, 전 화

력을 378고지(DS 178525) - 정금산으로 집중하여 적 후방지역을 교란시켰다. 

  한편, 적 후방지역으로 진출하여 제3대대의 국사봉 공격을 지원한 제1대대는 다시 옥동

으로 복귀하여 연대예비가 되었다. 

  사단장은 아군의 우세한 포병화력과 항공폭격, 그리고 전차의 기동력과 화력을 이용하

여 3개 연대 병진 공격을 개시하면 쉽게 적의 주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

다. 그러나 작전은 의외로 부진하여 우전방 제27연대가 적 후방으로 침투 중 역습을 받

아 철수하고 중앙의 제36연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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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에 신속히 

적의 주저항선을 돌파하고 차후 사단의 작전지역의 중심이 될 포동리 - 초현리 - 유동리 - 화

동리를 신속히 확보하라고 강력히 독려하 다. 

    

   (2) 제35연대의 포동리 확보

  제5사단 사단장 민기정 준장은 2월 10일 제36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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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

을 하달하 다. 

사단 공격명령의 요지

① 제35연대는 제36연대를 초월하여 포동리를 점령한 다음 ‘A’선상의 진지를 점령하라.

② 제36연대는 제35연대의 공격을 지원한 다음, 명령에 의거 ‘A’선상의 진지를 점령하라. 

③ 제27연대는 현 작전임무를 미군에 인계하고 포동리로 진출할 준비를 갖추라.

  ‘A’선은 제27연대의 현재 진지선인 우용리 - 조항리선을 기점으로 하여 활마루(포동리 동

남쪽 4㎞) - 포동리 - 부형바위를 연하는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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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7> 제35연대의 포동리 공격(2.10)

 

  전날(2월 9일) 국사봉 일대에서 공격을 재개한 제35연대는 우측방 제36연대가 적 방어

거점진지를 공격하고 있을 무렵에 제3대대로써 제36연대 제3대대의 공격을 측방에서 화력

으로 지원하면서 계속 전진토록 하여 고내고개를 통제할 수 있는 306고지 - 242고지 부근

에서 동 대대와 연결하 다. 그리고 좌전방에서 금계천 방향으로 진출한 제2대대(대대장 

김치백 소령)는 252고지(관대리 근처) 부근에서 2개 중대 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포동리 서

쪽의 금계천변의 부동리(DS 180550)로 진출하 다. 연대 예비인 제1대대(김순철 소령)는 

미 전차대와 협동으로 전과를 확대하면서 중금리로 진출하 다. 

  제35연대의 주력인 제2대대와 제3대대는 10일 제36연대 제3대대를 초월 공격하여 포동

리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 다. 이때 적은 2개 중대 규모를 포동리에 이르는 계곡통로의 

좌우능선에 배치하여 지연전을 펼치며 완강하게 저항하 으나 연대는 지형이 산악으로 

기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적을 맹렬히 추격하여 10:00경 적의 중요거점인 

포동리를 확보하 다. 그러나 적 주력과 이곳에 위치하 던 인민군 제6사단의 지휘소 요

원들은 이미 철수한 이후 다. 연대는 적에게 결정적인 인적 손실은 주지 못하 으나 많

은 적 문서와 25상자의 실탄과 인민군 군단장이 사용하던 세단차를 노획하 다.

  제35연대 제2대대는 계속 포동리 북쪽의 290고지 - 341고지(포동리 북쪽 2㎞))에, 제3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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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쪽의 362고지를 탈취하고 사단의 작전명령에 따라 ‘A’선상의 진지를 점령하고 이를 

보강하 다. 그리고 후속한 제1대대는 금계천 북쪽의 547고지(포동리 서북 4㎞)를 점령하

여 적의 역습에 대비하 으며, 연대지휘소도 구방리에서 포동리로 추진 배치하 다.

  제35연대가 제36연대를 초월 공격하게 된 것은 제36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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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를 투입하 다.

  한편 주공임무를 제35연대에 인계한 제36연대는 제35연대의 포동리 공격을 지원한 다음 

현 진지에서 재편성과 부대정비를 서둘 다. 이날 13:00 연대장 황엽 대령의 안내로 제1대

대를 방문한 사단장 민기정 준장은 전날의 247고지 - 412고지 - 317고지 전투의 승리를 치하

하는 동시에 제1중대의 전공을 치하하고 특공대 15명에 대하여는 금일봉을 주어 10일간 

특별휴가를 보냈다. 

  제27연대는 이동준비를 갖추어 방어임무를 계속 수행하 는데, 둔방내리 부근으로 추진

한 연대 수색중대는 665고지(둔방내리 동쪽 2㎞)와 685고지(둔방내리 서북 3㎞) 일대에서 

출몰하는 1개 연대 규모의 적을 목격했으며, 북귀 중 645고지(둔방내리 남쪽 2㎞)에서 적 

1개 소대의 기습사격을 받았다. 30분간 교전으로 이를 격퇴한 다음 11:30에 귀대하 다. 

21:30에는 1개 중대의 규모의 적이 제7중대 정면인 느름실(조항리 동쪽 5㎞)에 위력수색을 

감행하 다. 1시간 교전 끝에 격퇴하 다.    

  한편, 포병 제26대대(대대장 노재현 중령)는 이날 10:00에 랑리로부터 오원리로 진로

를 바꾸어 진격한 다음 제27연대를 직접 지원하 으며, 제5야전공병대대의 제2･제3중대는 

평창 - 횡성간의 작전로 보수작업을 미 제7사단에 인계하고 양지촌으로 진출하여 지뢰제거

와 포동리에 이르는 보급로 보수작업을 서두르고 있었다. 

 

   (3) 제35연대 지역 제3사단에 인계

  사단이 포동리를 공격하고 있을 무렵인 10일, 횡성으로 진출한 제3사단(연대장 임충식 

대령)은 제18연대를 옥동으로, 제23연대를 궁천리로, 제22연대를 중금리 일대로 진출시켜 

사단의 좌전방 제35연대 지역을 인수하기 시작하 다.

  사단은 국군 제3사단의 전선투입으로 수정된 미 제10군단의 작전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

은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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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사단 공격명령 요지

① 사단은 홍천 포위 임무를 제3사단에 인계하고 전투지역 내에 적을 계속 공격한다. 

② 제27연대는 현 작전임무를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에 인계하고 1951년 2월 11일 

24:00까지 포동리로 이동하여 차후 명령을 받으라.

③ 제35연대는 1951년 2월 11일 11:00를 기하여 목표 ‘N’(초현리 - 유동리)을 확보하라.

④ 제36연대는 1개 대대로써 463고지(DS 246556)를 점령하여 제35연대의 공격을 지원

하고 포동리 - 우용리선을 점령 후, 제35연대가 목표 ‘N’을 확보하는 즉시로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 ‘O’(하대리, 685고지)를 확보하고 계속 목표 ‘P’(갑천리, 579고지)를 

공격하라.  

⑤ 포병 제26대대는 1951.2.11, 09:00까지 양지촌으로 이동하여, 미 포병대대와 교대한 

후 사단을 일반 지원하라. 단, 화력의 우선권은 제35연대에 부여한다.  

⑥ 제3사단과의 전투지경선은 양지촌에 협조점을 두고 병지방리(포동리 북쪽 7㎞)까

지 연하는 선이다. 

  이 명령에 의거 제27연대는 작전지역을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에 인계한 후, 포동리를 

목표로 이동을 개시하 다. 

  공격의 선봉에 나선 제35연대장 박현수 대령은 적정과 지형을 분석한 후 11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격명령을 하달하 다. 

제35연대의 공격명령

① 제3대대(대대장 이창득 소령)는 율동리 590고지를 점령한 다음, 662고지(율동리 북

쪽 1㎞)를 탈환하라.

② 제2대대(대대장 김치백 소령)는 384고지(DS 268588)를 공격･확보하라.

③ 제1대대(대대장 김순철 소령)는 제2･제3대대의 공격을 지원한 후, 제2대대의 384고

지 탈취와 동시에 도로를 따라 진출하여 유동리 북쪽의 ‘N’고지(유동리 동북 2㎞ 

388고지)를 탈취하라.

  이 계획에 의거 제35연대 제2대대는 부엉바위 부근의 290고지에서 463고지(포동리 동쪽 

3㎞)를 점령한 제36연대 제1대대의 엄호하에 11일 11:00에 매일리로 진출한 후, 초현리 북

동쪽의 581고지의 하단 개활지를 통과할 무렵, 1개 대대 규모의 적의 치열한 사격을 받아 

공격이 돈좌되었으며, 제3대대는 율동리 남쪽의 352고지 일대로 진격 중, 적의 집중포격과 

1개 대대 규모의 출동으로 일진일퇴의 격전을 전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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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현리 개활지 전경(횡성군청 제공)

  지형의 불리와 상황의 긴박함을 감

안한 제35연대장은 즉시 사단장에게 

긴박한 상황을 보고한 후, 재공격을 

위하여 일단 철수할 것을 예하 대대

에 명령하 다.   

  제2대대는 제1대대의 엄호하에 최초 

공격을 개시한 포동리 동쪽의 부엉바

위 부근의 338고지 일대로 철수하 고 

제3대대도 367고지로 전진하여 제2･제
3대대의 공격을 지원한 제1대대 진지

로 철수하 다. 그리고 제3대대에 진지를 인계한 제1대대는 포동리 북서쪽 335고지로 철

수하 다.

  이와 같이 진지를 점령한 각 대대는 재편성과 재공격을 위한 준비를 서둘 으며, 연대

의 공격을 지원한 사단 포병대대는 초현리 - 율동리 - 유동리에 대한 집중사격을 가하여 적

진을 강타하는 한편, 적의 역습을 차단하 다.     

  한편, 제36연대 제1대대는 사단계획에 의거 이날 08:00에 공격을 개시하여 1개 중대 규

모의 적의 완강한 저항을 격퇴하고 11:30에 463고지(포동리 동쪽 3㎞)를 탈취하여 제35연

대 제2대대의 공격과 철수를 엄호한 뒤, 연대장 황 엽 대령의 명령에 따라 ‘A’선상의 진지

인 포동리 남동쪽 1㎞지점의 314고지 부근을 점령하여 연대 주력의 ‘A’진지 진입을 엄호하

다.

  또한 사단장 민기정 준장의 구두명령에 따라 연대주력도 19:30에 ‘A’선상의 진지 진입을 

개시한 연대주력은 21:00에 제2대대가 482고지(양지촌 동쪽 3㎞)에, 제3대대가 547고지 일

대에 각각 진지를 점령하 다.

  그런데 연대의 기동을 탐지한 적은 진지편성도 끝나기 전인 21:00에 포병의 교란사격과 

동시에 1개 대대 규모의 적을 죽림산으로 투입하여 제1･제2대대의 정면으로 공격하 다. 

연대는 이 적을 제26포병대대 지원을 받아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 가까스로 격

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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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연대 제2대대를 산전리 일대에, 제3대대를 양지촌 서쪽 317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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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8> 제35･36연대 초현리･유동리 공격(2.11)

일대에 배치하여 사단의 방어종심을 보강하 다. 아울러 각 연대에 야간경계를 보강하도

록 명령하 다.

 2. 제5사단의 후퇴와 철수로

  국군 제5사단은 2월 11일, 군단명령에 따라 홍천 포위 임무를 제3사단에 인계하고 군단 

동측방의 적을 공격 격멸하기 위하여 제35연대를 좌전방인 포동리 북방으로 투입하여 주

공으로, 하궁리의 제36연대를 우전방으로 하여 횡성 - 풍암리 도로축선을 따라 동북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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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을 속개하 다. 제27연대는 주공의 후방인 포동리에 집결하여 예비로서 차후 명령을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고, 동측방 우용리 지역의 방어책임을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에 인

계한 뒤 포동리를 목표로 이동 중에 있었다.

  한편, 북한군 제5군단의 제7사단은 제5사단 정면으로, 제12사단은 사단의 좌전방 제35연

대와 제3사단 제22연대 사이로, 북한군 제6사단은 횡성 - 평창 간의 42번 도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갑천리 - 둔방내리 - 우용리 일대로 우회하면서 횡성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1) 제35연대의 교항리 일대에 집결

   (1) 제1대대의 후방 보급소 피습 및 퇴로 차단

  주공인 제35연대는 이날(11일) 제3대대를 좌, 제2대대를 우, 제1대대를 예비로 하는 2개 

대대 병진으로 포동리 북방의 유동리 - 초현리선으로 공격하 으나, 도중에 개활지에서 강

력한 포병지원을 동반한 2개 대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치열한 사격을 받아 난관에 봉착하

다. 이에 연대장은 지형의 불리함을 고려하여 일단 철수했다가 재공격을 감행하기로 결

심하고 이를 사단장에게 보고 후 예비인 제1대대의 엄호 하에 전방대대를 원위치로 철수

시키면서 포병지원사격을 요청하여 적의 전진을 차단하 다.

  이와 같이 하여 이날 밤 제35연대가 포동리 일대에서 야간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을 때 중

공군의 공세가 시작되었고 연대에 대한 중공군의 공격은 좌측 후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중공군 약 1개 대대는 2월 12일 02:00에 구방내리에 위치한 제1대대의 후방 보급소를 

기습공격 하 으며, 이들이 연대지휘소 방향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연대본

부 소속의 한 병사가 부대를 이탈해 탈 하던 도중에 이를 목격하고 황급히 복귀하여 보

고함에 따라 03:30경 뒤늦게 연대로 알려지게 되었다.

  보고에 접한 제35연대는 즉시 지휘소 요원으로 2개 소대를 편성하여 모재기골(갑천면 

포동리) - 마무리골간에 배치하여 연대관측소(DS 217547) 쪽으로 침투하는 적을 저지 격퇴

하도록 하고, 제1대대장은 제2중대 2개 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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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후

방으로 침투하여 포동리 남쪽의 고내고개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이 무렵, 제27연대 2개 소대와 제3사단 제22연대 1개 중대가 원대로부터 낙오되어 연대

지역으로 들어왔으며, 제22연대의 낙오병들은 자기 연대가 돌파되었다고 하 다. 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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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좌측방으로 공격해 오는 적이 제22연대를 돌파한 적이라고 판단하고 상황의 긴박함을 

직감한 제35연대장은 각 대대로 하여금 우선 전면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단으로 상황을 보고하 다.

   (2) 연대의 고내고개 돌파 및 철수

  제5사단장 민기식 준장은 제35연대의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자, 이날 14:00

에 “제35연대는 고내고개까지 철수하여 대대를 웃새말(갑천면 구방리) - 314고지(DS 212535) 

일대에 배치하여 남하하는 적을 저지 격퇴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제35연대장은 제1대대의 엄호 하에 좌전방 제3대대가 먼저 철수하여 우선 고내고

개의 적을 격퇴하도록 하고 이를 후속하여 제2대대가 제22연대 1개 중대와 제27연대 2개 

소대 등과 함께 철수하며, 연대본부는 이 뒤를 따르도록 철수계획을 세웠다.

  연대의 전위인 제3대대는 418고지 - 322고지 일대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고내고개를 통제

할 수 있는 495고지를 점령하 고, 후속한 제2대대는 도로 우측방의 322고지 - 328고지를 

점령하 다. 후위인 제1대대는 적의 추격을 저지하면서 17:30에 양지촌 일대로 철수하여 

280고지를 점령하 다.

  이로써 연대는 전방지역에서 철수에 성공하 고 포위를 면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부대

를 수습한 연대는 19:30에 사단장의 철수명령에 따라 또다시 부대이동을 개시하여 다음날

(13일) 10:00에 원주 동북쪽 약 10㎞ 지점의 교향리 일대에 집결하 다. 그리고  교항리 

일대에서 이동을 개시 약수리(평창읍)를 거쳐 23:00에 무도리(제천시 송학면) 일대에 도착

하 다. 

  제35연대는 사단예비가 되어 2월 14일 제1･제2대대를 375고지에 배치되었고, 제3대대는 

2월 15일 사단지원 차량으로 송한리 일대로 이동하여 집결 보유하 다.

  2) 제36연대의 후퇴

   (1) 제36연대의 율현 일대에 집결

  연대의 정면에서는, 좌전방 제35연대가 혼전을 벌이던 11일 밤에는 별다른 상황이 전개

되지 않았으나 적은 야음을 이용하여 이미 연대의 후방으로 침투하고 있었다. 다음날 날

이 밝은 후, 07:30에 그 중 연대의 우측으로 우회한 1개 대대규모의 적이 당하(우천면 하

궁리) 일대로 침투하여 제3대대의 후방을 위협하는 한편, 규모 미상의 적은 제1대대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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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대의 후방으로 침투하여 사격을 가하 다.

  연대장은 직할부대의 일부 병력을 차출하여 제1･제2대대의 후방을 위협하는 적을 1차 

격퇴하 으나, 계속 침투하는 적이 양지촌 일대를 차단함으로써 더 이상 제1･제2대대 쪽

으로 진출로를 타개하지 못하 다. 제3대대는 전면방어진지를 편성하고 후방의 적과 교

전 중, 또 다른 1개 대대 규모의 적이 정면에서 공격을 가함으로써 치열한 전투가 전개

되었다.

  이 무렵, 제1･제2대대의 정면에서는 적이 집중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제1･제2대대 또

한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미 포위상황에 이른 제3대대는 대대장의 진두지휘

하에 백병전을 전개하면서 처절한 전투를 거듭한 끝에 포위망을 뚫고 철수를 시작하고 

연대 주력은 1개 대대 규모로 판단되는 적의 공격을 저지 중, “제36연대는 현 진지를 철

수하여 율현에 집결하라”는 사단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에 연대는 휴대할 수 없는 보급품을 모두 소각하고 적의 배치가 비교적 약한 양지촌 

동측방으로 돌파작전을 감행하여 적의 포위망의 일각을 뚫고 축차적인 철수를 하여 23:00

에 율현 일대에 집결하 다.

   (2) 제36연대의 주천리 일대 점령

  연대는 오원리에서 제1･제2･제3대대 순으로 행군제대를 편성하여 14:30에 주천리를 향

하여 철수를 개시하 다. 

  그러나 적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여 측위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양측방으로부터 행군

제대를 공격하기 시작하 다. 

  연대는 적과 대항하여 교전을 벌 으나 적의 부대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지형 또한 

불리하여 사면으로 포위하여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연대장은 적의 포위망을 탈출하기 위하여 연대( - 1)는 전방의 적을, 제3대대는 후방의 

적을 돌파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과감한 공격 끝에 연대 주력은 포위망의 일부를 뚫고 

대부분의 병력을 구출하기는 하 으나 암흑과도 같은 야음의 악조건하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 후,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세 차례에 걸친 전투가 벌어졌지만 각 부대들은 구사일생

으로 2월 14일 20:00에 과반수 이상이 주천리 일대에 집결하 으며, 그 후에도 소부대 규

모의 부대들이 잇따라 복귀하 다. 그리고 제3대대는 후방에 배치된 적과 교전을 벌이면

서 적중을 돌파하여 원주로 우회하여 본대와 합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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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적이 계속 꼬리를 물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자, 연대장은 22:00경에 제1대대를 

690고지 일대를 연하는 선에서 적을 저지한 후, 2월 15일에는 제1대대를 411고지 좌측방 

일대에, 제2대대를 411고지 죄측방 - 411고지 우측방 일대에, 제3대대를 샘골 - 솔치 우측방 

일대에 배치하여 신방어선을 점령하고 남하하는 적을 격퇴하도록 하 다. 

  3) 제27연대의 후퇴

   (1) 새말 일대에 집결  

  2월 11일 사단 계획에 따라 포동리를 목표로 이동 중이던 제27연대는 도중에 전방연대

의 공격이 돈좌되는 상황이 벌어짐으로 인하여 집결지가 변경되어 이날 24:00까지 제1대

대만이 포동리 북쪽 362고지로 진출하여 진지를 편성하고 나머지 제2･제3대대는 횡성 동

측 약 10㎞ 지점의 탁박골과 노압리에 집결하여 차후임무에 대비하 다.

  2월 12일 02:00, 제35연대 제1대대가 공격을 받고 있던 같은 시각에 포동리 북쪽 362고

지 일대에 배치된 제27연대 제1대대도 3개 대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격전을 

벌 다.

  좌전방의 제1중대와 우전방의 제2중대는 교전 끝에 처음에는 이들의 일부를 격퇴시켰으

나 두 번째의 내습시에는 약 1시간이나 저항하 으나 중과부적으로 진지의 고수가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차후 작전에 대비하여 03:00에 현 진지를 철수, 포동리를 지나 약 1㎞ 남

쪽 고락고개 좌우의 495고지와 무명고지를 점령하 다.

  제1대대는 이곳에서 제35연대와 제36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다가 05:00에 연대 집결지인 

새말(당시 신촌)을 목표로 철수하 다.

  탁박골에 집결한 제2대대는 2월 12일 07:00에 제5중대를 용둔리에, 제6중대를 포리 

전방 능선에, 제7중대는 오재들에 이동 배치하여 제35･제36연대의 철수를 엄호 중에 있었

으며 제7중대가 철수하게 된 것은 06:00이었다.

  뚝이 무너지듯 홍수같이 려 내려오는 아군은 혼잡을 이루었고, 밤새도록 C - 46 수송

기가 조명탄을 계속 투하하 으나 진지의 사수를 다짐했던 중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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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사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서측방향에서는 피아의 포탄이 쉴새없이 작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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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말 일대(횡성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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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부대가 이 지역에서 철수하자, 

적은 철수부대의 꼬리를 물고 공격을 가하 다. 이를 본 중대도 동요하기 시작하 다.

  제7중대장 차규헌 대위는 어떻게 하면 중대원의 손실을 적게 내고 철수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골몰하 으나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대대지휘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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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의 동쪽 능선으로 또는 산악지대로 적이 열을 지어 가거나 소부대 단위로 남으로 이

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오후 3시경에야 철수가 시작되었다. 철수 도중에 같은 

연대나 대대 병력이 가면 그곳으로 우르르 몰려갔는데 소속이 다른 병사들이 한데 엉키

는가 하면 행정요원과 전투병이 혼합되어 오합지졸을 이루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철

수대열은 남하하여 신촌을 바라보는 지역에서 가까스로 중대를 수습할 수 있었다.

  노압리 일대에 도착하여 야  중인 제3대대는 2월 12일 05:00에 제36연대의 병사들이 

철수하여 오는 것을 목격,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판단하고 각 중대를 집결시켜 차후 명령

을 대기 중에 연대로부터 “6번 극도(당시 24번 도로) 서측방을 확보하여 철수하는 부대를 

엄호하라”는 명령을 수행한 후, 317고지 일대에 병력을 배치하여 방어에 들어갔다.

  제9중대는 대대의 명령에 따라 04:50에 노압리에서 495고지 후방을 점령 방어 중 06:00

에 정금산으로부터 공격하는 적 1개 중대와 약 1시간 동안에 걸쳐 교전을 벌이면서 철수

부대를 엄호하 다. 381고지 - 무명

고지에 각 소대를 배치하고, 제11중

대는 338고지 일대에 각 소대를 배

치하여 철수부대를 엄호하 다. 이

곳에서 대대는 제35･제36연대 및 

연대의 제1대대 철수를 엄호 후 

09:00경 이동을 개시하여 새말 일대

에 집결하 다.

  이와 같이 제5사단은 전방연대가 

적의 야간 침투와 측방 돌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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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후방이 먼저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대의 적절한 운용과 조직적인 포위망 돌

파 및 철수작전으로 건제를 유지하여 횡성 동남방 약 10㎞ 지역의 교항리 - 새말 일대로 

집결, 부대를 수습하 다.

  이런 상황에서 제5사단은 연대가 횡성 우측방으로 집결하고 있을 무렵, 군단의 횡성 -

평창간 42번 도로 확보계획에 따라 새 방어선으로 이동하기 위한 작전명령 제7호를 하달

하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단 작전명령 제7호

적 정 : 생략

사단은 군단 명령에 따라 전 부대를 철수하여 새로운 전투 지역에 배치한다.

각 연대장은 투명도에 따라 부대를 1951.2.13, 12:00까지 배치 완료하라.

  가. 배치지역

     ･ 제36연대 : 오원리 -  주천강

     ･ 제27연대 : 주천강 - 표때봉

     ･ 제35연대 : 표때봉 - 운교리   

  나. 각 연대는 전투지대에 투입할 시 충분한 수색을 실시한 후 배치하라.

  다. 포병대대장은 2.12. 24:00까지 대대를 학곡리 일대에 집결시켜 대기하라.

  라. 대전차 공격대대장은 제36연대가 완전 배치 후에 철수하여 사단지휘소 경계에 

임하라.

  마. 사단지휘소는 전과 동일함.

  이 명령을 수령한 제35･제27연대는 적의 계속된 공격으로 42번 도로 확보를 위한 이동

이 늦어지고 있었고, 다만 배치지역과 근접해 있는 제36연대만이 오원리 - 주천강을 점령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 군단으로부터 새로운 명령을 수령함에 따라 사단장은 각 

연대를 14:00에 오원리 일대에 집결하도록 지시하 다.

   (2) 사단의 주천리 일대로의 철수

  사단은 공격부대들이 중공군의 공세로 횡성 남쪽으로 려나게 되자, 군단이 횡성 - 평

창선의 방어를 포기하고 원주 - 평창선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명령을 하달함에 따라 약 

30㎞ 후방 주천리 일대의 신방어지역으로 철수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군단 명령을 수령한 제5사단장은 제27연대를 엄호부대로 하여 제36･제35연대 순으로 주

천리 일대로 철수하기로 결심하고, 즉시 예하대에 무전으로 명령을 하달하 다.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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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다.

사단 철수 명령

① 사단은 전투부대를 지체없이 하안흥리 - 거리평 - 가천리 방향으로 통과시켜 최단시

일 내에 새로운 전투지역으로 이동하려 한다.

② 제27연대장은 엄호부대장으로서 하안흥리를 2월 14일 12:00까지 확보, 제35･제36연

대를 통과시킨 후, 철수하여 새로운 전투지역에 부대를 배치한다. 

③ 제27연대장은 제36연대 1개 대대를 예비로 운용한다.

  

  이에 따라, 제27연대장은 철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 다. 

  

① 연대는 사단엄호부대로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여 제35･제36연대의 철수로를 확보, 

사단으로 하여금 신전투지역에 순조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후퇴하여 신전투지역으로 이동한다. 

② 이를 위해 연대는 2월 13일 18:00 새말을 출발, 신속히 제1대대가 문재(DS 215415), 

제2대대가 하안흥리, 제3대대가 배향산을 점령하여 거리평을 거쳐 주천으로 이동

하는 제35･제36연대의 후미부대가 완전 통과시까지 철수로를 확보한다. 제1대대는 

연대장이 직접 지휘한다.

  이에 따라, 제1대대는 연대장의 통제하에 곧 문재고개를 점령하 다.

  제27연대는 먼저 제1대대가 연대장의 직접 지휘하에 2월 13일 18:00에 새말을 출발, 문

재 일대에 배치하 다.

  문재고개에 매복 중이던 제1중대는 20:00에 적과 교전하여 21:00에 무전연락이 두절되었

으며, 그 후 적에게 포위되어 고전을 치 으나 각자 탈출하여 제천에서 본대와 합류하

고 문재 전방고지에 배치 제2･제3중대는 방어 중에 적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다가 20:00에 

대대 지휘부와 같이 철수하 다. 

  제1대대는 2월 14일 연대지휘부와 함께 하안흥리 636고지에 엄호진지를 편성한 제2대대

와 합류하 으나, 이곳에서 적 2개 대대에 포위되었다. 이들은 제2대대장의 지휘하에 무

려 15시간 동안 교전을 치른 끝에 포위망을 탈출하 지만 제2대대장이 전사하고 각개 분

산되어 남쪽으로 내려와 2월 15일 05:00에 주천리 일대에 집결하 다. 

  제3대대는 20:00에 하안흥리에서 출발하여 배향산을 목표로 남하하던 중 배향산 우측 

무명고지에서 적의 기습사격을 받자 북방의 무명고지로 이동하여 배향산을 공격 2월 14일 

06:00에 탈취하 다. 이곳에서 제1대대 및 제2대대의 철수로를 타개한 후, 각 중대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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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선과 계곡을 이용, 주천리에 집결하 다.

  제2대대는 19:00에 새말을 출발하여 21:00에 하안흥리 동남방 600m 지점에 도착하여 사

단 엄호부대로써 636고지(DS 265401) 일대에 배치되어 있었다.

  대대는 2월 14일 01:00에 부대이동을 개시, 02:00에 적의 기습을 받아 분산상태상에 이

르기도 하 지만 다시 병력을 수습하여 계시골(강림면 월현리) 일대에 집결, 04:00에 다시 

부대이동을 개시하여 08:00에 계시골 전방 500m에 이르는 도로 우측에 배치되어 있다가 

11:00 적에게 포위된 후, 탈출하여 18:00에 주천리 일대에 도착하 다.

  이와 같이 하여 제5사단은 제27연대와 제35연대로써 주천리 일대의 신방어선을 점령하

고 제35연대를 예비로 확보하여 안흥리 - 주천리로 이어지는 접근로를 차단함으로써 적의 

2월공세 저지에 큰 역할을 하 다.

 3. 제3사단의 분전과 철수로

  1) 제3사단의 공격준비

  제10군단장은 국군 제8사단과 제5사단이 처음 3일간은 미국의 강력한 포병 및 기갑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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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제대

의 공격이 예상외로 부진함을 인식하고 주공인 국군 제8사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5번 국도

상에 추가병력의 투입을 고려하 다. 

  이때 군단이 투입할 수 있는 부대는 군단예비로 대기 중인 국군 제2사단뿐인데, 사단은 

중공군의 신정공세에서 큰 손실을 입고 아직 전투력을 회복하지 못하여 투입이 불가능하

다. 그렇다고 공격 중인 국군부대의 후방에서 공격부대를 지원 중인 미 제2사단과 미 

제7사단 전력의 일부를 투입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군단에 배속 중인 미 제187연대전투

단도 곧 미 제10군단 전선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제8군사령관의 통보가 있어 새로운 임무

를 부여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군단장은 미 제8군사령관에게 국군 제3군단의 예비로 있는 제3사단을 요청하 다. 미 

제8군사령관은 8일 제3군단이 경미한 적의 저항을 격퇴하고 좌전방 제7사단의 주력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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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북쪽 창동으로 진출 중이며, 우전방 제9사단도 정선부근의 한강계곡을 통과하여 하진

부 남쪽으로 진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7사단을 후속하고 있던 미 제7사단 제17연대가 

평창 북쪽으로 진출하여 국군 제7사단을 증원할 수 있게 되어 홍천 포위작전 기간 동안 

제3사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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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전방제대로 국군 

제5사단의 좌전방지역을 인수받아 좌전방 23연대(연대장 김종순 대령)는 송전리, 우전방 

22연대(장, 장춘권 대령)는 대문동(갑천면 중금리)으로 진출하고 제18연대(장, 임충식 대령)

는 사단예비로 옥동리 일대에 집결하여 전투준비를 완료하 다. 

  대문동(大門洞)은 진앙(陳央)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집 주위에는 네 개의 대

문을 세웠고 담장은 일곱 겹으로 쌓여 일곱 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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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이 있던 곳을 대문동이라 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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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연대는 묵방산(홍천군 동면 후방리, 696고

지), 제22연대는 대의산(675고지)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토록 명령하 다.   

  제23연대는 좌전방의 제8사단 제21연대와 병행하여 11일 09:00에 공격을 개시하 다. 

좌전방 제2대대는 삼배리 일대에서, 우전방 제1대대는 궁천리 일대에서 금계천을 도하한 

후 북쪽 능선으로 접근하 다. 좌전방 제2대대는 534고지 - 634고지를 연하는 종격실 능선

을 따라 접전없이 기동하 으나, 우전방 제1대대는 금계천을 도하하자 바로 전투가 시작

되었다.

  제1대대는 관측소를 궁천리 북방고지에 두고, 제1중대는 245고지로 진출 중, 적 1개 중

대와 조우하여 이를 격퇴하고, 상삼배 남동고지 일대에, 제2중대는 대관대리를 경유, 무명

고지(DS 140580) 일대에, 제3중대는 무명고지 능선을 따라 지원사격을 하면서 각각 북쪽으

로 진출하고 있었다. 

  우전방 제22연대도 좌일선 국군 제35연대와 병진하여 공격을 개시하 다. 공격제대인 

제2대대와 제3대대는 금계천의 교량을 이용하여 추동리 - 298고지를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

으나 예상과는 달리 적의 저항이 약하여 신속히 돌진, 목표를 무혈점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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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담리 앞 금계천과 금계천 둑 모습

  한편, 국군 제3사단을 지원하던 미 지원대도 21지원대처럼 홀로 떨어져 나갔으나 그나

마 안전하게 철수하 다. 미 제7사단 49포병대대와 제17보병연대 2대대 보병으로 구성된 

제7지원부대는 항공기로 횡성에서 3.2㎞ 정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포병 지휘관 화이트 

중령이 지휘하고 있는 제7지원부대는 국군 제3사단을 지원하고 있었다. 당시 상황을 콜맨

은 다음과 같이 말하 다.

  제3사단 2개 연대인 제21연대와 제22연대는 밤새 중공군이 공격해 와 뒤로 후퇴했

다가 이른 아침 반격하고 있었다. 의도는 아주 좋았지만, 한국군은 중공군 2개 사단

을 상대로 반격이 성공적일 수가 없었다.

  정오에 양 연대는 포위망을 뚫기 위하여 남쪽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군 

제8사단이 그런 것처럼 무너져 달아나지 않았으나, 그들이 후퇴하면 화이트의 포대를 

순식간에 위험에 빠트릴 수 있었다. 한국군 제3사단이 11.8㎞ 떨어진 동쪽에서는 북

한 인민군이 한국군 제5사단을 맹렬히 공격해 제5사단의 연대들을 남쪽과 서쪽에서 

어붙이고 있었다. 또한 횡성의 동쪽과 서쪽 전체 지역에서 한국군 부대들을 가까이

서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군 부대들이 점점 위험에 빠지고 있었다.  

  정오에 알몬드는 포병장교 에니스를 통하여 제21지원부대와 제7지원부대를 즉시 횡성으

로 철수시키라고 명령했다. 알몬드가 포병을 철수시키려는 의도에서 다소 의아한 점은 제

38연대 3대대를 교차로 지점에 남겼다는 것이다.

  한편, 화이트 대령은 제3사단의 지원군을 배치할 때 제7지원부대를 일단 5번 국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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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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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화이트가 염소길이라고 이름 붙인 이 길은 금계

천을 따라 계천과 만나서 뒷내 개울이 된 곳까지 270m 정도 된다. 이 길은 옛길로 사람

들이 다니지 않은 길인데다 얼음이 덮여있고 울퉁불퉁하 으나 소규모 공병대를 데리고 

서둘러 길을 닦았다. 새벽 3시에 화이트가 이끄는 대열이 이 지역에서 빠져 나오기 시작

했으며, 2시간 후에는 후방경계 부대가 완전히 빠져나왔다. 철수 선발대는 적에게 단 한 

발의 사격도 받지 않고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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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사단(장, 최석, 중장 예편)은 2월 11일 제5사단 작전지역을 인수받아 제23･제22연대

를 횡성 북쪽 10㎞ 지역 윗섬배 - 추동리 일대로 추진하고 제18연대를 예비로 옥동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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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봉부대 을 뿐만 아니라 진격속도가 빨라 미군으

로부터 ‘로켓부대’라고 불리기도 하 으며, 장진호 부근 전투에서는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포로를 획득하는 등 큰 전공을 세운 바 있다. 

  이날 중공군은 국군 제8사단 지역에 대한 공격에 성공하자 이를 확대하려는 기도에서 

제197사단의 주력이 제3사단의 전방으로 공격함과 동시에 좌인접 제8사단의 간격으로 침

투하여 서방측을 위협하는 한편, 동측방에서는 인민군 제5군단 예하부대가 국군 제5사단

과의 경계지역으로 진출하여 사단을 양익포위하려는 기세 다. 

  이로써 차후 공격에 대비, 야간경계를 하고 있던 국군 제3사단과 중공군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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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3연대의 공격과 철수

  제23연대는 사단의 좌전방부대로서 삼배골(갑천면 대관대리)을 중심으로 제2대대를 우

전방, 제1대대를 좌전방, 제3대대를 예비로 공격대기지점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날 야

간에 먼저 좌우인접 제8사단과 제5사단 전선이 돌파됨에 따라 사단에 대한 적의 공격이 

개시되기 전에 전방대대를 공격 대기선에서 약 3㎞ 남쪽의 궁천리 - 395고지선으로 철수

시켰다. 

 <요도 9> 제3사단의 공격과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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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고지에서 본 독재봉 모습과 독재봉 북쪽 전경

  제1대대는 2월 12일 24:00경, 궁천리 일대로 철수, 각 중대를 배치하고 부대를 정비 중, 

이곳까지 침투해 온 적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았다. 대대는 파상공격으로 려드는 적과 

30분 동안 교전을 벌 으나 지형적으로 불리하여 중대를 금운리로 철수시켰다가 다음날 

새벽(13일 06:00)에 재공격을 감행하여 작일 점령했던 삼배골까지 진출, 12:00에 사재동 일

대에서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적의 재공격에 대비하고 있다가 이날 17:50에 사단의 명

령에 따라 우천리 일대로 철수하 다. 

  사단의 좌전방인 제2대대(문태준 소령)는 395고지 일대에 집결하여 부대 정비 중 적이 

려오자, 제5중대를 독재봉 전방의 333고지에 배치하여 파상공격을 감행하는 적을 적진

에서 저지 격퇴하 다.

  그러나 적은 제8사단의 철수로 인하여 노출된 서측방과 정면으로 또다시 려들었다. 

각 중대는 진전으로 다가서는 적과 악전고투 중 09:00에 미 공군기의 폭격에 도움을 받아 

이들을 격퇴하 다. 하지만 적이 정면으로 압박과 더불어 좌측방으로 깊숙이 우회함은 물

론 제8사단이 돌파됨으로써 대대는 19:00에 연대장의 명령을 따라 우섬바위 일대로 철수

하 다.

  또한, 연대예비 제3대대는 마옥리 일대에서 사주방어 중, 12일 03:10부터 전방대대를 후

속하여 진내로 다가서고 있는 적과 교전을 벌이면서 완강히 저항하 다. 

  그러나 적이 후속부대로써 주력을 증원한 후, 정면과 좌우 3개 방향으로 육박하여 포위

를 시도함에 따라 상황은 불리하게 전개되어 갔다. 이에, 제3대대장 안문일 중령은 제11

중대를 호전 - 내지 북방 일대에,  제9중대를 337고지 전방 두고 계속 남하하는 적을 저지

한 후, 제11･제12중대로 하여금 적이 점령하고 있는 섬강 북쪽의 대신을 공격하도록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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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옥리 입구의 표지석

하 다. 불의의 기습공격을 받은 적은 

크게 놀라 대신에 일부 부대를 남겨 공

격을 저지하도록 하는 한편, 주력이 북

쪽으로 도주하자, 제9중대도 마옥리 방

향으로 공격하여 09:00에 목표를 탈취

하 다. 한편, 연대지휘소는 12:00에 마

옥리에서 개전리 일대로 이동하 다. 

  이와 같이 23연대는 인접부대 상황을 

잘 파악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부대배

치 조정을 통해 적의 포위를 면한 후, 역공을 감행함으로써 마옥리에서 횡성으로의 적의 

돌파를 일시나마 저지하는데 성공하 다. 

  이 전투에서 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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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인 제22연대는 2월 11일 횡성 부근 옥동리에서 제2대대를 좌, 제1대

대를 우, 제3대대를 예비로 하는 2개 연대 병진대형으로 공격작전을 전개, 지대 내의 가

장 높은 지형지물인 추동리 - 298고지를 점령하고 차후 공격을 준비하 다. 우선 적의 야

간공격에 대비하여 급편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16:00부터 전투력이 약화된 우전방의 제1대

대를 예비인 제3대대로써 교대를 하는 도중에 적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주 취약시

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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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간격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새로 좌전방이 된 제3대대는 21:00~22:00경에 전초선이 돌파되고 주저항선에도 적의 포

탄이 떨어졌는데, 이때 이미 후방 연대본부와의 통신선도 두절되었고 연락이 되지 않았

다. 23:00~24:00가 되자 주저항선에는 적의 박격포탄이 계속 낙하하고 있는데, 좌측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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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 다. 적이 서측방으로 돌파해 들어오는 징후라고 판단하고 

그쪽으로 경계를 강화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 무렵 좌측방으로부터 적 대신 좌전방 제2대대의 대대장이 사병 몇 명과 함

께 제3대대 관측소에 불쑥 기어올라 왔다. 이들은 대대가 적에게 침투당하여 병력이 모두 

분산되었다고 하 다. 즉, 연대 및 대대간의 간격으로 돌파한 중공군의 야간포위 공격에 

의하여 부대가 와해되고 만 것이다. 그리고 그 적이 지금 연대의 우전방 제3대대도 삼키

려는 기도 다.

  제3대대장도 상황이 대단히 불리하게 전개되어 가는구나 생각하고 연대와의 연락을 취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다음날(12일) 01:00경 전초중대장이 병력을 상실한 채 대대관측소

로 철수해왔다. 보고를 접한 대대장이 대대본부의 일부 병력을 이끌고 분산된 병력을 수

습하기 위하여 전방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부터 피리 소리가 들려오고, 북소리가 

좌측에서도 쿵쿵, 우측에서도 쿵쿵 울렸는데 그 소리가 대단히 세고 크게 들렸다. 동시에 

후방에서는 옥퉁소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대대장은 대대가 중

공군에 의해 포위되고 있음을 직감하 고, 또한 이미 적이 후방으로 깊숙이 침투했다고 

인식하 다. 

  제3대대장은 연대와의 연락은 되지 않았지만 사단예비대인 제18연대가 역습해 올 것으

로 믿고 그때까지 진지를 고수하기 위하여 2월의 찬 눈이 내리는 가운데 중대배치를 대

대관측소를 중심으로 전면방어로 조정하고 무엇보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동이 트자 간밤의 공포에서 벗어난 제3대대원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주간전

투를 위한 배치를 조정하고 경계병도 교대시켰다. 날이 밝자 주위를 두루 살펴보니 대대

의 진지 후방에 많은 병력이 배치되어 있고 또 다른 병력이 후퇴하여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광경이 목격되었다. 대대장은 순간적으로 배치된 병력은 예비인 제18연대일 것이라

고 생각했고 남으로 내려가는 병력은 후퇴하는 인접부대라고 생각하 다. 대대장은 그들

도 고지의 제3대대병력을 보았는데도 사격을 하지 않으니 그들을 우군일 것이라고 믿었

는데 이는 속단이었다.

  그런데 날이 훤히 밝아지자 후방에 배치되어 있던 병력들이 제3대대 진지로 압축해 들

어오면서 사격을 가해 왔으며, 국군이 아니라 중공군임이 목격되었다. 이제야 비로소 대

대가 적에게 포위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대대장은 증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고지를 지

탱하기로 결심하고 진지를 고수하도록 독려하 다.

  그러나 점차 포위망은 압축되었고 병력의 통제와 수습이 되지 않아 철수를 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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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 사거리와 옥동에서 갑천면 구방리로 넘어가는 고개

면 안 되었다. 이 무렵이 아마도 10:00경, 연대와의 교신이 되어 그간의 상황을 보고하고 

철수하기로 하 다.

  철수는 부대를 3대 제대(중대)로 편성해 두고 제1제대가 다른 중대의 엄호 사격하에 먼

저 고지를 내려가며 한쪽을 돌파하도록 하 다. 그때 압축해 오던 중공군도 사격을 가해 

왔다. 이렇게 되니 철수통제는 제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19:00~20:00경이 되어 어두움

이 짙어지자 일부 장교들도 계급장을 떼고 카빈 소총 대신 M1 소총을 들고 사병차림으로 

대열에 끼어 함께 제1제대 뒤를 따라 내려갔다. 그러니 부대지휘는 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적탄에 부상당한 병사들의 위생병 부르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 이 경우 어

머니 아버지를 부르는 병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위생병을 부르곤 하 다.

  이 무렵 적의 포탄이 관측소 부근에 떨어져 대대장과 박격포를 쏘고 있던 중화기 중대

장이 호 속으로 처박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 으나 다행히 대대장이 부상을 입었을 뿐 

괜찮았다.

  이와 같은 고전 끝에 제3대대는 적 포위망의 한쪽을 뚫고 여기에 합류한 다른 부대 병

사들과 더불어 옥동리로 집결하 다.

  제22연대는 이날 예비연대가 역습을 하는 가운데 혼전을 치르고 돌파된 병력을 옥동리

에서 수습하 다.

  3) 제18연대의 반격

  제3사단장 최석 준장은 사단예비대를 투입하여 제22연대를 돌파하고 횡성으로 남하하려

는 적을 역습하여 격퇴하기로 복안을 수립한 후, 제18연대장 임충식(육사 1기, 대장 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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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천리 표지석과 격전을 벌인 산

대령에게 마옥리 - 궁천리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연대규모의 적을 공격하도록 명령하 다.  

  이 명령을 수령한 제18연대장은 적의 돌파가 이미 확장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1･제
2대대를 좌우에, 제3대대를 중앙으로 3개 대대를 모두 투입하여 공격하도록 복안을 수립

하 다.

  우전방의 제1대대장 이병형(육사 4기, 중장 예편)소령은 연대로부터 부여받은 구방리 부

근의 300고지 - 355고지를 탈취하기 위하여 서로부터 제1･제2중대를 전방에, 제3중대를 예

비로 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예하중대에 하달하 으며, 공격개시 30분 전까지 모든 전

투준비를 완료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제1대대는 얼마 후인 2월 12일 03:30에 포리에서 부대 이동을 개시하여 04:00에 공

격개시선을 통과하 다. 제1･제2중대가 완강히 저항하는 적을 무찌르고 06:00에 약 4㎞전

방의 목표를 탈취하 지만, 횡성 - 평창선을 방어하려는 새로운 작전계획에 따라 옥동리를 

경유 12:30경에 횡성으로 이동하 다. 이곳에 도착하자 제1･제2중대를 전방, 제3중대를 예

비로 하는 2개 중대 병진대형으로 공격을 개시하여 16:00경에 횡성 북방 5번 국도(당시 29

번 도로) 좌우의 236고지와 303고지를 탈취하고 적의 재공격에 대비하 다.

  좌익의 제2대대는 2월 12일 08:00에 연대로부터 부여받은 목표 마옥리 - 국사봉의 적을 

격멸하기 위하여 서로부터 제5･제7중대와 제6･제8중대를 모두 일선에 배치하여 공격하도

록 하는 기동계획을 수립하 다. 이에 따라 제5･제7중대는 마옥리를, 제6･제8중대는 국사

봉을 향하여 진출 중에 차후 작전에 대비, 새말 부근 집결지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

었다. 대대는 공격을 중단하고 19:00에 제5･제7중대는 대지리 일대에, 제6･제8중대는 새말 

일대로 철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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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대대는 연대의 명령에 따라 2월 12일 07:00에 실벌동에서 부대이동을 개시하 다. 제

9중대는 상수백리 우측방의 무명고지(DS 13641)를, 제10중대는 궁천리 일대를 11:30에 각

각 점령하 으나 적의 병력이 점차적으로 증강되자, 18:10에 병력을 또다시 철수하여 옥동

리 일대에 집결하 다.

  그러던 중 제3대대는 또다시 부대이동을 개시하여 제9･제12중대가 법주리 일대를, 제10

중대는 상양적리 일대를, 제11중대는 송내 일대를 23:30에 점령하고 횡성 동남측방을 방어

하 다.  

  이 전투를 통해 제18연대는 제22연대 지역을 돌파하고 횡성 동측으로 진출한 섬강 남쪽

의 적을 격멸 또는 격퇴함으로써 전방연대가 철수부대를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함

은 물론 그 후 횡성을 방어하여 그 북쪽의 국군과 미 화력지원부대의 철수를 엄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 다. 이 전투를 통해 제18연대는 사살 470명, 포로 15명, M1소총 17정, 

CAR 3정, AK소총 1정, 다발총 2정, 구구식 소총 1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획득한 반면에 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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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로 철수를 개시하 다. 이 과정에서 제18연대

가 미 제2사단에 배속되어 원주 북방 방어에 투입됨에 따라, 제3사단장은 제22연대와 제

23연대를 자체 엄호하에 신속히 철수시켜, 제22연대를 신방어선의 좌전방 신림리 일대에 

제23연대를 우전방 성남리 일대로 투입할 복안이었다.

  이에 따라 옥동리에서 방어 및 재편성 중이던 제22연대는 13일에 이곳을 출발하여 15일 

주포리에 도착하자마자 제천 북방 용두산(871고지)에 침투한 적을 소탕한 후 금대리 - 신림

리 간의 신방어선을 점령하 다. 당시 사정이 얼마나 열악하고 상황이 급박하 는지 22연

대 1대대 2중대 1소장이었던 김진하 소위의 회고를 들어본다.

  1951년 2월, 나는 강원도 횡성 소재 육군 3사단 22연대 1대대 2중대 1소대장으로 

발령 받았다. 발령과 동시에 적진 침투 임무가 주어졌다. 하지만 총이 없었다. ‘원래 

장교에게는 권총이 지급돼야 하는데 사정이 열악해 지급받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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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병사들 총을 뺏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대검을 들고 소대원들의 장비상태를 

확인한 후 적진으로 향했다. 

  하지만 나와 소대원들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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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대검을 들고 소대원을 인솔할 정도로 사정이 열악한데다 적의 전술에 까지 말

려 당시 상황이 속수무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23연대는 같은 날 삼배리에서 철수하여 15일에 곧바로 성남리 부근의 신진지를 점령

하고 당시 안흥 - 강림선으로 남하하는 적에 대비하 다. 이로써 사단은 원주 동측방의 신

방어선을 점령하고 원주방어에 임하 으며, 이때 서로는 미 제2사단(제187공수연대전투

단), 동으로는 국군 제5사단이 병행하여 방어편성을 하 다.

