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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역사상 국가의 행정 체계와 권력을 사회 기층까
지 가장 깊숙이 침투시켰고, 그 힘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어떻
게, 무슨 과정을 통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 권력을 기층 사회에까지 
뿌리내릴 수 있었을까. 본고는 이러한 물음에 한 유용한 해답을 얻고자 
시작되었다.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특히 1950년 에는 사회의 적극적인 
호응, 즉 군중의 적극성을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 고, 이것이 신생 국가
가 정권의 기틀을 비교적 빨리 확립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군중은 
지역 단위의 기층 조직과 각계 단체를 결성하여 국가의 행정에 협조하
고, 그 가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등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자체적으
로 해결하려고 하 다. 이러한 국가-사회의 관계는 여러 정책 분야에서 
드러나는데, 특히 개인의 건강, 수명과 직결된 문제 던 위생은 사회의 적
극적인 협조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 중 하나 다.

특히 동북 지역은 중국공산당이 가장 먼저 점령한 大行政區 고, 만주국
의 통치 경험이 남아 있는 곳이었으며, 소련식 모델을 흡수하 기에 일찍
이 위생 행정 체계를 갖추고, 군중의 적극적인 호응 아래 위생 정책을 추
진하 다. 1949년 8월 동북인민정부가 수립되면서 동북행정위원회에서 실
시하던 위생행정은 점차 통일적으로 정비되어 갔다. 동북인민정부 衛生部
를 중심으로 6개의 성에 衛生廳을 설립하고, 시에는 衛生局을 두어 위생 
행정을 총괄하 고, 각 실험현과 실험구에는 衛生院을 두고, 그 아래 區, 
街, 村屯에는 각각 衛生所를 설치하 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지역 내 치
료 및 예방의 중심 센터가 된 위생원과 위생소는 신민주주의 시기 경제 
운 의 방식에 따라 합작성질에 의해 운 된 것으로 私人合營의 방식을 
채택한 점이었다. 그래서 사인 개업의는 직접 자본을 투자하고, 정부는 부
족한 재정을 보충해주는 한편 그 운 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

위생행정 체계의 건립과 더불어 각 지에는 군중 위생 조직이 만들어졌
다. 도시에서는 몇 개의 호를 묶어 衛生小組長을 선출하 고, 각 街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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衛生委員會를 두었다. 그리고 향촌에서는 촌과 구에 각각 衛生委員과 衛
生助理를 두었다. 위생위원회는 행정, 공안, 교육, 위생원(소)를 표하는 
자들로 조직되어 정부와 긴 한 관계를 형성하며 정부의 위생 정책 추진
을 도왔다. 직접 주민과 면하는 위생위원과 위생소조장은 거민조 등의 
군중 기층 조직에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들로, 이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협조하 다. 이들은 지역 주민을 상
으로 위생 선전과 교육을 실시하 고, 주민의 위생 상태를 검사하 으며, 
전염병 발생 상황을 정부 기관에 보고하 다. 

이때 이들 군중 위생 조직과 긴 한 관계를 맺으면서 정부의 위생 정책
을 집행한 것이 衛生工作者協會, 婦女聯合會, 行業衛生委員會, 학생, 교원 
등의 각계 단체 다. 위생공작자협회는 동북 전역의 의료인을 하나로 묶은 
연합체로서 각지의 위생원(소) 조직, 책임의사제 추진 등에 참여하 다. 위
생공작자협회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위생 정책을 선전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군중 위생 조직의 협조를 얻었고, 협회를 운 하는데 있어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 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협조한 가로 각계인민

표회의의 의료계 표로 참석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
다.

부녀연합회는 모자위생에 관한 선전은 물론 산파를 개조하고 조산사를 
훈련시키는 일을 행정 기관의 협조 하에 추진하 으며, 각 지에 설치된 모
자 위생 센터인 부 보건참의 운 에 개입하 다. 또한 탁아소, 유치원 등
의 보육 시설을 설립하고 운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주도하 다. 부녀연합
회는 위생 정책에 참여하는 가로 당시 혼인법 개정, 여성의 사회 진출 
등 여성의 권리 신장에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행업위생위원회는 지역별 혹은 업종별로 조직된 단체로 업주, 종업원, 
그리고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위원들은 업주나 종업원을 상으로 
한 위생 상식을 가르치는 훈련반을 운 하거나 위생 공약을 세워 업주와 
종업원이 업소 내 청소, 방역 등의 위생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도하
다. 이들은 정부의 위생 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가로 업소 관련자들
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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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원은 학교 안팎에서 정부의 위생 행정을 돕는 유력한 조수
다. 교내에는 학생과 교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위생위원회가 조직되어 교내 
위생 선전은 물론, 校舍의 청결 유지, 학생 개인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
다. 뿐만 아니라 교외에서도 이들은 정부의 역동적인 위생선전원이 되어 
위생 상식을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쥐잡기, 종두 사업 등의 위생 운동에 
참여하 다. 그 가로 학생과 교원은 지역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부
여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군중 위생 조직과 각계 단체의 협조 하에 동북인민정부는 방역, 
보건, 의료 등의 위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군중을 각종 위생 운동에 
동참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기층 사회는 정부가 시행하는 위생 정책에 따
르는 것이 개인과 가정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세균전이라는 
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 믿고 적극적으로 호응하 다. 이처럼 동북인
민정부의 위생 행정을 살펴본 본고는 신민주주의 시기 국가-사회의 협력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신생 정권이 기층 사회까지 권력을 침투시킬 
수 있었던 요인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동북인민정부, 위생행정, 국가-사회관계, 위생공작자협회, 부녀
연합회, 행업위생위원회, 애국위생운동, 세균전

학  번 : 2018-3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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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항일전쟁을 거쳐 국공내전에 이르기까지 중국공산당은 지난한 전쟁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 다. 신생 국가는 정권 수립에 정통성을 확
보하여 권력 기반을 확장하고, 전쟁의 폐허를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여 경
제적 토 를 마련한 뒤 사회주의 체제로 완전히 진입하는 것을 국정 과제
로 삼았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일본 제국주의 세력과 국민당 정부를 제국주
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舊遺産”을 깨끗이 청
산하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개혁의 기본 방향이라고 간주하 다. 
그리고 빈약한 물적 토 를 극복하고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공업화를 추
진하 다.  

이런 상황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사회, 가정, 개인에게까지 국가 권력을 
침투시키고, 경제 건설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정
책을 추진하 다. ‘耕者有其田’의 원칙에 따른 토지혁명을 통해 봉건 세력
으로 지목된 지주를 청산하고 자 농에 의한 농촌 경제를 회복함으로서 
공업화의 토 를 마련하고자 하 다. 그리고 반혁명 분자를 “舊遺産”으로 
지목하여 숙청함으로서 정권에 비협조적인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과시
하 다. 국가는 일정 토 내의 중앙집권적 존재로서 그 내부 기구들 간에 
상호 긴 한 협조를 바탕으로 토 내 구성원들을 통제할 규칙을 독점적
으로 제정하며, 소위 ‘정당한’ 힘을 사용하여 사회 조직들에 해 권위를 
행사한다는 베버식의 근  국가관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과격한 수단에 
한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 초 권력을 어떻게 확장해
나갔는지 설명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역사상 국가의 행정 체계와 권력을 사회 기층까지 가장 깊
숙이 침투시킨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력 확장 방식을 설명하기에는 앞서 설
명한 지주에 한 청산, 반혁명 분자 숙청 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
이 다소 있다. 특히 1950년  중국공산당이 권력을 사회에 침투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사회의 적극적인 호응, 즉 군중 조직을 통해 ‘군중의 적극성’
을 활용하 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우후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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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처럼 조직된 군중 조직은 국가 행정의 지도를 받았고, 수직적 관계에 있
었지만 국가 정책에 호응과 참여를 통해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자체적으
로 해결하려 하 으며, 조직 내에서는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1) 
이처럼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력은 일방적 침투가 아닌 기층 사회
와의 긴 한 협조를 통해 침투되었으며, 이는 권력의 외연 확장은 물론 정
권에 한 기층민의 신뢰를 얻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 다.  

이러한 사회의 자발성에 기반 한 국가와의 협조적 관계는 중화인민공화
국 시기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중국공산당이 의도했든 아니
든 자발성에 기반 한 협조 관계는 중국 전통 사회가 남긴 유산의 하나
다. 근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신사, 商幇 등의 민간 사회가 청 
말의 개혁운동이나 입헌운동을 통해 국가적 수준의 정치 문제에 간여하기 
시작하 고, 이러한 민간사회가 북경정부로부터 法團의 지위를 얻게 되면서 
각종 직능별 사회집단이 주도한 국민회의운동의 구심체가 될 수 있었던 역
사적 경험이 있었기에 국가-사회의 협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2) 이러
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때가 바로 신민주주의 시기로, 공인, 농민, 
청년, 부녀 등 각 직업을 표하는 자들은 각계인민 표회의에 구성 주체로 
참석하여 나라의 주요 의제를 논하 고, 국가는 사인 자본과의 합작을 통해 
물적‧인적 자원의 결핍을 보충할 수 있었다.3) 이처럼 신민주주의 시기 국가
-사회를 이분법적 관계 혹은 일방적 관계로 설명하게 되면 당시의 상황을 

1) 박상수,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北京 基層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도시 街道의 국가
와 사회, 1949-1954-｣, 동양사학연구 123, 2013; 박상수, ｢1950년  北京 街道 
‘공간’과 居民委員會의 작동 방식｣, 중국근현 사연구 64, 2014.

2) 백 서는 중국은 유럽의 시민사회와 달리 전통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립적이었다
기 보다 양자가 공통의 이념을 공유하면서 서로 경쟁과 타협하는 관계를 형성해 
왔다고 보는 ‘민간사회론’을 제안하 다. 필자는 사회의 국가로의 보완 지향(타협)
과 사회의 국가로부터의 자립 지향(경쟁)은 양분되는 것이 아니며, 선후 관계에 있
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자립 지향과 보완 지향이 때로는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하
고, 때로는 한 극단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1950년  중국의 사회는 국가로의 보
완 지향을 바탕으로 국가로부터의 자립 지향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백 서, ｢中國
에 市民社會가 형성되었나?-역사적 관점에서 본 民間社會의 궤적｣, 아시아문화
10, 1994). 

3) 유용태, 직업 표제, 근  중국의 민주 유산, 서울 학교출판문화원, 2011, 
pp.386-404;유용태, ｢현  중국의 혼합경제 구상과 실천, 1940-1956｣, 중국근현

사연구 7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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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이해할 수 가 없다.  
그렇다면 사회가 국가의 정책에 협조하고 호응한 기제는 무엇일까. 미셸 

푸코는 근 사회에서 권력은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정치적으로 순종하는 
인간을 만들어 내기 위한 장치를 필요로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규율이라 
하 다.4) 이러한 규율이 폐쇄된 세계 안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권
력이 자연스럽게 작용되며, 개인은 규율에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유용할 
때 더욱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푸코는 이 관계를 통해 강제권이 발휘되
고, 감시와 통제는 권력을 은 하게 침투시키며, 규율을 통한 권력은 개개
인을 비교하고, 구분하며 서열화하고, 동질화하거나 배제하는 ‘규범화 제
재’를 통해 유지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그는 권력은 폭력이 아닌 부드러움
-생산성-이익의 원칙에 의해 운 된다고 하 다. 그리고 근 사회에서의 
권력은 죽음을 관리하기보다 생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행되었으며, 생명
을 관리하고 최 로 이용하며, 생명에 관해 정확한 통제와 전체적 조절을 
실행하려는 권력이 근 에 와서 자리 잡기 시작하 다고 보았다. 이제 권
력은 인간의 생명을 관리함으로서 인간 개개인의 육체에까지 그 향력을 
행사하고, 인간의 육체, 건강, 양 섭취와 거주 방식, 생활조건, 삶의 공
간 전체에 지식과 권력의 기술을 스며들게 하 다.5) 

푸코를 비롯한 그의 향을 받은 학자들은 국가의 권력이 감시와 통제
의 폭력성을 어떻게 교묘하게 감출 수 있었는지에 주목하 고, 은 히 침
투되는 권력은 감시와 통제의 상이 되는 여러 주체에게 유용한 정책일 
때 그 힘을 더욱 발휘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행사되는 권력은 국가가 사회 
조직, 단체, 전문가 집단과 어떤 연계망을 형성하여 협조 관계를 맺었고, 
그 과정에서 군중의 호응을 이끌어 낸 설득의 어법을 분석함으로서 밝혀
낼 수 있다. 이제 막 국가 수립을 선포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정권의 정통성
을 수립하고, 경제를 건설하며, 사회주의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다. 다시 말해 다양한 사
회 구성원들과 긴 한 공생 및 협조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권력을 은

4) 오생근, 미셸 푸코와 현 성, 나남, 2013, p.36.
5) 미셸 푸코 저,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감옥의 탄생, 나남, 1994; 미셸 푸코 저,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지식의 의지, 나남,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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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침투하는 것이 필요하 다.6) 이를 충족시켜주는 것 중의 하나가 위
생 정책이었다. 

毛澤東이 제1회 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사에서 “경제 건설이 고조됨에 
따라 문화 건설이 고조될 것은 불가피하다.”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는 경제 건설을 위한 문화 건설 사업에 박차를 가하 다.7) 이에 
따라 1950년 8월, 제1회 전국위생회의가 개최되었고, 회의에서 결정된 ‘예
방위주’, ‘노동자, 농민, 군인을 위한 의료’, ‘中醫와 西醫의 단결’이라는 3

 목표 하에 전국에서 위생 정책이 실시되었다.8) 동북지역은 이보다 앞
선 1949년부터 경제 건설과 전염병 예방을 위해 공업 지역에 위생 행정 
기구를 설치하고, 정규 의과 학을 설치하 으며,9) 이듬해 3월에는 동북인
민정부의 3개년 위생행정 계획을 작성하 다.10)

동북지역에서 위생 정책이 일찍 실시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일본의 오랜 
식민통치를 받은 데다, 국민당과의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된 곳이었기 때문
이었다. 게다가 20세기 전반기에 규모로 발생한 페스트를 비롯한 전염
병과 731부 가 남긴 세균전에 한 공포는 위생 행정을 집행하는데 필요
한 당위성을 충분히 제공해주었다. 그리고 ‘소련을 학습하자’는 정권의 구
호는 소련 홍군의 향력이 중국의 어느 지역보다 큰 곳이었던 동북에서 
소련식 제도를 도입한 위생 조직과 규율을 만드는데 유리한 배경이 되었
다. 

그렇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 건설 단계에서 근 적 개념의 위생을 
앞 시 와 어떤 차별성을 두고 적용하 을까.11) 그리고 위생 정책을 통해 

6) 스티브 룩스는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는데, 이를 성
공적으로 통제하는 가시적・非가시적 형태의 권력을 1・2차원적 권력으로 보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
서 제도 운용을 통해 행사되는 권력을 3차원적 권력이라고 하 다.(서규환 옮김, 
스티븐 룩스 저, 3차원적 권력론, 나남, 1992.)

7) 毛澤東, ｢中國人民站起來了｣(1949.09.21.), 建國以來毛澤東文稿, 中央文獻出版
社, 1987, p.7.

8) 當代中國叢書編輯部, 當代中國的衛生事業 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6, p.5.
9) 王斌, ｢東北衛生工作1949年度的基本總結和1950年度的基本任務｣, 東北衛生 1卷 

1期, pp.6~8. 
10) ｢東北衛生工作三年計劃大綱(草案)｣, 東北衛生 1卷 3期, pp.57-59.
11) 국민정부는 위생의 제도화를 통해 국가건설을 진행하 다. 그러나 도시와 시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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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국가 권력의 확장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
었을까.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정권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민을 어
떻게 설득시켰고, 이 과정에서 군중 단체는 어떻게 자율성을 발휘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 는지를 분석하는데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사회와의 긴 한 관계를 바탕으로 운용한 위생 
행정이 신생 국가가 직면한 위기, 내적으로는 항일전쟁과 내전이 남긴 물
질적‧정신적 폐해를 수습하고, 외적으로는 한국전쟁으로 표면화된 미국의 
침략을 극복하고, 이를 국민 단결에 활용한 점을 분석함으로서 해답을 얻

로 선정된 일부 농촌에서만 위생정책이 실시되었으며, 도시라 하더라도 北平(오늘
날 北京)의 경우 위생구사무소가 설치된 성내구를 중심으로 운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위생정책은 중앙 위생행정기구인 衛生司(후에 위생부로 승격) - 省 衛生處 - 
특별시‧시‧현의 衛生局 - 區위생사무소를 중심으로 운 되었으며, 위생행정의 정비
를 통해 외교적 자주권을 회수하고(衛生救國), 국가 건설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 다. 중을 동원한 위생 회가 각지에서 실시되긴 하 으나 연례행사로서 위생
운동의 일상화는 실현되지 못하 다. 北平市의 경우 기층 말단 조직인 閭隣의 長
이 마을 청소를 책임졌고, 天津에서는 국가의 무료 종두 사업에 保赤堂, 廣仁堂, 
樂善堂, 北善堂 등과 같은 자선단체가 협력한 사례가 있으나 국민정부 시기에는 
위생 행정 기구와 보조를 맞추는 방계 조직으로서의 위생 중 조직이 아직 건설
되지 않았다.(신규환, 국가, 도시, 위생-1930년  베이핑 정부의 위행행정과 국가
의료, 아카넷, 2008; 飯島渉, ペストと近代中國, 硏文出版, 2000)

     이 시기 위생정책에 한 연구는 서구 열강의 침입으로 서양의 공공 위생 관념
이 도입됨에 따라 晩晴 시기, 북경 정부 시기, 국민 정부 시기의 중국의 위생 담
론, 국가 의료 행정의 수립, 근  도시 건설과 위생, 의료 재정, 전염병의 발발, 여
성에 한 신체 담론의 변화 등의 주제에 해 정치사・사회사・경제사・의학사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최근 들어 국가 건설론의 시각에서 국가 위생의
료체제가 근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훈육하고 양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보거나, 국가 권력이 의료 통제나 위생의 법제화를 통해 일상생활을 더욱 
전면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배경한, ｢1920~30년  
상해의 위생｣, 중국근현 사학회 17, 2003; 신규환, 앞의 책, 아카넷, 2008; 兪
蓮實, ｢民國時期 여성 지식인의 산아제한 인식과 피임의 실천｣, 중국사연구 73, 
2011; 兪蓮實, 「民國時期 출산의 의료화와 무통분만법의 전파」, 『中國近現代史硏
究』 79, 2018; 조정은, ｢일본점령기 상하이의 콜레라 방역과 도시 공간-백신 강제 
접종과 주민 인식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26, 2021; 飯島渉, 앞의 책, 硏文出版, 
2000; 福士由紀, 『近代上海と公衆衛生』, 禦茶の水書房, 2010; Ka-che Yip, 
Health and National Reconstruction in Nationalist China:The Development 
of Modern Health Services, 1928~1937,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8;  
Nakajima, Chieko, Body, Society, and Nation: The Creation of Public 
Health and Urban Culture in Shanghai,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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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위생 정책에 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12) 
첫 번째는 국가를 서술의 중심에 두고 중국의 초기 위생 행정이 국가 

권력 유지, 국민의 건강, 中西醫의 융합, 향촌 의료의 진전 등의 성공을 
가지고 온 원인을 국가의 제도 도입, 운용 등에서 찾는 연구이다.13) 황양
쫑은 “모택동 이후 중국의 건강 분야는 왜 경제 분야와 같은 성공을 보여
주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모택동의 위생행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 다. 그는 중국의 권위주의적 정치 환경이 위생 정책에 고
스란히 반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위생에 한 제도적 개혁을 통해 중국
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고 분석하 다. 특히 모택동이 강조한 ‘예
방위주’ 위생 정책과 중을 동원한 선전 방식이 위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 다고 보았다. 제도적 측면에서 중국의 위생정책을 분석하

12) 이러한 분류 외에 문화적 혼종성의 관점에서 중국 의학의 발전사를 고찰한 연구
도 있다. 브리디 앤드루스는 중의와 서의, 중의와 일본의학이 상호 교류 혹은 상호 
경쟁을 하면서 중국 근  의학을 만들어냈다고 보았다.(Bridie Andrews, The 
Making of Modern Chinese Medicine, 1850–196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5), 최찬호 또한 청말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보건 의료 발
전사를 개괄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문화 혁명 이전까지의 보건 의료를 소련의 의료 
전달 체계 모형을 흡수하여 전국적 단위의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전
통 의학과 서양 의학의 상호공존을 통해 중국식의 의료 체계를 만들었다고 보았
다.(최찬호, ｢역사적 과정에서 본 중국의 보건의료 변화｣, 역사문화연구 33, 
2009.)

13) 李洪河, 中國共産黨領導衛生防疫事業的歷史經驗硏究, 人民出版社, 2016; 李洪
河, 新中國成立初期的疾病防控,環境和衛生-一項社會史的探索, 中央文獻出版社, 
2014; 李洪河, 新中國的疫病流行與社會應對(1949-1959), 中共黨史出版社, 
2007; 李洪河, ｢建國初期東北地區的衛生防疫事業述論｣, 遼寧大學學報, 
2007-05; 李洪河, ｢建國初期的衛生防疫事業探論｣, 黨的文獻, 2006-04; 陳松友, 
宋岩峰, ｢新中國成立初期東北地區的鼠疫流行及其防控｣, 東北師大學報, 
2015-02; 張紅芳, 張玲, ｢建國初期全民參與衛生防疫的成功嘗)-對四川日報中愛
國衛生運動報道分析(1952-1955)｣, 黑龍江史志, 2015-06; 賈鴿, 馬學梅, ｢論建國
初期的衛生防疫事業-以天津爲例｣, 南京中醫藥大學學報, 2013-01; 李忠萍, ｢“新
史學”視野中的近代中國城市公共衛生硏究述評｣, 史林 2009-02; 鄭紅, 王利娟, ｢
新中國成立初期政府主導下婦幼保健事業的起步與發展-基於天津的考察｣, 河北學刊
, 2015-02; 王茂森, 胡學舉, 張國新, ｢論新中國建立後中國共産黨中醫藥文化思想
發展進程與實踐｣, 毛澤東思想硏究, 2009-01; Liping Bu, Public Health and 
the Modernization of China(1865-2015), New York: Routledg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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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것이 강력한 리더십에 기반 한 통치 구조와 계통적으로 연계되어 운
되었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위생 정책이 모택동 집권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데는 개인, 단체, 사회 조직들의 이해와 
접한 관련이 있었기에 가능하 다. 그리고 ‘위생=건강증진=노동력 제고=수
입 증 ’, ‘위생=국방력 강화=미군 타도’라는 도식으로 진행된 선전은 각
계 단체의 주도 속에 국민이 위생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는 
인식을 만들었다. 그러나 국가 중심의 서술은 이러한 개인의 자발성을 가
능케 한 다양한 주체와의 역학 관계에 한 분석이 부족하다.  

국가를 서술의 중심에 둔 연구는 미국의 세균전에 항하여 추진된 애
국위생운동을 주제로 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14) 이 연구는 애국위생운동
을 몇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정책 추진의 특징, 성과, 한계를 분석하
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중앙 혹은 지방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 는
지를 서술함으로서 국가 중심적 사고에서 애국위생운동이 중국 역사 발전
에 끼친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가 권력이 위생 행정을 통해 
어떻게 기층 사회로 침투하 고, 이를 개인은 어떻게 자신의 이해와 결부
시키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에 참여하 는지에 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두 번째는 국가가 위생을 통해 개인을 통제하고, 그 통치를 정당화하
다는 관점에서 시작하되, 국가 권력을 다양한 주체와의 역학 관계에서 살
펴보는 연구이다.15) 그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저우쉰의 연구로, 그는 

14) 張曉麗, 愛國衛生的發展與挑戰, 安徽大學出版社, 2006; 陳海峰, 中國衛生保健
史,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3; 肖愛樹, ｢1949-1959年愛國衛生運動述論｣, 當代
中國史研究 2003-1; 印石, ｢從抗擊非典鬥爭反思衛生與政治的關系｣, 衛生經濟研
究 2004-2; 鄭智旺, ｢新中國成立初期愛國衛生運動中的社會動員｣, 蘭台世界
2011-12; 襲嶽平, ｢當前愛國衛生工作存在問題與改革思想探討｣, 中國農村衛生事
業管理 2010-06; 石宏亮, ｢1952年北京市愛國衛生運動考察｣, 北京黨史
2010-5; 戎火泉, ｢江蘇愛國衛生運動55周年｣, 江蘇衛生保健 2007-05; 楊麗萍, ｢
建國初期上海衛生運動論述｣, 井岡山大學學報 2013-03; 王曉瑜, 趙紅, ｢新中國
成立初期陝西省愛國衛生運動硏究｣, 新鄕學院學報 2017-04; 王偉光, 丁立慶, 於
治遠, ｢對農村愛國衛生工作的調査與思考｣, 中國初級衛生保健 2007-09; 沈祥
開, 鄭荔紅, ｢對新時期農村愛國衛生工作的設想｣, 海峽豫防醫學雜誌 2007-04.

15) Taylor Kim, Chinese Medicine in Early Communist China, 1945-1963, 
London: Routledge, 2005; Farewell to the God of Plague: Chairman Mao’s 
Campaign to Deworm China,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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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부터 1983년까지 중국의 주혈흡충병 통제 과정과 ‘맨발 의사’의 활
동을 분석함으로서 중국의 ‘국민 보건’이 정부, 의료인, 국민의 역학 관계
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정부가 국가 건설 단계에서 통제적으로 추
진하던 위생 정책이 약진 운동, 문화 혁명기 정치적 이념의 확장 등과 
모순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의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중은 국가의 위생 
선전에 호응하지 않는 등의 어그러짐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물론 그의 연
구가 주로 약진과 문화 혁명 시기 위생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국
가의 위생 정책을 다양한 주체의 역학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있는 점은 
본 연구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16) 그의 연구는 시류에 편승할 수밖에 없
는 사회적 분위기가 의료인들을 위생 행정에 동참하게 하 고, 경제 정책
이 위생 정책과 상보적 관계를 형성했을 때 중이 얼마나 위생 정책에 
설득되고 동원될 수 있는지에 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유연실은 중국공산당이 적인 선전을 통해 여성들에게 무통
분만법을 선전하 고, 이를 통해 여성은 국가에 한 긍정적인 내셔널 아
이덴티티를 구축하 으며, 나아가 국가를 위해 미래 세 를 양육하는 ‘자
랑스러운 어머니’이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 참여하는 위 한 노동
자를 생산하는 ‘ 웅적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보았다.17) 그
의 연구는 국가가 주도한 선전을 통해 여성은 자신을 새로운 시 의 주요
한 임무를 부여 받은 존재로 인식하 고, 이러한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국
가 정책에 협조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권력이 어떻게 개인의 신체에 개입
하여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건국 초 중화인민공화국이 위생행정을 통
해 여러 사회 조직, 집단, 개인과 어떤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권력을 침
투해 나갔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그 역동적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이
다. 첫째, 구조적 관점에서 위생을 통한 국가 권력의 침투를 다양한 행위 

2016. 
16) Xun Zhou, The people's Health:Health Intervention and Delivery in Mao's 

China 1949~1983, Montreal: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20.
17) 유연실, ｢1950년  초기 中華人民共和國의 무통분만 담론｣,歷史學硏究7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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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자와의 역학 관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1950년  중국
의 위생행정에 한 연구는 여성의 출산, 보육 문제, 애국위생운동 등의 
젠더 측면과 국가의 중 동원 운동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당시 위생 
행정은 위생 행정 조직-군중 위생 조직-戶를 긴 하게 엮는 조직망을 형
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母子 위생, 학교 위생, 도시 위생, 향촌 위생, 업소 
위생, 전염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추진하 다. 다양한 부문에서 전개된 위
생 정책은 위생 행정 조직과 군중 위생 조직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회단체, 개인의 능동적 참여를 조장하는 선전
과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단체와 개인은 국가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
다주며, 국가를 국민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신뢰할만
한 존재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가 군중 위생 조직을 구성한 방식, 
그 조직을 활용한 선전 방법과 내용, 그리고 공개적 칭찬과 비판을 통해 시
류에 편승하지 못하면 배제될 것이라는 심리를 제 로 활용한 결과물이었
다. 그러므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위생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위생 행정 조직
과 군중 위생 조직을 어떻게 편제하 고, 이 조직망을 통해 사회단체는 어
떻게 정책에 동참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오
랜 습관을 버리고 국가가 만든 규율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는데 위생 
관련 조직, 법규, 선전, 보상이 어떤 작용을 하 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동북 지역의 위생 행정이 앞선 시 의 경험을 어떻게 흡수하 고, 
소련식 모델을 동북의 실정에 맞게 어떻게 변형했는지를 분석해야 한
다.18) 만주국 시기 동북은 고도의 공업 지구로 발전하여 규모의 중공업, 

18) 1950년  동북지역의 위생행정에 한 연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를 서술의 
중심에 두고 정부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제도를 만들었으며, 그 효과와 한계는 무
엇이었는지를 살피는데 집중되어 있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정책을 연구를 통해 복
기함으로서 그 정책이 오늘의 중국사회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 중국 내 연구 흐름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누쿠타니는 건국 초기 미국과
의 립 속에서 반세균전을 내세우며 추진한 애국위생운동을 중 운동 시각에서 
분석하 다. 그는 이 운동을 통해 흑룡강성을 중심으로 한 동북지역이 단결될 수 
있었던 과정과 배경을 연구하 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애국위생운동을 통해 권력
의 침투 구조를 만들어 냈고, 이것이 위생 행정 기관-의료인-군중 위생 조직-개인
의 역학 관계 속에서 어떻게 움직 는지를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溫穀陽
子, 「反細菌戦」と愛國衛生運動―ハルビン・黒龍江省を中心に, 梅村卓・大野太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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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공업, 경공업 시설을 갖추고, 근 적인 철도 교통 및 전신이 정비된  
곳이었다. 그래서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은 동북을 
반드시 장악해야만 하는 지역으로 보고 적으로 군 를 투입하 다.19) 
격렬한 전쟁 끝에 중국공산당이 승리하면서 東北區는 중국공산당이 가장 
빨리 수복한 大行政區가 되었다. 1946년 8월 합이빈시를 장악하며서 수립
된 동북행정위원회는 1949년 8월에 수립된 동북인민정부가 동북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 다. 이를 기반으로 동북인민정부는 공
업과 철도 교통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제 건설의 기
반을 제공하 고,20) 동북 지역의 각종 통치 경험은 중앙의 행정에 적지 
않은 향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동북은 소련식 모델을 흡수하는데 좋은 실험 지역이 되었
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정권 수립 후 소련식 모델에 근간을 둔 사회주의 체
제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소련학습운동’을 전개하 다. 위생도 
예외는 아니었다. 1952년 소련식 교육체제를 수용해 의  학제를 개편하
거나, 소련의 자연 환경 개선 방법을 모방해 전국의 환경을 재정비해 나갔
다. 그러나 그에 앞서 소련의 위생 지식이 보급된 최초의 창구는 동북지역
이었다. 특히 1950년 심양시에 설립된 동북의학도서출판사는 중국 최초의 
의학전문 출판사로서 소련의 ‘선진 경험’을 번역하여 소개하 다. 출판사
에서 간행된 東北衛生, 東北醫學雜誌, 衛生報 등의 잡지와 신문은 
동북 지역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위생 정책을 전달하고, 소련에서 발표
된 위생 관련 논문 및 기사를 소개하는 중요한 선전 도구 다.21) 그러나 
1953년 6월, 동북의학도서출판사가 華東醫務生活社와 합병되어 人民衛生
出版社로 개편됨에 따라 이때부터 北京市가 위생 지식과 정책을 전파하는 
중심이 되었다.22) 

泉穀陽子 編, 満洲の戦後―継承・再生・新生の地域史, 勉誠出版, 2018.)
19) 박선 , ｢20세기 동아시아사 변동: 동북에서의 국공내전(1945-1949)-‘운명적인 선

택’ 동북쟁취의 경쟁｣, 中國史硏究 제16집, 2001, p160.
20) 朱建華, 東北解放戰爭史, 黑龍江人民出版社, 1984, pp.2-10; 佟冬 주편, 中國

東北史 6권, 吉林文史出版社, 1998, p.689.
21) 李揚, ｢蘇聯環境衛生理論的引入及其實踐-以1950年代北京東郊工業區的建設爲例｣, 

城市發展研究 26-7, 2019, p.10. 
22) 遼寧省地方志編纂委員會辦公室, 遼寧省志·出版志, 沈陽：遼寧科學技術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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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 지역이 위생 분야에서 소련의 경험을 흡수하고, 이에 따라 위생 설
비 및 조직을 갖춘 데는 비단 출판 사업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1947년 
오늘날의 遼寧省, 吉林省, 內蒙古 등지에서 페스트가 발생하자 동북행정
위원회는 소련에 방역 원조를 요청하 다. 소련 전문가는 페스트가 소멸되
고 난 후에도 이 지역에 남아 의약 및 의료 설비를 갖추고, 위생 방역원을 
양성하는 정책을 주도하 다. 그리고 이 경험이 인민해방군의 위생행정으
로 이어지게 되었다.23) 이러한 점을 볼 때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후 동
북지역은 약 4~5년간 소련의 경험을 중앙의 위생 행정에 전달하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해왔다. 

이상의 보완 사항에 중점을 두고, 1949년에서 1953년 사이 동북인민정
부 위생행정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시기를 1949년에서 1953년까지로 
한정하는 것은 동북인민정부의 권력이 행사된 것이 사실상 1953년까지
기 때문이다.24) 그리고 이 시기는 연합정부와 혼합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신민주주의 정치‧경제 체제가 적용되던 때 다.25) 각계인민 표회의를 통
해 각계 표가 정치에 참여하 듯이 위생행정 또한 각계 단체의 협조와 
참여를 통해 추진되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 사인자본주의와의 단결을 강
조하 던 것처럼 위생행정에서도 국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들과의 연
합을 통한 위생기구가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신민주주의 시기 지방정부의 
위생이 당시의 정치‧경제적 논리에 맞춰 어떻게 각계 단체와 연합하여 정
책을 추진하 고, 이렇게 형성된 국가-사회관계를 통해 어떻게 개인을 위
생 운동에 참여시켰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사회주의 개조 시기 중앙의 통

1999, p.17.
23) О.Б.Борисов, Б.Т.Колосков 合著, 肖東川, 譚實 譯, 蘇中關系:1945-1980, 

三聯書店, 1982, p.28; 薛銜天, 劉成元, ｢蘇聯與東北革命根據地｣, 中共黨史研究
2005-1, p.430; 鞏豔, ｢1947年遼吉地區鼠疫流行情況及防疫工作成就｣, 中國科技
史料 1996-4, p.20.

24) 1954년 8월 ｢中央人民政府關於撤銷大區一級機構和合並若幹省･市建制的決定｣에 
따라 전국의 행정구역이 해체되었으나, 동북인민정부는 1953년 1월 ｢中央人民政
府關於改變大行政區人民政府(軍政委員會)機構與任務的決定｣에 따라 해체되면서 중
앙인민정부의 파출기관인 東北行政委員會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1953년부터는 동북
인민정부의 독자적인 행정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25) 유용태, ｢신민주주의, 20세기 중국의 정치유산｣, 역사와 현실 87, 2013, 
pp.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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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적 위생행정과의 연속 및 분절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 한다. 
필자는 이상의 연구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1차 자료로서 東北日報, 

吉林日報, 黑龍江日報, 東北朝鮮人民報를 통해 동북인민정부와 각 
省의 위생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동북 지역의 위생 전문 잡지인 東北
衛生(半月刊), 東北醫學雜誌(月刊), 東北軍醫雜誌(月刊)의 기사를 꼼
꼼히 분석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지시한 위생정책이 각 지역에서 어
떻게 실시되었으며, 중과 각계 단체가 이 정책에 어떻게 참여하 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東北衛生은 동북인민정부 衛生部를 편집자로 하
여 1950년 1월 창간호를 발간한 뒤 1952년 12월 5권 12기를 마지막으로 
停刊될 때까지 동북지역의 위생정책을 소개하는 중요한 도구 다. 창간호 
발간사에서 “각지의 정책 집행 경험 교류, 東北 위생 보건 방역 추진, 선
진적인 소련의 의학 소개를 통한 업무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잡지를 창간
하기로 결정하 고, 이 잡지를 통해 각지의 위생 기관 및 담당자가 정책의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을 소개할 것을 지시한 것을 
볼 때, 이 잡지가 동북인민정부 위생 정책의 주요 통로 음을 알 수 있
다.26) 따라서 東北衛生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후 동북지역의 위생행
정을 살피는데 있어 가장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주며, 위생 행정 조직, 군
중 위생 조직, 사회단체, 학교, 의료인, 개인이 위생 정책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행동하 는지를 살피는데 유효한 자료가 된다. 

이상의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Ⅱ. 만주국의 위생 행정과 동북인민정부의 위생 실태 조사’는 동북인민

정부가 위생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판하 던 만주국 위생행정
의 진면을 살핌으로서 동북인민정부의 위생 실태 조사를 비판적으로 분석
하고자 구성하 다. 이를 위해 만주국의 위생 행정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
를 당시인의 회고록을 통해 재확인함으로서 만주국 시기의 위생 행정이 
이후 동북인민정부에 계승된 면과 단절된 면이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동북인민정부는 과거에 국민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극도로 높았던 이유

26) 여기에 인용한 문장은 東北衛生 창간호인 1卷 1期에 수록된 무제의 글로서 내
용을 비추어 볼 때, 창간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東北衛生 1卷 1期, 1950,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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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권력을 향유하는데 
급급했던 제국주의와 국민당 집권 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신생 정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누구나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주장과 비시키는데 이용되었
다. 이러한 정치적 수사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경제를 건설하고 국방
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서 국가권력
의 침투를 유용하게 만들었다. 

‘Ⅲ. 위생 행정 체제와 중 참여 기제 확립’은 동북인민정부가 위생 행
정을 통해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관계 지었는지를 살피기 위해 구성하
다. 따라서 Ⅲ장에서는 동북인민정부가 위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을 
어떤 방식으로 참여시켰고, 중의 참여를 최 로 높이기 위해 어떻게 군
중 위생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정부의 위생 행정 기구와 연계시켰는지를 
분석한다. 동북인민정부 衛生部는 위생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중을 
상으로 한 위생 선전과 교육을 실시하 다. 선전과 더불어 중의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위생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개적인 비평 혹
은 칭찬을 가하 다. 또한 칭찬을 받은 자, 戶, 組, 街 등에게 ‘모범’이라
는 칭호를 부여함으로서 사람들 간의 경쟁을 부추겼다. 모범으로 선발되고
자 하는 심리는 紅旗 쟁탈을 위한 상호 도전을 통해 극 화되었다. 

선전, 검사, 경쟁을 보다 잘 추진하기 위해 정부 사업에 적극적인 자 혹
은 각계 단체 표로 구성된 군중 위생 조직을 만들었다. 居民衛生小組, 
區(村, 街道)衛生委員會, 行業衛生委員會는 居民委員, 파출소, 학교 교원, 
婦聯, 업종별 사업자 표를 포괄한 군중 위생 조직을 수립하 다. 이와 
함께 모든 분야의 의료인을 망라하여 결성한 위생공작자협회(위협)이라는 
의료 부문의 직업 단체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衛生部(동북인민정부)-衛生
廳(省)-衛生局(市)-衛生院(區,縣)-衛生所(街,村)로 이어지는 위생 행정 조
직과 긴 한 연계를 맺고 있었다. 위생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을 참여시
키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위협과 군중 위생 조직이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여 중을 자발적, 적극적으로 위생 정책에 동참시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 는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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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건강한 미래 세  육성을 위한 母子 위생 및 학교 위생 교육’은 동
북인민정부가 위생 행정의 가장 유력한 조수 던 부녀, 학생, 그리고 교원
을 어떻게 활용하여 국가-사회의 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위생 행정을 
추진하 는지 분석하기 위해 구성하 다. 신생 정권은 여성을 건강한 미래 
세 를 출산할 몸으로, 그리고 경제 건설에 노동을 제공할 몸으로 바라보
고 母子 위생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정부의 모자 위생 행정
을 주도한 사회단체가 부녀연합회(부련)이었다. 부련은 산파를 개조하여 
훈련시키는 일, 조산사를 배양하는 일, 婦嬰保健站을 운 하는 일, 보육시
설을 건립하고 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정부의 모자 위생 
사업에 적극 협조하 다. 그리고 조산사와 개조를 거친 산파, 다시 말해 
접생원은 부 보건참과 접생참을 사인합 의 방식으로 운 하여 국가 행
정의 물질적 결핍을 보충하 다. 부련, 조산사, 접생원은 모자 위생 정책
을 집행하는 담당자이자 부녀들을 위생 운동에 참여시키는 설득자가 되었
다.

학령기 아동에 한 국가의 훈육도 진행되었다. 동북인민정부는 아동을 
미래를 책임질 건장한 노동자로 보고 그들의 양, 신체 단련, 위생 상태
에 한 교육을 강조하 다. 학생의 건강과 위생을 고려하여 학교 시설을 
정비하고, 학생의 신체 발육 및 건강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기록하
며, 각 급 학교의 교육 목표 중 하나로 ‘건강교육목표’가 설정되어 위생 
교육도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는 학생을 규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
다. 한편 학교는 정부의 위생 정책이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게 해주는 적
극적인 협력자 다. 학생은 위생 관념과 방법을 가정과 지역사회에 전파할 
수 있는 선전 주체이자, 同學의 위생 상태를 감시하는 감독자이기도 하
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 위생 정책을 홍보하는 선전원이었고, 각종 위생 
운동의 성과를 끌어올리는 행동원이었다. 교원 역시 학생과 학부모를 상
으로 정부의 위생 정책을 교육하 고, 학교 밖에서 각종 위생 조직의 구성
원이 되어 위생 정책을 주도하 다. 따라서 母子 위생과 학교 위생 교육
을 추진하여 경제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부녀, 학
생, 교원을 활용해 어떻게 기층 조직을 건설하 고, 이 조직이 어떻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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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정책을 추진해 나갔는지를 밝힌다. 
‘Ⅴ. 방역 체계의 수립과 전염병 예방 중 운동의 전개’는 동북인민정

부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침이 개인과 사회에게 유
용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중을 전염병 예방 
운동에 참여시킨 점을 살피기 위해 구성하 다.

경제 건설을 위하여 국가가 국민의 질병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전염병
은 국가의 통제 망에 포함되었다. 특히 동북 지역은 20세기 전반에 걸쳐 
페스트가 흔히 발생했던 위험 전염지구로서 전염병의 발병과 확산을 저지
하는 것은 국가의 역량을 보여주는 무 와 다름없었다. 그래서 동북인민정
부는 ‘예방을 주로하고, 치료가 이를 뒷받침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각지에 
防疫站을 건립하여 예방 접종을 분기별로 실시하 다. 또한 전염병 환자
가 발생했을 경우, 이들에 한 격리, 소독, 치료 등의 매뉴얼을 만들어 
적용하 다.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
하 음에도 당시 사람들은 국가의 이러한 조치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하 다. 

집 안팎과 거리, 공공장소, 업소, 기관에서는 정부의 지령에 따라 계절
별 청소를 실시하거나 위생 週間 및 衛生日에 맞춰 환경 및 개인위생을 
교정하고, 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위협, 부련, 각종 위원회, 학생, 교
원 등의 사회단체와 개인, 그리고 파출소, 문화관 등의 정부 기관이 선전
과 방역 조치를 주도하 고, 청소와 분뇨 처리 등의 청결 운동과 쥐잡기 
등의 방역 운동에 앞장섰다. 이들에 의해 어떻게 중이 정부의 위생방역
에 동참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어떻게 개인에게 침투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한다. 

국가권력이 기층사회를 장악하는 방식은 강제적인 것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다. 토지혁명, 반혁명 세력 진압이라는 명분으로 신생 정권에 반

 입장을 취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것은 일정한 반발이 존재할 수밖에 없
었고, 이를 무마시키는 데는 유무형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었다. 그러므로 강제적인 방식 외에 권력의 유연한 개입이 필요하 고, 그
것이 바로 위생행정이었다. 본 연구는 소련의 선진 경험이 가장 먼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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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가장 길었으며, 페스
트의 공포를 직접 겪었던 동북 지역을 사례로 동북인민정부의 위생 정책
이 사회 조직 및 단체와의 긴 한 관계를 바탕으로 중을 어떻게 설득시
켰고, 중의 참여를 이끌어 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중화인민공화
국 성립 초기 국가-사회관계를 조명하고, 나아가 국가가 사회와의 관계 
설정을 통해 국민에게 권력을 침투시킨 경로를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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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만주국의 위생 행정과 동북인민정부의 위생 실
태 조사 

1. 만주국의 위생 행정

동북인민정부는 위생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
생 실태를 조사하면서 과거 만주국과 국민정부 시기 동북 지역의 위생 상
황을 봉건적이고 비과학적이라 비판함으로서 과거와의 단절을 선택하 다. 
그래서 만주국 시기 위생 정책을 모조리 부정하면서 식민통치자의 압박과 
수탈이 동북의 봉건적 의료 행위를 낳았다는 비판을 통해 신생정권의 정
당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따라서 만주국의 위생행정을 살펴보는 것은 동
북인민정부가 위생 정책의 근거로 삼았던 동북 지역의 위생 실태 결과를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일본은 1904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후 러시아로부터 여
순과 련의 조차지는 물론 요동반도와 中東철로의 長春~여순 구간 및 그 
부속지를 취득하 다. 이로서 일본은 장춘 이남의 남만주, 다시 말해 남만
주 철도와 安奉철로 연선, 遼寧省 동남부, 그리고 吉林省 서남부를 세력 
범위로 삼게 되었다. 이 시기 일본의 남만주 경 과 관련해 주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남만주철도(이하 만철) 다. 1906년 초 일본은 만주경 위원
회를 조직하여 半민 의 남만주철도주식회사를 동경에 설립한 후 이듬해 
총공사를 련으로 이전하 다. 만철의 초  총재는 後藤新平으로, 그는 
만철 경 은 물론 부속지에 교육, 위생, 학술 시설을 설치하여 운 하 는
데, 특히 의료위생을 만주 시정의 첫 번째로 삼았다. 1907년 만철 지방부
에 설치된 衛生課는 부속지의 위생사무, 위생경찰, 오물 제거, 종두, 음용
수 검사, 방역 등을 포괄한 위생 사무를 담당하 다.1) 위생 행정을 중시하
는 기조는 후임자에게도 이어졌다. 그래서 만주사변 전까지 만철은 여러 

1) 蔡佩均, ｢健康地與理想風土:日治時機臺灣與滿洲的風土論述｣, 臺灣文學學報 제34
기, 2019,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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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보건소, 의원, 公醫를 설치하여 기초 위생을 개선하고 예방 의학을 
추동하 다. 그리고 위생연구소, 南滿保養院, 부인병원, 특수 전염병 격리
소 등의 특수 기구 등을 두고 위생 문제를 해결하려 하 으나 이는 일본
인만을 위한 기구 다.2)

1908년 일본은 남만주에 설치한 軍政委員, 關東州民政署, 관동총독부 
등의 행정기관을 없애고 여순에 관동도독부를 설치하여 군정과 민정을 장
악하고, 만철을 감독하고 보호하 다. 1919년에는 관동도독부를 폐지하고, 
關東廳을 세워 關東州의 警政을 통할하는 동시에 關東軍司令部를 두어 
군정을 맡겼다.3) 이후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이듬해 1월 동북 전
역을 일본이 장악한 후 일본은 ‘20년 100만 호’의 만주 이민 계획을 수립
하 다.4) 1931년 만주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21만 여명이었고, 그 중 10.6
만 명이 關東州에 살고 있었다. 이들의 부분은 관동주의 관료와 만철의 
직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거나 공상업자들이었다.5) 

1932년 만주국이 성립됨에 따라 장춘이 수도가 되었고, 이름을 新京으
로 바꾸었다. 만주국은 신경을 만주국의 중심으로서 봉계 군벌의 중심이었
던 심양과 러시아 세력의 중심지 던 哈爾濱을 뛰어넘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 다.6) 이후 만주국의 통치 구역이 해마다 확장되어 봉천, 길림 등 10
개 성이 설치되고, 인구는 2,820만 여명으로 증가하 다. 증가 추세는 계
속 이어져 1941년에는 신경특별시와 19개의 省이 증설되고, 인구는 4,319
만 명(일본인과 조선인 247.1만 명 포함)까지 증가하 다.7)

만주국이 건립되기 전 關東州와 철도 연선 부속지의 위생행정은 關東州

2) 李娜, ｢後藤新平與東北植民地衛生統制體系｣, 外國問題硏究 제1기, 2015, 
pp.29-36.

3) 黃淸琦, ｢旅大租借地之硏究(1898-1945)｣, 政治大學外交硏究所碩士論文, 2002, 
pp.56-62; 滿史會 編, 滿洲開發四十年史, 滿洲開發四十年史刊行會, 1964, 
pp.17-25.

4) 滿史會 編, 滿洲開發四十年史, 滿洲開發四十年史刊行會, 1964, pp.184-186.
5) 高樂才, 日本滿洲移民硏究, 人民出版社, 2000, p.27.
6) 橋本辰彥, 最新動態滿洲‧支那地理, 경인문화사, 1997, pp.204-205.
7) 京都市庶務部産業課 編, 京都市海外貿易情報, 京都市庶務部産業課, 1935, p.1; 

滿洲帝國協和會, 建設年鑑‧康德十年版, 滿洲帝國協和會科學技術聯合部會建設部
會, 1949, p.291(沈佳姍, ｢日本在滿洲建立的免疫技術硏究機構及其防疫,1906-1945
｣, 國史館館刊 제45기, 2015, pp114-1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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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廳)과 만철이 담당하 다. 그러나 만주국은 건국 초기, 각 지방의 위생 지
식이 부족하고 질병이 성행하여 페스트, 콜레라 등의 전염병이 유행하는데
다 西醫가 부족해 전염병 상황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위생 행정 체계를 통일할 필요성을 제기하 다.8) 이에 따라 
1932년 3월 국무원 官制에 따라 民政部에 衛生司가 설치되었다. 그 임무
는 ① 방역, 종두,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② 보건 및 의료에 관한 사항이
었다. 그리고 위생사 아래 의정, 방역, 보건 3과를 설치하 고, 1934년에
는 총무과를 증설하 다. 1937년 7월에는 민생부를 保健司로 개칭하 으
며, 총무과를 없애고 보건체육, 의무, 방역 3과를 두었다. 1940년 1월에는 
보건사의 보건 체육과가 보건과와 체육과로 나누어졌으며, 이듬해 8월에는 
체육 및 보건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의 부분이 厚生司로 이관되는 신, 
보건사에는 페스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제2 방역과와 醫療資材科를 증
설하 다. 1943년에는 새로 보건사에 開拓衛生科가 만들어졌고, 후생사에 
國民養成科가 더해졌다. 1945년 3월에는 민생부를 후생부로 개칭하 고, 
보건사에는 藥政과 방공위생의 2개 과가 더해졌다. 후생사에는 健民科, 
厚生科, 援護科가 있어서 보건위생 외 생활 구호도 담당하 다.9) 

이와 더불어 지방 위생 행정을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어 각지의 경찰기
관에 衛生科, 衛生股, 그리고 衛生處를 두었다.10) 경찰기관이 지방의 위생 
행정을 집행한 것은 동북인민정부와 구별되는 만주국만의 위생행정의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주국 초기 위생행정은 단속에 중점이 두어졌기 때
문에 각 성의 경찰청, 수도 경찰청, 합이빈 경찰청에 각각 衛生科를 설치
하고 기타 지방의 주요 도시에 衛生科 또는 衛生股를 두었다. 위생행정이 
경찰 당국의 소관에 속하는 행정체계는 각 성 단위의 경무청 위생과가 폐
지(1938.12)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縣, 旗의 위생행정은 여전히 경
무과에서 담당하 다.11) 이렇듯 위생행정과 그것에 의거한 방역활동에서 

8) 鍾放, ｢偽滿時期東北的中醫｣, 外國問題硏究 209기, 2013, p.12.
9) 鉄鋼, ｢滿洲國期‧興安地域における醫療衛生事業の展開｣, OUFCブックレット 7, 

2015, pp.108-109.
10) 満洲國史編纂刊行委員會 編, 満洲國史‧各論, 東京:満蒙同胞援護會, 1970, 

pp.1180-1198.
11) 滿洲國史編纂刊行委員會 編, 위의 책, p.1181(전경선, ｢1933년 滿洲國 페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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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것은 만주국뿐만 아니라 조선 등의 식민지에
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었다.12)

식민지 위생 정책의 면모는 어용단체를 통해 위생 운동 및 선전을 벌인 
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관동군은 1932년 7월, ‘民族協和’의 이데올
로기를 내걸고 만주국 지배의 정당성을 중국인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만
주협화회(이하 협화회)를 결성하 다. 협화회는 민중의 자발적 중조직이
라는 외피를 쓰고 항일민중운동에 한 계급적, 민족적 분리‧분열정책을 
통해 중국인을 지배체제 안으로 포섭하는데 주력한 단체 다.13) 협화회는 
기타 단체와 합작하여 금연운동, 施藥施療, 위생사상 보급 등을 촉진하고 
매년 체육 주간을 정하여 건국을 기념하는 운동회 및 기타 회를 열어 
체육 사업을 추진하 다.14) 이때 협화회를 도와 위생운동을 벌인 단체가 
만주국적십자사, 만주국방부인회 다.

만주국적십자사는 주로 의료구호 조직, 구호인원 배양, 의료자금 조정, 
위생기재의 분배 등의 업무를 추진하 고, 1945년까지 그 회원 수는 60여 
만 명에 달하 다. 만주국적십자사의 시와 현 지부장은 현지의 시장과 현
장이 겸임하 기 때문에 만주국 행정기관과의 연계가 긴 하 다. 뿐만 아
니라 어용단체인 협화회와 함께 전시 구호, 평시 보건 업무를 추진하면서 
무료로 빈곤한 환자를 치료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편벽된 곳에 약품을 보
급하는 등의 의료 복지를 제공하 다. 이처럼 만주국적십자사는 만주국 행
정 기관, 어용 단체인 협화회와 삼각 편 를 이뤄 행동하 고, 만주국은 
이 기구를 중국인을 상으로 한 ‘민족협화’의 선전 창구로 활용하 다.15)

만주국 정부는 주부들의 위생관념에 해 크게 불신하 기 때문에 신문 
등을 통해 위생의 필요성, 관련 상식 등을 보급하고자 하 다.16) 이를 위

流行과 防疫活動｣, 中國史硏究 제117집, 2018, p.284에서 재인용)
12) 신규환, ｢제1‧2차 만주 폐페스트의 유행과 일제의 방역행정(1910~1921)｣, 의사학

 21-3(통권 제42호), 2012.
13) 임성모, ｢滿洲國協和會의 對民支配政策과 그 實態-‘東邊道治本工作’과 관련하여

｣, 東洋史學硏究42, 1993, p.102.
14) 王紫薇, ｢“滿洲國協和會”硏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論文, 2015, p.127.
15) 王紫薇, 위의 글, pp.70-71.
16) 전경선, 차철욱, ｢전시체제 하 만주국의 여성동원｣, 중국사학회 100, 2016,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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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만들어진 단체가 만주국국방부인회 다. 만주국국방부인회는 협화회의 
부속 단체로서 협화회의 지도 아래 위생 운동을 벌 다. 奉天과 三江 등
에서는 만주국국방부인회가 동원되어 아편금연 등의 좌담회를 개최하거나 
시내 주택, 도로, 가옥을 청소하고, 충령탑과 신사를 청소하 다.17) 이때 
협화회 청소년단원은 만주국국방부인회와 더불어 “勤勞奉仕” 활동의 일환
으로 도로와 신사를 청소하는 위생 노동에 참가하 다.18)  

그리고 만주국 시기 위생행정은 신경 등의 도시에 정착한 일본인 거
주자를 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동북지역에 이주한 일본인들이 물로 인
한 질병에 시달리게 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수도를 건설하여 물을 공
급하 다. 또한 비가 많이 올 경우 시내가 갑자기 하천으로 변해버리고, 
위생과 교통이 엉망이 되자, 이를 막기 위해 주요 도시에 근 식 하수도를 
건설하 다. 신경시의 경우 1937년에 시 전체를 거의 관통할 정도로 하수
도가 설치되었다. 만주국은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수세식 화장실 설치 계획
도 세웠다. 이 계획은 신경에 한해 적으로 추진되었는데, 만주국 수도
건설국의 고문이었던 佐野利器의 결정에 따라 신경에 새로 건설하는 街區
의 모든 집은 예외 없이 밖에 수세식 변소를 만들어야 하 다. 이로서 신
경은 아시아 최초로 시에 전면적으로 수세식 변소를 설치한 도시가 되었
다. 그리고 신경, 길림시의 위생과에서는 위생  혹은 청소 를 만들어 시
의 모든 주민들에게 약간의 비용을 징수하고 가도와 공공 변소를 청소하

다.19) 
방역사업에서도 식민지 위생 행정의 모습이 드러났다. 1933년 신경 부

근의 農安縣에 페스트가 폭발하자 民政部 衛生司, 關東軍 軍醫部와 만철 
衛生課는 공동으로 조사반을 파견하여 방역반을 조직하고, 각지에서 신체
검사, 격리, 교육 선전, 예방주사, 쥐 박멸, 시체 소각을 진행하 다. 그리
고 격년으로 日滿防疫聯合委員會를 개최하 다. 1934년에는 각 주요 지구
에 검역소를 증설하고 주민들에게 일상적인 의료 방역을 제공하 다. 그해 

17) 전경선, ｢전시체제 하 만주국의 여성동원-만주국방부인회의 결성을 중심으로｣, 
구사학회 117, 2014, 241-242.

18) 劉建華, ｢僞滿協和會硏究｣, 吉林大學 博士學位論文, 2010, pp.152-153.
19) 趙曉紅, 帝國,戰爭與植民地醫療衛生-僞滿時期東北醫療衛生事業硏究, 中國社會

科學出版社, 2017, pp.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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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는 신경에 민정부 소속의 衛生技術廠(1938년, 륙과학원으로 이
관)을 설치하여 혈청, 백신, 진단액 등을 제조‧판매하 다.20) 

그러나 방역 정책을 경찰이 책임지고 집행하면서, 방역을 목적으로 한 
위생검사도 함께 실시되었다. 당시인의 기억에 따르면 만주국 시기에 前郭
旗에서 페스트가 발생하자 1942년 방역과를 전문적으로 설치하고 그 아래 
5개의 방역소를 두어 방역인원이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행정둔, 자연
둔에 가서 방역 위생을 검사하 다고 한다. 그들의 주된 활동은 전염병 환
자를 찾아내고, 주사를 놓고, 실내외 위생과 이불 삶기, 쥐꼬리 수 등을 
검사하는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방역반이 검사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주민에게 벌금을 매기고 구타하는 일이 빈번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이들을 
“살아 있는 염라 왕”이라고 불 다고 한다.21)

이처럼 만주국 시기의 위생행정은 식민 권력을 침투시키는 방법이었지
만 일면 식민사회의 공공의료 위생의 발전을 촉진시키기도 하 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위생 정책과 방침은 동북인민정부에 일부 계승되었
다.22) 특히 공 의료제도의 시행과 中醫에 한 정책이 그러하다. 이를 자
세히 살펴보자.

만주국은 ‘3  의료 정책’의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 중 하나인 의료 
보급을 위해 각지에 관공립의원을 건설하고, 전국 170개 지방에 公醫를 
배치하는 등 ‘공 의료제도’를 실행하 다. 당시 사회사업 활동가 던 浦
城滿之助는 “세계 각국에서 각자에게 적합한 의료 제도를 채택하는데, 일
본은 개업의 제도가 가장 근본적인 의료제도이지만 만주국은 이와 상반된 
공의제도를 즉시 근본 방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 다.23) 그리고 만주국 
민생부 사무관인 成田彥政 또한 “의료제도의 종국의 목표는 의료 국 주
의의 이상선에 도달하는 것이다.”라고 하 다.24)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20) 満洲國史編纂刊行會編, 満洲國史‧各論, 東京:満蒙同胞援護會, 1970, pp.1181, 
1198, 1204-1205;鉄鋼, 앞의 글, pp.109-110.

21) 孫邦 主編, 僞滿史料叢書-僞滿社會 吉林人民出版社, 1993, pp.392-393.
22) オ一，セルロン 編著, 守屋亦堂 譯, ｢風土馴化及熱帶地衛生論 Akklimatisation 

und Tropenhygiene｣, 臺灣協會學報 제8호, 1899, pp.14-24.(蔡佩均, ｢健康地
與理想風土:日治時機臺灣與滿洲的風土論述｣, 臺灣文學學報 제34기, 2019, p.65
에서 재인용)

23) 浦城満之助, ｢今日の救療問題｣, 仁愛 vol.3, no.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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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국은 편벽된 지구에 의료와 보건 위생을 보급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
으로 삼았다. 그리고 공 의료 제도를 실시하는데 있어 주로 참조한 것이 
소련의 모형이었다. 소비에트는 신경제 정책을 실시한 이후 국 제도를 도
입하면서 지방 단체가 경 하는 의료 제도를 추진한 경험이 있었다. 당시 
중국 내에서도 소련의 공 의료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실
제로 만주국은 이를 의료 행정 전반에 적용하여 실시하 던 것이다.25) 만
주국은 이러한 소련의 경험을 모방 상으로 삼아 지방 행정 기관이 경
하는 공 주의에 기초 한 의료 행정을 미래 의료 제도의 근간으로 삼고자 
하 다.26) 

관공립의원의 건립은 1934년 9월 14일 만주국이 ｢國立醫院官制｣를 반
포하면서 시작되었다. 관공립 의원은 관립의원과 공립의원을 모두 포함하
는 것으로서 만주국이 실시한 보건 정책의 핵심이었다. 관립의원은 모두 
주요 도시에 건립되어 중추 의료 기관이 되었고, 국가가 직접 경 하고 관
리하 다. 1934년 길림, 합이빈, 承德 3곳에 관립의원이 세워졌고, 민생부
의 신이 관리하 다. 관립의원의 의료 수입은 체로 정부가 관리하
고, 약값도 정부가 통제하 다. 공립의원은 지방 정부가 경 하되 만주국 
정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 다. 1940년 11월, ｢공립의원령｣이 공포되면서 
공립의원 비용은 성정부가 부담하 고, 각 현마다 2-3개의 공립의원이 설
립되어 지방 의료 기구의 중심이 되었다. 1935년 23곳이었던 관공립 의원
은 1944년에 193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관공립 의원의 의료 조건과 설
비는 한계가 있었고, 아무리 정부에서 약값을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일반민
에게 약값은 여전히 꽤나 비싼 가격이었다.27)

24) 成田彥政, ｢満洲國における醫療制度と將來の東向｣(下), 民生 vol.1, no.5, 
1938.

25) 20세기 전반기에 마취제를 통해 출산 시 여성의 산통을 해소시키려는 서구식 무
통분만법이 소개되었으나 그 가격이 비싸 극소수의 여성만이 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자 1930년  부녀월보, 부녀생활, 강선세계 등의 잡지에 소
련에서 개발한 무통분만법을 여러 차례 소개하면서, 무통분만법을 공공의료 차원에
서 모든 산모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여성을 출산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산모
의 사망률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유연실, 앞의 글, 2018, 
pp.110-119).

26) 趙曉紅, 앞의 책, pp.69-70.
27) 趙曉紅, ｢日本在僞滿公營醫療制度的實施及其回流｣, 社會科學戰線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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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公醫’라는 것은 사인 의료와 비교하여 비 리 성질을 가지며, 국
가로부터 일정한 정도의 생활 보증을 받고, 치료 기구 등을 여 받는 
가로 지방 공중 보건 위생 등의 공작을 책임지는 것이었다. 만주국 공의의 
진료 지역은 縣長, 旗長이 지정하고, 매년 공의 진료소의 배치 수와 파견 
지역은 모두 성장이 신청한 것을 기초로 民生部가 결정하 다. 그리고 임
무는 현이 책임지고 공의에게 분배하 다. 그들은 일반적인 진료 외에 공
중위생과 관련된 지도, 조사 공작, 위생 경찰 등의 사무에 종사하 다. 그
리고 施療卷을 분배받은 빈민에게 무상으로 진료를 제공하 다. 공의는 
비록 정부의 경  의료 사업을 보조하지만 의료를 통해 얻는 수입은 자기
의 소유로 할 수 있었다. 다만 진료비, 수술비, 약값을 제정할 때는 모두 
현장과 기장의 허가를 거쳐야 하 기에 공의가 받는 약값과 보수는 그렇
게 높지 않았다. 공의진료소는 매년 증가하여 1933년에 29곳이었던 것이 
1938년에는 148곳으로 늘었다. 이로서 편벽된 지구에도 의료를 제공하겠
다는 만주국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게 되었다.28)

만주국이 실시한 공 의료제도는 민국시기 국민당 정부가 1940년 에 
추진하고자 한 ‘국가의료 체계’와 일면 맞닿아 있다. 국민당 정부는 1940
년  초에 들어서서야 ‘국가의료 체계’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았다. 그리
고 1947년에 반포한 첫 번째 헌법을 통해 국가의료를 향한 뜻, 다시 말해 
모든 시민이 평등한 무상 의료를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천명했다. 국공내전
의 중요한 전장이었던 향촌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
겼기 때문이었다. 당시 향촌 인구의 83%는 민간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처지 고, 그래서 국가는 의료 전반을 관리하고, 인원을 충원하며, 재원을 
보조해야 했다. 비록 국민당 정부는 중국 땅에서 제 뜻을 펼치지 못했지만 
민국시기에 갖추어진 국가의료 기반 시설은 공산당 정부의 자산이 되었다. 
많은 연구자가 지적했듯이 국민당 정부의 국가의료와 공산당 정부의 의료 
정책 사이에는 연속과 단절이 공존한다. 국민당 정부가 전체 정책을 기획
하고 입안하며 1950년 의 밑바탕이 되는 기반 시설을 구축했고, 이를 중
국공산당이 계승하면서 국민당과 달리 중국 전통 의학 인력을 국가의료 

p.100.
28) 趙曉紅, 위 논문,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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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내에 포괄하는 다른 수를 놓았다.29) 
공 의료제도 외에 만주국의 중의에 한 정책도 동북인민정부에게 교

훈을 주었다. 만주국은 원래 중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게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새로운 중의 개업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중의
를 없애려고 하 다. 만주국이 수립되었을 당시 장춘시의 중의는 253명, 
中藥店鋪는 43곳, 종업인원은 328명이었다. 장춘 주변 지역에서도 중의가 
매우 많았다. 楡樹縣은 678명, 德惠縣은 61명, 九台縣은 306명, 雙陽縣은 
207명이었다.30) 그러나 만주국은 1936년 11월 26일, ｢醫師法｣을 반포하
고 다음해 3월 1일 정식으로 실행한데 이어 ｢漢醫法｣도 반포함으로서 중
의 자격을 얻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의사법｣ 제1조 제2관 “의사
시험”의 규정에 따라 1937년 3월 13일에 반포된 ｢醫師考)令｣에 따르면 
만주국의 의사시험은 중의에게 매우 불리하 다. 

그러나 중의를 없애려한 만주국의 시도는 제 로 관철되지 못하고 중의
의 큰 저항을 받았다. 그래서 만주국 후기에 개정된 시험 방법으로 중의의 
비중이 현저히 늘어났다. 심지어 1941년 9월에는 翠華醫院에 漢醫硏究所
를 부설하 고, 1945년 초에는 만주국 民生部와 文敎部가 연합하여 고급 
중의 인재를 배양하기 위한 東方醫學院을 세우는 등 중의를 중시하는 정
책으로 선회하 다. 이는 1941년 漢醫會의 주최 하에 한의 시험이 시행되
면서 수많은 중의가 만주국 정부의 “漢醫考)委員會”회원이 되었던 것에
서 재차 확인할 수 있다.31)

이러한 기조는 민국시기에서도 엿보인다. 국민당 정부가 중국의학을 강
력하게 탄압했다는 통념과 달리, 민국시기 말기에 가면 중의와 서의의 법
적 지위는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동등했다. 1935년 중화민국 입법원은 중
국의학과 서양의학을 동등하게 우하는 ｢政府對中西醫應平等待遇以宏學
術而利民生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듬해 ｢中醫條例｣를 공포했고, 
1939년 교육부는 중의학교 교육 과정에 한 임시안인 ｢中醫專科學校暫

29) 샹린레이 지음, 박승만 외 옮김, 비려비마-중국의 근 성과 의학, 읻다, 2020, 
pp.219-220.

30) 長春市志(衛生志), 吉林文化出版社, pp.252-253.
31) 鍾放, 앞의 논문,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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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課目表｣를 공포하 다. 물론 국가의 개입이 중국의학에 큰 시련을 가져
왔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의들은 서
양의학 전문가들이 누려오던 전문가의 권리, 즉 중국의학의 문제를 관장하
는 공식 국가 기관과 국가가 공인하는 면허 체계, 그리고 중국의학의 국가 
교육 체계 편입을 요구하 다. 중의는 국민당 정부가 향촌으로 국가의 
향력을 확장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가가 강제한 중의의 과학
화라는 과제를 받아들 다. 그 가로 중의는 국가에 의해 새롭게 창출된 
전문직으로서의 이익을 추구하 다.32) 

이상에서 살펴본 만주국과 민국시기의 공공의료, 중의 정책은 중국공산
당에게도 계승되었다. 공공의료를 시행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은 사인 개업
의와의 합작을 통한 위생 기구를 운 하여 약값을 통제하고 의료 기회를 
확 하 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사회주의 공의제로 나아갈 수 있었다. 
또한 1949년 패권을 장악한 직후 ‘중서의 단결’ 정책을 발표하여 중의를 
없애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인력을 활용하여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 서양의학으로 무장한 중의는 향촌
의 부족한 의료인을 보충하는데 한 몫을 하 다. 중의가 국가의 호소에 호
응할 수 있었던 배경 중의 하나가 바로 앞선 시 의 통치자들이 시도한 
중의의 과학화 다.33) 

2. 동북인민정부의 위생 실태 조사

동북인민정부의 건립 과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초기의 불안정한 
정치 형세를 반 하는 것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전국은 東北, 
華北, 華東, 中南, 西北, 西南의 6大行政區로 획분되었다. 각 大行政區에
는 중공중앙의 표 기관인 중앙국이 설치되었고, 화북을 제외한 5개 
행정구에 大區行政機構가 설립되었다. 행정구의 인민정부는 인민 표회
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에 의해 만들어졌다.34) 

32) 샹린레이 지음, 박승만 외 옮김, 앞의 책, pp.255-257.
33) 샹린레이 지음, 박승만 외 옮김, 앞의 책, pp.26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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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역은 1949년 8월 6일, 화북인민정부를 수립 모형으로 하여 동북
인민 표회의를 열어 高岡 등 41명으로 구성되는 동북인민정부위원회를 
만들었다. 같은 달 27일, 동북인민정부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高
岡을 주석으로 李富春, 林楓, 高崇民을 부주석으로 선출함으로서 동북인
민정부의 성립을 선포하 다.35) 1949년 12월 2일 중앙인민정부 주석인 
毛澤東의 주관 하에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4차 회의가 열렸고, 전국 각 

행정구 인민정부와 군정위원회 주석의 임명이 비준되었다. 이때 고강이 
동북인민정부 주석으로 임명되었다.36) 그리고 동북행정위원회가 수립되었
을 당시 설치된 6개의 성(遼東省, 遼西省, 吉林省, 黑龍江省, 松江省, 熱
河省)과 4개의 직할시(瀋陽市, 鞍山市, 撫順市, 本溪市), 그리고 1개의 行
署區(여 행서구)는 1953년 행정위원회가 수립될 때까지 지속되었다.37)

동북인민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자 위생부를 중심으로 위생 정책이 추
진되었다. 일련의 정책은 1953년 1월 중앙 각 부문의 직접적인 도를 받
기 시작하는 1953년 전반기까지 중앙의 위생 정책과 보조를 같이 하며, 
만주국과 민국시기의 경험, 소련의 전형을 흡수하되, 동북지역의 자연환경

34) 董晶, 劉文廣, ｢建國初期大行政區制度始末｣, 滄桑 2007-2期, p.31.
35) 白雲濤, ｢建國初期各級人民民主政權的建立｣, 黨史天地 2000-12期, p.10.
36) 白雲濤, 위의 글, p.10
37) 何立波, ｢東北地區的省份變遷｣, 蘭台世界 2006-02, p.70. 
    일종의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행정구 행정기구는 중앙 정부와의 모순이 발생하

고, 정치 경제 면에서 중앙 정부의 통일적 도를 강화시키려는 의도 하에 점차 철
폐 수순을 밟아갔다. 먼저 1952년 11월 중앙인민정부위원회는 제19차 회의에서 ｢
關於改變大行政區人民政府(軍政委員會)機構與任務的決意｣를 통과시켜 행정구 인
민정부의 기구와 임무를 변화시키고자 하 다. 이에 따라 동북인민정부는 1953년 
1월 행정구 인민정부 하에 행정위원회를 성립시키고 일률적으로 部를 局으로 바
꾼 후 중앙의 각 주관부문에 직접 속하게 되었다. 행정구위원회는 중앙인민정부
를 표해 각 지구에서 지방 정부를 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되었다. 이제 행
구의 기관은 독립성을 상실하고 중앙 기구의 파출 기관 혹은 표 기관이 되어 중
앙정권을 지방으로 확 시키는 주요 임무를 맡았다. 1953년 전후에 각 행정구의 
주요 책임자인 林彪, 饒漱石, 鄧少平, 高岡 등은 모두 북경으로 이동하여 중앙의 
요직을 맡았는데, 이는 행정구의 철폐를 위해 인사를 조직한 준비 다고 할 수 
있다. 결국 1954년 4월 중공중앙정치국 확 회의에서 행정구 당정 기관의 철폐
를 결정하 고, 그해 6월 19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關於撤銷大
區一級行政機構和合幷若幹省,市建制的決定｣이 통과되어 10월까지 행정구의 철폐
가 완료되었다(董晶, 劉文廣, 앞의 글,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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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역사성에 맞게 변형하며 한국전쟁이라는 시 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개
되었다.   

위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동북의 각 성급 지방정부는 경제 건설과 국
방 강화를 위해 건강한 국민을 양성한다는 구실 하에 위생실태에 한 산
발적 조사를 단행하 다. 흑룡강성의 경우 1950년 1월 6일 訥河縣 11區
에 위생실험 를 파견하여 위생 상태와 질병, 그리고 母子 위생 등을 조
사하 다. 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위생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실험
구의 위생 정책을 계획하고, 나아가 위생 기층 조직의 건설, 위생 선전, 
의약 합작사의 성립, 조산사 훈련반 운  등에 활용하 다. 송강성에서도 
향촌의 위생 상태를 파악하여 보다 계획적인 위생 정책을 계획하고, 중
적 위생 운동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같은 해 2월 省保健科와 松江
省立 조산사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13명의 조사조를 雙城縣에 파견하 다.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부녀 간부의 안내를 받아 가가호호 방문하여 이
야기를 나누면서 환경위생 및 모자위생 상태를 파악하 고, 이를 조사표에 
기록하여 매일 밤 회의를 통해 조사 상황을 검토하 다.38) 각지에서 산발
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그들이 진단한 향촌과 도시의 위생 상태는 
다음과 같이 유사하 다.
  먼저 환경 위생 면에서 향촌은 체적으로 비위생적이고 거리와 뜰은 
정리되지 않은 채 어지러웠다. 특히 사람과 가축이 같이 거주하는 현상이 
일반적이었기에 땅에는 가축의 분뇨가 가득했고, 말똥 더미가 院 안에 쌓
여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만주국 시기 향촌에서 배출되는 오물이 
부분 가축의 분뇨 고, 이는 자연적으로 발효되어 처리되었다는 당시인의 
기억과도 유사하다.39) 설령 가축우리가 있다 해도 사람이 사는 주택의 창
과 인접한 곳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고약한 냄새가 집안까지 퍼지는 것
이 태반이었다. 이는 만주국 시기 중국인이 사는 환경과 유사한 일본인 집
단 거주지에서 생활한 재만 일본인이 말한 “정식으로 만든 변소가 없어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변에 옥수수 를 둘러 쳐 사용하거나 집 뒤에 아무

38) ｢黑龍江省衛生實驗隊一月份總結工作｣, 東北衛生 1卷 4期, 1950, p.72; ｢松江
省雙城縣藍稜區農村婦嬰衛生調査｣, 東北衛生 1卷 6期, 1950, p.15.

39) 趙曉紅, 앞의 책,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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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서나 소변을 봤다.”는 회고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다.40) 
조사에서는 더러운 물이 담긴 통을 집안에 둔 경우도 흔하다고 하 는

데, 이는 만주국 시기 중국인의 가정 내 위생 상태를 보면 각 집에서 사용
하는 물의 양이 워낙 적어서 하수 시설이 필요하지 않았고, 오물이 생기면 
院子나 집 밖 땅 위로 버리면 그만이었다고 한 것과 다소 상반된다.41) 만
주국 시기 이후 생활 습관이 확 바뀌지 않았다면, 동북의 성인민정부에서 
파악한 집안 내 오물통은 몇날 며칠 동안 고여 있는 더러운 물이 아니라 
물을 아껴 쓰는 습관으로 인하여 모아둔 물통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동북의 성인민정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향촌의 우물은 일반적으로 너
무 낮아 근처에 있는 더러운 물이 흘러 들어가거나 우물 옆에 분뇨가 쌓
여 있어 비가 한 번 오면 우물 안에 흘러 들어가기 쉬어 개선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 다.42) 우물이 오염되는 원인을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었다. 만
주국 시기 관동청과 만철이 함께 군부의 협조를 얻어 조직한 보건위생조
사위원회에서는 우물 가 낮아서가 아니라 아래의 [그림Ⅱ-1]처럼 우물 주
위의 오수와 빗물이 땅 속으로 침투하여 우물과 섞이기 때문이라고 판단
하 다.

[그림Ⅱ-1] 만주국 시기 동북 지역 우물의 오염 경로
출처: 保健衛生調査委員會, 滿洲保健問題十講, 滿洲文化協會, 1933, p.191, 第1圖

40) 趙曉紅, 앞의 책, p.188.
41) 宮川米次, ｢支那に於ける醫事衛生｣, 同仁 14卷 1號, 1938, p.31.
42) ｢가정과 위생｣, 東北朝鮮人民報 1949.6.24.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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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조사한 동북 지역의 우물 중 61%가 오염되어 있었는데, 당시의 
일본 식민지배자들은 그 주된 원인을 농촌과 시가를 막론하고 잘 갖춰진 
변소가 매우 적고, 우물에 한 청결 관념이 없는 중국인들의 “상습적인 
야만” 습관으로 보았다. 그래서 병원균이 쉽게 땅 속의 우물과 섞이게 되
고, 그 결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하리 등이 끊임없이 창궐한다고 
판단하 다.43) 오염원이 지상과 지하 중 어디를 통해 우물 속으로 들어갔
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만주국과 동북의 성인민정부에서 실시한 결과 모
두 우물과 그 주변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도 비위생적이었다. 동북의 집은 
부분 천장이 낮은데다 거미줄이 곳곳에 쳐져 있었고, 채광이 좋지 못하여 
어두웠다. 실내 공기는 신선하지 못했고, 특히 겨울에는 집 안에서 목탄 
등을 태웠기 때문에 숨쉬기 힘든 냄새가 나기도 하 다.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냄비를 돼지에게 줄 죽을 끓이는데 사용하는 등 위생 관념을 찾
아볼 수 없었다. 온돌 바닥 위에 깐 자리는 청소를 하지 않아 검은색으로 
변해있었고, 구들 위에는 옷을 어지럽게 쌓아두었다.44) 
  개인위생 면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 다. 주민의 부분은 목욕
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얼굴도 자주 씻지 않았다. 세수도 잘 하지 않는 
상황에서 손톱을 깎고, 치아를 닦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옷은 자
주 세탁하지 않았고, 이불을 햇빛 아래서 말리는 경우는 드물었다.45) 이렇
게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은 세면 야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질병
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길림성 유수현과 北鎭縣에서는 호흡기 질병, 소화
기 질병, 눈병, 피부병 등이 가장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었는데, 당
국은 이러한 질환이 모두 개인과 환경 위생이 불량한데서 기인한다고 판
단하 다. 게다가 풍토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3백만 명이 조금 못되었고, 
매년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자는 수 천 명이 조금 못되었다. 농민의 
신체 발육도 불량하 다.46) 

43) 保健衛生調査委員會, 滿洲保健問題十講, 滿洲文化協會, 1933, p.191.
44) ｢1950年東北農村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3卷 6‧7期 合刊, 1951, pp.327-329.
45) ｢1950年上半年東北鄕村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77-87.
46) ｢1950年東北農村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3卷 6‧7期 合刊, 1951, pp.32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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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비위생적인 생활로 질병과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치료와 
예방을 도와줄 의료인은 턱없이 부족하 다. 1940년 통계에 따르면 서의 
4,668명, 중의 18,389명, 약사 798명, 치의사 653명이었다. 이 수치는 
1935년 당시 서의 2,469명, 중의 10,317명에 비해 약 2배씩 증가한 수치

고, 만주국이 공 의료제도를 실시하면서 1935년 20곳이었던 시현기립 
의원을 1940년에 193곳으로 증설하면서 이곳에 근무할 公醫를 늘린 결과

다.47) 그러나 동북인민정부는 의료인 수가 당시 동북 지역의 인구(4천 
3백 만여 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이 마저도 부분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하 다. 의료인이 도시에 집중해 있는 현상을 당국은 도시의 
의사들이 “反動階級을 보호하 고, 그들 스스로 反動階級이 되어 의학을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파악하 다. 의사들이 
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 “광활한 농촌에는 그저 五行이니, 相生‧相剋
이니를 따져 치료하는 봉건적 의학과 의료 기술이 없는 자만 있을 뿐”이
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었다.48) 이를 통해 당국은 자본주의 속성을 가진 
의료인, 미신을 믿는 향촌민의 불량한 습관, 이를 기회로 삼아 이용하는 
자들로 인해 향촌의 위생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으니 자본주의, 봉건주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진 기존의 의료 행위를 타파하는 것이 새로운 정권
의 임무임을 정당화하 다. 

물론 만주국 시기의 통계와 당시인의 회고록을 살펴보면 중국인, 특히 
향촌에 사는 중국인에게 근 적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
음을 알 수 있다. 만주국 시기 학생이었고, 해방 후 농민이었던 陳國棟은 
다음과 같이 당시를 기억하 다.

당시의 중국인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병에 걸리
면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불상이나 돌아가신 조상을 향해 무릎을 
꿇고 절하 다. 게다가 ‘跳大神’ 등 미신 활동도 매우 많았다. 신

47) 滿洲文化協會編, 滿洲年鑑 3, 東京日本図書センタ一, 2000년 복제판, p.415; 
滿洲年鑑 4, p.89, 402-403; 滿洲年鑑 5, p.365.

48) ｢면허증이 없는 의사에 주의하자!｣, 東北朝鮮人民報 1949.5.14. 4판; ｢1950年
上半年東北鄕村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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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유령을 믿고, 향과 종이돈을 태우는 사람은 매우 많았다. 사
상이 깨어 있는 사람 중 중의를 찾는 경우는 있었지만 서의는 (찾
을 수: 필자) 없었다. 서의는 해방 후에야 비로소 있었다. 과거에
는 교통이 불편하여 도시로 갈수도 없었다. 장춘에 가려면 2-3
일은 걸렸다. …… 내가 사는 五棵樹鎭은 서의도, 의원도 없었다. 
현이나 현 이상의 도시에 가야 서의와 의원이 있었고, 향촌에는 
완전히 없었다.49) 

  위 회고에서 당시 중국인들은 병에 걸리면 돈이 없어서, 혹은 가까운 곳
에 의원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무당이 제
자리에서 뛰면서 접신을 하는 ‘跳大神’ 등의 무속 신앙에 의존하 음을 알 
수 있다. 중의든 서의든 의료인을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巫醫
를 신뢰하 고, 설령 무의가 치료 중에 사람을 죽 다하더라도 이는 신의 
뜻일 뿐, 그의 기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여겼다. 사람들은 전염병을 
신과 부처가 인간 세상에 만들어 놓은 ‘病難’으로 여겨 죽고 사는 것은 이
미 명운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 다. 맹신의 결과 화룡현에서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전염병에 걸리자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보았고, 점쟁이가 집
에 탈이 나 불상사가 생겼으니 피신하는 것이 좋다하여 환자를 농막으로 
옮겼다가 죽게 만든 일이 발생하기도 하 다.50)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살펴 본 향촌의 비위생적인 상황은 도시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다. 1950년 5월, 장춘시 勝利區의 23,284가구를 상으
로 한 환경 및 개인위생 상태의 조사 결과가 이를 반 하 다. 이 區에 
변소는 총 4,883곳이 있었는데 그중 露天式 변소가 645곳으로 13.2%를 
차지하 고, 벽이나 울타리만 둘러쳐져 있는 것은 73.6%로 가장 많았다. 
수세식도 있었으나 모든 시설이 완비된 것은 170곳으로 3.5%에 불과하
다. 사면의 벽 없이 구덩이만 파여 있는 곳에서 배변 처리를 하는 것은 특

49) 趙曉紅, 앞의 책, p.191. 이와 같은 회고는 1950년 9월에 발간된 東北醫學雜誌
에 게재된 글에서도 입증된다(｢中國醫科大學內科學院小兒科近四個月內鉤蟲症的統
計｣, 東北醫學雜誌 第1卷 第5期, 1950, pp.48-50).

50) ｢무당, 점쟁이에게 빠지는 미신을 타파하자｣, 東北朝鮮人民報 1949.6.14.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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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여성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주었다.51) 
그러나 이 통계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 비율이 

3.5%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만주국 국무원은 1933년 1월 ‘大新京都市計
劃’을 세우고, 이에 따라 1941년까지 신경(장춘)의 新區( 체로 현재의 朝
陽區와 일치)와 建成區(현재의 南關區와 寬城區 일부)에 도로, 교량, 전기, 
하수구, 가스관, 녹지화 등의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각종 기관, 회사, 학
교, 주택 등을 세웠다. 이때 도시 계획 범위에 속하는 지역에는 수세식 화
장실이 세워졌는데,52) 승리구가 바로 현재 장춘시 남관구의 일부로 만주
국 당시 수세식 화장실이 보급된 지역이었다.53) 그러나 1950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승리구에 설치된 수세식 변소가 3.5%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공내
전 시기 장춘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만주국 당시 건설된 수
세식 변소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었거나 만주국 혹은 동북인민정부의 위
생 조사 결과 중 어느 하나가 그 수치를 과장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도시의 위생 상태가 열악하다는 장춘시 승리구의 조사 결과는 아래 [표
Ⅱ-1]의 장춘시 승리구의 개인 및 가정 위생 상태에도 그 로 드러났다.

[표Ⅱ-1] 장춘시 승리구의 가정과 개인위생 조사

가구 수 唾具 완비 의복 청결 이불 미세탁
(2년 이상)

주방 청결 및 
찬장 완비

세수하지 않음
(3일 이상)

23,284호 15% 55% 45% 15% 1%

출처: ｢1950年上半年東北城市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63, 표13.

51) ｢瀋陽市郊平羅堡村衛生調査｣, 東北衛生 1卷 5期, 1950, p.29.
52)  霍燎原, ｢日偽統治時期長春城市建設｣, 社會科學戰線 1991-1, pp.223-224;  

劉威, ｢偽滿時期日本對長春城市規劃的三重考量｣, 社會科學戰線 2012-4, p.242; 
劉威, 劉媛媛, ｢論《大新京都市計劃》對近代長春城市建設的影響｣, 長春師範大學學
報, 제35권 제3기, 2016, p.93.

53) 장춘시 승리구는 1948년 10월 19일 장춘특별시정부가 건립될 당시 설치된 12개 
구(6개의 성구와 6개의 농촌구)의 하나로, 장춘시 동남부에 위치하 다. 1950년 8
월에 제3구로 개칭되었다가 1955년 7월 남관구로 바뀐 이후 지금까지 이어졌다(
吉林市志-政府志, 吉林人民出版社, 2004,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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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에서 뱉은 가래침을 모아 두는 통인 唾具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집이 15%에 불과하다는 것은 침을 실내에서 아무데나 뱉는다는 것이며, 
이불을 2년 이상 세탁하지 않은 집이 절반 가까이라는 점을 통해 이불에
서 생기는 빈 , 벼룩 등으로 인해 전염병이 언제든 창궐할 수 있다는 것
을 예측할 수 있다. 찬장을 제 로 갖추고 있지 못한 집이 85%라는 점을 
통해 음식을 통한 질병의 발생도 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중국인
의 모습이 상당히 더러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동북에 잔류한 일본인
의 회고 속에서도 증명된다. 만주국 당시 錦州市 육군의원 간호사 던 石
田壽美惠는 다음과 같이 중국인을 기억하 다.

길에서 마차꾼인 중국인을 보면 마음속으로 중국인은 평생 한 
벌의 옷만 사서 원히 한 벌만 입나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
렇게 더럽고, 옷은 거무칙칙하고 매우 비위생적이구나 했다. …… 
중국인 마부가 일본인에게 불을 빌리려고 했으나 그는 중국인 마
부를 완전히 무시하 다. 담뱃 를 든 마부의 손은 전혀 씻지 않
은 것 같았고, 매우 더러웠다. …… 금주에 남은 나는 1946년 팔
로군 전사가 휴지를 쓰지 않고 직접 손으로 콧물을 풀고는 코를 
푼 손을 신발 위에 닦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바로 가래를 
뱉었다. 너무 비위생적이었다. 1947년에도 이와 벼룩이 매우 많았
는데, 이런 원인으로 장티푸스와 열성병 등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
다.54)

잔류 일본인의 회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도시에 사는 중국인도 
향촌 주민처럼 잘 씻지 않고, 의복이나 이불 등을 잘 세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물이 부족하고 세제나 세면도구가 비쌌기 때문으로 이런 생
활이 장기화되다보니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고, 주위 사람들도 부분 비
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비위생적이라고 특별히 인식하지 못했

54) 趙曉紅, 앞의 책, pp.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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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55)

장춘시 승리구에서 파악된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은 1950년 상반기 심양
시 鐵西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재확인 되었다. 조사 결과 변소와 집의 
거리가 5미터 이내인 경우는 25.2% 고, 5-10미터인 경우는 28% 다. 다
시 말해 집에서부터 10미터 이내에 변소가 있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심지어 우물과 변소 사이가 10미터 이내인 것도 41.4% 기에 사람들이 
청결한 물을 마신다고 확신할 수 없었다.56) 

특히 동북 지역의 주거 상황은 풍토병 발생과도 직결되는 문제 다. 민
국 16년에 작성된 撫松縣志에 보면 “매년 가을, 겨울이 되면 본토박이
들은 늘 머리가 혼미하고 구토를 하는 병에 걸린다. 하루 이틀 사이에 일
가족이 모두 사망하기도 한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이는 급성 克
山病의 모습을 보여준다.57) 실제로 1917년 겨울, 요동성 무송현에서는 급
성 극산병으로 죽은 사람의 관을 매일 볼 수 있었고, 어떤 집은 이 병으로 
식구 10명이 죽기도 하 다.

