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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역할과 위상1)

장원아(서울대 국사학과)

머리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는 약 40만 권에 달하는 도서가 소장되어 있다. 국

내외 학자들의 학술연구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장서는 식민지기 조선 최대의 도서관

이었던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서 이관된 것을 기초로 구성되었다. 

  해방 이후 경성제국대학은 식민지 유산으로 청산 대상이었으며 식민지배기구라는 성격 때

문에 학계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그 부속도서관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경성제대 관련 연구들이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경성제대가 

일제하 식민지조선에 세워진 유일한 대학이면서 동시에 ‘제국대학’으로 설립되었다는 사

실에 주목하여, 일본고등교육학제의 도입, 교육사적 의미, 일제 정책과의 관련성, 근대학문의 

형성 문제, 경성제대 출신 엘리트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2)

  경성제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경성제대 도서관과 소장 자료에 대한 연구들이 시도

되었다. 고문헌자료실에 소장된 자료 중 ‘경제문고’를 분석한 작업결과가 나왔으며,3) 규장

각 자료를 경성제대가 소장하게 된 경위와 경성제대측의 장서 보관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가 

등장했다.4) 또 경성제대 도서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한 연구로서 법령과 

조직, 직원, 장서수집과정과 열람 대출, 조선 내외 네트워크, 그리고 해방 전후의 운영상황 

등이 설명되었다.5)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성제대 도서관이 ‘제국대학’의 부속도서

관이라는 특징과 설립의도 및 배경, 정책적 효과 등은 여전히 다양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과

제이다.

  경성제대는 일본이 식민지에 설립한 최초의 제국대학으로 일본 제국대학의 형식을 이식받

았는데, 이는 도서관의 경우에도 동일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경성제대 도서관이 앞서 설

립된 제국대학 도서관들의 제도를 바탕으로 한 것과 동시에 다른 제국대학 도서관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경성제대 도서관은 ‘제국대학 부속도서관 협의회’의 일원으

1) 본 발표문은 2014년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사업 중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사 연구”(연구책임자: 
이상찬, 공동연구원: 예지숙, 김은주, 장원아)를 정리하며 발표의 형식에 맞춰 해석을 더한 것이다.

2) 최근의 대표적 연구로 정준영, 2009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헤게모니」,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근식, 2011 『식민권력과 근대지식 : 경성제국대학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등이 있다.

3) 권태억, 2007 『경제문고 해제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4) 김태웅, 2008 「日帝强占期 京城帝國大學의 奎章閣 관리와 所藏 資料 활용」, 『규장각』33.

5) 정근식, 2010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형성과 운영 : 제도이식론과 권력의 재현 사이에서」, 『사회와 역
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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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고 자료교환을 하면서 ‘제국대학 도서관’으로 기능하

였다. 또한 식민지 조선에서 ‘제국대학’의 위상을 지니고 최대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으로

서 조선 내 지식 유통의 중추 역할을 담당했다. 

  본 연구는 경성제대 도서관 자체의 조직과 운영, 장서 관리에 대한 내부적 접근과 더불어 

경성제대 도서관이 지녔던 관계망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경성제대 도서관의 역할, 위상과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자료 수집 중 특히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

의사록’(1-16, 18-20차)을 입수하여,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의 활동과 동 협의회 내에서 

경성제대 도서관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의사

록’과 고문헌자료실 소장자료, 그리고 경성제대 도서관 소속 직원들이 주도하여 간행된 조

선도서관연구회의 기관지 『朝鮮之圖書館』, 『京城帝國大學學報』와 『京城帝國大學一覽』 

등을 검토함으로써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경성제대 도서관의 활동과 그 성격을 살피려 한

다.

1.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Ⅰ. 경성제대 도서관의 설치

  (1) 경성제국대학과 부속도서관의 설립

  1919년 3.1운동 이후 식민통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식민당국은 1920년대 이른

바 ‘문화통치’로 정책을 전환했다. 당시 조선인 엘리트층은 민립대학설립운동을 통해 교육

확대를 요구했다. 조선총독부는 제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대학설립의 법적 근거를 공식적으

로 확보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1924년 경성제대 ‘예과’가 먼저 문을 열었고, 

1926년 5월 2일 경성제대 개학이 공식 선포되었다. 제국대학으로서는 6번째, 식민지에 설립

된 것으로서는 첫번째로 경성제국대학이 탄생한 것이다.

  경성제국대학은 식민지 조선의 유일한 대학이면서, 일본제국의 최고학부인 ‘제국대학’의 

지위를 부여받으며 출발했다. 제국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지식 생산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제국대학’을 설립했는데, 이는 東京대학에서 이름을 바꾸어 1886년 설립된 것에서 시작한

다. 1897년 京都帝大가 설립되면서 기존 제국대학은 다시 東京帝大로 이름을 바꾸었다. 제국

대학으로는 東京帝大, 京都帝大, 北海道帝大, 九州帝大, 東北帝大, 大阪帝大, 名古屋帝大의 7

개 대학과 식민지 조선의 京城帝大 및 대만의 臺北帝大로 총 9개 대학이 있었으며, 각 지역

의 최고학부로서 학문을 주도했다. 1886년 칙령 제3호 ‘제국대학령’ 제1조는 “대학은 국

가에 수요(須要)한 학술의 이론과 응용을 교수하고 그 온오(蘊奧)함을 공구(攻究)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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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고 하여 제국대학의 역할이 국가시책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제

국대학 외 공립․사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정한 1918년 칙령 제388호 ‘대학령’의 제1조

에서도 활용되었다. 즉 제국대학을 비롯한 대학은 일본제국의 학술 및 교육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런데 경성제대는 그 시작부터 ‘식민지’에 설립된 ‘제국대학’이라는 성격을 지녔다. 

경성제대 설립을 확정한 1924년 5월 칙령 제105호는 경성제대의 법적 근거를 제국대학령으

로 밝히는 동시에, 다른 제국대학과 달리 그 감독권한을 문부대신이 아닌 조선총독이 가진다

고 규정했다. 즉 경성제대는 제국 문부성에 속해 있었던 다른 제국대학과는 달리 총독부 기

관이었다. 경성제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조선총독에 있었고, 대학의 경비 또한 조선총독

부의 예산으로 운영되었다. 

  개교와 함께 경성제대 도서관의 역사 또한 시작된다. 경성제대 도서관은 1926년 경성제대 

학부가 개교하면서 개정된 관제 제13조 “경성제국대학에 부속도서관을 둔다”에 근거하여 

개설되었다. 1926년 4월에는 칙령 제53호로 경성제국대학의 사무관 및 부속도서관의 주요직

원인 사서관 및 사서 특별 임용령이 공포되었고, 뒤이어 도서관 업무가 시작되었다. 

  (2)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운영원칙과 건물

  경성제대 도서관 운영의 기본 원칙은 ‘도서관규정’에 따랐다. 최초의 도서관 규정은 

1928년 2월 20일 제정되었으며, 총 6장 37조로 구성되었다.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제2

장 ‘관내열람’ 제7조~제15조, 제3장 ‘관외대출(借受)’ 제16조~제25조, 제4장 ‘교실, 연

구실 및 사무실 비치(備付)’ 제26조~제30조, 제5장 ‘입고(入庫) 검색’ 제31조~제33조, 제6

장 ‘제재’ 제34조~제37조로 이루어졌다. (부록 첨부)

  도서관규정은 제정 이후 총 6회 개정되었다. 그 중에서 개관 및 운영시간이나, 도서관 이

용 자격에 대해 일부 개정한 것을 제외하면 큰 개정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먼저 1932

년 4월에 개정된 규정은 도서 분류에서 기존의 ‘귀중도서’와 ‘통상도서’에 ‘규장각도

서’를 추가했다. 이는 규장각도서가 총독부에서 경성제대로 이관된 사실을 반영한 결과이

다. 1938년 4월에는 도서분류 중 기존의 ‘귀중도서’, ‘통상도서’, ‘규장각도서’ 3종에 

‘특수도서’를 추가했다. 이는 전시체제기 사상통제의 일환으로 사상관련 서적들을 특수도

서로 분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1941년 10월에 전문 개정되었는데, 총 7장 32조 체제

로 간소화된 점이 특징이다. 1944년 개정이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개정 사항은 자료의 한계로 알 수 없다.

  한편 도서관 건물은 1930년에야 완공되었다. 1927년 8월 27일에 부속도서관 일부 공사가 

끝났고, 1930년 6월에 이르러 제2서고가 낙성되면서 독립 건물로 준공되었다. 철근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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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2층 건물로, 건물 면적은 법문학부 연구실과 합쳐서 1,491여 평(坪)이었다. 그 중 도

서관 사용분만 따져보면, 사무실 열람실 등이 519평, 서고가 4층에 392평이었다.6)

  <그림 1>은 1929년 당시 경성제대 건물배치도이다.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은 그림 중 중앙에

서 약간 동북쪽에 위치한 건물로,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다.

그림 1. 경성제국대학 건물배치도(1929) (출처:『京城帝國大學一覽』)

6) 『서울대학교 20년사』1946~1966,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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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서관의 조직 구성과 직원

  ① 도서관 심의기구 : 부속도서관 상의회(附屬圖書館 商議會)

  경성제대는 도서관 운영 규정에 대한 심의기구로서 ‘부속도서관 상의회’(이하 상의회)를 

설치, 운영했다. 총 12개조의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상의회 규정’은 1926년 8월 제정

되어 개정 없이 운용되었다. 이에 따르면 상의회는 도서관 운영규정, 세칙의 제정 및 개폐를 

다루는 총장의 자문기구라는 성격을 가진 기구였다.

  부속도서관 상의회 규정은 일본의 제국대학도서관 체제에서 형성된 것이 경성제대에도 적

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본 제국대학도서관 제도의 전범이 된 것은 東京帝大 도서관 상의

회 제도이다.7) 이 도서관 운영 방식이 식민지 제국대학에도 이식된 것으로, 臺北帝大 부속도

서관 역시 경성제대의 그것과 내용상 거의 흡사한 상의회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했다.

  경성제대 최초의 도서관 상의회는 3명의 교수와 1명의 조교수 등 4인으로 구성되었다. 

1926년 10월 18일 1기 상의회 의원이 임명된데 이어, 임기인 2년 주기에 맞추어 2년마다 10

월 18일에 새로운 위원들이 임명되고, 그 뒤에 위원장이 선출되어 임명되는 체제가 유지되었

다. 법문학부에서 법학계열과 문학계열, 그리고 의학부의 기초의학계열과 임상계열에서 각각 

1명씩 4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다. 상의회는 계속 4인 체제로 운영되다가 

1940년에는 6인 체제로 변화했는데, 이는 이공학부 신설로 인한 추가이다. 『京城帝國大學學
報』(이하 『학보』)를 통해 그 명단이 확인된다. 

  ② 도서관의 직원 구성

  경성제대 초대 도서관장은 오구라(小倉進平, 1926.4.20.~1929.5.23.)였다. 이후 오오타니(大谷
勝眞, ~1933.5.1.)·후나다(船田享二, ~1934.3.31.)·다카기(高木市之助, ~1935.5.31.)· 토리야마

(鳥山喜一, ~1939.5.31.)의 순으로 도서관장을 지냈고, 마지막으로  후나다가 다시 취임하여 

일제 패전 때까지 근무했다. 

  도서관장 아래에는 주임관인 사서관이 1명 있었다. 처음 사서관은 테라사와(寺澤智了)였는

데, 그는 東京帝大 조교수 겸 도서관 사서관으로 근무하다 옮겨온 인물로, 東京帝大를 기반

으로 한 제국대학도서관 운영방식을 경성제대에 이식시켰으리라 생각된다.8) 후임 사서관 요

시무라(吉村定吉)는 1930년부터 11년간 재직했다. 그는 오래 근무한 만큼 활발하게 활동했는

데 특히 뒤에서 살펴볼 조선도서관연구회 활동의 중심이었다. 요시무라의 이후에는 도서관 

창립 이래 줄곧 서기 겸 사서로 있던 콘도(近藤音三郞)가 1941년 3월 승진했다.

  사서관 아래는 사서, 서기, 촉탁으로 구성되었다.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사서관, 서기, 사

7) 『東京大學百年史』 部局史 제4권 제26편 부속도서관, 1986.
8) 정근식, 앞의 논문,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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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촉탁 등 정규직원이 13인으로 증가했다. 서기나 사서는 전문직으로 일본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한 일본인이 핵심실무자 역할을 담당했으며, 조선인은 촉탁 중에 몇 사람이 포함되었을 

뿐 사서 이상으로는 임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 촉탁들은 해방 이후에 경험을 살

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주도해 나갔다. 1946년 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한 김진섭 역시 경

성제대 도서관 촉탁 출신이었다. 

  사서, 서기, 촉탁 밑에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고원(雇員)들이 존재했다. 고원은 도서관의 

필요에 따라 임시로 고용되기도 했으며, 임시고원 중에서 고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경우

도 상당히 존재했다. 고원 이외에도 출납수나 제본공, 순시(巡視), 소사 등 도서관의 잡다한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존재했다. 도서관 직원에 대한 인사내용은 『학보』를 통해 확인된

다. 

 

  ③ 도서관 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 

  처음 부속도서관의 조직은 도서관장과 사서관 아래에 서무계(庶務係), 수입계(收入係), 목록

계(目錄係), 함가계(函架係), 대출계(貸出係), 서고계(書庫係) 등 6계가 있었다. 2년 후에는 조

직이 보다 세분화되어 기존의 6계에서 서무계, 회계계, 구입수입계, 등록계, 목록계, 서고계, 

열람계, 대부계, 신문잡지계, 제본계 등 최소 10계로 나누어졌다. 각 계에서 주로 담당한 업

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경성제대 도서관 각 계의 사무 분담 명세

계명 담당업무

서무 문서의 수수, 발송, 정리 및 보관, 인사 사항, 출근부 관리

회계

봉급 급료의 지출, 관내 설비 및 소용품의 계획 및 청구, 예산의 조사, 학보 
재료, 일지 및 숙직일지 기입 및 열람, 게시, 외래자 안내, 열람표 교부, 
근무상황 조서(調書), 출근부 기입, 학외로부터 차수(借受)한 도서에 관한 사무, 
물품취급 주임에 처하는 사무, 기타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구입 수입
도서청구의 접수, 준비카드, 주문부표 작성, 구입 견적 조회, 주문, 구입결의서 
작성, 추산부 기입, 현품 검사, 기증 의뢰, 기증 수입, 禮狀 기안, 수입번호 
기입, 수입명령서 작성, 페이지 나누기, 장서인 기타 압인, 장서 통계

등록 원부 등록, 등록번호 기입

목록
청구도서의 중복 조사, 준비목록 편성, 기본목록 편성, 목록 복제, 목록 출판, 
신문 스크랩 정리, 조선서지 편찬

서고
서고의 관리, 장서의 보관, 함가목록의 작성, 도서의 배열 정리, 도서의 점검, 
폭서(曝書)

열람 열람실의 관리 및 실내 비치도서, 품구(品具)의 보관, 열람에 관한 통계

대부 학내, 학외 대출 및 회수, 대출 통계

신문잡지
수입으로부터 열람, 제본에 이르기까지 일체. 기증의뢰 및 예장 기안, 
신문잡지 통계 

제본 제본 및 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 제본 및 수리에 관한 통계

  * 출처 : 「第5次帝國大學附屬圖書館協議會議事錄」(1928) ,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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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고문헌자료실 소장자료인 1938년 부속도서관 「執務曆」에는 각 계별로 해야 하는 

업무 달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1938년 도서관 사무는 서무계, 회계계, 

수입계, 목록계(화한서부/양서부), 함가 편집계, 대출 서고 열람계, 신문 잡지계, 제본계의 8계

로 나누어졌다. 시기나 중요 업무에 따라 계가 통합, 분리되어 운영되었다 하겠다.

 Ⅱ.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운영 상황

  (1)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분관 체계

  경성제대 도서관에는 여러 분관이 있었다. 1924년부터 시작된 예과 도서실은 1937년에는 

청량리 예과본부 옆에 건물을 신축했다. 또 각 학부도 별도 도서실을 운영했다. 도서관 규정

에 따라 도서는 ‘본관소장 도서’와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1938년 개정부

터 ‘도서실’이 추가됨)로 나누어 관리되었다. 즉 부속도서관은 각 교실 도서를 관장하는 

센터 역할을 하였다. 

  도서실이나 연구실 중 일부는 도서 관리와 구입 등을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다. 법

문학부의 경우 “법과 문과 각 따로 도서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법과에서는 각 연

구실 주임이 위원이 된다. 문과에서는 도서위원을 교수, 조교수 중에서 선거한다. 임기 1년이

다. 법문과에서 그 권한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해당 학부의 도서비 경리, 특히 배당 등에 대

해 협의 결정한다. 본 위원회는 도서에 한해 도서관과 동 학부와 사이에서 연락기관으로, 상

호 편익을 인정한다”고 설명된다.9) 이 위원회는 도서관과 학부 사이에 도서관 관련 사항을 

합의한 기관으로 보인다.10) 의학부의 경우 상설 기구는 아니지만 도서를 주문할 때 외국잡지

의 중복구입을 피하기 위해 ‘위원회 비슷한 것’을 열어 연 1회 의학잡지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배포해서 증감을 결정했다고 한다.11) 의학부 도서실은 중앙의 부속도서관과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었다. 

  이와 같은 부속도서관과 학부도서관의 이중체계는 제국대학 도서관체계의 핵심적 특징으

로 지적된 바 있는데,12) 경성제대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중체계

는 소장도서의 점검에 있어서 본관소장 도서 외에는 매년 1회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

에서도 확인된다.13)

9) 「第14次帝國大學附屬圖書館協議會議事錄」(1937).

10) 고문헌자료실 소장으로 있는 「문과협의회 조회 예과 비부 예정 중복도서목록」이라는 자료 제목의 ‘문과협
의회’가 이 기관으로 추정된다.

11) 「第12次帝國大學附屬圖書館協議會議事錄」(1935).

12) 정준영, 2015 「제국일본의 도서관체제와 경성제대 도서관」, 『사회와 역사』105.
13) 「第11次帝國大學附屬圖書館協議會議事錄」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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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서의 확보

  경성제대 도서관이 도서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보관전환’, ‘구입’, ‘기증’이 있었다. 

1926년 장서 상황은 77,477권이었는데, 대부분 구입한 도서였다. 학교설립 초기인 1926년에서 

1928년간 경성제대가 도서구입에 들인 액수는 경성제대 총예산의 20%에 해당한다.14) 경성제

대는 해마다 대략 2만권 내외의 장서를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학보에 경성제대에서 구입

한 특별장서의 목록이 일부 제시되어 있다.15) 

  1927년부터 1931년의 장서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구입’ 항목은 대체로 감소

했다. 대신 ‘보관전환’의 방식으로 확보된 규장각도서 이관으로 화한서(和漢書)가 대폭 늘

어난 것이 확인된다.16) 고문헌자료실 소장 『도서원부』에 따르면 ‘보관전환’과 더불어 

‘보관이전’ 방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7) 

표 2. 1926~1931년 도서수입 종류별분류18)

연도별 구입 기증 보관전환 계

1926년도 76,373 1,130 -  77,503

1927년도 23,759 1,045    118  24,922

1928년도 24,549  904   9,615  35,068

1929년도 25,601 1,285
   138
  2,933

 24,091

1930년도 21,643 1,462
152,407
    87

175,425

1931년도 13,260 2,671
  6,302
  7,854

 14,379

계 185,185 8,497 157,706 351,388

  * 비고 : 보관전환란 내의 굵은 글씨는 불출수(拂出數)임.

 

  한편 ‘기증’을 통해 확보된 도서 비중은 전체 장서량에서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다. 도서 

기증상황이 실린 『학보』 기록을 통해 1927년 4월, 5월, 7월의 기증분에 대해 알 수 있는데 

그 수량은 월평균 70권 정도였다.19) 

14) 정근식, 앞의 논문, 57쪽.
15) 『학보』 8호, 1927.11.5.

16) 규장각도서의 정리에 관한 연구는 김태웅, 앞의 논문 참고.

17) 『도서원부』의 등록번호 1번~11707번까지 책이 조선총독부로부터 ‘보관이전’ 되었다. 더불어 11708~11726
번까지는 대학본부로부터 ‘보관전환’ 된 것이다. ‘보관전환’과 ‘보관이전’의 차이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데, 이 시기 도서관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18) 『학보』 65호. 1932.8.5.
19) 『학보』 3호. 1927.6.5 ; 4호. 19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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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서의 종류 

  경성제대 도서관 소장도서는 귀중도서와 통상도서 2종으로 구분되다가, 1932년 3종(귀중도

서, 통상도서, 규장각도서), 1938년 4종(귀중도서, 통상도서, 규장각도서, 특수도서)으로 구분

되었다. 3장에서 서술할 특수도서는 제외하고 귀중도서·규장각도서에 대해 살피면, 우선 귀

중도서의 경우 지정 양식을 고문헌자료실 소장 「貴重圖書指定伺」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3. 1934년 귀중도서지정표준(假)

화한서(和漢書) 서양서

一. 고사본(古寫本)

 1. 고사회경(古寫繪經)  足利 이전

 2. 고사경(古寫經)      足利 이전

 3. 고문서 – 선명(宣命), 윤지(綸旨), 전권(田
券), 고첩 등  

一. 고사본

二. 고판본

 1. 고판적(古版籍)  (慶長 이전, 1600년경)

 2. 고활자판 (寬政 이전, 1620년경)

 3. 德川 시대 고활자판 ― 寬政天~天明寬政 경
二. 고판본(15,16세기 판)

三. 古版 초간본 三. 동양 관계 고판본(17세기 말까지)

四. 백부 이내 한정본 저명 私刊本 四. 근대 명가 초판본

五. 헌상본(獻上本)
五. 유명 화가 삽회본(揷繪本) 

   例 Blake, W.

六. 절판본
六. 100부이내 한정본 저명사간본 

   例 Morris.
七. 명가 자필본

七. 명가의 자필, 서입(書入), 서명 또는 구장본

(舊藏本)

八. 특이판식, 特異裝釘, 豆本 八. 특수제정본(製釘本)

九. 가격 1책 50엔 이상 九. 가격 1책 50엔 이상

十. 기타 특히 희귀하다 인정되는 것 十. 기타 특히 희귀하다 인정되는 것

 

  다음으로 규장각 도서는 앞서 언급했듯 1928년 10월 29일부터 1930년 11월 29일까지 3차

에 걸쳐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경성제대 도서관으로 ‘보관전환’ 된 것이다. 규장각도서는 

본관에 두었으며 그 취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와 내규가 있었다. 1937년 제14차 제국대

학도서관협의회에서 규장각도서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경성제대는 “본관에는 

규장각도서라는 이름의 특별 수집서가 있다. 본 도서에 관해서는 관계 교관들로 규장각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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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데, 회합은 모두 관에서 알선해 동 도서에 관

한 중요 사항(예를 들면 목판 편성, 도서의 인쇄발행 기타)을 논의한다. 사실상 본 도서에 관

한 관장의 자문기관이며 위원 임기는 제한 없다”라고 발언했다. 

  (4) 열람과 대출

  도서관 열람은 1926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열람은 열람표(1938년 도서관규정 개정부터 학

생은 학생증 사용) 및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에 한했으며, 열람할 수 있는 책의 수는 3부 5책

을 넘을 수 없었고, 도서는 열람실 내에서만 열람해야 했다.20) 대출은 처음 규정에서 “대학

원학생 및 학생은 특수한 사항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지도교관 또는 관계학과 

교관의 보증을 받고 대출”하던 것이, 1930년부터 학부 학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대출가능 도서량과 기간은 직급에 따라 차등적이었다.21)

  경성제대 도서관의 평균 이용 인원이나 열람 책수 등은 어떠했을까? 다음의 표를 통해 도

서관의 열람과 대출상황에 대해 살필 수 있다. 

표 4. 경성제대 도서관 열람 상황(1926년~1943년)

연도 열람인원 열람책수
월평균 일평균

개관일수
인원 책수 인원 책수

1926년도 2,354 4,786 294 598 14 28 171
1927년도 17,677 23,944 1,473 2,000 61 83 288
1928년도 32,508 44,441 2,709 3,703 108 147 302
1929년도 31,304 40,784 2,609 3,399 103 134 303
1930년도 30,990 52,306 2,583 4,359 102 172 304
1931년도 34,634 44,076 2,886 3,673 113 144 307
1932년도 36,740 39,447 3,062 3,287 131 141 280
1933년도 29,827 41,674 2,486 3,473 142 149 280
1934년도 39,605 61,478 3,300 5,123 144 223 276
1935년도 32,957 58,934 2,746 4,911 117 209 282
1936년도 22,264 42,866 1,855 3,572 82 158 271
1937년도 25,680 38,361 2,140 3,197 96 137 279
1938년도 23,721 37,701 1,977 3,142 88 139 271
1939년도 22,911 32,265 1,870 2,687 84 118 274
1940년도 22,434 39,810 1,860 3,318 83 145 271
1941년도 29,569 28,802 1,881 2,400 114 110 269
1942년도 46,017 34,015 3,835 2,835 164 121 280
1943년도 19,486 17,328 1,624 1,444 95 86 204

  * 비고 : 출처는 『학보』 65호, 1932.8.5. ; 1932년 이후 『학보』 각년도 재구성. 1943년도 통계는 

1943년 4월~1943년 12월까지의 누계임(소수점 이하 반올림).

20) 도서관규정 제2장.
21) 도서관규정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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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927년~1932년 관외대출 상황

연도 인원 책 수
월평균

1인당 책 수 비고
인원 책 수

1927년도 1,336 6,331 121 576 4.74 11개월분

1928년도 2,631 14,057 219 1,171 5.34

1929년도 3,193 15,991 266 1,333 5.01

1930년도 3,723 25,845 310 2,154 6.94

1931년도 4,676 34,106 390 2,842 7.29

1932년도 4,856 52,182 405 4,349

  * 비고 : 출처는 『학보』 65호(1932.8.5.). 1926년도 통계 없음. 월평균치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

  위 표의 열람인원과 대출 책 수 등으로 볼 때 1928년경부터 도서관 이용추세가 본격화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 이용자는 증가경향을 보이다가 1930년대 후반부터  줄어드는 것

으로 나타나는데, 1942년의 경우 예외를 보이기도 한다. 관외대출의 경우에도 이용자와 대출 

책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람인원에 비하여 대출 인원이 적은 것은 학

생에게 대출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경성제대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상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식민지의 제

국대학도서관으로서 경성제대 도서관은 일본 제국대학 도서관의 운영시스템을 이식받았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장서를 확보하며 조선 최대 도서관으로 자리잡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경성제대 도서관이 다른 제국대학도서관과의 관계 그리고 조선 내부에서 지닌 역할과 위상

에 대해 살피려 한다. 

2.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와 경성제대 도서관

 Ⅰ.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의 설치 및 활동 

  (1)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의 설치  

  경성제대 도서관은 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일원으로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에 참여하

였다.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東京帝大 부속도서관장의 발의로 1924년 6

월 東京에서 처음 모임을 가졌다. 東京帝大 부속도서관장은 “제국대학도서관들이 학부와의 

관계, 서목 정리방법, 도서의 기증교환, 사무원의 정원과 대우 등에 있어서 각기 특수한 연혁

과 문제가 있음과 동시에 공통의 문제와 이해가 있을 것”22)이라며 각 대학도서관장과 사무

22) 阪田蓉子, 「帝国大学附属図書館協議会の活動, 『図書館学会年報』33(3), 1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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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의 모임을 제안하였다. 협의회는 관이 개입하여 모임을 강제하거나 한 것이 아닌, 부속

도서관들의 필요에 의하여 운용되었다. 협의회는 1924년부터 시작되어 빠짐없이 계속되었으

나, 1940년 京都에서 개최 예정이던 17차 협의회는 무산되었으며, 1942년 19차 협의회가 九
州에서 열린 후 일제의 패전 전까지 개최되지 못했다.

  제국대학 부속도서관들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지만 대학의 형성 경험에 따라 실

제 운영되는 모습은 달랐다. 협의회는 각 대학이 업무 처리의 의문점을 문의하고 의제를 제

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안된 의제와 문의사항에 대해 각 부속도서관이 의견을 내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상황과 경험을 공유했으며, 문제를 해결할 규칙을 만들었다.   

  (2)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의 주요 활동  

  협의회에서는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었는데, 그 중 특히 도서목록 및 분류를 위한 규칙 제

정과 각 도서관 간 상호대차 제도에 주목하려 한다. 협의회는 도서분류와 정리 원칙을 세우

고 공유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실제 간행된 것은 『화한서목록규칙』 1편

뿐이었으나 「제국대학도서관용어집」, 「통일분류표」, 「잡지목록법」, 「일본간행총서목

록」간행작업이 시도되었다. 이는 많은 시간이 요구된 작업이었다. 화한서목록규칙만 해도 

1928년에 처음 제안되었는데 1942년에야 완성되었다. 

  「제국대학도서관용어집」의 경우 1926년 東京帝大에 의해 제안되었다. 東京帝大 도서관의 

재건과 정리에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용어통일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

기 때문이다. 이처럼 협의회 활동은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東京帝大 도서관이 큰 타격을 입

은 후 시작된 것으로, 수도 東京으로 집중되는 것보다 각 지역 거점에 분산된 아카이브를 통

합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에 목적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협의회는 제국대학 부속도서관들 간에 상호이용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였는데, 대표적

으로 ‘제국대학상호열람’, ‘상호대차’, ‘중복도서교환 및 잡지결호보충’ 등이 있었다. 

‘제국대학상호열람’은 1925년 제 2차 협의회에서 北海道帝大가 제안한 것으로 방학 중 학

생들이 각 지역의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였다. 협의회는 또한 상호대차 제

도를 마련하여, 1925년 2차 협의회에서 ‘도서와 잡지를 지장 없는 한에서’ 교환대차하기로 

하였고 1929년에는 상호대차협정을 체결하였다.23)

  특히 상호대차제도는 전쟁이 길어짐에 따라 도서를 확보하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더욱 유

용한 제도가 되었다. 그리고 상호대차 중 분실, 소실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복사와 사진을 

이용한 상호대차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요금을 표준화하는 문제가 논의되

23) 이 때 체결된 상호대차협정은 일본문고협회, 1930년 5월 『圖書館雜誌』 제126호에 소재하며,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貸出係, 『相互貸借關係書類 借受之部』(1930~1943)에 실려 있다. 



- 13 -

회차 연도 개최지  경성제대 제출의제 

4차 1927 九州

학생에게 도서 및 도서관 이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는 방법

기증도서의 평가방법

복본 교환의 건 

총서목록편찬방법 및 그 촉진에 대한 건

협의회의사록 공개의 건

각 학부와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총예산과 도서관 경비(인건비, 총 소용 

경비)의 요구와 배부에 대해서는 도서관장의 참가와 발언을 인정해

야 한다는 건

화한서의 형장(形狀)기호법 표준결정의 건 

기증도서목록을 매월 교환하는 건

관장 위임사항에 대하여 듣고 싶음

관원의 지적 수양방법에 관한 시설에 대하여 듣고 싶음  

희구서를 복제할 때 다른 대학에 미리 통지하여 필요 유무를 문합할 

것을 미리 문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함

관원의 보건에 필요한 설비에 관한 건 

살충방법과 설비와 폭서(曝書) 효과 여하

작년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서우대에 관한 건의 경과를 듣고 싶음

5차 1928 北海道

각 대학 부속도서관원(용인 포함) 수 및 사무분담 상황을 듣고 싶음 

미완도서 수입(受入) 방법

제본비를 도서가격 가산하는지 여부

화장본(和裝本) 및 축물(軸物)의 설치방법을 듣고 싶음 

카드목록 복제의 좋은 방법을 듣고 싶음

6차 1929 臺北
협의회 중에 매년 순차로 계별 교체하여 부회를 설치할 것

매년 6월 말에 다음과 같은 조사표를 교환할 것 

 ― 인원수와 배치(前年 말)

기도 했다.

 Ⅱ. 경성제대부속도서관의 협의회 활동과 그 성격

 

  경성제대 도서관은 개교 이듬해인 1927년 제4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마지막 회의인 19차 

회의까지 참석했다. 협의회에는 대부분 도서관장이 직접 참석했다. 제8차(1931), 제16차(1939) 

협의회는 경성제대 도서관이 개최했다. 경성제대부속도서관이 협의회에 참가하면서 제안한 

의제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 경성제대도서관 제출 의제목록(4차~19차)24) 

24)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 편, 1939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의제목록-1차~15차』; 「帝國大學附屬圖書館協
議會議事錄」 1-16, 18-20차를 참고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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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도서비와 장서통계, 열람통계, 신문잡지통계

신착신문잡지의 수 년 증가 수와 현재 수를 듣고 싶음

부속도서관 주최 전람회 강연회 개최 사실과 상황을 듣고 싶음 

별치도서에 부여할 기호와 그 기호에 편부(便否)를 듣고 싶음 

도서관에 있는 각계의 정리통계를 듣고 싶음

7차 1930 東京
각 도서관 현행 도서관 배열표(同一分類綱目 中)에 대하여 듣고 싶음

학생열람도서의 일시보관에 관한 실시 내용. 기한과 가부(可否)등에 대

하여 듣고 싶음 

8차 1931 京城
각 도서관이 현재 비치하고 있는 도서목록의 종류와 앞으로의 계획

학생의 타관열람에 관한 합의가 교관에게도 미치는 것인지 여부

<일본간행총서목록>에 관한 건 

<화한서목록편찬규칙제정>에 관한 건 

9차 1932 京都 각 도서관 특별 집서(集書)의 명칭과 책 수와 성질의 개략을 듣고 싶음

10차 1933 東北

목록편찬상 중국 시문 도서 서명 읽는 방법 및 그 로마자 표기법을 결

정하는 건 

공립도서관직원령의 개정에 따라 제국대학사서관과 제국대학사서에 관

한 법규 개정이 필요할지의 문제

불명도서의 처치법에 관하여 듣고 싶음(특히 본관 관리에 속하는 것) 

11차 1934 九州
4차, 6차 협의회에서 결정된 ‘의사록 공표’의 실행촉진에 관한 건

귀중도서보관 상황을 듣고 싶음

제본비를 도서가격에 가산하는 건

12차 1935 北海道 국내신간도서의 완전한 목록 간행의 기운 촉진의 건

외국잡지신문의 구입에 대하여 최근의 경험을 듣고 싶음

13차 1936 大阪 외국신문잡지구입에 관한 건 

협의회의사록은 폐회 후 빨리 완성배포할 것에 대해 상호노력할 건 

14차 1937 臺北

도서관사무에 관한 조회 및 회답은 지장이 없는 한 조회하는 관에서 

제대의 각 관으로 배포하는 건

제본 관계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듣고 싶음 

 1. 본년도 제본단가

 2. 관내 혹은 학내제본소(직영)의 제본능력과 책 당 평균 단가 

 3. 2의 제본 직공 수와 대우 상황

 4. 관내 혹은 학내제본소에 청부제도로 제본을 한다면, 그 상황과 가

부(可否)

입고 검색자의 취체 현황을 듣고 싶음 

전임 서고계 유무와 그 분장사항, 인원 또는 서고계와 겸무의 계명 등

을 듣고 싶음  

15차 1938 東京
영구보존신문에 관해 다음의 사항을 듣고 싶음

 1. 현재 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열람 공용 중인 신문명(영구보존의 것

에는 *인을 찍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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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본방법, 서고 내 배열방법 및 보관상 서고서가 기타의 특별한 시

설의 상황

외국잡지 구입에 관하여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의 이름으로 청원하

는 건    

16차 1939 京城
전국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의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 결성에 관한 건

<화한서목록규칙>에 관한 건 

인문과학에 관한 <학술잡지목록편찬> 발행의 건

17차 1940 京都 *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음

18차 1941 東北 * 협의회 의제가 발의한 기관 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 

19차 1942 九州 중복도서 교환에 관한 건 

 

  경성제대가 협의회에 제안, 문의한 것의 상당수는 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경험 공유 

요청이었다. 도서 정리, 서고 관리,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이 제출의제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늦게 출범한 경성제대는 협의회를 통하여 도서관 관련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1929년 6차 협의회에서 경성제대는 전람회, 강연회 사업에 대한 경험을 문의했는데, 이

를 바탕으로 1931년 5월에는 경성제국대학 창설 7주년 기념 고서(古書)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경성제대는 협의회가 추진한 주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목록 작성의 경우, 8차 

협의회에서 「일본간행총서목록」과 「화한서목록편찬규칙제정」에 관한 건을 발의했다. 12

차 때는 신간도서 목록작업 촉진에 대한 건을 제출했다. 경성제대가 제출한 의제는 아니지

만, 1933년 10차 협의회에서는 만주사변 이후 만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만몽(滿蒙)관

계 문헌목록교환의 건이 논의되었는데, 이 때 경성제대는 교관들이 시찰 후 각자 작성한 것

도 있고 현재 경제연구실에서 만몽관계 포함 목록을 작성중이라며 협의 후 목록을 교환하겠

다고 답변했다.

  제국대학도서관 간 상호대차의 경우, 처음 참석한 4차 협의회에서 ‘제국대학상호열람에 

관한 협정’이 경성제국대학으로 확대되었다. 경성제대의 상호대차 이용 상황은 현재 서울대

학교중앙도서관 고문헌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상호대차관계서류」을 통하여 확인된다. 이 

문서의 제일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1929년 12월 12일 기안으로 기록되어 있는 九州帝
大와의 상호대차 건이다. 상호대차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차수(借受)와 차출(借
出)로 나누어 관리되었다. 중복 도서의 교환 또한 이루어졌는데, 고문헌보관실 소장 「보관전

환서류철(1933~1934)」25)에 九州帝大와 교환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도서의 유입 통제 때문에 외국학술잡지 구입이 어려워졌다. 

제국대학도서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외국도서 및 잡지의 유입 곤란’을 외치며 대비책을 찾

았고, 당시 상황을 학술상 위기로 인식했다. 경성제대 도서관은 1938년 15차 협의회에서 

25) 이 자료의 속표지는 “대출계, 『昭和8년부터 昭和19년까지 장서관계서류철』”이므로, 현재 표지의 연도
(1933-1934)는 1933-1944의 오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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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전문학술잡지는 대학에서 연구상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외국 잡지 구입에 관해 

제국대학부속도서관 협의회의 이름으로 청원하는 건’을 제안해,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되었다. 서양서 부족이라는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시 일본-독일 간 도서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경성제대는 1942년 19차 협의회에서 서양서 증가수단으로 일-독 

교환 외에도 일-이탈리아 도서교환을 이용하고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국대학도서관들의 입장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다. 일제가 태평양전쟁으로 전쟁

을 확대한 이후 열린 19차 협의회에서는 시국을 반영하여 남방 관련 문헌을 상호교환하자는 

의제가 접수되었다. 臺北帝大의 경우, 대만총독부가 臺北帝大 부속도서관·총독부도서관·남

방자료관을 중심으로 남방문헌을 망라해서 종합도서목록을 편찬하려 한다고 소개하며 적극

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경성제대는 취지는 좋지만 인원이 부족하다며 실행에 곤란함을 

표명하였다. 이 건은 결국 현실적으로 현재 각관에서 가능한 범위의 것을 작성하여 교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즉 협의회의 논의는 각 제국대학간 입장차를 보여준다. 게다가 일본 내지에 위치한 제국대

학과 식민지에 위치한 제국대학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으니, 제국대학의 관할 문제였

다. 문부성 관할이었던 내지 제국대학과 달리 경성, 대북제대는 각 총독부 관할이었다. 이 문

제는 ‘제대교직원인명록’ 발간 의제에서 기존의 ‘문부성직원록’에는 경성, 대북제대의 

교직원이 포함되지 않아 무의미하므로 제국대학만의 것이 필요하다는 경성제대의 발언에서 

드러난다. 식민지 소재 제국대학도서관은 이처럼 ‘외지’에 있더라도 ‘제국대학’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10차 협의회에서 경성제대가 ‘공립도서관직원령 개정에 따라 제국대

학사서관·사서에 대한 법규 개정 필요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공립도서

관 관장 및 사서에 대한 대우가 개선되면서 제국대학도서관직원 대우와 균형을 잃었다는 것

이다. 경성제대는 자신들은 문부성 소속이 아닌 조선총독부 소속이므로 이 법령개정에 따른 

영향은 없다면서도, “내지의 대학에서 이에 대해 운동할 의향이 있다면 협력하려는 생각”

이라며 제국대학사서관·사서의 특권을 지키자는 식으로 발언했다. 즉 협의회는 경성제대 도

서관이 ‘제국대학 도서관’의 한 성원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며 자리매김하려 한 자리였다. 

