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군의 개입과‘새로운 전쟁’

중공군의 정체는 무엇이었는가?

중국은6·25전쟁에중공군을투입하면서그들을‘인민지원
군’
이라는이름으로불렀다. 그이유는명칭이뜻하는바와 같
이 한반도에파견된군대는중국 정부가미국 또는 유엔 회원국과전쟁을
위해 정식으로파견한군대가아니라인민들이스스로지원해조직된군
대라는것이다.

인민지원군(人民志願軍)의 실체
중국이‘인민지원군’
으로 불렀던 군대는 사실상 중국의 정규군, 즉
‘인민해방군’
의 일부였다. 한국에 투입된 중공군은 동북변방군이 주축
이었으며 참전경험이 많은 정규군인들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지
휘부도 마오쩌둥의 명령에 의해 총사령관에 펑더화이(彭德懷), 부사령
관에 덩화(鄧華)·홍쉬에쯔(洪學智)·한시엔추(韓先楚), 참모장에 셰방
(解方)이 임명되는 등 중공군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중국이 보내는‘지원군(支援軍)’
이라 하지
않고, 인민이 지원해 이루어진‘지원군(志願軍)’
이라고 한 것은 중국 인
민이 조선 인민을 돕는 민간 차원의 군대라고 겉모양을 포장하려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때의 참전이‘미국과 유엔에 대한 선전포고’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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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6·25전쟁사(제2권 북한군 남침부터 중공군 개입까지)

함흥 근처에서 포로가
된 중공군 병사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위장 술책이었던 것이다.
그 같은 명칭은 한동안 유엔군측을 혼란스럽게 했고, 중공군의 실체
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공군의 전략·전술
중공군은 국내에서 국부군(蔣介石 정부군)과 국·공내전을 수행하면
서 그들의 전력은 되도록 온전하게 보존하면서 국부군의 전력을 최대한
소모시키기 위해‘거보적(巨步的) 전진·후퇴’
를 반복하는‘운동전(運
動戰 : 기동전)’전략을 적용했다. 그러나 중공군 지휘부는 기동공간이

좁은 한반도에서는 그러한 전쟁 수행 방법이 적합하지 않음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분리와 소멸’
이라는 개념 하에‘진지전(지역방어)과 운동
전(기동전)’
을 배합한 작전을 수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중공군은 상황에
따라 역습·기습·매복으로 적의‘유생역량(병력)을 소멸하는 전술’
을
구사했다.
중공군은 그 같은 기본개념에 입각해 먼저 한국군의 방어지역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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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의 신문과 잡지. 그들은 의도적으로
‘지원군(志願軍)’
이라는 제호를 강조하고 있다.

및 포위·소멸한 후 미군의 측방을 노출시켜 그 퇴로를 차단·포위함으
로써 소멸시키는‘분리와 소멸’
이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작전을 수행하
려 했다.
그 같은 전술에 의해 중공군은 방어에 유리하고 유엔군이 공격하기
어려운 산악지형에 진지를 구축하고, 은밀하게 숨어 적이 통과하기를
기다렸다가 유엔군의 측방과 후방을 포위·공격했다.
또한 그들은 피리와 꽹과리를 불며 협소한 정면에 압도적인 병력을
투입해 밀집대형으로 전진하는 이른바‘인해전술(人海戰術)’
과 유엔군
의 집중화력과 공중공격을 피해 야간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화력의 열세
를 극복하고 최대의 전과를 거두려 했다. 그리고 그 같은 중공군의 전
략·전술은 초기 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생각해 봅시다!!
1. 중국이 정규군을 파병하면서도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
조직된 군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2. 6·25전쟁에 참전한 중공군이 활용한 전술은 어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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