백두산 기슭에 위치한 安圖縣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이 가난하여 잘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여 극산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자가 엄중하다는 신문 기
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곳의 사망률은 여성과 어린아이가 다수
를 차지하는데, 1947년도 사망자는 1,557명으로 전인구의 7.1% 고, 
1948년도 사망자는 1,473명으로 전인구의 7.13%를 차지하 다. 이들 사
망자의 사망 원인은 부분 극산병 때문이었다. 극산병으로 인해 14~15세
가 되면 뼈마디가 굵어지고 팔다리가 구부러지고, 길을 걸을 때 비틀거리
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안도현의 청년 남녀 중 체격 좋은 사람은 보기 드

55) 趙曉紅, 앞의 책, p.189.
56) ｢瀋陽市鐵西衛生實驗區1950年上半年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192-193.
57) 1935년 겨울, 黑龍江省 克山縣에서 원인 불명의 질병이 발생하여 57명이 사망하

는 사건이 발생하 다. 처음에는 페스트로 인한 것으로 여겼으나 여러 번의 조사를 
통해 동북 특유의 지리 환경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그 病因을 
명확히 찾지 못해 지역 이름을 따 ‘克山病’이라 불 다. 이후 심근 변성이 주요 증
상인 것으로 판명되어 ‘동북 지방성 심근 장애’라고도 부른다. 현지 주민들은 ‘快當
病’, ‘吐黃水病’, ‘婦女病’이라 부른다.(東北人民政府衛生部保健科 編, 東北地方病
, 1951,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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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었다.58) 요동성과 길림성 2개의 성에서만 1949년 급성 극산병으로 사망
한 사람이 모두 천여 명이나 되었다. 1951년 기준 극산병 잠재 환자는 2
백만 명으로 추정되며, 환자 다수가 생활이 빈곤한 집이었다.59) 

이 병의 특이한 점은 추운 계절에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매년 10
월 하순부터 시작하여 12월과 이듬해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4월이 되
면 완전히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전염성 질병이 아님에
도 부분 가족 모두가 이 병에 걸렸다. 어떤 집에서는 겨울 두 달 동안 
가족 중 6명이 사망하기도 하 다. 그리고 급성 극산병 환자 수의 절반 
이상이 새벽 1~6시 사이에 그 증상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는 하루 중에 
가장 추운 시간으로 부녀자들이 소변을 보러가거나 아침밥을 하거나 아궁
이에 넣을 땔감을 가지러 가는 시간과 일치하 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은 
환자의 60~80%가 20~30  젊은 부녀자들로 남자보다 여성이 많이 걸린
다는 조사 통계와 일치하 다.60)

동북인민정부 위생부는 앞선 조사를 기반으로 1950년 4월 요동성 무송
현에 地方病防治 기구를 설립하여 풍토병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 다. 이 
기구는 克山病이 발생하는 원인을 이 지역의 가옥 구조와 생활 방식 때문
이라고 보았다. 병이 발병하는 지역은 공통적으로 아궁이에 땔감이나 탄을 
집어넣고 난방을 하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그러나 아궁이와 연통 구
조가 치 하지 못하여 연기가 심하게 새고, 겨울이면 방 안 가득 연기가 
늘 차 있었다. 심지어 어떤 집은 방안에서 창과 문을 열지 않고 煎餠을 
구워, 그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 게다가 북만주 
지역 특유의 가옥 구조인 ‘움막’은 내부가 어둡고, 방은 작은데다 방과 방 
사이를 구분해주는 벽도 견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겨울철 집안의 일산화탄
소량이 증가하 다. 이 병이 주로 부녀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
로 여기에 있었는데, 춥다는 이유로 바깥에 잘 나가지 않고 일산화탄소가 
가득한 집안에 계속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 측정을 해보니 극산병이 많

58) ｢<극산병>에 하여｣, 東北朝鮮人民報 1949.5.28. 4판.
59) 東北人民政府衛生部保健科 編, 東北地方病, 1951, p.3.
60) ｢東北冬季採暖和一氧化碳中毒｣, 東北衛生 3卷 2期, 1951, pp.92-104; 東北人

民政府衛生部保健科 編, 東北地方病, 1951,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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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는 지역의 집 안 이산화탄소 함량은 겨울철 평균 0.02~0.03%
고, 가장 높은 곳은 0.07%에 달하 다.61)   

동북 지역의 또 다른 풍토병인 카신벡 병도 주거 환경에 따른 잘못된 
식습관 및 양부족과 관련되어 있었다. 무송현에 거주하는 인구의 
61.51%가 카신벡 병을 앓고 있었는데, 봄이 되면 10명 중 8~9명이 전신 
관절에 통증을 느낄 정도 다.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 부분이 비틀거
리며 걸었고, 학생들 중 뛰지 못하는 아이도 많았다. 무송현외 동북의 다
른 지역도 평균적으로 카신벡 병의 발병이 높은 편이었다.

  
[표Ⅱ-2] 동북 지역의 카신벡 병 발병 현황

조사지구 피험자 환자수 발병률
길림성 1,304 274 21%
송강성 2,996 397 13%

흑룡강성 1,245 154 12%
요동성 3,099 1,320 43%

출처: ｢東北‘卡辛比克’氏病及‘地方性甲狀腺腫’的調査工作須知｣, 東北衛生 2卷 
7期, 1950, p.505.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표Ⅱ-2]를 보면 요동성의 발병 상황이 가장 심각하며, 흑룡강성의 발병
률이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동북지역
에 거주하는 사람 중 25%가 카신벡 병을 앓고 있으며, 이는 노동 인구를 
확보하는데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었다. 카신벡 병 환자의 악력은 5~10
킬로와트로 정상적인 사람의 25%에 미치는 수준이었다. 현지에서는 “카신
벡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중 20~30%만이 육체노동을 할 수 있다.”고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 다.62) 

이 병이 발생한 지역의 공통점은 주로 개간이 안 된 산악지 라는 점이
었다. 도시에서 발병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었고, 도시에서 발병한 경우도 
시 중심구역이 아닌 교외의 편벽된 곳이 부분이었다. 환자 부분은 농

61) ｢撫松縣地方病調査｣, 東北衛生 2卷 11期, 1950, pp.631-636.
62) ｢撫松縣地方病調査｣,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63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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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종사하며, 생활수준이 떨어졌다. 결국 이 병은 빈곤한 농민이나 노동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경제적 상황이 양호한 공무원이나 상인들 
중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카신벡 병에 한 발병 원인을 찾기 위해 위생부가 참조한 학설 중 첫 
번째는 철분설로 발병 지역의 우물, 음식, 채소, 주민의 혈액, 시체의 장기
에 철이 많이 함유된 것을 근거로 하 다. 두 번째는 불소설로 발병 지역
의 지질, 물, 음식, 채소에 다량의 불소가 함유된 데다 환자의 뼈와 혈액
에 불소 함량이 많은 것에 주목하 다. 세 번째는 소련의 학자들이 밝혀낸 
음수설로, 동물성 혹은 식물성 부패 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을 마시면 병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동북의 현지 주민들이 짐승의 시체, 분뇨로 인해 산 
속의 물이 오염되었고, 이를 마셨기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 다. 기존의 학설과 발병 지역 주민들의 주장을 참고하여 地方病
防治 기관은 카신벡 병이 발병하는 원인을 수질과 연관 지었다.63)

수질과 더불어 무송현 조사에서 드러난 원인은 집안의 경제 수준이었다. 
이 지역 학교의 교원인 오씨는 유아기 때는 집이 부유하여 항상 계란과 
고기를 먹었으나 2년 전부터 생활이 어려워져 양가 높은 음식을 먹지 
못하 다. 작년부터 그는 관절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 고, 관절 또한 붓
기 시작하 다. 또 다른 사례는 山東에서 이 지역으로 이사 온 지 11년이
나 되었는데도 관절 통증이 전혀 없는 자 다. 그의 손아귀 힘은 정상 범
주에 속하 다. 알고 보니 그의 부친이 잡화상을 하여 집안 형편이 넉넉하

고, 그래서 항상 고기와 계란을 먹었기 때문이었다.64) 풍토병의 발생 원
인을 동북의 자연환경 외에 사회 경제적 수준과 결부 짓는 것은 질병 억
제를 계급투쟁으로 연결시키려 한 당국의 의도가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
다.

풍토병이 아니더라도 위생이 불량한 환경에서 건강한 신체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음 [표Ⅱ-3]을 보면 그 인과관계를 충분
히 긍정할 수 있다.

63) ｢東北‘卡辛比克’氏病及‘地方性甲狀腺腫’的調査工作須知｣, 東北衛生 2卷 7期, 
1950, pp.504-506.

64) ｢撫松縣地方病調査｣, 東北衛生 2卷 1‧2期, 1950, pp.63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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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3] 합이빈시 東傅家區 大興街 인구의 건강 상황

두창 홍역 굵은 목 맹인 정신병 농아 멍청이 반신
불수 폐렴

사람
(명) 152 104 5 23 7 23 5 4 10

출처: ｢1950年上半年東北城市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64, 표14를 재구성.

[표Ⅱ-3]에서 볼 수 있듯 종두, 홍역, 폐렴과 같은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모두 266명으로 이는 街에서 조사한 인구 6,536명 중 4%에 
해당하 다. 전염성 질환은 가정과 개인위생이 불량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를 당국은 봉건적이고 낙후한 위생 습관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
다.65) 따라서 정부가 보기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위생 지식이 부족하고 
미신에 의존하는 점,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비위생적 습관을 가지고 있는 
점은 향촌과 다를 바 없었다.

또한 향촌에 비해 도시에 더 많은 의료인과 의원이 있었지만 당국이 판
단하기에 이들은 “구사회의 잔재로 인하여 당국이 실시하는 ‘예방위주’의 
위생 정책을 실천하기에 부족”한 점이 다분하 다. 도시의 의료인은 부
분 “‘重醫輕防’의 관점을 가지고 치료에 더 큰 비중을 두었는데, 이는 제
국주의자들이 큰 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위생이 발전하 다고 착각하는 낡
은 사상의 흔적”이며, 의사들은 “재물만 탐하여 이익을 취하는 데만 관심
이 있는데다 환자에게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병을 볼모로 환자를 수탈하
고, 사기 치며, 기만하는 자들”로, “의사는 기술을 팔고, 환자는 건강을 사
는 기형적인 현상이 도시에 팽배해 있다”는 것이 당국의 논리 다.66) 

이러한 논리는 새로운 정부가 만주국과 달리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
도록 예방하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낡고 불량한 사고를 가진 의사를 
돈보다 환자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의사로 개조하는 것이 정당한 일임

65) ｢1950年上半年東北城市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58-76.

66) ｢旅大區1950年上半年度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16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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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호소하는데 이용되었다. 그러나 동북인민정부의 비판과 달리 만철 주도 
하에 실시된 의료 위생에서 강조한 점도 예방 의학의 응용이었고, 만철의 
경험을 계승한 만주국이 1932년에 수립한 위생의 3  정책 중 하나도 전
염병과 풍토병 예방 및 치료 다.67) 물론 만주국이 실시한 위생행정의 
상은 재만 일본인과 일본계 기업 및 기관에 종사하는 중국인이었고, 다수
의 중국인이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바이다. 1943년 당시 만주에 왔던 牧丹江 勃利訓練所의 의용군이었던 杉
本隆之가 “합이빈, 목단강, 심양의 터미널에는 버려진 시체가 많았다. 굶
어 죽은 것이 많았는데, 누구도 수습하여 처리하지 않았다.”는 회고는 만
주국 위생행정의 식민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68) 그렇지만 만주
국 시기에 활동한 의료인 전부를 예방위주의 인식이 없었다던가, 의료 기
술을 팔아 돈을 버는 데만 급급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들에 
한 당국의 비판은 과거의 통치 세력을 비판함으로서 신생 정권의 정당성
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주국 시기 일반 중국인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 기 때문에 도시에
서도 향촌과 유사하게 봉건적 미신 행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당
국은 봉건 통치의 가혹한 착취와 만주국 통치로 인한 생활의 빈곤 탓이라 
보았다. 동북인민정부 위생부 醫政處의 처장이었던 李華淸이 1950년 8월 
제1회 東北衛生科學會議에서 보고한 논문에 따르면 “반봉건 반식민지 상
태에 놓여있던 중국의 노동 인민은 봉건 지주 계급의 무거운 조세와 고리

의 가혹한 수탈과 착취 아래 일 년 내도록 일을 해도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없었다. 특히 동북은 만주국과 국민당의 반동 통치시기에 봉건주의와 
제국주의가 서로 결탁하여 인민을 강제로 노역과 군 로 끌고 가고, 물자 
징발과 세금 징수로 백성을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하 다. 인민은 그저 굶
고, 이마저도 버티지 못하면 죽을 뿐 이었다. 이렇게 봉건통치와 제국주의
의 압박 속에서 인민이 어떻게 문화를 요구하며, 위생을 말할 수 있었겠는
가.” 그래서 “제국주의 압박과 봉건세력의 잔혹한 수탈” 속에서 “인민에게
는 어떤 문화도, 위생도 없었다. 그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자

67) 沈佳姍, 앞의 글, p.116; 満洲國史編纂刊行委員會 編, 앞의 책, pp.1180-1198.
68) 趙曉紅, 앞의 책,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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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는 데 이용하기만 하 다.”라고 과거의 위생 정
책을 평가하 다.69) 

결국 앞 시 의 위생 정책을 봉건주의와 제국주의의 결과물이며, 이로 
인해 다수의 중국인이 수탈과 압박을 당했다는 주장은 반봉건, 반식민을 
강조한 당시의 정치적 구호의 반 이었다. 따라서 동북인민정부는 각 지역
의 위생 실태 조사 결과와 이러한 상황을 만든 원인을 적으로 선전함
으로서 정부 주도 하의 위생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 다. 
불량한 위생 습관, 주거 환경, 그리고 풍토병을 유발하는 식습관과 가옥 
구조는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
께 노력해야 할 당위성을 부여하 다. 특히 정부는 이런 불량한 위생 상태
가 모두 봉건 통치 세력과 국민당이 남겨 놓은 잔재라고 비판하면서 앞선 
통치자들과 다른,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새로운 정부로서의 이미지를 확
실히 심어주고자 하 다. 선전과 교육을 통해 국민들은 정부의 위생 정책
에 동참하면서,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

고, 정부가 진심으로 그들의 건강과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
에 순응되어갔다. 

69) ｢新中國農村衛生建設｣, 東北衛生 5卷 2期, 1952,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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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생 행정 체제와 대중 참여 기제의 확립

1. 위생 행정 체제의 건립

1) 위생 행정 기구와 군중 위생 조직의 건립

전쟁이 끝나자 동북행정위원회는 경제 건설이라는 새로운 요구에 부응
하기 위하여 1949년 3월 제1차 동북위생공작자회의를 열어 “軍民並重”이
라는 위생 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출하고, 각급 위생조직 기구 및 편제, 

도 관계에 해 논의하 다.1) 이에 따라 그해 4월, 6개 성에는 衛生處
(1950년 10월 衛生廳으로 개칭), 여 행정공서에는 위생청, 그리고 市에는 
위생국(1950년 10월 위생과로 개칭)이 만들어졌다. 이어 같은 해 8월, 동
북인민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됨에 따라 동북행정위원회에서 만들었던 위생
부의 조직이 재편성되었고,2) 동북인민정부 위생부 아래 계획, 의정, 보건, 
교육, 약정, 재무, 행정처가 만들어졌으나 각 성과 시에는 일반적으로 위
생 행정 조직을 명확히 편제하지는 못하 다. 그렇지만 東北軍區 위생부
가 관할하던 지역의 위생 기관이 일반 행정 위생 기관에 병합됨으로서 군
구와 일반구로 나누어져 있던 위생 행정이 하나의 통일적 위생 체계를 갖
춰 나가기 시작하 다. 이와 함께 광공업 지역과 철도 沿線의 위생 조직
도 따로 조직되었다. 철도의 경우 1948년 하반기에 東北鐵路總局 아래 衛
生部, 衛生科, 衛生股를 두었고, 광공업 지역은 工業部 衛生處가 1949년 
2월에 설립된 이래 衛生科, 衛生所가 각각 건립되었다.3) 

1950년 2월 1일부터 6일까지 열렸던 제3차 동북위생행정회의에서 ｢
1950年度東北衛生工作計劃大綱(草案)｣이 통과되면서 “1분기 내에 성‧시에
서부터 현‧구‧촌에 이르기까지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생 조직 계통과 

1) 福錄, ｢保證人民健康服務解放戰爭:東北解放區醫療衛生保健事業的建立與發展｣, 黨
史縱橫 1996-1 2, p.26.

2) ｢東北人民政府關於進行整編的指示｣(公文第5724號, 1950.8.10.), 東北人民政府法
令彙編 제1집, 1950, pp.76-79.

3) ｢東北人民政府衛生部1949年度工作總結｣, 東北衛生 1卷 3期, 1950,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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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를 마련할 것”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의 경우 심양, 안산, 무
순, 본계, 장춘, 합이빈의 6개 도시에 위생실험구를 설치하고, 향촌의 경우 
6개 성에 각 1개의 위생실험현을 건립할 것을 지시하 다.4) 이러한 ‘모범 
전형’의 실험 구역을 선정한 후 이 경험을 전체로 확 한다는 ‘점에서 면
으로의 확 ’라는 정책 집행의 방식은 1차 국공합작 결렬 이후 중국공산
당이 근거지에서 활용한 것이었고,5) 이러한 방식이 동북인민정부의 위생 
정책을 집행하는데도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에서는 1950년 1분기에 설치된 6곳의 위생실험구를 시작
으로, 이것이 점차 늘어나 그해 말에는 安東, 길림, 齊齊哈爾, 금주, 승덕
이 추가되면서 11개 시로 확 되었다. 위생실험구 안에는 區衛生院, 街衛
生所, 婦嬰保健站, 그리고 責任醫師區를 건립하 다. 심양시의 경우 철서
구를 위생실험구로 선정해 위생행정 조직을 수립하 다. 철서구는 제1차 
세계 전 중 일본의 자본가들이 만주에 건너오자 만철에서 철서 지구를 
공업용 부지로 지정하고, 이어 만주국에서 봉천도시계획에 따라 철서 공업 
지 에 한 인프라를 정비하자 일본 기업가의 투자가 확 되면서 만주국
의 표적인 공업 지구로서 발전해 나갔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철
서 공업구는 군수물품을 보급하 고,6) 동북인민정부가 심양을 접관하면서 
철서구는 국가의 공업 계획에 따라 개조와 조정을 거쳐 국  공업의 기지
가 되었던 곳이었다.7) 당국이 동북 공업지역의 표성을 띠는 철서구를 
위생실험구로 지정한 것은 공업지구 위생행정의 표본으로 삼고자 한 의도

4) ｢1950年度東北衛生工作計劃大綱(草案)｣, 東北衛生 1卷 3期, 1950, p.37.
5) 1920년  후반 閩西에서 鄧子恢가 토지 정책을 실시할 때 모범 마을을 세워 경험

을 획득하고, 이를 전체 지역으로 확장했던 사례는 이후 장시 소비에트와 延安에서
의 토지 개혁에도 적용되었다. 이후 1942-43년 정풍운동 기간 동안 모범의 전형이 
되는 실험 지구를 만들어 이곳에서의 경험을 전체로 확 하는 ‘점에서 면으로의’ 
방식은 중국공산당 정책 집행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실험 구역을 정하여 
경험을 확보한 후 이를 전체로 확  적용하는 방식의 정책 집행방식의 역사적 기
원에 한 연구는 Sebastian Heilmann, From Local Experiments to National 
Policy: The Origins of China's Distinctive Policy Process,  The China 
Journal No. 59, 2008, pp. 1-30를 참조.

6) 殷志强, ｢近代奉天市の都市発展と市民生活(1905-1945)｣, 新潟大学 박사 학위 논
문,  2012, pp.99-105.

7) 瀋陽市鐵西區人民政府地方志辦公室 編, 鐵西區志, 1998, pp.1-2; 湯士安 主編, 
東北城市規劃史, 遼寧大學出版社, 1995,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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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수 있다. 이로서 철서위생실험구는 방역, 학교, 모자, 공공위생, 
치료 등 각 방면에서 정부의 위생 정책을 관철하고, 이를 실현시킬 중심으
로 區衛生院을 [그림Ⅲ-1]처럼 조직하 다.  

衛生院
(원장)

의료부 보건부 방역부 사무부

연합의원
(私人合作) 문진부

내, 외, 
부인, 
아동, 

이비인
후과, 

방사선, 
수술, 
약국, 
병실

婦嬰顧問室 학교
위생

공장
위생

공공
위생 방역원 의사

회계, 
서무, 
문서

병실

문진
내, 외, 부인, 
아동, 피부, 
이비인후과

방사선, 
약국, 

수술실, 
化驗室

聯合産院
(公私合作)

分診所 婦嬰站

방역 문진 선
전

방
문

接
産

문
진

[그림Ⅲ-1] 심양시 철서위생실험구 조직도
출처: ｢瀋陽市鐵西衛生實驗區1950年上半年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187, 표1.

위생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부가 있었고, 그 아래 문진소를 설
치하여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 다. 문진소와 더불어 소속 연합의원을 설치
하여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 다. 의료부 외에 예방위주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방역부와 보건부도 건립하 다. 그래서 주민, 학생, 부녀자
들에게 위생‧방역에 한 선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자를 찾아가 진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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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 다. 사람들은 위생원을 보다 신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진료를 받
으러 오는 사람의 수도 증가하 다. 뿐만 아니라 구위생원은 후술할 居民
組 衛生委員, 行業衛生委員會 등의 군중 위생 조직을 만들고, 책임의사제
를 운 하는 등 중이 참여하는 위생 정돈 사업, 모자위생, 방역 사업의 
환경을 조성하 다8)  

위 조직에서 주목할 점은 구위생원에 속한 연합의원, 즉 철서연합의원이 
사인합 에 의한 방식으로 조직되고 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신민주주
의 사회의 경제는 국 경제, 합작사경제, 공사합 경제, 사인자본주의경제, 
개체경제 등 다양한 종류의 경제 성분이 병존하는 구조 고, 특히 합자사
는 사유제의 기초 위에 형성된 半사회주의 경제로 농업, 수공업, 소비, 신
용 등 여러 방면에 적용되었다.9) 위생 방면에서도 동북인민정부 위생부는 
“신민주주의 경제 속에서 위생 기구를 조직한다.”는 방침을 견지하여 합작
성질의 경제 원칙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인합 에 의한 철서연합의원 등이 
출현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합작 성질이어야 하는가. 이에 해 동북인민정부 위생부 
의정처 처장인 이화청은 1950년 8월 제1회 동북위생과학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자본주의 형식을 이용해 조직을 건립할 것인가, 아니면 소련 사회
주의 형식을 이용해 조직을 건립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조금의 
이의도 없이 우리는 자본주의 형식을 취할 수 없다.” 그리고 “소련 사회주
의 성질을 완전히 학습하여 공의제를 채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답
하 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료 사업은 사  기업으로 운 되는데, 의사
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만 하고, 의료 및 의약 사
업은 의사의 사유재산이자 매판의 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형
식을 취할 수 없으며, 소련 사회주의 성질인 공의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현
재 동북의 경제가 사회주의 성질을 지닌 공  경제 형태와 반사회주의 성
질을 지닌 합작 경제, 그리고 사인 자본주의 및 개체 경제 형태가 공존하

8) ｢瀋陽市鐵西衛生實驗區1950年上半年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187-196.

9) 유용태, 앞의 글, 2017, pp.15-17; 吳承明, 董志凱 主編, 中華人民共和國經濟史
1卷, 中國財政經濟出版社, 2001, pp.24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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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민주주의 경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
다.10) 

또한 국가의 모든 재원이 공업 건설에 투자되는 상황에서 의료 시설을 
확충하는데 국가가 경비를 전액 출자하는 것은 무리 고, 공공 의료인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완전한 공의제는 불가능하 다. 그렇다고 최
종 방향인 공의제를 위해 국가가 의료 기관을 지어 운 해줄 때까지를 기
다리는 것은 당분간 위생 행정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으니 왕빈 
부장의 “현재의 경제 기초 위에 의약 위생조직 형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公私合營 혹은 私人合榮의 형태가 현 단계에서 가장 바람직
한 것이라 여겼다.11) 이러한 주장은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시기

10) ｢新中國農村衛生建設｣, 東北衛生 5卷 2期, 1952, pp.65-73
11)  당시 중국공산당은 半封建‧半植民 상태에 놓여 있는 중국의 현실을 볼 때, 당장

의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 다. 이는 반봉건‧반식민의 상태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로 신
민주주의 단계 다. 劉少奇가 이야기 하듯 신민주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도 사회주
의도 아니며, 사회주의 성분도 있고 자본주의 성분도 있는 특수한 역사 형태”이다. 
이러한 경제체제 하에서 자본주의는 일부 허용이 되었고, 이들을 행정 수단이 아닌 
경제 경쟁을 통해 점진적으로 소멸시킴으로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건실히 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劉少奇, 「新中國經濟的性質與經濟建設方針」, 『論新中國經
濟建設』, 北京:中央文獻出版社, 1993.) 

     이에 따라 의료 기관도 신민주주의 경제에 맞춰 公醫制, 公私合作制, 私人合作
制로 운 되었다.  公醫制는 국가가 투자하고 각지 정부 기관이 운 하는 것으로 
치료, 보건, 방역을 모두 무상으로 제공한다. 公私合作制는 정부와 개인이 함께 투
자하되 정부가 도를 하며, 민주 관리에 따라 운 한다. 私人合作制는 개인이 투
자를 하되 정부가 도하고, 민주 관리제를 적용한다. 이는 1949년 10월부터 過渡
時期 總路線이 정식으로 제출되는 1953년 9월까지 약 4년 동안 『공동강령』을 지
침으로 하는 경제 관리, 즉 신민주주의 경제사상에 따른 것이었다. 『공동강령』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 시기의 경제는 국 경제를 ‘인민공화국 생산 발전과 경제 번 의 
주요 물질 기초 및 모든 사회 경제의 도적 역량’을 발휘하는 지위에 두고 合作社
經濟, 公私合營經濟, 私人資本主義經濟, 個體經濟가 병존하는 다종경제성분이 계
획관리와 시장조절에 의해 병존하는 체제 다(｢兩年來東北區衛生實驗縣工作的基本
總結及今後對農村衛生工作的基本要求｣, 東北衛生 5卷 5期, 1952, p.239). 중국 
신민주주의 시기 경제에 해서는 陶大鏞, 「新民主主義的人民經濟」, 『新民主主義
經濟論綱』,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2(『人民經濟論綱』 第1編, 十月出版社, 1951 
재수록); 李占才, 「中國社會主義改造是時代的抉擇」, 『史學月刊』제3기, 1993; 張孟
莘, 「民主革命時期黨對私營工商業政策的形成和發展」, 『近代史研究』 第2期, 1984; 
王占陽, 『毛澤東的建國方略與當代中國的改革開放』, 哈爾濱:吉林人民出版社, 1994; 
유용태, 앞의 글,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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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신민주주의 시기의 특징이 위생행정에서도 반 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국가가 개인 혹은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정을 운 하 던 당
시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점이다.

그래서 철서연합의원은 西醫가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 시설이 부분 파
괴된 상태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입원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건립하기 위
해 개업의를 설득‧동원하여 탄생한 것이었다.12) 철서연합의원은 철서구의 
모든 개업의들이 모여 만든 중국 최초의 연합의원이었다.13) 철서연합의원
의 경우 처음에는 18명의 의료전문가 및 사무원이 근무하 으나 점차 인
력이 보충되어 33명까지 증가하 고, 의료 설비도 확충되었다. 그러나 처
음부터 개업의의 참가가 적극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기술이 좋은 의료인은 연합의원에 참가하는 것이 수
입적인 면에서 불리했기에 겉으로는 찬성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반  여
론을 형성하거나 놓고 연합의원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하
다. 결국 개업의 중 기술이 좋지 못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만 참가를 
희망하 다. 그래서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시위생국은 기술이 뛰어난 자를 
적극 설득하여 앞잡이로 세워 반  여론을 불식시키거나, 반 를 주도하는 
자와 관망의 태도를 취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이들에 해 개별적으로 접
근하거나 훈련반을 운 하여 설득하 다.14)   

심양시에서는 개업의를 상으로 한 여름철 정치훈련반을 개설하 다. 
이 훈련반에 참여한 자들은 각과의 전문의, 간호사, 조산사, 약제사 등 총 
315명으로 한 달여의 학습을 통해 92명의 의료인이 연합의원을 설립하는
데 참가할 의사를 전달하 다. 훈련반에서 사용한 교재는 모택동이 발표한 
｢論人民民主專政｣과 동북인민정부에서 발간한 醫務工作者的道路라는 서
적이었다. 훈련에 참가한 의료인 중 많은 이가 “오늘부터 다시는 반동파의 
유언비어와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견결히 인민정부와 소련을 옹
호할 것”이라는 결심을 드러냈다. 그리고 “노동자 계급을 위해 복무하겠

12) ｢先進的牧丹江市聯合醫院｣, 東北衛生 2卷 4期, 1950, p.271.
13) 瀋陽市人民政府地方志編纂辦公室 編, 瀋陽市志 13, 瀋陽出版社, 1990, p.194.
14) ｢瀋陽市鐵西衛生實驗區1950年上半年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18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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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지를 표명하 다.15) 정치훈련은 개업의를 설득시켜 연합의원에 
참가시키기 위한 정부의 책략이었지만, 개업의는 이 훈련에 참가하여 정부
의 지도를 받는 것이 자신들의 지위를 인정받는 길임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철서연합의원의 경우처럼 지역 내 모든 개업의가 참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정부의 끈질긴 설득으로 심양시에서는 수많은 연합 의원 및 진료소가 
세웠졌고, 1952년 말까지 90% 이상의 개업의가 개인 병원을 정리하고, 
여기에 참가하 다.16) 당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합작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의 지원 상에서 배제되는 것이었고, 의료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다수의 개업의가 정부의 방침을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
다. 이는 반 로 생각하면 합작성질의 의료 기관에 참여하면 소득을 보장
받고,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다 정부가 실시하는 위생 정책에 주
요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의 주요 성원이 되는 가로 연합의원은 區政府와 衛生院의 
감독과 관리를 수용하여야 하 다. 예를 들어 철서연합의원은 수립된 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 고, 내부 잡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왔
다. 그러자 구정부와 위생원은 의원을 감사하 고, 그 결과 조직상의 문
제, 예를 들면 각 科의 의사들이 책임감이 없고 환자에게 친절히 하지 
않는 것 등이 발견되었다. 이에 시위생국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醫院章程
을 만들고, 의료인에 한 교육을 실시하 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비평하고 스스로를 비판함으로서 의원 운 에 비협조적인 사람
들, 예를 들면 부원장인 李建行이 색출되었고, 이러한 사람들을 의원에서 
제거하 다.17)

이러한 합작 성질에 의해 운 되는 위생 기관은 향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50년 2월에 열린 제3차 동북위생행정회의에서 6개 성에 한 곳의 
위생실험현을 운 할 것을 지시하자 각 성에서 위생실험현을 지정하 고, 

15) ｢沈市醫生訓練班結束｣, 東北日報 1949.09.10. 2판.
16) 瀋陽市人民政府地方志編纂辦公室 編, 瀋陽市志 13, 瀋陽出版社, 1990, p.194.
17) ｢瀋陽市鐵西衛生實驗區衛生工作網一年來的發展｣, 東北衛生 3卷 3期, 1951, 

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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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6곳으로 시작한 것이 그해 하반기에는 41곳까지 늘어났다. 위생실험
현의 위생원과 위생소는 동북인민정부가 투자를 하고, 각급 정부의 위생 
기관이 도하되 경 에 있어서는 위생소가 직접 경제 채산을 엄격히 집
행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잘 이루어 소액의 이익으로 그 업무를 확
하는 방식이었다. 현위생원은 종래 현위생과와 현립의원을 하나로 합친 것
으로 현인민정부의 도를 받았다. 위생원은 현의 위생행정, 방역, 보건, 
모자위생, 그리고 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각 구에 설치한 위생소를 
도하 다. 구위생소는 구위생조리와 구위생사무소를 합쳐 만든 것으로 행
정상으로는 구장의 도를 받고, 업무상으로는 현(시) 위생원(국)장의 도
를 받았다. 위생실험현에는 후술할 촌위생위원, 둔위생원, 위생조장이 선
출되었다.18)

위생실험현에 설치된 위생원(소)의 운 에 해 살펴보자. 흑룡강성은 
눌하현을 위생실험현으로 삼아 위생 기관을 건립하 다. 약 5개월 만에 1
개의 현위생원을 조직하고, 12개의 구위생소, 3개의 접생참을 건립하 으
며, 현‧구‧촌위생위원회를 구성하 다. 그리고 산파 개조, 촌 부련 주임 훈
련반, 조산사 훈련반, 구와 촌의 위생 간부 훈련반을 통해 인력을 배양하

으며, 환경 위생을 개조하고 전염병 예방 정책을 추진하 다.19)

향촌에서 위생원(소)를 만드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작업은 
의료인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의료인은 크게 3가지 경로로 모집되었다. 첫
째 국가의 위생기관에 복무하는 자를 이동시킨 경우, 둘째 그 지역에서 개
업한 의사를 참가시킨 경우, 셋째 도시의 개업의를 동원하여 하향시킨 경
우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세 번째 방법이었다. 
부분의 의사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의 개업의를 하향시
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들은 농촌 생활을 꺼려했기에 하향을 원하지 않
았다. 이에 해 당국은 일면 그들을 설득시키고, 일면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위생원(소)에 참가할 마음을 가지게 하 다. 설득은 주로 향촌의 위

18) ｢1950年度東北衛生縣衛生院及區衛生所工作計劃(草案)｣, 東北衛生 1卷 3期, 
1950, pp.49~50.

19) ｢黑龍江省衛生實驗縣工作計劃｣, 東北衛生 1卷 2期, 1950, pp.18-20; ｢黑龍江
省訥河衛生實驗縣1950年半年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19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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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원(소) 중 성공한 사례를 이야기 하는 것이었다. 위생원(소)가 잘 운 되
어 약값도 저렴해지고, 설비도 좋아졌으며, 이와 함께 위생원(소)의 의료인
도 기술이 향상 된데다 환자에 한 책임감도 높아져 국가가 요구하는 의
사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로 그들을 자극시켰다.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방법은 정부가 의료인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
라는 우려를 가지게 하 고,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기술을 향상시켜야 하
는데 그 방법이 위생원(소)에 참가하는 것이라는 화법이었다.20) 

위생원(소)에 참가할 의료인을 확보하 다면, 건립에 필요한 자금과 물
품을 모으는 것이 다음이었다. 자금의 출처는 정부의 투자 및 출, 위생
부‧위생처‧縣藥廠‧醫藥公司에서의 현금 출 및 약품 여, 區聯社의 투자, 
의사 개인의 투자, 중의 현금과 물건 기부, 은행 출 등이었다. 그 중
에서도 區聯社의 투자 형식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區聯
社에서 투자를 할 경우 자금을 모으기 편리할 뿐 아니라 재정을 통일적으
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21) 은행에서의 출도 자금 확보에 큰 도
움이 되었다. 동북은행 흑룡강성 분행은 각 현을 도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을 줄임으로서 농촌의 노동력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全省에 41억 9천만 
원어치의 약품과 의료 기재를 출해주었다. 그리고 이 출금을 지원받은 
의원에게 돈이 없는 농민을 상으로 외상으로 진료해 줄 것을 당부하
다.22) 이와 더불어 필요한 물품, 예를 들어 각 과에서 쓸 器材, 탁자, 의
자, 서랍장, 선반 등은 의사가 개인적으로 빌려오거나 자신이 사용하던 것
을 기증하 다.23) 그리고 부족한 것은 직접 만들기도 하 다.

위생원(소)로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어떤 곳은 아예 위생원(소)로 쓸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 과정에서 지역민
이 노동력을 기부하 다. 당국은 그들을 동원하기 위해 “오늘의 건설이 내

20) ｢松江省合作性質的區衛生所是怎樣發展起來的?｣, 東北衛生 2卷 4期, 1950, 
pp.273-278.

21) ｢松江省衛生廳醫政科尤正周科長關於合作性衛生所的報告｣, 東北衛生 3卷 6‧7期 
合刊, 1951, p.430.

22) ｢東北銀行黑龍江分行決定發放衛生醫藥貸款｣, 東北日報 1950.04.11. 2판.
23) ｢盤山縣六區衛生所存在的問題如何解決的?｣, 東北衛生 4권 9기, 1951, 

pp.4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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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선전 교육을 실시하 다. 장춘현의 어느 구에
서는 7백 명의 소학생들이 3회에 걸쳐 벽돌을 날랐고, 유수현의 어느 구
에서는 홍수가 발생하여 위생소 건축에 사용할 자재가 흙더미에 파묻히게 
되자 구장이 마을 사람을 동원하여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벽돌과 기와
를 꺼냈다. 의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新濱縣의 어느 구에서는 의사가 노동
자와 함께 시멘트 자루와 나무판자를 날랐다. 이러한 사례는 위생소 건축
의 모범으로 뽑혀 다른 지역의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다. 어떤 곳은 학교, 
합작사, 창고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室을 빌려 의사들이 직접 벽에 칠을 
하는 등 수리‧보수하여 임시위생소를 설립하기도 하 다.24) 

이렇게 설립된 위생원(소)는 정부와 사회의 날카로운 비평의 상이 되
기도 하 다. 이화청 처장은 1951년 12월에 열린 제2회 東北衛生實驗縣 
간부회의에서 의료인의 태도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 고, 동북 지역에
서 발간된 신문지면 상에는 위생소 의사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서신이 자
주 게재되기도 하 다. 黑龍江日報에는 극산현 北興區 위생소 의사인 
邢玉斌을 비판하는 글이 실렸다. 비판 편지에 따르면 그는 사람들이 왕진
을 청해도 전혀 응하지 않았다. 한번은 어느 집에서 며느리가 병에 걸리자 
마차를 두 번이나 보내 그에게 왕진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하 고, 돈을 가
져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도 살 수 없었다. 綏化縣 위생원은 환자가 와
도 의사들은 책상 위에서 탁구를 치느라 바빠 환자를 밖에 세워두기만 하

고, 치료를 원해도 제 로 검진하지 않고 며칠 지나면 낫는 병이니 집으
로 돌아가라고 하기도 하 다.25) 

이러한 위생소에 한 비판은 정부가 위생원(소)를 검사할 수 있는 명분
을 제공해 주었다. 沙嶺區의 경우 1951년 7월말 東北人民政府 檢査委員
會, 最高檢査署 東北分署, 동북인민정부 위생부가 연합하여 區內 위생소
에 한 검사를 진행하 다. 검사조가 발견한 결점은 위생소에 참가한 의
사의 기술 수준이 낮다는 것이었다. 질병을 오진하여 환자를 죽게 한다던
가, 약의 효능, 성분 등을 이해하지 못하여 마음 로 처방하는 등의 문제

24) ｢人民的區衛生所｣, 東北衛生 5卷 5期, 1952, pp.267-269.
25) ｢醫務工作者要改進作風｣, 黑龍江日報 1951.5.23. 3판; ｢陸忠春同志來信批評綏

化縣衛生院某些醫務人員作風嚴重惡劣｣, 黑龍江日報 1952.5.18.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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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 그리고 위생소를 개인 사업으로 여겨 약값을 터무니없는 가격
으로 판매하거나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좋은 약을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
에게는 약을 처방하지 않기도 하 다. 위생소 내에서의 糾紛이나 업무 제
도와 학습제도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26)

동북인민정부 위생부는 사령구 위생소에서 발견된 문제가 위생 정책에 
끼친 해가 매우 크고, 중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다며 강도 높은 비
판을 하 다. 특히 소장의 지도 역량 부족, 의료 사고, 중을 하는 무
성의한 태도와 왕진 거부 등에 해 철저히 처벌하여 다른 위생소의 본보
기가 되도록 하 다. 예를 들어 소장에 해서는 면직 처분을 내리고, 당
원에서 그를 제명시켰다.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 해서는 공안국에 보내 
법원에서 3년 구형에 처하 다. 또한 소극적으로 근무하거나 약을 잘못 
처방한 약사에 해서는 위생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게 하 다.27)  

위생원(소)에 한 행정 당국의 이와 같은 조치는 사인합작 혹은 공사합
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철저한 관리망 속에 운 되
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는 당국이 위생원(소)의 운 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서 公醫制에 걸맞는 통일된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것이
었다. 그래서 당국은 검사와 더불어 위생원(소) 운 에 드러난 문제를 해
결하고, 필요한 여러 제도를 정비하는 것까지 관여하 다. 특히 자주 거론
된 문제인 의료인의 불량한 태도를 고치기 위한 방법으로 상시 혹은 정기 
학습을 실시하 다. 이는 후술할 의료인 연합 단체인 衛生工作者協會가 
주도하 다.28) 문제 해결과 더불어 위생행정 당국은 위생원(소)에 회의 및 
휘보제도, 당직 제도, 휴가 제도, 상벌 제도, 의료 제도, 회계제도, 학습 
및 생활 제도, 청결 위생 제도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 다.29) 이러한 제
도를 통해 당국은 위생원(소)의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위생원(소)
는 제도를 바탕으로 민주적 관리를 실현할 수 있었다. 

위생원(소)의 설립과 운 은 동북인민정부의 위생 행정이 국가와 개인 

26) ｢瀋陽市郊沙嶺區衛生工作檢査｣, 東北衛生 4卷 9期, 1951, pp.458-460.
27) ｢徹底整頓沙嶺區衛生所｣, 東北日報 1951.09.01. 3판.
28) ｢北鎭縣發展與鞏固基層衛生組織的經驗｣, 東北衛生 5卷 2期, pp.86-87.
29) ｢雙城縣區(村)衛生所的工作怎樣提高了一步?｣, 東北衛生 4卷 9期, 1951, 

p.45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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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단체의 협력 하에 추진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자유롭게 개업하여 
의료 행위를 해왔던 의료인들은 사인합  혹은 공사합 의 형식을 통해 
정부의 위생 조직 중 한 층을 이루었다. 의료인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 새
로운 정부 하에서도 자신의 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정부는 이들을 통해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료인들이 이 
형식에 동참했던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자신의 병원을 세워 운 하는 자
들이 있었고, 정부의 위생 정책에 동원되는 것을 꺼리기도 하 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 위생 조직에 편입되지 않은 개업의를 활용하기 위해 각 街에 
責任醫師制(이하 책임의제)를 만들어 운 하 다. 

책임의제는 “높은 빌딩 안에 숨어 있어 사람들이 찾아가기 힘들었던 의
술을 중 속으로 옮기고, 자산 계급만을 상 하고 의술을 상품으로 생각
하는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의료인의 사상을 변화시켜 의술을 중을 위해 
기부하고, 의학을 인민을 위해 철저히 복무하도록 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
으로 여겨져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소련의 선진 경험을 이어 받은 것으로 
의사 1명이 한 지역의 보건 위생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제도는 
다음 절에서 서술할 위생공작자협회의 임무 중 하나 다.30)

1950년 심양시에만 총 128개의 책임의제가 조직되었는데, 이들이 그해 
상반기에 실시한 위생 정책은 70만 여명에 한 종두 접종, 9만 7천여 명
의 학생에 한 신체검사, 1천 5백여 차례의 봄철 위생 방역 강연, 18만 
여 차례의 가정 방문, 1만 7천여 명의 임산부 조사, 그리고 빈곤한 시민 
5천 명의 구제 치료 등이었다.31) 당국은 책임의제를 통해 합작 성질 혹은 
공  위생원(소)에 참가하지 않은 의료인을 국가 관리망 속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심양시의 규정을 보면 “本市의 모든 개업의, 중의, 약제사, 치의
사, 수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모두 주민 위생 개진을 위한 가정 방문, 방
역 등의 의무”를 행할 組를 조직하여 그 지역의 “위생위원과 연합하여 
1~2곳의 街를 맡아야 하는 의무 책임이 있다.”라고 하 다. 街를 단위로 
조직된 책임의제를 통해 당국은 모든 家戶와 업소에 해 위생 정책을 적

30) ｢의무공작의 활발 위해 의약련합회를 성립｣, 東北朝鮮人民報 1949.10.28. 2판.
31) ｢怎樣建立責任醫制?-瀋陽市責任醫制介紹｣, 東北衛生 2卷 9‧10期 合刊, 1950, 

pp.566-567; ｢論責任醫師制｣, 東北衛生 4卷 7期, 1951, pp.38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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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었고, 학생과 업소 종업원들의 신체검사를 이들 의사에게 맡김
으로서 인력과 재정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임산부에 
한 면 면 관리를 통해 신생아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으며, 구역 내 환자 
치료와 전염병 발생을 일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질병 및 전염병으
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이는 신생국가의 
부국강병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낱같은 희망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
를 얻어 낼 수 있었다.

위생 행정 조직과 아울러 각 행정급별로 군중 위생 조직이 건립되었다. 
왕빈은 1950년도 기본 임무를 제시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전염병 구역에 
기층 위생기구를 만들어 불량한 위생 습관을 규정하고, 전염병과 투쟁한
다.”는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춰 10호마다 1개의 衛生小組長을 두
고, 각 村에는 1개의 衛生委員을 두며, 각 구에는 1개의 衛生助理를 둘 
것을 지시하 다.32) 군중 위생 조직을 건설하는 것은 역구 외에 모든 지
역에서도 요구되는 것이었다. 1950년 2월에 열린 제3차 동북위생행정회의
에서 통과된 ｢1950年度東北衛生工作計劃大綱(草案)｣에서 도시위생계획으
로 군중조직의 건립 및 정비를 한 항목으로 넣으면서 “街閭에 위생위원회, 
소조, 각 행업위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소의 도 하에 自管自의 방법
으로 일을 추동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1950년 6월 16일에 열린 
제4차 동북위생행정회의에서 왕빈은 1950년 하반기에는 “위생행정을 추진
하는 유력한 조수로서 각급 위생위원회에서부터 위생조장에 이르기까지의 
군중 위생 조직을 만들어 현과 시의 위생공작망을 건립할 것”을 지시하
다.33) 이 지시를 바탕으로 종래 역구에만 설치되었던 군중 위생 조직이 
동북 각지로 확  건설되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지역에 통일적으로 적용
된 것은 아니었다.34) 

32) ｢東北衛生工作1949年度的基本總結和1950年度的基本任務｣, 東北衛生 1卷 1期, 
1950, p.8.

33) ｢國家衛生工作的方針初步與人民見面-東北第四次衛生會議總結｣, 東北衛生 2卷 
1期, 1950, p.14.

34)  향촌의 경우 각 마을마다 8~13개의 戶를 단위로 衛生小組를 구성하고, 小組長을 
선출하여 각 戶의 위생을 책임졌다. 그리고 屯마다 衛生員을 여러 명을 두었으며, 
촌에는 衛生委員을 선출하 다.(｢訥河衛生實驗縣建立區村衛生組織改善農村環境衛
生｣, 東北日報 1950.07.28.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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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 동북 도시의 군중 위생 기구 및 인원

총계 瀋陽市 鞍山市 撫順市 本溪市 哈爾濱市 長春市 安東市 吉林市 錦州市 齊齊哈爾市
區衛生委員會 228 9 - 65 19 38 1 26 25 26 19

衛生委員 14,631 11,450 146 301 38 1,200 89 159 325 312 111
衛生小組(長) 23,652 462 1,993 1,993 450 7,258 1,295 1,420 2,000 5,030 1,255

출처: 1950年東北成市衛生工作總結, 東北區科學技術發展史資料 醫藥衛生卷, 中
國學術出版社, 1988, p.93.

[표Ⅲ-1]을 보면 1950년 각 도시마다 군중 위생 조직을 건립하는데 다
소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양시는 위생위원은 많은 편이지만, 그
에 비해 위생소조가 도시 규모에 비해 적게 조직되었고, 장춘시와 안산시
의 경우 위생소조는 많이 구성된데 비해 구위생위원회가 거의 건립되지 
않았다. 이는 위생을 비롯한 다양한 역의 군중 기층 조직이 아직 일원적
인 시스템으로 체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
럼에도 [표Ⅲ-1]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위생 행정 조직의 건립과 더
불어 주민들에 의한 위생 조직도 함께 증가하고 있었으며, 그 구성이 계층
적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장 작은 단위인 호를 관리하는 소조, 이 
소조 여러 개를 관리하는 위생위원, 그리고 한 구를 표하는 위생위원회
로 이어지는 계통을 통해 군중 기층 조직과 정부가 유기적인 연계를 맺고, 
이를 바탕으로 위생 정책이 추진된 것이다. 

특히 위생위원회는 정부와의 긴 한 관계를 통해 위생 정책을 시행하
다. 이들은 거민위원회와 區政府 양쪽으로부터 이중으로 관리 및 통제를 
받았는데, 구정부 위생부문에서 조직한 업무학습에 반드시 참가해야 했으
며, 그들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구정부 위생부문의 업무 지도 아래 이루어
졌다.35) 위생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區級의 경우, 주임위원은 구장이, 부주
임위원은 위생소장이 맡았다. 그리고 文化館, 파출소, 婦聯會에서 각 1명
이, 완전소학과 중학에서 각 1명의 교원이, 그리고 위생소와 구정부에서 
각 2명이 선출되어 위원을 구성하 다.36) 이처럼 위원 구성을 보더라도 

35) 손장훈, 앞의 글, pp.3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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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위원회는 행정, 공안, 교육, 위생 기관을 표하는 자들로 조직되었고, 
정부는 이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위생정책을 추진하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생위원회가 정부와 긴 한 관계를 맺는 군중 위생 조직이었다면, 주민
을 직접 참가시켜 위생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그 ‘자발성’을 더욱 발휘하
던 것은 위생위원과 위생소조장이었다. 심양시의 경우 위생위원을 조직하
는데 중점을 두었다. 각 居民組에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남녀 2
명이 위생위원으로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위생 정책에 협
조하 다. 이들이 맡은 일은 다음과 같았다.

① 정부와 협조하여 위생선전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전염병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衛協 소속 의사의 위생 검사를 

보조한다.
③ 주민의 일상적인 개인위생 및 가정 위생 청결 상태를 감독 및 

검사한다.
④ 정부가 진행하는 위생 정책을 전달하고, 주민을 도하여 집행

한다.
⑤ 각종 위생 방역 상황에 한 주민들의 반응을 모아서 보고한

다.37)

  
  정부에서 실시하는 위생 정책이 국민 개인의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
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위생위원이었다. 그들은 주
민들의 개인위생과 가정위생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하며, 환경위생에서 중
요한 변소의 청결 상태도 검사하 다. 위생위원은 위생 방역 상황을 수시
로 보고할 뿐 아니라 전염병이 발생한 상황을 인지하면 바로 상급에 보고
하는 임무도 맡았다. 게다가 정부에서 실시하는 위생 정책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 정책을 지도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었다. 위생위원은 심지어 각 
조들이 지켜야 할 위생공약을 만들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공안국 파출소

36) ｢1950年上半年東北鄕村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p.77; ｢北鎭
縣衛生工作的發展｣, 東北衛生 4卷 3期, 1951, pp.143-147.

37) ｢沈陽衛生局發出通知建立鄉村衛生組織｣, 東北日報 1950.03.24.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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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내는 역할까지 맡았다.38)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위생위원이 주민의 위
생상태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는 있지만 처벌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이
는 그들이 주민과 수평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
만 주민을 비평하고,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민들 사이
에서 그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 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주민들 사이에서 선출되었고, 당국으로부터 ‘적극분자’로 분류되어 
주목받은 데서 기인한다. 이는 위생위원이 ‘자발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
에 국가와 지도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점이다.

심양시 일부 지역에서는 위생소조장을 두기도 하 다. 위생소조장은 소
조장이 겸임하 는데, 가장 말단에서 정부의 위생 행정을 견인하 다. 
1952년 본격적으로 애국위생운동을 전개할 때 그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졌다. 심양시 南市區 三經路街의 제32 거민조의 조장은 봄철 애국위생운
동이 시작되자 구와 街의 지시에 따라 조의 주민들을 모아 “파리와 구더
기를 잡자.”고 호소하 다. 그러나 사람들은 “작년에 우리 조에는 파리가 
없었어. 그런데 어디에 파리와 구더기가 있겠어.”라고 답하며 운동에 참여
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장은 변소의 벽돌 틈 사이에 있던 구더기를 
끄집어내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변소에 이렇게 많은 구더기가 있는 
걸 아무도 몰랐지? 봐, 이렇게 많아.”라고 말하 다. 이에 조원들이 모두 
결심하며, “지금 이 구더기를 파내지 않으면 화근이 될 거야.”라며 구더기
와 파리 박멸 사업에 동참하 다.39) 이처럼 위생소조장도 조원들이 국가
의 위생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다.

향촌의 각 둔에서 선발된 위생원도 위생방역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 다. 특히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기층 
방역 조직을 구축하 다. 1949년 동북인민정부는 페스트가 자주 발생하는 
흑룡강성과 송강성 등의 2개 성에 위생원을 동원하여 방역 를 조직하
다. 이들은 屯民을 상으로 선전 교육을 실시하 고, 군중을 발동해 쥐를 
잡고 퇴치하는 일을 추진하 다. 또한 각 집과 院의 청소, 담과 아궁이에 

38) ｢瀋陽市居民組衛生委員工作須知介紹｣, 東北衛生 3卷 2期, 1951, pp.74-77.
39) ｢一個街道居民組在春季愛國衛生突擊運動中的宣傳工作｣, 東北日報 1953.05.10.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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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틈을 메우는 작업도 선도하 다.40)

정부는 위생위원회, 위생위원, 위생원, 위생소조장 등의 군중 위생 조직
을 활용해 중을 참가시킬 수 있었고, 위생 정책을 순조롭게 집행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기층 위생 간부’라 불리던 이들은 어떻게 선출되었고, 
정부 및 주민들과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 을까. ‘기층 위생 간부’는 주민
들이 민주적 선거에 따라 선출하 고, 선출된 자들은 열심히 주민을 위해 
일하는 성실한 사람, 소위 적극분자들이었다. 이들은 위생에 관한 모든 일
에 자발적으로 임하 다. 예를 들어 주민을 향해 위생을 선전하고, 검사와 
감독을 하 으며, 회의를 소집해 위생 정책에 해 토론을 하고, 위생 관
련 방면의 정부의 지시와 결의를 전달하 다. 그리고 정부에 즉시 일에 
한 총결 보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 하 다.41) 

이처럼 행정의 가장 말단 단위에서 수많은 기층 조직을 이끈 것이 이들 
‘적극분자’들이었다. 이들은 정권의 ‘군중연계’의 고리 고, 정부의 각종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던 활동 분자 다. 부분의 적극분자들은 신정
부에 해 호감을 갖고 있었고, 정부와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을 ‘ 광’으
로 여겼다. 지역 사회에 한 봉사는 그들의 자발성을 불러일으키는 중요
한 동기 다.42) 중국공산당은 ‘적극분자’를 동원하여 기층 통치에 참여시
킴으로서 街 이하의 단위에서 파출소를 제외한 국가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도 이전 시 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업무를 부
담시키는데 성공하 다.43) 그리고 이들은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 위생 상
식과 정부의 정치 노선을 이해하는 자들로 배양되어 나갔다. 이들은 훈련
을 통해 “국민이 정부와 위생기관의 지시를 준수하여 방역을 진행하고, 
중에 의한 방역 전선을 조직”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배웠다. 이들이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잘 한다면 “위생기관이 예방 

40) ｢健全基層組織發動群眾捕鼠東北防鼠疫成績大｣, 東北日報 1949.11.27. 2판.
41) ｢開通縣城區的群衆性愛國衛生運動｣, 東北衛生 5卷 11期, 1952, p.351.
42) 박상수, ｢1950년  北京 街道 ‘공간’과 居民委員會의 작동 방식｣, 중국근현 사

연구 제64집, 2014, p.222.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초기 적극분자에 한 자세한 
설명은 박상수, ｢1950년  북경시 기층의 ‘가도 적극분자’-실태와 변화｣, 중국근
현 사연구 74, 2017을 참조. 

43) 윤형진, ｢역사적 시각에서 본 중국의 도시 기층조직 거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역
사비평 117, 2016, 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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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면, 국민은 예방 주사를 맞을 것이요, 국가가 모
든 집에 쥐가 없고 벌레가 없도록 임무를 완성하자고 외치면, 국민은 어떤 
방법을 생각해서라도 쥐와 각종 독충을 잡아 없앨 것”이라며, 위생방역 정
책의 성공 여부는 바로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44)  

이처럼 군중 위생 조직의 구성원이 된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수
는 없었지만 새로운 정권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며 주
민을 동원하는 일에 앞장섰고, 정부는 이들을 통해 위생 정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검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 다. 그러나 적극분자 한 사람이 
맡는 임무가 방 하다 보니 소위 ‘忙亂’이라는 문제가 발생하 는데,45) 위
생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많았고, 
주민을 정부 시책에 동참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무거웠지만, 정부는 각계 
단체의 협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2) 衛生工作者協會의 설립과 운영

동북인민정부는 위생 행정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인을 관리‧통제하
는 작업을 착수하 다. 이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에 의료 행위를 
한 자들에 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당국은 이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국가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병원 등을 개업한 자들로 공식적으로 
‘私醫’라 불 다. 나머지 하나는 국가 기관에 소속된 자들로 ‘公醫’라 하
다. 특히 사의에 해 엄격하게 심사하여 자격증을 재발급하 다. 그래서 
동북지역에서는 1948년 7월, ｢醫務人員暫行管理條例｣를 공포하여 사인 
개업의에 한 등기심사를 진행하 다. 그러나 이 조례에 따르면 만주국 
康德 5년(1938년) 12월 31일 이전에 의료 허가증을 취득하 으나 10년 
이상 업무를 지속하지 않았거나 과실이 있었던 자, 국내외 의학 교육 기관
에서 2/3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 으나 실제 업무 경력이 4년이 안 되는 
자, 만주국 시기 限地醫 자격증을 취득하 으나 실제 업무를 4년 이상 하

44) 東北人民政府衛生部 編, 防役常識課本, 1952.
45) 박상수, 앞의 글, 2007; 윤형진, 앞의 글, 2016.



60

지 않은 자 등은 자격 심사 외에 시험을 따로 쳐야 했기에 실제 당국으로
부터 허가증을 받은 자는 많지 않았다.46) 

사인 개업의에 한 엄격한 등기 심사는 위생 정책을 집행하는데 큰 어
려움을 제공하 다. 당장 의료인을 양성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존의 사의 
중 다수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 인적 자원 부족이라는 문제
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듬해 5월 조항을 완화하여 앞에 열거
한 자들을 모두 개업할 수 있도록 허락하 다. 그리고 ｢醫務人員暫行管理
條例｣ 제5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자에 해서도 각 성과 시에서 운
하는 여가훈련반에서 교육을 받은 후 1950년 10월에 치는 시험에 합격하
면 증서를 발급해 주었다.47) 

심사 과정에서는 가짜 증명서를 가지고 온 자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증명서에 이름과 번호를 지우고 자기 이름을 쓴 사람, 성명과 번호 부분을 
일부러 불로 태워 확인할 수 없도록 한 사람, 졸업장을 날조한 사람 등이 
탈락하 다. 그리고 의료 행위를 입증할 모든 서류를 유실한 사람은 보증
인 두 사람을 데리고 오면 등록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의학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면서 가짜 보증인을 동해 심사를 통과하려는 자들도 걸

46) ｢東北行政委員會令 醫務人員暫行管理條例｣(東衛字제7호, 1948.7.)
47) 醫務人員暫行管理條例 5조는 의료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한 규정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東北行政委員會令 醫務人員暫行管理條例｣(東衛字제7호, 
1948.7.))

제1항 국내외 정부에서 입안한 공사립 의무인원 학교(의과 학, 의약 전문학교, 
치과 전문 학교, 중의 학교, 조산사 학교, 간호사 학교) 졸업 증서를 가지고 
있는 자.

제2항 만주국 康德 6년 1월 1일 이후의 시험 합격증 혹은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자.

제3항 성 및 직할시의 민주 정부에서 정리한 의무 인원 혹은 시험에 합격한 자.
제4항 만주국 강덕 5년 12월 31일 이전 허가증을 가지고 10년 이상 업무를 지속

하면서 과실이 없었던 자로 동업인 2명의 과실이 없었음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첨부해야 함.

제5항 국내외 의무인원 학교의 전 교육과정 2/3 이상을 수료한 의사, 약제사, 치
과의사로 4년간 업무를 지속한 자. 기타 의무인원은 2년간 업무를 지속한 자. 
이들 모두 학교 혹은 2명의 동문이 쓴 보증서 및 재직 증명서가 있어야 함.

제6항 만주국 限地醫 증서를 가지고 4년 이상 업무를 지속한 자.
제7항 군 에서 원래 있는 자격에 따라 허가증을 가지고 지방의 의무인원으로 전

근한 자



61

러졌다. 龍井市에서는 132명의 의료인을 심사해 정부의 허가증이 없는 52
명을 발견하고 의료행위를 금지시켰으며, 그중 사람들에게 막 한 손실을 
준 30여 명의 의사를 심사 회에 세워 처벌하 다.48) 처음에는 엄격한 기
준에 의거해 심사를 하 으나 의료인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
자 서류를 위조하거나 보증인을 거짓으로 꾸미는 경우가 아니면 부분 
면허증을 발급해주었다. 그리고 공의도 일괄적으로 1950년 4월에 규정에 
따라 현지 인민정부로부터 등기 수속할 것을 통지하 다.49) 

이렇게 정부에 의해 허가증을 부여 받은 의료인은 자신의 병원을 차리
거나 정부가 권장하는 합작 형식의 의료 기관을 운 할 수 있었다. 의료인
이 자신의 병원 혹은 약국을 개업했다 하더라도 정부의 관리 감독에서 벗
어날 수는 없었다. 연길현에서는 중서의 중 일부가 병의 원인을 제 로 분
석하지 않고 제멋 로 약을 처방하 고, 치료 결과에 책임도지지 않았다. 
또한 약국에서 가짜약과 용약을 사용해 이득을 취한 일도 있었다. 그러
자 衛生股長이 회의를 열어 의료인을 관리하는 방법을 규정하 고, 약국
에서는 위생과가 지정한 처방 용지를 사용해야만 하 다. 그래서 위생조리
가 기록을 한 달에 한 번씩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50) 

의료인을 등기 심사하는 것과 더불어 사의, 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을 하
나로 단결시키기 위한 의약 단체가 결성되었다. 원래 동북 각지에는 개업
의 및 약사들 간에 결성된 의약연합회(의련회), 醫師公會(의사회), 中醫分
會 등의 다양한 조직이 있었다. 지역마다 결성된 의료인 단체는 제각각이
었는데, 송강성 계서현 계림구의 경우는 19명의 의사와 약사를 조직해 의
약연합회를 구성하 다. 의약연합회는 약품 매매 검사, 종두 사업 추진, 
위생 선전 등의 활동을 전개하 는데,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 되었다. 회
원들은 회비를 내고, 매달 2차례의 정기 회의를 열었으며, 매월 15일에 한 
번씩 모여 단체 학습할 것을 스스로 정하여 운 하 다.51) 의사회는 각급 
인민정부의 지도 밑에서 의사들로 조직된 군중단체로서 정부를 도와 위생

48) ｢龍井市人民政府醫務人員資格審査工作進行｣, 東北朝鮮人民報 1950.2.28. 1판.
49) ｢1950年上半年東北醫政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18-32.
50) ｢三個市衛生股長會議開催保健事業強化｣, 東北朝鮮人民報 1950.1.18. 2판.
51) ｢의무공작의 활발 위해 의약련합회를 성립｣, 東北朝鮮人民報 1949.10.28.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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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추진하 다. 의사회는 의료인을 조직해 학습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방역 사업에 협조하여 보건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하 다.52) 

그러나 각지에 수립된 조직이 운 과 명칭에서 분산되어 있다고 판단한 
동북인민정부는 의료인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1950년 2월에 개
최된 제3차 동북위생회의에서 위생공작자협회(이하, 위협)을 세울 것을 제
안하 다. 회의에서는 위협이 중서의, 약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을 모두 
포함하며, 정부의 지도 아래 전국 政協 공동강령과 동북시정방침을 따르는 
학회이자 군중 위생 조직의 성격을 가진 단체임을 분명히 하 다. 그래서 
각 성의 위생기관이 위협을 잘 장악하여 회원을 상으로 의무적으로 정
치와 기술 학습을 시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의료인이라는 의식을 갖
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53) 

이 제안에 따라 동북 위협을 만들기 위한 籌備委員會가 성립되었다. 東
北衛生工作者協會籌備委員會는 동북인민정부 위생부 부장, 부부장, 각 처
장, 각 성 위생처장, 각 시 위생국장으로 구성되었고, 여기에서 위협의 장
정 초안을 작성하고, 會員代表大會 등을 열었다. 본회의 권력기구인 회원

표 회는 위협의 정책 방침과 임무를 결정하고, 위협 장정을 제정 혹은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54) 1950년 6월 15일 심양시에서 
동북위생공작자협회 제1차 표 회를 열어 ｢東北衛生工作者協會會章｣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동북위생공작자협회 집행위원회 및 상무위원회를 선거
하고 동북위생공작자협회총회를 성립하 다.55) 

이때 통과된 ｢東北衛生工作者協會章程(草案)｣의 제2조 ‘宗旨’를 살펴보
면 이 단체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제2조  宗旨
本會는 전국 자연과학공작자협회의 동북 분회 중 일부 조직이

52) ｢의사회란 무엇 하는 곳인가?｣, 東北朝鮮人民報 1949.7.9. 2판.
53) ｢東北第三次衛生會議介紹｣, 東北區科學技術發展史資料 醫藥衛生卷, 中國學術

出版社, 1988, p.47.
54) ｢1950年上半年東北醫政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18-32; 

｢東北衛生工作者協會章程(草案)｣, 東北衛生 1卷 3期, 1950, pp.52-53.
55) ｢1950年上半年東北醫政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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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북위생공작인원을 단결하여 그들의 기술을 제고시키고, 정치
를 학습하여 ‘의사가 기술을 팔고, 인민은 건강을 산다.’는 낡은 
의학사상을 개조하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상을 배양시킨다. 
그리고 정부의 지도 아래 위생 정치 명령을 받들어 인민 중의 
위생 지식, 보건, 방역, 의료 등의 정책을 보급하고 발전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 인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본회 회원을 동
원‧조직하여 점차 합작사 성질의 의원, 연합진료소, 公醫 제도로 
나아가는 것을 종지로 삼는다.56)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직후 결성된 여느 단체처럼 위협도 군중 단체라고 
하지만 정부가 실시하는 위생 정책에 참여함으로서 “노동 인민의 건강 증
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신들의 재능, 즉 의료 기술을 제공하 다. 
정부는 위협을 통해 위생 정책, 즉 보건, 방역, 의료 부문의 여러 정책을 

중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었다. 또한 과거의 의사를 환자의 건강을 담
보로 자신의 기술을 파는 자들로 매도하면서 이러한 “낡은 사상”을 타파
하기 위해 정부가 그들에게 정치 학습을 시키는 것을 정당화하 다. 그리
고 위협을 조직한 가장 결정적인 목적은 위협을 통해 개업의를 비롯한 의
료인을 하나로 묶어, 이들을 公醫制度에 포섭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민주
주의 시기에 사인 개업의의 존재를 인정하는 한편, 그들을 조직화하여 사
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필요했던 것이 위협이었던 것이
다.

위협은 심양시에 총회를 설립하고 각 성과 시, 현에 총회의 지도를 받는 
위생공작자협회 총분회, 분회, 지회를 각각 세우도록 하 다. 이에 따라 
각 성에서 위협 총분회가 성립되었다. 요서성에서는 1950년 7월 동북위생
공작자협회 요서성 총분회를 성립하고, 이어서 각 시와 현에 분회 25개, 
區支會 235개를 성립하고, 9,430명의 회원을 가입시켰다. 1950년 4월, 눌
하현에서는 성위생처의 지시에 따라 위생 담당자 표회의를 열어 위협 
縣分會를 성립하 다. 회의에 참가한 표는 서의 개업의를 비롯해 중의, 

56) ｢東北衛生工作者協會章程(草案)｣, 東北衛生 1卷 3期, 1950,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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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약사, 그리고 합작성질의 위생소에 근무하고 있는 중서의 등 82명이었
다. 회의에서 성위생처의 陳文斌이 ｢東北衛生工作者協會章程(草案)｣을 읽
고 설명하 다. 이후 소조 토론을 진행하여 위협 성립의 의의에 한 인식
을 제고하도록 하 다. 이어 무기명 방식의 투표로 회장, 부회장, 비서, 宣
敎, 福利, 감사 등 위원 7명을 선출하 다. 눌하현에서 위협 縣分會가 성
립되자 종래 있던 中西醫藥聯合會는 해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연합회
의 책임자가 會의 해산을 선언함으로서 눌하현 위협 현분회가 정식으로 
성립되었다.57)

沙嶺區에서도 1950년 6월에 위협 지회를 성립한 후 [그림Ⅲ-2]와 같이 
조직하 다. 

전체회원 회
(주임위원 1명, 부주임위원 2명, 위원 9명)

의무책임
분담조 부유조 방역

보건조
조사

선전조 학습조 총무조 방역
보건조 藥商조 조산사조 의사조

간사
3명

간사
3명

간사
3명

간사
3명

간사
3명

[그림Ⅲ-2] 사령구 위협 지회의 조직도
출처: ｢沙嶺農村衛生實驗區組織機構介紹｣, 東北衛生 3卷 6‧7期 合刊, 1951, p.429.

조직도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위협이 중서의, 조산사, 약사를 모두 포
괄한 지역 내 종합 의료 단체라는 것이며, 정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위생 
정책, 즉 방역, 위생 선전, 모자 보건에 참가하는 국가와 긴 하게 연계된 
단체라는 것이다. 특히 사령구에서는 구지회를 성립할 때, 이들에게 “정치
와 기술 학습을 진행하고, 그들을 합작성의 신민주주의 의학의 길로 도”
하기 위해 성립하 음을 분명히 하 다.58) 이는 앞서 살펴본 ｢東北衛生工

57) ｢黑龍江省訥河衛生實驗縣1950年半年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197-206.

58) ｢沙嶺農村衛生實驗區組織機構介紹｣, 東北衛生 3卷 6‧7期, 1951, pp.4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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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者協會章程(草案)｣의 宗旨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위협은 행정 단위마다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정부의 위생 정책에 동참하 고, 마침내는 사회주의 
의료 체제 수립의 디딤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눌하현에서 위협분회를 성립할 때, 위협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
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위생공작자협회는 과거의 의련회와 다르다. 위생공작자협회는 
위에서 아래로의 지도 계통을 가지고 있고, 기관과 단체 위생공작
자가 참가하여 더욱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수많은 개업의는 정
부 관련자가 회원으로 참가하여 그들과 함께 평등하게 지낸다고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정부 관련자는 수많은 개업의의 정서를 자
극하여 그들이 인민을 위해 잘 복무하도록 한다. 정부 관련자가 
협회에 참가하는 것은 회원이 자신들의 의무를 잘 집행하도록 하
는데 모범 작용을 한다.59)

위협이 종래 이 지역에서 설립된 의련회와 다른 점은 위에서 아래로의 
수직적인 지도 계통이 있다는 것이고, 아직 위생소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합작성질의 진료소를 운 하지 않는 개업의를 정서적으로 변화시키기 위
해 정부 관련자가 회원으로 참가하 다는 점이다. 이는 위협이 의료인에 
의해 조직된 사적 단체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 혹은 정부에 협조하여 만들
어진 半국가 단체라 볼 수 있다. 물론 정부 기관의 강압적인 명령에 의해
서만 조직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부의 호소에 일부 의료인이 조직을 구
성하는데 앞장서고, 참가 회원을 점점 늘리면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조직된 위협이 각지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면, 정부가 집행하는 위
생행정의 든든한 파트너 다고 할 수 있다.

위협은 의료인을 표하는 단체이지만 단독으로 중을 위생 정책에 참
여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래서 반드시 현지 정부의 협조와 관심이 
있어야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 다. 현지의 행정 간부가 위협

59) ｢黑龍江省訥河衛生實驗縣1950年半年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1950, 
pp.19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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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추진하는 위생 정책에 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정책의 결과는 차이가 생긴다고 보
았다. 예를 들어 安圖縣에서는 위협의 회원이 인민 표회의에 종두 사업
에 관한 안건을 통과해 줄 것을 요청하 으나 현장이 이를 거절하면서 종
두률이 낮게 나왔다고 분석하 다. 반면 伊通과 磐石의 두 현처럼 행정 
간부와 위협 회원이 긴 하게 협조하여 중들 사이에서 선도 작용을 일
으키자 현 전체 100% 종두 임무 완성이라는 성적을 거두었다고 보았다. 
이처럼 위협은 정부 행정과 접한 연계를 맺는 단체로서 국가와 긴 한 
협조 관계에 있는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기관 외 다른 사회단체
와의 유기적인 협조도 위협 활동에 필수적이었다. 예를 들어 産婆 훈련반
을 열 때는 현지 부련의 협력을 얻어 산파를 동원할 수 있었고, 아동 신체
검사 혹은 예방 접종 때는 반드시 학교와 연계해야 하 다. 기타 환경 위
생, 쥐잡기, 종두, 예방 주사 등은 학생, 부련, 청년, 공상업 단체 등과 협
조 하여야 진행될 수 있었다.60)

1950년 위협총회가 설립된 이후 한 해 동안 위협 회원은 6만 여 명에 
달하 다.61) 조직은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총회와 분회 사이
에 지시와 보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62)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정
부의 위생 정책에 다음과 같이 참여하 다. 

첫째, 정부의 항미원조 운동에 참가하 다. 길림성 위협은 회원들을 
상으로 항미원조에 한 학습을 진행하 다. 학습 결과 어떤 회원은 輸血
隊에 참가하면서, “우리들은 비록 직접 戰線에 가서 적을 사살하지 못하
지만 우리의 피로 부상자의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하 다. 또 어
떤 회원은 미제국주의에 한 분노를 드러내며, “우리는 조선전쟁을 방치
할 수 없다.”고 말하고는 전시 근무를 신청하 다. 이 회원이 부상자를 치
료하던 중 전쟁터에서 사망하자 길림성 위협 회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항미원조 운동에 동참하 다. 어느 회원은 “나는 외과 의사이다. 나는 여

60) ｢壯大中的吉林省衛生工作者協會｣, 東北衛生 4卷 9期, 1951, pp.481-484.
61) ｢1950年度東北衛生工作的基本總結與1951年度東北衛生工作的主要任務｣, 東北衛

生 3卷 6‧7期 合刊, 1951, pp.270-277.
62) ｢東北衛生工作者協會旅大總分會成立｣, 東北日報 1950.05.25.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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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앉아 부상자를 진료실로 데리고 오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다.”며 전
장에 가서 구급 치료에 종사할 것을 결심하 다. 

전시 근무에 나가지 않은 다른 회원들은 지방에서 벌어진 항미원조 시
위 행진에 참가하고, 애국공약을 정립하여 비행기와 포를 헌납할 것을 
약속하 다. 뿐만 아니라 길림성 위협은 헌납 계획도 세웠다. 6개월 만에 
길림시의 1만여 명의 회원이 모은 돈은 략 인민폐 833,697,612원이었는
데, 어떤 사람은 시계와 금반지를 헌납하 고, 어떤 사람은 휴일을 이용해 
산에 가서 약초를 캤으며, 어떤 사람은 글을 썼고, 어떤 사람은 금연을 하
여 모은 돈이었다.63) 이러한 항미원조 운동에 회원이 가담하도록 부추기
는 것은 위협의 임무 중 하나 다. 쌍성현에서는 1951년 위협의 임무를 
정하면서 항미원조 동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그들은 “실제 행동으로서 모주석의 3  호소에 견결히 호응”
하고, 애국주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애국공약운동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 다.64) 

둘째, 정부의 방역 정책에 참여하 다. 扶餘縣에서는 각 구위협 지회 주
임회의를 열어 1951년의 위협 임무 계획을 제정하면서 종두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정하 다. 위협에서 결정한 종두 사업과 관련된 세부 사항
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을 동원하여 종두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계절에 
상관없이 상시 선전하도록 한다.

② 부녀자를 조직해 접종할 팔을 물로 깨끗이 씻는 것을 가르친
다. 그리고 알코올을 이용해 소독을 한 후 주사를 놓으며, 철저
한 소독으로 화농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종두 책임구제를 제정한다. 담당 의사가 종두와 檢痘, 통계 등
을 책임진다. 戶口簿의 記事欄에 종두한 사실을 기록하고 도장
을 찍어 책임을 명확히 한다.

④ 상기한 규정에 근거해 모두가 일치하여 임무를 잘 수행하고, 

63) ｢壯大中的吉林省衛生工作者協會｣, 東北衛生 4卷 9期, 1951, pp.481-484.
64) ｢雙城縣衛協分會總結去年工作佈置今年任務｣, 東北衛生 5卷 5期, 1952, 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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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경쟁한다. 임무 종결 시에는 각 구에서 모범을 평가하여 
현에 보고하여 장려를 하도록 한다.65)

위협에서 지시한 회원의 종두 임무를 보면 정부에서 내린 지시를 그
로 답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원들에게 단순히 주사를 놓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종두를 하도록 선전하는 것도 자신들의 임무임을 명확
히 주지시킨 것이다. 그래서 극산현에서 종두를 실시할 때, 북흥구의 어느 
주민이 “정부에서 실시하는 종두는 약을 주지 않으니 종두 할 필요가 없
다.”고 주장하자 위협 회원인 중의 王子元은 즉시 중을 향해 “여러분, 
종두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날짜가 되면 자연스럽게 낫는 답니다.”
라고 선전을 하 다. 그리고 그는 자기 고백을 겸한 선전을 이어나갔다. 
“나는 북흥구에서 20여 명의 아이에게 주사를 놓고는 약을 주었지요. 돈 
몇 푼을 위해 그랬는데, 이건 舊社會가 만들어낸 거 어요. 지금의 국가는 
우리의 것이랍니다. 우리는 새롭게 바뀌었어요.”라고 말하 다. 당국은 위
협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한 선전으로 이 지역의 종
두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위협 회원에 한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과학적 지식을 주입하여 위생 전선에서 주력군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 다.66)

흑룡강성 景星縣 위협 분회 전체 회원은 龍江縣 7구 위협 지회가 각지 
의무 공작자에게 공개적으로 내민 도전장을 받아들이며 ① 조기에 종두 
임무를 완성하여 全縣 인구의 75% 이상을 접종시킬 것, ② 화농이 생기
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재검을 통한 보충 접종을 잘할 것, ③ 종두 할 때 

중에게 선전을 잘하여 그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접종하러 오도록 할 
것, ④ 종두 통계 공작을 잘 하고, 경험을 잘 총결할 것 등의 응전을 신문 
상에 공개하 다.67) 烏丹縣 위협 회원 144명 중 92명은 봄철 종두 사업에 
참가하 는데, 특히 중의인 張漢淸은 병이 있음에도 매일 8~12킬로미터를 
걸어 산을 넘고 고개를 건너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종두 사업에 적극 

65) ｢扶餘縣召開衛協支會主任會議｣, 東北衛生 3卷 6‧7期 合刊, 1951, p.358.
66) ｢克山縣的種痘工作是怎樣完成的?｣, 東北衛生 3卷 9期, p.514.
67) ｢保證作好種痘工作｣, 黑龍江日報 1951.4.5.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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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여 모범으로 선정되었다.68) 寬甸縣 위협은 창립되고 1년 간 뇌
염, 발진티푸스, 페스트를 예방하는 방역 정책을 총 8번 진행하 고, 예방 
접종 정책에도 참여하 다. 그리고 이 정책에 중을 참여시키기 위해 야
학, 冬學, 게시판 등을 활용한 선전도 전개하 다.69)

길림성에서는 省民 520만 명을 상으로 실시한 종두 사업의 추진 원동
력을 길림성 위협 회원의 80%가 이 사업에 참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

다. 위협 분회 회원들이 봄철 종두 사업에 참여할 때의 모습은 극적으로 
묘사되어 선전되었다. 예를 들어 永吉縣 岔路河區의 喬秉禮는 임무를 즉
시 완성시키기 위해 얼은 강물이 녹자 하류를 헤엄쳐 책임 지역에 가서 
옷이 다 젖은 채로 종두를 하 고, 심지어 한 아이가 접종 후 丹毒에 감
염된 것을 알아채고는 자신의 약을 아이에게 주어 위기를 넘기게 하 다. 
부여현 분회는 新民村에서 종두를 할 때 비가 내려 사람들이 진흙길을 걸
어오고 싶어 하지 않자 회원이 우두 접종을 위해 직접 백신을 가지고 집
집마다 찾아가 주사를 놓았다. 痲疹이 유행할 때는 위협 분회가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중에게 선전을 하고, 격리를 진행하 다. 예를 들어 유수
현 大嶺區에서는 위협 회원이 인근 구에 마진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는 
회원을 조직하여 아이들에게 모혈 주사를 놓아 마진이 발생하지 않게 되
었다.70) 이러한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위협이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주민
들 사이에서도 환 받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아직 위협에 가입하지 않
은 의료인을 설득하는 주요 방식이 되었다.71) 위협의 회원수가 지속적으
로 늘어나 이들이 모든 역량을 단결하여 정부의 위생 행정을 위해 복무한
다면, 이는 정부의 위생 행정 운용에 큰 힘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셋째, 책임의제를 조직하여 위생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위협의 임무
다. 위협은 회원마다 맡아야 할 의료 책임 구역을 지정하여 주었는데, 이
를 책임의제라 하 다. 책임의제가 건립된 곳의 회원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맡은 책임 구역 내의 주민들에게 위생선전과 공공위생검사, 그리고 전염병 

68) ｢烏丹縣衛生工作者協會成立以來｣, 東北衛生 4卷 9期, 1951, p.485.
69) ｢東北衛協寬甸縣分會召開第二屆會員大會｣, 東北衛生 4卷 11期, 1951, p.598.
70) ｢壯大中的吉林省衛生工作者協會｣, 東北衛生 4卷 9期, 1951, pp.481-484.
71) ｢雙城縣衛協分會總結去年工作佈置今年任務｣, 東北衛生 5卷 5期, 1952, 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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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을 실시하 다. 정부는 위협을 통한 책임의제가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는 동시에 중 속으로 들어가 위생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장려하 다. 심양시에서는 1,233명의 회원을 
128개의 책임조로 만들었다. 조는 의사 1~3명, 중의 1~2명, 조산사 1~3
명, 기타 치의사, 약사, 수의사 등 각 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책임 지역에서 주민과 학교를 상으로 위생 방역 선전을 지도하고, 전염
병 검사, 전염병 정보 공지, 그리고 임산부 검사, 가정 방문 등의 의료 사
업을 전개하 다.72) 그 결과 1950년 심양시에서 뇌염이 발생하자 의사들
은 검역을 위해 자신의 병원 일을 잠시 중단하고 조기에 뇌염 유행을 소
강시키기 위해 책임 구역으로 향하 다. 그리고 중의는 선전과 검역 작업
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 는데, 화평구의 중의 張學銘은 나이가 많아 걷는 
것이 불편함에도 집집마다 다니며 친절하게 뇌염 예방에 한 선전을 진
행하고, 환자를 찾아 다녔다.73) 이처럼 책임의제를 통해 방역 효과를 거두
고 있는 사례는 널리 확산되어 다른 지역의 본보기로 장려되었다. 

오단현에서는 책임의제를 실시한 후 회원들이 정부가 진행하는 위생 선
전 교육에 459회 협조하 고, 법정 전염병 보고를 109회 하 으며, 공공
위생 검사와 검진을 200여 회 하 다.74) 길림성과 본계시에서는 위협의 
추동 아래 개업 중의를 조직하여 책임의사 구역을 나누었다. 이들은 자신
들이 맡은 구역 내의 모든 집에 들어가 집안 상황을 살펴보고, 방역 보건
에 한 선전을 진행하여 사람들의 환 을 받았다. 의료인이 향촌에 내려
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는 산골 벽지에 살아 의사를 이곳에서 본
적이 없다. 신중국이 성립되자 정말로 모든 게 바뀌었다. 의사가 촌으로 
내려와 진료를 하고 우리에게 무료로 침을 놓다니 너무 좋다”고 하
다.75) 이러한 책임의제는 전염병 상황을 보고하고, 위생 선전을 실시하며, 
주민을 발동해 환경위생에 참가하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키고 

72) ｢東北衛生工作者協會在配合東北衛生建設上所起的作用｣, 東北區科學技術發展史
資料 醫藥衛生卷, 中國學術出版社, 1988, pp.337-338.

73) ｢瀋陽市防治流行性腦炎的初步總結｣, 東北衛生 2卷 11期, 1950, p.591.
74) ｢烏丹縣衛生工作者協會成立以來｣, 東北衛生 4卷 9期, 1951, p.485.
75) ｢東北衛生工作者協會在配合東北衛生建設上所起的作用｣, 東北區科學技術發展史

資料 醫藥衛生卷, 中國學術出版社, 1988, pp.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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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평가되면서 위협의 중요한 치적 중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책임의제를 실시함으로서 주민들은 의사를 옹호하고 치켜세우며, 

“오늘날 의사는 과거의 의사와 다르다. 인민정부는 곳곳에서 우리 백성을 
생각한다.”며 칭찬하 다.76) 환자를 찾아가며 진료하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태도는 앞선 시 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고, 이 모든 변화가 중국공산당
의 도로 인해 가능했다는 논리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위생 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었다. 즉, 정부의 위생정책은 국민에
게 이로운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이를 중간에서 전달하는 것
이 衛協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위협을 통해 의료인을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인물로 양성하기도 
하 다. 즉 위협의 임무 중 하나가 회원을 조직하여 기술과 정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국가는 이를 통해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인을 확보하여 
나갔다. 각급 위협은 학습을 우선 임무로 두고 學委會 등 각종 학습 조직
을 구성하 으며, 이에 한 지도와 감독을 맡았다. 時事를 가르치기도 하

고, 정치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 으며, 새로운 치료법을 학습하기도 하
다. 이 과정에서 회원에 한 사상 투쟁이 병행되기도 하 다.77)

길림시 위협은 스스로를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가장 유력한 조수”라
고 칭하면서, 위협의 주도 아래 회원을 교육하여 “그들이 새로운 복무 관
점을 가지고 신위생원으로서의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雙遼縣 위협은 1951년의 임무 중 하나로 회원에 한 사상 개조 운
동 전개를 결정하면서, 기관에 소속된 회원은 王斌이 호소한 “고통을 참고 
노동하는 소박함을 드러내고, 인내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실제 일을 추진하
는 태도로 인민의 위생 사업을 책임져야 한다.”에 호응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리고 개업의 회원에 해서는 “애국주의 정치 학습을 통해 철저하
게 사상을 개조하고, 진정으로 인민을 위해 위생 사업에 복무하는 사상을 
수립” 할 것을 요구하 다.78) 

76) ｢黑龍江省訥河衛生實驗縣1950年半年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pp.197-206.

77) ｢遼西省衛生工作者協會工作介紹｣, 東北衛生 3卷 5期, 1951, p.240.
78) ｢雙城縣衛協分會總結去年工作佈置今年任務｣, 東北衛生 5卷 5期, 1952, 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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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회원에 한 사상 교육 및 개조는 그 요구 사항이 중의와 서의
에 따라 달랐다. 중의에게는 과학화를, 서의에게는 중국화를 요구하 다. 
중의는 동북의 의료인 중 가장 많은 수인 약 25,000여 명이 있었다. 당국
은 이들을 비록 이론적으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수천 년 간의 역
사를 지니고 있어, 이 오랜 시간 속에 쌓아 놓은 실제 임상 경험 중 과학
적 원칙에 부합하는 것도 있었으나 生理, 病理, 그리고 藥理 면에서 과학
기술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 다. 그리고 이러한 비과학적 중
의가 만들어진 원인을 “구중국의 봉건사회제도 속에서 탄생”하 기 때문
이라고 하 다. 이어 당시에는 현 와 같은 과학이 없어 인체의 생리 구조
에 한 해석은 수많은 자연 현상과 물질에 빗 어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잡스러운 봉건 미신이 더해져 오행, 상생, 상극을 가지고 병리의 
변화를 해설하게 되었다고 비판하 다. 반 로 서의는 근  과학적 이론을 
가지고 있고, 현 의 각종 실험 도구를 활용하며, 인체 해부와 질병에 
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중적 관점이 부족하여 오만하고 
거만하며 스스로 잘난 줄 안다고 평가하 다.

이러한 단점은 중의와 서의 간의 규분에 이용되었다. 서의는 중의가 비
과학적이라 말하고, 중의는 서의가 외래에서 온 것이라 말하며, 서로 간에 
싸움에 끊이질 않고 서로를 멸시하 다. 국민당 정부는 서양 의학을 도입
하는 과정에서 전통 의학의 기능을 부정하고 축소하는 정책으로 일관함으
로써 서양의학의 우위를 인정하 는데, 이로서 이러한 립은 더욱 심화되
었다.79) 이에 동북의 위협 총회는 중서 의학의 단결과 구 의료인의 개조
를 위해 각지의 위협이 자체적으로 정치와 의학 기술 연수반 등을 운 하
도록 하 다.80) 그래서 과거에 의사들이 지니고 있었던 醫不叩門 태도, 즉 
의사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직접 환자를 찾지 않는다는 무관심, 무책임의 
의료 태도를 없애고, 노동자, 농민, 군인의 건강을 위해 의료 기술을 사용
하는 새로운 복무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 다.81) 이 연수를 통해 

79) 최찬호, ｢역사적 과정에서 본 중국의 보건의료 변화｣, 역사문화연구 제33집, 
2009, p.255.

80) ｢東北衛生工作者協會在配合東北衛生建設上所起的作用｣, 東北區科學技術發展史
資料 醫藥衛生卷, 中國學術出版社, 1988, p.339.