  이처럼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경성제대 도서관의 위상을 살필 수 있다. 

경성제대도서관은 ‘제국대학’ 도서관으로서 협의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를 갖추

며 통일성을 기했다. ‘식민지’ 도서관으로서 다른 도서관들과 소속이 달라 이해가 없었음

에도 불구하고, 제국대학 사서관과 제국대학 사서에 관한 법규 개정을 제안한 것은 경성제대

도서관이 ‘제국대학’의 일원임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

라 도서 구입이 어려워지자 각 대학은 상호대차를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였고 경성제대 역

시 이에 적극 참여하여 어려움에 대처하였다. 만주사변 이후에는 적극 만몽 관련 목록 배포

에 나섰는데, 이는 경성제대의 사명이 만몽의 개발이라고 주장될 정도였던 식민지 조선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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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학으로서의 정체성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조선 내 경성제대 도서관의 역할과 위상

 Ⅰ. 학외대출을 통한 지식유통

  ‘제국대학’이라는 정체성은 식민지 조선 내에서 지식 유통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경성제대 도서관은 장서라는 물질적 매개를 통해 지식유통과 보급에 관여했

다. 일반열람 및 대출은 통계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장서가 읽혀졌는지 내용을 확인하기 어

렵지만, 학외대출의 경우 서류가 남아 있어 지식유통의 실례로서 검토할 수 있다. 학외대출

은 제국대학 간 상호대차와 별개로 도서관규정의 ‘제(諸) 관청, 학교 등에서 도서 대출의 

조회가 있을 때는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해 대부한다’는 사항에 따라 이루어졌다. 고문헌자료

실 소장 『貸出關係書類 學外之部(一)』은 1929년부터 1945년까지 경성제대 도서관의 학외대

출상황을 보여준다.

  (1) 학외대출의 절차와 시행

  경성제대 도서관의 학외대출은 제국대학 간 상호대차와 유사한 절차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기관은 우편신청서를 통해 도서를 대출할 수 있었다. 도서관에서는 대출을 승

인한 후 현품 도서를 발송하면서 ‘상호대차도서발송표’를 발행하였다. 도서를 수취하면 

‘차용증’을 보냈다. 또 도서 반납이 완료되면 도서관에서는 ‘도서반환 수령증’을 보냈

다.

  학외대출기간은 15일이었는데 반납이 늦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이는 우편으로 도서

를 대출한 경우에서 자주 보이며, 경성제대 소속 교직원이 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채 퇴직 혹

은 사망하여 학외대출로 취급된 경우도 있다. 조선사편수회 회원으로 활동한 조선사 강좌의 

이마니시(今西龍)가 사망하자 대출도서를 그 아들에게 반환청구한 경우나, 법학부 교수로 재

임하다 1940년 사임한 야스다(安田幹太)에게 바로 반납독촉장이 발부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반납독촉에 따라 대리 반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貸出關係書類 學外之部(

一)』에는 최남선의 명함이 부착된 서류가 있는데, 이 명함은 예과 교수였던 타다(多田正知)

가 교수직을 그만둔 후 최남선에게 대리 반납을 맡긴 사정으로 첨부되기에 이른 것이다. 

  (2) 조선총독부 관할부서의 ‘참고상 필요’를 위한 학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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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일 반납일 대출처 도서명 비고
1932.12.27. 1933.1. 조선총독부학

무국장 四禮便覽 8권 2책 공무상 필요로 
대출

1933.11.4. 1933.11.16. 조선총독부 식
산국장

오주연문장전산고 
권2, 4, 5, 7, 10, 11, 19, 22, 
47, 49, 58

어류에 관한 고
문헌 조사를 위
한 필요

1933.11.16. 1933.12.13. 조선총독부 식
산국장

오주연문장전산고 권16, 21, 25, 
31, 32, 33, 34 35, 37, 45, 48, 
57, 59

어류에 관한 고
문헌 조사를 위
한 필요

1933.12.8 1934.1.9. 조선총독부학
무국 편찬과장 대동여지도 22책 교과서 편찬상 

참고

1934.10.26.
조선총독부 학
무국 편찬과
森又四郞

退溪言行錄 3책
退溪年譜 1책

1935.8.22 1935.8.27 조선총독부 학
무과장

白雲和尙語錄 附解題 
2책

1935.11.21 1935.12 조선총독부 식
산국

서유구, 임원경제지 권1, 15, 
16, 17. 4책 

어류에 관한 문
헌조사를 위해 
대출신청

1936.2.6 1936.2.18 조선총독부 학
무과장 三輪物語 神道叢說 1책

1936.2.29 1936.3.31 조선총독부 학
무과장 三輪物語 神道叢說 1책

1936.9.5 1937.1.25 塩原 秘書官 (이완용 등 편), 증보문헌비고 
卷首, 3, 6, 7 4책

1936.11.10 1936.11.18
조선총독관방 
심의실 수석 
사무관 秋山昌
平

M. V. Brauchitsch,
Verwaltungsgesetze für 
Preussen. 3(cop.2) 1책
Robin, Traité théorique et 
pratique de l'expropriation 
pour cause d'utilité punlique 1
책

1936.11.18 1937.1.22 조선총독관방 
문서과장 

景德傳燈錄 10책
續傳燈錄 6책

1936.11.21 1936.12.15 조선총독부 재
무국장

薪島鎭地圖 1책 
龍川府地圖 1책 
龍川府邑誌 1책 
龍川郡邑誌 1책 
經理院平安北道各郡公土賭穀賭
錢稅錢殖利錢納未納成冊 2책 

조사상 필요

표 7. 조선총독부 관할부서의 학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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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4

1937.1.22 1937.5.17
加藤灌覺
( 조 선 총 독 부 
학무국 촉탁)

高麗板大藏經 內 (第122冊目)
金剛般若波羅密經 1책

1937.6.3 1937.10.21 경성동대문경
찰서장

鄭鑑錄 (12371) 1책
鄭鑑錄 (12620) 1책
朝鮮叢書 第三  1책

1938.9.26 1939.2.23 경성지방법원
大正二年東洋學報第三卷 1책 
(服部宇之吉의 ‘宗法考’ 등재된 
것)

1940.6.13 1940.6.26
조선총독부 농
림진흥과장 대
리 사무관 秋
山昌平

林園十六志(원제 임원경제지) 
(奎6565) 52책
靑邱指掌 (古4650 151)

집무상 참고

1940.5.22 조선총독부내
무국 사회과장

救荒撮要  
1책  

1941.5.14 1941.5.16 조선총독부 학
무국 편찬과 滄洲遺稿 7책 

1941.5.16 조선총독부 학
무국 편찬과

日本智囊 3책
遠思樓詩鈔 4책

대출일 반납일 신청자 도서명 비고
처리

여부

-
1934.6.5.

이전

徐斗銖
26) (진남포 

상공학교)

Walzel, Gehalt und gestalt 

im kunstwerk des dichters 1

책

반납한 책을 받았으

며 반납수령증을 동

봉해 보낸다는 내용

표 8. 조선인 학외대출 신청자

  학외대출 중 가장 많은 경우는 조선총독부 산하 여러 부서의 대출이다. 가장 자주 도서를 

빌려간 곳은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찬과로, 교과서 및 각종 편찬업무를 위해 참고문헌을 대출

한 것으로 보인다. 학무국 외에도 다양한 부서에서 공무를 위해 장서를 열람 및 대출했다. 

특히 식산국과 재무국, 농림진흥과에서는 정책수행상 참고를 위해 지도나 읍지, 백과사전의 

성격을 지닌 문집자료를 이용했다.  

  (3) 조선인 대출신청과 대출거절의 경우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관외대출 이용자 중 조선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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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4.6.28.

金正中
27)

(경기도 

용인군 

水餘면 용

인금융조합)

朝鮮社會經濟史 
庶民金融
無盡と契の硏究
中小農商工業者に対する金融
に就て

産業組合主義經濟組織の話
産業組合は中小商業者を壓迫
しているか

전 경성제대 직원 鄭
泰植으로부터 대출함

- -

尹行重
28) 

(보성

전문학교

교수)

Gottl-Ottlilienfeld, Friedrich 

von, Die Wirtschaftliche 

Dimension, 1923 1책

Wirtschaft als Leben 1925 1

책

Bedarf und Deckung 1928 1

책

Wirtschaft und Wissenschaft, 

1931 2책

Der Mythus der 

Planwirtschaft 1932 1책

Zeitfragen der Wirtschaft 

1934 1책

Schmollers fahrbuch Jg.47, 

Jg.53 Heft 1, Jg58 Heft 1 3

책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aatswissenschaft Bd.88 

Heft 1. 1책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 Bd59 1책

Finanz-archiv, Neue Folge, 

Bd4 Heft4 1책. 총 13책

1941년 7월 29일 신

청. 8월 28일까지 1

개월간 대여를 의뢰.

본 건은 관계 교관

(敎官)의 희망도 있고 

전례가 되는 일이므

로 허가하지 않는 것

으로 결정되었음. 공

문 회답 없이 본인에 

그 뜻을 통지.

대출

거절

26) 서두수(1907~1994)는 경성제대에서 일본문학을 전공했다. 1938년부터 이화여전 일본문학 교수를 지냈으며 해
방 후에는 연희전문과 경성대학 등에서 국문학을 강의했다. 1949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을 맡았으나 4개월 만
에 사임, 미국유학 후 하버드 대학과 워싱턴 대학에서 한국학을 강의했다. 경성제대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한 
1934년에는 진남포 상공학교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충우, 1980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박상
현 외, 2012 「경성제대 ‘국문학(일본문학)’ 전공자 서두수 연구」, 『일본문화연구』42 참고.

27) 김정중(1907~?)은 경성제국대학 법과를 졸업했다. 신흥금융조합(新興金融組合) 이사, 오로금융조합(五老金融組
合) 이사. 조선판석공업주식회사(朝鮮板石工業株式會社) 지배인, 흥남공전(興南工專) 교원, 대한금융조합연합회 
조사역(調査役) 등을 지냈다. (출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인물자료) 한편 조선공산당 사건과 관련된 
경성제대 법과 조수 정태식(鄭泰植)을 통해 대출된 것이 눈길을 끈다. 

28) 尹行重(1904~ ?)은 京都제대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보성전문학교에서 경제학을 강의했다. 1945년 12월 경성대
학 법문학부 경제학 교수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월북하여 북한 학계에서 활동했다. 1959년 자유주의자 및 반
당 혐의로 처벌받은 후 활동은 알려지지 않았다. (출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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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외대출을 신청한 조선인은 모두 3명으로, 이 중 서두수와 김정중은 경성제대 졸업생이었

다. 한편 1941년 윤행중의 신청건은 대출이 거부되었다. 윤행중은 교토제대를 졸업하고 보성

전문학교 교수로 근무하였는데, “관계 교관(敎官)의 희망도 있고 전례가 되는 일이므로 허

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다. 윤행중은 교토제대에서 일본 맑스주의 경제학의 선구

자로 여겨지는 가와카미(河上肇)의 가르침을 받았다. 윤행중은 1939년 ‘전향’하였다고는 

하나,29) 그의 대출신청이 거부된 데에는 전시체제하 사상통제라는 시국상황에서 그가 지녔던 

학문적 배경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조선학 자료의 중심으로서 경성제대 도서관

 

  윤행중 외 거절사례로는 두 건이 더 있다. 1934년과 1935년 후쿠오카현 독서주간 전람회에 

장서를 대출해달라는 신청이 거절된 것이다. 요청한 자료는 ‘하해항만(河海港灣)의 발달 또

는 변천’ 으로 조선과는 관계가 없었다. 경성제대 도서관은 조선 내 여러 기관에 전시회 출

품을 위해 장서를 대여해주었는데 모두 소장 고도서나 희귀본, 조선학 관련 학술서였다. 즉 

경성제대 도서관은 조선 내에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서적을 전시하여 일반에 알리는 데

에는 협조했지만, 그러한 의미가 없는 대출요청에 대해서는 거절을 표시했던 것이라고 여겨

진다.

  경성제대 도서관의 학외대출자료 중 가장 많은 경우는 조선 관련 도서였다. 특히 

1928~1930년 총독부 학무국에서 경성제대 도서관으로 이관된 규장각 도서가 학외대출의 주

요 대상이었다. 규장각도서는 식민당국의 업무수행을 위한 중요 참고자료였으며, 조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연구를 위한 필수 자료였다. 경성제대 도서관에서 여러 책들이 대출된 

배경에는 경성제대 도서관 장서의 높은 학술적 가치가 있었으며, 그중 규장각 도서를 비롯한 

고서가 식민지 조선 연구와 동양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서에 대

한 영인 사업도 이루어졌는데, 『조선왕조실록』의 영인사업을 위한 학외대출서류 등이 남아

있다.

 Ⅱ. 조선 도서관계 선도

  (1) 조선 최대 도서관으로서의 위상

  경성제대 도서관은 장서를 통해서 조선 내 학술지식의 유통에서 중심이 된 것에 더하여, 

29) 이상호, 2009 「윤행중의 ‘이론경제학’과 한국의 맑스주의」, 『한국인물사연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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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규모와 운영상 조선 내 도서관들의 정점에 서 있었다. 장서 수로 경성제대 도서관은 관공

립도서관은 물론이고 다른 전문학교 도서관을 압도했다. 1931년 기준으로 경성제대 도서관의 

장서 수는 35만권을 넘었으며, 1945년에는 55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했다. 이는 현재 국립중

앙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총독부도서관30)이 1923년 2,022권, 1930년 91,678권, 1935년 134,947

권, 1940년 206,790권, 1945년 284,467권의 장서를 보유한 것과 대비된다.31) 사립전문학교의 

경우 1935년 당시 연희전문 49,000여권, 보성전문 3만여권, 이화여전 16,000여권의 장서량을 

보여 경성제대 도서관 장서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 도서관의 정점이라는 경성제대 도서관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행사가 1935년 경

성제대 강당에서 개최된 일본도서관협회 주최 제29회 전국도서관대회이다. 참석자는 조선 

93, 내지 66, 대만·만주 22, 합계 181명이었다. 여기에서는 우가키 총독이 직접 “도서관에 

대한 두 개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이 대회에는 대학총장 초대 오찬과 경

성제대 도서관 고서전람회 관람일정이 포함되었다.32)

  경성제대 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은 각종 도서관련 전람회와 강연회 등 일반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자주 주최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특히 1931년 5월 2일에 열린 경성제대 창설 

7주년 기념 고서 전시회에서는 조선본(朝鮮本)과 중국본(中國本) 2종으로 나누어 역사서를 중

심으로 규장각 도서를 전시했다. 이는 당시 규장각 자료를 경성제대가 독점한다며 조선인 학

계에서 반발이 이는 상황을 배경으로,33) 경성제대 도서관이 학술적 위상과 힘을 보여주며 대

중을 압도하고 선전 효과를 창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1931년 10월 3일과 4일에는 활자본

(活字本) 전시회를 법문학부 강의실에서 개최하고 일반에 공개했는데,34) 이는 제8차 제국대

학도서관협의회가 경성제국대학에서 개최된 것과 맞추어 이뤄졌다.35) 1933년 12월 5일과 6일

에는 법학과 부속정리실에서 ‘신문 절발(切拔) 정리사업 및 각국 신문지 전람회’를 개최했

다.36) 1936년에는 개학10주년을 맞아, 도서와 사무의 전람회를 개최하여 희귀본 약 천여 종

을 진열했다. 이 전람회는 우가키 총독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관하였다.37) 또 ‘월례

담화회’라는 이름으로 매월 강연회가 열리기도 했다.

30) 조선총독부는 1923년 11월 조선도서관제를 칙령으로 공포하고 조선총독부도서관을 창설하였다. 현재 국립중
앙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조선총독부도서관은 총독부 직할의 관립도서관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 1973 『국립중
앙도서관사』 국립중앙도서관 발행 참고.

31) 국립중앙도서관, 1973 『국립중앙도서관사』, 201쪽.

32) 『朝鮮之圖書館』 제22호(1936년 1월).
33) 『조선일보』 1931년 5월 3일자.

34) 『東亞日報』 1931년 9월 29일자. “조선고서전람회 성대도서관주최”
35) 『朝鮮之圖書館』 제2호(1931년 12월). 28쪽.

36) 이 사업의 결과가 현재 고문헌자료실 소장 ‘新聞切拔’ 자료이다. 김대호·정상우, 2010, 「서울대학교 고문
헌 자료실 소장 ‘신문스크랩’ 해제」, 『古典籍』6 참고.

37) 『朝鮮之圖書館』 제25호(1936년 10월).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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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선도서관연구회와 경성제대 도서관의 선도적 활동

  

  경성제대 도서관은 조선 도서관 중 정점에 서서 도서관계를 선도하는 역할 또한 맡았다. 

그러한 선도는 도서관 단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선 도서관 단체의 시작은 경성도서관연구

회로, 1926년 3월 경성제대 도서관, 조선총독부도서관, 철도도서관,38) 경성부립도서관39)을 주

축으로 조직되었다.40) 이는 1928년 조선 전체 규모인 조선도서관연구회로 이어졌는데, 경성

제대 도서관 사서 세키노(關野眞吉)가 새롭게 “도서 및 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또

한 조선도서관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회를 만들자고 제안한 데 따랐다.41) 이에 

조선총독부서관, 경성부립도서관, 경성제대도서관, 총독부문서과, 철도도서관에서 1명씩으로 

창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3월에 규칙을 제정했다. 조선도서관연구회는 1931년에는 규칙을 

개정하고 연 6회로 잡지 『朝鮮之圖書館』을 발간했다.42)

  경성제대 도서관은 조선도서관연구회 활동과 잡지 발행을 주도했다. 1933년, 조선도서관연

구회 회칙이 개정되어 임원진이 구성되었는데, 첫 회장은 경성제대 도서관장 오오타니(大谷
勝眞)가 맡았다. 경성제대 사서관 요시무라(吉村定吉)는 1934년 부회장, 1935년 회장이었으며, 

이때 사서 세키노가 기관지 편집장을 맡는 등, 경성제대 도서관 소속의 임원진 참여가 두드

러졌다. 기관지 『朝鮮之圖書館』의 발간도 요시무라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조선 전역의 도

서관을 독자층으로 가진 『朝鮮之圖書館』는 매호 3~4편의 논설 기사를 싣고 도서관계의 뉴

스 기사를 그 뒤에 전달했는데, 논설 기사의 필진으로 경성제대 도서관 직원의 활약이 두드

러진다. 창간호에는 요시무라가 3편의 글을 기고했고, 제2호에는 조선인 촉탁이었던 김진섭

의 글이 실렸다. 경성제대 교수진도 『朝鮮之圖書館』에 자신의 전문분야에 관한 글을 기고

했다. 

  이처럼 경성제대 도서관은 『朝鮮之圖書館』간행을 비롯한 조선도서관연구회 활동에 앞장

섰다. 경성제대 도서관 직원들은 연구회 주최의 도서관 관련 지식 보급을 위한 ‘강습회’에

서 강사로 활동했다. 외국 도서관 잡지의 최다 구독처도 경성제대도서관이었으며, 구독상황

을 도서관연구회 회원들에 알려 공유했다.43)

38) 철도도서관은 1920년 만철경성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으며, 1925년에는 이를 총독부 철도국에서 직
영함에 따라 관명을 철도도서관으로 개칭하여 관립으로 운영한 것이다.

39) 경성부립도서관은 1922년 경성부고시에 따라 설립되어 공립으로 운영되었다. 
40) 국립중앙도서관, 1973 『국립중앙도서관사』 231~232쪽.

41) 『朝鮮之圖書館』 창간호(1931년 9월), 67쪽.

42) 『朝鮮之圖書館』 창간호(1931년 9월), 61쪽. 
43) 『朝鮮之圖書館』 제15호 (1934년 3월) 별책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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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전시체제기 도서관 통제와 위상변화

 

  (1) 조선 도서관계의 재편과 주도권 변화

  조선의 도서관계를 선도하던 경성제대 도서관의 위상은 1936년 조선도서관연구회 회칙 개

정으로 회장제가 폐지되며 달라지기 시작했다. 1937년 1월 조선총독부는 조선독서연맹을 창

립하고 도서보급운동을 전개했고,44) 1937년 만주국에서 개최된 전국도서관대회에서는 도서관

을 “문서선전기관”으로 규정하였다. 1939년 7월에는 조선도서관연구회가 조선도서관연맹으

로 전환되며 회칙에서 이사장으로 조선총독부도서관장을 추대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경성

제대 도서관은 관공립도서관 중심의 조선도서관연맹에 가입하지 않았다. 1938년 『朝鮮之圖
書館』의 발행중단과 1939년 조선도서관연구회 해소 및 조선도서관연맹 창립은 경성제대 도

서관이 조선의 도서관계에 개입할 발판이 사라졌음을 의미했다. 

  도서관계의 분위기는 연구 중심에서 사상통제 중심으로 변화했다. 도서관의 목적이 사상 

선전과 ‘동원’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경성제대 도서관은 도서배급에서도 뒷전이 되었다. 

또한 일본 내지나 만주보다 조선의 도서배급이 나쁘다고 파악되는 상황이었다.45) 전시체제하 

도서관의 신간도서 수집도 전쟁수행 및 선전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데 치중

되었다.46)

  (2) ‘특수도서’의 등장과 그 성격

  이처럼 전시체제기 도서관은 ‘동원’과 ‘검열’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경성제대 도서관

은 원래부터 검열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은 ‘금서’로 단속한 도서 열람

을 금지했지만, 경성제대에서는 이러한 도서들을 교수연구실에서 열람할 수 있었다.47) ‘제

국대학’의 권위상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즉 총독부의 검열과 금지, 통제에도 불

구하고 제국대학의 학문적 필요는 그 열람을 정당화했다.48)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 공공도서

관과 대학도서관의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경성제대 도서관은 식민지의 다른 고등교육기관과도 별개의 기준을 적용받았다. 1938년 2

월 경찰은 연희전문학교와 이화여자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를 불시 습격하여 수백권의 ‘불

44) 국립중앙도서관, 앞의 책. 212쪽. 조선독서연맹은 그 사무소를 조선총독부도서관 사회과에 두고 지부를 각도
에 두었으며, 규약 제2조에서 “본 연맹은 도서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의 향상 발전에 노력함과 아울러 교화사
업과 제휴하여 일반사회의 進運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45) 「第19次帝國大學附屬圖書館協議會議事錄」(1942).
46) 『文獻報國』 제4호 (1938년 3월) 7~12쪽.

47) 곽동철, 1986 「일제치하의 도서검열과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석사논
문. 53~55쪽. 

48) 곽동철, 위 논문, 43쪽.



- 25 -

온도서’를 압수했다. 전문학교 도서관뿐만 아니라 관내 서점의 도서도 압수되었다.49) 그러

나 경성제대에서는 이러한 압수 대신 ‘특수도서’라는 도서 항목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특수도서’는 1938년 4월 추가된 도서종류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 내규가 존재했다. 이 내

규는 현재 확인되지 않지만, 협의회 의사록을 통해 특수도서의 성격을 추측할 수 있다. 1938

년 11월의 제15차 협의회에서 ‘秘’인을 찍은 경우에 대한 논의가 등장했다. ‘여러 관청 

기타의 출판물 중 秘 인을 찍은 경우, 열람금지기간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관청 등 간행

의 비본(秘本)에 관해, 그 소위 ‘秘’의 정도를 명확하게 하고자 협의회의 이름으로 각 발

행소에 청구하는 건’이라는 의제에 대해 경성제대는 “경성에서는 ‘秘’는 거의 비급(秘
扱)으로 하고 있다. 시절상 그러한 것으로 대학이 세간의 오해를 부르는 것 같은 일이 없도

록 한다. ‘秘’라고 되어 있으면 비급으로 두는 방법으로 하면 어떤가”라며 조심스러운 접

근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열람금지도서에 대한 문제는 군국주의로 치닫는 국가와 학문의 권리 및 대학자치

를 주장하는 제국대학 간 갈등이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했다. 1941년의 19차 협의회에서는 

“시국에 따른 비급의 관청 출판물 특히 통계서류”에 대한 의제도 등장하는데, 흥미로운 점

은 “학술연구상 관청출판물 특히 통계서류가 필요한데 시국상 비급으로 배포되지 않는 경

우가 다수로, 연구상 지장을 준다”라는 논의이다. 협의회는 “본 협의회의 이름으로 청원서

라도 낸다면 선처할 것처럼 답변이 있었”다면서, 절대 공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기획원

에 각 도서관장 명의로 공개청원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50) 전시체제하에서도 협의회가 ‘제

국대학’으로서 학문적 자율성을 요구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경성제대의 경우, 당국과 대학 간의 갈등은 ‘대학자치 붕괴’로 이어졌다. 식민지라는 특

수성에도 불구하고 제국대학 특유의 대학 자치와 학문적 자율성은 경성제대에서도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1939년을 전후해 경성제대에 대한 통제 정책을 펴며 ‘리버

럴’한 성향의 교수들에 대한 퇴진을 요구했다.51) 이런 시기에 도서관의 분위기는 어떠했을

까. 경성제대 도서관은 원래 교양도서를 주로 두었던 신간도서대에 시국에 관계가 깊은 책을 

비치하고, 전쟁 수행 지역을 지리적으로 알 수 있도록 열람실에 새 지도와 지구의를 두었

다.52)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특수도서’라는 분류는 ‘제국’의 전시체제

기 질서와 ‘제국대학’의 위상이 맞물리는 와중에 생산된 범주로 여겨진다. ‘특수도서’라

는 규정은 조선의 다른 사립전문학교와 달리 총독부의 압수에서 도서를 지켜내며 제국대학

의 체면을 유지시켰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이 시기 경성제대 도서관의 모습 중 두 가지를 언급하려 한다. 하나는 도서관장 인

49) 『동아일보』 1938년 2월 26일 및 27일자.
50) 「第19次帝國大學附屬圖書館協議會議事錄」(1942).

51) 정준영, 2009 위 논문 및 정준영, 2011 「식민지 제국대학의 존재방식 - 경성제대와 식민지의 ‘대학자치
론’」 『역사문제연구』 참고.

52) 「第19次帝國大學附屬圖書館協議會議事錄」(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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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으로, 1939년 6월부터 일제 패전까지 도서관장은 상의회 위원과 위원장, 1933년 제3대 도

서관장을 맡기도 했던 로마법강좌 교수 후나다(船田享二)였다. 그런데 후나다는 '리버럴'한 

인물로 평가되는 동시에,53) 상당한 정치적 관계자본을 지닌 인물이었던 점이 흥미롭다.54) 다

음으로 1940년 전문 개정된 도서관규정에서 ‘귀중도서’에 대한 대출규정이 변화했다는 점

이다. 귀중도서 대출 범위가 교수·조교수·강사·예과교수로 축소되었고, 기간은 개교 이래 

당일 한정이었던 것이 15일로 늘어났다. 제국대학의 학문적 자율성이 붕괴하고 식민통치기관

으로 재편된 시기, 귀중도서 대출이 소수의 집단에 한해 상당히 느슨해진 것이다. 이는 제도

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참작한 것일 수도 있고, 전시체제하 학문적 ‘자유’의 역설을 보여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비롯하여, 경성제대 도서관의 위상에 대해 살피는 

것은 여전히 다양한 과제를 남기는 작업이라 하겠다.

맺음말

  이상에서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대해 조직과 운영, 장서 관리,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

에의 참여와 활동, 조선 내에서의 경성제대 도서관의 역할과 위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제국대학부속도서관협의회의사록」을 활용하여 협의회의 연도별 활동 내역과 경성제

국대학 도서관이 발의한 의제 내역을 확인했고, 실제 운영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대출관

계서류철을 비롯한 고문헌자료실 소장자료를 검토하여 식민지 조선의 도서관 중 정점에 서

서 지식을 유통하고 조선 도서관계의 활동을 선도한 경성제대 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을 살피

려 했다. 

  제국대학체제는 흔히 ‘태양계’와 같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비유된다. 제국대학 도

서관의 구조 또한 그런 비유에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태양계’가 안정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인력만큼이나 자신임을 유지하는 척력이 존재해야 했

다. 즉 제국대학들은 국책상 필요에 의해 설립되어 지식생산과 분배를 독점하는 것과 동시에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며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지역성을 유지해야 했다. 그 모습은 얼핏 안정

적으로 보이나 사실 근본적인 모순을 품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단순한 '지역 거점'이 아니

라 '식민지'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던 제국대학이 있었다. 경성제대의 경우 제국대학 편제만큼

이나 강하게 내지-식민지라는 위상차에 속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경성제대 도서관은 식민지 제국대학 기구가 지녔던 그러한 모순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

53) 유진오는 후나다에 대해 “‘빠리’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말쑥한 차림과 유창한 불어와 자유스런 태
도”를 회상하며 “자유주의 교수들의 대표격”이라 회고했다. 유진오, 「편편야화」 『동아일보』 1974년 3
월 23일자 및 3월 25일자. 

54) 후나다의 형 船田中은 내무성 관료로서 1937년 법제국장관, 1940년 대정익찬회 정책국 내정부장으로 재직했
다. 후나다 본인도 일본 귀환 직후 정계에 입문, 1946년 중의원에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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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학도서관협의회는 도서관이라는 제도를 통해 제국대학 간 통합과 상호보완을 동시에 꾀

했던 네트워크였다. 협의회 속 경성제대 도서관의 활동은 ‘제국대학’이라는 정체성을 지향

하며 제도적 동형성을 구축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경성제대 도서관 장서

는 학술연구의 중심으로서 구축·관리되었고, 지식유통과 보급 선도는 대학도서관의 존재의

의를 드러낸 역할이었다. 그러나 전시체제기에 들어 국가주의적 필요와 학문적 아카데미즘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서, 제국대학의 권위와 자율성은 국책보다 뒷전으로 밀려났다. 특히 조

선에서는 식민당국의 힘이 제국대학의 권위를 압도했고, 경성제대 도서관은 최고학부의 도서

관으로서 지니고 있던 선도적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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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규정 (1928년 2월 2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경성제국대학 소장 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다.

제2조 도서관이 관리하는 도서를 나누어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본관소장 도서

     2.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

제3조 본학 소장 도서를 나누어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귀중도서

     2. 통상도서

     귀중도서는 본관에 藏置하도록 한다.

제4조 도서의 출납은 관계직원 외에는 할 수 없다.

제5조 본학에 도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需에 응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기탁도서는 본관소장 도서와 동일한 취급을 하도록 한다.

제6조 본 규정 중 학생에 관한 규정은 모두 選科生, 청강생 및 전공생으로 準用한다.

  제2장 관내열람

제7조 左記한 자들은 본관 소장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1. 직원(예과직원을 포함),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열람표를 가진 자

2. 전 교수, 전 조교수, 졸업생 및 예과생도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3. 전호 이외의 자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제8조 직원으로서 열람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본부 서무과 또는 소속 학부 사무실을 

거쳐 본관에 청구해야 한다.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열람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부 사무실을 거

쳐 본관에 청구해야 한다.

전 두 항 이외의 자로서 특별열람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願書를 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귀중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조수, 副手,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서 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願書를 지

도교관 또는 관계학과의 교관의 이유서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 두 항 이외의 열람표 또는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로서 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원서를 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표 또는 특별열람표를 관계직원에게 건네고 借覽
用紙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열람실 비치 도서는 열람 隨意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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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열람책수는 한 번에 3부 5책을 넘을 수 없다.

열람 책수는 양장인 것에 대해서 정하고, 和漢장인 것은 3책으로, 圖畫등의 帖, 軸, 

杖, 帙을 이룬 것은 1첩, 1축, 1장, 1질을 각 1책으로 간주한다.

제12조 도서는 열람실 내에서 열람해야 한다.

귀중도서는 특히 정해진 자리에서 열람해야 한다.

열람실 비치 도서는 비치한 장소에서 열람하고 열람 후에는 원위치에 돌려놓아야 

한다.

제13조 열람표 및 특별열람표는 轉貸할 수 없다. 이를 유실했을 때는 속히 신고해야 한다.

제14조 열람실은 다음 일시에 연다.

1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정오 12시까지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정오 12시까지

9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15조 열람실은 다음의 날과 기간 중 폐쇄한다.

1. 축일 및 제일

2. 경성제국대학 창립기념일

3. 매월 1일

4. 8월 2일부터 동월 21일까지

5. 동계휴업중

6. 하계휴업중 일요일

이 외에 임시로 폐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제3장 관외 借受(대출)

제16조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조수,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본관 소장 도서를 대출

할 수 있다. 그 외의 직원은 대출할 때마다 소속 주임을 경유해야 한다.

대학원학생 및 학생은 특수한 사항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지도교관 또

는 관계학과 교관의 보증을 받고 대출할 수 있다.

전 두 항 이외의 자로서 도서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원서를 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諸관청, 학교 등에서 도서 대출의 조회가 있을 때는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해 貸付한

다.

제17조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및 예과교수는 귀중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제18조 辭書 및 諸학과에 통하는 참고서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관장의 승낙을 거쳐 대출할 수 있다.

제19조 신문잡지는 도착한 날로부터 1개월을 지난 것이 아니면 대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貸付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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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도서를 대출하려고 하는 자는 借受用紙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날인하고 제출해

야 한다.

제21조 대출한 도서는 轉貸할 수 없다.

제22조 교수 및 조교수는 100책 이내, 강사, 사무관, 예과교수 및 예과강사는 20책 이내, 조

수, 부수 및 대학원학생은 10책 이내, 기타 및 학생은 5책 이내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귀중도서 대출은 2부 10책 이내로 한다.

대출책수의 계산은 제11조 제2항의 예에 따른다.

제23조 도서의 대출기간은 교수 및 조교수는 4개월 이내, 강사, 사무관, 예과교수 및 예과강

사는 2개월 이내, 조수, 부수, 대학원학생 및 학생은 1개월 이내, 기타는 15일 이내

로 한다. 다만 하계휴업중 대학원학생 및 학생이 대출한 도서로서 대출기간을 넘길 

때는 휴업종료 후 바로 반납해야 한다.

귀중도서의 대출은 당일 한정으로 한다. 2일 이상이 걸릴 때는 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출한 도서는 기간 내라고 해도 필요에 따라 반납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제24조 대출한 도서의 정리를 위해 모두 매년 7월 10일까지 반납해야 한다.

제25조 직원, 대학원학생 및 학생으로 본학을 떠날 경우에는 대출한 도서를 바로 반납해야 

한다.

  제4장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부

제26조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은 본관에서 지장이 없는 한 左記한 도서를 비치할 수 있다.

1. 辭書류

2. 본관에 2부 이상 소장한 도서

3. 각 전문학과에 관한 도서로 항상 사용하는 것

제27조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에서 도서를 비치할 경우에는 해당 주임으로부터 소정의 備
付證을 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는 해당 주임이 그 보관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

다.

본관은 필요에 따라 비치도서의 점검을 하거나 또는 반납을 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제29조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은 제7조에 게재한 자로부터 비치도서 열람의 희망이 있을 

때는 지장이 없는 한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제30조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로서 상용하지 않게 된 것은 본관 소장으로 옮겨

야 한다.

  제5장 입고 검색

제31조 左記한 자는 본관 서고에 들어가 도서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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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 조교수, 강사, 사무관, 예과교수, 예과강사, 조수 및 부수로서 열람표를 가

진 자

2. 전 교수 및 전 조교수로서 특별열람표를 가진 자

3. 대학원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보증을 얻은 자

  4. 전 각 호 이외의 자로서 관장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색을 허가한 

자

제32조 도서를 검색하려고 하는 자는 입고에 앞서 在庫證을 받고 검색이 끝나면 재고증을 

관계직원에게 건네고 서고를 나가야 한다.

전 조 제3호 이하의 검색자는 반드시 양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33조 귀중도서 검색은 해당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제6장 制裁
제34조 열람 또는 대출한 도서를 훼손 오염 또는 분실한 자에게는 동일한 도서로 보상하게 

한다. 다만 시의에 따라 대가로서 보상하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제35조 교실, 연구실 및 사무실 비치 도서를 훼손, 오염 또는 분실한 때는 해당 주임은 즉

시 이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관장을 거쳐 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6조 본 규정 게시 사항 또는 관계직원의 지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도서 열람 또는 

대부를 정지하거나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는 종전 대부한 도서를 반납하게 한다.

제37조 정학 처분을 받은 자 및 휴학의 허가를 얻은 자는 그 기간 도서 열람 및 대출을 정

지하고 또 종전 대출한 도서를 반납하게 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2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경성제국대학 장서에 대한
해설적 연구의 방법과 관점 

진필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대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Conference

(서울대 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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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제국대학 장서에 대한 해설적 연구의 방법과 관점

- ‘식민’ 항목의 주제어를 중심으로1)

진필수(서울대 일본연구소)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장서(이하 경성제대 장서)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시작된 것이다. 경성제대 장서의 활용이 부진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경성제대 장서가 다양한 학문적 관심에서 어떠한 문헌적 가치(참

고문헌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지를 탐구하

고 소개하는 해설적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정 문헌이나 문헌군에 대한 해제 작

업이 흔히 수행되지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유용한 해제인지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이 아니다. 필자는 경성제대 장서를 하나의 세트나 전체적 체계로 간주하고 문헌적 가치를 

다각적이고 다층(전체, 부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요 문헌에 대한 해

제 작업만이 아니라, 장서에 대한 포괄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1926-45년 경성제대의 운영 시기에 주목하여 전쟁수행과 점령지통치를 위한 지식

들이 경성제대 장서의 구성과 내용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공동연구를 수행

한 바 있다(진필수 외, 2014). 공동연구자들은 서울대학교 도서관 구장서분류표2)(이하 「구장

서분류표」)에 제시되어 있는 도서의 분류항목 중에, 군사, 식민, 산업, 수산업, 지지, 풍속, 

인류학ㆍ인종학, 종교, 윤리학, 구비전승3) 등의 항목에서 전쟁수행과 점령지통치에 따른 영

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검토하는 작업을 하였다. 근대 서구학문의 수용, 일제 교육기관과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 경성제국대학의 성격 및 구성원 활동양상, 총력전체제, 총동원체제 

등과 같이 경성제대 장서 구축에 영향을 미쳤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경성제대 장

서의 전체적 특징과 장서 구성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개

별도서들의 문헌적 가치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발견적 장치가 될 수 있다.

  본고는 경성제대 장서 중 식민 항목 장서의 구성과 문헌적 가치를 검토하고 활용성에 따

라 도서군들을 분류ㆍ제시함으로써 국내 관련연구 분야의 자료적 기반 확대에 기여하는 것

1) 본 원고는 진필수(2015),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장서구성에 대한 일고찰 - ‘식민’ 항목의 경우,” 『사
회와 역사』, 105호, 147-208쪽을 전재한 것이다. 본 연구의 기회와 적극적 협력을 주신 데 대해 박지향 전 관
장님과 고문헌자료실 구성원님들께 감사드린다.  

