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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抄錄

 本稿는 中華人民共和國 건국 초기 도시주민의 조직 방식이 성립되는 과정에 

대한 탐색이다.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는 중화인민공화

국의 독특한 방식을 中國共産黨이 가진 조직에 대한 경험과 전망이 이전 정권들

이 남겨놓은 유산 및 도시의 현실과 부딪치면서 만들어 낸 역사적 형성물로서 파

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주민조직인 街道居民委員 , 그리고 건국 초

기에 ‘單位’ 조직에 선행하여 직업을 기반으로 한 주민조직의 기능을 수행했던 工

를 분석한다. 양자의 통합적인 파악을 통해 中共이 도시주민을 재조직하는 과정

에서 이루어진 선택과 타협의 결과 조직 방식의 이원적 구조가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밝힐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전후로 한 도시의 기층 통치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연속

성은 바로 경찰의 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찰의 말단 기구인 派出所가 도시의 

기층 통치를 담당하고, 특히 戶政의 담당기관으로서 인구관리를 주관하는 구조가 

근대적인 경찰 제도가 도입된 淸末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일본의 점령

과 국민당이 다시 北京을 접수하는 과정에서도 경찰 기구의 인적 구성이나 조직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1947년에 국민당 정권이 政府 산하에 民政局을 설

치하고 경찰국의 戶政 부문을 이관했던 것은 새로운 변화 으나, 中共이 接管 시

기에 戶政을 公安局에 이관시킴으로써 짧은 예외상태로 끝나게 되었다. 또한 接管 

이후 인력과 경험의 부족으로 기존 경찰 인원을 留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공안 기구의 하층에서 기존 경찰들이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黨治의 원칙 역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전후로 도시 기층 통치에서 나타나는 

연속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건국 초기에 나타났던 지도문제를 둘러싼 당조직 계

통과 공회 계통의 혼란은 단지 운 상의 혼란이 아니라 조직원리 자체의 문제

다. 또한 업종별 단체협약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總工 를 중심으로 한 

공회 계통이 추구하던 목표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일본 점령기의 공백을 전후로 北京의 工  조직은 대부분 國民黨이 조직

한 것이었다. 업종별 공회의 조직, 업종별 전국조직, 업종별 전국조직의 연합으로

서의 전국총공회 조직 등을 노동조직에 관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던 국민당의 



ii

방침은 이후에 中國共産黨이 추구했던 노동조직의 원칙과 유사한 것이었다. 국민

당이 추구하는 노동운동의 방향 역시 黨團 조직을 바탕으로 주로 파업의 금지나 

勞資紛糾의 방지를 지향했다. 적어도 당-국가와 공회의 관계에 있어서는 1949년 

전후에 뚜렷한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 점령 당시에 北京의 城區에는 郊區의 保甲과 같은 기층 주민조직이 없었

다. 1939년이 되면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城區에서도 ‘街巷公益 ’라는 명칭

의 주민조직이 편성되었던 것이다. 그 배경에는 일본의 町內 에 해당하는 조직을 

만들라는 일본군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 1940년 하반기에는 좀더 체계적인 ‘자

치조직’의 계통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이때 街巷公益 는 坊으로 재편

되었고 하급조직인 里도 편성되었다. 점령 후기에는 新民 가 체제를 개편하면서 

지역별 기층 주민조직의 운 에 개입하기도 했다. 국민당은 ‘復員’ 이후 北京에서 

자치조직의 개편을 실행했지만, 坊里에서 保甲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 주민조직

의 구조는 대체로 유지되었다. 이 시기 保甲長의 선발이나 書記의 임명을 보면 保

甲 조직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이후 中共이 北

京을 接管한 이후에 기층 주민조직을 관리하는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中共의 接管 이후 기층의 행정 기구는 街政府의 건립과 취소를 거친 이후 몇 

년 동안 현상을 유지하 고, 주민조직은 保甲 조직이 철폐된 이후 통일된 형식이 

확립되지 않은 채 다양한 조직이 병존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脫

産幹部’로 이루어진 국가기구와 공장, 학교, 기관 등 각종 ‘單位’에 포함되지 않고 

일상을 위하는 北京의 주민들 사이를 매개하는 존재로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積極分子’들이었다. 中共은 이전의 정권들이 주민조직을 통해 도시주민을 관

리했던 방식과 달리 坊里長이나 保甲長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적극분자층 전체에 

대해서 세 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3년 여의 시간이 지나면

서 1949년의 接管 시기에 만들어진 기층 행정 기구와 주민조직의 운  방식은 民

政 사무 처리의 취약성이라든지 소수 적극분자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 등의 문제

점을 노출하기 시작하 고, 1952년 하반기부터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街道居

民委員 와 街道辦事處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장기간 지속되는 국가기구와 주

민조직의 연계방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街道居民委員 의 설립은 中共의 도시주민 

조직 방식이 직업단체를 통한 통일적 조직이라는 틀에서 직업별 조직과 지역별 

조직이라는 양대 축의 병존으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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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점령과 함께 국민당이 주도하여 결성한 공회 조직은 와해되었다. 일본 

점령기 北京에서는 자발적인 노동조직의 결성이라든가 노동자들의 활동은 최대한 

억제되었으며, 新民 의 職業分 나 勞工協 , 그리고 華北勞工協 와 같은 노동

조직은 주로 노동력의 파악과 징발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점령기에 상층에서 노동통제를 담당하는 기구와 방식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기층에서의 노동자 관리와 확보에 있어서 주로 전통적인 노동

청부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국민당은 戰後에 北京에서 北平 總工 를 

중심으로 각 업종별 공회를 조직했다. 그러나 北平 總工 는 시 전체의 노동조직

을 포괄하는 조직이 아니었으며, 黨部에서는 포괄적인 조직을 만들려는 의도도 

없었다. 국민당은 기층 조직의 정비에 소극적이었으며, 공회가 있는 기업에서도 

기층에는 노동자와 경 자 사이에 매개층의 존재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다.

中共은 北京에서 接管 이후 總工 를 정점으로 하는 공회 조직의 건설을 추

진하면서 처음부터 업종별 조직을 만든다는 원칙을 제시하 다. 도시주민의 조직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회는 도시주민의 주요한 조직 형식으로 상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공회의 조직에는 한계가 있었고 공회로 조직된 도시주민의 다수도 

분산되어 있었다. 五反運動은 사  기업에서 공회 조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사  기업 및 공회에 대한 중공의 향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 다. 분산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당과 總工 의 사  기업 공회에 

대한 개입이 강화되면서, 공회 계통의 조직구조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공회의 

조직 원리의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즉 區 이하의 공회 

조직이 업종별 조직에서 지역별 조직으로 바뀌었다.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직업조직

의 건설은 중공의 통치 하에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었다. 이는 공회라는 형식을 통

해서 도시주민을 조직한다는 중공의 방침이 현실적 조건과 타협하면서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회라는 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지역

에 따른 조직이라는 원리를 끌어들인 것은, 街道居民委員  및 街道辦事處의 설립

과 궤를 같이 하는 변화 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층 통치에서 경찰의 위상, 당이 공회를 비롯한 대중조직을 

지도한다는 원리, 도시주민 조직의 이원적 구조 등은 모두 현재에도 유효성을 가

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시주민 조직 방식은 건국 초기에 중공의 조직 구

상과 도시의 현실이 부딪치면서 이루어진 타협과 조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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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형성과정에서 중공은 직업별 조직과 지역별 조직 양쪽 모두에서 이전 정권들

에 비해 더 체계적이고 당과 국가의 의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었다. 건국 초기에 만들어진 이러한 조직구조는 문화대혁명에 이르는 

시기의 대중운동과 정치적 혼란,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의 경제체제의 전면적 재편

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됨으로써, ‘흩어진 모래’에 비유되곤 했던 

중국사회에 조직적인 안정성을 부여하 다.

주제어: 建國 初期, 街道居民委員 , 工 , 住民組織, 積極分子, 黨治

학  번: 2007-3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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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論

本稿는 中華人民共和國 건국 초기1) 도시주민의 조직 방식이 성립되는 과정에 

대한 탐색이다. 건국 초기는 내전의 승리를 통해 전국적인 정권의 주체로 부상한 

中國共産黨이 새로운 국가의 틀을 만들어가던 시기 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실감

하기 어렵지만, 건국 초기의 中共2) 정권은 안정적인 정권의 운 을 확신하기 어려

운 상황이었다. 국민당 정권의 유산을 처리하는 일,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파괴로

부터 회복하는 일, 공산당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국민을 통합하는 문제 등 여

러 가지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었으며, 농촌에서의 정권 운  경험 및 사회의 

발전과 개혁에 대한 나름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더욱이 건국

을 선언한 다음 해에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되면서 정권의 유지와 안정에 대한 불

안감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 정권은 성공적으로 안착하 으며, 적어

도 대약진 운동 이전까지는 국민통합이나 경제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글에서는 건국 초기 중공 정권의 성과 중에서도 특히 국가 

구성원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낸 

점에 주목하려고 한다. 중국공산당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특히 조직이라는 측면에 

주목하는 것은, 새로운 조직 방식의 도입이 수 세기에 걸친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1) ‘建國 初期’라는 시기 구분은 중화인민공화국 시기를 다룬 연구들에서 많이 이용되
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시간적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本稿에
서는 1949년부터 1954년까지를 ‘建國 初期’로 규정하 다. 이는 1953-54년이 ‘과도
기의 총노선’이 공포되면서 ‘新民主主義’ 시기가 끝나고 ‘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
이 선언되었고, 전국적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반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가 성립되고 헌법이 공포되었으며, ‘국민경제 회복기’를 지나고 제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었다는 판단에 근거
한 것이다. 또한 本稿에서 다루는 도시주민의 조직이라는 문제에서도 중요한 선택
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지속적인 제도적 틀을 창출한 시기 다는 점에 주
목하 다.

 2) 이하 ‘중공’은 모두 ‘中國共産黨’의 略稱으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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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정권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유지되는 데 중요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공의 

국가건설에서 조직의 문제에 주목한 연구들이 없지 않지만,3) 이 글에서는 특히 현

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는 독특한 방식

을 중공이 가진 조직에 대한 경험과 전망이 이전 정권들이 남겨놓은 유산 및 도

시의 현실과 부딪치면서 만들어 낸 역사적 형성물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즉 조직

의 구조와 운 원리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과는 달리 건국 초기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응의 결과로서 새로운 조직형식이 등장하는 과정에 주목하려는 것이다.4) 

조직형식을 중심으로 건국 초기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좀더 가시적인 변화 던 

反革命鎭壓運動에서 三反ㆍ五反運動에 이르는 각종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건국 초

기를 파악하려는 시도와 구별되는 것이기도 하다.5) 조직의 변화는 대중운동에 비

해 눈에 띄지 않는 변화이면서도 더 지속적이었으며 일상의 여러 측면들을 규정

했다. 물론 조직을 중심으로 건국 초기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대중운동의 중요

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운동을 강조할 때 간과하기 쉬운 구조적인 측면

에 주목하려는 것이다.6) 운동과 조직화는 긴 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대

 3)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직구조와 조직 방식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인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Second Edition, Enlarg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과 관료제의 문제에 주목한 Harry Harding, Organizing China 
: the Problem of Bureaucracy, 1949-1976,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1이 가장 대표
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각 분야에서 나온 현대 중국의 조직에 관한 
연구들에 대해서는 周雪光ㆍ趙偉, ｢英文文獻中的中國組織現象硏究｣, 社 學硏究 , 
2009-6 참조. (이하 재차 인용하는 연구 논저는 저자와 출판 연도만 표기한다.)

 4) 형성과정보다는 구조와 운 에 중점을 둔 연구 중 本稿와 소재가 겹치는 것으로서 
공장의 조직구조 및 이에 기반해 형성된 조직문화를 분석한 Andrew G. Walder, 
“Organized Dependency and Cultures of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Journal of 
Asian Studies, 42-1, 1993나 北京의 街道居民委員 를 臺北의 주민조직과 비교해서 
분석한 Benjamin L. Read, Roots of the State: Neighborhood Organization and Social 
Networks in Beijing and Taipei,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2를 들 수 있다.

 5) 건국 초기를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흐름에 대해서는 泉谷陽子, 中國建

國初期の政治と經濟-大衆運動と社 主義體制 , 御茶の水書房, 2007의 序章을 참조.
 6) 대중운동 자체를 일종의 제도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Gordon Bennet은 중화인민

공화국의 대중운동이 마치 미국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제도를 구성한다고 지적한다. 
(Bennett, Gordon, “China’s Mass Campaigns and Social Control”, Andrew Kipnis, et al., 
eds, Contemporary Chinese Society and Politics, Routledge, 2009, p.162. 제도로서의 대
중운동에 대한 Bennet의 분석에 대해서는 이 논문과 함께 Gordon Bennet, Yundong: 
Mass Campaigns in Chinese Communist Leadership,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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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운동을 위한 동원은 조직화 없이는 불가능하며, 적어도 건국 초기에는 조직과정

이 대중운동의 결과이기도 했다.7) 물론 대중운동은 초기의 文化大革命에서와 같이 

어떤 단계에서는 조직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대혁

명에서 정점이자 파국에 이른 대중운동의 흐름은 제도와 조직 형태의 유산을 남

기지 못했으며 문혁 이후에는 기존 체제로의 복귀가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서 본

다면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건국 초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문혁이라는 결과를 의식

한 것이라면, 조직을 중심으로 건국 초기를 파악하는 것은 문혁 이후까지를 의식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주지하듯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분리가 제도적으로 뚜렷하고 

조직형식을 포함한 사회구조 전반에서 분명한 이원성을 보인다. 건국 초기에 이루

어진 조직상의 변화는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 

방식의 형성이라는 면은 농촌에서보다 도시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건국 무

렵의 중국공산당은 지역정권을 운 한 짧지 않은 경험이 있었지만, 도시 지역에 

대한 통치의 경험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도시의 장악은 기본적으로 농촌에 기

반한 정치세력이었던 중국공산당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도시를 접수하고 통치하

는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현실에 직면하고, 기존 체제의 

유산을 이용하거나 변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국 초기의 도

시주민 조직 과정은 중공이 농촌에서 발전시켜온 조직원리에 대한 수정 과정이기

도 했다. 건국 초기 농촌 조직의 변화가 주로 중공이 발전시켜왔던 기성 모델의 

확산이었다면 도시에서는 기존 모델의 수정, 기성 구조의 변형, 그리고 그 과정에

서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도시에서

의 조직형식의 변화와 형성에 집중하고자 한다. 

도시의 주민조직은 인구관리의 기본적인 경로이자 각종 자원이 분배되는 통로

로서, 당조직 및 국가기구가 개인과 접촉하는 매개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는 건국 

초기에 성립되어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표준화된 주민조직인 街道居民委員 가 

존재한다. 街道居民委員 는 도시 지역의 말단 국가기구인 街道辦事處의 지도를 

받는 주민 자치조직이다. 그러나 지역을 단위로 편제된 街道居民委員 가 도시 지

역 주민조직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街道居民委員 가 도시 사회에서 핵심적인 

 7) Ⅲ편 2장에서 다루는 五反運動과 工 의 관계가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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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직으로 자리잡은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상당한 기간 동안 도시 지역

의 주민이 소속된 조직으로서 부차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른바 ‘單位’가 주

민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8) 單位는 그 자체가 곧 주민조직이라

고 할 수는 없지만, 구성원의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특성 때문에 주민조직의 기능

까지도 포괄하고 있었다. 인구관리 및 주택과 식량을 포함하는 각종 자원의 분배

까지도 국가의 위임을 받아 單位가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單位 구성원

을 매개해 줄 별도의 주민조직이 불필요했던 것이다. 이른바 ‘單位 사회의 해체’ 

이후에 街道居民委員 를 중심으로 하는 ‘社區’의 건설이 강조되었던 것 역시 單

位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單位가 담당하고 있었던 주민조직의 기능도 해체되어 대

체물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시

주민 조직 방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街道居民委員 뿐 아니라 單位 

조직까지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나 양자를 포괄하는 주민조직의 형성사를 파악하는 데에는 중요한 난점이 

있다. 街道居民委員 는 성립 시점이 명확한 데 비해 주민조직의 기능을 포괄하는 

單位가 언제 형성되었는가는 상대적으로 불명확하다. 또한 單位는 街道居民委員

와 달리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의 명칭이 아니며, 현실적 질서를 개념화한 것

이어서 양자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

기 위해 이 글에서는 건국 초기에 單位 조직에 선행하여 직업을 기반으로 한 주

민조직의 기능을 수행했던 工 9)에 주목하려고 한다. 지금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8) ‘單位’ 및 單位制度의 개념에 대해서는 楊曉民ㆍ周翼虎, 中國單位制度 , 中國經濟

出版社, 1999; 李漢林, 中國單位制度: 議論ㆍ思 硏究 , 上海人民出版社, 2004 참
조. 單位制 일반에 대한 연구사에 대해서는 백승욱, 중국의 노동자와 노동정책: 
‘단위체제’의 해체 , 문학과지성사, 2001; Bray, David, Social Space and Governance 
in Urban China: The Danwei System from Origins to Urban Reform,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張永志(Zhang, Yongzhi), ｢中國 單位制度의 變化 分析 硏究 : 
歷史的 新制度主義 接近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등의 서론을 참조.

 9) ‘工 ’는 ‘노동조합’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工 ’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이라고 부르는 조직과는 성격이 다른 점이 있으며, 이 글에서는 
‘工 ’와 ‘노동조합’의 공통점보다는 오히려 차이점에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번
역하지 않고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법률적 정의의 차이를 보면,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9041호, 2008년 3월 28일 시행)｣에
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
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의 4). 이에 비해 ｢中華人民共和國工 法｣



- 5 -

공회조직이 더 이상 주민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

나 이른바 ‘사회주의 개조’ 이전, 私營 부문이 잔존하던 시기에 工 는 당조직과 

국가기구가 도시 노동자층과 접촉하던 주요한 통로로서, 주민조직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었다. 건국 초기의 工 는 부녀조직이나 연령별 조직 등 여타의 ‘群衆組織’

과는 달리 街道組織과 함께 인구관리와 자원 배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중공 지도부는 工 를 중심으로 도시주민을 조직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工 를 街道居民委員 와 함께 도시지역 주민조직으로서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건국 초기에 나타난 조직 방식의 주요한 변화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가령 건국 초기에 지역 단위 주민조직의 표준화가 부진했

던 까닭이나 1952년 하반기에 갑자기 街道居民委員 의 건립이 추진되고 공회 계

통의 조직 방식도 재조정되었던 것에 대해, 양자의 상호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새로

운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양자의 통합적인 파악을 통해 中共이 도시주민을 

재조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선택과 타협의 결과 조직 방식의 이원적 구조가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밝힐 수 있다. 건국 초기를 도시주민 조직의 이원적 구조

가 성립되는 시기로 본다면, 이후 현재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 조직형식의 

변화를 사회주의적 개조와 개혁개방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이원

적 구조 내의 길항 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관점을 획득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주의 개조 이후 街道居民委員 의 주변화라든가 單位 해체 이후 街道居民委

員 의 부상 등을 모두 이원적 구조 내에서 한 쪽의 변화에 대응하여 다른 쪽의 

상대적 비중이 달라지는 변화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건국 초기의 주민조직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축적되어 있지만, 街道居民委員

와 공회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양자에 대한 연구는 개별

적으로 이루어져 왔다.10) 街道居民委員 에 대한 연구는 ‘社區 건설’을 배경으로 

에서는 ‘工 는 職工이 自愿해서 결합한 노동자계급의 군중조직’(제2조)이라고 규정
하면서도, ‘工 는 반드시 社 主義 노선을 견지하고, 人民民主 독재를 견지하고, 중
국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ㆍ毛澤東 사상ㆍ鄧 平 이론을 견
지’(제4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工 의 각급 조직은 民主集中制의 원리
에 따라 건립’하고 ‘상급 工  조직이 하급 工  조직을 지도’할 것을 규정하는 한
편(제9조), ‘통일된 中華全國總工 를 건립’(제10조)하도록 하여 중국공산당의 지도
를 받으며 中華全國總工 를 정점으로 하는 각급 공회 조직이 상하 관계를 이룬다
는 조직의 원칙을 법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中華人民共和國工 法｣, 國務院法制

辦公室 編, (注釋法典1) 中華人民共和國 憲法典 , 中國法制出版社, 2012, pp.32-34.)
10) 工 를 주민조직으로 파악하는 관점 자체가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다만 單位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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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성립 과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上海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11) 街道居民委員 에 대한 관심이 社區 건설을 계기로 높아진 

것에 비해, 작업장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관심은 주로 ‘單位 사회’로 표현되는 중국적 특수성에 대한 

탐색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單位 체제에 관한 연구로서 건국 초

기에 주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더구나 單位 조직의 前史 내지 형성사로서 工

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12) 工 에 대해서는 주로 전국 차원의 공회

조직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기층에서의 변화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13) 

과정에서 工 의 역할에 대한 Bray의 파악(Bray, 2005, 5장)이나 기층정권 수립의 일
부로서 私營工 를 다룬 黃利新의 연구(黃利新, ｢共和國初期北京 城區基層政權建

設硏究(1949-1954)｣, 首都師範大學 博士學位論文, 2008, 6장) 등은 工 를 주민조직
으로 파악하는 것과 상통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 街道居民委員 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郭聖莉ㆍ高民政, ｢建國初期上海 居民委員

創建的歷史 察｣, 上海行政學院學報 , 2001-4; 陳輝ㆍ謝世誠, ｢建國初期城 居民委

員 硏究｣, 當代中國史硏究  9-4, 2002; 高民政ㆍ郭聖莉, ｢居民自治 城 治理-建國

初期城 居民委員 的創建｣, 政治學研究 , 2003-1; 郭聖莉, ｢新中國建立初期居民委

員 制度的歷史 察｣, 上海黨史 黨建 , 2004-2; 湯水淸, ｢論新中國城鄕二元社 制

度的形成｣, 江西社 科學 , 2006-8; 郭聖莉, 城 社 重構 國家政權建設: 建國初

期上海國家政權建設分析 , 天津人民出版社, 2006; 楊麗萍, ｢從非單位到單位｣, 華東師

範大學 博士學位論文, 2006; 楊麗萍, ｢建國初期基層社 組織化 反組織化的博弈-以
上海街居制的創設爲例｣, 江 社 科學 , 2009-4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
들은 전국적 범위에서의 제도 성립을 다루거나 아니면 上海의 사례를 기반으로 하
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中國共産黨의 기층 통치와 이전 시기의 차별성을 강조하
는 입장에 서 있다. 

12) 호구제 문제와 마찬가지로 單位와 관련된 연구 역시 개혁개방 이후의 변화에 집중
되고 있으며 역사적 기원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單位制에 대한 본
격적인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논문집인 Xiaobo Lu and Elizabeth J. Perry, 
eds., Danwei : the Changing Chinese Workplace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M. E. Sharpe, 1997에서 Xiaobo Lu는 延安의 노동조직에서, Elizabeth J. 
Perry는 1920-40년대의 공산당 주도의 노동운동에서, Wen-hsin Yeh는 上海의 기업 
조직에서 單位制의 기원을 찾고 있다. Tanigawa 역시 延安 시기에서 單位制의 기원
을 탐색하고 있다(Tanigawa, Shinichi, “Origins of Danwei Mobilization”, 人間文化(愛
知學院大)  23, 2008).

13) 건국 이후 국가 중심의 노동조직 건설에 대한 연구로는 張國 , ｢經濟復 期

(1949-52年)における中國の工 (勞組)組織(Ⅰ-Ⅲ)｣, 久留米大學法學  27-30, 
1996-1997; 石井知章, 中國社 主義國家と勞働組合-中國型協商體制の形成過程 , 御

茶の水書房, 2007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제도적
인 변화를 개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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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초기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때, 1949년 혁명의 연속과 단절이라는 문제

를 피하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 조직원리의 역사성을 탐색하는 것 역시 1949년 혁

명의 연속과 단절을 다시 묻는 한 가지 방식이기도 하다. 혁명이 아무리 큰 변화

를 가져왔다고 해도 사회구조의 완전한 단절은 있을 수 없으며, 건국 초기의 도시

주민 조직 방식의 성립과정에도 연속적 요소와 단절적 요소가 혼재해 있었다. 그

리고 조직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 중에는 어떤 요소를 더 강조하는가의 문제에서 

다양한 태도가 나타난다.14) 주민조직을 통해 연속과 단절을 평가하는 문제에서 중

요한 것은, 건국 초기 주민조직의 역사적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건국 

이전과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街道居民委員 의 형식과 운 이 

가지는 연속적인 측면과 단절적인 측면은 이전 정권들에서 조직했던 지역별 주민

조직인 保甲이나 坊里 등과 비교할 때에만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保甲制에 대한 연구와 街道居民委員 에 대한 연구가 분리되었던 기존의 

경향을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5) 中共의 工 를 통한 도시주민의 조직화 역

14) 주민조직이나 노동조직과 관련하여 건국 전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연구
로는 Mark Frazier, The Making of the Chinese Industrial Workplace: State, Revolution, 
and Labor Manage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나 W.P. Huen,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in the Qing Dynasty: Precursor to the PRC's Hukou System", China 
report, 32-4, 1996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黃利新을 비롯한 대다수의 중국 연구자
들은 단절을 강조하는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天津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Kenneth Lieberthal, Revolution and Tradition in Tientsin, 1949-1952,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0 역시 단절을 강조하고 있다. 

15) 국민정부 통치지역의 保甲制 실시에 대한 朱德新의 선구적인 연구(朱德新, 二十世

紀三四十年代河南冀東保甲制硏究 , 中國社 科學出版社, 1994)가 나온 이래 적지 않
은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국민정부 시기 국가기구 및 지방자치 문제와 관련하여 핵
심적인 연구 주제로 발전해왔다. (민국 시기 保甲制와 관련된 연구사 정리로는 朱德

新, ｢民國保甲制度硏究述評｣, 安徽史學 , 1996-1; 沈成飛, ｢近十年來民國保甲制度硏

究述評｣, 福建論壇(人文社 科學版) , 2003-6; 冉綿惠, ｢近年來國內有關民國時期保甲

制度研究的新趨勢｣, 民國檔案 , 2007-2 등이 있다.) 최근에는 河南과 冀東을 중심으
로 연구를 수행했던 朱德新 외에도 四川을 중심으로 하는 冉綿惠와 金世忠, 廣東을 
중심으로 하는 沈成飛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성과를 발표하는 연구
자들이 눈에 띈다. (이들의 구체적인 연구는 참고문헌 참조.) 국민당 통치 지역과는 
달리 일본 점령 지역의 기층 조직에 대해서는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 않으며, 張濟

, 浜正子 譯, ｢近代に利殖された傳統-日本軍政下上海の保甲制度｣, 近きに在り

て  28, 1995와 車霽虹, ｢試論僞滿保甲制度的殖民地特點｣, 北方文物 , 1992-3; 車霽

虹, ｢試論僞滿政權的地方基層統治機構｣, 齊齊哈爾大學學報(哲學社 科學版) , 
1995-5 등이 다소 예외적인 사례이다. 한국 학계에서는 만주국과 華北 점령지에서
의 치안강화운동의 일환으로서 보갑제가 다루어진 사례가 있다. (尹輝鐸, 日帝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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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전 정권들이 노동조직과 맺었던 관계의 연장선에서 파악할 때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건국 이전과의 비교에서 연속이냐 단절이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

운 체제는 기존 체제의 유산을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전에 없던 새

로운 요소가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전한 단절로 볼 수는 없다. 정확한 평가

를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연속적인 것이고, 어떤 요소가 새로운 것인지를 세심하

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선언적인 진술로 뒤덮인 건국 초기의 사료를 검

토할 때 구호 이면에 있었던 실질적인 변화를 기층의 상황에 근거해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이 글에서는 조직 방식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 것에 주목하려고 하지

만, 그 변화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연속적인 부분 역시 살펴

보려고 한다. 즉 기층 통치에서 경찰의 위상16)과 직업조직에 대한 당의 지배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연속적 요소를 검토한 후, 주민조직의 포괄성, 이원적 구조, 주민

조직 내부로의 국가 개입 등의 요소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검토할 것이다. 여기에

서 살펴보려는 연속적 요소와 차별적 요소 모두 기존의 연구에서 충분히 고찰되

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양자를 따로 나누어 건국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서 살

펴볼 것이다. 

街道居民委員 의 성립으로 귀결되는 지역별 주민조직과 공회에서 單位 조직으

로 연결되는 직업별 조직은 건국 초기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중공이 도시 지역의 

주민조직에 대한 구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긴 한 연관성

滿洲國｣硏究-抗日武裝鬪爭과 治安肅正工作 , 일조각, 1996; 윤휘탁, 중일전쟁과 중
국혁명-전쟁과 혁명의 이중주: 전쟁혁명 , 일조각, 2003.) 그러나 보갑제에 대한 기
존의 연구들은 지방행정제도로서 보갑제의 운  방식과 사회적 향에 주목할 뿐,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본
적으로 농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시와 농촌의 보갑조직의 차이라든지 도
시 지역의 보갑 조직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특히 本稿에서 
다루는 街巷公益 나 坊里 등 점령기의 도시 주민조직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를 거
의 찾아볼 수 없다. 

16) 경찰 통치를 통해 民國 시기와 중화인민공화국 시기 사이의 연속성을 지적하는 연
구자로는 Wakeman이 있다. (Frederic Wakeman Jr., "Models of Historical Change: The 
Chinese State and Society, 1839-1989", Kenneth Lieberthal et al., ed., Perspectives of 
Modern China: Four Anniversaries, M. E. Sharpe, 1991 참조.) 그는 上海의 경찰에 대
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시각을 좀더 심층적으로 발전시켰다. (Frederic Wakeman Jr., 
Policing Shanghai, 1927-1937,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魏斐德, 梁禾 譯, 
紅星照 上海城1942~1952-共産黨 政警察的改造 , 人民出版社,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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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건국 이전에 양자는 독자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별개

의 역에 속했다. 지역 단위의 주민조직은 국민정부가 추진했던 保甲制에서 보듯

이 건국 이전부터 표준화가 시도되고 있었다. 또한 일본 점령지역에서도 나름의 

지역 단위 주민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工 가 주민조직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은 건국 이후의 일이었다. 물론 전시에 공회의 성격에 변화가 발생했고, 이러한 

변화는 건국 이후 공회의 변화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17) 그러나 기본적으

로 건국 이전의 지역별 주민조직과 공회는 다른 맥락을 가지고 발전해 왔기 때문

에, 건국 이전까지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 주민조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층의 변화를 살펴보

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모든 지역의 기층조직에 관한 자료를 다 탐색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적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北京18)의 도시지역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19)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17) 산업 노동자들의 조직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려는 시도는 國共 양측 모두에서 매우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직업대표제의 원리도 호구 파악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의 조직이나 자치 기구의 구성에 적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직업조직
을 국가기구화하려는 노력은 주로 戰時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당과 일본의 
점령당국 모두 戰時에 강력한 노동통제 정책을 추진했으며, 노동조직을 장악해서 
실질적으로 국가행정의 하부 기구로 만들려고 시도했다. 국민당의 戰時 노동정책을 
다룬 연구로는 江紅英, ｢國民政府 抗戰時期的勞工福利｣, 四川師範大學學報(社 科

學版) , 2009-1; 陳竹君, ｢試論抗戰時期國民政府的勞工福利政策及其缺陷｣, 民國檔案

, 2003-1; 蔡勤禹, ｢抗戰時期國民政府 工商業團體的管制｣, 河北師范大學學報(哲學

社 科學版) , 1998-7; 胡悅晗, ｢戰後“國統區”的社團管理 局限(1945-1949)-以武漢工

爲個案的 察｣, 蘭州學刊 , 2009-8 등을 들 수 있다. 일본 점령지의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居之芬과 解學詩 등을 중심으로 강제적인 노동력 동원과 그 피해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兒島俊郞, ｢僞滿勞動統制政策｣, 解學詩ㆍ松村高夫 

主編, 滿鐵 中國勞工 , 社 科學文獻出版社, 2003과 같이 노동정책 자체를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居之芬과 解學詩의 연구에 대해서는 참고문헌 참조.) 또
한 일본의 식민지 노동정책 전반을 검토하는 연구도 있다(松村高夫, 日本帝國主義

下の植民地勞働史 , 不二出版, 2008). Frazier, 2001은 戰時 노동정책이 중화인민공화
국 시기의 노동정책의 원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8) 北京은 1928년에 國民革命을 통해 南京國民政府가 수립된 이후 ‘北平’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1937년에 일본에 점령되면서 점령당국에 의해 ‘北京特別 ’로 바
뀌었다가, 終戰 이후 다시 ‘北平’이 되었다. 그리고 中國共産黨이 1949년 2월에 接

管한 이후에도 ‘北平’으로 불리다가 중화인민공화국 개국을 선포하기 직전인 1949
년 9월 27일에 다시 ‘北京’으로 개명되었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에 北京은 
‘北平’에서 ‘北京’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北平’이 되었고, 또 다시 ‘北京’으로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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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京은 수도로서 건국 이후 中國共産黨의 도시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대상

이었을 뿐 아니라, 北京의 경험과 사례가 중화인민공화국 전체 도시의 통치 방식

에 중요한 표준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北京이 유일한 표준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법제화 이전에 중요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제도의 성립과정에서 참조점으로 작용

하는 주요 도시 중 하나 다.20) 또한 국민당 통치와 일본 점령을 모두 경험한 지

역이기 때문에 제도적 전환 과정과 향 관계를 파악하기에도 적합하다.21) 그러나 

北京은 수도이자 주요 대도시로서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연구

가 많지 않은 도시이기도 하다. 기층 단위에 이르기까지 檔案이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있고, 이용에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개방되어 있다는 점도 北京을 연

구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작용하 다. 

이 글에서 검토하려고 하는 北京에서의 변화가 건국 초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었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기구의 명칭이나 법규 및 문건의 
제목 등에서 사용되거나 사료를 직접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의 명칭으로 
쓰인 경우에는 모두 北京으로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

19) 北京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城區와 郊區로 
구분한다. 이 글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도시지역은 주로 城區에 해당하지만, 일
부 郊區의 공업지역을 포함한다. 城區의 범위는 시기에 따라 변한다. 현재의 北京에
도 城區와 郊區의 구분이 존재하지만, 이 글에서 다루는 시기의 城區는 현재의 이
른바 ‘城六區’(東城區, 西城區, 朝陽區, 海澱區, 豊台區, 石景山區)보다 좁은 범위인 
건국 전후의 城區로서, 內城과 外城을 포함한 城 부분과 일부 關廂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현재의 東城區와 西城區 지역에 해당한다.

20) Ⅱ편 2장에서 살펴보겠지만, 街道居民委員 의 형식을 결정하기 위한 전국적인 실
험은 北京을 포함한 5개의 대도시에서 이루어졌다.

21) 北京의 居民委員  성립사에 대해서는 宋月紅의 연구(宋月紅, ｢建國初期北京 的區

街政權 居民自治｣, 當代中國史硏究  13-4, 2006; 宋月紅, ｢和平解放至定都前北平

的區街建政｣, 北京社 科學 , 2006-2)가 있지만, 이는 공간된 사료집만을 이용한 개
설적 연구이며, 가장 중요한 연구로는 黃利新의 연구를 들 수 있다. (黃利新, ｢共和

國初期北京 城區基層政權建設硏究(1949-1954)｣, 首都師範大學 博士學位論文, 2008.) 
黃利新의 연구는 대량의 檔案 자료를 기반으로 北京의 기층 통치구조 성립에 관해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歷史資源’으로서 共産黨의 농촌 기층정권 운  경
험과 함께 ‘解放’ 전의 ‘基層 建政 狀況’을 다루면서도, 실제로 중요한 선례인 일본 
점령기의 기층조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층통치의 핵심에 
있었던 公安派出所와 관련된 문제도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건국 전후
의 연속성보다는 共産黨의 ‘성취’에 주목하고 있다. 北京의 工  조직 기층에서 나
타난 변화를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黃利新의 연구에 포함된 基層工 에 
관한 한 章이 보기 드문 예외에 속한다. 黃利新은 私營 業의 工 만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조직의 일부로서의 工 라는 시각보다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침투를 통해 
基層의 建政에 기여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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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으로서 보편성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北京의 사례에는 일반화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上海나 天津 등 특정 도시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연구들도 피할 수 없는 부분

이다. 北京의 경우에는 점령방식이라든가 산업구조, 정치 중심지라는 특징 등에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北京의 사례를 통해 기층의 변화를 밝히

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건국 초기 변화 과정의 일

부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관련 주제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경계에 대한 논의의 

기반을 확대하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本稿는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편은 연속적인 요소에 대한 고찰이고, Ⅱ

편과 Ⅲ편은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검토이다. Ⅱ편에서는 街道居民委員 를 중심으

로 하는 지역별 주민조직과 Ⅲ편에서는 工 를 중심으로 하는 직업별 주민조직을 

각각 다룬다. 

혁명 이후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기존 체제의 유산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 특

히 도시통치 경험이 거의 없었던 중공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北京의 

접수 당시에는 도시에서의 현상유지라는 접수 방식을 채택했고 그 결과 연속적인 

요소가 남게 되었다. 또한 역사와 조직원리에서 국민당과의 공통점 역시 연속적 

요소를 낳게 했다. Ⅰ편에서는 도시주민을 조직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

인 연속적 요소로서 기층 통치에서 경찰조직이 차지하는 중심적 위상(1장)과 국가

기구보다 훨씬 더 폭넓은 범위에 대해서, 특히 ‘대중조직’인 工 에 대해서 당의 

지배를 관철하는 문제(2장)를 다룰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지역별 주민조직과 직업별 주민조직의 변화는 긴

하게 연동되었고, 특히 도시주민의 주요한 조직 형식으로서의 공회라는 구상이 등

장하고 도시 지역에 대해서 농촌과는 다른 방식의 조직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이 성립되면서 두 가지 계열의 조직 원리가 상호 향을 주고받게 되었다. 그

러나 건국 이전에는 양자가 별개의 맥락을 가지고 변화해 왔다. 따라서 Ⅱ편과 Ⅲ

편에서는 양자의 상호 향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편을 달리하여 각각을 살

펴보고자 한다. 

먼저 Ⅱ편에서는 지역별 주민조직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1장에서는 北京에서 

표준화된 지역별 주민조직이 등장하는 일본 점령기 이래의 계보를 살펴보고, 중공 

정권에서 정립된 체제와의 비교를 염두에 두면서 조직구조나 운 상의 특징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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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2장에서는 保甲의 처리 상황과 街政府의 수립과 철폐 이후 

‘積極分子’들이 주도하던 시기를 살펴보고, 五反運動 이후부터 논의와 시험을 거쳐 

등장하기 시작한 街道居民委員 의 성립 과정과 조직의 성격을 검토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Ⅲ편에서는 공회를 통한 도시주민의 조직을 검토할 것이다. 직업조직, 

특히 공회가 주민조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건국 이후부터이다. 그러나 

국가와 노동조직의 연관성이 강화되는 것은 건국 이전부터 다. 1장에서는 비교의 

대상과 前史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건국 이전의 工  및 유사 조직의 계보와 조직 

및 운 의 특징을 파악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 조직 방식의 가장 독

특한 측면은 직장이 일상의 모든 면을 관리하는 주민조직으로서의 기능까지 수행

했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주의 시기에는 이러한 직장 기반의 조직이 핵심적인 위

상을 가지고 있었다. 2장에서는 도시주민의 주요한 조직 형식으로 구상된 공회가 

이전 정권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조직되는 과정과 五反運動 이후 조직원리상의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에 이루어진 도시 주민조직의 형

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도시의 통치 방식에 있어서 1949년 혁명 전후

의 연속과 변화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1949

년의 혁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둘러싼 논의에 약간의 새로운 시각을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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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편 公安과 黨治 : 기층 통치의 연속성

제1장 경찰조직과 인구관리

1. 일본 점령기와 전후 國民黨 정권 시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전후로 한 도시의 기층 통치에 나타나는 중요한 연속성

은 바로 경찰의 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찰 기구는 지금도 街道辦事處와 함께 

도시 지역에서 말단의 국가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 기구의 

말단 조직인 派出所는 街道辦事處가 건국 초기에 성립된 것과는 달리 건국 이전

부터 도시의 기층 통치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특히 주민의 조직 방식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戶政의 담당기관으로서 인구관리를 주관한다는 사실이다. 北京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淸末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기층 통치에서 차지하는 경

찰조직의 위상은 일본 점령기에도 변하지 않고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후 두 차례

의 정권 교체 과정에서도 유지되었다. 이하에서는 점령기부터 건국 초기까지, 인

구의 관리를 중심으로 경찰 기구가 기층 통치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그 연속성 및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北京의 政에서 경찰 기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公署의 다른 부문들과는 

달리 경찰조직이 局을 정점으로 기층의 파출소에 이르는 조직과 인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있었다. 일본 점령기 北京의 경찰 기구는 警察局 산하에 分局-分駐

所-派出所로 이어지는 3단계의 하급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이 北京을 점령했을 때 警察局 산하에는 內城 6개, 外城 5개, 郊區 4개 등 

모두 15개의 分局이 있었다. 여기에 태평양전쟁 개전 이후 일본군이 東交民巷 使

館區를 점령하면서 內七區 分局이 새롭게 설립되어 分局의 수는 16개로 증가하

다.1) 각 區의 警察分局에는 公署의 警察局 각 科에 대응하는 警務, 保安, 警法, 

特務, 經濟 등의 系가 설치되어 있었다.2) 

 1) 內七區 警察分局의 설치는 1943년 4월에 이루어졌다. 蔡恂, 北京警察沿革紀要 , 北

京特別 公署警察局, 1944(이하 北京警察沿革 으로 略稱), p.12.
 2) 向風, ｢日僞時期的北京警察局｣, 中國人民政治協商 議北京 委員 文史資料硏究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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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局 分駐所 派出所

內一分局 5 20
內二分局 5 19
內三分局 5 18
內四分局 4 20
內五分局 5 19
內六分局 4 16
內七分局 1 -
外一分局 4 16
外二分局 4 16
外三分局 5 20
外四分局 5 20
外五分局 5 20
城區총계 52 240

* 出典: 蔡恂, 北京警察沿革紀要 , 

北京特別 公署警察局, 1944, p.14.

<표Ⅰ-1-1> 北京 城區의 分局別 

分駐所와 派出所의 수 (1944년)

分局 아래에는 다시 4-5개의 分駐所를 두었

으며 分駐所 아래에는 기층 경찰조직인 派出

所가 있었다. 東交民巷 지역에 신설한 內七分

局을 제외하면 城區에 설치된 警察分局에는 

각각 4-5개의 分駐所와 16-20개의 派出所가 설

치되어 있었다.3) 北京 지역에서 파출소가 처

음 설립된 것은 宣統 元年이었는데, 이때부터 

1924년까지 340개이던 것이 郊區까지 경찰이 

관리하게 된 1924년에 468개로 늘었다가, 국

민정부가 수립되고 首都가 南京으로 바뀐 

1928년에 322개로 축소되어 1944년까지 그대

로 유지되었다. 分駐所의 수 역시 1932년에 

처음 分駐所가 개설된 이래 內七分局의 성립

과 함께 1개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1944년

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4) 점령을 전후하여 기층 경찰조직의 틀에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점령기의 北京 경찰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分局에서 派出所에 이르는 지역별 

조직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전체 경찰 인력 중 分局 이하의 지역조직에서 일

하는 인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1943년 1월 北京特別 公署에서 심사ㆍ결정

한 警察局 산하 각 기구의 정원을 보면, 총 정원 11,286명 중에 公署 경찰국 정

원이 938명이었고, 경찰 산하의 警察第一隊에서 第六隊까지의 부대 정원이 1,897

명이었다. 이 외에 車警隊, 偵緝隊, 消防隊, 女警隊, 隊 등 각 隊의 정원이 1,261

명, 警察敎鍊所, 感化所, 新聞檢査所, 郵電檢査所, 警察醫院, 車站檢査所, 收發娼妓

執照所, 居住證指紋整理所, 警犬班 등 경찰 각 所의 정원이 총 432명 등이었다. 그

리고 分駐所와 派出所를 포함하는 分局의 정원 총계가 6,758명으로 北京 전체 경

찰 정원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다.5) 그리고 아래 표에서 보듯이 分局의 정

員  編, 日僞統治下的北平 , 北京出版社, 1987(이하 ｢日僞時期的北京警察局｣으로 
약칭), p.265. 

 3) 城區 외에 四郊에 설치된 分駐所는 총 15개, 派出所는 총 140개 다. ( 北京警察沿

革 , p.14.)
 4) 北京警察沿革 ,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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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局 警長 警士

內一分局 39 392
內二分局 45 374
內三分局 33 316
內四分局 31 311
內五分局 36 310
內六分局 28 302
內七分局 10 75
外一分局 32 328
外二分局 37 324
外三分局 34 332
外四分局 36 331
外五分局 33 308
東郊分局 60 421
西郊分局 80 587
南郊分局 49 409
北郊分局 40 349
총계 620 5469

*出典:　蔡恂, 北京警察沿革紀要 , 北

京特別 公署警察局, 1944, pp.87-88.

<표Ⅰ-1-2> 警察分局別 警長 및 

警士의 정원 

원 중 하급 경찰인 警長과 警士의 정원이 총 

6,089명으로 分局 정원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파출소의 규모와 조직을 살펴보면, 일본 점

령기 파출소 한 곳의 정원은 警長 2명, 警士 

7명, 戶籍警 2명 등 총 11명으로 규정되어 있

었다.6) 그러나 재직 인원의 부족으로 대부분

의 파출소에 실제로는 警長 2명, 警士 3-5명, 

戶籍警 2명이 근무했다.7) 파출소의 관할 구역

은 ‘段’이라고 불렸으며, 파출소는 각 段의 치

안을 책임지고 있었다.8) 파출소를 책임진 것

은 두 명의 警長이었고, 그 아래에 6~8명의 

警士가 있었다.9) 

파출소는 치안 유지 외에 인구관리 기능도 

담당하고 있었다. 각 段 내 주민의 戶口는 파

출소에서 登記하여 명부를 만들었고, 같은 양

식으로 세 부를 만들어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 두 부는 分局과 總局에 보냈다. 

이 외에 臨時戶口는 반드시 거주증을 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등기해야 했으며, 旅

店의 住客들은 ‘店簿’에 등록해야 했고 妓院의 住客들은 ‘客簿’에 등록해야 했으

며, 이것을 매일 파출소에 보내 심사했다. 파출소는 수시로 戶口를 조사할 수 있

었으며, 旅店, 妓院, 공공장소, 기업 등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分

局에 보고하 다.10) 

일본 점령 이래 경찰 행정의 연속성은 조직구조뿐 아니라 인적인 측면에도 나

타난다. 점령 직후에 일본 점령당국은 北京의 長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5) 北京警察沿革 , pp.84-91.
 6) 吳廷燮 等纂, 北京 志稿2 民政志 , 北京燕山出版社, 1997, p.510. 
 7) 임상범, ｢北京地域 警察의 基層組織-1901년부터 1949년까지｣, 大丘史學  88, 2007, 

p.15.
 8) 파출소 관할 구역을 ‘段’이라고 부른 것은 淸末부터 다. (公一兵, ｢北京近代警察制

度之區劃硏究｣, 北京社 科學 , 2004-4, p.108.)
 9) ｢日僞時期的北京警察局｣, pp.266-267.
10) ｢日僞時期的北京警察局｣, pp.2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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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南京國民政府 시기에 北平  公安局長을 역임했던 余晉龢를 임명하고 그에

게 警察局長을 겸임하도록 했다. 余晉龢는 1937년 말 北京에 도착해서 1938년 1월 

長 겸 警察局長으로 취임하 다.11) 余晉龢는 일본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본 육군에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 北支方面軍 사령관인 寺

內壽一, 多田駿, 岡村寧次 등과 모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12) 그는 일본 유

학 경험 덕분에 관료 경력 초반부터 일본과 관련된 업무를 맡기도 하 다. 民國 

초 段祺瑞가 육군총장직에 있을 때 일본고문단이 있었는데, 이 고문단의 단장은 

坂西利八郞이고 단원은 일본인 3명, 중국인 3명이 있었으며, 이 중국인 3명 중 한 

명이 바로 余晋龢 다.13) 

余晉龢는 일본통이기도 했지만, 1933년 9월부터 1935년 7월까지 北平  公安局

의 局長을 역임했던 경찰 관료이기도 했다.14) 그의 警察局長 겸임은 형식적인 것

에 그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경찰국 운 에 깊이 간여하고 있었다. 余晉龢는 취

임 당시부터 ‘京畿 지방의 치안이 중요하고 경찰국이 지방 치안의 유지를 책임지

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의 업무를 보는 동시에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10

시까지 그리고 오후 3시 반부터 7시 반까지는 경찰국에서 업무를 보겠다고 공표

하고 있었다.15) 그리고 실제로 시장 겸 경찰국장으로 재임하는 몇 년 동안 계속해

서 경찰국 방면에 정력을 기울이고 매일 오전에는 경찰국으로 출근해서 업무를 

봤다. 그리고 北支方面軍의 특무기관에서 파견했던 경찰국 顧問인 岡野도 余晉龢

의 이력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매우 존중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16) 

또한 局長 이하의 경찰 인원에 대해서도 대규모의 교체는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의 

11) 신문 보도에 따르면 余晉龢는 上海에 있다 1937년 12월 24일에 北京에 도착했고(｢
余晋龢昨日來京｣, 實報  1937.12.25.), 1938년 1월에 취임했다. (｢京 長余晋龢昨就

警察局長兼職｣, 實報  1938.1.9.; ｢北京 政府發表談話｣, 實報  1938.1.9; ｢余晋龢

長今晨就職｣, 實報  1938.1.10.) 기사에서 余晉龢는 前任 北平  公安局長이자 前任 

厦門 長으로 소개되고 있다. (｢京津兩 場更選｣, 實報  1938.1.7.)
12) ｢日僞時期的北京警察局｣, pp.259-260.
13) 張子鈞, ｢回憶“新民 ”｣, 中國人民政治協商 議全國委員 文史資料委員  編, 文史

資料存稿選編8 日僞政權 , 中國文史出版社, 2002(이하 ｢回憶“新民 ”｣로 약칭), 
p.572. 다른 두 명 중 한 명은 점령기에 新民  부회장과 華北政務委員  建設總署 

督辦을 역임했던 殷同이었다. 
14) 吳廷燮 等纂, 北京 志稿13 職官表 , 北京燕山出版社, 1997, pp.731-732.
15) ｢余晋龢 長宵旰圖治｣, 實報  1938.1.15.
16) ｢日僞時期的北京警察局｣, 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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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을 전후하여 北京의 경찰조직은 기구뿐 아니라, 警察局長을 필두로 인적인 측

면에 있어서도 연속성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패전 이후 국민당이 北京을 다시 접수하면서, 일본 점령군에 협력했던 

경찰 간부에 대한 교체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國民黨은 ‘復員’ 이후 경찰국의 

직원 1,347명 중 심사를 통해 463명을 해직시키고, 추가로 122명을 해고했다. 남은 

인원 중에도 96명은 직급이 낮아졌다. 이 외에도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새

롭게 708명이 충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 교체는 주로 경찰국 소속의 간부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간부들과 달리 일반 경찰관들의 교체는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았다.17) 또한 경찰 기구의 조직구조 역시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

다.18) 

北京에서 경찰이 인구관리의 주관기관이 된 것은 근대적인 경찰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다. 淸末 北京에서 일본을 모델로 하는 경찰 제도가 도입되면서 경찰을 

통한 戶政 관리가 시작되었다.19) 光緖 31년에 工巡總局이 설립되었고, 다음 해에

는 內外城工巡局이 폐지되고 北京內外城巡警總廳이 설립되었다. 이 때 內城에는 5

개, 外城에는 4개의 分廳을 두었다. 이 工巡局과 巡警總廳은 도시사회의 치안을 

17) 임상범, ｢北京地域 警察官의 構成과 그 變化｣, 中國近現代史硏究 , 27, 2005, 
pp.27-31.

18) 戰後 北京에서의 호구조사의 원칙에 대해서는 1946년 9월 27일 北平 政府 제23차 
시정회의에서 통과된 ｢北平 戶口調査辦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北京 檔案

館 編, 北平歷屆 政府 政 議決議 , 中國檔案出版社, 1998, p.581.) 이 辦法에서
는 호구조사의 종류로 一般調査, 抽査, 特査, 總査 등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抽査, 特査, 總査는 일상적인 호구조사가 아닌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總

査의 경우 3개월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一般調査는 일상적인 
조사활동으로서, 각 分局의 戶政局員이 날마다 각 段 戶籍警을 지도하여 돌아가면
서 관할 지역을 조사한 후 결과 및 통계를 보고하는 것이었다. (｢北平 公安局呈

户口 查办法(1946)｣, J001-001-00484.) (이하 따로 설명이 없이 제목과 문서번호만 
명기한 문헌은 모두 北京 檔案館 소장 문서이다. 번호는 ‘案卷’의 번호이고, 문서
제목은 ‘文件’의 제목이다.) 戰後 국민정부 시기에도 파출소의 戶籍警들이 호정을 
담당하는 관료 기구의 말단에 있었으며, 기층 경찰조직이 호구행정을 담당했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19) 淸末 北京의 경찰제도 수립은 일본인 고문을 초빙하고, 일본의 경찰제도를 모델로 
삼아서 이루어졌다. 任達, 李仲賢 譯, 新政革命 日本: 中國, 1898-1912 , 江 人民

出版社, 2006. (<-Douglas R. Reynolds, China, 1898-1912: The Xinzheng Revolution and 
Japa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pp.162-167; David Strand, Rickshaw Beijing: 
City People and Politics in the 1920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pp.66-72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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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졌으며, 戶籍의 관리와 호구통계도 책임지고 있었다.20) 北京에서 경찰 기구가 

戶政을 관리하는 체제가 처음으로 수립되었던 것이다. 

중화민국 수립 및 남경국민정부 수립 이후에도 기구의 이름만 바뀌고 경찰이 

인구관리를 하는 제도가 계속 유지되었다. 民國 元年인 1912년에는 淸代 戶口의 

‘以籍爲定’의 編審調査 제도를 취소하고, 內外城의 모든 戶口를 통합하여 京師巡警

廳에서 관리하도록 하 다. 1913년에는 巡警廳이 京師警察廳으로 바뀌었고, 南京

國民政府가 수립된 1928년에는 警察廳이 公安局으로 바뀌었으나 그 직능은 바뀌

지 않았다. 또한 경찰 기구가 설립되지 않고 계속해서 淸代와 마찬가지로 步軍統

領이 관할하던 四郊의 호구까지도 1924년 步軍統領衙門이 폐지되면서 京師警察廳

에서 접수하여 관할하게 되었다.21) 경찰 기구의 몇 차례 개편에도 불구하고 경찰

이 戶政을 담당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으며, 1924년부터는 경찰이 戶政

을 관리하는 지역적 범위가 城區를 넘어서 四郊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 

7ㆍ7 사변 이후 일본군이 北京을 점령하게 된 후에도 경찰 기구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경찰이 戶政을 관리하는 체제는 계속 유지되었다. 

일본 점령기 北京의 警察局은 국민정부 시기의 北平  公安局을 이은 것으로서, 

전쟁의 특수한 수요에 따라서 顧問室, 特務科, 經濟科, 督察處 등을 설치하고 일부 

단위의 명칭을 고친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조직상의 큰 변동은 없었다.22) 소재지 

역시 北京政府 시기 京師警察廳 이래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23)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기구의 戶政 부문 역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北京의 

경찰 기구에는 경찰국의 戶政 담당 科에서 파출소의 戶籍警에 이르는 호구 행정 

담당 부서와 인원이 있었다. 경찰국의 여러 科 중에서 호적 담당 부서는 保安科

다. 保安科는 국민정부 시기 公安局에서는 第二科로 불리다가 1937년 2월의 개편

에서 行政科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39년 5월에 다시 第二科로 환원되었다. 그리

고 1941년 2월의 개편에서 保安科로 바뀌었다. 保安科 아래에는 保安股, 交通股와 

함께 戶籍股가 있었다.24) 保安科의 주요 업무는 “치안을 파괴하는 행위의 발생을 

20) 韓光輝, 北京歷史人口地理 , 北京大學出版社, 1996, pp.129-130. 다만 工巡局과 巡警

總廳이 戶政을 관리하는 범위는 內城과 外城에 한정되었고, 郊縣의 호구는 여전히 
縣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21) 韓光輝, 1996, p.130.
22) ｢日僞時期的北京警察局｣, p.259.
23) ｢日僞時期的北京警察局｣, p.256. 警察局의 소재지는 前門內 城街로서 현재의 국가

박물관에 해당하며 청대에는 吏部衙門이 있던 곳이었다.



- 19 -

방지”하는 것으로서 “豫防”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保安科에서는 

全  주민의 戶籍을 파악하고 거민증을 발급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했으며, 

또한 사회단체, 공상 기업, 오락장소, 旅店, 妓院, 飯館, 車站 등의 동태를 파악하

여 이른바 “不良行爲”나 “不穩狀況”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여 “依法處理”하

다. 그 외에 衛生, 交通, 消防 등의 업무는 부차적인 지위에 머물렀다고 한다.25) 

 경찰국의 호적 담당 부처에서 기층의 파출소까지 이어지는 戶政의 체계가 경

찰 기구 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파출소에 근무하는 警士들이 기층의 戶口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은 

점령 이전부터 지만, 점령 이후 北京  경찰 당국에서는 각 파출소에 호적 업무

를 전담하는 경찰을 배치하 다. 北京特別  警察局에서는 1939년 ‘戶政을 整 하

기 위해’ 각 파출소에서 戶籍 사무를 처리하는 인원을 任制로 바꾸어 매 段에 

戶籍警士 2명을 두어 戶政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기타 업무는 겸하지 않도록 했

다.26) 그러나 戶籍警 이외의 파출소 경찰들이 戶政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경찰국에서는 1943년 초 각 分局 이하 파출소에 내린 訓令을 통해, 戶

籍警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戶口 이동의 신고 등 戶政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

하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이 訓令에서는 ‘최근 警務가 많아져 戶籍警士가 때로

는 兼任을 피할 수 없어 잠시 任의 本旨를 잃게’ 되었다고 하면서, ‘戶籍은 百政

을 시행하는 근본이고 戶籍이 분명하지 않으면 각종 施策의 근거가 없어진다’면서 

戶政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에 속한 인원은 모두 戶籍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27) 公署 本局 保安科의 담당자가 파견되어 

戶口抽査를 하는 등의 특수한 戶政 업무는 당연히 戶籍警이 전담했으나,28) 각 段

24) 北京警察沿革 , pp.11-14. 1941년 2월의 개편은 일본 헌병대에서 파견한 일본인 指

官인 角田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대규모 개조의 일환이었다고 한다. (｢日僞時期的

北京警察局｣, pp.260-266.)
25) ｢日僞時期的北京警察局｣, pp.261-262. 公安局 시기의 第二科 산하에는 戶籍股 외에 

治安股, 交通股, 調査股, 衛生股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衛生股는 1933년 10월에 위
생국이 설립되면서 위생국으로 이관되었다. 1939년 8월에는 汽車股가 설립되었다. 
1941년 2월의 개편으로 保安科 산하에는 保安, 交通, 車輛, 戶籍, 稽徵 등 5개의 股

가 두어졌다. 이 중 稽徵股는 1943년 1월에 財政局으로 이관되었으며, 車輛股는 
1944년 4월에 交通股에 통합되었다. 그리고 保安股 산하에는 衛生取締室이 있었다. 
( 北京警察沿革 , pp.10-12.)

26) ｢北京特別 公署警察局訓令(1943.2.27.)｣, J183-002-18200. 
27)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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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근무하는 모든 警士들은 모두 구역을 나누어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자기 담

당 구역의 경찰 행정 전반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戶籍 사무와 무관할 수 없

었다.29)

戶政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일본 점령당국이 北京 城區의 戶政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시기가 바로 1941년에서 1942년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진

행되었던 ‘治安强化運動’ 기간이었다.30) 治安强化運動은 北京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華北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31)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진 치안

강화운동은 주로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유격 세력에 대응하여 군사적ㆍ행정적 

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이미 일본군의 통제력이 확립된 北京 城區에

서의 치안강화운동은 농촌 지역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北京 城區에서의 치안강화운동, 특히 제1차 치안강화운동은 치안 확립을 위한 

戶口調査를 핵심으로 한 것이었다. 이 때의 여러 조치들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점령 이후 경찰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戶政 계통을 통해 이루어지

던 호구조사에 일본군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었다. 치안강화운동 이전에도 일상적

인 호구 관리 외에 따로 戶口調査를 시행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이러한 조사

들은 모두 경찰조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32) 그런데 제1차 치안강화운동에서

28) 경찰국 보안과 직원이 分駐所에 파견되어 실행한 戶口抽査에 대한 보고를 보면, 담
당 戶籍警이 파견된 조사원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北京特別 警察局內四分局第

五分駐所關於戶口抽査的呈(1944.12.16.)｣, J183-002-25898.)
29) 內二分局 第五派出所 내의 警士들이 담당 구역을 나눈 사례를 보면, 二等警士 2명

과 三等警士 5명 등 총 7명의 警士가 각각 85戶 내지 151戶를 맡고 있다. (｢內二分

局第五派出所管界各警士勤務分擔圖(1945)｣, J181-005-00055.)
30) 5차의 치안강화운동의 실시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차 : 1941년 3월 30일 – 4월 3일
제2차 : 1941년 7월 7일 – 9월 7일
제3차 : 1941년 11월 1일 – 12월 25일
제4차 : 1942년 3월 30일 – 6월 15일
제5차 : 1942년 10월 8일 – 12월 10일
王國華, ｢關於日僞的五次治安强化運動｣, 北京 檔案館 編, 日僞在北京地區的五次强

化治安運動 , 北京燕山出版社, 1987(이하 ‘ 治安强化運動 ’으로 약칭), p.2.
31)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華北의 치안강화운동과 그 향에 대해서는 尹輝鐸, 2003 

참조. 
32) 1937년 말의 신문에는 ‘冬防 시기를 맞아’ 특별히 城郊 15區에 戶口의 조사를 명령

한 내용이 나온다. (｢淸査戶口: 北京警察局通令各區署｣, 實報  1937.11.8.) 1938년 
초에도 ‘國家甦生ㆍ戶政維新의 때를 맞아’ 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때에는 
樂戶나 旅館 등에 대한 검사가 강조되고 있다. (｢警察局保護善良認眞調査戶口｣, 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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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호구조사가 일본군 헌병의 지휘 아래 실시되었다. 

北京 城區에서의 치안강화운동 계획을 제시한 문건에서는 ‘北京  戶口의 조사

는 아직 完全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철저하게 조사하

여 개선ㆍ완비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호구조사의 주체에 대해서

는 일본 헌병대를 통해 중국 警務 기관을 총동원하여 조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

다.33) 실제 호구조사를 수행할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일본군의 北京憲

兵隊 特高課에서 警察分局마다 헌병 하사관 3명을 파견하도록 지시하 다. 파견된 

3명 중 1명은 區隊長을 맡고, 나머지 2명은 組長이 되도록 했다. 그리고 파출소마

다 견습헌병인 ‘憲補’ 1명을 파견하여 戶籍警 1명을 포함하는 ‘中國警察’ 3명 및 

통역 1명과 함께 1개 班을 조직하도록 했다. 파출소 단위까지 헌병을 파견하여 경

찰과 함께 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했던 것이다. 또한 조사가 끝난 후에는 결과를 

戶口調査簿에 등록ㆍ정리하고, 헌병이 현장에서 ‘調査完畢證’ 위에 날인하고 이를 

조사한 戶의 입구에 붙이도록 했다.34) 실제로 파견된 헌병의 규모를 보면 內城에

는 7개의 區隊와 14개의 組, 119개의 班이 편성되어 총 21명의 헌병 하사관과 119

명의 憲兵敎習兵이 파견되었으며, 外城에는 6개의 區隊, 12개의 組, 98개의 班이 

조직되어 총 18명의 헌병 하사관과 98명의 憲兵敎習兵이 파견되었다.35) 이상과 같

報  1938.1.1.) 1939년 초 경찰의 ‘特別戶口調査’를 보도하는 기사에는 ‘警察局이 ｢
特別調査戶口辦法｣을 규정하여 內外城 11區에서 試辦한 成績이 良好하여 당국에서
는 이 辦法을 四郊에서도 推行하여 戶政을 展進시키려’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警
察廳特別調査戶口｣, 實報  1939.1.13.)

33) ｢北京陸軍特務機關函 治安强化運動實施計劃案(1941.3.16.)｣, 治安强化運動 , p.26. 
이 문건은 北京 주둔 일본군의 特務 부문에서 작성되었다. 公署 및 기타 관련 부
문의 치안강화운동 관련 문건은 모두 이 문건보다 늦게 작성되었다. 이 문건은 2월 
15일의 ｢華北方面軍參 部第四課治安强化運動實施計劃｣과 3월11일의 ｢華北政委 實

施第一次治安强化運動訓令｣에 근거한 것이었다. 華北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과 
北京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모두 일본군 쪽에서 먼저 계획이 작성되고 이후 정부기
관에서 관련 문건이 발표되고 있다.

34) ｢(極密)北京憲兵隊特高課長 實施戶口調査的指示(1941.4.6.)｣, 治安强化運動, pp.45- 
46. 이 문건은 공식적 1차 치안강화운동의 종료일인 4월 3일보다 늦게 나온 것이다. 
이는 호구조사의 실시가 치안강화운동 기간이 끝난 이후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인용한 北京의 치안강화운동 계획 문건을 보면 호구조사 기간을 1개월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北京陸軍特務機關函 治安强化運動實施計劃案(1941.3.16.)｣, 治

安强化運動 , p.23.)
35) ｢(軍事秘密)北京憲兵隊戶口調査本部 戶口調査員的指示事 (1941.4.6.)｣, 治安强化運

動 ,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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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1차 치안강화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된 호구조사는 일본 헌병의 지도 하에 실

시되었으며, 파출소 단위까지 헌병이 파견되어 실제 조사과정에 개입하 다. 

이와 같이 이전까지 기존의 경찰 기구에 의존했던 戶政 방면에 일본군이 깊이 

개입하게 된 배경에는 城內에서 벌어졌던 일본 군관 피습사건이 놓여 있었다. 

1940년 11월 29일 오전 9시에 두 명의 일본군 장교가 말을 타고 가다 뒤에서 자

전거를 타고 접근한 중국인의 총격을 받아서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한 명은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北支方面軍의 中佐인 高月와 森蔭이었

다.36) 이 사건은 일본군에게 큰 위협을 주었으며, 北京 城內도 안전한 곳이 아니

라고 인식하게 하 다.37) 이 때문에 일본 헌병대의 戶口調査本部에서는 특수시설, 

국방 중요시설 자원, 일본과 중국 고급 軍官의 衙署, 日ㆍ華 要人의 警戒 등을 중

시하면서 관련 시설 인근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있다.38) 1차 치안강화

운동에서 일본군 헌병이 호구조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에은 일본 주둔군의 

자기보호라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1차 치안강화운동의 호구조사 방식은 전례없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파격이 戶政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치안 위험 요

소를 제거하려는 데 중점을 두었고 호구 관리 상황의 점검은 주요 목적이 아니었

다. 그리고 파견된 헌병 인력의 규모도 그리 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호구조사 

과정에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제도상의 변화를 가져오지도 않았

다. 조사 방식은 ‘搜索식의 호구조사’로 규정되었고, 불온분자를 적발ㆍ검거하고 

‘槍炮火藥ㆍ劇毒藥物ㆍ燃燒劑ㆍ無線電機’ 등을 통제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었다. 

이 외에도 기존에 형식적으로 조사했던 외국인이 고용한 중국인과 만주국인, 그리

고 기타 의심지역 등이 호구조사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39) 

일본군이 주도하는 호구조사라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일회적인 것에 그쳤다. 2차 

이후의 치안강화운동에서도 계속해서 호구조사나 그 밖의 치안을 위한 각종 조사

가 강조되지만 일본군의 개입은 없었으며, 기본적으로 기존의 경찰조직을 통해 조

사가 이루어졌다. 2차 치안강화운동에서도 호구조사가 계획되었지만, 경찰국의 戶

36) 穆玉敏, 北京警察百年 ,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2004, pp.203-204.
37) 王國華, ｢關於日僞的五次治安强化運動｣, 治安强化運動 , p.4.
38) ｢(軍事秘密)北京憲兵隊戶口調査本部 戶口調査員的指示事 (1941.4.6.)｣, 治安强化運

動 , p.52.
39) ｢(極密)北京憲兵隊特高課長 實施戶口調査的指示(1941.4.6.)｣, 治安强化運動 , pp.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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籍 인원이 파출소의 戶籍警을 인솔하여 진행하도록 했으며, 조사 방식도 區마다 

하루 100戶 이내의 범위에서 표본조사〔抽査〕를 하는 것이었다.40) 1차 때와는 달

리 일본 헌병의 지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전체 치안강화운동에서 호구조사가 특

별히 강조되지도 않았다. 2차 치안강화운동 기간에 警察局 保安科에서 分局에 보

낸 通知를 보면 치안강화운동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호구조사에서 ‘특수가옥’ 및 

官衙ㆍ公署 부근 주택의 호구조사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해서 검문해야 한다고 지

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때 이루어진 호구조사 자체는 정기적인 秋季 戶口淸査

음을 알 수 있다.41) 

이후의 치안강화운동에서는 초점이 호구조사가 아닌 공산당 및 기타 의심분자

의 적발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4차 치안강화운동 기간에는 ‘匪共을 

철저하게 숙청하기 위해서’ ‘綜合檢査’를 시행하 는데, 이 ‘종합검사’의 목표는 1) 

공산당, 2) 匪賊散兵, 3) 불량분자 및 반동서적 등이었다. 또한 검사 대상 역시 旅

店, 公寓, 廟宇, 雜居可疑戶, 鍋伙, 土膏店, 學校宿  등 집단거주지나 치안 취약 

지점에 한정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인원을 보면 ‘각 區의 繁簡에 따라서’ 3개나 5

개 班을 편성하도록 했으며, 각 班에는 局員 1명, 官警 6명, 偵緝隊 2명 등을 배치

하도록 했다.42) 1차 치안강화운동과 비교하면 조사 대상이 한정되었고, 참가한 인

원도 훨씬 적었던 것이다. ‘종합검사’의 성과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총 484명이 

동원되어 1,175戶를 검사했다고 한다.43)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北京 城區에서의 치안강화운동은 처음에는 호구조사에 

중점을 두었을 뿐 아니라 일본 헌병의 개입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나타나기도 했

지만, 전반적으로 치안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으며 조사의 대상이 포괄적이

었던 것도 아니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기존의 호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1차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호정 인원을 통해서 운동을 진행했다.

치안강화운동 기간 동안 戶政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도상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찾자면, 신분증인 ‘居住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운동이 새 제도의 정착에 기여했

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신분증의 도입은 전후 국민당 정권 시기까지 이어

지는 새로운 제도의 출발이었으며, 경찰을 통한 인구관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

40) ｢警察局呈報第二次治安强化運動計劃大綱(1941.7.5.)｣, 治安强化運動 , p.120.
41) ｢北京特別 公署警察局保安科通知(1941.8.25.)｣, J181-022-13166.
42) ｢警察局第四次治運城區綜合檢査方案(1942.6.9.)｣, 治安强化運動 , pp.387-389.
43) ｢警察局第四次治强運動實施狀況報告-第四期報告(1942.6.)｣, 治安强化運動 , p.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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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주증은 華北政務委員 에서 ‘치안을 강화하고 선량한 민중의 안전을 보장하며 

戶籍 정리의 실행을 도와 사회 기초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旅行證과 함께 도입

한 것이었다. 1941년 3월 1일에 제도 시행을 공포했으며, 같은 해 7월 1일에 華北 

각 省ㆍ ㆍ縣에서 시행하도록 하 다. 거주증의 발급 대상은 만 12세에서 60세 

사이의 주민이었다. 또한 居住證에는 사진을 부착하고, 좌우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 다.44) 北京에서 지문을 통해 신분을 관리하는 제도로는 이미 1939

년 초에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이 다시 ‘入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 감정을 실행했던 선례가 있었다.45) 또한 거주증 제도의 시행 이후에는 전문

적으로 지문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경찰국 산하에 居住證指紋整理所를 설립하기도 

했다.46) 北京에서의 거주증 발급은 華北政務委員 의 계획보다 약간 늦은 1941년 

8월에 이루어졌다. 警察局의 8월 6일자 通告에 따르면, 警察局에서는 각 分局에 8

월 1일 이전까지 戶마다 신청서를 발송하도록 명령하 고 8월 초 시점에서 이미 

관할 파출소를 통해 거주증을 발급 중이었다. 또한 旅店, 公寓 등에 거주하는 미

신청자들에게 8월 15일 이전에 거주증을 발급받도록 通告하 다. 타 지역의 戶籍

을 가진 사람들도 北京에서 오래 거주할 경우에는 모두 北京 의 거주증을 발급

받도록 했으며, 8월 16일부터 大檢査를 실시하여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

다.47)

거주증의 발급 목적이 애초에 치안 강화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치안강화

운동 기간 동안 거주증 관련 내용이 치안강화운동 계획에 포함되어 실천에 옮겨

지게 되었다.48) 1차 치안강화운동는 北京에서 거주증 발급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

어졌지만, 헌병대 特高課에서는 호구조사에 대한 문건에서 ‘中國警察이 작성한 戶

44) ｢警察局保安科關於“ 發居住証以確保良民之安全”講演詞(1941.5.21.)｣, 治安强化運動 , 
pp.149-152. 조사를 거친 極貧住民은 사진 부착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거주
증에 ‘極貧’이라고 注明하고 지문으로 대체하 다. 

