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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人民共和國 建國 前後 中國共産黨의 少數民族政策

李 沅 埈

머리말
Ⅰ. 國共內戰期(1945~1949)의 民族政策
Ⅱ. 建國初期(1949~1953)의 民族政策
맺음말

中華人民共和國 建國 前後 中國共産黨의 少數民族政策
―‘美帝國主義’의 위협과 民族團結論을 중심으로―

李 沅 俊*31)

머리말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漢族을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모두 56개
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뒷
받침하기 위하여, 中國共産黨(이하 ‘中共’)은 모든 ‘소수민족’을 평
등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각 민족 간의 단결을 통하여 ‘사회주의현
대화’의 ‘공동번영’의 길을 걷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1) 나
아가서는,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이라는 논리를 고안하여, 각 민족
들 간의 ‘역사적 통합성’을 근거로 ‘중화민족’으로서의 불가분성을
강조하고 있다.2) 이러한 구도 하에서, 모든 ‘소수민족’들의 분리독
립권은 금지되고 있으며, 이는 건국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난 티베
트의 분리운동에 대한 中共의 공식적 대응방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처음부터 中共의 노선 속에 내재되어 있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박사과정
1) ｢中華人民共和國民族區域自治法｣(2001.2.28), 金炳鎬 編, 民族綱領政策文獻選
編(1921年7月-2005年5月) 第2編, 中央民族大學, 2006, pp.876-877.
2) 費孝通,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3,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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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은 아니다. 사실 中日戰爭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中共은 레닌의 민족론에 입각하여 각 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하면서
무산계급의 독립에 기초한 ‘자유연방제’ 건설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
었으며, 이는 코민테른의 국제전략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였다.3)
정치적 상황에 따라 소폭의 변동은 있었지만, 中共은 기본적으로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권까지도 인정하였다.4)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과 연방제 실시를 부정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 중반 무렵부터였다. 長征은 中共이 실제로 주변의 소수민족
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모택동은 중국
에서 아직 연방제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또한 소수민족
의 자결을 중국혁명의 종속변수로 생각하게 되었다.5) 또한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통일전선 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소수
민족들의 독립권은 부정되었고, 나아가 漢族과 각 소수민족들을 아
우르는 ‘중화민족’의 개념이 中共 내에서 확립되기 시작하였던 것이
다.6) 이처럼,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부정하는 논리는 中日戰爭 발발
전후의 시점에서 이미 정립되었고, 아울러 그 이후의 中共 민족정
책의 근간으로서 계속 작용하게 되었다.
松本ますみ, 中國民族政策の硏究―淸末から1945年までの‘民族論’を中心に,
東京: 多賀出版, 1999, pp.174-192. 한편, 王柯는 초기 중국공산당의 ‘민족자결
권’ 인정은 코민테른의 극동노동자대회와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王柯
著, 김정희 譯, 민족과 국가―중국 다민족통일국가 사상의 계보, 동북아역사
재단, 2007, pp.366-370).
4) 이러한 방침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中華蘇維埃共和國憲法大綱
｣ 제14조이다. ｢中華蘇維埃共和國憲法大綱｣(1931.11.7), 中央檔案館 編, 中共
中央文件選集 제7책,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2, p.647.
5) 松本ますみ, 中國民族政策の硏究―淸末から1945年までの‘民族論’を中心に,
pp.203-206.
6) 王柯 著, 민족과 국가―중국 다민족통일국가 사상의 계보, pp.374-385; 松本
ま すみ,  中 國民 族 政策 の 硏究― 淸末 か ら1945年 まで の‘民 族論’を 中 心に  ,
pp.219-229, pp.243-25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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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中日戰爭의 종결로 일단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이라는 외
부의 위협이 제거되었고, 이는 ‘외부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이라
는 논리로 합리화되었던 中共의 민족정책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
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中共은 과연 어떠한 논
리로 각 민족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통합의 논리’를 새로 구축
하였는가. 아울러,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라는 중차대한 정치적 변화
를 겪으면서, 中共의 민족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가. 물
론, 각 민족들의 이탈을 부정하는 입장 자체에는 결과적으로 변함
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 中共
이 소수민족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대안논리를 어떻게 새롭게 구축
하고 變奏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현대 중국의 민족정책을 이해
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本稿에서는 본론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
다. 먼저, Ⅰ장에서는 國共內戰 시기(1945~1949)의 민족정책과 민
족단결론을 분석할 것이다. 1절에서는 일본이 패망한 이후 中共이
어떻게 새로운 ‘외부의 위협’을 재구성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민족
간 단결의 논리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2절에서는
中共의 내몽골 장악과정을 분석함으로써 1절의 내용이 어떻게 구체
화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Ⅱ장에서는

中華人民共和國

초기

(1949~1953)의 민족단결론을 분석하면서, 특히 한국전쟁의 참전
으로 인한 정치적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먼저 1절에서는 확
대된 미국의 위협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민족단결론이 어떻
게 강화되었는지 보고, 2절에서는 抗美援朝運動 시기에 대대적으로
강화된 애국주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이 소수민족과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여 민족단결론을 재생산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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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國共內戰期(1945~1949)의 民族政策

1. 反‘美蔣反動派’의 논리와 民族團結論
中日戰爭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던 1945년 4월 24일, 毛澤東은
중국공산당 제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유명한 ｢論聯合政府｣라는 정치
보고를 했다. 이 보고는 終戰 이후의 국가건설과 관련하여, 각 당파
의 연합에 의한 ‘연합정부’를 수립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이는
이후 국공내전 시기의 양당 간의 정치투쟁에 있어서 중심의제가 되
기도 하였다.7) 그만큼 이 보고는 終戰 이후의 국가건설에 대한 中
共의 구상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공내전 시기의
中共의 민족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보고의 내용부터 살
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毛澤東은 “我們的具體綱領”이라는 절에서, 다음과 같은 정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지금 중국인민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1)일본침략자는 아직 타도되
지 않았다. (2)중국인민은 단결하여 민주적 개혁을 실현함으로써 민족단결을
조성하고, 신속하게 모든 항일역량들을 동원하고 통일함으로써 동맹국과 배
합하여 일본침략자를 타도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3)國民黨정부는 민
족단결을 분열시켜, 이러한 민주적 개혁을 저해하고 있다.8)

즉,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일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

7) ｢論聯合政府｣(1945.4.24),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編, 毛澤東選集 第3卷, 人
民出版社, 1991, pp.1029-1098을 참고.
8) ｢論聯合政府｣(1945.4.24), 毛澤東選集 第3卷, p.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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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민’은 단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國民黨은 오히려 이러한 단
결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곧이어 毛澤東은 이러한 정세인식
에 기초하여 여러 항목의 요구사항을 제기하는데, 소수민족에 대해
서는 “각 소수민족이 민족자치의 권리를 갖는 것”(강조는 필자)을
요구함으로써,9) 기본적으로 소수민족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國民黨의 민족정책을 비판하면서는, 中共이야
말로 “중국 이내 각 민족의 자결권을 승인하며, 제국주의와 군벌에
반대하는 혁명이 승리한 이후에는 자유롭게 통일된 中華民國을 조
직해야 한다.”(강조는 필자)는 孫文의 민족정책을 진정으로 계승했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소수민족들의 ‘자결권’을 인
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10) 하지만, 여기에는 ‘중국 이내’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자유롭게 ‘통일된’ 中華民國이라는 조건이 개입
됨으로써, 사실상 소수민족들의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는 근본적으
로 제거된 것이었다.11)
이러한 방침은 1945년 6월에 제정된 ｢中國共産黨黨章｣에도 반영
되었다. 여기서 中共은 “중국공산당은 중국민족과 중국인민의 이익
을 대표한다.”(강조는 필자)라고 하면서, 사실상 소수민족들을 모두
포괄하는 ‘중국민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현 단계에
서의 대내임무를 “중국의 노동자, 농민, 小자산계급, 지식계와 反帝
反封建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국내 각 소수민족들을 조직하고 단
결하여 자신과 함께 나아가게 하는 것”(강조는 필자)으로 규정하였
는데, 이 역시 일본제국주의의 위협에 맞서 각 소수민족들을 비롯
한 각 사회계층의 단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12)
9) 위의 문건, p.1064.
10) 위의 문건, p.1084.
11) 이는 中日戰爭을 앞두고 中共이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배제하고 ‘자치권’만
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 이유의 하나로 일본이라는 외부의 위협이 설
정되었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松本ますみ, 中國民族政策の硏
究―淸末から1945年までの‘民族論’を中心に, pp.212-219.
12) ｢中國共産黨黨章｣(1945.6.11), 中共中央文件選集 第15冊, pp.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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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聯合政府｣와 ｢中國共産黨黨章｣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中共
은 결국 ‘중국 이내’, ‘국내’의 각 소수민족들에게 ‘자결권’ 내지는
‘자치권’을 인정한 것이며, 이는 사실상 ‘국외 존재로서의 소수민족’
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서, 소수민족의 분리독립권을 부정
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렇게 각 소수민족들의 ‘단결’과 ‘연합’
이 강조된 배경에는 일본의 위협이라는 외부요인이 설정되어 있었
던 것이다.13)
하지만 1945년 8월에 中日戰爭이 끝나면서 ‘일본’이라는 외부의
위협이 사라지자, 각 소수민족의 ‘단결’, 즉 민족 간 통합을 유지해
왔던 中共의 논리에는 큰 결함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음 절에서 살
펴보겠지만, 中日戰爭의 종결과 함께 내몽골 지역에서 나타난 독립
움직임은 바로 이러한 논리적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현실적으로 나타난 소수민족들의 독립적 움직임을 제어하고, 민족
간의 ‘통합’을 다시 내세울 수 있는 새로운 논리적 매개로서 中共이
주목한 것은 바로 ‘美帝國主義’와 그 ‘走狗’인 國民黨이었다.
국공내전 초기에 국공협상이 진행되던 시기에 中共은, 미국에 대
하여 경계를 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큰 위협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는 아무래도 양당 간의 협상에서 미국이 조정자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고려도 있었을 것이다. 國民
黨과의 담판에 대하여 中共이 당내에 발표한 通知에서는 다음과 같
이 언급하고 있다.
미군이 중국 沿海에 상륙하여 蔣介石이 각 대도시와 要道를 점령하는 것
을 돕고 있다. 하지만 미국 군사를 대거 사용하여 직접 내전에 참가할 가능
성은 크지 않다.…(중략)…미국의 여론은 우리를 돕는 자가 많으니, 장래에
많은 외국 기자들이 해방구로 와서 관찰하게 될 것이며, 반동파는 (이를) 막

13) 이는 소수민족과의 단결이 ‘反攻力量’의 강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인
식되었던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中共中央發表紀念抗戰八周年口號｣
(1945.7.7), 中共中央文件選集 第15冊,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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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울 것이다.14)

