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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本稿는 국공산당이 건국 후 東北지역에서 정책의 심을 농 에서 

도시로 이행한 후 瀋陽의 국 기업을 상으로 어떠한 노동정책을 펼쳤는

가를 탐구하는 이다. 동북 역을 장악한 직후 공은 이 지역이 내  

승리의 발 이 되어야할 뿐 아니라, 건국 이후 국  경제 건설에 앞장서

야 한다고 역설했고, 이에 따라 동북지역은 곧 경제의 회복과 발 에 본격

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방침 환은 1949년 3월 7기2 회에서 

‘ 명 노선’의 심을 농 에서 도시로 이행하고 도시를 심으로 하는 경

제 건설에 나서자고 결의한 것보다 앞섰다. 이 결의는 건국을 앞에 둔 

시 에서 건국 이후 공의 정책 방침을 설정했다는 의미가 있었고, 건국 

기 몇 년 간 공은 이 때 결정한 방침에 따라 도시 심의 경제 건설을 

추진했다. 이 결의가 새로운 환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세가 역 되면

서 통치해야하는 도시의 수가 늘어나자 도시 정책의 요성이 부각되기 시

작하던 실을 승인한 것이었다고는 해도, 그보다 먼 ,  다른 지역보다 

먼  동북에서 같은 내용의 정책 환이 이루어졌고 추진되었다는 은 주

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 통일을 앞에 둔 공이 건국 

직  약 1년간 경제 건설을 해 동북 도시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건국 기 앙의 향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48년 11월 瀋陽 接管 시 공은 스스로를 도시  기업 운 의 경험이 

다고 인식하여 ‘일단 원래 그 로 몰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

나 동북 역을 확보한 후에는 이 지역을 심으로 국의 경제 건설에 앞

장설 것을 제창하면서 공은 도시 정책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데 직  나

서기 시작했고, 이러한 방침 환은 국 기업의 운 권 강화에도 반 되었

다.

건국 후 시기 공 통치 하 국 기업에서는 공장장, 기술자, 노동자 

표가 참석하는 공장 리 원회가 기업 경 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있었고, 

공장 리 원회의 최고 결정권자는 공장장이었다. 그런데 동북지역에서는 

공장 리 원회에 당과 정부 표를 참여시키고, 공장장의 상 에 정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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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북공업부를 두었다. 즉, 당과 정부가 기업 경 에 직  참여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고, 이러한 추세는 1951년 5월 공장장책임제를 결의하는 

데 귀결되었다. 공장장책임제는 정부의 경제기 에서 견한 공장장 한 사

람에게 공식 으로 책임을 부여하는 경  방식이었다. 동시에, 기업 내에 

당 를 건립하고 기업 소재 지역의 지방당 의 조를 받을 수 있는 체계

를 구축함으로써, 정부가 국 기업에 한 경 권을 장악하고 당이 경 에 

여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 으로 구축했다.

瀋陽에는 20세기 반기의 역사  산물로서 형성된 다수의 국 기업이 

존재하고 있었다. 만주국 시기 만주 산업 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본격

으로 조성된 형 공업 공장들은 소련의 軍事管制, 국민정부의 수를 

거쳐 공이 최종 으로 수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두 국 화되었다. 1948

년~1952년 瀋陽의 국 기업은 시 내 체 공업 생산 가치의 60~75%를 차

지하면서 다른 공업도시와는 차별되는 경제구조를 구성하고 있었고, 시민

의 약 10%가 노동자와 직원으로서 국 기업에 소속되어 있었고,  시민

의 3분의 1 이상이 그들과 그 가속이었다는  한 특수한 사회 분 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국 기업이 큰 비 을 차지하는 瀋陽 특유의 사회경제  구조를 인식하

고 있던 공은 국 기업 노동정책에 주의를 기울 다. 농 에서 도시로, 

쟁에서 경제 건설로 방침을 환하여 기업 경 자로 변모하게 된 공은 

국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생활수 과 ‘올바른 정치사상’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동정책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국

기업 소속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임 제도와 노동보험제도를 통해 국 경

제의 향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임 의 50% 이상을 국 상 이나 노동자 

소비합작사에서만 소비할 수 있는 실물교환권으로 지 한 정책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 활동의 일부를 국 경제권 내에 포섭시켰고, 노동보험제

도는 소속 노동자의 가족들까지를 용 상으로 했기 때문에 국 기업에 

련된 사람이 많은 瀋陽에서는 더 넓은 범 의 사회에 향을 주게 되었

다. 

瀋陽의 사회경제  구조는 국 기업 내부에서 개한 노동경쟁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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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 확장되는 데에도 기여했다. 1948년에서 1952년까지 동북에서는 기

재 헌납 운동, 신기록 창조 운동, 애국주의 노동경쟁, 增産節約 운동 등의 

노동경쟁이 끊이지 않고 벌여졌다. 이 활동들은 동북 내 일부 지역에서 벌

어진 것이 효과를 인정받아 동북 역에서 시행되고, 다시 그것이 모범  

사례로서 국으로 확 되었다. 그리고 공은 노동경쟁을 반복하는 과정

에서 활동내용을 다양화하고 용 상을 넓 갔다. 국 기업에서의 노동

경쟁이 모범  사례가 되어 사 기업과 기타 국가 기 으로 확 되었고, 

동시에 노동자의 가족들까지 포섭하여 기업 밖 사회로도 향력을 넓혔다. 

동북은 시기 으로 ‘ 국’보다 앞서 공의 통치권에 들어갔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경제  기반이 다수 국 화되어있었다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건국 직  도시  경제 정책의 시험장이 될 수 있었다. 도시 정책 

에서도 노동정책은 과거 농 근거지를 바탕으로 명을 추진하던 시기에

는 공의 고려 상이 아니었지만, 도시 통치에 을 돌리게 된 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노동정책은 사 기업보다 국 기업에서 더욱 효

과 으로 용될 수 있었고, 국 기업의 사회경제  비 이 높았던 瀋陽은 

공의 새로운 노동정책의 시험장이 되기에 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瀋陽은 공업도시로, 시의 생산을 회복하고 개조하고 발 시키는 것은 毛

主席과 당이 매우 심을 갖는 하나의 큰 사업이다”라고 서술한 瀋陽 委

의 업무 보고서는, 스스로의 역할을 과장하는 표 일 수 있으나, 공 앙

이 瀋陽을 경제 건설의 요한 “試点”으로서 지켜보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試点”에서 얻은 실제 경험은 앙의 단에 따라 채택되기도 그 지 않기

도 했다. 물품교환권 지  방식의 임 제도를 운용한 경험은 통일  화폐 

지  제도 설치로 인해 앙 제도화가 좌 된 반면, 瀋陽을 비롯한 동북지

역에서 우선 추진된 공장장책임제와 노동보험제도는 국  제도 설치의 

례가 되었고, 동북에서의 노동경쟁은 增産節約 운동으로 이어지는 과정

에서 모범사례로 선 되었다. 이 게 건국 후 瀋陽 국 기업에서 공이 

펼친 노동정책의 구체 인 내용과 성과는, 앙보다 앞선 시기에 축 한 

“瀋陽 경험”으로서 향후 노동정책을 설정하는 데 구체 인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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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 瀋陽은 사회주의로 조기 이행하자는 진  노선에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었다. 공은 신민주주의 경제 이론에 근거하여 

국 기업을 사회주의  성격을 가진 경제 단 로 인식하고 있었고, 사회주

의로 이행한 이후에는 사 기업들을 모두 公私合營화하거나 국 화했다. 

사회주의  성격을 가진 단 에 소속된 사람이 많았던 瀋陽은 ‘사회주의 

개조’ 이후 도시의 모습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장소 다. 국 기업이 시 경

제의 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많은 시민들을 포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

기업을 매개로 하는 노동정책은 瀋陽 사회 반에 효과 으로 침투할 수 

있었다. 물품교환권을 통한 임  지  방식, 가족들까지를 용 상으로 

하는 노동보험제도, 노동자의 가족들도 염두에 두고 진행된 노동경쟁은 국

기업이 많은 瀋陽의 사회경제  구조와 만나 더 넓은 범 의 사회를 포

섭하게 되었다. “瀋陽 경험”을 통해서 공은 시민들의 생활을 국 경제권 

내부에 종속시키고 노동자 동원이 곧  동원이 되는 도시를 상상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신민주주의의 조기 폐기는 毛澤東 개인의 의지나 국제 

정세의 변화 뿐 아니라, 동북지역에서의 구체  성과와 그것을 앙에 

할 수 있었던 간부들의 앙 진출로 인해 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국

기업을 운 함으로써 더 넓은 범 의 사회를 변모시킬 수 있었던 경험 

즉, 동북지역에서의 ‘사회주의 실험’과 그 ‘성공’이 이들에게 ‘사회주의 

명’의 가능성을 보여  것은 아니었을까.

주제어: 국공산당, 東北, 瀋陽, 국 기업, 노동정책, 임 제도, 노동보험, 

노동경쟁

학  번: 2012-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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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국공산당(이하 공으로 약칭)은 1949년 10월 1일 화인민공화국을 

건립했지만, 국공내 의 승리는 1948년 후반 동북지역에서부터 이미 확실

해지고 있었다. 1946년 5월 哈爾濱을 심으로 하는 일부 지역만을 세력 

하에 두고 있던 공은 여러 차례의 투를 거쳐 1947년 4월에 일방 인 

수세에서 탈피했고, 夏季ㆍ秋季ㆍ冬季공세를 펼쳐 국민정부군을 長春까지 

후퇴시켰다. 뒤이어 1948년 9월부터 벌어진 ‘遼瀋戰役’에서 승리하여 11월 

2일 瀋陽에 입성했고, 곧 동북 역을 지배하에 두게 되었다. 이후 동북지

역은 쟁의 후방으로서 공이 최종 으로 화인민공화국을 성립하는 데 

경제 ㆍ 략 으로 기여했다.

따라서 공의 통치지역으로서 동북지역에 한 연구는 내 기에 집 되

어 있고, 최종 승리의 기반이 된 인 ㆍ물  인 라의 구축 과정을 탐구하

는 것이 많다.1) 공이 토지개 을 통해 농  지역에서 정치  정통성을 

창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농  인구를 효과 으로 동원하고 稅源을 확보

하는 과정을 살피는 연구들이 다수이다.2)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도시에서의 공업ㆍ상업ㆍ식량조달ㆍ노동자문제 등을 규명하려는 시도도 있

다.3) 이 지역이 연구자들의 심을 끄는  다른 시기는, 동북지역 지도자 

 1) 동북에서의 국공내 과 공의 정권 창출에 한 가장 면 인 연구로 Levine, 

Steven I., Anvil of Victory: the Communist Revolution in Manchuria, 1945-1948,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7.(이하 재인용하는 연구논 는 ‘ 자명, 출간연도’ 식

으로 표기함.)

 2) 西村成雄, ｢中國東北地域の土地改革｣, �大阪外國語大學學報�　 51, 1981; 劉潔ㆍ依保

中, ｢東北解放區的土地改革 新民主主義土地關係的建立｣, �中共黨史硏究�, 1998-3; 

西村成雄, ｢戰後中國東北地域政治の構造變動｣, 江夏由樹 編, �近代中國東北地域史研

究の新視角�, 山川出版社, 2005; 角崎信也, ｢食糧徵發と階級鬪爭-國共內戰期東北解放

區を事例として｣, 高橋伸夫 編, �救國、動員、秩序: 變革期中國の政治と社 �, 慶應

義塾大學出版 , 2010; 角崎信也, ｢新兵動員と土地改革 - 國共內戰期東北解放區を事

例として｣, �近きに在りて� 57, 2010.

 3) 西村成雄, ｢中國東北における新民主主義經濟政策の形成 -都 ・工商業・労働問題の

新段階-｣, �大阪外國語大學學報� 55, 1982; 杜君, ｢淺談東北解放區國營工業的發展過

程及其特點｣, �長白學刊�, 1993-2; 福 , ｢決戰勝利的經濟基礎—東北解放區1948年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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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崗이 건국 이후 공의 명 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서 패배한 ‘高崗 

사건’이 일어난 1954년 무렵이다.4) 즉, 1948년 말 공이 동북 역을 장악

한 후 1954년까지 이 지역에 한 본격 인 연구는 무하다시피 하여, 마

치 이 지역은 건국에 기여를 하고 나서 몇 년간은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동북 역을 장악한 직후 공은 이 지역이 내  승리의 발 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건국 이후 국  경제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고 결의했다.5) 

이러한 결의를 바탕으로 동북지역에서 공은 곧 경제의 회복과 발 에 본

격 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방침 환은 1949년 3월 7기2 회에서 

‘ 명노선’의 심을 농 에서 도시로 이행하고 도시를 심으로 하는 경

제 건설에 나서자고 결의한 것보다 앞섰다. 이 결의는 건국을 앞에 둔 

시 에서 건국 이후 공의 정책 방침을 미리 설정했다는 의미가 있었고, 

건국 기 몇 년 간 공은 이 때 결정한 방침에 따라 도시 심의 경제 

農業生產發展概述｣, �黨史縱橫�, 1996-8; 塚瀬進, ｢國共內戰期、東北解放區における

中國共産黨の財政經濟政策｣, �長野大學紀要� 23-3, 2001; 大澤武彥, ｢內戰期、中國共

産黨による都 基層社 の統合: 哈爾浜を中心として｣, �史學雜誌� 111-6, 2002; 王

玉芹, ｢解放戰爭時期東北解放區工業生產發展概述—兼談工業生產發展 解放戰爭的支援

｣, �長春師範學院學報�, 2004-9; 大澤武彥, ｢戰後內戰期における中國共産黨統治下の

大衆運動と都 商工業: 東北解放區を中心として｣, �中國研究月報� 58-5, 2004; 大澤

武彥, ｢中國共産黨による基層政権の設立と社 統合: 戰後內戰期の東北解放區を中心

として｣, 東京都立大學 博士論文, 2005; 大澤武彥, ｢戰後內戰期における中國共産黨

の東北支配と対ソ交易｣, �歴史學研究� 814, 2006; 梅村卓, ｢國共內戰期東北における

中共メディアと宣伝｣, 『近きに在りて』 57, 2010; 范勝麗, ｢東北解放戰爭 工業

基地的初創｣, �東北史地�, 2011-3; 塚瀬進, ｢中國東北地域の社 經濟史｣, 久保亨 編, 

�中國經濟史入門�, 東京大學出版 , 2012.

 4) Teiwes, Frederick C., Politics and purges in China: rectification and the decline of 

party norms, 1950-1965, M.E. Sharpe, 1993; 磯部靖, ｢中國における高岡ㆍ饒漱石事件

と大行政區の廃止｣, �アジア研究� 43-3, 1997; 林蘊暉, ｢高崗事件 中共高層在鞏固新

民主主義秩序上的分歧｣, �二十一世紀� 2003-8; 林蘊暉, ｢建國初期黨內的幾次爭論和

高饒事件｣, 郭德宏ㆍ王海光ㆍ韓鋼, �中華人民共和國 題史稿 開國創業 1949~1956�, 

四川人民出版社, 2009.

 5) ｢關於東北解放後的形勢 任務的決議(1948.11.23.)｣, 朱建華 選編, �東北解放區財政經

濟史資料選編�(이하 �東北解放區選編�로 약칭) 第1卷, 黑龍江人民出版社, 1988, 

pp.101-102. (이하 재인용하는 사료는 제목만 표기하고, 재인용하는 사료집은 제목 

는 약칭한 제목과 권수만 표기함. 재인용한 사료이나 페이지수가 다른 경우에는 

제목과 페이지수를 표기함.) 



- 3 -

건설을 추진했다. 이 결의가 새로운 환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세가 역

되면서 통치해야하는 도시의 수가 늘어나자 도시정책의 요성이 부각되

기 시작하던 실을 승인한 것이었다고는 해도, 그보다 먼 ,  다른 지역

보다 먼  동북에서 같은 내용의 정책 환이 이루어졌고 추진되었다는 

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건국  공은 앙집권  정책 시행에 필수 인 통합 인 기구와 인력

이 부족했고 지역 으로도 분산되어있었기 때문에 확보한 지역 각각에서 

명을 추진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 효과 으로 처하기 해서 공은 

“試點工作”이라는 정책 집행의 패턴을 만들어냈다. 당 앙이 소수 지역을 

선택하여 정책을 시범 으로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그 지역 간부에게 재

량권을 임하고, 그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의 내용을 수정하면서 다

른 지역으로 확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江西 소비에트 시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러한 패턴은 1943년 毛澤東의 명의로 가이드라인이 출 되면서 

확산되었고, 이후 1940~50년 에 걸쳐서 특정 단 나 지역의 ‘선진  경험’

을 선 하는 문건들이 량으로 출 되었다. “試點工作”에 의해서, 몇 개의 

지역에서 우선 실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실제 경험이 앙의 정책 결정

과 수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6) 이러한 맥락에서 국 통일을 앞에 둔 

공이 건국 직  약 1년간 경제 건설을 해 동북 도시에서 무엇을 했는

가를 살펴보는 것은 건국 기 앙의 향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공이 동북지역에서 한 발 빠르게 도시 심으로 환한 것은 20세기 

반기 동북지역의 역사  경험이 낳은 특유의 사회경제  구조로 인해 가

능했을 것이다. 만주국 시기 만주 산업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공업 공

장과 산이 규모로 건립되었고 력 설비와 교통 인 라도 갖추어졌다. 

후 소련이 진군하여 막 한 설비를 해체해갔지만 여 히 남아있던 산

과 공장들을 국민정부가 수했고, 국민정부군이 동북지역에서 완 히 철

 6) Heilmann, Sebastian, “From Local Experiments to National Policy: The Origins of 

China’s Distinctive Policy Process,” The China Journal 5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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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게 된 이후에는 거의 그 로를 공이 수했다. 그 결과 건국을 후

한 시기의 동북지역은 국 화된 공업 공장과 산의 비 이 매우 높았

다. 즉, 공은 이미 마련되어 있던 기반을 활용하여 경제 건설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에서도 동북 최  도시인 瀋陽은 20세기 반기에 걸

쳐 이 지역을 장악한 정권들의 정치 ㆍ경제  심지 기 때문에, 공이 

接管할 당시 다수의 국 기업이 시내에 소재하고 있었고 국 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달하여 사회경제 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는 특성을 가지

고 있었다. 체 공업 생산액  국 기업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 이 

1949년 국에서는 34.2%인 데 비해 瀋陽에서는 약 59.1%에 달했고, 체 

시민의 약 10%가 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즉 瀋陽은 도시  경제 

건설이라는 공의 새로운 방침이 효과 으로 용될 수 있는 ‘시험장’으

로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더 나아가서 瀋陽은 공이 도시에서의 사회주의 이행의 가능성을 타진

하는 ‘실험장’이 될 수도 있었다. 공은 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사회주

의 명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명 즉, 신민

주주의 명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건국  몇 년 간 공은 정치 으로

는 각계각층의 연합정부를 추구하고, 경제 으로는 국 , 사 , 합작사 경

제를 함께 발 시켜 근 인 국가를 건설하고자 신민주주의를 표방했다. 

그런데 이론상 장기간 존속될 정이었고 최고  간부들도 그 게 할 의지

를 여러 차례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민주주의는 몇 년 이어지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毛澤東은 1953년 6월 사회주의를 10년 내지 15년 안에 달

성하겠다는 ‘과도기  총노선’의 강화를 발표함으로써 공식 으로 신민주

주의를 폐기했고, 이후 화인민공화국은 속하게 사회주의로 향하는 길

을 걷게 되었다. 공이 신민주주의를 폐기하고 사회주의를 강행하여 국

으로 국 경제의 비 을 높이기 에 국 기업의 비 이 높았던 瀋陽에

는 이미 사회주의로 이행한 이후와 유사한 조건이 마련되어있었다. 따라서 

공이 瀋陽에서 국 기업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게 된 결과는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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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구체 인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었다.