45) ｢社 短訊｣, 實報  1939.1.14.
46) ｢爲成立居住證指紋整理所案(1941)｣, J181-017-00487. 각 分局에서 40명의 警士들을 

선발하여 훈련시킨 후에, 1941년 1월 24일에 정식으로 성립하 다.
47) ｢北京特別 公署警察局通告(第141號)(1941.8.6.)｣, 治安强化運動 , p.164.
48) 居住證指紋管理所 성립에 관한 문건에서도 거주증 발급의 목적에 대해서 거주증의 

발급이 ‘치안을 강화하는 初步에서 가장 중요한 공작’이며 ‘罪犯의 검거와 戶籍의 
조사에 특히 유익’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爲成立居住證指紋整理所案(1941)｣, J181-0
17-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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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調査簿를 기초로 실제의 정황과 철저하게 대조하여 이후의 신분증명서 발급을 

위해 일정한 기초를 조성’하라고 지시하고 있다.49) 몇 달 앞으로 계획된 거주증 

발급의 준비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2차 치안강화운동 기간은 거주증 

발급 시기와 겹쳤기 때문에 거주증 발급 사무 자체를 치안강화운동의 일환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2차 치안강화운동의 실시방안에서 區務監理處의 실행 계획의 일

부로 ‘거주증 작성 및 발급에 협조’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警段의 

범위에 따라 段마다 2개 조를 편성하도록 했는데, 각 조는 坊長과 里長 각 1명과 

書記 1명 등으로 구성하여 7월 31일까지 戶籍警과 함께 매일 戶마다 작성ㆍ발급

하도록 했다.50) 

거주증 제도가 실시된 이후 이루어진 치안강화운동에서는 거주증 검사를 통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 다. 예컨대 4차 치안강화운동 기간에는 경찰국에

서 행인들을 대상으로 거주증 소지 여부를 대대적으로 검사하 다. 운동 기간이던 

1942년 5월 11일에서 25일 사이에 경찰국은 소속 각 분국을 지휘하여 거주증 검

사를 실시하여 2,221명의 미휴대자를 발견하여 그 중 일부를 처벌하 다.51) 다음 

달인 6월 1일에서 14일에 다시 시행한 검사에서는 겨우 12건만 적발되었다고 한

다.52) 5차 치안강화운동에서도 거주증 검사가 시행되었는데, 이 때에는 소지 여부

뿐 아니라 위조 및 도용 여부도 검사하 다. 1942년 10월 21일에서 11월 9일 사이 

각 城門 및 車站에서 실시된 통행인의 거주증 검사에서는 위조ㆍ도용 및 기타 위

반자 1,282명이 적발되었으며, 위반자들은 법원으로 보내 구류되거나 훈계 처분을 

받았다.53)

거주증 검사가 치안강화운동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후 점령 

기간 내내 北京에서 거주증은 유효한 신분증명 제도로 자리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치안강화운동 기간에 적발된 위조나 도용 사례의 존재는 거주증이 

필수적인 것이 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거주증을 저당잡히는 

사례도 있었으며,54) 점령 말기까지도 거주증과 관련된 경찰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49) ｢(極密)北京憲兵隊特高課長 實施戶口調査的指示(1941.4.6.)｣, 治安强化運動 , p.45.
50) ｢ 公署第二次治安强化運動實施方案(1941.7.)｣, 治安强化運動 , pp.142-143.
51) ｢警察局第四次治强運動實施狀況報告-第三期報告(1942.5.)｣, 治安强化運動 , p.399.
52) ｢警察局第四次治强運動實施狀況報告-第四期報告(1942.6.)｣, 治安强化運動 , p.405.
53) ｢北京特別 公署第五次治安强化運動總報告書(1942.12.)｣, 治安强化運動 , pp.529-533.
54) ｢北京特別 公署警察局保安科關於防止 民抵押居住證案的通知(1941.12.13.)｣, J1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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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分駐所에서는 거주증 분실 신고와 관련 재발급을 해주기 전에 실제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保結’과 함께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며,55) 거주증 신

청에 대해서 分駐所 警官이 파출소의 戶籍警과 함께 가서 실제 거주 현황을 조사

하기도 했다.56) 

거주증 제도는 戰後에 국민정부가 실시한 國民身分證 제도에 선행하여 北京 

政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신분증 제도 으며, 이를 통해 北京의 경찰은 신분증 제

도 운 의 경험을 갖게 되었다.5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점령기 北京의 戶政은 점령 이전의 틀을 유지

하고 있었으며, 경찰 기구를 통해 戶政을 관리하는 淸末 이래의 특징은 변하지 않

았다. 警察局-分局-分駐所-派出所로 이어지는 경찰조직의 틀 역시 거의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1941년에서 1942년 사이에 치안강화운동을 통해서 戶政과 관련된 새

로운 시도가 있었지만,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거주증의 도입 정도에 그쳤

고, 기구와 인원 및 운  면에서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戰後 국민당의 복귀가 경찰 기구의 구조에 별다른 변화를 가

져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후 국민당 정권 시기에 경찰의 인구관리라는 청말 이

래의 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 다. 1947년에 淸末 이래 40년 이상 경찰이 戶

政을 담당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戶政 전담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시

정부 산하에 民政局을 설치하고 경찰국의 戶政 부문을 민정국으로 이관했던 것이

다. 

民政局을 설치하고 戶政을 이관한 이유에 대해서, 中國共産黨이 北京을 접수한 

이후 民政局 接管 사무 담당자들은 工作 報告에서 北平 政府가 1947년 2월에 社

局과 警察局의 일부 인원 및 檔案을 흡수하여 民政局을 설치했음을 언급하면서 

이를 ‘軍統系의 세력 확대를 위한 조치’ 다고 언급하고 있다.58) 그러나 이렇게 민

2-13181.
55) ｢北京特別 警察局內四分局第四分駐所關於補發居住證的呈(1944.12.1.)｣, J183-002-258

98.
56) ｢北京特別 警察局內四分局第三分駐所關於補發居住証的呈(1944.12.18.)｣, J183-002-25

898.
57)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는 국민신분증 제도를 대체하는 신분증 제도가 없다가 

1984년에 가서야 ‘居民身分證’을 도입하 다. (北京 地方志編纂委員  編, 北京志 

綜合卷 人口志 , 北京出版社, 2004, pp.294-295.)
58) ｢北平 民政局接管工作綜合報告(1949.3.31.)｣, 北京 檔案館 編, (城 解放系列叢書)



- 27 -

정국 설치와 국민당 내부의 파벌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것이었다. 실제로 민정국 설치는 北平 政府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중앙정부

의 지시를 따른 것이었으며, 그 배경에는 ｢戶籍法｣의 개정과 그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편이 있었다. 

國民政府의 ｢戶籍法｣은 1931년 12월 12일에 처음으로 공포되었고, 1934년 3월에 

한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항일전쟁 이후 1946년 1월에 두 번째로 개정되었다. 

1946년에 개정된 ｢戶籍法｣에서 새롭게 바뀐 것 중 하나는, 戶政의 주관기관을 명

시한 점이었다. 개정 ｢戶籍法｣의 제3조에서는 ‘戶籍行政의 주관기관은 중앙에서는 

內政部, 省에서는 省政府, 縣에서는 縣政府로 한다’고 주관기관을 명시했다.59) 그

리고 같은 해 6월에 行政院에서 공포한 ｢戶籍法施行細則｣에서는 주관기관을 더욱 

명료하게 제시했다. 즉, 제3조에서 ‘ 政府는 民政局에 戶政科를 설치해야 하고, 

民政局을 설치하지 않은 는 政府에 戶政科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여, 民政

局이나 戶政科가 戶政의 주관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다.60) 이러한 규정은 

새로운 것으로서 警察局에서 戶政을 주관하는 北京의 상황과도 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전의 戶政 주관기관에 대한 원칙과도 달라진 것이었다.61)

國民政府 行政院에서는 ｢戶籍法｣과 ｢戶籍法施行細則｣의 후속 조치로서, 戶政 기

구 조정에 관한 원칙과 이관 시한을 제시하 다. 즉 1946년 12월에 공포한 ｢調整

各 戶政機構原則｣에서, ‘각 院轄  및 省轄 는 修正 戶籍法 및 그 施行細則의 

규정에 따라 원래 경찰 기관에서 담당하던 戶籍 行政을 政府 및 각급 자치기관

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고치며, 늦어도 (民國) 36년 1월 이전까지 이관을 마치고, 

그 이관 방법이나 순서는 각급 政府에서 스스로 적절하게 정하고 內政部에 보

北平解放(上) , 中國檔案出版社, 2009. p.495.
59) ｢戶籍法(1946年第二次修正)｣, 張慶五 輯, 中國戶籍法規史料(淸朝末至中華民國) , 

中國人民公安大學ㆍ包頭 公安局, 1986(이하 ‘ 戶籍法規 ’로 약칭), p.54.
60) ｢戶籍法施行細則(1946年6月21日行政院公 )｣, 戶籍法規 , p.60.
61) 1944년에 國民政府에서 제시한 각 지방정부의 戶政 주관기관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각 省 民政廳에 戶政科를 설치한다. 
(2) 각 縣政府의 民政科나 警佐室에 戶政股를 설치한다. 
(3) 院轄  경찰국에 戶政科를 설치하고 分局에는 戶政股를 설치한다. 
(4) 省轄  경찰국 行政科에 戶政股를 설치한다. 分局에는 任 員警을 두어 처리하
도록 한다. 

 ｢省 縣各級戶政機構充實辦法草案(1944年11月)｣, 戶籍法規 ,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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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도록 지시하 다.62) 

戶政과 관련된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 개정 및 제도 개편에 따라 北平 政府에

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1946년 6월 14일의 政府 제16차 政 議에서는 

각 省ㆍ 政府에서 民政局이나 民政科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內政部 지시에 대해 

논의했으나, 天津 의 예를 따라서 잠시 설치를 연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63) 

行政院에서 ｢戶籍法施行細則｣을 공포한 이후에 열린 1946년 7월 26일의 제19차 

시정회의에서도 戶籍은 民政局을 통해서 관리하거나 戶政科를 설치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警察局 내에 戶政科가 설치되어 있어서 戶籍警을 감독하여 조사ㆍ

처리하는 상황과 다른’ 문제가 논의되었다. 만약 시행세칙에 따를 경우에 ‘編制가 

바뀌어야 하며 향이 매우 큰‘ 상황에서, 논의 끝에 경찰국 戶政科에서 시행세칙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결정하 다.64) 이때까지는 일단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

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行政院의 호정 기구 조정에 대한 12월의 

지시가 있은 후에는 결국 民政局을 수립했으며, 1947년 1월 24일에 열린 제31차 

시정회의부터는 民政局長 馬漢三이 시정회의에 참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65)

경찰국의 戶政 업무가 민정국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경찰 기구가 戶政과 전혀 

관련이 없을 수는 없었다. 새롭게 호정 업무의 주관기관이 된 민정국은 경찰국과

는 달리 산하에 지역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기층에 이르는 민정 계

통의 기구를 만들지 않는 이상 경찰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정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1948년 4월 16일의 제60차 시정회의와 5월 14일의 제62차 시정회의에서 

戶籍 처리에 대한 민정국과 경찰국의 ‘職權爭議’를 다루는 안건이 논의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66) 1948년 9월 2일의 제70차 시정회의에서는 이전에 민정국과 연계

할 방법을 논의하라고 반려했던 ‘戶口査記’의 경비 문제를, 경찰국에서 ‘民政局이 

처리하는 戶政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다시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67) 이와 

62) ｢調整各 戶政機構原則(1946年12月16日行政院核定)｣, 戶籍法規 , p.185.
63) 北京 檔案館 編, 北平歷屆 政府 政 議決議 , 中國檔案出版社, 1998(이하 ‘

政 議 ’로 약칭), p.559.
64) 政 議 , p.568.
65) 政 議 , p.604.
66) 政 議 , pp.677-683.
67) 政 議 , p.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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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민정국의 설립과 戶政의 이관 이후에도 戶政을 주관해 오던 기존의 지역조

직을 관할하고 있던 경찰국은 여전히 戶政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民

政局과 직권을 둘러싼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민정국의 설립 이후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級 단위에서의 업무 이관에 불과

했다. 민정국은 인구관리에 필요한 자체적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완

전한 호정의 이관을 위해서는 ‘민정’ 계통의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것은 경

찰 기구와는 독립적인 자체의 기층 조직을 갖추는 일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내전이 진행중이었던 1947년 단계에서 北平 政府는 이러한 국가

기구의 확대를 추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민정 계통으로의 인구관리 이관은 

전후에 戶政 관리의 원형을 제공했던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이루어진 변화

와 같은 방향이었지만, 중국에서는 그러한 이행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권 자체가 유지되지 못했다. 인구관리의 체계를 수정하는 일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北京은 또 다시 정권의 교체를 맞이하게 되었다.

2. 接管 이후의 경찰과 戶政

北京에서 中共 정권의 수립은 인구관리 체제라는 측면에서는 전후 국민당 정권 

시기의 변화를 원점으로 되돌려서 청말 이래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

다. 中共이 처음부터 연속성을 목표로 시정 기구를 정비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존 

체제의 유산과 건국 초기의 몇 가지 선택 그리고 치안 확보의 필요성 등이 이러

한 결과를 가져왔다. 

中共의 도시주민에 대한 관리체제 건설은 北京이 ‘解放’된 이후 ‘接管’이라고 불

리는 각종 기구의 접수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北京의 接管 과정에서 中共은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나 혁신이 아닌 질서의 유지, 그리고 농촌과는 차별화되는 

공작 방식을 강조했다. 도시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질서 유지를 지향하는 中共의 

방식은 선행하는 도시 接管의 경험에 기인한 것이었다. 

北京은 華北의 주요 도시들 중 가장 늦은 시기에 接管이 이루어졌고, 그 덕분에 

도시 接管의 방식이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도달한 어느 정도 정형화된 틀, 

특히 현상유지를 주요한 방법을 삼는 接管 방식을 따르게 되었다.68) 中共 中央은 

1947년 말부터 여러 차례 도시와 상공업을 보호할 것을 강조하는 지시를 내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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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69) 이는 東北이나 石家莊에서의 부정적 경험의 향을 받은 것이었다.70) 특히 

石家莊의 接管 과정에서 工 나 貧農  등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던 폭력과 약

탈 현상은 도시의 기존 질서 유지를 강조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71)

기존의 도시 接管 경험이 北京의 接管 방식에 향을 주었다는 점은 接管 간부

들의 회고에서도 드러난다. 北平  民政局의 接管 과정에서 民政局長을 맡았던 史

懷璧72)은 ‘彭眞 동지를 우두머리로 하는 北平 委는 石家莊에서 이미 성시를 건설

하는 초보적인 경험을 總結했기 때문에 공작에 매우 질서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73) 공안국 接管에 참여했던 劉涌74)은 北京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瀋陽, 

68) 中共의 주요 도시 접수 시기는 다음과 같다. (中央檔案館ㆍ中國人民解放軍檔案館 

編, (城 解放系列叢書)城 解放(下) , 中國檔案出版社, 2010, pp.802-803의 ‘全國大

中主要城 解放日期一覽表’에서 선별. 哈爾濱의 접수일자는 ｢哈爾濱解放大事要覽｣, 
哈爾濱 檔案館 編, (城 解放系列叢書)哈爾濱解放(下) , 中國檔案出版社, 2010, 
p.524에 근거.)

도시 접수일자

哈爾濱 1946.4.28
石家莊 1947.11.12

海衛 1948.3.30
洛陽 1948.4.5
延安 1948.4.22
濟南 1948.9.24
烟臺 1948.10.15
長春 1948.10,19
鄭州 1948.10.22
開 1948.10.24
本溪ㆍ撫 1948.10.30
鞍山ㆍ遼陽 1948.10.31
瀋陽 1948.11.2
承德 1948.11.12
保定 1948.11.22

 

唐山 1948.12.12
張家口 1948.12.24
天津 1949.1.15
合肥 1949.1.21
北平(北京) 1949.1.31
南京ㆍ鎭江ㆍ常州 1949.4.23
太原ㆍ無錫 1949.4.24

州 1949.4.27
景德鎭 1949.4.29
大同 1949.5.1
杭州 1949.5.3
漢口 1949.5.16
武昌 1949.5.17
西安 1949.5.20
南昌 1949.5.22
寧波 1949.5.24

 

上海 1949.5.27
靑島 1949.6.2
長沙 1949.8.4
福州 1949.8.17
泉州 1949.8.24
蘭州 1949.8.26
西寧 1949.9.5
銀川 1949.9.23
廣州 1949.10.14
厦門 1949.10.17
貴陽 1949.11.15
桂林 1949.11.22
重慶 1949.11.30
南寧 1949.12.4
昆明 1949.12.9
成都 1949.12.27

69) 劉宋斌, 中國共産黨 大城 的接管(1949-1952) , 中國圖書館出版社, 1997, p.40.
70) 劉宋斌, 1997, p.10.
71) ｢中共中央工委關於收復石家庄的城 工作經驗(1948.2.19.)｣, 中央檔案館ㆍ中國人民解

放軍檔案館 編, (城 解放系列叢書)城 解放(下) , 中國檔案出版社, 2010, p.470 참
조.

72) 中共 北平 委는 接管을 준비하던 1948년 12월 17일에 河北省 保定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北平  民政局 성립을 선포하고 史懷璧을 局長으로 임명하 다. 北京 民

政局 編, 北京 民政局大事記(1948-1988) , 北京 民政局(內部發行), 1990(이하 民

政局大事記 로 약칭), p.1.
73) 史懷璧, ｢回憶接管 北平 民政局｣, 中國人民政治協商 議北京 委員 文史資料硏究

委員  編, 北京的黎明 , 北京出版社, 1988(이하 ｢回憶接管 北平 民政局｣으로 약
칭), p.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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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南, 石家莊 등에서의 경험을 학습했음을 회고하고 있다.75) 接管 간부들이 선행

하는 接管 사례들을 교육받을 때 강조되었던 내용은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

지하는 것, 그리고 농촌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된다는 점이었다. 史懷

璧은 北京에 입성하기 전에 接管을 담당할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교육 

내용을 회고하면서, 사전 교육을 통해 接管의 주요 임무가 ‘“左”의 사상이 일으킬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

다.76) 中共 北平 委 서기로서 北京 接管 과정의 최고 책임자 던 彭眞이 接管 공

작 초기의 한 회의에서 했던 다음과 같은 발언은 接管 지도부의 인식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곳의 군중과 老根據地의 농민을 같다고 여기면 안 된다. 老根據地에서는 우

리들이 토지개혁을 하면서 착오를 범해도 농민들은 여전히 우리들을 이해해주

고, 여전히 우리들의 친구이다.......(중략)......노동자들은 임금 문제를 제출하고, 공
 기업 노동자들은 비교적 안심하지만 사 공장의 노동자들은 실업을 걱정한

다......(중략)...... 三輪車夫들은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요즘에 電車가 움직이기 시

작하고 首長과 士兵이 모두 삼륜차를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장래의 생활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貧民들은 이전에 해방 후에는 모두 中農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들어서, 지금 왜 할 수 없냐고 묻는다. 北平  각급 정부의 직원은 15만 

명인데, 지금 장래의 직업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요컨대 지금 군중의 다수는 스

스로의 생활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일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만, 北平에 있는 수십 만의 빈민들은 근본적으로 직업이 없다......(후략)77)

彭眞은 위의 講話에서 群衆들의 생계에 대한 걱정을 예로 들면서, 北平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농촌과는 다른 사회 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공작이 쉽지 않다는 점, 

74) 劉涌은 接管을 준비하던 시기부터 참여한 간부 다. 그는 1948년 9월 17일 河北省 

建屛縣 西黃泥村에서 조직된 情報保衛人員訓練班의 副主任 겸 黨總支 書記 으며, 
12월 17일 中共 北平 委 제1차 회의에서 北平  公安局 第1處長으로 임명되었다. 
當代中國的北京 公安局編寫組, ｢北京 公安局大事記｣, 首都公安 第一輯: 公安史料

刊(內部刊物) , 1986(이하 ｢公安局大事記｣로 약칭), p.25.
75) 劉涌, ｢北京 公安局誕生的日日夜夜｣, 中共北京 委黨史硏究室ㆍ北京 政協文史資料

委員 ㆍ北京 老幹部局 編, 撫今追昔話北京 , 北京出版社, 1999(이하 ｢北京 公安

局誕生的日日夜夜｣로 약칭), p.58.
76) ｢回憶接管 北平 民政局｣, 1988, p.474.
77) ｢在 治安工作 議上的講話(1949.2.19.)｣, 北京 檔案館 編, 北平和平解放前後 , 北

京出版社, 1998(이하 ‘ 解放 ’으로 약칭),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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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농촌에서의 공작 방식과는 다른 도시만의 공작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산업구조 덕분에 토지개혁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재분배’ 

공작을 통해서 사회구조를 개편하고 그에 기반해서 中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농촌의 경험이 도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中共 지도부

는 北京보다 앞선 接管의 경험을 통해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상 질서의 유지와 농촌과는 다른 태도를 강조

했던 中共의 입장이 도시주민을 파악하고 조직하고 관리하는 방식에는 어떻게 작

용했을까? 이하에서는 도시주민 관리의 가장 기본적 장치인 戶口 관련 업무를 주

관했던 기구의 조정과 戶籍 및 人口 관련 정책의 추이를 통해서 接管 이후의 상

황을 살펴보려고 한다. 

公安局은 국민정부 北平 政府의 警察局을 접수한 뒤 조직의 개편을 거쳐서 설

립된 기구 다. 政府 산하의 여러 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分局과 派出所 

등 區 및 그 이하 단위에까지 자체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接管 시

기와 이후의 公安局은 민국 시기 전체의 北京 경찰 기구와 마찬가지의 위상을 가

지고 있었다.78)

區 이하의 단위에서는 公安 계통의 기구가 컸던 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接管 당

시 內2區의 사례를 예로 들면, 北平 警察局 內2分局 하에는 4개의 分駐所, 14개

의 파출소, 1개의 城門檢査站이 있었고, 여기에 모두 327명의 직원 및 경찰이 있

었다. 이에 비해 內2區의 區公所에는 단지 16명의 직원이 있을 뿐이었다.79) 그리

고 區 이하 단위에서 공안 계통과 민정 계통의 규모 차이는 接管 이후 여러 차례

의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근본적인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接管 과정에서 公安局은 기존의 경찰조직에 대한 개편을 단행했지만, 개편의 내

용을 보면 주로 특무 기구의 취소 등에 집중되어 있고, 戶政과 관련된 기구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80) 

78) 接管 당시 北平  警察局 아래 20개 分局과 84개의 分駐所, 그리고 322개의 파출소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員警 13,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于行前 整理, ｢接管

國民黨北平警察局｣, 首都公安 第一輯: 公安史料 刊(內部刊物) , 1986, p.12. 이하 ｢
接管國民黨北平警察局｣으로 약칭.) 民國 시기의 北京 경찰조직에 대해서는 Ⅰ편 1
장 참조.

79) 馮俠, ｢接管北平內二區區公所的回憶｣, 中共北京 西城區委組織部ㆍ中共北京 西城區

委黨史辦公室ㆍ中共北京 西城區委老幹部局 編, 崢嶸歲月-北京西城區老同志的回憶

, 中共文獻出版社, 2001(이하 ｢接管北平內二區區公所的回憶｣으로 약칭), 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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接管 당시 北京에서 戶政을 담당하는 政府의 부서는 民政局이었다. 그러나 接

管 이후 戶政을 담당하는 기관은 民政局에서 기존의 警察局을 대체했던 公安局으

로 바뀌게 되었다. 史懷璧은 民政局 接管에 관한 회고에서 戶口 관련 업무의 公安

局으로의 移管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檔案의 接管 공작 중에 轉移와 破壞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들은 엄격한 기율

을 규정하여, 接管 중 檔案을 轉移ㆍ破壞하는 자는 모두 嚴懲하도록 했다. 우리

들은 또한 公安局의 譚政文 軍대표와 상의하여, 원래의 戶口 檔案을 심사ㆍ정

리한 후 戶口관리 공작을 公安局에 넘겨주기로 했다.81)

史懷璧은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檔案 접수와 함께 언급했던 것으로 보아 接管 공작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

아서 이루어진 결정이었던 듯 하다.82)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실제로 戶口 

관련 공작이 公安局으로 이관된 것은 1949년 6월 초의 일이었다. 6월 3일 民政局

의 戶政科가 公安局으로 귀속되었고, 각 區街 정부의 戶政 업무도 동시에 公安局 

및 휘하의 派出所로 인계되었다.83) 

80) 接管 이후 ‘特務機構’인 組訓室, 政工科, 機要室과 ‘官僚機構’인 督察處, 員室 등이 
해산되었으며, 경찰학교도 해산되었다. 保警大隊, 車巡大隊, 隊 등은 公安大隊에서 
接管한 후 집중훈련 및 심사 처리하 다. 그 외의 기구는 개편ㆍ합병하여 人事, 偵

訊, 治安, 行政 등의 4개 處로 재편하 다. 分局도 3組로 되어 있던 것을 秘書, 偵

報, 治安, 總務 등 4개 과로 개편하 다. 分駐所 및 파출소는 일단 현상을 유지하
다. ｢接管國民黨北平警察局｣, p.14.

81) ｢回憶接管 北平 民政局｣, 1988, p.475.
82) 戶政 업무 이관을 둘러싼 논의 및 결정 과정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戶政 업무

의 귀속이 확정되기 전까지 몇 단계의 이관 과정을 거치고 있다. 接管 직후 民政局

과 公安局이 동시에 관리하던 호정업무는 1949년 3월에 일단 民政局이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가 6월에 다시 公安局으로 이관되었다. 公安局 戶政科 및 
그 주관업무를 民政局으로 이관하기로 한 결정은 3월 2일에 이루어졌다.( 民政局大

事記 , p.4.) 그리고 이 결정에 따라서  公安局의 戶政科와 각 分局의 戶政組 및 
각 파출소의 戶籍員 및 모든 호정업무가 민정국으로 이관된 것은 3월 14일이었다. 
그리고 이관 후에도 區 이하의 戶籍員은 여전히 파출소에서 업무를 보았다. (｢公安

局大事記｣, pp.28-29.)
83) 李潤山, ｢北平解放初期的社 治安工作｣, 中共北京 委黨史硏究室 編, 北京黨史 題

文選 第二輯 , 新華出版社, 1993, p.228. 公安局으로의 戶政 이관 시기에 대해서는 6
월 3일이 아닌 6월 6일이라고 언급한 회고도 있다. (馬玉槐, ｢接管 民政局的經過｣, 
中國人民政治協商 議北京 委員 文史資料硏究委員  編, 北京的黎明 , 北京出版

社, 1988, p.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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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이전에 기층 단위에서의 戶政은 민정 계통인 區政府 및 街政府와 공안 계

통인 파출소 양 측에서 모두 관여하 다. 4월에 第8區에서 이루어진 戶政 담당 간

부의 배치표를 보면 區政府 戶政組의 組長과 組員의 배치는 4월 1일에, 그리고 각 

街政府의 戶政委員 배치는 4월 20일에서 26일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84) 이는 接

管 시기 민정 계통에 戶政 기구 설치와 인력 배치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

나 이 시기의 戶政이 민정 계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이 

시기는 街 단위까지 파견된 ‘工作組’가 기층의 업무 전반을 주도하면서 민정과 공

안 계통 모두를 포괄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第9區 第5街 工作組의 4월 15일에서 5

월 15일 사이의 업무에 대한 보고에서는 ‘파출소 두 곳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戶政의 接管을 조사ㆍ준비한 것’을 주요한 업무 성과로 들고 있다.85) 民政局이 戶

政을 담당하던 시기에도 기층의 戶政 인원이 파출소에서 업무를 보던 것이나, 민

정 계통과 공안 계통 양쪽 모두에서 戶政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은 接管 이전의 

상황이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中共은 왜 戶政을 公安局으로 이관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戶政이 

接管 초기에 가장 중요한 임무로 강조되었던 치안과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

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中共의 입장에서는 아직 內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서 인구의 파악, 유동인구의 관리 등 戶政에 속한 업무들이 치안 유지를 위한 핵

심적 장치라는 점에서 公安 기구에 戶政을 담당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治安 공작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굳이 고려하지 않더라도 중

공으로서는 公安 부문에 戶政을 맡기는 것이 관례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中共이 

통치하는 도시에서 戶口 관리를 公安 기구가 담당한 것은 中共이 接管한 최초의 

대도시인 하얼빈에서부터 보이는 현상이다.86) 長春, 濟南, 瀋陽, 天津 등 하얼빈 

이후에 中共이 北京보다 먼저 接管한 여러 도시에서도 戶政을 公安 부문이 담당

하 다.87) 앞서 언급한 史懷璧의 회고에서는 이관 결정의 이유를 전혀 언급하지 

84) ｢第八區人民政府戶政幹部配備表(1949.5.5.)｣, 039-001-00002.
85) ｢第9區第5街工作總結: 4月15日-6月20日(1949.6.23.)｣, 038-002-00014. 인용한 언급은 

보고서에서 다룬 시기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86) ｢中共哈爾濱 委關於 公安局1948年工作決定(1948.4.5.)｣, 哈爾濱 檔案館 編, (城

解放系列叢書)哈爾濱解放(上) , 中國檔案出版社, 2010, p.160.
87) ｢1949年工作總結(草案)｣, 中共長春 委黨史硏究室 編, 長春的接管 社 改造 下卷: 

文獻資料 , 中共長春 委黨史硏究室, 1997, p.37; 李士英ㆍ凌雲, ｢濟南解放初期的公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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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는데, 이것 역시 관례에 따른 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北京 政의 맥락에서 보더라도, 戶政의 담당기관이 民政局에서 公安局으로 이

관된 것은 새로운 변화라기보다는 戰後 국민정부 시기의 예외적 시도에서 다시 

기존의 체제로 복귀한 것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北京에 근대적인 경찰 기구가 

설립된 20세기 초부터 戶政의 담당기관은 계속해서 경찰이었다. 戰後의 北平 政

府에서 民政局을 설치하고 戶口 관련 업무를 民政局이 담당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戶政이 경찰 기구의 관할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채 2년을 지속하

지 못하 다. 民政局이 戶政을 담당하는 것이 예외적인 조치 다는 점은 中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1949년 3월의 民政局 공작 보고에서는 北平 政府에서 

1947년 2월에 사회국과 경찰국의 일부 인원 및 檔案을 흡수하여 民政局을 설치했

음을 언급하면서, 이를 軍統系의 세력 확대를 위한 조치 다고 언급하고 있다.88) 

中共의 입장에서는 戶政 업무의 公安局 이관은 이러한 일시적 예외상태를 원래의 

구도로 복귀시키는 일이기도 했다. 

公安局이 조직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던 것은 앞서 언급한 현상 유지라는 接管 

방침 때문이기도 하지만, 간부와 경험의 부족 때문이기도 했다. 公安局 接管 과정

에서 실제로 공작을 수행해야 하는 간부의 수는 조직의 규모에 비해 너무 적었고, 

그나마 대부분의 간부들은 도시에서의 공작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中共의 北平  警察局 接管 준비는 北京에 입성하기 몇 달 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公安局 간부로서 接管에 참여했던 劉涌의 회고에 따르면, 1948년 9월 

17일 西黃泥村에서 公安情報保衛人員 訓練班이 시작되었는데, 이 훈련반에 참가한 

學員들은 108명이었고 절대 다수가 농촌 출신으로서 도시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

다. 이 訓練班에서의 학습은 원래 1년 동안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혁명 형세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3개월만인 12월 14일에 마무리되었다. 이 훈련반에 참가했던 

인원이 北平  警察局 接管의 핵심인력이 되었는데, 이들은 1949년 1월 31일 北京

工作｣, 中共濟南 委黨史硏究室ㆍ濟南 檔案館 編, 濟南的接管 社 改造 , 濟南出

版社, 1998, p.467; ｢瀋陽特別 公安局 告(1949.2.10.)｣, 中共瀋陽 委黨史硏究室 編, 
城 的接管 社 改造: 瀋陽卷 , 遼寧人民出版社, 2000, p.107; 天津 公安局, ｢解放

初期的社 治理｣, 中共天津 委黨史硏究室 編, 城 的接管 社 改造: 天津卷 , 天

津人民出版社, 1998, p.531.
88) ｢北平 民政局接管工作綜合報告(1949.3.31.)｣, 北京 檔案館 編, (城 解放系列叢書)

北平解放(上) , 中國檔案出版社, 2009(이하 北平(上) 으로 약칭), p.495. 그러나 실제
로 民政局 설치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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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성했다. 2월 2일에 譚政文 局長이 1~4처 처장을 이끌고 中國人民解放軍 北平

軍事管制委員  軍事代表의 신분으로 國民政府 北平  警察局을 接管했고, 2월 

4일에는  전체의 20개 分局에 公安軍事代表와 연락원 67명을 파견하여 接管 공

작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 다. 각 分局에 파견된 인원은 보통 군사대표 1

명과 연락원 2명이었다.89) 이상의 회고를 통해서 警察局 接管에 참여했던 中共 간

부의 수가 많지 않으며, 특히 戶政 실무를 담당하는 산하 기구에 파견된 인원이 

區 단위의 分局 한 곳에 3명 정도에 불과한 소수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接管 인

원들은 도시에서의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 농촌 출신으로서 

도시 생활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接管 준비를 위한 학습 기간

도 불과 몇 달 정도 다. 이와 같은 인원의 부족과 경험의 부재는 中共이 기존의 

경찰 기구를 전면적으로 재편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간부의 부족은 새

롭게 정권을 잡게 된 中共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직면해야 했던 근본적인 문제

으며, 경찰 부문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中共의 公安 당국은 조직을 대체로 유지시켰을 뿐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과 질

서 유지를 위해서 기존의 인원 역시 활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존의 경찰 인원

들은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상당 부분 留用되었는데, 이들은 새로운 인원이 충

원되어 업무 수행을 위한 훈련을 마칠 때까지는 조직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반

드시 필요한 존재 던 것이다. 

기존 인원에 대한 처리에서 留用에 방점을 두는 방식은 公安局 특유의 것이라

기보다는 질서 유지를 중시하는 接管 방식과 연계되어 국가기구에서 일하던 기존

의 인원에 대한 처리 전반에 적용되는 방식이었다. 中共은 국가기구에 대한 接管

에 대해서 공장이나 학교와는 달리 ‘철저하게 분쇄’해야 한다는 방침을 표방했지

만, ‘분쇄’가 의미하는 것이 철저한 인적 청산은 아니었다. 北京 接管을 주도했던 

彭眞은 국가기구의 인원에 대한 처리 방침에 대해서, 세 종류로 구분해서 처리해

89) 劉涌, ｢北京 公安局建立戰後｣, 中國人民政治協商 議北京 委員 文史資料硏究委員

 編, 北京的黎明 , 北京出版社, 1988(이하 ｢北京 公安局建立戰後｣로 약칭), 
pp.92-96. 劉涌은 다른 회고를 통해 훈련반 참가 인원의 모집 과정을 좀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1948년 4월 中共中央 社 部는 西北局, 華北局, 華東局, 晋綏分局 등
에 지시하여 縣團급 이상에서 初中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신체가 건강한 保衛 간부
를 선발하여 보내도록 했고, 이에 따라 西北局 10명, 晋綏分局 12명, 華東局 28명, 
華北局 50명 등 총 100명이 선발되었다. 여기에 따로 8명의 北平에서 온 당원 대학
생이 있어 총 108명이 되었다. (｢北京 公安局誕生的日日夜夜｣,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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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 종류는 ‘特務性’의 인원으로서 모두 쓸 수 없

고, 두 번째 종류는 국민당의 책임자나 保長 등 ‘반동정치의 대표’로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雇

傭’ 성질을 지닌 技術人員으로서, 이들은 대부분 쓸 수 있다고 평가했다.90) 이렇게 

기존 인원의 일부만을 인적 청산의 대상으로 삼고 나머지 대부분에 대해서는 교

육을 통해 ‘改造’하는 방식은, 區公所 직원의 처리나 후술할 保甲 인원의 처리에서

도 나타나듯이 도시 지역의 接管에서 中共이 보여준 일반적인 방식이었다.91) 

北京의 기존 경찰인원에 대한 처리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었다. 公安局에

서는 기존 인원의 처리 순서에 대해서 ‘먼저 特務分子와 反革命分子를 처리하고 

나중에 일반  경찰 인원을 처리’한다는 것, 그리고 ‘먼저 상층을 처리하고 나중

에 하층을 처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 다. 그리고 特務나 反革命分子 이

외의 일반 인원에 대해서는 ‘敎育改造를 위주로’ 한다는 방침을 채택하 다. 기존 

경찰 인원 중에 ‘惡習이 심하지 않고 나쁜 행적이 없으며 “一技之長”이 있는 자’

는 留用하여 敎育ㆍ改造의 대상으로 삼았고, 특히 ‘해방 전에  경찰에 참가한 

기간이 길지 않은 청년 학생 중에서 사상이 진보하고 역사가 깨끗한 자’는 모두 

유임시켜 평소대로 일하도록 하 다.92)

물론 公安 당국이 기존 경찰 인원의 활용을 치안 인력 확보의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기존 인원의 활용은 당장의 필요에 따른 임시적

인 조치이고, 새로운 인력의 확보를 통해 인적 쇄신을 이루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

었다. 北京 의 당조직 지도부가 공장의 糾察隊를 조직하는 문제에 대해 했던 다

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장기적으로 노동자를 경찰 인력의 원천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엿볼 수 있다. 

90) ｢在 治安工作 議上的講話(1949.2.19.)｣, 解放 , pp.259-260.
91) 第8區 區公所의 接管에 참가한 한 간부는 ‘20여 명의  人員 중 진보적인 사람은 

소수이고, 반동적이고 원한을 산 사람 역시 소수이며 대부분은 중간상태’ 다고 하
면서, 이들에 대해 ‘신중한 심사를 하여 몇 명의 국민당 骨幹, 特務 혐의분자를 停

職 시킨 것 외에 대다수는 재능에 따라서 채용하고 공작을 분배’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馬句, ｢摧毁保甲制度 建立人民政權｣, 中國人民政治協商 議北京 委員 文史

資料硏究委員  編, 北京的黎明 , 北京出版社, 1988, p.248. 이하 ｢摧毁保甲制度 建

立人民政權｣으로 약칭.)
92) 劉涌, ｢北京 公安局建立戰後｣,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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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큰 모든 공장에는 糾察隊를 조직한다......(중략)......이 규찰대는 장래에 

우리들의 人民警察이 될 수 있다. 모든 기관과 공장에는 保衛組를 만들어야 하

고, 黨 기관 외에도 偵察網을 만들고 전담자를 지정하여 책임지게 해야 한다. 
연령은 크게 관계가 없지만 규찰대만은 모두 젊어야 하는데, 보통 18-30세가 적

절하다. 규찰대가 성립하기를 기다려서 巡丁이나 廠警 등은 곧 취소한다. 우리

들은 믿을 수 있는 무장경찰을 건립해야 하는데, 黨員인 노동자와 진보분자로부

터 조직해서 도시 치안을 유지하는 주요 역량으로 삼아야 한다. 진정으로 인민

의 관리는 이러한 경찰에게 의지해야 하고  경찰에게 맡길 수는 없다. 지금 

공장에는 남는 노동자가 있으니, 마땅히 방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흡수해야 한

다.93)

여기에서는 공장의 젊은 노동자들을 새로운 경찰 인력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

다는 전망과 함께 기존 경찰 인력의 활용이 中共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

택이었을 뿐 장기적인 대안은 아니었음이 드러나 있다. 

치안인력을 확보하고 남는 노동력을 흡수한다는 위와 같은 北平 委 지도부의 

구상은 區 단위 규찰대의 조직을 통해 실제로 실천에 옮겨지기도 했다. 1949년 5

월 초에 政府의 民政局은 각 區에 ‘工人糾察隊’를 조직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

시에서는 ‘工人階級에 의지하여 北平을 건설하고 보위하기 위하여 北平 工人糾察

隊를 성립하여 本 에서 야전부대가 치안을 유지하는 것을 대체’할 것과 ‘일부 失

業공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상태의 産業工人 및 農業工人을 대량으로 흡수’

할 것을 결정하 다고 통지하 다. 그리고 규찰대 참가의 조건으로는 18-35세의 

남성으로서 ‘政治面目’이 깨끗하고 신체가 건강할 것을 제시하 다.94) 이러한 지시

에 따라 각 區에서는 街 단위로 규찰대의 모집과 등록이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 

第9區 第5街에서는 ‘失業工人이 많지 않기 때문에 苦力이 주요 대상이 되었’으며, 

심사 합격자 19명 중에서 三輪車夫가 9명, 失業工人이 3명을 차지하고 있었다.95) 

第6區에서는 28명의 명단을 보고하면서 누적 등록자가 총 95명이라고 보고하는 

내용이 확인된다.96) 第7區의 工人糾察隊 登記表에서는 각 街에서 규찰대를 모집ㆍ

93) ｢彭眞ㆍ葉劍英ㆍ趙振聲在 委 議上 目前北平 保衛工作的發 紀要(1949.4.28.)｣, 
解放 , p.296.

94) ｢關於組織工人糾察隊的通知(1949.5.2.)｣, 045-004-00028.
95) ｢第9區第5街工作總結: 4月15日-6月20日(1949.6.23.)｣, 038-002-00014.
96) ｢北平 第六區各街人民政府補行登記工人糾察隊姓名表(1949.5.)｣, 045-004-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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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면서 民政局의 지시에 따라서 성명, 주소, 연령, 本人成份, 경력〔作工年

限〕, 出身, ‘家庭人口生活’, ‘身體狀況’, ‘政治狀況’ 등을 조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

다.97)

그러나 실업노동자 중심의 공인규찰대 인원이 치안 유지 외에도 다양한 기층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경찰 인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었다. 이 때문에 노동자

들을 일부 흡수하여 기존 경찰을 대체한다는 구상은 완전히 실현되기 어려웠다. 

실제로  警察局 接管 이후 반 년이 지난 뒤의 상황에 대한 보고에서도  경찰 

인원의 상당수가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에 따르면 

기존의 경찰국 인원은 ‘工人’과 ‘工友’를 포함하여 모두 13,000여 명이었는데, 1949

년 8월 초 현재까지 면직이나 해산을 명령하거나 淸河大隊98)로 보내 처리한 인원

이 5,000명 정도이고, 교육ㆍ개조를 거쳐 9,000명의 員警이 留用 중이었다.99) 그리

고 기존 경찰 인원에 대한 처리는 대부분 接管 초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外1分局의 사례를 보면 3월 말까지 留用된  경찰 중에서 6월 말까지 3개월 동

안 직위를 잃은 사람은 간부 14명 중 1명, 警士 157명 중 9명에 불과했다.100)

이 시점에서 기존의 경찰 인원은 다수가 여전히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 아

니라,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전히 실무에서의 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後述할 街政府와 公安派出所의 합병 문제에 대한 中共 北平 委의 보고에

서는 기존 경찰 인원 ‘改造’ 문제에 대한 中共의 인식이 나타나 있다. 이 보고에서

는 기존 경찰 인원의 처리에 대해서 ‘반드시  경찰 인원을 정확하게 처리하여 

特務 분자, 부패 분자 및 인민의 원망을 사는 분자들은 단호하게 제거해야 하며, 

97) ｢第七區人民政府組織工人糾察隊登記表｣, 045-004-00028. 다음 표는 第3街의 조사표
이다.

姓名 年齡 주소 本人成份 作工年限 出身
家庭人口

生活

身體情

況
政治情況 備

徐德文 一八
絨 線 胡 同

五三號
商人 作 工一年

貧 苦

民

七口 以

藥鋪生活
健壯

無 任 何 社

關係

蕭宗山 一八
馬 神 廟 七

號
貧農 作農工二年

貧 苦

農民
五口 健壯

無 任 何 社

關係

98) 1949년 2월 25일에 公安局에서 특무분자의 관리ㆍ훈련을 위해 창설한 ‘淸河訓練大

隊’를 가리킨다. ｢北京 公安局大事記｣, p.28.
99) ｢北平 半年來治安工作(1949.8.10.)｣, 北京 檔案館 編, (城 解放系列叢書)北平解放

(下) , 中國檔案出版社, 2009(이하 北平(下) 로 약칭), p.684.
100) ｢外一分局1950年度夏季工作總結報告目 (1950.7.9.)｣, 038-002-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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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건을 묻지 않고 단지 업무 기술만을 일면적으로 중시하는 소수 간부들의 

잘못된 관점에 반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인원의 ‘改造’에 대해

서는 ‘현재 일부 파출소에서는 간부의 결핍 때문에 대량의  경찰을 留用하면서, 

마땅히 있어야 할 改造가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101) 위와 같은 보고 내용은 中

共이 接管 이후 반 년이 지난 상황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존 경찰 인원에 

대한 ‘改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인원을 활용하고 있는 이유가 그들의 업무 기술 때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

다. 그리고 합병 이후 區街 간부를 공안파출소에 배치시키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區街 간부를 파출소에 배치하기 전에 반드시 그들에게 사상과 업무교육을 해야만 

파출소를 도ㆍ개조하는 공작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간부가 “경찰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공작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모

른다”거나 “  경찰로부터 비웃음을 산다”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102) 이와 같은 언급은 여전히 공안 기구의 하층에서 기존 경찰들이 업

무 능력을 바탕으로 향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간부들은 업무를 위해 

충분한 경험을 쌓지 못하고 있던 상황을 반 하고 있는 듯 하다. 

이렇게 接管 후 반 년이 지나도록 기존 경찰 인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역시 경찰 업무에 필요한 경험을 가진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 부족은 1949년 6월 街政府의 취소와 派出所로의 합병이 이루

어진 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인력의 부족으로 각 分

局과 派出所에서는 규정 편제인원도 다 채우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는

데, 外一分局의 예에서는 1950년 7월에도 秘書 1명, 科長 1명, 科員 1명, 파출소장 

2명, 민정간사 9명 등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103) 또한 인력을 확보한다고 해도 

새로운 공안 인력의 업무 미숙이 문제가 되었다. 1949년 8월에 戶口 대조 작업과 

관련된 보고에서는 ‘街政府로부터 온 간부들이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서’, ‘공작 정

서상 수동적’이라는 평가가 등장하고 있다.104) 또한 第五分局에서는 ‘解放’ 이후 

10명의 간부가 그만 두고 5명의 ‘地下工作 ’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들의 ‘능력이 

매우 약하여 업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05)

101) ｢中共北平 委關於區街政權機構派出所改造問題的總結報告(1949.8.)｣, 北平(下) , p.598.
102) 위와 같음.
103) ｢外一分局1950年度夏季工作總結報告目 (1950.7.9.)｣, 038-002-00033.
104) ｢半年來工作情況 總結(1949.8.12.)｣, 038-00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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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과 경험의 부족으로 기존 경찰 인원을 留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留

用 인원의 비중은 하급 기구, 하급 직위일수록 더 높았다. 外1分局을 통해 區 단

위의 기존 경찰 처리 상황을 보면, 接管 이후 반 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 경찰 

375명 중 留用 인원은 212명에 달했다. 또한 留用되지 않고 ‘淸算’된 인원 중에서

도 처벌을 받거나 해고되지 않고 ‘區政府에 소개’하거나(15명), ‘南下하거나 公安

局으로 이동하거나 소개하여 입학’한 경우(10명)도 있었다. 留用되지 않은 경찰들 

중에서도 인사이동을 통해 자리를 바꾸었을 뿐, 여전히 국가기구의 업무에 종사하

는 인원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接管 직후 ‘新警訓

練班’을 개설하 는데, 여기에서 훈련받은 인원들은 대부분 훈련을 마치고 파출소

에 배치되어 호구관리 등을 실습하 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 인력 양성은 반 년이 

지난 후에도 파출소장 외에 각 파출소 당 3-4명의 新警을 파견하는 정도의 성과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파출소에 新警이 파견된 것도 街政府와의 합병이 이루어진 6

월 이후 다.106) 같은 分局 경찰 인력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282명

의 직원 및 일반 경찰 중에서 團員이 3명, 新警이면서 黨員이나 團員이 아닌 ‘群

衆’이 64명, 留用 인원이면서 ‘群衆’이 57명, 留用 인원이면서 國民黨員이 155명이

었다. 또한 경찰을 시작한 시기를 보면 抗日戰爭 이전이 67명, 일본 점령기가 75

명, 戰後 국민정부 시기가 77명, 해방 이후가 63명이었다.107)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통해 기존 인원 중에서 경력이 긴 경찰이 상당수 고, 이들의 업무 경험과 능력 

때문에 심지어 우선적인 청산 대상이 되어야 할 국민당 가입경력을 가진 인원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인적 청산을 하지 못했던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다. 

시간이 좀더 지난 뒤 1949년 말까지의 경찰  인원 정리 문제를 언급한 문건

들을 보면, 위에 인용한 8월 초의 보고 이후에 인적 청산이 조금 더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말에 이루어진 公安局의 1년 공작 보고에 따르면, 접수한 

‘僞警察局’  인원 13,635명 중에 11월 말까지 총 6,932명을 청산했고 이는 접수

105) ｢第五公安分局情況(1949)｣, 東城南 0009-001-0001. (이하 ‘東城南 문서번호’의 형식
으로 표기된 것은 北京  東城區檔案館 南館-  崇文區檔案館-소장 檔案이다. 문서
번호는 ‘案卷’의 번호이고, 제목은 ‘文件’의 제목이다. 또한 ‘東城北 문서번호’의 형
식으로 표기된 것은 北京  東城區檔案館 北館-  東城區檔案館-소장 檔案이다.)

106) 위와 같음.
107) ｢員警情況調査表(1949.8.)｣, 038-00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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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원의 50.8%에 해당하는 수치 다. 그리고 9월에 淸潔總隊 인원 1,473명을 衛

生局에 귀속시켰기 때문에, 12월 말 현재의 留用 인원은 총 5,230명이었다. 그리고 

전체 公安局에 간부가 총 3,859명, 長警이 11,438명, 技工이 173명, 公務員이 375명 

등 전체 인원 총수가 15,845명인데, 그 중에서  인원은 33%를 차지하고 있었

다.108) 이 기록과 위에 인용한 보고를 비교하면, 8월 이후 소속을 바꾼 인원을 제

외하고 추가로 인적 청산의 대상이 된  경찰이 2,000명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公安局 전체의 인력 증가와 함께  경찰 인원의 비중이 1/3 정도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1950년 말 外二分局 인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통해 시간이 다시 1년 가량 지난 

후의 경찰  인원 처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보고에서는 接管 당시의 일반 

경찰 339명 중 1950년 말까지 ‘대량의 淸算과 개별적인 淘汰’를 거친 후 여전히 

152명이 남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接管 초기의 인적 청산 이후

에는 대규모의 처리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유용된 警 중에 國民黨 및 三

靑團에 참가했던 사람도 여전히 72명에 달했으며, 特務 조직에 참가했던 사람도 4

명이 있었다. 또한 파출소장 이상 급의 간부에는  경찰 인원이 전혀 없었지만, 

幹事급의 간부 중에서도 전체 52명 중 9명이 留用된 인원이었다. 이렇게 接管 후 

2년 가량 지난 후까지도 留用 인원이 경찰 기층 기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었던 이유는 같은 보고에 나타나는 간부 및 新警에 대한 불만에서 찾을 수 있

다. 파출소장 및 分局의 股長 이상의 간부를 가리키는 ‘骨幹’은 총 32명이었는데, 

그 중에 15명은 ‘老區’에서 온 간부로서 北京으로 오기 전에는 대부분 區村급 간

부 으며, ‘교육 수준이 낮아서 간신히 보고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겨우 절반에 불

과’했다. 또한 幹事 이하의 간부 52명 중에서 入城 이후 訓練班을 통해 흡수한 간

부들은 모두 ‘직업을 얻기 위해 공작에 참가’한 사람들로서, 출신이 ‘ 亡學生, 환

속한 和尙, 車夫, 구두닦이’ 등이었다. 이들 중에서는 ‘두 명만 학습에 노력’하고 

‘나머지는 모두 진보가 느렸’으며, ‘이리저리 다니면서 종일 소득이 없’거나 ‘일을 

할 때마다 늘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기 때문에, ‘群衆 중에서 위신이 없고 수준이 

警士보다 낮’았다. 또한 일반 경찰인 警士의 경우 ‘新警을 흡수할 때 신중하지 못

108) ｢北京 公安局一年來公安工作報告(1949.12.31.)｣, 解放 , pp.316-318. 劉涌의 회고에
서는 1949년 말까지 청산된 기존 인원의 수를 6,932명이 아닌 6,922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北京 公安局建立戰後｣, pp.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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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방식이 간단’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언

급하고 있다. 警을 대량으로 淸算할 때 151명의 新警을 흡수했으나 오래지 않아

서 조건이 적합하지 않은 자들을 많이 발견하고 계속된 청산 끝에 107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僞軍’ 참가 경험자가 12명, ‘僞警’ 참가 경험자가 11명, ‘僞保

長’ 출신 1명, 國民黨 및 三靑團에 참가했던 자가 4명이 있었다.109) 이러한 보고 

내용을 통해 간부들의 업무 능력에 여전히 문제가 있었으며, 경찰 인원 교체 과정

에서 새롭게 선발한 경찰 중에서도 경력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새로 충당한 경찰들도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노동자, 학생 적극분자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업무 능력의 문제 및 新警에 대한 불만은 

1949년의 청산에서 살아남은 기존 경찰 인력의 留用이 지속되는 원인이 되었다. 

위의 사례에서 1950년 말에도 상당수의  경찰인력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지

만, 실제로 공안 계통의 각종 보고에서  인원에 대한 인적 청산을 다루는 것은 

주로 1949년에 한정되며 1950년 이후에는 인적 청산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

렵다. 이를 통해 기존 경찰에 대한 인적 청산이 1949년 말까지 일단락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거의 유일하게 다시  경찰 인원의 청산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

는 것은 ‘三反運動’ 시기의 일이었다. 1952년 초부터 이루어진 관료 기구에 대한 

정풍운동인 三反運動 과정에서 경찰조직 역시 운동의 대상이 되었다. 中共 北京

委에서도 公安 계통의 三反運動을 위해 공작조를 조직하여 모든 파출소에 파견하

다. 公安 간부 500명, 교수 93명, 대학생 330명 등으로 편성된 23개의 공작조가 

 전체의 253개 파출소 관할구에 파견되어 해당 지역의 간부를 回避시킨 상태에

서 群衆大 와 좌담회 등을 개최하고 개별방문 등의 조사를 거쳐 부패 분자 등을 

검거하 다.110) 1952년 상반기의 政法 공작에 대한 보고는 公安 기구에 대한 三反

運動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번 “三反”운동 중에 여전히  경찰의 作風이 심각하다는 것이 나타났고, 
일부 나쁜 警이 新警을 下水로 끌어들여서 혁명대오를 腐蝕시켰음을 발견했

다. “三反”운동을 거쳐서  경찰의 作風이 이미 엄격한 비판을 받고 철저하게 

109) ｢1950年年終總結報告(1951.2.13.)｣, 038-001-00029.
110) ｢中共北京 委關於派工作組到各派出所徵求群衆意見的情況 結果向中央ㆍ華北局的

報告(1952.1.27.)｣, 北京 檔案館ㆍ中共北京 委黨史硏究室 編, 北京 重要文獻選編

(1952) , 中國檔案出版社, 2002(이하 ‘ 選編52 ’로 약칭),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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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되었다......(중략)......질이 좋지 않은 1,800여 명의 員警은 短期集訓 이후에 轉

業시키기로 결정되었다.111) 

인용문의 내용을 통해 공안 기구 接管 시기 이후 다시 한 번 경찰에 대한 대규

모의 인적 청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산의 대상이 된 인원의 규

모로 알 수 있듯이 三反運動 기간의 청산 역시 남은  경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며, ‘일부 나쁜 警이 新警을 下水로 끌어들’ 다는 표현으로 보아 

三反運動 시기에 처리된 경찰이  경찰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中共은 北京에 대한 接管 시기에 戶政을 公安局에 이

관시켰으며, 이는 전후 국민정부 시기의 짧은 예외상태에서 벗어나 淸末 이래의 

경찰 기구를 통한 戶口 관리라는 틀로 돌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국

가기구의 분쇄라는 구호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接管의 진행은 질서의 

유지를 강조하면서 기존의 틀을 대체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戶政을 담

당했던 公安 기구 역시 간부의 부족과 경험의 부족 때문에 기구와 인원에 있어서 

接管 전후 상당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간

부들에게 기존의 업무 방식을 익힐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주었으나, 한편으로는 

업무 방식의 연속성을 가져오기도 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接管 이후 北京의 戶政은 公安 부문으로 이관되었고, 1949

년 6월이 되면 후술할 ‘街派合倂’으로 街政府가 두 달 정도의 짧은 기간만 존속한 

끝에 취소되고, 公安 계통은 戶政을 포괄하는 政 전반에서 街 단위까지의 조직

을 갖춘 유일한 기구로 남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공안 기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戶政을 집행했으며, 건국 초기의 戶政에는 어떠한 특징적 요소들이 있었을까?

接管 초기에 戶政은 치안운동의 일환으로서 강조되었다. 中共 北平 委는 치안

운동에 대한 계획에서 ‘戶口의 대조〔査 〕와 戶籍 공작은 도시 치안 공작의 기

본적인 부분’이라고 언급하고 있다.112) 그러나 戶口 자료에 기반한 치안 활동을 본

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接

管 이전의 국민정부 시기에도 北平 政府는 戶口 자료를 관리해 왔으며, 이 기록

들은 接管 초기에 이미 中共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접수하 다. 그러나 기존의 자

111) ｢北京 人民政府關於政法工作的報告(1952.8.11.)｣, 北京 檔案館 編, 國民經濟恢復

時期的北京 , 北京出版社, 1995(이하 恢復 으로 약칭), p.94.
112) ｢中共北平 委關於治安運動的計劃(1949.3.10.)｣, 北平(下) , p.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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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는 공백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당장 활용하기에 앞서 정리가 필요

한 상황이었다. 戶政을 公安局에 이관하기 이전 民政局의 戶政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다음 보고 내용은 당시의 자료 상황을 보여준다. 

本 에는 원래 20개 區가 있고, (1948년) 10월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戶數는 

410,113戶, 인구수는 2,109,998명인데, 등기된 戶卡은 309,209장, 口卡片은 

1,322,979장뿐이다. 이 수치로 보이듯 北平에서 敵人 시대에 여전히 일부 戶口를 

보고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움막〔席棚〕과 城牆洞에 사는 

빈민들이고, 관료들이 그들을 下等人으로 여겨서 公民의 권리를 누릴 수 없었

다. 또 다른 종류는 관료의 권속과 특권인물들로서, 스스로를 법의 바깥에서 逍

遙할 수 있다고 여겨서 호구의 보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중략)...... 口卡片은 사람마다 1장이고 數目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들고, 편

성 수속이 복잡하여, 그 異動이 종종 실제 인구의 異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다. 과거에 敵人들이 口卡을 인민활동을 통제하는 데 사용했고, 우리에게는 용

도가 크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한다. 戶卡片은 과학적 성질의 것으로서, 戶籍冊

처럼 보존한다면 조사할 때 매우 편리하다. 
......(중략)......기존의 인원이 실업을 걱정하며, 동시에 몇몇 비교적 솔선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시간에 따라 출근하고 공작도 비교적 열심히 한다. 지금 戶

卡은 이미 정리가 끝났고, 口卡은 수속이 복잡해서 아직 1개월은 더 있어야 다 

정리할 수 있다.113)

위의 보고는 戶口 통계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잡힌 인구와 가구가 

모두 호적 서류를 갖추고 있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接管 당시 戶卡과 口卡片

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호구 서류 중에서 

戶卡만을 존속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3월까지 기존 호구 서류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치안운동 계획에서 戶口의 대조 

작업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보고는 ‘초보적인 보편적 호구 대조’를 4월의 공작 계

획으로 언급하고 있어 3월 말까지는 戶口의 대조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114) 

이관 이전의 戶政이 민정국의 사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정부 단위의 문제이

고, 실제로 기층의 戶政에 대해서는 공안 계통이 주로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113) ｢北平 民政局接管工作綜合報告(1949.3.31.)｣, 北平(上) , pp.500-501.
114) 위의 글, 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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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公安分局의 보고서를 통해 호적 행정의 좀더 구체적인 추이를 파악할 수 있

다. 接管 당시의 戶口 파악 정도에 대해 外五分局에서는, 포위 기간 동안의 戶籍 

공작이 ‘이미 일종의 半정지 상태’가 되었으며 ‘戶口異動 등기도 停辦’되었다고 하

면서, 해방 후 外5區의 戶口는 ‘혼란의 최고봉에 달해’서 ‘대량의 漏丁과 漏戶’가 

있었다고 하여, 接管을 전후로 한 시기에 戶口 행정의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평가

하고 있다.115) 接管 초기에 많은 경찰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권위가 약화된 상황도 戶政의 수행에 어려움을 가져온 또 다른 원인이었다. 한 分

局의 보고에 따르면 경찰의 위신이 떨어져서 戶口를 조사할 때 群衆들이 ‘이제 해

방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또 와서 무슨 호구를 조사하나’라는 반응을 보 다고 한

다.116)

接管 이후에도 몇 달 동안은 호구 관련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 外一分局에서는 1949년 7월 말까지의 호구 공작을 세 시기로 구분하면

서, 첫 번째 시기인 4월 27일까지의 接管 단계는 接管 업무로 바빠서 戶口 공작은 

‘次要의 지위’ 으며, ‘완전히 수동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각 단

위의 接管으로 바쁘고 간부가 충분히 분배되지 않아서 1명의 간부를 지정하여 호

구 공작을 조사하고 업무를 익히는 일을 맡겼으며, 주로  人員이 공작을 진행하

다. 그러나 ‘遷出과 遷入이 보고되지 않고’, ‘分局의 戶口簿와 段上의 戶口簿가 

불일치하며 숫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分局 戶口組의 5-6명의 警 인원이 종일 

호구 사무를 보고 있었으나 불확실한 숫자를 가지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을 뿐

이었다고 이 시기 호구 공작의 실효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117) 같은 시기 

다른 區의 인구통계에서도 숫자를 제시하면서도 ‘戶口는 流動不定 때문에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서, 戶政 담당 기구에서 戶口 관련 기록의 정

확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음을 보여준다.118)

1949년 4월 말부터는 戶口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外

一分局의 사례를 계속 보면, 4월 28일에 국민당 시기의 ‘戶口 三部制’를 정식으로 

115) ｢公安外五分局關於戶口查 工作總結｣, 041-001-00005.
116) ｢第五公安分局情況(1949)｣, 東城南 0009-001-0001.
117) ｢半年來工作情況 總結(1949.8.12.)｣, 038-002-00005. 이 보고서에서 나눈 戶口 공작

의 3단계는 다음과 같다. 1) 接管 단계(2월 5일-4월 27일), 2) 戶口 개혁 단계(4월 28
일-6월 20일), 3) 戶口 대조 단계(6월 21일-7월 말).

118) ｢第9區街道名稱數目保甲數目及各階層戶數人口統計表(1949.3.27.)｣, 038-002-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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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고 파출소에서 관리하는 ‘一部制’로 고쳤으며, 각 파출소에 戶口組를 만들고 

組長 1명을 두었다. 또한 分局의 戶口股에서는 밖으로 나가 표본조사〔抽査〕의 

방식으로 몇 개 파출소의 戶口를 조사하여 戶口가 어지러운 원인을 조사하 다. 

그리고 주마다 한 차례의 호구 업무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인원의 업무교육과 사

상교육을 실시하 다.119) 기층의 戶政 기구를 정비하고 戶政의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앞서 인용한 民政局의 보고에서는 戶口의 대조 작업을 4월의 업무 계획으로서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 戶口의 대조 작업이 실행에 옮겨진 것은 戶政이 公安局

으로 공식 이관된 이후 다. 戶政을 접수한 이후 公安局은 6월 20일부터 9월 5일

에 걸쳐 全 에서 통일적으로 戶口 대조 공작을 진행하 다. 이 대조 작업의 목적

으로 내세운 것은 戶口를 대조하여 정확하게 하고, 戶口의 數目을 확립하고, 적극

분자를 발견하고 ‘治安骨幹’을 배양하며, 각종 유형의 ‘特種戶口’를 파악하여 이후 

호구 공작의 기초로 삼는 것 등이었다. 그리고 대조 작업을 통해 特務 1,811명, 反

動黨團分子 3,320명, 국민당 流散官兵 7,809명, 建 道門의 道首와 道徒 764명, 

기타 문제가 있는 인원 24,033명 등을 발견하 다.120) 이 두 달 여 동안의 대조 작

업에서는 接管 초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特種戶口’의 파악이라는 치안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外一分局의 경우에는 戶口의 대조 작업이 7월 말까지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公安局의 지시에 따라 6월 21일에 戶口 대조를 시작했는데, 6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은 宣傳 공작을 하고, ‘집집마다의 대조’는 23일에 시작하 다. 대조 작업을 

위해 ‘分局, 각 파출소 및 糾察隊’를 ‘각 파출소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분배’하 다. 계획은 7월 20일에 모든 공작을 마치는 것이었는데, 1~4파출소에서 

前門大街의 교통과 攤販을 정리하는 것 때문에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것을 제

외하면 나머지 12개 파출소에서는 모두 20일에 공작을 마무리하 다.121) 外一分局

의 보고를 통해 ‘戶口의 대조〔査 〕’가 의미하는 것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

는 방문 조사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경찰뿐 아니라 糾察隊 조직까지도 이 업무

에 동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9) ｢半年來工作情況 總結(1949.8.12.)｣, 038-002-00005.
120) 李潤山, 1993, p.228.
121) ｢半年來工作情況 總結(1949.8.12.)｣, 038-00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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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五分局의 보고에는 戶口 대조 작업의 과정이 좀더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外5區에서는 公安分局에 指揮와 機動의 두 組를 설치하 고, 각 파출소에는 각각 

두 개의 ‘戶口査 組’를 편성하 는데 하나의 組에는 4~6명의 인원이 배치되

었다. 組 내에서는 ‘談話’, ‘ 正’, 기록, ‘目力搜索’, ‘警衛’ 등 5가지 항목으로 업

무를 분담하 다. 組에 편성된 인원은 ‘간부, 戶籍員警, 公安隊員, 623團 대원, 

糾察隊 대원 등’으로서 대략 200명에 가까운 규모 다. 그리고 이 수치는 ‘閭ㆍ組

長과 기타 적극분자의 참가는 계산하지 않은’ 것이었다.122) 여기에서는 1개 區의 

戶口 대조 작업에 경찰, 군인 및 糾察隊ㆍ公安隊 등 치안 관련 조직원들에 더해 

街道의 주민조직 및 적극분자들까지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단순한 관련 서

류의 대조 작업이 아니라 호별 방문과 조사를 포함하는 작업이었음도 파악할 수 

있다. 外五分局에서는 1단계인 ‘普通査 ’와 2단계인 ‘補査와 抽査’, 3단계 ‘總結’

까지가 모두 7월 20일에 마무리되었으며, 7월 21일에 각 파출소의 正ㆍ副 所長을 

소집하여 대조 공작의 총결회의를 개최하 다.123) 

이와 같은 전면적인 戶口 대조 작업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特種戶口’의 발견에 

있었다. 앞서 인용한 外五分局의 보고서에서는 戶口 대조의 목표 두 가지를 1) ‘戶

口 상의 혼란현상을 없애는 것’과 2) ‘적극분자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혁명적인 

호구제도를 건립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 戶ㆍ黑戶ㆍ漏

丁ㆍ漏口를 査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며, ‘普通戶ㆍ複雜戶ㆍ特種戶가 모두 査

의 대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普通戶를 조사하는 것은 特戶

를 찾기 위해서이고 複雜戶를 조사하는 것도 역시 特戶를 찾기 위해서이며, 特戶

를 조사하는 것은 特戶의 더욱 자세한 材料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어떤 

종류의 戶口를 조사하는 지와 관계없이 모두 特種戶의 발견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여, ‘特種戶口’의 발견이 戶口 대조 작업의 최대의 목표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124) 戶口 전반에 대한 파악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해 치안에 위협이 될 요소

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목표설정은 아직 내전이 진

122) ｢公安外五分局關於戶口查 工作總結｣, 041-001-00005.
123) 위와 같음. 그리고 대조 작업을 통해 실제로 國民黨 特務 1,881명, 反動 黨團 인원 

3,320명, 국민당 군대 官兵 7,809명, 建 道門 인원 764명, 可疑人員 2,169명, 기
타 문제 인원 24,033명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北京 公安局大事記

｣, pp.31-32.)
124)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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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중이고, 정권의 안정 자체가 중요한 목표 던 당시의 상황을 반 하고 있다.

1949년 11월이 되면, 戶政과 관련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戶口 자료를 전면적으로 재작성하는 것이었다. 北京 人民政府는 11월 6일에 다음

과 같이 전체 시민의 ‘戶口單’ 교체 방침을 발표했다. 

本府는 시민의 屬籍을 확정하고, 호구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新北京을 건설하

는 기초로 삼기 위해서, 특별히 ‘北京 民聲報戶口規則’을 제정하고......(중
략)......아울러 全  시민의 戶口單을 北京 民戶口簿로 교체할 것을 결정했으

며,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本 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屬籍ㆍ民族ㆍ職業을 막론하고 모두 호구 등록

을 신청해야 하며 누락시키거나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모든 

本  시민으로서 戶口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스

스로 北京 民戶口簿 1부를 준비하며, 파출소에서는 지역을 나누어서 집집마

다 (방문하여) 내용을 기입하고 파출소의 직인을 찍어서 시민에게 돌려주어 보

관하게 해야 한다. 戶口가 없는 모든 시민은 ‘北京 民聲報戶口規則’에 따라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과거에 숨기거나 허위 보고를 한 사람은 자진해서 보고

하고, 상세한 원인을 설명하고, 파출소를 통해 수정해야 한다. 
......(중략)......11월 18일부터 해방 전 僞政府 시기에 警察局과 民政局에서 규정

한 각종 申報書類와 번잡한 수속은 일률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호구제도에 따

라 처리한다.125)

위 포고는 같은 날 戶口의 등록 및 이동ㆍ변경 등에 관한 규칙인 ｢北京 民

聲報戶口規則｣이 공포된 것에 발맞추어 호구 등기 후 각 가정에서 보관하는 등기

증에 해당하는 戶口單을 새로운 양식의 서류로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대한 

것이었다. 民政局에서의 接管 초기 호구 자료 정리와, 公安局 이관 직후의 대조 

작업을 거친 뒤에 호구등기증을 교환하는 것을 통해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호구 

재조사의 효과를 기대했던 것이었다. 

11월의 戶口單 교체 과정에서도 역시 치안의 확보를 위한 의심 인구의 파악이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로서 제시되었다. 公安局의 1949년 공작 전반에 대한 보고에

서도 戶口에 관해서는 다른 언급 없이, 등록 방식과 서류의 간소화와 함께 다음과 

같이 戶口單 교체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125) ｢北京 人民政府關於更換 民戶口單實施辦法的 告(1949.11.6.)｣, 選編49 , p.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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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전반기 13개 分局의 통계에 따르면, 戶口를 교체하면서 발견한 特務ㆍ黨

團分子ㆍ 建 門ㆍ可疑戶ㆍ漏丁ㆍ漏戶가 모두 20,703건이었다. 우리들은 이미 

戶口를 교체한 목적을 초보적으로 달성하여, 누가 特戶이고 누가 嫌疑分子인지 

이미 초보적인 통계를 가지게 되었고, 漏丁과 漏戶는 소멸되거나 감소하 으며, 
戶口 상황을 초보적으로 파악하 다.126)

전국적인 인구조사는 1953년에 가서야 이루어지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北

京에서는 이미 1949년에 기존의 자료를 출발점으로 삼아 전면적인 방문조사 및 

戶口의 재등록을 통해 기초적인 戶口 파악과 정리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거둔 이러한 성과는 주로 戶政이 공안 계통으로

의 이관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치안 유지를 위해 ‘特種戶口’를 파악ㆍ관리하

려는 의도가 戶政 전반을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작용하 다. 또한 치안 문제가 중

심이 되었던 점은 일본 점령기의 치안강화운동 기간에 이루어진 호구조사와 유사

하지만, 인력의 투입 규모나 조사의 전면성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1949년의 기본적인 戶政 정비 이후, 건국 초기 北京의 인구 관리와 관련해서 또 

한 차례의 중요한 시기로서 1953년을 들 수 있다. 이 해에 中共은 전국적인 인구

조사를 통해서 최초로 전체 인구규모를 확인했고, 처음으로 ‘普選’을 통해 인민대

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초의 인구조사와 普選이 같은 해에 실시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기층에서의 선거 준비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선거 공작

이 곧 호구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고 호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선거의 준비는 곧 치안 중심의 인구관리의 연장이었으며, 선거 과정에

서 인구의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파출소를 비롯한 공안 기구가 개입하고 있었다. 

1953년 8월에 北京  選擧委員 가 北京  第四屆 第二次 各界人民代表 議에 

제출한 기층 선거의 ‘典型試驗’에 대한 보고는 선거와 호구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관련을 맺는지 잘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普選을 통해 全國人

民代表大 와 지방 각급의 人民代表大 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1953년 1월 

13일이었다. 그리고 3월 1일에는 ｢中華人民共和國全國人民代表大 及地方各級人民

代表大 選擧法｣을 공포하 다. 중앙인민정부의 결정에 따라 北京 人民政府에서

도 1월에 普選의 준비 공작을 시작하여 門 組를 조직하고 西單區의 두 곳에서 

‘典型調査’를 진행하여 普選 중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연구하 다. 

126) ｢北京 公安局一年來公安工作報告(1949.12.31.)｣, 解放 ,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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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월 6일에는 北京  선거위원회가 성립되었고, 6월 상순에 160명의 간부를 

선발하여 3개의 공작조를 조직하고 西單區, 東郊區, 海澱區 등에서 각각 1곳의 파

출소 관할 구역을 선정하여 기층 선거 ‘典型試驗’ 공작을 시작하 다.127) 3곳의 시

범 구역 중에서 城區에 해당하는 것은 西單區의 安福胡同派出所 관할구가 유일하

다. 

