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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아베 가오루(阿部薰)와 마치다 조사쿠(町田長作, 호는 耘民)는

1920, 30년대에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한 일본인 저널리스트들이다.

마치다 조사쿠는 1925년에 民衆時論이란 월간 시사잡지를 경성에

서 창간하여 사장이자 기자로 활동했고, 아베 가오루는 이 잡지사의

기자로 들어가 많은 글을 썼다. 民衆時論사는 경성에 지사 겸 편집

국을 두었고, 발행소와 인쇄소는 히로시마에 두어 이곳에서 인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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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5)

**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대표논저 : 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 2013,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 201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돌베개 ; 2014, 한
국독립운동사, 역사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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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포우편으로 조선에 들어오는 잡지였다.1) 정확하지는 않으나

1938년경까지 발간된 것으로 추정된다.2) 이 잡지는 조선총독부의 여

러 정책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고, 때문에 여러 차례

수입이 금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아베가 이 잡지에 실린 글

들을 모아 책을 낼 때, 많은 부분이 삭제된 것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아베 가오루는 1919년 조선에 건너와, 1924년부터 조선의 여러 잡지

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3) 그는 民衆時論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잡지에 글을 썼고, 民衆時論에 들어간 이후에는 주로 이 잡지에 많

은 글을 썼다. 그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쓴 시사적인 글들을 모아 1925

년에 적나라한 조선(1925)과 조선통치의 해부(1927)라는 책을 냈

다. 앞의 책을 낼 때에는 당시 사이토 총독이 ‘歲月不待人’이라는 題字

를 해주었고, 이왕직차관으로 있던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조선총

독부 재무국장으로 있던 와다 이치로(和田一郞), 朝鮮及滿洲의 사

장이던 샤쿠오 슌조(釋尾春芿), 民衆時論 사 사장 마치다 조사쿠 등

이 서문을 써주었다. 이는 그의 활동 폭이 상당히 넓었음을 말해준다.

아베는 그 이후에도 기자가 본 조선(1929), 조선통치신론(1931),
조선문제논집(1932) 등의 시사논설집을 모두 민중시론사에서 펴냈

1) 輸移入 新聞 雜誌 普通出版物 및 그 取締狀況 - 輸移入 新聞 雜誌 普通出版
物 取締狀況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新聞紙出版物要項 중)에 의하면,
民衆時論사는 히로시마현 안좌군에 발행소가 있었고, 발행인은 關根重憲이
었으며, 인쇄소는 히로시마시에 있었다. 조선내 영업소는 경성의 吉野町에 있
었고, 주간자는 町田長作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町田長作가 사장
이고, 히로시마에는 발행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와 같이 일본에 발행
소를 두고, 주로 조선에서 판매하던 신문, 잡지류는 모두 11종이었다.

2) 현재 民衆時論 원본은 히로시마현립도서관에 1936∼38년에 발간된 第12巻
第10號, 第15巻 第1 2號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아베 가오루의 출신지와 학력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찾지
못했다. 그는 여러 책을 냈지만, 조선에 건너오기 전 자신의 이력에 관해서는
전혀 써놓지 않았으며, 이러한 태도가 의도적인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다만 러일전쟁 당시 참전하여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만 써두고
있다(阿部薰편저, 1929, 記者が見た朝鮮, 京城: 民衆時論社, 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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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이 책들에는 자신의 글만이 아니라 마치다 조사쿠를 비롯하

여 民衆時論에 실린 다른 이들의 글도 필자의 이름을 밝히면서 함께

싣고 있다. 아베는 이러한 시사 논설집 외에도 조선공로자명감
(1935), 만선인물선집(1934) 등 인물소개 책자와, 뻗어가는 장항
(1927), 북선개척사(1938), 조선도읍대관(1937) 등의 지역소개 책

자를 출판하기도 했다.

한편 마치다 조사쿠는 1881년 일본 니이가타현(新潟縣)에서 출생하

여, 1908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大韓日報 기자로 활동했다.4) 1910년 8

월 신문사가 해산된 뒤, 京城 北部 寺洞에서 일어학교 강습소를 설립

하여 3년간 경영하였다. 1914년 8월 京城通信 주필 및 법률 상의 대표

로 1922년 1월 京城通信이 폐간될 때까지 활동하였다. 1921년부터

1935년까지 朝鮮電氣協會 囑託을 맡았으며, 1924년 11월 町 評議員이

되었다. 1925년 2월 시사잡지 民衆時論을 창간하여 사장을 맡았다.5)

그도 1920년대에는 民衆時論지에 상당한 양의 글을 쓴 것으로 보이

나, 현재로서는 아베 가오루가 편집한 기자가 본 조선(1929), 조선

통치신론(1931), 조선문제논집(1932)에 일부가 남아 있을 뿐이다.

4) 대한일보는 일본인 1904년 3월 10일에 창간되어 국한문 혼용으로 발간된
신문이다. 본래 인천에서 商況을 주로 보도하던 朝鮮新報가 조선인 독자를
의식하여 국한문 혼용의 신문으로 탈바꿈 한 것이다. 처음 인천에서 발간되다
가 창간된 해 12월 본사를 서울로 옮겼다. 사장은 아리후 주로(蟻生十郞)였지
만, 실질적으로 신문사를 경영한 것은 하기타니 히사오(萩谷壽夫)였다. 이 신
문은 대한매일신보를 맹렬히 공격하였으며, 베델을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
하여 대립자세를 분명히 하였다. 통감부 설치 이후인 1906년 8월 한글로 발간
하던 신문은 종간하고, 10월 17일부터는 일어신문으로 발간하였다. 1910년 4
월에는 제호를 《조선일보》로 고쳐 발행하였으나, 1910년 8월 총독부의 언론
통폐합 정책에 의해 폐간되었다. 李相哲, 2009, 朝鮮における日本語經營新聞
の歷史, 東京: 角川學藝出版, 87∼90쪽 참조

5) 그밖의 경력을 보면, 그는 1928년 12월 吉野町 總代에 추대되었고, 1935년 8월
町會 설치와 함께 다시 町會總代에 추천되었다. 또 약 20년간 京城新潟縣人會
및 朝鮮新潟縣人會의 간사로 활동하였다. 満蒙の鐵道戰:附満蒙富源の眞相
(民衆時論社, 1926), 春風秋雨(京城, 邦盆社, 1936), 日鮮語学教範(1912) 등
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상은 京城新聞社, 1936, 大京城公職者名鑑, 京城新聞
社, 6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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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에는 백의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소책자를 민중시론사에서 조

선문으로 출판했다(이는 기자가 본 조선에도 게재).6) 1930년대에

쓴 글 가운데 일부는 그가 1936년에 경성에서 출간한 春風秋雨라는

책에 실려 있는데, 대부분 가벼운 내용의 글이다.

이 논문은 아베와 마치다 두 사람이 주로 1920년대에 民衆時論
에 실은 시사 논설 가운데, 일본의 조선 동화정책, ‘내지연장론’과 ‘조

선자치론’, 그리고 ‘문화정치’에 대한 비판론 등을 뽑아서 서로 비교

해 본 것이다. 두 사람은 총독부의 정책에 모두 비판적이었는데, 그

러면서도 일본의 조선 통치책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상당히 달랐

다. 특히 ‘내지연장론’과 ‘조선자치론’을 둘러싼 당시 재조선 일본인

들 사이의 논쟁 구도에서 아베는 전자에, 마치다는 후자에 서 있었는

데, 이 글에서는 그들 각자의 논리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두 사람 가운데 아베는 ‘내지연장론’의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총

독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비교적 가까웠다고 보이지만, 마치다는 ‘조

선자치론’의 입장에 서 있으면서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의 조선통

치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에 대해서는 모두 비판적이었는데, 그 비판의 강도

에서는 마치다가 훨씬 강했다.7) 이 글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기로 한다.

아베 가오루나 마치다 조사쿠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연구가

없다. 다만 같은 시기 조선에서 활동했던 저널리스트인 샤쿠오 슌조

(釋尾春芿), 아오야기 쓰나타로(靑柳綱太郞)8)에 대해서는 최혜주의

6) 이 소책자는 현재 학습원대학 우방문고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
에 복사본이 있다.

7) 마치다와 아베는 상당히 다른 政見을 갖고 있었지만, 민중시론지에 같이 글
을 쓰고 있었다. 이는 사장인 마치다가 총독부의 기본 입장과 가까웠던 아베의
견해를 싣는 것이 잡지 발행상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진다.

