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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6 6년 9월 2 3일 제2해병여단은베트남중부 꽝응아이( Q u a n g

N g a i )성 북부지역(쭈라이지역)으로 이동해지역평정작전에돌

입했다. 그러나쭈라이지역은어느 지역보다도베트공의활동이왕성한

지역이었으며, 북베트남정규군의침투가용이한지역이었다.

따라서쭈라이(Chu Lai) 일대의베트공과북베트남군은언제, 어느지

역에서도제2해병여단을공격할수 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었다. 1967년

2월이 되면서부터적의 기습공격가능성은더욱 높아져그 징후(徵候)가

곳곳에서나타나기시작했다. 그리고2월 1 4 ~ 1 5일 밤 증강된연대규모의

적이짜빈동에위치하고있던제1 1중대기지를기습했다.

제1 1중대가 주둔하고 있던 짜빈동 마을은 꽝응아이(Quang Ngai)시

(市) 북쪽 1 2㎞ 지점에 위치했다. 기지의지형은 표고30m 정도의구릉

이었으며, 둘레가800m 정도인계란형모양의기지였다.

적들의 기습 가능성이 증대되자, 해병여단은예하부대에 경계강화 지

시를 내렸다. 제1 1중대는 여단의 지시에 따라 주변지역 수색정찰을 강

화하면서 기지 방어력 보강공사에 착수했다. 주요화기 진지를 유개화하

고,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교통호와 개인호를 보강했다. 그리고 조명지

뢰와대인지뢰를추가로 매설하는 등 많은부분을 보완하면서2월1 4일

밤을맞았다.

해병의 신화 짜빈동 전투는 어떻게 진행 됐나?

1. 적 제1차 공격( 2월 1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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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6 7년 2월 1 4일은

음력 1월 7일이었다.

따라서 초저녁엔 초승

달이 떠 있었으나 ,

2 2 : 0 0부터는 짙은 안

개와 함께 가랑비까지

내려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2 3 : 2 0경 적 침투부대

가 제3소대전방기지외곽철조망을파괴통으로폭파시켰다.

중대는즉각8 1㎜ 조명탄을띄워적정을확인했다. 그때1개소대규모

의 적이 숲속으로 도주하는 것을 발견해 집중사격을 가했다. 적들은 산

발적으로대응했으나, 아군의화력이집중되자멀리도주하고말았다.

그들이 도주한 후 제1 1중대장은 제2차 공격에 대비해 1 / 2병력을 전

투배치하고, 경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그때를 이용해 제1 1중대는

중대의 방어태세는 물론, 상급부대의화력지원 태세 등을재점검함으로

써 예상되는취약점을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제1 1중대는 적의 제1차 공격이 감행된 후 전투준비를 마치고 긴장한

채 밤을새웠다. 머지않아날이 밝을것을기대하며, 긴장이풀려갈 즈음

인 0 4 : 1 0경 초저녁에 적과 교전한 바 있는 제3소대 전방에서 은밀히 접

근하고있는적을발견했다.

중대장은 즉각 전원을 전투배치하고, 적들을최대한 끌어들여 기습적

베트남 중부 짜빈동 일대의 지형도

2. 적 제2차 공격( 2월 15일)



인 사격을 가하도록 했다. 이어서 조명탄을 띄우자, 중대기지를 포위하

고 있던 적들은 제1 1중대 기지를 향해 집중적인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

다. 제1 1중대역시대응사격을가함으로써한동안포격전이계속됐다.

적의 공격기세는 대단했다. 아군의 집중적인 포화 속에 제3소대 정면

에 지향된 적 주력은 외곽철조망을 대규모의파괴통을 폭파시켜 모조리

절단한후 제3소대진지를돌파했다.

이어서 제1소대 지역의 일부진지도 돌파되고 있었다. 제1 1중대는 가

용병력을 끌어 모아 역습을 감행했지만, 중대 전체가 적에게 짓밟힐 위

기에 처했다. 그사이, 여단에서는 진내사격을 검토하기도 했다. 다행히

도 날이 밝으면서 제1 1중대의 역습이 성공하자, 적들도 더 이상 밀어붙

이지못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후송은 생각지도

않고, 전투를계속함으로써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승리를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교통호에 진입한 적을 향해 수류탄을 폭

파시켜 적과 함께 산화한 이학현 상병, 기관총 사수가 전사하자, 뒤이어

분투하다가전사한송용섭일병등 용감한해병용사들의투혼이빛났다.

장병들의 활약에 힘입어 진지를 돌파했던 적들을 모두 사살한 것은

0 7 : 2 0경이었다. 상황이 반전되자, 기지 외곽에서 저항하던 1개중대 규

모의 적도 전의를 상실한 듯 북서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여단은 지

원화력으로그들에게집중적인포격을 가했다.

한편 여단은 위급에 처한 제1 1중대를 지원하기 위해 0 5 : 2 0경부터 제

6중대를 비상대기 시켰다. 그러나 비와 안개로 시계가 불량했기 때문에

제6중대는 0 7 : 3 0에야 공중기동으로 투입되어 주변 수색작전에 참가할

수 있었다.

전투결과 확인된 전과는 적 사살 2 4 3명, 포로 3명 등이었으며,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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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상당수의 적들이 사살됐거나 부상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살된

적 시체에는 북베트남군 제1연대 제9 0대대장을 비롯한 많은 수의 장교

들도포함되어있었다.

또한 그들로부터 노획한 문서에는“제1 1중대 기지를 격파한 후 제2

해병여단 본부 및 포병대대 지역으로 전과를 확대할 예정이었다.”는 사

실도 밝혀졌다. 한편 제1 1중대의 피해는 전사자 1 5명과 부상자 3 3명이

었다.

제1 1중대가 증강된 연대 규

모의 북베트남 정규군의 공격

을 막아내며, 중대기지방어에

성공함으로써한국군의막강한

전투력을과시했다.

짜빈동 전투에 앞서 수도사

단 기갑연대가 둑꼬 지역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한국군 중

대기지 전술의 유효성을 입증

한바 있었다. 그리고 제1 1중대

의 짜빈동 전투로그 사실을 다시한번확인해주었다.

3. 전투 결과

베트남 당국에 의해 숲으로 복원된 제1 1중대 기지의
최근 모습( 2 0 0 3년 1월 현지촬영)

1. 제1 1중대가 짜빈동에서, 해병의신화를 창조할 수 있었던 배경은?

2. 짜빈동전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