81) ｢東北衛協寬甸縣分會召開第二屆會員大會｣, 東北衛生 4卷 11期, p.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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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는 “의학은 정치‧경제‧사회의 반응”이라는 것과 사회 발전의 규율을 
알게 되며, 의료 기술면에서 기초 의학 지식과 방역 보건 지식을 알게 되
고, 서의는 정치사상과 새로운 의학 기술을 제고해야 한다고 하 다. 총회
의 지시에 따라 각 성과 시의 위협은 학습 위원회를 조직하여 중서의 개
조 교육을 직접 지도하 다.82)  

洮南縣에서는 야학을 세워 회원에게 정치와 의료 기술을 가르쳤다. 그리
고 이 과정에서 중의와 서의의 단결을 도모하 다. 예를 들어 중의 劉선생
은 “서의가 우리를 가르쳤는데, 나는 정말로 그 방법은 생각하지도 못하
던 것이다. 우리 스스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 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학습과 복무 태도를 변화시켰다. 
어떤 의사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모두 진보하고 있다. 배우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말하 다. 학습을 통한 인식 변화는 결국 정부의 위
생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정부가 방역 사업을 
실시할 때, 중의와 서의에게 하향을 요구하자 회원 모두가 이 사업을 적극 
옹호하며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 다.83)

쌍요현에서는 페스트 방역 사업에 참가한 위협 회원들 스스로가 자신들
이 전염병에 한 지식이 부족하며, 그래서 임무를 수행할 때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防疫學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하 다. 이에 현 위협에
서 현위생원과 합작하여 개업의를 모아 학습 회를 열었다. 겨울에 환자가 
적어 바쁘지 않은 기간을 이용하여 매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업무에 관
한 교육을 하 다. 회에 참가한 50~60세의 나이든 중의들도 뒤처지지 
않았다. 그들은 페스트와 콜레라에 해 학습하 는데, 이 두 종류의 병이 
현지에서 이미 발생한 적이 있어서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은 모두 “그때 
이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말하 다. 특히 중의들은 학습을 통
해 술파민과 같은 화학 약품 사용법에 해 알게 되었고, 정확한 소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84)

82) ｢東北衛生工作者協會在配合東北衛生建設上所起的作用｣, 東北區科學技術發展史
資料 醫藥衛生卷, 中國學術出版社, 1988, p.339.

83) ｢洮南縣中西醫團結有了良好的開端｣, 東北衛生 3卷 1期, 1951, p.36.
84) ｢雙遼縣衛協分會展開冬季業務學習｣, 東北衛生 5卷 3期, 1952,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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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습을 통해 회원들은 중서의 간의 거리를 없애고, 중의의 낡은 
것을 고수하는 것, 사인 개업의 간의 배제와 공격, 그리고 공립 의원 내 
일부 인원에게 존재하는 종파주의 현상을 없애고 단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명확하게 새로운 의료인이 가져야할 태도가 무엇인지 인식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장춘현의 卡倫區 지회에서 중서의가 함께 학질용 
약을 학습할 때 중의와 서의 모두 학질 치료로 키니네라는 약을 같이 쓰
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중의는 “서약은 외래품이고 그 조
제한 약의 양이 작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근거 없는 편견을 없
앨 수 있었다. 그리고 서약 부분이 중약의 정수를 취하여 제조된 것을 
알게 되어 새로운 과학 지식을 연구하는데 흥미가 생기게 되었다. 회원들
은 학습을 할수록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적고, 해결할 수 있는 문
제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더 많이 학습할 기회를 가지
고 싶어 했고, 집회와 학습 등을 통한 경험 교류를 좋은 형식으로 여기게 
되었다. 부단한 교육으로 서의도 중의에 해 경시하던 태도가 바뀌었고, 
함께 정부 사업에 협조하면서 중의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더 좋
은 성적을 거둔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는 중의와 단결하는 중요성을 명
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85)

교육을 통해 다수의 회원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인민을 위한 
복무를 당연한 임무라고 여기게 되었다. 더 이상 다른 의사와 업 이익을 
계산하여 비교하지 않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중을 향해 선전하고 주동적
으로 지방 정부와 연계하여 村屯의 간부를 설득시켰다. 그래서 그들의 

적인 협조를 얻어내 위생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다. 교육을 받
은 昌圖九區의 중의인 張懷玉은 스스로 가짜 약을 팔았고, 돈이 없으면 
치료를 해주지 않는 등의 낡은 의료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자신을 비판
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학습하여 새로운 의료 사상을 가지고 정부의 호소
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하 다.86) 위협 회원들은 저마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자 하며, 인민을 교육하여 질병과 투쟁을 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불태웠다.87)

85) ｢壯大中的吉林省衛生工作者協會｣, 東北衛生 4卷 9期, 1951, pp.481-484.
86) ｢遼西省衛生工作者協會工作介紹｣, 東北衛生 3卷 5期, 1951,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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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은 정부의 위생행정에 협조하는 가로 동북인민정부의 정책 결정
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었다. 위협 표는 [표Ⅲ-2]에
서 볼 수 있듯이 각계인민 표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석하여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의약계의 의견을 반 하 다. 

[표Ⅲ-2] 의약계 표의 장춘시 각계인민 표회의 참석 현황88)

회의 참석자
제1회 각계인민 표회의 제1차 회의

(1949.7.2.-1949.7.4.) 
장춘의과 학 표 1인, 의무인원 표 1인

제1회 각계인민 표회의 제2차 회의
(1949.9.28.-1949.10.5.) 

의무계 표 3인

제1회 각계인민 표회의 제3차 회의
(1949.12.27.-1949.12.28.)

참석자 명단에 각계 표를 구분하지 
않아 파악 할 수 없음

제2회 각계인민 표회의 제1차 회의
(1950.4.1.-1950.4.4.) 

의  표 3인, 의무계 표 5인

제2회 각계인민 표회의 제2차 회의
(1950.9.22.-1950.9.24.) 

군의 학 표 4인, 의무계 표 3인

제2회 각계인민 표회의 제3차 회의
(1950.12.22.-1950.12.23.)  

군의 학 표 4인, 의무계 표 5인

제2회 각계인민 표회의 제4차 회의
(1951.4.2.-1951.4.3.)  

문교, 의, 과학 공작자 표를 구분 없이 
서술하여 파악할 수 없음

제3회 각계인민 표회의 제1, 2차 회의
(1951.7.24.-1951.7.26.)

(1951.12.24.-1951.12.26.)    
위생공작자협회 표 6인

출처: 長春市志-人大志, 吉林人民出版社, 1999, pp.10-24, 220-240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87) ｢東北工作者協會總會擧辦學術報告會｣, 東北區科學技術發展史資料 醫藥衛生卷, 
中國學術出版社, 1988, p.341.

88) 장춘시 각계인민 표회의는 1949년 7월 2일 제1차 1회 회의를 시작으로 1954년 
6월 26일 제4차 6회 회의까지 총15회 소집되었다. 제4차 1~6회 회의의 경우 참석
자 명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표Ⅲ-2]에 기록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長春市志-
人大志, 吉林人民出版社, 1999,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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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를 보면 위협이 결성되기 전 의학 학 표 및 의무계 표가 
각계인민 표회의에 참석하 고, 위협이 결성된 이후에는 위협 표가 그 
자리를 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협 표로 각계인민 표회의에 
참가한 사람은 宋平, 陳光明, 洪引, 高玉旋, 董翼章, 劉素淸이었는데, 이
들 중 송평은 1회 1차 회의, 진광명은 1회 2차 회의, 그리고 고옥선은 2
회 3차 회의부터 의무계를 표하여 참석하 다. 각계인민 표회의는 각계 
직업 표로 구성되는 민의기관으로서 구역 표제로 구성되는 인민 표

회가 실시되기 전까지 정부의 중요 공작을 토론하고 결정할 뿐만 아니
라 정부 위원을 선출하는 등 정권 기관과 다름없었다.89) 따라서 의료인들
은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가로 각계인민 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 분야에서 꾸준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위협은 정부의 위생 정책에 협조하는 가로 신생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회의에 참여하는 이익을 얻었고, 동북인민정부는 사회주의 公醫
制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위협을 적극 활용하 다. 당국은 신민주주의 시
기의 의료는 公私合作 혹은 私人合作의 조직 방침이 필요하고 정확하다고 
판단하 다. 경제 조건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전부 공의제를 시행할 수 없
기에 반드시 공사합작과 사인합작의 효능을 잘 발휘하여 위생소의 지도 
아래 국민을 위한 위생보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정확한 조치라고 당국
은 판단하 다.90) 그러면서 私醫制는 중국 사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
다고 비판하 다. “만주국 시기 의료계는 직접적으로 국민을 수탈하고 사
기를 쳤으며, 주색에 빠진 방탕한 생활을 하고, 법을 어기고도 법의 제재
를 받지 않는 등 자유자재로 행동”하 고, 이들이 운 하는 진료소는 “건
강을 매매하는 교역소로 바뀌었고, 뜻이 있든 없든 통치 계급, 사회 불량
배, 관료 정객, 軍警法 무리와 하나가 되었다.”고 비난하면서 만주국 시기
의 공공의료를 제 로 평가하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비난 화법을 통해 새
로운 정부는 만주국이 양성해 놓은 “방탕한 구의사”를 개조하여 단결시킴

89) 유용태, 앞의 책, pp.374-408.
90) ｢1950년上半年東北城市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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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그들을 신민주주의 시기의 합작 의료를 거쳐 사회주의의 공의제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인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 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한 것이 위협이었고, 위협은 정부에 협조하는 가로 각계인민 표회
의를 구성하는 단체로 인정받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2. 대중 참여 기제의 확립

1) 위생 선전과 교육의 실시

조직을 구성하 다고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위생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위생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과 가정, 사회
를 위생적으로 개선시켜야만 그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에
게 위생 상식을 알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위생 정책의 의의를 교육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중에게 얼마나 잘 선전하고, 교육하 는지는 
위생행정의 성공 여부와 직결되었다. 선전을 통해 인식을 변화시킨다면 이
는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앞서 살펴본 
군중 위생 조직과 위협 외에 다양한 사회단체 및 세력이 모두 협력하여 
선전 활동에 임해줄 것을 요구하 다.

동북인민정부 위생부 보건과 담당자는 1950년 동북 향촌 위생을 총결하
는 보고를 하면서 “환경위생은 하루아침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 중에게 선전을 자주 하여 “ 중이 사상적으로 납득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 다.91) 사람들이 위생 보건에 
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충분히 각종 어려움과 불편함
을 이겨내고,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각종 위생 설비를 갖추고, 나아
가 위생 습관을 개진할 수 있다는 논리는 당시 동북 지역에서 위생사업을 
추진하는 간부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공유된 것이었다.92) 

91) ｢1950年東北農村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3卷 6‧7期 合刊, 1951, pp.327-329.
92) ｢北鎭縣衛生工作的發展｣, 東北衛生 4卷 3期, 1951, pp.143-147; ｢旅大區1950

年上半年度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pp.16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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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생 사업에 해 거부 반응을 드러내거나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
는 자를 설득시키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선전 및 교육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여 시에서 위생 운동을 시작하자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위생
을 요구할 수 없다.”라든가, “예방 주사를 맞으면 끝이지, 위생을 따져봐
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 다. 이러한 예는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바빠서 위생을 강구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 위생에 신경 쓰다 보
면 거름을 쌓을 겨를이 없다는 사람, 쓰레기를 쌓아두는 습관을 가진 사람
은 타고 태어나는 것이라 고칠 수 없다는 사람, 더러운 환경에서 밥을 먹
어도 탈 난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
어 하느님이 죽을 사람을 지목한다고 말하는 사람 등의 부정적 태도는 다
른 사람에게도 향을 미칠 수 있었기에 당국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었
다.93) 시급히 이런 반  의견을 누르기 위한 조처가 필요했고, 이는 위생
사업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에 한 설득의 작업, 
즉 선전과 교육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선전 내용은 반세균전을 전개할 때는 애국위생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중
심 내용으로 삼았고, 반세균전이 끝난 뒤인 1953년부터는 “除四害” 즉 파
리, 모기, 쥐, 참새 제거를 통한 위생 중시 등이 중심이 되었다.94) 시기 
별 주요 선전만이 아니라 환경위생, 개인위생, 전염병 예방법 등에 한 
광범위한 선전이 항상 진행되었다. 위생 청소 방법을 소개하거나 종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장의 환경 위생과 개인위생 및 안전, 그리고 업소 
위생의 중요성을 설명하 다.95) 그리고 위생은 공동체 존속을 위한 것임
을 호소하기도 하 다. 화룡현에서는 봄철 위생운동을 실시할 때, “일단 
병에 걸리고 보면 어느 한 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생명
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한층 위생 관념을 가강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라고 설득하기도 하 다.96) 

93) ｢開展愛國衛生運動的動力在那裡?｣, 東北衛生 5卷 11期, 1952, pp.566-567; ｢
增産節約和愛國衛生運動如何相結合?｣, 東北衛生 5卷 11期, 1952, pp.568-569. 

94) 遼寧省衛生志編纂委員會, 遼寧省衛生志, 遼寧古籍出版社, 1997, p.207.
95) ｢瀋陽市鐵西衛生實驗區1950年上半年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187-196.
96) ｢봄철을 맞아 일층 위생에 주의하자｣, 東北朝鮮人民報 1949.3.3.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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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히 개인과 환경위생 내용만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위생 
정책을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연관 지어 재구성하기도 하 다. 예를 들어 
페스트 예방법인 쥐 없애기를 위해 “환경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논
리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한 마리의 쥐가 
하루 동안 2량의 곡식을 먹어 치우는데, 5마리의 쥐가 먹는 양이 한 사람
의 식사와 맞먹는다.”는 내용으로 선전하도록 하 다. 그리고 분뇨를 잘 
치우면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고 교육하 다. 한편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닭똥과 진흙을 섞어두거나, 실내에서는 물과 석회토가 담긴 통에다 
변을 넣어 퇴비더미로 만들 수 있는데, 이는 위생에도 적합할 뿐 아니라 
비료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 선전하 다.97) 

미국이 세균전을 벌인 이후에는 위생 방역 운동을 철저히 하는 것이 미
국의 침략을 저지하는 일이라는 논리가 수립되었다. 이 논리 속에는 미국
은 천인공노할 죄행을 중국 토의 상공에서 벌이고 있는 악당으로, 중국 
인민정부, 공산당, 그리고 모택동은 이 악당을 물리치는 웅이라는 설정
이 내포되어 있었다. 미국의 침략 행위에 중국 인민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
민이 분노하여 성토하 으며, 동북 지역의 광 한 인민과 위생 공작자는 

규모 애국위생운동을 전개함으로서 독충‧독물을 박멸하기 위해 분투하
고,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통제한 슈퍼 히어로 다.98)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위생운동을 할 겨를이 없다.”거
나 “위생을 강구하면 생산을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에 
해 미국이 벌인 세균전, 방역 위생 사업, 그리고 생산 건설은 서로 접한 
관련은 맺고 있는 것으로 “미국 침략자의 죄악 음모는 인민의 생명과 재
산에 손실을 가져오며”, “전체 인민의 건강한 신체는 바로 모든 생산 건설
에서 가장 중요한 보증 조건”이므로 절 로 방역 위생 정책과 각종 생산 
건설 임무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선전하 다.99) 그리고 “우리 지역은 

97) ｢開展愛國衛生運動的動力在那裡?｣, 東北衛生 5卷 11期, 1952, pp.566-567; ｢
金縣第11區大淸掃工作是怎樣開展起來的?｣, 東北衛生 5卷 5期, 1952, 
pp.273-274.

98) ｢深入開展愛國衛生運動,澈底打敗美國侵略者的細菌戰!｣, 東北衛生 5卷 11期, 
1952, p.562. 

99) ｢廣泛深入地開展愛國防疫衛生運動｣, 黑龍江日報 1952.5.22. 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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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거두고, 모택동, 중국공산당, 인민정부의 도를 따라야만 세균전을 이겨
낼 수 있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하 다.100) 세균전을 타파하기 위해 개인과 
환경 위생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은 위생이 곧 애국이라는 공식으로 이어
졌다. 국민 개인의 신체가 건강해지면 국방 건설과 경제 건설의 위 한 정
치적 임무를 완수할 수 있으며, 국가의 재부가 늘어나면 국민 개인의 수입
이 증 하고,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라는 설득력을 갖추게 되었다.101)

그리고 전염병 및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로를 설명하고,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 다. 예를 들어 우물에 덮개 장치가 없으면 공기
에 포함된 세균이 우물 안으로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큰 해가 된다는 사실
을 설명하고, 우물 덮개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 다. 그리고 뜰에 방치된 
하수 구덩이와 지붕 없는 변소 등의 비위생적인 장소는 독충이 번식하기 
좋은 곳이며, 독충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전염병을 만든다고 설명하 다. 
이를 막는 간단한 방법은 덮개를 제작하여 덮어두는 것이라는 것도 덧붙
임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큰 힘을 쓰지 않아도 좋은 것을 많이 만들 수 
있구나.”라는 반응을 유도하 다.102) 

당국은 위생 선전의 효과를 극 화하는데 간부 및 위생 기층 조직만 동
원해서는 힘들다고 판단하 다. 이에 따라 훌륭한 위생 선전 조수로서 교
원, 학생, 청년 여성을 지목하 다. 이에 따라 동북 각지에서 학생은 각 
조와 집에 가서 소형의 가극 등을 연출하여 선전을 진행하 고, 여성은 매
일 아침 아이들이 자는 시간을 이용해 거리를 쓸거나 벽의 틈을 메우고, 
변소의 똥을 퍼내는 등 위생 운동의 일선에 나섰다. 泰來縣의 工農村에서
는 위생운동에 참가한 사람의 90% 이상이 모두 여성이었다.103) 화룡현에
서는 여름철 위생운동을 전개할 때 각 촌을 단위로 부녀위생반을 조직하

100) ｢防禦美國侵略者的細菌戰人人都來參加愛國的衛生防疫運動｣, 東北日報 1952. 
3.24. 3판.

101) ｢轉變認識,克服缺點作好1952年的衛生豫防工作｣, 東北軍醫雜誌 終刊號, 1952, 
p.61.

102) ｢瀋陽市皇姑區崇禮街模範區環境衛生工作介紹｣, 東北衛生 5卷 9期, 1952, 
pp.466-468.

103) ｢全省開展愛國衛生運動中環境衛生和個人衛生大有改善｣, 黑龍江日報 1952. 
7.16.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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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집이 일상적으로 청소를 실시하 고, 선출된 반장이 한 달에 두 번
씩 청결 상태를 검사하 다.104)

이러한 내용을 선전하는 방식은 [그림Ⅲ-3]처럼 다양하 다. 

트럭 선전 거리 연극

듀엣 노래 슬라이드 상

[그림Ⅲ-3] 동북 각지에서 실시된 위생 선전 방식
출처: ｢衛生宣傳戰線｣, 東北衛生 5권 11기, 1952.     

[그림Ⅲ-3]은 가도에서 실시된 선전 활동을 찍은 사진으로, 젊은 청년들
이 위생 표어를 붙인 트럭에 타서 관악기를 불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거리에서 연극, 듀엣 노래를 부르는 공연을 하기도 하 으며, 사람들을 모
아 놓고 해설자가 슬라이드에 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위생 정책을 선
전하 다. 그렇다면 선전은 얼마나 많이 실시되었을까. 1950년 일 년 동
안 동북 지역의 향촌에서 실시된 선전 횟수를 정리한 [표Ⅲ-3]을 보면 알 
수 있다. 

104) ｢군중들께 위생을 선전｣, 東北朝鮮人民報 1949.8.9.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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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 1950년 상반기 향촌의 위생선전 성적

지구 진행 횟수(회) 참가인수 진행방식
무송 180 21,070 회의, 연극, 수업, 좌담회, 전람회
사령 80 10,470 강연, 수업, 연극, 만화, 흑판보
북진 89 27,850 강연, 연극
유수 32 4,883 강연
총계 381 64,273

출처: ｢1950年東北農村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3卷 6‧7期 合刊, 1951, p.328, 第表1.

무송의 경우는 선전 주간을 만들어 표에 제시된 진행방식을 배합하여 
선전을 진행하 는데, 7일 동안 현에 살고 있는 사람 중 1/5이 선전을 받
았다. 당시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표어, 흑판보 말고도 실
물, 그림, 모형, 다른 사람의 해설이 가미된 선전 방식을 활용할 것이 적
극 장려되었다. 

표어는 글을 아는 행인을 상으로 한 선전 도구로 사용되었다. 제작이 
비교적 간단한데 비해 주의를 끌 수 있어 부분 지역에서 자주 활용하
다. 그래서 당국은 위생 표어를 만드는 원칙을 사례를 들어 제공하기도 하

다. 첫째, 위생 정책의 원칙을 준수한다. 예를 들어 전염병이 발생한 어
느 지역에서 ‘예방하지 않으면 반드시 염라 왕을 만날 것이다.’라는 표어
를 만들었는데, 이에 해 “염라 왕은 봉건 미신적 색채가 강하므로 제국
주의 봉건세력을 반 하는 중국의 문화 정책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타
당하지 않은 예시로 보았다. 둘째, 실제와 부합해야 한다. 중국 의과 학 
婦嬰學院에서 만든 표어인 ‘모유는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이다.’라는 
표어는 모든 산모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기 때문에 실제에 부합하지 않
는다고 평가하 다. 셋째, 간단명료하며, 군더더기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
어 어느 지역에서 만든 ‘음식 위생에 주의해야 한다는 말은 틀리지 않다. 
찬물을 마시지 말고, 상한 과일을 먹지 않으며, 썩은 고기를 먹지 말고, 
냄새 나는 생선을 먹어선 안 된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표어는 내용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며, 쓸데없이 길어 



83

하루 만에 읽을 수도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넷째, 통속적이고, 생동감이 
있으며, 활발해야 한다. 그 예로 齊齊哈爾鐵路 관리국 위생과에서 지은 
‘끓인 물을 마시고, 익힌 채소를 먹으면 몸은 건강해지고, 배는 아프지 않
게 된다.’라는 표어는 생동감 있는 좋은 예시로 소개되었다.105) 

당시 활용된 선전 방식 중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강연, 그리고 
가정 방문이었다. 아랫목 수다, 마실 수다라고 불렸던 가정 방문은 선전원
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 아랫목에서 바느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위생 지식을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106) 이는 선전 효과뿐만 
아니라 집안의 위생 상태를 검사하고, 환자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선호되었다.107) 연극은 실시 횟수는 적지만 가장 효과가 큰 방법으로 
뽑혔다. 특히 향촌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졌는데, 사람들은 위생 관련 연극
을 보면서 신과 불교를 믿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몇 세 에 
걸쳐 믿어온 신상을 부수거나 그림을 찢어버렸다.108)

이외에 슬라이드도 주요 선전 도구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슬라이드 필
름을 상 할 때 해설자가 실감나게 상 내용을 이야기하면 청중은 그의 
목소리와 화면에 집중할 수 있었고, 여기에 풍금을 이용한 비행기 소리, 
깡통으로 낸 기차 소리 등의 음향이 함께 연출되어 그 효과가 높았다.109) 
그래서 슬라이드 제작을 위해 동북인민정부는 1950년 5월 심양시에 동북
전화교육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만든 슬라이드를 각지에 보급하 다.110) 
그러나 보급되는 위생 선전용 슬라이드 필름은 매우 한정되어 있는데다 
각지의 사정에 딱 맞는 슬라이드 필름을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그래
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투사 방식이 아닌 반사 방식으로 

상이나 사진을 송출하는 기기를 제작하거나 셀로판지, 마분지, 복사지, 
안료로 슬라이드 필름을 제작하는 방법이 고안되기도 하 다.111) 

105) ｢怎樣製做衛生標語?｣, 東北衛生 5卷 2期, 1952, pp.90-91.
106) ｢沙嶺農村衛生實驗區1950年上半年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207-218.
107) ｢瀋陽市鐵西衛生實驗區1950年上半年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187-196.
108) ｢關於農村衛生建設問題｣, 東北衛生 2卷 7期, 1950, pp.493-495
109) ｢利用幻燈宣傳衛生應注意的事項｣, 東北衛生 5卷 11期, 1952, p.587.
110) 遼寧省衛生志編纂委員會, 遼寧省衛生志, 遼寧古籍出版社, 1997,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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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필름에 담은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Ⅲ-4]와 같다. 

[그림Ⅲ-4] 슬라이드 필름에 담긴 위생 선전 내용
출처: ｢愛國衛生運動幻燈宣傳資料-粉碎美國侵略者的細菌戰｣, 東北衛生 5권 11기, 1952, pp.591-593.

  
반세균전의 일환으로 실시된 애국위생운동 당시 선전용으로 만들어진 

[그림Ⅲ-4]의 슬라이드를 보면 미군은 야만적이고 비열한 악행을 한 존재
로 묘사되고, 이에 극심한 분노를 한 중국 인민이 일치된 방역 행동을 하
여 적이 투하한 세균을 박멸한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슬라이드에서 미
군은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이자 해골이나 뱀을 주위에 두고 있는 악랄
한 존재인 반면, 미군을 물리치는 중국인은 큰 존재로서 의사봉으로 악인
인 미군을 물리치는 정의로운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만화를 이용해 세균전에 한 사람들의 분노를 극 화시키기도 하
다.

111) ｢怎樣製做幻燈片?｣, 東北衛生 5卷 11期, 1952, p.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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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5] 반세균전 선전 만화
출처: ｢走同樣的道路, 將得到同樣的下塲｣, 黑龍江日報 1952.03.02. 4판.

[그림Ⅲ-5]는 일본 제국주의가 걷는 길(왼쪽)과 미제국주의가 걷는 길(오
른쪽)을 묘사한 것이다. 일본과 미국을 나란히 그림으로서 그들이 똑같이 
동북 지역을 침략하여 세균을 퍼뜨렸지만 중국인민과 우방의 반격을 받아 
일본이 철창신세가 된 것처럼 미군도 머지않아 전범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 다. 미군을 일본군과 같은 존재로 묘사한 것은 식민 지
배를 당한 동북민의 경험을 끄집어내어 반세균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
기 위한 전략의 하나 다. 

이외에 연속화와 相聲도 선전에 자주 활용되었다. 연속화는 간결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이야기가 담겨 있어 사람들의 흥미를 유
발하기에 좋았다. 극산병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연속화 ｢学谁好｣을 살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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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6] 극산병 예방을 선전한 연속화
출처: 东北人民政府卫生部卫生社, 全家一心講衛生, 东北人民政府卫生部教育处出版科, 1951.

[그림Ⅲ-6]처럼 연속화는 두 집안을 극명하게 비시키고, 이를 통해 어
느 집을 배우는 것이 좋겠냐는 물음을 던진다. 왼쪽 그림은 도씨 집을 묘
사한 것인데, 그림에 붙어 있는 설명에는 “집을 수리하지 않고, 아궁이의 
재는 긁어내지 않았으며, 굴뚝이 막혀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도 않는
데, 식구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아랫목에 들어가 겨울을 보낸
다.”라고 묘사되어 있다. 이런 주거 상황에서 도씨 부인의 큰며느리는 심
장에 병이 생겼는데도 시어머니인 도씨 부인이 미신을 믿어 향만 피워
다 결국 며느리를 죽게 만들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반면 오른쪽 그림
은 이씨 집안을 묘사한 것인데, 그림에 붙어 있는 설명에는 “아궁이 틈을 
발라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아궁이의 재를 긁어냈으며, 굴뚝을 
퍼냈으며, 작은 창문에 환기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주거 환경이 좋은데다 병이 생기면 위생원을 찾아 의사가 말하는 로 따
랐기 때문에 이 집의 며느리는 건강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이 두 집안
의 며느리가 서로 다른 결말을 맞이하는 원인은 정부의 위생 정책을 잘 
따르고, 병이 생기면 위생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았는지 아니면 정부
의 위생 정책을 전혀 따르지 않고, 미신을 믿어 무의를 찾았는지에서 비롯
된다. 그리고 서로 다른 환경과 생활태도로 인해 발생한 극단적인 결과를 
극명하게 비함으로서 사람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위생 운동에 동참할 것
을 설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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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공연되는 노래를 곁든 가극도 중에게 친숙한 선전 도구 다. 
동북인민정부가 위생 가요로 만들어 공연한 淸掃衛生이라는 가극에 등
장하는 품앗이 소조에 소속된 농민과 그들의 부인, 그리고 屯長의 화를 
살펴보면 선전을 통해 당국이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112) 
농민 갑과 을은 부인들이 위생을 강구하며 청소를 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늘어놓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부인들 때문에 
귀찮을 뿐 아니라 화까지 난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 잘 먹고 잘 마시
면 그만이지 위생, 비위생은 중요하지 않으며, 깨끗하지 않아도 병에 걸리
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낸다. 이에 둔장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정부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세세하게 작은 것
까지 관심을 가진다네. 우리가 잘 살도록 해줄 뿐 아니라 우리가 
위생을 강구하여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지. 옛날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나 말이 되어 노예처럼 일하지 않았나. (우리가: 필자) 
죽고, 사는 것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 지금 우리는 주인
이 되어 집과 땅이 있고, 먹고 마실 수 도 있다네. 이제 먹고 입
는 걸 근심할 필요가 없어. 집 안의 어른과 아이 모두가 즐겁게 
오래 사는 것이 좋지 않은가? 오래 살고 싶으면 건강해야 하고, 
병에 걸리면 안 된다네. 소련은 지금 전염병도 없고 어른, 아이 
모두가 건강하지. 우리는 매년 전염병이 생기는데다 우리 둔만해
도 10명의 아이가 태어나 5명이나 죽었다네. 그런데 소련을 그렇
지 않아. 왜 그럴까?

이에 해 농민 을의 부인은 “사람들이 위생을 중시해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라고 답한다. 그러자 둔장은 맞장구를 치며 “그래서 정
부가 지금 우리에게 위생을 강구해야 병에 걸리지 않고, 생산을 잘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일세.”라고 말한다. 그러자 농민 갑과 을은 둔장의 말에 일
리가 있다며 설득되고, 출연자 모두가 함께 “청소, 청소, 모두 다 같이 하

112) 东北人民政府卫生部, 淸掃衛生,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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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청소, 청소, 어른도 즐겁고 아이도 기쁘며, 더 많이 추수도 한다.”는 
가사의 노래를 부른다. 이러한 가극을 통해 위생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가 
이전의 정권과 달리 국민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며, 이는 소련을 
학습하는 길이라는 선전의 논리가 확립되었다. 과거의 농민은 노예 고, 
병에 걸려 건강하지 못하 는데, 현재의 농민은 나라의 주인이고, 정부의 
관심 덕분에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다는 논리는 사람들의 위생에 

한 인식을 바꾸는 것은 물론 신생 정권에 한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
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환 을 받은 것은 의료인이 마

을을 방문해 施療해주는 것이었다. 화룡현에서는 2~3명의 위생 를 조직
해 14개 촌에 내려가 4일 동안 순회하면서 무료로 치료해주는 한편 중
에게 위생에 해 선전하 다. 일반적 질환이나 증세가 가벼운 것에 해
서는 즉시 처치를 해주었으나 비교적 복잡한 치료를 요하거나 심각한 병
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알고 있는 의사나 위생소를 소개해 주었다. 이러한 
선전이 반복되자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경험했거
나 들었던 일, 예를 들어 어느 집 아이가 연기를 먹고 죽었다는 얘기를 스
스럼없이 하 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전에 가난한 사람이 병원에 가면 
의사나 간호사가 폼만 잡고는 뭘 물어도 답도 해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의사가 집까지 찾아와 이 병, 저 병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까지 한다.”
며 무한 신뢰를 보이기도 하 다.113) 

이처럼 각계각층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주민에게 위생 상식을 선전하
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위생 정책에 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었다. 어느 한 노인이 거리에 나가도, 집에 있어도 위생
을 중시해야 한다는 소리를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고 있다는 말에서 당시 
어느 정도로 위생 선전이 행해졌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당시 길림성 유
수현에 살았던 소학교 교사 왕국장과 농민 진국동의 회고를 살펴보면, 위
생선전이 실제 당시인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알 수 있다.

113) ｢방역위생  조직하고 농촌 순회 치료를 진행｣, 東北朝鮮人民報 1949.6.18. 1
판; ｢冬季衛生宣傳施療隊在工人住宅區｣, 東北衛生 5卷 1期, 1952,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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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만주국 시기: 필자) 위생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당시에는 
“더럽다, 더럽지 않다.”,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할뿐이었
다. 1950년이 되어서야 이 단어가 있었다.(왕국장의 회고, 인용부
호는 필자가 삽입)114)

오과수가 해방된 후, 大廟北道에 비취색 창문이 있는 큰 병원이 
있었는데, 이를 위생소라고 불 다. …… 당시 위생원이라 부르는 
것도 있었는데 그제야 “위생”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다.(진국동의 
회고)115) 

두 사람의 회고를 통해 위생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본격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 1950년 부터이며, 위생소, 위생원 등의 위생 기관을 비롯해 
위생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던 사회적 분위기가 적지 않은 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선전으로 점차 설득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남에 따라 귀찮아서, 혹은 왜 치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정부의 
위생 정책에 동참하지 않았던 이들도 사회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소외감 
때문이라도 마지못해 참여하 을 것이다. 게다가 위생을 중시하는 것이 건
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의사들이 와서 직접 보여주면 의사에 한 신뢰감
과 더불어 위생이라는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었다. 따라서 동
북인민정부는 어디에서나, 누구나 위생지식을 선전하고 교육하는 것이 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이라고 보았고, 각계각층의 협조를 얻어 위생 
정책을 선전하 다. 

2) 주민의 위생 경쟁 참여와 상호 점검

당국이 원하는 로 사람들의 행동을 교정하여 경제 건설과 국방 강화
에 필요한 건강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114) 趙曉紅, 앞의 책, p.252.
115) 趙曉紅, 앞의 책,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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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하 다. 다시 말해 관습 혹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몸에 베인 행동이 잘못된 것이며, 이를 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바꾸는 것이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에 더 이롭다는 것을 
선전과 교육만으로 인식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위생 정책을 꾸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운 하는 방법이 도입되어
야 하 다. 그래서 당국은 組와 組 혹은 街와 街 사이의 경쟁을 부추겨 
경쟁에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안하 다. 당국
이 경쟁을 의도적으로 유발시키면 組, 街 등의 주민들은 경쟁에 이기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운 하 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위생 검
사가 실시되었다. 

당국은 국민이 위생을 잘 준수하도록 계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과 집 
사이에, 街와 街 사이에 경쟁을 의도적으로 유발시켰다. 어느 집 혹은 어
떤 街가 위생 요구에 부합하며, 어느 집 혹은 어떤 街의 위생 상태가 현
저히 떨어지는 지를 비교하여 성적을 매기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극시켰다. 그리고 결과를 바탕으로 模範戶 혹은 模範街, 모범 도시를 선
정하고, 칭찬과 비평을 실시하 으며, 紅旗 쟁탈전을 벌 다. 이 수단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집과 마을의 위생 상태를 다른 사람과 동네에 보여
줌으로서 수치심 또는 우월감이 생기게 만들었다. 부분의 사람들은 남들
보다 뒤처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당국은 집과 마
을의 환경, 그리고 개인의 위생 상태를 타인과의 비교 상이 되도록 하
다. 

적극적으로 위생 정책을 따르는 街, 거민조, 戶와 그렇지 못한 街, 거민
조, 戶를 다르게 우하는 방법도 활용되었다. 위생 정책을 잘 집행하는 
곳에 해서는 칭찬하고, 위생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에 해서는 적당한 
비평을 가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사람들에게 위생을 중시하게끔 자극하고, 
그런 마음을 고무시키는데 탁월한 방법이라는 판단 속에 적극 추진되었
다.116) 칭찬과 비평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 는데, 이는 
동북지역에서 요구하는 위생 기준에 지역의 실정에 맞게 변형된 것으로 

116) ｢開通縣城區的群衆性愛國衛生運動｣, 東北衛生 5卷 11期, 1952, pp.57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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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었다. 흑룡강성의 경우 성급 가이드 라인이라 할 수 있는 칭찬과 비
평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칭찬이 될 만한 상은 “본 책임구 
내에서 책임을 지고 늘 청결을 유지한 자, 선도적이고 추동적인 작용을 한 
자, 공공 위생 정책에 현저한 성적이 있는 자.” 고, 비평의 상은 “본 
책임구에서 책임을 항상 지지 않는 자, 일부러 더러운 물, 쓰레기, 분뇨 
등을 함부로 버려 위생정책을 방해하는 자, 소조장 및 현지 위생 기관의 
지도 및 권고를 따르지 않고 심지어 저항하는 자.” 다.117) 

칭찬과 비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다시 말해 칭찬과 비평의 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정부가 의도하는 
군중의 자발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모범으로 선정된 자( 표)
는 상장이나 “위생모범조”라는 팻말을 수여받는 것은 물론 위생 당국의 
초 를 받아 자신들의 경험을 교류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스스로 모범에 
선정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위생 정책에 더 열심히 참여할 것을 다짐
하게 만들기도 하 고, 獎勵模範大會를 열어 모범으로 뽑힌 개인과 단위
를 격려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하 다.118) 그리고 비위생적인 
집, 노점 음식점, 단위의 더러운 물건을 가지고 와 마을의 중심가에 늘어
놓거나 학교에 전시해 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 다. 비위생적인 곳
으로 지목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다른 이들
의 모습을 지켜본 어느 공장에서는 한동안 청소하지 않았던 작업장 바닥
을 쓸거나 녹슬어 못쓰던 기계를 빛날 정도로 닦기도 하 다.119) 

따라서 칭찬의 상이 된 자는 상을 받아 개인적 광을 얻는 것은 물
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드러낼 수 있고, 당국으로부터 이를 인
정받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을 반면, 비평의 상이 된 자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게 되어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이 모든 과
정은 군중 위생 조직의 주도 하에 전개되었고, 조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 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흑룡강성에서 정한 비평의 방법인 “위

117) ｢黑龍江省城市衛生淸掃責任區實施辦法｣, 東北衛生 4卷 5期, 1951, p.246.
118) ｢東北愛國衛生運動委員會等檢查食品企業, 東北日報 1953.09.02. 3판; ｢沈陽

市衛生局召開獎模大會, 東北日報 1950.05.12. 2판.
119) ｢黑山縣新立屯鎭展開愛國衛生檢査工作｣, 東北衛生 5卷 11期, 1952, p.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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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시책을 방해하는 자는 조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처리를 넘긴다.”는 규
정은 조원의 자율적 판단이 중요했음을 보여주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칭찬의 결과는 모범호의 선발로 이어졌다. 모범호를 선발하는 이유를 당
국은 먼저 점을 찍고, 이를 선으로 확 한다는 방침의 일환이라고 하 다. 
즉 점에 해당하는 모범호가 선에 해당하는 자신이 속한 소조에 향을 주
어 소조 내의 모든 호를 모범호로 만들고, 이 소조가 街까지 확장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국이 의도적으로 모범호 
혹은 모범가를 만들어내기도 하 다. 이때 선전의 효과를 극 화하기 위해 
위생정책의 효과가 바로 드러날 지구를 선택하는 것보다 평범한 지구 혹
은 위생 상태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구를 선택하여 이를 모범으로 만들었
다.120) 

그러나 모범호를 선정하고 이를 주변으로 확 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
인 계획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주민들이 모범이 되는 전형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 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주민은 일곱 번이나 벽의 틈
을 메우는 작업을 했는데도 모두 불합격을 받자 정부의 시책에 불만을 터
뜨리며, 모범이 되는 표준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 다. 이에 당국은 표준
을 충족하는 몇 개의 집을 선정하여 사람들을 참관시켰다. 그리고 “이 정
도 발라야 표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만족감을 드
러낼 뿐 아니라 벽을 메우는 작업도 빨리 완성할 수 있었다.121) 이는  정
부의 시책이 일방적으로 하달되어 운 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요구가 반

된 자발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범호를 뽑는 것은 위생 운동이 군중성 운동이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

었다. 위생 간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여 운동에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사이에 격려를 목적으로 하는 상벌제가 명확히 이
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련시에서는 1950년 봄철 청소 운동 중에 모범
호 2,940호를 선발하 는데, 이는 당시 련시 전호의 3.4%가 조금 넘는 
수 다. 그리고 그 기준은 스스로 자기 집 앞의 흙을 쓸고 문 앞에 물을 
뿌리는 등의 솔선수범의 모습이었다. 모범호는 위생원, 위생위원 등의 위

120) ｢開通縣城區的群衆性愛國衛生運動｣, 東北衛生 5卷 11期, 1952, pp.570-572.
121) ｢怎樣培養與鞏固愛國衛生運動中典型｣, 東北衛生 5卷 14期, 1952, p.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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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간부가 선발하 는데, 마을 사람들의 추천을 받기도 하 다. 이러한 과
정에서 “군중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감독해야 다른 사람을 비판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조되었다.122)

모범호를 선발하면 이를 다른 호의 본보기이자 교육의 자료로 삼았다. 
전형이 되는 호를 위생 방역의 기준으로 삼아 전체 소조로 확장시켰고, 이
렇게 전형이 된 소조가 전체 街로 확 되어 모범가가 되었다. 모범으로 선
정된 곳은 각 지역에서 선발된 일정한 인원이 참관하러 오는 곳이 되어 
다른 지역 위생 운동의 모델이 되었다. 洮南縣은 애국위생운동을 전개하
여 성적을 거두기 위해 참관단을 조직하여 2년에 걸쳐 애국위생 모범 단
위로 선정된 拉哈鎭의 西北街 11조를 방문하 다. 참관단은 11조에 가서 
院이 평평하게 정돈되어 있고, 마구간도 매우 깨끗하며, 모든 집 안의 벽
과 아궁이가 반들반들 빛이 나는 것을 보았다. 눌하현도 참관단을 조직해 
위생 모범으로 선정된 제1구 4가의 37조를 방문했다. 이들은 37조에 갔을 
때, 마을 환경이 사람들에게 상쾌함을 주는 것을 느꼈고, 어떤 사람은 “돌
아가서 곧 나도 두 손 두 발 다 걷고 17조를 깨끗하게 만들겠어!”라고 다
짐하기도 하 다.123)

그리고 모범호로 뽑힌 사례는 선전 내용이 되었다. 예를 들어 안동시 어
느 노동자의 집은 부부가 모두 위생을 중시하는 사람들로 그들의 어린 두 
자녀들은 옷을 매일 갈아입었고, 아이들이 덮은 이불은 1-2주마다 홑겹을 
떼어내어 빨았다. 아이들도 부모의 모습을 본받아 밥을 먹기 전과 귀가 후
에 스스로 손을 씻었으며, 자기들의 장난감을 직접 닦았다. 자녀들은 “우
리가 깨끗하게 치우면 미국 괴뢰가 살포한 독충이 있을 집이 없어져 버려
요.”라고 말하거나 벌레를 보고는 “엄마, 얼른 와서 ‘미국 괴뢰’를 잡아줘
요!”라고 소리치기도 하 다.124) 이러한 사례는 선전을 통해 확산되어 위
생을 중시하는 것은 미국을 타격하여 조국을 지키는 일이라는 논리를 심
어주기에 적합하 다. 그리고 련시는 어느 부인을 사례로 들었는데, 그

122) ｢旅大區1950年上半年度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179.

123) ｢訥河,洮南組織參觀團赴衛生模範單位參觀｣, 黑龍江日報 1953.4.18. 4판.
124) ｢記東北開展愛國衛生運動後的情況｣, 東北衛生 5卷 13期, 1952, pp.64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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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는 과거에 위생에 한 인식과 지식이 부족하 으나 識字班에서 위생의 
중요성을 배우고는 자기 자신과 가정의 위생을 일상적으로 양호하게 유지
하여 위생 모범호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과거에는 비위생적이었으나 교육
을 통해 위생을 강구하게 되어 모범으로 선발되었다는 스토리는 사람들에
게 위생습관을 기르면 누구나 모범호로 뽑힐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
을 부여해 주었다.125) 

그리고 모범의 선발은 호와 호 사이에, 그리고 각급 행정 단위 사이의 
경쟁으로 이어졌다. 모범조로 뽑힌 심양시 남시구 十四緯路의 제7조는 신
문에 소개된 北關區 東橫街 제30조가 모범가로 선정된 기사를 본 후 거민
조 정기모임 때 제30조를 본보기로 삼아 그들이 활용한 방법을 배워 모범
조가 될 것을 결심하 다. 그래서 각 호에서는 방충창을 설치하고, 파리채
와 살충제를 샀으며, 院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 다. 또 변소를 청결
하게 유지하 으며, 쥐를 잡는 운동도 전개하 다. 그들은 서로의 집을 검
사하고, 누구의 집에 파리가 많으면 모두가 가서 잡아주기도 하 다. 그리
고 각 집이 순번을 정해 院을 청소하는 당직제를 실시하 다. 그날 당번인 
집에는 팻말이 붙여져 있어서 누구나 오늘은 어느 집에서 청소를 해야 하
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의 가호는 부분 당번이 아닌데도 院에 
모여 함께 바닥을 쓸고 더러운 것을 치웠다.126)  

紅旗 경쟁 운동도 전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전개되었다. 특별히 깨끗한 
곳에는 홍기가 걸려 있었고, 그 붉은 깃발에는 ‘위생 모범’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반 로 심하게 더러운 곳에는 청기 혹은 흑기가 걸렸는데, 
깃발에는 ‘위생이 철저하지 않으니 얼른 청소하자!’라고 쓰여 있었다. 이는 
홍기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뿐만 아니라 그 외의 기가 달린 곳에서는 수
치심을 가지게 하여 주변을 경각시키는 효과를 발휘하 다. 예를 들어 여

시 中山區 友好坊의 어느 만두 가게는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하여 청기가 
걸렸는데, 이를 부끄럽게 여긴 주인은 점포 문을 하루 동안 닫고 저녁 늦
게까지 곳곳을 청결하게 치웠다. 그 결과 다음날 청기를 내릴 수 있게 되

125) ｢旅大區1950年上半年度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1950, 
pp.161-186.

126) ｢一個清潔居民組的範例｣, 東北日報 1952.04.14.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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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어떤 가정에서는 청기가 자기 집에 걸리자 “우리 집 문 앞에 청기가 
걸려 있는데, 너무 부끄럽다!”고 말하며 밤늦게까지 집을 청소하 다.127)  

그렇다면 홍기를 부여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각 지역의 위생 
행정 기관이 월평회를 개최하여 평정을 하 다. 월평회를 개최하기 전 위
생 행정 기관의 담당자, 각 지역의 위생소조장이 모여 위생 모범의 조건을 
확정하 고, 매달 각 조와 호를 평정하 다. 그리고 그 평정의 결과를 월
평회에서 토의하 다. 평정이 끝나면 거민 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홍
기를 수여하는 식을 거행하 다. 그러면 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홍기를 받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홍기를 차지한 소조를 향해 도전을 제
출하 다.128) 또는 위생 주간, 위생 월간 등의 운동이 종결될 때 성적을 
평정해 紅旗를 수여하기도 하 다. 심양시 철서구에서는 30일 간의 가을 
청소운동이 끝났을 때, 청소 성적이 양호한 구, 街, 소조에게 붉은 깃발을 
수여하 다.129) 

홍기 쟁탈전은 위생 행정기관이 제도를 만들고, 이를 거민 회와 연계함
으로서 효과를 더욱 극 화하 다. 위생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라도 
거민 회에 참석해 홍기 수여식을 보고, 소조별 평가 시간을 가지면서 위
생을 철저히 개선하여 홍기를 우리 조에 걸어두자는 분위기에 휩쓸렸을 
터 다. 그러다 보니 홍기를 서로 쟁취하려는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
될 수밖에 없었다. 호와 호, 조와 조, 그리고 공장 내 작업장과 작업장은 
서로 도전장을 내 며 깃발을 빼앗아 오기 위한, 혹은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 다. 

공장에서는 위생 홍기를 차지하기 위해 작업장의 위생위원, 조장, 간사
들이 작업장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 고, 노동자를 발동하
는데 적극 참여하 다. 이들의 선도 아래 노동자들은 공휴일에도 공장에 
나가 작업장을 비롯한 주위 환경을 청소하 다. 그리고 어떤 노동자는 
청소를 위해 아침 6시에 출근하여 작업장 유리창을 닦고, 기기를 정리하
며, 바닥을 쓸기도 하 다. 그 결과 붉은 깃발이 자신들의 작업장에 걸리

127) ｢開展愛國衛生運動的動力在那裡?｣, 東北衛生 5卷 11期, 1952, pp.566-567.
128) ｢記東北開展愛國衛生運動後的情況, 東北衛生 5卷 13期, 1952, pp.640-649.
129) ｢沈秋季大清掃結束, 東北日報 1949.10.31.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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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홍기가 원히 우리 작업장에 걸려 있도록 환경 위생을 철저히 개선
할 것이다.”라는 결심을 드러내기도 하 다.130) 각 마을의 소조에서는 조
장이 사람들에게 “청소를 잘하여 홍기를 쟁탈하자.”고 선동하 다. 청기가 
걸린 어느 소조에서는 조장이 각 집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설득하여 청
소 작업에 동원하거나 사람들의 집을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주민들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적극분자도 선도 역할을 하 다. 
어떤 적극분자는 모범조의 홍기를 자기 조로 가져오기 위하여 이틀 동안 
자기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자기 조의 모든 주민들을 설득하여 움직이게 
하 다.131) 

홍기를 원히 걸어두려는 사람들의 경쟁 심리는 과도해졌고, 이를 당국
은 위생 정책을 추진하는 좋은 도구로 삼았다. 송강성 쌍성현 1구에서 구
민이 여름철 전염병 소멸을 위한 위생운동을 추진할 때, 그들 스스로 위생 
조건을 정하여 홍기 뺏기 경쟁을 벌이자 구정부가 그 경쟁을 더욱 부추겼
다. 그래서 全區의 14개 街와 촌이 모두 홍기 경쟁을 벌 고, 각 가도 사
이에 서로 도전장을 내 었으며, 현 위생기관은 이 운동이 더욱 활발히 추
진될 수 있도록 3,500명의 중소학생과 150명의 중소학교 교원을 조직하여 
선전 운동을 전개하 다.132) 

홍기 경쟁 운동이 일어나자 환경 위생은 현저하게 개진되었고, 소조마다 
자체적인 검사 제도를 만들어 서로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 다. 사람들은 
홍기를 걸어두기 위해, 혹은 그 외의 기를 내리기 위해 가위생위원의 지시
를 적극 따랐고, 자녀들의 비위생적 습관을 고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
다. 어느 조는 아침마다 마당과 거리를 쓰는 계획표를 세웠는데, 그들은 
“ 광스러운 ‘위생 모범’이라는 칭호를 유지하기 위해 원히 홍기를 우리 
조에 걸어 두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노동과 시간을 기부하
다.133) 이는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활용해 위생 당국이 
선전과 동원의 과업을 각 소조와 작업장에 넘기고, 당국은 모범 선발 회 

130) ｢保證紅旗永遠在我們這裡｣, 東北衛生 5卷 2期, 1952, p.109.
131) ｢開展愛國衛生運動的動力在那裡?｣, 東北衛生 5卷 11期, 1952, pp.566-567.
132) ｢雙城一區展開紅旗競賽｣, 東北日報 1952.07.12. 3판.
133) ｢記東北開展愛國衛生運動後的情況｣, 東北衛生 5卷 13期, 1952, pp.64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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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최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경쟁을 적극 지원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적지 않은 효과를 보여주자, 이 방법은 더욱 장려되었다.

  위생당국은 경쟁의 방식을 활용해 사람들의 행동을 교정시킴과 동시
에 위생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위생 상태의 개선을 도모하 다. 검사 방법
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위생 기관에서 검사 를 조직하여 현장
에 파견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상호 검사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당국의 주도 하에 중점적이고 계획적인 
검사가 가능하 고, 후자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도 작업을 통해 그
들 스스로 점검, 검사, 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당국은 두 종류
의 방법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상호 보완되어
야 한다고 보았다. 만약 위생 행정 기관에 의한 검사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역량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곳을 보편적으로 검사할 수 없게 되고, 반면 
주민의 상호 검사만 실시된다면 위생 계도 교육이 철저히 이뤄지지 못한 
지역에서는 추진되기 어렵게 될 것이라 판단하 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한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위생 정책이 제 로 추진된다고 보았으
며, 검사 결과를 앞서 살펴본 칭찬과 비평, 홍기 쟁탈전 등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 다.134) 

주민의 자발성에 기반 한 검사제도는 위생공약 정립, 위생 당직제, 위생 
공작 검토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위생공약은 지켜야 할 위생 기준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이었
다. 그래서 위생 습관을 개선시키고, 주민의 위생 정책에 한 열정을 격
발시켜 그들의 적극성을 고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위생공약
을 정립하여 적용하는 과정은 크게 준비, 선전, 공약 정립, 그리고 검사의 
단계를 거쳤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區衛生委員會를 소집해 회의를 열
었는데, 여기에는 위생위원, 위생소조장 외에 공안파출소장, 책임구 의사 
등이 참석하여 위생 공약을 정립하는 것이 왜 중요하며, 어떻게 정립하는
지, 그리고 정립 일정을 논의하 다. 선전 단계에서는 준비 과정에 참여한 
책임구 의사, 위생위원, 위생원 등이 주민들에게 위생 공약을 정립하는 목

134) ｢更進一步地深入開展愛國衛生運動達到“普遍前面, 深入徹底, 保持經常”｣, 東北
衛生 5卷 12期, 1952, p.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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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정립 과정에 참여할 것을 선전하 다. 공약 정
립 단계에서는 소조 단위로 토론하여 공약 내용을 정하 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당국의 위생 요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말을 할 경우 위생위원
이나 위생원이 이를 제재하 는데, 이는 위생 기관의 지도를 따르는 범위 
내의 자율이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공약을 다 세우고 나면 소조장이 
서명을 함으로서 위생공약 준수 책임을 명확히 하 다. 서명까지 마친 공
약서의 원본은 소조장이 보관하 고, 그 복사본을 소조의 각 호에 배부하

다. 검사 단계에서는 공약이 제 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위생위원, 위생
원, 위생소조장이 자주 검사하고 점검하 다.135) 

이상의 정립 과정을 보면 위생공약은 주민들 스스로 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위생 행정기
관이 개입하 기에 허용된 범위 내의 자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인
식의 정립 또한 위생 당국의 설명과 선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러므로 위생 공약을 정립하는 것은 당국이 군중 위생 조직을 중심으로 여
기에 파출소, 의사 등의 협조를 얻어 위생적인 사람, 집, 거리, 마을을 만
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행위 주체자의 상호 작용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직후의 국가-사회의 관계가 협조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립된 위생 공약의 내용은 위생 기관이 누차 
강조한 사항을 담고 있었다. 심양시의 어느 소조에서 세운 위생 공약을 살
펴보자.

① 청결 위생 임무를 완성한다.
②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공공 위생을 준수한다.
③ 각 호는 매일 아침에 반드시 주택 안팎과 변소를 책임지고 청

소하고, 도로, 인도를 깨끗하게 쓴다.
④ 쓰레기와 오물을 마음 로 버리지 말며, 반드시 지정한 곳에 책임

지고 버린다.
⑤ 오수를 거리에 버리지 않는다.

135) ｢齊齊哈爾市發動居民訂立衛生公約的經驗｣, 東北衛生 4卷 4期, 1951, p.210; 
｢記東北開展愛國衛生運動後的情況｣, 東北衛生 5卷 13期, 1952, pp.64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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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각 호는 모두 변소를 설치하여 아무데서나 소변을 보지 않도
록 한다.

⑦ 만약 전염병 환자가 있으면 즉시 위생위원에게 보고한다.
⑧ 공약을 위배하는 자는 위생 벌칙에 따라 처벌한다.136)

이상의 공약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위생 수칙으로서 개인위
생을 지키고, 집 안팎을 청소하며, 공공 위생의 일환으로서 거리에 쓰레기
를 비롯한 오물, 오수를 버리지 않고, 길거리에서 소변을 누지 않는 등
의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항목이었다. 이러한 일상적인 
위생을 철저히 유지함과 동시에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보
고체계도 공약에 포함시켜 비위생적인 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질병과 
전염병의 발발을 억제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강화를 위한 건강한 국민의 양
성이라는 위생 정책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 다. 이렇게 단순한 공약을 
의무적으로 지키게 하기 위한 강제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바로 제8
항에 명시된 것처럼 공약을 위반하는 자는 처벌의 상이 되는 것이었다. 
심양시의 경우 공안국의 파출소가 검사를 책임지고, 위생공약을 위반한 자
에 해 충고를 하거나 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 다.137) 그렇기 때
문에 애국공약을 정립하는 전 과정에 파출소장이 참여하 던 것이다. 이러
한 점에서 신민주주의 시기의 사회단체는 국가권력으로의 보완 지향을 바
탕으로 자신들의 자립 지향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사회는 지난한 
전쟁을 거쳐 독립과 통일을 이루어낸 조국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신생국
가에서의 입지 확보를 위해 위생 정책에 협조하 고. 그 운 에서 다소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위생공약을 세우고 나면 이를 각 호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 각 소조에서는 위생 당직제도를 도입하 다. 소조는 모든 
집이 매일 돌아가며 당직을 맡았고, 당직은 소조원을 이끌고 위생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점검하 다. 당직이 되면 소조에서 만든 패를 전해 받았는
데, 패의 뒷면에는 당직자의 임무가 적혀 있었고, 앞면에는 붉은 별이 한 

136) ｢瀋陽市居民組衛生委員工作須知介紹｣, 東北衛生 3卷 2期, 1951, pp.74-77.
137) ｢四月上半月沈市大清掃｣, 東北日報 1950.04.05.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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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혹은 두 개가 새겨져 있었다. 이는 별의 개수에 따라 그날 위생 점검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지 아닌지가 결정되었다. 다시 말해 별이 하나인 패
를 받은 당직은 가도위원회에 소조의 위생 상황을 보고해야 하 고, 두 개
의 별이 새겨진 패를 받은 당직은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 당직은 일과가 
끝나면 가지고 있던 패를 防疫衛生大隊部에 반납하 고, 防疫衛生大隊部
는 다음날 아침 일찍 당직자에게 패를 전해주었다. 大隊 간부는 街道委員
會 당직을 돌아가면서 맡았고, 자신의 당직 날 소조 당직자의 보고를 받고 
이를 당직 장부에 기록하 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해결하 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상급에 보고하 다.138)   

각 호는 순번이 되면 ‘위생 당직’이라는 목패를 집에 걸어두고, 소조 내
의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위생 상태를 점검하 다. 점검이 끝나면 어느 집
에 누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누구 집이 청결하고 누구 집이 불결한지, 그
리고 누구 집의 위생 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지를 소조장에게 보고하 다. 
이때 점검의 기준은 소조에서 세운 위생 공약이었고, 그 항목에 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 다. 만약 어떤 조에서 질병 상황이 만연하거나 비위생적 
상태가 지속된다면 보고를 제 로 하지 못한 당직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

다. 이를 통해 당직자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집을 철저히 
점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국은 이 제도가 군중 스스로 위생 운동에 

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며, 자신의 일을 스스로 관리하는 인식을 
확립시킴으로서 위생 운동을 견고하고 온당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

다.139) 
이상의 제도와 함께 위생 공작 검토회도 실시되었다. 안동시 제1구 菜

市街 제17조는 위생 공작 검토회를 열어 모든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 다. 
회의의 목적이 환경 위생을 유지하고, 일상적인 개인위생 습관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자 한 노부인은 “며칠 동안 위생을 강구하는 것
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 창문 유리도 닦지 않았고, 변소 덮개도 항상 닫는 
것을 잊어버렸지.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치우지 않아도 이전보다 깨끗하
거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 어.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138) ｢齊市十八派出所居民的防疫衛生運動｣, 黑龍江日報 1952.6.24. 2판.
139) ｢開通縣城區的群衆性愛國衛生運動｣, 東北衛生 5卷 11期, 1952, pp.57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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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져야지. 위생을 전혀 중시하지 않았던 옛날과 비교해서는 안 돼. 오늘
부터 나는 반드시 매일 위생을 강구할 거야.”라고 하 다. 이렇게 사람들
은 검토회에서 제출된 의견과 자아비판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가짐과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하 으며, 당국은 이러한 군중 심리를 통해 위생상태
를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조는 검토회를 2주에 한 번씩 
열어 일상적인 청결 위생을 강구하고자 노력하 다.140) 

위생 기관의 지도 아래 주민이 직접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운
한 것과 병행하여 위생 행정 기관이 직접 주민의 위생 상태를 검사하는 제
도도 실시되었다. 동북인민정부 위생부는 각 지역에 검사조를 파견해 위생 
운동의 준비와 전개 상황을 검사하고,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
다.141) 이와 별도로 각 지역별 위생 행정 기관에서는 검사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다. 綏中縣의 경우 ｢城市衛生管理規則｣을 제
정하고, 본 규칙 제27조에서 “필요할 때 임시 검사를 하는 것 외에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마다 위생원과 공안 분소의 공안 원이 협력하
여 검사 를 조직하여 정기적인 위생 검사를 시행한다.”고 규정하
다.142) 심양시 인민정부는 위생 금지 처벌에 한 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시민의 건강을 위해 충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의도적으로 위생 관리를 위
반하는 자”에 한 처벌 기준을 [표Ⅲ-4]와 같이 제시하 다.143)

140) ｢通過衛生工作檢討會推動愛國衛生運動｣, 東北日報 1952.07.05. 3판.
141) ｢東北愛國衛生運動委員會和衛生局派檢查組到各省市檢查衛生運動｣, 東北日報

1953.04.15. 3판
142) ｢介紹綏中縣<城市衛生管理規則>｣, 東北衛生 5卷 9期, 1952, pp.269-270.
143) ｢瀋陽市居民組衛生委員工作須知介紹｣, 東北衛生 3卷 2期, 1951, pp.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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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4] 심양시 인민정부의 위생 위반 처벌 규정

상 위반 기준 처벌

주민, 기관, 
부 , 학교

주택, 주위의 인도, 거리를 
매일 1번 이상 청소하지 않은 

경우
1만 원 이하 벌금

청소한 쓰레기를 지정된 
쓰레기통 혹은 장소에 버리지 

않은 경우
2만 원 이하 벌금

쓰레기통에 가득 찬 쓰레기를 
쓰레기 퇴적장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10만 원 이하 벌금

더러운 물을 길에 버린 경우
10만 원 이하 벌금

(주민은 2만 원 이하 
벌금)

공공 오락장
(극장, 화관, 
식당, 목욕탕, 

여관)

청소 외 위생 설비, 변소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벌금

남녀 분리 변소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 벌금

더러운 물을 길에 버린 경우 10만 원 이하 벌금

시민 거리, 광장, 공원 안에서 
소변을 본 경우 5만 원 이하 벌금

출처: ｢瀋陽市居民組衛生委員工作須知介紹｣, 東北衛生 3卷 2期, 1951, pp.74-77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표Ⅲ-4]를 보면 시민, 주택, 다양한 성질의 단체, 그리고 공공 오락장까
지를 처벌 상으로 삼았고, 청소를 비롯한 환경 위생을 제 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
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공안국에서 책임지고 집행”하 다. 경찰의 역할이 
치안 유지를 넘어서 개인위생과 환경 위생의 철저한 준수까지 확 되었으
며, 공권력의 합법적인 처벌을 피하려면 개인과 단체, 공공오락 장소는 국
가의 위생 요구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여주어야만 하 다. 



103

이러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위생 기관은 소련의 선진 경험을 흡수하
여 위생 점검 제도를 만들었다. 지역마다 그 이름은 서로 달랐지만 일상적
이고 보편화된 위생 정책을 추진한다는 동일한 목표 하에 적극적으로 도
입되었다. 동북지역은 여 시를 위생 점검 제도를 실시하는 시범 지역으로 
삼았고, 그 경험을 전 지역으로 확 하 다. 여 시의 경우 1952년 7월초 
｢旅大市衛生檢査制度暫行辦法｣을 반포하여 위생 점검 제도의 운  지침을 
마련하 다. 먼저 위생검사원을 조직하 는데, 총위생검사원은 시 위생국
장이 맡았고, 주임 위생검사원은 시 위생국 공공위생과장과 현(구) 위생과
(고)장이 담당하 다. 부주임 위생검사원은 시 공안국 치안과장과 현(구) 
공안과(고)장이 맡았으며, 위생검사원은 시 위생국 공공위생과, 방역과, 현
(구) 위생과 과장, 공안파출소장으로 구성하 다. 위생검사원 조직만 보더
라도 시 위생국-현(구) 위생과(고)의 위생 행정 기관이 주축이 되고, 여기
에 시 공안국-현(구) 공안과(고)와 공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적 위생 기층 조직도 적극 포함하 는데, 각 지역의 위
생위원, 시장 관리원, 위생조장이 중을 표하는 위생검사원으로 포섭되
었다. 그리고 이들 위생검사원 모두는 홍색 증명서를 발급받아 검사원으로
서의 자격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다. 

위생검사원은 기관, 학교, 단체 식당, 기숙사, 변소, 쓰레기, 그리고 업
소에 한 위생 점검 및 검사를 시행하 고, 수시로 이들을 상으로 한 
위생 교육을 진행하 다. 그러나 그 지위는 직급에 따라 달랐다. 가장 말
단 지위인 중을 표하는 위생검사원은 위생 법규를 위반하는 자에 
한 비평과 개선 방안을 제출할 수 있었지만, 위반자에 한 어떠한 처분 
권한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상급 위생검사원에게 처분을 건의할 수는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와 비평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위생검사원은 
위생 법규를 위반하는 자에 해 비평, 경고를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건
강을 위해하는 식품에 한 판매 금지를 명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벌금, 
몰수, 업 정지 등의 처분 권한은 없었다. 주임 위생검사원은 위생 법규
를 위반하는 자에 해 벌금, 업정지를 내릴 수 있었고,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소각할 권리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시 총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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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검사원은 앞의 검사원들이 부여 받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최
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144) 

위생검사원은 개인위생, 환경 위생, 실내 위생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 가정, 기관, 업소에 들어가 위생 상태를 점검하 다. 기관은 주로 주방, 
변소, 창고, 기숙사를 중점적으로 검사하 으며, 업소, 특히 요식업은 파리
와 먼지 방지 설비, 식품 상태, 식기 위생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거민
은 해충 소멸, 쥐 박멸, 실내 바닥, 천장, 가축우리의 청결 상태를 집중적
으로 보았다.145) 검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선도 역할을 하
거나 공공 위생 정책을 잘 집행하는 사람, 집, 기관에 해 등급별 상장을 
부여하고, 위생 상태가 가장 좋은 것, 일반적인 것, 가장 나쁜 것의 표 
유형을 골라 서로를 선명하게 비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계도하기도 하

다.146) 처벌 외에 교육의 방법으로 비평을 신하기도 하 다. 검사에서 
지적된 더러운 물품을 피검사자 앞에 보여주며 위생 상식을 가르치는 것
이었다. 개선 사항을 지적함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방법도 
제시하 다. 그리고 개선 기한을 정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 다. 검사에 합
격한 경우도 불시에 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었다.147) 이러한 검사-재검사 
방식을 통해 모두가 긴장하여 위생적인 습관을 유지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 언제 국가가 검사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 사람들은 당국이 만든 기준에 따라 행동할 수밖
에 없었을 터 다. 이처럼 주민의 자발성에 기인한 검사제도와 당국의 징
벌제에 기반한 검사제도의 병존을 바탕으로 위생 정책이 집행되었다. 

144) ｢東北區鐵路系統及旅大市實行衛生監督制的經驗｣, 東北衛生 5卷 15期, 1952, 
pp.743-747.

145) ｢檢査衛生工作應採取的方法與步驟｣, 東北衛生 5卷 12期, 1952, pp.596-597.
146) ｢瀋陽市衛生大檢査獎勵衛生模範｣, 東北衛生 2卷 7期, 1950, p.458; ｢檢査衛

生工作應採取的方法與步驟｣, 東北衛生 5卷 12期, 1952, pp.596-597. 
147) ｢哈爾濱市檢査衛生工作的幾點經驗｣, 東北衛生 5卷 12期, 1952, pp.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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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건강한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母子 위생과 학
교 위생 교육

1. 국가-부녀의 호혜 관계 하의 母子 위생

1) 母子 위생 실태 조사와 군중 母子 위생 조직의 설립

1949년 3월에 열린 제1차 동북위생회의에서 모자 보건은 주의해야 할 
위생 행정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 개최된 제2차 동
북위생회의에서는 모자의 건강 및 위생 상태가 열악하다는 판단 하에 이
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성과 시에서 모자 위생 행정에 매진할 
것을 요구하 다. 이에 따라 동북의 각 성과 시에서는 부녀의 위생 및 건
강 상태를 조사하는 한편, 산파 개조 및 婦嬰保健站 성립 등의 정책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 다.1)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통과
된 공동강령 제48조에서 “어머니, 아, 그리고 아동의 건강에 주의할 것”
을 명시하자 더욱 가속화되었다.2) 이듬해 3월 중순 동북인민정부 위생부
는 각 성과 시에 조사조를 파견하여 모자의 위생 상황을 조사하 고, 4월
에는 위생부 보건과에 속한 婦嬰組를 婦幼科로 승격시킴으로서 모자 위생 
정책에 한 중요성을 부각시켰다.3) 

국가 차원에서 모자 위생 정책을 강조하 던 표면적 이유는 건강한 미
래 세 를 양성함으로서 국방을 강화하고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 
근거가 되었던 것이 모자가 처한 열악한 위생 실태에 한 조사 보고 다. 
이에 해 주목한 것은 먼저 1949년 1월에 개최된 東北第一屆婦女代表大
會 다. 東北局 婦委 조직을 주도하 고, 이후 第一屆全國婦聯主席으로 

1) ｢東北人民政府衛生部1949年度工作總結｣, 東北衛生 1卷 3期, 1950, pp.6-24.
2) 中共中央文獻硏究室 編,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共同綱領｣, 建國以來重要文獻選

編 第1冊, p.11.
3) ｢1950年上半年東北婦幼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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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되었던 蔡暢은 회에서 동북 지역 모자의 열악한 위생 및 건강 상태
를 지적하면서, 동북 각지의 부녀들 중 많은 수가 부인병을 앓고 있으며, 

아 사망률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4) 
이러한 동북지역의 모자 위생 상태는 심양시 화평구에서 실시한 조사에

서 재확인되었다.5) 중국의  부 학원은 1949년 11월 9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심양시 화평구에서 가정방문을 통해 모자위생 실태를 파악하
다. 조사는 “현재의 아동은 장래 사회의 주인이다. 그들의 건강은 신중국
의 강성함에 향을 끼친다. 그래서 강성한 신중국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부  보건 공작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해서는 왕빈 부장이 누차 우
리에게 지시한 바이다. 그러나 이 공작은 동북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
어서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 매우 난감할 따름이다.”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건강한 아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모자
위생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가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모자위생은 
건강한 아동을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한 것으로, 이 논리에 따르면 여성은 
아이를 낳을 ‘신체’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
시 모자위생은 보다 다양한 의미로서 여성, 특히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
다. 이는 심양시 화평구에서 실시한 위생 실태의 결과 보고에서 여실히 드
러난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부 학원의 高産訓練班 학생들로 실습 교육의 일
환으로 “장차 졸업 후 모자 보건 일의 기초를 다질 학생들이 그들이 필요
로 하는 실습 자원(조산)을 찾을 수 있다.”는 목적 하에 추진되었다. 심양
시 화평구의 7,986집을 방문하여 파악한 모자위생 실태는 부녀와 아동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 산모의 수와 임신 개월수, 출산 수(그 중 생존, 사망
수), 유산‧사산‧조산수, 초경과 결혼 연령이었다. 그 중에서 부녀 천 명 당 
출산 수와 그 중의 생존 및 사망한 아수는 [그림Ⅳ-1]과 같다. 

4) 東北第一屆婦女代表大會宣委會 編, 東北第一屆婦女代表大會會刊, 1949, 
pp.15-23.

5) 이하 심양시 화평구의 모자위생 조사에 한 설명은 ｢瀋陽市和平區婦嬰保健初次家
庭訪問總結報告｣, 東北衛生 1卷 2期, 1950, pp.10-12에 근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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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명 명

(명)

[그림Ⅳ-1] 심양시 화평구 부녀
천 명당 아 출생 및 사망(1949년)
출처: ｢東北人民政府衛生部1949年
度工作總結｣, 東北衛生1卷 3期, 
p.17, 附表 第11.

명

명
명

(명)

[그림Ⅳ-2] 화북 涿縣 부녀 천 
명당 아 출생 및 사망(1949년)
출처: ｢華北衛生部醫療隊赴涿縣
開展衛生)驗工作作疾病調査與治
療,組織村衛生委員,訓練衛生人員
｣, 人民日報 1949.10.27. 5판을 
바탕으로 재구성.

      
당시 심양시 화평구에서 1명의 부녀가 출산한 아동의 수는 평균 3.36명

이고, 그 중 1.8명만 생존하고, 1.5명은 사망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림Ⅳ
-1]을 통해 아사망률은 460‰정도 음을 알 수 있는데,6) 이는 1949년 
9월 화북인민정부 위생부가 543명의 산모를 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Ⅳ-2]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차이가 난다. 화북 지역의 부녀
가 출산한 아동의 수는 평균 4.97명이고, 그 중 3.21명이 생존하고, 1.76
명이 사망하여 아 사망률은 350‰이었다.7) 그러나 이 결과에서 주의할 

6) 동북 지역 일부 도시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심양시 화평구에 비해 아 사망률
이 낮은 곳도 있었다. 예를 들어 제제합이시의 아 사망률은 280.8‰이었고, 합이
빈시의 아 사망률은 255‰이었다. 그러나 이 두 지역 모두 소위 ‘과학적인 출산
법’을 적용하는 조산사에 의한 출산이 비교적 높은 곳(제제합이시는 43.95%, 합이
빈시는 39.4%)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당국은 아사망율이 높은 이유를 산파의 
‘비과학적 출산법’ 때문으로 귀결시켜 산파를 개조해야 할 논리로 사용하 음을 알 
수 있다.(｢保護鐵路職工家屬婦嬰健康的開端｣, 東北衛生 2卷 12期, 1950, 
pp.687-689; ｢齊市婦幼衛生調査的收獲｣, 東北衛生 3卷 1期, 1951, pp.42-43)

7) ｢華北衛生部醫療隊赴涿縣開展衛生)驗工作作疾病調査與治療,組織村衛生委員,訓練
衛生人員｣, 人民日報 1949.10.27. 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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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화북인민정부가 조사한 사망 수는 생후 7일 내에 사망한 신생아를 
상으로 하 기에 아 사망률은 이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러므로 심양시 화평구의 조사 결과를 당시 중국의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아 사망률은 비슷할 것이라 사료되며, 동북에서 출산한 아동의 수가 화

북에 비해 1.61명 정도 적은 것은 조혼 풍습, 부인병 등으로 인해 임신이 
다소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1950년 3월 중순 동북인민정부 위생부는 조사조를 파견하여 각 성과 시
에 한 위생 실태를 검사하면서 모자위생의 실태를 조사하 다. 결과에 
따르면 동북 향촌의 아 사망률은 500~600‰ 사이 고, 그 원인은 [표Ⅳ
-1]과 같았다.

[표Ⅳ-1] 1950년 동북 향촌의 아 사망 원인

    항목
조사지

사망
아수

원인
제 풍 마진 적리 백후 폐렴 백일해 두창 설사 기타

길림성 159 59 14 20 5 17 1 2 18 23
송강성 1,195 729 96 - 21 38 - - 235 76
요서성 98 73 - - - - - - - 17
요동성 1,297 907 156 50 25 - - - 159 -
총계 2,749 1,768 266 70 51 55 1 2 412 116

백분율 64.5 9.7 2.9 1.8 2.0 0.03 0.06 15 4.2
출처: ｢1950年上半年東北婦幼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88, 第2表.

위 결과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제 풍, 다시 말해 파상풍으로 인한 사망
이 전체 사망 원인의 64.5%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山東省 歷城縣 4개 
촌에서 조사한 514명의 사망 아 중 55.1%가 파상풍이 원인이었다는  
결과와도 다소 부합한다.8) 그렇다면 파상풍이 발생하는 원인을 당국은 어
떻게 파악하 을까. 이는 [표Ⅳ-2]와 [표Ⅳ-3]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8) 張植萍, 山東省豫防醫學歷史經驗‧婦幼分冊,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87,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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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2] 1950년 동북 지역 향촌의 탯줄 절단법

      항목
조사지 산모 소독 가위 수숫 손톱 미소독 칼 기타

길림성 617 229
(37.1%)

313
(50.74%)

1
(0.16%)

64
(1.37%)

10
(1.61%)

송강성 3,669 - 3,522
(95.9%) - 147

(4.1%) -

흑룡강성 1,000 - 943
(94.3%) - 57

(5.7%) -

열하성 124 - 118
(95.2%) - 6

(4.8%) -

요동성 3,287 1,312
(39.9%)

719
(21.9%) - 1,256

(28.2%) -

총계 8,697 1,541 5,615 1 1,530 10
백분율 - 17.8% 64.1% 0.01% 17.6% 0.01%

출처: ｢1950年上半年東北婦幼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89, 第4表.

[표Ⅳ-3] 1950년 동북 지역 향촌의 출산 방법
                                                                    
                                                          단위: 명

      항목
조사지

산모 조산사 외부인 산모 혼자 구산파 기타

길림성 613 229 10 73 297 4
송강성 3,669 46 93 94 3,436 -

흑룡강성 1,000 23 68 271 690 -
요서성 616 38 1 20 557 -
열하성 124 5 12 - 107 -
요동성 3,287 1,256 197 382 1,452 -
총계 9,309 1,597 381 779 6,539 -

백분율 17.1 4.09 8.3 70.20 0.04

출처: ｢1950年上半年東北婦幼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89, 第3表.

[표Ⅳ-2]를 보면 당시 신생아의 탯줄을 절단할 때 사용한 방법 중 
64.1%가 수숫 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방법이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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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않은 칼이었다. 날카롭게 잘라 만든 수숫 와 칼 모두 세균이 잔
뜩 묻어 있는 물건이었고, 이것으로 신생아의 탯줄을 자르다보니 탯줄이 
세균에 감염되어 파상풍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비교적 
‘과학적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소독을 한 가위를 사용하는 비율은 17.8% 
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향촌에서는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탯줄을 잘랐을까. 그 답은 [표Ⅳ-3]에 드러난 수치가 말해준
다. 

[표Ⅳ-3]을 보면 ‘과학적 출산법’을 적용하는 조산사에게 출산을 맡기는 
산모는 17.1% 밖에 되지 않았다. 70.2%를 차지하는 다수의 산모가 당국
이 말하는 소위 “구산파”에 의존하 는데, 이들 “구산파는 과학적 지식이 
부족해 손을 씻지도 않고 아이를 받는데다 탯줄을 자를 때도 눈에 보이는 
날카로운 물건을 가져와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 아 사망률이 높
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훈련을 받은 조산사가 어느 정도 배치되
어 있는 도시의 경우 아 사망률이 향촌에 비해 낮다는 조사 결과가 근
거가 되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해방과 통일을 이룬 조국의 경제를 
건설하고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한 자원인 미래세 를 길러내
지 못하는 원인은 “구산파” 때문이며, 이들을 개조하는 것이 당시 모자위
생의 가장 주요한 정책이라는 당위성 부여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흑룡강일보에 보도된 “눌하현 春和村의 어느 둔에서는 1년 동안 10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 8명이 사망하 다.”는 소식은 아 사망률의 심
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그 원인이 되는 구산파를 개조하는 것
에 한 중의 여론을 확보하는데 사용되었다.9)   

그러나 산파가 최종 비판의 상은 아니었다. 당시 신생 정권은 극도의 
높은 아 사망률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은 산파가 아니라 모자 위생에 

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반동 계급과 옛 국가 제도” 때문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활용하 다.10) 이는 제3‧4차 동북위생회의에서 모자 위생의 

9) ｢訥河十一區衛生工作搞的好講究衛生注意治療死亡鬧病都減少啦｣, 黑龍江日報
1950.6.14. 2판; ｢1950年上半年東北鄕村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
刊, 1950, pp.77-87.

10) 於文, ｢生育與國家:1950年代中國婦嬰衛生運動中的政治,科學與性別｣, 復旦大學 碩
士學位論文, 2008,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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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조사를 인용하며 동북 지역의 아 사망률이 높은 이유를 비과학적
인 출산법으로 인한 감염 때문이라고 결론지으면서 그 원인을 만주국과 
민국 시기 모자 위생에 한 무관심 때문이라고 탓한 논리에서 재확인 된
다. 당국은 “반동 세력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약탈이 자행되었고 물가가 
급등하 다. 기아와 추위에 내몰린 민중들은 위생을 강구한다는 것을 생각
조차 할 수 없었다. 일반 민중의 생활이 이러한데, 봉건 통치 아래 제 로 
보호 받지 못한 모자의 건강 상태는 말할 것도 없었다. 국가의 의료 지원
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녀자는 산파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았으나 얼
마 지나지 않아 잃게 되었고, 산모 자신마저도 부인병과 불임으로 괴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논리를 내세웠다.11) 이러한 상황 판단과 비판 
위에 당국은 “구산파”는 비판의 상이 아니라 품어 안아야 할 개조의 
상이며,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산모와 아를 보호할 수 있다는 설
득의 논리를 갖게 되었다. 

이상의 모자위생 실태 조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동북인민정부의 
조사가 여성의 생애 전반에 한 위생 및 건강 상태를 조사 내용으로 삼
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출산이 가능하거나 출산을 경험한 부녀들을 
상으로 출산 상황과 유아 사망원인을 조사‧분석하는데 집중하 다. 그리
고 자녀를 잃은 극단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출산을 둘러싼 과학적 조
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 다.12) 당시 당국이 인식한 여성의 신체
는 출산을 둘러싼 모든 과정과 결부되어 있었다. 그래서 국가는 출산이 가
능함을 상징하는 신체적 변화인 월경을 중시하 고, 임신, 출산, 그리고 
산후 조리기의 건강 및 위생상태를 교육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여겼다. 

11) ｢爲爭取母親與嬰兒的健康而奮鬪｣, 東北區科學技術發展史資料 醫藥衛生卷, 中
國學術出版社, 1988, pp.243-247; ｢1950年上半年東北婦幼衛生工作總結｣, 東北衛
生 2卷 1‧2期 合刊, 1950, pp.88-94.

12) 합이빈시 위생 시범구인 東傅家區 大興街의 모자 위생 상태를 조사하여 얻은 통
계를 분석할 때, 파상풍 및 소화불량으로 유아가 사망하는 이유를 산파의 비과학
적인 출산법과 산모의 잘못된 수유법 때문으로 규정하면서 이로 인해 자녀를 잃은 
극단적인 사례를 소개하 다. 예를 들어 장모씨는 24세부터 31세까지 매년 출산을 
하여 8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장자가 29세 때 폐병으로 죽고, 막내가 살아 있는 것
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의 아이가 유아기 때 죽었고, 최모씨는 9명의 자녀 중 
한 아이만 살아 있고, 나머지는 경련으로 목숨을 잃은 점을 소개하 다. ｢哈市衛生
實驗區婦幼衛生的統計分析｣, 東北衛生 3卷 1期, 1951, pp.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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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신생국가에게 있어 과학적 출산법을 익힌 “근 적” 조산사를 
다수 양성하여 각지에 배치하고, 산파를 훈련시켜 새로운 출산법을 익히게 
하며, 임신한 여성을 국가에 등록시켜 산전 검사, 출산, 산후 검사 등을 
계통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시급히 도입해야 할 과제 다.13) 이를 위해 부
녀의 신체는 건강한 미래 세 를 양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으로서, 그
리고 경제 건설을 책임질 노동 당사자로서 국가의 관리 상이 되었다. 부
녀는 국가의 생산 발전에서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며, 후 를 번식하는 중

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여겨졌다. 신생국가에게 경제 건설은 필
연적인 사업이었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인력의 배양이었
다. 그래서 모자 위생 정책은 생산을 위해 복무해야만 하 고, 산파의 개
조, 과학적인 출산법의 보급을 통한 부녀와 유아의 사망률 감소, 그리고 
그들의 건강 유지는 ‘人財兩旺’이라는 당시 궁극적 목표에 부합하는 과업
이 되었다.14)

조사를 바탕으로 1950년부터 모자 위생 정책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거
시적 목표로서 3~5년 내 인구 천 명 당 1명의 조산사를 배양할 것, 그리
고 아 사망률은 50‰ 이하로 감소할 것을 제시하 다.15) 동북인민정부
의 이러한 지침은 그 해 8월 북경시에서 열린 第一屆全國衛生會議에서 

13) ｢保護鐵路職工家屬婦嬰健康的開端｣, 東北衛生 2卷 12期, 1950, pp.687-689.
14) ｢1950年上半年東北婦幼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88-94; ｢爲保護勞動婦女及嬰幼兒的健康而奮鬪｣, 東北衛生 2卷 8期, 1950, 
pp.517-519.

15) ｢1950年上半年東北婦幼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88-94. 1956년 제3회 부녀 표 회에서 “ 아 사망률이 77.3‰로 떨어졌다.”는 
보고를 볼 때, 과연 최  5년 안에 아 사망률이 50‰로 떨어졌을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수도인 북경의 경우도 1954년이 되어서야 아사망률이 46.1‰까지 떨어지
는데, 향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 던 동북 지역에서 3-5년 내에 아사망률을 5
0‰까지 떨어뜨리겠다는 목표가 과연 현실을 반 한 것인지, 정치적 수사 는지에 

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 부 보건참, 접
생참의 숫자가 전국 비 월등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점, 1951년 심양시의 아
사망률이 25‰까지 떨어졌다는 통계 보고를 근거로 할 때, 당시 다른 지역과의 비
교만으로 통계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 할 수도 없을 것이다.(趙利娜, 建國初
期婦女生育保健事業硏究(1949-1959)-以成都市爲中心｣, 四川師範大學 碩士學位論
文, 2012, p.33; 烏日罕, ｢新中國成立初期婦幼衛生工作硏究｣, 吉林大學 碩士學位
論文, 2016, p.30;｢1950年東北婦女兒童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3卷 6‧7期 合
刊, 1951, 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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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보건은 도시와 향촌 모두에서 중시할 정책”으로 제시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16) 이어 개최된 전국 婦幼衛生座談會는 전국위생회의에서 
제기된 위생 정책의 3  원칙, 즉 “예방 위주, 農工兵 상, 中西醫 단결”
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으로 “ 아 파상풍 및 산욕열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출산법을 추진함과 동시에 구식 출산법 개조를 완성 한다.”는 방침을 세웠
다. 이에 따라 동북인민정부는 앞서 추진한 모자 위생 정책을 기초로 도시
와 향촌의 상황에 맞는 부녀 위생 정책을 전개할 것, 중적 모자 위생 운
동을 추진할 것, 유아의 보건 문제에 주의할 것, 이러한 위생 정책을 추
진할 체계적인 조직을 건립하고 간부를 배양할 것, 그리고 휘보 및 통계를 
상시화 할 것을 과업으로 재확인하 다.17) 이러한 지침은 1951년 1월에 
열린 동북구 제5차 위생회의, 그리고 같은 해 6월에 개최된 동북구 제1차 
婦幼衛生會議에서도 재차 강조되었다.18) 

동북인민정부는 모자 위생 정책을 추진할 조직으로서 각지에 부 보건
참과 接生站을 건립하 다. 1950년부터 1952년까지 동북 각지에 건립된 
부 보건참의 수는 [표Ⅳ-4]와 같다.

[표Ⅳ-4] 전국 비 동북 지역 부 보건참의 건립수
      기구
연도

부 보건참
동북(곳) 전국(곳)

1950 123 349
1951 500 1,185
1952 640 2,379

출처: ｢1950年東北婦女兒童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3卷 6‧7期 合刊, 1951, p.331, 표.2; ｢前進中的東北
衛生事業｣, 東北衛生 5卷 1期, 1952, p.18; ｢毛澤東時代下躍進中的東北兒童保健工作｣, 東北衛生 5卷 
9期, 1952, p.461; 新中國豫防醫學歷史經驗 第4卷, 人民出版社, 1991, p.25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16) ｢中央人民政府衛生部李部長在第一屆全國衛生會議上的報告｣, 東北衛生 2卷 6
期. 1950, p.408.

17) ｢爲保護勞動婦女及嬰幼兒的健康而奮鬪｣, 東北衛生 2卷 8期, 1950, 
pp.517-519.

18) ｢提高人民健康水平爲鞏固國防發展經濟而奮鬪｣, 東北衛生 3卷 6期, 1951, 
pp.267; ｢東北人民政府衛生部王斌部長在東北第五次衛生行政會議上的總結報告｣, ｢
東北人民政府衛生部王斌部長在東北第五次衛生行政會議上的總結報告｣, 東北衛生
3卷 6‧7期 合刊, 1951, p.270-277; ｢爲保護勞動婦女及嬰幼兒的健康而奮鬪｣, 東
北衛生 2卷 8期, 1950, pp.51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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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4]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동북 각지에 세워진 부 보건참이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와 통계의 과
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부 보건참이 전국의 35%를 차지한 것은 놀랄만
한 수치이다. 

그렇다면 부 보건참은 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렇게 많이 건립되었을
까. 당시 부 보건참이 가장 빨리 수립되었던 심양시의 화평구를 예로 들
어 살펴보자. 앞서 화평구의 모자 위생 실태를 조사하 던 중국의과 학 
부 학원은 왕빈부장의 동의를 얻어 1950년 1월 의사, 조산사, 조산사 실
습생 등으로 구성된 4개의 조를 화평구 위생사무소에 파견하 다. 그들은 
계획에 맞춰 모자 위생에 관한 상식을 선전하고, 부녀와 아동의 의료 고문
으로서 그들에게 병이 생기면 도와주었다. 그러나 두 달여 가까운 임무를 
통해 그들은 3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토로하 다. 그들이 말하는 
어려움은 “첫째, 본업에 바빠서 선전 교육, 가정 방문, 예방 검사 등을 할 
겨를이 없고, 군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둘째, 부녀들은 여전히 반봉
건적인 생각을 가지는데다 가사 일에 바빠 그들을 모아 교육할 수 없으니 
결국 개별 가정 방문밖에 방법이 없다. 셋째, 우리가 각지에 내려가 모자 
위생과 관련된 일을 하면 개업 조산사들의 밥벌이가 줄어든다.”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업 조산사들로 구성된 모자 
보건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 다. 그러면서 “조산사가 정부의 
도 아래 즐겁게 인민을 위해 복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은 모자 보건 정
책에서 좋은 간부가 되어야 하며, 같은 의료인들끼리 모순 없이 동행함으
로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조직할지를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
시하 다. 종합하면 모자 보건 조직은 부녀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정
부가 추진하는 위생 시책을 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우며, 또한 조산
사들에게도 유익한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조산사들은 모자 보건 조직에 
참여함으로서 간부라는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 상

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
었다.19) 이러한 논리에 따라 건립된 모자 보건 조직이 부 보건참이었다. 