선거 과정에서 핵심적이었던 것은 선거 자체보다는 오히려 준비과정이었다. 선

거가 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더욱 중시되었다. 또한 후보자뿐 아니라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선거인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선거인을 확정하는 과정은 곧 인구조

사와 접하게 연동된 것이었다. 실제 普選의 준비 과정에서도 ‘選民登記와 人口

登記의 의의와 방법을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었

다.128) 선거인을 확정하기 위해서 거쳤던 단계로는 인구의 조사 및 등기, 선거인 

자격의 심사, 선거인의 등기, 선거인 명단의 공포, ‘選民證’의 발급 등이었다. 그리

고 居民 組를 조직하여 후보자에 대한 토론을 거쳐 후보자의 명단을 공포한 후 

최종적으로 선거를 진행하 다. 선거 준비 공작에서 선거인 확정을 위한 단계로서 

인구조사가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선거인에 대한 자격심사가 행해졌다는 점은 

1953년의 普選 시기에도 여전히 인구 관리에 치안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반 되

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도시에서의 선거인 자격심사에 대해서는 ‘일부 지주계

급분자 등 선거 권리를 박탈해야 할 분자들이 있어서, 향촌에서처럼 그렇게 심사

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더욱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

고 있다. 실제로 3곳에서의 ‘典型試驗’ 공작 과정에서 선거인 자격심사를 통해 선

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이 전체 인구 16,584명 중 133명으로서 총인구의 0.79%를 차

지했는데, 여기에는 이미 구류 중인 반혁명분자가 포함되지 않아서, 全 의 普選

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비율은 아마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선거권

을 박탈당한 133명 중에서는 아직 성분을 바꾸지 않은 지주계급분자가 96명, 법에 

따라서 정치 권리를 박탈당한 반혁명분자가 32명, 기타 법에 따라 정치 권리를 박

탈당한 자가 5명 등이었다. 그리고 위의 비율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신병 환

127) 劉仁, ｢關於北京 基層選擧典型試驗工作報告(1953.8.25.)｣, 北京 檔案館ㆍ中共北京

委黨史硏究室 編, 北京 重要文獻選編(1953) , 中國檔案出版社, 2002(이하 選編

53 으로 약칭), pp.337-338.
128) ｢關於普選宣傳階段的工作計劃(1953.12.4.)｣, 東城南 0009-00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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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7명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선거 과정이 전체적인 인구조사 

및 선거인 자격 심사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는 상당한 인력과 시

간이 필요했다.  전체의 기층 선거는 ‘典型試驗’ 이후 7월 하순으로 예정되어 있

었던 것이어서 10월 중에 시작하여 11월 말 이전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

었고, 선거 공작을 위해서 투입되어야 할 간부의 규모에 대해서는 인구 2,000명 

당 10명으로 계산하여 총 5,800명의 인원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해서 10일 정도의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129)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거인에 대

한 자격심사가 강조되는 선거 준비과정은 의심인구의 파악과 관리를 핵심으로 삼

은 치안 중심 인구관리 방식의 연장이었다. 

또한 선거 과정이 인구관리의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에 戶政의 주관기관인 경찰

조직이 선거 준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北京 城區에서는 前述한 

1953년 6월의 西單區의 安福胡同派出所의 ‘典型試驗’ 이후 10월에 西單區 전체에

서, 12월에는 城區 전체에서 普選과 연동된 인구조사를 진행하 다.130) 이 시기 인

구조사의 방식에 대해서는 區 단위의 공작 계획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前門區의 인구조사 및 선거인 등록 공작의 계획에서는 區人民政府 아래 

區人口調査辦公室을 설치하고 區選擧委員 의 지도 아래 인구등기 공작을 책임지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공작조가 선거구에 도착한 후에 조사ㆍ기록을 책

임진 간부는 戶政을 담당하고 있는 파출소와 의견을 교환하고 戶口 상황을 파악

하도록 했다.131) 崇文區의 선거 공작 보고에서는 인구조사의 방법에 대해 ‘流動登

記站’을 설치하고 站마다 50-200戶 정도를 담당하도록 하되 ‘차례로 站에 오도록 

通知’하는 방법을 채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普選 과정의 인구조사가 방문조사

가 아니었음을 볼 수 있다.132) 이처럼 ‘普選’ 시기의 인구조사는 전면적인 방문 조

사는 아니었으며, 기존의 戶口簿에 기반하여 대조 및 선거인 등록을 하는 방식이

었고, 그나마 公共戶는 해당 단위 내의 책임자에게 그 과정을 위임하기도 하 다. 

사실 인구조사와 결합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1949년에 전면적인 방문조사와 호

129) 劉仁, ｢關於北京 基層選擧典型試驗工作報告(1953.8.25.)｣, 選編53 , pp.338-345. 
130) ｢北京 人口調査登記辦公室關於北京 人口調査登記總結(1954.3.)｣, 北京 檔案館ㆍ

中共北京 委黨史硏究室 編, 北京 重要文獻選編(1954) , 中國檔案出版社, 2003(이
하 選編54 로 약칭), p.164. 郊區의 인구조사는 1954년 3월 상순에 마무리되었다.

131) ｢前門區人口調査選民登記工作計劃草案｣, 039-001-00063.
132) ｢人口査記工作總結(1954.2.20.)｣, 東城南 0009-003-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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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류 교체를 통해 호구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안파

출소 戶籍 부문을 통한 호구 관리를 해 왔던 北京의 경우에는 普選이 전면적 인

구조사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존 戶口 행정의 연장선이었고, 

전혀 기반이 없는 상태의 일은 아니었다. 普選 시기의 인구조사가 1949년의 전면

적 호구 대조 작업에 비해 방문조사가 아닌 登記站을 이용한 방식이었고, 기간도 

짧았던 점은 기존 호구 행정의 연장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普選의 ‘試點 공작’에 

대한 보고에서 ‘인구의 조사ㆍ등기는 파출소의 간부와 民警을 통해 戶口簿에 근거

하여 대조ㆍ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언급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 

비해 인구조사의 정 함을 추구할 필요가 절실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선거 

준비가 경찰을 통한 인구관리의 연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133) 

133) ｢關於普選試點工作中的幾個問題(提綱)初稿｣, 001-009-0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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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黨治의 원칙과 대중조직

1. 中共의 기층 통치 : 黨과 工會의 관계 

黨治의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전후로 도시 기층 통치에서 나타나는 연

속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국민당과 공산당은 이념적 차이와 현실적

인 대립에도 불구하고 레닌주의적 정당모델과 당을 통해 국가를 통치한다는 원칙

을 받아들 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이 건국 전

후 체제의 성격에 연속성을 가져온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도시주민의 

조직과 관련하여 工 를 소재로 국가기구를 넘어서 직업기반의 사회조직에까지도 

당의 지배가 관철되는 방식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工 에 주목하는 까닭은 후술

하듯이 工 가 건국 초기에 도시주민의 주요한 조직 형식으로 상정되었고, 나아가 

직업 내지 직장 기반의 주민조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이다.1) 이하에서는 우선 건국 초기에 工  조직이 건립되고 운 되는 과정에

서 黨 조직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工

의 성격을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그 前史로서 건국 이전의 工 와 黨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건국 이후의 상황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건국 초기에 건설된 工  조직의 중요한 특징은 하급 공회가 상급 공회의 지도

를 받는 방식으로 공회 계통의 상하가 긴 하게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

기에는 공회 계통 외부의 개입이 나타나는데, 바로 당조직의 개입이었다. 

건국 초기 北京의 공회 업무에 관한 문건들에서는 하급 공회에 대한 지휘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이 종종 나타난다. 이 문제는 단

순히 상하 공회의 연결 부족 때문이 아니라 당조직과의 혼선 때문이었다. 예를 들

어 政府에서 1951년 상반기의 공  기업 공작을 평가하는 문건에서는 ‘黨ㆍ政ㆍ

工ㆍ團의 步調 일치와 접한 협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소속 각 廠黨 支部와 공회는 委와 總의 지도를 받기도 하고, 黨支部는 區

 1) 도시주민의 주요한 조직 형식으로서의 工 라는 구상에 대해서는 Ⅲ편 2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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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의 지도를 받고 工 는 總의 지도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黨支部와 공회가 

모두 區委와 區工 의 지도를 받기도 한다. 이 때문에 步調가 일치하기가 어렵

고, 협력도 충분하지 않다.2)

위의 문건에서는 각 공장 내에 있는 당조직과 공회 조직의 지도기관이 통일되

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업 내의 조직이라는 점 때문에 공장의 당조직에 상급 공회 기구가 지휘권을 

가지기도 하고, 반대로 상급 당조직이 공회 조직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지휘권을 가진 상급 기구가 區級의 기구인지 級의 기구인지도 확

실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지도문제를 둘러싼 당조직 계통과 공회 계통의 혼란은 단지 운 상

의 혼란이 아니라 조직원리 자체의 문제이기도 했다. 당과 국가기구가 분리되지 

않고, 당조직이 군대ㆍ경찰ㆍ행정 등의 국가기구와 연계되어 있고, 당조직이 국가

기구의 모든 역에서 중요한 결정을 행한다고 하는 구조는 工  계통에도 예외

가 아니었던 것이다.3) 공회 계통이 당조직 계통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았다는 점

은 北京 總工 의 主席을 中共 北京 委의 書記가 겸임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

로 드러난다.4) 제1부주석으로서 실질적으로 總工 의 업무를 주관했던 劉仁도 

공회 간부일 뿐 아니라, 北京 委의 간부 중 한 사람이었다.5)

 2) ｢北京 人民政府公營 業公司關於1951年上半年工作報告(1951.11.27.)｣, 恢復 , p.386.
 3) 모리 가즈코는 당의 지도를 관철시키는 조직상의 구조를 국가기관 및 그 밖의 지

도부에 설정된 黨組, 역으로 각 수준의 당 위원회에 각 행정부문마다 대응하여 설
정된 행정 담당 기구, 그리고 일정한 직위 이상의 간부에 대한 당의 임명과 관리 
등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모리 가즈코, 이용빈 옮김, (제3판)현대 중국정치: 
글로벌 강대국의 초상 , 한울아카데미, 2013(<-毛里和子, 現代中國政治(第3版): グ
ローバルㆍパワーの肖像 , 名古屋大學出版 , 2012), p.61. 모리 가즈코는 또한 당의 
지도가 관철되는 대상을 1) 군대, 2) 정부 및 국가기관, 3) 정치협상회의ㆍ민주당파, 
4)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단, 부인연합회 등 네 가지의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같
은 책, p.233.) 

 4) 北京 總工 가 정식으로 성립한 1950년 2월 이후 1955년 4월까지는 北京 委 書

記인 彭眞이 總工 의 主席을 겸임했다. 籌備委員  시기에는 蕭明이 주임위원이
라는 직함으로 조직의 수장 역할을 하 다. 北京 地方志編纂委員  編, 北京志 人

民團體卷 工人組織志 , 北京出版社, 2004(이하 工人組織志 로 약칭), p.273.
 5) 接管 직전인 1948년 12월에 구성된 中共 北京 委의 구성원은 彭眞(書記), 葉劍英

(第1副書記), 趙振聲(第2副書記), 劉仁, 徐冰, 趙毅民, 譚政文, 蕭明, 王鶴峰, 張秀岩, 
韓均 등 11명이었다. ｢ 委關於如何進行接管北平工作的通告(1948.12.21.)｣, 中共北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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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 계통과 당조직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은 지도부의 인적 구성이 

겹친다는 사실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드러난다. 中共은 특히 당조직이 공회 계통

의 각 층위에 만들어져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다. 공  기

업에서의 ‘民主改革’을 다룬 문건에서는 공장 내에 공회와 당의 지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회는 群衆을 대표하고, 黨支部는 群衆의 핵심이 된다’

고 언급하고 있다.6) 이러한 표현은 中共이 공장 내의 당조직과 공회의 관계를 어

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즉 工 는 전체 노동자의 대표이

고, 당조직은 그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장 내 당조직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요 공장에서의 당조

직 건설은 接管 직후부터 빠르게 진행되었다. 接管 초기 北京 委 조직부의 工廠

支部工作科는 接管 전에 華北局 城 工作部 산하의 政工人工作委員  소속이었

던 간부들을 각 대형 工礦 기업에 파견하여 당의 지도를 강화하 고, 이에 따라 

각 대기업에서는 신속하게 黨總支와 黨支部가 건립되었다.7) 接管 이전부터 지하공

작에 종사했던 간부 인력의 존재로 인해 빠르게 기업 내 당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당조직의 건립과 함께 공장의 당원 수도 빠르게 증가하 다. 接管 당시 대기업 

소속의 당원은 300여 명이었는데 1950년 말에는 7,380명으로 증가하 다. 職工 중 

당원의 비율도 1%에서 14%로 증가하 다.8) 이러한 당원 비중의 빠른 증가는 노

동자 당원의 비중을 높인다는 중공의 정책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7기 2중전회

에서 任弼時는 공작 중심의 전환에 따른 노동자 당원의 확충 필요성과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5-7년 내에 노동자 중의 당원 수가 노동자 총수의 35% 정도에 

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9) 이렇게 도시 노동자 중의 당원 비중을 높

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구상은 ‘노동자계급에 의지’할 것을 표방하면서도 中共

이 장기간 농촌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탓에 당 내의 노동자 비중이나 노동자 중의 

당원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 기 때문이었다. 194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당원 중 

委政策硏究室 編, 中國共産黨北京 委員 重要文件彙編(1949年ㆍ1950年) , 中共

北京 委政策硏究室(黨內文件), 1955, p.3.
 6) ｢北京 人民政府公營 業公司關於1951年上半年工作報告(1951.11.27.)｣, 恢復 , p.385.
 7) 中共北京 委<<劉仁傳>>編寫組, 劉仁傳 , 北京出版社, 2000, p.208.
 8) 中共北京 委<<劉仁傳>>編寫組, 2000, p.227.
 9) 張明楚 主編, 中國共産黨基層組織建設史 , 福建人民出版社, 2008, pp.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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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출신의 비중은 5.87%에 불과했고, 1949년 3월 기준으로 90만의 산업노동자 

중에 당원의 비중은 1.8%에 불과했다.10)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는 단계에서 ‘도시

가 농촌을 지도’하는 단계로 넘어온 이상 당을 노동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생각을 중공 지도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7기 2중전회에서 任弼時가 설정한 

목표는 실제로 달성되지는 못했지만, 중공은 지속적으로 당원 확충의 중심을 도시

의 산업노동자에 둔다는 방침을 견지하 다. 中共中央이 1950년 5월 21일에 지시

한 당조직 ‘발전’에 관한 내용을 보면, 3-5년 내에 산업노동자의 1/3을 당원으로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에 비해, 농촌에서는 당원 발전을 중단하며 농민

당원은 전 인구의 1%를 표준으로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11) 농민 당원의 증가는 

억제하는 반면에 산업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당원으로 받아들이려고 구상하고 있

었던 것이다. 

中共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대형 공장을 중심으로 당조직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공회 계통의 당조직 건설이 대형 공장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 

공 인 대형 공장에서는 공장 내부에 당조직이 건설되었지만, 소규모의 분산된 공

회를 대상으로는 조금 다른 방식의 당조직 건설과 당의 지도가 이루어졌다. 總

工 가 1951년 단계에서 설정하고 있는 區 단위 공회 조직과 당조직의 관계를 보

면 소규모 기업 공회에 대한 당의 지도 방식이 드러난다. 總工 는 工 聯合  

區分  및 産業工  區分 에 黨組가 없을 경우에는 區委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黨組가 있는 경우에도 工  계통에 대한 당의 지도를 위해서 區委에 전문위원이

나 부문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12) 규모가 작고 분산되어 있어 자체의 당

조직을 만들기 어려웠던 소규모 기업에는 상급조직의 黨組나 區委를 통해 당의 

지도를 관철시키려 했던 것이다. 區 단위의 공회 업무를 총괄하는 區工  조직에

도 黨組가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第3區에서는 1950년 11월에 ‘黨章의 규정에 따

라서’ 區公所, 公安分局, 區工 에 黨組를 건립하 다.13) 區 단위에서 民政 계통 

및 公安 계통의 정부 기구와 동시에 공회 계통의 기구에 黨組 건립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10) 張明楚 主編, 2008, pp.194-195.
11) 위와 같음.
12) ｢關於 總工 組織形式的意見(1951)｣, 101-001-00018.
13) 中共北京 東城區委黨史硏究室 編, 中國共産黨北京東城區歷史大事記(1919-2000) , 

華齡出版社, 2006(이하 東城區大事記 로 약칭),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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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共은 공회 계통 내에 당조직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당

의 지도라는 원칙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基層工  공작 상황에 대한 

總工 의 보고에서는 ‘思想建設’ 항목을 통해, 당의 공회에 대한 지도문제에 있

어 노동자들이 학습을 받고 나서 ‘공회가 당의 지도로부터 이탈하면 필연적으로 

착오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14) 이

러한 보고 내용은 당이 공회를 지도한다는 원칙이 中共 내부의 방침을 넘어서 노

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교육의 내용으로 공식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당이 공회를 지도하고 공장이나 區 단위의 공회 계통에 당조직이 만들어져서 

‘群衆의 핵심’으로 작용한다는 방식은 工  계통 전반에 적용되었을 뿐 아니라, 공

회의 틀을 넘어서까지 작동하 다. 공장에 대한 保衛 공작과 노동자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직되었던 工人糾察隊는 공회 계통에 속한 조직은 아니었지만, 노동

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당의 지도가 관철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糾察

隊 조직에 대한 계획에서도 ‘2,500명 중에서 반드시 당원 25명을 추천하여 보내고, 

그 밖에 團員과 적극분자가 반드시 일정한 수량(총수의 3%)을 점하도록 해야 한

다’고 하여, 노동자 조직에서 당이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당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 다.15)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회 계통의 조직 건설은 국가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관철시킨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었고, 이러한 원칙이 조직

구조나 교육 내용을 통해서 발현되고 있었다. 하급공회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당

조직과 공회 조직 사이의 혼란은 사실상 조직이 기반하고 있는 원칙에 내재해 있

었던 문제 던 것이다. 

공회에 당의 지도를 관철시킨다는 원칙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왔다. 즉 노동행

정이나 기업 행정과 공회 업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국가

기구나 공  기업 역시 공회와 마찬가지로 당의 지도를 받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다. 

彭眞은 接管 초기 공장 내에 공장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장 내의 당조직, 행정 기구와 공회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4) ｢北京 基層工 工作情況報告(1953.12.)｣, 101-001-00383.
15) ｢關於 動員全 工人參加糾察隊的意見(1949.6.1.), 101-00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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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노동자의 적극성을 집중시키고, 行政ㆍ支部ㆍ工 의 일치합작 아래 

생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는 노동 웅을 선발하고 장려제도를 성립시키는 

것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정치적인 表揚 외에도 물질적인 장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工 가 福利事業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문제이

다....(중략).....이렇게 공장위원회를 조직하면 黨ㆍ行政ㆍ工  삼자가 결합하여 분

담해 나갈 수 있다.16) 

彭眞은 위의 설명을 통해 공장 내 각 조직 간의 협력관계를 말하면서 당과 행

정, 공회라는 삼분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삼분법에도 드러나듯이 공장 내의 

조직은 앞서 언급한 공회 계통과 당조직 양자뿐 아니라 행정 계통의 조직도 있었

다. 그리고 공회 계통과 다른 계통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은 당조직과의 관계 뿐 

아니라 행정 계통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즉 공회와 공장의 행정조

직은 형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접한 연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었다. 

때로는 행정 계통에서 공회의 독립성을 부정하여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 다. 

總工  산하의 北平  産業工人工作委員 에서 공장 내 행정 부문과 공회 부문의 

협력관계에 관한 문제들을 조사하여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러한 갈등의 존재와 그 

원인에 대한 나름의 분석이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는 級 공회 조직의 공작 지시

와 각 기업 공장의 행정 계통의 상급 기구 공작 지시 사이의 ‘結合’ 문제가 큰 문

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民主運動’과 공장관리위원회 설립 문제를 

사례로 행정 계통과 공회 계통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을 서술하면서, 특히 행정

책임자들이 공장관리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라고 비판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의견 불일치의 원인으로서 행정 계통 상급 기구와 공회 

계통 상급 기구 사이에 일상적이고 고정적인 연계가 없는 것, 그리고 행정책임자

들이 ‘行政 측에서 공회를 운 한다〔“行政辦工 ”〕’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는 점을 들고 있다.17) 이와 같은 갈등 역시 근본적으로는 공장 내에 행정 계통의 

조직과 공회 계통의 조직이 당의 지도 아래 병존하는 구조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행정 계통에서는 기업의 운 이나 산업 정책을 

16) ｢彭眞關於工資問題ㆍ工廠內黨ㆍ行政和工 關係問題的報告(1949.3.5.)｣, 北平(下) , 
pp.792-793.

17) ｢中央華北直屬在北平各 業工廠中行政 工 在工作中的結合關係諸問題(1949.7.10.)｣, 
101-00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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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고, 공회는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에 혼란이 나타날 이유가 없지

만, 양측 모두 당의 지도를 받는 상황이고, 공회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

구 이상이었기 때문에 혼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대형 기업이 거의 다 공  기업이었던 상황에서 기업 행정 계통과 공회 계통 

모두 사실상 국가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심지어 상호 간에 인사 교류가 존재했을 정도로 경계가 불

분명했던 것이다. 接管 초기에 도시관리와 생산건설의 강화 방침을 밝히는 委의 

문건에서, 경험있는 전문가와 노동자들이 생산지도에 참가해야 한다고 지적하면

서, 이러한 전문가와 노동자의 발탁에 있어 ‘각 공장의 간부를 적당하게 조정해야 

하는데 공회 간부가 廠長을 맡을 수 있다면 마땅히 廠長에 임명해야 하고 廠長이 

공회 공작에 적합하다면 마땅히 공회 공작을 맡겨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18) 이

렇게 中共에서 공회 간부와 공장 행정 계통의 간부가 상호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보는 것은 행정 계통과 공회 계통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위에서 인용한 彭眞의 보고나 공장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문건에서는 공  기업 

내부의 행정 계통과 공회 계통 사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공회 관련 문

건에서 ‘행정 계통’이라든가 ‘행정 측’이라는 용어를 통해 지칭하는 대상은 공 기

업의 경 조직 외에 區나  단위에서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행정 기구를 가리키

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공회 계통과 행정 계통 사이의 혼란이나 갈등은 이러한 

노동행정 기구와 공회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정부 기구의 행정 기구와 공회 조직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던 것은, 지도 기구

로서의 당과는 달리 행정 기구가 공회 계통과 원칙적으로 상하 관계나 지휘-피지

휘의 관계가 아니면서, 특히 와 區에 행정 계통의 기구와 공회 계통의 기구가 

병렬적으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總工 에서 1949년 9월 委에 보낸 

보고는 지휘 계통의 혼란 때문에 나타난 불만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보고에서 

總工 는 공작조를 통해 區 단위의 공회 공작을 수행하는 체제를 되살릴 것을 

제의하고 있는데, 이는 總工  산하의 區級 기구에 대한 지도 문제 때문에 등장

한 것이었다. 總工 는 각 區의 工 辦事處를 취소하고, 總工 의 각 위원회

(산업, 수공업, 店員, 搬運 등)에서 각각 공작조를 지도하여 공회 공작을 추진하고, 

공작조에 대한 總工 의 직접적인 지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이러

18) ｢中共北平 委關於加强城 管理 生産建設的決定(1949.4.12.)｣, 北平(下) , p.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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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의는 각 구의 辦事處 상황에 대한 불만 때문에 나온 것이었다. 이 문건에서 

總工 는 區辦事處가 여전히 독립된 단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과거에

는 勞資분규를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지금도 일부 문제의 처리는 總工 에서 파

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로서, 9區에서 織染工 를 설

립하는 문제에 관해 政府의 勞動局에 안건을 여러 차례 제출하 는데, 總工

에서는 이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19) 공회 계통의 기구인 區辦事處가 

공회 관련 문제를 공회 계통의 상급기관인 總工 가 아닌 노동행정 기구에만 

보고를 하는 상황을 두고 불만을 제기한 것이었다. 區에 행정 계통과 공회 계통의 

기구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고, 에 노동 행정 방면의 기구가 있었던 데다, 두 계

통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발생한 것이었다.20) 

政府에서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인 勞動局은 1949년 7월 20일에 설립되었

다. 노동국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들 중에는 기업 내부의 관리규칙에 대한 심사, 

노동협약 사항에 대한 심사, 사  기업 勞資爭議 사항 해결, 직공단체의 등기, 노

동정책에 관련된 조사연구 등이 있었는데,21) 특히 노동협약이나 勞資爭議 등을 처

리하는 문제는 總工 에서 지도ㆍ감독하는 역과 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러

한 중복 때문에 노자쟁의를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工 ㆍ勞動局ㆍ工商局 3자

의 직책이 나뉘어 있지 않아 공회가 쉽게 군중으로부터 이탈’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공회 공작은 군중노선으로써 노자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등장하기도 했다.22) 

행정 계통과 공회 계통의 경계가 모호해서 오는 문제는 두 계통 모두 당의 지

19) ｢關於建議取消各區辦事處等問題的請示(1949.9.5.)｣, 101-001-00005.
20) 노동행정 기구는 1950년이 되면 區 단위에까지 설치되었다. 그러나 工 辦事處에 

비하면 작은 규모의 조직이었다. 第一區의 예를 들면 工商勞動科가 1950년 7월 말
에 성립되었다. 그러나 9월 초에야 간부들이 고정되었고, 科長 외에 간부 4명이 있
었는데 그 중 3명은 학교에서 1명은 공장에서 온 인원이었다. 이들은 1950년 말의 
보고 시점까지도 업무에 익숙하지 않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第一區區公所工商勞動科50年下半年工作總結(1951)｣, 東城北 011-006-0001.)

21) 편제인원은 총 88명이었고, 산하 부서로 秘書室, 調解科, 審査登記科, 調査硏究科, 
仲裁委員  등이 있었다. (北京 勞動志編纂委員  編, 北京勞動大事記(1948-1990
年) , 中國工人出版社, 1993, pp.11-12. 이하 北京勞動大事記 로 약칭.)

22) ｢北平 調整勞資關係化解決勞資爭議工作的檢査 總結報告(1949.8.31.), 新中國北京

工 50年文獻彙編(1950-2000) , 北京 總工 , 1999(이하 北京工 50年 으로 약칭),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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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받고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특징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공회 및 

행정 계통 모두 接管 초기에 비해 조직구조가 어느 정도 정비된 후에도 행정 업

무와 공회 업무의 분리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공회 관련 문서에 종종 등장하고 있

다. 예컨대 1954년 8월에 總工  組織部에서 공작 질서의 확립을 위한 조사 내

용을 보고하면서, ‘공회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差事”’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

며 노동경쟁과 관련된 구체적 조직 공작에 있어서 행정 부문과 명확한 ‘분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심지어 행정 계통과 ‘단체협약의 형

식을 이용해서 명확한 분업을 해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23) 

공회와 행정 기구 사이의 혼란에 대해서는 總工 와 같은 공회 기구 측에서

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아니었다. 중공 지도부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

어서, 劉 奇도 1951년 2월에 공회의 행정화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

다.24) 공회와 행정 사이의 혼란은 전술한 것처럼 조직구조의 문제이기도 했고, 또

한 후술하는 공회의 기능에 대한 내용에서 나타나듯이 공회 조직이 수행했던 기

능 중에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서 중공의 정책을 기층까지 관철시

키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工 를 조직한다는 것은 사실상 당의 지도 아래 노동자들

을 계통적으로 편성하는 작업을 의미하고 있었다.

중공이 공회 조직을 생산의 회복과 발전이라는 목표와 접하게 연관시키고 있

었기 때문에, 接管 초기부터 공회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능보다는 생산 

현장에서 생산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중공의 정책과 의지를 관철시키는 기구라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앞서 서술한 공회와 행정 부문 사이의 혼란은 양자가 당조직의 지도 아래 있었

다는 점 외에도, 공회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

용자의 입장을 반 하는 면이 강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 당이나 상급 

공회의 지시나 실제 공회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살펴보면 이러한 성격이 드러난다. 

예컨대 1955년의 北京 工  第2次代表大 에서 공회 공작의 주요 임무로 제출된 

항목들을 보면 노동경쟁의 전개, 생산물 품질의 향상, 절약의 力行, 원가의 절감, 

23) ｢北京 整 建立各層工 正常工作秩序的初步情況報告(1954.8.19.)｣, 101-001-00430.
24) 王永璽 主編, 1992, pp.345-346.



- 63 -

노동생산성의 향상, 국가계획의 전면적인 완성과 초과 달성 등으로서, 대부분 생

산 발전에 노동자들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다.25) 

동원조직으로서의 공회라는 성격은 中共이 공회를 통해 업종 단위의 단체협약, 

생산경쟁 등의 공업 및 노동정책을 선전하고 관철시켰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업종별 공회 조직이 외형적 틀을 갖춘 직후부터 공회 공작과 노동 행정의 

중심업무로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업종별 단체협약〔集體合同〕은 중공이 개별 

기업이 아닌 업종 단위로 상공업과 노동조직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

반을 만드는 작업이었으며, 接管 직후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과 인플레이션을 배

경으로 임금 인상률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별로 임금을 통제함으로써 물가

를 안정시키고 이직을 억제하는 등의 작용을 하 다. 전국 최초의 업종별 단체협

약은 1949년 7월 30일 北京 시 노동국이 國藥業의 勞資간 단체협약을 비준함으

로써 이루어졌다.26) 단체협약을 위한 준비는 總工 에서 이미 5월 초부터 시작

하 다. 彭眞 등은 1949년 8월 中共 中央 및 華北局에 대한 보고에서 업종별 단체

협약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분규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단체협약으로 

바뀌었고, 덕분에 ‘혼란현상과 “左”의 편향’이 매우 빨리 사라졌다고 의미를 부여

하고 있다.27) 이러한 언급은 北京의 중공 지도부가 업종별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

자들의 과도한 요구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彭眞이 언급하고 있는 ‘좌편향’이 가리키는 것은 고용인들의 ‘과도한’ 기대와 이

에 대한 사  기업 고용주들의 두려움이었다. 중공이 농촌에서 실행했던 토지개혁

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농촌 출신 고용인들은 도시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추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른바 ‘分廠分店’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았다.28) 그리고 이

런 기대가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소수

의 資方 인원이 걱정이 많아서 勞資 관계가 매우 비정상’이라고 표현되기도 했

다.29) 그리고 이러한 기대와 두려움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기업가들이 수용하게 해

서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인상은 물가 상승과 경  악화로 이어지고, 이것은 ‘생산의 회복과 발전’에 

25) 工人組織志 , p.305.
26) 北京勞動大事記 , p.12.
27) 解放 , pp491-493.
28) 中共北京 委<<劉仁傳>>編寫組, 2000, pp.270-271.
29) 東城區大事記 ,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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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가 된다는 것이 중공의 인식이었다. 中共에게 공회와 노동운동은 생산의 회복

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앞서 인용했던 도시관리와 생산

건설의 강화에 대한 문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동운동과 노동자 계급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들의 공작 중심은 반드시 더욱 명확하게 생산의 회복과 발전의 방면으로 

옮겨져야 한다. 강력하게 노동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노동자계급에 더 

한층 의지하고 다른 노동군중을 단결시키며 지식분자와 최대한 많은 우리와 협

력할 수 있는 自由資産階級을 쟁취함으로써, 새로운 北平의 각종 건설 공작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30)

이처럼 中共 지도부에게 ‘노동운동을 지도’하는 목적은 생산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노동자의 단결이었다. 그리고 생산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자 群衆, 

특히 간부들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左”의 편향’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31) 

중공은 接管 직후부터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금인상을 억제하려고 

했고, 공회 조직은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예컨대 接管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된 總工  行業部의 문건에서는 각 기관

에 건축노동자를 고용할 때 ‘임금 상황이 不明하여 해당 업종의 임금이 문란’해진

다고 지적하면서, 각 기관이 건축공인을 고용할 때에는 총공회나 각 구의 공회공

작조에 연락하도록 하고 있다.32) 이것을 보면 설립 직후의 總工 와 이제 막 파

견된 공회공작조가 동일 업종의 임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임금인상을 억

제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은 이미 接管 이전

부터 정해져 있었다. 1948년 12월에 北京 委에서 작성한 接管 방침에 대한 문건

에서는 ‘일체 공  기업 員工의 임금은 모두 잠시 원상을 유지하며, 최근 3개월 

내지 반 년 정도의 평균 실질임금을 기초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33) 總工

가 1949년의 주요 공작으로 추진했던 업종별 단체협약은 이러한 방침의 연장에서 

30) ｢中共北平 委關於加强城 管理 生産建設的決定(1949.4.12.)｣, 北平(下) , p.799. 
31) ｢恢復 發展生産是城 工作的中心任務(1949.4.16.)｣, 選編49 , p.393.
32) ｢關於各機關雇傭建築工人問題的通知(1949.2.26.｣, 040-002-00003.
33) ｢ 委關於如何進行接管北平工作的通告(1948.12.21.)｣, 中共北京 委政策硏究室 編, 

中國共産黨北京 委員 重要文件彙編(1949年ㆍ1950年) , 中共北京 委政策硏究室(黨
內文件), 1955,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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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것이었다. 總工 가 接管 이후 2년간의 공작을 정리하는 문건에서는 接管 

초기의 상황에 대해 ‘공회 공작이 薄弱하고 노동국이 아직 성립되지 않아, 勞資糾

紛을 아직 級에서 집중해서 통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각 街와 각 區에서 스

스로 처리’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극복되는 계기로서 업종별 단체협약

을 들고 있다. 總工 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勞資 양측, 특히 資方의 정서를 안

정’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34) 이러한 평가는 중공과 總工 가 업종별 단체협약

을 추진한 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업종별 단체협약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總工 를 중심으로 한 공회 계

통이 추구하던 목표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으

며, 오히려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억제하려는 경향을 보 다. 노동운동의 

과열을 염려하고 산업의 보호를 중시하는 중공의 입장은 이미 北京 接管 이전에 

東北 지역과 石家莊 등에서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확립된 것이었다. 北京에서는 초

기의 공회 조직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생산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공회의 역

할이 강조되었다. 

‘노동자계급에 의지’하는 것을 표방하면서도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 중공은 이러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대표인 중공이 정권을 잡은 이상, 국가 전체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이 일치한다

는 논리를 구사하 다. 식량창고의 ‘保衛’에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공작에 관한 문

건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언급은 중공의 정당화 논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사회의 압박 아래로부터 해방되어 新 사회의 주인이 되

었고, 국가는 우리 자신의 집이 되었다. 일체의 國家資財는 모두 우리 자신의 

재산이고, 창고는 곧 노동자의 집이다.35)

위에서 살펴봤듯이 업종별 단체협약을 보면, 공회에 대한 지도를 통해 중공이 

추구하던 방향이 여실히 드러난다. 중공은 공회의 조직 계통이 어느 정도 정비된 

이후에는 ‘생산의 회복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좀더 직접적으로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34) ｢北京 總工 兩年工作報告(1951.1.)｣, 101-001-00274. 
35) ｢天壇倉庫保衛工作的總結(1950.9.25.)｣, 041-002-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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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京에서 어느 정도 공회 조직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공회의 주요 업무로서 생

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이 추진되었다. 생산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시기는 

1950년 무렵이었으며, 이때부터 생산을 독려하는 기구로서 공회의 역할이 지속적

으로 강조되었다. 總工  초기 2년 간의 공작에 대한 평가에서도 1950년 2월 北

京 總工  공식 성립 이후 1년 동안의 중심 임무의 하나로서 생산경쟁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를 들고 있다. 주로 공  기업에서 시작된 생산경쟁이 1950년 여름

부터 진행되었고, 10월 이후에는 ‘抗美援朝運動’의 일환으로서 ‘공장은 戰場이고, 

기계는 武器다’라는 구호 아래 애국주의 생산경쟁 운동이 전개되었다.36) 

생산경쟁은 일회적인 운동으로 그치지 않고 ‘抗美援朝運動’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회의 주요 업무로 강조되었다. 總工 의 1951년 공작 계획에서도 ‘애국주의 

생산경쟁을 더 넓고 깊게 전개’하는 것이 중심임무의 하나로서 제시되었다.37) 그

리고 1954년 초에 1953년의 공회 조직 공작을 총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노동경

쟁’의 일상화를 중요한 성과로 언급하고 있다. 

국가5개년 계획 첫 해에, 北京  공회 조직은 당과 상급의 지도 아래 사상 건

설과 조직 건설을 강화했고, 공작 수준을 점차 提高했으며, 群衆의 생산 공작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노동경쟁의 점차적인 심화와 일상화를 확보하 다.38)

인용문을 통해 생산경쟁이 일시적인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일상적인 공회 업무

의 일환으로 자리잡았음을 볼 수 있다. 

생산경쟁은 대규모 공  기업에서 시작되었지만, 공회의 생산 독려라는 기능은 

구 단위의 소규모 기업 및 사  기업에서도 강조되었다. 공  기업에서 생산경쟁

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區委와 區工 에서도 委와 總工 의 

지시에 따라서 노동경쟁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의 스타하노프 운동의 경

험을 학습하 다.39) 또한 區委에서 공회의 활동이 생산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40) 前門區 공회에서 구 단위 공회조직을 개편한 

36) ｢北京 總工 兩年工作報告(1951.1.)｣, 101-001-00274. 
37) ｢北京 總工 1951年工作計劃要點(1951.1.)｣, 026-001-00031.
38) ｢關於1953年工 組織工作報告(1954.1.)｣, 101-001-00404.
39) 東城區大事記 , p.104.
40) 東城區大事記 ,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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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  기업의 공회 간부들을 훈련시킬 때에도 교육 내용을 통해, ‘공회의 임

무는 생산을 잘 해내는 것’, ‘勞資兩利 정책은 資方에 취할 이익이 있고 생산이 발

전된 기초 위에 노동자의 생활을 제고하는 것’, ‘노동자는 자각적으로 노동기율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등을 강조하 다.41) 

이상에서 살펴 본 ‘反把頭’ 투쟁, 車間委員 와 공회 소조 등 기층조직의 강화, 

기층 공회 간부의 확충 등은 생산경쟁과 접한 관계가 있었다. 기층 공회의 강화 

문제를 논의하는 문건들에서는 기층공회의 강화가 결국 공회의 생산 지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종종 언급된다. 1953년의 기층공회 공작을 평가하는 

문건에서는 사상교육의 성과로서 생산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음을 언급하면서 

공회 기층조직이 노동경쟁을 지도하는 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組에서 車間委員 로 기층조직 공작의 중심이 옮겨졌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데, 이는 기층공회가 공정 단위의 생산 독려를 위한 기구라는 점과 접한 관련이 

있다.42)

이상에서는 1949년 이후 중국공산당과 공회가 맺어온 관계의 특징을 살펴보았

다. 이를 통해 당의 지도라는 원칙이 관철되고, 또한 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노동자의 이익 추구를 억제하기까지 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당과 공회의 

이러한 관계는 1949년 이후 새롭게 나타난 것이었을까? 다음에서는 국민당과 공회

의 관계를 통해서 당-공회 관계의 연속성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2. 國民黨의 黨治와 工會 

일본의 점령 이전에 北京의 工  조직은 대부분 國民黨이 南京國民政府를 수립

한 이후에 조직된 것이었다. 1928년 6월에 국민당군이 北京을 점령한 이후 국민당 

北平 黨部는 각 업종별로 공회를 조직하고, ‘北平 總工 ’를 설립하 다. 국민당

에서는 각 기업 및 行業 조직에 黨部 民衆訓練部의 인원을 파견하여 공회를 조

직하 다. 국민당은 總工  산하의 각 공회를 통제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기도 했

다. 즉, 각 공회에 방대한 ‘維持隊’를 조직하 고, 각 공회의 委員과 維持隊員을 분

기별로 나누어 훈련시키기도 했다. 또한 국민당 民訓 는 각 維持隊에 ‘指 員’을 

41) ｢組織科一九五三年度工作總結(1953.12.31.)｣, 026-001-00034.
42) ｢北京 基層工 工作情況報告(1953.12.)｣, 101-001-0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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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하 다.43) 1930년의 北京 공회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北平의 각 공회는 모두 

국민당의 지도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공회의 章程이 모두 ｢工 組織條例｣의 규정

에 따른 것이고 각 공회의 조직 방법도 대체로 같았다’고 한다.44) 일본 점령 이전

의 北京에 국민당이 주도하여 조직하고 향력을 행사하던 시급 공회 및 휘하의 

업종별 공회 조직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점령기의 공백을 거쳐 일본의 항복 이후 다시 北京을 통치하게 된 국민당

은 점령 이전에 시도했던 級 총공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회 조직의 계통을 다시 

수립하기 시작하 다. ‘復員’ 직후인 1945년 10월에 戰時의 비 조직인 ‘抗日建國

同盟 ’를 기반으로 하는 ‘工人建國同盟 ’가 黨部와 政府의 비준을 거쳐 공

개적으로 성립되었다. 그리고 1945년 겨울에 電車, 電力, 電信, 郵務, 自來水, 中央

印刷廠北平分廠, 大車, 糞夫, 啤酒, 印刷, 造紙 등 11개 行業에서 工人建國同盟 의 

分 와 기층공회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국민당 당국은 黨部 民運科

의 건의를 받아들여 北平  工人建國同盟 를 北平 總工  籌備委員 로 개조하

다. 또한 民運科에 명령하여 工人建國同盟  각 分 代表大 를 소집하여 北平

總工 의 조직 준비를 토론하게 하 다. 이러한 준비를 거쳐 1946년 4월 24일 

北平 黨部 大禮 에서 정식으로 北平 總工 의 성립대회가 거행되었다.45) 이로

써 점령 이전의 총공회가 다시 재건되었다. 北平 總工  아래에는 23개의 行業 

및 기업 공회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공  기업의 공회는 비교적 健全하 으나 사

 기업 공회는 산만하고 취약하 다고 한다.46) 

北平 總工  산하의 회원 공회들은 일부 기업별 공회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업종별 공회 는데, 이러한 조직 방식은 전후 국민정부의 노동조직에 관한 원칙에 

의거한 것이기도 했다. 1945년 10월 國民政府 社 部에서 올린 후 행정원의 심사

와 國防委員 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勞工政策綱領實施辦法｣에서는 ‘各業 員工은 

43) 工人組織志 , pp.243-244.
44) 于恩德, ｢北平工 調査(1930.6.)｣, 李文海 主編, 民國時期社 調査叢編: 社 組織卷 , 

福建敎育出版社, 2005, p.34.
45) 工人組織志 , pp.245-246.
46) 工人組織志 , p.248. 소속 공회는 汽車司機工 , 郵務工 , 電車工 , 石景山鋼鐵廠

工 , 電信工 , 電力工 , 自來水工 , 中央印刷廠北平分 工 , 硝碱工 , 猪鬃工

, 大車工 , 電影工 , 浴 工 , 報業印刷工 , 啤酒工 , 地毯工 (실제로는 仁立

地毯廠工 ), 刻字工 , 西服縫紉工 , 糞夫工 , 燕京造紙廠工 , 印刷業工 (실제로
는 京華印書局工 ), 丹華火柴廠工 , 厚生火柴廠工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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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법에 따라 공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며, 또한 各業 工

는 법에 따라 全國工 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各業 全國工 는 연합하

여 全國總工 를 조직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47) 업종별 공회의 조직, 업종별 

전국조직, 업종별 전국조직의 연합으로서의 전국총공회 조직 등을 전후의 노동조

직에 관한 방침으로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이후에 中國共産黨이 

추구했던 노동조직의 원칙과 극히 유사한 것이었다.

北平 總工 는 설립 과정뿐 아니라 설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당의 지도 아

래 있었다. 건립 후에 국민당 黨部 民運科의 지도를 받았고, 1947년 1월 1일 北

平 黨部가 국민당 중앙 農工部의 農工運動委員 를 설립하라는 지시에 근거하여, 

民運科를 北平 農工運動委員 로 개편하 다.48) 당조직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군

부 및 정보 계통에서도 공회에 대한 지도에 참여하 다. 사회부의 密電이 내려진 

이후 北平工運指 委員 가 1946년 8월 22일 설립되었는데, 노동운동을 지도하는 

이 위원회에 참여한 기관은 北平  社 局, 黨部, 行轅第11戰區政治部, 中統局, 

軍統局, 憲兵19團, 警備司令部, 河北省黨部, 平津區鐵路黨部, 第8區公路黨部, 三靑

團, 稽査處, 政府, 警察局, 總工  등이었다.49) 당조직, 정부 기구, 군조직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工 의 조직은 노동운동에 대한 ‘지도’의 일환이었다. 국민당에서는 전후에 중앙 

차원에서 노동운동의 지도 기구와 지도 방침을 정하여 이를 관철시키려고 하 다. 

1945년 5월 中國國民黨 第6屆 全國代表大 에서는 農民政策綱領과 勞工政策綱領

을 통과시키고, 아울러 중앙집행위원회 아래 農工部를 설치하여 農工運動을 추진

하기로 결정하 다. 그리고 1946년에 馬超俊을 農工部長으로 선출하고 같은 달 26

일 農工部를 성립시켰다. 農工部에서는 1945년의 農民政策綱領과 勞工政策綱領에 

47) ｢勞工政策綱領實施辦法(1945.10.)｣, 國統區工人 , pp.335-336.
48) 工人組織志 , p.247, 1931년에도 국민당이 工人團體指 委員 를 건립하여 공회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도록 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黨部에 공회에 대한 지도기
관을 설립한 것은 전례없는 일은 아니었다. 이 工人團體指 委員 는 9명의 위원을 
선출하고 그 중 3명을 상무위원으로 선임하 으며, 각 공회를 조사하여 국민당의 ｢
工 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공인단체를 재조직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었다. ( 工人組織志 , p.245.)

49) 國統區工人 , p.338. 참가기관의 성격만 놓고 보면, 점령기의 노동 통제 기구와 유
사하다. 시의 행정 기구, 軍部, 특무기관에 해당하는 中統과 軍統 계열, 헌병 등이 
참가하고 있는 점은 거의 같다. 다만 工 가 참석하고 있는 점은 다르고, 新民  대
신 당조직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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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農民運動實施綱要｣와 ｢工人運動實施綱要｣를 제정하 고, 이 綱要는 1947

년 3월 23일 中國國民黨 第6屆 3中全 에서 통과되었다.50)

이때 통과된 ｢工人運動實施綱要｣에서는 공인운동을 지도하는 주요 목표로서 勞

工組織의 발전, 勞工 지위의 제고, 勞工 생활의 개선, 勞工 智能의 충실, 勞工 기

율의 배양, 생산 효능의 제고, 勞資 합작의 촉진, 사회 이익의 균형 확보, 경제 사

업의 발전을 증진 등을 들고 있다. 노동자의 이익 추구 외에도 노자합작, 경제발

전, 생산성 향상, 노동 기율 향상 등이 지도의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공인운동의 주체를 ‘各級 黨部’로 들고 있으며 ‘모든 노동에 종사하는 직업 

및 산업공인’을 ‘공인운동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민당이 추구하는 노동운

동은 당의 운동이지 노동자의 운동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한 공회를 당이 지도하

는 것을 강조하여, 黨部는 ‘黨員을 지휘하여 黨團을 건립하고 모든 공회의 理事ㆍ

監事ㆍ書記 등 중요 직무를 우수 당원이 당선되어 충임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51) 

｢工人運動實施綱要｣에서도 黨團을 건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黨團은 상급

의 지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 외에 실제로 공회에 당의 향력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적 수단으로서 강조되었던 부분이다. 국민정부 사회부에서도 전국에 내린 지

시를 통해 ‘현지의 黨務 및 軍ㆍ警ㆍ憲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工運指 委員 를 

설치’하는 것 외에도, ‘工  내에 黨團組織을 건설’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52) 또한 

1946년 7월에 국민당 중앙은 ｢復員期間領 工人運動辦法｣을 제정하여 공인운동의 

지도에 ‘공개’와 ‘비 ’을 결합하는 지도 방식을 채용하도록 요구하 는데, 여기에

서 ‘공개’의 방식은 사회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공인을 지도하고 각종 공인단체를 

성립시키고, 勞工정책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공개지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비 ’

의 방식은 黨部가 黨ㆍ團員을 지휘하여 각 공인단체 중에 黨團을 조직함으로써 

국민당을 공인단체 중의 핵심 지도 역량으로 세우고 비 스럽게 지도작용을 확대

하는 것이었다.53) 이 방침을 보면 사회부를 비롯한 지도 기구의 역할을 ‘공개’로, 

50) 國統區工人 , pp.334-335.
51) ｢國民黨六屆三中全 通過的<<工人運動實施綱要>>(1947年3月)｣, 國統區工人 , 

pp.496-500.
52) ｢社 部指令設“工運指 委員 ”, 建立“黨團組織”的密電(1946.7.1.)｣, 國統區工人 , 

p.337.
53) 王永璽 主編, 1992, pp.29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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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團을 통해 당의 지도를 관철시키는 방식을 ‘비 ’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黨團 조직을 통해 공회 내에서 국민당의 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은 실행에 

옮겨졌으며, 北京의 많은 공회 조직에서도 黨團이 조직되었다. 예를 들어 北平電

信局의 電報業務處理中心은 ‘東營’이라고 불렸고, 電信局의 3개 단위가 모여 있는 

곳이었다. 이곳의 직원은 총 470명이었는데, 그 중에 6개의 삼청단 分隊가 있어서 

단원은 60여 명에 달했다.54) 또한 ‘北平電信工 ’에서 선출된 28명의 理事와 監事 

중 절대 다수는 국민당 및 三靑團의 간부와 行政主管이었다.55) 이 외에 石景山鋼

鐵廠의 사례에서도 주요 기업에서 국민당조직 활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石

景山鋼鐵廠에서는 1946년 11월 21일 국민당 第39區黨部 성립대회가 개최되었으며, 

區黨部와 區分部 위원 24명이 선출되었다.56) 국민당조직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면서 中共의 지하조직도 무너지게 되었는데, 지하당원 孫茂春 등이 압력을 받

아서 ‘변절’하 고, 그 중 일부는 국민당에 가입하 다. 결국 石景山鋼鐵廠의 中共 

지하당 지부는 해체되었다.57) 이후 中共이 接管한 이후에 이루어진 ‘反動 黨團分

子’ 등기에서는 공장 전체에서 539명이 등기되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국민당 조직

활동이 활발했음을 잘 보여준다.58) 

앞에서 ｢工人運動實施綱要｣를 통해 국민당이 인식하는 ‘공인운동’의 방향을 언

급한 바 있지만, 국민당이 黨團 조직을 바탕으로 확보한 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것은 주로 파업의 금지나 勞資紛糾의 방지와 같은 방향이었다. 국민정부에서는 사

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대책에서 ‘각 인민단체가 만약 罷業, 罷工 혹은 기타 公安

을 해치는 사건을 일으키면, 각 관할 행정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산시

켜야’ 한다는 방침을 천명하여 파업 자체를 금지하 다.59) 그리고 ‘공용사업, 교통

운수, 機器紡織 등 각 중요 업종의 공회에는 지도를 강화하여 당지의 黨團과 긴

하게 합작하고 黨團員을 통해 핵심 지도의 작용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

러한 작용을 바탕으로 ‘만약 工潮가 발생하면, 즉시 유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54) 郎冠英 外, ｢東營星火｣, 中共北京 委黨史硏究室 編, 解放戰爭時期中共北平地下黨

鬪爭史料(工委 政工委) , 中共北京 委黨史硏究室, 1993, p.34.
55) 위의 글, p.39.
56) 首鋼足跡 , p.62.
57) 首鋼足跡 , p.66.
58) 首鋼足跡 , p.81. 그 중 300여 명은 ‘一般分子’로서 관대하게 처리되었다.
59) ｢國民政府 的維持社 秩序臨時辦法(1947.5.18.)｣, 國統區工人 , p.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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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고 있다.60) 黨團의 중요한 역할로서 ‘工潮’를 방지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었

던 것이다. 이와 같은 통제 중심의 노동운동 ‘지도’는 戰時 노동정책의 연장이었

다. 戰時의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불안정 속에서 國民黨 정권은 ｢工 法｣을 개정

하여 工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工 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했으며, 더 나

아가 社 部 勞動局을 중심으로 노동자 취업과 해고를 허가제로 바꾸는 등의 강

력한 노동통제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동통제의 강화는 抗日戰爭 

시기에 國民黨 통치 지역뿐 아니라 滿洲國 및 華北 등의 일본군 점령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기도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의 지도, 업종별 조직, 당-국가조직의 일체화, 공

회 내의 당조직 건설, 공회를 통한 정책의 관철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당 정권 시

기의 공회 관련 정책은 건국 이후 공산당의 공회 정책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적어도 당-국가와 공회의 관계에 있어서는 1949년 전후에 뚜렷한 연속성

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민당 정권 시기에는 공회 조직이 전 업종

에 걸친 포괄적 조직이 아니었다는 점은 공산당의 공회 정책과는 다른 부분이었

다. 중국공산당이 공회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지는 차별성과 성취는 이 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61)

앞에서 살펴본 당-공회 관계의 연속성은 北京의 경우 남경국민정부 시기부터 건

국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일본의 점령 기간은 이러한 연

속성이 단절된 때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국민당이나 공산당과 같이 혁명정

당을 자임하면서 국가기구를 지배하는 정당은 없었으며, 공회 조직 역시 만들어지

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 기구와 직업조직의 관계가 착해있었다는 점에서는 예외

가 아닌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당치’의 연속성을 살펴보는 입장에서, 신민회의 

‘정당’적 성격을 지적하는 시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62) 물론 신민회가 여러 가

지 측면에서 국민당이나 공산당과는 차이가 크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전쟁과 통제경제라는 배경 하에서 신민회와 노동조직의 관계를 유사한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60) ｢社 部關於防止工潮注意事 給省社 處的密電(1947.6.20.)｣, 國統區工人 , pp.508- 
509.

61) Ⅲ편 2장 참조. 
62) 楊曉娟, ｢論日偽新民 的政黨性｣, 邯鄲職業技術學院學報 , 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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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전후로 한 도시의 기층 통치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연속

성은 바로 경찰의 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찰 기구는 지금도 街道辦事處와 함

께 도시 지역에서 말단의 국가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公安派出所

는 街道辦事處가 건국 초기에 성립된 것과는 달리 건국 이전부터 도시의 기층 통

치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특히 주민의 조직 방식과 관련해 중요한 점은 戶政의 담

당기관으로서 인구관리를 주관한다는 사실이다. 北京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淸末부

터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北京의 政에서 경찰 기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公署의 다른 부문들과는 

달리 局을 정점으로 기층의 파출소에 이르는 조직과 인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에 있었다. 일본 점령기 北京의 경찰 기구는 警察局 산하에 分局-分駐所-派出所로 

이어지는 3단계의 하급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구조는 점령을 전후로 거의 

변화없이 유지되었던 것이다. 일본 점령 이래 경찰 행정의 연속성은 조직구조뿐 

아니라 인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警察局長을 필두로 하여 인적인 측면에 있어

서도 연속성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패전 이후 국민당이 北京을 다시 접

수하면서도 인력 교체는 주로 경찰국 소속의 간부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

고, 간부들과 달리 일반 경찰관들의 교체는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경

찰 기구의 조직구조 역시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北京에서 인구관리의 주관기관이 경찰이 된 것은 근대적인 경찰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다. 7ㆍ7 사변 이후 일본군이 北京을 점령하게 된 후에도 경찰이 戶政을 

관리하는 체제는 계속 유지되었다. 北京의 경찰 기구에는 경찰국의 戶政 담당 科

에서 파출소의 戶籍 담당 警士에 이르는 호구 행정 담당 부서와 인원이 있었다. 

戶政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일본 점령당국이 北京 城區의 戶政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시기가 바로 1941년에서 1942년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진

행되었던 ‘治安强化運動’ 기간이었다. 北京 城區에서의 치안강화운동은 처음에는 

호구조사에 중점을 두었을 뿐 아니라 일본 헌병의 개입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나

타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치안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으며 조사의 대상

이 포괄적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기존의 호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1차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호정 인원을 통해서 운동을 진행했다. 치안강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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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간 동안 戶政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도상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찾자면, 신분

증인 ‘居住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운동이 새 제도의 정착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신분증의 도입은 전후 국민당 정권 시기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제

도의 출발이었으며, 경찰을 통한 인구관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戰後 국민당의 복귀가 경찰 기구의 구조에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후 국민당 정권 시기에 경찰의 인구관리라는 청말 이래의 상황에 중요

한 변화가 발생하 다. 1947년에 淸末 이래 40년 이상 경찰이 戶政을 담당하던 방

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戶政 전담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시정부 산하에 民政

局을 설치하고 경찰국의 戶政 부문을 민정국으로 이관했던 것이다. 민정국 설치는 

北平 政府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른 것이었으며, 그 배

경에는 ｢戶籍法｣의 개정과 그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편이 있었다.

경찰국의 戶政 업무가 민정국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경찰 기구가 戶政과 전혀 

관련이 없을 수는 없었다. 새롭게 호정 업무의 주관기관이 된 민정국은 경찰국과

는 달리 산하에 지역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기층에 이르는 민정 계

통의 기구를 만들지 않는 이상 경찰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정국의 설립과 

戶政의 이관 이후에도 기존의 戶政을 주관해 오던 지역조직을 여전히 관할하고 

있던 경찰국은 戶政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民政局과 직권을 둘러싼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北京에서 中共 정권의 수립은 인구관리 체제라는 측면에서는 전후 국민당 정권 

시기의 변화를 원점으로 되돌려 청말 이래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中共이 처음부터 연속성을 목표로 시정 기구를 정비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존 체

제의 유산과 건국 초기의 몇 가지 선택 그리고 치안 확보의 필요성 등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公安局은 중공이 국민정부 北平 政府의 警察局을 접수한 뒤 조직의 개편을 거

쳐서 설립된 기구 다. 政府 산하의 여러 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分局과 

派出所 등 區 및 그 이하 단위에까지 자체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接管 시기와 이후의 公安局은 민국 시기 전체의 北京 경찰 기구와 마찬가지의 위

상을 가지고 있었다. 接管 과정에서 公安局은 기존의 경찰조직에 대한 개편을 단

행했지만, 개편의 내용을 보면 주로 특무 기구의 취소 등에 집중되어 있고, 戶政

과 관련된 기구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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接管 당시 北京에서 戶政을 담당하는 政府의 부서는 民政局이었다. 그러나 接

管 이후 戶政을 담당하는 기관은 民政局에서 기존의 警察局을 대체했던 公安局으

로 바뀌게 되었다. 戶政의 이관은 戶政이 接管 초기에 가장 중요한 임무로 강조되

었던 치안과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中共의 입장에서

는 아직 內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의 파악, 유동인구의 관리 등 戶政에 

속한 업무들이 치안 유지를 위한 핵심적 장치라는 점에서 公安 기구에 戶政을 담

당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治安 공작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굳이 고려하지 않더라도 公安 부문에 戶政을 맡기는 것은 中共으

로서는 관례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中共이 통치하는 도시에서 戶口 관리를 公安 

기구가 담당한 것은 中共이 接管한 최초의 대도시인 하얼빈에서부터 보이는 현상

이다.

간부의 부족은 새롭게 정권을 잡게 된 中共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직면해야 했

던 근본적인 문제 으며, 경찰 부문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中共의 公安 당국은 

조직을 대체로 유지시켰을 뿐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기존

의 인원 역시 활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존의 경찰 인원들은 적어도 초기 단계

에서는 상당 부분 유임되었는데, 이들은 새로운 인원이 충원되어 업무 수행을 위

한 훈련을 마칠 때까지는 조직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 던 

것이다. 공안 기구의 하층에서 기존 경찰들이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향력을 유

지하고 있었으며, 인력과 경험의 부족으로 기존 경찰 인원을 留用할 수밖에 없었

던 상황에서 留用 인원의 비중은 하급 기구, 하급 직위일수록 더 높았다. 

中共은 北京에 대한 接管 시기에 戶政을 公安局으로 이관시켰으며, 이는 전후 

국민정부 시기의 짧은 예외상태에서 벗어나 淸末 이래의 경찰 기구를 통한 戶口 

관리라는 틀로 돌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국가기구의 분쇄라는 구호

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接管을 진행하는 과정은 질서의 유지를 강조하

면서 기존의 틀을 대체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戶政을 담당했던 公安 

기구 역시 간부의 부족과 경험의 부족 때문에 기구와 인원에 있어서 接管 전후 

상당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간부들에게 기

존의 업무 방식을 익힐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주었으나, 한편으로는 업무 방식의 

연속성을 가져오기도 했다. 

전국적인 인구조사는 1953년에 가서야 이루어지지만, 北京에서는 1949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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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자료를 출발점으로 삼아 전면적인 방문조사 및 戶口의 재등록을 통해 기

초적인 戶口 파악과 정리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거둔 이러한 성과는 주로 戶政의 공안 계통으로의 이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치안 유지를 위해 ‘特種戶口’를 파악ㆍ관리하려는 의도가 戶政 전반을 이

끌어가는 동력으로 작용하 다. 또한 치안 문제가 중심이 되었던 점은 일본 점령

기의 치안강화운동 기간에 이루어진 호구조사와 유사하지만, 인력의 투입 규모나 

조사의 전면성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1953년에 中共은 전국적인 인

구조사를 통해서 최초로 전체 인구규모를 확인했고, 처음으로 ‘普選’을 통해 인민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초의 인구조사와 普選이 같은 해에 실시된 것

은 우연이 아니었다. 기층에서의 선거 준비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선거 공작이 

곧 호구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고 호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이었기 때문

이다. 선거의 준비는 곧 치안 중심의 인구관리의 연장이었으며, 선거 과정에서 인

구의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는 파출소를 비롯한 공안 기구가 개입하고 있었다. 

黨治의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전후로 도시 기층 통치에서 나타나는 연

속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국민당과 공산당은 이념적 차이와 현실적

인 대립에도 불구하고 레닌주의적 정당모델과 당을 통해 국가를 통치한다는 원칙

을 받아들 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이 건국 전

후의 체제의 성격에 연속성을 가져온 측면이 있다.

건국 초기에 건설된 工  조직의 중요한 특징은 하급 공회가 상급 공회의 지도

를 받는 방식으로 공회 계통의 상하가 긴 하게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

기에는 공회 계통 외부의 개입이 나타나는데, 바로 당조직의 개입이었다. 지도문

제를 둘러싼 당조직 계통과 공회 계통의 혼란은 단지 운 상의 혼란이 아니라 조

직원리 자체의 문제이기도 했다. 당과 국가기구가 분리되지 않고, 당조직이 군대

ㆍ경찰ㆍ행정 등의 국가기구와 연계되어 있고, 당조직이 국가기구의 모든 역에

서 중요한 결정을 행한다고 하는 구조는 工  계통에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공회에 당의 지도를 관철시킨다는 원칙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왔다. 즉 노동행

정이나 기업 행정과 공회 업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국가

기구나 공  기업 역시 공회와 마찬가지로 당의 지도를 받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다. 공회와 행정 사이의 혼란은 조직구조의 문제이기도 했고, 또

한 공회 조직이 수행했던 기능 중에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서 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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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을 기층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

다. 중공이 공회 조직을 생산의 회복과 발전이라는 목표와 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接管 초기부터 공회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능보다는 생산 

현장에서 생산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중공의 정책과 의지를 관철시키는 기구라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공회와 행정 부문 사이의 혼란은 당조직의 지도 아래 있

었다는 점 외에도, 공회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용자의 입장을 반 하는 면이 강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 업종별 단

체협약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總工 를 중심으로 한 공회 계통이 추구하

던 목표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오히려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억제하려는 경향을 보 다. 

일본의 점령 이전에 北京의 工  조직은 대부분 國民黨이 南京國民政府를 수립

한 이후에 조직된 것이었다. 1928년 6월에 국민당군이 北京을 점령한 이후 국민당 

北平 黨部는 각 업종별로 공회를 조직하고, ‘北平 總工 ’를 설립하 다. 국민당

에서는 각 기업 및 行業 조직에 黨部 民衆訓練部의 인원을 파견하여 공회를 조

직하 다. 국민당은 總工  산하의 각 공회를 통제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기도 했

다. 일본 점령기의 공백을 거쳐 일본의 항복 이후 다시 北京을 통치하게 된 국민

당은 점령 이전에 시도했던 級 총공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회 조직의 계통을 다

시 수립하기 시작하 다. 北平 總工  산하의 회원 공회들은 일부 기업별 공회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업종별 공회 는데, 이러한 조직 방식은 전후 국민정부의 

노동조직에 관한 원칙에 의거한 것이기도 했다. 1945년 10월 國民政府 社 部에서 

올린 후 행정원의 심사와 國防委員 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勞工政策綱領實施辦

法｣에서는 ‘各業 員工은 업종별로 법에 따라 공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며, 또한 各業 工 는 법에 따라 全國工 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各業 全國工 는 연합하여 全國總工 를 조직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업종별 

공회의 조직, 업종별 전국조직, 업종별 전국조직의 연합으로서의 전국총공회 조직 

등을 전후의 노동조직에 관한 방침으로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이후에 中國共産黨이 추구했던 노동조직의 원칙과 극히 유사한 것이었다.

국민당이 추구하는 노동운동은 당의 운동이지 노동자의 운동이 아니었다. 또한 

공회를 당이 지도하는 것을 강조하여, 黨團을 실제로 공회에 당의 향력을 관철

하기 위한 조직적 수단으로서 강조하 다. 黨團 조직을 통해 공회 내에서 국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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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은 실행에 옮겨졌으며, 北京의 많은 공회 조직에서도 

黨團이 조직되었다. 국민당이 黨團 조직을 바탕으로 확보한 향력을 행사하려 했

던 것은 주로 파업의 금지나 勞資紛糾의 방지와 같은 방향이었다. 

통제 중심의 노동운동 ‘지도’는 戰時 노동정책의 연장이었다. 戰時의 인플레이션

과 노동시장 불안정 속에서 國民黨 정권은 ｢工 法｣을 개정하여 工  가입을 의

무화하는 한편 工 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했으며, 더 나아가 社 部 勞動局

을 중심으로 노동자 취업과 해고를 허가제로 바꾸는 등의 강력한 노동통제 정책

을 추진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동통제의 강화는 抗日戰爭 시기에 國民黨 통치 

지역 뿐 아니라 滿洲國 및 華北 등의 일본군 점령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기도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의 지도, 업종별 조직, 당-국가조직의 일체화, 공

회 내의 당조직 건설, 공회를 통한 정책의 관철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당 정권 시

기의 공회 관련 정책은 건국 이후 공산당의 공회 정책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적어도 당-국가와 공회의 관계에 있어서는 1949년 전후에 뚜렷한 연속성

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민당 정권 시기에는 공회 조직이 전 업종

에 걸친 포괄적 조직이 아니었다는 점은 공산당의 공회 정책과는 다른 부분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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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편 지역별 주민조직을 통해 본 기층 통치의 변화

제1장 일본 점령기와 戰後 國民黨 정권 시기의 기층 주민조직

1. 街巷公益會의 성립과 표준화된 주민조직의 등장

이하에서는 北京의 城區에서 지역을 단위로 한 주민조직의 성립과 변천을 살펴

보려고 한다. 일본 점령기에 국가기구와의 연결 속에서 표준화된 주민조직이 만들

어졌고, 이는 전후 국민당 정권 시기를 거쳐 중공의 接管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주민조직의 변천과 운 방식을 통해 지역 단위 주민조직의 계보를 밝히는 

한편, 건국 전후의 주민조직의 비교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일본 점령당국은 郊區에서는 점령 직후부터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保甲 

조직을 활용하 다. 聯保主任, 保長 등을 통해 保甲長 및 壯丁을 선발하여 파출소

와 협력하여 순찰을 하도록 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1) 일본군 부대에서 ‘近畿 주민

의 자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郊區의 경찰분국을 통해서 壯丁을 선발하여 훈련시

킨 사례도 있었다.2) 또한 ‘匪共의 來源을 적극적으로 肅淸하기 위해’ ‘保甲村民을 

소집하여 강연’하기도 했다.3) 이러한 사례들은 郊區에서 일본 점령군이 적극적으

로 주민조직을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 활용의 방향이 주로 치안의 확보에 

있었음도 파악할 수 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는 ‘模範區’를 선정하여 관리하기

도 하고4) 警察局에서 書記를 모집하여 채용한 후 聯保 단위에 파견하기도 했는데, 

이는 郊區 保甲 조직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5) 

그러나 城區에서는 郊區에서와는 달리 점령 초기에 점령당국이 주민조직을 만

들거나 활용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城區의 기층 사회에 관련해서는 주로 

구제 사업을 통해 민심을 안정시키려는 시도만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점령 이후 첫 번째 겨울을 맞아서 北京 貧民救濟 를 통해 겨울에 빈민들에게 

 1) ｢南郊聯保認眞保護鐵路電線｣, 實報  1937.12.8.
 2) ｢西苑靑年自衛團訓練所昨日擧行開學禮｣, 實報  1937.11.24.
 3) ｢社 短訊｣, 實報  1937.12.11.
 4) ｢社 短訊｣, 實報  1939.1.14.
 5) ｢連保辦公處招 書記｣, 實報  193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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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과 가루를 배급한다든지,6) 빈민 구제를 위한 임시 기구를 만드는 등의 활동

이 나타나고 있다.7) 또한 일본군이 직접 구제 활동에 나선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일본군 特務部에서 재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헌옷을 기증한 일이라든지,8) 北京 주

재 일본군 사령관이 빈민구제를 위해 돈을 기증한 일 등이 보도되고 있다.9) 

주민조직의 활용에서 나타난 위와 같은 城區와 郊區의 차이에는 치안 확보 정

도의 차이라는 원인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지만, 주민 자치조직의 계보라는 측면에

서 살펴보면 城區에는 郊區의 保甲과 같은 기층 주민조직이 없었다는 점도 작용

했다. 

점령 이전 北京에서의 주민 자치조직 상황을 살펴보면, 1929년 1월 全  城郊를 

15개 自治區로 구획하면서 城區에서는 500戶 정도를 1개의 自治街로 편성한 바 

있었다. 이후 1930년 國民政府가 반포한 ｢ 組織法｣에 의거하여 街를 坊으로 바꾸

었는데, 區마다 많게는 40개 적게는 10여 개의 坊이 설립되었고 坊 아래에는 閭와 

隣을 두었다. 그러나 1934년에는 와 區만을 남기고 기층의 주민조직을 폐지하

고, 를 자치 단위로 區를 ‘扶助’ 단위로 규정하 다.10)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국민당 중앙에서 ｢改進地方自治原則｣을 통해 縣과 를 자치 단위로 확정하고,  

아래의 坊公所를 모두 취소하도록 한 결정이 있었다.11) 이후에는 郊區에서 聯保-

保-甲으로 이어지는 주민조직이 만들어져 점령 이후까지 유지되었던 것과는 대조

적으로 城區에는 일본군 점령 시점까지 區 이하의 주민조직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9년이 되면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城區에서도 ‘街巷公益

’라는 명칭의 주민조직을 편성하기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1939년 2월 17일의 시

정회의에서는 경찰국의 呈請에 따라서 城區에 街巷公益 를 설치하는 문제를 논

의한 후, 설치안을 수정ㆍ통과시키고 경찰국에 서둘러 실행하도록 지시하 다.12) 

이 때 街巷公益  설치 제안의 배경에는, 점령기의 대부분의 정책 변화가 그렇듯

이 일본 주둔군의 의지가 자리잡고 있었다. 

 6) ｢救濟貧民報｣, 實報  1938.1.15.
 7) ｢救濟貧民聯合辦事處今日開始辦公｣, 實報  1938.1.19.
 8) ｢社 短訊｣, 實報  1938.1.18.
 9) ｢寺內大 救濟貧民｣, 實報  1938.1.30.
10) 北京 地方志編纂委員  編, 北京志 政務卷 民政志 , 北京出版社, 2003(이하 民政

志 로 약칭), p.18.
11) ｢北平 自治之過程及 來(1934.7.)｣, J001-007-01798.
12) 政 議 , p.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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街巷公益 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는 경찰국의 문건에는 설립 결정의 배경이 명

확하게 드러나 있다. 이 문건에서는 ｢北京特別 城區街巷公益 章程｣의 제정 배경

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본군 사령부의 지시와 설명을 전하고 있다. 