瀋陽 接管으로 동북 역을 장악함으로써 경제 건설을 추진하게 된 공

에게 국 기업7)은 더 이상 지하 노동운동의 장이 아니었다. 이제 공은 

국 기업의 직  경 자가 되어 그 회복과 발 에 앞장서야했다. 이러한 

지  변화에 따라 공은 국 기업에 소속되어있는 노동자들을 노동운동의 

주체가 아니라 노동정책의 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즉, 도시로의 심 이

동과 함께 공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정책을 만들어가야 했던 것이다. 다

수의 국 기업이 자리하고 있고, 시민의 다수가 국 기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었던 瀋陽에서 국 기업 노동정책은  사회 인 향력을 가질 수 

있는 요한 정책으로 다루어졌다. 本稿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공이 

瀋陽을 接管한 이후 시내 국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와 직원들을 

상으로 한 노동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장에서는 瀋陽 接管 과정을 우

선 살펴본 후, 동북 역을 장악하게 된 공이 이 지역에서 정책의 심

을 농 에서 도시로, 쟁에서 경제 건설로 이행했음을 논의하고 그것이 

 7) 本稿에서 연구 상으로 삼는 ‘국 기업’은 동북인민정부 공업부 소속의 기업을 의

미한다. 각 ‘解放區’에서 할하던 국 기업은 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다고 해

서 곧바로 앙으로 이 되지는 않았다. 재정을 통일하고자 시도했던 1950년 3월의 

｢關於統一國家財政經濟工作的決定｣에 따르면, 국가소유의 기업은 1) 앙인민정부 

각 부에서 직  리하는 것 2) 앙인민정부의 소유지만 잠시 지방인민정부나 군사

기 에 탁하여 리하는 것 3)지방인민정부나 군사기 에 분할ㆍ귀속시켜 리하

는 것 등 세 종류가 있었지만, 곧바로 용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결정 이후 갑작

스러운 재정 통일로 노정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1951년 3월 다시 공포한 ｢關於1951

年度財政收支系統劃分的決定｣에서는 행정구에 있는 국 기업은 행정구가 탁 

리하고 그 수입 한 행정구에서 갖도록 했다. 1954년 행정구가 폐지되면서 

국 기업에 한 명의상의 소유권은 앙으로 넘어가게 되었지만, 소유권과 리권 

등이 층 으로 얽 있기 때문에 앙에서 할하는 기업과 지방에서 리 할

하는 기업을 명확하게 분류하기는 쉽지 않으며 그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도 않다.

(范曉春, �中國大行政區(1949-1954)�, 東方出版中心有限公司, 2011, pp.221-226) 따라

서 本稿가 탐구하는 기간인 1948년에서 1952년까지 동북지역의 국 기업은 동북인

민정부 공업부 소속이었던 것으로 보아도 체로 무리가 없다고 단된다. 한편, 

본문에서 인용하는 사료에 자주 등장하는 ‘공 기업’은 ‘사 기업’에 응하여 국

기업과 성 ㆍ시 ㆍ 의 지방기업을 통칭한 것이다. (朱建華 編, �東北解放區財

政經濟史稿�, 黑龍江人民出版社, 1987, p.206) 국 기업과 지방기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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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기업 운 권의 강화에도 반 되었음을 분석할 것이다. Ⅱ장에서는 통

계자료를 활용하여 瀋陽의 사회경제  구조를 분석한 후, 공의 국 기업 

노동정책이 瀋陽 특유의 사회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실시되었음을 살펴보

겠다. ‘사회주의 개조’의 일환으로 公私合營이 추진되기  사 기업이 잔

존하고 있던 시기가 국 기업 고유의 특성에 주목하고자 하는 本稿의 의도

에 부합한다고 보고 1952년까지를 시간  범 로 할 것이다.8) 건국 후 

瀋陽에서 공이 시도한 노동정책을 탐구하는 本稿가 건국 기 공의 도

시정책에 한 이해를 심화하고, 화인민공화국의 건국 기 결정 인 방

향 환을 바라보는 데 새로운 시각을 더할 수 있기를 기 한다.

 8) 국공산당의 공식  시 구분에 따르면 1949년부터 1952년까지는 신민주주의  

정치와 경제 제도를 실행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비하는 단계인 ‘국민 경제 회복 

시기’이다. (｢實現從新民主主義到社 主義的轉變｣, 中共中央黨史研究第一研究部, 中

共中央黨史研究第二研究部, 中共中央黨史研究第三研究部 編, �兩個歷史問題的決議

及十一屆三中全 以來黨 歷史的回顧 簡明注釋本�, 中共黨史出版社, 2013, p.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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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공의 東北 점령과 정책 전환

1. 瀋陽 接管의 원칙과 그 의미

공은 1945년 6월 7차 당 회에서 동북의 략  요성을 강조한 후, 

그 해 8월 순에서 11월 말까지 13만 명의 당원과 2만 명의 간부를 동북

지역에 견하여 근거지 수립과 공고화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1946년 5월 

국민정부군 50만여 명이 瀋陽, 長春, 吉林 등 주요 도시 부분을 장악하

고 있었던 데 비해, 공의 세력 하에 있었던 도시는 哈爾濱뿐이었다. 

공은 1946년 말부터 여러 차례의 투를 거쳐 일방 인 수세에서 벗어났

고, 1947년 5월부터는 夏季ㆍ秋季ㆍ冬季공세를 통해 국민정부군을 長春으

로 후퇴시켰다. 1948년 9월부터 국공간 ‘遼瀋戰役’이 벌어졌고, 11월 2일 

瀋陽에 공이 입성하면서 동북 역이 공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

다.9)

공은 동북 최  도시인 瀋陽 장악을 며칠 앞두고 接管10) 비를 시작

 9) 遼瀋戰役의 개과정과 공의 승리에 해서는 ｢東北解放經過｣, �人民日報� 

1948.11.21 第2版; 西村成雄, ｢戰後東北地域政治の構造變動｣, 江夏由樹 編, �近代中

國東北地域史研究の新視角�, 山川出版社, 2005, pp.344-346; 許芳 主編, �瀋陽解放�, 

遼海出版社, 2008, pp.201-234 등을 참조. 
10) ‘接管’은 도시의 ‘接收’와 ‘管理’를 통칭한 것으로, ‘도시를 수하여 평상시의 리 

상태로 환하는 것’, ‘도시를 수하여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建政을 완성하는 것’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원 , � 국공산당의 도시 통치체제 형성과정 분석 –건국 

후의 北京 接管을 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2015, pp.4-5.) 공의 도

시 령은 ‘接收’와 ‘接管’이라는 두 가지 용어로 표 할 수 있는데, 本稿가 다루는 

시기의 동북지역에 한 사료에서는 두 용어가 혼용되었고, ‘接收’라고 썼다고 해

서 ‘管理’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本稿에서도 이 두 가지 용어를 혼

용하되, 기본 으로 ‘接管’을 사용하고, 瀋陽 장악 시 을 강조하거나, 구체 인 기

이나 인원을 넘겨받았다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接收’를 사용했다. 사료를 직ㆍ

간  인용할 때에는 사료 용어를 그 로 사용했다. 한편, 陳雲의 보고에 따르면, 軍

管 를 이용하는 接管 방식은 일본 패망 후 동북을 수한 소련군과 熊式輝(국민정

부 東北行營 主任)의 수방법을 도입한 것이었다. (｢瀋陽戰後恢複情況｣, 中共瀋陽

委黨史研究室 編, �城 的接管 社 改造� 瀋陽卷 (中國共產黨歷史資料叢書), 遼

寧人民出版社, 2000,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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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1948년 10월 27일에 接管을 담당할 軍事管制委員 (이하 軍管 로 

약칭)의 인선을 결정하고, 瀋陽으로 가서 업무를 맡을 4,000명의 간부들을 

선발했다. 10월 28일에는 동원 회를 개최하여 동북 각 도시를 수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효과와 문제 을 총 하여 교육하고, ‘각 계통에 따라, 

에서 아래로, 원래 그 로, 수가 먼 이고 분배는 그 다음(各按系統, 自

上而下, 原 不動, 先接後分)’11)이라는 接管 원칙을 설명했다. 軍管  主任 

陳雲은 哈爾濱 接管 시 간부가 부족한 상황에서 빠르고 효율 으로 接管 

작업을 진행하기 해 이 방법을 활용했고, 성과가 있었다고 단되자 이

것을 이후 도시 接管의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12)  그는 물자를 가져

가버리거나, 기계만 요시하고 문서는 신경 쓰지 않거나, 분산 으로 接管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13) 동원 회에서 선발된 간부들은 곧 哈爾濱에서 

출발하여 11월 2일 瀋陽 근방에 도착했다. 

당시 瀋陽 接管에 참가했었던 공 간부인 韓明 의 회고에 따르면, 瀋

陽 입성 후 가장 먼  공포된 것은 11월 1일 開原 근처에서 작성된 軍管

의 제1호 포고와 瀋陽特別  衛戍司令部 제1호 포고 다. 그 내용은 ⑴

공군의 입성 기율을 선포하고 ⑵ 공과 공군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

을 보장하고, 민족상공업을 보호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고, 모든 공ㆍ사 

학교, 의원, 문화교육기 과 모든 공익사업 등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할 것

11)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각 계통에 따라(各按系統): 軍管 에서 시 원회, 

경제ㆍ재정ㆍ후근ㆍ철도ㆍ정무 5개처, 시정부, 공안국, 공실, 수사령부 등 단

를 이끌고 수 진행. ② 에서부터 아래로(自上而下): 각 기 의 원래 책임자가 인

수인계. 최고책임자가 없으면 그  책임자. ③원래 그 로(原 不動): 원래 직원은 

원래 직 로 출근. 공장기업 등에 군사 표를 견하여 정권 부문에서 최고책임자

만 바꿈. 직원과 노동자에게 모두 일률 으로 생활유지비 10만원(=40근량) 지 . 일

부 고 직원에겐 안 . 혼란을 피하기 한 임시  방법. 1단계로 자산 당안 수

하고 나서야, 2단계로 인원 정리 가능. ④우선 수하고 나 에 분배(先接後分): 각 

부문은 수권만 있고 유권ㆍ지배권은 없음. 자산과 당안을 가지고 가면 안 됨. 

각 부문은 원래 상 기 이 아니라 軍管 에 소속됨. 권력은 軍管 에 집 . 일단 

수 완료 후 공장, 주택 분배. 인장 힌 수증서는 軍管 에서 발 . ｢接收瀋陽

的經驗(1948.11.28)｣ �陳雲文選� 第1卷, 人民出版社, 1984, pp.374-375. 
12) ｢接收瀋陽的經驗(1948.11.28.)｣
13) ｢在準備接收瀋陽的幹部大 上的講話(1948.10.28)｣, �陳雲文集� 第1卷, pp.652-655.(이

원 , 2015, p.5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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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선 하고 ⑶국민당, 三靑團  모든 反動 조직을 해산함을 선포하

고 ⑷국민정부의 정부 원은 즉각 시 정부 당국에 등록하고 무기를 제출

하게 하고 ⑸모든 留用 인원은 반드시 시 공안국이나 衛戍司令部에 항복하

고 등록하라는 것 등으로, 입성 직후의 상황에 효과 으로 처하기 한 

포고 다. 그런데 11월 2일에 투가 종결되고 陳雲 인솔 하에 간부들이 

瀋陽에 진입하면서 입성 작 이 빠르게 마무리됨에 따라, 軍管 는 도시 

接管으로 업무 방향을 환했다.14)

瀋陽 接管은 哈爾濱에서 열린 동원 회에서 결정된 계획에 따라 짧은 시

간 안에 이루어졌다. 11월 3일에는 經濟處가 입성했으며 그 날 電業局에서 

력 공 을 재개했다. 입성 3일째에는 신문 출 을 재개하여 정치 선 을 

시작했으며, 입성 5일째에 노동자 15만 명에게 생활유지비와 11월분 월

을 지 했다.15) 瀋陽 接管은 11월 3일 軍管 에서 공포한 여섯 항목의 원

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여섯 항목  軍管 의 업무 차를 규정한 것을 

제외한 세 가지를 살펴보면, 接管 원칙의 핵심은 ‘일단 원래 상태 그 로 

수하는’ 데 있었다.

(1) 원래 직무 로 정상 으로 출근하라.

(2) 각 소속 부문의 모든 자산, 설비, 기기, 문건, 檔案ㆍ帳冊 등을 책임

지고 보 하라.

(3) 소속 부문의 인원, 자산 등의 개략  상황은 원래 조직계통에 따라 

분별하여 책을 만들어서 보고하라.16)

瀋陽 接管에서 가장 요한 작업  하나는 국민정부 산하에 있었던 네 

14) 韓明 , ｢跟隨陳雲、伍修權等首長接收瀋陽｣(�遼寧文史資料� 第24輯), 遼寧省政協學

習宣傳和文史委員  編, �遼寧解放ㆍ抗美援朝(遼寧文史資料精萃 第四卷)�, 遼寧人民

出版社, 1999, p.211. 
15) ｢接收瀋陽的經驗(1948.11.28.)｣, p.377.
16) ｢瀋陽特別 軍事管制委員 發 有關接收工作的六 規定(1948.11.3)｣, �城 的接管

社 改造� 瀋陽卷,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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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계통의 형 기업들을 수하는 것이었는데, 이때에도 이 원칙이 철

되었다. 에서부터 아래로, 원래의 계통에 따라, 완정한 상태 그 로의 기

업을 그 소유권만 공이 갖는 것이었다. 瀋陽의 사례를 요한 경험으로 

언 한 1949년 5월 �人民日報�의 보도를 보면, 軍管  소속의 군사 표가 

각 기업에 도착한 직후, 남아있던 노동자들을 상으로 군 회를 개최하

여 공의 정책을 선포하고 그들이 수 공작에 극 참여하도록 유도했

다.

수된 기업에 도착하면 곧바로 군 회를 개최하여 체 노동자와 

직원들과 만나서 ①그들에게 우리의 수 정책을 설명하고, ② 료자본

기업이 이미 노동자 계 의 신민주주의 국가의 기업이 되었고 노동자 

계 이 기업의 주인임을 설명하고, ③노동자 이 공장을 보호하고, 

공장 괴를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군사 표에 조하고, 수와 

검 공작에 참가하도록 호소한다.
17)

 

그런 후 노동자들을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護廠委員 를 조

직해서 창고를 리하게 하고 기기나 물자의 이동을 지시켰다. 그 다음

에 원래의 행정계통과 원래의 장부에 근거해서 기업의 자산, 서류, 인원 등

을 체계 으로 악하고, 창고의 원료, 완제품, 각종 실험 기기 등을 수

했다. 軍管 에서 확인하고 수 증서를 발 하면 수가 기본 으로 완료

되는 차 다. 이러한 차에 따라서 공은 형 기업들과 세 곳의 공업

학교에서 총 기기설비 12,516 , 동력설비 1,728 , 운수설비 229 , 노동자, 

기술노동자  학생 7,807명을 수했다. 수가 일단락되면 정상 조직을 

건립하기 시작하여, 당에서 군사 표를 견해서 감독했던 군사 표제를 

공장장제로 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18)

‘일단 원래 상태 그 로 수하는’ 接管 원칙은 수 이 부터 각종 기

17) 陳用文, ｢接收官僚資本 業時期的群眾工作｣, �人民日報� 1949.05.01 第5版. 
18) 東北行政委員 經濟處(工業部), ｢關於接收瀋陽國營 業的工作總結(1949.2.10)｣, �東北

解放區選編� 第2卷,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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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업 등에서 일하던 인원들을 처리하는 문제에도 용되었다. 이 원

칙에 따라서 留用 인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국 기업이었다. 軍管

가 瀋陽 接管 직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 공업, 

산 등의 기업기 과 일반 교육기 의 留用 비율이 가장 컸고, 일반 노동

자도 부분 留用되었다. 철도국은 보고 인원  2.5%만 면직되었고, 업

국과 방직국 등 기 의 인원은 거의 부가 留用되었다.19) 동북행정 원회 

경제처에서 1949년 2월 10일에 발표한 瀋陽 국 기업 공작 총결 보고서를 

살펴보면, 수 직후 瀋陽 내의 국 기업 소속 노동자와 정부기   교육 

인원 총 약 9만 명  95%에 달하는 85,000명이 기존 인원이었고 보고한 

인원의 0.3%만이 면직되었다.20) 

이 留用 비율은 다른 기 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軍管 의 보

고서를 보면, 瀋陽 接管  국민정부의 행정, 경찰, 재정, 군수, 기업, 교육 

등 기 에서 근무하는 리, 경찰, 직원 등이 약 35,000명이었는데, 이  

軍管 에 보고한 사람이 약 30,000명으로 약 87%에 달했다. 軍管 는 보고

한 30,000명  21,000명을 留用했고, 4,100명은 면직했으며 나머지는 정치 

교육 후 留用하도록 했다. 면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 은 경찰계통으로, 보

고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면직되었다. 경찰계통이어도 소방경찰, 교통경찰

은 90%가, 호 경찰, 출소 인원은 70%가 유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면직 

비율이 높은 곳은 동북정무 원회 계통으로 30% 다.21) 1949년 2월 10일 

경제처는 국 기업 소속 인원과는 달리 경찰은 50%, 정부 직원은 30%가 

면직되었다고 보고했다.22) 인민을 직 으로 통치하는 기구에 소속되어있

고, 그 에서도 담당했던 업무가 정치 으로 민감한 경우 다수가 면직되었

다. 즉, 국 기업을 비롯한 경제 련 기 의 높은 留用 비율은 다른 업무

19) ｢瀋陽國民黨統治機構人員接收處理的主要經驗(草稿)(1948)｣, �城 的接管 社 改造� 

瀋陽卷, p.85. 
20) 東北行政委員 經濟處(工業部), ｢關於接收瀋陽國營 業的工作總結(1949.2.10.)｣, 

p.112. 
21) ｢瀋陽國民黨統治機構人員接收處理的主要經驗(草稿)(1948)｣
22) 東北行政委員 經濟處(工業部), ｢關於接收瀋陽國營 業的工作總結(194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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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당한 기 과 비교했을 때 특수했다.

기존 인원 처리에 한 瀋陽의 경험을 총 한 보고서에도 드러나 있듯

이, 공이 기존의 기구와 인원을 ‘일단 원래 상태 그 로 수하는’ 기본

인 원칙을 세운 목 은 接管 기 운 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해서

다.

이러한 방식은 한편으로는 완정한 수를 보장하여 괴를 이고 동

요를 피하고 신속하게 질서를 회복하기 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빠르게 인민정권을 각 부문에 건립하고 국민당의 이용 가능한 기구와 

인원을 최 한도로 이용하여, 새로 시작할 때 필연 으로 발생하는 과

도기의 혼란과 정체 상을 피하기 함이다.
23)

즉, 수 직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국민당의 이용 가능한 기

구와 인원을 최 한도로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한 留用 정책을 시행했

던 것이다. 그런데 정치 으로 험하다고 단되는 경찰과 정무 계통에는 

이러한 원칙이 용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 보고서에 언 된 “이

용 가능한 기구와 인원”이라는 것은 국 기업을 시한 경제 련 기 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수 직후 瀋陽에서 경제 련 부처와 국

기업은 비교  많은 留用인원을 수용하게 되었다. 

