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약

러일 쟁 후부터 1910년 의 제1차 세계  발발 이 까지 일본 지식인의 

만한경  인식에 해 다양한 담론이 등장하 다. 이 담론 연구를 통해 일본 정부만

이 아니라 민간에서의 조선 진출  륙 진출에 한 열망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해외 유학 혹은 해외 사  부임 경험이 있으므로 ‘만한’에 한 심이 높았으며 

의원의원 경험이 있는 등 정치성을 띠고 있었다. 먼  러일 쟁 승리 후에 등장하

는 만한경 론에 을 맞추어 분석하기 에 그 前史로서 러일 쟁 이  만한교환

론이 등장하는 과정부터 살펴보았다. 일본에서는 러일 쟁 이 에는 러시아를 경계

하면서 만한교환론을 심으로 활발한 담론이 개진되었다. 만한교환론이 ‘國賊’으

로 간주되는 분 기에서 러일개 론이 유행하고 만한교환론 신에 일동맹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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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되면서 일본 정부는 러일 쟁을 단행했다. 

만한교환에 한 논란은 결국 “러시아를 만주에서 철병시키고 조선 령을 비

하자”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다. 다음 러일 쟁 이후에는 만한경 론이 조선을 식민

지로 만들기 한 일환의 하나로 조선이주와 만주경 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담론으

로 발 했다.

일본에서는 조선을 강 한 이후에 일본의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부족과 륙진출

을 해 조선이주와 함께 만주경 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조선이주는 조선을 개발 

경 하기 한 방편에서 모색되었으며 이를 해 조선사정 연구, 모국농민의 조선이

식, 민간에 의한 식민사업 개척을 추진하는 것이 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주민

을 유인하는 방법에 한 다양한 논의와 데라우치 총독의 이주정책에 한 비 이 

제기되었다. 일본의 만주경 에 해서는 동척 사업이 실패한 , 만주이주 열기가 

식은 , 만주이주를 비 으로 보는  등을 지 하고 있으나 체로 일본제국의 

팽창을 해 요하다는 인식이다. 이 게 만한이주  경 을 내세운 것은 일제가 

조선과 만주에 실질  지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한 침략정책의 

방편이었다.

주제어: 만한경 , 러일 쟁, 조선이주, 한국병합, 데라우치 총독

1. 머리말

근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  통일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면서 정책과

제로 부국강병과 식산흥업 문제를 요시했다. 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일본인

의 시야도 해외로 확장되었다. 일본 정부는 종래 해외이민 억제정책을 펼치고 

있었지만 1885년에 해외이주 제한이 철폐되었다. 1890년 후 해외식민의 필요

성이 두되어 본격 으로 식민지 획득 경쟁에 나서게 된다. 

이 은 일본이 러일 쟁에 승리한 이후 한국을 강 하고 륙 진출을 기도하

는 과정에서 일본 내의 언론  학계, 정계 등 각 지배층에서 나온 표  

만한경  담론에 해 알아보는 데 목 이 있다. 이 담론 연구를 통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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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만이 아니라 민간에서의 조선 진출  륙 진출에 한 열망을 살필 

수 있다. 이를 해 이 시기 일본인의 만한경  인식에 해 주로 일본인이 

발행한 잡지 ≪太陽≫, ≪實業之日本≫, ≪東洋經濟新報≫, ≪朝鮮及滿洲≫ 등

을 심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이 시기를 검토하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러일

쟁 이후 한국과 만주진출을 극 장려하면서 한국에 한 침략이 본격 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일본 지배계층의 만한경 에 한 담론이 결국 조선침략론

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러일 쟁은 한국과 만주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러일

쟁시 한국과 만주는 ‘만한’이란 말로 묶어서 취 되었다. 러일 쟁 승리 후 

일본에서는 ‘만한경 ’이란 말이 신문·잡지, 연설 등에 어디서나 등장하는 유행

어가 되었다. 일본인들의 한국, 만주진출이 정부에 의해 극 장려되었고 민간

에서도 동경지학 회, 동방 회, 식민 회, 만 회(동양 회의 신), 동아동

문회, 만한기업동지회 등 여러 단체가 출 하기도 했다.1) 이 시기 일본의 증하

는 인구를 조 하기 한 수단으로 이민이 장려되었으며, 미국으로의 이민이 

막힌 뒤에는 이민의 만한집 론이 제기되었다.2) 특히 식민지 지배와 륙진출

의 기반 확보를 해 한국이민이 강조되었다.3)

이 논문에서 분석 상으로 삼는 자료는 강  이 에 해서는 일본에서 

발행된 표  잡지 ≪太陽≫, ≪實業之日本≫, ≪東洋經濟新報≫ 등의 사설을 

심으로 살펴보고, 강  이후에는 재조선 언론인 샤쿠오 슌조(釋尾春芿, 호는 

旭邦)가 발행한 잡지 ≪朝鮮及滿洲≫의 사설과 담화를 심으로 분석했다.4) 

1) 일본의 민간단체에 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최혜주, ｢일본 동양 회의 식민활

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1, 2007; 최혜주, ｢일본 동경지학 회

의 조사활동과 조선인식｣, ≪한국사연구≫ 151, 2010; 최혜주, ｢일본 동방 회의 

조선사정 조사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2012; 최혜주, ｢일

본 식민 회의 식민활동과 해외이주론｣, ≪숭실사학≫ 30, 2013.

2) 釋尾旭邦, ｢母國の朝鮮觀｣, ≪朝鮮≫ 3-5, 1909.7, 5～6쪽.

3) 정연태, ｢ 한제국 후기 일제의 농업식민론과 이주식민정책｣, ≪한국문화≫14, 

1994.

4) 이 논문에서 1차 자료로 사용한 것은 琴秉洞 편 ·해제, 資料 雜誌にみる近代日本

の朝鮮認識(5책, 綠蔭書房, 1999)에 수록된 ≪太陽≫, ≪實業之日本≫, ≪東洋經

濟新報≫와 ≪朝鮮及滿洲≫(58책, 어문학사, 20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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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陽≫은 청일 쟁과 러일 쟁을 거치면서 쟁보도 잡지로 사업에 성공을 

거둔 博文館에서 1895년 1월부터 1928년 2월까지 간행했다. 33년에 걸쳐 총수

는 531호에 이르며 창간호는 28만 5천 부가 발행되었다. 이 잡지의 유통부수는 

다른 잡지에 비해 뛰어났으며 당시 가장 많이 읽히고 높은 평가를 받은 성 

있는 잡지 다.5) ≪實業之日本≫은 1897년 讀賣新聞 기자로 나 에 의원 

부의장이 되는 마쓰다 기이치(增田義一)가 미쓰오카 이이치로(光岡 一郞)와 

함께 창간했으며 발행부수가 15만 부 정도 다. ≪東洋經濟新報≫는 1895년 

마치다 추지(町田忠治)가 창설하여 월 3회 발행되는 경제 문지 다. 창간 당시 

5만 부 가까이 발행되었다. 기본 으로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외 으로 제국

주의  경향을 보 다는 에서 시  임무에 충실한 잡지 다고 한다.6) 1897

년부터 아마노 다메유키(天野爲之)가 경  편집을 담당했으며 1912년 미우라 

데쓰타로(三浦銕太郞)가 표사원 주간에 취임했다. ≪朝鮮及滿洲≫는 1908년

에 창간된 ≪朝鮮≫을 샤쿠오(釋尾旭邦)가 인수하여 1912년 1월부터 1941년 

1월까지 제호를 바꾸어 조선에서 발행한 최장수 종합잡지이다. 주장, 논설, 

시사평론, 담총, 연구, 방문록, 잡찬, 문 , 조사자료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각 잡지에는 정치인, 료, 언론인, 군인, 교육인, 법조인 등 표  

논객의 다양한 목소리가 소개되었다. 이 잡지들의 발행부수나 에 미친 

향력을 생각할 때 각 분야 문가들이 각종 안을 둘러싸고 언 한 주장은 

일반 일본인들의 조선·만주인식 형성에도 어느 정도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 이 잡지들을 분석 자료로 다룬 이유이다. 다만 이 논문에서 

다룬 琴秉洞 편 의 자료들이 담론의 추이를 검증하는 데 커다란 무리가 없지만 

이 자료집에 수록되지 않은 담론에 해서는 면 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싶다.