南雲 防衛司令은 本月 2일에 본 局長과 警務科長, 各 區署 隊長을 소집하여 

司令部에서 회의를 열어 本  城內 각 街巷에 公益 (즉 友邦 각 의 町內 )
를 조직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중략)......현재 四郊의 保甲을 조직하는 것

은 이미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데, 城區에는 전혀 조직이 없다.......(중략)......町內

의 조직은 원래 相互扶助의 정신으로 本 街巷의 警備愛護와 發展을 도모하고 

아울러 경찰과 접한 연락을 保持함으로써 盜難과 災害 등을 방지하도록 일치 

노력하는 것이다.13)

인용문에서는 街巷公益 가 ‘友邦’, 곧 일본 각 의 ‘町內 ’라고 설명하고 있

다. 즉 일본군 사령관이 일본의 町內 에 해당하는 조직을 北京 城區에 조직할 것

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 문건에서는 또한 城區에 保甲에 상당하는 자치조직 혹은 

주민조직이 부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郊區의 保甲에 상응하는 기층 조직을 

城區에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公益 의 역할에 대

한 설명을 통해 경찰과 긴 한 연계를 맺고 치안 유지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일본군의 요구에 따른 경찰국의 실행으로 조직된 街巷公益 는 경찰의 

지도를 받는 주민조직이었다. 公署에서 제정한 공익회 章程에는 ‘공익회의 사무 

및 회계는 관할 警察區署의 감독ㆍ지도를 받는다’(제13조)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 

외에 설치 목적에 관해서는 ‘本  城內 각 街巷의 공공 이익 및 행정상의 연락을 

보조하기 위해서 각 街巷에 공익회를 설치’(제1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익회 간부와 회원에 대해서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 약간을 둔다고 규정

하 고(제3조), 회원 자격은 ‘街巷의 戶主’로 규정하 다(제4조). 그리고 회장, 부회

장, 간사는 모두 명예직(제5조)이었다.14) 공익회 설치 단위로 규정되었던 ‘街巷’은 

원래 ‘街 혹은 胡同’이라고 했다가 수정한 것이었다.15) 

13) ｢北京特別 公署警察局訓令(1939.3.1.)｣, J181-017-00066.
14) ｢北京特別 城區街巷公益 章程｣, J181-017-00066.
15) 경찰국 국무회의에 상정된 초안에는 ‘街坊’을 ‘街巷’으로 수정한 흔적이 있다. 또한 

‘街 또는 胡同’이라는 초안의 설치 단위에 대한 표현도 실제 발표된 章程에서는 ‘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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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회가 처음 조직된 지 4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공익회의 ‘辦事細則’이 따로 

제정되었고, 이 辦事細則에서는 공익회의 업무를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辦事細則에서 규정된 업무는 甲) 행정상의 연락 사항, 乙) 위생ㆍ청결상의 협조 사

항, 丙) 懇親ㆍ助濟 사항, 丁) 保證 사항 등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保證’ 사항에

는 불량분자나 반동분자의 密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전반

적으로 치안을 포함한 행정 전반의 보조 기능을 공익회의 업무로 상정하고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辦事細則에는 유급 직원에 대한 규정도 있었다. 즉 제3조와 제4

조를 통해서 유급 書記를 둘 수 있도록 했다.16) 이렇게 처음에는 두지 않았던 유

급 직원에 대한 규정이 생긴 것은, 辦事細則 제정 이유를 ‘ 務가 날로 繁增’한 것

으로 언급하고 있는 경찰국의 공문과 함께 공익회 설립 이후 각종 행정 보조업무

의 부담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17) 

2. 坊里의 조직과 新民會의 활동 

街巷公益 가 조직된 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공익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주

민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1940년 하반기의 개편 과정에서는 좀더 체계적인 

‘자치조직’의 계통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즉 分局-分駐所-派出所로 이

어지는 경찰조직의 계통과 병렬하여 區-分區-坊으로 이어지는 자치조직의 계통을 

만들고, 자치조직의 감독 기관으로서 ‘區務監理處’를 설립했던 것이다. 이러한 조

치를 통해 北京 城區에서 처음으로 경찰 계통과 대칭적인 주민조직의 계통이 만

들어지게 되었다. 

1940년 8월 14일의 시정회의에서는 區務監理處 및 區, 分區, 坊 등의 組織章程

의 제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18) 회의에서 통과된 區 이하 자치조직에 관한 규정

을 보면, ‘區의 명칭과 구역은 잠시 警察區를 표준으로’ 한다고 하여 警察分局의 

관할 범위를 기준으로 區의 경계를 설정하도록 했다.19) 또한 ‘區 事務의 철저한 

巷’으로 수정되었다. (｢北京特別 公署警察局總務科致司法科函(1939.2.)｣, J181-017-00
487.)

16) ｢北京特別 城區街巷公益 辦事細則｣, J181-014-00167.
17) 辦事細則의 전달에 대한 경찰국의 공문에서는 제정의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北京

特別 公署警察局訓令(1939.7.14.)｣, J181-017-00066.) 
18) 政 議 , p.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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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을 위해서 각 區를 약간의 分區로 구획하고 分區公所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는 약간의 坊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區-分區-坊으로 이어지는 계통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 그런데 分區와 坊의 구획에 대해서는 ‘각 分區의 區域은 잠

시 內外警察分駐所 관할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고, ‘각 坊의 구역은 잠시 각 警察

派出所 관할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區-分區-坊의 범위를 分局-

分駐所-派出所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있다. 또한 이 組織章程의 제10조에는 區公所

가 區務監理處의 명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을 나열하면서 ‘區 내의 戶口

調査 및 分區員 名簿의 編製’를 포함시키고 있다.21)

새로운 자치조직의 계통 중에서 坊은 기존의 街巷公益 를 대체하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자치조직 개편에 관한 시정회의에서도 ‘현재의 公益 를 警段의 윤곽

에 따라서 다시 구획’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지만,22) 坊은 주로 공익회를 재편성

해서 조직되었다. 공익회에서 坊으로의 개편 과정에서는 단지 구획만 변한 것이 

아니라 상급의 지도기관 역시 경찰에서 區務監理處 이하의 자치조직 계통으로 바

뀌었다. 이러한 조정은 區務監理處와 警察 양 측의 개편 지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區務監理處에서 내린 ‘區務改造’에 관한 訓令에서는 각 區에 ‘坊을 현재 警

察局에 소속된 각 公益 를 개조하여’ 조직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組織章程에 

따라서 9월 15일 이전에 개조를 완료할 것’과 함께, ‘公益 를 접수하여 分區公所 

坊辦事處를 조직’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23) 警察局에서도 동일한 지시를 각 分局

에 내리고 있다. 즉 ‘각 分局에서 관할하는 公益 ’를 ‘坊으로 개조하고 區公所에 

隸屬’시키도록 했다.24) 공익회에서 坊으로 개편되면서 상급 기관이 警察分局에서 

分區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坊長은 分區員이 추천하고 區長을 거쳐 區務

監理處長에게 보고하여 심사ㆍ비준하여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坊長의 역할

19) 公一兵은 애초에 ‘중국 도시에서 區의 개념이 內外城巡警廳 아래 區署를 설치한 것
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公一兵, 2004-4, p.111.)

20) 이후에 나온 分區公所에 관한 더 상세한 규정에 따르면, 分區公所에는 所長, 副所長 

외에 상임위원 3명과 委員 약간을 두도록 했다. 또한 委員은 소장과 부소장이 추천
하되 區長을 통해서 區務監理處長에게 임명을 呈請하고 동시에 公署에 보고하도
록 했다. (｢分區公所規則(1940.9.3.)｣, J183-002-25260.)

21) ｢北京特別 區務監理處曁區公所組織章程(1940.9.3.)｣, J183-002-25260.
22) 政 議 , p.454.
23) ｢北京特別 公署區務監理處訓令(1940.9.)｣, J016-001-00113.
24) ｢北平特別 公署警察局訓令(1940.9.3.)｣, J183-002-2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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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坊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과 함께 ‘分區員’을 대표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25) 

각 區에서는 坊長의 추천이 1940년 9월 15일까지 모두 완료되었다.26)

1940년의 개편으로 公益 가 坊으로 재편되면서 구획이나 지도기관이 바뀌었지

만, 두 조직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연속성도 존재하고 있었다. 유급 직원인 書記

를 교체 없이 일단 留用하도록 하는 區務監理處의 조치는 이러한 연속성을 보여

주고 있다.27) 또한 坊長 추천에 관한 문서들을 검토해 보면 公益  회장을 역임했

던 인물이 坊長으로 추천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28)

1940년의 개편 이후 城區 주민조직의 범위는 좀더 기층까지 확대되었다. 앞서 

언급한 새로운 자치조직에 관한 규정에서는 坊까지만 다루고 있지만,29) 얼마 지나

지 않아 坊보다 하급 조직인 里가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區務監理處에서는 區 이

하 조직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진 다음 달인 1940년 10월에 區公所에 里의 편성과 

里長의 선임을 지시했다.30) 坊 이하의 기층 단위를 조직함으로써 자치조직의 범위

를 확대했던 것이다. 

里의 조직으로 국가기구와 연결된 주민조직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里는 

坊에 비하면 국가기구와의 긴 한 연계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外三區의 區長이 1941년 8월에 區 내의 里長들을 소집하여 강연한 

내용을 보면, 公署가 里長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함께 국가기구와 里長의 거리감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강연에서 區長은 ‘각 區에 區公所가 생긴 이래 모든 상의 

사항은 지금까지 坊長들이 모여서 결정했고, 里長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은 없었다’

고 언급하고 있다. 里를 조직한 이후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里長과 區公所의 연결

이 그리 접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里長에서 坊長으로 이어지는 

계통을 ‘民意의 上達 계통이자 政府 命令의 下達 계통’이라고 하여 坊里 조직에 

정부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1) 

25) ｢分區公所規則(1940.9.3.)｣, J183-002-25260.
26) ｢北京特別 公署區務監理處訓令(1940.9.15.)｣, J016-001-00113.
27) ｢北京特別 公署區務監理處訓令(1940.9.19.)｣, J016-001-00113.
28) ｢北京外三區公所 職員名冊等問題給區務監理處總務科的函（附：各分區各坊辦理居住

證所請人員名冊及 議 )(1941.8.)｣, J016-001-00131.
29) ｢北京特別 區務監理處曁區公所組織章程(1940.9.3.)｣, J183-002-25260; ｢分區公所規則

(1940.9.3.)｣, J183-002-25260 참조.
30) ｢北京特別 內五區公所關於編里及選任里長的公函(1940.10.30.)｣, J183-002-29955.
31) ｢北京外三區公所 職員名冊等問題給區務監理處總務科的函（附：各分區各坊辦理居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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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의 개편으로 만들어진 주민조직의 체계는 형식적으로 公署 직속 기구

인 區務監理處의 지도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街巷公益  시기에 警察分局의 지

도를 받았던 것과 비교한다면, 경찰 계통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식상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기층 주민조직은 경찰 

계통과 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區 이하에 국가기구로서는 경찰만

이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정부 명령의 하달을 위한 통로 역할을 기

대하는 입장에서 경찰과의 접한 연계는 필수적이었다. 

공익회 시기에도 주민조직은 경찰의 하부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戶口에 

대한 ‘大搜査’를 추진할 때 경찰에서는 수사 실시 전에 각 공익회 회장에게 ‘의심

인구의 密報를 각 戶主에게 지시하도록’ 했던 사례는 공익회와 경찰 기구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32) 그리고 공익회 시기부터 경찰조직이 주민과 접한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區務監理處에서 里를 편성하고 里長을 선임할 때에도 分局의 巡官 

및 警長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區公所에 지시하고 있다.33) 이는 형식상의 지도기

관인 區公所보다는 기층 경찰 기구의 경찰들이 더 주민사회의 동향을 잘 파악하

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주민조직과 경찰의 접한 관계는 區務監理處 이하 자치조직의 계통이 만들어

진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警察分局에서 작성한 要視察人 명부에서 坊里長이 ‘善良

住戶 ’로 증명한 사람의 이름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던 조치,34) 혹은 ‘民衆과 警

察의 협력 및 치안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경찰과 城區의 坊 및 郊區

의 保甲 조직이 함께 ‘坊保甲聯席 議’를 소집했던 사례를 보면 坊里 조직과 경찰

의 관계가 접했음을 알 수 있다.35) 거주증의 발급 과정에서도 파출소별로 戶籍

警과 함께 坊長, 里長 및 坊의 書記가 거주증 발급 사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36)

치안강화운동은 경찰조직과 주민조직 사이의 관계를 더욱 긴 하게 만드는 계

證所請人員名冊及 議 )｣, J016-001-00131.
32) ｢戶口大搜査方案｣, J181-014-00170.
33) ｢北京特別 內五區公所關於編里及選任里長的公函(1940.10.30.)｣, J183-002-29955.
34) ｢內三分局曁自治區公所 議事務摘要(1941.11.22.)｣, J183-002-18198.
35) ｢指 坊里保甲發揮機能 警察協力計劃(1941.11.)｣, J183-002-18198.
36) ｢北京特別 外三區公所關於辦理 民居住證情形的呈及監理處的指令（附：協辦居住證

統計報告總表）｣, J016-0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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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작용하 다. 1차 치안강화운동 기간에 일본 헌병대에서는 의심 인물에 대해

서 里長->坊長->區長->警察分局長->憲兵으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를 만들려고 시도

하 다.37) 또한 운동 기간 동안 경찰국에서 주관하는 치안 강화에 대한 강연에 坊

長과 里長을 참석시키기도 했고,38) 分局 단위로 坊長과 里長을 소집하여 防諜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39) 

점령 후기에 시작된 식량배급은 경찰과 주민조직의 긴 한 협력의 필요성을 더

욱 증대시켰다. 식량배급에 관한 경찰국의 訓令에 따르면, 公署에서는 경찰국에 

식량 배급에 戶口附表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사회국과 함께 논의하라고 지

시하 다. 그리고 논의 결과 배급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警段과 坊里가 수

시로 서로 戶口를 대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위해 ｢各區警段 坊里長

査戶口暫行規則｣을 제정하여 공포하게 되었다.40) 배급은 원래 사회국의 업무

으며, 기층에서 배급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坊長과 里長이었다. 그런데 배급 사무

를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警察이 주관하는 戶口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坊里長과 경찰이 戶口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협력하도록 했던 것이다.

37) ｢(極密)北京憲兵隊戶口調査本部關於戶口調査中新遷入 動向監視要領(1941.4.12.)｣, 
治安强化運動 , pp.68-70. 이 때 헌병대에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지역에서 조사가 
끝난 지역으로 옮겨온 住戶 및 주관기관에 기록이 있거나 기타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里長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 坊長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1. 성명, 연령, 工作 單位, 직업
2. 가정 구성원의 직업, 성명, 연령. 
3. 原住址

4. 遷入(遷出) 이유
5. 교우 관계, 생활 상황 
그리고 坊長은 보고를 접수받고, 原住地의 坊長과 긴 하게 연락하여 진상을 파

악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상황을 조사하고 區長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1. 原住地 坊長과의 연락 상황
2. 里長의 보고와 사실이 다른 부분
3. 기타 참고 사항. 
區長은 보고를 접수한 후, ‘良民’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警察分局長에게 보고해

야 했고, 警察分局長은 즉시 경찰국장 및 관할구 헌병대 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38) ｢警察局第四次治强運動實施狀況報告-第一期報告(1942.4.)｣, 治安强化運動 , pp.391-3

92; ｢北京特別 警察局外一分局關於區坊保連席 議的公函(1942.11.)｣, J184-002-00895; 
｢外一區警察分局坊里長再訓練講詞紀 (1942.10.17.)｣, J184-002-00900.

39) ｢外一區警察分局治强支部第四次治强運動報告｣, 治安强化運動 , p.413; ｢北京外一區

警察分局五月二十六日在三金河織雲公所召集各坊里長擧行防諜大 紀 (1942.5.)｣, 
J184-002-00095.

40) ｢北京特別 公署警察局訓令(1943.8.16.)｣, J183-002-1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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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40년의 개편으로 坊과 里라는 기층 주민조직의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전례 없이 표준화되고 기층까지 포괄하는 것이었으

며 分區가 취소된 것을 제외하면 명칭이 달라졌을 뿐 戰後까지 이어지는 체계의 

시작이기도 했다. 또한 경찰조직과 기층 주민조직은 형식적인 지도관계와 관계없

이 지속적으로 기층에서 각종 치안 및 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긴 한 관계를 유지

하고 있었다. 區務監理處에서 坊里 조직과 경찰의 협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부

의 명령 및 各  공공 위생 및 공공 안전 敎令은 경찰이 해야 할 사항 외에는 坊

里長 및 保甲長을 통해 상세하게 선전ㆍ설명하여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던 

것은 政府에서 가지고 있었던 주민조직과 경찰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잘 보여

준다.41) 기층에까지 이어지는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두 계통의 하나로서 坊里 조

직에 대해서 경찰의 업무를 제외한 역에서 기층에까지 정책이 전달ㆍ실천되도

록 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坊里 조직 자체는 戰後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을 볼 수 있지만, 1942년 무렵에 점

령기 北京의 기층 주민조직과 관련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坊里 

조직에 향력을 행사하는 기구로서 경찰과 區務監理處라는 두 계통 외에 새로운 

요소가 등장한 것이었다. 즉 新民 가 체제를 개편하면서 지역별 기층 주민조직의 

운 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新民 는 滿洲國의 協和 를 모방한 조직이었다.42) 일본군은 滿洲에서 協和 를 

조직한 것이 성공적인 통치 경험이라고 인식했고, 이에 協和 를 華北에도 적용시

키려고 하 다.43) 신민회는 ‘全民性’의 조직으로서 장기적으로는 華北 주민 전체를 

흡수하려고 했다. 신민회는 華北 臨時政府 성립 이후 10일 만인 1937년 12월 24일

에 ‘정부와 표리일체’인 ‘純正한 민의기관’을 표방하면서 中南海 懷仁 에서 성립

대회를 거행하 다.44)

新民 는 점령 초기에는 北京의 도시 기층 사회에서 주로 ‘隣保事業’이라는 형

41) ｢內三分局曁自治區公所 議事務摘要(1941.11.22.)｣, J183-002-18198; ｢指 坊里保甲發

揮機能 警察協力計劃(1941.11.)｣, J183-002-18198.
42) ｢回憶“新民 ”｣, p.569.
43) 協和 는 만주국에서 일본 관리들이 ‘滿洲國이 한 벌의 옷이라면 정부가 겉이고 協

和 가 속’이라고 비유했던, ‘국가기구적 단체’ 다. (解學詩, ｢僞滿洲國的政權體制

和基層社 組織｣, 楊天石ㆍ莊建平 編, 戰時中國各地區 , 社 科學文獻出版社, 2009, 
p.9.)

44) 果勇, ｢華北淪陷區的新民 ｣, 日僞統治下的北平 , pp.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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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활동을 전개하 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고문에서 신민회는 ‘隣保’를 

‘街坊互相保證’의 뜻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존 保甲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또한 

‘調査’, ‘救濟’, ‘敎化’가 인보위원이 주민에 대해 지는 3대 사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에 관해서는 ‘區마다 段을 나누어 각각 약간의 公益에 熱心인 

사람을 선정하여 그들을 “隣保委員”으로 촉탁’하고, 이들 隣保委員을 통해 각 區에 

모두 ‘隣保委員 ’를 조직한다고 언급하고 있다.45) 인보위원의 선발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및 민간 有識 , 기타 관계방면의 의견을 徵求한 후에 적임자를 찾아 

首都指 部長이 임명’하도록 규정하 다.46) 그리고 인보위원의 직무 요령에 대해

서는 ‘담당구역을 늘 시찰하고 救助를 해야 할 자에 대해서 반드시 溫柔한 태도로 

대하여 자존심을 毁損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담당구 내의 일반 상황에 정통해

야 하고 아울러 각 戶 가정의 內情에 熟習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47) 구제 사

업과 함께 주민에 대한 파악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인보위원회가 

실행했던 사업으로는 소자본 대여라든가 빈민을 위한 치료 사업 등이 있었고, 이 

외에 ‘ 民慰安大 ’를 개최하여 공연을 관람하는 일을 하기도 하 다.48) 또한 빈

민 구제의 일환으로 가루 배급을 하기도 하 다.49)

지역 단위로 구제에 중점을 둔 인보위원회의 활동이 있었지만, 1942년 이전의 

신민회 기층 조직의 핵심은 직업분회라는 형태의 직업별 조직이었다.50) 그러나 

1942년 이후 신민회는 주민조직과의 일체화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양상의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 다. 직업별 조직에서 지역별 조직으로 조직활동의 중심을 이동

하면서, 지역 단위의 주민조직 활동에 깊이 개입하려 시도했던 것이다. 

1942년의 전환이 있기 한 해 전인 1941년 5월 1일 신민회는 ‘政 一體의 大改

造’를 실행하여, 省長, 長, 道尹, 縣長 등이 모두 해당 지역 신민회의 회장을 겸

임하는 체제를 만들었다.51) 이러한 조치는 만주국 정부와 협화회가 1940년 4월 1

45) ｢首指部爲擧辦“隣保事業”告 民書(1938)｣, 北京 檔案館 編, 日僞北京新民 , 光明

日報出版社, 1989(이하 ‘ 日僞北京新民 ’로 약칭). p.145.
46) ｢首指部隣保委員 設置要領(1938.5.)｣, 日僞北京新民 , p.146.
47) ｢隣保委員職務要領(1938)｣, 日僞北京新民 , pp.148-149.
48) ｢ 資金貸出暫行規程(1938)｣, 日僞北京新民 , p.150; ｢隣保委員 其他之工作狀況

(1938)｣, 日僞北京新民 , pp.153-155.
49) ｢隣保委員 春節施放麵粉｣, 實報  1939.2.11; ｢社 短訊｣, 實報  1939.2.14.
50) 신민회 직업분회에 대해서는 Ⅲ편 1장을 참조.
51) ｢回憶“新民 ”｣,2002, p.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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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실행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52) 그리고 1942년 초부터 區 및 坊里

를 단위로 지역별 조직을 구축하기 시작하 다. 그리고 지역별 조직을 구축하는 

동시에 기존 조직의 축이었던 소속 각 職業分 는 1942년 4월 1일자로 일률적으

로 활동을 정지하 다.53) 직업별 조직을 통한 활동을 방기하고 주민조직과의 일체

화로 노선을 전환하 던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목적에 대해서 신민회에서는 ‘政  表裏一體의 實에 부합하게 

하고, 臨戰體制 하의 시민조직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었다.54) 또한 

기왕에 조직된 지역 단위의 分 가 ‘지역이 광대하여 조직체의 자주적 활동을 발

휘할 수 없었’다는 점도 개편의 이유로 제시되었다.55)

신민회의 새로운 지역조직은 區 단위 조직과 坊里 단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區에는 區辦事處를 설치하고, 행정구역의 명칭에 따라서 ‘新民 北京特

別 **區辦事處’라고 부르도록 했다. 또한 辦事處長은 區長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

으로 했다. 그리고 區 내의 유력자, 區公所 직원과 分區長, 신민회 직원, 기타 지

도력이 왕성한 회원 등으로 區委員 를 조직하도록 했다.56) 또한 四郊를 제외한 

城區에서는 지역별로 ‘分 ’를 조직하도록 했는데, 坊을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

었으며, 다만 坊의 구역이 너무 커서 통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2개 이상 조직이 가

능하도록 했다.57) 이 坊 단위 分 의 조직 대상이 된 것은 20세 이상의 남성, 坊 

내에 定住의 가정을 가지고 있거나 사실상 그 가정을 主宰하는 것, 正當한 직업 

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으며, 1戶 1명을 원칙으로 했다. 分 長은 분회 협의회

에서 회원 중에 추천하여 北京特別 總 長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만 처

음 만들 때는 坊長이 겸임하도록 했다. 분회장은 매월 1회 분회 내 각 조장의 회

의를 소집하고, 매년 2회 전체 회원을 소집함으로써 분회운동에 만전을 기할 의무

52) 解學詩, 2009, p.14. 이 때부터 만주국 협화회의 省ㆍ縣ㆍ旗ㆍ  본부장은 省ㆍ縣ㆍ

旗ㆍ 長이 담당하고, 각급 부본부장은 省次長, 副縣ㆍ 長, 旗參事官이 담당하 다.
53) ｢北京特別 公署警察局關於新民 停止分 活動的訓令(1942.4.11.)｣, J183-002-28004.
54) ｢警察局奉發 總 地區分 組織運營各要領(1942.1.7.)｣, 日僞北京新民 , p.84.
55) ｢警察局奉發 總 地區分 組織運營各要領: 附1 新民 北京特別 分 組織運營要領 

(1942.1.7.)｣, 日僞北京新民 , p.85.
56) ｢警察局奉發 總 地區分 組織運營各要領: 附2 新民 北京特別 區辦事處設置要領 

(1942.1.7.)｣, 日僞北京新民 , pp.86-87.
57) ｢警察局奉發 總 地區分 組織運營各要領: 附3 新民 北京特別 地域別分 要領

(案 )(1942.1.7.)｣, 日僞北京新民 , pp.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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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58) 분회의 각 組는 里에 대응하는 조직이었다. 組에서는 매월 반드시 1

차례의 조회의를 소집하도록 했으며, 출석부와 간단한 일지를 비치하도록 했다.59)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新民 는 1942년을 기점으로 직업별 분회에서 坊과 里를 

단위로 하는 地域分  및 組로 활동의 중심을 옮기게 되었다. 

신민회가 기층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별 조직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

서 식량의 배급이 신민회의 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하 다. 신민회는 배급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 다. 1942년 7월의 

기사는 ‘장래 실시할 배급’의 준비를 위해 신민회가 社 局과 긴 한 연락을 하면

서 米, 麵, 雜糧 등의 주요 식량을 중심으로 戶口와 물자 소비량의 조사를 실시했

음을 보도하고 있는데, 신민회가 조사 작업에 참여하는 이유를 ‘민중 각 계층에 

滲透한 全民組織’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60) 그리고 실제로 식량 배급이 시작되

었을 때, 신민회는 사회국 및 食糧聯合辦事處와 함께 배급의 주관기관이 되었다. 

시민들은 배급을 받기 위해서 신민회의 區辦事處에 소비량을 신고해야 했다. 배급

을 위한 호구 파악과 배급표 발급은 신민회의 책임이었으며, 식량의 구매ㆍ운반ㆍ

지급 등은 食糧聯合辦事處의 담당이었다. 호구 이동 시에도 전입지와 전출지의 신

민회 區辦事處를 통해 수속을 밟아야 배급을 받을 수가 있었다.61) 개편을 통해 지

역 단위 기층조직을 갖추게 된 신민회가 배급의 실무를 담당함으로써, 주민 통제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신민회가 배급 사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坊里에 이르는 주민조직을 신민회의 일부로 포섭했기 때문

에 가능한 일이었다. 배급 업무를 위한 호구조사나 배급표 발급 등의 실무를 담당

하는 것이 바로 坊里長이었다.62)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坊里長의 입장에서는 업무

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기도 했다. 점령기 후기로 가면서 坊長과 里長들은 식

량 배급 관련 사무 외에도 연료의 배급63)이나 청결비의 징수64) 등 점점 더 많은 

58) ｢警察局奉發 總 地區分 組織運營各要領: 附1 新民 北京特別 分 組織運營要領 

(1942.1.7.)｣, 日僞北京新民 , pp.85-86.
59) ｢警察局奉發 總 地區分 組織運營各要領: 附4 組之組織運營要領(1942.1.7.)｣, 日僞

北京新民 , pp.89-90.
60) ｢ 總 調査主要物資消費量｣, 新民報 , 1942.7.20. ( 日僞北京新民 , p.263 所收.)
61) ｢ 總 關于主要食糧配給的通告｣, 新民報 , 1943.2.22. ( 日僞北京新民 , pp.265-266 

所收.)
62) ｢北京特別 公署區務監理處案准財政局設立稽征所的訓令及外三區公所關於辦理居住證

等問題給五分所的通知(附:財政局各區稽征所辦公地址單)｣, J016-001-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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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무를 맡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신민회의 개편과 도시 기층에서의 활동 양상은 기존에 기층 

행정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던 경찰과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 다. 신민회는 개

편 이전에는 기층에 이르는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기층조직을 갖춘 경찰의 업무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신민회의 하부조직인 직업단체의 상황을 조사

하는 일에도 경찰조직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으며,65) 총회의 지시로 조사업무를 하

면서 호구 자료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때 警察分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

었다.66)

그러나 1942년의 개편을 거치고 배급 사무를 주관하게 되면서 신민회에서는 경

찰의 역이었던 호구조사에까지 활동범위를 넓히려 시도하게 되었고, 이러한 시

도는 경찰을 비롯한 公署 부서들의 반발을 낳게 되었다. 1944년 12월 신민회에

서는 北京 長을 거쳐 經濟局, 社 局, 警察局 등에 보낸 호구조사 실시 계획에서 

배급과 관련하여 戶口를 여러 차례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확성을 결여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配政의 推行, 치안 보장, 노동력의 동원이 날로 긴박해지

는’ 때를 맞아 ‘전면적이고 철저한 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67) 그리

고 이를 위해 신민회의 하부 기구를 활용하여 全 에서 정 한 호구조사를 시행

함으로써 호적제도와 경찰 戶口單의 정확성을 확립하여 配給의 ‘適正’을 구하겠다

고 제안하고 있다.68)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경제국, 사회국, 경찰국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 세 局

에서는 신민회의 호구조사 안이 ‘主旨가 配給에 치중되어 있고 戶口數目 및 戶政

63) ｢北平 警察局外四區區署關於第五坊長湯玉 因克扣火柴票被控案的呈(1944.6.)｣, 
J181-031-04960. 이 문건은 鄭德華라는 사람이 연료의 배급을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坊長 湯玉 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인데, 연료 배급의 사무의 책임자가 坊長이
었음을 볼 수 있다.

64) ｢北京特別 政府關於徵收淸潔費的 告(1943.12.16.)｣, J183-002-25547. 이 포고에 따르
면 원래 위생국에서 관리하던 청결비 징수 업무가 1944년 1월 1일부터 坊里의 업무
가 되었다.

65) ｢北京特別 警察局內四分局第二分駐所關於大車工 的呈(1940.9.24.)｣, J183-002-25067.
66) ｢新民 內五區分 關於調査靑年致內五警察分局的函(1941.3.7.)｣, J183-002-30289.
67) ｢ 政府令經社警三局辦理 總 戶口調査實施計劃草案(1944.12.6.)｣, 日僞北京新民 , 

p.270,
68) ｢ 政府令經社警三局辦理 總 戶口調査實施計劃草案: 附1 北京 戶口調査實施計劃

案(1944.12.6.)｣, 日僞北京新民 , pp.27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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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종 法律章則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기구는 분립하

여 司가 있으니 系統을 명확히 나누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신민회가 

비록 ‘政 一體’라고 하더라도 그 중점은 정신에 있으니 사무 범위와 관할 권한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하며, 신민회의 활동 역 

확장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戶口의 淸査는 그 책임이 警察局에 

속’하고 ‘현재 각 警段이 시민의 聲請을 받아서 수시로 辦理’하고 있는데, 만약 신

민회의 제안대로 ‘시민이 호구이동을 직접 組長에게 申報하여 分 長에게 올리고 

다시 警段에 통지한다면 시간이 들고 遺漏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

다.69) 신민회가 하급조직을 기층 주민조직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한 이후 주

민조직을 매개로 기층 행정사무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한 결과, 기존의 행정 기구

와 충돌이 발생하 던 것이다. 

도시 기층통치에서 나타난 국가기구와 신민회의 충돌은 앞서 언급했던 신민회

의 정당적인 성격을 고려한다면, ‘불완전한 黨治’의 소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

다. 신민회가 국가기구와 맺는 관계가 국민당이나 공산당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국공 양당과는 달리 당의 우위라는 원칙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충돌이 발

생했던 것이다. 신민회의 모델이었던 만주국 협화회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국민당

과 공산당의 ‘一國一黨’ 체제를 참조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민회와 국공 양당

의 유사성이라는 해석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듯 하다.70)

3. 國民黨 정권의 복귀와 保甲으로의 전환 

국민당은 ‘復員’ 이후 北京에서 分區를 폐지하고 保甲制를 城區에 도입하는 등 

자치조직의 개편을 실행했지만, 큰 틀에서 주민조직의 구조는 대체로 유지되었다. 

北平 政府에서는 1946년 分區制를 취소했으며, 坊을 保로 里를 甲으로 개편하

다. 城區 및 郊區 16개 區에 모두 332개의 保와 5,518개 甲이 설치되었다.71) 점령 

이전에 1933년의 ｢編査保甲戶口條例｣에 의거하여 1936년에 聯保, 保, 甲이 조직되

69) ｢經社警三局爲戶口調査實施計劃草案還 硏討事呈覆 政府(1945.1.20.)｣, 日僞北京新

民 , pp.275-277.
70) 만주국 협화회의 구상에서 국공 양당의 모델을 참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야마무라 

신이치, 윤대석 역,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 소명출판, 2009, pp.197-199 참조.
71) 民政志 ,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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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別 保數 甲數
第一區 20 326
第二區 19 257
第三區 18 293
第四區 20 302
第五區 19 330
第六區 16 267
第八區 16 231
第九區 16 201
第十區 20 293
第十一區 20 282
第十二區 21 284
第十三區 25 685
第十四區 30 574
第十五區 41 682
第十六區 31 511
總計 332 5,518

*出典: 北京 地方志編纂委員  編, 北

京志 政務卷 民政志 , 北京出版社, 
2003, p.19.

*區의 명칭이 바뀌어, 內1區에서 內7區

는 1-7區, 外1區에서 外5區는 8-12區, 
東郊ㆍ西郊ㆍ南郊ㆍ北郊區는 13-16區

가 되었다. 

<표Ⅱ-1-1> 北平  각 區의 保甲 통

계 (1946년 8월)

었으나 四郊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城區에는 保甲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72) 1946년

에 편성된 城區의 保甲 조직은 戰前의 보갑 조직과는 관련이 없었고, 街巷公益

와 坊里로 이어지는 점령기 城區 주민조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城區 각 區의 保 수는 점령기의 파출소 및 坊의 수와 일치한다. 甲 

역시 里에서 이름만 바꾼 것일 뿐, 별다른 편제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保의 서기

가 전업이며 保長이 추천하여 區長이 임명한다는 점도 점령기와 유사했다.73)

이 시기 保甲長의 선발이나 書記의 임명을 보면 保甲 조직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특히 甲長의 경우에는 점령기의 里長과 비슷하게, 

기층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했던 듯 하

다. 1946년에서 1949년 사이에 甲長 인사기

록을 모은 檔案을 보면, 甲長의 직무가 아버

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

할 수 있다. 기존 甲長이 연로하고 실제 업

무를 아들이 봐왔다는 것을 들어 아들을 甲

長으로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고, 甲長이 아

프다는 이유로 23세나 18세에 불과한 아들

을 후임자로 추천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甲長이 연로하다는 이유로 같은 

상점의 동료를 신임으로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다.74) 이러한 사례들은 상급 기관에서 

甲長의 선임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기층 사

회의 질서를 존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거를 통해 甲長을 선출

한 사례에 대한 보고를 보면, 후보들의 신상

을 자세히 적지 않고 당선자에 한해서만 매

우 간단한 이력을 첨부하고 있다.75) 保의 書

記도 保長이 추천하면 區長이 그대로 임명

72) 民政志 , p.15.
73) ｢爲呈報書記辦事掣肘另行易人補充遺缺以利公務由｣, J016-001-00151.
74) ｢北平 第十八區公所關於甲長辭職任免等情的呈及社 局指令｣, J016-001-00152.
75)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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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이었으며, 첨부하는 이력서 역시 성명, 성별, 연령, 학력, 경력 등을 아주 

간략하게만 기록하고 있다.76) 또한 保長이 공석이 되면 甲長들이 연명으로 추천하

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은 이후 中共이 北京을 接管한 이후에 기층 주민조직을 관

리하는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77)

다만 戰後 국민정부에서 점령기와는 달리 保甲長들에게 요구했던 새로운 역할

이 있었는데, 바로 병역 관련 업무 다. 壯丁을 모집하고, ‘徵屬’에 대해 ‘慰勞安家

費’를 지급하는 등의 ‘役政’ 업무는 保에서 담당하고 있었다.78) 가정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다는 이유로 병역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保長과 甲長 연명의 증명서가 필요했다.79) 그리고 징집한 병사가 도망하

면, 징집을 담당했던 區ㆍ保ㆍ甲長에게 알리고 조사하여 책임을 지게 했는데, 이

러한 조치는 전시에 重慶에서 만들어진 규정에 의거한 것이었다.80) 전반적으로 保

甲長에게 役政 업무를 맡기고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식은 국민정부 전시체제

의 연장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81) 

이상에서 점령기에서 전후 국민정부 시기에 걸친 北京의 주민조직에 대해 살펴

보았다. 坊里-保甲으로 이어지는 기층 조직의 틀이 점령기에 처음 형성되어 이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경찰조직과 주민조직이 접한 연계를 맺고 있

었음을 볼 수 있었다. 北京에서 국가기구가 주도하여 경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주민조직을 편성하고, 경찰 기구를 통해 이를 관리하는 기층 통치의 방식은 점령

기에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방식은 전후에도 이어졌던 것이다.82)

76) ｢爲本保書記呈請辭職並補用新員恭呈仰祈鑒核事｣, J016-001-00151.
77) 中共의 기층 주민조직 관리방식에 대해서는 Ⅱ편 2장을 참조.
78) ｢北平 第十區第一保到第十九保征 壯丁彙報表｣, J016-001-00142. 
79) ｢保甲證明書(1948.8.)｣, J003-001-00326.
80) ｢北平 临时征兵办公室为征交新兵 亡赔偿问题给第十区公所的令(1946.10.)｣ , 

J016-001-00154.
81) 국민당 정권은 抗日戰爭 시기에 징병 제도의 미비함 때문에, 병사 징집 업무의 상당 

부분을 保甲長에게 위임하 다. 保甲長을 통한 병사의 징발과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笹川裕史, ｢糧食․兵士の戰時徵發と農村の社 變容 - 四川省の事例を中心に｣, 石島紀

之․久保亨 編, 重慶國民政府史の硏究 , 東京大學出版 , 2004, pp.240-245 참조.
82) 公益 나 坊里 조직에 선행하여 자치조직인 坊이 점령 이전에 설치된 선례가 있지

만, 1933년에 설치되었다가 그 다음 해에 바로 취소되었다. 국민정부 시기에 조직된 
坊의 짧은 존속기간과 그 이후의 단절을 생각하면, 실질적인 城區 주민조직의 출발
을 점령기의 街巷公益 로 잡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1933년의 坊 조직과 그 
폐지에 대해서는 ｢北平 自治之過程及 來(1934.7.)｣, J001-007-017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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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국 초기 국가기구와 주민조직의 변화

1. 기층 행정 기구의 변화

民國 시기 北京에서 국가기구와 주민의 일상이 만나는 접면은 최하층의 행정 

기구와 지역별 주민조직 사이에 존재했는데, 이러한 구도는 中共의 接管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기층의 행정 기구는 接管 시기에 街政府의 건립과 취소를 거친 

이후 몇 년 동안 현상을 유지하 고, 주민조직은 保甲 조직이 철폐된 이후 통일된 

형식이 확립되지 않은 채 다양한 조직이 병존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3년 

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1949년의 接管 시기에 만들어진 기층 행정 기구와 주민조

직의 운  방식은 민정 사무 처리의 취약성이라든지 소수 적극분자들에 대한 과

도한 부담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기 시작하 고, 1952년 말부터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새로운 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장기간 지속되는 국가기

구와 주민조직의 연계방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1954년까지의 北京의 

區 이하 행정 기구의 변화와 기층 주민조직의 변화를 통해서 中共의 도시주민 조

직 방식이 확립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1949년 6월의 기구 개편을 언급하면서 街政府의 취소와 공안파출소의 

강화에 대해 이미 살펴보았고, 街政府의 취소는 새로운 시정 구조의 실험이 후퇴

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경찰 계통과 주민조직을 통한 기층 통치라는 민국 시기

의 방식으로 회귀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 다. 여기에서는 街派合倂 이전의 상황

까지를 포함하여 街政府 취소의 의미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街派合倂 이후 

나타난 문제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이전 시기 北京에서 경찰을 제외한 국가기구의 범위는 대체로 

區에 미치는 정도 다. 區 아래에 保가 있었지만, 保는 ‘자치조직’이었으며 국가기

구는 아니었다. 保에 유급 직원인 書記가 있었지만, 保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한 것

이었고 임명권은 국가기구에 있지 않았다.1) 中共은 接管 이후 北京에서 이전의 정

권들보다 더욱 기층 행정 기구를 강화하려고 시도했다. 區 아래의 街 단위에까지 

街政府를 설치하고 간부를 파견했던 接管 초기의 정책은 국가기구의 범위를 확대

 1) Ⅱ편 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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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시도 으며, 또한 농촌에서의 정권 기구 설립 방식의 연장이기도 했다.

街政府의 설치는 接管 이후 몇 달이 지난 4월부터 이루어졌다. 北平 人民政府

는 1949년 3월에 街政府를 건립하는 안건을 제출했고, 이 안건은 1949년 4월 7일 

區長連席 議에서 통과되었다. 이 안건에서 北平 人民政府는 ‘인민의 각오 정도

와 조직 정도가 아직 충분히 높지 않아’서 ‘人民代表 議 선거를 통한 방식으로 

街鄕정권을 건립할 조건은 아직 미성숙’하다고 하면서도, ‘군중을 접하게 연결시

키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인민을 위해 일을 하는 정권 기구의 건립이 확실

히 필요’하다고 기층 정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城區에는 區政府 - 

街政府 - 閭(또는 居民 組 대표), 郊區에는 區(鎭)政府 - 鄕政府 - 自然村 (또는 

閭)라는 두 가지 정권 조직의 계통을 설정하고 있다. 城區에서 기존의 區를 ‘政權 

조직’으로 바꾸는 것 외에 區 아래의 街 단위까지 ‘政權’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

다.2) 농촌의 鄕政府에 상당하는 도시의 국가기구로서 街政府를 상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街政府의 건설은 이 안이 제출된 시점에 이미 ‘각 區에서 

起點을 선택하여 實驗을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간부의 파견 범위를 街까지로 규

정하여 국가기구와 주민조직의 경계를 街政府와 閭 사이에 두고 있었다. 

中共의 도시 지역 통치 체제 건설에서 늘 문제가 되었던 간부의 충원에 관해서

는 街長 혹은 副街長까지 기존 간부를 파견하고, 街長 이하의 인원은 ‘각종 공작

과 운동을 통해 적극분자와 骨幹을 발견ㆍ배양’하여 街政府 인원으로 선발하는 것

이 가장 좋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地下黨員과 同情分子를 뽑아 훈련을 시키거

나 노동자ㆍ학생 중에서 “覺悟進步 분자”를 뽑아서 정권 하층 공작을 맡긴’다는 

구상과 함께 이러한 방법으로 간부의 충원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群衆 중에서 

공정하고 위신이 있으며, “貪汚腐化 분자”가 아닌 자를 선택’하여 街政府의 공작을 

맡기거나, 級의 職員 중에서 선택ㆍ개조하여 街의 공작에 분배하는 방법을 고

려하고 있다.3) 이처럼 街政府의 간부를 충원하는 방법으로서 기존의 지하당원이나 

적극분자를 활용하거나 群衆에서 선발하거나 職員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고려되

 2) 中共이 ‘一級’의 ‘政權’을 건설한다는 것은 대체로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과
정을 거쳐 대의 기구를 조직하고 동시에 집행기관을 구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선거
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지 않은 단위의 행정기관은 상급의 ‘派出’ 기구라고 규정되
며 ‘政權’ 기구와는 구별된다.

 3) ｢北平 人民政府關於廢除僞保甲制度建立街鄕政府初步草案(1949.3.)｣, 北平(下) , pp.
54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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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은 도시 행정을 담당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을 반 하는 것

이었다. 

위의 건립안에 나타난 街政府의 조직을 보면, 正·副 街長 각 1인과 각 부문 업

무를 담당하는 3-5인의 委員과 文書 1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 副街長은 民

政委員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의 街政府 간부의 정원은 최대 8명

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생산에서 이탈한〔脫産〕’4) 인원으로서 급여에 대한 

기준이 있었으며, ‘街 아래에 설치하는 閭의 인원은 모두 생산에서 이탈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여 街와 閭 사이에 직업적인 간부로 구성된 조직과 자치 조직이라는 

구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5) 즉 街政府는 北京의 城區에 설치된 국가기구의 

최말단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안을 통해 실제의 街政府 조직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설립된 街政

府의 규모가 위의 규정보다 작았던 것을 알 수 있다. 1949년 5월 현재 第8區의 전

체 8곳의 街政府 간부에 대한 조사통계를 보면, 1街마다 街長 1명 외에 각각 3-5

명의 委員이 있었고, 副街長이 파견된 곳은 3곳이었다. 街 전체의 간부 수는 5곳

의 街가 5명, 3곳의 街가 6명이었다. 그리고 선발 방식은 모두 임명이었으며, 각 

街 관할의 戶數는 최저 1,280戶에서 최대 2,354戶 고, 區 전체는 14,263戶여서 평

균적으로 대략 1,783戶 정도 다.6) 앞에 인용한 설립안에서 1,000호 이상을 관할하

는 가정부에 근무하는 ‘생산에서 이탈한 인원’은 7명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第8區의 街들은 관할하는 戶가 모두 1,000호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간부

의 수는 5-6명으로, 규정된 간부의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街政府

의 간부 규모가 전반적으로 소수 으며, 그나마 규정된 만큼의 간부를 충원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 第8區의 사례를 통해 街의 실질적인 범위가 나타나고 있지만, 街政府의 설립

에 관한 규정에서는 城區의 경우 街마다 2,000戶 이상을 표준으로 삼고 있다. 그

러나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의 구획을 건드리는 것은 피하도록 하고 있다. 

즉 원래의 保의 경계를 합병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기존 保의 범위를 건드

 4) ‘脫産’이라는 용어는 생산현장에서 잠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
만, 대개 業의 의미로 사용된다. ‘脫産’ 간부가 아닌 간부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
에는 본업이 따로 있는 명예직으로서의 간부 직위에 해당한다. 

 5) 위의 글, p.546.
 6) ｢第八區街幹部調査表(1949.5.16.)｣, 039-00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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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서 혼란을 가져오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街의 관할구가 ‘公安局의 派出

所와 일치하여 공작에 편리’해야 한다는 점을 街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제

시하고 있다.7) 接管 초기에 中共이 街 단위에 건립한 국가기구는 기존의 保의 경

계를 유지하면서 그보다 약간 더 큰 정도 고, 같은 관할 구역 내에 街政府와 公

安派出所가 나란히 설치되도록 하는 구조 다. 

街政府는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街派合倂’으로 취소되었다. 또한 취소되기 

전까지 실제로 유지된 기간도 대단히 짧았다. 街政府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공작조

가 각 街 단위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8)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街政府 설립안이 區長連席 議에서 통과된 것이 1949년 4월 7일이었고, 각 街에서 

실제로 街政府 설립이 선포된 것은 그 이후 다.9) 

接管 초기의 공안 기구 개편은 주로 公安局의 부서 조정에 주안점이 두어졌

고, 區 단위 이하의 공안 기구는 대체로 현상을 유지했다. 接管 초기에 區 단위 

공안 기구인 分局의 科長과 股長 이상의 간부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中共의 

간부로 교체되었지만, ‘당시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分駐所와 派出所의 인원 및 기

구는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 다.10) 그리고 接管 이후 몇 달 동안 公安 업무의 핵

심은 주로 ‘治安運動’의 형태로 무기를 회수하고 ‘特務分子’들을 발견해서 처리하

고, 이른바 ‘散兵游勇’을 등록시키는 등 도시 질서 유지의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었다. 

接管 직후 공안 업무의 주요한 목표가 ‘치안운동’에 집중되었던 상황에서 차츰 

벗어나 일상적인 도시 질서의 유지가 중요해지는 시기에 이르러, 중요한 공안 기

구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는 공안 업무를 비롯한 政 전반이 接管 체제에서 벗

어나 일상적인 업무로 전환됨을 의미했다. ‘치안운동’과 공작조의 활동으로 대표되

 7) 위의 글, p.546.
 8) 공작조는 ‘파출소의 경계에 따라 파견’되었다. (｢接管北平內二區區公所的回憶｣, 

2001, p.278.)
 9) 內7區 第1街의 경우 4월 18일에 1,300여 명의 군중이 모여서 성립대회를 개최하고 

街政府 건립을 선포하 다.(｢第一街政府四月份工作總結(1949.5.13.)｣, 040-002-00039.) 
이 외에도 대부분의 街政府는 4월 중순에 성립을 선포하 다. 그리고 12區의 사례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街에서 한꺼번에 街政府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群衆 

기초가 비교적 좋은’ 곳에서 ‘重點試驗’을 거친 후 다른 街로 확대하는 방식을 채택
하고 있었다. (｢北京十二區建政總結(1949.5.10.)｣, 041-002-00008.)

10) ｢北京 公安局建立戰後｣,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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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도기적 단계를 벗어나 좀더 일상적이고 정규적인 政의 체계를 건설하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공안 기구에 나타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公安派出所 

중심의 기층 기구 재편이었고, 이러한 변화는 北京의 기층 통치에 중요한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11) 

北平 軍管 는 1949년 6월 30일 區와 街의 정권조직 및 公安局 派出所의 개편

에 관한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7월 9일에는 周恩來의, 7월 11일에는 華北局의 

동의를 얻었으며, 7월 14일에 정식으로 공포되었다.12) 조직 및 업무의 조정에 관

한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街政權과 警察分駐所를 취소하고 派出所를 개조ㆍ강화한다. 
반동 정권 계통 하의 경찰조직은 인민의 원수 다. 인민 정권 계통 하의 공안 

조직은 인민 대중의 警衛員이며, 또한 인민정부가 도시를 관리하고 人民民主 통

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무기의 하나이다. 우리들은 이전의 경찰 제도를 분쇄한 

후에 반드시 새로운 인민 공안 계통과 공작을 건립해야 한다. 지금은 파출소의 

철저한 개조를 계속해야 하며, 정부는 대량의 유능한 간부와 혁명적 노동자 및 

학생을 파출소로 보내고 아울러  警察 중에서 改造를 거쳐 충실하게 인민을 

위해 服務할 수 있는 분자를 흡수하여 파출소를 健全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

야만 公安局은 群衆과 접하게 연결될 수 있고, 群衆에 의지하여 人民民主의 

통치를 실행할 수 있으며, 또한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유효하게 지킬 수 

있다. 동시에 公安分局 하의 分駐所는 즉시 취소해야 하며, 公安分局이 직접 파

출소를 지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공작을 신속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
안국의 지도 기관이 더욱 群衆에 접근할 수 있다. 

파출소 자신의 임무는 인민정부의 법령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ㆍ재산의 안전

을 지키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공작은 아래와 같다. 
(1) 敵의 特務 및 기타 반혁명분자의 숙청

(2) 盜匪 및 기타 치안을 파괴하는 분자의 제거

(3) 교통질서의 관리와 소방ㆍ위생의 관리

(4) 경찰범 사건의 처리 및 群衆이 중재를 요구하는 분쟁의 접수ㆍ처리

11) 1949년 2월에서 6월에 이르는 ‘공작조’ 시기의 주요 업무로는 1) ‘僞金元券’의 태환, 
2) ‘僞散兵ㆍ特務’의 등기, 3) 禁毒運動, 4) 淸潔運動, 5) 街政權 건립, 6) 稅收(行政

事業費, 房捐), 7) 攤販의 정리, 8) 工人糾察隊와 公安員의 동원 등이 있었다. (｢工作

組結束總結(1949.6.17.)｣, 038-002-00014.)
12) ｢北平 軍管 關於改革區街政權組織及公安局派出所的決定(1949.6.30.)｣, 北京 檔案

館ㆍ中共北京 委黨史硏究室 編, 北京 重要文獻選編(1948.12-1949) , 中國檔案出版

社, 2001(이하 選編49 로 약칭), p.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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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戶口의 조사와 戶政의 관리

(6) 공공 건축물의 보호와 불법 건축물의 단속

(7) 防空의 지휘에 대한 협조

(8) 사회조사의 진행과 사회 상황의 보고

街政府 취소 후에 地方稅收ㆍ생산의 조직ㆍ대출ㆍ사회교육 등 원래 각 街政

府에서 진행하던 공작은 모두 재정국ㆍ合作總社ㆍ은행ㆍ교육국 등 시정부의 주

관 부문에서 분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기타 優撫ㆍ救濟ㆍ분쟁 조정 및 일부 

사회교육 공작은 級의 집중 지도 하에 각 區公所를 통해 집행한다. 
民政 성질의 사항에 있어서, 區公所는 공안분국을 통해 파출소를 지휘하여 協

助ㆍ집행해야 한다. 다만 공안 성질의 사항에 관해서는 공안 계통에서 단독으로 

진행해야 한다. 
2. 區政府를 區公所로 바꾼다. 
각 區政府는 일률적으로 區公所(北平 人民政府 第×區公所라고 칭한다)로 바

꾸며 편제를 축소한다. 區公所는 政府의 파출기관으로서 政府에 대해서 

政府가 맡긴 업무를 처리하고 일부 民政 사무를 처리할 책임을 맡으며, 아울러 

일상적으로 시정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의견을 제공하여 시정

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근거로 삼도록 할 책임을 맡는다. 區公所의 구

체적인 공작은 다음과 같다. 
(1) 優撫ㆍ救濟ㆍ婚姻登記 및 기타 民政 공작의 처리 

(2) 일반 民事 분쟁의 조정

(3) 시정부가 위탁한 工商행정 공작

(4) 일부 시민ㆍ소상인 및 분산된 노동자의 사회교육 공작

시정부의 각 부문은 기존의 기구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구를 증설하여 과거에 

각 區街에서 분산적으로 진행했으나 이후에는 시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하

는 각종 공작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13) 

다소 긴 인용이지만, 위의 결정 내용을 통해서 1949년 하반기 이후 北平 政府

가 區급 이하의 행정 기구을 어떻게 재조직했으며, 公安 계통과 民政 계통의 관계

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위 결정의 핵심적인 사항은 民政 계통의 

기구를 축소하고 公安派出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區급에는 區政府와 公安分局, 

그리고 그 아래 街급에는 街政府와 公安派出所라는 民政 계통과 공안 계통의 기

층 행정 조직이 병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街政府를 취소하고 區政府는 區公所로 

13) ｢北平 軍管 關於改革區街政權組織及公安局派出所的決定(1949.6.30.)｣, 選編49 , 
pp.5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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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고 기구를 축소하며, 위상을 독립된 ‘政權’ 기구에서 政府의 파출기관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民政 계통의 업무를 포함한 기층 행정 업무 전반을 公安

派出所가 담당하도록 바꾸었다. 

그렇다면 왜 北平 政府에서는 接管 이후 반 년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區와 街

의 정권 기구를 취소하고 街 단위의 국가기구를 공안파출소로 일원화시키는 결정

을 내리게 되었을까? 이러한 결정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바로 

농촌에서의 방식을 기계적으로 도시에 적용한 것에 대한 반성이었다. 농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직 방식이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비효율을 낳았다고 판단

했던 것이다. 

中共은 接管 초기의 기층 공작에 대해서 ‘노동자 계급의 절대부분은 아직 조직

되지 않았고, 방대한  경찰 기구와 인원은 아직 改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區에서 소수의 간부와 많은 노동자ㆍ학생 적극분자로 공작조를 조직하여 각 保에 

파견하여......保甲制를 분쇄하고......군중과 관계를 맺는 등 공작에 큰 성과가 있었

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14) 그러나 이러한 공작조라는 형식은 ‘너무 길게 

유지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정권이 이미 接管을 마치고 개혁을 했으며, 혁명 질

서가 이미 초보적으로 만들어지고 군중이 상당한 조직을 가지게 된 후에는 공작

조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5) 接管의 기본적인 목표가 마무리되면서, 

좀더 정규적인 조직을 통한 통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조직 형식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치ㆍ경제ㆍ문화가 집중되어 있

고, 각종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주요 군중 역시 집중된 노동자 계급’인 현대 도시

는 ‘인구가 분산되어 있고, 경제가 분산되어 있고, 교통이 분산되어 있으며, 주요

한 군중은 개체적ㆍ분산적인 농민 계급’인 향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

하면서, 이 때문에 ‘도시의 각종 조직 형식과 공작 형식 또한 달라야 한다’고 하면

서 도시가 농촌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조직 방식을 반

성하면서 ‘우리들은 도시 정권의 조직 형식에서 향촌의 방법을 기계적으로 옮겨서 

區 아래에 街政權을 건립하고, 區街정권을 도시정권의 一級으로 함으로써, 일상의 

공작에서 “정치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政出多門〕”, “보조가 문란〔步調

14) 위의 글, p.570.
15) ｢中共北平 委關於區街政權機構派出所改造問題的總結報告(1949.8.)｣, 北平(下) , 

p.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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紊亂〕”하게 되었’다고 반성하고 있다.16) 

中共 北平 委에서는 농촌의 방식에 따라 區와 街에서 ‘政權’의 형식을 유지하

는 것이 초래하는 문제로서 같은 도시 내에서 동일한 문제를 다르게 처리하는 것

을 들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실천 중에 區街에서 문제를 分散하여 처리하는 것이, 성질이 

완전히 같은 문제를 약간 다르게 혹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처리함으로써 있어서

는 안 되는 혼란을 조성하기 쉽다는 것을 증명했다. 특히 區에서 임금 문제를 

처리하는 상황에서......(중략).......區와 區 사이의 차이는 피하기 어렵다. 동시에 

일개 街의 범위 내에서도 요구가 서로 다르고, 직업이 다른 각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온갖 문제를 의논하는데,  전체에서 통일적으로 해결할 수 있거

나 통일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를 區街에서 해결하려 하니 해결이 어렵고, 
분쟁이 발생한다.17)

위와 같이 임금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서 區와 街 단위에 결정권을 주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街를 취소

하고 區의 위상을 파출기관으로 바꾸고 기구를 축소하도록 결정한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政權’ 기구가 아닌 공안 기구를 통해 기층 행

정을 담당하는 편을 선택하게 되었다. 中共은 기층 공안 기구인 공안파출소에 대

해서 ‘경험이 도시 정권에서 公安局派出所라는 一級 조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公安局派出所는 정권의 손발이며, 직접 인민들과 연결되고, 인민을 지키며, 

인민을 위해 服務하는 기관임을 증명’했다고 평가하고 있다.18) 

즉 中共은 接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공작조를 중심으로 하는 기층 공작에

서 정규적인 조직을 통한 기층 공작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 결

정권을 가진 ‘政權’ 기구를 두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

시킨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분산적인 특징을 가진 농촌에서와는 달리 집중적인 성

격을 가진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政府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기층은 

공안 기구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16) ｢北平 軍管 關於改革區街政權組織及公安局派出所的決定(1949.6.30.)｣, 選編49 , 
pp.570-572.

17) ｢中共北平 委關於區街政權機構派出所改造問題的總結報告(1949.8.)｣, 北平(下) , p.596.
18)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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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안파출소를 통해 戶政을 포함하는 기층 행정을 관리하는 방향은 이후

에 크게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 北京 뿐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전체 도시 행정의 

특징이 되었다. 1954년 12월 31일 全國人民代表大  상임위원회는 각 와 縣 공

안 기구의 하부에 파출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규정을 통과시켰다.19) 이 조치는 인

구의 등록 및 인구이동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는 기층 행정 기구로서의 公安派出

所의 설치를 법제화한 조치 는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北京에서는 이러한 조치

가 이미 1949년 중반 단계에서 실행에 옮겨졌다. 대도시 政에서의 실천이 전국

적인 법제화에 선행했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49년 6월의 결정으로 街 단위의 기층 행정 기구는 公安派出所로 통합되었다. 

民政 계통의 기구를 광역화하면서 街 단위의 民政 기구는 公安 기구로 흡수된 셈

인데, 이를 당시에는 街政府와 派出所의 통합이라는 의미에서 ‘街派合倂’이라고 불

렀다.20) ‘街派合倂’을 통해 民政 기구는 상대적으로 광역화되고, 기층 지역에서 국

가기구와 주민들이 직접 접촉하는 통로는 公安派出所로 단일화되었다. 街政府 취

소 이후 기존에 街政府에서 업무에 종사하던 간부의 상당 부분은 派出所에서 일

하게 되었다.  公安局의 공작 보고에 따르면, 街派合倂 당시 ‘街政府의 간부 701

명이 派出所를 보강’했고, 이후 공안파출소의 임무는 ‘治安警ㆍ戶籍警ㆍ行政警의 3

자가 분업과 협력을 실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21) 街政府의 간부 다수는 파출

소로 옮겼으며, 많은 街長이 공안파출소의 所長으로 임명되었다.22) 

국가기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北京 政의 흐름에서는 새로운 시도 다고 할 

수 있는 接管 초기의 街政府 수립이 취소된 것은 결국 새로운 시정 구조의 실험

이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찰 계통과 주민조직을 통

한 기층 통치라는 방식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街派合倂’은 구조적으로 

接管 이전의 민국 시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회귀한 것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區

에서 ‘街派合倂’과 관련된 기구 조정 및 인사가 이루어진 것은 6월 중이었기 때문

19) Tiejun Cheng; Mark Selden, 1994, p.655. 
20) ‘街派合倂’이라는 용어는 당시의 공안 및 민정 계통의 보고서에서 종종 등장한다. 

또한 당시에 區 단위의 공작에 참여했던 한 간부도 당시의 조치를 ‘街派合倂’이라
고 불렀다고 회고하고 있다. (李克 , ｢在 軍管 第七區七組的往事｣, 中共北京 西

城區委組織部ㆍ中共北京 西城區委黨史辦公室ㆍ中共北京 西城區委老幹部局 編, 
崢嶸歲月-北京西城區老同志的回憶 , 中共文獻出版社, 2001, p.284.)

21) ｢北京 公安局一年來公安工作報告(1949.12.31.)｣, 解放 , p.312.
22) ｢摧毁保甲制度 建立人民政權｣,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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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제로 街政府가 유지된 기간은 두 달 정도에 불과했다. 

街政府 조직과 인력은 公安派出所로 흡수되었다. 그런데 이 때의 개편으로 街 

단위의 민정 기관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區政府 역시 區公所로 바뀌면서 규모가 

축소되었다. 街派合倂 이전에 區政府의 조직은 區長, 副區長 외에 비서실과 民政

ㆍ財政ㆍ文敎ㆍ工商ㆍ司法 등 5개 科가 있었고 전체 인원은 49명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街派合倂’ 당시 區政府가 취소되고 區公所로 전환되면서 副區長이 

없어지고 科가 줄어들어 區長, 秘書, 民政ㆍ調解ㆍ文敎 3개 科의 조직으로 바뀌었

고 규정 인원도 24명으로 줄어들었다.23) 

‘街派合倂’은 전국적인 도시 통치방식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는 조치 다. 1949년 

4월에서 5월에 걸쳐 劉 奇가 天津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

시하는 과정에서, 天津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중공의 도시 전략에 변화가 발생하

다. 劉 奇의 새로운 도시 전략의 핵심은 接管 초기의 지나치게 야심적인 전략

을 수정하여 개입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었다. 劉 奇는 특히 3급 정권이 村 단

위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도시의 복잡한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

다고 지적하고 있다.24) 

1950년 이후 區級의 행정 기구는 다시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치

는 區 이하 행정 기구의 축소가 가져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결과 다. 

1950년 초에 北京 委 政策硏究室에서는 區政府의 區公所로의 전환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학교, 工商業, 부동산 등에 대한 관리 문제와 함께 직업별 

조직을 통해 관리하기 어려운 시민층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이 보고에서는 ‘北

京에는 아직 대량의 조직이 없는 독립노동자와 실업 시민이 있는데, 그들은 區를 

통해서만 조직과 교육 공작을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5) 民政局에서 3

년간의 ‘建政’ 공작을 정리하는 보고에서는 1950년의 區級 조직 강화를 결정한 이

유를 ‘北京은 대도시여서 지구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 수많은 구체적 공작을 級

의 각 局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區의 공작은 관련된 부분

23) ｢北京 人民政府硏究室關於 區政權組織機構的情況(1950.6.24.)｣, 北京 檔案館ㆍ中

共北京 委黨史硏究室 編, 北京 重要文獻選編(1950) , 中國檔案出版社, 2001(이하 
選編50 으로 약칭), p.271.

24) 劉 奇의 天津 방문과 새로운 도시 전략에 대해서는 Lieberthal, 1980, 3장을 참조.
25) ｢摧毁反動統治 建立人民政權(1950.2.)｣, 選編50 , p.129. 이 보고에서는 區를 다시 

‘政權’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기다려야 한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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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넓어서 級의 각 부문과 모두 연관이 있으므로 民政局의 지도로는 많은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없’었던 점, ‘區 아래의 많은 공작은 반드시 公安派出所를 통해야 

하는데 區와 公安局과 公安派出所의 관계상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점 등으로 정

리하고 있다.26) 

5월에 이루어진 區의 개편에서는 區長과 副區長 아래 비서실과 民政ㆍ工商ㆍ文

敎ㆍ衛生建設의 4科를 두고, 원래의 調解科는 취소하되 따로 각 區에 區人民法院

을 설립하기로 하 다. 분쟁의 조정을 담당하는 調解科가 인민법원으로 독립한 것

을 감안하면 새롭게 工商科와 衛生建設科가 추가된 것이었다. 조직의 확대와 함께 

‘ 의 지도 편의 및 간부 부족의 곤란의 해결을 위해’ 원래 12개 던 城區를 9개 

구로 합병하 고, 각 區의 편제 인원은 35-55명으로 정하 다. 이와 함께 시정부와

의 업무 조정도 이루어져서 學은 區公所에서 지도하고, 淸潔隊는 總隊部를 취소

하고 각 區에 귀속시켜 지도하도록 하 다.27) 이와 같이 1950년 5월의 區 개편으

로 區의 조직과 업무 역이 확대되었고, 간부의 부족이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원도 늘어나서 區의 통합을 감안하더라도 시 전체의 區公所 인원은 편제상 이

전의 288명에서 400명 안팎이 되었다. 

區 조직의 개편은 1952년 9월에 다시 한 번 이루어졌다. 9개의 城區를 다시 7개 

區로 합병하고, 아울러 조직 기구도 확대하여 區마다 2室 6科를 두고, 편제상의 

인원은 85-104인으로 하 다.28) 두 차례의 개편을 거치면서 北京의 區는 接管 당

시에 비해 상당히 광역화되었다. 그러나 區級 민정 기구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街

政府가 취소된 상황에서 기층에서의 통치는 公安派出所가 전담하고 있었다.29)

街派合倂 이후 기층의 국가기구로는 公安派出所만 남아 있던 상황은 區公所의 

업무에 적지 않은 문제를 가져 왔다. 公安派出所가 기본적으로  公安局과 區단

26) ｢北京 人民政府民政局關於三年來區人民民主政權建設工作總結報告(1953.3.9.)｣, 選

編53 , p.94.
27) ｢北京 人民政府硏究室關於 區政權組織機構的情況(1950.6.24.)｣, 選編50 , p.272.
28) ｢北京 人民政府民政局關於三年來區人民民主政權建設工作總結報告(1953.3.9.)｣, 選

編53 , p.95.
29) 區의 광역화는 이후에도 지속된 경향이다. 1958년에는 城區 7개 區를 西城區, 東城

區, 宣武區, 崇文區 등 4개 구로 다시 병합하 다. 이후에 도시의 확대와 함께 기존
의 城區 외곽에서 새로운 城區가 설치되기는 했지만, 기존의 城區 경계에는 변동이 
없다가 2010년에 崇文區가 東城區로, 宣武區가 西城區로 통합되면서 中共 接管 당
시의 城區 지역에는 2개의 區만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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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公安分局으로 이어지는 명령 계통에 속해 있었던 기구 던 까닭에 區公所와는 

직접적인 연계가 부족했고, 이것이 區公所의 기층 업무에 곤란함을 야기했던 것이

다. 區公所와 공안 계통 사이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 ‘區書記, 區長, 公安分局長이 

3인 組를 만들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공안 계통의 특정한 업무를 

제외한 ‘公安分局의 일반 치안 행정 업무는 시 공안국과 區公所의 이중 지도를 받

도록’ 하는 등의 결정이 있었지만, 이러한 결정은 충분히 관철되지 않았다. 이 때

문에 街政府가 취소된 이후 區公所의 간부들은 많은 업무를 파출소를 통해서 추

진해야 했지만, ‘공안파출소 간부들은 종종 공안 업무가 바빠서 區公所에서 할당

한 일을 額外의 공작으로 여기기 때문에 區公所에서는 공작을 할당시키기 어렵다

고 느끼는’ 상황이었다.30) 

이러한 상황에서 區公所 등에서는 ‘街派合倂’ 이전과 같이 街 단위의 공안 기구

와 민정 기구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第9區에서는 1949년의 공작

에 대한 總結報告에서 공작조 시기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간부들이 공작조의 형

식을 통해서 각 街에 分駐하여 군중과 접한 연계를 맺’어서, ‘공작이 비교적 깊

이 침투하 고 때에 맞게 상황을 조사하여 군중의 문제를 해결했으며 선전 공작

을 관철하여 성과가 매우 컸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공작조를 취소하고 區政府를 區公所로 축소한 이후’에는 ‘人 事繁’한 상황에 빠

져서 ‘하층조직이 없고 手足이 부족하여 공작의 곤란이 겹치고 군중으로 관철해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형식에 있어서 개혁이 극

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이 파출소의 이중적 

성질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警政을 분리하고 명확하게 분업’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보고 있었다.31) 공안 부문과 민정 부문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민정 계

통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1951년 9월에 第9區의 파출소 간부, 民政幹事, 적극

분자 등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것을 보면 민정 계통과 공안 

계통을 불문하고 압도적인 다수가 ‘政警 분리’에 찬성하고 있었다.32)

30) ｢北京 人民政府硏究室關於 區政權組織機構的情況(1950.6.24.)｣, 選編50 , pp.272- 
273.

31) ｢1949年度工作總結｣, 038-001-00011.
32) ｢關於九區街道組織機構問題的調查材料(1951.9.4.)｣, 041-001-00017. 좌담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政警 분리에 찬성한 사람은 53명, 政警 합병에 찬성한 사람은 7명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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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층조직에서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街派合倂’을 

뒤집는 변화는 몇 년 간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街 단위에 민정 계통의 조직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것이 파출소마다 배치되어 기

층의 民政 업무 처리를 담당했던 ‘民政幹事’ 다. 民政幹事의 배치는 街派合倂 직

후에 이미 배치가 논의되고 있었다. 1949년 8월의 派出所 개조 문제에 대한 中共 

北平 委의 보고에서는 ‘일부 동지들이 파출소 내에 1-2명의 民事를 협조ㆍ처리하

는 간부를 증설하자고 제의했는데, 試辦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33) 그

리고 실제로 1949년 후반기에 일부 區에서 區公所의 간부들을 부서와 관계없이 

파출소 2곳씩을 전담하여 모든 행정업무를 책임지게 하는 방식을 채택한 사례도 

있었다.34) 그러나 民政幹事의 배치는 이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시점까지도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공안파출소 내에 민정간사 2명을 배치하도록 하는 규

정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1950년 6월까지도 ‘대다수가 아직 배치하지 않고, 드

물게 1명만을 설치’한 정도 다.35)

민정간사의 일상적인 임무는 群衆 및 區街代表와 접하게 연계하여 상황을 조

사하는 일, 區街代表 및 軍幹烈屬의 학습 조직, 衛生委員  分 와 衛生 組의 지

도, 群衆의 福利 문제와 관련된 공작, 社 救濟 조사ㆍ生産就業 소개 및 혼인등기

의 초보적 심사, 區各界人民代表 議 결의의 추진 등으로 규정되었다. 이처럼 업

무 범위가 民政 관련 사무의 전반에 걸쳐 있었으며, 특히 주민조직과의 연계가 강

조되었다. 그리고 민정간사와 관련된 업무 원칙에 대해서도 ‘민정 공작을 위주로’ 

해야 한다든지, ‘행정지도는 區公所에 속하며 正ㆍ副 區長이 직접 지도’한다는 등

의 사항이 제시되고 있었다. 또한 민정 간부이면서 공안파출소에 소속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활관리 및 사상교육은 公安分局이 책임지며, 업무ㆍ정책 교

육은 區公所가 책임진다’든지, ‘공작을 할당할 때에는 반드시 區長의 명령을 통해

서’ 한다든지, 그러면서도 ‘파출소장은 민정간사에 대해 지도와 감독의 책임이 있’

33) ｢中共北平 委關於區街政權機構派出所改造問題的總結報告(1949.8.)｣, 北平(下) , 
p.598.

34) ｢北京 人民政府第十區11月份工作綜合報告(1949)｣, 東城南 0009-001-0013. 第十區에
서는 파출소를 통해 공작을 진행하면 진행과정의 문제나 群衆의 반응을 바로 파악
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서, 區公所의 간부 18명 중 科長 및 ‘독립적으로 공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科員’ 등 10명의 간부에게 각 2개씩의 파출소를 책임지고 일
체의 행정 공작의 진행을 맡겼다.

35) ｢北京 人民政府硏究室關於 區政權組織機構的情況(1950.6.24.)｣, 選編50 , 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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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등의 원칙 역시 제시되고 있었다.36)

그러나 이러한 업무 원칙이 강조되었던 것은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

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정간사를 배치한 이후에도 민정 계통과 공안 계통의 업

무 협조는 그다지 원활하지 못했다. 다음과 같은 평가는 민정간사를 매개로 한 민

정 업무의 처리에 문제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民政幹事는 과거 區政府와 派出所의 이중 지도를 받았는데, 사실상 주로 파출

소장의 지도를 받았고, 그 결과 區政府의 순조로운 공작 수행 여부는 각 區政府

와 公安分局의 “關係”의 좋고 나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최근 民政幹事가 직

접 區政府의 통일 지도를 받기로 규정한 이후에 일부 파출소의 간부와 민정간

사는 각자 자신의 일만 하고, 서로 적극분자를 두고 다투어서 심지어 단결을 해

치기도 한다. 동시에 민정간사가 보통 공작 수준이 비교적 낮아서 파출소장이 

지도와 협조를 하지 않으면 공작이 쉽게 추진되지 않는다.37) 

위에서는 민정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파출소에 소속되어 있는 민정간사의 지휘

권을 두고 혼란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민정간사와 파출소 간부 사이에 갈등이 발

생하기도 했다는 점, 민정간사의 업무 능력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

다. 