19) ｢瀋陽市和平區街婦嬰保健站介紹｣, 東北衛生 1卷 2期, 1950,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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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보건참을 조직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조산사공회 다. 화
평구의 조산사공회는 1949년에 성립되어 사인 조산사를 모두 회원으로 흡
수하 다. 이들 중 소위 “정치적으로 각성”된 자들이 앞장서서 3개의 부
보건참을 세웠다. 이를 시작으로 1950년 말까지 7개가 건립되었고, 이듬
해에는 중국의과 학 부 학원과 區婦聯의 지도 아래 8개까지 늘어났고 
참여한 조산사는 모두 38명이었다. 당시 1개의 참이 맡았던 구역은 1~5개
의 街 다.20) 

이처럼 소위 “정치적으로 각성”된 적극분자들은 다른 조산사들로부터 
신뢰가 높고 기술이 좋은 자들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적극분자가 중심이 
되어 다른 조산사를 상으로 한 정치 학습을 실시하고 좌담회를 열어 설
명의 기회를 가지도록 장려하 다. 모자 위생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산사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함
과 동시에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사인합작의 조직 방식도 설명하
다. 이를 통해 적극분자는 다른 조산사들이 부 보건참에 참여하도록 분위
기를 조성하 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 다.21) 

그럼에도 일부 조산사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참여를 꺼려하 다. 그 
이유는 부 보건참에 참가하게 되면 자유가 없을 것이라는 걱정, 부 보건
참 업무로 인하여 육아와 가사에 소홀할 것이라는 우려, 수입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등이었다. 또한 수입이 좋았던 조산사는 부 보건참에 참
여하면 자신의 수입을 다른 조산사와 나눠 갖는 것에 한 불만도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에 동원된 것 또한 적극분자 다. 그들은 
참여를 거부하는 자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참여를 독려하 다.22) 

물론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만 조직된 것은 아니었다. 구부련이 직접 나
서서 부 보건참을 설치하기도 하 고, 시 위생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20) 瀋陽市和平區衛生國衛生志編纂組, 瀋陽市和平區衛生志(1881~1985), 1986, 
pp.132-136

21) ｢瀋陽市婦嬰保健站的成績｣, 東北衛生 2卷 7期, 1950, pp.451-452;  ｢農村婦幼
衛生工作的新方向｣, 東北衛生 2卷 8期, 1950, pp.520-522; ｢旅大市婦幼衛生工
作一年來的收獲｣, 東北衛生 3卷 4期, 1951, p.183; ｢泰安縣婦嬰保健站是怎樣建
立起來的?｣, 東北衛生 4卷 10期, 1951, pp.537-538; ｢醫務工作者的新方向｣, 
東北衛生 4卷 4期, 1951, pp.175-177.

22) ｢瀋陽市婦嬰保健站的成績｣, 東北衛生 2卷 7期, 1950, pp.4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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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에 속한 조산사를 각 구에 파견하여 지역의 파출소와 연계하여 
부 보건참을 세우기도 하 다. 혹은 위생 행정 기관의 위탁을 받은 産院
이나 산부인과에서 부 보건참을 설립하기도 하 다.23) 따라서 부 보건
참은 그 설립에 있어 정부와 긴 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 혹은 단
체 및 의료 기관이 직접 나서고, 이를 뒤에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형태로 
조직된 위생 기관이었다.

부 보건참은 앞서 살펴본 위생소, 위생원 등의 군중 위생 조직처럼 사
인합 의 합작성 조직이었다.24)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 으며, 보건참 운 을 통해 얻은 수입이 직원들의 월급과 참 운 비의 
원천이 되었다. 다만 참에 사용할 의료 기구나 재료, 사무실 확보 등에 있
어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위생소의 직접적인 도를 받았기 때문
에 지역을 단위로 군중 위생 조직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신민주주의 시기 합작 성질의 조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부 보건참은 조직 체계 면에서 정부 기관과 접하
게 연관되어 있고, 그 성립 단계와 운 에서 정부의 지도를 받지만 실제 
운 은 다소 자립적인 부문을 포함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참에 들어오고 
나가기 위해서는 전체 참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 참장과 부참장을 
참원들의 민주적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는 점 등이 그러하 다.25) 

보건참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라고 할 수 없는 半官半民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신생국가는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사
회단체는 나라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국가로부터의 인정을 받는다는 양
측의 이해관계가 절충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성과 시의 위생 행
정 기관은 참의 업무 상황을 한 달에 한번 씩 보고를 받고, 정부의 지침을 

23) ｢왕청현 一區婦連會婦嬰保健處를 설립하고 婦女嬰兒의 保健을 圖謀｣, 東北朝鮮
人民報 1951.5.9. 1판; ｢哈爾濱市建立婦幼保健服務部｣, 東北衛生 2卷 8期, 
1950, pp.530-531.

24) 婦嬰保健站은 각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공 , 공사합작, 사인합  등의 
형식으로 조직되었다. 그 중 공 과 私人合營이 가장 많았다. ｢婦幼保健站組織管
理暫行辦法草案｣, 東北衛生 3卷 11期, 1951, pp.645-647; ｢爲爭取母親與嬰兒的
健康而奮鬪｣,  東北區科學技術發展史資料 醫藥衛生卷, 中國學術出版社, 1988, 
pp.243-247.

25) ｢瀋陽市和平區街婦嬰保健站介紹｣, 東北衛生 1卷 2期, 1950,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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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달하는 절차를 통해 기층에서 모자 위생 정책을 간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고,26) 조산사는 위생 행정 기관에서 개설한 조산사를 상으로 한 문
화‧정치 학습과 위생 행정 기관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함으로서 신생국
가의 행정 운 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27) 

부 보건참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었으나 [그림Ⅳ-3]의 심양시 부 보건참을 
표준으로 조직되었다.28) 

區衛生院

婦幼保健站總站 站長 1명

副站長 1명第1分站 第2分站 第3分站 第4分站 第5分站 第6分站
조산사 

10-16명

주임
1명

조산사
2-4명

견습생 
약간명

 [그림Ⅳ-3] 심양시의 부 보건참
출처: ｢1950年上半年東北婦幼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91, 표9.

    
[그림Ⅳ-3]처럼 부 보건참은 지역 위생 행정 기관의 도를 받았고, 조

산사를 두고 모자 위생을 위한 산전검사, 과학적인 출산, 유아 보건, 난산 

26) ｢婦幼保健站組織管理暫行辦法草案｣, 東北衛生 3卷 11期, 1951, pp.645-647; ｢
一個模範婦幼保健站｣, 東北衛生 5卷 3期, 1952, p.141.

27) ｢建立與健全農村婦幼保健網的關鍵｣, 東北衛生 3卷 9期, 1951, pp.520-521; ｢
泰安縣婦嬰保健站是怎樣建立起來的?｣, 東北衛生 4卷 10期, 1951, pp.537-538; 
｢一個模範婦幼保健站｣, 東北衛生 5卷 3期, 1952, p.141.

28) 길림성 유수현의 경우 참장을 2명으로 하 는데, 업무 참장은 조산사가, 행정참장
은 구의 부련 주임이 맡았다. 이는 부련을 비롯한 일반 행정 조직이 모자 위생 정
책과 긴 한 관계를 형성하 고, 사인 조산사를 중심으로 조직된 부 보건참은 완
전히 자치적인 조직이 아니라 행정 기관의 도를 받는 조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楡樹縣第十九區婦幼衛生工作怎樣獲得的成績?｣, 東北衛生 5卷 3期, 
1952, pp.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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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유아 사망 감소, 모자의 건강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 다. 총참
의 지도를 받는 분참은 3~4명의 조산사로 조직되었고 책임조산제로 운
되었다. 책임조산제란 참에 소속된 조산사 1명이 파출소를 단위로 한 구
역을 자신의 담당 구역으로 삼아 이곳의 모자에 한 위생 정책을 책임지
는 제도 다.29)

심양시를 표준으로 부 보건참을 건립한 鞍山市의 경우 총참 아래 유아
자문조, 부녀자문조, 기술관리조를 두고, 분공 원칙에 따른 철저한 책임제
로 운 되었다. 유아자문조는 유아에 한 예방 접종과 위생선전을 상시
업무로 하 고, 정기적으로 구 안의 모든 유아를 상으로 한 순회 진찰
을 진행하여 치료와 동시에 위생 상식을 선전하 다. 부녀자문조는 임산부
의 산전 검사, 산후 검사를 주도하 고, 유아자문조와 마찬가지로 구 안의 
모든 산모를 상으로 한 순회 진찰을 진행하는 동시에 위생 상식에 한 
선전 활동을 전개하 다. 순회 진찰은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에서 장려되었을 뿐 아니라 간단한 치료 자체가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
어 부 보건참에 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되었다. 기술관
리조는 조산사의 기술 및 이론 학습반을 운 하 다. 그리고 한 명의 조산
사가 500~700호 안에 있는 산모의 산전 검사, 출산, 산후 방문을 실시하

고, 이와 더불어 모자에 한 순회 진료와 예방 접종, 그리고 위생 선전 
교육을 책임졌다.30) 이러한 임무는 조산사 자신이 맡은 구역 내의 파출소, 
부련, 가도 부녀 표와 접한 연관을 맺고, 그들의 지원을 받아야 추진될 
수 있었다.31)

부 보건참에 한 중의 반응은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심양시 남시구
의 제8 보건참은 친절한 태도로 산모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환 을 받았
다. 어느 체격이 약한 산모가 출산하러 왔을 때, 보건참의 모든 직원이 8
시간 동안 산모를 돌보았고, 그 결과 아이와 산모 모두 안전할 수 있었다. 
또한 산후 가정 방문을 할 때도 조산아이거나 아픈 아이가 있을 경우 원

29) ｢瀋陽市婦嬰保健站的成績｣, 東北衛生 2卷 7期, 1950, pp.451-452.
30) ｢鞍鋼婦幼保健組織的改進｣, 東北衛生 4卷 6期, 1951, pp.306-308.
31) ｢瀋陽市鐵西衛生實驗區衛生工作網一年來的發展｣, 東北衛生 3卷 2期, 1951, 

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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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규정된 2회보다 더 많이 방문하여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 다.32) 
大東區의 한 노인은 조산사들이 출산 외에 위생과 육아법을 알려주는 것
에 감사해 하 고, 여 구 인민 표회의에서는 부 보건참을 많이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 다. 통계 수치로도 부 보건참이 모자 위생 행정
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부 보건참이 건립된 후 심양시의 
아 사망률은 155‰에서 25‰까지 떨어졌다.33) 

한편 부 보건참 운 에 있어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조산사들의 업무 이
해도가 떨어져 각종 위생 업무가 예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 고, 조산사
의 부정부패도 발생하 다. 예를 들어 출산비를 과다 징수하고, 몰래 자기 
집에서 조산 행위를 하거나, 마음 로 산모에게 주사를 놓고 주사비를 요
구하기도 하 다.34) 이러한 문제 외에 조산사 간의 불화로 인하여 부 보
건참이 제 로 운 되지 못하기도 하 다.35) 부 보건참 건립에 한 수
요 증  여론이 형성되고 부 보건참 운 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동북
인민정부는 모자 위생 정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부 보건참을 더 
많이 건립함과 동시에 관리를 강화할 것을 결정하 다. 그래서 동북 지역
에서는 1951년 이후 도시의 경우 인구 15,000-20,000명 당 한 곳, 향촌
의 경우 구별로 한 곳의 부 보건참을 세울 것을 계획하 고, 위생 행정 
기관에서 부 보건참의 운 을 관리‧감독할 것과 부 보건참 내에 엄격한 
업무제도와 常規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 다.36) 이러한 부 보건참이 각지
에 증설됨에 따라 區를 단위로 한 기층 위생 조직이 구축되었고, 이 조직
을 통해 동북인민정부의 모자 위생 정책은 계통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구보다 더 작은 행정 단위인 촌에도 군중 위생 조직이 건
립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접생참이다. 도시에는 전문적인 산부인과 의사와 
다수의 조산사가 있지만 향촌에는 개조의 상인 산파만 존재하 고, 도시

32) ｢瀋陽市南市區第八保健站｣, 東北婦女 8期, 1951, p.17.
33) ｢瀋陽市婦嬰保健站的成績｣, 東北衛生 2卷 7期, 1950, pp.451-452; ｢1950年東

北婦幼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3卷 6‧7期 合刊, 1951, pp.330-333; 東北婦幼
衛生兒童保育事業飛躍發展, 東北日報 1951.09.01. 3판.

34) ｢瀋陽市婦幼衛生工作檢査初步總結｣, 東北衛生 4卷 6期, 1951, pp.309-312.
35) ｢瀋陽市婦嬰保健站的成績｣, 東北衛生 2卷 7期, 1950, pp.451-452; ｢鞍鋼婦幼

保健組織的改進｣, 東北衛生 4卷 6期, 1951, pp.306-308.
36) ｢新中國婦女和兒童的幸福｣, 東北衛生 4卷 7期, 1951, pp.364-365.



120

에는 큰 병원, 전문 산부인과 병원 및 조산원이 있지만 향촌에는 그런 의
료 기구가 없는 상황이었다. 환경이 열악한 반면 향촌의 모자 수는 도시에 
비해 몇 배나 되었다. 따라서 향촌의 모자 위생 상황과 건강 상태를 개선
하고 산파를 국가의 보건망에 흡수하기 위한 기층 위생 조직의 설립이 시
급한 문제 다.37) 이를 위해 각 행정촌에 설립된 것이 접생참이었다. 접생
참은 개조된 산파, 다시 말해 접생원을 동원하여 조직되었다. 접생참 역시 
부 보건참처럼 사인합 의 방식으로 운 되고, 위생 행정 기관의 도움을 
받았다. 예를 들어 조산에 필요한 물품을 개인이 구입하기도 하 으나 접
생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위생 행정 기관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고, 구나 촌의 합작사 및 위생 행정 기관에서 구입하여 제공하기도 하

다. 
접생참은 부 보건참의 지도를 받았으며, 부 보건참이 설립되지 않은 

행정촌에서는 위생 행정 기관에서 직접 관리‧감독하 다. 접생참은 매달 
혹은 매주 감찰 위원에게 자신의 업무 결과를 보고하거나 직접 부 보건
참에서 개최하는 월간 혹은 주간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상황을 보고하
다. 감찰 위원에게 보고할 때, 조산 횟수, 생존 아수, 사망 아수, 사망 
원인, 산모의 건강 상황, 산욕열 발생 횟수, 산후 방문 횟수 등의 조산에 
관한 업무, 모자 위생 상식 선전 횟수 및 그 상, 내용, 그리고 방법 등
의 선전에 관한 업무 등을 포함하 다. 때로는 감찰 위원이 수시로 접생참
에 가서 업무 상황을 점검하기도 하 다. 이렇게 파악된 접생참의 활동 상
황을 감찰 위원은 부 보건참에 보고함으로서 위계적 보고 체계가 형성되
었다.38) 부 보건참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업무 보고 외에 정치 및 조산 
업무에 한 수업을 듣고, 서로의 경험을 교류하면서 새로운 조산법을 시
행하지 않는 자들에 한 비평을 하 다.39) 이러한 위계적 보고와 회의 
참가를 통해 접생참은 부 보건참의 관리‧감독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지도
를 수용하게 되었다. 

37) ｢關於農村接生站的組織工作問題｣, 東北衛生 5卷 1期, 1952, pp.26-29. 
38) ｢東北區接生員組織管理暫行辦法草案｣, 東北衛生 3卷 11期, 1951, pp.648-649;  

｢農村婦幼衛生工作的新方向｣, 東北衛生 2卷 8期, 1950, pp.520-522.
39) ｢楡樹縣第十九區婦幼衛生工作怎樣獲得的成績?｣, 東北衛生 5卷 3期, 1952, 

pp.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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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접생참 참가를 독려하는 유인책도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접생
참에 참가한 접생원은 ‘접생참’이라는 목패를 자신의 집에 걸어 두고 조산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촌의 주민들로부터 “이 집은 정부로부터 새
로운 법을 훈련받은 조산원이니 얕볼 수 없다.”라는 평가를 얻도록 하
다. 또한 접생원 중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자는 위협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고, 회원의 표시로 흉장과 증서를 받았기에 주민들 사이에
서 위신을 세울 수 있었다. 촌의 간부, 부련 주임 등은 각종 회의 때마다 
접생원에게 모자 위생 선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한몫했다. 게다가 난산을 겪는 산모를 도와줄 전문가를 파견해 달라는 
소개서도 접생원만 쓸 수 있었다.40) 접생참도 부 보건참과 마찬가지로 
그 효과가 인정됨에 따라 동북 지역의 행정촌 숫자에 맞춰 31,467곳을 
1952년까지 건립할 것을 계획하 다.41)

부 보건참과 접생참의 임무는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부분 비슷하
다.42) 이 조직에 속한 조산사와 접생원은 구와 촌에서 임산부를 상으

로 한 임산부 등기, 산전 검사, 출산, 산후 가정 방문을 실시하 고, 유
아를 상으로 한 보건 검사, 예방 접종, 부녀를 상으로 한 위생 선전 
교육 등을 책임졌다.43) 임산부 등기는 위생 행정 기관의 지도 아래 통일
적으로 추진되었다. 3개월에 한 번씩 자신이 맡은 지역의 주민들을 상
으로 임산부를 조사하 고, 그들에게 임산부 등기를 권유하 다. 이 과정
에서 부련, 거민조장, 공안 파출소 등의 지원을 받았다.44) 산전 검사는 태
아의 위치, 자세, 그리고 출산 예정일 등을 검사하 고, 산후 가정 방문은 

40) ｢關於農村接生站的組織工作問題｣, 東北衛生 5卷 1期, 1952, pp.26-29. 
41) ｢1950年東北婦幼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3卷 6, 7期, 1951, pp.330-333; ｢東

北婦女及嬰幼兒的幸福｣, 東北衛生 3卷 9期, 1951, pp.515-519.
42) 부 보건참은 접생참을 지도하고, 향촌의 산파를 개조하는 임무를 추가적으로 부

여받았다.
43) ｢1950年上半年東北婦幼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 2期, 1950, 

pp.88-94; ｢爲爭取母親與嬰兒的健康而奮鬪｣,  東北區科學技術發展史資料 醫藥
衛生卷, 中國學術出版社, 1988, pp.243-247; ｢旅大市婦幼衛生工作一年來的收獲｣, 
東北衛生 3卷 4期, 1951, p.183;  ｢農村婦幼衛生工作的新方向｣, 東北衛生 2
卷 8期, 1950, pp.520-522.

44) ｢旅大市的推行孕婦檢査小組和孕婦小組｣, 東北衛生 4卷 4期, 1951,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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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3일, 7일, 10일 등 3차례 이상 산모의 집에 찾아가 산모와 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아 목욕법, 산모의 산후 위생법, 아 수유법 등
을 지도하 다.45) 임산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전 검사와 
산후 가정 방문은 모두 무료 다. 산모는 이 두 가지 활동을 통해 부 보
건참 및 접생참이 안전한 출산을 돕고, 출산 후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관
리해준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조산사와 접생원의 활동은 검사를 받지 않는 다른 부녀들에게 국가의 
위생 정책을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이 작업을 통
해 경제 건설에 필요한 인력 확보로서 출생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고, 나
아가 출생자 수를 파악함으로서 국가가 추진할 사업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다. 특히 출생자 수 파악은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 접생원과 조
산사는 조산을 끝내면 생사에 관계없이 그 결과를 모두 기록해야 하 다. 
출산 수와 생존 및 사망 수를 남녀로 각각 나눠 기록한 후, 이를 접생참은 
부 보건참에, 부 보건참은 소속 위생 행정 기관에 제출하 다.46) 아이를 
출산한 집에서도 국가에 등록된 조산사 혹은 접생원으로부터 출생표를 발
급받아 이를 공안 기관에 제출해야만 호적에 등록할 수 있었다. 공안 기관
에서는 이렇게 접수된 출생표를 정리하여 매달 신생아표와 사망자표를 모
아서 총결한 후 위생 기관에 제출하 다.47) 이를 통해 국가는 부 보건참 
및 접생참을 통해 보고된 출산 상황, 공안기관을 통해 보고된 신생아표를 
바탕으로 생명 통계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산파는 접생원이라는 자격을 
부여 받아 나라의 생명 통계를 1차적으로 관리하는 지위를 얻게 되었다.

모자위생에 한 군중 위생 기관으로 부 보건참, 접생참이 있다면 이 
기관을 중심으로 운 된 군중 위생 조직도 있었다. 그 표적인 것이 婦
幼保健委員會(이하 보건위원회)와 推行孕婦檢査小組, 그리고 孕婦小組이
다. 먼저 보건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부련을 중심으로 위생 행정 기관의 협
조 아래 해당 지역의 부녀들을 광범하게 흡수하여 조직되었다. 부련은 적

45) ｢瀋陽市和平區第三婦嬰保健站訪問記｣, 東北衛生 2卷 8期, 1950, p.561.
46) ｢關於農村接生站的組織工作問題｣, 東北衛生 5卷 1期, 1952, pp.26-29; ｢婦幼

保健站組織管理暫行辦法草案｣, 東北衛生 3卷 11期, 1951, pp.645-647.
47) ｢1950年上半年東北城市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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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소학교 여교원, 보건참원, 접생참원, 모자 위생 정책에 적극적으
로 가담하는 부녀, 그리고 기타 각 기관의 부녀 표를 모아 회의를 열어 
보건위원회를 성립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 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동의
를 얻어 會章을 통과시키고, 그 수립을 선포하 다.48) 

서란현 구촌에서는 현부위를 중심으로 보건위원회를 조직해 산모와 
아의 보건을 돌보았다. 산모에 해서는 산전산후 15일 간 휴식(유산도 동
일), 산모에게 한 달간 양 음식 제공, 산전 산후에 산모 구타, 욕 금지, 
임신 후 등기, 난산 시 구(촌) 위원회에 보고 등의 위생 정책을, 아에 
해서는 아에게 질병이 있거나 아가 죽은 경우 신고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 다. 그리고 정책 집행 상황을 매달 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
다.49) 보건위원회는 각양각색의 단체와 직업을 표하는 부녀들로 구성되
어 있었고, 이들 모두 국가정책에 옹호적 자세를 취하 다. 보건위원회는 

중의 역량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母子 보건 설비를 증설하고, 모자 보
건요원을 훈련하며, 부 보건참 및 접생참과 함께 선전 교육 공작을 전개
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 다.50) 이러한 모든 업무는 부련이 주도하고, 해
당 지역의 위생 행정 기관이 보조하 다. 이는 보건위원회의 주임을 부련 
주임이 겸하고, 부주임을 현(구)의 위생원(소)장이 겸한 것만 보아도 충분
히 가늠할 수 있다.51)

일부 지역에서는 推行孕婦檢査小組와 孕婦小組도 조직되었다. 이 두 소
조는 婦嬰保健站과 接生站의 업무 중 하나인 임산부 등기가 미진하고, 수
차례 선전에도 불구하고 부녀들 사이에 여전히 봉건 미신 사상이 만연하
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推行孕婦檢査小組
는 居民組를 단위로 각 조에서 2명의 推行委員을 선출하여 조직하 다. 
한 명은 거민조장으로 당연직 위원이었고, 다른 한 명의 위원은 정부의 위
생 정책에 적극적인 임산부나 부련 회원이었다. 이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부 보건참 회의에 참가하여 위생 선전 내용을 학습하고, 부 보건참에서 

48) ｢新中國婦女和兒童的幸福｣, 東北衛生 4卷 7期, 1951, pp.364-365.
49) ｢서란현 구촌에 산모와 젖먹이의 복리위원회 성립｣, 東北朝鮮人民報 1949.9.9. 

2판.
50) ｢鞍鋼婦幼保健組織的改進｣, 東北衛生 4卷 6期, 1951, pp.306-308.
51) ｢開展婦幼衛生工作的新力量｣, 東北衛生 3卷 11期, 1951, pp.64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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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업무 중 일부를 분배받았다. 조에 돌아와서 그들은 보름에 한 번 
임산부를 상으로 한 회의를 열어 임산부의 보건과 산전 및 산후 검사의 
중요성을 선전하고, 그녀들에게 부 보건참을 소개해주었다. 그리고 일반 
부녀들의 여론을 흡수하여 이를 수시로 부 보건참에 보고해야 하 다. 孕
婦小組는 推行孕婦檢査小組 위원이 주축이 되고, 등기를 마친 임산부가 
자연 조원이 되어 3-10명이 하나의 소조를 이루었다. 조장은 조원의 산전 
검사 상황을 점검하 고, 산후 조리기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조원을 돕기 
위해 산모 신 밥을 하고 아이를 돌봐주었다.52) 이 조직 역시 부련, 거민
조장 등 정부와 긴 한 관계를 유지한 단체 및 인물이 중심이 되어 운
되었다. 

특히 推行孕婦檢査小組는 부 보건참과 접한 관련을 맺으며 활동을 
전개하 다. 孕婦小組 또한 推行孕婦檢査小組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지역 
내 임산부의 산전 검사를 비롯한 산후 관리를 추진하 기에 이 두 소조 
모두 군중의 역량을 이용해 정부의 위생행정을 보조한 조직이라 할 수 있
다. 결국 이러한 조직은 국가가 설계한 보건망 속에 하나의 점을 이루었
고, 중첩적 관계로 조직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 다. 이를 통해 국가는 출
산의 전 과정을 장악할 수 있었고, 출생률을 제고함으로서 경제 건설에 필
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부녀의 신체는 개인의 사적 유기물이기도 
하 지만 국민을 생산하는 공적 유기물이기도 하 다. 부녀들이 건강한 미
래 세 를 출산할 수 있도록 임산부가 몇 명이고, 그들의 건강 상태가 어
떠하며, 출산 과정에서 위험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
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산모는 다음 세 를 또 잉태할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는지를 관리하고, 그 전 과정을 검사하는 것은 이제 한 가정의 문
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국가는 모자의 건강에 개입하는 것을 “인민의 건강
과 행복을 위한 것”이며, “만주국과 국민당 통치 시기의 수탈과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선전하 고, 동북 부녀는 이를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증
진시키고, 조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 여기며 동조하 다. 이 과정은 국가
에 협조적인 부 보건참, 접생참 등의 군중 모자 위생 조직, 적극 분자, 

52) ｢一個模範婦幼保健站｣, 東北衛生 5卷 3期, 1952, p.141; ｢旅大市的推行孕婦
檢査小組和孕婦小組｣, 東北衛生 4卷 4期, 1951,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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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의 포용 속에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 “구산파”의 협조를 통해 
진행될 수 있었다.

2) 婦女聯合會의 母子 위생 정책의 실시

모자 위생 정책은 각계 여성들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운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역 중 하나 다. 여러 사회단체 및 각계 표들과의 연
합을 표방한 신생국가로서는 여성 중 일부를 “적극분자”로 흡수할 가장 
좋은 방법이 여성을 상으로 하는 정책을 통해서라고 생각하 다. 이러한 
의도는 1951년 6월에 열린 東北區 第1次婦幼衛生會議에서 잘 드러난다. 
1년간의 작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교류‧총결하며, “국방 공고, 경제 발전”
이라는 국가 시책이 순조롭게 완성되는데 일조할 방법을 모색한다는 목적 
하에 심양시에서 열린 회의에는 총 104명의 여성이 참석하 다. 참석한 
자를 분석해 보면 각지의 위생 행정 간부, 의  부 학원 교수, 부녀연합
회 표 등의 정부와 긴 한 연계를 맺고 있는 자들 외에 특별히 초 된 

표가 있었다. 보육원 표, 東北總女工部 표, 總工會 女工部 표, 모
범 부 보건참 표, 모범 보육원 표, 모범 조산사 혹은 접생원 표들
로, 당시 여성이 가장 많이 진출한 직업 분야의 표들이었다. 이들은 위
생 행정 간부 혹은 그에 준하는 사람들과 나란히 회의에 참석해 모자위생
에 한 중요한 의결 사항을 논의하 다.53)  

이처럼 모자 위생 정책은 각계 여성의 참여를 통해 추진되었는데, 그 과
정에서 위생 행정기관과 각계 여성 사이를 매개하며 모자 위생 정책을 추
진한 단체가 부녀연합회(이하, 부련)이었다. 앞의 제1차 婦幼衛生會議에 
참석한 명단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회의에 참석한 부련 표는 총 11명으로 
전체 참가인원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 다. 당국의 기 와 지원 속에 동
북의 각급 부련은 위생 부문과 협조하여 적으로 새로운 출산법, 부녀
의 노동 보호, 모자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보육 사업 등을 전개하 다.54) 

53) ｢東北區第一次婦幼衛生會議具體辦法｣, 東北衛生 3卷 9期, 1951, pp.504-506.
54) 褚鴿, ｢新中國成立後延邊地區婦女聯合會研究(1949-1994)｣, 延邊大學碩士學位論

文, 2019,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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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전쟁을 통해 봉건 세력은 비록 타도되었지만 국민들 사이에 봉
건사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모자 위생 정책을 전개하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고 판단하 다.55) 소위 “봉건적”이라고 치부한 비위생
적 생활 및 낡은 생각을 개선하고, 부녀들을 국가가 실시하는 위생 정책에 
협조하도록 만들기 위해 부련은 동북인민정부의 지시 하에 각지의 부 보
건참과 협동하여 모자 위생에 한 선전 활동을 추진하 다. 여기에는 성‧
시립의원, 文敎機關, 위협, 방송국, 신문사 등도 참여하 다. 부련은 가도
의 부녀를 상으로 한 회의를 열었고, 문교기관은 선전에 쓸 그림과 글을 
준비하 으며, 위생 행정 기관은 강연을 담당하 다. 어느 부련 간부는 향
촌으로 내려가 부녀 해방의 이치에 해 설명하고 모자 위생 상식을 가르
치며, 출산을 도왔다.56) 그리고 조산사는 부녀들 속에서 직접 선전 활동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 역할이 정해지면 각 단위는 자신이 맡은 책임 구역에
서 각종 방식을 이용해 선전 활동을 전개하 다.57) 예를 들어 제제합이시
는 [표Ⅳ-5]와 같이 선전 활동을 진행하 다.

[표Ⅳ-5] 제제합이시의 단위별 모자 위생 상식 선전 활동

단위 참가 상 내용 횟수 참가자 수 강사 비고
省‧市정부 부녀간부 월경위생

임신기 위생 1 600 省立醫院婦科의사

第二師範學校 여학생 월경기 위생 
부인병 예방 1 105 衛生廳保健科

敎聯 시 소학교 
교원 아동위생보건 1 470 醫士學校敎員

工廠 여공 월경 위생
부인병, 직업병 예방법 3 1,650 省衛生廳市工人醫院

居民組 가정주부 부녀위생, 육아위생
소아전염병 예방 15 17,255 衛協회원, 醫校學生

신문사 일반 시민 
직공 가족

부녀위생
육아위생 4 20,000 醫士學校敎員

市衛生局 부녀위생, 소아전염병 10 흑판보
출처: ｢如何展開婦幼衛生宣傳敎育工作?｣, 東北衛生 4卷 4期, 1951, p.201, 표1
을 바탕으로 재구성.

55) ｢在農村中如何展開婦幼衛生宣傳工作?｣, 東北衛生 5卷 2期, 1952, p.92. 
56) ｢農村婦嬰工作的新成績｣, 東北日報 1950.05.27. 2판.
57) ｢展開婦幼衛生宣傳月的收獲｣, 東北衛生 4卷 4期, 1951, p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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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5]를 보면 월경‧임신기 위생, 부인병, 육아법, 소아 전염병이 선전 
내용의 주를 이룬다. 이를 통해 당시 국가는 건강한 미래 세 의 양성이라
는 목적 달성을 위해 부녀의 위생을 중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선전을 
통해 여성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몸으로서 월경과 부인병 예방에 
해 알고 있어야 하고, 잉태한 아이를 건강하게 낳기 위해 임신기에 주의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렇게 낳은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전
염병 예방의 중요성과 올바른 육아법을 익혀야 하 다. 의사, 교수, 행정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강사들로부터 이러한 위생 상식을 듣게 된 여학
생, 가정주부, 교사, 여공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혹은 그렇게 될 여성으로
서의 몸가짐을 지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을 것이다. 이처럼 국가의 
경제 건설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모자 위생은 강조되었다.

모자 위생 선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활약을 할 사람은 조산사와 접생
원(개조된 산파) 다. 그러나 이들은 이 분야에 한 전문적 지식이 충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련은 그들을 상으로 학습 및 훈련을 진행하 다. 
1949년 요동성 전 지역과 나머지 5개 성의 16개 현에서 부련이 직접 운

하거나 기타 부문과 연합하여 운 한 조산훈련반이 52기 고, 훈련을 
받은 자가 2,675명이었다. 通化縣 한 곳에서만 22기가 운 되었다. 련
시에서도 부련은 위생 강좌를 열고, 조산사를 배양하 다.58) 

훈련에 사용된 서적은 [표Ⅳ-6]과 같다. 

[표Ⅳ-6] 모자 위생 선전에 활용된 서적

서적 저자 및 역자 내용

① 母親與嬰兒
Б.А. 

Архангельскнй 저 
霍儒學 역

∘임신과 출산
∘산후 조리기 위생
∘임산부의 질병
∘ 아의 신체적 특징, 

양

∘ 아 질병 예방 및 
간호

∘소련의 母子 위생 
기관

다음 페이지에 계속

58) 呂曉梅, ｢東北解放戰爭時期的婦女工作｣, 蘭台世界 37기, 2009, p.38.



128

서적 저자 및 역자 내용

② 婦女衛生 顔士純 譯
∘ 유아의 신체 청결
∘학령기 소녀의 위생
∘임신과 출산

∘산후 조리기 위생
∘장년층 폐경기 위생
∘여성의 암과 부인병

③ 婦女衛生 東北人民政府衛生部 ∘월경기 위생
∘임신과 출산

∘산후 조리기 위생

④ 孕婦常識 東北醫學圖書出版社
∘여성 생식기 구조
∘임신과 출산

∘새로운 출산법과 전
통 출산법 비교

∘무통분만법 소개

⑤ 嬰衛生問答 李薰風
∘월경기 위생
∘임신과 출산
∘산후 조리기 위생

∘신생아 육아법
∘ 아 질병 종류와 

예방 및 치료

⑥ 小兒衛生 東北人民政府衛生部

∘연령에 따른 아이의 
발육 과정

∘ 아의 경련과 예방법
∘수유법과 급성소화

불량

∘소아 폐결핵 증상과 
예방

∘백일해 증상과 예방
∘겨울철 소아 위생

⑦ 嬰兒衛生 東北醫學圖書出版社
∘ 아의 신체적 특징
∘ 아 양육 환경과 

양육법

∘수유법과 인공 양
∘ 아의 질병과 간호

출처: 東北人民政府衛生部 編, 婦女衛生, 1951; 李薰風 編, 婦嬰衛生問答, 瀋陽:遼
寧人民出版社, 1950; 東北醫學圖書出版社 編, 孕婦常識, 1952; 東北人民政府衛生部 
編, 小兒衛生, 東北人民出版社, 1951; 東北醫學圖書出版社 編, 嬰兒衛生, 1950; Б.
А. Архангельскнй 저, 霍儒學 역, 母親與嬰兒, 東北人民政府衛生部敎育處出版社, 
1951; 顔士純 譯, 부녀위생, 東北醫學圖書出版社, 1952.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표Ⅳ-6]에 소개된 서적은 서술 수준과 중점 사항이 조금씩 달랐다. 서
적 ①은 소련의 국민위생상식 총서 중에서 번역한 것으로 소련의 위생기
관이 부녀 위생의 향상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 다. 소련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 지역에서도 婦嬰保健站을 비롯한 기층 위생 기관이 
부녀들 사이에 자리매김해야 할 것을 선전하 다. 서적 ② 역시 소련의 서
적을 번역한 것으로 장차 중화인민공화국의 위생 행정이 추구해야 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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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도달 목표로서 소련의 경험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동북지역의 
위생 정책이 출산을 중심으로 한 부녀의 일생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소련의 서적은 신생 여아부터 노년기 부녀까지 여성의 위생을 모두 다루
고 있다. 서적 ③은 민간의 미신 행위와 봉건적 관습을 사례로 들고, 이에 

한 과학적 반론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예를 들어 시골 사람
들은 세탁한 더러운 물을 저 세상에 가서 마신다고 생각하여 생리 를 자
주 빨지 않았으며, 생리 를 변소 안이나 온돌 자리 아래에 감추지 않고 
꺼내 놓으면 염치없는 여인네라고 생각하 고, 아이는 삼신할머니가 보내
는 것으로 생각하 으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는 쓸모없다고 여겨 비
난하 고, 갓 태어난 아이를 꽁꽁 싸매지 않으면 아이의 팔, 다리가 굽는
다고 여겼던 것 등을 사례로 제시하 다. 

서적 ④는 중앙 인민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한 무통분만법
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무통분만법이란 소련에서 나온 것으로 “여
성의 생식기관은 후 를 번식하는데 양호한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
로 출산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을 정신적으로 믿고, 조산사가 산
모에게 안정을 느끼도록 해주면 출산 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논리이
다. “출산은 고통스럽다.”는 잘못된 생각을 없애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 
건설에 필요한 미래 세 를 많이 양성하고자 한 국가의 의도가 반 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서적 ⑤는 문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유아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한 설명이 부녀 위생 및 건강을 다룬 
것 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적 ⑥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주제
를 나누어 서술하 으며, 소아가 자주 걸리는 질병의 종류와 그 예방법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서적 ⑦은 아의 성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
용, 즉 신체 특징, 양육 환경, 양육 방법, 수유 및 인공 양, 아 질병 등
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 다. 

다양한 내용과 수준의 모자 위생을 학습한 조산사와 접생원은 국가 보
건 조직의 한 개체가 되어 부녀들에게 위생을 선전하고 미신을 타파하는 
제일 전선에 섰다. 연길현 제5구의 조산사 馬信淑은 조산사 훈련을 마친 
후 하향하여 각 소조에 들어가 부녀들을 모아 놓고 선전과 진찰을 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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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일부 부녀들은 부끄러워 진찰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조산사는 집집마다 찾아가 부  위생 상식을 이야기 형식으로 선전하 고, 
진찰의 필요성을 설명하 다.59)

조산사의 개별 가정 방문 방식 외에 宣傳月로 지정된 한 달 동안은 다
양한 형식, 즉 화, 슬라이드, 흑판보, 방송 광고, 강좌, 진료 기실에서
의 선전, 전람회 등을 이용해 선전을 진행하 다. 이 중 특이한 선전 방식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진료 기실에서의 선전은 진료를 받기 위해 병
원에 온 환자가 기실에 앉아 있을 때를 활용하는 방법이었다. 이 방법을 
실시한 이유는 사람은 병이 생겼을 때 평소보다 더 건강에 한 절박함을 
느끼는데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어차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활용하
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산사
들은 순번제로 병원 기실에 가서 부녀의 위생 지식, 소아의 각종 전염병
이나 소화불량, 양 불량 등에 한 내용을 그림, 표본, 괘도 등을 이용
해 설명하 다.60) 

특별 기간 외에도 수시로 모자 위생 선전이 진행되었다. 위생 관련 모든 
기관과 조직에서 선전은 중요 업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다. 보통의 방
식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수다를 떨며 선전하는 방법, 각종 회의나 강연회, 
그리고 산전 검사와 산후 가정 방문을 이용하는 것, 야학이나 겨울학교 강
좌를 개설하는 방법이었다. 이 외에 연극, 슬라이드 상 , 화 등의 문예‧
오락 형식을 활용하거나 전람회를 통하는 방법도 있었다. 중의 문화적 
수준이 보편적으로 제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어, 흑판보, 강연, 선전 전
단은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반면 실물을 활용한 전람회와 위생 연극은 

중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주목되었다.61) 
전람회의 경우 모자 위생만을 위한 전람회를 독자적으로 열거나 다른 

전람회 속에 하나의 관을 열어 운 하는 등 다양한 방식과 규모로 진행되
었다.62) 흑룡강성에서는 토산물 전람회를 할 때 <모자 위생관>을 구성하

59) ｢助産士馬信淑 婦女 群衆 속에 深入工作해 많은 成績 얻고, 表彰받다｣, 東北朝
鮮人民報 1951.1.12. 2판.

60) ｢候診衛生宣傳及其經驗｣, 東北衛生 3卷 2期, 1951, pp.118-120.
61) ｢廣範普及婦幼衛生知識｣, 東北衛生 5卷 2期, 1952, pp.93-94.
62) ｢開展婦幼衛生宣傳月的收獲｣, 東北衛生 4卷 4期, 1951, p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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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선전 활동을 하 다. 전시한 내용 및 방법은 [표Ⅳ-7]과 같다.

[표Ⅳ-7] 1952년 흑룡강성 <모자 위생관>의 전시 내용 및 방법

내용 방법 내용 방법
출산법의 

과거와 현재의 비교 고리 책자 육아법 및 수유법 괘도

출산에 사용되는 기구 실물 유아 전염병 예방 및 간호 고리 책자
모형

월경 처리법의 
과거와 현재의 비교 실물, 모형 태아의 유산과 기형 태아 표본

태아의 월별 변화 모형, 표본 개조할 산파 지도
아동의 복장 및 완구의 

과거와 현재의 비교 고리 책자 부녀 위생 조사 결과 도표

임신기 위생 고리 책자 소련의 탁아소와 보육원 사진

출산 전후 수칙 고리 책자 부녀절 행사 사진
출처: ｢廣範普及婦幼衛生知識｣, 東北衛生 5卷 2期, 1952, pp.93-94 내용을 바
탕으로 재구성.

[표Ⅳ-7]에서 볼 수 있듯이 전시 내용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방법으
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비교의 상은 만주국 및 민국 시기의 관행과 중화
인민공화국 수립 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올바른’, ‘과학적인’ 방법을 가리
킨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은 비과학적인 악행과 관습이 계속되어 

아 사망률 및 부인병이 심하 고, 수립 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생
존율을 높이고 부인병을 해소시켰음을 비적으로 강조시키는 효과를 가
져왔다. 이러한 표현법은 당시 신생정권이 즐겨 쓰던 것으로, ‘만주국, 민
국시기=봉건=비과학=舊이며 이에 반해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공산당=근 =
과학=新’이라는 논리를 도식화한 것이었다. 전람회를 찾은 각지에서 온 참
관단, 다시 말해 현지 기층 간부, 각계 표, 조산사, 접생원 등은 전람관
에 들어가 위생 행정 기관, 부 보건참, 부련 등에서 뽑힌 간부들로부터 
해설을 들었다. 모든 관람을 마친 그들은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 현지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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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들에게 전람회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
다.63) 그러므로 참관단을 통해 낡은 것과 새 것의 비 논리는 각지로 전
파되었을 것임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동북인민정부가 수립되었을 당시 동북 지역의 인구는 약 4천 만 명인데 
비해 母子 위생을 진두지휘할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의사는 턱없이 부족하

다. 조산사도 겨우 3천여 명으로 동북 인구 만 명 당 1명에 불과하 다. 
당시 신생국가는 만주국과 민국 시기 양성된 인력을 높게 신뢰하지 않았
고, 이들이 단순한 치료 관점만 가지고 위생 정책을 추진한다고 지적하
다. 이들을 국가에서 장악하지 못한다면 구사회의 낡은 관념이 부활할 것
이라 여겼기에 이들을 장악하는 한 방법으로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것
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판단하 다. 그래서 중국은 조산사를 비롯한 중급
의 의료인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사 등의 고급 의료인 양성을 보조
로 하는 방침을 수립하 다.64) 이에 따라 동북인민정부는 각 성과 시, 현
에서 적으로 조산사를 훈련하여 2년 내에 동북 인구 천 명 당 한 명
의 조산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계획하 다. 만주국과 민국 시
기 조산사를 업으로 삼았던 자들에 해서는 자격을 증빙할 서류를 가져 
오면 조산사로서의 증서를 정부에서 발급해줌으로서 국가의 관리 범주에 
포함시켰다.65) 

부련은 정부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부족한 조산사 수를 채우기 위
해 조산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 하 다.66) 단기 훈련반의 경우 보편적으
로 이론 학습 3개월, 실습 교육 3개월로 교육 과정이 구성되었다.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초급소학교 이상의 문화 수준을 지닌 부녀를 동원하여 
한 달은 주로 조산 지식을 가르쳤고, 나머지 한 달은 향촌에서 실습 교육
을 받도록 하고 이를 통과하면 조산사로서의 자격을 주기도 하 다.67) 훈

63) ｢廣範普及婦幼衛生知識｣, 東北衛生 5卷 2期, 1952, pp.93-94.
64) ｢爲爭取母親與嬰兒的健康而奮鬪｣,  東北區科學技術發展史資料 醫藥衛生卷, 中

國學術出版社, 1988, pp.243-247.
65) ｢國家衛生工作的方針初步與人民見面｣, 東北衛生 2卷 1, 2期, 1950, pp.2-17.
66) ｢東北婦女工作年來成績顯著積極參加經濟文化建設-今後任務｣, 東北日報 1950.0 

3.08. 2판; ｢重視婦女兒童福利舉辦保育院托兒所｣, 東北日報 1950.03.08. 2판.
67) ｢北鎭縣第三區接生員管理工作介紹｣, 東北衛生 4卷 8期. 1951, pp.4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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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반에 와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 團員, 黨員 등 지역 사회의 간부들이 
많았다. 연길시 조산사 훈련반의 39명의 훈련생 중 당원이 19명이었고, 
청년단원은 8명이었다.68) 짧은 교육 기간, 그리고 단원과 당원의 참여는 
당시 동북인민정부가 조산사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는 모자 
위생을 담당할 공적 인력이 부족하 기에 이를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친
정부 세력을 통해 보충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양성된 조산사는 동북인민정부의 모자 위생 행정의 근간이 되었
고, 접생참을 도하는 임무를 부여받아 접생원과 상급 위생 행정 기관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 다. 길림시에서는 시위생국, 시부련, 市總社가 
함께 조산사를 농촌에 보내 각 구정부의 도움 아래 농촌 부녀를 상으로 
위생상식을 선전하고 설명하며, 산파를 개조하는 작업을 진두지휘할 것을 
결정하 다.69) 이처럼 정부 입장에서 조산사는 모자 위생 정책을 전개하
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료인이었다. 이들이 있어야만 정부가 강조
하는 새로운 것에 비되는 낡은 것들을 타파할 수 있었고, 산파들을 모자 
위생 행정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말단까지 
국가 권력을 침투 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조산사 양성과 더불어 당국이 강조했던 것이 “구산파”의 개조
다. 당시 동북 지역에서는 분만이 임박해지면 산모의 집에서 마을의 산파 
혹은 나이가 지긋한 부인을 불 다. 사람들은 “무엇 무엇해도 산파라야 몸
을 잘 풀지.”라며 산파를 신뢰하 다.70) 그러나 당국은 사람들 사이에 위
신이 있는 산파와 노파를 과학적 출산에 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생에 
한 관념도 없어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하 다.71) 그
리고 출산 도중 사망한 산모와 신생아의 이야기를 신문에 자주 게재하고, 
모자의 사망률 통계 자료를 선전 재료로 삼아 산파를 비판하 다. 

당국의 선전에 등장하는 산파는 “손을 씻지도 않고 출산을 도왔고, 소독

68) ｢연변지위부위회｣, 東北朝鮮人民報 1949.7.16. 1판.
69) ｢吉市總社等動員城市助産士下鄕爲農民服務｣, 吉林日報 1950.2.9. 2판; ｢延吉縣

助産士在鄕下｣, 東北衛生 3卷 3期, pp.125-126.
70) ｢延吉衛生幹部平安區에 下鄕 春季衛生工作을 검사｣, 東北朝鮮人民報

1950.3.13. 2판.
71) 東北人民政府衛生部 編, 婦女衛生, 1951,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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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가위, 도자기 파편, 수숫  껍질로 탯줄을 자르고, 깨끗하지 않
은 너덜너덜한 천으로 아이의 배꼽과 배꼽에 붙어 있는 탯줄을 감싸는” 
위생과 과학 관념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말 그 로 “舊”에 해당하 다. 그
들의 “낡은 출산법”으로 인해 “파상풍균에 감염되어 경련을 하다 죽은 
아가 많았고, 산모 또한 산파가 더러운 손으로 산모의 자궁 입구와 음부를 
만져 파상풍에 걸리거나 출산 과정에서 발열이나 회음 파열로 인해 사망
하는 경우도 다수 다.”72) 

그렇다면 “낡은 출산법”이 여전히 사용되는 이유를 당국은 무엇이라고 
보았을까. 바로 당시인의 무지와 미신에 한 믿음 때문이라고 하 다. 당
시 사람들은 출산을 가장 더러운 일이라 여겼기 때문에 분만 시 흙으로 
다진 부뚜막 위나 땅 위, 그리고 풀 위에서 몸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
다.73) 특히 향촌에서는 “피가 많이 흐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분만 
시 앉거나 쭈그린 자세로 출산을 하 다.74) 난산일 때는 모발을 산모의 
입속에 넣어 반사적으로 구토하게 하여 복부에 한 압박을 증가시키거나 
남자에게 산모의 허리를 졸라매게 하여 태아를 억지로 내려오도록 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이 있었다. 태아가 옆으로 누워 손이 먼저 나오면 
산모가 일전에 문틈으로 소금을 집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삼신할머니가 
소금을 가져가려 태아의 손을 먼저 나오게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태아의 손에 소금을 쥐어주고 그 손을 다시 넣어야 머리부터 제 로 나온
다고 믿었다. 신생아가 가사 상태에 놓이면 태반을 삽 위에 올려 굽거나, 
오리 주둥이를 신생아 입 속에 넣고 부친의 어릴 적 이름을 부르면 된다
고 여겼다.75) “낡은 출산법”을 미신과 결부시킴으로서 당국은 미신을 타
도해야 하는 것처럼 “낡은 출산법”도 타도해야 하는 개혁의 상으로 만
들었다. 

72) 1950년 유수현과 쌍성현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사망 원인 중 발열로 
인한 것은 40.35% 고, 회음 파열로 인한 것은 40.4% 다. ｢1950年上半年東北鄕
村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 2期, pp.77-87.

73) 앞의 책, 東北醫學圖書出版社, 1952, pp.16-19.
74) 東北人民政府衛生部 編, 앞의 책, 1951, pp.29-32.
75) 東北人民政府衛生部 編, 앞의 책, 1951, pp.32-38; ｢1950年上半年東北鄕村衛生

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 2期,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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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문은 이러한 개혁에 필요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좋은 도구 다. 
흑룡강일보에 실린 “綏稜縣 8구의 十部村의 한 산파가 49년간 아이를 
받았는데, 난산일 때도 오로지 자신의 두 손과 면도칼만 가지고 접생을 하

다. 자신의 손을 산모의 자궁 안으로 넣어 아이를 꺼내는 바람에 신생아
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거나 산모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려 결국 죽기도 하

다. 또한 막 태어난 아이의 온 몸이 청자색이 되자 가사 상태인지도 모
르고 산모의 가족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고는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 다.”는 기사에 등장하는 산파는 49년 동안 산모와 아이를 죽인 살인
자와 다르지 않았다.76) 그렇지만 이러한 비판의 끝은 결국 산파는 타도 

상이 아니라 동행해야 할 개조 상이라는 것이었다. 
민국 시기 조산사의 역할을 확 시킴으로서 산파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산파를 폐지하려 했던 것과 달리 중국공산당은 이들을 개조시켜 
제도 속으로 편입시키고자 하 다.77) 왜냐하면 전통 사회에서 산파는 다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출산에 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
아왔기 때문이었고, 당국은 이들을 이용해 부족한 국가적 역량, 특히 향촌
에서의 결핍을 보충하고자 하 기 때문이었다.78) 신생국가에게 이들은 제
거의 상이 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국가의 관리 범주에서 벗어난 채로 
그냥 두어서도 안 되는 존재 다. 그리고 이들을 체할 조산사를 양성하
기에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자명하 다. 국가의 입장에서 각지에 산재한 
그들의 조산 행위를 일정한 틀 안에 넣지 못하면 국민의 출생을 파악하기 
힘들고, 경제 건설에 필요한 인력의 손실을 막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산파의 경험에 의존한 출산법을 비과학적이라 비판하면서 국가
에서 도입한 “새로운 출산법”을 산파에게 주입시키는 훈련이 추진되었다. 
그렇다면 “새로운 출산법”은 무엇일까. 당시 부녀들을 상으로 공연되었
던 연극, ｢老趙家生孩子｣와 ｢母子保平安｣ 속에 잘 드러나 있다. 두 작품 

76) ｢舊産婆把人害苦了｣, 黑龍江日報 1950.4.5. 3판
77) 신규환, ｢조산사의 제도화와 근 적 생육관리｣, 중국사연구제42집, 2006, 

pp.227-228.
78) 賀蕭(Gail Hershatter) 著, 張贇 譯, 記憶的性別:農村婦女和中國集體化歷史, 人

民出版社, 2017,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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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등장하는 조산사가 보여주는 “새로운 출산법”은 조산을 하기 전 손
을 씻고, 뜨거운 물을 준비하며, 온돌 자리를 깨끗하게 방바닥에 깔고, 산
모를 눕히며, 아이가 울지 않으면 가사 상태에 빠진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숨을 쉬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술적인 것만 요구된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출산법”을 익힌 개조된 산파는 “구산파”와 달리 돈을 밝히지 않
고, 난산이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산모를 진정시키는 사람이어야 했다.79) 
난산인 상황에서 아이를 끄집어내기 위해 갈고리를 사용하고, 아이의 손이 
먼저 나오면 신이 돈을 원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산모의 집에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비도덕적이고 미신에 빠진 “구산파”와 비되는 존재가 “새로운 
출산법”을 익힌 조산사 다.  

새로운 출산법을 익힌 산파로 개조하는 공작은 1949년 가을부터 각지의 
婦委와 부련의 도 하에 전개되었고, 1950년부터는 성과 현의 위생 기관
이 도를 책임지고, 부련이 협조하는 형태를 취하 다.80) 연길현 인민정
부 위생과에서는 平安區에 실험공작조를 파견해 구인민정부와 부련의 협
조 하에 각 촌의 산파와 조산 경험이 다소 있는 부녀들을 소집하여 단기 
훈련반을 열었다. 임신 시 양, 분만법, 분만 후 모자 처치법 등을 강연
하 는데, 이때 아이 낳는 모형을 가지고 시연을 하자 반응이 매우 좋았
다.81) 그러나 산파들은 훈련반에 참가하여 교육을 받겠다고 나서지 않았
다. 이유는 다양했는데, 출산비를 많이 받기 위해 일부러 출산 시간을 연
장시켜 산모와 아이를 죽게 만든 일이 들킬까 하는 걱정, 훈련을 받은 후 
조산 과정에서 실수를 하 을 때의 처벌, 그리고 정부의 관리를 받는 것에 

한 두려움이었다. 이와 함께 조산이 주업이 아니었던 산파들은 훈련을 
받을 경우 아이와 가축을 돌볼 수 없다는 점, 생산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는 점 등 현실적인 우려도 존재하 다.82) 

이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부련 간부는 조산사와 함께 집집마다 방문하거

79) 衛生短劇選, 東北醫學出版社, 1952, pp.117-143.
80) ｢1950年上半年東北婦幼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1950, pp.88-94.
81) ｢延吉縣府衛生科 農村에 내려가 短期助産訓練 實施｣, 東北朝鮮人民報

1950.4.13. 1판.
82) ｢我們怎樣改造了舊産婆?｣, 黑龍江日報 1950.4.5. 3판; ｢東北舊産婆改造工作｣, 

東北區科學技術發展史資料 醫藥衛生卷, 中國學術出版社, 1988, pp.24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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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파를 소집하여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 등에 해 설명하 다. 그리
고 산파가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훈련을 꺼려한 이유, 예
를 들어 죄를 자백하게 만들거나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것과 과거 자
신의 비과학적인 접산법, 미신 사상 등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이에 해 
조산사나 부련의 간부가 세심하게 설명해주는 방식을 활용하 다. 그리고 
이렇게 설득되어 훈련에 참가한 적극적인 산파는 다른 산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과거에 야만적인 접산법을 사용했는지를 고백함으로서 주변의 산
파들을 설득시키는데 동참하 다.83) 

설득된 산파들은 훈련반에서 아주 기초적인 “새로운 출산법”과 더불어 
접생원이 된 후 정부의 모자위생 시책을 어떻게 산모들에게 전하고, 정부
에 보고할 것인지를 배웠다.84) 산파 훈련에 자주 사용된 교재 接生員手
冊의 서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산파들 부분이 글을 몰랐기 때문에 
교재는 주변 사람들이 신 읽어주었을 때 이해되기 쉽도록 통속적인 언
어로 서술되었다. 그리고 글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여성의 생식 기관이나 
임신 과정, 태아의 성장을 비롯한 모든 소주제를 쉽게 설명해주는 그림을 
삽입하 는데, [그림Ⅳ-4], [그림Ⅳ-5]와 같다.

[그림Ⅳ-4] 가재도구의 소독 방법
출처: 東北人民政府衛生部 編, 接生員

手冊, 1951, p.33의 第15圖.

[그림Ⅳ-5] 손 소독 방법
출처: 東北人民政府衛生部 編, 接生

員手冊, 1951, p.35의 第16圖.

83) ｢保護孩子! 保護母親!｣, 黑龍江日報 1950.5.22. 1판.
84) 이하는 東北人民政府衛生部 編, 接生員手冊, 1951.의 내용을 근거로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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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표Ⅳ-8]처럼 사상, 기술,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Ⅳ-8] 接生員手冊의 내용 구성

구분 사상 기술 제도

내용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
∘새로운 조산원이 되는 방법

∘여성의 일생
∘여성의 생식기
∘임신과 태아의 성장
∘임신기에 주의할 사항
∘태위 검사
∘조산 준비와 소독
∘새로운 출산법
∘난산 사례와 처 방법
∘신생아 육아법
∘두창 예방
∘산후병과 파상풍 예방

∘조산 공약 세우는 방법
∘母子 위생 선전 방법
∘출생 보고 방법

출처: 東北人民政府衛生部 編, 接生員手冊, 1951.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교육 내용은 소위 과학적 조산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면, 즉 인체 해
부와 소독, 그리고 예방 의학만을 담고 있지 않았다. 훈련반에 들어온 산
파들은 왜 자신들이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
이 현재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제일 먼저 학습하 다. 특히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접생원이 될 수 있나?｣라는 주제에서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
는 접생원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 다. 여기서 말하는 접생원이란 정당
한 출산비만 받고, 아직 훈련을 받지 않은 다른 산파들을 설득시키며, 위
생소나 婦嬰保健站의 조산사들과 긴 한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접생원들
과 연합하여 공약을 정립하는 자만 해당하 다. 그렇지 않은 산파는 과거
에 머물러 있는 자들로 규정되었다. 이에 한 학습 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산파들 스스로 경험에 바탕을 둔 조산법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해 토론하게 하여 재래식 방법이 좋지 않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하
다.85) 즉 훈련반에 들어온 산파들은 종래 자신들이 행해왔던 조산 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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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을 부정당하고 나아가 이것이 모두 낡고 낙후된 것임을 인정할 수밖
에 없었다. 이는 접생원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가

다.
그리고 훈련이 끝날 무렵에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제일 말단의 위생 

담당자로서 그들이 책임져야 할 과업이 무엇인지 교육받았다. 훈련을 이수
한 산파들은 이제 접생원으로 불렸는데,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면 인근의 
접생원들과 함께 접생공약을 정립해야만 하 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접생
공약의 예시를 ｢어떻게 접생공약을 정립하는가｣라는 주제에서 제시하 다. 
또한 개조된 산파, 즉 접생원은 일선의 현장에서 부녀들에게 위생 상식을 
선전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맡아야 했고,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출생 보고
를 이행해야 하 다. 이처럼 훈련반에 들어와 교육을 받은 산파들은 단순
히 조산에 필요한 기술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위생 정책에 복무
하는 말단의 인력으로서 갖춰야 할 사상적 태도와 주요 업무를 배우게 되
었다. 

학습이 끝나면 졸업식을 거행하고, 훈련을 이수한 산파들에게 졸업 증서
를 발급하 으며 모범 학생을 선발하 다. 그리고 그들은 종래 산파와 구
분되도록 ‘接生員’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불렸다. 접생원이 된 산파들은 집
으로 돌아간 후 부련의 지도하에 접생원연합회를 조직하 다.86) 부련은 
현의 위생 행정기구인 위생과와 연석회의를 열어 접생원을 어떻게 도할 
것인지에 해 연구하 다. 그래서 모범 학생으로 뽑힌 산파를 활용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 다. 예를 들어 승덕현 훈련반에서 모범 학생으로 뽑
힌 호씨는 촌으로 돌아와 주동적으로 접생원 회의를 열어 연합회를 조직
하 고, 현의 위생 행정 기관에 편지를 써서 공작 상황을 보고하 다.87) 
연합회에서는 접생 공약을 정립하고, 요금 표준을 제정하 으며, 상급 위
생 기관에 공작 상황을 보고하는 제도를 건립하 다. 접생 공약은 지역마
다 다른데, 동북 지역의 전형으로 뽑힌 송강성 어느 현의 접생 공약을 소

85) ｢東北舊産婆改造工作｣, 東北區科學技術發展史資料 醫藥衛生卷, 中國學術出版
社, 1988, pp.248-253.

86) ｢如何領導改造後的舊産婆｣, 東北婦女 8期, 1951, p.18.
87) ｢東北舊産婆改造工作｣, 東北區科學技術發展史資料 醫藥衛生卷, 中國學術出版

社, 1988, pp.24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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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온돌 위에 까는 자리를 말은 후 산모에게 서거나 쪼그려 앉도
록 하지 않는다.

2. 수숫 , 그릇 파편으로 탯줄을 자르지 않는다.
3. 조산 시에는 손톱을 깎고, 손은 소독한다. 소독물이 없을 때는 

비누로 씻고 술로 다시 닦는다.
4. 가위는 뜨거운 물에 끓이고, 탯줄을 감싸는 個겊도 삶는다.
5. 가사 상태의 아이에 해서 자극법을 사용한다.
6. 산모의 음부를 보호하는데 주의한다.
7. 분만 시 산모가 의식을 잃으면 산모를 일으키지 말고, 눕혀서 

안정을 시킨다.
8. 치료가 어려울 때는 즉시 위생 기관에 보고한다.88) 

접생공약은 그동안 산파들이 행해오던 비과학적 조산법을 신할 과학
적 방법을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자 그들 자신이 국가의 위생 방침에 
협력하며, 국가 위생 기관의 지도를 받는 존재임을 인식시킨 것이었다. 이
제 접생원이 된다는 것은 훈련 받기 전처럼 마음 로 조산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 다. 접생원 연합회에서 정한 표준 출산비에 맞춰 비
용을 받아야 했고, 연합회에서 나누어준 接生簿에 출산 상황을 기재하여 
매달 말에 구 위생 행정 기관, 부 보건참, 부련 등에 자신의 조산 활동을 
보고해야 하 다.89) 접생부에 적어 보고하는 형식은 [그림Ⅳ-6]과 같다.

88) ｢領導接生員的幾點經驗｣, 東北衛生 3卷 2期, 1951, p.82.
89) ｢如何領導改造後的舊産婆｣, 東北婦女 8期, 1951,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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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출생 보고

 沙嶺區 四台子村 郭張씨

   ♂ 5명         O 4명        X 1명

   ♀ 7명         O 5명        X 2명

1950년 8월 30일

[그림Ⅳ-6] 접생원의 조산 보고
출처: 東北人民衛生部出版社 編, 接生員手冊, p.71.

[그림Ⅳ-6]을 보면 사령구 四台子村의 접생원인 郭張씨가 8월 한 달 동
안 조산한 아이의 수는 남아 5명, 여아 7명으로 모두 12명이다. 그중 3명
이 사망하 는데, 남아가 1명, 여아가 2명이다. 이렇게 모든 접생원은 매
달 자신이 조산한 아의 수를 보고해야만 하 다. 이를 통해 위생 행정 
기관은 區의 출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접생원의 조산 활
동을 관리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접생원을 통해 마을에 개조 훈련을 받
지 않은 산파와 무속인의 활동을 파악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들 접생원
을 동원하여 각 행정촌마다 모자 위생의 군중 기층 기구인 접생참을 조직
하여 운 할 수 있었다.90) 

그러나 계획과 달리 훈련을 마친 산파들은 국가의 보건망에 잘 흡수되
지 않았다. 몸으로 익힌 기술을 고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훈련
반에서 배운 새로운 조산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구도 갖추고 있지 못
하 다. 그리고 구입해야하는 약품 가격도 비쌌다.91) 어떤 접생원은 태아
가 잘 나오지 않자 갈고리를 산도에 집어넣기도 하 고, 어떤 접생원은 소
독한 탯줄 매듭실이 없어서 창호지로 탯줄을 묶기도 하 다.92) 그리고 표

90) ｢東北舊産婆改造工作｣, 東北區科學技術發展史資料 醫藥衛生卷, 中國學術出版
社, 1988, pp.248-253; ｢領導接生員的幾點經驗｣, 東北衛生 3卷 2期, 1951, 
p.82; ｢怎樣領導改造後舊産婆和發揮她們的力量?｣, 東北衛生 3卷 2期, 1951, 
pp.81-82.

91) ｢北鎭縣第三區接生員管理工作介紹｣, 東北衛生 4卷 8期. 1951, pp.420-421.
92) ｢東北舊産婆改造工作｣, 東北區科學技術發展史資料 醫藥衛生卷, 中國學術出版

社, 1988, pp.24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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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출산비에 맞춰 비용을 청구하기는커녕 훈련을 받고 나온 것을 표창으
로 삼아 ‘官接産婆’라 으스 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차로 
모셔가라고 요구하기도 하 다.93) 그리고 중들은 새로운 출산법이 번거
롭다는 이유로 여전히 종래의 출산법을 선호하 고, 접생원보다 산파에게 
출산을 도와 달라 요청하 다.94) 

이런 상황은 각지 부련의 역할을 채찍질하 고, 위생 행정 기관의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게 만들었다. 각 행정 단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산
파와 접생원에 한 지도를 시도하 다. 어떤 현에서는 훈련을 받은 접생
원에게 소독면, 거즈, 탯줄실 등이 담긴 소독가방을 일괄적으로 배부하
는데, 다 쓴 후에는 접생원 증서가 있어야만 싼 가격으로 재구매 할 수 있
도록 하 다. 심지어 어느 위생 행정 기관에서는 접생원에게만 출산용 
야, 방수포 등의 기구를 무료로 배부하기도 하 다. 그리고 난산일 때는 
접생원이 써준 소개서가 있어야만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
다.95) 이 방법은 접생원에 한 우  정책을 통해 산파들에게는 훈련을 
받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산모들에게는 접생원에 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 다. 한편 촌의 부련 주임이 마을의 접생원을 직접 관리하
여 그들의 조산 활동을 감독하기도 하 고, 각 행정촌에 설치하는 접생참
에 최소 1명의 접생원을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

다.96) 
산파의 개조와 더불어 접생원에 한 국가적 관리는 더욱 강화되었다. 

1951년에는 ｢東北區接生員組織管理暫行辦法草案｣을 반포하여 동북 지역
의 통일된 접생원 관리 지침이 마련되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접생원은 훈
련을 완료하면 임시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6개월 동안 새로운 출산법에 

93) ｢怎樣領導改造後舊産婆和發揮她們的力量?｣, 東北衛生 3卷 2期, 1951, 
pp.81-82.

94) ｢黑龍江省訥河衛生實驗縣1950年上半年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 2期, 1950, 
pp.197-206; ｢東北舊産婆改造工作｣, 東北區科學技術發展史資料 醫藥衛生卷, 中
國學術出版社, 1988, pp.248-253.

95) ｢領導接生員的幾點經驗｣, 東北衛生 3卷 2期, 1951, p.82.
96) ｢黑龍江省訥河衛生實驗縣1950年上半年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 2期, 1950, 

pp.197-206; ｢東北婦女及嬰幼兒的幸福｣, 東北衛生 3卷 9期, 1951, 
pp.5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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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조산을 하 을 경우에만 현의 위생 행정 기관에서 정식 증명서를 발
급해주었다. 또한 이들은 행정촌의 접생참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고, 5
개 행정촌의 접생원이 모여 工會를 조직해야만 하 다. 접생원 자격을 박
탈하는 제한 규정도 마련되었는데, 난산을 고의로 은폐하여 보고하지 않으
면 상황의 경중을 헤아려 자격을 취소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접생원 
공약에 포함할 사항을 부록으로 제시하여 위생행정의 주요 요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 다. 예를 들어 “모자 위생 선전공작을 많이 한다.”, “출산
비는 현지 위생 기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 표준 출산비를 따른다.”, “부

보건참 및 도기관에 자주 연락하며, 모든 제도를 준수하고 시일에 맞
춰 보고 공작을 한다.”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다.97) 

이로서 접생원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마을에서 산모의 출산을 
도와주고, 관습적으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출산비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부련의 관리 하에 접생원은 누구의 출산을 도왔는지, 그 과정에서 소독을 
하 는지, 당시 과학적이라 일컬어지던 조산법을 사용하 는지, 출산비는 
정해진 규정 로 받았는지 일일이 감독받았다. 그리고 조산행위를 그만 두
지 않는 이상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접생참에 들어가 관리를 받아야 하

다. 뿐만 아니라 부녀를 상으로 한 위생 상식을 선전하는 국가사업에
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 다. 그들은 마을에서 열린 중 위생 강좌
인 회, 소회, 구들목회를 개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이제 그
들은 국가로부터 향촌 부녀를 상으로 한 위생 선전 실시 임무를 부여받
아 사람들 사이에 만연한 미신 숭배를 타파하는데 결정적인 조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되었다.98)

부련은 여공의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책도 추진하 다. 길림시 부련
은 길림시 총공회 및 동북총공회 여공부와 협동하여 4개 공장을 상으로 
여공의 노동 상황을 검사하 다. 검사 결과 일부 여공은 심한 질병을 겪고 
있었고, 그 결과 여공의 출근율은 평균 90%에 달하 다. 그 원인을 조사
한 결과, 단순한 체력 경쟁으로 인한 과로 때문으로 밝혀졌다. 즉 어떤 여

97) ｢開展婦幼衛生工作的新力量｣, 東北衛生 3卷 11期, 1951, pp.648-650.
98) ｢東北舊産婆改造工作｣, 東北區科學技術發展史資料 醫藥衛生卷, 中國學術出版

社, 1988, pp.24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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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전방의 지원군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우리는 이 작은 병을 두려워 
해선 안된다.”라고 열정을 불태우며 아픈데도 참고 일을 지속하 다. 또 
남성과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들과 똑같은 강도의 육체노동을 
하 다. 부련은 이러한 경쟁이 모자 위생상식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밝혀내고, 여공들이 육체노동 보다 기술노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훈련의 기회를 마련하 다.99) 그리고 월경에 한 지식이 부족해 여공들
이 월경병을 많이 앓고 있는 것도 밝혀냈다. 그래서 부련은 월경에 한 
지식을 보급하는데 앞장서서 충분히 수면하고, 적당히 쉬며, 과로와 격렬
한 운동을 피할 것과 자극적인 음식을 적게 먹고, 생리 는 깨끗하고 부드
러운 거즈 혹은 종이를 사용해야 할 것을 가르쳤다.100) 그러나 여공은 모
자 위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 다. 그래서 부련은 여공들
의 부끄러워하는 태도가 봉건사상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월경은 
정상적인 현상이며,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인식을 전달하는데 앞장섰다.

부련은 향촌 부녀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 다. 향촌의 
부녀들은 위생을 강구하는 방법을 몰랐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
지 않았다. 임신을 해서도, 아이를 낳고 나서도, 월경을 할 때도 그녀들은 
중노동을 하여 부인병에 걸렸고, 허리가 낙타처럼 휘었다.101) 안도현 북흥
구에서는 부녀회가 임신한 부녀에 해 해산 전 일주일 동안과 해산 후 
15일 동안 노동을 시키지 않기로 하 다. 그 동안 다른 부녀들이 책임지
고 임산부를 신해 일을 하여 도왔다. 실제 이 마을의 두 부녀가 해산을 
하자 이 집에 밥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추수로 바쁜 와중에도 
부녀들은 두 집에 물을 먼저 길어주고, 밥을 지어 주어 두 산모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왔다.102)

통화현 신흥촌 부련 주임이자 위생위원이었던 袁淑琴은 향촌 부녀가 출
산 전‧후, 그리고 월경기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신체 건강에 악

향을 주는 점과 일손이 부족한 가정에서는 산모가 분만을 하게 되면 남

99) ｢工廠礦山要注意女職工的身體健康｣, 東北婦女 10期, 1951, pp.2-3.
100) ｢月經來了,應5注意什麼｣, 東北婦女 15期, 1952, p.17.
101) ｢提唱在婦女生産組中實行産期互助和月經期休息制度｣, 黑龍江日報 1952.01. 

18. 3판.
102) ｢안도현 복만촌에서 산모를 잘 보호｣, 東北朝鮮人民報 1949.10.28.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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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점을 발견하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産期互助를 실시하 다. 그녀는 자신이 지도하는 조의 산모가 산전 반 개
월, 산후 한 달 동안 중노동에 참가하지 않도록 다른 부녀들이 순번제를 
조직하여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산모를 신해 요리와 가사를 해주고, 산모
를 돌보았다. 그리고 농번기일 때는 모두가 돌아가며 산모의 밭을 경작해
주었다. 그리고 월경 휴식제를 도입하 다. 그녀는 직접 자신이 월경 시 
중노동을 했던 경험과 월경 시 휴식을 취했던 경험을 비교하여 신체에 어
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하 다. 그 결과 일을 했을 때는 허리와 다리
에 통증이 왔지만 휴식을 취했을 때는 평상시와 같은 상태 음을 비교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조원들에게 월경 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

고, 그 결과 월경병을 앓고 있던 5명의 조원이 1년 만에 모두 건강해질 
수 있었다.103)

또한 부련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애국위생운동에 부녀를 동원하는 임무
를 수행하기도 하 다. 동북인민정부가 봄철 환경위생운동을 전개한다는 
지시를 내리자 부련은 각급 부련에 부녀를 발동해 위생운동을 전개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지시하 다.

동북 부녀는 전력을 다해 周恩來 외교부장의 정당하고 엄숙한 
전세계를 향한 성명을 옹호하고, 미제국주의의 인성을 상실하고 
조선과 동북에 세균 독충을 살포한 죄악 행위에 항의한다. 미국 
침략자가 세균전을 이용해 그들의 사멸해가는 운명을 구하려는 것
은 망상이다. 전 중국 인민과 부녀는 증산에 노력하고, 절약을 이
행하며, 지속적으로 항미원조 각 정책의 위생 운동을 강화하여 조
국의 국방을 공고히 하고, 신중국을 건설한다. 현재 동북 부녀는 
마땅히 동북인민정부가 3월 12일부터 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환경 위생운동의 지시를 집행하여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막는
다.104) 

103) ｢袁淑琴婦女組的產期互助和月經期休息制度｣, 東北婦女 15期, 1952, pp. 
38-39.

104) ｢東北婦聯指示各地發動婦女開展環境衛生運動｣, 東北日報 1952.03.20.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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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동북 각지의 부녀들은 애국 위생 운동에 적극 참여하 다. 가
정주부는 전염병 발생을 저지하기 위해 실내, 院을 깨끗이 청소하고, 어른
과 아이의 몸을 늘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하 으며, 음식 위생에 주의
하 다.105) 苑春濱의 아내는 매일 하루 3번 바닥을 쓸고, 식탁과 의자를 
자주 닦았으며, 옷을 빨고 이불을 말리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녀
의 향으로 아이들은 청결을 사랑하고, 어른과 아이는 모두 끓인 물을 마
셨으며, 식사 전에 손을 씻고, 식후에 입을 헹구며, 손톱을 자주 깎았
다.106) 동북인민정부에서 위생운동을 전개할 때마다 부련은 부녀 표회의
를 열어 경험을 교류하고 부녀들에게 정부의 정책을 전달하 으며, 정부의 
호소에 호응하여 부녀들에게 위생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여 운동이 순조
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 다. 107)

모자 위생을 포함하여 정부의 위생 정책의 많은 부분이 여성의 적극적
인 참여를 필요로 하 다. 당시 동북인민정부는 부녀가 사회로 나와 생산
에 종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집 안의 많은 일을 부녀가 담당해야 한
다고 생각하 다. 그래서 당시 부련이 추진한 정책은 일부 충돌되는 지점
도 다소 있었으나, 많은 부녀들이 정부의 위생정책이나 생산 활동에 적극 
참여하 다. 이는 부련을 통해 부녀들이 국가의 일원으로 동원될 수도, 그
리고 국가의 일원으로서 접받고 있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국가
는 그들의 권익을 향상시켜 줌으로서 국가의 여러 정책에 동참시켰고, 부
녀들은 국가정책에 적극 참여를 함으로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108) 부련을 매개로 한 국가와 부녀의 호혜 관계는 모자 위생정책에서
도 여실히 드러났다. 부녀는 국가에서 지시하는 위생정책을 통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었고, 노동 현장에서 적절한 우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부련이 주도하는 훈련을 통해 산파는 국가가 인정하는 접

105) ｢深入愛國衛生運動家庭婦女要做好那些是｣, 東北婦女 19期, 1952, pp.37-38.
106) ｢衛生家庭｣, 東北婦女 19期, 1952, pp.34-36.
107) ｢東北各地婦女在衛生運動中起了極大作用｣, 東北日報 1952.07.14. 3판; ｢沈陽

市民主婦聯召開會議號召各界婦女積極參加愛國衛生運動｣, 東北日報 1952.08.03. 
3판.

108) 윤혜 ,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여성의 삶에 미친 향｣, 한성사학 29집, 
2014, 2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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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젊은 여성은 조산사 자격을 얻어 자신의 능력
을 발휘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북인민정부에서 실시한 모자 위생은 정부
-부련-부녀로 이어지는 유기적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익을 존중해주면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국가-사회단체의 보육 사업 추진

국가 건설을 책임질 미래 세 를 거 양성하는 주요 방법은 출산 생존
율을 높이는 동시에 태어난 ‧유아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생후 
1개 월 미만의 아와 학령 전의 유아가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면 장차 국
가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 를 충족시키
기 위해 동북인민정부는 사회단체의 도움을 얻어 유아의 사망률을 낮추
는 사업을 실시하 다. 1950년 합이빈시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중 4명의 ‧유아가 다양한 질환으로 사망하
고,109) 같은 해 동북의 향촌 각지를 조사한 결과 유아의 발육 상황은 다른 
국가에 비해 1~6개월 정도 늦었다.110) ‧유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건강한 
소아를 양육하기 위해 아동 건강 검사가 실시되었고, 탁아소, 유아원 등의 
보육 시설이 설립‧운 되었으며, 새로운 육아법과 양 개선법이 보급되었
다.

‧유아를 포함한 아동의 건강 상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유아 건강 
증진 사업에 이용함과 동시에 부모들의 자녀의 건강에 한 관심을 제고
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동북지역 전역에서 아동 건강 회를 진행하 다. 
연길시는 시내 극장에서 400여 명의 중을 모아 놓고 우량아 선발 회를 
열었다. 이 회에서 특등상을 수상한 金仁樹의 어머니는 “이 광은 내 
혼자만 가질 것이 아니다. 새 중국을 도하시며 우리 부녀들을 해방시키
고 또한 우리 부녀들의 생활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 모주석께서 주신 
광이다.”라는 수상 소감을 밝히며 자신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운 것은 낡은 

109) ｢哈市衛生實驗區婦幼衛生的統計分析｣, 東北衛生 3卷 1期, 1951, pp.39-41.
110) ｢1950年上半年東北鄕村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 2期,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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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과 미신을 버리고 정부가 알려준 과학적 양육법을 실천했기 때문이라
고 하 다. 그러자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돈만 있어야 어린이를 잘 키우
는 줄 알았지.”라고 후회하며, 자신도 김인수의 어머니처럼 아이를 길러보
겠다고 다짐하 다.111)

장춘시에서는 시위생국과 시부련이 주최하고, 이 지역의 개업의, 각종 
의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乳幼兒健康檢査大會’를 열었다. 부 보건참과 
지역의 책임의사가 거민조를 상으로 선전을 펼쳤고, 시부련은 가도의 부
녀 표를 모아 설명회를 가졌으며, 설명회에 참여한 부녀 표는 자신이 
속한 가의 어머니들을 소집해 동원회를 열어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검
사를 받도록 하 다. 검사를 받은 유아 수는 모두 2,532명으로 그들을 

상으로 신장, 체중, 앉은 키, 머리둘레, 가슴둘레, 피부 상태, 피하 지방 
발육 상황, 구루병‧피부병‧눈병 여부 등을 검사하 다. 그 결과 해당 연령
의 발육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구루병 조짐이 보이는 ‧유아는 773명
으로 30.5%를 차지하 다.112)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모두 舊中國의 봉건
사회가 남긴 잔해 때문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 어
머니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 다.

자라나는 사회의 보배들을 맡아 기르면서 언제나 기억하여야 할 
것은 아동들의 주위를, 즉 먹는 것에 있어서나 입는 것은 물론이
려니와 집 안을 깨끗이 하고 자기의 소지품을 잘 정돈하는 습관을 
어머니로부터 본을 보여주어야 그들의 머리 가운데 위생에 한 
인식이 깊어져 어디로 가나 깨끗하고 명랑한 것을 즐겨하여 자신
이 스스로 주위 환경의 미화에 노력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건전한 
신체를 보존하여 인민의 일군으로 튼튼히 싸울 수 있을 것이라 생
각합니다.113)

111) ｢延吉市에서 優良乳幼兒 三十五明을 表彰｣, 東北朝鮮人民報 1951.6.7. 1판.
112) ｢東北婦女及嬰幼兒的幸福｣, 東北衛生 3卷 9期, 1951, pp.515-519; ｢怎樣進行

乳幼兒健康檢査?｣, 東北衛生 4卷 4期, 1951, pp.195-196.
113) ｢봄철 아동 건강 보호에 하여｣, 東北朝鮮人民報 1949.4.4.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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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을 보면 어머니를 자녀의 위생습관을 형성시키는 본으로 봄으로서 
가정 내 위생을 책임지는 사람을 여성, 특히 어머니로 한정시켜 성별에 따
른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한 인민의 일군”
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어머니의 임무임을 제시하면서 자녀의 양육 상황
을 파악하는 것도 어머니의 몫이 되었다. 이를 위해 당국은 小兒健康簿
를 인쇄하여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114) 小兒
健康簿는 부모의 결혼 연령, 건강상태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유아의 
발육 상황, 양 방법, 건강 특수 상황 등을 일일이 기록하도록 되어 있
다. 또한 유아의 결핵소 반응 검사, BCG 예방 접종, 두창, 마진, 白喉, 
백일해, 三聯 예방 접종 일자, 주사량, 횟수 등을 책임 의료인이 기록하도
록 하 다. 어머니는 자녀가 1세 이내일 때는 한 달에 한 번, 1세 이상일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小兒健康簿를 가지고 婦嬰保健站 혹은 의원에 가
서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누가 기록하 다. 그리고 이를 잘 간수하여 
국가가 기타 사업을 추진할 때 재료로 제출하도록 하 다. 이로서 아이를 
둔 부모는 의사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자녀의 발육 상황 및 건강 상태를 
검사받는 것이 장려되었고, 국가는 이를 통해 유아 사망률을 낮추고 위
생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는 “ 아는 
국가의 보물이다. 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국가는 강해질 수 없다.”는 구
호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킴으로서 자신의 자녀를 국가의 부강을 위해 건강
하게 키우고, 이 과정을 국가와 공유하도록 만들었다.115)

발육 상태가 양호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 동북 인민정부는 모든 가정에
서 아동에 한 새로운 육아법을 익히고 합리적으로 아동의 양을 관리
해 줄 것을 요구하 다.116) 이를 위해 각종 기회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
으로 유아보건 상식을 선전하 다.117) 그 선전은  체로 양, 의복 및 
침구, 수면, 일상생활 습관, 예방 접종, 건강 검사를 내용으로 담고 있었

114) ｢東北婦女及嬰幼兒的幸福｣, 東北衛生 3卷 9期, 1951, pp.515-519.
115) 小兒健康簿, 1952, p.2.
116) ｢爲爭取母親與嬰兒的健康而奮鬪｣,  東北區科學技術發展史資料 醫藥衛生卷, 

中國學術出版社, 1988, pp.243-247.
117) ｢毛澤東時代下躍進中的東北兒童保健工作｣, 東北衛生 5卷 9期, 1952, 

pp.46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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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 면에서는 올바른 수유 방법, 수유 기간, 그리고 이유식을 시작해
야 하는 시기, 이유식으로 활용해야 하는 식품과 이유식 제조법, 올바른 
식습관과 편식 금지 등을 교육하 다. 의복 및 침구 면에서는 ‧유아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의복이 무엇인지, 의복‧침구의 세탁 및 건조 방법을 
알려주고, 자주 세탁할 것을 강조하 다. 

수면 면에서는 연령에 따른 적당한 수면 시간과 올바른 수면 습관을 제
시하 다. 일상생활 습관 면에서는 일광욕을 규칙적으로 실시하고, 손톱과 
두발을 청결하게 정리하며, 목욕을 최소 몇 회 정도 해야 하며, 치아 위생
을 위한 올바른 습관이 무엇인지를 선전하 다. 예방 접종 면에서는 각종 
전염병 예방 접종 시기와 횟수, 기간을 알려주고 반드시 접종할 것을 당부
하 다. 건강 검사 면에서는 연령에 따른 검사 횟수를 제시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소아의 건강을 보호할 것을 당부하 다.118) 

그리고 양육에 관한 서적을 발간하여 이를 바탕으로 부녀들에게 보육 
상식을 선전하도록 하 다. 渤海婦聯에서 편찬한 怎樣帶小孩를 보면 신
생아 보육법, 2살 이전 아이의 신체적 특징, 수유, 2살 이전 아이의 위생, 
조산아 간호, 아 질병 종류와 간호법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중 2
살 이전 아이의 위생에 해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는 것도 폐를 건
강하게 만드는 운동이니 우는 아이를 다그치지 말 것, 옷은 부드럽고 넓으
며 따뜻한 것을 선택하되 열이 많으니 어른처럼 많이 입히지 말 것, 기저
귀는 사용한 천이나 옷을 뜯어 만들되 많이 준비해 둘 것, 목욕을 할 때는 
방 안을 따뜻하게 하고 살이 겹쳐진 부분은 가볍게 문지를 것, 아이는 수
면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니 일부러 깨우지 말고 안아서 재우거나 흔들어 
재우지 말 것, 그리고 소변을 보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소변을 누
는 시간을 정해 아이의 배변 활동을 자극 할 것 등을 담았다.119)

책자에 소개된 보육법은 부녀를 상으로 한 선전을 통해 교육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종래 잘못된 육아법을 교정하는데 이용되었다. 또한 육아 
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담해주는 잡지 코너를 만들어 활용하기도 하 다. 
예를 들어 신생아가 젖을 토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막을 

118) 小兒健康簿, 1952.
119) 渤海婦聯 編, 怎樣帶小孩, 東北書店遼東總分店,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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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에 해 고민하는 어머니에게 신생아가 젖을 토하는 것은 수유 
방법이 잘못 되었거나 아이가 너무 급하게 먹어서, 혹은 모유가 너무 과하
게 나와서 위에 다 들어가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을 해주었다. 그
리고 수유를 할 때 주의할 점으로 너무 급하게 혹은 너무 많이 젖을 먹여
서는 안 되며, 젖을 먹기 전에 아이를 안아 어머니의 어깨에 엎어 놓고 가
볍게 등을 치며, 다 먹이고 나서도 가볍게 등을 칠 것 등을 제시하
다.120) 

잡지를 본 어머니는 당국이 제시하는 보육에 한 올바른 상식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양육 방식을 바꾸는데 도움을 얻었다. 보육 방법에 한 
선전은 아동을 보다 위생적으로 양육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여 예기한 

‧유아 사망률 감소를 기 하는 당국의 의도에 부합하 다. 건강한 아동
은 국가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에 국가는 부모의 양
육 방식에 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부모 또한 국가의 양육
에 한 간여가 아이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선전 논리에 설득되었다. 이
로서 아동은 한 가정의 사적인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청사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국민으로서 존재하게 되었
다. 

이와 더불어 자녀의 양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 다. 
심양시 화평구에서 5세 이하 아동 557명을 상으로 조사한 소아 양육 상
황은 이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 다. 조사 결과 아동의 양 공급원은 모
유 수유가 주를 이루었으나, 모유를 먹을 수 없는 아동도 29% 다. 그들 
중 25%만이 분유를 먹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수수나 쌀죽을 먹는 것이 
다 다. 젖을 끊은 후 곡물류만 먹는 소아가 63.8% 고, 계란이나 두부 
등의 단백질을 함께 먹는 자는 15.2%에 불과하 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단유 시기가 너무 늦다는 것이었다. 태어난 지 
10개월 이전에 단유하는 소아는 9%밖에 되지 않았고, 1~3세 사이에 젖을 
끊는 소아가 75.5%나 되었다. 장기간 모유를 먹는 바람에 철분 부족으로 
빈혈에 걸리는 ‧유아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121) 그리고 수유가 길어지

120) ｢嬰兒爲什麼吐奶? 應5怎樣防止?｣, 東北婦女 28期, 1953, p.35.
121) ｢瀋陽市和平區小兒喂養情況的調査及豆代乳的推薦｣, 東北衛生 5卷 3期,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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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어머니에게도 나쁜 향을 주었다. 장기간 수유를 하게 되면 여성의 생
식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심하면 임신 저하가 일어나 종종 유산, 조산으
로 이어지며, 기타 부인병이 생길 수 있었다.122)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국에서는 분유 제조를 장려하 고, 이와 함께 분유 제조업에 한 
관리도 강화하 다.123) 그리고 우유, 양유, 콩을 가정에서 적절히 가공하
여 아이에게 먹이는 방법을 선전하기도 하 다.124)

그러나 자녀의 양육을 온전히 어머니가 하는 것은 경제 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당시 중국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았다. 민국 시기 중국에서 받아들
여진 서양의 단란한 가정이라는 이상과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는 아동 양육
이 가정 내에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
다.125)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모택동은 “여성도 하늘의 절반을 
받치고 있다.”는 말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함을 강조하 다. 이는 사
회주의 국가 건설에서 여성의 경제적 위치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노동력을 국가적으로 동원하고자 했던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었다. 여성의 
노동을 국가를 위해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1949년부터 1953년까
지 모택동이 인구증식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여성에게 출산을 많이 해
줄 것도 요구되었다. 모택동은 “인구가 많은 것은 좋다.”는 신념을 유지하
며, 출산을 많이 한 여성에게는 ‘ 웅모친’이라는 호칭을 하사하 다.126) 
그리고 불임과 낙태를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 기에 노동을 
해야 하는 여성에게 출산은 적지 않은 압박감을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
녀가 생산에 참가하는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아이 다. 집에 두면 돌봐
줄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노동 현장에 데리고 나오기에는 자녀의 건강에 
나쁜 향을 미치는데다 일도 제 로 할 수가 없었다.127)

pp.131-138.
122) ｢長期授乳對母體有如何影響｣, 東北醫學雜誌 第1卷 第5期, 1950, pp.1-8.
123) ｢長春市乳粉製造業衛生公約｣, 東北衛生 3卷 3期, 1951, p.123.
124) 東北醫學圖書出版社, 孕兒衛生, pp.17-42
125) 천성림, ｢모성의 ‘발견’:엘렌 케이(Ellen Key,1849-1926)와 1920년 의 중국｣, 

동약사학연구 87, 2004, p.127.
126) 유연실, ｢노동과 출산의 이중변주｣, 중국근현 사연구 60, 2013, pp.235-246.
127) ｢爲發展兒童保育事業而奮鬪｣, 東北衛生 5卷 9期, 1952, pp.458-459; ｢毛澤東

時代下躍進中的東北兒童保健工作｣, 東北衛生 5卷 9期, 1952, pp.460-462; ｢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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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출산과 노동이라는 이중의 과업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녀를 양육해 줄 보육 시설의 확충이었다. 그러나 전
통적인 관념에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직접 돌보지 않고, 시설에 맡긴다
는 것은 적지 않은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육 시
설이 아이를 더 위생적이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선전하 다. 앞
서 장춘시에서 실시한 유아 건강 검사는 보육 시설에 있는 아동과 부모
가 직접 양육하는 아동의 발육 상황도 비교하 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보
육 시설에서 자란 아동 중 발육이 부진하고 구루병을 앓고 있는 유아는 
155명 중 12명밖에 되지 않았다.128) 이를 통해 탁아소 및 유치원은 가정
보다 더 정상적인 발육과 성장을 도모해주는 것으로 인식되었다.129) 

동북에서의 보육 시설 건립은 일찍부터 제안되었다. 1949년 1월에 개최
된 동북 第一屆婦女代表大會에서 채창은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 때문에 
부녀가 그들의 총명한 재능을 발휘하고, 생산 공작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
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련에서 적으로 탁아소를 건립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 다. 그리고 회에서는 소련의 부녀가 유쾌하게 각
종 노동에 참가하는 것은 탁아소 덕분이었음을 강조하여, 그 경험을 본받
을 것을 제시하 다. 이 회의에서는 소련의 경험과 동북 지역의 현실을 반

한 유치원, 탁아소, 보육원 등의 보육 시설을 건립할 것을 제창하
다.130) 

이처럼 동북지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기 전부터 소련의 경험
을 흡수한 보육 시설을 건립하 고, 각지의 보육시설을 통일적으로 운 하
기 위해 1950년 ｢託兒所和保育院的衛生保健條例｣를 반포하 다. 이 조례
에 따라 託兒所와 保育院의 건물 면적 크기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아동
의 수가 정해졌다. 그리고 건물 내에는 독립된 접실, 격리실, 주방, 세탁

淸縣農忙幼稚園的介紹｣, 東北衛生 3卷 4期, 1951, pp.222-224.
128) ｢怎樣進行乳幼兒健康檢査?｣, 東北衛生 4卷 4期, 1951, pp.195-196.
129) 당시 동북 지역에서 규정한 탁아소는 갓난아이부터 3세까지 아동을 수용하는 곳

이며, 유치원은 3세부터 7세까지 아이를 수용하는 곳이다. 東北民主婦女聯合會 編, 
保育敎材, 東北敎育出版社, 1952, p.1.

