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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를 시작하며 

‘중국 국공내전’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공내전이라 하면 중국 

현대사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벌인 내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전을 

국민당 쪽은 ‘동원감란’(動員戡亂: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 전시 동원체체를 갖추는 

것)이라 부르고 중국 공산당은 ‘해방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내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노동조합 활동 때문입니다. 역대 정권과 

회사, 그리고 어용세력에 시달리다 보니 약한 힘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질수록 내전 자체에 궁금증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겨자씨보다 작던 공산당이 어떻게 막강한 국민당을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하게 

되었는가? 일본의 침략과 소탕작전 속에서 공산당은 어떻게 생존하였으며 세력을 

키울 수 있었는가? 수백만 명씩 맞붙는 내전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던 공산당이 

끝내 역전승을 거둔 원인이 무엇인가? 중국의 농민들은 왜 공산당을 일방적으로 

응원하였는가? 학생운동과 지식인, 민주당파들은 왜 대부분 공산당을 지지하게 

되었는가? 중요한 명분들을 공산당이 모두 가져갈 수 있던 원인이 무엇인가? 

내전이 현대 중국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지금의 중국 공산당은 일제에 대한 

항전이나 내전당시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물게 되었습니다. 

중국 혁명은 요행이나 상대방의 실책이 아니라 실력으로 차근차근 전세를 

역전시켰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내전을 다루는 것이므로 수많은 전투장면이 등장합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싸우며 죽어갑니다. 흥미 위주로 다룰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사실만 나열할 

수도 없습니다. 국공내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읽더라도 쉽게 이해가 가도록 

써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일 년 가까이 

자료를 수집하고 읽고 번역하였습니다. 대부분 중국 포털사이트의 유료, 무료 

자료들과 내전 관련 책들, 그리고 장제스와 마오쩌둥, 쭈더, 저우언라이, 

펑더화이등 주요 인물들의 전기나 저작들입니다. 

꽤 오랫동안 연재할 것 같습니다. 초한지나 삼국지보다 더 많은 사건과 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개입하여 싸움의 양상도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거대한 사건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서지만 

마오쩌둥의 말처럼 “그냥 쓰고 자꾸 고치면 된다.”는 정신으로 용기를 

내겠습니다. 기록된 사실에 충실하도록 쓰겠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여러 

에피소드들도 소개하여 지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재물이 현대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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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한지나 삼국지, 수호전을 

통해 중국을 이해하는 것처럼 현대 중국이나 중국인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곧바로 지적하여 주십시오. 전문가가 아니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연재물을 읽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초겨울 철도 노동자 이영민 드림 

* 이영민(필명, 철도노동자) : 철이 들고부터 철도 노동운동 활동가 및 철도노조 

주요 간부로 활동했다. 정년을 앞두고 있으며 여러 차례 중국 여행을 다녔다. 

여행을 위해 중국어를 공부하다 번역까지 하게 되었다. 도서출판 한내에서 

‘펑더화이 자서전’을 내었으며 도서출판 앨피에서 펑더화이 자서전을 수정하여 

‘나 펑더화이에 대하여 쓰다.’를 다시 출판하였다. ‘마오쩌둥과 한국전쟁’을 

번역하여 한내 웹진에 연재하기도 하였다. 

 

 
국공내전의 한 장면 

내전이 있기까지 

(2차) 국공내전은 1946년 6월 26일, 장제스(將介石)가 영도하는 국민당이 

공산당의 중원 해방구를 공격하며 시작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6.25가 그랬듯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1945년 8월부터 이미 양측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길게 



보면 국공 간 군사대결은 1927년 장제스가 1차 국공합작을 깨뜨리고 상하이에서 

공산당원들과 노조원들을 학살할 때부터이다. 

노동운동과 북벌을 통해 세력을 키워가던 공산당은 이 탄압으로 수많은 당원들과 

선진 노동자들을 잃게 되었다. 공산당은 자신들 표현으로 난창기의(南昌起義), 

추수기의, 광저우 기의, 핑장(平江)기의 등을 잇따라 일으키며 총을 들고 

대항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분노와 보잘 것 없는 무기, 중과부적의 병력으로 

상대를 이길 수는 없었다. 

기의마다 실패하고 유랑하다가 후난성 징강산 해방구, 장시성 루이진 해방구 

등을 건설하며 간신히 근거지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노동운동과 폭동을 중시하는 

당 지도부와 소련의 엉터리 지도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마련한 초가삼간마저 

내주고 야반도주를 하게 되었다. 이른바 2만 5천리 대장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 

공산당은 구이저우와 윈난, 쓰촨 등 변방을 떠돌며 발붙일 곳을 찾았다. 말이 

좋아 대장정이지 싸우다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도망치며 싸우는 고생 끝에 

각지에서 출발한 총 23만명의 병력이 3만명으로 줄어드는 그야말로 천신만고의 

행군이었다. 하지만 이 고생길이 지도부와 당원들에게 잡초처럼 억세고 

고무줄보다 끈질긴 투지를 갖게 만들었다. 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없으면 

발붙일 곳이 없기에 철저한 대중노선을 걷게 되었다. 

공산당이 산시성 옌안에서 자리를 잡고 한 숨 돌리려 할 때 장제스는 먼저 

내정을 안정시키고 외적과 싸우기로 하였다. 공산당의 뿌리를 캐고자 한 것이다. 

장제스는 서북군의 장쉐량(張學良), 동북군 양후청(楊虎城) 등에게 공산당 소탕을 

명령하였다. 마오쩌둥이 “천하의 일을 사람이 어찌 알겠는가?” 하고 말했듯 (원래 

항우의 삼촌 항백이 한 말이라고 한다.) 일이 엉뚱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때마침 2차 대전이 일어나자 코민테른은 각국 공산당들에게 통일전선 방침으로 

소련을 보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산당은 장쉐량과 양후청 등에게 

‘내전중지, 공동항일’을 호소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외적과 

싸워야지 어찌 중국인이 중국인을 공격할 수 있는가?”하는 호소는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장쉐량이 시안 화청지에 장제스를 감금하는 

‘서안사변’을 일으켜 공산당은 천우신조로 소탕을 면할 수 있었다. 곡절 끝에 

2차 국공합작이 진행되어 홍군은 국민혁명군 팔로군과 신사군으로 재편되어 

공동으로 항일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2차 대전이 끝나기까지 공산당은 심혈을 기울여 근거지 확대와 병력보충 등 

세력을 키워 나갔다. 기록에 따르면 마오쩌둥은 당 간부들에게 “7할은 우리의 

발전을 위해 쓰고, 2할은 국민당에 대응하며, 1할은 일본군에 대항하는데 써여 

한다.”고 말했다 한다. 지금도 중국의 CCTV나 각 성의 지역방송을 보면 날마다 

게릴라들이 일본군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우고 희생당한 쪽은 장제스의 중국군이다. 중국군은 

320만명이 사상당하는 희생을 치렀으며 전쟁기간의 공출로 인한 인민들의 반발, 



인플레로 인한 민심이반 등을 안게 되었다. 보다 결정적으로는 그러고도 “항일에 

적극적인 것은 공산당”이며 장제스는 자꾸 일본과 타협하려 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게 되었다. 팔로군은 펑더화이가 지휘한 ‘백단대전’을 제외하면 

일본군과 이렇다 할 전투를 치르지 않았다. TV드라마에서 보듯이 소규모의 

유격대 전투는 있었겠지만 그야말로 해방구를 건설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을 것이다. 

그 결과 공산당은 총병력 3만여명에 불과했던 것이 1945년 8월에 이르면 

정규군 100만명과 200만명의 민병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군 점령지인 

산시, 허베이, 산둥, 안후이, 후베이, 장쑤성등 18곳에 해방구를 건설하여 장차 

벌어질 내전에서 근거지를 선점하게 되었다. 

 
왼쪽이 마오쩌둥 오른쪽이 장제스 

마오쩌둥(毛澤東) 

마오쩌둥은 후난성 상탄현(湘潭縣 : 현은 우리의 군과 대비된다.) 

샤오산(韶山)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마오순셩(毛順生)이고 어머니는 

원치메이(文七妹)이다. 어머니는 남송 때 충신 문천상(文天祥)의 후손이다. 집안의 

자매 중 일곱째여서 칠매라고 이름을 지었다. 아버지는 15무(畝 1무는 

200평이다.)의 땅을 가진 중농이었다. 해마다 87석의 쌀을 수확해서 자꾸 땅을 

늘릴 수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마오가 어릴 때 걸핏하면 두들겨 팼다고 한다. 

어린 마오가 곡식을 말리다 소나기가 와서 비를 맞게 하면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마오는 집 앞에 있는 방죽으로 뛰어 들곤 하였다. 

아버지는 헤엄을 칠 줄 몰랐다. 우물 앞으로 달려가 뛰어들어 죽겠다고 위협한 

일도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 때리지 않겠다.“고 



타협했다 한다. 마오쩌둥은 인정이 많고 현명한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하였다. 하지만 아버지와는 끊임없이 마찰을 빚었으며 별로 

존경심을 갖지 않았다. 

마오쩌둥은 서당에 다니며 한문을 공부했다. 고전은 좋아하지 않고 ‘악비전’ 

‘수호전, ’수당연의‘ ’삼국지‘ ’서유기‘등 전기소설과 반란에 관한 책을 즐겨 읽었다. 

마오쩌둥은 어릴 때 기근으로 굶주린 양민들이 현장(縣長)에게 항의했다가 잡혀 

죽는 것을 목격했다. 마오는 그런 현실에 대하여 강한 분노를 느꼈다고 술회했다. 

마오쩌둥은 창사 사범학교에서 은사 양창지(梁昌濟) 교수를 만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딸 양카이후이(梁開慧)와 결혼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양카이후이는 나중에 국민당군에 의해 살해당했다. 마오쩌둥은 베이징 

대학에서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사회주의 활동을 시작했다. 공산당 창당대회에 

후난성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1927년에는 ’추수기의‘를 주도했다가 징강산으로 

피신하여 혁명근거지를 건설하였다. 1928년 4월 난창기의(南昌起義)에서 실패한 

뒤 피신해온 쭈더(朱德), 천이(陳毅)등과 만나 농민을 중심으로 한 무장투쟁을 

시작하였다. 즉 중국 공농 홍군을 창설했으며 곧 중화소비에트 공화국 임시정부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그때부터 마오쩌둥의 개인사는 중국 공산당의 당사와 궤를 같이하게 된다. 

천두슈(陳獨秀)의 기회주의, 치추바이(瞿秋白), 리리싼(李立三)의 모험주의는 모두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중국 공산당은 소련의 직접적 영향 아래 있었다. 

마오쩌둥은 소비에트 수도인 장시성 루이진(瑞金)에서 장제스의 네 차례에 걸친 

포위토벌을 물리쳤으나 28인의 볼세비키에 의해 지도력을 박탈당하고 

유명무실하게 된다. 상하이에서 목숨을 구해 도망쳐 왔지만 소련을 등에 업고 

보따리까지 빼앗은 것이다. 

공산당은 결국 5차 포위토벌에서 국민당군에 밀려 장정을 떠나게 되고 홍군은 

장정 도중에 대부분의 병력을 잃게 되었다. 장정 도중 구이저우성 

쭌이(遵義)회의에서 왕밍(王明)과 리더(李德)의 잘못된 영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군사지도권을 되찾았다. 이때 마오쩌둥은 펑더화이, 천이등 군 지도부와 왕자샹, 

저우언라이등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마오쩌둥은 옌안에 도착한 뒤 정풍운동등을 

통해 지도력을 확고히 하였다. 이때부터 중국 공산당은 사실상 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판단과 노선에 따라 중국 혁명을 이끌어가게 되었다.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의 노선과 방향, 군사방침 등 모든 분야에서 직접 저술하며 

중국혁명의 등대가 되었다. 

마오쩌둥은 성격이 활달하고 호방했으며 임기응변에 능하였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도 무조건 따르는 법이 없었다. 마오는 

대범하였으며 포용력이 있었다. 적이나 경쟁자라고 할지라도 의기투합하거나 

설득하여 자기편으로 만들기를 잘하였다. 마오는 또 뛰어난 시인이어서 평생 

수많은 시를 지었다. 철학에도 관심이 많아 밤새도록 철학책을 읽는 일이 

흔했다고 한다. 마오는 정확한 현실분석과 피아간 역량을 타산하는데 특히 



뛰어났다. 그의 수많은 저작과 논문들은 중국혁명에서 지침이 되었으며 중요한 

전투에는 빠짐없이 개입하여 직접 지도하였다. 마오의 

이런 성격과 자질은 중국혁명 과정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국공내전을 시작하던 해 마오쩌둥의 나이는 52세였다. 

장제스 (將介石) 

장제스의 본명은 중정(中正)이며 제스(介石)는 자(字: 관례 뒤 이름 대신 부르는 

별명)이다. 장제스는 1887년 저장성(浙江省) 펑화(奉化) 시커우진(溪口鎭: 진은 

한국의 면과 대비된다.)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가게를 열고 소금을 

팔았다. 아버지가 일찍 병으로 돌아가자 어머니 손에서 컸다. 장제스는 어릴 때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다. 고향 인근에서 중학까지 마친 그는 19세이던 일본에 

가서 천치메이(陳其梅) 등과 사귀며 반청사상을 갖게 되었다. 그해 귀국한 

장제스는 1907년 바오딩(保定) 군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다음 해에 다시 일본에 

가 도쿄 진무振武학교에 입학하였다. 도쿄 진무학교는 일본 육군 참모본부가 

중국 유학생을 위해 개설한 군사학교이다. 이때 장제스는 쑨원(孫文)이 설립한 

동맹회에 가입했으며 중국의 민주혁명에 투신하여 손중산의 신임을 받았다.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장제스는 상하이로 귀국하였다. 그는 천치메이의 

지목을 받고 선봉대 100여명을 인솔하여 항저우(杭州)로 가 저장성 광복에 

앞장섰다. 천치메이로부터 상하이 5연대장을 물려받은 장제스는 천치메이, 

황푸(黃郛)와 의형제를 맺었다. 1912년에 그는 천치메이의 지시에 따라 자객을 

고용, 광복회 영수인 타오청장(陶成章)을 암살하였다. 

일본으로 피신한 장제스는 1913년 2차 혁명이 일어나자 귀국하여 청나라의 병기 

제조공장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천치메이가 암살된 뒤 장제스는 

쑨원으로부터 중화혁명군 동북군 참모장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죽은 뒤 중화혁명군이 해산되었고 장제스는 상하이의 

비밀조직 청방 두목들을 사귀게 되었다. 1917년 손중산이 중화민국 

군정부(中华民国军政府)를 세우자 장제스는 광둥군 작전과장을 거쳐 광둥군 

2지대 사령에 취임했으나 장교들로부터 배척당했다. 그는 상하이에 거주하며 

거래소에서 투기를 하기도 하였다. 1922년 광둥군 총사령 천종밍陈炯明이 반란을 

일으키자 쑨원은 군함인 융펑함(永豊艦)으로 피신하였다. 그때 장제스는 

광저우에서 이 배에 올라 40일 동안 쑨원 곁에서 보호하여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다. 장제스는 그 일을 기록한 책 ‘쑨 대총통이 다행히 난을 피한 

기록’을 펴내기도 하였다. 쑨원으로부터 대원수부 참모장으로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하던 장제스는 소련에 대표단으로 파견되어 정치와 군사를 시찰하기도 

하였다. 

1924년 국민당이 황푸 군관학교를 개설하자 장제스는 교장으로 취임했으며 

광둥군 총사령부 참모장을 겸임하였다. 이때부터 양성한 장교들이 그의 

핵심세력이 되었으며 평생의 정치, 군사적 자산이 되었다. 



