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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세기 초반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서 과학지식의 생산이 가장 두드러졌던 분야는 자
연사, 당시의 명칭으로는 박물학 분야 다. 이 논문은 그 중에서도 더 활발했던 식물 
연구를 상으로 하여 제국주의적 지배 관계 하에서 근  식물학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조명했다. 식민지 조선의 식물연구는 총독부의 임업시험장 및 수원농림학교, 

민간이 가세한 생약 관련 연구 및 교육 기관, 초·중등 과학교육의 핵심이었던 박물
교실 등에 기반을 둔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은 총독부 촉탁이자 도쿄 제
국 학 교수 던 조선식물 권위자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 1882-1952), 임업시
험장에서 그와 협력하며 조선식물 연구에 착수했던 이시도야 쓰토무(石戸谷勉, 

1891-1958), 나카이의 통역을 맡았던 임업시험장의 정태현(鄭台鉉, 1883-1971), 일본
에서 교육받은 경성약학전문학교 교수 도봉섭(都逢涉, 1904-?) 등 다수의 개인적 연
구성과를 남긴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과 교류하며 집단적인 활동을 전개한 다수의 
박물교원들까지 포함하는 집단이다. 이 조·일 연구자들은 서로 견제, 교류, 경쟁, 협
력하는 가운데 조선에 근  식물연구의 뿌리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중심부, 즉 일본 
근  식물학의 성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논문은 식민지 연구 활동의 핵심적 
요소가 된 이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상이한 근  식물
학이, 그 상호작용의 결과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식민지 “접촉 공간(Contact Zone)”에서의 상호작용은 이미 식민지 과학사 연구에
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개 제국 중심부 학자의 시각에서 그려졌
다는 한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식민지 피지배민의 활동도 중심부 학자에게 미친 
향 차원에서 이해되어 왔다. 20세기 초반, 식민지 조선의 접촉 공간은 지배민과 피지
배민이 공히 과학기술을 제국주의 경쟁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하고 추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편향을 극복할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제국의 학자에 의해 동원된 
수동적 주체로 그려지던 식민지 피지배민들이 독자적 연구를 추구할 정도로 다양한 
능동성과 모색을 보 다. 이 연구는 과학활동에 한 조선 연구자들의 의도와 성과
를 일본 연구자들의 그것과 등하게 살펴보고자 했고, 식민지배 하의 이들의 상호
작용이 근 식물학의 형성에 미친 향을 분석함으로써 다음의 두 가지 주장을 펼쳤
다.

첫째, 식민지의 상호의존적 협력관계가 식민지 과학 활동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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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그 결과 형성된 근 과학의 독특한 이념, 관심, 내용에도 큰 향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우선 일본 식물학의 핵심적 성과가 된 나카이 다케노신의 조선 식물 연구
를 살펴보면, 나카이가 식민지의 자연물, 채집자, 지역적 지식에 한 의존을 줄이고, 

자신의 지적 권위를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중심부 과학적 보편성을 추구하고 표방했
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연구자로서 독자적 입지를 찾고자 하는 식민지의 연구자들은 
지역에 착된 전문성을 내세우며 제국 과학의 보편성에 항했다. 이들 현지 연구
자들은 서로 교류를 강화해 “향토”의 자연환경은 물론 “향토”의 전통과 문화에 한 
지식을 강조한 지역적 식물연구를 내세웠다. 나카이의 식물학이 서구 식물학을 주의
깊게 모방하여 내세운 보편성과 식민 현지의 식물학이 표방한 지역성 모두가 식민지 
상호작용의 산물인 것이다. 흔히 과학의 본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과학 활동의 중립
성조차 식민지 식물연구의 뚜렷한 정치성을 가리고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이 서로 
의존하는 상황의 산물이었다. 합의되지 않은 식민지배라는 현실 하에서 조선과 일본
의 연구자들은 향토적 식물연구를 통해 독립과 일본지배의 속화라는 전혀 다른 정
치적 목표를 추구했지만, 다른 한편 전문가적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었
다. 이들이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면 과학활동의 비정치성 혹
은 중립성을 가장하고, 내세워야 했다. 즉 ‘지역성’, ‘중립성’, ‘보편성’과 같은 조선과 
일본 근 식물학의 립되는 핵심적 특성들이 모두 식민지 상호작용의 정치성을 반

했다.

둘째, 이 연구는 일본 식물학이 나카이의 조선 식물 연구를 통해 그 근 성을 획
득해가는 과정과 독자적 조선 식물학을 만들 정도로 능동적인 조선인 식물 연구자들
의 모습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근 성의 식민지 ‘확산’이 식민지배에 힘입은 것이
라고 보는 “식민지 근 화론”의 문제를 드러낸다. 조선과 일본의 식물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성장을 위해 중심부와 주변부에 동시에 식물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주목해서 보면, 사실 식민지에서 근 식물학이 형성되는 과정은 우월
한 문명이 식민지배를 달성함으로써 그 문명의 한 요소를 식민지에 이전해주는 과정
은 전혀 아니었다. 우선 중심부의 근 는 식민지배에 의해서야 가능해진, 제국주의 
지배를 정당화할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나 유동적이고, 식민지적 기원을 가진 것이었
다. 그리고 제국이 식민지의 근 화에 개입했다면 그것은 중심부가 중심부 자체의 
근 화를 위해 식민지에 의존했기 때문이었다. 이 식민지의 근 화는 게다가 제국주
의의 산물이라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국의 의도에 한 전복과 재조정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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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피지배민이 추동해낸 과정이었다. 조선인들의 독자적인 조선 식물 도감은 유
럽 식물학의 보편적 권위를 “동아시아”에 해서라도 독점하려던 나카이가 용인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나카이와 립된 지역적 관심으로부터 그 존재 의의를 찾은, 독자
적 전망을 품었던 것이었다. 이것을 두고 일본 제국에 의해 일본 근  식물 연구가 
이식되어 한국의 식물 연구가 근 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크게 부정확할 것이다.

식민지 조선 식물 연구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제국의 의도나 식민당국의 정책이 
아니었다. 새로운 근 적 삶의 기회를 찾아 전문가로 성장하려던 조선과 일본의 연
구자들이 제국중심부와 식민현지의 상황을 개척해가며 그 기반과 동력을 마련한 것
이다. 조선과 일본의 연구자들은 전문가로서의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활발
하게 교류했지만 이들의 상호작용은 제국주의 지배 관계라는 정치적 치 상황의 
향 하에 있었다. 이 연구는 이 제국주의 힘의 구조를 간과하지 않되, 이러한 개개 연
구자들의 모색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식민지에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상이
한 근  식물학이 동시에 형성되는 과정의 역학을 드러내고자 했다.

주요어: 근  식물학/자연사, 식민지 조선 접촉 공간의 과학 활동, 나카이 다케노신
(中井猛之進), 정태현, 도봉섭, 전문가 집단의 식민지 근 성

학번: 2009-3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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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1. 연구 목표 및 방향

식민지 조선에서 과학지식의 생산이 가장 두드러졌던 분야는 자연사, 당시의 명칭으
로는 박물학 분야 다. 1923년 출범한 조선박물학회는 최  300여 명까지 회원을 확
보하며 지속적으로 활동했고, 그 외에도 여러 전문가 단체가 조직되어 출판물과 전
시회 등을 통한 중적 활동까지 활발히 펼쳤다. 이 논문은 그 중에서도 더 왕성했
던 식물연구를 상으로 하여 제국주의적 지배 관계 하에서 근 적 식물연구가 형성
되어 가는 과정을 조명한다. 

식민지 조선의 식물연구는 총독부의 임업시험장 및 수원농림학교, 민간이 가세한 
생약 관련 연구 및 교육 기관, 초·중등 과학교육의 핵심이었던 박물교실 등에 기반
을 둔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은 총독부 촉탁이자 도쿄 제국 학 교수 던 
조선식물 권위자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 1882-1952), 임업시험장에서 그와 협력
하며 조선식물 연구에 착수했던 이시도야 쓰토무(石戸谷勉, 1891-1958), 나카이의 통
역을 맡았던 임업시험장의 정태현(鄭台鉉, 1883-1971), 일본에서 교육받은 경성약학전
문학교 교수 도봉섭(都逢涉, 1904-?) 등 다수의 개인적 연구성과를 남긴 이들만이 아
니라, 이들과 교류하며 집단적 활동을 전개한 다수의 박물교원들까지 포함하는 집단
이다. 이 조·일 연구자들은 서로 견제, 교류, 경쟁, 협력하는 가운데 조선에 근  식
물연구의 뿌리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중심부, 즉 일본 근  식물학의 성립에도 중요
한 역할을 했다. 이 논문은 이들의 연구활동과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식민지 조
선에서 어떠한 식물연구가 어떤 동력에 의해 형성되었는지 그려 보려고 한다.1

식민지에서 자연사가 융성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분야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다. 

도쿄제국 학과 같은 중심부 기관에서 중심부 인력만으로도 수행될 수 있는 실험이
나 이론 중심의 과학과 달리, 자연사는 자연물이 자리잡고 있는 현지에서의 활동을 

1 이 논문은 식민지 시기 동안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식민지 말기에 학문 활동을 시작한 연구
자들은 논의 상에서 제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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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다른 분야에 비해 식민 현지에까지 기반이 갖추어져 연
구가 이루어졌고, 이에 착목한 구미의 과학사 학계는 이미 자연사와 제국주의의 관
계에 한 연구를 양산해왔다. 이 논문은 과학기술과 제국주의가 강하게 결부되었던 
20세기 초반의 일본 식민지 조선에서 자연사가 중심부 학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현
지 전문가와 피지배민에 의해서까지 다층적으로 수행되는 독특한 양상을 드러냄으로
써, 제국주의와 근 과학의 관계에 한 논의들을 식민 현지 중심으로 재구성 하고
자 한다. 

구미 과학사학자들은 지속적 연구를 통해 자연사, 특히 식물학이 제국주의 수탈
과 문명화 이데올로기의 도구 을 뿐 아니라, 제국주의 팽창을 주도하며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자연사는 식민지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제국주의 지
배자들의 실리적 필요에 부응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집된 자연물과 그에 한 학
술적 성과를 통해 제국의 과학을 과시할 수 있는 물질적, 지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이념적 역할도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사와 그 한 분야인 식
물학은 식민지를 비롯한 제국의 주변부에서 수행된 활동에 힘입어 근 과학의 한 분
과로 성장했다.2 

하지만 구미학계의 연구는 주변부에서 수행된 활동이 근  자연사의 형성에 중요
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우선은 자연사를 수탈과 문명화 이데올로기의 도구
로 이용한 제국 중심부의 인물과 그들의 의도, 그들의 과학적‧이념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현지인들이 식민 현지에서 수행한 활동과 그 의도, 그리고 이들이 중심
부의 과학과 주고받은 상호작용 및 그 결과에 한 검토는 부족했다. 혹은 현지인들
의 활동을 조명하면서도 그것을 주로 중심부의 근 과학, 즉 서구 근 과학과의 관
계 차원에서 검토하는 한계를 보 다. 서구 근 과학의 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
지인들의 활동이 서구 과학 이외에 나름의 지역적 과학을 형성시키는 독자적 활동일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과학사 연구의 초점이 중심부의 인물과 그들의 활동에 치우쳐 있는 것은 
근 과학을 “서구과학(Western science)”과 등치시켜온 통념의 향이다. 근 과학은 

2 1979년 처음 발행된 다음 연구가 식물학의 수탈적 측면을 지적한 고전적 사례이다. Lucile H. 
Brockway, Science and Colonial Expansion: The Role of the British Royal Botanic Garde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2/1979). 유럽 자연학자들이 제국주의적 팽창을 주도하는 모습은 Richard H. 
Drayton, Nature’s Governm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린네의 자연분류법과 제국주의 
팽창의 관계에 해서는 Londa L. Schiebinger, Plants and Empi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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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심부에서 과학혁명을 통해 형성되어서 ‘서구’라는 지역적 기원을 가지지만, 

다른 학문 분야나 법, 제도, 관습 등의 문화적 요소들과 달리 보편적인 까닭에 전 세
계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3 이런 생각에 따르면, 세계 모든 지역의 근 과학은 서구 
근 과학이므로, 서구과학을 이해하면 다른 지역에서 수행되는 과학도 이해할 수 있
다. 하지만 서구 근 과학이 지역을 초월한 보편적 학문이란 믿음은 과학사 연구가 
지성사의 틀을 넘어서 과학 활동의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 한 이해를 넓히고, 특히 
1980년  이래 과학사회학의 다양한 연구 성과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크게 비판받았
다. 무엇보다 과학 역시 인간 활동의 일부분이고, 따라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
회와 문화의 향을 받는 지역적 산물이라는 인식이 등장했다. 그에 따르면, 실험에 
의해 객관적 사실을 확보함으로써 보편적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 또한 근 과
학이 형성되던 시기 서유럽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이념적 필요를 반 하는 것일 뿐
이다.4 

이 연구는 그 동안 축적되어 온 이러한 성과를 토 로 20세기 초반, 일본의 식민
지 조선에서 진행된 식물연구를 나름의 지역적 근 과학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으로 
검토한다. 식민지 조선에서 근  식물학이 형성되는 데 물론 유럽과 일본 근  식물
학의 향이 크게 작용했지만, 그럼에도 그 과정은 완성된 근  식물학이 일방적으
로 전달되어 이식되는 과정은 아니었다. 이는 식민지 사회의 역사적‧사회적 배경 하
에 다수의 조선인과 식민현지의 일본인들이 나름의 근 적 변화를 추동하는 가운데 
만들어졌다. 이들은 식민지의 삶을 통해 형성된 민족적, 지역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단지 중심부 과학활동의 복제를 노린 것이 아니라 그와 차별화된 새로운 과학활동을 
지향했다. 이들의 활동은 식민지에 나름의 근  식물학을 자라게 했을 뿐 아니라, 일
본 근  식물학의 형성과 발전에도 중요한 향을 미쳤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에서
의 식물연구는 제국 중심부와 식민현지에 동시에 등장한 근  식물학의 특징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안성맞춤의 사례이다.

20세기 초반,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의 역사적 상황은 이러한 비교와 분석을 

3 과학이 서구과학과 등치됨에 따라 발생한 동아시아 전통과학사 연구의 문제에 해서는 김 식, “중국
의 전통과학과 자연관에 한 올바른 이해”, 한국사시민강좌 16 (1995), 203–222.
4 과학사와 과학사회학 전개 양상에 해서는 홍성욱, 생산력과 문화로서의 과학 기술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9). Jan Golinski, Making Natural Knowledge: Constructivism and the History of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실험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서유
럽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 구축되는 과정을 살펴본 고전적 연구는 Steven Shapin and Simon 
Schaffer, Leviathan and the Air-pump: Hobbes, Boyle, and the Experimental Lif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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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세 가지 중요한 초점을 제공한다. 첫째, 이 주제는 이미 제국주의 과학사 연구 
일각에서 제기된 “접촉 공간(Contact Zone)” 혹은 제국의 과학자와 현지인 사이의 상
호작용에 한 관심을 전면화하고 나아가 이 접촉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민족정체성
과 과학활동 사이의 관계를 검토할 기회를 제공한다.5 식민지 조선은 제국주의적 경
쟁과 팽창의 시 에 일본을 ‘서구’와 등하게 겨룰 제국으로 건설하겠다는 국가주
의가 일본 사회에서 힘을 얻은 결과 탄생했다. 일본은 군사력에 의한 강압적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낙후한 식민지의 “문명화”를 표방했고, 특히 “과학적 제국주의”를 
내세웠다.6 서구제국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을 통해 식민 지배를 수행하고 또 이를 
정당화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식민지에서 수행하는 과학적 조사 작
업에는 조선인들의 조력이 필요했다. 조선사회는 이미 19세기 말을 거치며 과학기술
을 발전시켜 근 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상당부분 공유한 상태에서 식민지로 전환
되었다. 따라서 조선인들은 일본의 지배에 해서는 저항하더라도, “서구 과학기술”

을 앞세운 일본의 “문명화 사명” 논리에 해서는 점차 수용적 태도를 보 다.7 그 
결과 조선인들이 독자적인 과학 활동을 염두에 두고 일본인들의 식민지 과학 활동에 
함께하는 모습이 드물지 않게 나타났다. 이렇듯 정치적, 민족적 이해관계를 달리한 
이 두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이 특히 식물학 분야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식물
학적 결과가 무엇인지가 이 논문의 핵심적 분석 상이 된다.

둘째, 식민지 조선은 근 과학에 한 이전의 연구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식
민지 지식전통의 다양한 역할도 드러내 줄 것이다. 식민지 조선은 과거 일본과 끊임
없이 문화를 교류했고 한문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서구 제국의 

5 프랏은 접촉 공간을 “지리적‧역사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게 되어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장소”로 정의하고 이 공간에서 토착민들도 능동성을 갖고 협상에 참여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지속적 관계는 “강제성, 심한 불평등, 풀리지 않는 갈등”을 수반함도 지적했다. Mary Louise Pratt,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London: Routledge, 2008), 8.
6 일본의 조선지배는 기본적으로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를 겨냥한 군사적 목적을 가졌고, 군사력에 의해 
지배를 획득한 “군사적 제국주의” 다. 권태억은 그럼에도 일본이 통치초기부터 조선인들의 반발을 무마
하여 식민지 경 의 이익을 확보하고, 경쟁 세력인 서구에 통치능력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문명화”
를 내세웠음을 보여주었다. 권태억, “1910년  일제 식민통치의 기조,” 한국사연구 124, (2004): 207–
232. 일본제국주의가 “문명화”의 핵심을 과학기술로 삼은 “과학적 제국주의(scientific colonialism)”를 주
창했음은 다음 연구가 지적했다. Ming-cheng Miriam Lo, Doctors Within Borders: Profession, Ethnicity, 
and Modernity in Colonial Taiw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7 식민초기 일제의 “문명화” 시책은 군사적 강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조선인들의 저항을 
받았다. 하지만 3‧1운동 이후의 “문화통치” 하에서 조선인들은 점차 “실력양성”으로 민족운동의 방향을 
전환시켰다. 19세기 말부터 꾸준히 진행된 “실력양성론”의 전개와 1920년  “문명화”가 적극 수용된 이
후의 민족주의 내의 분기 등은, 박찬승, 민족주의의 시 : 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 (서울: 경인문화사, 
2007); M. 로빈슨,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김민환 옮김 (서울: 나남, 1990).



- 5 -

식민지와 달랐다. 서구 제국주의는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식민지가 문명화되지 못한 
자연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며 식민지의 지식전통이나 문화를 간과하는 경향
을 보 다면, 일본은 이웃 조선에서 친숙한 지식전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
게 발견된 식민지 지식전통은 근 적 식물연구에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식물 연구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일본인과 조선인의 상호작용 양상에도 향을 미쳤다. 이렇듯 과
거의 지식전통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발견되어 전용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 논
문은 전통과 근  사이의 단절되지 않은 연결고리를 드러낼 것이다.

셋째, 이 주제는 지금까지 제국주의와 과학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역사학적 논의에
서 뚜렷하게 부각되지 못했던 식민현지 전문가 집단의 독특한 역할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한다. 식민지 조선은 해방 당시 재조선 일본인의 수가 민간인 70만, 군관계자 30

만에 달했고, 1940년 70만에 가까운 재조선 일본인 중 식민관료로 볼 수 있는 사람
이 거의 4분의 1이었던 “식민자 식민지(settler colony)” 다. 인구 5백만인 케냐로 파
견된 국인 식민관료가 80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숫자 다. 이렇게 
많은 재조일본인에 기반한 식민지 조선에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현지에 정착해 본
국의 일본인과도 다르고, 피지배 조선인과도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갔다. 단순
히 중심부 과학자들의 현지 연구를 보조하고 매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름의 현지 
전문성을 쌓아 독자적 역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결과 다. 이들은 이를 위해 조선
인, 조선 문화와 더 접하게 상호작용하며 과학활동을 전개했는데, 식민지의 첨예한 
정치적 립 속에 이들이 형성해 간 애매한 정체성은 식민지 과학활동을 둘러싼 긴
장관계를 더 뚜렷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8

중심부 학자 나카이, 현지전문가 이시도야, 조선인 연구자 정태현과 도봉섭, 다수 
박물교원들을 망라한 여러 집단의 연구를 살펴볼 이 논문은 다음의 세 가지 관점을 

8 우치다의 다음 연구는 식민지배 수립 이전부터 이주를 시작한 일본의 조선 식민자들이 지역적 정체성
을 형성해 일본의 정책을 때로 비판하면서도 일본의 식민지배를 위한 핵심적 중개자(brokers)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재조선 일본인 통계는 Jun Uchida, Brokers of Empire: Japanese Settler Colonialism 
in Korea, 1876-1945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1), 3, 23. 우치다의 연구는 
이들의 정치적 인식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는데, 조선에 한 조사를 통해 조선의 자연물, 농산·공산품 
등의 우수성을 본국에 선전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했던 전문가 집단의 지역적 정체성에 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이태희, “제국 일본의 공업시험연구체
제와 1910년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의 공업화 전략”, 역사와 문화 25 (2013), 122-162. 현지과학자들
에 한 구미학계의 연구는 이어지는 연구사 정리에서 분석된다. 아울러, 일본 제국주의의 중적 측면
과 그를 통해 제국주의와 일본 근 국가 건설의 관계를 탁월하게 보여준 연구인 Louise Young, Japan’s 
Total Empire: Manchuria and the Culture of Wartime Imperialism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과 Peter Duus, The Abacus and the Sword: The Japanese Penetration of Korea, 1895-191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도 “식민자”들의 능동적 역할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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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하고자 한다. 첫째, 식민지의 과학 활동은 모든 면에서 정치성을 띠었다는 사실
이다. 일본이 과학문명의 전수를 앞세워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했기에 식민지 
과학 활동은 정치적 차원과 분리되어 수행될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은 
나카이 다케노신의 조선식물상 연구는 서구학계와 식민지인들을 상으로 일본 제국
의 과학성을 과시함으로써 일본의 식민통치를 문화적으로 뒷받침했다. 다른 한편 조
선인들은 조선인의 실력양성이라는 정치성을 띤 목표와 자신들의 식물 연구를 연결
시켰다.

둘째, 과학 활동이 이렇게 정치적이었음에도 일본인과 조선인이 모두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과학 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기에 그 정치성은 노골화되기 힘들었
으며 두 집단 사이에는 매우 활발한 교류가 일어났다. 쌍방은 상이한 정치적 의도에
도 불구하고 식물연구라는 목표를 중립적으로 내세워 상호의존적 교류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각자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노력은 식민지 식물연구의 성격에 
중요한 향을 미쳤다. 나아가 이 식민지 접촉 공간의 상호작용은 일본의 식물연구
에도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이 논문이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난 조선인, 일본인 연구
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 긴장관계에 분석의 초점을 두려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흔히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를 다룰 때 주목되었던 
민족이라는 요소를 고려하되, 이를 이들의 행동을 좌우한 여타의 요소들과 관련지어 
역동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식민지의 차별구조 하에서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민족의
식의 역할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이 글은 민족의식이 각 개인의 다양한 선택에 작
용하는 역동적 모습에 주목할 것이다. 즉 이들의 행동을 일본인 혹은 조선인의 행동
으로 만들었던 순간적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제국주의 지배 하에서 민족
정체성을 작동시킨 차별적 구조, 그리고 이 민족정체성과 과학활동이 맺는 상관관계
를 드러낼 것이다. 나아가 민족의식 이외에 이들이 직면한 새로운 삶의 조건에서 중
요했던 다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할 것이다.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혹은 식민지라는 
삶의 터전에 착된 지역적 정체성 등이 그것이다. 이 요소들은 민족의식과 결부되
어 이들의 상호작용, 이들이 수행한 과학 활동의 방향에 향을 미치며 식민지 근
과학을 형성해 갔다. 

식민지 상호작용의 정치성과 역동성을 염두에 두고 식민지의 다양한 교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이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첫째, 식민지 상호작용
이 식민지 과학 활동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결과 형성된 근 과학의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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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관심, 내용에도 큰 향을 끼쳤음을 보여주려 한다. 이 식민지 상호작용의 산
물은 조선 식물학이라 불릴 수 있는 한반도에 국한된 지역적 성과만이 아니라, 나카
이 다케노신에 의해 일본 식물학의 핵심적 성과가 된 ‘보편적’ 조선식물 연구도 포
괄했다. 이 글은 특히 나카이의 식물학이 겨냥했던 보편성과 식민지 조선의 식물학
이 표방한 지역성 모두가 식민지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보일 것이다. 제국의 과학자
는 식민지의 자연물, 채집자, 지역적 지식에 한 의존을 줄이고, 자신의 지적 권위
를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중심부 과학의 ‘보편성’을 추구했다. 반면 연구자로서 독자
적 입지를 찾고자 하는 식민지의 연구자들은 지역에 착된 전문성을 내세우며 제국 
과학의 ‘보편성’에 항했다. 흔히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사이의 협력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으로 간주되는 과학 활동의 ‘중립성’조차 과학 활동의 이러한 정치성을 은
폐하고 상호의존적인 두 집단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호작용의 산물이
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 근 과학이 식민지에서 진행된 교류에 크게 의
존하며 형성되었다는 최근 과학사 학계의 논의를 추인하는 한편, 근 과학의 여러 
특징들이 식민지 상호작용의 정치성을 반 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

이 논문의 둘째 목표는 식물학의 사례를 통해 근 과학의 토착화에 기여한 조선
사회의 역동적 요소들을 드러냄으로써 제국주의 과학사의 중심부 편향을 수정함과 
동시에 식민지 과학의 토착화를 식민통치의 부산물로 간주하는 ‘식민지 근 화론’의 
단순한 역사인식을 문제 삼는 것이다.9 일본이 조선인들의 과학기술적 성장에 필요
한 교육과 연구기회를 제한했음은 잘 연구되어 있다.10 식민지 조선에서 특히 식물학 
분야에 과학지식을 생산하고 전파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이유는 일본이 식물
학의 근 화를 위해 근 적 제도와 자원을 이식해준 덕분이 아니었다. 이는 조선에 
거주하는 다양한 인물과 세력들이 식민지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경

9 ‘식민지 근 화론’은 주로 식민당국의 경제통계를 근거로 식민지 시기에 근 적 발전이 일어났다고 주
장하고 나아가 이를 전후 한국의 경제발전과 연결짓는 주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김낙년, 일제하 한국
경제 (서울: 해남, 2003),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서울: 서울 학교 출판부, 2006)등이 있고 이에 

한 비판으로 허수열, 개발 없는 개발: 일제하, 조선경제 개발의 현상과 본질 (서울: 은행나무, 2005);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 식민지근 화론의 농업개발론을 비판한다 (파주: 한길사, 2011) 등이 있다. 권
태억은 한국의 근 화를 식민지 시기와 연속선 상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되 ‘식민지 근

화론’의 단순성을 비판했다. 식민지 시기의 근 화는 식민지인에 한 근 적 정치권의 보장없이 식민 
경 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경제제도의 근 화가 주를 이룬 제한적인 것으로서, 오히려 지배의 편의를 
위해 전근 성을 온존시키고 조선인의 자유로운 근 화를 막았던 차별적, 억압적인 것임을 지적했다. 권
태억, “近代化ㆍ同化ㆍ植民地遺産”, 한국사연구 108 (2000), 115-40. 
10 김근배의 연구는 이러한 제한 속에서 조선인들이 과학기술 교육을 위해 능동적으로 벌인 노력과 그 
의미를 잘 보여주었다. 김근배, 한국 근  과학기술 인력의 출현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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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하며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자 노력한 덕분이었다. 이렇게 식민지 조선에서 
과학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는 현지인들의 능동적 역할을 부각시키고, 특히 그
들의 과학 활동 자체를 조명함으로써, 이 논문은 다양한 근 과학이 형성되는 데 지
금까지 그 중요성은 지적되었지만 부차적으로 다루어졌던 식민현지의 인물과 그들의 
활동이 미친 향을 드러낼 것이다.

1.2.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범위

제국주의와 자연사 연구의 ‘중심지’ 편향을 식민지 조선의 식물연구를 사례로 수정
하려는 이 연구는 제국주의를 통해 근 과학이 성립되는 과정이나 서구과학을 포함
해 모든 근 과학이 지역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온 연구들의 문제의식을 출발점으
로 삼는다. 유럽 제국주의와 과학기술의 관계에 한 연구는 최근 30여 년간 급속히 
발전하며 거듭 새로운 문제의식을 통해 정교해졌다. 이 연구사 검토는 자연사, 그 중
에서도 식물학에 초점을 두어 먼저 구미학계의 성과를 검토한 뒤, 일본 제국주의와 
과학의 관계 혹은 일본 식물학의 역사에 한 일본학계의 논의, 그리고 식민지 시기 
조선의 자연사에 한 한국학계의 성과를 차례로 검토하여 본 논문이 이러한 선행 
연구의 문제의식을 계승하거나 보완, 극복하고자 하는 지점들을 드러낼 것이다.

식물학과 제국주의의 관계에 한 본격적 논의는 브로크웨이(Lucile Brockway)의 
고전 과학과 식민지 팽창: 국 왕립식물원의 역할(Science and Colonial Expansion: 

The Role of the British Royal Botanic Gardens) (1979)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책은 
국 왕립식물원에서 수행된 식물연구를 검토하여 이 연구들이 국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경제적 수탈에 기여했음을 우선적으로 밝혔다. 저자는 약재인 싱코나, 산업재
인 사이잘 삼, 고무와 같은 경제적 작물에 한 왕립식물원 학자들의 연구를 분석해 
자신의 주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했다. 브로크웨이의 연구가 식물학과 제국주의의 
관계를 식물학의 응용 측면에서 밝혔다면, 드레이튼(Richard H. Drayton)의 자연에 
입각한 통치(Nature's Government) (2000)는 자연사가 그 자체로 수행한 이데올로기
적 역할과 그 기원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제국은 자연사를 통해 자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이상적인 통치자로 자신을 내세우려 했고 자연사라는 과학은 이렇게 식민
지에 한 강제적 지배를 내외적으로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쉬빙어
(Londa Schiebinger)의 식물과 제국(Plants and Empire) (2004)은 이 두 연구의 관심
을 결합한 셈인데 실용적 측면과 이념적 측면 모두에서 식물학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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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했다. 쉬빙어는 제국주의 세력들이 향료와 약품 등의 식물자원을 획득하려 벌이는 
경쟁적 노력을 묘사함과 동시에 식민지 자연물에 기반해 태어난 린네의 명명법이 제
국주의적 지배관계를 언어로 구현해 서구중심주의를 드러낸 언어제국주의의 산물임
을 지적했다.11

이 세 연구는 모두 서구 식물학과 제국주의의 관계를 밝혀낸 소중한 성과들이다. 

하지만 모두 중심부 기관에서 중심부 식물학자와 정책입안자들이 중심부의 의도를 
실현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춘 것은 한계 다.12 연구자들의 이러한 중심부 편향성은 
널리 인지되어 왔는데, 그 한계는 최근 쿡(Harold Cook), 판(Fati Fan), 라즈(Kapil 

Raj)의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보완되었다.13 

쿡의 교환의 문제(Matters of Exchange) (2007)의 첫 번째 목표는 드레이튼과 
쉬빙어의 뒤를 이어 유럽 근 과학이 식민지에서의 활동에 자극받아 생겨났음을 보
여주고, 이를 통해 천문학과 물리학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유럽 과학혁명의 성격을 
재론하는 것이었다. 원거리 무역 확 와 이를 추구하려는 욕망이 신체와 사물 자체
에 한 관심, 사물에 한 “사실적” 묘사의 욕구, 체험의 욕구를 낳았고 이것이 의
학과 식물학 분야의 인식론적 혁명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사실(matters of facts)”에 

한 “객관적인(objective)”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는 과학혁명의 핵심적 인식론은 바
로 이런 원거리 무역의 팽창과 함께 자연사라는 학문을 통해 생겨났다는 주장이다. 

쿡은 세계적 무역망의 형성을 주도했던 16-7세기 네덜란드의 과학 활동, 흔히 합리
주의의 시조로 여겨지는 데카르트 등을 사례로 이런 담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쳤
다. 이런 중심 주장 외에도 그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의 의사 본티우스(Jacobus 

Bontius, 1592-1631) 등이 약물자원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동남아시아의 토착 지식에 
의존하는 모습을 검토함으로써 중심부 근 과학에 한 주변부인들의 기여도 지적했
다.14

11 Brockway, Science and Colonial Expansion; Drayton, Nature’s Government; Schiebinger, Plants and 
Empire. Schiebinger의 연구는 또한 제국주의와 식물학의 관계를 통해 과학에서의 젠더 문제에 한 논의
에도 기여했고, Drayton은 자본주의를 비롯한 근 성의 모든 측면이 식민지 건설과 팽창에 의한 것이 아
닌지를 둘러싼 국 사학계의 논의를 자연사로 확 한 것임도 주목할 만하다. 
12 Drayton의 연구는 원주민들도 이러한 근 과학 생산에 참가했음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이들 원주민들
의 활동은 전혀 드러내주지 못한 채 중심부 학자 Joseph Banks, William과 Joseph Hooker, William 
Thiselton-Dyer등이 식민지 자연사를 통해 큐 가든을 건설하고 확 시키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13 Fa-ti Fan, British Naturalists in Qing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Harold Cook, 
Matters of Exchange: Commerce, Medicine, and Science in the Dutch Golden Ag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Kapil Raj, Relocating Modern Science: Circul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Knowledge in South Asia and Europe, 1650-1900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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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과학활동에 한 최초의 본격적 연구는 판의 청  중국의 국인 자연학
자들(British Naturalists in Qing China) (2004)이다. 판은 프랏(Mary Louise Pratt)의 
통찰력 있는 접촉 공간 개념을 빌려와 국 큐 가든이 아닌 중국 현지, 그 중에서도 
최초 무역항인 광둥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국인 자연사가들의 활동을 검토함으로써 
주변부 인물들이 수행하는 능동적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프랏은 
접촉 공간에서 일어나는 교류는 상호적이며, 식민지인들이 이 교류에서 자신들의 문
화에 기반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는데,15 판은 중국에서 국인 자
연사가들이 펼친 활동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이들이 자연물을 
채집해서 가공하고 혹은 국에 소개하기 위해 무역 및 현지 상업 네트워크에 연결
된 광범위한 현지인들의 협력에 의존했고, 또한 중국학(Sinology)과 같은 지식전통, 

원예·화훼 등의 문화전통도 활용했음을 보여주었다. 중심부의 자연사 지식은 바로 이
런 접촉 공간에서 중국인들과 교류하면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었다.16 판의 연구는 
이렇게 중국인의 능동성을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중국인들의 역할을 여전히 국인
들의 과학 활동과 지식에 미친 향의 차원에서만 논의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판이 
택한 중국인들이 국인 자연사가들과 같은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관리, 상인, 약제
사, 상사원, 하인, 화가, 장인, 어부, 정원사, 스님, 통역, 행상꾼, 잡역부, 농부, 사냥
꾼, 아이들”에 국한된 사실에 기인할 것이다. 즉, 이들은 국인들의 과학 활동을 보
조하는 이상의 능동성을 드러내기 힘든 집단이었다.17

이러한 한계는 근  과학의 발생지를 서구가 아닌 남아시아의 접촉 공간으로 재
위치 시키겠다는 라즈의 근 과학 재위치 시키기(Relocating Modern Science)
(2010)를 통해 일정 정도 극복된다. 라즈는 지도학, 자연사 등의 이른바 “야외 과학

14 Cook, Matters of Exchange, 4, 34, 1-41. 175-225. 식민지 의학사 분야에서는 식민지인의 능동성에 
한 논의가 더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는 환자의 능동성에 주목해 온 의학사 연구의 향일 것이다. 하지
만 이 경우도 이들의 능동성이 의학지식에 직접 연관되어 논의되는 경우는 드물다. 아놀드의 연구는 신
체의 식민지화를 거부하는 식민지인들의 다양한 저항을 드러냈고, 로의 연구는 일본 치하에서 근 교육
을 받은 타이완 의사들의 변화하는 정체성과 활동에 주목했다. David Arnold, Colonizing the Body: State 
Medicine and Epidemic Disease in Nineteenth-century Ind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Lo, Doctors Within Borders.
15 Pratt, Imperial Eyes.
16 Fan, British Naturalists in Qing China.
17 판은 비전문가를 선택한 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 식물학 연구의 상황을 반 하는 것임을 결
론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아직 중국인들이 자연사 연구에 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통적 학문활동을 근 적 학문활동과 분명히 구분되는 활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엘만이 지적한 다양한 혼
종적 노력들에 주의한다면, 논의할 상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Fan, British Naturalists in Qing 
China, 4-5, 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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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r science)” 분야를 상으로 이 접촉 공간에서 진행된 과학 활동을 검토했다. 

그는 유럽인들이 낯선 공간에서 살아남고 이익을 얻고자 이러한 과학활동을, 특히 
토착 전문가 집단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 의존함으로써 수행해 비로소 근  지도학과 
자연사 등을 형성시키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 한 “객관
적” 정보를 전달하려는 필요에 부응하여 측량 조사와 체계적인 지도학이 인도의 토
착 지도학과 교류하며 등장했고, 이 근  지도학이 오히려 유럽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한 식물 지식에 관한 근 적 체계도 이 접촉 공간에서 재구성되어 유럽의 것도 인
도의 것도 아닌 “혼종(hybrid)”의 근 과학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인도
의 토착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조명했기에 라즈는 유럽인과 이들의 교류가 “비록 비

칭적이지만, 호혜적인 유통과 협상의 과정(reciprocal, albeit asymmetric, processes of 

circulation and negotiation)”이었음을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18 

라즈는 250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일어난 여섯 종류의 과학활동을 통해 “근
과학”이라는 분명히 정의되지 않은 실체를 유럽에서 남아시아의 접촉 공간으로, 나
아가 천문학, 물리학으로부터 야외 과학으로, 그리고 왕립학회와 실험실이라는 과학
자들의 역으로부터 무역회사의 향 하에 있는 상업적 공간으로 재위치 시키려 했
다.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한 그의 이 담한 시도에 다소의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
다. 우선 그는 근 과학이 남아시아의 접촉공간에서 호혜적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
화의 혼종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더 강하게 역설하기 위해서인 듯 접촉 공간에 존
재한 힘의 불균형이나 지식활동의 정치성을 충분히 고려치 않았다. 교류의 “비 칭
성”을 인지하는 그가 힘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로 보인
다. 첫째, 말하자면 그가 이미 한 편인 현지인과 유럽인을 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이들 인도인들은 유럽인들과의 “호혜적 교류”를 통해 일정한 이익을 기 하는 “협력
자”로서 조사 작업의 정치적 함의를 묻지 않는 이들로 그려졌다. 둘째, 이 접촉공간
의 유럽인들이 지적, 사회적, 정치적 힘을 아직은 갖추지 못한 현지 전문가들이라서 
그가 다룬 인도인 전문가들과 등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았다. 셋째, 그가 살펴
본 자료에는 사실 토착민 나름의 목소리가 없어서 합의가 이루어진 듯한 외양을 취
하기 쉬웠다.19 

18 Raj, Relocating Modern Science, 13, 14, 89, 94. 
19 특히 마지막 장에 다룬 인간 측정장치들 혹은 국인들이 이들에게서 얻는 정보의 외적 신뢰성을 
높이려 붙인 “전문가(pundits)”들은 국이 이미 식민지배를 구축한 19세기 초반이라는 시점에 국의 지
배확 를 위한 측량작업에 임한 이들이다. 암살 위험 등으로 국인들이 과학적 장비를 들고 측량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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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라즈는 접촉 공간의 교류가 주변부와 중심부 지식전통에 모두 향을 미쳤
다고 말하면서도 그가 다룬 것은 ‘잘못’ 유럽의 근 과학이라고 불려왔던, 하지만 분
명히 유럽인 주도여서 유럽어로 정리된 혼종의 근 과학 하나 뿐이었다. 만약 인도 
사회에서 이 교류 이후 일어난 학문전통의 혁신이 이 유럽어로 정리된 혼종의 근
과학 뿐이라면, 사실 근 과학이 유럽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통에 힘
입어 남아시아에서 생겨났다는 주장은 애매해진다. 혼종이라해도 이는 여전히 다
수 남아시아인들과는 무관한, 유럽의 지배를 돕는 유럽 근 과학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유럽 근 과학이 어떠한 일반적 근 과학을 표하는 듯 그것을 남아시아의 
접촉공간으로 재위치 시키기 위해 애썼던 그는 정작 남아시아의 학문체계와 그 변화
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묘한 유럽 중심주의로 인해 이런 모순을 드러낸 셈이
다.20 

이 논문은 무엇보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과학 활동을 그 나름의 지역적 과학 활
동으로서 검토하고자 한다. 과학을 완성된 지식의 체계가 아닌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 하는 지역적 활동의 산물로 파악하는, 과학사 학계의 잘 검증된 논의에서 출발
하려는 것이다. 이 글은 나아가 20세기 초반 식민지 조선에서 수행된 일본인과 조선
인의 과학활동이 유럽 근 과학의 외양을 따르게 된 불평등한 힘의 관계와 그 정치
성에도 주목할 것이다. 이 비서구 식민지의 근 과학 활동은 일본과 조선 사회 나름
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과 식민지배 관계를 반 했을 뿐 아니라 근 과학이 서구의 
힘을 상징하는 정치성 하에서 구성되었다. 식민지 조선의 조선인과 일본인은 이런 
조건 하에서 식물 연구를 제국주의 하의 민족주의와 결부시키면서 제국 일본과 식민
지 조선의 상이한 근  식물학을 탄생시켰다. 

아직 일본과 한국의 과학사 학계에서 제국주의적 상호작용 속에 탄생한 일본의 
근 과학과 식민지의 근 과학을 함께 관련지어 검토한 시도는 없었다.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견 자연스러운 일국적 관심의 결과 다.21 우선 일본 학계는 일본 근

수 없는 정치적 립 상황에서 훈련을 통해 걸음수를 세어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
기로 동의한 이들만을 조명해 이를 호혜적인 근 지식 구축 과정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힘의 관
계를 외면한 것은 라즈가 지식의 권력성에 한 푸코의 논의에 비판적 입장을 가져서이기도 하다. Raj, 
Relocating Modern Science, 특히 206-7, 101-2.
20 그는 근 과학이 사회문화적 요소를 반 해 지역성을 띤다는 과학사학계의 논의를 적극 수용해서 근

과학의 다수성을 인정했음에도 접촉공간의 근 과학은 하나로만 보았다. 그는 지역에 따른 다양한 근
과학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유럽 내에서조차 지역적 차이를 보인 과학혁명과 계몽(enlightenment)의 

다양한 양상을 다룬 성과들도 인용했다. Raj, Relocating Modern Science, 7.
21 일본과 조선의 근 과학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은 클랜시가 제안한 “다지역적 연구(multi-local)”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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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을 “주변부” 과학으로 간주하고는 그 발전을 유럽 과학과의 관계 측면에서만 
검토하는 “따라잡기 사관”의 경향을 강하게 보여왔다.22 

하지만 점차 일본 근 과학이 구미 중심부 과학과 동시 에, 유사한 발전경로를 
거쳐 형성된 “중심부” 과학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었다.23 나아가 비록 1990년  초반
까지도 일본 과학의 “중심부”적 성격과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을 연관시킨 연구는 드
물었지만,24 2000년  이후 일본 과학사학계는 제국주의 팽창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
은 일본 근 과학사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원칙적 합의를 보여주고 있다.25 다만 일본 
제국주의와 과학의 관계에 한 최근의 연구들도 부분 서구 학계와 비슷한 “중심
부 편향”을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어 미즈노 히로미(水野宏美)의 제국을 위한 과학
(Science for the Empire) (2009)은 일본 기술관료들이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이어지는 
민족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을 동원하고, 반 로 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해 민족

이다. 클랜시는 “제국 과학”, “식민지 과학”이라는 관점에 매몰되지 않으며 중심부를 주변부에 과학을 
전파해주는 지역으로 특화시키는 위험 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역적 연구”를 제안했다. 
Gregory Clancey, “Japanese Colonialism and Its Sciences: A Commentary,”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1, no. 2 (2007), 205–211.
22 클랜시는 이 따라잡기 사관이 바살라의 “서구과학의 전파” 모델과도 관계있다고 지적했다. 근 과학
의 보편화를 서구과학의 전파라는 관점에서 보았던 바살라는 일본과 미국의 과학을 “식민지 과학
(colonial science)"의 사례로 사용했다. Clancey, “Japanese Colonialism and Its Sciences”. 바살라의 전파모
델과 그에 한 비판은 George Basalla, “The Spread of Western Science”, Science 156 (1967), 611-622; 
Roy MacLeod, “On Visiting the ‘Moving Metropolis’: Reflections on the Architecture of Imperial Science”, 
in Scientific Colonialism: A Cross-Cultural Comparison (Washington: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87), 
pp. 217-249; Roy MacLeod ed., Nature and Empire: Science and the Colonial Enterprise, Osiris 15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23 히로시게 데쓰는 1973년 초판이 발행된 科學の社會史를 통해 일본 학계가 구미를 뒤쫓기만 했다는 
“따라잡기 사관”을 비판했다. 일본 과학이 이미 19세기 말 당시 제도화 중이던 구미과학계 수준의 제도
화와 전문화를 이루었고 그에 상응할 성과를 올렸다는 점에 해서는 이후 지속적 연구로 합의가 형성
되고 있다. 廣重徹, 科學の社會史 (東京: 岩波書店, 2002), 6-7. James R. Bartholomew, The Formation 
of Science in Japa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그렇지만 상당한 연구가 아직 “따라잡기 
사관”의 향을 받고 있음은 Kim Yung Sik, “Problem of Early Modern Japan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East Asia,” Historia Scientiarum 18 (2008), 49–57이 지적했다.
24 Bartholomew, The Formation of Science in Japa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Tessa 
Morris-Suzuki, Th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of Japan: From the Seventeenth to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일본 근 과학기술사의 표적 성과라 할 이 두 
연구도 제국주의 팽창의 맥락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Morris Low, Science and the Building of a New 
Japa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등 전시 일본 물리학이나 전쟁 관련 과학 활동을 다룬 연
구는 더러 보이지만, 초점은 서구와의 결에서 생겨나는 일본 과학 혹은 일본 과학과 중심부 과학과의 
관계이다.
25 일본 근 사학계 전반에서 식민지배에 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은 日本植民地研究会 편, 日
本植民地研究の現状と課題 (東京: アテネ社, 2008). 일본 과학사학계의 합의는 河村豊, 田中浩明, 山口
直樹, 矢島道子, 常石敬一, 加藤茂生, 山崎正勝, “日本戦時科学史の現状と課題(2003年度年会報告),” 科
学史研究. 第II期 43, no. 229 (March, 2004), 45–56; Clancey, “Japanese Colonialism and Its Sciences: A 
Commentary;” Togo Tsukahara, “Introduction to Feature Issue: Colonial Science in Former Japanese Imperial 
Universities,”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1, no. 2 (2007), 1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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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동원하는 모습을 통찰력 있게 조명했지만, 역시 중심부 일본인들의 의도에 
한 분석에 그쳤다. 일본이 “과학적 제국주의”를 내세우기 위해 동원한 과학이 식

민지에서 어떠한 성공과 실패를 겪었는지 검토하지 않았기에 과학에 기댄 일본의 제
국주의적 민족주의가 몇몇 학자들의 이념적 논의로 그려졌다.26 

미즈노의 연구와 달리 일본이 아닌 식민현지에서 일어난 과학 활동을 다룬 연구
들도 중심부 학자의 활동과 그들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편향은 여전하다. 식민지
의 과학 활동에 한 일본 학자들의 연구는 지질학, 지진학, 기상학 분야 등에서 기
초적 성과가 나왔으며,27 농학, 의학, 위생학사 분야에서는 좀 더 진전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지만, 이 연구들이 다룬 상은 거의 일본인 과학자들이었다. 이들은 일본
인들이 식민지에서 수행한 연구 활동이 일본의 근 과학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
을 했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후지와라 다츠시(藤原辰史)의 쌀품종 개량에 한 연구, 

이이지마 와타루(飯島渉)의 전염병에 한 연구, 세토구치 아키히사(瀬戸口明久)의 
해충에 한 연구와 신창건(愼蒼健)의 한약재 개발 및 동양의학 담론에 한 연구 
등이 좋은 사례이다.28 이 연구들은 식민지인의 능동성에 관심을 기울 다는 점에서 

26 Mizuno Hiromi, Science for the Empir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27 矢島道子, “戰時科學史として日本の地質學を見る,” 科学史研究. 第II期 43, no. 229 (March 2004): 
51–53; idem, “日本の戦時地質学 : 中国東北部を例として(第22回国際科学史会議での日本からの報告),” 
科学史研究. 第II期 45, no. 237 (March 2006): 68–69; idem, “戦時中のウラン探鉱,” 科学史研究. 第II
期 45, no. 238 (June 2006): 96–98; Boumsoung Kim, “Seismicity Within and Beyond the Empire: 
Japanese Seismological Investigation in Taiwan and Its Global Deployment, 1895-1909,”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1, no. 2 (2007), 153–165; Masumi Zaiki and Togo Tsukahara, “Meteorology on the 
Southern Frontier of Japan’s Empire: Ogasawara Kazuo at Taihoku Imperial University,”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1, no. 2 (2007), 183–203; Miyagawa Takuya, “The Meteorological Observation 
System and Colonial Meteorology in Early 20th-Century Korea,” Historia Scientiarum 18 (2008), 140–150. 
이외 이와나미 쇼텐의 학지 시리즈 6, 7권이 과학기술과 식민지 조사를 다루고 있다. ｢帝国｣日本の学
知: 地域研究としてのアジア 末廣昭 편 (東京: 岩波書店, 2006); ｢帝国｣日本の学知: 実学としての科学
技術 田中耕司 편 (東京: 岩波書店, 2006).
28 후지와라는 “전쟁과 무관”하다고 간주되는 육종기술을 전쟁, 즉 제국주의 팽창이라는 맥락에 놓고 
“쌀의 동아공 권”의 형성을 통한 일본 육종학 발전을 보여주었다. 홋카이도, 타이완, 조선에서의 일본 
육종학자들의 활동을 모두 검토한 가장 광범위한 연구이다. 세토구치와 이이지마의 연구는 각각 타이완, 
중국에서의 과학활동이 일본에서의 해충학 및 해충에 한 근 적 관리의 탄생, 일본 전염병의학의 발
전에 미친 향을 검토했다. 경성제  약리학 교실의 한약재연구와 일본 동양의학의 전개를 다룬 신창
건의 두 논문은 조선에서의 한약연구가 제국의 “종합약물학”을 주도했지만 일본 동양의학 논의에서 조
선이 지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藤原辰史, “稲も亦大和民族なり-水稲品種の共栄圏”, 大東亜共栄圏
の文化建設 (東京: 人文書院, 2007), 189–24; 飯島渉, マラリアと帝国: 植民地医学と東アジアの広域秩
序 (東京大学出版会, 2005); idem, 感染症の中国史: 公衆衛生と東アジア (中央公論新社, 2009); idem, 
マラリアと帝国: 植民地医学と東アジアの広域秩序 (東京大学出版会, 2005); 瀬戸口明久, 害虫の誕生: 
虫からみた日本史 (筑摩書房, 2009); Akihisa Setoguchi, “Control of Insect Vectors in the Japanese 
Empire: Transformation of the Colonial/Metropolitan Environment, 1920-1945,”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1, no. 2 (2007), 167–181; 愼蒼健, “경성제국 학에 있어서 한약연구의 성립”, 
사회와 역사 76 (2007), 105–139; 愼蒼健, “日本韓方醫學における自畵像の形成と展開: 昭和 漢方と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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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서술상의 중심부 편향을 극복하려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미학계와 유사하게 
식민지인들을 수동적 정보제공자로 취급하거나 그들의 역할을 “비과학적” 분야에 제
한해 조명했다. 

식물학 분야에서는 아직 이러한 시도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29 일본 식물
학의 역사는 역사학자에 의해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조차 드물다. 식물학사 관련 
저술을 남긴 우에노 마쓰죠(上野益三), 기무라 요오지로(木村陽二郞), 오오바 히데아
키(大場秀章), 야베 이치로(矢部一郎)는 모두 식물학이나 의학을 전공했고, 역사학자
로는 야마다 게이지(山田慶兒), 타시로 카즈이(田代和生), 스즈키 젠지(鈴木善次) 등
의 예외가 있을 뿐이다. 전통과학사가 야마다 게이지와 경제사가 타시로 카즈이는 
각각 본초학, 조선과 일본 간의 약재거래라는 맥락에서 약재연구를 검토했고 나머지
는 식물학사, 본초사, 생물학사 등의 통사를 시도했다.30 이들 중 아무도 일본 식물
학의 급속한 성장과 조선, 만,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이루어진 일본 식물학자
들의 활동이 갖는 관계를 주목하지 않았다. 근  일본식물학이 형성될 무렵 도쿄제

 교수로 그 토 를 닦은 나카이 다케노신과 하야타 분조(早田文蔵 1874-1934)의 
조선과 만 식물 연구에 한 분석적 연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이를 반 한
다.31 

이 연구는 우선 나카이 다케노신의 조선식물 연구를 조명함으로써 일본 근  식
물학과 제국주의 팽창의 관계에 한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일본의 근  
식물학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식민지 조선에서의 활동 뿐 아니라 일본 국

學の關係”, 金森修, 昭和前期の科学思想史 (東京: 勁草書房, 2011), 311-340. 
29 일본과학사학회가 1960-70년  편찬한 日本科學技術史大系의 15권 생물학사 부분은 식물학 분야의 
성장이 제국의 팽창에 힘입었음을 지적했지만, 식물학계의 적극적 노력은 드러나지 않고, 단지 학자들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확장이 제공한 연구기회에 편승한 것으로 그렸다. 
30 이들의 연구는 2장에서 상세히 검토된다. 上野益三, 博物学の時代 (東京: 八坂書房, 1990); 大場秀
章, 江戸の植物学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97) ; idem, 植物学史・植物文化史, 大場秀章著作選 (東
京: 八坂書房, 2006); idem, 日本植物研究の歴史 : 小石川植物園三〇〇年の歩み (東京: 東京大学出版
会, 1996); 矢部一郎, 江戸の本草: 薬物学と博物学 (東京: サイエンス社, 1984); 木村陽二郎, 江戸期
のナチュラリスト (東京: 朝日新聞社, 2005); idem, シーボルトと日本の植物: 東西文化交流の源泉
(東京: 恒和出版, 1981); 山田慶兒, 東アジアの本草と博物学の世界 (京都: 思文閣出版, 1995); 田代和
生, 江戶時代朝鮮藥材調査の硏究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 1999); 鈴木善次, バイオロジ-事始
(東京: 吉川弘文館, 2005).
31 도쿄  부속 코이시카와 식물원에 관한 오오바 히데유키의 연구는 식물원장을 역임했던 하야타와 나
카이에 한 짧은 글을 싣고 있지만, 이들의 만과 조선에서의 활동에 일본 식물학계의 의도가 개입한 
점이나 이들의 독특한 분류법, 그에 한 논쟁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단지 식물학계가 일본의 식
민지 팽창에 따라 새로운 연구기회를 얻었던 것으로 그렸다. 大場秀章, 日本植物研究の歴史, 99-101, 
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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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와 일본의 다른 식민지 및 준식민지에서 일어났던 활동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 
연구는 도쿄제 에서 수행된 조선식물 연구와 식민지 조선에서의 활동만을 검토한다
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일본 근  식물학의 중요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조선식물 연구를 담당했던 나카이의 성공과 그가 일본 및 국제 식물학계에서 행
사한 향력 덕분이다. 그는 일본이 여러 식민지를 상으로 진행한 식물연구 중 가
장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조선식물 연구를 통해 세계적 식물분류학자로 인
정받음으로써 일본 식물학의 근 화를 이끌었고, 오랜 재직 기간 동안 도쿄제 에서 
많은 제자를 길러내며 일본 식물학계에 향력을 행사했다. 즉, 그는 내외적으로 
일본 식물학을 표한 인물이었다. 그에 비견할 만한 인물인 도쿄제 의 동료 하야
타 분조의 만식물 연구는 그 기간도 훨씬 짧았고, 그의 짧은 생애로 인해 학문적
으로도 나카이에 견줄만한 향력은 없었다. 요컨  일본의 식민지배 기간 내내 가
장 큰 향력을 발휘한 도쿄제 의 교수가 조선식물을 연구했기에 일본 근  식물학
의 중요한 특징은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나카이의 식물연구 활동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식민지 시기의 식물학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물학에 한 연구는 박물학이 “이 시기 조선의, 나아가 조선인의 과학연구를 표
하는 분야”라는 인식하에 연구되었는데 개별 박물학자에 한 연구가 이제 막 시작
된 단계이다. 석주명에 관한 문만용의 연구와 조복성에 관한 김성원의 연구가 주목
할 만하다.32 이 두 연구는 연구 업적이 뚜렷한 한국 학자들의 개별적 성과를 한국
인에 의한 근 과학 활동의 사례로 검토한 것이다.

문만용의 경우는 조선나비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은 석주명(石宙明, 

1908-1950)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식민지라는 상황에서 일개 박물교사가 그 같은 
성과를 얻어내기까지의 지난했던 과정과 노력”을 드러내겠다는 목표 하에 조선 나비

32 직접인용은 문만용, “‘조선적 생물학자’ 석주명의 나비분류학”, 한국과학사학회지 21 (1999), 157–
193, 158; 김성원, “식민지시기 조선인 박물학자 성장의 맥락: 곤충학자 조복성의 사례”, 한국과학사학
회지 30 (2008), 353–382. 식물학 분야에는 각종 학회나 분야별 기관사나 분과사, 식민지 시기의 학자들
의 회고에 바탕한 제자들의 짧은 전기 등이 전부이다. 이 외에 일본인 어류학자 우치다 케이타로(內田惠
太郞)의 사진에 한 이경민의 연구와 일종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어류학자 정문기의 친일과 표절의혹
을 제기한 이기복의 연구가 있다. “은사기념과학관”에 한 연구도 자연사와 관련된다. 이경민, “유리판
에 갇힌 물고기”, 유리판에 갇힌 물고기 (서울: 중앙  DCRC, 2009), 14-40; 이기복, “일제시기 조선산 
어류연구와 우치다 케이타로-제국의 바다, 식민의 바다에서”, 유리판에 갇힌 물고기 (서울: 중앙  
DCRC, 2009), 156-213; 정인경, “은사기념과학관 (恩賜記念科學館) 과 식민지 과학기술”, 科學技術學硏
究 5 (2005); 이경선, “식민지에 설립된 제국의 과학관: 일제강점기 恩賜記念科學館의 과학보급사업, 
1925-1945” (서울 학교 석사논문, 20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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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으로 한 석주명의 독특한 연구방법론과 그의 “남다른 노력” 및 “조선적 생물
학”을 위한 모색 등을 보여주었다. 석주명은 일생 동안 70만개의 나비표본을 다루는 
엄청난 노력으로 나비의 개체변이를 통계적으로 연구했고 이에 근거해 일본과 서양
의 학자들이 한두 개체의 표본에 의존해 보고한 나비 신종을 개 이미 보고된 종의 
개체변이 범위 안에 있는 종으로 밝혀내어 학명의 상당수를 정리할 수 있었다. 문만
용은 또 석주명이 추구한 “조선적 생물학”이 1930년  일어났던 “조선학” 혹은 “국
학” 운동과의 직간접적 연관 속에서 조선의 지식 전통, 방언, 문화에 한 연구를 나
비연구에 결부시킨 결과 음을 보여주어 식민지 근  과학과 전통 지식이 연결된 양
상을 드러냈다.33

김성원은 식민지 박물학자가 성장할 수 있었던 맥락으로 일본인들과의 협력에 주
목해야 함을 지적하며 조복성(趙福成, 1905-1971)을 그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조복
성이 석주명과 달리 일본인과 협력함으로써 제국의 연구기반을 활용했기에 “인정받
는 중국곤충 전문가”가 되었다고 보았다. 조복성이 도이 히로노부(土居寬暢, 1884- )

와 모리 타메조(森爲三, 1884-1962)의 후원으로 일본 제국의 남경박물관 특파지도원
이 될 수 있었고 “협력”이 반민족적인 행위로 여겨지지 않은 과학 분야의 특수성으
로 인해 해방 후 국립과학관장 등을 지냈다는 지적이었다. 이렇게 일본인과의 협력
과 제국 연구기반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점은 중요한 성과이지만 사실 그는 이 협력
을 순전히 개인적 선택으로 보았고, 또한 조복성이 의존한 제국의 연구기반을 단순
히 일본이 마련한 근 적 과학기반인 양 다루었다. 조선인 연구자가 일본인과 적극
적 협력을 맺었을 때, 제국의 완성된 기반을 이용해 일본학자와 유사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34

이 논문에서 나는 “일개 박물교사” 석주명, 그리고 일본인과 협력한 조복성이 성
장한 맥락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조복성과 석주명, 그리고 다
수의 식물연구자들은 학문적 역량도 관심사도 달랐던 개인들이지만 모두 식민지 자
연사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었던 조‧일 공동의 박물연구 단체에 참여
했다. “협력”은 이들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 다. 더 중요한 사실은 식민지의 식물학 

33 문만용, “‘조선적 생물학자’ 석주명의 나비분류학”, 159, 183. 문만용의 다음 연구는 식물학자 정태현
을 석주명과 비교했는데, 그에 해서는 5장에서 검토한다. Moon Manyong, “Becoming a Biologist in 
Colonial Korea: Cultural Nationalism in a Teacher-cum-Biologist”,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6 (2012), 65–82.
34 김성원, “식민지시기 조선인 박물학자 성장의 맥락: 곤충학자 조복성의 사례”,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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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 중의 하나인 박물교원들의 연구망이 제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도움
을 필요로 한 일본인과 조선인 연구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어난 교류의 양상이 다양했다는 점이다. 이 교류는 분명 조선인과 일본
인이라는 불균등한 힘을 가진 두 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지만 강자와 약자의 교류도 
항상 강자의 의도에 약자가 응해주고 그로 인해 조금의 반 급부를 얻는 방식으로만 
진행되지는 않았다. 나는 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고 식민지 활동에 의존했
던 중심부 일본인 학자와 현지의 일본인, 조선인들의 식물 연구 활동을 함께 검토하
려 한다. 

먼저 살펴볼 것은 나카이와 같은 중심부 일본인 학자의 조선식물 연구로서 이를 
통해 제국의 식물연구 기반이 상당부분 식민지인들의 도움에 의해, 식민지에서 진행
된 연구와 채집을 통해 만들어졌음을 보여줄 것이다. 도쿄의 학자가 조선의 식물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의 현지 과학 활동을 도와줄 수많은 현지인들의 조력이 필요했
는데, 나카이의 과학적 성과는 이러한 도움의 결과 다. 유럽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는 현지에서의 교류와 협력에 의존해 수많은 표본을 도쿄제  연구실에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하여 중심부 식물학계의 일원이 됨으로써 일본 식물학의 근 성
을 인정받았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 연구자집단이다. 이들의 지도자로 
평가받는 이시도야 쓰토무, 모리 다메조 외에, 다양한 식민지 박물연구 단체에서 활
동했던 박물교원들이 주축이 된다. 현지 일본인 전문가 던 이들은 지금까지 그 독
특한 역할이 충분히 주목되지 않았는데, 현지에 실질적인 연구기반이 마련되는 데는 
중심부 학자나 식민정부가 아닌 이들의 자기성장을 위한 노력이 중요했다. 임업시험
장에서 정태현과 협력하며 도쿄에 항한 현지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했던 이
시도야 쓰토무는 그러한 측면을 뚜렷이 드러내주는 인물이다. 임업시험장이라는 식
민지 시기 조선 식물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반은 식민정부의 의도가 아닌 식민지 전
문가로 성장하려는 그의 노력을 통해 확장되었다. 또한 그는 조선의 일본인만이 아
니라 식민지 시기 표적인 조선인 분류학자 정태현, 도봉섭과 모두 긴 하게 협력
했다. 나카이에 항해 지역적 전문성이 특화된 식물연구를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강
화된 관계 다. 조복성을 제외하면 일본인들과 주로 교류했던 모리 타메조의 경우는 
식물 분야의 연구자로 볼 수는 없고 그의 조선에 한 이해는 이시도야의 것과는 달
랐다. 하지만 그는 현지의 박물교원으로서 그처럼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식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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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을 지원했다. 이렇게 이시도야와 모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박물교원들의 활
동에 주목함으로써 현지에서 성장한 일본인 전문가들이 조선인들과 상호작용하며 현
지의 식물학 형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집단은 조선인 연구자들이다. 임업시험장에서 나카이, 이시도
야와 협력하며 성장했던 정태현, 경성약학전문학교의 교수 던 도봉섭 등이 일본인
들과 맺은 협력관계가 먼저 분석된다. 이들이 이러한 협력관계를 통해 조선 식물학
에 어떤 향을 남기게 되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이들이 다른 조선인 연구자들과 협
력해 산출한 조선 식물연구의 성과가 나카이 및 현지 일본인들의 연구 성과와 비교‧
분석된다. 

식민지 시기 식물학 분야는 동물학 분야와 달리 조선식물향명집(朝鮮植物鄕名
集) (1937), 조선삼림식물도설(朝鮮森林植物圖說) (1943)과 같은 중요한 기초적, 

종합적 성과를 냈다. 그 이유는 식물학 분야에 나카이가 도쿄제 에 만든 조선식물 
연구 센터나 정태현, 도봉섭이 활동했던 임업시험장과 경성약전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석주명과 조복성이라는 주목할 만한 개인이 있었음에도 동물분야에서 조선 
동물상에 한 전체적 이해를 높일만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반면 식물학 분야
에서 그런 성과가 나온 요소로 이 논문은 다수의 조선인 연구자 집단이 식물학 분야
에 형성된 사실을 주목할 것이다. 박물교원들을 주축으로 한 다수의 조선인 연구자
들이 폭넓은 연구기반을 만듦으로써 정태현이나 도봉섭 등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
는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성과가 이루어졌다.

1.3. 논문의 구성과 각 장의 개요

이 논문은 전체 7장으로 구성되는데, 식민지 식물학의 토 를 살펴볼 2장은 본격적 
논의에 앞서 식민지 조선의 식물학 활동에 향을 미친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살펴
보고, 마지막 7장은 결론에 해당한다. 3장은 일본 ‘중심부’ 학계의 식민지 식물연구
를 표하는 나카이 다케노신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4장은 식민현지의 일본인 전문
가 이시도야 쓰토무를 다룬다. 5장은 나카이, 이시도야 등과 협력하는 한편 연구자로 
성장해 간 두 조선인 연구자 정태현과 도봉섭에 초점을 맞춘다. 6장은 식민지 식물
학 분야의 두드러진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박물교원들의 집단적 활동을 살펴본다. 

2장은 도쿠가와 시  일본의 식물연구, 전통 시기 조선의 식물연구, 메이지 일본
학계의 근 화 노력 및 조선의 식민지화와 그 운 이라는 다양한 역사적‧사회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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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우선 검토한다. 근 과학은 전통과 단절하며 생겨났다는 인상 때문에 지금까지 
근 과학의 형성과정을 검토했던 연구는 전통적 지식활동과 근 과학의 연관성을 충
분히 드러내지 못했다. 하지만, 실제로 식민지 조선의 식물연구는 이념적, 제도적, 문
화적, 학문적으로 조선 및 일본의 전통학문과 접한 관계를 맺고 성장했다. 또한 식
민지 조선에서 근 적 식물연구가 형성된 배경으로 메이지 일본의 근 적 식물연구 
체계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이 체제가 훗날 조선에 이식될 것이기 때문
이 아니라 메이지 일본 근 식물학의 토 와 식민지 조선의 근 식물학 토 가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3장은 도쿄 제국 학의 3  식물학 교수 나카이 다케노신의 식물분류학 연구를 
중심으로 서구를 모방한 일본 식물학의 중심부 진입, 즉 근 화 전략과 그 결과를 
검토한다. 1913년부터 1942년까지 조선총독부의 촉탁 식물학자를 지낸 나카이는 일
본식물학의 중심부 진입이라는 과제를 조선식물을 통해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한국 
식물분류학의 학문적 토 를 만들었다고 평가되어왔다. 그는 서구적 분류기준과 주
로 방학을 이용한 짧은 채집여행에서 수집한 조선식물 표본을 도쿄제 의 연구실에 
확보해 두고 조선식물의 특수성을 밝혀냈고, 이를 서구학계를 겨냥해 출판함으로써 
조선식물 권위자로 인정받았다. 석엽표본(腊葉標本)이라는 지역에서 유리된 상을 
확보함으로써 서구 분류법처럼 지역을 초월한, 즉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적
용한 연구 다. 하지만 그의 분류법은 그가 서구 학계의 표준을 일신하고자 하는 욕
망을 품게 되면서 지속적 굴절을 겪는다. 이 장은 나카이가 주장한 식물분류법의 굴
절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서구과학의 사례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근  식물학의 
정치성을 조명한다. 

4장은 나카이 다케노신의 중심부 식물분류학 활동에 한 식민현지의 가장 신뢰
할 만한 조력자 지만, 혹은 그랬기에 나카이의 연구를 강력히 비판하게 되는 이시
도야 쓰토무의 활동을 조명한다. 임업시험장의 조림기사 던 이시도야는 식민지에서 
활동한 일본인 연구자가 제국의 과학활동에 해 가질 수 있는 비판적 입장을 보여
준다. 그는 특히 나카이가 자신과 같은 현지전문가의 전문성과 조력에 의존했으면서
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중심부 학자라는 권위만 내세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
를 추종하느라 현장 실무자들에게는 쓸모없는, 지역의 환경이 무시된 지식을 생산한
다고 비판하게 되었고, 이는 나아가 식민지배 자체의 정당성에 한 의심으로도 이
어졌다. 그 결과 이시도야는 “서구추종적” 과학활동 신 조선의 환경, 조선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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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통에 기반한 학문활동을 택하면서 한방약재 연구자로 변신했다. 이 장은 중심
부 학계에도 식민지 피지배 집단에도 속하지 않았던 그의 애매한 입장을 통해 정치
성을 피할 수 없었던 식민지 과학활동의 불안정성을 드러낼 것이다.

5장은 두 조선인 연구자 정태현과 도봉섭이 식민지 협력관계를 통해 식물연구의 
독특한 주제와 관심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지금까지 정태현이 연구자로서 성
장한 이유는 나카이의 조수 일을 맡은 데서, 도봉섭의 경우는 도쿄제 를 졸업한 점
에서 찾아졌다. 이 장은 이들의 성장에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식민현지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분석한다. 우선은 식민지 과학활동의 정당성을 고민했던 이시도야와의 
협력관계가 둘 모두에게 중요했다. 정태현은 임업시험장의 기수로서 이시도야와 협
력하며 나카이의 식물분류학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토양, 환경, 생태, 지식전통에 

한 관심을 키웠다. 도봉섭은 “조선적인 것”을 연구하고자 했던 이시도야와 만나 
“조선적” 식물과 약용식물 자원을 함께 채집하고 연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시도야
가 생각한 ‘조선’이 자신이 그리고 있던 독자적 조선이 아닌 일본의 일부임을 발견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선인들만의 식물연구를 추구했다.

6장은 식민지 조선의 지역적 식물연구를 가능하게 했던 집단적 노력을 조선박물
학회(1923), 경성박물교원회(1935), 조선박물연구회(1933)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검토
한다. 특히 그 중 박물교원회의 향토식물 연구를 위한 협력과 그 전개양상, 정태현, 

도봉섭이 박물교원들과 함께 만들었던 조선박물연구회의 독자적 조선식물지 편찬 작
업이 비교검토 될 것이다. 조선박물연구회를 제외한 조선박물학회와 경성박물교원회
는 일제 시기 다른 전문가 조직에 비해 조선인 회원들이 훨씬 많이 참가해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조화로운 협력이 이루어진 듯한 외양을 보 지만, 이들이 각각 생산
한 향토 식물지의 차이는 이들의 협력이 조건적인 것에 불과했음을 보여줄 것이다. 

무엇보다 식민지 지배관계에 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졌던 두 집단은 각각 조선의 
일본화를 겨냥한 향토식물지와 조선 전통과 착된 민족적 향토식물지를 제작했고, 

이를 통해 지배의 속과 독립이라는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식물연구를 통해 드
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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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식민지 조선 식물 연구의 역사적 배경

앞서 언급했던 로 식민지 조선에서 현지연구가 가장 활발했던 과학 분야는 조선의 
식물상과 그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던 식물학일 것이다. 이 장은 식
민지 조선 식물연구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식물연구가 융성했던 까
닭과 그 사회문화적, 지적 특징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도쿠가와 시 의 일본 
식물연구 전통, 둘째, 메이지 이후 일본 식물학 형성 과정, 셋째, 전통 시기 조선의 
식물연구, 넷째, 식민지 조선의 식물학 관련 기관 및 제도를 차례로 검토할 것이다. 

이 네 요소를 배경으로 하여 식민지 조선에 식물연구를 위한 조·일 ‘협력관계’가 형
성되면서 식물연구자들이 등장했고, 이들이 상호작용하며 활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조선 식물에 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식민지 조선의 사회적 배경 뿐 아니라 시간적‧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도쿠가와 
일본, 메이지 일본, 조선 시 의 식물학 전통까지 검토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먼
저 지역적 확장이 필요한 이유는 식민지 식물연구가 조‧일 상호작용의 산물이기 때
문이다. 최근 한국 과학사 연구는 개별 과학자의 과학활동에 한 내적 분석과 아울
러 그 과학적 활동이 가능했던 사회적 맥락이나 조건을 중시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
려왔다.1 하지만 아직 사회적 맥락에 한 검토는 과학 활동이 일어났던 한국 지역
에 제한되어 있다. 이는 한국인 개인의 과학활동만을 상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이지만, 그럼에도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식물연구에 종사한 사람 
중에 조선인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작업했던 일본인이나 일본인과 무관하게 독자
적으로 작업했던 조선인 연구자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부족하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에서 수행된 조선인 및 일본인 연구자의 과학활동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
호작용하며 형성된 두 사회 모두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

1 선유정, “현신규의 임학연구 궤적: 과학연구의 사회적 진화” (전북 학교 박사논문, 2012)가 과학연구
의 사회적 맥락을 강조한 최근 사례이다. 문만용, 김 식, 한국 근 과학 형성과정 자료 (서울: 서울
학교 출판부, 2004); 김근배, 한국 근  과학기술 인력의 출현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은 식민지 
시기 과학활동의 기반을 밝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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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시간을 거슬러 전통 시기 식물 연구까지 검토하는 이유는 그것이 ‘근
’ 식물 연구의 중요한 토 기 때문이다. 근 성을 전통과 단절된, 외래적인 것으

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인해 전통시기 학문 활동과 식민지 시기 형성된 근 과학의 
연관관계를 충실히 검토한 연구는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두 사회 모두에서 도쿠가와 
시기와 조선 시기에 이루어진 식물 연구는 인적, 사회적, 지적, 이념적 차원에서 근

 식물 연구에 실질적 향력을 행사했다. 이 장은 일본과 조선의 근  식물학을 
서로 분리하여 서술하게 했던 일국적 역사인식, 그리고 전통시기 식물연구와 근 식
물학의 연속성을 보지 못하게 했던 단절적 역사인식을 탈피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근

식물학이 수행된 배경을 폭넓게 살펴보고자 한다. 

2.1. 도쿠가와 일본의 식물연구 전통 

도쿠가와 시기의 식물연구 전통을 다룰 때 일본 역사학계가 흔히 취하는 태도로 외
래문화와의 접촉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사상사학자 쓰루미 슌스
케는 일본인들은 일본이 고립된 섬나라로서 “세계에서 보다 선진적이며 보다 보편적
인 문화로부터 멀리 격리되어 있다”고 인식했고, 그 때문에 문화적 열등감, 타문화에 

한 호기심, 새로운 것을 학습하려는 태도 등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2 이러한 
인식의 향만은 아니겠지만, 일본 전통 식물학의 역사는 다른 ‘우월한’ 문화와의 접
촉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일본 식물 연구의 역사를 내재적 발달 과정으로서보다
는 외래 ‘선진문명’과의 접촉을 중심으로 검토해왔다. 근  식물학의 뿌리로 일반적
으로 소개되는 ‘박물학’의 역사는 흔히 막부의 유학자 하야시 라잔(林羅山, 

1583~1657)이 1607년 명나라 이시진(李時珍)의 本草綱目 (1596)을 들여와 도쿠가
와 이에야스에게 바치고 주석을 붙인 일에서 시작하여, 일본인에게 가장 사랑받은 
외국인이라는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 1796-1866)가 린네의 분류법을 ‘전파’

시킨 일로 략 끝난다.3 

도쿠가와 일본의 식물연구에서 타문화와의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말할 것

2 쓰루미 슌스케, 최 호 옮김, 전향 : 쓰루미 슌스케의 전시기 일본정신사 강의 1931-1945 (서울: 논
형, 2005), 38.
3 앞서 언급한 上野益三, 博物学の時代; 大場秀章, 江戸の植物学과 植物学史・植物文化史; 矢部
一郎, 江戸の本草: 薬物学と博物学, ライブラリ科学史; 木村陽二郎, 江戸期のナチュラリスト 등이 
모두 이런 구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식물학사가 아직 전문적 역사학자의 연구 상이 되지 
못하고, 식물학자 등이 주도하고 있는 향도 있을 것이다. 2절에서 더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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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지만 이 절은 ‘중국’ 혹은 ‘서양’으로부터 지식체계가 ‘전달’된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신 일본 사회의 조건을 바탕으로 ‘쇄국 일본’의 독특한 외 문화교류를 
고려하고자 한다.4 왜냐하면 도쿠가와 식물연구의 전체상은 본초강목과 같은 한 
권의 외국 서적이나 지볼트 같은 한 명의 외국인보다는 일본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
이 다양한 목적으로 식물에 한 연구를 수행하는 모습에 의해 드러날 것이기 때문
이다.

도쿠가와 시기 식물 연구의 한 축은 본초강목을 들여온 하야시 라잔과 같은 
유학자(儒學者) 혹은 유의(儒醫), 곧 유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의사들이 담당했다. 

오랜 군웅할거의 시 를 끝내고 일본을 장악한 도쿠가와 막부의 지배자들은 지배 기
반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유학자들을 정부의 교육과 문화의 담당자로 채용했다. 

이 일본의 유학자들은 과거제도 하의 중국이나 조선의 유학자들에 비해 정치적 향
력이 없었고 출세의 길이 막혀있었지만 신 권력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학문
을 추구할 자유를 누렸다. 예컨  많은 유학자들이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부합한다
고 보고 자기 지방의 식물을 연구했다.5 막부의 초  유학자로 네 명의 쇼군을 섬긴 
하야시 라잔이 본초강목을 공부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유학자들의 식물 연구는 개
인적인 학문적‧수양적 관심에 의한 것과 막부나 번의 실용적 필요에 부응하는 두 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본 경제가 안정적 발전을 이루어간 18세기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례 중 두드러지는 것은 18세기 초 가이바라 에키켄(見原益軒, 1630-1714)

과 19세기 초까지 활동한 오노 란잔(小野蘭山, 1729-18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막부의 
유학자 던 가이바라 에키켄은 중국 문헌에 이미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일본의 식물
을 직접 관찰하고 채집하여 大和本草 (1709)를 펴내며 중국 본초를 바탕으로 한 
일본 식물 연구에 획을 그었다. 이러한 일본 식물 연구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는 오노 란잔이다.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손부를 몰라보았다고 할 정도로 학문에 
몰두한 그는 48권짜리 작 本草綱目啓蒙 (1803-1806) 이외에도 많은 식물 관련 
저작과 채약기를 남겼다. 本草綱目啓蒙은 본초강목에 한 그의 강의를 모은 것

4 미타니 히로시는 일본에서 ‘쇄국’이 ‘국법’으로 선언된 것 자체가 19세기의 일임을 지적한다. 통신의 
나라를 중국과 조선으로, 통상의 나라를 네덜란드, 류큐로 제한하고 일본 국민의 해외 도항을 엄금한 일
본은, 그러나 특히 1720년 기독교 서적을 제외한 서양 서적 수입을 허가하는 등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문화교류를 허용했다. 三谷博. ペリー来航 (東京 : 吉川弘文館 , 2003).
5 중국과 조선의 유학자들과 비교한 일본 유학자들의 상 적 지위나 문화적 역할에 해서는 마리우스 
B 잰슨, 김우  외 옮김, 현 일본을 찾아서 (서울: 이산, 2006), 283-333쪽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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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초강목 외에도 중국과 조선의 다양한 문헌을 참고했다. 조선 문헌만 보아
도 鷄林類事, 芝峯類說, 訓蒙字會, 東醫寶鑑, 村家救急方, 鄕藥採集月
令, 鄕藥集成方, 鷹鶻方 등을 참고했다.6 또한 그는 채약 여행을 통한 채집 활
동에도 열심이었다. 그가 48세에 막부의 부름을 받기까지 교토에서 본초에 한 강
의와 연구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은 이 시기 일본에서 식물에 한 연구가 
전문화되고 확 된 정도를 반 한다.7

두 번째 경우인 막부나 번의 재정확보를 위한 “천산물(天産物)” 즉 자연자원 조
사도 18세기부터 두드러진다. 물산학(物産學) 혹은 명물학(名物學)이라고도 불리는 
분야인데 이노오 쟈쿠스이(稲若水, 1655-1715)에게 맡겨졌던 1000권 분량의 적인 
庶物類纂 편찬 계획이 표적 사례이다. 이노오는 당시까지의 성과를 망라해 온갖 
사물의 정확한 이름을 담은 백과사전을 펴내고자 했는데, 362권까지 완성하고 세상
을 떠났다. 이 업을 물려받은 것은 제자인 니와 쇼하쿠(丹羽正伯, 1691-1756)로서, 

그는 이미 막부의 명에 의해 국제적인 규모의 약재 조사에 종사한 경험이 있었다. 

