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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일대 한국전쟁 주요 전투

N
▶ 코만도작전

작전 계획도

횡산리고분

구석기 유물산포지

태풍전망대

팔효문
횡산리적석총

군영리

문화유산 관련

베티고지
▼ 전투 상황도

한국전쟁 관련

부근 전투 상황도

홍세공묘

▶ 고양대･임진강

91고지

군사분계선 회담에 반영, 휴전협정까지 유지

146고지(800GP)

- 7월 27일 휴전 성립시에 임진강을 기준으로 이
일대가 군사분계선 북쪽에 포함되면서 물러나게 됨

고왕산

- 노리고지에서 유엔군(그리스대대)의 방어전 이후
해당 지역 작전권을 한국군 제1사단이 인계받아
휴전협정 체결시까지 고지쟁탈전 지속

마량산

•내용 및 결과

187고지

•결과 : 코만도 작전을 통해 구축한 전선(제임스타운선)이

- 베티고지 전투(1953. 07. 15.~1953. 07. 16.)

연천 일대 조사지점과 주변 유적

Moore - 마량산·고잔리
Courson - 346고지·덕은동
Craig - 347고지·갈현리
Butler - 324고지·덕산리
Watts - 화살머리고지·중어성

- 임진강 부근 전투(1952. 12. 11.~1952. 12. 13.)

연천 강서리 돈대 횡산리 일대

[공격목표] Moon - 146고지·91고지
Foster - 187고지·고왕리

800GP(제거)

- 고양대 부근 전투(1952. 10. 06.~1952. 10. 09.)

횡산리사지

•내용 : 방어선 북상을 위한 진격작전

강서리 돈대/보루

- 노리고지 전투(1952. 09. 29.~1952. 09. 30.)

고장리산성(추정위치)

•유엔군 참전국 : 미국, 영국, 캐나다, 벨기에, 터키, 그리스 등

대노리고지

•관련 주요 전투

고양대

•일시 : 1951.10. 03.~1951.10. 09.

니키고지

고양대·임진강 일대 전투

테시고지

코만도 작전(Operation Commando)

소노리고지
베티고지

(자료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사』 9·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6.25전쟁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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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강서리 돈대/보루

연천 횡산리 일대 유적

(자료 출처 : 연천문화원, 1995, 『향토사료집』
문화재청, 2008, 『군부대문화재조사보고서(우리군2)』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한국고고학전문사전-성곽·봉수편』)

유적성격

(자료 출처 : 연천문화원, 1995, 『향토사료집』
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군남 홍주조절지 수몰예정지구 지표조사 보고서』
고려문화재연구원 외, 2006, 『연천 군남 홍수조절지 수몰예정지구 문화재 보완 지표조사 보고서』
국방문화재연구원, 2012, 『연천 횡산리적석총』)

1 - 횡산리 선사유적/유물산포지

관방유적

•연천군 중면 횡산리의 임진강변 일대에 11개의 구석기 유물산포지 설정

위치

시기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산 118임

•적갈색 점토질의 전형적인 고토양층의 특색

•남방한계선과 인접한 민간인 출입금지구역 내의 230m 독립고지 정상부에 위치

•농지정리 중 생긴 단면에서 토양쐐기층 관찰

4 - 횡산리적석총

(사진 출처 : 문화재청 보도자료)

•2009. 07.~2010. 04. 국방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국방문화재연구원, 2012, 『연천 횡산리적석총』)
•규모 : 남북방향 약 58m(기저)~48m(상면), 동서

•유물 : 격지, 긁개, 몸돌, 주먹도끼, 흑요석제 석기 등

방향 28m(기저)~12m(상면), 높이 3.5~5.8m
•조사내용

•고구려에 의해 초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수습된 유물이 없어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음

- 후대의 인위적･자연적 파괴와 훼손으로 적석부와

•고려 태조 왕건이 강서리의 군영장에 머무르며 이곳에 군사들을 주둔시키고 사방을 관측하기

매장주체부 양상 확인 불가

위한 목적으로 축조했다는 전설이 전해짐

- 상부에서 신석기시대 야외노지, 조선 ~근대 추정
소성시설 확인

규모 및
축조방법

•잔존 높이 약 5m, 상단 직경 10m, 둘레 약 50~70m

- 유물은 대부분 구릉 가장자리와 사면부 및 하단부

•교통호 개설로 서북쪽 기단부가 드러나면서 변성암재 자연석을 이용하여 불규칙하게 흙과

- 타날문토기편, 철모, 철겸, 관옥, 조선후기 도･자기,

에서 출토

다져 혼축한 성벽 확인

기와편 등

- 적석총 주변에서는 신석기시대로 추정되는 옥제품,

내용

•북쪽의 고왕산, 마량산, 고잔상리 일대가 조망되는 곳

석착, 석봉 등 지표수습
횡산리적석총 전경과 출토유물

•동쪽의 강내리 여시울 뒤에도 또 다른 돈대가 있다고 전해지나 조사 불가능 지역
•북쪽의 고양대마을 동쪽으로 고장리산성(테뫼식 축조) 위치

횡산리 유물산포지 수습 석기

•돈대 아래의 ‘군영리’라는 지명은 「관허상국은거당국기(觀許相國恩居堂國記)」에 “고려 태조

횡산리 일대 유물산포지

(사진 출처 : 문화재청 공간정보서비스)

(출처 : 연천 군남 홍수조절지 수몰예정지구 문화재 보완 지표조사보고서)

왕건이 한때 군사를 주둔 시켰던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군영(軍營)이라 부른다”는 유래 전함

연천 강서리 돈대 횡산리 일대

2 - 횡산리사지

(사진 출처 : 문화재청 공간정보서비스)

연천 자작리 일대 유적

•횡산리 방뫼마을 북쪽 골짜기에 위치

(사진 출처 : 문화재청 공간정보서비스)

•예절에 절이 있었다하여 ‘절골’로 알려진 지역

(자료 출처 : 연천문화원, 1995, 『향토사료집』)

•다량의 기와편과 자기, 옹기편 등 확인

홍세공 묘

•현무암 재질의 초석으로 추정되는 석재 노출
횡산리사지 전경

•이 일대에서 구석기(톱니날 찍개)도 수습

3 - 팔효문

•홍세공(洪世恭, 1541~1598) : 조선중기 문신
(사진 출처 : 향토사자료집)

•조선시대 충효비
•향토유적 제5호(1989. 9. 22. 지정)
강서리보루 전경 및 석축

팔효문 전경

(사진 출처 : 문화재청 공간정보서비스)

•연천군 장남면 자작리 산 76임
•구릉의 해발 60m, 남향
•남방한계선에서 신도비와 묘역 관측됨

•남양 홍씨 1효부와 7효자의 행적 기리기 위해 숙종조에 건립했다고 전함

•봉분은 방형에 호석 둘렀고 왼쪽에 묘비 배치

•한국전쟁 중 소실, 1988년 복원

•석물로는 상석, 향로석, 문인석 확인

홍세공 묘 일대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