130) 東北第一屆婦女代表大會宣委會 編, 東北第一屆婦女代表大會會刊, 1949, 
pp.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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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있어야 했고, 의무실이 갖춰져야 하 다. 위생 보건을 담당할 보육
원, 보건원 또는 간호사, 의사의 업무와 책임이 나누어 졌고, 탁아소 및 
보육원은 모든 상황을 현지 위생 행정 기관에 보고하여야 하 다. 입소를 
원하는 아동에 해서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입소한 아동에 

해서도 정기적인 신체검사, 일일 건강 관찰, 예방 접종을 진행해야 하
다. 연령에 따른 놀이, 활동, 수업, 휴식, 수면 등의 시간이 정해졌고, 아
동은 미리 계획된 일정에 따라 행동하여야 했다. 목욕, 수면, 식사 위생도 
정해진 위생 규정을 따를 것을 명시하 다.131) 

그리고 이듬해에는 ｢託兒所的組織與管理方法｣을 반포하여 탁아소 조직
과 환경 및 시설, 그리고 가구의 표준을 규정하 다. 먼저 탁아소 조직은 
[그림Ⅳ-7]과 같이 예시를 제시하고, 이를 최 한 따르도록 하 다.

所長

保敎部 사무부

양원 보육원 교원 간호사 의사(겸) 총무 회계

[그림Ⅳ-7] 탁아소의 조직
출처:｢託兒所的組織與管理方法｣, 東北衛生 4卷 4期, 1951, p.188.

[그림Ⅳ-7]의 조직에서 각 직위에 따른 업무 및 책임 범위가 규정되었는
데, 소장은 일반적인 의학 지식과 일정한 보육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

다. 위 조직에서 특히 간호사와 보육원이 아동의 건강과 위생에 한 막
중한 임무를 맡았다. 간호사는 아동의 건강 상태를 매일 관찰하며, 의사를 
도와 예방 접종과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했다. 보육원은 아동의 체온, 피부 
상태를 매일 검사하고, 음식 섭취량과 소변 횟수, 그리고 특이 사항을 
기록할 책임을 졌다. 탁아소 환경과 시설은 규정된 실내 높이, 복도의 폭, 
창의 면적, 계단 폭, 난간 높이 등과 수용 인원에 따른 각 실의 면적을 따

131) ｢託兒所和保育院的衛生保健條例｣, 東北衛生 2卷 11期, 1950, pp.64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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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야 했다. 그리고 실내의 채광과 환기, 주방 위생과 식품 보관법이 규정
되었다. 탁아소의 소아용 가구인 의자, 책상, 침 는 아동의 시력과 자세
에 직결되는 것이라 하여 규격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 다.132) 

그리고 같은 해 ｢託兒所及幼稚園衛生保健規則(草案)｣을 제정하여 탁아
소와 유치원에 근무하는 자들의 신체검사와 직무 규정을 다시 한 번 재확
인하 다. 그리고 아동의 위생 습관을 양성하기 위해 ‘일상 청결 위생습
관’을 한 조항으로 포함하 다. 소아의 경우 매달 2번 이발을 하고(겨울에
는 1번), 손톱은 매주 1번 깎으며, 겨울에는 매주 2번 목욕을 하고(여름은 
1번), 알칼리성이 높은 비누를 사용하지 말도록 하 다. 소아의 세면 용구
는 한 사람당 하나를 꼭 구비하고, 수건은 매일 삶아서 소독해야 하 다. 
그리고 식전, 배변 후 손 씻는 것, 식후 입을 헹구는 것, 끓인 물을 마시
고, 잠자기 전 손과 얼굴을 씻는 것 등을 규칙적으로 하여 아동이 일상적
인 위생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 다.133)   

이를 통해 국가는 보육 시설을 통일된 규정에 따라 조직하고, 일률적으
로 아동을 보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보육을 보는 전통적인 시각
은 그리 달갑지 않았다. 구와 촌의 부녀 간부를 소집해 훈련을 시킨 후 보
육 임무를 맡기면 그녀들은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소극적으로 임했으며, 
보육 훈련반에 온 학생들 중 일부는 다 배우고 나면 당연히 소장이 될 줄 
알았는데, 保育員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자 뒤에서 눈물을 훔치거나 불만
을 품기도 하 다. 그 이유는 보육을 아이를 달래기만 하는 변변치 못한 
일, 즉 늙은 할멈들이나 하는 하찮은 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134) 

그래서 보육 관계자를 수시로 소집‧훈련함으로서 보육 임무가 아이를 돌
보는 것은 물론 부녀의 해방을 위한 값진 일임을 인식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 국가의 유아 보육 정책 및 기조를 관철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시
켰다. 연변의 각 현, 구, 촌에서는 보육훈련반을 열어 아동 심리, 위생, 노
래, 놀이 등에 해 가르쳤다. 특히 이 훈련을 통해 보육 교사를 경시하는 

132) ｢託兒所的組織與管理方法｣, 東北衛生 4卷 4期, 1951, pp.188-192.
133) ｢託兒所及幼稚園衛生保健規則(草案)｣, 東北區科學技術發展史資料 醫藥衛生卷, 

中國學術出版社, 1988, pp.264-267.
134) ｢省第一期保育訓練班結束｣, 黑龍江日報 1951.5.16.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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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없애고자 하 다. 사람들은 보육교사를 어린아이의 울음을 달래고, 
콧물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 지위가 제일 낮은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어떤 
유치원 교사는 누가 물으면 집에서 논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일이 가치가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 아이를 지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
요하며,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질 것을 요구하 다.135) 그리고 야부리구 조
선촌에서는 보육교사 회를 매달 두 번씩 열어 아동 보육에 한 기초 
지식을 연구하고, 서로의 경험을 교류하며 연구 토론하여 결점을 버리고, 
장점을 장려하고 표창하 다.136) 

탁아소를 비롯한 보육 시설의 장점은 명백하지만 이를 운 하기 위해서
는 적지 않은 경비가 소요되었다. 소련의 경우 탁아소를 운 하는 주체, 
예를 들면 공장에서 경비의 7할을 고, 부모가 나머지 3할을 부담하 다. 
그러나 주민의 다수가 농민인 향촌에서는 정부가 경비를 출자하지 않는 
이상 부모의 보육비만으로는 보육원이나 교사 임금은 물론 시설 유지 및 
식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든 물질적 조건이 갖춰진 정규적인 
보육시설을 운 하는 것은 당시 중국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았다.137)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후원회 조직이었다. 왕청현에서는 농회의 주
관 하에 후원회를 조직하여 집 수리, 교재 연구, 먹을 것 등의 준비를 하

고, 이 과정에서 부녀회의 협조를 얻었다. 경비는 촌의 부녀들이 직접 
노동을 하여 얻은 소득, 촌 합작사에서 재배한 농산품을 판매한 수익, 새
롭게 조직한 모자회 회원의 회비, 이 외에 모금과 후원금 등으로 해결하
다.138) 

보육시설은 일을 하는 부모를 신해 아이의 식사, 수면, 청결 등을 관
리하는 돌봄 기능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국가에서 강조한 각종 전염병 
예방 주사를 아동에게 접종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했다. 흑룡강성 보육
원에서 일한 張淑琴은 원아가 백일해에 걸리자 감염 아동을 격리하여 돌

135) ｢延邊保姆訓練을 마치며｣, 東北朝鮮人民報 1950.9.24. 2판.
136) ｢야부리구 조선촌 툰마다 탁아소 설치｣, 東北朝鮮人民報 1949.6.5. 2판.
137) 장수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도시지역 街道里弄託兒所의 특징-상하이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硏究 제80집, 2018, p.167.
138) ｢천교령가 제2농회 유치원 설치｣, 東北朝鮮人民報 1949.8.19. 2판; ｢汪淸縣農

繁幼稚園的介紹｣, 東北婦女 8期, 1951, pp.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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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은 물론 아동을 설득해 백일해 주사를 놓았다. 그녀는 “두 마리 고
양이가 있어요. 한 마리 고양이는 의사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 병이 빨리 
나았지만 다른 한 마리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아 병이 잘 낫지 않
았어요.”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설득시켰고, 이에 접종을 완료할 수 있었
다. 뿐만 아니라 간단한 간호 지식을 배워 주사를 직접 놓거나, 소독, 실
내 환기 등을 철저히 이행하 다.139) 또한 어린이에게 좋은 습관을 양성시
키는 것도 보육 시설의 몫이었다. 단체 생활에 익숙해짐에 따라 처음에는 
서로 싸우고 울던 것이 기율을 준수하고 서로 돕는 습관을 익히면서 사라
졌다. 무엇보다 탁아소의 운 으로 어머니를 따라 일터로 온 아이들이 제

로 돌봄을 받지 못해 몸이 허약해지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던 현상이 줄
어들었으며, 부녀의 노동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140) 

그리고 탁아소에서는 항미원조 운동 중 인민군의 전투를 웅적으로 묘
사하는 이야기를 아동에게 자주 전달함으로서 어린 아이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기도 하 다. 심양시 어느 탁아소의 소장은 미국의 세균전에 저항하
는 방법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고,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보육원 동료들은 매일 힘들게 일을 하면서 아이들의 질병을 없앨 방
법을 생각하고, 모친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면
서 “이 작은 보물들이 모두 장성하여 우리나라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에
서 미래의 웅이 되도록 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다.141) 이러한 의
지를 지닌 보육 교사에게 배운 아이들이 “모주석은 인민의 구세주이고, 해
방군은 친애하는 삼촌이며, 미제국주의와 장개석은 악당이다.”라는 말을 
집에 와서 할 만큼 탁아소는 어린 아이의 정치사상 교육 기관이 되기도 
하 다.142) 

게다가 국가에서 권장하는 콩을 아이들에게 더 많이 먹이기 위해 豆漿 
만드는 곳을 참관하러 가거나 豆漿에 한 노래를 부르게 하여 아이들이 
콩을 좋아하게 만들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알게 하도록 하

139) ｢模範保育員張淑琴｣, 黑龍江日報 1951.3.8. 4판.
140) ｢汪淸縣龍岩屯 託兒所 만들어 婦女의 勞動能力提高 어린이 死亡査 減少｣, 東

北朝鮮人民報 1950.3.26. 1판.
141) 沈陽市婦嬰工作者一致聲討美國細菌戰犯, 東北日報 1952.02.27. 1판
142) ｢我感謝託兒所｣, 東北婦女 5期, 1951, p.18.



158

다.143) 이는 항미원조를 표방한 전쟁 상황에서 애국심 고취에 열을 올린 
국가의 정신 무장 강조에 동참하는 것이었고, 열악한 경제 상황 하에 육류
를 신할 단백질 보급의 일환으로 강조한 국가의 콩류 섭취 확산에 일조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노동 인민을 중시해온 국가의 기본 노선을 몸소 익
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탁아소는 국가의 이념과 추진 정
책을 옹호하는 보육 시설로서 학령 전 아동을 보다 더 국가의 기준에 부
합하도록 키워내는데 일조하 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하는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기
만 하다면 다른 사람의 손에 돌봄을 받는 것도 무방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향촌의 부녀들도 탁아소에 해 좋은 반응을 보 다.144) 보육 시설을 경험
한 부녀들의 경험이 확산되고 공유되면서 이러한 반응은 더욱 늘어났다. 
6명의 자녀를 둔 일하는 한 어머니는 아이들을 탁아소로 보내기 전 11살
의 큰 아이가 동생들을 돌보았으며, 기율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고백
하 다. 그리고 아이들은 1년 내내 햇빛과 바람을 맞았고, 음식을 제 로 
먹지도 못했으며, 일하러 간 어머니를 기다리다 지쳐 밖에서 잔 경우도 있
다며 마음 아파하 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의 몸은 온
통 더러워져 있고, 집안은 엉망이었다. 게다가 아이들이 자주 아파 약값으
로 매달 평균 3-40만원을 소비하 다. 그러나 탁아소에 아이들을 보내면
서부터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아이들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아이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몸에 익히게 되
었고, 입소 전에 앓았던 병까지 나아 약값도 절약할 수 있었으며, 성정도 
온화하고 예의 바르게 바뀌었다고 감사해 하 다.145) 탁아소에 아이를 맡
긴 한 어머니는 보육원의 간부와 보모가 어머니인 자신보다 아이를 더 잘 
돌봐준 덕분에 안심하고 멀리 떨어진 심양시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며 감사의 편지를 보내 왔다.146) 

이러한 경험의 확산은 부녀를 안심하고 노동 현장으로 불러낼 수 있었

143) ｢在成長中的化工局託兒所｣, 東北衛生 5卷 9期, 1952, pp.463-464.
144) 장수지, ｢일하는 어머니의 조력자, 보육교사｣, 여성과 역사 30, 2019, 

pp.293~296.
145) ｢我感謝託兒所｣, 東北婦女 5期, 1951, p.18.
146) ｢介紹省府託兒所｣, 黑龍江日報 1950.6.1. 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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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한 가정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임을 공유시켰다. 이로서 국가는 부
련을 비롯한 군중 단체의 협조를 얻어 아이의 양육에 개입할 수 있게 되
었고, 전통적 양육 관념을 가지고 있던 가정의 소극적 저항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

2. 위생 정책의 대상이자 주체로서의 학교

1) 학교 위생 교육 정책의 수립과 학교의 기능

1949년 10월, 중국이 정식으로 수립되자 동북인민정부는 모택동이 인민
정협 개막사에서 한 “경제건설이 고조됨에 따라 장차 문화 건설이 고조될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에 따라 교육 사업을 중시하 다.147) 종래 교육이 
해방 전쟁 및 토지 개혁을 위한 내용을 강조하 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문
화 지식을 많이 함양하고, 전문 기술과 진보적 사상을 가진 인재를 배양하
여 생산 경제에 도움이 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당시 동북 지역 학
생의 문화 지식수준은 매우 낮았다. 심양의 중학생 4~5천명을 상으로 
한 기초 지식 검사에서 13%만 합격하 고, 0점을 받은 학생도 적지 않았
다. 특히 중국의 역사, 지리에 한 지식이 부족했고, 한어보다 만주국에
서 사용된 간이 일본어로 글을 쓰는 학생들이 많았다.148) 이는 동북 지역
이 비교적 긴 시간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은 향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북 지역의 교육은 여전히 교학 계획에 따라 진도
를 나가기에 급급하 고, 학생은 배운 내용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여기에 과중한 학습 부담으로 인한 학생의 불량한 건강 상태는 중

147) 中共中央文獻研究室‧中央檔案館編, 毛澤東, ｢中國人從此站入起來了｣, 建黨以來
重要文獻選編 第26冊, 中央文獻出版社, 2011, p.727.

148) 東北敎育社 編, ｢論東北教育的改革(1949.9.26.)-在東北第四次教育會議上關於東
北三年來教育工作總結報告-｣, 論東北敎育的改革, 東北新華書店, 1950,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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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아래에 소개할 양수천 중심 소학교에서 발
생한 한 사례는 교사가 학생의 신체 건강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데서 발
생한 문제로 지적되어 신문에 게재되었다.

학기말 측험을 하 는데 5학년 학생이 답안지를 위에 놓고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므로 담임 교원이 이상스럽게 여겨 
그 학생에게 사유를 무른 즉 눈물만 흘리면서 확실한 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학생들이 “그 동무가 잘 보지 
못합니다.”라고 교원에게 말하 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마 이 학
생이 흑판에 쓴 측험 문제가 잘 보이지 않아 답을 쓰지 못한 것이
라고 깨닫고 곧 그 학생을 앞에 앉쳐서 측험에 지장이 없게 하
습니다.149)(띄어쓰기와 마침표 외 신문에 실린 기사를 그 로 인
용)

학생의 시력이 나쁜 것을 미리 알지 못한 교사는 학생이 시험을 못 보
는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었다. 학생 개인의 건강 상태를 모르는 교사의 
사례는 신문 등을 통해 확산되었고, 의료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의 
보건에 유의하는 것이 교사의 임무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여론을 배
경으로 동북인민정부는 학생의 문화 수준이 낮고, 정제되지 못한 점, 그리
고 교사의 질이 높지 못한 점, 교학 방법이 여전히 낡은 점 등을 비판하며 
중등 교육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 다. 그 중에서 학생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방안으로 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유급, 승급, 졸업 등을 결정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간소화하며, 매주 수업 시
수를 30시간으로 제한할 것이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강조된 것이 체육‧위
생 교육으로, 정신과 신체가 건강한 학생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었다.150) 건강 교육은 신생정권이 강조한 혁명사상, 문화교
양과 더불어 중요한 목표 중 하나 고, “지덕체를 고루 겸비한 균형적인 

149) ｢신체 검사에 류의하자｣, 東北朝鮮人民報 1949.8.5. 4판.
150) 東北敎育社 編, ｢東北人民政府關於提高中等教育工作的決定｣ (1949.10.14.), 앞

의 책, 1950, p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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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항목이 되었다.151) 
이처럼 체육‧위생 교육의 강조는 경제건설을 이끌 건강한 미래 세 의 

양성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었고, 이 목표 아래 학생의 건강은 국가 교육이 
책임져야 할 역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각 학교급 교육 목표에 ‘건강 
교육’이 포함되었으며, 교육 목표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교과목이 
선정되고, 교육 활동이 규정되었다. 소학 교육의 교육 목표 중 하나인 ‘건
강 교육’ 목표는 “아동은 초보적인 위생 체육 상식을 가지며, 위생 습관을 
양성하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단련한다.”이며, 중학 교육과 사범 교육
의 교육 목표 중 하나인 ‘건강 교육’ 목표는 “학생이 체육 위생 지식을 가
지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단련한다.” 다. ‘건강 교육’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중학교와 사범학교는 校醫를 두어 학교의 의료 위생 정책을 책임질 
것을 규정하 다.152) 

교육 과정에서도 건강과 위생을 강조하 다. 소학교 3~6학년과 중학교
에서는 ‘체육위생’ 과목을 개설하여 주당 2시간 수업이, 초급 사범학교에
서는 ‘생리위생’ 과목을 개설하여 주당 2시간 수업이 실시되었다. 모든 학
교급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학습을 할 수 없는 자를 퇴학시킬 수 있는 규
정 또한 마련되었다.153) 그리고 학생들이 지켜야 할 교칙으로 매일 체육 
운동을 하여 신체를 단련 할 것, 의복, 신발, 양말, 방을 청결하게 정돈할 
것, 아무데서나 소변을 누거나 침과 가래를 뱉지 않으며, 아무데서나 쓰
레기를 버리지 않고 벽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154)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인체 구조와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다룬 위생
을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학생의 위생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151) ｢談談健康敎育｣, 東北敎育 第4卷 第5期(1951.2.1.), p.59.
152) 중학교에서는 10개 학급 이상의 경우 校醫 1명을 두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特

約校醫 1명을 두며, 사범학교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교의 1명을 반드시 두도록 하
다. 교의제도는 소련이 학교 위생에서 가장 중시한 것 중 하나로 학생에 한 정

기적인 신체검사,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과 허약한 학생에 한 의료 및 예방 책 
수립은 물론 학교의 환경 위생을 지도하고 위생 교육을 맡는 등의 임무를 맡도록 
하 다(｢蘇聯學校衛生的組織｣, 東北衛生 4卷 1期, 1951, p.48). 

153) 東北敎育社 編, ｢東北區中學校育暫行實施辦法(草案)｣, ｢東北區師範學校暫行實施
辦法(草案)｣, ｢東北區小學敎育暫行實施辦法(草案)｣, 앞의 책, 1950, pp.48-93.

154) 東北敎育社 編, ｢東北區初等與中等學校校規｣(草案), 앞의 책, 1950, 
pp.105-107.



162

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는 학생의 건강을 책임지고, 위생 습관을 길러
주는 주요한 교육 장소가 되었다. 교육적 행위라는 암묵적 동의를 통해 학
교는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이를 위해 학생의 행동을 통제하는 역
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학교에 부여된 권한은 당시 5백만 명에 달하는 중‧
소학생의 신체 발육 상황이 국가의 번 과 민족의 건강으로 이어지며, 학
교는 가정 위생과 사회 위생을 추동하는 가장 유효한 동력이라는 인식 하
에 용인되었다.155)

동북인민정부가 동북 지역의 각 성과 시에 새롭게 제정한 교육 정책을 
준수하여 교육 활동을 전개할 것을 명하 으나,156) 여전히 건강 교육은 현
장에서 홀시되었다. 당시 동북 지역 교육계에서는 그 원인 중 하나를 교사
의 인식과 교육적 책임의 부재로 돌렸다.157) 보고에 따르면 교사는 쉬는 
시간에 학생이 밖에 나가 놀지 않고 교실에 앉아 책을 보는 모습을 보고
는 이 학생을 장난을 치지 않고 학습에 노력하는 ‘좋은 학생’으로 여겼다. 
또한 날씨가 추우면 밖에 나가 놀이 수업이나 체육을 하지 않고 교실에 
있도록 하 다. 학생의 위생 상태에 해서도 무관심하 다. 학생이 餅子
를 뜰에서 먹어도, 신발을 발에 맞게 신지 않아 한걸음 걸을 때마다 발이 
빠져도, 동상으로 인해 걸을 때마다 절뚝거려도, 교실 바닥을 쓸 때 더러
운 먼지가 날아다녀도, 학생의 콧구멍이 시커멓게 되어도, 학생의 옷깃이 
해져도, 언 얼굴이 창백해져도 교사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 보
고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문제사항이 발생한 원인을 모두 교사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 교육을 중시하지 않는 교사는 무책임하고, 학생에 
한 사랑이 부족하며, 교육을 포기한,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나아갈 길을 찾
지 않는 무능하고 수동적인 존재 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청년, 소년, 아
동을 장래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조국을 보위하고 건설하는데 헌신하는 
자로 만들려면 강건한 신체가 필요”한데 이런 책임을 방기한 교사는 국가
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로 비난의 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158)

155) ｢東北學校衛生現狀和對策｣, 東北敎育 第4卷 第1期(1951.7.1.), pp.28-31.
156) 東北敎育社 編, ｢東北人民政府通令(1949.11.8.)｣, 앞의 책, 1950, p.47.
157) ｢克山北安德都三縣的小學教育情況｣, 東北敎育 第3卷 第1期(1950.4.1.), 

pp.66-67. 
158) ｢談談健康敎育｣, 東北敎育 第4卷 第5期(1951.2.1.),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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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한 지적은 그들을 통해 국가가 학생 개개인의 건강과 위생 상
태에 개입하여 학생의 행동을 교정시키고, 그 결과 학생의 건강 상태를 개
선시켜 경제 건설과 국방 강화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
도 다. 교사 또한 국가의 위생 시책을 전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적 자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 개인의 신체 발육과 위생이
라는 사적 역을 공적인 역으로 끌어오지 못한 것이 오히려 질책의 
상이 되어 버렸다. 학생의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고치는 일선의 책임자
로서 교사의 역할이 강조된 것이다.

이처럼 동북인민정부는 아동의 건강을 미래 경제와 국방 건설에 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에 모택동의 “건강이 제일이
요, 학습은 그 다음”이니, “ 양이 부족한” 상황은 “마땅히 상황을 참작하
여 경비를 늘리며”, “학습과 회의 시간은 마땅히 적으로 감축하고, 환
자에 해서는 특수한 우를 하도록 한다.”는 지침은 동북 인민정부의 위
생 교육 추진의 동력이 되었다.159) 모택동의 학생의 건강 증진에 한 발
언은 사적 역에 해당하는 개인의 건강을 공적 역으로 전환하는 명분
을 제공하 고, 당시 동북 지역 다수 학생의 불량한 건강 및 위생 상태
는 학생을 상으로 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좋은 조건이 되어주었
다.

1950년 6월 합이빈, 심양, 련 등 3개 시의 소학생을 상으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학생의 체중이 표준보다 1.5킬로그램 부족하 고, 가슴둘레
는 표준에 비해 1.2센티미터 모자랐다. 같은 시기 심양시에서 실시한 중학
교 위생 공작 검사 결과에서도 학생들의 양이 여전히 부족하고, 환경 위
생은 불량하며, 위생 지식도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불량
한 신체 발육 및 비위생적 환경의 결과 많은 학생들은 [표Ⅳ-9]와 같이 만
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159) ｢致馬敘倫｣, 毛澤東書信選集, 北京: 人民出版社, 1984,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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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9] 심양시에서 실시한 학생 신체검사 결과(1950. 6.)160)

검사인수 340명 100%

주요 질병

트라코마 196 57.6
갑성선종 50 14.7

충치 15 4.4
심장병 15 4.4

폐장 질환 4 1.1
척추 측만 5 1.4

계 285 83.6
건강인 수 93 27.3

출처: ｢對學校體育衛生工作的檢討｣, 東北敎育 第4卷 第4期(1951.1.1.), 
p.38.

위의 [표Ⅳ-9]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체검사를 받은 학생 340명 중 건강
한 사람이 27.3%에 불과하다는 결과는 교육 당국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
었다. 그렇다면 당국은 학생들이 만성 질병에 시달리고 발육 상태가 불량
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았을까. 그 원인은 어김없이 “과거 반식민지, 반
봉건의 舊中國이 통치한 역사적인 조건”으로 귀결되었다.161) 과거 반식민
지, 반봉건적 통치라는 역사적 조건이 학생의 신체 발육을 더디게 만들었
고, 학생들을 만성병에 시달리게 하 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의 건강 상
태를 개선하는 것은 과거 낡은 통치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내외적으로 
신생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국방과 경제 건설의 후비
군을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임이 강조되었다. 학교의 위생 교육을 강화
하는 것은 “적 괴뢰 통치 세력을 철저히 타파하고, 인민의 자주적 정권을 
건립”하는 신호로 여겨졌다.162) 

이제 교육 당국은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 학교가 위생 교육
을 보다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 다. 이로서 학생이 트라코마를 비롯한 각

160) 질환자와 건강자 합계가 100%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질병에 해 학생이 복수 
응답을 하 기 때문이다.

161) ｢爲提高學生健康而努力!｣, 東北衛生 第3卷 第8期(1951.4.15.), p.449.
162) ｢東北學校衛生現狀和對策｣, 東北衛生 第4卷 第1期(1951.7.1.),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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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책임은 학교에 있는 것이기에 학교가 학생의 신
체와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학교는 학생의 건
강 증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 책임은 현장의 일선 
교사에게 분배되었다. 

학교는 학생의 건강을 위해 학생이 생수를 마시는 것과 손으로 얼굴을 
괴어 등이 굽은 자세로 수업을 듣는 것도 교사의 지도 역으로 포함시켰
다. 심지어 갑상선종에 걸린 학생이 오색의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 이를 미
신적 치료 행위라 비판하고, 과학적 치료법으로 해초를 먹도록 가르치는 
것도 교사의 지도 범위 안에 들어갔다.163) 학생의 식사도 학교의 주요 업
무 중 하나가 되었다. 학생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로 부족한 

양이 지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학생이 기초 양소를 충분히 섭취
하고 있는지, 균형 잡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고 있는지, 간식 등을 먹지 
않는지 등은 이제 단순히 학생의 가정에서만 신경 쓰는 문제로 치부되지 
않았다. 건강한 신체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균형 잡힌 양을 제공
하는 것도 학교가 신경 써야 할 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의 급식 상
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되었다.164)

이러한 요구 속에서 1951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생의 건강과 위생에 주의
하는 교육 방침이 더욱 강조되었다. 당시 학교의 위생 운  지침은 소련의 
경험을 토 로 마련되었다. 소련의 위생 정책 경험을 번역‧소개한 서적들
이 소개되었는데, 특히 공공위생학은 각 분야의 위생 표준을 제공하
다. 공공위생학의 ｢학교 위생｣ 장에 서술된 간략한 지침은 교육 당국이 
일선 학교에 권고하는 위생 교육의 기본 틀이 되었다. 이 책에 소개된 학
교 위생 지침을 간략히 살펴보자. 

학교 건축 및 시설에 관해 제공한 기준 중 校舍는 채광과 환기를 위해 
T, L, H 형태로 건축되어야 하 다. 교실 바닥은 먼지가 일지 않는 나무 
바닥이나 시멘트 바닥이어야 하 다. 벽색도 담녹색이나 연회색이 권장되
었으며, 창은 바닥 면적의 1/5로 규정되었다. 칠판은 학생이 앉은 위치의 
눈과 수평을 이루어야 하 다. 특히 강조되었던 것은 책상과 의자의 높이

163) ｢對學校體育衛生工作的檢討｣, 東北敎育 第4卷 第4期(1951.1.1.), p.38.
164) ｢東北敎育工作1950年的基本總結｣, 東北敎育 第4卷 第5期(1951.2.1.),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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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자는 학생 신장의 2/7 높이여야 하 고, 책상은 학생 신장의 3/7 
높이여야 했다. 또한 책상과 의자 사이의 거리는 학생이 앉았을 때, 학생
의 배와 책상 사이에 5센티미터 정도의 공간이 있도록 규정되었다. 화장
실은 파리 퇴치 설비와 배기 장치, 그리고 세면 를 갖추어야만 하 다. 

학교는 학생의 발육과 건강 상황을 검사하기 위해 건강 검사를 실시하
여야 하 다. 특히 신입생에 해서는 입학한 그 해의 첫 학기에 일률적으
로 건강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 다. 그리고 모든 학생은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 다. 건강 검사를 통해 발견된 질병 및 신체적 
결점은 즉시 치료와 교정을 하도록 하 다. 이는 전염병의 근원을 없애고, 
학생의 발육과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
고 각종 장애를 교정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이유로 권장되었다.

전염병 예방도 학교 위생의 주요 항목에 포함되었다. 학교는 정기적으로 
두창, 장티푸스, 콜레라, 백해 등의 예방주사를 학생들에게 접종시켜야 하

고, 지역 내에서 전염병이 발생하 을 경우 매일 학생의 전염 여부를 검
사하고, 전염병에 걸린 학생이 있을 경우 등교를 금지시키고 집에서 격리
하도록 하 다. 또한 전염병 환자와 접촉한 학생의 전염 여부를 검사하여 
격리하는 것도 학교의 임무에 속하 다. 

학생의 위생 습관 양성 및 건강한 심신을 위한 위생 교육도 실시하여야 
했다. 특히 학생이 위생 상식을 익히고,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하여 올바
른 위생 습관을 가지는 것은 중의 건강을 촉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출
발이라고 여겨졌다. 위생 상식 함양과 더불어 체육 훈련도 중요한 위생 교
육에 속하 다. 체육을 통해 학생이 건강해질 수 있고, 신체 각 기관이 제

로 성장 할 수 있으며, 신체의 일부 결점도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결 회, 위생 변론회, 위생 전람회 등의 교내 행
사를 실시하고, 학생의 위생 습관을 양성하기 위한 학생 조직을 결성하도
록 하 다.165)

공공위생학 ｢학교 위생｣ 장에서 소개한 소련의 경험은 동북 인민정부
가 위생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이 기준에 따라 

165) 東北人民政府衛生部, 公共衛生學, 1950, pp.1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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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의 건축, 설비, 학생에 한 신체검사, 전염병 예방, 건강 교육, 
위생 업무 체계, 위생 관련 교육 활동, 가정과의 연계 방법 등이 마련되었
다. 소련의 경험을 접한 교육 당사자들은 아동의 위생 습관을 훈련시키는 
것이 사회 전반의 공공 위생 확립으로 이어진다는 가치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이 그 정책의 선도자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위생 운  지침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실시된 것이 학생의 학
습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었다. 동북인민정부 교육부는 1950년 하반기 
중학교 교육의 주요 방침으로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학습 부담을 경
감시킬 것”을 강조하 다. 아울러 ‘생리위생’ 교과목을 없애고, 그 신 2
주 혹은 한 달에 한 번 위생 상식 시간을 가질 것을 결정하 다.166) 이어 
1951년 동북교육 공작 계획 중 하나로 “체육 위생 강화와 학생의 신체 건
강 증진”을 제시하 다. 이를 위해 체육 운동과 위생 교육이 강조되었
다.167) 

이러한 방침에 따라 1951년 일선 현장에 내려진 ｢1951년 중‧소학교 교
육 공작 지시｣(이하, 지시)에는 학생의 건강 교육 강화에 한 구체적 지
침이 담겼다. 학생의 수업 및 과외 활동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교사가 
학생에게 부여하는 숙제를 제한하 고, 학생의 예습을 철저히 금지시켰다. 
또한 학생의 수면 시간을 학교 급에 따라 7시간에서 9시간까지로 규정했
으며, 각종 사회단체 활동은 매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 다. 
또한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체조 혹은 쉬는 시간 체조를 실시하여야만 하

다.168)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표Ⅳ-10]과 같이 일과 시간을 운
하 고, 학생은 이 시간표에 맞춰 행동을 하도록 규제되었다.  

166) ｢東北人民政府敎育部關於1950年下半年中小學校教育的指示(敎字第1531號, 1950. 
9.1.)｣, 東北敎育 第4卷 第1期(1950.10.01.), pp.7-8.

167) ｢東北人民政府1951年東北敎育工作計劃｣, 東北敎育 第4卷 第5期(1951.2.1.), 
pp.2-3.

168) 학습시간(자습 포함)은 11시간, 수면은 9시간, 세면 및 식사는 1시간 반, 체조 
및 달리기는 30분, 자유 활동 10분, 청소 50분이다. ｢東北人民政府敎育部關於1951
年中小學教育工作指示(1951.2.26.)｣, 東北敎育 第4卷 第6期(1951.3.1.),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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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0] 심양 7중학교의 일과 시간표(1951.1.7.)

시간 일정 시간 일정
05:30 기상 12:40-13:30 5교시
05:30-06:00 세면 13:40-14:30 6교시
06:00-06:10 달리기 14:40-15:30 7교시
06:10-07:00 아침 자습 15:30-15:50 청소
07:00-07:30 조식 15:50-16:40 8교시
07:30-08:00 청소 16:50-17:20 석식
08:10-09:00 1교시 17:20-17:30 휴식
09:10-10:00 2교시 17:30-20:00 자습
10:00-10:20 체조 20:00-20:10 자유시간
10:20-11:10 3교시 20:20 취침
11:20-12:10 4교시 20:30 소등
12:10-12:40 중식

출처: ｢瀋陽市中學學校衛生工作上存在的偏向和改進方法｣, 東北衛生 第3卷 第8期
(1951.4.15.), p.457, 표2.

교사의 교수 자율권도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이라는 구실 하에 일정 부
분 제한되었다. 학생의 학습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교과서에 제시된 연
습문제는 최 한 수업 시간 내에 소화해야만 하 다. 방과 후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사가 학생에게 내주는 숙제 양도 제한되었다.

｢지시｣에서는 학교 위생을 강화할 것을 제출하 다. 당시 당국은 학교를 
개인의 위생 관념을 강화시키고, 위생적인 사회를 건립하는데 가장 경제적
이고 유효한 수단으로 파악하 고, 학교는 당국의 의도에 따라 표준에 부
합하는 체격을 가진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 학생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
야 하 다. 학교에서 철저한 위생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학생 모두가 개인‧
환경 위생에 한 올바른 습관을 가지며, 학생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고, 예방과 치료를 병행한다면 국가의 경제
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가 요구하는 국민을 양성시킬 
수 있을 터 다. 이로서 개인의 건강은 공적인 역에 속하여 학교라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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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통해 국가의 관리 망에 포함되어 갔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의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신체적 결점을 교정하며, 심신을 건전하게 함으로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만 하 다. 

｢지시｣에는 학생 급식에 한 통일된 지침도 포함되었다. 학교는 규정에 
따라 식단을 계획하고, 주방과 식당의 청결을 관리할 책임을 졌고, 조리원
에 한 신체검사와 위생 교육도 실시해야만 하 다.169) 이 규정을 통해 
학교는 학생의 건강과 직결된 음식의 조리와 식당 및 조리원의 청결 상태
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고, 학생 개개인의 식사를 책임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경제적 상황은 학생의 일일 섭취 권장량을 모
두 충족시키기 힘들었다. 육류를 통한 단백질 섭취나 米食이 어려웠기 때
문에 粉食 및 혼식, 그리고 콩으로 만든 식품을 통해 단백질을 보충할 것
이 권장되었다.170)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싸올 수 없는 학생
에 해서 동북인민정부는 인민장학금을 각 성과 시에 지급하여 학생의 
급식비에 사용되도록 규제하 고, 학교는 동북 인민정부로부터 지급된 인
민장학금을 국가 기관의 급식 표준비에 맞춰 장학금 상 학생에게 급식
을 제공해야만 하 다.171)

동북 지역에서 실시한 건강교육 강화 방침은 정무원이 1951년 8월 6일
에 ｢中央人民政府政務院關於改善各級學校學生健康狀況的決定｣을 공포한 
후 중앙의 지침을 따르게 되었다. 중앙 인민정부는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
해 학생의 일상 시간을 잘 배분할 것, 학생의 학습 및 교외 활동 부담을 
경감할 것, 학교 위생 공작을 개진할 것, 체육 및 놀이 활동을 중시할 것, 
그리고 학생의 급식 관리 방법을 개선할 것을 결정하 다. 그리고 이 결정
을 각 지역 인민정부 교육 담당 부서와 각 급 학교 교직원이 준수하고, 학
생의 건강을 홀시하는 그릇된 생각을 엄숙히 규정할 것을 당부하 다. 

중앙의 결정 중 눈여겨 볼 것은 첫째,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교
사의 교육 활동을 다소 제한한 점이다. 학생이 수업 중에 수업 내용을 다 

169) ｢東北人民政府敎育部關於1951年中小學教育工作指示(1951.2.26.)｣, 東北敎育
第4卷 第6期(1951. 3.1.), pp.2-3.

170) ｢東北學校衛生現狀和對策｣, 東北衛生 第4卷 第1期(1951.7.1.), pp.28-31.
171) ｢東北人民政府敎育部關於1950年下半年中小學校教育的指示(敎字第1531號, 1950. 

9.1.)｣, 東北敎育 第4卷 第1期(1950.10.1.),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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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할 수 있도록 진도를 잘 배분하고, 과다한 숙제를 부여하지 않으며, 
어려운 내용을 시험 문제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 다. 이는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교사의 교수 및 평가 자율권을 정부가 제한한 것이었다. 둘
째, 학교의 위생 공작을 검사할 행정 기구 마련을 규정한 점이다. 각 성, 
시, 현 인민정부의 교육 담당 부서와 위생 담당 부서가 협력하여 교육 公
會, 청년단, 학생 연합회 및 현지 의료 기관의 표가 참석하는 학교 보건
지도 위원회를 조직하여 현지 각 급 학교의 보건 공작을 검사하도록 하
다. 각 급 학교에서는 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학교 위생 및 의
료 공작의 개선을 책임져야만 하 다. 각 행정 구역의 인민정부가 조직한 
위원회는 각 급 학교를 검사하고, 각 급 학교는 보건위원회를 통해 학생 
개인의 위생, 학교 환경 위생, 위생 교육, 급식 상황을 검사하는 위계적 
행정 체계를 통해 위에서 아래로의 감시와 각 부문의 책임 소재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 다. 일선 학교에서는 보건 공작이 학교 근무 평정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한 각 급 학교는 해당 지역 인민정부에, 해당 지역 인민정부는 상급 기관
에 매 학기마다 학생의 건강 상황 및 처리 경과를 보고해야 했기에 학교
는 학생의 건강 상태와 위생 교육 활동에 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172)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동북 인민정부는 즉시 ｢東北人民政府關於增進
學生身體健康的決定｣을 반포하여 합리적인 학생의 일과 시간 조정, 학생
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는 교학 방법 개정, 체육 활동‧위생 정책 강화 및 
학교 급식 개선,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제 시행이라는 기본 원칙을 결정하

다. 이어 이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학생의 부담 경감, 학교 환경 위생 
및 학생 개인 위생의 개량, 급식 개선, 그리고 체육 활동 강화라는 4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공포한 후 각 학교에서 이에 따라 집행할 것을 명하
다.173) 

172) ｢中央人民政府政務院關於改善各級學校學生健康狀況的決定(1951.8.6.)｣, 東北敎
育 第5卷 第6期 (1951.9.1.), pp.8-9.

173) ｢東北人民政府關於增進學生身體健康的決定｣, 東北敎育 第5卷 第6期 (195 
1.9.1.), pp.10-11; ｢東北人民政府教育部通令-敎中字第303號(1951.8.25.)｣, 東北
敎育 第5卷 第6期 (1951.9.1.),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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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 인민정부는 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명목 하에 중앙정부
의 결정보다 더 세 하게 교사의 교수 활동을 제한하 다. 교사가 학생에
게 내주는 숙제 양은 소학교 고학년의 경우 하루 90분, 중학년은 하루 60
분, 저학년은 하루 30분을 초과할 수 없었고, 일요일에는 많은 양의 연습
문제를 숙제로 내지 못하도록 하 다. 심지어 교사가 규정에 맞게 숙제를 
내고 있는지 교장과 교도 주임이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

다.174) 그리고 ｢改進中‧小學校衛生)行方案｣을 제정하여 학교가 학생의 
청결한 위생 습관 배양을 위해 가정 방문을 하거나 학부모 회의를 정기적
으로 열어 학생의 위생 건강을 구실로 가정교육에 적극 개입할 수 있게 
하 다. 또한 정기적인 신체검사와는 별도로 학생의 체중을 매달 재고, 신
장을 학기마다 측정하여 그 결과를 학적부에 기재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
도록 하 다.175) 

이상의 지침에 따라 동북 인민정부 위생부는 학교에서 학교 위생을 제
로 집행할 수 있도록 총 여섯 장과 부록으로 구성된 學校衛生工作須知

(이하 須知)를 참고용으로 배부하 다. 각 장은 학교 위생의 의의와 목
적, 위생 조직 편제 및 공작 임무, 학교의 환경 위생, 학교 보건, 학교 진
료, 위생 교학이며, 부록은 학교 위생 공작 계획이다. 학교 위생 행정, 설
비, 진료, 그리고 교학에 한 내용을 각 장에서 다루고 있어 일선 학교에
서는 이 책을 참고로 하여 위생 정책을 어떻게 진행 할 지에 한 구체적
인 틀을 만들 수 있었다. 특히 부록으로 학교의 연간 위생 교육 활동에 
한 운  계획을 제시하여 위생 교육 활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학교 현장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 다.176)

須知에 제시된 매뉴얼 중 학교 보건 및 진료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
다. 須知 ｢학교 보건｣ 장에서는 건강 검사, 신체 결점 교정, 학교 급식, 
전염병 예방으로 나누어 제시하 다. 매년 신학기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것
을 권장하면서, 검사 항목을 신장, 체중, 가슴둘레, 앉은키, 눈, 귀, 코, 인

174) ｢減輕中‧小學學生負擔方案｣, 東北敎育 第5卷 第6期 (1951.9.1.), p.11.
175) ｢改進中‧小學校衛生)行方案｣, 東北敎育 第5卷 第6期 (1951.9.1.), p.11.
176) 이하는 東北人民政府衛生部保健處保健科, 學校衛生工作須知, 東北人民政府衛

生部敎育處出版科, 1951에 근거하여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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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피부, 치아, 척추, 흉부, 양, 그리고 기타 질병 등으로 나누었다. 검
사 후에는 신체 검사표를 작성한 후 학교장과 교의가 2개월 내에 직속 상
급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 다. 게다가 학생의 치료 과정을 일자별로 기록
하도록 하 다. 이로서 학생 개인의 신체 발육 및 질병 상황은 매년마다 
일괄적으로 검사되어 기록되었고, 이를 각 학교에서는 학년별 신체 발육 
평균과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 수를 통계 내어 상급에 보고하게 되
었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이 겪고 있는 질병에 해서 학부모에게 통지를 
할 책임이 있었다. 만약 학부모가 통지에 따라 자녀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내교 상담을 권고하거나 직접 가정을 방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생 개인의 발육과 건강 상황에 한 통계는 아동의 발육을 돕
고, 전염병 유행을 방지하며, 각종 질병과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
으로 치료하고, 아동과 학부모의 건강 및 위생습관에 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구실 하에 진행되었다.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
생의 발육과 건강에 해 신경을 쓴다는 것은 개개인에 한 국가적 보살
핌으로 여겨져 거부감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학부모 또한 먹고 사는 문
제로 자녀의 발육과 건강에 해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가 가
정을 신해 자녀의 건강과 발육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꼈
다. 그러나 국민에 한 국가의 관심 이면에는 국가가 학교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신체에 한 모든 것을 알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의 국민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목적이 담겨 있었다. 이 
자료를 활용함으로서 국가는 국민을 만들어 가는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
었다. 상호 간 이익 증진이라는 암묵적 동의하에 국민 개개인의 사적 정보
를 국가가 취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 졌고, 이를 통해 국가의 권력은 
학교라는 기구를 통해 확 될 수 있었다.

동북인민정부는 중앙의 지침에 부합하는 위생 교육 활동을 지역구 내 
모든 학교에 통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편람으로서 須知를 발간‧배부 하

고, 이를 바탕으로 위생 교육 활동에 한 학교 현장의 통일된 매뉴얼이 
마련되었다. 위생과 관련된 학교의 업무는 위생 교육에 한정된 것이 아니



173

라 須知에 의해 학교 설비부터 전염병 예방 및 처리까지 그 범위가 광
해 졌다. 須知에 제시된 매뉴얼 로 위생 교육 활동이 전개될 경우, 

학교는 상급 기관인 문교부(과) 혹은 위생부(과)와 위계적으로 연계되어 학
생의 신체검사 결과와 그 치료 과정을 보고하고, 지역사회와 공조하여 전
염병 예방 및 처리, 그리고 위생 선전 활동을 전개하는 역할을 맡게 될 터

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교장-담임교사-위생 선도 학생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상하조직이 결성되어 학생의 위생 상태와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이러한 매뉴얼에 따른 통일된 학교 위생 업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사적인 역이 침해당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었고, 국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미래 세  양성, 그리고 경제 건설이라는 의를 구실로 국민
에 한 간섭과 지배의 당위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생 교육에 한 정책이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
의 위생 교육은 철저히 진행되지 못하 다. 위생국에서 瀋陽市七中을 
상으로 실시한 위생 교육 점검 결과 드러난 많은 문제점은 상급의 결정을 
학교 현장이 제 로 실천하지 못한다는 비평으로 이어졌다.177)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 중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학생들의 양 상태가 [표Ⅳ-11]처
럼 권장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표Ⅳ-11]  심양 7중학교의 一日 二食의 섭취량

양 성분 단위 실제 섭취량 표준 섭취량 비교
단백질 g 51.46 98.40 부족
지방 g 33.52 40.00 조금 부족

탄수화물 g 342.60 500.00 부족
열량 ㎈ 1,880.08 2,630.00 부족
칼슘 ㎎ 250.41 1,000.00 부족
인 ㎎ 1,151.72 1,300.00 조금 부족

다음 페이지에 계속

177) ｢瀋陽市中學學校衛生工作上存在的偏向和改進方法｣, 東北衛生 第3卷 第8期
(1951.4.15.), pp.456 -458. 



174

양 성분 단위 실제 섭취량 표준 섭취량 비교
철분 ㎎ 17.33 15.00 충분

비타민 A ㎎ 2.73 3.18 조금 부족
비타민 B1 ㎎ 1.09 1.00 충분
비타민 B2 ㎎ 0.29 2.00 부족
비타민 C ㎎ 47.34 50.00 조금 부족

출처: ｢瀋陽市中學學校衛生工作上存在的偏向和改進方法｣, 東北衛生 第3卷 第8期
(1951.4.15.), p.456, 표1.

  
[표Ⅳ-1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성장 중인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단백질

은 1/2정도 부족하 고, 칼슘은 권장량의 1/4정도에 불과하 다. 필수 
양소 중 철분과 B1을 제외한 모든 양소가 부족한 상태 다. 게다가 급
식 조리 상황도 불량하 다. 식단이 다양하지 못해 학생들은 “매일 배추와 
두부만 먹는다.”고 말할 정도 다. 주방에는 환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못하여 증기와 매연이 자욱하 고, 습기도 높았다. 게다가 조리원에 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들에 한 위생 지식 교육도 진행하지 않
았다. 그래서 조리원의 손과 앞치마가 더러웠고, 식기는 기름때가 묻은 채
로 제공되었다. 심지어 여름철에는 밥그릇에 검은 파리들이 떨어져 있었는
데도 시정되지 않았다. 

기숙사와 변소 등의 공공시설도 비위생적이었다. 기숙사는 청소를 제
로 하지 않아 더러웠고, 실내 온도와 습도는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 학생
들의 건강에 해로웠다. 변소는 坑式으로 만들어졌는데, 구멍에 덮개를 설
치하지 않았고, 교실과 너무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변소 냄새가 교실에 퍼
지기도 하 다. 쓰레기도 철저히 처리하지 못하여 학교 내 모든 쓰레기를 
학교 정원의 한편에 쌓아 두어 비위생적이었다. 학교의 일과 시간도 자습
을 포함한 학습 시간이 11시간, 수면 시간은 9시간, 세면 및 식사 시간은 
1시간 반, 체조 및 달리기는 30분으로 학습 시간이 지나치게 많았다.

시의 자체적인 시찰을 통해 건강 교육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동북인민정
부 교육부는 위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정책이 일선 학교에서 제 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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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상급 기관의 검사 및 시찰을 결정하 다. 1951년 
동북인민정부 교육부는 소속 각급 교육 행정기관, 각 급 학교의 실제 공작 
상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도 및 지도를 시행하며, 교육 방침, 정책, 결
의, 계획을 관철하기 위해 특별히 ｢敎育視察工作暫行條例｣를 제정하 다. 
시찰은 내용에 따라 일반 시찰과 특별 주제 시찰로 나뉘었다. 일반 시찰은 
소속 기관과 학교의 방침, 결의, 계획의 집행 상황, 학교 발전, 학교 계획, 
교학 설비, 교학 질량, 교사 학습, 학교 위생, 행정 경비 등의 실제 집행 
상황과 그 방침, 그리고 정책에 관한 관철 정도를 검사하는 것이었다. 특
별 주제 시찰은 교육 공작 중 한두 가지 공작 혹은 한두 가지 전문 문제
에 해 검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찰 방식에 따라 중점 시찰과 보편 
시찰로 나뉘었다. 중점 시찰은 중점 소속 기관, 학교를 선택하여 시찰하는 
것이고, 보편 시찰은 일정한 시기 내에 모든 소속 기관, 학교에 한 보편
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178) 이렇게 상급에서 하급으로의 시찰을 
가능케 한 법규가 제정됨에 따라 일선 학교의 교육 활동을 감찰할 수 있
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건강 교육도 시찰 상이 되었다. 

이 법규에 따라 시행된 실제 시찰 내용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흑룡강성
에서는 1951년 6월에 성 내의 각 학교에서 동북 인민정부 교육부가 1951
년에 내린 지시를 잘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찰을 진행하 다. 
시찰을 통해 보고된 우수한 점은 각 학교에서 체육 활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학생의 연령, 성별, 체질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개의 소조를 편성
하고, 각기 다른 과업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체육 수업을 진행한 것이었다. 
또한 모든 학생이 세숫 야, 수건, 칫솔, 휴지, 손수건을 각자 휴 하고, 
생수를 마시지 않는 등 개인위생에 한 양호한 습관을 가진 것으로 파악
되었다. 특히 齊齊哈爾市一中에서는 교실과 기숙사 청소를 중시하여 청결
을 유지하 으며, 納河初級中學에서는 매주 한 차례 교실과 교무실 소독
을 실시하고, 10일마다 석회를 이용해 변소를 소독하 다. 급식 방면에서
는 일반적으로 일일 삼식을 약속하기 위해 粉食을 추진하 다. 이를 통해 
省立高級中學에서는 매주 모든 학생이 반근의 고기를 먹고, 2량 8전의 기

178) ｢東北區教育視察工作暫行條例｣, 東北敎育 第5卷 第3期(1951.6.1.), pp.5-6.



176

름과 7근 22량의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질병 치료에 있어서도 간
단한 의료 약품이 구비되었으며, 校醫와 교사를 구할 수 없는 학교에서는 
학생을 선발해 간단한 의학 상식을 가르친 후 학생 치료를 맡기기도 하
다.  

그러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교육 과정이 간결해져 학생의 학습 부담은 
완화되었지만, 학생 간부는 여전히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었다. 제
제합이시일중의 362명의 학생 중 직을 한 개 이상 겸하고 있는 학생은 
173명이고, 2개 직 이상은 101명이었다. 심지어 3개 직 이상을 겸하고 있
는 학생도 46명이나 되었다. 학생 간부회의도 여전히 많아서 한 달 동안 
28번이나 회의에 참가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 다. 학생의 부담은 교내에
만 제한된 것이 아니었다. 교외 활동도 많았는데, 제제합이시일중의 학생 
중 120명이 선전원이어서 매주 2~3회 정도 거리로 나가 주민들에게 정치 
선전을 하 다. 또한 泰安에서는 청명절 행사를 위해 학생들을 동원하여 
이틀 동안 3백 미터 길이의 도랑을 수리하고, 두 줄로 나무를 심기도 하

다. 흑룡강성 시찰조의 검사 결과, 개인위생 습관이 개선되긴 하 지만, 
보편화되진 못하 다. 제제합이시일중의 2학년 3반 49명의 학생 중 양치
질을 자주 하지 않는 학생은 1/3이었고, 손톱이 긴데도 자르지 않는 학생
이 1/4이나 되었다. 속옷이 불결한 학생은 7명, 한 달 이상 목욕을 하지 
않은 학생도 5명이나 되었다. 기숙사 안에는 때 냄새가 진동하 고, 어떤 
학생은 속옷을 벗어 쌓아두고는 빨지도 않았고, 이불도 세탁하지 않아 매
우 더러웠다.179)

이처럼 교육 시찰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북인민정부 교육부의 
일선 학교에 한 교육 감찰이 가능해졌고, 시찰 범위로 건강 교육이 포함
되면서 각 급 학교는 상급에서 내린 지침에 따라 건강 교육을 시행해야 
할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건강 교육 시찰 항목으로 학생의 학습 부
담, 교사의 교수법, 학교의 환경 위생과 개인위생, 급식 상태, 체육 활동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위생 및 건강 상태를 관리
하고, 교사의 교수활동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위에서 아래로의 시찰은 

179) ｢敎育部視察組黑龍江省中學教育工作的視察報告｣, 東北敎育 第5卷 第6期
(1951.9.1.),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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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교청(국)-학교-학생으로 이어지는 감독 체계를 확립시킨 것이고, 
상급의 위생 교육 정책은 시찰을 통해 일선 학교의 적극적 시행으로 이어
질 수 있었다.

상하 위계적 지침 하달은 법령 외, 일선 학교에서 건강 교육을 책임지는 
교장과 교사에 한 문교청(국)의 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각 성과 
시의 문교청 및 문교국은 관할 지역의 중･소학교 교장을 모아 본부의 지
시를 학습시켰다. 이를 통해 교장은 당국의 새로운 교육 방침을 이해하고, 
이를 학교에 적용함과 동시에 이 방침에 근거하여 학교의 건강 교육을 직
접 지도하 다.180) 예를 들어 급식 방면에서 교장은 책임자를 정하여 학교 
급식을 책임지고 처리하며, 정확한 지출을 위해 장부를 기재하도록 하
다. 교장 자신은 교도주임, 총무주임과 함께 조리원을 교육하는 책임을 졌
으며, 조리법에 한 비평의 시간을 마련하는 등 급식에 깊이 관여하게 되
었다.181) 

교원들에 한 당국의 교육도 진행되었다. 당시 교원들은 위생 상식이 
부족한데다 위생에 한 인식조차 없어서 당국의 정책을 제 로 집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다. 당국의 건강 교육 강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을 교사의 책임으로 돌린 것이다. 어떤 
교사는 여학생이 월경을 할 때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 
노작 활동 시 여학생이 휴식을 신청하면 단체 의식이 없어 힘든 일을 하
기 싫어하는 학생으로 간주하여 그녀들의 요구를 허락하지 않았다.182) 또
한 어떤 교장은 재정이 부족해 설비를 갖출 수 없으니 건강 교육을 못하
겠다고 하 고,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며칠 물을 끓여주다가 잘 마
시지 않으니 더 이상 끓인 물을 제공하지 않고, 생수를 마시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건달이 되어 공부를 못한다고 여기는 교사도 
있었다. 심지어 체육 시간을 이용해 국어 수업을 하는 교사도 있었다.183)

180) ｢敎育部視察組 旅大市幾個中等學校中的情況和問題｣, 東北敎育 第5卷 第6期
(1951.9.1.), p.27.

181) ｢敎育部視察組 視察吉林省兩個中學的報告｣, 東北敎育 第5卷 第6期(1951. 
9.1.), pp.24-25.

182) ｢照顧女同學的健康｣, 東北敎育 第5卷 第3期(1951.06.01.), pp.10-13.
183) ｢延邊各地中等學校 學生 健康常態 改進에 努力｣, 東北朝鮮人民報 195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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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교사의 위생 인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당국은 교원 연수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 다. 이에 따라 요동성 문교
청과 위생청은 1951년 여름 방학을 이용해 일부 교사를 상으로 위생 연
수를 실시하 다. 위생청에서 선발된 간부가 교학을 담당하 고, 일반적인 
위생 지식을 연수 내용으로 하 다. 예를 들어 학교 위생의 개선 방법, 아
동의 심리적･생리적 발육 특징, 일반적인 질병 예방과 간단한 처치법, 과
외 활동과 체육 활동, 그리고 학생의 불량한 자세 교정 방법을 가르쳤다. 
연수를 시작할 때 위생청장이 위생 상황에 해 여러 차례 보고함으로서 
건강 교육이 왜 국가 건설에 중요한 지를 강조하 고, 1951년 학생 건강 
검사에서 밝혀진 높은 질병률을 소개함으로써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

다. 각지에서 온 교사들은 자기 학교에서 실시하는 위생 교육 활동의 어
려움과 문제를 털어 놓았고, 그 자리에서 해결 방법을 얻기도 하 다. 예
를 들어 타구가 없는 향촌 학교에서 조롱박을 이용해 타구를 만들고, 학생
에게 끓인 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작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땔나무를 
주워오게 하며, 소금물로 치약을 체하는 등의 방법이 제안되었다. 연수
에 참가한 교사들은 건강 교육에 한 중요성을 인식하 을 뿐 아니라 학
교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위생적으로 개선하는 방법, 학생의 자세 교정 방
법, 그리고 트라코마 치료와 피하 주사 및 종두법을 배우게 되었다.184) 정
책 방침과 내용을 익힌 교사는 학교로 돌아가 연수 내용을 전달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교원 연수는 당국의 위생 정책을 
현장에 실천하는데 가장 필요한 작업 중 하나 다. 이처럼 연수는 상급의 
지침을 아래로 전달하는 교량 역할을 하 다.  

일선 학교의 위생 교육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시찰 조례가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찰조가 각 학교에 방문하여 실사를 하게 됨으로써 동북 
지역 내 모든 학교는 중앙과 동북 인민정부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건강 교육의 지침을 제 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학교에 한 평가로 이어졌기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시찰

2판; ｢對學校體育衛生工作的檢討｣, 東北敎育 第4卷 第4期(1951.01.01.), p.38.
184) ｢開展小學校衛生工作的一個好辦法｣, 東北衛生 第4卷 第10期(1952.05.15.), 

p.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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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학교는 학생의 위생 및 건강 상태에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학교의 환경 위생, 수업, 급식, 그리고 
개인의 위생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계
질서와 조직을 통해 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신체를 검사하는 것은 위생 및 
건강이라는 명목 하에 합법적으로 인정받았고, 학생 개개인의 행동은 국가

가 부여한 표준에 맞게 변화되었다.  

2) 위생 교과를 통한 위생 규율의 확립

학교의 위생 교육이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된 것은 앞 절에서 이미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실제 교육에 활용된 교과서는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교
사의 수업은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고, 학생은 교과서와 교사의 
설명을 종합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위생 관련 교과서를 살펴보는 것은 학
생 개개인이 어떤 관점에서 위생을 인식하 는지 탐색할 수 있는 측면에
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교과서는 국가의 교육 정책에 부합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위생 관련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서 당시 교육적 측면에
서 강조한 위생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절에서는 
동북 인민정부 교육부에서 발간한 위생 관련 교과서 중 生理衛生, 人
體解剖 生理學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동북인민정부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식으로 성립되기 전 위생 
교육에 사용할 중학교 임시 교재로 陳雨蒼이 편집한 생리위생을 선정하

다.185) 책의 서두에는 교재를 편집한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목적
은 학생이 생리 및 위생에 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인체 구조의 생리 
작용과 보건 방법을 명확히 하며, 위생 습관을 양성하고, 나아가 학생 개
인의 노력을 통해 가정과 사회의 위생을 촉진시키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리고 학생의 양호한 위생 태도를 바탕으로 보다 건강한 미래 세 의 국민
을 양성하는 것 또한 목표에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생리위생이라는 교

185) 陳雨蒼 編著, 生理衛生, 東北新華書店,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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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단순히 인체 구조와 생리 작용에 한 이론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위생습관을 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 개인
을 통해 위생 개념 및 습관을 가정, 그리고 사회로 확 시키고, 건강한 국
민을 만드는 것을 그 목표로 하 다. 교육 목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개인을 가정-사회-국가로 이어지는 유기체 속에서 가장 말단에 속한 존재
로서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개개인의 행동 변화는 가정, 사회, 나아가 국
가를 변화시키며, 한 개인으로서의 학생이 양호한 위생 관념과 습관을 가
지는 것은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초석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목표에서 볼 
때, 학생의 위생 습관을 배양시키는 것은 개인의 건강, 나아가 사회‧국가
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 목표 하에 편집된 생리위생은 인체를 의학적―골격계, 근
육계,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배설계, 신경계, 감각계, 생식계, 내분비계
로 분류하여 각 분야에 해당하는 의학 및 생리 지식을 설명하고, 그 신체 
부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보건 방법을 제시하 다. 또한 개인의 건강에 
큰 향을 끼치는 환경적 요소를 공기, 일광, 물, 토지, 양, 의복, 주거, 
폐기물, 유해 곤충, 기생충, 미생물, 가축으로 나누어 해당 분야에 한 과
학적 지식을 설명하고, 청결 및 건강과 관련된 요소를 추출한 후 위생 상
식을 서술하 다. 마지막으로 전염병, 구급 및 간호 상식, 여성과 아동의 
위생, 직업 위생, 교통 위생, 공공 위생 등의 위생을 사회적 시각에서 분
류하여 설명하 다. 

그리고 각 장마다 내용 요약 및 연습 문제를 제공하여 학생들은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고, 교사는 학생의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 다. 내용 요약은 서술식이 아닌 도표 혹은 마인드맵 형식으로 제시되
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었다. 연습 문제는 의학 및 생리에 한 
지식 외에 위생 상식도 질문하 다. 예를 들어 ｢골격계의 구조와 생리 및 
보건｣이라는 장에서는 유아의 골격이 쉽게 휘고, 노인의 골격이 쉽게 끊어
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한 과학적 이론에 해 물음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앉을 때
는 어떤 자세로 앉아야 하며 서거나 걸을 때 주의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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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물음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건강과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시키기도 하
다. 

생리위생의 내용을 의학 및 생리 지식, 환경 위생, 사회적 위생으로 
나누어, 각각이 교과서에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자. 임시 교재
에서 다룬 의학 및 생리 지식은 비교적 전문적인 수준이었는데, 인체의 각 
조직을 그림으로 제시하여 각 기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기관이 무
엇을 하는지에 해 상세히 설명하 다. 예를 들어 ｢소화계의 구조 생리 
및 보건｣이라는 장에서는 각종 소화기관을 [그림Ⅳ-8]처럼 제시하고, 口腔
에서부터 直腸에 이르는 소화 과정을 해부도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설
명하 다. 

[그림Ⅳ-8] 소화기관 해부도
출처: 陳雨蒼 編著, 앞의 책, 1949, p.47, 圖5.4

소화관은 구강, 咽, 식도, 위, 
그리고 오장으로 이루어져 있
다. 관은 부분 두 층의 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
면에는 점막이, 외면에는 漿
膜이 감싸고 있다. 소화관은 
근육의 이완 및 수축에 따라 
운동하며, 음식물을 攪拌하
고, 소화기 아래로 음식물을 

어 넣는데, 전자를 교반운
동, 후자를 연동이라 한다.186)

해부 그림과 설명을 통해 학생들은 소화기관의 각 명칭과 그 역할을 이
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올바른 위생 습관을 형성
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었다. 같은 장의 <구강 및 구강에서의 소
화>라는 절에서는 오래 씹어야 음식물이 더 잘 소화되며, 음식의 찌꺼기

186) 陳雨蒼 編著, 앞의 책, 1949,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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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아 사이에 남으면 부패하여 치아를 썩게 만들므로 반드시 식사를 한 
후에는 입 안을 헹구고 양치를 해야 하며 양치질은 위와 아래, 안과 밖을 
모두 닦아야 한다고 설명하 다. 이러한 서술은 학생들이 소화에 해 학
습함으로서 음식물 오래 씹기, 식후 가글 및 양치질 하기, 올바른 양치질 
방법 등의 위생 습관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하 다.

환경 위생에 관해서는 공기, 물, 주거, 의복 등에 한 과학적 지식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환경을 조성해야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
을 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 다. 예를 들어 ｢주거｣라는 장에서는 주택이 자
리해야 할 위치와 구조, 그리고 채광에 한 과학적 지식을 설명하 는데, 
채광을 위해 실내 벽의 색깔이 흑색일 경우 광선을 흡수하여 실내를 어둡
게 하고 백색일 경우 실내가 너무 밝아 보여 시력을 해치므로 회백색, 담
황색, 혹은 옅은 청색을 칠할 것을 권장하 다. 이러한 지식을 학습 한 후
에는 주택의 청결에 한 절을 마련하여 주택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제
시하 다. 예를 들면 집 안팎을 쓸고 청소할 것,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 
시킬 것, 실내에 오염된 물을 두지 말 것, 집에 타구를 설치하여 아무데서
나 가래를 뱉지 않을 것 등이었다. 어디에 집을 짓고, 어떻게 집을 지으
며, 창문의 크기를 얼마로 해야 하고, 실내 벽의 색깔을 무엇으로 할지 등
에 한 이론적 지식은 학생들로부터 직접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생리위생의 편집 목적에서 제시한 것처럼 학생을 통해 
가정의 위생을 도모하는 것도 학습의 중요한 요소 다. 그러므로 주택 건
설 방법과 더불어 주택 청결 방법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다. 학생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함으로써 가정의 
위생이 학생을 매개로 하여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 기 한 것이다. 또한 
당시 학생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노
동은 체력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장려되기도 하 다. 따라서 어
느 학생이 집을 짓는 현장에 참여하게 된다면,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일부 반 할 수도 있었다. 

이는 ｢폐기물의 처리｣라는 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 장의 <분뇨>절에
서는 분뇨 처리를 위해 주의할 사항을 설명하 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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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 구덩이를 만들 때, 시멘트나 질 항아리를 이용하여 분뇨가 땅 속에 침
투하지 않도록 하며, 변의 표면에 석회분을 뿌려서 파리가 번식하지 않도
록 할 것, 그리고 부식하지 않은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지 말 것 등을 강조
하 다. 그리고 <쓰레기> 절에서는 쓰레기 처리에 한 방법을 설명하
다. 추출법, 연소법, 바다에 폐기하는 법, 땅에 묻는 법, 부패법, 쓰레기를 
천연 열로 변환하는 법 등 사회 및 정부에서 실시해야 하는 방법을 교과
서에 서술하여 이를 개인이 실천해야 할 차원으로 소개하 다. 이처럼 교
재에 환경 위생을 서술한 이유는 학생이 개인위생뿐 만 아니라 학생을 둘
러싼 사회적 환경, 즉 가정과 지역 사회의 환경 위생을 학습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주도적 혹은 보조적으로 가정과 사회의 환경 위생을 도모할 수 있
을 것이라는 기 의 반 이라고 할 수 있다. 

생리위생에서는 사회적 위생에 해당하는 전염병, 구급 및 간호 상식 
등에 해 매우 상세히 설명하 다. 전염병의 경우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
어 장을 달리 하 으며, 급성 전염병을 다루고 있는 장에서는 두창, 장티
푸스, 이질, 백해, 성홍열, 콜레라, 발진티푸스, 페스트, 유행성 뇌척수막염
이 발생하는 경로와 해당 전염병을 막기 위한 예방 및 발생 시의 관리법
에 해 서술하 다. 예를 들어 <페스트>라는 절에서 페스트를 “가장 흉
포한 급성 전염병으로 그 병원체는 작은 간균이다. 추운 날씨에도 저항력
이 매우 강하다. 하 20도까지 내려가더라도 반년 이상을 생존한다. 그러
나 햇빛 혹은 천분의 일의 염화제이수은 용액으로 죽일 수 있다. 본균은 

부분 쥐에 기생하며, 벼룩을 통해 인체에 전염된다. 균의 침입 통로는 
피부와 점막이다.”라고 서술한 후, 페스트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치
류를 없애고, 나아가 죽은 쥐를 찾아내서 불태울 것을 강조하 다. 만약 
페스트가 발생하면 격리를 하고, 환자의 배설물과 의복, 그리고 사용 물품
에 해 소독하여 病原을 없애며, 나아가 교통이 발달한 현  사회에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지에서 오는 배, 기차 등 교통수단에 해 
검사하며, 통행을 제한하고 격리 병원을 설립하며, 페스트 백신 주사를 맞
도록 설명하 다. 학생은 페스트에 한 학습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실시
하는 쥐잡기 혹은 벼룩 박멸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에 해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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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페스트 전염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사항을 숙
지함으로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순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교육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성 전염병을 다루는 장에서는 결핵, 학질, 매
독 등의 화류병, 트라코마, 한센병, 흑열병을 각각의 절로 나누어 앞서 살
펴 본 급성 전염병처럼 각 전염병의 전염 과정, 종류 등을 설명하고, 질병 
예방과 관리 방법에 해 소개하 다.

｢구급 및 간호 상식｣ 장에서는 병이 발생하거나 외상을 입었을 때, 의사
를 비롯한 의료인이 없을 경우에 비하여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구급법, 예를 들면 지혈법 및 인공호흡법, 그리고 환자복, 환자식, 환자의 
약, 그리고 간호 태도 등의 환자 간호법을 설명하 다. 이 장의 구급과 간
호에 한 설명은 전문적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인이라도 할 수 있는 기본
적인 구급‧간호 상식을 설명함으로서 개개인이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시켰다. 이는 국가 의료 체계의 물리적 한계 상
황에서 개인이 생명 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의료 범위를 설정함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개인과 공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를 하나
의 유기체로 보고, 국가 시스템 속에서 개인의 위치와 임무를 부여하여 국
가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역할을 명시한 것이었다. 개인은 사회 조직의 일
부이자 나아가 국가 체제의 가장 말단에 있는 존재로서 사회와 국가가 해
야 하는 역할 중 일부를 숙지하여 언제든 국가 조직 속에서 자신의 임무
를 다해야 했다. 이런 의미에서 구급 및 간호 상식을 학습하는 것은 긴급 
사태에 비할 수 있는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에게 그 어떠한 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이 국
가에서 부여한 임무를 자율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기란 쉽지 않다. 개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개인에게 유익하거나 적어
도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이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위생과 건강은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목표이다. 그렇기에 둘 사이에는 이 목표를 향해 보조를 같이 하자는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물론 개인은 국가의 지나친 간섭에 
해 충분히 반감을 느끼고, 위생과 건강보다 개인의 자유 보장을 더 중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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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있다. 이를 최소화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을 통한 설득, 혹은 당
위성의 부여라 할 수 있다. 

이는 여성과 아동의 위생, 직업 위생, 교통 위생, 공공 위생을 다루고 
있는 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임산부와 아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
에 한 예방법을 학습하는 것은 위생 정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고 있지 
않은 학생에게는 관심 밖의 이야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학생들에게 이에 

한 내용을 하나의 장으로 편제하여 가르친 것은 학생을 통해 그가 속한 
가정과 사회에서 생길 미연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를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확연
히 적은 상태에서 중학교 교육을 받은 자는 지역 사회의 지식인으로 여겨
졌다. 당시 중학교와 같은 학교급인 초급사범학교를 졸업하면 초급소학교
의 교사로 부임할 수 있었으니, 중학교 졸업생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
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지역 사회의 지식인으로 인정받는 중학
생들에게 임산부와 아의 사망원인을 가르치는 것은 효율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생리위생 교과서에서 임산부 사망을 줄이는 방법으로 
산파를 없애고 신식 출산법을 익힌 인재를 양성할 것을 제시하고, 아 사
망을 예방하기 위해 탁아소 설립을 제안한 것은 졸업 후 지역 사회의 지
식인으로서 우 받을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함이었다. 이들을 통해 
국가는 위생 정책을 지역 사회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
고, 동시에 미래에 이 정책을 실제로 추진할 인재를 확보 할 수 있었다.

｢직업 위생｣이라는 장에서 소개하는 직업병의 종류와 직업병 예방을 위
한 공장의 위생 환경 정비, 노동자의 양 관리 등의 방법을 설명한 것 또
한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그리고 미래에 노동
자가 될 학생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교통 위생｣ 장에서는 수상 위생, 
육상 위생, 항공 위생으로 절을 나누어 각 절마다 해당 교통수단의 위생 
조건을 설명하 다. 예를 들어 배의 용적, 환기, 난방, 피서, 방화, 체육 
및 오락 시설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주도면 하게 계산할 것을 설
명하 고, 버스 터미널에는 기실을 설치하되 환기가 잘 되고 채광이 충
분해야 하며, 위생적인 음수  및 변소 설비와 매점 감독을 강화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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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 다. 이 또한 개인이 직접 할 수 없는 위생 정책이지만 이를 하나
의 장으로 편제하여 설명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을 국가 
유기체 속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 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공공 위생｣ 장
에서는 “공공 위생은 정부 기관의 조직”에 속하므로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평균 수명을 늘리는 것은 사회적 건강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장을 학습함으로서 학생들은 개인의 건강과 수
명이 사적인 역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터 다. 그리고 학생 개
개인은 이 장을 학습함으로서 질병을 억제하고 사망률을 줄이며,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개인위생 습관을 익히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식으로 선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시교
재로 편집된 교과서에 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중학 교과서가 실제에 부
합하지 않고, 내용의 수준이 너무 깊은데다 현재 생산 건설을 강조하는 국
가의 정책과 연계되지 못한 점이 비판의 주요 내용이었다. 또한 일선에서
는 가르칠 내용이 너무 많다는 교사들의 지적 또한 제기되었다. 과다한 내
용으로 인해 어떤 위생 교사는 위생 부분을 뺀 세포학설 등의 이론만 가
르치기도 하 다. 또한 비타민의 효용을 설명하는 수업 중 “ 양을 위해 
어류와 육류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교사가 설명하자, 학생은 “먹을 수 
없으면 어떡해요?”라고 물었고, 이에 해 교사는 “우리는 책의 내용만 설
명하면 그만이지 먹을 수 있고 없고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답하는 등 현
실과 괴리된 교과서 내용과 교사의 설명이 문제가 되었다.187) 따라서 신민
주주의 교육 방침에 부합하며 국가 건설과 인민의 수요, 그리고 학생의 수
준에 맞는 교과서를 편찬하여 최 한 이른 시일 내에 적용할 것이 제기 
되었다.188) 특히 1950년 하반기부터 생리위생 과목이 없어지고,189) 위생
을 생물과 체육 교과에서 나누어 다루게 되면서 생리위생을 체할 새
로운 교과서 편찬이 시급한 문제로 두하 다. 

187) ｢敎育部中等敎育廳1949年下學期中學教育工作初步總結｣, 東北敎育 第3卷 第2
期(1950.5.1.), pp. 7-9.

188) ｢論東北敎育的改革-在東北第四次敎育會議上關於東北三年來敎育工作總結報告-｣, 
東北敎育 第2卷 第2期(1949.11.1.), pp.24-25.

189) ｢東北人民政府敎育部關於1950年下半年中小學校教育的指示(敎字第1531號, 1950. 
9.1.)｣, 東北敎育 第4卷 第1期(1950.10.1.),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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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중등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재 편찬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자연 교과군 또한 개편 상에 포함되었다. 자연 교과군의 하나인 생물과
는 식물, 동물, 인체해부 및 생리학, 그리고 다윈이론기초라는 4개의 과목
으로 나뉘었다. 이에 따라 1950년부터 중학교 1, 2학년을 상으로 식물, 
동물 과목이 개설되었다. 중학교 1학년은 매 학기마다 주당 2시간씩 식물
을 배웠고, 중학교 2학년은 1학기 때는 식물을 주당 3시간으로, 2학기 때
는 동물을 주당 3시간으로 학습하 다.190) 1951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에 
동물 과목이 개설되어 매 학기마다 2시간씩 수업하 고, 고1은 인체해부 
및 생리학을 매 학기마다 주당 2시간씩 수업하 다. 그리고 1952년에는 
고2가 다윈이론과 기초를 매 학기마다 주당 2시간씩 학습하 다.191) 생물
과 중에서 인체 해부 및 생리학은 학생들이 인체 구조, 규율적인 생활, 그
리고 위생 기초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어 위생 교육
에 가장 부합하 다.192)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생물을 포함한 중‧고등학교의 자연 교과군 과
목의 교과서는 소련의 중학교 자연과학 교과서를 가져와 편역해 사용하
다. 고등학교에서는 1951년 봄부터 개정된 교과서를 시범 사용하 는데, 
그 중 위생 및 건강과 직접 관련된 인체해부 생리학 교과서는 1951년에 
상‧하권으로 나뉘어 처음 발간되었다. 3월에는 상권을, 8월에는 하권을 출
판하 는데, 이는 당시 급하게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인해 교과서를 편찬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음을 보여준다.193) 

인체해부 생리학 교과서는 1949년에 출간된 소련의 교과서를 편역하
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특히 소련의 농업 발전에 기초를 제공하 다고 평
가되는 소련의 과수원예가 미추린(Ivan Vladimirovich Michurin, 
1855-1935)의 학설을 기초로 하여 서술되었다. 이는 생산 건설을 강조하

190) ｢東北人民政府1950年東北敎育工作計劃｣, 東北敎育 第3卷 第1期(1950.4.1.), 
pp.4-5.

191) ｢東北人民政府關於改進普通高中教育決定｣, 東北敎育 第4卷 第1期(1950.10.1.) 
, pp.2-5.

192) ｢改進我們中學的生物教學-在東北區中學生物敎學硏究會議上的報告-｣, 東北敎育
 第3卷 第6期(19 50.9.1.), pp.21-22.

193) ｢關於中學自然科學課程綱要,各科新教科書及參考書的編譯出版統計｣, 東北敎育
第5卷 第1期(19 51.4.1.),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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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당시 상황에서 미추린의 학설이 반 된 교과서를 학습함으로서 조국의 
건설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정치적 요구가 반 된 것이라 할 수 있다.194) 
인체해부 및 생리학 과목이 고등학교 1학년에 편제된 것은 중학교에서 이
미 식물, 동물 과목을 학습하여 인체 생리 기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
을 구비하 다고 판단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체해부 생리학은 이전
의 생리위생과는 달리 인체에 한 과학적 지식을 설명하는데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다. 自然科學各科課程綱要(草案)(이하 綱要)에서 언급
한 것처럼 인체해부 생리학의 교수 목적은 종래의 종교적 ‘ 혼설’을 비
판하고, 과학적으로 인체 생리 기능의 유기체적 지식을 함양하며, 소련의 
선진적 사회주의 과학을 인식하는데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체가 유기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교과서의 각 장은 생리 기관 간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두고 서술되었다. 이와 함께 각 장에는 인체와 관련된 위생 
지식을 서술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의 중요성도 제시하 다.195) 

강요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실시할 인체해부 생리학 과목의 연
간 수업 계획을 [표Ⅳ-12]와 같이 제시하 다. 

[표Ⅳ-12] 인체해부 생리학 연간 수업 계획

장
시간

장
시간

교사의 
설명‧실습

학생의 
자습 

교사의 
설명‧실습

학생의 
자습 

서론 1 신진 사와 에너지 변환 6 2
세포와 조직 5 2 배설 2 1

골격과 근육 계통 8 3 피부 2 1
혈액순환기관 8 3 신경계통 18 7

호흡기관 5 2 내분비 2 1
소화기관 7 3 인체의 발육 단계 중 

생리적 특성 3 1
복습 2 총 복습 3

출처: 東北人民政府敎育部 編, 東北區普通中學自然科學各科課程綱要(草案), 東北
敎育出版社, 1951, pp.57-63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194) ｢東北區普通中學生物科課程綱要的m明部分(草案)｣, 東北敎育 第5卷 第1期
(1951.4.1.), p.25.

195) 東北人民政府敎育部 編, 東北區普通中學 自然科學各科課程綱要(草案), 동북교
육출판사, 1951, pp.34-36.



189

임시교재 던 생리위생과 비교하면 위생 및 건강에 한 별도의 장이 
없으며, 인체의 구조와 생리 기능에 해서만 다루고 있다.196) 물론 각 장
마다 위생 및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교수 내용으로 포함
하고 있지만 그 분량은 생리위생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서론에서는 개
인위생과 사회 위생의 모든 규칙이 해부학과 생리학 지식의 기초 위에 건
립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전염병 예방과 정상적 발육, 양 개선, 피로 
경감 및 노동 생산율 제고를 위해 인체 생리학의 작용을 아는 것이 중요
하다고 설명하 다.197) 이러한 관점 아래 위생 및 건강에 한 보충 설명
이 필요할 경우 이를 추가 서술하 는데, 그 내용은 [표Ⅳ-13]과 같다.

[표Ⅳ-13] 인체해부 생리학에 서술된 위생 및 건강 관련 내용

장 위생 및 건강 관련 내용

혈액순환
기관

•부상, 출혈 시의 구급과 신체 주요 동맥의 지혈법 
•심장 및 모든 신체의 건강 촉진을 위한 체육과 단련의 중
요성

호흡기관

•결핵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 인민이 보편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 중 하나임을 설명

•결핵의 치료 방법, 결핵 전염 예방법
•공기 중의 비말과 먼지를 통해 전파되는 전염병 예방을 위
한 먼지 제거 강조

•신선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공업구의 청결, 도시 녹화, 주
택 위생 설명

소화기관 • 양의 의의
•음식물의 성분과 주요 식물의 단백질‧지방‧탄수화물 함량율

다음 페이지에 계속

196) 생리위생에서는 제1장. 인체개론, 제2장. 골격계, 제3장. 근육계, 제4장. 순환계, 
제5장. 호흡계, 제6장. 소화계, 제7장. 배설계, 제8장. 신경계(심리 위생 포함), 제9
장. 감각계, 제10장. 생식계로 편성되어 있고, 제11장부터 제34장까지 환경 위생, 
전염병, 구급 및 간호, 여성 및 아동 위생, 학교 위생, 직업 위생, 교통 위생, 군  
위생, 공공위생 등으로 편성하여 인체 생리 기능 보다 위생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인체 생리 기능을 다룬 장에서도 각 장마다 <보건>이라는 절을 따로 두
어 해당 기관의 건강 유지를 위한 방법 및 주의 사항을 서술하 다.

197) 東北人民政府敎育部 編驛, 高級中學敎科書人體解剖生理學, 東北人民出版社,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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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위생 및 건강 관련 내용

신진 사와 
에너지 변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칼로리
• 양 표준과 음식물 정량
•단백질 식물의 중요성
•비타민과 그 작용
•다양한 식단과 양 위생

피부

•폭서, 동상, 화상 시의 구급법
•피부 위생
•의복 위생
•신체 단련의 의의

신경계통
•시각 기관의 위생
•신경계통 위생에 관한 간단한 지식
•피로에 관한 개념

인체 발육 중 
생리적 특성

•체육이 성장에 미치는 향
•모자 건강에 한 소련의 주의 및 보호

출처: 東北人民政府敎育部 編, 앞의 책, 1951, pp.57-63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위 내용 중에서 비교적 위생 및 건강에 한 설명이 상세한 부분 몇 가

지만 살펴보자.198) ｢피부｣라는 장에서는 <피부 위생>을 하나의 절로 다루
고 있다. 이 절의 내용은 크게 4가지, 즉 ① 피부의 생리 기능, ② 청결한 
피부 유지, ③ 의복의 선택과 위생, ④ 피부 건강을 위한 단련법으로 나누
어진다. 먼저 피부의 생리 기능에 해서는 피부와 땀 속의 유기물질이 짙
은 냄새를 수반하는 발휘성 물질로 나타나 피부 표면에 응집하는데다 외
부의 먼지가 묻어 한 사람의 피부에 6억 개에 달하는 세균이 증식하고 있
음을 설명하 다. 그래서 피부와 의복의 청결에 해 주의하지 않으면 전
염병이 생기기 쉬운데, 이는 자신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
해를 주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청결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힘 
쓸 것을 강조하면서 매주 최소 1회 샤워, 샤워 후 속옷 착용, 얼굴‧목‧손‧
발을 매일 씻기, 밥 먹기 전 손 씻기, 적당한 기간 내 손톱 손질을 제시하

198) 이하 피부위생과 시력위생에 한 내용은 東北人民政府敎育部 編驛, 앞의 책, 
1952판에 근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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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복의 선택과 위생에 해서는 의복이 신체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

는 것을 돕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열 발산을 적게 하는 옷감, 여름철에는 
열 발산을 촉진하는 옷감으로 만들어진 의복을 착용해야 함을 설명하 다. 
그리고 직접 피부와 접촉하는 속옷은 피부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고, 공기
가 잘 통하는 옷감으로 만들어야 하며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 다. 또한 의복의 청결을 강조하며, 외투에는 먼지가 쉽게 묻으므
로 자주 털거나 단단한 털솔로 닦아야 하며, 속옷은 매주 한 번 갈아입을 
것을 권장하 다. 피부 건강을 위한 단련법으로는 공기, 태양, 물 등의 천
연 자극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광욕, 공기욕, 냉수욕, 그리
고 맨발로 길을 걷는 방법 등을 제안하 다. 

｢신경 계통｣의 장에서는 <시력 위생>이라는 절을 통해 시력과 관련된 
위생을 상세히 다루었다. 시력에 가장 중요한 향을 주는 것으로 조명을 
강조하며, 조명이 약할 경우에는 고개를 숙이게 되고 시력이 과도하게 긴
장하게 되며, 반 로 조명이 강한 경우에는 빛의 자극으로 인해 눈이 침침
해지고, 장시간 강한 조명에 노출되면 눈이 상하며 각종 눈병이 생긴다고 
설명하 다. 그래서 적당한 조도와 전등 및 창의 정확한 위치가 중요하다
고 하 다. 특히 전등은 사람의 왼쪽에 위치하여야 글자를 쓰는 손의 그림
자가 공책에 생기지 않는다고 하 다. 또한 조명과 더불어 시력 위생에 중
요한 것이 자세라고 강조하며,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바른 자세로 앉고,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으며, 책은 책상 면과 20~30도의 각도를 유
지할 것을 강조하 다. 또한 누워서 책을 읽어서는 안 되며, 장시간 공부
를 할 경우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가져 눈을 쉬게 해야 한다고 하 다.

이처럼 소련의 교과서를 번역하여 만든 인체해부 생리학 교과서는 임
시교재로 사용된 생리위생 보다 더 생물학적 관점에서 인체 각 기관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이 지켜야 할 위생 습관 및 건강 증진 방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학교의 위생 교육은 중 강연 
형태의 위생 강좌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완되었다. 지역 사회의 위생 공작 
선전 가 학교를 방문하여 전교생을 상으로 한 1시간 내외의 강연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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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 예를 들어 장춘시 방역 공작 는 소학교를 방문해 현미경으로 
물속의 잡균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강연을 마친 후 공작 는 학생들이 
“찬물을 마시지 말라”는 교사의 말을 현실감 있게 받아들 고, 집에 돌아
간 후 찬물을 마시는 가족을 말리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보고를 올렸
다.199) 그러나 이러한 일회성 강연의 효과는 지속적일 수 없었다. 그래서 
주목된 것이 체육 교과 다.