이는 中共이 1945년 10월 무렵, 미국이 蔣介石을 돕고 있다는 것
은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직접 군대를 동원하여 國民黨과 中
共 간의 군사 분쟁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國民黨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中共의 비판적인
입장이 엿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이 중국과 中共에 대해
당장의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이러한 다소 낙관적인 태도는 國民黨에 의해
정치협상회의의 결의사항이 파기되고, 양당 간의 군사 분쟁이 본격
화되기 시작한 1946년 중반 무렵에 이르러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미국 국무원이 6월 14일에 對중국군사원조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자,
中共에서는 이에 대하여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다. 毛澤東이 발표한
비판성명에서는, 항일전쟁 중에 미국이 공동의 적인 일본제국주의
를 타도하기 위해 중국에 군사원조를 실시한 것은 맞지만, 그 지원
은 ‘國民黨 군벌’들에게만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오히려 항일투쟁에
적극적이었던 中共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비판하였다. 또
한 中日戰爭 종전 이후에도 미국은 계속 國民黨에 대한 군사원조를
실시하고, 대량의 군대를 파견하여 중국의 영토와 영해에 주둔해왔
으며, 이것이 바로 내전이 폭발한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15) 즉, 미국의 군사원조가 내전발발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나아가 중국의 분열과 혼란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에 대한 이러한 입장변화는 미국의 침략성을 더욱 부각시키
14) ｢中共中央關於和國民黨談判及目前時局的通知｣(1945.10.1), 民族綱領政策文獻
選編(1921年7月-2005年5月) 1卷, p.333.
15) ｢爲美國對華軍事援助的法案的聲明｣(1946.6.22), 毛澤東思想萬歲(1943-1949)
(內部發行), pp.85-86. 한편, 毛澤東은 미국의 선원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華僑
들에게도, 미국에서의 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국무원이 제출한 군사
원조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저지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給美國海員
工會三千華僑工友的復電｣(1946.6.26), 毛澤東思想萬歲(1943-1949),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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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이어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國民黨과 연합하여
중국에 대한 침략을 도모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되었다. 1946년
6월 말에 ‘7․7사변’ 9주년 기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毛澤東은
그 내용 안에 반드시 ‘외국 반동파’와 ‘중국 반동파’가 합작하여 중
국을 식민지로 바꾸려 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하
면서 ‘美蔣反動派’의 중국위협론을 강조하였다.16) 1947년 4월에 발
표된 ｢內蒙古人民代表會議宣言｣은 이러한 위협론을 잘 대변하고 있
다.
美蔣反動派는 信義를 전혀 헤아리지 않고 政協의 결의를 깨뜨려 내전의
광풍을 일으켰으며, 僞國大와 僞憲에서 국내 소수민족의 자치 권리를 근본적
으로 부정하였다. 지금에 이르러, 우리 몽고는 이미 적지 않은 지역이 美蔣
反動派의 침입을 받았다.…(중략)…일본 파시스트를 타도한 후에 다시 새로
운 美蔣反動派의 통치로 바뀌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중략)…내몽
고 각 민족과 중국 각 민족의 해방을 위해 함께 분투한다.17)

여기서 미국은 蔣介石의 國民黨과 함께 ‘美蔣反動派’로 竝稱되고 있
으며, 내전의 원흉일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
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침략은 일본의 그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 민족의 연대
와 단결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위협에 대한 中共의 인식은, 中共이 국공내전에서 주도권
을 쥐게 된 1948년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中共의 한 문건에서는, 비록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국주의 국가의 수는 감소했지만 ‘미제국주의’의 착취는 과
16) ｢反動派的企圖終究要失敗｣(1946.6.30), 中共中央文獻硏究室 編, 毛澤東文集
第4卷, 人民出版社, 2004, p.141.
17) ｢內蒙古人民代表會議宣言｣(1947.4.30), 民族綱領政策文獻選編(1921年7月-2005
年5月) 1卷, p.351. 다음 절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당시 내몽골자치정부는 中
共의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선언이 中共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
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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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약 13억 정도의 인
구가 미국의 직․간접적인 통치 하에 놓여있다고 분석하고 있다.18)
또한, 1949년에 들어서면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침략에 대한 위기의
식이 中共의 문건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國民黨과의 평화협상에
관한 4월의 한 문건에서는, “미군이 만약에 정말로 중국에 침략해
와서 우리의 대도시를 점령한다면, 우리는 곧 향촌을 이용해 도시
를 포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군수품이라도 모두 미국에서 운
반해오게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군사개입에 대한 대비전
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19) 5월에 나온 한 문건에서는 근래
에 각 제국주의 국가들이 연합하여 중국의 혁명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서 靑島에서의 미군 군함 증가, 南京에 있
는 각국 대사관의 철수 준비, 홍콩에 대한 영국의 병력 증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20)
한편, 中共은 미국의 중국 침략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취하면서,
동시에 國民黨에 대한 비판도 함께 추진하였다. 그 비판의 주요 내
용은 國民黨의 민족정책이 기본적으로 ‘大漢族主義’적인 것이라는
점, 그리고 蔣介石 집단이 중국을 미국에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다
는 점에 집중되었다. 이 節의 서두에서 언급한 ｢論聯合政府｣에서,
毛澤東은 國民黨의 민족정책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國民黨 反인민 집단은 중국에 여러 민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고,
漢族 이외의 소수민족들을 ‘宗族’이라 칭한다. 그들은 각 소수민족에 대하여
淸朝 정부와 北洋軍閥 정부의 반동정책을 완전히 계승하여, 압박하고 착취하
는 바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1943년에 伊克昭盟 蒙族人民에 대한 도살사
건, 1944년부터 지금에 이르는 新疆 소수민족에 대한 무력진압사건, 그리고
18) ｢論國際主義與民族主義｣(1948.11.1), 民族綱領政策文獻選編(1921年7月-2005年
5月) 1卷, p.380.
19) ｢關於和平談判問題的報告｣(1949.4.17),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編, 周恩來選
集 上卷, 北京: 人民出版社, 1984, p.323.
20) ｢預籌對策防備帝國主義的武裝干涉｣(1949.5.28),毛澤東文集第5卷, pp.3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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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년의 甘肅 回民에 대한 도살사건이 바로 그 명확한 증거이다. 이것은 大漢
族主義의 잘못된 민족사상과 잘못된 민족정책이다.21)

또한, 東北日報에 실린 한 社論에서는 다음과 같이 國民黨을 비
판하고 있다.
‘9․18’ 후에 그(蔣介石―필자)는 대부분의 중국 인민과 內蒙 인민 전부
를 일본제국주의자에게 팔아넘겨 유린하였는데, 지금은 또 우리나라 전체를
미제국주의에 팔아넘겨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22)

이처럼, 中共은 國民黨의 민족정책이 각 민족 간의 평등한 권리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大漢族主義’의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은 소수민족들에 대한 폭력적 억압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蔣介石과 國民黨은 중국을 미국에 팔아넘기는
매국노이자 ‘미제국주의’의 ‘走狗’로서 규정되었는데, 이러한 비판이
가능했던 것은, 國民黨이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원조를 받고 있었던
현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국공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中共
은 ‘美蔣反動派’에 의한 중국의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널리
선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식은 비단 漢族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소수민족들의 안위와도 관계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中共이 강조한 것은, 바로 각 민족들의
연대와 단결을 통한 ‘美蔣反動派’의 격퇴였다.
1947년 4월에 발표된 내몽골자치정부의 施政綱領에서는, “내몽고
자치구역 내의 蒙, 漢, 回 등 각 민족은 일치단결하여, 제국주의자
와 봉건매판파시스트 大漢族主義者의 내몽고 민족 및 각 민족 인민
에 대한 침략을 분쇄”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23) ‘제국주의자’(미국)
21) ｢論聯合政府｣(1945.4.24), 毛澤東選集 第3卷, pp.1083-1084.
22) ｢內蒙古解放的道路―祝內蒙古人民代表大會｣(1947.5.6), 民族綱領政策文獻選編
(1921年7月-2005年5月) 1卷, p.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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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봉건매판파시스트’(國民黨)는 ‘내몽고 민족 및 각 민족의 인민
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되었고, 따라서 각 민족이 자신의 안
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대하여 단결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
이다. 앞에서 인용한 東北日報의 社論에서도, “내몽고 인민이 내
몽고 자치운동의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대의 역량을
解放區 인민의 투쟁에 지원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東北解放區와 熱
河解放區, 晋察冀解放區, 晋綏解放區, 陝甘寧解放區 인민과 함께 분
투하여 미국과 蔣介石의 내몽고 인민에 대한 진격에 반대해야 한
다.”라든지, “중국 각 민족의 인민은 반드시 먼저 미제국주의의 침
략과 그 충실한 走狗인 蔣介石의 獨裁專政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각 민족 인민 자신도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서술하면서, 민
족 간 단결을 통하여 ‘美蔣反動派’의 위협을 물리칠 것을 주장하고
있다.24)
“蔣介石 匪首는 조국을 팔아먹은 大漢奸이다!”, “回․漢 인민은 단
결하여 계속 노력하여, 공동의 적인 國民黨 반동파의 잔여세력을
숙청하자!”, “西北의 回․漢․蒙․藏 각 민족은 연합하여 공동의 적인 胡
宗南, 馬步芳, 馬鴻逵를 타도하자!”, “중국 각 민족은 단결하여 미제
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하는 것에 반대하자!” 이상의 구호들은 인민
해방군 제1야전군 정치부에서 서북공작을 위해 고안한 구호들이
다.25) 中共은 소수민족들을 자신들의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
하여, 중국 내지와 각 소수민족 지역의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美蔣反動派’의 개념을 적극 활용하였고, 바로 이 ‘공동의 적’에 대
응하기 위하여 각 민족 간의 단결을 주장했던 것이다.26)
23) ｢內蒙古自治政府施政綱領｣(1947.4.27), 民族綱領政策文獻選編(1921年7月-2005
年5月) 1卷, p.345.
24) ｢內蒙古解放的道路―祝內蒙古人民代表大會｣(1947.5.6), 民族綱領政策文獻選編
(1921年7月-2005年5月) 1卷, p.355.
25) ｢中國人民解放軍第一野戰軍政治部對西北回民及胡馬匪軍口號｣(1949.7), 民族
綱領政策文獻選編(1921年7月-2005年5月) 1卷, pp.398-399.
26) 이러한 논리는 延邊의 조선인들에게도 적용되었다. 延邊의 조선인들을 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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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논리는 中日戰爭 시기에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여
각 민족 간의 연대와 단결, 즉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과 매
우 흡사한 것이었다. 中日戰爭의 종결과 함께 민족 간 통합의 논리
적 근거를 잃은 中共은, 국공내전이 본격화되면서 민족 간 통합을
내세울 새로운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로 미국과 國民黨이었다. ‘美蔣反動派’의 위협은 각 소수민족들이
中共의 지휘 하에서 단결하여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명분이 되었
고, 이를 통해서 中共은 中日戰爭 종결 이후에 나타난 각 소수민족
들의 독립적 움직임을 통합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쌓을 수 있었
던 것이다. 2절에서는 내몽골 지역에 대한 中共의 실제 장악과정과,
中共이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부정하게 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1
절에서 살펴본 ‘통합의 논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분
석해볼 것이다.