2) 1979년 1월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경성제국대학 시절 사용되던 도서분류표인 「京城帝國大学 附屬図書館 和漢
書分類表」와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Classification of European Books」를 합쳐서 제작한 것이다.

3) 이 명칭만은 「구장서분류표」의 항목이 아니라,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설정한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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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장서분류표」에서 식민 항목으로 분류된 문헌들은 화한서(和漢
書) 218건, 화한서 연속간행물 44건, 서양서 410건, 서양서 연속간행물 33건으로 나타나고 있

다. 화한서 218건은 분류번호 5900-5960에 해당하는 장서로서 5900 植民・移民 46건, 5950 

日本 88건, 5960 外國 84건으로 구분되어 있다. 화한서 연속간행물 44건은 분류번호 Y59 植
民으로 분류되어 있다. 서양서 410건은 분류번호 M900 Colonization 365건, M950 Emigration 

& Immigration 45건으로 구성되어 있다4). 서양서 연속간행물 33건은 분류번호 YM 

Politics/Colonization에 포함된 문헌 중에 식민ㆍ이민과 관련된 것을 필자가 추출한 것이다. 

이상의 장서 외에도 식민에 관계된 장서는 다른 분류번호에 포함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저명한 식민정책학자들의 일부 저서 외에는 분석대상을 확대하지 않았다. 

개별 장서의 분석은 화한서와 영어 문헌에 한해 전수조사의 방식을 취했으며, 서지사항, 서

문, 목차에 대한 검토를 공통 사항으로 하고, 중요 도서에 대해서는 개략적 내용을 검토하였

다. 

  식민 항목의 장서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식민정책론에 관한 문헌, 

2) 식민지 사정에 관한 문헌, 3) 이민지 사정에 관한 문헌들로 대별할 수 있다. 식민 항목의 

장서는 현대의 학문적 관심에서 볼 때 세 가지의 연구 분야에 대한 문헌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첫째, 일제 식민주의 성격과 특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료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데, 

1), 2), 3) 모든 범주의 문헌이 이에 관련되기는 하지만 주로 1) 범주의 문헌들을 통해 이러한 

논의를 전개해 볼 수 있다. 둘째, 자국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해외 각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지역연구(area studies)의 본질과 기원에 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자료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일제가 수집한 해외 자료의 상당수는 정책적 이민, 식민지 통치, 전쟁 및 점

령지 통치의 필요성에 따라 수집되었으며, 2) 범주의 자료는 주로 일본의 식민지 혹은 점령

지에 편입된 적이 있는 아시아태평양 각지의 지역연구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3) 범주의 자

료는 주로 일본의 이민지로 각광받았던 북미와 중남미의 지역연구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이민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통해 근대 이민의 기원과 양상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

는 자료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인간의 이주는 인류사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지만,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인간의 이주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의 이민은 대체로 근대국가의 성

립과 함께 인지되기 시작한 근대적 현상이며, 식민주의가 만연했던 상황에서는 식민의 현상

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자국민의 이주를 관리하는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는 식민과 이민이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국외 이주를 실행하는 이민자의 입장에서는 

식민과 이민이 모국의 보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부분적 차이만을 가진 

4) 「구장서분류표」의 도서분류체계를 당대 다른 도서관들의 도서분류체계와 비교연구하는 것은 경성제대 장서 
구성의 특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으며, 필자는 이에 관해 시험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
다(진필수 외, 2014:17-20). 植民이라는 분류 용어는 당대 일본제국의 각종도서관 도서목록에서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흔히 있었으며, 상위범주인지 하위범주인지 어떤 분류 용어와 친화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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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2)와 3) 범주의 모든 문헌은 근대적 이민 현상에 대한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1) 범주의 문헌을 통해 식민과 이민의 발생론적・개념적 차이에 대한 논

의를 전개해 볼 수 있다.

2. 식민정책론에 관한 문헌

  19세기의 세계사에서 일본제국은 유럽의 독일제국과 함께 후발 제국주의 국가의 대표주자

였다. 일본은 유럽의 반식민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근대적 국민국가의 통합을 달성하고 제국

주의 국가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였다. 이 점은 식민 분야 문헌들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

는 데 있어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경성제대 장서 중 식민정책론에 관한 문헌은 

네 가지의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각각의 흐름에 따라 논의를 전개해 볼 수 있다.

 Ⅰ. 과잉인구론과 이민ㆍ식민의 개념적 구분

  첫 번째 흐름은 식민의 의의와 개념, 발생 원인에 대한 논의이다. 일본에서 식민에 관한 

초기 논의는 과잉인구론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민에 관한 논의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에 주

의할 필요가 있다. 과잉인구는 1900년대부터 일본인들의 해외 진출(이민과 식민을 모두 포함

한)의 동기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주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동경제국대학에 식민정책학 

강좌를 개설했던 니토베 이나조(新渡戶稻造)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 각지의 인구가 희박

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며, 일본의 인구 증가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공업 

발전을 통해 인구지지력을 높이는 것과 이민문제를 연구하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5).

  명치시대 이후의 폭발적 인구증가는 일제 정책가들의 실제적 고민이기도 했고, 맬더스의 

인구론과 약육강식, 생존경쟁 등의 논리를 통해 유럽제국의 식민주의적 팽창의 역사를 해석

하고, 자국의 이민ㆍ식민의 중요성을 주장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6).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의 승리로 대만과 조선을 식민지로 획득한 이후에야 일본의 정책가 및 지식

인들이 식민 및 식민지 통치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사유하게 되었고, 그 이전까지 일본인들의 

해외진출은 이민에 따른 것이었다. 식민이라는 현상은 특정 국가가 식민주의 정책을 시행하

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인간(집단)의 이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민과 유사성을 갖

고 있다 그러나 본국의 행정권과 사법권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식민지)으로의 인

간 이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민과는 다른 것이다. 또한 식민(植民, colonization)이라는 용

5) 大日本文明協會(編)(1916), 『日本人の海外發展』.  
6) ヘンリ-·モ-リス, 井上雅二(譯)(1902),『殖民史』, 新聲社; 大河平隆光(1905),『日本移民論』, 文武堂藏版; 三輪

德三(1908),『近世植民史』, 嵩山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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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식민지 통치의 기관 및 시설의 구성과 운용을 의미하는 점에서 이민(移民, migration)과

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이 되기도 한다. 식민정책학(植民政策學, colonial policy)의 식민 개

념은 후자의 개념에 기반하고 있으며(酒井哲哉(編), 2006), 이러한 식민 개념은 식민지에서 일

어나는 모든 현상 및 사실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운명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식민정

책학은 식민지 통치와 지배의 논리를 연구하고 입론하는 학문으로서 국외 식민지에 대한 포

괄적 자료를 수집하고 정치학, 국제관계학, 행정학, 경제학, 법학 등 여러 학문의 논리를 복

합적으로 원용하는 일종의 종합 학문이 될 수밖에 없다. 경성제대 장서의 분류체계를 보면, 

화한서, 화한서 연속간행물, 서양서에서는 식민이 이민을 포괄하거나 양자가 병렬적으로 통

합되어 있으며, 서양서 연속간행물에서는 정치(politics)와 식민(colonization)이 하나의 범주로 

합쳐진 가운데 행정과 국제관계에 대한 연속간행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19세기 이후 세계가 서구제국의 식민지로 분할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은 특수한 지위에 

놓였다. 19세기 중반 서구열강의 반식민지 상태에 놓였던 중국에서는 북미와 동남아로의 대

대적인 이민이 진행되었고, 일본에서도 하와이, 북미, 남미 등지로의 이민이 시작되었다. 일

제가 러일전쟁의 승리로 군사력에서 서구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이후에도 일본인들

의 해외 이민은 계속되었다. 대만, 조선, 관동주, 사할린, 남양군도의 식민지가 확대되면서 식

민이라는 현상이 생겨났고, 1930년대 이후 만주국의 성립과 남양(동남아시아)의 점령지 확대 

속에서 ‘군사적 식민’이라고 할 만한 새로운 식민 현상이 등장했다.

  일제의 정책가 및 지식인 사이에서 과잉인구론은 19세기 후반 이후 이민ㆍ식민의 원인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논리로서 대체로 1930년대 후반까지 매우 오랫동안 애용되었다. 사실 과

잉인구론은 이민ㆍ식민을 송출하는 본국의 상황 및 이해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식민지

의 상황 및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식민정책론으로서는 부분적이거나 결함을 가진 

것이었다.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해외이민의 문제가 중심적으로 사유되었으

며, 식민정책은 그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서양서 문헌에서는 대개 이민에 관한 

논의에서 과잉인구론이 등장하며, 식민정책의 논의에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7).

 Ⅱ. 서구제국 식민정책론의 수입과 번역

  일제의 식민과 식민정책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식민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두 번의 

계기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북해도 개척과 삿포로농학교 설립에 따른 식민

정책론의 태동이며, 다른 하나는 대만 임팩트(impact)라 할 만한 것으로 1895년 대만의 식민

지 획득 이후 식민정책의 모색이다(井上高聡・浅野豊美・米谷匡史・酒井哲哉, 2006). 전자는 

다음 절에서 논의할 것이고, 여기서는 대만과 조선의 식민지 획득에 따른 식민정책론의 발전

7)  Helmer Key, E. Classen(tr.)(1927),The new colonial policy, Methuen &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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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일제는 대만의 식민지 획득 이후 식민지의 통치라는 문제에 직면하였지만, 삿포로농학교의 

농정학적 식민정책 이외에는 이에 관한 전문지식이 전무한 상태였다. 경성제대 장서를 검토

해 보면, 189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까지 서구제국의 식민정책에 대한 문헌이 활발하게 번

역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국대학, 사립대학, 각종 고등학교에서 식민정책에 대한 강좌

와 전문지식이 형성되어 1920년대에 융성할 때까지 식민정책에 대한 지식은 서구제국의 문

헌에 대한 번역을 통해 습득되고 있었다. 상당수의 문헌이 일제의 식민당국에 의해 업무상 

참고자료로 번역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식민지 행정과 법제에 관한 문헌이 다수를 차

지하고 있다.   

  대만총독부와 조선총독부의 담당부서 혹은 관련단체는 서구의 식민정책과 제도, 식민지 상

황에 대해 많은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저명한 문헌을 번역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각종 자

료를 편역하여 특정 주제에 관한 문헌을 작성한 경우도 있다8)9). 전체적으로 번역의 질이 높

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문헌에는 번역한 원전의 출처도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내각의 내무성과 척식국에서도 서구의 식민통치 제도를 벤치마킹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10). 1910년대까지는 일제의 정책자문 단체나 식민정책 전문가들도 서

구의 식민정책과 식민 역사를 학습하는 단계였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번역서들이 출간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11).

  경성제대의 식민 항목 장서는 서양서의 비중이 매우 높다. 1926년 경성제대가 설립된 시기

는 일본제국 각 대학에서 식민정책학이 융성했던 시기이며, 국제공법 강좌를 담당했던 이즈

미 아키라(泉哲)가 식민 항목의 장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12). 

식민 항목의 장서를 도서등록 번호에 따라 입수된 순서대로 살펴보면, 화한서건 서양서건 

8) 臺灣事務局(譯編)(1898),『佛領印度支那拓殖誌(佛, ド.ラネッソン)ㆍ馬多加須加兒殖民論(ルロア- ボウリュ-)』, 臺
灣事務局; 臨時臺灣舊慣調査會(編)(1909),『殖民地組織法大全』, 臨時臺灣舊慣調査會; (佛) Girault, A., 若林榮次
郞(譯)(1918),『殖民及殖民法制原論』, 臨時臺灣舊慣調査會;  室田有(譯編)(1922),『ウツド總督の敎書』, 南洋協會
臺灣支部; (蘭) G. C. Klerk de Reus, 臺灣總督官房調査課(譯)(1923),『和蘭東印度會社の行政』,  臺灣總督官房調
査課; 臺灣總督官房調査課(譯)(1923),『比島の現狀に關する米國特派調査委員の報告』, 臺灣總督官房調査課; (蘭) 
Reus, G. C. Klerk de, 臺灣總督官房調査課(譯)(1923),『和蘭東印度會社の司法』, 臺灣總督官房調査課; 臺灣總督
官房調査課(編)(1926).『蘭節東印度に於ける外國人の投資』, 臺灣總督官房調査課. 

9) 朝鮮情報委員會(西崎鶴司)(編)(1921),『比律賓の現勢 : 總說』, 朝鮮總督府; 保科孝一(1921),『獨逸屬領時代の波蘭
に於ける國語政策』,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官房庶務部調査課(編)(1924),『世界植民地現勢』, 朝鮮總督府; (印) ラ
イ·ライパツト, 朝鮮總督府庶務部調査課(譯)(1924),『印度統治に對する批判』,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文書課
(編)(1925),『外國植民地制度梗槪ㆍ比律賓自治法』, 朝鮮總督府文書課; 朝鮮總督府(編)(1926),『モロッコ問題の觀
察』, 朝鮮總督府.

10) 熊谷喜一郞(編)(1903),『歐洲各國殖民地制度彙纂草案 : 立法及豫算之部. 卷一』, 內務大臣官房臺灣課;  拓殖局
(編)(1911),『普國內地殖民制度大要』, 拓殖局; 內務省地方局(編)(1917),『植民地制度論. 他六篇』, 內務省地方局;  
拓殖局(編)(1918),『歐洲諸國ノ拓殖行政』, 拓殖局; (佛) Peirre-alype, 拓殖局(譯編)(1919),『獨逸の對列國殖民地
政策』, 拓殖局. 

11) 水崎基一(譯)(1909),『英國植民史』, 大日本文明協會; (英) Hugh Edward Egerton, 永井柳太郞(譯)(1909), 『英國
殖民發展史』, 早稲田大學出版部;　廣中佐兵衛(1910),『獨逸殖民新論』, 自費出版.

12) 헌법ㆍ행정법 강좌를 담당했던 마츠오카 슈타로(松岡修太郎)와 키요미야 시로(清宮四郎)의 식민지 법제 연구
와 식민 항목 장서구성의 관련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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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당대의 문헌들이 먼저 유입되고 그보다 앞선 시기의 문헌들이 1930년대에 대량으

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서양서의 경우에는 영어, 불어, 독어로 된 문헌이 함께 축

적되었는데, 불어로 된 문헌은 상대적으로 적다. 1920년대부터 일제 각 대학의 식민정책학자

들은 서구의 식민정책 연구 성과를 직수입해서 소화하고, 어느 정도 독자적인 식민정책론을 

모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던 것 같다. 1930년대에 유입되는 서양서 고문헌들은 일제 식민정

책학자들의 연구가 서구제국의 식민정책, 식민사, 식민지 사정에 대한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단계로 심화되고 있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20년대 일제 각 대학에서 융성했던 식민정책학이 일제의 실제 식민통치에 어느 

정도로 활용되었는가는 미지수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영미의 식민정책론은 도미

니언(dominion: 영국 식민지의 한 유형) 자치나 민족자결주의와 같은 정책을 통해 식민지의 

자치성을 확대하고, 본국과 식민지의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러

한 서구의 흐름을 수용한 1920년대 일제 학계의 식민정책론은 자유주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군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식민지 총독부의 실제 정책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더구나 1930년대 만주사변 이후 본국의 의회정치조차 군부에 의해 좌지우지되

었던 상황에서 학계의 자유주의적 식민정책론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일제의 식민통치와 식민정책학의 역사는 서구제국의 그것에 비해 비할 수 없이 짧은 것이

었다. 서양서 문헌을 보면, 19세기 중반부터 식민지 확장을 본격화한 독일의 식민정책론 문

헌이 다수 입수되었고, 일제의 식민정책 전문가들은 자국의 상황이 독일의 사례를 좇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 프랑스, 네

덜란드의 식민정책은 이미 몇 번의 전환기를 거친 상태에서 1920년대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

하고 있었으며, 일제의 정책가들이 모델로 삼기에는 역사적 조건이나 당대의 식민지 규모에

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일제의 식민정책학도 1920년대 들어 본국과 식민지의 관계성, 식민

지의 발전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했지만, 식민지통치의 경험에 대한 자성으로부터 도출된 측

면보다는 국제정치와 식민정책의 세계적 조류를 수용한 측면이 강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북해도제대학파와 식민정책학의 성립

  일제 식민정책학의 흐름은 북해도제대학파의 식민학, 1895년-1920년, 1920년 이후로 나누

어 볼 수 있다(井上高聡・浅野豊美・米谷匡史・酒井哲哉, 2006). 1876년 북해도통치기관인 개

척사(開拓使)가 북해도개척에 이바지하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삿포로농학교(札幌農学校)를 

개설했다. 내국식민지에 설치된 이 학교는 당지에서 식민정책을 연구교육하는 기관이었다. 

이 학교의 연구자 및 학지의 계보는 동북제국대학 농과대학과 북해도제국대학으로 직접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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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되고, 조선과 만주, 대만의 식민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어에서 식민의 한자가 

植民과 殖民으로 두 가지로 사용되어 왔는데, 새로운 농지 개척과 식량 증산의 의미가 강조

되는 후자의 殖民이라는 한자는 북해도제대학파에 의해 빈번히 사용되었다.  

  사토 쇼스케(佐藤昌介)는 삿포로농학교 1기생으로 미국유학을 거쳐 이 학교 농업경제학 교

수가 되었고, 1890년 식민학 강의를 시작했으며 1894년 교장이 되었다. 니토베 이나조는 삿

포로농학교 2기생으로 유학을 거쳐 농학교 교수가 되었고, 사토와 함께 식민론 등을 강의하

면서 북해도제대학파 식민학 형성에 기여했다. 1898년 요양을 위해 농학교를 떠났고, 1901년 

대만총독부 민정장관 고토 신페이의 초빙으로 총독부기사가 되었다. 그 후 경도제대와 동경

제대에서 식민정책을 강의하면서 대만 경영의 경험을 살려 식민정책학 분야를 확립했다. 니

토베의 식민정책학은 동경제대에서 야나이하라 타다오(矢内原忠雄)에 의해 계승되었다. 경성

제대 장서에 사토의 주요 저서는 소장되어 있지 않지만, 1920년 동경제대 퇴직 후 7년간 국

제연맹 사무차장으로 국내외에 명성을 떨친 니토베의 저서들은 일부 소장되어 있다13). 

  타카오카 쿠마오(高岡熊雄)는 1898년 니토베의 후임으로 식민학 강좌를 맡아 이후 북해도

제대학파 식민학의 이론을 확립했고, 제3대북해도제대 총장을 역임했다. 식민지관련 조사, 북

해도청, 삿포로시의 조사에 깊이 관여했고, 식민지농정 및 북해도 행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00년에 농학교의 명을 받아 독일 유학의 길에 올랐고, 1902년 고토 신페이의 위탁을 받아 

프로이센왕국 폴란드 식민정책을 연구하기도 했다. 타카오카는 대만, 조선의 식민지통치 기

관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각종 조사를 주도했다. 1933년에는 척무성이 설치한 카

라후토척식조사회의 일원으로 현지조사를 수행하기도 했고, 전후에는 남양군도 통치사에 관

한 저술을 남기기도 했다. 경성제대 장서에도 타카오카의 일부 저서가 소장되어 있다14). 타

카오카가 1942년 4월 일제의 많은 식민정책학자들이 모여서 창립한 대일본척식학회 회장을 

맡았다는 사실은 북해도제대학파의 위상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우에하라 테츠사부로(上原轍三朗)는 1933년 타카오카의 총장 취임에 따른 후임으로 식민학

을 담당했다. 우에하라는 북해도둔전병제도 연구로 졸업논문을 썼고, 1937년에는 남양청의 

위촉으로 남양군도의 식민지사정을 시찰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타카쿠라 신이치로(高
倉新一郎)가 북해도제대학파 식민학의 마지막 교수가 되었는데, 카라후토(사할린)를 주로 연

구했고 동경제대의 야나이하라 타다오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경성제대 장서에는 우에하라의 

저서만 일부 소장되어 있다15).

13) 新渡戶稻造(1900),『農業本論』, 裳華房; Inazo Nitobé(1905), Bushido : the soul of Japan,  Tokyo: The Student 
Company; 新渡戶稻造(1910),『ファウスト物語』, 東京: 六盟館; 新渡戶稻造(1928),『東西相觸れて』, 東京: 實業
之日本社; 新渡戶稻造(1934),『人生讀本』, 實業之日本社; 新渡戶稻造, 矢內原忠雄(譯)(1939),『武士道』, 岩波書
店; 矢內原忠雄(編)(1943), 『新渡戶博士植民政策講議及論文集』, 岩波書店. 

14) 高岡熊雄(1925),『ブラジル移民硏究』, 寶文館; 高岡熊雄(1926),『(增補)農政問題硏究』, 成美堂書店; 高岡熊雄
(1929), 『(第二)農政問題硏究』, 成美堂書店; 高岡熊雄(1935),『樺太農業植民問題』, 西ヶ原刊行会; 高岡熊雄
(1935),『都市と田舍とに於ける人口の自然的增減』, 北海道帝國大學農學部經濟學農政學研究室.

15) 上原轍三郞(1914),『北海道屯田兵制度』, 北海道廳拓殖部; 上原轍三郞(1941),『獨逸內國殖民事業の現況』, 北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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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도에 이어 첫 국외 식민지로 대만을 영유함에 따라 제국의 학지는 대만 임팩트라고 

할 만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 그것은 당시까지 북해도라는 세틀먼트 콜로니(settlement 

colony)로의 내지인 이주 및 정착에 주안점을 둔 지식 체계가 서구열강의 아시아ㆍ아프리카 

식민지통치 논리를 수용하면서 변용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95-1920년 식민정책학

의 주요 관심은 이질적인 원주민이 사는 식민지 사회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집약되었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식민지 행정가, 관료, 정치가 경력의 전문가들이 활약하는 시기이다. 

고토 신페이(後藤新平)는 식민지 통치정책의 지침을 염두에 두고 위생학의 이론과 법제 형성

에 관한 저서를 1890년대에 발간하였다. 경성제대 장서 중에 이 문헌들은 소장되어 있지 않

지만, 고토의 저역서와 고토에 관한 문헌은 일부 소장되어 있다16). 대만 영유를 계기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학지가 수입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타케코시 요사

부로(竹越與三郞), 토고 미노루(東郷実),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 모치지 로쿠사부로(持地六
三郎), 에기 타스쿠(江木翼) 등 식민통치 관료 및 정치가에 의해 북해도의 殖民경험과 대만통

치 경험이 서구제국의 식민통치 모델과 융합되면서 일본 독자의 식민정책학이 형성되기 시

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성제대 식민 항목의 장서에는 토고와 모치지의 주요 저서가 소

장되어 있는데17), 식민지 관료의 경험을 토대로 이민족을 통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식민정책

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저명한 사상가이자 정치가로 활약했던 타케코시의 저서는 용어

나 개념에 있어 이후 융성하는 일제 식민정책 연구의 초석을 이루었으며, 서구의 식민제도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특히, 서문에는 식민지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대만

인과 조선인을 아프리카 토인 다루듯이 하는 통치방식을 비판하고 군인정치를 빨리 문관정

치로 바꾸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겨 있다18).

  이 시기에는 서구 식민정책관련 문헌의 번역 붐 속에서 서구 각국 저명학자들의 저서들도 

번역되었다. 경성제대 장서에는 이들의 원전 저서가 소장되어 있고, 찰즈 루카스(Charles 

Prestwood Lucas)와 폴 라인슈(Paul Samuel Reinsch)의 저서는 식민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19). 

특히 영국의 저명한 식민정책학자 휴 이글턴(Hugh Edward Egerton)의 저서가 개정판까지 포

道帝國大學.

16) フリドリツヒ·ハウルゼン, 後藤新平(譯)(1911),『政黨と代議制』, 東京: 冨山房; (獨)Delbrück, H., 後藤新平
(譯)(1915),『政治と民意』, 東京: 有斐閣; 後藤新平(1922),『江戶の自治制』, 東京: 二松堂書店; 後藤新平(1926),
『政治の倫理化』, 東京: 大日本雄辯會; 鶴見祐輔(編著)(1937),『後藤新平』, 後藤新平伯傳記編纂會; 信夫淸三郞
(1941),『後藤新平 : 科學的政治家の生涯』, 東京: 博文館; 澤田謙(1943),『後藤新平傳』, 東京: 大日本雄辯會講談
社; 鶴見祐輔(1943),『後藤新平傳』, 太平洋協會出版部. 

17)  東鄕實ㆍ佐藤四郞(1916),『臺灣殖民發達史』, 晃文館; 東鄕實(1925), 『植民政策と民族心理』, 岩波書店; 東鄕
實(1926),『植民夜話』, 岩波書店; 持地六三郞(1912),『臺灣殖民政策』, 富山房; 持地六三郞(1926),『日本植民地經
濟論』, 改造社, 朝鮮書籍印刷.

18) 竹越與三郞(1906),『比較植民制度』, 読売新聞社.

19) C. P. Lucas(1905[1887]-1924), A Historical geography of the British colonies, Clarendon Press; Paul S. 
Reinsch(1916[1902]), Colonial government :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colonial institutions,  The 
Macmilla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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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해 다수 소장되어 있다20). 영국 식민정책의 약사를 서술한 이글턴은 식민정책사 서술의 어

려움을 제기하면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해 가는 어떤 정책은 없었을지라도 긴 시간 동안 많

은 사건들을 어떤 질서로 형성해 내는 힘의 작용을 인식할 수는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

면, 영국의 식민정책을 본다는 것은 영국 내부의 정치경제적 발전이 식민지 상황 및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가를 함께 보는 것이다. 초기의 야만적 정복과 지배, 특수회사(동인도

회사)를 통한 착취, 신대륙의 플랜테이션과 아프리카 노예무역, 자유방임주의와 보호주의, 중

상주의와 중농주의, 군주제와 부르조아 혁명 등 다양한 국면의 변화가 본국 및 식민지의 연

관관계 속에서 일어났고, 경제학의 발전이 식민주의 논의를 자본주의 경제체계에 대한 이해

와 연결시키는 데 공헌했다고 적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정책학은 윌슨주의, 레닌주의의 충격에 의해 가속화된 식민지 

저항운동과 민족자결주의의 대두에 직면하여 변용이 진행되었다. 식민지의회설치론 등 일정 

정도의 식민지자치권 부여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본국과 식민지의 관계에서 상호부조적 협동

체와 같은 의미로 제국의 존재의의를 변호・입증하는 제국재편론이 전개되었다. 1920년대 일

제의 사상 지형은 명치시대의 국가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 개념을 발견하고 이해

해 가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식민정책학에서도 식민지 지배의 문제와 각종 사회문제 혹은 계

급문제가 교차하는 영역이 주목받고 논의되었다(酒井哲哉, 2006). 

  1920년대 식민정책학의 권위자들로는 경도제대의 야마모토 미오노(山本美越乃), 경성제대

의 이즈미 아키라(泉哲), 동경제대의 야나이하라 타다오(矢内原忠雄)를 비롯해 게이오대학의 

카다 테츠지(加田哲二), 와세다대학의 나가이 류타로(永井柳太郎), 오하라사회문제연구소의 호

소카와 카로쿠(細川嘉六), 동경상과대학의 이타가키 요이치(板垣與一) 등을 들 수 있다(井上高
聡・浅野豊美・米谷匡史・酒井哲哉, 2006; 浅田喬二 1990). 1943년 발간된 『大日本拓殖学会
年報第１輯 大東亞政策の諸問題』에서는 전전의 식민정책 연구가 전쟁의 상황에서 집대성되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성제대 식민 항목의 장서에는 야마모토 미오노의 저서가 다수 소장되어 있다21). 제1차 

세계대전 직전 답사한 중국의 독일 조계지에 대한 보고서와 남양군도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

며, 식민정책에 대한 그의 대표논저들도 소장되어 있다. 야마모토는 대학 강좌의 교재로서 

식민정책연구 서적을 발간했고, 식민지의 각종 문제에 대한 논평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야마

모토의 식민과 식민정책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이론은 야나이하라 타다오의 그것과 흔히 비

20) Hugh Edward Egerton(1897, 1913, 1924, 1932), A short history of British colonial policy, Mathuen & Co.; 
Hugh Edward Egerton(1922), British colonial policy in the XXth century /  Methuen & Co.; Hugh Edward 
Egerton(1924), The origin & growth of Greater Britain ; An introduction to Sir C. P. Lucas's Historical 
geography ,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21) 山本美越乃(1914),『支那に於ける獨逸の經營』, 巖松堂書店; 山本美越乃(1917), 『我國民ノ海外發展ト南洋新占
領地』, 京都帝國大學法科大學內 京都法學會; 山本美越乃(1926[1920]),『(改訂)植民政策硏究』, 弘文堂書房; 山本
美越乃(1926[1921]),『植民地問題私見』, 京都: 弘文堂書房; 山本美越乃(1935),『(改版)植民政策硏究(제1분책)』, 
弘文堂書房; 山本美越乃(1935), 『(改版)植民政策硏究(제2분책)』, 弘文堂書房.  



- 44 -

견된다. 경성제대 장서에는 야나이하라의 식민정책에 대한 대표논저를 포함해 다수의 저서들

이 소장되어 있어22) 당대 그의 명성을 반영하고 있다. 야나이하라와 야마모토에 의해 식민정

책과 식민지 문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되기 시작했고, 제국주의적 착취와 계급적 착취, 

식민지 민중의 저항과 같은 문제들이 부각되었다. 또한 식민의 동인에 있어서는 인구과잉론

에 의한 설명을 넘어 경제적 동인과 사회적 동인, 제국주의와 같은 요인이 다각적으로 논의

되고 있어 서구 식민정책학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정치학적 관점의 식민정책학도 함께 발전하였다23). 이 흐름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

했던 이즈미 아키라의 『植民地統治論』 서문에 따르면, 1920년대 일제의 식민학자는 두 파

가 있어 하나는 경제학 견지, 다른 하나는 정치학 견지에서 식민정책을 논하는 것이었다. 전

자는 경제학 본위, 즉 본국의 경제적 발달을 조장하는 목적으로 식민지 통치를 기획하는 것

이고, 후자는 다시 두 파로 나뉘어져 하나는 본국을 위해 식민지 통치의 방책을 논하는 자, 

다른 하나는 식민지본위의 문화적 통치책을 주장하는 자였다. 당대에 나온 식민정책에 관한 

저서의 대부분은 경제 본위의 식민론이거나 본국본위의 식민정책이었으며, 이에 대해 이즈미

는 식민지본위의 통치론이 문명식민국 식민정책의 대세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제국만이 본국

본위의 정책을 계속할 경우에는 문명국으로서의 지위를 위협받을 것이고, 식민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많은 실패의 사례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즈미는 미국 위스콘신대학 정치학 교수였으며, 수 년 동안 미국공사로 일했던 은사 폴 라인

슈(Paul S. Reinsch)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민지 행정기구 및 제도에 

대한 라인슈의 저서24)는 식민지에 대한 모국의 영향력과 통치방식에 따라 식민지 제도를 유

형화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서, 1920년대 일제 식민정책학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즈미가 명치대학에 재직하는 시절 그의 영향 아래에서 식민정책학자로 성장한 코지마 

켄(小島憲)은 그의 저서, 『植民政策』에서 식민지본위주의는 공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본국과 식민지의 양본위주의 혹은 공존공영주의가 유일한 선택의 길이라고 주장

했다. 1927년에 발간된 코지마의 저서는 당대 식민정책학의 개론서가 일정한 틀을 갖추게 되

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코지마는 국가와 영토의 관계성 속에서 사유되는 식민과 식민지의 개

념을 논의하면서 領土 territory(법률상, 정치상 완전한 예속관계에 있는 지역), 租借地 leased 

22) 矢內原忠雄(1925),『植民及植民政策』, 有斐閣; 矢內原忠雄(1927),『植民政策の新基調』, 弘文堂書房; 矢內原忠
雄(1928),『人口問題』, 東京: 岩波書店; 矢內原忠雄(1929),『帝國主義下の臺灣』, 東京: 岩波書店; 矢內原忠雄
(1934),『滿洲問題』, 東京: 岩波書店; 矢內原忠雄(1935),『南洋群島の硏究』, 東京: 岩波書店; 矢內原忠雄(1937),
『帝國主義下の印度 : 附アイルランド問題の沿革』, 大同書院; 坂井十二郞(1937),『植民政策 : 矢野原忠雄(述)』, 
帝大プリント連盟.

23) 永井柳太郞(1921[1916]),『植民原論』, 巖松堂書店, ; 泉哲(1924[1921]),『植民地統治論』, 有斐閣; 泉哲(1924),
『國定敎科書の國際的解說』, 東京: 南光社; 泉哲(1925),『國際法槪論』, 東京: 有終閣書房; 泉哲(1927),『最近國
際法批判』, 東京: 日本評論社; 小島憲(1927),『植民政策』, 章華社; 淺見登郞(1928),『日本殖民地統治論』, 巖松
堂書店. 

24) Paul S. Reinsch(1916[1902]), Colonial government :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colonial institutions,  The 
Macmilla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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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tory, 植民保護地 colonial protectorate, 委任統治地 mandated territory를 구분하고, 植民
地 colony를 후자의 세 영역을 포괄하는 특수한 지위의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 국가

의 영토인가 식민지인가의 정의는 국내외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정서와 통

념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시베리아, 류큐, 알제리와 같이 국민정서 및 통념과 무관

하게 영토의 일부로 귀속된 경우가 있다. 나아가 colony, settlement라는 용어가 흔히 외국에 

있는 자국민의 이주지 또는 거류지, 租界 등의 의미로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 브라질의 일본 

코로니(コロニー)를 일본의 식민지로, 요코하마에 있는 영국인 세틀먼트(セットルメント)를 

영국의 식민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국이 독립국으로서의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식민지라고 할 수 없다. 필자가 생각할 때, 이러한 식민지의 정의에 관한 

논의는 占領地 occupied territory나 전후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군사기지 military base의 성

격을 논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식민은 국가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발생ㆍ성립하는 개념이고, 국민이 본래의 국토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코지마는 이러한 정치학적, 국가적 개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내국식민지라는 말도 있듯이 국가의 정책에 의해 영토 내부에서도 국책 차원의 식

민(자발적 이주나 이민이 아닌)이 있을 수 있다. 국가 및 영토와 식민의 개념적 연관성을 유

연하게 하면, 국가의 형태도 근대국가만 아니라 고대국가까지 확장할 수 있으며 고대국가의 

colony 개척을 식민지의 연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식민의 용법을 보면, 植民의 

글자에서 종래에는 植과 殖이 병용되었는데, 拓殖은 산야를 개척해서 물산을 증식하는 의미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殖이 아니면 안 되지만, 植民은 民을 증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을 심는 것, 즉 plantation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植의 글자가 아니면 의미가 통하지 않

는다고 한다. 

  코지마에 따르면, 국가가 식민지에 대해 행하거나 행하고자 하는 시설경영을 식민정책(植
民政策, colonial policy, Kolonialpolitik)이라 하고, 직접 국가가 행하는지 개인 또는 단체를 통

해 행하게 하는지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식민정책은 국가가 식민지의 토지와 주민에게 행하

는 사회상, 정치상, 경제상, 문화상 일체의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처럼 1920년대 후반이 

되면, 식민정책은 이민정책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되며, 식민지 사회 전체를 조작하는 개념

이 된다. 이외에 정치학적 관점의 식민정책론은 식민지 통치의 이념(본국본위주의와 식민지

본위주의, 동화주의와 비동화주의, 자치주의와 전제주의 등), 기관(본국과 식민지의 행정조

직), 방식(직할통치, 보호통치, 자치통치, 특허통치 등), 국제법적 지위(국제연맹의 참가 혹은 

승인 여부)에 대한 체계적 논의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식민지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1920년대 일제의 식민정책학은 농학과 인구론의 틀을 넘어 경제학과 정치학, 법학, 국제관

계학, 행정학 등이 융합되는 종합학문으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식민지 사정에 대한 자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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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되면서 특정 지역(식민지)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정책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지역연구의 

성격을 내포하게 되었다. 일본제국에서도 1920년대에는 식민지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

한 식민정책학적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 같고, 경성제대 식민 항목의 장서 

중에는 식민정책에 화한서 잡지가 2종 소장되어 있는데 권수가 적어 문헌적 가치는 적다25). 

서구 식민정책학에 근접한 수준의 식민정책학자들 외에도 대학과 각종 고등학교에서는 다양

한 연구자들이 활동하였다. 세계 식민사를 저술하는 작업도 진행되었고26), 영국과 네덜란드

의 동인도회사를 비롯한 각종 특허회사를 분석한 문헌도 있으며27), 서구 식민정책학 문헌을 

번역해서 소개하는 작업도 계속되었다28). 흥미로운 문헌은 식민지 대만의 동화론자인 蔡培火
의 저서로 당시 대만의 정세와 일제 식민지 정책의 문제점을 본국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으

로 되어 있다29). 蔡培火는 경성제대 교수였던 이즈미 아키라와 친교를 맺고 있던 인물이다. 

 Ⅳ. 1930년대 이후의 식민정책론: 대동아건설론과 남진론

  1930년대 이후에는 전쟁이 지속되고 식민지를 넘어 군사적 점령지에 대한 통치가 중심적 

과제가 되었던 정세 속에서 자유주의적 식민정책학의 활용 공간과 발전 동력은 축소되었다. 

식민정책학에서도 전쟁수행에 필요한 이데올로기 생산이라는 과제가 주어졌을 것이며, 경성

제대 식민 항목의 장서 속에서는 그 발현 형태가 대동아건설론과 남진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동아건설론이 군부가 일으킨 전쟁을 정당화시켜 주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던 것인가, 당

대의 세계정세 속에서 나름대로의 이념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

가 있을 수 있다. 식민 항목의 장서를 통해서는 식민정책론의 논의 구도에서 그것이 어떻게 

생성되고 전개되었는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대동아건설론은 우선 제국주의론과 식민지재분

할론의 연장선상에서 서구제국의 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탈 및 식민주의적 팽창에 대

한 방어 논리로서 주장된 측면이 있다. 식민 항목의 장서 중에는 서구제국의 식민지분할과 

침략적 본질을 검토한다는 외피를 두르고 기존의 식민정책론을 답습하는 문헌들이 있다30). 

공산주의자들의 정세인식에서는 서구제국주의 비판과 아시아 민중의 연대를 사유하는 과정

에서 대동아공영권 논의로 흐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으며31), 대동아건설론은 좌우의 이념을 

25) 拓殖硏究會(編)(1932-3),『拓殖文化』, 拓殖硏究會; 拓殖大學(編)(1931-3),『拓殖大學論集』, 拓殖大學.  
26) 大鹽龜雄(1925[1923]),『(最新)世界植民史』, 巖松堂書店.  

27) 大川周明(1927), 『特許植民會社制度硏究』, 東京寶文館.
28) (獨) Zolf, W. H., 長田三郞(譯)(1926),『將來の植民政策』, 有斐閣; 前田稔靖(1934),『植民の理論と實際』, 출판

사미상; (獨)Paul Leutwein 著, 前田稔靖(譯)(1936), 『植民地と植民政策』, 小倉市九州法學校; (英) ジヨ- ジル-
イス, 若木禮(譯)(1937),『屬領統治論』, 叢文閣; 前田稔靖(譯)(1937),『原料と植民地』, 巖松堂書店; (瑞典) へル
マ-·ケ- , 前田稔靖(譯)(1939),『新植民政策』, 巖松堂書店.    

29) 蔡培火(1928),『日本本國民に與ふ: 植民地問題解決の基調』, 岩波書店(台湾問題研究会).