공의 瀋陽 接管 과정에서 철된 ‘일단 원래 상태 그 로 수하는’ 

원칙은 과거 도시 接管의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후 瀋陽에 용되었

고, 瀋陽 接管의 사례가 공의 도시 接管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는 에서 

공의 도시 接管史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 瀋陽 입성 직 인 1948년 

10월 30일 開原에서 개최한 軍管  제2차 회의에서 陳雲이 “瀋陽은 동북 

최 의 도시이고 공업 심지이다. 瀋陽 接管을 잘 하는 것은 ( 략) 關內

에 곧 해방될 여러 도시를 接管하는 데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24)라고 역설했던 로, 瀋陽 수의 경험은 공의 도시 의 요 

23) ｢瀋陽國民黨統治機構人員接收處理的主要經驗(草稿)(1948)｣,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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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국에 소개되었다. 瀋陽 接管 직후인 1948년 12월 �人民日報�는 

瀋陽 接管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기사와 당시 接管에 참여했던 사람의 

회고록 등을 보도하여 모범 사례로 선 했다.25) 瀋陽 接管 후 약 1개월 후 

陳雲이 앙에 제출한 보고서는 모범  도시 接管의 실례로서 국 각 국

에 참고하도록 달되었다. 특히 도시 接管을 도맡을 문 간부 그룹을 만

들어야 한다는 陳雲의 제안은 극 받아들여져, 天津 接管시에는 瀋陽 接

管에 활용된 원칙이 채택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 接管 인원이 참여하도록 

차출되었다.26)

‘일단 원래 상태 그 로 수하는’ 원칙은 더 나아가서는 정책 방침을 

도시와 경제 건설 심으로 환하기  공의 고민을 반 하고 있었다. 

공이 瀋陽에서 국 기업을 원래 기구 계통 그 로 수한 것은 문제 상

황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더 효과 으로 조사하여 악하기 해서

고, 국민당과 긴 한 계가 있었던 자를 제외한 부분의 노동자와 직원

들을 留用한 것 역시 기업 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해 자문

할 사람을 남겨두어 생산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27) 문 기술

을 가진 인원  경제 련 인원들을 留用하면서 공이 내세운 논리는, 

이들이 비록 국민당을 해 복무했지만 그 활동 자체는 인민에게 유익했었

다는 이었다.28) 즉, 원래 기구와 원래 인원을 유지한 상태로 국 기업을 

接管하려고 했던 것은 아직 도시 경제  기업을 경 하는 경험이 부족하

다는 공의 자기인식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1948년 8월 공

앙이 東北局에서 결의한 ｢‘敵偽’정부  장개석 소유 기업 수 후 개조 

리와 노동운동 방침에 한 결의(接收敵偽和蔣占 業後的改造管理 工運

24) 朱佳木 主編, �陳雲年譜� 上卷, 中央文獻出版社, 2000, p.533.
25) ｢瀋陽接收恢複工作創造成功經驗 按系統有秩序的移交 三四天全 複工複業｣, �人民日

報� 1948.12.04 第2版; 劉白羽, ｢光明照 著瀋陽｣, �人民日報� 1948.12.04 第4版.
26) ｢中央同意組成 門班子接收大城 給陳雲的複示(1948.12.15)｣, 中央檔案館 編, �中共

中央文件選集� 17冊,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2, p.573. 공의 도시 接管史에서 차

지하는 瀋陽의 치와 련해서는 이원 , 2015, pp.49-61 참조.
27) 東北行政委員 經濟處(工業部), ｢關於接收瀋陽國營 業的工作總結(1949.2.10)｣
28) ｢瀋陽國民黨統治機構人員接收處理的主要經驗(草稿)(1948)｣,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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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針的決議)｣에 해 수정 지시를 내려, 기존의 인사 리 제도를 완 히 

부정하려고 했던 東北局의 방침이 험하다고 지 하면서 오랜 시간 발

해온 자본주의 기업의 리 제도를 배워야할 필요성을 역설한 데에도 드러

난다.29) 농 을 심으로 명을 추진해왔던 공은 瀋陽에서 ‘일단 원래 

상태 그 로 수하는’ 接管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도시 수 기의 혼란

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도시 운  경험을 보완하기 한 ‘학습 상’을 남

겨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瀋陽이라는 공업도시  동북 최  도시를 확보함으로써 동북 

역을 장악하게 된 공은 이제 도시와 기업을 스스로 경 해내야 했다. 이

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中共中央 東北局은 瀋陽 接管 이후 당의 정책 방침

을 농  심에서 도시 심으로 이행하고, 스스로 기업의 경 자가 되기 

한 조치에 착수했다.

2. 中共中央 東北局의 혁명 중심의 이동

1) 도시 및 경제 건설로의 전환

내 기 동북지역에서 공은 농 에 정권을 건립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선을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러한 방침은 다스리고 있

던 도시의 숫자가 고 내 에서 열세에 처해있던 당시 공 앙이 채택한 

‘농  심의 명노선’을 반 한 것이었다. 中共中央 東北局은 농  각지

에 당 조직을 세워 토지개 을 주도하여 빈농층의 정치  지지를 얻음과 

동시에, 그들에게서 곡식을 징발하거나 청년들을 동원하여 참 하게 했

다.30) 반면 도시정책은 도시를 령한 후 “정책 으로, 계획 으로, 조직

29) ｢中央關於修改接收敵僞和蔣占 業後的改造管理 工運方針的決議給東北局的指示

(1948.8.23), 中央檔案館 編, �中共中央文件選集� 14,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88, 

p.291.
30) 西村成雄, �中國近代東北地域史硏究�, 法律文化社, 1984; 西村成雄, ｢戰後中國東北地

域政治の構造變動｣, 江夏由樹 編, �近代中国東北地域史研究の新視角�, 山川出版社, 

2005; Levine, 1987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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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필요한 물자를 농 근거지로 빼내는 데에 이 두어졌다.31) 이 시

기 공은 도시를 리의 상이 아니라 농 근거지 유지에 도움이 될 물

자 보 지로 인식했고, 그 향으로 토지개  이후 공이 장악하고 있던 

도시에서는 농민과 도시 빈민들이 건 지주와 도시 상공업자를 동일한 계

층으로 인식하여 도시 상공업을 공격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32)

공 앙은 1949년 3월 개최한 7기2 회에서 당의 정책 방향을 농  

심에서 도시 심으로 이행했다. 세가 역 되어 통치해야하는 도시의 

수가 차 증가하고 국 통일이 곧 달성될 것으로 정된 시 에서 행해

진 ‘ 명노선’의 거 한 환이었다. 이제 공의 임무는 도시를 잘 리하

는 것이었고, 그 에서도 공업 생산의 회복과 발 이 가장 요한 과제

다. 따라서 당 조직, 정권 기 , 工 , 기타 민  단체, 문화ㆍ교육, 반 명

분자 숙청, 언론 등의 도시정책은 모두 경제 건설이라고 하는 거시  과제

를 달성하기 해 추진될 것이 지시되었다.33) 7기2 회를 계기로 공은 

‘ 명가’에서 ‘ 리자’로 탈바꿈하기 시작했고, ‘ 리자’가 되기 한 학습

에 돌입했다. 

이 7기2 회의 결의는 새로운 환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라기보다 

확산되고 있던 상의 승인이었다. 회의 , 華北局에서는 1949년 1월 무렵 

당의 공작 심을 농 에서 도시로 차 옮길 것을 1949년의 임무로 결의

했고, 2월에는 中共中央에서 도시의 수와 리에 비하여 정책 방침

을 ‘先都 後鄕村’으로 바꿀 것을 지시한 바 있었다.34) 1949년  통치해야

하는 도시의 수가 차 증가하고 국 통일이 시야에 들어오면서, 도시를 

잘 다스려야한다는 인식이 공 내부에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31) ｢中共中央東北局關於保護新收復城 的指示(1948.6.10)｣, �東北解放區選編� 第1卷, 

p.82.
32) ｢城 的地位和城 工作中的階級路線(1948.8.31)｣, �張聞天東北文選�, pp.192-193.
33) ｢在中國共産黨第七屆中央委員 第二次全體 議上的報告(1949.3.5)｣, 中共中央文獻編

輯委員  編, �毛澤東選集� 第4卷, 人民出版社, 1991, pp.1426-1427; ｢中國共産黨第

七屆中央委員 第二次全體 議公報(1949.3.23)｣, �中共中央文件選集� 18冊, 

pp.194-197.
34) 이원 , 2015,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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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동북지역에서는 1948년 부터 세가 역 되기 시작하면서 도시

정책의 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1948년 11월 동북 역을 장악하면서

부터는 본격 으로 농  심에서 도시 심으로 ‘ 명노선’을 환했다. 

1948년 11월 28일 中共中央 東北局, 遼北省委, 瀋陽 軍管  간부 회에서 

陳雲은 瀋陽을 수한 이후 이제 당의 정책의 무게 심은 국 기업에 두어

야 하고, 국 기업 내부의 행정은 각 지방당 에 의지해야하며, 각 지방당

는 그 역량을 농 에서 도시로 이 해야한다고 역설했다.35) 즉, 동북 

역을 확보한 직후인 1948년 11월 시 에 이미 지도자  간부의 연설에서 

‘농 에서 도시로’라는 어구가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1951년에 공포한 

국 기업 도에 한 공 앙 동북국의 결의도 동북지역에서의 정책 방

향 환은 동북 역 해방을 기 으로 했음을 명시했다. 

동북에서 당은 토지개 이 완성된 이후 앙의 지시에 근거하여 도시 

공작과 공ㆍ  기업 공작을 강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

히 동북 역이 해방된 후 당의 공작 심은 향 에서 도시와 공ㆍ  

기업 내로 옮겨갔다.
36)

동북지역에서 7기2 회보다 앞서 이러한 환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

은 세가 역 되고 공이 장악하게 된 도시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동북은 瀋陽, 哈爾濱, 鞍山, 撫 , 本溪 등 다수의 공업 도시들을 

포 한, 국 최 의 공업 지구 다. 공은 동북의 풍부한 자원  역사

 경험의 결과로 형성된 지역  특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활용하고

자 했다. “동북의 공업자원과 근  공업 기 는 모두 關內 解放區보다 

우수하고, 특히 공업은 가장 요한 지 를 하고 있다”37)라고 동북공

35) �陳雲年譜� 上卷, p.541.
36) ｢東北局關於黨 國營 業領 的決議(1951.7.19)｣,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建國以來

重要文獻選編� 第2卷, 中央文獻出版社, 1993, p.410.
37) 王首道, ｢東北解放區國營 業概況 工業生產中的幾個問題(1948.8)｣, �東北解放區選編

� 第2卷,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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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부 부장 王首道가 밝힌 로, 동북지역의 공업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더 우수하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동북 역의 해방을 축하하는 공

앙의 보 역시 공이 동북을 “ 국 공업, 특히 공업 최 의 심”38)으

로서 요시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동북 역을 확보한 후 공은, 이 지

역에 발달해있는 공업을 활용하여 경제 건설에 박차는 가하는 것이 국 

쟁 지원과 국 공업화라는 두 가지 임무 모두를 완수해내기 한 핵심

이라고 단했다.39) 中共中央 東北局 서기이자 동북인민정부 주석이었던 

高崗은 1949년 8월 東北人民代表 議에서, 동북지역은 자원이 풍부하고 교

통이 발달했고 공업 기 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 인 국 쟁을 지원하는 동시에 향후 

국의 공업화를 한 기반을 다지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고 연설했다. 이

러한 결의에 따라서 설정된 동북 경제 제1의 목표는 1950~1952년 3년간 

력을 다해서 공업 생산 설비와 농업 생산량을 1944년 수 으로 회복시키

고, ‘식민지  경제구조’를 ‘신민주주의  경제’에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었

다.40) 1949년 7월 동북인민정부 부주석  동북재정경제 원회 부주임 李

富春 역시 동북 역을 확보한 후 이 지역에서 공의 정책 목표를 경제 

건설로 환하게 되었음을 표명했다.

동북 해방 후 국 범 에서 보면 동북은 쟁의 먼 후방이다. 따라서 

동북의 공업 건설은 이미 해방 의 상황과는 달라졌다. 당시 공업, 공

장, 산을 운 했던 것은 모두 동북의 해방을 쟁취하기 해서, 일체

의 인력, 재원, 물자를 동원하여 쟁을 지원하기 해서 다. 해방 후 

동북에 주어진 심 임무는 경제 건설이고 주로 공업을 발 시키는 것

이다. 어떻게 계획 으로 단계 으로 공업을 발 시켜서 국을 지원하

고, 동시에 동북의 공업을 회복ㆍ발 시켜 국 공업화에 유리한 조건

38) ｢中共中央關於全東北解放的賀電｣, �中共中央文件選集� 14冊, p.387.
39) ｢關於東北解放後的形勢 任務的決議(1948.11.23)｣, pp.101-102.
40) ｢中共中央東北局關於東北人民政府施政方針向東北人民代表 議的建議(高崗同志在東

北人民代表 議上的報告) (1949.8.22)｣, 東北人民政府民政部 編, �東北區各級人民代

表 議材料彙編�, 新華書店東北總分店, 1950,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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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내느냐이다.
41)

 

그리고 瀋陽의 接管은 이러한 환을 가속화했다. 우선, 瀋陽을 확보하면

서 동북 역에서 쟁이 종식되었기에 동북에서 공은 쟁이 아닌 활동 

즉, 경제 건설에 집 할 수 있게 되었다. , 瀋陽은 1949년 공업 총 생산

액이 약 3억 3,864만원으로 동북 내 최  공업 생산 도시 고, 이 통계 자

료가 제시하는 1988년까지 그 지 를 유지한 동북 최  공업 도시 다.42) 

瀋陽을 심으로 하는 공업 지역이 국민당의 수 에 있었던 1946~1948

년에는 동북지역에서 공이 차지하고 있던 공업의 비 은 매우 작았지

만,43) 瀋陽을 확보하면서 공의 입장이 변화한 것이다. 즉, 瀋陽 接管은 

공이 동북 역을 확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경제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

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요한 의미가 있었고, 이것은 中共中央 東北局의 

‘ 명노선’ 환에 향을 주었다. 

7기2 회의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도시 공작의 핵심은 경제 건

설에 있었고, 그것은 공이 통일한 이후의 국을 근  공업국가로 발

시키기 한 발 이 되어야 했다. 당시 동북지역에는 국 쟁 지원과 

국 공업화 기반 마련을 한 경제 건설에 앞장서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7기2 회보다 앞선 환이 가능했던 것이다. 7

기2 회보다 먼  도시 심으로 정책의 방침을 이행했던 中共中央 東北

局은 1949년 4월 6일 고  간부 회의를 소집하여 7기2 회의 결의를 

달함으로써 공식 으로 정책 심을 농 에서 도시로 이행했다.44)

2) 국영기업 운영권의 강화

정책 방침 환 이후 도시정책의 건은 공업, 특히 국 기업의 회복과 

41) 李富春, ｢東北工業建設中的變化(1949.7.31)｣, �東北解放區選編� 第2卷, p.198.
42) 國家統計局城 社 經濟調查總隊 編, �新中國城 五十年�, 新華出版社, 1999, p.153.
43) 林楓, ｢東北三年來的政府工作報告(1949.8.21)｣, �東北解放區選編� 第1卷, p.130.
44) 高崗, ｢關於三、四月工作向毛主席的綜合報告(節 )(1949.5.11)｣, �東北解放區選編� 第

1卷,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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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이었다. 따라서 中共中央 東北局의 이러한 방침 환은 국 기업 운

이라는 측면에도 반 되었다. 

瀋陽 接管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시 내 국 기업을 수할 당

시 공은 기업을 직  경 하기보다는 기존 공장장의 경 을 감독하는 간

인 경  방식을 택했다. 1949년 1월 15일에 공포된 ｢ 료자본 기업 

수에 한 中共中央의 지시(中共中央關於接收官僚資本 業的指示)｣를 보면, 

기존의 공장장이 계속 직 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留用시키되 軍管 에서 

군사 표를 견해서 감독하고, 공장장이 도망가서 공석이라면 기존의 노

동자 에서 당한 인물을 뽑아 맡게 하고, 만약 선발이 어렵다면 당에서 

견하도록 했다. 軍事管制 시기 당을 표하는 軍管 는 생산 리에 직

 나서지 말고 감독만을 맡도록 규정되어 있다.45) 기업 리의 경험이 

어 자신이 없던 시기의 공은 경제 련 기 , 특히 국 기업에서는 기존 

인원을 留用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軍事管制를 마무리하고 기업 경 을 정상화하려고 할 때 공이 여러 지

역에서 보편 으로 선택한 경  방식은 공장 리 원회(이하 工管委로 약

칭) 다. 工管委는 공장장과 기술자, 노동자 표로 구성되어, 국 기업을 

경 하는 집단  주체 다. 공의 工管委의 기원은 1934년 발표된 ｢소비

에트지구 국가 공장 리 조례( 維埃國家工廠管理條例)｣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 국가 소유 공장의 공장장은 상  소비에트 기 에서 임명하

여 공장에 련된 최종결정권을 갖게 되는 존재 고, 공장장, 당 지부 

표, 工  지부 표로 구성된 ‘三人團’이 부분의 일을 논의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工管委는 유명무실했다. 그러나 내 기가 되면 수한 기업에 한 

민주  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노동자를 공장 리에 참여시키기 

한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1946년 5월 中共中央에서는 ｢공업  산 기업 

정책에 한 지시(關於工礦 業政策的指示)｣를 내려 노동자 표가 참여하

는 工管委 설립을 정식으로 명령했고, 毛澤東 역시 그 요성을 언 한 바 

45) ｢中共中央關於接收官僚資本 業的指示(1949.1.15)｣, �中共中央文件選集� 14冊, p.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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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46) 동북지역에서는 1946년 10월 7일 ｢도시 노동자  원 공작에 

한 東北局의 지시(東北局關於城 工人店員工作的指示)｣에서 노동자 간의 

선거나 임명 등의 방식으로 노동자 표를 선출해서 모든 노동자가 간

으로라도 소속 공장의 생산 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당 간

부들은 노동자들이 선출한 노동자 표, 노동 웅, 노동조합의 극분자들

과 긴 한 계망을 형성하도록 기 되었다.47) 공장 내부의 민주  리를 

상징하는 工管委는 건국 이념이 된 ｢中國人民政治協商 議共同綱領｣의 제

32조에도 “국가가 경 하는 기업에서는 노동자가 생산 리에 참여하는 제

도를 실행해야한다. 공장장 지도하의 공장 리 원회를 건립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되었다.48)

그런데 기업의 민주 리를 목 으로 설립되었다는 工管委의 구체 인 내

용을 살펴보면 조  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1949년 8월 10일 華北人

民政府에서 공포한 ｢국   공  공업 기업 내부 공장 리 원회  공

장 노동자 표회의 건립에 한 실시 조례(关於在國營公營工廠 業中建立

工廠管理委員 工廠職工代表 議的實施條例)｣는 정무원 재정경제 원회

의 승인을 받아 국으로 공포ㆍ실시된, 工管委에 한 완정한 내용의 조

례이다. 이에 따르면 국 ㆍ공  공장은 모두 工管委를 조직해야했고, 工管

委의 임무는 상 기 이 규정한 생산계획과 각종 지시에 따라서 본 공장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모든 생산ㆍ 리 련 요 업무를 논의ㆍ결정하는 

것이었는데, 생산 계획, 업무 경 , 리제도, 생산 조직, 인사 임명, 임 , 

노동 복지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 조직은 공장장(혹은 경리), 부공장장

(혹은 부경리), 총공정사(혹은 주요 공정사), 기타 생산 책임자와 노동자 

표로 구성되었다. 노동자 표는 工 에서 체 노동자 회나 노동자 표

회의를 소집하여 선출했다. 노동자가 200명 이상인 국 ㆍ공  공장에서는 

46) 黑龍江省《 業領 制度演變史略》編寫組 編, �建國以來 業領 制度演變史略�, 黑

龍江省《 業領 制度演變史略》編寫組, 1984, pp.1-4.
47) ｢東北局關於城 工人店員工作的指示(1946.10.7)｣, �東北解放區選編� 第2卷, p.5.
48) ｢中國人民政治協商 議共同綱領(1949.9.29)｣,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第1卷,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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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노동자 표회의를 조직해야했다. 200명 이하 공장의 경우는 매 달 

한 번이나 두 번 工  주석이 노동자회의를 소집했다. 노동자 표회의는 

工管委의 보고를 듣고 토론하고, 工管委의 공장 경  리와 지도를 감사

하고, 工管委에 비평과 건의를 할 수 있었다. 노동자 표회의의 모든 결의

는 工管委의 비 을 거쳐 공장장의 명령으로 공포되어야만 유효했다.49) 그

리고 노동자는 스스로의 표를 선출해서 공장 리 원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었다.50) 

노동자 표회의는 工管委에 참여할 수는 있었지만, 공장 경 과 련된 

결정권은 가지지 못했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 표회의의 상

에 工管委가 있었고, 그 工管委는 공장장의 지도하에 있었다. 1948년 8월 

哈爾濱에서 개최된 제6차 국노동 회에서 통과된 ｢ 국 노동운동의 재 

임무에 한 결의(關於中國職工運動當前任務的決意)｣에서도 工管委는 “상

 국가기업기 의 지도하에 있고”, 노동자 표회의는 “工管委의 지도하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장장의 명령으로 工管委의 결정이 공포된다는 

명령 체계는 국 기업 내부의 최고 권력자가 공장장이었음을 분명하게 드

러낸다.