장제스는 황푸 군관학교 졸업생과 생도들을 주력으로 군벌들과 싸우며 

승승장구하여 쑨원 사후 국민혁명군 총사령에 올라 군권을 장악했다. 그는 

펑위샹(馮玉祥), 리쭝런(李宗仁), 옌시산(閻錫山) 등 군벌들과 싸우기도 하고 

정치력으로 타협하기도 하면서 점점 국민당안에서 권력을 장악해 갔다. 1927년 

상하이 4.12사변을 일으켜 공산당과 동조세력을 일소한 장제스는 그에 반대한 

왕징웨이(王精衛)등의 우한정부에 맞서 난징에 또다른 국민정부를 설립했다. 그는 

결국 펑위샹, 리쫑런, 왕징웨이가 연합한 우한 정부에 밀려 1927년 난징정부 

주석직을 사임했으나 이해 본처와 이혼하고 쑹씨집안의 셋째딸인 

쑹메이링(宋美鈴)과 결혼하여 상하이 자본가들과 혼맥을 형성했다. 이 결혼으로 

장제스는 자신의 집안과 쿵상시, 쑹즈원,천궈푸 형제 등으로 이른바 4대 가문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정치경제 독과점 체제는 장제스의 기반이 되었지만 그를 

비난하는데 좋은 재료가 되기도 했다. 

장제스는 자신들과 싸웠던 리쫑뤈, 펑위샹, 옌시산 등과 연합하여 베이핑에서 

북양군벌 통치를 이어가던 장쭤린(張作霖)에게 승리하여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그는 군사적 기반과 상하이 자본가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정부 정치위원회 

주석과 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하고 육해공군 총사령까지 겸임하여 비로소 

1인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이때부터 그는 공산당에 대한 다섯 차례 포위토벌을 진행하하였다. 4차까지는 

“근거지 깊숙이 끌어들여 운동전으로 맞서는” 홍군에 잇따라 패배하였으나 5차 

토벌에서 마침내 장시성 루이진을 비롯한 각 근거지에서 모두 쫓아내었다. 

옌안에 자리잡은 마오쩌둥과 공산당에 최후 공격을 준비하던 그는 뜻밖에도 

장쉐량, 양후청 등에 의해 서안사변을 만났다. “죽일 테면 빨리 죽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그는 부인 쑹메이링과 처남 쑹즈원(宋子文)이 비행기로 시안에 

날아오고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주선으로 2차 국공합작을 이루게 되었다. 즉 

항일을 위해 홍군을 팔로군으로 재편, 함께 싸우도록 한 것이다. 

1937년 7월 7일 노구교 사건을 시작으로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장제스의 

중국군은 일본군에 일방적으로 밀렸다. 윈난과 구이저우, 쓰촨으로 밀려난 

국민정부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승전을 맞이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국공내전을 시작하던 1946년 그의 나이는 이미 58세가 되었다. 

장제스는 평생 일기를 썼다. 의지가 굳고 강인하여 한번 마음먹은 일이면 반드시 

해내는 성격이었다. 수많은 군벌들과 싸워 권력을 쟁취했으며 죽을 때까지 

그것을 유지했다. 쑹메이링과 결혼하기 위해 본처와 이혼했으며 기독교로 

개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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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회의 글 [국공내전-1] 장제스와 마오쩌둥 

얄타회담과 소련의 개입 

1944년 말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패배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제 연합국에게 

남은 적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독일과 달리 전쟁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 ‘1억 총폭탄’을 부르짖으며 미국과 최후의 일전을 각오하고 있었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필리핀을 수복한 맥아더는 만주에 

주둔중인 일본군을 섬멸시키기 위해 소련군 60개 사단이 필요하다고 예상하였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연합군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소련을 중국 전구에 

참여시키기로 결심했다. 

 
1945년 2월 얄타에서 회담을 하고 있는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앞줄 왼쪽부터) 

1945년 봄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영국 수상 처칠이 소련의 크림반도 남쪽 

얄타에 도착했다. 그들은 스탈린과 함께 중국 전구에 소련의 대일전 참여 문제를 

의논했다. 소련은 참전하는 대신에 여러 현실적인 특권을 요구했다. “1904년 

일본에게 침탈 당하기 전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회복하고 

만주에서의 특권을 소련에게 반환하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쿠릴열도와 남부 사할린의 반환, 부동항인 뤼순항과 다롄항에 

소련군을 주둔시킬 것, 중동철도와 남만주철도 획득 및 외몽골을 중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이었다. 스탈린은 “그런 조건도 없으면 소련 인민들에게 

대일 전쟁 참전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영토 주권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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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이었지만 장제스는 어떤 내용도 알지 못했으며 당연히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다. 

루즈벨트가 장제스를 설득하기로 하였는데 그는 스탈린에게 “소련이 만주에서의 

중국 주권을 존중하고, 장제스가 중국의 유일한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중국과 관련 조약을 체결할 것, 독일 패전 이후 3개월 내로 

참전할 것”을 요구했는데 스탈린은 흔쾌히 동의했다. 

그날 장제스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일이 이렇게 되었지만 우리 민족은 크고 

자원이 많다. 오늘 우리의 손으로 수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손들이 영토, 행정 

주권을 반드시 회복할 것으로 믿는다.” 그는 간접적으로 얄타회담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벌어질지 모르는 내전에서 소련의 개입을 

막은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그는 처남인 쑹즈원을 모스크바로 보내어 

스탈린과 협정을 체결했다. 

스탈린은 얄타회담의 결과를 확인하는 대신 “중국과 일본 침략에 반대하는 30년 

우호동맹 조약을 맺고, 장제스를 중국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의 적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소련군은 일본군이 투항한 뒤 2-3주 내에 철수를 시작하여 2-3개월 

내에 철수를 완료하겠다.”고 보증했다. 회담은 시일을 끌었지만 8월 14일 마침내 

조약이 체결되었다. 

8월 6일과 8월 7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스탈린은 그것을 회담의 지렛대로 사용했다. 쑹즈원에게 “동맹조약이 신속히 

체결되지 않으면 장차 만주가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 떨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소련은 얄타회담에서 논의된 조건을 약간 완화해주고 “장제스를 

수반으로 하는 중국 정부에 도의적, 물질적, 군사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결국 소련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문서 하나로 참전의 대가를 

톡톡히 챙긴 꼴이 되었다.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에게는 믿었던 사회주의 조국 소련에 뒤통수를 맞은 

꼴이었다. 중국 공산당이 코민테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를 때에는 온갖 

잘못된 지도와 간섭으로 골탕을 먹었다. 천두슈와 취추바이, 리리싼 같은 당 

지도자들은 기회주의와 모험주의라는 오명을 쓰고 지도부에서 탄핵을 당했다. 

일제와 장제스의 탄압 속에서 간신히 양성한 당원들과 지지하는 노동자, 농민, 

병사들은 무모한 봉기를 일으켰다가 헛되이 피를 흘렸다. 모두 소련과 

코민테른의 지도에 따른 것이었다. 왕밍과 28인의 볼세비키는 당권을 장악하자 

마오쩌둥 등이 어렵게 건설한 해방구를 접수하여 순식간에 날려 버렸다. 

코민테른이 파견한 리더는 중앙 소비에트 홍군의 대부분을 무모한 전략전술로 

소모시켜 버렸다. 옌안에서 마오쩌둥이 어렵게 지도력을 세우자 다시 왕밍을 

보내어 흔들기도 하였다. 

소련과 스탈린은 수만리 밖 모스크바에 앉아 감 내놔라, 배 내놔라 간섭만 

하였지 수류탄 한발, 총 한 자루 보태준 일이 없었다. 그런데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대신에 장제스가 중국의 유일한 지도자이며 물질적, 군사적 지도를 



한다니 중국 공산당원들의 심정이 “복잡한 정도”로 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소련은 1945년 8월 8일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날 소련군 

대병력이 파죽지세로 만주에 진격했다. 이틀 뒤에는 외몽골에서 증파되어온 

돌격부대가 합류하여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뒤에도 진격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그동안의 체험을 통해 중국의 문제는 자신들이 풀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1945년 봄에 이미 “연합정부를 논한다.”는 

정치보고를 통해 종전 이후의 앞날에 대비하였다. “중국은 각당 각파, 무당·무파의 

대표 인물들이 일치단결하여 민주적 임시 연합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전 중국의 

항일 역량들을 통일, 동원하여 유력한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일본 침략자들을 

패배시켜야 한다. 그런 뒤 국민 대표대회를 소집하여 연합 성격의 정식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해방 후 전국 인민들을 영도하여 중국이 독립되고 

자유로우며 민주적이고 통일된 부강한 새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의 글은 충칭에서 소책자로 3 만부를 발행하였다. 하지만 장제스 시종실(비서실) 

주임인 천부레이(陳布雷)는 이 글을 읽고 짧게 한마디 했다. “내전이다!” 그가 

보기에 마오쩌둥의 글은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당이 상대할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공산당과는 전쟁만이 남은 해결 수단이었다. 하지만 학생, 언론인과 

사회 각계 인사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미지수였다. 외국기자 한 사람이 이렇게 

논평하였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 만약 내전이 폭발한다면 공산당은 혼자 싸워야 

할 것이다.” 

마오쩌둥은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뒤 내전이 폭발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에 대항하기에 아직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다. 장제스와 

국민정부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미국의 물질적,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어떻게 하든 시간을 벌어야 했으며 내전에 반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했다. 그것을 내다본 마오쩌둥과 공산당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역할 

저우언라이는 원래 마오쩌둥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저우언라이는 

중국 공산당 초기부터 언제나 지도적 위치에 있었으며 쌓아온 경력도 후난성 

시골 출신인 마오와 비교할 수 없었다. 저우언라이는 1898년 장쑤성 

화이안(淮安)에서 태어났다. 그는 텐진의 난카이대학에서 공부할 때 학생운동의 

지도자가 되어 5.4운동을 이끌었다. 1920년에는 근공검학 유학생단의 일원으로 

프랑스에 갔다. 다음해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으며 사회주의 청년단 유럽지부 

서기를 맡았다. 그는 유럽에서 중국 국민당 지부 주비위원의 성원이었으며 

귀국해서는 황푸군관학교 정치부 주임과 국민혁명군 1군 정치부 주임을 맡았다.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광둥지역 위원장과 군사부장을 맡았다. 그의 나이 

26세때의 일이었다. 

1927년에는 당 중앙위원, 정치국 위원에 선출되어 지도부로 활약하였다. 그해 

8월 1일 허룽(賀龍), 예팅(葉廷), 쭈더(朱德), 류보청(劉伯承) 등과 함께 중국 



최초의 군사폭동인 난창기의를 일으켜 전적위원회 서기를 맡았다. 군부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이다. 1928년에는 다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 서기를 

맡았으며 1931년 장시성의 소비에트로 가서 중앙국 서기, 공농 홍군 총정치위원, 

중앙혁명군사위원회 주석을 맡았다. 마오쩌둥이 경험주의, 부농주의, 

우경기회주의자로 몰려 후보 중앙위원에서 배제당하고 명목상의 소비에트 주석을 

맡고 있을 때였다. 

구이저우성 쭌이에서 왕밍과 리더를 탄핵할 때 저우언라이는 마오쩌둥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지도부의 일원으로 자신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리더와 왕밍을 

군사지휘부에서 함께 끌어내린 것이다. 그는 마오쩌둥의 주장을 뒷받침했으며 

지휘부에는 자신과 마오, 그리고 장원텐(張聞天)이 포진했다. 그는 실무에 두루 

밝았으며 누구에게나 호감을 갖게 하는 부드러움과 세련된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처리했으며 외교와 행정, 비밀공작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서안사변 때 그는 막후에서 

장쉐량, 국민당 쪽과 교섭을 도맡았으며 2차 국공합작이 성립된 후에는 충칭에 

파견되어 국민당과 합작에 따르는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하였다. 

1944년 7월, 미국은 옌안에 군사조사단을 파견했다. 충칭의 저우언라이가 미국 

대사관 관원 및 미국 쪽 인사들과 교류하며 설득한 것이 효과를 냈던 것이다. 

9월에는 루즈벨트가 헐리를 특사로 파견하여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중재를 

진행하게 하였다. 공산당과 저우언라이의 이런 노력은 미국을 중재자로 만들어 

내었다. 미국은 국민정부와 공산당이 합심하여 일본과 싸우게 되기를 원했다. 

그로부터 일년간 헐리의 중재 속에 국공 양당은 끝나지 않는 입씨름을 벌였다. 

국민당은 공산당이 쑨원의 삼민주의를 받아들이고 군대를 국민당에게 넘기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공산당을 해체하라는 주장이었다. 공산당은 장제스에게 

연합정부를 주장했다. 둘다 회담을 통한 협정의 체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장제스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척해야 하였고 마오쩌둥은 미국의 환심을 

사려고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1946년 본격적인 내전이 벌어질 때까지 

대화국면이 만들어져 중국 공산당은 최소한의 준비할 시간을 벌수 있게 되었다. 

중국 항전의 승리와 국공 군대의 진격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 중국에 있던 일본군은 

빠르게 와해되었다. 8년간의 전쟁을 치른 뒤 중국은 마침내 승전국가가 되었다. 

중국은 명목상 5대 승전국이 되었으며 국제연합(UN( 창설국이자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회 자리를 확보했다. 장제스의 위망은 크게 높아졌다. 

일본이 항복하던 날, 장제스는 충칭 중앙방송국에서 방송연설을 발표했다. “오늘 

우리의 승리는 정의로운 전쟁은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우리 중국은 

암흑과 절망의 시기 속에서 팔년간 분투했으며 마침내 오늘 우리의 신념이 

실현되었다. 우리는 항전 이래의 전국 선열들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며 함께 

싸웠던 세계의 친구들에 대하여도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숙제가 

남아 있었다. 일본 점령지역에 남아 곳곳에 해방구를 건설하고 있던 공산당과의 

투쟁이었다. 



 
1945년 8월 당시 공산당 해방구는 18곳, 병력은 정규군 100만명, 민병 200만명에 

이르렀다.(별표 중공중앙 소재지, 분홍색 공산당 항일근거지, 노란색 일본 점령지) 

중국 공산당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여 8월 8일 곧바로 회의를 소집하였다. 당과 

정부, 군대의 책임자를 모두 옌안의 양자령 강당 안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마오쩌둥은 “일본 침략자들과 최후의 일전을 벌여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공산당이 지도하는 무장세력이 광범위한 세력 확대를 해야 하며 소련의 대일본 

작전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8월 9일, 중국 18집단군 총사령인 쭈더는 휘하 부대에게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모든 도시와 교통의 중심지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일본군의 

항복을 받을 것이며 무기를 접수하라고 지시했다. 그에 따라 린비아오가 

지휘하는 10만명의 병력이 베이핑(北平: 베이징의 옛이름)에서 선양에 이르는 

철도를 따라 만주로 진격했다. 

8월 11일 마오쩌둥은 전문 한 통을 기초하여 각 전략지역으로 발송했다. “먼저 

적과 괴뢰(괴뢰라고 하면 일제가 세운 만주국이나 왕징웨이 등이 일제의 협력을 

받아 난징에 세운 괴뢰정권 등을 말한다.)가 우리에게 투항하도록 하라. 투항하지 

않는 자는 공격하라. 우리는 맹렬하게 해방구를 확대해야 한다. 크고 작은 도시를 

점령하고 교통로도 점령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당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다. 우리 당은 병력이동을 준비해야 하며 내전에 대비해야 한다. 강남, 하남, 

호북, 산서, 하북 등은 적이 투항하는 속도가 매우 빠를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이런 적극적인 방침에 다라 일본군이 항복한 뒤 보름간 공산당 근거지는 116개 

현에서 175개 현으로 늘어났다. 

전쟁이 끝난 것에 모택동도 흥분하였지만 그는 냉정을 잃지 않았다. 점령지를 

확대하라고 명령한 뒤 한편으로는 “평화건설의 시기가 이미 닥쳐왔다. 중국 

공산당은 나라 안의 단결을 튼튼히 하고, 국내 평화를 보증해야 하며, 민주를 

실현하고 민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임무를 잘 알고 있다. 평화와 민주, 단결의 

기초 위에서 전국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대내외에 선언했다. 한편으로는 

세력 확장을 위해 점령지를 확대하면서 평화와 통일의 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장제스라고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국민정부군은 여러 전선과 서부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 일본군 점령지에 국민정부군 병력이 없어 여러모로 

불리하였다. 장제스는 마오쩌둥이 명령한 같은 날 세 개의 명령을 선포했다. 