체육 교과서에서도 위생 및 건강에 한 내용을 다루었다. 1950년에 새
로 개편된 체육 교과서의 구성 내용은 郭效汾이 편저한 中小學的體育敎
材和敎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200)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체육의 교
육 목적 또한 국방과 국민 건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며, 이를 위
해 인민의 건강과 신민주주의 건설, 인민의 국방을 위한 체육 발전을 강조
하 다. 따라서 체육 교과에 건강 교육에 관한 지식이 포함되었고, 체조는 
체육 활동의 주요 항목이자 건강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강조되
었다. 그래서 각 급 학교에서는 아침 체조 혹은 쉬는 시간 체조를 일과표
에 포함하여 15분 정도 체력을 단련하도록 하 다. 이를 위해 체육 교과
서에 체조 동작을 그림과 설명으로 소개하 다. 체조 동작은 체로 [표Ⅳ
-14]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Ⅳ-14] 체조 동작과 기능

동작 기능
준비 동작 혈액 순환 촉진
교정 동작 아동의 불량한 자세를 교정
懸垂 동작 자세 교정, 심장과 폐의 발달 촉진
균형 동작 신체 평정 유지
쾌속 동작 근육의 탄성 및 수축 기능 촉진
조화 동작 혈액 순환 촉진, 정서 안정

다음 페이지에 계속 

199) ｢長春市小學校衛生敎育的收獲｣, 東北衛生 第3卷 第11期(1951.06.01.), p.657.
200) 郭效汾 編著, 中小學的體育敎材和敎法, 新華書店(東北總分店),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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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기능
호흡 동작 혈액 청결, 흉강 기능 증진, 피로 감소
전신 동작 순환 및 배설 촉진, 근육 발달

어깨와 등 동작 어깨 자세 교정

복부 동작 복부 근육 발달, 소화 및 배설 촉진, 비만과 변비 
치료, 척추 자세 교정

허리 동작 허리 부위의 근육 발달, 허리뼈 자세 교정

출처: 郭效汾 編著, 中小學的體育敎材和敎法, 新華書店(東北總分店), 1950, p.79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체조를 통해 자세 교정, 근육 발달, 혈액 순환 촉진, 피로 감소, 신체 기
관의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체조는 계통적인 체력 단련법으로 성장 중인 학생들의 건강한 발육을 위
해 필요하 다. 그리고 부단한 단련을 통해서만 그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주당 2시간뿐인 체육 수업 시간만으로는 충당될 수 없었
기에 15분 정도의 아침체조 혹은 쉬는 시간 체조가 학생들의 일과 중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아침체조 혹은 쉬는 시간 체조를 통해 학생들은 근육
을 발달시키고, 심장과 혈관 및 호흡 기관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다.201)

이처럼 1950년  하반기부터 생리위생 과목이 없어지면서 학교의 위
생 교육은 생물과의 인체해부 생리학과 체육 과목으로 체되었고, 교과 
학습을 통해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은 위생 강연을 통해 보충되었다. 그러
나 위생과 직접 관련된 인체 해부 및 생리학 과목의 교과서는 생리위생
보다 덜 실용적이었고, 위생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체육 과목과 위생 강연을 통해 보완한다 해도 부족하 다. 이는 소련의 교
과서를 그 로 번역하여 적용하면서 나타난 한계 다. 

3) 학생과 교원의 대중 위생 운동 선도

201) ｢體育｣, 東北敎育 第5卷 第3期(1951.6.1.),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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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당국이 위생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 다. 그 이유는 학교에 재학 중인 중소학생의 수가 1950년 당시 5백
만 명이었는데, 동북의 전체 인구 비 약 10%를 차지하 기 때문이었
다.202) 그리고 학교는 지역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 기에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향이 컸다. 따라서 5백만 명의 학생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 미칠 

향력은 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앞으로 학생의 수는 더 많아질 것이었
기에 그 효과는 더욱 극 화 될 터 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당국의 위
생 시책이 집행되는 곳이자 이를 가정과 사회로 확 시킬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는 위생 정책의 상이 될 수도 있지
만, 위생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주체가 바로 
학생과 교원이었다.

학교에서 학생을 잘 조직하여 그들 스스로 위생 정책을 잘 추진하면 교
의의 부담이 줄어 들 수밖에 없고, 그 효과도 클 터 다. 예를 들어 三經
路의 완전소학교는 학교의 위생 원이 위생실과 협조하여 약을 채워 넣고, 
트라코마에 걸린 학생이 눈을 씻는 것을 도왔다. 그래서 이 학교의 위생 
상황은 날로 개선되었다.203)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다수의 재학생을 
상으로 한 위생 검사, 학교 청소 검사 등을 학생 자치 조직이 운 한다면 
당시 동북인민정부가 겪고 있던 인력‧물력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터
다. 또한 당시 국민의 문화 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학생과 교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위생 정책을 선도할 주요 역량이기도 하 다. 학생 한 명
의 인식을 바꾸면, 그에 의해 가족 전체의 행동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동북인민정부는 학교 스스로 위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 고, 이와 동시에 적극적으로 학생과 교원을 위생 정책의 주요 골
간으로 양성하 다.

먼저 학교 안에서 실시된 자율적인 위생 정책에 해서 살펴보자. 동북
인민정부 위생부 교육처에서 발간하여 배포한 위생교육 매뉴얼인 須知
에서는 학교 위생의 의의와 목적을 “신민주주의 국가의 교육 방침 아래 
신중국의 건설 사업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건강한 아동을 양성”하는데 

202) ｢東北學校衛生現狀和對策｣, 東北敎育 第4卷 第1期(1951.7.1.), pp.28-31.
203) ｢瀋陽市學校衛生的初步工作成績｣, 東北衛生 3卷 4期, 1951, pp.17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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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이러한 목적 하에 학교 위생을 추진하고, 검사하기 위한 조직을 [그
림Ⅳ-9]와 같이 편제할 것을 제안하 다.

학교

학교위생위원회 校醫室(위생실)

위생운동조 의료복무조 청결복무조

[그림Ⅳ-9] 학교의 위생 조직
출처: 東北人民政府衛生部保健處保健科, 學校衛生工作須知, 東北人民政府衛生部敎育處
出版科, 1951, p.2.

[그림Ⅳ-9]의 조직도에 명시된 학교위생위원회는 교장, 교도 주임, 교의, 
체육 및 생리 교원, 團宣敎委員, 학생회 생활부장 등으로 구성되었다.204) 
그 아래 각 반별로 위생운동조, 의료복무조, 청결복무조가 편성되었다. 각 
조는 담임교사를 조장으로 하여, 4~6명의 학생으로 조직되었다. 먼저 위생
운동조는 학교에서 위생 선전을 담당하 다. 그들은 위생의 좋은 점과 비
위생의 나쁜 점을 연설, 연극, 전람회 등의 방식을 통해 동학들에게 선전
하 고, 학교가 소속된 지역 사회의 각종 위생 운동, 예를 들어 파리 잡기 
운동, 종두 운동, 청결 운동 등에도 참여하 다. 위생운동조를 통해 학교
는 지역사회의 위생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의료복무조
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처하고, 학급에 진찰을 받아야 할 학
생이 있을 경우 조장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다. 또한 학생 신체검사 시 
교사 혹은 교의 옆에서 검사를 보조하 다.

청결복무조는 교실, 운동장, 정원, 주방 및 식당, 음수 상태, 변소, 그리
고 오물 처리 상황을 검사할 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청결 상황도 검사
하는 임무를 맡았다. 검사 범위는 학생의 손과 팔의 청결, 손톱 길이, 두
발･얼굴･치아･목･귀의 청결 상태, 의복･신발･양말의 단정 및 청결, 손수건 

204) ｢東北區1951年學校衛生重點要求和具體辦法｣, 東北衛生 3卷 11期, 1951, 
p.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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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등과 같은 개인의 외적 청결 상태 외에 두창이나 습진 등의 피부병, 
콧물 및 인후통 여부, 눈의 충혈, 귀 안의 진물 등과 같은 질병에 한 부
분까지 포함되었다. 조원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담임교사의 지도 아래 동학
들을 검사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학교는 자연스럽게 
교장-교사-선도학생-일반학생으로 이어지는 위계질서를 갖춰나갈 수 있었
을 것이다.

이 조직을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학생의 위생 상태 검사를 진행하 다. 
寧安縣 문교과에서는 각 학교에 개인이 지켜야할 위생 수칙을 아래와 같
이 하달하 다.

• 일주일에 한 번씩 손톱을 깎
는다.

• 한 달에 한 번 이발을 한다.
• 여학생은 일주일에 두 번 머
리를 감는다.

• 남학생은 매일 머리를 감는다.
• 얼굴을 매일 씻는다.
• 아무데서나 가래를 뱉지 않
는다.

• 일주일에 한 번 냉수마찰을 
하되, 신체가 허약한 사람은 
따뜻한 물을 사용한다.

• 수건을 사용한다.
• 여학생은 월경 기간 동안 위
생과 안정에 주의한다.

•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세수 
야를 사용한다.

• 밥을 먹은 후에는 입을 헹군
다.

• 최 한 양치질을 한다.
• 간식을 먹지 않는다.
• 의복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 생활 질서를 지킨다.205)

이상과 같이 정한 수칙을 학생 개인이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는 엄격한 검사제도를 도입하 다. 어떤 학교는 매일 아침, 어떤 학교
는 이틀에 한 번 학생의 위생 상태를 검사하여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학
생에 해서는 칭찬을 하고,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학생에 해서는 비평
을 가하 다.206) 이와 같은 검사는 주번 교사가 책임을 지고, 학생 가 보

205) ｢甯安縣文敎科改善個人與環境衛生｣, 東北敎育 第5卷 第3期, 1951,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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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 다. 학교는 학생 개인의 위생을 계도하기 위해 위생 상식을 가르치
는 소극적 수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학생 개인의 위생 상태에 해 개
입하 다. 학교는 학생의 손톱 길이, 이발 상태, 洗髮 및 세수 여부, 식후 
가글 혹은 양치질 여부, 의복의 청결, 개인 수건 및 세수 야 사용 등을 
감독함으로서 개인의 청결을 책임지고 감독‧관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
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은 교사의 위생 검사에 이의를 제기
하거나 의문을 드러낼 수 없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칭찬과 비평을 받
게 되므로 학생들은 교사에게 혼나지 않고 칭찬을 받기 위해 학교가 자신
의 신체에 가하는 소소한 감시와 검사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의 건강 교육 상황을 점검하고, 교원과 학생들에게 다
양한 방식으로 위생 선전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건강위원회(혹은 보건위원
회)가 각 학교에 설립되었다.207) 흑룡강성 第二師範學校에서 수립한 학교
건강위원회는 5명으로 조직되었는데, 주임 위원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
되었다. 주임 위원은 교도 주임이 맡았고, 위원은 모두 교원으로 조직되었
다. 이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환경과 개인위생을 지도하 고, 급식 개진을 
책임졌다. 이 외에 과외 운동을 지도하고 생활 질서를 확립시키는 역할을 
담당하 다. 학생회에서는 위생 간사 1명을 두었고, 각 반에 위생 조장을 
두어 학교에서 실시하는 위생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사를 보
조하 다.208) 이처럼 위생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 내 조직을 구성함으
로서 동북인민정부 위생부와 교육부가 추진하는 위생 교육을 학교에서 자
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학생의 위생 습관을 배양하고, 건
강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학교 내 위생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부여 받
은 것은 교원들이었다. 그들은 부족한 위생 인원을 신하여 “스스로 책임
지고 주동적으로 학생을 조직하고, 학생을 주축으로 하여 교실, 학교 정

206) ｢瀋陽市中學學校衛生工作上存在的偏向和改進辦法-以七中做根據｣, 東北衛生 3
卷 8期, 1951, pp. 456-458.

207) ｢沈陽市各中學健康教育已有改進｣, 東北日報 1950.04.03. 3판; ｢東北大中小學
校注意改進健康教育｣, 東北日報 1951.04.13. 3판.

208) ｢黑龍江省第二師範學校衛生的改進方法｣, 東北衛生 第4卷 第2期(1951.7.15.),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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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숙사, 주방, 변소, 그리고 학생의 가정까지 위생 운동을 확 ”해야만 
하 다.209) 정부는 위생 시책을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의 가정까지 관철시
키기 위해 교원에게 임무의 자율성, 책임감, 주도성을 부여하 다. 그래서 
교원들은 학생을 상으로 한 예방 접종, 학부모 위생 교육, 미국의 세균
전과 결부한 애국 위생 운동 등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하고, 자극시
키는 임무를 수행하 다. 

먼저 예방 접종의 경우 련에서는 학생을 상으로 BCG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교원좌담회를 열어 BCG 예방접종이 무엇인지, 접종 전후 학생
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 다. 교원은 이를 학생과 학
부모에게 전달하여 예방접종에 한 두려움을 불식시키는데 노력하 다. 
또한 결핵균소 반응에서 양성이 나온 학생들을 방문 조사할 때도 교원이 
종두원과 함께 가정 방문하 다. 흑룡강성에서도 교원은 BCG 예방 접종이 
폐결핵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주의 사항만 잘 지키면 아무런 탈
이 나지 않는 점을 선전하 다.210)

교원은 학생이 경미한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서 진찰 받도록 학생과 학
부모에게 권고하 고, 가정에서의 학생 생활도 간섭하 다. 예를 들어 방
학 때 학생이 집에서 밥을 먹은 후 언제 산책 혹은 놀이를 하며, 언제 책
을 보고, 잠을 자며, 운동과 학습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는지를 점검하
다.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집의 구조, 즉 환기를 할 수 있는 
통기 구멍이 집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조사하 다.211) 이러한 학생을 둘러
싼 제반 환경에 한 관리와 감독은 학부모에게 자녀의 위생과 건강에 신
경 써 줄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심양시 삼경로 완전소학교의 교
원 崔日華는 “아동의 건강을 중시하고 보호하는 것은 학부모의 책임”이라
는 점을 강조하면서, 학교에서 아무리 학생의 건강을 관리한다 해도 가정
에서 소홀히 한다면 건강 교육은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강조하 다. 그는 
여름 방학이 끝나고 얼굴과 다리에 전염성이 있는 黃皮瘡이 생긴 학생들

209) ｢爲提高學生健康而努力!｣, 東北衛生 第3卷 第8期(1951.4.15.), p.449.
210) ｢談談卡介苗推廣工作中常遇到的幾個問題｣, 東北衛生 4卷 2期, 1951, 

pp.120-121; ｢哈爾濱市接種卡介苗的情況｣, 東北衛生 4卷 8期, 1951, 
pp.408-409.

211) ｢談談健康敎育｣, 東北敎育 第4卷 第5期(1951.2.1.),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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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위생소가 북적거렸다며 이는 학부모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하 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에게 “학생 개인 수건과 칫솔을 
준비”해 줄 것과 학교와 함께 노력하여 “우리들의 아동이 신체가 강건한 
신중국의 건설자로 클 수 있도록 하자!”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212)

심양시 興化 완전소학교는 국제 아동절 때 300여 명의 학부모를 초청하
여 수다회를 열었다. 회의에서 학교장은 위생을 중시하면 좋은 점을 소개
하 다. 이에 학부모 모두가 감동하여 학교와 함께 위생 운동에 잘 참여할 
것이며, 아이들이 방학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찬물이나 차가운 음식을 먹
이지 않을 것과 등교하기 전 자녀의 청결에 신경 쓸 것임을 약속하 다. 
어떤 아버지는 “나는 아이에 해 관심이 없었다. 어떤 때는 아이가 찬밥
을 먹고 늦게 자도 상관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건강에 큰 향을 준다
는 것을 오늘 학교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 나는 앞으로 반드시 아이의 건
강에 주의할 것이다.”라는 다짐을 드러냈다.213) 자녀를 학교에 맡긴 학부
모는 학교와 교원의 말과 당부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 모임에서 전달되는 위생 지식이나 교원이 당부
하는 말은 학부모에게 어느 선전보다 깊은 향과 즉각적인 행동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학교는 이러한 형식을 활용해 학부모에게 자녀의 건강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 고, 이에 한 응당의 변화를 기 하 던 것이
다. 

적인 반세균전 운동을 벌일 때도 학교는 적극 이 운동에 동참하
다. 예를 들어 어느 중학교에서는 반세균전 전람회를 열었는데, 이 전람회
를 본 학생들이 스스로 拆洗運動, 즉 이불 등을 떼어 내어 세탁하는 운동
을 일으켰다. 교사들도 좌담회를 열어 “어떻게 철저하게 애국위생운동을 
전개하여 미제의 세균전을 이길 수 있는지”에 해 토론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반세균전에 한 교육을 진행하 다. 拆洗運動을 전
개하는 중 어떤 교사는 학생을 도와 옷을 빨고, 바닥을 닦아서 손바닥이 
부어올랐다. 어떤 담임은 깨끗한 이불을 사용할 수 없는 학생을 위해 두 
장의 가루 포 를 사서 이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학교에서 

212) ｢希望家庭和學校共同關心學生健康｣, 東北日報 1951.04.15. 2판.
213) ｢沈陽市各學校環境衛生和個人衛生已有顯著改進｣, 東北日報 1952.07.22. 3판.



200

이틀 동안 623벌의 이불과 671벌의 요, 그리고 2,069벌의 옷을 빨았고, 
18개의 변소 덮개와 타구, 그리고 파리 퇴치 설비를 설치하 다.214)

교원은 세균전을 수업에 적극 활용해 학생들의 위생 관념을 고취시키고, 
애국위생운동에 한 동참을 고무시켰다. 금주 철로 第二小學校에서는 수
업과 결합한 애국위생교육을 실시하 다. 예를 들어 4학년 한 담임교사는 
산술 시간에 “형제 2명이 벌레를 잡았다. 형은 평균 1분 동안 12마리를, 
동생은 1분 동안 평균 8마리를 잡았다. 5분 동안 형제가 잡은 수는 몇 마
리인가?”라는 문제를 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계산을 끝내자 교사는 이런 
벌레가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왜 해로운지, 그리고 왜 잡아야만 하는지에 

한 문제도 제시하 다. 학생들은 이 문제를 통해 “미제국주의는 악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분노하며 “독충을 소멸하겠다.”는 결심을 
드러냈다. 동 학년 작문 시간에는 “원망스러운 독충”, “독충 소멸”이라는 
주제를 제시하 고, 과학 시간에는 각종 독충의 모양을 종이로 오리고, 이
것을 잡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이 학교 학생들은 독충을 “트루먼의 병
사”라고 불 으며, 벌레를 잡으면서 “나는 미국 괴뢰 병사를 잡았어.”라고 
소리치기도 하 다.215)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진행되는 
애국위생운동이 미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을 가졌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각종 위생운동에 선전 가 되거나 쥐
를 잡는 捕鼠隊가 되는 것은 당시에는 그다지 기이한 현상이 아니었다.

또한 당국은 학생을 위생 정책의 가장 주요한 조수라고 생각하 다. 그 
판단의 근거로 이들이 일정 정도의 문화 수준을 갖추고 있기에 위생에 
한 인식을 빨리 확립시킬 수 있고, 열정이 있어 사람들 앞에서 직접 秧歌
를 부르고 연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216) 특히 소학생이 보다 선전
에 적합하다고 판단하 다. 그 이유를 첫째, 소학생 수가 다른 집단에 비
해 월등히 많다는 점, 즉 모든 집에 한 명 내지 2명의 소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것을 들었다. 둘째, 이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구사회의 毒

214) ｢黑山縣新立屯鎭展開愛國衛生檢査工作｣, 東北衛生 5卷 11期, 1952, p.576.
215) ｢錦州鐵路第二小學校是怎樣開展愛國衛生運動的｣, 東北日報 1953.01.05. 3판.
216) ｢1950年上半年東北鄕村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77-87; ｢沙嶺農村衛生實驗區1950年上半年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
刊, 1950, pp.2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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害를 배우지 않아 순결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진
보된 교육을 배워 혁명 사상으로 무장한데다 활발하고 투쟁적이기 때문임
을 들었다. 그래서 당국은 소학생에게 위생 보건 상식과 기본적인 과학 지
식을 가르쳐 양호한 위생 습관을 갖게 하면 이 소학생을 매개로 가정과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고 미신을 믿는 낙후한 비위생적 상황을 바꿀 수 있
다고 보았다.217) 

그래서 동북 각지에서는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의 위생 정책을 선
전하는 모습을 자주 목도할 수 있었다. 길림성 인민정부 교육청은 학습에 

향을 미치지 않는 원칙하에 학생을 동원하여 중들에게 위생 정책을 
선전하고, 중의 청결 운동을 도와줄 것을 각 중소학교에 통지하 다. 그
리고 정부의 위생 정책에 참여한 상황과 성적 등을 성립 중학교는 성교육
청에, 시현립 중소학교는 시현교육과(국)에 휘보토록 하 다. 그리고 청결 
운동의 성적이 우수하고 선도 작용을 한 학교에 해서는 표창과 아울러 
獎勵旗를 지급할 것을 제시하 다.218)

靑岡縣에서는 학생들이 위생상태가 가장 나쁜 집을 교육시키는데 앞장
서기도 하 다. 학생들은 快板을 들고 어느 집에 가서 더러운 위생상태를 
지적하고 위생 상식을 알려주는 노래를 불 다.219) 이러한 비평의 방식은 
해당 가정에 상당한 수치심을 주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
신의 집에 들어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랫말이 자기 집을 헐뜯고 지적하
는 것이었으니 고개를 들기 힘들었을 터 다. 뿐만 아니라 신명나는 가락
은 동네 사람들을 죄다 이 집으로 몰려들게 하 음이 틀림없었을 테니 이 
마을에서 가장 더러운 집임을 소문내는 것이나 마찬가지 을 것이다.220) 

학생과 더불어 교원도 위생 정책의 빼놓을 수 없는 선전원이었다. 특히 
여교원은 모자 위생 정책에서 중심축을 이루었다. 동북 각지에 모자 위생

217) ｢金縣第11區大淸掃工作是怎樣開展起來的?｣, 東北衛生 5卷 5期, 1952, 
pp.273-274.

218) ｢길림성 교육청 각 학교에 통지, 춘기 청결 운동 전개｣, 東北朝鮮人民報
1949.4.7. 1판.

219) ｢靑岡縣愛國衛生運動的宣傳鼓動工作｣, 東北衛生 5卷 11期, 1952, 
pp.572-573.

220) 黑龍江省城市衛生淸掃責任區實施辦法, 東北衛生 4卷 5期, 1951,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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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婦幼保健委員會가 조직될 때, 소학교 여교원은 부련 간부, 보건참
원, 접생참원과 더불어 위원으로 선출되어 학교 안에서 여학생들에게 모자 
위생에 한 상식을 선전하 다. 그리고 이 학생은 집에 돌아가 부모에게 
의사가 와서 검사를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
달하 다.221)

선전뿐만 아니라 직접 위생 정책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 다. 
1952년 동북인민정부 위생부와 교육부가 각 급 학교에 ｢關於加強學校衛
生防役工作的聯合指示｣를 하달하며 학교가 위생방역공작에 참여해 줄 것
을 요구하자 그들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다. 이 지시에서는 각급 학교가 
적극적으로 미제국주의 세균전을 반 하는 애국위생방역운동에 참가할 것
을 명령하며, 학교 자체의 위생 상황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의 방
역 공작 추진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 다.222) 

동북 각지에서 소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쥐잡기, 파리 박멸, 모기 박멸에 
참가하 고, 주민들이 환경위생을 잘하는지 검사하 으며, 자기의 부모를 
데리고 와 비평 경쟁 등에 참여하 다. 동북인민정부 교육과에서는 여름철 
김매기 방학을 실시하면서 학생을 동원한 위생선전 및 쥐잡기와 벼룩 박
멸 작업을 계획하 다. 인민정부가 각 구와 촌의 학교에 학생들이 앞장서
서 쥐를 잡고 院을 청소하며, 창고를 정리하는 등 현지의 위생 모범이 될 
것을 호소하자 조안현 2구의 長嶺村 소학생들은 곳곳에서 쥐잡기의 좋은 
점을 선전하 고, 수업에 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들은 학생을 
데리고 쥐를 잡으러 갔다. 그 결과 한 명의 학생이 하루에 5-6마리의 쥐
를 잡아 촌 전체에 향을 주었다.223)

북진현 3구 中安堡 완전소학교, 永吉縣 실험완전소학교, 여  금현 각 
구의 완전소학교, 통화시 中昌 완전 소학교 등의 학생들은 위생 운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쥐를 잡고, 파리와 모기를 박멸하 다. 중안보 완전

221) ｢展開婦幼衛生工作的新力量-介紹撫松縣婦幼保健委員會｣, 東北衛生 3卷 11期, 
1951, pp.645-64 7; ｢訥河縣怎樣在進行豫防克山病?｣, 東北衛生 2卷 12期, 
1950, p.685.

222) ｢關於加強學校衛生防役工作的聯合指示｣(敎計聯字第2號/(52)東衛保字第26號, 
1952.4.24.), 東北人民政府法令彙編 제3집, 1952, pp.914-915. 

223) ｢洮南城區各界響應政府號召展開捕鼠防疫運動｣, 黑龍江日報 1950.6.19.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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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교의 학생들은 모든 학생이 2개의 파리 잡기 도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방과 후에 길 위에서, 또는 학교 안에서 수시로 아무데서나 파리를 잡았
다. 전교 학생과 교사가 37일 동안 잡은 파리와 모기가 12만 9,300여 마
리 다. 여 시 제7구의 鄒家村 소학의 林有海 학생은 쥐 잡는 것이 “애
국 행동”이라고 인식한 후 낚시 추와 쥐덫을 이용해 쥐를 잡았고, 들에 가
서 쥐구멍을 팠는데 혼자서 두 달 동안 잡은 쥐가 무려 307마리 다. 그
의 행동에 향을 받아 학교는 7월 11일까지 모두 2,455마리의 쥐를 잡았
다. 

쥐나 독충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衛生檢査小組를 만들어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각 기관, 단체, 주민들의 위생 상태를 검사하러 다
녔다. 예를 들어 磐石縣 제1 제2 제3 완전소학의 1,800명의 학생은 모두 
3개의 위생검사 를 만들어 107개의 검사조를 조직하 다. 그들은 “위
생 전선의 소전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며 현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열정적으로 위생을 검사하 다. 그들이 모두 깨끗하게 입고, 빗자루를 들
고 쓸며, 마스크를 끼자 이는 마을 사람들의 학습 모델이 되었다. 검사를 
할 때도 충하는 법이 없었고, 실내외, 담벼락 모서리, 아궁이 아래까지 
자세히 검사하여 발견된 잘못을 기한 내에 깨끗하게 정리가 되도록 하
다.224) 

전염병 예방 운동을 전개할 때도 학생과 교원은 핵심 역량이 되었다. 특
히 동북민 모두를 상으로 종두 사업을 실시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예방 
주사를 놓을 사람이 부족한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소학교 
교원을 적극 활용하 다. 각 현에서 종두원을 훈련할 때, 그 상에 중의, 
구촌위생간부, 부녀 간부와 더불어 소학교 교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은 현위생과와 현립의원에서 공동으로 운 하는 훈련반에 들어가 두창이 
인민에게 끼치는 위해성, 종두할 부위, 소독법 등을 배웠다.225) 이렇게 훈
련을 거친 소학교 교원은 의료인, 부녀회원과 함께 소조를 조직하고, 종두
를 하러 다녔다. 부녀회원이 접종자의 팔뚝을 닦아 소독을 하면, 의료인이 
주사를 놓았다. 마지막으로 소학교 교원이 접종자에게 주의 사항을 설명해 

224) ｢各市縣小學生在衛生運動中發揮巨大作用｣, 東北日報 1952.7.28. 3판.
225) ｢東北各地展開普遍種痘工作｣, 東北衛生 3卷 8期, 1951, pp.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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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이런 분업을 통해 종두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었
다.226) 

또한 종두를 실시할 때 선전을 하는 것도 교원과 소학생의 몫이었다. 심
양시 화평구에서는 몇 개의 소‧중학교 학생을 동원하여 거리에서 선전을 
하고, 표어를 붙 다. 각 학교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종두에 한 위
생 상식을 강연하 다. 특히 학생들이 종두에 해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
면 이를 그들의 가족과 이웃에게 간접적으로 선전 교육을 하도록 하
다.227) 종두 사업이 실시되자 요서성과 열하성 일부 현의 학교 교원과 학
생들은 “敎員保學生, 學生保全家”의 임무를 스스로 정하며, 정부가 실시
하는 우두 접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약속하 다. 228)

페스트 예방 운동을 실시할 때도 이와 유사하 다. 조남현 각 구에서 연
이어 페스트 보균 쥐가 발견되자 페스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臨時衛生
檢査宣傳隊를 조직하 다. 중학교와 완전소학교의 교원이 중 와 소 를 
지도하 다. 교원들은 방과 후 5시부터 7시까지 학생을 데리고 다니며 각 
조와 호에 가서 소리 높여 페스트 예방을 선전하는 노래를 부르고, 각 집
의 가구를 옮기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학생은 각 집을 돌아다니며 위생 
상태를 점검하 다.229)

교원과 학생은 위에서 언급한 위생 정책 외에 거리에 쌓인 눈을 치우거
나 구위생소를 짓는데 필요한 벽돌을 주워 나르는 일도 하 다.230)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이 단시간에 끝나지 않자 각지에서 실시하는 구호활동에
도 참여하 다. 심양시 각 구에서는 소‧중학교 위생 간호사, 교의, 교원 등
을 소집하여 단기 구호 훈련반을 운 하 다. 그들은 3일 반의 기간 동안 
지혈, 붕 , 들것 등 구호 도구 10종류에 한 수업을 듣고, 학교로 돌아
가 학생을 조직하고 훈련시켰다. 중학교에서는 12~24시간을 강의하 는

226) ｢1950年上半年東北防疫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95-107.

227) ｢瀋陽市天花豫防工作｣, 東北衛生 2卷 12期, 1950, pp.667-672
228) ｢普遍種痘｣, 東北衛生 4卷 7期, 1950, pp.348-356.
229) ｢洮南縣展開衛生突擊週｣, 東北衛生 2卷 5期, 1950, pp.354-355
230) ｢怎樣清除城市街道的積雪｣, 東北衛生 2卷 11期, 1950, pp.624-625; ｢人民的

區衛生所｣, 東北衛生 5卷 5期, 1952, pp.26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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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구호 지식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학습과 훈련의 
결과 1951년 심양시에서 조직된 학생구호 가 총 75개 고, 심지어 제2, 
제3 중학교에서는 500명이 구호 를 조직하는데 동참하 다.231) 특히 동
북 지역은 한국전쟁의 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언
제든지 비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했다. 이때, 학생과 교원은 정부에서 
전달한 구호 상식을 잘 흡수하여 훌륭한 구호 원으로서 국가에 복무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야 했다.

231) ｢瀋陽市防空救護工作的力量｣, 東北衛生 3卷 3期, 1951, pp.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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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방역 체계의 수립과 전염병 예방 대중 운동의 
전개

1. 통일적인 방역 체계의 건립

1) 방역 계획과 지침의 수립

동북인민정부 위생부는 194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염병 환자와 이로 
인한 사망자 통계를 분석하면서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 하다
고 판단하 다. 당시 전염병 발생현황은 홍역 89,427명 발생 중 13,046명 
사망, 이질 68,164명 발생 중 9,480명 사망, 장티푸스 26,151명 발생 중 
2,622명 사망, 발진티푸스 18,436명 발생 중 2,355명 사망, 두창 13,772
명 발생 중 3,156명이 사망하 다. 당국은 전염병으로 인한 감염자와 사
망자 수의 증가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약값 비용이 클 뿐 아니라 환자를 
돌보기 위해 가족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손실되는 노동력도 크다
고 보았다. 이에 동북 각지의 행정 기관과 黨委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
고, 생산 건설의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위생 방역공작을 중시하고, 각급 
간부들이 위생 방역 공작을 지도해야 한다.”고 지시하 다.1)

특히 1910년 만주지역에서 페스트가 유행한 이후 페스트에 한 공포와 
주시는 특별했다. 게다가 합이빈시에서 동쪽으로 20킬로미터 떨어진 平房
과 장춘시에서 서남으로 10킬로미터 떨어진 곳은 일본이 關東軍部隊用水
供給及疾病豫防局(1941년 731부 로 개칭)과 關東軍禽獸傳染病)驗實驗
局을 세운 곳으로 일본에 의해 페스트가 의도적으로 확산된 지역으로 기
억화 되었다. 1945년 8월 14일, 일본이 투항하기 전날 밤 일본군은 세균
전쟁의 죄행을 은폐하기 위해 동북 지역에 세운 몇 곳의 세균 제조 공장
을 파괴하 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전염병 세균이 각지로 살포되어 매년 

1) ｢東北人民政府衛生部公函-爲加強領導各地防疫工作由(衛保字第19號, 1950.1.31.), 
東北衛生 1卷 2期, 1950,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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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인민이 페스트, 장티푸스, 콜레라, 가축 탄저병 등 전염병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2) 그래서 1946년 이후 페스트가 유행하여 동북 지
역에서 사망한 사람만 1946년 249명, 1947년 23,171명, 1948년 3,928명, 
1949년 272명이었는데, 이 또한 당시 동북 지역 중국인에게는 “강도, 일
본 파시스트”에 의해 “평화를 희망하는 선량한 인민”이 죽은 것으로 기억
되었다.3) 1947년 페스트가 발생하 을 때 동북행정위원회는 방역 를 조
직하여 역구에 보냈는데, 당시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주민들이 그
들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과거 일본인이 페스트 
방역을 할 때 페스트 환자는 물론 건강한 사람까지 모두 태워 죽 고, 일
본군은 기관총을 메고 다니며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쏴 죽이거나 심지
어 촌 전체를 불태워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 다.4)

이러한 기억은 일본인을 페스트를 전파시키고, 감염자는 물론 그 가족 
또는 마을까지 몰살시키는 악랄한 존재로 만들었고, 이는 방역 정책에 자
주 활용되었다. 1949년 당시, 5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1개 시, 10
개 현, 7개 기, 39개 구, 96개 촌둔에서 발생한 페스트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도, 나아가 전전년도에 비해 월등히 감소한 사실을 당국은 “患之不
救” 즉, 걸리면 구할 수 없다는 자본주의 국가의 페스트에 한 시각을 완
전히 뒤엎은 성과라고 자평하 다.5) 이러한 성적은 중국인을 말살시키려 
한 일본과 달리 평등하게 중국인을 한 소련의 원조, 즉 蘇聯紅十字半月
協會蘇聯防役隊의 도움과 동북인민정부의 지도에 의한 것이라 분석하
다.6) 페스트에 한 당국의 논리를 따르면 “일본 제국주의 파시스트 강
도”가 동북에 살고 있는 중국 인민에게 페스트를 전파시켰고, “평등주의적 
원조를 몸소 실천한 소련”이 중국인민을 구했다는 인식이 만들어진다. 그
리고 이런 기회를 가져 온 것이 중국공산당의 이른바 “해방” 덕분이었다

2) ｢蘇防疫隊忘我服務幇助東北撲滅鼠疫｣, 吉林日報 1950.2.15. 3판.
3) ｢美日細菌戰犯的罪證｣, 東北衛生 5卷 6期, 1952, pp.337-341.
4) 丘琴 主編, 高崇民傳, 人民日報出版社, 1991, p.245.
5) ｢東北人民政府衛生部1949年度工作總結｣,  東北區科學技術發展史資料 醫藥衛生

卷, 中國學術出版社, 1988, pp.82-83.
6) ｢東北第三次衛生會議總結｣, 東北區科學技術發展史資料 醫藥衛生卷, 中國學術出

版社, 1988, pp. 40-48; ｢1950年度防疫工作會議總結｣, 東北衛生 1卷 4期, 
1950,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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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자주 사용하던 정치적 어법의 하나로 
만주국과 민국시기를 부정하는 단절을 택함으로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
보하려는 수사 다. 그러나 정치적 수사와 달리 만주국 시기에도 예방의학
을 강조하면서 백신 생산, 세균학 연구 등의 방역 책략을 중시하 다. 그
리고 이때 만들어진 위생연구소 등을 중화인민공화국이 접수하면서 백신 
생산 등의 경험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7)   

예방의학의 중심인 방역에 한 강조는 1950년 2월 1일에 열린 제3차 
동북위생회의에서 왕빈 부장이 제시한 방역안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그 내
용은 “첫째, 전염병 매개 동물을 제거하여 전염의 기회를 말살시켜야 한
다. 둘째, 면역 강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즉, 각종 전염병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셋째, 전염병의 격리를 철저
히 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 이러한 방역안
은 “과거 치료를 강조하 던 의료 태도와 달리 예방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의학 사상으로 인민의 건강 및 생산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선전 속에 
확산되었다.8) 

이 방안에 따라 동북인민정부 위생부는 1950년 방역 계획을 “페스트 예
방을 위주로 하는 동시에 기타 전염병 예방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로 세
웠다. 먼저 페스트 발생을 차단하되 설령 발생한다 하더라도 감염자 수가 
1949년 비 50%를 넘겨서는 안 되며, 사망률 또한 50% 이하일 것이 규
정되었다. 그리고 봄, 가을 2차례 종두 접종을 실시하여 “3년 내에 두창을 
박멸한다.”는 목표도 제시되었다.9) 

계획에 따라 1950년 3월 동북인민정부는 봄철 방역을 강화하는 지시를 
내리면서 두 가지 점을 강조하 다. 첫째는 방역 조직 기구를 강화할 것, 
둘째는 중이 스스로 방역 운동에 참여하도록 계발할 것이었다. 전자를 
위해 페스트를 포함한 법정 전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 현지의 위생, 공안 
기관, 의사, 노동자, 청년, 부녀 등의 중 단체로 구성된 방역위원회를 조

7) 沈佳姍, 앞의 논문, pp119-123; 鍾放, 앞의 논문, p.12.
8) ｢東北第三次衛生會議總結｣, 東北區科學技術發展史資料 醫藥衛生卷, 中國學術出

版社, 1988, pp. 40-48.
9) ｢1950年東北衛生工作計劃大綱(草案)｣, 東北衛生 1卷 3期, 1950,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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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고, 각지의 위생 기층 조직을 만들어 위원회와 기층조직을 중심으로 
중을 동원한 예방주사, 예방 조치를 펼칠 것과 전염병 발생 시 철저한 

보고, 봉쇄, 격리를 시행할 것을 명하 다. 후자를 위해 규모 위생 선전 
주간 등을 활용해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 상식을 중에게 선전하고, 
중을 조직해 봄철 청소 운동을 실시하여 전염병 매개 동물 및 곤충을 
박멸하고 개인위생에 주의할 것을 통지하 다.10)

이상의 강조점을 바탕으로 먼저 페스트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었다. 1950년 3월 10일에 열린 1950년 방역공작 회의에서 ｢1950年
東北防治鼠疫工作計劃｣이 통과되면서 페스트 예방을 위한 중점 사업을 선
전교육, 기층 조직의 건립 및 정비, 기술 수준의 향상, 설치류 동물과의 
투쟁, 벼룩 박멸, 예방주사, 능동적인 검역, 엄격한 격리와 봉쇄, 그리고 
과학적인 치료와 간호에 두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페스트 유행이 심했
던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지로 삼았다. 예를 들어 길림성의 경우 부여와 乾
安, 흑룡강성은 조안, 조남, 개통, 열하성은 오단, 敖汗旗, 喀喇泌旗, 내몽
고는 平泉과 哲盟, 통요, 開魯, 東科中旗, 요서성은 사평을 중점으로 두고 
주요 역량을 배치하여 처리조 혹은 치료조를 조직하도록 하 다. 그리고 
1년 동안 페스트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 기간, 방역 기간, 그리고 방역 종
료 기간으로 나누어 각 기간에 맞는 업무를 제시하 다. 

먼저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를 예방 기간으로 정하 다. 이 기간 
동안 처리조가 각 페스트 발생 중점 지역에서 기층 조직을 건립하고 정비
하여야 하 다. 즉 구위생조리, 촌위생위원, 둔위생원, 그리고 거민조장을 
조직하고 교육하여 방역 정책을 추진하는데 선도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준
비하 다. 그리고 방역위원회를 설립하여 전염병에 한 모든 사무를 처리
하도록 하 다. 방역위원회는 행정의 주요책임 간부가 직접 도하되 현지
의 위생, 공안 기관, 의사회(이후에 위협으로 바뀜), 직공, 청년, 부녀 등 
군중 단체와 기타 표들이 참가하여 만든 것으로 방역 정책의 집행을 책
임지고 도하 다. 방역위원회는 행정 기관의 지도를 받는 자율 조직으로 
정부의 물적‧인적 자원의 결핍을 보충하는 방법이자 사회단체가 지역 내 

10) ｢關於加強春季防疫工作指示｣(衛保字第27號,1950.3.7.), 東北人民政府法令彙編 제
1집, 1950,  pp.7 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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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문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 다. 이 기간에는 지역의 
행정 책임자, 적극분자, 소학교 교사, 학생, 일반 중을 향해 각각 선전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방역 정책에 동참시키도록 하 다. 

선전은 처리조가 2-3명으로 구성된 소조를 만들어 각각 촌으로 들어가 
치료를 겸한 선전을 진행하거나 강연, 만화, 활극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
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역의 적극분자를 교육시켜 자신들이 이 마을을 
떠난 후에도 그들이 위생위원이 되어 페스트 예방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
록 하 고, 중의와 서의에게 초보적인 방역 이론과 기술 교육을 전수하여 
방역 인원의 유력한 조수로 만들도록 하 다. 이 외에 예방 기간에는 동북 
전 지역에서 쥐를 잡기 위해 쥐의 종류, 생활 습성을 파악하여 기한을 두
고 쥐를 잡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 고, 곡식 창고에 책임자를 지정하여 쥐
잡기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 다. 그리고 1947년 이후부터 페스트가 발생
한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에서 생균 주사를 놓되, 해를 이어 발생한 지역에
서는 두 번 생균주사를 맞도록 규정하 다. 한편 페스트가 발생한적 없는 
지구 혹은 페스트 전염 지역이었으나 최근 발생하지 않은 곳에서는 주사
를 놓지 않되 죽은 쥐 혹은 페스트가 발견되면 즉시 예방주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 다. 

그리고 방역 기간을 5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잡고, 이 기간 동안 
예방 기간에 하던 쥐잡기, 페스트 예방 선전을 지속하는 동시에 전염병이 
발생하 을 때를 비한 지침을 내렸다. 만약 페스트 환자가 발생하면 즉
시 통보하고 사망자에 한 보고와 해부 후 매장을 지시하 다. 그리고 방
역 인원이 위생조장, 촌둔 위생원, 부녀회원, 아동단원의 협조를 얻어 집
집마다 방문하여 페스트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증상을 숨기는 경우가 
없도록 하 다. 그리고 페스트 환자가 발생하면 처리조가 즉시 상급의 방
역 조직에 보고하는 동시에 중심격리소 혹은 전염병 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 치료를 하도록 하 다. 그리고 환자의 집과 이웃 주민의 집에 소독과 
벼룩 박멸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 다. 환자가 발생한 지역은 촌 전
체를 봉쇄하도록 하여 누구도 촌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촌 안에서 다른 집
에 가는 것도 일절 금지시켰다. 만약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 사람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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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방역 인원의 검사와 감시 하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격리소 
혹은 전염병원에 이송된 페스트 환자에 해 병원에서는 주치의에게 그의 
병력, 전염 경로, 증상, 임상검사 및 치료 과정을 상세히 적도록 하 다. 
마지막 방역 종료 기간 때는 예방 및 방역 기간 동안의 경험을 총결하고, 
결과를 통계 내며, 내년을 위해 단기 훈련반을 조직해 방역 인원을 교육시
키도록 하 다.11)

페스트 예방과 더불어 동북 각지에서는 두창 예방을 위한 1950년 계획
이 수립되었다. 예를 들어 심양에서는 두창 박멸을 위해 봄과 가을에 걸쳐 
각각 170만 명분과 130만 명분의 백신을 준비하고 이를 각 구의 인구수
에 맞춰 알코올, 솜, 그리고 종두증을 배분하여 심양시의 모든 사람이 1차 
접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외지인이 심양시에 와서 이틀 이
상 머물 경우 종두증이 있는 자에게만 숙박을 허락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
웠다.12) 시민 전체를 상으로 한 종두 접종을 계획함에 따라 주사를 놓
는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 개업한 서의 515명(치의사 61명 포함), 소독 업
무를 위해 조산사 557명과 간호사 73명, 그리고 접종 홍보 선전과 종두증 
기록을 위해 개업 중의 528명, 총 1,673명을 동원할 것을 계획하 다.13) 
이 과정에서 중의, 서의, 간호사, 조산사 등의 의료 인력의 협조가 필요하

고, 이들을 동원하기 위해 의무적인 참가를 규정하는 지역도 있었다.14)

1951년 방역 계획은 “콜레라, 페스트, 그리고 발진티푸스 예방을 위주로 
하는 동시에 보편적 종두를 실시하고, 기타 전염병을 예방 치료한다.”
다. 이는 1950년 페스트와 두창을 강조한 것에 콜레라, 발진티푸스가 중
점적으로 예방할 전염병으로 추가된 것이었다. 콜레라와 발진티푸스를 추
가한 이유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북한과의 교류가 확 됨에 따라 나타난 
조치 다. 발진티푸스는 북한에서 유행이 끊이지 않은데다 1950년 겨울에

11) ｢1950年東北防治鼠疫工作計劃｣, 東北衛生 1卷 4期, 1950, pp.41-44.
12)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에게 “전염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없음”에 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만철에서도 시행되었다. 1906년 만철은 일본에서 만주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두 접종을 증명하는 종두증을 휴 할 것을 요구하 고, 이는 만주국
에서도 계승되었다(沈佳姍, 앞의 논문, p.116).

13) ｢瀋陽市撲滅天花計劃｣, 東北衛生 1卷 3期, 1950, pp.68-69.
14) ｢吉林省撲滅天花計劃｣, 東北衛生 1卷 3期, 1950,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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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북 각지의 수많은 지역에서 이미 산발적으로 발생하 기에 포함되었
다. 특히 발진티푸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인 겨울과 봄에 이 없애기 
운동을 추진할 것과 교통이 발달하고 인구가 집된 지역, 단체 생활을 하
는 기관, 학교, 공장, 그리고 중국인과 북한 사람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 
발진티푸스 예방에 해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 다. 그리고 이미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발진티푸스 예방 접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 다. 

특히 콜레라 유행을 차단하려는 계획에는 북한과의 외교적 협조가 포함
되었다. 동북인민정부는 중앙 정부가 콜레라 진원지로 지목된 북한에 가서 
콜레라 방역 정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 다. 이는 페스트와 콜레
라 유행 계절이 비슷한 관계로 동북의 방역 인원 부분이 페스트 전염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중앙에서 방역 인원을 선발해 이들을 북한으
로 보내 콜레라 환자 발견과 소멸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북한으로부터 콜레라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
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에서의 교통 검역 공작 강화를 지시하

다. 표적인 지역인 안동, 집안, 圖們 세 곳의 교통 검역소의 인원과 
장비를 보충하되, 인력의 즉시 보충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군 에서 
군인, 군수품 운반 등을 검역하고, 교통 검역소는 여객 및 기타 검역을 책
임지도록 하 다. 그리고 만약 북한에서 콜레라가 발생하 을 때를 비하
여 북한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의 체온을 재서 고열이 발생한 
사람을 즉시 격리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자도 5일간 지정된 장소에 머물
게 하여 콜레라 감염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날 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
록 규정하 다. 나아가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국경 지 , 예를 들
어 요동성의 안동, 鳳城, 관전, 桓仁, 통화, 臨江, 長白, 길림성의 阿龍, 
연길, 도문 등지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 콜레라 예방 주사 접종을 계획하

다.15) 
페스트와 두창은 1950년의 계획과 유사하 다. 다만 두창의 경우 1951

년을 ‘3년 내 두창 박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건의 해로 삼아 
총 3,200만 명분의 백신을 생산하여 이를 봄 초에 각지로 배급하고 전년

15) ｢東北人民政府關於加強豫防癨亂的通令｣(公文제5608호, 1950.8.9.), 東北人民政
府法令彙編 제1집, 1950, p.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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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접종한 자를 빼고 일률적으로 봄철에 접종할 것을 계획하 다. 그리
고 의료인에게만 의존하여 동일한 기한 내에 여러 지역에서 수천 만 명을 
접종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에 각지에서 種痘員을 양성하여 이들이 종두
를 할 수 있도록 하 다. 종두원은 그 지역의 적극분자, 소학교 교원, 부
녀 중에서 선발하고, 훈련을 거쳐 양성하 다. 이 역시 군중 조직을 활용
해 방역 정책을 실시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종두원이 됨으로서 지역 사회 
안에서 방역 정책을 추진하는 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얻을 군중의 이해관
계가 맞아 떨어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종두 상인데 누락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종두 책임제
를 실시하 다. 종두 책임제란 한 개의 街 혹은 둔마다 한 개의 종두참을 
만들고, 이 참을 중심으로 몇 개의 조로 나누어 구역을 배분하여 책임지게 
하는 방식이었다. 종두참에서 정해진 날짜에 집중하여 우두를 접종하 는
데,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종두를 하러 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각 조가 
책임 구역 내의 집에 찾아가 직접 종두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책임제는 
접종 누락자를 찾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해당 지역에서 두창이 발생하 을 
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그래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의료인
을 포함한 종두원들은 누락되는 자를 찾고, 선감과 불선감을 선별하는 검
사 작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16) 그리고 종두증 발급에 편리하도록 1
차 종두 결과를 戶籍冊 記事欄에 적고 종두 책임자의 도장을 찍도록 규정
하 다.17)

1952년에는 미국의 세균전 도발을 구실로 방역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
하 다. 당시 동북인민정부는 미군이 1952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연속해서 북한과 중국군 진지 및 후방의 상공에 량으로 세균을 살포하
고 있다고 주장하 다.18)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군은 북한을 침략하여 

16) ｢1951年東北防疫工作計劃｣, 東北衛生 3卷 8期, 1951, pp.440-441.
17) 東北人民政府衛生部 編, 天花與種痘, 1951, pp.22-26.
18) 1952년 1월 29일, 북한 평강군에 주둔하던 중국인민지원군 제42군은 참호 부근의 

눈 덮인 곳에서 벼룩과 파리 등 곤충을 발견하 다. 때마침 미군 비행기가 비행을 
했기 때문에, 중국인민지원군 제42군 위생부부장 高良은 미군이 세균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 고, 다음날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와 위생부에 전보로 보고하고 곤
충 샘플도 전달하 다. 당시 중앙위생부 副部長이었던 賀誠은 731부 를 접수한 
미국이 세균전을 준비 및 실행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세균전의 여부가 아직 검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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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모 무기를 사용해 북한과 중국의 인민군 및 민간인을 학살하
음에도 승리할 수 없게 되자 “막다른 골목에 처한 상황에서 미친 듯이 
규모 세균전쟁을 발동하 다.”고 하 다.19) 이러한 주장에 따라 페스트, 
콜레라 등에 감염된 곤충 및 동물을 상공에서 살포한 미군의 행위는 진실
이 되어 확 되었고, “인성을 상실”한 미군의 행위는 “국제 공법을 위반한 
것이자 전 세계 인민의 반 를 무릅쓴 절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
지며 동북 지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20) 특히 미군의 세균전을 뒷받
침하는 증거로 미군이 731부  부 장을 역임한 石井四郎 등의 전범을 처
벌하기는커녕 그들을 매수해 세균 작전에 투입시켰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동북민의 공분을 가중시켰다.21) 

이에 따라 동북 각지에서 “인민정부의 도 아래 각급 위생기관과 협동
하여 애국방역 위생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창하 다.22) 흑룡강성 위
생청은 군 , 철도, 公私衛生醫藥 부문이 참석한 회를 열어 반세균전을 
규탄하는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 회에 참석한 흑룡강성 인민정부 부주석
은 미군의 행위를 “야만, 광폭, 망령된 생각”이라며 거침없이 비판하 고, 
모든 위생 관련 종사자가 “ 광스럽고 위 한 전투 임무를 책임지고 수행
할 것”을 호소하 다. 이에 회에 참석한 이들이 앞 다투어 기동방역 에 
참가하길 요구하는 지원서를 제출하 다. 어느 요양소에서는 간호사 모두
가 지원서를 내면서 “이러한 극악무도한 폭력은 미제국주의가 中朝 인민
의 철천지원수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 용서할 수 없는 행위에 해 “실
제 행동으로서 미제국주의 야수를 향해 매서운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다
짐을 내보 다.23) 애국심을 자극한 선전은 지난한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지 않은 상황 속에서 周恩來는 방역공작을 진행하는 한편 여론전을 전개하며 미국
이 일으킨 세균전의 죄상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 다.(왕원주, 신규환, ｢한국전쟁기 
세균전 문제와 세균학자 방관혁의 선택｣, 의료사회사연구 제5집, 2020. 
pp.13-15.)

19) ｢美日細菌戰犯的罪證｣, 東北衛生 5卷 6期, 1952, pp.337-341.
20) ｢衛生工作者,起來堅決制止美國侵略者撒布細菌的滔天罪行!｣, 黑龍江日報 1952. 

3.2. 4판. 
21) ｢日本細菌戰犯毒害中國人民的一篇血賬!｣, 黑龍江日報 1952.3.7. 4판.
22) 東北人民政府衛生部 編, 防疫常識課本, 1952, pp.1-3.
23) ｢黑龍江省衛生廳召開全齊市衛生人員大會號召衛生工作者到反細菌戰的最前線去!｣, 

東北衛生 5卷 7期, 1952,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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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동요시켰고, 세균전에 참가할 의지를 표명한 의료인들의 행위는 신
문과 행정 기관의 선전을 통해 진정한 애국심의 발로로 묘사되어 각지로 
전파되었다.

흑룡강성 北安縣에서는 미군의 세균전에 맞서 중이 참여하는 애국위
생 방역운동을 전개할 것을 확정하고, 성위가 발간한 ｢全省人民行動起來, 
開展反對美帝國主義細菌戰爭的鬪爭｣을 교재로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
다. 그리고 자연 둔을 단위로 낮에는 부녀자가, 밤에는 자위 가 초소에서 
보초를 서서 미군의 살포 행위를 감시하 다. 만약 미군의 비행기를 발견
하면 즉시 “적군의 비행기가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 어느 방향으로 갔는
지, 얼마나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는지, 몇 인지”등을 신속히 보고할 것
을 지침으로 내렸다.24) 

이처럼 1952년부터의 방역은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후방에서 치러지는 ‘전쟁’으로까지 의미가 확 되었다. 그래서 동북 각지
에서 전개되는 방역 운동은 “방역 전선”이라는 의미를 더하게 되었고, 세
균전이라는 “전 세계 인민의 분노를 격발시킨 미국 제국주의의 폭행”은 
식민의 경험을 안겨준 “일본인 세균 전범”에 한 항일 전쟁의 연장으로 
여겨졌다. 이 상황에서 “모든 위생공작자가 역량을 다 바쳐 적극적으로 방
역전선에 참가하여 방역 공작을 잘할 것”을 다짐하고, “미국 침략자를 물
리칠 것”이라는 자신감은 과열된 방역 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당연한 것으
로 인식되었다.25)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52년 방역 계획은 애국위생운동의 추진을 통한 
방역의 일상화와 종두 접종의 완료를 목표로 삼았다. 1951년 이미 종두를 
완료한 사람이 36,156,452명으로 동북 총 인구의 86.9%를 달성하 다. 그
리고 1951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동북 전 지역에서 발생한 두창 환자는 
432명에 불과하 기에 ‘3년 내 두창 소멸’의 성공을 위한 기반이 양호하
게 다져졌다고 당국은 확신하 다.26) 특히 2년간의 종두 사업을 평가하면

24) ｢反對美國細菌戰展開愛國衛生防疫運動｣, 東北衛生 5卷 9期, 1952, p.465.
25) ｢做好防疫工作,粉碎美國侵略者的陰謀｣, 黑龍江日報 1952.3.6. 4판.
26) ｢東北人民政府衛生部指示:爲佈置本年春季定期種痘工作｣(52-東衛防字제18호), 東

北衛生 5卷 5期, 1952, pp.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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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성과를 만주국 시기와 비교하 다. 당시의 통계에 따르면 1950년부
터 동북 지역의 두창 발생 수는 [표Ⅴ-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49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 다. 

[표Ⅴ-1] 동북지역의 종두 접종수와 두창 발생 수

종두(명) 동북 인구 비례 
접종률(%)

두창 발생
(명)

전년도 비 
두창 발생 감소

1949 2,556,615 6.2 13,722
58.4%(2.5배)

1950 10,040,812 24.1 5,741
1950년 
상반기 〃 〃 5,522

93%(14배)1951년 
상반기 27,084,278 65.1 388

출처: ｢東北已勝利的奠定了消滅天花的良好基礎｣, 東北衛生 4卷 7期, 1951, 
p.358.

[표Ⅴ-1]을 보면 우두 접종자가 1949년에 비해 1950년에는 5배 증가하
고, 1951년 상반기에는 1950년에 비해 2.7배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종두를 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에 반비례하여 두창 발생은 1949년 13,722
명에서 1951년 상반기에 388명으로 급격히 감소하 다. 이후 1952년의 
두창 환자수는 흑룡강성이 115명, 길림성이 18명, 요동‧요서성 48명이었
고, 1953년의 두창 환자수는 흑룡강성이 8명, 길림성이 14명, 요녕성이 7
명이었다.27) 그리고 요녕성의 경우 1955년부터는 두창 환자가 더 이상 발
생하지 않았다.28) 동북인민정부는 이러한 성적을 거둔 것을 “모주석, 공산
당, 인민정부의 정확한 지도 방침”, “위생 담당자들의 높은 열정과 적극
성, 창조성”, 그리고 “광 한 군중의 각성”이라는 세 가지 박자가 잘 어우
러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 성과를 만주국 정부가 1936년에 세운 ‘5년 안에 두창 소

27) 黑龙江省志 卫生志, 黑龙江人民出版社, 1996, p.118; 吉林省志 卫生志, 
p.28; 辽宁省志 卫生志, 辽宁人民出版社, 1999, p.68.

28) ｢20世纪50年代辽宁的“种痘”运动｣, 中国档案报 2016.5.13.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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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이라는 계획의 시행 결과와 비교하 다. 1940년까지 동북 지역의 우두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23.3%에 불과하 는데, 동북인민정부는 이를 만주
국 식민통치자가 일본인 및 일본인에 협조한 중국인만 그 상으로 삼았
기 때문이라고 비판하 다.29) 동북인민정부의 이러한 시각은 당시 개척민
으로 동북 지역에 이주해 온 일본인 和手英子의 회고와 다소 일치하는 점
이 있다. 그는 “마맛자국이 있는 중국인이 많았다. 이는 종두를 하지 않아 
두창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해방 후에야 아이들은 종두를 할 수 있었다.”
라고 회고하 는데,30) 이를 통해 볼 때 만주국 시기 중국인의 종두 접종
은 상당히 저조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당시 동북인민정부는 이러한 통계 
수치를 만주국과 다른 신생국가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활용하 다. 만주국 
시기 통치자들은 기본적으로 “인민이 죽든 살든 그들의 건강에 관심이 없
고”, 당시의 위생 의약 사업은 “인민과 괴리”되어 있는 반면 “모주석과 공
산당, 인민정부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사회주의의 과학은 “인민의 손”
에 있다는 비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31) 

1952년부터는 1951년까지의 종두 접종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종두
와 보충 종두, 그리고 임시성 종두를 실시할 것을 계획하 다. 정기적인 
종두란 출생 후 6개월 이내의 아, 6세, 12세, 18세를 상으로 의무적
으로 종두를 실시하는 것이었고, 보충 종두는 아직 종두를 접종한 적 없는 
사람 혹은 접종을 했지만 두창 음성 반응이 나온 사람을 상으로 추가 
접종하는 것이었다.32) 전년도까지 보편적인 종두를 시행했다면, 1952년부
터는 추가 종두, 해당 연령에 따른 재 종두를 실시함으로서 생애 주기에 
따라 우두 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방역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동북의 각급 인민정부는 전염병 발
생을 예의주시하고,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예방위주’의 위생 공작 방침에 

29) 신규환, ｢일본점령기 콜레라 유행과 북경의 위생행정(1937-1945)｣, 중국근현 사
연구51, 2011, p.106.

30) 趙曉紅, 앞의 책, p.193.
31) ｢必須好種痘工作｣, 黑龍江日報 1951.3.12. 1판; ｢東北已勝利的奠定了消滅天花

的良好基礎｣, 東北衛生 4卷 7期, 1951, pp.357-358.
32) ｢東北人民政府衛生部指示:爲佈置本年春季定期種痘工作｣(52-東衛防字제18호), 東

北衛生 5卷 5期, 1952, pp.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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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방역 방침을 마련하 다. 중앙 인민정부 위생부에서 지시한 방역 
중점과 동북인민정부 위생부에서 첨언하여 하달한 지시를 바탕으로 각급
이 마련한 방역 방침을 살펴보면 크게 예방과 발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예방 방침은 전염병 매개 동물 및 곤충에 한 조사 연구, 예방 접종, 
그리고 위생상태 검사로 나눌 수 있고, 방역 방침은 전염병 발생 시 보고, 
확진, 소독, 격리 및 봉쇄, 치료, 그리고 전염병 발생원인 조사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예방 방침의 하나인 전염병 매개 동물 및 곤충에 한 조사 연구
에서 동북 인민정부가 가장 예의 주시한 것은 페스트 발생을 억제하기 위
해 동북 지역의 설치동물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50년 이철범
을 장으로 한 설치류연구 를 積善屯 부근에 파견하여 동면 들쥐의 생
태를 연구하 다. 이들은 먼저 적선둔 주위의 농지, 모래더미, 황무지, 가
로변 등에서 쥐구멍을 찾는데 집중하 고, 구멍의 구조를 분석하여 동면하
는 쥐의 생태환경 및 쥐의 상태를 조사하 다. 조사 결과 들쥐가 동면하는 
구멍은 체로 구조가 복잡하며, 지면에서 90센티미터 아래까지 중심 굴
을 파고, 거기에서 옆으로 65센티미터 깊이의 굴을 다시 파서 자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동면하고 있는 쥐의 털색은 담황색으로 신체는 신경이 
마비된 상태임이 파악되었다. 이어 동면에서 깨어난 들쥐의 기생 상황을 
조사하 다. 그 결과 촌둔에 파 놓은 쥐구멍과 땔감 안에 생활하는 쥐를 
발견하고 이들을 잡아 페스트균을 보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화학 검사하
다.33)

나아가 동북에서 생활하는 쥐의 생활 패턴을 4년간 조사하여 다음의 사
항을 밝혀냈다. 페스트를 전염시키는 종류는 총 3종, 즉 얼룩쥐, 시궁쥐, 
생쥐로, 얼룩쥐는 일명 들쥐로 10월에서 다음 해 3월 중순까지 동면을 하
며, 4~5월에 가장 활발하게 교미 활동을 한다. 들쥐는 동면 전에 페스트에 
감염되었을 경우 급성에서 亞急性 혹은 만성으로 바뀌고, 동면에서 깨면
서 벼룩을 통해 다른 쥐와 인류에게 페스트를 전염시킨다. 집쥐에 해당하
는 시궁쥐는 페스트 보균율이 0.5~2.29%에 해당하며 9~10월에 보균쥐의 

33) ｢怎樣硏究撲滅齧齒動物｣, 東北衛生 2卷 5期, 1950, pp.35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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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최다에 이르는데, 그 이유는 이 기간이 번식 기간이어서 새끼 쥐가 
쉽게 감염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생쥐는 촌락과 농경지 및 초원 등에 
모두 서식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다 자주 거처를 옮기는 경향이 있다. 
날씨가 따뜻하고 야외에 먹을 것이 많을 때는 들쥐처럼 촌락 밖에서 생활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고 야외에 먹을 것이 없을 때면 촌락 안으로 이동하
여 생활한다. 그래서 들쥐와 접촉하여 페스트에 감염되면 이를 촌락 안으
로 전염시키는 역할을 한다.34)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쥐가 촌락 안팎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防鼠溝, 즉 쥐가 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촌락 주
위에 해자와 같은 구덩이를 깊게 파서 쥐의 유입을 막는 것이 예방책으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페스트균 보균쥐가 발견되면 이에 한 철저한 보고와 검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하 다. 보균쥐를 발견하면 즉시 전보로 상급 방역 기관에 
알리고, 해당 구를 경계구로 설정해 엄격하게 쥐와 벼룩을 제거하는 운동
을 벌일 것을 규정하 다. 省防疫站에서는 보고를 접수한 후 즉시 화학실
험원이 포함된 포서 를 해당 지역으로 보내 쥐를 잡아 해부하여 페스트 
의심 간균을 찾아내 전염원을 밝혀내고, 마을의 쥐 도와 벼룩의 수 등을 
조사하도록 하 다. 페스트에 감염된 쥐가 발견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잡은 
쥐의 일부를 해부하여 보균 상황을 분석하여 상급 기간에 매달 보고하는 
제도를 엄격히 집행할 것을 지시하 다.35)

다음으로 전염병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졌던 것이 예방 
접종이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북인민정부가 가장 강조한 전염병이 페
스트, 두창이었기에 이를 중심으로 예방접종 시행 방침 및　집행 상황을 살
펴보자. 

1910년 만주 지역에서 페스트가 발생하여 규모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
생한 이후 페스트는 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발발하 다. 특히 1947년에는 
동북의 8개 시, 현, 기, 93개의 구, 633개의 촌둔까지 파급되었다. 전염병 

34) ｢掌握鼠疫發生和發展的規律,爲消滅鼠疫而鬪爭!｣, 東北衛生 4卷 2期, 1951, 
pp.67-69.

35) ｢東北人民政府關於加強豫防鼠疫工作的指示｣(公文제4838호, 1950.6.21.), 東北人
民政府法令彙編 제1집, 1950, pp.76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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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3만여 명에 달하 고, 사망은 2만여 명이나 되었다. 전염이 심했던 
지역, 예를 들면 통요에서는 매일 150~160명이 죽어나갔다. 페스트의 유
행으로 농사는 막 한 피해를 입었고, 철로 교통이 마비되면서 동북의 각 

도시와 공장, 광산까지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36) 이에 심양시에
서는 1949년 가을에 50만 명분의 백신을 각 구에 배급하여 개업의의 도
움을 받아 예방주사를 실시하기도 하 다.37)

1950년 동북 제3차 위생회의에서 1950년 방역 방침을 “페스트 예방을 
주로 하는 동시에 기타 전염병을 느슨하게 하지 않는다.”로 정함에 따라 
페스트 발생률을 경감시키기 위해 동북 각지에서는 페스트 백신의 접종을 
위생 정책의 하나로 삼았다.38) 이 지시에 따라 흑룡강성에서는 페스트가 
발생한 적 있었던 조안현 등을 비롯한 7개 현과 그 주위의 4킬로미터 이
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페스트 생균 예방 주사를 2차례 놓았다. 그
리고 페스트 보균 쥐가 발견된 지역에서는 주민 모두를 상으로 한 신체
검사를 실시하 다.39) 통요현에서는 페스트 예방주사를 실시하기 위해 62
명으로 구성된 疫區處理隊를 조직하고, 이들을 15개의 소조로 나누었다. 
임신 5개월 이상인자, 만 5세 이하인 자, 75세 이상인자, 체온이 37.1도 
이상인자, 중증 결핵, 심장 질환, 신장 질환 및 기타 중병을 앓고 있는 자
를 제외한 모든 주민을 접종 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먼저 城關區 주민
을 상으로 백신을 투여한 뒤, 일에 익숙해지면 하향하 다. 각 소조는 4
명 정도로 구성되었는데, 주사를 놓는 사람, 요오드 액을 접종 부위에 바
르는 사람, 주사를 비롯한 의료 도구를 소독하는 사람, 사용한 주사 수와 
접종한 사람의 수를 장부에 기록하고, 접종 확인증에 도장 찍는 사람이 각
각 1명씩이었다. 그러나 4명만으로 백신 접종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역부
족이었다. 이에 촌 행정 간부 혹은 부녀회 회원을 동원하여 사업에 협조하
도록 하 다. 이들은 주로 접종자를 호구부와 조해 확인하고 기록하는 

36) 鼠疫豫防法, 東北醫學圖書出版社, 1952, pp.1-3.
37) ｢預防疫病民全是普遍開始注射｣, 東北日報 1949.9.13. 2판.
38) ｢1950年上半年東北防疫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95-107.
39) ｢洮安等七縣防鼠疫藥針注射完了,要大力展開捕鼠運動｣, 黑龍江日報 1950.5.23.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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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외에도 질서 유지나 접종을 망설이는 사람을 뒤에서 어 접종을 완료
하게 하는 일을 맡았다.40)

그러나 백신 접종의 부작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 다. 어느 촌에서는 접
종자 273명 중 210명이 두통 증상을 호소하 고, 접종 부위가 붉게 부어
오르는 사람도 145명이나 있었다. 고열, 구토, 관절통, 위통 등의 증상도 
나타났다. 게다가 현 전체에서 주사로 인한 화농 현상이 69명에게나 발생
하 다. 그러자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이 5월 25일 자 內蒙古日報
에 게재되기도 하 다. 글에서는 부종이 발생하고 고름이 생긴 이유를 주
사를 놓은 후 접종 부위를 주사를 맞은 사람에게 직접 소독액으로 문지르
게 하 는데, 사람들이 어디를 어떻게 소독해야 하는지 몰라 주사를 놓지 
않은 부위를 문지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 그리고 어느 
둔에서는 저녁 12시에 접종을 진행하 는데, 유등이 없어 제 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주사를 놓았기 때문이라고 하 다. 당시 이 지
역 사람들은 내일 날이 밝으면 접종을 하자고 했음에도 방역 인원이 일을 
다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여 강행한 결과 다고 보았다. 이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아 화농현상이 생겼다는 게 비판의 주요 골자
다.41)

이러한 비판을 접하자 동북인민정부 위생부가 직접 기동방역 원을 파
견해 사실 조사에 착수하 다. 그 결과 비판을 제기한 촌외에도 몇 군데에
서 유사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어느 지역에서는 주사 바늘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소독도 하지 않은 채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곳
에서는 시간이 부족해 소독을 충하기도 하 다. 이는 인원은 부족한데다 
기술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은 인력이 투입된 결과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부족한 방역 인원을 보충하고, 화농이 

40) ｢貫徹豫防爲主的總方針通遼縣進行鼠疫生菌豫防注射經過｣, 東北衛生 2卷 5期, 
1950, pp.345-349. 접종 제외 상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사평시
에서는 접종 제외 상자로 ① 임신 3개월 이상인 자, ② 5세 이하 및 61세 이상
인 자, ③ 열성병 및 중증 환자(결핵, 심장 질환자), ④ 산후 5개월 된 아이가 있으
며 모유 중인 부녀로 규정하여 나이, 임산부의 기준 등에서 통요현과 다소 다른 점
이 있었다(｢四平市鼠疫生菌豫防注射工作計劃｣, 東北衛生 4卷 2期, 1951, p.75). 

41) ｢鼠疫生菌豫防注射的錯g｣, 內蒙古日報 1950.5.25.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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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사람에게 페니실린 투여 등의 무료 치료를 해줄 것을 지시하 다.42) 
다음으로 두창 예방을 위한 종두사업을 살펴보자. 두창 예방은 중앙인민

정부에서도 각별히 중시하 던 사업 중 하나 다. 중앙인민정부는 1950년 
제1회 전국위생회의에서 두창을 3~5년 안에 소멸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
음에도 그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의 두창 환자가 44,211명에 이르고, 
7,765명이 사망하게 되자 종두만이 두창 소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전국 각지에서 시민의 80% 이상이 종두를 한 여 시를 본받아 
보편적인 종두를 시행할 것을 지시하 다.43) 그리고 이어서 두창 소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포하 다. 이 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제2조
와 제6조, 그리고 제9조이다. 제2조에서는 “중국 경내의 거민은 국적을 불
문하고 모두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종두한다.”이고, 제6조는 “정당한 이
유 없이 종두를 거절하는 자는 설득 교육하 음에도 효과가 없으면 각급 
위생행정기관이 강제로 집행해도 된다.” 다. 이는 중국 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종두 의무화를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예방접종 강제권을 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었다. 제9조는 “공사립 의원 진료소 및 중서의는 지방 행정 
기관이 종두를 위탁하면 그 의무를 다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이다.44) 이는 국가 행정 기관이 개업의를 종두 사업에 강제로 참
여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Ⅱ장에서 본 위협을 매개로 의료인을 국가 
위생 행정에 참여시킨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우두 접종 의무화에 따라 동북 각지에서도 종두접종
이 실시되었다. 동북은 1950년부터 ‘3년 내 두창 소멸’이라는 목표 하에 
우두 접종에 박차를 가했다. 흑룡강성에서는 “지난 해 두창에 걸린 환자 
860명 중 204명이 죽고, 올해도 省內 11개 현에서 75명의 환자가 발생하
고 9명이 사망하여 생산에 큰 손실을 입혔다.”는 판단 하에 각 현에 방역
위원회를 조직하여 그해 봄, 12세 이하의 모든 아동을 상으로 종두를 

42) 鼠疫豫防法, 東北醫學圖書出版社, 1952, pp.67-74.
43) ｢中央人民政府政務院指示各地發動秋季種痘運動｣, 東北衛生 2卷 9‧10期 合刊, 

1950, p.615; ｢東北已勝利的奠定了消滅天花的良好基礎｣, 東北衛生 4卷 7期, 
1951, pp.357-358.

44) ｢中央人民政府衛生部頒發種痘暫行辦法｣, 東北衛生 2卷 9‧10期 合刊, 1950, 
p.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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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 고, 연말에 성인을 상으로 할 것을 결정하 다.45) 
심양시에서도 1950년 두창 환자를 경감시키기 위해 위생국은 각 구위생

원장, 방역의사, 방역원, 중서의 공회와 조산사 공회 회장이 참석하는 공
회봄철방역회의를 소집하여 종두 사업 계획을 통과시켰다. 이를 위해 종두
에 필요한 백신 및 의료 도구를 준비하고 의료인 1,337명을 동원하는 방
안을 세웠다. 이들 위생 행정 기관 담당자와 각 분야 의료인은 종두 사업
에 한 문제를 연구하고, 방역 선전을 실시하 다. 더불어 심양시에서는 
｢瀋陽市豫防天花暫行辦法草案｣을 제정하여 심양일보에 3월 29일부터 3일
간 게재하여 공포하 다.46) 

접종 상자는 자기 집 근처에 의무소가 있을 경우 직접 가서 접종을 
해야 했고, 의무소가 근처에 없는 경우에는 구정부의 담당자가 공안파출소
의 협조를 얻어 서의, 중의, 간호사, 조산사가 책임 구역의 주민들을 찾아
가 소독, 접종, 접종 증명서(종두증) 발급 등의 일을 진행하 다. 주민들에
게는 접종 전 어깨를 깨끗이 씻거나 목욕을 한 후 청결한 상의를 입도록 
하 고, 접종 상자가 아닌 여행객, 이사 온 자 등은 공안파출소 부근에 
설치된 종두참에 가서 종두를 하도록 하 다. 의료인에게는 소독을 철저히 
하고, 백신과 의료 자재를 절약하며, 주민에게 다정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하 다. 접종이 끝나면 이어서 두창 양성 혹은 음성을 확인하는 검두
를 진행하 다. 그래서 두창 음성인 경우 재접종을 시행하 다. 각 구는 
종두 상황을 3일에 한 번 시위생국에 보고하 고, 방역과와 병역소는 각 
구에 사람을 파견하여 현장의 접종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반응과 문
제를 탐색하 다.47) 

1950년 종두 실시 계획에 따라 각 성과 시에 백신 1,600만 명분을 배부
하기로 하 다. 그러나 실제 그해 한 해 동안 종두한 사람은 천만 명에 불
과하 다. 그 이유는 백신 추가 생산이 지연되면서 농번기에 접종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운 후 백신만 받아놓고 추수 등을 이유

45) ｢全省從四月八號開始十二歲以下兒童普遍進行種痘｣, 黑龍江日報 1950.4.10. 5
판

46) ｢沈陽衛生局召開醫務人員會決定開展防疫宣傳普遍進行春季種痘｣, 東北日報 195 
0.3.26. 2판.

47) ｢瀋陽市天花豫防工作｣, 東北衛生 2卷 12期, 1950, pp.667-672.



224

로 실시하지 않는 지역도 있었다. 구 행정 간부가 종두를 실시하려는 중의
를 막아 세우며 “종두를 해서 농민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누구 책임인
가?”라고 따져 묻기도 하 다.48) 이로 인해 1950년 종두 접종률은 인구의 
24%에 그쳤고, 그해 두창 환자는 6,247명이나 발생하 다. 그 중 사망자
는 783명에 달하 다. 이는 1949년에 비하면 현저히 감소한 수치이지만 
1952년 말까지 두창을 박멸하기 위한 목적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
었다. 

그래서 동북인민정부는 1951년 종두 접종에 한 지시를 내리면서 
“1951년이 두창 박멸 방침을 달성하는 관건의 해”라고 강조하고, 위생 인
원만이 아니라 모든 관련 분야가 협력하여 각지에서 종두 사업을 추진해
야 한다고 하 다. 이를 위해 각계 분야가 참여한 종두추진위원회를 건립
하여 사업을 총괄하고, 현지의 중서의를 최 한 동원할 것을 제안하 다. 
만약 의료인이 부족할 때는 종두원을 선발하여 이들을 훈련시켜 부족한 
자리를 메우도록 하 다. 그리고 종두를 하 음에도 종두증이 발급되지 않
아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자 공안 기관이 협조하여 호구책 記
事欄에 종두 검사 결과를 적을 것을 명시하 다.49)

지시를 바탕으로 1951년에 우두 접종을 완료하기 위하여 백신을 총 
3,200만 명분 생산하, 이를 그해 봄에 각지에 분배하 다. 그리고 필요한 
의료 도구도 준비하 는데 알코올은 한 사람 당 0.2 리리터, 탈지면은 한 
사람 당 0.2그램, 그리고 주사 바늘은 200명 당 1개로 계산하여 각지에 
지급하 다. 그리고 부족한 의료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종두원을 훈련시켰
다. 의료인, 훈련받은 종두원, 행정 간부, 공안 부문 간부로 구성된 종두조
는 街 혹은 둔마다 설치된 종두참에서 기한 내에 주사를 놓거나 상자임
에도 접종하러 오지 않은 사람의 집에 찾아가 종두를 하 다. 그리고 종두
증 발급의 증거 서류로서 호구책 기사란에 종두와 검두 사항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었다.50)

48) ｢1950年東北種痘工作的優缺點｣, 東北衛生 3卷 4期, 1951, pp.178-179.
49) ｢東北人民政府關於爲爭取三年內撲滅天花,加強領導1951年普種牛痘工作指示｣(東政

衛字第8號, 1951. 2.23.), 東北區科學技術發展史資料 醫藥衛生卷, 中國學術出版
社, 1988, pp.177-178.

50) ｢東北1951年種痘計劃｣, 東北衛生 3卷 4期, 1951, pp.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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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지시와 계획에 따라 각지에서 봄철 종두 접종이 진행되었다. 和
龍縣 8구에서는 의료인, 위생원 등을 소집해 종두에 한 지식을 가르치
는 훈련반을 운 하여 이론 학습과 아울러 감자나 무 등에 선검 실습을 
하고 서로 종두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실습하 다. 훈련을 마치면 소조를 
편성해 각 촌에 들어가 종두를 실시하 다. 이때 각 촌에서는 부련, 청년
단, 민병, 학교 등이 종두에 한 선전을 하는 등 종두 사업에 협조하
다.51) 이들은 훈련을 거쳐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될 수 있었고, 방역 
정책을 일선에서 이끄는 간부가 되는 등 핵심으로 부상하 다. 이처럼 부
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각지에서는 소학교 교직원, 구와 촌의 간부, 
군중 위생 조직, 부녀, 소학교 정도의 문화 수준을 갖추고 위생 정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을 향촌의 위생 간부로 배양하 다.52) 따라서 훈
련에 참가하는 것은 지역 사회에서 위생을 책임지는 간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길이었다. 

1951년 적인 봄철 종두를 추진한 결과 동북 지역에서 2년 동안 우
두를 접종한 자가 3,700여만 명에 달하 다. 그래서 그해 상반기 두창 환
자 수도 급격히 떨어져 388명에 불과하 다. 그러나 봄철 종두가 완료된 
후인 5~6월 사이에 96명의 환자가 발생하자 그 원인을 종두를 실시할 때 
외출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접종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
단하 다. 이에 가을에는 봄철 종두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 접종 당시 외
출, 질병, 전근 등으로 접종하지 못한 자를 상으로 보충 종두를 시행하

다.53)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52년에는 지정 연령에 한 종
두, 보충 종두, 그리고 두창 발생 시 종두에 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집
행하 다.54)

3,200만 명분의 백신 공급, 우두 접종 후 두창 발병률 감소 등의 통계 
수치가 현실을 그 로 반 하 다고 확인할 수 없지만 당국은 이 수치를 

51) ｢和龍縣八區 廣大한 群衆에게 種痘 實施｣, 東北朝鮮人民報 1951.3.27. 1판.
52) ｢省成立種痘推行委員會｣, 黑龍江日報 1951.3.12. 1판.
53) ｢東北人民政府衛生部指示爲佈置秋季澈底補種牛痘工作的決定｣, 東北衛生 4卷 6

期, 1951, p.274.
54) ｢東北人民政府衛生部關於佈置本年春季定期種痘工作的指示｣((52)東衛防字제18호, 

1952.2.15.), 東北人民政府法令彙編 제1집, 1950, pp.92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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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한 성과를 적으로 홍보하는데 이용하 다. 그들은 동북지역에
서 종두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을 모택동과 중국공산당의 
“인민을 위한” 마음 때문으로 보았고, 이를 앞선 시기의 통치 세력과 비교
하면서 신생 국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용하 다. 모택동과 중
국공산당의 자애로운 선도가 있었기에 각 분야의 적극적인 협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논리는 한국전쟁이라는 외적 위
기 속에서 국가와 사회를 더욱 끈끈하게 결속시킬 수 있었다. 

이상의 예방 방침과 더불어 전염병 발생 시 처리 수칙에 한 지침도 
마련되었다. 먼저 보고에 관련된 사항이다. 1949년 이전까지 전염병에 
한 보고 체계가 제 로 갖춰지지 못하 고, 전염병이 발생하여도 이를 숨
기는 것이 빈번하 다. 그래서 각지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여도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않아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 다. 예를 들어 연
길현 장백촌 제10행정조에 발진티푸스와 장티푸스가 발생하여 확산되었
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 주민 한 명이 친척집에 다녀온 후 병이 발생했
는데, 전염병이라고 하면 왕래 금지를 당할까 두려워 감기라고 속이는 바
람에 즉시 처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서로 왕래를 끊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이것이 병을 방지하는
데 가장 큰 효력이 있으니 감염 사실을 숨기려는 낡은 태도를 버리고 경
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즉시 의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55) 

감염 사실을 숨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0년 동북인민정부 위생부
는 전염병 상황에 한 보고 및 통보 방법을 결정하 다. 먼저 법정 전염
병이 발생하 을 때는 반드시 법정전염병 보고 카드를 이용하여 급에 맞
춰 보고할 것을 규정하 다. 단 전염병의 유행 경향이 보일 때는 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즉시 전보 혹은 전화를 이용해 직속 지도 기관, 본부, 그리
고 인접한 성과 시에 통보하도록 하 다. 특히 페스트나 콜레라의 경우 늦
어도 발생 24시간 내에 보고 할 것을 명시화하 다.56) 

55) ｢하기 위생에 주의하자｣, 東北朝鮮人民報 1949.6.22. 2판; ｢전염병이 발생하면 
속이지 말고 보고하자!｣, 東北朝鮮人民報 1949.6.22. 2판.

56) ｢關於疫情報告及通報辦法的決定｣, 東北衛生 2卷 4期, 1950,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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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염병 보고 카드는 전염병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뇌
염 발생 시 사용한 카드를 보면 전염병 발생 보고와 환자가 치료 후 원 
거주지로 돌아간 귀속보고를 한 장에 칸을 나누어 담고 있다. 전염병 발생 
시 보고하는 칸에는 환자의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원적지, 현주소지의 
거주 연한, 학교 및 직장 주소, 발병일 및 확진일, 주요 증상, 검사 결과, 
환자가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나 가금류, 그리고 환경 위생에 해서 기록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원주소지 귀속 시 기록하는 칸에는 환자의 치유 
및 사망 여부, 그리고 그 날짜, 치유 방법 및 병세의 경과를 적도록 하
다.57) 이를 통해 감염 환자는 물론 그의 거주지, 소속 단위 등을 파악하여 
격리 혹은 소독의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가축과 가금류를 통한 전염의 기
회를 차단하려 하 음을 알 수 있다. 이 카드는 환자의 감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작성되었고, 병원은 이를 자기 지역의 위생 기관에 
보냈다. 각 위생기관은 상급 기관에 24시간 내에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동
북인민정부 위생부에 전달되어야 하 다.58)

만약 확진이 아니라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환자 가족과 이
웃 혹은 마을 조장이 반드시 3시간 이내에 둔위생원에 보고하도록 하
다. 街나 촌에서는 4시간 이내에 구에 보고하되, 비교적 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최 한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 다. 전염병 상황을 보고 받은 
구는 즉각 24시간 이내에 시와 현, 기에 보고하고, 시, 현, 기는 최  48
시간 이내에 성에 보고하도록 하 다. 최종적으로 성과 직할시는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전보 혹은 전화로 동북인민정부 위생부 방역처에 보고하
다.59) 

보고가 접수되면 본격적인 전염병 구역으로 지정되어 방역 조치가 취해
졌다. 방역인원은 전염병 상황에 한 보고를 받은 후 2시간 내에 반드시 
출발하여 신속히 현지에 도달하여야 하 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염병 발생 
상황을 보고하 음에도 방역 가 오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 다. 조

57) ｢塡寫流行性腦炎發生和轉歸報告卡片的m明｣, 東北衛生 4卷 5期, 1951, 
pp.244-245.

58) ｢旅大區1950年上半年度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161-186. 

59) ｢鼠疫流行前之豫防工作｣, 東北衛生 5卷 7期, 1952, pp.34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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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 長富村에서 두창 환자가 1명 발생하자 즉시 서신으로 위생과에 보고
하 으나 “한 달이 가까이 지났어도 방역 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며 
“평소에는 매우 아름다운 구호를 외치지만 전염병이 발생해서 올 것을 청
하 음에 오지 않는다.”는 비평을 신문에 게재하기도 하 다.60) 大賚縣防
疫隊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뢰현 6구에서 마진 환자가 발생하
여 방역 원 2명이 왔지만 치료를 할 약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환자가 
치유되지 않았는데도 현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 이로 인해 마진으로 인
해 사망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자 뢰현방역 를 
사람들은 ‘허세부리는 자들’, ‘차만 타는 자들’이라 비꼬아 불 다.61)

전염병이 발생한 가장 좁은 범위를 소격리권이라 하 는데, 전염병 보고
를 받으면 이곳까지 24시간 내에 도달하여야 하 다.62) 임시 격리권에 가
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검진과 전염병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감염 
의심 환자의 증상과 전염 경로를 환자 혹은 주변인에게 질문하여 밝혀냈
다. 예를 들어 증상이 언제 발병하 으며, 발병 전에 건강 상태는 어땠는
지, 그리고 발병 전 10일 이내에 간 곳, 접촉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파
악하 다. 또한 환자 본인이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가족은 몇 명이고, 한 
집에서 동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전염병 병력 유무 등을 
파악하 다. 감염 의심자가 집 혹은 야외에서 죽은 쥐를 비롯한 감염 매개
체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등의 환자 주위의 생활환경에 해서도 조사하

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지형, 교통, 그리고 전염병 발
생 이력 등에 해서도 분석하 다. 

이와 동시에 의심 환자에 해서는 들것 혹은 차량을 이용해 이송하여 
입원시키도록 하 다. 만약 즉각 입원시킬 여건이 되지 않을 때는 환자의 
腺腫 穿刺液, 가래, 궤양 분비물, 혈액 등을 채취하여 화학 실험실에 보내 
검사하도록 하 다. 이러한 채취물에 해서는 반드시 주소, 성명, 재료 
종류, 채취 일자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시켰

60) ｢發生傳染病都請不到洮南防疫隊應5檢討｣, 黑龍江日報 1950.6.21. 8판.
61) ｢大賚防疫隊怎麼成了<紮唬隊>, <坐車隊>?｣, 黑龍江日報 1950.7.4. 4판.
62) 東北人民政府衛生部防疫處, 鼠疫防治院 編, 東北防治鼠疫工作常規, 1951,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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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3) 전염병 발생을 보고받으면 성급 위생기관에서 검사 인원을 조직하
여 파견하 다. 이들은 현지에 가서 시체를 검안하거나 매개 동물에 한 
해부 검사를 시행하 다. 합이빈시는 어느 둔에서 2명이 급사하 다는 보
고를 받자 검안조를 조직하여 현지로 급파하 다. 그들은 시신을 검사하여 
선종을 찾아내서 페스트 감염을 확진하 고, 최근에 죽은 자들의 시신도 
묘에서 파내 해부하여 페스트 간균을 발견하 다.64)

검진 과정에서 환자의 감염 여부를 정확하게 확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예를 들어 부여현에서는 폐페스트 환자를 폐결핵으로 오진하
여 전염병 방역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장춘현에서도 피
부페스트 환자를 부스럼으로 오진하여 그 환자는 물론 연이어 감염된 자
들도 사망하 다.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하 다고 보고된 지역에 가서 의심 
환자 외에 다른 사람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 다. 왜냐하면 쌍
성현에서는 탐문 과정에서 전염병 의심 증상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격리소
에서 보초를 선 자에 의해 오히려 전염병이 확산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
었다.65)

전염병 상황 조사 및 확진과 더불어 소독 처리도 실시하 다. 심양시에
서는 1950년 뇌염이 유행할 때, 일부 지역에서 환자가 살던 집을 소독하
지 않았고, 환자 가족들은 누구에게 소독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몰라 문제
가 발생하기도 하 다.66) 이처럼 소독에 한 정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
자 허둥 는 상황이 발생하 다. 이에 소독에 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
하 다. 환자가 거주한 주택에 해서는 실내를 한번 강 소독 한 후 물
품을 밖으로 다 옮기고 분무기로 소독을 한다. 그리고 밖으로 옮긴 물품에 

해서는 종류별로 서로 다른 소독법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의류는 증기
를 이용하고, 식기는 물로 끓여 소독하며, 물건에 해서는 소독액을 뿌린
다. 곡식과 땔감에 해서도 햇빛에 말리는 방법을 이용해 소독하고, 가축
에 해서는 몸에 소독액을 뿌린 후 소독한 원래의 우리로 돌려보내거나 

63) ｢鼠疫流行時疫區處理工作｣, 東北衛生 5卷 7期, 1952, pp.356-363.
64) ｢哈市初發鼠疫患者的判定及其防治措施｣, 東北衛生 2卷 5期, 1950, p.359.
65) ｢鼠疫疫區處理的幾個主要問題-東北1950年疫區處理工作的經驗｣, 東北衛生 4卷 2期, 

1951, pp.76-77.
66) ｢1950年東北防治流行性腦炎工作經驗｣, 東北衛生 4卷 1期, 1951, pp.14-18.