8) 최혜주, 2000, 아오야기(靑柳綱太郞)의 來韓활동과 植民統治論 國史館論叢 94
최혜주, 2005, 한말 일제하 샤쿠오(釋尾旭邦)의 내한활동과 조선인식 한국
민족운동사연구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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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연구가 있어 참고가 된다. 이 연구에 의하면, 샤쿠오 슌조는

총독부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총독부의 ‘내지연장주의’와 동화주

의 정책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 있었으나, 데라우치 총독의

무단정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아오야기 쓰나타로

도 데라우치의 무단통치보다는 일본인의 조선 이주를 통한 경제적,

사회적 동화정책이 첩경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조선인의 참정권

문제와 자치운동에 대해서는 박찬승, 마쓰다 도시히코, 김동명, 이태

훈, 지승준 등의 기존 연구가 있어 이를 참고하였다.9)

이 글은 아베와 마치다의 글을 통하여 재조선 일본인 저널리스트

들이 일본의 조선통치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마치다의 내지연장주의, 참정권론 등에 대한 비판을

통해 조선통치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혜주, 2006, 일제강점기 아오야기(靑柳綱太郞)의 조선사 연구와 ‘內鮮一家’
論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9
최혜주, 2010, 잡지 朝鮮及滿洲에 나타난 조선통치론과 만주 인식 -1910년
대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2
최혜주, 2016, 재조일본인 아오야기 쓰나타로[靑柳綱太郞]의 ‘신일본(조선)’
건설론 東北亞歷史論叢 54

9) 박찬승, 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마쓰다 도시히코(김인덕 역), 2004, 일제시기 참정권 문제와 조선인, 국학자
료원
김동명, 2006,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 경인문화사
이태훈, 2008, 시사평론을 통해서 본 국민협회의 근대국가인식과 참정권청
원론 역사와 현실 69
지승준, 2011, 일제시기 참정권운동 연구 : 國民協會 同民會 時中會 계열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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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융합 동화정책에 대한 찬반론

1. 아베의 융합 동화정책 찬성론

아베 가오루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한국 병합을 긍정적으로 보았

다. 그는 “(일본의) 조선 병합은 내선 양 민족의 행복을 위하여 단행

된 것”이라고 본다.10) 그런데 그가 더 강조하는 것은 병합 당시 메이

지 천황이 내린 조서에 나오는 一視同仁이다. 그는 “메이지 대제는

내선인 일시동인이라 하여, 新附 2천만 민중도 똑같이 우리의 赤子

라 하였다.”면서, 따라서 “조선통치의 근본은 신부 2천만 민중의 복

리를 증진하고, 저들을 융합 동화해 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1) 그

는 “조선 민족의 융합 동화는 단순히 조선통치만이 아니라, 우리 6천

만 야마토 민족의 존망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내선인의 융합

동화는 내선 관민이 협력 일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용왕매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12) 그는 일선 양 민족의 융합 동화

에 일본의 존망이 걸려 있다고 할 정도로 이 문제를 중시했다.

그러나 그는 총독부의 동화, 융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는 총독부의 시정연표를 보면, ‘내선인 융

화’를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주로 조선인 지방관이나 중추원 참의,

보통학교 직원들을 선발하여 일본에 이른바 ‘내지시찰단’으로 보낸

것, 조선인들이 축제일에 일본 국기를 게양하는 자들이 많아진 것,

총독부에서 활동사진반을 ‘내지’에 보내 조선의 사정을 선전한 것,

총독부 시정 선전 팜플렛을 편찬하여 배포한 것, ‘내지’에서 오는 시

찰자들을 총독부에서 안내한 것 등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비판하였다.13) 그는 이런 식으로는 양 민족의 융화, 동화가 불가능

10) 阿部薰, 1931, 조선인 참정권 문제의 해결책 朝鮮統治新論, 京城: 民衆時
論社, 63쪽

11) 阿部薰, 1927, 관료의 변태적 심리 朝鮮統治の解剖, 京城: 民衆時論社, 41쪽
12) 阿部薰, 1927, 이것이 일등 국민인가 위 책,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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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내지시찰단 파견’식의 고식적이고 매수적

인 정책은 도리어 조선인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런 시찰단에 뽑힌 양반이나 유생과 같은 이들에 의해 조선의

장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의 조

선은 관료들이 혐오하고 위험시하는 청년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라면서, 이와 같은 조선의 청년들을 끌어안지 못하면 융화는 불가능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융화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양자가 화해하고 제휴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14)

또 그는 총독부측에서 일본의 과거 역사를 자랑하고, 병합 이래의

통치성적을 자랑하는 식으로는 양 민족의 융합 동화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당국은 병합 이래의 통치 성적을 자랑하고, 과거

3천년 일본역사를 자랑하면서, 조선과 일본은 같은 민족이며, 먼 神

代에 일선인의 혈족적 동화가 행해지고 있었다든가, 같은 종족이라

든가 하는 식으로,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에 힘을 쏟아 선전하

고, 이것으로써 내선인 동화에 공헌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愚策”이

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일본 민족이 과거 3천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외딴 섬의 작은 새처럼 하등 세계를 놀라

게 할 만한 위대한 것을 보인 적은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일본

민족이 조선민족와 융합하여 결합하고, 중국민족, 구미인과 어떻게

접촉하고 협력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일본의 장래에 중요한 문제라면

서, 이러한 장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과거의 계보도는 별로 도

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조선민족과의 융화는 조선에

서의 문화적 시설의 완비와 조선인의 智의 향상에 의해 이루어질 것

이며, 장래 다가오게 될 세계적인 종족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조선 양 민족이 협력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조

선인들이 자각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즉 양 민족의 융합 동

13) 阿部薰, 1927, 관료의 변태적 심리 위 책, 42쪽
14) 阿部薰, 1927, 위 글, 4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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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양 민족이 그 필요성을 자각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

이 그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그는 “일선인의 동화 융합은 결코 급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긴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동화되도

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5)

그 대신 그가 제기하는 내선인의 융합, 동화의 구체적인 정책은 크

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조선에 와 있는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대하

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야마토 민족 6천만의 대표

자로서 新附 2천만 (조선인-인용자) 민중을 접하고 있는 재조선 (일

본인-인용자) 동포는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16) 특히 그는 과거 관료들의 조선인을 대하는 태

도에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을 철

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이토 총독 부임 이후에 나온 문관임용

령의 개정, 내선인 관리의 급여 등에서의 차별 철폐 등을 좋은 예로

들면서도, 아직도 임용규정이나 급여 문제에서의 차별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7) 그리고 그가 가장 강력히 주장한 것은

참정권에서의 차별 철폐였다. 즉 본토와는 달리 조선에서는 조선인,

일본인을 물론하고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서둘러 조선에서도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는 일선 양 민족의 결혼을 장려, 보호하는 것이다.

그는 양 민족의 결혼이 내선융화에 공헌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면서,

조선호적법 개정을 통해 법률적 보호를 하고는 있지만, 아예 ‘내선인

결혼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처럼 일선인의

결혼이 혈족적 융합 동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18)

15) 阿部薰, 1926, 내선동화문제의 해결과 일선인의 사명 朝鮮統治策に關する
學說,(李種植편), 京城: 新朝鮮社, 40쪽

16) 阿部薰, 1927, 이것이 일등 국민인가 朝鮮統治の解剖, 47쪽
17) 阿部薰, 1927, 자만보다는 실행을 급히 하라 朝鮮統治の解剖, 52∼55쪽
18) 阿部薰, 1927, 융화는 혈족적 결합에서 – 결혼보호법을 제정하라- 朝鮮統

治の解剖,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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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치다의 융합 동화정책에 대한 비판론

마치다 조사쿠는 일본의 조선 병합은 조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일

본을 위해서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 그는 자치반대론자에게 일

언한다 라는 글을 통해, 오가키 다케오(大垣丈夫)가 조선통치정책

에 대하여 – 세상의 속론을 배척한다 라는 글에서 “제국의 조선 병

합은 단순히 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의 행복과 동양평화의 확

보를 위해서였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진실을 호도할 필요가 없다

면서 이를 비판하였다. 그는 “(일본의) 국가 생존의 필요상, 신성한

자기방어의 필요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

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을 위하여’ 운운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은 너무 속이 빤히 들여다보인다.”고 지적하였다.19)

마치다는 조선통치의 결함을 논하여 우가키 총독대리에게 줌 이

라는 글을 통해 자신은 동화정책 자체에 대해 부정적임을 밝혔다. 그

는 우선 “종래 우리 제국의 조선통치에는 소위 ‘동화정책’이라는 인

습정책이 있다. 그 정책은 제1대 통감 고 이토공(伊藤公) 이래 역대

의 통감, 총독이 묵수하여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동화라는 것을 마치

제국의 국시라든가 하는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화는 곧

통치방침이며 정책이지 결코 국시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다.”고 지

적하였다. 그는 “제국의 대 조선 국시라고 하는 것은 동양평화를 위

하여, 신성한 자기 방어를 위하여 조선을 병합하고, 조선을 완전한

문화적 영토로 만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0) 마치다는 아래 인

용한 글과 같이 식민지민의 동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19) 町田長作, 1929, 자치반대론자에게 일언한다 記者が見た朝鮮, 京城: 民衆
時論社, 125쪽. 그는 1928년에 조선어로 출판한 백의동포에게 고함(8∼9쪽)
에서도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직접적인 이유는 일본의 국방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였다.”라는 취지로 썼다.