기존의 연구 성과로는 일본의 이주 식민정책을 다룬 최원규, 정연태, 권숙인, 

5) 鈴木貞美, ｢創刊期≪太陽≫論說欄をめぐって｣, ≪日本硏究≫ 13, 1966 참조. 김

옥, ｢근  일본의 종합잡지 ≪太陽≫(1895~1905)의 한국 계 기사와 그 사료  

가치｣, ≪한국민족문화≫ 30, 2007; 이규수, ｢한국강  직후 일본 지배계층의 

조선인식－잡지 ≪태양≫을 심으로｣, ≪ 동문화연구≫ 54, 2006.

6) 최원규, ｢일본 ≪東洋經濟新報≫의 한국 계 기사와 한 인식(1895~1905년)｣, 

≪한국민족문화≫ 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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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동주, 임성모의 연구와 통감부의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만한경 론에 

해 살펴본 권태억의 연구, 잡지 ≪朝鮮≫과 ≪朝鮮及滿洲≫에 나타난 조선경

  만한경 론을 다룬 최혜주의 연구가 있다.7) 이들 연구에서는 일본 지배계

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만한경  담론에 한 구체  분석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에서는 러일 쟁 후부터 1910년 의 제1차 세계  발발 

이 까지 일본인이 국내외에서 발행한 주요 잡지를 심으로 일본 지배계층의 

만한경  인식에 해 어떠한 담론이 등장하는지 고찰하려고 한다. 이러한 

다양한 주장을 통해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 형성된 담론의 특질을 악할 

수 있다는 데 연구사  의의가 있다. 먼  러일 쟁 승리 후에 등장하는 만한경

론에 을 맞추어 분석하기 에 그 前史로서 러일 쟁 이  만한교환론이 

등장하는 과정부터 살펴보고 싶다. 일본 내에서 만주와 한반도 문제가 본격 으

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서이다. 다음 한국병합 이후 일본인

의 만한경 론이 해외유학 혹은 해외 사  부임, 의원의원 경험이 있는 

정치성을 띤 인물들에 의해 제기된 내용을 분석한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후 다음 침략목표를 만주에까지 확장시키기 해 륙침략을 한 비를 

추진하 다. 이러한 분 기를 타고 언론에서는 제국주의 침략의 후보지로 설정

된 만주에 한 심과 연구가 선무임을 주장했다. 이는 조선을 안정 으로 

통치하기 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7) 최원규, ｢일제의 기 한국식민책과 일본인 ‘농업이민’｣, ≪동방학지≫ 77~79, 

1993; 정연태, ｢ 한제국 후기 일제의 농업식민론과 이주식민정책｣; 권숙인, ｢도

한의 권유: 1900년  두 한국이민론 속의 한국과 일본｣, ≪사회와 역사≫ 69, 

2006; 함동주, ｢러일 쟁 이후 일본의 한국식민론과 식민주의  문명 ｣, ≪동양

사학연구≫ 94, 2006; 임성모, ｢근  일본의 국내식민과 해외이민｣, ≪동양사학연

구≫ 103, 2008; 권태억, ｢일제의 국권침탈｣, 한국사 42, 국사편찬 원회, 

1999; 최혜주, ｢잡지 ≪朝鮮≫(1908~1911)에 나타난 일본 지식인의 조선인식｣, 

≪한국근 사연구≫ 45, 2008; 최혜주, ｢잡지 ≪朝鮮及滿洲≫에 나타난 식민통

치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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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일 쟁 후 일본인의 만한경 론

1) 러일 쟁 이 의 만한교환론

일본은 1900년 의화단사건 이후 러시아의 만주 침략에 한 책으로 만한교

환론과 일동맹론을 검토했다. 만한교환론은 일본이 러시아와 상하여 한국

에서의 우월권을 확보하고 그 가로 러시아에 만주경 권을 넘겨주는 응책

이다.8) 만한교환이 제창된 배경에는 러시아의 만주침략에 비해 일본의 한국침

략이 늦어졌다고 보면서, 러시아 세력의 한국에 한 향력의 확 로 일본의 

한국지배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기감이 있었다. 일동맹론은 러시아

는 언젠가 한국을 침략할 것이며, 만한교환으로 타 해도 이것은 일시 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태의 근본  해결을 해 일본과 이해를 같이하는 

국과 력해서 러시아에 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 두 가지 방안 

가운데 러시아의 남하에 한 기감을 해소하기 한 략으로 일동맹을 

추진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한국·만주정책이 강경 방침으로 이행하자 개 을 

단행했다.9) 이로써 만한교환론은 완 히 소멸되었다. 러일 쟁의 개  이 에

는 어떠한 내용의 만한교환론이 두되었는지 살펴보자.

일본에서는 러시아가 만주를 령한 이후 만주이주와 개척문제에 해 많은 

사람이 심을 드러냈다. 러시아가 이미 만주를 령하고 철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이 그 지역을 들어가서 체재하거나 업을 재개할 수 없다는 

문제 도 지 되고 있었다. 먼  만한교환에 반 하는 입장을 표명한 에토 

데키 이(江渡狄嶺, 본명은 幸三郞)와 도미즈 히론도(戶水寬人)가 있다. 첫째, 

에토 데키 이는 도쿄제 를 졸업하고 농업과 사색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실천

을 요하게 여긴 사상가이다. ｢조선반도론｣에서 당시의 일본 정부, 언론계, 

8) 千葉功, ｢満韓不可分論=満韓交換論の形成と多角的同盟·協商網の模索｣, ≪史學雜

誌≫ 105-7, 1996. 종래 립된 것으로 이해한 러일 상과 일동맹이 상호보완

인 것이었다고 보고, 만한불가분론에서 만한교환론이 교섭 테크니크로 이용되

는 가운데 결과 으로 개 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9) 조명철, ｢청일·러일 쟁의 후처리와 한국문제｣, ≪한일 계사연구≫ 36,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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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의 조선정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선독립의 扶翼, 다른 하나는 

조선의 유, 만한교환”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조선독립을 부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만한교환론은 조선의 유로 인해 도리어 憂亂이 일어날 것”이

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10) 그러면서 조선을 구 립국으로 

만드는 것이 하다고 언 했는데 이것은 조선 멸시 에 가깝고 아직 조선을 

통치하기 어려우므로 손을 지 말자는 입장에 가깝다. 둘째, 러일개 론을 

구한 ‘도쿄제  7박사11)’ 의 한 사람인 도미즈 히론도는 유럽 유학 후 

도쿄제  교수, 의원의원, 변호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만주와 조선｣에서 

러시아의 만주 령에 해 러시아가 “일본인의 군사  능력을 두려워하고 다른 

날 큰 환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러시아의 재만주 邦人에 한 태도가 와 같은 것은 필경 우리의 군사  능

력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지에 깊이 들어가 그 利源을 개척하여 통

상을 발달시키려고 하면 종래의 군비를 거두고 병력을 감소하여 동양 국면상 타

의가 없음을 보이던가, 그 지 않으면 한번에 러시아인을 만주 밖으로 방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 하여 정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러시아인은 근

를 만주에 깊이 부식하여 확고하게 뺄 수 없게 될 것이다. 과연 그 다면 13

사단의 甲도 25만 톤의 艨艟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니 邦人은 지  각오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12)

즉 일본은 러시아의 태도에 해 어떻게 응할 것인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지 하고 있다. 따라서 “만주에서 일본의 병력을 감소시켜 아무런 타의

가 없음을 보이거나, 아니면 러시아인을 만주에서 구축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10) 江渡狄嶺, ｢朝鮮半島論｣, ≪日本人≫ 169, 1902.8.20, 22～24쪽. 

11) 박양신, ｢‘七博士’と日露開戰論｣, ≪北大法學論集≫ 48-5, 北海道大學, 1998, 1～

34쪽. ‘7박사’는 戶水寬人, 寺尾亨, 金井延, 高橋作衛, 富井政章, 野塚喜平次, 

中村進午를 가리킨다. 이들은 桂太郞 내각의 외교를 연약하다고 규탄하여 “만주, 

조선을 잃으면 일본의 방어가 험하게 된다”고 하여 러시아에 한 무력 강경노

선을 주장하 다.

12) 戶水寬人, ｢滿洲と朝鮮｣, ≪實業之朝鮮≫ 6-4, 1903.2.15, 10～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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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되었다”고 단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만한교환론에 동의하지 않으며 

일본이 진취 으로 만주를 경 하기 해서는 먼  조선에 세력을 부식하고 

경 하여 이권을 확장하는 일이 선무임을 밝  만주와 조선을 연계시키고 

있다. “외교당국의 용단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민도 을 大局에 쏟아 기회를 

잃지 말 것”을 당부하 다.

그러나 만한교환을 동의하는 우에마쓰 다카아키(植松 昭, 필명은 矗木)는 

동양경제신보사 기자, 주필을 지내고 이후 자유주의 경제를 주장한 인물이다. 