전선에 있는 국민당 각 부대에게 “적의 점령지에 진주하고 무기와 재물을 접수 

관리하라. 공산당 무장세력이 방해할 때는 토벌하는 등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점령지구 괴뢰군대에게는 “주둔지에서 치안을 유지하며 새출발하여 

속죄할 기회로 삼고, 장위원장의 명령 없이 주둔지를 떠날 수 없다.”고 

명령하였다. 또 일본군과 괴뢰군에게 “비 국민정부 군대에게 항복하지 말고 

대응하라”고 명령했다. 팔로군(후에 18집단군으로 개칭되었으나 보통 팔로군으로 

부른다.) 총사령 쭈더와 부총사령 펑더화이에게도 명령했다. “주둔지에서 명령을 

기다리며 각 전구 사령장관의 명령에 따를 것, 적군의 무장해제 및 괴뢰군대 

처리 등은 명령에 따라 실시하고 독단적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마오쩌둥의 명령과 장제스의 명령은 서로 완전히 충돌하였다. 중국 공산당에게는 

합법성이 걸린 문제였으며 (공산당의 방침은) 장제스에게 국공합작에서 확인했던 

국민정부의 정통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다. 쭈더는 장제스의 행위가 

“일본 침략자와 매국노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중국주재 일본군 

총사령관 오카무라 레이지(岡村寧次)에게 중공 대표에게 항복하라고 직접 



명령했다. 하지만 장제스는 공산당이 일본군과 괴뢰군의 투항을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당돌하고 비합법적인 행위”라고 일축했다. 

8월 13일, 쭈더와 펑더화이는 장제스에게 회신했다. 비록 두 사람 명의이기는 

했지만 마오쩌둥이 기초한 것이 분명하였다. “지금 일본 침략군이 아직도 

투항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는가? 그리고 직계 

군대에게만 싸우고 투항을 접수하라고 하며 우리에게는 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당신의 방침대로 팔로군에 더 긴급하게 작전하라고 명령하였다. 

지금 일본 침략자들과 싸워 항복을 받는 게 우리 민족의 이익에 완전히 

부합되는데 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명령이 공평하지도 

않으며 한참 잘못된 것이므로 부득이 따르지 않을 것을 밝혀둔다.” 

마오쩌둥도 신화사 평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장제스가 원지에서 

주둔하며 명령을 기다리라고 한 것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다. 즉 자신의 

대군을 어메이산(峨眉山) 동쪽으로 급히 보내 괴뢰군과 협력하여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이다.” 아미산이 쓰촨성에 있으며 당시 벌어진 상황을 보면 

마오쩌둥의 말은 현실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었다. 

장제스는 미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미군은 즉각 와서 지원했는데 정부군을 

피점령지 각 지역으로 수송하도록 지시하고 3만명의 해병대를 주요 항구와 교통 

중심지에 상륙시켜 국민정부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게 하였다. 정부군 3개 군이 

베이핑, 텐진, 상하이, 난징으로 공중 수송되었으며 뒤따라 50만명의 부대가 전국 

각지로 수송되었다. 이로써 장제스는 불리한 국면을 단숨에 만회하였다. 일본군 

총사령관도 장제스와 국민정부에게만 복종하였다. 

국민 정부는 화중, 화동, 화남의 대부분 도시와 교통 중심지를 확보하였고 중공 

군대는 잠시 농촌 지역으로 후퇴했다. 하지만 공산당도 좌절하지 않고 기운을 

내어 화북에 있는 59개 도시와 광대한 향촌을 장악하였다. 

문제는 동북지역이었다. 소련군은 말리노프스키 사령관이 100만명의 대병력을 

이끌고 파죽지세로 만주에 밀고 들어온 다음 러허(熱河: 청더承德의 옛 지명)와 

차하르까지 진주했다. 비록 스탈린과 협정을 맺었지만 소련군은 중공 군대가 

만주로 진입하는 것을 도왔으며 일본 군대의 무기를 중공 군대에게 넘겨주었다. 

하지만 소련군은 중국 공산당이 만주를 접수하여 관리하게 하지는 않았다. 

처음에 소련은 장제스의 국민정부군이 만주에 진주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공산군(1946년 내전 폭발 뒤 인민해방군으로 이름을 바꿨다)이 만주 지역의 

농촌을 완전히 장악하게 한 다음 정부군의 진주를 허락했다. 그 결과 정부군은 

1946년 1월 6일이 되어서야 창춘(長春)에 진주했으며 그 3주 후에 펑텐(奉天: 

지금의 선양 沈陽)에 진주할 수 있었다. 소련 군대는 3개월 내에 철수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1946년 5월이 되어서야 완전히 철수했다. 만주의 공장과 광산을 

모두 약탈하여 20억 달러에 상당하는 시설들을 소련으로 보낸 다음이었다. 

필자소개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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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회의 글 “일본의 패망과 국공 양당의 대응-종전 후 주도권 갈등” 

국민당과 공산당이 각지 점령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시작했을 때 마오쩌둥은 

뜻밖의 전문을 한통 받게 되었다. 충칭의 장제스로부터 온 것이었다. 

모택동 선생 귀하 

왜구가 투항하여 영구적 세계평화 실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 혹은 

국내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선생에게 청하니 기한을 정해 

제 2수도(중경)에 왕림하셔서 국가대계에 관한 일을 함께 토론했으면 합니다. 

회신 전문을 간절히 바랍니다 

1945년 8월 14일 장중정 미한(未寒: 서간문에 쓰는 날짜) 

그것은 미국의 특사인 헐리가 주선한 것이었다. 헐리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 

중국에 파견되어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을 추진해 왔다. 나중에는 주중 

미국대사로 신분을 바꾸게 되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것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 후에는 만주가 소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든 

통일된 국가를 세우게 하려고 하였다. 

장제스는 해방구를 중심으로 점령지를 확대하는 공산당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만주지역에 진주한 소련이 과연 협정을 제대로 이행할지도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 공산당의 근거지 확대를 막고자 한 것이다. 

공산당으로서는 장제스의 제의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동안 헐리가 중재하며 

서로 주고받은 내용과 과정을 생각할 때 협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리가 

없었다. 장제스는 그동안 공산당 군대를 개편하며 전부 국민정부의 통할 아래 

두어야 한다고 고집해 왔다. 그것을 헐리는 “대문 안에 한 발을 들여놓은 것과 

같다.”고 설득했다. 합법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었다. 마오쩌둥이 

반문했다. “두 손을 묶인 채 대문을 넘으면 무슨 의미가 있소?” 마오쩌둥은 또 

“연합정부를 잃고, 민주원칙을 희생시키고 몇몇이 충칭에 가서 고관이 되라는 

말이오? 우리는 인민을 그렇게 싼 값에 팔아치울 수는 없소.” 하고 일축하였다. 

어쨌든 제의가 왔으니 답장을 보내야 했다. 8월 16일 마오쩌둥은 장제스에게 

회신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127700?author=89
http://www.redian.org/archive/127452


충징 장위원장 귀하 

8월 14일에 보내신 전문 잘 읽었습니다. 쭈더 총사령이 오늘 전문 한 통을 

당신에게 보내 우리측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기다린 뒤 

회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8월 16일 마오쩌둥 

쭈더가 보낸 전문에는 장제스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었다. “당신과 당신의 

정부는 일본 및 괴뢰의 투항을 접수할 때 우리와 우선 상의할 것을 요청한다. 

그래서 의견을 일치시켜야 한다. 당신의 정부는 해방구 및 함락지구, 그리고 전체 

항일 인민들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우리가 일본과 괴뢰군대의 

항복을 받고 무기를 접수하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우리가 항복을 받으면 되고 당신이 상대하는 적은 당신이 항복을 받으면 된다. 

그것이 전쟁의 통례이며 내전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한마디로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었다. 

8월 20일 장제스는 두 번째 전문을 보내왔다. “적에게 항복을 받는 문제는 

연합군 총사령부가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연합군 총사령부는 각 전구별로 

나누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군측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우리나라 군인의 

격이 어떻게 되겠는가?”하고 이치를 설명한 다음 “선생께서는 한번 오셔서 함께 

대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은혜를 주신다면 어찌 개인의 일이라 

하겠습니까? 빨리 회답을 주시고 동의하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하며 자못 

정중한 태도를 보였다. 충칭과 옌안 사이에 전문이 몇 번 더 오고간 뒤에 일이 

급진전되었다. 

홍문의 잔치 

‘훙문의 잔치’는 옛날 항우의 초나라와 유방의 한나라가 싸울 때의 일에서 

유래되었다. 센양(咸陽)을 먼저 점령한 유방이 약법 삼장을 발표하여 진나라 

백성의 민심을 얻자 항우는 크게 분노하였다. 항우는 단숨에 함곡관을 돌파한 뒤 

홍문(鴻門)에 진을 쳤다. 책사 범증의 계략에 따라 유방을 부른 뒤 적당한 구실을 

붙여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방의 겸손한 태도에 흔들린 항우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번쾌, 장량 등의 활약으로 유방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중국 공산당 인사라면 누구라도 장제스의 초청을 홍문의 잔치라고 

생각할 만 하였다. 

8월 23일 공산당은 옌안 자오위안에서 정치국 회의를 열어 일본 항복 후의 

전략문제를 의논하고 있었다. 그때 저우언라이가 전문 한 통을 들고 바삐 

들어왔다. “충칭에 무슨 소식이 있소?” 마오가 묻자 저우언라이는 “장제스가 세 

번째 전문을 보냈습니다. 꼭 와서 회담을 하자고 합니다.” 마오쩌둥이 성을 

내었다. “이미 그 사람들에게 언라이 당신이 간다고 통지하지 않았소?” “그들이 

주석을 거명하며 오라고 합니다.” 마오는 전보를 받아 읽더니 말했다. “장이 

나하고 우리 군을 떠보는 거요. 내가 그 홍문연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모두 묵묵부답 말이 없이 깊이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때 펑더화이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국민당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싸우면 

싸우는 거지.” 류샤오치는 “만약 가지 않으면 그들은 크게 여론을 만들 겁니다.” 

하였다. 린보취林伯渠가 큰소리로 대꾸했다. “장제스는 근본적으로 회담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홍문연을 벌여놓은 거에요. 주석, 절대로 가면 안돼요.” 류샤오치는 

“하지만….”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캉성(康生)은 “이런 상황에서 하지만이 다 무엇이오? 주석은 우리의 영수요. 절대 

모험을 하면 안 됩니다.”하고 강경하게 말했다. 마오가 “샤오치 동지, 계속 말해 

보시오.”하고 권하자 류샤오치는 마오쩌둥을 보며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다. “8년 

항전을 치러서 인민들은 모두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회담하는 것은 인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최대한 평화를 설득해야 

합니다. 나도 주석이 가는 것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우리가 방안을 잘 연구해 

봅시다.” 

저우언라이는 좌중의 사람들 눈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 “장제스는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안사변 때 우리는 그를 놓아주자고 강력히 

주장했지요. 장쉐량은 호의를 가지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팔구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를 가둬두고 있습니다. 그가 제의한 회담을 우리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석이 갈지, 안갈지는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항전에서 평화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심이지요. 우리는 주도권을 가지고 장제스에게 타협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대화하자고 하면서 싸운다면 우리는 손해를 보고 그는 인심을 

잃게 됩니다.” 마오가 뒤를 이었다. “도대체 언라이 당신이 간다는 거요? 아니면 

내가 가야 한다는 거요?” 저우언라이는 가만히 앉아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때 쭈더가 참지 못하고 이야기했다. “나는 주석이 가는데 동의하오.” 일순 

모두의 눈이 쭈더에게 쏠렸다. 쭈더는 “당신들 왜 나를 보는 거요? 내가 주석 

대신 장을 만나러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석이 간다면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바탕 크게 싸울 준비 말이오.” 사람들 모두 얼굴빛이 변해서 

좌중이 소연해졌다. 캉성이 자리에서 일어다니더 성을 내며 말했다. “총사령, 그건 

주석을 죽을 길로 밀어넣는거 아니오?” 린보취도 납득이 가지 않는 얼굴이었다. 

“ 총사령, 당신은…” 류샤오치는 “총사령의 말을 자세히 들어 봅시다.”고 권했다. 

쭈더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야 합니다. 반드시 가서 회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싸움에 입각해야 

합니다. 유방과 항우가 담판을 지을 때 초한 간에 무슨 경계가 있었습니까? 

마지막에 결국 싸움으로 결판을 내지 않았습니까? 유방과 항우는 물과 

기름이었잖소, 또 위오촉 삼국이 분립했지만 결국 싸움으로 통일이 되었소. 싸움 

없이 평화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소. 주석이 가면 여론은 우리 쪽에 설 

것이오. 장제스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싸우던 



싸우지 않던, 크게 싸우던 작게 싸우던 명분과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틀 전에 스탈린도 전문을 보내 주석이 충칭에 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소?” 

캉성이 물었다. “하지만 주석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쭈더는 “평화가 중국 

인민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가야 합니다. 장제스는 약간 양보할 텐데 

주석이 가는 게 유리합니다. 위험하지 않느냐구요?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군대가 있고 인민들이 있어요. 인민들은 이미 얻은 

승리의 과실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회담과 전장 상황을 

충분히 결합할 수 있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장제스도 감히 천하에 죄를 짓지는 

못할 것이오.” 

말이 여기에 이르자 마오쩌둥이 탁자를 쳤다. “좋소, 총사령이 이미 명령을 

하였으니 그렇게 결정하겠소. 나 마오쩌둥이 충칭의 잔치에 갈 테니 총사령은 

집에서 싸울 준비를 해주시오. 동지들, 여러분 모두 내가 가는 게 위험하다고 

걱정하지 않았소? 내가 아는 장제스는 이렇소. 여러분이 전방에서 잘 싸우면 

나는 안전할 것이오. 여러분이 잘 싸우지 못하면 나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소.” 

마오쩌둥은 이어서 이렇게 지적했다. “한동안 나라가 평화국면이 될 것이오. 

우리들이 지금 외쳐야 할 구호는 평화와 민주, 단결이오. 우리는 평화국면에서 

투쟁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굽은 길을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회의는 

마오쩌둥이 충칭에 가기로 한 뒤 류샤오치를 주석 대리로 결정했다. 또 

마오쩌둥을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선출하고 쭈더, 류샤오치, 저우언라이, 

펑더화이를 부주석으로 인선했다. 

만약을 위해 중공은 소련에 필요할 경우 충징 주재 소련 군사대표단이 피난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비행기가 격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헐리가 충칭에 

와서 동승할 것도 요구했다. 하지만 회담을 권하며 헐리가 안전을 보장한다고 

비행기에 동승하겠다고 했다는 말도 있다. 장제스는 이 일에 대하여 나중에 

일기에 썼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인가? 공산당원이 그렇게 겁이 많고 

뻔뻔스러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불과 사흘 전에 공산당 신문과 라디오가 

헐리를 반동적인 제국주의자라고 욕하지 않았던가. 그 제국주의자가 이제 마오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승자가 되다니.” 