내전에 동원하기 위하여, 中共은 ‘당신들의 조국’이 미국에 의해 침략되고 있
으므로 중국에서 中共과 함께 공동의 적인 미국과 그 주구 蔣介石을 몰아내
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하였다(廉仁鎬, ｢해방 직후 延邊 조선인 사회의 변동과
6․25전쟁―군중대회․운동 분석을 통하여｣, 한국근현대사연구 20, 2002,
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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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몽골 장악과 ‘自決權’의 부정
일본의 점령기간 동안 각각 ‘滿洲國’과 ‘蒙古聯合自治政府’의 지배
하에 있었던 내몽골의 東蒙과 西蒙 지역에서는, 中日戰爭의 종결과
함께 곧이어 독립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東蒙 지
역에서는 1945년 8월 10일의 王爺廟 봉기를 시작으로, 곧이어 內
蒙人民解放委員會가 수립되어 외몽골과의 연대를 통한 몽골의 독립
국가 건설이 추진되었다. 東蒙 지역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외몽골
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무위에 그치게 되었지만, 1946년 1
월에 설립된 東蒙自治政府 내에는 親中共系 인사들과 함께, 몽골민
족주의자와 親國民黨系의 인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
다.27) 西蒙 지역에서도, 1945년 8월 16일에 補英達늘 등 德王정권
에 협력했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德王府에서 內蒙古人民委員會
가 결성되었다. 이 內蒙古人民委員會는 9월 9일에 西蒙 지역 각 旗
의 대표들을 소집하여 대표대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內蒙古人民共
和國臨時政府’의 수립을 선포하는 등, 역시 독자적인 국가건설을 시
도하였다.28) 이처럼, 中日戰爭이 끝난 즉시 내몽골의 東蒙과 西蒙
지역 모두에서 몽골인들에 의한 독립국가 건설의 움직임이 나타나
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한편, 中共은 내몽골의 이러한 독립적 움직임에 직면하여, 먼저
西蒙 지역에 대한 공작을 통하여 내몽골 지역을 자신의 영향력 아
래 두고자 하였다. 1945년 9월, 中共은 綏遠 지역에 몽골자치정부
를 수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烏蘭夫를 파견하여 조직공작에 착수
27) 毛里和子, ｢新中國成立前夜の少數民族問題―內蒙古․新疆の場合｣, 野澤豊․
田中正俊 編, 講座中國近現代史 7: 中國革命の勝利, 東京大學出版會, 1978,
pp.201-203.
28) ｢察哈爾各盟旗近況及察錫兩盟的工作經過(摘錄)｣(1945.10.27), 中共中央統戰部
編, 民族問題文獻彙編(1921.7-1949.9),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1, p.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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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29) 또한 張家口와 張北, 德王府, 德化 등지를 점령한 후에
는, 현지의 몽골청년들을 동원하여 內蒙解放委員會라는 단체를 조
직함으로써,30) 이를 통해 내몽골 지역에 대한 조직적 침투를 시작
하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親中共系의 활동가들이었기 때문에, 당
연히 그들의 주장도 내몽골의 ‘독립’이 아닌 ‘자치’에 치중되었다.
또한, 中共은 과거에 德王에 반대했거나 그 정권에 참여하지 않은
몽골 지도층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면서, 동시에 과거에 德王에 동조
했던 세력들을 분화시키고 고립시킴으로써 中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몽골 지도층을 서서히 배제해나가는 전략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31)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內蒙古人民共和國臨時政府도 東蒙과 마
찬가지로 외몽골과의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독립국가 건설을 시도하
였으나, 역시 외몽골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하여 실패에 그치게
되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의 실패와 함께, 中共의 적극적 식량지
원과 지도층 포섭은 결과적으로 임시정부 내에서 中共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補英達늘는 主席에서 쫓겨났고
(단, 위원직은 유지하였음), 그 자리는 烏蘭夫가 차지하게 되었
다.32)
29)

｢中共中央關於組織蒙人地方自治政府及軍隊給賀龍, 林楓同志的指示(摘錄)｣
(1945.9.16), 民族問題文獻彙編(1921.7-1949.9), p.960. 한편, 烏蘭夫를 비롯한
초기의 몽골 공산주의자들은 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綏遠지방 출신이
었으며, 1차 국공합작 시기에 內蒙古人民革命黨에서 활동하다가, 국공분열 후
에는 주로 지하공작에 종사하게 되었다(June Teufel Dreyer, China's Forty
Millions, the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1976, pp.65-67). 이
들이 이후 中日戰爭이 끝나고 中共이 내몽골 지역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했다.
30) ｢中共晋察冀中央局關於對內蒙解放委員會政策的請示電｣(1945.9.29), 民族問題
文獻彙編(1921.7-1949.9), p.961.
31) ｢中共中央關於內蒙工作方針給晋察冀中央局的指示｣(1945.10.23), 民族問題文獻
彙編(1921.7-1949.9), p.964.
32) ｢察哈爾各盟旗近況及察錫兩盟的工作經過(摘錄)｣(1945.10.27), 民族問題文獻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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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시정부의 ‘개조’ 이후에도 여전히 갈등은 존재했던 것으
로 보인다.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사안에서 추론할 수 있다. 새로
운 主席이 된 烏蘭夫는 中共의 방침에 따라 정부를 ‘교통이 편리한’
張北으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그 ‘반대파’들이 내지와 가까운 張北
으로 이전하면 漢化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내몽
고 지역으로 더 깊숙이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3) 결국 정부는
張北으로 이전되었지만, 이 사안을 통해서 우리는 임시정부 내에서
여전히 中共의 통제에 편입되는 것에 저항하는 몽골민족주의 세력
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烏蘭夫는 정부의 명칭도 ‘內蒙古
自治政府’로 바꾸자고 제의했다가 반대파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위
에 그친 사건도 있었다.34) 당시 中共은 ‘內蒙古人民共和國臨時政府’
라는 명칭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전제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명칭을 ‘內蒙古自治政府’로 바꾸려 했었다. 이 문
제에 대하여 반대파들이 烏蘭夫 등의 방침을 좌절시키는 데 성공할
만큼 강하게 반발했던 것은, 결국 中共의 통제에 대한 그들의 거부
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中共은 임시정부의 틀을 그대로 둔 채, 자치운
동의 확대를 통하여 내몽골 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임시정부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
에 각지의 몽골청년들을 포섭하여 이들을 기반으로 자치운동을 전
개함으로써 ‘內蒙古自治政府’의 수립을 준비한다는 것이다.35) 中共
은 이 운동을 시행할 단체로서 內蒙自治籌備委員會와 蒙古自治運動
聯合會를 조직하였고, 이에 대해 中共이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함
으로써 내몽골 지역을 ‘자치구’로 만드는 준비작업을 진행했던 것이
編(1921.7-1949.9), pp.967-968.
33) 위의 문건, p.968.
34) 위의 문건, p.968.
35)｢關於察盟成立“內蒙古人民共和國臨時政府”問題向中央的請示｣(1945.10.27),
族問題文獻彙編(1921.7-1949.9), p.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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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6) 특히, 蒙古自治運動聯合會의 책임자가 烏蘭夫로 임명된 것이
나,37) 中共이 내몽골 지역에 일종의 衛星組織을 구축하여 자치운동
을 장악하려 했던 점에서,38) 이 ‘자치운동’이라는 것이 결국 내몽골
지역에 대한 中共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東蒙 지역에서는 외몽골과의 연
대를 통한 독립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 독립 움직임이 추진력
을 잃게 되었고, 여기에 中共 東北局이 적극적으로 조직공작을 실
시하여 東蒙 지역에서 中共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결국 東蒙 지
역의 ‘독립’운동은 ‘자치’운동으로 변질되어 1946년 1월의 東蒙自治
政府 수립으로 이어졌다.39) 물론 이 東蒙自治政府 내에는 非中共系
의 인사들도 다수 포진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관할범위의 확대라든
지, 독자적 화폐와 군대, 國旗의 제정을 요구하는 등, 일부 “自治共
和國式”의 주장들이 나오기도 하였다.40) 하지만, 이러한 요구들은
中共에 의해 ‘국제정세와 국내형세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어 거
절되었다.
東蒙과 西蒙 지역에 대한 中共의 영향력이 기본적으로 확립된 상

36)｢中共中央關於內蒙工作方針給晋察冀中央局的指示｣(1945.10.23), 民族問題文獻
彙編(1921.7-1949.9), p.964; ｢中共晋察冀中央局關於察綏兩盟政權問題給中央的
報告｣(1945.11.9),民族問題文獻彙編(1921.7-1949.9), p.975.
37)｢中共晋察冀中央局關於成立內蒙自治運動聯合會的報告｣(1945.11.8), 民族問題文
獻彙編(1921.7-1949.9), p.974.
38)｢中共中央西滿分局關於組織內蒙黨問題向東北局的請示｣(1946.4.12), 民族問題文
獻彙編(1921.7-1949.9), p.1039.
39)｢中共中央東北局關於蒙古問題給中央的報告｣(1946.2.20),
民族問題文獻彙編
(1921.7-1949.9), p.1002. 彭眞은 中共 中央에 보내는 문건에서, 1946년 2월 현
재, 東蒙 지역이 기본적으로 中共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彭眞․呂正操關於東蒙自治範圍問題向中央的請示｣(1946.2.20), 民族問題文獻
彙編(1921.7-1949.9), p.1004).
40)｢中共中央關於不宜成立東蒙人民自治政府給東北局的指示｣(1946.2.24), 民族問題
文獻彙編(1921.7-1949.9), 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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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내몽골 지역의 통합을 위하여 1946년 3월에 承德에서 양
측 대표 간의 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는 내몽골의 지향이 ‘독
립’이 아닌 ‘자치’임이 명확히 천명되었고, 기존의 東蒙自治政府를
해체하고 內蒙自治運動聯合會統一委員會를 구성하여 두 지역의 자
치운동을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합의사항은 1946년 5월의 東
蒙人民臨時代表大會에서 통과되었고, 이후 내몽골의 자치운동은 東
北局의 더욱 강고한 통제 속으로 편입되어갔다. 이어서 1947년 4
월에 王爺廟에서 內蒙人民代表大會가 개최되어, 5월 6일에는 內蒙
古自治政府(主席 烏蘭夫)가 정식으로 수립되었다.41)
한편, 中共은 내몽골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감과 동시에
몽골의 자결권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였다. 1946년 2월의 한 문건에
서 몽골의 민족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中共 中央은 다음과 같이
‘독립자결’의 구호를 제기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리는 몽고의 민족문제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 <和平建國綱
領>에 따라 민족의 평등자치를 요구하되, 다만 독립자결의 구호를 제기해서
는 안 된다.42)

또한, 1947년 4월 23일의 內蒙古人民代表會議를 앞두고, 中共은 다
음과 같은 지시를 내려 내몽골의 이탈을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
다.

41) 이상의 경과에 대해서는, 毛里和子, ｢新中國成立前夜の少數民族問題―內蒙
古․新疆の場合｣, 野澤豊․田中正俊 編, 講座中國近現代史 7: 中國革命の勝利
, 東京大學出版會, 1978, pp.205-211을 참고. 한편, 中共은 두 지역의 통합을
위하여, 적어도 1946년 3월 무렵부터는 西蒙과 東蒙 지역 공작을 연계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李富春關於東,西蒙工作方針問題給呂正操電(摘錄)｣
(1946.3.6), 民族問題文獻彙編(1921.7-1949.9), p.1019; ｢中共中央對東蒙問題的
指示｣(1946.3.10), 民族問題文獻彙編(1921.7-1949.9), p.1023).
42) ｢中共中央關於內蒙民族問題應取愼重態度的指示電｣(1946.2.18), 民族問題文獻
彙編(1921.7-1949.9), p.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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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蒙民族自治政府와 중국의 관계문제(에 대해서는), 대회 선언에서 반드
시 內蒙自治政府는 독립정부가 아니며, 內蒙民族自治區는 여전히 중국의 판
도에 속한다는 것을 승인하고, 중국의 진정한 민주연합정부의 한 부분이 되
고 싶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43)

그 결과 이 대회에서 통과된 ｢內蒙古自治政府施政綱領｣에서는, “內
蒙古自治政府는 내몽고 민족 각 계층과 내몽고 지역 내 각 민족이
고도의 자치를 실행하는 지역적 민주정부이다.”라든지, “內蒙古自治
政府는 내몽고의 각 盟과 旗를 자치구역으로 삼으며, 中華民國의
한 구성부분이다.”라는 명확한 표현을 삽입하여, 내몽골자치정부가
중국의 한 부분임을 명시하였다.44) 그리고 이러한 자결권 부정은,
또한 자연스럽게 민족 간 ‘단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연결
되었다. 내몽골자치정부는 스스로 中共과 함께 ‘민족 억압’(反美)과
‘봉건 억압’(反蔣)을 분쇄하여, ‘新中國’과 ‘新蒙古’의 건설에 임하겠
다는 입장을 표함으로써, 내몽골과 中共, 나아가서는 각 민족 간의
단결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45) 이 또한 1절에서 살펴본 反‘美
蔣反動派’ 논리와 민족간 단결의 연관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라 할 수 있다.46)