  한편 제18연대는 14일부터 미 제2사단 작전통제 하에 원주 동북방 4㎞ 봉산동 - 태장동 

일대를 점령하여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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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가 돌파 및 포위되는 등 

고전하 으나 철수작전에서는 제18연대의 역습으로 적에게 상당한 타격을 가격하 으며, 

그 후 제천북쪽의 신방어선에서는 원주방어 및 적의 2월 공세 저지에 큰 기여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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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지휘관들(오른쪽이 오우덴 중령)의 작전 모습 

제4절 네덜란드 대대의 철수 엄호전

 1. 네덜란드 대대 횡성방어

  1) 방어진지 편성

  홍천으로 공격하던 중공군의 2월공세로 철수로 반전할시 횡성에서는 대대( - 1)가 이의 

엄호작전을 전개하 다. 네덜란드 대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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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대가 출발한데 이어 40분 후에는 본대가 이

동을 개시하여 ｢Round Up작전｣ 참가부대들로 꽉 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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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연대(네덜란드 대대 배속)가 담당하게 되자, 미군 대대들은 화력

지원단을 구성하여 공격하는 한국 두 사단들을 뒤따르면서 전차, 야포 및 항공지원을 제

공하기 위하여 횡성 북쪽으로 진출하고 네덜란드 대대는 2월 5일 14:00에 횡성시가 북변

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뒷내물가 남쪽 언덕에 선형진지(扇形陣地)를 점령하여 횡성

북쪽과 서북쪽을 방어하는 한편, 서측과 서남측으로 강력한 정찰척후대를 파견하여 공격

사단의 후방안전을 도모하게 하 다. 이때 38연대로부터 장갑차 1개 반과 정찰병을 지원

할 1개 포병연락반과 2개의 전

방관측반이 배속되었다.  

  횡성에 도착한 대대장 오우

덴(M.P.A. Den Oueden) 중령은 

2월 5일 관계 참모를 대동하고 

지형정찰을 실시한 후 홍천 -

원주에 이르는 5번(당시 29번) 

도로 방어에 중점을 두고 횡성

을 에워싸고 있는 섬강의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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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방어선 

지류인 뒷내강을 이용하여 진지를 편성하기로 결심, 다음과 같이 부대를 배치하 다.

  대대장은 뒷내물 차안에 A･B중대를 배치하고 중화기 중대의 1개 기관총반과 연대에서 

지원된 장갑차를 B중대에 배속시켜 소총중대의 전투력을 증강하도록 하 다. 

  A중대는 뒷내강 차안에서 원주 - 횡성 - 홍천으로 통하는 5번 국도의 양쪽 언덕을 점령하

여 이곳에 있는 유일한 횡성교를 방호하도록 하는 한편, B중대는 A중대의 우측방인 횡성

시가 북쪽을 점령하여 A중대와 함께 횡성 서북쪽으로부터 예상되는 적의 침공을 자연 장

애물인 뒷내강을 이용하여 저지하도록 하고, 본부중대는 시내 동측방의 교회(DS 109493) 

근처에, 중화기중대는 교회에서 좀 더 동쪽으로 길 건너편 야산(DS 112492) 일대에, 80㎜ 

박격포소대는 중대배치지역의 중앙 일대에, 57 리 무반동총( - 1)반은 81 리 박격포소대

의 옆에 예비로 집결하며, 대대지휘소는 본부중대와 중화기 중대 사이의 낮은 지대(DS 

112489)에 위치하도록 하 다.

  한편, 각 중대가 진지편성을 하

고 있는 동안에 대대장의 명령으

로 2월 6일 B중대의 1개 소대( - )

가 5번 국도를 감제할 수 있는 뒷

내강 건너편 303고지까지 진출하

여 정찰을 실시하 으나 특별한 

적정은 없었으며, 멀리서 국군 제5

- 제8사단이 공격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2) A중대의 진지이동 

  네덜란드 대대가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정찰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라운드업’ 작전에서 

동측방의 국군 제5사단은 2월 6일 제27연대의 공격은 비교적 순조롭게 전개되고 있는 반

면에, 제36연대는 247고지 - 412고지 - 317고지 일대에서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고전 

중이었고 적이 연대의 우측방으로 우회하여 진내로 깊숙이 돌입할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연대예비인 제3대대를 투입하는 등 점차적으로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 횡성 동북방 방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 제38연대장은 전차 1개 

소대와 대공 장갑차 2개 반을 네덜란드 대대에 추가로 배속함과 아울러 A중대를 B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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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에 있는 201고지 일대에 배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 으며, A중대는 이날 저녁에 산진

지로 이동하여 횡성 동북의 경계를 강화하 다. 그리고 2월 7일 4.2inch 박격포 소대가 추

가로 배속되었다. 

  그러나 2월 11일 20:00에 중공군의 대대적인 2월공세로 국군부대들이 횡성 - 신촌 일대로 

철수함에 따라 A중대 또한 2월 12일 06:30에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본래의 진지로 철수하

여 5번 국도 방어에 임하 다. 

  특히, 국군 제8사단은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건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채 횡성 쪽으

로 내려오다가 10:00 이후부터는 각 부대간의 통신이 두절된 채 원주 쪽으로 철수하기 시

작하 다.

  한편, 신촌 일대에 배치된 미 제38연대 제3대대와 제8사단을 지원하던  미 제21지원부

대 또한 15:00에 횡성으로 철수를 개시하 으며, 미처 철수하지 못한 많은 부대들은 학골 -

큰골 일대로 모여들어 큰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횡성 동북쪽의 상황도 더욱 악화되어 B중대의 우일선 소대 근처까지 국군들이 철수하

으며, 이와 동시에 A중대 진지에도 대오가 와해된 국군과 미군의 병사들이 10~20명씩 

떼를 지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날 15:05에 네덜란드 대대도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부대

대장, 인사정보장교 및 부중대장들이 원주 서북방 4㎞의 325고지 일대의 네덜란드 대대가 

엄호작전후 점령할 저지진지(沮止陣地)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2월 12일 16:00에 

이 고지를 향하여 출발하 다. 이리하여 모든 부대들은 원주의 새로운 방어선으로 철수하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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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에 적의 박격포탄이 집중하기 시작하 다. 가장 큰 손

실을 입은 중대본부는 4명이 전사하고 8명이 부상하 으며, 배속된 전차 1대도 파괴되었다.

  이때,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 G중대 중대장 쿡(Cook) 대위가 지휘하는 검은 베레모의 

중대원과 전차 1개 소대는 횡성교를 건너 5번 국도를 따라 큰골 일대로 돌진하고 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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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시가 전경(왼쪽 위는 뒷내물, 바로 앞은 앞내물)

께 도로 양편 능선(236고지 - 303고

지)을 따라 제3사단 예비대인 제18

연대 제1대대가 병행 공격하고 있

었다. 

  지원된 항공기가 적의 진지에 폭

격을 가하고 전차의 화력과 충격으

로 진출로를 개척하여 해질 무렵에

는 큰골 일대에서 포위된 아군 

4,000여 명과 합세하는데 성공하



제4장┃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와 전적지

170 ▶횡성문화원

으며, 이날 17:00부터 그들의 선두 부대가 네덜란드 진지에 도착하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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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내강까지 뒤따라 남

하하 다. 

  중앙 소대장이 17:45에 미군 전차의 사격을 유도하여 적의 기관총 진지를 침묵시키고 그

들의 공격을 분산시킨 두 번째 교전이 있은 얼마 후에 어둠이 대지를 서서히 가리기 시작

하자, 아군부대의 철수로 인한 혼잡은 가증되고 미군과 국군이 서로 뒤섞여 무질서하게 진

지를 통과하게 되자, 네덜란드 병사들은 철수하는 아군인지 추격하는 적군인지 구별할 수 

없어 박격포등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조차 없었으며, 혼란상태는 19:00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뒷내강 건너편에서 제18연대 제1대대가 적의 추격을 잠시나마 저지시킴으로써 

학골 - 큰골의 계곡을 겨우 빠져 나가게 된 아군들은 겨우 도하를 완료할 수 있었던 것

이다. 

  2) 철수 엄호명령 수령

  이렇게 국군과 미군이 횡성일대에서 큰 혼잡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적이 횡성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자, 이날 19:20에 미 4.2inch 박격포 중대와 함께 제38연대 지휘소가 횡성

으로 철수함과 동시에 미 제38연대장은 전투력보존과 적의 진출을 저지시키기 위한 대책

의 일환으로 네덜란드 대대장에게 횡성에 계속 잔류하여 철수엄호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

령하 다.

  횡성 일대로 철수한 국군과 미군이 횡성교를 지나 원주로 철수하자, 네덜란드 대대장 

또한 본부중대 차량들을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적재상태로 대기시켜 놓고 연대의 

철수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주위의 산야는 매우 추운 날씨와 함께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한편, 뒷내강에 진지를 구축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던 네덜란

드 장병들은 “우리도 언제 철수하는가?”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네덜란드 대대의 철수 엄호전┃제4절

횡성전투의 전적지를 찾아서◀171

 3. 기습을 받은 대대지휘소

  1) 적의 중화기 중대 침투

  전방 중대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시 이에 일부의 적이 후방의 중화기 중대로 

침투하 다.

  이날(2월 12일) 19:10에 주차장 외곽의 한 경계병이 이들을 발견하고 사격과 동시에 북

쪽으로 이어지는 오르막 방향으로 조명탄을 쏘아 올렸다. 총소리에 긴장한 중화기 중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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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장은 급히 전화와 무전으로 대대장에게 적의 기습을 보고하려 하 지만 통화하지 못하

으며, 이때 적의 일부는 이미 중화기 중대를 지나 대대본부로 달려갔다.

  한편, 중화기 중대지역에서의 갑작스런 총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대대장은 급히 

달려간 수송장교로부터 "적으로 의심되는 60명 규모의 군인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긴급보

고를 받았다.

  이에 대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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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에서 이동준비 하던 네덜란드군(언덕 위 횡성감리교회, 51년 1월 중)과 현재의 횡성감리교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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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3･1공원 내에 세워진 오우덴중령현충비

  대대장은 단신으로 동분서주하면

서 대대원을 지휘하여 유리한 지형

인 교회 근처의 높은 곳으로 유인하

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 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는 벼랑길은 노출되어 

있어 많은 적의 사격을 받아 사상자

는 늘어가고, 미처 피하지 못한 생존

자들은 전우들의 시체 옆에 쓰러져 

죽은 시늉을 하여 생명을 건지기도 

하 다. 이 와중에서 대대병력을 지

휘하던 대대장 오우덴 중령은 바로 옆에서 폭발한 수류탄의 폭음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

다. 

  2) 재침투한 적 격퇴

  한편, 전방에 배치된 2개 소총중대들은 대대본부가 기습을 받은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

다. A중대장은 대대본부 쪽에서 많은 유탄이 날라들어 이를 대대 작전장교에게 알리자, 

이 전화를 받은 대대 작전장교는 밖의 상황을 살피려고 문을 나서자마자, 적탄에 맞아 부

상을 입고 겨우 되돌아와 전화로 일선 중대장들에게 대대본부의 습격을 알리는 동시에 A

중대는 진지를 고수하고 B중대는 즉시 우일선 소대를 대대본부로 급파하라고 지시하 다. 

그 후 중요문서를 난로 안에 넣어 소각하고 나서 다시 A중대장과 통화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말았다. 이와 동시에 A중대와의 유선이 단절되었다. 

  이때 대대장이 그렇게도 선점하려던 교회 부근의 높은 곳을 적이 먼저 확보하여 집중

사격을 가함으로써 본부중대 차량들은 부득이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중화기 중대장은 대대본부가 고전하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손을 쓸 틈이 없었으

며, 이때에 박격포 소대장으로부터 ‘소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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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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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네덜란드 방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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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철수하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또 한 차례의 격전을 치른 후 적막이 찾아들자, 중화기 중대장 옆에 부상

을 입은 네덜란드 종군기자가 다가와 대대장의 전사와 대대지휘부의 기능사실을 알려 주

었다. 이때가 21:30 이었으며, 선임장교인 중화기 중대장은 곧 대대장 대리로서 네덜란드 

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4. 원주 비행장으로 철수

  대대 작전장교와 통화 중에 통신이 끊긴 A중대장은 곧 전령을 1/4톤차로 대대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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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에 A중대장은 라운드 업(Round Up) 공격부대들이 이미 뒷내강을 건너 모두 철수를 

완료하 고, 이로써 중대의 아군부대에 대한 철수엄호 임무는 완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 

소대에 즉각 철수하도록 명령하 다. 

  이때 중화기 중대장으로부터 무전으로 “대대장 전사에 따라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한다”

는 것과 이어서 “A중대는 아군철수 

완료시까지 현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때 A중대장

은 “A중대 서측방에서 적군이 추격

해 온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군 철

수는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A

중대의 철수를 승인해 주기 바란

다”고 건의하자, 중화기 중대장은 

비록 중화기 및 B중대의 서측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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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이 뒷내강이고 오른쪽이 앞내강이며, 중앙의 넓은 개

활지가 교항리이다.

노출되더라도 A중대를 먼저 앞내강 교량까지 철수시켜 네덜란드 잔여부대의 철수를 엄호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A중대의 철수를 승인하 다. 

  그 후, 대대장 대리는 중화기 및 B중대의 철수를 서둘 다. A중대의 철수로 서측방이 

노출하게 된 B중대에 22:00에 무전으로 “B중대는 즉시 원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

다. 그로부터 15분 후에 A중대가 철수하 으며, 중화기 중대가 30분 후에 B중대의 뒤를 

이어 철수할 예정이었다. 

  1) A중대의 각개 철수

  A중대의 철수는 무전기의 고장으로 

중앙소대에는 철수명령이 하달하지 

못한 채 좌우소대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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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하는 

부대들로 큰 혼잡을 빚고 있어 도로 양

편에 엄호진지를 편성하지 못하 다.

  도로 중앙에 커다란 탄흔 구덩이가 형성되어 교통소통이 잘되지 않아 교량 부근은 쇄

도한 군인들과 피난민의 인파 그리고 차량의 홍수로 인하여 하나의 병목현상을 이루어 

대혼잡을 이루었고, 버려진 차량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A중대장은 30분 동안 길가에 서서 이와 같은 혼란상태를 지켜 본 후 부대가 집결, 건제

를 유지하여 철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가능한 한 많은 네덜란드 병사들이 

지혜로운 각개 행동으로 원주 비행장으로 집결하기를 기대하면서 각개별로 철수하도록 

명령을 하달하 다. 

  이때, 인접 소대가 철수하기 위하여 진지를 떠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된 중앙소대

원들은 대오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의 허리띠를 붙잡고 이곳에 도착하 으며, 

22:00가 조금 지나서야 대부분의 A중대원들은 앞내강을 건너 원주 비행장을 향하여 발걸

음을 재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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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립된 B중대

  B중대는 대대본부가 기습을 받은 직후에 작전장교의 전화지시, 즉 우측방 소대를 대대

본부로 증원하라는 명령을 전화기의 수신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히 전달받지 못하고 강력

한 소대 규모의 정찰대를 대대본부로 파견하라는 지시로 착각하고 각 소대로부터 2개의 

소총분대를 차출하여 이를 다시 1개 무반동총으로 증강한 정찰대를 편성하여 일등상사 

지휘하에 대대본부에 급파하 다.

  정찰대는 대대본부 가까이 왔을 때 중화기 중대로부터 대대지휘소 패보(敗報)와 횡성이 

위험하여 중화기 중대도 철수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급히 대대본부로 달려갔다. 그

러나 대대본부가 이미 철수한 후 고, 사방에서 요란한 총성만이 울려오는 가운데 주위 

일대를 철저히 수색하여 5명의 부상자를 구출한 후, 급히 위험지역을 벗어나 이 상황을 

중대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귀대를 서둘 다.  

  이 무렵, B중대의 본부에서는 그 동안 서측방의 A중대가 철수한 사실과 대대본부가 적

의 습격으로 대대장이 전사하고 중화기 중대장이 대대를 지휘하게 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가운데, 22:00경에 뒷내강을 건너서 철수한 미군 전차 2대를 수용하는 등 여전히 부

여된 철수엄호 및 뒷내강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때, 수신상태 불량으로 발신처가 불분명하지만 네덜란드 말로 된 ‘원주로 철수하라’는 

무전지시를 받은 중대장은 당황함이 없이 예하 소대들을 예정된 집결지까지 집결시킨 후, 

행군 종대를 편성하여 서서히 철수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B중대는 23:00에 횡성 북쪽 변두리까지 와서야 복귀 중인 정찰대를 만나 처

음으로 긴박한 상황의 전모를 파악하게 되었다. 이때 중대는 앞내강 북쪽 횡성에 홀로 남

은 고립 부대가 된 것이다.  

  3) 중화기 중대의 철수

  대대장 대리인 중화기 중대장은 B중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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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장은 화염과 탄우(彈雨)를 뚫고 무기와 탄약을 운반할 특공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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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B중대가 횡성시가 북쪽에서 중간의 십자로를 거쳐 

앞내강까지 2시간 30분 걸려서 도착하였다.

모집하여 5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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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대들은 도보로 적의 사정권인 횡성중심부를 피하

여 시가동쪽을 거쳐 야지를 직선으로 횡단하여 23:00에 앞내강 교량에 도착, 다른 소대들

과 합류하 는데 이곳의 혼잡도 점차적으로 수습되어 가고 있었다. 

  교량에서 중화기 중대장은 미 제38연대장을 만났는데 그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네덜란드 대대의 전공으로 많은 군인이 구출되었다. 이제 대부분의 미군들은 이 교량을 

건너 원주로 향하고 있다”라고 알려 주었다.

  

  4) 횡성시가를 돌파한 B중대

  중화기 중대장은 B중대의 행방이 몹시 염려되었는데 바로 이때에 먼저 보낸 정찰대를 

만나 상황보고를 받은 결과 B중대는 횡성시가 북쪽에 집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B중대는 제3소대를 선두로 전차와 장갑차, 지휘부, 제1소대, 화기소대 그리고 후위인 제2

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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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대는 시간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동측방의 높은 고지에만도 많은 적 

기관총이 도사리고 있었다. 적의 박

격포와 기관총이 더욱 치열하게 사격

을 가하 으며, 특히 201고지 중턱에 

위치한 중기관총은 지근거리에서 아

군을 꼼짝 못하게 하 다.

  중대장은 전차 1대를 선두로 진출

시킨 후, 예광탄으로 목표를 지시하

자, 곧이어 날아간 고폭탄의 폭음과 

함께 비친 섬광 속에 적의 기관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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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가 동시에 날아가는 광경이 눈에 띄었다. 

  그 사이에, 뒤에서 적의 일부는 사격과 기둥을 연결하면서 공격을 가하 다. 중대장은 

남은 전차 1대와 장갑차를 후미로 이동시켜 이들의 화력으로 적과의 접촉을 차단하면서 

철수부대를 출발시키자, 적병들은 그 후미를 집요하게 추격하 다. 전차와 장갑차의 화력

에 힘입어 중대는 경미한 손실을 입으면서 횡성시가를 돌파하여 철수할 수 있었으며, 

600m의 시가를 통과하는데 2시간이나 걸린 격전이었다. 전차들은 시가 남쪽 십자로에서 

적의 추격을 30분간 더 지연시킨 후, B중대가 무사히 앞내강에 도착한 2월 13일 01:00에 

비로서 철수를 개시하 다.

  교량에 도착한 B중대는 15분간을 더 머물며 모든 부대가 철수 완료하는 것을 확인한 

후, 대낮같이 불타는 횡성을 뒤로하고 대열을 질서 있게 갖추어 2월 13일 04:00에 원주 비

행장에 도착하 다. 

  이 전투에서 네덜란드 대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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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대하고 

3월 2일에 횡성을 재탈환할 때에 부상자 1명이 구출되어 부상자가 모두 37명으로 확인되

었다. 

  대대장, 군목, 인사장교의 전사와 S - 3, S - 4, 통신장교, 수송장교 및 본부중대장이 부상

으로 후송되어 부대기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 다. 

  또한, 장비에 있어서 총 55대의 차량과 트레일러 가운데 차량 15대, 트레일러 9대, 경기

관총 2정, 중기관총 1정, 57 리 무반동총 2정의 손실을 입었고, 중요 문서와 부대공금 및 

많은 개인 휴대품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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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원주에서의 횡성진격전 준비

  제3사단의 강림 - 안흥 - 봉화산 진격전(51.2.13~51.3.4)은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이른바 적의 2월공세에 대한 반격전으로써 2월 23일부터 시작된 미 제9제10 두 군단의 

Arizona선(방림 : 평창 북쪽 10㎞ - 신촌 : 횡성 북쪽 5㎞ - 보룡 : 지평 북쪽 5㎞ - 양평)을 목

표로 한 총반격작전의 선구적인 포석의 일착으로 전개된 것이다.

  

 1. 적군의 남하 저지 

  1) 적의 상황

  적의 2월공세는 그 중점을 중동부전선에 지향하 으며, 양개의 축선을 따라 감행되었는

데 참가한 주동세력은 중공 제13병단(장, 이천우) 예하 제40군(장, 한선초)과 제66군(장, 소

신괴) 및 북한군 제5군단 등 도합 13개 사단으로 구성되었다. 이 거창한 병력군(兵力群)은 

아군 제3･제5･제8의 3개 사단의 방어선인 횡성지구를 목표로 남침하여 피아간 연 3일에 

걸친 혈전 끝에 아군의 원주 - 제천간 철수작전으로 일단락을 보는 듯하 지만, 적은 곧 

원주를 공위(攻圍)하는 한편, 북한군 제5군단으로 하여금 원주를 동으로 우회하여 제천지

역까지 침투하도록 하 거니와 전선의 동쪽을 맡은 북한군 제2군단(장, 최 인중장)과 제3

군단은 정선 - 평창간의 아군 제9･제7 양 사단의 정면을 돌파, 남하하여 월 - 제천간에 곧

바로 향하려는 듯하 다. 

  이 중 원주를 우회 남하한 북한군 제5군단과 평창 - 월선을 따라 남하한 제2군단의 일

부병력은 평창 - 월 - 제천 - 원주를 연결하는 ‘U’자형 도로망의 내부 산악지대를 장악하고 

빈틈없는 기습과 침투를 호용하기 시작하 다.

  곧 응봉(△1232) - 직동간의 적 제2군단(장, 최 인중장)의 제2사단은 2월 15일에 월암리 -

백덕산을 경유하여 상판운리와 △818을 점령하는 즉시로 제천의 동측방을 강타하 고 적 

제5군단의 제7･제12 양 사단은 횡성 - 홍천 부근의 전투에서 분궤된 잔병을 재규합하여 덕

어산 - 안흥리 일대로의 남하를 시도하 다.

  그중 제12사단은 강림리 - 하일리간에 방어진지를 구축한 다음 주력은 도천리 - 금마리 -

오미리를 거쳐 제천 북쪽 8㎞의 용두산(△874)까지 잠입하여 제천을 정면에서 압박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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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적 제7사단의 일부 병력과 남방 유격부대 제6지대의 합동 병력은 원주 동쪽에 있는 

치악산 깊이 침투하여 원주 - 제천간을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의 공세도 아군 제1군단(제3･제5･제8사단)과 미 제10군단(제2･제7 및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의 결전을 기도하는 방어에 부딪쳐 그들의 전력은 공세의 한계점에 

이르 음인지 18~19일을 전후하여서는 일부의 경계병력만이 출몰하 고 그 밖의 주력부대

는 재편을 서두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아군의 상황 

  이와 같은 적의 2월공세에 따라 아군은 2월 13일부터 월 - 제천 - 원주선으로 철수한 

다음 2월 20일 현재로 평창 - 월 - 제춘 - 원주간의 ‘U’자형도로망을 따라 동에서 서로, 

월 - 제천간은 제3군과 연계한 미 제7사단이 점령하고 제천에는 제5사단이 그리고 제천 -

원주같은 사이는 제3사단이, 또 원주에는 미 제2사단과 제3사단의 제18연대 및 제187공연

대전투단이 각각 위치하여 적의 남하를 저지하고자 하 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중동부전선의 한국군에 대한 지휘체계는 그간의 적 2월공세로 말

미암아 약간의 변동을 초래하 으니 2월 12일 20:00에 육군본부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

전지시 제45호(참조 작명부록 제202호)를 하달하 다.

 

① 제1군단과 제3군단과의 전투정면을 상호교체하려 한다.

② 제1군단은 수도사단과 제1･제9･제10경비대대의 배속을 해제함과 동시에 항공기 및 

차량으로 제천에 이동하여 미 제10군단 지휘하에 배속한다.

  이에 따라 삼척의 제1군단 지휘소는 제천군 송학면 무도리에 이설하여 제3･제5･제8사단

을 통할함과 동시에 미 제10군단에 작전상 배속되었으며, 동측의 아군 제3군단은 전투정

면을 동부로 확대하여 정선 - 월간의 제9･제7사단과 아울러 동부전선의 수도사단을 관장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2일이래 제1군단에 배속된 제3사단은 13일부터 횡성 북쪽 12㎞까지 철수하

여 20일 대략 다음과 같은 작전경로를 밟아왔다. 즉, 제18연대(장, 임충식대령)는 13일 마

석리 - 궁천리선에서 철수한 다음 14일부로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에 작전 배속되어 원주 

동북쪽 4㎞ 봉산동 - 태장동 일대를 점령함으로써 원주의 방어에 참가하고 있었다. 

  또 제22연대장(장, 이소동대령)는 13일 옥동으로부터 주포리로 철수하여 15일에는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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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의 용두산(△874)에 침투한 적 제2사단의 일부 병력을 공파하여 25명을 사살하고 1명

을 포로로 하는 동시에 소총 3정과 다발총 7정, 그리고 수냉식동기 1정과 체코식중기 3정

을 노획하 다. 

  그리고 제23연대(장, 김종순대령)는 13일에 가곡리 - 삼배리(횡성 북쪽 10㎞)에서 철수하

기 시작하여 15일에는 성남면(원주 동남쪽 2㎞) 일대를 점령한 다음 20일 안흥 - 강림선을 

따라 남침하는 적을 요격하 다. 

  제3사단 사령부는 주력부대의 철수에 따라 15일에 제천에서 봉양면 주포리로 이동하

고 이어 17일에는 금대리(원주 동남쪽 15㎞)에 이설하 다. 그런데 이 무렵에는 전술한 바

와 같이 적의 공세는 이미 약화되어 있었다.

 2. 총반격 준비

  이와 같은 정세를 판단하게 된 미 제8군은 장차 중동부전선에서 총반격을 결행하고자 

전선을 정리하기 위하여 미 제10군단에 요지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 다. 

① 아래의 지경선은 2월 19일 12:00부터 유효하다.

  가. 미 제2사단과 국군 제3사단의 지경은 교항 - 돌경이 - 거도리(차도리) - 원서 - 장선

리 - 도로교차점 - 청풍간을 연하는 선.

  나. 국군 제3사단과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과의 지경은 양지촌 - 삼봉 - 가리파동 -

해미산성을 연하는 선

  다.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과 미 제7사단과의 전투지경은 정자동 - 능산 - 비산 - 청

룡 - 제천 남쪽 도로를 따라 읍상리에 이르는 산

② 국군 제1군단은 목표 직동을 점령하고 미 제7사단의 작전을 지원하라.

  이에 따라 제3사단은 주력으로써 남태봉(△1182) - 성남리(원주동 남쪽 15㎞)간을 점령할 

목적으로 원주 - 제천사이 주변지역에 분리되어 있는 부대들을 이동 집결하기 시작하 다. 

  즉 원주 북쪽에 있는 제18연대는 19일에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에서의 배속이 해제되

는 즉시로 봉산동 - 태장동지구로부터 치악산 방면으로 이동 집결하 고 제22연대는 같은 

날 용두산 일대의 진지를 철수하여 주력을 신림으로, 그리고 일부를 금대리로 북상시켰

다. 이때에 제23연대는 15일 이후부터 계소 위치한 성남리 방어진지에서 사단집결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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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호 중에 있었다.

  그런데 제3사단 당면에 공격목표인 강림 - 안흥 - 봉화산지구는 서남쪽으로는 치악산맥이 

남태봉(△1182) - 치악산(△1228) - 매화산(△1085) - 봉화산(△670)을 연하고 있으며, 이 산맥

의 동단에는 주천강이 남북으로 관통하여 흐르고 있다. 따라서 이 일대의 도로망은 일찍

부터 발달하지 못하여 평창 - 안흥 - 횡성간을 연결하는 20번도로상의 안흥에서 남으로 강

림 - 창촌 - 갈곡에 이르는 세로(細路)가 있을 뿐이며, 그나마도 1m에 달하는 심설(深雪)과 

만곡(灣曲)된 급경사로 부대의 기동에 불리하 다. 이런 까닭으로 본 작전지구에서는 차

량의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고 다만 산악에 의한 산악전만이 가능하 다. 이로 미루어 볼 

때에, 미 제10군단의 작전지역 중에서 입지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제3사단이 이 지역을 

맡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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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군 제3사단의 강림 - 안흥 - 봉화산 진격전

 1. 횡성진격을 위한 계획

  제3사단의 작전계획은 2월 20일 12:00에 하달된 육본작전명령 제262호 수정작전지시 제

13호와 미 제8군의 2월 20일자 작전명령에 의거하여 수립되었다.  

  이상 두 곳에서 하달된 작전명령의 내용은 일치하는 것으로써 그 요지는 대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① 미 제9･제10 두 군단은 1951년 2월 21일 10:00를 기하여 남한강 동쪽과 Arizona선 

남쪽의 적을 섬멸하기 위하여 원주 - 횡성 및 월 - 평창의 축선을 따라 공격한다.  

② 전항 두 군단의 공격지경선은 다음과 같다.

  가. 미 제9군단과 미 제10군단의 지경선 : 현재 선상의 미륵산에서 동북으로 관설

리 - 행구동 - 덕어산에 연하는 선

  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3군단의 지경선 : 현재 선상의 월에서 북으로 면둔치 -

양평 - 백일동 - △1350에 연하는 선.

③ 미 제10군단은 미 제9군단장과 합의한 동시에 Arizona선 남쪽의 적을 월 - 평창의 

축선을 따라 공격한다.  

④ 미 제10군단장은 미 제1해병사단이 원주로 이동하면 미 제2사단을 군단 지역 내로 

이동 배치하라.

⑤ 국군 제3군단은 전진하는 미 제10군단의 동측방을 엄호한다. 

  이상과 같이 미 제10군단에 주어진 전투지경선 내에서 제3사단은 군단의 좌익을 담당하

고 동시에 원주 - 횡성 축선을 따라 진격할 미 제9군단 예하 미 제1해병사단 동측방을 

방호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더욱이 전기한 바와 같이 치악산맥과 주천강의 계

곡을 따라 북상하면서 산악전을 전개할 당사단의 임무는 적의 상투적인 정규전과 유격전

의 배합된 전법과 대결하는 견지에서도 많은 난관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사단은 횡성지구의 적 2월공세에서 입은 손실이 적지 않았고 그중에서도 제22연

대의 전투손실은 매우 컸었다. 그리하여 연대는 2월 14일부터 21일 사이에 제1보충대와 

대전차공격대대의 신규배속과 사단사령부로부터 새로 편입된 장교 54명과 사병 576명을 

보충 받아 새롭게 편성하 으므로 전력의 저하는 어찌할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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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금대리 유현초등학교 금대분교와 금대의병총

  같은 상황하에서의 전투능력을 평가한 나머지 사단장 최 석준장은 제22연대를 예비대로 

공치(控置)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20일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 제89호를 하달하 다. 

① 제18연대는 부곡리로 진출한 다음 21일 10:00를 기하여 주력으로써 △1046 - 삼봉 

일대의 적을 격멸하라.  

② 제23연대는 21일 10:00를 기하여 강림리로 진격하는 즉시로 창리 부근의 적을 격

멸하라.

③ 제22연대는 사단예비대로 현재지에서 후방을 경계하라.

  이와 같은 작명에 따라 사단의 우일선이 된 제23연대(장, 김종순대령)는 OP를 상성남

(上城南)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제1대대(장, 김우 소령)를, △901 - △1,000로 각각 진출시켰

으며, 좌일선이 된 제18연대(장, 임충식대령)는 비로봉 - 교동 - 직치 - 남대봉간에 남에서 북

으로 대전차공격중대, 연대수색중대, 제2･제3･제1대대의 제차(梯次)순으로 진지를 점령하

다. 그리고 제22연대(장, 이소동대령)는 배향동의 진지를 철수하여 그 주력을 하성남(신

림 북쪽 3㎞)에 집결하는 동시에 일부를 금대리로 진출시켰다. 

  그러나 본격적인 공격은 미 제1해병사단의 기동상의 차질로 미 제2사단 및 미 제187공

수연대전투단의 임무교대가 지연되어 23일에야 비로소 그 서막을 열게 되었다. 

  즉 미 제1해병사단의 주력인 제1･제5연대가 충주를 떠나 원주에 진출한 것은 21일 오후

고 제7연대가 포항에서 원주로 기동을 완료한 것은 22일 18:00 다. 

  이리하여 원주 주변에 배치하 던 미 제2사단과 여기에 배속된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

의 제1･제3대대 및 네덜란드대대와 프랑스대대가 미 제1해병사단과 그 임무를 교대하고 

미 제10군단의 작전지경내로 이동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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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 제2사단 제9연대의 제1･제2대대는 21일에 교대하고 신림으로 전진(轉進)하여 

22일 16:30에야 희봉산(△766)을 점령하 다.

② 미 제23연대도 또한 21일에 원주를 출발하여 다음날인 22일에 제천에 집결하자 도

곡동(주천 북쪽 4㎞)을 목표로 전진하 다.

③ 미 제38연대는 네덜란드대대와 함께 주포리로 이동 집결하 다.  

④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의 제1･제3대대와 프랑스대대는 21일 원주 부근의 진지를 

인계한 다음 제천으로 이동하여 22일에 그 집결을 완료하 다.  

  이상과 같이 22일 현재의 미 제10군단 전투지경선내의 부대서열은 동에서 서로 미 제7

사단, 미 제2사단, 국군 제3사단의 순이었고 제3사단의 좌측인 원주 - 횡성선에는 미 제9군

단에 배속된 미 제1해병사단이 진출하 다. 

  이와 같이 하여 미 제9･제10 두 군단의 전선정리가 겨우 완료됨으로써 Arizona선에 대

한 반격작전은 23일부터 본격적인 단계에 돌입하게 되었고 따라서 제3사단도 20일의 사단

작명 제89호의 명령에 따라 23일 05:00를 공격일시로 정하게 되었다.

 2. 횡성진격 작전 실시

  2월 23일, 이날 사단의 주력부대는 작명에 따라 강림리의 적을 포위 공격하기 위하여 

제23연대를 강림리의 우측방에 진출시킨 다음 좌일선인 제18연대를 그 좌측 및 정면에서 

공격하도록 하 다. 이리하여 제18연대의 선두인 제3･제7의 두 중대는 이날 창촌 서쪽에 

있는 △632의 적을 불시에 격파하고 그 진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 다. 

  그리하여 사단 우일선인 제23연대(장, 김종순대령) 제2대대(장, 문태준소령)는 연대의 제

1차공격제파로 이날 05:30부터 공격전진을 시작으로 12:00에 부곡리 동쪽에 있는 △671 아

래 기슭에 진출하자 1개 중대규모의 적이 강림리를 점거중이라는 급보를 접하고 곧

제6･제7중대를 △671정상에 제5･제8중대를 △776 중턱에 각각 배치하여 적의 동남측을 

견제하도록 하 다. 한편, 동연대의 제3대대(장, 최상준소령)도 07:30에 대치(大峙) - △1001

선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691를 경유, 갈곡으로 진출한 다음 18:30에 다시 속칭 오래골을 

목표로 진공하다가 22:00에 오래골의 제5･제8 두 중대진지의 후방을 점령하면서 역시 적

의 동남쪽을 동시에 견제하도록 하 다. 

  한편, 제1대대(장, 김우 소령)는 연대의 좌일선을 담당하여 09:00에 상원동 - △901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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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부곡2리 치악산국립공원입구에서 약 5㎞ 남짓 가면 고든

치가 나오며, 고든치에서 3㎞ 정도 가면 행구동이 있다. 

태종대 남쪽 무명고지

서 공격을 시작하고 12:00에 대치

를 경유하여 3시간 뒤인 15:00에 

갈곡까지 진출하 을 때 강림리 

서쪽 △632 일대에 적 (敵影)이 

나타나 제1중대로서 태종대 남쪽 

무명고지를, 제2중대로서 갈곡 북

쪽 △771를, 제3중대로서 추동 동

북쪽에 있는 △698을, 제4중대로서 

△516를 각각 점령한 다음, 16:00에 

적의 서측방을 공격토록 하 다. 

그러나 이 정면이 제18연대의 전투지경선이기 때문에 17:00에 작전의 임무를 제18연대에 

인계하고 18:00에 갈곡으로 철수하여 연대의 후방경계에 임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대 주력부대의 전진에 따라 연대 OP는 09:30에 상성남으로부터 갈곡으로 

이설하 다. 

  사단의 좌일선인 제18연대(장, 

임충식대령)의 제1대대(장, 이병형

소령)는 제3중대를 주공으로 하고 

제1중대를 조공부대로, 그리고 제

2중대를 예비중대로 하여 06:00에 

일제히 행구동을 출발하여 07:00

에는 △1130를 점령하고 14:00에

는 △1062를 점령한데 이어 △886

를 확보하 다.

  다시 15:00에는 제7중대와 합세

하여 △632의 적을 협격하여 

17:00에는 이를 격퇴하고 방어임

무를 제7중대에 인계한 다음 △886로 복귀하 고 제2중대는 그 좌측인 △1130에 그리고 

제1중대는 제3중대의 후방지역을 점령하 다.

  따라서 이날 제2대대(장, 조동삼소령)는 △970의 우측 능선에서 08:00에 출동하여 12:00

에 신막골을 경유하고 부곡동에 도착하 는데, 제5중대는 태종대 전방고지에, 제6중대는 



국군 제3사단의 강림-안흥-봉화산 진격전┃제2절

횡성전투의 전적지를 찾아서◀189

제23연대의 제6･7중대가 배치하고 있는 △671 일대로 각각 진출하여 적의 남측방을 견제

하 다. 그리고 제7중대는 △632의 적을 서북방에서 공격한 제3중대와 협동하여 적의 정

면을 공격하여 마침내 이를 점령하 다.

  또 제3대대(장, 안민일중령)는 주력부대의 전진에 호응하여 07:00에 △970를 출발하고 

14:00에 고지를 경유하여 변암에서 제1대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중대를 △1046 

동쪽의 무명고지로 전진시켰다가 △632의 적을 격퇴하자 19:00에 제10중대와 교동에 배치

한 제11중대 등 대대의 전병력을 원대로 복귀시킨 다음 21:40에는 갈곡으로 이동하여 연

대의 예비대가 되어 연대지휘소 및 연대후방경계에 임하 다. 

  한편 연대의 대전차포중대는 이날 △1043에서 08:00에 출동하여 11:00에는 갈곡에 도착

한 다음 지휘소 경비에 임하 으며, 연대수색 중대는 이날도 계속 최전방에 추진하여 적

정을 수집하 다. 

  이날, 제22연대(장, 장춘권대령)는 사단의 예비대로서 후방경계에 임하고 있었는데 동연

대의 지휘소는 사단작명에 따라 봉양리에서 금대리로 이설하고 연대장의 교체가 실시되

어 전임연대장 이소동대령은 사단사령부로 전출되는 한편, 제18연대 부연대장이었던 장춘

권대령이 그 후임으로 새로운 지휘봉을 들었다.

  2월 24일, 이날 사단주력의 공격목표는 우일선의 제23연대(장, 문태준소령)는 08:30에 △

700를 점령중인 2개 중대규모의 적을 공격하기 시작하 으나 여기에 사수하려는 적의 저

항은 거의 발악에 가까울 정도 다. 

  그러나 대대의 조화된 삼면에서의 동시협공으로 끝내 이 적의 저항을 일축함으로써 

12:00에는 동고지를 완전히 점령하 는데 이 접전에서 대대는 적 16명을 사살하고 1명을 

사로잡은 반면 전상자 4명의 손실을 입었다.

  이와 같이 △700를 점령한 대대는 제7중대로써 이곳을 고수하도록 하고 제5중대를 557

로부터 그 전방으로 약진시키는 동시에 제6중대를 △776 우측으로 제5중대의 우측 제1선

을 확보하게 하 으며, 제8중대와 대대 OP를 △776 후방으로 각각 병진시킴으로써 차기 

공방을 준비하도록 하 다. 

  이상과 같이 제2대대가 △700를 점령할 무렵 속칭 ‘오래골’을 점령중인 연대 우일선의 

제3대대(장, 최상준소령)도 이날 05:00에 △613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하 다. 

  이리하여 제9중대는 속칭 정바우 - △479로, 제10중대는 정바우 서남(西南) 일선계(一仙

界)로, 제11중대는 △82 - 우평(右坪)으로 각각 진출하여 △613의 적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

하던 중 이날 19:00 일몰과 함께 일단 공격을 중지하고 강림리로 철수하여 하천 - 계소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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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하면서 적의 야습에 대비하 다. 

  연대 주력부대의 이와 같은 전진에 따라 이날 연대 예비대인 제1대대(장, 김우 소령)는 

08:00에 갈곡을 출발하여 강림리로 기동하고 15:00부터 사주방어에 들어갔으며, 연대 OP는 

08:00에 출발하여 강림리로 약진하 다. 

  제18연대(장, 임충식대령)도 이날 사단 우일선 부대의 진격에 호응하여 매화산의 적을 

공격하기 시작하 는데, 곧 제1대대(장, 이병형소령)는 제2중대를 주공, 제1중대를 조공, 

제3중대를 예비대로 하고 06:00부터 공격전진 끝에 △1087와 △907를 경유하여 16:00에는 

△756를 각각 점령하 다. 

  이로부터 제2중대가 최선봉으로 뛰어나가 매화산의 적과 정면에서 격돌하여 공격 끝에 

이를 격퇴하고 17:30에 동고지를 완전히 점령함에 따라 그 우측배후를 공격한 제1중대도 

18:00에는 매화산의 우측능선으로 확보하 고 또 △756를 장악한 제3중대는 21:00에 매화

산 좌측능선으로 진격하여 이곳을 확보한 다음 철야(徹夜)하 다.  

  이상과 같이 제1대대와 병행하여 이날 제2대대(장, 조동삼소령)도 06:00에 공격으로 약

진하 는데, 제5중대는 △606로, 제6중대는 그 우단으로, 제7중대는 제1대대와 제2대대의 

중간으로 각각 진출하 다. 

  한편, 제3대대(장, 안민일중령)는 예비대로서 대전차공격중대 및 연대의 전방지휘소와 

더불어 창촌을 확보하 다.

  2월 25일, 이날의 전투는 제23연대 정면의 △613와 제18연대 정면의 △600에서 전개되었

는데, 전날 일몰로 공격을 중지하 던 제23연대(장, 김종순대령)의 제3대대(장, 최상준소

령)는 △613를 목표로 강림리에서 공격전진하 다. 

  대대는 주천강을 건너 속칭 ‘개건너’마을에 진출한 뒤, 적을 삼면으로 포위하여 △44 및 

△613의 서남쪽에 전개하자, 곧 공격을 감행하 는데 2개 중대규모로 추산되는 적은 이미 

견고한 진지를 지키고 있을 뿐 아니라 중화기의 화력을 발휘하여 집요하게 저항하여 피

아간의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적의 집요한 저항에 비추어 볼 때 동고지를 

손쉽게는 탈환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곧바로 공격방법을 바꾸어 08:00부터는 직접 육박전을 

전개하여 드디어 당황하는 추로(醜虜)를 석권함으로써 마침내 정산을 정복하고 조식을 준

비 중인 예비진지까지 돌진함으로써 이 견고한 진지를 완전히 점령하 는데, 이때가 바로 

08:30이었고 아침 안개가 한천설야(寒天雪野)에 덮 다. 

  대대는 이 고지를 중심으로 더욱 전과를 확대한 다음 16:00에는 다시 율목동으로 돌진

하 다. 이 일전에서 제3대대의 전과로는 사살 186명, 포로 7, 수류탄 15개, M1소총 31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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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식 소총 1정, 수냉식중기 1정, 기관포 2정, 각종실탄 3,200발, 장총 92정, 각종포탄 120발

이었고 손실로는 전사 2명, 부상 13명, 실종 3명이었다.

  제3대대가 △613를 중심으로 한 안흥리의 요역을 점령함에 따라 강림리의 제1대대(장, 

김우 )도 08:00부터 출동하여 15:00에는 △613의 서측 등성이를 깊이 우회하여 율목동까

지 진출하여 제3대대와 합세하 고 전날 △700고지를 점령한 제2대대(장, 문태준소령)는 

09:00에 진지를 철수하여 09:45에 강림리에 일단 집결하 다가 18:00에 이곳에 출발하여 

이날 20:00에는 가천리에 진출하자 곧 이 부근에 집결한 잔적을 공격하 는데 이 적들은 

율목동의 제1대대를 역습하려는 찰라 던 것이다. 그리하여 대대는 적 1명을 사로잡고 

Rocket포탄 1발과 60㎜박격포탄 3발 그리고 대전차수류탄 1개를 노획하는 동시에 역습의 

초동을 강타하여 적으로 하여금 다시 손 쓸 여지가 없도록 하 다. 

  이날 제천군 송수리에 있던 연대본부는 월군 하순남리로 약진하 는데 연대장 김종

순대령은 우선 사단장에게 간략하게 보고를 한 다음 현장에서 상황보고를 청취하 다.

  이상과 같이 사단의 우일선을 담당한 연대가 △613을 점령하고 율목동 일대로 진출함과 

동시에 좌일선인 제18연대(장, 임충식대령)는 사단의 좌측방을 엄호하는 한편, 매화산 북

방의 △600와 △681의 적을 동시에 공격하 다. 

  전날 매화산을 점령한 제1대대(장, 이병형소령)는 이날 07:00부터 공격을 단행하 는데 

매화산 우측 능선의 제1중대가 10:30에 단지동에 진출하여 △600 - △681 진지선에서 치열

한 공방전을 반복한 끝에 12:30에 이 양고지의 정상을 점령하자 조공인 제2중대는 이에 

따라 14:30에 경미한 적을 일축하면서 단지동을 확보하 다. 이에 따라 OP 및 제3･제4중

대는 산막동을 경유하여 12:00에 단지동에 진출한 다음, 14:00에는 △600 중복에 진지를 

점령하고 연대의 예비대가 되었다.

  이와 같이 제1대대가 매화산 동북으로 진격함에 따라 전날 연대의 예비대로서 창촌에 

있던 제3대대(장, 안민일중령)는 07:00부터 출동하자 북진을 계속하여 제1대대를 추월한 

다음 매화산 북쪽에서 제9중대를 주공, 제11중대를 조공, 제10중대를 예비대로 하여 안흥

리 - 횡성간의 작전로를 차단한 뒤, 13:30에 제11중대가 풍취산을 점령함에 이어서 제9중대

가 또한 그 우측 △570를 확보하 다. 

  이와 같이 연대의 주력으로 매화산 북방까지 일거에 진격한 반면, 제2대대(장, 조동삼소

령)는 우측인 제23연대와 연계하면서 07:00에 출동하자, 율목동에서 제23연대를 초월하고 

거리평(巨里坪)에 진출한 다음 제6중대는 안흥리 - 횡성간의 도로 2㎞ 북쪽인 대대의 경계

진지선까지 진출하 으며, 제7중대는 도로 북단의 △692를, 제5중대는 그 좌측 능선일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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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하 다.

  2월 26일, 이날로서 사단의 강림 - 안흥 - 봉화산 진격작전의 제1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강림 - 안흥의 탈환전은 대체로 완료된 셈이었다. 

  이리하여 사단의 우일선인 제23연대(장, 김종순)는 07:00에 연대 OP를 가천리로 추진시

켰으며, 제1･제2 두 대대는 가천리를 점령하고 진지를 보강하 으며, 제3대대(장, 최상준

소령)는 율목동에서 원형진지를 점령하고 사주를 방어하는 한편, 수색대 1개 분대를 안흥

리 동북쪽에 있는 지구리(池邱里)로 파견하여 위력수색을 실시하던 바 5명을 사살하고 소

총 2정을 노획한 뒤에 적정을 수집하고 17:00에 복귀하 다.

  한편, 18연대(장, 임충식대령) 제1대대(장, 이병형소령)는 예비대로서 단지동 - 매화산 일

대를 점령하고 있었으며, 제2대대(장, 조동삼소령)는 양지촌의 △692에 잔류하 던 제10중

대를 풍취산 서북쪽 31㎞에 있는 속칭 ‘개미재’의 △547로 진출시켰으며, 줄치(茁峙)에서의 

연대의 전방지휘소를 경비중인 대전차공격중대를 △387로 진출시켰다.

  이상과 같이하여 평창 - 안흥리 - 횡성을 연하는 선이 주천강과 교차하는 양지촌을 경계

로하여 그 동쪽의 안흥지구를 제23연대가 점령하여 우측인 제2사단과 연결하 으며, 제18

연대는 양지촌에서 도로 북안을 따라 △692 - △570 - 풍취산(△699) - △387 - △574선을 점령

하면서 그 좌측인 미 제1해병사단과 한계점을 유지하 다. 

  이로써 강림 - 안흥의 진격전은 성공적으로 끝마쳤거니와 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한파 

속에서 적설과 견빙(堅氷)으로 덮인 협로를 뚫고 또는 적의 고수방어를 기획하는 집요한 

저항을 물리치면서 사나운 진격과 처절한 혈투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적의 주력을 파하

고 이에 호응하려는 유격의 초동마저 분쇄한 다음 계속하여 30㎞ 이상을 북상하고 평창 -

횡성간의 중요한 횡단 기동로를 확보함으로써 차기작전의 기반을 조성하 다. 이 작전 중

의 각 연대별 종합전과와 손실은 아래와 같다.  

  18연대는 사살 173명이고 포로 51명이었으며, 반대로 아군은 전사 59명에 전상 26명의 

피해를 입었다. 노획한 무기 및 장비로는 수류탄 24개, 소련식소총 93정, 다발총 9정, 체

코식경기 3, M1소총 3정, 대전차지뢰 120, 기관포열 1 등이었다.

  23연대는 사살 208명이고 포로 9명이었으며, 반대로 아군은 전사 2명에 전상 20명,  실

종 4명의 피해를 입었다. 노획한 무기 및 장비로는 수류탄 18개, M1소총 31정, 99식소총 1

정, 수냉주동기 1대, 수냉식동기 1, 기관포 2, 소화기실탄 3,400발, 공용화기실탄 5발, 박격

포 1대 등이었다.

  2월 27일, 미 제9군단과 제10군단의 주력부대가 전날로서 평창 - 안흥리 - 횡성간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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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까지 진출하자 이날 미 제8군에서는 미 제10군단에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

다.

① 미 제9군단과 제10군단의 전투지경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연장한다. 목

계 - 창촌 - 밤벌눈 - 거름터 - 초현 - 추동리 - 전촌 - △636 - △887 - △683.

② 미 제10군단의 국군 제3군단과의 지경선은 현재선에서 속사리 -피박골까지 연장한다. 

③ 국군 제3사단과 미 제2사단과의 지경선은 현 지경선 상의 율목동에서 북으로 주

천강을 따라 주점촌 그리고 둔방내리의 △614까지로 정한다. 

④ 국군 제3사단은 Arizona선 남쪽의 적을 섬멸하라. 우측의 미 제9사단과의 접촉점은 

주점촌에, 그리고 좌측인 미 제9군단과의 접촉은 두곡리로 정한다. 