20) 町田長作, 1929, 조선통치의 결함을 논하여 우가키 총독 대리에게 줌 記者
が見た朝鮮, 2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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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가 곤란하다는 것은 프랑스가 다년간 식민지에서 시험하여 실
패한 사실도 있다. 이에 반하여 專制를 지향하는 독일이 도리어 非同化
政策을 펴서 비교적 효과를 본 사실이 있다. 영국의 식민지 본위의 자
주적 정책의 가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네덜란드도 또한 동화를 강요하
지 않고, 미국의 쿠바, 하와이, 필리핀 통치도 식민지 본위의 정책을 펴
서 결코 동화를 강요하지 않음은 동화라는 것이 도저히 성공할 수 없
고, 이를 무리하게 강요하면 도리어 유해무익하여, 마침내는 그 민족의
실질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몇 천 년 동안의 인습인 제도, 문물, 풍
속, 습관의 전통을 변경하고 파괴하는 것은 실로 용이한 일이 아니며,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일면 부자연한 무리가 수반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개 그 민족이 다년간 경험으로부터 필요하고 최선이라 생각
하여 쌓아온 것이고, 소위 민족의 적소 생활양식으로, 이를 변경하는
곤란은 감히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동화라는 것은 결코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동화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피치자의 마음에 달려
있으며, 그 成否는 결코 통치 상에 하등 관계가 없다.21)

즉 서구 열강의 식민지 지배정책을 되돌아볼 때, 식민지에서의 동

화정책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으며, 동화는 식민지민의 수천 년 간의

제도, 문물, 풍속, 습관의 전통을 변경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결코 용

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통치와 동화는 전혀 별개

의 문제로서, 만일 통치 정책이 동화를 실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일

종의 부산물”일 것이라고 보았다.22) 즉 통치의 결과로 동화가 따라

온다면 모르겠지만, 동화를 목적으로 한 통치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마치다는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등은 모두 동

화정책으로 쓴 경험을 맛보고 있다.”면서, 심지어 “同化는 곧 同禍로

서 결코 어떤 이익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23)

이와 같은 마치다의 주장은 앞서 본 아베 가오루가 “일선 양 민족

21) 町田長作, 1929, 위 글, 25∼26쪽
22) 町田長作, 1929, 위 글, 26쪽
23) 町田長作, 1931, 갱신의 俎床에 잇는 조선통치의 편린관 朝鮮統治新論, 10

∼11쪽. 이 글은 아베 가오루가 편집한 조선통치신론에 실려 있으며, 이 책
에 실린 아베 외의 다른 필자들과는 달리 마치다의 필명이 빠져 있다. 그러나
이 글의 전체적인 논지로 볼 때, 마치다의 글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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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융합 동화에 일본 민족의 존망이 달려 있다”고 말할 정도로 ‘동화’

를 중시했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 마치다는 아베가 긍정적으

로 보았던 ‘내선인의 결혼’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그는 이를 ‘잡

혼’이라고 지칭하면서, “잡혼이 잘 진행되어 그 수가 많아져서 혼혈아

가 나오게 되면 양 민족이 융합되어 동화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

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못 의문스럽다.”고 지적한다. 그는 잡혼을 통

한 동화는 세계의 역사를 보아도 성공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잡혼은 서로 연애를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이익이 있는 경우

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이익

의 경우로서, 네덜란드의 식민지인 자바, 수마트라, 보르네오 등에서

원주민인 말레이족을 관리에 임용하지 않고, 혼혈아만을 관리에 임용

함으로써 말레이족 여성들이 네덜란드인 남성들을 선호했던 것을 들

었다. 이런 식으로 특별한 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내선인의 결혼’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마치다의 주장이었다.24)

마치다는 또 다수 일본인들의 조선 이민을 통한 조선인의 동화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것은 “100인으로 1인을 동화하는 것

은 가능하지만, 1인으로 100인을 동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

기 때문이다. 일본이 일본에 건너온 중국인, 조선인, 그리고 아이누

등은 동화하였지만, 개항 이후 해외로 이주한 일본인들은 도리어 그

쪽에 동화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인종의 동화성’ 즉 용해력

은 보통 5% 정도로 볼 수 있어서, 조선인 1800만 명을 동화시키려면

일본인 3억6천만 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독일이 폴란드인을

동화시키기 위해 독일인을 폴란드로 보내고, 폴란드인을 독일로 보

내기도 했지만, 폴란드인의 언어, 습관, 종교 등을 변화시킬 수 없었

던 예를 들면서, 일본이 조선인을 동화시키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25)

24) 町田長作, 1931, 갱신의 俎床에 잇는 조선통치의 편린관 朝鮮統治新論, 5
∼7쪽

25) 町田長作, 1931, 위 글,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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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다는 당시 ‘日鮮同祖論’을 앞세워 ‘日鮮同化’를 주장하는 이들

에 대해서도 신랄히 비판하였다. 그는 “동화를 제창하는 사람들 중

에 역사적 인연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들의 조상과 우리의 조

상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든가, 혹은 異名同人이라든가, 친족관계

에 있었다든가, 옛날에는 서로 신세를 졌다든가, 언어 풍속 습관이

비슷하거나 일치한다든가, 혹은 해부학 상 골상이 비슷하다든가 등

등 여러 가지 것을 들어 이를 제창하고 있지만, (중략) 이러한 것들

이 역사적 사실이라 해도, 또 역사가 아무리 어떻다 해도, 그러한 이

유를 들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동화를-인용자) 강제할 이유는 되

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해

득실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나 역사적 근거에 의해 움

직이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선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일본인에 동화될 리는 없다고 본 것이다.26) 그러면 조선에서는 어떻

게 해야 한다는 것일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속령 통치의 어려움은 어찌 조선만의 것이겠는가. 영국의 남아프리
카, 호주, 캐나다, 인도, 동아시아, 프랑스의 아프리카, 극동 諸領, 또 네
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등 屬領을 가지는 각국은 모두 이 문제
로 머리가 아팠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쳐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은 반드시 역대의 통치관 중에 몇 사람의 위인이 나와서 그에 의해 제
도와 문물을 쇄신하고, 민의에 합치하든가, 혹은 秕政을 고치거나, 혹은
시대의 폐해를 광정하여 민중생활의 안정을 구축함으로써, 항상 頹勢
를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역대 통치관이 모두 凡庸하였
거나, 혹은 위기를 만나 적임자를 얻지 못했다면 마침내는 不測의 변이
일어나 분리 또는 독립을 보게 된 것은 역사가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다. 미국의 독립이 그러하였다. 최근의 아일랜드, 이집트의 독립도 역시
그러하다. 그리고 成敗의 흔적을 추적해보면, 대체로 搾取政治와 同化
政策을 취한 곳은 다수가 실패하였고, 어느 정도의 放任主義와 토인(현
지 주민) 본위의 非同化政策을 취한 곳은 대체로 평온하였다. 어느 속
령에서나 문제는 대부분 생활난에서 일어나 정치문제에 미쳤기 때문

26) 町田長作, 1931, 위 글, 9∼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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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민중의 생활 안정 여하가 立國의 안위를 결정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飢餓는 실로 칼보다도 날카로운 것이다.27)

즉 식민지에서는 현지 주민에 대한 무리한 동화주의 정책을 취하

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방임주의’와 ‘현지 주민’ 본위의 비동화주의

정책’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평온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베 가오루는 일선인의 동화가 조선 통치

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본 반면, 그가 근무하던 민중시론사
의 사장 마치다 조사쿠는 일선인의 동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라고 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조선인의 참정권 문제를 놓고,

아베 가오루가 조선인의 내지 의회에의 참여를 위한 참정권 부여론을

주장한 것에 반하여, 마치다 조사쿠가 조선에 독자적인 조선의회를

개설하여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차이로 이어졌다.

Ⅲ. ‘내지연장론’과 ‘조선자치론’

1. 아베의 ‘내지연장론’

아베 가오루가 쓴 수많은 논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조선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론이다. 그가 가장 먼저 출판한 책인 적
나라한 조선(1925)에 실린 글에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서

술하고 있다. 그는 우선 사이토 총독의 부임 이후 총독부에서 ‘내선

인의 차별 철폐’를 내세우면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지만, “내선인

의 차별 철폐는 단순한 관리의 채용에만 그치지 않는다.”면서, “조선

27) 町田長作, 1929, 朝鮮統治의 갱신에 際하여 최고통치관에게 요망한다-소위
교육제일주의 시대- 記者が見た朝鮮, 48∼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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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도 내지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모든 권리를 부여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금일 조선의 현상을 보면, 납세의 의무는

지고 있지만, 주장의 권리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불합리

한 처사가 어디에 있는가. 당국은 마땅히 조선에도 제국 헌법을 연장

시켜 조선인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

이토 총독부 부임 당시 ‘내지연장’ ‘일시동인’을 제창하고, ‘문화적 동

화’를 조선통치의 요체로 삼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조선

에도 제국헌법을 적용하여 조선인에게도 내지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특히

이를 ‘동화’의 문제와 연결시켜, “당국은 입으로는 동화를 말하면서,

조선인에게는 제국 신민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헌법의 권리조차 부

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문을 잠가 걸어놓고 안으로 들어오라

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였다.28)

윤갑병 등의 국민협회가 1924년 6월, 일본의 제50의회에 참정권 부

여를 요구하는 건백서를 제출하면서 “조선의 현상은 참정권을 부여

하지 않으면 제2의 대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부언한 것에 대해, 아베

는 “나도 이에 크게 공명하는 바”라고 말하면서, 참정권 부여론을 전

개하였다.29) 아베는 “국민협회 유지들의 주장과 같이 참정권 부여의

요구는 2천만 조선 민중의 열망하는 바”라고 동의하면서, “이제 내지

에서는 보통선거가 실시되고, 내지에 재주하는 3만여 조선인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된다.”면서, 그런데 “조선의 민중뿐만 아니라, 재조선

내지인도 참정권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모순이 매우 심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30)

그는 조선총독부가 시행하고 있는 중추원 제도는 조선인 연소자들

28) 阿部薰, 1925, 조선인에게도 참정권을 주라-국민 당연의 요구 赤裸裸の朝
鮮, 93∼94쪽

29) 阿部薰, 1925, 위 글, 95쪽
30) 阿部薰, 1925, 조선의회의 개설도 可 -英領 식민지의 모범을 취하여 赤裸
裸の朝鮮,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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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조소를 받고 있는데, 중추원의 이완용이나 다른 귀족들은 얼마

든지 일본 귀족원의 의원으로서 활동할 만한 인물이므로, 그들에게

귀족원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부면협의회 제도는 단순한 자문기구이지만 조선인들에게 일정한 권

리를 부여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선거 및 피선거권

자격을 제한하여 5원 이상의 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조선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평한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아