43)｢ 中 共 中 央 關 於 內 蒙 古 自 治 問 題 的 指 示 ｣ ( 1 9 4 7 . 3 . 2 3 ) ,  民 族 問 題 文 獻 彙 編
(1921.7-1949.9), p.1095.
44)｢內蒙古自治政府施政綱領｣(1947.4.27), 民族綱領政策文獻選編(1921年7月-2005
年5月) 1卷, p.345. 한편, 역시 같은 대회에서 통과된 ｢內蒙古人民代表會議宣
言｣에서는, 施政綱領에서 언급한 “內蒙古自治政府는 내몽고 민족 각 계층과
내몽고 지역 내 각 민족이 고도의 자치를 실행하는 지역적 민주정부이다.”라
는 표현 뒤에, 바로 “결코 독립자치정부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보
다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內蒙古人民代表會議宣言｣(1947.4.30), 民族綱
領政策文獻選編(1921年7月-2005年5月) 1卷, p.349).
45) ｢內蒙古人民代表會議致毛主席, 朱總司令電｣(1947.4.27), 民族綱領政策文獻選
編(1921年7月-2005年5月) 1卷, p.344; ｢給內蒙人民代表大會的賀電｣(1947.5.19),
毛澤東思想萬歲(1943-1949), p.89; ｢中共內蒙古工作委員會關於改變內蒙古人民
自衛軍稱號的決定｣(1948.1.1), 民族綱領政策文獻選編(1921年7月-2005年5月) 1
卷, p.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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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中共이 내몽골 지역의 자결권을 부정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정책은 비단 내몽골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
으며, 국공내전시기 中共의 민족정책 전반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었
다.
내전 초기에 소수민족의 자결권에 대한 부정은 주로 ‘자치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中共이 정치협상회의에 제출한 ｢和
平建國綱領草案｣에서는 소수민족에 관한 문제를 ‘지방자치’ 항목에
서 논의하면서,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각 민족의 평등한 지위와 그
자치권을 승인해야 한다.”라고만 언급하고 있으며, ‘자결권’에 대해
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47) 결국 정치협상회의에서 합의된
최종 綱領에서도, 역시 “일정한 지방에 聚居하는 소수민족에 대해서
는 그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만 언급함으로써, 國․共과 민주
당파는 모두 소수민족의 자치권만을 인정하고 있다.48) 또한, 1947
년 1월에 延安에서 이루어진 정치협상회의 1주년 기념대회에서, 周
恩來는 蔣介石이 불법적으로 개최한 國民大會가 “소수민족의 자치
권을 취소”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때도 中共은 ‘자결권’에 대해
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49) 이처럼 中共은 中日戰爭 종전 이
후부터 소수민족의 ‘자치권’만을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자결권’에 대
해서는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부정하
고 있다. 이는 中日戰爭 말기까지만 하더라도 中共이 종종 ‘자결권’

46) 한편, 中共이 내몽골 지역을 중시한 또 다른 이유로, 국공내전 초기에 中共
이 東北으로 발전한다는 전략적 방침을 세운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전
략 아래에서는, 내몽골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 후방을 든든히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또한 소련 및 외몽골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이다(｢中共中央關於內蒙工作方針給晋察冀中央局的指示
｣(1945.10.23), 民族問題文獻彙編(1921.7-1949.9), p.964).
47)｢和平建國綱領草案｣(1946.1.16),中共中央文件選集 第16冊, pp.41-42.
48)｢政治協商會議通過的綱領和協議｣(1946.1),  民族綱領政策文獻選編(1921年7月
-2005年5月) 1卷, p.337.
49) ｢評馬歇爾離華聲明｣(1947.1.10), 周恩來選集 上卷,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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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용어를 ‘자치권’과 함께 사용하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
이라고 할 수 있다.50)
소수민족의 자결권에 대한 中共의 태도는, 새로운 국가건설을 앞
둔 1949년 9월 무렵에는 보다 더 명확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 단
계에서 中共은 소수민족의 ‘자치권’만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
가, 그들의 ‘자결권’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中國人民政治協商
會議 제1계 전체회의의 개최를 앞두고, 周恩來는 대표들에게 다음
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가제도 방면에 관하여, 또 하나의 문제, 즉 우리의 국가가 다민족 연방
제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있다.…중략…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민족정책이
自治를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 自治의 범위를 넘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민족
자치를 주장하지만, 제국주의가 민족문제를 이용하여 중국의 통일을 離間시
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중략…그렇다. 이러한 지방은 소수민족이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그들은 줄곧 중국영토의 내부에 있었다.…중략…어떠
한 민족도 모두 자결권을 갖으며, 이는 분명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제국
주의자들은 우리의 西藏과 臺灣, 심지어는 新疆까지 분열시키려 하고 있으
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각 민족들이 제국주의자의 도발을 듣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명칭은 中華人民共和國이라 부르고, 聯邦이
라 부르지 않는다.51)

여기서 周恩來는 소수민족의 권리를 ‘區域自治’의 범위로 명확하
게 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넘는 요구는 모두 중국을 이간시키
려는 제국주의의 도발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방제
를 분명하게 부정함으로써, 각 민족들이 자체의 국가를 세우는 것
(즉, 자결권)을 부정하였다. 中共의 이러한 논리는 다른 문건들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50) 松本ますみ는 中共이 이미 1930년대 중반부터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부정하
였으나, ‘자결권’이라는 용어가 소수민족들에게 호소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
하여 정략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松本ますみ, 中國民族政策の硏究―
淸末から1945年までの‘民族論’を中心に, p.228).
51)｢關於人民政協的幾個問題(摘錄)｣(1949.9.7), 民族綱領政策文獻選編(1921年7月
-2005年5月) 1卷, pp.40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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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소수민족의 ‘자결권’ 문제에 관하여 오늘날에는 (이를) 다시 강조해서
는 안 되는데, 과거 내전시기에는 우리 당이 소수민족을 쟁취하여 國民黨의
반동통치(그것은 특히 각 소수민족에 대한 大漢族主義로 표현되었다)에 반대
하기 위하여 이 구호를 강조했던 것이며, 이는 당시에는 완전히 정확한 것이
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상황에는 이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國民黨의
반동통치가 기본적으로 이미 타도되었고, 우리 당이 이끄는 新中國이 이미
탄생하였으니, 우리나라의 통일대업을 완성하고 제국주의와 그 走狗가 중국
민족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음모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국내 민족문제에서
이 구호를 다시 강조해서는 안 되며, 그로써 제국주의와 국내 각 소수민족
중의 반동분자에 의해 이용당하여 우리가 수동적인 지위에 처하게 되는 것
을 피해야 한다. 오늘날에는 중화 각 민족의 友愛合作과 互助團結을 강조해
야 하니, 이 점을 당신들이 주의하기 바란다.52)

이 문건에서는, 과거의 中日戰爭 시기에는 ‘자결권’의 구호를 강
조하는 것이 소수민족을 ‘쟁취’하기 위해서 필요했지만, 새로운 통
일국가의 건설을 앞두고 있는 지금에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자결권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민족의 단결’을 해
치는 것이며, 이후에는 이를 재차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선전공작에도 적용되었다. 다음의 문건은 西北
總分社에서 1949년 10월 20일에 내보낸 기사 중에 공산당이 ‘民族
自決’을 주장한다고 기록한 대목이 있어서, 新華總社에서 이를 비판
한 내용이다.
민족정책문제에 관하여 중앙에서 10월 5일에 일찍이 지시를 내려 지적한
바에 따르면, (모든 것은) 人民政協共同綱領 중의 민족정책의 규정에 따라서
서술해야 한다. 각 소수민족의 ‘자결권’ 문제는 오늘날 재차 강조해서는 안
된다.…중략…우리나라의 통일대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와 그 走狗
가 중국민족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음모를 반대하기 위하여, 국내 민족문제
에서는 이 구호를 재차 강조하다가 제국주의와 국내 각 민족 중의 반동분자
52) ｢中共中央關於少數民族“自決權”問題給二野前委的指示｣(1949.10.5), 中共中央文
獻硏究室 發行,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第1冊, 1992,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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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이용당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53)

이처럼, 中共은 中華人民共和國의 건설을 앞두고 각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보다 명백하게 부정하였다. 그리고 漢族을 포함한 중국
경내의 모든 민족들은 상호원조와 우애로운 합작을 통하여 中華人
民共和國이라는 ‘大家庭’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으로서
공식화되기에 이르렀다.54)

53) ｢新華總社關於民族問題給西北總分社電｣(1949.10), 中國社會科學院民族硏究所
民族問題理論硏究室 編, 黨的民族政策文獻資料選編 1922.7-1949.10, 1981,
p.117.
54) ｢人民政協共同綱領草案的特點｣(1949.9.22), 周恩來選集 上卷, pp.370-371. 한
편, 中共은 다년간에 걸쳐 전개된 新疆의 三區革命도 “우리 전 중국인민의 민
주혁명운동의 한 부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민족투쟁을 ‘중국인민의 투쟁’으
로 대치시켜 중국혁명에 종속시켜 버렸다
(｢毛澤東給阿哈買提江的電報｣
(1949.8.18), 民族問題文獻彙編(1921.7-1949.9), p.1256; ｢毛主席對新疆各界人士
祝賀中華人民共和國成立來電的復電(節錄)｣(1949.10.22), 黨的民族政策文獻資料
選編 1922.7-1949.10,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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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建國初期(1949~1953)의 民族政策

1. ‘美帝國主義’의 위협과 民族團結論
中華人民共和國의 건국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오래된
‘反帝․反封建’ 투쟁이 성공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공내
전 시기에 형성된 反‘美蔣反動派’라는 민족통합의 논리도 형식적으
로는 그 설득력을 잃게 될 수 있었다. 하지만 中華人民共和國 건국
이후의 국제정세 전개는, 국공내전 시기에 형성된 민족통합의 논리
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게 만들었다.
앞의 Ⅰ장 1절에서 1949년 무렵부터 미국의 중국침략에 대한 위
기의식이 고조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中華人民
共和國의 건국과 함께,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
났다. 1950년 1월에 毛澤東은 애치슨의 성명에 대해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미국의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이 중에는 한 마디도 거짓말이 아닌 것이 없다.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중국에 침투해들어와 중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바꾸려는 것, 이것이 미국의
기본정책이다.55)

여기서 毛澤東은 미국을 여전히 공개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로 평가
하고 있으며, ‘미제국주의에 의한 중국의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의
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당시 統一戰線部 部長이었던
李維漢은 1950년 3월에 개최된 中共中央統一戰線工作會議에서, 과
55) ｢駁斥艾奇遜的無恥造謠｣(1950.1.20), 毛澤東文集 第6卷,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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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 민족 억압을 자행하던 제국주의와 반동파는 지금도 중국의 민
족 간 갈등을 이용하면서 소수민족 내의 반동세력들을 도발하고 있
다고 보면서, 국내 민족문제를 제국주의의 개입에 의한 것으로 해
석하고 있다.56) 이것이 그들의 솔직한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정치
적 차원에서의 입장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건국
직후에도 中共이 여전히 미국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이를 국내 민
족문제의 배경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미국의 위협에 대한 이러한 위기의식은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그 절정에 달하였다. 중국의 참전은 1950년 10월에 가서야 이루어
지는데, 주지하듯이 그 배경에는 미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통하여 압
록강까지 진격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 미군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中共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第1
屆全國委員會 第18次常務委員會에서 周恩來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
였다.
중국과 조선은 脣齒之邦으로,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게 된다. 조선이
만약에 미제국주의에 의해 제압되면, 우리나라의 東北도 안전할 수 없다. 우
리나라 중공업의 절반은 東北에 있고, 東北 공업의 절반은 남쪽에 있으며,
모두 적의 폭격위협의 범위 안에 있다.…중략…우리가 얻은 정보는, 그들이
몰래 중국에 들어오려 하고, (한반도의) 삼팔선을 건너려고 하며, (삼팔선을)
건넌 후에는 다시 중국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이다.57)