30) 堀眞琴(1939), 『植民政策論』, 河出書房; 天澤不二郞(1939),『植民政策人門』, 巖松堂書店. 
31) 尾崎秀實(1941), 『東亞民族結合と外國勢力』, 滿鐵弘報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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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한 식민정책학의 핵심 논제였다32). 게이오대학의 식민정책학 교수이자 경제학자였던 카

다 테츠지는 서구제국의 식민지 분할과 경제블록에 대항하기 위해 아시아 광역경제권을 구

축해야 한다는 동아협동체론을 주장한 바 있다33).  일제의 전쟁수행에 적극 협력했던 카다의 

저서는 경성제대 장서에 다수 소장되어 있는데34), 이러한 협동체론은 본국과 식민지(나아가, 

점령지)가 경제적으로 공존공영해야 한다는 식민정책론의 기존 논리를 이데올로기화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전체주의적 혹은 파시즘적 대동아건설론을 대변하는 것은 귀족원 의원이자 

태평양협회 이사였던 이와쿠라 토모히데(岩倉具榮)의 문헌이다35). 이와쿠라는 식민지를 갖지 

못한(영국, 프랑스 등에 비해 적게 가진) 나라의 지도자로서 다른 식민국가에 맞서 새로운 

식민지 개척을 하겠다는 1930년대 초반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주장을 자연스런 것이라고 평

가하고, 일본의 입장도 여기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대동아건설론은 식민지(재)분할의 세

계정세 속에서 후발 제국주의 국가인 일제 식민정책의 마지막 탈출구이며, 서구제국이 안겨

다주는 정치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것이 군부 및 우익 정치세력의 논리였다. 

  일제의 식민주의적 팽창과 전쟁의 논리는 명치시대 이후 남진론과 북진론으로 병존하였으

며, 식민 항목의 장서에는 남진론에 관한 문헌이 일부 소장되어 있다. 중일전쟁 이후 남진론

이 부상하는 배경에는 미국과의 전쟁론이 대두되고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남방

의 자원 확보를 통해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대만의 식민 

통치 이후 남방에 대한 관심과 정보수집이 지속되었고, 1930년대 후반 전쟁의 상황을 맞이하

여 남방에 대한 관심은 절정에 이르렀다.

  동양척식회사 고문이자 남양협회 상담역이었던 이노우에 마사지(井上雅二)가 1942년 발간

한 『南方開拓を語る』는 저자의 오랜 경험 및 자료를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조호르, 인도네

시아 수마트라 등 남방개척 사례와 기관설립의 경위 등을 쓴 문헌이다36). 타나카 스에히로

(田中末廣)가 편집한 『南方建設論選集』은 내용이 잡다하지만, 동남아 지역의 전쟁을 선동

하는 데 어떤 논리가 동원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문헌이다37). 그 외에 영국과 화란의 동

인도회사를 연구한 문헌도 소장되어 있으며38), 명치시대 일본인들의 남양 이주사를 재구성한 

문헌도 있다39). 

32) 住谷悅治(1942),『大東亞共榮圈植民論』, 生活社.
33) 加田哲二(1939),『現代の植民政策』, 慶應書房.

34) 加田哲二(解題)(1936),『神田孝平 ; 福澤諭吉集』, 誠文堂; 加田哲二(1938),『人種·民族·戰爭』, 東京: 慶應書
房; 加田哲二(1938, 1940), 『日本國家主義の發展』, 東京: 慶應書房; 加田哲二(1939),『東亞協同體論』, 東京: 日
本靑年外交協會出版部;  加田哲二(編)(1940),『世界政治經濟年報』, 慶應書房; 加田哲二,『政治·經濟·民族』, 
東京: 慶應書房; 加田哲二(1940),『植民政策』, 東京: ダイヤモンド社; 加田哲二(1941),『太平洋經濟戰爭論』, 東
京: 慶應書房;  加田哲二(1943),『戰爭本質論』, 慶應書房; 加田哲二(1944),『戰力論』, 帝國出版株式會社, 1944 
등.

35) 岩倉具榮(1942),『大東亞建設と植民政策』, 八木書店.
36) 井上雅二(1942),『南方開拓を語る』, 畝傍書房.

37) 田中末廣(編)(1943),『南方建設論選集』, 帝國書院.

38) 楊井克己(1943),『東印度會社硏究』, 生活社.
39) 入江寅次(1943),『明治南進史稿』,  井田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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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대 이후에는 서구의 식민정책학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다. 식민지의 발

전과 주민 복지를 중시하는 1920년대 식민정책의 세계적 조류를 반영한 문헌도 있고40), 반식

민주의의 견해를 담은 문헌도 찾아볼 수 있다41). 물론 마르크스ㆍ레닌주의의 영향을 받은 반

제국주의ㆍ반식민주의의 식민정책학 문헌은 금서로 지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경성제대 장

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세계적 경제공황을 제국주의 및 식

민주의의 문제와 관련시켜서 논의하는 것은 당대 식민정책학의 핵심적인 논쟁 과제였던 것 

같다. 세계 식민지 분할에 의한 블록경제 형성과 그에 따른 원료 배분의 불합리성 및 경제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으며42),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 전가가 한창이

었다. 독일을 비롯한 후발제국주의 국가들(the have-nots, 持たざる国)은 많은 식민지와 자원

을 가진 기존 제국주의 국가들(the haves, 持てる国)의 경제 및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과거 

식민지의 회복이나 새로운 식민지의 양도를 주장하고 있었다. 식민지 자치 허용과 영연방 구

축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가고자 했던 영국의 입장과 영국 식민지 지배의 

문제점을 고발함으로써 자기정당화를 추구했던 독일의 입장은 일부 장서를 통해 그 편린들

을 확인할 수 있다43). 일제의 대동아건설론과 남진론은 당대의 세계정세와 관련시켜서 분석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군부가 일으킨 전쟁의 정당화 논리만이 아니라 경제적 요인 및 국제

정치적 요인과의 관련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3. 식민지 사정에 관한 문헌 

  경성제대 식민 항목의 장서에는 일제 식민지의 구체적 사정을 알려주는 자료적 성격의 문

헌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일제 식민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들은 식민지 행정과 통치를 위

한 것이 많지만, 식민 권력의 작용 및 후원으로 수집이 가능했던 포괄적이거나 치밀한 조사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1930년대 이후 군사적 점령지에 대한 통치가 진행되는 동안 식민지와 

점령지에 대한 각종 조사가 질과 양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평가가 있다(末廣昭(編), 

2006). 이것은 식민지통치보다 전쟁 수행과 점령지통치가 각종 정보 및 조사자료 축적에 훨

씬 더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 지도 모른다. 비록 정당한 동기나 절차에 의해 수

집된 자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축적된 자료에 대해서는 식민지나 점령지에 대한 통치

40) A. D. A. de Kat Angelino, G. J. Renier(Abridged translation in collaboration with the author)(1931), Colonial 
polic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1) Leonard Barnes(1936), The Future of Colonies, Leonard and Virginia Woolf at the Hogarth Press,

42)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1937), The Colonial problem : a report by a study group of 
members of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Oxford University Press; Giuseppe Ugo Papi(1938), 
The Colonial problem : an economic analysis, London: P.S.King & Son Ltd. 

43) H. S. Ashton(1936), Clamour for colonies, London: Thorton Butterworth Ltd.; (German Information Service, 
Britain Unmasked No.7) George Bernard Shaw(출판년도 미상), The Denshawai horror and other colonial 
atrocities, Berlin:출판사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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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 유의하면서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Ⅰ. 일제의 식민지 전체 

  일제 식민지의 전체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척무성에서 발간한 자료들이 압도적 중요성

을 가지고 있다. 척무성은 식민지 통치기관을 감독하고 각종 척식사업을 수행했던 기관으로

서 1896-7년에는 拓殖務省으로 잠시 존재했고, 조선, 관동주, 사할린을 식민지로 획득한 1910

년 척식국으로 설치되었는데, 1929년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사할린청, 남양청 등의 식민지 

행정기관을 감독하고 해외이민 사무를 추진하는 척무성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척무성의 관할 

업무와 유효성에 대해 일정한 논란이 있었으며, 1942년 대동아권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의 대동아성이 설립되면서 척무성은 폐지되었다.

  척무성은 1929년부터 매년 사무관할 지역인 조선, 대만, 카라후토(사할린), 관동주 및 남만

주 철도부속지, 남양군도의 행정조직, 재정, 교육, 신사, 종교 및 위생, 산업, 무역 및 금융, 

교통 및 통신 등의 사정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44). 이러한 자료들은 일제 

식민지의 상황을 통치의 관점에서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유용성이 

있다. 또한 이 자료들은 외무성 자료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식민과 해외척식

사업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서 일제 내 본국과 식민지의 인간 이동 상황을 알려주는 

대표적 자료이다. 척무성 보고서는 영국의 식민국(colonial office)를 비롯해 서구제국의 식민

정책 당국 보고서에 비견되는 것으로, 그 구성과 역할에 대한 비교는 유용한 연구주제이다.

  척무성 보고서의 전신은 내각 척식국에서 발간한 식민지 관련 보고서인데, 여기에는 이식

민과 해외척식사업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45). 일제의 이식민 현상은 1930년대 이

후 정부당국의 정책적 관심사이자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척무성 자료 이외에

도 학회, 조사회, 언론사가 식민지 사정에 관해 발간한 문헌들이 있다46). 이러한 문헌들 중에

는 포괄적인 통계자료나 연표를 제시한 것도 있고, 일본인이 진출한 식민지와 이민지의 실정

을 기초적 수준에서 소개한 것도 있다. 동양척식회사에서 발간한 업무 보고서와 제국의회 척

무관련 의사록도 소장되어 있는데, 권수가 적어 자료적 가치는 높지 않다47).  

  보고서 형태 이외의 문헌으로는 논설과 정책적 논의를 담은 잡지가 2종 소장되어 있다48). 

44) 拓務大臣官房文書課(編)(1929-1939),『拓務要覽』, 拓務大臣官房文書課; 拓務省(編)(1930-32),『拓務省統計槪
要』, 拓務省; 拓務大臣官房文書課(編)(1933-1941), 『拓務統計』, 拓務大臣官房文書課. 

45) 內閣拓殖局(編)(1920),『殖民地要覽』, 拓殖局; 内閣拓殖局(編)(1926),『殖民地便覽』, 內閣拓殖局.
46) 東洋タイムス社(編)(1916), 『植民地大鑑』, 東洋タイムス社; 大喜多筆一(1919),『帝國之殖民地』, 東亞評論社; 

佐野信郞(編)(1924),『(朝鮮滿州臺灣) 植民地號』, 現代評論社; 內外經濟調査會(編)(1931),『拓殖總覽 : 統計圖
表』, 內外經濟調査會; 日本行政學會(編)(1934),『(輓近)大日本拓殖史』, 日本行政學會; 河上光一(1944),『東亞植
民年表』, 創元社. 

47) 東洋拓殖株式會社(編)(1927),『東洋拓殖株式會社業務要覽』, 東洋拓殖株式會社; 中央情報社(編)(1936),『帝國議會
拓務議事詳錄』. 

48) 海外社(編)(1927-33),『海外』, 海外社; 拓務省拓務局(編)(1931-38),『拓務時報』, 拓務省拓務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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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拓務時報』는 세계 각국 이민지의 사정에 대한 정보와 논설을 실은 잡지인데, 1937-8년 기

사 내용은 만주국 정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海外』에는  당대의 저명한 

지식인, 학자, 식민정책가들의 기고문들이 실려 있으며, 식민지를 위주로 해외의 정세에 대해 

많은 논설이 게재되어 있다. 또한 내각 척무국장을 역임한 고위 관료의 식민지 기행문도 소

장되어 있다49).    

 Ⅱ. 북해도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각론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지역이 

북해도이다. 북해도 개척사(開拓使)는 1869년부터 1882년까지 존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

성제대 식민 항목의 장서에는 1870년대 쓰여진 개척사 보고서 2건이 소장되어 있다50). 비전

문가는 해독하기 어려운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북해도 개척 초기의 상황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식민 항목의 장서에 북해도에 관한 자료는 많지 않다. 개척사 보고서 외에는 모두 

1930년대 이후의 문헌들이며, 전쟁과 총동원체제의 맥락에서 북해도 개척의 교훈이 재해석되

는 양상을 볼 수 있다. 1909년 수립되어 시행된 북해도척식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서들이 있으

며51), 일제식민지 각지에 척식업무 관료를 양성ㆍ파견한 타카오카 쿠마오의 한 제자가 1939

년경 만주국 관료로 떠나기 직전 그동안 집필해 두었던 북해도 개척사 자료를 문헌으로 발

간한 것도 있다52). 중요한 점은 북해도 개척의 역사에서 존재했던 둔전병 제도가 만주개척을 

위한 병농식민의 관점에서 그 의미가 재해석되었다는 것이며53), 둔전병 정신이 총동원체제에

서 문화운동 내지 사상동원의 자원으로 호명되었다는 것이다54).

  사할린(카라후토)은 러시아 영토로 진출하는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문헌은 

타카오카 쿠마오의 주저인 『樺太農業植民問題』만이 소장되어 있어 여기서 제시하였다55). 

사할린 식민정책은 북해도제대학파의 지속적인 관심사였으며, 이 문헌이 그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쿠릴열도 북쪽의 캄차카 지역에 관한 문헌도 한 권 소장되어 있는데, 1935년 발

간된 러시아인 권위자의 문헌을 번역한 것이다56).        

 Ⅲ. 대만

49) 濱田恒之助ㆍ大山長資(1928),『我が殖民地』, 冨山房發兌.

50) 開拓使(1875),『[北海道]開拓使報告書』, 開拓使; 外事課(譯)(1879), 『開拓使顧問 : ホラシケブロン報文』, 開拓
使.   

51) 北海道廳(編)(1931),『北海道第一期拓殖計劃事業報文』, 北海道廳.

52) 安田泰次郞(1941[1939]),『北海道移民政策史』, 生活社.
53) 加藤俊次郞(1941),『兵農植民政策』, 慶應書房.

54) 大政翼贊會北海道支部(編)(1943),『開拓血淚史 : 屯田兵座談會』, 長谷川書房.

55) 高岡熊雄(1935),『樺太農業植民問題』, 西ヶ原刊行会.
56) (露) オ-クニ, 原子林二郞(譯)(1943),『カムチヤツカの歷史 : カムチヤツカ植民政策史』, 大阪屋號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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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 항목의 장서에서 대만의 사정에 관한 문헌은 단행본 3권과 잡지 1건으로 그 수가 매

우 적다. 저명한 식민정책가들이 저술한 대만 식민정책사에 대한 문헌들이 있으며57), 『東臺
パンフレツト』는 대만총독부 주변 유식자들의 연구회의 기관지로서58) 대만 정보로서의 질

적 수준이 매우 높다. 대만 식민통치에 관한 자료가 워낙 많겠지만, 이 잡지는 동대만연구회

(東臺灣硏究會)라는 단체의 존재와 특징을 검토한 후에 대만연구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외에 1930년 발생한 대만 소수민족의 항일봉기의 경위를 서술한 문헌도 있다59). 

 Ⅳ. 조선과 만주 및 몽고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서 조선은 대륙 진출의 전진 기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식

민 항목의 장서에서 식민지조선의 사정을 알 수 있게 하는 문헌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은 

경성제국대학이 조선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사정은 일종의 국내 사정처럼 간주

되어 국외의 식민과 이민을 다루는 식민 항목의 문헌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즉 

장서의 분류 실무에서 조선을 중심에 놓고 식민과 이민의 현상을 사유했던 측면이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조선과 만주 및 몽고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만주 및 몽고에 대한 이

민과 식민의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만주, 몽고, 중국 전역의 이민과 식민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잡지가 있다60).  

  『新天地』는 식민지와 해외 각지의 사정, 이민과 식민의 양상 등에 대한 논설 및 기사를 

게재한 잡지이다. 만몽관계, 중일관계, 국제정세에 관한 내용을 전문화된 잡지이다. 1930년까

지는 경성제대 윤리학 강좌 교수인 아베 요시시게(安部能成)가 기증한 사실이 문헌에 표시되

어 있다. 만주에 대한 일본인들의 이민과 식민의 양상을 전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읽어야 하는 잡지인 것으로 생각되며, 총력전 및 총동원체제가 이민과 식민에 미쳤던 영

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잡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들의 만주 개척 상황을 전체적으로 알려

주는 문헌도 있는데61), 권수는 적지만 만주식민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문헌이라고 생각된다. 대륙에 대한 일제의 관심은 만주를 넘어 중국 전역의 이민과 식민의 

상황을 알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있었고, 1908년부터 일제 당국은 이에 관한 통계자료를 

추출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만주 거주 내지인과 조선인의 통계를 비롯하여, 중국 전역을 어

떻게 구분하여 이민과 식민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자료가 있다62). 

57) 持地六三郞(1912),『臺灣殖民政策』, 冨山房; 東鄕實ㆍ佐藤四郞(1916),『臺灣殖民發達史』, 台北: 晃文館.

58) 東臺灣硏究會(編)(1930-2),『東臺パンフレツト』,  東臺灣硏究會.
59) 橋本白水(1930),『(内地の人々に)霧社事件の一考察』, 臺灣政治硏究會.

60) 新天地社(編)(1927-40),『新天地』, 新天地社.

61) 滿洲國通信社(編)(1940),『滿洲開拓年鑑』, 滿洲國通信社. 
62) 外務省亞細亞局(編)(1926-31),『支那在留本邦人及外國人人口統計表』, 外務省亞細亞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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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제대의 위치성으로 인해 만주 식민의 중요한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일본인

의 만주 이민 및 식민 이전에 조선인의 만주 이민 및 식민이 먼저 그리고 활발하게 진행되

었다는 점이다. 조선인의 만주 이민 및 식민에 관한 문헌을 출판년도에 따라 살펴보면, 1911

년 間島 거주 조선인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가 필사본 형태로 발간된 것이 있고63), 1920년경

부터는 만주의 조선인 사정에 대한 잡지가 발간되기도 했는데 소장 권수가 적어 자료적 가

치가 크지는 않다64). 또한 재만조선인의 구제기관이 내선융합의 입장에서 발간한 문헌이 있

는데, 한글로 되어 있다65). 문헌에도 나타나듯이,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일제시기에 간도 문

제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1920년대가 되면 일백 만 명 이상의,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

들 정도로 많은 규모로 진행되었다.   

  1925년 미츠야 협정(三矢協定)의 체결 이후 만주의 조선독립단에 대한 중국 군벌의 압박이 

심해졌다. 독립단 2-3천명을 소탕하기 위해 선량한 재만조선인 전체를 驅逐하려고 하는 데에 

대한 위기감으로 재만조선인의 사정을 일제 민중들에게 알리고 일제 당국과 조선인 유식자

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문헌이 있다66). 이 문헌은 조선인 독립운동가 출신의 인사가 일선융화

의 입장으로 전향하여 쓴 글로서, 조선인 이주의 동기, 재만조선인 독립운동의 경과, 사상의 

변천, 조선인농민 압박, 조선인 불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헌은 “러시아령 시베리아 

및 만주의 조선인 거주지대를 대별해서 보면, 러시아령 연해주(하바로프스크시 일대) 78만명, 

북간도(두만강 대안 延吉道 일대) 70만명, 서간도(압록강 대안 東邊道 일대) 56만명이 이주해 

있고, 북만주 및 시베리아 흑룡주에는 서북간도 및 블라디보스톡 방면에서 이주한 7-8만명이 

있으니 이 일대 이주민 총수는 약 2백만명에 이르고 있다. 내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적어

도 120-30만명 이상이다. 외무성에서는 재만조선인을 70-80만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

수는 그보다 훨씬 많다”고 전하고 있다.

  일제의 괴뢰국 성격을 가진 만주국이 수립되기 이전인 1920년대까지 만주는 일본인보다 

조선인의 이민지 내지 식민지였고, 일제가 확고한 통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

인, 조선인, 일본인 사이의 갈등 및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사였

다67). 재만조선인의 사정은 여러 식민지 통치 기관에 의해 다각적으로 조사ㆍ관리되었고, 만

주국 수립 이후 전쟁이 수행되는 시기에는 만주국과 조선총독부에 의해 이에 대한 체계적 

정보 수집과 통제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68). 1930년대 이후의 좀 더 체계적인 정보를 

63) 間島日本帝國總領事館(編)(1911),『間島在住鮮人狀態調査書』,  間島日本帝國總領事館.    
64) 在外朝鮮人事情硏究會(編)(1921),『在外朝鮮人事情』,  在外朝鮮人事情硏究會. 

65) 田原茂(1923),『滿洲와朝鮮人』, 滿洲朝鮮人親愛義會本部.
66) 金永淳(1928),『支那官憲の鮮人壓迫に關する根本的對策』, 國際大民會.

67) 石山福治(1924),『滿蒙開發策: 日支鮮人百年の長計たるべき』, 在外朝鮮人事情硏究會; 尾池禹一郞(1927),『滿蒙
の米作と移住鮮農問題, 東洋協會. 

68) 日本鐵道省(編)(1928),『滿洲ニ於ケル鐵道ト在滿朝鮮人』, 日本鐵道省; 民政部總務司調査科(編)(1933),『在滿朝鮮
人事情』, 民政部總務司調査科; 朝鮮總督府(編)(1935),『在滿朝鮮同胞に對する本府施設の槪要』, 朝鮮總督府; 朝
鮮總督府(編)(1940),『在滿朝鮮總督府施設記念帖』, 朝鮮總督府; 鮮滿拓殖株式會社(編)(1941),『大陸の開拓と半島
同胞 : 滿洲開拓座談及講演集』, 鮮滿拓殖株式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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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재만조선인의 이민 동기나 생활실태, 독립군 토벌을 둘러싼 일제 및 중국 군부의 정책

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조선총독부가 재만조선인의 식민정책에 개입한 양상도 

파악할 수 있다. 

  만주 및 몽고의 식민에 대한 관심은 1920년대 후반부터 고조되기 시작했으며, 1930년대 이

후 조선인을 포함해 일본인 전체를 대상으로 이주 정책이 수행되고 그에 대한 사례 보고가 

등장하였다. 만몽 식민의 논리는 근대 해외이민의 주된 동인으로 이야기되던 과잉인구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1920년대까지 만몽은 일본과 중국의 이민이 경합하던 장소였다. 청말부터 

중국인 이민자들은 남양, 만주, 호주, 미주 등지로 대거 진출하였으며, 일제는 이에 대항하면

서 만몽의 식민정책을 구체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69). 일제는 만몽 식민을 위해 중국 한족의 

만주 이민 동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으며70), 만주국 수립 이후에야 만몽 식민의 독점적 지

위를 구축할 수 있었다.

  1930년대 이후에도 일본 내지인을 주축으로 한 만몽 식민은 결코 용이하게 진행되지는 못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몽 식민은 기본적으로 농업 정책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었고71), 경

제적 공황에 따른 실업 대책의 차원에서 사고된 측면이 있다72). 만몽 식민관련 문헌에서 무

엇보다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것은 식민사례에 대한 보고서들이다. 일제 내지인의 만주 식민

은 1933년, 현재 중국 흑룡강성 자무쓰(佳木斯)로의 무장이민으로 시작되었고, 이에 관해 세 

권의 단행본이 소장되어 있다. 이민단장의 연설을 기록한 문헌은 만주 식민의 초기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73), 입식 5년과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간된 문헌은 만

주 식민에 대한 근래 연구 성과들과 대조하면서 그 내용을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74). 일람표 

한 장으로 된 자료지만 만주 집단이민단의 목록도 있고75), 만주 식민의 또 다른 사례들과 이

민단을 송출한 지역의 分村 사례에 대한 보고도 있다76). 

  집단이민으로 진행된 만주 식민은 일본 내지의 촌락 주민들이 황무지의 개척을 통해 새로

운 농지를 확보하고 마을을 건설하던 종래 ‘식민’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 농지의 개척은 해외 식민지가 획득되기 이전에도 일본 각지의 촌락 주변에서 일

어났던 것이며, 북해도라는 내국식민지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적이 있다. 개척의 무대는 옮

69) 內藤順太郞(1927),『滿蒙の開發と邦人』, 東亞社出版部; 外務省通商局(木下通敏, 編)(1927), 『人口問題ヲ基調ト
シテ滿蒙拓殖策ノ硏究』, 外務省通商局. 

70) 栗本豊(編)(1931),『滿洲出稼移住漢民の數的考察』, 滿鐵調査課; 離波勝治(1932), 『滿蒙移植民問題』, 滿洲文化
協會.

71) 拓殖大學滿洲農業移民硏究會(編)(1937),『滿洲農業移民十講』, 地人書館. 
72) 東京府學務部社會課(編)(1934),『滿洲國移民に關する資料(失業對策資料第2輯)』, 東京地方失業防止委員會. 

73) 市川益平(1933),『佳木斯移民の實況』, 東亞經濟調査局. 

74) 渡邊千代江(編)(1938),『彌榮村建設の五年 : 第一次特別農業移民團經營記錄』, 滿洲移民協會; 小寺廉吉(1940), 
『先驅移民團 : 黎命期之彌榮と千振』, 古今書院. 

75) 滿洲拓植公社經營課(編)(1938),『[滿洲]集團移民現況一覽表』, 滿洲拓植公社經營課.
76) 關東州廳土木課(編)(1935),『愛川村 : 邦人滿洲移民ノ魁』, 關東州廳; 淺川四郞(1942),『開拓團生ひ立ちの記』, 

海南書房; 拓務省拓北局(編)(1942),『富士見村の分村運動に就て』, 拓務省拓北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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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지고 확대되었지만, 개척의 방식은 일부 촌락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동하여 개척지에서 새

로운 촌락을 건설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험을 계승한 측면이 있었다. 내지 촌락의 사회구조 

및 문화의 이식은 일제의 식민 현상을 특징 짓는 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깊이 있는 

논의가 전개되지 못했던 것 같다. 만주의 일본인 식민 촌락에서 어떠한 사회조직이 만들어지

고, 왜 신사가 건설되고, 왜 내지 촌락과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북해도, 대만, 

조선, 남양 등의 식민 사례와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일제 식민주의 연구의 중요한 연구과제

이다. 특히, 근현대 일본의 도시화 양상에서도 나타나듯이 출신지의 이에(家)를 계승할 지위

에 있지 않고, 촌락의 한정된 자원을 이에카부(家株)로 나누어 받기 힘든 지위에 있었던, 흔

히 차남 이하의 남성이나 여성들이 이민과 식민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은 만주 식민의 사례에

서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이며, 앞으로 다른 지역의 이민 및 식민 사례에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 떠나는 이민자의 입장에서 만주는 내지의 황무지나 북해도에 비해 

어떤 장단점이 있고, 원주민이 버티고 있던 대만과 조선에 비해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었던가 

하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만주 식민의 결과는 정책 당국의 목표를 계속해서 밑돌고 있

었으며, 그 이유는 만주의 자원적 가치를 강조하는 경제학적 설명이나 이민과 식민의 동인에 

대한 과잉인구론의 설명을 통해서는 만족스럽게 해명될 수가 없다. 만주는 식민지라기보다 

군사적 점령지였으며, 만주의 정세 불안은 이민 내지 식민의 심각한 장애물이었다. 만주 식

민은 군부의 정책과 동원에 따른 군사적 식민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일종의 군사훈련을 받

은 독신 남성으로 구성된 초기 무장이민단은 만주 식민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무장이민단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후 가족 이민이나 분촌 이민이 권장되기는 했지만, 이민자

에게 만주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고 만주 식민은 궁핍한 농촌 주민이나 도시 실업자의 동

원에 의존했다. 경제적 궁핍에 시달린 이민자의 자발적 의지보다 애국이나 보국의 정신 동원

이 만주 식민의 동력이 되었던 점을 만몽 식민에 관한 자료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만몽 식민의 정책 입안자로서 두 사람이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왔다77). 토미야 카네오(東
宮鉄男)는 장작림(張作霖) 폭살사건의 실행자였던 육군 군인이었으며, 만주의 군사적 중요성

을 중시하여 조선인 및 일본 내지인의 식민에 의한 방어 거점의 구축을 주장했다. 카토 칸지

(加藤完治)는 농업 관료 출신으로서 농본주의에 입각한 농업이민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들

이 절충되어 일본 내지인의 무장이민단에 의해 만몽 식민이 시작되었고, 카토는 1938년 이바

라키현에 우치하라훈련소(内原訓練所)를 개소하여 소위 만몽개척 소년의용군을 육성하였다. 

우치하라훈련소는 군대식 생활규범과 정신을 주입하여 종전까지 수만 명의 청소년들을 만주

로 송출했던 기관으로서 잘 알려져 있다. 만주국 건국대학 교수가 만주 개척의 실상을 정리

77) 石原文雄(1944),『滿洲開拓父 東宮大佐と加藤完治』, 潮文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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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평가한 문헌도 있고78), 만몽 식민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정세 속에서 만주국에도 그것을 

지원하는 기관이 생겨나고 문헌들이 발간되었다79).  

 Ⅴ. 북진론과 남진론의 사이: 중국과 그 주변

  일제의 대외 팽창정책은 명치시대 이후 북진론과 남진론으로 양분된 것으로 이야기된다. 

북진론의 관심 지역인 조선과 만몽에 관해 많은 자료가 구비되어 있고, 남진론의 관심 지역 

중 대만에 관한 자료는 빈약하지만 다음 절에서 보듯이 동남아시아에 관한 자료는 풍부하게 

구축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에 관한 문헌이 경성제대 전체 장서에서는 큰 비중을 차

지함에도 불구하고, 식민 항목 장서에서는 그 수가 매우 적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중일전쟁 

전후 중국에 대한 일제의 정보수집과 조사가 급격히 늘어났지만(末廣昭(編), 2006), 그 자료들

이 경성제대에는 제대로 유입되지 않았거나 식민에 관한 자료로는 분류되지 않았던 것 같다. 

  중국 본토에 관한 문헌으로는 중국 남동부의 수산사정에 관해 척무성에서 발간한 보고서

가 유일한데, 최근 중일의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다오위다오)제도 주변 상황까지 포함하고 

있고 비교적 충실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80). 중국 남단의 海南島에 관해서도 풍부한 정보

를 담은 문헌이 소장되어 있는데, 문헌 제목은 대동아전쟁의 상황 속에서 남진론의 여파를 

상기시키고 있다81). 이외에도 자료적 가치가 높은 문헌이 몇 건 더 있다. 일본인 외교관이 

홍콩 총영사관에 재임하던 중 명치 6년(1873년)에서 27년(1894년)까지 홍콩에 거주하던 일본

인의 사정을 기술한 고문서를 발견하여 조사ㆍ정리한 문헌이 있다. 저자는 이 고문서에 대해  

홍콩을 중심으로 남방발전에 공헌한 일본인들의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라고 평가하고 

있다82). 또한 경성제대 정치공법 연구실 마츠오카 슈타로(松岡修太郎) 교수가 수집한 문헌이 

있는데, 1908년 창설된 중국 텐진(天津) 조계지의 일본인거류민단 기념지들이다83). 이 문헌은 

조계지의 거류민 생활을 비교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Ⅵ. 남양

78) 天澤不二郞(1944),『開拓政策の展開 - 滿洲開拓の過去と現在』, 河出書房.
79) 滿洲日日新聞社(編)(1936),『日本人發展報告書 : 滿洲國建國四周年記念(滿日時局叢書第1輯)』, 滿洲日日新聞社; 

滿洲國立開拓硏究所(編)(1942),『ペ-チカの煙道形式に關する硏究』, 滿洲國立開拓硏究所; 滿洲國立開拓硏究所
(編)(19??),『[滿洲國立開拓硏究所]指導資料 3, 5, 6, 7호』, 滿洲國立開拓硏究所.

80) 拓務省拓務局(編)(1938), 『中南支那方面に於ける水産事情』, 拓務省拓務局. 

81) 吉川兼光(1942),『海南島建設論』, 大阪屋號書店.
82) 臺灣總督府熱帶産業調査會(編)(1937),『明治初年に於ける香港日本人(熱帶産業調査會叢書第5號)』, 臺灣總督府熱

帶産業調査會.
83) 天津居留民團(編)(1917),『天津民團十週年記念誌』, 天津居留民團; 臼井忠三(編)(1941), 『天津居留民團三十週年

記念誌』, 天津居留民團. 



- 56 -

  南洋(혹은 南方)은 식민 항목 장서들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필리핀에서 인도 동쪽 인도

차이나 반도에까지 이르는 동남아시아 지역과, 호주와 하와이, 태평양제도 전체를 포괄하는 

대단히 광범위한 지역을 가리킨다. 1919년 이후 일제의 위임통치령이 된 미크로네시아의 섬

들은 남양군도(南洋群島)라고 지칭되는 경우가 많고, 호주와 하와이, 남양군도 이외의 태평양

제도에 대한 일제의 관심은 미약한 측면이 있어, 단순히 남양이라고 할 때는 동남아시아 지

역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흔히 있다. 식민 항목 장서에서 남양에 관한 문헌은 대다수가 동남

아시아에 관한 것이다. 

  동남아시아, 호주, 태평양제도(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는 아프리카와 함께 

19세기 이후 서구제국과 일제에 의한 식민지 쟁탈이 일어난 지역이다. 1930년대 이후 일제도 

동남아시아 점령지와 남양군도에 대해 많은 자료를 축적했지만, 서구제국의 그것에 비하면 

일천한 것이었다. 일제의 식민지 자료는 지배 기간 동안 다른 제국의 통치력이 미약했던 지

역, 즉 대만, 조선, 사할린, 관동주 및 만주, 남양군도 등에 관한 것이 독보적 중요성을 가질 

수 있고 동남아시아 점령지에 관한 것은 다른 제국에서 축적했던 자료와 비교론적 견지에서 

독해될 필요가 있다. 일제의 동남아시아 자료는 대부분 1930년대 이후 수집된 것으로 나타나

며, 군사적 점령이라는 상황과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갖는 것이다. 일제의 동남아시아 자료는 

질적으로 천차만별이지만, 양적으로 많다. 전후 일본학계에서는 이미 이 자료의 활용성에 대

해 많은 검토가 있었는데(末廣昭(編), 2006), 한국학계 역시 독자적인 관점에서 서구제국이 축

적한 동남아시아 자료와 비교하면서 이 자료의 활용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1) 일제의 남양식민에 관한 자료 

  식민 항목의 화한서에서 남양군도에 관한 자료는 야마모토 미오노가 태평양제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던 시절 경도제대 조교수로서 작성한 현지답사 보고서가 유일하

다84). 동남아시아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1920년대까지 대만총독부가 동남아시아 조사의 

거점이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만총독부 소속의 기사가 수행한 동남아시아 현지조사의 

보고서와 총독부 촉탁의 대학교수가 필리핀에 관해 간략하게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있다85). 

  1930년대 이후 남양 조사의 거점은 내각의 척무성으로 확대되었다. 남양 진출의 사전포석

으로서 다양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졌고, 군사적 점령 이후에는 점령지 조사의 성격을 띠었다. 

척무성 보고서가 다수 소장되어 있는데, 질적 수준에서는 천차만별이다. 호주와 필리핀을 비

롯한 동남아시아 각지의 각종 법규나 통치조직에 관한 자료를 단순히 번역해 놓은 문헌들이 

있는가 하면86), 현지 사정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문헌들도 있다. 후자의 문헌

84) 山本美越乃(1917),『我國民ノ海外發展ト南洋新占領地』, 京都帝國大學法科大學內 京都法學會.
85) 色部米作(1926),『南洋に於ける邦人の事業』, 臺灣總督府官房調査課; 隈川八郞(調査) 臺灣總督官房調査課

(編)(1929),『國策としての南洋移民問題』, 臺灣總督官房調査課.
86) 拓務省拓務局(編)(1937),『蘭領印度統治組織』, 拓務省拓務局; 拓務省拓務局(編)(1937),『比律賓公有土地法』, 拓

務省拓務局; 拓務省拓務局(編)(1937),『暹羅國鑛業關係法規』, 拓務省拓務局; 拓務省拓務局(編)(1937), 『比律賓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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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동남아시아 각지의 자원과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말레이반도, 네덜

란드령 보르네오, 영국령 북보르네오, 사라와크왕국, 셀레베스, 뉴기니아의 사정에 대한 보고

서와 남방 자원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는 지금도 지역연구 자료로서 다양한 측

면에서 논의될 가치가 있다87),    

  민간의 연구자들이 작성한 남양 보고서들도 있는데, 일본인들이 남양에 진출하여 정치경제

적 힘을 발휘하고, 일본인 촌락 내지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양상을 서술한 문헌이 있다88). 이 

문헌들의 내용은 군사적 점령 이전의 일본인 이민과의 연속선상에서 생각될 필요가 있다. 전

쟁에 따른 점령을 기점으로 일본인의 동남아시아 거주가 군사적 식민의 성격을 띠게 되었지

만, 그 이전까지 동남아시아는 일본인에게 식민지가 아니라 이민지로 존재했다. ‘대동아전

쟁’ 말기에는 점령지 통치에 필요한 정보로서 남양 식민지의 통치조직과 정치경제적 상황

을 분석한 문헌들이 등장하였으며89), 군부가 점령지 통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동남아시

아의 실상을 알리는 선전 자료를 발간하기도 했다90). 

 

  2) 서구제국의 남양식민에 관한 자료

  일제의 동남아시아 진출은 서구제국의 식민권력에 대한 대항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일

제 당국은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의 동남아 식민통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초기에는 

출입국관계 법규나 식민지 통치조직에 대한 보고서들이 발간되었고91), 이후에는 서구제국의 

동남아 식민사에 대한 문헌이 발간된 것을 볼 수 있다92). 일제 당국은 서구제국이 중국 및 

인도의 하급노동자(소위, 쿨리)의 출입국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식민지 행정을 어떻게 수행하

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점령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서구제국의 식민사에서 침

략과 착취의 측면을 강조했다. 이 문헌들은 단편적 자료나 개론적 지식을 정리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일본어로 서구제국의 동남아 통치에 대한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業法』, 拓務省拓務局; 拓務省拓務局(編)(1938),『比律賓に於ける石炭及石油關係法規』, 拓務省拓務局; 拓務省拓
務局(編)(1938),『蘭領印度現行入國關係法規』, 拓務省拓務局; 拓務省拓務局(編)(1938),『濠洲クインズランド州眞
珠貝及海參漁業關係法規』, 拓務省拓務局; 拓務省拓務局(編)(1939),『蘭領印度鑛業法』, 拓務省拓務局. 

87) 拓務省拓務局(編)(1931),『馬來半島に於ける「トバ」栽培』, 拓務省拓務局; 拓務省拓務局(編)(1933),『蘭領ボルネ
オノ産業ト邦人』, 拓務省拓務局; 拓務省拓務局(編)(1934),『英領北ボルネオ·タワオ地方事情』, 拓務省拓務局; 
拓務省拓務局(編)(1935), 『南洋栽培事業要覽 : 昭和9年版』, 拓務省拓務局; 拓務省拓務局(編)(1938), 『サラワッ
ク王國事情』, 拓務省拓務局; 拓務省拓南局(編)(1941), 『セレベス」島事情』, 拓務省拓南局; 拓務省拓務局
(編)(1941), 『蘭領ニュ-ギニア事情』, 拓務省拓務局; 拓務省拓務局(編)(1942),『南方農林資源に關する統計資料』,  
拓務省拓務局.

88) 南洋及日本人社(1938), 『南洋の五十年 : シンガポ-ルを中心に同胞活躍』, 北斗書房; 岩生成一(1940),『南洋日本
町の硏究』, 南亞細亞文化研究所. 

89) 一原有常(1942),『南方圈統治改設』, 海洋文化社; 向井梅次(1943),『馬來政治經濟硏究』, 臺灣三省堂.

90) 竹田光次(1943),『南方の軍政』, 陸軍報道部. 