바로 조선인삼 국산화와 동의보감 한약재의 원식물을 조사하기 위해 조선에서 벌
인 약재조사 작업이었다. 니와는 이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문헌 중심의 명물학 전통
에 가깝던 이노오의 庶物類纂 작업을 혁신하고자 했다. 니와는 막부의 지원을 받
아 각 번에 자연물 조사에 한 상세한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적인 연구를 기
획했는데, 諸國産物帖을 펴내려던 그의 꿈을 완성하지는 못했다. 다만 일부 취합
된 내용이 조선 박물조사 내용 등과 함께 庶物類纂에 포함되었고 덕분에 물산학
에 한 각 번의 관심도 고조되었다.8 니와의 본초 연구는 약재 국산화와 같은 일본
사회의 실용적 관심과 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이 결합된 연구 고, 이러한 내적 요구
를 타문화와 교류하며 전개시킨 국제적 연구 다.9

6 홍문화, “우리의 이두향약명이 일본의 본초학에 미친 향”, 생약학회지 3 (1972), 1-10. 오노 란잔은 
이와 같은 조선 전통문헌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이두명을 제 로 이해 못해서 잘못 인용한 경우가 많다
고 한다. 조선내에서도 드물지 않은 실수인데, 중국이름만이 아닌 조선 향약명조차 인용하려 했기에 더 
착오가 많았다는 것이다. 메이지 시기 일본 학자들 중에 오노 란잔의 틀린 한자명을 지적하며 바로잡을 
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 上野益三, 日本博物学史, 152.
7 上野益三, 日本博物学史, 67-77.
8 1738-9년까지 어느 정도 보고가 완료되었지만 니와 쇼하쿠의 사후 자료는 손실되었다. 木村陽二郎, 
江戸期のナチュラリスト (東京: 朝日新聞社, 2005), 55-58. 각 번이나 현 등에 남은 자료들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 이 자료가 수집되어 편찬되고 있다. 盛永俊太郎, 安田健編, 諸国産物帳集成 (東京: 霞ヶ
関出版, 1985).
9 타시로 카즈이는 특히 이 약재연구의 국제적 성격을 강조했다. 田代和生, 江戶時代朝鮮藥材調査の硏
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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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와 적극 교류하며 성장했던 일본 식물학계가 지속적으
로 새로운 지적 자극을 찾은 것은 자연스럽다. 중국 문화권을 벗어난 유럽 식물학 
전통의 도입은 18세기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난학자 집단이 담당했는데, 본
초가 중심이 되면서 난학자들의 주류 던 의사들이 주도했다.10 난학자들이 나가사키
의 네덜란드 상관을 통해 유럽 문화와 교류한 방식은 문화의 교류가 수용자의 의지
가 없이는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예컨  일본학자들은 네덜란드 상관장이 쇼군
의 주의를 끌기 위해 선물한 유럽의 동물지와 식물지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유럽 학문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이를 검토하고 번역하기 시작했고, 일본을 방문
했던 첫 번째 구미 식물학자인 캠퍼(Engelbert Kaempfer, 1651–1716, 일본 방문 
1690-1692)를 만났을 때는 일본 식물학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유럽 식물학의 일본 소개는 그것을 배워보겠다는 난학자들의 집단적 의지가 확실
해진 후에 시작되었다. 유럽 식물학에 처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스기타 겐파쿠(杉田
玄白, 1733-1817)와 함께 解体新書 (1774) 번역에 참여하며 난학의 서막을 열었던 
나카가와 쥰안(中川淳庵, 1739-1786)과 그들의 뒤를 따랐던 가쓰라가와 호슈(桂川甫
周, 1754-1809) 다. 이들은 1775년 일본에 온 린네(Carl Linne)의 제자 튠베리(Carl 

Peter Thunberg)와 적극적으로 교류했다. 튠베리는 지구상의 자연 만물을 관통하는 
보편적 분류법을 만들고자 하는 린네의 기획에 따라 파견된 인물이었다. 튠베리는 
이들이 원하는 유럽 식물학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1년 남짓의 짧은 일정, 단 
한 번의 에도 참부 여행을 제외한 여행 제한에도 불구하고 략 1000종에 가까운 일
본 식물에 한 정보를 유럽으로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고 린네가 오노 란잔의 花
彙 (1765)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나카가와, 가쓰라가와 역시 튠베리와 이후
로도 서신을 교류함으로써 린네 분류법에 한 책을 비롯한 문헌을 지속적으로 소개
받았다.11 호혜적인 교류를 통해 유럽 식물학과 일본 식물학이 함께 발달하고 있었던 

10 일본에서 난학은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 같은 독특한 개인을 제외하면 튠베리가 왔던 
18세기 후반에야 처음으로 연구 집단을 형성했다. 난학은 18세기 후반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1790년 칸세이 이학금령(異学禁令)이 내려져 주자학을 정학으로 선언했던 일은 오히려 난학의 세력이 
커졌음을 반증하는 일이었다. 이는 이학금령을 내렸던 막부가 곧 “시세의 요구”에 응해 난서번역소 蛮
書和解御用(1811)을 설치하여 ‘난서’의 번역을 추진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木村陽二郎, 江戸期のナ
チュラリスト, 220. 전반적 난학의 흐름과 “유학자” 아라이 하쿠세키의 난학에 해서는 Grant Kohn 
Goodman, Japan and the Dutch, 1600-1853 (Richmond, Surrey: Curzon, 2000).
11 이들의 이름은 튠베리의 일본 식물지에 실렸다. 木村陽二郎, 江戸期のナチュラリスト, 164-170, 
188-194. 벨기에 학자 Rembert Dodoens (1517-1585)의 르네상스식 동물지와 식물지의 네덜란드판은 1750
년에야 阿蘭陀本草和解라는 책으로 번역되었다. 물산학에 관심이 많았고 학문을 장려한 것으로 유명
한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다. 요시무네는 이노오 쟈쿠스이와 니와의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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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다. 이 유럽의 식물학을 근  식물학이라고 부른다면, 이와 폭넓게 소통하고 
향을 주고받은 일본의 식물학도 이미 근 의 길을 가고 있었다.

19세기 초반이 되면 유럽 식물학에 한 난학자 집단의 관심은 더 커졌고, 그에 
따라 번역을 통해 유럽 식물학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12 단 이 욕구는 린
네 분류법과 같은 유럽의 지식체계가 더 우월하다는 ‘선구자적 혜안’과는 무관했다. 

난학자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책은 本草綱目啓蒙이었고, 난학교의 강의도 본초
강목 중심이었다. 유럽 식물학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라해도 아직은 전통적 기반을 
더 중시했던 것이다.13 유럽 식물학에 한 관심은 일본 식물학계가 지속적으로 보여
온 외래 문화에 한 기 어린 호기심의 일부 다. 

국제 관계상의 두 가지 변화가 이들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었다. 우선 일본이 
그때까지 주로 교류를 해왔던 중국·조선과의 교류가 줄고 있었다. 인삼과 생사 생산
의 국산화를 통해 조선· 중국 무역의 비중이 현저하게 작아졌고 1811년을 마지막
으로 조선 통신사가 중단되며 아시아 내부 문화 교류의 중요한 부분이 사라졌다.14 

다음으로 18세기 말 러시아의 남하를 시작으로 서양 선박의 출몰이 급속히 늘어나며 
막부와 지식인들 사이에 서양에 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커졌
다.15 유럽 식물학에 한 난학자들의 관심이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배경이 
무르익은 것이다. 게다가 유럽 국가들 사이의 관계 변화도 이들의 노력을 도왔다. 제
국주의 경쟁에서 수세에 몰려있던 네덜란드가 일본과의 통상 확 를 도모하며 난학

연구도 지원했다. 
12 언어학적 천재 다는 우다가와 요안(宇田川榕庵, 1798-1846)이 菩多尼訶経 (1822), 理学入門, 植
学啓原 (1835) 등을 번역해 소개했다. 화학서인 舎密開宗 (1847)의 번역자도 그 다. 린네의 자연의 
체계는 노무라 류에이(野村立栄, 1751-1828)등에 의해 번역되었다. 
13 린네 분류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한 미즈타니 호오분(水谷豊文, 1779-1833)도 제자들에게는 본초
강목을 강의했다. 이 강의록인 本草綱目記聞은 스승인 오노 란잔의 本草綱目啓蒙과 비교해 식물의 
형태에 한 설명을 추가하거나 명명의 이유를 밝히고, 본초강목에 실리지 않았던 비약용 일본 식물
에 해서도 상세히 연구한 것 등에서 차이를 보 다고 한다. 木村陽二郎, 江戸期のナチュラリスト, 
194-200. 
14 이전 시기 일본 의사들의 조선 의사들과의 교류 노력은 田代和生, 江戶時代朝鮮藥材調査の硏究; 
허경진, “조선 의원의 일본 사행과 의학필담집의 출판 양상,” 의사학 19 (2010), 137-156. 조선 의원들
을 직접 만나보려는 이들의 열의는 후에 지볼트를 직접 만나고자 하는 난학자들의 열의와 그리 다르지 
않았다.
15 서양의 사회제도와 지리·경제, 나라 간의 식민경쟁과 전쟁 등에 한 지식이 증가하며 일본이 더 이
상 고립된 삶을 추구할 수 없다는 인식은 심화되었다. 미타니 히로시는 19세기 초 일본이 방어를 위해 
‘쇄국’을 강화하는 한편 동시에 서양 문화에 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는 일종의 모순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三谷博, 明治維新とナショナリズム: 幕末の外交と政治変動 (東京: 山川出版社, 1997). 이 시기 
일본 사상의 동향에 해서는 박훈, “18세기말-19세기초 일본에서의 “戰國”적 세계관과 해외팽창론,” 
東洋史學硏究 104 (2008), 267-297와 三谷博. ペリー来航 (東京 : 吉川弘文館 , 2003)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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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게 된 것이다.16 

이런 호기를 잡은 것이 앞서 언급된 독일인 지볼트 다. 그는 자연사에 정통한 
의사를 네덜란드 상관의(商館醫)로 파견해 주길 바라는 일본의 희망에 답하는 한편, 

일본의 자연물과 상품에 한 정보를 수집하려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기 에도 
부응했다. 그는 1823년 일본에 와서 7년간 상관이 있는 인공섬 데지마에 머물 다.17 

난학자들은 아직 네덜란드어도 서툰 지볼트가 곧바로 나가사키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청원했고, 나아가 근교의 나루타키에 나루타키쥬쿠(鳴瀧塾)라는 난학교를 
설립해 전국에서 학생을 불러모았다. 네덜란드 역시 지볼트가 일본인들에게 보여주
고자 한 과학기기나 장비들에 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화가나 약제사 등의 조수
도 파견해 그의 연구와 교류를 도왔다.18 

지볼트는 이러한 전폭적 지원과 특히 난학교 학생들의 도움으로 7년 동안의 체
류를 통해 유럽에 일본 박물관을 만들고 방 한 일본 동물지와 30권 분량의 일본 
식물지(Flora Japonica) (1835-1875, Joseph Gerhard Zuccarini와 F. A. W. Miquel 공
저로)는 물론 일본 역사와 문화에 한 작 일본(Nippon) (1832)을 펴낼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올렸다. 일본 문화교류상 전례 없이 폭넓고 지속적이었던 지볼트와의 
교류는 일본인들의 유럽 식물학에 한 이해와 관심도 높 다. 뛰어난 난학자이자 
본초학자인 미즈타니 호오분(水谷豊文, 1779-1833)의 제자로 나루타키쥬쿠에서 공부

16 네덜란드는 나폴레옹 전쟁 (1803-15)의 소용돌이 중에 식민지 경쟁에서 완전한 열세에 처했다. 특히 
1809년부터 1817년 사이 바타비아 동인도회사를 통한 일무역은 거의 중단 상태 는데, 아프리카의 식
민지는 이미 잃었고 동남아시아 식민지에 한 향력을 위협받던 네덜란드는 외무역의 이익을 회복
하기 위해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던 일본과의 무역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미 동남아시아에서 시도했던 
전략적 자연사연구를 일본에 적용하려던 것이다. Andreas Weber, “Encountering the Netherlands Indies: 
Caspar G.C. Reinwardt’s Field Trip to the East (1816-1822),” Itinerario 33 (2009), 45-60.
17 지볼트는 의학 학을 갓 졸업한 청년에 불과했지만 자연사에 관심이 컸고 독일 유수의 의사 집안 출
신이라는 그럴 듯한 배경이 있어 네덜란드의 일본조사에도 적격자 으며 일본인들의 요청에도 들어맞았
다. 지볼트는 유럽에서 남미여행기로 엄청난 인기와 향력을 가졌던 자연사가 Alexander von 
Humboldt(1769-1859)를 모델로 삼아서 일본연구로 업적을 남길 의욕에 넘쳤다. ‘쇄국’ 정책에 의해 데지
마에는 네덜란드인에게만 거주가 허락되었지만 일본에 한 식물지를 남긴 세 명의 유럽 의사는 모두 
네덜란드인이 아니었다. 일본에서 지볼트는 지금까지도 네덜란드식인 시보루토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일
본인에게 가장 사랑받은 외국인이라는 지볼트에 해서는 연구가 많다. 어권 연구도 증가추세이다. 
Arlette Kouwenhoven and Matthi Forrer, Siebold and Japan. His Life and Work, (Leiden: KIT Publishers, 
2000); 大場秀章, 花の男シーボルト (東京: 文藝春秋, 2001); Goodman, Japan and the Dutch; A. 
Thiede, Y. Hiki and G. Keil, eds., Philipp Franz Von Siebold and His Era: Prerequisites, Developments, 
Consequences and Perspectives (Berlin: Springer, 1999).
18 지볼트는 서툰 네덜란드어 때문에 입국에 실패할 뻔했다. 하지만 지볼트는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매
주 한 번씩 네덜란드어로 강의를 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의 능력보다 난학자들의 적극성의 산물인 것
이다. 呉秀三, シ−ボルト先生: その生涯及び功業 (東京: 吐鳳堂書店, 1926), 90. Kouwenhoven and 
Forrer, Siebold and Japa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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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토오 케이스케(伊藤圭介, 1803-1901)가 처음으로 린네 분류법을 적용한 泰西
本草名疏 (1829) 같은 저작을 펴낸 것이 직접적 성과 다. 일본의 표적 식물도감
으로 꼽히는 이이누마 요쿠사이(飯沼慾齋, 1783-1865)의 草木図説 (1856)도 泰西
本草名疏를 바탕으로 린네 명명법을 채용했다. 지볼트의 방문이 확실히 일본에서 
유럽 식물학에 한 이해가 확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하지만 미즈타니 호오분을 
만난 지볼트가 놀랐듯이 난학자들은 번역을 통해 배운 린네 분류법을 이미 숙지한 
상태 다. 뛰어난 식물 연구자 던 미즈타니 등의 분류 능력과 성과는 도리어 지볼
트의 일본 식물연구를 도운 것이었다.19 유럽 식물학에 한 독자적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 지볼트를 자신들의 스승으로 받아들인 것부터 나루타키쥬쿠를 통한 습득의 과
정까지, 이 교류는 지볼트의 향만큼이나 난학자들의 역량과 관심이 작용한 호혜적 
상호작용이었다. 

사실 도쿠가와 시기의 식물학 연구는 전문학자 집단에 국한된 일도 아니었다. 17

세기 말 도쿠가와 시 가 안착한 뒤 경제가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하면서 정원문화와 
원예취미가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국화나 나팔꽃 등의 다양한 변종을 개발해 파는 
원예상들 사이에는 식물의 특성과 재배법에 한 지식이 축적되었다. 이들 중 몇몇
은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살려 식물의 감별과 감상법, 재배법에 한 책을 펴냈다. 

미즈노 모토카츠(水野元勝, ?-?)의 花壇綱目 (1681)이나 소메이 지역에서 로 
꽃집을 운 한 이토오 마사타케(伊藤政武, 1667-1757?)의 花壇地錦抄 (1695), 草
花絵前集 (1699)이 표적 예이다. 또 식물 감상의 취미가 퍼지며 하나의 식물을 
택해 그에 해 강설한 梅品, 櫻品, 蘭品, 竹品과 같은 저작도 성행했다.20 

19세기 초반에는 막부의 다양한 관료층이 참가하는 아마추어 식물연구회가 생겼
고 식용식물, 특히 구황식물에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사무라이들의 박물연구 붐은 
현미경과 같은 서양의 도구가 일으킨 호기심에 의해 촉발되기도 했지만, 1830년 기
근 이후 증가한 구황식물에 한 관심은 백성들의 삶을 보살핀다는 유학자적 태도가 

19 미즈타니 호오분은 지볼트와 자주 접촉했던 일본인 학자 중의 하나이다. 지볼트는 미즈타니가 린네 
분류법을 적용해 일본 식물을 분류한 노트를 보았는데 102종에 한 분류 중 네 가지 밖에 잘못을 지적
할 것이 없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이 중에 많은 속이 캠페르나 튠베리도 일본 식물 중에 올리지 않
은 것이고 그 중에서 두세 종은 나도 아직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지볼트는 미즈타니가 物品識名
(1809), 物品識名拾遺 (1825)에 한자명 없는 신종으로 보고한 것들을 모두 신종으로 보고할 수 있었다. 
미즈타니의 지식과 분류역량이 지볼트의 일본 식물지에 그 로 반 된 것이다. 木村陽二郞, “日本植物學
におけるシーボルトと,” PH.FR.VONシーボルトと日本の近代化: 法政大学第11回国際シンポジウム (東
京: 法政大学, 1992), 275-286, 281-283.
20 일본 지배층인 사무라이는 토지에 기반한 집단이 아니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와 소비문화 형
성이 조선보다 훨씬 빨랐음을 알 수 있다. 上野益三, 日本博物学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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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라이들 사이에까지 널리 퍼진 한 징표이기도 했다. 에도의 샤벤카이(赭鞭會)와 
교토의 쇼오햐쿠샤(甞百社) 등이 잘 알려진 조직인데, 신농(神農)의 고사에서 따 온 
이 이름들도 이들의 중국 전통에 한 경도를 드러낸다. 이들이 지역 단위로 개최한 
‘약품회’나 ‘물산회’는 위 두 가지 태도를 동시에 드러냈다. 진기한 석엽표본이나 곤
충표본이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약재를 포함한 지역의 특산품이 선전되기도 했다.21 

이렇게 도쿠가와 일본의 식물 연구는 발달한 경제와 도시문화, 정치로부터 상
적으로 자유로운 지식인 계층의 존재와 같은 조건 하에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목적
으로 참가하며 지속적 발전을 이루었고, 이에 한 지배층의 관심도 높아서 막부와 
번 단위의 지원도 빈번했음을 볼 수 있다. 핵심 연구층인 유학자나 의사들이 개 
막부나 번의 고문 혹은 의사로 번교나 난학교, 의학교 등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
이 이러한 사회적 지원 분위기를 잘 변하고, 이들 학교들이 연구 공간의 기능을 
겸한 것은 식물 교육과 연구의 제도적 기반이 안정화된 정도를 보여준다. 또한 연구
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한 외부의 전통은 식물에 한 연구를 확 하고 풍부하
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이는 외부의 전통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내적 
연구 기반 속으로 흡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도쿠가와 시  일본 식물학의 전
통은 중국의 본초서, 조선의 의서, 유럽 식물학 서적들을 자유롭게 참고하며 일본 식
물에 한 이해를 높 고, 이는 유럽 식물학의 근 화에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
다. 

2.2. 메이지 일본 사회의 식물학

도쿠가와 시  식물연구의 자유롭고 활발한 전개양상은 지볼트와 같은 외부 관찰자
에 의해서도 높이 평가되었다. 그는 일본 식물 에 한 일본학자들의 조사연구가 
유럽 못지않게 진전되어 있고, 나아가 문헌을 통해 식물의 이름이 통일되어 연구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이 갖추어진 점에 주목했다. 일본에는 유럽과 같은 이론적 논의
는 드물었지만 그럼에도 약재연구와 화훼문화가 발달해 응용 측면의 지식은 유럽보
다 낫다는 것이 그의 총평이었다.22 

21 이들이 펴낸 저작들은 현미경으로 관찰한 극히 사실적인 곤충이나 식물의 묘사가 두드러지지만 샤벤
카이는 신농이 약초를 캘 때 썼다는 붉은 채찍에서, 쇼햐쿠샤는 신농이 하루에 100가지 정도 약초를 직
접 맛보아가며 연구를 했다는 데서 나온 이름이다. 샤벤카이는 도야마 번주 마에다 요시야스(前田利保, 
1800-1859)가 에도에 머문 1830-44사이에 활동했다. 쇼오햐쿠샤는 이토오 케이스케의 스승인 미즈타니 
호오분도 참가했지만 참가자들은 오와리(현 나고야) 번사들이었다. 木村陽二郎, 江戸期のナチュラリス
ト,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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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유신(1867) 세 는 지볼트의 이런 평가에서 한 가지 특징은 계승했지만 
그의 긍정적 태도는 버림으로써 일본 식물학의 경로를 바꿔놓았다. 즉 메이지 일본 
식물학계는 유럽인인 지볼트에게는 자연스러운 유럽을 기준으로 삼는 비교 방식을 
계승하여 ‘서구 식물학’을 기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와 달랐던 일본의 전통을 부정
하는 길을 택했다. 이들은 서구의 근 식물학을 도입해 그것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
조하기 위해 다양한 전통을 포용했던 도쿠가와 시 의 연구와 자신들의 식물연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역사적 단절성을 주장했다. 특히 일본 식물 연구의 한 축을 이
루었던 중국 전통은 올바른 유럽 전통의 도입을 저해한 부정해야 할 전통이 되었다. 

이들은 도쿠가와 식물학의 체제를 유럽식 학문체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학문의 내
용과 제도를 포괄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메이지 식물학 체제 속에 도쿠가와 식물학의 흔적은 사라진 
듯 보이지만, 이 절은 도쿠가와 시  식물 연구 전통이 메이지 식물학의 인적, 사회
적, 제도적 기반에 지속적으로 향을 미쳤음을 보여줄 것이다. 제2차 전 종전까지 
일본에서 식물학이 근  과학교육과 연구체제 속에 자리잡고, 또 식물분류학이 근  
식물학의 기조가 되는 과정은 도쿠가와 전통에 크게 힘입었다. 이 절에서는 박물국
의 설립과 활동, 초·중등 과학교육의 정비, 식산흥업과 식물학, 고등교육과 학회 등
의 순으로 일본 근  식물학에 도쿠가와 전통이 남긴 다양한 흔적을 살펴본다.

도쿠가와 시기 식물학에 한 오늘날의 역사인식은 사실 메이지 세 의 인식을 
부분 계승했다. 전후 도쿄제  식물분류학 교수로 식물학사를 연구했던 오오바 히

데아키는 “에도시  식물학 성과의 부분은 메이지 시 가 되는 시점에 거의 잊혀
지고, 학문으로는 메이지 시 가 되면서부터 재출발”했다고 평했다. 에도시기 식물 
연구자들을 서양의 자연사학자에 비견해 “naturalist”라고 불 던 기무라 요오지로도 
“일본의 표적 본초학자, 식물학자, 내츄랄리스트” 오노 란잔의 이름조차 “메이지 
시 에 일본 식물학이 근 화된 이후 잊혀져가고” 있다고 평했다. 생물학자로서 일
본과학사협회의 日本科學技術史大系 편찬에 참가했던 우에노 마쓰죠오는 메이지 
생물학 및 농학이 에도시 에 축적된 성과의 연장선상에 있다기보다는 “마치 나무에 

나무를 이은” 것처럼 서로 단절되었다고 평가했다. 우에노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
런 단절적 인식이 도쿠가와 시  식물학 전통이 서구 전통보다 뒤떨어진다는 평가와 

22 Siebold, “日本植物學ノ現狀ニツキテ,” Flora Japonica (植物文献刊行會, 1937), 1-11. 구미학자들의 일
본 식물연구 문헌을 재간행하던 식물문헌간행회에서 펴낸 Siebold의 일본 식물지에 수록되어있다. 3장에
서 살펴볼 나카이 다케노신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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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되어 있음도 잘 보여준다. “메이지 유신 이전 박물학은 학자들의 열성에도 불구
하고 연구방법이 근 화되지 않아서 린네 이전 유럽에서 행해지던 정도”라는 평가
다.23

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도쿠가와 시기의 식물연구 전통을 자랑하기도 했다. 일본 
식물학이 메이지 시 에 “재출발”했다던 오오바도 “식물학이 아주 높은 레벨에서 재
출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에도 시 에 축적된 식물학의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고, 

우에노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본이 구미의 완성된 생물학 체제”를 받아들여 정착
시킨 데 도쿠가와 시 의 “독자적” 식물연구 전통이 기여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사실 이런 이중적 태도는 메이지 식물학계도 공유하던 것이다. 이를테면 
부분의 연구논문을 서구학계를 겨냥해 어로 펴내던 동경식물학회의 植物學雜
誌는 1892년 일본에 이미 국제적 인정을 받은 식물학자가 많은 점을 자축하며 “본
초학의 전통에 힘입은 것”임을 인정했다.24

도쿠가와 시 의 식물학이 유럽보다 못했고 근 식물학과 무관하다면서도 일본에 
독자적 식물연구 전통이 강했던 덕분에 식물학이 빨리 근 화 되었다고 주장하는 혼
돈상은 메이지 시  이래 일본의 역사인식에 일어난 혼돈을 반 한다. 근  일본은 
제국주의적 외 팽창을 통해 민족적 혹은 국가적 정체성과 그에 필요한 역사인식을 
끊임없이 재구성하며 탄생했는데, 이에는 전통 과학기술에 한 평가가 중요했다. 메
이지 일본은 과학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서구 문명이 일본의 전통 문명과 다르며, 서
구가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본은 물론 일본이 기준으로 삼았던 중국 문명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데 크게 이견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부정적 자의식에 한 반
발로 1890년 무렵 강하게 일어난 국수주의 하에서도 서구 문명의 “물질문명” 분야에
서의 장점은 부정되지 않았을 정도 다.25 하지만, 신 일본 전통의 “정신문명”적 
우월성 혹은 과학기술 분야의 성취로 보일만한 전통에 한 관심은 높아졌고, 서구 
식물학과 등하게 교류한 일본 박물학은 그 좋은 사례 을 것이다.

하지만 메이지 일본을 움직인 아이디어는 전통을 부정하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
야 한다는 것인 듯했다. 일본은 서구문명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해야 하는 후발주자라

23 大場秀章, 植物学史・植物文化史 (東京: 八坂書房, 2006), 139; 木村陽二郎, 江戸期のナチュラリス
ト 188; 日本科學技術史大系 15권, 15. 上野益三, 日本博物学史, 137.
24 大場秀章, 植物学史・植物文化史, 139-140; 日本科學技術史大系 15권, 13; 1892년 글은 日本科
學技術史大系 15권, 90쪽에서 재인용. 3장에 상술된다. 
25 1880년  말부터 두한 政敎社등의 국수주의와 이들의 동·서양 문명인식에 해서는 함동주, “근
일본의 서양담론과 政敎社”, 일본역사연구 15 (2002), 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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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 하에 후진적 아시아와 연결된 전통을 부정하고 서구와 동화되고자 하는 강
한 욕구를 보 다. 메이지 사상계를 지배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의 
“탈아입구(脫亞入歐)”라는 구호에 각인되어 있는 인식이었다. 역사가 단선적으로 진
보한다고 보는 “근 적 역사관”의 소산인 이 논리는 “자기 식민지화”라 할 수 있을 
적극적 서구모방을 정당화했다.26 이런 인식 하에서 서구와 같은 “문명국”이 되는 길
은 ‘서구’의 과학기술 체제를 완전히 수용해서 그것과 동화를 이루는 길 뿐이었다. 

이러한 역사관은 일본 과학기술사 분야에서 이미 상당 부분 극복되어 왔다. 단절
적 인식은 과학기술 담당자들의 인적·문화적 연속성 및 사회 제도 측면의 연속성이 
지적되며 수정되었고, ‘서구’를 완성된 모델로 해서 뒤따라갔다는 후발주자 의식도 
당시 유럽의 상황, 즉 그들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기반을 만들어가는 상황
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약화되었다.27 이하에서는 메이지 일본에서 식물연구를 
위한 사회적 기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식물학 분야에 해 이러한 과
학사학계 일반의 논의를 적용해 볼 것이다. 

박물국의 설립과 활동

메이지 시기 식물학의 사회적 기반으로 도쿠가와 시  박물학자를 주축으로 문부성 
산하에 문을 연 박물국에 주목할 수 있다. 學制 (1872)를 통해 근  교육제도가 
마련되기 바로 전해인 1871년의 일이었다. 1867년 막부의 명을 받아 파리 만국박람
회에 일본 곤충표본을 출품하고 참관했던 다나카 요시오(田中芳男, 1838-1916)가 박
물국의 중심인물이었고 오노 란잔의 현손으로 본초에 해박한 의사 던 오노 모토요
시(小野職愨, 1838-1890)가 가세했다. 다나카는 이토오 케이스케에게 의학, 난학, 본
초학 등을 배웠고 쇼오햐쿠샤에서 활동했는데, 서구 학문을 도입, 소개하려 한 스승

26 근 적 역사관에 한 비판은 프라센지트 두아라, 문명기·손승회 옮김,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
기: 근  중국의 새로운 해석 (서울: 삼인, 2004). 일본의 무의식적 자기 식민지화와 열등한 타자에 
한 의식적 식민화 노력의 연관 관계에 해서는 고모리 요이치, 송태욱 옮김, 포스트콜로니얼 : 식민지
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 (서울: 삼인, 2002).
27 Bartholomew의 경우 도쿠가와 시  의학이나 난학, 유학 등에 종사했던 계층이 부분 이후의 근  
학문도 담당했음을 보여주었다. 생물학자의 40%는 의사 집안, 그 중에서도 특히 린네 명명법을 빨리 받
아들인 미즈타니 호오분의 나고야 지역에서 많이 배출되었다 한다. 기술적 측면의 연속성은 
Morris-Suzuki가 잘 보여주었다. Bartholomew, The Formation of Science in Japan, 50; Morris-Suzuki, Th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of Japan. 일본과학기술사 계 시리즈는 근 의 단절성을 강조하는 시각
이지만 다른 과학사학자에 의한 일본 과학사통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카야마 시게루는 “도
쿠가와 의사들이 일본에 근 과학을 들여왔다”고 썼다. Shigeru Nakayama, “Japanese Scientific Thought,” 
in Charles C. Gillispie, ed., Dictionary of Scientific Biography, 15/1, 743. 후발주자 의식의 극복은 廣重徹, 
科學の社會史 (東京: 岩波書店,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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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력을 오노와 함께 계승했으며 물산학 전통을 이어 일본 물산조사와 식산흥업에
도 기여했고, 박물학을 중 계몽의 최전선에 내세워 동·식물원과 박물관 건설에도 
노력했다.28 

구체적으로 박물국은 한 장으로 표현한 린네 계통도인 林娜氏植物綱目表
(1872)와 린네 명명법의 혼란과 분류학적 인위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드 캉돌
(Alphonse De Candolle)의 자연분류표, 垤甘度爾列氏植物自然分類表 (1872)를 제
작·출판해 새로운 일본 식물 연구가 최신의 ‘근 적’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주도했
다. 1874년에는 오노 모토요시가 중심이 되어 식물학 번역어휘를 표준화하려는 植
學譯筌을, 1875년에는 근 식물학을 본격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린들리(John 

Lindley)의 School Botany (1862)를 번역한 植学浅解도 간행했다.29 동물학 분야에
서는 다나카 주도로 1875년 動物學과 動物訓蒙이라는 두 권의 저작이 나왔다. 

식산흥업이라는 시 의 요청과 ‘근 적’ 기준으로 통일된 ‘근  박물학’ 사이의 관계
는 1872년의 물산회(物産會)와 1877년의 제1회 내국권업박람회(內國勸業博覽會) 등
으로 뚜렷이 부각되었다. 이 박람회는 쇼오햐쿠샤 시절부터 행해지던 물산회·약품회
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박물국은 공예품과 자연물을 수집해 이 전시를 주도했다. 또 
박물국은 비공식적으로 참관했던 파리만국박람회에 이어 1873년 비엔나만국박람회에 
일본의 공식 참여를 조직했다. 

하지만 박물국 활동 중 가장 지속적으로 향력을 발휘한 것은 근  박물학을 
통한 민 계몽 운동으로 보인다. 박물관이나 동·식물원의 건립 노력은 쉽게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1875년의 動物訓蒙을 비롯해 1872년부터 1879년 사이에 걸쳐 총 
25매 간행된 動物圖와 30매까지 간행된 敎草는 모두 자연물에 한 중의 정
확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그 특성과 생태 등으로부터 도덕적 교훈을 끌어내 어린
이와 일반 중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또 1879년부터 발간을 시작한 博
物雜誌는 5호로 종간했지만 박물학을 기반으로 한 과학계몽 잡지들의 효시가 된다. 

이런 노력들은 초등학교 취학률이 아직 저조한 상황에서 근 과학적 사고를 더 널리 
보급할 도구로 박물학을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물학은 이제 본초의 옷을 
벗고 근 의 옷을 입었지만, “自然史” 혹은 “自然誌”라는 번역어가 아닌 “박물학”이

28 日本科學技術史大系, 15, 17-54; 上野益三, 日本博物学史, 145-8; 吉田光邦, 日本科學史, 
152-157 등. 
29 Lindley의 책은 중국에서는 1867년에 한역되었다. 일본의 번역은 문판을 참고했다. 上野益三, 日本
博物学史, 146.



- 35 -

라는 전통적 이름으로 근  과학적 정신을 가장 쉽게 보급할 수 있는 분야로 부상되
고 있었다.30

초·중등 과학교육 기반의 마련

다음으로 살펴볼 초·중등교육 분야는 근  박물학이 근 적 정신의 보급이라는 긴급
한 목표에 미친 향을 더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이 시기 초·중등 과학교육의 성
격은 지속적으로 변했고, 박물학 교육의 성격 또한 지속적 논란을 거치며 변했다. 하
지만 결국 박물학은 이과(理科)로 불린 과학전체를 변하게 되어 1886년 아예 이과
란 이름으로 불리며 근  일본 과학교육의 핵심을 차지했다. 

근  박물학이 처음부터 물리, 화학, 수학을 신해 일본의 근  초·중등교육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했던 것은 아니다. 1872년 學制와 그에 기반해 공포된 小學校
則의 경우는 훗날의 평가에 따르자면 “일본 교육사를 통틀어 과학에 가장 큰 기
를 걸었으며, 과학을 중심으로 교과를 배열한 지극히 야심찬 것”이었는데, 이 과학교
육에서 제일 중시된 것은 물리·화학이었고, 박물은 그 다음이었다. 부국강병이라는 
목표를 이루어줄 첫 번째 도구를 과학기술이라고 인식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물
리와 화학이 더 근본적이고 유용하다고 본 까닭이었다. 이 분야가 서구와 비교해 크
게 뒤떨어져 있다는 판단도 이를 우선하게 했다. 하지만 “서구 기계문명”과 “근 과
학의 자연관 및 실증적 사고방식의 보급”을 중심으로 했던 이 안은 교사의 부족을 
비롯한 실천 방침의 부재로 거의 실시되지 못했고, 서구화 일변도의 획일화된 교육
과정이 실용적이지 못하고 학부모의 부담만 높인다는 비판을 받았다.31

1879년의 敎育令은 메이지 정부의 전제성 혹은 ‘구화주의’에 한 비판과 함께 
자유민권운동이 고조되던 가운데 이러한 비판을 일부 수용하여 지방 교육의 자율성
을 폭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러한 유화책은 보수파의 반발을 불러일
으켜 오히려 강경파를 결집시킴으로써 이듬해 통제를 강화한 改定敎育令으로 

30 자연사, 자연지라는 말은 거의 쓰이지 않았지만 다이쇼 시기를 지나면 지방지의 자연물 편을 자연지
라고 불 고, 1899년 鉱物及地質 : 中等教科라는 교과서에서 광물자연사를 다룬 것이 있다. 광물의 지
질적 변화를 다룬 경우인 듯하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1873년 28%, 1879년 41%, 1885년까지도 46%에 머
물 다. 졸업률은 훨씬 낮았다. 日本科學技術史大系 8권 교육 1, 109-255; 上野益三, 日本博物学史
145-8. 博物雜誌는 1898년에 동물표본사라는 곳에서 博物學雜誌라는 이름으로 창간되어 1910년까지 
이어졌다. 다소 “고답”적이라는 평을 받았지만 유력한 교양지로 자리잡은 東洋學藝雜誌 (1881-1930)도 
박물관련 내용을 많이 실었다. 
31 日本科學技術史大系 8권 교육 1, 199. 물리나 화학을 강조한 것이 꼭 의학이나 박물학 중심의 도
쿠가와 전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초기 과학교육안도 난학자들이 주도했는데 자연 법칙의 터득을 
강조해온 구리(究理) 전통을 이어 물리와 화학 교육의 확충이 급선무라 보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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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되었다. 일본 교육사학계는 改定敎育令으로 일어난 과학교육상의 축소와 변화를 
자유민권운동으로 표출된 사회적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 ‘퇴보’로 인식
한다.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던 과학수업 시수는 줄고, 그 신 인의예지라는 유교적 
덕목이 중심이 되는 수신(修身)이 중시되는 한편 과학교육은 실증적, 비판적 사고를 
배양할 물리화학 중심에서 자연의 질서와 조화에 경탄하며 순응할 것을 주지시키는 
나열적 박물학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1886년 초등 과학 과목이 이과라는 단
일교과로 통합되었을 때 이과는 부분 이러한 박물학을 의미했다고 한다.32

박물학 중심의 과학교육 정책은 여러 차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조직적인 움직
임도 세 차례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최초의 과학전(科學戰)이라는 제1차 세계 전 이
후에 과학기술 지원 붐이 일어난 데 힘입은 운동이었다. 1917년 우선 중학교와 사범
학교를 상으로 물리와 화학 실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결정되자 과학교사들의 모
임인 이과교육연구회가 결성되어 과학교육에 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변하기 시작
한 것이다. 이들은 理科敎育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이과교육연구 회를 개최하며 
과학교육의 확 를 주창했다. 예를 들어 과학교육 시작 시기를 5학년에서 4학년으로 
낮춘다는 문부성의 결정에 해 이들은 1학년부터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둘째는 
1920년  이른바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분위기 속에, 자유교육운동을 통해 일어난 
논의 다. 이 운동은 독일에서 도입된 개발주의 교수법에 따라 일방적 제시, 설명, 

요약으로 이루어져온 수업의 전제성을 지적하면서 미의 다양한 교수법을 도입하려 
시도했는데, 특히 실험을 통한 발견의 가치를 강조했다. 세 번째 움직임은 이 운동이 
더 토착화 된 1930년 의 향토교육 운동이다.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물과 이론
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지역 사회와 자연에 한 이해
를 촉진시키자는 것이었다. 획일적인 문부성 검정 교과서에서 탈피하려 한 이러한 
움직임은 따라서 문부성의 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립 실험학교에서 주로 시도
되었다. “과학적 지능”을 개발하고 함양한다는 목적을 상실한, 암기와 나열 위주의 
박물 교육은 이 모든 운동의 공통적 개혁 상이었다.33

하지만 도덕성 함양 중심의 박물교육은 지속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과학

32 日本科學技術史大系 8권 교육 1, 401-430, 438. 이에 따르면, 당시 교수법인 개발주의 교육이 실물
을 중시하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자연물이나 인공물을 교재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
다. 이는 일견 과학교육의 융성기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결코 “과학교육이 아니었다”는 입
장을 보인다.
33 日本科學技術史大系 9권 교육 2, 377-430; 鹿野正直, “‘改造の十字路’下の文化運動,” 近代日本の
民衆運動と思想 (東京̄: 有斐閣, 1977), 13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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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핵심으로 유지되었고, 이를 탈피하기 위해 일어났던 향토교육운동도 학생들
의 “사상화” 경향을 무마하기 위해 실업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실제화”와 결합되며 
관변화했다. 1941년 전시 체제 아래에서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심화되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1945년까지 일본의 과학교육을 지
배한 이념은 1890년의 敎育勅語와 함께 천명된 “이과 교육의 목표”를 크게 넘어
서지 못했다고 한다. “이과는 통상 천연물 및 현상의 관찰을 정 하게 하고, 상호 및 
인생에 한 관계의 요를 이해하며, 더불어 천연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
을 요지”로 한다는 목표 다. 

이러한 일본 초·중등 과학교육의 전개는 메이지 시기 식물학이나 식민지 박물교
육의 발전에는 오히려 도움을 준 면이 있다. 일본 생물학자들은 수학, 물리, 화학, 생
물학, 지학으로 이어지는 과학 분야의 서열이 메이지 시 부터 만들어져서 존속되어 
왔다고 불만을 표했다. “일본과학의 후진성”을 강조하며 과학기술의 필요성이 역설
되면서 오히려 생물학은 홀 되고 “첨단 분야”만 우선시 했다는 것이었다.34 하지만 
생물학은 박물학 중심인 정부의 초·중등 과학교육 정책에 힘입어 적어도 양적 측면
에서는 다른 분야를 능가하며 성장했는데, 이는 생물학 전공자들이 사범학교에서 자
리를 찾을 수 있어서 다. 그리고 일부 일본 박물교사들은 문부성 검정 교과서의 통
제 등으로 실험이 어려운 일본 신 식민지에서 과학교육의 이상에 맞는 교육을 펼
치고자 노력하며 식민지 박물교육을 활성화시켰다. 이는 1938년 간베 이사부로가 저
술한 최초의 근  과학교육사에서부터 지적되어 온 사실이다.35

식산흥업과 식물학

식산흥업이라는 메이지 일본의 핵심 과제도 식물학의 부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근 화를 도시화와 공업화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간과하기 쉽지만, 메이지 일본은 
농업 인구가 80%를 차지하고 재정수입의 큰 몫이 지조(地租)에서 나오는 농업국가
로서, 농업의 경제적 중요성은 20세기 전반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석탄과 같은 광물
자원만이 아닌 임산 자원의 관리와 재건도 근  일본의 건설에 지속적으로 중요했
다. 농상무성(1881)은 공부성(1870)보다 늦게 설치되긴 했지만, 공부성이 폐지된 1885

34 日本科學技術史大系 15권 생물학, 14.
35 이에 해서는 6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다. 神戸伊三郎, 日本理科教育発達史 (東京: 啓文社, 
1938)가 교과서 등을 비교하며 식민지 과학교육의 진보성을 지적한 후, 1963년에서 1972년 사이에 간행
된 일본과학기술사 계 시리즈의 교육편인 8-10편도 같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日本科學技術史大系
10권,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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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로도 존속되어 일본 식산흥업의 일선에 있었고, 농상무성을 주도한 이들은 
농업계통의 관료들이었다.36 이는 일본의 식산흥업에서 농림업이 차지한 비중을 보여
주는데, 농상무성 산하로 옮겨진 박물국의 다나카 등이 이 분야의 식산흥업도 주도
했다. 그는 막부와 번의 재정 강화 노력을 돕던 도쿠가와 식물학의 전통을 살려 
1877년 코마바 농학교의 개설을 이끌었고 1881년 大日本農會의 결성을 주도하면서 
농업의 응용식물학적 성격을 강조했다. 

식산흥업에 결정적 요소로 간주된 농림업 관련 학교와 연구기관은 모두 식물학의 
향력 확 에 기여했다. 농업과 관련한 교육·연구 제도 정비의 첫 단계는 1872년 

도쿄에 개설된 농사시험장이었다. 이는 1874년 부속 農事修學場 개설로 이어졌고 
1877년에는 코마바 농학교로 확 되었다. 임업 관련 기관의 개설은 조금 더 뒤 는
데 수목시험장은 1882년에야 만들어졌고, 이것이 삼림학교로 바뀌었다가 1886년 코
마바 농학교와 통합된 것이 도쿄 농림학교 다. 도쿄 농림학교는 제국 학 농과 학
의 전신으로서 국가의 최고학부에 농학부를 둔 전례가 없다는 제국 학 측의 반발에
도 불구하고 1890년 메이지 일본의 부국강병에 한 헌신을 보여주듯 공학부와 나란
히 합쳐졌다. 농업과 산림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했던 홋카이도 개척 사업과 뒤이은 
식민지 개척도 농학과 임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홋카이도 개척 사업의 성
공을 위해 미국인 클라크(William Smith Clark, 1826-1886)를 초빙해 설립된 삿포로 
농학교는 코마바 농학교보다도 한 해 먼저 세워졌고, 이곳의 졸업자들 다수가 일본 
각지와 식민지로 파견되었다. 삿포로 농학교는 1907년 도호쿠 제국 학에 통합되었
다가, 1918년 홋카이도 제국 학으로 소속을 바꾸면서 농림 분야의 인력을 지속적으
로 배출했다. 이들 학교에 다양한 식물학 강좌가 개설되었음은 물론이다. 또한 임업
시험장, 농사시험장, 다업시험장, 원예시험장 등의 관련 시험 기관들도 1910년  이
후 지속적인 시험장 관제의 발포와 함께 제도화되었다. 이런 농림학 관련 교육 및 
연구 제도의 정비는 식물학의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

고등교육 체제의 구축

과학교육과 식산흥업에 식물학이 중시된 사실은 마지막으로 살펴볼 고등교육 체제의 

36 1914년까지도 농업은 일본 국민총생산의 45.1% 고, 제조업 비중이 늘면서도 직물 및 식료품과 같은 
농업 기반의 경공업이 주종을 이루었다. 중공업은 1937년까지 제조업의 절반을 넘지 못했다. 농상무성 
관료들의 경우도 농업계통이 주류 다고 한다. 챠머스 존슨, 김태홍 옮김. 통산성과 일본의 기적 (서
울: 우아당, 1983), 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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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에도 그 로 향을 미쳤다. 1868년 메이지 정부는 도쿠가와 시기부터 전국 藩
敎의 총본산이었던 막부 산하의 昌平黌를 “大學”이란 이름으로 흡수했다. 하지만 
1871년 유학자 중심의 이 기관은 전통과 단절하려는 메이지 정부의 의지를 증명하듯 
폐쇄된다. 신 막부 말기부터 서양학문 교육을 담당했던 開成所의 후신인 大學南校
(이공과)와 大學東校(의과) 만을 막부 산하에 두었다가 이를 통합해 1877년 도쿄 학
을 설립했다. 이 근 적 교육기관의 이과 학에는 開成所는 물론 그 전신이던 蕃書
調所에도 없던 생물학과가 개교와 동시에 개설되었다.37 생물학이 의학 및 농학에 
중요하며 교육자 양성에도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 것인데, 단절의 외양과 달리 본
초와 의학이 긴 히 연관되어 있다는 전통적 믿음도 작용했던 결정이었다. 도쿄 학
은 1886년 帝國大學令으로 제국 학이 되고 다음해 학원이 설치되었으며 이후 
일본 유일의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관료와 지도층의 부분을 배출했다. 

이 제국 학에 생물학과가 포함된 사실은 단지 식물학의 권위를 높이는 데 그치
지 않았다. 곧 독립한 식물학과가 “국가의 수요에 응하는 학술기예”를 연마해야 한
다는 제국 학의 설립 취지에 호응하게 되면서 일본 식물학의 성격에도 크게 향을 
미친 것이다. 후 의 평가에 따르면 제  식물학교실은 그 존재이유를 “구미 일류 

학과 비교할 우리나라 최고학부로서의 이상과 희망”을 보여주는 데서 찾았는데, 

식산흥업이나 농학, 의학에 한 기여보다는 순수학문적인 식물학으로서 “국가적” 

기 에 부응하려는 시도 다. 이들은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일본 과학계의 수준을 
보여주고자 했고, 덕분에 “과학 진보의 기준을 그 자체의 윤리나 현실문제에서 구하
지 않고 외국의 연구 경향이나 발전도에서 구하는 외추수적인 경향”을 나타냈다는 
평가 다.38 3장에서 보겠지만 이과 학의 초  교수 중 유일한 일본인이었던 야타베 
료오키치(矢田部良吉, 1851-1899), 그의 후계자인 마쓰무라 진죠(松村任三, 1856-1928), 3

 식물학 교수인 나카이 다케노신 등은 점차 서구 근 식물학의 제국주의적 확장 
전략을 모방함으로써 일본 과학의 위상을 높이려 했다. 이는 과학기술이 문명의 척
도가 되는 제국주의적 경쟁의 시 에 국가의 이념적 요구에 한 적절한 응이었
다.

야타베는 특히 이런 조건에 맞는 근  식물학의 정립을 위해 과거 모든 전통과
의 연관을 부정하고 ‘서구’ 근  식물학의 직접적 복제를 겨냥했다. 과학의 본고장인 

37 반소시라베소오는 외국어 외에 천문, 지리, 궁리 (물리), 수학, 물산, 정련 (화학), 기계학, 회학(繪學), 
활자의 9과로 이루어졌다. 日本科學技術史大系 1권, 14.
38 日本科學技術史大系 15권, 5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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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넬 학에서 생물학 학위를 받은 점이 인정되어 초  교수로 임용된 그는 동
물학의 모스(Edward S. Morse, 1838-1925)와 같은 외국인 교수들처럼 유창한 어로 
강의했고, 라마학회(羅馬學會)를 세워 서양어를 국어로 하자는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
여한 “구화주의자” 다. 근  박물학이라 할 수 있는 식물분류학과 계통학을 주로 
가르친 야타베는 이 분야와 도쿠가와 식물학 전통의 관련을 적극 부인했다. 식물학
교실 부설로 세워진 고이시카와 식물원(小石川植物園)은 이토오 케이스케를 채용했
지만, 야타베는 그를 교육에 관여시키지 않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지도 않았다. 이
토오의 식물원 교수직은 근  식물학을 소개한 공로가 있는 원로에 한 “명예직”으
로 남았다.39 서구 식물학과 도쿠가와 시기의 전통을 잘 융합한 분류학을 수행했고 
사실상 일본 식물학의 아버지로 공인받는 마키노 도미타로(牧野富太郎, 1862-1957)를 
홀 하고 제국 학 그룹에서 배제한 것도 그 다.40 

하지만 야타베가 겨냥했던 학문적 전문화, 서구 학계로부터의 인정은 사실 도쿠
가와 전통 덕분에 가능했다. 도쿄생물학회는 1878년, 수학학회(1877)와 의학학회
(1877) 다음으로 창설되었는데, 이를 주도해 초  회장을 지낸 야타베는 1882년 식물
학 분야를 독립시켜 나왔다. 도쿄식물학회는 곧 그의 기우에도 불구하고 회원 300명
의 활발한 조직이 되고 1887년부터는 植物學雜誌도 꾸준히 발간할 수 있었는데, 

이는 마키노 도미타로를 위시해 도쿠가와 박물학 전통을 이은 박물학자와 동호인들
이 거 가세한 덕분이었다.41 植物學雜誌에는 1892년 “세계 과학자 인명록(萬國
理學家人名錄)”이라는 짧은 기사가 하나 실렸다. 국가별로 과학자의 이름, 주소, 분
야 등을 기록한 국제과학자주소록(The Scientists' International Directory) (1892)에 

39 日本科學技術史大系 15권, 15. 
40 야타베는 강사나 조수 신분으로 제국 학 도서관과 표본실을 이용하던 마키노를 사실상 어냈다. 야
타베 본인도 1890년 교수 지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으로 면직당했는데 당시 식물원에서 일하던 나카이 
다케노신의 아버지도 함께 면직당했다. 야타베는 또한 이토오 케이스케의 손자로 케임브리지 학에서 
유학했던 이토오 도쿠타로(伊藤篤太郞, 1865-1941)가 “학명을 최초로 부여한 일본인”이란 명예를 빼앗은 
데 분개해 식물학 교실 출입을 막고, 그의 구직에도 향을 미쳤다고 한다. 日本科學技術史大系 15권, 
98. 이토오가 가학의 기풍을 유지하려 본초 전통을 중시했던 점도 야타베와의 관계에 문제가 되었을 것
이다. 마키노는 일본 근 식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본초강목계몽에 감동
을 받아 식물분류학의 길에 들어선 경우로, 그의 업적은 무엇보다 식물분류학을 중화시킨 것이다. 수
많은 식물동호회와 채집회가 조직되어 퍼져나간 것은 그의 향이 컸다. 그는 식물학잡지와 식물연
구잡지의 창간을 차례로 주도하며 식물학 제도화에도 힘썼고, 도쿄제 에서 강사 직함을 받은 적이 있
지만 점차 자신의 표본을 별도로 관리했을 정도로 그와 거리를 두었다. 上村登, 花と恋して: 牧野富太
郎伝 (高知: 高知新聞社, 1999).
41 이 시기 일본 각 학회들의 건립 시기는 수학과 의학 (1877), 화학 (1878), 지학과 공학 (1879), 지진학 
(1880), 약학 (1881), 기상학, 식물학 (1882), 물리학, 인류학 (1884) 광업, 수의학 (1885), 건축학 (1886), 
동물학 (1885) 전기학 (1888) 등이다. 日本科學技術史大系 1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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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촌평이었다. 이 촌평은 특히 아시아에 해 국가별 과학자 수를 비교했는데 인
도 74명, “ 일본제국” 44명(외국인 4명 포함), 중국 11명(모두 외국인), 조선 1명
(Ivan Slovtsof라는 러시아인) 등이었다. 일본 과학이 아시아에서 “실로 인도에 버금
가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자축에 이어 강조된 것은 이 일본 과학자 44명 중 20명이 
도쿄식물학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이었다. 일본 식물학계의 이런 자랑스런 성과에 
해 이 논평자는 “이렇게 국제적 인정을 받은 식물학자가 많은 것은 일본 본초학의 
전통에 힘입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 명단에 도쿠가와 
전통을 이은 이토오 케이스케는 포함되고 코넬 출신의 야타베는 없었던 데서도 드러
나듯 정확한 진단이었다.42 미국 학의 교과과정을 그 로 이식하려던 야타베의 노력
에도 불구하고 일본 식물학은 일본 전통의 토  위에 성장의 길을 마련했다.

그러나 고등교육에서 식물학의 성장은 더디게 이루어졌다. 이과 학 지망자 중 
식물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은 서너 명을 넘지 못했고, 1897년 교토 제국 학, 1907년 
도호쿠 제국 학 등이 설립된 후에도 도쿄 제국 학의 식물학교실이 식물학 분야의 
유일한 학 과정이었다. 교토와 도호쿠에 생물학과가 개설된 것은 1918년과 1923년
이었다.43 상황이 바뀌어 도쿄 학 식물학교실이 양적 팽창을 하게 된 계기도 도쿠
가와 전통과 무관하지 않았다. 식물학이 식산흥업을 위한 농림업과 연관이 강조되고, 

박물교육이 확 된 덕분이었던 것이다. 식물학교실 지망자는 농학교가 설립되고 박
물 중심의 이과교육이 강화되면서 농학교나 사범학교에 식물학교실 졸업자들이 진출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농학교나 의학교에 기반한 제국 학 설립이 잇따르며 식물학 
강좌가 늘자 증가하기 시작했다. 식물학교실 졸업자들이 부분 학원으로 진학해 
연구자 층을 두텁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교수직이 꾸준히 늘어난 덕분이었을 
것이다.44 도쿄제 에서 최초로 박사를 배출한 1888년부터 학위 수여 기준이 바뀐 
1920년 사이 박사 학위자 숫자를 보면 생물학은 56명으로 메이지 시기 과학 서열에
서 1, 2, 3위를 점했다는 수학, 물리학, 화학의 22명, 54명, 27명보다 많았다.45 

42 1892년 이미 “ 일본제국”이라 지칭하고 있음이 흥미롭다. 日本科學技術史大系 15권, 90에서 재인
용; Samuel Edson Cassino, The Scientists’ International Directory (Boston: S.E. Cassino, 1892), 164-169. 
43 초기에는 식물학과 지원자가 서넛에도 미치지 못했다. 앞서 언급한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지학 순
서로 된 과학분야 서열의 향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제국 학은 초기에는 3학년에 학과를 정하는 학
부제 고, 식물학 과정이 1학년부터 분리된 것은 1912년이다. 日本科學技術史大系 15권, 265-289. 290.
44 교토제  이후 식물학 관련학과 개설 상황은 다음과 같다. 1921년 도후쿠 제  식물학과 (1923 개강), 
1923년 큐슈 제  농학부, 1928년 다이호쿠 제  이농학부 식물학과, 1929년 도쿄 및 히로시마 문리과

학 식물학과, 1930년 홋카이도 제  이학부 식물학과 등이다. 교수는 부분 도쿄 제  출신들이었다. 
日本科學技術史大系 15권, 265-289.



- 42 -

또 상당수의 박사가 ‘근  박물학’이라 할 수 있는 식물분류·계통학 분야에서 배
출된 것도 도쿠가와 전통의 향을 보여주는 도쿄 제  식물학교실의 특징이었다. 

이미 1880년 부터 “계통학, 기재적 생물학”을 벗어나 “실험 생물학으로 탈피”해야 
한다는 혁신론이 제기되었고, 1895년 식물생리학 강좌가 개설되었지만 2차 전 종전
까지는 분류학이 식물학과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다. 1895년 독일유학에서 돌아
와 처음으로 식물생리학을 강의한 미요시 마나부(三好學, 1862-1939)도 “본질은 분류
학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고, 1922년 야타베의 후계자 마쓰무라 진죠가 정년퇴임
하자 2명의 식물분류학 교수가 부임해 생리학, 유전학 교수들과 균형을 맞추었다.46 

박물국의 효율적인 주도 하에 식물학에 한 이전부터의 사회적 지원 체제를 꾸준히 
유지하는 한편 이를 ‘근 적’으로 변모시켜 확장함으로써 일본 식물학의 기반은 초·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또 근  국가 건설을 위한 실용적·이념적 역까지 아우
르도록 확 되었던 것이다. 

일본에서 근 적 과학활동의 기반을 만드는 작업은 이러한 국내적 노력만으로 완
료되지 않았다. 일본이 모델로 했던 서구처럼 일본의 과학계는 일본제국의 확장을 
주도하고 지원하면서 근 과학으로 성장했다. 특히 일본 식물학계는 정부와 자본의 
움직임에 뒤처짐 없이 ‘주변부’로 진출해 자신들의 역량을 인정받을 기회를 만들고
자 했고, 이들 지역의 식물자원 조사와 개발을 도왔으며, 이를 통해 일본 근 식물학
의 기반을 더욱 확충했다. 일본학계는 앞서 보았듯 도쿠가와 전통에 깊이 의존해 성
장했으면서도 자신들이 전통과 단절하고 서구 학문체제를 서구처럼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는데, 일본이 유사한 지식전통을 지닌 ‘주변부’로 확장하는 데 전통과 단절된 
서구적 근 화를 이루었다는 것이 중요한 논리 음은 주목할 만하다. 조선인 신 

45 1886년의 “帝國大學令”에 의해 학원이 설립되고 1887년 박사학위 학위령이 공포된 뒤, 1888년 처
음 학위가 수여되었다. 1호 박사 중 한 명은 이토오 케이스케 다. 日本科學技術史大系 1권, 12. 박사 
학위자 통계는 Bartholomew, The Formation of Science in Japan, 52쪽. 총 1360명의 박사 중 의학박사가 
656명으로 48%를 차지했고, 농학과 임학이 각각 108명과 30명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공학은 366명이었
다. 
46 이토오 케이스케의 손자인 이토오 도쿠타로와 마키노 도미타로 등의 식물학 혁신론에 해서는 日
本科學技術史大系 15권, 90-110. 이토오 도쿠타로는 평생 가풍을 이은 분류학자로 남았지만 실험의 중
요성을 주장했다. 마키노의 혁신론은 실험보다는 공통적 표본의 관리와 같은 분류학의 체제에 한 것
이었다. 혁신론에서조차 분류학의 중심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1877년 개강 당시는 교수가 야타베 뿐이었
고, 그가 면직당한 후 코이시카와 식물원에서 그와 협력하던 마츠무라 진죠가 1890년 그의 뒤를 이었다. 
일본 식물학계가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와중에 생리학 분야의 충원이 이루어진 것은 미요시가 돌아
온 1895년과 후지이 켄지로오(藤井健次郎 1866-1952)와 시바타 케이타(柴田桂太, 1877-1949)가 유학에서 
돌아온 1910년  초반이다. 하지만 마츠무라가 정년퇴임한 1922년에는 그의 제자인 식물분류학자 하야
타 분조와 나카이 다케노신이 모두 도쿄제 에서 교수가 된다. 上野益三, 日本博物学史,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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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식물을 연구할 권리를 내세우려면 일본이 조선과 다른, 조선이 받아들이지 
못한 앞선 지식체계를 갖추었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전통에 한 부정은 
주변국을 상으로 했던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지탱해주었던 셈이다. 일본 식물
학계는 이렇게 전통을 부정하고 조선 등으로 진출함으로써 서구 중심인 국제 식물학
계의 일원이 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 식물학의 ‘근 화’를 이루게 된다. 

2.3. 조선의 식물연구 전통

메이지 일본이 주변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데는, 일본이 단시일에 열등한 전통과 단
절하고 우월한 ‘서구’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자신감만큼이나 주변국이 서구적 근

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열등한 사회라는 평가가 중요했다. 이런 주장은 주변국
의 독자적 역량을 부정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국의 역사를 재평가함으로써 뒷받침 되
었다. 예컨  중국 문화를 추종한 조선 사회는 독자적 문화를 발달시키지 못했고 특
히 과학기술과 같은 실용적 학문 신 공리공론(空理空論)의 허학(虛學)만을 일삼은 
정체된 사회라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식민사관은 서구를 기준으로 모든 사회의 우열
을 판가름하는 “근 적 역사인식”에 크게 힘입었는데, 이 소절은 이러한 역사인식의 
오류에 주의하며 조선 시 의 식물연구 전통을 그 사회 나름의 맥락에서 검토해 보
고자 한다. 

조선의 지식전통과 식민지 근 식물학의 관계는 지금껏 부각된 적이 없지만, 전
통과 근  사이의 지적 연속성을 이해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주제이다. 과거 조선
의 식물연구 전통은 실질적이고 이념적인 두 측면에서 식민지 조선에서 형성된 식물
학에 향을 미쳤다. 우선 전통문헌 지식, 민간 전래지식은 한약재 자원을 개발하려
는 노력과 함께 발굴되어 근 적 식물연구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었는데, 식민지 전통
에 한 이러한 의존은 이념적 차원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들에게 이는 민족적 자긍심의 원천이 되었던 반면, 일본인들로
서는 식민지의 발달된 지식전통을 인정하는 것이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
었다. 

하지만 조선의 지식전통이 지닌 정치적 위험성은 서구의 근 를 모든 문화가 나
아가야 할 하나의 모델로 삼는 단선적 진보사관 하에서는 쉽게 길들여졌다. 식민지 
시기 조선 의학전통을 발굴해 전통의학사 연구에 큰 족적을 남긴 미키 사카에(三木
榮, 1903-1992)의 연구가 표적 사례이다.47 미키는 “중국의학과 일본의학을 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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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면 조선의학을 이해해야 한다”고 평생 역설했을 정도로 조선의학이 한중일 지식
교류에서 담당한 역할을 중시했다. 그는 조선의 문화를 쉽게 사 문화로 폄하하는 
태도를 반박하며 모든 문화를 고유문화와 외래문화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조선전기의 鄕藥集成方 (1433), 醫方類聚 (1445), 허준
(許浚, 1546-1615)의 東醫寶鑑 (1613)을 조선의학의 독자적 성취를 보여주는 조선
의학의 정수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동의보감에서 완성된 조선의 본초학이 “본
초강목에서 출발하여 진정한 본초학”으로 향했던 일본과 같은 길을 걷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조선후기의 본초학은 “약성가(藥性歌) 본초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선
만의 고유한 전개를 보이긴 했지만, 기존 본초 지식을 외우기 좋은 노래로 만들어 
전하는 수준에 머물러 학문적으로는 정체되고 쇠퇴한 것이라는 지적이었다.48 미키는 
이시진의 본초강목이 중국 본초연구를 혁신해 서구의 성과에 비견할 ‘근 적’ 자
연분류법을 완성한 것이라고 보았고, 일본이 바로 그 본초강목을 계승함으로써 임
상적 연구에 그치지 않는 “진정한 본초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보았다. 즉, 미키
는 서구 과학을 기준으로 각국의 성과를 비교·평가한 것이다. 이미 중국 과학사에 

한 조셉 니덤(Joseph Needham, 1900-1995)의 접근을 비판하며 누차 지적되었듯 서
구 식물학과 유사한 부분을 비서구 학자들의 연구에서 분리하여 서구를 기준으로 비
교하고 평가한다면 전통사회의 과학활동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49 식물연구 전문가가 
없는 조선의 상황에서 식물에 한 연구를 각 연구자의 전체 연구에서 분리해 내는 

47 미키 사카에의 朝鮮醫學史及疾病史는 1948년 완성되어 1955년 한정출판 되었다가 1963년 간행되
었다. 그는 1928년 조선에 와서 경성제국 학 내과에 근무하다가 이후 도립수원의원에 근무한 의사 다. 
조선 의학사 관련 사료를 발굴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제시한 미키 사카에의 저작의 선구적 가치는 의심
할 것이 없다. 그는 근 의학을 기준으로 삼아 서양 외과술의 발달과 견줄 만한 종기제거술이나 음양오
행의 이론보다 증험이 중시된 법의학 저작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김호, “醫史學者 三木榮의 생애와 
朝鮮醫學史及疾病史,” 의사학 14 (2005), 101-122. 이는 미키 사카에와 경쟁하며 그의 ‘식민사관’을 극
복하고자 한 김두종도 공유한 시각이었다. 여인석, “一山 金斗鍾 선생의 생애와 학문,” 의사학 7 
(1998), 1-12.
48 일본에 본초강목이 1607년 들어왔던 것을 기억하는 미키 사카에는 동의보감에 “강목을 인용한 
조문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의아하게 여겼던 듯하지만 정유재란 등의 상황에서 본초강목의 수입이 지
연되었을 뿐이다.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다.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561, 560, 564.
49 니덤의 중국과학사 성과와 그의 접근에 한 비판은 Joesph Needham et al,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4-); N. Sivin, “Why the Scientific Revolution Did Not 
Take Place in China - or Didn't It?,” Chinese Science no. 5 (1982), 45-66; Kim Yung Sik, “Natural 
Knowledge in a Traditional Culture: Problems in the Study of the History of Chinese Science,” Minerva 20 
(1982), 83-104; 김 식, “중국의 전통과학과 자연관에 한 올바른 이해”, 한국사시민강좌 16 (1995), 
203-222; Roger Hart, “Beyond Science and Civilization: A Post-Needham Critique,” EASTM 16 (1999), 
88-114; 문중양, “과학기술: 조선 유학사에서 과학사상사 서술의 과제와 방향”, 국학연구 3 (2003), 
391-415. 서구 기준으로 이시진의 본초강목을 ‘근 적’이라고 주장하는 시각을 비판한 연구로 Carla 
Nappi, The Monkey and the Inkpo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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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성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이 소절은 최 한 당  조선인들의 관점에서 전통시
기 식물에 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개관함으로써 미키가 제시한 평가를 
재고할 것이다.50 

우선 조선 초에 국가에 의해 주도된 연구가 많았고 18세기 이후 개인적 성과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건국 후의 사회 안정화를 꾀하는 정치적, 경제적 정책의 일환으
로 약재에 관한 조사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다가, 의약 소비가 중화되고 증가한 
18세기 이후 개인적 의서 발간과 유통이 증가한 것이다.51 조선의 본초 전통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의학적 실용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부분 직업적 중인 
계층에 속한 의사들이 남긴 본초에 한 저작은 유학자들과 차별화된 이들의 전문직
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드러내며 임상적 지식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었
다.52

향약에 한 관심은 조선초부터 기울여져 태조 2년(1393)에 이미 각 도에 의학교
수를 파견하여 고려말의 의서인 鄕藥慧敏經驗方을 강습하게 했다. 1397년 설치된 
제생원은 각도로부터 향약재를 수집했고 1398년 고려의서와 鄕藥簡易方 등을 참
조한 鄕藥濟生集成方 30권의 편찬을 지휘했다. 향약재의 채집 또는 재배를 전담할 
종약색(種藥色)이라는 관서의 운 도 시도되었다.53 세종은 이렇게 확보한 향약재가 
당약을 신해 쓰일 수 있는 것인지 의관을 명나라에 보내 확인하게 했고 향약 62종
을 검증하여 당약과 다른 14종을 구분하고는 이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향약에 한 
이러한 관심은 독자적 본초학을 수립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이라기보다는 고가의 약
재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유출이나 약재 수급의 어려움에 한 책의 성격을 띠었
다. 그럼에도 지방색을 띨 수밖에 없는 생약 연구의 진전에 기여한 점도 분명했다.54 

50 다음 시도들은 그 사회의 관점에서 전통시기 ‘과학활동’을 검토하는 사례가 된다. Benjamin A. Elman, 
On Their Own Terms: Science in China, 1550-1900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김 식, 주희의 자
연철학 (서울: 예문서원, 2005); 임종태, 17, 18세기 중국과 조선의 서구 지리학 이해: 지구와 다섯 
륙의 우화 (서울: 창비, 2012).
51 신동원, “조선 후기 의약생활의 변화:선물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미암일기』,『쇄미록』,『이재난
고』,『흠 』의 분석”, 역사비평 (2006), 344–391.
52 이기복, “18세기 의관 이수기(李壽祺)의 사회·지식 네트워크와 자기인식”, 출판예정 초고.
53 종약색은 태종 연간인 1405년부터 1411년 사이에 별도로 있다가 전의감에 속하게 되었다고 한다. 민
족문화 백과사전.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김두종 조선의학사 전. 
54 향약연구를 세종  과학의 자주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간주하는 경향에 한 비판은 문중양, “세종  
과학기술의 ‘자주성’ 다시 보기,” 역사학보 189 (2006), 39-72. Suh Soyoung, “Herbs of Our Own 
Kingdom: Layers of the ‘Local’ in the Materia Medica of Early Choson Korea,” Asian Medicine 4 (2008), 
395-422. 향약연구는 실용성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국초 통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이념적 역
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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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1431(세종 13)년 간행된 鄕藥採集月令은 향약 채집과 가공의 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식물의 분포 상태와 생태에 한 정보를 기반으로 약재 별 채취 시기
와 건조 및 처리 방법을 담았다. 향약제생집성방을 증보·첨삭하여 1433년 완성된 
향약집성방 85권은, 앞 부분 75권은 중국 본초학 서적의 내용을 소개한 것이고, 

마지막 10권은 향약만을 다룬 부분으로 630여 종의 향약재가 실려있다. 이 향약재들
은 상당부분 중국 약재를 참고해 발굴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조선은 일찍부터 향약재
로 쓰일 조선 식물의 방언명들을 파악·정리하고 그 성미, 효능, 형태, 채취 시기 등 
중국 본초서에 없던 지식을 쌓아갔다.55 

이후 조선에는 별도의 본초서라 할 만한 저작은 나오지 않았다. 모두 의서의 일
부로 본초가 다루어진 것인데, 허준의 동의보감이 본초에 한 내용을 전체 25권 
중 3권에 해당하는 “탕액편(湯液編)”에 담았고, 18세기 이후 강명길(康命吉, 

1737-1801)의 濟衆新編 (1799), 조선말 명의(名醫)로 이름났던 황도연(黃道淵, 

1807-1885)과 그의 아들이 편찬한 醫宗損益 (1868), 方藥合編 (1884) 등도 본초 
부분이 있다. 

미키는 앞서 보았듯 서구의 앞선 식물학, 그에 비견할 본초강목, 그리고 그것
을 받아들여 일본이 취한 ‘올바른’ 진보의 경로와 조선이 취한 경로를 비교함으로써 
이를 평가했고 쉽게 이에서 결점을 발견했다. 그는 허준의 책이 조선 본초지식을 완
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명 의 본초강목 신 송 의 증류본초 등 중국 본초에 
의지한 바가 많은 “사  성향”이 강한 책이며, 임상 위주라서 “진정한 본초학”은 되
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후 조선 후기의 저작들은 모두 “약성가 본초학”이
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로 전개되어 학문적으로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
다.56 

최근의 연구들은 미키가 지적한 사실은 옳지만 그의 평가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
적한다. 미키가 조선의 본초연구를 근 과학이나 일본 본초학을 기준으로 평가한 점
을 문제삼은 것이다. 허준은 본초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약재의 작용 양상을 

55 미키는 조선 왕조는 향약에 한 관심을 지속한 편이지만 이런 의식적 권장 노력은 향약 사용이 부
진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성종이 특히 종합적 책을 시도해 1478년 향약집성방을 중간(重
刊)하기도 했지만 명과의 관계가 호전되며 당약에 한 의존이 증가했다. 그는 임란 이후 1633년 향약
집성방을 중간하며 쓴 발문이 향약 쇠퇴의 정황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향약이 쇠퇴하기 시작한 지 
100여 년이 넘어 재간행을 위해 책을 찾았으나 85권 완질을 갖추는데 탐라에까지 의존해야 했다는 발문
이었다.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김두종 조선의학사 전. 
56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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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임상에서 원하는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라는 임상의로서의 입장을 견지
했기에 식물 개개에 한 정보보다 약재로서 어우러져 작용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처방 중심의 연구를 수행했다고 한다. 따라서 허준은 약재 원식물에 천착한 자연사
적 연구보다 임상적 고려가 강한 증류본초 등의 전통을 더 높이 평가했고, 본초편
의 이름도 이런 관심을 담아 “탕액편”이라고 했다.57 동의보감은 임상적 성취를 인
정받아 조선에서보다 중국에서 더 많이 발간되었을 정도로 널리 읽혔고 일본에서도 
널리 인쇄되고 연구되어 앞서 보았던 니와 쇼하쿠의 조선약재 조사를 촉발시켰다.58 

게다가 약성가라고 해서 오래된 중국 서적이나 허준의 처방만을 금과옥조로 삼아 그
것을 되풀이하는 소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조선 후기의 약성가는 외우기 쉬운 형태
를 취하기는 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약재의 형태와 효용, 생태와 제법을 아우르는 
상세한 내용을 담았고, 특히 황도연의 의종손익에 실린 약성가는 동의보감과 
제중신편에서 혼동한 약재들의 원식물을 밝혀내고 비슷한 품종 사이의 차이를 지
적하며 새로운 지식을 첨가했다.59 이러한 본초학은 도리어 의학의 테두리에 머무름
으로써 조선의 약용식물에 한 이해를 높 고, 임상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조선 시기에 본초 이외에 식물에 한 연구가 이루어진 또 다른 분야로 농학, 그
리고 “박물학(博物學)” 혹은 “명물도수학(名物度數學)”으로 칭해지는 분야를 들 수 
있다. 명물도수학은 “천문, 역학, 수학을 비롯하여 기술학,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문
학과 종교, 예술, 풍속, 제도 그리고 의식주의 일상생활과 동식물”에 이르는 여러 분
야에 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그 본원을 고증”하는 넓은 범위의 학문이
다.60 의사라는 전문 집단의 활약이 두드러진 본초와 달리 이 두 분야에서는 주로 

57 오재근, “조선 의서 동의보감은 왜 본초 부문을 「탕액편｣이라고 하 을까: 동의보감 「탕액편｣ 
중 이고, 주진형의 본초학 성과 활용 분석,” 의사학 20 (2011), 263-290. 오재근의 연구는 약재의 임상
적 측면을 중시하는 허준의 경향이 본초 연구로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뛰어한 임상의가로 간주되는 금원

의 이고(李杲), 주진형(朱震亨)을 계승한 것임도 지적했다. 이들을 본초학의 본뜻을 살린 이들로 보는 
견해는 허준이 널리 인용했고 조선에서 의과 시험서로도 사용된 이천(李梴)의 醫學入門 (1575)에서도 
보이는 견해라고 한다. 
58 조선에서는 增訂東醫寶鑑湯液篇이라는 간행 년도 미상의 별권이 있을 뿐이지만 일본에서는 東醫
寶鑑湯液和名, 朝鮮藥名解, 東醫寶鑑湯液篇藥名韓稱, 東醫寶鑑湯液篇諺字和解 등과 같은 동의보
감 탕액편에 한 해설서가 다양하게 등장했다. 오재근·김용진, “동의보감「탕액편｣의 본초(本草) 분류
에 한 연구”, 56. 동의보감의 중국에서의 간행기록과 평가에 해서는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
울: 한겨레신문사, 2001), 224-232. 
59 오재근·윤창열, “조선 의서 중의 약성가(藥性歌)에 한 연구 -제중신편 의종손익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4 (2011), 49-64.
60 김근수, “조선 실학과 명물도수학,” 정신문화연구 5 (1982), 86-97, 87. 명물은 사물, 도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규경이 박물학이라 불 던 것도 같은 의미이다. 전상운, “李圭景과 그의 博物學”, 연구논문
집 4 (1972), 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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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자들의 성과가 전해진다. 

편찬된 농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농서는 조선 초기에는 정부의 재정 기반을 확
립하고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후기에는 양란으로 파괴된 농업을 복구하고 
상품 화폐 경제로 인한 사회 변동에 응하기 위해 편찬되었다.61 이러한 사업은 국
가가 주도한 측면이 강했다. 조선 초기부터 중국의 농서들을 왕명으로 간행했고, 태
종 14(1414)년에는 고려 말부터 소개되어 가장 널리 보급된 農蠶輯要를 이두 등으
로 읽기 쉽게 간행하기도 했다.62 또한 태종은 작물, 경작법, 농기구 이름 등이 중국
과 다른 상황에서 중국의 농서를 그 로 쓸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농잠집요에서 주
곡 아홉 가지의 재배법을 발췌한 農書輯要와 조선의 농법을 담은 農事直說의 
편찬을 명했고, 이는 각각 세종 10년(1428)과 11년(1429)에 간행, 보급되었다. 농사
직설은 12면 분량의 짧은 책이지만 각 도의 감사를 통해 해당 지역 농부들의 농법
을 모은 것이다. 또 세종은 기근에 비해 구황 식물과 그 용법을 다룬 救荒辟穀
方도 편찬했지만 남아있지 않다. 이는 명종  극심한 기근을 당했을 때 진휼청에서 
한글로 지어 배포한 救荒撮要 (1554)로 계승되어 효종 때 편찬된 農家集成
(1655)에 포함되었다. 농가집성은 효종이 신속(申洬, 1600-1661)에게 명해 농사직
설과 구황촬요를 비롯한 관찬 농서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편찬된 衿陽雜錄과 
四時纂要抄까지 한 데 묶도록 한 책이다.63

이에 비해 사 부 관료들이 편찬한 농서는 편찬자의 개성이 좀 더 강하게 드러
난다. 농가집성에 포함되었던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의 금양잡록은 집현전 
직전(直殿)을 거쳐 유능한 관료로 활동한 저자가 주곡만을 다루고 있을 뿐인 농사
직설을 보완할 농서로 기획했다. 식물의 형태적 특질, 곡식의 형태 및 성질에 따른 
특질, 재배 기후나 시기, 특성 등을 반 해 곡물을 새로 분류했고 채소류도 다루었는
데, 저자 스스로가 농사를 지은 경험이 반 되었다. 또 다른 개성적 농서는 허균(許
筠, 1569-1618)의 閑情錄, 지방 수령을 지낸 고상안(高尙顔, 1553-1623)의 農家月
令,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이 정계를 떠난 뒤 지은 穡經 (1676)을 들 수 있다. 

관직에 있을 때 지어진 것보다 개 당쟁 등의 타율적인 이유로 정계를 떠난 뒤 농
사경험을 쌓으며 지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저술은 금양잡록을 제외하면 모두 

61 김용섭, 朝鮮後期農學史硏究: 農書와 農業 관련 文書를 통해 본 農學思潮 (파주: 지식산업사, 
2009), 15. 
62 간행된 중국 농서는 農蠶輯要 四時纂要 山居四要 王禎의 農書등이다. 같은 책, 21-3.
63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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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본으로 제한적으로 유통되었다.64

색경은 양반 사 부의 농촌생활을 위한 포괄적 지침서의 성격을 띠었는데, 이
후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의 山林經濟와 그것을 개정 증보한 조때 내의원(內
醫院) 의관(醫官) 유중림(柳重臨, ?-?)의 增補山林經濟 (1766)로 계승되었다. 산림
경제는 특히 조선 풍토에 적합한 농서를 편찬하려는 의도가 두드러진 저작이라 평
가된다. 관찬의 농가집성에서 누락되었던 국내 농서인 한정록, 농서집요를 포
함하여 조선 농학의 성과를 아울 고, 실제로 국내 농서를 인용한 비중이 66%에 달
했다. 중국 농서의 내용은 조선 풍토에 적합한지 고려해 취사선택했으며, 기존 국내 
농서에서 부족했던 속방이나 견문을 찾아 넣었다. 산림경제는 복거(卜居), 섭생(攝
生), 치농(治農), 치포(治圃), 종수(種樹), 양화(養花), 양잠(養蠶), 목양(牧養), 치선(治
膳), 구급(救急), 구황(救荒), 벽온(辟瘟), 벽충(辟蟲), 치약(治藥), 선택(選擇), 잡방(雜
方)의 16 항목을 둔 종합 농서로 후 의 백과사전적 저작에 중요하게 계승되었다.65 

식민지 시기 일본인들 사이에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저술로 알려지기도 했던 
산림경제는 조선 후기 선비의 이상적 전원 생활의 지침서로 널리 읽혔다. 