⑤ 국군 제3사단은 제23연대를 금창리로 집결시킨 다음 28일에는 원주 동북쪽에 있는 

미 제5해병연대와 임무를 교대하라.

  이에 따라 사단장 최 석준장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명령을 하달하 다.  

① 제18연대는 현 안흥리 - 새말간의 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남하하는 적을 격멸하라. 

② 제22연대는 원주 - 새말간으로 북상하여 제23연대의 진지교대를 엄호하라. 

③ 제23연대는 연대본부를 원주로 이동하는 동시에 부대를 금창리 - 새말로 전진시켜 

제5해병연대의 진지를 인수하라.

 

  이에 따라 지난 25일 하순남리(下順南里)로 이동한 제23연대(장, 김종순대령) 본부는 원

주로 이동하는 한편 연대 주력을 가천리 - 율목동의 진지에서 금창리로 집결한 다음 다시 

원주로 이동할 준비를 갖추었으며, 사단 예비인 제22연대(장, 장춘권중령)의 본부와 주력

은 관설리(觀雪里)를 떠나 원주로 추진하 다. 

  2월 28일, 전날 관설리에서 원주로 이동한 제22연대는 원주 동북쪽 4㎞의 송문내(松門

內) - 평장(坪場)에 이르는 도로 동쪽 능선을 점령하 으며, 제23연대(장, 김종순대령)는 금

창리에 집결한 다음 ‘웃양적’ - ‘수재울’ - 새말로 이동하여 미 제5해병연대와 그 임무를 교대

하고 제1대대(장, 김우 소령)를 정암리 - 웃양적 간에 제2대대(장, 문태준소령)을 웃양적 -

새말간에 그리고 제3대대(장, 최상준소령)를 새말 - 상가리(△502)에 배치하여 제18연대의 

제3대대(장, 안민일중령)와 연결하 다. 

  이 연대와 교대한 미 제5해병연대는 양촌(陽村, 원주 북쪽 8㎞)으로 이동하 는데, 이와 

같이 연대가 그 임무를 교대하여 사단의 전투 정면을 서쪽으로 확대하게 되자 제22연대를 

연대의 후방으로 집결하여 종심진지(縱深陣地)를 형성하는 등 사단의 전선정리가 완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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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날 12:00에 미 제8군은 제1군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 다. 

① 국군 제1군단과 미 제2사단의 전초선은 현재의 미 제9군단과 제10군단의 지경선상

인 염숫골(원주 북쪽 8㎞) - 포동리 - 양촌에서 미 제2사단과 미 제7사단 지경선상의 

유포2리까지로 정한다. 

② 국군 제3사단은 상기 전초선인 염숫골 - 포동리 - 양촌을 공격 확보하라.

  이 무렵 사단 정면의 적정을 대략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었다.

  사단 정면의 적은 북한군 제3군단의 제6사단과 제12사단(3월 2일에 7사단과 교대)

병력 5,000여 명으로서 덕어산(△664) - 봉화산(△670)을 거점으로 안흥리 - 새말 - 웃양적 

간의 도로 북쪽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즉, 제18연대 제2대대 당면의 적은 북한군 제3군단의 정찰대대 규모로서 지구리 - 송내동

에 1개 중대 병력이 호를 구축하고 있으며, 제3대대 정면의 논골 - △689에도 참호를 구축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제18연대 좌일선인 제3대대의 정면에 있는 봉화산 - 삼실간의 능선상에는 1개 연

대규모의 병력이 배치되었고 안흥 - 새말 - 웃양적의 도로 북안의 △589와 △675 및 풍취산

(△694) 등에는 비교적 강력한 전초진지를 구축하고 집요하게 저항할 것으로 판단하 다.

  이와 같이 전황을 검토한 사단장은 전날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명령 제88호를 하달하

다. 

① 제18연대는 주력으로서 양지촌 - 포동리선을 점령하라. 

② 제22연대는 평양(坪場) - 새말간에 진출하여 제23연대의 전진을 지원하라. 

③ 제23연대는 포동리 - 염숫골선을 점령하라.

  

  3월 1일, 이날 사단의 주력부대는 전 정면에 걸쳐서 공격을 개시하 다. 우일선인 제18

연대(장, 인충식대령)의 제2대대(장, 조동삼소령)는 06:00에 공격을 시작하여 우측인 제7중

대는 △617.6를 목표로 진격하 으나 지형의 불리와 적의 집요한 저항으로 19:00에는 △

598.9를 점령고수하면서 야간전투를 준비하 고 좌측인 제5중대는 06:00에 △675에서 △

698.3을 목표로 진격하던 중, 19:00부터 일몰과 더불어 장자동(長子洞) 서쪽 무명고지를 점

령견지하 다. 

  또 제6중대는 대대의 예비로 06:00에 △391.7에서 출동하여 △631를 점령한 뒤 경계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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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갔으며, 제8중대와 OP는 거리평(巨里坪)에 위치하여 공격 두 중대의 전 진격을 화

력으로 지원하 다. 

  연대의 우일선인 제2대대가 이상과 같이 전진함과 동시에 이날 연대 좌일선인 제3대대

(장, 안민일중령)도 대전차공격 중대와 함께 06:00에 공격하기 시작하여 목표 △547를 확

보한 뒤에 그 전방 일대에 야간매복조를 배치하 다. 

  이날 연대의 예비부대인 제1대대(장, 이병형소령)는 단지동 부근에서 예비진지를 점령하

고 수색중대는 최전방으로 전진하여 적정을 수집하 다.

  한편, 사단의 좌일선인 제23연대(장, 김종순대령)의 제3대대(장, 최상준소령)는 제18연대 

제3대대의 좌측에서 이날 06:00부터 △479를 목표로 공격을 단행하 는데, 당면의 적은 견

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대대의 진격을 집요하게 저지함으로써 피아간에 일진일퇴의 공방

전을 반복하 다. 이 당면의 적도 집요하게 진지고수에 힘썼거니와 대대의 강인한 타격력

은 끝내 적진까지 접근하는데 성공하여 적의 예기를 꺾었으나 수일간에 걸쳐서 강화한 

적의 진지가 벽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수하려는 최후발악이 또한 심상치 않으

므로 많은 손실없이 손쉽게 돌파할 수 없음을 간파한 대대장은 19:00에 일몰과 더불어 우

선 공격을 중지하고 ‘매내골’의 진지까지 이동하여 그 서북쪽 △318를 점령하 다.

  이 제3대대의 공격과 때를 같이하여 연대의 좌일선인 제2대대(장, 문태준소령)도 06:00

부터 △281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358를 점령한 다음 숨 돌릴 사이도 없이 계속하여 ‘상

하가리’의 △289를 공격했다. 

  적의 견고한 진지에서의 집요한 저항으로 피아간에 치열한 혈전을 전개한 대대는 이  

추적(醜敵)을 놓치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재반격을 감행하 으나 화력지원의 부진으로 상

황이 호전되지 못하여 17:00에 ‘하양적리’를 거쳐 △358의 동측방으로 전진(轉進)하여 제5･
제7･제6중대의 순으로 종심진지를 확보하 다. 

  이날 제1대대(장, 김우 소령)는 ‘덕가래’ 일대의 진지에서 새말을 목표로 진출한 다음 

연대예비로 공치(控置)되었으며, 연대의 OP도 역시 08:00에 새말로 이동하여 다음 일전을 

준비하 다.  

  3월 2일, 사단의 좌일선인 제18연대(장, 임충식대령)의 주력은 이날도 역시 치열한 공방

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전날에 이어서 제2대대(장, 조동삼소령)는 05:00에 일제히 공격행동을 개시하 는데 제7

중대는 주천강을 따라 북진하여 ‘못두둑’의 △598를 공격 중 좌측방에서 제6중대가 △631

를 공격하는 것을 측배(側背)로부터 지원하기 위하여 일단 공격을 중지하고 ‘동창말’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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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여 ‘선바우골’을 점령하 다. 이때에 제6중대는 중간말에서 △631에 대한 장쾌한 반격

을 가한 결과 15:00에 동고지를 점령하 으나 19:00 이후의 일몰과 동시에 동고지를 재탈

환하고자 증강된 적의 대규모 반격이 단행되는지라 혈전 끝에 ‘중간말’의 원위치로 철수하

게 되었다.  

  한편, ‘장사터’의 제5중대는 그 전방의 △689 적을 공격하 으나 적의 집요한 저항으로 

역시 전진이 여의치 못하 고 제8중대는 지휘소와 같이 거리평(巨里坪)에서 공격제대의 

전진을 지원하 으며, 제1･제3의 두 대대는 전날의 진지인 단지동과 △547를 점령하고 진

지를 더욱 강화하 다. 

  그러나 한편, 사단 좌일선인 제23연대(장, 김종순대령)의 제3대대(장, 최상준소령)는 전

날에 이어 이날 06:00부터 △318에서 동쪽으로 진격하여 △479를 다시 공격하 다. 이때에 

적은 더욱 강화된 진지를 이용하여 끝까지 저항함으로써 피아간의 격전은 20:00에 이르기

까지 계속되었고 적은 점차 증강되어 역습도 감행하고 있었다. 

  이런 까닭으로 대대는 입지적 여건과 일몰로 인한 불리한 상황하에서의 출혈 공격을 

단념하고 ‘매내골’ 서쪽 능선상의 진지를 이탈하여 다음 원진지인 △318를 확보하 다. 

  이와 같이 우측의 제3대대가 △479를 공격할 무렵에 좌측의 제2대대(장, 문태준소령)도 

또한 06:00에 △358에서 출동하여 전날에 공격하던 △289를 다시 역공하기 시작하 다. 

  이곳의 적 또한 광적으로 발악하며 교대로 저항을 반복하자, 대대는 일보도 전진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 이하 전 대원은 아군의 전반적인 북진에

서 차지하는 이 고지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결과 비장한 각오로 전후 3차에 걸쳐 전심전

력으로 공격을 감행하여 적을 선제하고 수류탄 투척에 이은 육탄전으로 돌진하자 마침내 

적은 지리분열된 가운데 그 일부가 ‘수통목’이 동쪽 고지를 향하여 궤퇴하 다. 17:30에 대

대는 고지를 확보하고 1개 중대를 남겨 두고 다음 주력은 원진지로 복귀하여 전력을 재

정비하 다.

  그리고 동연대의 제1대대(장, 김우 소령)는 신촌의 예비진지에서 06:00부터 △281 - 잣나

무골선으로 이동 배치하 으며, 연대 OP는 그대로 신촌에서 전 전선의 동향을 살피면서 

차기공격을 계획하 다.

  3월 3일, 전날에 이어서 사단의 주력부대는 계속적인 공격을 전개하 다. 그러나 적의 

거점 방어를 위한 △598와 △689 및 △479 등에는 견고한 진지가 구축되어 있을 뿐 아니

라 적은 평창 - 횡성선에서 아군의 전진을 지연시키는 한편, 주력부대를 재편하려는 기도

는지 필사적으로 저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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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아군은 축차로 적의 거점을 제압하면서 진격하여야만 하 고 이들의 거점을 점

령하려면 우세한 병력으로 급습적인 각개격파를 단행하여야만 했다. 

  제18연대(장, 임충식대령)의 우일선인 제2대대(장, 조동삼소령)는 이날 06:00에 공격을 

시작하여 제7중대는 △617를, 제5중대는 △689를 각각 강타하 으나 적은 병력을 온존(溫

存)하기 위하여 18:00에 공격을 일단 중지하고 원 위치로 복귀하 다. 또 연대 좌일선인 

제3대대(장, 안민일중령)도 이날 06:00에 공격을 시작하여 △647에 진출하고 그 전방에 솟

아있는 봉화산(△670)을 목표로 돌파를 기도하 으나 적의 우세한 병력과 필사적인 저항

으로 격전만을 치룬 다음 통곡(通谷) 일대의 능선을 점령하면서 야간경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제1대대(장, 이병형소령)는 전날과 같이 연대의 예비대로서 매화동(梅花洞, 속칭 

단짓골)에 예비진지를 구성한 다음 주력부대의 전진을 지원하 다. 

  한편, 사단 좌일선인 제23연대(장, 김종순대령)의 우일선으로 있던 제3대대(장, 최상준소

령)는 전날밤 23:30에 △479로부터 침습한 적을 모조리 격퇴한 다음 이날 06:00에 다시 공

격을 시작하여 △547 서남쪽 △500 - △318를 연하는 선에 제9･제10･제12중대를 전개하여 

△479의 적 주력을 서측방에서 견제하는 한편, 제11중대로 하여금 동고지를 직접 탈환하

도록 하 다.

  이리하여 중대는 무려 3차에 걸친 집중 공격 끝에 적진접근에 성공하고 수류탄으로 연

타를 가하 으나 견고한 ‘토치카’ 속에 숨어있는 적은 끝까지 버티면서 저항하므로 18:00

에는 일단 전투를 중지하고 병력을 △479의 남쪽에 있는 면천곡(綿川谷) 일대의 능선상에 

배치하 다.

  이와 동시에 제3대대에 배속된 제2중대는 속칭 ‘아랫양적’으로 전진(轉進)하는 한편, 예

비대로서 ‘잣나무골’ - △281 사이에 대기하 던 제1대대(장, 김우 소령)가 △479의 서남으

로 전진하여 제3대대와 연계한 진지를 점령함으로써 동고지를 동서남 삼면으로 포위하게 

되었다. 

  이날 연대 좌일선의 제2대대(장, 문태준소령)는 02:00에 전날에 확보한 △289에서 적의 

야습을 받았으나 백병전으로 이를 격퇴하고 고수 방어를 계속하 다.             

  3월 4일, 전날에 이어 사단의 주력부대는 적의 거점을 분쇄하기 위하여 국부적으로 필

요한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 

  사단 제1선인 제18연대(장, 임충식대령)의 제2대대(장, 조동삼소령)는 △675 북쪽에 있는 

신대(新岱, 속칭 새터)의 우측 △646로 진출한 제1중대와 합세하여 08:00부터 △689의 적진

을 공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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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적은 고지중복의 견고한 진지를 고수하면서 우세한 화력의 집중과 새로운 병력

을 교대로 투입하면서 필사적으로 저항을 함으로써 격전을 거듭한 나머지 19:00에 일몰과 

더불어 공격을 중지하고 진지로 복귀하 다. 

  이 제2대대의 공격과 병행하여 그 좌측에 있는 제3대대(장, 안민일소령)도 06:00에 출동

하여 제9･제10의 두 중대는 통곡(通谷)을 확보한 뒤 그 동쪽의 △581에 배치하 으며, 제

11･제12 두 중대 및 대대 OP는 그 후방의 △547를 점거하 다. 

  이날 제1대대(장, 이병형소령)는 제2중대를 △646로 진출시킨 반면 지휘소와 대대의 주

력은 매화동에서 대기하 다.  

  한편, 사단의 좌일선인 제23연대(장, 김종순대령)의 제3대대(장, 최상준소령)는 전날의 

진지선에서 계속 방수(防守) 중에 있었는데, 이날 02:00에 △479의 약 3개 중대규모의 적

이 제9･제10 두 중대의 정면으로 강습을 단행하 다. 

  이에 연대는 이를 격퇴하려고 분전하 으나 이미 적에게 기선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그들의 우세한 병력과 집중 화력으로 불리한 전황을 만회하기가 어려워 04:00에 일단 배

치선에서 철수한 다음, 06:00에 반격을 결행하여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거듭한 끝에 14:00

에는 끝내 이 추적을 강타한 다음 진지를 다시 탈환하 다.

  대대는 이 공방전을 통하여 8명의 전사자와 49명의 전상자를 내게 되었으며, 반면에 적 

45명을 사살하고 7명을 사로잡았으며, 다발총 6정과 M1소총 2정, 그리고 체코식경기1정과 

수냉식중기1정 등을 노획하 다.

  진지를 탈환한 대대는 제9･제12 및 제2중대를 배치한 다음 제11중대로 하여금 △479의 

적을 공격하 다.

  중대는 4차에 걸친 집중공격을 가하여 마침내 적진 접근에 성공하고 육탄전을 감행하

게 되었으나 적의 강한 저항으로 동고지를 탈환하지 못하고 18:00에는 전날에 점령하 던 

면천속(綿川谷, 속칭, 매내골)로 복귀하 다. 

  이 무렵 △318로 진출한 제1대대(장, 김우 소령)는 제3대대의 후측방을 방호하고 있었

거니와 한편 그 좌측의 제2대대(장, 문태준소령)는 제3대대가 기습을 받았던 시각과 때를 

같이하여 02:00에 △289의 제6중대 제1소대의 정면으로 적이 침습한 까닭에 이를 맞아 또

한 분전하 으나 중과부적으로 상황이 불리하여 06:00에 대대의 주진지로 철수하 다. 이

날도 연대의 OP는 신천에 계속 머무르면서 전국(戰局)을 정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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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의 봉화산지구 전투가 교착상태에 빠졌던 3월 5일에 육군본부는 12:00부로 다음과 

같은 육본작명 제263호 수정 작전지시 추가 제1호를 하달하 다.

① 1951년 3월 6일부터 12:00부로 제9사단, 수도사단(결 제26연대) 제1경비대대, 제10

경비대대를 제3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하여 제1군단에 배속한다.  

② 1951년 3월 7일 12:00부로 제3사단(결 제18연대)을 미 제10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

하여 제3군단에 배속한다.

  이리하여 이제 사단사령부 및 각 연대의 본부는 이날 목적지를 향해서 약진하고 있

었다. 

  즉 원주군 금대리에 있는 사단사령부가 월군 북면 마차리로 이설(移設)함에 이어 원

주군 판부면 관설리의 제18연대 본부와 원주읍에 주류(駐留) 중인 제23연대 본부가 마차

리로, 그리고 관설리의 제22연대 본부가 정선으로 각각 약진하 다. 

  따라서 각 연대의 병력 역시 제18연대를 일단 제외하고는 이날 진지를 교대하고 있었다. 

  사단의 좌1선인 제23연대(장, 김종순대령)의 제1대대(장, 김우 소령)은 △318를 점령 중, 

17:00에 미 제2사단 제23연대와 그 임무를 교대하라는 사단의 작전지시에 따라 부대를 덕

가연(德加淵, 속칭 덕가래, 새말 남쪽 1㎞)으로 철수하여 대명(待命) 중에 있었으며, 제2대

대(장, 문태준소령)는 △385에서 방수(防守) 중 이날 03:00에 적 1개 대대의 공격을 받고 3

시간여의 교전 끝에 이를 격퇴한 다음, 17:00의 사단작전 지시로 미 제23연대와 임무를 교

대하고 덕가연에 집결하 다.  

  대대는 이 전투에서 적 30명을 사살하고 따발총 15정과 장총 10정을 노획하 다.

  그런데 제3대대(장, 최상준소령)는 02:30에 적 주력부대의 전면적인 공격을 받고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뒤, 03:30에 제1대대의 배치선인 △318로 이진(移陣)하여 방어태세를 취하

게 하 는데, 상기한 바, 17:00의 작전지시로 진지를 미 제23연대에 인계하고 덕가연으로 

집결하 다. 

  한편, 제23연대의 임무교대를 엄호하기 위해 이날 제18연대(장, 임충식대령)의 제1･제2

대대는 전날의 진지에서 방어중이었고 제3대대(장, 안민일중령)는 적의 관심을 오도하기 

위하여 06:00에 출동하 는데, 11:30에 △479 동남쪽의 무명고지를 점령하고 계속 전진하

여 △647에 진출한 다음 인접부대의 진격지연으로 주력을 △547로 전진(轉進)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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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하여 사단은 미 제10군단의 작전상 배속과 제1군단의 배속이 모두 제거되고 

제3군단에 새로이 배속되기 위하여 예하의 전 병력을 정선 - 마차리 - 일대를 목표로 축차

적으로 전진(轉進)하게 되었거니와 7일 20:00에는 다시 “제3군단장 배속된 제3사단의 병력

으로서 현재 군단 구역 안에 있는 제1군단 부대와의 교대를 신속히 추진하라”는 육본작명 

제263호 수정 작전지시 제1호가 하달됨으로써 사단 예하의 전 병력을 정선 - 마차리 일대

로 이동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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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남부두 철수 광경

제3절 미 해병대의 횡성탈환

  미 해병대 제1사단[장, 소장 Oliver P. Smith, 준장 Lewes B. Puller(2.23~3.4 대리)]이 중공

군 제66군(제196･제197･제198사단, 제39 및 40군 일부병력)을 상대로 1951년 2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횡성 - 홍천부근에서 벌인 전투이다. 

 1. 전투전의 개황

  미 해병 제1사단은 장진호부근의 

전투를 끝마치고 흥남으로부터 해

상기동으로 부산에 상륙한 다음, 

1950년 12월 16일에 마산에 집결하

여 미 제8군의 예비로써 부대를 재

정비하고 있었다. 

  1951년 1월 초에 있어서의 전선

은 삼척 - 평택을 연한 선에서 최후

고수진지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이

때 북한군 제10사단은 동부의 산악

지대를 따라 안동을 지나 포항부근까지 침투하면서 후방지역에서의 유격전을 전개하 다.

  이리하여 사단은 미제8군의 작명에 따라 1951년 1월 16일에 안동 - 포항지역으로 재출동

하 고 뒤이어 급파된 한국해병대와 합동으로 2월 중순까지 대(對)유격전으로 북한군 제

10사단 주력을 궤멸하고 말았다. 이때에 중부전선의 국군과 미군은 치열한 공수전(攻守戰)

을 계속한 끝에 원주지방에서는 적의 침습을 격퇴하는데 성공하고 이어서 공세로 이전할 

준비에 착수하 다.

  이리하여 사단은 제8군의 작명에 따라 다시 중부전선의 충주로 진출한 다음 미 제9군단

에 배속되어 반격작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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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군의 상황 

  이 무렵, 원주 북쪽에서는 중공군 제39･제40･제66군과 북한군 제5군단이 주력을 이루어 

연일 계속한 침습에서 막심한 타격을 입은 나머지 더 이상의 남진에 실패하게 되자 다시 

새로운 책동을 꿈꾸면서 부대의 재편과 재보급을 위함인지 2월 18일부터 점차로 철수하기 

시작하 고 그 일부만으로써 주력의 퇴각을 엄호하고 있었는데, 해병사단의 당면에는 중

공군 제66군의 제196사단과 제39군･제40군 일부가 아직도 건재중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적군의 상황

  2월 19일, 여주의 미 제9군단 CP에서는 미 제8군사령관 Ridgway 중장을 비롯하여 미 제

9･제10의 두 군단을 주축으로 하는 반격계획이 확정되었고 공격개시일을 2월 21일로, 작

전명령은 ‘Killer 작전’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때에 사단의 임무는 미 제9군단의 우익으로써 원주 북단에서 미 제10군단 주력을 초

월 공격하여 횡성북쪽에 설정된 Arizona선까지 진격하는 것이었다. 이 당시 사단의 동측에

서는 미 제10군단에 배속된 국군 제3사단이, 그리고 서측에서는 미 제9군단에 배속된 국

군 제6사단이 각각 전진하기로 되었는데, 이 절(여기)에서는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의 

Killer작전과 3월 7일부터 3월 24일까지 단행된 Ripper작전의 개요를 취급한다. 이 작전으

로 Arizona선 - Albany선 - Bbker선 - Baffalo선 - Cairo선을 탈환하는 작전목적을 완전히 달성하

게 된 것이다. 

 2. 횡성진격을 위한 작전 전개

  1) Killer작전(1951.2.21~3.4)

   (1) 작전계획

  2월 29일의 작전회의에서 수립된 반격계획에 따라 사단은 제1단계로 횡성 남동쪽의 고

지군을 점령하여 횡성을 탈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제2단계로 횡성 북쪽의 고지군

을 따라 설정된 Arizona선까지 진출하여 횡성을 점령한다는 기본계획을 세운다음, 2월 20

일 사단장 Smith소장은 다음과 같은 작명 6 - 51을 하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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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군단장 대리 Smith소장

① 제5연대는 사단의 우일선으로 미 제187공수연대 전투단을 초월공격하여 제1단계 

목표의 우반부를 점령하라

② 제1연대는 사단의 좌일선으로 제2사단 부대를 초월공격하여 제1단계 목표의 좌반

부를 점령하라

③ 제7연대는 최초 사단의 예비가 된다.

④ 공격개시 시간은 2월 21일 08:00로 예정한다. 

   (2) 제1단계 작전

  2월 21일, 사단은 이날 08:00부터 공격할 예정이었으나 충주에서 원주에 이르는 주보급

로가 많은 차량의 폭주로 파손된 탓으로 전투전개가 지연되어 10:00에 공격을 개시하 는

데, 적의 저항은 거의 없었으며, 사단은 적의 저항선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중한 공격전진

으로 시종하 다. 

  2월 22일, 이날도 적은 소규모의 산발적인 저항을 시도할 뿐으로써 그 주력은 계속 퇴

각하는 듯하 다. 그러나 사단은 적의 저항에 못지않게 눈과 비로 뒤섞인 진흙을 헤치면

서 전진을 계속하여 장병들의 고충이 많았다. 

  2월 23일, 사단의 북진에 따라 적의 저항은 점차로 본격화하기 시작하 다. 이날 좌일

선인 제1연대(장, McAlister대령)는 전진 중 적의 저항에 직면하 으며, 우일선인 제5연대

(장, Murray대령)도 역시 1개 대대 규모의 중공군으로부터 집요한 저항을 받았으나 항공폭

격과 포병의 화력으로 이를 제압하면서 전진을 계속하 다. 

  이날 사단은 중공군 60명을 사살하고 전사 1명, 

부상 21명의 손실을 입었다.

  2월 24일, 사단은 전진을 계속하여 이날 1단계 목

표를 완전히 점령함으로써 횡성을 면전에 내려다보

게 되었다. 이어서 좌일선 제1연대 제1대대의 C중

대(장, Robert P. Wray대위)와 전차 1개 소대로 횡성

에 대한 위력수색을 실시하 는데, 중대는 횡성북쪽

의 적정을 확인하는 한편, 지난번 전투에서의 미 육

군 낙오병 여러 명을 구출하고 날이 어둡기 전에 

연대에 복귀하 다.

  이로써 사단은 ‘Killer작전’의 제1단계작전을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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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 11> 미 해병 제1사단 Killer 작전 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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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2단계 작전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이날 제9군단장 Moore소장이 헬리콥터사고로 전사

하 으므로 사단장인 Smith소장이 이날부터 군단장을 대리하게 되었고, 사단은 부사단장

인 Pull준장이 지휘하게 되었다. 

  2월 25일, ‘Killer작전’의 제1단계가 끝나자 여주의 제9군단 CP에서는 이날 미 제8군사령

관 Ridgway중장이 참석한 가운데 작전회의를 열렸고 이 회의에서 Ridgway중장은 전선의 

재조정과 재보급을 위하여 제2단계작전은 3월 1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하 으며, 미 제9

군단과 제10군단의 전투지경선이 재조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사단은 우측의 제5연대 지역을 미 제10군단에 인계하고 제7연대를 사단의 

우측인 국군 제6사단지역에 배치한 다음, 제1연대를 우일선, 제7연대를 좌일선, 제5연대를 

예비로하여 공격하기로 하 다. 

   (3) 제2단계작전

  3월 1일, 사단은 이날 제2단계공격을 위하여 횡성 남쪽에 설정한 공격개시선에 전개하

는데, 우일선인 제1연대는 제2대대를 우, 제3대대를 좌일선으로, 또는 사단의 좌일선인 

제7연대는 제3대대를 우, 제2대대를 좌일선으로 전개하 다.

  그러나 좌일선인 제7연대의 전방에서 중공군은 치열한 포격으로 집요한 저항을 시도하

으므로 사단은 우선, 항공폭격 및 포병사격으로 이 적을 제압한 후에 다음날 공격을 개

시하기로 하 다.

  3월 2일, 사단은 이날 08:00에 제2단계 목표인 횡성 북방의 Arizona선을 향하여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제1연대 제2대대는 △291를 점령하고 제7연대 제2대대는 △537을, 제3대

대는 △333을 각각 공격하 으며, 제3대대는 사단의 좌일선에서 인접한 국군 제6사단과의 

접촉을 유지하 다. 

  3월 3일, 이날 제1연대(장, McAlister)는 제2대대(장, Clarence J. Mabry소령)가 격전 끝에 

△336, △294를 점령하 는데, 이 두 고지의 전투에서 대대는 중공군 70명을 사살하고 전

사 3명, 부상 28명의 손실을 입혔으며, 또한 제3대대(장, Virgil W. Banning중령)도 △304를 

점령함으로써 연대는 목표의 우반부를 모두 점령하 다. 

  그러나 제7연대(장, Litzenberg대령)는 △333, △537로부터 집요한 중공군의 저항을 받고 

치열한 접전을 계속하 으나 이날 목표를 점령하지 못하고 야간전투에 대비하 다. 연대

는 이날 전투에서 전사 14명, 부상 104명의 손실을 입었다. 

  3월 4일, 제7연대는 이날 08:00에 △333, △537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 는데, 적은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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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치열한 공격으로 많은 손실을 본 나머지 야음을 이용하여 소리없이 퇴각하 으므

로 연대는 더 이상의 저항을 받지 않고 고지를 모두 점령하 다. 

 이로써 사단은 Arizona선에 진출하여 횡성을 완전히 탈환하 고 ‘Killer 작전’의 목적을 달

성하게 되었다. 

  이 ‘Killer 작전’ 기간 중 사단은 전사 48명, 실종 2명, 부상 345명의 손실을 입었으며, 중

공군 사살 274명, 포로 48명의 전과를 거두었는데, 적의 실제 손실은 더욱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또한 이날 미 제9군단장에 William H. Hoge소장이 부임하여 Smith소장은 다시 

사단장으로 복귀하 다.

  2) Ripper작전(1951.3.7~3.24)

   (1) 작전계획  

  ‘Killer 작전’으로 ‘Arizona선’까지 진출한 미 제8군은 다시 ‘Ripper 작전’을 계획하여 3월 7

일 08:00에 북진을 재개하기로 결정하 다. 이 작전의 목적은 퇴각하는 적에게 최대의 피

해를 주고 계속적인 압력을 가하여 적의 차기공세를 사전에 분쇄하며 또한 중부전선에서

의 신속한 전진으로 서부의 적을 측면 포위함으로써 철수를 강요하려는데 있었다. 

  이 작전에서 사단의 임무는 제9군단의 우익으로써 북진을 계속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서 사단장 Smith소장은 제1연대를 우일선, 제7연대를 좌일선, 제5연대를 예비로 하는 

현 공격대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1단계로 ‘Albany선’까지 진격하기로 계획하 다.

  또한 사단의 동측에는 미 제10군단의 미 제2사단이, 서측에는 미 제1기갑사단이 각각 

나란히 진격하 으며, 사단 당면(當面)의 적은 중공군 제66군의 제197사단이 동, 제196사

단이 서, 198사단이 예비로 당기에 배치되어 사단과 대치하고 있었고 그 병력은 24,000명

으로 추산되었다. 

   (2) 제2단계작전

  3월 7일, 사단은 이날 아침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비교적 순조롭게 전개하 는데, 적

은 소규모의 산발적인 저항을 시도할 뿐이었다.

  3월 8일, 사단은 적의 부분적인 저항을 받았으나 우세한 대지공격 및 포병화력을 최대

로 이용하면서 계속 전진하 다. 이때 적은 소수의 병력을 요소에 배치하여 사단의 전진

을 지연시키면서 주력은 계속 북으로 퇴각하는 유인전법을 꾀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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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12> 미 해병 제1사단의 Ripper 작전 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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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9일, 사단은 이날 제1단계 목표인 ‘Albany선’까지 진출하 으나 우측의 미 제2사단의 

진출이 지연되어 전선전방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는 한편, 사단의 양측에 정찰대를 파견하

여 진격 중인 인접부대와 연결을 기도하 다.

  이리하여 사단은 2일간에 걸쳐 정찰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3월 13일에 이르러, 인접인 

미 제2사단 및 기갑사단이 Albany선까지 진출함으로써 Ripper작전의 제1단계는 끝을 맺었

고 제2단계에서는 홍천을 연하여 설정된 Baker선까지 진격하기로 하 다. 

   (3) 제2단계작전

  3월 14일, 사단은 이날 다시 Baker선을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 다.

  이때 미제9군단은 해병사단과 기갑사단이 신속히 전진하는 동안 홍천 북쪽에 제187공수

연대전투단을 투하하여 홍천부근의 적을 포위 격멸하고자 계획하 으나 적의 주력이 이

에 앞서 퇴각함으로써 그 계획을 중지키로 하 다. 

  3월 15일, 이날 좌측의 제7연대(장, Litzenberg대령)는 횡성 - 홍천간의 간선도로를 따라 

신속히 전진하여 홍천을 무난히 점령하 으나 우측의 제1연대(장, McAlister대령)는 홍천 

동쪽의 △246, △429로부터 집요한 저항을 받았다. 

  이때 제1연대는 제2대대(장, Robert K. McCelland중령)가 △246, 제3대대(장, Banning중령)

가 △249를 각각 공격하 는데, 제2대대는 △246를 점령한 다음, E중대(장, Johnny L. 

Carter중위)로 △429의 측면을 목표로 우회하여 제3대대와 연결을 기도하 으나 역시 집요

한 적의 저항에 부딪치게 되자, 대대장 McCelland중령은 12:30에 D 및 F중대를 동시에 투

입하여 공격을 계속하 다. 그러나 적은 위장된 진지에 배치되어 치열한 저항을 계속 함

으로써 대대는 일단 △246으로 다시 철수한 다음, 야간전투에 대비하 다. 이날 전투에서 

제2･제3의 양개 대대는 중공군 93명을 사살하고, 전사 7명, 부상 86명의 손실을 입혔다.

  3월 16일, 사단장 Smith소장은 제1연대가 고전하게 되자, 예비대인 제5연대의 제3대

대(장, Donald R. Kennedy중령)를 제1연대의 우측에 투입하여 연대를 지원하도록 조치

하 다. 

  이날 아침, 제1연대는 다시 △429를 공격하 는데, 적은 지난 밤 사이에 모두 퇴각하고 

말았으므로 연대는 무난히 고지를 탈환하 다.

  또한 제7연대는 홍천 북쪽의 △339를 공격하여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고지를 점령하

으므로 이로써 사단은 Baker선을 완전히 확보하고 다음 단계의 공격을 준비하 다.

  3월 17일, 사단은 이날 군단으로부터 계속 Bufflo선까지 진격을 계속하라는 명령을 받고 



미 해병대의 횡성탈환┃제3절

횡성전투의 전적지를 찾아서◀209

미 해병1사단 소양강진출 모습 

사단장 Smith소장은 좌일선인 제7연대와 제5연대를 교대하여, 제1연대를 우일선, 제5연대

를 좌일선, 제7연대를 예비로 공격을 재개하 다.

  또한 이날 UN사령관 MacArthur원수가 사단의 전선을 시찰하고 장병들을 격려함으로써 

사단의 사기는 더욱 높아졌다. 

  3월 18일, 적은 전 전선에서 아군의 전격적인 우세한 항공폭격으로 계속 패주하여 북상 

퇴각하고 있었다.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신속한 전진을 계

속하 다. 또한 이날 한국해병 제1연대(장, 김성은대령)가 동부전선의 한국군 제3군단으로

부터 사단에 배속되어 한미해병대는 다시 합동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4) 제3단계 작전

  3월 20일, 사단은 신속한 전진을 계속한 끝에, 이날 Bufflo선에 진출하고 이어서 제3단계 

작전으로써 제1연대를 우일선, 한국해병 제1연대를 중앙, 제5연대를 좌일선, 제7연대를 예

비로 하여 Ripper작전의 최종목표선을 향하여 공격을 계속하 다. 

  이때 사단의 전방에는 적의 주력인 중공군 제66･제39 양군이 모두 38도선 이북으로 퇴

각하고 이와 교체된 북한군이 사단의 전진을 저지하면서 주력의 후퇴를 엄호하고 있었다. 

  3월 24일, 사단이 진격하는 동안 가장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 던 곳은 중앙의 한국해병 

제1연대 지역에 있는 가리산전투 다. 그러나 이날 한국해병 제1연대가 이 고지를 점령함

으로써 좌･우측의 제5･제1연대로 역시 Cairo선에 진출하여 사단은 Ripper작전의 최종 목표

선을 모두 확보하 고 Ripper작전은 종료하 다.

  이후 사단은 Ridder작전이 끝난 다음, 계속 진격하여 4월 3일에는 소양강까지 진출하

다. 이때 적은 퇴패를 거듭한 끝에, 이른바 철의 삼각지대인 철원 - 김화 - 평강 일대에 집

결하여 차기공세를 준비하고 있었

으며, 미 제8군은 적의 공세를 사

전에 분쇄하기 위하여 38선을 넘어 

북진을 계속하기로 하고 일부전선

을 재조정하 다. 

  이에 따라서 사단은 4월 10일, 

춘천 북방의 Kansas선에 진출하

던 미 제1기갑사단과 교대한 다음 

화천을 향하여 계속 진격하 다.



제5장┃횡성 재수복전

210 ▶횡성문화원

횡성군 안흥면 소재지

제4절 태기산부근 전투

태기산부근 전투(51.3.6~3.14)

  태기산전투(51.3.6~3.14)는 미 제10군단(장, 소장 Edward M. Almond) 소속의 제5사단

(장, 민기식준장)이 포병 제26대대, 미 제2사단 포병대대, 미 제7사단 포병대대와 함께 

북한군 제5군단 제6사단과 제12사단을 상대로 벌인 전투이다. 

 

 1. 전투 전의 개황

  2월 12일 새벽을 기하여 미 제10군단 정면에 주공을 지향한 이른바 2월공세는 월 - 제

천 정면을 위협하고 원주 - 지평리를 포위하여 한 때는 그 기세가 자못 높았으나 아군의 

계속된 폭격과 포격, 그리고 협조된 돌파구의 봉쇄작전으로 2월 18일부터는 그 예봉을 거

두게 되고 2월 21일 10:00를 기하여 감행한 아군의 총반격작전으로 적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전 전선에 걸쳐 궤퇴하기 시작하 다. 

  즉, 동부전선의 북한군 제69여단은 지연전을 시도하며 서쪽의 북한군 제2군단의 철퇴를 

엄호하 고 중동부전선(원주 동쪽)에서 국군 제3군단 및 미 제10군단과 대치한 북한군 제

2･제5군단은 서쪽의 중공군 제66군과 연계하여 주문진 - 황병산 - 계방산 - 풍암리 - 홍천선에

서의 재편성을 목적으로 지연전을 펴면서 퇴각중이었으며, 중부전선(원주 서쪽)의 중공군 

제66･제40･제42군은 미 제9군단의 

거센 반격으로 횡성 북쪽에서 집

요한 저항 끝에 궤퇴하 는데, 이

들은 홍천 - 청평 - 의정부선에서 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서부전선에서 미 제1군단과 대치

한 중공군 제38･제50군 및 북한군 

제1군단은 현 전선인 한강 북안에

서 계속 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자 주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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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렵 군은 Arizona선까지 진격하여 제1단계의 반격작전을 성공리에 끝냄으로써 육본

작명 제263호(참조 작명부록 제222호)를 시달하여 그동안 무도리에서 제3･제5사단을 지휘

하면서 미 제10군단의 반격작전을 지원한 제1군단 본부를 강릉으로 복귀시켜 수도사단 및 

제9사단을 휘하에 두고 제2단계의 반격작전을 감행하게 하는 한편, 제3사단을 제3군단으

로, 제5사단을 미 제10군단으로 각각 그 배속을 변경하 다. 

  이에 따라, 미 제10군단장 Almond소장 군단 작명 제16호로써 미 제2사단으로 하여금 제

3사단 지역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단양에 CP를 두고 단양 - 풍기간의 주보급로 경계임무

를 수행 중이던 제5사단을 안흥리(횡성, 안흥)로 진출시켜 미 제2사단의 진지를 교대하게 

함으로써 사단은 금번의 제2단계의 반격작전에 참가하기에 이르 다. 사단이 담당한 전투

지역은 우로는 흥정리 - 진조리 - 방의동 - 운교리로, 좌로는 동두촌 - 신대리 - 갑천리 - 지구리

를 각각 남북으로 연한 지역이며, 후방지경선은 평창 - 횡성간의 42번 작전로(路)로써 우측

은 미 제7사단이 좌측은 미 제2사단이 각각 담당하 다.

  사단 정면은 태기산(평창 서북쪽 27㎞), 봉복산(△1028)을 비롯하여, 900~1,000의 산령이 

우뚝 솟아있고 단애와 협곡을 이룬 연봉준악(連峰峻岳)으로써 우거진 잡목과 거수(巨樹) 

그리고 불규칙한 첩첩중곡(疊疊重谷)은 관측과 시계를 제한하고 직사화기보다 곡사화기의 

효용이 더욱 컸으며, 근접전이 강요되었고 은폐와 엄호는 피아간에 양호하나 공자(攻者)

보다 방자(防者)인 적에게 더욱 유리하 다. 전투지역 내의 도로는 속칭 황달모루(안흥리 

북쪽 10㎞) - 둔방내리 - 화동리에 이르는 6번 작전로가 있으나 이 도로의 진입을 위하여서

는 안흥리에서 미 제2사단 지역의 동창촌 - 속칭 태오지 - 자작정에 이르는 산간협로를 거

쳐야만 하 고 운교리 - 속칭 병모루에 이르는 산간도로는 작전초기에 있어서만 그 효용성

이 있을 뿐으로 차량 및 기갑부대의 기동에 큰 제한을 두었다.

  기간 중 날씨는 청명하고 관측과 시계 그리고 공중지원에도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초

춘의 아침저녁 기온은 하 7도~ 하 8도를 오르내렸고 전 고지를 뒤덮은 15~20㎝의 잔설

은 기동에 장애가 되었으며, 동토(凍土)는 축성에 어려움을 주었다.

  

  1) 적군의 상황

  사단과 대치하게 된 적은 북한군 제5군단 예하 제6사단과 제12사단의 1개 연대로써, 제

6사단은 횡성 - 포동리전투(51.2.5~12)에서 사단에 의하여 큰 손실을 입은 바 있으며, 그들

이 이른바 2월공세에서는 주력인 중공군의 침습에 편승하여 제천 정면까지 침투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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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2월 21일을 기하여 감행한 반격작전에서 미 제2사단에 의하여 또다시 타격을 받고 

계촌리 - 오항리 - 랑리선으로 궤퇴하고 있었다. 그러나 12사단 일부병력의 증원과 지형에 

익숙한 태기산 연봉인 이 지역에 이르자, 제법 전력을 수습하여 정비하고 지연진지를 점

령하기에 이르 다. 제6사단은 그 지휘소를 속칭 솔골(오항리 - 동북쪽 6㎞)에 두고 방의동

- 오항리선과 오항리 - 랑리선에 각각 1개 연대를 배치하 고 1개 연대는 예비로써 둔방

내리에 공치(控置)하 으며, 그 서익(西翼)인 제13연대 지휘소는 주점촌( 랑리 북쪽 3㎞)

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12사단 예하의 1개 연대는 △929(오항리 동북쪽 5㎞)

- 우용리(오항리 서북 4㎞)에 거점을 형성하고 제6사단을 증원하 다. 

  주력인 제6사단의 현재 보유병력은 4,189명(51.3.1 ｢육본정기정보보고｣제60)이고 포병의 

지원을 받지는 못하나 10~12문의 박격포와 60정의 각종 기관총을 보유하 으며, 1개월에 

걸쳐 계속된 전투와 각종 보급품의 부족으로 사기는 저하되었으나 발악적인 저항은 계속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적의 현재 보유능력으로서는 공세방어 또는 공세이전은 어려울 것이며, 계방산 - 풍암리

- 홍천선에서의 재편성을 목적으로 계속 퇴각하거나 또는 유리한 지형의 활용여하에 따라

서는 지연전과 국부적인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아군의 상황

  제5사단은 육본 작명 제263호에 의하여 1951년 3월 3일 18:00부로 제1군단으로부터 미 

제10군단으로 그 배속이 변경되었으며, 군단 작명 제16에 의한 단양 - 풍기간의 주보급로

에 대한 경계임무를 끝내고 단양(사단CP, 제27연대) - 풍기(제35연대) - 장림리(제36연대)를 

출발하여 제천 - 주천리를 거쳐 3월 5일에는 운교리 - 안흥리로 진출하 다. 사단CP는 5일 

12:00에 주천강변의 웃거리(안흥리 북쪽 1.5㎞)로 약진하 고 제35연대는 이날 새벽 운교

리로 진출하여 연대CP를 개설한 다음, 월암동(운교리 북쪽 1.5㎞) 일대의 미 제2사단 예하 

제23연대와 프랑스대대의 진지를 교대하 으며, 제36연대는 연대CP를 속칭 새터(안흥리 

동북 1.5㎞)에 설치하고 지구리 일대의 미 제9연대진지를 인수하 다. 한편, 제27연대는 

주천리로 진출하여 사단예비가 되었으며, 포병 제26대대는 사단CP와 같이 속칭 웃거리로 

약진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지원태세를 갖추었다. 

  이 무렵 미 제10군단 사령부는 주포리에 위치하 으며, 우인접인 미 제7사단은 CP를 도

돈(평창 서남쪽 5㎞)에 두고 우일선인 제32연대는 아미동 - 조금리 - 상안미리를 연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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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리고 좌일선인 제17연대(미 제2사단 제23연대 제2대대 배속 중)는 향교터 - 계촌 - 월

암동선에서 각각 진격준비를 서둘 는데, 이 당시 제31연대는 사단예비로서 구포동부근의 

주보급로와 사단CP에 대한 경계임무를 담당하 다. 한편, 좌인접인 미 제2사단은 작전임

무를 제5사단에 인계한 다음 제3사단 지역으로 이동하여 미 제9연대는 소사리 - 상대리에 

이르는 제18연대 진지를 인수하 고 미 제23연대( - 제2대대)는 상대리 - 산전리 - 포간

의 제23연대의 진지를 교대하 다. 미 제38연대(네덜란드대대 배속)는 군단예비로서 주포

리에 위치하여 후방경계임무를 담당하 다.                    

 2. 태기산 진격을 위한 작전 전개

  1) 작전계획

  미 제8군계획과 육본 작명 제263호에 의하여 단행하게 된 이번 작전은 궤퇴 중인 적을 

포착섬멸하고 그 집결거점을 분쇄하여 제1군단은 강릉 - 횡계리, 제3군단은 횡계리 - 속사리

선의 작전로를 완전히 장악하는 동시에 미 제10군단은 속사리 - 덕거리 - 태기산 - 노천리선

을, 그리고 제9군단은 노천리 - 홍천 - 양수리선으로 진격하여 강릉 - 하진부리 - 홍천 - 한강을 

연한 선에서 전선을 정리한 다음, 미 제1군단의 서울탈환과 호응하여 38도선까지의 결정

적인 반격을 감행하고자 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작전개념에 입각하여 미 제10군단장 Almond소장은 제5사단에 대하여 요지 다음

과 같은 작전임무를 부여하 다. 

  

① 제5사단은 D일 H시를 기하여 Arizona(방의동 - 주점촌)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지역 

내의 적을 포착섬멸한 다음, 태기산을 탈환하라.

② 공격간 요청에 의하여 미 제2･제7사단의 포병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군단 작명에 접한 사단장 민기식준장은 제35연대(장, 박현수대령)를 우일선으로, 

제36연대(장, 황 엽대령)을 좌일선으로 전개하고, 제27연대(장, 유의준대령)을 사단예비로 

공치(控置)하고 제6번작전로를 중심으로 집요한 적의 저항이 예측되는 우용리 - 둔방내리 -

화동리를 연한 선을 목표로 진격하되 주공을 제36연대(장, 황 엽대령) 정면에 지향하기로 

하고 요지 다음과 같은 사단작명을 하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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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5연대는 주봉(酒峯, △896)를 탈환한 다음, △929~두원리와 △1061~693을 거쳐 

자주봉(△889)을 축차로 공략하고 태기산(△1261)을 탈환한 다음 이를 확보하라.

② 제36연대는 주봉(주봉, △827) - 주점촌을 공격, 확보한 다음, 우용리 - 둔방내리 -

화동리 - 신대리를 축차로 탈환하고 △1073 - 봉복산(△1028)을 공격하여 이를 확보

하라.

③ 제27연대는 사단예비로서 안흥리에 진출하여 차후 명령을 대기하라.

④ 포병 제26대대는 1개 중대로서 제35연대를, 2개 중대로서 제36연대를 각각 직접 

지원하라.

⑤ 제5야전공병대대는 6번작전로와 연결하는 안흥리 - 자작정간 산간도로를 보수확보

하라. 

⑥ 공격간 각 연대는 요청에 의하여 미 제2제7사단의 155㎜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⑦ D일 H시는 51.3.7.08:00이다.

  2) 작전실시

  3월 6일, 공격개시 전날인 이날, 사단은 공격개시선인 Arizona선(방의동 - 주점촌)을 목표

로 진격을 시작하여 우일선인 제35연대는 중간촌 - 오항리선으로, 좌일선인 제36연대는 치

열한 교전 끝에 속칭 동박골 - 후평 - 중산선으로 각각 진출하 다.

  제35연대(장, 박현수대령)는 08:00에 속칭 하우개 - 표대봉(△868)에서 진격을 시작하 는

데, 우일선인 제3대대(장, 이창득소령)는 1개 소대규모 적의 산발적인 저항을 격파하고 

12:00에 △922(오항리 동쪽 1㎞)를 점령한 다음 이를 확보하 으며, 좌일선인 제2대대(장, 

이기환소령)는 △872 - △837(오항리 남쪽)선에서 집요하게 저항하는 2개 중대규모의 적을 

치열한 교전 끝에 무찌르고 13:00에 오항리를 점령하여 그 북쪽 고지에 병력을 배치하는 

즉시로 다음 공격준비를 서둘 다. 제1대대(장, 정인순대위)는 연대예비로써 운교리에 위

치하여 42번작전로와 연대 CP경계를 담당하 다. 

  제36연대 제1대대(장, 손개동소령)는 전날 밤 21:00에 제2중대 정면인 △642(지구리 동북 

3㎞)로부터 침습한 2개 중대규모의 적과 격돌하게 되자 포병 제26대대 제1･제2중대의 근

접지원사격을 받으면서 과감한 반격으로 이날 06:00에 이를 격퇴한 다음, 08:00에 진격을 

개시하여 △837 - △716에서 저항하는 적 1개 중대를 무찌르고 11:00에 △781를 탈환하 다. 

또 좌일선인 제3대대(장, 이규승소령)는 전날 20:00에 △688(지구리 북쪽 2㎞)로 진격 중 1

개 대대규모의 완강한 저항으로 △627 - △638에 진지를 점령하고 거듭된 적의 침략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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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한 다음 이날 08:00에 제1･제2중대의 집중지원사격하에 반격을 감행하 다. 

