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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산촌 동포들과 급박한 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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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평전투는 말 그대로 완전작전이었다. 아군 피해는 부상 3명. 적 피해는 사상자 200~300명. 이날을 위해 왕청 십리평
에서 모질다 할 만큼 강훈련을 시켰다. 그 역량이 여실히 드러났다. 명령체계는 톱니바퀴처럼 완벽했고 명령 수행 능력은 그
어떤 군대보다 탁월했다. 김좌진은 부하를 믿었고 부하들은 김좌진의 명령 수행이 곧 승리를 보증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갑산촌의 모습. 이 경사진 밭에서 거둔 기장으로 북로군정서 독립군들은 허기를 달랠 수 있었다.

승리의 기쁨도 있었지만 다음 집결지인 갑
산촌은 멀었다. 백운평에서 갑산촌까지 지도
상 직선 거리는 20㎞ 정도다. 그러나 산을 넘
고 계곡을 지나 갑산촌에 이르는 길은 정찰과
휴식을 하고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개활지를 우
회하다 보니 60㎞에 달했다. 거기에다 그악
스러운일본군이도처에전개중이었다. 마천
령을 넘어 봉밀하를 끼고 도는 이동로는 쉽사
리 갑산촌에 도착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았
다. 무엇보다 추위 굶주림과 싸우는 게 힘들
었다. 백운평전투도사실허기를참으며이룬
승리다. 김훈은 그때를 이렇게 적었다.
아군은 싸리밭촌에서 한때의 식량을 준
비하여 청산리 산림 속으로 20리를 몰래 행
군하여 산림 중에 하룻밤을 노숙하고 다음
날(즉 20일)에 이르러서는 휴대하였던 식
량이 다하였으므로 그날은 굶게 되었소. 그
날 밤에 군사 50명으로 하여금 싸리밭촌으
로부터 1리 반쯤 떨어진 임연소 촌락에 파
견하여 양식을 운반하여다가 각 부대에 분
배하니 병사마다 감자 세 알에다 좁쌀 한 사
발씩이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먹지 말고
아껴 먹으라고 하였으나 여러 끼를 굶은 때
문에 한꺼번에 다 먹고 말았소.
키가 6척이 넘는 서른두 살의 김좌진인들
허기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동로도 만
만찮았다. 이범석의 말이다.
추위와 주림과 피곤이 온몸을 휘감았다.
한나절의 격투를 치르고도 우리는 한 방울
의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산바람이 길을 막
는 비탈길을 더듬어 자산춘으로 향했다.
(중략) 만주의 깊은 가을바람은 예리한 칼
로 오려 내듯이 홑옷으로 가린 우리 살을 에
었다. 밀림 속에는 길이 없다. 그저 우리가
밟고 가는 곳이 길이다. 쓰러진 수목과 허물
어진 바위의 돌가루가 도처에 쌓여 있고 산
비탈은 갈수록 험해질 뿐이었다. 밀림을 지
날 때면 우거진 나뭇가지가 길을 막아 도끼
로 이를 찍어 내야만 길을 열 수 있었다. 우

후위대의 늦은 갑산촌 도착에
김좌진 이범석 감격의 눈시울
동포들 기꺼이 차조 곳간 열어
장정600여명 허기채우고 휴식
일본군 천수동 숙영 첩보 확인
참모들 쉴 틈 없이 전투태세로

리들의 전신은 쉴 새 없는 산과 밀림과의 싸
움이었고 한없는 굶주림, 추위, 피곤과의 싸
움이었다.
갑산촌에 먼저 도착한 김좌진은 애가 끓
었다. 이범석이 인솔하는 후위대가 새벽 두
시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았다. 갑산촌 동포
들에게 부탁하여 지어 놓은 기장밥에 먼저
도착한 1제대원 그 어느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초조한 시간이
한참 지난 뒤 밤 2시30분경 경계병이 먼저
뛰어오며 소리쳤다. 후위가 도착했다! 앉
지도 못했던 김좌진이 봉밀하 방향으로 뛰
어갔다. 이범석이 전위와 함께 들어서는 모
습이 보였다. 목이 메었다. 이범석은 30분
동안이나 김좌진이 자신의 목을 껴안고 감
격했다고 회상했다. 김 장군의 눈시울에
어른거리는 빛으로 무언가 이야기할 뿐 아