조선 왕조는 지리지와 류서(類書)류의 편찬도 주도했다. 각 지역의 풍속, 제도는 
물론 지역의 산물을 기록한 물산지의 성격도 지닌 지리지에는 국가 통치에 필요한 
기본 정보의 하나로 각 지역의 동식물, 약재에 한 정보가 포함되었다. 조선 조정에
서 편찬된 지리지는 세종 에 처음 정해진 양식에 따라 각 도의 자료를 모아 1432년 
완성한 新撰八道地理志가 기본이 된다. 이를 수정·보완하여 단종 2년(1454)에 완성
한 것이 세종실록의 ｢지리지｣이다. 이를 다시 명나라에서 들여온 大明一統志 양
식에 맞추어 폭 증보한 것이 1481년 50권으로 완성된 동국여지승람이며, 이를 

적으로 개편한 것이 1530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이다. 관료들을 위한 백과사전 
攷事撮要는 왕명으로 1554년 어숙권(魚叔權)에 의해 간행된 이후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의 주도로 예문관에서 1777년 攷事新書로 재편하기까지 12회 간행되었
다. 서명응의 고사신서는 산림경제를 참고했는데 전체 12문 중 마지막 4문에 농

64 같은 책, 107-173. 243-46. 직접 인용은 149. 
65 김 진, “산림경제의 인용문헌으로 본 분석을 통한 중국 농학의 향,” 농촌경제 15 (1992), 59-70. 
홍만선, 국역 山林經濟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2). 복거는 택지와 건축, 치포는 채소류·화초류·담배·
약초류의 재배법 종수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 치선은 식품 저장 및 조리·가공법에 한 것, 벽온은 
전염병을 물리치는 것, 선택은 길흉일과 방향을 정하는 점술을 다루었다. 최환, 한·중 유서문화 개관
(경산: 남  출판부, 2008)에 따르면 한국에서 간행된 유서의 수는 략 140점 정도이고, 규모 유서
는 드물지만 20책을 넘는 유서 10여 종을 포함 수십 종의 유서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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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식물, 약재에 한 내용을 포함했고, 지리문의 팔도 항목 아래에 각도의 소산 
식물을 수록했다.66

관찬이 아닌 최초의 백과사전적 류서로는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이 1614년 
편찬한 20권 10책의 芝峯類說을 꼽을 수 있다. 그의 사후인 1634년 두 아들이 간
행한 이 책은 훼목(卉木)과 금충(禽蟲)에 한 기사에 조선 최초로 본초강목을 인
용했다.67 류서의 편찬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 저자들이 다양한 관심에서 기록해 두
었던 글이 이후 모여 백과사전적 규모와 범위를 갖게 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부류의 
업적이 18세기 이래 여럿 등장했다. 이들 저술에는 어김없이 수목과 화훼에 한 글
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익(李瀷, 1681-1763)의 星湖僿說에는 “萬物門”이 
있고, 이익의 문인 신후담(愼後聃, 1702-1761)의 35책 河濱全集에는 조선 특산물의 
산지를 적어놓은 物産記, 動植雜記와 각종 과일의 품종, 모양, 빛깔, 맛, 산지를 
소상히 밝힌 百果志, 곡식의 품종 등을 소개한 穀譜 등의 다양한 글이 포함되었
다. 1798년 편찬된 이만 (李晩永)의 萬物譜, 유희(柳僖, 1773-1837)의 物名考는 
식물의 명칭을 고증하고 특징을 논했다. 이규경(李圭景, 1788- )은 1400여 항목에 
해 고증하고 풀이한 五洲衍文長箋散稿 60권을 남겼는데, 여기에도 각종 식물에 
한 항목이 있다.68 

조선 후기의 류서류 중에서 식물학 지식을 가장 방 하게 다룬 것은 조선 최고
의 백과사전으로 간주되는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林園經濟志이다. 모두 16

항목으로 나뉘어져 임원십육지라고도 불리는 113권 52책의 이 방 한 저작은 산

66 12문은 관료에게 필요한 상식과 일상생활에 관한 천도(天道), 지리(地理), 기년(紀年), 전장(典章), 의
례( 禮), 행인(行人), 문예(文藝), 무비(武備), 농포(農圃), 목양(牧養), 일용(日用), 의약(醫藥)이라고 한다.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김호 옮김. (경인교육 학교: 조선연구재단, 2005), 401-2, 558 및 민족문
화 백과사전. 
67 이수광, 지봉유설精選 정해렴 옮김. (서울: 現代實學社, 2000). 미키 사카에는 지봉유설을 체로 
조선 박물학의 시작이라고 보면서도 이 내용을 검토하지는 않았던 듯, 조선에 본초강목이 전해진 것
이 노가재연행일기(老稼齋燕行日記)의 “소매서책(所買書冊)”에 기록된 1712년이라고 보았다. 이를 정
정하려 한 오재근도 1690년 서문중의 연행일록의 기록을 최초의 기록으로 보았다. 류서편찬에 한 
이수광의 관심과 1590년, 1597년, 1611년 세 차례의 연행, 1596년인 본초강목의 간행 시기를 생각하면 
본초강목을 처음 조선에 소개하고 검토한 것은 이수광일 것이다.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401. 
오재근, “본초강목이 조선 후기 본초학 발전에 미친 향: 미키 사카에의 임원경제지 본초학 성과 
서술 비판” 의사학 21 (2012), 193-226; 오재근·김용진, “조선 후기 본초강목의 전래와 그 활용: 본
초정화 본초부방편람을 중심으로,” 의사학 20 (2011), 29-51. 
68 이익의 제자 안정복이 분류가 엄정하지 못하고 중복이 많은 성호사설의 재분류와 정리를 자청해 
편찬한 것이 성호사설유선이다. 널리 읽혔다고 하지만 다양한 필사본의 형태로 유통되던 것이 간행된 
것은 1915년 조선고서간행회에서 다. 이종묵 편역, 양화소록: 선비, 꽃과 나무를 벗하다 (서울: 아카
넷, 2012); 정민,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서울: 휴머니스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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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경제의 체제를 따라 농촌 생활의 모든 측면, 즉 채소, 화훼 재배에서 음식 조절 
방법, 의약과 의례, 선비의 취미생활, 주거와 경제활동에 한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예원지(藝畹志)” 등에 국화나 노송 등 화훼품의 품종에 한 상세한 고증과 관찰에 
근거한 고찰을 담고 있는 외에 “관휴지(灌畦志),” “만학지(晩學志),” “전공지(展功
志),” “정조지(鼎俎志)”에서도 식물에 해 논하고 있다.69 

이런 류서 이외에도 문집이나 별도의 저술에 포함되어 있다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식물에 한 논의들이 있는데 우선 한국 최초의 화훼서로 1473년 동생 강희맹
에 의해 간행된 강희안(姜希顔, 1417-1464)의 養花小錄을 들 수 있다. 양화소
록은 사 부 학자들의 수양을 겸한 화훼 취미를 반 하는 저작으로 16종의 식물에 

한 상세한 재배법과 식물재배의 일반 지식을 담은 책이다.70 완물상지(玩物喪志)한
다는 비난을 우려한 듯 강희안은 꽃을 키우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덕성을 기르는 
일이라며, 풍토가 달라서 그 로 참고할 수 없는 중국 화훼서를 신해 스스로의 재
배 경험을 담은 책을 저술했다고 밝혔다.71 17세기 남인 학자 허목(許穆, 1595-1682)

은 石鹿草木誌, 十靑園記를 저술했는데, 십청원기는 고향인 경기도 연천 석록
에 그가 경 한 십청원이란 정원의 수종을 본초강목등을 참고해 고증하고 설명을 
붙인 것이다.72 

“꽃에 미친 사람”이 많았다는 18세기에는 유박(柳璞, 1730~1787)이 자신의 정원
에 심은 백가지 꽃을 “花木九等品第”로 나누어 평가하고 설명한 花庵隨錄을 남겼
고 18세기 화가 김덕형(金德亨)은 꽃을 관찰해 사생한 百花譜를 남겼음이 박제가
와 유득공의 서문으로 남아있다. 벌레와 물고기에 주석을 달고 초목의 이름을 배우
는 집이라 하여 거처에 “주충어재(注蟲魚齋)”나 “학초목실(學草木室)”이란 편액을 달

69 이종묵, 양화소록에서 노송과 국화에 한 서유구의 논설을 볼 수 있다. 관휴지는 식용식물과 약용
식물, 만학지는 과일과 채소, 나무, 전공지는 뽕나무 재배와 피복재료학, 정조지는 식품에 한 것등을 
다루고 있다. 서유구, 정명현 편역, 임원경제지: 조선 최 의 실용백과사전 (서울: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12)의 해제 참고. 
70 한국에서 화분에 화훼를 재배한 것은 더 이르며, 문헌에 남아 있는 기록은 정몽주의 포은집에서 화
분에서 재배한 매란국죽을 시로 읊은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종묵, 양화소록: 선비, 꽃과 나무를 벗하
다, 409. 
71 姜世求, “姜希顔의 養花小錄에 관한 一考察”, 조선사연구 60 (1988), 37-56. 양화소록의 원제는 
강희안의 고향인 진주의 옛이름을 딴 菁川養花小錄이라고 한다. 강희맹이 1473년 조부와 형 등 집안 3

의 글을 모아 편찬한 晋山世稿에 포함되어 간행되었다. 일본 철쭉이나 귤 같은 따뜻한 곳에서 자라
는 식물을 토굴 등에서 키우는 법까지 들어있고 일본에 소개되어 널리 읽혔다고 한다.
72 이종묵은 양화소록에 해 해설하는 가운데 식물에 한 소론을 많이 발굴했다. 숙종 때 활동한 이
만부(李滿敷, 1664-1732)의 문집인 息山集 별집에 수록된 魯谷草木誌, 18세기 소론 학자 신경준의 
淳園花卉雜說 등이다. 이종묵, 양화소록: 선비, 꽃과 나무를 벗하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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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초충화훼에 모두 조예가 깊었다. 1803년 완성된 
이옥(李鈺, 1760-1815)의 白雲筆은 자신이 경기 연천에 살면서 관찰한 새, 물고기, 

짐승, 벌레, 꽃, 곡식, 과일, 채소, 나무, 풀의 순서로 10개 편 164항목에 해 상세하
게 논했다.73 적어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식물에 해서는 그 문화적, 실용적 
쓰임새와 특성이 다양하게 논의되며 지식이 축적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선의 식물연구는 상이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 하여 동시  일본과 
여러 차이를 보 다. 우선 연구의 주체가 달랐다. 일본 식물연구 전통은 도시를 중심
으로 지배 계층에 봉사하면서도 개인적 관심을 특화시킬 수 있었던 다양한 전문가들
이 발전시켰다. 그에 비해 조선의 식물연구는 본초를 담당한 의사들을 제외하면 
부분이 폭넓은 관심을 유지한 유학자들이 수행했다. 농촌에 기반을 둔 이들의 삶과 
농본사회라는 조선 사회의 이상 덕분에 농촌사회 경제의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 부들이 식물에 해서도 더러 논했던 것이다. 식물 지식의 유통 양상도 서
로 달랐다. 도시 문화와 상업 경제가 발달하고 독서 중이 많은 일본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저작이 인쇄되어 유통되었다면, 식물에 관한 조선 선비들의 저작은 널리 
유통되지 못했다. 양란을 겪으며 피폐했던 조선의 경제 사정이나 출판 시장의 상황
을 반 하는 일이었다. 

더 주목할 차이는 일본의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외래전통의 장점을 흡수하
려는 모습을 보인 반면, 조선에서 일본의 성과를 인용하고 연구하는 모습은 약했다
는 점이다. 중국, 조선은 물론 서구의 지식에까지 관심을 둔 일본의 학자들과 달리 
조선의 지식인들은 점차 규모로 유입되고 있던 중국의 문헌을 지적 자극의 원천으
로 삼는 데 만족하는 모습을 보 다.74 18세기 이후 조선의 학계에 일본에 한 관
심이 높아져 예를 들어 이덕무는 관련 문헌들을 섭렵해 일본 안내서 蜻蛉國志를 

73 백운필은 이규경이 1863년에 쓴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정민은 이옥이 1803년 쓴 것으로 보았다. 
정민,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서울: 휴머니스트, 2007). 특히 16, 181-220, 253-284, 직접 인용은 
32. 이런 박물학적 경향은 시와 회화에도 나타났다고 한다. 석주명에 의해 논의되어 유명해진 남나비 남
계우(南啓宇, 1811-1890)는 식물화가 김덕형 등에 비해 시기가 오히려 늦다. 牛海異魚譜의 저자 정도
로 알려져있던 시인 김려의 시 萬蟬窩媵藁등도 식물에 한 사실적 정보를 담고 있고, 신후담, 신경준 
등의 시도 마찬가지다. 강혜선, “조선후기 박물학적 취향과 김려의 한시”, 韓國文學論叢 43 (2006), 
37-68; 손정희, “19세기 博物學的 趣向과 繪畵의 새로운 경향”, 韓國文化 44 (2008), 49-73. 식물연구 
이외에도 어류를 비롯한 동물에 한 저술도 많이 나타났다. 식민지 시기부터 활동한 어류학자 정문기
의 회고에 따르면 어류 분야에서만 전통문헌 38권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편집부, “나의 인생회고: 
한반도 물고기 연구에 생을 바친 정문기박사”, 통일조선 (1985), 80-87.
74 서양 본초 전통은 이익의 성호사설에 소개된 것이 전부인 듯하다. 즉 서양 본초 혹은 박물학 서적
을 직접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려는 시도는 없었던 듯하다. 김두종, 조선의학사 전, 35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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썼다고 하지만 간행조차 되지 않은 이 책이 널리 읽힌 흔적은 없다.75 일본과는 문
헌보다 식물의 실물 교류가 더 두드러진다. 임진왜란 때 이루어진 ‘신 륙’ 작물의 
이동은 물론 이전부터 당약재의 조선 재배를 권장 연구하는 가운데 감초와 후추 등
을 일본 측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도입‧재배했으며, 국화, 산철쭉 등의 다양한 화훼
품종이 외교사절의 헌상품으로 혹은 쓰시마와 동래를 축으로 한 교역을 통해 들어왔
다.76 일본의 식물학 관련 저작으로 조선에 소개된 것은 서유구가 임원경제지에 
활용한 和漢三才圖會 정도 을 뿐으로 本草綱目啓蒙과 같은 일본 본초학의 
작도 조선에서 간행되거나 소개된 흔적은 없다.77 이는 전통 시기 중국과 일본을 제
외하고 외래문화를 접촉할 기회가 없었던 조선에서 일본에 한 우월감으로 생겨난 
조선 지식인의 중국 편향을 잘 보여준다. 이는 미키 사카에에게서 볼 수 있듯 식
민지 시기 조선 사 주의로 비판되며 조선 지식전통의 가치를 절하하는 근거가 되었
다.78

2.4. 식민지 조선의 경영과 근대 식물학의 토대

중국에 편향되어 일본의 문화적 성취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조선인들의 태도는 
식민지 시기에 분명히 달라졌다. 중국의 몰락과 일본의 부상, 일본에 의한 식민화를 
경험한 조선인들은 메이지 일본의 역사인식을 쉽게 받아들 다. 역사는 단선적으로 
진보하고, 그 진보의 최정점에는 모든 문명이 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근 화된 서
구가 있으며, 그 이외의 문명은 그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이다. 식민지 조선인들은 조
선을 지배한 일본을 점차 조선을 ‘근 화’시킬 자격을 갖춘, ‘서구화’에 성공한 나라
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이들은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든 아니든, 독립을 원하든 아니
든 일본을 매개로 근 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 점차 합의를 보이면서, 일본이 

75 정민은 成大中과 元重擧도 각각 일본록과 화국지를 저술했다는 점을 들어 일본에 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중 어느 책도 간행되어 널리 읽힌 흔적은 없다. 정민, 18세기 조
선 지식인의 발견, 64.
76 김두종, 조선의학사 전, 247-8. 일본상품의 유통과 그에 한 김려의 평가에 해서는 강혜선, “조
선후기 박물학적 취향과 김려의 한시”, 55. 물론 조선 식물의 일본 전래도 많이 이루어졌다. 佐藤信一, 
“日鮮植物交換史實の二三に就て”, 林學曾雜誌 15 (1933), 884–893.
77 조창록.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통해 본 서유구의 일본 인식: 和漢三才圖會를 인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동문화연구 27 (2012), 103-130.
78 조선의 중국에 한 “사 ”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조선인들이 나름의 정세인식, 문명인식에 따라 
취한 전략인데, 그 자체로는 한 문화의 내적 건강성이나 가치를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시 일본인들
이 조선의 사 주의를 강하게 비판한 데는 오히려 자신들의 서구 문화에 한 사 성에 한 자괴감이
나 중국문명에 한 열등감이 있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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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로 “문명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해 식민지에 실질적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압력을 넣었다. 

식민지 조선에 식물연구를 위한 기반이 갖추어져가는 과정도 “과학 문명”을 습득
하겠다는 조선인들의 의지와 노력을 잘 보여준다. 물론 조선식물에 한 ‘근 적’ 연
구를 시작한 것도, 식민지 연구집단의 다수를 이룬 것도 일본인이었다. 하지만 일본
인들이 식민지 조선의 식물을 연구하는 일은 일본에서 완성된 근  식물학을 조선에 
‘이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조선을 강점한 20세기 초두에 일본에 근 식물학
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었던 점은 분명하지만 그 기반은 매우 취약했다. 학문적 
발달만을 의도적으로 추구한 식물학계도, 응용분야인 임학이나 농학계도 식물학 연
구기반을 확장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철도, 전신 등 근  국가 
건설을 위한 다양한 투자가 필요했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등 제국주의적 전쟁의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당장 보상이 없는 과학기술 분야에 적
극 투자하지는 않았다. 이 절은 임학, 약학, 박물교육 분야를 택해 식민지 조선이 일
본의 근 식물학이 이식된 곳이 아니라 도리어 일본의 근 식물학을 개척한 기회의 
장소 음을 살펴보려 한다. 

임학

임학·임업 분야는 식민지의 삼림자원을 개발하려는 일제의 전략적 움직임에 의해 추
동된 분야로 식민지가 확보되기도 전에 이미 각종 조사가 시작되었다. 약학이나 박
물교육과 비교하면 당국의 전략적 개입이 가장 두드러졌지만, 실제 식민지에서 임업
관련 연구가 본격화되는 데는 식민지 조선에 정착한 연구자들의 역할이 컸다. 조선
에서 연구의 기회를 찾은 일본인 연구자들은 새로운 풍토를 고려한 활발한 연구를 
토 로 조선에서 임학 연구의 기반을 확 했을 뿐 아니라 일본 임학의 발달을 자극
했다.79

일본에서 임학은 아주 서서히 발전된 분야 다. 1880년  초반부터 개발로 인한 
삼림자원 황폐화와 고갈의 문제가 제기되고 삼림의 보호와 개발을 위한 ‘과학’적 
책이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산림국 산하에 임업시험장이 확  설치된 것은 1910년, 

일본임학회가 만들어진 것은 1914년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그 발전이 늦었
다. 메이지 시기 내내 이루어진 산림 황폐화에 한 응은 1881년 민유림과 관유림

79 이는 일본의 중적 제국주의 혹은 식민자 식민지의 성격을 반 한다. 1장 각주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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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정해 세수의 토 를 마련한 일과 1886년 전국 산림의 관할구역을 나눈 임구서
(林區署) 제도 정도로, 조림은 大日本山林會를 결성한 관련 업자들이 사업상 추진했
을 뿐이었다. 1898년에야 삼림 관련 기본법인 森林法이 제정되었는데 보안림과 삼
림경찰 및 남벌, 도벌, 방화 등의 ‘삼림범죄’에 한 규정만을 담은 소극적인 것이었
다. 임학자인 야마모토 히카루(山本光, 1908-2000)에 따르면 처음으로 적극적 조림의 
필요성을 명시한 1907년의 개정 삼림법은 재정 지원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
기에 실제로 일본 본토에서 국가차원의 조림이 시도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임업
장려비 예산이 신설된 1919년 이후라고 한다.80 

이에 비하면 조선에서 임업의 진전은 빨랐다. 이미 강제병합 10년 전에 시작된 
삼림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는 식민지의 확보와 함께 더욱 가속되었다. 일본은 1901

년과 1905년 기사들을 파견해 조선의 삼림자원 및 임야면적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조
선이 일본처럼 국토 중 임야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함경도와 평안도 산간은 아주 풍
부한 수림 지 임을 파악했다. 일본은 개발의 이익을 양국이 나누는 조건으로 1906

년 한제국정부와 압록강 및 두만강 유역 삼림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삿포
로 농학교 출신의 임업기사 및 임무관들을 여러 명 초청해 조선 삼림개발에 착수했
다. 1907년에는 농상공부 하에 임업과를 설치하여 수원, 구, 평양에서 양묘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경성 및 평양에서 모범조림을 실행했다. 1908년 임업과는 산림국으
로 승격되었고, 묘포가 있던 수원, 구, 평양, 목포 및 경성의 5개소에 임업사무소가 
설치되었으며, 삼림관리에 한 기본법인 삼림법과 그 시행규칙도 갖추어졌다. 

1910년 초에는 한국정부와 함께 임적(林積)조사에도 착수했다.81 이런 행보는 강제병
합 이후로 더 활기를 띠어 1911년에는 삼림법을 보완해 삼림령을 제정했으며, 

1912년 삼림산야 및 미간지 국유사유 구분표준, 1915년의 국유임야 구분 조사내
규, 1918년의 조선임야령 등 일련의 법안으로 임야 소유권 및 개발에 한 법적 
근거를 완비함으로써 일본 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완비했다.82 

80 도쿄 임업시험소, 농상무성 산림국(1881)의 개설과 일본산림회의 결성(1882)은 모두 1880년  초반
이었다. 山本光, 林業史·林業地理 (東京: 明文堂, 1961); 日本科學技術史大系 15권, 265-289. 임학자 
야마모토 히카루는 도쿠가와 시 의 임업사를 거의 무시해도 좋은 것 정도로 다루었다. 大日本山林會, 
日本林業八十年史 (東京: 大日本山林會, 1962)는 간략하게나마 임정에 한 간헐적 관심과 그 변화를 
보여준다. 다음 Totman의 글은 일본 3  수림 중 하나인 아키타 현의 삼림 가 17-8세기 삼림자원 고갈 
이후의 번의 응에 의한 것임을 논했다. Conrad D. Totman, The Origins of Japan’s Modern Forests: The 
Case of Akita (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1985). 
81 岡衛治, 조선임업사 상·하, 임경빈 옮김 (과천: 산림청, 2000). 오카 에이지의 조선임업사는 1941
년 조선산림회가 임정 30년 기념으로 발간을 추진한 것으로 전시 상황으로 인해 1944년 12월에야 출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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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의 임산 자원을 개발하려면 조선에 임업 교육 및 연구 기반이 필요하리라
는 점은 분명했지만,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할 것인지는 물론 일본의 정책에 달린 문
제 다. 일본은 1906년 양묘 작업을 위한 기술원을 양성하기 위해 조선인 임업교육
에 착수했다. 한제국이 세웠던 4년제 농상공학교에서 수원농림학교를 2년제로 축
소·분리한 뒤 그곳에 일본 교관을 초빙해 양묘기술원 양성을 위한 1년제의 속성과를 
마련한 것이다.83 당국의 목표는 일본 기사들의 지시를 이해하고 수행할 보조적 인력
을 양성하겠다는 제한적인 것이었다. 임업속성과는 2회에 걸쳐 20명이 못 되는 졸업
생을 배출하고 폐지되었는데, 아직 함경도와 평안도의 국유림 개발 이외에는 전시적 
성격이 강한 일본의 임업정책에 그리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실제
로 조선인 인력이 처음 동원된 작업은 일본이 “새로운 정치의 효과”를 보여주려 조
성했던 경성과 평양의 풍치림, 사방림 공사나 모범 묘포에서의 양묘 작업이었는데, 

이권침탈에 한 조선인들의 반 를 무마시키려는 작업들이었다.84 

이렇게 한말에 시작된 임업교육은 강제병합 이후로도 존속되었는데, 농림업을 위
주로 한 조선 개발 계획을 조선인들의 도움없이 수행할 수는 없었던 때문일 것이다. 

김근배의 연구가 잘 밝혔듯 서구 과학문명을 지도해 주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조선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성장을 오히려 제한했다. 식민지 유일의 

82 총독부는 “조림하기 위하여 국유임야의 부를 받은 자에 하여 그 사업을 성공한 경우에는 특히 
그 삼림을 양여할 수 있음”이라는 삼림령 제7조의 조항으로 일본 자본의 진출을 장려했고, 조선의 삼
림은 점차 민간자본에 의해 개발되었다. 일본의 목재 수요가 제1차 전의 호황과 도쿄 지진 (1923) 이
후의 건설 등으로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식민지 진출의 이익은 높았다. 전체 임야의 절반이 넘던 국
유림은 1939년이면 3분의 1 정도가 된다. 국유림/민유림 비율 변천표는 岡衛治, 조선임업사 20; 배재
수, 한국의 근·현  산림소유권 변천사 (서울: 임업연구원, 2001). 1937년 중일전쟁 이후로는 각종 공
업원료를 체하는 다양한 임산자원이 개발되어 목탄, 옻, 평양밤, 호도 등은 물론 떡갈나무나 굴참나무 
등의 수피, 오배자, 송지 등이 일본으로 량 수출된다. 
83 조선은 1883년 미국에 보빙사 시찰단을 파견한 이후인 1884년 미국기계 등을 도입해 시험농장을 열
었다. 비록 시험농장은 자금과 인력의 문제로 1888년 이후 거의 방치상태에 있다가 1905년에야 농상공
학교의 부속농장으로 부활된 셈이지만, 조선정부는 지속적으로 농업의 근 화를 고민했다. 고종의 1895
년의 교육조서는 “허명을 버리고 실용을 취하는 교육”인 실업교육을 강조했고, 1899년의 교육칙서는 다
시금 농상공분야의 실업교육을 강조했다. 1899년 개교한 상공학교에 농과가 추가된 것은 1904년이다. 일
본은 1906년 인력부족과 조선인의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농상공학교에 개입해, 농과는 
수원농림학교, 공과는 경성공업전습소, 상과는 선린상업학교로 분리시켜 ‘조선의 수준’에 맞는 2년제로 
축소를 단행했다. 농업생명과학 학, 농학교육 100년: 1906-2006 (서울: 서울 학교 농업생명과학 학, 
2006), 30; 한국농업교육사 편찬위원회, 韓國農業敎育史: 泉溪 宋海均 敎授 華甲紀念 (서울: 大韓敎科
書, 1994), 46.
84 임업시험소는 1907년까지는 수묘양성소라고 불리웠다. 서울 백운동과 평양 모란 가 일본 통치의 시
혜를 선전하기 위해 선택된 지역이었고, 이 선전용 조림에는 한제국이 설치했던 뚝섬 원예시험장에서 
나온 소나무(27,000그루), 해송(1,900), 상수리나무(14,700)외에 일본에서 수입한 산오리나무(4,200), 벚나
무(332), 단풍나무(243) 등이 심어졌다. 초기 조림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되는 
자연증식에 의존했다. 조선임업사 상, 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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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인 경성제국 학에 이공계 학부를 두지 않으려 했던 점이나 여러 사립 전문학교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의 불만을 무마할 필요가 있던 연희전문학교 한 곳에만 
수물과(수학 및 물리학과)가 개설되었던 것이 좋은 예이다.85 다만 조선이 성장하는 
일본을 위해 쌀, 면화, 생사, 목재 등을 공급할 것으로 기 되었기에 농림업 교육은 
외면하지 못했다. 관공립 공업학교는 하나인데 반해 농업학교는 적어도 도 별로 하
나씩 설립을 허가했고, 1942년에는 42개까지 그 수가 늘었다. 하지만 2-3년제 실업학
교인 이들 학교의 교육은 독자적 농림과학자나 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하지 않았고, 

농림분야의 유일한 전문학교는 식민지 시기 내내 수원농림학교 뿐이었다. 수원농림
의 전문학교 승격은 1918년 이루어졌는데, 이때부터 일본인의 입학을 허용해서 조선
인 학생 비중을 낮춘 것은 고등 과학교육 확 를 둘러싼 식민당국의 견제를 보여준
다. 정원이 30명 내외 던 전문학교 교육조차 조선인의 독차지가 되는 것은 곤란하
다는 입장이었고, 이러한 견제 덕분에 1922년부터 해방까지 임업과를 졸업한 조선인
은 총 100여 명으로 한 해 네다섯 명 정도에 불과했다.86

임업 연구기관의 시초는 1908년 양묘 시범을 보이기 위해 설치되었던 임업시험
소 다. 하지만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일본은 임업시험소의 필요를 실질적 측면에서
도 선전의 측면에서도 찾지 못했던 듯 이를 폐지했다. 일본에서 배운 서구의 앞선 
임업기술을 그 로 조선에 적용만 하면 되리라는 계산을 반 했다. 하지만 서구 및 
일본의 우수종을 식민지 땅에 뿌리내리는 일은 예상 밖의 난항을 겪었다. 1912년, 묘
포설치의 모범을 보여 국유림과 민유림에 한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려던 총독부의 
정책은 지방에 따라서 “수종 선정을 잘못하거나, 혹은 매우 다양한 각종 수종을 심
어보거나, 이미 부적당한 것이 명백한 수종까지도 양성하고, 또는 정원수 따위를 양
성하는 등 헛되이 번거로운 노력을 초래”하여 경비만 소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
다. 적절한 수종의 선정을 돕고, 종묘와 양묘를 지도할 기관과 인력이 필요했다.87 

85 경성제국 학의 이공학부 예과는 중일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던 1939년 개설되었다. 김근배의 연구는 
이러한 제한 속에서 조선인들이 주체적으로 벌인 과학기술 교육을 위한 노력과 그 의미를 잘 보여주었
다. 김근배, 한국 근  과학기술 인력의 출현. 연희전문 수물과 설립 과정은 전찬미, “식민지시기 연희
전문학교 수물과의 설립과 과학 교육”, 한국과학사학회지 32 (2010), 43-68.
86 수원농림학교는 1916년 전문학교령에 의해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가 생긴 2년 후 칙령 제48호로 별도로 전문학교가 되었고, 1922년 고등농림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1918년의 농림전문학교 개교식에는 하세가와(長谷川好道, 1850-1924) 총독과 조선농회의 회두인 이완용, 
동양척식주식 회사의 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의 축사는 농림업분야의 “진보”를 통한 “문명화”를 선전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農界時事”, 朝鮮農會報 13권 5호 (1918), 52-54. 일본인과 조선인 졸업자 
비율은 산림과학부, 산림과학 백년사: 1906-2006 (서울: 서울 학교 농업생명과학 학 산림과학부, 
2006), 35-36. 조선농업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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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시험소는 1913년 되살아났다. 하지만 촉탁, 기수, 고원(雇員) 각각 한 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조직이었다. 이러한 임업시험소가 일본 의회의 협조를 얻어 임업
시험비를 확보하고 기사 4명, 촉탁 1명, 기수 16명의 임업시험장으로 확 된 것은 
1922년 8월의 일로, 조선의 달라진 풍토에 한 연구와 조림종 개발이 필요하다는 
임업시험소 직원들의 거듭된 주장 덕분일 것이다. “조선은 륙적 기후의 향을 받
아 산야 황폐의 진도(進度), 삼림식물의 종류와 분포, 임상(林相)의 변화 등이 일본 
본토 및 다른 지방과 같지 않다”는 이들의 주장이 시험장 확 의 이유로 명시되었
다. 임업시험장은 1923년부터 1944년까지 20년 동안 목재 조림과 이용에 한 다양
한 시험연구를 담은 林業試驗場硏究報告를 총 35호를 펴냈고, 기술 보급을 목적으
로 한 林業試驗場時報도 1943년까지 25호 발간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민간조림단
체들과 임업시험장 직원들이 망라된 조선산림회도 1926년 조직되어 총독부 지원하에 
山林會報라는 월간지를 꾸준히 펴냈다. 물론 임업시험장에 근무했던 조선인은 소
수에 불과했지만, “조선 식물분류학의 태두” 정태현과 “조선 임학의 부” 현신규 같
은 수원농림학교 졸업자들에게 연구자로서의 길을, “나무 할아버지” 김이만에게 양
묘가로서의 길을 열어주었다.88

약학

다음으로 식민지 식물 연구의 기반이 되었던 것은 약학 분야인데, 약학 분야의 교육·

연구기반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 우선 총독부보다는 민
간 기업인들의 주도가 두드러졌다. 둘째는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경쟁과 견제가 
분명히 존재했지만 다른 한편 약업(藥業) 전체의 성장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 또한 
활발했다는 점이다.89 셋째는 약업과 약학의 발달에 전통의 향이 컸다는 점이다. 

조선의 전통적 약재 지식은 물론 조선후기부터 조선을 한 축으로 전개되어 온 국제
적인 약재 유통망이 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선 약업은 총독부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강제병합 이전부터 개항장에 서구

87 岡衛治, 조선임업사 하, 59.
88 직접인용은 岡衛治, 조선임업사 상, 34; 임업시험장 기본 업무에 해서는 조선임업사 하, 
307-326. 임업은 수익이 좋아 조선인 업자들도 사업자 허가를 원했지만 거의 일본인의 독점이었다고 한
다. 이러한 상황도 임업시험장 확 에 일조했을 것이다. 임업시험장, 林業試驗場 六十年史 (서울: 山
林廳 林業試驗場, 1982), 1-22.
89 제약업은 당시 화학적 제약업에 국한되어 쓰 고, 약업이 약 관련 사업을 총괄했기에 이 용어를 쓰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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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의료의 모범을 보일 근 병원을 개원하는 등 의료 분야를 조선인들의 후진성을 
각인시키고 일본 지배의 근 성과 정당성을 보여줄 분야로 주목한 일본은 강제병합
과 동시에 전국 13도에 자혜병원이란 이름의 서구식 근 병원을 설립했다.90 하지만 
일제의 의료정책은 전시행정을 넘어서지 못했다. 근 적 의료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1926년 략 한국인 2,000만 명에 해 한국인 의사 703명, 재조선 일본인 4-50만 
명에 일본인 의사 708명 정도 다. 의학교육은 1926년 경성제국 학에 의학부가 개
설되고 전문학교 7곳을 설립함으로써 식민지 과학기술 교육에서 독보적인 모습을 보

음에도, 식민지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91 총독부가 일
본에서는 완전히 폐지된 한의학을 식민지에서 용인하고 1930년  이후 오히려 장려
하는 모습은 이런 사정을 반 했다. 1913년 의생규칙을 마련하여 의사가 아닌 의생
이란 열등한 위치로나마 한의사들의 의료행위를 허가했고 1930년 가 되면 이들을 
보건정책에 동원하기도 했다.92

식민지 약업은 이러한 의료의 공백을 기화로 발전했는데, “매약(賣藥)”이라는 새
로운 조제·판매 방식을 내세워 시장을 공략한 것이 일본 업체만은 아니었다. 일본 
약업자들은 이미 1904년 조선이 “우리의 지도하에 움직이려고 희구할 것”이 틀림없
다며 조선 진출을 독려해 왔지만 조선 약업자들의 기민함도 이에 못지않았다. 개성
을 중심으로 한 조선 약업자들은 인삼이라는 핵심 상품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성장해 
국제 무역망을 구축하고 있었고, 이미 19세기 말부터 새로운 환경에 응하여 매약
업으로 전환해왔다. 그 결과 동화약품(1897), 제생당약국(1903), 조선매약 주식회사
(1913), 천일약품(1913) 등 조선인 매약기업이 잇따라 등장했다. 일제 강점 이후로도 
조선인 약업자들은 총독부 전매제로 독점된 홍삼 신 백삼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 
연구 개발로 경쟁력을 유지했고, 1930년 가 되면 과감한 투자로 유한양행(1935)과 
금강제약(1935) 같은 ‘근 적’ 제약업체까지 탄생시켰다. 게다가 조선약재상들은 인
삼 단일 품목만으로도 쌀, 콩에 이어 19세기 말 외수출 3위 자리를 차지했을 정도
로 일본 약업자들의 오랜 원료공급원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장으로 뛰어든 일본 
약업자들에게 중요한 경쟁자 다.93 1903년 개항장 원산을 시작으로 전국 각 도시에 

90 하지만 이 병원의 혜택은 서양의학에 익숙치 않은 조선인들보다 일본인 거주민들에게 더 많이 돌아
갔다고 한다. 박윤재, “조선총독부의 지방 의료정책과 의료 소비,” 역사문제연구 2009, 161-183. 개항
기 동인회 병원의 설립에 해서는 大里浩秋, “同仁会と同仁“ 人文学研究所報 40 (2007), 47-105.
91 신동원, “일제 강점기의 의학과 의료,” 우리과학 100년 (서울: 현암사, 2001), 120-141.
92 박윤재, “조선총독부의 지방 의료정책과 의료 소비”. 더 상세한 내용은 신동원, 한국 근  보건 
의료사 (서울: 한울, 1997); 박윤재, 한국 근 의학의 기원 (서울: 혜안, 200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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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해 있던 일본 매약업자들은 일본에서 여전히 수요가 높았던 중국과 한국의 전통
약재를 사들이기 위해서라도 이들 조선 업체와 거래하고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조선인 및 일본인 약업계는 인력 수급과 후진 양성을 위한 식민지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손을 잡았다.94 

식민지 초기의 약학 교육은 한약업을 바탕으로 성장한 조선 약업자들의 기민한 
움직임을 일본 약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성장했다. 사실 개화기부터 의학교
는 여러 차례 설립되었지만 약학 교육 기관은 한 번도 설립된 적이 없었고, 1910년 
2월 한의원 부속의학교에 약학과를 두려던 계획은 강제병합으로 무산되었다. 식민
지 최초의 약학 교육은 임시 약학강습회의 형태로 열렸는데, 조선 한약업자들의 단
체인 약업총합소가 주최한 것을 1914년 결성된 조선약학회가 후원하여 약종상 시험
을 준비하던 조선인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조선약학회는 조선약제사회가 발전
한 것으로 일본인이 중심이긴 했지만 조선인도 상당히 참여했던 조직이었고,95 하기
강습회의 성공에 고무되어 1915년 조선약학강습소라는 1년제 상설 교육기관 설립을 
주도하게 된다. 조선 내 약종상 업허가라는 혜택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일본 약업
자들은 곧 이 조선약학강습소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관심을 보 다. 재조선 약업
인들의 2세 교육 등을 염두에 둔 일본인 약업자들은 상당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부담
해 1918년에는 2년제, 1930년에는 3년제 경성약학전문학교로의 승격을 이루었다.96 

93 일본 약업자들의 말은 1904년 일본약제사회 기관지 藥劑誌 70호에 실린 글을 홍문화, 藥史散攷
(서울: 東明社, 1980), 20-21에서 재인용. 1896-1898년 3년간 인삼은 외 수출에서 9.5%를 차지해 쌀 
55.7%, 콩 21.2%에 이은 3위 다. 洪淳權, “한말시기 開城地方 蔘圃農業의 전개 양상 (上)”, 韓國學報
13 (1987), 33-67, 34. 개화기에서 식민지 시기 약업 및 약학에 한 가장 상세한 역사는 홍현오, 韓國 
藥業史 (서울: 韓獨藥品工業株式會社, 1972). 정민성, 우리 醫藥의 역사 (서울: 학민사, 1990). 심창구, 
남 희, 정성욱, 황성미, “한국약학사,” 약학회지 51 (2007), 361-382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94 19세기부터의 개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 약업자본의 성장과 이들이 일제 시기에 어떻게 변신, 발전했
는지에 해서는 홍현오의 선구적 연구 이후 최근 양정필이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홍현오, 韓國
藥業史 (서울: 韓獨藥品工業株式會社, 1972). 양정필, “1910-20년  개성상인의 백삼(白蔘) 상품화와 판
매 확  활동”, 醫史學 20 (2011), 83-118; “1910년  일제의 蔘業정책과 개성 蔘圃主의 활동”, 역사
문제연구 (2010), 265-297; “논문: 조선전기 개성상인의 기원과 발전”, 學林 33 (2012), 1-41; “ 한제
국기 개성지역 삼업(蔘業) 변동과 삼포민의 응”, 醫史學 18 (2009), 133-155; “일제하 개성의 한국인 
상권과 그 특징”, 역사문제연구 (2012), 141-174; “한말-일제 초 근 적 약업 환경과 한약업자의 응”, 
醫史學 15 (2006), 189-209. 
95 조선약제사회는 1909년 한의원 약제사 중심으로 조직된 한국약제사회를 계승했던 것이다. 조선인의 
활동이 두드러졌던 것은 도쿄약학교를 졸업하고 한의원 약제사 겸 교수로 있었던 유세환(劉世煥, 
1876-1917)이 한국약제사회 세 명의 평의원 중 하나로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의 신망을 얻었던 향이 
있었다. 유세환은 강제병합과 함께 한의원 교수직을 사임했다. 조선약제사회의 경우 약제사 자격을 요
하는 정회원 28명은 모두 일본인이었지만 찬조회원 34명 중 29명은 조선인이었다. 회두는 兒島高里, 부
회두는 寺田房吉 등이었다. 유세환이 1917년 사망하자 그의 장례는 일본인들이 앞장을 서서 조선약학회
장으로 치루어졌다고 한다. 홍문화, 약사산고.
96 조선약학교의 운 비는 新井虎太郞와 山岸祐太郞라는 두 일본 약업자가 거의 부담했고, 조선약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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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들은 기본적으로는 일본인 학생 중심이어서, 조선약학교의 첫 신입생 100

명 중 조선인은 10명, 1933년 경성약전 학생 120명 중 조선인은 20명 정도에 불과했
다. 하지만 개 정원이 서른 명 내외이던 관립 이공계 전문학교에 비해 모집 인원
이 많았던 덕분으로 조선약학교와 경성약전은 비교적 많은 수의 조선인 약사·연구자
를 배출했다. 또 어려운 경쟁을 뚫고 입학한 조선인 학생들은 자질이 우수했던 듯 
1920년 약사시험에서 수석과 부수석을 차지한 것은 모두 조선인 졸업생이었다. 전문
학교 승격 전까지 조선약학교의 조선인 졸업자는 여자 17명을 포함 총 148명이었다. 

경성약전의 졸업자는 총 499명인데 교내 활동에서 때로 조선인과 일본인 서클이 뚜
렷이 구분되는 등 민족 차별에 한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조선인이 소수
나마 교수진에도 포함된 학교 다. 도쿄제국 학 약학과를 졸업한 도봉섭이 약용식
물학을 강의했고, 그 외에 독일어와 어 교수로 각각 도쿄제  독문학과를 졸업한 
조희순과 경성제 를 졸업한 배상하를 고용했다.97 

식민지 조선에 여러 약학 관련 연구기관이 설립된 것도 민간에서 전통 생약자원
을 포함한 신제품 개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한 덕분이었다. 물론 총독부 
위생시험소가 가장 본격적인 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했지만, 경성제 의 약리학교실은 
특히 개성 약업자들의 지원을 받아 개성에 부속 생약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연구 기
능을 확장했고, 경성약전의 도봉섭도 천일약품의 지원을 받아 계농생약연구소를 세
웠다. 생약연구가 중심이 된 것은 아니지만 금강제약도 별도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은 식민지의 다른 분야 기업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또한 계농생약
연구소와 금강제약 연구소는 물론 다른 관련 연구소에도 상당수 조선인이 활약했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 총독부 위생시험소에는 韓龜東, 金基禹, 申德均, 蔡禮錫, 蔡東
圭 등의 약학교/경성약전 출신들 뿐 아니라 도쿄여자약전을 졸업한 咸福順을 비롯해 
鄭尙任, 崔今順, 徐仁愛 같은 여성 약학자까지 근무했다. 경성제  약리학 교실의 생
약연구소에는 화학적 약리학을 담당하는 가쿠 텐민(加來天民, 1895-?)과 한 팀을 이
루어 연구했던 張智世, 李丙奎 등이 있었고, 경성약전을 졸업하고 약전의 조교를 하
던 金基坤도 한약재 담당의 이시도야 쓰토무와 일했으며, 明柱完, 張亨斗 등도 근무

로의 승격을 위한 건물의 재건축은 와카모토라는 거상의 백지수표를 받아서 한 것이라 한다. 홍현오, 
한국약업사, 159; 심창구 등, “한국약학사”, 367. 
97 조선약학교는 전문학교가 되기 전까지 최초의 남녀공학이라는 특수성을 가졌다. 홍현오, 한국약업
사; 심창구 등, “한국약학사”, 京城藥學專門學校校友會誌 32, 33호 등을 보면 조선 학생들도 적극 교
우회지 발간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이는 한편, 축구부 등은 조선인 학생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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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이 있었다.98 학교와 연구소 내에서 진급 등에 차별이 지적되었지만, 적어도 
조선약학회잡지의 논문과 기사를 보면 상당한 조일 협력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상
당수 조선인들이 지속적으로 연구성과를 내고 인정받았던 것이다. 1928년부터 1942

년 사이의 조선약학회잡지의 기명 논문과 기사 212건 중 조선인이 참여한 조일 
공동연구는 48건으로 22.6% 고, 조선인 단독 논문이 17건, 조선인 주도로 일본인과 
공동발표된 논문도 5건 등이 있다. 1921년부터 시행된 조선약학회 논문상의 경우도, 

1935년 도봉섭을 시작으로 한구동, 신덕균, 김기우 등 여러 조선인 수상자를 배출했
다.99 

약학 분야에서 식민지 조선에 조선인들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었던 교육 및 
연구 기반이 생긴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조선이 좋은 약품 시장일 
뿐 아니라 수익이 높은 약재 공급지 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일본의 한약재 공급
지라는 조선의 전통적 역할이 유지되며 조선의 의약 자원에 한 일본의 투자 관심
이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1930년  조선약업계의 1, 2위를 차지했던 천일약품과 조선
매약주식회사는 매출의 부분을 여전히 한약재 무역에서 올렸다. 만주와 상하이, 일
본에까지 지점을 둔 이들 회사는 조선에 지점을 낸 일본 약재거래상들의 주요 거래
처 다. 또 일본 매약업자들의 인기상품을 누르고 성공한 조선 약업자들의 신환, 

활명수, 조고약, 청심보명단 등은 전통 처방에 힘입은 것이었다. 조선 본초 전통에 
한 일본 약업자들의 기 가 도쿠가와 시  이래 크게 약화될 이유가 없었다. 전통 

약재 거래의 중요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일 업계의 협력은 당연했다.100 

조선의 본초 전통 혹은 그에 한 식민지 의약업자들의 기 는 식민지 약학의 
성격에도 향을 미쳤다. 조선약학회 총회에서 초청 강연을 했던 일본 약업의 전문
가들은 한결같이 조선약학회는 스스로의 “입지조건을 살려” 생약 연구에 힘을 기울
여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특히 인삼재배의 유망함을 갈파”했다고 한다. 1926년 경성

98 홍현오, 한국약업사, 93-95.
99 홍문화는 위생연구소의 조선인들이 “차별 우의 악조건” 속에서 연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구체적 
차별상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다. 약학교/약전을 졸업한 조선인 약제사들이 조선약학회 이외에 별도로 
1928년 고려약제사회를 꾸린 것도 일상적 차별에 한 조선인들의 반응일 수 있다. 이들은 1929년 ‘과
학이 사회에 미치는 향’과 같은 주제로 일반인에게 약학 강의를 했는데 500-600명의 청중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심창구 등, “한국약학사”, 368.
100 최초의 의약품 광고가 학질이라고 불리던 말라리아 치료제 금계랍이었던 데서도 드러나듯 구미 약
의 도입도 약업의 발달에 큰 자극제가 되었다. 황현의 매천야록 (1896)이 “우두법이 나와 어린아이들
이 잘 자라고 금계랍이 나와 노인들이 수를 누린다”는 유행가를 실은 점을 포함해 구미 의약의 수용과 
관련해 더 살펴볼 만한 주제이다. 여인석, 이현숙, 김성수, 신규환, 박윤형, 박윤재, 한국의학사 (서울: 

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2), 2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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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 학 의학부에 설치된 약리학 제2교실이 일본에서는 유래가 없던 한약재 중심의 
생약 연구실로 특화했던 점이나 조선약학회잡지 연구 논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식물 생약에 관한 것이었던 점도 이런 기 를 반 했다.101 약학 분야의 
교육 및 연구 기반이 마련된 것도 결국은 임학에서처럼 식민지 자원에 한 관심이 
우선된 셈이지만, 그 덕분에 단순히 생화학 중심이 아닌 조선 식물 연구에 기초하고 
또 그 발전에 기여할 약학이 탄생할 계기가 마련되었다.

박물교육

전국의 초·중등학교와 여기에서 근무했던 박물교원들을 제외하고 식민지 조선의 식
물학 연구 기반에 해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은 식물 연구를 중적으로 보
급했을 뿐 아니라, 학교의 표본실 혹은 박물실을 기반으로 조선 식물에 한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 일본인과 조선인 박물교원들이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자신들의 연
구 기반을 만들어 가며 박물연구자로 전문화해가는 모습은 6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 절에서는 그 배경이 되는 식민지 사범교육의 특수성을 간략히 살펴본다. 

1894년 갑오교육개혁으로 초등, 중등, 고등 학제를 정립한 한제국은 교원 양성
을 위해 일본의 사범학교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 사범학교 제도는 메이지 시기에 형
성되어 패전까지 유지된 일본의 독특한 제도이다. 사범학교는 초·중급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를 위해 소학교-중학교-제국 학으로 이어지
는 교육 과정과 별도로 설계되었다. 일본 정부는 사범교육을 “국민교육의 근본”으로 
내세워 1880년 각 현의 사범학교 설치를 의무화 했고, 관비 장학금 제도 등을 도입
해 인재를 유치했다. 1895년 한제국이 한성사범학교 관제에 의해 설립한 2년제
의 한성사범학교는 이러한 일본의 제도를 본뜬 것인데, 교원의 부족, 근  교육 경험
이 거의 없는 입학자들의 기초 학력 부족, 시설의 열악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
었다. 일본은 통감부 설치 후 이 학교를 일본의 “신문명”을 선보일 수 있도록 야심
차게 정비해 관립한성사범학교로 재개교했다.102

101 홍현오, 한국약업사, 183. 약학회 회원수 추이와 약학회 논문 수 및 분야별 통계는 홍문화, 약사
산고, 21-24. 홍문화의 분류에 따르면 식물 생약 75, 위생 75, 제약 및 약화학 20, 약제학 19, 약리학 
13, 아편 등 마약관계 12, 약품분석 11, 재판화학 5 라고 한다. 위생시험소에서 진행한 온천조사나 조선
식품 양소 분석 작업 등이 위생 분야 논문수의 주종을 이룬다. 조선약학회는 1924년 위생부회라는 것
을 만들어 1924년부터 1942년까지 19년간에 걸쳐서 한약조사 (151종)을 수행했다고 하는데, 누가 포함되
어 있는지를 포함해 연구결과도 보존되지 못했다. 역시 약사산고, 33.
102 1905년 학부 차관으로 부임한 다와라 마고이치는 조선 교육행정권을 장악하고, “교육은 조선신민으
로 하여금 일본에 감화시키는 것을 주안으로 한다”는 것과 “신문명의 일본이 구문명의 조선을 지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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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선을 장악한 일본은 비용이 많이 드는 한성사범학교를 강제병합과 함께 
폐교했다. 조선의 “시세와 민도”로 볼 때 고등교육이나 사범학교 교육은 불필요하다
는 이유 다. 교원은 일본으로부터 충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고 혹은 관립중등학교
나 고등보통학교에 사범과를 두어 일본인을 주 상으로 양성했다.103 일시동인(一視
同仁)이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철저히 차별화된 식민지 교육제도는 1919년 
3·1운동의 여파로 선언된 “문화통치” 하에서, 그때까지 일본식 교육에 한 거부로 
특징지워지던 조선인들의 태도가 점차 “실력양성”의 구호 하에 교육기회의 확 를 
요구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변해가게 된다. 1910년 까지 총독부의 보통학교에 항
해 ‘근 식’ 서당을 세워 응하던 조선인들은 1920년  이후 높은 교육열을 보이며 
학교 설립과 인가를 위한 운동을 벌 고, 교육상의 민족차별에 집중해 총독부 정책
을 비판했다. 조선인에 한 교육 기회의 제한과 차별이 “일시동인” 혹은 “내선일체
(內鮮一體)”의 허구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었다. 총독부는 이러한 압력에 응해 3면1

교제 등을 채택하며 보통학교의 숫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에 따
라 교원의 부족이 초래되면서 식민지 사범학교의 부활은 불가피했다. 총독부의 사범
학교관제는 2차 교육령 한 해 전인 1921년 일본인 교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관립 경성사범학교와 도별 공립사범학교의 설립을 내용으로 공포되었다.104 

사범학교는 아직 학을 비롯한 고등교육의 기회가 드물었던 식민지에서 조선인
의 고등교육에 한 열망을 이용해 교묘히 고등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역할도 했다. 

비록 사범학교 학생의 80%가 일본인이긴 했지만, 입학경쟁을 뚫고 선택된 20%의 조
선인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학비를 면제 받았고, 상위 30%이내에 드는 성적우수자
는 당시 일반 가정 생활비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보조금 혜택까지 받았다. 게다가 

다”는 기치 하에 일본어 교육, 교과서 편찬, 일본인 교원 배치를 추진했다고 한다. 한성사범학교는 1907
년부터 1910년 사이 거의 매년 10  1정도의 경쟁률을 보이며 6년간 353명의 교원을 배출했다. 정재철, 
日帝의 對韓國 植民地 敎育政策史 (서울: 一志社, 1985), 147. 사범학교 관비생 제도는 1897년 사범학
교령이 사범교육령으로 체될 때 변경되어, 사비생도 입학을 허가하게 되었지만 관비생 제도는 이후로
도 유지되었다. 일본과학기술사 계 1권. 鄭圭永, “日帝時代 師範學校의 歷史”, 論文集 41 (2003), 
29-56.
103 정규 , “일제시  사범학교의 역사”.
104 서당 수는 1912년 약 1만 6000개에서 1921년 략 동리 수에 필적하는 2만 5,000개로 증가했다. 일
본의 교육 ‘근 화’가 시도되는 가운데 전통적 교육제도가 부흥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는 서방(書房)이라
는 전통 교육기관이 감소한 만과 조를 이룬다. 일본 식민지 교육정책의 전개를 비교연구하여 식민
지인의 주체적 움직임을 강조한 고마고메 다케시,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오성철, 이명실. 권경
희 옮김 (서울: 역사비평사, 2008) 참조. 근 교육제도의 형성을 위한 조선인들의 주체적 노력에 주목한 
오성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서울: 교육과학사, 2000)은 일본과의 “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근  
교육에 한 식민지인들의 요구가 확 되는 배경을 단지 민족적 실력양성론만이 아닌 상향적 사회이동 
혹은 ‘생존전략’이라는 개인적 동기 등을 통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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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문학교에 비해 취업 걱정이 없었다. 경성제 와 관립 전문학교의 취업률이 7, 

80%이고 사립전문학교의 취업률은 이보다 낮은 상황에서 전원 취업이 보장된 사범
학교는 최고의 입학 경쟁률을 보 다. 학문을 중시하는 전통이 강했던 조선에서 높
은 경쟁을 뚫은 인재들이 차지했던 교직은 식민지 시기 인기 직종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학비 보조의 가로 주어진 의무 근무 연한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우수한 조선 학생들이 더 이상의 고등교육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족쇄로 기능했다.105 

조선에는 식민지배가 끝날 때까지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고등사범학교는 세워지지 
않았다. 일본에서 양성된 교원들에 의존할 생각이었던 것이지만, 식민지 중등학교의 
증가는 중등교원 확보에도 문제를 가져왔다. 총독부는 통치 시기 내내 몇 가지 임시 
조치를 취하며 중등교원 부족 상황에 응했다. 1920년 6월, 우선 일본으로부터의 교
원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중등교원 위탁생규칙”이라는 이 제도는 일본의 고
등사범학교와 기타 중등 교원양성기관 재학생 중 조선으로 부임할 사람을 “위탁생”

으로 선정하여 장학금을 주는 제도 다. 1923년에는 사립학교 교원자격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학사학위 취득자, 관립 사립전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에 해 중등교원 자격을 주는 제도를 마련했
고 1927년부터는 수원고농을 비롯한 전문학교에 교원양성소를 두어서 박물교원 등을 
양성하기도 했다. 1932년에는 조선인에게도 문부성 중등교원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
격이 주어졌다. 이과교원의 본격적 양성기관이 생긴 것은 2차 전 전후 다.106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은 총독부가 제공하는 제한된 기회는 물론 관비/자비 유학
을 통해 일본고등사범학교나 미국의 학에 유학하여 박물교원의 자격을 획득해 돌
아오곤 했다.107 식민지 사회에서 교사라는 직종이 갖는 매력도 있었지만 식민지인에
게 주어진 과학교육과 연구 기회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드문 통로 중의 하나라는 
점도 중요했다. 교육적 측면에서 조선인들에게 주어진 조건은 “과학기술이라고 부르
기 힘들 정도로 낮은 수준의 교육”에 만족하거나 일본인 위주의 전문학교에 들어가
는 것, 아니면 유학을 시도하는 것이었던 셈인데, 1920년  말 유학생 규정이 폭 
완화된 후에도 이공학계열의 유학생은 크게 늘지 못했다. 학을 졸업해도 연구할 

105 오성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3장, 9장 등; 정규 , “일제시  사범학교의 역사”.
106 중등교원 자격시험은 배일사상과 성행까지 탐사해 합격여부를 결정해 합격이 몹시 힘들었다고 한다. 
李元必. “日帝統治期의 中等敎員養成法制에 관한 硏究”, 敎育思想硏究 5, (1996), 7-41.
107 5장에서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더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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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다. 이공학 전공자의 부분이 택했던 길이 바로 
교원이 되는 것이었다.108 박물교원의 경우는 특히 연구의 기회가 넓다는 인식으로 
인해 학구적 교원들을 많이 확보했다. 다양한 개인적 노력을 통해 박물교원이 된 이
들은 개 식민지 문화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조복성과 석주명의 사례는 그 
중 더 알려진 사례일 뿐이다. 식물학 분야에서도 상당수 조선인 박물교원들은 식민
지 전역에서 일본 교원들이 주도한 박물연구 조직에 참가하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단체를 꾸리기도 하며 조선에서 가능한 몇 안 되는 과학 분야인 식물학의 토착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결국 식민지 박물학 분야는 조선인들에 한 과학기술 교육과 연
구 기회가 제한된 덕분에 융성했다.

나가며

이렇게 식민지에서 식물연구를 수행할 기반은 조선인들이 식민당국 및 다양한 일본
인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 확 되어 일본의 식물연구 기반에까지 향을 
미쳤다. 식민지 자원을 활용해 식민지 경 의 이익을 확보하겠다거나, “문명화 사명”

의 명분을 세워야 한다는 제국의 필요는 다양한 일본인 전문가들이 식민지인들에 
한 우위를 견지하되 그들을 포섭하고 그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가운데 형성되어, 식민지 사회의 저항, 식민지 자연이 제기하는 도전을 극
복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재조정되며 식민지 식물학의 기반을 형성해갔고, 본국의 
과학활동과 정책에 향을 미쳤다.

식민지 조선에서 식물학 기반이 마련되는 데 향을 미쳤던 네 요소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각 요소들이 어떻게 이후 각 장의 내용과 연결되는지 살펴본다. 첫째, 도
쿠가와 시 의 식물연구는 본초학, 물산학, 원예 및 농학의 다양한 갈래에서 생겨난 
것으로 인접한 중국과 조선 문화는 물론 나가사키 데지마의 네덜란드 상관을 통해 
서구 문화와도 교류하며 활발히 전개되었다. 전문 지식 집단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일본의 계급·사회구조와 화훼 등을 널리 보급시킨 도시문화를 배경으로 특히 일찍부
터 서구와 접촉해온 도쿠가와 일본의 식물학 분야는 서구 근  식물학의 형성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일본의 식물연구 전통이 서구 제국주의 압력 하에 서구 학문 틀을 
기준으로 재평가 되면서 메이지 이후 일본 근  식물학은 우선 전통과의 단절과 그 

108 특히 이들 중 64.7퍼센트가 조선인 사립학교 등에서 일했다. 조선인들이 기업, 학, 연구소 등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근무한 경우는 식민지 시기를 통털어 7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 김근배, 한국 근  
과학기술인력의 출현, 24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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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을 목표로 삼는 철저한 서구 모방 전략을 채택했다. 전통이 근 와 다르며 ‘서
구적 근 ’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은 도쿄 제국 학을 중심으로 ‘서구화’에 성공한 일
본 식물학계가 조선 등의 주변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이념적 자원이
었고, 결국 이러한 전략을 통해 일본 근 식물학은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다. 3장에
서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이다.

둘째, 이러한 ‘단절’ 전략에도 불구하고 메이지 일본 식물학은 인적, 사회적, 지적 
차원에서 이전 시 부터 형성된 전통과 무관하지 않았다. 도쿠가와 일본 전통의 
향력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었다. 우선 도쿠가와 시기의 연구전통과 연결되었
던 박물국의 지원으로 인해 근  일본의 새로운 학문 및 산업 체제에서 식물학이 중
심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둘째, 1890년의 교육칙어와 함께 강화된 ‘유교적’ 교
육이념에 따라 초‧중등 박물교육이 강화되어 식물학 및 채집 활동의 중성이 확보
되었고 식물학과 국가의 관계도 돈독해졌다. 셋째 도쿠가와 전통은 식물 연구를 메
이지 정부 최 의 과제인 식산흥업과 연결시키는 데도 주효했다. 도쿠가와 시기 농
업과 임업에서 식물연구가 수행했던 전통적 역할이 메이지 시기에도 한층 강화된 형
태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메이지 일본에서 국가와 긴 한 관계를 맺으며 식물학이 
수행했던 이상의 역할들은 식민지 정부의 공인과 지원을 받으며 식민지에서도 수행
되었다. 식민지에 도입된 근 식물학은 식민지인들의 계몽을 위한 박람회나 “제국의 
문명화 사명”을 표방한 박물교육에 이용됨으로써 식물학의 중화에 기여했고, 쌀, 

면화 등의 생산이나 임산자원 개발 등의 실용적 사업에도 동원되었다. 이는 4장과 6

장에서 살펴보게 될 내용이다.

셋째, 조선 시 의 식물 연구 전통은 식민지 식물연구의 세 분야 중 특히 약학 
분야에 향을 미쳤다. 조선의 지식전통은 주로 중국·일본과의 교류 속에 독자적 발
전상을 보 는데, 18세기 이후 향약본초, 농경제, 박학 혹은 명물도수학 전통을 잇는 
민간에 의한 저작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했다. 특히 의료문화가 널리 보급되면서 약초
에 한 지식이 민간의 지식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확장되었고 임상적 효과가 알려진 
조선의 약재나 그에 한 전문적 지식은 일본으로 전달되어 일본에서도 널리 연구되
었다. 이러한 조선의 식물연구 전통은 임산자원 개발 과정에서 한방 약재가 중요한 
자원으로 부상하며 식민 정부에 의해 근 식물학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조선 시

의 지식 전통은 지적 자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식민지 시기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에 
의해 정치적 자원으로 널리 소비되면서 재생산되어 근  조선식물학 형성에 기여했



- 68 -

다. 4장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질 내용이다.

넷째, 식민지 조선에서 식물학 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구와 제도는 식민정부, 일
본과 조선 자본, 조선인과 일본인 연구자 다수의 ‘협력관계’에 의해 갖추어져 갔다. 

이 중 가장 수동적으로 움직인 것은 식민정부 다. 식민정부가 식물연구와 관련된 
두 가지 목적을 가졌던 것은 분명하다. 첫째는 서구 과학기술 문명을 가르쳐주겠다
는 “문명화 사명”의 명분을 세워 지배정책에 한 조선인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이
념적 목표 고, 둘째는 성장하는 일본을 위해 식량과 자연자원을 제공해 식민지 지
배의 이익을 높여야 한다는 실질적 목표 다. 하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 의 효
과를 내는 것이 목표 기에 식민정부는 식민현지에 과학기술을 ‘이식’할 기반을 만
들 의도는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이러한 식민정부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우선은 
일본의 식물학계 다. 3장에서 살펴볼 나카이의 조선식물상 연구는 도쿄제 가 이끄
는 일본 식물학계 핵심층의 움직임으로 시작되었고, 4장에서 살펴볼 임업시험장의 
확충은 현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근 임학을 혁신하고자 하는 현지 임업기사들
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역시 4장은 식민지 임산자원 개발 과정에서 추진된 한방약
재 연구가 일본의 한방의학 재건 분위기와 맞물리며 약학계의 지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6장에서 살펴볼 일본인 박물교원들은 조선의 자연물 연구를 스
스로가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조선인들과 협력해 식민정
부의 지원을 요구하며 식민지 박물연구의 기반을 확 했다. 하지만 이 논문의 모든 
장은 이렇게 식민지에서 일본 근 식물학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일본 식물학계의 노
력이 조선지식전통이라는 기반과 조선인들의 참여 덕분에 힘을 얻었음을 볼 것이다.

식민지 식물학을 위한 토 는 단순히 식민지 지배당국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양국의 독특한 역사적·사회적·자연적 배경 하에 다양한 집단이 나름의 
의도로 상호작용하며 형성되었다. 양국의 과거 지식 전통과의 근본적 단절은 없었다. 

식민지 사회로 진출하며 개인적 성장을 꿈꾼 다양한 일본인 집단과 식민지 토착민들
은 전통적 자원까지 다양하게 활용하며 서로 상호작용했다. 식민지 조선의 ‘근  식
물학’이 일본의 조선 강점 이후에 일본 식물학을 ‘이식’하는 활동을 하나의 요소로 
하여 탄생했음은 분명하지만, 이 이식된 요소를 키우고 뿌리내릴 바탕인 식민지 과
학기술의 토 부터가 조선에서, 오랜 연구 전통을 배경으로, 제국과 식민지의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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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나카이 다케노신의 조선 식물 연구: 동아시아 식물분류법의 보편성과 
지역성

도쿠가와 일본과 조선 시 의 풍부한 식물연구 전통 위에, 하지만 그 전통과 단절함
으로써 새 시 의 ‘근 성’을 내세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
에서는 식물학 연구를 위한 기반이 동시에 서로 상호작용하며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 장은 그 중 일본 식물학계의 핵심인 도쿄제 에 근거를 두고 수행된 나카이 다케
노신(中井猛之進, 1882-1952)의 조선식물 연구를 살펴본다. 도쿄제  식물분류학 교
수(1922-1942) 던 나카이는 1000종 이상의 조선식물 신종을 보고한 조선식물 연구
의 권위자 을 뿐 아니라 조선식물 연구를 바탕으로 일본 식물학계를 표했던 인물
이다. 따라서 나카이의 조선식물 연구 성과를 이해하는 것은 조선 근 식물학만이 
아니라 일본 근 식물학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도 핵심적이다. 나아가 제국주의
적 환경에서 형성되었고 보편성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서구 근 분류법과 유사했던 
그의 분류법을 통해 서구 근 과학이 주장한 ‘보편성’에 해서도 되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제국 중심부 과학의 근 화에 식민지에서 수행된 과학활동이 중요한 기여를 했다
는 점에 해서는 이미 서구 제국의 팽창과 근 과학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들이 충
분히 논의했다.1 하지만 일본 과학사 분야에서는 일본 근 과학을 식민지 과학활동
과 관련지어 검토한 연구가 아직 많지 않고, 나카이의 조선식물 연구 또한 그것이 
일본 식물학의 근 화에 기여한 핵심적 역할과 무관하게 소개되었다. 그는 식민지 
확장 덕분에 우연히 조선식물 연구라는 독특한 이력을 갖게 된 일본학자로 그려졌
다.2 이런 인식은 나카이가 전후(戰後)에 스스로를 “무해한(harmless)” 혹은 비정치적
이고 순수한 식물분류학자로 제시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3 그러나 메이지 

1 서론 참고. 
2 日本科學技術史大系 15권, 大場秀章, 日本植物研究の歴史, 101-106. 등 참고
3 전후 도쿄국립과학박물관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전시 인도네시아에서 육군사정장관이라는 직함으로 보
고르 식물원 원장(1943-1945)을 지낸 경험을 회고하며 한 말이었다. “식물분류학은 정말 무해한(harm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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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약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확장에 앞장섰던 일본인 전문가들의 국가주의적 
열정에 크게 힘입었는데, 이 연구는 나카이가 식물학 분야의 그러한 움직임을 잘 
표했음을 밝힐 것이다. 

나카이는 주로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채집한 표본에 의존하여 조선식물을 연구함
으로써 일본 식물학의 근 화를 이끌었다. 이렇게 표본에 의존한 그의 조선식물 연
구는 그의 식물분류법에도 흔적을 남겼는데, 그는 자신의 독특한 세분론적 방법론을 
서구 식물분류학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위있고 보편적인 방법론으로 만들고
자 했다. 이 장은 나카이가 어떻게 도쿄제 에서 표본에 의존한 조선식물 연구를 추
진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선 검토하고, 그 성과인 나카이의 식물분류를 
분석한 다음, 그가 자신의 분류법을 널리 인정받기 위해 시도한 다양한 노력들을 살
펴볼 것이다.

3.1. 식민지 조선과 일본 식물학의 ‘근대화’: 조선식물 전문가 나카이의 탄

생

나카이 다케노신은 이미 1906년부터 도쿄제 의 연구실에서 조선식물 연구를 수행하
기 시작해서, 조선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채 1909년 조선식물에 한 졸업논문을 
완성했다. 그는 이후 1913년부터 30년 간 조선총독부 촉탁 식물학자로서 18차례 일
본과 조선을 오가며 조선식물을 지속적으로 연구했다. 이를 통해 그는 신종 천여 종
을 포함한 4000종 이상의 조선식물을 근 적 분류법으로 분류·연구하여 전무후무한 
조선식물 전문가로 이름을 떨쳤고, 덕분에 세계 식물분류학계에서 일본 식물분류학
의 위상을 크게 높 다. 

서구 전략의 모방 – 식물학의 세계적 중심이 된 도쿄제국대학

2장에서 보았듯 일본의 강제적 ‘개항’과 그에 이은 개혁의 소용돌이를 겪은 메이지 
유신(1867) 세 는 전반적으로 전통에 한 강한 불신을 보 다. 일본 식물학계도 도
쿠가와 시기의 박물 혹은 본초 전통과 자신들이 이제부터 배워야할 근  식물학은 

과학이다. 이 분야에 종사했던 것에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다. 회고는 Richard A. Howard, “The Role of 
Botanists During World War II in the Pacific Theatre,” Botanical Review 60 (1994), 197-257 235쪽에서 재
인용. 원문은 Nakai Takenoshin, “Essential results obtained from my observations on tropical plants in Java, 
Galang Island of Rio Archipelago, and on Japanese plants in the surroundings of Beppu Hot Springs, 
Province of Bungo, Kiusie,” The Bulletin of the Tokyo Science Museum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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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무관하다는 단절 의식을 드러냈다. 젊은 시절의 나카이도 예외는 아니었다. 더
러 에도시기 식물학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지만 일본 전통 식물학
이 당시의 분류학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라며 자신의 연구는 외국인의 연구 
혹은 일본인의 최근 연구만 참고했음을 분명히 해두려 했다.4 

과거와 단절하고 서구로부터 모든 것을 이식해 새출발하겠다는 생각은 메이지 개
혁의 전반적 기조 다. 앞서도 언급했듯 이는 도쿄 학 이학부의 구성과 식물학교
실의 분위기에서도 드러났다. 1877년 설립된 도쿄 학 이학부의 초  교수진은 거의 
외국에서 초빙되었고, 수업을 모두 어로 진행했다. 유일한 일본인이 식물학 교수 
야타베 료오키치(矢田部良吉, 1851-1899) 는데, 앞서 말했듯 그의 코넬 학 학위와 
유창한 어 실력 덕분이었다.5 전통을 배려한 듯 보이는 이토오 케이스케(伊藤圭介, 

1803-1901)의 임용도 사실 원로에 한 예우 이상은 아니었다. 학 부속의 고이시카
와 식물원에 배속된 이토오에게는 ‘근  식물학’을 강의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
았다. 강의를 전담한 것은 야타베로서, 그는 능숙한 어로 생리학과 분류학의 기초
를 가르쳤다고 한다.6 오오바 히데유키가 전하는 평에 따르면 그의 강의는 독창적이
거나 뚜렷한 인상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의 식물학 교육을 통해 종래 본초학과 일
획을 그었다는 점” 때문에 중요했다.7 야타베가 에도 본초학의 전통을 버린 덕분에 
제 로 근 식물학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평가 다. 

과거와 단절하고, 서양학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어로 최 한 서양학문 그
로 배워야 한다는 의식은 하루 빨리 서양인과 다름없이 과학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의
지를 반 했다. 서양 국가들로 이루어진 문명세계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메이지 
일본 최 의 과제를 식물학자들도 공유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식물학계가 쉽게 지워
버릴 수 없는 과거가 있었다. 바로 캠페르, 튠베리, 지볼트가 일본 식물에 해 연구

4 中井猛之進, “日本産蓼科植物,” 植物学雑誌 23(272) (1909), 367-397, 367. 中井猛之進, “所謂さくら
たでノ學名(日本臺灣韓國ノさくらたで),” 植物学雑誌 22(253) (1908), 59-64은 이이누마 요쿠사이(飯沼
慾齋, 1782-1865)의 초목도설에 해 언급하고 있지만, 이이누마의 도설은 이토오 케이스케와의 협업
으로 린네 명명법에 따라 작업한 것이다. 나카이는 도쿠가와 식물학의 유산 중에서 이렇듯 ‘근 적’ 방
법을 따른 몇몇 성과에만 주목했다. 나카이가 일본 전통에 한 자부심을 회복한 것은 1930년  중반 
지볼트의 논문을 번역한 일과 관계된 듯하다. 자신의 성과를 전통과 연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화훼전통을 포함한 도쿠가와 시기 식물연구의 역사를 지볼트가 인정한 로 자랑하게 되었다.
5 그는 開成學校 출신으로 어를 잘해 외교관으로 미국에 갔으나, 경로를 바꾸어 과학을 공부하기로 
했다. 코넬 학에서 학위를 받았고, 開成所로 1876년 부임했다가 그 로 도쿄 학에 남았다. 鈴木善次, 
バイオロジ-事始 (東京: 吉川弘文館, 2005). 이후는 식물학과는 물론 다른 학과도 모두 일본인 교수로 

체된다. 
6 日本科學技術史大系 15권, 15. 
7 大場秀章, 日本植物研究の歴史: 小石川植物園三〇〇年の歩み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96),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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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놓은, 유럽 식물학의 일부가 된 과거 다. 야타베와 그의 교수직을 이은 마쓰무라 
진죠(松村任三, 1856-1928)는 외국인에 의해 일본 식물 연구가 거의 완성되어 버렸다
고 탄식했다. 18세기 이래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탐욕스럽게” 식물 채집에 나
서, 일본인들이 연구를 “시작”한 19세기 말에는 “눈에 띄는 식물은 거의 기재(記載, 

description)가 끝나고, 새로운 종의 기재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
이었다.8

게다가 앞선 연구 덕분에 일본 식물 연구의 중심지는 일본이 아니라 일본 식물 
표본과 그에 한 문헌이 집적된 유럽이었다. 튠베리와 특히 지볼트가 일본에서 수
집했던 무수한 표본은 일본식물에 한 기준표본(Type Specimen)으로 유럽 유수의 
박물관과 식물원에 보관되어 있었고, 일본 식물에 관한 방 한 서양어 문헌도 아직 
일본에는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이는 독자적 근  식물학을 발전시키겠다는 메이지 
일본 식물학계의 노력에 심각한 걸림돌이었다. 일본학자가 미기재종으로 보이는 식
물을 찾아도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유럽학자와 기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새로 채집한 모든 표본은 유럽의 유사한 기재종 표본과 비교·검토되어야 했
고, 문헌을 통해 이미 보고된 것이 아닌지도 확인되어야 했다. 일본 학자들은 신종으
로 보이는 표본을 하나하나 외국 학자에게 보내어 감정을 의뢰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일본식물의 학명에 서양학자들의 이름은 늘어만 갔다. 이런 상황에 한 불
편한 심기는 야타베의 유명한 1890년 선언으로 드러났다. 동경식물학회의 植物学雑
誌에 어로 발표한 “태서 식물학자 제씨에게 고함”은 이제 신종을 찾은 경우 “유
럽의 전문가와 상담하지 않고 직접 학명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통보 다. 그는 일본 
학자들이 성장하고 있으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많은 수의 표본과 참고문헌”을 모았
다는 사실을 “ 담한” 결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그는 이 선언을 실현하듯 두세 개의 
신속과 신종을 곧 발표했지만, 1890년 바로 교수직에서 면직당하며 자신의 약속을 
다하지 못했다.9

이 자립 선언을 계승한 것이 마쓰무라 진죠 다. 1890년 도쿄  식물학 교수직을 

8 마쓰무라의 중적 전기에서 후쿠시마 학교수 樫村利道가 전하는 이야기다. 長久保片雲, 世界的植
物学者松村任三の生涯 (東京: 暁印書館, 1997), 3.
9 Yatabe Ryokichi, “泰西植物学者諸氏に告ぐ: A few Words of Explanation to European Botanists”, 植物
学雑誌 4(44) (1890), 355-356, 355. 야타베는 자신의 협조 요청에 점점 늦게 응답해 오거나 응답이 없
는 서양학자들의 태도를 먼저 꼬집었다. 일본인으로 처음 신종을 발표한 것은 이토오 케이스케의 손자
로 국에서 유학한 이토오 도쿠타로(伊藤篤太郞) 다. 日本科學技術史大系 15권, 98. 야타베의 돌연
한 면직사유는 불분명하지만 “ 학교수에 맞지 않는 행동거지”로 이야기 되었다. 大場秀章, 日本植物研
究の歴史,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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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마쓰무라는 식물학의 ‘미개척지’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10 서양학자들이 일본 
등 식물학의 ‘미개척지’를 통해 근  식물학을 발전시켰던 것과 동일한 전략을 택한 
것인데, 일본식물에 붙은 서양학자들의 학명에 특히 민감했던 일본 학계의 입장에서 
이 식물학적 미개척지는 신종 발굴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과 존재감을 드러내 줄 좋
은 기회를 제공했다. 마쓰무라는 가라후토와 중국 등에 제자들을 파견했고, 1896년 

만에 파견된 학술탐험 에도 협력자들을 보냈다. 1897년에는 류큐, 1899년에는 홋
카이도에 채집을 갔고 이를 바탕으로 만과 류큐의 신종식물들을 활발히 발표했다. 

1901년에는 植物學雜誌에 “東亞植物”에 한 연재를 시작했고, 1904년에는 이 모
두를 포괄한 帝国植物名鑑 (1904-1912)의 편찬을 시작했다.11 동아시아를 상으로 
일본 식물학을 개척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조선에 한 마쓰무라의 관심은 특히 공세적이었다. 그는 일본정부가 을사보호조
약(1905)을 체결하고, 동인도회사를 본뜬 동양척식회사를 설립(1908)하기도 전에 고
이시카와 식물원의 채집가 우치야마 도미지로(內山富次郞)를 조선에 파견했다. 우치
야마는 1900년과 1902년 두 차례 조선을 방문하여 식물을 채집해 갔다. 또한 나카이
의 회고에 따르면, 마쓰무라는 1906년 졸업논문 주제를 찾던 나카이에게 “재료도 있
으니 한국식물을 [연구]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나카이의 선배인 하야타 분조(早田文
蔵, 1874-1934)에게 만식물 연구라는 과제를 준 2년 후 다. 마쓰무라는 하야타가 
올린 성과를 강조하며 식물학 불모지인 조선의 식물을 잘 연구하면 나카이 역시 주
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격려했다.12 훗날 하야타와 나카이가 모두 도쿄
제 의 교수가 된 것은 식민지 식물 연구가 일본 식물학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라는 
마쓰무라의 믿음을 보여준다.

나카이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지원

학 3학년이던 나카이는 조선식물 연구가 일본식물학계의 근 화, 혹은 그 사실에 
한 세계적 인정을 획득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이해한 듯하다. 나카이는 

우선 스승이 표본실에 모아 놓은 표본과 관련 문헌에만 의존해 3년 만에 Flora 

10 大場秀章, 日本植物研究の歴史, 90.
11 中井猛之進, “理學博士松村任三氏植物學上ノ事績ノ概略,” 植物學雜誌 29(346) (1915), 342-348. 大
場秀章, 日本植物研究の歴史, 89-97.
12 우치야마의 채집과 논문 주제 선정 과정은 다음 두 글에서 회고되었다. 中井猛之進, “朝鮮植物の硏
究,” 東洋學藝雜誌 43(534), (1927), 561-571, 562; Nakai, A Synoptical Sketch of Korean Flora (Tokyo: 
The National Science Museum, 1952), 1. 



- 74 -

Koreana (1909)라는 순라틴어 졸업논문을 완성했다. 149과, 661속, 1970종, 183변종의 
조선식물을 기록한 것이었다. 그간 다양한 서구 학자들의 조선식물 연구를 정리한 
팔리빈(Ivan Vladimirovich Palibin, 1872-1949)의 Conspectus Florae Koreae 

(1898-1901)가 103과, 393속, 635종, 20변종을 밝힌 것을 훌쩍 넘어선 것이었다. 조선 
땅을 한 번도 밟지 않고 조선식물지를 완성한 나카이는 1909년 도쿄제 의 지원으로 
처음 조선 땅을 밟았는데, 서구 식물학자들이 외면해 온 한반도가 자신이 졸업논문
에서 다룬 것보다 훨씬 풍부한 식물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고는 학원의 박사
논문 과제로 조선식물 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 그는 박사논문을 마무리하던 1913년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지로 택한 것은 조선이었다. 이 여행에는 조선식물 연구를 위한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뚜렷한 목적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 여행에서 그는 자신의 조
선식물 연구에 한 최 의 후원자를 만들어냈다. 바로 조선총독부 다. 데라우치 마
사타케(寺内正毅, 1852-1919) 총독과 점심을 하게 된 그는 조선이 황폐하고 아름다운 
식물이 없다는 총독에게 조선식물이 다채롭고 아름다우며 이에 한 과학적 연구가 
아직 미비하다고 역설해 총독부의 연구 촉탁직을 얻어냈다. 그는 연구 성과를 “단순 
보고서가 아닌 내외의 학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는데, 데라
우치는 라틴어, 어, 일본어를 병용하고 도판까지 곁들인 학술서의 출판을 승인해 
주었다. 그는 “일본인이 식민지를 다스리는 것에 더해 학술방면에도 힘을 쏟고 있
음”을 알리라고 독려까지 해 주었다. 총독부가 조선 자연자원에 한 ‘과학적’ 조사
와 ‘관리’를 추진한 것이 그 사실을 외적으로 선전해 일본제국주의를 정당화하려
는 계산과 긴 한 관계 음을 잘 보여주는 목이다. 나카이는 “국가를 근본에 두고 
일하지 않는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데라우치에게 자신의 연구가 인정받았
음을 자랑스럽게 회고했다.13 일찌감치 자신의 연구에 국가적 의의를 부여했던 것이
다.