  연대장 황엽대령은 적의 완강한 저항에 대응하여 연대예비인 제2대대(장, 조시형중령)를 

지구리부근으로 진출시키는 한편, 제8중대를 제3대대(장, 이규승)에 증원하 다. 대대장 

이규승소령은 제9중대를 우측으로 제10중대(장, 백기순중위)를 좌측으로 우회공격하게 하

는 한편, 제11중대를 정면에 전개하여 일제히 돌진하도록 하 는데 1개 대대규모 적의 저

항을 백병전으로 격파하고 13:00에 △688를 완전히 점령한 다음, 후평 - 중산(지구리 북쪽 3

㎞) 일대에 급편진지를 구성하고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하 다. 

  사단예비인 제27연대(장, 유의준대령)는 08:00에 주천리를 출발하여 17:00에 하안흥리로 

진출한 다음, 제1대대(장, 이남주소령)를 △581(지구리 서북 1㎞)에, 제2･제3대대를 안흥리 

북쪽에 각각 배치하여 사단 후방지역을 경계하는 한편, 공격제대의 지원태세를 갖추었다. 

  3월 7일, 이날 사단장 민기식준장은 일제공격에 앞서 적의 완강한 저항에 대응하여 사

단 작명 제29호 작전 훈령 제2호를 하달하 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제35연대는 목표1(酒峯 △896)을 점령한 다음, 목표2(용마봉 △1192 - △1018 - △1010

- △1061)를 공격, 확보하라.    

② 제36연대는 목표A(周峯 △827)･B(주점촌부근 △576)를 점령 후 계속하여 목표C(둔

방내리부근 △685)･D(두원리 북쪽 4㎞ △795 - △665)를 공격, 확보하라.

  제35연대장 박현수대령은 사단계획에 따라 제2대대(장, 이기환소령)를 주공으로써 목표

1(酒峯)을 공격하게 하는 한편, 제3대대(장, 이창득소령)는 △929를 견제공격하도록 명령하

다. 우일선인 제3대대는 공격준비 사격을 펼침과 동시에 시작하여 △728(오항리 동북 3

㎞)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1개 중대규모의 적을 치열한 사격을 받아 일진일퇴의 격전을 

전개하 고 주공인 제2대대(장, 이기환소령)는 속칭 소재목에 육박하 으나 박격포의 지원

을 받는 1개 대대규모 적의 집요한 저항에 부딪쳐 공격의 기세가 일시 좌절되는 듯하

다. 연대장 박현수대령은 적화력의 치열함과 불리한 지형을 고려하여 야간공격으로 전환

하기로 결심하고 “제3대대는 △728로, 제2대대는 절고개(오항리 동북 1㎞)로 각각 기동하

여 야간공격을 준비하라”고 명령하 다.

  이 명령에 따라 16:00에 △728로 철수한 제3대대(장, 이창득소령)는 21:00에 공격을 개시

하여 △930의 적진지를 백병전으로 일거에 무찌른 다음, 공격목표인 △929로 계속 육박하

고 있었으며, 제2대대(장, 이기환소령)는 포병 제26대대 제3중대의 직접 지원하에 일제히 

약진하여 △884의 적을 육박전으로 격퇴하고 주봉(酒峯 △896)으로 돌진하여 일진일퇴의 



제5장┃횡성 재수복전

216▶횡성문화원

격전을 전개한 다음, 다음날 05:00에 완전히 목표를 탈환하 다. 한편, 제1대대(장, 정인순

대위)는 계속 연대예비로서 △762 - △884(운교리 북쪽 1㎞)에서 연대후방 경계임무를 담당

하 다. 

  제36연대(장, 황 엽대령)는 이날 08:00에 전날의 진지인 속칭 동박골 - △781 - 후평 - 중산

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공격목표 A･B를 탈환함으로써 공격 첫날의 서전을 빛냈다. 즉, 우

일선인 제1대대(장, 손개동소령)는 공격준비 사격과 동시에 제2･제3 중대를 공격제대로 하

여 목표A(周峯 △827)로 진격하 는데, 양지촌(주공 남쪽)에 진지를 점령한 북한군 제13연

대 예하 1개 대대규모의 적의 집요한 저항으로 공격이 일시 돈좌(頓挫)되자, 대대장 손개

동소령은 미 제2사단의 포병의 화력증원과 공중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제1중대를 제2･제3

중대 진출선 동쪽인 △678로 증원하 다. 13:00에 포병지원사격에 뒤이은 공중지원과 동시

에 대대는 일제히 돌진하여 육박전을 전개한 끝에 공격목표인 주봉(周峯 △827)을 탈환 

확보하 다. 이때에 목표B(△576)를 공격한 제3대대(장, 이규승소령)는 △624 - △576를 연

하는 선에서 저항하는 2개 중대규모의 적을 격파하고 14:00에는 제11중대가 △624를, 제9

중대가 △576를 각각 탈환, 확보하 으며, 후속한 제10제12중대는 △628( 랑리 동북 2.5

㎞)의 진지를 점령하 다. 한편, 연대 예비인 제2대대(장, 조시형중령)는 연대주력을 후속

하여 랑리를 진출한 다음, OP를 △593에 두고 제3대대의 전날 진지인 후평 - 중산 일대

의 진지를 점령하고 연대의 서측배를 엄호하 다. 

  주봉(△827) - △576에서 궤주한 북한군 제13연대 주력은 △645(주봉 북쪽 2.5㎞) - 648(우

용리 서북쪽 2㎞)에 집결하여 거점을 형성하고 지역 내의 유일한 작전로인 6번 국도를 차

단하는 한편, 사단의 진격을 지연 또는 저지하고자 기획하 으며, 북한군 제6사단예비인 1

개 연대규모의 적은 계속 둔방내리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27연대(장, 유의준대령)는 계속, 사단예비로서 안흥리 일대에 위치하 으며, 09:00부터

는 전 장교를 소집하여 중공군편제와 전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 다. 

  한편, 우인접인 미 제7사단은 이날, 제32연대를 우일선으로 하고 제17연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아미동 - 하광촌리 - 덕수산 - 후동선에서 진격 중에 있었으며, 좌인접인 미 제2사단은 

이날 사단 CP를 주포리에서 신양리로 이동한 다음 제9연대를 우일선으로, 제23연대를 좌

일선으로 하여 속칭 장자터 - 통골 - 탁박골 - 추동선에서 공격중에 있었다. 

  3월 8일, 이날 사단은 전날에 이어 계속 공격을 감행하 으나 적의 집요한 저항으로 

우일선인 제35연대(장, 박현수대령)는 △929 - 두원리에 진출한 다음 재편성에 이어 공격

준비를 서둘 으며, 좌일선인 36연대(장, 황엽대령)는 △645 - △648 전방에서 공격이 돈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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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제35연대(장, 박현수대령)는 전날 21:00를 기하여 △929 - 주봉(酒峯, △896)을 목표로 야

간공격을 단행하 는데, 제3대대(장, 이창득소령)는 치열한 돌격전을 반복한 끝에 이날 새

벽 04:00에 드디어 적을 구축하고 △929를 완전히 점령하 으며, 제2대대(장, 이기환소령)

는 포병 제3중대의 근접지원과 과감한 백병전으로 05:00에 적이 집요하게 버티던 주봉(△

896)을 탈환한 다음 패적을 급히 추격하여 14:00에는 두원리를 점령하 다. 한편, 연대 정

면에서 궤주한 적은 북한군 제12사단 예하 1개 연대의 엄호하에 △1061 - △693(두원리 북

쪽 15㎞)를 연하는 선에서 재편하는 한편, 연대의 진격을 저지하고자 발악하 으며, 연대

는 △929 - 두원리선에서 진지를 점령하자 곧 이 적의 역습에 대비하는 한편, 부대정비를 

서둘 다.

  제36연대(장, 황 엽대령)는 이날 C6.CC, 북한군 제6사단 예하 제13연대 주력이 고수하는 

△645 - △648(우용리 서북 2㎞)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 는데, 우일선인 제1대대(장, 손개동

소령)는 제3중대와 제1중대를 공격제대로 하여 1개 중대규모의 적을 제압하고 우용리를 

점령한 다음, 적의 거점인 △645(우용리 북쪽 1.5㎞)로 진격하 으나 추격포의 지원을 받

는 1개 대대규모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공격이 돈좌되자 공격제대인 제3･제1중대는 △

645 남사면능선에 급편진지를 점령하고 정상의 적과 대치하여 치열한 사격전을 전개하

으며, 후속한 제2･제4중대는 우용리 북쪽 고지로 진출하여 제3･제1중대를 엄호하 다. 

  한편, 좌일선인 제3대대(장, 이규승소령)는 △561(속칭 황달모루 부근)에서 적의 전진진

지로 추정되는 1개 중대규모의 방위선을 무찌르고 공격목표인 △648로 돌진하 으나 1개 

대대규모의 적의 집요한 저항으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반복하던 중, 치열한 화력과 불리

한 지형으로 △561남사면으로 철수한 다음, 포병지원사격하에 전화력을 △648로 집중하고 

재공격준비를 서둘 으며, 16:30에는 미 공군 전투기 편대가 △645 - △648을 연하는 능선

에 계속적인 대지(對地)공격을 가하 으나 적의 저항은 여전히 집요하여 공격을 재개하지 

못하 다. 이에, 연대장 황 엽대령은 연대 전투지휘소를 새목(주점촌 북방 1㎞) 부근 고지

로 약진시켜 직접 진두지휘에 나서는 한편, 연대예비인 제2대대(장, 조시형중령)를 전날의 

진지인 후평 - 중산에서 주점촌으로 약진시켜 상황의 변동에 즉응하도록 조치했다. 

  사단예비인 제27연대(장, 유의준대령)는 공격제대인 제35･제36연대의 진격에 따라 적의 

저항이 점차로 치열하여지자 사단장 민기식준장의 명령에 따라 출동준비를 갖춘 다음, 이

날 20:00에 제36연대 CP가 위치한 속칭 새터(안흥리 북쪽 1.5㎞) 부근으로 집결, 대기 중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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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야전공병대대는 CP를 속칭 농골(상안리 부근)에 두고 미 제2사단 공병대대와 협동하

여 지역 내에서의 유일한 기동로인 안흥리 - 태오지(속칭) - 자작정에 이르는 산간도로를 보

수하고 있었다. 

  3월 9일, 공격 3일째인 이날 사단의 우일선인 제35연대는 격전 끝에 적의 주요거점인 

△693을 탈환하 으나 좌일선인 제36연대는 적의 집요한 저항으로 전선이 교착되었으므로 

사단장 민기식준장은 사단예비인 제27연대를 후평(厚坪, 오항리 북쪽 1㎞)으로 진출시켜 

전선투입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하 다. 

  제35연대 제3대대(장, 이창득소령)는 08:00에 전날의 진지인 △929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874(용마봉 서쪽)에서 증강된 1개 중대규모의 적을 축출하고 14:00에는 △ 1061를 점령

하 으나 1개 대대가 점령한 진지로서는 그 정면이 지형상 적합지 않으므로 연대장의 명

령에 따라 △929로 이동하 는데, 21:00에 이르러 제9중대 정면인 속칭 감동지로부터 1개 

소대규모의 적이 위력탐색을 가하 으나 15분간의 교전으로 이를 격퇴하 다. 좌일선인 

제2대대(장, 이기환소령)는 △592의 적 1개 중대를 격파하고 적의 주요거점인 △693를 목

표로 진격 중, 1개 대대규모의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닥쳐 한 때 공격이 돈좌되었으나 포

병 제3중대의 치열한 지원사격으로 적의 박격포진지를 제압한 다음 일제히 돌진하여 백

병전을 전개한 끝에 16:30에는 이 고지를 완전히 점령하 다. 한편, 제5중대는 속칭 하자

필(△693 북쪽 1㎞)까지 진격하여 전과를 확대하는 한편 제36연대 정면의 적 후방을 교란

한 다음 18:00에 △693로 복귀하 다. 그런데 △736(△693 북쪽 1.5㎞) 쪽으로 궤주한 적은 

23:30에 삼면으로 대대를 포위하려는 형세로 침습하 으나 즉각 유도된 미 제7사단의 포

병대대의 엄호사격하에 치열한 공방전을 감행한 결과 다음날 02:00에 이 적을 격퇴하고 

말았다.

  제3연대 제1대대(장, 손개동소령)는 전날에 이어 △645 정상의 적과 대치하고 치열한 교

전을 계속하 으며, △648의 적 1개 대대와 대치한 제3대대(장, 이규승소령)는 04:00에 여

명공격을 단행하 으나 커다란 전세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동막현 - △576를 연하는 선으

로 철수하여 진지를 점령하 다. 

  이와 같이 전선이 교착되기에 이르자, 연대장 황 엽대령은 연대예비인 제2대대(장, 조

시형중령)를 투입하여 적의 서측배(西側背)를 강타함으로써 연대의 진격로를 타개하고자 

결심하 다. 이러한 연대장의 결심에 따라 제2대대(장, 조시형중령)는 제3대대를 초월하

여 09:30에는 선락동(△648 서쪽)을 점령한 다음, 1개 중대규모의 적의 집요한 저항을 격

파하고 상대리를 탈환하 으나 적의 역습으로 19:00에 속칭 새목 - 아래가무대(우용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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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1.5㎞)로 철수하 다. 한편, 연대CP는 이날 18:00에 새터에서 추동( 랑리 북쪽)으로 

약진하 다. 

  사단예비인 제27연대(장, 유의준대령)는 이날 “제27연대는 12:00까지 후평(오항리 북쪽 1

㎞)으로 전진하여 공격준비를 갖추라”는 사단장 민기식준장의 명령에 따라 11:30에 후평으

로 진출한 다음 제1대대(장, 이남주소령)를 절고개(오항리 동북쪽 1㎞)에 제2대대(장, 성

환소령)를 주봉(酒峯, △896)에, 그리고 제3대대(장, 박원관대위)를 주봉(周峯, △827)에 각

각 배치하여 일선연대에 대한 증강태세를 갖추었다. 

  3월 10일, 제35연대 제3대대(장, 이창득소령)는 이날 02:00에 침습한 1개 대대규모의 적

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 으나 좌익인 제10중대 정면이 무너짐에 따라 △929 정상으로 

철수한 다음 05:00에 반격을 감행하여 적을 격퇴하고 진지를 회복하 으며, 제2대대(장, 

이기환소령)는 전날 23:30에 침습한 1개 대대규모의 적을 격전 끝에 이날 02:00에 격퇴하

고 진지를 강화한 다음 파상적인 적의 공세를 계속 물리치면서 △693를 확보하 다. 한편 

연대예비인 제1대대(장, 정인순대위)는 운교리에 위치하고 부근 일대를 수색하 으나 적정

을 확인하지 못하 다. 

  제36연대 제1대대(장, 장개동소령)는 지난 8일부터 △645정상의 적과 대치하고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던 중 이날 03:30을 기하여 포병 제1･제2중대의 집중지원사격하에 △645로 

돌진하여 집요하게 하는 적을 백병전으로 일거에 무찌르고 04:20에 전격적으로 이 고지를 

탈환한 다음 제1중대는 궤퇴하는 적을 추격하여 시장터(△645 북쪽 1㎞)까지 진격하 으

며, 대대 주력은 △645 서쪽 능선으로 진출하여 △648의 적의 동측배를 강타함으로써 제3

대대(장, 이규승소령)의 △648 공격을 지원하 다. 한편, 좌일선인 제3대대(장, 이규승소령)

는 제1대대의 △645 점령과 동시에 △648을 목표로 진격하여 적의 주요거점인 이 △648을 

07:20에 완전히 탈환하 다. 이때에 먼동이 트는 새봄의 대기 속에 피와 땀으로 얼룩진 

장병들의 사기는 마냥 높아가기만 하 다. 한편 제2대대(장, 조시형중령)는 제2대대를 초

월하여 궤주하는 적을 급히 추공하 는데, 17:00에는 2개 중대로 추산되는 적 수송부대를 

무찌르고 △722(△648 북쪽 2㎞)를 점령한 다음, 제7중대를 남겨 두고 상대리 - 선락동에 

이르는 서면진지를 점령하여 적의 침습에 대비하 다.

  한편, 연대지휘소는 공격제대의 진출에 따라 11:00에 △648 서쪽 무명고지로 추진하 다.  

  사단예비인 제27연대(장, 유의준대령)는 전날에 이어 연대CP를 후평(厚坪)에 두고 절고

개[寺峴] - 주봉(酒峯) - 주봉(周峯)을 연한 선을 확보하고 공격준비를 서둘 다. 

  포병 제26대대(장, 노재현중령)는 이날 대대 CP를 계속 속칭 관터(안흥리 동북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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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제2중대를 계촌(오항리 동쪽 5㎞)으로 추진시켜 제35연대(장, 박현수대령)를 직접 지

원하 고 제1･제3중대는 제36연대(장, 황 엽대령)를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후평( 랑리 북

쪽)으로 약진시켰다.

  사단 통신참모 이용억(李龍億)소령은 통신중대를 진두지휘하여 이날 12:00에 각 연대와 

사단간에 각각 3회선의 유선망을 가설하 고 모든 무전기의 점검을 완료하 다.

  3월 11일, 이날 우일선인 제35연대(장, 박현수대령)는 계속적인 적의 침습을 격퇴한 결

과 △929 - △693를 연하는 선을 확보하고 공격준비를 서둘 으며, 좌일선인 제36연대(장, 

황 엽대령)는 제2대대(장, 조시형중령)로써 공격을 감행하 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하 고 

주력은 △645 - △648를 연하는 선을 계속 확보하면서 공격준비와 재편성을 서둘 다. 

  제35연대 제3대대(장, 이창득소령)는 전날의 진지인 △929를 확보하고 용마봉(△1026)으

로부터 침습하는 1개 대대규모 적의 계속적인 파상공격을 물리쳤으며, 좌일선인 제2대대

(장, 이기환소령)는 △694 - △693를 연하는 선에서 진지를 강화하고 05:00에 증강된 1개 대

대규모의 적의 침습을 포병 제2중대의 근접지원하에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전을 반복하

여 06:30에 이 적을 격퇴한 다음 부대정비를 서둘 으며, 대대수색대는 속칭 상자필(△693 

북쪽 1㎞)까지 진출하여 적 전방을 교란하고 11:00에 복귀하 다. 이때에 대대 정면에서 

퇴각한 적의 주력은 자주봉(△693 북쪽 2㎞)에 집결하여 산발적인 추격포사격을 가하면서 

재침의 기회를 노리는 듯하 다. 한편, 연대CP는 이날 11:00에 운교리에서 내월암(오항리 

동쪽 2㎞)으로 추진하 으며, 연대예비인 제1대대(장, 정인순대위)는 △861(오항리 동북 2

㎞)로 진출하여 공격제대의 지원태세를 갖추었다. 

  22:00에 사단장 민기준준장의 요청에 따라 즉시 출격한 미 공군 전폭기편대는 적의 집

결거점인 자주봉(△889) - △795 - △665을 연하는 선을 강타하 다.

  제36연대 제2대대(장, 조시형중령)는 제7중대로 하여금 속칭 안창말(둔방내리 남쪽 1㎞)

에 침공한 1개 중대규모의 적을 요격하게 하는 한편, 대대 주력은 08:00에 공격을 시작하

여 △632(상대리 북쪽 2㎞)의 적진지를 탈환한 다음 16:00에는 포병 제26대대 제1･제2중대

의 직접 지원하에 적의 주요거점인 △685(상대리 북쪽 2.5㎞)를 공격하 으나 1개 대대규

모의 적의 끈질긴 저항으로 일진우일진의 격전을 전개하 으며, 제1･제3대대는 △645 - △

648을 연한 진지를 굳게 지키면서 진격의 호기를 노리고 재편성을 서둘고 있었다. 

  제27연대(장, 유의준대령)는 사단예비로서 전날에 이어 절고개 - 주봉(酒峯) - 주봉(周峯)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고 부근일대를 수색하면서 제일선 증강을 대기하고 있었다.

  3월 12일, 이날 사단장 민기식준장은 공격제대인 제35･제36연대의 Phenix선(응봉 - 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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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 텃골) 점령을 독려하는 한편, 사단예비인 제27연대의 1개 대대를 속칭 판관터(둔방내

리 동쪽)로 진격시켜 제36연대(장, 황 엽대령)를 증원하도록 조치하 다.

  제35연대(장, 박현수대령)는 04:00를 기하여 여명공격을 감행하여 응봉(△741) - 자주봉(△

889)으로 진격함으로써 Phenix선을 확보하 는데, 우일선인 제3대대(장, 이창득소령)는 지

난 8일부터 확보 중이던 △929에서 약진하여 △1061의 적을 기습공격한 결과 06:00에 정상

을 완전히 점령한 다음 계속 진격하여 14:00는 1개 중대규모의 적 수용진지의 저항을 무

찌르고 공격목표인 응봉(△741)을 점령, 확보하는 즉시로 대공포판을 설치하 다. 이때에 

좌일선인 제2대대(장, 이기환소령)는 06:00에 △736(△693 북쪽 1㎞)를 탈환하고 계속하여 

△795(자주봉 서남쪽)의 정상을 지향할 무렵, 2개 중대규모의 적의 진전출격으로 난전혼격

(亂戰混擊)을 전개하 다. 대대장 이기환소령은 즉시 포병 제2중대의 급속사격을 요청하

여 적의 박격포진지를 제압하는 한편, 제5중대를 동쪽으로 우회시켜 자주봉(△889)을 공격

하게 하여 적의 저항 일각을 와해하게 하는 동시에 대대주력으로써 △795를 목표로 돌격

을 단행하여 백병전과 화력전의 호용(互用)으로 일거에 이 고지를 탈환한 다음, 전 화력

을 자주봉으로 집중하여 제5중대의 공격을 지원하 고 제5중대는 더욱 성세를 높여 육박

전을 반복한 끝에 15:40에 자주봉(△889)의 정상을 완전히 점령함으로써 이날의 수훈중대

가 되었다. 이때에 정상에는 적 시체가 첩첩쌓여 아군의 검광(劍光)이 찬란하 다. 연대예

비인 제1대대(장, 정인순대위)는 공격제대의 진격에 따라 △929로 진출하여 연대후방 경계

를 담당하 으며, 연대CP 경계임무는 연대수색중대에 인계하 다.

  제36연대 제2대대(장, 조시형중령)는 전날, △685에 대한 공격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

자, 속칭 검두치에 급편진지를 점령하고 적과 대치하면서 재돌진을 준비하던 중 이날 

05:00에 포병 제1･제3중대의 집중적인 지원화력에 힘입어 일거에 돌격을 감행한 결과 

08:00에 △685를 탈환한 다음 궤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665(갑천1리)를 계속 점령하 으

나 연대장 황 엽대령의 명령으로 △685로 후퇴한 다음 △586 - △685를 연하는 선에 진지

를 점령하 다. 제3대대(장, 이규승소령)는 제2대대의 △685 점령과 동시에 진격을 시작하

여 산발적인 적의 저항을 무찌르고 △594(하마암 북쪽)를 점령하고 제2대대(장, 조시형중

령)와 연계를 유지하 다. 한편, 제1대대(장, 손개동소령)는 △645 일대의 진지를 제27연대 

제1대대(장, 이남주소령)에 인계한 다음, 연대예비가 되어 대대 OP를 속칭 아래가무대 부

근의 △561에 설치하고 제1중대를 속칭 황달모루 서쪽 능선에, 제3중대를 상대리 서남쪽 

고지에 각각 배치하여 연대의 서측방을 엄호하게 하 고 제2･제4중대는 △648 부근에 집

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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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연대 제1대대(장, 이남주소령)는 사단장 민기식준장의 명령에 따라 06:00에 속칭 절

고개를 출발하여 10:00에 △645에 있는 제36연대 제1대대(장, 손개동) 진지를 인수한 다음, 

제1중대를 △614(둔방내리 동쪽)로 진출시켰으며, 제2･제3대대는 전날에 이어 주봉(酒峯, 

△896) - 주봉(周峯, △827)을 점령하고 사단후방경계를 담당하는 한편, 전세의 추이를 주시

하고 있었다. 

  3월 13일, 이날 적은 전세의 계속적인 위축을 만회하지 못한 나머지 결국 전 전선에 걸

쳐 퇴각하기 시작하 는데, 이 당시의 첩보에 의하면 유동리에 집결 중이던 적의 주력은 

이미 38도선을 넘어 북상하 다는 것이다. 

  사단장 민기식준장은 이러한 적의 동향을 주시하고 당면의 적을 급히 격멸하고 주요거

점인 태기산(△1261)을 탈환하고자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 다. 

① 사단은 일부 전투지경선을 변경하고 계속 진격하려 한다.

② 제35연대는 3월 13일 12:00까지 △1232의 미 제17연대 진지를 인수하고 계속 진격

하여 태기산(△1261)을 탈환하라.  

③ 제27연대는 제36연대진지를 인수하고 Phenix선(서천 - 자주봉 - 텃골)에서 공격을 감

행하여 지역내의 적을 포착 섬멸하라. 

④ 제36연대는 제27연대와 교대 후 사단예비가 되어 차후의 전선증강을 준비하라. 

⑤ 포병 제26대대 제1･제3중대는 제27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제35연대 제3대대(장, 이창득소령)는 제9중대를 △1011(응봉 동북 1㎞)로 진출시켜 미 제

17연대의 일부 진지를 인수한 다음 “55도선(횡좌표)까지 진격하라”는 연대장 박현수대령의 

명령에 따라 산발적인 적의 저항을 일축하고 21:00에는 서문동(유포2리 북쪽 3㎞) - 속칭 

큰삽다리재에 이르는 △754 - △937로 진출하 다. 한편, 제2대대(장, 이기환소령)는 07:00에 

공격을 시작하여 적의 수용진지의 저항을 포병사격으로 제압하면서 진격을 계속하여 

16:00에는 운교1리(자주봉 북쪽 4㎞)를 점령한 다음, 2개 중대 규모의 적을 적의 역습을 

격퇴하는 즉시로 △1039(태기산 남쪽 2.5㎞)를 점령하 으며, 공격목표인 태기산(△1261)에 

박격포사격을 집중 발휘함으로써 적진을 교란하 다. 한편, 연대 예비인 제1대대(장, 정인

순대위)는 전날의 진지인 △929에서 07:00에 행동을 개시하여 11:30에 △1192(유포2리 서쪽 

1.5㎞) - △1232(계촌리 북쪽 2.5㎞)의 미 제17연대 진지를 교대완료하 다. 

  제27연대(장, 유의준대령)는 이날 제36연대(장, 황 엽대령)와 작전임무를 교대하고 

Phenix선(서천 - 응봉 - 자주봉 - 양지촌 - 텃골)을 목표로 진출하 는데, 09:00에 주봉(酒峯,△

896)을 떠나 제2대대(장, 성 환소령)는 11:30에 속칭 몰랑골(둔방내리 동북 3㎞)로 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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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산 정상부

여 제36연대 제3대대(장, 이규승소

령)의 진지를 교대하 고 주봉(周

峯, △827)에서 행동을 개시한 제

27연대 제3대대(장, 박원관대위)는 

13:30에 속칭 텃골(둔방내리 서북 

2㎞)로 진출하여 즉시로 제36연대 

제2대대(장, 조시형중령)의 △685

진지를 인수하 다. 한편, 전날 △

645로 진출한 다음 제36연대 제1

대대(장, 손개동소령)와 교대한 제27연대 제1대대(장, 이남주소령)는 연대예비가 되어, △

614 - △645 일대를 확보하 으며, 연대 CP는 이날 13:00에 시장터(둔방내리 남쪽 1㎞)로 약

진하 다.

  제36연대(장, 황 엽대령)는 이날 13:30에 제27연대와 작전임무를 교대완료하고 제1대대

(장, 손개동소령)는 속칭 황달모루에, 제2대대(장, 조시형중령)는 안창말(둔방내리 남쪽 1

㎞)에, 그리고 제3대대(장, 이규승소령)는 시장터에 각각 집결한 다음 사단예비가 되었다. 

  3월 14일, 이날 사단은 적의 최후거점인 태기산(△1261)을 탈환하고 Albany선(백운동 - 신

대리)으로 진격하 으며, 정면의 적은 인제를 향하여 궤퇴하 다. 

  우일선인 제35연대(장, 박현수대령)는 이날 04:00를 기하여 일제히 진격을 시작하 는데, 

전날 △1039(태기산 남쪽 2.5㎞)를 점령한 제2대대(장, 이기환소령)는 지형의 이점을 믿고 

끝까지 버티어 보려는 2개 중대규모의 적을 치열한 근접전으로 격퇴한 다음 12:40에는 드

디어 공격목표인 태기산(△1261)을 완전히 점령하고 총검의 섬광을 높이 흔들었으며, 함성

이 창공에 메아리쳤다. 

  한편, 제3대대(장, 이창득소령)은 제2대대를 후속하여 △1072(태기산 동남 3.5㎞)에서 최

후의 기력을 다하여 저항하는 2개 소대규모의 적을 무찌르고 10:00에는 △941(태기산 남쪽 

2㎞)로 진격하여 제2대대(장, 이기환소령)의 태기산 공격에 화력으로 증원하는 한편, △

956(태기산 남쪽 3㎞)에서 낙오한 북한군 11명을 포로로하고 14:00에 내월암에서 화동리

(둔방내리 북쪽 6㎞)로 약진하 다. 

  제27연대(장, 유의준대령)는 이날 04:00에 Phenix선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Altary선으로 진

격하 는데, 우일선인 제2대대(장, 성 환소령)는 속칭 몰링골에서 약진하여 적의 저항없

이 10:00에 속칭 들메치부근의 △830를 점령한 다음, 미약한 적의 저항을 일축하면서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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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847(화동리 동북 5.5㎞)를 점령, 확보하 다. 좌일선인 제3대대(장, 박원관대위)는 

△685 일대의 진지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1개 중대규모의 적의 저항을 무찌르고 09:00에 

△412(화동리 서북 2㎞)를 탈환한 다음, 계속 진격하여 14:00에는 △928(화동리 동북 4㎞) -

속칭 낚시대를 계속 점령하 으며, 연대예비인 제1대대(장, 이남주소령)는 전날의 진지인 

△614 - △645 연선에서 △645(화동리 남쪽 1㎞)로 진출하여 연대 측후방 경계를 담당하

다. 한편, 연대CP는 공격제대의 진출을 성원하면서 이날 12:00에는 시장터에서 속칭 솔정

치(화동리 남쪽 2.5㎞)로 추진하여 태극기를 좌우로 크게 흔들었다. 

  제36연대(장, 황엽대령)는 이날 14:00에 연대CP를 추동에서 안창말(시장터 남쪽)로 약진

하 고 제1대대(장, 손개동소령)는 △648 - 아래가무대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여 사단후방지

역과 6번 작전로 경계를 담당하 으며, 제2･제3대대는 안창말에 집결하여 사단예비로써 

재편성을 서둘 다. 

  포병 제26대대(장, 노재현중령)와 대전차공격대대는 이날 18:00에 시장터로 진출하 으

며, 웃거리(안흥리 북쪽)에 위치한 사단CP는 시장터로의 추진을 준비하 는데, 장병의 왕

래와 차량의 출입으로 활기가 가득하 다.  

 3. 전투후의 개황

  3월 7일 08:00를 기하여 동부전선에서 중부전선에 걸쳐 감행한 반격작전으로 적은 그들

이 기도한 주문진 - 황병산 - 계방산 - 풍암리 - 홍천 - 청평 - 의정부선에서의 재편성의 기도를 

포기한 채로 궤멸상태가 되어 북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즉 동해안의 북한군 

제69여단은 양양으로, 중동부전선의 제2･제5군단은 제3군단 예하 제15사단의 엄호하에 인

제 - 양구선으로 궤퇴를 다투었으며, 미 제9군단 정면의 중공군 제66･제37･제40･제42군은 

화천 - 철원선으로 후퇴하 고 서부전선의 중공군 제38･제26･제50군 및 북한군 제1군단은 

미 제1군단이 3월 14일에 서울을 탈환하자, 의정부 - 동두천을 거쳐 임진강선을 넘어 퇴각

중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무렵, 동부전선의 제1군단은 CP를 강릉에 두고 강릉 - 횡계리간의 작전로를 보수 확

보하 는데, 수도사단은 하굴암 - 마암두 - 응봉선을 확보하면서 진격을 준비하 으며, 제9

사단은 CP를 송계리에 두고 수도사단은 뒤따르면서 잔적을 복멸하고 있었다. 한편, 제3군

단은 월에 CP를 둔 다음, 우일선인 제3사단이 간평리 - 반안동 - 구석동선을 확보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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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일선인 제7사단은 구석동 - 상진부리 - 발왕곡 - 가리치선으로 진격하 다. 한편, 제5사단의 

우인접인 미 제7사단은 CP를 도돈(道敦)에 두고 제31연대는 마차리 - 하안미리 - 창동리간의 

주보급로경계를 담당하 고 제32연대는 CP를 창동리에 두고 광막동 - 덕거리선을 확보하

으며, 제17연대는 군단예비로서 평창에 집결하고 있었다. 좌인접인 미 제2사단은 하대리

에 CP를 두고 청량리 - 월령 - 봉명리 - 병무산선으로 진격하고 있었다. 

  제5사단은 15일에 사단CP를 시장터로 추진개설하 고 전날 태기산을 탈환한 제35연대

는 이날 Idaho선으로 진출하여 속칭 곧은골 - 구목령을 연하는 선에 진지를 점령하 으며, 

좌일선인 제27연대는 봉복산(△1023)을 점령한 다음, 속칭 배나무골 - 면골에 이르는 일대

를 확보함으로써 Idaho선까지의 진격을 완료하 다. 

  17일에는 하대월(태기산 북쪽 12㎞) 부근의 △582 - △631 일대에 매복한 제27연대 제6중

대(장, 차규현대위)와 제7중대(장, 박준철대위) 그리고 제2대대 수색대(장, 조 철소위)는 

적이 후퇴 당시에 은익한 무기와 실탄을 반출할 목적으로 침투한 600명의 적을 포착하여 

425명을 사살하고 57명을 사로잡았으며, 각종 기관총 24정과 박격포 22문, 그리고 무전기 

6대와 각종 소총 68정을 노획하는 대전과를 거두어 태기산지구 승전의 여광을 더욱 찬란

하게 장식하 다. 

  사단은 Idaho선에 연한 진지를 확보하고 전방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는 한편, 차기 공격

을 준비하 으며, 3월 26일에는 군단계획에 따라 적이 궤퇴한 인제를 목표로 장쾌한 진격

을 시작하 다. 

  태기산부근의 일전에서 거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전과 

구분 사살 포로 기관총 박격포 로켓포 M1 BAR CAR
쏘제

장총
99식 다발총

대전

차전
무전기

제27연대 489  74  25 22 11 23 35  1 54 26   3    6
제35연대 429  119   4 13 72   11
제36연대 626  84   1 34  2  4 51  1   17

계 1,544 277  30 22 11 70 37  5 177 27   28   3     6

  
손실

구  분 전  사 부  상
제27연대 / 1/6
제28연대 1/7 5/97
제36연대 3/23 5/132

계 4/30 11/245

  범례 : 장교/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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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증언자들이 말한다

 1. 내가 겪은 6･25전쟁 회고

6･25참전자 횡성군지회장 김명수

  나는 1948년 횡성농업중학교 재직 중 1949년도 헌병하사관학교 3기로 입교 4개월간 교

육을 이수한 후 본인 희망에 따라 6사단 헌병대로 전속되어 정보과에서 근무하다가 2개월 

후 6사단 7연대 헌병대로 파견, 정보 업무를 담당하 다.

  7연대 헌병 18명 중 헌병하사관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헌병은 6명이었으며, 12명은 보

조헌병이었다.

  본인은 최전선 고지까지 방문하여 장병들의 근무 환경을 확인하고 인민군 동향도 파악

한 후 귀대하기도 하 다.

  1949년 12월초경 육군 정보대에 의하면, 인민군 남침 위기설이 난무하고 있어 사단 헌

병부장(정강) 소령에게 정보대 동향과 최전선 인민군 동향도 보고하 다.

  1950년 경인년은 오랜 가뭄으로 무더웠던 춘천시에는 봉의산을 감싸고 흐르는 소양강의 

정기가 흐르는 옥산포와 우두동 농촌이 한눈에 보이는 들판에 보리가 누렇게 결실을 맺고 

있을 무렵, 인민군이 1950년 3월경부터 인민군 병력을 39도선과 38도선 전선으로 전진 배

치하는 등 북한주민도 5㎞ 후방으로 이주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한 연대장 임부택 중

령은 전통 야전군 지휘관으로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전 장병에게 

군기진작과 특히 임전태세를 갖추게 하고 일요일에는 외출ㆍ외박을 가급적 금지시켰다.

  이때 연대장은 산하 지휘관 회의를 긴급소집하여 인민군 동향이 예사롭지 않아 최전선 

산악지대의 적 진입에 유리한 지점과 소양로 주변을 중심으로 우두동 샘밭 등에 1개 대

대 진지 구축과 옥산포 5번 도로와 북한강 요충지 능선에 각각 1개 중대씩 진지를 구축하

라고 지시하 다. 연대장은 1950년 봄부터 방어진지 구축공사를 착수하 다.

  이 무렵 춘천사범학교 외 5개 중학교(당시는 5년제) 학생들과 교사들이 자신해서 찾아

와 방어진지 공사를 도와주겠다고 요청하여 연대장은 교사와 학생들의 호국정신을 존중

하여 이를 수락하 다.

  군장병들은 남녀학생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곡괭이와 삽을 들고 방어 진지를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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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말 춘천시가지(앞의 산이 봉의산이고 우측의 강이 

소양강이고 좌측의 강이 북한강) 

구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군인

도 조국을 위해 이 한 몸 받치겠다

는 모습 역역해 보 다.

  그러나 학생들은 내가 구축한 이 

방어 진지가 앞으로 3개월 후 요긴

하게 사용될 것으로 아무도 생각지 

못하 다.

  연대장은 장병과 학생들이 구축

한 진지에 신속한 전투훈련과 특공

조직 훈련까지 철저한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있을 때 춘천시민은 평화

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1) 6･25전쟁 발발과 춘천전투 승전

  시민과 농민들이 목마르게 기다리던 단비가 6월 24일 늦은 밤부터 고요한 산하에 생기

를 적셔주고 있을 무렵인 6월 25일 새벽4시 인민군 최전선에서 일제히 포문을 열어  평화

로운 온 산하에 30분간 포화로 뒤덮어 놓고 인민군은 38선 전선에 남침하기 시작하 다.

  아군은 무방비 상태로 무기라고는 구구식 소총과 수냉식 기관총 81㎜ 박격포 2문 61

㎜ 박격포, 57㎜ 대전차포 2문 등 제16포병대대 105㎜곡사로 10여 문을 가지고 있을 뿐

이었다.

  그러나 아군은 3개월 전 주요 요충지 방어진지 구축과 방어훈련, 전투훈련을 비롯한 특

공조를 구성, 적을 제압하는 훈련까지 연마한 7연대는 강력한 인민군 화력에도 불구하고 

지형에 유리한 진지구축과 특공조 육탄공격으로 제압, 인민군 40%에 많은 병력 손실을 입

히고 후퇴하 으나 아군 중상자와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여 수송 운전병이 부족하여 어려

움을 겪고 있었다. 이때 헌병 김명수 하사는 직접 스리코다를 운전하여 최전선 샘밭 여우

고개 포화 속으로 들어가 우선 중상자 12명을 싣고 포화 속을 나와 춘천 시내 연대의무대

로 수송하는 등 군인 의료인 헌병으로서 본연지성의 임무수행 등을 하 다. 지금도 아찔

한 순간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며 보람을 느낄 때가 있다.

  하염없이 내리던 비가 멎어 하늘은 맑게 개이기 시작하 다. 이에 연대본부는 휴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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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포에 세워진 제16포병대대 춘천대첩비 

원창고개(홍천방향에서 본 모습)

귀대 장병과 대기 중인 병력을 포

함하여 완전무장한 트럭 4대에 탑

승하여 전선을 향해 소양로를 질

주할 때 연도에 남녀노소 할 것 없

이 국군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

친 주민들은 장병들의 필승을 다

짐하는 만세로 장병들의 사기를 

드높여 주었다.

  인민군은 6월 25일 많은 병력손

실을 입고 퇴각하 다가 6월 26일 

새벽에 옥산포와 우두동 지역으로 진입하 는데, 병력은 약 3개 대대로 추산되었다. 이때 

제16포병대대지원 사격과 7연대 1개 중대는 우측(북쪽) 그리고 김명익 중위가 지휘하는 3

중대는 좌측(남쪽)에서 공격, 출발선인 남북으로 길게 뻗은 능선에서 제방을 폭파시켜 홍

수와 같이 옥산포 인민군 측방을 덮쳐 풍비박산(風飛雹散) 내자, 북쪽으로 도주하다가 아

군의 기습공격으로 많은 병력손실을 입고 76자주포 5문도 둔 채로 도주하 으므로, 노획

하여 폭파시켰다.

  아군은 옥산포 북방 지내리에 진지를 구축하 다. 그러나 27일 인민군이 병력을 증강 

자주포를 앞세워 옥산포로 서서히 진입할 때 대전차포 중대장 심 일 중위가 인민군 자주

포를 명중하 으나 자주포는 멈칫할 뿐 서서히 진입할 무렵 소대장과 사병 5명이 특공조

를 편성 수류탄과 화염병을 들고 옥산포 보리밭에 잠복하고 있다가 기습공격으로 자주포 

헤치 손잡이를 열어 수류탄을 넣어 폭파시켜 후미에 따라오던 인민군은 아군의 집중 공

격으로 수몰을 당하 다.

  6사단 7연대는 3일 동안 춘천 전

선에서 선전하 으나 동해지역 8사

단이 후퇴하고 있다는 급보와 수도 

서울에도 27일 저녁 무렵 인민군이 

진입하 다는 통보를 받은 연대장

은 더 이상 전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춘천에서 철수를 끝낸 6사단 

7연대가 원창고개로 이동할 무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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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개 정상부

연대 일부 병력과 7연대 일부 병력을 원창고개에 배치하여 아군부대 이동에 후방을 엄호

토록 하 다. 원래 춘천시 학곡리 원창고개는 춘천시내에서 홍천방향 8km 지점에 위치한 

횡격실로 급경사와 굴곡이 심하여 방어에 매우 유리한 지형이었다. 7연대 제2대대는 27일 

오후 인민군 2개 연대가 공격해오자 일제히 집중사격과 박격포를 쏘아 인민군에게 병력 

손실을 입혀 격퇴시켰다. 얼마 후 인민군은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해오자 아군은 이를 환호

했으나 그들이 들고 있던 따발총으로 난사하여 아군이 혼비백산하는 사이에 어이없게도 

원창고개는 무너지고 말았다. 

  2) 홍천 말고개 전투와 육탄용사

  한편 제2연대는 27일 아침 한계

리와 북창을 잇는 큰말고개로 새로

운 방어선을 구축한 다음 제19연대

의 지원을 받아 29일 밤까지 인민

군 제7사단 진출을 저지하 다. 27

일 아침 국군 제19연대장 민병권 

중령은 홍천을 향해 철수하라는 사

단장의 작전 명령을 받았다. 연대장 

민병권 중령은 연대 작전주임 박주

근 소령에게 먼저 선발대로 내려가서 지형을 정찰하여 남하하는 적을 분쇄할 수 있는 좋

은 지점을 설정토록 하 다. 그런 다음 행군 서열을 정하여 27일 오후 6시 30분 홍천국민

학교에 이르 다. 이곳에서 선발한 작전주임 박소령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다. 

  사단작전 명령에 지적된 지역은 방어선을 펼만한 곳이 못되고 성산리 북쪽 큰말고

개야말로 지형상 유리한 방어진지가 될 만합니다. 이곳은 차량대가 서로 비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도로에다 좌･우는 급경사 산으로 우측은 절벽이고 길은 S자형

으로 구불구불 고개 길로 나 있는 곳입니다.

 

  보고를 받은 연대장은 “좋아요. 그곳에서 적 전차를 쳐부수면 되겠군!”하고 어떻게 하면 

천하무적의 인민군 전차를 폭파시켜 아군의 사기가 얼마나 진작될까 생각하 다. 연대장 

민병권 중령은 전통 야전군 지휘관으로 결심을 한 듯 출발하려는 대대 앞으로 나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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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 다. 

  헌병 김명수 하사는 쏟아지는 빗속에 연대장의 작전 명령 지휘사항을 듣고 있었다. 이

때 연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 다. 

  적의 전차 위력은 모두가 봐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춘천에서 피

눈물을 삼키고 철수하게 된 것도 그들의 전차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 원한을 씻어야 

한다. 57㎜ 대전차포가 무력화 안 된다면 육탄 공격으로 부딪쳐 깨부술 수밖에 없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적의 전차를 보기 좋게 때려 부술 용사가 없는가? 있다면 앞으로 

나오라.

   연대장의 비장한 말에 억수처럼 쏟아지는 비를 맞고 서있던 병사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왔다. 세어보니 모두 30명이나 되었다. 연대장은 감격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귀관들의 애국충정을 본받을만하다. 연대장으로서 고개가 숙여질 뿐이다. 

하지만 30명까지는 필요치 않다.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해당사항이 있는 병

사는 열에서 뒤로 3보 물러나라.

  연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독자, 기혼자, 막 결혼 한 장병, 노부모를 모시는 병사들을 

억지로 열외시켜서 11명을 선발하 다. 그리고 11명중에서 전차에 대하여 지식 있는 임택

규 이등중사를 시켜서 전차의 약점이 무엇이며 손쉽게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하여 설명하고 용사들에게 시범을 보이도록 하 다.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전차의 취약부분은 바퀴에 있고, 바퀴쇠줄을 향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박격포로 

때려 맞추면 줄이 끊어져 정지하게 된다. 이때 전차위로 뛰어 오르면서 전차 꼭대기

에 손잡이가 달려있다. 이 뚜껑을 열면서 동시에 수류탄을 집어넣고 재빨리 전차에서 

뛰어내려 대피하라. 전차 안에서 수류탄만 폭발하면 전차는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동작만 빠르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육탄 11용사는 각자 수류탄 2발 그리고 안전핀을 뺀 박격포 81㎜탄 1개씩을 받아들고 

연대수색대장 박준수 중위의 인솔하에 말고개를 향해 떠났다. 떠나는 그들에게 “살아서 

모두 만나기를 하늘에 빌겠다”고 연대장은 말했다. 곧이어 제3대대가 선두로 말고개로 향

했다. 

  19연대는 말고개를 중심으로 동쪽 산기슭에 방어 배치를 끝냈다. 그곳에서 S자로 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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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갯길이 잘 내려다보이는 곳에 육탄 11용사들을 양쪽 10m~20m의 간격을 두고 배치를 끝

냈다는 보고를 들었다. 문제는 도로 양편에 몸을 은폐할 만한 배수로가 훤히 보이고 있어 

연대지휘본부는 대원들이 전부 전투 중 사살당한 것처럼 양쪽 도랑에 엎어져 있도록 지

시하 고 이들 모두는 죽은 척 엎드려져 있었다. 

  6월 28일 아침 9시가 지나자 철정리 한계마을 쪽에서 10대의 전차를 앞세운 인민군이 

병력을 만재한 수십 대의 트럭을 몰고 진군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계마을은 대접처럼 

약간 들어간 분지형태의 마을이어서 제2연대 연대장 함병선 중령은 진작부터 마을 복판

을 향해 화망을 철저하게 구성하여 놓고 있었다. 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소총과 중화

기 박격포의 제물이 되도록 진지를 구축하고 기다린 지 오랜 시간이 흘 다. 이윽고 전차 

10여 대를 앞세우고 병력을 실은 트럭이 마을 한 복판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병력

이 절반쯤 통과할 무렵에 연대장 함병선 중령은 사격을 명령했다. 

  집중 포화가 쏟아지자 마을 안은 유황불이 끓는 가마솥으로 변하여 미처 트럭에서 내

리지 못한 인민군은 무수히 죽어갔다. 살아남은 인민군은 트럭에서 뛰어내려 황급히 공격 

대형을 펼치며 응전해왔다. 인민군 보병은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고 죽어가며 응사를 

하는데 10여 대의 전차는 그대로 전진하며 말고개로 향했다. 육탄 11용사가 전차를 맨몸

으로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2연대의 선제공격 때문이었다. 전차를 앞세워 뒤에 

따라가던 적 보병의 발목을 묶어 전차만 말고개로 올려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차 

10여 대가 캐터피리 소리도 요란하게 고개 마루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 다. 아군 대전차

중대 이훈 중위의 지시에 따라 57㎜ 대전차포로 발사하여 제1발 명중, 제2발도 명중했으

나 꿈쩍도 하지 않았고 3탄을 발사한 직후 적 전차가 반격한 첫 탄에 57㎜ 포는 배수구에 

처박히고 사수는 공중으로 높이 치솟았다가 그 밑으로 곤두박질쳤다. 잠복한 국군 병사들

은 공포감에 휩싸 다. 첫 포를 제거한 북한 전차는 거침없이 고개를 계속 기어오르기 시

작했다.

  만일 적 전차가 아군의 마지막 대전차 방어선인 고개의 두 번째 굽이진 곳을 통과한다

면 그 이남에는 이들을 방어할 수 있는 지형도 없거니와 방어배치 또한 없기 때문에 적

은 홍천까지 단숨에 진출할 수가 있게 된다. 

  한편 S자형으로 구부러진 말고개 밑의 좁은 길가에는 11명의 육탄용사들이 가슴에 수류

탄을 안고 사살당한 시체처럼 여기저기 엎어져 있었다. 대낮인데다가 은폐물도 없어 길가

에 얕은 배수로에 죽은척하고 엎드려 있으니 완전히 노출되어 위험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하지만 이 한 목숨은 적 전차에 맡긴 상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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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탄용사전적비(비 앞에는 돌격용사전공탑과 육탄용사충용탑

이 세워져 있음) 

  드디어 전차의 굉음이 땅을 진동하면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때 맞은편 계곡에 숨어있

던 제2연대 대전차 중대에서 마침내 철갑탄을 쏘아 날렸다. 11대의 전차는 50m 전방에서 

한발 한발 다가오고 있었다. 11명의 용사들은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전차는 육탄용사 1번

조인 조달진 일병 앞으로 굉음을 울리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엎드린 체 가만히 눈을 떠서 

훔쳐보니 거대한 전차가 바로 눈앞을 지나고 있었다. 전차의 포신이 빙그르 돌며 이쪽을 

향했던 것이다. 숨죽이고 있던 조일병은 ‘이제는 죽었구나!’하는 생각에 잘못하면 정신을 

잃을 뻔했다고 하 다. 바로 이때 건너편에서 김학두 일등중사가 쏜 대전차포 철갑탄이 1

번 전차의 옆구리에 명중했다. 