즉,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東北의 산업자원을 미국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미국이 東北과 山東, 연해지역에 대한
무력시위를 실시하고 있었던 상황은 또한 中共의 이러한 위협론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다.58) 미국의 위협은 단순히 국가 대 국가의 차
56) ｢人民民主統一戰線的新形勢與新任務｣(1950.3.21), 李維漢選集編輯組 編, 李
維漢選集, 北京: 人民出版社, 1987, pp.217-218.
57) ｢抗美援朝, 保衛和平｣(1950.10.24), 周恩來選集 下卷, 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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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아울러 국내에서도 이
들의 조종을 받는 特務들에 의한 파괴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위기
감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59)
아울러, 中共은 미국의 침입이 한반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대
만과 동남아시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미국이 한
국전쟁 발발과 함께 대만해협에 제7함대를 파견한 것이나, 베트남
과 필리핀에 대한 병력을 대대적으로 증가한 것이 그 근거가 되었
다.60)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티베트 문제 또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인식되었다. <그림1>은 바로 中共의 이러한 인식을 매우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결국, 中共의 한국전쟁 참전도 이러한 명분 속에서
합리화되어, 미국의 침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미국을
격퇴해야 한다는 전략이 세워졌던 것이다.61)

58) ｢關於抗議美機美艦對我侵襲問題的批語｣(1950.9.16), 中央文獻硏究室 編, 建國
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中央文獻出版社, 1996, p.522.
59) ｢中共中央關於在全國進行時事宣傳的指示｣(1950.10.26),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第1冊, p.437. 한편, 이러한 국내 파괴활동에 대한 위기감은, 1950년부터 대
대적으로 전개된 三反․五反運動과 연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한국전
쟁 참전과 三反․五反運動 및 鎭壓反革命運動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泉谷陽
子, ｢中國の社會主義化と朝鮮戰爭―大衆運動を梃子とした總動員態勢の構築｣,
歷史學研究 755(增刊), 2001을 참고.
60) ｢關於美國武裝侵略中國領土臺灣的聲明｣(1950.6.28),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第1冊, pp.326-327; ｢各民主黨派聯合宣言｣(1950.11.4),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第1冊, p.455. 대만으로부터의 위협은 비단 제7함대 문제뿐만 아니라, 蔣介石
이 미국의 지원 하에 동남부의 연해지역으로 침입해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
로도 표출되었다 (｢軍委關於準備對付敵軍可能向潮汕及海陸豊登陸襲擊的電報｣
(1950.8.25), 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p.480; ｢關於統籌兩廣對付美蔣進犯問
題的電報｣(1950.11.17), 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p.666).
61) ｢關於派志願軍入朝參戰問題｣(1950.10.2), 毛澤東文集 第6卷, pp.97-99; ｢在中
國人民政協第一屆全國委員會第三次會議上的開幕詞｣(1951.10.23), 毛澤東思想
萬歲(1949-1957),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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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출처: 抗美援朝運動中的東北與朝鮮圖集, p.12.
(中央人民科學館 編印, 1951年10月 第1版)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中共이 미
국의 이러한 침략노선을 과거 일본의 그것에 비교하면서, 양자를
동일시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周恩來
의 보고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미제국주의는 東方에서 맥아더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基地
를 이용하고 일본군국주의의 衣鉢을 계승하여, 甲午전쟁 이래의 역사에 따
라, 중국을 병탄하기 위해 먼저 東北을 점령하고, 東北을 점령하기 위해 먼
저 조선을 점령하는 옛 방식을 따르고 있다.62)

1950년 11월에 中共과 각 민주당파가 연합하여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도 이 논리는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62) ｢抗美援朝, 保衛和平｣(1950.10.24), 周恩來選集 下卷,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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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정세는 이미 십분 명확해졌다. 미제국주의자는 바로 當年 日寇
가 조선을 먼저 침략한 후 중국을 침략한 옛 방법을 답습하고 있다. 조선은
비교적 작은 국가이지만 그 전략적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
는 것이다. 미제국주의자가 조선을 침략하는 목적은, 일본제국주의자가 과거
에 한 것처럼, 조선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것이다.63)

이와 같이, 中共은 현재의 미국의 위협을 과거 일본의 중국 침략과
동일시하는 논리를 내세움으로써 일본의 침략에 대한 기억을 떠올
리게 하였고, 또한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이를 통하여 함께 단결하
여 제국주의의 위협에 대항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다.64) 다음은 抗美援朝運動의 선전을 위해 1951년에 제작된 抗美
援朝時事問(이라는 소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 책자에
서는 문답식으로 中共의 ‘抗美援朝’ 방침을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
다.
문: 미국은 왜 조선을 침략하려는 것이죠?
답: 당신은 일본이 왜 중국을 침략하려 했는지 아직 기억하죠? 미국이
조선을 침략한 것은 일찍이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길과 똑같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것도 먼저 조선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일본과 미국은 모두
제국주의로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점점 커지는 벌레와 같으며, 제국
주의는 모두 침략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해보자면, 제국
주의라는 이 강도들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흉악한 제국주의입니다.
(…중략…)
문: 또 누군가 말하기를, 미국이 조선을 침략한 것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
가 없으니, 우리는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식

63) ｢各民主黨派聯合宣言｣(1950.11.4),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第1冊, p.456.
64) 또한, 中共은 미국이 1840년대 이래로 계속해서 중국을 침략해왔음을 강조하
는 방식으로, 미국의 중국 위협론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강조하기도 하였다(｢
中共中央關於在全國進行時事宣傳的指示｣(1950.10.26),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第1冊, pp.43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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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틀린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당신은 한 번 자
세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선이라는 이
렇게 작은 지방을 침략한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중국을 침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기억할 것입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어느 길로 왔었죠? 일본은 먼저 대만과 조선을 점령하
여 발판을 마련한 후에야 손을 써서 중국을 침략했습니다. 현재 미국놈들 또
한 이 옛 길을 따라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선 戰場에서 획득한 美帝와 이승
만 匪幫의 왕래 문건 중에는, 분명하게 검은 글씨로 흰 종이에 쓰여 있었습
니다. 미국은 중국을 침략할 것이라고! 미국의 비행기는 이미 우리의 국토를
폭격하고, 우리의 동포들을 살해하였습니다! 현재 미국놈들은 이미 침략의
불꽃을 우리의 대문 앞까지 태워와 우리의 머리 위에까지 들이닥쳤으니, 우
리가 반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격하여 강도를 물리치는 것을 어떻게
쓸데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65)

中日戰爭과 國共內戰 시기에 외부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민
족 간 단결이 강구되었듯이, 이 시기에도 中共은 역시 반동세력을
제외한, 각 민족을 포함한 전 인민의 단결을 강조하였다.66) 제국주
의의 중국 침략은 각 민족이 공동의 운명에 처하게 만들었고, 이에
각 민족이 단결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미 하나의 ‘大家庭’을 이
루었으며, 특히 1950-51년의 2년간 각 ‘형제민족’들은 ‘祖國의 大
家庭’ 속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었
다.67) 소수민족의 자치권을 법적으로 규정한 ｢中華人民共和國民族
區域自治實施綱要｣에서는 아예 “민족분규를 선동하는 어떠한 행위
도 금지한다.”(제25조)고 명확히 표기하여, 소수민족의 이탈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근본적으로 금지하였다.68) 이처럼, 國共內戰 시기

65) 瀋陽新農村雜誌社 編, 抗美援朝時事問答, 勞動出版社, 1951, pp.1-13.
66) ｢團結起來, 劃淸敵我界限｣(1952.8.4),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第3冊,
pp.296-299.
67) ｢有關民族政策的若干問題｣(1951.12.21), 李維漢選集, pp.260-262.
68) ｢中華人民共和國民族區域自治實施綱要｣(1952.2.22), 民族政策文件彙編 第1
編, 北京: 人民出版社, 1958,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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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와 마찬가지로, 中華人民共和國 건국 초기에 中共은 ‘미제국주
의’의 위협에 대항하는 각 민족 간의 단결이라는 논리로써 ‘중화민
족’의 통합론을 유지․확대해나갔던 것이다.
한편, 제국주의의 위협이 민족정책에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측
면으로서, 국토방위의 문제와 소수민족정책의 상관성을 참고할 필
요가 있다. 鄧小平은 西南 지역에 온 中央民族訪問團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
西南의 국경선은 西藏에서 雲南, 廣西까지 수천 킬로미터인데, 이렇게 긴
변경에 거주하는 절대다수는 소수민족입니다. 소수민족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국방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西南의 상황으로 말하자
면, 국방문제만을 고려하더라도 소수민족 공작을 매우 높은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69)

또한, 1951년 5월에 티베트 대표단과 中共이 맺은 협정문에서도,
그 1항과 2항에서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티베트에서 축출하고, 인민
해방군의 티베트 진입을 통해 국방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점을 명
시하고 있다.70) 이처럼, 中共은 변경의 방어라는 관점에서도 소수
민족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며,
이는 곧 민족 간의 통합을 강고하게 함으로써 국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연결되었다.
이상으로 中華人民共和國 건국 초기,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 中共
이 미국의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고 선전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통
해 민족 간 단결의 논리를 어떻게 끌어냈는지 살펴보았는데, 이러
한 논리는 中共의 티베트 병합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여타 소수민족들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러했듯이, 中共은
69) ｢關於西南少數民族問題｣(1950.7.21), 民族綱領政策文獻選編(1921年7月-2005年
5月) 第2編, p.426.
70) ｢中央人民政府和西藏地方政府關於和平解放西藏辦法的協議｣(1951.5.23), 民族
綱領政策文獻選編(1921年7月-2005年5月) 第2編, p.451.

東亞文化 第 46 輯

54

티베트의 反중국적 활동들을 모두 제국주의와 연관시켜 해석하였
다. 1949년 7월 8일에는 티베트의 “地方 當權者”가 漢族 거주민과
國民黨 간부들을 축출한 사건이 있었는데, 中共은 이것이 영․미 제
국주의 국가들과 인도 정부의 책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나아가 제국주의의 티베트 침투 역사는 10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
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漢族과의 분열은 결국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이탈이
결국 각 소수민족들에게도 불리한 것임을 강조하는 논리를 내세웠
다.71)
이러한 주장의 근간에는 기본적으로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에 포
함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中華人民共和國의 수립을 선포
하기 전에도, 中共은 이미 “西藏은 중국의 영토이며, 西藏 민족은
중국 각 민족의 大家庭에 가입하여, 漢族 및 중국 境內의 기타 민
족들과 형제관계가 발생한 것이 이미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라
든지, “西藏은 중국의 영토이며, 절대로 어떠한 외국의 침략도 용납
하지 않는다. 西藏 인민은 중국인민의 불가분한 한 구성부분이며,
절대로 어떠한 외국이 분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
면서, 티베트와 중국의 불가분성을 강조하였다.72) 티베트 문제는
전적으로 ‘內政문제’로 간주되었던 것이다.73)
71) ｢決不容許外國侵略者呑倂中國的領土―西藏｣(1949.9.2), 民族綱領政策文獻選編
(1921年7月-2005年5月) 1卷, pp.404-405.
72) 위의 문건, pp.405-406.
73) ｢人民解放軍必須進入西藏｣(1950.10.11), 毛澤東文集 第6卷, p.102. 하지만 이
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시에 中共이 티베트 지역에 대하여 갖고 있
었던 정보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이었다. 처음에 티베트에 대한 군사점령을
추진하고 있을 때, 中共은 靑海에서 티베트로 들어가는 길이 수월하다는 불확
실한 정보만 믿고 티베트 경영임무를 西北局에 맡겼다가, 이후 그 노선이 곤
란함을 알게 되어 다시 서남쪽에서 공격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었다(｢關於解
放西藏問題給彭德懷的電報｣(1949.11.23), 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p.152; ｢
由西南局擔負進軍西藏和經營西藏的任務｣(1950.1.2),
毛澤東文集
第6卷,
pp.36-37). 이러한 상황은 당시 티베트에 漢族이 거의 거주하지 않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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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의 ‘평화적’ 합병에 협의한 1951년 5월의 합의문에서는,
그 첫 문장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西藏 민족은 중국 경내에서 유구한 역사를 지닌 민족 중 하나이며, 다른
많은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조국의 창조와 발전과정 중에 자신의 영
광스러운 책임을 다하였다.74)