이렇게 하여 나카이는 조선총독부의 촉탁 식물학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
은 마쓰무라는 기뻐하며 식물학교실의 일이 바쁘더라도 조수인 나카이가 여름방학마
다 조선으로 채집여행을 갈 수 있도록 허가했다. 나카이는 도쿄제 의 교수가 된 

13 일본이 통감부 시기인 1907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통계와 도표, 사진을 활용한 문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on reforms and progress in Chosen도 총독부의 외적 선전 노력의 한 사례이다. 中井猛之
進, “朝鮮植物の硏究”, 562. 나카이는 조선에서 발견한 백합과 신종에 재빨리 데라우치아라는 학명을 붙
여 총독의 지원에 한 감사를 표했다. 中井猛之進, “朝鮮産百合科植物ノ一新屬てらうちそう(新稱)ニ就
テ (豫報)”, 植物学雑誌 27(322) (1913), 44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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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이후로도 조선총독부 촉탁직을 유지했는데, 백두산, 울릉도, 제주도를 포함한 
조선 전역에 걸쳐 총 18차례 채집여행을 수행하며 조선식물을 연구했다.14 이 기간 
동안 그는 관상용 조선식물의 일본 재배 실험이나 약용식물 조사 프로젝트에 관여하
기도 했지만 부분의 성과는 조선식물에 한 분류학적 연구에서 나왔다. 총독부의 
지원을 받은 학술서 朝鮮森林植物編 22집 (1915-1940)이 그 표적 사례이며 채집
여행에 한 보고서의 형태를 띠는 濟州島竝莞島植物調査書 (1914), 智異山植物
調査報告書 (1915), 白頭山植物調査書 (1918), 金剛山植物調査書 (1918), 鬱陵
島植物調査書 (1919) 등도 부분은 식물분포상을 논의하고 지역식물상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유용식물자원에 한 정보는 일본어로만 되어 있었고 
구색을 맞추는 정도 다.15 그가 국내외 식물학 저널에 발표한 500여 편의 논문도 
신종 보고와 분류학적 논의에 집중되었다. 

나카이는 물론 조선식물만을 연구하지는 않았다. 조선식물 연구 경력이 인정되어
서인 듯 1933년 만주와 몽고 등지로 파견된 식물학 연구 탐사 를 이끌었고, 도쿄제

의 교수답게 일본식물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자처하며 일본식물 연구도 게을리하
지 않았다. 물론 그가 염두에 둔 일본은 항상 조선을 비롯하여 제국의 향력 하에 
있는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 일본”이었다. 훗날 교토제  교수가 되는 고이즈미 
겐이치(小泉源一, 1883-1953)와 함께 1922년과 1927년 두 차례에 걸쳐 大日本樹木
誌를 펴냈고, 1938년부터는 당시까지 일본 제국에서의 연구 성과를 아우르는 식물
지 편찬 작업을 시작하여 식민지배가 끝난 이후인 1951년까지 계속했다. 그 결과가 
10권까지 출간된 大日本植物誌 (1938-1951)로서, 1942년 그의 정년퇴임과 함께 그
의 도쿄제  교수직을 이었던 혼다 마사지(本田正次, 1897-1984)와 공동으로 수행한 
작업이었다. 뒷 절에서 보겠지만, 1935년에는 당시 점점 일본인들의 상용어가 되어가
던 “동아(東亞)”를 식물학적으로 규정하려는 東亞植物 (1935)이라는 저작도 펴냈
다. 1942년 도쿄제 를 정년퇴임한 이후 일본이 지배하던 인도네시아에서 육군사정
장관이라는 직함으로 보고르식물원장(1943-1945)을 맡았던 일도 중요한 경력이다. 하
지만 그는 “1년 3개월간의 의무 군복무(1909-1910)와 자바, 실론, 보닌, 홋카이도로의 

14 HARA Hiroshi, “Takenoshin NAKAI 1882-1952”, 植物学雑誌 66 (1953), 1-4. 
15 식물의 효용에 관한 유용한 정보에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보 다. 나카이
는 1930년  만몽학술조사에 참여했는데 그 연구 보고서중 이용방면에 관한 내용은 육군당국으로부터 
출판을 금지당했다고 밝혔다. 中井猛之進, 本田正次, 熱河省ニ自生スル高等植物目録: 第一次滿蒙學術
調査研究團報告 (東京: 第一次滿蒙學術調査研究團,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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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의 여행(1920), 3년간 자바에서 식물원장으로서의 근무(1943-1946)를 제외하
면 조선식물에 한 연구를 중단했던 적은 없었다”고 회고했다.16 자신의 가장 중요
한 연구 상이 조선식물이었다는 강조 다. 그의 회고 로 그의 핵심적 업적은 조선
식물이 략 4000종이 넘는다는 점을 밝히고 그 중 642종, 402변종, 74변형을 포함
한 1118 가지를 신종으로 보고해 명명한 작업이었다.17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은 나카이의 조선식물 연구는 목표했던 로 “내외의 학
자”들로부터 인정과 관심을 받았다. 이에 고무된 조선총독부는 1942년까지 30년간 
나카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이는 그의 선배인 하야타 분조가 이끈 臺灣植物圖
鑑 (1911-1920)의 편찬작업이 10년 밖에 만총독부의 지원을 얻지 못한 것과 조
를 이루었다. 나카이는 1927년 조선식물을 연구한 성과를 인정받아 일본 식물학계의 
가장 권위있는 카쓰라 식물상을 받았고, 미지의 조선식물의 실상을 드러냈다고 상찬
을 받은 조선삼림식물편에 해서는 “외국 기관과 학자들의 주문이 매년 수십 건
씩 들어와 총독부가 골머리를 앓았다.” 구미 식물학계는 나카이가 자신들과 다름없
이 식물분류학을 수행하여 서구 식물분류학의 적용 역을 조선이라는 미개척지로 
넓히고 있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환 했다. 제네바 식물학회, 파리 자연사 박물관 등 
구미의 주요 식물학회와 식물원이 그를 교신 회원으로 초청했고, 국제식물학회의
(International Botanical Congress)는 1926년 식물학회의 명명법위원회 국제부문 위원, 

1930년에는 일반위원으로 나카이를 위촉했다. 1950년에는 명명법위원회의 명예회장
으로 추 되기도 했다.18 

흥미로운 것은, 이상과 같은 나카이의 성취에 한 칭송은 1943년 그의 회갑과 
정년퇴임 기념으로 출판된 제자들의 저작모음집 정도에서 볼 수 있을 뿐, 전후 일본 
식물학계 혹은 과학사학계는 그가 이룬 성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다. 1997년 고이시카와 식물원의 역사를 정리한 오오바 히데아키가 나카이에 해 
가장 상세히 기록했는데, 이는 나카이가 제  교수로서 식물원장직을 겸직한 덕분이
다. 오오바는 나카이가 조선식물 연구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 일본 식물학계의 위

16 나카이가 보고르 식물원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당연히 일본이 패전한 1945년까지 다. 일본의 패전을 
몹시 아쉬워한 그의 희망이 섞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착오로 보인다. Nakai, A Synoptical Sketch of 
Korean Flora, 3.
17 뒷 절에 논의되듯 이 중 상당수는 재분류, 재명명되었다.
18 삼림식물편에 한 해외의 반응은 中井猛之進, “朝鮮植物の硏究”, 562. HARA, “Takenoshin NAKAI 
1882-1952”; 中井博士功績記念事業会, 中井教授著作論文目録並に教授の研究発表による植物新群名,新植
物名及新学名總索引 (東京: 北隆館,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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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높 던 일을 적시하는 신 나카이의 국제적 활동을 2년 남짓의 구미 연수로 
소개하며 이 연수 중 “몸소 일본식물학의 수준을 보여준 감”이 있다고 평했다.19 

나카이에 해 과학사학계가 보인 유일한 관심은 1965년 일본과학사학회가 편찬
한 일본과학기술사 계의 간단한 언급인데, 여기에서 나카이는 일본식물이 아닌 
조선식물을 연구했던 학자로 소개되었다.  계는 식물분류학이 일본의 근 식물학 
중 “가장 먼저 자립의 단계”에 진입한 분야 지만, 이론상의 성과는 빈약해서 마쓰
무라가 서구 분류법을 조금 변형한 정도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당시 식물분류학자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나카이가 아니라 하야타 분조 는데, 하야타의 만식물 연
구 때문은 아니었고, 그가 동적 분류체계라는 독특한 분류법을 제시했다는 점 때문
이었다.  계의 저자는 하야타의 분류체계가 근 분류학 체계에 해 “독창적인 

항적 학설을 제시했던 아주 야심찬” 시도로서 “일본어로 당당히 출판된 일은 지극
히 통쾌한 것”이라는 감회를 남겼다.20 

나카이는 분명 조선식물 연구로 세계적 인정을 받으며 일본 식물분류학의 세계적 
위상을 높 고 도쿄제 를 명실상부한 근  식물학의 중심으로 만들었으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야타베와 마쓰무라의 전략을 계승하여 재직 기간 동안 도쿄제 의 
식물표본 수를 10배 이상 증가시킨 그는 구미 유수 기관에 못지않은 도쿄제  연구
실을 기반으로 일본학자로서는 처음으로 구미학자들과 등한 수준에서 표본과 문헌
을 교류할 수 있었다.21 그는 당당히 세계 식물학계의 일원이 됨으로써 “탈아입구”라
는 메이지 근 화의 목표를 “몸소” 구현한, 일본 식물학의 근 화를 실현한 장본인
인 것이다. 

그럼에도 나카이의 공헌이 후 에 크게 인정받지 못한 이유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실험이나 이론의 혁신을 중시하는 과학관의 향으로 일본 식물학계
와 과학사학계는 분류학 분야의 성과에 주목하지 않았다. 둘째, 분류학 분야에서는 
뛰어난 그림 실력과 왕성한 중적 활동으로 “일본 식물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마키노 도미타로가 현재까지도 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분류학에 관심을 갖는 일본 
식물동호인들이 아직도 애용하는 것은 나카이가 주도한 일본 식물지 시리즈가 아

19 大場秀章, 日本植物研究の歴史, 101-106, 102.
20 하야타의 분류법에 해서는 뒷 절에서 다룬다. 大場秀章, 日本植物研究の歴史, 101-106, 직접인용
은 102.; 日本科學技術史大系 15권, 327, 369-372. 오오바는 나카이가 식물분류체계에 해서 독자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는 기록했는데, 어떤 것인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전혀 쓰지 않았다.
21 HARA, “Takenoshin NAKAI 1882-195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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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지속적으로 개정판이 나오는 牧野日本植物図鑑 (1940)이다.22 셋째, 그가 도
쿄제 에서 조선식물 연구를 통해 구축한 분류방법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소수 입장
이었다. 그가 독점적 향력을 행사했던 한국식물에 한 분류는 그 향력이 오래 
유지되어 온 편이지만 기타 그의 분류학적 성과는 새로운 견해로 많이 체되었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피지배민에 한 강압이나 경제적 침탈이 아니라 과학적 문명화
임을 뒷받침해야할 이념적 역할이 더 이상 요청되지 않는 전후 상황에서 크게 언급
할 만한 그의 성과는 없었다.

제국대학의 조선식물 연구와 나카이 다케노신의 세분론

나카이가 식물 분류학에 뛰어들어 자신의 분류학적 입장을 정립하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진화론 이후 식물분류학이 일  전환을 겪고 있던 시기 다. 분류학과 
식물지리학의 가 엥글러(Heinrich Gustav Adolf Engler, 1844-1930)가 주창한 엥글러 
분류체계(Engler System)가 진화의 계통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계통분류를 내세워 가
장 많은 지지자를 얻은 표준이었지만, 그에 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결국 엥글러 
체계도 형태적 유사성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진화를 고려하지 않은 이전의 자연분류
법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진화의 계통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법이 
모색되었다. 유럽학자들이 채집자의 표본에 의존하여 제시한 개별 분류 또한 호주나 
미 륙의 “후발” 주자들이 ‘신 륙’의 식물을 현지에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활발히 재
검토되었다. 유럽에서도 과학의 전문화가 진행되며 전문학자들이 늘어났다. 그 결과 
식물분류학은 식물학 전반의 ‘근 적’ 성장을 표할 정도로 팽창하고 있었다. 1926

년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식물학회의는 분류학 분야의 성과를 근거로 식물학의 급속
한 진보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자축하며 개회했다.23 도쿠가와 전통과의 단절을 선
언하며 갓 출발한 일본 근  식물학계와 식물분류학계는 실제로 이러한 서구식물학
계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다. 분류학 연구자층이 늘어나며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다
고 생각했던 일본식물에 해서도 성과가 늘어났고, 식민지 식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었다.24 

22 마키노에 한 야타베 등 일본 주류학계의 견제는 2장 2절 참고.
23 물론 식물분류학만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식물에 한 생리적·유전적 연구도 강조되었지만 가장 구체
적인 희망의 지표는 지구상에 아직 절반도 더 남은 미지의 식물에 한 분류학적 연구의 성장 가능성이
었다. L. H. Bailey, “A Brief Abstract of the Opening Remarks of the Chairman of the Congress,” Duggar, 
Benjam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Plant Sciences, Ithaca, New York, August 16-23, 
1926. (Menasha, Wis.: George Banta Pub. Co.,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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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일본 식물학계의 자가진단은 달랐다. 일본 과학사학자 히로시게 데
쓰(廣重徹, 1928-1975)에 따르면 일본과학자들은 일본은 이미 구미에 완성되어 있는 
과학을 익히고, 소화하고, 따라가야 하는 운명이라는 일종의 “피해자 의식”을 떨치지 
못했다. 구미 과학도 아직 제도화 중에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서 일본과학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구미 과학을 직접, 그 로 배워야 한다는 의
식이 컸다. 그는 일본이 이미 19세기 말부터 독자적 과학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고 
20세기 초반이면 국제적 수준의 성과를 냈다고 강조하면서 “따라잡기 사관”을 비판
했다. 아울러 일본 과학의 이러한 발전에 제국주의 팽창의 공헌이 컸다고 시인했다. 

다만 그는 생물학 분야의 경우, 그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연구의 실상이나 제국주의
와의 연관은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았고, 그 성취가 식물상과 동물상에 한 “지역
적” 연구로 얻어졌다고 보았다.25 물론 이 시기 생물학이 “지역적인” 점은 분명했지
만, 이 지역적 연구는 국제적 수준이었고, 제국주의적 팽창과 접히 연관된 것이었
다. 20세기 초반 일본과학의 성숙도를 자랑하듯 일본에서 개최된 1926년의 범태평양
과학 회(The Pan-Pacific Science Congress)에 일본과학을 표해 소개된 연구는 식물
상, 동물상 연구, 지진학, 해양학, 기상학 등 바로 이런 “지역과학” 분야 다.26 또한 
나카이가 참가해 한반도와 일본 식물상의 관계 등을 소개한 식물학 분야 발표는 일
본 과학의 국제적 성취와 제국주의, 그리고 “지방적” 연구의 연관관계를 두드러지게 
했다.27 구미학계의 일본식물 연구를 모방한 일본 식물분류학계는 구미학계의 선점으
로 쉽게 성과를 내기 힘들었던 국내 상황을 한반도와 같은 주변부로 공세적으로 확
장함으로써 극복했고 그로 인해 국제적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일본 식물학계의 서구 “따라잡기” 노력과 제국주의적 확장 전략은 기 했던 성과 
외에 나카이의 독특한 분류방법론을 탄생시키고 강화하는 데도 주효했다. 사실 일본 

24 일본은 19세기 중후반에 과학에 한 국가적 지원에 나서며 과학의 전문화를 이루었다. 김 식은 이
점이 다른 구미 국가와 거의 동시에 진행된 것임을 지적했다. Kim Yung Sik, “Problem of Early Modern 
Japan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East Asia,” Historia Scientiarum 18 (2008), 49–57. 
25 廣重徹, 科學の社會史, 6-7, 43, 139. 
26 메이지 일본의 지진학, 기상학의 국제적, 제국주의적 전개는 Gregory K. Clancey, Earthquake Nation: 
The Cultural Politics of Japanese Seismicity, 1868-193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金
凡性, 明治・大正の日本の地震学: ローカル・サイエンスを超えて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2007); 
Miyagawa Takuya, “The Meteorological Observation System and Colonial Meteorology in Early 
20th-Century Korea,” Historia Scientiarum 18 (2008), 140–150.
27 나카이의 발표문에 해서는 뒷 절에 더 구체적으로 다룬다. 범태평양과학 회가 이와 같은 지방적 
연구를 소개하는 장이 된 이유는 이 학회가 주로 신흥 지역 과학자들이 지역의 과학활동을 통해 유럽의 
과학활동으로 포괄되지 않는 새로운 역을 개척하려는 학회 던 데에도 기인했다. Proceedings of the 
Third Pan-Pacific Science Congress, Tokyo, Oct. 30th - Nov. 11th, 1926 (Tokyo,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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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학계의 “따라잡기” 노력과 결부된 나카이의 분류 경향은 다수 후발지역 학자
들이 공유하던 것이었다. 후발지역 학자들은 개 아직 보고되지 않은 신종을 찾아
서 분류하고 명명함으로써 능력을 보여주고 존재감을 높이려는 전략을 보 고, 등록
된 종과의 유사성에 주목하는 통합론적 경향(Lumper)보다 차이에 주목하는 세분론적 
경향(Splitter)을 드러냈다. 나카이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세분론적 경향을 보 던 것
이다.

이렇게 지역 식물상에 천착하여 발견한 세 한 차이에 따라 신종과 신속을 늘려
서 중심부 학자들이 해놓은 분류를 뒤집는 후발주자들의 움직임은 ‘중심부’ 식물학
계의 견제 상이었다. 국제식물학회의는 1926년과 1930년 거듭 후발지역 학자들의 
약진과 함께 신속이 급증하는 현상을 논의했다. 속명, 종명, 명명자로 구성된 린네의 
이명법에 따르자면 과, 아과, 속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면 모든 하위종을 재명명하게 
되므로 신속이나 아과의 명명자가 모든 하위종의 명명자라는 명예도 갖게 된다. 명
명한 식물의 수가 식물분류학자로서의 능력을 과시할 유일한 지표는 아니었지만, 유
럽 권위자들의 이름으로 도배된 지역식물지를 자신들의 성과로 다시 채우고자 하는 
욕망은 개의 후발주자들에게서 드러났다. 미국과 뉴질랜드 등의 후발주자들은 
체로 신속의 등록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입장이었다. 1926년 코넬 학에서 열린 
국제식물학회의에 참가한 뉴욕식물원의 하우이(Marshall A. Howe)는 신속의 증가를 
비판하고 이를 규제하려는 유럽의 시도를 비웃었다. 하나의 속의 한계가 어디까지인
지는 “주관적인 마음의 문제라서 그에 해 어떤 국제회의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었다. 그는 정당한 입장 차이의 사례로 선인장과에 한 최
근의 재분류 시도를 소개했다. 상당기간 선인장과 분류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진 엥글
러와 프란틀의 책은 선인장과를 22속으로 나누었던 데 비해, 당시 미국 카네기학회
의 후원으로 브리턴(N. L. Britton)과 로즈(J. N. Rose)가 펴낸 선인장과에 한 책은 
그 여섯 배에 달하는 124속을 두었다. 그는 이 신분류가 다수 식물학자들의 최종 지
지를 받을 것이라며 어떠한 명명 규칙도 이에 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

다.28 

그러나 스웨덴 식물학자 스코츠버그(Carl Skottsberg)는 후발주자들의 이러한 재분
류 시도를 다양하게 비판했다. 그는 신속을 분류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개 일부 특
성에 의존한 것인 반면 린네와 같은 분류학의 가들이 분류해 둔 속들은 다양한 특

28 Duggar,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Plant Sciences 2,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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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더 이상적인 자연분류 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새로운 
속을 만들어 종들 사이의 유연관계를 더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래의 속 아
래 아속(Section) 등을 두어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하면 
학명을 모두 바꾸는 번거로움 없이 유연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그도 한쪽 입장이 절 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판단할 기준이 없다고 인정했지만, 

꼭 분리할 이유가 없는데 분리하는 행위는 “위험하고, 경우에 따라 과학적인 행동은 
아닌 경우조차” 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 다.29 학명의 잦은 변동이 가져올 혼돈을 
고려하면 속 단위 이상의 변경은 특히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비판에도 후발주자들의 입장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1930년 국 케임브리
지에서 열린 식물학회의에서도 뉴질랜드의 식물지리학자 알랜(H. H. Allan)은 소리 
높여 분리를 정당화했다. 그는 국 큐 가든의 후커(Joseph Hooker)의 입장, 특히 “종
은 자연상태에서 상상 이상의 변이를 보인다”는 입장의 향으로 최근까지 유럽학자
들이 주도한 뉴질랜드 식물의 분류는 종의 변이를 아주 넓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후커는 법관덤불(lawyer-bush)이라는 식물의 다양한 변이를 모두 
종 내부의 개체 변이라고 보았기에 뉴질랜드산 법관덤불이 모두 Rubus australis라는 
한 종이라고 간주했다. 하지만 알랜은 이렇게 포괄적인 종개념은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에 불과하다며, 독자적 식물상의 풍부함을 반 하도록 새로 종을 구분하겠다고 
선언했다.30 지역 식물상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개 유럽 학자들이 한 철의 
채집이나 몇몇 표본에 의존하여 선인장과 같이 유럽에서 잘 보지 못한 식물들을 뭉
뚱그려 분류했음을 비판했다.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면 사소한 것 같던 변이도 의미
있는 차이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쉬빙어가 지적했듯 학명체계는 라틴어를 표준으로 하고 유럽인들이 발음하기 힘
든 ‘야만어’를 쓰지 못하게 한 언어제국주의이며, 생물에 명명자의 이름을 붙이는 관
습을 통해 선발주자인 유럽학자에게 유리하고 또 오지의 채집자보다는 유럽의 학자
가 공을 독점하는 불공평한 체제이다.31 학명체계의 이러한 유럽 중심성에 한 후발
주자들의 한 가지 반응이 세부적 변이에 천착해 새로운 분류를 시도하는 것이었던 

29 학명에 명명자를 표시하는 ‘소유권’적 개념을 폐지하자는 제안은 한 번도 없었다. Duggar,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Plant Sciences 2, 1552-1555, 1554, 1553.
30 Seward, A, Abstracts of Communications: 5th International Botanical Congress. Cambridge, 16-23 
August, 193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0), 59-60.
31 Schiebinger, Plants and Empire, 특히 5장, “Linguistic Imper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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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이다.

식물들 사이의 유사성보다는 차이에 주목하고 지역의 식물을 재분류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나카이의 세분론은 이러한 ‘주변부’ 후발주자들의 세분론
과 기본적으로 비슷했다. 하지만 일본은 뉴질랜드처럼 유럽의 주변부로 머무르는 
신 공세적 서구 모방을 통해 유럽의 제국과 견줄 아시아의 제국으로 성장했다. 나카
이의 세분론은 일본 식물학계가 이러한 제국의 확장을 이끌고 지원하며 추진한 공세
적 서구 모방 전략의 결과로 다른 ‘주변부’의 식물 연구와는 구별되는 두 가지 ‘중심
부’적 특징을 드러내게 된다. 

첫째, 개의 후발주자들이 유럽학자들에게 식물을 채집해주며 알게 된 식물의 
생태적 특징과 변이에 착목해 주장을 폈다면 나카이는 유럽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표
본실에 정리된 석엽표본(腊葉標本)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의 세분론이 탄생한 곳은 
연구의 상이 있는 조선의 산야가 아닌 도쿄제  연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도
쿄제  표본실에서 석엽표본과 문헌에 의존해 독학으로 식물분류를 익힌 학자 다.32 

나카이가 분류학을 습득한 이러한 중심부적 환경이 그의 방법론에 남긴 흔적은 
뚜렷했다. 우선 당시 그가 구사할 수 있는 구미 언어가 어와 라틴어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구미 식물학 서적 중 다양한 구미어로 추가 기록된 사실보다 라틴어 표준 기
재문에 의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덕분에 그는 필수 라틴어 기재사항인 형태 정보
를 거의 절 적 기준으로 삼았다. 생태, 서식지 등의 주변 정보와 유리된 제한된 형
태 정보가 그가 식물을 구분하는 주요 정보가 된 것이다. 석엽표본에 고정되어 확인
가능한 형태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은 나카이와 같은 초심자의 혼돈을 덜 수 있는 방
법이었을 텐데, 도쿄제 의 조선식물 표본이 아직 개체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리가 없는 방법이었다. 만약 조선식물 표본의 개체 수가 많아서 한 종이 자연 상
태에서 보이게 마련인 다양한 형태 상의 변이를 드러냈다면 나카이처럼 형태상의 몇
몇 특징을 기준으로 삼는 분류에는 상당한 혼선이 초래되었을 것이다. 그는 신 륙 
학자들이 비판했던 전형적 “안락의자 식물학자(armchair botanist)” 고, 도쿄제 가 
일본과 주변부 식물연구의 중심지가 된 상황의 산물이었다. 나카이의 세분론은 이후 
채집과 연구 경험을 쌓으면서, 또 비판을 받으면서 변화를 겪기는 했지만 이렇게 습

32 학 3학년에 표본을 받아 조선식물 연구라는 과제를 전담하게 된 나카이가 종의 동정(同定, 
identification)에 혼돈을 느껴 질문을 하면 마쓰무라는 “백 번 읽으면 저절로 그 뜻이 드러난다”는 중국 
속담을 언급하며 문헌을 더 열심히 읽고 더 면 히 조사하라고 할 뿐 분류학에 해 직접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한다. Nakai, A Synoptical Sketch of Korean Flora,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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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초기 방법론의 부분은 평생 유지되었다. 

둘째, 나카이는 이렇게 습득한 자신의 방법론을 유럽학자들의 연구에 한 도전
이나 비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도리어 중심부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
했다. 식물학의 미개척지인 조선식물을 연구 상으로 삼은 그는 유럽학자들의 지역 
식물에 한 분류를 비판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분류를 시도하기 힘든 다른 비유럽 
후발주자들과 달랐다. 

그의 중심부 학자다운 태도는 일찍이 자신의 방법론을 선보일 때부터 드러났다. 

그는 독학으로 습득한 자신의 방법론에 해 상당한 자신감을 가졌던 듯 학위 논문
이 나오기 한 해 전인 26세 때 이미 자신의 분류법으로 분류학계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야심찬 시도를 보 다. 1908년 일본 식물학회 잡지에 두 차례에 나눠 
실은 어 논문에서 그가 시도한 것은 식물학계의 권위자 후커가 “아주 분별력 있는 
식물학자”의 작업이 요청된다고 말했던 바꽃(Aconitum)속의 재분류 다. 이는 후커에
게 도전하기보다 그의 인정을 받고자 했던 시도 는데, 다만 나카이의 일본 바꽃속 
분류는 통합론자로 유명한 후커가 기 했던 것과는 다른 답을 제시했다. 후커는 실
제 바꽃 종의 수가 30종 정도에 불과할 터인데 300종 정도 신종이 제안된 상태라며 
무분별하게 제기된 종들을 통합할 것을 요청한 반면 나카이는 혼돈을 정리하는 방법
은 통합이 아닌 더 정교한 분리라고 답했다. 바꽃들을 자신이 개발한 “이분적
(dichotomous) 단일 형태요소”들로 단계적으로 구분하면 분명히 구분되는 모든 개별 
특성의 조합으로 종이 나뉘게 되어 종이 많다고 혼돈스러울 것은 없다는 주장이었
다. 나카이에 의해 선택된 형태요소들은 꽃받침 모양, 꽃 색, 줄기 모양, 줄기 형태, 

잎 가장자리 모양, 잎의 모양, 수술의 수 등이었다. 그는 혼돈의 이유가 자연의 끝없
는 창조성이 아닌 “서로 다른 저자들이 제시해 놓은 불확실한 기재문(indefinite 

descriptions)”이라고 보았다.33 표본과 기재문에 의존한 초심자인 그가 아쉬움을 느꼈
던 부분인 듯했다. 문제의 핵심이 후커가 염두에 두고 있는 자연 상태의 무수한 변
이나 자연의 질서가 아니라 기재문이 애매한 탓이라고 보았기에, 그는 분류의 혼돈
을 개별 형태 특성에 따라 엄정하게 분별한 자신의 방법이 분류상의 문제를 해결하
리라고 자신했다. 즉 그의 세분론은 중심부 학계를 위한 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그의 세분적 경향은 하지만 일본식물과 거의 비슷한 조선식물을 연구해서 조선식

33 Nakai Takenoshin, “An Observation on Japanese Aconitum-I”, 植物学雑誌 22(259) (1908), 127–133, 
127; “An Observation on Japanese Aconitum-II”, 植物学雑誌 22(260) (1908), 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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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전문가로 인정받고자 한다는 사실에 의해 극히 강화되었다. 나카이가 최초의 본
격적 연구자가 될 정도로 식물학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한반도는 서구의 관심 상
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여 주목받지 못하는 땅이었다. 조선식물 연구로 인정
받고자 한다면 중국, 일본 식물상과 구별되는 한반도 식물상의 특별함을 찾아내야만 
했다. 전세계로 채집을 다니던 서양 채집자들이 조선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조선식
물에 한 연구가 팔리빈 이전에 하나도 없었던 데는 조선이 식물학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없는 황폐한 땅이거나 그저 중국식물 가 연장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작은 
반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당시 세계 분류학계 최고의 권위자 던 엥글러는 엥글러 분류체계를 완성하기 위
한 세계 여행 중 아시아에도 들 고, 이때 일본제국의 철도를 따라 일본에서 중국으
로 가는 길에 조선을 경유했다. 나카이가 조선을 방문해 그 식물상 연구의 가치에 

해 확신을 얻고, 데라우치 총독의 지원을 확보하고 돌아온 1913년의 일이었다. 하
지만 엥글러는 기차 안에서 본 조선에 해, “조선은 버드나무나 더러 보이는 황폐
한 땅이니 식물학적으로 연구할 거리는 없겠다”고 마쓰무라에게 이야기했고, 마쓰무
라는 기쁜 소식을 안고 돌아온 나카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카이가 맡은 과
제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켰다.34 엥글러는 프란틀(Karl A. E. von 

Prantl, 1849-1893)과 같은 협력자와 함께 아직도 가장 포괄적인 세계 식물지로 남아
있는 작 식물의 자연분류군(Die Natürlichen Pflanzenfamilien) (1887-1915) 시리즈
를 펴내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식물도 없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조선과 
같은 작은 지역을 별개로 등록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이 책은 조선의 절반은 중
국식물 의 연장, 절반은 일본식물 의 연장으로 처리했다. 국 왕립 큐가든이 편찬
해 온 전세계 식물목록 Index Kewensis가 팔리빈이 조선식물로 보고한 것도 중국식
물로 등록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 다.35 

나카이는 민둥산으로 유명한 조선이 황폐한 땅이 아님을 우선 증명해야 했다. 

1914년 그는 “합방의 새벽을 맞아 조선에 어떤 초목이 있는지 알려는 모든 이들의 
소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朝鮮植物이라는 제목의 도감을 일본어로 펴냈다. 일본의 
청중들에게 그는 “조선의 들은 척박하지 않고, 조선의 산은 민둥산이 아니라” 자원
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조선 산림자원의 일본 수출과 임야 개발 사업을 추

34 中井猛之進, “朝鮮植物の硏究”, 561.
35 Die Natürlichen Pflanzenfamilien; Index Kew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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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했던 총독부가 과거 조선정부의 실정과 조선인들의 남벌로 조선 산야가 헐벗었음
을 강조하던 것과 조를 이룬다. 조선에는 “황야도 없고 민둥산도 없다”는 그의 이
야기는 엥글러의 오판에 향받을 일본 학계를 겨냥한 듯도 했다.36 그는 꾸준한 연
구를 통해 1926년까지 조선식물 총 3600여 종을 보고했다.

조선이 황폐한 불모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여전히 조선의 산과 들을 보
면 “마치 일본내지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곤 한다는 사실은 해
결되지 않았다. 서구 식물학자들이 채집자를 보내거나 직접 탐험한 아프리카, 동남아
시아, 남미와 같은 지역의 식물상이 유럽 식물상과 큰 차이를 보인 것에 비해 한국
의 식물상은 사실 비전문가는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일본과 비슷했다. 구별이 목적
이라면 미세한 차이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일본식물과 거의 다름없는 조선
식물을 굳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지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얼핏 같은 것 사이의 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세 한 관찰력을 동원했다. 조선식물로 박사논문을 쓰고 있음
을 정당화하듯 그는 1912년 흔히 같다고 간주되는 조선식물과 일본식물의 차이를 예
를 들어 설명했다. 우선 일본에 흔한 추는 조선에도 있지만 열매가 둥글고 잎꼭지 
아래 붙은 탁엽이 갈고리 모양을 하고 있는 변종이었다.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현저
히 다른 것들도 있었다. 일본에는 물꽈리 아재비라는 식물이 있는데 조선의 것은 모
양은 아주 닮았지만 꽃줄기와 잎자루가 짧아서 실은 애기 물꽈리 아재비라고 하는 
다른 종의 식물이었다.37 그의 세분론은 이렇게 일본식물과 유사한 조선식물의 특성
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강화될 수밖에 없었
다.

이렇게 미세한 차이에 주목하는 방법으로 나카이는 이 중 상당히 많은 식물이 
신종과 신속임을 주장할 수 있었다. 미선나무(Abeliophyllum distichum Nakai)는 개나
리, 물푸레나무, 이팝나무 등이 속한 목서과에서 그가 ‘발견’한 신종신속 식물이다. 

개나리와 비슷하게 생겨 언뜻 흰개나리 혹은 분홍개나리처럼 보이는 미선나무는 둥
근부채 모양의 큰 열매를 맺어서 미선(尾扇)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가 신속이라고 
간주하게 된 중요한 차이는 꽃 색깔이 아니라, 꽃의 수술이 바깥쪽으로 나와있다는 
점이었다. 그에 따르면 목서과에 속하는 다른 21속 식물은 모두 수술이 안쪽으로 열
려있거나 횡으로 달려있었고 그것으로 서로 구분이 가능했다. 또 다른 신속은 조팝

36 中井猛之進, 朝鮮植物 (東京: 成美堂, 1914).
37 中井猛之進, “朝鮮植物雜錄”, 植物學雜誌 26(304) (1912), 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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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과에서 ‘발견’되었다. 금강인가목(Pentactina rupicola Nakai)이라 불리게 된 이 나
무는 조팝나무과이면서도 같은과의 다른 나무와 달리 꽃잎이 가늘고 길며, 셋으로 
갈라지고, 다단을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가졌는데 유사한 어떤 종에서도 본 적 없는 
특별한 꽃모양이었다. 이러한 속들의 경우는 모두 조선 특산인데, 나카이가 주목한 
특징을 공유하는 다른 하위 종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은 일속일종 식물이었다. 때문
에 일부 학자들은 그가 속과 종의 개념을 혼돈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38 

나카이는 1926년까지 자신이 조선삼림식물편을 통해 기록해 온 3600여 종 중 
1600여 종이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임을 밝혔다. 물론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았
다. 한국식물이 중국 식물 로 간주되는 점이 더 문제 기 때문이다. 사실 나카이가 
등재한 조선식물 중 일본과 다른 1600여종 중 1100종은 만주, 시베리아, 산둥반도, 

북중국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이었다. 조선식물을 통해 서구에 자신의 식물학적 능력
을 증명하려는 나카이가 수많은 중국식물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조선식물의 미세한 특성을 드러내어 조선 특산종이 풍부함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는 
이렇게 찾아낸 440종의 조선특산을 통해 Index Kewensis에 조선을 등록하는 데 성공
했다. 나카이가 조선식물 전문가로 자리잡기 위해 일본이 막 그 정치적 존재를 지워
버린 ‘조선’을 식물학상 독립지역으로 등록했던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39 그 결과 
나카이는 일본 식물학의 근 성을 공인받으며 중심부 식물학계의 일원이 되었다.

나카이의 조선식물 연구는 일본식물 연구를 서구학자들에게 선점당했던 일본 식
물학계가 그 “피해자 의식”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 결과 
탄생한 나카이의 세분론이 중심부 “따라잡기”라는 목적을 공유했던 다른 후발지역의 
세분론과 상당히 달랐다는 점이다. 일본 식물학계는 서구학자들이 일본식물 연구를 
선점함으로써 일본학자들이 일본식물을 스스로 연구할 기회를 빼앗겼다고 문제를 제
기하거나, 다른 후발주자들처럼 서구학자들의 일본식물 연구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
분류하는 것보다 더 중심부적인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나카이는 유럽이 일본에 
했던 것을 그 로 조선에 적용함으로써 일본도 유럽 중심부와 등하게 식물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구미학계로부터 연구능력을 인정받으며 구미
의 학자들이 주도하는 세계식물학계의 일원이 되었다. 하지만 나카이의 성과는 인접 
식민지 조선의 식물이 일본식물과 비슷해서 초래된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야 얻어

38 나카이가 속으로 구분할 특징과 종으로 구분할 특징을 자주 혼돈했다는 지적은 장진성, “韓國樹木의 
目錄과 學名에 한 再考” 등. 
39 中井猛之進, “朝鮮植物の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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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세계적 분류학자로 인정받은 일본 표 식물분류학자의 식
물분류법은 독특한 표본 중심의 세분론이 되었다. 

3.2. 동아시아 식물분류법의 혼돈: 일본 근대과학의 보편성과 지역성

나카이는 1923년과 1927년 사이에 2년 이상의 외유로 조선삼림식물편에 한 인
지도를 높이고 구미학자들과 교분을 쌓았고, 조선식물을 연구한 성과를 인정받아 일
본 식물학계의 최고 권위상인 카쓰라 식물상을 받았으며, 국제식물학회의 명명법 위
원으로 초청받았다. 이를 통해 얻은 자신감을 드러내듯 그는 1927년 자신의 카쓰라 
식물상 수상 연설에서 조선식물 연구를 통해 정립한 자신의 분류법이 독자적인 “동
아시아 식물분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절은 그가 “동아시아 식물분류법”을 주창
하게 된 배경, “동아시아 식물분류법”을 확립하기 위해 시도한 노력, 그 실패 이후에 
제창한 “신분류법(新分類法)”의 지속된 혼돈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근 적 식물분
류법을 표했던 그의 분류법에 담긴 정치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세계 식물학계의 일본 대표

먼저 그가 상당히 의식적으로 일본 식물학계를 표하고자 했고, 또한 실제로 일본 
식물학계를 표하고 있었음을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첫째 사례는 나카이
가 국제식물학회의 명명법 위원으로서 활동한 일이다. 그는 국제식물학회의에 초청
받은 명명법 위원으로서 기성의 기준에 한 비판은 차단하고 도리어 그것을 더 엄
정하고 강제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사실 식물분류학의 기준은 기준이라
고 부르기조차 애매한 것이었다. 이 기준은 강제조항이 아니었기에,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새로운 분류 기준이 가결되거나 부결되었다. 린네 이후로도 속의 구별이나 종
의 동정에 어떠한 특성을 쓸 것인가에 한 기준이 학자마다 달라서, 하나의 식물에
도 나라마다 책마다 서로 다른 학명이 붙어 있곤 했다. 19세기 중반부터 이러한 혼
돈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어 탄생한 것이 당시 분류학계의 
가인 드 캉돌(Alphonse Pyramus de Candolle, 1806-1893)의 명명규약이었다. 그의 명
명규약, 소위 파리규약 혹은 드 캉돌 규칙은 1867년 150명의 유럽 분류학자들이 모
인 제1회 국제식물학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후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수용되었다. 가
장 먼저 발표된 학명을 택하자는 선취권 규정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선취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특히 선취권 규정에 따라 하나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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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변경되면 그 하위 종명을 모두 바꿔야 할 경우, 학자들이 익숙하게 쓰던 명칭 
중 속명 1,074개, 종명이 30,000 개 정도나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파
리규약은 재론되고 있었다. 제2회 국제식물학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던 이 문
제는 1905년 빈에서 열린 제3회 회의부터 미국 표들이 참가해 새로운 입장을 표명
하면서 합의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었다. 린네의 Species Plantarum (1753)과 Genera 

Plantarum (1754)을 종명과 속명의 최초 기준으로 삼고 선취권 규정에 무관하게 보
존할 속과 종명을 정하는 안이 다수결로 결정되었지만, 일부 미국 학자들이 분류군 
별로 명확하게 표유형을 정한 다음 엄격한 선취권 규정을 적용하자는 Type 

Method를 제안하며 합의를 거부했다. 이 Type Method를 둘러싼 립은 1926년 코넬 
학에서 열렸던 제4회 국제식물학회의에서도 완전히 좁혀지지 못했다. 이 회의는 

1930년 제5회 국제식물학회의까지 이 사항에 해 논의할 임시 명명규약 위원을 임
명하는 데 그쳤다.40

나카이는 1926년 이 임시 명명규약 위원에 임명되었는데, 네 명의 미국 학자, 알
제리와 남아프리카를 표한 두 명의 유럽 출신 학자를 제외하면 모두 유럽인으로 
구성된 29명의 위원 중 유일한 동양인이었다.41 이 위원회는 1930년 케임브리지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럽과 미국의 타협에 의한 최초의 국제적 명명규약을 확정하는 성과
를 도출했는데, 나카이는 이 학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일본정부가 경비문제로 표의 
파견을 허락하지 않아서 다. 나카이는 이 회의가 식물명명규칙 개정에 관한 “최후
의 회의”가 될 것으로서 그 이후로는 “ 구히 그 정해진 규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
라며 불참에 따를 불이익을 역설했지만 소용은 없었다.42 

중요한 회의의 일본 표가 될 기회를 잃은 것에 한 아쉬움이 표현된 말이겠지
만, 명명규칙이 구할 것이란 그의 주장은 명명규약에 한 그의 인식을 드러내는 
말이었다. 그는 명명규약이 전세계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 규칙이라고 믿
었고, 그러한 유일한 규칙으로서 변함이 없으리라 믿었다. 참가를 신해 그가 서면

40 Perry, G., “Nomenclatural Stability and the Botanical Code: A Historical Review,” in Improving the 
Stability of Names: Needs and Options: Proceedings of an International Symposium, Kew, 20-23 February 
1991 (Königstein/Taunus  German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lant Taxonomy, 1991), 79–93. 미국
에서도 물론 Asa Gray를 중심으로 한 유럽 입장의 지지자들이 있었다. Sharon E. Kingsland, The 
Evolution of American Ecology, 1890-2000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5).
41 Duggar,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Plant Sciences 2, 1777-1783. 그의 임명은 1926년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도쿄제국 학의 식물생리학자 시바타 케이다 (柴田桂太, 1877-1949)와 규슈제 의 
高山卓爾 등이 참석하고 있었다.
42 中井猛之進, 岩波講座-生物學: 植物命名規則に 就いて (東京: 岩波書店, 193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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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출한 개정안은 첫 조목부터 이런 믿음을 잘 드러낸다. 나아가 그는 이 기준
을 완성함으로써 그 강제성을 강화하려는 뚜렷한 의지를 드러냈다. 

1. 지금 효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규정은 너무 일반적이고, 개인적 해석
의 여지가 너무 크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명명법 규정은 더 정확하면서도 적용가능
한 과학적 용어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자의 혹은 규정의 진정한 뜻
을 무시하는 관행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람들이 규정을 엄수하지 않을 수 없게 만
들 수 있다.43

“모든 국가의 다수 식물학자”가 따를 것이 기 되는 권고안이었던 국제명명규약의 
자율성을 줄이고, 규약의 강제성을 높이자는 주장이었다. 그는 선취권 규정도 엄격히 
따라야 함을 강조했다. 나중의 이름이 더 간단하거나 명료하더라도 원래의 이름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어 이름과 기재문도 허용해 달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된 주장을 겨냥한 듯 “라틴어로 쓰이지 않은 이름은 어떠한 경우라도, 

비록 그 기재가 정확하더라도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후발주자로서의 
정체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 입장이었다.44

서면으로 제출한 개정안에 그는 식물 기재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제안도 하
나 포함시켰다. 식물 기재 시 색깔 표현을 통일하자는 것이었다. 나카이는 일부 식물
분류학자들은 애매한 색깔 표현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예민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115가지 색깔에 한 정확한 명명법을 담은 책을 포함한 참고 문
헌을 제시하며 기재문의 색 묘사를 “표준화하고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45 나카이
의 이러한 시도는 자연물에 한 연구를 표준화하려는 다른 역에서 시도되어 쓰

43 Nakai Takenoshin, “Suggestions for an Amendment to Be Made to the Rules of Botanical 
Nomenclature” (Tokyo, 1926), 1. 이 제안서는 타이핑된 원고로 명명위원들과 기관에 보내진 듯한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뉴욕식물원의 것이 유일하다. 
44 Nakai, “Suggestions for an Amendment to Be Made to the Rules of Botanical Nomenclature,” 3. 그는 
1950년 식물학회의에도 일본 표로 의견을 보냈는데, 규약의 해석가능성을 최 한 줄여야 한다며 어
표현에 관련된 많은 문제제기를 했고 부분은 토의에 붙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나카이는 어 사용
시 문법상의 실수를 꽤 하는 편이었는데, 1926년의 제안서에도 라틴어로 제출된 경우라면 문법상의 오
류는 눈감아줄 것을 제안했었다. Joseph Lanjouw, Synopsis of Proposal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ules of Botanical Nomenclature, Submitted to the Seventh International Botanical Congress, Stockholm, 
1950. (Utrecht: A. Oosthoek, 1950). International Botanical Congress and Joseph Lanjouw, Seventh 
International Botanical Congress, Section Nomenclature: Report (Uppsala, 1953).
45 Nakai, “Suggestions for an Amendment to Be Made to the Rules of Botanical Nomenclature.” 나카이가 
인용한 색깔 명명법 책 중 하나는 Robert Ridgway, Color Standards and Color Nomenclature (1912). 그의 
제안서에는 일본식물에 한 중심부 학자들의 연구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듯한 제안도 있었다. 린네 
등의 책에 있는 일본식물이 “표본 식물”인지 아니면 그냥 “책 식물” 즉 일본의 문헌 등을 기반으로 하
여 표본 식물에 조차 근거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고, 이런 모든 표본에 한 국
제적 교환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 90 -

지만, 식물학에서는 그의 제안이 채택된 흔적이 없다.46 그의 제안은 기재문에만 의
존해서는 말라버린 표본의 원색을 제 로 알 수 없던 “안락의자 식물학자”의 답답함
이 드러나는 주장이었다. 한 나무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는 나뭇잎 색이나, 토양의 
성분에 따라서 그 색조가 달라지는 꽃잎 색을 1,115가지 색깔 이름으로 분명히 하겠
다는 것은 한 순간의 관찰 결과를 엄정한 언어로 고정해두면 자연의 끝없는 변이를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단한 자신감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둘째 사례는 일본 식물학계를 표하고자 하는 나카이의 의지와 서구 기준을 옹
호하려는 그의 노력이 동시에 드러나는 사례이다. 도쿄제 의 선배 교수인 하야타 
분조의 “동적 분류법”에 한 비판이었다. 하야타의 동적 분류법은 1920년 臺灣植
物圖鑑 마지막 권이 된 10권의 부록으로, 일단 어로 발표되었다.47 동적 분류법은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식물의 변형(Metamorphose der 

Pflanzen)” (1790)이라는 논문과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의 진화론에 향을 
받은 이론으로, 불변의 기준을 만들겠다는 나카이의 노력과 정반 를 지향했다. 하야
타는 잎이나 꽃잎 등의 한두 가지 기관의 변이를 바탕으로 식물의 계통을 확립하려
는 시도 자체를 비판했다. 괴테가 “식물의 변형”에서 제시한 식물 기관의 상동관계
에 착안한 것이었다. 식물의 발생시 턱잎이 잎으로, 잎이 줄기로 변할 수 있는 것이
라면, 식물들의 유연관계는 여러가지 형질을 모두 종합해서 봐야했다. 또 하야타는 
“끝없는 변화”를 겪고 있는 자연의 역동적 진화 상태를 생각하면 잎 모양의 유사성
이나 한 종 안에서도 변이를 보이는 꽃잎의 개수 등으로 식물의 계통을 확립하는 것
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환경 등의 조건이나 “유전자의 상호참여 혹은 유전
자의 상호공유” 등에 의해 한 식물이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할 
터인데 식물을 “그 일시적 형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몇몇 특질을 골라서 분류할 수 
없다”는 주장도 덧붙 다. 하야타는 식물의 진화 계통상의 유연관계를 표현하려 시
도한 엥글러의 분류법에 해서도 비판을 시도했다. 엥글러는 진화의 순서에 따른 
식물의 자연적 친연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자연상태 식물의 진화 순
서를 밝혀내고 종의 순수성을 입증하는 것은 가계를 밝혀낼 수 있고 혹은 교배를 통
해 실험할 수 있는 동물의 경우보다 더 어려웠다. 하야타가 보기에 엥글러는 식물의 

46 Bruno Latour, Pandora’s Hop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24-79가 정교한 색깔표를 
들고 다니며 토양의 색깔을 기록하는 토양학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47 일본 식물학계가 ‘기억’하듯 그의 동적분류법은 1934년 일본어로도 재차 출판되었다. 早田文藏. “植物
の動的分類系に就きて”, 岩波講座生物學:生物學史傳, 學界雜記 (東京: 岩波書店, 1934),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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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친연관계를 확립할 다른 안을 찾지 못해 결국 형태의 진보 단계라는 인공
적인 기준으로 추론하고 있었다. 신 하야타는 자연의 역동성을 그 로 반 할 수 
있도록 유사한 종들을 그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위치시켜 여러 종을 중첩된 그물망
으로 엮은 체계를 바탕으로 과와 속, 속과 종 등의 역동적 유연관계를 표현하자고 
제안했다.48

하야타의 독창적 시도는 1920년  말 서구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나카이는 이를 
일본을 표하는 식물학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일로 본 듯 반응했다. 나카
이보다 2년 먼저 만식물 연구에 착수한 하야타 분조는 1905년부터 1924년까지 
만식물 촉탁을 지냈는데 1908년부터 2년간 일찌감치 자비로 국유학을 다녀와서 
1919년 마쓰무라의 뒤를 이어 도쿄 학의 교수가 되었다. 나카이는 1922년 뒤따라 
조교수로 임명되었지만 문부성 재외연구원으로 3년 가까운 연수를 다녀온 1927년에
야 정식 교수로 임명받아 하야타와 함께 분류학을 강의할 수 있었다. 하야타는 나카
이가 1927년에야 받았던 카쓰라상도 이미 1920년 만식물 연구로 수상했다. 이후 
건강문제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없어 나카이의 야심찬 행보에 눌렸지만 나카이가 
일본을 표하는 분류학자이고자 했다면 하야타는 분명 그 자리를 다투어온 중요한 
경쟁자 다.49 

게다가 하야타의 분류법은 한 서구학자에 의해 나카이의 분류를 비판하는 근거로 
이용되었다. 나카이가 꽤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시도한 버드나무 분류, 그 중에서도 
그가 조선 특산으로 보고한 신속인 새양버들속의 분류에 한 비판이었다. 그가 조
세니아(Chosenia)라는 라틴명을 붙인 새양버들속은 포플라(Populus)속과 버드나무
(Salix)속의 두 가지 속 밖에 없는 버드나무과에 그가 추가한 신속이었다. 신속의 근
거가 된 “우람하고 멋진” 버드나무는 북한의 압록강변 등에서 자라는 것으로 나카이
는 처음에 이를 이미 알려진 분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총독부 임업기사들이 특이점
을 발견해 도쿄제 로 표본을 거듭 보내 준 데 힘입어 1918년에는 버드나무속의 신
종, 1920년에는 조세니아라는 신속에 해당하는 신종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림 
3-1 참고).50 새양버들의 꽃이 포플라속이나 버드나무속에서 볼 수 없는 풍매화 던 

48 Hayata Bunzo, Icones Plantarum Formosanarum(台湾植物図譜) (Taihoku: Bureau of Productive 
Industries, Government of Formosa, 1920), x. 
49 하야타는 1930년 병으로 코이시카와 식물원 원장직을 물러났다. 이후로도 1934년 사망까지 교수직은 
유지했지만, 1928년부터 학생들은 이미 나카이가 전담했다고 한다. 大場秀章, 日本植物研究の歴史, 
99-106. 하야타가 아열 와 열 기후를 가진 만에서 일본과 다르게 번창하는 다양한 식물을 접한 것이 
그가 자연을 역동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데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92 -

그림 3-1. 아놀드 수목원에 보낸 새양버들 표본. 나카이가 먼저 Salix 
splendida Nakai라는 신종으로 써두었다가 Chosenia splendida라는 
신속으로 재명명한 것을 볼 수 있다. 출처: [http://www.salicicola.co
m/articles/Chosenia1.html] 

것이다. 꽃가루에서 흔히 향기가 나고 곤충을 매개로 번식하는 충매화 신 바람에 
의해 번식하는 풍매화라는 사실은 나카이에게 별도의 속을 만들 정도로 중요한 차이
로 보 다. 

나카이는 새양버들 속의 발견이 상당히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에 
해 식물학계가 즉각적으로 인정하지 않자 조바심을 냈다.51 특히 구미 출장 중 하버
드 학의 아놀드 수목원(Arnold Arboretum)에서 만났던 레더(Alfred Lehder)가 조선
산 버드나무를 다루었던 1927년 저작에서 새양버들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쉬웠던 
모양이다. 植物學雜誌보다 더 널리 읽힐 만한 잡지에 이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본 그는 1927년 버드나무과 식물분류법을 별도로 정리한 어논문을 구미학계로 직

접 보냈다. 이 논문은 한 프랑스 학자의 불역으로 Bulletin de la société 

dendrologique de France의 66호에 먼저 발표되었고 아놀드 수목원의 Journal of 

Arnold Arboretum에도 실렸다. 조선 버드나무과 식물을 망라해 새양버들속을 포함한 

50 Nakai Takenoshin, “CHOSENIA, A New Genus of Salicaceæ,” 植物学雑誌 34(401) (1920), 66-69; 
Nakai Takenoshin, “Notulæ ad Plantas Japoniæ et Koreæ XVIII,” 植物学雑誌 32(382) (1918), 215-232, 
215.
51 일본 식물학계에서 지금까지도 중요한 초기 업적으로 이야기되는 발견 중의 하나는 1896년 도쿄  
연구원이던 히라세 사쿠고로(平瀨作五郞, 1856-1925)가 은행나무 정충을 발견한 것이다. 당시 미요시 마
나부는 이 발견이 “식물계통학상 최후의 발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히라세에 한 학사원상 
선정 이유에 밝혔다. 은행나무의 독특한 번식방법을 밝혀낸 이 발견으로 인해 은행나무는 진화의 계통
을 드러내주는 특별한 ‘화석나무’로 인정되어 1속1종으로 새로이 분류되었다. 나카이가 새양버들속을 서
구에 소개하기 위해 들인 노력을 보면 새양버들속의 발견이 이와 같은 인정으로 가져다 줄 것으로 기
했던 듯하다. 일본과학기술사 계 15권, 133,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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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속, 36종에 해 기재한 것이었다. 새양버들속에 관한 그의 제안을 접한 서구학자들
은 의견일치를 보이지 않았다. 비엔나 학의 베트슈타인(R. Wettstein)은 그의 판단
을 지지했지만, 레닌그라드 식물원의 코마로프 (Vladimir L. Komarov, 1869–1945)나 
스웨덴의 훌텐(Hulten) 박사는 지지하지 않았다.52 

특히 코마로프는 일본 개항 이후 줄곧 일본 식물을 연구하여 일본 식물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러시아 학자 다. 그런 코마로프가 자신의 입장을 비판했다는 점이나, 

코마로프가 그 비판의 근거를 하야타 분조의 동적 분류법에서 찾았다는 점은 모두 
일본 식물분류학계를 표하고자 했던 나카이를 자극한 듯했다. 코마로프는 일본식
물만이 아니라 만주·북한·중국 식물까지 연구했는데, 하야타를 인용하며 나카이가 북
한 원산인 새양버들의 중요한 특성으로 지적한 꽃의 특성이 포플라속이나 버드나무
속의 식물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카이가 결정적이라
고 본 풍매화와 충매화의 차이도 우연히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하나로서 속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53 

나카이는 1930년 朝鮮森林植物編 18집을 통해 이에 답했다. 그는 버드나무 꽃
의 퇴화 과정을 추정해 새양버들은 버드나무속이나 포플라속과 구별되는 과정을 통
해 진화했음을 주장했고, 이를 통해 버드나무속 자체가 진화상 더 진보된 속임을 보
여주려 했다. 나카이는 무엇보다도 진화가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며 점진적 진보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역설했다. 계통적으로 서로 먼 식물들이 무작위적으로 한 형질에
서 다른 형질로 전환하여 우연히 공통 형질을 나타내는 일은 없을 것이고 새로운 형
질의 표현은 원래의 형질에 의해 제한되는 점진적, 단계적 변화라는 것이었다. 그는 
하야타가 자연의 엄정한 질서를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고 “자연발생(spontaneous 

generation)”이라는 신빙성 없는 이야기를 현 이론으로 치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이론이 출판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일본 자연학자 중 하나”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54 일본 학자들보다는 서구 학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음이 드러
나는 표현이었고, 일본 학계를 표하여 서구 학계의 기준을 뒤흔든 하야타의 행위

52 Rehder의 1927년 책은 Manual of Cultivated Trees and Shrubs 이다. 中井猛之進, 朝鮮森林植物編
XVIII (京城: 朝鮮總督府, 1930). 물론 전문이 어로 되어있다. 
53 中井猛之進, 朝鮮森林植物編 XVIII. 코마로프의 이 글을 다루진 않았지만 새양버들속에 관한 논쟁
이 어떻게 1957년까지 지속되었는지에 해서는 Irina Kadis, “Chosenia I: A Long Way to the West”, 
Salicicola, 2003. 9. 22. http://www.salicicola.com/articles/Chosenia1.html (2012. 4. 24 접속). 조선 특산이라
고 주장되어 조세니아라는 이름까지 붙은 이 속은 혼슈 등 일본 열도에도 분포한다고 한다. 
54 中井猛之進, 朝鮮森林植物編 XVIII,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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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과한 셈이었다. 하야타 분조가 아닌 자신이 일본 식물학계의 신중한 입장을 
변할 것이란 점과 또한 자신이 서구 분류학의 기준에 한 신뢰할 만한 옹호자임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모습이었다.

동아시아 식물분류법의 혼돈

이 절은 이렇게 일본 표 분류학자로서 일본 식물분류학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애쓴 그가 비판의 도마에 쉽게 올랐던 자신의 강한 세분론을 옹호하기 위해 벌인 노
력을 살펴볼 것이다. “동아시아 식물분류법”과 그 좌절과 혼돈에 따른 “신분류법” 주
장인데, 이 노력은 나카이가 야타베와 마쓰무라를 뒤이어 메이지 일본 식물학계의 
근 화 과제를 계승한 방식을 잘 보여준다.

동아시아 분류법의 기원

나카이는 동아시아 식물분류법을 주장하기 전부터도 “동양”이나 “아시아”와 자신의 
분류법을 연결짓고자 하는 모습을 보 다. 하지만 1908년 바꽃 논문에서 보았듯 그
는 원래 자신의 분류법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카이
는 적어도 1913년까지는 자신의 엄정한 세분론이 보편적인 지지를 얻으며 서구 식물
학계를 이끌어 나가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은 듯했다. 조선삼림식물편 시리즈가 
채택할 분류방법론을 설명하는 첫 권의 서문에서 그는 자신이 택한 세분론적 방법론
을 서구학계의 최신 경향으로 소개했다. 식물학계의 예전 경향이 몇몇 두드러지는 
형태학적 특성 정도만 고려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종의 계통학적 이해가 발달하면서 
미세한 특성들이 새로이 고려되고 있다는 해석이었다. 가지나 잎의 형태는 “세포내
의 유전물질의 복잡한 배합”의 결과로서 무작위적이거나 제한없이 변하는 것이 아니
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에 따르면 이런 이유 때문에 “독, , 러,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웨덴 등 그 학문이 가장 진보한 곳에서는 한때 분류가가 무시했던 엽맥, 

엽연(葉緣) 등에 무게를 두고 분류”했다. 잎 뒷면의 털이나 탁엽의 구부러지고 펴진 
정도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신의 세분적 취향이 학문이 가장 진보한 곳의 앞선 경
향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방법을 써서 여러 식물군을 새로이 나눔으로써 “근

 계통분류”의 최근 경향을 간과한 유럽의 “많은 저명 식물학자”들의 실수를 바로
잡으려 했다. 그는 학명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부적 차이들을 무시한 현 분류
를 고수하는 것은 학문적 태만이라고 주장했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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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세분론을 중심부 식물학계의 최신 방법론으로 제시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1914년의 조선삼림식물편 2집은 이 전략에서 후퇴하여 자신의 
방법을 자신이 연구하는 지역 식물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아직 종
의 확정이 끝나지 않은 애매한 식물은 수록하지 않도록 주의했음을 밝힘으로써 앞서 
동정해 발표한 식물에 해 논란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그는 “종래의 경험상, 조선, 

일본, 중국처럼 근접한 토지에는 극히 유사한 식물이 많고, [따라서] 단지 가지나 잎
만을 보아 종을 단정함으로써 큰 오해에 빠지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며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아주 상세한 차이까지 면 히 검토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
다. 이 분류의 방법은 나카이에 따르면 서구 “제학자의 의견을 종합하고 그것에 내 
자신의 의견을 더하여 만든 일종의 독창적 방법”이었다. 

동양(東洋)의 식물을 당장 태서(泰西) 분류방식에 맞추는 것이 구래의 관습이지만 대
양(大洋)의 동서에 사는 식물은 크게 그 종을 달리하므로 동양의 식물에는 또 그에 
알맞은 구분법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감히 독창적인 분류방식을 쓰는 이유이다.56 

이는 그가 자기 방법의 독특함에 해 변명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것이 서구의 최신 
방법이라는 이전의 주장이 그리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 

처하는 전략의 하나가 자신의 방법론이 서구와 다른 지역적 기반을 가졌다고 주장
하는 것이었던 셈인데, 그럼에도 양의 동서로 나뉘는 “동양”과 “태서”가 각각 구체
적으로 어디인지 그 지역의 식물종이 어떻게 다른지에 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아
직 일본과 한국을 떠나본 적이 없는 나카이로서는 자신있게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
이었다. 이 단계에서의 주장은 무엇보다 지역에 따라 식물상이 다르다는 나카이의 
주장이 자신의 독특한 분류학적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일종의 선험적 믿음의 형태
로 제기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가 자신의 분류학적 입장을 변호하려 했던 일차
적 상이 무엇보다 서구 식물학계 음도 보여준다. “동양”이 무엇인지, 어디까지인
지는 애매하더라도 그것이 보편적 분류방식이 ‘기원’한 “태서”의 척점에 있는 지역
임은 분명했던 것이다. 

나카이가 서구학계와 자신의 입장 차이에 민감했음은 바꽃속을 다룬 그의 1917

55 中井猛之進, 朝鮮森林植物編 I (京城: 朝鮮總督府, 1915); 서문은 1913년으로 서명되어있고, 출간은 
1915년이었다. 이 내용은 어로 일본 식물학잡지를 통해 시리즈로 소개되었다. 다음 1909년의 글에는 
별주를 달아 "I have endeavoured to make the generic name conform with the international rules passed at 
the Vienna Congress"라고 명시했다. 중심부의 규정을 따르고 있음을 강조하는 또 다른 사례이다. Nakai, 
“Cornaceæ in Japan”, 植物学雑誌 23(266) (1909), 35-45. 
56 中井猛之進, 朝鮮森林植物編 II (京城: 朝鮮總督府, 1915). 서문은 1914년으로 서명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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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논문에서 또 한 번 드러났다. 그의 야심찬 1908년 바꽃 논문에 한 서구학계의 
직접적 평은 찾을 수 없지만 역시 어로 발표된 그의 1917년 논문에 따르면, 나카
이가 겨냥했던 후커는 확실히 그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후커는 나카이의 세분
론 신 어떤 유럽학자의 안을 지지했는데, 이는 후커가 기 한 로 유사종들을 통
합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의 신종으로 인한 혼돈을 줄인 연구 다. 나카이는 이 통합
안을 자신이 새로이 손에 넣은 홋카이도와 사할린의 바꽃 표본으로 반박하고자 했
다. 식물분류학자로서 그간의 경험을 반 하듯 나카이도 더 이상 단일한 형태적 특
성으로 종을 구분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바꽃의 경우 “특성들이 서로 호혜
적이거나 결합되어 있지, 독립적이거나 단일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밝혀낸 중요한 특성들을 모두 무시한 유럽학자의 견해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
았는데, “유럽 종에 해서는 너무나 사소한 특성”도 “아시아 종”에 해서는 “유효
하고 정확한” 구분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유럽학자의 실수가 
“아시아의 종들을 직접 그 서식지에서 보지 못하고 석엽표본만을 연구한” 결과라고 
비판했다.57 나카이가 처음 홋카이도에 갔던 것이 1920년이고, 1917년 논문을 쓸 때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석엽표본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흥미로운 비판이었다. 도
호쿠 학의 교수 등이 일본 식물연구의 중심인 도쿄제 로 보내준 표본이었다.58 물
론 그는 유럽 종도 제 로 본 적이 없어서 유럽 종과 아시아 종이 다르게 분류되어
야 할 이유를 구체화 할 수도 없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분류학적 방법이 중심부에서 널리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 입
장임을 인식한 나카이가 자기 방법론이 연구 상 식물의 지역적 특성을 반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방법론을 옹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점이다. 하지만 나카이가 
주목한 지역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한정된 역이 아니라 ‘서구’에 항하여 자신의 
방법론을 최 한 널리 적용할 수 있는, 자신이 가본 적 없는 거 한 역이었다. 그
는 그 범위가 모호한 동양이나 거 한 아시아를 언급했고, 1927년 처음으로 “동아시
아 식물분류법”을 내세울 때는 당시 팽창하는 일본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어가던 단
어인 “동아(東亜)”를 택했다. 중심부 학계로부터 보편적 인정을 받아 세계 식물학계
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던 시도가 거듭 좌절된 상황에서 그가 택한 지역은 

57 Nakai, “Aconitum of Yeso, Saghaline and the Kuriles”, 植物学雑誌 31(368) (1917), 219-231, 219. 
58 그는 일본 식물학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조하듯 도호쿠 학 교수 등이 자신에게 표본을 보내 감정
을 의뢰해 왔다고 적시했다. 같은 글, 222. 그의 채집 경험은 Nakai, A Synoptical Sketch of Korean Flor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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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금껏 식물상을 연구해온 조선이나 일본이 아닌, 한정된 지역이기를 거부하
는 지역성이 없는 지역이었던 셈이다. 

동아시아 식물의 지역적 특성?
나카이는 “동아시아 식물분류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동안 진지한 노력을 기울 다. 

우선 그는 “동아” 식물의 공통성 혹은 동아 식물과 그 이외 식물의 차이점에 해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시도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은 동아시아 식물분
류법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1927년 카쓰라식물상 수상 연설이었다. 이는 
1923년부터 2년 남짓의 해외 연수 시절 구미의 유수 식물원·박물관에서 “동아식물”

과 “구미식물”을 비교하려던 노력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우선 두 지역에 공
통된 “코스모폴리탄” 종이 있음은 분명하나 동아시아에는 구미에 없는 특산종이 있
다고 강조하고, 나아가 “같은 종”도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상세히 예시
했다. 예를 들어 돌매화나무는 구미와 동아시아 모두에서 발견되지만 잎맥을 살펴보
면 구미의 것은 망상맥, 동아시아의 것은 선형맥을 하고 있었다. 담자리꽃이라는 식
물도 양쪽에서 모두 발견되지만 잎 모양이나 잎이 난 모양이 서로 같지 않았고, 쑥 
같은 경우는 구미의 것은 냄새가 너무 강해 일본이나 조선사람들이 쑥떡을 해먹는다
고 하면 구미인들은 모두 놀랄 정도라는 이야기 다.59 모두 그의 세분론 경향을 반

하는 미세한 차이들이었고 그가 지적한 조선식물과 일본식물의 차이와 다르지 않
은 것들이었다. 

이는 나카이가 자신이 구미로 떠나기 전부터 확신했던 두 식물상의 차이를 더 
이상 일반화하지 못하고 개별적 차이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데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실 2년 남짓의 구미 체류는 그가 구미 식물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할 기회
가 되지 못했다. 그는 부분의 시간을 보스턴, 라이덴, 파리, 런던과 같은 도시의 식
물원과 박물관에서, 그 소장 표본과 식물학 문헌을 검토하는 데 바쳤다. 그는 일본식
물과 조선식물에 해 미처 구하지 못했던 문헌을 찾고 표본을 하나라도 더 보기 위
해 표본실 관리인의 양해를 얻어 “촌음을 아껴가며” 밤늦도록 연구했다고 강조했
다.60 그가 동아시아에서 경험했던 동아시아 식물도 부분은 도쿄제  표본실에 수
집된 것이었으니, 결국 그는 어느 지역의 식물도 그 서식지에서 그 지역적 변이를 

59 中井猛之進, “朝鮮植物の硏究”, 569-570.
60 中井猛之進, 朝鮮森林植物編 XVI (京城: 朝鮮總督府, 1927). 돌아와서 처음 펴낸 삼림식물편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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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하면서 관찰했던 적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지적할 수 있는 “구미식물”

과 “동아식물”의 지역적 차이는 그의 단련된 표본 관찰력으로 찾아낼 수 있는 사소
한 변이나 우연한 귀동냥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구미식물과 동아시아 식물의 중요한 차이로 들고 있는 구체적 특성
들이 “보통 놓치기 쉬운 정도”로 미세함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 때문에 
오히려 “동아의 식물에만 적용할” “완전히 다른 분류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61 

그 이유는 구미 연수 이후 처음 펴낸 朝鮮森林植物編 16집에 드러나 있다. 이 서
문은 구미 연수의 목적 중 하나가 “종래 일본이나 만주 등의 식물이 중국, 히말라야, 

인도, 구주, 북미 등의 식물에 맞추어져 온 것이 과연 정당한지 아닌지, 따라서 일본
이나 만주, 중국에 있는 식물과 같은 것이 조선에 있는 경우, 사용되어온 이름을 그

로 답습하여 조선식물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확인하는 데 있었다고 밝혔
다.62 그의 결론은 결국 원래의 분류기준에 맞춘다면 새로 명명할 수 없을 조선식물
을 미묘한 차이를 중시하는 완전히 다른 명명법을 적용해 신종으로 명명하겠다는 것
이었다. 즉, 나카이의 분류는 식물사이의 유연관계를 밝히고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연구한 식물에 새 이름을 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결국 그는 서구학계가 계
속 기존 종과 이명처리를 하는 그의 신종을 신종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연구하
는 식물에 해 서구와 “완전히 다른” 분류기준을 사용할 권리가 필요했다. 동아시
아 식물과 구미 식물 역시, 일본 식물과 조선 식물처럼 미묘한 차이밖에 없어서 기
존의 기준으로는 성과를 올릴 수 없다면 그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했던 것이다. 그
래서 그는 “아주 다른” 분류법인 “동아시아 분류”를 제안했다. 하지만 그의 방법론의 
변치않은 핵심은 사소한 특징까지 주목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방법은 조선식물에 적용된 많은 사례가 일차적으로 받아들여진 데서 볼 수 
있듯, 실질적으로는 유럽학계의 방법과 근본적 차이가 없었다. 실질적 연구과정에서 
후발주자인 그가 전 세계의 다양한 식물표본을 접하며 분류의 체계를 세운 유럽 학
자들과 달리, 좁은 지역에서 수집된 유사한 식물표본들을 갖고 고민했던 점이 달랐
을 뿐이다.63 이는 조선식물을 일본식물과 구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강화되기는 

61 中井猛之進, “朝鮮植物の硏究”, 569.
62 中井猛之進, 朝鮮森林植物編 XVI.
63 나카이는 연구를 시작했을 때, 아프리카, 남미, 호주, 서인도 등 전 지구상의 식물에 한 문헌을 참
고하여 표본을 동정하려 시도했는데, 점차 유사종들이 있는 온 지역으로 그 검색을 국한시킴으로써 3
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에 더 정확하게 동정할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 후발주자로서 정보량을 제어하는 
방법이었고, 만과 남양식물을 연구했던 하야타 등과 그의 식물계에 한 이해의 폭이 다를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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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서구 안락의자 식물학자들의 방법을 충실하게 복제한 결과 다. 그의 방법론
의 모태이자 적용 상은 지역에서 유리된 석엽표본이었고, 표본은 근  식물분류가 
보편성을 얻을 수 있었던 핵심적 도구 다. 서구학자들은 서로 잘 연결된 세계적 식
물원들 사이에 유통되어 전세계를 이동함으로써 초지역적 성격을 갖는 석엽표본을 
‘보편적’ 분류의 근거로 삼아왔다.64 나카이도 이 방법에 의존함으로써 초기의 혼돈
을 극복하고 확실한 나름의 분류방법을 구축할 수 있었고, 그의 방법은 따라서 지역
성과는 무관한 ‘보편적’ 방법이었다. 그의 세분론은 보편적 방법들 내에서의 입장 차
이 을 뿐이었다.

나아가 나카이의 세분론은 그가 처음 희망했던 로 서구 학계의 당면 문제에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서구 학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를 
세계적 조선식물 전문가로 만드는 데는 결정적이었다. 그가 1927년의 강연에서 언급
한 사례만 보아도 그 분류법의 효율성은 분명했다. 그가 동아시아 분류법의 예로 든 
것은 모두 종 단위의 새 분류가 아닌 아과, 속, 절 등 상위 단위의 재분류 다. 그에 
따르면 1911년 일본산 사초과 아과를 분류하면서부터 “일본식물의 자연스러운 유연
관계”가 나타나도록 신아과, 신속, 신절 등을 두기 시작했고, 일본과 조선의 엉겅퀴 
속 식물이나 수유, 오갈피 속 식물 등을 분류하는 데 신아과, 신속, 신아속, 신절 등
을 새로이 만들어 “동아식물의 자연계통”을 바로잡았다. 이 초기 연구의 결과 무수
히 많은 신종과 나카이의 이름이 붙은 학명이 나왔을 것은 당연했다.65 그가 학계의 
비판을 수용하여 그때까지의 세분적 경향을 포기하는 일은 그를 빠른 시일에 세계적 
학자로 만든 효율적 방법을 포기하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동아시아 식물의 지역
적 특성에 한 무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구 학계의 향력을 피할 수 있는 역으
로 바로 일본이 지배한, 또 지배해야 할 “동아시아”를 겨냥해 자신만의 표준을 선언
했던 것이다. 

동아시아의 자연적 경계와 문화적 경계

사상사학자 고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 1933-)에 따르면 동아시아라는 말은 아시아에 

음을 보여준다. 中井猛之進, “朝鮮植物の硏究”, 570.
64 근 분류학이 초지역적으로 유통가능한 표본을 통해 보편성을 얻게 되었다는 지적은 Staffan 
Müller-Wille, “Joining Lapland and the Topinambes in Flourishing Holland: Center and Periphery in 
Linnaean Botany,” Science in Context 16 (2003), 461–488. 
65 나카이는 1943년까지 모두 101개의 신속과 략 4000종의 신종을 제안했다. 4000종 중의 다수는 신
속 등을 설정하면서 파생된 재조합명이다. 中井博士功績記念事業会,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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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향력을 확장하고자 일본이 만든 신조어 다. 아시아 문명이 중국문명 혹은 
중화문명과 동일시 되어온 상황에서 “동아” 혹은 “동양”이라는 말이 중국의 중심성
을 숨길 수 있는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을 중화문화권의 변방으로 보는 “중화제
국”적 언설을 극복하고자 역사나 예술 부문에서 먼저 쓰이기 시작했던 이 개념은 
1930-40년  일본제국의 확장과 함께 “강한 정치적 의미를 띤 지정학적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단순히 “동아”라는 말로 “중화”를 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의 다양
한 측면을 일본 중심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이 지역에 한 일본의 주도권을 정당화하
는 작업이 수행되었다.66 

1927년 “동아시아 분류법”을 내세운 나카이 역시 이 열에 선 듯, 동아시아 식
물에 한 일본의 주도권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한 동안 보 다. 흥미로운 점은 
상이 일본인이냐 서양인이냐에 따라 그가 “동아시아 분류법”을 제시하는 방식이 달
랐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청중을 겨냥한 경우 이는 특히 일종의 서양에 한 공세, 

일본적 자존심으로 제시되었다. 그의 독특한 분류법을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전
략에서 한 발 물러서는 수세적인 행위로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세계 식물학계와 막 교류하고 돌아온 나카이는 세계 학계가 여전히 큰 관심을 보이
지 않는 조선식물을 연구해서 신속, 신종을 만들고, 신아과, 신아속 등을 만들어 명
명하는 일이 단조롭다고 여긴 듯하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이렇게 “조사해서 명명하
는 일은 평면적으로 세계적인” 일에 불과했다. “동아시아 분류법”을 정립해 제시하는 
것은 “입체적으로 고금에 부끄럽지 않을” 성과로 인정받겠다는 다짐의 표현이었다.67 

아시아 지역 식물의 신속, 신종을 혼자서 늘려가는 일이 지도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단조로운 작업이라면, 그는 자신의 “완전히 다른” 방법이 식물 분류에 있어서 획기
적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보 다.

그는 우선 동아시아 식물의 식물지리학적 유 관계를 밝혀 동아시아 식물의 특수
성을 정립하려 했다. 사실 나카이가 한반도나 중국 륙의 식물에 한 일본학자의 
주도권을 선언하는 데는 그 지역에 한 정치적 강제 지배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어

66 19세기 후반 이래 일본의 학자들은 부패한 중국의 ‘몰락’을 강조하는 중국에 한 타자화 및 일본 문
명의 재평가를 시도했다. 이를 테면 일본이 중국을 통한 북방 문명과 인도 등을 통한 남방 문명의 장점
을 성공적으로 융합시킬 위치에 있었고 예로부터 그러한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하
는 인류학 분야의 논의 등이 좋은 예이다. 고야스 노부쿠니, 동아· 동아·동아시아: 근  일본의 오리엔
탈리즘, 이승연 옮김 (서울: 역사비평사, 2005), 151. 
67 새로운 분류법을 인정받는 것은 또한 자신이 붙인 학명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학
명을 천고에 변함이 없도록 엄격히 선정”했다는 점을 인정받아두려는 노력이었다. 中井猛之進, 朝鮮森
林植物編 XVI, 1.



- 101 -

그림 3-2 왕벚 명명을 기념하는 마
쓰무라의 사진. 출처: [http://art-ra
ndom.main.jp/samescale/072-1-
2.html]

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중화” 세계의 문화적 중심이 아니라는 것 이전
에 일본의 지리적 위치부터가 문제 다. 동아시아의 경계가 어디이든 그 중심이어야 
할 일본은 나머지 지역과 분리된 열도 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를 일본식물학계
가 제시할 공통의 기준이 적용될 지역으로 규정하기 위해 나카이는 두 가지 노력을 
기울 다. 식물이나 지리적 연관관계라는 자연적인 근거를 통한 시도와 역사 및 언
어의 공유와 같은 문화적 근거를 통한 시도 다.

사실 “동아시아”의 자연적 연결고리를 찾으려던 처음부터 그는 식물이라는 ‘자연’

물의 ‘문화’적 성격을 절감했을 것이다. 왕벚나무라는, 일본인들에게 문화적으로 중
요한 식물에 한 논쟁이 그가 조선식물과 일본식물의 연관관계를 생각하게 된 계기

기 때문이다. 벚꽃은 ‘서구’에 일본을 직접 소개한 최초의 일본인 니토베 이나조가 
무사도, 일본의 혼(Bushido, the Soul of Japan)
(1899)에서 밝혔듯 무사도와 함께 “일본을 표하
는 고유의 정신”이었다.68 왕벚나무는 벚나무 중에
서도 특히 꽃이 크고 아름다워 정원수와 가로수로 
인기를 끌던 것인데, 1901년 Prunus yedoensis 

Matsumura로 당당히 일본인 마쓰무라에 의해 명명
되었다 (그림 3-2 참고).69 

문제는 마쓰무라가 보고하지 못했던 이 왕벚나
무의 원산지가 1912년 한 독일 학자에 의해 제주
도로 주장된 것이다.70 일본학자들의 의견은 분분
했지만, 부분은 왕벚의 원산지가 일본이 아니라
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다.71 나카이도 처
음에는 비슷한 태도를 보이며 사실 확인을 위해 노

68 니토베 이나조, 무사도 양경미·권만규 옮김 (서울: 생각의 나무, 2006), 27.
69 J. Matsumura, "Cerasi Japonicæ duæ Species novæ," 植物學雜誌 15(174) (1901), 99-101.
70 제주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프랑스 신부 타케(Emile Taquet, 1873-1952)가 활동비 마련을 위해 유럽
에 보낸 한 벚나무 표본의 감정 결과 다. 장미과의 가 쾨네(Bernhard Adalbert Emil Koehne, 
1848-1918)가 1912년 이 표본을 왕벚의 변종인 Prunus yedoensis Matsumura var. nudiflora Koehne라고 
발표한 것이다. 왕벚논쟁에 해서는 5장에서 더 살펴본다.
71 제주도가 왕벚의 자생지임을 가장 먼저 단정했고 이를 주장했던 것은 나카이의 후배이자 大日本樹
木誌를 두 차례 함께 썼던 고이즈미 겐이치 다. 小泉源一, “そめゐよしのざくらノ自生地”, 植物學雜
誌 27(320) (1913), 395; 小泉源一, “染井吉野櫻の天生地 分明すPrunus yedoensis Matsum is a native of 
Quelpaert!”, 植物分類地理 (June, 1932), 17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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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했다. 1913년 조선식물 촉탁으로서의 첫 채집여행에 제주도를 포함시킨 그는 자생 
벚꽃을 제주도에서 채집해 유럽으로 보냈던 타케 신부를 직접 만났다. 그는 타케의 
표본을 왕벚의 변종으로 확인하고, 제주도가 현재까지 왕벚의 유일한 “자생지”라고 
기록했지만 제주도 왕벚이 어떻게 일본으로 전해졌는지 밝혀지지 않는 이상 아직 제
주도를 일본 왕벚의 원산지로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72 

일본에서 오래 재배되어 온 다른 식물의 원산지에 한 나카이의 태도를 보면 
왕벚의 원산지에 한 그의 조심스런 태도는 분명 벚나무가 갖는 특별한 문화적 의
미를 반 했다. 그가 1917년 펴낸 “새롭게 원산지가 알려진 일본 원예식물”이라는 
짧은 보고문을 보면 그는 친숙한 재배식물을 쉽게 “동아시아”의 식물학적 연관을 드
러내는 근거로 삼았다. 그는 이 보고에서 중국, 조선, 일본 모두에서 널리 재배되는 
홰나무는 임업시험장이 있던 광릉 원시림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조선 원산이며, 일본
에서 널리 재배되는 하코네 댕강은 중국에서 자연산이 발견되었으니 중국이 원산지
라고 단언했다. 홰나무가 언제 어떻게 조선에서 중국과 일본으로 건너갔는지, 하코네 
댕강이 언제 어떻게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것인지에 한 설명은 없었다. 또 그
는 오랫동안 조선과 일본 사이에 원산지에 한 시비가 있었던 오동나무도 울릉도 
원산으로 단언했다. 자연산으로 보이는 단 몇 그루의 오동나무에 근거한 판단이었
다.73 “일본의 혼”인 왕벚이 아니라면 일본의 식물이 조선이나 중국에 원산지를 갖는
다는 것은 별다른 검증 없이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 다. 