하지만 이런 기록도 존재한다. 마오를 회견한 장제스가 비서인 천부레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마오쩌둥 저 사람 보통이 아니다. 담배는 그의 목숨과 

같은 것이다. 손에서 담배연기가 꺼질 줄 모르는데 우리가 피우지 않는 것을 

알고 회담 내내 한 개비도 피우지 않았다. 그런 결심과 태도를 가볍게 볼 수가 

없다.” 마오쩌둥의 충칭행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은 지엽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적지인 충칭으로 날아가 장제스와 회담을 벌였다는 

사실이며 그와 당이 그것을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마오쩌둥은 10년 전 장정을 마친 뒤 처음으로 작은 소도시 옌안을 

떠나게 되었다. 장제스는 공산당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이미 

마오의 두 아우와 첫 번째 부인이 국민당 군대에 의해 희생당하였다. 8월 25일 



중공 정치국은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 왕루어페이王若飛가 평화회담 대표로 

함께 충칭에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마오쩌둥은 쭈더에게 각 근거지의 

군사행동을 관리하여 자신의 충칭회담과 결부시킬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담을 대하는 장제스와 마오쩌둥의 속내는 다른 점과 같은 점이 있었다. 

장제스는 미국의 압력과 병력 배치에 필요한 시간을 원했다., 마오쩌둥은 명분을 

얻고 가능하면 잠시나마 공산당이 합법적 지위를 얻기를 원했다. 하지만 충칭은 

적지였다. 장제스가 자신을 억류하거나 죽이려면 구실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비장한 심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생각이 어떻든 중국 인민들은 이 회담으로 중국이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중국은 청나라 말기부터 100년 동안 대란의 시기를 거쳐 왔다. 

아편전쟁과 열강의 침탈, 태평천국의 건국과 투쟁, 염군과 회교도의 반란, 

청일전쟁, 군벌전쟁, 신해혁명과 북벌전쟁, 홍군 포위 소탕전과 중일전쟁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거기다 기아와 지배세력의 착취, 병력의 동원과 식량 

징발등으로 인민들은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었다. 

 
충칭회담에서의 장제스와 마오쩌둥 

쌍십협정, 충칭회담의 과정과 결말 



마오쩌둥은 8월 28일 국민정부 임시 수도인 충칭으로 갔다. 비행장에서 그의 첫 

인상은 “구겨진 푸른 옷을 입고 머리카락이 길며 약간 살이 붙어 얼굴선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표현되었다. 한마디로 대도시 충칭의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골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마오는 충칭 비행장에서 “장위원장 만세!”를 외쳤다 마오는 그 뒤로도 여러 

자리에서 장위원장 만세를 외쳤다고 한다. 그를 수행한 공산당 쪽 사람들이나 

기자들, 그리고 국민당 인사들에게는 깜짝 놀랄 행동이었다. 예로부터 중국에서 

만세를 외치는 것은 신하들이 황제 앞에서나 하는 일이었다. 그만큼 마오쩌둥은 

장제스 앞에 몸을 낮춰 환심을 사고자 했으며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자 했다. 그가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손자병법에서 

‘출기불의(出其不意)의 방법을 썼는지도 모른다. (출기출의 :공기무비 

출기불의(功其無備 出其不意)는 손자병법의 한 구절이다. “방비하지 않는 곳을 

공격하며 뜻하지 않게 나타난다.”는 뜻으로 한마디로 허를 찌르는 것을 말한다-

필자) 

 
회담을 위해 충칭 공항에 도착한 마오쩌둥의 모습 

마오쩌둥이 한껏 몸을 낮춘 탓인지 몰라도 회담이나 연회 분위기는 부드러웠다. 

회담에서 마오쩌둥은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으며 타협을 원한다는 이미지를 

확립했다. 그리고 충칭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이 결코 “모든 면에서 

강경하며 성질이 거칠고 조급한 혁명가가 아니라 우호적이고 친절한 사람”으로 

보이려 노력했다. 



장제스는 일기에 “나는 그를 성심성의껏 대접했다.”고 썼다. 그도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려 최대한 노력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그는 만족스럽지 못한 듯 

했다. 그는 나의 호의를 이용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데 어물쩍거리지 않았다.” 

하고 기록했다. 

두 사람이 최대한 양보하고 회담의 성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공 

양당 간의 간극은 너무 컸다. 장제스는 실질적인 정치 및 군사권력에 대하여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다음 해 봄에 국민대회를 열어 연합정부를 

구성하자고 말했지만 “국민당을 느슨한 연합체체에 양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홍군의 규모를 현저히 감축하고 정부 권위를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일 년간 미국의 중재 속에 벌어진 교섭에서 계속 견지해왔던 

주장이었다. 

마오쩌둥은 공산당 지도부가 북방의 다섯 성의 주석과 10개 성의 부주석, 베이징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갖기를 원했다. 그리고 홍군은 여전히 공산당 관할 하에 

두고 싶어했다. 장제스는 9월 4일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에게 국가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마오쩌둥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했다.”고 일기에 썼다. 또 “나는 

그에게 모든 곤란한 문제를 공정하고 관대한 정신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8개 사단을 편성하겠다고 했다.”고 썼다. 

다른 회담 후 장제스는 마오쩌둥과 헐리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하지만 

“저우언라이가 공산당의 요구를 48개 사단으로 올려 놓았다.”고 기록했다. 

장제스는 이렇게 불평했다. “이는 공비와 협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참으로 불공정하고도 불성실하다.” 하지만 그 말은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가 어려운 조건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공산당의 이익을 지키려 

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두 사람 간의 회담과 저우언라이 등이 참여한 실무회담이 

열렸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는 없었다. 두루뭉술하게 평화를 주장하고 

연합정부를 표현했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에서는 조금의 진전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장제스에게는 거대한 군사력과 미국의 원조와 지지가 있었다. 스탈린과는 우호 

동맹조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장제스는 8년간의 항전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그 

열매를 공산당과 나눌 생각이 전혀 없었다. 

마오쩌둥은 표면적으로는 화해의 자세를 보였지만 중국 공산당의 근본적인 

지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는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시간을 벌기를 

원했으며 충칭에서 자신과 공산당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회담 중 만찬장에서의 마오쩌둥과 장제스 

마침내 10 월 10 일 이른바 ‘쌍십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공 양당은 평화, 민주, 단결, 통일을 기초로 장기적으로 합작하며 내전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우며 부강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둘째, 국민당의 훈정을 조속히 끝내고 헌정을 실시하며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각 당파 대표와 무당파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여 

국가의 기본방침과 정책을 협의하며 평화로운 건국방안과 국민대회를 소집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토의한다. 

셋째, 모든 인민에게 일반 민주국가 인민들이 향유하는 민주와 자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특무기관을 철폐하며 정치범을 석방하고 자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보통선거제를 실시한다. 

양측의 이해가 걸린 국민대회 문제, 해방구 정권 문제, 군대의 개편문제는 쌍방이 

계속 협상하거나 정치협상회의로 넘겨 해결한다고 하여 미뤄 두었다. 협정 

내용에 사실상 접근을 이룬 뒤 10월 8일 국민당 군사위원회 건물에서 열린 



만찬회에서 마오쩌둥은 만찬을 주최한 국민당측 인사 장즈중(張治中)에게 이렇게 

말했다. “서방이 파시스트를 타도한 뒤 세계와 중국에 광명이 왔다. 중국에게는 

오늘날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평화다. 다른 것을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다.” 

10월 9일 로이터 통신 특파원 캠벨은 이렇게 썼다. “한 쪽은 다른 쪽을 믿지 

못하고 먼저 양보하지도 않았다. 양측은 다른 쪽에 의해 세워질 지방정권을 

막고자 했다. 양쪽 모두가 강역, 군대, 공민, 정치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민주, 통일, 자유, 군대의 국가화에 찬성했다.” 

 
회담 후 연안으로 출발하기 전의 마오(왼쪽에서 두 번째)와 헐리(세 번째)의 모습 

어쨌든 마오쩌둥은 충칭회담이 끝난 뒤 10월 12일 옌안으로 돌아왔다. 돌아와서 

그는 한참동안 앓았다. 며칠 내내 침대에 엎드려 몸을 떨었다. 차가운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놓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듯 했다. 아무리 

담대하고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홍문의 잔치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난 마오쩌둥은 충칭회담을 “한 장의 종이쪽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스탈린이 국민당과 잠정협정을 맺으라고 보낸 전문을 보고는 

“설마 우리에게 총을 내려놓고 국민당에게 투항하라는 뜻은 아니겠지.”하고 

대꾸했다. 그의 태도는 분명했다. “인민이 무장한 총과 총알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 

충칭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공 양당은 끊임없이 군대를 이동시켰다. 일부 

지역에서는 서로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다. 국민당과 미국의 명령을 받은 

일본군이 팔로군의 항복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아 싸우기도 하였다. 겉으로는 

평화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중국의 하늘에는 내전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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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회의 글 “마오쩌둥, 홍문으로 가다” 

팔로군 장자커우(張家口)와 화이인(淮陰)을 공격하다. 

충칭에서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공 양당은 정치, 군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였다. 팔로군(1)은 회담 전에 이미 

장자커우(張家口)를 공격하여 점령한 일이 있었다. 8월 9일 팔로군 총사령 

총사령 쭈더가 “투항하지 않는 일본군 및 괴뢰군을 공격하라.”고 한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장자커우는 차하르 성의 성도였다. 일본은 1939년에 이곳을 침략한 

다음 이른바 ‘몽골연합 자치정부’를 세웠다. 이곳은 북쪽으로 장성에 닿아 있으며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지형이 험준한 군사상 요지였다. 일본이 이곳에 

대병력을 배치한 것은 화북 침략과 북쪽의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옌안에 있던 진차지(晉察冀: 산시, 차하르, 허베이성을 총괄) 군구 사령원인 

네룽전聶榮臻은 11일 즉시 장자커우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장자커우에 

주둔하던 일본군 병력은 모두 2만명이었다. 이들이 투항을 완강히 거부하자 

팔로군은 소련·몽골 연합군과 협력하여 3일간 장자커우를 맹공하여 함락시켰다. 

이 전투에서 팔로군은 일본군과 자치정부 괴뢰군 2,000여명을 섬멸하고 소총 

1만 자루와 말, 노새 1만필을 노획하는 등 전과를 올렸다. 이 전투는 공산당이 

http://www.redian.org/archive/127975?author=89
http://www.redian.org/archive/127700


점령지 확보에서 국민당과 경쟁하는데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공산군은 동북 지역 진군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한편 공산당 신사군은 8월 15일부터 화이인과 화이안 등 두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화이인은 초한전쟁에서 한나라 명장인 한신의 고향이다. 장쑤성 남부에 

위치하여 있으며 지금은 화이안(淮安)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당시 부주석을 맡고 

있던 저우언라이가 바로 회이안 출생이었다. 창장강(長江) 삼각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조운과 소금 수송의 요충지였다. 

신사군은 팔로군과 함께 2차 국공합작에 따라 편성된 부대였다. 이 부대는 

창장강(長江) 남쪽에서 일본군에 맞서 유격전을 벌였다. 신사군의 세력이 커지자 

국민정부는 이들에게 황허강(黃河)강 북쪽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했으나 처음에 

듣지 않았다. 그러자 1941년 초 국민 정부군은 이른바 ‘환남사변’을 일으켜 

북으로 이동 중인 신사군 9,000여명을 포위 섬멸하고 사령인 예팅(葉庭)을 

포로로 잡았다. 부사령인 샹잉(項英)은 전사했다. 공산당은 곧바로 천이(陳毅)를 

사령으로 류샤오치를 정치위원으로 임명하여 신사군을 재건하였다. 이 부대의 

주력은 황커청(黃克誠)이 지휘하는 3사단과 리센넨(李先念)이 지휘하는 

5사단이었다. 

이 전투 역시 쭈더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왕징웨이가 세운 난징 자치정부(일본 

괴뢰정부) 군대가 항복 명령을 거부하자 지체 없이 공격에 나선 것이다. 전투는 

황커청이 지휘하는 3사단이 8월 15일, 화이인을 공격하며 시작되었다. 신사군은 

4일간 격렬한 전투를 치른 끝에 시 외곽의 일본 괴뢰정부 군대를 모두 소탕했다. 

화이인에는 전부터 튼튼한 성벽이 있었다. 괴뢰군은 이 성벽에 의지하여 

농성하며 저항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신사군 부대들은 성벽 아래까지 교통호를 

판 다음 기관총좌를 설치하는 등 성벽 위를 공격할 태세를 갖췄다. 다시 한번 

투항을 통첩했으나 거부하자 9월 6일 오후부터 총공격에 나섰다. 성벽이 

폭파되고 신사군이 성안으로 물밀 듯이 밀고 들어가 격렬한 시가전을 벌였다. 

1시간 반의 전투 끝에 수비군인 괴뢰군 28사단장을 사살하는 등 8,600여명을 

섬멸(2)하였다. 신사군은 창끝을 화이안으로 돌려 13일부터 맹공격을 펼쳤다. 

황커청은 성 아래에서 전투를 직접 지휘하여 22일 화이안성을 점령했다. 

화이인과 화이안 전투에서 신사군은 괴뢰군 1만 4천명을 섬멸했으며 장쑤성 

북부와 중부, 화이난(淮南: 화이수이淮水 북부지역을 가리킨다.)그리고 

화이베이(淮北) 해방구를 하나로 연결하여 근거지를 확대하였다. 

장자커우 전투와 화이인 전투는 모두 국공 양당 사이에 충칭 회담을 전후하여 

벌어진 싸움이었다. 쭈더가 마오쩌둥이 충칭에 가 있는 동안 한바탕 싸우겠다고 

한 것은 빈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두 전투는 뒤이어 벌어질 상당(上黨) 

전투의 서막에 지나지 않았다. 



 
옌시산의 초상 

산시의 효웅, 옌시산 

엔시산은 청나라 말 광서제가 통치하던 1883년 산시성(山西省) 

우타이현(五枱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장사를 겸하던 소지주 출신이었다. 

옌시산은 소년시절 자기 집에서 운영하던 환전소에서 장사를 배웠다. 조숙한 

그는 열일곱이 되던 해 금융투기를 했다가 크게 실패하여 큰 빚을 졌다. 그때 

빚쟁이를 피해 아버지와 함께 산시성 성도인 타이위안(太原)으로 도망쳤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가업을 망치고 패가망신을 하게 한 셈이다. 타이위안에서 가게 

점원을 하던 그는 열아홉이 되던 해 육군사관학교 격인 

산시무비학당(山西武備學堂)에 입학하였다. 다음 해인 1903년, 그는 관비로 

일본에 유학하여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였다. 일본에서 옌시산은 쑨원이 

설립한 동맹회에 가입하여 비로소 중국 근현대 정치의 소용돌이에 뛰어 들었다. 

26세 때 일본 육사를 졸업한 뒤 귀국하여 산시성 육군 소학당 교관으로 군인이 

된 옌시산은 순조롭게 승진하여 상교(대령과 중령 사이의 계급)로 연대장 신분이 

되었다.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옌시산과 산시성의 동맹회원들도 호응하려 하였으나 총알이 

없어 실패하였다. 봉기를 두려워한 관원들이 총알을 모두 치워버려 빈 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911년 10월 28일 그가 속한 산시성 신군에게 

신해혁명을 진압하라는 명령과 함께 총알이 지급되었다. 엔시산은 그날로 

동맹회원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켰다. 산시성 순무를 처단한 뒤 옌시산은 산시성 

부도독 겸 부총사령으로 임명되었다. 그 뒤로 옌시산은 혁명을 진압하려는 

청군과 산시성과 내몽골을 전전하며 계속 싸워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신해혁명에서 산시성의 대표적 인물이 된 것이다. 

그는 잠시 위안스카이의 황제 취임을 지지하기도 했으나 결국 국민정부 산시성 

성장이 되었으며 장제스가 국민당 군대의 주도권을 잡은 1927년에는 북방 

총사령에 임명되었다. 1930년에는 펑위샹, 리쫑런 등과 함께 장제스 타도의 

대열에 서서 이른바 중원대전(3)을 치렀으나 패배하여 따롄(大連)으로 도망치기도 

하였다. 1932년 다시 장제스에게 중용되어 타이위안 수정공서(綏靖公署(4) 

주임으로 임명되었다. 산시에 확고한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그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계속 쓰는 것이 장제스의 도량과 

정치력이었다. 