그런데 내 기 동북지역에서는 工管委에 공장장, 기술자, 노동자 표 뿐 

아니라, 당 표와 정부 표도 참여하도록 규정되어있었고, 최고 결정권자

인 공장장의 상 에 동북공업부가 있었다. 1948년 10월 10일 공포된 ｢동북

공업부 공 기업 리조례 잠행 안(東北工業部工礦 業管理條例暫行草

案)｣을 살펴보면, 工管委는 당 표, 정부 표도 참여하며, “정부의 표인 

공장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기 이었다. 이 안은 기업의 등록, 계획, 

보고, ㆍ결산, 인사, 임  등 기업 운 에 련된 모든 부문에서 보고를 

받고, 허가를 내리고, 심사  감독을 하는 최상 기 은 모두 동북공업부

49) ｢關於在國營公營工廠 業中建立工廠管理委員 工廠職工代表 議的實施條例｣， 中

華全國總工 書記處辦公室 編, �中國工人運動文獻彙編 中國第六次全國勞動大 -中

國工 第七次全國代表大 �, 工人出版社, 1955, pp.70-73.
50) ｢工人的勞動 生活(1949.7.2)｣, �張聞天東北文選�,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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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을 명시하고 있었다.51) 동북공업부는 1948년 11월 이 에는 지역별

로 리하던 국 공업과 산을 업종별 리로 환하여, 당시 존재하던 

160개 공장과 74개 산과 26개 임업구역을, 업, 매 , 기계, 유색 속, 

, 임업, 방직의 8개 공업국과 鞍山製鋼과 本溪煤鐵이라는 2개 공사로 

업종별로 분류하여 리하게 되었다.52) 동북 역이 해방되면서 가능하게 

된 조치 고, 국 기업들에 한 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함이었다. 

즉, 건국 후 동북지역에서 국 기업을 경 하는 주체는 공장장이었지만, 

工管委에 당정 표가 참석하고 정부기 인 동북공업부가 공장장 상 에서 

경  반을 리 감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당과 정부가 기업 경

에 직  참여하려는 경향이 다른 지역보다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추세는 당의 정책 방향을 농  심에서 도시 심으로 환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1951년 5월 東北局에서 개최한 도시공작회의에서는 국 기업의 경  체

계를 공장장책임제로 환하자는 내용을 담은 ｢당의 국 기업 도에 한 

中共中央 東北局의 결의(中共中央東北局關於黨 國營 業領 的決議)｣가 

있었다. 국가의 경제기 에서 견된 공장장은 생산에 필요한 재료와 자

을 국가로부터 획득하고 생산ㆍ행정 상의 업무를 책임지고 리하도록 규

정되었다. 

국 공장과 산에서 생산ㆍ행정 리 공작 상의 공장장책임제를 실행

하는 것은 재 우리 당이 공업을 리하는 데 비교  합한 제도이

다. 왜냐하면 국 공장과 산은 근 화된, 고도로 집 된 규모 생산 

기업이므로 생산ㆍ행정 리 공작에서 반드시 엄격한 책임제를 실시해

야하기 때문이다.  국 공장과 산에서 이미 민주개 이 진행되었

고, 생산도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고, 국가 경제 기 의 계획  지도도 

강화되고, 새로운 경 리제도가 건립되고, 소련 문가들의 구체 인 

도움이 있기 때문에 공장장이 행정ㆍ생산 상의 책임 제도를 실행할 수 

51) ｢東北工業部工礦 業管理條例暫行草案(1948.10.10)｣, �東北解放區選編� 第2卷, p.87.
52) 東北工業部, ｢東北工業概況(1949.2.22)｣, �東北解放區選編� 第2卷, pp.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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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53)

이 결의에 따르면 공장장 한 사람에게 공식 으로 책임을 부여한다는 공

장장책임제는 두 가지를 근거로 하여 결정되었다. 국 기업이 부분 근

화된 형 기업이었기 때문에 더욱 철 한 책임제도가 실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공장장책임제를 실시를 통해 기업 경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는 주ㆍ객  조건이 마련되어있다는 당시 상황이었다. 이 결의 반에는, 

공장장은 工管委를 정기 으로 소집하여 ‘민주  참여’를 경시해서는 안 

되고, 공장장책임제와 민주  리 제도를 상호 립 으로 보는 잘못된 시

각은 극복되어야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질 으로는 공장

장, 당  서기, 工  주석, 청년단 서기로 구성된 일종의 상무회의(“碰頭

”)를 통해서 기업 내 당, 정, 工 , 청년단의 “입장 일치, 사상 일치, 기본 

임무 일치라는 공동 인식”이 이루어져야했다.54)

공은 공장장책임제를 결의함과 동시에, 기업 내부의 당 를 건립하여 

상  경제기 과 상  당 의 지도 하에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

의 당 는 할 지역 내 국 기업의 생산임무 완성에 책임을 지고 국 기

업 공작에 최 의 심을 쏟고, 지방 정부 기 은 국 기업 생산 향상에 

조해야 했다. 공은 국 기업의 생산이 상  경제기 의 책임일 뿐이라

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 하면서, 당이 형식 으로도 실질 으로도 

기업 경 의 주체가 되기를 바랐다.55) 그리고 공 앙은 이 결의에 해

서 국 국 기업의 리 체계가 궁극 으로는 공장장책임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북지역에서 그것을 우선 으로 시행하도록 지시했

다.56) 

반면 1951년부터 화북과 화동 등지에서는 ‘黨委 領  하의 공장장책임

제’가 실시되고 있었다. 공장장책임제가 공장장 한 사람에게 경 권이 집

53) ｢東北局關於黨 國營 業領 的決議(1951.7.19)｣, p.415.
54) ｢東北局關於黨 國營 業領 的決議(1951.7.19)｣, p.426.
55) ｢東北局關於黨 國營 業領 的決議(1951.7.19)｣, p.426.
56) 武力 主編, �中華人民共和國經濟史 1949-1999�, 中國經濟出版社, 1999, pp.25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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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리 체계이기 때문에 정치 으로나 경  효율성의 측면에서나 불

안하다고 단하고 黨委를 경 의 집단  주체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국

기업을 수할 때 기존의 공장장을 留用했기 때문에 黨委를 留用한 공장

장 상 에 두어 이들의 정치  성향을 확인하고 견제하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華北局은 1954년 5월, 약 2년간의 공작을 통해 공장장책임제로 이

행할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국유 공업 기업 내 공장장책임제 

실행에 한 결정(關於在國有廠礦 業中實行廠長負責制的決定)｣을 공포했

다. 그리고 공 앙에서는 이 문건을 각 국에 달하여 공장장책임제를 

국에서 실시하도록 명령했다.57)

정리하면, 동북지역에서 공은 당시 국 차원에서 기업 리 시스템으

로 채택되고 있던 工管委를 건립했지만, 工管委에 당 표와 정부 표가 

참여하도록 규정했고 동북공업부에서 각 국 기업을 계통 으로 리했다

는 에서 당과 정부가 기업을 직  경 하려는 경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

인다. 공은 동북 역을 장악하면서 동북 내에서 농  심에서 도시 

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환했고, 이에 따라 당 간부가 직  기업을 경 하

여 기업  도시 리 경험을 축 하기를 도모했다. 1951년 동북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먼  국 기업 운  체계를 공장장책임제로 환한 것은 이

러한 경향을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공장장책임제의 실시를 통해 공은 

더욱 확실하게 국 기업의 경 권을 갖게 되었다. 瀋陽 수 이후 동북지

역에서 공은 더 이상 기업 내 계 투쟁의 지도자가 아니라 기업의 직  

경 자로 변모해나가고 있었다. 

57) ｢中共中央轉發華北局《關於在國營廠礦 業中實行廠長負責制的決定》(1954.5.28.)｣, �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第5卷,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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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瀋陽 국영기업의 노동정책

1. 瀋陽의 사회경제적 구조

瀋陽 공업 기지의 연원은 1896년 청 정부가 세운 ‘盛京機器局’까지 거슬

러 올라갈 수 있지만, 본격 인 발 은 민국시기 奉係 군벌들에 의해서 이

루어졌다. 1918년 9월 東三省巡閱使로서 東三省 체를 지배하게 된 張作

霖은 군사력 확 를 목 으로 형 병기창 건설을 추진했다. 직  부지를 

물색하던 그는 奉天(瀋陽의 당시 명칭) 동쪽 외곽 지역의 약 1,800여 畝를 

병기창 부지로 결정했다. 병기창 건설은 1919년과 1924년 두 차례에 걸쳐 

으로 진행되었는데, 1924년에 8개 공장, 4개 사무소와 기타 17개 조

직에 최  25,000명의 노동자가 소속되어 있었다. 張作霖의 과감한 자  투

자와 외국인 기술자 빙, 기술학교 건립을 통한 국인 기술자 양성의 결

과, 1931년 9.18 사변 직 까지 이곳은 국 최  규모의 병기창으로 성장

했다. 사변 이후 이 병기창 기지는 그 로 일본군에게 수되었다.58)

9.18 사변 이후로는 일본인의 투자로 인한 공장 설립도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1929년 瀋陽에 있던 규모 공장 24곳  11곳이 일본인이 투자한 

것이었고, 9.18사변 이후로는 일본인들의 공장 개업이 더 가속화되었다. 만

주국은 1937년 4월부터 만주 산업 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했다. 동군이 

1941년으로 계획하고 있던 소련과의 쟁에 비하여 지 자원을 개발하

고 군수산업을 으로 육성하려는 목 이었다.59) 이에 따라 瀋陽 소재 

58) 쉬처 지음, 유가원 옮김, �만주군벌 장작림 - 동북아의 지각 변동�, 아지랑이, 

2011, pp.203-207(←徐徹, �一代梟雄張作霖�,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7).
59) 原朗, ｢一九三0年代の滿州經濟統制政策｣, 滿州史硏究  編, �日本帝國主義下の滿州: 

「滿州國」成立前後の經濟硏究�, 御茶の水書房, 1972, pp.8-37; 강진아, ｢ 국과 소련

의 사회주의 공업화와 후 만주의 유산｣,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

, 2008, pp.160-161; 오카베 마키오 지음, 최혜주 옮김, �만주국의 탄생과 유산�, 

어문학사, 2009, pp.106-122(←岡部牧夫, �滿州國�, 講談社, 2007); 윤휘탁, ｢‘滿洲國’ 

商工業界의 民族構成과 그 實態 –奉天 의 事例를 中心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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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소유 공장이 1936년에는 175개 던 것이 1941년에는 423개까지 늘

어났으며 부분이 군수공업이거나 그와 련된 공업이었다.60) 1945년 6월 

통계에 따르면 만주국 내 일본 정부와 일본 재벌의 자본액이 약 37억 

8,084만원으로 공업 자본 총액 약 37억 9,183만원의 99.7%를 유하고 있

었다. 국인의 자본액은 0.3%에 불과했다.61) 1950년 瀋陽 소재 국 공장

들의 연 을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여 출 한 �瀋陽地區工廠沿革史料�에서 

조사 상인 총 195개 공장의 창립 주체를 살펴보면, 만주국  일본 본토

의 국가기 에서 세운 것이 46개, 일본의 재벌이나 개인이 창립한 것은 91

개로, 1950년에 존하는 瀋陽 국 공장의 70%가 일본계 기업에서 시작되

었음을 알 수 있다.62)

일본이 항복하면서 이 공업 시설과 산 부분은 소련의 軍事管制 하

에 들어가게 된다. 독일군에 의해 괴된 산업시설을 빠르게 복구해서 경

제개발을 도모하려고 했던 소련은, ‘ 쟁배상 ’을 ‘패 국의 쟁을 뒷받

침한 모든 재산’으로 정의하고 동북의 산업시설을 해체해갔다. 동북지역에

서 소련군이 철거해간 시설의 가치는 미국 측 추산에 따르면 8억 9,500만 

달러이고, 소련의 추산은 9,500만 달러 다. 산업시설이 해체되어 옮겨진 

후에 그 가치가 10~20%가 된다는 걸 고려하면 두 수치가 거의 일치하므로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63) 1946년 국민정부군이 동북에 진군하면서부

터는 소련 철거 후 피폐해진 주요 산과 공업 기업을 국민정부의 자원

원회가 탁 경 하게 되었고,64) 그 결과 당시 동북 공업 공장과 산

의 70~80%가 국민정부의 수 에 있었다.65) 내 으로 정상 인 생산을 거

� 36, 2003, pp.246-248, 260-264.
60) 瀋陽 總工 , �瀋陽 工 志�, 瀋陽出版社, 1998, p.92.
61) 朱建華 編, 1987, p.199.
62) 瀋陽 人民政府地方志編篡辦公室 編, �瀋陽地區工廠沿革史料� (瀋陽地方志資料叢

刊), 瀋陽 人民政府地方志編篡辦公室, 1985. 건국 후 시기 瀋陽 소재 국 기업들

의 동향을 더욱 잘 악하기 해서는 그들의 연원과 부침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자세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겠다.
63) Levine, 1987, pp.68-72.
64) 程麟蓀, ｢國民政府資源委員 とその人民共和國への遺産｣, 久保亨 編, �1949年前後の

中國�, 汲沽書院, 2006, pp.14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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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못하게 된 상태에 있었던 瀋陽 시내 공업 기업들은 공의 瀋陽 接管

과 함께 수되었다. 당시 瀋陽에는 국민정부 자원 원회 소속의 28개 단

  15개, 동북 력국의 5개 단 , 생산 리국의 1,307개 단   435개, 

그리고 中紡公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공업부의 총결 보고에 따르면 공

은 이 형 기업들과 세 곳의 공업학교에서 총 기기설비 12,516 , 동력설

비 1,728 , 운수설비 229 , 노동자, 기술노동자  학생 7,807명을 수했

다.66) 

건국 후 瀋陽의 사회경제  구조는 이 게 20세기 반기의 ‘역사  

산물’로서 형성되었고, 그 결과 국 기업이 높은 비 을 차지하게 되었다. 

만주국 시기 설립된 일본계 기업은 만주 산업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집

 육성된 공업과 군수공업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후 정권들의 수 

상이 되었다. 일본의 패  이후 소련, 국민정부, 공으로 瀋陽을 통치하

는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형 공업과 군수공업을 상으로 하는 

‘敵産 몰수’가 반복 으로 행해졌고, 瀋陽 시내 국 기업의 비 은 계속 높

아져갔다. 공은 瀋陽 수 당일 東北野戰軍 司令部  政治部 포고 제3

조에서 수할 료자본을 “국민정부가 경 한 모든 공ㆍ상업 기업, 은행, 

창고”로 규정하고,67) 앞선 정권의 ‘敵産’을  다시 이어받아 다수의 국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다면 공이 수한 이후 瀋陽에서 국 기업은 체 시 경제에서 얼

마만큼의 비 을 차지하고 있었을까. 

<표 1>을 통해 1949년부터 1952년까지 瀋陽  공업의 소유제 별 호 수

와 생산액와 각각의 비 을 살펴볼 수 있다. 1949년에는 瀋陽  체 공업 

총 생산액  59.1%를 국 공업에서 창출하고 있다. 1949년이 瀋陽 가 

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 이었기 때문에, 아직 내 의 향에서 완 히 

65) 東北工業部, ｢八一五至東北全部解放時期東北國營工業概況(1946年至1948年)(1949.5. 

15)｣, �東北解放區選編� 第2卷, pp.170, 179.
66) 東北行政委員 經濟處(工業部), ｢關於接收瀋陽國營 業的工作總結(1949.2.10)｣
67) ｢東北野戰軍司令部、政治部 告(1948.11.2)｣, (�城 的接管 社 改造� 瀋陽卷, p.23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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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지 못해 생산을 재개하지 않은 공장도 다수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더

라도, 1949년 당시 국 국 기업의 생산액 비  34.2%68)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이다. 1952년까지 그 비 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74.5%에 이르 고, 

국 인 생산 증가의 추세 속에서도 국 평균과의 격차는 유지되었다. 반

면 만주국 시기부터 내내 병존해왔던 瀋陽의 사 기업들은, 호 당 생산액

이 높은 국 기업에 비해, 다수가 소규모 세기업이었고, 기업 경  차

원에서도 국 기업에 한 의존성이 강했다.

 

<표 1> 瀋陽  1949~1952년 공업 호 수, 생산액 변화69) 

(생산액 단 : 만 원)
1949 1950

호 수 % 생산액 %

호 당 

생산액
호 수 % 생산액 %

호 당 

생산액

국 160 1.16 17830 59.1 111.44 198 1.1 44238 63.68 223.42

합작사 - 0.007 - 0.003 - 4 0.02 7 0.01 1.75

합 2 0.014 128 0.42 64 4 0.02 397 0.57 99.25

사 3140 22.7 9422 31.24 3 4003 23 19392 27.8 4.84

개인 10490 76.1 2784 9.23 0.27 13203 75.87 5608 8 0.42

총계 13787 100 30165 100 - 17402 100 69462 100 -

1951 1952

호 수 % 생산액 %

호 당 

생산액
호 수 % 생산액 %

호 당 

생산액

국 238 1.2 68037 64.28 285.87 307 1.5 104260 74.5 339.6

합작사 8 0.04 66 0.06 8.25 81 0.4 1127 0.8 13.91

합 4 0.02 530 0.5 132.5 5 0.02 924 0.6 184.8

사 4508 22.2 30592 28.9 6.79 3610 18.2 27703 19.8 7.67

개인 15527 76.6 6610 6.24 0.43 15849 79.9 5888 4.2 0.37

총계 20266 100 105835 100 - 19826 100 139902 100 -

이러한 瀋陽  경제구조의 특수성은 다른 공업 도시와의 비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표 2>는  다른 통계자료에 드러난 北京, 天津, 上海, 국의 경제구조

를 遼寧省과 비교한 것이다.70) 국 기업이 많았던 天津이 1949년에 39.51% 

68) 中國社 科學院ㆍ中央檔案館 編, �中華人民共和國經濟檔案資料選編 1949-1952� 綜

合卷, 中國城 經濟社 出版社, 1990, p.210, 표 21.
69) 遼寧卷瀋陽分冊編委  編, �中國資本主義工商業的社 主義的改造� 遼寧卷(瀋陽分

冊), 中共黨史出版社, 1992, p.470의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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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고, 최  공업 도시인 上海의 경우는 사 기업이 발달하여 국 기업

의 생산액 비 은 1952년 26.67%에 불과했다. 北京은 53.33%로 국 기업의 

생산액 비 이 높은 편이었지만, 1949년에서 1952년까지 瀋陽에는 미치지 

못했다. 瀋陽은 다른 도시와 비교해보아도 국 기업 생산액이 체 공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 이 상당히 높은 도시 다. 