게다가 그는 1926년 일본이 개최한 최초의 국제 과학학술 회 자리에서 오동나
무를 근거로 울릉도에 한 훨씬 더 과감한 주장을 펴게 된다. 울릉도가 예전에 조
선, 중국과 일본을 이어주던 “일본해 륙”의 일부라는 것이었다.74 그는 아직 지질
학상으로 논란 중에 있는 이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를 식물학이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울릉도 식물상을 그가 처음 접한 것이 1926년은 아니었다. 그의 울릉
도 채집 여행은 1917년이었고, 보고서가 발표된 것은 1919년이었다. 하지만 1920년

 중반 구미여행에서 돌아온 뒤 구미 식물분류법에 항해 동아시아 식물분류법이

72 中井猛之進, 済州島并莞島植物調査報告書 (京城: 朝鮮總督府, 1914), 53. 나카이는 다음 해에도 왕
벚의 원산지에 해 유보적 태도를 보 다. 中井猛之進, 朝鮮森林植物編 V, (京城: 朝鮮總督府, 1916), 
9-10.
73 하코네 댕강은 일본어 이름으로는 하코네 원산, Diervilla coraeensis라는 학명으로는 한국 원산처럼 보
이는 식물이었다. 中井猛之進, “新ニ原産地ノ知レシ 日本園藝植物”, 植物学雑誌 31(368) (1917), 
195-197.
74 물론 나카이는 일본해 륙이란 표현을 썼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후 “동해 륙”이라고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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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획기적 식물분류법을 내어 놓기로 결심하면서 울릉도 식물은 새로운 의미를 갖
게 되었다.

1919년 조사보고서에서 그는 울릉도 식물상에서 가장 주목할 점으로 울릉도 식
물이 몹시 개성이 강하다는 점을 들었다. 가로·세로 모두 10km 내외의 작은 섬이라 
식물의 수는 많지 않지만 특산식물이 유독 많다는 것이었다. 그는 당시 39종의 특산
식물을 발견하는 수확을 거두었다. 또 섬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봉이 있어 산지식물을 
볼 수 있었고 조선 본토의 같은 위도 상의 지역과 비교하면 난류의 향으로 난지성 
상록활엽수도 많았다. 또 육지와 공통인 식물도 잎이 넓고 크게 자라는 편이었다. 식
물이 종별로 군생하는 경우가 많고 순해안 식물이나 수초가 드문 것도 특징이었다. 

그는 또한 총독부 기사 이시도야 쓰토무가 1917년 지적한 로 울릉도에는 다른 조
선땅에서 볼 수 없는 솔송, 너도밤나무 같은 순 일본식물이 잘 자란다는 점도 지적
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는 울릉도 식물이 조선과 일본 식물상의 특징을 동시에 
보이며 거리는 조선과 더 가까우면서도 식물상은 일본과 더 비슷하다는 이시도야의 
지적에 하여 언급하지 않았다.75

하지만 식물분포에 초점을 맞춘 1926년 범태평양과학 회 강연은 그가 새삼 이
시도야의 지적에 주목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동아시아 식물에 한 
일본의 자연스런 권리를 서양학자들에게 보여줄 근거로 썼다. 나카이는 울릉도의 식
물상에 해안성 식물이 드물고 육지식물이 많은 점, 그 거리가 조선과 가까움에도 일
본과 공통종이 많은 점, 특히 조선 어디에도 없는 일본 특산의 솔송, 섬잣나무, 너도
밤나무가 발견된 점 모두를 울릉도가 동해 륙의 일부 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
장했다. 일본과 공통종들은 모두 종자가 커서 그의 판단으로는 울릉도가 육지와 연
결되지 않고서는 전파될 수 없는 종이었다. 특히 화석으로도 존재하는 원형식물의 
하나인 울릉도 너도밤나무는 일본 너도밤나무 화석을 닮아서 그는 울릉도가 “옛날 
일본해 륙에 있던 숲의 흔적”을 갖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울릉도에 특산 식물
이 유난히 많은 이유가 이 섬이 아주 오래 전에 륙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식물
를 유지해서라고 보았다. 현재의 울릉도 식물상은 “잃어버린 륙의 숲”을 상상해볼 
재료 고 “일본해 륙의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라는 주장이었다.76

75 中井猛之進, 鬱陵島植物調査書 (京城: 朝鮮總督府, 1919), 32-33.
76 Nakai, “The Vegetation of Dagelet Island: Its Formation and Floral Relationship with Korea and Japan,” 
in Proceedings of the Third Pan-Pacific Science Congress, Tokyo, Oct. 30th - Nov. 11th, 1926 (Tokyo, 
1928), 911–914,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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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가 고  륙의 일부라는 나카이의 주장은 울릉도와 일본 식물상의 연관관
계를 처음 지적했던 이시도야에 의해서도, 도쿄제  지진연구소의 데라타 도라히코(寺
田寅彦, 1878-1935), 조선총독부 지질조사과의 다테이와 이와오(立岩巖, 1894-1982) 같
은 지질학자들에 의해서도 비판받았다. 이시도야는 울릉도의 독특한 식물상은 그 동
물상과 함께 울릉도가 고립된 화산섬이었던 사실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울릉도에는 
어선 등을 통해 들어왔을 쥐를 제외하고 포유류가 전무했고, 담수어류도 은어 밖에 
없었으며, 양서류와 파충류도 없었다. 육지의 일부 다고 보기 힘든 동물상이었다. 

그는 또한 나카이가 육지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이동이 힘들다 보았던 큰 씨앗들도 
새와 해류를 통해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데라타 등은 지질학적으로 
거 한 동해 륙이 침몰할 때 어떻게 울릉도 같은 작은 부분만 남게 되었는지 설명
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77 

이러한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륙의 일부 고 동아시아와 하나로 연
결되어 있었다는 가설은 나카이와 일부 일본 인사들을 매료시켰다.78 나카이는 울릉
도의 식물조사에 자극되어 유사한 결과를 얻으려는 생각으로 흑산도나 매가도, 제
주도와 쓰시마 같은 곳도 조사를 했는데, 이는 울릉도 조사보고에 흡족해했던 총독
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이 조사 결과까지 포함한 울릉도 동해 륙설
은 1927년 학술지가 아닌 중적 교양지 東洋學藝雜誌에 출판되었는데, 이는 편집
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79

하지만 흑산도나 매가도 조사의 경우 별 성과는 없었다. 전라남도의 식물상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식물상을 보 던 것이다. 제주도와 쓰시마의 식물상에서도 울릉
도만큼 중요한 자료를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나카이는 범태평양과학 회에서 제주
도와 쓰시마에 해서도 강연했다. 그는 여전히 서양학자들을 겨냥한 듯 일본 지질
학계 내부의 논란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동해 륙설을 지질학적 기정사실로 제시하

77 寺田寅彦, “On the Bathymetric Features of Japan Sea,” The Bulletin of the Earthquake Research 
Institute 12(4) (1934), 650-655. 立岩巖, 韓半島 地質學의 初期硏究史: 朝鮮·日本列島地帶 地質構造論
考 양승  옮김 (大邱: 慶北大學校 出版部, 1996), 589에서 재인용. 다테이와는 “또한 상기의 견해가 식
물학상 정말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도 의문이다. 동물학적으로도 뒷받침이 아쉽다. 그러나 나카이의 견해
를 모두 부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없는 것 같다”라고 했다. Alfred Wegener의 륙이동설이 1912년 제
기되고 1960년 에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동해 륙과 울릉도에 해서는 아직 논쟁이 완결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나카이는 울릉도가 아주 오래된 섬이라는 자신의 의견에 “그럴 수 있다”고 답해 준 지
질학자 한 사람을 인용했다. 비판은 언급하지 않았다. 中井猛之進, “朝鮮半嶋ノ東西ニ孤立スル鬱陵島ト
大黑山島トノ植物帶ノ比較,” 東洋學藝雜誌 43(4) (1927), 214-227, 220-221.
78 조선 현지 자연사 학자들의 이에 한 비판은 6장에서 다룬다.
79 中井猛之進, “朝鮮半嶋ノ東西ニ孤立スル鬱陵島ト大黑山島トノ植物帶ノ比較”,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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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신의 식물분포론을 폈다. “지질학자들은 조선과 일본이 홍적세 이전에 연결되
어 있었다고 간주한다”는 일성으로 강연을 시작한 것이다. 비록 그는 “식물학자로서 
문제를 제시해서 식물학적으로 답할 것”을 다짐했지만, 실제로는 일본과 조선 땅의 
형성이나 그 사이 섬의 배열 등 식물학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주제를 다루었다. 

그가 우선 쓰시마와 제주도를 택한 것은 이 섬들이 “한때 일본과 조선을 연결했던 
륙의 흔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었다.80 사실 목본식물에 한해 그가 검토한 내용은 

일본과 조선 사이에 있는 두 섬이 양 지역과 모두 공통종을 갖고 있으며, 일본에 조
금 더 가깝고 퇴적암으로 형성된 쓰시마의 경우 일본과 공통종이 더 많고 특산종이 
적은 반면, 화산섬에 높은 산이 있는 제주도는 특산종과 고산식물을 포함한 식물종
이 많다는 사실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로부터 “조선과 일본이 연결
되어 있었으며” 특히 “쓰시마가 그 둘을 연결하는 땅덩어리의 일부” 다는 점에 의
심의 여지가 없다는 ‘식물학적’ 결론을 내렸다. 이유는 “쓰시마의 식물은 부분 조
선과 일본에 모두 공통”인 것인데, “육지 연결이 아니고서는 이동이 불가능한 식물”

을 많이 포함해서 다.81

1908년 바꽃에 한 그의 첫 어 논문에서 그는 일본식물의 고유성을 강조한 
바 있었다. 뒤떨어진 아시아의 형제들과 일본이 구분되지 않는 것이 불만인 듯했다. 

그는 “많은 일본 식물이 중국이나 한국 원산으로 오해된다”며 바꽃 몇 종의 원산이 
적어도 불확실하거나 일본이라고 주장했다.82 이렇게 한중일 식물 각각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것은 조선식물의 독자성을 밝혀 일본식물 아닌 조선식물을 연구하는 자신
의 과제를 정당화하기도 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졌다. 하지만 1926년의 상황은 
달랐다. 그는 이미 조선식물 전문가로 인정받아 구미 식물학회 등에 초청되었고, 일
본을 표하는 식물분류학자로 국제식물학회의 위원이 되었다. 나카이는 일본을 
표하는 식물학자답게 조선식물 전문가로만 머물 수 없었다. 울릉도 동해 륙설을 중

80 Nakai, “The Floras of Tsusima and Quelpaert as related to those of Japan and Korea,” in Proceedings 
of the Third Pan-Pacific Science Congress (Tokyo, 1928), 893-911, 893.
81 같은 글, 908. 후발론자들의 세분론에 아주 비판적이었던 Skottsberg도 이 학회에 참석했는데, 나카이 
논문을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오래된 섬일 경우 식물상이 진화를 통해 독립적으로 형성될 가능성과 또 
바닷물에 7년 동안 잠겨있던 씨가 발아한 실험을 들며 조류에 의한 원거리 이동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
적했다. Carl Skottsberg, “Remarks on the Relative Independency of Pacific Floras,” in Proceedings of the 
Third Pan-Pacific Science Congress, 914-920. 1914년 제주도 보고서를 보면 나카이도 이전에는 식물의 원
거리 이동가능성에 해 더 열린 생각을 가졌다. “먼지가 서양을 건너 1000마일이나 날아감을 기억하
라”거나 씨앗이 새들의 소화기관을 통과하고서도 생명력을 갖는다는 다윈의 말을 인용했다. 中井猛之進, 
済州島并莞島植物調査報告書, 115, 118. 
82 Nakai, “An Observation on Japanese Aconitum-II,”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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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하는 1926년의 논의는 1927년 “동아시아 식물분류법”을 내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과도 같았다. 아직 중국은 포함되지 않은 “동아시아” 지만, 일본을 표하는 식
물분류학자인 그가 수세에 처한 자신의 분류법을 조선에 국한시키지 않으려면, 지금
까지 독자성을 강조했던 조선과 일본 식물상을 다시 이어주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동아식물”의 애매한 친연관계나 학술적으로 허약한 울릉도 동해 륙설은 
동아시아의 자연적 연결고리를 보여주려는 그의 시도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 

“동아시아”를 자연적으로 정의하려는 그의 시도에 한 중적 호응은 있었던 셈이
지만, 그뿐이었다. 서양의 학자들은 큰 관심을 보인 듯하지 않고, 일본 학계도 개 
그의 이론을 ‘과학적’으로 비판했다. 나카이는 더 이상 서양의 학계를 겨냥해 “동아
시아 식물 ”를 규정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1935년 그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동아시아”의 경계를 그리고, 그에 한 자신의 전문성을 정당
화했다. “문화적” 혹은 “정치적” 기준에 근거한 시도 다. 

자신의 일본 중심부 분류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주변 역을 규정하려
는 이 시도는 유럽학자들의 시도와 흥미로운 차이를 보 다. 유럽학자들이 사실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자연물에 해 경험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의 법칙을 보편
법칙으로 주장한 것이 아님은 나카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이 이들
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던 지역이 많았다. 하지만 과학법칙의 보편성을 주장했던 
서구의 학자들은 그 보편성이 향을 미치는 지리적 역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신, 자연이라는 범주를 통해 자연세계를 경계가 없는 단일한 역으로 규정했다. 

전 지구 식물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여 논의한다는 엄청난 과제를 “자연”과 “사회”를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 단순화시킨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개입하고 다양성이 존
재하는 역을 “사회” 혹은 “문화”로 분리시켜 낸 뒤, 보편적 자연법칙이 적용될 자
연세계만을 자신들의 전문 역으로 선언한 것이다.83

1935년 나카이는 이렇게 자연에 의존한 서구의 지역구분을 비판하고 자신의 문
화적 지역구분을 소개했다. 東亞植物이라는 300여 쪽 남짓의 작은 책을 통한 이 
비판은 하지만 일본의 독자만을 겨냥한 것이었다. 제국인들을 위해 일본 본토와 주
변 섬들, 중국, 만주, 만, 조선의 식물상을 일본어로 간단히 소개한 책인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자연을 통해 동아시아의 공통성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자연을 근거로 하여 지리적 구분을 획정하려는 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83 Bruno Latour, We Have Never Been Moder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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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비판의 상으로 겨냥한 것은 식물 분류체계는 물론 식물지리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엥글러 다. 나카이는 동아시아 주변 지역에 한 엥글러의 구분이 “심하
게 부자연스러운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견 정교하게 보이지만 그 분할, 

합일의 방법”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아서 “실제 동아의 식물을 늘 접하는 학자로서
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일본 독자에게는 과감한 도전으로 
보 을지 모르지만 후커를 겨냥했던 바꽃 논문과 달리 일본어로 발표된 이 비판은 
엥글러에 한 도전은 아니었다.

엥글러의 구분은 한 , 온 , 아열 , 열  지역 등 기후 를 구분한 후 그 안에
서 다시 고산지 와 평지 등을 나눈 평균 온도, 습도, 고도 같은 자연적 요소를 철저
히 고려한 것이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남서 캄챠카 반도와 북치시마가 같은 지구에, 

북부, 중부 및 남부의 온  일본과 남치시마, 제주도 등이 같은 지구에, 북조선과 카
라후토가 같은 지구에 들어갔다.84 나카이가 이 “부자연스러운” 구분의 안으로 제
안한 것은 매우 간단했다. 동아시아를 중국 남서부, 중국 남동부, 중국 중부, 중국 북
부, 중국 산둥성 지방, 만주와 조선, 연해주와 캄차카 반도, 사할린, 홋카이도와 치시
마 열도, 일본 본토와 주변 섬들, 류큐와 만, 오가사와라 등으로 나눈 것이다. 조선
식물을 북부, 중부, 남부 한반도와 울릉도, 제주도의 다섯 구역으로 나눈 상세 설명
에서는 예의 고  륙설이 제기되었지만 그는 울릉도와 제주도를 일본에 포함시키
는 신 다섯 구역을 함께 별도의 조선지구로 검토해야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것이 “동아시아 식물을 늘 접하는” 자신이 보기에 적절한 방법이었다. 중국 남동부
의 하위 구분이 성(省)별로 이루어진 것이나, 일본의 구분이 략 일본 행정구역에 
편입된 순서에 따라 구분된 점, 조선이라는 단위 등에서 볼 때 그가 일본 독자들에
게 설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고 내세운 “자연스러운” 기준은, 역사와 언어, 풍습 같
은 문화를 공유한 ‘정치’ 단위 다. 

사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 그가 주장했던 것처럼 “동아의 
식물을 늘 접할” 필요는 없었다. 그때까지 그의 중국 여행이 1933년 단 한 차례 던 
점을 고려하면 나카이의 이러한 언급은 과장이기도 했다.85 어떤 점에서 다양한 측정
기구를 들고 다니며 지역별 데이터를 축적하여 전세계를 자연적으로 구획해가는 서
구 학자들에 항해 나카이가 내세울 수 있는 분명하고 유일한 장점은 위와 같은 문

84 中井猛之進, 東亞植物 (東京: 岩波書店, 1935), 2-3.
85 中井猛之進, 東亞植物, 3-4. 이 책의 내용에 해서는 5장에서 더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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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요소가 고려된 구분이었을 것이다. 이 새로운 식물 는 무엇보다 자신의 분류
법을 ‘정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지배에 의해 자연스
럽게 그려지고 팽창될 수 있으리라는, 나카이가 일본독자들과 나누고픈 기 를 드러
낸 셈이다. 

다시 세계 식물분류법을 향해

나카이는 1935년 이후 자신의 동아시아 분류법을 구체화하는 신 자신의 분류법을 
“신분류법”으로 재명명했다.86 동아시아 식물 분류법의 지역적 차별성과 의의를 확신
했다면 중심부 학계의 인정을 얻기 위해 더 노력을 기울 을 법하지만, 결국 그는 
“동아시아 식물”의 차이에 근거한 분류법이 불가능하거나 자신의 동아시아 분류법이 
내세울만한 이론이 아님을 자인했던 듯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분류법의 향력을 
어떻게든 확 하고자 했다. 이러한 나카이의 의지는 두 가지 모습에서 볼 수 있다. 

첫째, 그는 과감하게 자신의 분류법을 전 세계 식물에 적용하여 조선삼림식물편을 
세계삼림식물편으로 확장하려했고, 둘째, 그가 선언한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가 그
의 학문적 향력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적극 응원했다.

나카이는 1936년 간행된 조선삼림식물편 21집에서 자신의 연구를 세계 삼림식
물편으로 확장하겠다는 꿈을 드러냈다. 자신의 신분류법, 즉 세분론에 따른 수많은 
속과 종의 재정리 작업을 전세계 식물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조선삼림식물
편이 “출판될 때마다 전세계의 식물학자, 수목학자, 산림학자로부터 비상한 호평”을 
받은 데 고무되어 “단지 조선삼림식물편이 아니라 여기 실린 7과 식물에 한 광의
의 논저”를 시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토된 것은 馬兜鈴科, 木通科, 小蘗科, 海洞
花科, 錦葵科, 巖高蘭科, 蕁麻科의 7과의 목본 식물이었다. 이 중 첫 두 과를 제외하
면 조선에 그 종류가 몹시 적어서 한 권 당 한두 과를 다루곤 하던 이전의 삼림식물
편과 달리 제21집에서는 일곱 과를 다루게 된 것인데, 그는 이 소수 종의 조선식물
에 한 지식을 바탕으로 구미 학자들이 오인한 분류를 지적해 가며 각 과마다 새로
운 분류법을 제시하려 했다.87 

이 ‘세계삼림식물편’이 학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삼림

86 어로 자신의 분류법의 독특함을 언급한 그의 A Synoptical Sketch of Korean Flora에서도 자신이 엥
글러 등의 체계를 바꾼 이유는 “논문이 너무 길어질 것이라서” 설명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Nakai, A 
Synoptical Sketch of Korean Flora, 10.
87 조선삼림식물편 21집,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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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편을 세계 삼림식물편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21집으로 중단되었고 1940년 마지
막으로 간행된 22집은 다시 지역으로 돌아온 듯했다. 단 22집에는 조선식물과 관계
가 강조된 중국식물이 포함되었다. 그는 중국식물을 포함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사태
의 전개에 한 흡족함을 감추지 않았다. 오랫동안 구미학자들이 독점하여 “일본인
은 학자들조차” 접근하지 못했던 중국 자연계가 자신의 발 앞에 놓 다는 기쁨이었
다. 이는 “전적으로 지나사변이 낳은 좋은 결과” 다. 그는 이를 가능하게 한 일본군
의 노고에 답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중국 자연계의 암흑면을 밝히고,” 그 새로운 
사실에 입각해 학문의 기초를 세워 “동아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진실로 행복이 오는 
때”를 앞당길 책무를 자임했다. 이는 “동아의 학문도 점차 정통의 궤도”에 이르는 
길이었다.88 

사실 “동아의 학문”을 “정통의 궤도”에 올리는 작업은 결국 자신의 분류법으로 
세계 식물을 재분류하는, 즉 자신의 분류법이 유일한 정통이 되는 일을 의미했다. 중
일전쟁 개전 1년 뒤인 1938년, 나카이는 자신이 1920년 에 시도한 인동과(忍冬科) 

분류를 전면 재검토했다. 자신이 1921년과 1927년에 발표한 일본산 인동과 식물목록
은 인동과 전문가로 인정받는 레더가 Synopsis of the Genus Lonicera (1903)에서 제
시한 분류법을 그 로 따랐는데 일본 인동과 식물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
춘 꼴이었다는 후회 때문이었다. 이 논문에서 그는 동아시아 식물과 다른 지역 식물
의 차이에 해 그로서는 가장 진전된 비교를 시도했다. 

동아식물 특히 일본열도의 식물은 유난히 광범위한 변화를 보여 태서의 학자가 다루
는 구미나 남양의 식물을 기초로 한 분류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이 많다. 태서의 분
류법을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자연에 역행하는 인위적 무리가 따른다.89 

식물이 넓은 변화의 폭을 보인다는 점은 그의 분류법의 핵심인 세분론의 아주 
그럴듯한 근거가 된다. 그가 “ 자연의 계통”을 내세워 재구분한 인동과에는 새롭게 
Bracteatae, Fragrantissimae, Monanthae, Pararhodanthae, Praeflorentes, Ramosissimae, 

Rhodanthae, Rotatae라는 여덟 아속(Section)이 추가되어야 했다. 그는 이 “동아식물”

의 차이에 근거한 인동과 분류를 “동아시아 분류법” 신 “신분류법”이라고 불 다. 

동아의 학문을 서구의 학문에 항해 “정통의 궤도”에 올리려는 야심에 걸맞는 이름

88 조선삼림식물편 22집, (1940).
89 Nakai, “A New Classification of the Genus Lonicera in the Japanese Empire, together with the 
Diagnoses of New Species and New Varieties,” The Journal of Japanese Botany 14(6) (June 1938), 
359-376,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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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하지만 이 “신분류법”에 의한 아속 중 이후 식물학자들의 지지를 받은 것은 
Monanthae 하나 고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 종도 하나뿐이었다.90 한 지역 식
물상이 보인 변화의 폭이나 “ 자연의 계통”에 한 그의 판단은 여전히 “정통”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일본 제국의 팽창을 따라 자신의 “신분류법”을 적용하려는 그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1940년에는 과거 린네가 두 개의 속으로 분리했지만 1887년 이래 동백
속으로 통합되어 분류되고 있던 차나무에 한 재분류를 시도했다. 새로 획득한 중
국산 차나무 표본을 검토해 중국식물에 관한 연구를 독점했던 구미 학자들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 다. 그는 중국산 차나무 표본과 일본산 차나무 표본을 비교 검
토해서 차나무속과 동백속을 분명히 나눌 분류검색표를 제시했으며, 신아속을 하나 
추가한 동백과의 새분류법을 내어 놓았다. 이에 따라 수많은 동백과 식물의 학명이 
재조합되어 새로이 명명되었다.91 이것이 나카이가 언급한 바 “동아의 학문”을 정통
의 궤도에 올려놓는 일이었다면, 이는 식물분류학에 동아시아 식물분류학과 서구 분
류학, 심지어 남미, 조선, 일본의 식물분류학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자
신이 “동아식물” 표본을 모두 고려해 새로 만든 규칙에 따라 유사종의 분류를 새로
이 함으로써, 정통 학문의 궤도를 “동아식물” 중심으로 일신한 새로운 정통이 되겠
다는 것이었다. 

마쓰무라와 하야타를 비롯한 다른 일본 식물학자들조차 동의하지 않았던 그의 동
백과 분류도 역시 정통은 되지 못했다. 하지만 “신분류법”은 일본제국의 팽창과 함
께 서구와 정면으로 결할 힘을 얻은 나카이가 “동아시아” 분류법이라는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보편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서구가 선점한 세
계적 보편학문을 지향한 나카이가 그 궤도의 최첨단에 서서 서구 학자들을 이끌겠다
는 처음의 결심을 포기한 적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잠시 동아시아로 국한된 우회로
를 택했지만 그는 한 번도 서구가 만들어 놓은 정통의 길을 부인하거나 그 기준의 
보편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90 Theis, Nina, Michael J. Donoghue, and Jianhua Li, “Phylogenetics of the Caprifolieae and Lonicera 
(Dipsacales) Based on Nuclear and Chloroplast DNA Sequences,” Systematic Botany 33 (2008), 776-783
91 中井猛之進, “日華兩國産 つばき族 植物ノ 新分類法 (其一)”, 植物硏究雜誌 16(11) (1940), 659-667; 
“日華兩國産 つばき族 植物ノ 新分類法 (其二)”, 植物硏究雜誌 16(12) (1940), 69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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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나가며: 조선식물 연구의 성공과 동아시아 식물분류법의 실패

나카이가 식민지 조선을 통해서 만든 식물분류학은 “정통의 궤도,” 즉 유럽학계가 
걸었던 길을 따랐기에 빠른 시일 내에 뚜렷한 성과를 올렸고 그 결과 일본 식물학을 
근 식물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그는 우선 표본과 문헌을 수집하고 교환하는 
야타베 이래의 전통을 주변부로 확장시켜 확  계승함으로써 도쿄제 를 식물연구의 
세계적 중심지로 우뚝 세웠다. 그 덕분에 그는 더 이상 주변부 국가의 일원이 아닌 
중심부 국가 일본의 학자로서 활동했고, 엄청난 수의 표본에 바탕해 많은 분류학적 
성과를 올리며 조선식물상의 독자성을 세계학계에 알렸다. 그는 독보적 조선식물 연
구 성과에 기반하여 내외적 인정을 받음으로써 국제 명명법 위원회에 유일한 비서
구인으로 참가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분류법을 세계적 분류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동아시아 식물분류법”과 “신분류법”을 제안하며 조선 지역의 식물
에 바탕한 자신의 분류법을 보편화하려 시도했다. 이러한 나카이의 조선 식물 연구
를 살펴보며 이 장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다음의 세 가지 다. 

첫째, 나카이는 조선식물 연구를 통해 도쿄제 를 세계적 식물학 연구 중심지의 
하나로 만들고, 그로 인해 메이지 식물학계가 겨냥했던 일본 식물학의 근 화를 달
성했다. 이는 그의 조선식물 연구에 결정적으로 힘입은 성과 다. 주목할 점은 그의 
연구가 식민지를 확보하기 이전에 이미 주변부로 확장을 추진했던 일본 식물학계의 
적극적 노력으로 탄생했다는 점이다. 메이지 일본의 도약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확장
에 앞장섰던 일본인 전문가들의 국가주의적 열정에 크게 힘입었는데, 식물학 분야에
서도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식물에 관한 연구를 서구 학자들에게 선점당했기에 
일본식물을 연구해서는 쉽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내세운 일
본학계는 제국주의 진출을 적극 주도하거나 그 진출에 편승한 식민지로의 확장을 통
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식민지 조선에서 학술적 차원의 식물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도록 한 주된 동력은 총독부의 문명화 사업 의지
도, 조선 식물자원 개발을 노린 자본의 관심도 아니었다. 일본제국의 성장과 일본 근

학문 혹은 자신들의 개인적 성장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일본 식물학계의 적
극적 노력의 결과 고, 나카이는 그런 움직임을 표했다.

둘째, 나카이가 조선식물 연구를 통해 만들어낸 일본의 표적 식물분류법은 유
럽학계를 모방한 일본학계의 전략과 조선이라는 일본에 인접한 식민지의 특성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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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유럽의 학계는 제국주의적 지배관계에 의존해 주변부 식물표본을 확보했고 
기본적으로 그 석엽표본에 근거한 분류체계를 수립했다. 일본학계가 1901년과 1902

년 이미 조선식물 채집을 시작한 것은 이러한 유럽학계의 전략을 모방한 것이었고, 

나카이는 이러한 일본학계의 노력 덕분에 병합 전인 1909년 조선에 한 번 와보지도 
않은 채 조선식물에 한 연구논문을 완성했다. 그는 재직 기간 동안 도쿄제 의 표
본 수를 10배 이상 늘리며 이 전략을 계승했다. 이는 도쿄제 를 세계적 표본유통의 
중심지이자 식물연구의 중심지로 만든 성공적 전략이었다. 

하지만 수집된 표본에 의존하여 일본식물과 유사한 조선식물을 연구한 것은 그의 
방법론에 크게 향을 미쳤다. 중국이나 일본식물상과 구분되는 점이 없어 연구가치
가 없다고 평가되던 조선식물 연구로 성과를 내야했던 나카이는 조선식물의 독자성
을 밝히기 위해 형태상의 미세한 특징에까지 주목했고, 그에 따라 강한 세분론을 지
지했다. 그의 세분론은 지역식물상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주변부 학자들의 세분론과 
공통점이 있었지만 중심부 학자들과 같은 표본 중심의 방법이었다는 점에서 달랐다. 

셋째, 그는 자신의 세분론을 “동아시아 식물분류법” 혹은 “신분류법”으로 다양하
게 포장하며 일본 및 세계 식물학계에서 더 큰 향력을 행사하려 했는데, 그의 이
러한 시도와 그 실패는 그의 방법론적 논의가 띠었던 보편화 시도의 ‘정치성’을 드
러냈다. 그는 식물학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적극 부응
했던 일본 식물학계의 노력을 계승했다. 일본 식물학계가 병합에 앞서 추진했던 조
선식물 채집 사업을 계기로 분류학자의 길을 시작했던 나카이는 “동아시아 식물분류
법”을 제창하며 식물학적으로 동아시아에 한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오히려 세계로 그 역을 확 한 “신분류법”을 내세우며 일본의 정
치적 팽창 의지를 식물학에서 구현했다. 그는 자신의 학문적 향력 확 를 일본의 
정치적 팽창과 깊이 결부시켜 이해했다. 

그의 이와 같은 행보로부터 우리는 지역적 연구를 통해 수립된 방법론이 그 지
역을 넘어서는 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현상이 제국주의 팽창이라는 정치적 지배의 
확 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유럽 중심부 근  식물학의 성장, 

그리고 그 보편화가 과연 경제·문화적으로 지속되는 제국주의적 힘의 관계를 배제했
을 때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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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식민지 지식교류와 시장: 식민지 조선의 약재분류가 이시도야 쓰토무

이 장은 나카이의 조선식물 연구의 최  협력자 지만 점차 나카이의 연구가 서구추
종적이고 식민지 향토에 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강력히 비판하게 되는 이시도야 쓰
토무(石戸谷勉, 1891-1958)를 주인공으로 한다. 이시도야는 아직 일본 식물학사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며, 그의 생애에 해 추적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경력사항 
뿐이다. 그는 1891년에 태어나 삿포로 농학교를 졸업했고, 20세인 1911년 조선총독
부 산림과에 부임하여 1913년 임업시험소장직을 맡았다. 1926년에는 경성제  약리
학교실 강사, 1939년부터는 일본군 치하의 國立北京大學 교수가 되었다가 전후 日本
大學 공학부의 강사를 거쳐 도호쿠 약 의 교수를 지냈다. 하지만 이시도야는 지속
적 저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과학활동에 한 고민과 그 성과를 잘 남겨놓았다. 박사
학위논문이 된 중국 한방약재에 한 4권의 독일어 저작을 비롯해 수십 건의 길고 
짧은 논문과 에세이가 그것이다. 이 장은 총독부 조림기사, 조선 한방약재 연구자, 

중국 한방약재 연구자의 세 단계로 나뉘는 그의 학문활동을 그가 남긴 저작을 바탕
으로 살펴본다. 

이시도야는 무엇보다 조선에 정착하여 30년 동안 현지 전문가로서 과학활동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이 장은 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하는 제
국 과학계에서 주변인이면서 그렇다고 식민지배를 받는 조선인도 아닌 그의 애매한 
위치에 주목하여 식민지배 하의 과학활동이 드러내는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치다 준의 최근 연구가 보여주었듯 “식민자 식민지” 던 조선의 일본인 식민자들
은 단순히 제국의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입장을 일치시키지 않는 독자적 정체성을 형
성했지만 이 독자성은 이들이 결국 식민지배의 유지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에 
의해 제한되었다. 이들은 결국 제국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중개인으로 자신들을 위
치지웠던 것이다.1 

현지 전문가인 이시도야가 독자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관료, 언론인, 사

1 Uchida, Brokers of Empire: Japanese Settler Colonialism in Korea, 1876-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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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가 등을 주로 다룬 우치다의 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시도야는 일본의 전문가 집단과 피지배 조선인 사이의 애매한 위치에서 식민지배 
하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지식교류를 매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식민지에서 이루어진 일본의 과학 활동이 일본이 약속한 문명화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적 입장을 형성했다. 조선인들은 직접 제기하지 못했던 비판이었다. “현
지 전문가” 이시도야는 일본의 식민지 과학 활동에 한 이러한 불만으로 거듭 새로
운 경력을 모색했다. 그가 이식종 조림 등으로 난맥상을 드러내는 조림 사업을 피해 
처음 택했던 경력은 조선의 한방약재를 연구하는 일이었지만, 경성제  약리학교실
에서 중국의 본초 전통으로 시야를 넓히면서 곧 중국의 한방약재를 전문으로 연구하
게 된 것이다. 이 장에서는 현지 전문가 이시도야가 그의 애매한 입지로 인해 발견
하게 된 식민지 지식활동과 지식교류의 문제들을 그의 변신 과정을 추적하면서 살펴
볼 것이다.

4.1. 조림기사 이시도야: 일본 과학활동의 ‘이식성’

이시도야는 현지 전문가로서 식민지 과학활동을 매개하는 과정에서 서구식 근 과학
에 기반한 일본의 식민지 과학활동이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이에는 세 가
지 연관된 계기가 작용했다. 첫 번째는 일본 조림학계의 관행에 따라 수행되던 식민
지 조림사업이 실패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실패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과정에
서 알게 된 지역의 토양, 기후, 생태, 문화의 독자성에 한 깨달음이었다. 마지막은 
이렇듯 지역적 전문성을 갖춘 현지인들의 기여를 인정해 주지 않았던 중심부 학자 
나카이의 태도와 방법론에 한 의문이었다. 이 절은 이시도야가 식민지 과학활동의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 그에 따라 중심부 학계와 거리를 두고 현지인들과 유 를 강
화함으로써 현지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식된 나무와 ‘향토’의 불화

삿포로 농학교를 졸업한 조림전문가 이시도야 쓰토무는 갓 스물인 1911년 조선총독
부 산림과에 기수로 부임했다. 서울 청량리의 묘포가 그의 담당이었고 서울에만 남
은 시범양묘장 운 을 위한 묘포작업이 주 업무 다. 이때는 통감부 시절 설치했던 
임업시험소는 폐소되고 지방의 모범양묘장 다섯 곳이 지방관청 산하로 이관된 후로
서, 초기에는 양묘일을 돕는 고원으로 있던 김이만과 정태현을 제외하면 총독부의 



- 115 -

조림 담당자는 이시도야 뿐이었다. 조선과 일본의 풍토나 수종이 크게 다르지 않으
니 “일본 본토의 경험 및 연구 결과를 바로 응용”하자는 생각에 근거한 결정이었다.2

하지만 일본의 연구결과에 의존하겠다는 정책은 당장 문제를 드러냈다. 총독부는 
“교통이 편리하여 중의 눈에 잘 띄는 산지, 강변 혹은 철도 주변” 등을 골라 모범
림을 육성함으로써 식민 통치의 효율을 보여주려는 계획 하에 1912년 보조금까지 신
설하며 통감부 시절의 모범림 사업을 재개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조선에서 조
림에 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에서 일본의 관행에 따라 일본 밤나무, 적송, 흑송, 오
리나무, 백양, 아카시나 일본사시나무 같이 “생장이 빠른 종”의 묘목을 들여와 심었
지만, 크고 작은 실패가 잇따르며 기 했던 효과를 얻지 못한 탓이었다. 묘목만 나눠
줄 것이 아니라 현지의 달라진 토양과 환경을 조선에서 직접 연구해야 한다는 현지
기사들의 의견을 총독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3 

총독부는 1913년 임업시험소의 개소를 허가했고 이시도야가 소장이 되었다. 하지
만 아직 총독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의 임업시험소는 촉탁 
한 명과 두 명의 상근 직원, 다시 말해 도쿄의 나카이, 서울의 이시도야와 정태현(鄭
台鉉, 1883-1971)으로 업무를 시작했고, 1914년 아사카와 다쿠미(浅川巧, 1891-1931)가 
합류함으로써 상근자 세 명의 자그마한 조직이 되었다. 1922년 임업시험장으로 확
되기까지 유지된 체제 다.4 이시도야는 이 세 명의 직원과 다양하게 상호작용하고 
그 관계를 변화시키며 일본 조림정책이 현지에서 일으키는 문제점들을 파악해갔다. 

이시도야는 우선 현지 직원들과 함께 황폐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아카시와 가로
수로 도입되기 시작한 포플러 등의 외래종, 그리고 가죽나무, 산오리나무 등 일본종
의 양묘작업을 수행했고, 성공적 양묘와 조림을 위해 식재 실험을 진행했다. 그가 초
기 양묘 및 조림 작업부터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일본종을 포함한 외래종을 조선에 이
식하는 데 수반되는 문제들이었다. 그는 일본에서와 다른 결과를 내는 일본묘목이나, 

훌륭한 외래종 묘목이 조림과정에서 일으키는 문제를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조선의 
토양과 기후·환경으로 관심을 돌렸다. 

2 岡衛治, 조선임업사 하, 임경빈 옮김 (과천: 산림청, 2000), 307-333.
3 통감부 시기 전시행정이 축소되며 지방관청으로 양묘사업이 이관된 결과 자발적으로 양묘사업을 한 
도는 1911년에는 강원도 밖에 없었고 1912년에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가 있었다. 보조금
은 이를 확충하려는 노력이었다. “地方造林事業槪要”, 朝鮮總督府月報 2(11) (1912년 11월), 1-11. 임
업시험장 편, 林業試驗場 六十年史 (서울: 山林廳 林業試驗場, 1982), 1-22.
4 임업시험장은 지속적 증원을 했지만 1937년에도 기사 6명, 촉탁 2명, 기수 16명, 해방 당시 장장인 특
임관 1명(현 1급이상), 고등관 7명, 판임관 20여명의 조직으로 남았다. 임업시험장 편, 林業試驗場 六十
年史,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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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인공 조림의 경험이 일천한 일본에서 조림과 토양 및 기후·환경의 관계에 
한 실질적 연구는 널리 수행되지 않고 있었다. 환경의 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구미로부터 환경의 향을 극복할 수 있다는 비싼 종자를 도입하는 
방식을 선호했다.5 일본의 전문가들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외국의 우수한 수
종을 도입하여 일본의 황폐한 숲을 쉽게 복원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하에 여러 우수 
수종을 들여왔는데 “황금수(黃金樹)”, “ 목(靈木)” 등으로 불리며 적으로 소개된 
미국개오동도 그런 사례 다. 성장 속도나 목재의 활용 측면에서 기 가 높았던 이 
나무는 조선에까지 도입되어 이시도야에게 양묘와 조림 시험이 맡겨졌다. 결과는 만
족스럽지 않았다. 양묘에는 성공했으나 묘목을 산에 옮겨 심자 잘 자라지 않았던 것
이다. 이시도야는 일본에서 아직도 인기가 많은 이 외래종의 문제를 1917년 大日本
山林會報에 아사카와와 함께 보고 했다. 그는 기 했던 외래수종 중에 양묘장에서
는 좋은 성적을 보이다가 실제 산야의 토양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외
래수종에 의존하려는 일본 임업계의 관행을 꼬집었다.6 

미국개오동 실험결과는 이시도야로서는 예상했던 바일 것이다. 그는 이미 다양한 
양묘와 조림 실험을 통해 외래종의 문제에 해 파악하고 토종 조림을 준비해 왔다. 

그 결과는 1917년과 1918년 각각 大日本山林會報와 朝鮮彙報를 통해 발표되었
다. 우선 역시 아사카와와 함께 발표한 大日本山林會報의 글은 조선산 잎갈나무 
종자로 묘목을 길러내는 데 성공했다는 보고 다. 조선 토종 나무로 양묘와 조림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 기술을 확보했다는 이야기 으니 굳이 일본 나무를 도입하
지 않고 조선 나무로 조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이들은 같은 종의 일
본 나무에 비해 토종이 현지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철도 
침목 용재로 사용되는 유용한 나무인 잎갈나무를 일본 나가노현 신슈와 가라후토(현 
사할린) 지방에서 도입해 왔는데, 이들이 파종에 성공한 조선산 잎갈나무가 시험재배 
중인 신슈 종이나 가라후토 종과 비교할 때 발아율과 생장율,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
는 비교표가 제시되었다.7 

5 일본에서 임업은 쇼와기 전반까지도 “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간주되어, 천연갱신 등에 의존했고 그나
마 기술이나 돈이 부족해 큰 실적이 없었다고 자체 평가된다. 목재 이입 자료를 보면 식민지 산림자원
에 의존할 수 있는 덕분이었을 것이다. 인공 조림의 개척지로 볼 수 있는 홋카이도의 경우, 외래종 만능
의 풍조가 바뀌어 토종 조림을 추진한 것은 1927년으로 기록된다. 이론 부문에서는 독일, 프랑스에 한 
의존이 심했지만, 1910년 부터 독자적인 일본삼림  정립 노력 등이 있었다. 大日本山林會, 日本林業
八十年史 (東京: 大日本山林會, 1962), 45-63, 64-71등. 
6 石戶谷勉,·浅川巧, “朝鮮に於けるカタルペ-スペシオサの養苗及造林成績を報す”, 大日本山林會報
414 (1917), 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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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학적으로 조선에 있는 수종과 동일하다고 판명되어 이식만 하면 된다고 생각
했던 일본 묘목이 조선에서 기 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증거는 이것만이 아니었
다. 이시도야의 1918년 보고서 역시 같은 종의 조선 수종과 일본 수종을 비교해 조
선 수종의 적합성을 역설했다. 예를 들면, 겉모양에서는 차이가 없는 일본산 적송과 
조선산 적송을 비교 조림했더니 후자가 내한성이 좋고 충해에 강해 훨씬 좋은 성적
을 냈다. 밤나무도 일본 밤나무는 같은 종인 조선 밤나무보다 산출이 적었고, 일본의 
산개암나무는 조선산 시베리아 개암나무보다 훨씬 생장속도가 느렸다. 조선 각지에
서 시험 재배 중인 일본 표 수종 삼나무와 편백나무의 이식 결과는 특히 나빴다.8 

이시도야는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조선과 일본의 환경을 비교했다. 사실 
외래 수종을 이식하려던 일본의 조림기사들이 이식환경과 토양을 완전히 무시했던 
것은 아니다. 우수 수종은 모두 조선과 같은 기후 인 온 수종 중에서 선택되었고, 

앞서 말했듯 선정의 이유 중 하나로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란다는 점이 고려되었
다. 하지만 비슷한 기후 인 한국으로 옮겨심어도 문제가 없으리라 예상되던 일본 
나무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은 이 정도의 고려만으로는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었
다. 특히 삼나무와 편백나무를 이식하는 데 참패한 것은 획일화된 “기상관측표”에 
의존한 판단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삼나무와 편백은 조선과 같은 기후 인 일본의 온  지역에서도 잘 자랐다. 하지
만, 일본의 온 에서는 동상을 입지 않고 겨울을 나던 이 나무들이 조선에서는 겨울
이 지나면 말라갔다. 이시도야는 일단 종래의 기상관측표를 보완했다. 평균온도, 습
도만이 아니라 한파의 지속 기간과 한파 이후의 기온변화, 바람의 세기 등을 고려했
다. 일별 최저온도, 최고온도, 평균습도, 강수량, 겨울강수량, 계절별 비온 날 수, 맑
은 날 수 등도 추가했다. 이렇게 비교한 결과 비슷한 평균기온을 가진 일본의 지역
에 비해 조선 부분의 지역은 겨울의 최저기온이 낮았고, 맑은 날 수가 많은 건조
한 겨울날씨라는 차이가 있었다. 겨우내 나무가 수분을 보유하고 있기 힘든 조건이
라서 봄 무렵이면 고사에 이른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일본에서 이식해온 적송, 

밤나무, 개암나무가 같은 종의 조선 나무보다 산출이나 성장이 뒤쳐지는 것도 월동 
중에 해를 입는 것과 관련되어 보 다. 그는 조선의 나무는 오랜 세월 조선의 기후
에 적응했기에 일본의 유사종과는 겨울 동안 수분의 보유량 등을 조절하는 생리적 

7 石戶谷勉,·浅川巧, “テウセンカラマツの養苗成功を報す”, 大日本山林會報 419 (1917), 36–40.
8 石戶谷勉, “朝鮮に移植せられたる｢スギ｣｢ヒノキ｣の生育”, 朝鮮彙報 4 (19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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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다르리라고 추측했다. 일본 원산인 편백과 삼나무의 조선 이식은 십여 년 정
도 각지에서 실험이 진행된 상태 는데, 15개 시험재배지역 부분에서 멸종 직전이
거나 고전 중이었다.9 환경의 미세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는 참담했던 셈이다. 

현지 협력관계를 통한 ‘향토’의 발견

이시도야는 조선의 환경에 한 연구를 점점 심화시켰다. 1920년  초반이면 이시도
야는 토양을 포함한 환경에 한 관심과 토종의 적응성에 한 믿음을 생태적 삼림 
개념으로 뒷받침하여 제시하게 된다. 1921년 일본임학회 저널의 논평에서 그는 삼림
이라는 개념이 단지 나무와 숲이 아니라 “임지(林地)”를 포함한다는 임학교과서의 
정의를 “생태적 관점에서 음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조림가로서 삼림의 생태
적 바탕인 임지를 늘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림가의 입장에서 보면 삼림
을 이루는 나무들은 땅속 뿌리부터 줄기, 그 상부까지 서로 의지해서 사는 것으로 
이러한 “생태상의 상호관계”를 보호해야만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었다. 그는 일본 
임학관련 도서에서는 “임상(林床, forest floor)”이라는 개념조차 잘 쓰이지 않는다며 
부식토, 낙엽, 초본을 활용한 임상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삼림은 임지와 재목을 총
칭”한다는 말을 기계적으로 되뇔 뿐 생태 및 다양한 수종 간의 상호 의존 관계를 고
려하지 않는 일본의 조림 관행은 수동적으로 외국책을 베껴 온 탓이라는 지적도 덧
붙 다.10 

이시도야의 생태적 삼림 개념은 다음 해 전라남도 산림회의 발족을 축하하는 그
의 연설에서는 식물만이 아니라 숲의 생명체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진화했다. 

그는 전라남도의 비옥한 토양과 따뜻한 기후의 장점을 기 하고 있는 전라남도 산림
업자들에게 전라남도가 지닌 천혜의 조건을 강조하는 한편, 그럼에도 인공적 조림에
는 삼림의 생태에 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지와 임목(林木)”을 
총칭하는 삼림은 무엇보다 “생물(生物)”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 생명체가 “우리와 
같이 지구상에 생존하며 자기와 후손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격
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최소의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여 최 의 

9 石戶谷勉, “朝鮮に移植せられたる｢スギ｣｢ヒノキ｣の生育”. 이 때 전국적으로 이식을 실험했던 편백과 
삼나무는 남부 지역에만 남아있다. 
10 石戸谷勉, “生態上ヨリ觀察シタル森林ト林冠、林幹及林床ニ就テ”, 日本林學會誌 (1921), 26–29. 일
본에서 삼림에 한 생태적 관심은 1920년  중반 “당시 북유럽의 자연주의 조림사조가 파급되어” 이론
적 논의로 일어났다고 이야기 된다. 이시도야는 일본 임학자들보다 풍부한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생태 
개념을 실질적 조림 차원에서 더 일찍부터 고려하고 있었다. 大日本山林會, 日本林業八十年史,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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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취하자”는 조림의 목표를 위해서라도 적어도 이들 생명체의 삶을 위한 요구
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고, 조림의 성패는 이에 달려있었다. 그는 같은 식물이지만 오
래 길들여진 재배종을 키우는 농사와 달리 조림은 야생의 나무를 길들여 인간이 원
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일이라서 “호랑이나 늑 ”를 키우는 것처럼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논밭에 옮겨 심는 것이 아닌 묘목은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산과 들
에서 저절로 어우러져 “단체생활”을 해야 했다. 그는 전라남도에 자생 수종이 많아 
토종 수종 선택의 폭이 넓다며 이런 “단체생활”에는 토종이 유리할 수밖에 없음을 
주지시켰다.11

토양, 환경, 토종에 한 이시도야의 관심은 자연적인 역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이에 한 관심을 문화적인 요소를 포괄하는 “향토”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이
렇게 이시도야가 조선 문화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데는 임업시험소의 두 부하직원
이 향을 미쳤다. 토착 문화에 한 이시도야의 관심이 촉발된 첫 계기는 정태현과 
함께 추진한 한약재 연구일 것이다. 총독부 산림과는 1916년 임산자원 개발을 위한 
한약재 조사를 이시도야에게 맡겼는데, 정태현과 함께 진행한 이 업무를 통해 이시
도야는 문헌화된 식민지 지식전통을 접했다. 한약재는 일본과 조선 모두에서 이미 
상당한 지식이 축적된 역인 만큼 전통 문헌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권위있는 중국 서적이나 후에 이시도야가 자부심을 내보이며 인용하게 될 일
본 서적보다는 東醫寶鑑, 山林經濟, 方藥合編, 醫方新鑑 등의 조선 문헌에 
주로 의존했다는 점에서 특별했다.12 

이는 이시도야가 조선 한약재 조사에 조선인 정태현을 동원한 뒤 그에게 상당히 
의존했음을 보여준다. 갓 스물에 조선에 부임한 이시도야는 일본에서 메이지 이후의 
근 적 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으로서 그가 일본의 한방의학 연구자들과 접촉하기 시
작한 것은 경성제  약리학 교실로 이동한 1926년 이후 다.13 즉 당시로서 조선 한

11 石戶谷勉, “삼림에 한 조림자의 태도와 전남삼림의 천혜”, 全南山林會報 1 (1922), 18–26, 19, 20 
전남산림회보는 한글과 일본어 병용이었고 이시도야의 연설문도 한글과 일본어로 함께 실렸다. 이시도
야는 전남산림회의 1회 총회에 식산국장 신으로 참가했는데, 산림과는 이 해 식산국 산하로 옮겨지고 
임업시험장이 개설되었다. 전라남도 산림회는 조선조림업자들이 다수 참가해 지방 산림회중 가장 활발
한 활동을 보인 산림회 다. 각종 임원직도 ‘친일’인사를 비롯한 조선인들이 많이 차지했다.
12 본초강목(本草綱目)이나 신농본초(神農本草) 의학입문(醫學入門)등의 중국 서적은 참고문헌 목
록에 있지만 실제 인용된 자료는 부분 동의보감과 방약합편이다. 일본 자료는 약초재배법에 한 
것과 약국법전집 같은 최근 자료만 참고했다. 石戶谷勉, “朝鮮の山野より生産する藥科植物”, 朝鮮彙
報 2 (1916), 75-148. 
13 같은 글. 이시도야는 1926년 약리학교실에 합류했고, 1927년의 한방의약문헌 연구부터 일본 한학자들
에 한 언급이 보이기 시작한다. 일본 문헌에 한 구체적 언급은 그보다 더 늦은 1930년부터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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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재 조사는 그에게 전혀 생소한 업무 다. 게다가 아직 조선의 한방약재에 한 일
본측의 연구는 거의 없었다. 유일한 연구는 수원농림학교 교수인 우에키 호미키(植
木秀幹, 1882-1976)의 연구 는데, 이는 실사(實査)에 의한 간략한 목록이었다. 조선 
고문헌에 한 일본측의 연구도 아직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산림경제의 경우 
1921년에야 총독부의 고서적 목록에 실렸다.14 조선인들 사이에는 널리 보급된 의학
서인 동의보감, 방약합편, 의방신감 외에 정태현이 나중에 자신이 즐겨보았다
고 소개한 산림경제가 참고문헌에 포함된 점은 이 문헌의 발굴과 조사에 도움을 
준 것이 정태현임을 짐작케 한다.15 정태현을 제외하면 이시도야가 위와 같은 목록을 
얻었을 다른 통로는 없었던 셈이다. 정태현이 친구들과 금란사(金蘭士)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한시 시회를 가졌을 만큼 한문이 익숙했던 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시도야가 한약재 조사를 위해 정태현에게 의존했다고 해서 그가 당장 조선 전
통에 한 정태현의 전문성을 높이 샀다거나 한약재 및 조선의 의학 지식전통에 
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大日本山林會報 등을 통해 한창 일본 
임학계에 외래종 이식 문제 등을 제기하며 임업기사로 성장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
던 이시도야는 아직 한약재의 가치에 큰 관심이 없었고 따라서 일시적 과제로 주어
진 이 일을 정태현에게 상당히 일임한 것으로 보인다. 1916년 보고서는 약재상에서 
많이 취급하는 약재에 관한 사항을 조선 의서에서 한자 원문 그 로 베껴쓴 것이었
고, 약재 가짓수를 169개에서 196개로 증가시켜 보완한 1918년의 보고서는 정태현과 
함께 한의사 및 약종상을 면담하고 채약업자를 따라 다니며 조사한 결과 다. 그는 
일본에서 메이지 개혁으로 거의 사라졌던 “초근목피”의 “생약”이 조선에서 여전히 

량으로 거래되고 이용되는 현실에 놀랐는데, 이는 복고적 향수가 깃든 경탄이라기
보다 조선사회 및 의료의 후진성에 한 의아함에 더 가까웠다. “최신의술이 점차 
보급되고 있지만 아직 일반에 그 은혜가 돌아가지 못하는” 탓에 한방에 종사하는 의
료인들이 아직 5,700명에 달하고, 거기에다 “조선인 중 상당한 교육을 받은 인사도 
지금 최신 의술보다 도리어 한방의를 신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우려섞인 진단

졌다. 石戸谷勉, “大古支那の醫學想念”, 中外醫事新報 (1927), 529–536. 
14 植木秀幹, “藥用として朝鮮産森林植物”, 大日本山林會報 362 (1913), 38-41. 방약합편 (1884)과 
의방신감 (1915)은 당시로서는 고문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총독부 간행의 朝鮮總督府古圖書目
錄 (1913)에는 산림경제가 실려있지 않다.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 (1921), 183.
15 이우철, “하은 정태현 박사 전기”,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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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조선 한약재 조사에 한 그의 목표는 따라서 한방 의료의 복원이나 개혁이 
아니라, 최신 의술의 보급을 확 하고 “화학의 진보”를 통해 이런 생약재에서 신약
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초 정보를 얻는 일이었다.16 

하지만 한약재 조사 업무를 계기로 처음 접하게 된 조선의 고문헌은 당장 이시
도야의 임업관련업무에 중요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정태현과 협업하면서 깨달
았을 이 사실은 같은 식물에 해 일본과 조선에서 쓰는 한자명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었다. 동의보감 등에 실린 한자와 한글 식물명이 때로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
른 식물을 지칭했던 것이다. 또한 하나의 식물에도 여러 개의 방언명이 있는데다 조
선에서는 이런 구어 방언에 한자를 붙인 것까지 포함하여 여러 가지 한자명이 쓰이
고 있었다. 산림과의 업무에서 일본과 조선의 식물명을 정확히 응시키는 일은 중
요했고, 1915년 朝鮮主要森林樹木名稱對照表가 총독부에 의해 공시된 것은 나무
의 이름을 정확히 번역하고 명칭을 통일하려는 시도 다. 한자명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일본 한자명을 주요 기준으로 하여 작성했던 이 조표는 재검토가 필요했
다.

이시도야는 1917년 당시 일본어에서 쓰이는 식물의 한자명과 본초강목과 같은 
중국문헌, 그리고 동의보감과 같은 조선문헌의 한자명을 조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송, 전나무, 계수나무, 녹나무, 후박나무 등 주요한 공통 수종의 한자명이 모두 서
로 달랐다. 그는 이 차이가 “서로 생산되는 식물의 차이, 본초학자, 채약업자, 문사
(文士)의 오해와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단순히 조선 문헌의 한자를 보고 
일본식으로 생각하거나, 한자로 조선인에게 정보를 확인할 경우 오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17 그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쓰임새를 알고 있는 토착민의 
경험이 매개되어야 비로소 그 텍스트를 제 로 이해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그
가 전적으로 문헌에 의존했던 1916년 연구를 1918년 조선인 약종상과 의생에 한 
직접 면담으로 바꾼 것은 이런 인식을 반 했다.

이시도야가 조선 문화에 해 좀 더 적극적 관심을 드러낸 것은 1916년 아사카
와와 함께 착수해 1919년 발표한 조선의 거수노수명목(巨樹老樹名木) 조사 다. 아
사카와는 임업기사 을 뿐 아니라 조선민예 연구로 이름을 날린 상당히 예외적인 일
본인이었다. 그는 식민지배가 정당한지 의심했고, 조선에 와 있는 것이 “조선인들에

16 직접 인용은 “朝鮮漢方藥科植物調査書”, 朝鮮鷺峯植物調査書 (朝鮮總督府, 1918), 1, 2; 石戶谷勉, 
“朝鮮の山野より生産する藥科植物”, 朝鮮彙報 2 (1916), 75–148, 75. 
17 石戶谷勉, “朝鮮に於て用いらるる樹木漢字名”, 朝鮮彙報 3 (1917), 91–9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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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미안해서” 몇 번이나 일본으로 돌아가려다가 그 미안함을 조선의 도자기와 민예
품에 한 사랑과 연구로 표현했다고 한다. 조선의 문화나 자연을 사랑한 일본인은 
많았지만, 조선인에 한 미안함을 표현한 사람은 드물었다는 점에서 그의 예외성은 
분명했다. 그의 조선 도자기와 민예품 연구는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의 
조선 민예 연구에 도화선이 되었고 둘은 1924년 함께 조선민속박물관을 건립했다.18 

이시도야와 아사카와의 고목 조사사업은 도쿄 학의 식물생리학 교수 미요시 마
나부(三好學, 1862-1939)가 주창한 천연기념물 제정과 보호를 위한 기초 작업이었는
데 토종식물과 조선 문화에 한 이시도야와 아사카와의 관심이 잘 결합되어 표출되
었다. 이들은 각 도 별로 보고된 5,300수의 거 한 고목 혹은 이름난 나무를 실측 
자료에 바탕해 정리했다. 이 나무들은 보호되어온 이유에 따라 신목(神木), 당산목
(堂山木), 호안목(護岸木), 정자목(亭子木), 피서목(避暑木), 풍치목(風致木), 명수(名
樹)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 기준은 이 나무들이 향토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
아온 이유에 따른 것인데, 그늘을 제공한다거나 강둑의 붕괴를 막는 등의 실질적 기
능만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 심었다거나 왕이 내렸다거나 마을을 지킨다거나 신령
한 힘이 있다는 등의 고사와 전설이 고려된 구분이었다.19 

아사카와와 협력했던 고목 조사와 정태현과 협력했던 한약재 조사의 향은 1923

년 임업시험장이 펴낸 朝鮮森林樹木鑑要에 잘 드러났다. 이 책은 토착문화에 한 
이시도야의 관심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처음으로 정태현을 공저자로 삼
아 둘 사이의 관계가 변하고 있음도 드러냈다. 이시도야는 단기 과정인 수원농림학
교 임학속성과를 졸업한 정태현과 일본의 야마나시현 농림학교를 졸업한 아사카와를 
직급이나 급여면에서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태도를 보 지만 양묘, 조림과 관련된 
업무에는 앞서 보았듯 아사카와를 중용해왔다. 정태현도 참여했을 이런 업무의 결과
보고서에는 같은 직급인 아사카와의 이름만 기록되었고, 정태현이 상당한 역할을 한 

18 한국말을 잘 했던 아사카와는 임업시험장 일로 강연을 다닐 때도 평소의 한복 차림새로 다녔는데, 조
선사람으로 오인해 자신을 차별하는 일본 관원의 행태를 꼬집곤 했다고 한다. 그의 상사인 이시도야는 
아사카와의 이러한 태도를 용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사카와 다쿠미의 예외적 조선 사랑은 그 사실을 
기억하는 조선 산림과학자들에 의해 추모비로 세워져 기념되고 있다. 김석권, “아사카와 다쿠미의 임업
사적 재평가”, 숲과 문화 20 (2011), 45–56; 장혜정, “아사카와 다쿠미의 삶의 궤적과 “朝鮮””, 世界文
學比較硏究 14 (2006), 103–122. 아사카와 다쿠미의 생애에 해서는 다카사키 소지, 조선의 흙이 되
다: 아사카와 다쿠미 평전 (파주: 효형, 2005).
19 조선총독부, 朝鮮巨樹老樹名木誌 (京城: 조선총독부, 1919). 참고로 미요시 마나부가 천연기념물 제
정과 보호를 처음 주창한 것은 1911년이고 일본산림회가 大日本老樹名木誌를 펴낸 것은 1913년이
지만 일본에서 지방단위의 거수나 명목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주로 1920년  이후이다. 조선의 조사가 
빨랐던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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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보고서도 정태현을 공저자로 삼지 않았다.20 하지만 한약재 업무를 위한 협력 
과정에서 점점 정태현에 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그는 정태현을 점차 중요한 정보
제공원, 나아가 동료로 인정한 듯하다. 다음 장에서 더 상세히 보겠지만 이시도야는 
조선삼림수목감요에 정태현이 수집해 두었던 지역별 수목명을 활용하여 나무의 문
화적 용도라 할 만한 사항들을 특기했다.21 조선의 독자적 문화에 한 그의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그에 한 소양을 지닌 조선인 부하도 더욱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일본 식물분류학의 이식성

“삼림의 업무와 연구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참고의 자료”로 제공된 조선삼림수목감
요는 또한 이시도야와 정태현 사이에 형성되고 있던 또 다른 연 감도 잘 보여주었
다. 이는 중심부 학자에 항한 현지 전문가, 실무자들의 연 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정태현이 통역과 조수일을 맡아왔고, 이시도야도 많은 채집표본을 보내주었던 
나카이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22 

나카이는 1913년 조선식물에 한 가장 포괄적인 학문적 성과를 낸 후, 지속적 
연구를 위해 총독부의 조선식물연구 촉탁으로 부임했다. 이시도야는 능력과 학문적 
야심을 겸비한 나카이가 조선식물 촉탁으로 선임된 것을 반겼던 듯하다. 자신이 학
술적으로 흥미를 느꼈던 식물분류학에 해 조언을 구할 사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나카이가 조선의 조림에는 조선 환경에 오래 적응한 토종이 더 나을 것이란 견해를 
냈던 것도 둘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었다.23 이시도야는 자신과 함께 식물분류를 
공부해온 정태현으로 하여금 나카이가 여름방학마다 수행하는 현지연구를 돕도록 했
다. 통역, 길안내 및 물자와 장비를 운반할 인력 관리를 겸하는 조수의 일이었다. 정
태현은 나카이의 손발이 되어 채집과 표본정리를 전담했다. 이시도야는 그 외에도 
나카이의 조선 출장이 편하도록 숙소 등을 배려했고, 자신이나 다른 임업기사들이 
발견한 신종으로 생각되는 표본들을 모두 나카이에게 보내 주었다.24 

20 정태현이 1910년  한약재 조사에 참여했던 것은 1936년의 임업시험장 약용식물 조사보고서에 기록
되어 있다. 林業試驗場, 朝鮮産野生藥用植物 (京城: 朝鮮總督府 林業試驗場, 1936).
21 石戸谷勉·정태현, 朝鮮森林樹木鑑要 (京城: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1923).
22 같은 책, 서문. 이 책의 내용은 다음 장에 상세히 분석된다.
23 총독부 촉탁식물학자로 조림정책에 한 조언을 부탁받았던 나카이는 조선에는 당연히 조선의 환경
에 오래 적응한 토종이 더 좋으리라는 견해를 피력했다가 일본 조림 전문가들의 반 를 받았다고 했다. 
나카이는 이시도야가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실험결과를 내어 놓으며 지원해 주었다고 회고했다. 中
井猛之進, “朝鮮植物の硏究”, 571. 
24 직원이 셋 뿐인 임업시험장 업무가 한가하지는 않았던 듯, 이시도야는 나카이와 정태현의 채집여행을 
함께 가지는 못했다. 나카이는 출장시 정태현이나 아사카와의 집 등에 묵었다. 임업시험장이 당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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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도야와 나카이의 우호적인 협력관계에 이상조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21년 부터 다. ‘중심부’ 학자로서의 권위를 내세운 나카이가 현지 채집과 채집자
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이 일차적 문제 다. 조선의 다른 임업기
사들과 함께 나카이가 새양버들을 신종으로 등록하고 다시 신속으로 격상하도록 도
왔던 경험에서 구체화된 생각이었다. 3장에서 보았듯 나카이는 새양버들의 ‘발견’을 
자신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생각하여 세계적으로 홍보했지만 이시도야에 따르면 
발견의 진정한 공로자는 나카이가 아니었다. 

버드나무의 꽃은 이른 봄에 잠시 피었다 진다. 나카이는 여름 새양버들의 올곧고 
우람한 모습은 보았지만 버드나무의 꽃이 피는 시절에 조선에 왔던 적이 없었다. 

1914년과 1915년 새양버들이 자생하는 북한 지역을 채집했던 나카이는 처음에 이 
버드나무가 이미 알려진 분버들이라고 생각했다. 가지가 더 청록색을 띠고, 잎이 더 
원만하게 가늘어지고, 보통 버드나무보다 더 곧고 크게 자라기는 했지만 개체 변이 
범위 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917년 출장중이던 한 임업기사가 이 쭉뻗은 버드
나무를 살펴보다 수꽃에 분비샘이 없어 꽃모양이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하고 가지 하
나를 채집해 오게 된다. 하지만 버드나무의 자그마한 수꽃에 분비샘이 없다는 특성
은 건조된 표본 상태에서는 식별이 불가능했다. 이시도야는 1918년 다시 그 지역을 
찾아가 그 나무를 직접 확인하고 “살아있는 채집품”을 가지고 돌아와서는 이 표본들
을 모두 나카이에게 보내주었다.25 

나카이는 채집자들이 이미 그 차이를 식별한 뒤 공들여 채집하여 만들어 준 표
본을 받아 그들의 말이 사실임을 추인했다. 그는 1918년 이 표본들을 바탕으로 라틴 
기재문을 작성해 Salix splendida Nakai라는 신종으로 보고했다. 나카이는 아직 수꽃
에 분비샘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새양버들이 충매화가 아닌 풍매화라는 점을 깨닫지 
못했던 듯 단지 신종으로 확정하는 데 급급했다.26 

외진 청량리 근처여서 시험장 근처에 나카이를 묵게 하려는 배려 다. 이시도야의 초기 논문은 개 나
카이나 우에키 호미키 등이 식물 동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쓰고 있다. 이시도야와 나카이의 채집 행적에 

해서는, 김휘, 장계선, 장진성, 최병희, “외국인의 한반도 식물 채집행적과 지명 재고(2)-나카이 다케노
신”; 장진성·장계선, “외국인의 한반도 식물 채집행적과 지명 재고(4)-이시도야 쓰토무”, 식물 분류학회
지 40 (2010), 90–104.
25 石戶谷勉, “朝鮮に於ける柳屬及上天柳屬の分類(下)”, 朝鮮 (1921), 91–104, 91. “자화는 건조표본으
로도 그 특징을 보존하지만 웅화 및 분비샘은 어쩔 수 없이 살아있는 채집품이 아니면 특징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시도야는 압착판을 써서 건조시키는 보통의 표본제작법이 꽃의 부분들과 열매 등의 
구조를 파괴해 인식을 어렵게 하는 점을 지적하며 건조 를 이용한 다른 표본 제작을 추천하기도 했다. 
石戸谷勉, “大陸の植物採集旅行に必要なる旅装と軽便なる脂葉乾燥法の紹介”, Acta Phytotaxonomica Et 
Geobotanica 1 (1932), 26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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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업기사 이시도야는 향기없는 새양버들 꽃에 뭔가 더 살펴볼 부분이 있
다고 생각했던 듯 아직 찾지 못한 암꽃을 수집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는 평안도에 
사는 지인을 통해 새양버들의 암꽃을 손에 넣으려 했지만 1919년에는 성과가 없었
고, 1920년에야 겨우 암꽃이 달린 표본을 몇 가지 구했다. 그는 이 자료를 나카이에
게 보냈고 나카이는 이 자료를 근거로 새양버들이 버드나무 속의 다른 나무들과 달
리 분비샘이 없어 향기가 없는 풍매화라는 점을 확신하고 1920년 9월 이를 Chosenia 

splendida Nakai라는 신속으로 정정 보고할 수 있었다.27 

나카이는 새양버들을 신종으로 보고했던 1918년 논문에서는 채집자들의 노력에 
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1920년 논문에서야 임업기사들이 수꽃과 암꽃의 표본을 

몇 년에 걸쳐 수집해 그를 도운 사실을 밝혔다. 단 이시도야는 임업기사들이 먼저 
분버들과의 차이를 발견해 신종이 아닌지 나카이가 재차 감정할 것을 유도했다고 기
억했지만, 나카이는 이들이 우연히 수집해온 표본을 보고서 자신이 차이를 발견하고 
이들의 추가수집을 지휘한 듯 기록했다. 나카이는 현장에서밖에 감지할 수 없었을 
향기와 같은 차이를 포착하고 살아있는 작은 꽃들의 특징을 파악한 이들의 적극성이
나 전문성을 단순한 채집행위로 간주했다.28

새양버들의 신속 등록과정에 한 이시도야의 기록은 나카이가 신속을 등록한 1

년 뒤에 나온 것이다. 이시도야가 두 차례에 걸쳐 펴낸 버드나무류에 한 논문에서 
다룬 것인데, 그는 나카이의 성과에 해 “학계 및 임업계에 있어 주목할 수밖에 없
는 임목이 조선의 임업에 종사하는 인사에 의해 재료가 채집되어 조선식물 조사를 
담당하는 나카이 박사에 의해 연구 발표된 것은 총독부가 다이쇼 2년 이래 손을 
어온 조선식물 조사사업의 빛나는 일  공적”이라고 평가했다.29 나카이의 공적을 인
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빛나는 일  공적”을 이루는 데 임업기사들이 수행한 주도적 
역할을 하나하나 기록한 점은 나카이의 논문에서 배경에 머물 던 채집자들을 부각
시키려는 의도를 반 할 것이다. 조선의 임업기사들이 새양버들의 꽃모양과 분비샘
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그것이 풍매화라는 점을 깨닫지 못한 나카이를 설득하
기 위해 수년 간 수꽃과 암꽃의 “살아있는 채집품”을 얻기 위해 공들인 과정을 적시

26 Nakai, “Notulæ ad Plantas Japoniæ et Koreæ XVIII”, 植物学雑誌 32(382) (1918), 215-232.
27 Nakai, “CHOSENIA, A New Genus of Salicaceæ”, 植物学雑誌 34(401) (1920), 66-69.
28 같은 글.
29 나카이처럼 이시도야도 이 새양버들속의 발견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石戶谷勉, “朝鮮
に於ける柳屬及上天柳屬の分類(上)”, 朝鮮 1921, 37–4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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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그는 중심부의 분류학자에게 연구의 재료를 제공하는 현지의 채집 작업이 
상당한 노력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분류학자에 버금가는 전문성을 요하는 일
임을 강조했다.30

그는 1928년 “최초의 조선식물 채집자 이야기(朝鮮植物採集一番鎗の記)”라는 글
을 써서 채집자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명했다. 초  주한 일본공사 던 하나
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1842-1917)를 비롯해 조선 각 지역의 식물을 최초로 채집한 
이들에 해 기록함으로써 누락된 식물채집자들의 공헌을 복원한 것이다. 그는 1886

년 도쿄 학의 조사에서 불과 104종, 1901년 팔리빈의 조사에서 635종이라고 이야
기 되었던 조선식물이 3,500종이나 알려지게 된 것은 이렇게 “전문가 이외의 인사”

의 노력으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31 

이시도야의 주문은 단지 채집자의 공헌을 더 인정하라는 차원에 머물지 않았다.32 

그 외에도 두 가지 더 중 한 문제가 결부되어 있었다. 우선 이시도야가 보기에 석
엽표본에 의존해 현지에 한 번 와보지도 않은 채 종과 속을 결정하는 무수히 많은 
‘중심부’의 전문가들은 “한두 가지 자신들이 중시하는 특징에 따라 종속을 달리 나
누고 신종을 만들어” 자신과 같은 실무자들을 혼동시켰고, 때로 채집자들이 구별해 
준 표본들을 혼동하거나 잘못 관리하여 실수를 저지르는 그다지 신뢰할 수 없는 집
단이었다. 서로 다른 종의 표본을 섞어 놓고 기재문을 쓰기도 하고, 오염이 되어 희
끗한 것을 잎표면에 털이 있다고 쓰기도 하며, 계절적으로 혹은 나이별로 달리 나타
나는 색이나 형태의 특성을 그 종의 고유한 특성인양 단정해 종속을 새로 만들거나 
식별에 어려움을 주기도 했다.33 따라서 표본에 의존한 이들의 식별표와 구분법은 현

30 石戶谷勉, “朝鮮に於ける柳屬及上天柳屬の分類(上)”, 朝鮮 1921, 37–44, 38; “朝鮮に於ける柳屬及上
天柳屬の分類(下)”.
31 石戶谷勉, “朝鮮植物採集一番鎗の記”, 朝鮮及滿洲 (1928), 38-42, 42. 
32 사실 나카이가 채집자들의 노고를 모르거나 그들의 도움이 결정적인 경우 그것을 그냥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식물분류 기재의 규정상 기본적으로 채집자들의 역할이 인지되도록 채집자를 기록하게 되어
있기도 했다. 물론 당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식물분류학자이자 植物学雑誌의 창간자인 마키노 도미
타로처럼 매번 채집자의 이름에 느낌표를 쳐가며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나카이도 기본적으로 채집자를 
기록했고(느낌표 치는 것을 1912년까지 따라하다가 그만두었다), 이시도야는 특히 여러 번 중요한 정보
와 표본을 제공했던 듯 네 번 헌명되었다. 산단풍나무Acer ishidoyanum Nakai, 산이스라지Prunus 
ishidoyana Nakai, 섬버들Salix ishidoyana Nakai, 털제비꽃Viola ishidoyana Nakai 등이다. 하지만 이시도야
에게 헌명한 이유가 특별히 명시되지는 않았다. Nakai, "Notulæ ad Plantas Japoniæ et Coreæ XIX," 植
物学雑誌 33(385) (1919), 1b-11; "Notulæ ad Plantas Japoniæ et Coreæ. XIII," 植物学雑誌 31(361) 
(1917), 3-30; 朝鮮植物 (1914), etc.
33 표본을 섞어놓은 것은 연호색의 경우 는데, 이시도야가 두 식물에서 만들어 보낸 표본을 나카이가 
하나로 혼동해 기재하고 신종을 등록했다. 이시도야는 이 실수를 정정해 하나의 신종을 스스로 라틴 기
재문과 함께 등록했는데, 나카이의 실수를 위로하듯 나카이에게 헌명해 Corydalis Nakai Ishidoya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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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임업기사들이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시도야가 1921년 버드나무에 
한 논문을 펴낸 일차적 목적은 사실 임업기사들을 위한 현장용 버드나무 분류검색

표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기준표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재문과 그에 근거한 분류
학 서적의 분류검색표는 현장에서 접하는 살아있는 버드나무를 식별하는 데 유용하
지 않아서 다. 현장용으로 새 검색표를 작성하는 일은 정태현과 함께 했던 조선삼
림수목감요로 계승되었던 셈이다.34

식물, 그것도 말린 석엽표본에만 주목하는 중심부 식물학자들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이시도야는 이들이 “향토”가 식물이 발현하는 데 결정적인 차이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종의 개념을 “향토”와 별개로 다루는 점 역시 중요
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경우는 특히 향토에 한 이해없이 중심부에서 행
해진 원격 연구의 혼돈상을 잘 드러냈다. 높은 산이 있어 기후 가 다양하고 현무암, 

조면암 등 암상도 다양할 뿐 아니라 격리된 섬인 제주도는 다종의 식물군을 보유하
고 있어 내외의 채집자들이 많이 다녀갔다. 특히 프랑스 신부 에  타케(Emile 

Taquet, 1873-1952)가 선교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유럽학자들에게 다량의 채집 식물
을 보낸 결과 제주도 식물에 한 원격 연구가 양산되었다.35 그에 따라 제주도 식
물에 한 연구는 나카이뿐 아니라 국,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스위스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들 ‘중심부’ 학자들의 견해는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이시도야는 1928년 이러한 혼란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예컨대 “갑”이란 학자는 새로운 종(species)이라고 해서 기재·발표한다. “을”이란 학
자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한 식물의 변종(variation)이라고 발표한다. 학자 “병”은 
그것이 단순히 종래 알려졌던 식물의 변형(form)이라고 발표한다. 그래서 초학자들도 
스스로 이러한 여러 학설을 비판하고 자기가 나아갈 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
다.36

이러한 제주도 식물연구의 혼란상은 식물분류학의 문제를 분석하여 드러낼 좋은 재
료 다. 이시도야는 우선 혼란의 근저에 있는 것이 종의 개념에 한 혼동이라고 보
았다. 바로 향토와 결부된 새로운 종 개념이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리란 제안이

그가 명명한 식물은 단 둘인데, 1929년에 명명한 제비꽃 한 종은 채집자에게 헌명했다. 石戶谷勉, “朝鮮
産 延胡索 一新種”, 朝鮮博物學會雜誌 6 (1928), 87–91; “滿洲産 Viola屬 植物總說”, 朝鮮博物學會雜
誌 8 (1929), 15–18.
34 石戶谷勉, “朝鮮に於ける柳屬及上天柳屬の分類(上)”; 石戸谷勉·정태현, 朝鮮森林樹木鑑要.
35 타케 신부의 채집에 해서는 吳修榮, “Emile J. Taquet에 關한 一考”, 生物과 自然 6 (1976), 97–
99; 이창복·이문호, “프랑스 선교사의 조선식물 연구”, 敎會史硏究 (1987), 149–207.
36 石戶谷勉, “濟州島の植物と將來の問題”, 文敎の朝鮮 10 (1928), 71-92,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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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특히나 제주도처럼 새로운 식물이 많다고 알려진 곳의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
들은 새로운 형태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이런 형태의 변이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
석할 수 있도록 종의 개념을 정립해야 했다. 그는 “종”의 개념을 처음 고찰한 사람
을 린네로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신의 설계도의 실현이라는 린네의 고정된 종 개념
은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유동적 개념으로 바뀌었
으며 이제는 이런 유동적 개념이 종교계에서도 받아들여졌다. 변화 자체가 종의 본
질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었다. 그는 특히 러시아 학자 코마로프(Vladimir L. 