  제1호 전차는 제2연대 포중대 위치를 확인하려는 듯 멈칫하면서 섰다. 이때라고 조일병

은 같은 조의 김일병 옆구리를 찔 다. 김일병이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이미 안전핀을 뽑

은 81m 박격 포탄을 전차의 바퀴밑에 굴려 넣었다. 두 병사들은 도량깊이 숨었다. 적 전

차는 그것을 눈치 채지 못하고 다시 진격하다 쾅하고 고막이 찢어지는 듯 폭음 소리가 

울리더니 1번 전차가 들썩하면서 멈춰 섰다. 

  조달진 일병이 몸을 일으킨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는 비호같이 전차위로 뛰어 올라가 

해치 손잡이를 열어 수류탄을 넣었다. 그런 다음 조일병은 전차위에서 몸을 날려 멀리 뒹

굴었다. 쾅하면서 1번 전차 안에서 폭음이 울리더니 불길에 휩싸 다. 1번 전차는 파괴 

되었으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1번 선두 전차가 파괴되어 움직이지 못하여 나머지 10대

의 전차가 일제히 멈추게 되었다. 이때 2번 전차가 1번 전차를 어서 치우려 했지만 마

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자 11번 맨 뒤의 전차 해치가 열리더니 군관 하나가 고개를 내

었다. 그의 전차 뒤에 꽂은 깃발

로 보아 대대장인 듯 그 순간 계곡

에서 날아온 아군 기관총탄에 머리

를 맞은 장교는 뒤로 쓰러져 버렸

다. 11번 조인 이하사가 벌떡 일어

나 전차위로 재빨리 올라가 해치 

안에다 수류탄을 넣었다. 역시 전

차는 폭파되어 불기둥이 솟았다. 

나머지 11대의 전차는 앞으로 전진

도 할 수 없고 뒤로 후진도 할 수 

없어 전차는 갇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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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군은 여기저기에서 해치가 열리고 대체 어찌된 일인지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 승

무원들이 고개를 내 었다. 그러자 총공격이 시작되어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죽거나 전차

를 버리고 도망치다가 죽어갔다. 

  육탄 용사들은 마음 놓고 나머지 전차의 해치 안에 수류탄을 넣어 11대에 전차를 폭파

시키자 전 장병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울리며 만세를 불 다. 실로 통쾌한 무비의 순간이

었다. 6･25초전 전쟁 이래 인민군 전차를 한 장소에서 이렇게 파괴한 기록은 6･25전쟁을 

통틀어 없었다.

  3) 홍천과 횡성을 두고 후퇴하다

  6사단 2연대와 7연대 그리고 19연대의 사기는 충천했다. 말고개로 진출하려던 인민군은 

그렇게 참담한 패배를 당했다. 그러나 전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아군 2연대

와 19연대는 29일 밤 큰말고개 방어선을 포기하고 원주를 경유 신림 - 제천 전선으로 철수

하기 시작하 다.

  이 무렵 7연대는 홍천과 삼마치에서 전선을 유지하다가 29일 밤 홍천 전선에서 9시 횡

성으로 진출, 밤 10시경 횡성교를 지나 횡성 시가지로 진입할 때 인민군 역시 진입하고 

있었다(1개 중대의 규모로 파악). 식별하기 어두운 밤이었으나 시가지로 진입하여 육박전

을 전개하 는데, 피아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민군을 삭발 머리로 식별하며 1시

간여 동안 치열한 혈전을 벌 고 수세에 몰린 인민군은 홍천 서석 방향으로 도망쳤다.

  횡성에서 인민군을 물리친 7연대가 원주 소초면 산악지대와 원주 위관리 오산까지 전

선을 유지하고 있을 무렵, 2연대와 19연대는 원주를 경유 신림과 제천 경계에 전선을 구

축하고 있었다. 7연대는 30일 소초면과 위관리에서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어 원주시가

지 진입은 시간 문제 다. 이때 헌병대로부터 헌병 3명을 지원해 주면서 “원주시내 외각 

제천 - 충주간 3거리에 헌병을 배치하여 아군 병력 이동에 만전을 기하라”는 임무를 받았

다. 이때 사단공병대 상사 1명과 사병 5명이 헌병초소에 도착하 는데, “사단장 지시로 인

민군 전차 진입을 막도록 봉산동 봉산교를 폭파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다고 신고하여 빨

리 가서 설치하되 아군이 완전 이동한 후 또한 피난민 접근을 금지시키되 헌병의 지시가 

있을 때 폭파하도록 지시하 다. 이 무렵 원주시가지와 봉산동 능선에 인민군 박격포가 

떨어지고 있었다. 이때에 아군은 신림과 제천 전선 등 충주 전선으로 이동 배치하고 있었

다. 우리 헌병은 공병대에 연락하여 “봉상교를 폭파시키고 헌병초소로 귀대하라”고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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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상륙하기 위해 전함에서 병사들이 하선하고 있다.

(50.9.18,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청) 

하 다. 

  공병대장병은 폭파 후 헌병초소에 도착하 다. 이 무렵 원주시가지에 계속 박격포가 떨

어지고 있었다. 혹시 낙오병이 있을지도 몰라 20분간 기다리고 있던 차 낙오병 5명이 헌

병초소까지 뛰어와 대기하고 있던 트럭에 공병대원과 낙오병 등 피난민도 탑승시켜 충주

를 향해 질주하여 달래강을 도하, 피난민은 충주시내에 하차시키고 공병대장병 들은 소속 

부대로 귀대시켰다. 우리는 연대본부 헌병대로 도착한 바, 1대대는 문경재로 이미 진출하

고 1개 대대는 괴산을 향해 진출하고 있어 우리 헌병 3명도 같이 가다가 괴산 소재지를 

지날 무렵 인민군과 간간히 격전을 벌 다.

  이 무렵 문경재로 진출한 아군은 인민군과 옥녀봉에서 격전하여 아군 1소대장 한도선 

중위와 사병 5명이 전사하 다고 무전 연락을 받았다. 6사단 7연대는 함창과 상주에서 격

전을 벌인 후 이동, 낙동강을 지나 의성과 군위군 전선으로 이동 중 능선마다 혈전을 벌

던 피의 능선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7연대는 신녕에서 의성으로 통하는 고갯길 우측능선은 팔공산 정상이 바로 남쪽 정면

으로 보이는 최후 방어선 최북단에서 치열한 혈전으로 아군 전사자와 중상자, 부상자가 

수없이 발생하여 우리 헌병도 함께 아군 중상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신념으로 수송

에 일익을 담당하 다. 

  4)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북진

  이와 같이 온 산하에서 피로 혈

전을 벌이고 있을 때 맥아더 장군

은 야전군사령관으로서 인천상륙

작전을 계획하여 아군 첩보 부대

원을 월미도에 상륙시켜 인민군 

배치 현황을 확인하고 상륙작전을 

감행하 다. 상륙작전에 투입한 

함정은 261척으로, 인천항에 정착

하여 함포 사격으로 집중 폭격 후 

9월 15일 인천을 탈환하 다.    

아군은 9월 16일 총반격을 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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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휘날기는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선봉부대로 진격

하여 압록강변의 초산을 탈환하고 최초로 국경선에 진출하

여 강변에 태극기를 꽂았던 부대(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우리 국군의 사기는 충천하여 진격을 거듭하며 드디어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 다. 인민

군은 병력 60% 손실을 입고 북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하 다. 이에 6사단 7연대도 의성에서 

진격, 예천 - 풍기 - 단양 - 제천 - 봉양 - 신림 - 원주 - 횡성 - 홍천을 거쳐 10월 2일 춘천을 탈환

하고 북진하기 시작하 다.

  춘천 38선을 지나 북진을 거듭 화천 - 김화 - 평강 원산까지 진격하여 입성하 고 다시 

원산에서 양덕 - 북창 - 덕천 - 희천 - 고장까지 진출하여 고장에 연대본부 지휘부를 두고 연

대 수색중대장 이대용 중위는 초산을 경유 10월 26일 압록강까지 진격하 다. 

  5) 가야할 길은 멀다

  7연대 헌병대 김명수 이등상사는 

헌병 3명을 인솔하고 초산에 파견, 

삼거리에 주둔 아군과 주민들의 교

통 안내를 하고 있을 무렵, 밤 9시경 

연대 본부로부터 즉시 귀대 통보를 

받고 돌아오던 중, 26일 밤 9시 50분

경 연대본부 OP전면에서 치열한 격

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때 본인은 

7연대 전선이 중공군에게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연대 OP에 도착한 

바, 연대장 임부택 중령이 “오늘밤 

중공군 전선을 뚫고 나아 갈 것이니 단단히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으라”고 명령하 다. 

  그러나 7연대 헌병들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연대 OP를 중심으로 주변에

는 일부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중공군은 연대 OP를 확인한 듯 소재지로 향해 집중적

으로 공격을 퍼부어 연대지휘 본부는 풍지 박산이 되었고 본인과 같이 파견된 헌병 3명 

중 1명은 행방불명되어 헌병 2명만을 인솔하고 오던 길로 북쪽으로 200m 후진하 다. 이

날 밤은 밝은 달밤이어서 시야를 확인할 수 있어 우측 산의 고지 높은 곳을 향해 도착한 

바, 중공군이 주둔하 다가 이동한 흔적을 확인하 다. 이 고지에서 전선 직선거리 400m

가 넘는 지점이 중공군 전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인은 5만분의 1지도와 나침반이 있

어 청천강을 도하 덕천을 향해 산 능선을 넘고 넘어 2일 만에 산중턱에서 다래 열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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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다래열매와 물로 허기를 면하면서 6월 28일 평안북도 운산을 지나 능선에 도착했을 

때가 밤 8시 50분경이었다.

  6) 내 생애 잊지 못할 행복한 밥상

  이 능선에서 내려다본 바, 외딴집 등불을 발견하고 요기라도 하고자 하산하여 주인을 

찾았던 바 70세가 넘은 노인이 문을 열면서 “누구요?”하자, 공손히 인사드리고 ‘우리는 국

방군입니다. 낙오가 되어 요기 좀 하고자 들 습니다.’ 노인장께서 “날씨도 찬데 어서 방

으로 들어오시오”라고 하여 들어갔더니, “젊은이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하면서 “며

늘아, 이 젊은이들에게 밥상을 차려오느라”하고 하 던 바, 이때 차려온 밥상에는 바가지

에 담은 밥과 대접에 담긴 총각무 김치가 있었는데, 노인장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인

사를 드렸다.    

  이날 이 밥상은 내생에 잊지 못할 행복의 밥상이었다. 왜냐하면 굶어 본 사람만이 배고

픔의 처절한 고통을 알 수 있듯이, 감사를 드렸더니 그 밥은 찰옥수수 밥이라고 하시기에 

우리는 입쌀밥으로 감사히 먹었습니다. 본인은 원산에서 전우가 북한돈 100원짜리 화폐 

5,000원을 주면서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여 간직하고 있다가 노인장에게 감사의 뜻

으로 ‘우리 국방군은 북한돈이 필요하지 않으니 노인장께서 필요하실 때 쓰십시요’ 하면서 

5,000원을 내 놓았던 바, 70평생을 살면서 100원 화폐를 보지 못했다고 하며 놀라움과 기

쁨의 표정을 지었다. 

  노인장께서 “중공군 전선을 피해 가야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 계획이냐”고 묻기에, ‘청

천강을 도하하여 덕천으로 갈 계획이라’고 한 바, “잘 생각하 다”고 하며, “지금 출발해도 

중공군 전선을 피해 가자면 내일 먼 동이틀 때나 청천강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면서 직접 

안내해주겠다고 하면서 길을 재촉하 다. 능선을 넘고 넘어 5시간이 지날 무렵 노인장께

서 이곳 지나는 곳이 평안북도 향산이라고 설명하 다. 밤새도록 가다보니 날이 밝아 오

기 시작하 다. 이때 노인장이 저 보이는 강이 청천강이라면서 “청천강 우측 능선에 중공

군 대군이 배치하고 있으니 저 앞에 보이는 민가에 가서 피난민 옷으로 갈아입고 도하하

라”고 당부하고 오던 길로 돌아갔다. 

  나는 헌병을 데리고 민가 집으로 들어가서 한복 3벌을 얻어 갈아입고 국방색 군복은 

흰 보자기로 둘둘 말아 어깨에 둘러매고 나올 때 3명의 낙오병이 와서 “우리는 11연대 군

인입니다. 중공군 때문에 도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하면서 같이 도하하도록 요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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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즉시 민가에 가서 피난민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여 바로 옷을 갈아입고 나와 

20m 간격을 두고 도하, 우리가 먼저 출발하여 강기슭에 도착하 는데 강폭은 약 150m 정

도가 되었다. 강을 중간쯤 건넜을 때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추운 날씨 탓에 몸은 사시

나무 떨듯이 떨렸지만 무사히 도하하 다. 민가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4㎞ 정도 갔을 

때, 아군포가 청천강 능선 너머로 쏘고 있었다. 얼마가다 보니 미군 포병대가 쏘는 포가 

능선 너머로 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미군 24포병대에 근접하자 미군 상사 1명과 사병 2명이 와서 소속을 묻기에 6사단 7연

대 헌병이라고 하자 우리를 미 포병사령관실로 안내하 다. 그곳에는 포병사령관(중령)이 

있었고 우리가 거수경례를 하 더니, “의자에 앉으라”고 하여 앉았는데, 사령관 앞자리에

는 통역관이 있어 7연대와 중공군 격전사항을 설명하 던 바, 사령관이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악수를 청하고 반가이 맞이해 주었다. 이때 사령관이 상사에게 씨렌쏭과 우리가 

입은 군복이 얼마나 허름해 보 든지 미군 군복과 군화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때 사령관에게 미 포병대에서 쏘는 포의 낙하지점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해 주었다. 5

만분의1 지도 현황판이 있기에 중공군 대군이 배치하고 있는 능선 너머로 쏘고 있음을 

설명하 던 바, 10분만에 능선을 향해 전투기가 집중 폭격을 가해 중공군 수천명을 살상

시키는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 다. 우리는 미 군복과 내의 군화를 지원해 주심과 사

령관이 지프차를 지원하여 순청 2군단 헌병대까지 안내해 주셔서 지금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군단 헌병부장에게 귀대 보고를 하 다. 헌병부장님께서 고생이 많았

다고 위로하면서 불사조처럼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나왔다고 하여, 역시 자랑스러운 헌병

으로 일계급 특진과 함께 군단장으로부터 화랑무공훈장도 받게 해 주었다. 이때 헌병부장

께서 “7연대 낙오병 집결지에 헌병이 파견되지 못하고 있으니, 김명수 상사가 가라”고 하

다. 

  나는 헌병 3명을 지원받고 스코다 1대와 6인용 천막과 취사도구 등을 지원 받아 덕천 

연대 집결지에 도착하 던 바, 그곳에는 낙오병 500명이 집결해 있었다. 연대장(임부택) 

중령은 우리가 도착 전날 귀대하 다고 들었다. 2일후 군단으로부터 연대 보충 병력을 지

원받아 낙오병들을 재편성 전선에 배치하고 있을 무렵 미 포병부대가 후방으로 이동하고 

있어 전선이 불리한 것으로 확인하 다.  

  이후 중공군이 진격해 오고 있었다. 전선에서 7연대는 북창으로 이동전선을 유지하고 

있었던 바, 중공군 인해전술로 순천으로 후퇴하여 전선에 배치, 격전을 벌렸으나 아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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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을 건너오는 중공군

기가 저하되어 제2선인 평양 모란

봉과 평양시내에서 2일간 치열한 

격전을 벌 다. 그러나 중공군 대

군에 병력을 투입 아군은 신계까

지 후퇴 전선에 배치 중공군과 선

전을 하 으나 경기도 전곡과 연

천 동두천 전선으로 이동 2일간에 

혈전을 벌 으나 전곡에서 아군 

전선이 중공군에게 뚫려 동두천에

서 서울 방향 도로가 차단되어 동

두천에서 의정부 쪽 능선으로 향하던 중 근접한 곳에 포탄이 떨어지면서 우측 앞발이 뜨

근하 으나 의정부 능선을 넘었던 바, 미군은 서울 방향으로 후퇴하고 있어 도로에 서있

을 무렵 미 소령 지프차가 정차하 고 본인 우측 발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한 

소령은 무전으로 연락하여 미군 의무병을 호출하 다. 의무병이 도착하자, 그 자리에서 

군화를 벗기고 상처 부위를 확인한 바, 상처부이가 깊어 4바늘로 봉합하고 치료와 함께 

붕대로 단단히 감고 군화를 신긴 후 소령 지프차에 태워 경기도 곤지암 아군 주둔지까지 

안내하고 돌아간 소령과 치료해 준 의무병의 호의에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다.

   그 후 아군 6사단은 양평과 용문을 지나 7연대 19연대가 용문산을 중심으로 전선을 유

지하고 있었다. 이때에 중공군과 인민군은 1951년 5월부터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기 위

해 중공군 54만 명과 인민군 24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5･6차 공세를 감행하 다. 중공군

은 5월 18일 홍천강을 건너와 전략적 요충지 던 용문산 지구에 공격을 시도하 다. 그 

당시 중공군은 6사단의 10배가 넘는 병력이지만 6사단 2연대는 용문산에 전면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강력한 공세를 감행하여 중공군을 격퇴시키고 2연대는 20일 진지에서 나와 중공

군을 향해 전면 공격을 감행하면서 6사단 19연대, 7연대는 배후를 차단해 중공군을 역포

위, 21일 새벽 기습공격을 감행하자 당황한 중공군은 북한강 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하

다. 그러나 중공군 목표는 화천 구만리발전소를 장악하기 위해 중공군 3개 사단을 화천 

구만리발전소 전선으로 이동 중 아군이 퇴로를 봉쇄하여 강력한 총공세를 하여 중공군 

25,000여 명의 전력을 전멸시켰다. 

  이는 6･25전쟁 사상 단일사단 전쟁에서 최대의 성과 다. 이 전선에서 나 헌병 김명수 

상사는 헌병 3명을 인솔하고 용문산 용두리 삼거리에 배치되어 아군 진입로 전선에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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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로호(破虜湖, 오랑캐를 깨뜨린 호수)비, 이승만 대통령이 

화천저수지에서의 승전에 감동하여 파로호라 명명

무를 수행하다가 중공군이 중부전선 

화천 구만리발전소로 후퇴하다가 아

군의 봉쇄로 많은 손실을 입고 화천 

사방거리 북쪽 전선으로 후퇴하다가 

아군과 치열한 혈전을 벌이고 있을 

때 우리 헌병은 4방 거리에 배치되

어 아군전선 병력 진입의 임무를 수

행하고 있었다.

  아군은 한 치라도 전선을 더 확보

하기위해 치열한 혈전을 벌이고 있

을 무렵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휴전 협정이 조인되어 한반도의 포성은 일단 멈추어졌다. 

  휴전 후 헌병 김명수 일등상사는 헌병 3명을 인솔하고 북한강 북단 38선(DMZ) 파견 근

무 중 제1헌병대로 전속되어 제1헌병대 2과에서 근무하던 중 헌병학교 21기(CID) 범죄 수

사반에 입교, 수료 후 6사단 7연대 헌병대로 전속 근무하다 5사단에서 예편하 다.

  6･25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63년 종전이 아닌 전쟁이 멈춘 휴전 상태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전선을 가운데 두고 약 200만 대군이 24시간 총성없는 대기 

상태로 63년이 흘 다. 돌이켜보면 6･25전쟁의 비극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며, 잊는다면 

이는 역사적 교훈을 저버리는 것이요 역사에 대한 죄악임을 알아야한다. 

  이제 본인은 산수의 노병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지만 이글을 남겨 전후세대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투철하게 하고 이 땅에서 더 이상의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

록 방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2년 6월 25일   

강원도 횡성읍 한우리 42  

6･25참전자 횡성군지회장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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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6포병대대가 말하는 춘천･홍천 말고개 전투

  1) 6･25전쟁 개전 초 성공적인 춘천전투의 진사(眞史)

    - 제16포병대대의 족적 - (1)

   (1) 포병의 출동

  비가 보슬보슬 내린 던 6월 25일 새벽 05시 30분. 춘천시내 외 거주자에 비상소집 명

령이 내려졌다. 06시에 내 점호인원은 약 200명(당시 T/O의 80% 외출) 장교는 포대장 

및 중요 참모가 교육파견중이며, 정원의 절반(50%)정도7) 소집된 장교의 중론이 “또 북한

이 작란을 치고 있구나! 어느 쪽이야?” 하고 있을 때, 06시 15분 각 포대에 출동준비 명령

이 하달되고 선발대가 출발을 서두르고 있을 때 정문 앞 17번 도로에 피난민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

  대대의 전투 준비태세는 장비 중 주포인 곡사포가 15문 중 12문, 각종 차량 T/E에 50%

(포차를 제외하면 20%), 포탄은 보유, M3 105㎜ 곡사포가 2차 대전 종전 전에 미국군에서

는 퇴역이 되어 재생산이 되지 않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포탄 전량을 한국군에 이양 

지원되어 군 시설에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전량을 대대 요구에 따라 38선상에 포진한 부대

에 분배되어 5,300여 발을 소양강 북쪽에 저장하고 있었다.

  대대의 임무는 수도경비사령부 포병연대의 제3대대로 1949년 8월 3일 강원도 춘성군으

로 사후 동편 쌍용치과로 이동하여 보병 6사단에 배속되고, 동년 11월 8일부로 동 사단에 

예속되면서 고유 명칭이 포병 16대대로 변경되었다. 6･25전쟁 직전까지 춘천지구에 주둔

하고 있던 관계로 보병 7연대의 위수 임무의 지시는 받고 있었지만 사단의 전술적인 임

무 부여는 없었다.8)

7) 1950년 6월 25일 당시 장교 현황

  

교육파견 장교(육사 6기) 대행자(정식명령 없었음, 육사 8기)

직  책 관등성명 직  책 관등성명

A포대장 대위 김장근 전포대장 중위 강기회

B포대장 대위 이만호 전포대장 중위 이금열

정보주임 대위 백 제 인사주임 중위 남병현

작전주임 대위 남 우 군수주임 중위 김운한

8) 6･25전쟁 당시 6사단의 전술부대는 보병 2･7･19연대 및 제16포병대대이다. 보병 제2연대는 6월 23일부로 

홍천에 주둔하고 있는 보병 제8연대와 교체되어 예속되었고, 동월 24일 제6사단장이 제7연대를 초도순시

한 시기에 전면전에 대한 전술적 임무를 부여받은 바 없고, 광범위한 경계지역을 가진 사단이 1개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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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국부적인 돌발 사태에 대비하여 (1949년 8월 6일 신남지구 600능선 북한군 38경비

여단 침범사건) 춘천지역에 예상 접근로 상에 전재 진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춘천시내에 주둔하고 있는 보병 7연대의 38선 경비지역은 도상거리 45㎞, 좌로부터 10･
9･6･5･7중대가 소대 중심의 12개 거점에 99식(일제)소총과 M1(미제)소총을 메고 보초가 서

있었고, 제1대대(1･2･3중대) 및 11중대는 예비로 각 대대본부와 같이 춘천 연대본부에 집

결되어 있었다. 이 넓은 지역을 포병대대의 집중포화는 불가하고 포대 화력도 전 지역을 

지원할 수 없어 예상되는 주 접근로 상에 화력의 종심을 위하여 모진교 방면과 돌봉 방

면에 추진진지 2개소에 각각 포 2문, 유개포상 주진지(포 4문) 2개소 및 포대분리 2개소에

는 탄약고는 유개, 포상은 가마니로 옹벽을 하여 총 6개소에 구축하고 있었다.9)

  06시 15분 불 분명한 상황에 독자적으로 추진진지 점령을 위해 각 포대 선발대(포 2문)

가 출동하고, 15분 후 본대가 발진하 다.

   (2) 조우전

  모진교 방향으로 행군하던 A포대 선두인 관측조가 예정된 추진진지는 고사하고 상용리

(주진지)도 못 미친 역골 약 1㎞지점에서 기습을 받고 급 회진하여 옥산포 남쪽에 사격태

세를 갖추면서 포진하여 대적태세에 임하고 B포대도 추진진지 못 미쳐 저격을 받고 주진

지인 문정리에 방열 대적태세로 들어가면서 A포대 관측소는 한계리 동측방 능선(164고지 

서북쪽)에, B포대는 123고지를 점령하고 기점 사격이 시작되었다. 

  C포대는 광범위한 추전지역에 포 2문씩 분리 배치계획에 따라 행진중 수구동(현 소양

댐) 못 미친 도지골에서 7연대 2대대 7중대 후퇴병력(약 1개 분대, 6･7명)의 저지를 받고

(적이 진격하고 있음을 알림) 본대가 하천전리에서 회전하여 여우고개를 넘어 우두산 서

록10)에 방열하 다. 

뿐인 포병을 1개 연대에 배속하여 융통성 없게 편중시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전술

적 전리상 문제이다.

9) 홍천 신남전투시(1949.8.6) 추진진지에서 북한군 박격포의 대포병전을 받은바 있어 유개진지를 구상하여 

구축하 고, 이 포상이 국군이 최초로 구축한 효시이다. 자재인 목재와 가마니는 춘천교도소 전옥인, 전

병율씨(현재 직위는 춘천교도소 소장)의 협조로 수감자를 동원하여 벌목하고 운반하여 구축작업까지 방

조하여 주었다.

10) 최초 선발대 출동 시 춘천지구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국부전으로 인지하고 지원부대도 38선상의 소대거

점이 될 것이라는 대대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우선 전 지역을 책임지고 상황이 파악되면 화력분배를 재

고 할 계획하에 포대를 2:2로 분리하여 발진하 다. 도중에 총격을 받고 예정된 진지에 투입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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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포대가 회진 샘밭 비행장 입구에 방열을 시도할 때 2곳에 7연대 2대대장 김종수 소령

이 대대병력 수습을 위해 출동 중에 포대장을 만나 알린 사항은 대대는 05시 전후 와해되

어 5･7중대는 연락이 두절되고 6중대는 9중대와 더불어 탈출 중에 있다는 것이었다. 대대

가 수습이 되면 예정대로 소양강 남안에 배치할 것이라 하 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비로

소 춘천지구 38선 전 경계진지는 붕괴되고, 전면전에 돌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보니 소

양강 북안 및 북한강 동안의 배수의 진에는 건재를 유지한 유일한 전술부대가 현재 포진

하고 있는 포병 16대대뿐이니, 진퇴(進退)･호불호(好不好)를 불문하고 명령유무 전리를 논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지역방어 부대가 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노출된 포대의 경계 지

원을 위하여 본부포대 전원이 동원되고 사격포대는 직접조준 및 돌격사격11)으로 사주방

어를 준비 중에 있었다. 

   (3) 대 포격전

  포구 앞에는 혼돈된 피난민이 남하하고 있는 와중인 07시 30분경 123고지의 관측반으로

부터 지내상리와 상봉리를 연하는 선으로부터 중대이상의 병력이 종대로 남하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사격요구에 따라 대대 집중사격으로 대항 중에(본 사격이 춘천지구전투 

중 최초의 포격전이었고, 또한 포병16대대 창설 이후 최초의 대대집중사격이었음) 또한 

역골(상용리)에서 17번 도로를 연하여 전차를 선두로 한(실제는 SU - 76㎜자주포 2문) 중대

가 남하하고 있다는 관측보고로 양방향에 포구를 돌리고 있는 때인 08시경, 춘천에 주둔

하고 있는 연대 예비인 1대대장 김용배 소령이 행군 중 C포대에 들려 포사격에 대한 적

정을 포대장 정오경 대위에게 듣고 “신남 전투 때와 같이 삼총사가 모 으니12) 잘 하여보

자”라고 하고 관측장교를 요구함으로 우두산에 대대 OP를 선정하고 있는 소용성 중위를 

대동하여 여우고개로 향한 후 곧 적의 제2파가 전투대형으로 남하하여 회동 북쪽 소고지

부터 지내 상･중･하리 일대의 공격대형 병파가 일어나고 있어 이를 포격할 때인 08시 50

분경, 보병 1중대 전초병력과 123고지 관측반과의 회동이 이루어지고, 동중대가 방어를 위

한 역습으로 지내리까지 진출한 후 09시 30분경 128고지로 방어진지로 복귀할 때까지 포

격이 이루어졌고, 고립무원의 포대가 투지만 가지고 점령한 관측반이 적의 속공을 경고하

무모한 불시착으로 방열한 것이 직접 대전 상태가 된 것이다.

11) 돌격사격은 8인치 포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점단위 목표를 파괴하는 사격을 일컫는 말이나 이 상황이 

직접 조준사격이 아니면서 백병전을 각오한 돌격을 위한 사격이었음으로 이 명사를 표현한 것이다.

12) 홍천신남지구전투(1949.9.6)시 보병 대대장 김용배 대위와 포대장 및 지휘소대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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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예봉에 타격을 준 123고지에서 128고지의 방어진지에 합류하 다.

  05시 이후 소양강 북안에 건재를 유지한 전투부대는 주둔지가 춘성군 사우동인 포병16

대대뿐이었음으로 포구만 믿고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 2차 포격전 와중에 

7연대 1대대가 08시 20분경 164~128고지에 합류하고 1시간 후까지 포격이 진행되어 적 공

격이 소강상태가 되고난 후 우리의 배수진이 포병 포화의 방어 선내에 보병 대대가 경비

를 서고 있었다. 그때의 지근거리 사격 제한선은 사리로부터 금광터 123고지 북사면 조용

리 하천전리에 이르는 굴곡선이었고, 직선거리는 약 7㎞이며 소양강 북방 접적 지역이 포

격선내에 집입되고 있었다.

   (4) 38선의 국군과 북한군

  춘천지역 46㎞를 진격 준비한 북한군은 화천에 주둔한 제2군단 예하 보병 제2사단과 제

7사단(뒤에 제12사단으로 변경, 이하 그대로 12사단으로 기술함)의 1개 연대이다. 제2사단

의 전략적 기동계획은 38선을 넘자마자 춘천과 가평을 점령하고 다음날 서울 덕수에서 한

강을 도하한 후 동남방으로 진출하여 서울을 향한 주공부대의 측방을 저지하고 예비 전

력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었으며, 제12사단은 인제, 홍천, 원주, 여주 축선으로 진출하여 

전방부대의 퇴로를 막고 증원을 차단하는 계략하에 그 우익인 31연대(조공)로 양구에서 

춘천을 경유하여 홍천에 이르는 29번도로를 축으로 홍천을 포위할 임무를 맡고 있었다. 

사단 전투 지경선은 사명산(부귀대) 청평골 춘천 마지리 발산리(가평 동남방 13㎞지점)이

다.13)(이하 본문기록은 자소군 보고로 약칭함)

  북한군 제2군단의 전략적인 기동계획에 따른 제2사단의 전술적 임무부여는 우익(주공)

에 6연대, 좌익(조공)에 4연대 예비 17연대로 하 다.

  6연대는 사단 공병 2중대 대전차포 대대 2중대를 배속하 고 사단 포병 2･3대대 (76㎜ 

1개 대대, 122㎜ 1개 대대)와 자주포 1개 대대(76㎜)가 지원을 하여 마평리 모진교 돌봉선

(아군 7연대 9･10중대 지역)에서 3개 대대 병진으로 제2대대는 마현(말고개)에서 17 - A도

로 축선으로 가평을 지향하고 연대( - )는 1개 대대를 모진교에서 17번 도로를 따라 서산리 

방향으로, 1개 대대는 돌봉에서 새밑고개 지내상리로 565고지 일대를 포위하면서 예비 17

연대를 1~2㎞ 거리로 후속하게 하여 38선에서 직선거리 3㎞ 떨어진 선을 최초 임무계선으

로 설정하고 계속 임무로 123･121고지 철산리로 진출하여 계속 춘천방향으로 전진 북한강 

13) 국방부 군사편찬소, 역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권 2001.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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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금산리에서 소로를 통하여 죽둔리 가평방향으로 지향하 다.

  좌익 4연대는 372고지(7연대 9중대 최동쪽 소대거점)에서 부용산(5･6중대지역)에서 공병 

1중대 대전차포 1중대를 배속하고 포병 제1대대(76㎜포)의 지원하에 주공을 백치고개에서 

청평골 방향으로 하고 청평골에서 차후 임무로 천전리 도지골 문정리로 샘밭 벌판을 포

위하고 사단 교도대대를 예비로 후속하게 하여 계속 우두산 좌우를 통하여 춘천을 포위 

기습하여 초일 오전에 강창리(소양강 합류지점 남쪽)선을 진출하여 차후 진출계선을 확보 

가평방면으로 향한다. 6연대와 지경선은 575고지 돌봉 453고지, 123고지 칠산리 도로분

기14)점(17번 도로와 29번 도로 분기지점)이며 돌봉 453고지, 123고지를 제외한 모든 지점

은 4연대에 포함된다.8)(이하 본분에 북 2사 전투명령으로 약칭함)

  12사단 우익 31연대는 부귀대 - 대곡리선(국군 7연대 5중대 1개 소대 및 7중대 지역)에서 

3개 제대로 포병 1개 대대(76㎜) 지원하에 최초 임무 계선인 청평 - 내평선을 확보하고 차

후 임무로 부창 - 선구동 - 도지골 - 하천전리에서 2사단과 협조하여 춘천 공략에 기여하고 

당일 춘천 동남방 석사리와 대룡산선으로 진출한 다음 29번 도로를 따라 홍천을 포위할 

계획이었다.15) 

  이 기동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군 총참모부는 정찰명령 제1호(1950.6.18)를 각 사

단에 발령하고 제2사단에는 진출방향인 춘천~서울을 연한 도로에 따라 한강도하 이천･수
원방면에 대한 첩보활동을 명하고, 또한 진격전 38선 경계지대내를 관측과 야간 수색･정
찰로 각종 전투의 장애요소를 작전지도를 작성하게 한 명령을 하고 있으며,16) 이곳에서 

표무원 소령 대대의 월북으로 216명이 미귀한 지역이기도 하지만17) 정확한 소대위치 유

개호･무개호 구축, 자재까지 파악하고 교통호, 대전차포 관측소, 지뢰지대를 확인 표정하

고 포병부대 예비대대의 전개 거부대책까지 수립하고 포병사격 준비완료는 6월 22일 24시

까지 준비사격은 30분 집결지 준비완료시간은 18시로 정하고 또한 제2사단 참모장 현파명

의 지령 15호로 24일 20시 30분까지 출공선을 점령하고 철저히 위장하라는 지시를 받았

다. 사실상의 38선상의 작전개시(전투개시)는 6월 18일부터 시작되었고 주력 기동부대의 

38선 돌파는 6월 25일 00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암암리에 계획, 기습침공을 준비한 북한군 부대는 북한 노동당의 당군이며, 

14) 주7과 동 및 북한군 제2사단 참모부 전투명령 001호 274고지 동북협곡에서(1950.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

소 6･25전쟁사 2권 812~817쪽 사본)

15) 역소련 고문단장 6･25전쟁 보고서 1권 2001. 157쪽.

16) 전쟁 중 노획한 러시아어로 작성된 것을 번역(국방부 조사연구소) 북한군 전투명령집 20쪽.

17) 정승화(육군대장) 저. 대한민국 군인 정승화 ｢제2장 군인의 길을 선택하다｣ 69~74쪽.



제6장┃증언자들과 언론에서 말하는 횡성지역 전투

248 ▶횡성문화원

적군이다. 적군은 일국일당의 독재인 공산화를 위하여 어떤 군사 행동도(선동, 파괴, 무장

봉기, 침략전쟁 등)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군정의 집단이다. 북한 노동당 군도 예외일 수 

없다. 창군의 목적이 적군의 앞잡이로 한반도의 적화에 있고 군사력이 우월하다고 판단시

는 하시라도 38선을 넘겠다는 이정아래 이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미･소군이 철군한 건국 

초기 군사적 공백기를 이용하여 1950년 연초부터 적군들의 연합으로 소련군이 침공 계획

작성, 무기공여, 전쟁지도와 중공군은 군내의 조선독립 동맹군인 조선의용군의 노병들을 

주축으로 연대 또는 사단을 편성하고 훈련시켜 입국하여 북한군으로 탈바꿈시켜 전투

력을 배가시킨 이 과정에서 중공군과의 교섭요원 한 사람이 제2군단장 김광협 소장이다. 

또한 예하부대 지휘관의 80%가 조선 의용군 출신으로18) 이루워져 있었다.

  이에 비해 국군은 정부의 부재로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에 려 안이하게 국내에서 이

뤄지고 있는 유격전과 38선상의 국부적인 충돌만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전면전을 고

려치 않는 38선상 배치로 경계에 임하도록 하 다. 춘천지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1949년 5

월에 있었던 강표 월북사건으로 원주에서 훈련중인 보병 7연대(1949년 2월 20일부로 6사

단에 예속되어 원주에서 춘천으로 이동됨)가 보병 8연대와 교체 배치되어 평균 4㎞간격으

로 12개소의 소대거점으로 38선을 경계하면서 일부 증원부대를 투입할 수 있는 방어공사

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이를 지휘하여야 할 대대본부는 전부 예비대대인 1대대와 같이 춘

천에 연대본부와 같은 내에 있고 중화기는 배치도 하지 않은 상태로 연대에 묶여 있었

다.19) 

  보급면에서는 식량부족으로 병력의 30%는 항상 휴가중이고 또한 공휴일에는 30%의 외

박을 보내고 있었다. 기동에 필요한 휘발유는 포병대대의 경우 월간 최대 50~100가론 정

도로 야외훈련은 염두에 둘 수 없었고, 비상용으로 포차에 채울 수 있는 양은 가지고 있

었다. 38선상의 소대거점의 인원을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소대원 20명(40명X0.7X0.7≒20

명) 내외의 인원이 공휴일에 대기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38선 이북

에 병력이동이 관측되어 외출중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관행에 따라 실시하

고 있었다.

18) 김중생 저, 조선의용군의 입국과 6･25전쟁 2000년 7월 31일 발행 명지출판사 제5장, 142~159쪽.

19) 강표월북 사건의 향으로 대대본부를 따로 두지 않았으며 중화기도 배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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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8선을 돌파당하다

  양대골 깊숙한 지점(모진교에서 북쪽으로 1.5㎞ 떨어진 480고지 북쪽 골짜기)에 전방지

휘소를 설치하고 있는 북한군 제2사단은 춘천지구의 국군 제7연대에 대한 군사적 제반사

항을 포정할 정도로 통찰하고 있고 아울러 전투력 대비에서도 아래와 같이 압도하고 있

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연대에 부여된 공격 초일의 목표가 38선상에서 산을 넘고 565고지 강

을 건너 무려 40~50㎞ 떨어진(주공 모진교 돌봉에서 새밑고개를 넘어 개래목 여울에 모여 

북한강을 도하 금산리에서 싸리재를 넘어 가평까지의 거리) 가평 점령이었다. 도보 부대

인 각 연대로써는 하루의 전로는 힘겨운 거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쾌속으로 38선을 돌

파 진주하여 전과확대를 이루라는 명령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38선상의 

징계진지 돌파에 있어 주 공격부대가 원거리로 산재되어 있는 소대 거점에 공격준비사격

으로 공격한다는 통보를 하고 공격 후 점령, 추격, 전진하는 이 소모적인 거점에 공격준

비사격으로 공격한다는 통보를 하고 공격점력 추격전진하는 이 소모적인 전투를 할, 피아

를 막론하고 전술 지휘관이라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공격부대는 우리의 38

선 경비선을 무시하고 야음을 틈타 전투대형으로 38선을 돌파하여 최근 임무계선을 향하

여 전진하고 이에 앞서 수색대 또는 예비부대로 하여금 유격조(또는 정찰조)를 편성하여 

각 소대거점 지근거리에 침투 후 04시 15~30분에 많은 포를 분산 배치하여 일제사격으로 

파괴 제압함으로써 당황하는 소대원에 대하여 측방 또는 후방에서 총성을 가하는 중공군

식 유격 전술로 소대를 분산시켜 지휘를 와해하게 하여 후퇴하도록 하 다고 보여진다.

  05시 이후 북한강 서쪽 17 - A도로 접근로를 경계하던 3대대 10중대를 제외한 전 경계진

지 병력이 분산되어 지휘력이 상실되었다고 본다. 이는 북한군 2사단 전투명령 1호 8항 

포병임무란에 가까운 방어일선에 있는 유생역량과 화기를 제압할 것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고, 7연대 2대대장 김종수 소령이 각 소대로부터 04시 30분경에 포의 집중

사격이 있다는 최초보고를 받은 후 05시경에 전 통신이 두절되어 지휘가 불가하 고 날이 

새면서(05시 30분~06시경) 고탄의 9중대(소대거점 중대OP)가 수습후 후퇴하여 오고 있다는 

연락이 있어 이는 전반적인 대공세를 받고 있다는 사항 설명이 있었으며, 탈출한 2대대 

병사들의 중론이 포의 집중사격이 시작된 직후 잠이 깨어 경계배치도 하기 전에 사방에

서 장총소리(‘딱콩 딱콩’ 하는 소리)와 기관총 소리(‘딸 딸’ 하는 따발총소리)로 우왕좌왕 

하다가 소리가 나지 않는 쪽으로 탈출하 다는 결과진술이 대부분이었다. 고탄의 소대거

점내의 9중대 OP에서도 04시 30분경 일제사격을 받은 후 중대장이 호 속에서 1개 분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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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전사한 후 선임장교인 김정규 중위가 대행하면서 05시 30분경 포사격이 멈춘 후 

소대 경계배치를 서두를 때 이미 배치할 방어진지에는 북한군이 침투하고 있었으며, 전방 

돌봉 부근에서 전투대형으로 남하하고 있는 개미떼와 같은 부대(예비 보병 17연대로 추

정)가 관측되었으나 중화기가 배치되지 않아 사격이 불가하 고 이미 후방의 상봉리 일대

까지 북한군이 진출하고 있었으며, 07시경에는 상용리까지 도달하 다고 증언하고 있다.

  주소군 보고서에도 북한군 2사단이 방어선을 돌파 후 06시 40분 무렵에 4㎞내지 6㎞를 

전진하 다고 기록되어 있다. 38선상에서 4㎞는 새밑고개를 넘어 지내상리까지이며, 6㎞

는(모진교에서는 사선으로 8㎞) 역골에 진출함을 알 수 있고 아군 A･B포대의 선발대가 총

격을 받은 장소와 시간이 같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진출 거리는 공격사격 이후 공격선에

서 진출하면 도달할 수 없는 거리이다. 동보고서 133P 제2항에는 조선인민군 배치 및 반

격계획란이 있고 거기에는 반격계획이 기술되어 있으며, 158P 작전경과란에 조선인민군 

구성군은 반격으로 전환하라는 신호를 받자 1950년 6월 25일 새벽 05시 40부터 30분간의 

공격 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공격으로 전환하 다고 기술되어 있다. ｢북 2사단 전투명령 1

호｣ 포병란에 준비사격은 (공격준비사격이라 하지 않음) 30분으로만 명령하고 있으며 개

전 후 북한 선전 매체들은 국군이 침북함으로써 반격작전으로 전환하 다고 외친 구실을 

만들기 위한 기만술책으로 전투명령까지 반격을 위한 공격 준비사격으로 오인하도록 하

고 있는 공산당식 술법에 우리는 솔직히 준비되지 않은 방어태세로 일시에 분산와해 되

었음을 전리대로 공격준비 사격 후 공격하 음으로 중과부적으로 교전하면서 또는 유격

전을 감행하면서 후퇴하 다는 주장으로 호도되어 북한군 선전술책에 그대로 수긍하게 

되고 있다. 

   (6) 배수의 진에서의 공방전

  6월 25일 05시경 북한군이 아군 경계지역에 포격 후 침범하고 있다는 7연대 정보주임

(지금의 정보과장) 김동명 대위의 연락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정보를 얻지 못하고 포병 

16대대는 서둘러 무모하게(계획없이) 이미 구축한 추진진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전 포대의 

선발대(각 포 2문)가 급행진 중 북한군과 조우하고 급포진한 후 무지한 상황에서 무념하

게도 대대가 옥쇄(玉碎), 즉 전멸의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도외시하고 전투부대라는 

의지로 전방에 추진시킨 2개 관측반에 의지하여 12개의 포구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조급하

게도 기록사격을 실시할 때 38선 경계진지를 저항도 받지 않고 최근 임무계선을 지난 나

머지 우리의 전투태세를 경시하고 행군대열도 2개 제대가 남하 중 그 전위대가 불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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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격을 받고 전투대형으로 전개하면서 2개 대대 병진으로 속공을 시도하여 왔으나, 지형

상 자체포병의 지원을 받지 못한 노출된 구릉지대에서 최초로 받은 대대적인 집중포화 

속에서 당황한 병파가 우왕좌왕 하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급편방어에 들어갔다. 이 부

대가 북한군 6연대 1･3대대이며, 2사단의 주공부대인 그 예봉이 꺾이게 됨으로써 북한군 

제2군단의 기동계획에 처음으로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하 다.

  그동안 7연대 예비인 1대대가 계획된 128 및 164고지(예비진지)를 선점하고 있는 포병 2

개 관측소에 보강되고 지내리까지 역습이 이루어지고 또한 연대 대전차중대의 1개 소대

가 포병 A포대 전측방인 옥산포에 방열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소양강 북안에 배

수의 진으로 분포연합의 저항진지를 갖추게 되었다. 이 2차에 걸친 대 포격전이 삼무(무

모･무지･무념)로 삼급(급행진･급방열･조급사격)으로 행동하여 의외로 삼유를 이룬 기적으

로 대승의 전쟁마당이 되었다. 

  이 전쟁터의 우리 기록은 7연대 2대대장이 언급한 08시경 포병 16대대 제A포대(이금

열 중위가 지휘하는 제B포대를 착각함)는 천전리(문정리) 지서 앞에 포를 방열하고 적

의 공격로인 발산리~수리봉 일대를 향해 저지사격을 하고 있었다는 기록으로만 전해지

고 있다.

  이 예상외의 조우전이 아군의 일방적인 포격전이 되며 북한군 주력부대의 공격이 저지

되고 난 후에 우리의 부대배치는 포전보후의(砲前步後) 고전장(古戰場)의 양상인 저항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조정할 필요성에 따라 11시경 우일선 문정리에 위치한 B포대를 

축차로 우두동 남쪽에 이동 배치하 다. 동시에 우두산에 집결하고 있는 보병 2대대 탈출 

병력이 소양강 이남으로 철수한 후, 좌일선에 있는 A포대도 축차로 춘천시내 소양강 남안

으로 이동준비 중 11시 20분경 128고지의 관측반으로부터 긴급 사격요청이 왔다. 발산리

와 유포리 일대에 중대 이상의 병력활동이 관측되고 지내상리로부터 상봉리를 향하여 재

차 종전과 같이 종대로 남하하는 중대 이상의 반격부대에 대한 저지사격을 요청하여 왔

으며, 동시에 A포대 관측반에서도 상용리 구릉지대에서 산병의 활동이 빈번하고 역골에서 

삼거리에 이르는 17번 도로상에도 종대대형으로 약진하는 병력에 대한 저지사격을 요청하

다. 이 부대도 예비대로 추월공격을 위한 투입이 예상되며, A･B포대(A포대 관측반 : 164

고지, B포대 관측반 : 128고지)로 하여금 각 관측전면에, C포대(C포대 관측반 : 우두산 대

대OP) 는 양측중안에 포대별 관측으로 최대의 집중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속사로 대대

적인 포격을 감행하도록 하여 보병 1중대와 C포대의 협조하에 삼거리까지의 역습이 이루

어졌다. 이 30여 분간의 포격전에 소모된 포탄이 900여 발이고 이는 포 1문당 1분간 2.5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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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격한 셈이다. 뜨겁게 달궈진 포강을 차가운 물로 식혀가면서 포격한 결과 적의 공격

이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2차의 포격전의 전과는 ｢소고문단 보고서｣ 1권(160쪽)에 기록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북한군 제2사단장은 춘천을 점령하기 위하여 예비 17연대를 투입하기로 결심하고 2개 연

대(6･17연대)를 종대대형으로 진격을 개시하여 발산리를 점령한 후 정보부재로 인해 발산

리 서남방 고지로부터 기습적으로 강력한 폭격을 당하여 사단이 큰 손실을 입고 지휘부

마저 상실하여 공격을 재개치 못할 상황이 되어 사단장은 예하부대를 지휘하지 못하고 

포병대대장과 함께 자주포용 차량으로 도피하 다”20)고 쓰여 있다.

  이로 미루어보아 예비연대의 투입이 좌절되고 그때의 적의 진출은 SU 76㎜ 자주포 2문

을 선두로 17번 도로를 따라 삼거리까지 진출한 후 (자주포를 장갑차로 활용한 정찰활동, 

그때 우리는 자주포를 전차로 오인) 옥산포까지 출몰하고 있었으며, 또한 좌측의 적 부대

는 상봉리와 발산리에서 123고지까지 접근하여 옴에 따라 아군 1대대 1중대가 재차 역습

을 강행해 지내리를 탈환하 다.

  그리고 적의 조공인 4연대는 유포리와 천전리에서 문정리까지 진출하 고 또한 12사단 

31연대는 수구동과 도지골 일대에 집결 중에 있었다. 한편 3면 포위상태에 있는 164고지

의 방어보강과 포병 자체방어를 위하여 일부 포대이동이 이루어져 C포대는 우사리에, B

포대는 축차적인 임시진지로 소양교 강뚝 제방 밑에 위치하 으며, 관측소는 C포대가 우

두산에, B포대가 봉의산 북사면(대대OP)에 위치하 다.

  이때를 같이하여 교육파견 중이던 장교들이 복귀함으로써 대대의 지휘체계가 강화되어 

A･B 포대장이 복귀하고 관측대행 임무를 수행하던 남병현 중위가 방 제 대위로, 사격지

휘 대행임무를 수행하던 김운한 중위가 남 우 대위로 임무전환 되었다. 14시경 A포대 

전방에 방열되어 있던 대전차포 소대 심 일 중위(심 일 중위는 이때 포병중위 음)가 A

전포대에 들려 전차가 아군 전방까지 진출하니 진지변환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시사하고, 57㎜ 대전차포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후퇴하 다. 이때 A포대는 서

측방과 전면이 노출되고 있었으나 대대본부의 이동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이동이 용이하

지 않았다.

  저장하고 있던 4,000여 발의 포탄을 강 건너로 운반하는 것이 문제 다. 그때까지 군수

20) 역 소련 고문단장 6･25전쟁 보고서 1권 306쪽. 13시에 발산리 지역에 진출하 다고 기록되어 있고 160쪽

에는 발산리를 점령한 후 조직적인 포격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차후 폭격이 13시 전후에 이뤄졌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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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춘천시내에서는 최갑석 상사가 담당하고, 식량과 휘발유는 증발하여 춘천사범학

교에 임시보관 하도록 하 고 부식21)은 수집하여 조조부터 중량의 포탄을 취급하는 전포

요원의 공복의 허기를 면하기 위하여 소양로의 부녀자들을 동원하여 주먹밥을 만들어 춘

천사범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증발한 차량에 공급하도록 하 으며, 강북에서는 09시부터 

사농동에 있는 춘천농업학교 학생(학도호국단) 100여 명을 동원하여 각 포대별 30여 명으

로 정기백 상사를 주축으로 포차를 이용하여 급속도로 소모되는 포탄보급에 주력하고 있

었다.