베는 그러한 구차한 일은 하지 말고, ‘내지’와 마찬가지로 중의원 선

거법을 조선에서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1)

아베는 귀족원이나 중의원에서 조선 출신 의원이 불령한 주장을 펴

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불령한 주장을 차라

리 의회에서 공공연히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권

리를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을 때, 위법한 수단에 의지하여 목적을

달성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조선 민심이 동요하

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을 억누르면서 발산할 곳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조선인들로

하여금 의회를 통하여 내지인과 함께 제국의 국민으로서의 생활을 누

리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일본은 하나

의 ‘제국’인 이상, 여러 민족을 똘똘 뭉쳐서 하나로 만들 만큼의 대아

량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조선에서

제국헌법의 시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32)

아베는 1925년의 책에서는 영국령 식민지를 모델로 하여, 조선에

식민지의회를 건설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쓰고 있다. 그럴 경

우 제국의회에서 조선 출신 의원이 의사진행을 방해할 우려도 없고,

조선의회에서 대의사(의원)들이 식민지 민중의 의사를 대표하여 자

유롭게 토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다.33) 따라

31) 阿部薰, 1925, 위 글, 103∼104쪽
32) 阿部薰, 1925, 위 글, 104∼105쪽
33) 阿部薰, 1925, 위 글, 105∼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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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는 조선인 참정권의 문제는 “제도나 방법의 여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썼다. 즉 본국 의회에 조선 대표를 파견하는 참정권 부여

의 방법이든, 식민지 의회를 만들도록 허용하는 자치의회 개설의 방

법이든 어느 쪽이든 좋다는 것이다. 34)

그러나 그가 더 선호한 것은 ‘내지연장론’의 입장에서 본국 의회에

조선대표를 파견하는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쪽이었다. 그는 1924년경

에 쓴 글에서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국책 보

급상에서도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데, 吾

人도 같은 생각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조선 민인에게 참정권을 부

여한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욕망을 만족시킴과 함께, 이 위험한 구역

에 있는 조선 민인의 사상을 일변시키는 일면에서는 내선융화를 도

모함에 있어서 가장 양호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일선 민족

의 결합을 더욱 굳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당국은 조선인

이 의회에서 불령론을 개진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불령론이 공

공연한 의회에서는 행해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당국자는 대

영단을 내려, 조선에도 내지와 마찬가지로 중의원 의원의 선거법을

시행하고, 조선인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5)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의원 의원 선거를 하자는 것인가. 그

는 1926년 말 갑자구락부가 일본 제52의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인용하

여 자신의 구상을 펼쳤다.36) 일본인과 조선인 공직자들이 함께 만든

경성의 갑자구락부가 제출한 청원서의 주요 내용은 1) 중의원의원선

거법 별표 가운데 경성부, 부산부, 평양부, 대구부를 넣고, 2) 중의원

의원 수는 ‘내지’의 인구 비례에 준하여 이를 정하고, 선거의 방법은

34) 阿部薰, 1925, 보선과 조선인 참정권 문제-조선인에게도 적용하라- 赤裸裸
の朝鮮, 106쪽

35) 阿部薰, 1926, 鮮人참정권 문제의 해결과 불평분자의 회유방책 朝鮮統治策
に關する學說(이종식편), 京城: 新朝鮮社

36)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朝鮮在住者に參政權の實行, 甲子俱樂部の
總會で論戰の末委員附托 朝鮮新聞 1926년 6월 23일자 6면 ; 조선총독부 경
무국, 1927, 朝鮮の治安狀況(소화2년판), 136∼138쪽



재조선 일본인 저널리스트의 조선통치정책론 비교 287

특별히 조선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규를 정하며, 3) 귀족원령을 개정

하여 조선의 귀족에게도 내지 귀족들과 같이 귀족원 의원의 특권을

인정해주며, 4) 조선 재주자로서 국가에 공헌이 있고, 학식이 있는 자

는 발탁하여 귀족원 의원 칙선의 길을 열어달라는 것 등이었다.37)

갑자구락부의 이러한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아베는 “같은 제국 신민이면서 조선에 재주하는 조선인 및 내

지인은 무엇 때문에 모국의 동포와 같이 헌정 정치의 양민이 될 수

없는가.”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조선의 문화가 낮다면 그에 상응하

는 참정권을 부여하면 된다. 전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도리에

어긋남이 심한 것이다. 내지의 문화도 초기의 제국의회가 열린 시기

에는 아직 유치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때문에 당시에는 선거

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선거법을 채용하였고, 현재도 북해도와

같은 경우는 지역을 한정하여 선거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 후 문화가

향상함에 따라 서서히 그 범위를 확장하여 최근에 이르러서는 보통

선거법을 채용하기에 이르렀다. 보선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현대의

내지인도 반드시 문화인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그 가운

데 몇 할은 선거권의 의의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저급한 사람들일 것

이다. 국가가 이들에게도 평등한 선거권을 부여하기에 이른 것은 그

들이 아무리 저급한 무산자의 사람들이라 해도 균등하게 국가를 구

성하는 일 요소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였다.38)

2. 마치다의 조선자치론

한편 마치다 조사쿠는 아베의 ‘내지연장론’과는 달리 ‘조선자치론’

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는 우선 조선통치의 형식에 관해 식자들 간에

두 가지 의론이 있다면서, 그 하나는 ‘내지연장주의론’이며, 다른 하

37) 阿部薰, 1927, 희생의 피보라 –참정권 문제 해결책(1) 朝鮮統治の解剖,
139쪽

38) 阿部薰, 1927, 위 글, 140∼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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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치론’이라고 정리했다. 그의 의하면, 내지연장주의론자들의

주장은 “제국의 조선 통치는 동화정책인 이상, 어디까지나 제도, 문

물, 풍속, 습관도 이에 동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고, 장래의 조선을 내

지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민중의 참정권도 내지제도를 연장하여

이를 부여하여, 대의자(代議者)를 모국의 입법부에 보내자는 것”이

라고 요약했다. 반면에 자치론자들의 주장은 “조선의 몇 천 년래의

전통적 인습을 내지(內地)식으로 동화시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

다. 그리하여 이 민족에게 참정권을 내지와 마찬가지로 부여하는 것

은 부적당하다. 조선에서 대의자를 모국의 입법부에 보내는 것으로

는 하등의 효과가 없고,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패한 역사는 독일 기

타의 여러 나라에서 누누이 확인하는 바이다. 그것보다는 식민지에

자치제를 도입하여 혹은 지방자치를 인정하고, 혹은 식민지의회를

설립하고, 혹은 식민지헌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

했다.39)

마치다는 1926년경에 쓴 것으로 보이는 조선통치와 언론계의 奇

觀 과 자치반대론자에게 일언한다 –자치는 민중의 권리 또는 의무

이다- 이라는 글에서 내지연장론과 조선자치론의 논쟁에 자신이 참

여하게 된 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1925년 5월 某씨

가 조선인의 참정권 문제를 거론하자, 마치다는 민중시론지에 영

국 식민지를 모범으로 하는 조선의회를 설치하라 는 글을 실었고, 이

글에서 그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조선 귀족의 귀족원 참여 요청에 대

해, 의회에 참여하려면 귀족원과 중의원 모두에 참여해야 하지 왜 귀

족원 참여만을 주장하는가 하고 비판하고, 조선인들의 참정권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식민지헌법의 제정과 ‘조선의회’ 설치를 제창하였다

고 한다. 그런데 1925년 11월 경성일보 사장 소에지마 미치마사(副島

道正)가 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에 총독정치의 근본의 라는 글을

통해 자치론을 제창하였다. 이에 일선인 단체인 갑자구락부, 조선인

39) 町田長作, 1929, 조선통치의 결함을 논하여 우가키 총독 대리에게 줌 記者
が見た朝鮮,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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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단체인 각파유지연맹, 보천교, 국민협회 등의 대표들은 사이토

총독을 직접 만나 자치론이 총독부의 근본 방침인가 질문을 던졌고,

사이토는 총독부는 여전히 ‘내지연장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면초가에 빠진 경성일보는 사설을 통해 소에지마의 글은 총독부측

의 주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다시 조선자치론은 조선을 영

원히 통치하기 위한 가장 타당한 통치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샤

쿠오 슌조가 朝鮮及滿洲 1926년 1월호에 자치론자에게 주어 조선

통치의 근본방침을 논한다 라는 글을 실어, 자치론을 격렬히 비판하

였다.40) 이에 마치다 조사쿠도 민중시론에 1926년 2월호에 내지연

장주의론을 반박하고, 조선자치제의 시행을 제창한다 라는 글을 실었

다고 한다.41)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는 내지연장론과 조선자치론 가운데 전자

를 따르고 있었는데, 마치다는 “과연 내지연장이라는 것이 실행 가

능한 것인가 하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

면 내지연장이란 즉 동화의 의미로서, 국가가 강제권을 가지는 제도,

법규조차 완전히 연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것의 연장이 완전히

가능하겠는가.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의 기적이며, 세계적 기

록이다.”라고 지적하였다.42) 그는 세계사적으로 내지연장주의에 기

초한 동화정책이 성공한 경우는 없다고 본 것이다. 그는 프랑스가 동

40) 샤쿠오 슌조는 1923년에 쓴 글에서 재조선 일본인 사회는 조선인들에게 참정
권을 주거나 자치권을 주는 것 모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하였다.
釋尾春芿, 1923.2, 朝鮮に於ける參政權問題:朝鮮に貴衆兩院議員選擧法施行の
可否, 朝鮮議會開設の可否 朝鮮及滿洲 183, 2∼3쪽(이승엽, 2012, ‘문화정
치’ 초기 권력의 動學과 재조일본인 사회 일본학 35, 108쪽 참조)

41) 町田長作, 1926, 조선통치와 언론계의 奇觀 朝鮮統治策に關する學說(이종
식편), 신조선사, 67∼74쪽 ; 町田長作, 1929, 자치반대론자에게 일언한다 –
자치는 민중의 권리 또는 의무이다- 記者が見た朝鮮, 121∼123쪽. 내지참
정론과 조선자치론에 대해서는 박찬승, 앞의 책, 315∼319쪽에 상세한 설명이
있다.