｢만한교환론의 진가｣에서 만한교환을 주장하는 자를 ‘國賊’으로 지목하는 일본 

내의 분 기를 하면서 “만주를 러시아에  때는 조선도 러시아의 수 에 

떨어지고 일본의 안  역시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이 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언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러시아에게 철병약속을 구하고 양보

하지 않으면 개 할 것을 주장하며 “러시아를 만주에서 철병시키고 동시에 

일본은 조선의 령을 비하여 이로써 평화 보장을 확정하려고 하는 것”이 

자신의 희망임을 피력했다.13) 즉 그가 러시아와의 개 도 불사해야 한다고 

본 것은 조선 령을 비하기 한 수순이었다.

나카다 다카요시(中田敬義)는 외무성에 들어간 이래 북경, 런던 등의 재외근

무를 거쳐 당시 에노모토 다 아키(榎本武揚),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 외무

신의 비서 을 맡았다. 청일강화회의, 청일 쟁, 삼국간섭, 조약개정 문제 등 

일본외교의 심에서 양 외무 신을 도왔던 인물이다. 특히 무쓰의 신임이 

두터웠고, 1895년부터 1898년까지 외무성 정무국장을 지냈다. 그는 만주문제의 

해결 방침으로 ① 만주철퇴론, ② 만주해방론, ③ 러일개 론, ④ 만주 령론을 

소개하면서, 일본 외교의 방침으로 만한교환론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보았다. 

그는 일본이 “만주를 러시아에 주고 그 신 조선에서 우리의 세력을 수립하는 

데 있다. … 이 방안에 의해 彼我의 의지를 소통하고 그 이익을 교환하여 약을 

정할 때는 만한에서 事局의 곤란을 제거할 수 있다. 日露 항의 자세는 화친이 

되고 평화의 기 를 강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14)고 주장했다. 

13) 矗木, ｢滿韓交換論の眞價｣, ≪東洋經濟新報≫ 287, 1903.11.25, 9～10쪽. 

14) 中田敬義, ｢滿洲問題(日露開戰論を評す)｣, ≪東洋經濟新報≫ 273, 1903.7.5, 9～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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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나아가 궁극 으로는 러시아를 만주로부터 철병시키고 동시에 일본

은 조선의 령을 비하여 평화 보장을 확정하려고 하는 것이 희망사항임을 

밝히고 있다. ≪報知新聞≫ 논설 원을 지내고 입헌개진당에 참가한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도 개  이  만한교환론을 주장하 다. 그는 일본 정부가 

러시아에게 철병을 요구하는 것과 만주횡단철도 부설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

이며, 러시아가 아닌 국과 교섭해야 할 문제라고 단언하면서, “그것이 가능하

다면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고 말하 다.15)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한교환론을 반 했던 에토 데키 이는 조선 유

로 인해 일어날 憂亂을 불식하기 해 조선을 립국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으며, 

반면 도미즈는 ‘진취 인 조선·만주경 ’을 해 러시아인을 만주에서 구축시

켜야 하며 조선 령을 해 러시아와의 쟁도 불사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한교환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쟁을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인식했던 

데에 기인했다. 가령 수단이 된다고 해도 언제든 쟁이 일어날 수 있어 후환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한교환론을 찬성하는 우에마쓰(植松 昭)와 

나카다(中田)는 러시아를 만주에서 철병시키고 조선을 령할 것을 주장한다. 

우에마쓰는 쟁 력의 차원을 넘어 조선출병을 구하기도 했다. 만한교환을 

찬성하는 오자키(尾崎)는 아직 개 은 시기상조라고 보았고, 러시아에 한 

무리한 철병을 요구하기보다는 먼  조선에서의 선무를 처리하는 것이 요

하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만한교환론보다는 러시아

에 한 강경론인 개 논의가 더 힘을 얻어가는 추세 다.16) 

2) 러일 쟁 승리 후의 만한경 론

일본은 1904년 2월 8일 旅 港을 기습공격하면서 러일 쟁을 시작했다. 러시

아와 쟁을 치루면서도 5월 31일 각의에서는 ｢제국의 韓方針｣과 ｢ 韓施設

綱領｣을 통과시켜 한반도에서 실시할 정책의 강을 제시했다.17) 강령에서는 

15) 尾崎行雄, ｢ 露問題｣, ≪太陽≫ 10-3, 1904.2.1, 91～93쪽.

16) 矗木, ｢再び滿韓交換論に就て｣, ≪東洋經濟新報≫ 288, 1903.12.5, 9～10쪽. 

17) 日本外務省 編著, 日本外交年表竝主要文書 上, 1965, 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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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요한 문제로 ‘국방·외정·경제’를 지 하고 구체 으로 ① 방비의 완수, 

② 외정 감독, ③ 재정 감독, ④ 교통기  장악, ⑤ 통신기  장악, ⑥ 척식 

도모를 들어 쟁 승리 후의 응책을 비하고 있었다. 7월 고무라 주타로( 村

壽太郞) 외상은 가츠라 타로(桂太郞) 수상에게 올린 ｢일러강화조약에 한 외상

의견서｣에서 “제국의 滿韓 정책은 일에 비해 한걸음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한국은 사실상 우리의 주권범 로 하여 기정의 방침  계획에 

기 하여 보호의 실권을 확립하여 더욱 우리의 이권발달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18)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고 침략하는 목 이 이권 확보에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만한경  문제는 한국병합을 해서도 요한 문제 다. 일본 

정부와 민간에서는 만한경 의 일환으로 조선과 만주에 일본인을 이주시키자

고 하는 만한이주론이 등장하 다. 이하에서는 러일 쟁 승리 후의 만한경 에 

한 이주 담론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자.

먼  야즈 쇼에이(矢津昌永)는 지리학자로, 육군 학교 교수 겸 와세다  

교수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이미 1904년의 시 에서 조선에 해 ‘식민지’로서

의 자격이 충분한 을 다음과 같이 지 하 다. ① 조선은 일본보다 반 

정도의 인구 도를 갖기 때문에 1천 3백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② 조선은 

일본과 같은 도와 기후를 가져 식민에 우수한 지역이다. ③ 조선의 토양은 

농산물이 풍부하며 도가 유망하다. 토지의 생산력 여부는 식민지의 자격 

 가장 요하다. ④ 조선은 황 이 하게 풍부하다. 반도 체에 맥이 

있으나 석탄은 부족하다. ⑤ 조선반도는 수자원이 풍부하나 船材의 결핍과 

法이 졸렬하여 수산의 이익을 올리지 못한다. ⑥ 조선은 옛날부터 육식국으로 

소, 말, 돼지, 산양, 개 등은 주요한 음식물이다. 이것을 목축한다면 그 이익이 

지 않을 것이라고 하 다. 

이처럼 야즈 쇼에이가 지 한 조선은 ‘식민지’ 자격을 갖춘 최상의 나라가 

된다. 그는 세상을 경 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한반도를 그냥 둘 수 없는 

곳이라고까지 말한다. 한 일본의 ‘神功皇后’가 삼한을 정벌한 이래 조선이 

황폐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된 ‘사실’을 지 하고, 일본이 조선에 죄를 

18) 谷壽夫, 機密日露戰史, 原書房, 1966, 5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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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었다고 말한다. 즉 일본이 ‘삼한정벌’ 이후 조선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 탓이며 

지 이라도 조선 경 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일본인을 ‘호  국민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주장

한다.19)

가네에다 미치조(金枝道三)는 金町製瓦  사장으로 기업인이면서 정치 인 

속성을 지닌 인물이다. ｢만한에 華族移住의 논의｣에서 만한에 華族을 이주시킬 

것을 제안한다. 즉 일본국민이 크게 고려하고 계획해야 할 긴 한 일은 러일

쟁 승리 후에 처할 만한경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첫째, 화족은 

‘황실의 藩屛을 표방하는 계 ’이므로 이때 만한에 이주하여 일면 조국의 번병

이 되고, 일면에는 산, 삼림, 농업, 어업 등 각 유리하다고 믿는 사업에 따라 

분발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 한 사람 한 사람이 目前의 작은 이해가 아니라 

이주하여 크게 발 하고 세계의 국민으로 원한 땅을 만들려고 한다면 한국

에 5백만, 만주에 1천만 명 이상 이주하기를 바란다. 셋째, 승의 효과를 올리고 

국리민복을 증진할 수단은 이를 국민의 동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특히 “화족 

지 에 자산을 가진 자는 내지에서 악착같이 있는 것보다는 만한에 이주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이 게 다수 국민의 해외이주  

화족의 이주는 急要한 일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제안했다.20)

日本郵船 社 사장 곤도 뻬이(近藤廉平)는 26년간 해외항로의 확장, 商船

隊의 정비확충에 종사한 뒤, 귀족원의원에 선출된 인물이다. ｢만한경 의 要 ｣

에서 국이 버마에서 한 것처럼 조선의 궁정과 내각은 그 로 두고, 나머지는 

일본의 의지 로 할 것을 언 했다. 즉 “행정의 실권, 경찰, 군 , 조세, 화폐, 

융기  등을 처리해야 하며 일본인을 이주시켜 토지를 개발하는 것이 요하

고, 歐洲人이 발칸이나 동양에서 한 것처럼 地券을 일본인의 손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조선에서는 토지소유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地券을 거두는 것이 조선인이 보면 조 도 이상한 

19) 矢津昌永, ｢朝鮮の殖民的資格｣, ≪太陽≫ 10-4, 1904.3.1, 190～196쪽. 최혜주, 

｢朝鮮西伯利紀行에 보이는 야즈 쇼에이(矢津昌永)의 조선인식｣, ≪한국학논집≫ 

44, 2008.11.30.