230

다른 곳으로 옮겨 사육케 한다.67)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음에도 전염병이 발생한 각지에서는 어느 정도로 

소독해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농안
현에서는 선페스트 환자의 주택을 첫날은 리졸액으로 소독하고, 이튿날은 
디디티를 뿌려 벼룩을 죽 고, 셋째 날에는 다시 바닥에 풀을 태워 소독하

다. 흑룡강성에서는 매일 한번 불태우는 방법을 적용하 다. 뢰현에서
는 소독만 15번 하기도 하 다. 이런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감염자를 건
강한 사람과 격리시키고 난 후 적인 소독을 1회 하면 되는 것을 원칙
으로 세웠다.68)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 한 격리 및 봉쇄도 함께 진행되었다. 격리는 
소격리권과 격리권으로 나누었다. 소격리권은 환자가 나온 院을 단위로 
하 다. 만약 院에 살고 있지 않다면 전염병 환자의 집에서부터 약 10미
터 이내를 소격리권으로 지정하 다. 이 격리권은 9일 후에 해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 다. 격리권은 농촌의 경우 둔을 단위로 하 고, 도시의 
경우 조 혹은 가를 단위로 지정하 다. 격리권의 봉쇄 기간은 최소 12
일로 만약 발생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판단될 때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하 다.69) 만약 전염병 상황이 심각할 때는 철도와 도로 등의 교통도 봉
쇄하 다. 예를 들어 1950년에 중장철로 간선인 삼악하, 채가구, 도뢰소 
사이의 여러 지역에서 페스트가 발생하자 역을 두 달간 봉쇄하기도 하
다.70) 봉쇄된 지역의 주민은 여행을 할 수 없었고, 이곳의 물품도 밖으로 
운송되는 것을 엄 히 금하 다. 봉쇄된 지역에 한 출입은 각 지방 정부
에서 민병, 자위 , 혹은 공안 부 , 그리고 정규 군 를 동원해 엄격하게 
집행할 것을 규정하 다.

전염병 환자와 접촉한 자에 한 격리도 진행되었다. 환자의 가족과 환
자와 접촉한 사람에 해서 촌둔 밖이나 촌둔 내 구석진 곳을 찾아 건강 

67) ｢鼠疫流行時疫區處理工作｣, 東北衛生 5卷 7期, 1952, pp.356-363.
68) ｢鼠疫疫區處理的幾個主要問題-東北1950年疫區處理工作的經驗｣, 東北衛生 4卷 2期, 

1951, pp.76-77.
69) ｢鼠疫流行時疫區處理工作｣, 東北衛生 5卷 7期, 1952, pp.356-363.
70) ｢鼠疫疫區處理的幾個主要問題-東北1950年疫區處理工作的經驗｣, 東北衛生 4卷 2期, 

1951, pp.76-77.



231

격리소를 세우고, 접촉자들을 이곳에 격리시켰다. 건강 격리소 안에서는 어
떤 전염병과 접촉했느냐에 따라 나누어 격리하도록 하 다. 그리고 격리는 
입소한 후 9일 뒤에 해제되었다. 격리 중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두 번 측정하 고, 증상을 관찰하고 이를 명부에 기재하 다.71) 

그러나 격리와 봉쇄 조치는 당시 인에게 끔찍한 기억을 회상시켰다. 
1910년 동북 지역에 페스트가 발생하자 伍連德은 확진자를 피병원에 수용
하는 방법을 적으로 시행하 다. 이곳에 들어간 사람은 남자건 여자건 
보통 며칠 뒤에 사망했다. 그래서 당시 동북에 거주하던 중국인 다수는 
감금된 사람들이 아무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
다.72) 그리고 만주국 시기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 내린 격리와 봉쇄는 사
람들에게 “격리소에 갇히면 시체가 되어 나온다.”는 인식을 연장시켰다.73) 
그래서 격리와 봉쇄의 끔찍한 기억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염병 사실을 숨기
게 하 고, 격리소를 이탈하게 만들었다.7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병에 걸리고 보면 어느 한 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설득이 진행되었다.75) 그리고 격리하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조를 조직해 신 경작을 하거나 가축 사육을 도와
주도록 하여 안심하고 지내도록 함으로서 격리한 자에 해 당국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 다.

전염병 시체에 한 화장 혹은 매장도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 다. 시체
를 제 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기 때문이었다. 먼저 화장을 할 경우 주민의 거주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1미터 이상 깊이의 구덩이를 파서 풀과 나뭇잎을 깐 
뒤 시체의 머리를 바람이 부는 쪽을 향해 눕혀 점화하도록 하 다. 타고 

71) 東北人民政府衛生部防疫處, 鼠疫防治院 編, 東北防治鼠疫工作常規, 1951, 
pp.34-37.

72) 샹린레이 지음, 박승만 외 옮김, 앞의 책, pp.35-37.
73) 孫邦 主編, 앞의 책, pp.392-393.
74) ｢加強防疫工作改進現存缺點-開魯,大賚,農安三縣疫區檢査報告｣, 東北衛生 2卷 

5期, 1950, pp.32 5-328.
75) ｢봄철을 맞아 일층 위생에 주의하자｣, 東北朝鮮人民報 1949.3.3.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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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남으면 흙으로 묻고 묘 앞에 이름을 새긴 나무 표지를 세워두도록 
하 다. 화장을 장려했지만 불가능할 때는 매장도 허용하 다. 매장을 할 
때는 2.3미터 정도의 깊이로 땅을 파고 땅 안에 장작이나 건초를 넣어 먼
저 태워 그을리게 한 후 시체를 넣어 흙으로 덮었다. 절 로 시신에 한 
장례 의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 고, 가족이 시신에 손을 지 못하도
록 하 다.76)

환자의 치료는 전염병의 종류에 따라 달랐다. 체로 약품과 화학 요법
을 적용하 는데, 부분 소련의 치료 방법을 도입하 다. 페스트 환자의 
경우 부분 입원하 기에 스트렙토마이신과 술파민으로 치료를 하
다.77) 체로 이 두 가지 치료를 혼합하는 방법이 적용되었고, 일부 지역
에서만 스트렙토마이신 주사 혹은 술파민 내복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일 
요법을 사용하 다. 그 효과는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으나 스트렙토마이신 
주사만 놓았을 때가 비교적 효과가 가장 좋았고, 다음은 스트렙토마이신과 
술파민을 함께 사용하는 요법이었다. 그리고 술파민만 내복했을 때가 가장 
치료율이 낮았다.78) 이렇게 예방 및 방역 지침을 마련함으로서 전염병을 
국가가 직접 관리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지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지역
의 여러 단체와 개인의 협조를 얻어 국가는 국민의 이동과 격리 등을 통
제할 수 있었다.

2) 군중 방역 조직의 건립과 활동

앞 절에서 살펴본 방역 계획 및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동북 인민정부는 
방역 행정 조직 및 기관을 수립하 다. 1947년 동북 행정위원회가 성립된 
이후 방역 기구가 산발적으로 수립되고 통합‧폐지‧개편되던 것을 1951년 
일률적으로 [그림Ⅴ-1]과 같이 재정비하 다.

76) 東北人民政府衛生部防疫處, 鼠疫防治院 編, 東北防治鼠疫工作常規, 1951, 
pp.37-39.

77) ｢旅大區1950年上半年度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161-186; ｢內蒙防治鼠疫的對策｣, 東北衛生 2卷 5期, 1950, pp.360-361.

78) ｢1950年東北防疫工作總結｣, 東北衛生 3卷 6‧7期 合刊, 1951, pp.2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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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北人民政府
위생부 防疫處 鼠疫防治院 傳染防治院 교통검역소

省
위생청 防疫科

방역참
市

위생국 防疫科

방역소 전염병원
縣

衛生院 防疫所

鼠疫區縣 衛生實驗縣
區

위생소 방역실

역구 및 위생 실험현 소속 구 
防疫員

일반현 소속 구 
衛生助理

[그림Ⅴ-1] 동북인민정부의 방역 조직도
출처: ｢1951年東北防疫工作計劃｣, 東北衛生 3卷 8期, 1951, pp.440-441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Ⅴ-1]의 방역 조직을 보면 동북인민정부 위생부를 중심으로 방역처
-방역과-방역소-방역실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이 마련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령이나 지시를 전달하는데도 유용했으나 무엇보다 전
염병이 발생하 을 경우 신속한 보고 체계를 확립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위 조직에서 볼 수 있듯 동북인민정부는 위생부 산하에 傳染防治院과 
鼠疫防治院 등의 전염병 예방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설립하여 
페스트를 비롯한 전염병 예방치료의 기술력을 강화시키고자 하 다. 먼저 
傳染防治院은 院部, 예방치료부, 제조부 세 부서를 두고, 각종 전염병 백
신과 혈청을 제조하고 콜레라와 발진티푸스 등의 전염병 예방 치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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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 다.79) 
다음으로 鼠疫防治院은 1949년 장춘에 설립된 페스트 연구소와 기동방

역 가 합병되면서 탄생한 것이었다. 기동방역 는 방역 체계가 아직 확립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요현, 平莊, 합이빈시 등 페스트가 발생한 지역에 
파견되어 쥐잡기, 잡은 쥐에 한 화학 검사, 환경 위생 정비 등 방역 활
동을 전개하 다.80) 그들 중 일부는 중앙인민정부 위생부의 지시를 받들
어 페스트가 심각하게 유행하고 있었던 雷州반도에 4개월 반가량 파견되
기도 하 다.81) 이러한 기동방역 를 흡수한 서역방치원은 각지의 방역 
업무를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로 하되 여기에 페스트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사 연구가 부가되면서 동북 최고의 페스트 예방치료 기구가 되었
다.82) 만약 페스트 환자가 발생하면 이곳에서 페스트 환자를 수용하여 치
료하 는데, 엄격한 규칙과 제도를 규정하여 운 하 다. 환자, 간호사, 의
사, 그리고 기타 병원 직원이 지켜야할 수칙이 성문화되었고, 페스트 환자
를 치료하고 간호하기 위한 업무 규칙도 제정되었다. 환자의 간호를 위해 
세안, 가래 뱉기, 침  정리, 난방, 의복 관리, 실내외 청결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 고, 병세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적인 체온, 맥박, 호흡, 소변 검
사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 다.

① 체온 검사: 일반적으로 최소 4번 검사한다(오전7시와 8시, 오
후 4시와 8시). 중증 환자는 횟수를 2번 더 추가한다. 
치료 과정 중에 체온 변화가 있으면 4시간마다 한 번씩 
체온을 측정한다. 이 모든 것은 진료 기록에 상세히 작
성하여 조사에 참고한다.

② 맥박 측정: 체온 검사와 동일하게 병세의 경중에 따라 매일 
4-6회 검사한다. 의사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79) ｢1951年東北防疫工作計劃｣, 東北衛生 3卷 8期, 1951, pp.440-448.
80) ｢1950年上半年東北防疫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95-107.; ｢展開防疫工作-機動防疫隊第一中隊在熱河｣, 東北衛生 2卷 5期, 
1950, p.371.; ｢機動防疫隊簡訊｣, 東北衛生 2卷 5期, 1950, p.376.

81) ｢衛生部防疫隊奉命赴雷州半島完成撲滅鼠疫任務返沈, 東北日報 1950.6.24. 2판.
82) ｢1950年東北防疫工作總結｣, 東北衛生 3卷 6‧7期 合刊, 1951, pp.2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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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맥박을 통해 분석된 사항을 진료 기록에 기재한다.
③ 호흡 검사: 매일 4-6번 검사한다. 
④ 소변 검사: 중증 환자의 소변은 즉시 돌보고, 소변 횟수, 

양, 상태를 기록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화학실험실에 보
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83)

전염병 전문 병원 외에 각 성마다 방역참을 하나씩 설치하여 성의 방역
을 책임졌다. 방역참은 1951년 이전에 전염병 예방 치료를 선도했던 성방
역 를 합병함으로서 탄생하 다.84) 그리고 각 시에는 전염병원을 건립하
여 시에서 발생한 법정 전염병 환자를 수용하 다. 장춘시에서는 1949년 
12월 市立傳染病醫院을 만들어 약 8개월 동안 전염병 환자 444명을 수용
하여 치료한 결과 401명을 완치시켰다. 이로서 장춘시의 법정전염병에 의
한 사망이 1949년 14.1%에서 1950년 상반기 3%로 감소하 다.85) 페스트
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던 烏蘭浩特市에 설치된 鼠疫醫院을 보면 [그
림Ⅴ-2]와 같이 설계되었다.

1. 환자 출입문
2. 검사실
3. 갱의 및 이발실
4,6. 의복 송출구
5. 의복 소독실
7. 환자 의복 창고
8. 목욕실
9,10,12,13,18. 
  선페스트 병실
11. 생활용품 소독실
14. 주방
15. 휴게실

16. 갱의실
17. 약국
19. 패혈증 페스트 병실
20. 폐페스트 병실
21. 중환자실
22, 26. 변소
23. 소독실
24. 시체 안치실
25. 해부실
27. 직원 출입문
28. 시체 운구 통로

[그림Ⅴ-2] 오란호특시의 서역의원 구조
출처: ｢1949年防治鼠疫工作總結報告｣, 東北衛生 1卷 4期, 1950, p.27.

83) ｢傳染病院的管理法｣, 東北衛生 5卷 8期, 1952, pp.429-433.
84) ｢1951年東北防疫工作計劃｣, 東北衛生 3卷 8期, 1951, pp.440-448.
85) ｢長春市傳染病醫院半年治愈患者四百餘名｣, 東北日報 1950.7.25.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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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역의원은 [그림Ⅴ-2]에서처럼 크게 입원실, 병실, 주방, 변소, 환자 및 
물품 소독실, 시체 안치소, 해부실, 그리고 직원 휴식 장소로 설계되었다. 
병실은 페스트 유형에 따라 나누어져 있었으며, 중환자실를 두어 환자가 
일반 병실에서 사망하는 것을 막았다. 페스트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기
에 페스트 환자를 한 곳에 모아 치료함으로서 인력과 물력을 분산시키지 
않으려는 목적 하에 서역의원을 설립하 으나 페스트가 소강상태에 들어
가면 소독을 한 후 일반 전염병원 혹은 보통병원으로 운 하도록 하
다.86) 

그리고 현 이하의 단위는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위생실험현으로 
지정된 곳, 그리고 일반 지역으로 나누어 방역 행정 체계를 만들었다. 전
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위생실험현으로 지정된 곳은 방역소를 설치
하여 전문 방역원이 각종 전염병 예방‧치료 방법, 전염병 매개 곤충 및 동
물 박멸법, 방역 약품 사용법, 소독법 등을 수록한 수첩을 들고 다니며 방
역 활동을 진행하 다. 일반 지역은 방역 기구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위생
조리나 위생원 등이 방역 업무를 맡았다.87)

이러한 행정기구와 함께 방역을 위한 군중 방역 조직으로 상설 혹은 임
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방역위원회는 전염병 검사, 총결, 보고를 주도하
는 권력 기관으로서 그 구성의 정도는 다르지만 각급의 위생 행정 기관마
다 수립되었다.88) 연변시에서는 위생기관 담당자와 각계 유관 부문의 책
임자로 구성된 현(구)방역위원회를 수립하여 분공 책임제 하에 방역 사업
의 중요성을 선전하고, 예방주사, 환경위생, 개인위생 등의 방역 위생을 
추진하 다.89) 가장 말단 행정 단위인 주택구에도 방역위원회가 조직되었
다. 阜新縣의 어느 주택구에 설치된 방역위원회는 위생 관련 단위, 행정기
관, 공회, 公安分駐所, 의원, 학교, 부녀 표, 합작사, 거민조장 등으로 구

86) ｢1949年防治鼠疫工作總結報告｣, 東北衛生 1卷 4期, 1950, pp.24-27.
87) 防疫員手冊, 東北醫學圖書出版社, 1952; ｢1951年東北防疫工作計劃｣, 東北衛

生 3卷 8期, 1951, pp.440-448.
88) ｢加強防疫工作改進現存缺點-開魯,大賚,農安三縣疫區檢査報告｣, 東北衛生 2卷 

5期, 1950, pp. 325-328.
89) ｢延邊第一次防疫工作會議擧行延邊防疫委員會正式成立｣, 東北朝鮮人民報

1951.7.1.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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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고, 이들이 위원회의 正副주임위원을 선출하 다. 이 위원회는 다시 
주택 수에 따라 7~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3개의 조로 나뉘어 구역 책임
제로 운 되었다. 각 조에서는 조장을 선출하여 방역 계획을 세우고, 위생 
공약 및 징벌제도를 제정하다. 이처럼 방역위원회는 행정 구역의 말단까지 
조직되어 국가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의 방역을 책임졌다. 이는 공회, 
의원, 학교, 부녀 표 등 각계 표와 합작사, 위생 관련 단위, 행정 기관, 
공안 등의 기관 표, 그리고 거민조장이 참여하는 지역 사회의 범 자율적
인 조직이었다. 특히 거민조장이 포함되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서 선출된 

표를 포함시킴으로서 방역위원회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
련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 단체는 지역 사회의 방역
을 책임지는 주요한 임무를 부여 받아 신생 국가의 위생 정책에 참여 할 
수 있었다.

각 위원회 내에서의 운 은 지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행해졌다. 예
를 들어 각 조는 책임구역 내에서 주민을 상으로 한 선전, 청소 지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의료인, 학교 관계자와 협조하여 연극, 강연, 표어, 
전단지 배부, 게시판, 그림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위생방역에 

한 선전을 진행하 다. 부녀회, 공회, 행정 기관에서는 주민을 동원하여 
청소를 실시하 고, 각 식당, 목욕탕, 이발소의 청결과 개인위생을 지도하

다. 공안분주소, 의료인, 부녀회, 공회, 행정 위생 위원은 위생 검사를 
책임졌다. 매주 한번 갑, 을, 병, 정의 등급을 매겨, 갑 등급을 받은 개인
에게는 상을, 정 등급을 받은 개인에게는 벌을 주었다.90)

임시성 위원회로는 夏季衛生防疫委員會 등이 있었다. 요서성 북진현에
서는 현 위생과 및 구 위생원을 중심으로 교육과, 교련, 문련, 문화관, 공
상과, 공상회, 공안국, 공안 , 부련, 성관구 의사회 등의 기관을 연합한 
夏季衛生防疫委員會를 조직하 다. 이 조직 또한 지역 내 각계 단체가 참
가하여 해당 지역의 방역을 책임지는 자율성 군중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각지에 형성된 하계위생방역위원회는 회를 통해 조직을 다음과 같이 구
성하 다.91)

90) ｢阜新煤礦組織住宅防疫衛生委員會｣, 東北衛生 2卷 5期, 1950, p.328.
91) ｢遼西省北鎭縣夏季衛生防疫工作怎樣做的?｣, 東北衛生 2卷 4期,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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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임 위원: 위생과장, 위생원장이 맡는다.
2. 宣敎 위원: 교육과, 교련, 부련, 문련, 문화관, 의사회 등 기관

에서 한명의 표를 선출한다. 총 책임자는 교육과, 
문화관이 책임진다. 위생방역운동 시 각종 선전 형식
을 이용하여 선전 임무를 완성한다. 

3. 검사 위원: 공안국, 위생과, 공상과, 공상회, 공안  등 기관에
서 각각 1명의 표를 선발한다. 총책임자는 공안국 
위생과가 맡는다. 이번 위생방역 운동을 통해 환경위
생을 정비하고, 업소위생을 잘 관리한다.

4. 집행 위원: 성관구 위생원의 의사회가 맡으며, 성관구 위생원이 
총책임자이다.

위 조직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위원회가 위생 행정 기구와 지역의 각
종 사회 단체가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것이다. 위원회를 총괄하는 
주임 위원에 위생과장, 위생원장을 둠으로서 군중 단체를 아우르는 구심점
으로서 국가 권력 기관을 설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군중 단체와의 협력
을 통해 중성 방역운동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사회관계에서 나타나는 제한된 범위 내의 군중 단
체의 자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염병 매개 곤충이 가장 번식하기 좋은 시기인 여름철에 전
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 위생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파리, 쥐, 
벼룩 등을 박멸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 고, 이를 위해 주민을 

적으로 동원하 다. 이 운동에서 특히 학교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北鎭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동원해 종이극, 슬라이드 상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큰 길에서 나팔을 불며 군중을 모으고 위생 선전을 하 다. 또한 
위생 상식을 쓴 칠판을 교차로로 들고 나가 모두가 볼 수 있게 홍보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92) 학생의 참여는 교사의 동원 없이는 불가능 

pp.300-302; ｢遼西省夏季衛生防疫運動開展的情況｣, 東北衛生 2卷 5期, 1950, 
pp.356-357.

92) ｢遼西省北鎭縣夏季衛生防疫工作怎樣做的?｣, 東北衛生 2卷 4期,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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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었고, 교사 단체, 즉 교련이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서 얻어낼 수 있
는 성과 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매개물을 박멸하는 작업은 중
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중을 어떻게 설득하
느냐,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당시 방역 사업의 중요한 과업
이었다. “단순히 정부 방역 에 의거해 동분서주하는 것은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전염병을 즉시 박멸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는 지적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전문적인 방역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었다. 이에 따라 동북인민정부에서는 民辦防疫隊를 만들어 운 하 다. 처
음 이 조직이 만들어진 곳은 길림성의 太平川街 다. 이곳은 교통의 요지
로 인구 도도 높은데다 페스트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지역이었
다. 그래서 페스트 예방을 위해 방역 가 파견되어도 이들은 머지않아 다
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기에, 이들이 떠나면 곧장 방역 작업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
을 뽑아 민판방역 를 조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 구, 街 각급정부 책임 간부에게 민판방역 를 조성하는 의의와 필요
를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후 街長, 부련 주임, 위생 위원, 위생원, 위생조
장, 街黨支書, 위협 주임, 街의 모든 중서의, 街에 설립된 기관 표로 구
성된 민판방역 를 조직하 다. 이들은 정부 방역 가 파견 나와 있을 때
는 이들의 작업을 보좌하 고, 정부 방역 가 부재할 때는 일반적인 방역 
사업을 담당하 다.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하 을 때는 정부 방역 가 도착
하기 전에 일반적인 구급 처치, 예를 들어 소격리권의 소독, 봉쇄, 보고, 
검진 등을 진행하 다. 민판방역 로 뽑힌 방역 원들은 페스트의 일반적
인 예방 상식, 페스트의 전염원과 각종 병형의 증상, 소격리권의 처리, 페
스트 예방치료 상규, 주사 놓는 법, 종두법, 마진 및 발진티푸스 예방 등
에 해 학습한 후 주동적으로 방역 사업을 추진하 다. 그들은 청소 , 
선전 를 조직해 매일 밤 각 려에 가서 확성기를 이용해 선전을 하고 연
극을 공연하기도 하 다.93) 태평천가의 민판방역 가 설립된 이후 농안현

pp.300-302; ｢遼西省夏季衛生防疫運動開展的情況｣, 東北衛生 2卷 5期, 1950, 
pp.35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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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太來縣 강교촌 등에도 민판방역 가 설립되어 위생 방역 지식을 배우
고 이를 실천함으로서 정부의 방역 사업의 유력한 조수로서 활약하
다.94)

敖漢旗에서는 행정 인원, 방역 인원, 중으로 구성된 여러 조직, 즉 포
서 , 쥐 수색 , 아 돌봄조가 구성되었다. 포서 는 각 자연촌마다 5명
을 한 개의 포서조로 편성하고, 6~8개의 조를 하나의 소 로 편성하 다. 
행정촌에서는 자연촌에 조직된 소  4~5개를 모아 하나의 를 만들었
다. 각 소 와 의 장은 촌의 간부와 촌장이 맡았고, 행정소조장은 포
서조의 장이 되었다. 포서 에 들어간 쥐잡기 원들은 쥐잡기에 쓸 도구
를 직접 구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공구를 모두 가져와 이를 각 
포서 에게 나눠주어 사용 할 수 있게 하 다. 소 장과 장은 아침밥
을 먹은 후 원을 일제히 소집하여 원명부를 보고 이름을 불러 출석을 
확인하 다. 만약 원 중에 일이 있어 쥐를 잡으러 갈 수 없을 때는 소
장에게 휴가를 청하고, 장의 비준을 얻은 후 빠질 수 있었다. 무단으
로 결석할 경우에는 처벌하 다. 출석을 다 부르고 나면 포서조를 단위로 
쥐를 잡으러 다녔다. 하루가 끝나면 소조장이 조에서 잡은 쥐의 수를 소
장에게 보고하 고, 소 장은 이를 이틀에 한번씩 장에게 보고하 다. 
그리고 소 를 단위를 매일 검토회를 열어 가장 쥐를 많이 잡은 사람을 
칭찬하고, 이 사실을 다른 조에 알렸다. 가장 적게 잡은 사람에 해서는 
비평을 가하고 옥상에서 확성기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이름을 공표하
다.

포서 가 쥐를 잡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쥐 수색 도 만들었다. 
주로 촌의 부녀, 아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을 학교 교사와 부녀주임이 
지도하 다. 수색 는 포서 보다 먼저 나서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쥐의 흔
적을 찾고, 쥐가 뚫고 들어간 굴이 있는지를 찾았다. 만약 쥐가 있는 것이 
확인 되면 그곳에 표지를 꽂은 후 포서 가 와 굴을 파서 쥐를 잡기를 기

93) ｢讓防疫工作更進一步群衆化-記太平川街民辦防疫隊的誕生｣, 東北衛生 4卷 11
期, 1951, pp.580-581.

94) ｢農安縣的民辦防疫隊｣, 東北衛生 5卷 6期, 1952, pp.298-300; ｢江橋村民辦防
疫隊｣, 東北衛生 5卷 11期, 1952, pp.574-575



241

다렸다. 수색 로 모든 젊은 부녀들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아이들만 남겨진 
집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 돌봄조를 만들었다. 평소 주민들
과의 관계, 거주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50세 이상의 노부인 3~5명이 한 조
를 편성하여 집에 남겨진 아이들을 모아 돌보았다. 그리고 이들 중 책임자 
한명을 지정하여 아를 돌보는 것은 물론 비어 있는 집의 시건장치를 관
리하도록 하 다.95) 

어떤 지역에서는 쥐 퇴치 도랑을 판 후 야경꾼을 조직하여 도랑 주위를 
걸으며 벽이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 다. 그 이유는 동북의 
페스트 발생 지역의 땅이 부분 토사이거나 염토여서 바람이 심하게 불
거나 비가 내리면 도랑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일
부 지역에서는 도랑에 빠진 쥐를 잡지 않으면 쥐가 도망을 칠 수 도 있고, 
도랑이 있는 것을 알고 다른 굴을 파서 이동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도
랑을 판 후 그 주위를 거니는 蹓溝隊를 조직하여 쥐를 잡기도 하 다.96) 

이상에서 살펴본 쥐를 잡기 위한 포서 , 수색 , 쥐 퇴치 도랑을 돌면
서 도랑에 빠진 쥐를 잡는 蹓溝隊, 민판방역  등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군중 조직은 각지의 행정간부, 부련, 중서의, 학생,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 다. 각종 사회단체의 협조와 함께 전염병은 
개인은 물론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설득과 교육이 함께 진행
되었기에 동북인민정부의 방역정책은 군중들 사이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군중성 운동을 통해 신중국 초기 국가와 사회의 공생관계
는 형성될 수 있었다.

3) 항구‧철도 검역의 실시

전염병의 외부로부터의 유입은 물론 밖으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동
북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한 방역을 강화해야 하 다. 특히나 동북은 북
한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곳이었기에 이에 한 각별한 방역 조치를 취

95) ｢敖漢旗12區的捕鼠突擊週｣, 東北衛生 5卷 7期. 1952, pp.346-347.
96) ｢東北人民的防治鼠疫工作｣, 東北衛生 4卷 7期, 1951, pp.33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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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도문, 집안, 안동, 여 , 營口, 산해관 등 6곳에 교통검역소를 설치
하 다. 그중 도문, 집안, 산해관 3곳은 육로 검역이었고, 안동은 항구 및 
육로를 모두 겸하 으며, 여 , 구는 해안 검역에 속하 다.97) 1950년 
한 해 동안 교통검역소를 통과한 선박과 차량의 수는 적지 않았다. 여 , 
안동, 구에서 검역한 선박 수는 수입 과정에서 총 2,681척(600만 톤), 
수출 과정에서 총 2,680척(390만톤)이었다. 검역을 한 선원과 여객 수도 
23만 명이었다. 도문, 집안, 산해관의 육로 검역은 해안 검역에 비해 비교
적 한산하 는데, 그럼에도 도문의 경우 1년 간 검역한 차량 수가 27,431

다.98) 
이처럼 1년 동안 인구와 물자의 유출입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항구를 

비롯한 교통검역소에서 방역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 다. 특히 해안 및 
육로 검역을 함께 해야 하는 안동의 경우 바다와 강을 모두 두르고 있는 
곳인데다 북한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기에 특별히 검역에 유의해야 하
다. 아직 중앙과 동북인민정부의 검역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서 안동으로 들어오거나, 안동에서 나가는 선박을 검역하기 위해 따로 정
박지를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국외 및 전염병이 발생한 국내 
항구에서 오는 선박에 해 검역을 하기 위해 항구에서 45킬로미터 떨어
진 어구인 趙氏溝를 검역 정박지로 정하 다. 검역 상은 다음으로 정하

다.

(1) 국외 왕래 혹은 국내 전염지역에서 온 선박 
(2) 국내 전염병 상황이 불명확한 지역 혹은 배에서 전염병 환자

가 발생하 거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사망자가 발생한 선박
(3) 국내 동북 외 지역에서 오는 여객선과 화물선99)

위 규정에 따르면 결국 안동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선박이 그 상

97) ｢1950年上半年東北防疫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95-107.

98) ｢1950年東北防疫工作總結｣, 東北衛生 3卷 6‧7期 合刊, 1951, pp.283-300.
99) ｢安東交通檢疫所半年來做了那些工作｣, 東北衛生 2卷 5期, 1950, pp.360-361.



243

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외 출입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서 전염병
을 차단하는 조치를 선택한 것이다. 이후 1950년 11월 27일 정무원에서 ｢
進出口船舶船員旅客行李檢査暫行通則｣과 같은 해 12월 28일 중앙 위생부
에서 반포한 ｢交通檢疫暫行辦法｣이 마련되자 검역 상 규정은 다음과 같
이 변경되었다.

갑. 입항
(1) 모든 국외에서 오는 선박
(2) 모든 국내 역구에서 오는 선박
(3) 모든 국내의 전염병이 불명확한 지구에서 오는 선박
(4) 모든 선박에서 운항 도중에 전염병 환자 및 의심 환자 혹은 

사망자가 발견된 경우

을. 출항
(1) 모든 국외로 가는 선박
(2) 항구, 부두에 정박해 있는 선박에서 전염병 환자 혹은 사망자

가 발견되었을 때
(3) 항구, 부두를 떠났는데 전염병이 발견되거나 전염 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100)

중앙의 통일된 검역 상이 정해짐에 따라 모든 선박을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선박과 전염병 발생 및 의심이 되는 
국내 선박만 검역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정박해 있는 선박에 
한 방역 관리가 추가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역이 
진행되었다. ｢交通檢疫暫行辦法｣에 따라 입항에 한 검사는 앞서 안동에 
설치된 검역 기정박지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항구로 배가 들어오면 검역 기정박지에 도달하기 전 검역 요청 
신호를 배에 달아야 했는데, 그 방법은 낮에는 황색기, 밤에는 홍등으로 

100) ｢海港及國境的交通檢疫工作｣, 東北衛生 4卷 8期, 1951, pp.40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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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도록 하 다. 배가 기정박지에 다다르면 검역 인원이 배에 타서 
이 배의 각종 위생 서류를 검사하 다. 그리고 운항 중 전염병 발생 여부
를 확인하 는데, 이때 선장과 선박에 상주하는 의료인의 인터뷰에 의거하

다. 배에 탄 사람과 동물의 건강 상태 및 바이러스 보균 유무도 검사하
다. 수화물에 해서도 종류를 나누어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검사하

다. 만약 이 과정에서 전염병이 의심되면 즉시 세균학 검사를 실시하 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선을 유보하 다. 시간을 오래 끌면 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 있었기에 검역원은 즉시 확진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자여야 
했다. 

검역을 거쳐 이 배에 전염병이 없다고 확정되었을 때는 검역 완료 문건
을 발급하 다. 그제야 선장은 검역 신호 깃발 혹은 홍등을 내리고 원래 
입항할 항구로 이동할 수 있었다. 만약 전염병으로 확진되었을 때는 항무
당국이 배의 입항을 금지하고 격리 혹은 유험 등의 통지서를 발급하는 동
시에 방역 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 다. 출항은 입항과 유사한 검역
과 함께 선박, 사람, 화물에 한 예방 조치를 겸하여 전염병 전파 가능성
이 없다고 판단될 때 위생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101) 

검역 외에 선박과 화물에 한 소독 작업도 교통검역소에서 담당하 다. 
선박에 쥐가 있을 경우 페스트를 전파시킬 수 있었고, 배에 실은 화물을 
손상시켜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도 있었다. 이에 교통검역소에서는 선박
에 있는 쥐를 제거하는 것도 주요한 사무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그래서 
배가 정박하기 전 쥐가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을 설치하 고, 6개
월에 한 번씩 쥐를 제거하기 위한 증기작업을 실시하 다. 그리고 화물을 
통한 전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화물에 한 소독도 실시하 다. 소독
하기 전 어떤 화물이 실렸는지를 확인하고, 각 화물의 종류에 따라 어떤 
질병을 주로 전파시키는지 숙지하여 이에 따른 소독법을 적용하 다. 소독 
과정에서 화물이 변질되는 것을 피해야 하 고, 병균도 소멸하여야 했기에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102) 

항구에 설치한 교통검역소에서는 국내 각지의 전염병 상황을 파악하고 

101) ｢海港及國境的交通檢疫工作｣, 東北衛生 4卷 8期, 1951, pp.406-407.
102) ｢海港及國境的交通檢疫工作｣, 東北衛生 4卷 8期, 1951, pp.40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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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도 하나의 임무 다. 그래서 안동 교통검역소의 경우 전염병 상황
을 매일 시위생국과 교환하 고, 국내 각지의 교통검역소와 10일에 한 번
씩 전염병에 한 상황 보고를 주고받았다. 국외의 경우 북한의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보건부, 북한 신의주 검역소와 10일마다 정보를 교환하 는데, 
당시 북한에서는 숫자를 교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어떤 병이 발생했
는지, 사망이 있는지 여부만 교환하 다. 그리고 북한은 국제 규격의 예방
접종 증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 증명을 할 수 없는 상태

고, 북한의 전염병 상황도 신의주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
문에 북한 전체의 상황을 반 한다고 보기 힘들었다. 그래서 당시 북한과
의 전염병 상황을 주고받는 방법을 새로 제정하고, 중국에 입경하는 북한 
사람들이 건강을 증명할 증서를 꼭 발급받아 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중앙 혹은 동북인민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 다.

안동은 차량을 통해서도 북한과의 교류가 가능한 곳이었다. 그래서 압록
강 철교 끝자락에서 국경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행인에 해서도 검역
을 실시하 다. 중국으로 입경할 경우 북한에서 발급한 검역증과 예방접종 
증서가 있어야 했고, 출경을 할 경우에는 안동교통검역소에서 검역 및 접
종을 받아야만 하 다.103) 압록강에서의 검역은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다. 
모든 출국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하기 14일 전에 1촌 크기의 사진 두 장
을 가지고 안동교통검역소에 와서 1차 예방 접종을 하고, 7일 전에 다시 
와서 두 번째 접종을 한 후 전염병이 의심되지 않을 때 국제예방접종증서
를 발급받았다. 백신 종류는 국내외 전염병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었고, 
이를 공포하 다. 만약 중국 내 각급 위생기관에서 발급한 [그림Ⅴ-3]과 
같은 유효 예방접종증서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접종 없이 국제예
방접종증서를 발급하 다. 

103) ｢安東交通檢疫所半年來做了那些工作｣, 東北衛生 2卷 5期, 1950, pp.36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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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뒤

[그림Ⅴ-3] 예방 주사 증명서

[그림Ⅴ-3]은 여 시인민정부에서 만든 예방주사증명서로 1951년부터 
1953년까지 3년 간의 각종 전염병, 예를 들어 장티푸스, 콜레라, 두창, 페
스트, 마진 등에 한 예방주사를 맞은 내역을 기록한 것이었다. 접종 내
역에는 접종 일자가 적혀있고, 의사의 확인 도장이 찍혀 있었으며, 피접종
자의 성명, 연령, 성별, 그리고 거주지가 적혀있었다. 이렇게 그 접종 내역
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만 국제예방접종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 증서가 있어야만 압록강 철교 끝에 설치한 교통검역소 검사창에서 수
속 절차를 거친 후 유효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있었다. 

입국 시에는 유효한 국제예방접종증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 전염병
에 감염되지 않았고, 전염이 의심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수속 후 입국을 
허락하 다. 단 외국인 중 입국 후 중국 내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는 자는 
반드시 국제예방접종증서 외에 본국에서 출국할 때 발급 받은 건강 증서, 
즉 만성 전염병 질환, 트라코마, 매독, 한센병 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야만 입국할 수 있었다. 만약 전염병으로 확진할 수 없으나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는 留驗, 즉 일정 기간 정해진 장소에 머물도록 하면서 의학 관찰
을 거치도록 하 다. 그 기간은 전염병 종류마다 달랐는데, 페스트는 9일, 
콜레라는 5일, 두창은 14일, 발진티푸스는 14일, 그리고 황열병은 6일이었
다.104)

104) ｢經由鴨綠江鐵橋出入國人員檢疫執行辦法｣, 東北衛生 2卷 5期, 1950, pp.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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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 지역은 차량, 배와 더불어 중요한 교통수단이 철도 다. 특히 동북
은 중장철도를 중심으로 철도망이 비교적 길고 여러 지역을 두르는데다 
철도를 통해 산해관을 넘어 수도인 북경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철도가 동
북 각지를 연결하고, 나아가 수도까지 이어져 있었기에 1910년  동북에
서 발생한 페스트는 철도를 따라 시베리아로부터 滿洲里, 합이빈시를 거
쳐 동북 각지로 급속히 확산되기도 하 다.105) 따라서 항구 및 도로를 검
역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철도 검역이었다. 이에 1950년 동북 인
민정부는 만주리-합이빈-산해관으로 이어지는 2천 킬로미터의 철로를 위
생실험선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의 방역을 강화하 다. 철도부에서 동북에 
파견한 特派員辦事處의 위생부장 및 車務部長이 방역 집행 및 감독을 책
임졌고, 위생을 담당할 인원을 모두 142명 배치하 다.106) 위생실험선을 
달리는 열차에는 모자칸, 비흡연칸이 설치되었는데, 모자칸에는 특별히 여
성 승무원을 배치하여 여객을 돌보도록 하 다. 열차 안에서는 검역과 함
께 위생 선전이 실시되었으며, 이 노선의 정차 역에는 모자 기실 5곳과 
식당 3곳, 청결 키트 67개, 긴 의자 313개를 두었다.

그리고 1950년부터 동북의 모든 철도 노선에서 위생 감찰 제도를 실시
하 다. 각급 교통 방역 인원이 위생 감찰원이 되어 감찰원증을 패찰하고 
철로 주변의 모든 기업, 기관, 선로에 해 수시로 위생 감찰을 진행하
다. 1950년 한 해 동안에만 모두 580차례 검사를 진행하여 2,433건의 개
선안을 건의하기도 하 다.107) 또한 일정한 역마다 鐵路衛生檢疫所를 설
치하여 방역 조치 및 위생 상태를 관리하 다. 철로위생검역소의 정원은 
8~10명으로 의사 혹은 인턴 2명과 방역인원 6~8명으로 구성되었다. 철로
위생검역소에서는 역에서의 검역 공작 외에 역 주위 일정 구간 내에 살고 
있는 철도 직원에 한 위생 방역도 책임지고 있었다. 이들은 2개 반으로 

-363.
105) 김지환, ｢중국 국민정부의 철로위생정책과 방역관리-경호‧호항용철로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근현 사연구 제81집, 2019, pp.1-25; 全京先, 앞의 글, 2018, 
p.295.

106) ｢1950年上半年東北工礦保健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50-52.

107) ｢1950年度東北衛生工作的基本總結與1951年度東北衛生工作的主要任務, 東北衛
生 3卷 6‧7期 合刊, 1951, pp.27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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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교 근무를 하면서 역에서의 건강증, 주사증 등의 확인을 통한 검
역을 책임졌다.108) 

검역은 체로 기실, 개찰구, 플랫폼 등에서 視診을 진행하여 여객의 
행동, 안색, 그리고 표정을 관찰하 다. 이상한 자가 발견되면 문진을 하
거나 상세히 진찰하 다. 그리고 열차 안에서도 시진을 실시하 다. 열차
에 한 명의 검역원을 배치하여 여객의 상태를 순시하 고, 혼수상태가 목
격되거나 고통스러운 얼굴 표정 등의 이상함이 감지되면 상세히 진찰하
다. 여객이 스스로 증세를 보고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이들의 눈
을 통한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이 작업을 통해 1950년 상반기에만 
합이빈, 제제합이, 白城子, 鄭家屯, 통요, 산해관, 금주의 각 역에서 환자 
641명을 발견하 다. 

열차 안에서 전염병 환자 혹은 의심 환자가 발견될 시에는 철저한 격리
를 시행하고, 모든 격리 및 치료 경비는 지방 정부 혹은 철도국에서 부담
하도록 하 다.109) 심양에서 산해관으로 가는 254차 보통열차 군용칸에서 
부 원 중 한 명이 급성병을 앓고 있는 것이 발견되자 위생감찰원이 즉시 
검진하 다. 검진 시 체온은 39도 고, 결막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얼굴색
이 붉어졌고, 좌측 샅고랑 림프선이 계란크기로 부어 있었다. 군인은 압박
통을 호소하 고, 혼미, 두통의 증상도 나타났다. 임상 소견에 근거하여 
선페스트 의심 환자로 진단하고 만일에 전염병이 확산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페스트 의심환자에 따른 규정 로 처리하 다. 기차에 타고 있는 검
역원이 즉시 차장에게 통지하 고, 철로총국의 지시에 따라 객차 한 칸을 
비워 환자와 같은 칸에 탄 접촉자를 이동시켰다. 환자 본인은 원래 있는 
칸에 격리하 다. 그리고 전염병 상황을 보고 받은 전 역에서 긴급 전보로 
방역참, 사무처, 산해관 교통검역소에 통지하여 환자가 도착하면 바로 수
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산해관 교통검역소에서는 전보를 받은 후, 신
속히 산해관 교통검역소, 시위생원, 산해관 철로 의원의 표를 소집해 검
진소조를 조직하 다. 열차가 산해관에 도착하자 검진소조가 직접 환자를 

108) ｢哈市防治鼠疫工作的初步成就, 東北衛生 2卷 11期, 1950, pp.636-639.
109) ｢東北人民政府關於在列車中發現鼠疫,霍亂患者及時分別隔離患者及健康接觸者的

指示｣(公文제600호, 194 9.10.7.), 東北人民政府法令彙編 제1집, 1950, p.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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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하여 선페스트로 일차 확진하 다. 그래서 환자는 교통검역소에 격리
되어 치료를 받았고, 접촉자는 계속 열차 안에서 격리를 진행하 다. 그러
나 이튿날 환자의 열이 떨어지고, 화학 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명되자 
격리를 해제하 다.110) 

철로위생검역소와 더불어 동북인민정부는 1949년에 동북철로 연선 25개
의 역을 疫病隔離站으로 지정하 다. 역병격리참은 규정에 따라 역 안의 
적당한 선로에 열차를 세워두고 전염병 의심 환자와 접촉한 자들을 격리
시키는 일을 맡았다.111) 열차 칸 안에서 격리를 해야 했기에 여러 부분을 
신경 써야 했다. 겨울철에 격리할 때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난방이
었다. 그래서 어떤 격리참에서는 엔진을 가동시켜 열을 낸 다음 열기를 안
으로 보내기도 하 고, 어떤 격리참은 열차 안에 화로를 피우기도 하 다. 
또한 열차 안에서 세수나 세안을 하려면 물이 필요했다. 그래서 수통을 미
리 마련해 물을 공급하는 방법을 취했다. 야간에는 조명이 있어야 했기에 
전기도 필요하 다. 열차에 축전 장치가 있다면 단시간이라도 전기를 공급
할 수 있지만, 부분 열차에는 축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선을 끌어 오거나 양초를 이용해 해결하 다. 그리고 격리 기
간 동안 역에서 음식을 제공하 는데, 역 안에 식당이 있다면 바로 공급하
고, 식당이 없다면 역 근처에서 음식을 사서 지급하 다. 그리고 公安의 
執法隊가 야간에 교 로 당직을 서서 열차 창문을 통해 격리자가 도망가
는 것을 방지하 다. 또한 검역소에서 파견 온 사람이 격리처장을 맡아 격
리된 사람의 건강상태를 확인하 다.

이와 더불어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여행객 탑승과 화물의 운송을 제
한하여 철도 방역을 유지하 다. 동북 인민정부는 전염병에 걸린 환자가 
사실을 숨기고 기차에 타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증을 가진 자에게만 표를 팔고 승차를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위생 기층 조직은 건강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몰라 안에 아

110) ｢鼠疫疫區處理的幾個主要問題-東北1950年疫區處理工作的經驗｣, 東北衛生 4卷 2
期, 1951, pp.76-77.

111) ｢東北人民政府爲在廿五個車站設立鼠疫隔離所的通知｣(公文제1013호, 1949.12.1 
2.), 東北人民政府法令彙編 제1집, 1950, p.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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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것도 기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112) 또한 전염병 발생 지역의 동물, 
모피, 가죽, 뼈, 헌솜, 헌옷, 넝마 및 더러운 물건을 실고 타는 것도 제한
하 다. 특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화물로 운반하는 것이 가죽이었는데, 가
죽은 동물 뼈와 함께 서만주 일 의 특산품으로 현지 부업의 중요한 물자 
중의 하나 다. 그러나 가죽은 동물과 사람 간의 전염병을 전파시키는 매
개물이기도 하 다. 그렇다고 동북 지역의 주요 산품의 운반을 제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동북인민정부는 가죽, 뼈 등의 토산품을 
수매하는 현지에서 초보적인 가공과 소독을 거쳐 운반할 것을 제안하
다.113)

기차역에서는 검역과 더불어 전염병 예방 조치도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제제합이시 철로 관리국에서는 여객 운수 업무, 방역, 복리, 각 부분에서 
전문가를 뽑아 제제합이 역에 근무하게 하여 역의 위생을 정돈하는 작업
을 추진하 다. 이들은 먼저 역의 상황을 파악하 다. 예를 들면 어떤 안
내원이 기차 송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아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
었다. 그리고 기차 기실의 청소 상태는 매우 나빴고, 바닥이 심하게 더
러웠다. 화장실 청소도 즉시 하지 않았고, 모자 기실과 군  및 정부 인
원 기실은 관리가 되지 않았다. 역 안의 질서는 문란했고, 역내 식당과 
판매점은 감독 검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복무 상태 및 위생에서 적
지 않은 결점이 존재하 다. 

문제를 파악한 전문가들은 소조 연구 토론회를 개최하여 위생에 해 
선전하고 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개선 의지를 고무시키는 분위기를 
형성하 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찾아내 이들을 통해 
나머지 노동자를 움직일 방안을 생각해냈다. 이후 전문가들은 책임구역을 
나눠 직원들의 역할을 분담하 고, 휴식과 업무 시간표를 만들어 시간에 
맞춰 규율적으로 일하도록 하 다. 그리고 모자 기실과 군‧정부 관계자 

기실에 관리자를 배치하여 매일 두 개의 반이 교 하면서 상호 검사하
도록 하 다. 그리고 보다 철저히 여객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일을 보다 

112) ｢鼠疫疫區處理的幾個主要問題-東北1950年疫區處理工作的經驗｣, 東北衛生 4卷 2
期, 1951, pp.76-77.

113) ｢鐵路沿線防疫工作檢査總結｣, 東北衛生 2卷 5期, 1950, pp.32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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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기 위해 매일 여객 중에 노동자, 농민, 군인, 부녀 등을 여객 표로 
초청해 여객 운수실에서 여객 표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를 통해 여객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집하 으며, 이 의견을 바탕으로 업무를 개선하 다.

또한 역을 위생상식을 선전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도입하 다. 
기실에 위생 표어를 부착해 여객들에게 위생 상식을 선전하 다. 그리고 
계절마다 주의할 위생이나 여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위생적인 
습관을 선전의 사례로 삼아 광고하 다. 뿐만 아니라 육성으로 위생 상식
을 외치기도 하 고, 게시판을 활용하기도 하 다. 그리고 역 직원이 快
板, 즉흥적인 문구에 가락을 입혀 노래하는 順口溜, 相聲, 방송극 등을 연
출하기도 하 다. 이 외에 모자 기실에서는 여자 안내원이 여객에게 다가
가 이야기를 걸어 수다를 떠는 방법으로 부녀 아동에 한 위생 상식을 
설명하기도 하 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기실 바닥은 청결함을 유지하 고, 화장실에서 풍
기던 악취도 사라졌다. 모자 기실은 정결한 모습으로 바뀌었고, 부녀 아
동 전용 화장실과 어린이 장난감, 휴식 침  등의 설비가 갖춰졌다. 매점
과 식당 노동자의 복장은 정갈해졌고, 태도도 친절하고 다정하게 바뀌었
다. 식당과 주방의 청소는 철저하게 이루어졌고, 식품의 질량도 양호해졌
다. 역이 새롭게 바뀌자 여객들은 “지금의 인민 철로는 이전과 정말 너무 
다르다. 역에서 기차를 기다릴 때, 건물도 깨끗하고 먹는 것도 매우 편리
하다. 마치 집과 같다.”고 말하 다. 또 어떤 여자 여객은 “철로국은 정말
로 세심하게 배려를 한다. 우리처럼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아이가 
놀 수 있고, 잘 수 있는 곳에서 기차를 기다리게 해주니 나중에 다른 지역
으로 갈 때도 걱정할게 없다.”라고 말하 다.114)

2. 전염병 예방 대중 운동의 전개

1) 대중의 전염병 매개체 박멸 운동

114) ｢齊齊哈爾車站的衛生工作｣, 東北衛生 5卷 8期, 1952, pp.41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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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이 제 로 집행되기 위해 중
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중이 참여하는 각종 
운동을 설계하고, 여기에 그들의 자발성을 발휘시키고자 하 다. 특히 페
스트 발생을 막기 위해 쥐를 잡고, 쥐를 퇴치하는 예방 운동을 각지에서 
시행하 다. 1950년에는 ‘매달 한사람이 한 마리의 쥐잡기’ 운동을 진행하
여 한 해 동안 3천 마리 이상의 쥐를 잡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쥐잡기 
운동을 일상적인 중 방역운동으로 자리 잡도록 하 다.115) 조남현에서는 
捕鼠動員大會를 열어 “가위생위원, 위생조장이 참가하여 방역 공작을 잘
하는 것은 생산건설이라는 임무의 완성을 보증하는 큰일이므로 모두가 함
께 노력해 중을 발동하는 중성 쥐잡기 운동을 벌일 것”을 결정하
다.116) 사평시는 쥐잡기 운동을 1951년 시정의 중심 사업 중 하나로 결정
한 후 시 방역위원회를 통해 全市에서 75,000마리의 쥐를 잡을 것을 계획
으로 세웠다.117) 송강성에서는 백만 마리 쥐잡기 운동을 실시하면서 공안
국과 거민조장에게 이 사항을 전달하 다. 백만 마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각 구와 街에서는 시의 총 계획에 맞춰 계획을 세웠고, 위생위원회를 
통해 중을 발동시켰다. 그리고 각 공장, 학교, 기관, 단체, 곡식 창고도 
시의 총 임무 계획에 따라 쥐잡기 계획을 세웠다.118)

이렇게 목표량과 계획이 세워지면 본격적으로 중을 동원해 쥐잡기에 
나섰다. 어떤 지역에서는 돌격 주간을 만들어 정해진 양을 몰아서 채우기
도 하 고, 어떤 지역에서는 매일 한 마리씩 잡아서 목표치를 달성하기도 
하 다. 오한기 梧桐好賴區에서는 쥐잡기 돌격 주간을 운 하여 한 주 동
안 40,776마리의 쥐를 잡았다. 쥐잡기 돌격 주간을 운 하기 위해 먼저 
구 인민 표회의에서 사업을 통과시켰고, 이에 힘입어 구와 촌의 간부와 
지서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쥐잡기 돌격 주간의 계획과 진행 방법
을 상세히 토론하 다. 이어 촌 간부회의, 당단원 회의를 통해 행정 책임
자와 당단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 다. 

115) ｢1950年東北衛生工作大綱(草案)｣, 東北衛生 1卷 3期, 1950, p.41.
116) ｢洮南城區動員捕鼠防疫｣, 黑龍江日報 1950.4.15. 3판
117) ｢四平市五月份捕鼠工作成績｣, 東北衛生 4卷 2期, 1951, p.71.
118) ｢嚴防鼠疫發生哈市訂出捕鼠工作計劃｣, 東北衛生 4卷 2期, 1951,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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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잡기 돌격 주간 운동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사평시 羊圈子廟
村에서는 70여명의 포서 가 삽과 괭이를 들고 야외로 가서 쥐를 잡았으
며, 수차를 끌고 가 쥐 굴에 하루에 40톤의 물을 부어 넣었다. 이렇게 해
서 이틀 동안 촌에서 잡은 쥐가 1,200마리 다. 그리고 서로 경계를 접하
고 있는 萬發永村과 小棒叉地村에서는 170여 명을 동원하여 촌 사이의 
들쥐를 잡았다. 羅家溝의 상이군인은 한쪽 다리만 남았는데도 산을 기어
오르고, 앉아서 쥐구멍을 파면서도 14마리의 들쥐를 잡았다.119) 

쥐잡기 운동은 각계인민 표회의에서도 중시하는 임무 다. 흑룡강성의 
인민 표회의에서는 “올해 全省에서 중을 발동해 6백만 마리의 쥐를 잡
을 것을 결정하 음에도 그 작업이 각지에서 더디게 진행되었다. 4-5월은 
동면해 있던 페스트 보균 쥐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도 두 달 동안 
잡은 쥐는 목표량의 1/3에 불과하다.”고 비판하 고, 省人民政府는 “각급 
간부가 쥐잡기 운동을 중시하지 않으며, 방역 담당자가 인민을 위해 복무
하려는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중을 움직이지 못했다.”고 질
책하기도 하 다.120)   

한편 쥐잡기 운동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곳도 있었다. 심양시 시
민들 중 일부는 쥐구멍이 다 막혀 있는데, 쥐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
고, 쥐를 잡든 안 잡든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 다. 그
리고 쥐를 잡는 도구가 없어서, 혹은 쥐덫을 만들어 놨는데도 쥐가 안 잡
히는 건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해 쥐구멍이 막혀 쥐가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의 집에서 쥐를 찾아 보여주
거나 쥐를 잡는 도구가 없다는 사람에게는 쥐덫을 직접 만들어 주었다. 그
리고 쥐덫이 쥐구멍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상한 음식을 미끼로 사용
하는 잘못을 교정해주어 사람들이 쥐잡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

다.121) 조남현 4구 溫保村에 사는 장씨는 쥐잡는 것을 돈 벌 기회로 생
각하고 다른 현에 채소를 들고 가서 쥐꼬리와 교환한 후 쥐잡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팔았다. 또 7구 保安村의 윤씨는 쥐 가죽을 벗

119) ｢四平市五月份捕鼠工作成績｣, 東北衛生 4卷 2期, 1951, p.71.
120) ｢加強防疫工作的領導｣, 黑龍江日報 1950.5.23. 3판.
121) ｢沈陽市捕鼠運動普遍展開, 東北日報 1952.6.15.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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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54개의 가짜 꼬리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기도 하 다. 이에 해 당
국은 방역 선전을 강화할 것과 더불어 쥐잡기 운동을 파괴하는 행위를 제
지시킬 것을 지시하 다.122)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도전경쟁과 검사, 그리고 농사와 결합하는 등의 
방법이 적용되었다. 쥐잡기 계획을 세울 때부터 도전 경쟁을 도입하여 
중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장려되었다.123) 그래서 통요현의 중은 적극적
으로 학생과 부녀, 둔과 둔, 촌과 촌 사이의 도전 경쟁 운동을 전개하
다.124) 이러한 도전 경쟁은 無疫里 혹은 無鼠區(村)으로 뽑히는 경쟁으로 
이어졌다. 페스트 소멸을 위해 페스트가 발생하지 않는 마을, 쥐가 없는 
구 혹은 촌으로 선정되는 것은 쥐를 잡고, 퇴치하는 등의 작업에 중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 다. 

심양시 철서구의 太陽里는 1951년 무역리로 뽑힌 마을이었다. 태양리에
서는 무역리로 선정되기 위해 주민 동원 회를 열어 왜 우리 마을이 전
염병이 생기지 않는 마을이 되는 것이 중요한지에 한 설명을 하여 주민
의 지지를 얻어냈다. 부녀자들은 조를 짜서 매주 세 시간씩 전염병 예방의 
중요성과 위생 상식을 학습하 고, 이 중 중등 정도의 문화 수준을 가진 
부녀자 2명을 선출하여 방역보건원의 역할을 주었다. 그리고 위생방역위원
회를 조직해 파리와 모기 박멸, 방역 설비 개선, 개인의 양호한 위생 습관 
양성 등에 한 업무를 추진하 다. 무엇보다 이 마을의 특이한 제도는 손
님이 마을에 올 경우 위생원에 가서 신체 건강 검사를 한 후에 기숙사에 
머물 수 있게 한 것과 모든 주민이 매달 한 번 건강 검사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는 작업복을 집에 가져가지 않고 작업장에서 소독을 한 후 
입었으며, 구입한 음식 재료를 씻기 위한 소독통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이 마을 사람들은 신체검사를 받을 때도 즐거워하며 “신체 검사는 우리 
마을에 전염병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 고, 아이
들은 “우리 마을이 무역리예요.”라며 자랑스러워했다.125) 

122) ｢爲啥捕鼠防疫應當做好宣傳有的割下尾巴把耗子放了!｣, 黑龍江日報 1950.7.18. 
2판.

123) ｢鼠疫流行前之豫防工作｣, 東北衛生 5卷 7期, 1952, pp.348-355.
124) ｢作好捕鼠工作的關鍵-東北1950年捕鼠工作的成績及經驗, 東北衛生 4卷 2期, 

1951,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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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 각지에서는 無鼠區를 시범 운 함으로서 이를 인근 마을에서 따라
하도록 하기도 하 다. 길림성에서는 6개의 구, 白城子縣 제2구와 3구, 泰
來縣 제5구와 6구, 개통현 2구와 4구를 무서구 시범으로 정하 다. 이 지
역은 모두 일본군이 페스트 보균 쥐를 버린 곳으로 페스트가 유행한 적이 
있는 곳이었다. 촌정부를 기초로 無鼠區推行委員會를 설립하고, 현지의 당
정간부, 중, 학생, 그리고 방역인원을 포서 에 참가시켰다. 무서구에서 
중점을 둔 활동은 환경 위생을 정비하고, 쥐를 퇴치하는 것이었다. 이때 
참여한 중의 수를 보면 [표Ⅴ-2]와 같다.

[표Ⅴ-2] 길림성 무서구의 쥐 퇴치 운동 참여 현황

縣區別
매회 참가인수(명) 진행 

횟수성인 남성 부녀 학생 합계
백성자현 제2구 28 224 1,434 1,686 4
백성자현 제3구 33 45 1,200 1,278 2
태래현 제5구 522 202 278 1,002 5
태래현 제6구 327 234 335 896 5
개통현 제2구 112 312 424 7
개통현 제4구 205 102 230 537 5

총계 1,115 919 3,789 5,823 28
출처: ｢)造<無鼠區>的經驗｣, 東北衛生 5卷 10期, 1952, p.519.

無鼠區를 시범 운  한 시기가 춘경기 기 때문에 성인 남성의 참여가 
적었고, 그 부족분을 학생과 부녀자로 충당하 다. 특히 학생의 참여가 두
드러졌는데, 학교와 연계하여 휴일이나 수업이 없는 날을 이용해 쥐를 잡
거나 죽이는 작업을 실시하 다. 무서구 안은 철저한 책임제로 운 되었
다. 둔을 단위로 包幹制를 시행하 고, 인구수에 따라 책임 구역을 나누어 
깃발 혹은 굵은 나무 기둥을 세워 책임 역을 분명히 표시하 다. 마을 
안에서도 홍기 뺏기 운동을 실시하여 서로 경쟁하 고, 그 결과에 따라 상
품을 지급하 다.126) 오한기에서도 페스트가 발생한 적 있는 紮塞營子, 白

125) ｢瀋陽市鐵西區的無疫裏｣, 東北衛生 5卷 1期, 1952,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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廟子, 新民, 梧桐好來, 陳家圍子, 滿發永 등 6개 촌을 무서구로 시범 운
하 다. 이 지역에서도 無鼠區推行委員會를 조직하여 쥐잡기, 쥐구멍에 약 
집어넣기, 쥐구멍 막기 등을 진행하 다.127)

성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중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한 방
법이었다. 금주시는 모든 시민이 1인당 1마리의 쥐를 잡는 임무를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장려하는 방법을 도입 하 다. 만약 한 사람이 5마리 
이상을 잡았을 때는 모범인으로 선정하여 신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칭찬
하 다. 10마리 이상을 잡았을 때는 5만 원 이상의 상금을 주었다. 또한 
가족 전체가 식구 1명 당 5마리 이상을 잡았을 때는 모범호로 삼고 모범
패와 10만 원 이상의 장려금을 지급하 다. 이때 지급되는 상금은 위생국
에서 징수한 공공위생 벌금에서 충당하 다.128) 

주민들은 잡은 쥐의 꼬리를 잘라 위생조장 혹은 위생원에 보내 신고하
다.129) 그러면 위생조장 혹은 위생원이 소독약에 꼬리를 5분 정도 담근 

후 이를 收鼠站 즉, 잡은 쥐를 모으는 장소로 보냈다. 그러면 이곳에서 화
학실험실로 보내 해부를 진행하 다. 그리고 각 업소에서도 쥐를 잡으면 
석회물이 담긴 통에 담갔다가 수서참으로 보냈다. 그러나 사람들이 꼬리가 
잘린 쥐를 아무데나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자 쥐꼬리는 물론 쥐 몸통도 수
서참에서 거두어 이를 일괄적으로 매장하거나 촌장과 위생인원이 쥐몸통
을 수거하여 땅에 묻어 처리하 다. 수서참은 이렇게 수거한 쥐의 수를 헤
아려 장부에 기록하 고, 도장을 찍어 증명하 다.130)

지나친 경쟁과 포상이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 다. 예를 들어 흑룡강
성 조남현에서는 사람들이 파종할 때가 되었는데도 쥐를 잡기 위해 12킬
로미터 정도 떨어진 다른 촌에 가서 쥐를 잡거나 농경지에 있는 구멍을 
찾아다니느라 농사를 짓지 않았다. 그러자 당국은 농사를 짓다가 쥐구멍이 
보이면 파지 말고 물을 집어넣을 것과 아이, 학생, 부녀가 쥐를 잡으러 돌

126) ｢)造<無鼠區>的經驗｣, 東北衛生 5卷 10期, 1952, pp.517-520.
127) ｢無鼠區｣, 東北衛生 5卷 6期, 1952, pp.307-308
128) ｢錦州市捕鼠獎勵辦法｣, 東北衛生 1卷 4期, 1950, p.40.
129) 群衆防疫常識, 東北醫學圖書出版社, 1952, p.47.
130) ｢嚴防鼠疫發生哈市訂出捕鼠工作計劃｣, 東北衛生 4卷 2期, 1951, p.109; ｢四

平市五月份捕鼠工作成績｣, 東北衛生 4卷 2期, 1951,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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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고, 성인 남성은 농사에 전념할 것을 지시하 다.131)

쥐를 잡는 것과 더불어 쥐를 퇴치하는 운동도 전개되었다. 쥐 퇴치 방법
은 쥐구멍 막기와 쥐 퇴치 도랑 파기 다. 사평시는 1950년 6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시내 12개 街와 시외곽 4개의 촌에서 쥐구멍 막기를 실시
하 다. 주민이 자기 집의 쥐구멍 수를 거민조장에게 보고하면 보고된 쥐
구멍 수에 맞춰 작업을 시행하 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쥐구멍에 약을 
넣으면 쥐가 밖으로 나올까 겁내 하여 쥐구멍 수를 일부러 알리지 않기도 
하 다. 어떤 사람은 쥐구멍 앞을 가려 놓기도 하 고, 어떤 사람은 자신
의 집에 쥐구멍이 없으며, 잡은 쥐는 전부 집 밖에서 잡은 것이라고 하
다. 그래서 방역원은 쥐구멍에 약을 집어넣고 재빨리 시멘트로 굴을 막는 
작업을 보여주어 쥐가 튀어나올까 겁내하는 주민을 안심시켰다. 이렇게 하
여 주민들이 주동적으로 쥐구멍을 찾고 구멍에 약을 넣는 작업에 동참하
도록 하 다.132)

쥐 퇴치 도랑은 쥐가 마을 안과 밖을 돌아다니며 페스트를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었다. 만주국 시기에 페스트가 발생한 집 주
위에 아연판을 세워두어 쥐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방법을 차
용한 것이었다. 1947년 페스트가 발생한 부분 지역에서 격리권, 페스트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격리하는 곳, 방역 원이 머무는 숙소 주변에 도
랑을 팠는데, 1948년에는 쥐를 퇴치하기 위한 도랑의 규모가 더욱 커져 
자연둔을 다 아우를 정도가 되었다. 통요현의 여량보촌에서는 쥐 퇴치 도
랑에서 5~6일 사이에 699마리의 쥐를 잡기도 하 다. 쥐를 퇴치하는데 효
과가 있을 뿐 아니라 쥐를 잡는데도 효력이 있자 1949년에는 더 많은 
중을 동원하여 1.2미터 깊이, 0.9미터 폭, 벽과 바닥이 95도 이하의 각도
가 되는 도랑을 파고, 그 벽을 매끄럽게 다졌다.133) 그리고 무너질 때마다 
보수를 하 다. 

페스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쥐와 더불어 벼룩을 박멸하는 것도 
필요하 다. 벼룩은 쥐의 몸에 붙어 있다가 페스트균에 감염되고, 보균 상

131) ｢二十五天捕鼠十二萬隻｣, 黑龍江日報｣ 1950.6.7. 7판.
132) ｢四平市捕鼠滅蚤的工作情況｣, 東北衛生 2卷 5期, 1950, pp.356-357.
133) ｢鼠疫流行前之豫防工作｣, 東北衛生 5卷 7期, 1952, pp.34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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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다른 쥐나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다. 그래서 벼룩의 생활 습성을 
이해하여 그것들이 몸을 숨길만한 곳을 제거하는 것이 벼룩 박멸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었다. 흑룡강성에서는 페스트 방역 사업을 계획하면서 쥐
잡기와 더불어 벼룩 박멸을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제시하 다. 담과 아궁이
에 생긴 틈을 발라서 메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듬도록 하 다. 그리고 온
돌자리, 이불, 옷을 자주 햇볕 아래 말리며, 페스트가 발생한 적 있는 촌
둔에서는 석유유제를 사용해 일주일에 한 번 소독하도록 지시하 다.134)

아울러 실내 바닥에 기생하는 벼룩을 없애기 위해 촌둔의 간부가 주민
들을 동원해 실내에 있는 가구, 물품을 실외로 옮긴 후 바닥에 마른 풀을 
덮어 태우는 작업을 진행하 다. 통요현에서는 풀을 어느 정도 두께로 깔
아야 하는지에 한 실험을 한 후 지면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풀을 고
르게 깔고 3일에 한 번씩 태우는 것이 적합한 방법임을 찾아냈다. 그리고 
보리, 수수 혹은 벼의 풀을 짧게 잘라 자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모든 물건은 실외로 옮겨야 하고, 바람이 크게 불 때는 불을 붙이지 않으
며, 실내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큰 화재를 면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결
과로 도출하 다.135)

페스트 못지않게 동북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염병이 발진티푸스와 유행
성뇌염이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와 모기를 퇴치하는 운동이 동북 각
지에서 일어났다. 당시 동북은 이 박멸을 강조하면서 동북 지역의 사람들
에게 이가 생기게 된 원인을 국민당의 통치와 연결 지었다. “舊社會에서 
장개석과 국민당 徒黨의 통치와 수탈로 우리 국민들은 배불리 먹지 못하
고 따뜻하게 입지도 못하 다. 한 벌의 옷만 입었는데, 무슨 돈이 있어 속
옷을 입었겠는가? 무엇이 청결한 위생인지 알 수도 없었는데, 누가 이와 
질병을 관리했겠는가?”라고 비판하며, 오늘날은 “모주석과 공산당의 도 
아래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부분 몇 벌의 새로운 옷이 있으며, 청결 위생
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청결 위생을 강구
하여 전염병을 소멸하고, 이를 소멸하여야 한다. 이는 미제를 소멸하는 것

134) ｢省人民政府指示捕鼠滅蚤防治鼠疫｣, 黑龍江日報 1950.6.12. 1판.
135) ｢怎樣進行滅蚤工作?-介紹通遼1950年滅蚤工作經驗｣, 東北衛生 4卷 2期, 

1951, pp.72-73.



259

과 같다.”라는 논리로 중을 이 박멸 운동에 동참시켰다.136) 
특히 동북인민정부 위생부가 1951년 봄철 위생운동 중 광범하게 중적 

이 박멸 운동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면서 그 움직임은 더욱 거세졌다.137) 
이를 박멸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량은 부녀자와 학교 교사, 그리고 학생들
이었다. 도문현에서는 이 박멸 운동의 거점을 가정으로 삼았다. 부녀자 
표를 통해 부녀자들에게 이 박멸의 중요성을 선전하고, 부녀자들을 조직하

다. 이렇게 조직된 부녀자들은 “이 소멸을 위해 분투하자!”라며 의지를 
불태우며 집에 있는 이불을 뜯어내서 빨고, 찌고, 삶았으며, 가족의 옷을 
빨고 햇빛 아래 말렸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가 있는 옷과 없는 옷을 엄
격하게 분리할 것을 가르쳤다. 적으로 이 박멸 운동을 한 후에는 이를 
일상화하기 위하여 청소세탁검사제를 도입하여 중들이 양호한 위생 습
관을 양성하도록 하 다. 검사는 부녀자 표가 책임을 지고 2주에 한번 
진행하 다.138)

이를 없애기 위해 증기를 활용하는 것도 도입되었다. 최 한 짧은 시간
에 같은 지역에서 동시에 이를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래서 중들에게 이를 박멸하기 위해 증기를 사용하는 것에 한 동의를 
구하고 모두가 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설득하 다. 이때 물건이나 집 안 
뿐만 아니라 사람들 몸에 있는 이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동시에 
목욕을 해야 하 다. 그래서 아주 큰 증기 화로를 이용해 뜨거운 물로 주
민들은 목욕을 하고, 증기로는 이를 제거하 다. 증기를 쐬고 난 후에는 
실내에 있는 폐물과 쓰레기를 청소하여 소각하 다. 그리고 재검사를 통해 
이가 다시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하 다.139) 

모기는 뇌염뿐만 아니라 말라리아를 전파하는 매개 곤충이었다. 사령구
에서는 1950년 뇌염 발병률이 구 전체 인구의 6.34%나 되었다. 특히 10
세 전후의 학령기 아동의 발병이 가장 많았다. 환자 중에는 2세 유아도 

136) ｢怎樣與斑疹傷寒做鬪爭｣, 東北衛生 5卷 1期, 1952, pp.54-55.
137) ｢東北人民政府衛生部指示關於開展春季衛生淸掃運動工作指示｣(衛保字第657號), 

東北衛生 3卷 8期, 1951, pp.436-437.
138) ｢怎樣開展群衆性滅虱工作?-介紹圖們地區鐵路員工家屬滅虱經驗｣, 東北衛生 4

卷 11期, 1951,  pp.582-586.
139) ｢怎樣滅虱及配合治疥工作?｣, 東北衛生 4卷 8期, 1951, pp.4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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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76세 노인도 있어 노소를 나누지 않고 발병하 다. 따라서 뇌염을 
억제하기 위해 모기 박멸은 필수적인 작업으로 여겨졌다. 겨울에 알이었던 
모기는 봄비가 내리는 초기에 자생하기 시작한다.140) 그래서 모기 유충이 
발육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 중 하나 다. 그래서 사령구에
서는 1950년 겨울에 구 전체의 물웅덩이 수를 조사하여 기록한 후, 이듬
해 구민을 동원해 3곳은 평평하게 메우고, 한 곳은 막힌 물을 뚫어 흘려
보내고, 40곳에는 석유를 뿌리고, 나머지 73곳에서는 그물로 장구벌레를 
잡았다.141) 련시에서는 부녀와 아동을 조직하여 3톤이 넘는 장구벌레를 
잡았다.142) 여 구에서도 소년들 중에서 모기 퇴치에 참여할 인원을 뽑아 
조직한 후 이들에게 적십자 표시가 새겨진 위생가방을 주어 그물을 들고 
물이 고인 웅덩이나 못에 가서 모기 유충과 번데기를 잡도록 하 다. 위생
가방을 받자 소년들은 의기양양해져 모기를 박멸하는 작업에 적극 참여하

다. 몇 명의 소학생은 모기 유충과 번데기가 가득 든 통을 여러 개 들고 
와서는 당국자에게 보여주기도 하 다.143)

중이 전염병 매개체 박멸 운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주요한 역할은 한 
것이 바로 선전이었다. 전염병 발생을 막고, 유행을 저지하기 위해 동북인
민정부는 全民을 상으로 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전염병의 매개 동물 
및 곤충을 박멸해야 한다고 하 다. 그리고 쥐, 벼룩, 파리, 모기 등을 퇴
치하기 위해 개인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
다고 강조하 다. 그러나 이는 중이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일이었다. 예방 접종에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시간을 단축하고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려면 주민들이 직접 예방접종을 하는 곳
으로 와서 순조롭게 접종을 하는 것이 행정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었
다. 그리고 전염병 매개 동물 및 곤충을 박멸하는 것은 일부 방역 인원으
로는 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었기에 중의 손을 빌리는 수밖에 없었
다. 개인위생과 환경위생은 더 말할 것 없이 중이 직접 실천해야만 가능

140) ｢1950年東北防治流行性腦炎工作經驗｣, 東北衛生 4卷 1期, 1951, pp.14-18.
141) ｢沙嶺區1950年瘧疾流行槪況和防治對策｣, 東北衛生 4卷 3期, 1951, 

pp.117-119.
142) ｢1950年東北防治流行性腦炎工作經驗｣, 東北衛生 4卷 1期, 1951, pp.14-18.
143) ｢旅大市防止流行性腦炎措施的組織經驗｣, 東北衛生 4卷 1期, 1951,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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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중을 이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며, 중을 참여시키기 위한 적절한 선
전과 교육이 방역 사업의 모든 단계마다 진행되어야 하 다. 그래서 동북
인민정부는 매년 방역 계획을 세울 때마다 방역 사업을 “군중성 정치 임
무”의 하나라고 성격을 부여하며, “군중에 한 교육을 강화하여, 군중을 
발동해 일상적으로 전염병 매개물을 박멸함으로서 전염병의 발생을 방지
해야 한다.”며 선전교육과 중 동원을 강조하 다.144) 실제로 흑룡강성의 
7개 현에서 보균쥐가 발견되자 성위생처는 사람들이 쥐잡기를 통한 방역
에 한 인식이 부족하여 죽은 쥐를 발견하고도 일부러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하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이 쥐를 잡
고 방역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생산을 보증하고 양식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는 선전을 각지에서 진행할 것을 당부하 다.145)

위생방역 선전 주간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흑룡강성 조안현과 개통
현의 성구에서는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를 위생방역 선전 주간으로 정
하고 각 기관, 기업의 직원과 중소학교 학생을 조직해 선전 를 만들어 집
집마다 들어가서 선전과 위생 검사를 하 다. 선전 는 주민을 도와 쥐
구멍에 쥐약을 넣고 구멍을 막는 것을 도왔다. 이 기간 동안 방송국, 화
관을 이용한 선전도 진행되었다.146) 예방 접종을 앞두고 많은 사람이 자발
적으로 주사를 맞으러 올 수 있도록 선전하 다. 

특히 동북인민정부가 “3년 내 두창 박멸”을 목표로 내세우며 적인 
종두 사업을 실시하 기에 이에 한 선전이 주를 이루었다. 선전은 사람
들이 가지고 있는 종두에 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
다. 흑룡강성에서는 노인은 두창이 생기지 않는다거나 태어난 지 1년이 
안된 아이는 종두를 해선 안 된다거나 한번 종두를 하면 2-3년 동안은 두
창에 걸리지 않는다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147) 이러한 인식 외에

144) ｢1950年東北衛生工作計劃大綱(草案)｣, 東北衛生 1卷 3期, 1950, p.41; ｢1951
年東北防疫工作計劃｣, 東北衛生 3卷 8期, 1951, pp.440-448.

145) ｢七個縣發現保菌鼠注意豫防鼠疫｣, 黑龍江日報 1950.7.18. 1판.
146) ｢洮安和開通城區擧行衛生防疫宣傳週｣, 黑龍江日報 1950.8.10. 3판.
147) ｢全省從四月八號開始十二歲以下兒童普遍進行種痘｣, 黑龍江日報 1950.4.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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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양한 이유로 종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중은 “복숭아꽃이 
피지 않으면 종두해선 안 된다.”, “길일이 아니면 종두해선 안 된다.”, “날
이 추우면 종두해선 안 된다.” 등의 미신과 “종두를 하면 약을 먹어야 하
는데, 지금 정부는 약을 팔지 않으니 잘못된 종두다.”, “종두로 생산이 지
연될 수 있다.”, “아이가 울까 겁이 난다.” 등의 두려움을 이유로 들며 종
두를 꺼려했는데, 동북인민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구시  통치가 남겨 놓
은 비위생적이고 낙후된 미신 사상”이라고 비판하 다.148) 따라서 종두 사
업에서 중점으로 두고 선전해야 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과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주로 사용된 선전 방법이 자아비판을 겸한 고백식의 선전이었다.

전염병이 유행하면 해당 전염병에 한 선전도 일시적으로 진행되었다. 
심양시에서는 1950년 뇌염이 발생하자 뇌염 환자의 격리 치료와 병행하여 
뇌염 예방 교육을 실시하 다. 위생국에서 사람을 각 구로 파견해 검역 상
황을 검사하는 한편, 주민들과 뇌염 예방에 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
다. “뇌염으로 사람이 죽으니 그 해가 심하다.”, “모기를 죽이는 것이 뇌
염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환자를 발견하면 바로 구위생원에 가서 알
려야 한다.” 등에 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각 街와 조의 위생위원도 선
전에 앞장섰다. 그들은 집집마다 들어가 담소를 나누며 뇌염 예방에 해 
선전함과 동시에 어느 집에 두통 환자가 있는지 등에 해서도 파악하
다. 물웅덩이와 나무 구멍을 직접 메우는 모습을 보여주어 사람들을 모기 
퇴치 운동에 가담하도록 하 다. 소학교, 중학교 학생을 동원하는 것도 선
전의 주된 방식 중 하나 다. 마당이 매우 더러운데도 치우려 하지 않는 
어느 사람의 집에 학생들이 찾아가 직접 청소하기도 하 고, 어떤 중학교
에서는 학생을 선발해 뇌염 예방극을 공연하기도 하 다. 위생 당국, 위생
위원, 학생이 앞장서서 뇌염 예방에 관한 선전을 진행하자 사람들은 두통
을 동반한 감기 증세라도 유행성뇌염인지를 진찰받기 위해 위생원을 찾았
다.149)

판
148) ｢普遍種痘｣, 東北衛生 4卷 7期, 1951, pp.348-356.
149) ｢瀋陽市防治流行性腦炎的初步總結｣, 東北衛生 2卷 11期, 1950, p.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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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의 환경 위생 정비 운동

당국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청결한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기초적이고 필요한 작업이라고 판단하 다. 특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 반경 내의 모든 시설, 예를 들어 주택, 마당, 가도, 가축우리, 변소, 
오물통, 상하수도 등의 시설을 정리･정돈하고 소독하는 일은 가장 일차적
인 요구 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개인이 위생
에 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 몸소 위생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나가는 습관
이 길러져야만 했다. 그래서 동북지역에서는 개인의 생활을 둘러싼 모든 
시설에 한 위생적 요구를 강화하 고, 개인의 위생 습관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추진하 다. 민국 시기 여러 단체들이 공공위생 운동의 감독
자이자 협력자로서 정부를 도와 위생 체제 확립에 기여한 것처럼 중화인
민공화국의 이 운동 또한 정부 위생정책의 협력자인 군중 위생 조직을 주
축으로 전개되었다.150)

방법은 크게 일시형과 상시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일시형은 기간을 지정
하여 환경 위생정비 운동을 실시하는 것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
게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시형은 구역을 지정하여 책임제로 운
하는 것이다. 먼저 기간을 지정하여 환경 위생을 정비하는 운동은 청소 주
간 운 , 청결의 달 운 , 계절별 청소, 위생일 지정 등이 있다. 심양시
에서는 1949년 10월 한 달을 가을철 청결청소운동 기간으로 삼아 일주일 
간의 선전을 거쳐 시 전체의 각 기관, 공장, 부 , 학교, 시민들이 청소 운
동에 참여하도록 하 다. 화룡현에서도 청결 주간을 지정해 촌 간부들의 
선도 하에 청결 운동을 실시하 다.151) 당국은 이러한 주간을 운 하는 것
이 사람들을 단기간에 긴장시켜 효과를 증 시키며, 청소 주간 동안 위생 
습관을 길러 이를 바탕으로 환경 위생을 일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
하 다.

150) 조정은, ｢근  중국 도시위생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도시연구:역사‧사회‧문화
제23호, 2020, p.44.

151) ｢춘경에 결합하여 청결 운동 계속 진행｣, 東北朝鮮人民報 1949.4.30. 2판; ｢
沈陽秋季大清掃｣, 東北日報 1949.10.27.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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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청소 중 봄철 청소는 동북 인민정부 위생부의 지시 하에 각 
시에서 적으로 전개되었다.152) 1950년 각 시에서 3월 하순부터 봄철 

청소 운동을 전개하 는데, 이를 위해 위생부는 간부와 중 회의를 열
어 봄철 청소 운동의 의의를 반복적으로 설명하여 아래로 전달되도록 
하 다. 특히 인력･물력을 동원하는 것이 이 운동의 성공을 보증하는 것임
을 강조하 다. 5월 하순에 각지에서 전개된 청소 운동이 종결되었고, 
운동이 끝나자 결과를 검사하고 모범이 될 사람을 선발하여 칭찬하 다. 
특히 봄철에 강조된 청소는 겨울철 난방에 사용한 재와 얼음, 눈을 치우는 
것과 얼었다 녹아 생긴 곳곳의 구덩이를 메우는 것이었다.153) 이 기간 여

구에서 실시한 봄철 청소 운동에 참여한 사람과 사용한 물자, 그리고 
성적은 [표Ⅴ-3], [표Ⅴ-4]와 같다.

[표Ⅴ-3] 여 구 봄철 청소 운동 참가 인원 및 사업 성적(1950.4.19.~5월 중순)

참가인원 사업 성적 모범호 
선발청소원 구민 학생 및 

노동자
쓰레기 및 

분뇨량 도랑 청소

338명 24,394명 154,500명 27,585톤
(2/3는 분뇨, 

1/3은 쓰레기)
14킬로미터 2,940호

총계: 179,232명
출처: ｢旅大區1950年上半年度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1950, p.161, 표
22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Ⅴ-4] 여 구 봄철 청소 운동에 사용한 청소 공구

공구 쓰레기통 쓰레기차 공공변소 똥차 분뇨청소부 살수차

수량 1,453개 223 110곳 20 213명 2
출처: ｢旅大區1950年上半年度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1950, p.161, 표
23을 바탕으로 재구성.

152) ｢東北人民政府衛生部指示關於開展春季衛生淸掃運動工作指示｣(衛保字第657號), 
東北衛生 3卷 8期, 1951, p.436.

153) ｢1950年上半年東北城市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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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3]에서 살펴볼 수 있듯 환경 미화가 자신의 직업인 청소부 338명 
외에 참여한 178,894명은 모두 일반인이었다. 그들은 부분 주부, 소상공
인, 학생, 노동자라는 다른 직업이 있었음에도 시에서 실시하는 운동에 참
여하 고, 그들이 무상으로 제공한 노동 덕분에 시는 겨울동안 쌓여 있었
던 분뇨와 쓰레기를 치우고, 도랑을 청소할 수 있었다. 이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물적 기반은 [표Ⅴ-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쓰레기차 223 , 똥
차 20 , 살수차 2 뿐이었기에 많은 양의 쓰레기를 기계나 공구에 의존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터 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의 경우 
매일 생산되는 분뇨, 쓰레기만 하여도 그 양이 상당하 다.154) 결국 의지
할 수 있는 것은 인력이었고,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 행정간부와 청년단
원들이 앞장섰다. 연길현에서는 촌지부 서기와 주석이 직접 똥통을 메고 
변소에 쌓인 분뇨를 퍼내고, 길가에 널린 소똥, 말똥을 주웠다. 촌의 청년
단원은 공동 퇴비장을 설치하고 인분과 풀을 베어 거름을 모았다.155) 결국 
간부 혹은 친정부 단체를 앞세워 중을 이끌어 운동을 추진하 고, 이렇
게 실시된 동북지역의 청소 운동은 ‘모범호’라는 표창으로 지역민의 시
간과 노동을 보상하 다.

연길시에서 실시한 봄철 위생 청결 운동은 모든 기관, 단체, 시민의 참
여 속에서 실시되었다. 정부 각 부문의 8개 기관 표가 모여 시 위생 청
소위원회를 성립하고, 시 전체의 각 기관, 단체, 학교, 각 촌의 행정 간부
로 구성된 촌 위생 청소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때 시위 선전부는 물론, 
교육부, 시부련, 시청년단, 의련회가 모두 나서서 포스터, 만화 등을 통해 
위생운동을 선전하 고, 기관, 단체, 시민이 모두 정해진 기간 동안 실내
외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운반하 다.156)

동북 각지의 도시와 향촌에서 전개된 청소 운동은 1952년 3월, 중앙
방역위원회가 각급 인민정부에 애국위생운동을 전개할 것을 요구함에 따

154) 요동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여 구는 러시아와 일본의 연이은 식민 지배를 받으
면서 성장한 도시로 구민이 생산하는 하루 분뇨와 쓰레기만 2,450톤이었다(｢旅大區
1950年上半年度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1950, pp.161-167).

155) ｢조양구 시내 네 개 촌 공동변소와 퇴비장 세워 거름 장만｣, 東北朝鮮人民報
1949.8.13. 2판.

156) ｢延吉, 圖們市 衛生淸潔運動 展開｣, 東北朝鮮人民報 1950.4.5. 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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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더욱 맹렬해졌다. 이 운동을 통해 정부의 통제 능력은 말단 기층까지 
침투되었다.157)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여 동북 각지에서는 특정 요일을 지
정하여 모든 주민이 환경 위생 정비에 동참하는 ‘위생일’을 운 하 다. 
그러나 위생일을 지정해 운 하더라도 보이는 곳만 청소하여 검사를 통과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위생일’이라는 제도를 실
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전과 교육이 무엇보다 강조되었다.158) 

그리고 사람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는 것도 중요하
다. 그래서 거민조장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제정하고 방법을 연

구하 다. 방법으로 출퇴근 10분 청소제도 혹은 청소 책임 구역 지정이 
채택되었다.159) 그런 후에 지정된 위생일이 되면 가정의 부녀들이 중심이 
되어 집안일과 위생운동을 결합시켜 개인위생과 환경위생을 정비하 다. 
예를 들어 심양시 어느 거민조에는 17명의 식구 중 3명의 며느리만이 위
생일에 가담할 수 있었다. 식구들 중 일부가 출근과 등교를 하면, 집에는 
연로한 시부모와 어린 아이들만 남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부모는 아
이들을 돌보았고, 며느리 3명은 집 안팎을 청소하고, 인접한 가도를 깨끗
이 치우며, 변소와 가축우리를 청소하 다.160)

목표를 제시하여 과업 달성을 독려하는 방식도 전개되었다. 목표는 없애
야 하는 몇 가지 혹은 있어야 하는 몇 가지 등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없
애야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것은 3防운동이 표적이다. 심양시 철서
구에서는 파리, 부패, 먼지를 방지하는 운동을 벌 는데, 목표가 제시되자 
구 전체에서 파리를 잡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 운동을 위해 의료 관련 
각종 분회, 업소, 거민조, 청소 , 시장 관리위원회 등이 동원되었다.161) 
북진현 제7구에서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여 ‘九有 운동’, 
즉 돼지는 우리가, 닭은 닭장이, 말을 마굿간이, 우물은 덮개가, 그릇은 찬
장이, 변은 똥통이, 사람은 변소가, 물항아리는 덮개가, 마을에는 조산원이 

157) 王進, ｢新中國建政初期東北文敎衛生事業的發展-以靖宇縣爲例｣, 동북사범 학 석사
학위논문, 2011, p.8.

158) ｢沈陽市普遍實行‘人民衛生日’｣, 東北日報 1952.06.30. 3판.
159) ｢人民衛生日｣,  東北衛生 5卷 12期, 1952, p.621.
160) ｢怎樣推廣和鞏固‘人民衛生日’制度?｣, 東北衛生 5卷 12期, 1952, p.595.
161) ｢決定展開農村衛生工作的原則｣  東北衛生 3卷 9期, 1951, p.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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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하는 운동을 벌 다.162)

애국위생운동이 적으로 전개되던 당시에는 목표 제시형 과업이 더
욱 많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5勤, 2防, 3辦’이라는 목표를 제시하 는
데, 부지런해야 할 다섯 가지는 실내외 각종 먼지와 쓰레기 청소, 목욕 및 
양치질, 독충 제거, 세탁 및 건조, 식기 소독이었다. 방지해야 할 두 가지
는 이산화탄소 및 먼지, 그리고 동상이었다. 처리해야 할 세 가지는 쓰레
기, 오수, 눈으로 처리 방법도 제시하 다. 또한 ‘9要 4不’이라는 목표도 
제시되었는데, 그중 9要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163)

 ① 운동을 해야 한다(매일 2시간 각종 체육활동을 유지해야 한
다).

 ② 생활 규율이 있어야 한다(일, 학습, 식사, 휴식, 수면 등을 포
함).

 ③ 양가 있는 식품을 먹어야 한다(위생공작자는 항상 급식 종
사자들을 지도하여 채소의 종류를 고르는 방법과 조리하는 방법
을 가르쳐야 한다).

 ④ 정량의 음식을 먹는 습관을 양성해야 한다.
 ⑤ 철저히 水源을 보호해야 한다. 반드시 水源 부근(50미터 이

내)에는 냄새나는 물과 더러운 물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물에는 덮개가 있어 이를 잠글 수 있어야 하고, 공용 물통을 
두어야 한다.

 ⑥ 하수구를 뚫고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
 ⑦ 나무 구덩이와 쥐 굴을 막아야 한다.
 ⑧ 야와 양철통은 뒤집어 놓고, 물구덩이와 움푹 파인 곳은 평

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⑨ 늘 환경 청결을 유지하고 실내를 정돈해야 한다.

162) ｢兩年來東北區衛生實驗縣工作的基本總結及今後對農村衛生工作的基本要求｣, 東
北衛生 5卷 5期, 1952, p.239.