근거지를 둘러싼 마찰 

그후 옌시산은 국공합작이 진행되자 팔로군의 린비아오 등과 함께 핑싱관 

(平型關) 전투를 벌여 일본군 1,000여명을 섬멸하며 승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결국 타이위안이 일본에 함락 당하자 린펀(臨汾)으로 이동했다. 일본과 싸우는 

기간 동안 그는 팔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산시성은 국공합작의 모범지대가 

되었다. 1938년에 일본군이 대거 남침하자 옌시산은 부득이 산시(陝西)성 

이촨현(宜川懸) 추린진(秋林鎭)의 궁벽한 곳으로 피신하였다. 옌시산의 부대와 

팔로군의 반격으로 일본군이 철로변과 도시로 후퇴하자 광대한 산시성 농촌과 

산악지역은 공산당의 해방구가 되었다. 중공은 이 지역에 진쑤이(晋綏: 산시와 

쑤이위안), 진차지(晋察冀: 산시, 차하르, 허베이), 진지루위(晋冀鲁豫: 산시, 

허베이, 산둥, 허난)해방구를 잇따라 설치하며 영역을 확대해갔다. 옌시산의 

영역은 황허 양안의 좁은 지역으로 축소되었다. 그러자 옌시산은 오히려 일본과 

암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팔로군과 잦은 마찰을 빚게 되었다. 하지만 

장제스가 옌시산이 일본군에 투항할 것을 우려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팔로군도 

국공합작의 지속을 위해 경고만 하고 실제로 전투를 벌이지는 않았다. 

1945년 8월 옌시산은 일본군이 투항했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휘하 19군 

군단장인 스쩌보(史澤波)에게 병력 1만 7천명을 인솔하여 상당지역(지금의 

산시성 동남부 지역)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했다.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창즈(長治), 툰류(屯留), 창쯔(長子), 샹위안(襄垣) 등 현을 접수하게 한 것이다. 

그로서는 근거지를 되찾으려는 당연한 조치였다. 옌시산은 산시성에서 자신의 

경력과 실력으로 세력을 키워온 군벌이었다. 장제스의 직계가 아니었지만 오랜 

기간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산시성에서 기반을 닦아왔다. 그에게는 



‘산시왕’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다. 장제스가 일본군의 투항을 받으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군사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류보청의 초상. 중국 10대 원수 중 한 명 

애꾸눈 장군, 류보청 

옌시산과 맞서게 된 인물은 류보청이었다. 옌시산과 상당에서 싸울 때 그는 중국 

팔로군 진지루위 야전군 사령이었다. 즉 옌시산이 일본군에게 산시성에서 밀려난 

뒤 그곳에 근거지를 건설했으니 둘은 한바탕 싸울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류보청은 1892년 쓰촨성 카이현(開縣: 지금의 충칭시 카이저우(開州)이다.)에서 

태어났다. 쓰촨성에서 이름난 혁명가들이 많이 났는데 그와 계속 짝을 이뤄 싸운 

덩샤오핑(鄧小平)도 쓰촨 사람이었다. 그리고 인민해방군의 상징인 쭈더를 

비롯하여 천이, 뤄루이칭(羅瑞卿) 등 중국 10대 원수 중 네 명이 쓰촨성 

출신이었다. 어쨌든 국공내전 당시 류보청은 야전군 사령으로, 덩샤오핑은 

정치위원으로 계속 붙어 다녀 휘하 부대를 아예 “류덩대군”이라고 불렀다. 

홍군이나 그 후신인 인민해방군은 “당이 군대를 관리한다”는 철칙에 따라 

정치위원을 두었다. 군대는 사령원이 지휘하지만 정치위원이 제동을 걸면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신 홍군이나 해방군은 군대에서 직위와 



직무는 있으나 계급이 없었다. 그래서 총사령이나 일반 전사들이나 서로 

“동지”로 호칭했다. 먹는 것, 입는 것도 일반 전사들이나 최고 지휘관이나 

기본적으로 같았으며 상관에 의한 구타는 물론 욕설 따위는 찾아 볼 수 없는 

이름 그대로 민주군대를 지향했다. 

 
저우언라이와 덩샤오핑(왼쪽부터) 

류보청의 아버지 류원빙劉文柄은 문인이었지만 농사일에도 힘써 고향 일대에서 

“발에 흙이 마를 새 없는 문사”로 알려졌다. 류보청은 5살 때부터 글방에 

다녔는데 그 선생도 유별난 사람이었다. 태평천국 혁명 때 용맹을 떨친 익왕(翼王) 

스타카이(石達開)의 부하였던 것이다. 스타카이가 따두허(大渡河)에서 청군에 

패배하여 죽은 뒤 각지를 떠돌다가 류보청의 고향마을로 흘러 들어온 것이었다. 

이런 사람에게서 배웠으니 그가 혁명사상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장정 때 류보청이 따두허 도하를 직접 지휘했으니 기막힌 인연이 

아닐 수 없었다.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학교에 다니던 그는 열아홉 살의 나이로 군대에 

들어갔다. 친구들이 모두 말리자 “대장부라면 마땅히 칼을 잡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해야지, 자신의 안위나 부귀를 바란다는 말인가?” 하고 대답했다. 그는 



단숨에 변발을 자르고 손중산(孫中山: 쑨원(孫文)의 가명이다.) 이 영도하는 

민주혁명에 뛰어들었다. 

그는 충칭의 장교학교를 졸업한 뒤 1916년 풍도현성(豊都縣城)(5)을 공격하다가 

오른쪽 눈에 포탄 파편을 맞아 끝내 실명했다. 그는 수술 중에 뇌신경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취를 하지 않고 버텨 내었다. 집도한 독일의사가 

감동한 나머지 그에게 ‘군신(軍神)’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그는 인내력도 

강했지만 지용을 겸비한 지장으로 유명했다. 그는 1926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으며 다음해 4월, 우한의 국민정부에 의해 15군 군단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공산당의 첫 번째 군단장이었지만 불과 3개월 뒤 몰래 난창으로 가서 

저우언라이, 허룽(賀龍) , 예팅, 쭈더 등과 함께 난창 봉기를 지휘했다. 그는 곧 

중공당 전적위원회 참모장을 맡았는데 그 뒤로도 참모장 역할을 많이 하며 

작전계획 등을 입안했다. 

그는 소련 모스크바 고급 보병학교에 유학한 뒤 돌아와 군사이론에 더욱 

정통하게 되었다. 중화인민소비에트 공화국 임시수도인 장시성 

루이진(瑞金)에서도 홍군 참모장을 역임하며 네 차례에 걸친 장제스의 

포위토벌에 따른 전투에서 승리에 기여했다. 하지만 5차 포위토벌을 맞아 싸우던 

중 왕밍과 함께 군사지도를 하던 군사고문 리더(李德)의 교조주의와 전횡에 맞서 

다투다 직무에서 해임 당했다. 그러나 그해 말 다시 홍군 총참모장과 중앙종대 

부사령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리더도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그를 필요로 한 

것이다. 

쭌이회의에서 마오쩌둥의 지도부 비판을 견결히 뒷받침하여 마오가 군사 

지도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도부 핵심 요인인 그와 

저우언라이의 비판이 큰 설득력을 가졌던 것이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치렀던 

중요한 전투에 빠짐없이 참가했으며 적정 분석에 특히 뛰어났다. 팔로군 내에서 

그는 “출기불의, 신기묘산”이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지모가 뛰어났다. 홍군과 

팔로군 총사령을 줄곧 지낸 쭈더가 그를 가리며 “장수에 필요한 인의, 신의 ,지략, 

용기, 엄정함을 모두 갖춘 드문 인재”라고 평한 일이 있었다. 

진과 조가 싸웠던 옛 전장, 상당(上黨) 

상당은 산시성 동남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산시성은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영역이었으며 진이 한위조(韓魏趙) 3국으로 분열된 뒤에는 진(秦)에 속하였다. 

타이항산, 타이웨산 등에 둘러싸인 분지 지역으로 지세가 험준하고 진나라의 

입구에 자리 잡아 예로부터 전략적 요지로 꼽혀왔다. 과거에 이곳을 놓고 

조나라와 진나라 사이에 유명한 전투가 있었다. 조나라 명장 염파(廉颇)가 

이곳에서 둔병하며 진나라군과 3년을 대치했다. 염파를 이길 자신이 없던 진나라 

재상 범저范雎가 이간책을 써서 염파를 소환하게 하자 조나라는 조괄을 장수로 

임명했다. 진나라 장수 백기가 계략을 써서 정면대치와 함께 별동대로 포위하니 

굶주림에 지친 조나라 군이 모두 항복했다. 그때 진군에도 포로를 먹일 식량이 

부족하여 백기가 항복한 조나라 병사들을 모조리 생매장하니 이로부터 조나라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중국에서 산시성의 위치 

이제 이곳에서 산시왕이라 자부하던 옌시산과 팔로군에서 손꼽히는 지장 

류보청이 한바탕 싸우게 된 것이다. 이 전투는 근거지를 선점하려는 국민정부와 

공산당의 기세가 충돌한 첫 번째 싸움이며 그 결과는 충칭에 마주앉은 장제스와 

마오쩌둥의 회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었다. 

8월 중순 국민정부군 제 2전구 사령관인 옌시산은 휘하 8집단군 부총사령 겸 

19집단군 군단장 스쩌보(史澤波)에게 4개 사단(6)을 이끌고 창즈(長治)로 

출동하게 하였다. 괴뢰군 1만 7천명과 함께 인근 도시인 

샹위안(襄垣)、창즈(長子)、툰류(屯留)、루청(潞城) 등에 나누어 배치했다. 장차 

산시성 동남부를 점령하여 국민당 다른 부대들과 호응, 스쟈좡(石家庄), 

베이핑(北平: 지금의 베이징) 지역으로 밀고 올라가려는 것이었다.(괴뢰군 : 일본은 

점령지에 만주국. 난징자치정부, 몽골자치정부 등 일본의 위성국을 세웠는데 

거기에 배속된 군대를 말한다) 

중공 중앙군사위원회는 류보청, 덩샤오핑에게 즉시 반격하라고 지시했다. 먼저 

창즈와 주변 지역에 있는 국민당군을 섬멸하고 주력을 이동시켜 국민당군의 

북진을 차단할 계획이었다. 류보청과 덩샤오핑이 동원할 병력은 정규군 3만 

1천명과 민병 5만명을 합쳐 모두 8만 천명이었다. 무장은 국민당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으며 병력은 팔로군이 훨씬 많았다. 

류보청의 계산 



류보청은 먼저 상위안을 공격 점령하게 하였다. 그후 ‘상당전역(7)의 전술문제와 

관련한 지시’를 기초하여 각 부대에 하달했다. 류보청은 먼저 산시성 엔시산군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였다. 옌시산군의 강점으로는 “방어를 위해 토치카를 잘 

구축한다. 강력한 예비대를 두어 반격한다. 야전 중에는 세 마리 호랑이를 

고립시키는 전술을 즐겨 채택한다. 즉 정면은 감시하고 우측을 포위하며 좌측을 

빼앗는 전술이다.” 하지만 그 약점도 많아서 “육박전을 싫어하고, 수성을 

중시하고 야전에 익숙하지 못하다.” 류보청은 약점에 주목했다. 그는 

작전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야전으로 끌어내야 한다. 주력이 포진한 창즈는 

미뤄두고 주변 성들을 먼저 공격해야 한다. 국민당군 주력이 구원하러 오면 이동 

중에 포위 섬멸해야 한다. 그 뒤에 고립된 창즈를 빼앗으면 된다.” 운동전은 홍군 

이래 공산군의 전통적 장기였다. 

류보청과 덩샤오핑은 9월 10일 툰류와 상춘(上村) 두 성의 공격명령을 하달했다. 

자신들은 지휘소를 전선에서 가까운 루청 서쪽의 중춘(中村)으로 이동했으며 세 

시간 만에 다시 구시엔춘(故縣村)으로 이동했다. 전투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지휘소를 설치하는 것이 팔로군 고급 지휘관들의 특징이었다. 그들은 필요하면 

직접 전장에 나가 쌍안경으로 적정이나 전투현장을 지켜보며 지휘관과 전사들을 

격려하기도 하였다. 고급 지휘관일수록 위험한 일을 꺼려 대도시에 차려진 

지휘소에서 전화로 지휘하는 국민당군과는 중요한 차이였다. 병력을 집중하여 

적보다 우세를 유지하는 것도 팔로군 전술의 특징이었다. 팔로군은 총병력은 

적어도 민활한 기동을 통해 단위 전투에서는 언제나 적보다 우세한 병력을 

만들어 싸우곤 하였다. 패하는 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마오쩌둥의 

군사철학이며 전술도 그에 따라 입안했다. 

서전을 승리로 이끌다 

9월 12일 류보청은 먼저 툰류와 상춘을 공격하게 하였다. 병력의 반은 툰류에서 

창즈로 향하는 도로 양쪽에 감춰두었다. 창즈에서 구원군이 오면 포위 섬멸할 

계획이었다. 과연 창즈의 국민당군 6천명이 두 번이나 툰류를 구원하러 왔다. 

하지만 국민정부군은 “성을 포위하고 구원군을 공격하는 팔로군의 전술”을 

두려워하여 아주 신중하게 접근했다. 결국 팔로군 매복부대가 노출되자 창즈의 

국민정부군은 싸우는 듯하더니 바로 돌아갔다. 

대병력이 공격한 툰류는 이틀 만에 함락되었다. 구원병이 오지 않으니 나머지 

성들의 함락도 시간문제였다. 맹장 천겅(陳羹)이 인솔하는 타이웨 종대가 

창쯔(長子)현성을 공격했다. 창쯔성은 옌시산의 부대 1,200여명이 수비하고 

있었다. 일본 점령 당시 괴뢰군이 성을 대대적으로 공사하여 매우 튼튼했다. 성의 

높이는 17미터이며 성벽 아래 해자의 넓이는 7미터에 달했다. 성문과 성벽의 네 

귀퉁이에는 돌로 쌓은 포루가 있었고 여러 토치카가 설치되어 있었다. 본래 

옌시산군은 토치카 등 방어공사에 매우 뛰어났다. 지뢰, 철조망, 녹각(나무를 

뾰족하게 깎아 설치한 것) 등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다. 성의 네 관문에는 각각 

고묘(8)와 절, 누각 등이 자리 잡아 기관총좌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방어에 능한 옌시산군과 싸움은 격전의 연속이었다. 서관은 단숨에 돌파했으나 

고묘가 문제였다. 북쪽 고묘는 높이가 10미터나 되었다. 공격부대가 번번히 

좌절당하자 팔로군은 담벼락을 폭파한 뒤 돌격하여 국민당군과 백병전을 벌였다. 

백병전에 서투른 국민당군이 상당수가 섬멸당하자 성안으로 달아났다. 남쪽은 

누각을 점령한 뒤 고묘의 국민당군에게 정치선전을 하며 설득했다. 

성벽이 너무 튼튼하고 화력이 강하자 팔로군은 정면 공격을 일시 멈췄다. 갱도를 

굴착하기로 하여 공병대가 북문을 향해 4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땅굴을 

뚫었다. 팔로군은 기폭 준비를 마친 뒤 폭발과 동시에 대포로 성벽을 파괴하고 

무너진 곳으로 돌격해 들어갔다. 다른 방향의 부대들도 성벽을 기어올라 잇따라 

성안으로 돌격했다. 성벽이 돌파 당하자 병력이 부족한 국민당군은 순식간에 

섬멸당하고 진지를 버리고 달아난 국민당군도 추격부대가 대부분 섬멸했다. 

이 전투에서 국민당군 500여명이 사상 당했으며 1,500여명이 포로로 잡혔다. 성 

방어 국민당군 최고지휘관인 돌격종대 사령원인 바이잉찬(白映蟾) 및 현장 

천쓰팡(陳士芳)도 포로가 되었다. 후관과 루청의 점령도 시간문제였다. 9월 17일 

후관이, 19일에는 루청이 점령당했다. 이제 창즈는 고립된 섬이 되고 말았다. 