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
요했을까? 이범석 김훈 등 후위 2제대를,
믿을 수 있는 연성대 병력으로 편성했다고
는 하나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기다림은 온갖
상념을 떠올리게 하고도 남았다. 2제대는
부상병 3명까지 담가(擔架, 들것) 에 싣고
갑산촌에 무사히 합류했다.
갑산촌(甲山村) 은 함경도 갑산인들이
모여 만든 마을이다. 오지의 대명사로 불리
는 삼수갑산(三水甲山) 의 갑산 이 바로
갑산촌 동포들의 고향이다. 개마고원 동쪽
에 자리해 백두산을 머리에 이고 사는 지역
이다. 농토를 찾아 흘러들어 왔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트인 평지는 없었다. 수전을 풀 곳
을 찾아 유랑하느니 오히려 부족하나 고향
의 농토를 닮은 경사진 밭 터가 편했다. 우
선 터 잡고 앉기에도 그랬다. 그곳엔 지금도
논이 없다. 처녀가 쌀 한 됫박 못 먹고 시집
가기는 고향 함경도에서나 매일반이었다.
그래도 억척스레 경사지를 개간해 감자를
심고 조와 기장 씨를 뿌렸다. 궁벽하기는 했
지만 열심히 살아온 덕에 쌀밥은 아니어도
자식들 배 굶기는 일은 없었다. 소문을 듣고
꾸역꾸역 모여든 고향 사람들이 동네를 이
루고 근동에서는 규모가 제일 큰 동네로 변
했다. 겨울이면 사냥이 주업이었고 봄철부
터 아낙들은 산채 거두길 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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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좌진은 갑산촌 동포들에게 밥을 부탁했
다. 갑산촌 동포들은 기꺼이 차조 곳간을 열
었다. 장정 600여 명의 허기를 채우려면 엄
청난 양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한 돼지까지 몇 마리 잡았다. 몇 점 돌아가
진 않았지만 구수한 저육 국물에 김이 오르
는 차조밥은 흥부네 자식 입으로 밥 집어 넣
듯 꿀맛이었다. 갑산촌 동포들은 한술 더 떠
서 마을 집집마다 고방에 불을 지피고 대원
들을 맞았다. 하루 종일 극심한 피로와 굶
주림에 시달리다 갑자기 방안의 온기를 접
하고, 또 거기서 뜨끈뜨끈한 차조밥을 마구
삼키고 나니 대부분의 동지들은 땅바닥이나
온돌 위에 아무렇게나 쓰러지고 말았다.
이범석의 회고다.
그러나꿀처럼달콤한휴식은오래가지못
했다. 적의 동향이 첩보로 들어왔다. 그나마
병사들은한시간남짓이지만쪽잠으로휴식
을 했으나 김좌진과 참모들은 쉴 여유가 없
었다. 이웃 마을에 나갔다 돌아온 주민이 천
수평에 일본군이 있다는 것이었다. 김좌진
은 바로 정찰병을 보냈다. 첩보는 정확했다.
적 기병이 천수동에서 숙영하고 있는 것을
방문까지 열어 보고 확인한 결과였다. 그뿐
만 아니라 어랑촌에 보병 2개 대대, 기병 1
개 중대, 포병 1개 중대가 숙영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얻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막
단잠에 빠진 대원들을 깨울 수밖에 없었다.
전투근무지원이 차단된 독립군의 작전은
대부분이 그랬다. 추위와 허기, 그리고 피곤
과의 싸움이었다. 화룡 일대에서 치중선을
확보한다는 것은 2차 대전 당시 미군보다 더
막강한 전투근무지휘체계를 갖췄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본군과 중국군이 전
개된 상태에서의 작전은 현지 조달 외에는
배를 채울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고 지금 정
도의 인구가 사는 것도 아니었다. 돈이 있다
고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말
이다. 그런 전장이었다. ■ 편집=신연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