91) 外務省通商局第三課(編)(1932),『蘭領東印度ニ於ケル農企業及入國關係法規』, 外務省通商局; 拓務大臣官房文書
課(編)(1933),『蘭領東印度の統治機構』, 拓務大臣官房文書課; 臺灣總督官房外事課(編)(1935),『南洋各地統治組織
及土民運動(南支那及び南洋調査書226輯)』, 臺灣總督官房外事課.

92) 柴田賢一(1940),『白人の南洋侵略史』, 興亞日本社; 鳥養太一郞(1941),『和蘭の南洋植民史. 第1部』, 丸善株式會
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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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일제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생각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이 식민 항목의 서양서이다. 인도

를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주요 교통요충지를 지배했던 영국의 식민통치 자료, 인도차이나를 

지배했던 프랑스의 식민통치 자료, 자바, 수마트라, 보르네오, 뉴기니아 등을 지배했던 네덜

란드의 식민통치 자료, 그리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에 관한 자료가 일제 당

국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다. 경성제대 식민 항목의 서양서에는 소위 남양에 관해 많은 자료

들이 구비되어 있다. 영어 문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불어 문헌에도 인도차이나에 관한 

것이 있으며, 네덜란드어 문헌은 찾아보기 힘든데, 영어 문헌에 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영국의 동남아시아ㆍ태평양 식민정책은 인도를 거점으로 한 중국 진출 및 해로을 통한 무

역통신망의 확보93)와 호주를 거점으로 한 태평양에 대한 이권 확보94)로 압축될 수 있다. 17

세기 동인도회사 설립 이후 영국이 지배권을 강화했던 인도는 버마, 말레이, 말라카, 싱가포

르, 사라와크, 북보르네오, 홍콩으로 이어지는 동남아시아 및 중국 진출로의 출발점이었다. 

19세기 전반 영국이 식민지화에 성공한 호주는 뉴질랜드 및 뉴기니아를 비롯한 영국령 태평

양제도와 세트로 사고되었다. 1886년 시점에서 뉴기니아는 동남아시아에 근거를 둔 네덜란

드, 미크로네시아에 근거를 둔 독일, 호주에 근거를 둔 영국의 세력 각축장이었으며, 세 국가

의 식민지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었다. 뉴기니아 뿐만 아니라, 태평양제도 전체는 18세기 후

반 제임스 쿡(James Cook)의 탐험으로 서구제국에 알려진 이후 식민지 쟁탈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95). 

  영국령 동남아 식민지에 대한 문헌은 수적으로 적고96), 자료적 가치가 크지는 않다. 프랑

스 식민 관료가 쓴 홍콩과 버마에 대한 영국의 식민사 문헌을 다시 영어로 번역한 것이 이

채롭다97). 영어로 된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 네덜란드령 동남아 식민

지에 대한 문헌들이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아프리카 식민지 총독을 역임한 영국의 행

정가가 자바와 인도차이나를 방문한 후 작성한 답사기 내지 정책 보고서는 네덜란드와 프랑

93) W. Cooke Taylor(1842),A popular history of British India, commercial intercourse with China, and the insular 
possession of England in the eastern seas, London: James Madden & Co.

94) C. Kinloch Cooke(1887), Australian defences and New Guinea, London: Macmillan & Co..

95) Bolton Glanvill Corney(ed.)(1913), The quest and occupation of Tahiti by emissaries of Spain during the years 
1772-1776 : told in despatches and other contemporary documents translated into English and compiled with 
notes and introduction, The Hakluyt Society. 

96) The Lord of Stanley of Alderly(1879), (Straits settlements) Return to an order of the House of Lords : dated 
27th May 1879, for “copy of treaty of 1855 between the Sultan of Johor and his Tumonggong, and for 
correspondence respecting Muar since the death of the late Sultan of Johor.”, 출판사 미확인; Straits 
Settlements. Governor(1893), Reports on the protected Malay states, 출판사 미확인; The Secretary of 
State(August, 1931), Hong Kong currency : report of a Commission appoin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Colonies, May, 1931, 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Colonies to Parliament by Command of 
His Majetsty.

97) Arthur Baring Brabant, J. Chailley-Bert(tr.)(1894), The colonization of Indo-China, London: Archibald 
Constable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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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식민지 행정 전반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영국 식민지 행정의 제반 문제에 대해 논

하고 있다98). 이외에도 영국의 법률가, 군인, 저널리스트가 자바와 인도차이나에 관해 쓴 문

헌들이 있으며, 영국의 식민정책이나 외교정책에 대한 참고자료나 단순한 견문기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99). 또한 영국의 의회 식민지담당국 비서가 말레이, 실론, 자바를 방문한 후 세 

지역의 산업 상황을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도 있고100),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식민사

에 대한 미국 역사학자의 본격적인 연구서도 소장되어 있다101). 

  태평양제도에 관한 문헌으로는 위임통치를 담당하는 각국의 식민지 행정기관이 국제연맹

에 제출한 보고서가 있다. 일제 남양청의 위임통치 보고서를 비롯해 호주 정부의 뉴기니아 

행정보고서와 나우루 행정보고서, 뉴질랜드 외무국의 서사모아 행정보고서가 있다102). 또한 

1930년대 이후 캐나다와 미국의 시각에서 태평양제도의 상황과 아시아 및 환태평양 국가들

의 정세를 논하는 잡지들도 소장되어 있다103). 특기할 만한 문헌으로는 인도인들의 피지제도 

식민사를 다룬 단행본이 있다104). 이 자료들은 태평양 지역연구에 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3) 중국인 이민과 남양화교에 관한 자료

  일제가 동남아시아로의 진출과 군사적 점령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서구제국의 식민권력 이

상의 큰 장애물로 인식한 것은 중국인 이민자, 즉 화교였다. 식민 항목의 장서에서 중국인 

이민과 남양화교에 관한 문헌은 31건이나 발견된다. 일제 당국은 동남아시아에서 화교의 영

향력을 1920년대에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전쟁과 점령을 계획ㆍ실행하는 시점에서는 남양화

교에 대한 본격적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濱下武志, 2006). 

98) Sir Hesketh Bell(1928), Foreign colonial administration in the Far East,  Edward Arnold & Co.; (英) ヘスケス 
ベル, 羽俣郁(譯)(1942),『蘭·佛印植民司政』, 伊藤書店.

99)  J. W. B. Money(1861), Java ; or, How to manage a colony showing a practical solution of the questions 
new affecting British India,  London: Hurst and Blackett; C. B. Norman(1884), Tonkin or France in the Far 
East, Chapman & Hall, Limited; Alfred Cunningham(1902), The French in Tonkin and South China, London: 
Sampson Low, Marston & Co.

100) The Secretary of State(December 1928), Report by the Right Honourable W. G. A. Ormsby Gore, M. P. on 
his visit to Malaya, Ceylon, and Java during the year 1928, 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Colonies to Parliament by Command of His Majesty, London: His Majetsty's Stationery Office.

101) Thomas E. Ennis(1936), French policy and developments in Indochina, West Virginia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02) Nanyocho(1925-29), Annual report to the League of Nations on the administration of the South Sea Islands 
under Japanese mandate, Nanyocho (Japan); Governor-General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1924-29), 
Report to the League of Nations on the administration of the Territory of New Guinea,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The Administrator for submission to the League of Nations(1922-3, 1925-29), Report on the 
administration of Nauru, A. J. Mullett, Govt. Printer; New Zealand. Dept. of External Affairs(1926-30), 
Mandated territory of Western Samoa, Wellington: W.A.G. Skinner, Govt. Printer.

103)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1936-40), Pacific affairs,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onference of)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1934, 1937, 1940), Problems of the Pacific : proceedings,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P. Jaffe and K. L. Mitchell(eds.)(1943-5), Amerasia, New York: F.V. Field.

104) C. F. Andrews(1937), India and the Pacific, London: George & Unwin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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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에는 한문으로 된 중국어 문헌의 원전이나 번역을 통해 청말부터 시작된 중국인 이민

사와 남양화교의 역사 및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105). ‘대동아전쟁’ 말기에 이

르기까지 이러한 문헌이 경성제대 도서관에 유입된 것을 보면, 일제 당국 및 학계의 자체적 

조사연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 한계를 보완하는 용도로서 중국어 문헌이 번역되었던 것 

같다106). 중국에서 나온 중국인 이민사 및 남양화교 문헌은 화교가 근대 중국정부 즉, 장개

석 정권의 재정적 기반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밝혀주고 있다. 이러한 문헌 중에

는 저명한 화교 인사의 목록을 제공한 문헌도 있고, 화교와 본국 주민 사이의 송금 방식 및 

규모를 알려주는 문헌도 있다. 또한 청말 화교는 정부의 기민정책 속에서 강력한 가향의식을 

가지고 중국을 탈출한 사람들이지만 손문의 동남아 순회 이후 애국주의자로 변모하여 일제

의 ‘대동아전쟁’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문헌도 있다. 

  일제 당국이 화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동남아시아 식민 사업과 통치를 수행하는 데 화

교가 경쟁세력 내지 중요한 걸림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 화교에 대한 일제 당국 

및 학계의 조사연구는 1920년대 후반 조야한 수준에서 시작되어107) 1930년대 후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만철에서 발간한 『南洋華僑叢
書』108)와 이데 키와타(井出季和太)의 저서들을 들 수 있다109). 『南洋華僑叢書』는 총 6권으

로 되어 있는데, 제1권은 태국의 화교, 제2권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화교, 제3권은 필리핀

의 화교, 제4권은 네덜란드령 인도차이나의 화교, 제5권 영국령 말레이 및 호주의 화교, 제6

권은 남양화교와 복건광동의 화교를 다루고 있다. 이데는 화교 연구의 최고권위자로 인정받

고 있었는데, 정부의 남양정책에 공헌하는 입장에서 중국 이민사와 화교 사정에 대해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만총독부와 남양협회도 화교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110). 대만총독부는 남중국 및 

남양 제지역의 화교단체를 폭넓게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남양협

회는 화교에 관한 조사연구를 지원하고 기존의 성과를 정리해서 일반 독자에게 소개하는 사

업을 수행했다. 이외에도 특정 국가나 지역의 화교에 초점을 맞춘 문헌들도 있으며111), 대동

105) 張相時(1927),『華僑中心之南洋. 下卷』, 海南書局; 黃朝琴(譯)(1929),『中和民族之國外發展』, 國立曁南大學 南
洋文化事業部; 黃競初(1930),『南洋華僑』, 商務印書館; 李長傳(編)(1930),『南洋華僑槪況』, 國立曁南大學 南洋
美洲文化事業部; 王正延(1930),『朝鮮華僑槪況』, 駐朝鮮總領事館; 張貞(1934),『南僑訪問記』, 출판사 미상; 吳
澤霖(1936),『海外僑訊彙刊 第1輯』, 國立曁南大學 南洋文化事業部.

106) 丘澤平, 山崎淸三(譯)(1939),『現代華僑問題』, 生活社; 李長傳, 半谷高雄(譯)(1939),『支那殖民史』, 生活社; 黃
競初(編著)(1940),『華僑名人故事錄』, 商務印書館; 黃警頑, 左山貞雄(譯)(1941),『華僑問題と世界』, 大同書院; 鄭
林寬, 滿鐵東亞經濟調査局(譯)(1943),『福建華僑の送金』, 滿鐵東亞經濟調査局; 劉繼宣, 種村保三郞(譯)(1943),
『中華民族南洋開拓史』, 東都書籍株式會社.

107) 外務省通商局(編: 小林新作調査)(1929),『華僑ノ硏究』, 外務省通商局.

108) 滿鐵東亞經濟調査局(編)(1939),『南洋華僑叢書』, 満鉄東亜経済調査局.

109) 井出季和太(編)(1940),『現下の華僑槪觀』, 東洋協會調査部; 井出季和太(1941),『南洋と華僑』, 三省堂; 井出季
和太(1942),『華僑』, 六興商會出版部; 井出季和太(1943),『支那民族の南方發展史』, 井上民族政策硏究所, 刀江書
院.

110) 天田六郞(1939),『現地に視るタイ國華僑』, 南洋協會; 南洋協會(編)(1940),『南洋の華僑』, 南洋協會; 南洋協會
(編)(1942),『南洋の華僑』, 南洋協會; 臺灣總督府外事部(1942).『南方華僑團體調査』, 臺灣總督府外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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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공영론의 입장에서 화교의 위상을 논의한 선동적인 문헌들도 있다112).   

  화교는 서구제국의 학계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 태평양협회의 위탁을 받아 조

사연구를 수행한 미국 법학자, 케이터(W.J. Cator)의 저서가 번역되었으며113), 만철의 『南洋
華僑叢書』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이 문헌은 화교의 숫자가 많은 태국과 말레이의 화

교 상황과 총인구의 2%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던 네덜란드령 동남아시

아 화교의 특색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 제국정부가 화교를 통치

하는 방식을 분석한 문헌도 번역되었으며114), 태국 화교에 대한 연구서도 번역되었다115).  

 Ⅶ. 서구제국의 식민지 경영과 정보

  식민 항목 장서에는 서구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식민지의 사정과 식민사에 관한 문헌이 다

수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이 중에서 화한서 문헌과 영어 문헌을 전수조사하였다. 이 절에서

는 그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기로 한다. 

  화한서 문헌 중에는 자원과 경제의 측면에서 세계 식민지의 판도를 인식하는 문헌이 있긴 

하지만116), 일제의 정책가 및 지식인이 세계의 식민지 사정과 식민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독자적인 지식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1940년대에도 일제는 영국과 프랑스

의 식민사를 여전히 학습하는 단계에 있었고, 전쟁의 상대라는 관계성 때문에 그마저도 평정

심 속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117). 1940년대 번역서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획득 및 

쟁탈이 전쟁과 침략의 연속이었다는 것이 서구제국의 식민사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영어 문헌은 대부분 영국의 식민사와 식민지 사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서구제국의 식민

사와 세계의 식민지 사정을 전체적이고 균형감 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등의 식민사와 식민지 정보에 대한 

문헌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문헌만으로도 과거 식민지 정보가 현

대 지역연구의 자료로 어떤 활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영제국은 

17세기 중반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 때까지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최대의 식민

지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영제국의 식민사가 약 300년 동안 세계 식민

111)  神戶商工會議所調査課(編)(1936),『華僑の現世と神戶に於ける華僑』, 神戶商工會議所; 黃演馨(1944),『比律賓
華僑』, 文化硏究社.

112) 芳賀雄(1941),『東亞共榮圈と南洋華僑』, 刀江書院; 渡邊武史(1942),『南方共榮圈と華僑』, 地硯社.
113) (米)W. J. ケ-タ-, 成田節男ㆍ吉村泰明(譯)(1942),『華僑の經濟的地位 : 東印度』, 日本公論社.

114) ルウアス-ル, 成田節男(譯)(1944),『佛印華僑の統治政策』, 東洋書館.
115) K. P. ランドン, 太平洋問題調査會(譯)(1944),『タイ國の華僑』, 同盟通信社.

116) 益田直彦(1938),『世界植民地の資源と經濟』, 千倉書房.
117) 齋藤榮三郞(1940),『英國の世界侵略史』, 大東出版社; ヨ-ロツパ 問題硏究所(編)(1940),『英國の世界統治策(戰

爭文化叢書 第25輯)』, 世界創造社; G. B. マレソンン, 大澤貞藏(譯)(1943),『印度に於ける英佛爭覇史』, 生活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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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중심에 있었고, 대영제국이 가장 많은 식민지의 정보를 축적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영제국 식민지의 전체적 구도 및 역사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헌은 루

카스(Lucas)와 수 명의 식민정책 전문가들이 1887년부터 1924년까지 집필에 참여하여 완성한 

총 14권짜리 대작, A Historical geography of the British colonies이다118). 경성제대 장서에는 

도입(introduction)를 제외한 13권이 갖추어져 있다. 제1권은 지중해와 동방 식민지, 제2권은 

서인도제도, 제3권은 서아프리카, 제4권 1,2,3부는 남아프리카, 제5권 1,2,3,4부는 캐나다와 뉴

펀들랜드, 제6권 호주, 제7권 1,2는 인도로 되어 있다.

  대영제국 식민지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대영제국 식민국(colonial office)이 발간한 식민지 

현황에 관한 짧은 보고서가 있는데, 중간중간 빠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1888년부터 1940년

까지의 분량이 소장되어 있다119). 대영제국 식민지의 전체적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식민지 연감인데, 1892년 제31권과 1918년 제57권 두 권 밖에 소장되어 있지 않

다120). 이외에 대영제국 왕실 식민담당 기관에서 발간한 잡지도 있는데 1928년부터 1932년까

지의 5년분이 소장되어 있다121). 대영제국의 식민국은 식민정책 수행을 총괄한 기관으로서 

식민지에 관해 수많은 자료를 발간하였으며, 일제의 척무성처럼 많은 비판과 주기적인 존폐 

논란 속에서 운영되었다. 식민국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행본이 발간되었다122). 

또한 1938년 시점에서 영국의 식민지 행정의 변천과 현재적 상황을 전반적으로 정리한 문

헌123)도 있다.

  대영제국의 오랜 식민사를 반영하듯 영국의 식민정책과 식민지의 전체적 사정에 관한 문

헌은 경성제대 장서에 소장된 것에 한정하더라도 19세기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발간된 것을 

알 수 있다. 영국 식민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제국정부와 식민지의 관계를 정확하

게 파악하는 데는 제국정부의 식민담당 비서국과 자치 식민지 수상들이 참석하는 제국회의

의 보고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124). 영국의 식민정책은 시대적 조건에 따라 지속적 변화

를 거듭해 왔는데, 이러한 식민정책의 변천사를 논의한 문헌들이 있다125). 이러한 문헌에서 

118) C. P. Lucas(1906-1924[1887-1924]), A historical geography of the British colonies,  Clarendon Press, .
119) Colonial Office(Great Britain)(1888-91), Her Majesty's colonial possessions, London : H.M. Stationery Office; 

Colonial Office(Great Britain)(1891-1940), Colonial reports - annual, London : H.M. Stationery Office. 
120) Colonial Office(Great Britain)(1892, 1918), The Colonial Office list for, London: Harrison.   
121) Royal Colonial Institute (Great Britain)(1928-32), United empire, London: Royal Empire Society.
122) Henry L. Hall(1937), The Colonial Office : a history, Longmans, Green and Co.. 

123) Charles Jeffries(1938), The Colonial empire and its civil service,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24) Command of His Majesty(October, 1902), Colonial conference, 1902 : papers relating to a conference 
between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Colonies and the prime ministers of self-governing colonies : June to 
August, 1902 / Presented to both Houses of Parliament by Command of His Majesty, London: His Majesty's 
Stationery Office; Command of His Majesty(November, 1923), (Imperial Conference 1923) Appedices to the 
Summary of proceedings, Presented to both Houses of Parliament by Command of His Majesty,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25) Herman Merivale(1841), Lectures on colonization and colonies, delivered before the University of Oxford in 
1839, 1840, and 1841, London: Longman, Orme, Brown, Green, and Longmans; Herman Merivale(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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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식민정책사는 미국 독립과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두 번의 기점에 따라 큰 변화가 있

었던 것으로 이야기된다. 신대륙 정복과 아프리카 노예무역에서 나타난 야만적 지배의 식민

지 정책은 미국 독립 이후 본국과 식민지의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한 팽창주의적 식민정책

으로 전환되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식민지의 발전을 중시하는 국제사회의 여론 속에서 

식민지 자치를 확대하면서 본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연방주의로 전환되었다.    

   

  통시적 접근법의 식민사 문헌 이외에 영국의 식민정책 형성과 변화에 중요성을 갖는 특정 

시기의 사건이나 이슈, 인물 및 정책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 문헌들이 있다. 17세기 스튜어

트 왕조의 식민주의적 팽창 정책에 대한 문헌126), 1690년대 스코틀랜드 특허회사의 실패 사

례를 분석한 문헌127), 18세기 초반 노예무역과 플랜테이션에 관한 자료를 모아놓은 문헌128), 

1838년 초판이 발간된 윌리엄 버제(William Burge)의 식민지 법제와 관한 논설집129), 1849년 

저명한 정치가 웨이크필드가 발간한 본국 정치가와 식민지 행정가의 서신교환집130), 19세기 

중반 러셀 내각의 식민정책에 관한 문헌131), 필 내각과 러셀 내각의 12년 동안의 식민지 행

정을 분석한 문헌132), 1830-60년 영국 식민정책에 관한 자료집133), 1862년과 1863년 영국 식

민지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당대 저명 저널리스트의 논평기사를 모아 놓은 문헌134), 19세기 

초 실론과 말타의 총독을 역임한 메이트랜드의 식민지 행정을 분석한 문헌135), 19세기 말 제

국정부과 자치 식민지의 관계에 대한 자유주의 정치가의 비교정치학 논설집136) 등이 있다. 

Lectures on colonization and colonies : delivered before the University of Oxford in 1839, 1840, & 1841, and 
repr. in 1861,  Oxford Univ. Press; Robert Chalmers(1893), A History of currency in the British colonies,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Gerald Berkeley Hurst(1905), The old colonial system, Univ. of 
Manchester; George Louis Beer(1912), The old colonial system, 1660-1754, The Macmillan Company; Hugh 
Edward Egerton(1922), British colonial policy in the XXth century / Methuen & Co.  

126) A. D. Innes(1931), The maritime and colonial expansion of England under the Stuarts(1603-1714) /  London: 
Sampson Low, Marstoo & Co., Ltd.

127) James Samuel Barbour(1907), A history of William Paterson and the Darien Company / William Blackwood 
and Sons.

128) The Authority of the Lords Commissioners of his Majesty's Treasury under the Direction of the Master of 
the Roles(1925), Journal of the commissioners for trade and plantations from February 1708-9 to March 
1714-5 / March 1714-5 to October 1718 / November 1718 to December 1722 preserved in the Public Record 
Office, London: His Majesty's Stationery office.   

129) Alexander Wood Renton and George Grenville Phillimore(eds.)(1907[1838]), Burge's commentaries on colonial 
and foreign laws generally and in their conflict with each other and with the law of England, Sweet & 
Mxwell Limited/Stevens & Sons, Limited.

130) Edward Gibbon Wakefield(1914[1849]), A view of the art of colonization : in letters between a statesman 
and a colonist, Clarendon Press,.

131) C. B. Adderley(1869), Review of “The colonial policy of Lord J. Russell's administration,” by Earl Grey, 
1853 ; and of subsequent colonial history, Edward Stanford.   

132) W. P. Morrell(1930), British colonial policy in the age of Peel and Russell /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33) Kenneth N. Bell & W. P. Morrell(eds.)(1928), Select documents on British colonial policy, 1830-1860, Oxford: 

The Clarendon Press. 
134) Goldwin Smith(1863), The empire : a series of letters, published in “The Daily News,” 1862, 1863, Oxford 

and London: John Henry & James Parker. 

135) C. Willis Dixon(1939), The Colonial administrations of Sir Thomas Maitland, Longmans, Green and Co..  
136) Charles Wentworth Dilke(1890), Problems of Greater Britain, Mcmillan and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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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4년 식민국 재편이 진행되었는데, 당시의 중요 이슈는 자치 도미니언(self-governing 

dominion)이 비자치적 식민지, 보호령, 위임통치령의 식민지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었다. 1925

년 7월, 도미니언 사무를 관장하는 비서국이 창설되었고, 그 결과 도미니언국(Dominions 

Office)이 식민국(Colonial Office)로부터 자치 도미니언(남로디지아, 남아프리카 일부 등) 관련 

사무를 인수인계 받았다. 따라서 식민국은 비자치적 식민지, 보호령, 위임통치령의 식민지에 

대한 행정 업무만을 계속하게 되었다. 1928년까지 식민국은 7개 지리적 분담부서

(Department)를 두었다. 서인도, 극동, 실론 및 모리셔스, 동아프리카, 탄자니카 및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골드코스트 및 지중해가 그것이었다. 1921년 3월 설치된 중동과(Middle Eastern 

Division)는 이라크, 팔레스틴, 아덴 등 영국 통치 하의 아랍 영역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었

다. 그리고 총무부(General Department)는 식민국, 도미니언국, 직할식민지 담당국(the Office 

of the Crown Agents for the Colonies), 기타 부서의 업무조정 역할을 담당하였다137). 

  한편 세계 각지에 분포하고 있던 대영제국 식민지의 사정에 관해서도 다수의 문헌이 소장

되어 있다. 필자는 이 문헌자료를 상기한 동남아시아 이외에 지중해와 중동, 서인도제도, 인

도, 아프리카, 호주의 5개 권역으로 분류해서 정리하였다138). 지면관계상 몇 가지 특기할 사

항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상당수의 문헌자료가 각 식민지의 당국자(colonial agent)가 본

국 의회나 정부당국 및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들이다. 이것은 경성제대의 전문연구자들이 

분석자의 시각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원자료를 통해 영국의 식민정책과 식민지 사정을 연구

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의회 보고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아프리카와 

인도에 관한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다. 아프리카에 관한 의회보고서가 30여 건, 연속간행물인 

행정보고서가 8건이며, 인도에 관한 의회보고서가 10여 건 확인된다. 셋째, 인도와 동남아시

아에서 운영되었던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에 관한 문헌자료가 하나의 도서군을 이

루고 있다. 이것은 영국의 동인도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동인도회사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1780-90년대 발간된 고문헌들과 19세기 중반까지 동인도회사의 

고위직 행정가들이 저술한 문헌들은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대한 서구제국의 통치실상을 알려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4. 이민지 사정에 관한 문헌     

  일제의 이민지는 대만, 조선, 사할린, 관동주 및 만주, 남양군도의 식민지를 제외한 일본인

137) Command of His Majesty(Jan., 1929), Memorandum : showing the progress and development in the colonial 
empire and in the machinery for daling with colonial questions from November, 1924, to November, 1928, 
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Colonies to Parliament by Command of His Majesty, His 
Majesty's Stationary Office. 

138) 이 부분에 관한 세세한 문헌 목록은 진필수 외(2014:213-20)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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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국외 이주지를 말한다. 이민지는 본국의 행정권과 사법권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역으로서 이민자들은 이민지 국가의 통치체제에 편입된다는 점에서 식민지로의 이주자와

는 다른 조건에 놓이게 되었다. 식민은 식민국가의 정책적 동원에 영향 받을 여지가 많지만, 

이민은 원칙적으로 이주자의 자발성에 근거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이민은 흔히 

일시적 노동이주(出稼ぎ)와 영구 이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민의 양상에 대해 세

밀한 논의를 전개할 수는 없고 영구 이주를 목표로 한 국외 이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일제의 이민지가 식민지를 제외한 일본인들의 모든 이주지를 지칭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는 세계의 모든 지역이 일본인들의 이민지가 된 것은 아니다. 19세기 이후 세계정세의 변화

와 일제의 식민지 확장 상황 및 이민정책에 따라 일본인들의 주요 이민지는 변화를 거듭했

다. 1920년대 미국의 이민 규제와 배일ㆍ배중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하와이와 북미가 주

요 이민지였으며, 1920년대 이후에는 남미가 이민지로 각광을 받았고 필리핀을 비롯한 일부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이민이 추진되었다. 이민 항목의 장서를 보면, 19세기 말부터 일제의 

정책가 및 당국은 과잉인구 문제를 타개한다는 취지하에서 주기적인 이민 장려 정책을 시행

한 것을 알 수 있다. 남양군도, 만주, 동남아시아도 일제의 식민지 내지 점령지가 되기 이전

까지는 이민지로 존재했으며, 이민 정책의 대상지였다. 

  현대 한국학계의 관심에서 이민 항목의 문헌은 주로 근대 세계이민사와 북미 및 남미에 

관한 지역연구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1920년대 이전까지의 만주, 남양군도, 동남아

시아로의 이민 현상을 보여주는 문헌들도 일부 있지만, 그것들은 편의상 모두 식민지 사정에 

관한 문헌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북미와 남미의 당대 사정이나 이민 현상을 알려주는 일

본어 문헌들이 질적 수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한 문헌들은 북미와 남

미의 당지나 각국을 식민 통치했던 서구제국의 도서관에 다수 소장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19세기 말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남미와 북미에서 일어났던 세계적인 이민 

현상과 당지의 사정에 관한 문헌이 국내에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부 서양서 문헌들

은 남미와 북미 지역연구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어(화한서) 문헌들

도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아시아 이민 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Ⅰ. 일본인 이민 전체

  여기서 일본인이라 함은 대체로 일제의 통치 영역 내에 있었던 조선인, 대만인 등을 포함

한 경우가 많다. 일제의 이민에 관한 문헌에서 이용 가치가 높은 것은 이민정책을 관장했던 

외무성의 각종 실태조사 자료이다139). 외무성은 해외 이민에 대한 다양한 항목의 통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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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었으며, 이 자료를 통해 일제 이민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다. 외무

성은 재외 일본인의 분포뿐만 아니라, 혼인 및 가족형태와 직업에 대한 자료도 제시하고 있

었으며, 특히 직업에 관해 상세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 같다(清水元, 2006). 조선총독

부 정무총감이 가지고 있던 한 기증자료는 1912년에 이미 외무성이 남미 각국의 사정과 일

본인 이민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외무성 외에도 동경시청에서도 이민에 관한 종합적 실태자료를 발간하고 있었으며, 이 역시 

1930년 시점의 일제 이민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140).    

  1920년대에는 일제의 이민지 사정과 정세를 포괄적으로 알려주고 논의하는 잡지들이 발간

되고 있었다. 『植民』은 관제적 성격보다는 저널리즘적이고 상업적 성격을 갖는 월간지로서 

이식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제10권 제7호(1931)의 척무성존폐 논쟁에

서 보듯이 이식민 정책가들과 지식인들의 기고문들이 실리고 있었으며, 이민과 식민에 관해 

수준 높은 정보와 논의가 게재되어 있다141). 1929년부터 1936년까지 외무성통상국이 『移民
情報』라는 이름으로 발간하다가 1937년부터 移民問題硏究會가 이어서 발간한 『海外移住』

는 식민지를 제외한 세계 전역의 일본인 이주 상황 및 실태를 알리는 잡지이다. 지방별 색인

은 남미, 중미, 북미, 남양, 기타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제별 색인은 재외일본인 이식민

현황, 외국인 이식민현황, 외국인 기업상황, 외국의 식민정책, 법규 및 조약, 재정 및 경제, 

위생 및 교육, 정치 및 종교, 통계, 각지사정, 잡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42). 이 잡지를 보

면, 정보의 질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일제 외무성이 세계 각지의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제의 이민사에 관해서는 두 종의 문헌이 소장되어 있다. 이리에 토라지(人江寅次)의 

『邦人海外發展史』는 명치시대 이후의 일본 이민사가 2권에 걸쳐 1천 페이지가 넘는 분량

으로 상세하게 서술한 문헌이다143). 일제시기 이민사 연구서로 한국에서도 소개될 필요가 있

는 문헌이다. 시바타 켄이치(柴田賢一)의 『日本民族海外發展史』는 전쟁의 시대적 상황을 

실감할 수 있게 만드는 이민사 문헌이다144). 이 책의 서문에서는 이민 문제가 전쟁의 시대적 

상황에서 재해석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해외 진출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진보는 없다. 인구문제 해결이나 자원 확보의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하다. 그러나 해외 진출의 진정한 목적은 그러한 문제보다도 성전 관철의 대업을 

139) 外務省通商局(編)(1912),『移民調査報告』, 外務省通商局; 外務省(編)(1930, 1935),『在外本邦人調査報告』, 外務
省; 外務省通商局(編)(1921, 1926-29),『海外各地在留本邦人職業別人口表』, 外務省通商局; 外務省通商局
(編)(1929),『移民渡航許可員數種別表 : 昭和四年中』, 外務省通商局; 外務省通商局(編)(1931, 1933-35), 『海外各
地在留本邦人人口表』, 外務省.

140) 東京市役所(編)(1930).『海外移植民事情調査』, 東京市役所. 
141) 日本植民通信社(編)(1928-34),『植民』, 日本植民通信社.

142) 移民問題硏究會(編)(1929-37).『海外移住(移民情報)』, 移民問題硏究會.

143) 人江寅次(1938),『邦人海外發展史』, 移民問題硏究會; 人江寅次(1942),『邦人海外發展史』,井田書店.
144) 柴田賢一(1941),『日本民族海外發展史』, 興亞日本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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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는 데 불가결한 동아공영권의 확립, 동아신질서의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해외 발전의 주요한 방향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즉 대륙방면과 남양방면이다. 

특히 후자는 모든 각도에서 판단하여 앞으로의 일본인 도약발전을 기할 수 있는 지대이다.  

  일본인이 캘리포니아의 황야를 화원으로 만들다가 비문명이라는 배일운동을 만나, 열등인

종으로 낙인찍혔던 이민사의 한 페이지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다. 우리들은 이러한 역사

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력, 특히 해군력의 충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충실

한 국력의 뒷받침이 있다면 일본민족은 스스로 구축한 낙토에서 선주민족과 영원히 공존공

영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민 항목의 장서를 통해 일제 당국이 식민지 확보가 일단락된 1920년대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민을 장려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장서 중에는 1930년대 전반 외무성에서 

발행하던 이민안내 책자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놓은 책자가 있다145). 이민안내서의 맨 마지막 

부록에 있는 남양지방 일람표를 보면, 미국령 필리핀군도, 영국령 보루네오, 브루네이, 사라

와크, 말레이, 네덜란드령 자바, 스마트라, 보루네오, 세레베스, 뉴기니아, 프랑스령 인도지나, 

뉴칼레도니아가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동남아시아가 일본인들에

게 이민지로 소개되고 있었다. 또한 이민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책자는 내무성의 사회교육(생

애교육) 팜플렛이나 관계법령집의 형태로도 발간되고 있었다146).  

  나가사키시에는 이민수용소라는 이름으로 이민자를 교육하는 시설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기념하여 나가사키시청은 이민현황과 이민수용소 운영 방침을 소개하는 자료집을 발간하였

다147). 이 자료집 서문에는 이민수용소가 이민의 보호ㆍ교도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시설이며, 

敎養所 또는 補導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곳곳에 이민현황 자료가 정

리되어 있는데, 에도시대 토구가와씨의 쇄국정책으로 오랜 시간 해외이민이 중단되었다가 명

치 원년에 사탕수수 재배를 위해 130인이 하와이에 도항하여 일제 최초의 이민이 이루어졌

던 사실부터 시작하여 1890년대 하와이, 미국, 캐나다, 호주, 남미 페루로의 이민, 1904년 이

후 미본국으로의 자유도항과 배일운동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외무성은 이민을 권장하

는 또 하나의 방안으로 1932년부터 1936년까지 파견한 실습이민자들의 서간 및 보고를 수록

한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148) 

 

 Ⅱ. 북미

145) 外務省通商局第三課(臼井屬 編)(1932),『海外渡航案內』, 外務省通商局; 外務省通商局第三課(新垣恒政 編) 
(1933),『海外發展と衛生問題 : 特に伯利西爾の衛生に就いて』, 外務省通商局; 外務省亞米利加局(編)(1940),『海
外渡航者への注意』, 外務省亞米利加局.

146) 守屋榮夫(1927),『海外の開拓』, 財團法人社會敎育協會; [內務省]社會局社會部(1928),『海外移住組合關係法
規』, 內務省. 

147) 長崎市役所總務課調査係(1932),『我國移植民の現況と長崎移民收容所の將來』,  長崎市役所.
148) 外務省亞米利加局(編)(1937), 『實習移民の書簡及報告集錄』, 外務省亞米利加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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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에 관한 화한서 문헌은 많지 않지만, 흥미로운 내용의 문헌들이 있다. 『渡米雜誌』는 

1905-6년 1년여 기간 동안의 분량 밖에 소장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일본 이민사회가 미국사

회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자료이다149). 이 잡지의 영어제목

이 Socialist였다는 점이 이색적이며, 20세기 초 일본 이민이 자유민권운동의 사상과 관련되었

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잡지의 내용을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1920년대 미국의 이민규제와 배

일ㆍ배중운동에 관해서는 삿포로 농학교 출신으로 이후 북해도제대 교수를 역임한 나카지마 

쿠로(中島九郞)이 외무성 재외연구원으로 캐나다에 주재할 당시에 목격한 배일운동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 논집이 있다150). 

  일제 외무성은 북미 일본인 이민의 전체적 상황에 대해 이민자의 혼인 형태에 관한 자료

까지 파악할 만큼 상세하고 충실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151). 북미 일본인의 이

민사를 전체적으로 서술한 문헌은 소장되어 있지 않고, 지역별 이민사를 서술한 문헌들이 수 

건 소장되어 있다. 일본인 이민자들의 초기 정착지였던 시애틀 타코마(Tacoma) 지역의 이민

사를 서술한 문헌이 소장되어 있는데, 1929년 이민 50주년을 맞이하여 제작된 것이다152). 

1940년대에 발간된 두 문헌은 태평양전쟁의 상황에서 하와이와 캘리포니아라는 이민지에 대

한 일본 쪽의 지정학적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153). 1941년 진주만 공격에서 드러난 것처럼 

하와이는 일제에게 미국에 대항하여 태평양의 군사적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교두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와이의 일본인 이민사는 이러한 태평양 진출의 

사전포석으로 재해석되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일본인 이민사는 낙후된 지역의 개척에서 일

본인들이 수행했던 공헌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독해할 필요가 

있다.  

  북미에 관한 화한서 문헌은 유럽제국의 식민 자료가 결합될 때 입체적인 지역연구 자료로

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북미 역사는 17세기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제국의 식민과 

함께 거대한 전환을 시작했으며, 이후 식민과 이민의 연속으로 점철되었다. 영국은 뉴펀들랜

드와 노바 스코샤(Nova Scotia)의 정착지를 확보한 이후 1607년부터 1732년까지 현재 미국 

동부 지방에 13개의 다양한 형태의 식민지를 구축했다. 이와 관련된 문헌으로는 17세기 영국

의 북미 식민지 획득 과정과 이후 식민정책을 분석한 3권짜리 문헌이 있다154).  

  대영제국 행정기구 안에는 아메리카 담당부서가 따로 존재하였으며, 1783년 파리조약으로 

미국 독립이 승인될 때까지 13개 북미 식민지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아메리카 담당부서

149) 勞動新聞社(編)(1905-6),『渡米雜誌』, 勞動新聞社.

150) 中島九郞(1924),『對米日支移民問題の解剖』, 巖松堂書店.
151) 外務省亞米利加局第一課(編)(1936), 『北米日系市民槪況(米一調書 第4輯)』, 米利加局第1課.

152) 竹內幸次郞(1929),『米國西北部日本移民史』, 大北日報社.

153) 山下草園(1942),『日本人のハワイ』, 世界堂書店; 海老名一雄(1943),『カリフオルニアと日本人』, 六興出版部.
154) Herbert L. Osgood(1926), The American colonies in the seventeenth century, Columbia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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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미국 독립전쟁 시기 영국의 북미 식민정책을 분석한 문

헌이 있다155). 13개 식민지의 독립 이후 북미 대륙은 미국에 의한 인디언 원주민의 정복과 

오랜 (내부)식민화의 과정이 진행되었다. 식민 항목의 영어 문헌에는 미국 독립 이후의 북미 

사정에 관한 문헌이 소장되어 있지 않으며, 알래스카에 관한 정보가 1건 있을 뿐이다156). 

  미국 독립 이후 영국의 북미 식민정책의 대상과 관심은 캐나다로 옮겨갔다. 캐나다는 17세

기 이후 영국과 프랑스의 세력 각축장이었으며, 영국의 자치 식민지로 굳어지는 과정을 분석

한 문헌이 있다157). 영국이 1756-63년 7년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캐나다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이후 퀘벡지방에서는 영국 출신 이민자와 프랑스 출신 이민자 사이에 오랜 기간 갈

등이 지속되었다158). 퀘벡 지방의 불안정 속에서도 서부로의 식민지 개척이 활발히 진행되었

으며159), 1860년대 이후 캐나다의 중서부 지역도 영국의 자치 식민지로 속속 통합되었다160). 