지금까지의 전투에서 팔로군은 국민당군 7,000여명을 섬멸했으며 대량의 무기와 

탄약을 노획하였다. 류보청은 창즈에 있는 국민당군 지휘관 스쩌보가 농성하며 

구원군을 기다린다는 것을 확인했다. 



 



 

9월 20일 팔로군은 동,남,서쪽 등 삼면에서 창즈성을 포위 공격했다. 북관과 

동북쪽 모서리는 일부러 남겨 두었다. 포위하여 돌파하는 것이 희생이 크고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퇴로를 만들어 둔 것이다. 옌시산 부대가 포위망을 

벗어나면 야전에서 차단하여 섬멸할 계획이었다. 창즈성은 상당 지역의 성 

가운데 가장 튼튼하고 높으며 방어공사가 잘 되어 있었다. 국민당군 병력도 1만 

1천명이 되어 수비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다. 4일간 격전을 벌였지만 팔로군은 

성 바깥쪽 관문 두 군데를 장악했을 뿐 성의 수비는 아직 튼튼했다. 

그때 류보청은 옌시산이 창즈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병 7,000여명을 보낸다는 

소식을 들었다. 류보청은 즉시 전투 대상을 국민당군 구원군으로 바꿨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국민당군 구원 부대가 매복을 눈치 채고 달아나면 안되었다. 

류보청은 매복부대가 떠나던 날 공성부대가 운제를 들고 공성 연습을 하게 

하였다. 저녁에는 불을 켜고 나팔을 불며 국민당군을 교란시켰다. 그런 뒤 28일 

어둠을 틈타 봄비처럼 조용히 창즈성에서 출동하였다. 

9월 29일 팔로군 매복부대는 툰류 서북쪽 왕자취(王家渠)에서 국민당 구원군과 

조우했다. 팔로군은 정면에서 국민당군이 계속 전진하도록 유인하고 주력은 

좌우익 양쪽으로 우회했다. 후미에서도 이미 두 개 부대가 국민당군 구원군을 

따라붙고 있었다. 먼저 후미의 부대가 공격을 시작했다. 국민당군 구원부대는 

모두 2만여명이었다. 매복하고 있던 팔로군도 비슷한 병력이어서 류보청은 



창즈의 공격군 가운데 나머지 주력을 구원군 공격으로 이동시키고 지방부대가 

계속 포위상태를 유지하게 하였다. 류보청은 아예 대낮에 지원병력을 이동시켜 

공격받고 있는 구원병을 동요시키려 하였다. 지원병이 도착하기 전 매복하고 

있던 팔로군이 총공격을 시작했다. 화력은 국민당군이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공격하였다. 

그사이 창즈성에서 농성하던 국민당군이 포위망 돌파를 시도했으나 남은 팔로군 

부대가 격퇴하였다. 구원군 공격에 지원병력이 합세하자 단숨에 병력이 

우세해졌다. 국민당군은 한 곳에 묶여서 물과 식량이 떨어져 군마까지 잡아먹는 

형편이었다. 류보청은 이곳에서도 “삼면을 포위하고 한쪽은 열어두라”고 

명령했다. 결국 10월 5일 팔로군은 전력을 집중하여 총공격을 가했다. 구원을 온 

국민당군은 2,000여명이 흩어져 도주한 것을 빼고 모두 섬멸되었다. 구원군 

총사령 펑위빈도 사살 당했으며 나머지 고급 지휘관들도 모두 포로가 되었다. 

펑위빈의 구원군이 전멸당할 무렵 옌시산은 창즈성에 고립되어 있는 스쩌보에게 

전문 한통을 보냈다. 전문에서 그는 “상당은 반드시 빼앗아야 하며 우선 창즈를 

사수해야 한다. 원군이 도착할 테니 협격하여 반란군을 모두 섬멸하라.”고 

격려했다. 스쩌보도 결사대를 조직하여 여러 번 반격했으나 포위하고 있던 

팔로군에게 모두 격퇴 당했다. 마침내 펑위빈이 전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스쩌보는 포위망을 깨뜨리고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1945년 10월 7일 밤, 창즈성에 다시 큰 비가 내렸다. 스쩌보는 비를 틈타 

부대를 인솔하여 포위망 돌파를 결행했다. 하지만 이미 이를 예상하고 있던 

류보청과 덩샤오핑은 포위부대에게 명령하여 일부는 곧바로 성에 진입하고 

주력은 달아난 적을 추격하게 하였다. 팔로군은 이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행군하여 마침내 친수이(沁水)지역에서 국민당군을 가로막고 섬멸전을 

시작했다. 12일 새벽 포위망을 벗어난 국민당군이 모두 섬멸당하고 스쩌보와 

국민당군 고급 지휘관들은 포로가 되었다. 

이로써 국민당군과 팔로군의 서전은 팔로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났다. 

산시군 11개 사단 3만 5천여명이 섬멸 당했으며 국민당군 고급장교 27명이 

포로로 잡혔다. 산시왕이라 불리던 옌시산은 이 전투에서 주력의 삼분의 일을 

잃었다. 옌시산은 산시군만으로 지역을 수비할 수 없게 되어 그렇게도 꺼리던 

황푸(黃埔)계 중앙군의 진주를 요청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신해혁명 뒤 옌사신 

혼자 독점해온 산시성의 할거 국면이 끝나게 되었다. 

이 전투의 영향으로 충칭에서 회담하던 마오쩌둥의 기세가 올라갔으며 쌍십협정 

조인에서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또 10월 30일 덩샤오핑이 오래 공을 들여 전향 

작업을 하던 국민당 신 8군 군단장 가오수신(高樹勳)이 기의를 결심하게 되었다. 

그는 10월 30일 국민당 신 8군과 허베이(河北) 민명 1만명을 인솔하여 한단 

남쪽 마터우진(馬頭鎭)에서 기의했다. 그는 기의의 구실로 “내전을 벗어나야 하며 

평화와 민주를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10일 가오수신의 부대는 

이름을 ‘민주건국군’이라고 바꾸고 총사령에 취임했다. 중공은 ‘가오수쉰 운동’을 

제창하며 국민당군에 대한 선전공세를 강화했다. 



마오쩌둥은 이 전투의 결과에 대하여 매우 흡족해 하였다. 그는 

“타이항산(太行山), 타이웨산(太岳山), 중티아오산(中條山) 중간에 큰 대야가 

있으니 그곳이 상당지역이다. 그 대야에 물고기가 있어 옌시산이 13개 사단을 

보내 빼앗으려 하였다. 우리는 그 땅을 놓고 싸워 잘 싸웠으며 이겼다. 남이 

싸우러 오면 우리는 싸운다. 반동파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면 평화는 오지 

않는다.”여 이 싸움을 찬양하였다. 

<후기 : 자료를 잘못 선택하여 원 재료가 무려 삼십여 쪽에 이르는 

장문이었습니다. 진둥한둥 번역하고 막 줄이기에 뭔가 억울한 생각이 들어 

전투장면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상세한 서술이 한 번쯤 필요하다고 변명하고 

다음부터는 과감히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신 독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각주> 

1. 국공합작 당시 홍군은 국민혁명군 팔로군과 신사군으로 개칭되었다. 나중에 

부대 개편에 따라 18집단군으로 편성되었으나 통칭 팔로군으로 불렀다. 1946년 

내전 폭발 뒤 인민해방군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2. 섬멸이라고 하여 모두 사살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 사살, 부상, 포로, 귀순, 

도망 등으로 인해 적의 병력이 감소한 것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3. ‘중원대전’이란 1930년 5월 10일부터 장제스와 옌시산, 펑위샹, 리쫑런 등이 

허난성, 산둥성, 안후성 등에서 벌인 군벌전쟁이다. 중원지역에서 벌어져서 

중원대전이라고 하며 다른 이름으로는 장펑옌 전쟁이라고도 한다. 

4. 수정공서(绥靖公署) 국민정부가 전시에 설치한 군사기구로 일종의 

계엄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5. 펑두현성(豊都縣城)은 나중에 장강삼협 관광지로 알려진 곳이다. 

6. 이 당시 국민당 편제는 1개 사단이 2,000-3,000여명으로 지금 연대 규모와 

비슷했다. 1만명 정도로 규모를 갖춘 사단은 따로 정편(整編)사단이라고 불렀다. 

7. 전역(戰役)이란 전쟁의 다른 표현이다. 하지만 군사용어로는 특정지역에서 

특정 기간 동안 벌어진 여러 전투를 묶어서 전역이라고 표현한다. 

8. 중국에서 큰 인물을 모시는 일종의 사당이다. 높은 계단 위에 담벼락에 

둘러싸여 있다. 

필자소개 

이영민  

철도 노동자  

평화회담 중 국·공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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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회의 글 [국공내전-4] “애꾸눈 장군 류보청, 상당과 한단에서 연승하다“ 

류보청, 다시 한단(邯郸)에서 승리하다. 

상당전투의 피로가 가시기도 전에 류보청과 덩샤오핑이 지휘하는 진지루이 군구 

부대들은 다시 한단에서 국민당군과 싸웠다. 이 전투도 근거지를 선점한 

공산당군을 밀어내려는 장제스의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장제스는 총 36개군 

73개 사단을 화북(1) 지역으로 이동시켜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려 하였다. 

국민당군 병력을 네 갈래로 나누어 

핑수이(平綏)、통푸(同蒲)、핑한(平漢)、진푸(津浦)등 철로선을 따라 북상하게 

하였다. 그중 주력을 핑한철로(베이핑-한커우간)와 그 동쪽을 따라 진격하게 

하였다. 한단을 점령하고 핑한철로를 장악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이미 그곳에는 류보청과 덩샤오핑이 책임을 맡고 있는 진지루위(晉冀魯豫: 

산시, 허베이, 산둥, 허난성에 걸쳐있는 해방구) 해방구가 있었다. 해방구의 

수도가 바로 한단이었다. 장제스는 한단을 먼저 친 다음 베이핑과 텐진 등 화북 

전체를 석권하려 하였다. 한단은 허베이성 남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옛날 

전국시대 때 조(趙)나라의 수도였다. 내전 당시 인구는 3만여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네 성의 경계지역에 자리 잡았는데 교통의 요지였다. 공산당도 이곳을 

사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한단전투에서 노획한 무기를 시험하는 팔로군 

http://www.redian.org/archive/128220?author=89
http://www.redian.org/archive/127975


10월 중순, 국민정부군 11전구 부사령겸 40군단장 마파우(馬法五)와 신편 

8군단장 가오수쉰이 총 4만명의 병력을 이끌고 북상했다. 중공 

중앙군사위원회는 류보청에게 곧바로 반격을 명령했다. 군사위원회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 잘 쉰 부대가 피로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하고, 

안양(安陽) 북쪽의 유리한 곳까지 깊이 유인하여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사령 

류보청과 정치위원 덩샤오핑은 정규군 5만명과 민병 10만명, 그리고 지역의 

인민들을 동원했다. 전투는 정규군이 맡고 민병과 지역 인민들은 주로 부차적인 

전투와 보급을 담당하였다. 병력과 보급등의 객관적 조건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우세였다. 하지만 신편 8군은 과거 서북군 출신의 정예였다. 화력은 기관총과 

박격포 정도의 팔로군에 비해 국민당군이 크게 우세했다. 

가오수쉰에 대한 정치공작 

서북군은 본래 장제스에 대하여 유감이 많았다. 장제스 직계부대에 비해 보급과 

승진에서 푸대접을 받았다. 사령관이던 양후청은 장쉐량과 함께 서안사변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십 년째 연금상태로 있었다. 그 뒤 서북군은 항일전투인 

타이얼좡(枱兒庄)전투(2)에 참전했으며 국민당이 전쟁에 방관하던 시기에는 

훈련만 받아 전투력이 강했다. 장비도 반 이상이 미제 무기로 무장하여 강한 

화력을 갖추고 있었다. 

 
가오수쉰의 기념사진. 맨왼쪽이 덩샤오핑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가오수쉰 

가오수쉰은 국민당 장군 중에서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장제스가 특히 

경계했다. 그는 산시성에서 팔로군 부총사령인 펑더화이, 부대장 샤오화와 여러 



번 만난 일이 있었다. 그는 1939년 산둥성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포위되어 

위기에 처하자 팔로군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때 지루(冀魯: 허베이, 산둥) 

해방구 사령원이던 샤오화(肖华)가 부대를 이끌고 가 구해준 일이 있었다. 그때 

은혜를 잊지 못하던 그가 마침내 갚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 1943년 상관이던 

스우싼(石友三)이 카이펑(開封)에서 일본군과 비밀협상을 하여 팔로군을 공격하려 

하자 부하들과 함께 죽이기로 모의하였다. 결국 의형제를 맺었던 스우싼을 

납치하여 산 채로 황허변에 묻어 살해하였던 것이다. 

1945년 9월에는 가오수쉰 스스로 왕딩난(王定南)을 통해 류보청과 덩샤오핑에게 

편지를 보낸 일이 있었다. “서로 긴밀히 연락하자.”는 내용이었다. 왕딩난은 국민 

정부군 내의 중공 지하당원이었다. 류보청과 덩샤오핑은 이런 가오수쉰을 

설득하여 전향시키려는 생각을 가졌다. 덩샤오핑은 “가오수쉰은 우리와 여러 번 

인연이 있다. 장제스에게 푸대접을 받아 원한도 있다. 마땅히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덩샤오핑은 왕딩난에게 가오수쉰처럼 장제스에게 

불만을 가진 국민당군 고급장교들을 공작하라고 지시했다. 가오수쉰은 “휘하 

장교들이 기의를 하면 가족들이 해를 입게 된다. 그러니 먼저 가족들을 쉬저우쪽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덩샤오핑은 신사군 사령인 

천이에게 요청하여 가오수쉰과 휘하 장교의 가족들을 쉬저우 부근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었다. 가오수쉰 부대의 기의에 대한 준비는 모두 마친 

셈이었다. 

유인하여 모래톱에서 섬멸하다 

공산당은 홍군 시절부터 패배하지 않는 전투를 지향했다. 전술은 운동전을 

장기로 했으며 양동(거짓공격), 성동격서(공격에 앞서 다른 곳으로 적의 관심을 

이끄는 것) ,피실격허(수비가 허술한 곳을 치는 것), 기습, 야습 등 

출기불의(예상치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공격)의 기공법을 예사로 썼다. 이번 

전투에서도 류보청은 국민 정부군을 깊이 유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우세한 

병력을 집중하여 포위 섬멸전을 꾀하고 소모전을 피하려 하였다. 

그는 장허(漳河)와 푸양허(滏陽河)(3)의 물굽이 모래톱에서 결전을 하기로 

결심했다. 먼저 그 곳의 당조직과 군민들을 조직하여 미리 도로를 파괴하고 성벽, 

다리, 보루와 방어공사를 모조리 허물어 장애물을 제거했다. 또 정보선을 

배치하고 지형을 정찰하여 전투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나갔다. 팔로군은 

도중에 국민 정부군을 공격하기도 했으나 주력 선두부대가 푸양허를 건넌 뒤 

24일 총공격을 시작했다. 그리고 전투 중에 신 8군 지휘관인 가오수쉰에게 

지금이 적기이니 즉시 기의하라고 통보했다. 군구 참모장인 리다(李達)가 전선을 

넘어 직접 가오수쉰의 군영으로 직접 찾아갔다. 진지루위 군구 참모장이 직접 

자신을 찾아와 설득하자 가오수쉰은 깊이 감동했다. 

10월 30일 가오수쉰은 신 8군 및 민병 1만여명을 인솔하여 기의를 선언했다. 