<표 2> 北京, 天津, 上海, 국, 遼寧의 국 기업 생산액 비 71)

(생산액 단 : 억 원)

1949 1950 1951 1952
공업 총 

생산액

국 기업 

생산액
%

공업 총 

생산액

국 기업 

생산액
%

공업 총 

생산액

국 기업 

생산액
%

공업 총 

생산액

국 기업 

생산액
%

北京 1.5 0.8 53.33 3.1 1.5 48.39 6.0 2.9 48.33 7.2 4.2 58.33

天津 7.29 2.88 39.51 11.60 5 43.1 17.32 7.43 42.9 19.71 10.79 54.74

上海 - - - - - - - - - 66.60 17.76 26.67

국 140 36.8 26.29 191 62.4 32.67 264 91 34.47 349 145 41.55

遼寧 11.9 7.3 61.34 23.5 17.6 74.89 31.4 23.4 74.52 45.3 37.6 83

국 기업의 비 이 높다는 瀋陽의 특성은 인구구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1950년에서 1952년까지 3년간 瀋陽 의 직업별 인구수를 표시한 표3을 

통해 건국 기 瀋陽 의 사회구조를 살펴보겠다.72) 표3에 따르면 1950년 

瀋陽  체 노동 인구수는 545,431명인데, 국 기업의 노동자와 직원 수는 

130,062명으로 체 시민의 7.6%를 차지한다. 당시 瀋陽  소재 국 기업

70) 이 통계에서는 瀋陽을 따로 조사하지 않았고 遼寧省의 수치에 瀋陽 외에도 鞍山, 

本溪 등 다른 공업 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통계가 근거로 하는 자료가 다르기 때

문에 그 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표 1>과 비교하여 략 인 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71)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 編, �新中國五十年統計資料彙編�, 中國統計出版社, 

1999, pp.36, 153, 178, 353.
72) 1953년에 이루어진 국 인구 조사 에 이루어진 인구 통계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瀋陽 에서 발행한 여러 종류의 지방지마다 서로 다른 숫자를 표시하기 때

문에, 1948년부터 1952년까지 瀋陽 의 직업별 인구 비 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다. <표 3>은 완정한 수치를 제시할 뿐 아니라 �城 的接管 社 改造� 瀋陽卷

과 �瀋陽 志�에서 선택한 자료라는 에서 비교  신뢰도가 높다고 단하고 이

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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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부분이 內區에 치하고 있었고 郊區의 주요 생산 활동이 농업이

었다는 을 고려하여 內區 인구만 분석해볼 필요도 있다. 內區의 총 

노동 인구 수 387,243명  국 기업의 노동자와 직원은 118,277명으로 

內區 시민의 10.7%이다. 그 비율은 1951년에는 12.09%, 1952년에는 14.42%

까지 증가했다. 국 경제권에 소속되어 있다는 에서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정부 기  직원과 학교 직원을 포함한 개념인 ‘公教職工’을 살펴보면, 1950

년 瀋陽 체의 ‘公教職工’ 수는 146,202명으로 체 시민의 8.6%를 차지했

고, 內區에서는 131,665명으로 시민의 11.9%를 했다. 이것을 北京과 天

津에서 국  경제 단 의 노동자  직원 수73)가 시 체 인구에서 차지하

는 비 과 비교해보면, 1950년 北京은 7.29%, 天津은 8.25%으로 瀋陽의 

8.6%보다 낮았고, 1952년까지 瀋陽은 가장 높은 수 을 유지했다.74) 

73) 이 통계에서 ‘국  경제 단 ’ 항목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밝히지 않았지

만, 이 항목이 ‘職工’ 항목의 하 에 있기 때문에 ‘公教職工’과 거의 일치하는 상

이라고 단된다.
74) �新中國五十年統計資料彙編�, pp.36, 153, 178, 353. 근거로 한 통계가 다르고, 도시

마다 사회경제  구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그 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이다.  노동 집약 인 경공업과 달리, 공업의 경우 생산방식에 따라서 규모가 

크더라도 노동자 수는 을 수 있기 때문에 국 기업의 비 과 노동자 수가 비례

한다고 볼 수 없다. 8.25%와 8.6%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인지도 확언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공업 도시와의 비교를 통해서 瀋陽의 국 기업에 소속된 노

동자와 직원의 수가 도시 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은 편에 속한다는 

은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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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50~1952년 瀋陽  직업별 인구 수75)

(단 : 명)
1950 1951 1952

全 內區 郊區 全 內區 郊區 全 內區 郊區

총 인구 1698547 1106144 592403 1882457 1290806 591651 2033990 1452970 581020

노동자 207502 193708 13794 267942 253722 14220 313650 298881 14769

공 기업76) 101418 90703 10715 126892 115870 11022 166759 155514 11245

사 기업 35054 34610 444 48562 48021 541 49709 48998 611

직원 75135 70831 4304 90021 85141 4880 107543 101862 5681

공 기업 28644 27574 1070 41622 40136 1486 55523 53961 1562

사 기업 30351 29869 482 20325 20064 261 17130 16789 341

기 직원 9999 9023 976 13445 12558 887 18598 17276 1322

문화교육직원 6141 4365 1776 8699 6574 2125 11062 8723 2339

소생산자 235396 96354 139042 250614 117697 132917 231775 110634 121141

자본가 26410 25523 887 12220 11957 236 10867 10779 88

종교미신직업자 988 827 161 864 735 129 822 725 97

流民 1375 1268 107 1083 1045 38 982 940 42

직업인구 가속 744167 428182 315985 1225633 789829 435804 1328740 890853 437887

실업자 21982 21224 758 23272 23039 233 32081 31721 360

기타 385592 268227 117365 10808 7641 3167 7530 6575 955

건국 후 瀋陽의 사회경제  구조의 실제와는 별개로, 공은 그것에 

한 나름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1949년 1월 5일에 열린 瀋陽  노동

자 표 좌담회에서 陳雲은 “瀋陽은 노동자와 직원이 주체가 되는 공업 도

시고, 부분의 시민이 그들의 가속이거나 그들과 한 계를 맺고 있

다. 따라서 瀋陽을 건설하고, 생산을 발 시키고, 瀋陽 인민을 해 일을 

할 때, 우선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77)는 내용으로 개막 연설을 

했다. 노동자 표 좌담회에서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청자를 의식했을 수 있

지만, 陳雲이 동북지역에서 갖는 표성과 력을 고려한다면 瀋陽에 

한 공의 인식의 일면이라고 볼 수 있다. 1948년 12월 瀋陽  간부 회에

서 瀋陽 委 서기 陶鑄는 瀋陽 수 후 한 달 반 동안의 활동 보고에서, 

瀋陽에 7만여 명의 산업노동자가 있고, 가속까지 포함한다면  시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며, 앞으로 생산이 재개된다면 그 비율이 더 증가할 것이라

75) �城 的接管 社 改造� 瀋陽卷, p.529.
76) 각주 7 참고.
77) �陳雲年譜� 上卷, pp.5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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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다. 그 기 때문에 노동자문제가 주요 업무로 다루어져야한다고 주장

했다.78) 瀋陽 接管 결과를 총결하고 앙에도 제출한 軍管 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수한 공장, 기업, 기 ,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公教職工’은 

17만 명으로, 그 가속까지 포함하면 瀋陽  인구의 3분의 2를 할 수 있

었다.79) 만약 瀋陽  노동자 일인당 평균 부양 인구수를 4.6명(노동자 본인 

포함)80)으로 계산한다면, 1950년에는 시민의 50% 정도가 국 기업의 노동

자와 직원의 가속들이었다. 1952년이 되면 국 기업의 회복  성장과 함

께 노동자 수가 늘어나자 그 수치가 66%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국가가 운 하고 리하는 기 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유사성을 갖는 

‘公教職工’ 체로 본다면, 체 시민의 54%에서 76%까지가 이들의 가속

이었다.81) 이는 軍管 의 보고서에서 언 한 “3분의 2”라는 비율에 근 한

다. 두 문건에 기록된 인 수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이 노동자 수

를 언 한 의도는 노동자와 그 부양가족들이 시 인구  다수를 하고 있

기 때문에 이들에 한 정책이 요하다는 을 역설하기 함이었다. 

瀋陽은 공의 정책 방침 환 후에 도시정책을 용하게 될 ‘도시’ 지

만, ‘도시’ 에서도 국 기업의 비 이 높다는 특수한 사회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공은 瀋陽의 이러한 특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瀋陽을 잘 통치하기 해서는 도시정책 에서도 국 기업을 상으로 하

는 정책들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단했다. 국 기업이 도

시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국 기업과 련을 맺고 있다

78) ｢一個半月工作情況 今後工作 置-陶鑄同志在全 幹部大 上的報告(節 )(1948.12. 

20)｣, �城 的接管 社 改造� 瀋陽卷, p.60.
79) ｢瀋陽戰後恢複情況(1948)｣
80) 瀋陽 勞動志編纂委員 , �瀋陽 勞動志�, 1999, p.87. 여기에는 1949년과 1955년 이

후의 수치만 나와 있기 때문에, 1950년~1952년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1949년 수치를 

이용했다. 
81) 이 계산은 당시 공 간부들이 언 한 수치의 근거를 찾기 해서 시도해본 것이

지, 부양가속 수 평균을 단순히 곱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수치를 확정할 수 없다. 

노동자는 內區에서 거주하며 노동하는데 가속은 郊區에 살고 있거나 는 그 반

의 경우, 는 한 가족 안에 국 기업의 노동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을 수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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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유의 구조로 말미암아, 국 기업 정책이 더 넓은 범 의 사람들에게 

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은 국 기업에 소속된 노

동자들의 생활수 과 ‘올바른 정치사상’을 보장하면서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동정책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2. 국영기업 노동제도의 형성

1) 임금제도의 개정과 노동자 소비합작사의 건립

‘東北解放區’에서 공은 국 기업 소속의 노동자와 직원  기 과 학

교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에게 임 을 지 하는 방식을 1948년 4월부터 다듬

기 시작하여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나갔다. 1948년 3월 이 까지는 동북 

체를 아우르는 통일 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마다 기업마다 각자 

나름의 기 을 세워 화폐로 지 했다. 1948년 3월에 비로소 동북행정 원

회에서 ｢공 기업  기 ㆍ학교의 시 임  표  통일에 한 지시(關於

統一公營 業及機關學校戰時工薪標准的指示)｣를 공포하여 처음으로 ‘東北

解放區’ 내의 통일  규정을 만들었다. 米, , 油, 鹽, 煤 5종류의 실물82)

을 “分”83) 단 로 설정한 후 각 실물의 가격에 따라 화폐로 지 하는 화폐

임 제 다. 최 임 은 40分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곧 米 64斤,  2.4尺, 

82) 그 당시 米, , 油, 鹽, 煤는 각각 2등 고량미, 解放 , 두유, 粒鹽, 등 煤를 가리

킨다 . (｢東北行政委員 關於統一公營 業及機關學校戰時工薪標准的指示 (節

)(1948.3.10)｣, �中華人民共和國經濟檔案資料選編 1949-1952� 勞動工資和職工福利

卷, p.473.) 임 제도가 개정될 때마다 물품에 약간씩 변동이 있었다.
83) 여러 종류 실물의 가격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과 지 의 편의성을 높이기 

해서 하나의 기 을 설정한 것으로 동북행정 원회의 명령 없이 함부로 변경할 수 

없었다. 1948년 3월 10일 당시 동북지역에서 1分은 米 1.6斤,  0.06尺, 油 0.025斤, 

鹽 0.025斤, 煤 3.4斤이었고, 동북행정 원회의 결의에 따라 여러 번 달라졌다. 1953

년 앙재정경제 원회는 국  화폐임 제도 시행을 결의하면서 과거 ‘分’ 단  

사용의 목 을 “ 에 물가 동이 있던 상황에서는 ‘工資分’을 사용함으로써 노동

자들의 실제 임 을 보장했고, 이는 매우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中財委

黨組, ｢關於國營 業工資工作 議的報告(1953.1.30)｣, �中華人民共和國經濟檔案資料

選編 1949-1952� 勞動工資和職工福利卷, pp.57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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油 1斤, 鹽 1斤, 煤 136斤이었다.84) 그러나 동북의 물자와 자원이 쟁에 

집 되고 있었기 때문에 후방지역에서는 물가 변동이 컸던 시기여서, 임

이 지 되어 량의 화폐가 시장으로 유입될 때마다 상인들이 투기하여 물

가를 올리는 상이 발생했고, 이는 곧 노동자85)들의 실제 생활수 에 

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고자 1948년 8월 哈爾濱에서 개최된 6차 노동

회를 통해 戰時 임 제도에 해 몇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1948년 9월에 

다시 임 제도를 바꾸어 실물을 70%, 화폐를 30% 지 하게 되었다.86) 이 

때 규정한 1分은 混合糧(고량미, 빻은 옥수수, 좁 의 혼합) 1.63斤, 白  

0.20方尺, 豆油 0.035斤, 鹽 0.045斤, 煤 5.5斤이었다.87) 그리고 노동력을 유

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와 필수 소비를 보장할 수 있는 최 임 의 기

을 ‘노동자 본인 포함 2명이 생활할 수 있는 정도’, 즉 노동자 1.5명에서 

1.75명 정도로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88) 일반 노동자는 60分, 기술노동

자는 75分으로 최 임  수 을 높 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성ㆍ시  정

부의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규정을 용하여 임 을 지 하기 시작했다.89) 

국 기업의 임 제도를 참고하여 정부기  소속 인원들을 상으로 하는 ｢

동북행정 원회 규정 공무인원 임  등 (東北行政委員 規定公務人員工薪

等級)｣이 1949년 2월 15일에 반포되었다. 

84) ｢東北行政委員 關於統一公營 業及機關學校戰時工薪標准的指示(節 )(1948.3.10)｣
85) 서술의 번잡함을 피하기 해서, 2장의 2 과 3 에서 ‘국 기업 소속의 노동자  

직원’을 포함하는 말로 ‘노동자’를 사용하겠다. ‘국 기업 소속의 노동자  직원’ 

부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로 서술하겠다.
86) ｢東北行政委員 關於公營 業工薪標准修正的指示(1948.9.7)｣(�東北解放區選編� 第4

卷, p.131)에서는 이 때 100% 화폐로 지 했다고 서술되어 있으나, 이는 자료 편집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보인다. “노동자들의 임 이 물가의 향을 받지 않도록 하

기 해서” 100% 화폐로 임 을 지 했다는 은 논리 으로 잘못된 설명이기 때

문이다. ｢東北工薪支付辦法的三度變革(1949.5.20)｣, (�東北解放區選編� 第4卷, pp.416- 

417)을 비롯한 기타 기록에 따르면 1948년 9월 7일의 임 제도는 화폐 30%, 실물 

70%로 변경되었다.
87) ｢東北行政委員 關於公營 業工薪標准修正的指示(1948.9.7)｣
88) ｢中共中央關於工資問題給東北局的指示(1948.8)｣, �中華人民共和國經濟檔案資料選編 

1949-1952� 勞動工資和職工福利卷, p.459.
89) ｢東北行政委員 關於公營 業工薪標准修正的指示(19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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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물을 70% 지 하는 방식은 노동자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했다

는 성과는 있었으나, 지  방법이 무 번거로워서 기업의 생산 활동에 

향을 다는 문제 이 있었다. 노동자들은 임  지 일마다 자루를 몇 개

씩 들고 와서 길게 을 서서 기다려서 받아가야 했고, 물품마다 계산방식

이 달랐기 때문에 행정처리가 늦어져 지 이 미루어지기도 했다. 瀋陽 新

新공장은 한 번 임 을 발 하는 데 3일이 소요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만큼 

생산이 감소하는데다가 실물의 운수 소모량도 있었기 때문에  동북에서 

매달 약 500억 원 정도를 손해 보는 셈이었다.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 다양해져서 기존 5종류로는 그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렵게 되었고, 

필요 없는 물건을 시장에 가져가서 물물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개입

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11월에 동북 역이 해방된 후에는 물가가 안정

되어서 실물을 70%나 지 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여 임  지  방식을 

재차 고민하기 시작했다.90)

이에 따라 공은 1949년 4월 28일에 임 제도를 다시 개정하여, 50%는 

화폐로, 나머지 50%는 물품교환권으로 지 하기로 결정했고, 노동자는 

50% 이상을 물품교환권으로 받을 수도 있었다. 1分은 1948년 9월과 같은 

기 이 용되었다. 노동자들은 국 상 이나 소비합작사에 가서 물품교환

권을 내고 필요한 물건을 일반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유로이 구매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상인들이 노동자들의 임  소비에 개입할 여지를 

고, 노동자들이 물가의 향을 덜 받게 되었으며, 발  수속도 이 보다 

간단해졌다. 물품교환권은 동북행정 원회 상업부에서 발행했고 동북 내 

21개 지구로 나 어 각 지구 내에서만 통용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자와 가

족이 다른 지구에 사는 경우 職工 의 조사를 거쳐서 工薪委員 의 비 을 

받은 후 가족이 있는 지구의 물품교환권으로 교환할 수 있었고, 노동자의 

가족이 ‘東北解放區’ 밖에 있는 경우는 조사 후 동북재경 원회의 비 을 

받은 후 은행을 통해 송 할 수 있었지만, 기본 으로는 지구 내 국 상

90) ｢東北工薪支付辦法的三度變革(194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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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합작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91) 공은 임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기업 내에 임  지  담당 기 을 설치하여 새로운 임 제도의 제가 되

는 국 상   소비합작사의 건립과 리 감독을 주 하고 임  지  처

리가 생산에 향을 끼치지 않도록 했다. 東北總工  내부에도 임  련 

부서를 설치하여 제도 시행을 극 보조하게 했다.92) 

이 제도를 본격 으로 시행하기 에 공은 瀋陽, 哈爾濱, 長春, 吉林의 

군공부, 군수부, 공업부 소속 노동자와 鶴崗, 雞西, 蛟河, 西安, 撫 , 阜新, 

本溪의 공업부 소속 노동자 20여만 명을 상으로 5월분 임 을 시범 지

했다.93) 瀋陽, 哈爾濱, 長春, 吉林 네 개 도시에서 군공부와 군수부 소속 노

동자들에게 발 한 538만分의 물품교환권  국 상 에서 회수한 것이 

144만여 分이었고, 吉林 의 경우는 발 한 것의 87%가 회수되었다. 시범 

지  과정에서 국 상 과 합작사에서 제공하는 물품의 양과 질이 부족하

다는 지 에 따라 동북행정 원회에서는 제1차 임 회의를 열어 노동자들

의 수요를 악하도록 지시했다.94) 5월 한 달간 시범 시행한 후 6월에는 

시행범 를 확 하여, 군공부와 군수부 부, 공업부의 매우 편벽한 지구를 

제외한 부, 철로국과 교육부  동북행정 원회 리국 직속 단 와 동

북은행 부를 상으로 하게 되었다.95) 7월에는 공업부 소속의 매우 편벽

한 지구에서 교통 불편의 문제로 100% 화폐로 지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

든 기업과 기 에서 새로운 임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고, 지  비율은 화

폐 60%, 물품교환권 40%로 변경했다. 화폐의 비율을 약간 늘렸기 때문에 

국 상 에서 매하는 물품을 糧, 油, 鹽, 煤, 각 色 疋, , 烟, 酒, 白

面, 大米 10종류로 제한했다.96) 이때부터 학교의 교직원들에게도 같은 임

91) ｢東北行政委員 公營 業工薪標准關於支付辦法的補充指示(1949.4.28)｣, �東北解放區

選編� 第4卷, pp.173-175..
92) ｢東北設工薪 管機構　規定工資支付一半貨幣一半實物｣, �人民日報� 1949.05.07 第3版. 
93) ｢東北財經委員 工薪支付中的幾個問題的說明(1949.5.24)｣, �東北解放區選編� 第4

卷, p.211.
94) ｢東北五十萬公營 業職工　按新工薪制支取薪資｣, �人民日報� 1949.06.30 第1版.
95) ｢財經委員 第二次工薪 議中幾個問題的決定(1949.6.26)｣, �東北解放區選編� 第4

卷,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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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용되기 시작했다.97) 

이 게 동북지역에서 임 을 화폐와 물품교환권으로 나 어 지 했던 것

은 이후 앙에서 통일 인 임  규정을 설치함에 따라 폐지되었다. 국 

경제 계획 설정을 한 바탕으로서 통일  임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앙재정경제 원회는 1952년 11월 국 기업 내 임  표   임

제도 조정을 한 국 기업 임  공작 회의를 개최했고, 1953년 1월에 임

 액을 화폐로 지 할 것을 결의했다.98) 즉, 1949년 4월부터 1953년 1월

까지 동북지역 국 기업에서 임 은 화폐와 물품교환권으로 나 어 지 되

었다.99)

지 까지 살펴본 동북지역 국 기업의 임 제도의 변천은 두 가지 측면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동북지역 내 통일  임 제도의 설정과 시행의 

최 선에 국 기업이 있었다. 1949년 5월, 6월, 7월 세 달에 걸쳐 새로운 

임 제도의 용 상이 군수계통 기업에서  국 기업으로 확 되었고, 

그것은 정부기 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 제도에도 향을 주었

다. 