캐나다 지역은 1926년 영국 제국회의에서 완전 자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이후 영연방국가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과 자치를 획득한 이후 세계 각국의 이민지로 부상

하였다. 식민지이건 이민지이건 북미로의 대대적인 이민은 1750년대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북미의 이민 현상에 대해서는 각각의 시기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겠지

만161), 식민과 이민 항목의 영어 문헌에는 미국의 경제 불황과 함께 이민 규제가 시작된 

1920년대 이후 미국 이민 연구서들이 소장되어 있다162). 1770년부터 1890년 사이 천백만 명

에 이르렀던 앵글로색슨계 북미 이민의 양상을 대서양 횡단이라는 지리적 관점에서 서술한 

155) Margaret Marion Spector(1940), The American department of the British government, 1768-1782,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56) Alaska. Governor(1916), Report of the Governor of Alaska to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Washington, 
D.C. : G.P.O..

157) George Warburton(1850), The conquest of Canada, London: Richard Bentley. 
158) Her Majesty's High Commissioner and Governor-General of British North America(1905[1901]), The report of 

the Earl of Durham, Methuen & Co.
159) Command of His Majesty(1903), Report of His Majesty's Commissioners appointed to carry out a scheme of 

colonization in the Dominion of Canada of crofters and cottars from the Western Highlands and islands of 
Scotland : With appendices, Presented to both Houses of Parliament by Command of His Majesty,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A. R. M. Lower(1936), Settlement and the forest frontier in Eastern Canada 
& H. A. Innis(1936), Settlement and the mining frontier, Toronto: The Macmillan Company. 

160) Reginald George Trotter(1924), Canadian federation : its origins and achievement : a study in nation 
building, J.M. Dent & Sons Ltd..

161) United States, Industrial Commission(1901), Reports of the Industrial Commission on Immigration, United 
States, Industrial Commission.

162) Henry Pratt Fairchild(1925), Immigration : a world movement and its American significanc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Edith Abbott(1925), Immigration : select documents and case record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ictor Safford(1925), Immigration problems : personal experiences of an official, New York: 
Dodd, Mead and Company; Edith Abbott(1926), Historical aspects of the immigration problem : select 
document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nstantine Panunzio(1927), Immigration crossroad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Maurice R. Davie(1936), World immigration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United 
State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Edwin C. Guillet(1937), The Great migration : the Atlantic 
crossing by sailing-ship since 1770, Thomas Nelson and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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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도 있고, 175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의 이민 관련 자료들을 이민자의 여행 양상, 이민의 

허가, 배제, 배척, 미국의 국내이주 문제라는 세 주제로 분류한 자료집도 있으며, 구대륙 노

동자들이 이민지로서 왜 미국을 선택하였는가의 문제, 이민지에 대한 이들의 태도 변화, 이

민 제한 등의 당대 문제를 고찰한 문헌도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는 중국, 일

본, 조선의 이민자들도 북미로의 이민 대열에 합류하였다. 아시아 각국 이민자들의 계층과 

이민 동기는 다양했고, 이민 생활의 양상도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해졌다. 19세기 후반 중국

인들의 이민 생활과 일본인들의 미국 체험담을 기술해 놓은 흥미로운 문헌들이 있으며163), 

일본인들의 이민 생활에 관해서는 상기한 화한서 문헌들을 참조할 수 있다.

 

 Ⅲ. 중남미

  중남미에 관한 화한서 문헌은 북미에 관한 것에 비해 훨씬 풍부한 편이다. 이것은 경성제

대의 개교 시점이 1926년이었고, 1920년대 이후 북미 이민의 문이 닫히고 남미 이민이 큰 관

심을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 북미와 남미의 사정에 따른 이민지의 전환은 세계적 이민 현상

의 주된 흐름이었다. 

  중남미에 관한 문헌은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남미 이민에 관한 연구서이

고, 둘째는 남미라는 이민지 사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문헌들이며, 셋째는 이민 당국에

서 발간한 이민 안내 및 홍보 책자이다. 당시로서는 일본인의 남미 이민의 역사가 일천했기 

때문에 이민사에 관한 문헌은 의미 있는 내용을 별로 담고 있지 않다164).

 1920년대 이후 각광받았던 일제의 남미 이민은 대부분 농업이민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농

정학 계통의 식민정책을 발전시킨 타카오카 쿠마오(高岡熊雄)가 브라질이민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165). 남미에 관한 화한서 잡지가 3종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고등농림학교에서 발간한 것이다. 소장권수가 적지만, 당시 고등농림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던 

이식민사업 연구의 일부를 확인할 알 수 있다166). 일제의 남미 이민과 중남미 지역연구 상황

을 알기 위해서는 『ラテンアメリカ硏究』라는 잡지를 보아야 한다167). 1942년 발간분 밖에 

소장되어 있지 않지만, ‘대동아전쟁’의 상황 인식에서 중남미를 어떻게 논하고 있는가를 

아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일본인 남미 이민자들이 발간한 잡지도 있는데168), 내용이 잡다하

지만 잡지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관제적 성격이 강한 일종의 애국 이민단체가 발간한 것임을 

163)  Rev. O. Gibson(1877), The Chinese in America, Cincinnati: Hitchock & Walden; Charles Lanman,(ed.)(1872), 
The Japanese in America, New York: University publishing company.

164) 外務省通商局第三課(編)(1932),『伯國移植民史』, 外務省通商局第三課; 畑中仙次郞(1941), 『在伯邦人の經濟的
發展情況』,  拓務省拓南局.

165) 高岡熊雄(1925),『ブラジル移民硏究』, 寶文館.

166) 宇都宮高等農林學校校友會海外硏究部(編)(1934),『鵬翼』, 宇都宮高等農林學校校友會海外硏究部. 

167) ラテンアメリカ中央會(編)(1927),『ラテンアメリカ硏究』, ラテンアメリカ中央會.
168) (伯)報國日本人會(編)(1934),『報國日本人』, 在伯報國日本人會本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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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남미의 이민지 사정에 대한 문헌으로는 일제 외무성에서 발간한 시리즈 보고서가 나름대

로의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169). 이민 항목의 장서에는 20권이 소장되어 있는데, 멕시코 3개 

주의 일본인 정황, 브라질 면재배 조사보고서, 재브라질ㆍ재아르헨티나 일본인 위생상태 시

찰보고, 농업상으로 본 멕시코 3개 주 조사보고서, 아르헨티나 챠아코의 면작과 산후안 및 

멘도사주의 식민지농장 설계서, 파라과이국 시찰보고서, 콜롬비아국 카우카 원야지방 이식민 

조사보고, 브라질 바이야주 답사보고 및 산프란시스코 하류역의 경제조사, 우루과이국 사정, 

칠레국 치에코섬 시찰보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척무성에서 발간한 남미 관련 조사보고서도 2종 소장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충실하

게 구성되어 있다170). 아마존 산업에 대한 보고서는 미국 상무성 조사보고서를 번역한 것이

고, 파라과이 사정에 대한 보고서는 해외흥업주식회사의 촉탁에 의한 보고서이다. 그 외에 

개인 저자에 의한 남미 사정 보고서들이 있는데, 브라질 이민에 대한 대중홍보용 문헌171)과 

선박회사의 현지 근무자가 이식민사업의 촉탁을 받아 작성한 문헌이다172). 

  남미 이민은 남미 각국의 내부식민 과정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특히 브라질에는 광활한 

내부식민지가 존재하였으며, 일본인 이민자들은 브라질 당국의 내부식민 정책에 가담하는 위

치에 있었다173). 식민이라는 개념 자체는 반드시 국가 간의 권력관계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

라 국가 내부의 권력관계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브라질에는 코로노라는 식민제

도가 있었으며, 1930년경에 이미 십만 명을 돌파한 일본인 브라질 이민은 90% 이상이 커피

농장의 코로노 이민을 통해 브라질 사회에 진입했다174). 

 남미 이민 안내책자는 모두 브라질 이민에 관한 것이다. 외무성 통상국, 척무성 척무국, 효

고현 사회과에서 발간한 브라질 도항안내, 이주자 안내 및 주의사항에 관한 책자가 있다. 척

무국 안내서가 절차적 정보에 치중했다면 외무성 안내서는 현지정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다175). 척무국에서 발간한 이민자 경험담이나 수기는 브라질 이민을 권장하기 위한 당국의 

의도를 담고 있지만, 수십 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는 일정 정도는 역사적 사실 자료로 이

용될 가치가 있다176). 식민과 이민 항목의 장서에서 중남미에 관한 서양서 문헌은 소수인데, 

169) 外務省通商局(編)(1925),『移民地事情』, 外務省通商局.
170) 拓務省拓務局(編)(1934),『アマゾンに於ける護謨其他の産業』, 拓務省拓務局; 拓務省拓務局(編)(1934),『パラグ

アイ共和國事情』, 拓務省拓務局.

171) 大島喜一(1925),『邦人の發展地ブラジル』, 東文堂.
172) 結城朝八(1928),『南米と移民』, 古今書院.

173) 外務省通商局(編)(1930),『伯國聯邦及州立植民地ノ槪要』, 外務省通商局.
174) 外務省通商局第三課(海本徹雄, 編)(1931),『コロノ硏究』, 外務省通商局.

175) 外務省通商局(編)(1928),『伯國渡航案內 : サンパウロ總領事館調査ノ分』, 外務省通商局; 拓務省拓務局
(編)(1929),『ブラジル移住者心得』, 拓務省拓務局; 兵庫縣社會課(編)(1929),『ブラジル移住案內』, 兵庫縣社會課; 
拓務省拓務局(編)(1932),『ブラジル移住案內』, 拓務省拓務局; 外務省通商局第三課 (齋藤武雄, 編)(1932),『ブラジ
ル移住案內』,  外務省通商局.

176) 拓務省拓務局(編)(1931),『ブラジル移住者通信集』, 拓務省拓務局; 拓務省拓務局(編)(1934),『ブラジル移住者便
り』, 拓務省拓務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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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포클랜드 사정에 관한 영국 의회보고서와 스페인의 남미 식민지에 존재했던 바이스

로이(Viceroy, 일종의 총독) 중심의 식민지 행정체제의 구조와 특징을 고찰한 연구서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성이 있을 것이다177). 

5. 맺음말

  본고는 경성제대 도서관의 식민 항목 장서가 현대의 학문적 관심에서 어떠한 문헌적 가치

와 활용성이 있는지 검토한 것이다. 필자는 서두에서 식민 항목의 장서가 일제 식민주의의 

성격과 특질, 지역연구의 기원과 본질, 근대 이민의 기원과 양상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되리

라는 가정을 제시했다. 또한 필자는 전쟁수행과 점령지통치에 필요한 지식들이 경성제대 장

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발견하려는 관심을 가지고 이 장서들을 검토했다. 여기서 이

러한 논의들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한 단계 발전된 논의로 나아가기 위

해 자료 이용과 관점 구축의 측면에서 약간의 제언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우선 식민 항목의 장서를 비롯해 경성제대 장서는 식민지조선과 같이 일제 식민지에 대한 

부분적 관심보다는 일본제국의 전체적 체계와 운영 및 변동에 관심을 가질 때 좀 더 폭넓게 

이용될 수 있다. 식민지의 관점을 넘어 제국의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제국의 관점은 

당대에 나타난 현상, 자료, 개념들의 연관성과 의미를 파악해내는 데 유용한 관점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룬 식민정책학은 개별 식민지들의 통치 논리만이 아니라, 제국 전체의 운

영 방침에 관한 논의로도 인식될 수 있다. 일제 식민주의의 성격과 특질에 관한 논의는 식민

정책학 문헌과 제국의 통치 자료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통해 수행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총독부 장서와 서울대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에 소장된 경성제대 장서가 근대 식민주의적 제국의 통치 실상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문헌자

료이다. 이 문헌자료의 활용이 부진하다는 것은 한국학계 여러 분야의 연구에 일정한 공백 

내지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조선사) 연구에서 일본제국의 통치 자료

는 식민지조선과 일본제국 중심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부분적으로만 이용되어온 경향

이 있는 것 같다. 식민 항목의 많은 장서가 일본어로 되어 있고, 식민정책이 일본제국의 체

계 속에서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제 식민주의에 대한 연구는 일본 연구에 의존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 일본관련 학과와 연구기관이 많이 있지만, 일제 식민주의

나 식민통치 자료에 대한 연구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 식민주의나 식

민주의 일반에 관한 국내 논의는 식민지조선 연구자들에 의해 전유되거나 서구학계나 일본

177) Command of His Majesty(April, 1920), Report of the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Dependencies of the Falkland Islands with appendices, maps, &c / Presented to 
Parliament by Command of His Majesty, London: His Majesty's Stationery Office; Lilian Estelle Fisher(1926), 
Viceregal administration in the Spanish-American colon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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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로부터 수입된 이론 및 가공된 자료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도 해외 지역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지역연구는 

식민지 출신 국가의 지역연구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 그 역사가 일천한 만큼 자

체적 자료 기반도 매우 취약하다. 한국 인류학의 해외 타문화 연구가 이른 시기에 시작되긴 

했지만, 현지조사 자료가 어떠한 축적적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지역연구는 서구학계나 일본학계의 최신 연구성과를 직수입하

거나 명저의 반열에 오른 문헌의 인용 자료를 재인용하거나 추급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연

구대상 타자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 같다. 제국을 운영한 적이 있

는 국가의 지역연구와 제3세계 국가의 지역연구는 출발점에서부터 차이가 있고, 제국의 식민

지 조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는 지역연구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 

  현대 일본의 지역연구에는 제국일본의 식민지ㆍ점령지 조사연구에 대해 연속성과 불연속

성의 측면이 병존하고 있다(末廣昭(編), 2006). 일본의 많은 도서관에 소장된 제국시대의 식민

지 자료는 활용과 재활용이 거듭되어 울궈먹기식 연구의 대상까지 된 경우도 흔히 볼 수 있

고, 연구주체들의 학맥에도 일정 정도의 연속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자료 이용의 동기

나 해석의 관점에는 불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며, 식민지ㆍ점령지 사정에 

관한 문헌은 전후 지역연구의 관점에서 재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전

후 일본뿐만 아니라, 전후 서구의 학계에서도 오명과 극복의 대상이었고, 근대 식민주의적 

제국의 완전한 해체 이후에도 제국과 포스트콜로니얼리즘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Steinmetz, 

2014). 본고의 분석은 과거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출신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지역연구 자

료의 불균등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서구 이론의 수용 이전에 그 문제에 관한 논의가 

국내 탈식민주의 연구의 한 방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료의 이용은 항상 선택적인 것이지만, 서구와 일본의 학계에서와 같이 누적된 선행연구

가 선택의 기준과 범위를 협소하게 할 수 있다. 제국의 식민지 자료는 피지배의 경험을 가진 

연구주체의 시각에 의해 재해석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과거의 자료들 자체가 결합되어 

보여주는 유의미한 사실이나 관점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식민과 이민의 개

념 및 현상의 연관성은 1920년대까지의 일제 식민정책학에서는 폭넓게 인식되던 것이었지만, 

근래에는 지배와 저항, 동화와 차별과 같은 식민주의에 대한 고정관념에 가려 있었다. 전쟁

수행 및 점령지통치를 위한 정보수집의 양상과 군사적 식민 현상은 일본학계에서는 이전부

터 검토되어온 것이지만, 해방 후 한국사의 경험은 이에 대해 새로운 논의의 지평과 문제의

식을 제공할 여지가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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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도서관과 이식된 근대

- 프랑스어 장서 분석을 통한 부속도서관 서양서의 성격에 대한 일고찰1)

권윤경(창원대 인문과학연구소)

1. 서론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은 “대륙 유일의 제국대학”을 건설하려던 일본 

식민 당국의 야심이 집약된 곳으로서 55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한 식민지 조선 최대의 근대 

도서관이었다.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 보관 중인 구 경성제대 도서관 

장서에는 서구 국가들의 법, 제도, 사회, 문화 등에 대한 방대한 서양어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종전 당시 서양서는 약 12만권으로서 19만여 권의 동양서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규

모를 자랑했다. 그러나 이 장서의 실체와 성격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활

용도가 낮은 가운데 특히 서양서는 현재 거의 방치 중인 상황이다. 

  본 연구는 고문헌자료실에 보관된 서양서 장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그 

중 프랑스어 역사서를 위주로 장서의 양적, 질적 분석을 시도했다. 서양어 장서를 전체적으

로 볼 때 언어별로는 전체의 47%를 차지하는 독일어 장서(55,489권)가 가장 두드러지고, 그 

다음은 영어 장서(43,526권), 프랑스어 장서(14,256권) 순으로 나타난다. 분야별로 볼 때 압도

적으로 많은 것은 법학서로서 특히 독일어 장서의 경우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역

사서 내에서 시대별로 가장 많은 것은 고대사이고, 그 다음으로는 근현대사를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어 및 영어 장서와 비교해가며 프랑스어 장서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이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장서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경성제대가 식민지 지식 생산 체계

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가늠해 보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식민주의 및 탈식민주의 연구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20세기 후반 이후 식민주의 연구

는 이른바 ‘문화적 전환’을 경험했다. “식민주의는 그 자체로 지배를 위한 문화적 프로젝

트”(Dirks, 1996: ix)라는 선언처럼 제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로부터 제국의 문화적 헤게모

니 전략 및 재현 권력으로 연구 중심이 옮아왔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문서고적 전환

(archival turn)”이라 불리는 새로운 지적 조류와 결합했다(Stoler, 2002, 2009). 미셸 푸코, 자

1)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2014년도 ‘경성제대 컬렉션 및 근대 기록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의 지
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고문헌 도서의 주제, 언어별 장서 구성에 관한 연구-서양사를 중심으로”)이며, 전체 
연구는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고대사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음. 이 논문은 2015년 3월 사회와 역사 105
집에 게재되었음. 밑줄은 발표 상의 편의를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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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데리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연구 이후 근대 학문의 근저를 이루는 실증적 연구의 성소로

서의 문서고의 지위가 흔들리고 문서고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되었다. 제국의 문서고만큼 이러

한 지식/권력 복합체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곳도 드물다. 식민지 문서고는 제국의 인식론적 

헤게모니 및 지배의 기술이 형성되고, 실천되고, 갈등 및 교섭이 펼쳐지고, 또한 변용되는 거

점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식민지의 도서관과 교육 기관, 인쇄 문화, 독서 조직 등도 함께 제국주의 

연구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서구 제국주의의 경우 식민지 대학과 도서관은 식민지에 서

구적 지식 체계 및 서구적 가치를 보급하는 역할을 했다. 보통 도서관 건설은 ‘문명화 사

명’을 선전하는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이 도서관들이 식민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

는 경우는 드물었다. 식민지 학문은 주로 식민지 통치와 개발을 위한 실용 학문 및 식민지 

관료 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일본이 제국대학의 특권적 위상을 그대로 식민지에 이식시킨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 

때문에 서양서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경성제대의 보편적 교양주의이다

(정근식, 2010 참조). 경성제대는 식민지 대학이면서 동시에 제국대학의 일부로서 본국의 대

학이 요구하는 교양주의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었다. 동시에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실용적 지

식 외에도 폭넓은 주제들을 망라하는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갖추는 것은 식민지 사회에 대해

서 우월한 학문적 헤게모니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표상되는 ‘문명’으로의 동화를 조선인

들에게 촉구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이는 또한 서구 선교사들이 세운 사립 교육기관들과의 경

쟁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이처럼 여러 층위에서 요구된 보편적 교양주의가 서양

어 장서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이를 경성제대의 성격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주요한 탐구 주제가 될 것이다. 

  서양어 장서 구성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소는 서양을 연구한 경성제대의 학자들이다. 

일본의 제국대학은 서구 근대대학, 특히 독일대학의 모델에 따라 상당한 학문적 자유와 자치

권을 보장받고 있었다. 제국대학의 일부라는 특권적 지위 때문에 경성제대의 교수들과 학생

들 역시 상대적으로 학문적 자율성을 누렸고, 교수들 중에는 학문의 도구화에 반대하는 자유

주의적, 좌파적 성향의 교수들이 상당수 존재했다. 경성제대에서 철학 강좌를 맡았던 아베 

요시시게(安倍能城)의 경우 저명한 교양주의 철학자로서 경성제대 역시 제국대학의 일부로서 

학문적 자유에 기초하여 세계문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학이 서구

문명을 적극 연구하고 수용하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정준영, 2009: 118-119). 특

히 조선총독부는 학자들을 2-3년 간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지에 파견하는 재외연구원제

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수혜자는 대부분 경성제대 교수들이었다. 여기서 사학은 어문학 

다음으로 파견인원이 많았다. 재외연구를 다녀온 학자들은 서양의 최신 학문 조류들을 적극

적으로 소개하고 학문의 자유를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최용,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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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분류항 권수

L 법학 2,830

F 문학 1,876

B 철학   940

M 정치학, 식민화   820

H 역사   685

N 경제학   592

R 사회학   521

G 언어   496

C 종교   303

A 일반도서   258

E 예술   246

K 지리학   238

T 수학, 자연과학   132

Q 공공 재정   112

D 교육    93

P 상업, 통신    73

J 생물학    67

W 농업    36

  경성제대 부속 도서관의 방대한 서양어 장서들 가운데 본 연구는 프랑스어 장서를 중심으

로 식민지 서양사 연구와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의 형성 과

정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경성제대의 조선사 및 동양사 연구가 새롭게 부각되었다. 일본사, 

조선사, 동양사의 경우 식민지 동화정책 수행이나 1930년대 이후 대륙 침공을 위한 “문화적 

교두보”를 만드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정준영, 2009: 190-191). 반면 경성제대의 

서양사강좌의 성격 및 역할은 아직 본격적으로 고찰된 바 없다. 본 연구는 서양사 장서에 대

한 연구를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추론하는 한편 과연 경성제대에게 서양이 무엇을 표상

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2. 프랑스어 장서의 구성에 대한 개관

  본 연구는  총 10,401권(연속간행물 제외)으로 추산되는 프랑스어 자료들에 대하여 역사서 

및 역사 관련 도서를 중심으로 전수 조사를 수행했다. 우선 경성제대 도서관 분류항별로 프

랑스어 장서 권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경성제대 도서관의 주제별 분류에 따른 프랑스어 장서의 분포

(많은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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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학, 산업    30

X 육/해군학    19

U 의학    18

S 통계학    16

총 합계 10,401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언어의 서양서와 마찬가지로 법학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 다

음의 항목들은 법문학부에 개설된 강좌들의 비중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역사학은 다섯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중이 결코 적지 않다. 

  이 중 먼저 역사서(H계열)에 더해 기타 항목에서도 역사서로 분류할 수 있는 책들을 골라

냈다. 철학사, 문학사, 언어사, 법제사, 교회사 등을 비롯하여 역사 이외 분과 학문 내의 전문

적 역사서들은 제외하고 주로 역사 연구 일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다. 그 결과 

프랑스어 도서들 중 역사서로 분류 및 활용 가능한 책들은 약 430여 종이다.2) 이 글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목록을 통해 프랑스어 역사서의 테마별, 시대별 구성을 분석하고 이를 

서양사강좌의 성격과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서양서 장서 전체 구성

에서 두드러지는 몇몇 키워드를 뽑아내어 이것이 프랑스어 장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장서의 구성 과정, 즉 누가, 언제, 어떤 종류의 책을 구입하

기로 결정했는지를 재복원할 수 있는 자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현재 도서 

구입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도서구매 원부 밖에 없는데, 이것조차 매우 간략한 정보

만을 담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본 연구는 장서 목

록과 실제 장서들에 집중하되 경성제대와 사학과 관련 자료들 및 원부를 통해 장서 구성 과

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해보고자 했다.3) 

  전체적인 장서 구입 양태를 보면 독일어 장서의 경우 기증 도서나 저명한 학자들의 개인 

장서를 수백, 수천 권씩 일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1926-27년에는 1차세계대전의 독일 

배상금으로 독일어 장서들을 대거 구입했고(정근식, 2011: 57), 1937년에도 한 해에만 독일 

학자들의 개인 장서를 만 권 이상 구입한 것으로 보아 일본과 독일 사이의 긴밀한 동맹 및 

교류 관계가 장서 구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프랑스서는 주로 몇몇 중개기업

들이나 서적상을 통해 각 강좌에서 주문하거나 주제별로 일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4)

2) 복본이 존재하거나 여러 권으로 나뉜 경우 일괄적으로 한 종으로 계산했다.
3) 서양서와 동양서 원부는 따로 작성되어 있으며, 서양서의 경우 1926년부터 해방 직전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는 

원부는 57권이다. 1933년 중반까지는 간소화된 원부 형식이 쓰이다가 이후부터는 좀 더 자세한 원부 형태로 
바뀌었다. 1933년 이후의 원부에는 관련 강좌명이 표기되어 있다.  

4) 프랑스서를 포함한 서양서를 주로 취급한 서적상들로는 京城丸善, 大阪丸善, 三井物産, 西土春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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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어 역사서들에 대한 분석

 Ⅰ. 경성제대 사학과와 서양사 강좌

  경성제대의 서양사 교육과 연구 환경을 알기 위해서는 사학과와 그 내의 서양사강좌를 살

펴 볼 필요가 있다(사학과에 대해서는 장신, 2011; 도면회 외, 2009; 신주백, 2014). 경성제대 

사학과는 1926년 대학 설립과 더불어 설치되었다. 일본사, 조선사, 동양사강좌가 먼저 설치되

고 2년 후에 서양사강좌가 개설되었다. 서양사 분야에는 서양사 개설, 서양사 강좌, 서양사학 

연습, 서양사학 개설, 특수 테마 강좌 등의 제목으로 매학기 두 강좌 정도가 개설되었다. 그

러나 서양사는 전공으로 개설되지는 않아서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했다. 강좌수, 교수 인력, 

연구비, 졸업생수 등을 다른 강좌들과 비교해 보면 경성제대 서양사강좌의 위상은 상대적으

로 낮다. 경성제대 자체가 동양연구의 중심지로 기획되었음을 생각할 때 서양사강좌는 전문

적 연구보다는 교양교육 위주로 설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지방 제국대학들

에는 서양사강좌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장신, 2011: 49).

  서양사강좌 담당 교수는 1명으로 1928년부터 41년까지는 가네코 고스케(金子光介) 교수가, 

그가 은퇴한 41년부터 해방까지는 다카하시 고하치로(高橋幸入郞) 교수가 재직했다. 도쿄대

학 출신인 가네코 고스케는 17-18세기 근대 독일사 및 유럽사를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일

본 중등학교에서 교유(敎諭)로 근무하다 1926년 경성제대 사학과 조교수로 부임했는데, 

1926-27년에는 재외연구원으로 선발되어 유럽 각국을 돌아보기도 했다. 그는 일본 서양사학

계의 학풍을 경성제대에 옮겨 심은 인물이기도 하다. 일본 서양사학은 랑케를 필두로 하는 

독일 역사학의 문헌학적 실증사학과 국가사 중심의 학풍을 이어받았다. 랑케식의 학풍은 그

의 제자로서 도쿄대학에서 15년간(1887-1902) 가르쳤던 리스(L. Riess)를 통해 일본으로 전해

졌고, 리스의 영향력은 가네코 교수의 강좌 목록이나 강의 자료 등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가네코 교수의 논문들은 사학회보, 경성제국대학창립10주년기념논문집, 사학논총 등에

서 발견할 수 있는데 대부분 중부 유럽의 외교사, 정치사에 치중되어 있다. 

  그 후임인 다카하시 교수는 나중에 도쿄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전후 일본의 대표적인 마르

크스주의자로 활동했다. 그는 유럽 근대 시민혁명, 특히 프랑스혁명을 전공하여 봉건제로부

터 근대의 이행을 둘러싼 전후 국제적인 대논쟁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또한 그는 패전 후 마

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일본 자본주의의 역사를 문제 삼고 일본 근대 사회의 양태를 비판한 

소위 ‘근대주의’ 그룹의 일원이기도 했다(게이지, 2010: 173). 경성제대 조교수 시절에 핵

심적 연구를 완성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아래의 장서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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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사 내 시대별 

구분 통사

세계사(문명사) 7, 선사 6, 고대사 62, 중세사 9, 근대사 11, 

프랑스혁명기 35, 제1차 세계대전 13, 현대사(19세기 말 이후) 4

유럽 외 지역사 근동의 역사 10, 동양사 19, 중앙아시아사 3

각국사

덴마크 1, 러시아사 6, 루마니아사 2,몽골사 5, 벨기에사 3, 비잔틴 

제국 1, 스위스사 1, 스페인사 2, 아르헨티나사 1, 아프리카사 2, 

영국사 2, 이집트사 4, 이탈리아사 5, 일본사 22, 중국사 36, 

포르투갈사 1, 프랑스사(혁명사 외 일반) 70, 한국사 2, 헝가리사 1

특수 테마별 구분
가족사 1, 경제사(일반) 8, 고고학 10, 노동사 2, 외교사 2, 사학사 3, 

인류학 2, 제국 7, 환경사 2, 여행기 4, 고등법원 2

역사 보조 자료 사전류 5, 서신집 4, 서지학 3, 전기류 27, 지도 2

정기간행물 역사 일반 1, 근대사 1

 Ⅱ. 프랑스어 역사서들의 구성과 내용

  프랑스어 역사서들을 대표 키워드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2>와 같다.5)   

<표 2> 프랑스어 역사서의 시대별, 테마별 구분(괄호 내 숫자는 종)

  

  프랑스어 역사서들 중 가장 수가 많은 분류항으로는 고대사(62종)와 프랑스사(프랑스사 일

반 + 프랑스혁명사를 더해 105종)를 들 수 있다. 고대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서양어 역사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고대사 쪽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독일 문헌들은 주로 전문적인 발굴 보고서들 및 학문적 저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식민지 대학에 이렇게 많은 양의 최신 고대사 문헌들이 입수된 것은 일본이 당시 서구 

열강들 사이에서 벌어지던 고대사 연구와 고고학 발굴을 통한 문화적 주도권 쟁탈전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으며, 서구와 동등한 ‘문명국’으로서 이에 동참하고자 했음을 시사한다.6) 반

면 프랑스어 문헌들은 보다 일반적인 교양서들 및 고전들의 번역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고대사나 고전학이 전통적으로 엘리트 교양교육의 중심이었음을 생각할 때 이는 경성제대의 

교양주의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계몽주의적 진보 사관을 받아들여 ‘문명사’에 관심이 많았다. 서양문

명의 역사 속에서 일본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열쇠를 발견하고자 했던 것이다(게이

지, 2011: 33-36). 이를 반영하여 독일어 책에서는 랑케식 ‘세계사’ 류가, 영어 책에서는 

‘문명사’ 류의 책들이 많이 나타난다. 프랑스어 도서들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책들이 그리 

눈에 띄지는 않는다(7종). 대신 7월왕정기 수상을 역임한 정치가이자 19세기를 대표하는 역

5) 분류상의 편이를 위해 단일 키워드를 부여했다. 이에 따른 분류의 불완전성 및 연구자의 주관성에 따른 한계
를 감안하기를 바란다. 분량의 문제로 목록들은 싣지 않는다.  

6) 이 내용은 공동연구 중 서양 고대사 자료에 대한 박재욱의 연구 결론을 참조했다(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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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인 기조(F. Guizot)의 유럽문명사(Histoire de la civilisation en Europe)의 경우 일본에서

는 메이지 유신 때부터 문명사의 모범으로 번역되어 읽혔는데 부속도서관에는 프랑스어판은 

없지만 영어와 일본어 번역판이 여러 권 있다. 또한 프랑스사의 경우 독일사와 달리 역사 이

론이나 사학사 분야의 책은 그리 많지 않다(3종). 이는 당시 역사방법론에서 선두를 달렸던 

것이 독일 역사학이고, 일본 역시 근대 역사학을 정립할 때 독일 역사학을 모범으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프랑스 바깥 지역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자료들이 산재해 있다. 근동,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은 고대사 및 고고학에 대한 일본의 관심과 맞닿아 있다. 기타 유럽 

국가들이나 아메리카의 경우 주로 각국에 대한 기본 교양서 몇 권을 갖춰서 구색을 맞추는 

수준이다. 이러한 모습은 주로 교양서들을 모은 영어 역사서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프랑스어 역사서들의 특징은 주로 프랑스 시대사들에서 나타난다. 프랑스사가 다수를 차지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는데 그 중에서도 17세기 이후 역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

대 이후 16세기까지의 프랑스 시대사는 10여 종에 불과하며 주제들도 매우 파편적이다. 중
세사료목록(Répertoire des sources historiques du moyen age)을 제외하면 봉건제 및 중세 

유럽에 대한 일반적 교양서가 대부분인데, 당시 중세사 최고의 석학이었던 벨기에 역사가 피

렌느(H. Pirenne)의 중세의 끝(Fin du Moyen Age)이 눈에 띤다. 고대사와 근대사에 비해 중

세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다른 서양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8-19세기 유럽사에서 계몽주의, 프랑스혁명, 7월혁명, 2월혁명, 제2제정, 제3공화정까지 이

어지는 프랑스 근대사는 서구의 정치적 근대성의 역사를 이루는 핵심 부분이다. 일본의 최우

선적 관심사가 근대화였음을 생각할 때, 이러한 장서 구성은 예상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동

시에 프랑스혁명을 비롯한 이 시기의 역사는 근대사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구심점

이기도 했다. 식민지 서양사 연구는 계몽주의, 시민혁명, 자유주의, 민족주의 등 체제 유지에 

껄끄러운 주제들에 어떻게 접근했을까? 경성제대 사학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식민 당국이 

서양사와 관련된 이러한 민감한 주제들을 다루는 것을 억압했으리라 가정하고 있다(신주백, 

2010: 138). 이 명제를 실제 장서 구성 및 강좌 배치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근대사를 시대별로 보자면 먼저 17세기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9종). 그 중 파리 대학

의 경제사, 인문지리사 교수로서 전간기 프랑스 역사학의 거두였던 오제(H. Hauser)가 집필

하거나 편집한 책들이 두드러진다. 그밖에 루이 14세 시대 프랑스의 팽창을 다룬 생레제(A. 

Saint-Léger)의 프랑스의 패권(La Prépondérance française)은 각국의 최전성기를 다루는 

다른 시리즈들과 함께 구비되어 있다. 가네코 교수가 개설한 특수 강좌 중에도 “강대국들”

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구 국가들의 부상에 대한 관심이 컸음을 알 수 있다(사학회보 4호).

  18세기의 경우 계몽주의 관련 저작들은 역사 및 역사 외 분야에 폭넓게 포진해 있다. 루소

(J-J. Rousseau)를 비롯한 주요 계몽사상가들의 전집 및 저작들은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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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작가들의 저작들까지 충실히 갖춰져 있다. 이는 사학과뿐만 아니라 철학, 법학, 경제학, 

정치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요가 결합한 결과이다. 이 시기의 경우 사료로 간주할 

수 있는 책들도 종종 눈에 띤다. 예를 들어 뒤클로(C. Duclos)의 루이 14세와 15세의 치세에 

대한 비밀스러운 회고록(Mémoires secrets sur les regnes de Louis XIV et de Louis XV)은 

1936년 서양사강좌에서 다른 18세기 관련 책들과 함께 주문한 것으로서 이는 18세기 전문가

였던 가네코 교수의 영향으로 보인다. 식민 당국이 계몽주의를 터부시해서 교육을 금했다는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가네코 교수가 서양사학특수강의로 “제18세기사”를 따로 개설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계몽주의는 ‘문예부흥’이나 ‘고급철학’의 일부로서 그다지 위험한 주

제가 아니었던 듯하다(사학회보 2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프랑스혁명사일 것이다. 식민지 대학에서 프랑스혁명을 어떻게 가

르쳐야 할 것인가? 이는 프랑스 제국주의의 경우 큰 문젯거리였다. 프랑스는 동화주의 정책

에 의해 식민지에 서구식 교육 시설을 설치하고 표준화된 프랑스어와 프랑스사를 가르쳤다. 

프랑스혁명은 이 시기 프랑스 제3공화정의 역사적 기원이자 이념적 기반이라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의 역사는 식민지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위험한 의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 식민지인들이 프랑스 문화의 형식만 배우고 그 내용-혁명의 이상과 대중봉기의 전통

-은 숙고하지 않을 리 없었으며, 프랑스식 교육은 공화국의 원칙과 식민지배 사이의 간극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실제로 서구화 교육의 ‘부작용’을 깨달은 프랑스는 전간기에 동화

주의 대신 식민지 토착문화를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Lebovics, 1994: 98-134). 그

러나 이는 20세기 탈식민주의 운동의 기수가 된 식민지 지식인들이나 아프리카 노동 운동이 

프랑스혁명의 유산을 식민지 대중을 위해 전유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렇다면 경성제대는 

프랑스혁명 및 프랑스 근대사의 혁명 전통을 어떻게 다루었을까?  

  프랑스혁명사 도서들은 역사 일반이나 문학, 정치, 사상 등 다른 분야의 책들과 함께 꾸준

히 입수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의 서술인데 이는 당시 프랑스 

학계의 주류 해석이 마르크스주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중 마르크스주의 혁명사학의 거두

로서 소르본(Sorbonne) 대학 혁명사강좌 1대 주임이었던 올라르(F-A. Aulard)의 프랑스혁명

의 정치사(Histoire polit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는 도서관 설립 초기인 1927년에 다

른 프랑스 근대사 서적들과 함께 구입되었다. 1936년에는 서양사강좌 주문으로 프랑스사 책

들을 고대부터 현대까지 쭉 구입했는데 여기에는 1930년대에 마르크스주의 혁명사학의 중심

으로 떠올라 혁명사강좌 주임이 된 르페브르(G. Lefebvre)의 프랑스혁명(La Révolution 
française)과 나폴레옹(Napoléon)이 포함되어 있다. 뒤이어 혁명기 의회속기록인 프랑스

혁명 의회사(Histoire parlementair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1-4권만)가 1938년에, 19세기 

전반 공화파 역사가인 갈루아(L. Gallois)의 프랑스혁명기 신문과 기자들의 역사(Histoire des 

journaux et des journalist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가 1939년에 각각 서양사강좌 주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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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수되었다.

  1941년에는 혁명사 장서 중 사회경제사 부분이 서양사강좌 주문으로 일괄 구입되었다. 이 

때 르페브르의 테르미도르파(Les Thermidoriens) 및 역시 마르크스주의 혁명사가인 마티에

즈(A. Mathiez)의 프랑스혁명(La Révolution française)과 같은 마르크스주의 혁명사가 들어

왔다. 이와 함께 혁명 전 프랑스의 경제 상황, 봉건제 해체, 국유재산 매각과 토지 분할, 농

민 문제, 지방 행정 등 혁명기 사회경제사 저서들이 한꺼번에 입수되었다. 여기에는 혁명기 

공산주의자 바뵈프(G. Babeuf)와 관련된 농민들; 빵의 문제; 재산 분배(Les Paysans; La 

question du pain; Le partage des biens), 1789년 삼부회를 위한 진정서 목록(Répertoire 
critique des cahiers de doléances pour les États généraux de 1789), 봉건적 권리와 영주제 

폐지 관련 입법 위원회(Les Comités des droits féodaux et de législation et l'abolition du 
régime seigneurial) 등의 사료집들도 포함되어 있다.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경제적 혁

명 해석에 집중된 전문적인 저서 목록을 볼 때 이는 경성제대에 갓 부임한 다카하시 교수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의 주저인 근대사회성립사론(近代社會成立史論)(1947), 시민혁명의 구

조(市民革命の構造)(1950)가 전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간행된 것을 보면 경성제대 시절의 연구

가 그 밑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오늘날에도 지성사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모르네(D. Mornet)의 프랑스혁명의 지적

기원(Les Origines intellectuell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은 1939년에 역사가 아니라 불문

학강좌의 주문으로 입수되었다. 다른 마르크스주의 혁명사들과 대조를 이루는 책으로서 오늘

날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시에는 인기 있었던 대중적 우파 역사서인 가조트(P. 