Komarov, 1869–1945)가 오랜 채집 경험을 통해 정립한 종의 개념이 환경과 상호작
용하며 진화하는 종의 특성을 고려했다며 상세히 소개했다.37 

이시도야의 이해에 따르면 코마로프는 종(種), 아종(亞種), 변종(變種), 품종(品種)

의 개념을 향토와 직결시켜 정립했다. 우선 종의 개념에 해서는 특정 형질에 한 
원래의 설계도가 발현되는 것이라는 린네식의 개념을 고수하든 아니든, 세 를 거쳐 
일정한 형태가 유지되는 식물군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같은 종이라도 만약 오랜 
세월 각각 다른 지역에 살면서 서로 잡교하지 않는다면 공통의 특징을 잃고 새로운 
특징을 보일 수 있었다. 이렇게 한 지역에 오래 정착해 새로운 특징을 보이게 된 것
이 원래 종의 아종이었다. 예컨  일본 소나무, 만주 소나무, 조선 소나무가 서로 다
른 모습을 갖지만 이것은 서로 다른 종이 아니라 그 향토를 서로 달리하는 한 종의 
아종이라는 것이다. 변종은 아종들 속에서 적은 개체수로 발생하는 변이와 같은 것
이었다. 예를 들면 원래 보라색 꽃이 피는 솔나리 중에 흰 꽃을 피우는 것이 생기면 
이것을 변종으로 볼 수 있었다. 품종은 다시 토양의 특성을 반 하는 것으로서 더 
국지적인 개념이었다. 즉 “한 집단의 식물이 고산의 꼭 기, 중턱의 산림 속, 해안의 
바위 위 등 환경을 달리하는 곳에 놓여졌을 때 산 위의 것은 잎이 왜성(矮性)이 되
고 꽃은 커지며 뿌리는 굵고 전면에 털이 나고, [그에 비해] 산림 속의 것은 잎사귀
는 커지고 꽃은 작아지면서 전체가 매끈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같은 종이 “일정
한 환경에 따라” 달라진 품종이었다.38

이시도야는 제주도가 육지와 격리된 지 오래되고 토질이 특수하고 기후가 다양하
여 여러 종의 식물상이 서로 향을 미치며 아종, 변종, 품종이 많이 만들어질 수밖
에 없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곳에서 발견되어 신종으로 보고된 구상나무, 

37 이시도야가 하야타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종 개념의 유동성, 코마로프와 하야타의 관
계로 볼 때 연관성이 보인다. 
38 石戶谷勉, “濟州島の植物と將來の問題”, 7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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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버들과 제주버들, 특산소나무 등이 모두 실은 아종, 변종, 품종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했다. 일례로 미국 연구자 윌슨(Ernest Henry Wilson, 1876-1930)이 그 인편(鱗片)

이 꺾어진 모양새를 근거로 신종으로 등록한 구상나무의 경우는 그가 보기에는 일본
전나무의 아종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었다. 구상나무는 전나무속에 속했는데 구상나
무 인편의 모양은 분비나무와 비교하면 새로운 특징이지만 일본전나무에서는 볼 수 
있었다. 윌슨은 이런 문제제기에 해 구상나무는 일본전나무에 비해 수피가 거칠다
고 답했던 모양인데, 이시도야의 경험에 따르면 분비나무, 구상나무류의 수피는 개 
회백색으로 매끄럽고 가로로 눈이 있지만, 오래된 큰 나무나 바람이 심하고 건조한 
지역에서는 개 거칠어졌다. 구상나무처럼 수피가 거칠어진 일본전나무를 보는 것
이 드물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정도 차이로 신종을 등록하는 것은 이름을 얻
고자 하는 욕심이 아닌가 물으며, 윌슨의 구상나무는 제주전나무라는 속칭으로 부르
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39 

이시도야는 일본 연구자들이 주도하는 일본 및 조선 식물연구에서는 특히 외래 
전문가를 추종하는 일본학계의 풍토로 인해 문제가 많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일
본의 나무꾼들은 산속에서 낙엽졸참나무류를 물참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갈참나
무 등으로 분류하고 그 이용을 그르치지 않았는데,” 도쿠가와 시기 일본의 본초학자
들은 이시진의 본초강목만 들여다보며 고심했고, 린네의 제자 튠베리와 지볼트가 
오자 이제는 모두 이시진의 분류방식을 버리고 린네의 분류방식을 알기 위해 부심했
다. 1867년 한 서양학자가 일본 참나무류를 연구해 졸참나무를 물졸참나무와 큰졸참
나무로 구분해 새 학명을 붙이자 “메이지 시  학자들은 모두” 이를 추종해서 그 차
이가 무엇인지 식별하느라 애썼고, 그 차이를 습득한 것을 과시하듯 사할린과 홋카
이도 등지에서 몽골물졸참나무, 조선과 만주에서 만주물졸참나무를 찾아 신종으로 
보고했다. 타케 신부가 보내준 표본을 연구하여 제주도에 무수히 많은 신종을 등록
한 프랑스 학자 레베유는 제주물졸참나무라는 신종도 “발견했다.” 나카이는 이를 그

로 추종해 쓰다가 1916년 번복해 이를 몽골물졸참나무로 되돌렸지만, 그 신 큰
졸참나무 등 두 가지 신종을 추가했다. 이에 해 이시도야는 신종을 추가하는 신 
“몽골졸참나무에 몽골과 사할린을, 큰졸참나무와 물졸참나무에 일본과 홋카이도를, 

제주 물졸참나무에 제주도를, 만주물졸참나무에 조선·만주라고 하는 토를 붙여서 

39 나카이는 제주도조사보고서에서는 코마로프의 설을 받아들여 제주도 소나무를 장례소나무로 보고했
지만, 1919년 재검토 끝에 이 소나무는 일본과 조선에 널리 퍼져있는 다른 소나무와 같은 종이라고 번
복했다.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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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 족하다고 제안했다.40 식물과 향토를 함께 생각하자는 것이었다.

식물과 향토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 신종이 명명되는 상황은 정확하고 고
정된 이름을 필요로 하는 그와 같은 임업기사들에게는 실질적인 문제 다.41 그는 동
료 임업기사들이 자신들의 현장 지식과 전문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식물학자들의 명
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데 해 일침을 놓았다. 이러한 신종들은 각 종들의 기
준표본으로는 검색표에 제시된 로 구별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종에서 수백 개
의 표본만 채취해 조해 보아도 그 종의 구분 경계가 모호해질 유동적인 것이었다. 

그렇다면 “식물의 실체를 파악해서 그 이용후생 방면을 밝혀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
는 농림기술자들까지” 새로운 학명을 “이유없이 고마워 할” 필요는 없었다. 그는 이
러한 임업기사들의 태도도 서구 추종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외국인이 만든 것이라
고 하면 특히 존중하는 버릇이 있는 우리 일본인”의 경향을 반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함부로 나무껍질의 빛깔이나 과실조각의 형상을 불변의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분류학자를 더 이상 추종하지 말고” 지역에 착된 지식을 통해 “이용후생”에 
기여하자고 제안했다.42

4.2. 조선 한방약 연구자 이시도야

이시도야가 이상과 같이 나카이의 식물분류학에 한 비판을 체계화한 것은 그가 임
업시험장을 떠난 뒤 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43 이시도야가 1925년 임업시험장을 떠
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의 새로운 목표는 뚜렷했다. 조선 한방약재에 한 
연구 다. 일본의 모방적 과학활동이 갖는 문제에 한 비판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이 공식 교육에서 배운 적도 없었고, 자신의 근 적 과학활동과도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전통지식을 재평가하게 된 듯했다. 앞서 보았듯 1918년 한방약재에 한 

40 지역에 따라 생기는 변이를 모두 신종 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나카이의 “동아시아” 분류법과 풍토
의 특질을 고려해 이 변이를 이해함으로써 종을 안정화시킬 것을 추구하는 코마로프와 이시도야는 나카
이와 분류학적으로 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글, 직접 인용은 86, 87, 81, 86, 88.
41 학명에 한 합의나 안정성이 없는 점은 현재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Hawksworth, D. 
Improving the Stability of Names. (Köigstein/Taunus Germany: Published for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lant Taxonomy in conjunction with the International Union of Biological Sciences and the Systematics 
Association by Koeltz Scientific, 1991).
42 石戶谷勉, “濟州島の植物と將來の問題”, 81, 86. 
43 이시도야는 같은 해인 1928년 나카이의 울릉도 동해 륙설과 오동나무 울릉도 기원설에 한 비판도 
제기했고 자신이 나카이에게 보냈던 연호색이라는 약재 식물에 한 나카이의 분류 오류를 정정하며 처
음으로 독자적으로 신종을 보고하기도 했다. 石戶谷勉, “內地に栽植する桐は果して鬱陵島の原産なるや”, 
朝鮮 164 (1928), 67–70; “朝鮮産 延胡索 一新種”, 朝鮮博物學會雜誌 6 (1928), 87–91; “欝陵島ノ植
物區系=閥スル考察 (1)”, 朝鮮博物學會雜誌 7 (19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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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도 이시도야는 정태현의 도움에 힘입어 수행한 이 과제에 
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임업시험장을 그만둔 1925년에 나온 연구 성

과를 보면 그의 공부는 이미 꽤나 진행된 상태 다. 그는 1925년의 조선박물학회 총
회에서 동의보감 등을 참고하여 조선 한방약재에 해 발표했고 이것을 조선박물
학회잡지에 실었다. 

조선의 본초 전통 

1925년 이시도야가 박물학회 총회에서 발표한 후 출판한 조선 한방약의 원식물에 
한 연구는 한중일의 표 한방의서를 독자적으로 검토한 산물이었다. 중국에서 전해
진 본초서의 “불완전한 기재문”에 근거하여 토산 식물을 찾으려 애쓴 “옛 조선과 일
본 사람들의 노력과 혜안”을 높이 평가한 그는 특히 조선 문헌에서 일본이나 중국과 

비했을 때 특이한 약재 45종을 찾아 조선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도와 효능 등을 소
개했다. 

사실 전통 본초서의 묘사만으로 토산 식물을 찾아내는 일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
다. 이시도야에 따르면, 한중일 의서에서 한자명이 같은 100여 종의 식물 중 7할은 
종이나 속이 유사한 식물이었지만 나머지 3할 정도는 속이나 과가 아예 달랐다.44 

이시도야는 이 차이를 지역별 식물상의 차이, 불완전한 기재문에 기인한 오해, 혹은 
억지로 토산 용품을 찾으려 한 조선이나 일본 본초학자의 의지 때문으로 추측했지
만, 이 차이를 문제로 보지는 않았다. 오히려 차이가 있는 약재가 더 의미있다고 생
각했기에 조선 문헌에서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45종을 모아서 검토했을 것이다. 차
이나는 종일수록 풍토에 맞지 않는 중국 지식을 조선의 풍토에 적응시킨 결과일 가
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듯했다. 이는 중국 혹은 일본 문헌을 절 적 기준으로 조선 
문헌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지식을 교류하면서 발달시킨 독자적 지
식을 중시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나카이식의 분류학이나 일본의 조림이 서구추종적
인 점을 경계하는 그의 태도와 잘 부합했다.

조선 한방약재에 특화된 이시도야의 관심과 전문성은 곧바로 인정받았다. 1926년 
경성제국 학 의학부에 신설된 약리학교실 제2강좌에서 한약연구를 담당할 세 주역
의 하나로 선정된 것이다. 한방약 연구를 전담하는 이 강좌는 6번째 제국 학인 경
성제 에 “특성있는 간판강좌”를 만들려는 의도로 설립되었다. 조림기사 출신의 이

44 石戶谷勉, “朝鮮ノ 漢方藥ト其ノ原植物ニ就テ”, 朝鮮博物學會雜誌 3 (1925),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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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야가 강사로 합류했고, 일본 교토와 게이오 약학의 전통을 이은 약리학 전문가 
스기하라 노리유키(杉原德行, 1892-1976), 도쿄제  전통과 만철 조사부의 전통을 이
은 약물 화학분석 전문가 가쿠 텐민(加來天民, 1895-?)이 가세했다. 이시도야가 담당
한 것은 전통문헌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하여 전통 약재의 원식물을 밝혀냄으
로써 스기하라와 가쿠가 약리 분석과 화학성분 분석을 수행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었다. 그는 1930년  개성 상인들의 지원으로 개성생약연구소가 설립된 이후로는 약
초재배 연구도 수행했다. 이시도야는 의욕적으로 이 역할을 담당하며 경성제 의 한
약연구를 일본에서도 유례가 없는 “종합약물학” 연구로 만들어가는 데 일익을 담당
했다.45 

경성제 에 합류했을 무렵 이시도야는 전통 한방의학 지식과 그와 관련된 조선의 
지식 전통에 해 높은 기 감을 보 다. 향토를 무시하는 이식적인 근  식물분류
학에 해 비판적 의식을 키워오던 그가 한방의학과 같이 오랜 세월에 걸쳐 향토에 
토착화된 지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했다. 사실 조선의 전통 문화가 찬
란했다는 인식은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고, 일본인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었다. 1926년 일본에서 열린 제3회 범태평양과학 회에 맞추어 나온 과
학 일본: 과거와 현재(Scientific Japan: Past and Present)에 실린 두 글도 조선이 도
쿠가와 시  이전까지는 본초·의학 분야에서 뛰어나 그것이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평
가했다.46 하지만 이 시기 이시도야의 경우는 흔히 그 고 문화가 쇠락한 이후로 간
주되는 조선 중기까지도 조선문화가 우수했다고 보는 점에서 달랐고, 게다가 흔히 
조선문화를 중국문화에 한 사 주의적 모방으로 간주하는 식민사관과 달리 중국 
전통과 구별되는 조선문화의 독자성과 가치에 해서도 인정하는 태도를 보 다.47 

45 스기하라는 동창회보에 실린 회고에서 이 간판강좌는 경성관광 버스 안내양이 소개할 정도로 유명한 
것이었다며 자부심을 보 다. 그는 또한 전통문헌 관련 연구는 문헌을 확보할 수 있는 넉넉한 예산을 
주어 이시도야에게 전담시켰다고 기억했다. 이시도야가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구할 수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杉原德行, “京城帝國大學 藥理學敎室”, 京城帝國大學同窓會. 紺碧遙かに: 京城帝國大學
創立五十周年記念誌 (東京: 京城帝國大學同窓會, 1974), 212-214. 신창건은 경성제  약물학교실 제2강
좌를 제국 유일의 동서 학문이 결합된 “종합약물학”센터로 소개하며 그 성립과 활동을 살펴보았다. 단 
이 글은 중심부 정책입안가와 학자들의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시도야와 같은 식민현지 학자
의 복잡한 지적궤적은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 신창건, “경성제국 학에 있어서 한약연구의 성립”, 사
회와 역사 76 (2007), 105–139.
46 Mitsutaro Shirai, “A Brief History of Botany in Old Japan”, and Yu Fujikawa, “A Brief Outline of the 
History of Medicine in Japan”, in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Japan, Scientific Japan: Past and 
Present (Kyoto: Maruzen Co., 1926), 213-227; 229-242. 저자들은 의사 다. 물론 곧 발행될 미키 사카에
의 조선의학사도 조선전기까지의 의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47 총독부의 의뢰로 고적조사를 하며 식민사관을 뒷받침한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1867-1935) 등의 경우
는 조선 미술의 시발점을 낙랑미술로 잡았다. 조선미술을 중국미술의 모방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정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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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백자, 민예품의 미에 한 아사카와나 야나기의 긍정적 평가와 일치하는 점이 
있었다.48

경성제 에 한약연구팀이 식민지 제국 학의 특색을 드러낼 “간판강좌”로 자리잡
은 것도 바로 조선 한약 전통에 한 일본의 기 를 보여준다. 고문헌보다는 인삼과 
같은 중요하고 거래량이 많은 한약재에 더 직접적 관심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자
원 발굴을 위해서는 문헌연구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시도야를 연구
팀에 합류시켰을 것이다. 이시도야를 강사로 발탁한 것은 1924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에 부임하여 조선박물학회에 참여했던 스기하라로 보인다. 둘은 한방약에 한 다양
한 문헌들을 섭렵하여 1926년부터 경성제  약리학교실의 이름을 내걸고 발표하기 
시작했다. “朝鮮の漢藥”이라는 글이었다. 이 글에서 두 사람은 조선을 일본제국 한약
연구의 전초기지로 내세웠는데, 그 근거 중 하나는 조선의 발달된 한방의학 전통이
었다. 

“조선의 한약”은 滿鮮之醫界에 1926년 11월부터 1928년 8월까지 16회 연재되
었다. 중국, 일본, 조선의 한의학과 본초의 역사를 다룬 총론에 이어 조선의 표적
인 한약 35가지를 때로 삽화도 곁들이며 상세하게 소개한 글이었다. 이 글의 서론은 
조선의 한방의학이 “학술이나 채약 기술” 등에 있어 “상당히 진보한 것”이어서 일본
으로 꾸준히 전래되었다며 백제, 신라와 일본의 의학교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했
다. 또 조선 시 에도 채집월령, 향약집성방, 동의보감과 같은 규모 의서의 
편찬작업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저작에 한글로 토산의 식물명이 붙어 있다는 
사실도 한글창제에 한 이야기와 함께 특기했다.49

동의보감에 한 기록은 특히 상세하고 긍정적이었다. 허준은 이시진에 비견되
는 가로 묘사되었고 허준의 학문활동을 지원한 조선 왕조의 역할도 긍정적으로 부
각되었다. 1596년 선조의 명을 받아 내의원 편찬국에서 편찬을 시작했으나 정유재란

와 같은 조선 학자들은 평양에서 출토된 낙랑유물에 근거한 이런 주장이 “터무니 없는 거짓”임을 보여
주려 노력했다. 식민사관은 또한 조선시 를 ‘쇠퇴기’로 규정함으로써 일본의 개입을 정당화했다. 정인
보, “터무니없는 거짓을 바로 잡는 글”, 薝園文錄 中, 정양완 옮김 (파주: 태학사, 2006), 40-72.
48 이양숙은 야나기의 조선미술론은 “민예론”의 지속적 향 속에 있는 것으로 일반적 식민이데올로기
와 달랐다고 지적한다. 그의 “비애의 미”가 조선을 감상적으로 타자화해서 조선의 수동성을 강조했다는 
해석에 한 비판이다. 이양숙,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의 “조선예술론”에 한 고찰”, 민족문학사연
구 (2006), 123–153. 야나기의 피지배민족에 한 공감적·우호적 미술론은 식민지 조선의 일본 지식인 
사이에도 향을 미쳤다. 경성제  철학과 아베 요시시게도 그 사례로 볼 수 있다. 최재철, “경성(京城)
제국 학과 아베 요시시게(安倍能成), 그리고 식민지 도시 경성의 지식인”, 日本硏究 42 (2009), 261–
279.
49 石戶谷勉 ‧ 杉原德行, “朝鮮の漢藥(一)”, 滿鮮之醫界 68 (1926), 17–2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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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으로 중단되었던 편찬 작업을 허준이 독자적으로 애쓴 끝에 1610년 완성한 것
이 동의보감이라는 이야기 다. 이시도야와 스기하라는 1610년이면 명나라 이시진
의 본초강목이 완성된 지 “불과 33년” 밖에 안 된 시점으로서 “동서를 막론하고 
이 시기에 그와 같은 작이 나온 것은 실로 놀랄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글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이시진 전에는 본초서에 수록된 약재의 종류가 1000종에 미치지 
못하다가 이시진에 이르러서야 1892종으로 늘었는데, 허준은 이시진과 동시 에 
1350종의 약에 해 기술했고 아직도 그중 1000종은 사용되고 있었다.50 이시도야는 
1927년 조선에서 애용되는 마늘을 문헌학적으로 검토한 논문에서도 동의보감의 간
행시기에 해 거듭 감탄했다.51 조선이 중국에 뒤지지 않게 독자적인 한약 연구전통
을 발전시켰다고 파악하면서 그에 한 기 감을 거듭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스기하라 교실에 합류한 그는 일본의 “동양의학자”나 조선문헌 연구자들
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전통지식에 한 연구를 조선을 넘어 일본과 중국으로 확
하게 되었다. 중국과 일본의 전통에 한 연구가 동시에 추진된 점은 “조선의 한약”

의 늘어가는 참고 문헌 목록에서부터 드러났다.52 조선의 문헌으로도 향약집성방
등이 추가되었지만, 삽화는 송 의 저작인 大觀本草 (1108)에서 더러 따왔고, 중국 
최초의 체계적 본초서라 할 神農本草經集註 (6세기 초)는 물론 한 의 도가저술인 
淮南子 (기원전 2세기)와 서광계(徐光啓, 1562-1633)의 農政全書 (1639)도 참고
했으며, 일본 본초서도 오노 란잔의 本草綱目啓蒙 (1803-06), 이와사키 칸엔(岩崎
灌園, 1786-1842)의 本草図譜, 이이누마 요쿠사이(飯沼慾齋, 1783-1865)의 草木図
説 등을 두루 참고해 식물 하나하나에 해 꼼꼼하게 조사했다. 이시도야의 1925년 
한방약 논문이 조선 문헌을 중심으로 그 문헌들을 이해하기 위해 일부 중국과 일본
의 문헌을 참고한 정도 다면, 이 연구는 한‧중‧일을 포괄하는 방 한 문헌을 동원함
으로써 문헌연구에 있어서 진일보한 느낌이 확연했다. 

이 글이 이시도야의 1925년 연구에서 다루어진 것과 전혀 다른 약물을 상으로 
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조선적 특색이 있는 것보다 고  중국의 본초서에 

50 동의보감은 1610년 완성되어 1613년 간행되었고 본초강목은 1578년 완성되어 1596년 출판되었
다. 石戶谷勉 ‧ 杉原德行, “朝鮮の漢藥(一)”, 滿鮮之醫界 68 (1926), 17–24, 18, 22. 
51 石戶谷勉, “大蒜小蒜トハ何ゾヤ”, 55. “조선의 한약”은 계산을 실수해서 33년이라고 했는데, 이 글에
서 32년으로 정정되었다.
52 조선 고문헌을 모으고 연구하던 오카다 노부토시(岡田信利,1857-1932)와 후지츠카 치카시(藤塚鄰, 
1878-1948)에게 문헌을 빌리거나 해석의 도움을 받고 있음이 자주 언급되었다. 石戸谷勉, “支那の古代よ
り近古に至る薬物分類の變遷に就て”, 中外醫事新報 (1927), 721–72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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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려있던 약물 중 조선과 일본에서 같은 한자명으로 수록된 것들이 주로 다루어졌
다. 향토의 토착 전통에 한 개인적 연구가 아니라 약재 자원 개발을 염두에 둔 제
국 학 차원의 연구라는 점이 드러나는 변화 다. 한‧중‧일 문헌에 공통적으로 발견되
어 세 나라 사이에 더 량으로 거래될 만한 것들을 추적‧비교한 셈이다. 이전에 단
순히 한자명과 학명을 응시키던 원식물 조사 부분은 이제 약재가 각각의 본초서에
서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검토한 후, 당시 서양 및 일본 학자들에 의해 추정된 원
식물을 소개하고 조선 식물의 원식물도 확인해 주는 순서로 수행되었다. 특히 약의 
성분도 전통적으로 본초에서 약성을 논하는 형식을 그 로 따라서 소개한 후에 화학
성분을 추가하는 방식을 택했다. 시고, 짜고, 달고, 쓰고, 매운 오미(五味)와 한열온냉
(寒熱溫冷)의 사기(四氣), 신농본초의 상중하품에 관련된 독성의 유무 등이 약성의 
기술에 포함되었다.53 한의학의 고유이론에 근거하여 부여된 성질에도 의미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이시도야는 효험이 검증된 처방약을 만들어낸 한약의 근본원리에 취할 점이 없는
지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했다. 우선 한의학의 개념들을 하나하나 근 과학 용어로 
번역하려는 노력이 주를 이루었다. 그는 고  중국 의학의 사상을 거의 모두 현 과
학의 이론과 용어로 번역한 후 “동양 고 의 철학사상은 순수한 과학”이라고까지 평
가했다.54 이를테면 그는 1927년 한방의학의 가장 오래된 경전인 황제내경소문을 
검토해 그 안에서 드러나는 주역과 인도 고  사상을 분석했다. 그는 주역의 사상은 
음양 두 힘의 작용으로 만물의 생성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현  과학의 원자 구조를 
기반으로 한 설명과 같고, 인도의 고  사상은 물질 불멸의 원리와 화학현상의 촉매
작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황제내경에서 정(精)이 변하여 기(氣), 액
(液), 형(形)도 된다고 말한 것은 “요컨  우리 신체의 구성과 활동의 원천이 되는 
전자(電子)와 같은 것을 상상”한 것이며,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
는 오행 상생의 법칙은 옛사람들이 경험을 일반화시켜 만든 것이라고 보았다. 이 상
식적 원칙은 현 과학과도 부합했는데, 그에 따르면, 수생목은 식물이 물을 흡수하고 

기중 이산화탄소를 취해 목질을 형성함을 이르는 것이고, 나무가 잘 타는 것이 목
생화, 타고 나면 재가 남는 것이 화생토, 흙을 정련하면 금속을 얻는 것이 토생금, 

53 “조선의 한약” 마지막 글인 16호에서만 약미와 약종에 한 문헌적 고찰이 빠졌다. 石戶谷勉 ‧ 杉原
德行, “朝鮮の漢藥(十四)”, 滿鮮之醫界 83 (1928), 29–32; “朝鮮の漢藥(十六)”, 滿鮮之醫界 89 (1928), 
45–48.
54 石戸谷勉, “大古支那の醫學想念”, 中外醫事新報 (1927), 529-536,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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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금속을 낳는 산악이 천지의 자기(磁氣)에 감응해 운무를 불러 비를 내리는 
것”이 금생수라는 것이었다.55 그는 전통 지식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자신이 배운 과
학적 이해가 올바르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고 의 사상이 옳다면 현재의 
과학언어로 번역될 수 있으리라 믿었고, 고  사상의 핵심에는 결국 최신과학의 진
리에 위배되지 않는 “천고불후(千古不朽)”의 진리가 담겨있다고 결론을 내렸다.56 

한방약 분류법에 대한 고찰

이시도야는 황제소문내경에 천고불변의 진리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한방의학이 이
미 고 에 완성되었다고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근  임학이나 식물분류학이 
지속적인 탐구에 의해 발전하는 학문이라 생각했듯 천고불변의 진리를 바탕으로 한 
한방의학의 경우에도 후 의 학자들이 이룬 진전에 관심을 기울 다. 그는 서구 식
물학의 분류법에 한 스스로의 불만을 반 하듯 특히 분류학에서 한방의학 전통이 
이룬 성과를 검토하고자 했다. 스기하라 교실로 옮긴 직후인 1927년부터 그는 한방
약 분류법 연구를 시작했다.

이시도야는 1910년  한약재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당연히 서구식 분류법을 
기본으로 삼았지만, 그럼에도 서구식 분류법이 한약재를 분류하는 데 적절한지 애초
부터 의심했다. 1925년의 첫 논문에서는 나카이가 기본으로 삼았던 엥글러의 분류를 
따라 과와 속을 배열하고, 학명의 알파벳 순으로 종을 배열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
만 이런 원식물 학명에 따른 분류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았던 모양인지 뒷부분에 “산
초부”, “방초부”, “습초부”, “독초부”, “만초부” 등 한약 분류법을 적용한 색인을 부
록으로 두었고, 1918년의 보고서는 한자 자획순에 따른 색인을 붙 다. 1925년의 조
선박물학회 발표문은 약재를 아예 종별 구분 없이 약명의 한자 자획순으로 배열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약재 식물에 해 마땅한 분류법과 배열순서를 정하지 못했던 것
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 줄 한방 약물분류 연구의 첫 번째 성과는 “고 부터 근고까
지 중국 약물분류의 변천(支那の古代より近古に至る薬物分類の變遷に就て)”이라는 
1927년의 보고서 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약물 분류는 약재의 기원에 따른 “자연분
류”와 약성의 작용양태에 따른 “효용분류” 두 흐름으로 나뉘어 발전해 왔는데 각각

55 같은 글, 530, 532. 
56 石戶谷勉, “藥草の探險と哲學思想”, 朝鮮及滿洲 (1930), 50-5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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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성한 저작이 근고에 나왔다. 자연분류는 이시진의 본초강목에 의해 완성되었
는데, 이는 1892점의 약종을 수, 화, 토, 금석, 초, 곡, 채, 과, 목, 복기, 충, 인, 개, 

금, 수, 인의 16부로 분류하고, 이것을 다시 60류로 세별하여 “자연분류를 독창적으
로 성”했다. 효용분류를 완성한 것은 이천(李梴)의 醫學入門 (1575)으로서 930점
의 약종을 치풍(治風)·치열(治熱)·치습(治濕)·치조(治燥)·치한(治寒)·치창(治瘡)·식치(食
治)의 칠문(七門)으로 나누어 약성에 따라 성공적으로 세분했다는 것이다. 이시도야
는 “이시진, 이천 이후의 본초에 관한 저술을 보면 모두 이를 조금씩 고친 것에 불
과하다”하다고 결론지을 만큼 이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57 전통학문의 진전은 근

로의 전환 이전에 끝났다고 짐작한 듯했다.

하지만 연구가 더욱 진행됨에 따라, 그는 한약재 연구가 과거 어느 시기에 완성
되어 근  이전에 그 발전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현재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 적 
학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기에 이르 다. 1930년 그는 지금까지 써오던 “본초”란 이름

신 “약초학”이란 새 이름으로 약재 연구의 역사를 검토한 “약초이야기(藥草ノ話)”

를 펴내며 변화된 인식의 일단을 드러냈다. 만몽과 화북에 이르는 거 한 중국 약재 
시장을 방문하여 활발한 국제적 거래 현황을 목격하고 돌아온 직후 다. 유명 저작
의 개별적 성취를 분석했던 1927년 저작과 달리 이 글은 약초연구의 시 적 발전상
황을 개관했다. 중국의 약물 분류전통이 정체기와 진전기의 구분은 있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한편, 중국 약시에서 목격한 약재 거래 현황을 통해 이
렇게 축적되어 온 지식의 계속되는 유용성을 강조했다. 58 

조선 본초 전통의 재평가

역시 1930년 발표된 그의 “약초의 탐험과 철학사상”이란 글도 이 시기 이시도야의 
관점에서 일어난 또 다른 변화를 보여준다. 조선 전통에 한 관심이 약해진 것이 
그 변화인데, 그와 함께 그가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무엇인지도 잘 드러났다. 

이는 이시도야가 그동안 중국에 한 사 성을 보인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던 일본의 
본초 전통이었다. 본초에 관한 한의학 사상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글은 
지금까지 조선과 중국 약초연구 전통에 려 소개되지 않았던 일본 본초 연구의 역
사를 처음으로 다루었으며, 그에 비해 지금까지 중요하게 취급했던 조선 전통에 

57 石戸谷勉, “支那の古代より近古に至る薬物分類の變遷に就て”, 中外醫事新報 (1927), 721-726, 721, 
726.
58 石戸谷勉, “藥草ノ話”, 朝鮮博物學會雜誌 10 (1930), 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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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고  약초와 약국방 제정사” 등에서 이전에 소개한 
바 있었던 고려시 의 시의(侍醫)제도, 약국제도, 전의감, 내의원 제도, 조선시  본
초서 편찬 작업 등은 언급되지 않은 신 일본의 본초전통은 신농에 맞먹는 신화적 
인물인 “약초의 조(祖)”로부터 소개되었다. 간혹 조선에 관해 언급한 경우에도 모두 
약초 연구를 위한 일본 위정자들의 적극적 노력을 부각시키는 재료 다. “역 의 천
황”이 “항상 인민의 위생에 관계가 깊은 약물 의학”에 뜻을 두었던 결과 백제의 채
약사를 초청하고, 조선의 약초를 도입하고, 고려인삼의 싹을 구하여 재배에 성공함으
로써 일반 백성까지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다.59 

이시진만 추종했다고 비판되었던 일본 본초학자들도 “비상한” 성과를 낸 것으로 
재평가되었다. 하야시 라잔(林羅山 1583~1657)이 중국에서 들여와 도쿠가와 이에야
스에게 바친 뒤 주석을 달았던 본초강목은 카이바라 에키켄(見原益軒, 1630-1714)

에 이르러 大和本草 (1709)로 재탄생했고, 오노 란잔에 이르면 “지나의 책을 해석
하는 데 그쳤던” 이들 책을 넘어서는 비판적인 성과까지 나왔다는 평가 다. 특히 
그는 이와사키 칸엔(岩崎潅園, 1786-1842)의 本草圖報에 해서는 중국의 학자도 
높이 평가했다며 자신이 북경에서 겪은 일화를 소개했다. “실물을 포착해 사생을 시
도한 것이 청 로 오면 중국에도 있지만, 그와 같이 훌륭한 것은 아니라는” 상찬을 
들었다는 것이었다.60 경성제 로 옮긴 이후부터 일본 “동양의학자”들과 접촉을 강화
하며 일본 전통에 한 이해를 넓힌 것이 이러한 일본 전통에 한 평가 절상에 기
여한 듯했다.

그는 중국과 일본 전통에 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1931년 동의보감과 조
선의 의학전통에 한 재평가에 나섰는데, 방 한 중국 전통과 평가절상된 일본 전
통이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는 몇 해 전 당  중국의 연구와 비교해도 놀랄
만한 성과라고 찬양했던 동의보감이 본초강목을 계승하지 못했다고 비판된 사실
에서 잘 드러났다. 전에는 거의 동시 의 독자적 저작이라고 파악해 감탄을 금치 못
했는데, 이제 미키 사카에처럼 왜 조선에는 일본에서와는 달리 본초강목의 향이 
없었는지 의아해하게 된 것이다. 이시도야는 허준이 일본에도 1607년에 들어왔던 

59 石戶谷勉, “藥草の探險と哲學思想”, 朝鮮及滿洲 (1930), 50-55. 
60 같은 글. 일본 본초서의 그림에 한 이런 평가는 이시도야가 각 본초서의 도판을 사용했던 “조선의 
한약”에서 이미 “흥미로운 일”로 지적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림을 더한 본초책은 조선판에는 극히 
적고 중국의 그림은 실제 모양과 괴이하게 다른 데 비해 일본 본초서의 그림이 가장 사실적”이라는 관
찰이었다. 난학의 향의 하나로 더 분석해 볼 만한 점이다. 石戶谷勉 ‧ 杉原德行, “朝鮮の漢藥(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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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초강목을 참고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단정하고, 이전까지 문제삼지 않았던 허준
의 독창적 분류법도 문제라고 보게 되었다.61 허준이 자연분류를 완성한 이시진을 의
도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허준의 보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허준이 낙후한 “당송 의 분류식”을 고집한 때문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미키의 견
해와 같았다.62 

이시도야의 동의보감에 한 평가가 이렇게 바뀐 것은 중국 및 일본 전통에 
한 연구와 아울러 동의보감에 한 그의 실제적 검토가 진전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전의 우호적 평가가 동의보감의 완성시기, 제작기간, 방 함 및 저술목
적 등의 피상적 측면에 의존했다면 이 재평가는 책의 실제 내용까지 근거로 내세웠
다. 곧 동의보감의 개별 본초기사를 검토해보니 기본적으로 당송의 본초서나 본
초강목을 베낀 것이며, 그 과정에서도 “틀린 것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 다. 사실 
허준이 본초강목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시도야의 비판적 평가는 두 
가지 오해에 기인한다. 첫째로 그는 동의보감에 약어로 표기된 참고문헌 중 하나
를 본초강목으로 오인했다. 둘째로 그는 허준이 자신의 임상경험을 반 해 중국 
문헌의 처방을 수정했음을 깨닫지 못했다. 중국인과 조선인의 임상적 차이를 고려한 
허준의 ‘독창성’을 파악할 정도로 면 하게 연구하지 않았던 것이다.63

그는 동의보감 이후의 조선 전통에 해서도 중국 전통의 답습으로 파악해 연
구가치를 부정했다. 동의보감 외에 “박세당의 산림경제, 강명길의 제중신편
(1799), 황도연의 의종손익 (1867), 방약합편 (1884) 등의 편술”도 있지만 모두 
본초강목을 비롯한 “명  의약서”의 “초록(抄錄)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 다.64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물론 조선 의서의 상당 
부분이 중국 의서를 참고했다는 그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들 조선 

61 1927년의 마늘분류에 한 글에서 이시도야는 두 저작의 마늘분류를 검토해 그 차이를 단지 중국과 
조선마늘의 차이를 반 하는 두 사람의 해석 차이로 제시했다. 石戶谷勉, “大蒜小蒜トハ何ゾヤ”, 55. 
62 石戶谷勉, “朝鮮藥用植物の 過去と將來”, 朝鮮 (1931), 62-74.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의 관계에 

해서는 이 논문의 2장 참고.
63 이시도야는 허준이 잘못 베껴쓴 사례에 해 별도의 글을 쓸 것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는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허준이 본초강목을 틀리게 베껴썼다는 생각은 오해 음을 발견했을 듯하다. 石戸谷勉, 
“藥草ノ話”, 6. 동의보감의 인용문헌에 해서는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1), 
83-87. 미키 사카에의 견해에 해서는 2장 3절 참고.
64 산림경제의 저자는 여기에서는 박세당으로 언급되어 있다. 아직 저자가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는 체로 홍만선으로 간주된다. 石戸谷勉, “藥草ノ話”, 6. 산림경제의 저자가 홍만선임을 최초로 
밝힌 것은 조선의학사 연구자 미키 사카에 다. 三木榮 ‧ 富樫直次郞, “山林經濟考”, 朝鮮 262 (1937),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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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의서의 독자적 성과를 보여주는 최근 연구자들의 평가를 보면 이시도야의 판단
이 충실한 연구의 결과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65 

따라서 이시도야가 조선 전통을 재평가하게 된 것에 단순한 재검토, 혹은 연구의 
진전 이상의 배경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에 한 정확한 파악은 불가능
하다. 다만 그가 방 한 중국 전통과 일본 전통 문헌이 충분히 확보된 새로운 연구
환경에서 그에 비해 빈약한 조선 전통을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 이런 재
평가를 가능하게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가 동의보감 이후 조선 후기의 
모든 저작을 “명  의약서”의 초록이라고 단언한 점은 조선전통에 한 그의 평가에 
조선의 “숭명(崇明)” 사 주의를 강조하는 식민사관의 향도 있음을 보여준다.66 

4.3. 중국의 한방약 연구자 이시도야

이시도야는 곧 조선 전통에 기반한 조선약재 신 중국약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이 변신은 하지만 꼭 조선 전통에 한 그의 실망이나 중국의 방 한 전통과 
약재자원에 한 그의 개인적 기 를 반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 이 변신은 
그의 개인적 선택이라기보다 경성제  약리학교실이 륙으로 관심을 확장한 데 따
른 변화로 보인다. 이 절에서 살펴볼 것은 그가 약리학교실이 추진하던 중국약재 연
구를 시작한 이후 이를 자신의 연구와 점차 차별화시켜나가는 모습이다. 이 절은 그
의 중국약재 연구가 어떠한 점에서 차별성을 띠었는지, 그러한 선택의 배경, 전략, 

결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선택은 무엇보다 조림기사로서 그가 느꼈던 일본의 식민지 과학활동, 나아
가 일본의 식민지배에 한 비판의식을 반 했다. 이시도야는 앞서 인공조림의 위험
성을 이야기하며 강제적인 식림에 해 자연이 저항하리라는 우려를 드러낸 적이 있
었다. 산과 들에 나무를 심어 숲을 가꾸는 일이 “호랑이나 늑 ”를 키우는 것 같아
서 자연의 저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또 돼지 같은 가축이라면 먹이
고 키워주는 주인에게 고마워할 것 같겠지만, 독자성을 가진 이 생명체들에게 인간
이 원하는 결과만을 요구하는 것은 “돼지 편에서 생각하면” 전혀 즐겁지 않은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67 자연상태에 한 개입의 정당성을, 그는 이를 테면 지배자가 

65 2장 3절 참고.
66 아사카와 등과 상호작용하며 조선 전통을 나름으로 평가하던 임업시험장 시절에 비해 더 정교한 오
리엔탈리즘을 필요로 했을 “동양의학자”들과 교류가 확 된 향일 것으로 보인다. 
67 3·1운동 이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기도 했다. 石戶谷勉, “삼림에 한 조림자의 태도와 전남삼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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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피지배자의 관점에서도 고민해본 셈이다. 

사실 일본이 식민지에서 벌이는 근 과학 활동이 서구추종적이고 이식적이란 그
의 비판이 단지 과학에 한정된 것일 수는 없었다. 조선총독부의 조림정책과 총독부
가 지원한 나카이의 조선식물상 연구는 모두 일본의 강제적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수행된 전시적 과학활동이었므로, 이에 한 이시도야의 비판은 식민지배 자체
가 정당한지에 한 회의 또한 수반했다. 그가 중국약재를 연구하며 보인 1930년
의 행보는 그가 이식적이고 정당성이 결여된 일본의 식민지 과학활동을 그만두고 전
통 본초에 한 연구를 택한 1925년 이후 개입과 지배의 정당성에 한 고민을 지속
했음을 보여줄 것이다. 

경성제대 한약 연구의 정치성

경성제  약리학교실은 사실 1930년 에 이루어진 일본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전반
적 조정을 표하는 기관이었다.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함에 따
라 일본이 과거에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웠던 서구발 문명화 이데올로기
는 도전받기 시작했다. 서구발 이데올로기란 일본이 아시아에서 아시아적 후진성을 
가장 먼저 탈피해 서구적 근 화에 성공했으므로 이를 다른 아시아 국가에 전파하여 
아시아의 근 화, 즉 문명화를 이끌 위치에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의식
적인 서구 모방을 통해 제국주의적 근 화에 성공하고도 결코 서구와 등한 접을 
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이 강했고, 이런 상태에서 1931년 만주국의 설립 등을 계기
로 점점 서구 세력과의 결로 돌입하고 있었다. 이제 ‘서구 모방’의 성공만을 지배
의 근거로 내세워서는 서구와 충분히 겨룰 수 없었으므로, 일본이 “탈아”한 국외자
가 아닌 아시아의 내부자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아시아 문화, 즉 “동아(東亞)” 

문화의 공통성을 강조하고 이 문명과 서양의 문명을 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
로 일본을 내세우려는 “동서융합” 이데올로기가 제 때를 만났다.68

하지만 일본이 아시아를 이끌어 “동서”를 융합할 자격을 갖추었는지는 분명치 않
았다. 아시아 문명이 중국 혹은 중화문명과 동일시 되어온 상황에서 중화문명의 ‘변
방’에 위치했던 일본이 아시아의 표 자격으로 “동서융합”을 이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었다. 3장에서도 언급했듯 사실 “동아” 혹은 “동양”이라는 말은 

천혜”, 21.
68 경성제  약리학교실의 “동서융합” 이데올로기에 해서는 신창건, “경성제국 학에 있어서 한약연구
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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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심의 과거에 한 일본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한 신조어 다. 실제로 1930

년 와 1940년 에는 일본이 “동서융합”을 주도해야 할 이유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각 분야마다 활발히 이루어졌다.69 

경성제 의 약리학교실은 의료분야에서 동서융합 이데올로기를 구체화하는 작업
을 주도한 곳이었다. 스기하라는 일본문화를 모방적이라고 폄하하는 시각을 잘 알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모방에 뛰어난 인종”이라는 칭찬은 곧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와 같았다. 그는 일본이 서구를 모방해 근 화를 이루었다는 평가 신 
세계문화에 한 독창적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일본이 메이지 이후 일구
어온 “서양의학” 전통에 한방의학을 가미하여 “독특한 경지”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한방의학이 아직 현존하는 조선은 그러한 재창조를 수행할 적지 다. 

조선이 일본의 륙 진출을 위한 “물질적 병참기지”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병참기
지”가 될 수 있는 이유 다.70 이식적 과학활동을 비판하던 이시도야가 향토의 토착 
전통을 이해하고자 시작했던 조선 한의학 연구는 점차 동서융합의 사명을 띤 작업이 
되었다.

1929년 이시도야의 첫 중국행은 바로 “동서융합”을 이끌어 일본의 중국 팽창을 
지원하겠다는 경성제  약리학교실의 목표가 일본의 중국 진출을 위해 오래 노력했
던 同仁会(1902-1945)의 지원을 받은 덕분이었다. 동인회가 지문화사업(對支文化事
業) 기금이라는 중국연구기금을 지원해준 것이다. 구미 선교단체에 비견될 이 단체는 
일본의 아시아에 한 의료문명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명을 내건 독특한 단체로서 
제국주의적 확장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일본 전문가 집단의 적극성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 다. 일본의학계는 이미 청일전쟁 직후부터 아시아 문명화에 한 지

한 관심을 표명하며 同文醫会와 亞細亞醫会를 결성했는데 이를 통합한 것이 1902

년의 동인회 다. 일본이 앞서 배운 서구의학을 아시아 각국에 전파하기 위한 것이
었다. 동인회는 “ ·미·불·러와 나란한 5국으로 일등국의 걸음”을 당당히 한 일본이 
“동아의 선진국으로서 다른 제국(諸國)을 맡아서 계발할 의무”가 있다는 데 깊이 공
감한 정치인·의료인과 국민의 중적 참여로 1945년 패전까지 유지되었다.71 

69 고야스 노부쿠니, 동아· 동아·동아시아: 근  일본의 오리엔탈리즘. 
70 杉原德行, “漢方醫學の科學的檢討”, 朝鮮及滿洲 (1939년 1월), 41–43, 42; “漢方醫學の科學的檢討
(其二)”, 朝鮮及滿洲 (1939년 2월), 34–37. 
71 오오사토 히로아키의 동문회 연구는 꼼꼼한 기초연구로서 자신의 중국 유학생교류에 한 연구를 위
한 자료조사의 형태이다. 본문의 인용은 1942년 동인회40년사를 재인용. 大里浩秋, “同仁会と 同仁”, 
人文学研究所報 40 (2007), 47–10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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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회는 “동문(同文)” 즉 한자문화 전통이라는 공통점을 아시아의 운명에 일본
이 개입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웠지만, 일본 의학계가 동인회를 통해 중국, 한국 및 
아시아 제국에 전파하려던 의학은 철저히 ‘서구’ 근 의학이었다. 메이지 일본의 공
식 의학체제에서 배제된 한방의학은 전혀 고려의 상이 아니었다. 동인회는 아시아 
각국에 근 적 병원과 의학교를 설립하고, 근 적 의료와 위생을 도입하는 일을 주 
사업으로 했다. 강제병합 이전 일본이 구, 평양, 용산 등에 지은 서구식 의료기관
이 모두 동인회의 지원을 받은 것이었고, 1912년까지 이들이 중국과 조선, 방콕, 싱
가포르에 파견한 329명의 의사는 모두 일본 근  의료체제에서 의사자격을 얻은 이
들이었다.72 

하지만 조선과 같이 이미 확보된 식민지나 동남아시아 등에서의 의료문화 지원사
업은 기금의 부족과 함께 점차 축소되었다. 의학사 연구자 오오사토 히로아키(大里
浩秋)에 따르면 동인회는 늘 아시아 전체를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중심 목표
로 삼았다고 한다. 이들은 이미 1916년 앞으로 10년 간 중국 각지에 33개의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구미 각국의 의료사업이 “중
국인들 사이에 서양인에 한 우호적 감정을 키우는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

다.73 동인회의 이 계획은 1918년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고, 외무성 산하
에 지문화사업이 꾸려지자 이 기금을 통해 지원받았다. 이들이 내세운 중국 문
명화 사업에 한 일반회원의 기부금도 많았다. 동인회가 1923년 말 3만 8천여 명의 
회원에 기부총액이 2백만 엔을 훌쩍 넘었던 것은 이런 중국 사업에 한 일본 국
민의 공감이 상당히 광범위했음을 보여주었다.74 

이렇게 서구 세력에 한 경쟁심을 보이면서도 서구의학을 중심으로 일본의 중국
진출을 이끌어온 동인회는 경성제  약리학 교실의 중국 한약재 조사를 지원함으로
써 “동서융합” 이데올로기로 그 이념을 전환하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1929년 여름 
이시도야는 동인회의 지문화사업 기금으로 만주와 몽고, 하북 지방을 여행하며 각
종 연구기관과 한약시장 등을 섭렵하여 중국 한약재 연구를 본격화할 수 있는 문헌
과 표본을 수집해 돌아왔다. 이 중국 여행의 결과는 1930년 1월부터 1931년 5월까지 

72 大里浩秋, “同仁会と 同仁”. 
73 일본이 서양 선교집단이나 자선재단 등의 의료사업에 해 가진 경쟁적 의식은 일본의 조선 나병수
용소 확충에서도 드러났다. 정근식, “조선에서의 근 적 癩 구료의 형성”, 보건과 사회과학 1 (1997), 
1–30. 구미의 중국 의료사업에 해서는 Mary B. Bullock, The Oil Prince’s Legacy: Rockefeller 
philanthropy in China (Washington, D.C: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1) 등.
74 大里浩秋, “同仁会と同仁”,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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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회 회지에 15회 연재되었고, 곧이어 동인회 조사부와 공동 명의로 北支那の藥
草란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75 1906년부터 1945년까지 비교적 꾸준히 발간되었던 
동인회의 회지에 가장 장기 연재된 글로서, 한방의학에 한 실질적 연구보고서로는 
독보적이고 선구적인 업적이기도 했다. 이시도야의 글은 동인회의 중국 사업이 
“동아” 문명만의 독특한 한약자원을 포괄함으로써 “동서융합”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
었음을 나타내는 시금석이었다.76 

국제적 약재 시장의 본초학

이시도야의 한방 약재 연구는 이렇게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에 한 일본 정부와 
중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조선을 벗어나 중국으로 확 되고 있었다. 일본 제국의 
확장을 위한 정치적, 이념적 작업에 그도 참여하게 된 셈이었다. 이시도야가 중국 한
방 약재를 연구할 기회를 마다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조선의 의학 전통에 점차 실
망했고 중국의 방 한 문헌을 통해 중국 본초 전통의 깊이에 감탄했던 이시도야가 
거부하기 힘든 기회 다. 하지만 그는 1939년 베이징으로 전출을 요청하기까지 점차 
자신의 연구를 경성제  약리학교실의 연구가 아닌 자신만의 연구로 차별화시켜 나
갔다.77 이러한 시도에는 1929년 동인회의 지원으로 그가 처음 접했던 중국의 거
한 약재시장에서 받은 감이 크게 작용했다.

막 한 거래량을 자랑했던 중국 시장이 이시도야에게 가장 크게 남겼던 인상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약재 거래의 국제성과 무국적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여행에서 중국의 약시 이곳저곳을 살펴보았고 특히 잉코우(營口) 등에서 화잔(貨棧)

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한약거래 전문점을 방문했는데, 거 한 창고, 객실, 매매공간
으로 이루어진 그곳의 규모는 처음 봤을 때 놀랐던 조선의 약시에 비할 바가 아니었
다. 게다가 이 거 한 시장은 ‘중국’이라는 국가의 체계적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 상조합의 관리 하에 거 한 네트워크를 이루어 세계시장과 연결되어 움직이는 국
제적 시장이었다. 양쯔강과 황하를 상류에서 하구까지 이어주는 약시와 형 유통점
이 바다로는 홍콩, 잉코우, 톈진, 특히 가장 거래가 활발한 상하이의 항구로 연결되

75 石戸谷勉, “満蒙、河北及朝鮮の藥草所見其一”, 同仁 4 (1930), 37–43부터 “満蒙、河北及朝鮮の薬草
所見 (完)”, 同仁 5 (1931), 85–89까지; 石戸谷勉·同仁會調査部, 北支那の藥草 (東京: 同仁會, 1931).
76 동인회 출판사업과 회지의 목차는 大里浩秋, “同仁会と同仁”, 50-106. 동인회 회지는 전문학술지라
기보다 회원들의 정보교환지 성격을 가졌다. 연구논문은 드물었고, 중국에서의 삶에 한 정보나 구미 
방문기 등이 실리기도 하고, 중국 위생상황 등에 한 보고문 등이 있었다. 
77 杉原德行, “京城帝國大學 藥理學敎室”,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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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국제적 무역망에 합류하고 있었다. “동아시아”를 훨씬 넘어선 규모 다. 이 국제
적 한약 거래소는 워낙 방 해서 중국 약거래상들에게 “일본, 조선, 남양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이 아니라, 윈난, 쓰촨 등에 필적하는 하나의 지구(地區)”에 지나지 않았다. 

‘국가’에 무관하게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약재가 산지와 등급에 따라 구
분되어 집산된 후 그곳을 오가는 다국적 상인들에 의해 쉴새없이 거래되었다.78 

이 국제적 시장에서 유통되는 방 한 중국 약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시도야에
게는 이 시장에 접근하도록 도와줄 후원자가 필요했는데, 사실 후원자는 이미 확보
되어 있었다. 중국 진출을 겨냥하여 경성제 로 연구자금이 쏟아진 것이다. 1934년, 

1936년, 1938년 세 차례에 걸친 그의 중국 여행은 모두 경성제 의 만주 및 중국내
륙 학술조사단의 일원으로 수행된 것인데, 이 여행의 핵심적인 후원자는 물론 만주
의 군부, 일본 외무성, 조선총독부 등의 국가 기관이었다. 특히 만주사변 이후에 이
루어진 그의 중국 여행은 군부의 호위 없이는 수행될 수 없었다. 1929년 첫 중국여
행 이후 제출된 이시도야의 중국여행 보고서는 항상 안전을 지켜준 만주군의 존재를 
드러냈다.

그의 중국약재 연구와 제국주의 팽창의 관계는 그가 참가했던 경성제국 학의 만
몽문화연구회(滿蒙文化硏究會, 1932-1937)나 그 뒤를 이은 륙문화연구회(大陸文化
硏究會, 1938-1945)의 성격에서도 엿볼 수 있다. 물론 이 ‘연구단체’의 성격을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정규 이 지적한 로 만몽문화연구회의 첫 공식행사가 관동군 
장교의 “만주사정”에 한 강연이었던 점이나 그 설립이 ‘만주국 건국’과 함께 이루
어진 점은 이 연구회가 륙 진출 확 와 지배 전략 수립을 위한 만주국의 의도에 
연루되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 시기 경성제국 학의 총장을 지냈던 두 인사는 
모두 경성제국 학의 지리적 특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만주국 측의 관심을 활용하려
는 적극적 자세를 보 다. 지리적으로 경성제 가 “만몽문화 연구”에 “특수한 지위”

를 갖는다고 주장한 야마다 사부로오(山田三良, 1869-1965)는 물론, “ 륙에 있는 유
일한 제국 학으로서 이미 개교 당초부터 특히 륙에 관한 뚜렷한 학술적 연구에 
정진하고 그 방면에 관해 다수의 전문적 인력을 제공해 왔던 것은 감히 내지 각 
학에서 볼 수 없는 특색”이라던 하야미 히로시(速水滉)도 제국 학 쪽의 적극적 의
지를 드러냈다.79 군부를 지지하며 일본의 확장을 응원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78 石戸谷勉, “藥草ノ話”, 7. 
79 정규 , “콜로니얼리즘과 학문의 정치학 -15년전쟁하 경성제국 학의 륙연구”, 교육사학연구 9 
(1999), 21–36. 만몽문화연구회가 설립부터 조선은행과 조선식산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 미쓰이, 미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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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제국 학의 전 교원을 망라한 이 단체들에 참가한 이시도야는 그러나 모든 
공식보고서에서 자신이 조사단에 참가한 일을 “명령”에 의해 “파견된” 것으로 표현
했다.80 다른 참가자들의 보고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표현이었다. 총장의 발문이나 
스기하라 등 다른 참가자의 보고서가 개 일본의 중국 진출에 한 기 와 일본의 
“동아”에 한 사명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 조적으로 그의 공식 보고서에는 개 
이에 한 어떠한 종류의 언급도 없었다. 유일한 입장 표명에 해당하는 것은 “장래” 

일본이 몽고를 지배하게 된다면 몽고의 문화를 고려한 의약정책을 펼쳐야 하리라는 
언급이었다.81 일본의 확장을 전제로 일본의 지배정책에 기여하는 전문가적 조언이기
도 했지만, 몽고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지배는 몽고인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 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식민정책에 한 이시도야의 비판의식은 이시도야가 일본의 식민지배 정
책과 러시아의 식민지배 정책을 비교한 “滿鮮植物風景雜觀”이란 제목의 1934년의 
글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82

러시아는 만주지역을 통치하기 전에 학자를 보내 만주의 동식물을 철저히 조사 연구
하게 했는데 러시아의 학자들은 헌신적으로 이 조사 작업에 종사했다. 이들은 일본 
학자들처럼 한두 달 조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두 해를 주둔군과 함께 월동하면
서 연구를 계속했다. 따라서 보고서도 훌륭한 것이 나오고, 정책은 그 위에 세워진
다...... 예를 들면 일본인은 산울(生垣)을 만드는데도 화백나무, 노송나무가 좋다고 
말하며 내지로부터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러시아는 현지의 산에서 가지고 와서 만든
다는 차이가 있다...... [러시아 지배지역의 풍경은] 모두 그 땅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이 정돈만 했다는 느낌이 크다.83 

즉, 이시도야는 만주 지역을 놓고 일본과 경쟁해 왔던 러시아의 정책을 칭찬하면서, 

그에 비해 “향토색”을 망치는 일본의 정책을 비판했던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배 정책에 한 그의 우려는 1936년 한 번 더 표출되었다. 경기도

시의 지원을 받은 사실은 당시 일본 자본 사이에 불던 “만주 붐”의 향도 보여준다. 만몽문화연구회는 
경성제  교원이 회원인 단체 고, 1938년 학외 인사를 포함하며 륙문화연구회로 개명했다. 山田三良, 
“京城帝國大學滿蒙文化硏究會の成立と其の最初の事業”, 京城帝國大學滿蒙文化硏究會會報 1933, 1–3; 
速水滉, “第1回 大陸文化講座の 開催”, 京城帝國大學大陸文化硏究會會報 (1940), 6–11. 
80 石戶谷勉, “吉林地方に於ける植物景と其の要素に就いて”, 京城帝國大學滿蒙文化硏究會會報 (1934), 
3-9; “滿鮮の漢方藥局に見出されたる藥材とその原植物”, 朝鮮藥學會雜誌 15 (1935), 1-79; “北支, 滿蒙 
に産する藥用, 食用, 飼料植物雜記”, 朝鮮藥學會雜誌 17 (1937), 24-31; “蒙疆地方に行る蒙古藥とその
原植物”, 朝鮮藥學會雜誌 19 (1939), 1-20 등.
81 石戶谷勉, “蒙疆地方に於て蒐集したる漢藥とその原植物”, 朝鮮藥學會雜誌 19 (1939), 49-68.
82 이글의 말미에는 “시간이 급하여 저자에게 정정을 청할 틈이 없었던 것은 유감이다. 여기 명시하여 
책임을 명백히 한다(기자)”라는 구절이 붙어있다. 이시도야의 글이 일본 정책에 한 비판이라는 점을 
감지한 듯한 응이다. 石戶谷勉, “滿鮮植物風景雜觀”, 朝鮮及滿洲 (1934), 65–68, 68.
83 石戶谷勉, “滿鮮植物風景雜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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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회가 총독부의 약초재배 장려 운동에 호응해 발간한 農村美化と藥草栽培라는 
책을 위한 서문에서 다. 이시도야는 이 글에서 자신을 산림경제의 오랜 애독자로 
소개하면서, 이 책이 “억지도 없고 명령도 없는” 평화롭고 풍족한 농촌생활의 이상
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기도임업회의 책은 산림경제의 치포(治圃) 편을 
조금 보완한 정도라서 산림경제보다 더 크게 도움될 점이 없다며, 실제로 조선 농
촌을 일본식으로 개조하려던 이 책의 의도를 깎아내렸다.84

이렇게 일본 식민정책의 이식성과 강제성을 비판하던 그는 자신의 연구에 한 
국가적, 제국주의적 후원자와 거리를 두기 위한 방편을 모색한 듯했다. 국가적 지원
을 거부하지는 못했지만 약업 자본이라는 새로운 후원자 집단을 발굴한 것이다. 예
를 들어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 해당하고, 아직도 한약재와 그 원식물 연구의 참고자
료로 활용되는 중국약(Chinesischen Drogen) (1933-1941) 네 권은 생약을 전문으로 
취급했던 일본의 제약업자 후지사와 도미키치(藤澤友吉, 1866-1932)의 지원을 받아 
연구·출판되었다. 또 1933년 발행된 藥草栽培法講話도 역시 경성의 약재상 皇漢堂
의 지원으로 출판되었다. 이시도야와 경성제  약물학교실이 1936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1937년 설립된 제  부설의 개성 생약연구소는 총독부 보조금도 받았지만 
또한 상당수 조선인을 포함한 개성지역 한약 관련업자들의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설립될 수 있었다.85 

이렇게 시장의 후원을 확보한 것은 그의 연구의 모든 측면에서 의미심장한 변화
를 가져왔다. 첫째, 연구의 수혜자 집단이 바뀌었다. 약업에 한 직접적 조언을 담
은 그의 글은 총독부보다는 조·일 자본을 고루 포함한 조선의 한약거래업자들을 독
자로 겨냥했다. 조선의 약재 중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것은 인삼을 비롯해 만삼, 세
신, 용담, 오미자, 강활 등이 있었는데, 전매품인 인삼을 제외하면 모두 상인들에 의
해 자유로이 수출되는 품목이었다. 그는 특히 당시 중국 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난 
조선 약재, 강활과 만삼의 예를 들어 중국 시장 진출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
다. 그는 이들 조선 약품이 최근 품질을 인정받으며 시장을 확보했지만, 이의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 각지의 상품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또한 이러한 상품

84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나팔꽃으로 시작해 49종의 관상용 약재를 다룬 이 책은 산림경제가 아닌 일
본 문헌을 참고했는데, 이 점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꼬집은 셈이다. 京畿道林業會·石戶谷勉, 農村美化と
藥草栽培 (京城: 京畿道林業會, 1936), 서문. 
85 개성의 연구소 설립 과정은 安德生, “藥用植物硏究所”, 朝鮮新聞 1936-6-12; “城大の直屬として生
藥硏究所設立”, 朝鮮新聞 193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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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래는 중국의 큰 상인들과 조선의 한약 공급자 사이의 사적 계약으로, 매수를 
약속했다가도 계약을 파기해 버리곤 하는 권력자인 중국 상인들과의 장기적 신용 관
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당장 좋은 약재를 공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상품 조달력을 갖춰야 했다. 

재배연구를 통해 장래의 상품 수급 관리를 안정화시킬 필요도 있다는 조언은 다분히 
자신의 연구에 한 후원을 겨냥한 것이었는데, 그 상은 분명 거 한 중국시장에 
관심을 둔 조·일 약업자 다.86

둘째, 그는 자신의 중국 연구에 한 정부 및 군부 쪽 지원자들과 거리를 두는 
한편 약거래상들의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연구성과를 유통시키는 데 있어 주
목할 만한 자유를 얻었다. 특히 독일어로 출판된 4권짜리 중국약의 사례가 두드러
진다.87 총독부나 만주국의 관료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일본어 신 독일어를 택한 것
인데, 총독부 출판물이었다면 불가능했을 선택이었다. 예를 들어 총독부에서 출판한 
나카이의 조선삼림식물편은 학술적 부분은 어나 라틴어를 썼지만 식물의 용도에 
관한 정보는 일본어로만 기록했고, 나카이가 참가했던 만몽학술조사연구단 식물조사 
보고서의 경우 이용방면에 한 내용은 “육군당국으로부터 발표를 금지”당해 전혀 
싣지 못했다.88 이시도야는 자신의 연구를 출판해줄 민간의 후원자를 직접 선택함으
로써 당국의 개입을 피했고, 독일어를 택해 자신의 연구결과를 널리 공개했다. 한약
재 정보처럼 산업상 이익이 되는 정보는 국가의 소유로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보호
해야 한다는 것이 군부의 입장이었다면 그는 달리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사실 “동아”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었고, 그 신 “인류”라는 말을 
자주 썼다.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적 경쟁의 시 에 공허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말은 
그럼에도 다양한 차원에서 호소력을 발휘했다. 이시도야는 자신의 중국 식물 탐구를 
“우리 인류의 이용후생에 자원이 될 수 있는 많은 특종 식물자원”을 발굴하고 소개
하는 일로 제시하고자 했다.89 그는 전 인류에게 유용한 정보를 더 자유롭고 평등하
게 소통하자는 에스페란토 운동의 취지에도 공감했던 듯, 중국 고  약재의 원산지
를 추적했던 첫 번째 논문에 에스페란토어 초록을 붙 다.90 군부에 의해 중국에 “파

86 石戶谷勉, “朝鮮藥用植物の 過去と將來”.
87 그의 藥草栽培法講話도 한글을 병용한 점이 눈에 띈다. 조선인 상으로 한글로 출판된 총독부 출
판물들이 많긴 했지만 총독부와 경무국의 유사 출판물과는 차별화되었다. 
88 中井猛之進, 本田正次, 熱河省ニ自生スル高等植物目録: 第一次滿蒙學術調査研究團報告 (東京: 第
一次滿蒙學術調査研究團, 1936), 서문.
89 石戶谷勉, “蒙疆地方に行る蒙古藥とその原植物”, 朝鮮藥學會雜誌 19 (1939), 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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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되어 수행한 자원 탐사활동을 지식의 보편적 유용성을 통해 정당화하려는 듯했
다. “자연계에서 인생에 가장 깊은 교섭이 있는 것은 늘 인간의 생활을 둘러싸고 있
는 식물”이고, 그 중에서도 “인류의 이용후생”에 더욱 유용한 것은 바로 “약용식물”

이라는 믿음이었다.91 국가의 개입이 없이도 상시적으로 국제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시장의 약재들처럼 그의 지식은 국제적인 교류를 겨냥한 것이었다.

셋째, 특히 이 중국약의 국제성은 어떻게 자신의 성과를 유통시킬 것인가의 문
제에 그치지 않았다. 그가 중국 약재 시장에서 주목했던 무국적성과 국제성의 흔적
은 그의 이전 서술에서와는 달라진 그의 참고문헌 목록에서도 분명했다. 이 참고문
헌 목록에는 중국, 일본, 한국의 전통 문헌만이 아니라 서구학자들의 최근 성과가 중
요하게 나열되었다. 사실 중국 한약재 시장의 거 함과 국제성은 한약 연구의 세계
화와 상호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있었기에 중국 약재에 한 구미 학자들의 연구는 
활발했다. 그는 한약연구가 국제연맹의 발의로 국제적 연구단체가 꾸려진 분야이며, 

이 ‘국제성’이 상당히 서구 중심적인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 식물분류학의 
서구 중심주의를 지적하던 것과 달리 그는 한약 연구 분야의 서구 편향적 국제화를 
비판하는 신 서구 학자들의 연구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약을 연구하는 프
랑스 신부, 미국 선교사, 러시아 군인 모두를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귀
중한 무형의 재산”을 계승하는 책무를 나눌 동업자로 간주했다.92 자신이 그러했듯 
중국의 시장과 산야를 탐사하고, 중국의 오래된 문헌을 뒤지며 현  세계에 뒷전으
로 려난 약초 자원의 유용성을 되찾으려는 이들은 인류 보편의 이용후생이라는 목
표를 공유한 동지 다. 그는 서구 학계의 다양한 한방약재 연구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예를 들면 몽고와 티베트 약에 한 연구는 1913년 
베를린에서 발표된 휘보테르(Franz Hübotter)의 저서로 인해 큰 진전을 보았다. 이시
도야가 番藥漢名으로 번역한 이 독일어 저작은 몽고약과 티베트약에 한자명을 붙
여 놓았고, 덕분에 자신이 라마교 의승들로부터 수집한 약재에 붙은 티베트어 이름
표를 근거로 그 한자명을 찾아 본초서를 참고할 수 있었다.93 그가 이런 구미어 연

90 이시도야가 에스페란토어를 직접 공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시도야가 에스페란토어로 출판
한 것은 이 사례 밖에 없다. 에스페란토라는 새로운 언어로 국제공용어를 삼자는 운동은 특히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연 하여 벌이기도 했던 운동이었고, 무정부주의 운동과도 연결되었다. 
잘 알려진 석주명의 사례를 비롯해 과학자 중에 에스페란토에 관심을 가진 인물들이 있었다. 각종 단체
에 이시도야의 이름은 없다. 이종 , 한국에스페란토운동 80년사 (서울: 조선에스페란토협회, 2003); 한
국에스페란토협회, (나비박사) 석주명 선생 (서울: 한국에스페란토협회, 2005).
91 石戸谷勉 ‧ 同仁會調査部, 北支那の藥草.
92 石戶谷勉, “藥草の探險と哲學思想”,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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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를 활용한 자신의 연구를 독일어로 펴낸 것은 자신을 이러한 국제적 협력연구
의 네트워크에 위치시키는 일이었다. 그는 일본제국을 위한 자원조사보다는 한약 관
련 지식을 현 화하는 세계적 작업에 동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94

마지막으로, 시장의 향은 중국약의 분류체계와 구성, 내용에도 뚜렷이 드러
났다. 이 책은 그가 지금까지 검토했던 본초의 분류법을 따르지 않았고, 그렇다고 종
과 속을 따지는 근 식물학의 분류법을 따르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그가 잠정적으
로 써왔던 한자의 획순이나 일본어 발음순을 따르지도 않았다. 그의 분류는 “약성분
류”에도 “자연분류”에도 속하지 않는 건재 부위에 따른 형태적 분류 다. 이는 시장
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상품화된 약재에 한, 그 식별을 위한 분류라는 점에서 ‘시
장의 분류’라 할 수 있는 체계 고, 이 연구가 문헌에 바탕한 이전 연구와 차별화된, 

시장의 약재에 한 경험적, 실증적 연구임을 보여주는 체계 다. 

그는 총 515종의 약재를 모두 (1) 전초(全草), (2) 잎, (3) 꽃, (4) 종자 및 과실, 

(5) 뿌리 및 근경, (6) 싹, 줄기 및 잔가지, (7) 재목 및 껍질 등 건재를 취한 부위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을 택했고 식물 중 이런 부위별 구분이 무의미한 양치류와 균류, 

혹은 동물적 기원을 가지는 약재인 벌레혹(蟲癭)류를 마지막에 별도로 다루었다. 1권
에는 전초 건재, 잎 건재, 꽃 건재, 종자 및 과일 건재 등 총 142종, 2권에는 뿌리와 
근경 건재, 싹이나 줄기, 잔가지 건재, 재목이나 껍질로 된 건재 126종, 3권과 4권은 
양치류와 균류, 벌레혹류를 실었다. 

그의 약재 판별지침도 당연히 약재의 원식물이 아닌 건재 중심이었다. 그는 시장
에서 이들 약재를 보았을 때 육안이나 돋보기를 이용해 판별할 수 있도록 형태상의 
특징, 평균 크기 등은 물론 향기 등의 다른 감각을 이용해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
하려 했다고 밝혔다. 건재의 경우 원식물형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건조와 취
급상의 편리함을 위해 잎을 제거하거나 뿌리를 묶고 다듬는 경우, 말리는 과정에서 

93 다음 책을 가리킨다. Franz Hübotter, Beitrag Zur Kenntnis Der Chinesischen Sowie Der 
Tibetisch-Mongolischen Pharmakologie. (Berlin: Urban & Schwarzenberg, 1913). 
94 이 ‘세계’는 결국 이시도야와 같은 일본인은 속했지만 조선인을 포함한 다수 식민지 피지배민은 출
입이 제한된 세계 다. 이시도야는 1939년부터 국립북경 학에서 중국 생약학 선구자라고 불리는 趙燏
黃과 협력하며 연구를 지속했는데, 그 결과도 부분 독일어로 발표했다. 몽고와 내륙 지역 약에 한 
연구와 베이핑 시장의 식용 건채류에 한 연구 등이 있었다. 趙燏黃，石戶谷勉．“蒙古本草之原植物”, 
北京大學醫學雜志 1942，3(2): 9-19, 115-116; 趙燏黃，石戶谷勉，米景森．“蒙疆所產本草藥材關於其原
植物之考察”, 北京大學醫學雜志 1942. 4(2): 193-203; 趙燏黃，石戶谷勉，米景森．“北平市場所見食用
干菜類之研究(一,藻類植物之鑒定)”, 北京大學醫學雜志，1942. 4(4):213-254, 319-324; 趙燏黃，石戶谷
勉，關克儉．“北平市場所見食用干菜類之研究(二,菌類植物之鑒定)”, 北京大學醫學雜志 1943 5(5): 
34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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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질이나 반점이 생기는 경우 등이 있었고, 뿌리와 같은 경우도 그 말린 부위와 형
태에 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되어야 했다. 이 분류는 물론 각 약재들의 자연적 친
연관계를 밝힌다거나 그를 통해 진화의 과정을 밝힌다거나 하는 학술적 목적과는 하
등의 관계가 없는, 인간의 손을 거친 약재에 한 편리한 구분법 및 취급법을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시장에서 정확한 약재를 입수하고, 시장이 원하는 약재를 
제공하도록 돕는 정보 다. 

시장의 약재를 시장을 위해 분류한 그의 중국약은 지금까지 그의 연구의 중요
한 기반의 하나 던 주변 환경 및 문화적 요소, 전통 문헌의 역할이 현저히 약화된 
연구 다. 물론 이 책은 당, 송, 명, 청 를 망라한 방 한 중국의 본초서와 일본의 
본초서를 참고했지만, 구미어로 출판된 최근의 중국 약재 연구서를 다수 참고함으로
써 무엇보다 약재의 원식물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의 
다른 연구들이 약을 활용하는 토착민의 특별한 용례나 그에 얽힌 이야기 등을 전하
곤 했던 데 반해 이 연구는 스스로 ‘구매’하여 확인한 약재의 형태나 취급법에 국한
된 이야기를 전했다. 그가 의존한 것은 지역의 문화나 지적 자원이 아니라 시장이었
고, 조선이 언급된 경우도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약재를 조선의 시장에서 검
사한 적이 있다는 경험적 사실의 보고 다.95 

요컨  이시도야는 일본이 중국과 조선의 전통을 “ 동아”의 자산으로 소유하고, 

전유하고, 근 화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러한 자원
에 관심을 기울인 전세계의 수많은 연구자들 중의 하나로 자신을 위치시켰다. 즉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성을 주장하며 중국과 조선의 전통문헌에 한 일본학자로서
의 전문성을 내세우는 신, 중국의 약재에 한 당시의 연구들을 연구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참고하고 활용했으며, 자신의 성과를 일본 당국보다 이 국제적 한약연구자
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독일어로 펴냈다. 일본제국과 함께 성장하기보다는 지
식교류의 ‘정당성’과 자유를 추구하겠다는 선택이었다.

나가며

이시도야가 식민지 조선에서 그린 궤적은 일본지배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야 할 과학

95 그가 조선 전통 문헌을 배제한 것도 흥미롭고, 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책에는 형태 묘사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한 매우 선명도가 높고 아름다운 사진들도 약재마다 하나씩 실려있었다. 
Ishidoya, Tsutomu, Chinesische Drogen I-IV (Keijo: Pharmakologischen Institut der Kaiserliohen, 1941); 중
국약에 한 당시의 평가는 G, K., “石戸谷勉氏:支那本草漢薬植物考”, 植物分類・地理 10 (1941), 
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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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도리어 지배의 정당성을 저해하는 상황을 잘 드러냈다. 과학활동이 과학활동
에 그치지 않고 강제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념적, 정치적 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되
었기에 그 활동의 실패는 바로 지배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일본
의 “과학적 제국주의”를 선보이기 위한 모범림 조림사업이 실패하고 나카이의 조선 
식물상 연구가 지식의 혼란만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일본의 제국주의를 수식한 “과
학”은 그 약속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시도야는 일본이 식민
지배를 통해 “자연상태”보다 나은 “문명화된” 조선을 만들었는지, 이 강제된 “문명
화”에 해 식민지인들이 감사하고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는 소수의 목소리를 변했
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은 식민지배의 정당성에 한 이시도야의 고민을 그의 특별한 품성이 아닌 
현지 전문가로서 그의 입지와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했다. 그가 조선인
들을 무조건 멸시하거나 차별하는 태도를 처음부터 보이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지만 
임업기사로서 그의 초기 행보에는 조선인에 한 우월감이 없지 않았다. 먼저 근
화된 일본의 전문가로서 낙후된 조선을 이끌겠다는 ‘시혜적’ 태도가 분명했던 것이
다. 이러한 그가 자신의 “문명화” 사명을 의심하게 된 데는 조선에 머무는 것이 옳
은지부터 고민했던 독특한 일본인 아사카와나 전통 문화에 한 자신감을 드러내던 
조선인 부하 정태현의 향이 있었고, 나아가 일본의 서구추종적 근 화 전략의 맹
점을 드러낸 나카이와 교류한 경험도 중요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지에서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쉬이 바뀌지 않고 있는 이식종의 ‘과학적 조림’을 매개한 경험은 조선
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며 조선의 문명화에도 기여하겠다던 자신의 포부를 회의하
게 한 듯하다. 오랜 임업기사 경력을 포기하는 쉽지 않은 선택까지 했던 그는 이러
한 경험을 통해 지배자 일본이 보유한 ‘근 문명’의 우월성과 피지배자 조선이 보유
한 전통 문화의 무조건적 열등함을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식민지 전통의 선양자로 
나섰다. 

이시도야의 중국약재 연구가 “동서” 문명을 융합하려는 일본의 연구가 아닌 무국
적의 국제적 연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과학활동에 한 그의 비판이 일본 중심부의 과학활동이나 식민지의 문명화 이데올
로기에 얼마나 흠을 내었는지도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 과학활동의 정치성을 
비판하고 그것과 거리를 두면서 조선의 독자성을 존중하게 되고, 지배민 일본인 보
다는 식민현지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자 했던 그의 노력은 식민지 과학활동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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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흔적을 남겼다. 과학활동의 ‘강제성’, ‘이식성’, ‘정치성’을 회피하려던 그는 조선
인과 협력을 더욱 확 했고, 이를 통해 식민지에 지배/피지배, 혹은 일본인/조선인의 
구분이 선명하지 않은 현지인의 과학활동을 촉진했다. 그리고 이 과학활동은 중심부 
학자들과 차별화된 자신들만의 전문성을 내세우며 현지에 한 다방면의 지식을 생
산하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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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상호의존적 현지 협력관계와 조선인 연구자의 성장: 정태현과 도봉섭
의 경우

앞선 두 장은 조선식물 연구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 

1882-1952)과 그의 과학활동을 비판했던 이시도야 쓰토무(石戸谷勉, 1891-1958)의 조
선식물 연구를 검토했다. 이 장의 주인공은 나카이나 이시도야와 같은 일본인이 아
닌 이들과 협력했던 두 조선인 연구자이다. 이는 중심부 학자들에 편중되어 온 식민
지 과학사 연구에 한 비판으로 주변부인들의 능동성에 주목해 온 최근 연구들과 
궤를 같이 하여, 조선인의 관점에서 식민지 과학활동을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조선총
독부 산림과의 기수 던 정태현(鄭台鉉, 1883-1971)과 경성약학전문학교 교수 던 도
봉섭(都逢涉, 1904-?)이 그 주인공이다. 오늘날 한국 식물분류학의 선구자로 기억되
는 정태현은 총독부 임업시험장 기수로서 식민지 시기 일본인 및 다른 조선인 연구
자들과 다각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연구자로 성장했고, 도쿄제 에서 생약학을 전공한 
도봉섭은 특히 약업자본의 지원하에 이시도야를 비롯한 다양한 일본인, 조선인과 협
력을 확 하여 정태현과 쌍벽을 이루는 식물분류학자가 되었다. 

정태현과 도봉섭은 일본학자들의 조선식물 연구가 제국의 지배를 실질적이고 이
념적으로 뒷받침하는, 제국의 도구라는 점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채 식물학자의 길
로 들어섰고, 이들 일본인 학자들로부터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따라서 일본학자들과 
활발히 협력하고 교류하며 이루어진 이들의 조선식물 연구는 그 내용과 방법에서 조
선인이 했다는 점 이외에는 “제국의 식물학”이라 칭할 수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
다. 이 장은 이들이 이렇게 제국의 식물학과 다를 바 없었던 각자의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게 되는 과정을 검토하고, 아울러 이 새로운 관점이 바로 식민지 협력
관계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드러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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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일본인과의 협력을 통해 발견한 조선의 풍토와 전통: 정태현의 조선 

식물분류학

한국인 최초로 근 적 식물채집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정태현은 구한말 식민화 과
정을 경험하면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게 된 힘의 근원이 바로 과학이라고 인식한 
인물이다. 그는 일본인들과의 협력관계를 스스로가 그 힘을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삼았다. 정태현은 강제병합 이전부터 조선 임산자원 개발권을 획득한 일본
의 조림사업을 도우며 임업기사의 일을 시작했고, 해방까지 줄곧 총독부 산림과에 
근무하며 양묘와 조림, 조선 삼림의 조사와 시험 등을 수행했다. 정태현은 특히 나카
이가 임업시험장 촉탁으로 조선식물 조사에 착수한 1913년부터 나카이의 통역 겸 조
수로 활동하며 나카이의 식물분류학을 직접 전수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호
혜적이지만 주종적인 관계를 감내하여 해방 후 한국 식물분류학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정태현은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협력관계를 
맺었고, 나카이의 통역이라는 기회도 실은 임업시험장에서의 독특한 협력관계를 바
탕으로 주어졌다.1 

정태현은 특히 1933년 조선인만으로 결성된 조선박물연구회를 통해 조선인 연구
자들과 협력을 확 하기 전까지 임업시험장을 중심으로 주로 일본인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연구역량을 쌓아갔다. 이 절은 그와 일본인들 사이의 협력관계를 분석한다. 

우선 정태현이 수원농림과 임업시험장을 거치며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인 
이시도야 등과의 협력관계를 검토하고, 둘째로 지금까지 그가 식물분류학자로 성장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 나카이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세 번째로 검토
할 것은 이시도야 등이 떠난 후 임업시험장에서 입지를 잃은 그가 시도한 새로운 모
색으로서, 그가 이 시기 어떤 과정을 거쳐 토착 전통을 재발견하고 이용하게 되었는
지를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절은 정태현이 나카이로부터 중심부 식물학을 전수
받았다기보다는 임업시험장에서의 협력관계를 통해 근 식물학을 직접 수행하며 그
에 한 새로운 관심을 형성했음을 보여줄 것이다. 