하지만 더 요한 의미는 국 기업의 임 제도를 매개로 하여 소속 노동

자들을 국 경제권 내부에 소속시킬 수 있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分’이라는 단 를 설정하여 임 의 일부를 실물이나 물품교환권으로 지

96) ｢各 業機關工薪人員全實施新工薪支付(1949.7.20)｣, �東北解放區選編� 第4卷, pp.233- 

234.
97) ｢東北財政部關於東北各級學校教職員工薪等級執行辦法(1949.7)｣, �東北解放區選編� 

第4卷, p.243.
98) 中財委黨組, ｢關於國營 業工資工作 議的報告(1953.1.30)｣
99) 한편, 임 제도와 련해서 1950년부터는 등 임 제에 이 두어졌고 1952년까

지 세 차례에 걸쳐 노동자들의 등   등 에 따른 임  액수에 한 조정이 이

루어졌다. 1950년 6월 동북인민정부에서 결정한 8등  임 제도는 국에서 가장 

먼  실시된 통일  등 임 제 고 국  등 임 제 설치에 향을 주었다.(�瀋

陽 勞動志�, pp.87-88.)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기 한 성과 제도와 임

 표 을 상향하는 문제도 주요 논의 상이 되었다.(｢東北局關於在東北公營 業

中實行計件工資制度給中共中央的請示報告(1951.2.14)｣,�中華人民共和國經濟檔案資料

選編 1949-1952� 勞動工資和職工福利卷, pp.517-519.) 등 임 제와 성과 제도 한 

국 기업의 임 제도를 구성하는 요한 요소 지만, 本稿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문

제의식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서술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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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은 물가 동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국 후 불안한 경제 상황 하

에서 국 기업 노동자들의 최  생활을 보장하기 한 의도로 실시되었다. 

임 이 실물로 지 될 때에는 각 국 기업의 담당자가 도시 내 국 상 이

나 소비합작사에 가서 물건을 구입해서 지 했지만, 1949년 4월의 지시로 

물품교환권 지 으로 임 제도가 변경된 후에는 기업 내에 노동자 소비합

작사를 직  건립하고 련 기구를 만들어 물품을 노동자들에게 직  공

했다. 노동자 소비합작사는 노동자와 그 가속에게 생활필수품을 공 함으

로써 최 생활을 보장하기 한 의도로 건립된 노동 복리 기 이었는

데,100) 이 시기에는 임 제도와 연동하여 발 했다. 임 이 화폐와 물품교

환권으로 나 어 지 된 결과 국 기업 노동자들은 임 의 50% 이상을 국

상 과 노동자 소비합작사로 구성된 국 경제권 내에서 소비하게 되었

다. 각 소비합작사는 노동자의 수요에 따라 물품을 구비하고 노동자  그 

가속이 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했지만,101) 시행 기 노동자들의 

수요를 제 로 악하지 못했던 국 상 이나 합작사에서는 잘 팔리는 물

건은 공 이 부족하여 노동자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잘 팔리지 않는 물건

을 많이 구비해놓았다가 남기게 되는 일도 벌어졌다.102) 소비합작사를 통

한 임  지 이 명문 규정으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자들의 

생활에 향을 주고 있었다. 

瀋陽  소재 국 기업에도 1949년 4월의 임 제도 개정에 따라 그 제

가 되는 국 상 이나 소비합작사가 지속 으로 건립되었다. 1949년 6월 

瀋陽 에서는 시내 115개 형공장  48개 공장에 소비합작사가 건립되어 

있었다.103) 6월부터 11월까지 瀋陽 각 공장에서 세운 소비합작사는 95개

고 가입한 노동자는 약 3만 명이었다.104) 1949년 10월에 개최된 瀋陽  제

100) ｢東北人民政府機關職工消費合作社章程(1949)｣, 楊德壽 主編, �中國供銷合作社史料選

編� 第2輯, 中國財政經濟出版社, 1990, p.828. 
101) ｢瀋陽各國營工廠　積極 辦職工福利 已有九十五個合作社 六十五處醫療所 五十七個

俱 部｣, �人民日報� 1949.11.1 第2版. 
102) ｢各 業機關工薪人員全實施新工薪支付(1949.7.20)｣
103) ｢東北即 實行勞動保險｣, �人民日報� 1949.06.06 第1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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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노동자 표회의에서 보고한 통계에 따르면 이때까지 100개의 합작사 

건립되었고 가입한 노동자 수는  시 국 기업 노동자의 3분의 1에 달했

다. 그  65개 합작사에서 54,833명의 노동자가 시장이 아니라 소비합작사

에서 생활필수품을 구매한 결과 63억 2,027만 6,000여원을 약했다.105) 4

월 이후 瀋陽 시내 국 기업에 노동자 소비합작사가 지속 으로 증가했던 

것은 임 제도의 변경을 배경으로 했다.  瀋陽 는 동북 내에서 물품교

환권이 가장 많이 회수된 지역이었다. 1949년 1년 간 동북 체에서 회수

된 약 7,541만 分의 물품교환권  동북 내 모든 省ㆍ  단   가장 많

은 38%인 2,911만 分이 瀋陽 에서 회수되었다.106) 앞서 살펴본 사회경제

 구조 때문에, 接管 당시 공이 체 시민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를 한다고 인식했던 ‘국 기업 직원  노동자와 그 가속들’이 임 제도

의 용 상으로서 국 상 과 노동자 소비합작사로 구성된 국 경제권 

내에서 임 의 50%를 소비하게 된 것이다.

2) 노동보험조례의 제정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향을 주게 되는  다른 노동제도로는 노동보

험제도를 들 수 있다. 1949년 1월 �東北日報�의 사론에서 “노동보험제도는 

노동자계 이 투쟁해서 얻은 과실로, 농민이 승리의 과실로 토지를 얻은 

것과 같다”107)고 평했듯이, 노동보험은 노동자의 생활과 직 으로 련

된 제도 다. 동북행정 원회에서는 1948년 12월 27일 ｢동북 공 기업 

시 잠행 노동보험 조례(東北公營 業戰時暫行勞動保險條例)｣를 반포했는데, 

이는 ‘解放區’  처음으로 노동보험을 성문화된 제도로 규정한 조례

104) ｢瀋陽各國營工廠　積極 辦職工福利 已有九十五個合作社 六十五處醫療所 五十七個

俱 部｣, �人民日報� 1949.11.1 第2版. 
105) ｢組織起來，團結全體職工，掀起經濟建設高潮　 十個月來的瀋陽工運｣, �人民日報� 

1949.10.24 第2版.
106) 商業部 商情經濟科, ｢1949年東北四省四 工作總結報告｣, �東北解放區選編� 第3卷, 

p.264.
107) ｢東北工人階級獲得的偉大果實　東北日報社論｣, �人民日報� 1949.01.20 第3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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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8) 1948년 9월 12일에 열린 국노동 회에서 東北工業部 표단 단장 

陳鬱은 이 조례 안을 소개하면서, 동북지역 내에서 통일된 제도를 만들

었으니 다른 ‘解放區’에서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109) 1951년 2

월 23일 정무원에서 1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공사기업 내에서 

일률 으로 시행하도록 한 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의 신이라고 할 

수 있었다.110) 

동북행정 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1949년 4월 1일부터 철로, 산, 군공, 

군수, 우 , 기, 방직 등 7  국 기업의 약 40만 명의 노동자를 상으

로 우선 실시할 것을 정하고, 3개월 간 비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각 

기업 리인이 1949년 1월과 2월 입  지 일에 임  지출의 3%를 납입하

여 총 노동보험기 으로 삼고, 3월부터는 납입보험  에 70%는 본 기업

에서 노동보험비 지  용도로 삼고, 30%는 정부가 지정한 은행에 축해

서 총 기  안에 넣도록 했다.111) 노동보험 원회를 건립하여 비 작업을 

담하도록 했고, 기층에는 노동보험핵심 원회를 세워 상 노동자의 노

동 연수와 직계가족 부양 상황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했다.112) 노동자 

의 의견을 반 하기 해서 1949년 2월 에 노동보험확 회의를 개최

했고 그 결과 2월 28일에 시행세칙을 공포했다. 노동보험조례는 노동  

부상, 장애, 사망에 한 보상 뿐 아니라, 질병과 노동 외 부상에 한 보

조 , 노동자 본인이나 직계 친속 사망 시 보조 , 출산  육아 휴직, 의

료소ㆍ탁아소 등 각종 복지기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113)

1949년 7월 1일부터는 생산을 재개한 기타 국 ㆍ공 기업으로 범 를 

108) ｢東北工人階級獲得的偉大果實　東北日報社論｣, �人民日報� 1949.01.20 第3版.
109) ｢陳鬱在全國勞大介紹：東北公營 業戰時暫行勞動保險條例｣, �人民日報� 1948.09.12 

第1版.
110) 李福春, ｢三年來我國工業的恢復 發展(1952.9.29)｣, 中共中央黨史敎硏室 選編, �中共

黨史參 資料� 7, 人民出版社, 1979, p.236.
111) ｢東北公營 業戰時暫行勞動保險條例(1948.12.27)｣, �中華人民共和國經濟檔案資料選

編 1949-1952� 勞動工資和職工福利卷, pp.609-610.
112) ｢東北工人階級獲得的偉大果實　東北日報社論｣, �人民日報� 1949.01.20 第3版.
113) ｢東北公營 業戰時暫行勞動保險條例施行細則(1949.2.28)｣, �東北解放區選編� 第4卷, 

pp.4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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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했다. 1949년 말까지 노동보험의 수혜 상인 노동자 수는 55만여 명

으로 동북지역 국 기업 노동자 총 수의 90% 이상을 했고, 노동자의 직

계친속으로 수혜 상이 된 사람은 150만 명에 달했다.114) 1950년 말까지는 

동북지역의 국  420개 공장의 79만여 명의 노동자가 노동보험의 상이 

되었고, 2년간 208,477명이 혜택을 받았다.115) 

시행세칙의 내용과 시행과정에서 주목해볼 수 있는 부분은 노동보험이 

노동자가 부양하는 직계가족까지를 수혜 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이다. 

이 자체는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국 기업이 많은 瀋陽 에서는 사회 으

로 큰 향력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이었다. 우선 시행세칙에는 ‘직계친속’의 

범 를 별개의 장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제11장의 내용을 보면 ‘직계친속’

은 나이가 많거나(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 노동 능력이 없는 

부ㆍ모ㆍ처ㆍ부, 14세 미만이거나 재학 인 자ㆍ녀, 부모나 자녀가 사망하

거나 노동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조부ㆍ모와 손자ㆍ녀까지를 의미하고, 토

지가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양로 을 받거나 다른 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었다.116) 노동보험의 혜택을 받을 직계친속은 기층의 審核 원회에

서 노동자의 가족 상황을 확인하고 비 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부상ㆍ장애

ㆍ사망 시 보조 을 받는 상이었고, 동시에 이들이 부상ㆍ장애ㆍ사망 시

에는 의료혜택  로 을 지 받을 수 있었다. 노동자가 장애ㆍ사망을 

당하게 되면 그 직계친속  노동능력이 있는 한 사람이 그 기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었다. 

노동보험제도를 효과 으로 실시하기 해서 瀋陽 시내에 의료소 65곳을 

건립하고 264명의 의사와 간호사를 두어 노동자나 그 가속이 병이 나거나 

다쳤을 때 곧바로 치료 받을 수 있게 했고, 7개의 탁아소를 세워 1세~5세

의 노동자 자녀를 돌봤다.  3,600여명의 학생이 노동자 자제 학교 18곳에

114) 曾伏流, ｢東北公營 業實行勞動保護 五十五萬職工福利改進 部分工廠忽視保安已引

起領 上注意｣, �人民日報� 1950.04.09 第2版.
115) ｢東北局關於東北公營 業中職工勞保福利事業情況的報告(1951.4.15)｣, �中華人民共和

國經濟檔案資料選編 1949-1952� 勞動工資和職工福利卷, p.615.
116) ｢東北公營 業戰時暫行勞動保險條例施行細則(1949.2.28)｣, p.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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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받았다. 그 외 노동자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한 문화 클럽 57개와 

도서  61개를 세우고, 노동자 기숙사가 79개 공장에 18,000여 칸 건립되어 

46,000명의 노동자와 그 가속들을 수용했다.117) 1949년 6월 말 통계에 따르

면 瀋陽  소재 국 기업  151개 단 에서  시 국 기업 노동자의 

95.1%인 약 11만 6000명이 노동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118) 그 수는 1952

년 14만 1627명까지 증가했다.119) 임 제도와 마찬가지로 노동보험제도는 

瀋陽  인구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종의 보편

인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하게 되었다.

3. 노동경쟁의 대중운동화

동북지역에서 공은 1946년 哈爾濱에서의 ‘노동 모범 운동’을 비롯하여 

1947년 10월의 ‘생산 立功 운동’ 등 지속 으로 국 기업의 생산을 진작하

기 한 노동경쟁을 벌여왔다.120) 공이 주도한 노동경쟁은 그 진행 방식, 

실제 생산성 향상 효과, 결과에 한  선 , 모범 노동자의 선정과 

그들을 이용한 정권 홍보, 상당수 노동자들의 불만이라는  등에서 소련

에서 있었던 사회주의 노동경쟁과 기본 으로 유사했다.121) 동북 역을 

117) ｢瀋陽各國營工廠　積極 辦職工福利 已有九十五個合作社 六十五處醫療所 五十七個

俱 部｣, �人民日報� 1949.11.1 第2版. 노동보험제도에 한 당시 노동자의 반응을 

살펴보면, 瀋陽 기계 제5공장의 노령의 기술노동자인 趙春田은 노동보험제도에 해

서 “  사회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구도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양로

을 다. 이는 공산당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나의 기술을 모두 발휘할 것이

다.”라고 말했고, (｢東北局關於東北公營 業中職工勞保福利事業情況的報告(1951. 

4.15.)｣) 瀋陽 고무 제7공장의 여공인 韓雅琴은 “아이를 낳아도 출산휴가가 있고, 임

도 그 로 받고 생활보조비까지 있다니, 정말로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다”라고 했

다.(瀋陽 人民政府地方志辦公室編, �瀋陽 志 11 計劃管理ㆍ統計ㆍ勞動工資管理ㆍ

工商行政管理ㆍ物價ㆍ標准化 計量管理ㆍ經濟體制改革�, 瀋陽出版社, 2000, p.230.) 

공이 노동자들의 정 인 반응만을 채택하여 기록했을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노

동보험제도에 한 瀋陽 노동자들의 인식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118) 瀋陽 人民政府地方志辦公室編, �瀋陽 志 11 計劃管理ㆍ統計ㆍ勞動工資管理ㆍ工

商行政管理ㆍ物價ㆍ標准化 計量管理ㆍ經濟體制改革�, 瀋陽出版社, 2000, p.230.
119) �瀋陽 工 志�, p.340.
120) 朱建華 編, 1987, pp.25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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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한 이후로도 공은 1949년  瀋陽, 營口, 鞍山 등 일부 공업 기지

에서 ‘立功 경쟁 운동’, 1949년 노동 을 앞두고 ‘紅五月 경쟁’ 등 크고 작

은 노동경쟁을 이어왔다. 그 에서 기재 헌납 운동, 신기록 창조 운동, 애

국주의 노동경쟁, 增産節約 운동은 공이 동북 역을 장악한 후  동북 

내에서 큰 규모로 진행하여 력이 컸고,  국 기업을 주로 벌어졌

기 때문에 공의 국 기업 노동정책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효과 인 

소재가 될 것이다.

기재 헌납 운동은 1948년 2월 鞍山製鋼 공장의 노동자 孟泰가 동료들을 

이끌고 20여 만 건의 부품을 수집하여 공장에 헌납한 것으로 시작되었고, 

1948년 12월 20일 鞍山 委에서 공포한 ｢기재 헌납을 한 군  동원에 

한 결정(關於發動群衆獻交器材的決定)｣으로 공의 승인을 받고 본격 으

로 확 되었다. 쟁으로 피폐해진 공장 지 에서 생산을 빠르게 재개하기 

해 일으킨 운동으로, 쟁 당시 노동자와 기술자 개인이 보 하고 있던 

기기나, 폐허에 버려진 크고 작은 부품들을 다시 공장으로 가져와서 생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 으로 개시되었다. 孟泰는 기자재를 수집해왔

을 뿐 아니라, 만주국 시기의 노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생산방법을 

개발하려고 애쓴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 인 노동자의 상징  인물로 선정

되었고, 그 이후 ‘孟泰精神’, ‘孟泰倉庫’라는 단어가 리 쓰이게 되었다.122) 

瀋陽에서는 1948년 12월 16일 瀋陽 기기 공장의 노동자 唐廣安이 瀋陽  

總工 에서 주최한 노동자 훈련 학교에서 鞍山의 사례를 학습한 후 스스로

도 기재 헌납에 나서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1949년 1월 19일 공 기

업 노동자 표회의에서 唐廣安의 운동을  瀋陽  범 의 기재 헌납 운동

121) 사회주의 노동경쟁은 노동자 계 이 생산과정에서 주체성, 극성, 창조성을 발휘

하도록 하기 해 조직된 운동을 말한다. 소련에서의 노동경쟁과 련해서는 

Kotkin, Stephen, Magnetic Mountain: Stalinism as a Civiliz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p.204-215 참조.
122) 遼寧省地方志纂委員 辦公室, �遼寧省志 工 志�, 1999, p.121; ｢鞍山人民獻納器材　

幫助鐵廠複工｣, �人民日報� 1948.12.25 第3版; ｢鞍鋼總工 生產部 學習孟泰熱愛祖國

財產的精神 鞍鋼 工友孟泰節約材料利用廢物的模範事跡介紹｣, �人民日報� 1950.09. 