민정간사와 관련되어 제기되었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지휘 계통의 혼란으로 

인해 업무가 과다하게 할당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각 區의 보고에 따르면 민정간사의 공작에 약간의 문제가 존재한다. 유관기관 

및 단체 심지어는 기업까지 직접 민정간사에게 업무를 할당하고, 일부 區人民政

府에서는 민정간사에 대한 지도가 통일되지 앉아서 각 科ㆍ室이 따로 공작을 

할당해서 민정간사 업무의 ‘忙亂’을 증가시키고 있다. 일부 파출소는 군중 분쟁

의 조정 업무를 완전히 민정간사를 통해 처리하며, 또한 민정간사가 배치가 제

대로 되어 있지 않은 파출소에서는 민정간사의 공작이 더욱 ‘忙亂’한 모양이 되

어서 이것을 살피면 저것을 잃는 상황이다.38)

36) ｢關於北京 第九區派出所民政幹事領 關係及工作任務規定執行草案的聯合通知(1951. 
3.7.)｣, 045-002-00036.

37) ｢中共北京 委政策硏究室ㆍ 政府秘書廳關於城區街道組織的情況 改進意見(1952.10. 
14.)｣, 選編52 , pp.539-540.

38) ｢北京 人民政府關於民政幹事工作的規定(1952.10.17.)｣, 選編52 , p.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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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파출소당 2명으로 규정된 민정간사의 배치가 여전히 다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일원화되지 않은 지휘계통으로 인해 각종 기관에서 민정간사에게 

업무를 할당함으로써, 민정간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 때문에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파출소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민정 업무와 

공안 업무가 충돌하는 경향도 존재했다. ‘급박한 공안 공작이 발생하면 민정간사 

역시 민정 공작을 버려두고’ 공안 공작을 수행해야 했으며, ‘파출소의 업무회의는 

완전히 공안업무만을 다루지만 민정간사는 참가해야만’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민정간사는 주민들과의 연계가 중요함에도 ‘群衆들이 문제가 있어 

파출소에 가도 민정간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 다. 第9區의 10街에서는 

한 적극분자가 민정간사를 8번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

다.39)

이상과 같은 민정간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政府에서는 1952년 10월에 ‘區長

連席 議의 토론과 연구를 거쳐’ 몇 가지 새로운 규정을 내놓게 되었다. 우선 지

휘 계통의 혼란으로 인한 업무의 과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정간사 업무의 범

위를 ‘원칙상 區人民政府의 업무범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그 외의 업무에서 민

정간사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區人民政府의 동의를 거치고 區人民政府를 통해 

통일적으로 할당’하도록 했다. 또한 區에서 ‘민정간사를 소집해서 회의를 열고 공

작을 할당할 때 區長이나 副區長이 주최’하도록 했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秘

書를 통해서 위탁해야 하며 각 科ㆍ室에서는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하거나 업무를 

할당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민정 계통과 공안 계통의 협조에 관해서는 민정

간사의 업무에 관해서 파출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즉 

‘민정간사는 區長의 통일적 지도를 받지만 반드시 소재 파출소 소장의 지도를 받’

는다고 규정하고, 민정간사가 ‘파출소의 유관 공작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파출소 

소장에게 공작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區人民政府가 ‘민정간사에게 할당한 공작 

계획을 公安分局 및 각 파출소에 보내’도록 했고, 민정간사의 인사 상황에 대해서

도 파출소에 알리도록 했다. 그리고 인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민정간사가 다 

배치되지 않은 區에서는 區人民政府가 빠른 시간안에 배치하고, 公安分局도 협조’

하도록 규정하 다.40) 

39) ｢關於九區街道組織機構問題的調查材料(1951.9.4.)｣, 041-001-00017.
40) 위의 글, pp.54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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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간사 문제는 ‘街派合倂’ 이후 공안 계통과 민정 계통 사이의 관계를 잘 보

여주는 사례이다. 이 문제를 통해 街派合倂 이후 광역화된 區 단위 민정 기구가 

기층에서의 민정 공작을 파출소를 통해서 처리해야 했던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

점을 발생시켰음을 알 수 있다. 민정간사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극

복하고자 했지만, 街派合倂 이후 3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모종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1952년 

10월의 단계에서 시정부는 民政幹事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통해 민정 업무의 난

맥상을 정돈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시기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주민조직의 재편성과 민정 기구의 확대를 통해 기층 통치의 새로운 틀을 짜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街派合倂’ 이후 北京의 기층 통치와 관련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만

에도 불구하고 劉 奇의 발의에서 시작된 도시 정책의 전환은 대체로 1952년 하

반기까지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2. 保甲의 철폐 이후 ‘積極分子’를 통한 기층 통치

앞서 살펴보았듯이 北京에서 接管 초기에 국가기구의 말단에는 街政府와 公安

派出所가 있었고, 1949년 6월 이후로는 공안파출소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말단

의 국가기구는 도시주민들을 접촉하고 관리하는 매개로서 坊里나 保甲과 같은 기

층의 주민 자치조직을 활용해 왔다. 이하에서는 接管 이후 北京에서 주민조직이 

어떻게 변화했고, 中共은 주민조직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국가기구의 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진 中共의 도시주민 조직ㆍ관리 방식을 파악하

고자 한다. 

전후 국민정부가 건설한 보갑조직은 중공의 接管 이후 ‘撤廢’되었다. 그러나 보

갑제의 ‘철폐’를 통해 실제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혁명적인 구호

들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기존의 保長 및 甲長들의 

처리 방식을 살펴보면 농촌에서의 지주에 대한 ‘타도’와는 대조적으로, 이들이 짧

은 기간이나마 조직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中共의 사업에 협력하도록 하 다. 

中共은 이전의 도시 接管 경험을 기반으로 北京에 입성하기 전에 이미 기존 保

甲 인원의 처리 방침을 세워두고 있었다. 中共中央에서는 ‘晋冀魯豫 및 濟南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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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근거로’ 北平 및 天津 해방 이후의 保甲 인원 처리 방침을 건의하고 있는데, 

이 건의에서는 소수의 중대한 죄악 행위가 있거나 사람들이 원망하는 보갑장에 

대해서는 체포하도록 했지만, ‘일반 보갑장은 단기간 내에는 반드시 留用하여 사

회 치안의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소수의 체포와 다수의 留用이

라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서 기존 경찰 인원에 대한 처리에서도 보았듯

이 接管 이후에 각 기관에서 人員을 처리하던 일반적인 방식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인원을 일시적으로 留用시키는 목적이 接管 초기의 중

요한 목표 던 치안 유지에 있다는 점도 나타난다. 치안의 유지가 기존 보갑장을 

유임시키는 중요한 이유 다는 점은 中共中央이 ㆍ區정부의 공작 인원이 區별

로 전체 保長들을 소집하여 교육시키도록 한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여기에서는 

‘保長은 국민당이 인민을 통치하고 압박한 도구’이기 때문에 ‘인민의 심사를 받고 

죄가 있는 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인민해방군과 정부가 관대

하게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니 공을 세워 속죄해야 한다고 하면서 주요한 임

무를 ‘해당 保에 숨은 “散兵游勇”과 特務의 검거’, 무기류의 파악과 보고, 공공 재

산의 보호, 각 戶 및 여관ㆍ客店을 왕래하는 의심분자의 발견과 보고 등 치안과 

관련된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지시에서는 保長의 유임과 관련해서 심지어 ‘만

약 교활한 保長이 사퇴를 핑계로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모두 허가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여 유임이 강제적인 것이라는 인상까지 주고 있다. 그리고 기존 보갑 인원

의 유임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여 ‘區마다 群衆大 를 개최하여’ 보갑 인원 전체를 

모이게 하여 ‘그들의 과거의 風을 제거’하고 ‘群衆이 우리들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또한 보갑인원의 유임이 가지는 의미를 

‘보갑 인원을 잠시 이용하고 민주정부의 엄 한 통제와 群衆의 감독 하에서 그들

을 이용하는 것이지 절대로 민주정권 계통 중에서 그들의 합법적인 지위를 승인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41) 이상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존의 기층 주민조직의 담당자들을 유임시키면서 활용하겠다는 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區公所를 接管하는 과정에서 接管 직후 區 전체의 保甲長을 소

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위와 같은 방침을 천명하자, 보갑장들은 ‘마음 속의 돌이 

없어진 것 같다’, ‘공산당의 선별적인 처리 정책이 좋다’, ‘우리에게 이렇게 관대할 

41) ｢中共中央關於處理保甲人員辦法的指示(1949.1.3.)｣, 選編49 ,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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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반드시 스스로에게 분배된 공작을 잘 해서, 立功贖罪하겠

다’는 등의 반응을 보 다고 한다. 또한 국민당 관료, 군대, 特務 등의 등록과 ‘散

兵游勇’의 검거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 다고 한다.42) 보갑인원의 반응에 대한 

中共 간부의 회고가 얼마나 실제를 반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接管 초

기의 몇 달 동안 中共이 기존의 보갑 조직을 유지하 던 것은 분명하다. 보갑 인

원을 대부분 그대로 두었을 뿐 아니라, 기존의 保 조직에 지급하던 경비도 그대로 

지급하고 있었다.43) 

보갑 인원에 대한 처리 방침은 입성 이후 실제 接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크

게 변하지 않았다. 3월의 단계에서 政府는 보갑제 폐지 방침을 통해 ‘僞保甲 人

員은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분별하여 처리하거나 사용’하도록 하되, ‘보편적인 

투쟁운동이 일어나 전체 僞保甲 人員의 보편적 恐慌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하여 

保甲長의 동요를 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처리의 기준에 대해

서는 ‘죄악이 많지 않고, 貪汚가 크지 않으며, 群衆의 원망이 엄중하지 않은 분자

는 그 공작을 撤銷시킬 수 있으나 인민에게 착오를 인정하도록 하고 戴罪立功의 

기회를 준’다고 하여 과거의 행적에 부정적 요소가 있었어도 그 정도가 비교적 약

한 경우에는 유임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또한 ‘僞保甲 人員(특히 甲長) 중에서 

비교적 성실하고, 貪汚나 勒索행위가 없으며, 인민들이 양해할 수 있는 자는 마땅

히 계속 사용하며, 공작 중에 改造한다’고 하여 큰 문제가 없는 保甲 인원은 유임

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44) 기존 보갑 인원의 처리에서 전반적으로 유

임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보갑 조직이 실질적으로 해체되고, 보갑 인원이 교체된 것은 대개 街政

府를 수립하는 시기 전후 다. 第12區의 建政 공작에 대한 보고에서는 ‘淸運과 勞

軍의 두 가지 공작은 建政 공작과 잘 결합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두 가지 공

작이 ‘기본적으로 保甲長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라고 하여, 街政府 건립을 추진하

는 시기까지도 보갑 조직이 유지되었으며 中共의 초기 대중운동에서도 여전히 보

갑장의 역할이 작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45) 內2區에서는 5월 6일에 보갑 인원을 

42) ｢摧毁保甲制度 建立人民政權｣, pp.248-249.
43) ｢北平 第六區所屬各保1949年二月份 保幹事及保丁領取維持費名冊(1949.3.10.)｣, 

045-004-00010; ｢北平 第六區1948年2月份 保幹事ㆍ保丁ㆍ自衛隊領 米折價名冊

(1949.2.15.)｣, 045-004-00010.
44) ｢北平 人民政府關於廢除僞保甲制度建立街鄕政府初步草案(1949.3.)｣, 北平(下) , p.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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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하여 처리하 는데, 이때의 처리 결과를 보면 체포 1명, ‘淸算’ 10명, ‘暫用’ 1

명, ‘留用’ 48명, ‘遺散’ 464명 등이었다. 대부분의 보갑 인원이 물러나기는 했지만, 

그 시기는 街政府가 건립된 이후인 5월 초 던 것이다.46) 5월 13일자인 內7區 第1

街의 공작 보고에서도 ‘보갑제도의 催毁가 갈수록 절박’하다고 언급하고 있어서, 

여전히 보갑 조직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7) 第9區 第5街의 5월 중순 이후

의 공작에 대한 보고에서도 지방행정 사업비 징수와 관련하여 ‘甲長 議’를 개최

했다는 언급이 있다.48) 이상의 사례들로 보아서 北京 의 여러 區에서 보갑 조직

이 接管 이후 여러 달 동안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接管 초기에 유지되었던 보갑 조직은 街政府 설립을 전후로 ‘철폐’되었지만, 보

갑을 대체할 주민조직이 곧바로 등장하지는 못했다. 처음에 街政府를 설치하려고 

했을 때 中共에서는 街政府 아래 閭나 居民 組를 조직하려고 했다.49) 그리고 실

제로 街政府가 건립된 이후 보갑을 대체할 주민조직으로서 閭와 組가 조직되었다. 

第9區의 경우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에 閭와 居民 組의 시험적인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50) 第12區에서는 街政府 건립을 위한 선거 공작을 하면서 閭와 

組를 조직하 는데, 원래 21개 保와 555개의 甲으로 이루어져 있던 것을 78개의 

閭와 617개의 組로 재편성했다. 규모를 보면 1개 組는 30-80戶, 1개 閭는 8-12개 

組로 구성되었다.51) 그러나 閭와 組는 통일적인 기준을 갖춘 표준화된 주민조직이 

아니었으며, 기층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지는 못했다. 보갑이 

철폐된 지 1년 남짓 지난 1950년 6월에 제출된 委 硏究室의 문서에서 이미 閭

나 居民 組를 治安 組나 衛生委員  등과 함께 여러 주민조직 중 하나로 다루

면서, ‘과거 街政府 시대’의 것이 잔존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52) 

결과적으로 1939년의 가항공익회 성립 이래 방리-보갑으로 이어지면서 北京의 

성구에서 작동하고 있던 표준화된 기층 주민조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

다. 接管 초기에 中共이 구상했던 閭 및 居民 組라는 형태의 기층 주민조직의 조

45) ｢北京十二區建政總結(1949.5.10.)｣, 041-002-00008.
46) ｢接管北平內二區區公所的回憶｣, p.278.
47) ｢第一街政府四月份工作總結(1949.5.13.)｣, 040-002-00039.
48) ｢第9區第5街工作總結: 4月15日-6月20日(1949.6.23.)｣, 038-002-00014.
49) ｢北平 人民政府關於廢除僞保甲制度建立街鄕政府初步草案(1949.3.)｣, 北平(下) , p.545.
50) ｢第9區第5街工作總結: 4月15日-6月20日(1949.6.23.)｣, 038-002-00014.
51) ｢北京十二區建政總結(1949.5.10.)｣, 041-002-00008.
52) ｢北京 人民政府硏究室關於 區政權組織機構的情況(1950.6.24.)｣, 選編50 ,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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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은 실현되지 못했으며, 保甲의 철폐 이후 그것을 대체하는 조직은 바로 만들어

지지 않았다. 

이처럼 보갑제가 ‘철폐’된 이후 그것을 대체할 주민조직이 확실히 자리잡지 못

한 상황에서 ‘생산에서 이탈한 간부’로 이루어진 국가기구와 공장, 학교, 기관 등 

각종 ‘單位’에 포함되지 않고 일상을 위하는 北京의 주민들 사이를 매개하는 존

재로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積極分子’들이었다. 적극분자들은 ‘생산에서 이

탈’하지 않으면서도 시정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기층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들

이었다. 기존에도 坊이나 里, 혹은 保甲에 관여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

분자’라는 존재가 새로운 호칭일 뿐, 국가 권력의 도시주민 관리에 있어서 적극분

자라는 존재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中共의 기층 통

치에서 나타나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은 바로 이 적극분자에 대한 국가기

관의 주도적인 관리와 개입, 그리고 적극분자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려는 시도 다. 

‘적극분자’라는 용어는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공산당의 입당 예비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53) 그러나 기층 주민조직이나 기층 행정과 관련하여 ‘적극분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예비당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나 참여하

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점은 입당 후보자로서의 ‘적극분자’를 다루

는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국 초기 北京에서 예비당원으로서의 ‘적극분자’

에 대한 통계를 보면 대부분이 기관과 학교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소수도 

공장이나 기업 소속이었고, 이른바 ‘街道 居民’은 전혀 없었다.54) 또한 이러한 당

원 후보로서의 ‘적극분자’를 다루는 주체는 區公所나 公安分局, 혹은 파출소가 아

닌 中共의 區委員  組織部 다.55) 따라서 지역별 기층 조직과 관련된 街道의 ‘적

극분자’는 예비당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당조직 및 국가기구와 ‘群衆’을 매개하는 존재로서 적극분자를 활용하는 것은 

中共의 기층 군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작의 일반적 형식이었다. 지역별 기층 주민

53) Walder는 작업장의 권력 구조를 분석하면서, 적극분자가 공산당과 공청단 조직의 
바깥에서 조직에 협력하는 더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고 파악한다. 
(Walder, 1996 참조.)

54) ｢五區積極分子登記表及發展黨員計劃轉至各區人數統計｣, 040-001-00113. 이 문서는 
1952년 8월에 제출된 第5區의 ‘적극분자’ 및 입당 시기에 대한 계획을 다룬 통계인
데, 총 707명 중 기관 소속이 201명, 中學生이 351명, 中 學 교직원이 57명, 공장 
소속이 62명, 기업 소속이 25명, 店員이 11명 등이었다.

55) ｢西單區極分子及發展黨員 象登記表(1952.9.9.)｣, 040-002-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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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방면에서 적극분자의 의미를 언

급한 彭眞의 接管 초 강화에서는 공식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전에 적극분자를 활

용해야 한다는 공작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군중 공작의 중심이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이라고 언급한 후, ‘막 入城한 시기에 만약 기초가 없다면 공장에서 큰 

工 를 만들거나 큰 훈련반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기초가 없는 곳에서

는 우선 적극분자를 찾고 그 이후에 큰 工 를 만들어야’ 하며 ‘학생회도 이와 마

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있다.56) 적극분자를 찾아 이용하는 방식은 街道의 주민뿐 

아니라, 工 나 학교 등 ‘群衆’을 대상으로 하는 공작 전반에 적용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 공작 방식의 연장에서 街道에서의 공작에서도 적극분자

를 발굴ㆍ육성해서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 接管 시기의 建政 공작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도시 군중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해 토론

할 때 반드시 적극분자에 의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57) 적극분자를 街道에

서의 공작에서 中共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데 필요한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공작조의 공작 종결 보고에서 적극분자 발굴에 대해서 ‘禁毒 운동과 

청결운동 중에 적지 않은 적극분자를 발견’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청결운동에서 

발견한 적극분자야말로 진정한 적극분자’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공작조 시기

에 대중운동을 통해 적극분자를 발견했음을 보여준다.58) 

接管 초기부터 中共이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던 적극분자들은 시간이 지날

수록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1952년에 제출된 西四區의 한 파출소 관할 지역 내의 

적극분자에 대한 조사보고에서는 이 파출소가 ‘군중 공작에 비교적 기초가 있는’ 

곳으로서, 3년 동안 ‘培養 교육과 歷次 운동의 단련을 거쳐 많은 적극분자를 발견’

했으며 ‘街道 공작 중에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는 적극분자가 거의 300명으로 1949

년의 거의 5배에 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59) 北京 의 第4屆 各界人民代表 議의 

대표 선거에 대한 평가에서는 1년 전의 선거에 비해 선거 참여가 활발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거 공작에 참가한 적극분자 역시 수적으로 증가했음을 언급하

고 있다. 4區를 예로 들면서 ‘작년에 선거 공작에 참가한 街道의 적극분자는 약 

600명이었지만, 금년에는 3,000 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56) ｢在 治安工作 議上的講話(1949.2.19.)｣, 解放 , pp.262-262.
57) ｢北京十二區建政總結(1949.5.10.)｣, 041-002-00008.
58) ｢工作組結束總結(1949.6.17.)｣, 038-002-00014.
59) ｢西四分局西煤廠派出所群衆積極分子情況調査及批示(1952.)｣, 001-009-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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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은 명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적어도 區 단위에서 관리하는 적극분자의 규모를 

대략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60) 

적극분자들은 기층의 여러 공작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간부 

부족이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간부의 원천이 되기도 하 다. 적극분자를 육성하여 

간부로 발탁한다는 구상은 흔히 보이지만, 그러한 구상이 실제의 행동으로 옮겨진 

사례들도 당안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街派合倂이 있기 이전 街별로 戶政 담당 

간부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한 第八區人民政府의 보고에는 1949년 4월에 이루어진 

8區의 戶政 담당 간부의 배치 상황이 나온다. 區政府의 2명의 담당자 중 한 명은 

‘老幹部’이며 나머지 한 명은 기존의 戶政股 직원을 留用하고 있다. 그리고 8개의 

街政府에 각각 2명씩의 戶政委員을 두었는데, 모든 街에서 한 명의 ‘老幹部’와 한 

명의 ‘街政訓練班을 졸업한 적극분자’를 짝지어 배치하고 있다.61) 또한 北京 에서

는 1952년 9월에 城ㆍ郊의 각 區에서 區人民政府에 대한 선거를 통해 區長, 副區

長, 區人民政府委員 등을 214명 선출하 는데, 이 중 기존의 간부가 아닌 ‘群衆 중

의 대표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11개 區의 副區長 및 다수의 區政府委員이 ‘群

衆’ 중에서 선발되었는데, 이러한 ‘群衆’의 선출에 대해서 民政局에서는 ‘부분적으

로 간부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62) 각종 정치운동 등

을 통해서 두각을 나타낸 적극분자들이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 간부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되었던 것이다. 

中共이 적극분자들을 관리했던 방식은 이전의 정권들이 주민조직을 통해 도시

주민을 관리했던 방식과 중요한 차이가 존재했다. 그것은 坊里長이나 保甲長과 같

은 이전 주민조직의 간부들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적극분자층 전체에 대해서 세

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中共은 街道의 적극분자들에 대

해서 파출소 관할지역별로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성분’, 직업 등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담당 업무, 경제적 상황, 업무 능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파악ㆍ수

집하여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 다음의 표는 第9區에서 각 파출소 관

할 구역의 적극분자들을 조사한 표 중 하나이다. 

60) 吳晗, ｢關於北京 第四屆各界人民代表 議代表選擧工作的報告(1952.8.13.)｣, 選編52 , 
p.393.

61) ｢第八區人民政府戶政幹部配備表(38年5月5日)｣, 039-001-00002.
62) ｢北京 人民政府民政局關於三年來區人民民主政權建設工作總結報告(1953.3.9.)｣, 選

編53 ,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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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략)
연

령

성

별

교육

수준
성분 직업 擔任職分(兼職 포함) 가정상황

工作

表現

비

고

42 남 識字 공인(手工)
織 抹

子
治安委員, 街代表

家庭生活 

難

積極 

負責
2

59 남 文盲 工人(手工) 瓦匠 治安委員, 街代表 生活尙能維持
積極 

負責
2

28 남 私學 商 經理
治安組長, 衛生委員, 友協幹

事
生活平常

積極 

負責
3

22 남 學 工人(手工) 尙鞋
治安組長, 衛生委員, 友協幹

事
生活平常

積極 

負責
3

31 남 私學 城 貧民 經理 治安組長, 衛生委員, 街代表 生活平常
積極 

負責
3

22 여 文盲 城 貧民 主婦 治安組長, 衛生組長 生活平常
積極 

負責
2

37 남 文盲 城 貧民
賣 云

豆
治安委員, 街代表, 友協組長 生活尙能維持

積極 

負責
3

43 남 學 資産階級 經理 區代表 生活優裕
積極 

負責
1

41 남 高 資産階級 店員 區代表 生活優裕
積極 

負責
1

남 資産階級 醫生 治安組長, 衛生組長 生活優裕
積極 

負責
2

22 남 高 工人(手工) 工人 區代表 生活平常
積極 

負責
1

29 여 文盲 城 貧民 主婦 中 友協幹事 生活平常
積極 

負責
1

40 남 私學 資産階級 無 衛生委員,中 友協副主任 生活平常
積極 

負責
2

50 남 文盲 城 貧民 攤販
治安委員, 街代表, 中 友好

協 組長

家庭生活尙能

維持

積極 

負責
3

37 남 學 工人(手工)
木 匠

工人
治安委員, 街代表 生活尙能維持

積極 

負責
2

45 남 私學 城 貧民
看 自

行車
治安委員, 衛生委員 生活尙能維持

積極 

負責
2

27 남 文盲 工人(手工)
皮 匠

工人

治安委員, 衛生委員, 中 友

協組長
生活尙能維持

積極 

負責
3

34 남 私學 工人(手工) 理髮 治安組員, 街代表 生活困難
積極 

負責
2

<표Ⅱ-2-1> 北京  第9區 第1派出所 積極分子 조사표63)

63) ｢北京 第九區第一派出所積極分子調査表(1951.2.21.)｣, 045-002-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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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여 文盲 家庭婦女 主婦 治安組員, 街代表 生活尙能維持
積極 

負責
2

53 남 私學 城 貧民
賣 劈

柴

治安委員, 衛生委員, 友協幹

事
生活尙能維持

積極 

負責
3

31 남 私學 工人(手工)
戱 依

工人
此案組員, 街代表, 友協組員 生活平常

積極 

負責
3

26 남 學 工人(手工)
三 輪

工人
衛生委員, 中 友協組員 生活尙能維持

積極 

負責
2

40 남 私學 城 貧民 販
治安委員, 衛生委員, 中 友

協組員
生活尙能維持

積極 

負責
3

49 남 學 城 貧民 販
治安委員, 衛生委員, 中 友

協組員
生活尙能維持

積極 

負責
3

41 남 學 工人(手工) 木匠 治安委員, 街代表 生活尙能維持
積極 

負責
2

성명

(이름

생략)

연

령

성

별
교육수준 成份 직업

擔任職務(

兼任포함)
가정상황 工作表現 비고

孟 48 남 私塾2年 貧民 賣劈柴 無 生活困難

協助本段收穫 材

料.主動向本段反映

情況

과거에 僞保長

ㆍ僞1 2 區分部

委員. 1950년에 

公民자격 회복

劉 52 남 不識字 貧民 蹬三輪 治安組長 生活困難
能關係群衆如動員

修路和其他工作
1

沈 59 남 私塾5年 閑 治安委員 生 活 好 置工作積極負 1

이 표에 기록된 적극분자들은 區나 街의 대표이거나 治安委員  및 治安 組, 

衛生委員  및 衛生 組, 中 友好協  등의 주민조직에서 일정한 직위를 맡고 있

는 사람들이었다. 연령은 20-50대에 걸쳐 있었으며, 직업도 상인, 수공업자, 수공업 

노동자, 주부, 점원 등으로 다양했다. 이 적극분자들에 대해서 파출소 측에서는 가

정의 경제상황 및 업무 태도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비고란을 통해 업무 능력에 

대한 등급도 매기고 있다. 다음은 같은 區의 제7파출소의 적극분자 조사표로서 항

목은 동일하지만 조사ㆍ기록 담당자의 차이 때문에 기록 방식에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Ⅱ-2-2> 北京  第9區 第7派出所 積極分子 조사표64)

64) ｢北京 第九區第七派出所積極分子調査表(1951.2.)｣, 045-002-00036.



- 119 -

依靠姪子 責

馬 35 여 學2年 軍屬? 閑 無 生活富餘 肯向本段反映情況

閆 37 남 私塾3年 貧民
作皮鞋

工人
無 生活困難

本分局和本段作

調査工作很多

楊 44 남 不識字 商 鞋鋪長 治安組長 生活 好
主要向本段反映情

況
1

王 43 남 學5年 商 賣醬油
治安委員, 
街代表

生活 好 協助本段調査工作 2

孫 37 남 學2年 貧民 賣白菽

治安委員,
區代表,攤
販委員,中

友協幹

事

尙能維持 雖積極但驕傲自滿 4

高 52 남 學2年 貧民
賣烤白

菽
治安組長

有 其 子 和

他 共 同 勞

動

很積極如取締一貫

道很努力
1

杜 52 남 私塾2年 商販 賣白菽
治安組長,
街代表

生活很好 介紹情況主動工作 2

蔡 40 남 學6年 商 賣佑衣 街代表 生活很好
能主動向派出所連

繫
妻가日僑 1

董 42 남 學3年 商
正樂齋

作鞋
區代表 生活富餘

向派出所介紹一些

情況
黨員 1

孟 33 남 學3年 商 製革 治安組長 生活平常
工作積極並能發動

群衆
1

任 23 여 學4年 貧民 無
街代表,治
安組長

其 父 賣 煤

生 活 尙 能

維持

能主動向派出所連

繫
2

王 50 남 高 畢業 商
福華鞋

廠經理
街代表

以 皮 局 收

入 維 持 生

活 生 活

好

工作方面負責 1

曹 41 남 學3年 貧民 賣劈柴 治安組長
生 活 尙 能

維持

工作認眞主動反映

情況
1

趙 38 여 科 貧民
家庭管

理

街代表,治
安組長

其 夫 蹬 三

輪, 生活

平常

工作認眞負責 黨員 2

張 46 남 學3年 貧民 售水 治安委員
水井業 .生
活平常

工作認眞負責主動

反映情況
1

步 42 남 私塾3年 貧民 賣硫酸
街代表,治
安組長

以 賣 硫 酸

維持生活
工作負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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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표에서는 제1파출소의 조사표에 비해 교육 정도나 직업, 경제 상황 등을 

좀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또한 주민조직의 직무를 맡지 않은 사람까지도 포

함하고 있으며, 업무태도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평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장점을 묘

사하고 있다. 그리고 비고란에는 배우자가 일본인이라든가 과거에 保長 경력이 있

다는 등의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세한 파악은 이전의 坊

里 조직이나 保甲 조직에서 상급의 국가기구가 파악ㆍ관리하는 대상이 대체로 주

민조직의 長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그 임명 과정에 대해 크게 개입하지 않았던 상

황과는 확실히 대비되는 것이었다. 또한 ‘工作表現’란을 통해서 기층의 상황을 파

출소에 보고하는 역할이 중시되었음도 파악할 수 있다.

街代表들이 모여서 區代表를 선출하는 과정에 대한 第1區公所의 다음과 같은 

보고는,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기층의 선거 과정을 中共이 얼마나 상세하게 파

악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11파출소는 21일 저녁에 제1차 街代表 議를 개최하 다. 참석한 街代表는 

48명이고, 결석은 3명이었다. 목적은 街代表들이 群衆들에게 돌아가 의견을 수

집하고 區代表 선거를 준비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나, 群衆의 情緖가 고양되어 

급하게 區代表의 선출을 요구하 기 때문에 마침내 이 회의에서 이번 선거의 

임무를 완성하게 되었다. 선출된 區代表는 3명(男 1, 女 2)이었다. 선거가 시작되

었을 때 노동인민의 정서가 매우 고양되어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候選人을 提

名하 다. 소수 지식분자 대표들의 정서는 달라서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이고, 
바로 선거를 진행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숙지한 이후에 다음 회의에서 선거

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 다. 표결을 거쳐서 즉시 선거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

는 노동인민의 의견이 통과되었다. 이어서 두 가지 思想情緖의 투쟁이 전개되었

다. 소수 지식분자 대표들 역시 적극적이 되어서, 쌍방이 각각 候選人을 提名하

다. 3명의 區代表를 선출하는데, 6명의 候選人이 提名되었다.....(중략).....노동인

민과 지식분자의 競選이 형성되었다. (이 때 부녀대표도 활약하기 시작했다. 대
부분 지식분자 계층에 속한다.) 지식분자들이 ‘지식이 있어야만 區代表가 될 수 

있고, 承上啓下의 임무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하자, 노동인민들은 즉각 일어나서 

반박했다. 이때 우리들의 간부( 議 主席)가 이러한 사상투쟁이 정확하게 전개되

어 정확한 쪽이 승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논변을 제지했다. 이 때문에 노동인민의 정서가 어느 정도 억압을 받았고, 마침

내 場의 형세에 상반된 변화가 발생하 다. 부녀와 지식분자 두 역량이 결합

하기 시작하고, 우세를 점하 다. 이때 일부 각오가 높지 않은 노동인민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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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갑자기 변화하기 시작하여 타협의 정서가 발생하고 일부는 자기가 提名한 

候選人을 버리고 지식분자의 候選人에 거수하여 찬성하 다......(중략).....그 결과 

3명이 당선되었는데, 모두 資産階級 지식분자 다. (한 명은 衛生助長으로서, 
과거에는 助産士. 한 명은 失學 中學生으로서, 현재는 治安組員. 한 명은 張學良

部의 政客으로서, 지금은 *使館에서 교사로 있음.)......(중략)......이 회의를 통해

서 인민의 각오 정도가 빠르게 提高되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상상하는 ‘대표가 

되기를 두려워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65)

인용문에 묘사된 선거에서는 간부들이 계획과 다르게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

서 개입을 자제하면서도 선거의 과정과 선출된 구대표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파

악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기층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파악은 이전의 정권들

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앞서 보갑 조직이 유지되면서 새로운 적극분자층 역시 기존의 보갑 인원과 완

전히 무관하지 않았음을 언급했지만, 위에 인용한 표에도 ‘僞保長’ 출신이 등장하

고 있듯이 보갑 조직이 없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적극분자들 중에는 기존의 보갑

과 관련된 인물들이 남아 있었다. 예를 들어 外2區의 제8파출소에서 1951년 말에 

정리한 區ㆍ街대표와 적극분자에 대한 조사표를 보면 區代表 및 街代表 전체 70

명 중 ‘僞甲長’으로 표시된 사람이 8명, ‘僞甲 ’으로 표시된 사람이 2명이었고, 이

외에도 물음표로 표시되어 과거 경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1951년의 

시점에서도 기층 단위의  보갑 인원들의 향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여전히 있

었던 것이다. 또한 ‘新積極分子’에 대한 조사표에도 區ㆍ街대표보다는 비율이 낮지

만 ‘僞甲長’, ‘僞軍官’, ‘三靑團?’ 등 과거의 부정적 경력 내지 그에 대한 의심을 담

은 메모가 부기된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66) 이 사례 외에도 街代表의 정치 경력을 

조사하면서 保長, 保民代表, 甲長 등 보갑 관련 경력이나 ‘僞軍’ 경력, 혹은 一貫道

나 先天道 등의 ‘ 道門’ 경력이 부기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67) 第1區의 街代表 

및 區代表에 대한 다음의 통계는 대표로 선출된 사람의 상당수가 治安組 등의 ‘街

道 組織’에서 활동하는 적극분자들이었다는 점과 함께, 대표 중에 국민당원이었거

나 保甲長, 혹은 淸共組 출신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中共이 

65) ｢選擧情況(1)(1950.5.23.)｣, 001-009-00082.
66) ｢外二八段區街代表新積極分子調査表(1951.11.17.)｣, 039-001-00298.
67) ｢街代表分類統計表｣, 038-002-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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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들의 학력, 종교, 직업, 가입 정당, 정치 성향 등의 정보를 파악ㆍ관리하고 있

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표Ⅱ-2-3> 第一區 街代表 統計表 (1950) 

代表名額

男 584
女 250
共計 834

文化程度

科 26
大學 49
中學 194

學 194
私塾 151
文盲 185

現任職責

治安組 329
衛生組 33
稅務組 3

負僞職責

保長 5
甲長 61
兵役組 3
淸共組 2

宗敎

天主 1
基督 21
一貫道徒 8

回民 16

黨派

共産黨 5
靑年團 10
國民黨 5

職業

家庭婦女 208
工人 225
商人 44
商業資本家 78
職員 34
賦閑 123
自由職業 42
攤販 46
學生 9
工業資本家 14
和尙 2
獨立勞動 7
妓女 2

進步와 落後

進步 371
落後 145
偏左 133
偏右 185

<표Ⅱ-2-4> 第一區 區代表 統計表 (1950)

性別

男 28
女 21
合計 49

文化程度

科 4
大學 6
中學 17

學 15
私塾 5
文盲 2

國民黨 8

宗敎信仰
基督敎 6
一貫道 1

回民 1

治安組 25
衛生組 1
稅務組 2
僞保長 2
僞甲長 2
淸共組長 1

職業

工人 10
敎員 3
醫務 5
家庭婦女 16
賦閑 8
自由職業 2
商業 5

    * 出典 : ｢一區街道居民選擧工作總結(1950.6.24.)｣, 東城北 001-001-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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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갑 인원을 비롯해서 정치 경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적극분자

층에 포함되어 있었던 원인은 적극분자의 다양성과 함께 적극분자로 활동하게 된 

동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52년이 되면 적극분자의 ‘忙亂’ 문제가 부각되면서 

겸직 상황을 중심으로 적극분자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는데, 

西四區에서 이루어진 적극분자 상황에 대한 조사는 인적 사항과 공작 태도뿐 아

니라 적극분자로 활동하게 된 동기까지 조사하고 있어서 참고가 된다. 이 조사에

서는 化寺街와 東官房 두 街巷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이 지역에는 주민 

280戶, 1,051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化寺街는 ‘中等戶’가 많고 대부분 기관 공작 

인원과 학교 교직원이었고, 東官房은 다수가 ‘노동인민’인 手工業 들이었다. 두 

곳의 街巷에는 모두 28명의 적극분자가 있었고, 北京 委의 정책연구실에서는 그 

중의 2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심층적인 조사를 하 다. 성별은 남자가 8

명, 여자가 16명으로 여성 비중이 높았고, 연령은 25세 이하 1명, 45세 이하 15명, 

45세 이상 8명 등이었다. 맡은 직무는 主任 이상이 3명, 委員이 9명, 組長 이상이 

3명, 일반 組ㆍ隊員이 9명이었다. 활동 시작 시기는 1949년 5명, 1950년 12명, 

1951년 2명, 1952년 5명 등이었다. 1950년에 활동을 시작한 사람이 많은 것에 대

해서는 ‘抗美援朝’ 운동 이후 적극분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활동에 

참가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변이 있었는데, 해방 후 ‘政治地位’의 제고

와 생활의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사람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래에 出路가 있

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사람과 ‘정부가 남편에게 일자리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

람도 각각 3명이 있었다. 이 외에도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

던 사람, 진보분자인 자녀의 향을 받은 사람 등이 있었고, ‘스스로 오점이 있어

서 공작에 참가해 정부의 양해를 얻으려’ 한 사람도 2명이 있었다.68) 조사내용을 

보면 적극분자들이 주민조직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종

의 전망을 찾으려 한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치 경력에 문제가 있어

서 ‘정부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 참여하게 된 사례는 적극분자 중에서 이전 정권

에서 보갑이나 군대 및 관료 경험을 가진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中共이 이를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었던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이른바 ‘역사문제’가 

중공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역사문제’에 대한 용인을 적극분자의 협

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68) ｢西四分局西煤廠派出所群衆積極分子情況調査及批示｣, 001-009-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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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았듯이 각종 정치운동 및 기층 행정을 위한 활동에서 中共은 적극

분자들을 활용함으로써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부족한 간부를 확충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는 街派合倂 이후 기층 민정 기구의 

부재라는 상황에서 더욱 의미있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적극분자의 활용에는 부

작용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接管 초기에 비해서 기층 행정 기구가 오히려 축소되

면서, 적극분자들의 부담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城區의 街道 조직, 즉 직업별 조직이 아닌 지역별 조직의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기존의 街道 주민조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을 정리한 문건의 내용을 통해 街道 주민조직의 핵심적 문제가 조직이 체계적으

로 정비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적극분자의 과도한 부담임을 알 수 있다.

첫째, 街道의 조직이 너무 많다. 治安保衛委員 , 衛生委員 , 抗美援朝委員 , 
社 救濟委員 , 婦女代表 , 中 友協支 , 防火隊, 稅務組, 婦幼保健組, 優撫委

員 , 軍屬代表組, 宣傳隊, 讀報組, 房屋修繕委員 , 公房管理委員 , 合作社業務

委員 (또는 業務 組), 勞動就業委員 , 自來水民主管理站, 調解組, 圖書發行站 

등 20여 종이 있다. 또한 매 파출소에도 또 10여 종의 조직이 있다. 조직이 많

은데 적극분자의 수는 유한해서(파출소마다 일상적으로 실제 공작을 하는 것은 

보통 20-30명의 적극분자이다), 진정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적극분자들은 보통 

3-4개의 직함을 겸임하고, 일부는 7-8개 심지어는 10여 개를 겸직하기도 한다. 
崇文區의 시계수리 장인인 李景貴를 예로 들면 8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고, 原9
區69)의 어떤 작은 석탄가게 사장은 14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어서 하루 종일 街

道의 공작만으로도 정신없이 바쁘다. 파출소장과 민정간사 역시 많은 직무를 겸

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原外5分局의 제1파출소 소장은 17개 조직의 주임위원

을 겸임하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街道 조직에 대해서 區政府, 區委 , 區婦聯, 公安分局, 區法院, 

區合作社, 區衛生所 등의 단위가 모두 직접 공작을 할당한다. 보고에 의하면 서

로 조정도 잘 되지 않아서 적극분자의 회의가 많고 공작이 ‘忙亂’해지는 현상을 

조장한다. 예를 들어 최근에 公安分局, 區委 , 區衛生委員 , 區識字委員 , 區

法院, 區勞動就業委員  등이 동시에 街道의 군중조직에 대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평화회의와 國慶節의 선전, 保衛 및 청결위생(대청소), 사법개혁, 노동취업 

선전, 문맹의 등록 및 퇴치 등 6개 항의 중심 공작을 동시에 할당했다. 

69) 이러한 표현은 1952년 8월의 區 개편 직후인 상황에서 개편 이전의 區 이름을 인용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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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區의 많은 부문에서 적극분자를 간부로 간주하여 사용하여, 그들에게 

많은 일상 행정사무를 할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조

사ㆍ통계, 失業ㆍ無業 인원의 상황에 대한 조사, 노동취업 등기의 처리, 失學 아

동과 문맹의 조사통계, 장학금 신청 학생의 가정 경제 상황에 대한 조사, 烈ㆍ

軍屬 및 貧苦 시민의 생활 상황에 대한 조사, 優撫糧ㆍ救濟糧의 통지 및 발송, 
세무국을 위한 稅票 발급, 부동산세의 취합ㆍ납부, 區協商委員 를 위한 區代表

議 개회 통지의 발송, 법원을 위한 소환장 전달 등이 있다. 심지어는 일부 기

업 부문에서까지 직접 街道 조직의 적극분자에게 공작을 할당하는데, 예를 들어 

人民銀行이 有獎저축권의 판촉을 맡긴다든지, 新華書店이 領袖像과 衛生書報의 

판촉을 맡긴다든지, 合作社에서 판매ㆍ결산을 맡긴다든지, 保險公司에서 생명보

험의 선전을 맡기는 식이다.70)

다소 긴 인용이지만, 위에서는 적극분자가 실제 기층에서 맡는 업무의 다양성과 

광범위함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街 단위로 위원회 형식의 각종 조

직이 난립해 있고 이러한 조직을 운 하는 일은 소수의 적극분자들에게 맡겨져 

있던 상황에서, 여러 상급 기관에서 모두 街道의 주민조직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

리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조직의 일을 겸임하고 있는 소수의 적극분자들이 ‘생산

에서 이탈한’ 간부도 아니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위에 인용

한 문건은 주민조직 전반에 대한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적극

분자의 겸직은 이미 이전부터 문제로 제기되어 온 것이었다. 1951년 3월에 第9區

에서 적극분자의 겸직 상황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적극분자 283명 중 2개 이상의 

직무를 겸임하는 사람이 143명으로 50.5%에 달했고 최대 5개의 직무를 겸임하고 

있었다.71) 같은 구에서 1951년 9월에 제9파출소의 상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적

극분자의 수는 184명으로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하는데, 그 중 44명이 2가지 이

상의 업무를 겸하고 있었고 최대 8개의 직무를 맡고 있었다.72)

이상에서 보듯이 中共은 北京에서 保甲制의 ‘철폐’ 이후 수 년 동안 주민조직의 

형식에 크게 손대지 않은 채 각종 임시성 위원회와 적극분자의 활용을 통해 기층 

행정을 해결하고 있었다. 신정권은 이전의 정권보다 더 다양한 역에서 주민의 

70) ｢中共北京 委政策硏究室ㆍ 政府秘書廳關於城區街道組織的情況 改進意見(1952.10.
14.)｣, 選編52 , pp.538-540.

71) ｢北京 人民政府第九區公所ㆍ北京 人民政府公安局外五分局關於解決積極分子兼職問

題的指示(1951.3.8.)｣, 045-002-00036.
72) ｢關於九區街道組織機構問題的調查材料(1951.9.4.)｣, 041-001-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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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더욱 깊이 개입하려는 경향을 보 지만 기층의 국가기구의 범위는 街派合

倂 이후 이전 정권과 거의 차이가 없었던 상황에서, 일반 주민과 국가기구 사이에 

있었던 적극분자층이 그 괴리를 메우고 있었던 셈이다. 바람직한 ‘군중조직’의 형

식에 대한 고민은 街派合倂 직후에 이미 등장하고 있다. 中共 北平 委에서는 街

派合倂 직후에 ‘현재 閭長의 절대다수는 군중의 선출을 거친 적극분자로서 생산에

서 벗어나지 않고 군중과 연계할 수 있’다고 하여 적극분자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

한 후, ‘현재 각 行業의 工  및 기타 군중조직은 아직 健全하지 않으나 파출소 

역시 아직 철저하게 개조되기 전이어서 잠시 취소할 수 없고, 이후에 어떻게 해결

할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하여 ‘군중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나 잠시 미룰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73) 그러나 이후 3-4년 동안 지역을 단위로 하는 주민조직은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하나의 정책이나 사업에 관련해서 街道 공작이 필요할 때마

다 관련된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한정된 적극분자들에

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낳았다. ‘街派合倂’이라는 조직의 ‘후퇴’가 가져

온 공백을 적극분자의 희생으로 메우고 있었던 셈이다. 

1949년 초의 保甲制 ‘철폐’ 이후 수 년 동안 中共이 적극적으로 街道 주민을 대

상으로 한 조직의 확립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일까? 중요한 원인 중 하

나는 지역을 기준으로 편성한 주민조직이 이른바 업종이나 기업을 단위로 하는 

주민조직에 비해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74) 건국 이후 北京에

서의 지역별 기층 주민조직이 기존의 坊里나 保甲과 가졌던 중요한 차이는 주민

들을 관리하고 동원하는 통로로서 일차적인 중요성을 가지지 못했던 것에 있다. 

중공이 생산의 회복을 내세우면서 직업별 조직을 만들고 이를 통해 생산인력을 

관리ㆍ동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까닭에 적어도 건국 초기의 몇 년 동안 지역

별 기층 주민조직을 매개로 관리해야 했던 도시주민들은 조직되지 않은 주민, 혹

은 덜 중요한 존재이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른바 ‘街道 居民’의 위상은 대의 기구의 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구 비례

에 비해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北京 에서 區 단위

의 대의 기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은 1950년이었다. 2월에 2-3개 區에서 대의 

기구인 各界人民代表 議를 試行할 것을 결의하 다.75) 5월 말 전후로 第1區, 第5

73) ｢中共北平 委關於區街政權機構派出所改造問題的總結報告(1949.8.)｣, 北平(下) , p.598.
74) ‘單位’ 기반의 조직에 대해서는 Ⅱ편 2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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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第6區, 第7區 등에서 各界人民代表 議가 개최되었고, 8월 10일에는  전체로 

확대하기로 결정되었다.76) 區各界人民代表 議는 1953년의 普選 이후에 각급 人民

代表大  체제가 확립되기 이전의 임시적 대의 기구 다. 北京 각 區의 各界人民

代表 議에서는 주로 민원을 중심으로 대표들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 다.77) 區各界人民代表大 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보면, 지역별 선거가 아

니라, 대표의 총수를 區政府에서 정한 이후 각 기관에 분배하는 방식이었다. ｢北

京 區各界人民代表 議組織通則｣에 따르면, 대표의 총수는 각 區의 인구의 다과

에 따라 정하되, 2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제3조), 대표 정원의 분배

는 區人民政府(區公所)가 해당 區 내의 인민단체 등의 대표를 소집하여 조직하는 

籌備委員 나 區協商委員 를 통해 협상하여 정한 후 人民政府의 비준을 거치

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區人民政府의 대표는 正·副 區長, 公安分局의 正·副 

국장 및 區人民政府 각 科의 과장 등으로 충원하 고, 해당 區 내의 각 인민단체, 

각 기관, 각 학교, 주둔군의 대표는 각 해당 단체, 기관, 학교, 주둔군 등이 스스로 

선발하여 파견하도록 하 다. 그리고 ‘위에 열거된 조직에 속하지 않는 街道 居民

의 代表는 街道 居民의 代表 議를 통해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제4조).78) 

‘街道 居民’의 대표는 각 기관ㆍ단체의 나머지에 해당되었던 셈이다.79) 

또한 ‘街道 居民’의 대표를 선거하는 과정에서 투표의 단위는 개인이 아닌 戶로 

규정되었는데, 이는 아직 普選의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

다. 즉 ‘현재의 상황에서 아직은 公民 개인을 기초로 普選을 실행할 수 없고 간편

한 방식을 채택해서 대표를 선출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고, 특히 ‘零散 居民의 대

표는 戶口, 즉 가정을 기초로(매호 1인)’로 선거에 참여해야만 ‘60-80% 정도의 호

구에서 선거에 참가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

는 1院의 若干 戶에서 함께 1명을 파견하여 참가’하기도 하 다. 이렇게 개인이 

아닌 戶 단위로 선거에 참가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대해서는 ‘零散 居民의 

75) ｢北京 第二屆第二次各界人民代表 議關於設立區各界人民代表 議的決議(1950.2.27.)
｣, 恢復 , p.22.

76) ｢關於在全 召開區各界人民代表 議的決議(北京 第二屆第三次各界人民代表 議於

1950年8月10日通過)｣, 選編50 , p.412.
77) 彭眞, ｢關於區人民代表 議經驗的初步總結(1950.8.7.)｣, 選編50 , p.301.
78) ｢北京 區各界人民代表 議組織通則(1950.8.10.)｣, 選編50 , p.407.
79) 동일한 선출 방식이 각 區의 區各界人民代表 議의 대표 선출에 대한 규정에서도 

확인된다. (｢北京 第六區各界人民代表 議代表産生辦法｣, 045-00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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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오와 조직 정도는 아직 비교적 낮고, 생활 또한 대부분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

라고 언급하고 있다.80)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기관ㆍ단체를 통해 대

표를 선발하는 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주민의 선거가 戶 단위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곧 낮은 조직 정도를 ‘街道 居民’의 과소 

대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街道 居民’의 과소 대표는 실제 선거 공작의 진행과정이나 대표의 비율을 통해

서도 나타난다. 앞서 1953년에 실시된 普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中共의 선거에서

는 투표 자체보다는 선전이나 후보자 결정을 위한 토론 및 후보자 선정 등 투표 

이전의 준비과정이 더욱 강조된다. 그런데 1952년의 各界人民代表 議의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조직을 보면,  選擧委員  산하에 黨派, 人民團體, 工人, 學校, 

區域, 工商界, 機關部隊, 數民族ㆍ烈軍屬ㆍ宗敎界 등 8개의 選擧分 를 조직하고 

있다.81) 여기에서도 지역별 선거를 위한 분회는 8개의 分  중 ‘區域分 ’ 하나에 

불과하다. 또한 1953년에 普選을 통해 人民代表를 선발했을 때에도 ‘街道 居民’의 

대표는 전체의 20.5%에 불과했다.82)

이상의 대표 선출에 관련된 사실들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업별 조직을 도시주민 

조직의 축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街道 居民’의 위상은 주변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中共이 가지고 있던 관념적인 도식과는 달리 적지 않은 실업 인구 및 기존의 상

인이나 수공업자들이 존재하고 있던 상황에서 직업별 조직 바깥의 조직되지 않은 

주민으로서의 ‘街道 居民’의 비중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며 도시

주민의 한 축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조직해야만 

한다는 필요성이 차츰 제기되고 있었다. 

3. 1952년의 전환과 街道 조직의 표준화

앞에서 서술했듯이 街派合倂 이후 기층 민정 기구의 부재, 그리고 保甲 철폐 이

80) 彭眞, ｢關於區人民代表 議經驗的初步總結(1950.8.7.)｣, 選編50 , p.302,
81) 吳晗, ｢關於北京 第四屆各界人民代表 議代表選擧工作的報告(1952.8.13.)｣, 選編52 , 

p.394.
82) ｢普選運動戶口調查工作報告ㆍ總結｣, 014-002-00073. 幹部 15.9%, 노동자 32.8%, 文敎

界 13.6%, 技術人員 1.4%, *務界 3.9%, 合作社工作  3%, 工商界 9.8%, 宗敎職業  

1.6%, 街道 居民 20.5%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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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적극분자를 중심으로 기층 행정 업무를 수행하던 방식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北京의 시정 당국이 적극적인 개혁의 움직임

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52년 말부터 고, 1953년이 되면 기층 행정 기구와 지역

별 주민조직의 틀이 새롭게 재편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편을 통해 기층 행

정 기구의 범위와 행정 기구와 주민조직이 만나는 경계가 확정되고, 국가기구가 

도시의 주민을 조직하는 방식이 일차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도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시 지역의 일반적인 주민 조직 형태로 남아 있는 街道居民委

員 와 역시 현재까지 도시 지역의 최하층 행정 기구로 남아 있는 街道辦事處가 

이러한 개편을 통해 수립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국가의 지역 단위 도시주민에 

대한 조직 형식의 한 도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街道居民委員 의 수립과 街道辦

事處의 설치 및 그 성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接管 이후 보갑제를 철폐한 후 지역별 주민조직의 형태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이는 과도한 기층 행정 업무를 적극분자에게 전가시

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직의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保甲을 대체한 閭나 居

民 組 등은 과도적 형태 다고 볼 수 있다. 1950년 6월 政府에서는 保甲을 폐

지한 이후 주민조직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었다. 

파출소 아래에는 현재 半정권적 성질을 가진 治安 組가 있고, 과거 街政府 

시대의 閭長, 居民 組長도 아직 잔존하고 있으며, 또한 衛生 組長(派出所에서

도 지도)도 있다. 이들은 成分이 복잡하여 다 좋지만은 않은데, 노점상, 소상인, 
실업자,  甲長, 국민당원, 一貫道徒 등도 있는데......(중략)......공작 중에 강제적

인 명령도 많다......(중략)......파출소 아래의 조직은 잘 연구해야만 한다. 따라서 

區 이하의 이러한 조직은 아직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83) 

여기에서 보듯이 保甲 ‘철폐’ 이후의 閭나 居民 組 등의 주민조직의 인적 구성

이나 운  방식은 中共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것이었고, 새로운 조직 

형태를 연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中共의 선택은 

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보다는 각종 정치운동 및 복리 사업 등을 통해 ‘발

굴’한 적극분자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가져온 문제점은 이

미 살펴보았다. 

83) ｢北京 人民政府硏究室關於 區政權組織機構的情況(1950.6.24.)｣, 選編50 , p.274.



- 130 -

1952년에 이루어진 새로운 주민조직의 형식에 대한 논의 끝에 표준적인 지역별 

주민조직으로서 街道居民委員 의 수립이 제안되었다. 中共 北京 委 政策硏究室

과 政府의 秘書廳이 ‘일부 區와 派出所의 동지들과 반복 연구하고 上海ㆍ天津의 

경험을 참고’한 끝에 내놓은 城區의 街道 주민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은 크게 주민

조직의 통일, 과도한 적극분자 업무의 경감, 그리고 국가기구와의 관계 설정 등을 

다루고 있었다. 

먼저 주민조직의 통일에 관해서는 ‘파출소의 관할 경계에 맞추어서 街道居民代

表 議 및 그 선거로 만들어진 상설 위원회, 즉 街道居民委員 를 건립하여 街道 

상의 각종 공작을 통일적으로 領 ㆍ推動’하도록 하고, ‘居民을 動員해서 진행해야 

하는 모든 공작은 모두 街道居民委員 를 통해 街代表 를 소집해서 토론ㆍ집행’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街道를 단위로 각종 임시성 주민조직이 난립해 있

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街道居民代表 議 및 街道居民委員 의 건립 이후 원래 

있던 각종 街道 조직은 마땅히 공작의 필요에 따라서 街道居民委員  소속의 각

종 전문 위원회로 分別ㆍ改組하거나 취소’하도록 했다. 

적극분자들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는 街道居民委員 의 업무 

범위를 ‘군중 복리사업의 추진, 군중 분쟁의 중재, 정부에 협조하여 정책ㆍ법령을 

선전ㆍ관철시키는 것, 군중을 發動하여 당과 정부의 호소에 호응하게 하는 것, 군

중의 의견과 요구를 反映하는 것’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타 기업이나 사업 

부문의 업무와 군중단체의 공작은 모두 유관 단위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했다. 업

무의 범위를 국가기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제한했던 것이다. 또한 소

수의 적극분자가 겸직을 많이 하여 ‘忙亂’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기타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하는 겸직 금지의 

규정을 두고, ‘區政府ㆍ파출소 및 민정간사는 모두 적극적으로 적극분자를 발견ㆍ

배양ㆍ교육해서 과거의 단순사용을 고치고 소수 적극분자가 지나치게 바쁘게 되

는 현상을 완화’하도록 권장했다. 

그리고 국가 국가기구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街道居民代表 議와 街道居民

委員 는 무조직의 노동 인민을 주체로 하는 군중성의 자치복리 조직’이라고 성격

을 규정한 후, ‘그 대표와 위원은 모두 선거로 선출’하며 ‘공작은 動員과 說服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강제 집행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기구가 아닌 ‘자치조직’으

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자치조직으로 규정하면서도 區政府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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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구의 지도를 받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즉 街道居民委員 는 ‘區政府

의 직접 지도를 받고 그 아래 소속된 선전대는 동시에 區委 선전부의 지도를 받

고 治安保衛委員 는 동시에 파출소와 公安分局의 지도를 받으며 기타 각종 전문

위원회는 區級의 같은 성질의 조직의 업무 지도를 받는다’고 하여 街道居民委員  

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업무 지도 기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혼란을 

막기 위해서 ‘공작을 할당할 때에는 반드시 구정부가 책임을 맡’고, ‘기타 기관ㆍ

단체는 區政府 소속의 각 科ㆍ室도 포함하여 직접 街道居民委員 에 공작을 할당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상과 같은 개편 의견을 보면 모두 기존에 街道의 주민조직

에 관해 지적되어 오던 문제들에 대한 대응임을 알 수 있다.84) 

위의 제안이 있은 이후 北京 에서는 街道居民委員 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

을 결정하기 위해서 西單, 東單, 東四 및 宣武 등 4개 區에서 10월 하순부터 각각 

‘街道 居民 조직에 관한 典型試驗’ 공작을 진행하 다.85) 이 4개 區에서는 각각 1

개의 파출소 관할지역을 선정하여 시험 공작을 진행했는데, 10월 27일에 준비를 

시작하여 11월 27일까지 모두 居民代表를 선출하고 居民代表 議를 거쳐 街道居

民委員  委員을 선출하여 정식으로 街道居民委員 를 성립시켰다.86) 1952년 말에 

시작된 이 시험 공작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자 했던 쟁점들은 街道居民委員 의 

규모, 지도 기구, 주민조직의 통일 방안 등이었다.

여러 쟁점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居民委員 를 ‘ 型’으로 할 것인지 

‘大型’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 다. 西單區와 東四區에서는 街를 단위로 1개의 파출

소 관할 구역 내에 각각 여러 개의 거민위원회를 건립하는 소형 방식을 실험하

고, 東單區와 宣武區에서는 파출소의 관할 구역을 단위로 하나의 거민위원회를 건

립하는 대형 방식을 실험하 다.87) 西單區에서는 學院胡同派出所를 선정하여 10개

의 街道居民委員 를 건립하 고, 東四區에서는 羊管胡同派出所에서 7개의 街道居

民委員 를 건립하 다. 두 區의 실험지역에서는 거민위원회마다 5-9명의 委員을 

두고 200-400戶의 주민을 포괄하며, 10戶 정도에서 1명의 居民代表를 선출하 다. 

84) ｢中共北京 委政策硏究室ㆍ 政府秘書廳關於城區街道組織的情況 改進意見

(1952.10.14.)｣, 選編52 , pp.540-541.
85) ｢關於街道居民組織典型試驗工作的情況和問題(1952.11.18.)｣, 001-009-00250.
86) ｢秘書廳區政科ㆍ 委硏究室關於城內幾個區街道居民委員 試點情況的報告ㆍ材料｣, 

002-005-00063.
87)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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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表와 委員의 선출은 모두 선거로 이루어졌다. 대형 거민위원회를 실험했던 東單

區와 宣武區에서는 각각 東觀音寺胡同派出所와 保安寺派出所에서 1개씩의 거민위

원회를 건립하 는데, 10-15戶의 주민이 1명의 居民代表를 선출하 다. 東單區 東

觀音寺胡同派出所의 居民대표는 총 160명, 宣武區 保安寺派出所의 居民代表는 모

두 221명이었다. 그리고 두 실험지역에서는 街道居民委員  아래 治安保衛ㆍ宣敎

ㆍ衛生ㆍ福利(優撫ㆍ社 救濟ㆍ房屋修繕) 등 4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 다. 소형 

거민위원회 실험지역이었던 西單區와 東四區에서는 주요 이점으로서 활동범위 축

소, 군중과의 연계 편리, 상황 파악의 ‘深入’, 부담의 경감으로 과거에 적극적이지 

않던 사람들도 공작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형 거민위원회 실

험지역인 宣武區에서는 집중적인 지도를 통해 街道의 모든 공작을 ‘統籌計劃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88) 대형 거민위원회 실험지역 중에서도 東

單區 東觀音寺胡同은 각각 120명의 주민이 있는 14개의 ‘分擔區’를 만들어 居民委

員 1명을 배치하고 ‘分擔區委員連席 議’를 만들어 실질적으로는 소형 거민위원회 

조직과 유사한 형태의 실험을 진행하 다.89) 

거민위원회를 어떤 기관이 지도할 것인가도 실험 공작의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실험 공작에 참여했던 각 區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 다. 東四

區는 區政府의 지도를, 東單區는 區協商委員 의 지도를 주장했다. 西單區에서는 

區政府에 街道科를 설치하여 민정간사를 통해 街道居民委員 의 공작을 지도해야 

한다고 제의하 다. 宣武區에서는 파출소의 감독과 지도를 받을 것을 주장하 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모든 區에서는 ‘街道居民委員 의 업무가 매우 

繁重하기 때문에 담당 기구나 인원을 설치하여 일상적으로 지도를 책임져야 한다’

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90) 각 區에서 제출한 의견 외에 公安局 3

處에서 거민위원회가 파출소의 지도를 받거나 파출소장이 街道居民委員  주임위

원을 겸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91)

적극분자의 겸임과 그로 인한 과도한 업무 부담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가도 

조직의 난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을 정리하는 문제도 실험 공작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다. 東四區 羊管胡同派出所 관할 구역에는 원래 16종류의 街道 조직이 있었

88) ｢關於街道居民組織典型試驗工作的情況和問題(1952.11.18.)｣, 001-009-00250
89) ｢各區 於街道居民委員 的一些意見(1952.12.1.)｣, 001-009-00250
90) 위와 같음.
91) ｢關於街道居民組織典型試驗工作的情況和問題(1952.11.18.)｣, 001-009-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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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을 정리하여 居民委員  외에 婦女委員 , 中 友好協 支 , 民主管理水站, 

合作社業務委員 , 軍屬 組 등 5개 조직만 남게 되었다. 대형 거민위원회를 실험

했던 東單區 東觀音寺派出所 관할 구역 내에서는 원래 街道 조직 17개가 있었는

데, 거민위원회 아래 衛生ㆍ宣敎ㆍ治安保衛ㆍ優撫社救建設 등 4개의 전문위원회를 

건립하 고, 그 외의 조직으로는 中 友好協 支 , 婦女委員 , 合作社社員代表  

및 軍屬 組 등 4개 조직만 남게 되었다.92) 대체로 거민위원회의 조직 바깥에 독

립적으로 유지된 가도 조직으로는 中 友好協 支 , 婦女委員 와 軍ㆍ烈屬 조직 

및 합작사 관련 조직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中 友好協 支 에 대해서는 각 區

에서 모두 이름은 유지하되, 실제 업무는 다른 宣敎 공작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리고 軍烈屬 관련 조직은 軍烈屬 스스로의 조직으로서 區政府의 직

접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 다. 또한 婦女委員 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남겨

두되, 街道居民委員 의 지역 범위에 맞추어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협력에 편리하

도록 하 다.93) 

北京에서 街道 주민조직의 새로운 형식을 시험하고 있던 시기는 아직 중화인민

공화국 전체 도시의 표준적인 지역별 주민조직 모델이 확립되지 않은 때 다. 다

른 주요 대도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北京에서의 지역별 주민조직 개편 노력은 하

나의 실험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실험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彭眞은 毛澤東 

및 中共中央에 대한 보고에서 ‘현재 각 도시의 街道 조직은 매우 불일치’하다면서, 

‘도시의 居民 群衆組織 방면에서 일부 도시에서는 대형 居民委員 를 성립시켰고 

일부 도시에서는 소형 居民委員 를 성립시켰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居民 組만 

있고 일부 도시에서는 居民 組 위에 다시 中心 組를 설치’하는 등 도시마다 주

민조직의 형식이 다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종 고정적이거나 임시

적인 공작위원회가 매우 많고 지도가 통일되지 않으며 공작도 매우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街道 조직 및 그 공작은 반드시 정돈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94) 도시의 기층 주민조직의 형식과 규모를 통일해야 할 필요성을 제

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彭眞의 이와 같은 주장에 근거한다면 北京에서의 거민위원

회 형식에 대한 실험은 단지 北京에서의 실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화인민공

92) ｢秘書廳區政科ㆍ 委硏究室關於城內幾個區街道居民委員 試點情況的報告ㆍ材料｣, 
002-005-00063.

93) ｢各區 於街道居民委員 的一些意見(1952.12.1.)｣, 001-009-00250.
94) 彭眞, ｢城 應建立街道辦事處和居民委員 (1953.6.8.)｣, 選編53 , pp.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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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국 도시 지역 전체의 주민조직 형식에 대한 실험이기도 했던 것이다. 

가도 조직의 표준화와 바람직한 형식을 둘러싼 이와 같은 실험은 北京에만 한

정된 것이 아니었다. 北京을 포함한 5대 도시에서 관련된 조사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95) 그리고 실험 과정과 실험 성과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당시 中央政法委

員  書記를 겸직하고 있던 彭眞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1952년 말에 시작된 北京 의 街道 주민조직에 대한 실험은 1953년 상반기 중

에 마무리되었고, 中共 北京 委는 시험 공작의 결과에 근거하여 6월 30일에 새로

운 주민조직의 형식에 대해 中共中央 및 華北局에 보고를 제출하 다. 이 보고는 

4개 구의 실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보고에서는 대형 및 소형 거민위원회의 

공통적 장점으로서 관할하는 戶數가 적고 이웃의 상황을 숙지하고 있는 까닭에 

일의 종류가 많더라도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점과 조직이 작아져서 群衆 ㆍ代表

ㆍ委員  모두에서 동시에 여러 건의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적극분자와 군

중 모두의 부담이 경감된 점 등을 들고 있다. 또한 居民代表와 居民委員의 선출 

과정에서 새로운 적극분자를 발굴한 것도 성과로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 

거민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소형 거민위원회의 장점으로서 활동 범위가 좁아서 상

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회의를 열거나 일을 처리하는 데 편리하다는 점, 그리고 

대표인의 수가 적어서 일처리를 의논하기에 좋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공

통의 장점 및 소형 거민위원회의 장점을 근거로 中共 北京 委는 ‘全  街道에서 

기존의 각종 주민조직을 조정하여 통일된 소형 居民委員 를 건립하는 것이 적합’

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96) 

居民委員 의 형식과 관련된 결정은 이미 1953년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北京 城

區 전체에 街道居民委員 가 조직되는 것은 1954년 이후의 일이었다. 이미 시험 

공작을 거친 후 지만, 실제의 건립 과정에서도 區 내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시험

을 거친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택하 다. 前門區의 경우 政府에서 

각 區에 내린 거민위원회 ‘重點建立’의 지시에 따라 1954년 7월에 大橋胡同派出所

에서 거민위원회를 시험 건립하기로 결정하 다. 파출소 관할 구역 내에서도 다시 

細米巷 한 곳을 선택하여 하나의 거민위원회를 건립하여 경험을 얻은 후 다시 파

95) 당시 上海, 天津, 瀋陽, 武漢에서도 조사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劉榮剛ㆍ汪文

慶 編, ｢關於20世紀50年代城 居民委員 的一組文獻｣, 中共黨史資料 , 2008-3 참조.
96) ｢中共北京 委關於街道居民組織典型試驗向中央ㆍ華北局的報告(1953.6.30.)｣, 選編53 , 

pp.224-230.



- 135 -

출소 관할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이었다.97) 이 시기부터 각 區에서 시작된 거

민위원회의 시험적 건립은 계속 이어져서 1954년 12월까지 1차로 총 56개 파출소 

관할지역에 384개의 거민위원회가 건립되었고, 이를 區 내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

하는 2차 건립 공작도 계속 진행 중이었다.98) 

이상에서 살펴본 과정을 통해 수립된 北京 의 街道居民委員 는 원칙적으로 

국가기구가 아닌 도시주민들의 자치적 조직으로 규정되었다. 彭眞은 街道居民委員

 설립과 관련된 보고에서 ‘群衆自治組織이고 政權組織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

다.99) 그리고 위에 인용한 街道居民委員  형식에 관한 의견서에서도 ‘居民委員

는 群衆性의 自治組織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험 과정에서 지

도 기관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는 국가

기구의 지도를 받는 한에서의 자치조직이었다. 자치조직임을 강조하면서도 그 임

무에 대해서 ‘(1) 정부정책과 법령을 선전하고, 군중을 發動하여 정부의 호소에 응

하게 하는 것, (2) 정부에 대해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보고하는 것, (3) 주민의 의

견에 근거하여 街道 범위 내의 공익사업을 처리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여 정부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에 대한 보고의 책임도 지우고 있다. (1)

과 (2)의 임무를 보면 居民委員 에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행정 기구의 하부조직

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활동 경비에 대해서 ‘비록 群衆性의 自治

組織이지만 일상적인 업무 비용은 정부가 해결하여 함부로 攤派하는 상황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것도 居民委員 의 행정 하부 기구적인 성격

을 드러내는 점이다.100) 彭眞도 居民委員 가 ‘조직상으로 기층 정권의 “다리”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도시 기층 정권이나 그 파출기관의 통일적인 지도 아래에서 

공작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101) 이러한 점으로 볼 때, 北京 에서 상정

한 街道居民委員 의 위상은 ‘생산에서 이탈한 간부’를 파견하지 않는 점만 제외

한다면 대표회의와 상설위원회라는 구도, 즉 중앙정부-시정부-구정부로 이어지는 

97) ｢關於在大橋胡同派出所建立居民委員 的計劃(1954.7.8.)｣, 038-002-00112.
98) ｢北京 婦聯黨組關於街道婦代 居民委員 工作問題的報告意見向 委的請示及 委

領 的批復(54.12.21.)｣, 001-006-01008.
99) 彭眞, ｢城 應建立街道辦事處和居民委員 (1953.6.8.)｣, 選編53 , p.194.
100) ｢中共北京 委關於街道居民組織典型試驗向中央ㆍ華北局的報告(1953.6.30.)｣, 選編

53 , p.226.
101) 彭眞, ｢城 應建立街道辦事處和居民委員 (1953.6.8.)｣, 選編53 ,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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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형식을 지역별 기층 조직에까지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하다. 

街道居民委員 의 성격은 명목상 자치적인 주민조직을 행정의 하부 기구로 활

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점령기의 坊里 조직이나 국민당 정권의 保甲 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표준적인 주민조직을 만들어 이를 국가기구의 

연장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은 中共과 이전의 정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지향

이었다. 다만 中共이 창출한 주민조직은 주민조직의 대표만을 半官적인 존재로 활

용하는 것은 넘어서 더 넓은 범위의 ‘적극분자’들을 파악ㆍ관리함으로써 당조직과 

행정조직이 주민사회에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점령기나 전후 국민정부 시기와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거민위원회 건립 과정에서 건국 이후 몇 년 동안 축적되어온 기존의 적극분자

들이 거민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건립 과정이 새로

운 적극분자를 발굴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1954년의 1차 건립 과정에 대한 前門區

의 보고에는 건립 공작의 과정이 서술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적극분자의 

심사가 강조되고 있다. 前門區에서는 거민위원회 건립을 위해 區長의 지도 아래, 

區政府ㆍ法院ㆍ公安分局ㆍ稅務分局 등의 간부 14명으로 공작조를 구성하 다. 또

한 ‘파출소가 주가 되어 적극분자의 정치상황과 공작 상황을 조사’하여 ‘歷史가 

분명하고 공작에 적극적이고 作風이 올바른 적극분자는 마땅히 의지’하고, ‘정치가 

不淸하고 역사가 복잡하며 作風이 열악한 적극분자는 청산’하도록 하 다.102) 거민

위원회 체제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적극분자에 대한 파악과 관리에 기반하여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中共의 의도 던 것이다. 

거민위원회의 시험 및 건립 공작에 대한 보고에는 기존의 적극분자층과 거민위

원회 구성원의 연속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수치나 통계가 등장하고 있다. 1952년

의 시험 공작에서 西單區 學院胡同에서는 기존의 적극분자 26명이 있었는데, 새롭

게 선출된 32명의 대표 중에서 16명만이 당선되었다. 이 수치는 ‘  적극분자의 

일부가 作風이 좋지 않고 공작에 소극적이어서 낙선’한 것을 언급하면서 등장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율의 대표가 기존에 中共의 관리 하에 있

던 적극분자 음을 확인할 수 있다.103) 그리고 中共 측에서는 거민위원회 설립 과

정에서 새롭게 委員이나 代表로 선출된 사람들을 ‘新 積極分子’라고 부르면서 거

102) ｢關於在大橋胡同派出所建立居民委員 的計劃(1954.7.8.)｣, 038-002-00112.
103) ｢關於街道居民組織典型試驗工作的情況和問題(1952.11.18.)｣, 001-009-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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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원회 건립을 적극분자층의 확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1952년 말 4개 區에서 

이루어진 시험 공작을 통틀어서 委員 중 ‘新 積極分子’는 9명, 기존의 적극분자는 

148명으로 기존 적극분자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민위원회 건립 

전후에 적극분자층에 분명한 연속성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居民

代表들 중에는 기존 적극분자 577명의 절반에 가까운 256명의 新 적극분자가 포

함되어 있기도 했다.104)

1954년의 1차 건립 공작에 대한 前門區의 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적극분자와 관

련된 좀더 상세한 통계가 보인다.