Gaxotte)의 프랑스혁명(La Révolution française)도 눈에 띤다. 그 외에도 정치, 경제, 법학 

등 여러 분야에 프랑스혁명기의 재정, 경제 문제, 제도 및 법 개혁 등에 관한 책들이 흩어져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18세기의 경우 사상가나 정치가들의 개인 저작들과 전기들이 풍요롭게 

구비되어 있음에 비해 혁명기의 역사적 인물들에 관한 전기나 이들의 개인 저작들은 나폴레

옹에 대한 연구서들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혁명가의 개인 저작으로는 시에예스

(E. Sieyès)의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Qu'est-ce que le Tiers Etat?) 정도가 있는데, 이 책은 

1927년 프랑스어 정치사상사 책들과 함께 일괄 구입되었다. 혁명기 외교관이었던 탈레이랑

(C. Talleyrand)이나 나폴레옹의 서신집은 있지만 이 역시 혁명사보다는 불문학이나 외교사 

쪽의 관심사로 구입되었다.  

  이상에서 본 프랑스어 책들, 영어와 독일어로 된 혁명사 책들(각각 15-20권 안팎), 기타 세

분화된 주제들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합하면 혁명사 장서의 양은 적지 않았던 듯하다. 그

러나 혁명사 장서가 경성제대에서 교육과 연구에 얼마나 활용되었는지는 미지수이다. 가네코 

교수는 정치사, 외교사에 대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지만 프랑스혁명사에 대해서는 글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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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않았다. 그의 후임인 다카하시 교수의 경우 혁명사가 전공 분야였지만 재임 기간이 워

낙 짧고 전시였던 데다가 사상적 문제로 강의는 허락받지 못했다. 그의 영향은 위에서 본 일

부 혁명사 장서로 확인할 수 있다. 다카하시 교수의 개인 장서에는 더 많은 혁명사 도서들이 

있었겠지만 이 책들은 도서관으로 통합되지 않고 나중에 일본으로 회송되었다.7) 

  사학과 잡지에 실린 논문들 중 유일하게 프랑스혁명에 관한 것은 사학회보에 실린 다보

하시 기요시(田保橋潔) 교수의 ｢프랑스혁명의 발자취를 따라서(フランス革命のあとども)｣(사
학회보 6호)이다. 다보하시는 경성제대 국사학과 교수로서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의 주임

들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일본사 및 조선사 전공인 그가 혁명에 관한 논문을 쓴 것은 1924년 

재외연구원으로 프랑스에 다녀온 경험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이 논문은 프랑스혁명의 주 

무대가 되었던 건물과 장소들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혁명 동안 그 곳에서 어떤 일들

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스케치이다. 여기서 혁명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나 이념적 지향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비정치적 면모는 혁명사 장서의 또 다른 특징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 프랑스혁

명의 역사 자체 못지않게 많은 책들은 외교관이자 외교사학자였던 소렐(A. Sorel)의 대표작인 

8권짜리 유럽과 프랑스혁명(L'Europe et la révolution française)이나 부르구앵(F. de 

Bourgoing)의 혁명기 유럽의 외교사(Histoire diplomatique de l'Europe pendant la révolution 
française)와 같은 혁명기 외교사이다. 그 외에도 혁명이 영국, 러시아, 스위스, 이탈리아, 프

랑스 식민지, 라틴 아메리카 등 외국과 국제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책들이 많다. 사학회

보에는 학생들의 세미나 논문명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역시 유사한 모습을 나타낸다. 프

랑스혁명에 관한 논문은 ｢라인동맹을 중심으로 살펴 본 나폴레옹과 달베르크 간의 관계에 

대하여(ライン同盟を中心として觀たるナポレオンとダルベルヒとの関係に就いて)｣(사학회보
8호)와 ｢영국 측에서 바라본 프랑스 총재정부의 아일랜드 침입(英國側から見たフランス総裁
政府のアイルランド侵入)｣(사학회지 12호), 이 두 편밖에 없으며, 둘 다 혁명의 외교적, 군

사적 면을 다루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학과에서 프랑스혁명을 직접 다룬 논문은 없으며, 특수 강좌로 다뤄진 

적도 없다. 18세기와 달리 혁명가들의 저작들 역시 거의 없다. 혁명에 대한 사회경제사 전문

서들은 대부분 다카하시 교수의 영향으로 1941년 이후에야 입수되었다. 결국 프랑스혁명은 

장서 속에 세계사적 사건으로 존재하되 잠재적으로 위험한 내용들은 비껴간 채 주로 외교적, 

국제정치적, 군사적 사건으로서, 그리고 프랑스 근대 국가의 제도적 기초를 낳은 사건으로서 

에둘러 그려지고 있다. 이는 국가 중심의 정치사, 외교사, 군사사 위주의 독일 역사학계의 학

풍이 일본 사학계를 거쳐 경성제대 서양사 연구로 이전된 데에도 상당 부분 원인이 있을 것

이다.

7) 이 내용은 서울대 서양사학과 민석홍 교수의 회고를 제자인 최갑수 교수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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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프랑스혁명 이후 20세기까지의 역사는 주로 일반적인 교양서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19세기 중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기의 정치적, 학문적 

사조를 따라 온건 자유주의나 공화주의적 성향을 가진 정치가 겸 역사가들의 저서 및 사회

주의 저자들의 서적이 많다. 대중적 통사류로는 가장 기본적인 라루스(Larousse) 출판사의 
프랑스현대사(Histoire de France contemporaine de 1871 à 1913)와 제3공화정의 대표적 역

사가였던 라비스(E. Lavisse)의 프랑스현대사(Histoire de France contemporaine) 등이 있다. 

19세기 전반에 대해서는 기조(F. Guizot)의 육중한 8권짜리(7권만 보유) 우리 시대 역사를 

위한 회고록(Mémoires pour servir à l'histoire de mon temps)이 가장 눈에 띤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역사서의 경우 두드러지는 저자들은 제3공화정의 외교관이자 역사학

자였던 아노토(G. Hanotaux)와 역시 역사학자 겸 정치가였던 랑보(A. Rambaud)이다. 19~20세

기 유럽사 일반과 이를 비교해 보면 외교 및 국제관계 쪽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이 좀 더 

잘 드러난다. 유럽 근대사 서적 중 다수는 국제정치 및 외교사에 관한 것들로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전파되면서 유럽의 세력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준다. 

  이상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프랑스어 근현대사 장서를 고르게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는 장

서 구성이 들쑥날쑥하다. 주제는 대부분 정치사, 제도사, 외교사, 국제정치사 등에 치우쳐 있

다. 이는 주로 정치사, 외교사, 경제사 강좌 등의 수요 때문이겠지만 서양사강좌에서 주문한 

책들 역시 이 주제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저자별로 보면 편차가 상당해서 위에서 본 오

제, 라비스, 소렐과 같은 저명한 역사가들의 책 옆에 프엘(P. Feyel)이나 오소트(L. Hosotte)와 

같은 오늘날에는 무명인 카톨릭 우파들의 책들이 함께 꽂혀 있다. 책의 수준은 교양서 내지 

일반적 역사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문적 역사서들은 별로 많지 않다. 전문적 수준의 

프랑스 근현대사는 역사 계열보다는 오히려 정치사나 법제사 쪽에 포진하고 있다. 특히 프랑

스 대의제의 전신인 고등법원(parlement)이나 프랑스 국가 조직의 역사에 대한 책들이 많은

데 이는 서구 근대 정치 제도에 대한 일본의 일관된 관심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의 논문에도 반영되어 있어서, 혁명 이후 프랑스 근현대사에 대한 학

생들의 관심은 매우 빈약-강요된 것이었든 자발적인 것이었든-했다. 19세기 이후 프랑스 근

현대사에 대한 논문은 ｢프랑스 내란에 대한 비스마르크의 간섭정책(フランス内亂に對するビ

スマルクの干涉政策)｣, ｢타히티 섬 문제를 통해 바라본 영국-프랑스 간의 외교관계(タイチ島
問題より観たる英佛間の外交關係)｣(이상 사학회지 11호), 이 두 편뿐이다. 둘 다 그나마 독

일사와 영국사의 연장선상에서 쓴 외교사이다. 

  여기서 예외적인 것은 1848년과 1871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내란들에 관한 자료들이다. 전

자는 1848년 2월혁명 와중에 일어난 노동자들의 봉기를 말하고, 후자는 프로이센에 패배한 

충격으로 1871년 봄 파리 민중들이 봉기하여 두 달 간 사회주의 정부를 실험한 파리코뮌을 

말한다. 2월혁명에 관한 책들은 19세기 중반 프랑스 사회주의자로서 2월혁명에 좌파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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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여했던 루이 블랑(L. Blanc)의 정직한 이들에게 호소함(Appel aux honnêtes gens), 
1848년 2월혁명 역사의 페이지들(Pages d’histoire de la Révolution de Février 1848), 10년
의 역사(Histoire de dix ans, 1830-1840) 및 앞의 책의 후속작으로 르노(E. Regnault)가 기획

한 8년의 역사(Histoire de huit ans, 1840-1848) 등이 있다. 19세기의 대표적 아나키스트인 

프루동(P-J. Proudhon)의 한 혁명가의 고백(Les Cnfessions d'un révolutionnaire) 역시 2월혁

명에 대한 육성 기록이다. 파리코뮌의 경우 라롱즈(G. Laronze)의 미간행 회상과 기록에 따

른 1871년 코뮌의 역사(Histoire de la Commune de 1871 d’après des documents et des 
souvenirs inédits)는 파리 코뮌에 대한 사료를 담고 있는 역사서이며, 3월 18일 반란에 대

한 국회 조사(Enquête parlementaire sur l'insurrection du 18 mars)는 파리코뮌 진압 이후 

열린 의회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 및 청문회에 대한 정부 기록이다. 

  원부를 보면 이 책들이 입수된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이 책들은 역사서뿐만 아니라 사회

사상, 정치사, 사회주의 책들과 함께 입수되었다. 특히 파리코뮌에 관한 책들은 전 세계의 노

동쟁의나 식민지 반란에 대한 책들과 함께 구입되었다. 여기서 사회주의에 대한 학문적 관심

과 사회혁명에 대한 위기감, 이 양자가 장서 구성에 함께 작용했음을 볼 수 있다.   

4. 주요 키워드별 분석8)

 Ⅰ. 제국주의 및 식민지

  일본 제국주의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식민지 관련 도서들(79종)이다. 원부를 보면 

경제사, 정치사, 법제사강좌들 모두 식민주의 관련 저서들을 다량 주문했으며, 특히 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세계의 식민지 현안들에 관한 책들이 더 많이 입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

구 식민주의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이중적이었다. 식민 당국의 검열은 식민주의에 비판적인 

서적들을 금지했지만, 동시에 아시아에서 서구 제국이 벌인 만행을 비판함으로써 일본의 팽

창을 정당화하고자 했다(정근식, 2008). 또한 일본은 후발 제국주의 주자로서 서구 제국들의 

실제적 통치 경험을 학습하고자 했다.

  식민주의 이념 서적들의 경우 모두 문명화 사명과 진보의 전파를 통해 식민주의를 정당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별로 보면 르루아-볼리우(P. Leroy-Beaulieu)는 문명화 사명에 

입각한 프랑스 식민주의 사상의 대표자였고, 그보다 지명도는 떨어지지만 아르망(J. 

Harmand)의 경우 일본 대사를 역임하여 일본인들에게는 좀 더 친숙한 저자였다. 올리비에(M. 

Olivier)와 사로(A. Sarraut)는 당시 프랑스의 주요 친제국주의 논객들이었다. 특히 사로는 인

8) 이 테마들은 공동연구에서 서양어 장서를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로 나눠 분석한 결과 두드러지는 키워드들로
서 각 언어별로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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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차이나 총독과 식민성 장관을 역임하며 단순 착취를 넘어선 식민지의 적극적, 체계적 “개

발(mis en valeur)”을 주장함으로써 전간기 프랑스 식민정책의 궤도를 바꾸어놓았다. 반면 

식민 지배를 비판하는 서적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일본 식민 

당국의 검열, 그리고 식민주의 팽창에 대한 적극적 비판이 드물었던 프랑스 지성계의 상황을 

양쪽으로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구체적인 프랑스 식민지들로는 튀니지(3종), 알제리(2종), 인도차이나(12 종)가 등장한다. 당

시 프랑스 제국의 핵심이었던 북아프리카보다 인도차이나에 대한 서적이 많은 것은 일본이 

1920-30년대에 베트남의 자원에 관심을 두고 있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차이나 

관련 책들의 내용을 보면 경제 상황, 식민 통치 체제, 베트남과 중국 간의 관계, 인도차이나 

관련 국제법과 조약, 지리 등 당시 일본의 실제적 관심사들을 다루고 있다. 이 중 프랑스 

식민제국(Un Empire colonial français)을 쓴 마스페로(G. Maspero)는 인도차이나의 고위 식

민 관료 출신이자 프랑스 극동학교(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EFEO)의 설립자 중 

하나였다. 그의 책은 인도차이나의 자연 환경 및 생활상에 대한 수많은 사진들과 지도 자료

들을 담고 있다. 당시 베트남에서는 민족해방 운동이 한창이었고 이는 조선인 사회에서 큰 

관심거리였지만 식민지 검열은 관련 책들을 차단했다(정근식, 2008). 프랑스어 장서에서도 역

시 이에 대한 책들은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다루고 있는 식민지 지역들은 인도네시아, 시

암, 필리핀, 중앙아시아, 만주국, 인도, 라틴아메리카 등으로, 여기서도 아시아를 둘러싼 서양 

제국과 일본의 경쟁 구도가 잘 드러난다. 

  후발 제국주의 주자로서 제국 간 교류에 참여하고 선발 제국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자 

했던 일본의 욕망이 잘 드러난 책으로는 국제식민지협회(Institut colonial international)의 학

회지인 국제식민지도서관(Bibliothèque coloniale internationale)과 동일 학회에서 출간된 단

행본인 식민지의 정치, 행정 조직(Organisation politique et administrative des colonies)을 

들 수 있다. 국제식민지협회는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던 제국주의 국가들의 학술·정책 교

류 단체로서 각국의 제국 관료들 및 학자들 간의 교류를 통해 제국의 과학적, 합리적 통치를 

추구하는 조직이었다. 비슷한 경우로 1906년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열린 식민지 박람회에서 

논의된 식민지 경영 관련 학회 자료집들도 구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국주의의 쌍생아인 인종주의는 어떨까? 정준영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서

구식의 백인 우월주의에는 반대했지만 동아시아에 대한 자신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하

여 유사 인종주의를 개발하는 데 열심이었으며, 경성제대 의학부가 이러한 노력에 동원되었

다(정준영, 2012). 그러나 프랑스어 도서의 경우 독일어 서적과 달리 극단적인 인종주의 선동

이나 우생학, 사회적 다윈주의에 관한 저서들은 별로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당대 프랑스

의 학문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20세기 초반 프랑스 주류 인류학계 및 사회학계에 인종

주의가 과학적 방법론의 하나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책으로는 사회진화론적 인류학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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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투르노(C. Letourneau)의 책 여러 권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종주의를 과학적, 학

문적 개념으로 여기는 것에 반대하는 책들 역시 여러 권 갖춰져 있다. 사이비 인종과학을 논

파하는 인류학자 피타르(E. Pittard)의 인종과 역사(Les Races et l'Histoire), 반인종주의 저

널리스트로 유명했던 피노(J. Finot)의 인종에 대한 편견(Le Préjugé des races)이 대표적이

다. 

 Ⅱ. 사회주의

  사회주의 책들은 주로 철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쪽에 상당히 많은 수로 구비되어 있는

데(197종), 이는 독일어 장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부를 보면 사회주의 서적들은 따로 

주문되기 보다는 보통 다른 정치, 사상, 경제, 정책 관련 책들과 함께 일괄 주문되었으며, 사

회주의 서적 구입에 제약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 목록을 보면 초기 공산주의, 생시몽주

의, 마르크스주의, 아나키즘, 생디칼리즘, 집산주의, 조합주의, 노동조합운동, 사회연대주의, 

게드주의, 가능주의, 협동주의 등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전반까지 프랑스를 풍미했던 수많

은 사회주의 및 좌파 노동 운동들의 스펙트럼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프랑스의 좌파 연합정

권이었던 인민전선(1936-1938)의 지도자인 블룸(L. Blum)의 정부개혁(La Réforme 
gouvernementale)(1936), 블룸의 경험(L'Experience Blum)(1937) 등 최신 저작들이 1937년 

이후 전시 검열이 강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출간 즉시 입수된 것을 보아도 경성제대 학자

들이 프랑스의 최신 정치 흐름과 사상들에 민감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 등 사회주의 주요 작가들의 저서도 꽤 충실하지만 여기

서 두드러지는 것은 역시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의 저작들이다. 프랑스혁명 당시 사유재산 폐

지를 주장한 바뵈프(4종)로부터 시작해서 초기 사회주의자인 생시몽(H. de Saint-Simon)(5종)

과 푸리에(C. Fourier)(5종), 아나키스트인 프루동(7종), 앞서 언급한 루이 블랑(5종), 2월혁명 

당시 푸리에주의 지도자였던 콩시데랑(V. Considérant)(6종) 등의 저작들이 대표적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가면 당대 프랑스의 대표적 사회주의자이자 프랑스 사회당 당

수였던 조레스(J. Jaurès)(6종),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혁명적 생디칼리즘의 주창자로서 마르크

스주의와 파시즘 양쪽에 영향을 미친 소렐(G. Sorel)(4종), 프랑스의 경제사학자로서 기독교 

사회주의자이자 프랑스 조합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지드(C. Gide)(21종) 등의 전집과 이들에 

대한 연구서들이 구비되어 있다. 그밖에 역사 계열에서는 러시아 현대사라고는 기껏해야 트

로츠키의 1905 한 권밖에 찾을 수 없지만, 사회학과 정치학 계열에 러시아 혁명사 및 소비

에트에 대한 저작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6종).  

 Ⅲ.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와 파시즘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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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어 장서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20세기 전반의 프랑스 정치 상황, 특히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3공화정의 경우 잦은 내각 교체로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되었고, 비대해진 국가 관료제는 비효율성과 부패로 사회적 질타의 대상이었다. 

또한 전간기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독일을 중심으로 파시즘이 부상하면서 의회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프랑스에서도 악시옹프랑세즈(Action Française)를 필두로 한 파시즘 혹

은 유사 파시즘적 극우파가 득세했다. 1930년대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부상하는 분위기 속에

서 경성제대는 프랑스 파시즘에도 관심을 가졌을까? 

  극우파 운동의 부상을 반영하는 책들로는 악시옹프랑세즈의 지도자였던 프랑스 작가이자 

극우 왕당파 정치가인 모라스(C. Maurras)의 저작들과 그에 대한 전기들을 들 수 있다. 그밖

에도 프랑스 극우파의 선동물들은 1920-30년대 프랑스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유대인의 위험(Le Péril juif), 인종들 간의 쟁투(La Lutte des races), 혁명 뒤의 숨은 세

력들(Les Forces secrètes de la révolution) 등은 반유대주의적 음모론을 담고 있다. 당시 프

랑스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에마르(C. Aymard)의 볼셰비즘인가 파시즘인가(Bolchevisme 

ou fascisme?)는 사회주의의 위협에 대항하여 극우파 운동을 주창한 책으로서 전간기 프랑

스 반의회주의 우파 운동의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왕당파의 수장 중 하나였던 파리 백작

(Comte de Paris)의 정권의 실패(Faillite d'un régime), 악시옹프랑세즈에 참여했던 법률학자

인 브누아(C. Benoist)의 민주주의의 병폐(Les Maladies de la démocratie) 역시 마찬가지이

다. 마지막으로 독일 점령기 당시 프랑스 극우파 정권인 비시(Vichy)정부의 수반이었던 페탱 

장군(P. Pétain)의 자신의 운명 앞에 선 프랑스(La France devant son destin)는 비시정부의 

선전물이다. 프랑스어 장서 중 1940년 이후 출간된 것은 채 20여 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입수된 책이라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프랑스어 도서를 살펴보면 극우파들의 서적 못지않게 극우파의 부상에 대한 사회

적 분석 및 이에 대한 비판들도 눈에 띤다. 원부를 보면 파시즘 서적들과 이를 비판하는 서

적들이 구별 없이 함께 구매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 파시즘에 대한 저작들(6종) 모두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담고 있으며, 독일 나치즘에 관한 분석들(6종) 역시 대부분 마찬가

지이다. 또한 파시즘 관련 책과 나란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방어하고 개혁

하고자 하는 저서들이다. 대의제 정부의 문제점, 정부 조직과 관료제 개혁, 중앙집권화의 문

제점 및 지방분권화 등에 관한 책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독일어 장서에 파시즘을 

옹호하는 책들이 많은 것과 비교되는데, 이는 파시즘이 지적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했던 프랑

스 지성계의 모습을 반영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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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극동: 중국, 일본, 한국

  서구화에 성공한 유일한 동양 국가로서 일본은 서구에 대해 스스로를 재현하는 데에도, 그

리고 서구가 자신을 어떻게 재현하는지에 데에서도 매우 관심이 많았다. 프랑스어 도서들을 

살펴보면 당시 프랑스에서 발달하던 중국학 및 일본학의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20세기 

전반 프랑스에 있던 극동 관련 콜렉션의 면모도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도서관 장서에 나타

나는 대표적 기관들은 파리에 있던 프랑스극동학교(EFFO)와 기메 미술관(Musée Guimet)이
다. 프랑스극동학교는 원래 베트남 식민화와 함께 1900년에 창설된 연구소였는데 이후 연구 

주제를 넓혀서 동남북 아시아 지역을 폭넓게 다루었다. 기메 박물관은 동양을 자주 여행했던 

사업가 기메의 소장품들을 전시한 곳으로서 한국 관련 미술품도 상당수 소장하고 있었다. 프

랑스의 오리엔탈리스트 중 도서관에 저서가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저자는 19세기 중반 인

류학자였던 로스니(L. de Rosny)이다(24종). 그는 특히 일본어에 해박해서 프랑스의 동양어 

학교에서 일본어를 강의했으며 한국에 대해서도 저서들을 남겼다. 

  특히 눈에 띠는 것은 당시 서양의 극동 관련 연구 및 수집 수준과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목록들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오리엔탈리스트인 코르디에(H. Cordier)가 편집한 일
본백과사전(Bibliotheca Japonica), 중국백과사전(Bibliotheca Sinica), 인도차이나백과사전

(Bibliotheca Indosinica)은 서구에서 1912년 이전까지 중국, 일본, 인도차이나에 대해서 출간

된 연구들의 목록을 집대성한 책들이다. 그 외에도 도서관에는 서구 박물관과 도서관에 있는 

일본학 문서나 일본 유물 관련 카탈로그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다. 예로 프랑스 국립 도서관

의 극동 도서 목록 및 둔황 관련 소장 자료 목록들, 프랑스에서 출간된 일본 석판화 목록,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일본도 컬렉션 목록, 파리 대학에 소장된 일본 화폐와 메달 컬렉션 

목록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은 프랑스에서 발간되거나 번역된 일본 관련 역사서들도 

수집했다(20종). 그밖에 파리의 프랑스-일본관(La Maison franco-japonaise) 설립에 기여한 법

률가 스기야마(N. Sugiyama)의 프랑스 체류기인 프랑스에서의 나의 임무(Ma mission en 

France, 1934)처럼 일본과 프랑스의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책들도 있다. 

  동아시아에 대한 프랑스어 도서들 중 눈에 띄는 것은 19세기 이전에 발간된 오래된 귀중

본들이다. 부속도서관은 근대 초부터 동양이나 극동에 대한 유럽인들의 여행담 및 시각을 담

은 책들을 많이 모았는데, 특히 중국과 일본에 간 프랑스 선교사들의 기록이 두드러진다. 도

서관에는 16-17세기 초기 중국 선교사들이 쓴 편지, 보고서, 여행기들과 파리외방전교회 자

료들뿐만 아니라 동서인도의 역사(L'Histoire des Indes Orientales et Occidentales)나 일본

에 대한 일반적 역사와 설명(Histoire et description générale du Japon)과 같이 17-18세기 

초반 서구의 동양 인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이와 함께 도서관에는 한국과 관련하여 출간된 프랑스어 도서들이 상당수 존재한다(2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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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사서로는 포벨(A. Fauvel)의 한국(La Corée)과 쿠랑(M. Courant)의 9세기까지의 한

국(La Corée jusqu'au IXe siècle) 등이 있고, 나머지는 주로 구한말 조선을 여행한 프랑스 

여행자들의 기록들이다. 한국과 관련된 프랑스어 도서들을 보면 19세기 말 20세기 초 조선을 

거쳐 간 프랑스인들의 흔적이 나타난다. 1890년대에 조선 주재 프랑스 공사관에서 근무한 것

을 계기로 나중에 프랑스에서 한국학의 기초를 놓은 쿠랑을 비롯하여, 프랑스 대사였던 플랑

시(C. de Plancy), 대한제국의 법률고문으로서 조선법전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크레마지(L. 

Crémazy) 등의 저서들이 눈에 띤다(최종고, 2006 참조).

  한국 관련 도서들 중 가장 특이한 책은 서영해의 어느 한국인의 삶(Autour d'une vie 

coréenne)일 것이다. 서영해(본명 서희수)는 1902년 부산에서 태어나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중국으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 참여했다. 이후 프랑스로 유학하여 해방 때까지 임시정부의 

대 유럽 외교를 맡았다. 그는 1929년 파리에서 코리아통신사(Agence Korea)를 설립해 유럽 

각국 언론사에 조선 독립의 대의를 알렸다. 그가 1929년에 출판한 이 책은 한국인이 쓴 최초

의 프랑스어 소설로서 겉으로는 역사소설을 표방하지만 사실상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국권 

침탈 당시의 정세를 설명하면서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정치적 저작이었다. 부록에

는 3.1 독립선언문의 프랑스어 번역문뿐만 아니라 3.1 운동 당시의 상황과 이 때 일본이 저

지른 민간인 학살에 대한 고발이 담겨있다. 임시정부의 정치적 저작물이 프랑스를 돌아 부속

도서관으로 흘러들어온 이유는 원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1932년 서적상을 통하여 한국에 

관련된 서양서를 일괄 구입했는데 이 때 다른 책들과 섞여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부속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제국의 헤게모니 구축 기관이었지만 식민주의 연구들이 계속 강

조해 왔듯이 식민 권력이 표상하는 일사불란한 통치에 대한 이상과 실제 식민지의 현실 사

이에는 심대한 간극이 존재한다. 식민주의 세력 내에도 갈등과 차이가 존재했으며, 식민지인

들은 제국의 헤게모니 전략을 주체적으로 전유하여 식민지-제국 관계에 개입하곤 했다. 프랑

스사 장서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 역시 이 이념과 실제 사이의 균열과 모순, 그리고 그 사이

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의 공간이었다. 

  먼저 식민권력은 프랑스어 장서 구성에 보편과 특수, 양방향으로 작용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제국대학의 교양주의는 식민 당국의 정책적 목표와는 상관없이 

폭넓은 교양 도서들이 식민지 도서관에 모이게 했다. 이 과정에서 식민주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촘촘히 관철되기보다는 해당 국가의 지적 흐름이 보다 충실히 반영되었다.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장서 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차이는 상당 부분 해당 국가의 학문 

및 출판 경향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방대한 교양서들을 집적한 것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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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에서 학문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전략의 일부였지만, 일제의 ‘의도’와는 별개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따로 연구가 필요하다. 일제는 보편적 교양주의를 통해 식민지 

엘리트들을 현실의 민족주의 정치로부터 유리시키려 했지만(정근식, 2010: 80), 동시에 

교양주의 덕분에 폭넓은 지적 스펙트럼의 서양서들이 유입되어 비판적 정신을 배양하는 

데에 기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경성대학 구성원들의 학문적 요구 및 필요성 역시 장서 구성에 반영되었다. 

경성제대에 제국대학의 위상을 부여한 것 역시 일제의 식민지 헤게모니 전략의 일부였지만, 

제국대학에 부여된 특권 덕분에 교수와 학생들은 도서 주문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보다 실제적인 이유들도 작용했다. 서적상에서 관련 

서적들을 일괄 구입하다 보니 제목으로는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책들이 시리즈나 테마별로 

한꺼번에 들어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식민 당국으로서는 달가워하지 않았을 종류의 

책들도 도서관으로 유입되었다. 

  프랑스어 도서들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출간 연도별로 보면 대부분의 프랑스어 

장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출간된 책들인데 특히 20세기 이후 출간된 책들이 다수를 

이룬다. 이 책들은 당대 프랑스 지성계의 경향성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1920-30년대의 

신간 목록들은 인문지리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인구학 등 당대 프랑스의 최신 지적 

경향을 나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군국주의, 파시즘, 인종주의를 옹호하는 책들도 있지만 

이는 여기에 반대하는 책들과 병치되어 있어서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오히려 당대 

프랑스 사회의 고뇌를 반영하여 공화국의 체질 개선과 민주주의의 쇄신을 주장하는 책들도 

많다.

  역사서의 경우 당연히 프랑스사 도서가 두드러지는데 그 중 근대사가 다수를 차지한다. 일

반적 가정에 따르면 계몽주의, 혁명, 자유주의, 사회혁명의 위협으로 점철되는 18-19세기 프

랑스사는 식민 당국이 보기에 ‘위험한’ 주제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주제들에 관한 장서 

구입에 제약이 있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계몽주의 저작들은 풍요롭게 갖추어져 있고, 

프랑스혁명사의 경우에도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의 기본 저작들이 구비되어 있다. 그러나 동

시에 사학과의 강좌나 교수와 학생들의 논문을 보면 프랑스사에 관련된 인식은 매우 비이념

적이었으며, 주로 외교사, 군사사, 국제정치사, 그리고 전통적 의미의 문화사에 관심이 집중

되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에 관한 도서들처럼 식민 당국의 특정 관심사가 보다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들도 분명 있었다. 제국주의 서적들의 경우 선발 제국들의 제국 이념과 

제국 경영 방식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욕망이 잘 드러난다. 보다 문화적 

면에서 두드러지는 주제는 동아시아에 대한 프랑스어 서적을 모은 거대한 컬렉션이다. 

프랑스의 동양학에 대한 백과사전들, 서지학, 박물관 목록, 논문집, 귀중본 등은 서구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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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일본과 동아시아의 위상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이에 개입하는 한편 일본이 서양이 

욕망하는 세계 굴지의 문화 국가임을 과시하려는 욕구를 보여준다.  

  시대별로 볼 때 중일전쟁이 일어난 1937년 이후에는 식민 통치가 경직화되고 사상 검열이 

강화되어 장서 구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1938년부터 부속도서관은 좌익

사상이나 식민지배에 비판적인 저서들을 ‘특수도서’로 따로 관리했다(정근식, 2010: 61). 

그러나 특수도서 목록을 찾을 수 없고 원부 역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 않아서 1937년 

이후 도서 구입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의 몫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 이는 경성제대 도서

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시 하 식민지 검열 체제 전체의 틀 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정근식, 2013 참조). 

  이상에서 볼 때 프랑스어 장서들은 많은 부분 당대 프랑스의 학문적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 양상은 매우 불완전하다. 마치 복원된 고대 토기의 여러 부분이 듬성듬성 빠져 있

는 것처럼 일본의 식민지로 옮겨진 프랑스 지성계의 모습은 불균형한 모습을 띠며, 바로 이 

불균형성에서 이식된 근대성의 특징들을 읽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적 근대가 서구를 모

방한 “파생적” 성격을 띤다면(정준영, 2009: 8), 부속도서관의 서양서 장서가 구현하는 근

대는 이중으로 파생적이다. 서구를 이식함과 동시에 제국대학의 학제를 이식해야 했기 때문

이다. 제국대학이자 식민지 대학이라는 경성제대의 이중적 지위가 장서 구성 속에서 어떠한 

모순 혹은 역설을 

  결과적으로 프랑스어 장서 분석을 통해 식민 지배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

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도서관은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식민주의적 기획의 자장 

내에 있었다. 일견 식민 정책과 상관없는 방대한 교양 도서를 집적하게 만든 보편적 교양주

의 역시 이 헤게모니 전략의 일부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 식민권력이 일사불란하

게 침투했다기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이 장서 구성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이 드러난다. 경성제

대에 이식된 제국대학체제, 교수들과 학생들의 학문적 자율성, 서구를 ‘따라잡는’ 동시에 

서구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일본의 욕망과 불안, 당대 일본 제국의 

시국적 관심, 그리고 주제, 시리즈, 기증도서 위주로 집합적으로 도서를 구매했던 도서관의 

관행 등 다양한 요인들이 식민지 대학이라는 구조적 틀과 상호작용하며 특이한 장서 구성을 

낳았다. 

  이상의 연구는 부속도서관의 방대한 서양어 장서 중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서양

사 연구자의 시각과 능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서양어 장서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른 서양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보다 충실한 비교 작업, 

일본어 번역서까지 포괄한 서양서 분석, 장서 구입 과정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한 자료 발굴, 

원부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이 절실하다. 특히 연구 과정에서 필자는 이 주제야말로 탈학제적, 

비교사적, 초국가적 접근법이 필수적임을 절감했다. 여기에는 일본사, 한국사, 서양사 학자들



- 94 -

의 협업, 그리고 일본의 다른 제국대학 도서관들과의 비교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이것조차 부속도서관을 통한 식민지 지성사 쓰기의 한 면에 불과하다. 도서관을 통한 지식의 

형성 및 공급의 역사는 경성제대 구성원들, 그 중 특히 조선인 학생들이 이 도서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연구들과 만나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서양어 장서에서 드러나는 식민지 

지배 전략의 균열과 모순을 식민지 조선인들이 주체적으로 전유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타

진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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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교류사 문헌들에 대하여

- 『중국전례보고서: Brevis relatio eorum quae spectant ad Declarationem 

Sinarum Imperatoris Kam Hi ...』를 중심으로

안재원(서울대 인문학연구원)

0. 들어가는 말

  오늘 발표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겠다. 먼저, 우리 연구팀(동서문헌교류조사팀)이 조사한 바

를 요약․소개하겠다. 다음으로, 경성제국대학도서관의 문헌들을 어떻게 연구해야할 지와 관련

해서 하나의 사례로 『중국전례보고서』를 분석하겠다.

1. <동서문헌교류조사> 결과에 대한 간략 소개

  우리 연구팀은 ‘경성제국도서관’에 소장된 동서교류관련 문헌들을 조사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의 도서관이나 연구소가 소장하는 자료에 못지않게 귀중한 문헌들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 수십 권의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었다. 크게 세 가지를 보고하겠

다.

 1. 1.

  물리적인 측면에서 소장 가치가 있는 문헌들을 다수 확인했다.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할 

『중국전례보고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어지는 자리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겠다. 요컨대, 

바르헤브라이우스의 문헌들의 경우도, 시리아어 원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초판본들로 본 연구

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대어 번역 및 주해가 전혀 된 적이 없고, 따라서 이 문헌들도 거

의 원천 필사본에 준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요컨대, 바르 헤브라이우스는 pax Mongolica

로 대변되는 몽골 제국의 역사와 칭기즈칸에 대한 많은 보고와 기록을 남긴 학자이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귀중본실에 소장되어 있는 주바이니(Juvayni)의 몽골 

역사에 관한 페르시아 역사서가 이 바르 헤브라이우스의 문헌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료들은 이후 동서교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바르 헤

브라이우스가 시리아어로 저술한 성경 주해서들은 시리아 정교회와 중국의 네스토리우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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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데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1. 2.

  내용의 측면에서 엄밀한 학적 연구가 요청되는 혹은 추가적으로 후속 연구가 시급한 자료

들이 있다. 이는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1) 동서문명 교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귀중본실에는 동서문헌 교류의 실제를 보여주

는 문헌들이 상당수 소장돼 있다. 이 가운데 고중세 이래 한국을 소개하는 문헌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길과 왕국에 관한 책』(Kitâb al-Masâlik Wa’l-Mamâlik)은 흥미롭게도 신라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동방의 세계를 기술하면서 마지막 대목을 “중국으로 가는 

길의 연속”이라는 제목으로 기술한다. 이 부분에 중국에 관한 상세한 기술과 함께 신라에 

관한 기록이 있다. “중국의 끝, 칸슈(Kânçou)의 정면에 산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이름이 

신라(Schylâ = la Corée)며, 여러 개의 공국(principauté)으로 나뉘어 있다. 그곳엔 금이 풍부하

다. 그곳에 간 이슬람교도들은 이 지역에 영주(永住)하곤 한다. 그곳이 제공하는 모든 장점들

을 누리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은 그 너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에 관해 알지 못한다.”(p. 51) 

이것은 이와 함께 일본(Wâkwâk)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인도의 독특한 신분제도인 

카스트에 관해서도 기록이 있는데, 7개의 카스트가 있다고 소개하며, 힌두인들 사이에는 42

개의 종교적인 섹트가 있다는 보고도 덧붙인다. 따라서 이 책은 9세기 중앙아시아에 거주하

던 사람들의 눈에 비친 동양 세계와, 요컨대 신라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소중한 문헌 자료이다. 이에 대한 엄밀한 연구가 요청된다. 왜냐하면 이 책은 프톨레마이오

스의 『지리서』를 바탕으로 지어졌으나 당시 확장, 발전된 동양의 지리에 대한 정보가 덧씌

워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을 바탕으로 많은 지도가 실제로 제작되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2) 한국 관련 자료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귀중본실에는 예수회 선교사들이 남긴 문헌들이 상당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 가운데는 흥미롭게도, 임진왜란 이후 조선을 소개한 자료들도 포함되어있다. 대

표적으로 세 문헌을 들 수 있다. 우선, 주목해야 할 문헌은 『일본 포교사』(De Rebus 

Iaponicis, Indicis et Pervanis epistolae recentiores, 1605)이다. 이 책은 1605년 벨기에의 안트

베르프에서 출판되었다. 표지는 나무판에 돼지 가죽을 입혔고, 화려한 장식이 새겨져 있다. 

서명은 <이아포니아(일본), 인디아(인도), 페르바니아(원래 이 지명은 남미 페루의 라틴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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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이나, 이 책에서는 아마도 필리핀의 섬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에 대한 서술한 새

로운 편지 모음>이다. 특이한 것은 이 책이 수십여 통의 편지을 모아 엮은 책이지만, 이 편

지들을 관통하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이 바로 “조-일 전쟁(임진왜

란)”이다. 이 전쟁의 명칭부터가 흥미롭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이 전쟁을 “코라이 전쟁

(Bellum Corai)” 이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이유와 전쟁의 전

개 상황과 결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되어 있다는 점도 매우 흥미롭다.

  다음으로, 마테오 리치의 『중국포교사』(De Christiana expeditione apud Sinas suscepta ab 

Societate Jesu, 1615)에도 “코라이 전쟁”으로 소개되는 임진왜란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띈다. 

물론 이 책은 코라이 전쟁을 핵심 내용으로 다루는 책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보고가 발견된다. 코라이 전쟁의 영향으로 예수회 신부

들이 겪었던 고생에 대한 보고다. 다음은, 마테오 리치가 『중국포교사』에 남긴 “코라이 

전쟁”에 대한 보고이다. 