  그러나 상황이 급변하면서 전방에는 적이, 후방에는 강이 가로막고 있었다. 강북에 있

는 포탄을 도하수송이 되어야 계속 포격이 이뤄질 수 있기에 포차는 이용이 불가한 상

태에서 우선 작전반(사격지휘반)만을 이동하여 춘천시청에 지휘소를 개설하고, 포탄을 

군수주임 책임하 김장근 대위의 A포대를 방패로 하여 포탄수송을 위한 도하작전이 시

작되었다.

  우선 증발한 것이 춘천농업학교 농장에서 사용하는 손수레와 생사공장(生絲工場, 누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손수레 각 10여 대를 이용하여 춘천농업학교 호국단, 공장직공, 우두

국민학교 교사 및 이장 등으로 자칭 시민군이라 하고 이들이 운반을 시작하 다. 때마침 

포병부대가 소양강 이남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지켜본 소양강 북쪽 주민들이 혹시나 하고 

대기중이었다가 강남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17번 도로와 29번 도로에 피난민 인파가 일

기 시작하여 제1조가 창고에서 17번 도로까지 옮기면 제2조가 29번 도로 교차점(소양교 

북방 창고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까지 운반하고 제3조가 소양강 이남까지 운반하면 

그 근처에 연고가 있는 학생, 직공, 교사, 주민 등이 도로를 지키고 지게에는 1~2발, 손수

레에는 3~4발, 우마차에는 4~5발 자동차에는 8~10발을 사정하고 애원하고 또는 강요도 하

여 동의를 얻어 ‘제발 강남 소양로까지 가서 포탄들을 놓고 가주시라’고 주문하면서 이송

이 시작되었다. 강남에서는 춘천사범학교 학생들이 동원되어 소양로에서 주민들이 수집하

여 모아놓은 것들을 학교까지 운반하고, 차량이 증발하면 강북까지 와서 싣고 가는 등 

300여 명의 시민들이 탄약운반에 참여하 다. 그 시각 18시경 적은 3차 공격에서 사단 예

비대 투입이 실패한 후, 4차로 공격방향을 바꿔 상용리와 서산리에서 17번 도로 좌우를 

통하여 옥산포를 지나 북한강 동측 17번 도로의 서측의 하천부지인 광활한 보리밭을 지나 

가래목 여울을 향해 진격하여 옴으로 보리밭에서 대대적인 포격을 받아 지지멸렬 상태가 

21) 백미 및 잡곡은 군발행 전표에 의해 도청 양정과의 역전 창고에서 배급받았다. 휘발유도 동일한 절차로 

수급되었음으로 창고를 접수하여 소요량을 징발하는 형식으로 춘천사범학교에 저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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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삼거리 방향으로 도주하 다. 이때에 A포대가 500m 후퇴하면서 직접 조준사격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연대 12중대의 중화기도 가세하 다. 이때의 소총 유탄이 포탄 야

적지에 떨어지면서 시민군(가칭)이 동요하기 시작하여 일부 이탈현상이 빚어졌으나 어느

새 손수레 벨트가 이뤄져 있고 창고~17번도로~소양강 입구~소양로로 손수레 행렬이 20시

(일몰 후)까지 3,500여 발의 포탄을 도하 운반하 고 일몰 후에는 안전을 위하여 이를 중

지하고 소양강 이남의 포탄 정리반에서 보내준 주먹밥을 먹고 텅 비어있는 막사에서 50여 

명이 피로를 풀면서 야음을 이용하여 포대에서 포차가 탄약을 보급 받으러오면 적재해주

면서 26일 새벽을 맞이하 다.

  잔여 포탄의 운반을 위한 조편성을 할 때쯤 소양교를 건너 북상하는 병력이 관측되어 

확인한 결과 예비연대인 원주에 주둔해 있는 19연대로 1개 대대가 우두산 점령을 위해 행

군중이며, 23시경 가래목 여울 서측 북한강 넘어 금산리에도 19연대 1개 대대 배치가 확

인되어 새로운 분화구(포병의 견지에서 볼 때)가 형성되고 있었다. 다음날 오전 중으로 

포탄 도하작전과 A포대 이동(춘천역전 방면)이 안전하게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작전을 

진행 중 06시 30분경 A포대 관측반(6월 26일 06시 관측반 현황 - A포대:164고지, B포대: 봉

의산, C포대: 우두산, 대대: 봉의산)으로부터 북한강 서측 사리로부터 신매리(新梅里, 옥산

포 건너편)쪽 위도를 지나 포병부대가 증강되고 있고, 삼거리에서는 자주포를 동반한 부

대가 북한강 양변을 따라 옥산포를 향해 증강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 때 7연대 1대대

장 요구에 따라 대대적인 포격을 진행하고 역습이 이뤄지고 있을 때, 개전 후 최초로 대

포병전을 받게 되었다. 사우동에 4발, B포대 근처에 10여 발이 낙하되었다. 이는 춘천지구

전 전선에 122㎜ 곡사포(2사단 포병연대) 1개 대대 12문 밖에 없는 포가 세밑고개를 동서

로 연한 500고지 이남으로 이동 배치됨을 의미하며 그 많은 단･중거리포의 재배치가 이뤄

져 있음을 시사하고 대포격전을 예고하고 있었다.22) 서둘러 A포대의 춘천역전으로의 축

차이동이 진행되고 2･3차의 대포병전의 포탄을 맞아가면서 포탄 도하작전은 26일 12시에 

종료되었다.

   (7) 소양강 이남으로

  이로써 춘천 소양강 북안에 유일한 전투부대를 가진 포병 16대대가 춘성군(지금의 춘천

시) 사우동에 주둔하고 있던 관계로 6･25전쟁의 기습침공이 발발하자 곧 전투를 하지 않

22) 역소련 고문단장 6･25전쟁 보고서 1권,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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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는 조우전을 전개하 다. 독단전행으로 북한군 2사단 주력부대와 좌충우돌로 사

력을 다해 직접 돌격사격으로 30시간 지탱한 이 지내리 구릉지대의 우두벌판인 샘밭을 뒤

로하고 마지막 포탄 한발을 실은 손수레를 끌고 한이 맺힌 북쪽을 바라보면서 소양교를 

건너 완전 철수하여 전리대로 보포 협동작전태세로 소양강 방어전투에 임하게 되었다.

  이 6월 26일 아침 06시부터 시작한 보리밭 포격에 대한 ｢소(蘇)고문관 보고서｣를 요약

하면 공격준비사격 후 4연대는 북쪽에서, 6연대는 동북쪽에서, 17연대는 서쪽에서 공격을 

재개하여 6시간 동안 전투로 춘천 서쪽의 일대를 돌파(이는 가래목 여울까지 진출을 의미

함)하 으나 동북쪽 4･6연대의 결정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공격에 실패하여 최초의 임무계

선에서 전투를 지속하 다고 기록되고 있다.23) 이때에 C포대 관측반의 사격요청이 없었

음을 볼 때, 동북쪽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전 포병화력이 옥산포를 중심으로 한 북한강 

양안에 집중되었다. 이때에 B포대가 다시 한 번 수냉사격을 실시하 다.

  그 후 13시 30분경 사단장으로부터 명확한 사단 포병의 임무가 부여되었다.24) 1개 포

대를 홍천방면 2연대를 지원배속하라는 명령으로 C포대가 14시경에 춘천지구 전투에서 

이탈하고 우두산의 C포대 관측반이 철수하 으며, 164고지의 A포대 관측반이 이동 배치

되었다.

  대대는 A･B포대를 통합 지휘하고 있지만 자동적으로 A포대는 19연대에, B포대는 7연대

의 지원임무를 하고 있었다. 사단 작전명령에 따라 15시경 164고지에서 철수하는 7연대 1

대대를 엄호하기 위해 문정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적 4연대(현재까지 피해를 입지 않고 건

재한 부대)에 집중포격을 가하면서 19연대의 뒷받침을 받아 소양강을 건너 봉의산 전면 

소양강변에 방어진지를 27일 09시부로 편성하고 B포대는 소양강변에서 봉의산 남쪽으로 

진지를 이동하 다. 

  27일 아침부터 164고지 철수를 인지한 적은 우두산 일대에 포격과 함께 공격해 옴으로

써 우두벌판이 상호포격의 격전장이 되었고, 13시에 철수명령에 따라 19연대 2대대가 우

두산에서 퇴각함으로써 소양강 북쪽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춘천방어선이 소양강남안에

서 2개 연대 병열로 형성되었다. 이때부터 소양강을 중심으로 한 포격전을 동반한 공방전

이 계속되었고, 19연대의 춘천지구 이탈과 홍천지구 투입명령에 의해 선발 3대대와 같이 

A포대도 19연대에 지원을 위해 춘천전선에서 이탈되어 17시경 홍천 말고개 전투장에 방

열되었다.

23) 역소련 고문단장 6･25전쟁 보고서 1권 163쪽

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발행 6･25전쟁사 2권 464쪽



제6장┃증언자들과 언론에서 말하는 횡성지역 전투

256▶횡성문화원

  대대본부는 B포대와 봉의산의 관측소만 잔류시키고 홍천국민학교로 이동하 다. 이때에

도 2


t차량 12대 분량의 1,300여 발의 포탄을 사단과 19연대의 지원으로 홍천까지 이동시

켰으며, 그 후 B포대는 춘천에서 원창고개로 새로운 적 12사단과 31연대를 맞아 선전하면

서 7연대와 같이 지연전에 들어간다.

   (8) 분석평가

  38선 전선에 걸쳐 건국초기 재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 하에 

중무장한 공산군의 침공을 받아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각 부대가 최선의 방책으로 준비는 하 다고 보나 미비하 음은 틀림없

다. 춘천지구(소대 거점거리 4㎞, 중화기는 춘천시내 연대창고에 보관, 식량부족으로 병력

의 1/3이 휴가 등)도 예외일 수 없다. 이 경계부대에 대해 대체적으로 1:10정도의 우세한 

전력으로 우리의 허25)를 기습하여 큰 저항도 받지 않고 38선을 통과하여 6월 25일 06시 

40분에 38선에서 직선거리 4~6㎞를 진출하 다. ｢최근 임무계선｣을 지난 적 주공부대의 

척후가 쏜 몇 발의 총성으로 포 2문을 끌고 가던 부대가 도망가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 

군대를 경시하기 보다는 이를 무시하고 집대형으로 행군하여 남하하던 중 그 전위부대

의 허(虛)가 전리(戰理)를 무시하고 삼무(三無)･삼급(三急)의 행동으로 허를 노출시키고 있

는 포병대대에 일격으로 분산･와해되고 또한 예비연대의 추월공격도 포 지원없는(다수의 

포가 아군 거점 점령에 참가) 차폐가 잘되지 않는 구릉지대에서 우왕좌왕하다가 큰 피해

를 입고 전투력을 잃게 되는 이 삼허(三虛)가 교차하여 천운으로 아군의 삼유(三有)를 이

룬 기적의 전쟁터가 되었다.26) 삼유는 첫째, 적 2사단 주공의 예봉이 꺾여 서울 포위공격

을 위한 시간에 쐐기를 박았고 둘째, 춘천지역 방어를 위한 소양강 북쪽에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중요 지형지물인 164고지 일대를 선점할 수 있었다. 당시 06시 40분에 북한군은 

지내상리까지 진출하여 164고지 일대 1.5~2㎞내 지근거리에 위치, 아군 관측반의 점령은 

06시 40분~06시 50분, 7연대 1대대의 고지 배치시간이 08시 30분). 셋째, 피아군의 전쟁심

리의 전환이 이뤄져 있다는 점이다. 국군은 패배의식이 사라지고 적군은 전쟁터에서의 공

포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포탄 5,000여 발을 전선에 가깝게 저장한 것은 최선의 저장방책은 아니었다. 만약 포탄

25) 포대가 직접 대적하여 백병전을 각오하고 방열되어 있는 상태

26) 허는 - , 유는 +, - x+= - x - =+(우리의 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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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양강에서 역 도하가 이뤄지지 못하 다면 최악의 상황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

행히도 춘천시민들과 학도호국단들의 도움으로 도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보니 3일간

의 방어 성공에 중요 작전요인 중 하나가 이 포탄 보유에 있고, 춘천 방어전투의 포탄 소

모량이 약 4,000발(4,000÷3≒1,300) 일일 1,300여 발이 된다(포 1문당 1일 110여 발이 공급

량을 전시에 담당할 수 없는 수송량임). 또한 이 잔여포탄이 6사단이 중원지대에서의 지

연전투에서 승리를 보장케 한 포알(소총알)이 되었다.27) 

  지형적인 여건이 방어에는 유리하고 공격에는 불리한 지형이었고 또한 북한 2사단의 

전투지경선과 기동 계획이다. 2사단의 연대지경선이 지형상 요지요부(要地要部)인 164고지 

일대를 2개 연대로 양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연대가 이 지대에 대한 선(先)공격을 미

루고 있었다. 이 무풍지대에서 포격의 방례(포의 방열??)아래 7연대 1대대가 좌우 양쪽지

역을 감제할 수 있었고, 두 연대는 작전 계획대로 주공인 6연대는 지내리에서 164고지 서

측을 연하여 한계리･신동리를 거쳐 가래목 여울에서 금산리로 북한강 도하를 위하여 일

률적인 파상공격으로 일관하고 조공인 4연대는 여우고개를 지나 29번 도로를 따라 소양교

를 넘어 춘천시내 진입을 시도하여 주공부대의 공격진행진도에 따라 기동하기 위한 방관

상태에 있었으며, 12사단 31연대도 사단 전투지경선상 도지골과 하천전리에서 기다리고만 

있었다. ｢주소고문단 보고｣(164쪽)에는 우익에서 진격하는 제31연대는 사단장의 명령을 기

다리면서 6월 26일 하루 동안 하천전리 지역에 멈춰있고 2사단과도 조직체계가 원활히 이

루어지지 않았다고 기록되고 있다.

 아군 6사단의 예비인 19연대의 적절한 투입시기이다. 25일 23시경 북한강 서안 금산리에 

3대대를, 26일 조조에 우두산에 2대대를 배치하여 26일 샘밭 벌판에서 기다리고 있던 적 

4연대 및 31연대의 경고와 가래목 여울에서 금산리로 지향하는 적 6연대를 당황하게 하여 

지내하리로부터 옥산포 가래목 여울까지 이르는 보리밭의 2차에 걸친 대살육전을 아군에

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었다.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 배치된 7연대는 경계 지역인 38선상에서 적 공격 초기에 1/2의 

전투력이 분산, 와해되었고 가평으로 지향하는 17번 도로 방어를 위한 대대( - )가 춘천을 

이탈하고 단 보병 제1대대(예비대)가 춘천을 방호하기 위하여 적 주력 부대를 돌격사격으

로 저지하고 있는 포병의 방호아래 배수의 진인 요지요부인 164고지를 투입된 것 외는 별

무대책이었다.

27) 6･25전쟁 3년간 포에 의한 포격량의 도가 춘천지역전투에서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고, 2차대전 중 미

군이 사용한 포탄도 1개대대에 비해 2~3배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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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5일에는 포병의 탄막으로 방호를 받고 26일에는 사단 예비인 19연대의 지원이 추

가 되어, 적 4개 연대의 3면 포위망 속의 배수의 진에서 경직된 적의 공격을 분산시키고 

15:00시에 진에서 이탈, 27일 조조에 봉의산 변 소양강 남안 방어 진지를 편성한 후 09:00

시경 소양강을 연한 2개 연대의 병렬로〔19연대 7연대( - )〕방어진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비운의 7연대가 행운의 연대로 인지하게 된 180도의 전환은 3일간의 배수의 진을 친 

전투로 인한 지연전이 우리의 국운을 이어 갈 수 있는 공산군의 한강 도하에 지체와 미

군이 참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된 이 전투가 주둔지 관계로 자동으로 참전된 

사단 포병 16대대의 독단 활용으로 30시간 지연시킨 전과는 사라지고 당초 보병 7연대 전

투지역이었다고 하여 포병 16대대나 보병 19연대의 지원으로 그 공이 7연대의 전과로 인

식된 것도 하나의 허가 유를 넘은 전적으로 되고 있다.

    ❏ 참고사항

1. 가래목 여울은 의암댐 건설 전에는 독도와 같이 돌바위 세 개가 있었고 춘천 봉의

산에서 차폐가 되고(유람지로는 최고의 사장(沙場)이 으며, 파리 낚시를 하는 좋

은 놀이터 음) 이곳에서 금산리까지는 섬을 지나 강폭이 넓어 도섭이 가능하여 

도하하는데 최적의 장소 다.

2. 모진교는 일방통행 교량이었다.

3. 세밑고개는 우마차도 통과하지 못하 고 우마가 짐을 지고 넘던 길이었다.

4. 견인차량으로 이동하는 포는(소양강 북쪽) 17번, 4번, 29번 도로 외에는 보수 없이 

통할 수 없었다. 

    ❏ 후기

1. 이 기록은 포병장교가 본 3일간의 춘천지구 방어전투에 대한 기록이다. 현 제도도 

포병의 관측장교(현 보병중대 당 1명)가 사격요구를 한다하여 사격이 실시되는 것

이 아니다. 대대 S - 3(작전장교)가 연대 전체의 전투사항을 보아 그 우선순위에 따

라 사격명령을 하달한다(참모로서 명령권을 가진 것은 직접지원 포병대대 S - 3뿐이

다). 그러므로 최소한 관측장교는 보병대대 정면사항을 숙지하지 않으면 자기정면

에 사격을 요청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비해 6･25전쟁 초기에는 사단에 포병 1개 

대대뿐이었고 포대 또한 관측장교(지휘소대장)가 1명뿐이므로 연대사항을 숙지하

고 있어야 했다. 그러므로 최전선에서 살생전을 벌이며, 그와 관련된 전투요소를 

직접 파괴하기 위하여 파열탄을 쏘는 입장과 연대본부에서 간접적으로 듣고 보는 

입장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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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한 예비역 소장(말고개 전투 술회 모습)

2. 전투상보나 전투명령은 전리(戰理=전쟁원리, 戰爭原理)에 의해 작성되고 기록되어

야 한다. 술어 한 자에 대한 잘못이 후세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자의 상식으로 같은 장소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니 포병이 대대이니까 연

대에 배속하고 있다고 보고 기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전투명령도 착각에 의

한 명령이면 수정되어 기록됨이 요망된다.

3. 전사 또는 특히 전투사는 있는 그대로 행한 사실 그대로의 기록이 유지 되어야 한

다. 이것이 피의 대가로 후세에 전하는 것이다. 실패(패전의 기록)와 성공(승리의 

기록)이 모두가 교훈이 되어 전리 발전의 토대를 이루며 또한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총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차 교훈이 전쟁요원의 심리적인 향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각급 지휘관들의 극단적인 진 논리에 의한 자화자찬

에 의한 자서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자서전식 증언을 주로 한 전투사항을 기

초로 한 전사는 재고하여야 하며 이는 군 발전의 도움이 되지 않고,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투 결과의 논공행상을 보면 더욱 경탄을 금하지 못한다.

  이 기록은 6월 25일 당시 포병 16대대 S - 4

(군수장교) 겸 S - 3(작전장교) 대행으로 근무하

던 김운한(당시 중위)의 실전경험과 기록을 바

탕으로 서술한 것이다. 2010년 6･25의 회년(回

年)을 맞이하면서 탈고. 

  2) 인제 - 홍천 축선의 혈투사(血鬪史), 말고개 전투

    - 포병 16대대의 족적 2

  개조소형전차와 숨바꼭질 하면서 혈전을 거듭한 6일간의 100리 길 이속에 말고개 전투

가 있다.

   (1) 춘천에서 홍천으로

  춘천 북방 소양강 너머 춘성군의 배수진인 사우동에 주둔한 관계로 불의의 조우전으로 

포강(砲腔)을 수냉까지 하면서 포격으로 맞서 급류와 같이 침공하여 오는 북한군 제2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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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부대의 남진에 쐐기를 박아 춘천을 지킨 다음날(26일) 13:30에 사단으로부터 최초로 

포병의 전술적 임무부여가 있었다. 홍천방면에서 분전하고 있는 보병 제2연대에 포병 1개 

포대를 지원(배속)토록 하라는 명이 다.28)

  파견할 포대는 1949년 8월 6일에 신남 600능선전투에 참가하 던 C포대29)가 결정되어 

포대장 정오경 대위 인솔하에 야포(105㎜ M3A1) 4문과 포탄 150발을 적재한 대열이 춘천

전투장에서 이탈, 17:00에 홍천 북방 선산리에 도착하 다. 이때에 연대 정면에 대치 사항

은 44번 도로를 축으로 한 북한 침공군과 혈전을 거듭하면서 후퇴, 재차 자은리선에서 혼

전이 이루어진 직후 무질서하게 후퇴하고 있는 1･2대대 한계리선에서 수습중이었고 현리 

쪽에서 작전중이 던 3대대( - )도 한계리 선으로 후퇴 집결중이었다. 연대장 함병선 대령

은 C포대 도착신고를 받은 즉시 포는 44번 도로 축선을 주사격지대로 할 것이며 각 대대

가 수습, 재편되면 곧 저항선을 큰 말고개로 할 것이니 퇴각 점령시에 엄호사격 준비를 

당부함으로써 포진지는 선산리로 결정하고 관측소는 큰말고개인 371고지로 하여 전투준비

태세를 완료하 다.

   (2) 연대의 작전경과

  제2연대는 황해도 옹진 은파산 전투가 끝난 후인 1950년 6월 20일 부로 6사단에 예속되

어 8연대와 교체, 사단 우익인 좌 계명산(7연대) 742고지로부터 우 762고지간(8사단)의 42

㎞를 담당하게 되었다.30)

  지형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42㎞ 전면의 적은 화천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 제2군단 

산하의 주공부대(중앙부대)인 12사단과 그 좌익인 제1경비여단(4개 정보병대대)이며 그 후

속으로 제603 모토사이클 연대와 5사단( - )의 예비대가 있었다.31) 제12사단 기동계획은 31

연대로 양구 - 춘천 - 홍천 축선으로 좌익인 제2사단과 협조하에 우회 기동하고 30･32연대

는 포병연대의 지원하에 44번 도로를 축으로 홍천을 점령 후 여주방면으로 국군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하는 임무를 띠고 38선을 돌파 후 강력한 전력으로 국군 2연대와 각축전을 

벌이면서 36시간이 지난 26일 17시 경 38선에서 직선거리 약 17㎞인 자은리에 남하하고 

28) 6월 25일 이른아침 예기치 못한 전쟁으로 전투편성도 없이 주둔지에서 전장 와중에 휩사여 있다가 26일

에 사단 명령으로 임무가 확정된 상태.

29) C포대장 대위 정오경 (육사특별 8기), 전포대장 중위 전창익 (8기, 전사) 전포대장 중위 송용성 (8기, 후

임), 지휘소대장 중위 김학보 (9기, 부상).

30)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6･25 전쟁사권2, 492쪽 2)에 (1) 부대현황란 및 490쪽 전투개요란 

31)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소련 고문단장 라주바에프 6･25전쟁 보고서 1권 2001년판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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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32) 

   (3) 44번 국도상 저항선 구축

  자은리에서 무질서하게 후퇴한 병력을 한계리 선에서 수습, 대대들을 재편성한 연대장

은 새로운 저항선으로 남방 화양강(도섭가능) 서측 연연봉으로 결정하고 5중대의 엄호하

에 퇴각할 때, 이를 인지한 적은 자주포를 선두로 한 중앙돌파작전으로 44번 도로를 메워 

남하하여 왔다. 현재까지 전선이 혼돈 상태이어서 방열 후 사격 대기상태로 있던 포대는 

5중대장의 요구로 초탄부터 연막차단과 기갑부대에 대한 탄막사격으로 시작되었다. 이 전

투가 이 전선에서 최초로 보포 협동작전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전쟁 마당이 되었다.

  현재까지 일방적으로 포격과 전차대행을 한 적 자주포 중대가 치열한 아군 대포병전을 

받고 공격기동의 약점인 보병의 이탈로 더 전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원 위치로 

회귀하 다.33) 그간에 북으로부터 연봉인 281고지에 3대대( - )가 점령하고 큰말고개를 사

이에 두고 남에 한계리와 철정리를 감제관측할 수 있는 371고지에 2대대를, 이 고지의 연

안을 돌고 돌아 330고지에 1대대를 배치, 230고지와의 간격에 말고개로 이어지는 44번 국

도를 견제할 수 있는 천애(天崖)의 요지를 점령하고 저항진지 구축을 위해 철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 아침(27일) 전일과 같은 대열로 한계리의 교차로까지 이동사격(직

접사격)을 감행하면서 진출하여 왔다. 이때는 한계리의 협소한 열린지대에 대한 방어 계

획이 이루어진 관계로 더 진전하지 못하고 폭격으로 대응하면서 수차례에 돌파를 시도해 

왔으나 원 위치에서 교전상태가 계속되었다.34) 

   (4) 증원부대 투입과 역습

  사단은 춘천(7R)과 말고개(2R) 전투의 진행사항에 비추어 홍천의 교통의 요지를 고수되

어야 할 중요성에 따라 춘천에 투입된 예비연대(19R)를 전선에서 이탈시켜 제2선인 홍천

32)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6･25 전쟁사 권2 507쪽「홍천 동북쪽 23㎞까지 진출하 다. 38선 직선 남쪽 

17㎞」,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소련 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 전쟁 보고서 1권 159쪽.

33) 대 기갑부대(전차, 자주포, 장갑차)의 공격방법의 교리는 우선 따르고 있는 지상군을 분리 시키고 단독

전진할 때 대전차 무기(대전차포, 로케트포)로 측방을 공격, 궤도를 파괴(기동을 무력화)함이 최선의 방

법이라 되어 있다. 이때에 사용하는 포병의 무기는 시한탄, 순발탄, 지연탄, 연막탄을 혼합 사용한다. 그 

후 탑승자의 제한딘 시계를 이용하여 지상군이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포병을 전쟁터에서 대포병전의 우

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치초의 공방전은 포병전에서 시작된다.

34)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소련 고문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권의 171~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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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동함으로서 포병 A포대도 이동, 즉시 말고개 전투장 C포대 증원으로 17:00에 선상

리에 방열되고35) 16포병대대 본부는 작전반을 C포대 증원으로 합류하고 본부는 홍천국민

학교에 위치하 다. 동시에 철수한 19연대의 제3대대도 2연대 증원으로 22:00에 작은 말고

개를 사이에 두고 2연대 1대대(330고지) 남쪽 230고지에 점령, 전초부대(+)는 A포대 관측

조와 같이 330고지 남단에 위치하 다.36)

  말고개 저항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지론으로 작전하

여온 함병선 연대장은 330고지를 점령중인 1대대에 6중대를 추가 배속시켜 복골을 기습하

여 예상되는 적의 지휘소를 격멸하기 위한 공격명령37)을 하달하고 28일 03:00에 진지에서 

이탈시켜 우회, 내촌천(한계리에서 동쪽 4㎞지점)에서 05:30에 침투, 공격 개시선으로 한 

작전으로 전환시켰다. 대대장 김주  소령은 포병 관측장교 대동을 요구했으나 연대장은 

암암리 침투하는 공격부대로 통신도 제한되고 또한 44번 도로 축선의 대항력의 감소를 초

래할 것이니 긴급시 연락망을 강구하고 최대한의 지원하여 줄 것을 포대장에 명하 다. 

  1대대장은 관측장교와의 협의 끝에 관측하사를 대동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후 계획대

로 깊은 안개 속에 복골을 향해 암암리에 침투가 시작되고 있을 때, 동시에 전일에 철정

리 삼거리까지 진출한 적은 05:00시 말고개를 향해 자주포를 선두로 진격하여 오고, 381고

지를 점령하고 있는 3대대( - )에는 북쪽 연봉인 359고지로부터 양 방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었다. 이때에 또 한 번의 혼전이 시작되었다. 우회 침투공격하는 1대대는 중간지점에 

있는 적을 섬멸하는 전과를 거두면서 복골에 이르 을 때, 대부대의 역습에 직면하면서 

포병 사거리 외까지 진출한 관계로 포 지원을 받지 못하고 퇴각하고 되고, 09:00시 경 안

개가 거친 후 관측된 44번 도로 축선에 자주포 1개 중대(4문)는 한계리를 지나 작은 말고

개를 향해 소수 병력을 대동하여 침투하고 있었으며, 철정리에서 한계리간 도로에는 또 1

개 중대(+2대, 지휘용) 자주포를 대동한 대대(+) 이상의 병력이 남하하고 있었다. 전방에 

침투하고 있는 자주포 중대는 아군 방어선 지근거리까지 침투되어 포 사격이 불가하여 

대전차포로 대항하고 후속된 주력부대는 노출된 도로상이어서 포병의 집중된 혼합사격(각

종 신관사용)의 좋은 목표가 되었다. 10여 분의 집중사격이 명중도가 높아 도로상에는 기

동도 못하는 자주포 3대가 있었고, 병행 도보병은 산개되어 한계리 북방에 방어태세로 들

어갔다. 이 와중에 앞서 침투한 포 중대는 난사로 371고지를 요란하면서 그 측면 도로를 

35) 포병은 전선에서 예비를 두지 않는다.(교리)

36)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발행,「6･25전쟁사」권2, 508쪽.

37)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발행,「6･25전쟁사」권2, 508쪽, 2연대 공격명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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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 330고지의 마지막 굴곡 지점을 지나 작은 말고개를 향해 협곡(7부능선 도로)에 진입

하여 왔을 때는 궁지에 빠진 포 부대가 되었다. 시야는 제한되고 도보부대가 없는 상태에

서 고개 정상에서는 56m 대전차포 소대(2연대)가 불을 뿜고, 건너편 230고지에는 19연대 3

대대에 의해 소총과 기관총 사격이 (동일표고 약 150m~200m) 집중되고, 330고지에서는 수

류탄 투척(급경사 사격불능)으로 진퇴양난에 포대는 4번포가 퇴각을 위해 급회전한 탓으

로 무한궤도가 빠져 기동치 못함으로 3번포가 어서 화양강에 떨어뜨리고 난 그때는 1･2

번포는 노획되고 3번포는 371고지 측면을 통과치 못해 포를 방치하고 도주 중 2대대 초병

에게 사살되었다.38) (이 전투 중 적의 다포병전에 C포대 전포대장 전창익 중위가 전사하

고 김학보 중위가 관측 중 부상당하 다.) 

  이와 같이 적은 자주포를 이용한 기갑 돌파작전이 실패된 수시간 후인 22:30 경 새로운 

중원부대가 쇄도하여 왔다. 381고지(3대대 - )의 양방면 공세는 증강되고 371고지(2대대)에

는 자주포를 선두로 한 공격부대가 한계리 남방 700m 이상 진출하여 대대적인 포사격으

로 압박 후 침투부대에 의하여 피탈되었다. 이때에 연대장은 1대대장에게 퇴각한 2대대를 

수습하여 협동 역습으로 탈환을 명하고 포병에게는 최근, 지근거리까지 폭격으로 지원하

라는 지시에 따라 야음에 양측의 포격전이 수차례 이루어지면서 혈투 끝에 24:00경 저항

진지가 회복되었다. 

  29일 일찍이 적은 말고개 전면(44번 도로)에 같은 방법인 자주포를 중심으로 한 중대정

도 병력이 371고지를 위협하고 새로이 투입된 듯한 대부대가 화양강 동측에서, 한편은 

381 및 371고지 서측 능선상에서 말고개를 포위 공격할 태세로 진격하여 옴으로, 4시간 

여의 공방전이 이루어진 후 격퇴된 듯하 으나 다시 서측 공격부대가 증강되고 있어 이

를 역습하려 할 때 사단장은 2연대의 홍천으로 철수를 명령하여39) 이에 따라 포병 A･C포

38) 이것이 말고개 전투다

    가) 당시 330고지에서 2연대에 파견된 16포병대대 연락장교 김운한 중위(직위 : 군수주임)와 230고지에 파

견된 19연대 연락장교 박 재 대위(직위 : 본부포대장)의 공동 증언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

    나) 국방부 군사편찬 언구소 발행「6･25전쟁사」권2 p.544의 주 171기록도 타당하다. 양 연대 경계인 공

간에는 지동적으로 협동이 이루어진 사례이다.

    다) 단 말고개에 침투한 자주포는 1개중대 4문이다. 후속 주력부대에는 자주포 1개중대와 지휘부 2대의 

(기갑차량으로 판단,) 합계 10대다. 차 10대가 말고개에서 19R 3대대에 의해 폭발 또는 2연대 1대대

장 김주  소령의 10대 파괴 주장은 착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라) 자주포 2문을 노획이라 기술한 것은 후송은 되지 않지만 차 포에 적재된 무전기 2대(각각 1대)는 김

운한 중위(2연대 연락장교)와 박 제 대위(19연대 연락장교)가 노획하여 후퇴 중 문경전투까지 사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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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전 화력을 우선적으로 381고지(3대대 - )에, 그리고 371고지(2대대), 330고지(1대대) 순

으로 방어탄막 사격을 실시, 퇴각을 지원하고 난 후 또 한 번에 함병선 대령의 역습명령

이 하달되었다. 1대대로 하여금 역습으로 371고지를 탈환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퇴각 부

대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고 역습을 성공, 고지에 올랐으나 적의 재역습으로 무질서하게 

대대가 분산 퇴각하고 난 후 6월 30일 15시에 적은 홍천에 진입했다.40) 그 후 16포병대대 

A포대는 19연대 퇴각 행군대열에, B포대는 7연대 행군대열 안에, C포대는 2연대 퇴각 대

열로 원주, 단양, 충주로 이동하 다. 대대본부는 사단 본부와 같이 500여 발의 포탄을 실

은 증발차량을 대동하고 원주에서 충주로 이동하 다. 대대본부는 사단 본부와 같이 500

여 발의 포탄을 실은 증발차량을 대동하고 원주에서 충주로 남한강을 도하하면서 이동하

고 각 포대는 중부전선에 하나밖에 없는 포병으로서 6사단 각 연대의 화력으로서 각 전

투장을 누비고 대대본부는 충주에서 지원 임무에 임하 다.

   (5) 분석 평가

  38선상 경계부대가 틀이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침을 당하여 적 주공이 44번 도로 

축선(인제~홍천)으로 기계화 부대(자주포)를 선두로 침공, 다소의 충돌은 있었으나 대부분 

분산, 퇴각하는 병들을 신풍리 남방 웃마을선(관대리 38교에서 8㎞ 지점)에서 수습, 재편

성한 함병선 대령(연대장)은 이후 그 특유의 불퇴, 1:1까지 싸우자는 군인정신으로 무장된 

그대로 100리 길을 피로 물들게 한 6일간의 기록이다.

  76m 자주포를 소형전차처럼 개조(자주포에 뚜껑을 씌운 장갑포)한 중대를 선두로 도로

상으로만 위협하고 오는 적을 소수 병력으로 대항하고 양 측면의 산악을 역습 또는 전진 

점령하여 기갑 중대의 고립을 꾀하는 전술을 되풀이하면서, 공격하여 오면 반드시 역습하

고 재역습을 당하여 분산 및 퇴각하면 재편성 후 재차 역습을 촉구, 그 성사를 독전하는 

실병 지휘관으로 일관하 다.

  포병이 배속된 후 포병 포격을 받은 적 기갑부대의 상황을 관측한 연대장은 그 때에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고립시킨 후 대치방법을 지시하는 등 장병들의 공포심이 사라지는 반면, 

적은 아직도 장갑부대로 착각하여 말고개에서 자주포 10대[2개 중대(+)]를 잃은 것이다.

  인제 - 홍천간 44번 도로 100리길의 6일간의 지연전은 6･25전쟁 초기 전투에서 유일한 

39)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6･25전쟁사」권2, 516~517쪽.

40)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소련 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 전쟁 보고서 1권, 172~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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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기록이다. 또한 보포합동전, 대기갑부대전도 최초라는 점에 유의하여 더 분석하고 연

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기록은 1950년 6월 26일 16포병대대 C포대가 이 전투에 참가할 때 포탄을 싣고 수행

한 김운한 중위(당시 군수주임)가 함병선 연대장과 면접할 때 포병학교 출신 연대 S - 3(작

전주임) 조정련 대위의 권유로 연대 장교로 추천되어 27일부터 연대장과 행동을 같이 할 

때 메모한 것을 2010년 12월에 초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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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50.6.26)

제2절 언론에서 말하는 횡성지역 전투

 1. 네덜란드의 참전과 횡성전투

  1) 네덜란드대대의 횡성전투

   (1) 네덜란드의 참전결정과 부대편성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할 

당시 네덜란드의 군사력은 매우 취

약한 상황이었다. 보유 병력도 대부

분이 식민지인 인도네시아에 주둔하

고 있었고 1951년 5월에 본국으로 철

수할 예정이었다. 한편 침략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를 북한이 거부하자, 

유엔안보리는 한국에 지원군을 파견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 다. 네덜란드 

정부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참전에 동의하 으나, 여건상 지상군의 파견에 앞서 해군 구축함을 급파하기로 결정하고 

인도네시아에 정박하고 있던 에베르센(Evertsen)호에 출동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받은 즉

시 수라바야항을 출항한 에베르센호는 1950년 7월 16일 작전해역으로 항진하여 서해상에

서 작전을 실시하고 있던 국 극동함대에 합류하 다.

  한편, 1950년 7월 14일 전황악화에 따른 유엔사무총장의 지상군 파견 요청을 받은 네

덜란드 정부는 일주일후 군사적인 사정으로 파병이 불가함을 회신하 다. 그러나 많은 

민간인들이 참전을 자원하고 민간기구인 ｢한국참전지원병임시위원회｣가 발족되는 등 파

병을 촉구하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조성되었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육군 보병 1개 중

대와 해병대 1개 중대를 지원병제로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8월 11일 지원병 모집을 공식 

발표하 다.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1,217명이 지원하 고 이들 중 노령자와 1년 미만의 군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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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국회전경

신체부적격자 등을 제외한 799명을 선발하 다. 이들은 1년의 복무기간에 인도네시아 파

견 해외근무와 같은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국무회의는 선발된 인원으로 보병 1개 

대대를 편성하기로 재결의하고 파병의 최종시기를 10월로 확정하 다 정부는 추가적인 심

사를 통해 1개 중대가 부족한 대대규모인 636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하 다.

  1950년 9월 9일 대대장에 임명된 덴 오우덴(Den Ouden) 소령은 헤이그에 위치한 뉴알

렉산더(New Alexander) 병 에서 훈련을 개시하 다. 그러나 무기와 군수보급의 문제는 

네덜란드 정부의 경제 및 군사적 여건상 부담으로 작용하 다. 결국 유엔군 총사령관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정부는 2명의 연락장교를 동경으로 보내 대대편성을 

미국식으로 하고 무기 및 군수보급은 미국의 지원을 받기로 합의하 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대대는 본부 및 본부중대 117명과 2개 소총중대 380명, 화기중대 139

명으로 구성되었고 병력은 장교 34명과 부사관 84명 그리고 사병 518명 등 636명이었다. 

그리고 기본화기를 제외한 보유무기는 경기관총 17정 중 기관총 9문, 자동소총(BAR) 45정, 

3.5인치 로켓포11문, 60㎜ 및 81㎜ 박격포 13문, 57㎜ 및 75㎜ 무반동총 13문이었다.

   (2) 네덜란드군의 한국도착과 전선 배치

  1950년 10월 24일 네덜란드대대는 헤이그 시가를 행진한 후 중앙청에서 사열식을 갖는 

등 공식환송식을 가졌다. 그리고 10월 26일 수송선 주더크루스(Zuiderkruis)호에 승선해 로

테르담을 출항하여 극동으로 향하 다. 포트사이드와 아덴 그리고 싱가폴을 거쳐 11월 23

일 목적지인 부산항에 도착한 네덜란드대대는 대대적인 환 을 받고 다음날 아침, 상륙과 

동시에 대구의 유엔군수용센터로 이동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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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 참전을 위한 네덜란드대대의 시가행진 장면(1950.10.14)과 수송선 주더크루스(Zuiderkruis)호

  이 무렵의 전황은 크리스마스공세를 단행한 유엔군이 압도적인 병력을 동원한 중공군

의 반격에 려 철수를 거듭하고 있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으로 네덜란드대대는 부대단

위의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채 급히 전선으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2월 3일 선발

대가 차량으로 출동한데 이어 주력이 열차편으로 북상하여 12월 5일 08시에 수원에 도착

하 다. 네덜란드대대는 그리스･태국･프랑스대대 및 국여단과 함께 미제군의 예비대가 

되어 위수지구내의 경계와 훈련임무를 부여 받았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사격훈련과 함께 

주변도로의 수색임무에 착수하 다.

  12월 13일 미 제사단 제8연 8대에 배속된 네덜란드대대는 전투경험이 풍부한 카투사

(KATUSA) 100명의 충원과 함께 연대로부터 보급지원을 받고 중공군의 포위전술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 다. 12월 19일 부대훈련을 마무리 한 네덜란드대대의 전투역량은 미군보

다 높이 평가받을 정도로 향상되었다. 

  1950년 12월 하순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한 적은 대공세의 일환으로 동부전선 후방인 인

제 현리 - 평창 축선에 길원팔유격부대와 제전선부대를 침투시켜 유엔군의 병참선 차단을 

위한 돌파구 형성에 주력하 다. 이는 중동부전선의 요충인 원주를 점령하여 중앙선에 연

한 부산공략의 발판을 마련할 뿐 아니라 서부전선의 동측에서 위협을 가해서 울을 포기

하도록 강요하려는 전략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제8군사령관워커(Walton H. Walker) 중

장은 12월 15일 미제사단에 부대재편을 급히 완료하고 충주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

다. 충주에 도착한 미 제8연대는 네덜란드대대를 충주 조령 함창선에 배치하여 간선도로

의 방호와 주변지역의 경계임무를 수행하도록 하 다.

  12월 22일 23시 수원을 출발한 네덜란드대대는 다음날 08시에 충주 동쪽의 황강리에 도

착해 진지를 구축하 다. 그리고 12월 26일 조령지구의 경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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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대구로 이동을 준비 중인 네덜란드군(1951.11.24)

네덜란드군과 미군의 기념촬영 관경(1950.12)

와 연풍 일대에 병력을 배치시키

고 대대지휘부 및 본부중대는 문

경에 위치하 다. 책임지역에 대한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네덜란드대

대는 12월 28일 사단예비인 제연대

로 배속이 전환되어 현임무를 계

속 수행하 다. 이후 부여된 임무

를 수행하고 있던 12월 31일 네덜

란드대대는 1951년 1월 2일까지 횡

성으로 북상하여 미 제8연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수령하 다.

   (3) 네덜란드군의 주요작전

  1951년의 새해로 접어들자 예상

했던 중공군의 신년공세가 모든 전

선에 걸쳐 단행되었다. 미 제10군

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

장은 유엔군 전선의 중앙부인 홍천

에 미제사단을 배치하여 ‘C방어선’

을 점령하고 후퇴하는 국군을 엄호

하도록 명령하 다.

  문경지구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네덜란드대대는 이동을 시작해 1월 

2일 2개 중대가 횡성으로 진출하

다. A중대는 횡성 동쪽 마산리의 180고지에 3개 소대를 배치해 전천의 교량을 방어하 고 

B중대는 횡성 서북쪽의 초원리로 진출해 좌측의 복조동에 있는 미 제8연대 C중대와 함께 

미 제3연대의 후방을 방호하면서 횡성 - 홍천간 도로의 경비임무 를 담당하 다.

  다음날 네덜란드대대는 횡성 북쪽의 초현리에서 한국에 도착한 이래 최초로 전투를 실

시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투는 한국지형에 익숙하지도 않고 적과의 전투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수행한 전투로서 승리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네덜

란드대대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크고 작은 전투에 참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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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병 수송하는 네덜란드 병사들(1951.1)

    가. 초현리전투(1951.1.3)

  미 제사단장은 1951년 1월 3일 2

개 연대 규모의 중공군이 사단 우측

의 유동리 부근으로 남하중이라는 

공중관측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에 

대한 적정파악임무를 부여받은 네덜

란드대대 예하의 A중대장은 경무장

한 정찰대를 편성하 다. 정오 무렵 

100여 명으로 구성된 정찰대는 초현

리에 이르는 도로의 마지막 커브길

을 돌아서며 지뢰를 매설하고 있던 

적을 발견하 다. 정찰대는 도로양

편으로 전개한 후 일제히 사격을 집중하여 적을 사살하 다. 보고를 받은 중대장은 중대

병력을 초현리와 마주한 산기슭에 배치하자 건너편 초현리의 적이 총격을 가해왔다. 배치

를 끝낸 중대장이 마을수색을 위해 제분대를 투입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개시되었다. 그러

나 우군진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상황파악을 위해 들여보낸 연락병마

저 적의 집중사격으로 전사하 다. 

  또 다시 5명의 척후 분대를 마을로 들여보냈으나 마을뒷산에 숨어있던 적으로부터 집

중공격을 받고 있었다. 이때 자원하여 마을로 들어간 소대 선임하사가 병사들을 지휘해 3

명의 부상병을 구출하 으나 이 무렵 중대는 전투를 중지하고 철수하라는 사단의 명령을 

받고 있었다. 더욱 치열해지는 적의 사격으로부터 아군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여러 차

례 공중지원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에 선임하사는 엄호없이 탈출을 시

도한 끝에 16시경 2명만이 탈출하는데 성공하 다. 일몰전까지 병사들을 구출하기 위해 

소대는 구조대를 편성해 마을로 침투시켰으나 적의 강력한 대응사격으로 오히려 곤경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 다.

  한편 중대장은 부상병들을 횡성으로 후송하고 연대에 상황을 보고했으나 횡성도 적의 

압력을 받고 있어 연대는 증원병력을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일몰 직전인 17시에 

마을이 화염으로 뒤덮이자 네덜란드 정찰대는 적과의 접촉을 끊고 2명의 전사자와 7명의 

부상자를 낸 초현리를 벗어나 철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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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에서 네덜란드 대대의 철수엄호 장면(1951.2)

    나. 횡성전투(1951.2.4~2.12)

  초현리전투 이후 네덜란드대대는 원주공방전을 펼치는 미제사단을 지원한 후 유엔군의 

재반격작전이 개시되자 1월 31일 원주로 진출하 다. 대대는 2월 2일 원주북서쪽 섬강 부

근의 송호리와 상장포일대로 진출하 다. 이 무렵 대대는 라운드업작전Operation Round 

Up)에 참여하라는 사단의 명령에 따라 2월 4일 횡성으로 이동하 다. 국군이 2월 5일 홍

천을 탈환하기 위해 공격을 개시하자, 미 제사단예하의 제8연대는 화력으로 이들을 지원

하 다. 아울러 미제사단에 배속된 네덜란드대대도 국군사단의 후방을 엄호하기 위해 횡

성 시가지의 북쪽에서 흐르는 하천변에 배치되었다. 대대장은 화기중대 병력을 양분하여 

A중대와 B중대를 강화하 다. 그리고 하천남안에서 홍천으로 통하는 5번국도의 양쪽 언

덕을 점령해 횡성교를 방어하도록 A중대에 지시하 다. 또한 B중대는 A중대 우측의 횡성

시가지 북쪽을 점령한 후 A중대와 함께 횡성서 북쪽으로 예상되는 적의 공격을 후천(後

川)을 이용해 저지하도록 명령하 다. 

  다음날 대대장은 A중대를 B중대 우측의 201고지 부근에 배치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을 

받고 야간에 A중대를 지시된 신진지로 이동시켜 횡성동북방의 경계를 강화하 다. 국군의 

공격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2월 11일 야간에 중공군의 2월공세가 단행되었고 이후의 상황

은 급반전하 다. 중공군이 서북쪽으로부터 그리고 북한군이 동북쪽에서 압도적인 병력으

로 아군의 정면과 측면을 공격하 다. 그리고 일부병력을 연대후방으로 침투시켜 횡성 -

삼마치간, 초원리 및 학담리 등에서 유엔군의 보급로를 차단하 다.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한 아군의 최전방선이 2월 12일 03시에 돌파되었고 3시간 후에는 

미 지원부대의 제방어선마저 혼

란에 빠졌다. 상황을 보고 받은 

군단장은 모든 부대의 철수를 

명령하 고 철수부대들은 적의 

집중사격과 도로차단을 돌파해 

네덜란드대대가 방어중인 횡성

으로 철수하 다. 횡성까지의 계

곡을 철수부대들은 ‘학살의계곡’

이라고 불 다.

  이와 같이 상황이 악화되자 

네덜란드대대 A중대는 12일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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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0분 경 횡성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에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 고 이 사이 전방의 철수

부대들은 학담리와 새말(지금의 신촌)사이에 집결해 방어진지를 구축하 다. 10시경 군단

장은 새말에 집결 한국군과 미군에게 적의 포위망을 돌파해 철수하도록 명령하 다. 명령

에 따라 철수를 개시한 부대들은 큰골[大谷]부근에 설치된 중공군의 최후저지선을 돌파하

는데 실패하고 분산된 채 철수하고 있었다.

  한편 15시 30분경 중공군은 네덜란드대대가 자리한 지역에 포격을 집중하 고 횡 성교 

부근을 방어하던 A중대는 적과 총격전을 개시하 다. 더구나 일몰과 함께 미군과 국군이 

혼재하여 피아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질서하게 철수를 단행함으로써 방어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대는 전방보다 후방지역에서 보다 큰 위기를 맞았다. 19시 10분경 조명탄발이 

발사되었고 이를 신호로 국군으로 위장한 중공군이 후방으로 침투하여 대대본부를 공격

하 다. 적의 기습을 받고 교전을 전개하던 대대본부는 대대장 오우덴Ouden) 중령이 전사

하는 등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대대장은 적에게 완전포위 된 상태에서 대원

들을 지휘하던 중 수류탄 폭발로 전사하 다. 그러나 전방에 배치된 중대들은 이러한 사

실을 알지 못한 채 아군의 철수를 엄호하고 있었다.

  21시 30분경 마침내 대대본부의 혼란은 수습되었고 전사한 대대장을 대신하여 화기중대

장이 임시로 대대를 지휘하 다. 그리고 A중대는 국군과 유엔군의 철수가 일단락되자 혼

란스러운 도로를 통해 철수를 시작하여 22시경 횡성 후방의 전천변에 도착하 고 B중대 

또한 중공군의 추격을 뿌리치고 다음날 01시에 전천남쪽에 도착하 다. 대대는 사단의 지

시에 따라 화염에 휩싸인 횡성을 뒤로하고 사단의 마지막대대로서 04시에 원주비행장에 

도착함으로써 횡성전투는 일단락되었다.