26 第6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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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 할 것을 호소하면서부터 시내 국 기업에서 본격 으로 개되기 

시작했다.123) 6월 한 달 동안 74개 공장의 노동자들이 각종 기자재 7만 

3092건을 기증했는데 그 가치는 동북폐로 략 17억 6240만여 원에 달했

다.124) 이후 기기 헌납 운동은  동북에서 벌어졌고, 1950년 에는 국 

總工 의 결의에 따라 국으로도 확산되었다. 국민정부로부터 수한 공

장을 정비하고 생산을 재개할 필요가 있었던 국 각지의 공장에서 동북에

서의 경험을 받아들여 유사한 노동경쟁을 개했다.125)

1949년 8월 4일에는 瀋陽 기기 제3공장의 노동자 趙國有가 계단식 피  

바퀴(塔輪) 1 를 140분 만에 생산해내는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만주국 시

기에는 5시간이었던 최소 생산 시간 기록을 경신한 업 이었다. 趙國有 본

인의 회고에 따르면 기재 헌납 운동과 1949년 4월경에 진행된 紅五月 경쟁 

에 기기 제3공장에서 노동경쟁을 벌인 성과 다고 한다.126) 9월 13일 �

東北日報�에서 이 신기록을 으로 보도했고,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열린 瀋陽  제1계 노동자 표 회에서 瀋陽 내 다른 공장에서도 신기록 

창조 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시내 다수의 국 공장에서 공구를 개

량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노동효율을 제고하고, 원료를 약하고 폐품을 

이고, 각종 생산 표 을 타 하는 신기록을 세우도록 장려되었다.127) 

1950년 1월 통계에 따르면 瀋陽에서 신기록을 창조한 노동자 수는 1만 

3292명이었고 총 5,967건의 기록을 만들었다.128) 이후 瀋陽  국 기업의 

성과를 해들은 錦州, 鞍山, 本溪, 撫 , 安東, 阜新 등 동북 역의 국

기업으로 확산되었다.129) 한편으로 1949년 6월에는 동북공업부에서 각 국 

123) �瀋陽 工 志�, p.185.
124) ｢組織起來，團結全體職工，掀起經濟建設高潮　 十個月來的瀋陽工運｣, �人民日報� 

1949.10.24 第2版.
125) ｢獻納器材、及時開工生産｣, �工運參 資料�, 1991-6.
126) 趙國有, ｢回憶創造新記 運動｣, �黨史縱橫� 1990-5, p.13.
127) ｢瀋陽 總工 一九四九年工 工作總結｣, 瀋陽總工 出版社 編, �瀋陽 總工 兩年

來重要文件彙編�, 瀋陽總工 出版社, 1951, p.3.
128) �遼寧省志 工 志�, p.123.
129) 楊友誼, ｢“新記 運動”是工人階級愛國主義精神的偉大實踐｣, 遼寧工運史志研究室,   

�遼寧工運四十年 1949-1989�, 1989, pp.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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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의 공장과 산을 조사한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낭비라는 을 발

견하고 7월부터 반낭비투쟁을 개했는데, 2개월간의 운동을 총결하면서 

동북 역의 국 기업에서 經濟核算制를 철하는 것과 더불어 신기록 창

조 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정했고 10월 26일에 그 결정을 공포했다.130) 1950

년의 동북공업부의 총결에 따르면 이 운동의 결과, ① 과 하게 연

결된 다수의 ‘先進生産 ’를 배출했고, ②새로운 합리  생산 표 을 발견

했고, ③생산 조직과 리제도 상의 문제 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었고, 

④기술  진보가 있었고, ⑤많은 노동자와 기술자들이 이 운동을 통해 정

치 으로 각성하여 노동 태도와 노동 기율이 제고되었고, ⑥노동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한다.131) 신기록 창조 운동은 1950년 5월 국에서 시행할 

것이 결정되었고, 1950년 9월 25일 국 노동모범 표회의에서는 동북의 

경험이 자세히 소개되었다.132)

그 후 6.25 쟁이 발발하면서 국 인 抗美援朝운동이 개되자, 瀋陽  

總工 에서는 10월 27일 그 운동의 일환으로 애국주의 노동경쟁 운동을 개

시했다. 애국공약을 세우고, 애국주의 노동경쟁을 심화하여 趙國有의 기록

에 도 하고 생산량을 늘려서, 노동자들이 실제 행동으로 ‘抗美援朝’에 공

헌하자고 결의했다.133) 신기록 창조 운동의 상징  인물인 趙國有는 “미 

제국주의의 피비린내나는 침략을 반 하기 해, 조국을 보 하기 해, 조

선 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을 지원하기 해, 세계 평화를 지키기 해, 우애

롭고 투 인 노동경쟁을 진행하자”고 호소했다.134) 이 후 20일 만에 동

북 내 670개 공장에서 69만 3,000여명의 노동자가 애국주의 노동경쟁에 참

130) 東北人民政府工業部, ｢創造新記 運動的基本總結和今後的要求(1950.3.10)｣, �東北解

放區選編� 第2卷, p.279; ｢東北人民政府工業部通報 各地創造新紀 運動｣, �人民日報� 

1949.10.26 第2版.
131) 東北人民政府工業部, ｢創造新記 運動的基本總結和今後的要求(1950.3.10)｣, pp.274- 

278. (가독성을 높이기 해 사료 상의 번호 표기를 그 로 옮김.)
132) 當代中國雙書 編輯委員 , �當代中國工人階級和工 運動� 下, 中國社 科學出版社, 

1997, p.6.
133) �遼寧省志 工 志�, p.124.
134) ｢東北總工 號召全體職工響應趙國有車工部挑戰｣, �人民日報� 1950.10.30 第3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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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성과를 올리며 동북의 애국주의 노동경쟁은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

다.135) 1950년 12월  瀋陽  통계에 따르면 시내 국ㆍ공 공장 체 노

동자의 86%, 기술자  직원의 84%가 참가했고, 8,583명의 先進生産 , 

488개 先進 組를 배출했다.136) 抗美援朝운동을 구성하는 한 항목이었던 

애국주의 노동경쟁은 1951년 1월 瀋陽의 기기 제5공장의 노동자 馬恒昌의 

組員 10명이 국 노동자들에게 도  의사를 표명한 것이 �工人日報�와 

�人民日報�에 보도되면서 ‘馬恒昌 組 방식의 노동경쟁’이라는 형태로 발

하게 되었다.137) ‘馬恒昌 組’는 1950년 4월 신기록 창조 운동의 모범 사

례로 �人民日報�에 보도된 이 있었는데,138) 1951년 1월의 이 도 서로 

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운동에 해 �東北日報�에서는 馬恒昌 방식의 

組 간 경쟁 운동은 애국주의 노동경쟁과 工  조직, 두 가지 모두를 효

과 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식이라고 평했고,139) �工人日報� 역

시 사론을 통해 “馬恒昌 組 경쟁은 애국주의 노동경쟁의 기본형식이

다”140)라고 밝혔다. 1951년 말 瀋陽  통계에 따르면  시 20개 산업 계

통의 254개 공장에서 애국주의 노동경쟁에 참여한 노동자가 9만여 명이었

다.141)

애국주의 노동경쟁이 으로 벌어지고 있던 1951년 5월, 中共中央 

東北局에서는 도시공작회의를 개최했다. ｢당의 국 기업 도에 한 결의

(關於黨 國營 業領 的決議)｣, ｢국  공업 기업 행정 리 공작에 한 

총결(關於國營工礦 業行政管理工作的總結)｣, ｢동북 공 기업 기층 工  공

135) ｢東北工礦 業愛國主義勞動競賽運動的經驗(1950.11.19)｣, 中國經濟論文選編輯委員  

編, �1950年中國經濟論文選� 第3輯, 1951, pp.346-347.
136) ｢瀋陽 總工 一九五0年工作總結｣, �瀋陽 總工 兩年來重要文件彙編�, p.12.
137) ｢開展馬恒昌 組競賽運動｣, 上海總工 調查研究室 編, �開展馬恒昌 組競賽運動�, 

勞動出版社, 1951, p.6; ｢馬恒昌 組寫信給全國應戰 組 報告第一季度全部實現挑戰

條件 勉勵共同深入開展經常性愛國主義勞動競賽｣, �人民日報� 1951.04.17 第2版.
138) 張智民, ｢瀋陽機器五廠第一支部 保證 監督生產的經驗｣, �人民日報� 1950.4.5 第2

版.
139) ｢開展馬恒昌 組競賽運動｣, �開展馬恒昌 組競賽運動�, p.7.
140) ｢馬恒昌 組競賽是愛國主義競賽運動的基本形式｣, �開展馬恒昌 組競賽運動�, p.10.
141) �瀋陽 工 志�,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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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제강(東北公營 業基層工 工作提綱)｣ 등 세 개 안과 련해서 국

기업 정책이 집 으로 토론된 회의 다. 이 회의에서 高崗은 동북의 공

업 발  상황을 개 한 후 增産節約 운동의 발동을 제안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공업의 잠재능력을 발휘하여, 국가를 해서 양식 500만 톤 가치

의 재부를 증산하고 약하는 것이 재 동북이 달성해야하는 요한 정치 

임무라고 역설했다.142) 增産節約의 구체  실천 방법은 자  회 을 가속

화하고, 상품의 질을 개선하고 설비 이용률을 제고하여 생산량을 늘리고, 

원가를 감하는 세 가지 방면으로 설정되었다.143) 7월 24일 동북인민정부

에서 高崗의 발언을 바탕으로 ｢  동북 국 기업의 노동자들이여, 500만 

톤의 양식을 증산하고 약하자!(全東北國營 業職工增産節約500萬噸糧食)｣

는 구호를 발표하자, 동북 내 각 성ㆍ시에서 增産節約 운동을 개하기 시

작했다. 이 운동은 1951년 10월 23일 국 정치 상회의 제1계 3차 체회

의 개막사에서 毛澤東이 “생산량을 늘리고 엄격히 약함으로써 국인민

지원군을 지지하자”는 문구를 언 하면서 국 으로 확 되었다.144) 

增産節約 운동은 노동자의 생산성뿐 아니라, 국 기업 생산 과정 반의 

효율을 높이려는 목 으로 실시되었다는 에서 기존의 노동경쟁보다 더 

넓은 범 를 포 하는 활동이었다. 그리고 이 운동을 결의한 東北局과 동

북인민정부 의 문건에는 앞서 벌어진 애국주의 노동경쟁과의 련성이 

직 으로 언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도시공작회의 직후 회의의 결의

를 철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1951년 6월 25일 �東北日報�의 사론에서, 모

범 노동자들이 앞장서 增産節約을 한 구체 이고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분투하는 것을 애국주의 노동경쟁의 심 내용으로 삼아 

142) ｢高崗在東北局城 工作 議上號召 高度發揮國營工業潛在能力 加強政治工作實行統

一領 ｣, �人民日報� 1951.7.3 第2版.
143) ｢東北局關於在工業中進行增産節約的總結報告(1951.10.30), 中央檔案館, 中共中央文獻

研究室 編, �中共中央文件選集, 1949年10月-1966年5月� 第7冊, 人民出版社, 2013, 

pp.192-193. 
144) ｢中國人民政治協商 議第一屆全國委員 第三次 議的開 詞(1951.10.23)｣, 中共中央

黨史硏究室ㆍ中央檔案館 編, �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2冊, 中央黨校出版社, 1993, 

p.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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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운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145) 진행 이던 애국

주의 노동경쟁이 이 결의로 인해 增産節約의 일환으로 탈바꿈하여 增産節

約 운동의 요한 축을 구성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재 헌납 운동부터 增産節約 운동까지 동북지역에서 벌어진 노동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는 동북 내 일부 지역의 국 기

업에서 우선 실시된 것이 효과를 보자 동북 역으로 확 되고, 그것이 다

시 국으로 확 되어 갔다는  즉, 지리  역의 확장이다. 노동경쟁은 

동북 외의 각지에서 범 하게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벌어지고 있었지만, 

동북지역에서의 형태로 확 되고  그것이 선진  경험으로 으로 

선 되었다. 기재 헌납 운동은 鞍山에서, 신기록 창조 운동과 馬恒昌 組 

운동은 瀋陽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운동들에 해서 재 찾아볼 수 있

는 자료들에 따르면 일부 열정 인 노동자들의 자발 인 발기로 최  시작

되었다가 추후 정부의 승인을 얻어 공식 으로 확 되는 유사한 과정을 거

쳤다. 

1949년 12월 22일 �人民日報�는 신기록 창조 운동을 비롯한 동북지역의 

노동경쟁을 소개하는 단평을 게재했다.

신기록을 창조하자는 구호가 동북에서 수십만의  운동으로 발 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단순한 하나의 생산 경쟁이 아

니라, 동북의 조건이 성숙되어 있고 충분히 비되어 있었기에 얻은 결

과이다. 동북은 평화롭게 건설된 지 이미 1년이 되었고, 자원이 풍부하

고 공업의 기 가 넓고 지역 내 교통이 부 회복되었으며, 국 기업의 

재 생산 총량은 평균 으로 만주국 시기 35%까지 회복되었다. ( 략) 

신기록 창조 운동 역시 한번 발동하자 진정으로 인 거 한 생산

의 물결이 되었다.146)

145) ｢貫徹城工 議精神爲增加 節約五百萬噸糧食而奮鬪 - 一九五一年六月二十五日東北

日報社論｣, 東北人民出版社 編, �爲完成增產 節約五百萬噸糧食而奮鬪�, 東北人民出

版社, 1951, pp.36-37.
146) ｢警惕機械搬運｣, �人民日報� 1949.12.22 第3版.



- 49 -

이 단평은 그와 동시에, 그것들이 으로 확 될 수 있었던 것은 동

북 특유의 구조에 기인했기 때문에 막 수복된 도시들에서 기계 으로 따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北京  청년단 공작 원회에서 1950년 4

월 25일에 �人民日報�에 이 단평을 반박하는 을 발표하여 동북의 신기록 

창조 운동은 노동자 해방의 표 이며, 다방면에 걸친 것이며, 인 운

동이었다는 에서 지역  조건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따라 배우

고 실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북 경제의 특수성보다, 동북 경험이 선진

이며 배우고 따라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을 더욱 요시하는 반론이었

다.147) 1950년 1월 26일에는 재 국의 공업 상황이 반 년  동북의 공

업 상황과 같기 때문에, 동북의 노동경쟁을 비롯한 각종 선진  경험을 어

떻게 학습할 것인가가 국의 노동자와 경제 업무 종사자들이 실하게 해

결해야하는 문제가 되었다는 내용의 평론이 �人民日報�에 게재되었다.148) 

이 외에도 건국 기 �人民日報�에는 동북에서의 경제 련 활동이 모범 

사례로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이처럼 건국 기 공은 동북 특유의 경제 

구조 자체와, 그러한 구조로 인해서 가능했던 여러 활동들의 선진성과 보

편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국에 선 ㆍ 하고자 했다. 노동경쟁은 국

으로 배우고 따라할 만한 동북 경제 활동의 주요한 한 항목이었다.

 다른 특징은 노동경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활동 내용과 용 상이 

확장되었다는 이다. 동북에서의 노동경쟁은 동북 역이 해방된 후 거의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었다. 특히 신기록 창조 운동을 계기로 기존의 

‘일시  노동경쟁’이 ‘일상  노동경쟁’으로 환하게 되었다.149) 앞서 벌어

진 기재 헌납, 신기록 창조 운동을 통해 노동경쟁의 기본 형식이 형성되고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리 알려졌기 때문에 애국주의 노동경쟁이 수월하게 

확산될 수 있었음은 이 운동과 련된 각종 문건들에서 자주 언 되는 바

147) 北京 青年團工委 , ｢東北創新紀 運動 在關內同樣是可行的, �人民日報� 

1950.04.25 第2版
148) 田流, ｢學習東北工業建設中的先進經驗｣, �人民日報� 1950.01.26 第5版
149) 葉維民, ｢如何開展創造新紀 運動｣, �人民日報� 1950.01.26 第5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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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50) 즉, 유사한 내용과 형식의 노동경쟁이 반복되면서 공 스스로와 

노동자들에게 노동경쟁이 익숙해졌고, 이에 공은 차 활동의 효과를 높

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은 앞서 경험했던 노동경쟁의 내용

을 흡수하고, 당시 정세에서 요구되는 가치를 더해 새로운 노동경쟁을 만

들어나갔다. 애국주의 노동경쟁은 신기록 창조 운동의 목표인 ‘신기록 창

조’를 이어받고, 抗美援朝 운동의 일환으로 ‘애국주의’라는 정신을 부가했

다. 增産節約 운동은 ‘신기록 창조’와 ‘애국주의’에, 기  내에 만연한 낭비 

상을 타 하기 한 ‘증산’과 ‘ 약’을 덧붙인 구호를 내세웠다. 이 게 

건국 기 동북 노동경쟁은 그 활동 내용을 차 다양화했다.

활동 내용의 다양화는 용 상의 확 와도 련이 있었다. 우선 국

기업에서 시작된 노동경쟁은 사 기업과 기타 국가 기 으로 용 기 을 

확 해갔다. 노동경쟁의 맥락에서 이 시기 가장 진 된 형태로 볼 수 있는 

增産節約 운동은 국가 기  체를 상으로 하고 있었다. 각 기 은 “국

기업에서 이 운동을 개한 경험을 학습하고 본 부문의 구체  상황을 

결합하여”151) 增産節約 운동을 벌일 것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瀋陽의 노동경쟁에서 주목할 만한 ‘ 용 상의 확장’은 국 기

업 내부의 운동이 국 기업 밖 사회로도 향을 주게 되었다는 이다. 노

동경쟁은 노동자만을 동원하는 활동이었지만, 국 기업의 수가 많고 국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가 많았던 瀋陽에서는 기업 밖으로도 큰 향

력을 가질 수 있었다. 동북 내 국 기업에서 벌어진 애국주의 운동을 보도

한 �人民日報�의 기사는 국 기업 내부의 노동경쟁이 瀋陽에서 그 외연을 

넓 가는 양상을 보여 다.