<표Ⅱ-2-5> 前門區의 街道居民委員  간부 통계105)

分工

항목
총계 正副主任 委員 組長 幹事

합계 940 111 474 323 32

性別
男 190 26 105 47 12
女 750 85 369 286 20

政治面目

共産黨員 30 10 15 4 1
靑年團員 57 8 37 12
群衆 853 93 422 307 31

成份

工人 90 14 57 18 1
手工業主 23 3 14 6

獨立勞動 15 2 6 7
資本家 18 2 7 7 2

商販 19 1 11 7
房産主 26 2 11 11 2
成份不淸 4 4
無業 12 2 4 6
自由職業 27 4 12 10 1
職工家屬 434 41 214 165 14
幹部家屬 162 31 84 42 5
資本家家屬 42 1 19 18 4
手工業主家屬 8 3 5
獨立勞動 家屬 3 1 1 1
城 貧民 27 4 11 11 1
軍屬 17 3 9 4 1
幹部 1 1

商販家屬 12 6 5 1
新生力量 209 10 119 73 7

104) ｢東單ㆍ宣武ㆍ西單ㆍ東四等四個區試建街道居民委員 情況統計表(1953.1.1.)｣, 002-00
5-00063.

105) ｢第一批居民委員 幹部成份分工統計表｣, 039-0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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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新生力量’은 전체 940명 중 209명으로 소수 고, 街道

居民委員 의 조직원 대부분은 기존의 적극분자들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적극분자

들은 正ㆍ副 주임 급은 110명 중 10명에 불과했지만, 委員이나 組長 급에는 1/4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표와 관련된 보고 내용에 따르면 위의 통계에 

포함된 30개 거민위원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87명의  적극분자들이 ‘淸洗’되었

다. 그 중에서 ‘歷史’가 분명치 않거나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41명, ‘作風이 劣惡’

한 사람이 31명, ‘反革命家屬’이 6명, 기타 문제가 있는 사람이 9명 등이었다.106) 

이와 같은 보고 내용은 거민위원회 건립이 中共에 있어서는 새로운 적극분자를 

발굴할 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기존의 적극분자를 거민위원회 조직에서 배제하여 

적극분자를 교체하는 계기 음을 알려준다. 

적극분자의 활용 및 거민위원회를 통한 이들의 포섭이 中共의 도시 주민조직이 

가지는 차별성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어떻게 보면 이전의 정권들과 같은 지향을 

좀더 철저하게 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다르게 도시주민의 조직 방식에

서 中共이 이전 정권들과 크게 달랐던 것은 바로 주민조직을 통한 조직의 대상이 

전체 주민이 아닌 ‘單位’를 통해 조직된 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주민만을 대상

으로 했다는 점이다. 1953년의 街道居民委員 의 성립은 도시의 지역 단위 주민조

직 확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조직 대상이 ‘單位’에 소속된 도시

주민을 제외한 부분이었다는 점은 이 시점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다. 街道居民委員

의 임무가 ‘주로 공장ㆍ상점과 기관ㆍ학교 이외의 街道 居民을 조직’하는 것이

라는 彭眞의 언급이라든지107), 거민위원회 시험 공작에서 ‘街道 내에 散住’하는 

‘職工家屬’이 간부의 56%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러한 ‘잉여성’은 

분명하게 드러난다.108) 

그리고 직업별 조직의 외부에 존재하는 주민을 조직하는 기구라는 점은 거민위

원회를 여성이 주도하는 조직이 되게 하 다. 위에 인용한 1954년의 1차 건립 공

작에 대한 통계에서 여성의 비율이 79.8%에 달하고 ‘職工家屬’과 ‘幹部家屬’을 합

하면 절반이 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민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직원의 상당

106) 前門區建立居民委員 工作情況報告(1954.12.1.)｣, 038-002-00112.
107) 위의 글, p.194.
108) ｢中共北京 委關於街道居民組織典型試驗向中央ㆍ華北局的報告(1953.6.30.)｣, 選編

53 , p.227. 街道 내에 散住’한다는 것은 ‘集中居住’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集中居

住’하는 노동자의 가족의 조직은 工  계통을 통해 이루어졌다. (Ⅲ편 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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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가정주부 다.109) 이 때문에 거민위원회 건립 이후 기존의 여성 기구인 婦女

代表 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었다. 두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시험 공작이 마무

리되는 시점인 1953년 4월에 두 조직의 ‘성질과 대상이 비록 대체적으로 같지만’, 

‘거민위원회는 전체 居民의 조직이고 婦代 는 婦女群衆의 조직이기 때문에’, ‘양

자의 직책을 분명히 나누는 동시에 반드시 접하게 연결하고 명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층 婦代 의 간부는 전문위원회에는 참가

할 수 있지만 居民代表나 居民委員은 겸직할 수 없다는 원칙 역시 제시하고 있

다.110) 그러나 1차 건립 공작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北京 婦女聯合 의 黨組에서 

제출한 보고에서는 ‘일부 간부와 적극분자는 거민위원회를 건립하면 婦代 가 필

요없어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거민위원회와 婦代 가 적극분자를 두고 쟁

탈을 벌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11) 이렇게 기층의 婦女 조직과의 관계 

설정이 문제로 제기될 정도로 여성 위주의 조직이었다는 점 역시 街道居民委員

가 도시주민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1953년 街道居民委員 의 설립은 中共의 도시주민 조직 방

식이 직업 단체를 통한 통일적 조직이라는 틀에서 직업별 조직과 지역별 주민조

직이라는 양대 축의 병존으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

다.112)

1953년에 北京에서는 街道居民委員 를 통한 주민조직의 표준화와 함께 街派合

倂 이후 기층 민정 기구의 부재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街道辦事處가 설

109) ｢第一批居民委員 幹部成份分工統計表｣, 039-001-00310; ｢前門區建立居民委員 工

作情況報告(1954.12.1.)｣, 038-002-00112.
110) ｢關於整 基層婦女代表 議及婦代 居民委員 關係問題的意見(1953.4.20.)｣, 

084-002-00043.
111) ｢北京 婦聯黨組關於街道婦代 居民委員 工作問題的報告意見向 委的請示及

委領 的批復(54.12.21.)｣, 001-006-01008.
112) 1953년의 普選 준비과정에도 ‘工人’과 ‘ 民’이라는 이분법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崇文區의 普選 준비에 관한 계획을 보면, 普選을 위한 선전에 동원할 적극
분자를 두 계통, 즉 工人과 民으로 나누어 각각 1,500명을 참가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 工人 계통에서는 區工  계통에서 1,300명,  소속 대공장에
서 200명을 선발하도록 했고, 民 계통은 治安保衛委員, 婦女委員, 衛生委員, 宣傳

隊 隊長, 抗美援朝  主任 등을 대상으로 각 파출소에서 심사하여 추천하도록 했다. 
(｢關於訓練工人和 民積極分子的計劃(1953.11.25.)｣, 東城南 0009-00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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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었다. 이 무렵 도시의 기층 행정 기구의 형식은 주민조직과 마찬가지로 전국

적으로 통일된 상태가 아니었다. 北京처럼 公安派出所와 민정간사를 설치한 경우

는 소수 으며, 區人民政府의 아래에 街人民政府와 街人民代表 議를 둔 도시도 

있었고 街公所나 街道辦事處를 설립한 도시도 있었다. 彭眞은 ‘국가 공업화와 사

회주의를 향한 過渡에 따라 노동자 계급 이외의 街道 居民은 갈수록 감소하고 街

政權은 더욱 불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區 아래에 정권 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공업은 아직 발달하지 못했고 동시에 아직 사

회주의로 건너가는 新民主主義 사회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대공업이 비교적 발달

한 도시에서도 아직 공장ㆍ기업ㆍ학교ㆍ기관에 속하지 않은 무조직의 街道 居民

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인구는 ‘어떤 도시에서는 심지어 60% 이상에 달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街道 居民을 점차 조직하고 아울러 점차 취

업ㆍ轉業시키기 위해, 또한 현재의 區政府와 公安派出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도시에서 居民委員 를 건립하는 것 외에 나 區 인민정부의 파출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街道辦事處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113) 결국 

1953년에 北京의 中共 지도부에서는 공업화에 따라서 ‘單位’ 바깥의 도시 인구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임시적인 행정 기구로서 街道辦事處를 설립하려

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街道辦事處의 수립은 공안파출소로 대체되는 

듯 하던 街 단위 행정 기구의 부활이 되었으며, 街道辦事處는 지금까지도 公安派

出所 및 居民委員 와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지역의 기층 통치의 한 축을 담

당하고 있다. 街道辦事處의 법제화는 공안파출소와 마찬가지로 1954년 말에 이루

어졌다.114) 

113) 彭眞, ｢城 應建立街道辦事處和居民委員 (1953.6.8.)｣, 選編53 , p.193.
114) Tiejun Cheng; Mark Selden, 1994, p.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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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結

일본 점령기에 국가기구와의 연결 속에서 표준화된 주민조직이 만들어졌고, 이

는 전후 국민당 정권 시기를 거쳐 중공의 接管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일본 점령당

국은 郊區에서는 점령 직후부터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保甲 조직을 활용

하 다. 그러나 城區에서 郊區에서와는 달리 점령 초기에 점령당국이 주민조직을 

만들거나 활용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주민조직의 활용에서 나타난 城區와 

郊區의 차이에는 치안 확보 정도의 차이라는 원인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지만, 주

민 자치조직의 계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城區에는 郊區의 保甲과 같은 기층 

주민조직이 없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9년이 되면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城區에서도 ‘街巷公益

’라는 명칭의 주민조직을 편성하기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街巷公益  설치 제안

의 배경에는 일본 주둔군의 의지가 자리잡고 있었다. 즉 일본군 사령관이 일본의 

町內 에 해당하는 조직을 北京 城區에 조직할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일본군 측

은 公益 에 대해 경찰과 긴 한 연계를 맺고 치안 유지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

街巷公益 가 조직된 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공익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주

민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1940년 하반기의 개편 과정에서는 좀더 체계적인 

‘자치조직’의 계통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즉 分局-分駐所-派出所로 이

어지는 경찰조직의 계통과 병렬하여 區-分區-坊으로 이어지는 자치조직의 계통을 

만들고, 자치조직의 감독 기관으로서 ‘區務監理處’를 설립했던 것이다. 이러한 조

치를 통해 北京 城區에서 처음으로 경찰 계통과 대칭적인 주민조직의 계통이 만

들어지게 되었다. 

새로운 자치조직의 계통 중에서 坊은 기존의 街巷公益 를 대체하는 것이었다. 

1940년의 개편으로 公益 가 坊으로 재편되면서 구획이나 지도기관이 바뀌었지만, 

두 조직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연속성도 존재하고 있었다. 1940년의 개편 이후 城

區 주민조직의 범위는 좀더 기층까지 확대되었다. 坊보다 하급 조직인 里가 편성

되었기 때문이다. 里의 조직으로 국가기구와 연결된 주민조직의 범위가 크게 확대

되었지만, 里는 坊에 비하면 국가기구와의 긴 한 연계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차

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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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의 개편으로 만들어진 주민조직의 체계는 형식적으로 公署 직속 기구

인 區務監理處의 지도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街巷公益  시기에 警察分局의 지

도를 받았던 것과 비교한다면, 경찰 계통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식상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기층 주민조직은 경찰 

계통과 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공익회 시기에도 주민조직은 경찰의 하부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고, 주민조직과 경찰의 접한 관계는 區務監理處 이하 

자치조직의 계통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점령 후기에 시작된 식량배급

은 경찰과 주민조직의 긴 한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坊里 조직 자체는 戰後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을 볼 수 있지만, 1942년 무렵에 점

령기 北京의 기층 주민조직과 관련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坊里 

조직에 향력을 행사하는 기구로서 경찰과 區務監理處라는 두 계통 외에 새로운 

요소가 등장한 것이었다. 즉 新民 가 체제를 개편하면서 지역별 기층 주민조직의 

운 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1942년 이전의 신민회 기층 조직의 핵심은 직업분회라

는 형태의 직업별 조직이었다. 그러나 1942년 이후 신민회는 주민조직과의 일체화

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양상의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 다. 직업별 조직에서 지역

별 조직으로 조직활동의 중심을 이동하면서, 지역 단위의 주민조직 활동에 깊이 

개입하려 시도했던 것이다. 

국민당은 ‘復員’ 이후 北京에서 分區를 폐지하고 保甲制를 城區에 도입하는 등 

자치조직의 개편을 실행했지만, 큰 틀에서 주민조직의 구조는 대체로 유지되었다. 

北平 政府에서는 1946년 分區制를 취소했으며, 坊을 保로 里를 甲으로 개편하

다. 

이 시기 保甲長의 선발이나 書記의 임명을 보면 保甲 조직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특히 甲長의 경우에는 점령기의 里長과 비슷하게, 

기층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했던 듯 하다. 이러한 방식은 이후 中共이 北京을 

接管한 이후에 기층 주민조직을 관리하는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民國 시기 北京에서 국가기구와 주민의 일상이 만나는 접면은 최하층의 행정 

기구와 지역별 주민조직 사이에 존재했는데, 이러한 구도는 中共의 接管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기층의 행정 기구는 接管 시기에 街政府의 건립과 취소를 거친 

이후 몇 년 동안 현상을 유지하 고, 주민조직은 保甲 조직이 철폐된 이후 통일된 

형식이 확립되지 않은 채 다양한 조직이 병존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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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1949년의 接管 시기에 만들어진 기층 행정 기구와 주민조

직의 운  방식은 민정 사무 처리의 취약성이라든지 소수 적극분자들에 대한 과

도한 부담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기 시작하 고, 1952년 말부터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새로운 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장기간 지속되는 국가기

구와 주민조직의 연계방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中共은 接管 이후 北京에서 이전의 정권들보다 더욱 기층 행정 기구를 강화하

려고 시도했다. 區 아래의 街 단위에까지 街政府를 설치하고 간부를 파견했던 接

管 초기의 정책은 국가기구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 으며, 또한 농촌에서의 정

권 기구 설립 방식의 연장이기도 했다. 그러나 街政府는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

아 취소되었다. 또한 ‘街派合倂’으로 취소되기 전까지 실제로 유지된 기간도 대단

히 짧았다. 

1949년 6월의 결정으로 街 단위의 기층 행정 기구는 公安派出所로 통합되었다. 

民政 계통의 기구를 광역화하면서 街 단위의 民政 기구가 公安 기구로 흡수된 셈

인데, 이를 당시에는 街政府와 派出所의 통합이라는 의미에서 ‘街派合倂’이라고 불

렀다. ‘街派合倂’을 통해 民政 기구는 상대적으로 광역화되고, 기층 지역에서 국가

기구와 주민들이 직접 접촉하는 통로는 公安派出所로 단일화되었다. 국가기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北京 政의 흐름에서는 새로운 시도 다고 할 수 있는 接管 

초기의 街政府 수립이 취소된 것은 결국 새로운 시정 구조의 실험이 후퇴한 것이

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찰 계통과 주민조직을 통한 기층 통치라

는 방식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街派合倂’은 구조적으로 接管 이전의 

민국 시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회귀한 것이었다.

街派合倂 이후 기층의 국가기구로는 公安派出所만 남아 있던 상황은 區公所의 

업무에 적지 않은 문제를 가져 왔다. 公安派出所가 기본적으로  公安局과 區 단

위 公安分局으로 이어지는 명령 계통에 속해 있었던 기구 던 까닭에 區公所와는 

직접적인 연계가 부족했고, 이것이 區公所의 기층 업무에 곤란함을 야기했던 것이

다. 민정간사를 배치한 이후에도 민정 계통과 공안 계통의 업무 협조는 그다지 원

활하지 못했다. 그러나 ‘街派合倂’ 이후 北京의 기층 통치와 관련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劉 奇의 발의에서 시작된 도시 정책의 전환은 

대체로 1952년 하반기까지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接管 초기에 유지되었던 보갑 조직은 街政府 설립을 전후로 ‘철폐’되었지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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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대체할 주민조직이 곧바로 등장하지는 못했다. 1939년의 가항공익회 성립 이

래 방리-보갑으로 이어지면서 北京의 성구에서 작동하고 있던 표준화된 기층 주민

조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接管 초기에 中共이 구상했던 閭 및 居民

組라는 형태의 기층 주민조직의 건설은 실현되지 못했으며, 保甲의 철폐 이후 

그것을 대체하는 조직은 바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보갑제가 ‘철폐’된 이후 그것을 대체할 주민조직이 확실히 자리잡지 못

한 상황에서 ‘생산에서 이탈한 간부’로 이루어진 국가기구와 공장, 학교, 기관 등 

각종 ‘單位’에 포함되지 않고 일상을 위하는 北京의 주민들 사이를 매개하는 존

재로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積極分子’들이었다. 적극분자들은 ‘생산에서 이

탈’하지 않으면서도 시정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기층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들

이었다. 기존에도 坊이나 里, 혹은 保甲에 관여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

분자’라는 존재가 새로운 호칭일 뿐, 국가 권력의 도시주민 관리에 있어서 적극분

자라는 존재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中共의 기층 통

치에서 나타나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은 바로 이 적극분자에 대한 국가기

관의 주도적인 관리와 개입, 그리고 적극분자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려는 시도 다. 

中共이 적극분자들을 관리했던 방식은 이전의 정권들이 주민조직을 통해 도시

주민을 관리했던 방식과 중요한 차이가 존재했다. 그것은 坊里長이나 保甲長과 같

은 이전 주민조직의 간부들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적극분자층 전체에 대해서 세

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中共은 街道의 적극분자들에 대

해서 파출소 관할지역별로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성분’, 직업 등의 인적 사항뿐 

아니라 담당 업무, 경제적 상황, 업무 능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파악ㆍ수

집하여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

中共은 北京에서 保甲制의 ‘철폐’ 이후 수 년 동안 주민조직의 형식에 크게 손

대지 않은 채 각종 임시성 위원회와 적극분자의 활용을 통해 기층 행정을 해결하

고 있었다. 3-4년 동안 지역을 단위로 하는 주민조직은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하나

의 정책이나 사업에 관련해서 街道 공작이 필요할 때마다 관련된 위원회를 설립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한정된 적극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낳았다. 

1949년 초의 保甲制 ‘철폐’ 이후 수 년 동안 中共이 적극적으로 街道 주민을 대

상으로 한 조직의 확립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일까? 중요한 원인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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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역을 기준으로 편성한 주민조직이 이른바 업종이나 기업을 단위로 하는 

주민조직에 비해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건국 이후 北京에서

의 지역별 기층 주민조직이 기존의 坊里나 保甲과 가졌던 중요한 차이는 中共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관리하고 동원하는 통로로서 일차적인 중요성을 가지지 못

했던 것에 있다. 생산의 회복을 내세우면서 직업별 조직을 만들고 이를 통해 생산 

인력을 관리ㆍ동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까닭에 적어도 건국 초기의 몇 년 동

안 지역별 기층 주민조직을 매개로 관리해야 했던 도시주민들은 조직되지 않은 

주민, 혹은 덜 중요한 존재이기까지 했던 것이다. 직업별 조직을 도시주민 조직의 

축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街道 居民’의 위상은 주변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中共이 

가지고 있던 관념적인 도식과는 달리 적지 않은 실업인구 및 기존의 상인이나 수

공업자들이 존재하고 있던 상황에서 직업별 조직 바깥의 조직되지 않은 주민으로

서의 ‘街道 居民’의 비중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며, 도시주민의 한 

축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조직해야만 한다는 필요

성이 차츰 제기되고 있었다. 

街派合倂 이후 기층 민정 기구의 부재, 그리고 保甲 철폐 이후 적극분자를 중심

으로 기층 행정 업무를 수행하던 방식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北京의 시정 당국이 적극적인 개혁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

은 1952년 말부터 고, 1953년이 되면 기층 행정 기구와 지역별 주민조직의 틀이 

새롭게 재편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편을 통해 기층 행정 기구의 범위와 행

정 기구와 주민조직이 만나는 경계가 확정되고, 국가기구가 도시의 주민을 조직하

는 방식이 일차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도 중화인민공화국의 도

시 지역의 일반적인 주민 조직 형태로 남아 있는 街道居民委員 와 역시 현재까

지 도시 지역의 최하층 행정 기구로 남아 있는 街道辦事處가 이러한 개편을 통해 

수립되기 때문이다. 

街道居民委員 의 성격은 명목상 자치적인 주민조직을 행정의 하부 기구로 활

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점령기의 坊里 조직이나 국민당 정권의 保甲 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표준적인 주민조직을 만들어 이를 국가기구의 

연장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은 中共과 이전의 정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지향

이었다. 다만 中共이 창출한 주민조직은 주민조직의 대표만을 半官적인 존재로 활

용하는 것은 넘어서 더 넓은 범위의 ‘적극분자’들을 파악ㆍ관리함으로써 당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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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이 주민사회에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점령기나 전후 국민정부 시기와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거민위원회 건립 과정

에서 건국 이후 몇 년 동안 축적되어온 기존의 적극분자들이 거민위원회를 구성

하는 주요 부분이 되었다. 또한 건립 과정도 새로운 적극분자를 발굴하는 과정이

기도 했다. 

도시주민의 조직 방식에서 中共이 이전 정권들과 크게 달랐던 것은 바로 주민

조직을 통한 조직의 대상이 전체 주민이 아닌 ‘單位’를 통해 조직된 주민을 제외

한 나머지 도시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街道居民委員 의 설립은 中

共의 도시주민 조직 방식이 직업 단체를 통한 통일적 조직이라는 틀에서 직업별 

조직과 지역별 주민조직이라는 양대 축의 병존으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

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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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편 노동조직을 통한 도시주민 조직 시도와 절충

제1장 일본 점령기와 戰後 國民黨 정권 시기의 노동조직

1. 직업조직의 계보 

北京에는 전통적인 직업조직인 行 의 전통이 있었지만, 工 가 본격적으로 조

직되었던 것은 남경국민정부 수립 이후 다. 이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직업 

단위 도시 주민조직인 工 의 前史를 파악한다는 입장에서, 남경국민정부 수립 이

래의 공회 조직의 계보와 국가기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파악해보려 한

다.

일본의 점령 이전에 北京의 工  조직은 대부분 國民黨이 南京國民政府를 수립

한 이후에 조직된 것이었다. 1928년 6월에 국민당군이 北京을 점령한 이후 국민당 

北平 黨部는 각 업종별로 공회를 조직하고, ‘北平 總工 ’를 설립하 다. 北平

總工 는 1928년 6월 30일 국민당 北平 黨部 大禮 에서 성립대회를 가졌다. 7월 

28일에 北平 總工 는 第一次全體代表 議를 개최하 고, 여기에는 29개 공회의 

대표 43명이 참가하여 13명의 집행위원을 선출하 다.1) 

그러나 일본의 점령과 함께 국민당이 주도하여 결성한 공회 조직은 와해되었다. 

일본 점령기 北京에서는 자발적인 노동조직의 결성이라든가 노동자들의 활동은 

최대한 억제되었으며, 노동조직은 주로 노동력의 파악과 징발을 위한 조직으로서

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점령 초기에 공포된 ｢治安警察法｣의 제1조에 치안경찰

권의 행사 대상으로서 ‘勞動工人의 聚集’이 명시된 것은 노동자들의 결사 활동에 

대한 강력한 억제 방침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2) 또한 政府에서 同業 대표들이 

연명으로 신청한 ‘工界聯合 ’의 조직을 ‘각 工 가 이미 활동을 정지했기 때문에 

해당 는 다시 조직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던 것 역시 노동조직의 결성

을 막으려는 점령 당국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3) 

 1) 工人組織志 , pp.243-244.
 2) ｢治安警察法(1938年4月8日臨時政府公 )｣, 淪陷區工人 , p.350.
 3) ｢僞北平 政府不准組織工界聯合 (193.10.6.)｣, 淪陷區工人 , p.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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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직업단체를 통한 도시주민의 조직이라는 시도가 등

장하기도 했다. 바로 新民 가 職業分 라는 형태의 하부조직을 통해 도시 노동자

들을 조직하려 했던 것이다. 全民性 조직을 표방했던 新民 는 Ⅱ편 1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점령기의 후기에는 기층 주민조직을 하부조직으로 포섭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지만, 점령기의 전반에는 주로 職業分 를 통해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포

섭하려고 하 다.

新民  首都指 部에서는 1938년의 조직 공작으로 全 에 각종 직업분회를 성

립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4) 首都指 部 指 科의 1938년 조직 공작 계획에 따

르면, 18개의 직업분회를 조직할 예정이었는데 유일하게 農民分 만이 四郊의 각 

支 와 ‘園行支 ’등 지역 단위의 支 를 설립할 계획이었다.5) 郊區의 농민은 지

역 단위로 조직하고 도시에서는 직업 단위로 조직하려고 했던 것이다. 1938년 4월

의 啤酒職業分 를 시작으로, 報夫職業分 , 糞夫職業分 , 敎育分 , 國醫職業分

, 國劇職業分  등 각종 직업분회가 조직되었으며,6) 1939년 말의 통계에 따르면 

16개 分 , 총 40,733명의 職業分  회원을 조직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중 農民分

 회원이 27,000여 명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7) 

신민회의 직업분회 조직 활동은 전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

었다. 기존의 糞夫職業公 를 糞夫職業分 로 개칭한 사례8)라든지, 理髮業工 를 

理髮業職業分 로 개편한 사례9)를 보면 기존의 업종별 조직의 재편을 통해 하부

조직을 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민회의 조직 활동은 기존 직업조직의 재

편에만 그치지는 않았으며, 경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장 및 노동자의 상황, 직

업단체의 상황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펴기도 했다. 신민회는 직업분회와 

관련된 조직 및 조사 활동에서 Ⅰ편 1장에서 상술한 것처럼 北京의 城區에서 기

 4) ｢首都指 部1938年度工作大綱｣, 日僞北京新民 , p.16.
 5) ｢首都指 部指 科1938年度組織工作計劃｣, 日僞北京新民 , pp.39-40.
 6) 처음으로 설립된 啤酒職業分 에 대해서는 ｢首都指 部啤酒職業分 成立宣 ㆍ章

程及工作計劃大綱(1938.3.16.)｣, 日僞北京新民 , pp.41-44 참조. 章程에 따르면 分

長은 中央指 部長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이것은 다른 職業分 에서도 
마찬가지 다.

 7) ｢首指部分 員統計｣, 新民報 , 1939.12.26.
 8) ｢北平 警察局內四分局關於糞夫工 的訓令(1938.6.16.)｣, J183-002-20417.
 9) ｢北京特別 工 警察局關於理髮業工 改爲理髮業職業分 的訓令(1939.1.25.)｣ , 

J184-002-19930; ｢理髮業分 昨開籌備 ｣, 實報  193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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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 이르는 기구와 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경찰조직을 활용하 다.10) 또한 경찰의 

협조를 얻어 職業分 의 조직 외에도 관할 경내의 靑年을 조사하기도 하 고,11) 

‘一般勞工의 상황 및 각 공장의 조직을 조사하기 위해’ 신민회의 직원을 각 공장

에 파견하기도 하 다.12) 

신민회의 직업분회는 직업별 조직이라는 특성이나 하향식 조직 방식 등에서 국

민당 정권 시기의 공회와 명칭만 다를 뿐 유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점

령기 직업조직은 국민당의 공회 조직에 비해서 동원 조직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 직업조직과 관련된 신민회의 활동은 노동자의 조직화나 조직구조의 재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의 확보와 공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민회 조직 중의 노동기관은 각 지방의 신민회 조직망

과 연락하여 勞工에 대한 有組織性의 확보를 기도’한다고 하는 평가는 노동자의 

조직과 관련된 신민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13) 그런데 여기에서 

신민회의 ‘노동기관’으로 지칭하는 대상은 신민회의 직업분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 北京의 신민회 산하 노동 관련 기구로는 각 직업분회 외에 ‘勞工協 ’가 

있었다. 그리고 이 勞工協 는 노동력의 확보와 공급을 중심적인 역할로 하고 있

었다. 신민회 勞工協 는 1938년 6월 11일에 성립되었으며, 회장은 長인 余晉龢

가 맡고 있었다.14) 노공협회의 회원에 관한 규정에서는 木工, 鐵工, 水泥工, 石工, 

10) 전술한 理髮業分 에 관해서는 신민회의 명령에 따라서 개편이 이루어진 分 의 공
작 인원 명단을 경찰에 주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北京特別 工 警察局關於

理髮業工 改爲理髮業職業分 的訓令(1939.1.25.)｣, J184-002-19930.) 또한 糞夫職業分

의 이전에 관한 사실에 관한 조사 역시 경찰에 의뢰하고 있다. (｢北平 警察局內

四分局關於糞夫工 的訓令(1938.6.16.)｣, J183-002-20417.) 이 외에 大車工 의 상황을 
조사하는 문제 역시 경찰을 통해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다. (｢北京特別 警察局內四

分局第二分駐所關於大車工 的呈(1940.9.24.)｣, J183-002-25067.)
11) ｢新民 內五區分 關於調査靑年致內五警察分局的函(1941.3.7.)｣, J183-002-30289. 이 

조사에서는 직접 신민회의 서기를 파견하 지만, 호적기록과의 대조를 위해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12) ｢北京特別 公署警察局訓令(1941.4.12.)｣, J184-002-01441. 이 조사에서도 각 공장에 
대한 연락을 위해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13) ｢七七事變後日本在華北初設的勞工募集統制機構及其活動(1941年6月)｣, 居之芬ㆍ莊建

平 主編, 日本掠奪華北强制勞工檔案史料集(上ㆍ下) , 社 科學文獻出版社, 2003(이
하 華北勞工檔案 으로 약칭), p.361. 이 평가는 華北開發公司 劃部의 華北 노동 
사정에 대한 개관에서 등장하고 있다.

14) 소재지는 北京  西長安街 新民  首都指 部 내 으며, 직원으로 일본인 6명과 중
국인 24명이 있었다. (｢日本在華北初設的勞工募集統制機構及組織ㆍ性質 活動(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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漆工, 기타 보통 勞工 등에 속하는 ‘勞動工人’을 회원으로 한다고 규정(제1조)하고 

있어서, 건설 관련 노동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實際

勞工’인 ‘정회원’ 외에도, 協贊 員, 贊助 員, 維持 員 등의 회원 자격을 두어서 

‘中日 쌍방의 각 사업가’(協助 員), ‘工人監督 ’(協助 員), ‘각종 勞工의 工頭’(維

持 員) 등으로서 ‘本 의 主旨에 찬동하는’ 사람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

다.15) 노동자만의 조직이 아니라 사용자, 노무관리인, 工頭 등을 포괄하는 조직이

었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는 주로 타 지역에 필요한 노동자를 확

보하여 공급하는 일이었다. 신민회 노공협회가 실업노동자를 ‘구제’하는 사업의 일

환으로 木工 40여 명을 모집하여 保定으로 보냈다는 기사라든지,16) 蒙疆勞動統制

委員 와 협정을 체결하여 몽골로 가는 노동자의 出身調査와 신분증명서의 발급 

및 모집ㆍ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던 일17)은 신민회 노공협회의 구체적 

업무를 보여준다.

이처럼 점령 이후 신민회는 한편으로는 職業分 라는 형식을 통해 직업별로 조

직된 기층조직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勞工協 를 통해 노동자의 확보와 공급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北京에서의 노동자 조직과 통제를 주도하는 기관이었다. 그

러나 이러한 체제는 1942년 무렵이 되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신민회가 직

업별 기층조직을 포기하고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지역별 기층조직을 구축하는 쪽

으로 선회하 던 것이다. 신민회 총회는 1942년 3월에 각 직업분회의 활동을 정지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18) 이에 따라 소속 각 직업분회는 4월 1일부터 일률적으로 

활동을 정지하 다.19) 다른 한편으로 華北 지역 전체의 노동력 관리와 공급을 책

임지는 기구가 신민회 노공협회를 대체하여 설립되었다. 

華北 지역의 노동력 관리와 공급을 위해 새롭게 설립된 기구는 바로 華北勞工

協 다. 신민회 노공협회의 업무가 華北勞工協 로 넘어가는 시기에 신민회의 

年12月)｣, 華北勞工檔案 , p.365.)
15) ｢新民 勞工協 總部設立及規程(1938年6月18日)｣, 華北勞工檔案 , p.370.
16) ｢社 短訊｣, 實報  1939.1.5.
17) ｢七七事變後日本在華北初設的勞工募集統制機構及其活動(1941年6月)｣, 華北勞工檔案

, p.361. 蒙疆勞動統制委員 는 이 때 신민회 노동기관의 査證을 거치지 않은 華北 

노동자의 입경을 허가하지 않는 방침을 채택했다고 한다.
18) 王國華, ｢關于日僞北京新民 (代序)｣, 北京 檔案館 編, 日僞北京新民 , 光明日報

出版社, 1989, p.12.
19) ｢北京特別 公署警察局關於新民 停止分 活動的訓令(1942.4.11.)｣, J183-002-2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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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분회는 활동을 정지하 고, 이로써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점령기 노동정책의 

핵심적 목표가 좀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화북노공협회로의 전환은 점령기

의 노동조직에 있어서 직업별 조직이라는 성격이 약화되고, 노동자 징발 기구라는 

성격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미 신민회 노공협회가 노동력의 파악과 알선이

라는 기능을 하고 있었지만, 노동통제라는 목표를 위해 더 효율적인 기구를 만들

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화북노공협회가 창설되었던 것이다. 

華北勞工協 의 설립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계기는 亞院 華北連絡部의 설치

다.20) 亞院 華北連絡部의 업무가 시작되면서 중앙 노동 통제 기관의 설치가 

논의되기 시작하 다.21) 그리고 1938년 말이 되면 華北에도 勞工協 를 설립하자

는 제의가 구체화되었다.22) 1939년 초가 되면 신문지상에도 勞工協 의 설립에 관

한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23) 華北勞工協 의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참가한 기관은 方面軍 사령부 第四課, 亞院 華北連絡部, 新民 , 臨時政府 實業

部 勞工局 등이었다.24) 군부와 亞院, 신민회, 정부 기구 등이 모두 華北勞工協  

설립 준비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939년 9월이 되면 군부와 亞院 

華北連絡部 사이에서는 華北에서 일원화된 勞務統制 기관을 설립한다는 기본 방

침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고 있었다.25)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임시정부 王克敏 위원장의 반대에 직면하면서 설립이 난

항을 겪게 되었다. 王克敏의 반대로 설립 준비가 늦춰지자 亞院 華北連絡部에서

20) 亞院은 일본이 중국 점령지를 통치하기 위해 설립한 행정 기구로서 1938년 12월
에 설립되어 1942년 1월 大東亞省에 흡수되어 소멸되었다. 총리대신을 총재로하고 
省廳과 같은 권한을 가진 국가기구로서, 실제의 활동에서는 군이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었다. 흥아원이라는 기관 자체도 군에서 주도권을 쥐고 만들었던 기관으
로서 군인만으로는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었으며, 군의 특무 
기관적인 성격이 유지되었다. 흥아원의 산하 기구 중에서 華北連絡部는 中華民國臨

時政府 관할지역을 담당하는 기구 다. (久保亨, ｢ 亞院とその中國調査｣, 姬田光義 

編, 中國の地域政權と日本の統治 , 慶應義塾大學出版 , 2006, pp.273-280.)
21) ｢七七事變後日本在華北初設的勞工募集統制機構及其活動(1941年6月)｣, 華北勞工檔案

, p.361.
22) ｢成立華北勞工協 等機構, 加强 工人的統制｣, 淪陷區工人 , p.329.
23) ｢冀魯晋 設立勞工協 ｣, 實報  1939.2.15. 이 기사에서는 滿洲國과 임시정부가 省 

단위로 勞工協 를 설립하여, 滿洲勞工協  國外部와 긴 히 연락하여 ‘華北 노동력
을 배양하고 中滿 사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 다고 전하고 있다.

24) ｢華北方面軍參 部第四課ㆍ 亞院華北連絡部‘關於籌設華北勞工協 門委員 設置

要領’(1939年12月6日)｣, 華北勞工檔案 , pp.393-394.
25) ｢日本在華北勞務掠奪統制主體的形成 確立(1943年10月)｣, 華北勞工檔案 , p.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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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시성의 조직’으로서 ‘華北勞動統制委員 ’의 설립을 준비하기도 하 다.26) 

임시정부 측의 반대로 중단되었던 설립 준비는 1940년 3월에 새로운 중앙정부의 

수립에 따라 임시정부가 해산되고 華北政務委員 가 설립되면서 새롭게 시작되었

다.27) 그리고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최종적으로 華北勞工協 가 출범한 것은 

1941년 7월 8일 中南海 懷仁 에서 열린 성립대회를 통해서 다.28)

華北勞工協 의 준비과정에서 北支方面軍의 특무 기관과 亞院 華北連絡部 사

이에서 합의한 ‘設置綱要’에서는 설립의 목적으로 ‘華北 노동 사정의 특징에 적응

하고 노동력에 대한 일원화된 통제를 실현함으로써 원만하고 계획적으로 華北 및 

滿蒙에 대한 노동력의 공급ㆍ분배ㆍ교류를 실현’하는 것을 들고 있다. 또한 ‘滿蒙

의 華北에 대한 전통적인 노동력 의존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29) 

이를 통해 華北의 노동력 공급을 일원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을 수립하려고 했으며, 

또한 滿洲 지역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의 華北 노동력 수입 지역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綱要’에 나타난 華北勞工協 의 

업무 내용을 보면, 크게 노동력의 통제와 노동자에 대한 지도와 보호의 두 가지 

분류가 있었다. 그 중 노동력의 통제 부분에서는 노동력의 모집ㆍ공급ㆍ수송 및 

그 알선, 출국 노동자의 신분증명서의 발급 사무, 경내 노동자의 등록, 직업 지도 

및 소개 등이 있고, 노동자에 대한 지도와 보호 항목 중에서는 노동자의 조직에 

대한 지도를 언급하고 있다.30) 이러한 업무 내용을 보면 노동력 확보와 송출이라

는 목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출범 당시의 ‘設立趣旨書’에는 일원화된 노동력 통제 기관을 만들려고 했던 계

기가 좀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우선 ‘華北 노동통제를 일원화한 실행 기관’으로

서 華北勞工協 가 가지는 사명 중 하나로, ‘華北 노동력의 華北과 滿蒙 사이의 

분배ㆍ조정을 도모’하는 것을 들고 있다. 또한 ‘華北은 전통적으로 東亞 노동력의 

공급 원천지’ 음을 언급하면서, ‘事變 후 東亞 경제건설의 비약적인 발전과 華ㆍ

26) ｢華北方面軍參 部第四課 亞院華北連絡部籌設華北勞工協 經過槪要(1940年3月4
日)｣, 華北勞工檔案 , pp.396-397.

27) ｢日本在華北勞務掠奪統制主體的形成 確立(1943年10月)｣, 華北勞工檔案 , p.445.
28) ｢1941年7月8日華北勞工協 正式成立｣, 華北勞工檔案 , p.421.
29) ｢華北方面軍參 部第四課ㆍ 亞院華北連絡部‘關於華北勞工協 設置綱要’(草案)(1939

年12月5日)｣, 華北勞工檔案 , p.391.
30) 위의 글, pp.39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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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ㆍ蒙의 노동력 수요 급증, 그리고 華北 농촌의 노동력 공급이 치안 및 기타 관

계로 장애가 있어서 華北 노동력의 계획적인 분배ㆍ조정이 극히 긴요한 문제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31) 滿洲 등 기존의 노동력 수요 외에 華北 지역에서도 

노동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모집이 어려워져 수급의 불균형

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력의 공급 및 분배 문제에 직접 

개입ㆍ조정하려는 시도가 바로 華北勞工協 의 설립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화북 

지역의 노동자들이 만주를 중심으로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전부터의 존재

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속에서 모집에 의한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점령당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노동력 확보에 개입하기 위해서 나선 

것이었다. 

華北勞工協 는 기본적으로 임시정부 산하의 기구 다.32) 정부 기구라는 측면은 

출자와 경비 조달에도 드러난다. 협회의 기본금은 40만 元이었는데, 정부가 20만 

元을 출자했고 일반 출자가 20만 元이었다. 그리고 경상 비용은 사업 및 기타 수

입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33) 그리고 실제 

재정 상황을 보면 주로 신분증명서의 수속비에서 나오는 사업 수입보다 정부 보

조금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부 보조금의 비중은 1942년에는 57.7%, 

1943년에는 74.2%에 달했다.34) 또한 설립 이전에 노동력 공급에 관한 업무를 맡았

던 신민회 역시 華北勞工協 의 설립 논의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운 에도 참여

하 다. 華北勞工協 의 理事長 또한 신민회 부회장인 殷同이 맡고 있었다.35)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華北勞工協 는 華北 지역의 노동력 관리와 통제를 관

할하는 일원화된 기구 으며, 華北政務委員 의 산하 기구이자 신민회와도 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華北勞工協 는 집행기관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제로 노동통제 및 노동력 공급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결정권은 華北勞工協 의 

31) ｢華北勞工協 設立趣旨書(1941年7月)｣, 華北勞工檔案 , pp.422-423.
32) 北京特別 公署에서 警察局에 보낸 訓令에서는 華北勞工協 가 華北政務委員  實

業總署의 산하기관으로 나온다. (｢關於准實業總署咨 修正華北管理勞工募集暫行要

領的訓令(1943.6.)｣, J181-014-00176.)
33) ｢華北方面軍參 部第四課ㆍ 亞院華北連絡部‘關於華北勞工協 設置綱要’(草案)(1939

年12月5日)｣, 華北勞工檔案 , p.392.
34) ｢日本在華北勞務掠奪統制主體的形成 確立(1943年10月)｣, 華北勞工檔案 , p.446.
35) ｢華北勞工協 設立趣旨書(1941年7月)｣, 華北勞工檔案 , p.424. 다만 副理事長은 일

본인인 川井正久 으며, 실무 역시 일본인이 주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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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을 주도했던 일본군 특무 기구와 亞院에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의 北支

方面軍 參 部 第四課와 亞院 華北連絡部 勞務室36), 그리고 지방에서는 北支方

面軍의 각급 특무기관과 및 휘하의 각급 勞務統制委員 와 分 등이었다.37) 표면

적으로 華北勞工協 의 사업에 대한 감독, 명령 및 인가 등은 實業總署 勞工局의 

관할이었다. 그러나 실제의 지도와 감독은 ‘치안과 정치 방면의 원인 때문에’ 北支

方面軍과 亞院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華北勞工協 의 각 地方辦事處 및 辦

事分處의 수장은 명목상 각 지방 행정기관의 장이 맡고 있었지만, 실제 주재자인 

‘주임’은 모두 일본인이었다.38) 

北京에서의 각종 노동통제 관련 사항 역시 주둔군의 특무기관과 여기에 소속된 

勞務統制委員 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이는 치안강화운동의 전개라든가 街巷公益

 설치 등이, 표면적으로는 公署가 주도했지만 실제로는 주둔군 특무기관의 결

정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었다.39) 北京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

로 노동통제를 위해 ‘勞動統制委員 ’가 설치되었다. 위원장은 北京 육군의 특무기

관장이었으며, 소속 위원은 관련된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한 인원들로 구성되었다. 

간사는 특무기관과 華北勞工協 에서 파견되었다. 이 위원회는 실행기관인 華北勞

工協  北京辦事處를 지도하여 각종 통제정책을 실시하 다.40) 화북노공협회의 배

후에 지도기관으로서 특무기관이 존재했던 것이다. 

北京勞動統制委員 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北京 육군 특무기관 내

의 北京物資 策委員 의 分科 에 해당했다. 그리고 설치의 목적은 ‘北京 육군 

특무기관 관할지역 내의 노동자와 운수 공구의 합리적 분배 및 그 함양ㆍ확보, 노

동력과 운수능력의 수급 조정, 그리고 임금과 기타 노동 조건의 적정화를 기도함

으로써 생산을 증진하는 것’이었다. 또한 ‘본 위원회는 華北勞工協 와 일체성을 

가지고 운용’된다고 하여, 정책의 실행기관인 華北勞工協 와의 접한 관계를 보

여주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일본 주둔군, 외교 기관, 北京 公

36) 1942년 11월 이후에는 大東亞省 駐北京使館經濟局에서 繼任했다.
37) 華北勞工檔案 , p.6.
38) ｢日本在華北勞務掠奪統制主體的形成 確立(1943年10月)｣, 華北勞工檔案 , pp.447- 

448.
39) 北京에서의 치안강화운동 및 街巷公益  설치에서 일본군 특무기관의 역할에 대해

서는 Ⅰ편 1장 참조.
40) ｢日本在華北勞務掠奪統制主體的形成 確立(1943年10月)｣, 華北勞工檔案 , p.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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署, 신민회 등 관련 기관뿐 아니라 은행 및 노동력의 수요자인 각 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기관에 선출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다.41) ‘北京地區勞動統制委員 名簿’를 

통해 실제로 위촉된 위원을 보면, 일본계 기관이 아닌 公署의 社 局과 警察局, 

그리고 新民  측에서 참여하는 위원들도 모두 중국인인 局長이나 理事長이 아닌 

일본인 參事나 輔佐官들이었다.42) 노동통제의 정책 결정 과정에는 중국인이 배제

되어 있었던 것이다. 

특무기관이 실질적인 노동통제 정책의 주관 기관이었던 것은 華北勞工協 의 

설립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아니었다. 北京勞動統制委員 는 이미 華北勞

工協 가 창립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특무기관이 주관하는 北京物資 策

委員 는 ‘노동력 통제와 노동임금의 조정을 실행하기 위해’ 1940년 10월 15일부

터 ‘北京勞動統制暫行管理規則’을 시행하 는데, 이 규칙에 따르면 이후 매일 100

명 이상의 자유노동자 및 車馬 50량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物資 策委員  

내의 北京勞動統制委員 의 허가를 거쳐야 했다. 이 위원회는 ‘北京 지구의 각종 

勞工 및 운수 역량의 실정 조사ㆍ배급 통제ㆍ임금 통제 등’을 위해 ‘군대, 정부 및 

민간의 特約 인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민회와 여러 

기업 및 경제 단체가 참여하고 있었다.43)

그리고 이러한 전문적인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노동통제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

에도 헌병대에서 노동자의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청하는 등 군부에서 노동력의 관

41) 위원을 파견하는 기관으로는 北京防衛司令部, 北京憲兵隊本部, 甲1800部隊三好隊, 
甲1821部隊早川隊, 北京日本總領事館經濟部, 北京日本領事館警察署, 北京社 局, 北

京警察局, 新民 北京特別 總 , 新民 燕京道總 , 中國聯合準備銀行, 華北勞工協

北京辦事處, 北京日本工商 議所, 北支那開發株式 社, 華北交通公司北京鐵路局, 
華北運輸株式 社北京支店, 北京土木協 , 北京土木建築業組合 등이 있었다.

42) ｢北京特別 警察局轉發日本特務機關修訂之“北京勞動統制委員 規程”等文件令及附件

(1942年8月7日)｣, 華北勞工檔案 , pp.600-602.
43) ｢北京地區勞動統制分科 的設立及實施北京勞動統制暫行管理規則(1940年10月21日-11

月1日)｣, 華北勞工檔案 , pp.580-581. 위원회의 역과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
성되어 있었다. 
鐵道方面 : 鐵路局, 國際運輸公司

土木方面 (建築, 道路, 治水) : 華北土建協 , 新民

鑛山方面 (각 煤礦, 金鑛) : 日本鑛業, 日本高周波, 石景山製鐵所

工匠方面 (木匠, 泥瓦匠, 鐵匠) : 華北電電, 新民 , 工商 議所

運輸方面 (卡車, 馬車, 手推車) : 新民 , 國際運輸公司

雜 苦力方面 (洋車, 水夫, 淸潔夫) : 聯銀, 新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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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통제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있었다.44) 또한 실행기관이 있을 때에도 실행

기관을 거치지 않고 특무기관에서 직접 지방행정 기구에 노동자 공급을 위한 조

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45) 

華北勞工協  설립 배경으로 수급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언급되고 있지만, 華

北勞工協 가 신민회 노공협회를 대체하고 신민회 職業分 의 활동이 정지되면서 

北京 지역에서 노동정책의 성격은 노동력 징발이라는 면에 좀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점령 말기로 갈수록 노동력 징발은 점점 더 강제적인 성격

을 강화하게 되었다. 주로 농촌을 주요 대상으로 하던 폭력적인 강제 징집이 도시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행되게 되었던 것이다. 

1944년 무렵이 되면 華北勞工協 와 경찰, 坊里 조직까지 동원되어 노동력의 징

발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단행되었다. 예를 들어 華北勞工協 에서는 1944년 

3월에 도시의 일용노동자 및 부랑자를 대상으로 하는 徵用을 실시했는데, 華北 전

체에서 3만 명, 그 중 北京에서 1만 명 등으로 인원을 미리 할당하 다. 그리고 

華北勞工協  辦事處에서 軍, 행정기관, 신민회 등과 연락하여 人數 및 把頭名 등

을 파악하고 동시에 식량 수송 기관, 편성 방법, 경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

도록 했다. 또한 징용을 실시할 때 경찰이 주체가 되고 관계 기관이 협력하는 형

식을 취하도록 했다.46) 또한 각 경찰분국을 통해서 華北勞工協 가 절도범을 징용

하는 일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현행범뿐 아니라, 전과가 있는 사람도 다수 포함되

어 있었다.47)

그리고 위와 같이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징용 외에 인구 비례를 통해 

44) ｢電車公司爲檢 工人名簿等致日本憲兵隊安達弘函(1937.12.12.｣, 北京 檔案館ㆍ中國

人民大學檔案系文獻編纂學敎硏室 編, 北京電車公司檔案史料(1921-1949年) , 北京燕

山出版社, 1988, p.411. 노동자의 名簿, 生活狀況, 임금, 과거와 현재의 책임자 성명 
등을 보내라는 헌병대의 요구에 응해서 工人名簿, 工人薪金簿, 第2ㆍ3ㆍ4屆 工  監

事ㆍ理事 名冊 등을 보내고 있다.
45) ｢北京特別 公署警察局訓令(1941.4.29.)｣, J184-002-01441. 北京 陸軍 特務機關에서 滿

洲로 가는 노동자의 감소 문제에 대한 긴급 대책을 결정한 후, 北京特別  경찰국
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대책에는 치안 공작과 노동자 모집의 연계, 선전 공작의 
강화, 滿洲 이주에 대한 장려 등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46) ｢華北勞工協 制<<民國三十三年度華北境內重要産業所要勞工確保 策實施要領>> 
(1944年3月13日)｣, 華北勞工檔案 , p.625.

47) ｢北京特別 警察局 竊犯 往勞工協 充當勞工之統計(1944年6月26日)｣, 華北勞工檔

案 , p.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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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대상을 ‘攤派’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1944년 10월 北京特別 의 籌募勞工委員

 명의로 작성된 동원 계획에서는 內外城 및 四郊의 15개 區(內七區 제외)에서 

모두 ‘勞工名簿’를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勞工을 모집할 때에는 필요한 총수를 

15개 구의 등기된 인원에 비례하여 ‘攤派’하되, 유휴 노동자 및 無業의 游民 등을 

우선 징집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2개월의 기한으로 勞工名簿를 작성

하도록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징집 과정에서 주체가 되는 것은 경찰 및 坊里長

이었다.48) 그리고 이 계획에 따른 실시 방안에서는 구체적인 징용 대상의 선정 방

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즉 극소수의 勞工을 供出하는데 추첨을 위해 ‘本 의 

수십 만의 勞工을 모이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각 파

출소 및 坊里 인원이 實地調査하여 보고하고 선발ㆍ파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파출소와 坊里 인원의 자질이 일정하지 않아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부득이하게 차선을 구하여 本 에서 각 區의 勞工名冊에 기재된 勞工의 직

업 및 가정 상황을 참고하여 적절히 지정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 그리고 징용 

대상자의 도착을 강제하기 위해서, ‘지정된 勞工은 만약 業場이나 商店의 소속 

노동자라면 해당 業場이나 商店이 책임을 지고 기한 내에 해당 노동자가 지정

된 지점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고용주에게 징집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또한 ‘지정된 勞工이 閑散游民이거나 가족이 없는 자라면 핑계를 대거나 도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파출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여 파출소에

도 징집 이행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 외에도 ‘지정된 勞工이 집합한 후에 필요

한 경우 武裝警士를 동원하여 작업 장소까지 감시ㆍ호송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

도록 한다’는 규정은 징집의 강제적인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49)

위와 같은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했을 때 北支那製鐵에서 北京 에 勞工 200명

의 공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勞工名簿의 

작성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시 燕京道의 방법에 따라서 新民 總 에

서 本  城郊 靑年團 내에서 200명을 선발ㆍ파견하여 2개월 동안 일하도록 하고 

勞工名簿의 작성을 기다려서 다시 교체’하기로 결정하 다.50) 이러한 내용은 지역 

48) ｢北京特別 籌募勞工委員 修正“勞工動員實施計劃”呈文(1944年10月31日)｣, 華北勞

工檔案 , p.743.
49) ｢北京特別 籌募勞工委員 擬定“動員勞工選派辦法”呈文(1944年12月5日)｣, 華北勞工

檔案 , pp.748-749.
50) ｢北京特別 籌募勞工委員 成立ㆍ設立旨趣及諸 決意(1944年10月21日)｣, 華北勞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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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조직을 포섭했던 신민회가 징집 기구의 역할을 했던 것과 함께, 노동력 조달

의 어려움 때문에 농촌에서의 징집 방식이 도시 지역에까지 적용되었음을 짐작하

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점령기 北京에서는 기존의 공회 체제가 와해된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 형식은 등장하지 않았으며, 신민회가 직업분회라는 형태

로 시도했던 재편성 역시 1942년에 방기되었다. 그리고 노동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주로 특무기관의 주도 아래 노동력의 통제와 공급이 중심이 되어 왔다. 이 과정에

서 노동자의 직업별 조직이라는 성격은 후퇴하고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국가

가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 형태는 다르지만 전시에 이루어진 이와 

같은 변화는 국민당 정권에서 추진했던 전시 노동정책과 유사한 방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항복 이후 다시 北京을 통치하게 된 국민당은 점령 이전에 시도했던 

級 총공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회 조직의 계통을 다시 수립하기 시작하 다. ‘復員’ 

직후인 1945년 10월에 戰時의 비 조직인 ‘抗日建國同盟 ’를 기반으로 하는 ‘工

人建國同盟 ’가 黨部와 政府의 비준을 거쳐 공개적으로 성립되었다. 그리고 

1945년 겨울에 電車, 電力, 電信, 郵務, 自來水, 中央印刷廠北平分廠, 大車, 糞夫, 

啤酒, 印刷, 造紙 등 11개 行業에서 工人建國同盟 의 分 와 기층공회가 성립되

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국민당 당국은 黨部 民運科의 건의를 받아들여 北平

 工人建國同盟 를 北平 總工  籌備委員 로 개조하 다. 또한 民運科에 명령

하여 工人建國同盟  각 分 代表大 를 소집하여 北平 總工 의 조직 준비를 

토론하게 하 다. 이러한 준비를 거쳐 1946년 4월 24일 北平 黨部 大禮 에서 정

식으로 北平 總工 의 성립대회가 거행되었다.51) 이로써 점령 이전의 총공회가 

다시 재건되었다. 北平 總工  아래에는 23개의 行業 및 기업 공회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공  기업의 공회는 비교적 健全하 으나 사  기업 공회는 산만하고 

취약하 다고 한다.52) 

檔案 , p.741.
51) 工人組織志 , pp.245-246.
52) 工人組織志 , p.248. 소속 공회는 汽車司機工 , 郵務工 , 電車工 , 石景山鋼鐵廠

工 , 電信工 , 電力工 , 自來水工 , 中央印刷廠北平分 工 , 硝碱工 , 猪鬃工

, 大車工 , 電影工 , 浴 工 , 報業印刷工 , 啤酒工 , 地毯工 (실제로는 仁立

地毯廠工 ), 刻字工 , 西服縫紉工 , 糞夫工 , 燕京造紙廠工 , 印刷業工 (실제로
는 京華印書局工 ), 丹華火柴廠工 , 厚生火柴廠工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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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平 總工  산하의 회원 공회들은 일부 기업별 공회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업종별 공회 다. 이러한 조직 방식은 전후 국민정부의 노동조직에 관한 원칙에 

의거한 것이기도 했다. 1945년 10월 國民政府 社 部에서 올린 후 행정원의 심사

와 國防委員 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勞工政策綱領實施辦法｣에서는 ‘各業 員工은 

업종별로 법에 따라 공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며, 또한 各業 工

는 법에 따라 全國工 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各業 全國工 는 연합하

여 全國總工 를 조직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53) 업종별 공회의 조직, 업종별 

전국조직, 업종별 전국조직의 연합으로서의 전국총공회 조직 등을 전후의 노동조

직에 관한 방침으로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이후에 中國共産黨이 

추구했던 노동조직의 원칙과 극히 유사한 것이었다.54) 

2. 기층의 자율성

남경국민정부 수립 이후 국민당이 공회를 조직하기 시작하면서, 北京에서 처음

으로 국가기구와 접하게 연결된 노동자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점령 

이전에 국민당이 주도하여 조직했던 공회 조직은 北京의 노동자들의 다수를 포괄

하는 조직이 아니었으며, 공회의 조직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1930년의 

공회 조사에 따르면 北京에는 總工  산하에 19개 공회가 있었으며, 13,158명의 

회원이 있었다고 한다.55) 13,158명이라는 회원수를 당시 北京의 노동자 수에 대한 

통계와 비교해 보면, 총공회 산하의 공회에 가입한 회원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 1932년 12월 北平  社 局의 통계에 다르면 北京의 노동자 수

는 148,633명이었다.56) 점령 초기인 1939년 3월의 北京特別  社 局의 조사에서

53) ｢勞工政策綱領實施辦法(1945.10.)｣, 國統區工人 , pp.335-336.
54) 中國共産黨의 工  조직 원칙에 대해서는 Ⅰ편 2장 참조.
55) 工商部勞工司 編, ｢十七年各地工 調査報告(1930.6.)｣, 李文海 主編, 民國時期社 調

査叢編〔二編〕: 社 組織卷 , 福建敎育出版社, 2009(이하 社 組織卷(二) 로 약칭), 
p.300. 소속 공회의 회원수를 보면 水行工 가 2,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氈業工 가 
2,000명, 大車工 공회가 1,500명, 印刷分工 가 1,400명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
회별 회원수에 100명 단위로 끊어지는 추계치로 보이는 숫자가 많았으며, 큰 규모
의 공회는 주로 근대적 공업의 노동자들의 조직인 ‘産業工 ’가 아니라 전통적 行

業 노동자들의 조직인 ‘職業工 ’이었음을 알 수 있다. 
56) 工人組織志 , p.25. ‘廠家’의 수는 14,05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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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北京의 공장 노동자 수가 138,368명으로 나와 있다.57) 위 두 조사에 나오는 노

동자 수에 비해 1930년의 총공회 산하 공회 회원수는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수치는 점령 이전에 北京에서 국민당이 주도하는 공회의 조직이 충분

히 진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1930년에도 그리 높지 않았던 공회 조직률은 이후에도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北京의 공회 회원수 감소 추세를 볼 수 있다. 

1932년 1933년 1934년 1935년

産業工 3734 3734 3994 415

職業工 1641 3961 3961 4043

합계 5375 7695 7955 4458
*出典: 吳至信, ｢ 近四年之中國工 調査(1936.10.)｣, 工商部勞工司 編, ｢十

七年各地工 調査報告(1930.6.)｣, 李文海 主編, 民國時期社 調査叢編〔二

編〕: 社 組織卷 , 福建敎育出版社, 2009, p.493. 

<표Ⅲ-1-1> 北京의 工  회원수(1932-1935)

표 Ⅲ-1-1)에서 보듯이 北京의 공회 회원수는 1934년과 1935년 사이에 크게 감

소하 는데, 특히 産業工 의 회원수가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조사

에서는 감소의 이유로 ‘華北에서는 외교 관계로 平津 部가 철수하여 비교적 빨리 

조직 역량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일본의 華北 진출로 인한 국민당 

조직의 약화가 국민당이 지도하던 공회 조직의 약화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해인 1936년의 조사에서는 産業工  회원이 381명, 職業工  회원이 3,343

명, 총 3,724명으로 더 감소하 다.58) 그리고 1937년의 공회 조사에서는 北京을 비

롯한 華北 지역의 수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59) 그리고 北京이 점령되면서 北平

總工  및 소속 공회는 모두 와해되었다.60)

57) ｢華北淪陷區各地各業工人人數｣, 劉明達․唐玉良 主編, 中國近代工人階級和工人運動 

第十二冊: 抗日戰爭時期淪陷區的工人階級和工人運動 , 中共中央黨校出版社, 2000(이
하 淪陷區工人 으로 약칭), p.142.

58) ｢1936年之中國工 調査(1937.10.)｣, 社 組織卷(二) , p.505.
59) ｢1937年中國工 組織調査(1938.12.)｣, 社 組織卷(二) , pp.518-519.
60) 工人組織志 ,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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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기 상층에서 노동통제를 담당하는 기구와 방식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기층에서의 노동자 관리와 확보에 있어서 주로 전통적인 노동 

청부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勞工把頭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이 

가진 세력과 역량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던 것이다.61) 다만 

일본계 청부 조직이 진출했던 것은 점령 이전과는 달라진 부분이었다. 

北京 지역의 대표적인 공  기업 중 하나인 石景山製鐵所62)의 ‘包頭’ 조직은 점

령기의 노동 청부제 활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石景山製鐵所에는 ‘大櫃’, ‘

櫃’에서 ‘ 包頭’에 이르는 包頭 조직이 있었으며,63) 점령 이후 石景山製鐵所와 합

병했던 軍岭石灰石鑛에서도 ‘淸水組’라는 包工組織을 통해 석회석을 채굴하고 

있었다.64) 石景山製鐵所에서 또한 건설 공정을 담당하는 包工 조직으로 義合祥, 

日本東亞飛島組, 日滿土木組, 大林組, 今村組, 增成組, 眞田水組, 淺野水道, 大倉土

木 등 20개 정도가 있었으며, 이 包工組들은 법인 조직이었는데 다시 공정을 ‘大

勞工頭’에게 맡기고 있었다.65) 

石景山製鐵所가 노동 청부업자를 통해 노동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방식은 공

장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임시공의 경우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노동자 

중에서 고정적인 정식공은 ‘內工’, 혹은 ‘里工’이라고 불렀으며, 다수를 차지하는 

임시공은 ‘票工’이나 ‘外工’이라고 했다.66) 石景山製鐵所의 점령기 고용 인원은 시

기마다 차이가 있는데, 1940년 5월의 예를 들면 다음 표와 같았다. 

61) ｢在華北淪陷區推行的‘勞務統制’政策｣, 淪陷區工人 , pp.60-61.
62) 石景山製鐵所는 1차 세계대전 기간의 수요를 배경으로 ‘官商合辦’ 기업으로 ‘龍關鐵

鑛公司’가 설립된 것에서 출발하 다. ‘龍烟鐵鑛附屬石景山煉鐵廠’이 1919년 기공되
었으나, 1922년 공사가 중단되었다. 1928년 국민당이 北京을 통치하게 된 이후에 石
景山煉鐵廠과 龍烟鐵鑛은 모두 국유화되어 龍烟鑛務局으로 개칭되었으나, 이후 10
년 동안 煉鐵廠이 완공되지 못하 다. 7ㆍ7사변 이후에는 일본이 접수하여 煉鐵廠

을 龍烟鐵鑛에서 분리하고 ‘石景山製鐵所’로 개명하 고, 1938년 11월 첫 번째 高爐

를 완공하여 생산을 시작하 다. 中國人民大學工業經濟係 編, 北京工業史料 , 北京

出版社, 1960 (이하 北京工業史料 로 약칭), pp.30-32.
63) 北京工業史料 , p.33.
64) 首鋼黨委組織部ㆍ首鋼檔案館 編, 首鋼足跡: 1919-2009 , 中央文獻出版社, 2009(이하 

首鋼足跡 으로 약칭), p.31.
65) 首鋼足跡 , p.36. 
66) 李懷, ｢苦 恨｣, 中共石景山鋼鐵公司委員 廠史編寫室 編, 鋼人鐵馬 , 中國靑年出版

社, 1964(이하 ｢苦 恨｣으로 약칭),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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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務 技術 工人 警備員 計

日人
華人

日人
華人

常傭工 臨時工 日人 華人 日人 華人
職員 傭員 職員 傭員

43 2 9 82 13 62 117 974 14 16 139 1178
*出典: ｢勞務作業狀況(1940.5.)｣, J061-001-00030.

<표Ⅲ-1-2> 石景山製鐵所의 1940년 5월 종업원 통계

표 Ⅲ-1-2)를 보면 사무 인원이나 기술 인원, 경비원을 제외한 ‘工人’은 모두 중

국인이었으며 대부분이 임시공이었음을 알 수 있다.67) 이들 임시공은 공장 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으며, 다만 工頭를 통해서만 보수를 받았다. 또한 공장의 모

든 복리사항은 ‘里工’에게만 적용되었다. 또한 점령 이후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

민당에 의해 工 가 조직된 이후에도 임시공은 여기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다.68) 

石景山製鐵所의 건설 공정에도 일본계 청부업자들이 개입하지만, 건축업의 경우 

주로 일본계 청부업체들의 활동이 활발하 다. 점령기 北京의 주요 건축 공정은 

모두 일본계인 淸水, 大林, 大倉 등 8대 ‘주식회사’에서 청부 맡았고, 이들이 다시 

중국의 營造廠에 하청을 주었다. 성공적인 중국인 청부업자 던 福安建築公司의 

經理 安福林의 경우 일본에 유학하여 일본어를 할 줄 알고 교제를 잘 하여 淸水

주식회사의 ‘三包’에서 시작하여 ‘二包’가 될 수 있었다. 福安公司의 규모는 상용

인원이 4-50명에 달했고, 수십 명의 包頭를 통제하고 동시에 2,000여 명의 노동

자를 동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69) 

67) 石景山製鐵所의 고용인원에 대한 다른 자료에서는 1942년 11월까지는 최대 2,000명 
정도 던 수치가 1944년과 1945년에는 24,00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온다.( 首鋼足

跡 , pp.52-53.) 그러나 점령 직후의 임시공 수가 1,500명 정도 다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臨時工問題(1949)｣, J061-002-00059.) 위의 수치는 실제의 고용인원 증가라
기보다는 통계 방식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인용한 1940년의 통계에
서도, 같은 문건의 ‘村別苦力供給數統計表’를 보면 1940년 4월과 5월에 각각 28,495
명과 29,571명의 ‘苦力’을 동원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표의 ‘一日平均人數’는 
각각 919명과 954명으로 임시공의 수치와 근접하고 있다.(｢勞務作業狀況(1940.5.)｣, 
J061-001-00030.) 또한 1940년 7월의 종업원 통계에서는 임시공이 928명으로 되어 
있으나 ‘總員(月計)’에서, 華人 ‘職工’은 218명, 苦力은 20,444명으로 표시되어 있다. 
아마도 임시공이 곧 苦力이고, 苦力은 연인원으로 계산하 던 듯 하다.(｢勞務作業槪

要(1940.7.)｣, J061-001-00031.) 따라서 점령 말기의 24,000이라는 고용인원은 연인원
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나온 수치인 것으로 추정된다. 

68) ｢臨時工問題(1949)｣, J061-002-00059.
69) 魯追ㆍ李和平, ｢ 中國北京的建築業及工人狀況｣, 北京 總工 工人運動史硏究組 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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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모집과 관리에 있어서 把頭층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華北勞工協

에서도 把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 다. 華北勞工協  北京辦事處는 

각 기관에 使用하는 把頭에 관한 각종 정보를 조사해서 보내줄 것을 요구하 는

데,70) 협회에서 요구한 조사항목을 보면 성명, 생년월일, 原籍, 현주소, 把頭의 계

통, 把頭로서의 경력, 자본력, 把頭 외의 직업, 약력, 학력, 사용자의 소재지ㆍ명칭

ㆍ업종, 관할하는 把頭 및 工人의 수, 월 수입액 등 대단히 상세한 정보를 포괄하

고 있었다.71) 

점령기에 이루어진 노동통제의 강화는 노동력의 확보와 송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각 업종 및 기업 차원의 노동자 조직 및 관리 방식은 오히려 기존

의 관행에 의존하는 면이 있었다. 공회 등을 통해 노동자들을 직접 파악하여 관리

하기보다는 把頭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당은 戰後에 北京에서 北平 總工 를 중심으로 각 

업종별 공회를 조직하고, 이러한 공회에 지도 기구와 黨團을 통해 국민당의 지배

라는 원칙을 관철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모든 공회 조직에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우선 北平 總工 는 시 전체의 노동조직을 포괄하는 조직이 아니

었으며, 黨部에서는 포괄적인 조직을 만들려는 의도도 없었다. 국민당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업종, 예컨대 理髮, 刺繡, 皮毛, 釀酒, 木業, 六國飯店 등의 업종에

서 공회가 설립되었을 때, 사람을 파견하여 참가하긴 했지만 總工 의 소속 공회

로 흡수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업종의 공회를 흡수하는 것이 ‘단점이 

많고 이익이 적으며’, 동시에 ‘大局과 무관’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72)

국민당은 기층공회의 발전에도 소극적이었다. 특히 1947년 이후에는 中共의 공

작이 기층공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국민당 당국은 기층공회의 발전이 국민당

의 공회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 다.73) 이 시기에 국민당은 기층

공회의 조직 확대뿐 아니라, 總工 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데에도 소극적이었다. 

1947년에 建築工 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끝내 공회 성립을 비준하

北京工運史料 第一輯 , 工人出版社, 1981, pp.119-120.
70) 把頭에 대한 조사요구는 技術工人에 대한 조사요구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指定勞

動 (技術工並勞務 )調査委託書(1943.5.25.)｣, J067-002-00002.)
71) ｢把頭調査表記載注意事 ｣, J067-002-00002.
72) 工人組織志 , p.249.
73) 工人組織志 ,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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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74)

이러한 국민당의 공회 조직에 대한 소극성은 경제 사정의 악화와 함께 공회의 

조직을 위축시켰다. 1947년 12월의 공회 조직 통계를 보면 北平 總工 의 회원 

공회는 보통공회 17개와 특종공회 2개 으며, 회원수는 보통공회 14,630명, 특종공

회 4,132명이었다. 보통공회 중에서 산업공회가 9개로 회원수는 6,980명이었으며, 

직업공회가 8개로 회원수는 7,650명이었다.75) 이러한 총공회의 소속 공회와 그 회

원수 규모는 北京의 전체 노동자의 극히 일부만을 포괄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總

工  설립 초기의 규모에 비해서도 줄어든 것이었다. 1948년 3월의 통계에서는 단

체회원이 16곳이고 회원수는 25,731명으로 몇 달 전보다는 회원수가 증가했지만, 

역시 큰 차이는 없는 수치 다.76) 

또한 노동운동의 추진에 있어서 노동자의 이해를 반 하는 것보다는 질서의 유

지와 ‘工潮’의 방지에 주목하다 보니, 국민당의 향력이 강한 공회 조직 역시 실

제 노동자들이 아닌 관리자들이 주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電信工

의 경우 電信局의 局長인 聶傳儒가 北京을 포함하는 電信工  조직인 第7區 電

信工 의 ‘指 員’ 되어 공회를 지도하 다. 그는 ｢關於電信工 組織辦法｣의 局長, 

副局長, 管理工程師는 공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공회의 간

부가 되지는 못했지만, ‘지도원’이라는 명의로 실제 공회의 활동을 관리하는 역할

을 하 다.77) 

경 관료들이 공회를 장악하는 사례 외에도, 石景山鋼鐵廠과 같이 包頭들이 공

회를 장악하는 사례도 있었다. 石景山鋼鐵廠에서는 包頭인 領班들이 주축이 되어 

‘三十二友’라 불리는 모임을 결성했고, 이것은 ‘七十二友’로 확대되었다. 이들은 工

와 黨部를 건립하는 공작을 추진하여 1946년 8월 22일에 ‘石景山鋼鐵廠工 ’가 

성립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21일에는 國民黨 39黨部의 성립대회가 열렸다. 그리

고 공작 단위에 따라서 6개의 區分部를 조직하 는데, 區分部의 조직 이후 국민당 

가입자가 증가하여 전체 직공 2,110명 중 500명에 달했다고 한다.78) 石景山鋼鐵廠

74) 魯追ㆍ李和平, ｢ 中國北京的建築業及工人狀況｣, 北京 總工 工人運動史硏究組 編, 
北京工運史料 第一輯 , 工人出版社, 1981, p.215.