물론 그 전에도 간헐적인 사례가 있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티베트
가 ‘중국’에 편입된 것은 사실상 淸朝 이후였고, 그 또한 간접적인
방식에 의한 것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中華民國 성립
이후로는 이마저도 단절되어, 티베트는 40여 년간 거의 독립 상태
에 있었다. 中共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75)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共은 이러한 단속적인 지배의 역사를 ‘유구한’
것으로 치환시킴으로써, 역사적으로 티베트는 ‘중국’에 포함되었다
는 관점을 선전하였다. 결국, 이러한 논리에 따라 티베트의 병합은
‘중화인민공화국 祖國의 大家庭’으로 ‘돌아온’ 것으로 해석되었다.76)
그리하여, ‘중국’으로부터 이탈하려는 티베트인들의 활동은 ‘비애국
주의적’인 것으로 해석되었고, 소수민족 ‘애국분자’와의 통일전선을
통한 단결이 강조되었다.77) 1953년 國慶節에 北京에 온 티베트 참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關於西藏工作的方針｣(1952.4.6), 毛澤東文集 第6
卷, pp.226-229).
74) ｢中央人民政府和西藏地方政府關於和平解放西藏辦法的協議｣(1951.5.23), 民族
綱領政策文獻選編(1921年7月-2005年5月) 第2編, p.450.
75) 티베트인들이 ‘과거의 반동통치’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아왔음을 강조하면
서, 中共은 이 ‘과거’의 시작점을 淸朝로 삼고 있다(｢在接見西藏致慶團時的談
話｣(1952.10.8), 毛澤東文集 第6卷, pp.239-240).
76)｢在和平解放西藏辦法的協議簽字儀式上的講話｣(1951.5.23), 李維漢選集,pp.243245; ｢給達賴喇嘛的信｣(1951.5.24), 毛澤東文集 第6卷, p.170.
77) ｢中央人民政府和西藏地方政府關於和平解放西藏辦法的協議｣(1951.5.23),民族綱
領政策文獻選編(1921年7月-2005年5月)第2編, p.450;｢在慶祝簽訂和平解放西藏辦
法協議宴會上的講話｣(1951.5.24),毛澤東文集 第6卷,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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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단에게 毛澤東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각 민족과 단결을 이야기해야 하며, 큰 민족이든 작은 민족이든
모두 단결해야 합니다. 鄂倫春族은 2천 명이 채 안 되지만, 우리는 그들과도
단결해야 합니다. 중국인이기만 하다면,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애국과 단결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들과 단결해야 합니
다.78)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中共은 ‘미제
국주의’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또한 이를 통해 각 민족
간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이는 Ⅰ장에서 살펴본 國共內戰 시기의
中共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는 국공내전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 있었음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이때는 이미 中華人民共和國이 수립되고 ‘전국’이 통일
되면서, 모든 소수민족들이 中華人民共和國의 ‘국민’으로 편입된 상
황이었다. 즉, 소수민족들이 아직까지는 ‘외부적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國共內戰 시기와 달리, 中華人民共和國 수립 이후에는 이들
이 이미 제도적으로 ‘내부적 존재’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
화된 여건은 민족간 단결을 위해 中共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선
택지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本稿
에서 주목한 것은 바로 抗美援朝運動 기간에 대대적으로 고취된
‘애국주의’이다.

2. 抗美援朝運動과 愛國主義의 高揚
1950년 10월에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중국사회 내부에
서는 이른바 ‘抗美援朝運動’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운동은 매우
78)｢在接見西藏國慶觀禮團時的講話｣(1953.10.18),  毛澤東思想萬歲(1949-1957)  ,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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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주로 時事宣傳과 ‘三視’運動79), 參軍運
動, 愛國公約運動80), 增産節約運動, 무기헌납운동81), ‘擁軍優屬’, 위
문활동 등의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양상들을 관
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된 흐름은, 바로 애국주의의 확산을 통한 국
민동원에 다름 아니었다. 각각의 운동에 대한 서술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本稿에서는 이 운동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강조
된 애국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전쟁에의 참전이 결정되고 나서, 中共은 군사적․경제적 열세
를 만회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인적․물적 동원을 실시하였으며, 抗美
援朝運動은 바로 그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中共은 1951년 2월 2
일자의 지시에서, 미국의 침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각 계층에 抗美援朝愛國運動을 보급하는 것이라고 보고,

79) ‘三視’란 미국을 ‘仇視’․‘鄙視’․‘蔑視’함으로써, ‘親美’․‘崇美’․‘恐美’의 심리
를 일소하자는 것이었다. 세 가지는 유사하면서도 각각 다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仇視’란 미국의 침략을 폭로함으로써 미국을 적대시하게 한다는 것이
고, ‘鄙視’는 미국이 부패하고 反인민적인 자산계급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미국을 천시하게 한다는 것이며, ‘蔑視’란 미국이 겉으로
는 강해보이지만 실은 약한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어 미국을
무시하게 한다는 것이다. 田居儉, ｢抗美援朝運動與“三視”敎育｣, 高校理論戰線
 2000-12, pp.21-22 참고. 한편, 三視운동이 진행되기 전의 사회심리와 그 변
화과정에 대해서는, 侯松濤, ｢抗美援朝運動中的“三視”教育―宏觀視角下的回顧
與反思｣, 黨史研究與敎學 2007-6, pp.19-27을 참고.
80) ‘愛國公約運動’이란 각 단위별로 전쟁 지원과 국가를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항
목들을 결정하고, 이를 公約의 형태로 정하여 스스로 지키자는 운동을 가리킨
다. 東北과 華北, 華東, 西南 등 각 省 인구의 50% 이상, 그리고 각 대도시와
중소도시 인구의 60~90%가 이러한 愛國公約을 정했다고 한다. 운동의 구체적
인 전개상황에 대해서는 王新生, ｢抗美援朝時期的愛國公約運動｣, 長沙理工大
學學報(社科版) 1993-2를 참고.
81) 여기서 ‘무기헌납운동’이란 실제 무기를 헌납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구입
할 현금을 헌납하는 것을 말한다. 이 헌납운동을 통해 모금된 현금은 소련으
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소련이 중국에
‘지원’한 무기는 모두 有償으로 판매된 것이었다(金東吉, ｢“三國同謀論”分析:
朝鲜戰爭起源的再思考｣, 當代中國史研究 2006-2, pp.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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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82) ‘抗美援朝’를 위한 애국주의
교육은 中共의 당면한 주요 공작방침으로 간주되었으며, ‘전국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이 抗美援朝의 교육을 받게 하여, 애국심을 제고
하고 中華人民共和國의 자각적인 주인이 되게 해야 하며, 또한 이
를 위하여 학교교육에서 애국주의의 내용을 강화하고, 군중 속에서
時事宣傳과 애국교육을 진행할 조직들을 구축하도록 하였다.83) 특
히, 中共은 학교교육에 대한 개입을 통하여 학생과 일반인들을 대
상으로 한 애국주의 선전교육을 추진하였고,84) 이 학생들은 다시
각 가정과 인근 지역에서 宣傳員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北京市委
의 보고에서도 나타나듯이, 抗美援朝를 위한 애국주의 교육은 학생
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다시 이
들이 중심이 되어 일반 시민과 인근 농민들 속으로 확산되었다.85)
국민에 대한 여론동원은 주로 학생과 교사, 문예활동가로 조직된
선전대를 통하여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이들은 인민들을 대상으로,