  대대는 이 전투에서 대대장과 군목, 인사장교 등 17명이 전사하고 37명이 부상하 으며, 

차량 15대와 다수의 공용화기를 잃는 피해를 입었다.

  [이 글은 네덜란드군 6･25전쟁 참전사(국가보훈처, 2010) 69~79쪽의 내용을 채록한 글

이다.]

  2) 네덜란드 - 참전 유엔군은 이렇게 싸웠다.

실버넷 뉴스(2011.9.21) 김성근 

  6･25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까지 60년. 많은 변화와 더불어 



언론에서 말하는 횡성지역 전투┃제2절

횡성전투의 전적지를 찾아서◀27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50.6.26) 

에베르트센호

우리는 또 많은 것들을 함께 잊어

가고 있다. 개전에서 휴전까지 3년 

동안 숨 막히는 전쟁의 소용돌이 

과정에는 스무 살 안팎의 유엔 참

전국 용사들이 이름도 모르는 낯선 

땅 산기슭에 젊음을 묻었던 값진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잊어

가고 있는 것이다.

  6･25전쟁 61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는 그동안 잊고 지나왔던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의 번 이 

그저 얻어진 게 아니라 그 숭고한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음을 상기해

야 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 한국전 군사원조 결의에 따라 

1950년 7월 16일 우선 인도네시아에

서 활동 중이던 구축함 에베르트센

(Evertsen) 호를 파견하는 조치를 했다. 이어 8월 11일 참전지원자 모병을 시작해 9월 9일 

646명을 선발하여 지상군 대대를 창설하고 대대장에 오우덴(M.P.A. Den Ouden) 중령을 임

명하 다.

  네덜란드 대대는 10월 26일 로테르담 항을 출발하여, 한 달 만인 11월 23일 부산에 상

륙. 10일간의 적응훈련을 마치고 전방으로 이동. 미 제2사단에 배속되어 전투에 참가하

다.  

  해군 구축함 에베르트센호는 1950년 7월 19일 국 함정이 주축인 서해 지원 전대에 배

속되어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적 병력과 물자를 차단함과 동시에 함재기(艦載機)들의 

공격목표를 유도했고,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될 무렵에는 인천 외항에서 상륙전대를 엄호하

다.

  에베르트센호는 이듬해 4월 18일 반가렌(Van Galen)호와 교대하 고, 반가렌호는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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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와 해주만 폭격작전을 수행하다가 11월 18일 국 함대와 함께 동해안의 흥남으로 이

동하여 흥남항 봉쇄작전에 참가하 다.

  다시 서해안으로 복귀한 반가렌호는 1952년 1월 10일 한국 해군 PC - 702 함이 옹진군 

창린도(昌麟島) 근해에서 해안포 사격을 받고 물러나자 이곳으로 출동하여 읍저리(邑底里) 

해안포 진지를 공격하고 유격대와 지역 주민의 철수작전을 지원하 다.

  3번째 참전함인 피에트헤인(Piet Hein)호는 3월 2일 서해 지원전대에 배속되어 아군 유

격대의 활동기지인 초도, 백령도, 한강과 예성강 입구, 연평도 방어임무를 수행하다가 

1953년 1월 18일 프리깃함 낫소우(Johan Maurits van Nassau) 호와 교대했다.

  낫소우호는 6월 6일 함재기들이 월사리(月沙里) 해안을 포격하는 동안 진남포 근해로 

이동하여 아군의 소해(掃海) 활동을 방해하는 적 해안포 진지를 포격하 고,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후에도 서해의 전략도서 엄호작전을 수행하 다.  

  네덜란드는 6･25전쟁에 지상군 2개 대대 연인원 5,322명과 구축함 4척이 교대로 참전하

여 전사 120명, 부상 645명, 포로 3명의 손실을 보았고, 전사자 117위의 유해는 유엔 기념

공원에 안장되어 있다. 휴전 후 지상군은 1954년 12월 15일, 해군은 1955년 1월 24일에 본

국으로 개선하 다.  

  미 제2사단에 배속된 네덜란드 대

대는 중공군의 신정공세가 개시되자 

1951년 1월 2일 횡성 부근으로 진출, 

3일 초현리(草峴里)에서 수색임무를 

수행하던 A중대 정찰분대가 적의 집

중공격을 받아 고립되었다. 한국 지

형에 미숙한 여건에서 정찰대를 구

출하기 위한 첫 전투를 펼친 A중대

는 전사 2명, 부상 7명의 피해를 입

었다.  

  횡성전투는 1951년 2월 12~13일 

횡성에서 전방부대인 한국군과 미군의 철수를 엄호하던 중 중공군의 기습을 받아 치른 

전투로, 네덜란드대대가 강원도 횡성과 인연을 맺게 된 전투이다.

  1951년 2월 12일 횡성에서 홍천으로 진격 중이던 한국군과 미군이 중공군의 2월 공세에 

부딪혀 철수하게 되자 네덜란드 대대가 횡성에서 이 철수를 엄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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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7시 10분, 어둠을 타고 접근하는 국군 복장을 한 30여 명을 발견한 초병이 조명탄

을 발사하자 그들은 “Dont, shoot. ROK'S!(쏘지 마라, 우리는 한국군이다!)”라고 외치며 계

속 접근했다. 

  철수하는 한국군으로 판단하고 맞이하려는 순간 그들은 갑자기 공격을 퍼부었다. 순식

간에 화기중대의 57㎜ 무반동총을 비롯한 전투기능을 무력화시킨 적은 대대본부로 진출을 

시도했다.

  뜻밖의 상황을 맞은 네덜란드 대대는 이들과 치열한 백병전을 전개하 으나, 예측하지 

못한 공격에 기선을 빼앗겨 불리한 전세를 만회하지 못하고 포위된 상태에서 사투를 계

속했다. 이 전투에서 진두지휘하던 대대장 오우덴 중령이 밤 9시 30분 적의 수류탄 폭음

과 함께 산화했다.

  대대 지휘권을 계승한 화기중대장이 부대를 효율적으로 지휘하고, 전 장병이 생사를 초

월하는 교전을 벌이면서 가까스로 철수에 성공하여 13일 새벽 4시 원주 비행장에 전개하

고 있는 미 제2사단에 합류하 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17명이 전사하고 37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었고, 차량 15대, 트레일러 9대, 30㎜ 경기관총 2정, 50㎜ 중기관총 1정, 57㎜ 무

반동총 1문과 작전문서 등도 잃었다.  

  인제전투는 1951년 5월 30~31일 인제 동쪽 2㎞ 지점인 548 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중에 

중공군과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치른 방어전투이다. 북한군은 중공군의 제2차 춘계 공세

가 실패한 다음 반격을 감행한 유엔군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인제를 점령할 목적으로 

사방이 내려다보이는 548고지를 공격하 다.

  네덜란드대대는 사력을 다해 이 고지를 유지하다가 한때 정상을 점령당하기도 하 으

나, 예비중대를 추가 투입하고 협공작전을 펼쳐 다시 고지를 탈환함으로써 앞으로 작전의 

중요한 길목이 될 인제지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틀 동안 격전에서 대대는 전사 20명, 

부상 31명, 실종 1명의 병력손실을 입었다.

  대우산(大愚山)전투는 1951년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중동부지역 대암산(1038 고지)~도

솔산(1148 고지) 전선에 투입되어, 방어선 전방의 대우산(1179 고지)을 점령하기 위한 전초

전으로 그 남쪽 대머리산(1120 고지)을 공격 점령한 전투이다.

  대대는 7월 15일에 이 전선을 인수하고 정찰전을 전개하면서 대우산 공격을 위한 준비

를 하 다. 7월 27일에 대머리산을 정면에서 공격하여 진지 일부분을 점령하 으나, 적 

방어부대의 완강한 저항과 예비부대의 역습을 받아 공격이 좌절되었다.

  이때 주공격부대인 미 제2사단이 4회에 걸친 공격으로 29일 대우산을 점령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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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역할을 하던 네덜란드대대도 함께 공격을 재개하여 30일 야간에 대머리산을 점령하고 

대우산의 방어진지를 확보하 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전사 11명, 부상 32명, 포로 1명, 

기타 후송 8명 등 52명의 병력 손실을 보았다.  

  별고지 전투는 적을 유인하여 포로로 잡기 위하여 1952년 2월 18일 강원도 평강 남쪽 

10㎞ 지점에 있는 적의 전초진지인 별고지(430 고지. Star Hill)를 공격한 전투이다.

  미 제2연대로부터 주저항선 1㎞ 전방에 포진한 중공군의 전초 진지인 별고지를 공격하

여 포로를 획득하고 방어 시설물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은 대대는 B중대를 선정하여 항

공기･포병･전차포 등 가용 지원화력의 엄호를 받으며 공격작전에 들어갔다.

  B중대는 이 공격에서 적의 벙커 3개소와 저장된 다량의 탄약, 지뢰를 폭파하 으나 포

로를 획득하지는 못하 다. 5명이 전사하고 29명이 부상하는 손해도 입었으나 부상자들은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어서 대부분 경상이었다.   

  이 전투 이후로 전선에서 물러나 4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거제도 포로수용소 경비임

무를 수행하다가 다시 전선으로 복귀한 대대는 9월 30일 밤 철원 서쪽 갈화동 부근의 요

크(Yoke), 엉클(Uncle), 아스날(Arsenal), 에리(Eerie) 전초진지를 고수하기 위하여 중공군과 

전초진지 쟁탈전을 벌 다. 이 전투 중 실종된 1명의 병사는 휴전 후 포로교환 때도 돌아

오지 않아 ‘ 원한 실종자’로 남아 있다.

  그 후 김화 북쪽의 묵곡리에 배치되었던 네덜란드대대는 중공군의 7월 공세 때인 1953

년 7월 19일 저녁 8시 중공군의 박격포와 야포 포격을 받고 이에 대응하는 전투에서 전사 

4명, 부상 6명의 인명손실을 입으면서 적군 19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한국전 참전임무를 마무리했다.  

  네덜란드군 참전비는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에 있다. 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새말 

나들목을 나와 442번 국도 안흥 방

면 500m 지점 도로 옆 야산에 있다.

  널찍한 주차장에서 30여 계단을 

올라가면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풍차 

모양의 거대한 탑이 우뚝 서 있고 

그 앞에 전투복 차림에 집총자세를 

한 군인의 조각상이 서 있다.

  1975년 9월 29일에 국방부가 건립

한 이 참전비 중앙에는 네덜란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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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엠 피 에이 덴 오우덴 중령 현충비

기와 ｢네덜란드군 참전 기념비｣라는 글을 한글과 네덜란드어, 어로 적은 명판이 붙어 

있고, 그 앞에 군인 조각상을 올려놓은 기단에는 비문을 새겼다.

  충성과 용기로서 신조로 삼는 오렌지 공의 억센 후예들! 붉은 침략자와 싸우다가 

피를 흘린 768명의 고귀한 희생자들! 우리는 그들의 명복을 빌고 또 빛나는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기에 비를 세운다.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군청 뒤 3･1공원에는 횡성전투에서 전사한 오우덴 중령을 기리는 

4m 높이의 현충비가 세워져 있다. 1956년 10월 12일 당시 제1군 사령관 백선엽(白善燁) 

대장이 세운 현충비 앞면에는 ‘故 엠 피 에이 덴 오우덴 中領 顯忠碑’라 새기고 뒷면에는 

비문을 새겼다.

  단기 4294년(1951년) 2월 12

일~13일 횡성지구 전투에서 

평화와 정의를 위해 과감히 

싸우다 애석하게도 전몰한 주

한 화란부대장 마리뉴스 피 

에이 덴 오덴 중령 이하 화란 

장병의 령을 추모하기 위해 

이 현충비를 건립함. 

1956.10.12. 제1군 사령관 육군 

대장 백선엽 세움. 

  횡성 3･1공원은 강원도에서 처음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해 조성하 는데, 최

근 공원을 단장하면서 네덜란드 대사관과 협의하여 오우덴 중령 현충비를 애초 세워진 

곳에서 50m 아래쪽으로 옮겼다. 

  현충비를 옮긴 횡성군은 2010년 3월 9일 한규호 군수를 비롯해 한스 하인스브룩(Hans 

Heinsbroek) 주한 네덜란드 대사, 지역 기관･단체, 군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전 제막식을 열었다. 

  또, 횡성군에서는 올해 5월 4일 네덜란드 참전기념비와 오우덴 중령 현충비 두 곳에서 

폴 멘크펠트(Paul A, Menkveld) 주한 네덜란드대사, 고석용 횡성군수, 이석원 횡성군재향군

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참전 추모행사’를 열어 기념비와 현충비에 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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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넋을 기렸다.  

  네덜란드 현지에는 한국전 참전 기념물이 생각보다 많다. 네덜란드 최대의 무역항 로테

르담(Rotterdam) 시에 있는 ｢한국전 참전비｣는 너비 2.5m, 높이 1.2m의 갈색 대리석을 3폭 

병풍 모양으로 세웠다. 중앙 폭은 상단에 태극문양을, 그 아래 한국전 전사자 명단을 새

기고, 좌우 폭에는 유엔 휘장과 네덜란드 참전부대(NVDA) 휘장을 각각 새겼다.  

  지난 4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로 유럽 3개국 방문길에 네덜란드에 들 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이 로테르담 한국전 참전비를 찾아 헌화하고, 행사에 참석한 네덜란

드 참전용사 10여 명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금일봉과 한국에서 가져간 자개함을 선물로 

전달한 바 있다.  

  아펠도른(Apeldoorn) 시에 있는 ‘헬버트 J. 티멘스(Ds. Herbert Joh. TIimens) 군목 추모비’

는 횡성전투에서 전사한 아펠도른(Apeldoorn)출신 군목을 추념하기 위해 2001년 11월 3일 

지역 주민이 세웠다. 가로 85㎝, 세로 60㎝의 자연석으로 만든 추모비에는 그의 얼굴 사

진, 네덜란드군 상징휘장과 함께 1950년 유엔군의 네덜란드 군목으로 한국전에 참전하여 

횡성전투에서 중공군의 공격에 의해 전사했고, 사후에 십자훈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비문

이 적혀 있다.  

  위트레흐트(Utrecht) 기차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위트레흐트 묘지’에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용사회가 세운 ‘한국전 참전비’가 있다.

  높이 1.2m, 길이 2.5m의 갈색 대리석 참전비에는 위트레흐트 지역 참전 전사자 명단을 

새기고, 태극기와 유엔기, 미국 제2보병사단 마크를 원색으로 그려놓았다.  

  아른험(Arnhem)에 있는 ‘오렌지부대 한국전 참전비’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오렌지부대 병

(Orange Barracks) 내에 있는 참전비로, 특이하게도 네덜란드군과 함께 싸우다 전사한 한

국군 전사자를 추모하는 뜻을 담고 있다. 

  높이 5m의 기념비 맨 위에는 지구본을 딛고 선 어린이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올려놓았

고. 비신에는 ‘유엔군 소속 화란부대와 함께 싸우다 전사한 20명의 한국 병사를 위하여’라

는 글자가 한글로 양각되어 있다.  

  루젠달(Roosendaal) 시 엔겔브렛 반 나소 병 에 있는 ｢한국전 특공대 기념비｣는 엔겔브

렛 반 나소(Engelbrecht van Nassau) 부대가 한국전에 참전했던 동료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

로 1982년 2월 12일에 건립한 기념물이다.

  가로 90㎝, 높이 40㎝의 흑요암(黑曜岩) 재질의 기념비에는 ‘이 기념비는 유엔군의 일원

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동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건립된 것이다.’라는 헌정문과 태

극문양, 네덜란드군 상징휘장을 새겨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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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512.14) 기사

 2. 중부전선돌연긴장

    (동아일보 1951.02.14 기사)

  폐허화한 횡성시에서는 12일 하오 시가전

이 전개되었으며, 6개 사단으로 추산되는 중

공군 및 북한괴뢰군은 이 중요한 UN군 기지

와 20리 사방에 있는 지평사이에 깊이 1만 

야드의 돌출부에 침투하여 왔다. 항공대 및 

포병대의 공격을 무릅쓰고 집결한 공산군은 

11일 자정 직면에 공격을 개시하여 동일 야

간에 2개 도시 사이에서 남방으로 침투하

다. 12일 아침 적은 한국군으로 하여금 도로

요충 횡성과 지평을 향하여 돌진하 다. 한

국군은 북방으로부터 공격하여 오는 공산군

과 백병전을 전개하 다. 횡성은 아직 UN군

의 수중에 있으나 남방의 원주에의 도로상에

서는 소전투를 전개하 다. 미군보병부대는 중부전선의 좌익에 있는 지평에 침투하려는 

공산군을 저지하고 있다. 동지역에서의 전투는 격심한 것이라 한다. 동 지구에 공산군은 

중공군과 북한괴뢰군 제5군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공산군은 엄호시설 없이 집결하 음으

로 10( )일에는 한국사변 중 가장 격심한 파괴적 공습을 받았다. 미군 장교의 말에 의하

면, 원주를 통하여 남방에 뻗치는 가도는 공산군이 전국을 탈취하려고 할 때 그들이 취할 

가능성이 가장 많았던 공격로라 한다.       

  일선의 미 지휘관들은 아직 공산군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정세의 중대성을 

보지 않고 있다. 공산군의 공격은 그들에게 유리한 준험한 산악지대를 통하여 행하여진 

것이다.

  동경 12일발 AP합동, 유엔군은 13일 중부전선의 요충 횡성을 철수하 다. 동 부대는 10

만의 공산군 반격부대에 봉음(逢音)하여 남방으로 전진(轉進)하고 있다. 특파원 월리암 기

자는 횡성시가 11일 자정에 적 수중으로 넘어갔다고 전하 다. 동 기자가 보도한 바에 의

하면 이 공산군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유엔군은 횡성 남방 십리 지점에 있는 원주 근처까

지 철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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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1951.3.2)기사

  중공군 및 북한괴뢰군의 무리는 0도에 가까운 추위를 무릅쓰고 산길을 타고 내려오고 

있다. 횡성북방에 있던 한국군은 적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붕괴하여 버렸다. 미군부대는 

이 한국군을 증강하기 위하여 급거하 다. 공중정찰에 의하면 현재 전투는 원주서방의 

2~5리 지점에서 전개되고 있다 한다. 

  미군부대는 횡성 서방 20리 지점에 있는 지평에다 방위선을 구축하 으나 이곳으로부터 

동방으로 뻗은 유엔군 진지는 피리를 불고 북을 울리는 중공군의 역력(歷力)으로 말미암

아 부득이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은 전선정면에서 공격하는 한편 그 침투부대는 연합군 후방을 공격하 으며, 한국군 

일부는 포위되었다. 위 기사는 미 제10군단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여 “횡성철수는 더 유리

한 방위선에 복귀하기 위하여서”라고 전하 다. 미군부대는 횡성 서북방 및 동북방에서 

적의 포위를 탈출하느라고 그 야포와 차량을 전부 포기하 다. 공산군이 지난 1월 1일 38

선을 넘어 진격한 이래 적의 공세는 이번이 처음이며, 그들은 서부전선의 연합군부대 차

단을 하려는 것 같다. 

 

 3. 적 동서연락선 차단

    (동아일보 1951. 03.02 기사)

  유력한 기록에 미국 2개 사단은 방림주

변의 적군 방위선을 분쇄한 후 28일 중부

전선상적의 중요한 동서보급선을 차단하

다. 즉 미 제2･제7사단은 방림과 (  )로

부터 사방 28(  )지점인 횡성에 이르는 

도로의 8리 길이를 장악케 된 것이다. 제

7보병사단은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며 진

흔과 지도에도 없는 산악지대를 돌진하

다. 이는 28일 조조산악중첩한 중부전선

에 있어서의 주요전투 었다. 일방 수륙

양용한국군 부대는 동서 양 해안에서 활

발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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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림 횡성간의 도로는 서해안에 가까운 폐허화한 한국수도 서울로부터 동해안쪽에 있

는 강릉을 이어 한반도를 횡단하는 요로의 일부분이다. 미군 제7사단 사령관 페랜보 소장

은 북한괴뢰군 제3군단의 주 저항선은 이미 회멸하 으며 그 손실은 거의 동 군단총병력

의 반수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 다. 그는 또한 만약 그들의 전력이 충분하 던들 우리가 

27일 그들의 주요방위선을 통과하 을 때 그들은 반 (  )하여왔을 것이라고 부언하 다.

   해병대는 1일 새벽 횡성으로부터 행동을 개시, 중부선의 적 주요방위선으로 짐작되는 

지역으로 진격하 다. 동 해병부대들은 횡성을 부감할 수 있는 일련의 험준한 산봉을 향

하여 진격하 다. 해병대는 횡성으로부터 서북으로 뻗은 횡성 - 홍천도로를 차단하고 진격

하고 있었다. 전선장교들 판단에 의하면 적의 주요방위선은 횡성북방의 높다란 소악지에 

있었을 것이며, 이보다 서쪽에서 그들은 중부전선의 중공군사령부 소재지 홍천에 들어가

는 관문을 방위하고 있다 한다.

 4. 38이남 피아 최후혈전 박두!

    (동아일보 1951.03.15 기사)

  침략자 중공군은 13일 70리 넓이에 뻗친 중부전선 전역에 걸쳐 유엔군과의 접촉을 끊음

으로서 중부의 산악지대에 새로운 저항선을 설치하기 위한 시간여유를 획득하고 있다. 그

러나 유엔군 공군기 및 야포는 패주하는 적에게 계속적인 맹전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유

엔군 지상부대는 완강한 저항을 받음 없이 38선 22리 지점까지 전진하 다. 그러나 서북 

및 동북지방으로부터 전선으로 향하는 교통요로에는 적의 보급수송이 폭주되고 있는 것

이 보도되고 있다. 지난 48시간 동안에 발견된 적의 차량 수만 하여도 1천 5백을 초과하

는 바, 이는 조만간 38선 바로 남방에서 새로운 전장이 마련되어가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 다. 일선으로부터 내도한 보도에 의하면, 적은 서울로부터 중부지대의 적 기

지 춘천을 지나 동해안에 이르는 최후에 횡단도로를 행여나 지켜보려는 절망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한다. 무질서하게 패주하는 적은 13일 혼난분규한 나머지 그들이 야

포와 보급품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던 우마를 다수 남겨두고 갔다. 

  또한 전선으로부터 이른 보도에 의하면 적 중공군은 일시는 제66병단사령 부 소재지

든 홍천방위를 단념한 듯하다 한다. 한편 캐나다군 대대를 포함한 연방군부대도 이렇다 

할 적의 저항 없이 동시에 4리 이내로 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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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제8군 소속부대는 14일 150리에 걸친 한국전선에서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전진중이

나 리지웨이 장군은 3일째 계속하여 사실상 진공상태에 놓여있는 지역을 지나 38선으로 

향하여 육박중인데 공산군부대는 전부 고지 혹은 산악지대로 그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유엔군 쾌속 탐색대는 연합군의 현 전선북방을 수 리나 전진하 으나 전략적 도로 도

착점 또는 부근을 지배하는 고지로부터 공산군 소수부대의 미약한 저항을 받았을 뿐이다. 

이 적 후위 부대의 대부분은 연합군부대의 도착을 기다릴 사이도 없이 급속히 퇴각하고 

마는 것이다. 한편 연합군 부대의 진격에 앞서 제트기대 및 전투기대는 벌떼와도 같이 38

선 및 연합군전선간 일대를 습격하고 고지 혹은 계곡의 적 부대를 탐색하여 이것을 격파

하고 있다.

  공산군 주력부대는 질서정연하게 퇴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지 군사 소식통들은 그들

이 궤주하 다는 일부 견해를 부인하고 있다. 동 소식통들은 공산군 주력은 단지 신방 위

선으로 철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  ) 서울 지구공산군은 한강을 격해 놓고 연합군진지

에 대여 박격포 및 야포를 발사하고 있으나 어느 편에서도 도하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미 제25사단은 한강북안의 교두보를 점차적으로 확장하고 한강계곡의 병력은 강화하고 

있다. 공산군은 횡성북방 및 동방에서도 그 방위선을 완전히 포기하 는데 이 지구에서는 

미 제7사단 및 한국군부대가 하등 접적없이 50리에 걸친 전선에서 전진하고 있다.

 5. 북한괴뢰군전 전선서 패주

  공산군부대는 13일 유엔군의 노도와 빠른 진격 앞에 전 전선에 걸쳐 패주를 거듭하고 

있다. 북한괴뢰군 및 중공군의 총 퇴각을 서방으로는 북한강으로부터 동방으로 뻗쳐 한국

중심부 장평으로 이르는 선상에서 행하 는데 동단에서는 주요 남북도로가 동북으로 꺾

여 동해안으로 뻗치고 있다. 중공군이 이렇게 퇴각하 다는 것은 차제에 있어서 특히 중

대한 의의를 갖은 것인데 리지웨이 장군은 12일 동 전선에서 기자단과 회견을 하고 유엔

군이 38선에 도달한다면 유엔군의 승리는 거의 완성될 것이라고 지적하 던 것이다.

  그런데 유엔군 부대는 대체로 38선 25마일 이내에서 작전 중이다. 가( 국과 캐나다) 

양군 탐색대는 중부전선에서 적의 강력한 항거로 홍천에 4마일 이내에 까지 진출하 다. 

홍천은 한때 38선이내 중공군의 총사령부 소재지 다. 약 1주일 전 전선 근처에 집결중이

라고 전하여지던 약 40만의 공산군이 대방위전을 전개할 것 같은 기세는 보이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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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서부에서는 아직도 중공군이 저항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중공군 주력부

대의 퇴각을 옹호하기 위한 우위작전으로 생각된다. 동부지구에서의 공산군의 퇴각은 완

전한 것이며 이것은 또 돌발적이다.

 6. 아방 동서전선 연결달성

    (동아일보 1951.02.28 기사)

  대한 ( )한 중동부 35리 전선에 걸쳐 도주하고 있는 북한괴뢰군을 60일 추격 중에 있는 

국군은 횡성을 부감할 수 있는 전략적 고지로부터 중공군을 격퇴하 으나 진흙과 산맥으

로 되어 있는 고지에 있는 6만 내지 8만의 중공군은 완강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를 

미 제10군단장 아몬드 소장은 공산군이 사실상의 패주라고 언명하 다. 이들 도주 중에 

있는 북한괴뢰군 2개 군단은 이미 효과적인 전투능력을 상실하 으며, 이를 추격 중인 국

련군은 ‘정선’을 점령한 후 평창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측도를 제압하 다. 이로 인하여 국

련군은 과거 24시간 내에 걸쳐서 험난한 산맥을 지나 5리이상이나 전진하 다. 그런데 국

련군은 1주일 전에 제천에 대한 공산군 공격을 좌절시킨 후 동 동북방의 북한괴뢰군 제3, 

제5사단에 공격을 가하 던 것이다. 아몬드 소장은 언명하기를 북산괴뢰군 제5군단은 상

당히 손해를 입었으며 동 제3군단은 아직 건재하다하나 양 군단은 현재 수일이나 또는 

수주간 밖에 더 전투할 수 없으며, 그네들이 군대 교대 또는 보충보다도 더 있기 곤란하

고 있는 무기를 파괴시켰고 1월 4일 후 공산군에게 6만 4천명의 손해를 주었다. 

  미 육군성대변인이 해명한 바에 의하면 유엔군은 한국 중부전선에서 공산군의 항거를 

배제하고 북진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공산군대부대가 북으로 퇴각하고 있다 한다. 또한 

전선보도에 의하면 유엔군은 중부전선동단에서 북한공산군 2개 군단을 추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합동참모부의장 브랫드리 장군이 하원군사위원회에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현

재 한국에서 전투하고 있는 미군총병력은 약 25만에 달하며 독일 미 점령지대에는 약 11

만 주둔하고 있다한다. 한편 UN극동해군부참보장 버크소장은 워싱톤에서 기자단과 회견

하고 UN해군은 한국에서의 공산침략에 대하여 혁한 전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언명하 다. 

버크소장은 특히 최근의 UN해군의 색인 작전에 언급하여 지상부대에 대한 압력을 제거하

는 동시에 해안시설을 격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 다. UN해군은 한국전

란에 있어 적군분쇄에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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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피아삼월공세주목처

    (동아일보 1951.03.03 기사)

  UN군부대는 1일 중서부전선에서의 점차 강화되어가는 적의 저항을 배제하고 1~3리를 

전진하 는데 이 지구에서는 중공군의 하나의 대반격공세를 준비 중인 것 같다고 한다. 

즉 미 제8군사령부 발표에 의하면 불규칙하게 60리에 걸쳐 전개된 동 전선에는 연합군 6

개 사단이 참가하여 탈투중이라고 한다. 적의 저항이 가장 치열하 던 곳은 동 전선 중앙

부로서 이 지구에는 역전의 용토 미 제1해병사단이 총검을 휘두르며 백병전을 감행하

다. 전선으로부터의 보도에 의하면 횡성북방에서의 이 해병대 공격과 동 전선 각처에서의 

보병부대 공격은 적의 균형을 더 파괴하 을 뿐 더러 이 달 중에 기대되는 적의 공세를 

천연시킬 것이라고 한다. 미 제1해병사단은 횡성북방의 전략적 고지를 위요하고 집요한 

중공군과 하루 종일 백중전을 연하 다. 즉 동 사단은 동 고지로부터 한때 구출되었다가 

다시 총에 칼을 끼고 고지로 향하여 돌진하 다. 이리하여 일일박모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이 고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고지에는 이름 높은 중공군 제66군 전차의 일부대가 기

슭에서 완강히 저항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중공군은 미 해병사단과의 백병전에서 225명 

내지 375명의 손실을 받고 퇴산하고 만 것이다. 한편 미 제3사단은 1일 에푸에트리모 탐

색대를 서울 동남방 7리에 있는 한강의 모래섬에 전진하여 전차부대를 위한 교두보를 설

치하려고 하 으나 ( )동 탐색대는 적의 맹렬한 저항을 받고 5시간 걸친 격전 끝에 원진

지로 살수 하 다. 

  2일 맥아더 사령부는 적군이 최근의 막대한 손해와 또한 이와 같이 보급선의 타격을 

심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38선 부근에서 방어하려는 적의 기세는 감소되고 있지 않

다고 다음과 같이 발표하 다. 

  중부전선에서는 1일 적군의 수차에 걸친 반격을 격퇴한 후에 국련군은 그들의 단호한 

저항을 물리치고 원주서북방에 진출하 다.

  횡성의 동부에서는 방림리로부터 서방으로 달리는 측도가 우군의 지배하에 들어감으로

서 적군의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고 이내 5리까지 전진하 다. 서부전선에서 국련군의 정

찰대는 서울 남방에서 점차활동이 기민하여지는 적진지를 정찰하기 위하여 한강을 도하

하 다. 

  국련군해군이 동해안에 대한 포격 제 ( )주일에 들어가는 날인 2월 28일 국련동해군구

축함 및 포항들을 순양함 만체스터호의 ( )포격의 증강을 얻어가지고 일제포격으로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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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권 내에 들어가게 되었다. 헬리콥터기로 ( )재한 해군포함은 원산지구의 철로교차로 마

비상태에 빠진 적군 및 군양집결소에 대하여 포화를 퍼부었다. 이날 천기가 쾌청하 음으

로 적 공군은 극동공군부대소속 B 29폭격기대 및 F8전투기에 대하여 MIG 제스트 전투용

기편대로서 도전하여왔다. 동 공중전에 있어서 적의 제트기 1대가 파괴되고 4대가 파손되

었으며 이날 지상 ( )강 ( )를 위하여 극동 공군 소속 UN공군기는 750회 출격하 다.

  UN군의 계속적인 전술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적은 쉽사리 그 지반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적은 그의 보급로에 대한 중대한 타격에도 불고하고 38선 근처에서의 방위력

을 거의 원상대로 유지하고 있다. 서울, 횡성, 강릉을 연결한 적의 전선에는 중공군 18개

사단과 북한괴뢰군 13개 사단으로 구성되는 10개 군단이 배치되고 있다. 그리고 적의 전

선배치는 전반적으로 좌우양단에 북한괴뢰군이 있고 중앙부에 중공야전군이 배치되고 있

는 듯하다.

  모 고급중공군인 포려가 미 신문관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중공군은 금월에 그 행동이 

알려져 있지 않은듯 중공군 제3야전군을 투입하는 동시 소제 제트기의 긴 한 엄호를 받

어 그들의 총력을 기울인 일대공세를 취할 것이라 한다. 공산군의 목적은 중부수(  )의 

전선돌파를 목적으로 공격중인 UN군을 분쇄하고 나아가서는 던케르크 철수를 강요하는 

것일 것이다. 동 포려는 다음과 같이 말하 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 고 또한 재정비와 

증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약 10만의 중공군 제3야전군은 38선을 넘어설 것이며 동군

의 집결지점의 (  )전선의 북방 약 50리 지점인 것으로 보이며 차기 공세 시에는 대 손실

을 입은 제 4야전군과 합류할 것이다. 조종술이 졸력한 소제에 G15 제트기는 지금까지 전

투지구에 출현함을 기피하고 만주의 도피소에 용이하게 피할 수 있는 기지로부터 출격할 

것으로 보인다. 성명과 계급을 발표할 수 없는 한 고급 중공군인 포려는 다음과 같이 말

하 다.  

  중공군사령부는 보급증강이 완성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중부산악지대에

서의 원주 제천에 대한 중공 및 북한괴뢰군의 최근공격은 중대한 공세가 아니었으며 그

것은 오직 한강을 넘어 서울을 진격하는 유엔을 저지하며 미 제8군의 재편을 강요하기 

위해 하나의 견제작전이었다. 중공군은 다음의 세 번에 걸친 공세를 취하 던 것이다. 즉 

작년 10월 28일과 11월 2일의 공격에서 중공군은 최초로 압록강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는 

미국 및 한국군의 측면에 출현하 으며 11월 7일의 공세에서 중공군은 유엔군의 승리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미 제8군과 제10군단을 북한으로부터 철수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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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개전후최대의 극적전차전전개 국련군대살륙전에 적심장부파열

    (동아일보 1951.02.07 기사)

  개전이래 최대의 탱크부대는 5일 중공군 및 북한괴뢰의 저항을 물리치고 서울 남방5리 

이내까지 진입하여 다수의 적을 살상한 후 완전한 우군전선으로 귀환하 다. 

  강력한 미 사대기갑부대는 5일 서울 남방6리 반 지점에서 공산군전선에 대돌파구를 뚫

었으며 개전이래 최대의 전차집결 부대의 공격을 받아 적은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졌다. 

다른 이개작전부대는 서울 동방 5십리의 횡성북방에 있는 중부전선에서 적에게 공격을 

가하고 그들은 공격태세를 취하고 있던 공산군의 심장깊이 4리나 돌입하 다. 이번에 전

개된 연합군의 맹격은 이미 중대한 손해를 받은 공산군에게 계속적인 타격을 주고 그들

이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던 음력설의 반격을 봉쇄하려는데 있다. 전군부대 뒤에는 보병

부대가 따라갔으며 그들은 기갑부대가 적을 약화시킨 후 총검과 수류탄을 가지고 공산군 

진지를 분쇄하 다.

  전에 어떤 중위는 금번작전을 살육전이라고 말하 다. 5일 저녁에 이르러서 서울 남방

에 있는 4개전차대는 밤을 보내기 위하여 연합군 주요전선으로 철수 하 다. 그러나 이보

다 후에 접한 횡성지구로부터의 보도에 의하면 연합군의 이 양면공격은 의연히 괴뢰군제5

군단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한다. 미제11단에 의한 중부전선의 공격은 상 오십시 횡성지

구를 시발로 하여 개시되었다. 일( )대는 삼팔이남 15리의 횡성으로부터 북방으로 출격하

고 최초의 4시간 동안 보( )정도의 저항을 받으면서 4리 진출하 다.

  제2의 부대는 공군과 포병대집중공격의 지원을 받으면서 횡성 홍천 도로를 북상하 다. 

과반래(過般來) 괴뢰군제5군단이 6일 음력설을 기하여 공격개시하고 전 병력을 집결중이

라고 전해지고 있었는데 금차공격은 적의 기도에 파( )을 주었다. 그러나 이날 가장 극적

인 전투는 4개의 전차부대가 동원된 서울 남방에서 전개되었으며 군 대변인은 개전이래 

그렇게 많은 전차가 사용된 일은 없다고 말하 다. 이 일대공격전은 지난 2일 동안 동지

구에서 UN군공격을 좌절시켰던 공산군방위를 분쇄하 다. 일개부대는 수원 서울 간 간선

도로를 따라 일직선으로 북상하고 철수함에 안양으로 돌입, 이어서 안양북방까지 진출하

다.

  다른 기갑부대는 서해안근처에서 전투중인 토이군(土耳軍, 터키군)을 지원하면서 도로

서편으로부터 북을 쳤으며 또 하나의 전 군대는 서울 동남방7리의 판교에 돌입한 후 본

대에 귀환하 다. 제사의 부대는 김량장 북방으로 칠일 진격하여 동지구에 작전중이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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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력의 기갑전초대와 합류하고 후에 함께 귀환하 다.

  중간보고에 의하면 이와 같은 공동작전에 적어도 적5백 명을 살상하고 1,500명을 부상

시켰다고 하는데 5일에 공산군에게 준 사상자는 8,63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탱크대를 선두로 한 보병부대는 다수의 포로를 잡았으며 그 중에는 연대참모장과 같은 

괴뢰군 장교도 끼여 있었다. 전차대들은 적진지 깊이 돌입하여 적에게 가능한 최대의 손

해를 주라는 임무를 완수하고 이어서 철수하 다.

 9. 국군유격대맹활약 적후방보급로에 일대위협

    (동아일보 1951.03.12 기사)

  맥아더 전황 공표 제818호 10일 상 50시 35분 발표 

9일에도 국련군의 북방으로 공세는 경미 내지 치열한 

적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계속되었으며 1리 내지 2리 

전진 하 다. 공군과 압도적인 포병부대의 엄호를 받

은 국련지상군은 적을 격퇴하며 전진하 다. 횡성과 

방림리간의 동부전선의 미군ㆍ불란서군 및 한국군은 

국련군의 전진에 완강히 저항하며 참호 속에 들어가 

있는 적군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 다.

  중부전선의 적은 또한 양평북방에서 국련군에 대하

여 치열한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치열한 지역적 반격

을 물리치고 진격은 계속되고 있다. 동부 및 서부전선

은 비교적 평온하다. 공산군전선후방에서의 점고 하여

가는 한국군유격대 및 국련군협력자들의 활동은 국련

군 해공군의 계속적인 보급선에 대한 공격과 아울러 

적보급로 문제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의 보급조직의 

유지 점차 곤란케 하고 있다. “송진”에 대한 치열한 

함포사격은 이틀째 계속 되고 있으며 해군부대들은 

적전선 훨씬 후방의 이 전략적 공로와 보급 중심지의 

목표에 대한 파괴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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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후주전장은 삼팔선상 국련군전선서 계속북진

     (동아일보 1951.03.06 기사)

  제3사단정보장교가 5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공산군은 명백히 서울 

지구에서 그의 군대를 증강중인 것 

같다고 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다수의 화물차 및 기타 차량이 만

주국경으로부터 한강으로 남진중임

이 최근수일중에 목격되었다한다. 

한편, 한 미군 정찰대는 4일 밤 서

울 근교에까지 진출하 다가 소총

과 자동식무기포화를 받고 철수하

다. 공산군은 야간 박격포 및 대

포의 포막을 증강하여 제3사단진지

에 75미리 고성능포탄을 퍼붓고 있

으며 서부전선일대의 한국군 및 미

제25사단진지를 또한 포격하 다.

  4일 UN군은 중공 및 북한괴뢰군

의 반격을 물리치고 전진 재개하

다. 서울에서 횡성까지 60리 전선에 

걸쳐 적의 저항은 점차 완강해지고 있다. 맥아더 공표는 중부전선의 중공군이 약간의 종

심을 가진 방어선을 수립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전선후방의 제 지점에서 적군의 맹렬한 

활동이 간취된다고 말하고 있다. 제5공군 정찰에 의하면 3일 밤 전투지구 북방의 제 보급

선을 따라 적 차량 700여 대가 남하중이 다는 바, B26야간 포격대는 그 중 백여 대를 공

격하여 약 30대를 파괴 내지 파손 시켰다한다. 야간을 이용한 적의 이동은 중공군 및 북

한괴뢰군이 남방으로의 신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나 이에 관련하여 맥아

더 공표는 중부전선에서 적의 지연작전은 병원의 교대 및 후방지구에서의 이와 동시에 

동 공표에 의하면 적은 철조망지뢰포진지로 서울전선의 그 방어선을 강력히 증강시키고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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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 UN군에 대하여 주야로 일련의 반격을 전개하고 있으며 용두리의 미제1기갑사단횡

성동방 및 동남방의 한국군제3사단 원주동북방의 미제2사단의 제 부대를 적이 공격하여 

왔다한다 이러한 반격에도 불구하고 3일 UN군은 거의 전 전선에 걸쳐 1리 내지 3리 진출

하 다. 그런데 용두리와 횡성간의 도로에서는 약반이 진출하 고 UN군의 강력한 정찰대

는 북한괴뢰군의 거점 지평으로부터 1리 이내에 육박하 다.   

 11. 적최후결전시도

     (동아일보 1951.02.28 기사)

  중공 동부지구에도 증강주력

  중공군은 38선 남방 20리 내지 30리 지

점 일대에 있는 참호 및 고지후방에다 병

력을 집결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한

국남부에서 건곤일척의 대공세를 전개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유엔 군

부대는 16일중부전선일지점에서 동등적의 

저항을 받지 않고 4리 전진하 다. 횡성동

방 25리에 있는 도로교차점 방림서방 및 

북방에서는 공산후위부대가 강력한 저항을 

기도하 다.

  동지구로부터의 보도에 의하면 교묘하게 

위장한 전차를 가진 공산군이 방림서방에 

있는 미군전투부대에 접하여 오고 있다. 

그 북방25리 지점에서는 상당수의 적이 집

결중이라고 전해진다. 그들은 동시북방 5리 

지점에 있는 목조교량을 소각하고 연합군기갑부대의 전진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노상에 

돌을 싸놓았다. 약 700명으로 추산되는 적 보병부대와 수( )상의 적 전차가 집결하고 있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즉시 공군이 출격하여 공격을 가하 다. 중동부전선에서는 폭풍의 예

고가 내림으로서 또 한 가지의 난관이 부딪쳐 왔다. 이 전선장병들은 풍속매시60리의 폭



제6장┃증언자들과 언론에서 말하는 횡성지역 전투

290▶횡성문화원

풍우를 만난 것이다.

  서부전선에서는 미제25사단탐색대가 한강을 건너 서울 동남방지점에까지 들어갔었으나 

맹렬한 적의 포격을 받고 또한 강남 안으로 돌아왔다. 한국군부대도 또한 고무선을 타고 

한강을 건너려하 으나 역시 적의 화격(火擊)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 다. 

동 전선기타지구에서는 활발한 행동이라고는 별로 없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정적상태로서

의 측을 보면 그 후에는 적의 반격이 있을 때도 있다.

  정찰기보고에 의하면 적은 서울북방 및 동방에다 병력과 보급물자를 집적중이라고 한

다. 서울 전선에서는 미제25사단이 있고 중부전선에는 제2 제7 및 제24의 각사단과 제1기

갑 사단이 참가하고 있다. 제2사단은 현재 그 일주일전출격지점으로부터 18리 북방에 있

다. 제2사단 전투부대는 제천 북방 18지점에서 적의 경징(輕徵)한 저항을 배제하면서 전진

하고 있는 것이다. 중부전선의 우익측면에서는 미제7사단이 방림북방6리 지점에서 3마일 

전진하 다.

  미국방송대변인이 26일 언명 한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공산군증강노력은 과거수일 동

안에 동부지구로 이동한 것 같다고 한다. 현재 UN군 함정 및 공군기대는 원산지구에 대

하여 치열한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 이동의 일부원인 일 것이라고 한다.

 12. 전선서 삼리전진

     (동아일보 1951.03.03 기사)

  강력한 우리 국련군의 선봉부대들은 1일 중부한국에서의 

도륙공세를 재 강화하여 50리에 걸친 전선에서 3리 반이나 

진격하 다.

  국련군부대들은 호이성서방의 1리 반에 걸친 전략적 산맥

위에서 총검 수류탄 및 소총과 더불어 피비린내 나는 진군을 

감행하 다. 중공군은 횡성서방1리 지점에 있는 고지에서 미

해병대에 대하여 반격을 가하여왔으나 해병대 백병전을 전개

하여 이를 격퇴하 다.

  전투가 끝났을 때 적 시체 88이 유기되어 있었다. 금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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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의 유일한 목적은 중부전선으로부터 38선에 이르는 지역에 있는 중공군 15개 사단과 

대손실을 입은 북한괴뢰군3개 군단으로 하여금 가급적 다중의 출혈을 내게 하는데 있다. 

국련군포병부대 및 항공부대들은 폭탄과 로켓트탄 그리고 처절한 위력을 발현하는 네이

팜탄을 활용하여 도륙작전을 더욱 위력 있게 하 다. 

 13. 중공최후결전기도호

     (동아일보 1951.02.20)

  이천여 주간적총퇴각

  제천 월간남하기도

  수도주변의 괴뢰군도 대부분 철수

  중공 및 북한괴뢰군은 18일중부전선에서 새로 공격을 가하여 왔으나 그들의 일주일에 

걸친 총공격은 일시적이나마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이 보인다. 공산군은 UN군 보병 및 포

병부대 기갑부대공군으로부터 맹타를 받고 중서부지구에서 신철수(新撤收)를 하 다. 그

러나 그들은 폭풍설을 무릅쓰고 전진하는 힘을 아직도 가졌으며 제천북방 4리 이내 월

로부터 6리 내지 8리 까지 침투하 다.

  제8군 대변인은 기타지구에서의 소강상태는 공산군이 UN전선을 돌파하여 남진을 속행

하는 계획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부전선에서 킨 특파원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공산군은 요즘 UN군 반격으로 격퇴되었으나 그들은 중공군을 동방으

로 전진시키고 있는바 한국전쟁의 결전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현재 여

주북방지구에 중공군 12개 사단 내지 16개 사단이 포진하고 있는데 그 중 7개 사단은 지

평 횡성전투로 심대한 타진을 받았으나 그 외의 5개 사단 내지 9개 사단은 특별훈련을 받

은 신군대이다.

  미제10군단 대변인에 의하면 동 5단전투지구특지 이천 여주지구에서 공산군 총 퇴각 증

거가 있어 그 철수는 너무나 조급하여 다량의 식량 탄약 무기를 유기하고 있다한다. 동 

지구에서 보도 한 바에 의하면 모사단의 제부대는 이천북방으로 진격하 으나 경미한 저

항밖에 있지 않았다 한다. 그러나 미군장교측은 동 지구에서의 적군 철수는 고의적인 것

이며 동지구의 중공 제38군은 아마 기타부대 원주로 공격을 돌리고 있는 동안의 엄호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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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천지구로부터의 제 전보는 동 지구에 중공 및 북한괴뢰군

이 내습중인데 병력은 일개 사단이상이며 이밖에 1개 사단의 엄호부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지구에 대한 공중경찰로 백설이 쌓인 제 도로를 돌파하여 적대부대가 남진중인 것이 

발견되고 있다.

  지평 남방 6리 내지 8리 지구의 국군은 18일 적군과 격전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이상자세한 것은 불명이다. 지평은 미ㆍ불란서군이 용전취투하고 있는 곳이며 17일 리

지웨이 장군이 동 지구를 방문하여 1시간에 걸쳐 제 구릉에서의 전투를 시찰하 다. 북한

괴뢰군 제5군단이 제천 월로의 진격을 기도하고 재편된 한국군전선에 2개소의 돌파구를 

만들었는데 한국군은 이 돌파구를 한색중(閑塞中)이라고 한다. 제8군대변인은 이 북한괴

뢰공세는 작월중부전선 산악지 침투를 기도하여 실패한 괴뢰군단의 전철을 밟고 있으며 

이미 동 공격은 억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제8군 지상부대는 17일의 전투에서 적 

4,858명을 살상 내지 포로로 하 다 하는 바 그 중 47명은 포로이다.

  이것으로 지난 1월 25일 UN군이 일정한 목적으로 공세가 시작된 이래 적의 사상은 도

합 10여 만명이 된다. 서부전선에서는 터키군제탐색대가 등포로부터 김포반도로 17리 

내지 18리 출격하여 소 병력의 적제부대와 조가 이를 격퇴하 다. 제8군 공표에 의하면 

김포 유행장을 UN군 접색대(接索隊) 답사하 는데 적과의 접촉은 없었다한다. 한편 UN해

군 본부는 인천항에 UN군 보급기재의 양륙이 주야로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하 다.

 14. 중부잔적포위작전전개 서부진격미군우전개시 제8군서울우회적퇴로

차단기도

     (동아일보 1951.02.13 기사)

  미제8군 공보에 의하면 연합군부대는 11일 25리에 걸친 한강유역전선 즉 한강남안의 서

울 동남방으로부터 서남방에 이르는 25전선에서 서울을 공격하 으나 국련군은 군사 적견

지로 볼 때 전연무가치하여 서울을 공략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제25사단 작전

부대와 터기 여단 연합군은 김포비행장북방의 한강선을 견고히 확보하는 한편 인천-김포 

간 반도(半島)를 소탕하기 위하여 선형을 형성하고 북진하고 있다.

  미제3사단은 서울 동남방의 한강선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제1기갑사단은 서울 남 1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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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까지 육박하고 있다. 동부전선에서는 국련군에 의한 맹렬한 작전이 수행되고 있으

며 미항공대는 공산군진지후단에 폭탄을 투하하여 약 1개 사단으로 추산되는 적군에게 

대 타격을 가하 다.

  한국군과 합동작전을 하고 있는 미군부대는 38선을 향하여 중부산악지대를 북진하고 있

는 산봉을 따라 횡성동북방 38선까지 2리 지점인 협곡을 부감할 수 있는 9리 지점에까지 

전진하 다. 

  미국불란서전투대는 적군과의 치열한 수일간의 전투 후 그 완강한 저항을 무시하고 지

평북방가도 동남방에 있는 두 구릉을 점령하 다. 그런데 이 작전대는 하오 2시에 412고

지를 점령하고 하오 11시 45분에 산병호에 있는 적을 구축 소탕하고 444고지를 점령한 것

이다. 한강남안의 공산군은 서울 동남방에서 우측은 미제24사단, 좌측은 미제3사단이 있

는 중간 약 15리 범위 내로 압축되었다.

  적군이 포위당한 로케트 지역 내에 돌진을 기도한 미제1기갑사단은 적의 맹렬한 저항

을 물리치고 적진으로 4리 반 전진하 다. 견고한 연합군 공격선은 적군에 의한 저항보다

도 더 곤란한 험난한 중부산맥지대를 넘어가면서 구릉을 하나하나 점령하고 북진하 다. 