20) 金枝道三, ｢滿韓に華族移住の議｣, ≪東洋經濟新報≫ 309, 1904.7.5, 1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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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토지 개발을 빙자한 토지소유권 침탈을 의미한

다. 그런 다음에 만주경 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러시아의 군 를 만주에

서 축출한 뒤 그곳을 청국에 환부하고 여기에 일본의 군 를 주둔시켜서 러시아

와의 경계지역은 물론 철도나 요지를 일본의 지배하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

다. 여기에서는 만주를 청국에 환부해야 한다고 언 하면서도 일본이 그 지역을 

장악해야 한다는 침략주의를 주장하는 모순이 드러난다. 아울러 “旅 , 大連, 

블라디보스토크 등은 열강에게 개방하여 열강과 함께 만주의 개발, 번 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며, 특히 일본은 캄차카를 토로 만들어 어업을 독 사

업으로 장려할 것”을 제안했다.21) 

하다노 쇼고로(波多野承五郞)는 1884년 외무성에 출사하여 天津 사를 맡았

다. 이후 朝野新聞 사장, 三井銀行 이사, 1920년에는 입헌정우회 소속으로 의

원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는 ｢만한경 의 의의  요 ｣에서 일본의 만한경 의 

의의에 해 “조선의 국권을 제국권력하에 보호해서 제국의 방 를 만한의 

땅에 두고 이들 지방을 제국의 경제범 에 혼입시키려고 하는 목 을 갖는다”

고 말한다. 즉 제국의 팽창을 만한 방면까지 확 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한 그는 이 지역의 방비를 해 “만한의 국경, 기타 필요한 

지 에 포 를 설치하고 사단을 常置할 권리를 얻는다면 그 목 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조선경 에서 일본이 꼭 달성해야 하는 것은 “ 승 후 

조선을 정치 으로 일본의 경제범 에 混一시키는 데” 있고, 그 게 만드는 

방법은 “ 세동맹을 형성해서 조선을 일본의 내지와 같게 하는 데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만한경 의 병략을 제시했다. 

세동맹을 형성하여 조선을 일본의 내지처럼 되게 하는 데 있고 만과의 

계와 같이 만드는 데 있다. 즉 彼我 물품의 출입을 완 히 無稅가 되게 하는 

데 있다. … 나는 믿는다. 거액의 자 을 糜하고 인명을 잃어서 조선을 제국의 

권력 하에 보호하는 이유는, 실로 이 정치  목 을 달성하기 해서이다. 그리

고 만한경 의 의의 역시 실로 여기에 있다.22)

21) 近藤廉平, ｢滿韓經營の要 ｣, ≪太陽≫ 10-11, 1904.8.1, 95～96쪽.

22) 波多野承五郞, ｢滿韓經營の意義及其要點｣, ≪東洋經濟新報≫ 314, 19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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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여, 조선과 세동맹을 맺는 것을 다른 나라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포기하

는 것은 러일 쟁 승리의 결과를 버리는 것이라고까지 지 하 다.

이 밖에도 정무국장을 지낸 하야가와 데쓰지(早川鐵治)는 오쿠마 시게노부가 

외무 신 겸 농상무 신을 했을 때 오쿠마의 비서 을 맡았던 인물이다. ｢만한

경 과 滿韓起業同志 ｣에서 만한경 을 해 설립된 만한기업동지회의 결성

을 축하하면서 러일 쟁의 목 이 “제국 자 를 해 러시아의 침략을 막고 

만한에서 제국의 이권을 부식하려는 데 있는 것은 지  새삼스러이 말할 필요도 

없다”고 솔직한 입장을 표명했다.23) 동양경제신보의 主幹 아마노 다메유키(天

野爲之)는 의원의원, 와세다 학 학장을 역임하고, 후쿠자와(福澤諭吉), 다구

치(田口卯吉)와 함께 ‘메이지 前期의 3  경제학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일본 내에서 만한경 의 방법을 놓고 개방주의와 보호주의 간의 논쟁이 벌어지

고 있는 것에 해, “만한의 경제정책은 어디까지나 개방주의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보호는 이익이 없으며 해가 있을 뿐이고 국과 같이 

자유개방주의를 취하는 것이 세계의 동정을 사고 국민의 독립  정신을 불러일

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24)

이 게 러시아로부터 만주를 지킬 임무가 일본에게 있다는 인식은 東洋拓植

社(이하 東拓)의 창립 원인 가토 마사요시(加藤正義)에게서도 보인다. 즉 

그는 ｢청한경 론｣에서 한국경 , 만주경 , 南淸경 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25) 첫째, 한국경 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세계열강의 오해를 래하고 

한국의 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피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 일은 아직 爪牙(마

수－인용자)를 드러낼 시기가 아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빈약한 국토에서 遺利

를 잡으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부를 획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언 하여, 한국경

의 시기상조를 거론한 것이다. 둘째, 만주경 에서 일본이 러시아와 쟁을 

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만주에서 철병하지 않고 만주의 군비를 확장했기 때문이

11～12쪽.

23) 早川鐵治, ｢滿韓經營と滿韓起業同志 ｣, ≪東洋經濟新報≫ 315, 1904.9.5, 7～

9쪽.

24) 天野爲之, ｢滿韓經濟政策は飽迄開放主義を取るべし｣, ≪東洋經濟新報≫ 314, 

1904.8.25, 1～3쪽.

25) 加藤正義, ｢淸韓經營論｣, ≪實業之日本≫ 7-19, 1904.9.1,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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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한다. 일본은 “청국의 독립을 보증하기 해 (만주철병을 추진해야 하며) 

군비확장 기타 후 경 을 완비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을 갖고 있다”고 지 한

다. 다만 일본은 만주방비의 자 을 지출할 여유가 없으므로 그 경비는 청국이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 했다. 그러면서 만주는 “武的 근거지”라는 외에

는 경제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았다. 셋째, 남청경 에 해서는 남청 일 지

역이 “열강의 이익 경쟁장”이므로 공공연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四川省, 

湖南省, 揚子江 일 에서 경제  수완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게 주장하는 이유는 “한국경 이 열강의 동정과 한국의 의심을 래할 

우려가 있어 조심해야 되지만, 남청경 은 열강들이 마음 로 이익을 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는 진단에서 다. 모든 열강이 일본의 한국

경 에 심을 갖는 틈을 노려 신속하게 국의 남부지역을 공략할 것을 표방한 

셈이다.

한편 奉天 투를 계기로 일본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만주지역에 

이민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아다치 다다시(足立正)는 三井物産, 

王子製紙 사장으로 후 일본생산성본부 회장, 일본상공회의소 회두로 활동하

다. ｢만한식민론｣에서 러시아에서 만주에 50만 명의 이민을 보낼 계획이라고 

지 하면서 만한식민이 선무임을 강조했다. 만한식민은 ‘국가 백년의 長計’

이며 야마토민족의 사명이라는 인식이다.