1 이우철, “하은 정태현 박사 전기”, 霞隱生物學賞: 二十五周年 (서울: 霞隱生物學賞理事會, 1994), 53
–100. 정태현의 전기로 가장 자세한 것이 제자인 이우철박사가 생전 정태현과의 화나 미망인의 회고
와 출판자료 등에 의존해 쓴 이 전기이다. 그 외에 그의 삶에 해 알 수 있는 자료로 그가 1964년 성
균관 학교 신문에 분재했던 회고록이 있고, 이는 2002년 숲과 문화라는 잡지에 다시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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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 기수 정태현: 수원농림학교와 임업시험장

나카이와 가장 가깝게 협력한 조선인 하은(霞隱) 정태현은 나카이와 같은 1882년 태
어났다. 경기도 용인에서 정인지의 25 손으로 태어난 그는 13살이 될 때까지 서당
을 다녔다. 12세에 이미 한시 짓기 회에서 장원을 할 정도로 재능을 보 다지만 
14세에 아버지를 여읜 뒤 장남으로서 집안을 이끌어야 했으므로 체계적인 교육은 받
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한제국이 일본에 외교권을 빼앗긴 1905년 “전근 적”인 
농사일에 싫증을 느껴 스물 셋의 나이에 상경하여 단발을 하고 야간 일어강습소에 
등록했다. 일본어가 근 적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리라 믿었던 셈이다. 그는 실
질적인 것을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양잠학교에서 “근 적” 제사기술을 배워 고향으로 
돌아가 누에를 쳤다. 그는 1907년 재차 상경해 일어실력을 높 고 이번에는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수원농림학교의 임학속성과에 입학했다. 일본은 1905년 백두산 
지역 삼림개발권을 획득한 이후 조선 삼림 경 에 착수했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근 적 삼림 경 ”의 시범을 보이는 데 신경을 썼다. 서울 근교의 조림사업과 임업
시험소 산하의 모범양묘장이 그 결과 다. 임학속성과는 일본이 모범 양묘장의 기술
원을 양성하기 위해 두 차례 개설한 1년 과정이었고 정태현은 2회 입학생이었다.2

정태현이 다녔던 수원농림학교는 본과 정원이 서른 명 남짓의 소규모 고, 속성
과 졸업자는 2회 도합 19명에 지나지 않았다. 교육은 모두 일본인 교관에 의해 일본
어로 이루어졌다. 일본인이 서양인을 신하고 있을 뿐 일본에 세워진 근  교육기
관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일본의 문물을 배우려는 조선인들의 의지보다는 일본인 고
문의 ‘권고’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 다. 조선 학생들은 아직 일본의 
우월함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았고 일본이 제시하는 근 화를 무조건 받아들일 준
비도 되어있지 않았다. 1907년 고종의 강제 하야로 인해 일본의 간섭에 한 조선인
의 반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당시 33명의 조선인 학생 중 상투를 틀고 있던 21명은 
하나 같이 학교 측의 다양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단발을 거부했다. 일본의 앞선 문물
을 배워보겠다고 높은 경쟁을 뚫고 입학했지만 아직 메이지 일본처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전통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던 셈이다. 이들의 상투는 강제로 
잘렸다.3 

2 이우철, “하은 정태현 박사 전기”.
3 정태현의 회고에 따르면 일본의 앞선 문물을 배운다는 생각보다 관직에 나갈 길로 생각한 학생들도 
많았다고 한다.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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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강압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한 이유는 다양했
을 것이다. 정태현의 회고를 보면 그는 일본인 교관의 논리를 철저히 수용하고 그들
이 표방한 “문명화”의 약속을 믿은 듯하다. 정태현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한말의 
가난함과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갖지 못했다는 일본의 진단과 일본이 근 적 
힘의 근원이 되는 근  과학을 조선인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약속을 믿었다. 식
물이라는 것에 해 ‘연구’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일본인들로부터 처음 알게 되었다
는 그의 생각은 이런 믿음을 강화시켰을 것이다. 조선인 학생들은 거의가 근 식 초·

중등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툰 언어로 이 속성 전문 과정을 이수했기에 물리, 

화학, 수, 기하, 측량, 기상, 토양 및 비료, 작물, 조림학, 농산제조, 임학 의(林學
大意), 경제 및 법규 등 부분의 교과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성적은 좋지 않았다.4 

정태현은 과학 분야의 성적 부진에 한 일본인 교관들의 진단을 내면화한 듯 조선
인들이 “합리성을 기본이론으로 하는 과목”에서는 성적이 단히 좋지 않았다고 회
고했다. 조선인이 합리성이 부족한 인종이라거나 그래서 인간생활에 가장 접한 식
물에 해서조차 “실학”을 발전시키지 못해 조선의 산을 민둥산이 되도록 내버려 두
었다는 일본의 진단을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이다. 정태현은 해방 이후까지도 
근 적 학문을 배우려면 일본에 의존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부당한 조건이라도 감
내해야 했다고 생각했다.5

정태현은 1908년 중도탈락을 면하고 졸업하여 수원 임업사무소의 기수로 발령받
았다. 그는 자신의 업무를 신흥 일본의 목재자원 조달이 아닌 “헐벗은 조선의 산”을 
조림하는 일로 생각하며 열심히 수행했다.6 1909년에는 일본이 전략적으로 산림자원
을 개발 중이던 함경북도에서 묘포 작업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과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1910년 강제병합이 되자 한제국 농상공부 기수라는 직위를 박탈당
했다. 감봉과 함께 조선총독부 산림국 산림과의 단순 고원(雇員)으로 강등된 것이다. 

4 1895년 조선 정부가 내린 소학교령에 의해 근 교육이 도입되었지만 교원 부족으로 제 로 된 근  
초·중등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속성과는 소학교 졸업을 선발기준에 넣지 않았다. 부분은 정태현처
럼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한 학생들이었다. 나열된 과목들은 속성과의 교과과정은 아니다. 속성과 교과과
정은 기록이 없고 신 1906년 수원 농림 본과 과정을 참고했다. 1909년 본과과정은 지리가 추가된 외
에 물리학이 역학, 물리학, 열학, 광학, 음향학, 자기학, 전기학, 기상학으로, 화학이 무기화학, 유기화학
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1, 2학년에서 나뉘어 교수되었음을 볼 수 있다. 농학교육 100년, 37-44.
5 이우철, “하은 정태현 박사 전기”, 63, 65. 
6 전통시기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선에 적극적 조림정책은 없었지만, 소나무를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 임
정(林政)에는 왕도정치 실현이라는 초기의 이념적 목표와 함께 국가재정에 관련된 실질적 목표가 나타
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삼림은 인구증가로 인해 식민지배 이전에 상당히 황폐해 있었다. 裵
在洙, “朝鮮後期 松政의 體系와 變遷 過程”, 산림경제연구 10 (200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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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는 근 식물학을 더 배우겠다는 의지로 총독부 산림과에 남았다고 한다.7

훗날 정태현은 자신이 일본에 의존하여 식물학을 배운 것을 민족적 소명의 실천
으로 회고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으며 한을 풀 수 있을까”하는 생각
에서 식물에 한 “실학”을 계속 배우기로 했다는 회고 다. 해방 후의 회고라는 점
을 생각하면, 이는 스스로가 식민 지배기구 내에서 일본의 조선지배를 도운 일, 즉 
‘친일’의 전력을 변호하고 있거나 혹은 단지 개인적 학문 추구의 즐거움이나 생계의 
마련과 같은 사적 이유를 미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식물학에 한 그의 
지속적 노력에 일종의 소명의식이 필요했던 것은 분명하다. 1910년의 강등 후에도 
그는 임업시험장에서 촉탁 발령과 감봉 같은 굴절을 지속적으로 겪었다. 식물학을 
더 배우고 연구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면 사립학교의 교원과 같은 다른 선택지가 있
었지만, 그는 42년간 임업시험장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은 조선식물향명집 (1937)과 
조선삼림식물도설 (1943)의 편찬을 주도한 표적인 조선인 식물학자가 되었다. 그
는 식물학에 한 자신의 지속적 소명의식을 보여주듯 해방 후에도 식민지 시기의 
성과를 한글화하며 연구를 지속했고, 조선생물학회의 결성을 주도해 1946년부터 
1949년까지 회장을 지내며 ‘근 적’ 생물학 분야를 정착시키는 데 지도력을 발휘했
다. 그는 이런 업적을 인정받아 해방 후 전남 학교(1952-1954)와 성균관 학교
(1955-1969)에서 교편을 잡고 후학을 길러내며 조선 식물분류학의 태두로서의 위치
를 굳혔다.

식물 연구에 한 정태현의 소명의식에 민족의식이 결부된 것을 부인할 수는 없
지만 일본이 가르쳐주는 근 식물학을 전수받겠다는 의지는 무엇보다 일제의 “문명
화 사명”의 논리를 전면적으로 수용했음을 뜻했다. 일본의 지배가 조선의 자연자원
을 수탈하거나 조선인의 교육 및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아니라 조선 민족의 
“문명화”를 위한 일일 수 있다는 정태현의 믿음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의 믿음은 
“문명화 사명”에 충실하려 노력했던 몇몇 “동조적 일본인”들을 만난 덕분에 어느 정
도 현실성을 얻었다. “동조적 일본인”이란 일본의 식민지배에 한 조선인의 강한 

7 이우철, “하은 정태현 박사 전기”, 65. 일본인의 경우도 전문학교가 아닌 농학교 출신의 첫 직급은 고
원이었다. 정태현의 2년 간의 근무 경력이 무시되기는 했지만 이를 전적으로 민족차별이라고 볼 수 만
은 없다. 정태현이 1921년 기수직을 회복한 것은 도쿄제국 학을 졸업했던 조선인 우장춘이 일본 농사
시험장에서 내내 기수로 머물다가 1936년 박사학위를 받고도 기사로 진급이 되지 않음에 실망해 사임한 
것에 비하면 차별이 덜했다. 농사시험장은 우장춘의 사직서를 처리하면서야 그를 ‘기사’로 퇴임시켰다고 
한다. 가와타 히로시, 다카하시 노보루: 평생을 조선 농법 연구에 바친 일본 농학자 김용권 옮김 (서
울: 동아일보사, 2010),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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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을 경험하면서 “조선을 위한 문명화”라는, 조선인의 민족의식에 얼마간 부합하
는 방식의 식민지배를 진지하게 모색했던 이시도야와 같은 이들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들은 비록 식민지배를 포기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일부 선택된 조선인들에 
해서만은 “문명화”의 기회를 주려했다. 

우선 확실한 “동조적 일본인”으로 수원농림학교에서 조림학을 가르치던 우에키 
호미키(植木秀幹, 1882-1976)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척박한 땅에 잘 자라는 리기다 
소나무를 조선에 보급하고 조선 소나무에 해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알려진 우
에키는 1907년부터 1945년까지 줄곧 수원농림학교에서 근무했고, 1925년부터는 임업
시험장 기사직도 겸임했다. 그는 조선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는 모습
을 보여 조선학생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우에키는 조선에 거주하는 동안 학생
들의 단발 거부는 물론 1919년의 3.1운동, 민족 차별에 저항한 1926년의 학내 소요, 

1928년의 조선인 학생 운동에 이르기까지 조선 학생들의 민족의식을 다양한 형태로 
경험했는데, 이러한 조선인들의 민족의식이 근거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듯 1945년 
“조선의 독립을 축하한다”는 말을 남기고 일본으로 떠났다.8 

그를 거쳐간 조선인 학생들의 성장에 그의 역할이 어느 정도 는지 분명하게 지
적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 린(池泳鱗, 1900-1973), 조백현(趙伯顯, 1900-1994), 현신
규(玄信圭, 1912-1986) 등 민족의식이 강한 수원농림 출신들이 일본 유학을 거쳐 식
민지 관립전문학교에 교수로 취업한 데는 그의 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현신규
의 경우는 졸업 후 모교의 교수직이나 임업시험장의 연구직을 얻는 과정에서 우에키
와 상담했다. 박물교사로서 조류를 연구했던 원홍구(元洪九, 1888-1970)도 우에키를 
학문의 “공평무사”함을 방패삼아 한국인을 옹호·격려해 준 스승으로 기억했다. 6장에
서 만나게 될 이덕봉, 이휘재, 강진형, 한창우, 유석준 등 조선박물연구회의 향명집
작업에 함께한 이들 중 다수가 수원농림 출신인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9 우에키가 
정태현의 독자적 조선 식물 연구를 지원했던 점은 그가 1943년 조선삼림식물도
설에 써준 우호적 서문에서 나타난다. 그는 정태현이 민족의식과 식물 연구를 연결
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 첫 번째 일본인 동조자 다. 

8 박성래, “국내에 리기다소나무 보급한 임학자 植木秀幹”, 과학과 기술 452 (2007), 106–107; 이경준, 
韓國農學 巨聖의 발자취-현신규 (수원: 화농연학재단, 2006), 16. 
9 수원고농의 민족적 학생운동과 조선학생들에 한 우에키의 우호적 태도는 현신규에 한 다음의 연
구를 참고할 것. 이경준, 韓國農學 巨聖의 발자취-현신규 (수원: 화농연학재단, 2006); 선유정, 현신규
의 임학연구 궤적 (전북 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이춘 , 韓國農學 巨聖의 발자취-조백현 (수원: 
화농연학재단, 2002); 이은웅, 韓國農學 巨聖의 발자취-지 린 (수원: 화농연학재단,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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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현은 임업시험장에서도 “동조적 일본인”에 의해 발탁되어 일개 잡부로 머물
지 않고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산림과 고원으로 강등되었던 정태현이 1913년 
다시 개소한 임업시험소에 합류하게 된 것은, 1911년부터 자신의 업무에 정태현을 

동하고 그에게 식물분류를 가르쳐 온 이시도야 쓰토무가 이 소규모 조직을 맡게 
된 것과 무관할 수 없었다.10 이시도야의 업무를 도울 다른 일본인이 없었던 초기 
산림과의 상황을 반 하기도 했겠지만 1911년 산림과 기수로 조선에 온 이시도야 쓰
토무는 11살 연상의 정태현을 처음부터 단순한 잡부로 부리는 신 그와 채집을 다
니며 “종생토록 잊지 못할 가르침”을 전수하기 시작했고, 1913년에는 임업시험소로 
발탁해 정태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11 1914년에는 일본에서 3년제 현립 농학
교를 졸업하고 형을 따라 조선에 온 아사카와 다쿠미(浅川巧, 1891-1931)가 합류했는
데, 이시도야는 그를 정태현처럼 고원으로 임용하 으며 1921년 둘을 함께 기수로 
진급시켰다. 급수는 11살 위인 정태현이 더 높았다. 공평무사한 태도를 견지한 이시
도야와, 일본의 조선 지배와 조선인에 한 차별에 저항한 예외적 일본인 아사카와
의 이해가 어우러진 덕분이었을 것이다. 이 두 “동조적 일본인”이 임업시험장에 머
문 20여 년간 정태현은 자신의 연구역량을 쌓게 된다.

하지만 이 초기 임업시험장에서 정태현이 누린 기회는 분명 예외적인 것이었다. 

이들이 떠난 후 정태현이 임업시험장에서 겪게 되는 굴절은 일본의 “문명화” 사명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조선인의 경우에도 그 성장은 “동조적 일본인”과 같은 우연적 요
소에 의한 것일 뿐 제국의 의지와 정책의 결과는 아님을 보여준다. 이시도야와 아사
카와가 머물 던 1920년 까지 심각한 차별을 겪지 않고 오히려 여러 기회를 얻었던 
정태현은 이시도야가 경성제 로 떠나고, 아사카와마저 운명을 달리한 후 급격한 변
화를 겪었다. 기사 진급 신 촉탁 발령을 받았고 감봉도 당했으며 연구 성과도 인
정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12 나카이의 채집여행에도 정태현 신 박만규(朴萬

10 이시도야는 임업시험장 업무 초기부터 우에키 호미키를 의논 상 로 삼은 듯하다. 이시도야의 논문에 
우에키의 도움이 언급된 경우가 많았다. 둘의 관계가 우에키의 제자 던 정태현의 발탁에 도움을 주었
는지 알 수 없지만, “동조적 일본인”들이 서로 친 한 관계를 맺었음은 볼 수 있다. 이시도야는 한약 연
구를 시작하며 우에키의 선행연구를 참고했고, 버드나무 분류에 한 다음 글 등에서 우에키의 도움에 
감사하고 있다. 石戶谷勉, “朝鮮の山野より生産する藥科植物”, 朝鮮彙報 2 (1916), 75-148; 石戶谷勉, 
“朝鮮に於ける柳屬及上天柳屬の分類(上)”, 朝鮮 (1921), 37-44.
11 정태현, 朝鮮森林植物圖說 (京城: 朝鮮博物硏究會, 1943), 서문. 물론 이 발탁은 조선인에 한 호
의보다 단순한 인력난을 반 한 것일 수 있다.
12 정태현은 촉탁으로 강등된 1933년 기수가 된 1921년의 66원보다 적은 55원을의 봉급을 받았다. 1931
년의 97원보다는 폭 삭감된 것이고 초등학교 교원 초봉인 60-70원보다 적었다. 그는 1941년 기수직을 
회복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직원록 조직 생활에서의 성공이 특정 개인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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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 1906-1977) 등 다른 이름이 등장했다. 

하지만 임업시험장 촉탁으로 강등된 이 시기 정태현은 오히려 20여 년간 연구했
던 경력이 조선인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독자적인 연구 성과를 내게 
된다. 1933년 조선박물연구회가 자신들의 조선식물 연구를 이끌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이 조선인들의 요청을 소명으로 받아들여 초기 임업시험장의 특수한 
환경에서 쌓아 온 독자적 연구 역량과 조선 식물 연구의 방법론, 그리고 임업시험장
의 표본 및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나카이의 조선식물 연구 성과와 차별화된 독자적 
성과를 이루게 된다.

나카이와의 원격 협력 대 임업시험장에서의 현지 협력

정태현에 관한 앞선 연구들은 정태현의 성장을 수원농림학교나 임업시험장, 혹은 조
선박물연구회의 인물들보다는 1913년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조선 식물을 연구하게 된 
나카이 다케노신과 연결시켜 왔다. 특히 후학들이 펴낸 그의 전기는 그가 나카이의 
통역이자 조수라는 특수 관계로 인해 그로부터 근  식물분류학을 직접 전수받았고, 

나카이 또한 정태현을 믿고 의지했음을 강조했다. 이 전기는 특히 정태현이 해방 후
에도 한국 바깥에서는 쓰이지 않는 나카이의 분류방식을 그 로 유지할 것을 호소하
여 그의 사망 후에야 한국에서 일반적 분류법을 쓰게 되었다고 기록함으로써, 정태
현이 나카이를 절 적 권위로 추종하고 경애했다는 생각을 널리 퍼뜨렸다.13 하지만 
그다지 검증된 적 없이 반복된 둘의 특별한 도제관계에 한 믿음은 실제 서로에 
한 나카이와 정태현의 태도나 묘사와 어긋나는 점이 적지 않다. 

나카이와 정태현의 관계가 접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복
적으로 제시된 두 가지 사실은 나카이가 조선에 오면 정태현의 집에 묵을 만큼 친
했다는 것, 나카이가 도쿄 학의 권위자인 자신에게 식물분류를 배우려고 애쓰는 ‘아
마추어’들을 일본인조차 냉 한 반면 정태현은 늘 가까이 두었다는 점이다. 나카이는 
출장 때 임업시험장이 있는 청량리에 가깝도록 정태현이나 아사카와의 집 등을 모두 

적인 굴절을 겪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드물지 않다. 단 식민지 사회에서 지배자인 일본인에 의존하는 
조선인이 겪는 굴절은 더 커 보인다. 임업시험장에서 근무한 김동섭(1934년부터 근무, 판임관 기사직까
지)과 현신규(1937년부터 1942년까지)는 각각 도쿄제 와 규슈제 를 졸업했다는 경력을 인정받았지만 
현신규의 경우 새로운 상관이 그의 성과를 가로채는 등의 일이 일어나자 1943년 임업시험장을 떠났다. 
선유정, 현신규의 임학연구 궤적 1장.
13 이우철, “하은 정태현 박사 전기”. 식민지 조선의 박물학을 민족적 과학 활동으로 검토한 문만용의 
최근 논문도 정태현의 제자들이 기록한 나카이와 정태현의 접한 관계에 한 신화를 그 로 전했다. 
Moon, “Becoming a Biologist in Colonial Korea: Cultural Nationalism in a Teacher-cum-Bi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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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나카이와 정태현의 울릉도, 백두산 채집 여행 사진. 울릉도 사진(왼쪽)에서는 가운데 
흰 양복이 나카이, 정태현은 뒤에 서 있다. 백두산 사진에는 가운데 C로 표시된 인물이 나카
이, 주변은 인근 소학교 교장 둘과 군인을 포함한 일본인이고, 정태현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울릉도식물조사서, 10; 백두산식물조사서, 41.
 

이용했는데, 임업시험장 촉탁인 그에 한 배려일 뿐 그와 정태현의 사적인 관계 때
문은 아니었다.14 또 그의 채집 여행을 정태현이 거의 전담했음은 사실이지만 조선인
을 포함하여 다른 현지 일본인이 그의 채집에 동반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그림 
5-1 참고). 그가 채집 여행 중에 다른 사람에 비해 정태현을 가까이 했다면 아마 둘 
사이의 특별한 인간적 관계보다는 식민현지 채집활동에 있어서 본국 학자가 현지인
에게 갖는 의존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통역이자 채집여정의 복잡한 일정·물자·인부관
리를 담당하는 조수를 멀리할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15

사실 나카이는 정태현을 식물채집자로 인정해 주는 데 10년이나 걸렸다. 조선삼
림수목편의 서문에는 채집에 동행하거나 채집품을 모아서 보내곤 했던 임업기사 이
시도야나 우쓰노미야 히로시(宇都宮寛), 혹은 제자 던 모리 다메조 등의 도움을 별
도로 언급했고, 植物學雜誌 등에 발표한 신종 보고는 관례에 따라 항상 채집자의 
이름을 보고했지만, 그의 채집길에 동행했고 그의 엄청난 채집욕 때문에 밤늦도록 

14 임업시험소 세 명의 직원이 나카이와 접하지 않았을 수는 없고, 임업시험소 소속의 촉탁인 나카이
의 조선 출장을 지원하지 않았을 수 없다. 나카이는 후에 야나기가 工藝에 기획한 아사카와 추모 특
집호에서 아사카와에 한 헌사를 썼다. 아사카와는 누구나 경애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인물로 보이는데, 
나카이는 조선옷을 입고 다녀 조선사람으로 오인되곤 하던 그를 희화화하며 나름의 친근함을 표현했다. 
中井猛之進, “浅川巧君へ”, 工藝 (1934. 4), 81–84. 
15 나카이와 정태현의 채집일정은 표본기록 등을 추적해 상세히 검토되었다. 김휘, 장계선, 장진성, 최병
희, “외국인의 한반도 식물 채집행적과 지명 재고(2)-나카이 다케노신”, 식물 분류학회지 36 (2006), 
22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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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을 만들곤 했던 정태현의 이름은 1921년까지 나카이가 발표한 어떤 문헌에도 등
장한 적이 없었다.16 1921년에도 아직은 식물 채집이나 연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통역의 자격이었다. 나카이에게는 정태현을 제자로 삼아 자신의 식물학 지식을 전수
하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그는 1921년 충북 단양군 매포면 어의곡리에서 채집
된 줄댕강나무를 신종으로 기재하며 Abelia Tyaihyoni Nakai라는 학명을 주었다. 정태
현의 이름을 딴 것인데, 헌명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태현은] 내가 총독부의 촉탁이 된 이듬해 즉 1914년부터 통역겸 조수로서 따라 
다니며 1919년까지 가장 험한 지역을 답사하기를 1천 1백 여리, 생사의 고비를 넘은 
것도 여러 번이었다. 백두산 지역에서는 폭도의 습격과 마적의 독수에서 빠져나왔으
며 금강산에서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을 잡아주었고 우매한 인부를 사역하면서도 
표본의 건조와 물자 공급 등에 빈틈이 없었다. 조선 식물조사는 그의 덕분에 이루어
진 것이므로 1905년의 국제식물학회에서 식물에 인명을 붙일 때는 식물학자의 이름
이나 채집자의 이름을 쓰도록 의결하였지만, 나는 나의 채집을 충실히 도와온 정태현
씨의 공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하여 Abelia taihyoni란 이름을 붙인다. 표본은 1919년 
7월 16일 정태현과 같이 채집한 것이다.17

일견 나카이가 정태현에 해 갖는 신뢰와 감사가 잘 표현된 글이고 또 그렇게 
이해되어 왔다. “나카이가 하은을 얼마나 아꼈는가” 보여준다는 것이다.18 하지만 나
카이가 이토록 긴 감사를 표한 이유가 채집자가 아닌 일개 통역에게 헌명하는 일을 
변명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은 주목되지 않았다. 또한 나카이가 다른 일본인 채집자 
모리 다메조나 이시도야가 보내온 표본을 근거로 신종 보고를 하며 헌명을 할 때는 
모두 그들의 성을 썼던 것과 달리 정태현의 경우는 이름을 써서 차이를 둔 것도 친
근함보다는 위계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었다.

나카이가 통역이 아니라 채집자로 정태현을 처음 등록한 것은 1922년 병개암나
무라는 신종을 보고했을 때 다.19 1926년에는 정태현이 발견한 맹산 댕강나무를 
Abelia mosanensis Chung으로 명명하도록 돕기도 했다. 댕강나무의 일종인 이 나무는 
정태현이 평안도 맹산에서 채집한 후 보통 댕강나무와 다른 그 형질들이 유지되는지 
재배 실험까지 거쳐 신종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는 나카이에게 표본과 그 특성을 명

16 예를 들면, 조선삼림수목편 2집 (1915). 식물학잡지 등의 신종 보고, 표본 채집자는 모두 나카이
로만 되어있다. 나카이가 채집을 지휘했음은 분명하지만 정태현이 독립적 채집자로 간주되었다면 그의 
표본은 별도로 관리되었을 것이다. 동행했던 이시도야 등의 표본은 별도로 관리되었다. 
17 조선삼림식물편 11집, 50. 정태현은 1913년 나카이의 제주도, 완도, 지리산 채집부터 동행했다. 그
가 1914년부터 협업이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는 점은 흥미롭다.
18 이우철, “하은 정태현 박사 전기”, 69.
19 Nakai, “Notulæ ad plantas Japoniæ et Koreæ XXVII”, 植物學雜誌 36(426) (1922), en61-en73. Corylus 
hallaisanensis NAKAI라는 식물로 이시도야와 함께 채집한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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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해 보내면서, 자신이 명명자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전했다. 나카이는 라틴어를 모
르는 정태현 신 이름과 라틴어 기재문을 써서 보고해주었다. 1929년 지리산에서 
정태현이 발견해 보낸 물들메나무를 신종으로 보고할 때는 명명자는 자신으로 했지
만 이 표본을 기준표본으로 등록함과 동시에 정태현이 이 신종의 차이점을 발견, 채
집하여 보낸 것이며 이것이 들메나무의 분포상 주목할 만한 것임을 논문에 기록해 
주었다.20 또 1932년 조선삼림식물편 19집의 서문에서는 다수의 조선 식물명을 가
르쳐 준 것이 정태현임을 처음으로 기록하며 감사를 표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같은 책에서 채집자 정태현의 이름을 테이다이겐(Tei Dai 

Gen)이라는 일본식 발음으로 표시한 점이다.21 Chung Tyaihyon이라고 쓰던 표기를 
바꾼 것이다. 문제는 나카이가 이렇게 조선식이 아닌 방식으로 정태현의 이름을 부
르는 것의 부당함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植物學雜誌를 통해 외국 식물
학자 이름에서 de를 빼곤 하는 일본 식물학자들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자신이 외국
에서 “네케이”라고 불린 적이 있었는데 전혀 정당하게 생각되지 않았다며 정확하게 
de를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22 몰라서 “네케이”라고 부르는 실수를 했을 외국인과 
달리, 그는 Chung Tyaihyon이란 조선식 표기를 알고 있음에도 일본식 발음으로 표기
하기 시작했다. 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1937년 나카이는 새삼 1926년 정태현의 이
름으로 신종을 보고하게 된 것이 정태현의 “애원”때문이라고 밝혔고, 1940년 정태현
이 조선삼림식물도설을 위해 부탁한 서문을 거절했다. 심지어 정태현이 신 우에
키에게 받은 서문을 나카이에게 보여주자 내동댕이치기까지 했다고 한다.23 우에키의 
서문은 정태현이 충실한 내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감을 펴냈음을 칭찬하
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나카이의 행동은 정태현이 식물분류학자로 성장하려는 노
력을 존중하거나 반기는 모습은 아니었다.

다른 한편 정태현이 나카이를 실제로 존경하고 높이 평가했는지 혹은 자신의 조
선 식물 연구에 가장 큰 향을 미친 사람으로 나카이를 꼽고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는 식민지 시기에 펴낸 책에서 흔히 식물 동정(同定, identify)에 한 나카이

20 Nakai, “Notulæ ad Plantas Japoniæ & Koreæ XXXI”, 植物學雜誌 40(472) (1926), 161-171, 171; 
“Notulæ ad Plantas Japoniæ & Koreæ XXXVII”, 植物學雜誌 43(513) (1929), 439-459, 446-7.
21 조선삼림식물편 19집, 89. 
22 中井猛之進, “Deノ附ク植物學者ノ姓ニ就テ”, 植物學雜誌 411, (1925), 154-155, 155.
23 1937년 조선박물연구회에서 조선식물향명집이 발간된 것이 나카이가 새삼 조선인 정태현의 독자적 
능력 부족을 강조한 이유 을 수 있지만, 직접적 언급은 없다. 서문을 받지 못한 이유로 정태현은 나카
이가 자신의 원고를 검토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요구했던 것을 들기도 했다. 李昌福 ·李昌福 敎授 停年
退任記念事業推進委員會, 樹友 李昌福 敎授의 발자취 (서울: 正民社, 198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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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움을 적시하고 감사를 표했지만, 1943년 출판된 조선삼림식물도설에서는 “종
생토록 잊지 못할 가르침”을 준 사람으로 이시도야 쓰토무를 꼽았다. 나카이의 이름
이 먼저 언급되긴 했지만 “오랜 실지(實地) 교훈”을 준 인물로 언급되었을 뿐이다. 

사실 정태현이 “조선인 최초로” 식물채집을 시작한 것은 이시도야와 함께 고 나카
이가 촉탁이 되기 전인 1911년부터 다. 정태현은 그때부터 노트에 새로운 식물이 
나오면 표본을 붙여 일종의 식물표본집을 만들어가며 공부하는 법을 배웠다고 기억
했다. 1923년 그의 최초 저작인 朝鮮森林樹木鑑要는 이시도야와의 공저 다. 나카
이의 조선삼림식물편이 과별로 나뉘어져 있고 라틴어와 외국어로 저술되어 임업 
실무자들에게 불편하던 점을 해결하려는 둘의 시도 다. 조선삼림수목감요는 정태
현이 조사한 조선이름을 조선삼림식물편을 현지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적시해 놓았
다. 또 나카이가 해외연수 중이던 1923년부터 거의 3년 간, 정태현은 자신이 몹시 
중요하게 생각했고 임업시험장 역점사업의 하나 던 조선 나무의 적지적수(適地適
樹) 조사를 수행했다. 활엽수류의 분포 북한(北限), 침엽수류의 분포 남한(南限) 등을 
조사하는 연구 다. 1925년 이시도야가 임업시험장을 떠나며 이 조사 결과는 정태현 
단독으로 출판되었지만, 이시도야와 아사카와가 협력했던 작업이었음이 서문과 회고
에서 드러났다.24 그들의 도움과 지원하에 독자적 성과를 쌓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 절에서 보게 되듯이 사실 여름 방학 때 잠깐 채집 여행을 같이 다녔던 나카이
보다는 임업시험장에서 늘 함께 일했던 이들과 훨씬 많은 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다. 

정태현이 해방 후 남긴 회고록은 단 하나인데, 사실 이 회고록에서 나카이에 
한 찬사는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그와 동행했던 채집 여행의 일부를 기록하는 중
에 정태현은 나카이에 한 간접적 비판마저 드러냈다. 그는 울릉도의 형성 원인에 

한 나카이의 주장과 그에 한 이시도야의 비판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나카이의 
주장이 근거가 박약하다는 이시도야의 비판에 자신도 공감한다고 썼다.25 그는 같이 
채집을 다녔던 윌슨(E. H. Wilson)에 해서는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울릉도 특산종 
너도밤나무 꽃을 채취한 일을 소개하며 경의를 표했다. 위험한 낭떠러지에 있어 현
상금을 걸어도 인부들조차 나서지 않던 일을 그가 구두 차림으로 상처를 입어가며 

24 石戸谷勉 ‧ 정태현, 朝鮮森林樹木鑑要 (京城: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1923); 정태현, “朝鮮産主要樹
種ノ分布及適地”, 林業試驗場時報 5 (1926), 1–48; 河本台鉉, 朝鮮森林植物圖說 (京城: 朝鮮博物硏
究會, 1943), 1943년의 출판물에는 그의 창씨개명에 따라 가와모토라는 이름이 쓰 다.
25 울릉도가 동해 륙의 흔적이라는 나카이 주장과 그에 한 이시도야의 비판은 3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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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냈다는 감탄이었다. 그는 또 나카이, 윌슨과 함께 했던 제주도 채집의 일화도 소개
했다. 윌슨이 분비나무 과실의 인편(鱗片)이 뒤로 제껴진 것을 발견하여 구상나무의 
명명자가 되었던 이야기인데, 그는 “당시 조선 식물에 조예가 깊었던 나카이 박사가 
선취권을 뺏기고 발을 구르며 억울해 하던 생각”이 난다고 기록했다.26 나카이에 
한 공감을 내비치는 기록은 아니었다. 

정태현이 나카이 식물분류방식의 한계를 충분히 인지해서 그에 한 체계적 비판
을 발전시키지 못했던 점에는 놀라울 것이 없다. 23세에 처음 일본어를 배웠고 25세
에 처음 1년짜리 중등 근 교육을 받은 그로서는 나카이가 펴낸 책이나 일본어 책 
이외의 식물분류학 서적을 참고하여 식물분류학에 한 독자적 방법론을 정립하는 
것은 무리 다. 사실 나카이의 책조차 그와 같은 산림과 직원이나 식물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현지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책은 아니었다. 나카이가 관심을 가졌던 청
중은 일본과 구미의 학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정태현이 까다로운 나카이의 채집여행
을 전담하면서 얻은 “실지 교훈”이란, 책으로 쉽게 익힐 수 없는 정보 을 것이다. 

채집 여행에서 그가 지나쳤던 식물의 미세한 차이를 하나하나 짚어주며 식물명을 말
하는 나카이의 모습은 식물분류학자로서 그의 능력에 해 충분한 신뢰감을 심어 주
었을 것이다. 조선 식물분류학자들의 회고를 보면 그들은 도쿄제  교수라는 지위나 
일년에 평균 백 개 정도의 신종을 발표할 수 있는 나카이의 의지력과 성실함에 압도
감을 느꼈다.27 정태현이 식물분류학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런 나카이를 학문적 모델
로 삼지 않을 수 없었고 그와 같은 세분론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6장에서 보겠지만, 

놀라운 것은 그가 이 생소한 나카이식의 식물분류학을 조선 사람들의 “가난함과 억
울함”을 풀 민족적 과제의 하나로 삼아 조선식물향명집이나 조선삼림식물도설의 
편찬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결국은 나카이와 차별화된 성과를 내게 된다는 것이
다. 

해방 후 그가 눈물로 나카이의 분류방식을 바꾸지 말자고 호소했던 것은 나카이
의 분류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나카이의 분류법이 사라지게 되면 그
가 다른 조선인 식물학자들의 도움과 후원을 얻어 공들여 수행했던 향명집이나 
식물도설 작업의 성취가 크게 퇴색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 두 성과는 나
카이의 저작과 의미있는 차이를 가짐에도 분류학적으로는 나카이가 만든 토  위에 

26 정태현, “야책을 메고 50년”, 숲과 문화 11 (2002), 52–62, 인용은 세 번째 이야기. 
27 樹友 李昌福 敎授의 발자취 현신규도 나카이의 무서운 학구열에 자극받았다고 회상했다. 임업시
험장60년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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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진 것이었다. 향명집은 기본적으로 나카이의 분류법에 따라 분류되어 학명이 
붙은 조선 식물에 해 전통문헌과 방언조사로 조선이름을 찾거나 만들어 넣은 목록
이다. 식물도설은 이시도야와 아사카와와 함께 조사한 식물 서식처나 생태에 한 
정보가 추가되고, 향명을 통해 전통문헌과 연결되었지만, 분류체계에 있어서는 몇몇 
중요한 개별적 이견을 제외하면 나카이의 체계를 수용했다. 나카이의 분류체계를 버
린다면 이 책들을 참고하는 일은 복잡해질 것이고, 따라서 그 책의 유용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정태현은 물론 나카이가 세계적인 학자로 인정받는 사실을 알았고, 그의 학구열
을 높이 샀다. 정태현은 자신을 비롯한 조선인들이 아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조선 
식물 분류작업을 나카이가 신 진행해 주는 편이 조선 식물연구를 진전시키는 길이
라고 믿은 듯 나카이의 무리한 일정과 표본욕심에도 응해주었다. 하지만 앞서 보았
듯 그는 나카이의 추종자가 아니었다. 나카이의 분류법에 한 그의 ‘애착’은 자신이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과 이루어 놓은 성과 역시 나카이의 분류방식과 학명을 적
으로 변경할 때 의미를 잃고 만다는 사실 때문이었을 것이다. 

임업시험장에서의 상호작용: 풍토와 전통의 발견

정태현이 독자적으로 조선인들과 수행했던 조선 식물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나카이의 학명을 사용했음에도 표본 중심인 그의 연구와 상당히 다른 방식의 연구를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 절은 그가 나카이와 다른 식물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된 배
경인 임업시험장에서의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그는 이시도야와 공동으로 진행한 조
림 연구를 통해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환경에 한 주의력을 키웠고, 이시도야가 떠
난 후 민족적 차별이 심해진 임업시험장에서 전통 지식의 다양한 가치를 발견해 갔
다.28 

정태현의 첫 공식 출판물은 앞서 언급한 로 1923년 이시도야와 공저로 펴낸 
조선삼림수목감요인데, 이 책은 이시도야와 정태현이 협력한 방식이 나카이와의 
협력과는 달랐던 점을 잘 드러내 준다. 이시도야가 추구했던 조선 식물 연구가 나카
이의 그것과 목표, 상, 방법에서 상당히 달랐던 데서 기인했던 차이 다. 나카이의 
조선 식물분류는 일차적으로 조선의 식물에 한 일본인이나 조선인의 이해를 높이
는 것보다는 학자들에게 조선 식물상을 학술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에 린

28 1937년 조선식물향명집의 서문에까지 이런 평가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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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분류체계의 전문가 중심주의를 따르는 것으로 족했다. 린네의 분류체계는 채집된 
표본의 특징에 근거해 규칙을 아는 전문가가 판별하고 정리할 수 있는 체계이다. 식
물에 관한 각 지역의 토착 지식이나 식물의 서식 환경은 배제할 수 있는 부차적 정
보로 간주될 수 있었다.29 반면 이시도야의 연구는 학자들보다는 현장실무자를 상
으로 했고 분류와 같은 학술적 목적이 아닌 식물 자원의 실질적 이용을 목표로 했
다. 식물의 형태적 특징보다 장단기적 생태를 이해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착된 
경험이 필요했다. 이시도야는 직접 생태와 환경의 관계를 분석하기도 했지만 지역의 
축적된 경험에도 점차 눈을 돌렸다. 

물론 이시도야가 꼭 토착 지식에 의존했어야 했던 것은 아니다. 식물의 과나 속
을 판별하고 그 식물만의 특성을 찾는 ‘학술적’ 작업에도 여러 방법이 있듯, 나무의 
실질적 생태, 즉 성장 양상이나 주기, 용도를 파악하는 작업도 방법은 여러 가지이
다. 조선 식물의 다수를 이루는 온  공통 수종이나 유사종에 한 구미의 문헌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었고, 목질의 시험이나 성분 분석을 통한 실험적 연구도 가능했
다. 나카이의 연구가 학명을 밝혀 첫 번째 작업을 용이하게 해 두었고, 임업시험장의 
이용계가 두 번째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토착 지식의 가치에 

해 특별한 기 가 없었다면 이러한 방법에만 의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30 

따라서 이시도야가 정태현과 함께 한 이 연구에서 나무의 용도와 가치를 밝히기 
위해 지역에 축적된 민간 지식이나 문헌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점은 이시도야
의 토착지식에 한 특별한 기 를 보여준다. 바로 아사카와, 정태현과 함께 한 고목
조사, 한방약재 조사 경험을 통해 형성된 관심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 토
착 지식에 한 관심은 그와 정태현의 관계에도 향을 미쳤다. 나카이가 길안내, 표
본정리와 같은 육체적 노동, 통역 등의 일 외에는 정태현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던 반면, 이시도야는 토착 지식을 자원으로 생각하게 된 이상 
훨씬 더 정태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29 린네 분류 체계가 암술과 수술의 수를 세는 것과 같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쉽게 중
화 되었던 것을 들어 린네체계의 ‘민주성’을 논하기도 하지만 Cooper의 책은 린네의 전문가주의가 지역
지식에 한 배제와 연결되는 모습과 린네식의 ‘보편’ 전문가주의와 지역지식의 지속적 긴장관계가 지역
지 서술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17-8세기 유럽을 사례로 잘 보여주고 있다. Alix Cooper, Inventing the 
Indigenous: Local Knowledge and Natural History in Early Mod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특히 18세기 국에서의 린네의 중성에 해서는 David E. Allen, The 
Naturalist in Britai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30 임업시험장에는 서무계, 조림계, 보호계, 이용계 및 시업계가 있었다. 보호계는 유해 동식물 연구, 시
업계는 삼림 관련 사업과 생산액, 임산물 증산을 위한 조사 등을 추진했다. 조선임업사 하, 3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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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태현이 토착 지식을 매개해 줄 수 있다는 점만이 둘의 협력관계를 변
화시킨 요인은 아니었던 것 같다. 4장에서 언급했듯 나카이가 새양버들을 신종, 신속
으로 등록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던 1920년 무렵부터 이시도야에게 자리잡기 시작했던 
현지 실무자, 채집자라는 자의식도 이시도야와 정태현을 묶어주고 있었다. 수목감
요의 서문은 이 책이 나카이의 조선삼림식물편을 기본 참고서로 삼았지만 나카이
의 책이 현장의 실무자와 채집자에게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려는 기획이라고 밝혔
다. 나카이의 책은 “초학자들에게 난해한 라틴어 혹은 다른 외국어”로 쓰여졌을 뿐
만 아니라 비싸고 구하기 힘들어 현장의 실무자들이 곁에 두고 이용할 수 없다는 지
적이었다. 즉 이시도야와 정태현은 학자들을 겨냥했던 나카이의 책이 자신들과 같은 
현지 실무자가 이용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자신들을 위한 정보를 중심으로 나카이의 
책을 재구성했다. 

이시도야와 정태현이 실무자를 위해 고려한 사항은 세 가지 다. 우선 나카이가 
제시한 표본 중심의 식물 검색법을 “야외 연구 혹은 초학자의 연구”에 편하도록 바
꾸었다. 관목, 교목과 같은 나카이의 린네식 분류체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상식적 
범주를 먼저 명시함으로써 식물 전체의 형태를 짐작하게 했고, 잎과 꽃, 열매 등의 
특징도 “육안으로 감별”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구적 특징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배열 순서도 종자식물문/겉씨식물강 등의 계/문/강/목/과/속/종의 위계를 그

로 따르지 않았다. 나카이는 사용하지 않았던 침엽수류, 나무류, 활엽수류 등의 
구분을 두고 그 아래 과/속별로 종을 배치한 것이었다. 야외 휴 를 위한 이 얇은 책
은 129쪽의 본문에 20쪽의 주요 수종 검색표와 학명, 일본명, 조선명 색인을 갖추었
다. 또한 이 책은 79과 800여 종의 조선 수종을 망라했는데, 이에 해 나카이식의 
일률적 형태 묘사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은행나무처럼 널리 알려진 경우는 형태 묘
사가 생략되었고, 소나무과, 오동나무과 등은 해당 속과 종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중심으로 검색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신했다. 나무별로는 나무의 전체 형태와 지역
적 분포, 양지·습지 등과 같은 서식환경과 용도 등을 밝혔다. 

이 책에서 두 번째 주목할 점은 식물의 명칭 표기이다. 수목감요는 학명과 일
본명을 기본으로 했던 점에서는 다른 총독부 식물 관련 문서들과 차이가 없었지만 
조선명에 해 기울인 관심은 특별했다. 더러 조선명을 밝히지 못했거나 이름이 없
는 식물의 경우는 조선명이 빠지기도 했지만 “유즈리하”(ゆずりは, Daphniphyllum 

macropodum)는 “굴거리나무 (제주)”, “만병초 (백양산)”와 같은 식으로 지역별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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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한글로 기록했다. 정태현은 이시도야, 나카이와 식물채집을 다닐 때마다 독
자적으로 방언명을 수집해 왔는데, 이시도야는 수목감요를 위해 이에 크게 의존했
다.31 “누루데”(ぬるで, Rhus javanica)의 경우는 “불나무 (전남), 굴나무 (경상)”와 같
은 방언명 외에 “오배자나무 (藥), 붉나무 (藥)”와 같은 방식으로 의서나 본초 문헌
에 수록된 명칭까지 망라했다. 조선명은 이렇게 상세히 기록된 반면 한자명은 거의 
누락되었다. 한자명은 “소나무(松)”나 “은행(銀杏, 杏子木)”처럼 아주 흔히 쓰이는 경
우가 아니면 제외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누루데에 해 쓰는 한자명인 “白膠木”

이나 조선의 한자명인 “千金木”은 기록되지 않았고, 굴거리나무의 경우는 일본과 조
선에서 똑같은 한자, “欀”을 썼음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학명에 명명자의 이름을 빼 
버린 것도 주목할 만하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로 라틴 학명을 정하는 것으로 족
했던 나카이에게 식물의 조선명이 부차적 정보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던 것과 
조를 이룬다.

수목감요는 나아가 모든 방언명에 해 색인을 붙 다. 물론 수목감요가 처
음 조선명 색인을 붙 던 것은 아니었다. 모리 타메조가 수목명 조표를 확장했다
고 볼 수 있는 朝鮮植物名彙 (1922)는 당시까지 조사된 조선 식물에 해 조선명/

한자명/일본명/학명 사이의 관계 정립을 목표로 했고 당연히 조선명 색인을 갖고 있
었다.32 정태현과 이시도야의 수목감요는 조선식물명휘와 달리 한글 그 로가 
아니라 로마자 표기로 모든 “조선명”에 한 색인을 붙 다. 이 로마자 색인은 조선
어를 모르는 현장 실무자들이 현장 조사 중 현지인들이 쓰는 다양한 이름을 듣고 관
련 정보를 찾도록 도왔을 것이다. 이 책이 명휘와는 달리 한자명 신 조선의 “방
언명”을 중시한 것은 이시도야가 정태현과 함께 조선 전통문헌을 검토한 이래 일본
과 조선의 한자명이 불일치하다는 사실을 깊이 유념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이 실무자를 위해 고려한 세 번째 사항은 수목의 용도 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재래 사실”이 중시되었다. 분류학적 성과를 목표로 하는 나카이의 삼림
수목편도 각 과별로 효용 혹은 용도를 논하는 절이 있긴 했지만, 수십 쪽에 해당하
는 연구사, 연구문헌 목록, 라틴 기재문과 검색표, 분류, 명칭 조표 중 한두 쪽을 넘
기는 경우가 없었다. 해당과의 여러 식물 중 산업상 혹은 약재로의 용도가 잘 알려
진 몇몇 사례를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 다. 이에 비해 휴 용 수목분류 참고서인 

31 이시도야는 정태현이 방언명을 조사한 사실을 특기해 둘 정도로 이를 중시했다. 정태현·石戸谷勉, 
朝鮮森林樹木鑑要, 例言.
32 森爲三, 朝鮮植物名彙 (京城: 朝鮮總督府,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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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감요는 식물별로 특히 조선에서 사용되는 용도를 나열해 주었다. 때로 용도가 
적시되지 않은 식물이 있었는데, 이는 쓰임새가 없어서가 아니라 “조선 재래”의 특
수한 쓰임새가 없는 경우라는 점에서 주로 일반적 용도만 기록한 나카이와 달랐다. 

오동나무처럼 일본과 조선에서 공히 건축재와 가구재로 널리 쓰이는 경우에 해서
는 용도를 생략한 반면 소나무, 잣나무처럼 일본에 흔하더라도 조선인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특별하면 그 용도를 기록하는 식이었다. 소나무는 재목이 건축과 가구 만들
기에 널리 이용되었고 송화가루로 과자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주었다거나, 잣나무는 
남부지방에서는 특히 관을 짜는 데 썼는데 요즘은 건축재로까지 쓰이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들이었다.33 약용 식물의 경우는 늘 “선의(鮮醫)”가 사용하는 처방을 언급했다. 

조선 의사들은 오가피 나무의 껍질과 작은 가지를 “五加皮”라 부르는데 폐결핵과 중
풍을 치료하는 데 쓴다거나, 산사나무 열매를 “선의”들이 “山査”라 부르고 체증 혹
은 소화불량에 쓴다는 이야기 등이다. 이런 내용의 조사를 위해서는 그 식물의 유용
성에 한 관심만큼이나 문화에 한 관심도 필요했다. 

수목감요는 무엇보다 이시도야와 정태현이 나카이의 저작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나카이와 차별화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식민지의 토착 지식과 문화에 

한 관심이었다. 또한 둘의 첫 공저인 이 책은 둘의 관계가 호혜적이고 상호의존적
인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지표 다.34 일방적 ‧ 시혜적 관계에 가깝
던 처음의 관계가 조선 전통과 문화에 이시도야가 관심을 가짐에 따라 상호의존적 
관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좀 더 등한 협력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근 적” 조림 관련 조사 사업에
서도 정태현의 위상은 높아졌다. 2장에서 보았듯 임업시험소는 1922년 기사 4명, 기
수 16명, 촉탁 1명의 임업시험장으로 승격되었다. 이시도야는 장장 바로 아래 는데, 

정태현은 6급 기수로 월 70원을, 아사카와는 7급 기수로 월 62원을 받았다. 이시도
야는 시험장 발족 이후 중점 사업으로 기획했던 조선산 나무의 적지적수(適地適樹) 

조사에 둘 모두를 동원했다. 조선과 일본의 기후와 풍토가 충분히 비슷하다는 가정 
하에 비싼 일본 묘목을 그냥 들여와 낭패를 겪는 문제를 지적해 온 이시도야와 아사
카와가 토종 발굴을 위해 나서면서, 정태현도 본격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시킨 것이
다.35 

33 石戸谷勉·정태현, 朝鮮森林樹木鑑要.
34 4장에서 언급한 로, 이시도야는 아사카와와 정태현을 직급이나 급여면에서 차별하지 않았음에도 보
고서에 정태현의 이름이 들어갔던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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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조선산주요수종의 분포 
및 적지의 수목분포도. 

이 연구의 보고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던 1925년 우선 발표되었다. 조선에 
한 일본 산림관계자들의 관심을 높여 그들의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그 해 10월 
일본산림 회가 조선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회에 맞추어 임업시험장

시보 일본산림회 기념판으로 출판되었다. 이 朝鮮産主要樹種ノ分布及適地는 
24과 77종의 유망한 토종 수종에 해 그 지리적 분포와 재배 적합지역을 논했다. 

이 보고서는 77종의 나무 모두에 해 한반도 내의 분포 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
록 분포도(그림 5-2 참고)를 첨부한 총 70여 쪽의 
짧은 보고서로, 일본 임업관계자들의 조선 투자
를 위한 안내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유지로 
지정되어 개발을 기다리는 임야 중 어느 곳을 투
자지로 정해 어떤 나무를 심을 수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구성이었다. 목재의 재질 등에 

한 이용계의 연구 결과를 이용했고 목재의 용
도에 해서도 일본 임업관계자들을 겨냥해 수
목감요와는 다른 내용들을 실었다. 기본적으로 
여러 자료를 종합하고 정리한 작업이었다.

이 보고서는 정태현의 단독 저작으로 출판되
었다. 서문은 마치 앞으로 더 많은 토종 수종이 
개발될 가능성을 암시하듯 아직 “목하 연구중”인 
주제임을 밝혔고, 나카이의 종명 확인을 거쳐 기
수 정태현이 정리한 것임을 밝혔다. 종자의 성숙

기는 채취 시기를 근거로 기수 아사카와의 조사에 기반한 것임도 명시했다. 이시도
야가 1924년을 끝으로 임업시험장을 떠났기 때문에 정태현이 이 공동연구의 정리와 
보고를 맡았음을 보여준다. 정태현이 아사카와에 비해 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았
음에도 이시도야가 선임인 정태현에게 책임을 맡기고 임업시험장을 떠났음을 알 수 
있다.36 정태현은 이 조사를 1923년에서 1926년까지 지속했다고 기억했다. 임업시험

35 1922년의 확 개편이 조림계 인원에 어떤 변동을 가져왔는지는 총독부 직원록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서무계를 제외하면 조림, 보호, 이용, 시업의 네 부서로 나뉘었고, 조림계에도 인원이 확충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한층 긴 해진 협력 체계를 조직 확  이후에도 유지한 것이다.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0 (1923), 195-6.
36 아사카와의 미담을 강조하는 차원인 듯 그의 전기는 아사카와가 정태현이 이 보고서를 단독 출판하
게 도와 그를 후견한 듯 쓰고 있다. 다카사키, 조선의 흙이 되다, 89.



- 173 -

장의 중점 사업이었던 이 공동연구의 성과를 그의 이름으로 펴낸 것은 토착지식과 
문화가 중요해진 임업시험장의 새로운 협력관계 속에서 정태현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잘 보여준다. 

단 정태현의 첫 저작이 된 분포 및 적지를 이시도야와 공동으로 펴낸 수목감
요와 비교하면 정태현의 단독 저작은 수목감요에서 강조된 조선의 “전래 지식”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던 특징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물론 적지적수 조사의 성격과 보
고서의 목적을 반 하겠지만, 독자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처음으로 얻은 정태현이 
최종적인 선택을 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전통지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1933년까
지 그가 다른 연구에서 보인 태도와도 일치했다.

분포 및 적지는 수목감요의 79과 800여 종에 비해 훨씬 적은 24과 77종의 
표 수종 만을 다루었고 배열의 순서는 수목감요와 동일했다. 분류를 위해 활

엽수류, 침엽수류와 같은 구분을 두지는 않았다. 각 과의 표 수종들을 고른 것이므
로 나무의 구분을 위한 정보는 거의 없는 신 그 용도와 지리적 분포가 중요했는
데, 이 용도는 수목감요에서처럼 ‘조선적’ 용도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일본 임업관계자들의 투자 관심에 초점을 맞추었다. 목질의 견고함이나 탄력 등은 
이용계의 시험 자료를 이용했고, 수목감요와 달리 나무마다 가능한 용도를 모두 
나열했다. 오동나무처럼 수목감요에서는 아예 용도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쓰임새가 다양한 나무에 해 더 상세한 정보가 제공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 임업관
계자들이 일본으로 쉽게 수출가능한 조선 수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었다. 

이 수종의 지리적 분포는 특히 수직적 분포까지 상세히 표시했다. 지도에는 산맥의 
략적 위치와 나무의 분포가 나타났으며, 각 수종의 남북 분포 한계에 더해 해발고

도에 따른 수직 분포의 한계, 서식 토양의 특징이 명시되었다.37 철저히 고도계, 위
도계, 습도계 등을 이용한 “근 적” 조사 및 시험의 결과를 실질적 투자의 참고자료
로 보고한 셈이다. 근 적 지식을 활용하는 정태현의 능력이 부각된 보고서 다. 

1926년 이시도야가 임업시험장을 떠나고 1931년 아사카와마저 급성 폐렴으로 갓 
마흔에 세상을 떠나자 임업시험장의 동등하고 호혜적인 협업 분위기에 변화가 나타
났다. 1925년의 분포 및 적지 이후 정태현은 한동안 어떤 임업시험장 보고서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단 기사로 진급되는 신 감봉과 함께 촉탁으로 발령이 났던 
1933년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임업시험장시보에 한 편, 산림회보에 세 편의 글

37 정태현, “朝鮮産主要樹種ノ分布及適地”, 林業試驗場時報 5 (1925),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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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었다. 임업시험장에서 취약해진 입지를 회복해 보려는 정태현의 자기 홍보로 
보 다. 임업시험장시보의 글은 어청도 식물상에 한 간략한 보고 고, 산림회
보의 글도 하나를 제외하면 각각 강화도와 금강산의 식물상을 보고하는 것이었다.38 

나카이와 협업한 성과를 토 로 쓴 글이었다. 이 두 글과 달리 임업시험장 촉탁이라
는 직함이 명시된 나머지 산림회보 글은 이시도야와 함께 했던 한약재와 “약과식
물(藥果植物)”에 한 것이었다. 

이 글 중 유일하게 그의 상사의 주목을 끈 것은 정태현이 십여 년이 지난 이시
도야와의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쓴 조선 한약재에 한 보고 다. 이시도야의 후임
으로 조림계를 맡은 하야시 타이지(林泰治)는 정태현의 양묘와 조림 경력에 관심을 
주지 않았고, 그가 나카이와 수행한 식물상 연구도 달라진 임업시험장의 분위기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한 반면 다행히 한약재에 한 산림과의 관심이 되살아나면서 그
의 한약재 연구 경력이 주목받은 셈이다.39 경무국 위생시험소와 경성제 의 주도 하
에 한약재의 재배가 장려되고 연구되는 상황 덕분이었다. 하야시는 자신이 주력하던 
양묘와 조림 관련 연구에 별도로 부과된 한약재 관련 조사 사업에 정태현을 썼다. 

정태현에게 여러 해 만에 주어진 의미있는 업무 다.40 

정태현은 훗날 자신이 조선 “실학” 전통에 눈뜬 일을 당연하고 자발적인 일처럼 
서술했다. 하지만 한약재 관련 조사에 다시 투입된 정태현이 보인 변화는 그가 “실
학” 전통에 눈뜬 것이 점진적이었으며, 민족적 자부심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 
과정임을 보여준다. 1933년 착수한 하야시와 정태현의 첫 공동 작업의 결과는 1936

년 임업시험장 이름으로 발간된 朝鮮産野生藥用植物이었다. 이 책은 단순히 야생 
약용식물의 목록이 아니라 조선 임야에 자생하는 약용식물의 종류, 서식지, 분포, 식
물의 특징, 약용으로 취하는 부위, 약재의 채취 및 조제 혹은 마무리법, 보호 및 증

38 정태현, “江華島所産森林植物に就て”, 山林會報 99 (1933), 40–45; “金剛山産森林植物に就て”, 山
林會報 102 (1933), 19–27; “於靑島所産植物に就て”, 林業試驗場時報 9 (1933), 31–43; “朝鮮の山野よ
り生産する藥科植物に就て”, 山林會報 97 (1933), 21–28.
39 하야시 타이지의 이력은 1933년부터 1942년까지 임업시험장 기사로 근무한 기록 외에 발견된 것이 
없다. 기사라는 직급과 파종, 양묘 실험 등 이시도야와 아사카와의 업무를 잇는 보고서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에서 임업과 학을 졸업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태현의 한약재 보고서는 1916년 이시
도야의 이름으로 발표된 보고서에서 중요한 약재를 거래량 순으로 선정해서 추린 다음 효능 정보를 요
약하고 가격관련정보를 더한 보고서 다. 약재 가격 정보는 구 및 전약령시에 한 이시도야의 
1918년 보고서의 도매가격에 최근 조선한약업조합 월보의 소매 가격, 총독부 산업자료 등을 참고한 것
이었다. 정태현, “朝鮮の山野より生産する藥科植物に就て”, 山林會報 97 (1933), 21–28.
40 1930년  한약재 관련 연구가 고조된 것에 해서는 신창건, “경성제국 학에 있어서 한약연구의 성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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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법, 가격 및 수요량, 효용 등의 정보를 망라한 책이었다. 이 책은 “농산촌 진흥”과 
조선인 “정서 순화” 등의 여러 목적으로 경무국이 시도한 한약 재배 정책의 일환으
로 간행되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 하야시는 일본의 “동양의학” 부흥 움직임이나 고토 신페이
(後藤新平, 1857–1929)에게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동서융합문화론”을 지지한 인물
이었다.41 그는 “만사구화주의(萬事歐化主義)” 즉 서구모방 일변도에서 벗어나 동양
과 서양의 문화/학문에서 장점을 취한 일본적 근 화를 주장했다. 하야시는 한약재배
법의 보급을 통한 한약재 개발이 “서구심취의 꿈에서 깨어 동양고유의 문명을 재음
미하는 신문화” 건설이라는 세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동양의 전통
에 바탕해 새로운 융합을 이룰 주체는 일본이었다. 그는 서문에서 에도 시  막부가 
약원(藥園) 등을 설립해 약재 연구를 장려한 역사나 최근 일본에서 수행된 한방 약
재의 성분 분석 성과 등을 강조하며 한방 의학 분야에서 일본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이 책은 둘의 공저 지만 정태현의 회고에 따르면 정태현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
던 저작이다.42 정태현의 실사 자료에 근거하여 이시도야의 1916년 보고와 1933년 
藥草栽培法講話 등을 참고해 새로운 체재에 맞추어 정리한 것을 보면 정태현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주목할 점은 이 책이 조선의 한의학 
전통에 한 의존을 보이지 않았던 사실이다.

하지만 자신의 역할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임업시험장의 새로운 상황 속에 정
태현은 점차 조선의 전통 문헌에 해 새로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까지 정
태현이 자신의 연구에 전통 지식을 활용하지 않았던 것은 조선의 지적 전통에 한 
그의 부정적 관점을 반 할 것이다. 즉 그는 조선이 몰락한 이유가 실용적 학문이 
발달하지 못한 탓이라고 보았고, 그에 비해 실용적 분야에서 근 과학의 우수성을 
의심치 않아왔다. 어릴 때 익힌 한문은 취미와 교양의 차원이었을 뿐 학문과는 무관
했다. 이러한 그가 조선에서 “실학” 전통을 발견하고 그것에 관심을 보이게 된 계기
는 무엇이었을까? 이 글은 전통과 접할 기회가 확 되어 그에 해 재평가할 계기를 
얻었을 가능성, 새삼 민족의식이 강화되었을 가능성, 혹은 전통지식에 한 관심이 

41 일본 동양의학 부흥은 1910년 서양의학이 이론에는 뛰어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동양의학이 뛰어난 
점이 있다는 와다 게이주로(和田啓十郞, 1872-1916)의 醫界の鐵椎의 출판이 도화선이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은 조선에도 장기무에 의해 동서의학신론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大塚恭男, 일본의 동양 의
학 이광준 옮김. (서울: 小花, 2000); 와다 게이주로와 장기무는 모두 서양의학을 공부한 이들이다. 여인
석, “한말과 식민지 시기 서양의학의 한의학 인식과 수용”, 의사학 16 (2007), 161–176.
42 이우철, “하은 정태현 박사 전기”,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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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뭔가 쓸모가 있었을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우선 정태현이 1933년 조선인 연구자들만으로 결성된 조선박물연구회의 공동 연
구에 참가하게 된 사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43 이들의 공동 연구에 상당한 전통 
문헌이 참고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훗날 자신의 “실학” 참고서로 꼽게 되는 
산림경제, 救荒撮要, 牧民心書, 林園經濟志 중 부분은 향명 선정 작업을 
위한 참고문헌 목록에 들어있지 않았다.44 신 이 책들은 모두 이시도야, 아사카와, 

우에키 등이 상찬하며 활용했던 책이다. 아사카와는 산림경제, 목민심서, 다산
필담 등을 조선도자명고 (1931)나 조선의 소반 (1929)에서 여러 번 참고했고, 

우에키도 이미 1919년부터 산림경제를 인용했으며, 이시도야는 특히 산림경제를 
자신이 늘 머리맡에 두고 읽는, 은퇴 후의 삶에 한 지침서로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훌륭한 책이라고 평가했다.45 1916년 이시도야와 정태현의 한방약재 조사에서 
산림경제 등이 활용한 된 이후 이런 책들이 이들 사이에 읽히는 책이 되었던 것이
다. 정태현의 전통 문헌에 한 관심은 이들 우호적 일본인들과의 접촉으로 확실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될 법했다. 

하지만 정태현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켜주었을 이런 책들에 
해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임업시험장에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뚜렷한 

민족적 차별을 경험하면서인 듯하다. 나카이에 따르면 정태현은 아사카와보다 더 일
본인처럼 보 다고 하고, 조선박물연구회 후배들의 초청을 여러 번 고사했을 정도로 
조선인만의 기획에 조심스런 태도를 보 다. 그런 그를 일본인과 다르게 우하는 
임업시험장의 전혀 새로워진 환경에서 그는 조선인이라는 자각을 갖게 된 듯하다.46

정태현의 전기는 하야시의 단독 저작 혹은 하야시와 정태현의 공저로 편찬된 
조선산야생약용식물, 鮮滿實用林業便覽 (1940), 朝鮮産野生食用植物 (1942)을 

43 식민지 사회의 “조선학”에 한 관심이 고조된 것도 이 시기이다. 나비학자 석주명의 사례를 생각하
면 박물연구자들도 이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고, 석주명도 참가했던 박물연구회의 향명 찾
기 작업이 그 일환일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 연관관계가 드러난 자료는 없다.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
이다. “조선학 운동”에 해서는, 이지원, 한국 근  문화 사상사 연구 (서울: 혜안, 2007).
44 산림경제만 포함되었다. 이우철, “하은 정태현 박사 전기”, 65.
45 아사카와 타쿠미, 조선의 소반 ‧ 조선도자명고 심우성 옮김 (서울: 학고재, 1996); 우에키는 다음 책
에서 정약용의 책을 언급했다. 植木秀幹, 朝鮮の救荒植物 (京城: 조선농회, 1919); 이시도야는 다음 책
의 서문에서 산림경제를 정약용의 책으로 이야기했다. 이들이 애용한 책에 정약용의 저작이 많은 것
은 흥미로운데 조선학에서 선양된 정약용의 저작들이 “동조적 일본인”들 사이에 향력을 가진 점은 흥
미롭다. 石戶谷勉, 農村美化と藥草栽培 (京城: 京畿道林業會, 1936), 서문. 
46 나카이는 아사카와에 한 이 추모글에서 정태현과 아사카와가 도쿄를 방문한 일을 썼는데, 당시 아
사카와는 조선사람으로, 정태현은 일본사람으로 오해받았다고 한다. 中井猛之進, “浅川巧君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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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내는 데 모두 “하은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책들이 정태현의 기여
를 충분히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47 사실 조선산야생약용식물에는 하야시가 
내세운 일본 한약 연구의 성과가 아니라 이시도야와 협력했던 정태현의 경험이 반
되어 있고, 하야시가 단독으로 출판한 조선산야생식용식물이나 임업시험장 이름으
로 출판된 선만실용임업편람에서도 정태현의 기여가 뚜렷하다. 조선산야생식용식
물에 소개된 구황식물의 식용법은 나물, 묵나물, 즙, 나물죽, 생채, 쌈, 장아찌, 김치, 

볶음, 구이, 요리 등 조선 전통조리법에 따랐다. 일본인 하야시의 작업은 아니었을 
것이다.48 선만실용임업편람은 임업시험장의 다양한 보고서를 종합한 것인데 적지
적수 조사의 흔적이 뚜렷했다.49 사실 하야시가 조림과 양묘 분야에서 꾸준히 보고서
를 내고 있었고 정태현에게 급여가 지불되는 상황에서, 저자가 표시되지 않은 이런 
보고서 작성 업무들을 자신이 도맡았다는 정태현의 기억이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또 비록 그의 기억이 과장되었더라도 정태현이 새로운 협업의 환경에서 자신의 기여
가 전처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점은 분명했다. 

이러한 자각 속에서 정태현은 이 불균등한 관계를 바꾸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
고자 애썼던 것으로 보이는데, 구황촬요라는 조선 고문헌을 그 도구로 생각한 듯
하다. 이시도야, 우에키, 아사카와 등과 자신의 관계가 그들이 조선 전통에 해 알
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서 더 등하고 호혜적인 것으로 바뀌었던 경험을 상기했을 
법하다.

정태현이 의도적으로 하야시에게 구황촬요를 소개했다고 보는 첫째 이유는 앞
서 이시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야시에게도 이 정보를 얻었을 만한 다른 통로가 
없었다는 점이다. 조선의 야생 식용식물에 해서는 1919년과 1935년 조선농회와 경
기도임업회가 각각 주관하여 펴낸 朝鮮の救荒植物과 朝鮮の山果と山菜 두 권이 
있지만, 이 책들의 저자인 우에키 호미키와 고노 사카에(兒野榮)는 모두 구황촬
요를 언급하지 않았다. 우에키의 경우 이시도야나 정태현을 통해 알게 되었을 산
림경제를 서문에서 언급했고 본문에서도 산림경제와 목민심서를 즐겨 인용했지
만 본격적인 구황서가 아닌 이들 책에서 33종의 구황식물밖에 찾지 못했다. 이 책은 

47 이우철, “하은 정태현 박사 전기”, 83.
48 하야시가 단독으로 출판한 조선산야생식용식물은 위생시험소의 몇몇 야생식물 양소 분석 결과와 
더불어 구황 식물 307종에 해 간단한 식용법, 서식지, 분포 등을 표로 정리하고 표적인 38종의 사진
을 덧붙인 30쪽 남짓의 보고서이다. 林泰治, 朝鮮産野生食用植物 (京城: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1942).
49 鮮滿實用林業便覽 (京城: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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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 다메조가 “일본이나 중국의 옛 서적”에 수록된 구황식물 중 조선에 자라는 것
으로 확인한 233종을 더해서 완성되었다. 고노 사카에의 저작 역시 조선에서 당시 
식용하는 야생 식물의 수가 적어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며 일본에서 활용되는 야생 
식물 중 조선에서 구하기 쉬운 61종을 소개했다.50 두 책 모두 일본과 중국 문헌을 
통해 부족한 조선의 구황식물 지식을 보완한 양상이었다. 구황촬요가 아직 일본인
들 사이에 알려진 책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구황식물 관련 지식에 한 평
가도 낮았음을 반 하는 상태 다.51

이 외에 하야시가 구황촬요를 접하게 된 데 정태현이 결정적 역할을 했으리라
는 근거로서 하야시의 단독 저작으로 출판된 조선산야생식용식물과 조선의 구황
식물과 식용법 사이에 산림회보에 출판된 하야시와 정태현의 공저 구황촬요 해
제가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하야시가 정태현의 기여를 부분 인정하지 않을 정도
로 인색했다면 그가 구황촬요 해제에서 정태현을 공저자로 삼았던 것은 이에 한 
정태현의 역할이 거의 전면적이었던 까닭일 것이다.52 또한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면 
이 해제는 하야시가 썼을 만한 것이 아니다. 조선 왕조의 구황정책과 구황연구 전통
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려는 의지가 뚜렷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인들이 펴낸 구황
식물 관련 서적들이 조선 구황지식 전통의 빈약함을 강조한 편향을 시정하려는 듯, 

이 글은 구황촬요의 기원을 기록만 남아있는 세종 의 구황서 救荒僻穀方으로 
소개하며 조선 구황지식의 오랜 전통을 강조했다. 백성들이 스스로 기근의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방편을 엮어 두었던 성군 세종의 뜻이 계승되어 효종이 1660년 
극심한 기근을 맞은 백성들을 위해 그 내용을 구황촬요로 널리 출판·배포시켰다는 
소개 다. 이 해제는 구황촬요가 흉년 중에도 손에 넣을 수 있는 야생 혹은 재배
식물로 주식 용품을 만들어 기아를 방지하는 방법의 “실험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며 전통 지식의 근 성을 강조한 해석을 제시했다. 또한 구황촬요에 이용
된 구황식물 이용법을 오늘날 그 로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조리법이나 식용법을 
개선한다면 “역사적 흥미 외에 실용상 이바지하는 바”가 있으리라는 전망도 덧붙
다.53

50 植木秀幹, 朝鮮の救荒植物 (京城: 조선농회, 1919); 兒野榮, 朝鮮の山果と山菜 (京城: 京畿道林業
會, 1935). 이 책들은 모두 구자옥, 홍기용, 이미애, 김장규, 한상찬, 구황방 고문헌집성 (수원: 농촌진
흥청, 2010)에 수록되어 있다. 
51 총독부의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 (1921),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 附補遺篇 (1934)등에도 구황촬
요는 없다.
52 이우철, “하은 정태현 박사 전기”,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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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현이 구황촬요를 소개함으로써 하야시와 좀 더 등하게 협업하고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으려 했다면, 그는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했다. 하야시는 1942년까지 
조선에 머물 고, 1943년 교토와 서울에서 朝鮮救荒植物と其の食用法이라는 저작
을 단독으로 펴냈다.54 하야시가 구황촬요를 전용한 방식도 정태현의 예상을 벗어
났다. 하야시는 전쟁이라는 국가의 위기에 임해 일선 장병들의 고충을 상기시키며 
혹 맛이 없더라도 이러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국익에 기여하자는 비와 절약의 정
신을 강조했는데, 산야의 기근식물로 기아에 비하는 요령을 제시한 구황촬요의 
내용에서 이 정신을 찾았다. 조선의 전통지식이 제국의 전쟁 수행을 위한 협조의 마
음자세(心得)를 독려하기 위해 쓰 던 것이다. 

정태현은 하야시의 이 책에 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사실 구황촬요를 소개
하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정태현 자신이라고 볼 수 있다. 정태현은 누차의 감
봉이나 강등을 감수하면서도 일본인들의 학문을 전수받아 식물에 한 “근 적 실
학”을 수행하기 위해 임업시험장에 남았다. 그런 정태현이 이전까지 허학이라 생각
했던 전통지식에서 자신이 지향해온 근 적 가치인 “실험”적 자세와 “실용성”을 찾
은 것은 커다란 변화 다. 식민화 경험을 통해 자기 문화와 민족에 한 열등의식을 
내면화한 정태현에게 이런 전환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는 이시도야에게 전통문헌
과 문화를 소개해 주며 얻은 기회를 자신이 일본인과 다름없이 근 적 연구를 수행
할 수 있음을 보이는 데 썼다. 하지만 조선인으로서의 열등한 지위를 환기시켜준 임
업시험장의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는 “동조자” 일본인들이 높이 평가하던 조선 전
통 문화와 지식의 가치를 새로이 발견했다.

5.2. 대등한 협력을 통한 독자적 식물연구: 도봉섭의 조선식물 연구

도봉섭(都逢涉, 1904-?)은 앞선 세 인 정태현과 많이 다른 상황에서 식물학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그는 일제가 세운 근 적 교육 과정을 거쳐 도쿄제 를 졸업한 수
재로 졸업 후 바로 조선에서 사립 전문학교의 교수직을 얻어 자유로운 연구 활동의 

53 河本台鉉, 林泰治, “救荒撮要の解說”, 山林會報 209 (1942), 21–28. 정태현이 창씨개명을 한 것이 
보인다. 
54 이 책은 하야시의 단독 저작이 맞을 것이다. 나카이의 연구 성과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각 식용식
물의 형태상 특징과 지리적 분포가 추가되고 각 식물의 식용법을 한서 고사기 등 중국과 일본의 고
전까지 두루 섭렵해 관련 고사와 함께 실었다. 때로는 서양의 식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총론에 해당하
는 것은 임업시험장 보고에 게재된 조선 구황식물의 종수, 서식지 및 분포, 식용부위 및 채집 계절과 식
용법을 거의 그 로 썼지만 유독식물 판별에 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고 양소 분석 내용이 추가된 식
물도 많아졌다. 林泰治, 朝鮮救荒植物と其の食用法 (京都: 京都書籍株式會社,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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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마련했다. 부분의 일본인들보다 더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했기에 그는 근
학문을 수행하기 위해 정태현처럼 부당한 우를 감내하거나 일본인의 우연한 ‘호의’

에 의존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도봉섭이 한 사람의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은 이
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태현의 성장 경로와 중요한 유사점을 드러내 준다. 제국
주의 지배 하의 식민지 피지배민 과학자라는 사실이 작용한 결과 다. 이 절은 도봉
섭이 특히 이시도야와 등한 협력관계를 맺으며 성장했지만 그럼에도 이시도야와 
다른 길을 모색하는 모습을 통해 피지배민 과학자의 복잡한 내면을 살펴본다.

도봉섭은 정태현 등과 함께 조선식물향명집 (1937) 편찬에 참여했고, 조선식물 
목록 편찬에 착수하여 1936년 첫 권인 중부식물편을 펴냈으며, 이의 완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식물 채집을 벌 다. 또한 그는 나무 중심인 정태현의 조선삼림식물도설
(1943)을 보완할 초본편 조선식물도설을 준비하기도 했다. 도봉섭은 생약학 교수 지
만 약용식물에 한 연구에 국한되지 않은 식물 분류 및 분포학적 연구로 식민지 조
선에서 정태현과 쌍벽을 이루는 식물분류학의 핵심인물이 되었다. 특히 그가 만들거
나 참가한 세 개의 연구단체는 식민지 시기 조선 식물분류학의 융성에 일익을 담당
했다. 비록 식민지 시기 연구 성과를 제 로 정리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한국전쟁 
중 월북하여 이후 남한 식물분류학계에서 정태현 같은 위상을 얻지는 못했지만 도봉
섭은 식민지 조선의 식물분류학 활동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 인물이다.55 

이 절은 도봉섭을 통해 식민지 시기 식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협력의 
양상을 살펴보면서 정태현에게서도 볼 수 있었던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과학
활동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서장에서 말했듯 제국주의 지배 하에서 
식물학은 제국의 지배를 이념적, 실질적으로 돕는 도구 고, 나카이와 이시도야의 연
구는 그 사실을 잘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피지배민에게는 이렇게 제국의 도구가 되
는 식물학을 수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식물학을 배우기 위해 제국의 
과학자를 보조했던 정태현에 비해 제국 최고의 과학교육을 받은 도봉섭에게 이러한 
고민은 더 뚜렷이 나타났다. 우선 피지배민 도봉섭이 제국의 과학을 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을 갖추게 된 1930년 전후의 배경을 검토한 후, 도봉섭이 식민지에서 연
구자로 성장하기 위한 모색의 과정에서 점차 민족과 과학을 연결시켜가는 모습을 살
펴보려 한다. 

55 도정애, 都逢涉: 誕生百週年記念資料集 (서울: 자연문화사, 2003). 맏딸인 도정애가 펴낸 탄생 100
주년 기념자료집 외에 문만용, “도봉섭”, 과학기술인명사전 (서울: 한국연구재단, 2012), 121-127이 가
장 상세한 전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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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한 협력의 조건: “문화통치” 하의 도쿄제국대학 졸업생

과학연구에 종사하겠다는 도봉섭의 의지는 단지 일본의 문명화 이데올로기를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의 사례는 다양한 요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국
이 식민지 과학교육에 부과한 제한을 극복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도봉섭은 1904년 
함경남도 함흥의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 1930년 도쿄제국 학 의학부 약학과
를 졸업했는데, 그가 도쿄제 를 졸업하게 된 것은 우선 식민지의 저항이 추동한 시

의 변화에 힘입었다. 3 · 1운동으로 강한 민족적 저항을 경험한 일제가 “문화통치”

로 전환함으로써 식민지 사회에서 동조 세력을 얻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조선인에 
한 교육상의 차별과 통제를 완화시켰고, 도봉섭은 이 혜택을 입은 첫 세 다. 그는 
고향 함흥의 고등보통학교 졸업 이후 서울과 일본의 일본인 학교에 유학하는 등 만
만찮은 과정을 거쳐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었고, 그의 입학 한 해 전에 조선인에
게 편입제도인 선과(選科) 진학이 아닌 제국 학 입학시험 응시가 허용되면서 1926

년 정식으로 약학과에 입학했다. 부분의 조선인이 이후로도 이 정도의 준비 과정
을 감당하지 못하고 선과를 다닌 것을 보면 이 모든 과정을 지원해준 든든한 집안 
형편역시 중요한 요소 다. 한약의 화학적 성분 분석으로 유명한 아사히나 야스히코
(朝比奈泰彦, 1881-1975) 교실에서 생약학을 전공했던 그는 1930년 도쿄제 를 졸업
한 다섯 명의 조선인 중 한 명이었다.56

그의 행운은 당  최고의 엘리트 자격을 손에 넣는 데 그치지 않았다. 융성하던 
조·일 약업 자본의 지원을 받고 있던 약학 분야를 전공한 점도 그가 순탄한 연구 경
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작용했다. 그가 제국 학을 졸업했던 1930년은 공황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경제적 침체기여서 제국 학 졸업자조차 취업이 힘들었다. 특히 
과학분야를 전공한 조선인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는 일은 몹시 드물
었다.57 하지만 그는 다행히 한 일본인 거상이 백지수표를 기부하여 막 전문학교로 

56 도봉섭이 졸업한 1930년 도쿄제 에서는 정치, 법, 독문, 약학, 물리에서 총 다섯 명의 조선인 졸업생
이 배출되었다. 당시 도쿄제 에는 략 학년을 통틀어 스무 명 정도의 조선인 유학생이 있었다고 한다. 
도봉섭의 제자이자 동료 던 심학진도 선과를 다니다 해방을 맞았고, 식민지 시기 유일의 약학박사인 
이남순도 경성약전 졸업 후 선과를 다니고 학원 과정을 수료했다. 도정애, 都逢涉: 誕生百週年記念資
料集 (서울: 자연문화사, 2003), 144; 홍현오, 조선약업사, 101-103. 일본 유학초기를 다룬 박기환의 논
문을 보면, 도쿄제  일본 유학생은 1923년까지 총 16명 입학하여 11명이 졸업했다. 朴己煥, “近代日韓
文化交流史硏究: 韓國人の日本留學” (Ph.D., 大阪: 大阪大學, 1998). 과학기술분야 유학생은 더 적었다. 
1925년 수학과를 졸업한 최윤식이 최초 고, 이후로도 전체 유학생의 5% 정도 으리라고 한다. 김근배, 
한국 근  과학기술인력의 출현, 244-277. 
57 같은 해 물리학과를 졸업한 도상록의 경우는 1935년에야 송도고등보통학교 교사 자리를 얻었다. 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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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격된 경성약학전문학교에 생약학 담당으로 자리를 잡았다. 스물여섯 살이던 1930

년 4월 촉탁 강사 발령에 이어 그해 6월 정식 교수가 된 것이다. 인삼 등의 한방약
재에 주목하여 식민지에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온 일본인 약업자들이 조선의 식물 
생약 연구를 가속화하는 데 관심을 보 던 덕분이었다.58 

당  최고 엘리트라는 점과 약업 자본이 적극 지원한 약학 분야를 전공했다는 
두 배경은 그가 식민지 조선에서 식물 연구의 핵심인물로 연구망을 구성하는 데 중
요하게 작용했다. 도봉섭이라는 중심부 학 졸업자의 생약 연구, 약용식물 연구, 나
아가 조선 식물상 연구에 해 식민지 사회의 다양한 지원과 관심이 쏟아져 그는 교
내외로 다양한 연구단체를 꾸리거나 그에 참여했다.59 그의 도쿄제  유학이 그가 그
곳에서 배운 지식의 측면이 아니라 식민지에서 연구활동을 지속하도록 돕는 문화적 
자산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목이다. 우선 경성제  약리학교실에 
있던 이시도야 쓰토무가 조선에 돌아온 그를 조선식물에 한 분류학적 기초 연구로 
이끌었다. 그와의 공동연구는 훗날 경성약전 식물동호회로 진화했는데, 식물동호회는 
아라이약방(新井藥房)이라는 일본 약업자의 후원을 받아 더 안정적인 연구단체가 되
었다. 도봉섭의 연구에 한 조선인들의 기 와 지원도 있었다. 1933년에는 순 조선
인 연구자들로 조직된 조선박물연구회가 그를 초빙했고, 같은 해 조선인 자본인 천
일약품이 계농생약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설립해 그와 그의 조선인 제자들을 입했
다. 