10일 서울 지내에 돌입한 정찰대로부터는 이러타할 보도가 없으나 제1기갑사단의 거포는 

미 제8군의 차기동향을 살피려는 공산군을 10일 아침 포격에 의해 침묵시켰다. 공산군은 

작년 9월 미군이 서울을 공격할 때 도하한 지점에다 방어선을 피고 이에 병력을 집중하

고 있다.

  미제25사단은 서울 서방 11리 지점의 김포비행장 북방의 과반 9일에 미제5해병사단이 

도하한 지점에서부터 포격을 받았으며 9월에 미제1해병연대가 공격한 서울 남방으로부터

도 포격을 받았다. 미제3사단은 지난 해 9월 미제7사단이 서울에 입성한 서울 동남방에서 

맹활동 중이라는 보도가 들어왔다.  

 15. 홍천으로 육박 중 횡성 방림리탈환

     (동아일보 1951.02.26 기사)

  중부 및 중서부전선의 다른 지역에서 적과의 접촉은 거의 없었다 하는데 지평 정동방 

상고성 동행4천마(碼)의 고지에서 미군보병부대는 24일 하오 1시 30분 대대병력의 중공군

에 봉착하 다. 최신보도는 전투가 속행중임을 전하고 있다. 홍산(洪山)도로를 따라 지평



제6장┃증언자들과 언론에서 말하는 횡성지역 전투

294▶횡성문화원

으로부터 북상 중이던 미군부대는 현재 진격을 정지하고 있으나 그 정찰대는 적의 방위

선을 탐색중이다. 횡성서방의 국군부대는 산재적인 적의 저항을 받으면서 100 내지 500마

일 전진하 을 뿐이었다.

  24일 발표된 제8군 커뮤니케이션에 의하면 서부전선에서 적과의 접촉은 보도되고 있지 

않다. 지평리 동북 북방지역에서는 적의 완강한 저항이 계속되고 있으나 군 초대는 적과

의 접촉없이 횡성으로 돌입하 다. 중동부전선의 우익에서 UN군부대는 계속 국한된 전과

를 거두고 있다. 2월 23일 진지 상 작전 중에 적에게 준 손해도 1,635명으로 추정되었다.

  국련군부대가 최근 공세에서 어느 정도의 승리를 거두고 있는 이때 방림리에 돌입한  

한 미군사단선봉대는 24일 적군의 소총 및 기관총의 공격에 직면하 다 하는데 방림리전

투에서의 이 이상의 정보는 입수되지 않았다. 한 정찰비행기로부터의 무선보고에 의하면 

50명으로 편성된 공산군이 24일 아침 방림리 북방에 있다고 하며 비행사들은 방림리 북방 

4리 지점에서 공산군의 방위진지를 발견하 다고 한다. 또한 방림리 방면에서 군련군은 

횡성 - 평창간 측통을 좌우하는 고지에 도달하 는데 아무 적의 저항을 받지 못하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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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홍천포위망압축 중공군춘기공세일단좌절

     (동아일보 1951.03.04 기사)

  미제17기갑연대는 2일 용두리 남방고지를 확보하고 이곳으로부터 홍천으로 이르는 도로

망의 촌락인 용두리를 포격하 다. 파용(派用)에는 공산군이 대공세를 위하여 집결중이라

고 전해지고 있다. 동 기갑부대의 좌측면에서는 미제24사단이 서울 남방 27리 지점에 있

는 ( )평구에서 착실한 진격을 거듭하고 있다. 연합군 전선서방측면에서는 또한 미제3사

단의 탐색대가 서울 주변의 공산군 방위진지를 탐색하 다. 한편 미제8군 사령부 발표에 

의하면 한국전선최동단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군 부대도 전진중이라고 한다.

  동 부대는 강릉으로 이르는 동서간 횡당도로에서 5리 떨어진 곳에 있다. 강릉은 동해안 

도시로서 38선 남방 약 20리 지점에 위치한다. 미제10군단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중부

전선의 적은 횡성 ( )방10리 지점에까지 퇴각한 것 같다고 한다. 연합군의 이번 공세는 

최소한도 30만 병력이 투입될 공산군의 춘계공세를 지연시켰다. 최근 포로된 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공세는 적 진  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한다. 미 제5공군 폭격기대 및 전투

기대는 전선으로부터 압록강변에 이르는 북한전역의 상공을 덮으며 연이어 573대가 출격

하 다. 동 공군기대는 적 500여 명을 살상하 다고 보고하 다.  

 17. 횡성일각돌입 평창완전탈환하고 4리 북진

     (동아일보 1951.02.25 기사)

  미군보병부대들은 23일 급속히 쇠퇴하여가는 공산군에 대한 4리의 쾌속진격이 있은 후 

횡성시외 일각에 있는 구릉 위로부터 동 시가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 구릉을 넘어선 전 

군대는 동시에 대하여 맹렬한 포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쾌속진격은 23일 일찍이 

횡성남방 2리 반 지점인 공산군 방위선상의 요충인 고지를 탈환함으로서 가능케 되었던 

것이다.

  UN군의 추격이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공산군은 동 시(市) 남방의 ‘야물’강 부근을 파기 

시작하 을 뿐인 산병호 속으로 몰리게 되었다. 동 시로부터는 아무런 저항도 없다. 미군

지휘관들은 적의 불의의 반격에 대비하여 신중한 작전을 하고 있다.

  적군에 포로가 되었던 한 한국군인은 우군측으로 탈출하여 와서 공산군은 동시북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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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하여 있다고 말하

다. 미군부대들은 동 시로

부터 1리 반 이내에 도달

하 다.

  미군부대들은 23일 평창

을 탈환한 후 4리나 더 전

진하 으며 다른 UN군부

대들도 또한 경미한 적의 

저항을 배제하면서 8,000야

드나 진출하 다. 중동부

전선에서 도륙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작전의 선봉은 

23일 상오 10시 30분에 평

창에 돌입한 미군사단부대

이 다. 제10군단 대변인 

보도에 의하면 이 전투지

구에서도 2회의 소전투가 있었을 뿐이었다 한다.

  그중 하나는 제천 북방의 산악지대에서 미군 보병부대가 공산군 소대와 충돌한 것이었

으며 한국군은 원주 동방 8리 지점에서 병력불명의 적군으로부터 경미한 저항을 받고 

8,000야드 전진하 다한다. 다른 한국군 부대들은 또한 월 동북방 5리 지점에서 병력미

상의 적군과 소전투를 하 다고 보고하 다.

  국군 부대들은 상당한 진격이 있은 후 23일 오후 횡성 서방 12리 지점에서 200명이 

적군과 교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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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횡성지역의 주민들이 말하는 6･25전쟁

 1. 횡성지역의 전투 개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할 때, 국군 제6사단의 제7연대는 춘천에, 제2연대는 홍

천에, 그리고 제19연대는 예비로 원주에 있었다. 연대는 이렇게 떨어져 있었지만 김 성 

소령이 이끄는 제16포병대대 3개 중대는 대대장의 명령하에 춘천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

다. 원래 제6사단 2연대 배속의 포 중대는 홍천에, 7연대 포 중대는 춘천에, 19연대 포 중

대는 원주에 각각 분산 배치되어 있었다. 만약 이 포병 중대가 연대별로 흩어져 있었다면 

6ㆍ25전쟁 발발과 함께 즉각 대응한 포병의 눈부신 활약을 못했을 것이다.

  춘천전투, 즉 춘천대첩을 크게 네 개 전투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투는 사농동 제16포병대대 포 사격 전투로, 1950년 6월 25일 제16포병대대의 북

한군에 대한 포격 섬멸이다. 최대의 위기 순간에 북한군에게 반격을 가한 부대는 포병이었다.

  두 번째 전투는 옥산포 전투로, 1950년 6월 26일 옥산포 동쪽 능선에 배치되었던 제7연

대 1대대 전장병들이 1.5㎞ 전력 질주하는 장거리 돌격으로 적의 측면을 강타하여 패주시

키고 추격하 다. 전쟁 초기 유일한 북진 반격이었다.

  세 번째 전투는 소양강 전투로, 개전 사흘 후인 27일 도강하던 북한군을 역시 전방 측

면에서 자동화기와 57㎜ 전차포로 섬멸해 버린 전투이다.

  네 번째 전투는 원창고개 전투로, 1950년 6월 28일 이미 서쪽 전선이 무너져서 전 국군

의 총 후퇴해야 함을 알게 된 제6사단도 원창고개에서 지연전을 하면서 홍천으로 철수하

기로 했다. 

  이 네 전투 속에는 제7연대와 원주에서 올라 온 19연대, 경찰 즉 강원경찰학교, 전투경

찰 9대대, 춘천경찰서, 강원도경찰국 소속의 경찰 등이 있었으며, 4천 여발이나 되는 포를 

소양강 남쪽지역으로 옮긴 춘천농업학교 학생들, 시민들 등의 시민군이 있었다. 3일 동안 

김종오 준장이 이끄는 제6사단의 승전은 일명 ｢춘천대첩｣이라 불린다.

  한편, 춘천에서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을 제7연대가 방어하고 있을 때, 홍천에서는 북

한군 제7사단(나중에 12사단으로 개명)의 공격을 제2연대가 방어하고 있었다. 특히 6월 28

일 북한군 자주포개조전차 10여 대가 말고개에 나타나자, 제2연대와 지원하러 온 19연대 

그리고 춘천에서 지원한 제16포병대대의 C중대가 포 공격과 육탄 11명 용사들의 투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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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북한군 자주포개조전차 10여 대를 격파하며 승리하 다.

  이러한 춘천과 홍천 말고개에서의 승전이 있었지만 서울의 피탈로 전선의 균형유지 차

원에서 후퇴를 하게 되었고 6월 29일 횡성으로 들어왔다가 6월 30일 원주지역까지 후퇴하

다.

  이렇게 횡성이 피탈되고 낙동강전선까지 렸던 아군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제6

사단이 9월 30일 충주에서 원주-횡성-춘천선을 향하여 총 공격을 감행하여 제19연대 3대대

가 9월 30일 오후 4시에 횡성을 제일 먼저 수복하 다. 승승장구하며 38선을 지나 압록강

까지 진격했던 아군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하여 1951년 1월 4일에는 홍천이 점령

당했다. 홍천을 비롯한 춘천, 인제 지역의 많은 피난민들이 삼마치고개로 몰려들었고 수

천 명의 피난민 중에 인민군이 1/3이나 섞여있다고 판단한 미군은 공중정찰에 이은 폭격

을 감행하여 삼마치를 중심으로 홍천에서 횡성지역에 이르는 13㎞지역에 있던 수천(미군 

자료에는 3천 명)의 피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1951년 1월 5일 횡성도 피탈되었고 이어서 원주까지 피탈되어 원주이남 충주 등의 지역

까지 렸으나 다시 정비하여 미 제2사단 등이 주측이 된 아군은 원주를 탈환하기에 이

르 지만 다시 빼앗기는 등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전열을 정비한 아군은 1951년 2

월 5일 라운더업 작전으로 홍천을 포위ㆍ탈환하기 위해 총공세를 퍼부었다. 국군 제8사단

은 중앙과 서쪽지역으로 진군하 고 제5사단은 횡성 동쪽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갔다. 2월 

10일에는 승전을 위해 제3사단까지 투입하 다. 중앙으로 진격한 제8사단 제21연대가 삼

마치-오음산 정상을, 제16연대가 증안리와 석화리 부근까지, 제10연대가 성지봉까지 접근

하 을 때 2월 11일 저녁부터 중공군의 총반격을 받았다. 제5사단도 포동리-추동리 일대

까지 점령하 고 제3사단은 포동리-병지방리선까지 접근하다가 반격을 받았다. 

  국군 제8사단은 즉각 후퇴를 하 고 제21연대를 지원하던 미 제21지원부대도 후퇴를 단

행하 으나 초당교와 신촌교차로, 하일, 큰골, 뒷내강 등 중첩된 퇴로 차단으로 많은 인적

ㆍ물적 피해를 입었다. 서쪽으로 진군하 던 제16연대와 제10연대 역시 광전을 비롯하여 

석자동, 고니골, 개전동, 호암산 등의 중첩된 차단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제5사단 역시 

후퇴를 반복하다가 오원리와 새말-주천리선을 따라 철수하 고 제3사단은 중공군이 투입 

사실을 몰랐으므로 그나마 분전하며 중공군의 계획을 저지하 으나 역시 신림리 일대로 

후퇴하 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네덜란드대대가 오우덴 대대장까지 전사하는 등 어려운 와

중에서도 엄호 임무를 잘 수행해 아군이 원주까지 후퇴하는데 큰 기여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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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네덜란드대대와 미군은 원주에서 방어망을 구축하고 원주 325고지를 탈환하며 

원주를 끝까지 고수하 다. 이때 지평리에서는 미 제2사단 제23연대(프랑스대대 배속)가 

중공군의 6개 연대를 맞아 3일 동안의 전투에서 승전을 하 다. 결국 중공군은 횡성이남 

지역을 내려가지 못한 채 2월공세를 마무리했다.   

  이후 미 제7사단과 제2사단, 국군 제6사단, 미 제9군단에 배속된 미 제1해병사단이 2월 

23일 05:00를 기해 북진을 감행하 다. 제3사단은 강림-안흥-봉화산선으로 공격을 하여 26

일에 강림-안흥을 탈환하 다. 미 제1해병사단도 2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중공군 제66

군(제39군 및 제40군 일부병력)을 상대로 횡성을 탈환하 으며, 미 제10군단 소속의 제5사

단과 미 제2사단 포병대대, 미 제7사단 포병대대는 북한군 제5군단 소속 제6사단과 제12

사단을 상대로 태기산 부근에서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투를 벌려 승전하 다.   

  이렇게 하여 횡성은 재수복되었고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할 때까지 횡성에서는 북

한군과의 전투가 없었다. 비록 전쟁은 더 이상 횡성에서 전개되지는 않았지만 그 상처와 

휴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1ㆍ4후퇴 때 피난민들의 무고한 죽음과 유족들의 고통, 

제8사단을 비롯한 제5ㆍ제3사단 및 미군과 네덜란드대대 군인들의 수많은 희생은 우리나

라 6ㆍ25전쟁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민간인 피해사례이며, 동시에 10대 패전 중의 하

나로 기록될 정도이다.

 2. 횡성주민들이 말하는 횡성지역의 참상

  1ㆍ4후퇴시 삼마치에서의 미군 공습은 피난민과 피해를 입은 유족에게는 너무나도 억울

한 일이었다. 물론 인민군이 1/3이나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목격자들에 의하면 폭격할 때

는 산으로 이미 숨어버렸으므로 북한군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고 우리만 피해를 입

었다. 이는 미군이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이러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 역시 아무리 좋은 작전이라 하더라도 희생이 너무 컸다. 국

군 9천 8백여 명을 포함하여 아군 전체 11,862명의 사상자(포로 포함)가 나왔다. 지피지기

(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 하 거니와 어찌 적도 모르고 무작정 공격만 했단 말

인가?

  횡성주민들은 당시 횡성전투를 통해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절실히 체험했으리라. 

미군들은 코가 베져 있기도 했고 눈도 빼져 있었으며, 군복이나 군화도 모두 벗겨져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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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월 초에 미 해병대가 횡성에 들어 온 이후 농사를 지을 즈음에 시체 섞는 냄새가 천

지를 진동했다고 한다. 또한 전적지 곳곳마다 시체들이 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차

량과 중화기들이 서로 뒤엉켜 있었는데, 횡성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지금도 뒷전에 

울린다. 횡성에서의 6ㆍ25전쟁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초원1리 박순님(1943.4.8)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중공군들이 집 마당에 자기네 군대의 

시신을 쌓아 놓았다. 시신이 썩어서 물이 줄줄 흐르기도 하 는데, 건너 밭둑에 내다가 

묻었다”고 하면서 “곳곳에 시신이 많았지만 덕고개(학담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시신이 늘

렸었다”고 하 다. 석자동에 만난 어른은 석자교에서 본 명천동길 입구부근에서 많은 유

해가 발굴되었다고 한다. 원주 호저면 광격리 이정희(1938.10.2) 할머니도 “국군의 시체와 

미군의 시체가 여기저기에 겹겹이 쌓여 있었다”고 하 다. 창봉리의 김만석씨는 “이 지역

에서 미군이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하 는데, 당시 포병부대가 진지하고 있었다”고 하

면서 “미군 전사자에 대해서 중공군은 시체의 옷을 벗겨가고 눈과 코, 다리 등을 칼로 절

단하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관경이었다”고 하 다. 마산리의 함금순

(1932.5.20) 할머니는 “능골에서 많이 죽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능골에 식목하러 갔는데 

곳곳에 항구, 숟가락, 해골 깨진 것, 해골조각, 뼈 등이 많았고 송장을 치우기도 했어요. 

시신 가운데는 다리 내놓고 배만 덮은 것도 있었고 중공군은 대개 엎어져 묻혀 있었어요. 

어쩌다 발이 쑥 빠지기라도 하여 올릴 때면, 시신 썩은 냄새가 마치 고춧가루 타는 냄새 

같았는데, 아주 기분이 안 좋은 냄새 어요”라고 하 다. 동막에 사는 박문익(82)씨는 “금

대리 고니골에서 국군이 많이 죽었다”고 하 다. 갈풍리에 사는 김동학(1934.5.20)씨도 “자

신이 살던 곳, 즉 돌고개[石峴] 근처에서 미군이 많이 죽었다”고 하 다. 갈풍산성 아래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예전에 비가 많이 올 때면 해골과 뼈 등이 골짜기에서 내려오

곤 했다”고 입을 모았다.

  학담에 사는 이상혁(1928년생) 참전용사는 “1ㆍ4후퇴 이후 봄에 횡성에 들어와서 보니 

신촌교차로에서 초원리 방향으로 수 백 대의 차량이 뒤엉겨 있었다”고 하 다. 압곡리에 

사는 최성침 어른 역시 “1ㆍ4후퇴 때에는 피란을 하 다가 3월 중순경에 압곡리로 돌아왔

는데, 주변에서 총 7천여 자루를 주워다가 서원면사무소에 전달하 다”고 하 다.

  횡성주민들은 전쟁 중에 웃을 일이 없었지만 중공군들의 행위를 보고 많이 웃었다고 

한다. 윤성민 전국방부장관을 살린 원준희(1927.12.6) 할머니는 “그놈들이 저녁이 되면 부

엌에 들어와서 솥에다 죽을 쑤어 가지고 어디론가 가져간다고 하면서 오줌바가지나 똥바

가지에 담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가봐”하면서 웃음을 함박 머금었다. 유동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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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할머니도 중공군들이 오줌 바가지에다 죽을 퍼서 먹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하 고 원

주시 호저면 광격리의 이정희 할머니도 “밤이 되면 집집마다 빈 집에 들어가 방을 가득 

채웠고 죽을 쑤어 오줌바가지에 담아 먹는 것이 참 우스웠다”고 말했다.    

  이렇듯 횡성주민들에게 있어서 횡성전투는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국군과 미군, 네덜란

드군, 북한군, 중공군 등의 시신이 횡성 전역을 뒤덮었고 유기된 채 버려진 차량과 총을 

비롯한 중화기 등의 무기도 도처에 늘려 있었다. 그리고 죽은 시신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

이 너무 많이 죽어 가슴이 아팠으며, 그리고 이국만리까지 와서 죽은 모습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다고도 말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 다시는 그런 끔찍한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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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진으로 보는 횡성지역의 전적지

  횡성전투(51.2.5~13)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피해가 컸던 8사단 전적지를 중심으로 살펴보

기로 한다. 

  제8사단 제21연대의 출발지이자 중공군이 퇴로 차단지로 꼽은 곡교리

  곡교리(曲橋里)는 동쪽의 덕고산(523m)과 서쪽의 섬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비교적 평

탄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며, 자연마을에는 곱은다리, 두덩거리, 웃담 등이 있다. 곱은다

리는 예전에 마을에 있던 다리가 구부러져서 붙여진 이름이다. 곡교리는 구부러진 곳에 

다리가 있으므로 곱은다리, ‘곡교(曲橋)’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원주공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곡교는 여객청사 앞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1951

년 2월 5일에 제8사단 21연대가 출발하 고 1주일 후인 2월 12일 새벽부터 후퇴하여 13일 

새벽이 되어서 이곳을 통과하 다. 중공군은 이때 제66군 제198사단으로 하여금 동쪽으로 

우회하여 이곳 곡교리를 차단하도록 하 다. 이번 전쟁의 승패가 이곳 차단 여부에 달렸

다고 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진 곳이다. 중공군은 동시에 이곳에서 직선거리 3㎞ 서남쪽

에 있는 호암산(311m)까지도 창봉리를 거쳐 고니골을 넘어 개전동을 거쳐 차단하도록 하

다. 이 두 퇴로 차단이 실패하 기 때문에 그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바로 이 곡교리가 횡성-원주간의 군사적 요로 기 때문에 출발지이자 차단지가 되었던 

것이다.   

횡성 원주공항 여객 청사 앞 곡교리 부근(좌 : 횡성→원주, 우 : 원주→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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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고개 도로에서 본 서쪽 산 능선과 장지고개 언덕에서 본 벽학산 전경

교차로에서 서쪽으로 본 구길과 이 길 따라 200m 떨어진 언덕에서 본 교차로 주변 전경

  신촌교차로(당시 새말교차로)

  이곳은 곡교리에서 앞내강(전천교) - 군청 - 뒷내강(횡성교)을 건너 큰골을 지나 학곡리를 

거쳐 장지고개 너머까지 약 9㎞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5번 국도(당시 29번 도로)와 6번 

국도(당시 24번 도로)가 교차하는 곳인데, 직진하면 홍천을 가게 되고 좌측으로 가면 풍수

원을 거쳐 강원도와 경기도 경계인 도덕고개를 넘어 3.5㎞ 정도 가게 되면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교차로를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 홍천-서울로 연결된 44번 국도를 타면 서울까지 

가게 된다.    

  바로 이런 위치로 인하여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로 여겨졌다. 제21연대가 이곳에 제

일 먼저 도착하여 북쪽으로 홍천을 향해 공격하 고 미 제2사단 제7연대 3대대가 처음부

터 2월 12일 늦은 밤까지 이곳을 지키면서 제8사단 소속의 제21연대와 제10연대 그리고 

제16연대를 엄호하던 곳이다.  



제7장┃사진으로 보는 횡성지역 주요전적지

306▶횡성문화원

신촌교차로에서 본 벽학산

  교차로 오른쪽 편에 우뚝 솟아 있는 산이 벽학산이다. 높이가 333m여서 333고지로 더 

유명하다. 북쪽과 서쪽을 동시에 관망할 수 있는 곳이어서 피아에게 모두 중요한 요충지

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21연대가 이 고지를 점령하는데 이틀째가 되어서야 점령했던 

것이다. 

  또 이 고지는 북쪽 3.5㎞에 떨어진 독재봉과 마주보고 있어서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독재봉(355m)

  신촌교차로에서 북쪽으로 3.5㎞를 가면 횡성군 공근면 매곡리와 청곡리 경계에 위엄하

게 우뚝 솟은 봉우리가 있다. 마치 투구를 연상하게 하는 이 봉우리는 봉우리가 독(항아

리)처럼 생겼다 해서 독재봉이라 부르기도 하고 천지개벽 때 온산이 물에 잠기고 봉우리

만 독만큼 남았다 해서 독재봉이라 불린다고 한다. 이곳에서도 전투가 벌어져 피아의 주

인이 바뀌기도 한 요충지이다. 

벽학산 쪽에서 본 독재봉 앞면 전경과 후면의 독재봉 및 굽이쳐 흐르는 금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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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진 교량과 떨어져 뒤집힌 탱크

  초당교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초당골 

앞쪽에 있는 다리이다. 예전에 이 

골 초입에 서당(書堂)이 있어서 붙

여진 이름인데, 지금은 그 자리 옆

에 공근중학교가 들어서 있다. 독

재봉 서쪽 아래로 내려다보면 공

근면소재지 학담 사거리에서 600m

를 가게 되면 홍천가는 길과 청곡

2리로 가는 길이 갈라지는데, 이 

교량 곧 초당교를 건너 우측으로 지방도 406호를 따라 가게 되면 청곡2리가 나온다. 반대

로 가게 되면 홍천으로 가게 된다. 

  바로 이곳에서 최대의 격전이 벌어졌다. 당시 국군 제21연대를 지원하던 미군 제21지원

부대가 이곳을 지나 북쪽으로 3.5㎞ 지점에 위치하여 아군을 지원했다. 2월 11일 늦은 밤

부터 12일 새벽까지 중공군은 미리 이곳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아군이 후퇴할 때 교량 

북쪽 산에서 기관총 등을 난사하며 후퇴하는 아군에 타격을 가하여 북쪽 도곡리 지역은 

후퇴하는 아군과 진격하는 중공군들이 어울러 아수라장이 되었다. 퇴각하던 아군의 탱크

가 후퇴하는 모든 차량을 막거나 교량 밑으로 굴러 떨어져 차량이나 사람들이 이곳을 통

과하지 못할 정도 다.  

   

북쪽에서 본 초당교와 남쪽에서 본 초당교(중공군들이 다리 건너편 산에서 후퇴하는 아군을 기다리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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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눈 덮인 오음산(왼쪽 아래 길이 당시 29번 도로이고 

도로 오른쪽 편에 미 제21지원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음, 한
국전쟁의 전환점, 원주) 

삼마치 고개 표지석 

  오음산과 삼마치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와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경계에 위

치한 산이다. 횡성현읍지에는 “현

의 북쪽으로 30리에 있으며, 공근 

땅에 있고 홍천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지지

자료에는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에 

소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

마치(三馬峙)는 홍천과 원주를 잇는 

국도 중간쯤에 있는 큰 고개로 그 

마루턱에 오음산(五音山)이 있다.

  오음산과 삼마치의 유래는 이러

하다. 다섯 장수가 나면 재앙을 입

는다는 말이 전해지면서 마을 사람들이 장수가 나지 못하게 산등에 구리를 녹여 붓고 쇠

창을 꽂자 검붉은 피가 솟구쳐 오르면서 다섯 가지의 울음소리가 사흘 밤낮에 이르더니 

주인 없는 백마 세 마리가 고개를 넘어 어디론지 사라졌다 하여 산은 오음산(五音山), 고

개는 삼마치(三馬峙)라는 전설을 간직하게 되었다. 

  산에는 산새들이 많고 봄에는 철쭉과 진달래가 등산로를 뒤덮는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오음산은 65년 전부터 2년 동안 전개된 전쟁으로 인하여 피아 모두에게 슬펐던 산이었다. 

  6ㆍ25전쟁이 발발하여 5일째 되던 

29일, 전날 28일에 홍천 말고개에서  

북한의 자주포를 개조한 전차 10여 

대를 부수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

고 있을 때, 이것도 잠시 사단장의 

명령으로 원주까지 후퇴하게 되었

다. 이때 제6사단의 제2연대와 제9

연대가 홍천시가를 거쳐 삼마치로 

후퇴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삼마치

에서 엄호를 한 부대가 춘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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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삼마치 고개 미군 폭격 희생지 안내문 

삼마치 정상부와 횡성에서 홍천 방향으로 본 눈 덮인 고개

승리를 하고 원창고개와 금병산에서 전투를 하며 작전상 후퇴를 하던 제7연대 다. 제7연대

는 삼마치에서 고개 너머 삼거리에서 양덕원 방향으로 시동지역까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

며 엄호하 다. 

  이후 낙동강 전선에서 승리하고 북진할 때 제6사단이 횡성을 수복하고 이곳 삼마치를 

통과하여 홍천도 수복하 다. 그리고 제6사단이 북진하여 초산까지 진출하 지만 중공군

의 개입으로 전군이 다시 후퇴를 하여 급기야 1951년 1월 4일에는 홍천이 점령되었다. 이

때 춘천, 홍천, 인제 등지의 수많은 피난민들이 이곳 삼마치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미군은 

1월 5일 비행을 하며 정보를 수집한 결과, 3천여 명의 민간인들 가운데 1천여 명이 민간

인을 가장한 북한군으로 보고 피난민들에게 폭격을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이때 희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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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민 전관장이 지어준 보은의 집(뒷 골짜기에서 내려와서 구원요청)과 소구니봉이 보이는 도곡리 마을 

전경 

은 대개 노인과 부녀자, 아이들이어서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당시에 산 사람들은 대개 

작은 삼마치(현 고속도로 삼마치터널 위)를 돌아서 횡성으로 간 사람들이거나 삼마치 주

변의 폭격에서 조금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다.        

  이 가슴 아픈 사연을 마음에 품고 한 달이 지난 2월 5일에 아군은 홍천을 점령하기 위해 

총공세를 퍼부었다. 라운더업 작전으로 제21연대가 홍천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오음산과 삼마치를 넘어야 했다. 눈앞에 있는 북한군과도 싸워야 했지만 눈 덮인 차가운 

추위와도 싸워야 했다. 미 제21지원부대의 화력을 이용하여 마지막 혈투를 벌여 드디어 오

음산(930고지)을 점령하 지만(미군은 국군이 점령하지 못했다고 함) 어둠과 추위로 인하여 

지키지 못하고 약간 낮은 안전한 지역에 후퇴한 사이 1951년 2월 11일 늦은 밤에 중공군 

제66군 제198사단의 반격을 받게 되어 또다시 한 많은 오음산이요 삼마치가 되었다.   

  도곡리(도새울)

  도곡리는 횡성군 공근면에 있는 마을로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마을이며, 들어가는 곳

은 두 곳이다. 옛날에는 연당골을 넘어 다녔고 당시 피난민들 역시 이 고개를 넘나들었

다. 이곳은 전 윤성민 국방부장관(당시 제21연대 1대대 2중대장)이 1951년 2월 12일 새벽

에 중공군의 반격으로 15m 앞에서 사격을 받아 6발의 총탄을 맞고 부하의 부축을 받고 

피난을 가지 못한 원준희 여인의 집으로 들어와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목숨을 건진 곳이

다. 훗날 그 보은으로 23평짜리 집을 지어 준 것이 아직도 있다.

  도새울로 조금 들어오면 높은 산이 335고지인데, 당시 생존하여 횡성을 다녀간 조니 그

레이씨는 1994년 6월 26~28일(2박3일)에 횡성을 방문하여 전적지를 답사했다. 그는 제21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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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 그레이씨가 말하던 창봉리의 논골과 도곡리 입구에서 본 335고지(중앙 우뚝 솟은 산)

서쪽에서 본 도곡리와 천주공소

원부대에 속한 미 제2사단 82 A.A.A. AW대대 D포병 중대 이등병이었는데, 중공군에게 

려 이 335고지에 올랐다가 계속 전투하며 부상을 입으면서 겨우 탈출하 다. D포병중대 

87명 중 생존자는 겨우 25명이었고 자신의 분대원은 모두 전사하고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하 다. 

  이곳 도곡리 북쪽에는 넓은 들이 있어 이곳을 당시에는 논골이라 불 다. 이곳에서 도

로 반대편 지역에 제21지원부대가 주둔하면서 아군 제21연대를 지원했다. 그러다가 중공

군의 반격을 받아서 창봉리에서 도곡리로 후퇴하 고 이곳에서 다시 신촌교차로까지 전

투를 하면서 후퇴하 던 것이다. 이때 이 도곡리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월 초순, 미 해병대가 이곳을 다시 수복할 때 이번에는 중공군들의 피해가 컸다고 한

다. 마을 사람들이 피난갔다가 수복이 되어 돌아와 보니, 소구니봉 주위를 비롯하여 마을 

구석구석마다 수많은 중공군의 시신이 새까맣게 타 있었고 시신을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 썩는 냄새가 천지를 진동했다고 한다. 미군이 중공군들에게 석유를 뿌리고 소이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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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오전몰장병위령비

초원2리에서 본 태봉 전경

터트렸기 때문에 많은 병력이 타 죽었다고 주민들이 말했다.      

  도곡리 옛길 옆에는 ｢625전몰장병위령비｣가 세워져 있다.    

  광전과 태봉

  제16연대는 6번 국도(당시 

24번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공격해 들어갔다. 미 제9사

단 보병과 탱크로 구성된 A

지원팀은 제16연대를 직접 

지원했다. 당시 제16연대는 

풍수원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제3대대를 선두로 제

21연대를 후속하 으나 제21

연대의 벽학산-태봉 공격이 

지연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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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교에서 본 태봉과 광전교 전경     

광덕분교 앞에서 본 백두고개(덕고개) 모습

제16연대가 주둔했던 광전지역과 공근초등학교 광덕분교

연대의 공격도 주춤하 다. 이 때 이존일 제16연대장은 제1대대로 하여금 풍수원으로 진

출하게 하고 제2제3대대로 하여금 태봉 일대의 잔적을 토벌하도록 하 다. 어째든 제16연

대는 신촌교차로에서 태봉까지 약 2.5㎞를 진격해 들어갔다. 이 지역은 당시 광전(廣田)이

라 하 는데, 지금도 광전교와 넓은 

들판이 당시의 지명을 입증하고 있다.  

  이곳 공근초등학교 광덕분교(당시에

는 광덕초등학교)에 제16연대가 주둔

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아군 제16연

대와 제10연대 및 지원군들이 중공군 

제124사단의 광전지역 퇴로 차단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기도 하다. 이

곳은 신촌교차로와 불과 2㎞ 남짓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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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원성당 성체거동 전경(1937.6.5)과 현재의 풍수원 마을

어진 곳인데다 특히 광전교 주변은 길목이 좁았던 관계로, 중공군이 차단했을 때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차량들 역시 기동할 수가 없었던 곳이다. 

  또 이곳 광덕분교 앞 도로에서 학담 2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다. 이 고개는 백두고개

라고 하는데, 도적들이 많아서 102명이 모여야 넘을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

명 덕고개라 하는데, 이곳에도 미군을 포함한 아군의 시신이 많았다고 한다.

  풍수원 지역

  이 풍수원 지역은 광전교 즉 초원1리에서 10여 ㎞ 떨어진 지점에 있으며, 이곳에서 1㎞ 

남짓 가면 석화삼거리가 나오고 이곳에서 서쪽 용두리 방향으로 800여m를 가면 경기도와

의 경계인 도덕고개가 나온다. 이곳 풍수원은 마을은 횡성군 서원면 유현 2리에 위치하

며, 풍수원(豊水院)이라는 이름의 원(院)이 있었고 풍수원성당이 있는 곳이다. 

  풍수원에 있는 풍수원성당은 정규하 신부가 1909년 저축한 돈과 신자들의 헌금을 모아 

성당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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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 풍수원 성당은 한국에서 네 번째로 지어진 성당이자 한국인 신부가 처음 지은 

성당으로 그 보존적 가치가 높아 1982년에 지방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타관 사람들의 발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산골짜기 깊숙한 외진 곳이라서 조선 후기에 천

주교 신자들이 모여들었다. 

41)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가톨릭대사전12, 풍수원성당조, 2006년, 9040~90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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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봉에서 본 응봉-매남재

  이곳은 제16연대와 제10연대가 이 뒤편에 높이 솟아있는 성지산과 더불어 용두리와 양

덕원리를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은 곳이다. 

  

  응봉과 매남재

  응봉(683m)과 매남재(530m)는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에 있다.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과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의 경계를 따라가며 성지봉 덕갈고개 유현리고개(풍수원고개, 

390)-723.5봉-매남재(530)-응봉(매봉, 매봉산, 683)으로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루트가 

바로 전시에는 주요한 작전로가 되는 것이다. 당시에도 이 매남재를 넘어 풍수원으로 갈 

수 있었던 요충지이다.

  제16연대는 1951년 2월 8일 용두리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 제1대대를 도로 북쪽의 고

지군으로, 제2대대는 연대예비로 성지봉 남쪽의 솔고개[松峴]로, 제3대대는 579고지-매남재

선으로 배치하 다. 제3대대가 매남재로 이동하던 중 1개 대대 규모의 적과 조우하여 적

을 격퇴하고 579고지-726고지-매남재 방어진지를 구축하 다. 이는 이곳에서 남서쪽 직선

거리 약 23㎞떨어진 지평리에 미 제2사단 제23연대가 진출해 있어 연대의 좌전방에 완전 

노출되어 측방위협이 가중되었다. 

  사단의 노출된 좌전방 지역에 위치한 매남재는 후방지역에서 제10연대와 제16연대가 집

결하고 있는 증안리, 풍수원에 이르는 유일한 산간도로상의 고개로서 전술적으로 매우 중

요한 고지 다.                



제7장┃사진으로 보는 횡성지역 주요전적지

316▶횡성문화원

횡성 서원면 창촌1리 매나미에서 본 매남재(왼쪽 먼 능선 고개)

  제3대대가 전날(2월 8일) 탈취한 매남재 부근에서 방어진지를 강화하고 있을 무렵인 정

오경 대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역습을 받았다. 적은 석화리로부터 579고지 계곡을 이용하

여 풍수원 방향으로 진출을 기도하 다. 이때부터 대대는 해질 무렵까지 일진일퇴의 공방

전을 펼쳤으나 계속되는 적의 증원으로 579고지 부근을 피탈하고 726고지 - 매남재선으로 

방어진지가 축소되었다.

  연대장은 2월 10일 매남재 부근의 적이 계속 풍수원 방향으로 진출을 기도하여 연대의 

용두리 진출이 지연되자 예비로 솔고개에 대기 중인 제2대대를 매남재에 투입하여 제2ㆍ

제3대대가 협조된 공격으로 이 적을 격퇴하도록 명령하 다. 제3대대는 제2대대의 증원에 

힘입어 매남재 부근의 적을 격퇴하고 다시 579고지 - 매남재선을 확보하 다.  

  한편, 제3대대가 매남재 부근에서 혈전을 펼치는 동안 제1대대도 풍수원 북쪽의 492고

지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폈다. 대대는 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아 진지돌파를 기도하 으나 

적이 고지 전방의 단애를 이용하여 완강히 저항하여 전투는 교착되었다. 연대장은 매남재

전투를 지원하고 복귀한 제2대대에 2월 11일 제1대대를 초월 공격하여 492고지를 확보하

도록 명령하 다.  

  제2대대가 2월 11일 아침에 공격을 개시하여 492고지에서 치열한 격전을 펼치고 있을 

무렵, 매남재에서 철수한 제3대대가 제2대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대의 좌전방에 

투입되었다. 이때부터 공격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 고 3일 동안 완강하게 저항하던 적은 

야산리 부근으로 철수하기 시작하 고 공격제대들은 적을 추격하기 시작하 다. 일몰로 

추격을 중지한 연대는 야산리 부근에서 화채봉 - 용두리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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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치(양동방면에서 본 고개)

거슬치(거실치 라고도 함) 마을 입구와 중공군 연대본부로 사용하던 집(정두용 소유)

  거슬치

  1951년 2월 11일 17시, 덩화[鄧華]

가 지휘하는 중공군은 계획대로 서

쪽 거슬치에서 동쪽 삼거리(갑천면 

소재)에 이르는 약 33㎞ 지역에서 

횡성 반격작전을 시작하 다. 거슬

치(居瑟峙)는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와 경기도 양동면 계정리 경

계지역에 위치한 고개이다. 거슬치

는 마을 이름에서 유래했는데 마을 

양쪽으로 산이 거슬러 올라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혹은 물을 거슬러 먹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거슬치에는 도루마리처럼 생겨서 도루마리봉이라고 이름 

붙여진 산이 있다.

  이곳을 안내해준 정두 씨(1937.9.9)에 의하면, 설(구정) 밑에 국군들이 8~9명이 정찰하

러 왔었고 며칠이 지난 뒤 중공군 3,000명이 동네로 들어와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연

대본부로 사용하 고 마루 흙벽에 제000연대본부라고 써 놓았는데 한자로 써서 잘 모른다

고 하 다.   

  바로 이곳 거슬치에서 중공군은 1951년 2월 11일 5시 국군 제8사단을 비롯한 아군에게 

공격을 감행하 다. 중공군 제42군 소속 제124사단과 이 사단에 배속된 제39군의 제117사

단은 상물안리, 석자동(돌자골)을 지나 제40군 제118사단 일부 병력과 연합하여 2월 12일 

새벽에 광전을 점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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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들이 당시 연병장으로 사용하던 서원초등학교 물안분교(당시 물안국민학교, 1995년 폐교됨)와 장교

들이 숙소로 사용하던 숙직실터(승용차 서 있는 곳)

석자교에서 본 명천동(연기나는 우측 골, 이곳에서 산을 넘어

가면 하일이 나온다)

  이곳 폐교된 물안분교에서 만난 어떤 젊은이 이야기로는 “예전에 이곳 학교 운동장을  

중공군들이 연병장으로 사용하 고 숙직실은 장교 숙소로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

다. 이곳에서 거슬치 연대본부가 있던 정두 씨 집까지는 3㎞ 정도의 거리이다.  

  
  석자동(돌자골)과 하일ㆍ학곡리

  위에서 언급한 중공군 제42군 

소속 제124사단이 상물안리, 창촌, 

압곡리를 거쳐 석자동(돌자골, 서

원면 금대리)을 지나 2월 12일 새

벽에 광전을 점령하 다. 즉 중공

군은 우회하여 아군을 차단ㆍ포위

한 것이다. 중궁군 자료에는 아군

을 이곳 석자동 남쪽에서 1천 명

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 다.

  제42군에 배속된 제39군의 제

117사단도 하룻밤에 30㎞를 전진

하여 석자동을 거쳐 2월 12일 6시 30분에는 하일ㆍ학곡리까지 진출하여 제8사단의 남쪽 

도주로와 북쪽으로 증원하는 도로를 차단하 다. 

  이곳 석자동 주민들은 석자교에서 하일로 넘어가는 명천동 입구부근에서 유해가 많이 

발굴되었다고 하 다.

  석자동에서 산을 넘어오면 이곳 하일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신촌교차로에서 내려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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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 전경(저 산 너머가 석자동)과 하일입구에서 본 장지고개(고개 너머가 신촌교차로)

갈풍산성에서 본 돌고개(길 따라 올라가면 우측사진 같은 고개가 있다)

아군의 퇴로를 막은 것이다. 이곳을 통과하면 학곡리 일대와 큰골에서 또 퇴로를 차단했

던 것이다.

  돌고개[石峴]

  당시 신촌교차로를 통과하여 철수하 지만 하일과 큰골에서 저지를 당하 고 뒷내강(현 

횡성교)에서 네덜란드대대와 중공군간의 치열한 전투로 일부 아군들은 갈풍산성을 따라 

돌고개를 넘게 되었다. 이 고개를 넘어가면 동막(원주 호저면 광격리)이 나오고 조금 더 

지나면 개전동[犬田洞]이 나온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가 되므

로 안전하게 후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돌고개에서 미군이 많이 죽었다고 한다. 돌고개 아래에서 살고 있는 김동학

씨(1934.5.20)씨는 1ㆍ4후퇴 당시 17세여서 가족들과 피난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피난가지 

않은 동네 어른에게 들은 바로는 “호저면 넘어가는 돌고개를 빼앗으려고 많은 미군이 죽

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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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위골 마을(산 중간에 서있는 것이 선바위)과 선바위골에서 개전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돌고개 너머 동막리에 살고 있는 박문익(83)씨는 “금대리 고니골에서 국군이 많이 죽었

다”고 하 다. 이는 중공군이 석자동 남쪽 지역에서 아군 1천 명 정도에게 피해를 입혔다

고 하 는데, 석자동(현 금대리) 남쪽 곧 압곡리 교차하는 지점에서 고니골-개전동에 이르

는 약 3㎞지역에서 아군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고니골(곤이골)

  이곳 지명이 현재는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인데, 고산이란 지명은 험한 산지에 형성되어 

있고 골짜기가 깊다는 이유로 마을 이름지어졌다. 원래 호매곡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곤이골, 개전동, 송골, 입암을 병합하여 고산리라 하여 호저면에 편입되

었다. 골이 깊으므로 피난지로서 적지 으며, 따라서 곤이골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피해 

와서 살았고 천도교 2대 교주인 최시형도 이곳 송골에서 1898년에 피체되기도 하 다. 선

바위, 문바위가 있고 송골부락에는 천도교 2대 교주인 최시형 선생의 비가 있다.  

  고니골은 고산리에서 최북단 골짜기에 있으며, 고개를 넘어 횡성으로 통한다. 곤의골, 

곤의동, 고농골이라고도 한다. 곤이골 마을이 형성된 것은 1840년 초쯤으로 추정된다. 기

해박해(1839) 때 경기도와 서울지역에서 피신한 천주교 교우 세 가족이 삶의 근거지로 택

한 곳이다. 이들 세 가구는 경기도에서 풍수원과 횡성 검두를 거쳐 이곳 심산유곡에서 천

주를 믿으면서 산골생활을 해왔다. 따라서 마을이름의 유래를 ‘곤란을 당했지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곤의골이라 했다고 한다. 

  선바위골은 서 있는 바위라는 데서 유래하 다. 옛날 한 옹기 장수가 이 바위 옆을 지

나는데 바위가 자기 앞으로 넘어질 것 같은 마음에 속히 지나치려다 발을 헛디뎌 옹기를 

모두 깨뜨렸다고 하는데, 지금도 옹기 조각이 나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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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위 모습

개송교에서 본 개전동(좌)과 송이동(우)

  어른 아름으로 6아름쯤 되는 커다란 바위로 남근 모

양을 하고 있고 나무처럼 우뚝 서 있어 멀리서도 잘 

보인다. 청소년야 장(옛 입암분교장) 옆 산책로를 따

라 산판길을 따라 400m 거리에 있다

  지금의 고니골은 고산리를 대변하는 용어로 통용되

고 있다. 주변의 모든 용어가 ‘고니’자 붙어 있다. 고

니골농장을 비롯하여 고니골교육농장, 고니골테마단지, 

고니골원주한지양잠클러스터사업단, 고니골양잠산물축

제한마당 등이 있다.   

  개전동과 회암봉(현, 호암산)

  개전동도 역시 고산리에 속해 있고 요사이 한자로 개전동(介田洞)이라고 사용하고 있지

만 실제로는 견전동(犬田洞)인데, 개전동[犬田洞]이라 한 것이다. 두 가지 유래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마을 들판을 병풍처럼 두른 산이 개가 누워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서 개와 

들판의 의미로 개전이라 불 다. 두 번째는 옛날에 이곳에 사는 한 사람이 개 1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를 길 는데 하루는 그 고양이가 자취를 감춘 후 호랑이가 들어와서 개를 

물어 죽이기 시작하 다. 개들은 그것을 보고 떨고만 있다가 단합을 해서 그 호랑이를 죽

는데 죽이고 보니 호랑이는 바로 그 고양이었다고 한다.

  선바위 쪽에서 고개를 넘어 2㎞ 정도 내려오면 개송마을이 나온다. 개전동과 송이골을 

합쳐서 개송마을이라고 한다. 원주시 호저면 광격리 송이골 즉 동막에 살고 있는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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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전동 입구에서 본 호암산  

횡성교(좌 : 북→남, 우 : 남→북)

(1938.10.2)와 원유용(1933.11.25) 부

부는 1ㆍ4후퇴 때 피난갔다가 돌아

와서 보니, “개전동과 송이동에서 

큰 전투가 벌어져 중공군이 국군과 

미군을 모두 죽이고 있었다”고 하

다. 할머니는 “중공군들이 온 천지

를 뒤덮었고 국군의 시체와 미군의 

시체가 여기저기에 겹겹이 쌓 었

다”고 말하면서 “처음에는 국군이 

먼저 내려왔고 나중에 미군이 내려왔는데 거의 죽었을 것이다”라고 술회했다.  

  어째든 중공군 제125사단은 서원면 석화리 거슬치에서 출발하여 이곳 개전(또는 개송)

과 이곳에서 동쪽으로 1㎞로 떨어진 회암봉(현, 호암산, 311m)까지 달려와 미리 차단하고 

아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뒷내강(횡성교)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에 위치하고 있는 뒷내는 당시 뒷내강 또는 뒷내물강이라고 불

다. 1951년 2월 12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가장 처절한 전투가 전개된 곳이다. 아군

의 철수를 하일, 학곡, 큰골에서 차단하고 이곳 뒷내까지 차단하기 위해 엄호하던 네덜란

드대대와 격전을 치르던 곳이다. 

  1951년 2월 5일 이곳을 통과하여 총진군하던 아군과 각종 차량들이 후퇴할 때도 이곳을 

지나 앞내를 통과해야 그나마 안전한 횡성비행장과 원주로 철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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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2월 12일 오후 힌튼 대위가 촬영한 사진으로 힌튼 대위가 이끄는 특공대가 뒷내강으로 접근하고 

있다.(한국전쟁의 전환점, 원주)

그러나 국군을 가장한 중공군들의 위장공세도 만만치 않아 특히 미군과 네덜란드대대가 

곤혹을 치 다.      

  특히 1951년 2월 12일 오후 신촌교차로에서 큰골 사이에서 협공을 당하고 있던 아군을 

구출하기 위해 힌튼 대위의 특공대가 일부 국군을 앞세워 공격하여 뒷내를 건넜지만 다

리 건너 양안에 포진하고 있던 중공군의 박격포 세례를 받았다.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2

㎞ 정도 전진했을 때 더 강한 공격을 받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던 상황은 너

무나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것도 각종 차량과 중화기를 그대로 두고 탈출하는 상황과 많

은 희생이 났던 당시 상황은 더더욱 안타깝다. 동료들을 구출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빛

바랜 사진 한 장 속에서 엿볼 수 있다.

       

  네덜란드대대의 지휘부가 있던 횡성감리교회

  네덜란드대대는 뒷내강 주변에 포진하며 엄호임무를 맡았다. 그리하여 뒷내강 주변에 A

ㆍB중대가 포진했다. 

  1951년 2월 12일 저녁 9시부터 공격해 전진하던 아군이 후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

군을 위장한 중공군도 섞여 후퇴하 다. 위장한 중공군은 네덜란드대대 지휘소까지 접근

하 다. 아직 준공을 하지 못하여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횡성감리교회를 지휘소

로 사용하고 있던 곳으로 다가오자, 한국군 통역관이 눈치를 채고 대대장 오우덴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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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대대의 방아선 상황도

고하 다. 오우덴 중령

은 급히 18m 정도 뒤로 

병력을 지휘소로 후퇴

시키는 순간 수류탄이 

그의 발 아래 떨어져 

터졌다. 치명적인 부상

을 입은 그를 네 사람

이 둑 위로 끌어 올리

려고 했지만 그렇지 하

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감았다.

  비록 대대장을 잃었지만 부대대장 인솔하에 새벽 1시까지 엄호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새벽4시가 되어서야 횡성비행장에 안착하 다.   

1951년 2월 12일 당시 네덜란드대대 지휘소로 사용하던 언덕 위 횡성감리교회와 현재의 횡성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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