42) 町田長作, 1929, 조선통치의 결함을 논하여 우가키 총독 대리에게 줌 記者
が見た朝鮮, 30∼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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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및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동화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경

우에도 식민지에서 가능한 한 현지 주민의 법규를 사용하고, 현지 주

민의 재판은 백인과 현지민의 재판소 가운데 어느 재판소에서 재판

을 받아도 될 수 있도록 자유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의 경우에도 식민지법과 영사재판소법의 두 가지 법률을 두고,

식민지인은 가능한 한 지방 고유의 제재를 적용하면서도, 독일 법률

을 적용하는 독일 본국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도 동시에 인

정한다고 설명했다.43) 즉 서구 열강의 경우에도 식민지에서 완전한

내지연장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또 헌법의 시행과 관련해서도 일본이나 프랑스는 식민지인에게 헌

법 상의 의무는 강요하지만,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

다. 미국은 아예 식민지에서 미국 헌법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명백하

게 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식민지에도 헌

법이 미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헌법 상의 권리는 거의 인정하지 않

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다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는 별 저항

이 없었지만, 앞으로 인지가 열리게 되면 조선 민중은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44)

마치다는 이처럼 조선에서는 일본 본토의 헌법과 법률도 그대로

시행되지 않고, 총독이 공포하는 제령(制令)이 시행되고 있고, 그밖

에도 지방행정, 위생경찰, 산업, 문교, 통신운수, 풍속 습관 등에서 모

두 ‘내지’의 것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지연장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이 조선인들에게 ‘내지’ 의

회에의 참정권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이

라기보다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지

의회 참정권’을 주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자치를 허여하여 ‘조선의회’

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 욕심을 내서 말한다면 영국 식민지

를 모방하여 식민지헌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43) 町田長作, 1929, 위 글, 32쪽
44) 町田長作, 1929, 위 글,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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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치반대론자들은 자치권을 주면 그것이 독립의 전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만, 조선인들의 민의를 살펴 그것에 합치하는 정책

을 편다면 오히려 민심을 수람할 수 있고, 그 결과 의사소통이 원활

하게 되어 참된 ‘내선융화’가 여기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

장했다. 또 그는 자치반대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치가 독립의 제

1보가 될 수도 있지만, 영국의 식민치는 자치를 허용함으로써 오히

려 독립의 위험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치도 막고, 언론 집

회 결사의 자유도 억압하게 된다면 조선은 겉으로는 평온하겠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쌓여 결국 폭발하게 된다면서 1919년의 독립소요가

그것을 잘 말해준다고 지적하였다.45)

마치다는 자치반대론자들에 대해 “일부 논자들은 ‘자치’라는 말을

매우 싫어하고, 자치와 독립을 오해하여 자치론자들을 모두 불령사

상을 가진 자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결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치도 영국식의 ‘식민지 자주’를 인정하는 완

전한 자치제는 위험하겠지만, 자신이 주장하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

한 자치제도는 결코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내지연장주

의의 경우에도 결국은 식민지에서 민권을 인정하여 자치제도도 연장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내지연장주의나 자치론이나 결국은 오

십보백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차라리 깨끗하게 자치를 부여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식민지의 자립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이며, 그 결과 모자국(母子國) 간의 교섭이 깊어지게 되면, 지금과

비교하여 커다란 변화는 없는 것이라고 썼다.46) 결국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국방과 외교권은 여전히 일본 본국 정부가 갖고, 식민지

조선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식민지 헌법을 제정하여 내정의 자치를 허

용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예비 단계로서 우선 ‘조선의회’

45) 町田長作, 1926, 조선통치와 언론계의 奇觀 朝鮮統治策に關する學說(이종
식편), 72∼73쪽

46) 町田長作, 1929, 조선통치의 결함을 논하여 우가키 총독 대리에게 줌 記者
が見た朝鮮, 3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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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여 조선인들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인정하는 수준의 자

치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아베 가오루는 본국 의회에 조선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하여 보내게 하자는 ‘내지연장론’을 주장했고, 마치다 조

사쿠는 조선 내에 내정에 대한 권리만을 갖는 식민지의회를 인정하는

정도의 ‘조선자치론’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 1920년대 재조선 일본

인 저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같

은 민중시론사 안에서도 두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Ⅳ. ‘문화정치’에 대한 비판

1. 아베의 ‘문화정치’ 비판

아베는 일본의 조선지배정책을 1) 1905~1910년의 이토의 보호정

책시대, 2) 병합 단행 후의 데라우치, 하세가와 총독의 직할제 동화

정책 시대, 3) 조선소요사태 이후 사이토 총독의 일시동인 내지연장

의 문화정책 시대의 세 시기로 나누어 보았다.47) 그는 “사이토 자작

의 소위 문화정책은 3월의 소동에 기인하는 조선인의 불평 불만 불

쾌를 절멸하고, 조선인의 동화 융합을 제일의로 하는 것이다. 사람들

은 제2기의 데라우치, 하세가와 총독의 정책을 ‘무단적 압박정치’라

고 부르고, 사이토 자작의 시정방침을 ‘문화적 회유정책’이라고 부른

다. 그러나 데라우치, 하세가와의 무단정치도, 사이토 자작의 문화정

책도 단순히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행하는 동기

47) 阿部薰, 1925, 대책의 추이와 문화정치 –무단, 문화 양 정책의 가부론 赤
裸裸の朝鮮,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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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하에 있는 것이다. 조선인이 말하는 것처럼 무단에서 문화로 바

뀌었다고 하는 것은 세간에 겉모습이 좋아서 기쁜 일이지만, 문화의

이름 아래 무단적으로 이루어져서는 무단의 이름 아래 회유가 행해

졌던 것과 얼마만큼 차이를 보일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사이토의 ‘문화정치’를 ‘문화적 회유정책’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정책

이 데라우치의 ‘무단적 압박정치’와 얼마나 다를지 의심스럽다고 비

판하였다. 그는 그 예로서 “총독부의 大官이 폭탄을 두려워하여 뒷

길을 통해 사무실로 출근하고, 공격을 두려워하여 언론의 자유를 억

압하고, (지방에는-인용자) 하나의 신문 발행조차 허가하지 않고, 하

나의 총독정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면 정치연설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정치’ 시대의 실상을 지적하였다.48)

그는 ‘문화정치’의 실상으로서 ‘모순된 언론정책’을 가장 먼저 들었

다. 그는 “사이토 총독은 성명한대로 언론의 자유를 주어서 조선 언

문 신문의 발행을 허가하였다. 그리하여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

보, 시대일보의 4신문이 경성에서 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에서

는 신문 발행이 허가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아무

리 운동을 해도 발행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금일 이것을 인구에 할당해서 보면, 430만 명 당 겨우 1개의 신문이

있을 뿐으로, 물론 하나의 신문도 허가되지 않았던 시대에 비하면 암

흑의 사회에 광명이 왔다든가 언론자유가 인정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세계를 향하여 언론 자유

운운 하는 것은 매우 심한 헛된 말이다.”라고 비판하였다.49)

또 그는 “동아일보 이하의 두 신문에 대해서는 함구령이 내려져

언론이 극도로 압박을 받고 있다. 맹렬했던 조선일보가 백회 발행 중

23회의 발매 금지를 당했고, 과격한 언론을 보인 동아일보가 50회 중

30회의 배포 금지를 당하고 있다.”면서 언론에 대한 압박을 비판하였

48) 阿部薰, 1925, 위 글, 11쪽
49) 阿部薰, 1925, 언론의 자유인가 압박인가 – 모순된 언론정책- 赤裸裸の朝

鮮,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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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당국자는 언론의 취체가 다소 가혹한 것은 불령선인 및 일

부 조선인에 대한 취체 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이와 같은

고식적이고 퇴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민족의 통치는 완전히 행

할 수 없다. 이제 좀 더 철저한 문화정치를 행해야 하지 않을까. 조선

인의 언론이 두려워서 그 언론을 억압한다고 하는 것은 참된 문화주

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50)

또 그는 노인 중심의 회유정책에 대해 비판하였다. 즉 “총독부의

문화정책은 신조선의 실력있는, 우리 형제들인 청년을 무시하고, 구

한국시대의 유물인 양반 유생에 편중하고 있다. 즉 생기가 넘치는 자

를 열등시하고 골동품을 사랑하는 것이다. 노인근성에서 오는 동병

상련에서 오는 것이 최근 문화정책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내

선융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문제이다.”라고 비판

하였다. 청년층에 대한 무시를 지적한 것이다.51)

그는 또 총독부의 조선인 관리를 중심으로 한 회유정책에 대해서

도 비판적이었다. 즉 조선인 관리로 하여금 ‘내지’사정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매년 군수 30여명을 선발하여 내지시찰단으로 파견하고 있