우리는 큰 소리를 지르며 만한식민을 장려한다. 이것은 遺利가 있다는 에서

는 물론, 국력발 상 自家 방 상 반드시 우리 국민이 식민하지 않으면 안 될 

땅이다. … 鷄林八道는 우리 大和民族에게 가장 당한 별장지다. 우리 동포로 

덮지 않으면 안 될 지역이다. 만주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만약 그곳에 수십만의 

동포를 거주하게 한다면 일의 만주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가령 발생해

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26) 

와세다 학 창립자이며 총리 신을 지낸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는 ｢만

26) 足立正, ｢滿韓植民論｣, ≪活動の日本≫ 2-3, 1905.3.1, 5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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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소견｣에서 이런 당시의 상황을 “일본은 경제상 우승자의 地步를 차지하

게 되었다. 일본의 상공업은 지  정말로 섬나라에서 륙을 향해 大轉步, 발

을 시도할 시험장에 나가게 되었다. 소  만한경 의 숙제를 경제 으로 

해결할 시 이 도래한 것”27)이라고 논평하여 승 후 만한경 에 매진하는 

것이 일본의 숙제라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

러일 양국은 미국의 루스벨트 통령의 조정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미국

이 알선을 떠맡은 것은 양측이 결정  승리 혹은 결정  패배에 이르지 않고 

동아시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8월 강화

회의는 포츠머스에서 개최되었다. 조약의 주 내용은 일본군이 령했던 樺太(사

할린)의 반 양여, 일본의 만주 철병, 일본이 조선에서 정치상, 군사상, 경제상 

우월권을 갖는다는 것 등이었다. 도미즈(戶水寬人)는 ｢만한정책｣에서 이러한 

조약내용들이 일본에게는 上策이 아니라고 평하고, “일본이 만주에 세력을 

부식하여 식산공업을 진흥시키고 경제상의 발 을 하려면 만주철병은 매우 

拙策”이라고 조약내용과 만주철병을 비 했다. 한국 문제에 해서는 “한국을 

토로 삼기를 간 히 바란다”고 주장했다.28)

일본은 러일 쟁을 시작하면서 조선을 군사 으로 령하고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여 조선정부를 일본의 통제 아래 두고 내정간섭의 권리를 확보했다. 

황이 유리해지자 제1차 약을 다시 강요하여 고문정치로 조선을 속화시켰

다. 일본은 미국과 국, 러시아로부터 조선에 한 보호권을 인정받고 을사조

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구로다 나가시게(黑田長成)는 국 임 리지 학을 

졸업한 후 귀족원의원이 되고 귀족원부의장, 樞密院顧問官을 지냈다. 그는 ｢만

한경 의 무｣에서 승 후 발 빠르게 양 지역을 장악한 일본에 해 “만한지역

은 집을 열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외인이 아직 손을  틈이 없었다. 

이는 어  천재일우가 아니겠는가”고 말하여 만한경 의 길은 모든 국민이 

만한지역에서 利源을 찾고 로를 확장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보다 

극 인 정책과 일본국민의 열정을 요구했다.29)

27) 大隈重信, ｢滿韓經營所見｣, ≪太陽≫ 11-7, 1905.5.1, 33～37쪽.

28) 戶水寬人, ｢滿韓政策｣, ≪東洋經濟雜誌≫ 1309, 1905.10.28, 21～23쪽.

29) 黑田長成, ｢滿韓經營の急務｣, ≪太陽≫ 12-9, 1906.6.15, 8～9쪽. “만한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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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러일 쟁 이후 형성되고 있던 만한이민 집 론이 외정책의 일환으

로 공식 으로 채택된 것은 1908년 9월 각의에서 다. 여기서는 러시아와 청에 

한 정치·군사  응에 해 만주와 한국에 세력을 집 해야 한다는 과 

일본의 國是로 설정한 외상공업의 발 을 해 歐美와는 정치·경제상 조를 

유지하지만 이를 해하고 있는 구미로의 이민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외교정책의 기조는 1909년 2월 고무라 외상의 의회연설을 통하여 

재확인되었다.30)

이후 조선을 강 하기 이 까지 일본의 여론은 조선을 “ 륙으로 가는 제일

보”이며 만주도 일본의 “세력권”이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스스로를 ‘ 륙국가’

로 칭하는 논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31) 니토베 이나조(新渡戶稻造)는 미국, 

독일 등에 유학하여 농업경제학을 공하고 삿뽀로농학교 교수를 지냈다. 이후 

만 民政局 식산과장·국장으로 만 糖業발 의 기 를 쌓았고 교토제 와 

도쿄제 에서 식민정책학을 강의한 인물이다. 그는 해외의 신문, 잡지 등에서 

만한경 에 한 비난 공격이 많아지자 만한정책에 한 일본국민의 책임론을 

부각시킨다.32) 즉 ｢만한문제에 해서 우리들은 이 을 내외인에게 경고함｣이

라는 논설에서 먼  일본국민이 만주에서 이익을 농단하려고 한 일이 없고, 

이곳을 列國에게 개방하여 내외 균등하게 이익을 리게 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일본의 만한정책을 잘못 알고 비난하는 외국인에 해서는 결코 그들의 이익을 

손상시킨 이 없음을 강조하 다. 그러나 일본인 가운데 “열등국민에 한 

오만무례한 행동을 가지고 생산 사업에 종사하며 부원을 개척한다고 칭하고 

경 은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이원개발과 로확장이다. 이원의 주요한 것은 

만주에서 산채굴, 철도부설, 압록강연안 삼림채벌, 제염사업, 수운사업 등 다 

매거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농업, 어업, 산, 목축, 양잠 등 가장 망이 있는 

것이다. 상업의 로확장에 해서는 면포, 방 사, 성냥, 수산물, 잡화 등 주요한 

것으로 석유, 지권연 도 장래 유망한 것에 속한다. 만약 이러한 상품으로 들

의 기호에 맞추어 로가 여기에 열린다면 우리 공업계는 몇 년 되지 않아 그 

면목을 일신하게 될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30) 정연태, ｢ 한제국 후기 일제의 농업식민론과 이주식민정책｣, 459쪽.

31) ｢大陸國｣, ≪滿韓之實業≫ 46, 1909.9, 1～2쪽.

32) 新渡戶稻造, ｢滿韓問題に關して我輩は此點を內外人に警告す｣, ≪實業之日本≫

12-25, 1909.12.1,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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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이것을 성공시킬 재능과 인내력을 갖춘 자가 다”고 인정하 다. 그러

면서 일본인 리 사이에서 黨同異伐의 추태를 보이고서도 “일본인이 국민을 

칭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옥스퍼드 학에서 유학한 뒤 와세다 학에서 식민학을 강의하던 나가이 류

타로(永井柳太郞)는 1920년부터 의원의원에 당선되고 뒤에 체신 신을 역임

하 다. 그는 강  1개월 에 쓴 ｢만한집 론｣에서 국가  견지에서 볼 때 

일본인 이민이 한국, 만주에서 유리함을 주목한다. 즉 이민의 외국행과 식민지

행의 득실을 논하면서, 토지의 크기와 인구비율에서 외국에 보내는 것보다 

한국에 1천만 명의 이민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그의 만한집 론은 이민을 

주장하는 담론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수를 보낼 것을 주장한 것이다.33) 다만 

고무치 도모쓰네(神鞭知常)는 만한에 한 이주를 둘러싸고 일본의 ‘無賴漢’의 

이주자가 많은 것을 크게 우려하는 분 기에 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려하

는가를 아는데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우리 내국에서 무뢰한이라 칭하는 자는 

오히려 크게 이들을 해외에 방축하고 해외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요하다”34)

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의원의원을 지내고 내각의 법제국장 을 역임한 

러강경론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한경 에 해서는 첫째, 러일 쟁 승리의 가능성

이 높아지자 조선을 최 의 식민지로 보고(야즈), 러시아로부터 만주를 지키기 

해(가토), 만주이민을 장려하 다(아다치). 둘째, 승 후 만한경 에 매진하

여(가네에다, 오쿠마) 조선을 보호하고 이원· 로를 확장하자고 주장하 다(도

미즈, 구로다, 하다노, 하야가와). 셋째, 만한 경제는 개방주의로 추진하고(아마

노), 만한 이주자의 자격(고무치) 등을 논하는 담론이 등장하 다. 

일본은 러일 쟁을 치루면서 조선에 한 경 방침을 정하여 ‘국방·외정·경

제’를 가장 요한 문제로 인식했다. 이것은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어 식민지

화해 가기 한 비 고 일본인의 이주식민을 장려하여 륙진출을 기도하고 

발 을 마련하기 함이었다. 잡지에 표출된 만한경 에 한 담론도 크게 

군사  문제와 경제  문제에 한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군사 으로는 만주의 

33) 永井柳太郞, ｢滿韓集中論｣, ≪太陽≫ 16-13, 1910.10.1, 62～71쪽.