이아포니아인들이 코리아 왕국을 침범했다. 남창(南昌)에 당도했을 때에, 모든 곳

이 공포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이아포네스인들이 그들의 영토로부

터 출발해서 코리아 왕국을 적의로 가득 찬 군대를 보내어 침공했기 때문이다. 코

리아 왕국은 시나에 많은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시나의 보호를 받는 나라였기 때

문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아포네스인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희망이 거

의 없어 보였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다. 우리를 따뜻하

게 맞아 주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행동거지와 용모가 수상한 사람이

나 모든 면에서 떠돌이로 여겨지는 사람을 집안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황제

의 칙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조각배에서 찌

는 더위를 견뎌 냈어야만 했다. 

  인용은 코라이 전쟁이 중국 본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 전쟁으로 말미암

아, 모든 이방인을 집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인용

은 키나 본토 전체가 전시(戰時) 체제로 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코라이 전쟁이 코라

이 전쟁이 동아시아 전쟁이었음을 전거라 하겠다. 근본적으로는 서양의 동진(東進) 운동의 

연장선에서 발발한 전쟁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에 코라이 전쟁은 세계사의 관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쟁 때문에 마테오 리

치 일행이 문전박대를 당하고서 남경의 조그만 배에서 더운 여름을 견딜 수밖에 없었음은 

흥미롭게도 “코라이 전쟁” 탓이었다.

  마지막으로, 아담 샬의 『중국포교사』(Historica relatio de ortu et progressu fid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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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doxae in regno Chinensi per missionarios Societatis Jesu ab anno 1581 usque ad annum 

1669, 1672)에서도 조선에 대한 당시의 기록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에는 저자 아담 샬 신부와 

조선의 소현 세자(1612-1645)가 깊은 교류를 나누었고 특히 세자가 서양 학문과 서양 종교인 

그리스도교에 보인 그의 입장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기록을 담겨져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전거가 소현 세자가 아담 샬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는 소현 세자가 직접 쓴 한문 텍스

트인데, 그 내용에 감동해서 아담 샬 신부가 라틴어로 번역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원문이 

이 문헌에 수록돼 있다.

  (3) 사전류

  구(舊) 경성제국도서관 소장 자료에는 19세기 예수회 신부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사전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자성강목』, 『라한소사전』, 『베트남어-라틴어 사전』, 『라중사전』, 

『태국어-라틴어 사전』 및 각종 총감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료들은 19세기 아시아의 

언어를 비교 연구하는 데 매우 소중한 자산들이다. 라틴어를 연구 기축으로 삼아 19세기 아

시아 언어 비교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틴어-중국어(한자)-한국

어-베트남어-태국어-일본어를 비교할 수 있는 아카이브의 구축을 통해, 19세기 한자의 의미

가 각기 어떻게 독자적인 의미망을 구축하고 있었는지를 살피고, 다른 한편으로 범(凡) 한자 

문화권에서 동양의 언어들이 각기 어떤 방식으로 정체성을 만들어 갔는지를 살필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근세 초기에 서양 근대 주요 개념들이 라틴어에서 어떻게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갔는지를 살피는 것과 유사한 연구 사례가 될 것이다. 

 1. 3.

  이번 연구를 통해 범례가 될 만한 고문헌 서지 목록과 해제집을 그 성과로 제시하였는데,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런던의 SOAS 대학 도서관은 Western Books on China published up to 1850, 

Rome: Chinese Books and Documents In Jesuits Archive, California: Ricci Institute’s 

Catalogue, Taiwan: Ricci Institute’s Catalogue와 같은 목록 해제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 세

계 유수의 연구소들은 이와 같은 독자적인 고문헌 목록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화 되어 있다. 

드디어 이에 준하는 목록 해제집을 연구 결과물로 본 연구팀은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연구 

기간의 제한과 제반 연구 조건의 한계로 인해 모든 문헌에 대한 기본 해제와 상세 해제를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만으로도 본 연구팀이 제시한 계획에 일부는 달성했다

고 자부한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팀은 서울대학교 전산망이 국제적인 학술 아카이브와 

단절돼 있음을 확인했다. 예를 들면, Sinica Biblitheca 2.0는 원문을 디지털화해 공개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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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Bayerische Staatsbibliothek (URN: urn:nbn:de:bvb:12-bsb10569631-7)

> Google Books (Original from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 Internet Archive (digitizing sponsor: Google Books)

∙ Bibliographic reference: VD18 14575647-001, BS 893 f.
∙ Entry in Wiener Chinabibliographie

  나는 이 목록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역시 연계시킬 것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동서 문

헌 교류 자료들은 세계의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지만, 조만간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문헌 자

료들을 통합되는 시기가 곧 올 것이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도 귀중한 문헌들이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상세 분석 사례: 『중국전례보고서』

 2. 1. 서지 소개

  책의 기본 서지 정보를 소개하겠다. 책의 제목은 Brevis relatio eorum quae spectant ad 

Declarationem Sinarum Imperatoris Kam Hi circa Caeli, Cunfucii, et Avorum cultum, datam 

anno 1700. Accedunt Primatum, Doctissimumque Virorum, et Antiquissimae Traditionis 

Testimonia. Opera PP. Societatis Jessu Pekini pr Euangelii propagatione laborantium 이다. 

  책은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귀중본실에 소장되어 있다(貴 C510 113).1) 책의 서명은 

『천(天)과 공자와 조상 숭배에 대해서 1700년에 중국 황제 강희제가 내린 입장 표명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 수석 대주교와 가장 박식한 학자들과 가장 오래된 전통에서 찾은 증언들이 

수록되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고생하는 북경 예수회의 신부들의 노고로 지어진 것이

다』 정도로 번역된다. 편의상, 이 문헌에 대한 서명은 『중국 전례 보고서』로 약칭하겠다.

  먼저, 책의 제목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하겠다. 서명이 긴 것이 특징적인데, 책은 이 시

기에 출판된 서양 서적들의 이름 짓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음으로, 서지 정보와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귀중본실에 소장된 문건의 앞면에는 다음의 사실을 전하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다.

1) 참고로, 이에 대한 서명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Breuis relatio eoru : quae spectant ad declarationem 
Sinaru imperatoris Kam Hi circa coeli, Cumfucij et avoru cultr datam anno 1700. Accedunt primatu, 
doctissimoruq[ue] vioru, et antiquissimae traditionis testimonia / [Antoine Thomas]. 여러 군데에서 오자와 탈자
가 눈에 띤다. 이에 대한 조속한 교정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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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éclaration de l’empereur Kam-hi sur le culte de Tien, de Confucius et des 

ancétres, imprimée en tartare, en chinois, et en latin, sur papier de bambou, 
l’an 1701, avec les témoignages de tous les missionaires dont lès singnatures 
ont été figurées à la fin du volume, Précieux volume in 8., imprimé par les 
procédes chinois dans le palais même de l’empereur. 169.

(<천(天)과 공자와 조상의 숭배에 대한 강희제의 입장 표명. 이는 만주어, 중국어, 

라틴어로 저술되었으며, 대나무 종이에 기록되었다. 책은1701년에 출판되었고, 책

의 말미에 모든 신부들이 증인들로 나서서 자신들의 서명을 남기었다. 8장으로 구

성된 소중한 책으로, 황제의 궁전에서 중국 방식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169.2))

  인용에서 눈여겨 볼 점들은 우선 다음과 같다. 책은 1701년에 북경에서 출판되었다. 책이 

북경의 자금성에 위치한 황제의 인쇄소에서 출판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사실만으로도 

책에 대한 신뢰도와 권위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책의 재질은 대나무 종이이다. 이

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은, 적어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귀중본실에 소장된 책이 인쇄

본이 아니라 필사본이다. 이는 다음의 자료 사진에서 확인된다.3)

2) 이 번호는 손으로 쓰여진 것으로 나중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번호는 어느 도서관의 일련번호로 추
정되는데,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3) 이 사진의 출처는 
http://library.snu.ac.kr/site/snu/viewer/DjVuViewer.jsp?cid=559019&moi=346982&file=1500082&type=A&close=Y&ch
kin=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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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은 다시 1703년에 비엔나 요한네스 카스파르 벤카르트 출판사(Augustae Vindelicorum et 

Dilingae, Typis et Sumptibus Joannis Caspari Bencard Biblio Polae, Anno M. DCCIII)에서 출판

되는데 인쇄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한다.

Iuxta Exemplar impressum Cantone ex Pekinensi.

  이는 “북경에서 [지어진 것을]을 바탕으로 광동에서 출판된 모범을 따라서” 정도로 번역

된다. 이로부터 북경에서 간행된 문헌은 광동에서 다시 출판되었고, 이른 바 광동 본을 바탕

으로 비엔나 본이 출판되었음이 추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서울대학교 귀중본 실에 있

는 <중국전례사>는 최초의 원본일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Ricci Roundtable에 따르면,4) 『중

국전례보고서』의 또 다른 필사본이 있고, 그 형태가 필사본이라고 전한다. 따라서 여러 개

의 필사본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서지적인 측면에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

관 귀중본의 자료적 가치 규명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시급하다는 점을 

4) http://ricci.rt.usfca.edu/bibliography/view.aspx?bibliographyID=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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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자 한다. 요컨대, 광동본의 실제를 추적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아무튼, 도

서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 책이 최초의 원전 필사본임을 확증되면, 서울대학교 중앙도

서관은 전 세계에 어디에도 보물을 소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물론, 이 책이 내용

적으로도 소위 “보물”에 상응하는 뭔가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상술하

겠다.

  어느 필사본을 저본으로 삼았든 간에, 『중국전례보고서』는 비엔나에서 1703년에 초판된

다. 이 초판본의 특징은 서울대학교 귀중본실에 있는 필사본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

름 아닌 예수회 신부들의 문헌의 진실성에 대한 증인 서명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어서 저자 문제에서 해당 내용을 인용하겠다. 하지만, 서울대 본과 비교해보

았을 때에, 비엔나 초판본은 결정적으로 만주어와 한문 원문이 생략되어 있다. 

  만주어 원문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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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문의 사례도 다음과 같다.

  『중국전례보고서』의 강희제의 칙령에 대한 주해서이다. 따라서 주해의 원문에 해당하는 

것은 만주어와 한문 본문이다. 하지만, 인쇄 기술의 문제로, 비엔나 초판본은 한문과 만주어 

본문을 생략한다. 이는 한마디로, 노른자 없는 계란에 해당한다 하겠다. 이에 비해서, 서울대 

본은 이를 만주어와 한문 원문을 수록하고 있다. 이 점에서 서울대 본 자료의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전례보고서』를 담고 있는 필사본들의 전승 상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5)

Jesuit Archives (ARSI) JapSin I, 206a

Brevis Relatio.6)

5) Cordier, BS 2:892–893; P. Pelliot, “La Brevis Relatio,” T’oung Pao 23 (1924), pp. 355–372; Streit, BM 7:55–
56 (2204); H. Walravens, Monumenta Serica 31 (1974–75), p. 522, n. 6; J. Dehergne, Actes du IIe Colloque 
International de Sinologie (Paris, 1980), p. 206, n. 40. Y. de Thomaz de Bossierre, Un Belge mandarin à la 
cour de Chine aux XVIIe et XVIIIe siècles: Antoine Thomas, 1644–1709, Ngan To P’ing-che (Paris, 1977),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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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ver bears a Latin inscription: “Exemplar testimoniorum impressum Pekini.” 

Like Jap-Sin I, 206, this is an original Beijing impression. The whole book consists of 

sixty-one folios without a list of corrigenda.

Jesuit Archives (ARSI) JapSin I, 206b

Brevis Relatio. 

The cover bears a Latin inscription: “Hic liber secundum originale Pekinense impressus fuit 

Cantone in Cina anno 1701.” 

This is a faithful copy of the Beijing edition, published in Guangzhou, with one page of 

corrigenda. 

Jesuit Archives (ARSI) JapSin I, 206c

Brevis Relatio. 

The cover bears a Latin inscription: “Revdo Patri Thyrso Gonzalez ｜ Generali Preposito 

Soctis Jesu ｜ Carolus Turcottus.” 

Another copy of the Cantonese edition; sixty-one folios without a list of corrigenda. Carlo 

Turcotti (1643–1706) was Visitor to the Province of Japan and the Vice-Province of China 
from 15 October 1698 until 15 October 1701.

Jesuit Archives (ARSI) JapSin I, 206d

Brevis Relatio.

Another copy of the Cantonese edition; sixty-one folios without a list of corrigenda. 

Jesuit Archives (RSI) JapSin I, 206e

Brevis Relatio.

The same as Jap-Sin I, 206c. 

Jesuit Archives (ARSI) JapSin I, 206f

Brevis Relatio.

The folios 15, 16 and 28–61 are missing. 

Jesuit Archives (ARSI) JapSin I, 206g

6) 이하 내용의 출처는 http://riccilibrary.usfca.edu/view.aspx?catalogID=9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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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vis Relatio.

This is a copy in handwriting on bamboo paper; it does not reproduce the Manchu text: the 

Chinese text after folio 23 is followed immediately by folio 31. The text, however, is 

complete, although the pagination might suggest that it is incomplete.

  위에 소개한 필사본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어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겠지만, 

위에 기술된 내용만으로도, 서울대 본의 학술적 가치가 상당히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누락된 텍스트가 전혀 없고 완성본이다. 다음으로 서울대 본에는 “Hic liber secundum 

originale Pekinense impressus fuit Cantone in Cina anno 1701”(이 책은 북경 원문에 바탕으

로 중국 광동에서 1701년에 출판된 것이다) 식의 기록이 없다. 이를 놓고 볼 때에, 서울대 

본은 북경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이나 원문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 본에는 심지어 

“Exemplar testimoniorum impressum Pekini.”라는 표기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알버트 찬은 ARSI 에 소장된 『중국전례보고서』(Jap Sin 1.206)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

한다. 

White Chinese bamboo paper in one volume, bound in Chinese style. Sixty-one + 

three folios. The number of the folio is given below the fish-tail in the middle 

of each folio. Arabic numbers are also given at the bottom of each folio.7)

  Arsi Jap Sin 206 본의 페이지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서울대 본의 그것은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이점에서 볼 때에 서울대 본이 Arsi 본의 저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전례보고서』의 말미에는 이 책의 출판 기획에 참여한 모든 신부들의 

자필 서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과 같다. 

7) 참조, http://ricci.rt.usfca.edu/bibliography/view.aspx?bibliographyID=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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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서울대 본의 종이 재질과 1700년대 대나무 종이에 기록된 청나라 문

헌과의 직접적인 재질에 대한 조사가 요청된다. 그리고 만주어의 필사자가 누구인지도 추적

해야 한다. 다만, 한문 원문의 경우는 인쇄본인데, 이에 대한 판본 대조를 통해서 진행되면 

1701년에 출판된 다른 출판물의 글자체와 같다면, 서울대은 책의 표지에 기록된 불어 정보

에 나온 것처럼, 북경 궁정에서 출판된 것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서울대 본의 학술적 가

치는 매우 높은 것으로 확증될 것이다. 참고로, 『중국전례보고서』의 출판 현황은 Ricci 

Round table의 목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Brevis Relatio eorum, quae spectant ad Declarationem Sinarum Imperatoris Kam Hi ....

Author: Thomas, Antoine 安多 (1644-1709)
Grimaldi, ClaudioFilippo 閔明我 (1638-1712)
Pereira, Tomé 徐日昇 (1645-1708)

Imprint: Tenri 天理 : Tenri Toshokan 天理圖書館, 1977

Language: Manchu, Latin, Chinese

Format: Manu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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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록에 따르면, 『중국전례보고서』는 천리도서관에서 1977년에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정보에 의거해서 『중국전례보고서』를 추적해도 새로이 출판된 책을 발견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를 테면 편집자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천리도서관에서 인쇄된 것은 

출판본이나 비판 편집본이 아닌 영인본으로 추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중국전례보고서』에 대한 비판 정본 작업(editio cirtica)이 시급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2. 2. 저자 문제 

  책의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책은 당시 북경에서 

활약한 신부들의 서명을 끝장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안토안느 토마스 중국총대리 

필립 그리말디 북경 감독

토마스 페레이라 

요한네스 프란쿠스 게르빌롱

요셉푸스 수아레스

요하이무스 부베

킬리아누스 스툼프

요한네스 밥티스타 레기이이

루도비쿠스 페르노리

도미니쿠스 파렌니

모두 예수회 사제들.

  저자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학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할 수 있는 

Bibliotheca Sinica 2.08)은 책의 저자를 안토안느 토마스로 기록한다. 다음과 같다.

Antoine Thomas: Brevis Relatio eorum quae spectant ad declarationem Sinarum 

imperatoris Kamhi circa Caeli, Cumfucii et avorum cultum, datam anno 1700 … 

opera P.P. Soc. Jesu … Juxta exemplar impressum Cantone ex Peckinensi 

(Augusta Vindelicorum et al.: Bencard 1700)

∙ Bibliographic reference: BS 893 f.

8) 참조, http://www.univie.ac.at/Geschichte/China-Bibliographie/blog/2013/09/25/relatio-brevis-erorum-quae-spec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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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in Wiener Chinabibliographie

Antoine Thomas: Brevis Relatio eorum quae spectant ad declarationem Sinarum 

imperatoris Kamhi circa Caeli, Cumfucii et avorum cultum, datam anno 1700 … 

opera P.P. Soc. Jesu … Juxta exemplar impressum Cantone ex Peckinensi 

(Augusta Vindelicorum et al.: Bencard 1703)

∙ Bibliographic reference: VD18 14575647-001, BS 893 f.
∙ Entry in Wiener Chinabibliographie

  하지만 이 안토안느 토마스가 이 책의 단독 저자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서

는 세 가지를 보충할 수 있는데, 먼저 앞에서 살폈듯이, 이 저술 작업에 참여한 이들은 당시 

예수회 신부들이 어떤 식으로든 으모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잘 보여주는 근거가 

1703년에 비에나에서 출판된 초판본의 말미에 붙은 서명이다. 다음과 같다.

1. Ego infrascriptus, Vice~Provlis Soctis Jesu Vice~Provae Sinensis testor me 

accepisse testimonium fratris natu minoris Imperatoris Tartaro~Sinici supra 

relatum folio 21º in cuius fidem, manu propria subscribo: Pekini 30a Septembris 

1701.

Antonius Thomas.

2. Nos infra scripti Sacerdotes Societatis Jesu testamur nos accepisse dtta 

testimonia duorum magnatum So San Lao ye & Mim Lao ye, nec non Isangha 

Imperii primi ministri a folio 22º ad 28º supra relata. In quorum fidem 

subscribimus. Pekini die 30a Septembris 1701.

Joannes Franciscus Gerbillon.

Superior Patrum Gallorum.

Joachim Bouvet.



- 111 -

3. Ego infra subscriptus Soctis Jesu Collegii Pekinesis Rector testor me accepisse 

testmonia quatuor quae fol. 29, 30, 31 et 32 continentr in quorum fidem hic 

subscribo, die 30 septembris 1702.

Philippus Grimaldi.

4. Ego infra scriptus Sacerdos Societatis Jesu, testor me accepisse duo inter 

decem ultima testimonia supra relata a folio 32º usque ad 33in. In quorum fidem 

subscribo. Pekini die 30a Septembris anni 1702.

Joachim Bouvet.

5. Ego infra subscriptus vice~Provlis Soctis Jesu Vice~Provae Sinensis testor hoc 

exemplar Brevis Relationis etc., habens folia impressa 61 esse legitimum, uti et 

subscriptiones hic positas. In quorum fidem, Libellum in prima pagina et ultima, 

proprio officii Sigillo munivi, atque hic subscribo.

Pekini 26 Oct. 1701.

Antonius Thomas. 

  다음으로, 예수회 신부들이 강희제에게 올린 상소문의 기록된 명단을 제시할 수 있다.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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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진에서 민명아, 서일승, 안다, 정성은 각기 순서대로 필립 그리말디, 토마스 페레이

라, 토마스 안토아느, 요한네스 프란쿠스 게르빌롱를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필사자가 문제인데, 보다 엄밀하게 조사를 해 보아야 하겠지만, 이 문

헌을 기록을 담당한 이는 Josephus Suares로 추정된다. 하지만 Jochaimus Bouvet일 가능성도 

있다. 글씨의 주인을 Suares로 추정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서명에 표기된 S글자의 모양이 문

헌의 그것과 가장 근접해 있가 때문이다. 참고로, 책의 말미에 표기된 예수회 신부들의 서명

은 예수회 신부들의 필사본을 고증할 때에 요구의 필체들의 비교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Sinica Biblitheca 2.0의 첫 번째 서지 사항에 “Augusta Vindelicorum et al.: 

Bencard 1700”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오식으로 보인다. Sinica Biblitheca 2.0는 또한, 

전산화되어서 원문을 공개하는 도서관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

∙ Digitized:
> Bayerische Staatsbibliothek (URN: urn:nbn:de:bvb:12-bsb10569631-7)

> Google Books (Original from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digitized 11 Ju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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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et Archive (digitizing sponsor: Google Books)

∙ Bibliographic reference: VD18 14575647-001, BS 893 f.
∙ Entry in Wiener Chinabibliographie

  여기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주소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http://library.snu.ac.kr/site/snu/viewer/DjVuViewer.jsp?cid=559019&moi=346982&file=1500082&ty

pe=A&close=Y&chkin=N

 2. 3. 책의 가치와 기본 내용

  한마디로, 『중국전례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의 권위와 가치는 매우 높다. 이는 예수회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청나라의조정의 심의를 거친 문헌이라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이 책은 실제로 청나라 조정의 심의를 거쳐 출판된 것인데. 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청나라 관료의 이름과 면모는 다음과 같다.

 

1. The younger brother of the Kangxi Emperor, Changning 常寧 (1657–1703).
2. So san lao ye [Suo san laoye 索三老爺, I.e., Songgotu 索額圖 (hao 愚庵, d. 

1703?). He was an uncle to the empress and had great influence at the court. In 

1688 he was appointed head of a commission to negotiate with the Russians 

about the border conflicts in Manchuria. Both Jean-François Gerbillon and Tomé 
Pereira were on the staff and he became a good friend of the Jesuits. The 

document mentions him especially for the efforts he made to secure liberty for 

the preaching of the Gospel in China: “... qui anno praecedentis saeculi 92° 

missus est ab Imperatore ad Tribunal Rituum, ac deinde Colaorum, ut suâ 
eloquentia persuaderet dandam Libertatem Edicto Publico, Legi christianae, ad 

quam ille bene affectus strenue id praestitit, et efficaciter est consecutus” (f. 

23v).

3. Mim lao-ye [Ming laoye 明老爺, i.e., Mingzhu 明珠 (zi 端範, 1635–1708). His 
grandfather, Gintaisi, was one of the rulers of the Yehe nation, which was 

conquered by the founder of the Qing dynasty. The family then served under 

the Manchu Plain Yellow Banner. They followed the Manchus to Beijing in 1644 

and became nobles of the new dynasty. The document states that Mingzhu 

served as Grand Secretary (Primus Colaus) for fifteen years; in fact he wa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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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office only for twelve years (1677–1688). He, too, is said to have shown love 
to the Divine Law of the Christians (f. 25v).

4. Isanghâ [Yinsanga 尹桑阿] (1638–1703), Manchu of the Plain Yellow Banner. He 
was Grand Secretary from 1688 to 1701. The emperor had a high esteem for 

him as a talented minister.

5. KongYuqi 孔 毓圻 (zi 鍾在, 1657–1723). He was native of Qufu 曲阜 
(Shandong) and a descendant of Confucius. He came to the capital in 1702 for 

the birthday greeting to the emperor, and was asked by the Jesuits for his 

opinion on the question of the Chinese Rites (f. 29v, 30r).

6. Vam Hi(Wang Xi 王熙, ziu 子雍, 胥庭; hao 慕齋, 1612–1701). He was a native 
of Wanping in Beijing. He held the office of Grand Secretary from 1682 to 1701. 

The document mentions him as: “viri toto Imperio, ob eruditionis, ac prudentiae 

famam celeberrimi” (f. 30r).

7. Cham Yim (Zhang Ying 張英, zi 敦復, hao 樂圃, 1638–1708). He was a native 
of Tongcheng (Anhui). In 1677 Chang, then an expositor at the Hanlin Academy, 

was selected by the emperor to serve in the newly created office known as Nan 

Shufang 南書坊 (Imperial Study). Only very talented members of the Hanlin 

Academy were selected for the Nan Shufang and the choice was often made by 

the emperor personally. He was Grand Secretary from 1699 to 1701.

8. Han Tan 韓菼 (zi 元少, hao 慕盧, 1637–1704). The document says that 

“insuper Praesidem agit supremi Tribunalis Rituum” (f. 31v); Han Tan was 

President of the Ministry of Rites from 1700 to 1704. Earlier, in 1703, he wrote 

a preface to the work Tianxue benyi 天學本義 attributed to Joachim Bouvet, 
which shows that he was a friend of the missioners (cf. ECCP 1:275).

9. Sun Zhimi 孫致彌 (zi 愷似, hao 松坪, 1642–1709). He was the grandson of 
Ignatius Sun Yuanhua 孫元化 (cf. Jap-Sin I, 62). Sun Zhimi, “a jinshi of 1678, 

attracted notice in 1678 because—though he was then only a student in the 

Imperial Academy—he was specially selected as one of the envoys sent on a 

mission to Korea to collect poetry there. He achieved some note also as a poet 

and a calligrapher” (ECCP 2:686).

10. Li Kai 李鎧. His name does not appear in any of the official books. We 

derive our information only from our document, which says that he was an old 

man, not distinguished by his official position but highly respected by bo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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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and Manchus for his great erudition. For more than thirty years he was 

employed by the emperor in writing books now in Chinese, now in Manchu. He 

is said to have translated European books on science into the Chinese and 

Manchu languages. The Tianzhu shiyi by Ricci was translated by him (f. 32r). 

The same old man is said to have translated Aleni’s book Wanwu zhenyuan 

萬物真原 from Chinese into Manchu (f. 33v)9)

  보다 엄밀한 고증이 요청되겠지만, 이들이 당시 청나라 조정의 핵심 관료들이었다는 점에

서 『중국전례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의 신뢰도와 권위는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리치연구소에서 소장된 필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언명이 적혀있다.

A very important work composed and sent by the Peking Jesuits in 1701 from 

China to Rome. The book contains and explains the Kangxi Emperor's declaration 

about the Chinese terms for God and the non-religious nature of the Chinese 

Rites venerating ancestors and Confucius. This view, which was also that of the 

Jesuits, is also supported by quotations from the Chinese Classics and from 

statements by leaned Chinese of the time.10)

  그러면, 책의 내용을 일별케 해주는 목차를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전체적으로는

一左 서명: Brevis relatio eorum quae spectant ad Declarationem 

Sinarum Imperatoris Kam Hi circa Caeli, Cunfucii, et Avorum 

cultum, datam anno 1700. Accedunt Primatum, 

Doctissimumque Virorum, et Antiquissimae Traditionis 

Testimonia. Opera PP. Societatis Jessu Pekini pr Euangelii 

propagatione laborantium

一右 제1장 칙령이전의 역사: § 1us Acta ante declamationem.  

六-十 만주어 원문

十一-十三右 제2장 상소문의 라틴어 번역

十三右-十四右 제3장 칙령 선포이후 전파

十五-十六 한문 상소문 원문

9) 참조, http://ricci.rt.usfca.edu/bibliography/view.aspx?bibliographyID=1845
10) 참조, http://ricci.rt.usfca.edu/bibliography/view.aspx?bibliographyID=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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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七-十八右 한문 상소문의 라틴어 번역

十八右-二十右 칙령의 효력

二十右-三十五左 제5장 고대 중국 제국의 탁월한 몇몇 학자들의 증언과 제사

에 대한 의견과 중국인들의 관습. 

三十五左- 六十右 제6장 중국이 천을 경배하는 것에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념물과 기록들  

三十六-四十四 천단에 대하여

四十四-四十八 지단에 대하여

四十八-六十 신성한 것들에 대한 다른 민간 전승 기록들

六十一 예수회 신부들의 자필 서명

  이제, 이 책이 탄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보다 꼼꼼하게 읽어보아야 하겠

지만, 이 책이 탄생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중국 선교에 대한 노선 투쟁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전교사>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를 전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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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ta ante Declarationem

Ab anno 1638. cum gravis controversia orta esset circa Ritus Sinicus, 

contendentibus quisbusdam, illos esse superstiosus et idolatricos quos Societas 

JESU jam ab annis 50 ut mere politicos permiserat: Res tanti momenti, Romam 

as S. Sedem, ab utraque parte: diversis temproribus fuit delata. Juxta 

diversitatem, qua utinque proposita sunt quaesita, diversae eorum resolutiones 

prodierunt; soluta scilicet quaestione juris, at vero facti, in qua longintis moliminis 

opus erat, indecisa relicta. Favebat in illa pro opinione Societatis Auctoritas 

plurima Maximorum Virorum, atque rationem et textuum Sicicorum, de quo multi 

Tractatus et libri varii prodiere; at vero cum progressa, nec nisi pluribus annis, 

longoque labore esset finienda, utraque parte, textibus antiquorum Scriptorum, 

pro sensit vero illarum Caeremoniarum decertante; quaerendum aliquod tantae 

controversiae componendum visum est, quod suae Sanctitati, im primis unionem 

desideranti, gratissimum foret; Simulque dubium omne tolleret circa prolixam illam 

tot annorum quaestionemet anxietatem conscientiae quorundam inde existentem. 

Igitur communi consilio Patrum Societatis JESU in curia Pekinensi degentium, 

judicatum fuit adeundum esse Impertatorem et postulandum Ejus certam, 

tutamque sententiam de sensu vero ac legitimo Rituum et Caeremoniarum Imperii 

Sui, ut constaret nobis, an esset mere politicus, an vero aliquid aliud erga 

Cumfucium Philosophum, et Majores Defunctos contineret. Diximus certam, 

tantamque Sententiam, cum solum ad Imperatorem spectet, quid in illis agendum, 

quid sentiendum definire.

  이에 대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

1638년부터 중국의 전례 문제를 두고서 큰 논쟁이 있었다. 그때로부터 이미 50년 

전부터 예수회가 중국인의 전례를 단지 정치적인 행사로 보고 인정해주었던 것에 

대해서 중국인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경배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우는 

이들과 말이다.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양 

진영으로부터의 의견이 로마 교황에게 보고되었다. 양 진영의 묻고 따지는 바 그 

의견의 차이에 따라 교황들은 다양한 결정들을 내렸다. 아마도 법정 심문에 

의해서 가려질 수 있으나, 사실은 매우 오랜 기간의 노력이 요청되는 일이었기에, 

아직 그 해결이 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예수회의 대부분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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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들은 중국의 최고의 학자들과 책들의 해명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다양한 책들이 출판되었다. 하지만 로마로 심문이 다시 요청되었다. 이는 

아주 많은 해에 걸쳐 진행되지 않으면 않되었고, 큰 수고를 드리지 않으면 끝이 

나질 않은 다툼이었다. 양진영은 고대 저술가들이 지은 책들과 저 전례들의 

의미에 대해서 다투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큰 논쟁에 대한 간략한 요약 보고서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원하는 교황 자신이 가장 반기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저 오랜 기간 동안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의심과 그러는 사이에 몇몇 사람들의 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한 근심을 제거해 줄 

필요도 있었디 때문이다. 그리하여 북경에 머물던 예수회의 모든 신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합을 가졌고, 황제에게 찾아가기로 결의를 맺었다. 그리고 

자신의 제국에서 황제의 확고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의견을 묻기로 결정하였다. 

자신의 제국에서 행해지는 전례의 진짜 의미와 적법한 지와 천에 대한 숭배에 

대해서 말이다. 그 결과 우리가 전례가 단지 정치적인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한 

철학자 공자와 조상들에 대한 제사가 다른 뭔가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명화하게 판가름할 수 있도록 말이다. 

  번역에 따르면,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것은 1638년에 벌어진 논쟁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략 62년에 걸친 긴 논쟁의 결과물이 『중국전례보고서』 인 셈이다. 참고로, 1638년에 

벌어진 논쟁을 촉발한 사람은 니콜로 롱고바르도(龍華民, 1559-1654)였다. 그는 De Confucio 

ejusque doctrina tractatus 라는 저술을 통해서 마테오 리치의 적응주의 선교 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중국의 전례 전통으로 미신 숭배와 우상 숭배의 일종으로 규정한다. 

롱고바르도의 이와 같은 주장은 그 당시에는 별로 큰 힘을 쓰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럽에서 많은 동조 세력을 확보하였고, 중국에는 교황청으로부터 예수회가 

해산당하는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그의 책은 유럽에서 자연신학과 

계시신학 사이에 다툼을 촉발한 책으로도 유명하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보다 본겨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이런 이유에서 볼 때에도, 『중국전례보고서』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책이다. 중국 전례에 대한 일종의 종합 보고서이고, 그리고 그 시선이 매우 호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제사 문제로 갈등이 심한 우리 사회의 상황에서, 『중국전례보고서』는 중요한 

참조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강희제의 공식적인 입장이 천명된 것이기에 이 책은 학술적인 

연구의 가치가 높은 문헌이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회 신부 부베는 18세기 유럽의 계몽군주 

프로젝트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작품인 『강희제 전기』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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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환자들, 이 중에는 궁궐의 여러 대신들과 황제의 사위도 한 사람 있었다. 

이들 모두 우리가 유럽에서 가져온 치료제를 사용해서 나았다. 황제는 위중한 

병에 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의관들이 제시하는 치료법이 소용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치료법을 받아들였고, 이 치료법은 그를 

위험에서 구했다. 황제의 의관들은 황제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영광을 되찾고자 

했으나 더 이상 행운이 따르지 않았다. 운이 좋게도, 마침 중국에 온 퐁트네 

신부와 비델루 신부가 기나(Kinkina) 나무만이 황제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느님이시여,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당신의 각별한 은총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는, 작년에 우리 그리스도교에 자유를 인정해 준 

황제에 대한 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황제가 앞으로도 더욱 복음을 

전하려는 사제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황제가 황태자들과 

최고의 귀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했듯이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황제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우리 사례들에게 빚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희제 

전기』 중에서)

  인용에서 주목해야 할 점들은 크게 두 가지다. 한편으로, 강희제를 치료한 약에 눈길이 먼

저 간다. 강희제가 걸렸던 병은 학질이었는데, 이를 치료한 약이 다름 아닌 “금계랍(金鷄蠟, 

‘긴계랍’으로 불림)” 혹은 “키니네”였다. 다음은 1898년 10월 12일 독립신문에 실렸던 

광고이다.  

  다음은 학질에 대해 매천 황현이 <매천야록>에서 남긴 말이다. 

하루걸러 앓는 학질은 속칭 '당학(唐瘧)'이라는 병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 병을 

아주 두려워했다. 노쇠한 사람은 열에 네다섯은 사망했으며 젊고 기력이 좋은 

사람도 몇 년을 폐인처럼 지내야 했다. 금계랍이란 약이 서양에서 들어온 뒤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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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그것을 한 돈쭝만 복용해도 즉효가 있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노래가 

불려졌다. 우장(牛漿·우두 원료)이 나오자 어린아이가 잘 자라고, 금계랍이 

들어오자 노인들이 명대로 살게 되었네.

  위의 광고 사진과 위의 인용는 황상익 교수가 쓴 『근대 의료의 풍경, 26』(2010. 05. 

27)에서 끌어온 것이다. 황 교수는 “이것(황매천의 글)을 보면 금계랍이 처음 전래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미 1880년 무렵부터는 조선에서 널리 쓰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호를 개방한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벌써 조선은 서양산 약을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중원을 찾은 열병 환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제중원도 금계랍을 보급하는 데 

한몫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쓰는데, 요컨대 『강희제 전기』는 ‘금계랍’이 이미 

“1880년” 이전에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을 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한 엄밀한 문헌 조사가 

요청된다. 어쨌든, 『강희제 전기』에 따르면, ‘금계랍’이 중국에 소개된 해는 정확하게 

1687년이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강희제 전기』에서 소개된 퐁트네 신부와 비델루 신부가 

중국에 도착한 해가 1687년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강희제가 그리스도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허용했다는 사실에도 눈길이 

간다. 참고로, 강희제가 천주교를 승인한 해는 정확하게 1691년이다. 다음은 강희제의 

칙서이다.

  『중국전례보고서』가 탄생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서 해명된다 하겠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금계랍” 덕분이었다. 인용에 따르면, 강희제가 위의 「천주교」 인정서를 내린 

것도 기본적으로는 금계랍 덕분이었다. 그런데, 『중국전례보고서』가 저술되게 된 배경에는 

「천주교」 인정서를 두고서 벌어진 논쟁들이 한 몫 크게 거들었고,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마음에서 천주교에 대한 강희제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려는 문건이 『중국전례보고서』이기 

때문이다.



- 121 -

3. 나오는 말

  만약 이런 방식의 엄격한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비판 정본 작업과 같은 본격적인 학술 연

구가 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결론적으로, 나는 장기적으로 경성제국도서관의 자료들은 다음 

다섯 분야에서 큰 빛을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첫째, 동서문헌교류 연구의 토대 역할을 할 것이다. 예컨대, 『길과 왕국에 관한 책』(Kitâb 
al-Masâlik Wa’l-Mamâlik)은 고대의 동서 교류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료이나 아직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둘째, 아시아학의 보편화 시도에도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예컨대, 『일본 포교사』(De 

rebus Iaponicis, Indicis, et Pervanis epistolae recentiores, 1605)는 서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이아포니아(일본), 인디아(인도), 페르바니아(원래 이 지명은 남미의 페루의 라틴어식 명

칭이나, 이 책에서는 아마도 필리핀의 섬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에 대한 서술한 문헌

이다.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대한 아시아 내부의 시각이 아닌 서양인의 시각으로 기록되었다

는 점이 중요한데, 이는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이들의 시선이 한편으로 근대의 제국주의적 

시선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치중립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른 한편으로 

동양의 전통적인 학문 방식이 아닌 서양의 학문 방식에 의해서 관찰된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귀중본실에 소장되어 있는 상당수의 문헌들이 개별 국가의 경계와 역사를 넘

어서는 지평에서 기술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셋째, 나는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서양 문헌에 나오는 한국인과 한국에 대한, 더 정확하게

는, 조선인과 조선에 대한 기록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기록들도 한국인과 한국의 

정체성 규명의 문제에 중요한 학문적 기여를 할 것이다.

  넷째,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도 앞에서 예시로 제시한 기초 조사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학

문적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한다. 한편으로, 문헌에 대한 기초 조사 작업은 문헌학의 전체 

작업 과정에서 첫 단계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머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완료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귀중본실에 있는 문헌들을 학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후에 연계, 활용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헌의 현대화와 대중화가 절실하다. 특히, 현대화

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문헌에 대한 학문적 신뢰도이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문헌조사의 결과를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해서 교정본 작업 혹은 비판 

정본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Breuis relatio eorum : 

quae spectant ad declarationem Sinarum imperatoris Kam Hi circa coeli, Cumfucij et avorum 

cultu datam anno 1700. Accedunt primatu, doctissimoruq[ue] viorum, et antiquissimae 

traditionis testimonia([Antoine Thomas])에 대한 비판 정본(editio critica) 작업이 매우 시급하

다. 이 작품은 라틴어, 한문, 만주어로 된 것이다. 이런 문헌에 대한 연구는 그런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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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예컨대 『중국전례보고서』는 경성제국대학 도

서관에 있는 동서교류 자료들 가운데에 많은 문헌들이 우리 역사와 소위 우리의 문제와 직

격된 것임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어쨌든, 다른 문헌들도 위의 사례 분석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찰-조사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갈 길이 아주 멀다. 여기에 비용 문제도 작지 않다. 하지만, 이에 대

한 지원을 해 주는 곳이 도서관이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문헌들에 대한 학술 작업이 제공

될 때에 도서관의 품격과 위상과 권위가 올라간다. 단적으로 도서관의 존립 근거도 실은 여

기에서 확보되기에 하는 말이다. 각설하고, 도서관은 고시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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