(애국주의) 운동의 범 함은 의 노동경쟁에서는 유례가 없는 정

150) ｢瀋陽 總工 一九五一年工作大鋼(1951.1.12)｣, �瀋陽 總工 兩年來重要文件彙編�, 

p.18; ｢關於愛國主義競爭運動的初步總結(1951.12.10)｣, �怎樣在工人中開展抗美援朝運

動？�, p.65.
151) ｢中共中央東北局關於全面展開增產節約運動的通報(1951.10.22)｣, �人民日報� 

1951.11.05 第2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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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다. 경쟁이 국 기업 내에서 뿐 아니라, 사 기업에서도 동일하게 

개되었다. 노동자들이 참가했을 뿐 아니라, 기술자, 직원, 의사, 간호

사, 식당 종업원, 탁아소 보육인원, 심지어는 노동자의 가족들까지도 일

제히 이 운동에 휩쓸려들었다. 瀋陽 의 직원  60%가 이 경쟁에 참

가했다.152)

노동경쟁의 요성을 교육하여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자 가족 공작’의 핵심이었고,153) 노동경쟁에 직  

참여하여 선진  노동자 가족으로 공인받아 모범 사례로 선 되기도 했

다.154) 瀋陽 321공장 제2작업장에서는 增産節約 운동 에 어떤 노동자가 

기여를 인정받게 되면 가족들에게 축하 편지를 보내서 그 노동자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구체 으로 알려 주었고, 

이러한 축하편지를 통해 가족들이 기업 내 노동에 심을 갖게 되었다. 가

족들이 공장 내의 增産節約 운동에 더욱 하게 연계되도록 하기 해서 

공장의 工  주석이 先進生産 로 선정된 노동자의 가족들을 직  방문해

서 그들이 상으로 이나 실물을 원하는지 묻기도 했다. 그 결과, 노동자 

高國啟가 先進生産 가 된 후 그의 아내가 “당신이 더 많은 요령을 찾아내

고 잘 익 서 국가를 해 재부를 만들어내야 하니, 는 집안일을 잘할 

테니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한 것처럼 노동자의 가족들이 공장 

내 노동경쟁에 심을 기울이고 노동 생산성 향상에 간 으로 기여하게 

되었다고 한다.155) 

이러한 상은 抗美援朝운동 에 범 한 이 동원된 경험을 바탕

으로 했다. 한국 쟁의 발발에 따라 국에서  들을 상으로 애국

주의 교육, 시사 선 , 애국공약, 헌 , 입  장려, 노동자의 참  장려, 상

이군인 가족들에 한 우 , 무기 생산, 철로 정비 등 다방면에서 抗美援朝

152) ｢東北工礦 業職工熱情高漲 愛國主義生產競賽廣泛展開　 加強組織領 使運動更加深

入｣, �人民日報� 1950.11.26 第2版.
153) 章蘊, ｢關於當前婦女工作問題的報告｣, �人民日報� 1953.01.12 第3版.
154) ｢工 在增產節約運動中｣, �人民日報� 1953.11.20 第2版.
155) ｢瀋陽三二一廠第二車間黨支部的宣傳工作｣, �人民日报�　1952.12.05 第3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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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개된 것은 잘 알려져 있다.156) 그런데 瀋陽 에서 벌어진 抗美援

朝운동에 과정에서 국 기업 소속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동원되는 사례들이 

보인다. 1950년 10월 19일부터는 東北局 선 부, 동북 總工 , 공 瀋陽  

원회 선 부, 瀋陽  總工 의 간부 41명이 瀋陽 내 각 공장과 노동자

의 가족들을 방문하여 규모의 선  작업을 시작했고, 10월 31일까지 65

차례의 구술 보고회를 6만 6,100여 명(가족들은 제외한 수)이 들었다고 한

다.157)  抗美援朝운동의 일환으로 벌어진 ‘유언비어 반  투쟁’ 에도 

瀋陽  국 기업 소속 노동자와 가족들의 집을 방문해서 민간에 떠도는 소

문들을 확인하고 재교육하는 활동이 벌어졌다.158) 이러한 노동자 가족들에 

한 교육은 그들이 실 정세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그 가족의 구성원인 

노동자가 노동 장이나 쟁터로 나가는 것을 막지 않게 되어, 노동자가 

집안일을 걱정하지 않고 노동에 념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낳았다고 한

다.159) 抗美援朝운동은 동북지역에서 노동자의 가족들을 ‘노동자 가족’이라

는 하나의 집단으로 설정하고 노동자가속 원회 등의 형식으로 조직하여 

‘노동자 가족 공작’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 다.160) 이에 따라 1950

년 11월 8일에는 국 總工 에서 노동자 가족 공작에 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지시를 내렸다.161)

동북지역에서 노동경쟁의 축 과 일상화는 국 기업 내부에서 노동 열정

을 불러일으키고 실제 생산량을 제고하기를 의도했고  어느 정도 그 효

과를 보았다. 노동경쟁은 차 그 범 를 넓  정치운동 는 운동화

하여 국 기업 밖 다른 기 , 국 기업 밖 사회로도 향을 미쳤다. 체 

156) 徐斌, ｢瀋陽 人民志願抗美援朝戰爭始末｣, �城 的接管 社 改造� 瀋陽卷, 

pp.360-367.
157) ｢瀋陽 總工  組織大規模時事宣傳 提高職工認識開展生產競賽｣, �人民日報� 

1950.11.14 第2版.
158) ｢美蔣匪特造謠破壞 各地進行反謠 鬪爭｣, �人民日報� 1950.11.04. 第3版.
159) ｢瀋陽 總工  組織大規模時事宣傳 提高職工認識開展生產競賽｣
160) ｢東北婦女工作 議確定 發動 組織城 婦女參加生產｣, �人民日報� 1951.03.07第2版
161) ｢中華全國總工 關於職工家屬工作的指示(1950.11.8)｣, 中華全國總工 書記處辦公室 

編, �中國工人運動文獻彙編 中國第六次全國勞動大 -中國工 第七次全國代表大 �, 

工人出版社, 1955,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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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국 기업 소속 노동자  직원과 그 가족이

었던 瀋陽 의 사회경제  구조는 국 기업에서 벌어진 노동경쟁이 운

동화하기 편리한 조건이었고,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공이 그 효

과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 기업이 많았고, 국 기업을 매개

로 하는 활동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기재 헌납 운동부터 시작된 국

기업 내 노동경쟁이 이 게 차 외연을 확장해 나가자, 국 기업에 ‘엮여 

있던’ 사람들이 노동경쟁에 자연스럽게 휘말려 들어간 것이다. 增産節約 

운동이 개시된 후로 노동경쟁은 노동자의 가족까지 즉, 瀋陽  인구의 약 

50%를 동원할 수 있는 일종의 운동으로 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

게 되었고, 三反운동은 그러한 가능성이 ‘ 실화’된 결과 을 것으로 보인

다.162) 增產節約 운동이 三反운동으로 확 된 연결고리에 국 기업에서의 

노동경쟁이 그 용 상을 확 해가는 ‘동북 노동경쟁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162) 동북지역이 한국 쟁의 후방이었기 때문에 재정 으로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

서, 국 기업 내에 존재하는 낭비 상을 타 하고 생산량을 늘리고자 增産節約 운

동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三反운동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三反운

동의 기원에 한 통설 인 설명이다. 1951년 10월 22일에 東北局에서 운동을 지역 

내 체 당정 기 으로 확 하여 실시하겠다고 결정했고, 10월 30일에는 增産節約 

운동의 결과를 앙에 보고했다. 그 다음날인 11월 1일 高崗이 이 增産節約 운동을 

부패 반 , 낭비 반 , 료주의 반  투쟁으로 심화시키자고 毛澤東과 앙에 제

안했고, 12월 1일 앙에서 결정하고 통보한 三反운동의 개시는 高崗의 이 제안에 

한 승인이었다.(｢東北局關於在工業中進行增產節約的總結報告(1951.10.30)｣, �中共

中央文件選集 1949年 10月-1966年 5月�, 第7冊, pp.191-197; 高崗, ｢關於開展增產節

約運動進一步深入反貪汙反浪費反官僚主義鬥爭的報告(1951.11.1)｣, �中共中央文件選

集 1949年 10月-1966年 5月�, 第7冊,  pp237-247; ｢中共中央關於實行精兵簡政、增產

節約、反 貪汙、反 浪費和反 官僚主義的決定(1951.12.1)｣, �中共中央文件選集 

1949年 10月-1966年 5月�, 第7冊,  pp.294-307.) 몇몇 연구들은 보고와 승인에서 표

면 으로 드러나는 상황 머에서, 增産節約 운동이 료주의 반 로 화하게 된 

연결고리를 밝 내고자 했다. 高崗이 1951년 8월 31일의 東北局 도시공작회의에서 

增産節約 뿐 아니라 부패와 료주의 반 도 제창했었다는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

면 1951년 3월 1일 동북인민정부 원회 제3차 확 회의에서 료주의를 반 하는 

연설을 했던 것을 근거로, 료주의를 타 하려고 했던 高崗의 의지가 增産節約 운

동과 결합하여 三反운동으로 철되었다고 한다.(楊奎松, ｢毛澤東 “三反”運動｣, �

史林� 2006-4; 許蕾, ｢政治運動的動員機制-以“三反”運動爲介案｣, �華中師範大學學報� 

2004-7; 戴茂林ㆍ趙曉光, �高崗傳�, 陝西人民出版社,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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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瀋陽 경험”의 확산

1948년 11월 공의 瀋陽 입성은 동북지역을 한 단 로 하는 정책을 추

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동북의 경제 기반을 활용하여 

그 정책의 주요 내용을 쟁 수행에서 경제 건설로, 농  심에서 도시 

심으로 환할 수 있게 한 사건이었다. 瀋陽 接管 시 공은 스스로를 

도시  기업 운 의 경험이 다고 인식하여 ‘일단 원래 그 로 수하

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瀋陽을 심으로 하는 동북지역이 국

의 경제 건설에 앞장설 것이 제창되면서 공은 도시정책을 고안하고 실행

하는 데 직  나서기 시작했고 그 에서도 국 기업 정책에 많은 정력을 

투자했다. 건국 후 시기 공 통치 하 국 기업에서는 공장장, 기술자, 

노동자 표가 참석하는 공장 리 원회가 기업 경 을 담당하도록 규정되

어있었고, 공장 리 원회의 최고 결정권자는 공장장이었다. 그러나 동북지

역에서는 수와 동시에 당에서 간부를 견하여 공장장에 임명하고, 기업

들을 동북공업부 산하에 계통 으로 정리하여 소속시킴으로써 국 기업에 

한 당의 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1951년에는 국 기업의 공장장책임

제를 지시함과 동시에, 기업 내에 당 를 건립하고 기업 소재 지역의 지방

당 의 조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당 스스로가 국 기업의 

경 자가 되어갔다.

瀋陽에는 20세기 반기의 역사  산물로서 형성된 다수의 국 기업이 

존재하고 있었다. 만주국 시기 만주 산업 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본격

으로 조성된 형 공업 공장들은 소련의 軍事管制, 국민정부의 수를 

거쳐 공이 최종 으로 수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두 국 화되었다. 공

이 瀋陽을 수한 기에는 비록 오랜 쟁의 여 로 여러 공장이 가동을 

멈춘 상태 다고는 해도, 瀋陽은 동북 경제 건설의 핵심이 될 하드웨어를 

구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1948년~1952년 瀋陽의 국 기업은 시 내 체 공

업 생산 가치의 60~75%를 차지하면서 다른 공업도시와는 차별되는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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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었고, 시민의 약 10%가 노동자와 직원으로서 국

기업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한 특수한 사회 분 기를 형성하는 데 기

여했다. 

국 기업이 큰 비 을 차지하는 瀋陽 특유의 사회경제  구조를 인식하

고 있던 공은 국 기업 노동정책에 주의를 기울 다. 농 에서 도시로, 

쟁에서 경제 건설로 방침을 환하여 기업 경 자로 변모하게 된 공은 

국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생활수 과 ‘올바른 정치사상’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동정책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국

기업 소속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임 제도와 노동보험제도를 통해 국 경

제의 향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임 의 50% 이상을 국 상 이나 노동자 

소비합작사에서만 소비할 수 있는 실물교환권으로 지 한 정책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 활동의 일부를 국 경제권 내에 포섭시켰고, 노동보험제

도는 소속 노동자의 가족들까지를 용 상으로 했기 때문에 국 기업에 

련된 사람이 많은 瀋陽에서는 일종의 보편  사회보장제도로 역할을 하

게 되었다.

瀋陽의 사회경제  구조는 국 기업 내부에서 개한 노동경쟁이 사회 

밖으로 확장되는 데에도 기여했다. 1948년에서 1952년까지 瀋陽에서 벌어

진 기재 헌납 운동, 신기록 창조 운동, 애국주의 노동경쟁, 增産節約 운동

은, 동북 역과 국으로 운동이 확 될 때 선진  경험이 되었을 뿐 아

니라, 앞서 벌어진 노동경쟁을 기 로 하여 그 다음 운동을 계속해서 발동

하여 차 그 범 를 넓 갔다. 국 기업에서의 노동경쟁이 모범  사례가 

되어 사 기업과 기타 국가 기 으로 확 되었고, 동시에 노동자의 가족들

에게까지 향을 주었다. 增産節約 운동이 개시된 후로 노동경쟁은 국가 

기   학교와 노동자의 가족까지 포함하여 瀋陽 인구의 약 50%를 동원

할 수 있는 일종의 운동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高崗이 개시를 주장한 

三反운동은 이러한 흐름의 귀결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북은 시기 으로 ‘ 국’보다 앞서 공의 통치권에 들어갔고,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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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던 경제  기반이 다수 국 화되어있었다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건국 직  도시  경제 건설 정책의 시험장이 될 수 있었다. 도시정

책 에서도 노동정책은 과거 농 근거지를 바탕으로 명을 추진하던 시

기에는 공의 고려 상이 아니었지만, 도시 통치에 을 돌리게 된 후 새

로운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노동정책은 사 기업보다 국 기업에서 더

욱 효과 으로 용될 수 있었고, 국 기업의 사회경제  비 이 높았던 

瀋陽은 공의 새로운 노동정책의 시험장이 되기에 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瀋陽은 공업도시로, 시의 생산을 회복하고 개조하고 발 시키는 

것은 毛主席과 당이 매우 심을 갖는 하나의 큰 사업이다”163)라고 서술한 

瀋陽 委의 업무 보고서는, 스스로의 역할을 과장하는 표 일 수 있으나, 

공 앙이 瀋陽을 경제 건설의 요한 “試點”으로서 지켜보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試點”에서 얻은 실제 경험은 앙의 단에 따라, 국 인 맥

락을 고려하여, 채택되기도 그 지 않기도 했다. 물품교환권 지  방식의 

임 제도를 운용한 경험은 통일  화폐 지  제도 설치로 인해 앙 제도

화가 좌 된 반면, 瀋陽을 비롯한 동북지역에서 우선 추진된 공장장책임제

와 노동보험제도는 국  제도 설치의 모범  례가 되었고, 동북에서의 

노동경쟁이 增産節約 운동으로, 三反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음은 앞서 살

펴본 바이다. 

건국 후 瀋陽 국 기업에서 공이 펼친 노동정책의 구체 인 내용과 

이러한 성과를 필자는 “瀋陽 경험”으로 총 하고자 한다. 다수의 도시를 

확보해나가면서 국 통치를 내다보던 시기의 공은 이제 도시정책을 직

 입안하고 실행에 옮겨나가고 있었다. 도시 통치에 익숙하지 않던 공

이 앞선 정권들의 도시 통치 방식을 학습하고 변용했을 것임은 짐작 가능

하고, 이는 최근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밝 지고 있다. “瀋陽 경험”은 

이러한 도입과 변용의 과정에서, 도시정책을 미리 실제로 용하고 시행해

본 구체 인 례로 기능할 수 있었다. 즉, 공의 도시정책의 가장 가까운 

163) ｢瀋陽 十個月來的工作報告(1949.11)｣, �東北解放區選編� 第1卷,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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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으로서 향후 도시정책을 설정하는 데 구체 인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瀋陽은 사회주의로 조기 이행하자는 진  노선에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었다. 공은 신민주주의 경제 이론에 근거하여 

국 기업을 사회주의  성격을 가진 경제 단 로 인식하고 있었고, 사회주

의로 이행한 이후에는 사 기업들을 모두 公私合營화하거나 국 화했다. 

사회주의  성격을 가진 단 에 소속된 사람이 많았던 瀋陽은 ‘사회주의 

개조’ 이후 도시의 모습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장소 다. 국 기업이 시 경

제의 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많은 시민들을 포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

기업을 매개로 하는 노동정책은 瀋陽 사회 반에 효과 으로 침투할 수 

있었다. 물품교환권을 통한 임  지  방식, 가족들까지를 용 상으로 

하는 노동보험제도, 노동자의 가족들도 염두에 두고 진행된 노동경쟁은 국

기업이 많은 瀋陽의 사회경제  구조와 만나 더 넓은 범 의 사회를 포

섭하게 되었다. “瀋陽 경험”을 통해서 공은 시민들의 생활을 국 경제권 

내부에 종속시키고 노동자 동원이 곧  동원이 되는 도시를 상상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1949년 7월 張文天은 동북지역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국 경제 개발의 경험 때문에, 동북지역의 간부들이 

국 경제를 지나치게 시하는 진 인 성향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지 하

다.164) 비교  진 인 성향을 가진 동북지역 간부들은 동북의 경제 성

장을 이끈 성과를 바탕으로 건국 이후 앙으로 진출하여 경제  재정 업

무를 맡았다. 신민주주의의 조기 폐기는 毛澤東 개인의 의지나 국제 정세

의 변화 뿐 아니라, 동북지역에서의 구체  성과와 그것을 앙에 할 

수 있었던 간부들의 앙 진출로 인해 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국 기

업을 운 함으로써 더 넓은 범 의 사회를 변모시킬 수 있었던 경험 즉, 

동북지역에서의 ‘사회주의 실험’과 그 ‘성공’이 이들에게 ‘사회주의 명’의 

가능성을 보여  것은 아니었을까.165) 

164) ｢關於東北私人資本主義的報告(1949.7.19)｣, �張聞天東北文選�, p.280. 
165) 동북에서의 정책 시행을 바탕으로 형성된 간부들의 진  성향과 그들의 앙 진

출에 해서 논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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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enyang Experience”

- The CCP’s Formulation of Labor Policy in State-owned Enterprises 

in Shenyang, 1948~1952 -

Jihyun Han

Department of Asian History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elaborated the labor policy of Shenyang from 1948 to 1952.

Shenyang has been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the most influential city in 

Northeastern China since late Qing. It became embroidered in key events in 

Chinese history, such as the Fengtian cliqueFengtian clique’s hegemony, the 

rule of the Manchukuo regime, and the Chinese Civil War. As a product of 

its own importance and regime changes in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city became filled with state-owned enterprises, most of which 

were large-scale heavy industrial factories. Therefore, the CCP’s takeover of 

Shenyang, which implied the acquisition of the whole of Northeastern China in 

1948, marked a watershed in twentieth-century Chinese history in that the CCP 

became “the final winner” of China’s largest industrial region.

After the acquisition of Shenyang, the CCP could begin to shift their policy 

priorities from the countryside to the city. This shift was meant to financially 

support the ongoing Chinese Civil War and, in the long run, lead nationwide 

economic development. What is worthy of notice is that the CCP made this 

transition in the Northeast prior to any other region or any decision from the 



- 73 -

central administration. Therefore, careful scrutiny of how urban policy in the 

Northeast was formulated could provide a new perspective on exploring a 

recent source of the CCP’s city policy in the early day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CP in the Northeast tried to enhance their control upon state-owned 

enterprises by participating in the Factory Management Committee as 

representatives of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By contrast, in the regions 

other than the Northeast, the Factory Management Committee was composed of 

a factory manager, labor leaders, and engineer leaders only. In 1951, the CCP 

decided to reinforce their managing power further by resolving the factory 

managers’ responsibility and establishing the party committee in every 

state-owned factory. This system was first resolved in the Northeast and served 

as a precedent, spreading nationally. 

Economic recovery and development via operating the state-owned enterprises 

now became the main focus of the CCP’s city policy in the Northeast. Labor 

policy, in particular, was a new challenge with respect to the CCP’s change of 

identity from a leader of the underground class struggle in factories to the 

CEO of state-owned enterprises. Along with the transformation, the CCP no 

longer considered laborers as the main actor of the labor movements but as 

the object of labor policy, and began to elaborate a new labor policy 

accordingly.

The socioeconomic structure of Shenyang was quite unlike that of any other 

city in China. Since over half of Shenyang’s citizens was comprised of 

workers in state-owned enterprises and their families, these citizens were the 

beneficiaries of these enterprises’ labor policies such as the wage system and 

labor insurance. Also, these citizens were susceptible to labor competitions, 

which were fostered in the state-owned enterprises and spread through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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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to become popular movements.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Northeastern China under 

the CCP’s rule. First, due to the fact that the CCP seized the power in 

Northeastern China before dominating the whole country and most of the 

economic foundations in this region were nationalized, Northeastern China was 

able to be an experimental region for the CCP’s urban and economic policy. 

Labor policy in particular, which had not been a main concern during the 

period of rural-centered revolution, arose as a new challenge after the CCP’s 

policy shift from countryside to city. With over a half of its citizens related to 

the state-owned enterprises, Shenyang fulfilled the conditions for being an 

experimental city for the CCP’s new labor policy. This “Shenyang Experience” 

could provide a precedent for the CCP’s new labor polic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RC.

Furthermore, the successes in operating state-owned enterprises and 

transforming the broader society of Shenyang provided the CCP with a model 

for its wider socialist revolution. The period from 1948 to 1952 belongs to the 

period of New Democracy in the CCP history, which was supposed to be the 

preliminary stage for the socialist revolution and allow private economy. In 

this period, Shenyang was able to take on a role as a testing ground for 

socialism in that it had a greater percentage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people involved in them. Based on this unique socioeconomic structure, the 

CCP conducted a city-scale “socialist experiment” in Shenyang and gained 

good results economically and socially. This experience may have given the 

CCP lessons towards Socialist Transformation later on.

Key words: Chinese Communist Party, Northeastern China, Shenyang, 

state-owned enterprises, labo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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