34) 神鞭知常, ｢滿韓に する經營｣, ≪太陽≫ 10-16, 1904.12.1, 45～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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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지역에 일본군을 주둔시켜 제국의 방 력을 확 시키고 러시아를 경계하

는 것을 요시하며, 러일 쟁 후 체결한 일본군의 철병안을 비 인 시각에서 

평했다. 경제  측면에서는 조선을 일본의 경제 블록으로 편성해서 일본인 

이주와 토지침탈을 기도하고, 만한지역의 利源개척과 로확장이 무엇보다 

요하다는 인식이었다. 

3. 한국병합 이후 일본인의 만한경 론

1) 식민지 경 을 한 조선이주론

강  이후에는 식민지 경 을 해 일본인을 조선에 이주시키는 문제가 

가장 시 한 문제로 떠올랐다. 일본인들은 기후, 풍토, 토지, 모국과의 거리에서 

볼 때 조선을 식민지로 가장 합한 곳이라고 여겼다. 조선은 인구 도 면에서

도 면 이 일본 혼슈(本州)와 비슷하면서도 주민은 1천만여 명에 불과해 이주지

로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주의자들은 조선을 개발하고 

경 하기 해서는 일본인을 조선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선무임에도 불구하

고 일본에서 조선 사정을 제 로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보았다. 먼  

미시마 타로(三島太郞)는 장성 참사 과 의원 서기 을 지내고 朝鮮殖産銀

行 頭取(1918년)를 지냈다. 그는 ｢조선개발의 三急務｣에서 “조선 사정이 일본인

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자본가, 기업가들이 사업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선개발에 한 것은 교통기 의 설비, 교통의 안 , 자본가의 渡韓”

이라고 언 했다.35) 다음 나카하시 도쿠고로(中橋德五郞)는 大阪商船 社 사장

을 지낸 실업가로 정우회에 들어가 문부 신, 상공 신, 내무 신을 역임하

다. 그는 자본과 일본인의 이주를 장려하는 것이 무라고 하면서 “ 후 20년간

은 북미이민을 강행하지 않더라도 증식인구를 吐出하는 장소가 가능하다. 요컨

 조선의 개척은 식민정책하에 이민을 장려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

35) 三島太郞, ｢朝鮮開發の三急務｣, ≪朝鮮及滿洲≫ 49, 1912.3.1,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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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36) 그리고 사카이(酒井鎭東)는 ‘병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  조선인

의 동화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황폐한 조선의 산업, 특히 농업

을 부흥 발 시키는 것이 긴요하고, 이를 해서는 모국 농민의 이식을 기다리

지 않으면 안 된다”고 ‘拓地植民’을 강조했다.37) 아울러 식민경 의 방침에서

도 국과 랑스의 경우를 비교하여 일본의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랑스유학 경험이 있는 간도 사이이치(神藤才一, 의원의원)는 

일본 정부가 식민개척 사업을 민간경 에 맡겨 실리를 추구하는 국의 방법을 

취해야 하며, 랑스처럼 정부 스스로가 맡아 하면 식민지에서 외교문제를 

야기하기 쉽기 때문에 득책이 아니라고 보았다. 조선의 경우도 이를 참작할 

것을 주문하 다.38)

일본에서 이주민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朝鮮及滿洲≫에 제시된 것은 다음

과 같다. ① 아유가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 東洋協  경성분교)은 조선사정에 

정통한 연구자로 하여  조사연구에 매진하게 하는 일과 조선개발의 효과를 

올려 조선인을 일본화시키기 한 사회  개량이 필요하다. 이에 일본 내지인의 

이주자를 유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무이다.39) ② 미네기시(峯岸繁太郞, 京城新

報 사장)는 조선의 농업·어업· 업 사정을 일본에 알리고, 각 안내소를 설치하여 

환등, 활동사진으로 순회강연을 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반도의 평 , 

세철폐, 자유이민 장려가 필요하다.40) ③ 하야시 게이타로(林慶太郞)는 “조선

은 기후가 내지와 차이가 없고, 토지도 나쁘지 않으며 산림, 산, 어업도 유망하

다”고 지 하고, 일본인에게 이주하라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으므로, 이주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요하다.41) ④ 샤쿠오(釋尾旭邦, 

≪朝鮮及滿洲≫ 사장)는 총독부가 조선의 치안과 동화 문제에 치 하여 만주이

주의 제가 되는 조선이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 했다. 자신은 “우리 

36) 中橋德五郞, ｢朝鮮移民論｣, ≪朝鮮及滿洲≫ 49, 1912.3.1, 90～91쪽.

37) 酒井鎭東, ｢朝鮮の拓地植民｣, ≪朝鮮及滿洲≫ 66, 1913.4.1, 14～15쪽.

38) 神藤才一, ｢植民地經營論｣, ≪朝鮮及滿洲≫ 49, 1912.3.1, 9～11쪽.

39) 鮎貝房之進, ｢內地人と朝鮮人の社 的改革｣, ≪朝鮮及滿洲≫ 50, 1912.4.1, 45쪽.

40) 峯岸繁太郞, ｢移住民誘引策｣, ≪朝鮮及滿洲≫ 50, 1912.4.1, 47～49쪽.

41) 林慶太郞, ｢內地人に朝鮮の事情を紹介せよ｣, ≪朝鮮及滿洲≫ 50, 1912.4.1, 43～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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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諸公이 만한이주를 부르짖으면서 사실은 식민문제를 등한시하고, 우리 

일본인의 발 책을 잊고 있는 상황을 개탄하는 자”라고 말한다.42) ⑤ 오가와 

헤이키치( 川平吉, 의원의원)는 식민지의 산업개발과 토착민의 동화도 식민

지의 유지도 일본인의 이주가 아니면 불가능하므로, 당국자는 이주를 방해하지 

말라.43) ⑥ 구라하라 고 히로(藏原惟廓, 의원의원)는 매해 일본에서는 50, 

6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본인을 이주시키는 것은 조선과 만주를 

경 할 방침으로 가장 요한 것이다. “당국자는 내지 이주자의 편리와 생명

재산의 安固에 충분한 보호를 부여할 것을 切望한다”고 말한다.44)

조선과 만주로의 이주를 강조하는 분 기 가운데 데라우치 총독의 정책방침

을 비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핫토리 아야오(腹部綾雄)는 미국 린스턴신

학교를 졸업 후 목사, 교육자로 활동하다 의원의원에 당선된 인물이다. ｢조선

에 한 雜感｣에서 조선개발이 지 부터인데 “일본에서 조선은 망이라고 

해지고, 열심력이 결핍한 원인은 총독부의 태도가 그 게 만든 것”이라고 

비 했다.45) 즉 데라우치 총독이 무 “무단 이고 간섭 이며 제주의”라고 

평하고 있다. 아이지마 간지로(相島勘二郞)는 大阪每日新聞社 입사 후 미국에 

유학하고 나서 귀국하여 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조선경 의 精力 集注點을 

정하자｣에서 조선경 과 통치개발에 “군인인 데라우치가 종사하는 것이 과연 

임자인지 의문에 속한다”고 말하면서 데라우치가 “내지인의 이주 장려를 

도외시하고 내지인의 여론을 무시하여 언론을 압박한 실상은 유감으로 생각한

다”고 비 했다.46) 한 오쿠마(大隈重信)도 데라우치 총독이 회사령을 시행한 

것은 “자본가와 기업가가 조선에 손  용기를 내지 못하게 규제가 심한 법령이 

되었다”고 그 문제 을 지 했다. 그러면서 “만주에 일본인의 이주를 장려하는 

것도 무이지만 그것보다 가깝고 살기 편한 조선에 이주를 장려하는 것이 

42) 釋尾旭邦, ｢總督政治を論ず｣, ≪朝鮮及滿洲≫ 69, 1913.4.1, 2～3쪽.

43) 川平吉, ｢朝鮮滿洲への移住を妨ぐる勿れ｣, ≪朝鮮及滿洲≫ 58, 1912.9.1, 4～

7쪽.

44) 藏原惟廓, ｢朝鮮及滿洲經營の大方針｣, ≪朝鮮及滿洲≫ 66, 1913.1.1, 16～18쪽.

45) 腹部綾雄, ｢朝鮮に する雜感｣, ≪朝鮮及滿洲≫ 64, 1912.12.1, 6～8쪽.