는 것, 그리고 각도에서도 ‘내지시찰단’을 조직하여 파견하는 것, 조

선인 여자교원을 내지에 파견하여 시찰케 하는 것 등 ‘내지시찰단’의

효과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또 ‘내지’에 조선사정을 철저히 알린

다는 명목으로 총독부 당국에서 활동사진반을 조직하여 각 주요 도

시에서 영사를 하고 있는 것, 도지사 및 각 국 부장을 ‘내지’에서의

지방관 회의에 출석시키는 것, 지방개량강습회에 府사무관, 군수 屬

官을 파견하는 것 등에 대해 “당국은 융화는 官吏에만 필요하고 민

중에는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물어보고 싶

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내지시찰단의 구성원에 대해 “생계를 위해

자기들의 공적을 과장하는 소관리들뿐이거나, 아니면 화장장에 이미

계약금을 걸어놓고 그 구멍으로 들어갈 번호표까지 타놓고, 이도 빠

50) 阿部薰, 1925, 위 글, 23∼24쪽
51) 阿部薰, 1925, 위 글,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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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눈도 안 보이는 구시대의 유물들뿐”이라면서, “민중에 대해서

는 하등의 방법도 강구하지 않고, 이와 같은 무리들을 새로운 조선의

대표로 자리에 모신다고 해서, 내지를 시찰시킨다고 해서 무엇이 되

겠는가.”라고 비판했다.52)

그는 또 치안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그는 “당국은 입만

열면 조선에 있어서 치안유지를 자랑하고 있지만, 병합 이래 매년 3

천만 내외의 치안유지비를 지출하고-군대의 경비만으로도 금일까지

1억 8천만원 지출하였다고 들었다. 면마다 주재소 혹은 파출소를 설

립하고, 경찰관 3만인을 전 조선에 배치하고, 그 위에 2개 사단의 상

비군이 주둔하고 있다. 弩級 戰艦이나, 最弩級 戰艦이 필요에 응하여

전 조선에 도처에 들락거리고, 비행기는 끊임없이 날아 정찰을 하고,

이처럼 군비가 정연한 금일에 이에 대하여 몸에 촌철도 가지지 않고

오랜 동안 양반의 專斷정치에 시달리면서 피와 살을 빼앗겨 뼈와 가

죽만 남은 조선인이 일시적으로 꼼짝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것을 揚言하여 조선 내에서의 치안이 평정되었다, 민심

은 안정되었다고 과장하는 것은 너무 경솔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53) 즉 엄청난 경찰력과 군사력으로 조선 사람들을 제압하고

있으면서, 이를 ‘치안이 평정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조선의 불온함은 제1기로부터 제2기에 들어서고 있다. 소위

스트라이크적 폭동이 끝나고 사보타지적 이반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표면상 배일을 표방하는 단체는 그림자를

감추고 있지만, 문화를 표방하는 단체들은 여전히 남아서 뿌리 깊은

排日을 배양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저들은 일본의 통치에는 반항

하지 않으면서 자강불식의 수양을 하고 있다.”면서, “금일의 조선은

표면으로는 진정되어 있지만, 바로 화산의 분화구처럼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惡流가 끊임없지 지하에 흐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54)

52) 阿部薰, 1925, 위 글, 33∼34쪽
53) 阿部薰, 1925, 지하에 흐르는 惡流 - 조선의 현상- 赤裸裸の朝鮮,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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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이토 총독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다. “사이토 총독은 취임 이래 문화주의를 선전하고, 내지연장을

표방하고, 착착 그 시설의 완비에 노력, 특히 교육사상의 보급 발달

에 뜻을 두고, 3면 1교주의를 계획하고, 이것이 완비됨과 함께 大正

11년 2월에는 조선교육령을 발포하여, 학제 전반에 걸쳐 대 쇄신을

단행하고, 새롭게 조선총독부 諸 學校制, 조선공립학교 관제 및 보통

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각 규정을 제정하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 조선인으로 하여금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내지인도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一視同仁의 聖視에 의하여 내선인교

육의 차별 철폐를 한 일은 그 사이에 다소 결함이 있다고 해도 크게

그 공적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평가하였던 것이다.55)

그러나 그는 “조선에서의 조선인의 교육방침을 수립하고, 그리고

종래의 과대망상적인 교육방침의 개혁을 단행함과 함께, 조선에도

의무교육령을 시행하고, 소학교육의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56) 특히 그는 “조선에서도 의무교육령을 시행하여 내선인 공히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고, 학생들에게 월사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7) 그는 “사이토 총독은 내선인의

차별 철폐를 단행하였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동일한 천자 밑에 있는

적자가 왜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지,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은

하루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58) “조선에서도 내

지와 마찬가지로 의무교육령을 시행하고, 조선인 자녀로 하여금 내

지인 자녀와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견

지에서 볼 때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라고 말하였다.59)

54) 阿部薰, 1925, 위 글, 4∼5쪽
55) 阿部薰, 1925, 내지연장과 공학주의 –교육정책 비판 赤裸裸の朝鮮, 75쪽
56) 阿部薰, 1925, 위 글, 75쪽
57) 阿部薰, 1925, 모순된 교육정책 赤裸裸の朝鮮, 78∼80쪽
58) 阿部薰, 1927, 초등교육의 철저를 기하라 朝鮮統治の解剖, 109쪽
59) 阿部薰, 1927, 위 글,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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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세우는 것보다는 기초교육을 더 완

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막대한 국비를 쓰고, 대학교나 전문

학교를 난설(亂設)하는 것은 고려해볼 문제이다. 오인은 결코 중학

교 대학교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기초적 교육이 완비되지 않은 조선에서 각각 상급의 학교를 난설하

는 것은 생각해볼 일이다. 국비는 국민 전체를 위하여 그 복리증진을

위하여 써야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한 것이다.60)

그는 중등이나 고등교육보다는 초등교육을 위한 시설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당국은 현재의 학교 시설을 좀 더 완비해

야 한다. 금일 조선에서의 각 校舍를 보면 당당한 것도 있지만, 내부

로 들어가 보면 실로 빈약하다. 재정긴축에 의하여 각 학교는 국고

보조의 대삭감에 따라 거의 경영난에 빠져 있다. (중략) 초등교육기

관은 학교조합, 또는 학교비평의회라고 하는 극히 빈약한 단체에 의

하여 경영되고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현상이다. 심한 학교에서는 1

校舍에 6학급을 데리고 가르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재계불황은 마

침내 납세 불능으로 되어, 학교경비는 더욱더 궁핍하고 금일에는 참

고서는커녕 교원의 봉급도 지불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상

태에서는 과연 완전한 제2, 제3의 국민을 교양하는 일이 가능할까.

문화정치의 공적을 선전하기에 앞서 우선 초등교육의 완비를 기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하였다.61)

그는 또 전문학교나 중등학교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즉 전문

학교로서는 고공, 고상, 고농이 있고, 실업계 중등학교로서 관립 실

업학교가 2교, 공립농학교가 20교, 공립상업학교가 9교, 기타 공립실

업보습학교가 여러 개 있을 뿐이어서, 상업학교 졸업생 같은 경우는

불황의 영향도 있었지만 공급과잉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

다. 반면에 공업학교는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공업학교는

60) 阿部薰, 1925, 모순된 교육정책 赤裸裸の朝鮮, 82쪽
61) 阿部薰, 1927, 머리는 감추어도 엉덩이는 감추지 못한다. -교육정책의 해부
(4)- 朝鮮統治の解剖, 112∼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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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 외에 관립의 경성공업학교가 하나 있을 뿐이어서, 얼마나 조선

의 교육계가 불철저한가 알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조선에 사업을 일

으키려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공업학교 정도

의 기술원을 모두 내지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이다. 장래 조

선에서 사업 중 가장 성할 사업이 토목공사임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면이 한각(閑却)되어 토목기술원

을 모두 조선 밖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교육 행정상 커다

란 결함이다.”라고 지적한 것이다.62)

그는 보통학교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그는 학교

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위대한 점이라고 보

았다. 즉 “일본은 세계에서도 탁월한 3천 년래의 역사를 가지고 있

고, 현재 3대국의 하나로서 국위가 날로 융성하고, 이는 英聖 文明한

천황폐하의 稜威가 주신 것이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이다.63) 반면에

조선에 대해서는 “금일 조선은 과거 4천 년을 되돌아볼 때, 실로 비

참한 일들이 많았고, 여러 차례 외적에 정복되었다.”고 가르친다는

것이다.64)

그가 볼 때, 이는 잘못된 것이었다. 그는 “일본의 역사 3천년은 광

영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나라의 국민도 자기 역사를 자랑한다. 3천

년의 역사는 인류사상에서는 결코 오래된 것이 아니다. 오래된 것을

자랑한다면, 어떤 국민도 몇 만 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가 없을 것

이다. 가끔 보도되는 인간의 미이라가 1만 년 전의 것이며, 2만 년 전

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도 분명한 사실이 아닐까. 일본은 일 孤

島에 隔絶해 있고, 그 때문에 외부와의 교섭이 적었기 때문에 사쿠라

가 피는 樂天地에서 안온한 역사를 가졌다. 그러나 낙천지에 있었다

62) 阿部薰, 1927, 위 글, 114∼115쪽
63) 阿部薰, 1927, 독립인가, 자치인가, 인종인가 –교육정책의 해부(1) 朝鮮統

治の解剖, 101쪽
64) 阿部薰, 1927, 과거보다는 장래로 – 내선인의 진로 – 교육정책의 해부(2)

朝鮮統治の解剖,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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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꼭 자랑할 만한 소질을 보여준 것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