전국에 전문으로 “내전을 중지하고 단결하여 건국할 것을 호소하는 기의선언”을 

발표하고 국민당군 진영을 이탈하였다. 그러잖아도 불리한 형세에 병력도 부족한 

국민당군 진영은 완전히 흔들렸다. 류보청은 즉시 국민당군 퇴로를 차단하고 



섬멸전에 나섰다. 그는 이곳에서도 삼면을 포위하고 한쪽을 열어두는 전법을 

채택하여 남쪽을 비워 두었다. 과연 국민당군이 남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자 

즉시 추격, 허베이성 최남단인 린장현(臨漳縣) 일대에서 따라잡아 대부분을 

섬멸했다. 스자좡, 안양에서 지원하러 온 국민당군은 소문을 듣고 신속하게 

철수했다. 

이 전투에서 국민당군 40군 군단장 마파우를 비롯하여 참전한 고급장교 

대부분이 포로로 잡혔다. 국민정부군 사상자는 1만 4천명, 포로로 잡힌 숫자는 

2만 3천명이다. 팔로군 사상자는 4천명에 이르렀다. 

이 전투는 가오수쉰의 기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두 명의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이 병력을 대거 이끌고 전향했으니 국민 정부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이 기의를 두고 양쪽 진영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정부 쪽은 가오수쉰의 

기의 소식을 봉쇄하였다. 국민정부는 11월 8일 군사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가오수쉰은 10월 30일 밤 츠현(磁縣) 북쪽 마터우진(馬頭鎭)에서 공산군에 

포로로 잡혔다.”고 발표했다. 공산당은 12월 15일 마오쩌둥 주석이 “가오수쉰 

운동”을 펼치라고 명령하여 선전효과의 극대화에 나섰다. 가오수쉰이 기의한 

부대는 옛 이름 그대로 ‘신 8군’을 쓰거나 ‘민주건국군’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가오수쉰은 중공당에 입당을 신청하여 그해 11월 공산당원이 되었다. 

한단전투에서 승리하여 공산당은 동북 지방에 병력을 보내는데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 상당전투에 이어 연승하자 당 지도부와 공산당군은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내몽골 쑤이위안(綏遠)의 국공 충돌, 수성명장 푸쭤이의 선전 

충칭 평화회담 기간에 국공, 양당은 다시 내몽골 쑤이위안에서 충돌했다. 당시 

내몽골 중부지역은 국민정부 쑤이위안성(綏遠省)(4)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성도는 

구이쑤이(歸綏: 지금의 후허하오터呼和浩特)였다. 장제스는 1945년 8월 11일 

12전구 사령원인 푸쭤이(傅作義)에게 쑤이위안성은 물론 장자커우와 핑수이 

철도(平綏철도: 베이핑- 구이쑤이간을 잇는 철도) 장악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푸쭤이는 자신의 주력부대와 일본 괴뢰군을 재편한 부대 등 총 6만명의 병력을 

이끌고 동진하여 쑤이위안성 일대를 점령했다. 먼저 구이쑤이를 점령한 뒤 

우촨(武川)、쭈어즈산(卓资山)、타오린(陶林)、칭수이허(清水河)、량청(凉城)、지닝

(集宁) 등 주변 도시와 읍을 차례로 점령했다. 핑수이 철도 연선에도 병력을 

배치하여 회담분위기를 제압하고 베이징에서 내몽골에 이르는 지역을 장악하고자 

한 것이다. 



 
장제스와 푸쭤이(오른쪽 

국민 정부군 사령원 푸쭤이는 1911년 신해혁명에 참가했으며 1927년 북벌전투 

뒤 대도시인 텐진의 경비사령을 지냈다. 그는 장제스와 펑위샹, 리쫑런, 옌시산이 

싸운 중원대전과 항일전쟁을 두루 경험한 역전의 맹장이었다. 내몽골 동부에서 

벌어진 홍거얼투(红格爾圖) 전투, 산시성에서 국공이 합작하여 벌인 

옌먼관(鴈門關) 전투와 핑싱관(平型關)전투 등 여러 항일 전투에 참전하여 커다란 

공을 세웠다. 특히 그는 수비에 능해 ‘수성의 명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에 맞서는 팔로군 부대는 허룽(賀龍)이 지휘하는 진쑤이(산시, 쑤이위안) 군구 

부대와 네룽전(聶榮鎭)이 지휘하는 진차지(산시,차하얼, 허베이)군구 부대 등 모두 

쑤이이안성 주변 해방구의 부대들로 모두 5만 3천명이었다. 허룽은 1927년 

난창기의를 지휘했으며 허베이 서부에 혁명근거지를 세웠다. 장정 때는 런비스, 

왕전 등과 함께 2방면군을 지휘하였으며 팔로군 120사단을 지휘하여 항일전인 

천좡(陈庄)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등 많은 공을 세웠다. 네룽전 또한 난창기의, 



광저우 기의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반포위토벌’전투, 장정을 두루 거쳤으며 

항일전투인 핑싱관 전투, 황투링(黃土領)전투, 백단대전에 참전하여 승리하기도 

하였다. 특히 진차지 군구 해방구를 튼튼히 다지고 병력을 10만명으로 증강하여 

마오쩌둥으로부터 “예전에 우타이산(五臺山)에 노지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네룽전이 있다.”는 칭찬을 듣기도 하였다. 

 
네룽전과 허룽(왼쪽부터) 

중공 중앙은 허룽과 네룽전의 연합군으로 구이쑤이를 중심으로 포진한 푸쭤이 

휘하의 집단군을 모두 섬멸하고자 하였다. 이번 전투는 국공회담의 분위기는 

물론이고 화북지역의 근거지를 지키는데, 그리고 동북 3성으로 세력을 펼치는데 

매우 중요한 싸움이었다. 중공 중앙군사위원회는 10월 22일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만약 푸쭤이 부대가 구이쑤이를 고수하면 바오터우(包頭), 우위안(五原), 

구양(固陽) 등을 먼저 점령하라. 푸쭤이 부대의 식량공급을 끊어 적이 포위망을 

돌파하게 한 다음 섬멸하라.” 역시 팔로군이 장기로 하는 운동전으로 승리하려고 

했던 것이다. 

팔로군 진차지 군구 부대와 진쑤이 군구 부대는 주변 소읍들을 먼저 소탕하였다. 

양가오, 신핑바오(新平堡)등 소도시들을 공격하여 점령했으나 적병 일부를 

섬멸했을 뿐 대부분 구이쑤이로 후퇴했다. 특히 쭈어즈산(卓資山)의 국민당군 

5,000여명이 섬멸당하자 국민당군은 모두 구이쑤이와 바오터우로 신속하게 

철수하여 수비에 들어갔다. 바오터우는 구이쑤이에 이어 내몽골의 두 번째 

도시이다. 



10월 31일, 팔로군이 병력을 집중하여 구이쑤이를 포위 공격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국민당군은 오히려 다섯 차례나 반격하여 팔로군 공격을 흔들었다. 한 

달이 넘도록 공격했으나 푸쭤이는 침착하게 방어해냈다. ‘수성의 명장’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다. 바오터우도 11월 2일부터 포위공격에 

들어갔으나 견고한 수비를 뚫을 수 없었다. 바오터우를 먼저 점령한 뒤 

쑤이위안을 집중 공격하려던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12월 2일 힘을 모아 

바오터우를 공격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북방의 날씨는 매우 춥다. 흙이 얼어 

토목작업이 불가능해지고 팔로군의 보급이 오히려 곤란해졌다. 팔로군은 

12월 3일과 4일에 각각 바오터우, 구이쑤이의 포위를 풀고 후퇴하여 휴식과 

정돈에 들어갔다. 

이 전역에서 팔로군은 국민당군 1만 2천명을 섬멸했다. 하지만 서로 비긴 

전투라고 볼 수 있다. 국민정부군 12전구 사령관 푸쭤이는 본래 수비에 능한 

지휘관이지만 이번에는 그의 지휘가 특히 뛰어났다. 푸쭤이는 팔로군이 야전에 

능하며 공성전에 약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팔로군이 장기로 하는 적을 

각개 분할하여 격파하는 것과 포위한 뒤 구원병을 섬멸하는 전술을 경계하였다. 

그에 따라 전투 초반에 전황이 불리하게 되자 즉시 구이쑤이와 바오터우로 

철수시켜 수비에 들어간 것이다. 겨울이 오기까지 버티면 팔로군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수비에 치중한 그의 판단이 옳았다. 팔로군은 이 전투를 

평가하며 “초반에 여러 소읍의 공격에서 적의 퇴로를 적시에 차단하지 못했으며 

푸쭤이의 용병이 좋아 신속하게 후퇴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산둥성을 둘러싼 전투 

싸움은 산둥성으로 옮겨 붙었다. 산둥성에는 이미 팔로군이 근거지를 세워놓고 

있었다. 천이가 지휘하는 신사군도 이 싸움에 가세하여 국민정부군의 산둥성 

진입을 막았다. 10월 11일 국민당군은 진푸철도(텐진-푸커우간)와 핑한(베이핑-

한커우간)철도 장악과 산둥성의 대도시 점령을 목표로 하였다. 10월 11일 

국민당군 2개 군과 일본 괴뢰군을 개편한 부대 1개군이 산둥성 성도인 

지난(濟南에) 진입했다. 천이는 먼저 전투력이 약한 일본 괴뢰군 개편부대를 먼저 

섬멸하고 그 뒤에 쉬저우에서 산둥으로 밀고 들어오는 주력군을 섬멸하기로 

하였다. 천이는 팔로군이 즐겨 사용하는 매복전을 펼쳐 괴뢰군 개편부대를 

섬멸한 다음 쉬저우에서 들어오는 철도 등 각 철도선을 파괴하여 국민정부군 

증원을 차단했다. 

12월까지 팔로군과 신사군은 산둥성 멍현(朦懸)등을 놓고 치열하게 싸웠다. 

전투결과는 대체로 팔로군이 유리했지만 정전협정 전에 산둥성의 요지를 

차지하려는 국민정부군의 공세도 치열했다. 산둥성 남부의 해방구를 점령하려는 

국민당군과 지키려는 팔로군이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다가 1월 13일 정전협정이 

발효되어 끝이 났다. 산둥성 전투에서 국민당군 2만 8천명이 섬멸 당했으며 

밀고 들어온 국민당군은 운하 남쪽으로 물러났다. 팔로군이 진푸철로 200킬로를 

차단하고 산둥 해방구를 방어했으니 이 전투는 국민당군이 패배한 싸움이었다. 

<각주> 



1. 화북(华北) 지역은 동북 3성을 제외한 중국 북부지역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친링(秦岭)에서 화이허(淮河) 선 북쪽을 말하며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산시성과 

내몽골 자치주 등을 포괄한다. 

2. 1938년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산둥성 타이얼좡등 세 곳에서 벌어진 

전투를 가리킨다. 이 전투는 쉬저우 전투와 더불어 중국군이 승리한 중요한 

전투이다. 양쪽의 사상자는 중국군 5만명, 일본군 2만명이며 이 전투로 중국 

인민들의 항전의지가 크게 고무되었다. 

3. 장허와 푸양허는 허베이성에 흐르는 강이다. 

4. 쑤이위안성은 1928년 설치하였으며 1954년 내몽골 자치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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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회의 글 [국공내전-5] ‘평화회담 중 국·공의 충돌’ 

중국에서 동북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만주라고 부르는 지역이다. 중국 

행정구역으로 동북 3성, 즉 랴오닝(遙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성을 

가리킨다. 명나라 시절에는 산하이관을 기준으로 안쪽은 ‘관동’, 바깥쪽은 

‘관외’라 불렀으며 청나라 때는 ‘동 삼성’이라고 불렀다. 

http://www.redian.org/archive/128408?author=89
http://www.redian.org/archive/128220


 
붉은 색 부분이 동북 3성 

군벌전쟁 시기 만주는 장쭤린(張作霖)이 통치하였다. 장쭤린은 강대한 군사력으로 

베이징에 입성하여 전 중국을 통치할 꿈을 꾸기도 하였다. 1928년 일본 관동군이 

음모를 꾸며 장쭤린이 탄 열차를 폭파하였다. 장쭤린은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그날로 죽었다. 장쭤린 폭사사건을 당시 일본에서는 ‘모종의 중대사건’이라고 

불렀다. 패전 후에도 ‘난징학살’ ‘종군위안부’ 등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일본이 잘 나가던 시절에 그런 사건을 굳이 밝힐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관련자들이 살아 있는 한 언젠가 사실이 밝혀지기 마련이다. 

관동군 육군대좌 고모토 다이사쿠(河本大作)란 자가 부하를 시켜 저지른 

일이었는데 1946년 전범 재판에서 전모가 드러났다. 일본 군부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힌 육군 중장 다나카 류키치(田中隆吉)가 술술 다 불어버린 것이다. 고모토 

다이사쿠는 일본이 패망한 뒤 산시군벌 옌시산에게 몸을 의탁하였다. 그러다 

1949년에 산시성 성도인 타이위안이 해방군에게 점령되고 옌시산은 타이완으로 

도주하였다. 그때 고모토가 잡혀서 장쭤린 폭사사건 음모를 자세히 진술하였다. 

고모토는 중국의 전범관리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1955년 죽었다. 전범을 잡아 

가둘 수 있었던 중국이 부러운 대목이다. 어쨌든 장쭤린이 죽자 아들 장쉐량이 

뒤를 이었으며 곧 국민정부에 귀순하였다. 막강한 동북군을 얻게 된 장제스는 

장쉐량에게 국민혁명군 부총사령 지위를 주었다. 덕분에 장제스는 다른 군벌들에 

비해 군사력에서 확고한 우위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둘 사이의 좋은 관계도 잠깐이었다. 1931년 일본은 마침내 

9.18사변(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병탄하였다. 장제스는 장쉐량에게 “싸우지 



말고 후퇴하라.”고 명령하여 ‘서안사변’의 싹을 틔웠다. 꿈에서도 동북으로 

권토중래를 하고 싶었던 장쉐량이 양후청과 함께 장제스을 시안에 잡아둔 채 

공산당과 ‘공동항일’을 주장했던 것이다. 곡절 끝에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고 

공산당은 호랑이 입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장쉐량은 스스로 벌을 자청, 장제스를 

따라 난징으로 가서 평생 연금을 당하게 되었다. 

 
장쭤린(왼쪽)과 장쉐량 

일본은 1932년 괴뢰 ‘만주국’을 세워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제위에 앉히고 

중국 침략의 교두보로 삼았다. 일제는 동북을 중국 침략의 전진기지로 삼아 

공업시설을 세웠는데 특히 군수공업에 치중하였다. 일제 치하에서 동북 3성은 

국민정부의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 되었으며 중국 공산당 항일 유격대가 

소수 활동하였다. 1945년 얄타협정에 따라 9월 8일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100만명의 대병력이 동북으로 출동했다. 

소련의 공식 입장은 장제스를 도와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고 동북을 인계하는 

것이었지만 속내는 달랐다. 공산당을 도와 만주에서 주도권을 잡게 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처음에 스탈린은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신속하게 국민당과 

맞서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다고 한다. 나중에 중국 

공산당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투쟁에 크게 감명을 받아 중국에 대한 방침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소련이 동북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바람에 국공 양당 모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곡절을 겪었다. 한쪽으로는 공산당 군대를 도와 동북의 근거지를 

확대하는 데 힘을 쓰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기를 넘겨주었다. 나중에는 

대도시에서 공산당을 밀어내고 국민정부군이 진주하도록 보장하기도 하였다. 



갈팡질팡 하기는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막대한 군사원조로 국민정부군을 

무장시키고 병력 이동을 돕는가 하면 자신들은 중립이라며 국공 양당을 중재하려 

애를 썼다. 어떻게든 연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의도에서였다. 하지만 동북에서 

국민정부군이 공산당군을 밀어붙여 승기를 잡을 무렵 휴전을 성사시켜 

기사회생할 시간을 벌어주기도 하였다. 국공 양당의 각축과 미국 및 소련의 

개입에 의해 동북의 정세는 복잡하기 짝이 없었다. 