75) 國統區工人 , pp.529-532. 특종공회는 郵務工 와 電信工 다.
76) ｢參加全國總工 各單位一覽表(1948.4.)｣, 國統區工人 , p.554.
77) ｢僞北平 政府社 局公函(1947.8.14.)｣, 北京 總工 工人運動史硏究組ㆍ北京 檔案

館編硏處 編, 北京工運史料 第四期: 第三次國內革命戰爭時期北平電信工人鬪爭檔案

資料選編 , 工人出版社, 1982, pp.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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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회의 선거는 이 ‘七十二友’의 위협 속에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노동자들에

게 적극적으로 국민당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다.79) 

국민당 통치 시기 공회 조직화의 부진은 국민당의 소극성, 국민당 노동정책의 

성격, 경제사정의 악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른 것이었지만, 경제 구조의 문제

로서 기업의 세성과 분산성이라는 조건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 이 시기의 한 통

계에 따르면  전체의 공장은 3,286곳에 달하지만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곳은 

石景山鋼鐵廠, 門頭溝煤礦, 長辛店鐵路工廠 등 몇십 곳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 공장의 규모에 있어서 매우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공

기업의 규모와 사 기업의 규모의 차이 다. 공 기업 총 44곳의 노동자 수는 

20,941명으로 기업 당 평균 약 475명이었는 데 비해, 사 기업은 13,242곳의 기업

에 62,237명의 노동자가 있어서 평균 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 다.80) 北京의 

공 과 사  기업의 규모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난 배경에는 수공업의 비

중이 높고,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

으로는 점령기 이래 주요기업의 공 화가 이루어져왔던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이

러한 공 기업과 사 기업의 규모상의 대비는 이후 中共 통치 시기의 공회 조직

의 변화 양상에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81) 

日本의 점령당국은 7ㆍ7사변 이후 北京에서 長辛店機車修理廠, 淸河制呢廠 등의 

공  기업을 접수하고 琉璃河水泥廠, 豊台橋梁廠과 大台 등 4개의 煤礦을 새롭게 

건설하 다. 또한 石景山鋼鐵廠을 준공하여 생산을 시작하 다. 또한 점령기 동안 

비교적 큰 사  기업인 永增鐵工廠 등을 ‘買收’하거나 ‘合辦’하기도 하 다.82) 

自來水公司의 사례는 점령기의 기업 공 화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自來水公司

는 원래 淸 光緖 34년에 北京自來水股份有限公司로 출발한 사  기업이었다.83) 그

런데 1938년 초에 自來水公司의 사업을 시정부가 위탁하여 경 하는 것으로 바뀌

78) 關續文, 首鋼史話 , 中國廣播電視出版社, 2010, pp.136-137.
79) ｢苦 恨｣, p.123.
80) 工人組織志 , p.27.
81) 中共의 工  조직과정에서 나타난 公營과 私營 기업의 차이에 대해서는 Ⅲ편 2장 

참조.
82) 北京工業史料 , p.3.
83) ｢自來水局沿革及槪況(1940年10月14日)｣, 北京 檔案館ㆍ北京 自來水公司ㆍ中國人民

大學檔案系文獻編纂學敎硏室 編, 北京自來水公司檔案史料(1908-1949年) , 北京燕山

出版社, 1986(이하 自來水公司檔案 으로 약칭), p.218.



- 166 -

게 되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日本軍部의 旣定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84) 營 위탁의 결정은 1938년 1월 23일에 75명의 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었다. 회의기록에 따르면 일본 군부의 

시 화 방침을 결정한 것은 ‘自來水는 순수한 公用 사업’이어서, ‘자치 공공 기관

이 경 하는 것이 시민의 복리에 가장 유익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85) 공

화 이후 自來水公司는 北京特別  公用管理總局 自來水管理局이라는 이름으로 바

뀌었다.86) 이렇게 공 화된 自來水公司는 戰後에도 다시 주식회사로 돌아가지 않

고, 1945년 10월 16일에 北平 政府 公用局에 접수되었다.87) 

自來水公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점령기에 일본이 공 화하거나 새롭게 설립한 

기업들은 모두 국민정부에서 접수하 고, 몇 년 후에 다시 中共에서 접수하 다. 

中共 接管 시에 접수한 공  기업은 모두 44개 고, 職工은 20,941명에 달했는

데,88) 接管 이후에도 공  기업의 노동자의 수와 비중은 ‘사회주의화’가 본격적으

로 추진되기 이전에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89)

Ⅰ편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당의 공회 조직의 원칙과 공회의 성격은 공산

당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업종별로 조직된 국민당 계열의 공회는 포괄적인 

조직이 아니고, 일부 노동자, 특히 공  기업, 대형 기업의 노동자만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또한 기층 조직의 정비에 소극적이었으며, 공회가 있는 기업에서도 기

층에는 노동자와 경 자 사이에 매개층의 존재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다. 이

러한 상황은 接管 이후의 中共에게 해결과제로 남게 되었다. 

84) ｢僞 政府“代爲經營”自來水公司訓令(1938年1月5日)｣, 自來水公司檔案 , p.204.
85) ｢自來水公司臨時股東大 記 (1938年1月23日)｣, 自來水公司檔案 , p.205.
86) ｢自來水局沿革及槪況(1940年10月14日)｣, 自來水公司檔案 , p.218.
87) ｢自來水管理處成立簡介(1945年10月)｣, 自來水公司檔案 , p.267.
88) 北京工業史料 , p.4.
89) 工人組織志 ,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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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국 초기 工會를 통한 도시주민 조직

1. 工會 계통의 건설 

‘노동자계급에 의지’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던 接管 초기의 중공에게 공회는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었다. 1949년 4월 劉 奇는 接管 초기의 北

平 工  업무에 대한 지시에서 工 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 다. 

노동자계급에 의지한다는 것은 總工 ㆍ分工 와 각급 工 에 대한 群衆의 

믿음에 의지하는 것이다. 工 는 전체 노동자를 우리 黨의 주위에 단결시켜야 

한다. 工 가 광대한 군중을 연결한다는 것은 우리 당과 우리 정부가 광대한 군

중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工 는 당과 정부가 군중과 연결되는 橋梁이다.1)

여기에서 ‘노동자계급에 의지’한다는 것은, 위의 지시가 있기 한 달 전에 개최되

었던 중국공산당 7기2중전회에서 등장했던 노선이었다.2) 이 회의에서 中共은 ‘노

동자계급에 의지’할 것을 제기하 으며 ‘노동자가 농민을 지도하는 혁명’의 단계

에 이르렀다고 천명한 바 있었다.3) 노동계급의 지도라는 원칙은 신민주주의론에서

부터 제기되었으나, 농촌에서 도시로 공작 중심이 이동했다는 7기2중전회의 선언

과 함께 현실성을 가지게 되었다.

‘노동자계급에 의지’하는 노선은 실제로 당원 확충의 중심을 산업노동자에 두는 

정책4)이라든지 인민대표의 선출에서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았던 것을 통해서 표현

되었다. 일례로 1950년 北京의 第2屆 各界人民代表 議의 대표 중에서 工 의 대

 1) ｢劉 奇 北平工 工作的指示(節 )(1949.4.3.)｣, 北京工 50年 , p.5.
 2) 중국공산당은 1949년 3월 5일에서 13일까지 河北省 平山縣 西柏坡村에서 第7屆 中

央委員  第2次 전체회의를 거행했는데, 이것은 종전과 건국 사이에 개최된 유일한 
中全 다. 이 회의에서는 당의 공작 중심이 이미 농촌에서 도시로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도시가 농촌을 지도하는 시기가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도시의 
공작에서 당의 중심 임무는 생산의 회복과 발전임을 결의하 다. (張明楚 主編, 
2008, p.180.) 

 3) ‘노동자계급이 지도’한다는 원칙은 이후 ｢中國人民政治協商 議共同綱領｣에도 명시
되었고, 이후 헌법 제정시 제1조에 삽입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4) 張明楚 主編, 2008, pp.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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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 청년대표와 부녀대표 중에서도 

노동자층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각 區의 各界人民代表 議에서도 마

찬가지 다.5)

당원이나 대표 선출 외에 노동 정책에 있어서도 ‘노동자계급에 의지’한다는 노

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느냐가 핵심적인 문제 다. 앞에 인용한 

발언에서 劉 奇는 ‘노동자계급에 의지’한다는 노선이 구체적으로는 工 를 통해

서 ‘群衆’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工 는 당과 군중을 연결하는 매개

이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에 의지’하는 노선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실제로 中共이 接管 직후부터 工 를 통

해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작업을 중심적인 과제로 놓고 실천하는 것으로 연결되었

다. 

工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北京에서 工  공작은 接管 직후부터 시작

되었다. 이른바 ‘工  공작’이라고 불리는 활동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다. 北

京 지역의 모든 기업 부문 黨員들이 대부분 참여하 던 1949년 3월 5일의 회의에

서 北京 總工  籌備委員 의 主任委員이었던 蕭明은 주요 工  공작으로서 조

직 공작, 교육 공작, 생산 문제, 복리 문제, 임 금문제, 合作社 문제 등을 열거하고 

있다.6) 그러나 교육, 생산, 복리, 임금 등의 공작은 대부분 공회의 조직 자체를 전

제로 하는 것이었으며, 초기에는 각급 공회를 조직하는 것 자체가 공회 공작의 중

심에 놓여 있었다. 

北京에서 공회를 조직하는 일은 시 전체의 공회 조직인 北京 總工  설립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中共은 北京 진입 직후에 바로 시 단위 공회의 설립을 추진하

여, 入城 후 5일째인 2월 7일에 職工總 의 설립을 결의하고 2월 14일에 籌備委員

를 성립시켰다.7) 北京에 진입한 지 채 2주가 지나지 않아서 시급 공회 기구를 

설립했던 것이다. 정식으로 北京 總工 가 성립된 것은 1년이 지난 1950년 2월 6

일에 제1차 工人代表大 를 통해서 지만,8) 籌備委員  단계에서도 각종 문건에서 

 5) ｢北京解放的兩年間首都工人階級光輝的貢獻(1951.2.3.)｣, 選編51 , p.72.
 6) ｢ 委召集各 業工 黨員大 -蕭明同志報告關於工 工作的主要問題(1949.3.5.)｣, 北

京 檔案館 101-001-00001. 3월 5일의 회의는 北京에서의 工  공작의 방향에 대한 
中共 지도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이다. (｢彭眞關於工資問題ㆍ工廠內黨ㆍ

行政和工 關係問題的報告(1949.3.5.)｣, 選編49 , pp.226-232.) 
 7) ｢北平 産業職工 組織過程中的幾點經驗(1949.12.)｣, 101-001-00252.
 8) ｢北京 總工 兩年工作報告(1951.1.)｣, 101-001-00274. 이하에서는 籌備委員  시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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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總’으로 약칭되곤 했던 이 기구는 산하에 각 기업과 업종마다 하부 기구를 설

립하여 이를 總工 의 지도 아래 놓는 조직 공작을 수행했다. 당조직이나 행정 

조직과는 별개의 공회 조직의 계통이 接管 초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

다.9) 

總工 에서는 1949년 공작을 정리하고 이후의 임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상

의 업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급과 하급이 접하게 연계하고, 일상적인 

請示ㆍ報告 제도를 건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0) 의 모든 공회는 總工

를 정점으로 하는 공회 계통에 속한 것으로서, 상급 공회에 대해 보고의 의무를 

가지고 지시를 받는 관계 던 것이다.11) 

中共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서, 中華全國總工 를 정점으로 기층 단위까지 

연결되어 있는 전국적인 노동자 조직을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北京에서

도 接管 이후 總工 를 정점으로 하는 공회 조직의 건설을 통해, 상하 공회를 

연결시켜 工 法의 문구처럼 ‘독립적이고 통일적인 조직 계통’을 만드는 작업을 

해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接管 이후 몇 달 사이에 總工 에서 주요 기업과 區

에 이르는 조직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공회 계통 내의 상하급을 긴 하게 연결한다는 주요 원칙에 관련된 세부적인 

원칙들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공회 조직 공작 관련 회의가 개최되어 조직

의 형식에 대한 여러 가지 방침을 결정하기도 했다. 공회 계통의 상하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공회 내의 組織部가 있었다. 全國

工 組織工作 議에서 기초하고 中華全國總工 에서 수정ㆍ비준하여 1950년 8월 

4일 공포ㆍ시행된 공회 조직부에 대한 규칙에서는 각 産業工 와 地方工 의 각

급 상임위원회에 組織部를 설치해야 하고, 조직부는 각 해당 상급 위원회의 지시 

지 모두 포함하여 ‘北京 總工 ’로 통칭한다.
 9) 통일적이고 계통적인 조직으로서의 工 라는 지향은 1950년 6월에 공포된 ｢中華人

民共和國工 法｣의 규정에도 나타난다. 공회법에서는 제3조에 ‘工 는 全國勞動大

의 代表大 에서 통과된 章程과 결의에 근거하여 조직된 群衆團體로서, 전국에 
독립적이고 통일적인 조직 계통을 가지고 中華全國總工 를 최고지도기관으로 한
다’고 규정하여, 中華全國總工 를 정점으로 하는 통일적인 조직 계통을 구성할 것
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회 조직의 원칙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10) ｢ 總工 今後的主要任務(1949.12.)｣, 101-001-00227. 
11) 공회 간의 상하 관계에 대한 인식은 1950년의 공회법에도 나타나있다. ｢中華人民共

和國工 法｣의 제2조에서는 ‘각급 공회위원회는 員群衆이나 그 代表大 에 공작
을 보고하며, 또한 상급 공회조직의 결의와 지시에 복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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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회원대회 혹은 대표대회 결의의 집행 상황에 대해 소속 공회위원회를 감독하

고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2) 이러한 규정은 결국 상급 공회의 지시나 결

의를 하급 공회가 집행하도록 감독하는 기관을 둠으로써 공회 계통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회의에서 기초된 공회 기층조직의 조직

에 관한 조례에서는 가장 하급 단위의 공회 조직에까지 ‘조직공작위원회’를 설치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3) 또한 공회의 조직 계통을 움직이는 공회 간부의 확보와 

관리에 대한 원칙도 제시되었다. 즉 점진적인 간부의 業化를 추진할 것을 지향

하 으며, 하급공회는 간부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급공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14) 

北京 에서도 위와 같은 全總 차원의 원칙에 근거하여 공회 공작을 수행하 다. 

물론 공회의 업무가 總工 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

다. 그러나 적어도 공회 단위의 독자적인 활동이 아닌 상급 공회의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이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은 분명하다. 總工 에서는 接管 

초기의 공회 상황을 평가하면서 ‘공회 공작이 비교적 취약하고 勞動局이 아직 성

립되지 않아서 勞資 분규가  단위에서 통일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각 街와 각 

區에서 스스로 처리’하 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

다.15)

北京 總工 는 공회 조직 첫 해인 1949년에  전체 노동자의 47.7%를 조직하

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수치는 總工 에서 추산한 업종별 전체 노동자 수에서 

공회의 회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서 나온 것이었다. 각 산업별 노동자의 

공회 가입률을 보면 점원공회나 기관공회의 가입률이 낮았고, 搬運공회나 수공업

공회는 산업의 분산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공회 가입률 

외에 공회 간부의 확충 역시 조직 공작의 성과로 제시되고 있는데, 각 공회의 정

ㆍ부 主席 470명, 委員 2,342명, 幹事 4,601명, 組長 10,115명 등 총 17,000여명의 

공회 간부가 있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공회 회원 전체의 1/10에 가까운 것이었

다.16) 

12) ｢關於工 組織部的工作暫行條例(草案)｣, 勞動出版社 編, 工 組織工作有關文件 , 勞

動出版社, 1951. (이하 工 組織工作有關文件 으로 약칭.)
13) ｢工 基層組織組織工作委員 組織條例(草案)｣, 工 組織工作有關文件 , pp.15-16. 
14) ｢關於各級工 幹部調遣的決定｣, 工 組織工作有關文件 , pp.96-97.
15) ｢北京 總工 兩年工作報告(1951.1.)｣, 101-001-0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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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京에서 대형 기업의 공업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회 조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고, 조직 공작의 우선 순위 다는 점에 기반하고 있었다. 總工 에서는 1949

년 2월에서 5월까지는 대규모 공  기업에서 공회를 조직하는 데 집중하 고, 5월 

이후에는 사  기업에서 공회를 조직하기 시작하 다.17)

공  기업에서의 공회 조직이 빠르게 이루어졌던 것에는 기존의 조직 기반이 

있었다는 점도 작용하 다. 總工 의 接管 초기 공회 조직 공작 관련 보고에서

는 ‘해방 전후에 각 공  공장에 보편적으로 護廠隊, 聯誼 , 迎委 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어서, 공  공장에 중공이 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조직적 기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  기업의 공회 조직 공작의 장애로서 ‘御用工 ’

와 ‘黃色工 ’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때문에 노동자들이 ‘工 ’는 노동자를 착취하

는 도구라고 인식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國民黨의 향력 아래 조직되었던 공회

가 공회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공

회라는 형식으로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었던 경험은 새로운 공회가 빠르게 건립

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기업 단위의 공작조가 파견되었던 33개의 공  기업에서

는 接管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미 모두 공회가 성립되었다.18) 이 문건

에서는 공  기업의 산업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공회 조직의 방식을 지하당 및 ‘군

중 기초’의 역량에 따라 달리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즉, 역량이 약하면 군중대회를 

통해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역량이 강하면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

는 방식을 채택했던 것이다.19)

공  기업에서의 공회 조직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에는 공회 조직과 활

동을 지도하는 당조직이 빠르게 설립되었던 점도 작용했다. 接管 다음 달인 1949

년 3월의 시점에 이미 상당수 공  공장에는 당조직이 만들어진 상태 다.20) 각 

16) ｢北京 總工 籌委 過去11個月來的工作總結(1949.12.)｣, 101-001-00227.
17) ｢北京 總工 籌委 過去11個月來的工作總結(1949.12.)｣, 101-001-00227.
18) 이 문건에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接管 시점부터 다루고 있으며 ‘최근 5개

월’의 공작이라는 언급이 몇 번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 接管 후 5개월 정도 지난 시
점의 문건으로 추정된다. 

19) ｢北平 總工 籌委 工 組織工作報告(提綱)(1949.)｣, 101-001-00251.
20) ｢彭眞同志關於經濟工作的一些問題向中央ㆍ華北局ㆍ總前委的報告(1949.3.16.)｣, 中共

北京 委政策硏究室 編, 中國共産黨北京 委員 重要文件彙編(1949年ㆍ1950年) , 
中共北京 委政策硏究室(黨內文件), 1955,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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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당조직을 건설할 때 간부는 대부분 군대표, 委에서 파견한 공작조 

성원, 해당 단위의 지하당원 등 세 부류에서 충당되었다. 委 구성원이면서 總

工 의 공작을 지휘했던 劉仁은 ‘老區’에서 온 군중 공작에 익숙한 간부와 지하당

원 중에서 선출한 기술을 이해하는 간부, 그리고 해당 기업의 적극분자 등을 결합

시키는 것에 주의를 기울 다고 한다.21) 

接管 초기 공  공장에 대한 공회 조직 과정은 기업 접수의 일환으로서 순조롭

게 진행되었다. 중공은 北京 接管 시에 ‘原 不動’이라는 방향을 설정했고, 기업의 

접수 이후에도 가급적 운 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1950년 초 

무렵부터 기업 운  방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 다. 즉 기업의 ‘民主管

理’ 내지 ‘民主改革’을 내세우면서, 공  기업의 경 에 당이 본격적으로 개입하

으며, 이러한 기업 지배의 변화는 공회 조직의 변화를 수반한 것이었다. 기업 관

리의 변화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1950년 2월 7일 李立三이 기

초한 人民日報  사론에서는 기업 관리의 개혁을 주장하 고, 그 주요 내용으로서 

공장관리위원회와 직공대표회의의 건립을 들었다. 같은 달 28일에는 정무원 재정

경제위원회에서 국  및 공  공장에서의 공장관리위원회 건립에 대한 지시를 내

렸다. 그리고 중화전국총공회에서는 2월과 5월 사이에 10대 도시 工 生産部長

議와 全國工 生産 議를 개최하여 공장의 ‘民主管理’와 생산경쟁 등의 문제를 집

중적으로 연구하 다.22) 공장관리위원회의 건설, 그리고 이것과 짝을 이루는 공장

의 노동자 대표체인 ‘직공대표회의’의 건설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대규모 공  기업 내의 공회 조직 건설 및 노동자 대표 기구의 건설도 중요한 

조직 공작이었지만, 공회의 조직 공작은 기업 내부에 한정되지 않았다. 北京에서 

接管 초부터 總工 를 정점으로 하고, 상하급의 공회가 연결되는 공회 계통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전술한 바 있지만, 개별 기업부터 중화전국총공회까지 

연결되는 조직 구조의 건설은 공회 공작의 핵심적인 과제 다. 

總工 가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級의 산업별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즉 산업별로 하나의 공회를 조직

하여  전체의 해당 산업 노동자들을 모두 그 산하에 조직하려 했던 것이다. 그

리고 總工  내부에는 각 산업에 대응하는 부서가 개설되어, 각 산업별 공회와 

21) 中共北京 委<<劉仁傳>>編寫組, 2000, p.208.
22) 王永璽 主編, 1992, pp.3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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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고 있었다.23) 산업별 조직이라는 원칙 역시 중공이 전국적 차원에서 관철시

키려 한 것이었다. 중화전국총공회는 1949년의 全國工 工作 議에서 산업공인을 

우선적으로 조직한다는 원칙을 결정하 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50년 5월까지 10

개 산업공회의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여 각 산업공회의 전국위원회를 정식으로 

성립시키기로 하 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1950년에 6개의 주비위원회와 3개의 

공작위원회를 포함하여 16개의 전국 규모의 산업공회 조직이 구성되었다. 또한 

1952년 말까지 省ㆍ ㆍ自治區 및 소속 ㆍ地ㆍ縣에 모두 지방공회와 산업공회

가 건립되었다.24) 규모가 큰 근대적 공장의 노동자들이 우선적인 조직 공작의 대

상이 되었으며, 빠른 속도로 산업별 조직의 전국적 틀이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

다.

北京 總工  역시 산업별 공회 조직이라는 원칙에 충실하 다. 그러나 공장들

을 제한된 분류 항목으로 정리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北京만 하더

라도 산업별 조직의 분류 방식에 여러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1949년의 단계에서

는 산업공회를 분류하면서, 政工 , 五金工 , 煤礦工 , 工廠聯合 , 直屬工  

등의 5개의 산업공회를 설정하고 있었다.25) 이러한 분류는 엄 한 의미에서의 산

업별 조직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실제로 이후에 조직된 

산업별 조직을 보면, 1949년과 1950년에 鐵路工 , 煤礦工 , 敎育工 , 醫務工  

등 4개의 산업공회가 설립되고, 기타 산업성 공작은 總工 의 각 産業工作委員

에서 담당하 다.26) 1951년에는 중화전국총공회의 산업공회 설립 방침에 따라서 

산업공회의 분류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總工 의 黨組에서는 ‘華北局

城工部의 정신과 劉 奇의 全總擴大常任委員 에서의 강화에 근거’하여 11개의 시 

단위 산업공회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 다.27) 또한 공 과 사 을 구분하지 않는다

는 원칙과 함께 산업공회와 行業별 공회연합회를 합쳐서 15개의 산업별 공회 조

직의 건설을 주장한 의견도 있었다.28) 실제의 級 산업별 공회 조직의 변화 과정

은 다음과 같다. 

23) 工人組織志 , p.282.
24) 王永璽 主編, 1992, pp.329-330. 
25) ｢關於 總工 的産業工 組織形式問題的請示(1949.11.29.)｣, 101-001-00005.
26) 工人組織志 , p.283.
27) ｢建立産業工 組織領 問題(1951.6.27.)｣, 101-001-00018.
28) ｢關於 總工 組織形式的意見(1951)｣, 101-001-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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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성립 취소 합병/분리

1949-1

950년

鐵路工 , 煤礦工 , 敎育

工 , 醫務工 , 기타 각 

산업의 工作委員

1951년 

4월

搬運工 , 輕工業工 , 建

築工 , 店員工 , 財政金

融工 , 機器製造工 , 紡

織工 , 政工 , 食品工

業工 , 新聞出版和印刷工

, 文藝工作 工 , 郵電

工 工作委員 , 電業工

工作委員

五金工作委員 , 政

工作委員 , 工廠聯合

工作委員 , 型 業

工作委員 , 店員工作

委員 , 搬運工作委員

, 文敎工作委員

1952년 

4월
型 業聯合

紡織ㆍ印刷ㆍ機器製造ㆍ輕工業ㆍ

食品工業 등 5개 산업공회가 工廠

聯合 로 합병. 郵電ㆍ電業ㆍ 政

ㆍ搬運 등 5개 공회가 政聯合

로 합병. 新聞出版ㆍ機關ㆍ文藝 등 

공회가 文敎機關工 로 합병.

1953년 文敎機關工

工廠聯合 가 第一機械, 第二機械, 

重工業, 輕工業 등 4개 산업공회로 

분리. 

1954년

政ㆍ輕工業ㆍ建築 등 3개 공회

가 政ㆍ電業ㆍ郵電ㆍ輕工業ㆍ印

刷ㆍ紡織ㆍ建築ㆍ建築器材 등 8개 

산업공회로 분리.

<표Ⅲ-2-1> 級 산업공회의 변화 과정(1949-1954)29)

위의 표에서 보듯이 산업별 공회 조직이라는 원칙은 1950년 이후에 실제 산업

별 조직의 설립으로 이어졌으나, 이후 몇 차례의 합병과 분리, 취소 등을 거치게 

되었다. 다만 산업별 조직이라는 원칙 자체는 적어도 시급 조직에서는 큰 변화없

이 유지되었다. 산업공회가 본격적으로 조직된 1951년의 시점에서 總工  산하 

각 산업공회의 회원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29) 工人組織志 , pp.283-284에 근거하여 정리함.



- 175 -

산업공회 五金 政 印刷出版 煤礦 紡織 建築業 食品

회원수 13,611 15,798 9,500 23,499 9,692 21,500 2,500

<표Ⅲ-2-2> 각 산업공회의 회원수(1950년)30)

地方工業 機關 文敎 敎育工作 醫務 手工業 搬運 店員

4,909 80,000 1,662 18,000 4,053 16,431 32,509 37,719

중화전국총공회는 근대적 공업에 종사하는 ‘산업공인’을 우선적인 조직 공작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위의 표와 분류를 보면 실제로는 의료, 수공업, 운수, 상업 등 

근대적 공업의 역을 벗어나는 부분까지도 산업별 혹은 업종별 조직의 원칙에 

충실했음을 알 수 있다. 

接管 초기에 공회를 조직하는 일은 주로 공작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공작조는 

공회의 조직 공작이 완성되기 전까지, 공회 자체의 조직을 포함한 공회 업무 전반

을 담당하 다. 공작조를 파견하여 초기의 공작을 수행한 것은 中共의 일반적인 

방식으로서, 농촌에서의 토지개혁 과정이나 Ⅰ편 2장에서 살펴본 행정 계통의 接

管에서 공히 볼 수 있다. 공작조 파견은 北京 입성 직후에 이루어졌는데, 주요 기

업에 파견된 19개의 공작조와 各區에 파견된 20개의 공작조 등 총 39개의 공작조

가 파견되었다.31) 공작조는 각 공장의 접수와 생산회복 공작, 직공들에 대한 선전

교육, 적극분자의 발견, 합작사의 창립이나 회복, 노동자 생활 수준의 보장, 생산 

정서의 안정, 정치교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 다.32) 

각 區에서 공작조가 공회 공작을 담당하는 방식은 1949년 5월 무렵에 마무리되

었다. 5월에 北京 總工 는 각 區에 北京 總工  辦事處를 설치하여 總工 의 

파출 기구로 삼았다.33) 區 단위의 공회 기구가 설치된 것이었다. 總工 의 各區 

辦事處 설치는 공작조를 통해 공회 공작을 진행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공회 계통의 정규적인 기구를 설립하여 운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대규모 기업에 파견된 공작조가 공회의 조직과 함께 취소된 것은 區에서보다 

30) ｢北京 總工 所屬各工 人數統計表(1951), 101-001-00283. 煤礦工 , 機關工 , 敎育

工作 工 , 醫務工 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산업공회는 더 세분화된 업종별 조직
을 가지고 있었다. 檔案 원건에서는 산업 내의 업종별 공회의 회원수까지 정리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산업공회 단위의 회원수만 정리하 다.

31) 工人組織志 , p.264.
32) ｢北平 産業職工 組織過程中的幾點經驗(1949.12.)｣, 101-001-00252.
33) 工人組織志 ,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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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빨랐던 듯하다. 北京 總工 의 공작 보고에 따르면 일부 공장에서 공회가 

설립된 이후에도 공작조가 바로 취소되지 않고 공회의 간부가 해야할 일을 대신

하여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러한 문제도 4월 이후에는 대부분 해결되었다고 한

다.34) 대략 1949년 4월 무렵이면 기업 단위의 공작조도 그 역할을 다 하고 공회 

공작은 정식 공회의 업무가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산업별 공회 조직이라는 원칙은 공회 공작의 초기부터 제시되었고, 이 

원칙이 실제로 각 산업공회의 조직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산업별 분류와 함께 

總工 의 조직 내에는 公營과 私營이라는 범주의 구분도 존재하 다. 1949년 12월

에 總工 에서는 私營産業委員 가 제출한 公營産業委員 와의 합병 문제에 대

해서 공인대표대회를 통해 北京 總工 가 정식으로 성립되기 이전이므로 잠시 

변동없이 현상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35) 이를 통해 적어도 1950년 초

까지는 總工  조직 상에서 사  기업을 담당하는 부문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리는 공  기업과 사  기업의 규모의 차이라는 현실

적인 상황을 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1951년의 산업공회의 본격적 

건설 시기에는 공 과 사 을 분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다. 업종별 

조직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1954년이 되면 시 단위의 산

업공회는 공  기업, 區工 는 사  기업의 노동자를 조직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

었다.36) 五反運動 이후 ‘公營 業公司’가 여러 공  기업을 접수하여 통폐합한 것

도 이러한 변화의 한 배경이었다.37) 總工  산하의 공회 조직이 공  기업-산업

공회라는 계통과 사  기업-구공회라는 계통으로 나뉘어진 이러한 변화는 산업별 

조직 원칙에서 어느 정도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시급 산업공회는 사실상 

비교적 규모가 큰 공  기업의 공회 조직을 관리하는 기구가 되었다.38)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  기업은 기존의 국민당 조직이나, 공산당 지하조직 등의 

존재로 손쉽게 공회의 조직이 이루졌다. 그러나 분산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34) ｢北京 總工 籌委 過去11個月來的工作總結(1949.12.)｣, 101-001-00227.
35) ｢12月23日常委接頭 記 (1949.12.23.)｣, 101-001-00226. 
36) ｢關於建立産業工 的意見(1954.2.2.)｣, 101-001-00404.
37) ｢北京 人民政府公營 業公司關於1952年度工作綜合報告(1953.1.17.)｣, 恢復 , pp.401 

-409.
38) 산업별 조직 원칙의 후퇴와 區工 를 통한 공회 조직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상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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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회 조직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과제 다. 중공이 ‘무조직 노동자’라고 지칭하

곤 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회의 조직은 산업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회 조

직 공작보다 훨씬 어려웠다. 조직적인 기반이 거의 없는데다 노동자들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도 시 단위에서는 산업별 조직이라는 원칙이 적

용되었지만, 실제로 산업별 조직 아래 몇 개의 주요 기업 단위 공회가 있었던 공

업 분야와는 달리 시 단위 조직 아래의 무조직 노동자들의 공회 조직 형식은 좀

더 복잡한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1949년 4월에 나온 北京 委의 생산과 공회 공작에 관한 계획에서는 공 과 사

을 포괄하여 산업공인들을 각 산업공회를 통해 조직하는 것 외에, 다섯 종류의 

공회 조직을 설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즉 手工業工人 공회, 店員 공회, 苦力

運輸工人 공회, 文敎工作人員 공회, 機關 공회 등을 근대적 공업 부문 이외의 

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조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39) 실제로 비공업 분야의 공

회 역시 이미 살펴보았듯이 업종별 조직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1950년 이후에 시

급 산업공회라는 형식으로 조직되었다. 다만 공  기업에 대한 接管과 공회 조직

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에서 나온 위와 같은 계획을 통해 중공 지도부가 공회를 

통한 조직의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무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의 조직 방식은 ‘농촌 공작 방식의 搬用’

으로서, ‘自下而上’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즉 組->街->區의 순서로 공회 조

직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1949년 5월 말까지 유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의 불통일, 분규 등의 개별적 처리, 간부의 독단성, 群衆과의 관계 등 

다양한 단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반성의 결과 시급 기구의 설립 이후에는 ‘自上

而下’의 조직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운수〔搬運〕 노동자의 조직을 예로 

들면, 초기에 공회 조직이 만들어진 三輪車 공회는 하급 단위부터 조직이 이루어

졌는데, 조직 방식의 전환 이후에 공회가 만들어진 排子車 공회와 大車 공회는 상

급부터 조직되기 시작하 다.40) 무조직 노동자의 조직 과정에서 나타난 ‘自下而上’

에서 ‘自上而下’라는 변화는 Ⅱ편 2장에서 살펴본 街政府의 취소와 ‘街派合倂’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으며, 시기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즉 1949년 6월 무

39) ｢中共北平 委關於生産 工 工作的初步計劃(1949.4.17.)｣, 中共北京 委政策硏究室 

編, 中國共産黨北京 委員 重要文件彙編(1949年ㆍ1950年) , 中共北京 委政策硏究

室(黨內文件), 1955, pp.79-80.
40) ｢關於搬運工人的組織工作及幾個主要問題的方針辦法和經驗(1949.12.)｣, 101-001-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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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이면 北京의 당 지도부에서는 도시주민의 조직 방식에서 ‘농촌 방식의 搬用’을 

지양하고, 街나 街 이하 단위의 자율성을 가지는 조직에서 상급의 통일적 지도에 

따르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조직의 건설로 방향을 전환했던 것이다. 

위에서 接管 초기에 ‘自下而上’의 방식으로 조직된 업종의 사례로 삼륜차 공회

를 들고 있는데, 삼륜차 노동자들은 이민 공작에서도 나타나지만 ‘산업노동자’가 

아닌 ‘行業’ 노동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다루어졌다. 이것은 우선 규모가 큰 업종이

기 때문이었다. 1950년의 업종별 회원수 통계에 따르면, 삼륜차 공회의 회원수는 

27,569명으로 단일 ‘行業’으로는 최대 규모 다. 또한 裝御 공회, 排子車 공회, 大

車 공회 등 搬運 공회 소속 다른 업종 회원의 총수가 5,000명이 채 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搬運 공회 내에서도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41) 總工  

조직부에서는 三輪車 노동자들의 수가 많고 생활 문제가 심각해서 공작의 중심으

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三輪車 분야의 특징으로 行業의 몰

락, 노동자의 분산과 유동성 등을 들고 있다.42) 그리고 조직 공작을 위해서 三輪

車 수입의 변동이라든지 三輪車 수의 증감 등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

었다.43) 이렇게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공회 역시 빠르게 조직되었던 

것이다. 1949년 8월에 제5구 區委의 建黨訓練班에 대한 보고를 보면 대부분 산업

노동자인데, 여기에 일부 삼륜차 노동자와 점원이 참여했다고 한다.44)

그러나 공회의 설립이 바로 중공이나 總工 가 노동자들에 대해 강력한 통제

력을 확보하게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공회 내부의 권력 관계를 재편하여 노

동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오히려 공회 계통 설립 이후의 

과제 다. 이러한 과제를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 관행 속에서 향력을 유지하면서 

기업 경  측과 개별 노동자들 사이에 존재하던 매개층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매개층 제거를 목표로 중공이 기업의 ‘민주개혁’과 거의 동시에 추진했

던 것이 ‘反把頭’ 투쟁이었다. 노동자의 고용이나 생산 과정에서 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把頭’들을 제거하는 일은 주로 1950년에서 1951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把

頭’의 제거는 기업에 대한 接管 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石景山鋼鐵廠의 接管 과정에서는 ‘領工’이라 불리던 ‘把頭’들을, ‘기술을 가

41) ｢北京 總工 所屬各工 人數統計表(1951), 101-001-00283.
42) ｢關於搬運工人的組織工作及幾個主要問題的方針辦法和經驗(1949.12.)｣, 101-001-00252.
43) ｢關於目前三輪工人的情況及我們的意見(1950.11.6.)｣, 101-001-00015.
44) 東城區大事記 ,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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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적극분자’들로 교체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領工’들이 체포된 국민

당 區黨部 委員의 측근들로서 대부분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비교적 

용이한 교체를 가져왔다고 한다.45) 接管 과정에서 이른바 ‘黨團分子’들의 숙청과 

‘把頭’의 제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사례는 오히려 예외에 가까웠다. 

본격적으로 ‘反把頭’ 투쟁이 전개된 것은 1950년 초부터 다. 그리고 이 투쟁 역

시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되었다. 1950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정무원은 紡織工 , 

煤礦工 , 搬運工  등의 전국대표대회에서 ‘ 建把頭制度’의 폐지에 관한 결의를 

공포하 다. 그리고 당의 지도 아래 각급 공회에서는 ‘ 建把頭’에 대한 폭로와 투

쟁을 진행하 다.46)

北京에서도 공 과 사  기업을 막론하고 여러 업종에서 ‘反把頭’ 투쟁이 전개

되었다. 그 중에서도 공  기업에서의 ‘反把頭’ 투쟁은 노동조직 내부에서 중공과 

공회 지도부의 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  기업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의 ‘反把頭’ 투쟁이었던 門頭溝 煤礦에서의 사례를 보면, 接管 이후 공회의 조직 

공작이 상당히 진전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把頭’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심

지어 공장의 간부나 당원으로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에 門頭溝 煤

礦에서의 ‘反把頭’ 운동에 대한 계획 문건을 보면, 109명의 把頭가 존재하며 이들

이 일정한 사회적 기초와 사회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심지어 把頭 

중 27명의 당원과 일부 간부 및 관리인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47) 把頭가 공회 간부로 자리잡은 사례는 비단 門頭溝 

煤礦에 한정된 현상은 아니었다.48) 이렇게 공회 조직에 기존의 노동 관행과 매개

층이 유지되고 있던 것은 공회의 조직 공작 성과가 조직의 외형적인 부분에 그치

고 당과 상급 공회가 기층을 충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 하고 있었

다. ‘反把頭’ 투쟁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總工 의 1950년도 주요 공

작으로서 추진되었다.49) 

45) ｢北平 軍管 物管 關於石景山鋼鐵廠ㆍ發電廠接管改組調整情況的報告(1949.4.5.), 
中共北京 委黨史硏究室ㆍ北京 檔案館 編, 北平的和平接管 , 北京出版社, 1993(이
하 接管 으로 약칭), p.293.

46) 王永璽 主編, 1992, pp.337-338.
47) ｢關於門頭溝工 反把頭計劃的請示及我們的認識(1950.5.25.)｣, 101-001-00015.
48) ｢關於各區各行業整 基層組織工作的報告(1951.3.)｣, 101-001-00018.
49) ｢北京 總工 兩年工作報告(1951.1.)｣, 101-001-00274. 이 문건에서는 ‘反把頭 투쟁’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공  기업 부문에서는 門頭溝 煤礦를 들고 있고, 이외에 운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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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조직으로서의 工會라는 전망과 실천

接管 이후 조직된 공회에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측면과 함께 당의 지도 

아래 당과 정부의 정책을 기층까지 전달하고 실행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이 존재하

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관철을 위해서 노동자를 동원하는 조직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중공의 도시 지역 주민의 조직 방식이라는 측면에

서 본다면, 공회는 노동자를 대변하거나 동원하는 것을 넘어서 도시주민의 주요한 

조직 형식으로 상정되고 있었다. 

Ⅱ편 2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中共 지도부는 생산의 발전과 함께 노동자가 도시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

망 속에서 工 는 단순한 직업조직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1949년 3월 

劉 奇는 接管 초기에 6종의 공회 즉, 産業工人工 , 手工業工人工 , 苦力工人工

, 店員工 , 文化敎育工作 聯合 , 機關工作人員聯合  등을 통해 도시의 노동

자들을 조직해야 한다고 하면서, 도시주민의 주요한 조직 형식으로서의 공회라는 

전망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만약 北平에 이 6大 공회가 성립되면 全 의 모든 임금노동자를 공회 내로 

조직할 수 있고, 공회는 30만의 회원을 가지게 된다. 다시 이들의 가족들을 더

하면, 아주 큰 수가 된다. 따라서 도시 인민의 주요한 조직형식은 공회이다. 공
회는 작아서는 안 되고 커야만 하며, 그래야 力量을 가질 수 있다.50)

앞서 인용했던 도시 관리와 생산 건설의 강화 방침을 밝히는 中共의 문건에도 

당의 노동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면서, ‘우리들이 도시 인

구의 절반 이상을 점하는 육체노동자와 지식노동자 및 그 가족들을 강대한 군중 

대오 안으로 조직할 수 있다면, 도시관리와 각종 생산건설 사업에서 거대한 작용

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51) 이상과 같은 공회 조직에 대한 전

동자의 反把頭 투쟁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Lieberthal은 이 무렵이면 공
 기업에서 中共이 실질적인 통제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는 반파두 투쟁의 

성과는 공회를 통해 복지 혜택을 제공해줄 수 있었던 공산당의 능력에 기반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Lieberthal, 1980, pp.63-71.)

50) ｢劉 奇 北平工 工作的指示(節 )(1949.4.3.)｣, 北京工 50年 ,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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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은 공회를 통해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곧 노동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는 도

시주민을 당의 지도 아래 조직하는 것과 같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공회를 통한 조직화가 회원인 노동자를 넘어서서 그 가족에까지 미친다는 생각

은 실제의 공회 공작 계획에도 향을 미치고 있었다. 예를 들어, 總工 의 

1951년 공작 계획에서는 주요한 업무 목표의 하나로 ‘集中居住’하는 노동자 가족

을 조직한다는 것을 설정하고 있다.52) 이러한 업무 목표의 설정은 전국 단위의 공

회 조직 공작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職工家屬委員 ’의 조직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 공작은 공회 내의 女工部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53) ‘職工

家屬委員 ’를 지도하는 상급 기구 역시 공회 계통의 기구로 설정되어 있었다. 보

통은 기업 단위의 공회인 공회기층위원회가 직접 지도하고, 소속이 다양할 경우에

는 산업공회나 지방공회의 女工部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54)

이와 같이 노동자의 가족까지 조직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공회를 도시주민의 주

요한 조직형식으로 보기 때문인 것과 동시에 공회가 압도적으로 성인 남성의 조

직이라는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總工 의 초기 2년의 업무에 대한 보

고에서는 女工의 조직률이 높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는데, 81%라는 높은 조직률

에도 불구하고 女工 회원의 총수는 3,990명에 불과했다.55) 이 보고서가 작성될 당

시의 전체 공회 회원의 수가 186,180명이었기 때문에 女工의 비중은 2% 남짓에 

불과했고, 女工의 높은 조직률은 감안하면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더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工 가 압도적으로 남성의 조직이었다는 

점은 건국 초기에 도시주민의 또 하나의 주요한 조직 형식이 되었던 街道居民委

員 가 상당한 정도로 여성의 조직이었다는 점과는 대비되는 특징이다.56) 

회원의 가족까지 포함하는, 도시주민의 중심적인 조직으로서의 공회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 만큼, 中共 지도부는 공회가 일부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전체의 조직

51) ｢中共北平 委關於加强城 管理 生産建設的決定(1949.4.12.)｣, 北平(下) , pp.803- 
804.

52) ｢北京 總工 1951年工作計劃要點(1951.1.)｣, 026-001-00031.
53) ｢職工家屬委員 組織條例｣, 工 組織工作有關文件 , p.67.
54) ｢建立和充實各種工作委員 ｣, 工 組織工作有關文件 , p.132.
55) ｢北京 總工 兩年工作報告(1951.1.)｣, 101-001-00274.
56) 街道居民委員 가 여성의 비중이 높은 조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Ⅱ편 2장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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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總工 의 黨組는 공장관리위원회의 조직

에 관련된 실무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職工代表 議와 工 員代表 議의 

구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한다면 직공대표회의와 회원대표회의는 

구별이 있지만’, ‘실제 구별이 이미 매우 작기 때문에’ 직공대표대회가 공회회원대

표회의의 직권을 겸행한다고 답변하고 있다.57) 공회의 가입이 원칙상 강제적인 것

이 아니었고, 接管 초기에는 기존의 국민당 계열 공회 간부나 기타 여러 ‘역사 문

제’를 가진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 공회 가입을 위한 심사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회의 회원과 전체 노동자가 동일한 범주로 다루어지고 있었

던 것이다. 

공회 조직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 조직의 개편과 장악을 위해 숙청 작업을 겸

해서 공회 가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심사는 接管 시기의 과도기

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공회 가입을 까다롭게 하는 경향은 ‘폐쇄주의〔關門

主義〕’라고 하여 비판을 받기도 했다. 總工  辦公室에서 接管 이후 11개월 동

안의 공작을 평가하면서 공작 초기에 나타났던 공회 가입에 대한 엄격한 심사에 

대해서 ‘공회가 노동자계급의 군중조직임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

판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 전체의 조직으로서의 공회라는 인식의 연장에서 나온 

것이었다.58) 

삼륜차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운수업 분야가 무조직 노동자들의 조직 과정의 

중심 공작으로 여러 문건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공회라는 형식으로 분산된 노동

자들을 조직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심지어 업종별 

공회를 넘어서 한시적인 노동 현장에까지 공회가 조직되었다는 점은 중공과 總

工 가 공회를 도시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조직 방식으로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강

했음을 잘 보여준다. 건축 현장에서의 ‘現場工 ’ 조직은 그 한 가지 사례이다. 

總工 에서는 인원과 工期의 기준을 가지고 건축 현장에 ‘현장공회’를 조직하고 

다시 그 아래에 생산과정에 따라 단위를 나누도록 했으며, ‘현장공회’에 대한 지도

는 공사 발주 단위의 공회 조직 유무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했다.59) 실업노동자들

에 대한 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취로사업에까지 공회가 조직되었다는 점 

57) ｢黨組關於按產業建立工 組織工廠管委 的請示｣, 101-001-00011.
58) ｢北京 總工 籌委 過去11個月來的工作總結(1949.12.)｣, 101-001-00227.
59) ｢現場工 組織通則草案(1951)｣, 101-00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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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도시 노동자들에게 공회를 통한 조직이라는 원칙을 철저하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60)

다만 도시주민의 범주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은 공회를 통한 조직화의 예외로 취

급되었다. 계절성 노동자들은 공회 조직 공작의 대상이 아니었다.61) 또한 임시공

과 계절성 노동자들은 실업구제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62) 이와 같은 임시공과 

계절성 노동자의 배제는 유동인구의 통제 및 농촌 노동력의 도시로의 진입 통제

와 관련이 있다.63) 공회를 통해 조직하려고 했던 대상은 대체로 도시주민에 한정

되었던 것이다. 이는 공회를 기본적으로 도시의 주민조직으로 설정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앞서 ‘集中居住’하는 노동자의 가족을 공회 조직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지적했지

만, 이 ‘集中居住’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공회는 기업을 넘어서 도시주민

을 관리ㆍ통제하는 통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구관리에

서도 다른 방식을 적용했는데, 인구관리를 공안 계통이 직접 하지 않고 조직 내부

에 위임했던 것이다. 

北京 城區에서는 前述한 1953년 6월의 西單區의 安福胡同派出所의 ‘典型試驗’ 

이후 10월에 西單區 전체에서, 12월에는 城區 전체에서 普選과 연동된 인구조사를 

진행하 다.64) 이 시기 인구조사의 방식에 대해서는 區 단위의 공작 계획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前門區의 인구조사 및 선거인 등록 공작의 계획

에서는 區人民政府 아래 區人口調査辦公室을 설치하고 區選擧委員 의 지도 아래 

인구등기 공작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공작조가 선거구에 도착한 

후에 조사ㆍ기록을 책임진 간부는 戶政을 담당하고 있는 파출소와 의견을 교환하

고 戶口 상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른바 ‘公共戶’의 경우 해당 單位의 지도를 통해 책임자를 지정하여 

‘人口査記草單’을 작성하도록 해서, 내부의 책임자를 통해 인구등기 업무를 처리하

도록 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流動登記站’을 이용한 등기 방법을 ‘入戶

60) 彭眞, ｢關於救濟失業工作(1950.9.19.)｣, 選編50 , pp.441-442.
61) ｢北京 工 組織情況統計表(1955.7.29.)｣, 101-001-00352. 
62) ｢北京 人民政府關於救濟失業員工決定施行細則的公 令(1950.2.15.)｣, 選編50 , p.75.
63) 유동인구와 배제와 농촌 노동력의 도시로의 진입 통제에 관해서는 Ⅰ편 2장 참조.
64) ｢北京 人口調査登記辦公室關於北京 人口調査登記總結(1954.3.)｣, 選編54 , p.164. 

郊區의 인구조사는 1954년 3월 상순에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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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70인 이상의 工商戶나 ‘到戶登記’의 방법을 사용

하는 기관ㆍ기업ㆍ단체 등 公共戶는 예외로 적용하지 않았다.65) 崇文區의 선거 공

작 보고에서도 公共戶口에 대해서는 ‘公共戶口ㆍ工地戶口負責人 ’를 개최하여 公

共戶口를 정돈하게 하여 人口査記의 기초로 삼는다고 언급하여 公共戶口에 관련

된 문제는 내부의 책임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66) 

Ⅰ편 1장에서 살펴본 호구 문제도 원칙적으로는 공안 계통에서 민정 계통이나 

지역별 주민조직의 협조를 통해서 관리하는 역이었지만, 집중 거주하는 노동자

의 경우에는 기업 조직에 위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장 노동자들을 公共戶口라

는 틀을 통해 관리하면서, 인구관리라는 행정적인 기능을 공장 내부에 위임했던 

것이다. 1953년의 北京  公安局의 全  戶口의 區別 통계를 보면, 기관ㆍ단체ㆍ

공 공장ㆍ학교 등의 호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67) 공안국이 제출한 ‘公共戶口’의 관리 방식에 대한 제안을 보면 ‘ 民戶口’와 

‘公共戶口’를 구별하고 있는데, 그 중에 ‘公共戶口’에 대해서는 ‘내부에 보통 전문

적인 保衛 조직이 있’기 때문에 호구의 조사ㆍ대조 작업을 간략하게 해도 되며, 

월별 인구수 및 매년 필요한 호구 자료(연령, 민족)를 이 ‘保衛 조직’을 통해 취득

하기만 하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Ⅰ부 1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北京에서의 戶口 

관리의 주체는 1949년 6월 이후 公安局-公安分局-公安派出所로 이어지는 공안 계

통이었지만, 공 공장을 포함하는 ‘공공호구’의 인구 관리에 대해서는 조직 내부의 

기구에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68) 그리고 실제로 1953년의 普選에서는 

선거를 위한 인구조사와 등록 과정에서 公共戶口에 관한 부분은 내부의 책임자에

게 위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69) ‘공공호구’의 관리 규칙에 대한 초안에서는 공공

호구의 범위를 ‘정부 기관, 민주당파, 인민단체, 공립 의원, 학교(군사ㆍ공안학교 

제외), 국  기업, 공장, 광산’ 등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공공호구’와 ‘시민호구’ 

사이, 혹은 도시를 넘어선 공공호구의 이동을 파출소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

다.70) ‘공공호구’라는 형태의 인구 관리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65) ｢前門區人口調査選民登記工作計劃草案｣, 039-001-00063.
66) ｢人口査記工作總結(1954.2.20.)｣, 東城南 0009-003-0176.
67) ｢北京 公安局关于 户口统计月报表及 郊区历年人口统计表｣, 004-010-00093.
68) ｢北京 人民政府公安局關於公共戶口管理問題的請示報告(1953.5.12.)｣, 014-002-00094.
69) ｢前門區人口調査選民登記工作計劃草案｣, 039-001-00063; ｢人口査記工作總結(1954.2. 

20.)｣, 東城南 0009-003-0176.



- 185 -

주로 공  기업의 노동자에 한정된 것이지만,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공공호구’로 

분류되어 지역을 단위로 하는 공안 기구의 인구 관리라는 틀에서 약간 벗어나 있

었던 것이다. 

호구의 등록과 관리 외에도, 호정의 중요한 축이기도 했던 의심인구의 분류 작

업에도 공회 계통이 개입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제5구에서 ‘反動黨團分子’를 등기

할 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등기는 공안파출소에서, 학교에서의 등기는 區

委 선전부에서 책임을 맡았는데, 공장에서의 등기는 구공회판사처에서 책임을 지

고 있다.71) 당이나 공안 부문과 함께 호정에 참여하 던 것이다. 

그러나 공공호구로서 관리되는 대상은 도시 인구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지 않았다. 시 전체의 비중에 대해서는 통계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1953년 

말의 東四區 통계를 예로 들면 일반호가 22만 여 명인데 비해, 공공호구는 4만 여 

명에 불과했다.72) 집중거주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그만큼 낮았기 때문이었다. 이

러한 상황은 공회를 발전시켜 도시주민의 보편적인 조직으로 삼으려고 하던 중공 

지도부의 구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여전히 공회로 조직된 도시주민의 다수는 

분산되어 있었고, 이것은 보편적 주민조직으로서의 공회라는 전망의 실현에 그리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었다. 接管 이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대형 기업과 

소형 기업, 공  기업과 사  기업, ‘集中居住’하는 노동자와 분산되어 있는 노동

자 사이의 경계는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나중에 장기간에 걸쳐 도시의 확대

와 함께 집중거주의 비율이 높아졌지만, 건국 초기에는 주택의 부족으로 집중거주 

실현이 어려웠다. 이것은 지역 단위 조직과의 이원 구조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원인이기도 했다. 

이상에서 중공이 공회를 주민조직의 형식으로 삼고 있었으며, 公共戶口라는 형

식을 통해 지역 단위의 인구관리와는 별개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

다. 공공호구라는 틀을 벗어나서도, 공회가 가지는 주민조직이라는 성격 때문에 

인구관리 기구라는 성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과잉 인구 처리를 위한 정책의 

실행에서 공회가 수행했던 역할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비생산적 인구를 도시 바깥으로 보내는 처리 방식은 비단 걸인에게만 적용되는 

70) ｢北京 公共戶口管理施行辦法(草案)(1953.5.11.)｣, 014-002-00094.
71) 東城區大事記 , pp.77-78.
72) 戶당 인구는 일반호 4.02명이고 공공호구는 70.39명이었다. 東城區大事記 ,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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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도시의 과잉 인구 전반에 대한 대책이기도 했다. 큰 틀에서 보면 비

생산적 인구를 도시 밖으로 ‘疏散’시키는 정책의 일부 던 것이다. 뚜렷한 직업이 

없는 ‘유랑인’에 대해 시정 당국은 최대한 도시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시도하 다. 

民政局을 비롯한 관련 부문에서 유랑인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고향으로 돌려보

내는 것과 외지로 이민을 보내 생산에 종사하도록 하는 두 가지 다. 외지에 돌아

갈 집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돌려보내 생산에 참가하도록 했고, 北京에 정식 戶口

가 있는 ‘流蕩無業 ’ 및 외지에 돌아갈 곳이 없는 유랑 인원은 다른 지역으로 이

민시켜 취업하도록 했다. 1949년 8월 9일 北平  第1屆 各界代表 議에서 “關於疏

散人口的決定”이 내려진 이후 民政局에서는 와 區의 유관 부문과 함께 無業 인

원을 차하르ㆍ綏遠ㆍ內蒙古와 東北 등지로 疏散시켰는데, 그 중에서 소학교원이 

되거나 礦工과 벌목공을 하거나 개간 등의 공작에 종사한 사람이 모두 5,894명이

었다. 1950년에도 모두 19차에 걸쳐 7,514명이 차하르ㆍ綏遠에 이민하여 생산에 

참가하 다. 이 2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외지로 이민을 가는 방식을 통해 

疏散된 인구는 모두 18,683명에 달했다.73) 이렇게 北京 밖으로 疏散된 인구는 전

체 인구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시의 

비생산적 인구를 도시 바깥으로 내보내려는 中共의 의지가 실천에 옮겨지고 있었

다는 점이다.

걸인이나 유민에 대한 대책은 이전 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

나 조직을 통한 이민 희망자 모집은 새로운 요소로서, 신정권의 적극성을 보여준

다. 北京 의 각 區에서는 政府의 지시를 받아 실업ㆍ반실업 인구 중에서 희망

자를 모집하여 이민 공작을 진행하 는데, 특히 앞서 인용한 彭眞의 도시 실업에 

대한 우려에서 언급되기도 했던 三輪車夫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950년 

초에 이루어진 이민 공작의 사례를 보면 第9區에서 察哈爾로 67戶 234명, 綏遠으

로 82戶 298명의 이민이 이루어졌다. 특히 綏遠으로의 이민 298명 중 183명은 ‘三

輪工人’이었다. 이 이민 공작은 ‘도시의 三輪車 工人과 개별 반실업 시민의 轉業 

및 실업 시민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區公所와 公安分局뿐 아

니라 區委 와 區工 辦事處까지도 참여하 다. 특히 工 에서는 1월부터 동원을 

시작하여 120여 戶를 등록하 다.74) 같은 시기 第12區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

73) ｢接管 民政局的經過｣, pp.482-483.
74) ｢移民工作總結(1950.4.27.)｣, 041-001-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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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공작을 진행하 는데, 전체 149戶 532명의 이민자 중에서 ‘三輪工人’이 상당수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綏遠으로의 이민 298명 중 183명을 차지하고 있었

다.75) 三輪車夫들이 이른바 ‘半失業’ 상태의 직업군으로 지목받아서 적극적인 이민 

공작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직업별로 조직된 工 가 이민

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 다.

이민 공작에는 이민 목적지의 노동력 수요에 맞추어 이민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었다. 1949년 11월에는 東北으로 이민갈 礦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각 區에서 

심사가 엄격하고 가족 동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모집이 어렵다는 보고가 있

자, 撫 炭鑛의 관계자가 北京에 방문하여 委의 就業生産指揮部와 이 문제를 논

의하고 있다. 논의 결과 원래 정했던 1,000명의 노동자가 모집될 때까지 계속하기

로 하고, ‘20-40세의 질병이 없고 체격이 건장한 자’라는 조건은 유지하되 심사를 

전보다 관대하게 하기로 결정하 다. 또한 가족 동반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1/4을 

보내고, 현지의 주택 부족으로 갈 수 없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安家費를 지급하기

로 하 다.76) 이러한 사례는 北京 의 이민 공작 담당 기구와 이민 목적지의 노동

력 수요 기관이 협력하여 노동 이민의 과정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양상을 보여주

고 있다. 

농민의 도시 노동시장 취업에 대한 당국의 개입 역시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경계

를 유지하면서 도시 인구를 통제하려는 中共의 의지를 보여준다. 1953년의 노동행

정 공작에 대한 北京 人民政府의 보고에서는 ‘건축업 노동력의 고용 및 관리에서

의 엄중한 혼란 상황을 개선하고, 사적인 노동자 모집을 금지하며, 농민이 도시에 

맹목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했음을 언급하고 있

다. 이 조치는 곧  勞動局이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것이었다. 노동국에서는 각 

單位에서 노동자를 모집할 때 반드시 노동국의 비준을 거치고, 명확한 계약서를 

쓰게 했다. 또한 각 건축 단위의 공정이 다르고 노동력이 필요한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각 단위에서 협상하여 노동자를 서로 빌리도록 조직하기

도 했다. 그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53년 겨울에 사전의 충분한 준비를 통해, 

각 건축 단위 임시공의 해고〔下工〕 문제 처리가 비교적 순조로웠다고 평가하고 

있다.77) 이상의 보고와 평가 내용은 건축업을 중심으로 농민을 임시공으로 고용하

75) ｢移民工作總結(1950.4.29.)｣, 045-002-00039.
76) ｢北京 委 就業生産指揮部通知(1949.11.8.)｣, 045-004-00031.



- 188 -

는 상황에서, 노동국이 취업과 해고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농촌으로부터의 노동력 

유입을 통제하려 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정 당국의 개입 역시 도시와 농

촌 사이에 존재했던 노동 시장을 통한 인구 이동을 통제하려는 시도 다.

건축업을 제외한 분야에서도 고용 부분에 개입하여 인구 유입을 통제하려는 시

도가 있었다. 앞서 인용한 1954년 봄의 유입 농민에 대한 前門區의 보고에서는 

‘永 營造廠 工人 중에 10명의 신입이 있’는데, 이들이 ‘盲目來京 농민인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私營 工廠ㆍ工 의 보고에 따르면, 裝訂

業 중에 龍門에서 이번에 새롭게 20여 명을 고용했는데 정식 호구가 없으며’, ‘益

民에서도 11명을 고용했는데 모두 資方의 親友’로서 ‘資方은 이 사람들을 이용해 

원래의 工人들을 배제하고 싶어하며’, ‘이 외에도 華風東 9명, 九安 6명 등 모두 

50여 명’이 있어서 상세한 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보고하고 있다.78) 이러한 보고 

내용을 통해 당국이 정식 戶口가 없는 사람들을 私營 기업에서 고용하는 것을 문

제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中共의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이 농민이 신규 노

동자로 유입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기존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측면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허가없는 농촌 노동력 취업의 규제라든가 공회

의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임시공은 공회에서 제외했다는 점은 도시 주민조직으로

서의 공회라는 성격을 보여준다. 

징집 기구로서의 공회의 기능은 工人糾察隊의 모집이라든가 실업 대책의 일환

으로 추진했던 이민 정책에서 이민희망자의 모집 과정을 통해 볼 수 있다. 北京

는 北京의 실업문제 해결과 치안 강화를 위해서 工人糾察隊를 모집하 는데, 이 

과정에서 공회가 모집과 심사의 업무를 담당하 다.79) 糾察隊의 정원을 분배하는 

책임은 總工 에서 맡았고, 산업공회에 배정된 인원을 모집하는 책임은 공회에

서, 각 行業에 배정된 인원의 모집은 區工 와 각 區의 民政科에서 담당하 다.80) 

77) ｢北京 人民政府關於1953年度政法工作的報告(1954.8.17.)｣, 選編54 , pp.493-494.
78) ｢動員農民還鄕工作簡報(1954.4.14.)｣, 039-001-00180.
79)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工人糾察隊 조직 구상과 실천에 관해서는 Ⅰ편 2장 참조. 잉

여 노동력을 경찰 업무에 투입한다는 구상에 대해서는 ｢關於恢復發展生産的一些問

題(1949.5.18.)｣, 解放 , p.475; ｢北京 總工 關於北京 一年來的工人運動(1950.2.1.)｣, 
恢復 , pp.16-17 참조. 공장 保衛를 강화하기로 한 계기가 되었던 ‘電車公司 사건’

에 대해서는 ｢彭眞ㆍ趙振聲關於工廠保衛工作在公營工廠 議上的報告(1949.4.28.)｣, 
北平(下) , p.648 참조.

80) 전체 2,500명 중에서 산업공회에 배정된 것이 500명이었고, 나머지는 각 行業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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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모집의 과정은 공개 모집이 아니었으며 ‘糾察隊의 純潔을 保持’하기 위해 

세 하고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었다.81) 따라서 모집과 심사의 실무를 맡았던 각 

산업공회와 區工 는 국가기구의 인력 징집을 위한 동원 기구로서의 역할을 했다

고 볼 수 있다. 

糾察隊의 모집 외에도 다른 지역으로의 이민을 통해 北京의 실업 인구를 줄이

려고 하는 시도에서도 공회는 징집 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 다.82) 糾察隊 모집

에서도 나타나지만, 분산된 노동자들에 대한 동원은 區工  외에도 區 단위 민정

기관에서도 담당하고 있지만 공회가 잘 조직되어 있었던 산업노동자의 동원은 대

부분 공회 계통의 업무 다. 1949년 9월 總工 에서는 실업노동자의 이민을 위

해 東北 지역의 노동자 수요를 파악하고, 아울러 이민 희망자의 등기 업무의 분담

에 대해 노동국과의 회의를 거쳐, ‘有組織의 노동자’는 總工 가 책임을 지고, 

‘無祖職의 노동자’ 등기는 民政局에서 책임을 지기로 결정하 다. 이 때 이민 정책

의 대상으로는 시내 각 공장의 실업노동자 및 삼륜차ㆍ인력거 노동자를 중점으로 

삼고 있었다.83) 이와 같은 업무의 분담에서도 공회가 ‘조직이 있는 노동자’의 동원

기관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의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반실업 직종으로 인식되어 집중적인 이민 공작

의 대상이 되었던 삼륜차 노동자들에 대한 이민 희망자 모집 과정을 보면, 징집 

기구로서의 공회의 역할이 잘 드러난다. 공회 계통에서는 삼륜차 노동자들에 대한 

이민 공작을 전담하기 위한 기구를 공회 조직 내에 설치하 다. 예를 들어 제5구

에서는 1950년 3월 8일에 구공회의 搬運공작조에 ‘動員轉業委員 ’를 조직하

다.84) 삼륜차 노동자를 이민공작의 주요 대상으로 본 것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대한 당과 정부의 판단이었을 뿐이지, 노동자들의 희망이 반 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자발적인 이민 희망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과 독려가 필요한 상황

이었다.85) 제12구의 구공회 판사처 반운공작조의 삼륜차 노동자 轉業 공작에 관한 

보고에는 설득 작업의 구체상이 드러나 있다. 제12구의 삼륜차 공회에서는 모두 

정되었다.
81) ｢關於 動員全 工人參加糾察隊的意見(1949.6.1.), 101-001-00002.
82) 실업 인구의 移民 공작에 대해서는 Ⅰ편 2장 참조.
83) ｢關於 東總接談解決一部份失業工人到東北的初步報告(1949.9.24.)｣, 101-001-00007.
84) 東城區大事記 , p.94.
85) ｢北京 試辦解雇救濟辦法的初步總結(1950.12.)｣, 選編50 , p.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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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戶 192명의 이민대상자를 선발하 는데, 이들 중 西北으로 간 사람이 190명이었

고, 東北으로 간 사람이 2명이었다. 반운공작조에서는 이민 희망자를 모집하기 전

에 우선 공회의 4개 분회별로 독신자의 비중이나 생활 수준 등의 상황을 조사했

다. 그리고 각 조에서 3명의 간부를 공작 담당 간부로 선발하고, 조마다 노동자들

의 ‘思想, 顧慮, 問題, 謠 ’ 등을 수집한 후에, 群衆大 를 개최하여 이민에 대한 

홍보를 했다. 군중대회에서는 ‘三輪의 몰락’이라든지 轉業의 필요성과 장점 등에 

대해 설명한 후에, 노동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든가 각종 요언에 대해서도 해명

했다.86) 군중대회 이후에는 組에서 대상을 찾아서 개별적으로 설득을 했고, 희

망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삼륜노동자 전체, 轉業 공인 및 가족, 각 行業 노동자 대

표, 區長, 구판사처 부주임, 반운공작조 인원 등이 참가하는 성대한 환송대회를 개

최하 다.87) 이러한 이민 공작의 방식을 보면, 공회가 계획을 세우고 세심한 홍보

와 설득을 통해서 이민대상자를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작은 도

시에서 실업ㆍ반실업 인구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던 중공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때 공회는 비생산적 인구의 배제라는 중공의 도시 정책을 관

철시키는 집행 기구로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공회의 징집 기구로서의 기능은 ‘抗美援朝’ 기간 동안 공회 계통을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전쟁에 참가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중화전국총공회는 1950년 11월 6

일, 선언을 발표하여 전국의 노동자계급에게 ‘抗美援朝’를 전개할 것을 호소하

고, 많은 철도 노동자, 전신 노동자, 자동차 기사, 건축 노동자 등이 전장으로 가

게 되었다.88) 징집 기구로서 공회를 이용하는 것은 공회가 사실상의 국가기구임을 

잘 보여준다.

이상에서 서술한 공회의 동원 기구로서의 성격은 기업 내부에 국가기구의 역할

을 위임하는 이른바 ‘單位 사회’의 특징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공회는 원칙

상 자치적인 조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 조직의 일부이자 국기기구의 말단으

로서 인구관리 기구로서의 기능이라든가 동원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 외에 

복지 정책의 통로로서 자원 분배 기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하 다.89) 기업으로의 인

86) ‘謠 ’의 내용으로는 西北 지역의 날씨가 너무 춥다는 것, 집이 없어서 동굴에 산다
는 것, 양식이 없어서 굶어죽는다는 것, 풍토가 좋지 않아 죽는다는 것, 開荒이 피
로해서 죽는다는 것 등이 언급되고 있다.

87) ｢三輪洋車工人轉業工作總結(1950.4.18.)｣, 041-002-00021.
88) 王永璽 主編, 1992, 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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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관리와 자원 분배의 위임이라는 單位 사회의 특징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회가 

먼저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회주의 개조 이전의 상황에서, 공회

가 국가가 도시주민의 주요 부분으로 상정한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통로로 작용하

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산업공회라는 틀에 기반한 공회의 조직은 기존에 대체로 공회가 

존재하던 공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부분에서는 공회에 대한 당의 향력이

라든가 동원조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철저함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

적인 방향에서는 接管 전후의 연속성을 찾아볼 수 있다.90) 중공이 도시 노동자의 

조직화라는 문제에서 건국 이전의 상황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부분은 산업공회보

다는 오히려 기존에 공회라는 틀로 조직되지 않았던 노동자층까지 공회라는 형식

을 통해 조직화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공회를 도시주민의 주요한 조직으로 

설정했던 중공의 구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에서 비공업 분야와 사

 기업의 다양한 노동자들이 공회라는 틀 안으로 흡수되었던 것이다. 공회를 통

한 무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건국 이후 중공이 가져온 도시주민 조직 방식의 중

요한 변화 다. 이러한 변화는 분산되어 있어서 파악ㆍ관리하기 어려운 노동자들

을 조직과 통제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서, 당과 정부의 도시 사회 전반에 대한 통

제력을 강화했다. 또한 농촌으로부터의 노동력 진입을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공회 조직의 외형적 틀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總工 의 향력이 기층

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무조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으며, 

오히려 기존의 노동관행이 더욱 강고하게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反把頭’ 투

쟁 등을 통해 기존의 노동관행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그 과정에서 당과 상급 공회

의 향력을 확보하는 방식은 비공업 분야에서도 나타나는데, 운수노동 분야에서

의 ‘反把頭’ 투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91) 특히 삼륜차 노동자 문제는 노동자의 

수가 많고 실업 문제와 把頭 세력의 전횡이 심각했기 때문에 무조직 노동자를 대

상으로 하는 조직 공작의 중점적인 대상이 되었다. 

89) 공회는 노동보험을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임시적인 조치로 시작했던 복지체제
는 1951년 노동보험조례 통과로 명문화되었다. 공회는 또한 소비합작사의 조직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Bray, 2005, pp.106-110.)

90) 국민당 정권 시기의 당의 공회 조직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는 Ⅰ편2장을 참조.
91) 工人組織志 , pp.37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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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직 노동자에 대한 조직 공작이 공  기업에서와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은 

‘反把頭’ 투쟁이 해당 분야에서 가지는 의미가 달랐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공  

기업에서의 ‘反把頭’ 투쟁은 생산운동을 위한 통제력 확보의 기초 작업이었다면, 

운수분야에서의 ‘反把頭’ 투쟁은 무조직 노동자들을 조직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목표 다. 운수업에서는 ‘反把頭’ 투쟁은 운수 노동자들을 搬運

公司로 조직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 다.92) 운수 분야의 ‘反把頭’ 투쟁에서는 

‘摟包’라고 불리던 ‘把頭’들을 체포하고 이들에 대한 투쟁대회를 조직한 후, 이를 

기회로 공회조직을 정돈하여 공회에 들어와 있는 ‘摟包’들을 제거했다. 그리고 이

를 통해 ‘운수노동자들의 단결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는 1950년 8월의 搬運公司 

설립으로 이어졌다.93) 일종의 기업 형태의 조직이 갖추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公司’는 기존의 공회 조직을 기반으로 하 는데, 이는 노동자의 공사 참여 

자격을 심사할 때 최종적인 ‘소개’ 권한을 공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94) 搬運公司 설립과 운수노동자의 흡수는 삼륜차 업종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總工  辦公室의 문건을 보면 운수업 내 소규모 업종의 노동자들을 

흡수하기 위해 公司 내에 별도의 공회 조직을 만드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95)

비공 , 비공업 분야에서 일어난 ‘反把頭’ 투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삼륜차 업종

이 여러 문건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反把頭’ 투쟁은 다른 업종의 공회 조직 강화 

과정에서도 종종 볼 수 있었다. 운수업에서도 구공회 차원에서 大車 업종이나 排

子車 업종의 ‘反把頭’ 투쟁을 조직한 사례를 볼 수 있다.96) 운수업 외에도 분뇨 처

리업에서도 분뇨 처리권을 독점하고 전횡을 휘두르던 이른바 ‘糞霸’들을 체포하고 

糞業 관리소를 성립시킨 후, 全 에 2,800여 개의 공공 화장실을 건설한 사례도 

92) ｢中共北京 委關於摧毁搬運工人中 建惡覇組織向中央ㆍ華北局的請示報告(1950.4.11.)
｣, 選編50 , pp.164-166.