46) 相島勘二郞, ｢朝鮮經營の精力集注點を定めよ｣, ≪朝鮮及滿洲≫ 63, 1912.11.15,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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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무이며 자연 인 상”이라고 말한다. 그는 조선인의 10분의 1에 해당하

는 100만 명의 일본인을 이주시킬 것을 제안했다.47) 나가이(永井柳太郞)는 일본

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해 이주에 당한 식민지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만한’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가 등귀하여 하게 생계가 곤란한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청년 가운

데 아직 결혼할 수 없는 자가 남녀 합쳐 620만 명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가능한 

한 이주를 왕성하게 하여 독립생계를 꾸려 일가를 이룰 여지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  만주는 모두 온 에 치하여 이주식민지로서 가장 당하다. 우

리나라 형편에서 볼 때 조선  만주는 가장 요한 식민지다. 우리는 정부가 

 만철회사  동척을 편달해서 일본에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해 열심히 만

한을 활용하기를 희망한다.48)

이와 같이 ≪朝鮮及滿洲≫에서는 이주민을 유인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논의

가 되고 있다. 식민통치에서 일본인의 이주문제가 요했던 이유는 일본의 

인구팽창과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이 식민지를 발 으로 륙발 이라는 ‘國

是’를 수행하기 해서 다. “일본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자는 모두 조선과 

만주로 가라”는 주장도 있다.49) 하지만 이주자의 자격도 문제가 되었다.50) 

동척의 秘書役 미네 하치로(嶺八郞)는 이주자는 상당한 자산이 있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조선은 정치  ‘병합’은 달성했지만 

아직 경제  ‘병합’이 되지 않았고, 조선인을 동화시키는 데 많은 결 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51) 그러나 조선과 만주이주를 강조하는 가운데 핫토리

(腹部綾雄)나 아이지마(相島勘二郞)처럼 데라우치 총독의 이주정책에 한 비

47) 釋尾旭邦, ｢大隈伯と語る｣, ≪朝鮮及滿洲≫ 80, 1914.3.1, 1～4쪽.

48) 永井柳太郞, ｢滿鮮は我國にとりて も重要なる植民地なり｣, ≪朝鮮及滿洲≫ 58, 

1912.9.1, 33～34쪽.

49) 釋尾旭邦, ｢米の飯の喰へぬ人間は朝鮮及び滿洲に移住せよ｣, ≪朝鮮及滿洲≫ 55, 

1912.7.15, 2～3쪽.

50) 神鞭知常, ｢滿韓に する經營｣, ≪太陽≫ 10-16, 1904.12.1, 42～45쪽.

51) 嶺八郞, ｢東洋拓植 社移住民の方針｣, ≪朝鮮及滿洲≫ 48, 1912.2.1, 5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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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기되고 있었다. 

2) 륙진출을 한 만주경 론

일본 정부의 식민경 의 방침은 일본인을 조선과 만주에 이주시켜 ‘신일

본’을 형성하는 일에 역 을 두었다. 따라서 조선을 강 한 이후에는 만주지역

을 일본의 외곽지 로 삼고 식량공 과 과잉인구 이주를 한 터 으로 확보하

는 문제가 시 했다. 그 지만 샤쿠오는 일본의 만주경 에 해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린다. 첫째, 일본제국의 만주경  실력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① 

만한이주의 추기 으로 세운 동척이 2년 동안 성과 없이 ‘월 만 축내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52) 데라우치 총독이 이를 개 하지 않는 것은 국가를 

해서도 불행한 일이므로 동척을 해산시켜야 한다.53) 그리고 동척을 남만주철

도의 만주경 과 비교하면 그 실 이 부진하다.54) ② 일본 토의 형편상 해외비

약, 국토팽창, 식민장려를 해야 할 때인데도 개척경 을 게을리하고 있다. 인구 

문제, 국력 증진, 국민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해 신 토 개척에 힘써야 한다.55) 

③ 쟁에 패한 러시아는 만주에서 세력을 갖고 있는 데 비해 일본 정부는 

외교술이 졸렬하여 ‘支那人’의 모멸을 받고 있다. 일본의 지배 역이 남만주의 

동주와 만철 부속지에 국한되어 만주지역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거주지

의 권리와 토지소유 권리를 남만주 체로 확충해야 한다.56)

둘째, 샤쿠오는 ｢조선  滿洲熱의 냉각｣에서 만주에 한 이주열기가 식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57) 혹자가 만주이주가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그 이유로 “만주의 기후가 일본인이 이주하기에 당하지 않고 노동에서도 

52) 釋尾旭邦, ｢東拓と朝鮮日日｣, ≪朝鮮≫ 4-6, 1910.2, 6～7쪽; ｢吾友に へて朝鮮

の近狀を語る｣, ≪朝鮮≫ 33, 1910.11, 6～7쪽.

53) 釋尾旭邦, ｢客に朝鮮の近事を語る｣, ≪朝鮮≫ 44, 1911.10, 1～6쪽.

54) 釋尾旭邦, ｢滿鐵と東拓｣, ≪朝鮮≫ 46, 1911.12, 10～11쪽; 釋尾旭邦, ｢之を機

に東拓を一新すべし｣, ≪朝鮮及滿洲≫ 104, 1916.3.1, 8～12쪽. 

55) 釋尾旭邦, ｢新領土の開拓經營を怠る勿れ｣, ≪朝鮮及滿洲≫ 47, 1912.1.1, 2쪽. 

56) 釋尾旭邦, ｢支那の革命と我滿洲經營｣, ≪朝鮮及滿洲≫ 48, 1912.2.1, 2쪽.

57) 釋尾旭邦, ｢朝鮮及び滿洲熱の冷却｣, ≪朝鮮及滿洲≫ 62, 1912.11.1,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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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那人’을 항할 수 없어 농업이주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샤쿠오는 

“의지가 약한 자들이 하는 말이다. 만주를 신일본화 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58) 그러면서 철로포설권, 토지소유권, 거주권과 산채굴권

을 획득하고 만주에서 일본인의 활동무 를 확 하여 유감없이 만주 산업을 

개발하고 만주경 의 국면을 개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 샤쿠오는 ｢만주잡감｣에서 만주이주를 비 으로 보는 견해를 반박한

다. 즉 “만주는 高粱과 大豆 외에 논이 없고, 동주와 남만주철도 연선 이외의 

땅은 매매 혹은 여가 불가능하다”는 지 은 잘못된 것59)이라고 말한다. 그는 

일본이 만주경 에 힘써야 하는 이유로 “러일 쟁의 패자인 러시아가 북만주 

일 를 경 하면서 자국의 토와 같이 구  경 에 부심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더구나 만주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세계  大道’에 해당되는 

요지로 주목했다.60) 즉 륙경 을 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것이 요한 

문제이고, 러시아가 만주일 를 장악하기 에 만주개발에 나서 발 을 확보해

야 한다고 단했다. 그는 만주경 은 일본제국의 ‘팽창’을 해서도 요하다

고 인식했다. “조선에서 만주로 나가는 것은 우리 국민의 륙발 의 순서이다. 

그러므로 조선에 있는 내선민은 함께 만주를 향해 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61)

도비우오(飛魚 郞)는 ｢閑却된 조선과 만주｣에서 만주 이주열기가 식은 이유

를 다음과 같이 지 한다. ① 일본 헌의 보호 아래 활동해야 하는 조선과 

만주보다는 자유로운 남양과 남미지역을 동경하고 있다. ② 소학교에서 만선지

역에 한 형식 인 교육이 문제이다. ③ 냉각되어 가는 모국의 식민열기에 

비해 뉴욕의 滿鮮熱이 왕성하다. ④ 의회에서 만선문제를 토의할 代議士의 

지식이 결핍되어 있다. ⑤ 러일 쟁 이후 일어나 애국심을 고조시킨 쟁문학은 

쟁의 참화와 고통을 강조하여 식민열기를 강하시켰다. ⑥ ‘병합’ 이후의 규제

58) 釋尾旭邦, ｢沈滯不振の朝鮮と滿洲を如何にせば活躍せしめ得るか｣, ≪朝鮮及滿

洲≫ 76, 1913.11.1, 2～5쪽.

59) 釋尾旭邦, ｢朝鮮と滿洲の比 ｣, 朝鮮及滿洲之硏究, 1912, 1～9쪽.

60) 釋尾旭邦, ｢滿洲雜感｣, ≪朝鮮及滿洲≫ 113, 1916.11.3, 2～8쪽. 