다.”라고 지적하였다.65) 또 조선에 대해서도 “조선에도 대정치가가

있었다. 대외교가도 결코 적지 않았지만, 슬픈 일은 천혜가 모자라는

반도의 나라를 건설하여, 북방으로 강대한 대 민족과 접하고 있었던

것이 대재난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저들은 대단히 혹독하고 잔학했

다. 그러나 문명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선배였던 시대도 있고, 중국이

나 러시아 문명을 일본에 전해준 일도 있었다. 儒學과 佛敎도 전해주

었다. 일본은 3천년래 외적에 정복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선은 특수한 민족성, 특수한 문화를 발휘하였다

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66) 즉 조선인 학

생들에게도 열등감이 아닌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현대의 교육은 완전한 자주독립의 인격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그 목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명치

유신 이래 우리 학교 및 사회교육은 우리에게 위대한 인물이 되어라,

군인이라면 대장이 되어라, 관리라면 대신이 되라고 가르쳤다.”면서,

그런데 조선에서는 “자네는 독립자주의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네는 오늘도 내일도 영구히 나의 노예가 되어라.”라고 가르칠 수

는 없다는 것이다. 조선에서도 역시 “독립자주의 인간이 되라. 그리

고 국제사회에서 활약하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독

립자주의 인간을 만든 후에,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금후의 일선문제

를 협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67)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에 대해 상

당히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일본의 조선 통치는 조선인의 마

음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지만, 금일까지는 결코 그 의식주까지

압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산도 푸르게 하고, 생산도 증가하였고,

65) 阿部薰, 1927, 위 글, 106쪽
66) 阿部薰, 1927, 위 글, 105쪽
67) 阿部薰, 1927, 독립인가, 자치인가, 인종인가 –교육정책의 해부(1) 朝鮮統

治の解剖, 98∼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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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도도 향상하였고, 향학심이 발흥하여 현저히 지적 향상을 보

기에 이르렀다. 풀 한포기도 없었던 황막한 산도 푸르게 되었다. 실

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일본은 영국이 아일랜드에 한을 남긴 것

처럼 조선인으로부터 원망을 살 만한 죄악을 범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조선통치에 대해서는 정략적 낙관론을 배제함과 함께, 빵을

이유로 한 朝鮮統治 謳歌는 절대로 금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68)

2. 마치다의 ‘문화정치’ 비판

사이토 총독이 1927년 12월 제네바 군축회의 대표로 출장을 떠나

면서 우가키 가즈시게가 임시총독대리로 오게 되자, 마치다는 사이

토 총독이 사실상 총독을 퇴직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사이토 총독

임기 9년을 평가하는 在鮮 9년간의 치적을 논하여 사이토 총독을

전송한다 라는 글을 민중시론에 게재했다.

이 글에서 그는 ‘문화정치’의 방향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

하였다. 그는 “조선의 실정을 알지 못하는 내지 재주자는 대정 8년 3

월 1일 전 조선에서 돌발한 독립소요 사건을 가리켜 이것을 데라우

치식 무단정치의 반발에 귀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보았다. 즉

“조선 재주 내지인, 관민은 모두 무능하고 무단 횡포하며, 언제나 조

선인을 학대하고, 혹사하고, 통치의 재능도 없으며, 동화의 온정도

없고, 마침내는 조선인의 저주를 불러와 민족자결 등을 창도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았다는 것이다.69)

그 결과 “하라 수상은 무인 중에 가장 덕망이 높은 사이토 자작을

추천하고, 실무자로서 민완한 미즈노 박사를 안배하여 덕과 힘의 양

면에서 통치의 근본적 쇄신을 계획하였고, 여론도 이러한 인선을 적

68) 阿部薰, 1925, 정의의 깃발을 들고 일어서는 지금 – 야마토민족의 사명- 赤
裸裸の朝鮮, 8쪽

69) 町田長作 1929, 在鮮 9년간의 치적을 논하여 사이토 총독을 전송한다 –소위
문화정책시대- 記者が見た朝鮮,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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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고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치다가 볼 때, “이러한 단

정은 모두 책상 위의 추론으로 정곡을 얻지 못한 것”이었다. 즉 “저

들은 아무리 정의를 창도하고, 아무리 선정을 약속하여도 조선 민족

의 만족을 얻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독립 소요의 이유는 다년간의 秕

政, 학대와 같은 폭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독립에 대한 열망 그 자

체에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비정에 학대받았기 때문에 독립

하려 한 것이 아니고, 독립을 위하여 秕政을 열거하였다.”는 것이다.

즉 “저들은 정치의 선악을 운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본심은 병합을 되

돌려 구 한국을 재현하고 싶다고 바란 것”이었다는 것이 그의 해석

이다. 따라서 “사이토 총독 이하 신간부가 여하히 선정을 표방하고

인심 완화에 노력해도 저들이 환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다. “내지 재주자는 이러한 조선인의 심리를 알지 못하고, 피상적인

관찰에 빠져서 무단정치를 문화정치로 고치든가, 혹은 실력정치를

덕망정치로 고친다든가” 하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착각을 하였다

는 것이다. 그러한 착각의 결과, 사이토 총독은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암살단의 폭탄 세례를 받았고, 덕화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순사를 무

장시키고 감옥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다.70)

마치다는 이와 같이 조선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문화정치’가 아니

라 ‘독립’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이토 총독과 우사미 총독부 내

무부장은 무단정치의 핵심이라 생각한 헌병제도를 폐지하여 경찰제

도로 바꾸었는데, 이는 대 실책이었다고 보았다. 그는 3 1운동 이후

“독립운동자가 교묘히 인심을 선동하는 외에, 국경의 대안에 운집한

불령배들은 점차로 그 수가 증가하여, 어느 나라, 어느 府 등등이라

칭하면서 무력침입을 행하고, 관공서를 습격하여 관민을 살상하여,

내외의 형세는 매일 험악하게 되어 가고 있었다. 이처럼 물정이 아직

소연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헌병제도를 폐지하여 경찰제도로 고친

70) 町田長作 1929, 위 글,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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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대실책이었다.”고 지적하였던 것이다.71)

그는 “조선인이 비정을 말하면서 헌병제도의 폐를 들어 말한 것은

물론 헌병 중에 불법행위자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이

유는 헌병의 위력이 순사 이상으로 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독부

측에서는 가능한 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민중의 소리를

빌려 헌병제도에 죄를 뒤집어 씌워 경찰권의 회수를 계획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마치 불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은 모양이 되어,

인심은 위력의 감퇴와 비례하여 더욱 더 악화하고, 불령배는 더욱 더

발호 도량하기에 이르렀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총독과 총감이

이와 같이 덕화정치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불상사는 도처에서 속

출하였고, 지방에서도 토착한 다수의 농업이나, 광업, 임업 내지 상

업 등등을 경영하는 내지인은 조선인의 악화에 학대받았고, 헌병 폐

지로 치안유지가 이완되어 생명재산의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앞을 다투어 도회지로 피난하였으며, 지방개발소라든가 하는

오지에는 거의 내지인의 발걸음이 끊기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압록강변의 경비는 종전에 겨우 8백 명 정도의 헌병으로, 그것도 육

군 경비(經費)로 대략 완전히 행해지고 있었으나, 하루아침에 헌병

이 경찰로 대치되자 2천명의 순사가 필요하게 되었다.”면서, “그것

도 오히려 불충분하여 무장 결사의 불령배는 자주 국경을 넘어왔고,

그러한 사건의 건수는 매일 증가하고 있어 거의 손을 놓은 모양이라

할 정도로 불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72)

마치다는 “당시의 새로운 관료진은 위로는 총독과 정무총감, 아래

로는 下僚에 이르기까지 바보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꿈

에 무궁화처럼 덧없는 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디까지나

그 몽상에 도취하려고 노력한 것이었다.”라고 사이토 총독 시기의

총독부를 혹평하였다.73)

71) 町田長作 1929, 위 글, 8∼9쪽
72) 町田長作 1929, 위 글, 9∼10쪽
73) 町田長作 1929, 위 글,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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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토 총독 시기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도 그는 혹평하였다. “우

선 차별의 철폐로 내선인 관리를 동등하게 대우한 것은 좋았지만, 순

사보를 순사로 승진시켰기 때문에 조선인 순사는 내지인 순사의 지

휘를 받으려 하지 않고, 범인의 신문이나 수색 사무에 큰 지장을 초

래하여 경찰사무가 집행되지 않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한 결과, 곧 실행하라고 압박

을 받았고, 교육기관이 내지인에게 후하고 조선인에게 박한 것은 무

슨 이유때문인가 하는 말도 들었다. 舊慣을 존중한다면서 묘지규칙

을 철폐하라든가, 일시동인이라면서 조선인 관공리를 반은 채용하라

든가, 내지인 관리에게 재조선 수당과 사택료를 지급하면 조선에게

도 이를 지급하라든가, 그밖에 과세가 많은 것, 등용이 적은 것 등에

대한 여러 잡다한 불평(시정안–인용자)들이 속출하였는데, 대체로

는 실행 불가능한 것들이었다.”면서, “문화정치도 하등 효과가 없었

다.”고 비판했다.74)

그는 사이토 총독 등이 부임 이래 상당한 통치상의 개선과 신정책

의 성과로서 “혹은 지방자치를 허하였다든가, 언론 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든가, 교육을 보급하였다든가, 교통을 열었다

든가, 수리 관개사업을 조장하였다든가, 대머리산을 녹화하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를 늘어놓았다.”고 하면서,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제

도를 진정한 자치제도라 할 수 있는가. 언론 결사의 자유가 어느 곳

에서 완전히 인정되었는가. 기타 교육 수리 관개 교통 식림 위생 통

신 같은 것은 아마도 누가 총독이 되었어도 자연의 세와 시대의 요

구여서 어느 정도까지 발달하였을 것이다.”라고 이들 정책을 비판하

였다.75)