“북쪽으로 진출하고 남쪽을 강화하라.” 중국 공산당의 방침 

1945년 9월 14일 소련 극동군 총사령부 대령 한 명이 팔로군 지러랴오(冀熱遼: 

허베이, 러허, 랴오둥) 사령원 청커린(曾克林)과 함께 옌안의 중공 중앙으로 왔다. 

연락하러 왔다는 명목이었지만 팔로군의 동북 3성 진주를 의논하러 온 것이었다. 

중공 정치국은 그날 당장 동북국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펑전(彭真)을 서기로 

임명하고 천윈(陳云), 청즈화(程子崋, 우수취안(伍修權) 린펑(林楓) 등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동북은 소련군이 진주했을 뿐 국공 양당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진공상태로 있었다. 국민당이 병력을 동북으로 보내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동북의 

일본군은 항복했지만 만주국 괴뢰군 수십 만명이 무기를 가진 채 국민당군과 

합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산당이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그때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는 평화회담을 위해 충칭에 가 있었다. 옌안에는 류샤오치가 주석 

대리를 맡아 쭈더와 펑더화이 등 남은 사람들과 의논하여 군사문제 등을 다루고 

있었다. 

다음날인 9월 15일, 신사군 3사단장겸 정치위원인 황커청(黃克誠)이 중공 

중앙에 전문을 보내왔다. 전문의 내용은 ‘현재의 정세와 군사방침에 대한 의견 및 

건의’로, 요약하면 만주에 빨리 출병하자는 것이었다. “아군은 정예 병력이 

부족한데도 넓은 점령지역에 흩어져 있다. 산둥을 제외하면 모두 병력 부족으로 

돌격능력이 약하다. 적은 우리 근거지안에 강력한 거점들이 있고 도시와 철도 등 

교통선을 장악하고 있다. 이래서는 대규모 전투를 치르기 어렵다. 장기간 전쟁을 

치르려면 대 근거지가 필요하다. 동북에 대부대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세우자. 

산둥과 진지루위,동북을 주 근거지로 하고 나머지는 위성 근거지로 해야 한다. 

동북에 당장 5만명에서 10만명은 파병해야 한다.” 



 
마오쩌둥(왼쪽)과 류샤오치 

류샤오치는 황커청의 주장에 마음이 끌렸다. 공산당은 1945년 4월 7차 

대표대회에서 “항일전에서 승전하면 동북에 근거지를 마련한다.”는 결의를 

해놓고 있었다. 마침 그날 충칭에 있던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도 회담 진척 

상황과 병력 배치에 대한 전문을 보내 왔다. 저장 동부와 장쑤 남부, 그리고 

안후이 남부의 병력을 적절한 시기에 창장 건너 북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썼다. 이심전심으로 동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생각이 일치한 셈이었다. 

9월 17일, 류샤오치는 ‘동북 및 러허(熱河), 차하얼(察合爾) 장악과 인력 배치에 

대한 의견’을 충칭에 보고했다. 류샤오치는 전문에서 국공 양측의 병력 

이동상황을 분석한 뒤“북쪽으로 진출하고 남쪽을 방어해야 

한다.(向北向北推進，向南防御)는 의견을 제시했다. 19일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는 류샤오치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류샤오치는 

옌안에서 주요 지도자 18명이 참석하는 정치국 회의를 열어 ‘북쪽으로 발전하고 

남쪽을 방어한다(向北發殿 向南防御)’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그날 밤 러허, 

차하얼 두 성 및 동북으로의 병력이동이 결정되었다. 지휘부도 구성했는데 

리푸춘李富春을 지러랴오(冀熱遼: 허베이, 열하, 랴오닝) 서기로 임명하고 

린비아오(林彪)를 사령, 샤오진광(蕭勁光)과 뤄롱환(羅榮桓) 리윈창(李運昌)을 

부사령으로 임명했다. 

공산당의 의사결정은 신속하고도 긴밀했다. 하부에서 건의한 내용이 나흘 만에 

방침으로 확정된 것이다. 당시의 중국 공산당은 그만큼 조직이 통일되고 



정비되어 있었다.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당과 군대의 지도력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일사불란하였다. 

뒤이어 병력 배치가 빠르게 시작되었다. 중공은 10만명의 병력을 이동시켜 

러허와 차하얼에 배치했다. 11월초에는 동북 인민자치군을 조직하여 린비아오를 

사령으로, 펑전과 뤄롱환을 정치위원으로 임명했다. 중공은 11월 말까지 

동북지역에 각 해방구에서 차출한 병력 11만명과 2만명의 간부를 이동 배치했다. 

동북 인민자치군 병력은 1945년 말까지 27만명으로 확대되었는데 1946년에 

동북 민주연군으로 이름을 바꿨다. 동북 민주연군은 소련군으로부터 무기를 

차례로 넘겨받았다. 

소련측 기록에 따르면 소총 70만정, 기관총 12,000-14,000정, 각종 포 4,000문, 

탱크 약 600량, 비행기 약 800대를 제공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자료는 일본이 

가지고 있던 무기 총수를 전부 포함한 것으로 과장된 것이었다. 실제로 1947년 

동계 공세가 끝난 뒤 동북 야전군은 각종 포 2,400문을 가지고 있었고 1949년 

전쟁 끝 무렵에 탱크 375량, 장갑차 272량, 비행기 800량을 가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국민정부군으로부터 노획한 것이었다. 가진 무기라고는 소총과 

기관총, 얼마 안 되는 박격포가 전부였던 공산당으로서는 비로소 군대다운 

무장을 갖추게 된 셈이었다. 

국민정부, 소련의 협력아래 동북을 접수하다 

장제스도 바쁘게 움직였다. 장제스가 중소우호조약을 맺은 것은 바로 동북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얄타회담에서 소련이 동북 지역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켰지만 장제스는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였다. 장제스는 국민정부군이 

동북지역을 장악하기만 하면 화북에 있는 공산당 해방구를 남북 양쪽에서 협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제스는 1945년 8월 31일 동북 3개성에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동북 행영(行營: 

야전사령부)을 설치하고 숑스후이(熊式輝)를 주임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미군의 

도움을 얻어 해공 양로로 동북 지역에 국민당군을 이동시켰다. 이때 중국에는 

미군 6만여명이 배치되어 주둔하고 있었다. 웨드마이어 중국주재 미군사령관은 

장제스에게 “장성 남쪽과 창장 북쪽 지역을 굳히고 화북의 교통선을 

확보하라.”고 제안하였다. 웨드마이어는 국민정부가 만주를 장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장제스는 미국 사령관의 제의를 일축했지만 병력 배치를 고려하여 

정치회담을 1946년까지 미뤄두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소련군이 협력하지 않았다. 장제스는 쿤밍 수비사령관이던 

두위밍(杜律明)에게 병력을 배에 싣고 따렌(大連)항에 상륙시키려 하였다. 

소련군은 “따롄은 자유항이므로 상륙할 수 없다”는 핑계로 이를 거부했다. 

두위밍이 창춘에 있는 소련군 사령관 말리노프스키를 찾아가 교섭한 결과 

잉커우(營口) 상륙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얻어냈다. 



두위밍은 국민정부군 13군을 미군 함정에 싣고 잉커우에 상륙하려 하였다. 

그런데 막상 잉커우에 가니 팔로군이 벌써 방어진지 공사를 하는 등 충돌을 

불사할 태세였다. 국민당군은 하는 수 없이 친황다오로 상륙하였다. 친황다오에서 

산하이관으로 진출하려 하자 이번에는 소련군과 함께 진주한 팔로군이 

가로막았다. 결국 소련이 겉으로는 국민당군에 협조하는 척 했지만 팔로군을 

암암리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장제스는 소련에 항의하는 한편 만주에 있는 소련 연락관을 

철수시켰다. 또 미국의 트루먼 정부에 지원을 호소했다. 미국이 움직이자 비로소 

소련이 움직였다. 스탈린은 미국과 충돌을 원하지 않았으며 충칭의 장제스와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 그래서 중국 주둔 소련군에 훈령을 보내어 “중국 

정부가 동북지방에 정치권력을 세우는데 원조”하게 하였다. 마침내 소련 점령군 

사령관은 창춘에서 “국민당 정부에 대한 반대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스탈린은 장제스가 충분한 병력을 보내 만주를 인수하고 관할할 때까지 소련군 

철수를 늦추는데 동의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 주둔군을 유지하더라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치기도 하였다. 

장제스는 11월부터 산하이관, 잉커우, 번시(本溪)를 점령하고 1946년 1월에는 

창춘을 접수하였다. 뒤이어 선양과 하얼빈 등 동북 지역의 대도시를 접수했다. 

장제스는 윈난 등 주로 남방의 병력을 동북으로 보냈다. 현지 인물들을 철저하게 

무시했으며 장쉐량을 석방하여 예전 영토를 확보하게 하자는 건의도 즉각 

거절했다. 그러자 공산당은 장쉐량의 형제들을 설득하여 만주인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였다. 장제스가 병력을 만주에 보내기는 하였지만 전체를 장악하기에는 

힘이 부쳤다. 1945년 말까지 동북에 대한 장제스의 힘은 주로 소련과 협력에서 

나왔고 워싱턴의 지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국민당군이 접수한 동북지역은 주로 

교통선 주변과 대도시들이었다. 공산당은 국민당이 진주한 대도시에서 병력을 

철수하여 중소도시와 농촌으로 옮겨갔다. 



 
장제스(왼쪽)와 두위밍 

장제스, 두위밍을 동북지역 사령관에 임명하다 

1945년 10월 18일 장제스는 두위밍을 동북 보안사령관에 임명했다. 두위밍은 

직전까지 윈난성 쿤밍의 수비사령관겸 5집단군 총사령이었다. 그는 장제스의 

밀명을 받고 윈난성에서 세력을 잡고 있던 군벌 룽윈(龍云)을 제거하여 장제스의 

신임을 얻었다. 룽윈은 두위밍에게 제압당하여 아무 실권이 없는 군사위원회 

참의원 원장직을 맡았다. 



두위밍은 산시성(陝西) 미지(米脂)현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황푸 군관학교에서 수학한 그는 장제스가 

군벌들을 토벌한 북벌전쟁에 참가하며 순조롭게 승진했다. 그는 1938년 장갑차 

연대를 확대 개편한 200사단 사단장에 임명되었다. 

그의 부대가 후난성 상탄(湘潭)성에서 훈련하며 주둔할 때였다. 창사에 있던 

국민당 경찰국과 소방대가 상탄성에 불을 지른 후 소방훈련을 하려 하였다. 그 

소식을 들은 두위밍이 깜짝 놀라 부대를 파견하여 이 미친 짓을 막고 

방화도구들을 몰수하였다. 그리고 포고문을 붙여 방화를 엄금하니 십만이 넘는 

상탄현성 백성들이 감격하여 칭송한 일이 있었다. 

항일전쟁에 참전한 그는 1939년 12월부터 1월까지 정동궈(鄭東國)등과 함께 

광시장족 자치주 남부 난닝(南寧) 부근에서 중국군 5군단장으로 

쿤룬관(昆侖關)전투에서 승리하여 전공을 쌓았다. 중국 전사에서 ‘쿤룬관 

대첩’으로 기록된 이 전투는 중국군 30만명, 일본군 10만명이 동원된 대규모 

회전으로 국민정부의 베트남 연결선 확보에 절대적인 전투였다. 그는 중국군 

장군들 중에서도 일본군에 견결히 맞서 싸워 장제스의 신임을 얻었다. 결국 

장제스가 1945년 4월 룽윈 제거와 동북문제 해결에 두위밍을 내세운 것은 그의 

신임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두위밍은 국민정부군 장군 중에서 몇 안되는 서구형 군사지도자였다. 즉 

미국이나 유럽의 장군들처럼 현대전에 정통했으며 지휘에 과단성이 있었다. 

두위밍은 진격할 때 속도를 중시하는 전격전을 선호했다. 그는 항일전에서 다른 

중국군 장군들처럼 수비에 치중하고 조심스럽게 전투하는 방식을 싫어했다. 그는 

공격을 좋아했으며 우세한 화력으로 적을 두들긴 다음 쾌속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이 장기였다. 그의 장점이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이 쿤룬관 대첩이었다. 장제스는 

그의 이런 능력을 높이 사서 가장 장비가 좋고 훈련이 잘되어 있는 정예 병력을 

보내 주었다. 그는 중국에서 최초로 탱크부대와 낙하산부대를 보병작전과 배합, 

지휘하여 일본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쾌속으로 동북을 석권해가는 두위밍 

과연 두위밍은 동북지역을 쾌도난마식으로 신속하게 석권하기 시작하였다. 

두위밍이 부임한 뒤 4일째 되는 날, 장제스의 명령을 받았다. “소련과 더욱 

긴밀히 접촉하라. 그래서 동북의 영토주권을 접수하라.”는 것이었다. 두위밍은 

열흘 가량 소련군과 접촉한 결과 그들이 이미 동북에서 철군하기로 선언한 것을 

확인하였다. 잉커우의 소련군은 이미 떠났으며 린비아오의 동북 민주연군이 

접수하였다. 

두위밍은 장제스에게 다시 건의했다. “둥북 문제는 무력을 쓰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11월 5일 두위밍은 비행기로 충칭의 장제스에게 가서 상황을 보고한 

뒤 다시 요청했다. 신속하게 병력을 이동시켜야 하며 미국 함대로 

후루다오(葫爐島)나 친황다오(秦皇島), 잉커우 상륙을 엄호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장제스는 두말없이 동의했다. 대신 이렇게 반문했다. “잉커우의 비적을 소탕하지 



못하면 아주 시끄러워질 텐데…” “걱정마십시오. 후루다오, 친황다오, 잉커우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겠습니다.” 잉커우와 산하이관, 그리고 후루다오, 

친황다오는 보하이만(勃海灣)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 그중 잉커우와 후루다오, 

친황다오에 커다란 항구가 있어 모두 전략적 요충지였다. 

  

 
산하이관은 친황다오시에 속해 있다 

11월 13일, 두위밍은 산하이관을 공격,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동북 

민주연군 주력이 도착하기 전에 전략적 요충지들을 점령할 결심이었다. 또 다른 

병력으로는 후루다오로 진격하게 하였다. 후루다오를 점령하면 그 다음에 

진저우(錦州)를 점령할 생각이었다. 진저우는 랴오닝성에 있는 대도시로 화북과 

동북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산하이관은 장성의 동쪽 끝으로 옛적에 후금과 

명군이 대치했던 고금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곳은 이미 팔로군이 주둔해 

있었다. 팔로군은 소련과 합동작전으로 일본군 및 괴뢰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산하이관을 점령하였다. 

10월 28일 미군과 국민정부군, 그리고 팔로군 사이에 최초의 충돌이 벌어졌다. 

팔로군이 친황다오에 있는 미군에 항의하자 잘못을 인정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팔로군도 사살한 상대의 시신을 인도하며 충돌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11월 4일 두위밍이 “팔로군은 즉시 산하이관을 떠날 것이며 철도에서도 

30킬로 이상 떠나라.”고 통첩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국공은 서둘러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산하이관 수비군은 중공 중앙군사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동북 민주연군이 움직일 시간을 벌 셈이었다. 산하이관 팔로군 

수비군은 1만명, 공격하는 국민정부군은 8만명으로 병력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다. 거기에 국민정부군은 비행기와 대포로 무장하고 있었다. 양측의 전투는 

22일간 치열한 격전을 벌이다 팔로군이 자진 철수하면서 끝이 났다. 10월 26일 

국민당 군은 산하이관을 점령했다. 같은 날, 진저우에 있던 동북 민주연군도 

스스로 철수하여 국민정부군은 순조롭게 목적을 달성했다. 결국 두위밍은 빠른 

시일 내에 후루다오, 친황다오, 산하이관을 석권했다. 잉커우는 다음해 1월 국공 

간에 맺은 정전협정 ‘국내 군사충돌 중단에 대한 통고’가 체결된 뒤 공산당군이 

철수하여 국민정부군 수중에 들어갔다. 

필자소개 

이영민  

철도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