61) 釋尾旭邦, ｢朝鮮と滿洲｣, ≪朝鮮及滿洲≫ 124, 1917.10.1, 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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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령이 민심을 축시켜 일본인의 이주를 막고 있다고 지 하면서 정자는 

열기를 향상시킬 책으로 식민과 해외발 의 선구로 문학을 장려해야 한다고 

보았다.62)

만주지방에 한 이주 문제는 당시의 외무 신 고무라 주타로( 村壽太郞)가 

일본인들의 미국 이민이 거 당한 뒤에 의회에서 “토지가 비옥하여 후 이 

지방에 이민한다면 미국에서와 같이 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20년

간 100만 명을 만한지방에 이주시킬 것을 제안하면서 본격화했다. 그러나 다나

카 젠리츠(田中善立)는 ｢조선  만주소감｣에서 고무라의 주장에 해 “자신은 

실제로 만주지방을 찰하고 나서 고무라 신이 일시 도망갈 책으로 이주 

문제를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비 한다. 즉 “ 농업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인이 근면한 ‘支那人’과 항해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에 비해 만주의 업은 매우 유망하다고 보았다.63) 그는 本願寺 大谷派의 

국 포교활동에 종사하고, 만총독부 탁, 앙철도회사 사장 등을 지내고 

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구라하라(藏原惟廓)는 미국과 국유학을 거쳐 정우회에 참가하고 러일 쟁 

후에는 입헌국민회에 소속된 의원의원이다. ｢조선  만주경 의 방침｣에

서 특히 만주에서 경제  세력을 확장하는 문제는 “평화의 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에 뜻을 두기 해서 요하고 일본 정부가 주도 으로 상공업 방면에서 

활동하려는 일본인들에게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 했다.64) 오우

치 우시노스 (大內丑之助)는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에게 토지구 조사를 진언

하고 고토를 따라 만에서 만주로 옮겨 大連 民政署長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만주의 利源開發과 邦人의 증가｣에서 일본세력의 부식을 한 만주개발

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만주개발과 방인의 증가는 병진되어야 하고, 특히 

개발을 맡아 추진할 기 을 설립하여 개발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선무”라고 

주장했다.65)

62) 飛魚 郞, ｢閑却されたる朝鮮と滿洲｣, ≪朝鮮及滿洲≫ 81, 1914.4.1, 21～24쪽.

63) 田中善立, ｢朝鮮及滿洲所感｣, ≪朝鮮及滿洲≫ 69, 1913.4.1, 13～14쪽.

64) 藏原惟廓, ｢朝鮮及滿洲經營の大方針｣, ≪朝鮮及滿洲≫ 66, 1913.1.1, 16～18쪽.

65) 大內丑之助, ｢滿洲の利源開發と邦人の增加｣, ≪朝鮮及滿洲≫ 76, 19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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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인의 만한경 , 즉 조선이주와 만주경  문제는 

일본의 인구증가와 식량부족 문제 해결을 해 필요한 것이다. 샤쿠오는 일본인

이 이주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는 호주와 미국에서 일본인 이민이 배척당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66) 그 기 때문에 일본의 여론이 조선과 만주경

에 해 냉담하게 되면 일본의 前途가 어렵다고 인식했다. 도비우오도 일본에서 

이주열이 식은 이유로 남양과 남미지역의 식민열기, 교육과 代議士의 식민지식 

결핍 등을 지 했다. 유이하마(由井濱凍潮)는 양측의 大連과 인천항로가 열린다

면 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망했다.67) 따라서 일본이 ‘島國 根性’을 

버리고 세계를 경 할 큰 뜻을 선양하는 것이 제국 일본의 무라고 생각했다. 

일본에게 조선은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었고 만주와 함께 륙으로 팽창 발 해 

가는 사다리 다.

4. 맺음말

러일 쟁 후시기부터 1910년 의 제1차 세계  발발 이 까지 만한경  

문제에 해 일본인이 발행하는 주요잡지에는 어떠한 주장이 담겨 있는지를 

으로 고찰했다. 이 담론 연구를 통해 일본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에서의 

조선 진출  륙 진출에 한 열망을 살펴보았다. 부분의 인물들은 해외 

유학 혹은 해외 사  부임 경험이 있으므로 ‘만한’에 한 심이 높았으며 

의원의원 경험이 있는 등 정치성을 띠고 있었다. 

선행연구 에 만한경 에 한 담론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강 후 

만한경 론의 다양한 담론을 소개하 다. 이들의 주장이 일본의 침략정책에 

구체 으로 어떻게 반 되고 투 되었는지에 한 면 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에 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삼고 싶다.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먼  

28쪽.

66) 釋尾旭邦, ｢母國の朝鮮觀｣, ≪朝鮮≫ 3-5, 1909.7, 5～6쪽.

67) 由井濱凍潮, ｢朝鮮及滿洲の關係に就いて｣, ≪朝鮮及滿洲≫ 64, 1912.12.1, 20～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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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러일 쟁 이 에는 러시아를 경계하면서 만한교환론을 심으로 

활발한 담론이 개진되었다. 만한교환론이 ‘國賊’으로 간주되는 분 기에서 러

일개 론이 유행하고 만한교환론 신에 일동맹론이 성립되면서 일본 정부

는 러일 쟁을 단행했다. 만한교환에 한 논란은 “러시아를 만주에서 철병시

키고 조선의 령을 비하자”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다. 다음 러일 쟁 이후에

는 만한경 론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한 일환의 하나로 조선이주와 만주

경 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담론으로 발 했다.

일본에서는 조선을 강 한 이후에 일본의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부족과 륙

진출을 해 조선이주와 함께 만주경 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조선이주는 

조선을 개발 경 하기 한 방편에서 모색되었으며 이를 해 조선사정 연구, 

일본농민의 조선이식, 민간에 의한 식민사업 개척을 추진하는 것이 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주민을 유인하는 방법에 한 다양한 논의와 데라우치 총독의 

이주정책에 한 비 이 제기되었다. 일본의 만주경 에 해서는 동척 사업이 

실패한 , 만주이주 열기가 식은 , 만주이주를 비 으로 보는  등을 

지 하고 있으나 체로 일본제국의 팽창을 해 요하다는 인식이다.

일제가 만한경 을 내건 이유는 과잉인구 문제와 식량부족 문제 지만 이를 

해결한다는 명분아래 만한척식, 만한경 의 필요성이 고창되었던 것이다. 그러

나 이 게 만한이주  경 을 내세운 것은 일제가 조선과 만주에 실질  

지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한 침략정책의 방편이었다.

[투고일: 7월 5일, 심사완료일: 7월 21일, 게재확정일: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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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Intellects’ Recognition 

on Manchuria-Korea Management 

before and after the Colonialization of Korea

CHOI Hea-joo

There existed various discourses about Japanese intellects’ recognition on 

Manchuria-Korea management from around the Russo-Japanese War up to the 

outbreak of the 1st World War in the 1910’s. Through research on those discourses, 

this author examines not only the Japanese government but the private sector’s 

aspiration over the advancement into Chosun and also the continent. Since they 

had experience as a consulate or student overseas, they had keen interest in 

‘Manchuria-Korea’, and they were political, too, as they were previously 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s well. First of all, before the analysis, focusing 

on Manchuria-Korea management emerging after the victory of the Russo-Japanese 

War, this researcher has studied how the Exchange between Manchuria and Korea 

appeared before the Russo-Japanese War as history prior to it. Before the 

Russo-Japanese War, in Japan, there were discourses actively expressed around 

the Exchange between Manchuria and Korea while they were alert about Russia. 

Within the atmosphere that the Exchange between Manchuria and Korea was 

regarded as ‘the enemy of the state’, discourse about the possible outbreak of 

the Russo-Japanese War was popularly presented, and instead of the Exchange 

between Manchuria and Korea, discourse about England-Japan alliance was being 

established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carried out the Russo-Japanese Wars 

decisively.

Controversies around the Exchange between Manchuria and Korea did imply 

“the intention to withdraw Russian troops from Manchuria and conquer Chosun” 

after all. Next, after the Russo-Japanese War, discourse about Manchuria-Korea 

management developed into one that insisted on the necessity of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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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Chosun and management over Manchuria as part of colonizing Chosun.

After the Colonialization of Chosun, in Japan, they stressed the necessity of 

management over management along with immigration into Chosun in order to 

advance into the continent and resolve shortage of food attributed to the increase 

of population in Japan. Immigration into Chosun was sought as a means to develop 

and manage Chosun, and to realize that, they deemed it would be crucial to 

promote research on the state of Chosun, implantation of native farmers into 

Chosun, and exploitation over colonization projects by the private sector. Concerning 

the attraction of immigrants, there were a lot of discussions and criticisms over 

governor Derauchi’s immigration policy. Regarding Japan’s management over 

Manchuria, they pointed out such problems as failure in the Dongcheock project, 

lost fever on immigration into Manchuria, and pessimism about immigration into 

Manchuria; however, mostly, they thought it was important to expand the Japanese 

Empire. They did support Manchuria-Korea immigration and management like 

that because they intended to justify their invasive policy to secure the grounds 

for the fact that the Japanese Empire was trying to build up practical control 

over Chosun and Manchur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