결국 마치다는 “이런 점에서 관찰하면 역대 총독 중에 사이토 자

작은 가장 무능한 총독의 제1인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전임

자 하세가와 총독도 심한 무능력자였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세가와

74) 町田長作 1929, 위 글, 16∼17쪽
75) 町田長作 1929, 위 글,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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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에 동정을 보낸다. 그는 당시 데라우치 수상의 대행자로서 조선

총독의 대명을 받들고 주의 방침은 모두 전임자의 의사를 답습할 정

도로 따로 새로운 주의 정책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예측하

지 못한 가운데 조선인이 세계적 사조에 움직여서 독립소요를 일으

켰던 것으로, 책임을 지고 사직하기까지 하였다. 만일 그가 책임을

진다면 위기의 배태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미리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중대한 과실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이에 반하여 사

이토 자작은 부임 당초에 정치적 갱신을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모두 그림 속의 떡이 되었다.”고 비판하였다.76)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치다는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조선인

들에게 ‘문화정치’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사

이토 총독이 공연히 ‘문화정치’를 제창하면서 헌병경찰제도를 일반

경찰제도로 바꾼 것, 일선인 관리 간의 차별 철폐를 약속한 것,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한 것, 교육기관의 차별을 없애겠다

고 한 것 등으로 혼란만 야기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치다가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에 공감을 한

다든가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백의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소책자

에서 일본은 자국의 국방을 위해 한국을 병합했으며, 막강한 국방력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을 독립시켜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고 보았다. 따라서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은 부질없는 일이며, 독립운

동가들은 차라리 조선인 동포들이 여러 방면에서 실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당시 조선인들이 생

활난을 겪고 만주 일본 등지로 유리도산하고 있는 것, 조선 내에서

일본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다 빼앗기고 있는 것 등은 모두 조선인

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먼저 실력을 기르라고 충고하고 있

었다. 그는 생존경쟁은 사회발달의 원칙이라며 조선인도 분투노력해

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일본은 이미 조선에 교육, 철도, 도로,

76) 町田長作 1929, 위 글,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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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회사, 전기 등에 많은 투자를 하여 조선 민중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77) 이러한 주장은 전형적인 ‘문명시혜론’으

로서, 일제 지배당국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가 사이토 총

독의 ‘문화정치’를 비판한 것은 무단통치로부터의 후퇴가 독립운동

가들로 하여금 ‘독립’의 허황된 꿈을 계속 갖게 하고, 독립운동을 더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Ⅴ. 맺음말

이상에서 1920년대 경성에서 편집되고, 히로시마에서 발간된 시사

잡지 민중시론을 통해, 기자 아베 가오루와 사장인 마치다 조사쿠

가 조선의 통치정책에 대해 각각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는지 비교해

보았다. 특히 일본의 조선 동화주의 정책, 조선인에 대한 참정권 부

여,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의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두 사람의

견해를 비교해 보았다.

첫째, 두 사람은 일본의 동화주의 정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을까. 아베는 우선 일본의 조선 병합을 조선 민족을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선 양 민족의 융합과 동화를 매우 중시하

였다. 그는 일선 양 민족의 융합 동화는 단순히 조선통치만이 아니

라, 장차 일본 민족의 존망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정도로

이 문제를 중시했다. 그러나 그는 총독부의 구체적인 동화 정책에 대

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즉 관리와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내지시찰단’

파견, 조선인 교육에서의 일본의 과거 역사에 대한 자랑, 병합 이래

의 통치성적에 대한 선전 등으로는 양 민족의 융합 동화는 불가능하

다고 비판하였다.

반면 마치다는 일본의 조선 병합은 조선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77) 町田長作, 1928, 白衣同胞에게 告함, 京城, 民衆時論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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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 생존의 필요상, 신성한 자기방어의 필요에서 나온 것이

라고 말했다. 그는 동화는 식민지민의 수천 년 간의 제도, 문물, 풍

속, 습관의 전통을 변경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

며, 따라서 서구 열강의 식민지 동화정책도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일선인의 동화는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총독

부의 동화정책을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총독부가 취하고 있는 동화

정책, 즉 일선인의 결혼 장려, 일본인의 조선이민 장려, 일선동조론

의 강조 등은 모두 부질없는 일이라고 보았다. 그는 무리한 동화주의

정책보다, ‘어느 정도의 방임주의’와 ‘현지 주민’ 본위의 비동화주의

정책’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평온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

장했다.

둘째, 조선인들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어떤 의견을 갖

고 있었을까. 아베는 내지연장주의에 입각하여 조선인들에게도 참정

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정권을 주는 방법으로는 본토의 귀

족원이나 중의원에 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조선에

독자적인 의회를 만들어 주는 안이 있는데,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바

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는 조선인 의원들이 본토의 의회에 참여하여

불령한 발언을 할 것을 우려하는 이들에 대하여 그것은 기우에 지나

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에서 중의원 의원을 선거할 때에는 조

선의 실정에 맞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을 정하면

된다고 보았다.

반면 마치다는 내지연장론자들에 대해 조선에서는 헌법도 시행되

지 않고, 따로 제령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지연장주의는 실행

불가능한 이론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중의원을 일부 선출하여 도쿄

에 보낸다고 해도 이렇다 할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

서 그보다는 조선의회를 구성하여,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자치를 허

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에 대해 두 사람은 어떤 견해를 갖

고 있었을까. 아베는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에 대해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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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주의, 문화정치, 사이토총독

투고일 : 2017. 10. 29. 심사완료일 : 2017. 12. 05. 게재확정일 : 2017. 12. 06.

긍정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문화정치’의 실상으로서 제한적인 신문

발간의 허용, 신문에 대한 잦은 발매금지와 발행정지, 양적인 팽창만

을 목표로 하는 교육 정책, 조선인 아동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는 교육

내용, 관리나 노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청년을 무시하는 회유정

책 등을 들어 ‘문화정치’를 비판하였다.

마치다는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조선인들에게 차별을 다소 완화

하는 ‘문화정치’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그는 내지연장론에

입각한, 차별없는 ‘문화정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또

사이토 총독이 공연히 ‘문화정치’를 제창하면서 헌병경찰제도를 일

반경찰제도로 바꾼 것, 일선인 관리 간의 차별 철폐를 약속한 것, 언

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한 것, 교육기관의 차별을 없애겠

다고 한 것 등은 혼란만 야기했다고 보았다. 마치다는 앞서 본 아베

가오루보다 ‘문화정치’에 대해 훨씬 더 비판적이었다. 이는 그가 사

이토의 ‘내지연장주의’에 비판적이면서, ‘조선자치론’을 주장하고 있

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아베와 마치다는 일본의 통치정책에 대

한 관점이 상당히 달랐다. 두 사람 가운데 특히 마치다는 총독 지배

정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내지연장주의

의 문제점, 참정권 부여의 무의미함, ‘문화정치’의 근본적인 한계 등

을 지적한 것은 당시 다른 재조선 일본인 저널리스트들의 글에서 보

기 드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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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parison of Theories of Two Japanese

Journalists Resided in Joseon on the Policy to

Rule Joseon
- Focusing on Abe Kaoru and Machida Chosaku at

Minshujiron Magazine -

Park, Chan-Seung

This paper compared the views of Abe Kaoru and Machida

Chosaku, who were, respectively, a reporter and the president of the

Japanese current affairs magazine Minshujiron (Current Topics of

People) published in Gyeongseong (Seoul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he 1920s to 1930s, on Japan's policy to rule Joseon.

First, what were their views on Japan's assimilation policy? Abe

first assessed Japan's annexation of Joseon as a favor for Joseon

people, and highly valued the integration and assimilation of the

Japanese people and the Joseon people. However, he was critical of

the specific assimilation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On the other hand, Machida said that Japan's annexation of

Joseon was not for the good of the Joseon people but frankly for the

necessity of Japan’s self-defense. He pointed out that assimilation is

never an easy process because it was to change and destroy

thousands of years of traditions of Joseon such as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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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s, customs and habits. He considered the assimilation of the

Japanese people and the Joseon people impossible.

Second, what were the two journalists' opinions about the Joseon

people's political participation? Abe insisted that the right of

suffrage should be given to the Joseon people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Extension of Mainland(the assertion that the institutions of

the Japanese mainland should also be implemented in Joseon). He

thought that ways of giving the right of suffrage included giving the

right to be a member of the House of the Lords o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mainland Japan or creating an independent

parliament in Joseon, and that the former was more desirable than

the latter.

By contrast, Machida argued that the Principle of the Extension

of Mainland was an impractical theory because Joseon was governed

by the rule of the Governor General’s decree separately and not the

Constitution. He also pointed out that selecting som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mong Joseon people and sending them to Tokyo

would have little effect. Rather, he argued that it would be better to

form the Joseon parliament and allow autonomy except in foreign

and defense affairs.

Third, what kind of views did the two journalists have about the

Governor General Saito's ‘Civilized Policy'? Abe partially made a

positive evaluation of the ‘Civilized Policy'. However, he was critical

of the specific policies of ‘Civilized Policy', such as the limited

publication of newspapers, the frequent prohibition and suspension

of newspaper publication, the education contents to instill feelings of

inferiority to Joseon children, and the appeasement policy focusing

on Joseon's governmental officials and elderly people excluding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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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da believed that ‘Civilized Policy', which slightly reduced

discrimination against Joseon people who demanded the independence

of Joseon, was meaningless. He thought that it was virtually

impossible to carry out ‘Civilized Policy' without discrimination in

Joseon. In this regard, he was much more critical of the specific

policies of ‘Civilized Policy' than A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