163) ｢爲進一步搞好愛國衛生運動而努力｣, 東北衛生 5卷 14期, 1952, pp.68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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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표 제시형 방식은 각 개인, 단체 등이 과업 달성을 위해 지켜
야 할 행동을 정해놓음으로서 이에 맞게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히 과업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이를 달성하도록 개인 
간, 단체 간의 경쟁을 부추겼고, 상호 검사 및 정부의 검사 제도를 도입함
으로서 개인 혹은 단체의 활동을 평정하는 자료로 삼았다. 결국 개인은 정
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해야만 비판을 피할 수 있었기에 좋든 싫든 이 
운동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구역을 지정해 책임제로 청결 운동을 일상화한 방법도 도입되었다. 연길
현에서는 부녀와 학생 표로 구성된 청소위원회가 매일 아침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일제히 맡은 구역의 청소 운동을 선도하 다.164) 흑룡강성 위
생청은 도시 위생을 보다 잘 유지하기 위해 시민이 자각적으로 위생 청소 
습관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적 하에 ‘城市衛生淸掃責任區實施辦法’을 제정
하 다. 위생 소조를 기본 단위로 운 하 고, 시가지는 상점 단위로, 일
반적인 街에 설치된 공공시설, 예를 들어 물통이나 쓰레기통 등은 몇 개 
집을 단위로 조직하 다. 이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지점을 1-2일에 한 번 
청소하고, 동물 사체, 분뇨, 쓰레기 등의 오물을 치웠다. 이와 함께 움푹 
파인 길을 평평하게 만드는 일도 책임졌는데, 특히 여름철 비가 온 뒤에는 
임무를 더욱 잘 수행해야만 하 다. 각 호가 맡은 책임구역은 위생 기관이 
공안 파출소, 공상 연합회, 공회 등과 협조하여 감독 및 검사를 하
다.165)

이상의 방법을 통해 실시된 환경 위생 정비는 크게 분뇨 및 오물 처리, 
우물 및 상수도 개선, 실내외 청소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분뇨 및 오물 처리는 전염병 및 다발병 예방과 접한 관련이 있었기에 
무엇보다 중요하 다.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데서나 소변을 누었고, 음식
물, 잿더미, 쓰레기, 오수 등을 버린 곳은 부패하여 파리를 비롯한 해충이 
들끓었다. 이러한 악습을 고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습관을 개선하는 일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위생 시설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 다. 

분뇨 처리는 길거리와 마당 곳곳에 쌓인 인분을 치우는 일부터 시작되

164) ｢춘경에 결합하여 청결 운동 계속 진행｣, 東北朝鮮人民報 1949.4.30. 2판.
165) ｢黑龍江省城市衛生淸掃責任區實施辦法｣, 東北衛生 4卷 5期, 1951,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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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쌓인 똥더미는 교외의 일정한 장소로 운반되었는데, 거주지와 적당
히 가까우면서 주변에 인가를 비롯한 시설이 없는 황무지가 적합한 곳으
로 여겨졌다. 향촌의 경우 각 집마다 院 밖에 작은 똥구덩이를 만들어 놓
고 여기에 오물과 변을 버렸다. 그리고 변 위에는 흙을 한 겹 뿌렸으
며, 일주일이 지나면 이를 단체 변장으로 옮겨 버렸다.166)

그러나 단체 변장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 다. 肇州縣 3, 5, 
8구의 촌둔에는 운반한 변이 모여 거 한 똥더미가 생겼다. 원래는 파
낸 도랑에 똥을 넣어 길을 평평하게 만들려 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네가 하지 않는데, 내가 왜 하냐.”는 태도로 아무도 이 똥더미를 치우려 
하지 않았고, 그렇게 계속 쌓여갔다. 이렇게 거 한 더미를 형성하게 되자 
치우는 것도 쉽지 않아졌다. 어떤 촌에서는 마차를 준비해 치우려 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넘어버렸다. 게다가 날이 추워져 얼게 되자 발효조차 
되지 못해 비료로서의 가치도 떨어졌다. 그런데도 구위 부서기는 이런 똥
더미가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은 지만 강조할 뿐이었다. 그래서 촌인민 표
회의가 열리자 촌민들은 똥더미 문제를 제기하 고, 한 곳에 똥을 모으지 
말고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분배해서 처리할 것을 제안하 다. 國富村의 

표들은 토론을 통해 분뇨를 말과 사람의 노동력 정도에 따라 분배해 쌓
을 것과 陰陽地를 고려할 것을 결정하 지만, 일부 촌에서는 區간부가 똥
더미를 제 로 정리하지 않는 촌민들의 의식 문제라고 비판하여 제 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167) 

반면 극산현 7구에서는 村社가 肥料廠을 만들어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분뇨를 비료로 만들어 생산에 보탬이 되도록 하 다. 비료창은 당과 정부
의 도움을 받아 8~10호마다 한 개의 변소를 만들고, 소와 수레를 산 후 
몇 명의 노동력을 고용하여 50개의 변소와 3곳의 학교를 자주 돌아다니며 

변을 모았다. 매일 평균 수레 2~3 의 양이 나왔고, 이를 말려 매년 3
만 킬로그램의 변으로 6백만 정보의 땅에 비료로 사용하 다.168)

166) ｢1950年東北農村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3卷 6‧7期 合刊, 1951, 
pp.327-329.

167) ｢合夥大糞堆害處大｣, 黑龍江日報 1950.3.31. 3판
168) ｢克山東北村社成立肥料廠積糞｣, 黑龍江日報 1952.4.25.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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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치운 인분은 충분히 비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 다. 공공변소 한 
곳에서 생긴 분뇨는 반 정보(1정보는 약 3-5묘)의 밭에 비료로 사용될 수 
있었다.169) 그래서 민국시기에 분뇨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
고, 이를 둘러싼 이권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 다.170) 그래서 중국공산당은 
각지의 행정을 접수한 이후 분뇨 사업에 한 직접적인 관리를 시도하
다. 심양시 瀋河區에서는 똥을 퍼서 우마차나 손수레로 운반하는 私人 똥
장수에게 관리비를 받고, 그들에게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똥장수를 
관리하 다.171) 이후 심양시 위생국이 1949년 9월 衛生肥料公司를 세워 
시 전체의 분뇨 운출을 통일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사인 똥장수는 비료공
사에 가서 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와 인가증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각 호는 
비료공사에 매달 정기적으로 청결위생비를 납부하 다. 이를 통해 정부의 
등기 및 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시내에서 함부로 분뇨를 퍼서 판매할 
수 없었고, 똥장수 또한 분뇨를 퍼낸 후 개인적으로 비용을 징수할 수 없
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하 다.172) 

심양시 위생국에서 운 한 1950년 비료공사의 조직 기구를 보면 변을 
차로 운반하는 인부가 300명이었고, 분뇨 처리의 청결을 검사하는 사람이 
9명이었다. 여 구는 분뇨관리처를 만들어 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운반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통일시켰고, 규칙을 만들어 그 처리 과정을 엄

히 규제하 다. 그러나 이렇게 운반해 온 변을 저장하고, 발효하는 糞尿
醱酵池 설비가 부족하여, 충분히 발효를 거치지 않은 분뇨가 농민에게 판
매되었다. 그 결과 기생충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았는데, 여순의 시립중학
교 천 명의 학생을 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십이지장충병에 걸린 학생
은 30.9%, 회충병에 걸린 학생은 81%를 차지하 다.173)

169) ｢雙城縣今冬的衛生工作｣, 東北衛生 4卷 12期, 1951, pp.673-674.
170) 중국 수립 전 분뇨사업에 해서는 신규환의 북경똥장수-어느 중국인 노동자의 

일상과 혁명(푸른역사, 2014)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는 20세기 전반 똥장수의 성
장과 활동을 베이징 시정부의 위생행정과 연관 지어 분석하 으며, 이 분석을 통해 
국가권력이 일방적인 통제만이 아니라 개인 및 사회에 한 역동적인 상호관계 속
에서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171) 瀋陽市瀋河區環境管理局, 瀋河區環境衛生史, 1985, p.17.
172) ｢沈陽成立肥料公司統一拉運全市糞便｣, 東北日報 1949.9.4. 2판; ｢沈陽市的糞

便肥料公司負責拉運｣, 東北日報 1949.9.17.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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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처리와 관련해 또 다른 문제는 분뇨를 도절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
았다는 점이다. 분뇨가 향촌에서 사용할 비료로 팔림에 따라 공공 변소나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분뇨를 몰래 파내서 판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
났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각 도시는 분뇨 도절을 엄금하는 법을 반포하기
도 하 다. 수중현에서는 제정한 ｢都市衛生管理規則｣을 보면, 분뇨를 퍼내
는 일을 위생행정기관이 통일적으로 추진하려 하 음을 알 수 있다.174)

제19조 도시 안의 분뇨는 기관 부 , 학교 군중 단체, 국공사  
기업, 상인 주민 등을 막론하고, 모두 위생원에 소속된 위생

에서 통일적으로 퍼내서 가져온다. 도시 郊區의 순수 농
호로 자기 토지가 있고, 직접 노동을 하는 자로 院 안에 자
기 집의 분뇨를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하 다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이 외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사
사로이 파내서 가져가서나 도절할 수 없고, 집 마당 앞뒤 아
무데나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위 조항을 통해 위생 가 분뇨를 통일적으로 처리하되 농사를 짓는 가
호의 경우 분뇨가 위생적으로 관리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를 허용하
음을 알 수 있다. 분뇨는 일면 비료로 사용되어 도시 운 의 주요 수입원
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일면 위생적 관리를 통해 전염병 근절 및 마을 미관
에 중요한 요소 기에 이를 통일적으로 운 하 던 것이다.

인분의 처리와 아울러 중요한 것은 분뇨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시설, 
즉 변소를 수리하고 건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동북 각지에 변소 수리와 
건축을 독려하는 한편, 위생에 부합하는 변소를 건축하는 기준을 제시하
다. 먼저 변소 위치는 우물과 50척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하고, 바람이 빠
져나가는 지점이어야 했다. 그리고 경사진 곳에 변소를 만들어야 할 때는 
가장 낮은 곳에 지어 우물이나 집에 향을 주지 않도록 하 다. 평평한 
곳에 변소를 만들 경우는 우물보다 변소를 낮게 지어 水源을 오염시키지 

173) ｢1950年上半年東北城市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1950, p.58-76.
174) ｢介紹綏中縣<城市衛生管理規則>｣, 東北衛生 5卷 9期, 1952, pp.46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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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도록 하 다. 변소 설계는 천장과 벽이 모두 있어야 했고, 방충 문과 
창을 설치하여 환기를 시킴과 동시에 파리가 갱 안에 들어가 번식하지 못
하도록 하 다. 

그리고 동북 지역에 적합한 변소 종류를 소개하 는데, 첫 번째가 수세
식 화장실로 이는 도시처럼 상하수도 설비가 있는 곳에 적합하며, 소변
을 본 후 꼭 물을 내리고 화장지를 변기 안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
하 다. 두 번째는 일반 변소, 즉 일명 재래식 화장실이었다. 이 변소는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구멍이 뚫린 나무판을 덮은 후 뚫린 구멍 위에 자
동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 다. 그리고 바닥과 사면의 벽은 모두 시멘트를 
발라 견고함과 더불어 위생을 지키게 하 다. 또한 변소의 문은 밖으로 열
리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고 하 다. 세 번째는 똥 구덩이식 변소로 편벽
한 향촌에 적합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이는 땅에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가운데 구멍이 뚫린 나무판이나 나무기둥을 얹는 것으로, 매우 간단하지만 
위생에 그다지 적합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구덩이 옆에 나무 재나 석회
를 담은 상자를 두어 변을 본 후 이를 뿌릴 것을 강조하 다.175)

변소 안의 청소 또한 강조되는 점 중의 하나 다. 동북지역은 환경청소
위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28조에 변소는 “자주 석회를 뿌리고 변
을 본 후 이를 흙으로 덮어 파리, 구더기 등의 해충이 자생하지 않도록 한
다.”고 하 다.176) 이에 따라 변소 안의 청소와 소독은 지켜야할 중요한 
위생 규칙이었다. 변소 안을 자주 청소하는 것은 물론 구덩이 속에 석회나 
나무를 태운 재, 혹은 흙을 뿌리도록 하 고, 석회유를 이용하여 소독할 
것이 장려되었다. 석회유는 생석회를 물과 섞어 숙성되게 한 후, 숙성된 
석회를 물과 섞어 사용하는 것이었다. 정기적인 소독과 더불어 변소 구덩
이를 일정 시기에 맞춰 파내는 것도 위생에 적합한 것으로 장려되었다.177)

분뇨 처리와 더불어 쓰레기 및 오수를 처리하는 일도 환경 위생을 개선
하는데 중요한 일 중 하나 다. 곳곳에 쓰레기와 오수를 아무데나 버려 파

175) 東北醫學圖書出版社, 四季農村衛生, 1951, p.12; 東北醫學圖書出版社, 夏季
農村衛生, 1952, p.11; 東北醫學圖書出版社, 春季農村衛生, 1950, p.7.

176) ｢東北區環境淸掃衛生暫行管理條例｣, 東北衛生 5卷 12期, 1952, pp.623-626.
177) 東北行政委員會衛生部編, 農村衛生, 1949,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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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들끓고 악취가 났으며 외관상 썩 좋지도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여 쓰레기를 처리하 다. 심양, 안산, 합
이빈, 장춘, 안동 등의 도시에서는 쓰레기 처리 책임구제를 실시하 다. 
주요 길과 간선은 청소부가 책임을 지고 쓰레기를 치웠으며, 작은 골목은 
그 지역 주민이 책임을 졌다.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여 차나 수레로 쓰레기
를 운반하 는데, 매일 청소부가 거리를 돌며 종소리를 내면 이 소리를 들
은 각 집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도록 하 다. 특히 합이빈시에서는 청소위생
합작사를 조직하여 쓰레기 운반, 거리 청소 등의 작업을 책임졌다. 이와 
더불어 청결 위생 당직제를 시행하는 도시도 있었다. 여 구에서는 집집마
다 돌아가면서 쓰레기 처리 여부를 검사하는 당직이 되어 쓰레기 처리를 
관리하 고, 각 가호는 자기 집 문 앞의 흙을 쓸고, 물을 뿌리는 일을 책
임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심양시에서 실시한 정액 책임제 다. 청소
부는 거리의 쓰레기를 쓸고, 차를 몰고 다니며 각 집에서 생산되는 쓰레기
를 수거하는 일을 맡았는데, 거리와 면적만으로 책임 구역을 지정하다보니 
어느 지역은 쓰레기가 많은 곳이 있는 반면 어느 지역은 가호가 많지 않
아 쓰레기가 적은 곳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양에 
따라 책임구역을 획분하 다. 그래서 이전에 한산한 지역을 담당했던 청소
부는 더 많은 지역을 책임지게 되어 1인당 청소부가 맡는 면적이 이전에 
비해 증가한 곳도 생겼다.178)

향촌에서는 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하는 방법을 장려하 다. 집집마다 마
당에 쓰레기 구덩이를 만들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구덩이 위에 덮
개 혹은 풀로 엮은 발을 덮어두거나 며칠에 한번 마른 흙을 덮어 악취가 
생기는 것을 막도록 하 다. 주방에서 다듬은 채소 잎, 계란 껍데기, 양파 
껍질, 그리고 종이 등을 모아 발효하여 이 또한 비료로 사용하 다. 이렇
게 하면 개나 고양이가 와서 먹거나 파리가 날아다니며 번식하는 것을 막
을 수 있었고, 마당 안도 깨끗하게 정리될 뿐 아니라, 향촌의 농사에도 도
움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습관이었다. 공공 위
생 상식이 없고 습관이 들지 않아 쓰레기를 쓰레기통 덮개 위나 옆에 버

178) ｢1950年上半年東北城市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1950, p.58-76; 
｢1950年東北城市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3卷 6‧7期 合刊, 1951, p.3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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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 것과 반드시 통 
안에 버려야 할 것을 강조하 다.179)       

오수를 처리하는 법도 제시하 는데, 마당 안 구석진 곳에 깊은 구덩이
를 파서 그 안에 잘게 부순 벽돌과 기와 조각을 채워 넣도록 하 다. 위에
는 나무판 덮개를 설치하는데, 그 덮개 가운데에는 원형의 구멍이 나 있어 
물을 붓기 편리하도록 하 다. 이렇게 만든 구덩이에 물을 붓고 나면 물은 
땅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어 가고, 더러운 찌꺼기는 벽돌 및 기와를 깐 구
덩이 밑바닥에 남는다. 이 찌꺼기는 도자기나 벽돌 속의 석회 성분으로 인
하여 살균되기 때문에 수년 동안 구덩이를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러운 물을 아무데나 버려 생기는 파리와 모기의 번식 및 악취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었다.180)

환경 위생 정비를 위해 실내외 청소를 강제하는 법률도 만들어졌다. 이
로서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정돈하는지의 여부도 사회가 관리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되었다. 동북인민정부 위생부는 ｢東北區環境淸掃衛
生暫行管理條例(이하 청소 조례)｣를 반포하여 동북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
이 이 조례를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 다. 청소 조례 제3장은 ‘집안 청소의 
위생 관리’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81)

제15조 실내의 지붕, 벽, 창과 문, 부뚜막, 상자와 궤짝, 탁자와 
의자 등의 모든 설비는 반드시 부지런히 쓸고 닦아서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제16조 실내 지면 및 벽 모서리 등 음침한 곳은 반드시 매일 청
소하여 먼지가 쌓이고 해충이 기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
고 수시로 쥐구멍을 막고 벌레가 숨을 수 있는 구멍 및 틈을 
발라 메운다.

제17조 실내는 자주 창을 열어 환기하며 햇빛이 들어오도록 한다. 

179) 東北行政委員會衛生部編, 農村衛生, 1949, p.10; 王文仲, 農村衛生, 1949, 
pp.16-19; 東北醫學圖書出版社, 夏季衛生及傳染病, 1952, p.15.

180) 東北人民政府衛生部編, 春季衛生及傳染病, 1950, pp.1-3; 東北行政委員會衛
生部編, 農村衛生, 1949, p.10.

181) 東北區環境淸掃衛生暫行管理條例, 東北衛生 5卷 12期, 1952, pp.62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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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공기와 실내 바닥을 건조하게 유지한다. 
제18조 매일 마당을 한번 청소한다. 청소한 쓰레기는 정기적으로 

버려 쌓아두지 않는다. 그래서 기생충 등이 생기는 것을 방
지한다.

제19조 마당 안에는 오수, 쓰레기, 기타 불결한 것을 버리지 않는
다.

제20조 사육하는 가금, 가축은 우리를 만들고, 매일 바닥을 쓸어
준다. 사람과 가축 간에 보균 혹은 전염병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주관 위생기관의 동의를 거쳐 관리 및 통제하며, 사육
을 금지하거나 죽이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21조 마당 안에 물을 담은 야, 벌레로 인해 밑동에 구멍이 난 
나무 등을 두지 않는다. 물 항아리, 화분, 어항, 방화용 물통 
등을 갖춰야만 한다면 용기에 물을 담아 두되 자주 갈아 주
어 모기 등이 자생하지 않도록 한다.

동북인민정부에서 통일적으로 반포한 이 조례에 따라 각지에서는 실내
의 천장, 바닥, 4면의 벽과 집에 있는 각종 가구의 뒷면과 바닥면까지 철
저히 청소해야 하 다. 이렇게 까지 청소를 할 필요가 있냐고 반박하는 자
에 해 그들은 실내의 먼지가 공기를 통해 폐 속으로 들어가 질병을 만
들어 내므로, 건강을 위해 실내 청소를 꾸준히, 그리고 철저히 해야 한다
고 설득하 다.182) 그리고 청소를 할 때는 반드시 실내에 있는 가재도구
를 모두 밖으로 꺼낸 후에 천장, 옥상, 벽, 바닥의 먼지나 더러운 물건을 
청소할 것을 지시하 고, 가구 위의 먼지를 제거할 때도 총채로 터는 것보
다 천으로 닦는 습관을 들일 것을 당부하 다.183) 

심양시에서는 도시 청결 유지와 가도 위생 개선을 목적으로 말똥 주머
니와 말똥 관리에 관한 법을 만들어 마차 주인에게 준수하도록 하 다. 규
정에 따르면 시내를 통행하는 모든 마차는 말똥 주머니를 항상 휴 해 다

182) 瀋陽市人民政府衛生局編, 冬季衛生課本, 1952, p.4.
183) 東北人民政府衛生部編, 春季衛生及傳染病, 1950, p.4; 東北醫學圖書出版社, 

夏季衛生及傳染病, 1952,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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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서 말똥이 지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 다. 만약 촌에서 도시로 들어
온 짐차가 말똥 주머니를 준비하지 못하 을 때는 삽과 용기를 준비하여 
말똥을 직접 청소하도록 하 다. 그리고 말똥 주머니는 6개월에 한 번씩 
새것으로 바꾸도록 지시하 다. 만약 이상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경
중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 다.184)  

취락 시설을 둘러싼 환경 위생 정돈 사업은 애국위생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1952년 3월부터 동북인민정부는 동북 각지에 “환
경 위생을 잘하는 방법”을 하달하여 이를 표준으로 삼도록 하 다. 개인위
생, 환경위생에서 중점을 둘 역을 지정하 고, 쥐와 벼룩을 박멸하며, 
水源을 보호하고, 변소를 정리하도록 하 다. 그리고 음식 판매업에 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 다. 이러한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세균을 
살포한 미제국주의의 죄행에 반 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가미되면서 애국
위생운동은 미국에 한 항전을 보여주는 국민들의 애국 행위가 되어 방
역 전선을 건립하는 중 운동으로 확 되었다.185) 

애국위생운동이 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당국은 종전까지의 위생운동
이 일부 지역에서 철저히 전개되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 다. 이 
집이 부지런하면 저 집은 부지런하지 못하고, 거리와 院은 깨끗한데, 집 
안은 더러웠으며, 어른은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입었는데, 아이는 매우 더
러웠다. 정부는 모든 문제를 선전을 통한 설득이 제 로 되지 못했다고 판
단하고 도시와 향촌에서 막 한 물자와 인력을 동원한 선전교육을 실시하

다.186) 선전을 위한 소책자, 훈련 교재 등이 량 인쇄되어 살포되었고, 
규모 전람회도 각지에서 열렸다. 그리고 량의 인력을 조직하여 도시의 

공장과 가도, 농촌에서 연극, 만화, 가정방문, 화, 좌담회의 방식으로 선
전을 전개하 다. 당시의 선전 목표는 “집집마다 알고, 부녀자와 아동도 
알도록”이었으며, 이를 통해 교육된 부녀자와 아동을 애국위생운동의 중요
한 행동 원으로 활용하 다. 관전현에서는 부녀를 중심으로 군중위생

184) ｢沈陽市人民政府公安局衛生局通告｣(沈衛衛字제5호, 1950.6.5.), 東北日報
1950.6.13. 4판

185) ｢東北人民政府衛生部通知-做好環境衛生辦法｣, 東北日報 1952.3.14. 3판.
186) ｢努力搞好愛國防疫衛生運動｣, 黑龍江日報 1952.5.16.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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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직해 애국위생운동을 선전하고, 위생  스스로 솔선하여 자기 집은 
물론 마을의 위생 정책에 적극 참여하 다.187) 

선전이 진행됨과 동시에 동북 각지에서 애국위생운동이 전개되었다. 제
제합이시 철로북국 512조는 47호가 모두 위생운동에 동참하 다. 그래서 
院子는 빛날 정도로 쓸어 한 점의 먼지도 보이지 않았고, 움푹 파여 있던 
바닥은 새로 흙을 덮어 평평해졌다. 나무 판, 나무 봉 등도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이 조는 매주 한 번 院을 청소하 고, 빨랫줄을 만들어 매주 토
요일마다 옷을 햇볕 아래에 널었다. 어느 집에 가더라도 탁자 위에 조금의 
흙도 묻어 있지 않았고 마치 새것인양 닦여있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
서는 매일 한번 목욕을 시켜 아이의 얼굴과 손이 모두 깨끗하 다. 청결한 
위생을 유지하여 한 해 동안 한 명도 사망하지 않자 이 조는 위생모범으
로 뽑혔다. 모범조가 되자 주민들은 “미국 강도가 세균을 이용해 우리들을 
해치려는 것은 절 로 성공할 수 없다. 우리들은 청결 위생을 더욱 잘하여 
그들의 음모를 분쇄할 것이다!”라고 다짐하 고, 이 조의 조장인 於淑琴은 
“해방 이전에는 생활이 빈궁하고 압박을 받고 있어 매일 먹고 입는 것을 
걱정했다. 그런데 무슨 위생을 강구할 정신이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다
르다. 모주석의 도 아래 매일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고, 우리도 청결 위
생의 좋은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 깨끗이 치우지 않겠는가.”라
고 말하며 위생의 공과를 모두 새로운 정권에 돌렸다.188) 이처럼 애국위생
운동은 새로운 정권의 정통성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
었다. 

미국이 세균전을 벌이고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미제국주의의 세균전 분쇄를 위해 애국위생운동을 조금도 느슨하게 추진
해서 안 된다.”는 지침은 1953년까지 이어졌다.189) 1952년 12월에 열린 
제2회 전국위생회의에 모택동이 보낸 “위생을 강구하기 위해 일어나자. 그
래서 질병을 감소시키고, 건강 수준을 높여 적의 세균전쟁을 분쇄하자!”는 
격려 글과 “위생 정책은 군중 운동과 서로 결합한다.”가 이 회의에서 위생 

187) ｢寬甸上河口村群眾衛生隊｣, 東北日報 1952.8.13. 3판.
188) ｢一個淸潔衛生模範組｣, 黑龍江日報 1952.5.4. 4판.
189) ｢東北區一九五三年繼續開展愛國衛生運動計劃大綱｣, 東北日報 1953.3.8.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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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방침으로 추가되면서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애국위
생운동은 중의 힘을 동원해 미국의 세균전 음모를 경계하는 정치 운동
으로 지속되었다.190) 

이에 따라 동북 각지에서 봄철 애국위생돌격운동이 적으로 전개되
었고, 이 운동 결과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위생 상태는 양호해졌다고 평가
하 다. 이 시기 동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일본인 木村壯十二가 “어
느 뒷길이나 촌락을 가도 오물, 악취, 그리고 무리 지어 날아다니는 파리
를 이제는 한 마리도 볼 수가 없다. 청소는 중심 거리만이 아니라 뒷길, 
가축우리 구석구석까지 두루 미치고 있다.”라고 회고한 것처럼 애국위생운
동은 중국을 “더러운 나라”에서 “청결한 나라”로 변모시켰다.191) 그러나 
당국은 여전히 기관, 건설 노동 현장, 업소의 위생 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1953년 여름부터 검사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양호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일상화와 기숙사, 건설 노동 현장, 공장, 광산 등의 
위생 강화가 새로운 과제로 제시되었다.192)  

3) 업소 위생 법규 제정과 行業衛生委員會의 조직

街道 환경 정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식업, 숙
박업, 공공 오락 장소 등의 업소이다. 업소를 운 하는 사업주,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모두 위생을 철저히 유지하는 주체인 한편, 당국의 위생기
관으로부터 관리 및 감독을 받는 객체이기도 하 다. 동북인민정부는 업소
에 한 관리 지침 및 법규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업소가 위생 설비
를 갖추고, 청결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 다. 그러나 업소의 위생은 타율적
인 법과 감시에 의해서만 관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동북의 업

190) ｢如何在我省繼續深入開展愛國衛生運動｣, 黑龍江日報 1953.2.4. 3판.
191) 木村壯十二, 新中國, 東峰書房, 1953, pp.64-65(泉穀陽子, ｢反細菌戰と愛國衛

生運動-ハルビン‧黑龍江省を中心に｣, 梅村卓・大野太幹・泉穀陽子 編, 満洲の戦
後―継承・再生・新生の地域史, 勉誠出版, 2018, pp.228-229에서 재인용).

192) ｢保持愛國衛生工作的經常化｣, 東北日報 1953.5.19. 3판; ｢東北愛國衛生運動委
員會和東北衛生局關於夏秋兩季愛國衛生工作指示｣, 東北日報 1953.7.22.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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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정부의 위생정책을 옹호하는 사업주, 종업원, 그리고 위생 행정 인원
으로 구성된 半자율적인 조직인 行業衛生委員會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위
생을 강구하기도 하 다. 이 두 가지 기제, 즉 국가에 의한 감시와 제재, 
그리고 行業衛生委員會를 통한 자율적 위생 준수가 위생정책에 비협조적
인 사업주를 움직 고, 신민주주의 시기 업소 위생을 국가가 요구하는 기
준에 맞게 변모시키는 주요 동력이 되었다.

심양시 철서구에서 조사한 1950년 자료에 따르면 업소 중 가장 큰 비율
을 차지하는 것이 요식업이었다. 특히 煎餠을 판매하는 가게가 408개 업
소 중 164곳으로 40.2%나 되었다. 당시 각 가정에서 매일 500그람의 전
병을 먹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 상당한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부를 만드는 곳도 85곳(20.83%)로 적지 않았다.193) 이러한 업소의 상당
수는 위생상태가 불량하 다. 특히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은 비위
생적인 음식 처리로 인하여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瓦房店에서
는 생새우를 먹어 175명이 식중독에 걸렸고, 그 중 25명이 사망하 다. 
심양시에서는 화평시장에서 판매한 부패한 돼지고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
린 사건도 발생하 다.194) 

업소 중에서도 특히 위생 상태가 불량한 곳은 두부를 만들어 판매하는 
곳이었다. 부분의 설비는 누추했고, 작업장 안은 불결하고 너저분했다. 
바닥 가득 더러운 물이 가득했으며, 심지어 분뇨가 있기도 하 다. 사용하
는 도구에 때가 끼어 원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조차 없었다. 앞치마는 너덜
너덜한 마  자루나 찢어진 천 조각으로 만들어 입었는데, 이마저도 제
로 빨지 않아 반들반들하 다. 이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손과 얼굴을 씻지 
않은 채로 일하 는데, 이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 다. 콩을 가는 
맷돌을 일 년 동안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房도 있었다. 豆腐房을 운 하
는 어느 사장은 “두부를 만드는 것은 늘 이렇다. 용구에 물이나 걸쭉한 액
체가 마를 틈이 없는데, 이걸 깨끗하게 할 도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

193) ｢瀋陽市鐵西衛生實驗區1950年上半年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合刊, 
1950, pp.187-196.

194) ｢1950年東北城市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3卷 6‧7期 合刊, 1951, 
p.312-326.; ｢東北不少地區秋季愛國衛生工作做的不好｣, 東北日報 1953.10.12.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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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자기 업소는 깨끗한 축에 속한다며 자랑하 다. 아무리 위생상태를 
개선하려 하여도 그들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았고, 위생 검사를 할 때만 
일시적으로 작업장 안에 백회를 뿌렸다. 그리고 종업원에 한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는 종업원 중 한 사람만 보내 당국의 지시를 따르는 것처럼 할 
뿐이었다.195)  

사람들이 먹을 육고기를 제공하는 도살장 또한 병이 있는 가축을 도살
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북의 10개 도시에서 1950년에 실시한 도
축 검역 상황을 보면 75,729마리 중 5,361마리(12.2%)에서 돼지낭충, 肝
蛭, 돼지콜레라, 肝砂粒症, 결핵 등이 검출되었다. 이런 고기를 먹은 사람
들, 특히 학생들 중에 기생충병을 앓고 있는 수도 적지 않았다.196) 당국은 
이렇게 사람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업종, 피부나 순환기 등에 향을 주는 
공공 오락 장소에 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전염병, 기생충병, 식중독이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 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업소에 

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데 충분한 설득력을 제공해주었다. 사람들의 건
강과 직결된 장소를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소를 운
하는 사업주와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국가의 지침에 따라 행동을 
교정하고, 환경을 정비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가 업소 위생을 관리하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 중의 하나는 관련 법
규를 제정하는 것이었다. 동북지역에서는 처음에 성 혹은 시를 단위로 개
별적인 법규를 제정하여 운 하 으나 1952년부터는 동북 지역의 통일된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적용하 다. 예를 들어 심양시는 1951년 ｢公共娛樂
場所暫行衛生條例｣를 반포하 는데, 조례가 적용되는 공공오락 장소는 
화관, 극장, 찻집, 評書場(만담 공연장), 雜技場, 遊戱場이었다. 이곳들은 
모두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생국에서 위생 등기를 통과해야만 업 허가증
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오락 장소는 제3조에 명시된 로 실내의 환기, 
온도 유지를 위해 정원에 맞게 표를 판매해야만 하 다. 그리고 변소는 제
6조에 따라 남녀를 나누어 설치해야만 하 고, 변소 안을 수시로 소독, 청
소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 다. 종업원은 제8조의 규정 로 옴, 한센

195) ｢瀋陽市鐵西區豆腐業衛生有了進步｣, 東北衛生 2卷 12期, 1950, p.684.
196) ｢1950年上半年東北城市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2卷 1‧2期, 1950, pp.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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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폐결핵 등의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을 때는 취업이 제한되었다. 이러
한 법 조항을 제 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9조에 따라 위생검
사원이 수시로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 다.197)  

동북지역 인민정부는 1952년이 되어서야 통일된 업소 위생 조례를 제정
하여 반포하 다. 먼저 공공 오락장소에 한 조례를 살펴보면 앞서 심양
시에서 제정한 조례에 비해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감독 기준을 명확히 
하 고, 업종별로 구분하여 보다 전문화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조례를 제
정한 목적은 아래 총칙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제3조 현재 있는 공공장소는 주관 위생기관의 검사 등기를 거쳐 
그 건축물(예를 들어 극장, 화관, 목욕탕 등), 위생 시설(예
를 들어 변소, 타구, 흡연실, 음수 용기, 환기 설비 등)이 본 
규칙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본 규칙에 따라 개선 한
다. 금후 공공장소를 새로 건설, 재개 혹은 확장할 때, 반드
시 현지 주관 위생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시공할 수 있다.

제4조 각 공공장소에 위생위원회와 위생조직을 설치하고, 위생공
약을 제정하며, 상호 점검 검사하고 주관 위생기관의 도 
아래 위생을 강구한다.

제5조 주관 위생 기관의 위생 검사원은 수시로 각 공공장소에 가
서 검사, 지도, 기한 내 개선을 실시한다.

제6조 본 규칙을 위반하는 모든 법정 책임자는 주관 위생 기관의 
수차례 교육으로도 바뀌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적당한 처
벌을 가한다.198)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조례는 현재 운 되는 모든 공공 오락 
장소뿐만 아니라 이를 확장할 때, 혹은 새로운 공공 오락 장소를 열 때, 
건물 설계 및 실내 여러 시설을 규정에 맞게 개선하거나 시공할 수 있도

197) ｢公共娛樂場所暫行衛生條例-瀋陽市城市衛生管理條例｣, 東北衛生 3卷 3期, 
1951, p.111.

198) ｢東北區公共場所衛生暫行管理條例｣, 東北衛生 5卷 12期, 1952, pp.62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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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만들어진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제4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공 오
락 장소의 위생 상황을 일차적으로는 업소 스스로 혹은 업소 상호간에 점
검과 검사를 하고, 이차적으로는 제5조의 규정 로 위생 당국이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서 종적, 횡적 위생 검사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횡적인 검사 또한 업소에 자율적 권한을 완전히 부여한 것은 아니고 위생 
당국의 지도를 받도록 하 다. 결국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공공 오락 장
소를 통일된 위생 지침에 맞게 만들어 위생적으로 운 되도록 국가가 개
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당국이 만든 
기준을 따르지 않는 업소에 해 교육과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제6조
에 삽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지역은 화관, 여관, 목욕탕, 이발소, 
세탁소의 위생 상황을 수시로 감시하고, 이들에 한 통제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까지 세세하게 제정하여 규정을 따르도록 하 을까. 
이발소의 경우 “고객의 귀에 구멍을 뚫거나, 귀를 파거나, 코털을 뽑아서
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제 로 된 소독 조치 없이 귀와 코를 건드리
는 행위를 일절 금지시켰다. 세탁소는 “세탁이 완료된 옷과 아직 세탁이 
안 된 옷을 서로 섞거나 접촉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하여 세탁소가 
전염의 매개 장소가 되지 못하도록 하 다. 그리고 세탁이 완료된 옷에 더
러운 것이 다시 묻는 비위생적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시켰다. 목욕탕
에서는 “욕조는 한 번 사용하면 목욕한 사람의 면전에서 뜨거운 소금물로 
깨끗하게 닦는다. 그런 후 다시 사용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일인용 욕
조 사용 시 소독을 철저히 하여 피부병을 비롯한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 을 뿐 아니라 목욕탕에 한 위생 관리가 철저함을 사람들에게 각인
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 다. 

식품 제조, 운송, 판매하는 곳에 한 통일된 규정, 즉 ｢東北區飮食衛生
暫行管理條例｣도 동일한 시기에 제정되었다. 이 조례 역시 음식물품 제조 
및 가공 공장, 음식점, 식품 잡화업, 식품 판매 시장, 식품 저장고, 음식 
판매 난전, 도살장, 얼음 사용 업소 등에 한 위생 관리를 당국이 통일적
으로 주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들 업소에 한 위생 검사 합격증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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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통해 그들의 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위생 기관의 심사
를 통과하지 못해 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공상 기관에서 개업 신고
를 할 수 없었다. 결국 식품 관련 제반 업소의 업 행위가 위생 당국에 
의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199) 

법을 마련하 음에도 여전히 위생상태가 불량한 곳이 존재하 다. 예를 
들어 심양시 醬油 공장은 공장 안팎이 더러워 이곳에서 만든 장과 기름에 
구더기가 생긴 것이 발각되었다. 그래서 위생기관의 처분을 받았고, 1분기 
동안 7~8번의 위생 검사를 받기도 하 다. 그럼에도 장과 기름을 담는 통
의 뚜껑을 설치한 것 외에 별다른 개선 노력이 없었다. 심지어 구더기가 
생긴 장을 그 로 팔기도 하 다. 그래서 보다 강력히 법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 다.200)

이처럼 식품 관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것인
지, 먹었을 때 탈이 생기지 않는 것인지를 감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에는 식품 관련 업소에서 지켜야 할 규정으로 조리품 및 그 
원료에 한 화학검사 실시를 준수사항으로 삽입하 다. 예를 들어 음식물 
가공 공장에서는 “제조 혹은 가공한 식품은 ｢食物品檢査辦法｣에 따라 검
사를 실시하여 합격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음식점에서도 
음식물 및 그 원료는 “반드시 화학검사를 하여야 하고, 아직 검사를 거치
지 않은 어떤 원료도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하 다. 이
처럼 음식물에 한 화학 검사는 중요한 사항이었으므로 조례 제14장에 
이를 별도로 규정하 다. 위생 화학검사를 해야 하는 범위는 제125조에 
명시된 로 첫째,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혹은 가공한 청량음료, 유제품 
및 乳, 조미료, 통조림 제품, 주류, 육류품, 둘째,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
는 음식물, 셋째, 주관 위생기관이 식중독 혹은 건강을 해친다고 여겨지는 
음식물이다. 위생 기관은 제126조에 따라 직접 업소에 가서 3종(같은 종
류를 서로 다른 시간별로 3종, 혹은 동일한 시간에 서로 다른 부위별로 3
종)의 견본품을 채취해 와 화학 검사를 한 후 3종 모두 합격해야만 판매
가 가능하도록 하 다.201) 이에 따라 심양시, 합이빈시, 장춘시, 길림시, 

199) ｢東北區飮食衛生暫行管理條例｣, 東北衛生 5卷 14期, 1952, pp.719-731.
200) ｢東北愛國衛生運動委員會等檢查食品企業｣, 東北日報 1953.9.2.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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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제제합이시, 금주시, 련시 등에서는 위생 화학검사소를 건립하
여 업장의 위생 관리 및 각종 음식물에 한 화학 검사를 하여 관리를 
강화하 다.202)

식품에 한 화학 검사 외에 세부적인 사항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제
시하 다. 특히 음식에 사용하는 얼음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 다.

제83조 음식용 얼음의 규격은 아래의 기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일. 무색, 투명, 무취여야 하며, 비록 잡물이 있다 해도 최소한

의 양이어야 한다.
이. 물로 용해할 때 염소의 함량이 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硝酸의 함량이 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과산칼륨 소비량이 
3 리미터를 초과하거나 아초산과 암모니아가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만든 얼음을 물로 용해하는 중에 암모니아 
함량은 0.0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삼. 얼음을 0.1㏄의 물로 용해할 때 細菌群이 50개를 초과해서
는 안 되며, 장균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차가운 음식이나 청량음료를 만들 때, 얼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를 비해 섭취 가능한 얼음을 위 조항처럼 제한한 것이다. 얼음은 눈
으로 보기에 맑아야 할 뿐 아니라 냄새가 나서도 안 되었다. 설령 시각, 
후각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사용해서는 안 되었고, 물로 용
해했을 때 염소, 초산, 과산칼륨, 암모니아 등이 적정량 이상 검출되면 안 
되었다. 또한 장균을 비롯한 세균군도 주의해야 할 검출 상이었다. 이
렇게 얼음은 화학검사를 거쳐 합격을 해야만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 기
에 제85조에서는 음식용 적정 여부에 상관없이 노점 및 행상을 통한 얼음 
판매를 일절 금지하 다.

이 조례에서 눈여겨 볼 것은 길거리 음식 판매에 해서도 규정한 부분
이다. 당시에는 노점을 위생 설비가 불량해 전염병을 옮기고 질병을 발생

201) ｢東北區飮食衛生暫行管理條例｣, 東北衛生 5卷 14期, 1952, pp.719-731.
202) ｢1950年東北城市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3卷 6‧7期 合刊, 1951, p.3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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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원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시의 교통을 방해하고 도시 경관을 해친
다고 판단하 다.203) 따라서 노점도 위생 관리의 주요 상이 되었던 것이
다. 노점 음식 판매란 제49조에 명시된 로 “고정된 건축물 없이 가판을 
설치하여 판매하거나 행상 판매하는 것”으로 “주식 원료를 가공하여 판매
하는 것은 제외”하 다. 이들 노점 음식업자들은 각지의 위생기관에 등기
를 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장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점을 설치
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여 集市 형태로 운 하도록 하 다. 그래서 집시
는 제56조에 따라 오물을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도록 오수 및 오물 처리 
용기를 두어야 하 고, 이를 지정된 책임자가 매일 한번 정리하여야 하
다. 집시에서 판매가 끝난 뒤에는 청소를 하여 위생 관리도 신경을 써야 
하 다. 그리고 노점 음식업자에 한 개인위생 요구를 제53조에 제시하
고 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 다. 예를 들어 옷과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
고, 일을 할 때는 청결한 작업복, 토시, 앞치마, 머리 두건 및 모자를 써야 
한다고 하 다. 그리고 이들도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를 통해 폐결핵, 한센병, 전염성 피부병, 중증 화류병, 급성 전염병 및 보
균자, 기타 고객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질환이 발견될 경우 업을 정지
하고 완전 치유된 후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 다.204)

노점 음식업자에 해 신체검사를 통한 제한 사항을 둔 것처럼 음식업
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에 해 보다 높은 위생 관리 규정을 두었다. 이
들이 일을 하던 중에 변소를 간다면 작업복을 벗고 가도록 하 고, 점포 
내 아무데서나 가래를 뱉고, 콧물을 풀어 버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시켰다. 
그리고 이들은 국가에서 실시한 정기･비정기적인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 만일 고의로 도망가거나 거부하는 자에 해서는 일을 할 

203) ｢撫順市在愛國衛生運動中管理流動攤販的經驗｣, 東北日報 1953.6.12. 3판.
204) 1949년 이후 중국공산당은 국민정부 통치시기에 비해 노점상에 해 더욱 체계

적인 관리 체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북경의 경우 노점 중 일부는 등기하지 않고 불
법의 형태로 1950년  내내 존재했다. 그리고 당국이 노점상을 지정된 장소에 고
정시키고자 하 으나 유동 노점상의 수는 갈수록 늘어났고, 단속을 피해 업을 지
속하 다(1950년  북경의 노점상에 해서는 박상수, ｢1949년 전후 中國 도시의 
노점상｣, 中國學報 제95집, 2021을 참조). 동북의 도시도 북경과 유사했다고 생
각할 때, 노점 음식점에 한 당국의 위생 관리가 얼마나 철저히 집행되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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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도록 하 다. 그리고 이들의 신체검사 결과 증명서는 점포에 늘 비치
하여 위생 검사를 받을 때 제출하여야만 하 다. 이러한 지시 사항은 제
151조에 따라 주관 위생기관이 “정기 혹은 비정기적인 검사 제도를 통해 
수시로 사람을 보내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지도하여 기한 내 
개선”할 수 있게 하 다. 만약 본 조례를 위반하여 누차 교육을 받았음에
도 개선되지 않는 업소에 해서는 제152조에 명시된 로 “상황의 경중
에 따라 경고, 벌금, 업정지, 허가증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었다. 
국가는 이러한 규정을 통해 음식업 관련 건물의 위생, 위생 설비 설치, 음
식 및 원료에 한 화학 검사, 종업원 위생 관리 등을 식품 판매 및 제조 
관련 업자들이 준수하도록 강제하 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
든 그들의 업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다.

법 제정과 더불어 업소의 위생 관리는 구역별 혹은 업종별로 조직된 사
회단체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그 단체가 바로 행업위생위원회이다. 행업
위생위원회는 1950년부터 동북지역의 각 시에서 건립되었다. 이로서 업소
끼리 상호 점검하고 종업원의 신체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서 업소 
위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205) 행업위생위원회를 조직하는 방식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지구별로 조직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
는 업종별로 조직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區級 인민정부의 도 아래 구의 
모든 업소를 포괄한 위원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지역의 업소위생방역 소조를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 되었다. 후자는 업종 
별로 하나씩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요식업은 요식업 위생
위원회를, 숙박업은 숙박업 위생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업종을 총괄하는 聯合行業衛生委員會를 만들어 계통을 형성하 다. 종류
를 막론하고 모든 행업위생위원회는 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위원으로 
선출되어 각 업소위생 소조를 지도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었다.206)  

제제합이시에서는 자 업소 3천여 개를 상으로 행업위생위원회를 조
직하 다. 행업위생위원회는 서로 다른 업종별로 조직되어 시 전체에 총 

205) ｢延吉縣政府各市區에 指示 春季淸潔實施를 號召｣, 東北朝鮮人民報 1950.4.1. 
1판.

206) ｢瀋陽市行業衛生管理的經驗, 東北衛生 5卷 10期, 1952, pp.5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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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분회가 있었고, 각 업종마다 여러 개의 소조로 나뉘었다. 행업위생
위원회는 각 업소를 위생 정책에 동참시키기 위해 먼저 음식업, 식품잡화
업, 청량음료업의 8백여 명의 종업원을 상으로 아침 시간을 이용해 위
생 상식을 가르치는 등 훈련을 시켰다. 훈련을 할 때 “위생을 잘하는 것은 
광 한 인민에게 좋을 뿐 아니라 점포가 깨끗해 사람들이 많이 오니 우리
가 장사하는데도 좋다.”는 설득도 이루어졌다. 선전 교육과 함께 엄격한 
검사도 실시하여 업소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 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는 
보편적으로 방충 방진 설비가 갖춰졌고, 냉장고를 구비하 으며 공용 수건
을 사용하는 것을 없앴다. 위원회 간부는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지
만 부분이 정부 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정부의 위생 행
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 다.207) 

행업위생위원회는 크게 3개의 부문, 즉 宣敎, 防疫, 檢査로 나누어져 있
었다. 먼저 선교부문에서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위생 선전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 공약을 정립하는 것을 책임졌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
에게 정부의 위생 정책 방침을 전달하고,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역할
도 맡았다. 방역부문은 업주와 종업원을 동원하여 공공 청소, 방역 등의 
위생 활동에 참가하고, 종업원에게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면 즉시 현지 위
생 기관에 보고하여 처리를 기다리며, 위생 기관을 도와 소독 검역 작업을 
진행하 다. 검사부문은 위생을 어기는 자들에 한 돌발적 검사를 하여 
그들을 비평하거나 개선 사항을 그들에게 건의하 다. 그리고 업소 중 당
국에서 제정한 위생 관련 조례를 위반한 곳을 발견하면 이를 정부에 보고
하거나 검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208) 

행업위생위원회는 위생 행정 기관이 해야 할 업소의 위생 상태 개선을 
도모하고, 업주와 종업원이 위생 정책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임무를 맡았
다. 따라서 행업위생위원과 소조장이 어떻게 맡은 임무를 제 로 이행하느
냐가 업소 위생의 관건이었다. 이들이 제 로 그 역할을 다한다면 정부 기
관의 물력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데다 기층 조직을 통해 정부의 지침을 

207) ｢齊齊哈爾市各行業衛生情況大有改進｣, 黑龍江日報 1952.8.6. 3판.
208) ｢黑龍江省各地組成行業衛生管理委員會｣, 東北衛生 4卷 2期, 1951, 

pp.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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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현장에 운용할 수 있을 터 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은 행업위생위
원과 소조장을 잘 관리하기 위해 이들에 한 교육을 중시하 다. 각 도시
에서는 단기 훈련 및 좌담회를 통한 교육을 진행하 다. 업소가 많이 분포
해 있는 심양시에서는 1950년 한 해에만 25회, 합이빈시에서는 51회, 그
리고 여 시에서는 88회에 걸쳐 위생교육을 진행하 다. 주된 교육 내용
은 업소 위생 관리에 한 기본 지식 및 위생 운동에서 그들이 해야 할 
임무와 직책에 한 것이었다.209) 행업위생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위생국에 
보고해야만 하 는데, 주된 보고 내용은 각 업소에 들어가 위생 점검을 한 
후, 위생 공약을 위반한 점포와 해당 점포의 개선 방법 등에 한 것이었
다. 

행업위생위원회는 구역별 혹은 업종별로 소속된 업소들의 위생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위생 공약을 정립하 다. 위생공약을 세울 때는 성을 비롯
한 지방 정부에서 반포한 ｢衛生管理暫行條例｣를 중심에 놓고, 각 업종의 
실제 상황과 결합한 항목을 세웠다. 이들은 단순히 위생 공약을 정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제 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도 있
었다. 제제합이시 요식업 위생위원회에서 제정한 위생공약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2. 본 업을 개‧폐업할 때는 반드시 위생국에 등기해야 한다.
3. 주방은 청결을 유지하고, 화장실과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 

사용하는 도구는 매일 씻어야 하고, 수건, 젓가락 등은 매일 반
드시 뜨거운 물에 삶아 소독해야 한다.

4. 종업원은 자주 목욕하고, 손톱을 짧게 자르며, 의복 및 하얀 가
운 등은 자주 빨아야 한다. 만약 화류병(성병), 폐결핵, 피부병 
등에 걸린 자가 있다면 종사할 수 없으며, 치유된 후에야 비로
소 다시 취직 할 수 있다.

5. 본 업종의 응접실 안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는 타구를 두고, 여
름에는 파리 퇴치 설비(커튼, 발)을 갖춘다.

209) ｢1950年東北城市衛生工作總結｣, 東北衛生 3卷 6‧7期 合刊, 1951, p.3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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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매할 음식, 예를 들어 만두, 찐빵, 장조림, 소시지, 튀긴 생
선, 훈제한 오리 고기 등은 망사로 된 덮개로 덮어두거나 유리 
상자 안에 둔다. 길거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

7. 본 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매년 반드시 2번의 신체검사를 받
는다. 금후 반드시 신체 검사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채용이 가능
하다.

8. 아래의 음식물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① 부패하고 악취가 나거나 변질한 모든 음식물
② 병들어 죽었거나 독사한 동물의 고기를 재료로 하여 만든 식

품 
③ 곰팡이가 발견된 麵, 혹은 청결하지 않은 기름
④ 부패한 채소 혹은 부패한 어패류로 만든 식품

9. 煎餅 판매업자와 방앗간은 청소를 자주 하고, 실내에 먼지 더
미와 쓰레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매일 맷돌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여름에는 파리 퇴치 설비를 두어
야 한다.

10. 본 공약은 민주적으로 제정되었으므로 반드시 함께 준수하며 
위반해서는 안 된다. 위생관리위원회 및 검사소조의 지시와 건
의를 들어야 한다. 만약 본 공약을 위반한 자는 본업 위생관리
위원회가 위생국에 보고 한 후 상황을 참작하여 경고 혹은 처벌
한다.210)

위 공약의 내용은 위생 행정 기관에서 중시하는 주방 내 청결, 종업원의 
신체검사와 청결, 판매하는 음식의 신선도 유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2번째와 10번째 항이다. 업소의 개
업과 폐업은 모두 위생국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
로서 각 점포는 위생국의 관리 범위에 들어가 있음을 2번째 항목에서 다
시 상기시켰다. 그리고 위생공약이 위생국의 지도를 받아 제정된 것이지

210) ｢怎樣進行管理行業衛生?｣, 東北衛生 5卷 8期, 1952, pp.4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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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 제정 과정에서 위원들과 업주, 그리고 종업원 표가 참석하여 의
견을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민주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서 모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약속임을 강조하 다. 그러므로 이 공약에 근거하여 
행업위생위원회 및 검사조가 각 점포의 위생 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 
결과에 따른 지시 및 건의 사항을 각 점포에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 다. 만약 이 공약을 위반한다면 위생관리위원회가 위생국에 보고하여 
이들에 한 처벌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었기에 위원회는 업주들 사이
에서 힘을 가질 수 있었다.  

행업위생위원회는 당국이 실시하는 화학실험 검사의 결과를 집행하는 
역할도 담당하 다. 음식업과 청량음료 판매업의 위생 관리를 엄격하게 집
행하기 위해 원료 사용 전 반드시 해당 지역에 설립된 위생검사실험소에
서 화학실험을 거치도록 하 다. 예를 들어 레몬수, 탄산수 등은 1㏄ 내 
세균이 100개를 초과해서는 안 되었고, 100㏄ 내에는 장균이 발견되어
서는 안 되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음식을 막론하고 병원성 세균이 발견
된다면 즉시 판매를 금지시키고, 그 원인을 찾아내야만 하 다. 실험을 통
과하 을 경우 위생국이 화학실험 합격증을 발급해 주었고, 이 증서가 있
어야만 해당 원료를 사용한 음식 및 음료를 판매할 수 있었다.211) 

화학 검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량음료와 아이스크림이었다. 그
래서 위생국은 위생검사실험소와 함께 각 청량음료 판매점을 예고 없이 
방문하여 화학 실험을 하 다. 만약 불합격 했을 경우 해당 업종의 행업위
생위원회가 판매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서를 제출하 고, 위생국
은 의견서를 심사한 후 그 집행을 허락하 다.212) 이로서 불합격한 점포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行業衛生委員會
의 몫이 되었다.

행업위생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당국이 조직한 檢査隊의 원을 겸하
다. 그들은 위생 행정 기관의 방역원과 더불어 검사 를 구성하여 업소의 
위생상태를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검사하 다. 이들은 업소에 들어가 
위생 상황을 검사한 후 그 상황을 일정한 양식에 기록하 다. 검사할 때 

211) ｢飮食業衛生管理法｣, 東北衛生 3卷 12期, 1951, pp.690-691.
212) ｢怎樣進行管理行業衛生?｣, 東北衛生 5卷 8期, 1952, pp.4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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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은 업소의 주위 환경, 용기의 청결 여부, 업소 내 방충 창 및 방
충 문 설비 유무, 종업원의 위생 상태, 즉 토시, 앞치마, 모자, 작업복 착
용 여부, 식품 저장 및 보관 상태, 식품 운송 및 운반 방법 등이었다. 특
히 음식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위생 규정도 검사 상이었다. 종업
원이 소변을 본 후 손을 씻는지, 손톱에 때가 있는지, 두발을 자주 정리
하는지, 자주 목욕을 하는지, 옷이 깨끗한지 등을 검사하 다. 그리고 사
용하는 원료가 부패했는지, 유해 색소가 혼합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 는
데, 만약 금지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시키고, 그 남은 수량을 
검사 양식에 기록하 다. 

검사 는 위생 검사 양식을 기록한 후, 이를 현장에서 업주에게 확인시
키고 서명을 받은 뒤 기한 내에 개선할 것을 요구하 다. 만약 거듭되는 
교육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한다면 반드시 처벌하
다. 처벌을 하는 목적은 위반한 소수를 통해 전체를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
다. 그래서 처벌 결과를 모두에게 널리 알려 다른 업주와 종업원들을 긴장
시켰다. 법을 어긴 자가 만약 사업주라면 처벌이 주 고, 만약 종업원이라
면 교육 방식을 통한 계도에 초점을 두었다. 사업주에 한 처벌은 상황에 
따라 그 수위가 달랐는데, 구두 경고, 소조회나 업종별 회에서의 자아비
판 및 중의 비평, 위생 상황을 어긴 정도를 갑, 을, 병, 정으로 새긴 팻
말을 업소 문에 걸어두는 것, 법을 위반한 업소를 다른 업주 및 주민들이 
참관하러 가는 것, 업주에 한 전문적인 교육, 비위생적인 업소를 길거리
에서 폭로하는 것, 벌금, 식품 파기, 그리고 업 정지 등이 있었다. 

반면 일정한 위생 표준에 도달한 업소에 해서는 합격증을 발급하 는
데, 이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하 다. 합격증 수여식을 거
행하여 이를 선전 도구로 활용하 고, 합격증을 받은 업주들이 청중을 향
해 어떻게 위생 기준을 지켜나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결심은 무엇인지를 
말하게 하 다. 이는 수여식을 보는 사람들에게 위생 상태를 양호하게 만
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함과 동시에 위생 합격증을 받은 업소에 한 
간접 홍보도 가능하게 하 다. 한편으로는 합격증을 받은 업주가 사람들 
앞에서 말한 결심을 지키게 하는 힘으로 작용되기도 하 다. 합격증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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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받았다고 해서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다. 수시 검사를 
통해 위생 상태가 요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는 언제든 합격증을 취소
할 수 있었으며, 교육 혹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213)   

행업위생위원회와 더불어 업주나 종업원 중 적극분자를 선발하여 훈련
시킨 후 이들을 업소 위생의 보조자로 만들기도 하 다. 이들은 훈련에 참
여한 후 수강증을 발급받고, 다른 이들과 다른 지위를 얻었다. 교육은 
체로 일이 끝난 후 2시간씩 2주간 실시하 다. 전문 교원이 와서 실물, 괘
도, 모형 등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 고, 동일한 업종끼리 묶어 반을 나누
었다. 훈련 과정 중 자신의 업소가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하는 것도 
있었다. 이는 배운 것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장려되었다. 그리고 점포 내 
다른 종업원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선전함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맡도록 
하 다. 훈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배정된 것이 전염병과 관련된 학습이
었다. 부분의 업소가 전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전염
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특히 어떤 해충과 
동물을 없애야 하는지를 알아야 했다. 이러한 훈련과 학습을 통해 당국은 
업소 위생에 있어 행업위생위원회나 위생 행정 기관을 보조하는 자들을 
배양하 다.

업소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 동북인민정부는 법 제정을 통한 법규 준수
의 강제성과 함께 행업위생위원회와 적극분자를 통한 위생 기준 준수의 
자율성을 동시에 활용하여 업주와 종업원이 업소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 다. 그러나 행업위생위원회 설립과 운 , 그리고 적극분자 선발과 훈
련은 위생 행정 기관의 도 하에 진행되었기에 사회단체의 자율성이 온
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사회는 국가 권력과 립하기보다 협
조함으로서 자신들의 자율성을 확보하 다.

213) 瀋陽市行業衛生管理的經驗, 東北衛生 5卷 10期, 1952, pp.523-525; ｢怎樣加
強夏季飮食衛生的檢査管理工作?｣, 東北衛生 4卷 4期, 1951, pp.2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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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근 에 들어서면서 위생은 개인의 양생이나 섭생을 뜻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생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모하 다. 그
래서 근  중국에서도 국가 중심의 통일적인 위생 행정을 집행하고자 하

다. 그러나 정치적 격변과 외세의 끊임없는 침략 속에 전 국민을 상으
로 한 위생행정은 실시되지 못하 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
서 각지에 수립된 행정구 인민정부는 중앙과의 연계 속에서 체계적인 
위생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 다. 

동북인민정부 또한 만주국 시기 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된 위생사업의 기
반 위에 소련의 경험을 흡수하고 동북지역의 특수성을 반 하여 정부 주
도 하의 위생 정책을 동북 전 지역에서 실시하 다. 그러나 이 정책은 정
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각계 단체 및 세력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국가와 사회는 공통의 이념, 즉 경제 건설과 국방 
강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양호한 위생이 선결 과제라는 것에 합의하
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위생 정책을 추진하 던 것이다. 이 과
정에서 사회단체와 개인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위
생사업을 거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 으나, 협조의 분위기가 사회적으
로 무르익어 가는 상황 속에서 묻히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리고 한국전
쟁이라는 외적 위기는 국민의 단결을 어느 때보다 더 요구하 고, 위생
에서도 애국적 군중운동은 개인보다 국가를 더욱 중시하는 분위기를 형성
시켰다.

이처럼 동북인민정부의 위생행정에 나타난 국가-사회관계에서 사회는 
국가권력으로의 보완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는 신중국
이 성립되기까지 중국공산당이 거쳐 온 시간이 순탄치 않았던 데서 기인
한다. 일본에 한 항전으로 민족 해방을 달성하 으나 곧 이어 국공내전
이라는 긴 전쟁을 치러냈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중화인민공화국이었다. 
그래서 항전과 내전이라는 지난한 전쟁을 끝낸 신생국가에게 국민들이 거
는 기 와 열망은 클 터 다. 그러했기에 사회는 국가와 립하기보다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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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치중하 던 점이 더 두드러졌다. 그리고 사회단체와 개인은 정부의 
위생 정책에 협조함으로서 자신들이 얻는 이익이 분명하 다. 이런 상황은 
국가 발전과 외세로부터의 침입을 막아내는데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인
지했을 때 보다 적극성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비협조적인 개인이
나 단체가 있기도 하 지만 그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이상의 시각에서 1949년부터 1953년까지 동북인민정부의 위생 행정을 
분석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점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정부의 위생행정에 협조한 사회단체는 무엇이며, 그들은 왜 정부
의 위생 정책에 협조하 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국민을 위생사업에 
동참하도록 이끌었는지 이다. 위생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필요
한 세력은 의료인이다. 그래서 동북인민정부는 각지에 산발적으로 조직되
어 있던 의사공회, 중의분회, 의약연합회 등을 해체하고 이들을 衛生工作
者協會(衛協)이라는 단체로 결성시켰다. 이로서 동북 전역의 중서의, 치의
사, 약제사, 조산사 등이 하나로 묶일 수 있었고,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위생 행정의 한 축을 이루었다. 위협 회원은 지역의 의료보건센터인 衛生
所, 衛生院을 조직하 으며, 위생위원회, 위생위원 등의 군중 위생 조직과 
협조하여 종두사업, 위생청결운동 등의 위생 정책에 참여하 다. 위협은 
사회주의 체제 하의 公醫制를 수립하려는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단체 다. 이 단체는 정부에 우호적이었던 의료인을 중심
으로 정부의 후원과 지도를 받으며 결성되었고, 점차 나머지 세력까지 흡
수하면서 동북 최고의 의료 단체로 성장하 다. 위협은 정부의 지도를 받
긴 하 으나 그들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여 활동 계획을 세우고, 진행 상황
을 점검하며, 정부에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는 등 자율적인 단체로서 정부
의 위생행정에 중요한 협력자가 되었다. 위협에 가입하는 것은 강제가 아
니었지만 위협 회원들에게 주어지는 학회 결성 및 각종 복리 사업 혜택의 
우선권은 비회원들을 의료 사회에서 배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위협 
표는 각계인민 표회의에 구성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을 가졌
기에 부분의 의료인은 위협에 가입하게 되었다. 

婦女聯合會(婦聯) 또한 모자 위생 정책의 모든 분야에 적극 개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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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련은 부녀자들을 위생 운동에 동참시키기 위해 각 집을 방문하여 정부
의 위생정책과 위생상식을 선전하는 것은 물론, 솔선하여 환경 위생과 개
인위생을 정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 다. 특히 이 시기 위생은 여성의 몫
이라는 인식이 강하 기 때문에 부녀자가 집뿐만 아니라 마을을 청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 다. 그래서 각급 부련 표가 회원
들을 설득시켜 위생운동에 참가하게 하 고, 위생을 중시하는 것이 여성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임을 인식시켰다. 

나아가 부련은 산파를 개조하고 조산사를 훈련시키는 것까지 행정기관
의 협조를 얻어 추진하 다. 개조된 산파는 국가로부터 接生員이라는 자
격을 얻어 신생국가의 위생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 다. 국
가는 접생원을 중심으로 촌둔마다 接生站을 건설하여 산모의 산전‧산후 검
사, 임산부 등기, 助産, 생명 통계 등의 위생 행정을 집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산파 개조 훈련 또한 부련의 협조와 지도 아래 이뤄졌다. 그리고 
모자 위생의 가장 핵심 기관이라 할 수 있는 婦嬰保健站의 운 도 부련의 
협조를 필수로 하 다. 부련은 정부의 위생사업에 적극 동참함으로서 혼인
법 개정 등의 여성 권리 신장에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국가 경제 건설과 
국방 강화에 남성 못지않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피력할 수 있었다. 부
련의 주도 아래 부분의 부녀들이 위생 정책에 협조하 으나 일부 산파
가 소극적으로 개조를 거부하거 산모 중에도 전통적인 출산 및 양육법을 
고수하는 자들도 있었다.     

학교에서는 교원과 학생을 중심으로 위생 정책이 집행되었다. 교내에 학
교위생위원회가 설치되어 학생을 상으로 위생 선전을 실시하고, 校舍 청
결을 유지하 으며, 학생 개인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 다. 특히 교내에서 
교원은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설득시켜 위생사업에 동참하게 만드는 역할
을 맡았다. 그들은 애국위생운동이 전개될 때는 反細菌戰을 수업 활동 및 
내용으로 삼아 학생이 위생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 으며, 예방접종을 실시
할 때는 예방접종의 좋은 점과 주의할 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하

다. 교원을 매개로 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부의 위생 정책이 전달되
었고, 특히 학생은 집에 돌아가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위생상식을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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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하 다. 
정부는 학생과 교원을 어느 정도의 문화수준을 갖춘 역동적인 위생선전

원으로 양성하고자 하 다. 선발된 일부 학생은 거리에서, 동네에서 위생 
상식을 선전하 고, 쥐잡기, 장구벌레 잡기 등의 전염병 매개체 박멸 운동
에 동참하여 혁혁한 성과를 이뤄냈다. 교원은 種痘員 훈련을 받아 학생을 

상으로 주사를 놓거나 마을에서 실시하는 종두사업의 보조자가 되기도 
하 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위생 운동에 참여한 학생은 ‘小戰士’라는 
칭호를 부여 받거나 소련의 위생 만이 가지고 있던 적십자 모양이 박힌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있었기에 정부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교원 또한 학생의 건강을 일선에서 책임지는 사람, 공동체를 선도
하는 지역사회의 인사라는 사회적 역할의 강조 속에서 주어지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 다. 물론 일부 교원은 위생보다 학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
여 정부의 위생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자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상에서 살
펴본 보상 기제와 사회적 책임감에 의해 학생과 교원은 정부의 위생 행정
에 유력한 조수가 되었다.  

동북인민정부의 위생행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세력이 위협, 부련 등의 
사회단체, 학생, 교원과 보조를 함께 한 군중 위생 조직이었다. 특히 전염
병 예방을 위해 실시한 개인위생과 환경위생의 정비, 전염병 매개체 박멸 
운동은 국민의 참여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공장에서는 공회가, 학
교에서는 학생과 교원이, 마을에서는 부련이 각각 노동자, 학생, 부녀자들
을 설득하여 사업에 동참시켰지만, 각 지역 행정급별로 조직된 군중 위생 
조직인 위생위원회, 위생위원, 위생조리, 위생원, 위생소조장의 주도적인 
역할이 없었다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었다. 이들은 지역을 단위로 호-조-
街(촌)으로 이어지는 계통을 조직하여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하 다. 군
중 위생조직은 위생운동의 추진은 물론 그 결과를 점검하는데 유용한 기
반이 되었고, 위생 정책 추진에 있어 지역 공동체의 자발성을 드러내는 통
로가 되었다. 

또한 전염병은 물론 질병이 생기기 쉬운 공공장소, 업소 등의 위생 관리
를 위해 지역별 혹은 업종별로 조직한 行業衛生委員會는 업주, 종업원, 그



297

리고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업소의 위생 관리를 책임졌다. 위원회의 
위원들이 업소 위생을 검사하는 검사 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
의 역할 여하에 따라 업소의 위생 상태가 개선될 수 있었다.

이처럼 당시 동북인민정부의 위생행정은 여러 사회단체, 군중 기층 조
직, 그리고 개인의 협조 아래 추진될 수 있었고, 이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동원할 수 있었다. 단체와 개인은 정부 사업에 협조함으로서 자신들의 목
소리를 낼 수 있었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국가와 국
민 모두가 염원하는 경제 건설과 국방 강화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동북인민정부에서 사회는 국가에 협조한 가로 자율성을 획득
할 수 있었다. 

둘째, 위생행정에 드러난 신민주주의 시기 경제의 특징인 합작성질을 밝
혀낸 것이다. 신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 시기로서 정부
는 전면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사인
자본주의와의 연합을 적극 장려하 다. 私人合營, 公私合營 등의 방식으로 
기업, 합작사가 설립되어 운 된 것처럼 위생 기구도 이 형식에 의해 설립
되었다. 당시 정부는 가장 말단의 행정 구역까지 위생 기구를 건립하는 것
을 목표로 하 으나 인력과 재정의 부족은 이를 저해하 다. 이를 해결하
는 방법이 사인 개업의와 연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의료인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자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에 착수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衛生
所, 衛生院 등의 위생 행정 기관을 만들었다. 명목만 위생 행정 기관이었
지 그 설립과 운 은 사인 연합에 의한 위생 기구 다. 

각 區와 街, 村屯에 설치된 위생원(소)는 지역 내 치료 및 예방의 중심 
센터가 되었고, 정부는 상급 위생 행정 기관인 市衛生局, 縣衛生院을 통
해 이들을 도할 수 있었다. 위생 행정 기관뿐만 아니라 병원 또한 사인
합작에 의해 운 되는 것이 부분이었다. 의료인이 직접 자본을 투자하
고, 정부가 일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립된 연합의원은 각 科를 모
두 설치한 종합 병원으로서 지역 내에 신임을 쌓아갔고, 정부의 협조 아래 
醫藥公司 혹은 醫藥商으로부터 저렴하게 약을 사서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환 을 받았다. 물론 모든 연합의원이 흑자를 낸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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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자로 인해 문을 닫는 연합의원도 있었고, 방만한 관리로 인해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해 정부는 연합의원에 

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적극 개입하 다. 
따라서 위생소, 위생원, 연합의원 등은 사인합 에 의해 운 되지만 정부
의 감사와 지도에 의해 관리되었기에 이 의료 기반은 이후 사회주의 시기 
公醫制로 나아갈 기초를 제공해주었다. 

모자보건의 중심 센터인 婦嬰保健站과 접생참 또한 사인합  형식으로 
조직되었다. 정부의 계획 하에 배양된 조산사는 정부의 설득과 지시 아래 
각지에 婦嬰保健站을 건립하 는데, 일부 조산사들은 다양한 이유를 내세
우면서 참여를 거부하 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기관에 속한 조산사를 파
견하여 파출소의 협조를 얻어 지역 내 정부에 우호적인 조산사를 선발하
고, 이들을 중심으로 婦嬰保健站을 설립하도록 하 다. 그리고 적극분자가 
나서서 나머지 조산사를 설득해 婦嬰保健站에 동참하도록 하 다. 정부는 
부족한 재정, 약품, 출산기구를 여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
고, 婦嬰保健站 소속 조산사는 과학적 출산법을 통해 아이를 받고, 산모와 

아의 건강을 관리하 다. 특히 婦嬰保健站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사
망률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근거를 가지고 부녀자들에게 婦嬰保健站을 이
용할 것을 선전하 다. 

개조된 산파를 중심으로 조직된 接生站 또한 혼자 혹은 지역 내 여럿이 
연합하여 만든 행정 가장 말단의 母子위생 조직이었다. 接生站에 속한 接
生員은 정부로부터 훈련받은 과학적 출산법으로 助産을 하고, 소독을 철
저히 할 것을 약속하 다. 그러면 정부는 이들 接生員에게 출산 기구가 
든 接生가방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해주었다. 그리고 接生員은 婦嬰保
健站과 위계 관계를 형성하여 조산사의 지시를 따랐다. 婦嬰保健站과 接
生站을 통해 정부는 모자보건에 필요한 인력을 동원하고, 일시에 재정을 
투입하여 국가 주도하의 통일적인 모자위생을 전개할 수 없었던 당시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동북인민정부가 수립되어 동북지역의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위생행정을 
추진했던 시기는 신민주주의 시기로 사회주의 정치‧경제 체제와 달리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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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 고, 사인자본주의와의 연합을 통
해 경제를 운 하 다. 위생사업에도 그 시기의 특징이 반 되었다. 지난
한 전쟁을 겪은 뒤 건설된 신생 국가에게 중국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국
가 주도하의 규모 위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그럼
에도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생명을 통제하기 위한 위생 행정은 집행되
어야 하 다. 그리고 위생 행정을 통해 이전 정권과 달리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의료 혜택을 주는 “인민을 위한 정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여러 단체
와의 협력, 그리고 私人合營에 의한 위생 행정 기관 및 의료 시설의 운
이었다. 이는 국민이 정부의 위생 행정을 신뢰하도록 만들었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관리할 수 있었다.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
는 위생 행정이 순수하게 “인민을 걱정하는 중국공산당의 관심과 배려”라
고 믿고, 정부가 추진하는 위생 정책에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기부하
던 것이다. 위생 행정은 국가와 사회가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협력의 관
계를 형성하는데 일조하 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위생 정책으로 인
해 이익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자유를 침해당할 것이라는 걱정
이 일부 제기되긴 하 으나 다수의 목소리와 움직임에 사그라들었다. 사회
단체와 세력의 국가 권력에 한 협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그 가
로 그들은 신생국가의 정책 결정 혹은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얻
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동북지역에서 추진된 위생사업 전반에 한 전문적인 
학술 연구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신민주주의 시기 위생 행정
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서 앞뒤 시기, 즉 민국시기와 사회주의 체제 하의 위
생 사업과는 다른 이 시기만의 특수성을 밝혀내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중국 사회가 유럽의 시민사회와 달리 국가와 사회의 협력과 경쟁이라는 
양면의 관계를 통해 발전되어 왔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 연구가 될 수 
있다. 

이 연구가 지니는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체제로 
완전히 이행하기 직전의 사회주의 개조 과도 시기, 즉 1953년부터 1957년



300

까지의 위생사업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3차 전국위생회의 이후 
동북지역의 위생 행정을 고찰함과 동시에 중앙 위생부가 동북인민정부 시
기의 위생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 는지에 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북
인민정부 주석이었던 高岡에 한 정치적 숙청과 맞물려 진행된 동북인민
정부 衛生部長이었던 王斌에 한 비판은 신민주주의 시기의 위생행정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북인민정부의 위
생행정을 중앙 정부가 어떻게 비판적으로 계승하 는지에 한 중요한 단
서를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동북 지역에서의 위생 행정에 관한 경험은 1945년 8월 해방 이후 賀誠
이 동북인민위원회의 위생부장에 임명된 후부터 중앙의 위생 행정에 적지 
않은 향을 끼쳤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위생부 부부장으로 
임명되어 북경으로 이동한 후 동북 지역에서의 경험을 토 로 중화인민공
화국 초기 위생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방 위주”의 방침을 제출하는 
공을 세웠다.1) 그리고 延安에 있었던 중국의과 학은 당 중앙의 지시에 
따라 1945년 11월 심양으로 소재지를 옮긴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최 의 
의학교로서 국내는 물론 국외 여러 나라가 참관하여 그 교육 방식을 학습
하는 등 의학 고등 교육기관의 전형이 되었다.2) 延安에서부터 이 학의 
교장이었던 왕빈은 고등 의학 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유효한 방법을 만들
어낸 창시자 중 한 명으로 평가되기도 하 다.3) 게다가 동북지역의 종두 
사업은 중공 중앙의 인정을 받아 그 경험이 각지에 유익한 참고로 제공되
기도 하 다.4)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왕빈은 하성을 이어 중앙 
위생부 부부장으로 승진하 다.

그러나 동북 지역에서 위생 행정을 진두지휘하 던 두 인물, 하성과 왕
빈에 한 비판은 1954년부터 시작하여 1955년에 정점에 달하 다. 그 시
작은 1953년 3월 中央委員會에서 八一 잡지사의 사장이었던 白學光에
게 군사위원회 위생부에서 발생한 빈번한 의료 사고, 의료 행정의 문제 등

1) 王龍, ｢軍隊醫療事業的奠基人賀誠｣, 炎黃春秋 2007-4, p.33.
2) 王雪, ｢中国医科大学的诞生与发展｣, 百年潮 2016-2, pp.26-27
3) 中國衛生年鑑 編輯委員會, 中國衛生年鑑 1993, pp.380-381.
4) 刘迪成, 李剑, ｢新中国成立初期的种痘运动｣, 当代中国史研究 2016-６,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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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하라는 지시에서 비롯하 다. 조사 결과 “중의와 서의의 단결 방침
을 어기고 중의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를 타도
하려는 착오를 범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며, 그 중심에 하성과 왕빈이 있
다고 지목하 다.5) 

하성을 지목한 이유는 그가 1952년 12월 제2회 전국위생회의 중의공작
좌담회에서 발언한 “중의는 출로가 없다. 향촌과 공장, 그리고 광산으로 
가야만 그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향촌의 위생은 “먼
저 중의가 중심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중서의 합작을 거쳐 최후에는 서
의가 이어나간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6) 왕빈을 비판한 근거는 제4차 
동북위생회의에서 발표한 ｢在一定的政治經濟基礎上産生一定的醫藥衛生組
織形式與思想作風｣이라는 글에서 중의에 해 언급한 부분이었다.7) 비판
이 거세지자 하성은 1955년 인민일보에 ｢檢査我在衛生工作中的錯g思
想｣이라는 자아비판 글을 실어 “중의를 낙후하고 비과학적인 것으로만 여
기고, 중의약의 의료 가치와 인민보건사업에서 보여준 두드러진 업적을 인
식하지 못하 고”, “왕빈과 같은 고위 위생 행정 간부의 중의에 한 잘못
된 사상의 엄중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 다.”고 고백하 다.8) 그럼에도 
하성은 “조국의 의학 유산을 적 시한 자산계급 노예 사상의 표”라는 
비판을 1975년 “復辟派”로서 누명을 벗을 때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다.9) 

하성과 달리 왕빈은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그에 
한 비판은 중앙 위생부의 기관지인 健康報를 통해 공개적으로 격렬하

게 진행되었다. 왕빈이 발표한 논문에 한 비판의 핵심은 그가 “중의는 
비과학적이고, 봉건 의학이므로 타도하고, 그 명맥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는 것이었다.10) 그리고 당시 비판자들은 그의 글이 동북 지역은 물

5) 王成诚, ｢建国初期文化建设的中西之争-以中医政策为例｣, 中共四川省委党校学报
2012-4, p.68

6) 吕嘉戈, 挽救中医—中医遭遇的制度和资本阴谋, 广西师范大学出版社, 2000, 
pp.90-91．

7) ｢在一定的政治经济基础上产生一定的医药卫生组织形式与思想作风｣, 东北卫生 1
卷 9期, 1950, pp.7-9.

8) 张在兴, 傅琛, ｢新中国成立初期中国共产党对中医药事业的领导｣, 江西中医药大学
学报 第33卷 第5期, 2021, p.100.

9) 王龍, ｢軍隊醫療事業的奠基人賀誠｣, 炎黃春秋 2007-4,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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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중국 전역의 위생 인원의 사상 학습 문건이자 정치 교재가 되었고, 일
부 사람들은 그의 논문을 “典範”이라고 극찬하고 위생공작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행동 지침”으로 규정할 정도로 그 향력이 컸다는 것을 우려
하 다.11) 

이러한 비판과 우려에 따라 전통적으로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는 도제방
식을 극복하고 전문적인 의학 교육 기관을 통해 중의를 양성해야 한다는 
왕빈의 주장과 동북인민정부의 중의에 한 전문화 정책은 철저히 배격 
당하 다. 그리고 고등 의학 교육 기관의 “전문의 중점제”와 보고, 듣고, 
실습하는 것을 함께 하는 “형상교육법”은 오히려 의학의 전문성을 떨어뜨
리는 자산계급의 실용주의 교육 사상이라는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12) 왕
빈은 “당 중앙과 모택동의 중서의 단결 지시를 위배한 자”로 낙인찍혔지
만 끝까지 자신의 “중서의 단결 정책은 절 적으로 정확한 것”이었고, 그
에 한 사람들의 비평을 “악의를 가진 공세”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
국 그는 內蒙古醫學院 副院長으로 좌천되어 정치 노선에서 멀어졌다. 

하성과 왕빈을 자본주의 사상에 함몰된 자로 저격하면서 위생 행정의 
주요 보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분석해
야 1953년까지 동북 지역의 위생 사업이 중앙 위생사업과 어떤 분절과 연
속의 관계를 형성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주목할 점
은 그들에 한 비판이 제기된 시점이 모택동이 신민주주의 시기를 원래 
예정보다 앞당겨 종식시키고, 1953년 9월 中共中央에서 ｢黨在過渡時期的
總路線｣을 공포함으로서 사회주의 개조로의 과도시기로 이행한 것과 맞물
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서 두 인물에 한 비판, 더 나아
가 동북인민정부의 위생 정책을 자산계급의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비평한 
정치적 맥락을 보다 치 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 해답은 추후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10) 李蔚普, ｢严厉批判王斌消灭中医的谬论｣,江西中医药 1955-03; 王立章, ｢批判王
斌輕視中醫的錯g｣, 科學通報 6, 1955; 程之範, ｢批判王斌歧祝中醫的錯g思想,
正確接受祖國醫學遺産｣, 科學通報 6, 1955; 龔育之, 李佩珊, ｢批判王斌在醫學和
衛生工作中的資産階級思想｣, 中国药学杂志 3권 10기, 1955.

11) 龔育之, 李佩珊, 앞의 글, p.434.
12) 龔育之, 李佩珊, 앞의 글, p.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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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inese histor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penetrated the state's administrative system and power deepest 
into the social base, and its power continues to this day. How 
and through what process coul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ake root in state power in its infrastructure? This paper was 
initiated to obtain useful answers to these questions.

Since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ook power, especially in 
the 1950s, it has used a strategy to utilize the active response of 
society, that is, the participation of the crowd, which has served 
as the background for the new country to lay the founda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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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ime relatively quickly. The crowd formed a regional base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s from all walks of life to cooperate 
with 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 and in return, they tried to 
solve the problems they faced by themselves, such as speaking 
out their voices. This nation-society relation is revealed in 
various policy fields, especially hygiene, which was a problem 
directly related to individual health and lifespan, was one of the 
areas where active cooperation of society was most prominent.

In particular, the northeastern region was Greater 
Administrative Areas occupi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here Manchuria's ruling experience remained, and because it 
absorbed the Soviet-style model, it established a sanitary 
administrative system early and promoted hygiene policies under 
active response from the crow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People's Government in August 1949, hygiene 
administration was gradually overhauled by the Northeast 
Administrative Committee. 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was 
established in six provinces, led by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of the Northeast People's Government, and Bureau of public 
health were established in the city to oversee hygiene 
administration. Hospital was placed in each health experimental 
county and experiment district, and health center was installed in 
the districts, streets, and villages below them, respectively. What 
is noteworthy at this time was that the hospital and health 
center, which became the center of treatment and prevention in 
the region, were operated by the nature of a joint venture 
according to the economic operation during the new democracy. 
Therefore, private doctors were able to invest capital directly, 
and the government was able to indirectly intervene in the 



319

operation while supplementing insufficient finances.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 hygiene administration 

system, crowd hygiene organizations were created in various 
places. In the city, a hygiene group leader was elected in units of 
several houses. And a hygiene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each 
street. In addition, in rural areas, hygiene committee members 
and hygiene assistants were established in villages and districts, 
respectively. The hygiene Committee was organized into 
representatives of administrative, public security, education, and 
hospitals (health center) to form close relations with the 
government and help promote the government's hygiene policy. 

The hygiene committee members and hygiene group leaders 
who face the residents were elected through democratic elections 
in crowd-based organizations such as the resident group, and 
they cooperated with the government's policies while engaged in 
livelihoods. They conducted hygiene propaganda and education 
for local residents, inspected the hygiene status of residents, and 
reported the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to government 
agencies. 

At this time, it was organizations of various fields such as the 
Association for Health Professionals, the Women's Federation, the 
Business Establishments Hygiene Committee, students, and 
teachers that implemented the government's hygiene policies 
while establishing close relationships with these crowd hygiene 
organizations. The Association for Health Professionals 
participated in the hospitals(health center) organization and 
doctor responsibility area system from all over the northeast as 
a coalition of medical personnel. The Association for Health 
Professionals obtained the cooperation of crowd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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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in promoting and implementing various government 
hygiene policies and secured a certain degree of autonomy in 
operating the association. In addition, in return for cooperating 
with the government's policy, he was able to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s policy decisions by attending the medical 
representative of Conference of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of 
All Circles.

The Women's Federation promoted the promotion of maternal 
hygiene, remodeling midwives, and training midwives with the 
coopera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intervened in the 
operation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Hospital, a maternal 
hygiene center established in various places. It also actively le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hildcare facilities such as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In return for participating in 
hygiene policies, the Women's Federation was able to speak out 
for enhancing women's rights, such as revising the Marriage Act 
at the time and entering the society of women.

The Business Establishments Hygiene Committee is an 
organization organized by region or industry and consists of 
business owners, employees, and local personnel. The committee 
members operated a training group to teach common sense of 
hygiene to business owners or employees, or set up hygiene 
pledges to guide business owners and employees to participate in 
hygiene activities such as cleaning and quarantine in the 
workplace. They were able to deliver the demands of 
business-related people to the government in return for 
implementing the government's hygiene policy at the front line. 

Students and teachers were strong assistants in helping the 
government's hygiene administration both inside and outsid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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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In the school, a School Hygiene Committee composed of 
students and teachers was organized to promote hygiene in the 
school, maintain cleanliness of the school, and check the hygiene 
of individual students. In addition, outside the school, they 
became a dynamic source of hygiene propaganda for the 
government, promoting common sense of hygiene to residents, 
and participating in hygiene campaigns such as catching mice 
and smallpox vaccination projects. As a result, students and 
teachers were able to be given their position in the community.

With the cooperation of these crowd hygiene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s from all walks of life, the Northeast People's 
Government was able to promote hygiene policies such as 
quarantine, health, and medical care, and to join the crowd in 
various hygiene movements. In addition, the base society believed 
that following the government's hygiene policy was not only a 
way to improve the health of individuals and families, but also to 
overcome the external crisis of bacterial warfare, and actively 
responded. This paper, which examines the hygiene 
administration of the Northeast People's Government, will not 
only analyze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during the new democracy period, but also provide useful 
clues in exploring the factors that allowed the new regime to 
penetrate power into the underlying society.

Keywords   : Northeast People's Government, Hygiene 
administration, state-society relation, Association for Health 
Professlonals, Women's Federation, Business Establishments 
Hygiene Committee, patriotic health cam-paign, Germ Warfare

Student Number : 2018-36250


	Ⅰ. 서론
	Ⅱ. 만주국의 위생 행정과 동북인민정부의 위생 실태 조사 
	1. 만주국의 위생 행정
	2. 동북인민정부의 위생 실태 조사

	Ⅲ. 위생 행정 체제와 대중 참여 기제의 확립
	1. 위생 행정 체제의 건립
	1) 위생 행정 기구와 군중 위생 조직의 건립
	2) 衛生工作者協會의 설립과 운영

	2. 대중 참여 기제의 확립
	1) 위생 선전과 교육의 실시
	2) 주민의 위생 경쟁 참여와 상호 점검


	Ⅳ. 건강한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母子 위생과 학교 위생 교육
	1. 국가-부녀의 호혜 관계 하의 母子 위생
	1) 母子 위생 상태 조사와 군중 母子 위생 조직의 건립
	2) 婦女聯合會의 母子 위생 정책의 실시
	3) 국가-사회단체의 보육 사업 추진

	2. 위생 정책의 대상이자 주체로서의 학교
	1) 학교 위생 교육 정책의 수립과 학교의 기능
	2) 위생 교과를 통한 위생 규율의 확립
	3) 학생과 교원의 대중 위생 운동 선도


	Ⅴ. 방역 체계의 수립과 전염병 예방 대중 운동의 전개
	1. 통일적인 방역 체계의 건립
	1) 방역 계획과 지침의 수립
	2) 군중 방역 조직의 건립과 활동
	3) 항구‧철도 검역의 실시

	2. 전염병 예방 대중 운동의 전개
	1) 대중의 전염병 매개체 박멸 운동
	2) 대중의 환경 위생 정비 운동
	3) 업소 위생 법규 제정과 行業衛生委員會의 조직


	Ⅵ. 결론


<startpage>16
Ⅰ. 서론 1
Ⅱ. 만주국의 위생 행정과 동북인민정부의 위생 실태 조사  17
  1. 만주국의 위생 행정 17
  2. 동북인민정부의 위생 실태 조사 26
Ⅲ. 위생 행정 체제와 대중 참여 기제의 확립 42
  1. 위생 행정 체제의 건립 42
    1) 위생 행정 기구와 군중 위생 조직의 건립 42
    2) 衛生工作者協會의 설립과 운영 59
  2. 대중 참여 기제의 확립 77
    1) 위생 선전과 교육의 실시 77
    2) 주민의 위생 경쟁 참여와 상호 점검 89
Ⅳ. 건강한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母子 위생과 학교 위생 교육 105
  1. 국가-부녀의 호혜 관계 하의 母子 위생 105
    1) 母子 위생 상태 조사와 군중 母子 위생 조직의 건립 105
    2) 婦女聯合會의 母子 위생 정책의 실시 125
    3) 국가-사회단체의 보육 사업 추진 147
  2. 위생 정책의 대상이자 주체로서의 학교 159
    1) 학교 위생 교육 정책의 수립과 학교의 기능 159
    2) 위생 교과를 통한 위생 규율의 확립 179
    3) 학생과 교원의 대중 위생 운동 선도 193
Ⅴ. 방역 체계의 수립과 전염병 예방 대중 운동의 전개 206
  1. 통일적인 방역 체계의 건립 206
    1) 방역 계획과 지침의 수립 206
    2) 군중 방역 조직의 건립과 활동 232
    3) 항구‧철도 검역의 실시 241
  2. 전염병 예방 대중 운동의 전개 251
    1) 대중의 전염병 매개체 박멸 운동 251
    2) 대중의 환경 위생 정비 운동 263
    3) 업소 위생 법규 제정과 行業衛生委員會의 조직 278
Ⅵ. 결론 293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