82) 中共中央關於進一步開展抗美援朝愛國運動的指示｣(1951.2.2), 建國以來重要文
獻選編 第2冊, p.24; ｢中共中央關於健全各級宣傳機構和加强黨的宣傳敎育工作
的指示｣(1951.2.25),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第2冊, pp.75-79; ｢中共中央關於進
一步加强統一戰線工作的指示｣(1951.2.28),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第2冊,
pp.80-83.
83) 彭眞, 關於抗美援朝保家衛國運動的報告―在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第一屆全國
委員會第三次會議上的報告 一九五一年十月二十四日, 北京: 人民出版社, 1951,
p.9. 전국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이 抗美援朝의 애국주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는 방침은, 앞서 1951년 2월에 毛澤東이 지시한 바 있다(｢中共中央政治局擴大
會議決議要點｣(1951.2.18), 毛澤東文集 第6卷, p143).
84) 한국전쟁 시기의 중국에서의 교육개편에 관해서는, 郝暁卿, ｢冷戰期における
中國敎育の動向―朝鮮戰爭前後(1949~1955年)における中國敎育の變容に焦點を
當てて｣, 政治研究 44, 1997, pp.10-13을 참고.
85) ｢中共北京市委關於抗美援朝運動向中央幷華北局的報告｣(1950.11.5), 北京黨史
2000-3, p.30. 물론, 일부 경우에는 ‘적극분자’들이 參軍 인원수 확보에만 주의
하고, 일반인들에 대한 선전활동에는 소극적이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中
共北京市委關於抗美援朝運動向毛主席, 中央幷華北局的第二次報告｣(1950.11.12),
北京黨史 2000-3,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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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에서의 승전보나 아군의 용맹성, 시사문제에 대한 교육을 수행
하였다. 선전의 기본목표는 애국주의와 反美의식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참전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지원을 끌어내는 데 있었다.86) 각
기관과 단체, 학교, 공장 등에서는 단위별로 시사문제에 대한 토론
회와 미국에 대한 규탄대회가 이루어졌고, 中共은 이 공간을 통해
당의 정책을 기층에 관철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선전활동은 다양
한 형태의 抗美援朝運動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작업과도 같았다.87)
뿐만 아니라, 中共은 국민에 대한 선전활동의 체계화 및 조직화를
위하여, 1951년 초부터 제도를 정비하여 宣傳員을 별도로 선발하
고, 시사교육과 정책 홍보 등의 임무를 이들에게 전담시켰다. 市와
縣의 당위원회는 매달 한 차례씩 支部書記聯席會議나 宣傳員代表會
議를 소집하여, 지난 한 달의 선전공작을 검토하고 다음 달의 선전
임무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였다.88)
中共의 이러한 애국주의 선전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
켰고, 각지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호응하여 抗美援朝運動이 적극적
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北京에서는 문예활동가 1,000여 명이 10개
의 宣傳隊를 조직하여, 城關區와 인근 광산 및 농촌 등 32개 지역
에서 자신들의 창작물을 연출했는데, 26일 동안 총 88차례의 공연
을 했으며, 이때 참여한 관중이 14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또한 시
86) ｢中共中央關於在全國進行時事宣傳的指示｣(1950.10.26),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第1冊, p.436. 한편, 농민들의 反美의식을 자극하는 과정에서, 선전대들은 미
국이 일본을 재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미
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전환시키기도 하였다(周鴻, ｢論北京市抗美援朝運動中的
愛國主義敎育｣, 當代中國史研究 1995-5, p.76).
87) 抗美援朝運動이 시작되고 약 반년만인 1951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대학생과 중학생들이 이러한 선전활동에 참가하였다고 한다(褚鳳英, ｢
抗美援朝運動中的思想政治工作初探｣,濟南市社會主義學院學報 2001-3, p.104).
88) ｢中共中央關於在全黨建立對人民群衆的宣傳網的決定｣(1951.1.1), 建國以來重要
文獻選編 第2冊, pp.1-5. 한편, 人民日報가 抗美援朝運動 중에 수행한 역할
에 대해서는, 林偉京, ｢人民日報與抗美援朝戰爭中的政治動員｣, 江西師範大
學學報(哲社版) 2007-3, pp.112-116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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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은 무기헌납운동을 전개하면서, 도합 전투기 93대에 해당하는
1,410여 억 元(舊弊)을 헌납했다고 하며, 1953년 4월까지 위문편
지 32만 통, 위문금 172.8여 억 元(舊弊), 위문품 74만 건 등을 전
선으로 보냈다고 한다.89)
上海에서는 全市의 357개 중학교와 대학교에서 88%의 학생들이
정부의 호소에 응하여 군사간부학교에 지원했다고 하며, 그 밖에도
1,200여 명의 의료인들이 手術隊로, 700여 명의 기사들이 運드隊로
지원했다고 한다. 아울러, 총 113억 元(舊弊)에 달하는 위로금과
11만 통의 위문편지를 전선으로 보냈으며, 1952년 5월 말까지 전
투기 566대에 상응하는 액수를 헌납하여, 전국에서 헌납한 전투기
의 약 15%를 上海에서 헌납했다고 한다. 또한, 1951년 12월까지
전체 노동자의 80%, 점원의 90%, 농민의 80%, 학생의 95%, 상공
업계의 70%, 문화교육계 및 과학기술계의 80%, 부녀자 및 거민의
70%가 愛國公約을 제정했다고 한다.90) 江蘇省 남부의 31개 縣․市
에서는 1951년의 抗美援朝 모금액이 500여 억 元(舊弊)에 달하여,
전국 모금액의 약 22.51%를 헌납했다고 한다.91)
福建省에서는, 福州에서만 21차례의 대강연회가 열렸고, 도합 50
여 종의 학습자료 40여만 부가 배포되었다고 한다. 학생들을 중심
으로 한 宣傳隊 2,800명이 조직되어 선전활동에 종사했으며, 각 居
民小組에서는 총 436차례의 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福建省의
36개 縣, 4개 市, 7개 重點鎭에서는 모두 101차례의 시위행진이 열
려, 총 545,800여 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아울러, 1951년 3월까지
16억 元 이상의 현금과 위문품 13,253건, 慰問袋 830개, 위문편지
65,000통이 헌납되어 전선으로 보내졌다고 한다.92) 四川省 重慶에
89) 林偉京, ｢論抗美援朝戰爭中的政治動員｣, 齊魯學刊 2007-1, p.53; 周鴻, ｢論北
京市抗美援朝運動中的愛國主義敎育｣, 當代中國史研究 1995-5, pp.79-80.
90) 張勵, ｢抗美援朝運動中上海的群衆動員｣, 上海黨史與黨建 2006-3, p.33.
91) 鐘霞, ｢蘇南農村抗美援朝運動｣, 黨史研究與敎學 2006-1, pp.54-55.
92) 游思, ｢福建省抗美援朝運動始末｣, 福建黨史月刊 2003-9,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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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1951년 6월 18일에 重慶市工商業聯合會가 獻機委員會를 조직
하고, 70여 개 업종에서 각각 分會를 설립했다고 한다. 全市의 상
공업계에서 모두 비행기 26대의 자금을 헌납했고, 市 전체에서 헌
납된 돈은 전투기 54대에 해당하는 액수였다고 한다.93)
몇 가지 사례만을 제시했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한국전쟁에 참
전한 후 중국사회에서는 抗美援朝運動을 모티브로 하여 대대적인
애국주의 선전 및 운동이 진행되었다. 건국 후 1년 만에 세계 최강
국인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된 중국으로서는 동원 가능한 일체의 사
회적 역량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고, 애국주의로 무장된 ‘국민’들을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그러한 사회적 동원을 최소의 비용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다음의 두 가지의 사례는 애국주의가 ‘국
민’들에게 침투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 생각되어 언
급해 두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蘇北 泰縣의 姜堰小學에서 정부의 무기헌납운동
에 호응하기 위하여 모금운동을 펼친 사례이다. 이 학교에서는 교
장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모금을 시작하였다. 이 학교의 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모금운동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제기하게 되었고, 결국 전국
적인 모금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이 운동의 결과로 모금된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소학교 학생들에 대한 애
국주의 교육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며, 학생들에
게 애국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姜堰小學
교장이 초안을 작성하여, 학생들의 명의로 발표된 제안서인데, 여기
서 당시 일선 소학교에서 진행되었을 애국주의 교육의 분위기를 느
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93) 張向春․邵忠勇, ｢鄧小平與西南的抗美援朝運動｣, 傳承 2007-12, p.32.

62

東亞文化 第 46 輯

전국 각 소학교의 친애하는 친구들에게 :
비행기와 대포를 헌납하는 운동에 대한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의 호소에
호응하고, 지원군 아저씨들을 지원하여 하루 빨리 미국 승냥이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우리 학교의 모든 同學들은 열렬한 토론을 거친 후, 모두 스스로 군
것질 사먹을 돈(糖果錢)을 아껴서 비행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월분
으로 우리는 일단 10만 元을 헌납할 것을 보증하며, 올해 안으로 50만 元을
헌납할 것을 보증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전국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으니,
만약에 모두가 함께 행동하기만 한다면, 적은 것이 모여 많아져서, 반드시
많은 비행기들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비행
기들을 “中國兒童號”로 명명할 것을 건의합니다.
전국의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抗美援朝의 신속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
여, 조선의 아동들이 하루 빨리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얻을 수 있도록 돕
기 위하여, 모두 열심히 헌납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외치겠습니
다. 위대한 조국 만세! 모주석 만세!
蘇北 泰縣 姜堰小學 전체 아동94)

두 번째 사례는 南方日報에 실린 한 기사에 관한 것이다.95) ｢
一個成功的家庭愛國公約｣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1951년 6월 14
일에 게재된 것으로서, 廣州의 方便醫院 副院長인 許坊의 가정을
愛國公約運動 실천의 모범사례로서 소개한 것이다. 평소 아이들이
산만하고 학업에 열중하지 않으며, 일하는 것도 싫어하자 許坊의
아내는 가정회의를 소집하여 가정애국공약을 결정하였다. 이 공약
에는 “組織性과 紀律性을 강화하고, 정부의 모든 호소에 호응한다.”,
“團結互助하고 학습에 노력하여 불합격하는 현상을 없앤다.”, “中
國少年兒童 잡지를 열심히 학습하여 五愛(愛祖國, 愛人民, 愛科學,
愛勞動, 愛護公共財物)의 정신을 발양하고, 少年兒童隊에 가입한
다.” 등등의 조항이 포함되었는데, 이후 적절한 상․벌금체계를 도입

94) 이상의 내용은 周立人, ｢一曲愛國主義敎育的贊歌―抗美援朝時期姜堰小學倡議
捐獻“中國兒童號”飛機的回憶｣, 江蘇敎育 2001-5를 참고.
95) 本稿에서는 中國人民出版社 編印, 怎樣訂立和執行愛國公約, 1951, pp.64-67
에 수록된 것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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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였고, 그리하여 아이들의 생활습
관도 개선되었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 아이들은 정부의 선전과
정책에 대해 열심히 학습하고 실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금
으로 모은 돈은 거의 다 儲蓄券을 구입하거나 무기구매자금으로 헌
납했다고 한다.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사례가 하
나의 모범사례로서 널리 유통되었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 愛國公約
運動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애국주의를 확산시켰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상으로 한국전쟁 참전 이후에 중국에서 벌어진 抗美援朝運動과
그로 인한 애국주의의 확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렇다
면 이러한 애국주의의 高揚이 中共의 민족정책과는 어떠한 연관성
을 갖는가. Ⅱ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필자는
이러한 애국주의의 高揚이 소수민족 지역에서도 그대로 관철됨으로
써, 결과적으로 모든 소수민족들도 하나의 ‘국민’으로서 자리매김하
게 되었고, ‘국민’으로서의 소수민족과 ‘애국’의 대상인 ‘중국’ 사이
의 관계는 부정될 수 없는 것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하
에서는 소수민족 지역들에서 애국주의가 어떻게 관철되었는지 분석
해보기로 하겠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毛澤東과 中共은 애국주의 운동을 ‘전국 모
든 곳 모든 사람들’에게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여기서도 일
단 소수민족 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51년
1월 19일, 毛澤東은 종교계의 抗美援朝運動 참가현황에 대한 보고
를 들은 후, 불교가 蒙․藏 두 민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불교계가 抗美
援朝運動에 참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西北과 西南 지역에서의 抗美援朝運動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에는, 이를 대대적인 교육의 기회로 삼아, 해당 지역의 모든 공장과
농촌 등지에 보급시킬 것을 지시하고 있다.96) 1951년 10월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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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한 문건에서는, 모든 소수민족 지역에서 抗美援朝의 애국주의
교육을 보급시키고 더욱 심화시켜야 하며, 소수민족 간부들을 대량
육성하여 이들에 대한 정치적․사상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97)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사상적 교육’이란, 당시 中共이
가장 중요한 공작방침으로 내세우고 있었던 애국주의 교육 및 정책
교육을 가리키거나, 적어도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당시 延邊에서도 黨委가 조선인 군중들에 대한 애
국주의 선전 및 교육을 강화하여 애국열정을 고취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98)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애국주의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
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많이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延邊 지역의
자료가 보여주는 다음의 내용들은 다른 소수민족 지역들에서 애국
주의 확산이 이루어진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
다. 延邊地委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이 이루어지자마자, 곧바
로 延邊지역의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잡기 위하여 군중들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과 선전의 내용은 주로 당
중앙 지도자의 발언이나 黨報에 게재된 자료들이 중심이 되었다.99)
또한, 延邊地委는 延邊의 조선인들 사이에 ‘편협한 민족주의’의 관
점이 있다는 것을 문제시하면서, 전쟁 초기부터 反美 시사선전, 애
국주의 교육, 국제주의 교육 등을 강화하면서, 抗美援朝運動을 延邊
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100) 총 5,300여 명의 宣傳員들이 훈
96) ｢與各中央局及大城市黨委統戰工作同志談話紀要｣(1951.1.19), 毛澤東思想萬歲
(1949-1957), pp.12-14.
97) ｢民族關係｣(1951.10.23), 民族政策文件彙編 第1編, pp.9-10.
98) ｢延邊民族地區情況及今後工作的幾個意見的草稿｣(1951.10), 延邊朝鮮族自治州
檔案館編印, 中共延邊地委延邊專署重要文件彙編 第2集(1949.6-1952.8), p.413.
99) ｢加强反美侵略宣傳反奸防空及整理模範自衛隊的指示｣(195?.10.17), 中共延邊地
委延邊專署重要文件彙編第2集(1949.6-1952.8), pp.326-328. 이 자료집에는 연도
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문건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1950년 10월 17일에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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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받고 선전공작에 투입되었으며, 愛國豊産競爭도 활성화되어,
和龍縣 新民村에서는 “1斗의 糧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미국놈
한 놈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구호 하에서 愛國豊産運動이 활발
하게 전개되었다.101) 이러한 방식은 기본적으로 漢族 지역에서의
방법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한편, 이러한 방식과는 다른 선전방법으로, 中共은 한국에서 돌아
온 지원군 대표들을 전국 각지로 파견하여,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며
유세활동을 하게 하는 방식도 사용하였다. 이들이 활동한 지역에는
당연히 소수민족 지역들도 포함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민
족 지역에 더 많은 비중이 두어지기도 하였다. 다음에 서술할 사례
가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1951년에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
에서 발행한 祖國人民熱愛志願軍이라는 책자에는, 1951년 3월 1
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두 달 동안, 지원군 대표들이 天津과 開封,
鄭州, 洛陽, 西安, 咸陽, 蘭州, 西寧, 迪化, 伊犁 등 6省 17개 도시
를 순회하면서 유세한 결과를 보고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102) 이
에 따르면, 戰線에서의 승리소식과 전투영웅들에 관한 정보들이 도
시와 내지 농촌에서 뿐만 아니라, 변경의 각 민족들 사이에서도 傳
頌되고 있어서, 抗美援朝運動과 생산경쟁을 고무하고 있었다고 한
다. 또한, 일부 지역의 방송국에서는 귀국대표들의 연설내용을 녹음
하여 농촌에서 농민들에게 방송해주기도 하며, 蘭州와 西寧, 우루무