93) ｢北京 總工 兩年工作報告(1951.1.)｣, 101-001-00274.
94) ｢關於建立搬運公司幾個主要問題處理意見的請示(1950.6.13.)｣, 101-001-00015. 
95) ｢關於零散搬家的搬運工人不組織到搬運公司工 中的請示(1950.6.2.)｣, 101-001-00284.
96) 1950년 4월에는 제12구 공회판사처 搬運 공작조에서 ‘反把頭’ 투쟁의 준비를 위해

서 大車 업종의 ‘摟包’ 22명을 지목하고 이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四月份反 建摟包工作總結(1950.4.)｣, 041-002-00021). 또한 조금 늦은 시기인 1951년 
1월에는 제1구 공회에서 排子車 공회의 지역 단위 조직에서 투쟁대회를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 ( 東城區大事記 ,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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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97) ‘反把頭’ 투쟁 이후의 조직화ㆍ공 화라는 점에서 삼륜차 업종과 유사

한 방침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삼륜차 업종과 함께 가장 많은 수

의 무조직 노동자들을 포함하고 있던 건축업에서도 군중대회를 통해 ‘ 建把頭’를 

고발하기도 했다.98)

3. 五反運動 이후의 변화 : 지역별 조직 원리의 도입과 이원화

‘反把頭’ 투쟁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공  기업의 공회가 接管 후 몇 달이 지

나지 않아서 성립되고 시급 산업공회도 接管 후 1-2년 사이에 조직되었지만, 이러

한 성과는 사실 하급의 공회 조직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급 공회부

터 만들어 외형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았다. 위의 1951년 산업공회 회원수에 대한 

통계에서도 1,000 단위로 끊어지는, 추계치로 보이는 숫자들이 있다. 이는 산업공

회 산하의 각 기업 단위 공회 조직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아직 내실을 갖추고 있

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이 때문에 산업별 조직의 틀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급 조직

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층의 조직을 강화시키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공회 조직 기층이 ‘健全’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여러 문건에서 보인다. 예컨대 

總工 의 1949년 공회 공작에 대한 평가에서는 공회의 기층조직인 組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아예 부재했으며, 이 때문에 간부만 바쁜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형식주의를 극복’할 필요성을 제기하

고 있다.99) 이 외에도 各界人民代表 議에 참가할 공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서 공회 조직이 건전하지 못하여 선거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찾아볼 수 있

다.100)

기업 단위 공회의 내부에까지 중공과 總工 의 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1950년 이후 공회의 기층조직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회 기층조직의 강화에 관한 중화전국총공회의 조직회의와 ｢工 法｣의 반포 이

후에는 기층공회의 강화가 공회 조직 공작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97) 中共北京 委<<劉仁傳>>編寫組, 2000, pp.244.
98) 中共北京 委<<劉仁傳>>編寫組, 2000, pp.244-245.
99) ｢北京 總工 籌委 過去11個月來的工作總結(1949.12.)｣, 101-001-00227. 
100) ｢工 團體選擧代表的情況反映(1951.2.3.)｣, 001-009-0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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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工 에서는 공회 기층조직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

시하면서 기존의 기층조직인 ‘ 組’보다 크고 생산 공정에 기반한 조직인 ‘車間委

員 ’를 조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車間委員  조직의 모범적인 사례로

서 石景山鋼鐵廠에서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101) 車間委員 의 조직은 1951년이 

되면 중화전국총공회 차원에서 만들어진 표준화된 기층 조직의 모델로 규정되었

다. 1951년의 조직회의에서 중화전국총공회에서는 각 ‘단위’별로 공회 ‘基層委員

’를 조직하도록 했고, 기층위원회 내부의 하급 조직으로 500인 이상의 공장이나 

기관에서는 ‘車間委員 ’를, 그보다 작은 규모 단위에서는 ‘공회 組’를 조직한다

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리고 기층조직인 차간위원회와 공회 소조의 임무로서 공작 

계획의 달성을 명시하고 있다.102) 대규모 공장의 기층조직인 ‘車間委員 ’라는 명

칭 자체가 공정을 단위로 노동자를 조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공회 소조’ 

역시 ‘생산 단위와 연계’해서 조직할 것을 원칙으로 하 다.103) 기층조직의 구조가 

생산 독려라는 기능을 고려해서 고안되었던 셈이다. 여기에 각 단위의 기층위원회 

내에 ‘生産工作委員 ’를 설치한다는 원칙도 같은 회의에서 결정되었다.104) 

앞서 北京에서 ‘車間委員 ’ 조직의 모범 사례로서 石景山鋼鐵廠이 거론되고 있

지만, 나중에 공회 조직 운 의 모범 사례로 전국적인 학습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瀋陽의 ‘53공장’이었다. 1952년 11월 20일, 중화전국총공회는 北京에서 全國工 基

層工作 議를 개최하여 53공장의 ‘典型經驗’을 소개하 고, 賴若愚는 이 회의에서 

｢怎麽推廣和貫徹五三工廠的經驗｣이라는 보고를 제출하여 53공장의 경험을 전국적

으로 학습할 것을 제기하 다.105) 그리고 실제 53공장의 사례에 대한 보고를 읽어 

보면, 주로 어떻게 공회 조직이 당의 지도에 따라 생산성을 향상시켰는지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106)

기층 조직의 강화는 조직 구조의 정비 외에 간부의 확충을 통해서도 이루어졌

다. 總工 의 문건에서는 공회 간부의 확충을 곧 기층공회의 발전으로 보는 시

101) ｢關於基層工 組織問題(1950)｣, 101-001-00281.
102) ｢關於工 基層組織的組織條例(草案)｣, 工 組織工作有關文件 , pp.4-9.
103) ｢工 組組織暫行條例(草案)｣, 工 組織工作有關文件 , p.10.
104) ｢工 基層組織生産工作委員 組織條例(草案)｣, 工 組織工作有關文件 , pp.18-20.
105) 王永璽 主編, 1992, pp.341-342.
106) 齊廷漢, ｢五三工廠工 工作的經驗｣, 工人出版社 編, 五三工廠工 工作經驗 , 工人

出版社, 19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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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엿볼 수 있다.107) 이와 같이 공회 기층조직의 간부 확충을 중시했던 것은 전

업 공회 간부, 즉 ‘脫産 幹部’의 역할만으로는 기층조직의 강화에 한계가 분명하다

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108) 그리고 간부의 확충 과정에서는 삼반ㆍ오반운동을 비

롯한 대중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새로운 간부 중 1/3 이상은 각종 운동 과정

에서 선발된 사람들이었다.109) 또한 신간부의 발탁은 당원을 위주로 했다.110) 이는 

간부의 확충이 곧 공회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보

여준다.

오반운동은 ‘2차혁명’이라는 평가가 등장할 정도로 중공 정권의 도시 조직화에

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111) 오반운동에서 주요한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사  공상업자들이었고, 사  기업의 노동자들은 기업가들에 대한 비판과 공

격의 주체로 활동했기 때문에 오반운동 과정에서 사  기업에서 기업가들의 입지

는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공회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總工  연구실에서 1952년

의 사  기업 공회 공작을 평가한 문건에서도 오반운동이 사  기업 공회 공작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北京의 사  기업에서 

오반운동에 참가한 노동자와 점원이 모두 18만 6천 여 명에 달했는데, 이는 사  

기업 職工 총수의 95%에 해당하는 수 다. 그리고 오반운동 기간 중에 22,116명의 

적극분자가 배출되고, 그 중에서 4,116명이 공회의 간부로 발탁되었다. 또한 많은 

노동자와 점원이 공회에 참가하여 全  사  기업의 공회 회원이 11만 명에서 

143,896명으로 증가하 다.112) 오반운동이 사  기업 공회의 외연을 넓히고 내실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던 것이다. 1949년에도 공회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이때 기업 단위의 공회를 만들었던 것은 공  기업이나 일부 규모가 큰 사  기

업에 한정되어 있었고, 일반적인 사  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직공의 수도 많

지 않은데다 분산되어 있어서 주로 지역과 업종에 따른 공회 조직만 구성되었다. 

그리고 1952년의 오반운동을 계기로 사  기업의 기업 단위 공회 조직이 보편적

107) ｢北京 總工 兩年工作報告(1951.1.)｣, 101-001-00274. 
108) ｢關於基層工 組織問題(1950)｣, 101-001-00281.
109) 工人組織志 , p.331.
110) ｢前門區工 第一季度工作報告(1953.4.5.)｣, 038-001-00089.
111) ‘2차혁명’이라는 평가는 Lieberthal의 것이다. 오반운동이 도시 조직화에 미친 향

에 대해서는 Lieberthal, 1980의 7장과 泉谷陽子, 2007, pp.180-206를 참조.
112) ｢北京 總工 1952年私營 業工 工作基本總結(初稿)(1953.2.13.)｣, 101-001-0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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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건립되기 시작하 다.113)

오반운동은 사  기업에서 공회 조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사

 기업 및 사  기업의 공회에 대한 중공의 향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 다. 오반운동 이후에 중공과 總工 는 사  기업에서의 공회 공작을 강화하

려고 했는데, 이 ‘강화’의 방향은 공  공장에서는 이미 확립된 당의 지도와 생산 

독려라는 측면을 사  기업 공회에까지 확대하는 것이었다. 

중공 北京 委는 오반운동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오반운동을 사  기업 공회 조

직의 확대뿐 아니라 공회 조직 ‘정풍’의 계기로도 파악하고 있었다.114) 그리고 실

제로 오반운동 이후에는 공회 간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공회 내부에 대

한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하 다. 前門區 공회 조직과가 오반운동이 전개된 다음 

해인 1953년의 사  기업 공회 간부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이러한 시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 조직과에서는 공회 간부에 대한 조사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오반

운동 이후 ‘店員行業에 아직 整 과 改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文敎用品業에는 20여 명의 委員이 있는데 正ㆍ副직을 나누지도 않았고 

대부분의 간부는 群衆이 선출한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초빙’했다고 하여, 공회 간

부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공회에 소극적인 간부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 상급 공회에 請示하지 않고 임의로 撤還’하는 것이라든가, ‘회원들이 간부를 

임의로 調換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  기업의 공회 조직이 상

급 공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간부의 임면도 상급의 지시나 개입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공회에서는 공회 간부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 다. 그리고 조사

를 통해 많은 간부의 ‘歷史 문제’나 공작 태도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百

貨業 組聯委員 이상의 간부 252명 중에서 ‘反動黨團’에 참가했던 사람이 24명 발

견되었고, 업무를 하지 않고 이름만 걸어둔 간부도 21명이 적발되었다. 文敎用品

業의 組織員 이상 간부 147명 중에서도 ‘反動黨團’에 참가했던 사람 19명과 공작

에 소극적이고 이름만 걸어둔 간부 20명이 적발되었다.115) 이렇게 오반운동 이후

에 시나 구의 공회 계통에서는 사  기업의 간부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改

113) 北京 東城區地方志編纂委員  編, 北京 東城區志 , 北京出版社, 2005, p.229.
114) ｢中共北京 委關於在五反中整 工人階級隊伍問題向中央ㆍ華北局的報告(1952.3.24.)｣, 

選編52 , pp.151-156.
115) ｢組織科一九五三年度工作總結(1953.12.31.)｣, 026-001-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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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을 통해 하급 공회 조직에 대한 개입의 정도를 높여갔던 것이다. 

오반운동 이후에는 또한 노동기율의 이완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강조되었다. 

總工 에는 오반운동 이후의 부작용으로서 임금의 증가와 노동기율의 이완을 지

적하고 있다. 그리고 공회의 역할이 생산의 회복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16) 

前門區 공회에서는 1952년 하반기 공작 보고를 통해 오반운동 이후 區의 사  기

업에서 ‘보편적으로 생산회의를 개최하고 勞資 관계가 안정’되었다고 언급하고 있

다.117) 崇文區에서도 五反 후 勞資關係에서 ’不正常‘의 현상이 일어나서, 6월에 糾

紛이 가장 많았으나, 정부에서 私營 工商業에 대해 일련의 조치를 취해서 7월에는 

’高潮에서 低潮의 추세로 바뀌었‘다고 보고하고 있다.118) 오반운동과 그 이후의 공

회 공작을 통해 사  기업 및 사  기업 공회에 대한 향력을 강화시킨 이후에, 

다시 勞資 관계를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오반운동 이후의 사  

기업 공회에서는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을 주장하는 일을 억제하고 생산을 독려하

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1952년 10월의 東四區 第1屆 工 員代表大  1차 회의에

서는 ‘생산의 발전을 관철시키는 것’이 주요 주제 으며, 같은 달 東單區에서도 사

 기업에서의 생산운동을 위한 조직을 설립하 다.119) 1953년에도 區委나 區工

에서는 ‘資方’의 권리를 존중할 것과 노동기율을 정돈할 것을 강조한 사례들이 보

인다.120) 前門區 공회에서도 1953년에 공회 조직의 재편 과정에서 간부들을 훈련

시키면서 ‘공회의 임무는 생산을 잘 해내는 것’이고, ‘勞資兩利 정책은 資方에 취

할 이익이 있고 생산이 발전된 기초 위에 노동자의 생활을 제고하는 것’이며, ‘노

동자는 자각적으로 노동기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교육시키고 있었다.121) 또

한 1954년이 되면 사  기업에서도 생산경쟁이 시작되어, 東四區에서는 3월에 區

委의 지도 하에 공작조를 설치하 고 나중에는 ‘增産競賽辦公室’을 설치하여 생산

경쟁을 조직하 다.122)

이상에서 살펴본 오반운동 이후 사  기업 공회 공작의 변화상을 보면, 기업 단

116) ｢北京 總工 1952年私營 業工 工作基本總結(初稿)(1953.2.13.)｣, 101-001-00380.
117) ｢前門區工 一九五二年下半年工作總結報告｣, 026-001-00006.
118) ｢勞動科1年工作總結(1953.1.12.)｣, 東城南 0009-002-0377.
119) 東城區大事記 , pp.136-137.
120) 東城區大事記 , pp.150-153.
121) ｢組織科一九五三年度工作總結(1953.12.31.)｣, 026-001-00034.
122) 東城區大事記 ,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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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공회를 조직하고 당과 상급공회의 지도를 강화하며 생산의 독려라는 기능을 

강화하는 등 接管 이후 공  기업의 공회 공작의 방향이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반운동은 중공이 추구했던 공회 조직을 공  기업을 

넘어 사  기업에까지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공회 조직의 확대 및 중공의 통제력 확대와 함께, 조직원리의 중대한 문

제가 등장하 다. 그것은 바로 분산된 역을 공  기업과 같은 원리로 조직하는 

것의 어려움이었다. 특히 분산된 사  부문에 직업별 조직이라는 원칙을 관철하기

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술한 것처럼 오반운동 이후 사  기업의 공회가 공  기업의 공회와 기능면

에서 접근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조직 구조상 큰 차이가 여전히 존재

하고 있었는데, 이는 주로 사  기업의 분산성 때문이었다. 사  기업의 분산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당과 總工 의 사  기업 공회에 대한 개입이 강화

되면서, 공회 계통의 조직구조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공회의 조직 원리의 적용

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즉 사  기업 공회 공작의 강화 이후 

구공회의 역할이 증대되었는데, 기존의 區 이하 공회의 업종별 조직이라는 구조 

하에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되어 업종별 조직이라는 원칙을 어느 정도 포

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공회 공작조의 활동 이후 1949년 5월 각 區에 總工 의 辦事處가 성립되었음

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구 단위 공회 조직으로는 구판사처 외에도 각 산

업공회의 分 가 있었다. 업종별 조직이라는 원칙에 따르면서도 지역적인 분산성

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별 지역조직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1951년의 總工

가 공회의 조직형식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각 산업공회 중에서 

政 공회, 煤礦 공회, 食品 공회, 文敎工作  공회, 敎育工作  공회, 機關 공회 등

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시급 조직인 산업공회 혹은 行業工業聯合 는 區에 分

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분산성이 높은 店員 공회는 區分  아래에 

街道工 委員 와 街道支 까지 둘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123) 산업공회의 구 단위 

지역조직 외에, 總工 에 시급 산업공회에 대응하는 공작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總工 의 각 구 판사처에도 각 업종의 區分 에 대응하는 기관으로서 産業組, 

手工業組, 搬運組, 店員組 등의 조직이 설치되어 있었다.124) 區辦事處의 설치 목적 

123) ｢關於 總工 組織形式的意見(1951)｣, 101-001-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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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중화전국총공회의 ｢區辦事處組織條例｣에 ‘시 산업공회와 협력하여 각 구에 

분산되어 있는 기층조직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했

다.125)

總工 의 구판사처는 같은 지역적 범위에서 민정 계통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

었던 區公所보다 간부의 소질이 더 낫다고 평가받고 있었으며,126) 간부의 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구공소보다 작은 조직이 아니었다. 제6구판사처의 1950년 간부 

편제를 예로 들면, 판사처 인원으로 주임, 부주임, 조직위원, 副선전위원, 비서, 회

계, 助理員, 통신원 3명, 秘書幹事 2명 등 총 12명이 있었고, 이 외에 産業工人 공

작조, 搬運工人 공작조, 手工業工人 공작조, 店員工人 공작조, 文敎工作  공작조 

등 5개 공작조에 총 35명의 간부가 있어서 모두 47명이 구판사처에서 일하고 있

었다.127) 1950년의 구공소 간부의 표준 편제가 24명에서 5월의 통합 이후 35-55명

으로 늘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구판사처의 조직 규모가 작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128) 시급 산업공회를 제외한 지역 단위 공회 계통이 규모가 민정 계통에 상

응하는 정도 던 것이다. 이러한 간부의 규모는 中共이 공회 계통을 중시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공회 계통이 도시주민의 주요한 조직의 통로 음도 방증한다. 

전술한 것처럼 각 산업공회에도 구 단위의 조직이 있었지만, 이 조직이 상하급 

공회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는 못했다. 1951년 3월에 각 구의 

업종별 조직에 대한 보고를 보면, 조직의 형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업종

은 分 ㆍ支 가 조직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업종에서는 大組ㆍ 組라는 형식으

로 조직되어 있기도 했다. 또한 기층조직이 매우 혼란하고 공작도 건전하지 못하

다고 평가하고 있다.129) 區級의 업종별 조직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묘사가 담긴 

區工 의 보고를 보면, 다음과 같이 조직이 제대로 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124) ｢北京 總工 組織機構表(1951)｣, 101-001-00283.
125) ｢北京 總工 關於1952年編制的意見(1951.9.17.)｣, 101-001-00367.
126) 黃利新, 2008, p.184.
127) ｢總工 第六區幹部編制(1950)｣, 038-001-00032. 각 공작조의 편제는 다음과 같았다. 

産業工人 공작조 : 조장, 부조장 2명(각각 조직간사와 선전간사를 겸임), 조원 4명. 
搬運工人 공작조: 조장, 부조장(조직ㆍ선전간사 겸임), 조원 2명. 手工業工人 공작조: 
조장, 부조장(조직간사 겸임), 조원 7명(1명은 선전간사를 겸임). 店員工人 공작조: 
조장, 부조장, 조원 10명(1명은 조직ㆍ선전간사를 겸임). 文敎工作  공작조: 조장, 
조원 2명(1명은 조직ㆍ선전간사를 겸임). 

128) 구공소 간부 규모의 변화에 대해서는 Ⅱ편 2장을 참조.
129) ｢關於各區各行業整 基層組織工作的報告(1951.3.)｣, 101-001-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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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공업은 원래 印刷ㆍ鐵工ㆍ服裝ㆍ用品 등 10개 行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行

業마다 모두 하나의 行業 區工作委員 를 설립하고 그 아래에 組聯 나 基層工

를 두었다. 각 行業은 모두 비교적 작고 사람이 많지 않은 데다 거주 지역이 

넓어서 매우 분산되어 있었고, 각 行業의 간부들은 모두 脫産 간부가 아니어서 

각급 조직이 건전하지 못했다......(중략)......하급에 문제가 생겨도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상황을 제때 상급에 알리지도 못하여, 상급의 공작도 아래로 잘 관철될 

수가 없어서 上下脫節의 현상이 형성된다.......(중략)......어떤 行業에서는 회원이 

소속이 바뀌어 회비를 내려고 해도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방직업

의 어떤 회원은 조직 간부를 찾지 못했고, 어떤 간부는 자기 組聯 의 회원 수

를 알지 못한다.130) 

이상의 인용은 前門區 공회 조직과의 보고에서 인용한 것인데, 기업과 노동자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분산성이 높고 전

업 간부가 없는 상황에서 상하급 공회가 잘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간부와 공회 

회원 사이의 연결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분산성이 

강한 업종의 구급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구 이하의 공

회 계통에서는 區工 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 다. 기층공회에서는 모든 문제

를 업종별 조직이 아니라 구공회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으며, 이런 상황 때문에 聯

合 의 취소라든가 구공회의 科와 辦公室의 강화, 하층에 脫産 간부를 배치하는 

것 등의 조직 개편 의견이 등장하기도 하 다.131)

이렇게 시급 산업공회의 구급 조직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구 이하

의 공회 계통에서 구판사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전술한 

것처럼 오반운동 이후 사  기업에 대한 總工 의 개입 정도가 높아지면서 구

판사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  기업들이 구 안에서도 각 

업종별로 조직되어 있는 상황은 하급공회에 대한 구판사처의 개입과 통제를 어렵

게 하는 요소 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반운동 이후에는 구 

이하의 공회 조직이 업종별 조직에서 지역별 조직으로 바뀌었으며, 이와 함께 간

130) ｢組織科一九五三年度工作總結(1953.12.31.)｣, 026-001-00034. 이 내용은 후술하는 
1953년의 前門區 行業 조직 합병 이전의 상황을 서술한 것이다.

131) ｢前門區工 一九五二年下半年工作總結報告(1952)｣, 026-001-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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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확충도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변화는 오반운동이 진행되었던 1952년 이후에 나타난 것이었다. 우선 

구판사처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總工 의 파출기관인 ‘區辦事處’가 취소되고, 

공회회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독립된 조직으로서의 ‘區工 ’가 성립되었다. 總工

의 파출기관에서 독립된 ‘一級’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정은 1952년 5월부터 

준비를 시작하 고, 8월까지 5개 구에서 구공회가 성립되었고 나머지 구에서도 구

공회 籌備 가 만들어졌다.132) 구판사처에서 구공회로의 변화는 城區의 구가 9개

에서 7개로 통합되었던 1952년 9월의 구급 행정 기구 개편과 시기를 같이 하고 

있었다.133) 전반적으로 區級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지역 단위의 편제를 중시하는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다. 

구공회의 성립과 함께 시급 공회 조직과 구공회의 업무 경계가 명확해지게 되

었다. 중공 北京 委에서는 ‘北京에서 삼반운동 이후 공회의 조직 형식이 바뀌어 

區에서 명확한 분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總과 産業工 에서는 公營大廠에 

역량을 집중하고, 廠ㆍ行業 공작은 모두 區에 넘’겼다고 이러한 변화를 정리하

고 있다.134) 級 공회 조직은 공 , 구공회는 사 이라는 업무의 경계가 명확하게 

생겼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1952년 4월에 總工 에서 제출한 공회 조직 

형식의 개편에 관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總工 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고 있었다. 

北京  공회 공작의 발전과 3년의 공작 경험에 근거하여 보면, 北京의 각 産

業ㆍ行業의 공회 조직은 아직 건전하지 못하고 일부 산업공회는 아직도 완전한 

수직 도를 하지 못한다. 또한 北京 공상업이 零散ㆍ複雜하여 산업의 분류 또한 

全總에서 규정한 범위처럼 그렇게 세 하게 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지도역량

을 집중하여 공작을 전개하기 위해서 과거의 조직 형식을 바꾸어야만 하는데, 
원칙상 總과 産業工 는 大廠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廠과 私營 行業의 

일상적인 공작은 모두 區에 넘겨 지도하게 해야 한다.135)

132) ｢關於區級工 組織情況(1952.9.)｣, 038-001-00068. 8월까지 구공회가 성립된 5개 구 
중 城區에 해당하는 것은 東單, 西單, 西四, 前門 등 4개 구 다.

133) 구급 행정 기구의 변화에 대해서는 Ⅱ편2장을 참조.
134) ｢關於區級工 組織情況(1952.9.)｣, 038-001-00068. 
135) ｢北京 工 組織形式及編制的意見(1952.4.)｣, 101-001-0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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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의견을 보면 北京 總工 가 3년 간의 공회 공작 결과 업종별 조직 원칙

에 의거한 공회 조직을 관철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

규모 기업과 사  기업에 대한 공회 공작을 책임지게 될 기구로서 區工 를 조직

하는 형식에 대해서도 같은 시기에 논의되고 있었다. 總工 는 구마다 소속 공

ㆍ사  기업 및 기관, 학교, 합작사 등의 공회 회원대표로 工 員代表大 를 

구성하여 조직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삼고, 대표대회의 시행기관으로서 區工 委員

를 설립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136) 區工 를 독립된 정권 기구로 설정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에 따라서 전술한 것처럼 1952년 8-9월 사이에 

각 구에 구공회가 성립되었다. 구공회가 성립된 이후에는 앞서 委의 문건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총이 지도하는 공회와 각 구공회에서 지도하는 공회라는 명확한 

이분법이 성립하게 되었다. 1953년 10월의 北京  전체 공회 회원수에 대한 통계

를 보면 ‘ 總工 가 직접 지도하는 산업’과 ‘각 구에서 지도하는 산업’이라는 이

분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37) 마찬가지로 1955년의 北京  공회 조

직 상황에 대한 통계에서도 ‘직속 산업공회에서 지도하는 단위’과 ‘구공회에서 지

도하는 공ㆍ사  각 단위’라는 이분법이 적용되고 있다.138) 이를 통해, 1952년의 

조직 구조 전환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업종별 조직이라는 원칙으로부터의 후퇴는 직속 산업공회와 구공회라는 이분화

된 조직 체계의 구성에서 그치지 않았다. 구공회가 지도하는 구 이하 단위의 공회 

조직에도 업종별 조직에서 지역별 조직이라는 조직 원칙의 전환이 일어났다. 지역

별 조직으로의 전환이 구 이하의 공회 조직에서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전

환은 주로 1953년 동안 진행되었다. 前門區 공회 조직과의 보고에 따르면, 前門區

에서는 1953년에 ‘당의 지도 하에’ 공업 소속의 10개 行業을 4개의 行業으로 합병

하 다. 또한 각 행업은 ‘地區에 따라서 새롭게 組聯을 劃分하고 改選을 진행’하

다. 구공회에서는 이렇게 ‘地區에 따라 劃分된 組聯은 人數가 집중되어 조직의 지

도에도 유리’하다고 언급하고 있다.139) 그리고 ‘각 行業의 戶數ㆍ職工數ㆍ 員數를 

조사하여 地區에 따라 組聯을 劃分’하는 작업은 1954년 초에도 계속 진행 중이었

다.140) 이처럼 대형 공  기업을 제외한 분산된 기업의 공회를 모두 구공회에서 

136) ｢召開區工 員代表 成立區工 方案(1952.4.)｣, 101-001-00365.
137) ｢北京 全 職工 員情況(1953.10.)｣, 101-001-00391.
138) ｢北京 工 組織情況統計表(1955.7.29.)｣, 101-001-00352.
139) ｢組織科一九五三年度工作總結(1953.12.31.)｣, 026-001-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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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게 된 이후 다시 구급 공회 조직의 지역별 편제가 진행되었는데, 재편 과정

에서 기존 行業 조직의 불만이 나타나기도 하 다. 작은 行業과의 합병을 원하지 

않는다든지, 합병을 ‘다른 행업에 투항하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가 있었지만, 구공

회 측에서는 이를 ‘行業主義’ 사상의 소산으로 비판하고 있다.141)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회 조직의 건설은 北京에서 接管 이전에는 선례를 찾

기 힘든 일이었다. 국가가 직업조직을 만들고 이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이전 정권

들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났던 것이었지만,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직업조직의 건설은 

중공의 통치 하에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었다. 이는 공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도시

주민을 조직한다는 중공의 방침이 현실적 조건과 타협하면서 만들어 낸 결과물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회라는 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지역에 따른 

조직이라는 원리를 끌어들인 것은, Ⅱ편 2장에서 다룬 街道居民委員  및 街道辦

事處의 설립과 궤를 같이 하는 변화라고도 할 수 있다. 

구공회가 설립되고 구 이하 공회조직도 지역별 조직으로 재편되면서 공회에 대

한 지도라는 부분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공산당 區委와의 관계가 강

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공회 계통의 상급 기관인 總工 와의 연계는 약화되었던 

것이다. 구공회 성립 이후의 상황을 분석한 委의 문건에서는 일부 구공회에서 

區委의 지도에 의지한다는 생각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區委에 請示해서 해결해

야 할 문제를 여전히 總工 에 請示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142) 이는 

구공회가 개편 이전과는 달리 區委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구공회의 설립을 포함한 공회 조직 구조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던 시점에

서는 구공회에 대한 지도 문제에 대해서, ‘地區性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주로 區委에 請示하여 해결’하고, ‘全 의 통일적인 문제는 總工 에 請

示하여 해결’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구공회가 總工 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總工 의 각 部와 시급의 산업공회는 구공회 및 구 소속의 산업연

합회와 지도관계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143) 이러한 원칙은 지역에 따른 조직이

라는 원칙을 도입하기 이전인 1951년에 總工 에서 공회 계통 내의 공작 관계

140) ｢前門區工 2月份工作檢査報告(1954.2.27.)｣, 038-002-00118.
141) ｢組織科一九五三年度工作總結(1953.12.31.)｣, 026-001-00034.
142) ｢關於區級工 組織情況(1952.9.)｣, 038-001-00068.
143) ｢ 總組織形式改變後,各部ㆍ各産業工 ㆍ各區工 之工作範圍及工作關係的初步意見

(1952.4.22.)｣, 101-001-0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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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립하기 위해 열었던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비교하면,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1951년에는 구판사처가 구의 黨ㆍ政ㆍ公安 기구 및 군중단체와 

접한 연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總工 에 보고’해야 하며 임면권 

역시 總工  상임위원회에서 가진다고 명시했으며, 구공회가 시급의 산업 및 行

業 공회의 區分 나 區聯合分 에 대한 지도 공작에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144) 이것을 보면 1952년의 개편 이후에도 구공회와 總工 와의 연계가 

여전히 중시되었지만, 독립성이 강해지고 區委와의 관계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1952년의 개편 이후에는 각 산업의 區工作委員 가 구공회 각 科의 지도

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되면서, 구 이하의 공회 조직과 시급 산업공회의 연결이 사

실상 끊어지고 구 이하의 공회 조직은 구공회의 지도만을 받는 것으로 바뀌기도 

했다.145)

이상에서 살펴본 구공회의 역할 증대와 함께, 중공과 總工 는 구 이하 공회 

조직의 간부를 확충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 다. 구판사처에서 구공회로의 개편

과 함께 구공회 간부 편제 인원을 278명에서 430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는데,146) 

이 인원수는 공회 회원 500명 정도에 1명의 脫産 간부를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147) 구공회 간부 외에도 업종별 조직에도 脫産 간부를 배치하 다. 前門

區의 사례를 보면 지역별 조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1953년에 10개 行業에 18

명의 脫産 간부를 배치하 다.148) 

생산을 독려한다는 점에서 구공회의 역할은 시급 산업공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으며, 사  기업에 대한 중공과 總工 의 공회 공작이 강화된 오반운동 이

후에는 생산이 더욱 강조되었다. 前門區工 에서는 1953년에 區委와 總工 의 

지도 아래 사  기업 간부에 대한 노동기율 교육을 진행했는데, 직접 교육을 받은 

144) ｢ 總召集 內各區辦事處正副主任及各組長 議 北京 工 組織形式及領 關係問

題的討論情況及其結果的報告(1951)｣, 026-001-00031.
145) ｢區工 所屬各科 各聯合 之組織領 工作關係的初步意見(1952.6.5.)｣, 

101-001-00367.
146) ｢北京 各區工 編制草案(1952.4.)｣, 101-001-00365. 430명 중에서 城區의 간부가 

380명이었다.
147) ｢北京 工 組織形式及編制的意見(1952.4.)｣, 101-001-00365.
148) ｢組織科一九五三年度工作總結(1953.12.31.)｣, 026-001-00034. 같은 시기 非脫産 간부

의 규모를 보면, 行業 區工作委員  간부 189명, 基層委員  간부 1,172명, 組聯  

간부 1,841명, 組織員 간부 1,853명으로 組織員 이상 간부가 총 5,05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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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와 노동자가 모두 7,500명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기층 간부들

이었고 학습 후에 공장에 돌아가서 교육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노동기율을 파괴하

는 행위가 노동자들의 비판을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149) 또

한 구공회에서는 ‘私營 大廠’을 대상으로 모범 기업의 경험을 통해 생산계획을 수

립하는 방식을 교육하기도 했다.150)

그러나 구공회의 기능이 생산 독려에 한정되지만은 않았다. 1952년의 개편 이후

의 구공회는 형식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여 구성되는 ‘一級’의 조직

이었으며, 기능면에서도 區委와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구 단위의 행정과 깊이 관련

을 맺게 되었다. 구공회가 區委와의 협조 아래 공장 노동자들의 이직을 감독했던 

사례는, 생산의 독려와도 관계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주민의 파악과 통제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前門區 區委 판공실의 보고에 따르면, 1953년 여

름 私營 61공장에서 노동자들의 ‘跳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회가 이 문제의 해

결을 주도하 다. 공회 간부들은 좌담회를 개최하여 ‘경제주의 경향’에 근거한 跳

廠의 착오를 비판하고, 車間에 따라 組를 조직하여 노동자들을 설득하 다.151) 

노동자들의 이직을 통제하는 역할을 공회가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區의 빈민 조사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를 비롯하여,152) 區委와의 연계가 강화되면

서 일종의 노동행정 기구로서의 성격도 가지게 되었다.

149) ｢前門區工 1953年私營 業工 工作總結報告(1954.1.8.)｣, 038-001-00089.
150) ｢前門區工 一九五四年第一季度工作總結報告｣, 038-002-00118.
151) ｢關於六一工廠跳廠問題的報告(1953.10.6.)｣, 038-002-00070.
152) 東城區大事記 ,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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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結

일본의 점령 이전 北京의 工  조직은 대부분 國民黨이 南京國民政府를 수립한 

이후에 조직된 것이었다. 일본의 점령과 함께 국민당이 주도하여 결성한 공회 조

직은 와해되었다. 일본 점령기 北京에서는 자발적인 노동조직의 결성이라든가 노

동자들의 활동은 최대한 억제되었으며, 노동조직은 주로 노동력의 파악과 징발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직업단체를 통한 도시주민의 조직이라는 시도가 등

장하기도 했다. 바로 新民 가 職業分 라는 형태의 하부조직을 통해 도시 노동자

들을 조직하려 했던 것이다. 직업조직과 관련된 신민회의 활동은 노동자의 조직화

나 조직구조의 재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의 확

보와 공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민회의 ‘노동기

관’으로 지칭하는 대상은 신민회의 직업분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 北京의 

신민회 산하 노동 관련 기구로는 각 직업분회 외에 ‘勞工協 ’가 있었다. 그리고 

이 勞工協 는 노동력의 확보와 공급을 중심적인 역할로 하고 있었다. 

1942년 무렵이 되면 신민회가 직업별 기층조직을 포기하고 주민조직을 기반으

로 지역별 기층조직을 구축하는 쪽으로 선회하 다. 그리고 華北 지역 전체의 노

동력 관리와 공급을 책임지는 기구가 신민회 노공협회를 대체하여 설립되었다. 화

북노공협회로의 전환은 점령기의 노동조직에 있어서 직업별 조직이라는 성격이 

약화되고, 노동자 징발 기구라는 성격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점령 말

기로 갈수록 노동력 징발은 점점 더 강제적인 성격을 강화하게 되었다. 

점령기에 상층에서 노동통제를 담당하는 기구와 방식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

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기층에서의 노동자 관리와 확보에 있어서 주로 전통적인 

노동 청부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점령기에 이루어진 노동통제의 강화는 

노동력의 확보와 송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각 업종 및 기업 차원의 

노동자 조직 및 관리 방식은 오히려 기존의 관행에 의존하는 면이 있었다. 노동자

들을 공회 등을 통해 직접 파악하여 관리하기보다는 把頭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

리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당은 戰後에 北京에서 北平 總工 를 중심으로 각 

업종별 공회를 조직하고, 이러한 공회에 지도 기구와 黨團을 통해 국민당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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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원칙을 관철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모든 공회 조직에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우선 北平 總工 는 시 전체의 노동조직을 포괄하는 조직이 아니

었으며, 黨部에서는 포괄적인 조직을 만들려는 의도도 없었다. 국민당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업종, 예컨대 理髮, 刺繡, 皮毛, 釀酒, 木業, 六國飯店 등의 업종에

서 공회가 설립되었을 때, 사람을 파견하여 참가하긴 했지만 總工 의 소속 공회

로 흡수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업종의 공회를 흡수하는 것이 ‘단점이 

많고 이익이 적으며’, 동시에 ‘大局과 무관’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국민당은 

기층공회의 발전에도 소극적이었다. 또한 노동운동의 추진에 있어서 노동자의 이

해를 반 하는 것보다는 질서의 유지와 ‘工潮’의 방지에 주목하다 보니, 국민당의 

향력이 강한 공회 조직 역시 실제 노동자들이 아닌 관리자들이 주도하는 경우

도 적지 않았다. 

국민당의 공회 조직의 원칙과 공회의 성격은 공산당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

나 업종별로 조직된 국민당 계열의 공회는 포괄적인 조직이 아니고, 일부 노동자, 

특히 공  기업, 대형 기업의 노동자만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또한 기층 조직의 

정비에 소극적이었으며, 공회가 있는 기업에서도 기층에는 노동자와 경 자 사이

에 매개층의 존재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接管 이후의 中共

에게 해결과제로 남게 되었다. 

工 는 ‘노동자계급에 의지’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던 接管 초기의 中共에게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었다. 中共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서, 

中華全國總工 를 정점으로 기층 단위까지 연결되어 있는 전국적인 노동자 조직

을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北京에서도 接管 이후 總工 를 정점으로 

하는 공회 조직의 건설을 통해, 상하 공회를 연결시켜 工 法의 문구처럼 ‘독립적

이고 통일적인 조직 계통’을 만드는 작업을 해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接管 이후 

몇 달 사이에 總工 에서 주요 기업과 區에 이르는 조직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總工 가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級의 산업별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산업별 공회 조직이라는 원칙은 

1950년 이후에 실제 산업별 조직의 설립으로 이어졌으나, 이후 몇 차례의 합병과 

분리, 취소 등을 거치게 되었다. 다만 산업별 조직이라는 원칙 자체는 적어도 시

급 조직에서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공회의 설립이 바로 중공이나 總工 가 노동자들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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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게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공회 내부의 권력 관계를 재편하여 노동조직

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오히려 공회 계통 설립 이후의 과제

다. 이러한 과제를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 관행 속에서 향력을 유지하면서 기업 

경  측과 개별 노동자들 사이에 존재하던 매개층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

한 매개층 제거를 목표로 중공이 기업의 ‘민주개혁’과 거의 동시에 추진했던 것이 

‘反把頭’ 투쟁이었다. 

중공의 도시 지역 주민의 조직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회는 노동자를 

대변하거나 동원하는 것을 넘어서 도시주민의 주요한 조직 형식으로 상정되고 있

었다. 中共 지도부는 생산의 발전과 함께 노동자가 도시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 속에서 工 는 단순한 직

업조직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중공의 공회 조직에 대한 전망은 공회

를 통해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곧 노동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는 도시주민을 

당의 지도 아래 조직하는 것과 같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회원의 가족까지 

포함하는, 도시주민의 중심적인 조직으로서의 공회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 만큼, 

中共 지도부는 공회는 일부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전체의 조직이어야 한다는 인

식을 가지고 있었다. 

공회라는 형식으로 분산된 노동자들을 조직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광범위한 분

야에서 이루어졌다. 심지어 업종별 공회를 넘어서 한시적인 노동 현장에까지 공회

가 조직되었다는 점은 중공과 總工 가 공회를 도시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조직 

방식으로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강했음을 잘 보여준다. 다만 도시주민의 범주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은 공회를 통한 조직화의 예외로 취급되었다. 계절성 노동자들은 

공회 조직 공작의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임시공과 계절성 노동자들은 실업구제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임시공과 계절성 노동자의 배제는 유동인구의 

통제 및 농촌 노동력의 도시로의 진입 통제와 관련이 있다. 공회를 통해 조직하려

고 했던 대상은 대체로 도시주민에 한정되었던 것이다. 

호구 문제도 원칙적으로는 공안 계통에서 민정 계통이나 지역별 주민조직의 협

조를 통해서 관리하는 역이었지만, 집중 거주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기업 조직

에 위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장 노동자들을 公共戶口라는 틀을 통해 관리하면

서, 인구관리라는 행정적인 기능을 공장 내부에 위임했던 것이다. ‘공공호구’라는 

형태의 인구 관리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주로 공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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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한정된 것이지만,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공공호구’로 분류되어 지역을 단

위로 하는 공안 기구의 인구 관리라는 틀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회로 조직된 도시주민의 다수는 분산되어 있었고, 이것은 보편

적 주민조직으로서의 공회라는 전망의 실현에 그리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었다. 接

管 이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대형 기업과 소형 기업, 공  기업과 사  

기업, ‘集中居住’하는 노동자와 분산되어 있는 노동자 사이의 경계는 없어지지 않

고 남아 있었다. 

오반운동 과정에서 사  기업에서 기업가들의 입지는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공

회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오반운동을 계기로 사  기업의 기업 단위 공회 조직이 

보편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하 다. 오반운동은 사  기업에서의 공회 조직이 강화

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사  기업 및 사  기업의 공회에 대한 중공의 

향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 다. 오반운동 이후에 중공과 總工 는 사

 기업에서의 공회 공작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이 ‘강화’의 방향은 공  공장에서

는 이미 확립된 당의 지도와 생산 독려라는 측면을 사  기업 공회에까지 확대하

는 것이었다. 

오반운동 이후 사  기업의 공회가 공  기업의 공회와 기능면에서 접근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조직 구조상 큰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는 주로 사  기업의 분산성 때문이었다. 사  기업의 분산성이 여전히 존재하

는 상태에서 당과 總工 의 사  기업 공회에 대한 개입이 강화되면서, 공회 계

통의 조직구조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공회의 조직 원리의 적용에 있어서 중요

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즉 사  기업 공회 공작의 강화 이후 구공회의 역할

이 증대되었는데, 기존의 區 이하 공회의 업종별 조직이라는 구조 하에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되어 업종별 조직이라는 원칙을 어느 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

게 되었던 것이다. 분산성이 강한 업종의 구급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

황에서 실제로 구 이하의 공회 계통에서는 區工 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 다. 

이렇게 시급 산업공회의 구급 조직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구 이하

의 공회 계통에서 구판사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전술한 

것처럼 오반운동 이후 사  기업에 대한 總工 의 개입 정도가 높아지면서 구

판사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  기업들이 구 안에서도 각 

업종별로 조직되어 있는 상황은 하급공회에 대한 구판사처의 개입과 통제를 어렵



- 210 -

게 하는 요소 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반운동 이후에는 구 

이하의 공회 조직이 업종별 조직에서 지역별 조직으로 바뀌었으며, 이와 함께 간

부의 확충도 진행되었다.

北京 總工 는 3년 간의 공회 공작을 거친 후, 업종별 조직 원칙에 의거한 공

회 조직을 관철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했다. 1952년 8-9월 사이에 각 구에 구공회

가 성립된 이후에는 앞서 委의 문건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총이 지도하는 공회

와 각 구공회에서 지도하는 공회라는 명확한 이분법이 성립하게 되었다.

업종별 조직이라는 원칙으로부터의 후퇴는 직속 산업공회와 구공회라는 이분화

된 조직 체계의 구성에서 그치지 않았다. 구공회가 지도하는 구 이하 단위의 공회 

조직에도 업종별 조직에서 지역별 조직이라는 조직 원칙의 전환이 일어났다. 지역

별 조직으로의 전환이 구 이하의 공회 조직에서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회 조직의 건설은 北京에서 接管 이전에는 선례를 찾

기 힘든 일이었다. 국가가 직업조직을 만들고 이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이전 정권

들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났던 것이었지만,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직업조직의 건설은 

중공의 통치 하에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었다. 이는 공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도시

주민을 조직한다는 중공의 방침이 현실적 조건과 타협하면서 만들어 낸 결과물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회라는 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지역에 따른 

조직이라는 원리를 끌어들인 것은, Ⅱ편 2장에서 다룬 街道居民委員  및 街道辦

事處의 설립과 궤를 같이 하는 변화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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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論

北京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들을 접수하기 시작했을 무렵의 중국공산당은 20년 

이상의 농촌 정권 운  경험과는 대조적으로 도시 통치 경험이 부족했다. 1949년 

초의 상황에서 중공은 도시주민의 조직 방식에 대한 나름의 구상을 가지고 있었

으나, 그 구상은 도시의 현실과 직면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수정을 거치게 

되었다. 1949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루어진 劉 奇의 天津 방문 이후에 중공 지

도부는 도시에서는 농촌과는 다른 조직 방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는 도시 지역에서 街政府가 철폐되고 公安派出所가 유일한 기층 통치 기구로 

남게 되는 ‘街派合倂’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街派合倂’ 이후 도시의 기층 통치에

서 이전 정권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다

른 한편으로는 保甲의 철폐 이후 표준화된 도시 주민조직이 부재한 상황이 나타

났다. 

坊里나 保甲과 같은 지역 단위의 표준화된 주민조직이 건립되지 않았던 또다른 

이유는 中共이 工 를 도시주민의 보편적 조직 형식으로 삼으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에 옮기기 위해 中共은 공회 계통의 건설

을 통한 노동자의 조직에 매진하 고, 그 결과 조직 범위의 포괄성, 매개층의 제

거, 기층조직의 확대 등에서 국민당 정권과는 차별적인 조직상의 성취를 이루어냈

다. 공산당은 공회의 조직에 있어서 당의 지도와 업종별 조직이라는 원칙 등 국민

당과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원리의 관철에서는 국민당을 크게 뛰어

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조직된 노동자의 비율이 높지 않았던 상황에서 공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포괄하기 어려운 ‘街道 居民’은 여전히 도시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직업이 아닌 지역을 단위로 하는 주민조직의 기능이 필요했는데, 표준화된 

주민조직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국가기구와 ‘街道 居民’을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정책의 실행을 위해 만들어진 각종 임시성 위원회를 중심으

로 활동했던 ‘積極分子’들이었다. 中共은 ‘積極分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함으로써 坊里나 保甲을 운 하던 이전 정권들에 비해 기층사회에 더 깊이 침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積極分子’의 ‘忙亂’과 각종 임시성 위원회의 



- 212 -

난립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五反運動은 中共의 도시주민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五反運動 이

후 中共은 중심적인 조직 대상이었던 근대적 공업 부문의 노동자 외의 도시주민

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직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덜 조직되어 

있으며 당과 국가에 대해 거리를 유지하고 있던 ‘街道 居民’과 분산된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五反運動 이후의 조직 확대 과정은 동시에 중공의 도시주민 조직원리의 수정이

기도 했다. 공회를 통한 도시주민의 조직이라는 구상에서 타협하여 표준적인 지역 

단위의 주민조직인 街道居民委員 를 만들고 이를 지도하는 민정 계통의 기층 행

정 기구로서 街道辦事處를 건립했던 것이다. 이러한 타협은 처음에는 임시적인 것

으로 인식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유지되는 지속적인 도시 기층 통치의 구

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조직 원리에서 직업이라는 기준과 함께 지

역이라는 기준이 부각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 조직 방식의 중요한 특

징인 이원적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지역 단위 주민조직의 표준화와 함께 직업

별 주민조직인 공회 계통의 조직원리에도 지역이라는 기준이 도입되는 변화가 일

어났다. 공회의 조직 범위가 분산된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되면서 기존의 직업별 

조직이라는 틀로는 공회 업무에 여러 가지 한계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區工 가 

관할하는 소규모 기업은 지역 단위의 조직으로 재편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역 단위 조직 원리의 채용은 현실적 조건과의 타협에서 나온 조정이었지만, 

이러한 조정은 지속적인 제도를 낳게 되었고 직업과 지역이라는 도시 지역 주민

조직의 이원적 구조는 문화대혁명과 같은 혼란이나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변동 속

에서도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街道居民委員 는 성립 당시에 원리상으로는 주변

적이고 임시적인 주민조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街道에 거주하는 노동자를 포함

하여 도시주민의 다수를 포괄하고 있었다. 이후 도시규모가 확대되고 ‘單位化’가 

진행되면서 街道居民委員는 소수 비주류 주민의 조직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개혁

개방이 진행되고 ‘單位’가 더 이상 주거를 포함한 복지 전반을 책임져주지 않는 

체제로 바뀌면서, ‘社區建設’이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街道居民委員 가 핵심적

인 주민조직으로 부상하 다. 직업 단위 주민조직은 1950년대 후반 이후 ‘單位社

’가 등장하면서 공회가 아닌 기업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변화를 겪으면서 도

시주민의 다수를 포괄하게 되었으며, 경제개혁 과정에서 ‘單位’의 해체를 겪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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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상이 축소되었지만 ‘集體戶口’ 등을 통해 여전히 유효한 조직원리로 남아 있

다. 

국가와 도시주민의 접점인 주민조직을 통해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의 연

속과 단절의 문제를 평가할 때, 기층 통치에서 차지하는 경찰의 위상이나 공회와 

같은 대중조직에 대한 당의 지도라는 원칙 등에서 분명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구나 당조직의 사회에 대한 침투의 정도라는 측면에서는 중공 정권

이 이전 정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을 듯 하다. 노동

조직에 있어서 黨治가 관철되는 범위가 훨씬 포괄적이 되었을 뿐 아니라 기층에 

대한 장악 정도에서도 이전 정권 시기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노동조직 뿐 아니라 

지역 단위 주민조직을 통한 침투 역시 坊里나 保甲의 시기와는 차이가 있었다. 폭

넓은 ‘積極分子’층을 관리함으로써 주민조직 내부의 문제까지도 지도기관에서 관

리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졌다. 

건국 초기는 지금까지 유지되는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의 이원적 조직구조가 

성립되는 시기 다. 이원적인 구조의 성립에는 1949년 6월의 ‘후퇴’와 1952년 하반

기의 ‘절충’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 다. 1949년 6월에 중공은 ‘생산의 회복과 발

전’이라는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 당조직의 역량을 근대적 공업 부문의 노동자에 

대한 조직에 집중시켰다. 다른 역의 도시주민에 대한 조직화는 결과적으로 우선

순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애초의 전망만큼 비공업 부문 도시주민의 비중

이 줄어들지 않고, 또한 삼반ㆍ오반운동을 통해 도시지역에 대한 장악 능력이 향

상되면서 도시주민의 조직화가 우선순위를 벗어난 부분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集中居住’라는 조건을 경계로 도시 주민조직의 이원적 구조의 원형

이 만들어졌다. 

당-국가와 도시주민의 표준화되고 포괄적인 접점이 건국 초기에 街道居民委員

와 공회를 축으로 만들어졌다. 이후의 역사 전개를 보면, 노동자들을 조직ㆍ통제

하는 경로로서 공회가 가지는 중요성은 상당 부분 침식되고 공회가 가지고 있던 

자원분배의 기능 역시 기업으로 통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적어도 1950년

대 중반의 사회주의 ‘개조’ 시기 전까지, ‘單位 사회’의 형성에 선행하여 당과 국

가가 사회의 기층에 침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회는 핵심적인 역

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가도 조직 역시 ‘單位’의 부상과 함께 비주류 도시주

민의 조직으로 축소되었지만, 單位에 속하지 않은 도시주민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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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 고 국가와의 접점 역할도 하 다. 문혁으로 정점이자 파국을 맞았던 대중

운동은 제도적인 유산을 거의 남기지 못하 다. 문혁의 파괴 이후 ‘撥亂反正’의 구

호 아래 재건되었던 것은 건국 초기에 만들어졌던 체제 다. 本稿에서 살펴본 기

층 통치에서 경찰의 위상, 당이 공회를 비롯한 대중조직을 지도한다는 원리, 도시

주민 조직의 이원적 구조 등은 모두 현재에도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시주민 조직 방식은 건국 초기에 중공의 조직 구상과 도시

의 현실이 부딪치면서 이루어진 타협과 조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형성

과정에서 중공은 직업별 조직과 지역별 조직 양쪽 모두에서 이전 정권들에 비해 

더 체계적이고 당과 국가의 의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었다. 건국 초기에 만들어진 이러한 조직구조는 문화대혁명에 이르는 시기의 대

중운동과 정치적 혼란,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의 경제체제의 전면적 재편에도 불구

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흩어진 모래’에 비유되곤 했던 중국사회에 

조직적인 안정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건국 초기에 이루어진 이러한 변화를 ‘조직

혁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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複內部組織的訓令｣, J183-002-25067.

｢北平 警察局內四分局關於衛生局等局 擬整 公益捐辦法ㆍ報四五月份界內公益

職員辭職及選補ㆍ各公益 移交自治區接辦竣事的材料｣, J183-002-25260.

｢北京特別 長劉玉書關於從1944年1月1日起由各坊里長向各鋪戶徵收淸潔費的 告｣, 

J183-002-25547.

｢北平 警察局內四區關於調査補發梁 居住證及協助坊里等人調査淸潔費的呈｣, 

J183-002-25898.

｢北平 警察局關於新民 停止分 活動ㆍ開民衆講演 ㆍ制止木匠漲工資成立大車工

ㆍ招生簡章等訓令｣, J183-002-28004.

｢北平 警察局關於區公所 行選任里長ㆍ各坊長徵收分區費和行政區表等函｣ , 

J183-002-29955.

｢北平 警察局關於在清查啟時期不得限制人口變動及新民 調查青年人戶籍李景禮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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族戶籍等訓令｣, J183-002-30289.

｢北平 警察局外一分局關於召集各坊里長在三里河織雲公所開 及監視鑲牙館業同業

公 開 等呈稿｣, J184-002-00095.

｢北平 警察局外一分局關於各坊里長開 聯席 議情況ㆍ開 日期査照界內無桌椅鋪

營業事 的公函｣, J184-002-00895.

｢北平 警察局外一分局關於第五次治安強化運動實施計劃ㆍ改革民衆婚喪ㆍ訓練人力

車夫ㆍ坊里長等情形的呈｣, J184-002-00900.

｢北平 警察局關於赴蒙勞動 減 ㆍ協助供給辦理出國境勞工證 告ㆍ查勞工狀況ㆍ

調查界內並無滿洲工 招夫等訓令呈｣, J184-002-01441.

｢北平 警察局關於路永債務甚多ㆍ勿任匿 ㆍ理髮業工 ㆍ改爲理髮職業分 ㆍ喇嘛

寺廟整理委員 以章嘉呼圖克圖爲主任的訓令｣, J184-002-19930.

｢ 婦聯及其黨組關於街道婦代 居民委員 問題的請示報告及西單區委關於區婦聯黨

組工作 象業務範圍和組織機構的請示｣, 001-006-01008.

｢ 委研究室關於區各界人民代表 議的籌備工作及第一ㆍ六ㆍ七區(試點區)的一些材

料｣, 001-009-00082.

｢研究室關於廠礦 業生產ㆍ管理情況的調查(之一)｣, 001-009-00167.

｢研究室關於名區街道居民工作的調查報告｣, 001-009-00250.

｢有關普選試點工作總結ㆍ普選試點工作的幾個問題的材料｣, 001-009-00286.

｢秘書廳區政科ㆍ 委研究室關於城內幾個區街道居民委員 試點情況的報告ㆍ材料｣, 

002-005-00063.

｢北京 公安局關於 戶口統計月報表及 郊區歷年人口統計表｣, 004-010-00093.

｢普選運動戶口調查工作報告ㆍ總結｣, 014-002-00073.

｢北京 公安局關於戶口管理ㆍ交通事故等問題的指示｣, 014-002-00094.

｢本 半年工作總結及整 基層組織ㆍ生產 議ㆍ安全衛生檢查ㆍ抗美援朝和國營工廠

全年工 工作等總結報告｣, 026-001-00006.

｢ 總年度工作計劃ㆍ總結ㆍ撥交經費ㆍ工資ㆍ保險工作的決定ㆍ指示及轉發全總關於

各級工 幹部調遺ㆍ合作社工 組織關系ㆍ加強女工ㆍ家屬工作的決定ㆍ規定

指示｣, 026-001-00031.

｢前門區工 關於組織ㆍ宣傳ㆍ女工ㆍ財務ㆍ勞保科和私營 業組工作的總結ㆍ報告｣, 

026-001-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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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京 第九區 1 9 4 9 年度工作總結區街幹部配備一覽表及各種制度的決議 ｣ , 

038-001-00011.

｢北京 公安外一分局ㆍ外二分局1950年度總結報告｣, 038-001-00029.

｢北京 六區工 工作總結報告及六區工 辦事處的編制｣, 038-001-00032.

｢前門區工 關於召開工 員大 的報告組織領 工作的總結及工 委員 委員名單

及1952年下半年工作總結｣, 038-001-00068.

｢前門區工 季度工作總結及 國營工廠私營工廠工 工作的總結｣, 038-001-00089.

｢北京 公安外一ㆍ外二分局1949年月份計劃總結｣, 038-002-00005.

｢九區關於幾個街政工作組的總結｣, 038-002-00014.

｢前門區公安局二分局關於選 街代表工作報告｣, 038-002-00026.

｢1950年公安外一ㆍ二分局季度工作計劃ㆍ總結ㆍ報告｣, 038-002-00033.

｢區委辦公室關於人民來信處理情況ㆍ戶口登記ㆍ外地人員來京等問題的報告｣ , 

038-002-00070.

｢區人代 ㆍ街道辦事處ㆍ居民委員 工作計劃ㆍ組織通則等｣, 038-002-00112.

｢區工 月季工作計劃ㆍ總結ㆍ組織形式ㆍ下鄕訪問ㆍ總路線宣傳職工座談ㆍ基層改選

等工作報告｣, 038-002-00118.

｢1949年民政工作總結｣, 039-001-00002.

｢街幹部調查表｣, 039-001-00005.

｢區選 委員 和人口調查辦公室組成人員名單及選 工作計劃報告｣, 039-001-00063.

｢前門區政府周報ㆍ動員農民還鄕的文件及憲法公 後的反映｣, 039-001-00180.

｢關於民主建政工作的附調查材料｣, 039-001-00298.

｢前門區居民委員 幹部成份分工統計表｣, 039-001-00310.

｢五區積極分子登記表及發展黨員計劃轉至各區人數統計｣, 040-001-00113.

｢1949年北京(北平) 府各局ㆍ 軍管 所屬單位等有關各 工作的指示ㆍ通知ㆍ通報

等｣, 040-002-00003.

｢內七區各街人民政府月份工作總結｣, 040-002-00039.

｢第五區區委向各區移交黨員檔案積極分子登記表及發展黨計劃名單｣, 040-002-00149.

｢公安外五分局關於戶口查 工作總結｣, 041-001-00005.

｢關於移民救濟工作的報告｣, 041-001-00011.

｢關於九區街道組織機構問題的調查材料｣, 041-001-00017.



- 219 -

｢北京 第九區人民政府1949年至1952年全年工作總結(十二區)｣, 041-002-00008.

｢原第十二區工 辦事處各行業工作組1 9 5 0年月份工作計劃ㆍ總結ㆍ報告等｣ , 

041-002-00021.

｢北京 第六區公所1949年工作總結及草擬區級政權編制ㆍ六ㆍ七區劃分意見和六區人

代 代表產生辦法｣, 045-001-00001.

｢北京 六區公所關於收容乞丐ㆍ調查妓女及工商業ㆍ軍屬ㆍ回民人口的統計｣ , 

045-001-00006.

｢北京 九區公所ㆍ公安外五分局關於派出所民政幹事領 關系及解決積極分子兼職問

題的指示ㆍ通知ㆍ調查表｣, 045-002-00036.

｢北京 九區(十二區)關於救災工作ㆍ移民工作計劃ㆍ總結｣, 045-002-00039.

｢原北平 第六區人民政府所屬各保 1 9 4 9年 2月份保幹事及保丁等維持名冊｣ , 

045-004-00010.

｢第六區分所第七區分所關於組織工人糾察隊 民政局的來往文書及工人糾察隊名冊｣, 

045-004-00028.

｢第六ㆍ七區公所關於向察北綏遠移民村教員及赴東北工人等登記表;北京 委 介紹就

業生產指揮部批准及格人員各單｣, 045-004-00031.

｢東單 場1949年ㆍ1950年月度工作總結及實行公平交易換照工作實行定員定額計劃的

報告ㆍ1950年春季攤販比卑照稅及用地租金徵收工作總結｣, 045-004-00099.

｢ 委 工 工作的指示ㆍ要求及 業黨員大 上彭眞ㆍ蕭明同志的報告 委關於 工

建立黨組和任免幹部通知ㆍ本 關於幹部配備ㆍ基層改選問題向 委的請示

｣, 101-001-00001.

｢關於工廠管理民主化ㆍ政工關系ㆍ軍資集體合同ㆍ清除“摟包”ㆍ動員工人參加糾察ㆍ

公安隊ㆍ紀念“五一”ㆍ工人教育ㆍ建立俱 部ㆍ 業行政撥交勞保金ㆍ手工業

撥交文教費及門頭溝礦區等單位的工資福利問題向 委的請示ㆍ報告｣ , 

101-001-00002.

｢本 組織部關於 ㆍ區工 組織形式駐廠幹部工資及張伯鈞要求入 和南苑機場建立

工 等問題向 委的報告｣, 101-001-00005.

｢關於解決失業工人問題及關於被服廠ㆍ人民印刷廠ㆍ門頭溝煤礦和石景山發電廠等單

位存在問題向 委的報告｣, 101-001-00007.

｢ 委 本 領 幹部的任免通知, 黨組關於按產業建立工 組織工廠管委 ㆍ成立外



- 220 -

僑華工工 ㆍ紀念“二七”ㆍ工廠領 關系ㆍ加強女工工作等問題向 委的請示｣, 

101-001-00011.

｢關於三輪ㆍ大車ㆍ私營煤礦工人情況ㆍ反把及建立搬運公司等問題向 委的請示報告｣, 

101-001-00015.

｢關於檢查工 法執行情況ㆍ建立產業工 ㆍ整 基層組織及財務工作等問題向 委的

請示報告｣, 101-001-00018.

｢本 籌委 第一屆 議常委 議記 及彭眞ㆍ蕭明同志在幹部 議上關於工 方針任

務問題的講話記 ｣, 101-001-00226.

｢ 總工 籌委 11月及十二個月份工作總結｣, 101-001-00227.

｢本部工作總結和綜合報告｣, 101-001-00251.

｢關 於 建 立 產 業 工 ㆍ區 辦 事 處 組 織 形 式 和 基 層 改 選 等 題 報 告 和 請 示 ｣ , 

101-001-00252.

｢本 一至10月份工作綜合報告及兩年工作總結｣, 101-001-00274.

｢本部全年和兩年工作總結及關於幹部訓練的報告｣, 101-001-00281.

｢關於本 組織形式ㆍ劃分產業的意見, 區聯合辦事處工作條例及工 組織登記ㆍ學習

工 法ㆍ清理經費的通知｣, 101-001-00283.

｢本 關於工 費ㆍ委員 代表 議的關系及外僑僑工組織工 ㆍ本屆領 幹部的

任免等問題向全總的請示及其批復｣, 101-001-00284.

｢本 關於區聯合辦事處工作條例ㆍ現場工 組織通則及職工升級ㆍ脫產幹部調整工資

的暫行規定｣, 101-001-00313.

｢本 上報全總的工 工作基本情況歷史資料和本 工 組織基本情況綜合統計表及私

營工商業基本情況統計｣, 101-001-00352.

｢本 關於 ㆍ區級工 組織形式及編制的意見成立區工 的方案ㆍ調整產業ㆍ區工

所屬基層領 關系的通知｣, 101-001-00365.

｢關於本 1952年編制意見及機構調整情況ㆍ組織形式改變後各部ㆍ產業ㆍ區工 工作

範圍劃分ㆍ建立分黨組協助產業建立部門工作ㆍ設脫產幹部加強基層組織領

等問題的報告意見｣, 101-001-00367.

｢本 及私營 業基層工 全年工作總結｣, 101-001-00380.

｢本 全年工作計劃七ㆍ八ㆍ九ㆍ十四個月工作群衆來信來訪及基層工 工作情況報告｣, 

101-001-0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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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上報全總的工 工作基本情況歷史資料ㆍ本 工 組織定額綜合統計表和基層以

上工 組織幹部ㆍ工作人員清查統計表｣, 101-001-00391.

｢本部年度組織工作總結ㆍ關於 總工 組織機構和建立產業工 ㆍ改造區工 組織領

的意見及基層組織改選整 的指示ㆍ意見和報告｣, 101-001-00404.

｢本部全年工 總結ㆍ關於建立基層工 正常工作秩序車間工 工作問題的報告及 職

工學校訓練方針任務的意見｣, 101-001-00430.

b. 東城區檔案館(北館) 所藏 檔案

｢第一區工作組關於街道居民選擧區街代表的工作總結及統計表｣, 001-001-0888.

｢北京 總工 第一區辦事處1949年月度ㆍ季度工作報告ㆍ行業調査報告ㆍ各工作組工

作報告ㆍ宣傳工作報告｣, 004-001-0001.

｢東單區工 1952年工作總結ㆍ報告｣, 004-001-0009.

｢第三區工 1949年工作總結｣, 004-001-0061.

｢東單區選擧委員 關於普選工作計劃ㆍ總結等｣, 011-003-0018.

｢工商勞動科1950年工作計劃及總結｣, 011-006-0001.

c. 東城區檔案館(南館,  崇文區檔案館) 所藏 檔案

｢第七區工 辦事處第2季度基層組織基本情況報告表(1951)｣, 0004-001-0008.

｢北平 人民政府關於區政府工作情況調査報告(5ㆍ8ㆍ12區)(1949)｣, 0009-001-0001.

｢第十區11個月的工作總結(附5ㆍ7ㆍ8ㆍ9ㆍ11月份工作總結)(1949)｣, 0009-001-0013.

｢第七區人民政府勞動科1952年9月份工作計劃ㆍ安全衛生檢査情況及轉訓工作總結以

及全年工作總結(1952)｣, 0009-002-0377.

｢崇文區人委第一屆選擧工作關於人口調査ㆍ選民登記ㆍ選民資格審査宣傳的訓練積極

分子等工作計劃(1953)｣, 0009-003-0173.

｢崇文區人口査記辦公室關於人口調査登記工作總結(1954)｣, 0009-003-0176.

｢第七區人委街代表統計ㆍ登記表(1952)｣, 0009-003-0307.

d. 출간된 檔案文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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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平 政府新聞處 編, 陳崇海 選編, ｢1948年北平 政府編印《北平 》史料｣, 北京

檔案史料 , 1999-1.

王承旭 選譯, ｢日僞時期北京地區敵僞事業單位統計表｣, 北京檔案史料 , 2005-2.

劉榮剛ㆍ汪文慶 編, ｢關於20世紀50年代城 居民委員 的一組文獻｣, 中共黨史資料

, 2008-3.

劉鼎銘ㆍ柯絳, ｢1947年內政部籌辦全國戶口普查的一組史料(上)｣, 民國檔案 , 

1992-4.

劉鼎銘ㆍ柯絳, ｢1947年內政部籌辦全國戶口普查的一組史料(下)｣, 民國檔案 , 

1993-1.

中國第二歷史檔案館, ｢1942年前日本在華工礦業資産之調査統計｣, 民國檔案 , 

1991-2. 

中國第二歷史檔案館, ｢1942年前日本在中國淪陷區掠奪公私工礦業經營及收益調査｣, 

民國檔案 , 1992-1. 

中國第二歷史檔案館, ｢抗戰勝利後敵僞産業處理槪況｣, 民國檔案 , 1993-3. 

陳立新 選編, ｢日本在華强徵勞工史料一組｣, 北京檔案史料 , 2000-2. 

忻知 選輯, ｢各省實施新縣制推行地方自治成績總檢討｣, 民國檔案 , 2005-3.

(2) 정기간행물 및 공보

新民報  
實報  
中華民國臨時政府公報  
行政院公報

(3) 단행본

聞鈞天, 中國保甲制度 , 商務印書館, 1935.

博一波, 若干重大決策 事件的回顧 , 中共黨史出版社, 2008. 

山本 朗, 胡傳德ㆍ鄭泰憲 譯, 山本 朗 校, 一個日本人眼中的新 中國-北京三十

五年 , 光明日報出版社,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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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宗黃, 現行保甲制度 , 重慶: 中華書局,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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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中华人民共和国城 居民组织方式的形成

 - 以从日本占领时期到建国初期(1937-1954)的北京为中心 -

尹 炯 振

东洋史学科 

首 大学校 

本稿系关于建立中华人民共和国初期形成城 居民组织方式的探索。关于迄今保

持下来的中华人民共和国组织国家成员之独特方式，作为中国共产党组织及展望与

以往政权留下的遗产及城 现实结合而成的历史产物来研究。为此，针对标准化的

居民组织--街道居民委员会，以及建国初期早于“单位”组织形成、在行业的基础

上扮演居民组织功能的工会予以分析。通过两 的总结性分析，可以观察中共在重

建城 居民的过程中，以选择和妥协形成组织方式方面存在二元化结构的历史过

程。

建立中华人民共和国前后，城 的基层统治呈现重要的连续性，这从警察的地位

能看得出来。派出所作为警察的基层机构负责城 的基层统治，尤其是警察作为户

政的主管机构，主管了人口管理，这种结构自从引进近代警察制度的清末以来一直

存在着。警察机构的人力、组织构成，经日本占领、国民党重新接管北京的过程也

没有太大变化。其实1947年国民党政权在 政府隶下设置了民政局，并把警察局的

户政部门迁移于此，虽然那是新的变化，然而到了中共接管时期又把户政移管到公

安局，于是那些变化只局限于短时期而已。此外，接管以后由于人力和经验的不

足，不得不留用既有警察人员的情况下，在公安机构的下层，由既有警察人员以业

务能力为基础仍保持着影响力。

党治的原则也可以说是建立中华人民共和国前后城 基层统治呈现的连续性因

素。建国初期围绕指导问题而出现的党组织系统和工会系统的混乱，非单纯属于运

营上的混乱，而是组织逻辑本身的问题。此外，如同从各行业推行劳资集体合同过

程看出一样，以 总工会为主的工会系统追求的目标，与代表工人经济利益之间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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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相当的距离。在日本占领期的空白前后，北京的工会组织大部分是由国民党组织

的。国民党对劳动组织设定了目标，即建立行业工会、行业全国工会、全国总工会

组织作为行业全国工会联合。国民党的这种方针，类似于之后中国共产党追求的劳

动组织原则。国民党的劳动运动方向，也是面向以党团组织为基础而禁止罢工或防

止预防纠纷。起码在党-国家和工会的关系方面，1949年前后可以发现明显的连续

性。

在日本刚占领北京时，北京的城区没有像郊区的保甲那样的基层居民组织。到了

1939年出现了重要的变化，在城区也成立了名为“街巷公益会”的居民组织。这是

因为日本军司令官下令成立相当于日本町内会的组织。1940年下半年，成功建立更

加有体系的“自治组织”系统， 街巷公益会改编成“坊”，还编成了下级组织

“里”。到了日本占领后期，由新民会改编了体系，并介入基层居民组织的运营。

国民党“復员”以后在北京推行了自治组织的改编，然而由坊里改为保甲，只是名

称上的改革而已，居民组织的结构大致上没有变化。该时期，从选拔保甲长、任命

书记的情况看，保甲组织显得具有相当程度的自律性，这与以后中共接管北京后管

理基层居民组织的面貌形成鲜明的对比。

中共接管以后,基层的行政机构经街政府的建立和取消后，几年保持现状，居民

组织在保甲组织取消后尚未建立统一形式的情况下，多样的组织同时存在。在此情

况下，出现了新的人群在由“脱产干部”组成的国家机构与不属于工厂、学校、机

关等各种“单位”而过上日常生活的北京居民之间予以中介，他们就是“积极分

子”。与以往政权通过居民组织管理城 居民的方式不同，中共致力于针对远超过

坊里长或保甲长范围的整个积极分子群体进行仔细把握及管理。然而经过3年多时

间，1949年接管时期形成的基层行政机构和居民组织的运营方式露出了很多漏洞，

如民政事务处理方面存在脆弱性，对 数积极分子的负担过重。 面对这些问题，

从1952年下半年起，街道居民委员会和街道办事处纷纷成立，从而逐渐巩固了长期

持续的国家机构和居民组织之间的联系方式。成立街道居民委员会的意义，还在于

使中共的城 居民组织方式由通过职业团体的统筹组织框架改为行业组织和地区组

织的两大轴并存方式。

随着日本占领，在国民党主导下结成的工会组织被瓦解了。日本占领期，在北京

自觉性成立劳动组织或劳动 的活动彻底被遏制，而新民会的职业分会或劳工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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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 以及华北劳工协会等的劳动组织则具有旨在把握和征用劳动力的性质。与占领

期在上层负责劳动控制的机构和方式出现许多变化的情况相反，基层劳动 的管理

和确保方面，还呈依靠传统的劳动承包方式的倾向。战后国民党在北京以北平 总

工会为中心组织了各行业的工会。然而北平 总工会并非覆盖整个 的劳动组织，

党部也没有建立覆盖性全面组织的意图。国民党对基层组织的整顿采取消极的

度，就算有工会的 业，基层的劳资之间仍然存在中介群体。

中共接管后，在北京推行以 总工会为顶点的工会组织建设，当初就提出了各行

业组织的原则。从城 居民的组织方式层面看，工会被视为城 居民的主要组织形

式。然而，工会组织难免有局限性，作为工会成员的多数城 居民也处于分散状

。五反运动不仅成为私营 业加强工会组织的契机，而且在仍存在分散性的情况

下，党和 总工会对私营 业和其工会的介入日益加强，工会系统的组织结构问题

浮出水面， 终使 用工会组织逻辑方面出现了关键性变化。即，区以下工会组织

由各行业组织改为各地区组织。建设以地区为单位的职业组织，在中共的统治下亮

相的新的现状。这可以说是中共想通过工会的形式组织城 居民的方针与现实条件

结合而成的产物。在不放 工会框架的情况下与分地区组织的逻辑结合起来，这是

和街道居民委员会及街道办事处的成立接轨的变化。

综上所述，在基层统治下警察的地位，党指导包括工会在内的大众组织的逻辑，

城 居民组织的二元化组织方式，迄今仍具备有效性。在建国初期，中华人民共和

国的城 居民方式，在中共的组织构思和现实形成矛盾的情况下通过妥协和 整而

形成的。此外，在此形成过程，中共无论对行业组织和地区组织，均建立了比以往

政权更加有体系、更有效传达党和国家意志的组织。建国初期形成的这些组织结

构，就算经历了文化大革命时期的群众运动和政治混乱，以及改革 放后经济体系

的全面改造，也仍然保持得比较稳定，给常被比喻成“一盘散沙”的中国社会带来

了有组织的稳定性。

關鍵詞: 建国 初期，街道居民委员会，工会，居民组织，积极分子，党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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