100) 여기서 말하는 ‘편협한 민족주의’란,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이 강했
던 延邊 조선인 사회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국공내전 시기 및
中華人民共和國 초기의 延邊지역 조선인들의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는, 廉仁
鎬, ｢중국 연변 조선족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일고찰(1945.8-1950.말)｣, 한국사
연구 140, 2008.
101) ｢延邊民族地區情況及今後工作的幾個意見的草稿｣(1951.10), 中共延邊地委延
邊專署重要文件彙編 第2集(1949.6-1952.8), pp.411-412.
102) ｢從渤海灣到帕米爾高原―志願軍歸國代表嵇炳前等三同志從天津到西北各省工
作的報告｣, 中國人民保衛世界和平反對美國侵略委員會 編, 祖國人民熱愛志願
軍, 1951. 이하의 내용은 이 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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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는 귀국대표들의 연설내용을 각 민족의 문자로 번역하여 유
목지역으로 보내기까지 했다고 한다. 보고자들은 현장에서의 경험
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蘭州에 도착했을 때 黃河 북안의 北塔山 정상에서 砲聲이 세 차례 울렸
으며, 각 민족과 각계 군중 12만 명이 공항과 길가로 마중을 나와, 19里 길
이의 도로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중략…환영 나온 사람들은 志願軍에
게 꽃과 祝辭, 錦旗를 헌사하였고, 소년아동대는 그들의 紅領巾을 보내왔으
며…중략…藏民 대표는 특별히 남색 하다와 藏文의 편지 한 통을 지원군대
표에게 보내주었습니다.…중략…新疆 迪化에 도착했을 때에는 13개 민족의
인민들이 명절에 입는 옷을 입고 길가에서 환호하였습니다. 8만 명이 (참가
한) 환영대회에서 王震 司令員, 부르한 主席, 사이푸딘 主席이 모두 발언하
여, 新疆 각 민족 530만 인민을 대표하여 지원군에 대한 위로와 경의를 표하
였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문 밖을 나가지 않았던 수많은 소수민족 부녀자들
도 이번에는 모두 왔습니다.103)

이러한 내용들은 抗美援朝運動이 소수민족 지역들에서도 어느 정
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수민족 지역의 당․정
부 조직들은 애국주의 선전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구석
구석까지 선전활동을 실시하였다. 유세현장의 모습에 나타난 수많
은 인파는 동원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수치도 역시 상
당히 과장되었을 확률이 높지만, 이 또한 中共이 이들을 동원하는
데 성공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유세활동의 집회
장은,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들에게는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문
제일 수도 있는 한국전쟁을, 소수민족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함
으로써, 의식적인 면에서의 민족통합을 이루는 한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漢族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수민족 지역에서도 抗美援朝運動
의 전개에 따른 성과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延邊은 두드러
진 성과를 보였는데, 이는 당시 동북지역이 인민지원군의 총후방기

103) 위의 문건,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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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설정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104) 延邊에서는 전체 인구
70만 중에서, 51.8만 명이 서명과 투표운동에 참가하고, 47.7만 명
이 미국규탄대회에 참가했다고 한다. 또한, 전국적 시위운동에 호응
하여, 延邊에서도 50%이상의 인구가 노동절 대시위에 참가하였으
며, 50%이상의 인구가 愛國公約運動에 참가하였다. 무기헌납운동도
확산되어, 1951년 8월까지 총 67억 元을 헌납하겠다는 계획이 수
립되기도 하였고, 남녀 합하여 총 19,394명이 지원군에 지원했다고
한다.105) 한 회고록에 따르면, 무기헌납운동이 발기되자, 延邊에서
전투기 6.5대에 해당되는 97.6억 元(東北幣)이 모금되었으며, 이
밖에도 돼지 418마리, 東北幣 15억 元, 위문편지와 위문주머니 1만
4,300여 건이 접수되어 전선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圖們市에서는
각 계층의 대표들이 참여한 抗美援朝委員會가 조직되어 선전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총 2,854명이 어떤 형태로든 전선에 참가했다고 한
다. 1952년 4월에 圖們에서 각 계층의 인민들이 헌납한 자산은,
5,179만여 元(東北幣)과 위문편지 3,073건, 위문품 121건에 달했
다고 한다.106)
이상으로,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에 대대적으로 전개된
抗美援朝運動과 애국주의의 高揚과정을 살펴보았으며, 그것이 또한
소수민족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관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기간
에 漢族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에서 선전된 ‘애국주의’는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었고, 똑같이 ‘中華人民共和國이라는 大家庭’에 대한 충성
심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가 소수민족의 자결권
내지는 독립권을 직접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中華人民共

104)｢造成中國人民志願軍的命令｣(1950.10.8), 毛澤東文集 第6卷, p.100.
105) ｢延邊民族地區情況及今後工作的幾個意見的草稿｣(1951.10), 中共延邊地委延
邊專署重要文件彙編 第2集(1949.6-1952.8), pp.412-413.
106) 복정섭․최재봉․리룡득․김영숙, ｢항미원조 후방사업의 이모저모｣, 中國朝
鮮族歷史足跡編輯委員會 編, 中國朝鮮族歷史足跡叢書 6 : 창업, 北京: 民族
出版社,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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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國에 대한 ‘愛國’을 소수민족들에게 강제했다는 점에서, 각 소수
민족들은 사실상 ‘國’의 한 구성요소(‘國民’)가 되었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그 자결권 또한 당연히 부정되는 것이었다.

맺음말
1945년 8월의 終戰으로 ‘일본’이라는 외부의 위협이 사라지자,
그동안 일본에 공동으로 저항하기 위한 민족 간의 단결을 주장해왔
던 中共의 논리는 재구성되어야 했다. 게다가 국공내전 기간 초기
에 나타난 일부 소수민족들의 독립 움직임은 이 문제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에 中共이 새로운 외부의 위협으로
주목한 것이 바로 ‘美帝國主義’와 그 ‘走狗’인 國民黨이었다. 내전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中共은 미국의 군사원조가 전쟁 발발의 근
본적인 원인이며, 나아가 미국이야말로 중국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
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부각시키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國民黨과 함께 ‘美蔣反動派’로 竝稱
되었으며, 중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각 소수민
족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존재로 규정되었다. 이런 점에서 미
국의 침략은 과거 일본의 그것과 동일시되었고, 中共은 새로운 위
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족 간 단결을 다시 제기할 논리적 명분을 쌓
을 수 있게 되었다. 中共은 소수민족들이 ‘중국’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美蔣反動派’라는 ‘공동의 적’을 적극 활용하였고,
바로 이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각 민족 간의 단
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中日戰爭이 끝날 무렵, 내몽골 지역에서는 몽골에 의한 독립국가
건설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민족간 단결을 주장하
기 위한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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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할 수 있다. ‘중국’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았던 中共은 이에 대처
하기 위하여 烏蘭夫 등의 공작자들을 파견하고, 이들의 통일전선
공작을 통하여 소수민족의 지도층에 접근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몽골민족주의자들의 세력은 쉽게 제거되지 않았고, 이에 中
共은 내몽골 지역의 자치운동을 확대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中共은
이 자치운동에 적극 개입하여 확대시킴으로써 내몽골에 대한 영향
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47년 5월 6일에 수립된 內蒙古
自治政府는 바로 그 결과물이었으며, 이를 통해 내몽골의 자결권은
명시적으로 부정되었다.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부정하는 방침은 내몽골만이 아닌 모든 소
수민족들에게, 國共內戰 전 기간에 걸쳐 적용되었다. 中共은 내전
초기에는 소수민족의 ‘자결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자치
권’만 전면에 부각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사실
상 부정하고 있었다. 이는 中日戰爭 말기까지만 하더라도 中共이
종종 ‘자결권’이라는 용어를 ‘자치권’과 함께 사용하던 것과는 명백
히 대비되는 것이었다. 반면, 내전 말기에 새로운 국가건설을 앞둔
시점에 이르러서는,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보다 더 명백하게 부정하
기 시작하였다. 이 단계에서 中共은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직접적
으로 부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연방제의 가능성도 함께 부정하였다.
또한,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강조하는 것은 ‘민족의 단결’을 해치는
것으로서, 제국주의의 중국 분열을 위한 음모로 해석되었다.
한편, 中華人民共和國 건국 이후에 전개된 국제정세로 인하여, 國
共內戰 시기에 형성된 민족단결론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게 되었다. 1949년 무렵부터 중국은 미국의 직접적인 중국 침
략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中華人民共和國의 건국과
함께 훨씬 더 강화되었다. 특히 한국전쟁의 발발은 中共의 이러한
위기의식을 더욱 증폭시켰다. 中共은 제국주의 세력이 여전히 소수
민족 내의 반동세력들을 도발하고 있다고 보면서, 국내의 민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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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국주의, 주로 미국의 개입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국전
쟁의 발발도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라고 판단하게 되
었다. 아울러, 中共은 미국의 이러한 침략노선을 과거 일본의 그것
에 비교하면서, 兩者를 동일시하는 논리를 부각시켰다. 즉, 현재의
미국의 위협을 과거 일본의 중국 침략과 동일시함으로써, 일본의
침략에 대한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고, 또한 이를 통하여 함께 단결
하여 제국주의의 위협에 대항하자는 것이었다. 결국, 國共內戰 시기
와 마찬가지로, 中華人民共和國 건국 초기에 中共은 ‘미제국주의의
위협에 대항하는 각 민족 간의 단결’이라는 논리로써 ‘中華民族’의
통합론을 유지해나갔던 것이다. 티베트의 병합과정에서 동원된 논
리는 바로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한국전쟁에의 참전이 결정되고 나서, 中共은 곧바로 抗美援朝運
動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력의
면에서 훨씬 열세에 처해 있었던 중국으로서는 가능한 모든 사회적
자원을 전쟁에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抗美援朝’를
위한 애국주의 교육은 가장 중요한 공작이 되었으며, 모든 중국인
민들에게 이 애국주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 채택되었다. 여론
선전은 주로 학생과 문예활동가로 조직된 宣傳隊를 통하여 각지에
서 진행되었다. 이들은 인민들에게 戰況과 시사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선전의 기본목표는 애국주의와 反美의식을 고취하는
것에 있었다. 中共의 이러한 애국주의 선전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각지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호응하여 抗美援朝運
動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애국주의 교육은 소수민족 지역에서도 실시되었다. 그 구
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본론에서 그 대략
적인 윤곽은 그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中共中央은 애국주의 교
육을 모든 소수민족 지역에서도 관철시킬 것을 지시하였으며, 소수
민족 간부들에 대한 정치교육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본론에서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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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애국주의 교육에는 여러 방법이 동원되
었고, 中共은 소수민족 지역에서 애국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상당
히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소수민족 지역에서도 漢族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抗美援朝運動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
던 것이다. 漢族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에서 선전된 ‘애국주의’는 근
본적으로 같은 것이었고, 똑같이 中華人民共和國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애국주의의 高揚이 소수민족 지역에서
도 그대로 관철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소수민족들도 漢族과 똑
같은 하나의 ‘국민’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물론 민족적 차이
와 구분은 계속 유지되었지만, 소수민족들이 기본적으로 ‘애국’의
대상이 되는 中華人民共和國의 한 ‘국민’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中
共의 민족정책에서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권은 사실상 더 이상 논
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