그에 한 식민지 사회의 다양한 지원에는 주목할 점이 둘 있다. 우선 일본인 사
회의 지원이 매우 강했다는 점이다. 일본인들은 일본의 “문명화” 논리를 잘 받아들
여 일본의 과학기술을 직접 배워온 도봉섭이 제국의 과학을 ‘ 행’할 수 있으리라 
믿는 모습이었다. 더 주목할 점은 그럼에도 그에 한 지원이 사실은 거의 민간 차
원에서 이루어졌을 뿐 제국 혹은 식민당국의 정책적 도움은 없었던 점이다. 식민지
배의 수립과 함께 가속화된 근 적 삶의 조건에서 새로운 기회를 추구한 식민지의 
거주민들은 서로의 성장을 위해 조선인과 일본인을 막론하고 서로 협력하지 않을 수 

혁, “연구노트: 식민지시기 물리학자 도상록의 연구활동에 하여”, 한국과학사학회지 27 (2005), 109–
126. 식민지 시기 유학을 통해 이학사 자격을 얻은 조선인 중 연구경력에 있던 사람은 10명 내외라고 
한다. 김근배, 한국 근  과학기술인력의 출현, 244-277. 
58 2장 3절 참고.
59 물리나 화학 등을 공부했던 연구자들은 식민지 사회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개 일본으로 다시 돌아
가 연구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태규와 이승기가 그런 사례이다. 약학 분야의 예외성이 두드러진다. 
김근배, “남북의 두 과학자 이태규와 리승기”, 역사비평 (20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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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는데, 결국 도봉섭은 식물 생약 관련 연구 분야에 유독 연구를 추진하려던 세력
들이 많았던 덕분에 과학자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시도야와 도봉섭의 “조선적인 것”
이렇게 식민지에 안정적 연구기반을 마련하게 된 도봉섭은 점차 “조선적인 것”에 
한 연구, 조선식물 연구로 자신의 연구를 특화했다. “민족주의적 선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복잡한 요소가 작용한 결과 다. 우선은 그와 협력하게 된 이시도야의 향
이 있었다. 4장에서 보았듯 1926년 이래 경성제 의 약리학교실에 합류하여 한방약
재 연구에 종사해온 이시도야는 1930년 5월 일본에서 갓 돌아온 도봉섭을 창덕궁 후
원으로 초 했다. 함께 식물채집을 하자는 것이었다. 도봉섭은 이 사건을 약전 식물
동호회의 발단으로 기록했다. 둘은 6월, 7월, 9월의 후원 채집에 이어 경성 부근 야
산에서도 몇 차례 채집을 수행했지만, 초기에는 “한 사람의 동지”도 없는 둘 만의 
여정이었다.60 조선약재 자원을 찾으려던 이시도야는 통역을 해주며 채집을 함께 할 
조선인 동료가 필요했고, 같이 생약학 분야에 종사하는 도봉섭을 이 과제의 좋은 동
반자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생약학을 전공한 도봉섭은 생약학의 기반 중 하나인 식
물분류학에 자신이 없었고, 그 때문에 이시도야를 이 분야의 스승으로 여겼다.61 둘
의 협업 결과는 1932년과 1938년 두 차례 경성에 한 지역 식물지로 편찬되었다.62

이시도야와 그의 제자를 자처했던 도봉섭의 관계를 고려할 때 “경성부근식물소지
(京城附近植物小誌)”의 구성은 이시도야가 제안하고 도봉섭이 찬성해 만들어졌을 것
이다. 이 식물지는 당시까지의 경성 식물 연구를 바탕으로, 둘의 채집품에 한 조선인 
식물연구자가 기증한 채집품을 더해 총 116과 800종 이상의 식물을 과별로 나열한 
후 초심자들이 채집할 때 흥미를 느낄 만한 과들에 한 구별 요령을 후반부에 덧붙

다. 각 식물에 해서는 한 줄로 학명과 일본 이름, 서식지에 한 정보를 제공한 
간략한 구성이었다. 서식지의 종류(산, 구릉, 들 등), 서식환경(습지, 초지, 논, 늪 등)

에 해서는 약호를 만들어 정보를 제공했다(그림 5-3 참고).63 

60 정식으로 식물동호회가 발족된 것은 1932년 1월이었다. 꽤 상세한 식물동호회 연혁이 식물동호회의 
이름으로 처음 발간된 중부 조선 식물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京城藥專植物同好會, 朝鮮植物目錄 I:中部
朝鮮編, 京城藥專植物同好會, 1936.
61 도봉섭이 1936년 식물동호회 이름으로 발표한 조선 식물 목록은 이시도야의 감정을 거친 것이었다. 
도봉섭은 1938년까지도 채집한 식물을 항상 각 분야 전문가의 감정을 받은 후 발표했다. 
62 石戶谷勉, 都逢涉, “京城附近植物小誌”, 朝鮮博物學會雜誌 14 (1932), 1–48. 1938년에 출판된 
Florula Seoulensis는 남아있지 않은데 1932년 글을 단행본으로 낸 것으로 보인다.
63 石戶谷勉, 都逢涉, “京城附近植物小誌”. 약용식물은 ‘약’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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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京城附近植物小誌”의 일부.

경성식물지의 가장 큰 특색은 각 과 별로 최근 경성 지역으로 이입된 식물에 
해 관련 정보를 부기한 점과 일본 “내지에 야생하지 않는” 경우가 눈에 띄도록 동그
라미 표시를 해 놓은 것이다. 이는 “조선적인 것”에 한 관심으로서, 조선적인 것이 
우선 일본과의 차이로 인해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단지 조선
특산종만을 표시하지 않고, 일본열도에는 없고 조선과 중국에는 있는 “ 륙적” 식물
들을 한꺼번에 표시하여 조선이 중국과 식물학적으로 가까움을 부각시킨 점도 주목
할 만하다. 이입종은 한반도 내에서 경성지역으로 이식된 경우까지 그 이입 년 와 
원산지를 밝혔는데, 통감부 시기 이후부터 구미에서 온 것은 “박래(舶來)”한 것으로 
묶고, 나머지 중국, 만주, 북한, 일본으로부터의 이입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식이
었다.64 

이렇게 식물의 이입 상황을 기록한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신 토종과 이
입종을 비교하거나 소개하는 이들의 어투에는 이입에 한 경계가 드러났고 토종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벚꽃이 한창 때를 지날 무렵 조
선 재래종 백양이 선녹색 잎을 틔우며 교외의 경치에 빛을 더한다”고 토종을 칭찬하
다가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1852-1919) 초  총독 때 들여온 포플러에 해서
는 “빗자루를 거꾸로 세워놓은 듯이 솟아나” 있어 “일본에서 처음 방문한 손님들”이 
깜짝 놀라곤 했다는 식의 묘사 다. 조선 토종을 일본종과 비교한 경우도 조선종이 
더 긍정적으로 표현되었다. “라일락(수수꽃다리)”의 경우 일본에는 꽃이 빈약한 개정

64 “舶來”는 배로 들여왔다는 말그 로 당시 구미에서 새로이 들어온 것을 지칭했다. 이입 년 는 이시
도야의 기억에 의존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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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계열밖에 야생하지 않는 반면 조선에는 “구주의 일류 ‘라일락’에 비해 아름다움
과 향기가 결코 못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자생한다는 소개 다. 조선의 산에는 송충
이와 인삼 밖에 없다고 생각하던 “내지인”들이 “조선 산에 야생종 수수꽃다리가 십
수 종이란 이야기를 듣거나 또 그 실물을 보고 나자빠질 정도”로 놀라더라는 소개도 
있었다. 내지인들은 “남산 중턱의 구절초를 보면 비로소 륙에 왔음”을 실감한다는 
조선의 “ 륙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나 중부 조선에 이식하려면 일본종보다는 만주와 
북한 등 식물학상 더 근접한 지역의 것이 낫다는 평가도 있었다. 조선과 중국의 연
관을 긍정적으로 암시하는 듯했다.65 이런 모든 소개에 “내지”에서 온 일본인의 평가
를 객관적 척도인 듯 제시한 점도 눈에 띈다.

그렇다면 조선 식물이 일본이나 구주에서 이식종을 들여오지 않고도 “내지인”들
을 감탄시킬 만큼 멋진 “ 륙적 풍광”을 만든다는 이들의 주장은 무엇을 겨냥한 것
일까? 정확한 답은 찾아낼 수 없겠지만 한 가지 단서는 찾아 볼 수 있다. 이시도야
는 외래종의 이식을 비판하고 토종의 개발을 강조했으면서도, 이식종 중 “지리 및 
고 의 문화 흐름”에 따라 오래 전에 이입된 중국종에 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

륙적”인 조선의 토양에 한 적응력을 증명한 중국종 나무, 은행나무, 밤나무 등은 
“조선땅에 잘 자라지도 않고 특수한 효용도 없는” 일본산 삼나무나 노송에 비하면 
“산업상 가치”도 크고 잘 토착화되어 있다는 평가 다.66 이식종 식물을 비교하여 일
본의 조선지배에 한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중국과 더 가까운 조선의 토착 전통에 

한 무조건적 비하를 경계한 것이다. 

일본 식민정책과 거리를 두며 오히려 조선의 풍토와 문화에 한 애착을 키워온 
이시도야와의 이러한 조선 식물 연구에 도봉섭이 기꺼이 함께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
을 것이다. 사립전문학교 교수라는 독립된 지위를 확보한 도봉섭은 이시도야와 함께 
“조선적인” 식물에 한 관심을 자유롭게 키우는 듯했다. 

경성약전 식물동호회의 확장과 ‘민족적’ 조선 식물 연구

조선식물의 고유한 가치를 함께 찾아가던 도봉섭과 이시도야의 경성 부근 식물 채집
에는 1931년부터 조금씩 다른 “동지”들이 합류했다. 소수의 경성약전 학생들이었는
데, 이들이 1932년 약전 식물학교실에 모여 “조선식물동호회의 설립을 전제로 경성

65 같은 글, 37, 38, 46.
66 石戶谷勉, “朝鮮に移植せられたる｢スギ｣｢ヒノキ｣の生育”, 朝鮮彙報 4 (1918), 20–3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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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경성약전 식물동호회의 약용식물 전시회.

약전 식물동호회”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여기에 채집보다 등산을 좋아하는 몇몇을 
포함한 십여 명의 학생들이 가입했다. 심학진(沈鶴鎭)이라는 조선인 학생이 열심이었
지만 나머지는 모두 일본인 학생이었다. 이들은 1933년 2월에 “조선 최초로 제1회 

약용진기식물전시회를 약전에서 개최”하여 약용식물 110점, 진기식물 250점을 전시
했다. 도봉섭에 따르면, 총독부 위생과 및 산업과의 약초 재배 장려 분위기 덕분에 
“일반사회의 격려와 원조”가 쏟아져 그 해 11월에는 학교의 지원금을 받아가며 제2

회 전시회까지 열었다. 사흘 간 이케다 경무국장을 비롯하여 2천 명이 훨씬 넘는 입
장객으로 성황을 이룬 전시 다 (그림 5-4 참고).67

도봉섭은 지속적으로 번창한 약전식물동호회 활동을 통해 연구자로 성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점차 이시도야와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었다. 이시도야는 1934년을 제
외하면 채집 기록이 남은 1935년까지 채집에 자주 참가했지만 1935년부터는 특히 
정태현, 이덕봉 혹은 이휘재, 윤병섭 등 도봉섭과 조선식물향명집 작업을 함께 하
던 조선인들이 가세했다.68 생약학 교실의 조수가 된 심학진은 내내 열심이었다. 도

67 심학진은 경성약전을 졸업하고 도봉섭의 조수를 지낸 뒤 1940년  도쿄제  선과로 유학했다. 해방 
후 돌아와서 서울 학교 약학 학의 교수를 지내다 도봉섭과 함께 월북했다. 그 외 전기적 사항으로는 
석주명의 여동생인 조선 복식사 연구자 석주선의 남편이었던 점이 밝혀져 있다. 석주선은 오빠의 자료
는 모두 정리해 공간했지만 남편에 한 자료나 회고는 남기지 않았다. 에스페란토협회, 석주명선생. 
경성약전의 교우회보를 보면 사진 현상에 한 심학진의 글이 있고, 축구부 골키퍼로 활약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교내 학생단체는 개 한일 협동인데, 축구부는 조선인 학생만 가입했다. 경성약학전문학교, 
교우회보 (1932). 1930년  한약연구 붐에 해서는 신창건, “경성제국 학에 있어서 한약연구의 성
립”. 京城藥專植物同好會, 中部朝鮮編, 1-5.
68 참가자 명단은 주로 성만 기록했다. 정태현은 이름까지 기록된 적이 있어서 확실한데, 나머지는 확실
치 않지만 다른 가능성은 별로 없다. 李씨의 경우는 매회 한 명 씩 참가자가 보이는데 독실한 교인으로 
일요일마다 기도회를 열었다는 이덕봉보다는 이휘재 을 것으로 보인다. 京城藥專植物同好會, 中部朝
鮮編, 1-5. 이시도야는 1934년 Chinesische Drogen 작업으로 바빴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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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섭은 이런 채집의 결과를 1936년 식물동호회 이름으로 조선 식물목록 I: 중부식
물편으로 펴낸 것 외에도 다양하게 연구결과를 펴냈다. 日本藥報 朝鮮藥學會雜
誌 동아일보 등을 이용해 독자적으로 혹은 심학진과 공저로 발표한 것들이다.69 

도봉섭은 조선 특산 식물에 한 관심, 조선과 일본 식물의 식물학적 관계에 한 
관심, 토양과 채집 활동에 한 관심 등 이시도야와의 공동 작업에서 드러낸 관심을 
유지했지만, 미묘하게 그 강조점을 변화시켜 나갔다.

이시도야와 도봉섭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도봉섭이 직접적 채집 활동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보인다. 원래 이시도야가 직접적 채집 활동을 강조했던 이유는 조선에서 
채집해 보내주는 석엽표본(腊葉標本)에 의존한 나카이의 연구와 자신의 연구를 차별
화하려던 것이었다. 4장에서 보았듯 이시도야는 나카이가 석엽표본의 형태적 특성에
만 주목할 뿐 토양과 환경, 식물의 생태에 한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채집을 
통해 토양 및 환경과 식물의 관계를 이해하고서야 제 로 된 분류가 가능하다고 주
장했다. 나카이가 실제 자연에서 한 식물의 종이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변이를 제

로 이해하지 못해 사소한 차이에 근거하여 신종을 양산함으로써 실무자들의 혼선
을 낳았다는 비판이었다. 그에 비해 도봉섭의 경우는 직접적 채집 경험의 가치가 환
경과 생태에 한 이해의 맥락에서보다, 조선식물에 한 정보제공자로 위치지워진 
자신의 전문가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동원되면서 점차 ‘민족’과 연결되었다.

조선 특산 식물과 일본 특산 식물

도봉섭이 日本藥報나 조선약학회잡지 등에 실은 모든 논문, 보고문의 제목에는 
“조선”이라는 말이나 조선의 지명이 들어갔다. 이는 사실 무엇보다 도봉섭의 연구가 
다른 일본학자들의 연구처럼 중국 식물이나 일본 식물의 연구로 확장되지 않고 조선 
식물에 국한되었음에 기인한다. 만주나 중국내륙 지역의 식물에 한 연구는 경성제

나 일본에서 이시도야, 그의 스승인 아사히나, 나카이 등이 주도했던 것으로서 사
립전문학교의 조선인 연구자인 그에게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다. 중국으로 시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조선인 약업자가 지원했다 해도 그 도움만으로는 제국 군부의 허가
와 보호가 필요한 중국 식물 연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일본인들은 도봉섭을 자격
을 갖춘 조선식물 연구자로 받아들인 듯했지만, 피지배민 엘리트인 그의 역할은 본

69 日本藥報는 1926년부터 일본약보사에서 발행된 타블로이드 신문지 형태의 격월간지로 일본약학회 
회원명부를 부록으로 발행하기도 하는 등 약학회와 무관하지 않았고 학술지라기보다는 소식, 정보지에 
가까웠다. 일본약학회의 정식 저널은 1881년부터 발행된 藥學雜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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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출신의 일본인 학자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달랐다. 경성약전 식물동호회를 이끌며 
점점 이시도야의 그늘을 벗어나 전문연구자로 성장하던 도봉섭은 순수하게 조선 특
산 식물의 연구자로 자신의 입지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민족의식적 ‘선택’이 작용
할 여지는 크게 없었다.

나아가 조선이라는 지역성이 강조된 도봉섭의 조선식물 연구는 연구자로 성장하
기 위한 적극적 전략의 성격을 띠었다. 그러한 면모는 두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다. 

첫째로 도봉섭의 조선 특산 식물 연구와 소개는 우선 자신이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
는 곳에서 전문성을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연구에 한 사회적 지원을 확보·확 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1934년 아직 연구 성과라 할 만한 것이 없었던 도봉섭은 日本
藥報에 중부조선의 야생식물과 조선 특산식물에 한 보고문의 1보를 실었다. 이 
글에서 그는 자신이 학자로서 믿을 만하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풍부한 관찰 경험, 

아마추어 발견자와 차별화되는 신중한 확인 절차, 전문가를 통한 검증을 내세웠다. 

그는 1930년 시작된 자신의 채집과 1932년부터 “거의 매주 토·일요일”에 수행된 약
전식물동호회의 채집활동을 통해 중부조선 식물에 친숙해졌음을 강조했다. 그는 특
히 다수의 재조선 일본인을 포함한 아마추어 채집자들의 실수를 지적하며 자신의 전
문성을 과시했는데, 강원도에 매독 약재로 쓰이는 유창목(癒瘡木)이 있어 연산액이 
기천원에 달한다는 오보, 향나무가 백단으로, 수수꽃다리가 정향으로 잘못 보고되었
던 사례를 지적한 것이 그 예이다. 그는 “각 지방의 보고에 의해, 그 지방을 바로 약
초의 산지로 인정하는 것은 틀릴 우려가 아주 많다”면서, 자신이 경성에서 올리는 
보고는 상당히 힘든 검증 과정을 거친 믿을만한 내용임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이 
첫 보고에서 그는 음양곽의 원식물인 구엽초와 황련의 원식물 깽깽이풀이 중부 지방
에서 발견되었음을 보고했는데, 이 발견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 전해 이를 발견한 
이후 그해 4월까지 기다려 꽃을 채집해 확인했음을 강조했다. 경성제  강사 이시도
야의 감정을 거쳤다는 사실도 적시되었다. 상세한 채집 경로와 일정을 소개하여 자
기 관찰 경험의 신뢰도를 높이기도 했다.70 

둘째로 조선 특산 식물에 한 검토는 ‘근 적’으로 훈련받은 조선인 제1호 생약
학자인 그에게 쏟아지는 조선‧일본의 약업 자본과 약학계의 기 에 적절히 부응하는 
일이었다. 1934년 스승인 아사히나는 북한 약용 식물 채집을 위해 조선을 방문했고 
일부 여정에 도봉섭을 동반했다. 도봉섭의 고향인 함경남도 지역의 채집이었는데 

70 都逢涉, “中部朝鮮の野生植物及び朝鮮特産植物に就て(一)”, 日本藥報 9 (1934), 4-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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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고래 한약의 산지로 알려진 풍산군, 갑산군, 신흥군 등의 고산지 ” 다. 아직 
충분히 파악되지 못한 조선의 약용 식물을 추가 발견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본
에서 훈련받은 도봉섭의 역할이 기 된 것이다. 경성약전과 함경남도 위생과의 지원
을 받은 이 채집에서 그는 총 316여 종의 식물을 발견하는 수확을 얻었다. 약초의 
보고로 알려진 백두산 지역 식물 중 6할 이상이 이 지역에도 서식함을 보여준 것이
었다.71 

1935년에는 아라이약방의 식물동호회에 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아라이약방은 
식물동호회가 “경성부근 식물 채집에 머물지 않고 중부 조선 식물, 나아가 전조선 
식물상을 천명”하고 조선의 약용식물 조사연구로 조만(朝滿) 약학의 향상과 발전에 
공헌”하라며 채집비와 조사비를 지원했다.72 그는 이 기 에 부응해 자신의 채집 
역을 조선 전역으로 넓히며 비슷한 활동을 지속했다. 그는 모든 식물을 이시도야와 
아사히나의 감정을 거쳐 발표하는 신중한 태도를 상당히 오래 유지하면서, 조선의 
생약식물을 그 성분을 분석하고 시장 상황까지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는 믿을 만한 
토착민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 1934년 조선약학회에서 한 보고는 감기
에 처방되는 약재인 세신(細辛)의 원식물을 서울족도리풀(Asarum Sieboldii var. 

Seolensis Nakai)로 밝히고 성분에 포함된 정유의 주성분을 메틸오이게놀(50%)로 밝
혔다. 세신의 산지와 산출액을 도표화 했는데 경기도와 평안남도만 해도 각각 만 근 
이상이 생산되어 두 지역의 매출이 만 원 정도임을 보 다.73 이러한 연구는 지속되
어 1937년에는 “조선 각지에 야생하고 일본내지에는 나지 않는” 백선이라는 약용식
물을 포함한 함경북도의 약용식물, 1938년에는 울릉도의 약용식물을 성분 분석, 산출
량, 민간의 사용 현황, 시장 상황 등의 정보를 망라해 보고했다.74

이러한 특산 약용 식물 연구는 물론 식민지배를 계기로 서로 경쟁하며 발달해 
가던 일본과 조선의 약업계와 직결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조선산 약재 개발을 장
려하던 제국의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1930년  초반부터 총독부가 국산품 애용
을 표방하며 중국으로부터의 한약재 수입을 줄이기 위해 약초재배를 장려했는데, 중
일전쟁 이후 한약재 국산화가 더욱 절실해졌던 점은 도봉섭 자신이 자기 연구의 중

71 都逢涉, “咸鏡南道山岳地帶に於ける 高山植物及び藥用植物”, 朝鮮藥學會雜誌 15 (1935), 212-225.
72 京城藥專植物同好會, 朝鮮植物目錄 I:中部朝鮮編, 서문.
73 都逢涉, “朝鮮産漢藥調査”, 日本藥報 9 (1934), 15-17.
74 都逢涉, “朝鮮産植物”, 日本藥報 12 (1937), 24-26; 都逢涉‧沈鶴鎭. “鬱陵島所産藥用植物-附 島勢一
班", 朝鮮藥學會雜誌 18(2) (1938), 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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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강조하며 지적한 사실이다.75 제국 및 자본의 이익과 자신의 연구를 조화시키
는 데 별다른 저항을 느끼지 않았던 모습이다. 

하지만 그는 점차 자신의 이러한 연구를 민족적 과제를 수행하는 일로 제시했다. 

당시 동아일보등의 지원으로 널리 추진된 “과학 조선” 운동이라는 민족주의적 운
동의 언어를 빌려온 것이다. 1930년 의 “과학 조선” 운동은 과학 중화라는 계몽
적 목표 외에 조선적 발명활동을 통해 자립적인 산업화를 이루자는 운동이었는데, 

그는 직접 이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자연물에 한 조사를 통해 자원을 개발하는 
자신의 연구가 바로 과학 조선 운동과 호응한다고 보았다. 그는 동아일보를 통해 
조선식물상 연구 현황을 보고하며 “조선 산야에 분포되어 있는 식물을 완전히 조사
해 인생과의 관계를 천명하는 것”은 “일국”의 산업 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과학 조
선”을 위한 과제라고 소개했다.76 “일국”이란 말은 그의 민족주의적 의식을 가장 뚜
렷이 드러내는 말일 것이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아닌 하나의 국가라는 인식이
었다. 

나아가 그가 학술지가 아닌 동아일보를 통해 발표한 글에는 식물을 통해서 민
족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불어넣으려는 태도가 더욱 뚜렷해 보 다. 그는 조선 식물 
4000여 종 중 1600여 종은 일본에 없는데 특히 그 중 5속 500여종은 세계에서 오직 
조선에만 있다고 강조하며 1935년까지 나카이가 발견한 다섯 가지 특산 신속을 하나
하나 소개했다. 그 중 하나인 금강초롱은 구미 각국에 원예식물로 처음 소개된 조선 
식물로 “구미인의 눈에 조선 강산의 특유한 자연미를 탄케” 한 것이고, 금강산 특
산인 금강국수나무는 “암벽에 내려드리운 아름다운 소교목”인데 산을 찾는 이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라고 자랑했다.77 

하지만 조선 특산 식물에 한 도봉섭의 ‘민족주의’적 자랑은 모두 나카이의 성
과에 바탕했다. 그리고 특히 조선어 매체에서 두드러지는 이런 태도는 조선인 사회
에서 입지를 확 하는 과정이기도 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런 자부심은 이시도야와의 
공동작업에서 드러난 애착이나 자부심과 구분이 쉽지 않다. 특히 도봉섭이 “만주에
서 나는 제비꽃 중 가장 큰 종”을 강원도에서 찾아낸 것에 해 이시도야가 한 말은 

75 都逢涉, “學究一家言: 藥草를 通해서 본 漢醫學의 將來(下)”, 동아일보 1938-6-17.
76 都逢涉, “朝鮮産植物의 分類 (下) 昨年度에 發見된 二新屬”, 동아일보 1936-4-22; 과학운동에 한 
가장 최근 논의는 Lee Jung, “‘Korean Edisons’ and the Changing Understanding of Technology in Colonial 
Korea,” Technology and Culture (forthcoming).
77 都逢涉, “朝鮮産植物의 分類 (中) 朝鮮固有植物五屬五百餘種”, 동아일보 193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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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섭의 ‘민족적’ 자부심이 얼마나 쉽게 제국의 자부심에 포섭될 수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이것은 진품(珍品) 중 진품이다. 웹스터씨가 압록강변에서 채집한 것을 헴슬리씨가 
신종으로 하여 학명을 주었던 것인데 표본은 영국박물관에 있다. 또 1897년 코마로
프씨가 만주에서 채집했다고 보고한 적은 있지만 일본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채집된 
듯하다.78 

이는 일본 식물의 조선 이입을 우려하며 조선의 향토성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기울
인 이시도야에게도 조선의 성취는 결국 ‘일본의 성취’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이 
“일국”이 아니라 일본제국의 일부라는 것이다. 식민 지배관계를 당연시한 이시도야
의 인식을 도봉섭이 그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 도봉섭에게는 자신의 
‘민족적’ 자부심을 구분시킬 수 있는 다른 활로가 필요했을 것이다.

조선, 제주도, 울릉도와 일본

하나의 활로는 도봉섭이 관심을 보 던 식물 지리학(plant geography)이었다. 식물 지
리학은 물론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연구 분야이기도 했지만, 그의 식물
지리학적 논의는 특히 일본과 분리하기 어려운 조선이라는 지역의 정체성에 한 그
의 지 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비록 정식 연구 논문은 아니지만 그의 최초이자 유일
한 일본 학회지 보고문은 퉁퉁마디(Salicornia herbacea L.)라는 식물의 지리학적 분
포에 한 것이었다. 퉁퉁마디는 약전식물동호회가 인천 채집에서 발견한 해안성 식
물로, 도봉섭은 퉁퉁마디가 일본에서는 시고쿠와 북쪽 끝의 홋카이도, 카라후토(현 
사할린) 등에서 발견되어 보고되어 있지만 아직 조선에서의 분포는 총괄적으로 보고
되지 않았다며 조선의 분포상을 정리했다. 퉁퉁마디의 조선 분포상에 한 연구는 
아직 분명한 식물지리학적 결론을 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퉁퉁마디가 “반도
의 일본해에 면한 지방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그의 지적은 이 연구에서 그
의 주된 관심사가 이 해안식물이 동해를 통해 일본과 조선 사이에 교류되었는지 여
부 음을 보여준다.79

이렇게 일본과 조선의 식물학적 연관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던 도봉섭은 일본학
계가 불편해했던 아주 흥미로운 논쟁을 하나 발견했다. 왕벚나무 원산지 논쟁이었다. 

이시도야는 왕벚나무가 제주 원산이라는 주장에 해, “일본 국화의 표격인 왕벚

78 都逢涉, “中部朝鮮の野生植物及び朝鮮特産植物に就て(二)”, 日本藥報 9 (1934), 5-7, 6. 
79 都逢涉, “あつけしさうノ朝鮮新産地 ヲ報ズ”, 植物硏究雜誌 8 (1933), 47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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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고향이 분명치 않은 풍래자(風來者)라거나 윌슨의 주장처럼 자연산이 아닌 
오오지마 벚나무와 올벚나무의 교배종이라는 주장보다는 낫다고 보았지만, 그럼에도 
아직 한 그루의 자연산 나무로 그 원산지를 확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 다. 

도봉섭과 함께 썼던 경성식물지에도 아직 “현  벚꽃의 표 왕벚의 원산지는 분명
치 않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도봉섭은 평소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버리고 왕벚나
무의 원산지를 제주도로 단정하고 논의를 폈다. 그는 1936년 동아일보를 통해 “벚
나무 원산지가 일본 내지가 아니고 제주도라는 것도 사오년 전에 천명된 사실”이라
고 단언하며 왕벚이 제주도가 “일본 내지와 조선 식물 의 연락지”라는 점을 보여주
는 사례라고 주장했다.80 일본인들이 왕벚의 원산지가 제주도라는 학설에 해 불편
함을 감추지 못한 이유를 잘 감지하고 있었을 도봉섭은, 일본 벚꽃 문화가 조선의 
벚나무를 기리는 것이라고 기꺼이 단언했다. 

그는 조선과 일본의 식물학적·지리적 연결 상태에 해서만은 평소의 조심성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카이가 내어놓았던 “일본해 륙설”에 해서도 그는 이시도야
와 의견을 달리하며 나카이의 허술한 주장을 한동안 지지했다. 나카이의 동해 륙설
은 3장에서 보았듯 일본이 과거 아시아 륙과 하나 고 울릉도와 제주도는 해저로 
침몰한 그 고  륙의 흔적이라는 주장이었다. 나카이가 울릉도와 일본 식물상의 
유사성을 핵심 근거로 추론했던 이 학설은 이시도야와 다른 지질학자들에 의해 크게 
비판받아 유야무야 되어가던 것인데, 도봉섭은 나카이가 동아식물에서 주장한 그

로 식물지리학적 사실에 의해 제주도가 “일본 내지 또는 큐슈지방과 함께 지질학
상 제3기말 혹은 홍적세에 조선 반도에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
다고 썼다. 제주도 식물에 일본 특히 규슈지방과 공통종이 가장 많고 조선, 만주, 중
국과 공통되는 종이 그 다음으로 많으며, 제주 특산종이 1할 이상이라는 점이 이러
한 사실을 확증한다는 나카이의 주장을 그 로 수용한 논의 다.81

하지만 도봉섭의 동해 륙설은 나카이의 것과 달랐다. 나카이가 륙에 한 일
본의 권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도 륙이었다는 점을 내세웠다면, 도봉섭의 경우

80 都逢涉, “朝鮮産植物의 分類 (中) 朝鮮固有植物五屬五百餘種”, 동아일보 1936-4-21. 石戶谷勉, “濟
州島の植物と將來の問題”, 文敎の朝鮮 10 (1928), 71–92; “染井吉野櫻の原産地”, 朝鮮及滿洲 (1929), 
67–68; 石戶谷勉, 都逢涉, “京城附近植物小誌”, 36. 이시도야는 1929년 글에서는 왕벚이 오오지마와 올
벚의 중간형이 아니라 올벚의 변형이라며 지속적으로 윌슨의 “잡종”교배설을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
었다.
81 都逢涉, “朝鮮産植物의 分類 (中)”. 이 주장은 나카이의 동아식물의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中井猛之進, 東亞植物, 140-142, 15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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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본이 모체가 되는 륙에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울릉도, 제주도 등이 일본 내지와 함께 조선반도에서 “분리”되었다는 주장이었다. 즉 
나카이는 이 섬들이 단지 “태고 육지의 흔적”이라고 했던 반면 도봉섭은 분리를 상
정하 는데, 덕분에 분리되어 나간 일본은 분리되기 이전의 륙을 기원으로 두게 
된다.82 일본의 륙 진출을 정당화하려던 논리가 거꾸로 뒤집어진 셈이었다. 총독부
의 폭력적 탄압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조선인이 민족의식을 노골적
으로 드러낼 수도 없는 식민 지배 하에서 도봉섭은 중심부의 주장에 빗 어 암시적
으로 자신의 민족의식을 표출했다. 식물지리학적 논의를 통해 제국에 포섭되어 있는 
조선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그에 긍정성을 부여하려는 모습이었다.

직접 채집에만 의존한 불완전한 식물목록

도봉섭은 점차 자신의 연구과제를 제국이 지원하는 연구과제와 차별화하려는 시도를 
드러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 제국주의 교육 하에, 제국주의적 식민지 개발의 분위
기 하에 형성된 그의 과제는 그 내용상 제국의 과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었다. 약
용식물을 중심으로 한 그의 조선식물상 연구는 그의 도쿄  스승이 격려했던 과제
고, 총독부가 후원한 일이었으며, 조선인 자본과 일본인 자본이 함께 지원한 과제
다. 이렇게 서로 쉽게 구분되지 않는 것을 구별해내기 위해 그는 매우 독특한 논문
구성 방법을 채택했다. 

가장 두드러진 특이점은 그가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연구성과를 자신의 연구
보고서에 전혀 활용하지 않았던 점이다. 도봉섭은 조선식물 연구에 해 독보적 권
위를 지닌 나카이의 연구에 의지해 조선특산 식물에 한 자부심을 불어넣거나 조선
과 일본의 식물학적 관계에 한 민족적 자긍심을 드러냈지만, 자신의 본 연구인 지
역식물상 보고에서는 나카이를 비롯한 일본인들의 연구를 인용하지 않았다. 지금까
지 외국인들이 수행한 조선식물 연구는 자신의 조선식물 연구 과제와 무관하다고 보
는 듯했다. 물론 이시도야와 함께 저술한 경성 식물지에서는 관행 로 당시까지의 
연구 문헌을 참고하여 그 위에 자신과 이시도야 등이 채집을 통해 발견한 내용을 보
완했다. 기존 성과에 새로운 사실을 더함으로써 수정‧보완해 나가는 일반적 과학연구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후에 저술된 그의 식물지는 이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그리고 
지식축적에 유리한 방법을 외면했다. 

82 中井猛之進, 東亞植物,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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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울릉도 식물목록 표 형태. 

그가 자신의 직접적 성과만으로 식물지를 구성하기 시작한 것은 1934년 日本藥
報에 세 차례에 걸쳐 실은 중부 조선 식물 목록에서부터 다. 그는 중부 조선의 식
물과 특산식물에 한 보고를 마감하는 마지막 글에서 이 보고가 “우리가 채집할 수 
있었던 식물”에 한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가 보고한 중부조선 식물은 조선 특산 
29종과 일본에 없는 것 126종을 포함한 총 226종의 식물에 불과했다. 그는 중부 조
선에 이 식물들 외에 많은 식물이 있음이 알려져 있지만, “후일 채집할 수 있을 때 
보고할 작정”이라고 덧붙 다.83 자신의 지식을 과장하지 않는 믿을만한 정보제공자
의 모습이기도 했지만, 기존 연구 문헌의 성과를 배제한 것이 그 자신의 의식적 선
택임을 보여주는 말이었다. 함경남도 산악지  식물에 한 보고서도 마찬가지 다. 

그는 “이번에 내가 직접 채집한 식물목록을 게재하고 후일 채집에 그 완성을 기한
다”고 약속했다.84 이미 나카이 등이 보고했던 식물은 함경남도 산악지  식물상의 
개요를 제시하기 위해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나카이가 밝힌 조선식물의 현황이나 약
용식물의 종류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그가 식물지 작업에서는 그 연구사 정리를 피
한 것이다.

완성된 목록을 만들더라도 자신이 직접 채집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표시한 경우

도 있었다. 울릉도 식물 목록의 경우 나카이와 다른 일본 학자들이 이미 작성한 울
릉도식물보고서를 바탕으로 완성된 목록을 제공했지만 신 목록에 누가 채집하고 

83 都逢涉, “中部朝鮮の野生植物及び朝鮮特産植物に就て(三)”, 日本藥報 9 (1934).
84 都逢涉, “咸鏡南道山岳地帶に於ける 高山植物及び藥用植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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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조선식물목록의 채집경로도. 채집경로를 붉게 가필해 놓은 원고와 인
쇄본.

기재한 것인지 구분하여 표를 작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표의 항목은 학명, 일본명, 

이시도야 채집 여부, 나카이 채집 여부, 모리 기재 여부, 우에키 채집 여부, 도봉섭 
채집 여부 다 (그림 5-5 참고).85 학명과 일본명에다 세모, 동그라미, 별표로 각각 
특산식물, 재배식물, 약용식물을 구분한 것 외에는 형태나 서식지 등의 정보 신 누
가 채집한 것인지, 채집자에 초점을 맞추어 목록을 작성한 보기 드문 시도 다. 

위의 저작들은 단행본이 아닌 논문이나 보고문이었고, 여러 이유로 위와 같은 형
태를 띠었을 수 있다. 당장 연구한 것만을 보고한다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논문의 
분량이 제한되었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문제 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직접 채집한 것으로만 목록을 만드는 것이 의식적 선택임을 분명히 했고, 그 완성은 
문헌 자료의 보완이 아닌 자신의 직접 채집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명시했다. 나아
가 그는 경성약전식물동호회의 이름으로 발행한 단행본 조선식물목록 I: 중부조선
편마저도 자신이 직접 채집한 식물에만 의존하여 일관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역

식물지의 일반적 목적이자 의의일 수 있는 지역 식물의 전체상을 제시하는 신, 현
지인들이 “실제 채집한 식물”만으로 한정해 거의 완성되어가는 나카이의 조선식물지 
작업과 별개인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기존 성과를 배제한 그의 목록작업은 조선인
이 직접 채집한 것으로만 별도의 조선식물지를 만들어보겠다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 불완전한 목록에 채집의 경로를 상세히 표시한 채집지 12곳의 지도를 붙
다.86 이 채집도는 목록에 있는 식물을 직접 채집할 수 있는 장소에 한 정확한 기
록이자 미완의 조선식물지를 완성시켜 나갈 다음 채집을 위한 안내도 을 것이다(그

85 都逢涉, “鬱陵島所産藥用植物-附 島勢一班”.
86 약전식물동호회, 중부조선편. 금강산, 삼방, 가평, 광릉, 북한산, 관악산, 인천, 소사, 강화도, 개성 
천마산, 황해도 장수산, 황해도 서흥의 지도 다. 



- 196 -

림 5-6 참고). 

그가 채집 경험과 과정을 강조한 것이 민족주의 때문만은 아니었다. 앞서 말했듯 
자신의 직접적 경험 지식을 강조함으로써 일본과 식민지 모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정보제공자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까지
의 조선식물 관련 연구성과를 무시해버린 그의 행동은 학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할 
수도 있는 행동이었다. 조선식물 연구의 최고 권위자 나카이를 비롯한 일본인 연구
자들의 성과를 자신의 식물목록 작업에서 의식적으로 외면했던 사실은 조선식물 연
구자로서 생각하기 힘든 선택이었다. 거의 완성된 목록이 있음에도 직접 채집에 의
해서 별도의 조선식물 목록을 만들어 나가며 그 완성을 기약하는 태도는 조선인이 
아닌 이의 손에 의해 완성된 조선식물 연구는 조선인이 목표했던 과제와 다른 것으
로서, 조선인에 의한 조선 식물 연구로 체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일본인
이 수행한 연구 성과를 포함시키지 않은 결과 그가 만들어낸 목록은 나카이 등의 목
록보다 훨씬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그로서는 조선인이 했기에 더 온전한 조선의 성
과 던 셈이다. 그는 제국의 과학을 배워 그것을 ‘이식’해 오는 신 조선의 산과 들
에서 직접 채집할 수 있는 식물들에 해 직접 지식을 생산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
었다.87 

“문화 통치”의 시 에 성장한 도봉섭은 이시도야와 같은 독특한 현지전문가를 만
나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해 등하고 개방적인 협력관계를 만든 듯 보 다. 하지만 
여전히 지배민인 현지전문가와 여전히 피지배민인 식민지 엘리트는 결국 “조선”에 

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조선인 엘리트는 결국 자신의 연구를 제국의 연구와 
차별화하고자 했다. 그의 연구를 제국의 연구와 차별화시킬 근거는 그가 조선인이라
는 사실 뿐인 듯했고, 그가 직접 만든 목록은 거의 완성에 이른 나카이의 목록에 훨
씬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그 불완전함을 택했다. 

나가며

도봉섭이 조선인 연구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복잡한 과정은 식민지 지
배관계 속에서 민족의식을 갖게 된 식민지 피지배민 연구자가 제국의 식물학을 민족
적 연구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모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민족의식조차 제국

87 유럽인들이 인도학과 이집트학조차 지배한 상황은 인도인과 이집트인의 “짓밟힌 지위와 흙칠한 체면
을 드러낸 것”이라며 조선인의 손에 의한 “조선학”을 주창했던 최남선의 논리와 같다. 이지원, 한국 근

 문화 사상사 연구, 205-2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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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배 하에 제국의 논리를 상당 부분 수용한 상태에서 형성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는 자신들의 과학을 제국의 과학과 구분하고자 했던 식민지인들의 능동적 노력을 
드러낸다. 

일본인과의 등한 협력, 민간 자본의 넉넉한 후원 하에서 식물연구자로서의 경
력을 만들어간 도봉섭이 자신의 과학활동을 민족의 과제로 만들려는 노력은 식민지 
과학활동의 정치성을 잘 보여준다. 식민지에서 일본이 도입한 근  교육의 세례를 
받았고, 일본이 자랑하는 도쿄제 에서 최고의 과학교육을 받은 도봉섭의 조선 식물 
연구는 충분히 중립적이어서 도쿄에 있는 그의 은사도 지지했고, 총독부의 관심과 
후원을 받았으며, 식민현지에서 조선과 일본자본의 지원을 동시에 받았다. 또한 그의 
연구결과는 학술지만이 아니라 일본의 제약관계자들이 보는 日本藥報와 식민지 
‘민족신문’ 동아일보에 모두 실렸고, 그의 조선식물 목록은 일본어로 출판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세력들로부터 약용식물을 중심으로 한 조선식물 연구를 이끌 것을 
기 받은 도봉섭은 점차 자신의 조선식물 연구를 민족적 과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
다. 자신의 성과가 곧 “일본의 성과”라는 정치적 상황을 그 로 용인하지 못한 셈이
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그로부터 근 문명을 배우고 있는 조선을 “일국”이라고 
강조하며, 조선을 일본의 기원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교류의 일방
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다. 그는 “중립적인” 자신의 과제를 민족적 과
제로 만들 다른 요소를 찾지 못한 채, 일본과 외국의 연구 성과를 배제하고, 조선인
인 자신이 주도한 연구에 의해 기존의 성과를 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었을 뿐이지만, 이러한 그의 의지는 식민지 식물학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특징을 
부여하게 된다. 

도봉섭은 자신의 과제를 함께 수행할 조선인 연구자들과의 협력관계를 확 함으
로써 자신의 과제를 일본의 과제와 다른 것으로 만들겠다는 희망을 더 현실화할 수 
있었는데, 그의 과제에 합류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정태현이었다. 정태현은 적어도 
일본이 전수해 주는 과학적 지식과 방법론 자체는 중립적이라고 받아들 으며, 이 
중립적 방법을 통해 힘을 얻기 위해 합병 이후의 차별 등을 감내하며 임업시험장에 
머물 다. 하지만 “중립적”일 것으로 생각했던 과학적 지식과 방법론은 식민지 지배
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정치적인 것이었다. 나카이와 같은 중심부 학자는 정태현의 
도움에 크게 의존했음에도 자신과 같은 ‘서구 과학’의 권위자와 정태현과 같은 조력
자 사이의 격차를 유지하려 했을 뿐 그에게 지식을 전수할 생각은 없었다. 정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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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시적인 “문명화”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자 했던 몇몇 일본인들과 식민지 
지식전통과 문화에 한 자신의 소양을 매개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만들면서 이들
과 함께 식민지 식물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연구자로 성장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태현은 식민지 풍토, 식물의 생태, 문화, 지식전통을 중시하는 새로운 
식물학적 관심을 키웠다. 특히 스스로 일본이 전해주는 근  과학기술에 비해 열등
하다 생각했던 조선 지식전통의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단순히 나카이의 연구 결과를 
추종하지 않은, 새로운 조선식물 연구로 나아갈 태세를 갖추었다.

나카이와 이시도야가 식민지 조선의 근  식물학 활동과 긴 한 연관을 가졌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이들이 조선 근 식물학의 형성에 미친 향은 지금까지 다
소 오해되어왔다. 식민지 근 과학의 형성과정에 한 통념이 작용하여 도쿄의 권위
자인 나카이의 일시적 채집 활동이 식민지에 근 과학을 전파시킨 동력으로 과장된 
반면, 이시도야와 관련된 다양한 식민현지의 협력관계나 이에 참가한 식민현지인들
의 ‘제국의 과학’과 구분되는 독자적 전망에 해서는 언급된 적이 없었다. 이 장은 
이 둘이 식민현지에서 맺었던 협력관계의 실상을 검토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의 근
과학은 나카이식의 일본 과학활동이 ‘이식’된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현지인들이 각
자의 성장을 위해 서로 의존하며 수행한 현지활동의 산물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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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조‧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조선식물 연구: 조선식물 연구의 독자
성을 위한 두 가지 모색

지금까지 나카이, 정태현, 이시도야, 도봉섭을 통해 식민지 상호작용의 다양한 양상
과 그 결과 탄생한 식민지 식물 연구의 독특한 관심과 주제를 살펴보았다. 식물의 
생태, 풍토 및 지역 문화와의 관계, 전통 지식과의 연결 등에 한 관심이었다. 이 
장은 이러한 개인들의 활동이 아니라 이들이 조선에서 다양한 단체를 이루어 벌여나
간 식물연구 활동을 통해 앞서 드러났던 관심과 주제들이 실제로 구현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식물학이 당시 조선에서 가장 진전되고 현지화된 과학분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태현과 도봉섭, 나카이와 이시도야 같은 몇몇 인물들의 활동 때
문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로 이루어진 식물연구의 기반이 식민지에 갖추어
졌기 때문이었다. 유일하게 순 조선인 단체 던 조선박물연구회 이외에 조선에서 가
장 활발하고 중적인 연구단체 던 조선박물학회, 가장 특화된 전문가 단체라 할 
수 있는 경성박물교원회가 그 좋은 예이다. 

이들 단체는 그 구성원들이 연구자 혹은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여 결성되었는데, 주목할 점은 순 조선인 조직인 조선박물연구회를 제외한 두 단
체에서 다수의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일정한 ‘협력’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식민
지 조선사회에서 다수 일본인들은 식민통치에 관련된 일을 담당했고, 다수 조선
인들은 이들의 지배를 받았으므로, 언어, 문화는 물론 정치적 입장까지 달랐던 이 두 
집단은 서로 교류하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식민지 박물연구자의 경우는 비록 관
공립과 사립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가 식민지 초‧중등학교의 박물교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졌기에 교류의 가능성은 열려있었다. 조선박물학회 회원의 과반수가 박
물교원이었고, 경성박물교원회는 특히 중등 박물교원들의 단체 다. 하지만 사실상 
분리된 관공립 학교의 일본인 교원들과 조선인 사립학교의 조선인 교원들 사이에 실
질적인 협력이 일어나려면 이들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만큼 강한 공
동의 목표나, 합의를 이룰만한 공통 과제가 더 필요했다. 이들은 조선의 박물연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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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통의 과제와 그를 통해 독자적인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여타의 사회문화적 괴리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구했다. 나아가 이들이 함께 
조선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심부 학자가 지배해온 조선식물 연구를 통해 나름의 전문

역을 만들고자 했다는 사실은 이들을 더욱 결속시킬 수 있는 공통점이 되었다. 

하지만 지배민과 피지배민 집단의 이해관계가 립하는 식민지배라는 상황에서 
조·일 식물연구자 사이의 협력이 끝내 안정적이거나 조화로울 수는 없었다. 이들 사
이에 일어난 교류의 실상과 결과를 논하기 위해 이 장은 우선 조선의 박물을 연구함
으로써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일본인과 조선인 집단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
고, 이들이 전문가로 성장하려는 과정에서 어떠한 모색과 협력을 했는지 실상을 분
석한 후, 이들의 “향토” 관념에서 드러나는 균열을 이들이 생산한 향토 식물지를 비
교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동물, 광물 분야에 비해 다수 던 식물연구자들은 조선
의 식물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향토 조선과 연결지어 향토 식물지를 생산해내며 전문
가로서 성장했다. 상호 의존 관계에 의한 성공이었지만 그 성공의 길은 두 갈래 다. 

6.1. 일본인 박물교원들의 조선 연구열과 조선의 향토교육 운동

신분보다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는 근 적 사회관계를 형성해 가던 서구 사회에서 개
개인들이 식민지 생활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하려던 모습은 제국주의 과학사의 사례
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일본의 식민자 식민지 던 조선에서 이 모습은 훨씬 
집단적으로 드러났다.1 조선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던 일본인들이 쉽게 이주를 결
심했던 지역이었다. 일본인의 외국 도항금지가 풀린 1876년 이후 하와이 이민이 개
시된 1885년까지 일본인의 최  이민국은 조선이었고, 1893년 도쿄에 식민협회가 세
워지며 조선 이민은 한층 더 본격화되었다. 강제병합 당시 조선의 일본인 거주자는 
17만으로 일본 해외 거주자 중 최  규모 다. 조선의 일본인 거주자는 1920년 35만, 

1930년 53만으로 늘었다가 만주사변 등으로 일본경기가 상승하던 1931년에는 41만
으로 줄기도 했지만, 1942년에는 75만에 달했다. 하와이나 북미 이민자가 주로 결혼
이나 노동 이민이었다면 조선 이민자의 경우는 초기부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 많았고 통감부 시기부터는 식민지 지배 기구를 채울 전문가와 관료의 비중도 높

1 서론에서 논의된 라즈, 판, 쿡의 연구 모두 그러한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구 제국주의 과학
사 분야에서 전문가 집단의 형성과 식민지 확장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 또 다른 사례는 열 의학/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모습을 다룬 Warwick Anderson, Colonial Pathologies: American Tropical Medicine, 
Race, and Hygiene in the Philippin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6)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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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식민지인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원들도 다수 모집되었다. 1929년 조선의 관공립
학교에서 일하던 일본인은 5000명 가량이었는데, 학교수가 많은 보통학교의 경우는 
일본인 교원이 30% 정도(2412명)에 그쳤지만, 중등 이상의 학교는 그 비중이 높아서 
관립의 고등보통학교는 85%, 사범학교 84%, 실업학교 및 각종 보습학교 82%, 전문
학교 91%, 경성제 는 82%에 달했다.2 또한 일본인 중 상당수가 조선에서 만주로, 

만으로, 다시 일본으로 끊임없이 이주했지만 많은 수는 조선에서 수십 년 이상을 
머물며 새로운 삶을 꾸려갔다.

이 절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찾아 조선에 와서 식민지 교육의 핵심층을 이루었
던 식민지 교원들, 그중에서도 뒤떨어진 조선인들에게 과학문명을 전수한다는 “문명
화 사명”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현한 일본인 박물교사들의 조선 동식물에 한 연구
열을 다룬다. 경성박물교원회 활동을 주도했던 가미다 쓰네이치(上田常一, 조선 
1924-1945)의 회고에 따르면 일본인 박물교원들은 폐쇄적인 인문이나 사회과와 달리 
조선인들과 교류하며 조선의 자연물에 해 연구했다고 한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일본인 교원들의 노력에 “이과 교육자이기 전에 자연과학자” 던 조선인 박물교사들
이 가세한 덕분에 조선의 자연물에 관한 연구가 크게 진전될 수 있었다고 자부했다.3 

사실 일본인 박물교원들의 개방성은 그리 지속적이거나 전면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조선인 박물교원들과 교류했던 이들 일본인 박물교원들은 무엇보다 “자연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조선인들과 공유했고 그를 위해 조선인들의 협력을 구했다. 이 
절은 일본인 박물교원들이 교육자만이 아닌 연구자로서의 전문성을 얻고자 하는 과
정에서 시도한 조선 이과교육의 ‘향토화’를 우선 살펴본다. 

일본인 박물교원 중 적어도 일부는 처음부터 조선의 자연물을 연구해서 학문적 
업적을 남길 요량으로 낯선 조선까지 왔던 것으로 보인다. 통감부 시절부터 조선에 

2 전문학교 이상의 조선인 교원들은 촉탁이나 보조교원인 경우가 많았고, 급여에도 차등이 있었다. 교원 
통계는 일본의 식민지 교육을 비판하며 “민족적”이고 “계급적”인 교육을 시도했던 上甲米太郞을 다룬 
저술, 新藤東洋男, 在朝日本人敎師: 反植民地敎育運動の記錄 (東京: 白石書店, 1981), 29에서 인용. 병
합까지의 일본인 조선 이민사는 木村健二, 在朝日本人の社會史 (東京: 未來社, 1989). 식민지 시기까
지를 포괄하는 이민사는 다카사키 소지,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 군인에서 상인, 그리고 게이샤까지
(서울: 역사비평사, 2006). 참고로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수를 비교해 보면 재일조선인의 수는 재
조일본인의 수를 훨씬 능가했다. 재일조선인들은 개 일제치하에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일본의 공
업, 탄광지역으로 흘러들어간 이들이라는 점에서 재조일본인들과 조를 이룬다. 재일조선인의 수는 
1938년까지 103만, 강제징용등이 추진된 1945년 210만이었다. 박경숙, “식민지 시기(1910년-1945년) 조선
의 인구 동태와 구조”, 조선인구학 32 (2009), 29–58. 
3 上田常一, “朝鮮の理科教育史概説”, 朝鮮學報 (1956), 337-346, 346. 가미다에 해서는 3절에서 더 
다루어진다.



- 202 -

부임하기 시작한 일본인 박물교사들은 처음부터 일본과 흥미로운 차이를 보이는 조
선의 동식물에 관심을 기울 고, 1911년 이미 서울 시내 박물교원을 망라하는 연구
모임을 만들었다. 물론 학교 수가 적어 네 명이 전부인 모임이었지만 장래 박물관 
건설을 목표로 “조선 전도(全道)의 동식물·광물을 채집하고 조사”하기 위해 9개년 채
집계획까지 세운 야심찬 모임이었다. 1909년 조선 정부의 초청으로 한성고등학교에 
부임했던 모리 다메조(森爲三, 1884-1962), 1910년 한성중학교에 부임했던 도이 히로
노부(土居寬暢, 1884-?), 그리고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외국어학교의 박물교사가 함께
했다.4 이들은 팀을 나누어 1911년에는 제주도, 금강산, 통 을, 1912년에는 지리산, 

경상도, 강화도를, 1913년에는 백두산을 채집하며 계획을 이행해 나갔지만 더 이상 
이 채집활동을 이어나가지는 못했다.5 

이들의 9개년 채집 계획이 중단된 직접적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모임을 주
도했던 도이의 회고를 보면 회원들의 인사이동이나 박물과에 한 총독부 지원금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초기 박물과는 문명화 사명의 핵심 과목이라는 자부
심에 걸맞는 지원을 받았다. 도이는 강제병합 직전 한성중학교에 부임했는데 부임하
자마자 박물교실, 준비실, 표본실을 확 할 것 등을 통감부에 건의했다. 조선총독부
는 “장차 학으로까지 만들 계획”을 담은 그의 제안을 그 로 인수해 교실 확 는 
물론이고 비품들도 일본 중학교 수준 이상으로 지원해 주어 “교원들은 희망이 충족
된 기분”으로 수업을 준비했다고 한다. 독일에서 직수입한 현미경, 현미경 사진기와 
마이크로톰이 구비되었고 도서와 표본 구입비도 넉넉해서 절판된 서양서와 귀한 인
도 식물지까지 구비할 수 있는 정도 다고 한다. 일본이 박물학이라는 ‘수입 학문’을 
얼마나 구미 수준에 맞추어 잘 하고 있는지 그 수준을 과시할 목적이 있었던 셈이
다. 하지만 이 전시용 지원은 도이의 말을 빌자면 “용두사미”로 끝났다. 기본 시설과 
표본이 갖추어진 1913년 이후 박물과에 한 지원은 격감되었고, 이 때문만은 아니
겠지만 일본으로 돌아가는 교원들도 나왔다.6

4 모리 타메조는 1904년 도쿄제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박물과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교사생활을 하다 
1909년 조선에 와서 1925년부터 경성제국 학 예과교수로 해방까지 머물 다. 그의 이력은 上田常一, 
“森為三先生の追憶”, 朝鮮學報 (1963), 114–119. 모리 이외의 인물들은 인적 사항에 한 추적이 힘들
다. 도이 히로노부의 경우는 1914년까지는 平井라는 성을 썼고, 한성중학교에 부임했는데 도쿄고등사범
학교를 나온 것으로 보인다. 평양고보(1916-1921), 신의주고보(1922-1928) 교감과 교장을 거친 다음 사립
학교에서 근무하며 은사기념과학관의 촉탁 연구원을 겸직했다. 해방까지 조선에 머물 다. 조선총독부 
직원록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5 土居寬暢, “三昔前の博物敎員としての思出”, 京城傳物敎員會誌 1 (1938), 14-22.
6 1913년 나카이가 총독부의 조선식물 촉탁을 맡으며 적어도 식물연구를 위해서는 이들의 연구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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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리 다메조와 도이 히로노부는 조선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일본보
다는 조선이 박물 연구자로 성장하기에 조건이 좋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국 학이
라는 엘리트 코스 신 사범학교나 제국 학 부설의 교원양성소에서 교육받은 모리
나 도이에게는 제국 학 출신자들이 연구경력을 쌓아가는 일본보다는 조선이 박물 
연구자로서 입지를 세우기에 더 좋았을 것이다. 모리 다메조는 학교장의 이해 하에 
지속적으로 표본을 채집하여 총독부 관보인 朝鮮彙報 등을 통해 조선의 동물, 식
물, 광물에 한 연구 결과를 활발히 발표할 수 있었으며, 총독부의 의뢰로 朝鮮植
物名彙 (1922)의 편찬작업도 맡았다. 그때까지 나카이가 수행한 연구성과를 결산해 
3000종 가까운 식물에 해 학명/일본명/한자명/조선명을 조하고 간단히 용도와 분
포지역을 밝혀 놓은 목록이었다. 1920년 겨울 방학 두 달을 꼬박 도쿄제 의 나카이 
연구실에서 표본과 문헌을 확인하며 작업한 결과 다. 다나카 요시오나 미요시 마나
부의 식물학 책을 뒤져 나카이가 등한시한 식물의 용도를 찾아내고, 동의보감, 산
림경제, 신정방약합편을 참고해 조선식 한자명도 넣었다. 그는 이러한 성과를 인
정받은 듯 총독부의 후원으로 2년 간 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구미 출장 연수를 
다녀왔고, 경성제국 학 예과가 개교한 1925년에는 예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는 나
카이가 자신의 역임을 분명히 했던 식물 분야를 피해 동물 특히 어류 연구로 전환
하여 1935년 교토제 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7

한편 1916년 평양고등보통학교로 옮긴 도이는 다시 평양지역의 일본인 교원들과 
공동 연구를 시도했다. 평양지역의 박물교원과 농업교원을 모아 “아메바회”라는 박
물연구회를 만든 것이다. 친목도모를 겸한 아메바회는 “박물이나 농업과에 관련된 
사항의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했고, 한 학기에 한 번 모이는 것을 기본으로 했는데, 

직접적 채집이나 조사 연구에 관심을 보인 회원이 많지 않았던 듯 주로 강연회를 열
었다. 그 연사로는 도쿄고등사범학교와 도쿄제  농과 학의 교수까지 초청하는 등 
열심이었지만 이 모임은 1918년부터 활동이 저조해지다가 1919년 초에 이르러 흐지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없었다. 모리는 원래 식물에 더 관심을 기울 지만 이후로는 나카이가 독점한 식
물 분야를 피해서 연구했다. 나카이가 부임한 이후 현지 연구자들 사이에 일어난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학술연구 예산이 정해져 있었다면 도쿄에서 조선을 오가며 연구를 했던 나카이에 한 지원금이 이들에 

한 지원금에 향을 미쳤을 것이다. 土居寬暢, “三昔前の博物敎員としての思出”, 16, 17.
7 朝鮮植物名彙 원고의 최종점검은 모리의 출국 일정 때문에 이시도야가 맡았다고 서문에 적시되어 
있다. 모리가 산림경제등의 문헌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이시도야, 우에키 등과 교류한 결과로 보인다. 
1923년 조선박물학회 결성 이전에도 이미 관심을 공유하는 일본인들 사이의 사회적 유 가 형성되어 있
었음을 볼 수 있다. 森爲三, 朝鮮植物名彙 (京城: 朝鮮總督府, 1922); 上田常一, “森為三先生の追憶”; 
森爲三, “白頭山の植物分布の大要に就て”, 朝鮮彙報 (1916); “朝鮮産脊椎動物目錄”, 朝鮮彙報
(1916); “タングステンとチリブデン”, 朝鮮彙報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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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되었다. 첫 모임 회원이 5명, 후의 강연회에 평양지역 소학교 교원들까지 가세
하며 17명까지 참석자가 늘기도 했지만 기본 회원에는 변화가 없었던 작은 모임이었
다. 도이도 1919년부터 조선산 나비류, 도롱뇽류, 도마뱀류, 담수어류 등에 한 논문
을 朝鮮彙報와 朝鮮에 활발히 발표하며 연구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1922

년 신의주고보로 옮겨 1926년부터 교장을 지냈고, 1929년 은사기념과학관의 촉탁 연
구원으로 연구 생활을 지속했다. 그는 조선 동식물에 한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
인 듯 여러 사립학교로 자리를 옮기며 계속 조선에 머물 다.8

조선 동식물에 한 일본인 박물교원들의 연구열은 조선 박물교재의 확보가 교육
과 직결될 수 있었기에 연구자로서의 성장만이 아니라 교사 본연의 교육업무에도 기
여했다. 병합 직후 일본인 자제만을 위한 학교 던 경성중학교에서 가르쳤던 도이는 
학교를 방문한 데라우치 총독에게 학생들과 함께 만든 조선 동식물 표본을 보여주었
다가 “조선의 것을 가르치는 것은 크게 필요하지만 내지의 것도 같이 가르쳐서 비교
연구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의를 받았을 만큼 조선 박물교재 확보와 이를 
이용한 교육에 힘썼다.9 도이와 모리는 점차 조선의 단풍, 진돗개, 나비 등에 한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朝鮮彙報나 朝鮮及滿洲 등의 종합지 신 학무국 산하 
교원단체인 조선교육회의 교육전문지 文敎の朝鮮에 발표하며 “향토 교재”에 한 
교사들의 관심을 촉구했다.10 일본인 박물교원들의 조선 자연물에 한 연구열과 관
심은 이런 과정을 통해 조선의 이과 교과서에도 반 되었다. 이들은 조선의 교과서
가 구미 교과서를 번역한 흔적이 많았던 일본의 이과 교과서에 비해서 더 “향토화” 

되어 있다고 자평했다. 총독부 편수관을 지냈던 이시무라 도시오(岩村俊雄, 조선 
1914-1945)에 따르면 총독부의 보통학교 이과 교과서는 “조선에 보통 있는 자연물을 
수록했기 때문에 내지의 이과서에 비하면 조선 교과서로 한층 지방화” 되어 있었
다.11 

사실 조선 이과 교과서가 향토적 특질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통감부 시기부터
다. 단순히 일본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던 “향토교육 운동”의 향이

라고 볼 수 있지만, 조선 향토교육 운동은 외국 사조의 향보다 실제 조선에 파견

8 土居寬暢, “今は故きアメバ會”, 京城傳物敎員會誌 2, (1938), 10-16. 土居寬暢, “朝鮮産蝶類目錄”, 
朝鮮彙報 1919 등
9 土居寬暢, “三昔前の博物敎員としての思出”, 京城傳物敎員會誌 1 (1938), 14-22, 19. 
10 文敎の朝鮮은 1925년부터 발행되었다.
11 岩村俊雄, “普通學校に於ける理科敎授法”, 文敎の朝鮮 (1925), 55-60, 5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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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일본인 교사들, 그 중에서도 특히 박물교원들의 연구열에 크게 힘입었던 차이가 
있다. 향토교육 운동의 기반이 되는 조선 향토연구가 지리와 역사, 사회 분야에서는 
활발하지 못하고 “박물에 관한 것 중 광물, 동물, 식물 조사에 국한”되었다고 비판을 
받을 정도 다.12 일본의 향토교육 운동은 1880년  지리과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는
데, 1910년  니토베 이나조가 제창한 향토연구를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 

1875-1962)가 계승하면서 민속학적 경향도 강해져 조선처럼 박물분야만 앞서나가지
는 않았다.13 조선에 있는 일본인 교원들의 조선 박물연구도 점차 자연물과 관련된 
지역의 설화와 민담, 풍속을 아우르게 되며 민속학적 향토연구의 향을 드러내었지
만 여전히 중심에는 조선의 자연물이 있었다. 일본에서 진행된 운동의 이식이라기보
다 조선 자연물 연구에 관심을 가진 박물교원들이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교육에까지 
연결지으며 탄생한 것이 조선의 향토교육 운동이었던 것이다. 

조선의 이과 교과서가 향토화되기 시작한 것이 통감부 시기 던 점도 초기 조선 
향토교육 운동의 독자성을 보여준다. 일본에서 민간의 향토교육 운동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은 1920년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의 자유교육운동과 함께

기 때문이다.14 통감부 이과 교과서는 학생들이 본 적 없는 희귀한 동식물이 아니
라 처음부터 누에, 뽕, 목면, 차와 담배, 자두, 제비, 다시마, 잉어, 문어, 오징어 등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동식물들을 수록했다. 물론 조선 이과 교과서의 “향토성”

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연물을 통한 교육의 “실제화”와 더불어 지식의 도야보다

12 福士末之助, “民風作興上敎育的方法としての鄕土調査”, 文敎の朝鮮 (1931), 6–16, 11-12. 
13 무사도로 일본적 정수를 서양에 알린 니토베는 기본적으로 이 향토연구를 각자가 사는 지역에 
한 지역학으로 제창했다. 나와 내 주변을 충분히 아는 것, 즉 한 마을의 지리, 역사, 환경에 한 지식은 
아이들에게 “자연과 그 토지”에 흥미를 갖게 해 향토애를 고취시키는 수단도 되고 교과서의 보편적 지
식보다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 더 넓은 세상에 해 이해하게 해 준다는 전망이었다. 니토베의 이 제안
에 깊은 인상을 받은 야나기타 구니오는 1913년 친구와 함께 월간 향토연구를 창간했다. 그는 “태어
나서 자란 곳”이란 의미의 향토에 한 실태 조사의 방법으로 구미 민속지 연구의 방법인 풍속, 민담, 
설화와 일상생활 전반에 한 연구를 제창해 일본 교사들의 문화운동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新渡戶稻造, 
“地方の硏究”, 隨想錄 (東京: 實業之日本社, 1907), 269-282, 275. 김용의, “일본의 근 화와 생활문화
의 변용 -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의 명치 정사 세상편(明治大正史 世相篇)의 고찰을 통하여”, 
조선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 회논문집 (2004), 247–250. 일본 향토운동에 한 연구는 니토베 사상과
의 연관 속에 일본 향토운동을 검토한 다음 연구가 가장 포괄적이다. 伊藤純郎, 郷土教育運動の研究
(京都: 思文閣出版, 2008). 
14 鹿野正直, ““改造の十字路” 下の文化運動”, 近代日本の民衆運動と思想 (東京: 有斐閣, 1977), 139–
172. 이 연구 이래 민간의 자유운동으로서의 향토교육 운동과 관변 운동을 립적 관점에서 보는 경향
이 컸다고 한다. 자유교육운동이란 이름으로 실시되던 실험적 교육이 1930년  관변화되며 학생들의 사
상통제나 건전한 노동정신 함양으로 더 치우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부성은 1930년부터 사범학교에 향
토연구시설비를 보조하면서 그해 11월 향토교육연맹을 발족시켜 이 운동을 관변화했다, 일본과학기술
사 계 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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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량한” 노동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식민지 교육 이념과도 연관되었다. 이과
교육은 “천연물 및 자연현상”에 한 이해와 더불어 “특별히 조선의 상황을 고려해 
농사·수산·공업·가사” 등에 관련된 실용적 사항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통감부 교과서에 포함된 누에, 뽕, 목면, 차, 담배 등은 쌀과 함께 조선의 전략 산물
로 꼽혔던 것들이다. 1913년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보통학교이과서에서 통감부 
교과서에 있던 것 중 삭제된 것은 유채꽃, 나비, 꽃과 벌레, 곤충, 민들레 등이었는
데, 주변에서 볼 수 있지만 유용성이 떨어지는 종류인 것이다.15 

특히 1931년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초등이과서는 일본 향토교육 관계자들이 부
러워하던 향토화와 교육실제화의 표본이었다. 조선 박물교육에 한 이러한 평가는 
1938년 일본의 이과교육자인 간베 이사부로(神戶伊三郞)가 쓴 이과교육사에서부터 
주장되기 시작했는데, 일본과학사학회의 일본 과학교육사에서도 추인된 널리 인정되
는 사실이다.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기존의 단순 나열식 학과를 배열부터 
바꾸어 “정원의 꽃”, “봄의 들”, “곤충의 한살이” 식으로 흥미를 느끼게 구성했고, 얼
음 지치기, 그네 등과 같은 아이들의 일상에 가까운 소재를 통해 물리 법칙을 소개
하는 종합적 과학 교과서라는 평가 다. 일본의 향토교육 관계자들은 조선의 이과 
교과서가 단순한 관찰과 사실의 주입이 아닌 종합적 사고력을 진작시키는 “진보적인 
향토화”의 사례라고 평가하며 일본에서는 입학시험의 기준이 되는 문부성 국정교과
서 때문에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16 조선의 일본인 박물교
원들은 식물학자나 동물학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조선 박물을 연구해서 향토연구에 
기여하고 이과 교재를 지역화 함으로써 박물교육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15 “문화통치”가 선언된 이후 식민지 고등교육이 확충된 1921년에 개정된 보통학교이과서는 농업 등
의 실업 교과를 보통학교 선택 과목으로 별도로 부과하면서, “실제화”를 완화해 진달래꽃, 배추, 붓꽃, 
밤꽃, 나팔꽃 등에 한 내용을 다시 넣었다. 교육학자 송민 은 통감부 교과서부터 일제시기 이과 교과
서 전체 목차 등을 비교 검토했고 1931년 교과서를 종합적 이과교육의 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송민 , 
“조선총독부시 의 종합적인 이과교육이 ‘제7차 특별활동 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 고찰”, 敎育學硏究
41 (2003), 117–146, 125. 학부시기 편찬 교과서는 학부에서 펴낸 것만 아니라, 유성준과 김상천이 펴낸 
新撰小博物學 (1907, 동문관)도 이미 향토화 되어 있었다. 이 책의 범례에 따르면 “본서에 기재한 바 
동식광물은 우리의 항상 보고 들어 알기 쉬우며 또한 실험을 행하기 용이하고 또 우리 생활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썼다.” 허재  엮음 통감시  교과서 자료-8 박물 (광명: 경진, 2011), viii. 
이런 조선인들의 교과서가 통감부 교과서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는 더 검토할 만하다.
16 2장 2절에서 보았듯 일본 과학교육사에서 조선, 만주 등의 교과서들이 더 진보적이었다는 평가는 일
반적이었다. 과학기술사 계 10,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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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식물채집과 식민지 민족주의: 조선인 박물 연구자의 형성

두 차례 연구팀을 만들었다가 실패했던 도이의 사례는 일본인 박물교원들이 조선 박
물을 함께 연구할 동료를 쉽게 찾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박물교원들의 연구를 도운 
이들은 주로 동식물 채집에 흥미를 보이며 그들의 방과후와 주말 채집에 따라 나섰
고, 방학 숙제로 곤충과 식물을 채집해온 학생들이었다. 일본인 교원들은 주로 일본
인들이 다니는 관립학교에 근무했음에도 이들은 소수인 조선 학생들 중에서 채집과 
연구에 열성을 보이는 학생들을 만났다. 수원농림의 우에키도 학생들과 채집다니며 
다음 절에서 살펴볼 상당수의 제자들을 박물을 연구하는 박물교원으로 키워냈고, 도
이도 곤충연구로 유명한 조복성을 박물연구의 길로 이끌었다. 조선인 학생들이 고된 
채집을 자청하면서 박물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나, 그 일을 지속하기 위해 박물
교원이 된 데는 각각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절은 조선인 학생들의 선택에 

향을 미쳤을 식민지의 사회적 배경 하나를 살펴보려 한다. 식민지 조선인 사회의 
채집에 한 인식과 채집을 통한 과학활동에 한 기 이다. 

식민지인에 한 과학기술 교육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조선인들은 “채집”이라
는 낯선 문화를 자신들이 과학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과학연구의 핵심 방법
론으로 받아들 다. 이는 일본이 비판한 조선 전통의 ‘허학’적 요소를 극복하는 방법
론이기도 했을 것이다.17 “과학기술 문명”을 표방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상호작용
하며 그 형태를 갖추어간 식민지 민족주의는 이렇게 중심부의 논리를 받아들이며 과
학에 한 관심을 형성해 갔다. 제국주의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던 19세기 후반부터 
조선인들은 과학기술에 한 강한 염원을 보여 주었다. 개항 이래 과학을 직접 배우
거나 연구한 층은 드물었어도, 민족의 생존과 발전이라는 근 적 목표를 위해 과학
기술을 배우고 연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었다. “권선징악하는 도를 유행
하게” 한다는 전통적 목표와 함께 문명증진을 추구한 한성순보(1884-5)는 청나라에
서 발간되던 격치휘편을 참고하여 과학기사를 폭 실었고, 병합 1년 후 폐간된 
최남선의 소년(1908-1911)도 소년들을 위한 과학정보를 민족 계몽의 전면에 내세
웠다.18 

17 중국 지질학자들이 현장조사를 중국 전통에 한 반성적 활동으로 받아들 다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Grace Yen Shen, “Taking to the Field: Geological Fieldwork and National Identity in Republican 
China,” Osiris 24 (2009), 231–252.
18 朴星來, “開化期의 科學受容”, 韓國史學 1 (1980), 251-268: 김 식,김근배 편, 근현  조선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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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문화 통치” 하에 창간된 한글신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과학을 
등한시 한 적은 없었다. 신문의 학예면 등에 과학기사의 비중이 적었다면 그것은 관
심의 부족보다 필자의 부족을 반 하는 일이었을 것이다.19 1927년 동아일보는 사
옥 신축을 기념하여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조선인의 성취를 알리고자 했는데, 선정
된 분야는 민간교육, 자연과학 및 발명, 사회사업, 동아일보 보관자의 네 분야 다. 

자축의 의미를 갖는 동아일보 보관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민족의 이익을 증 시킬 분
야라는 것이 선정의 변이었다.20 활발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던 민간교육이나 사회사
업 부문에 비해 아직 뚜렷한 사회적 움직임이 없던 자연과학자와 발명가가 포함된 
점은 이 분야의 성과에 한 동아일보 측의 간절한 소망을 반 했다. 동아일보가 간
절히 찾은 것은 세계적 연구성과나 발명품이 아닌 단지 이공계 학의 학위 수여자
와 특허가 등록된 발명가일 뿐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수는 극히 적어 과학자 5명, 발
명가 9명에 불과했다.21 선정위원들은 “물질문명이 조선에 수입된 시일이 오래지 아
니하고 사위의 사정이 우리의 현재를 발휘하기에 자유로운 기회를 주지 아니한 탓이
려니와 그렇다고 신흥조선의 현상으로는 결코 남부끄럽지 아니 할 정도”22라고 스스
로를 위로했다. 물론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가 없지는 않았다. 이들은 근래 과학열
이 점차 증가한다며, 금일을 기해 우리 중에 “에디슨이 나고 피어슨이 생기며 따윈
과 뉴튼과 파라듸가 만히 나기를”23 바라고 또 믿는다고 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진출”할만한 위 한 과학자의 탄생을 바라는 것은 가히 식민지 조선인 전체의 염원
이라 할 수 있었다. 조선일보 사장을 역임한 안재홍의 경우도 과학분야에서 “조선인
의 세계적 권위”를 높일 “유수한 세계적 학자”가 날 것을 간절히 희망했다. 1929년 

과학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8), 15-39에 재수록; 조형래, “소년의 과학”, 사이 6 (2009), 273-302; 
한성순보의 창간사 인용은, 노 환. “1880년  문명 개념의 수용과 문명론의 전개”, 韓國文化 49 
(2010): 221-248, 230. 노 환의 동도서기론에 한 다음 책을 보면 과학기술을 단순한 도구로만 받아들
이는 것과 그것을 문명의 핵심으로 받아들이는 지향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노

환, 동도서기론 형성 과정 연구 (서울: 일지사, 2005).
19 1922년 11월에는 “상 성의 물리적 이해”라는 요즘 신문에서라면 오히려 보기 힘들 기사가 4회 연재
되고 있기도 하다. 이혜령, “특집 1 : 동아시아 근 지식의 형성에서 문학과 매체의 역할과 성격: 1920년

 동아일보 학예면의 형성과정과 문학의 위치”,  동문화연구 52, (2005), 95-133.
20 “本社落成紀念消息//姓名은 紀念號에 삼십일부터 긔념호에 씨명을 발표, 내력과 소재등은 순차로 계
속 련재, 履歷紹介도 繼續連載, 民間敎育者 自然科學者及發明家 社會事業家 本報保管者들의 동아일보-
사옥낙성기념·행사”, 동아일보 1927-4-24.
21 “自然科學者及 發明家”, 동아일보 1927-05-03; 자연과학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5명은 모두 의학이
었다.
22 “朝鮮의 자랑 斯界의 重鎭; 本社落成紀念事業의 一功勞者 芳名: 民間敎育界/ 社會事業界/ 各種發明
界/ 自然科學界”, 동아일보 1927-4-30.
23 “自然科學者及 發明家”, 동아일보 192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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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 창간호의 일성이었다.24 제국주의에 저항하며 성장해간 민족주의는 과학을 
제국주의의 이념적, 실질적 도구라고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신 과학기술의 획득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동아일보의 시도에서 드러났듯 식민지 민족주의가 추구했던 과학기술의 발전은 
조선인에게는 멀고 낯선 목표 다. 하지만 식물 연구, 그 중에서도 채집 여행과 표본 
만들기, 표본 관람을 포함한 조선 식물상 연구는 앞서 도봉섭의 식물동호회 사례에
서 보았듯 조선인들이 직접 주관하여 전시까지 열 수 있는 예외적 과학 활동이었
다.25 다른 과학분야에 비해 접근이 쉽다는 점만이 장점은 아니었다. 식물 채집과 표
본 만들기는 전통 학문과 뚜렷한 차별점을 갖는 근 적 활동이 분명할 뿐 아니라, 

근 과학의 정신을 가장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지되었다. 자연물을 자연 
상태에서 분리시켜 일정한 공간에 표본으로 만들어 수집한 뒤 그 ‘객관적’ 특성을 
“관찰, 분류, 설명”하거나 전시하는 활동은 확실히 조선인들에게 새로운 활동이었다. 

일찍부터 서양 식물학자들과 접촉하며 석엽표본 제작 기술을 발달시킨 일본과 달리 
중국과 조선에는 이런 자연물 표본이 유행한 적이 없었다.26 일본이 통감부 시절 서
구에 못지않은 일본의 과학 문명을 과시하려 마련한 한성중학교의 표본실, 박물실이
나 총독부가 조직하고 개최한 각종 박람회, 은사기념과학관에 전시된 자연물 표본들
은 일본과 조선 사이의 이러한 문화적 차별성을 전시하는 것이었다.27 하지만 이 낯
선 문화는 육체적 활동을 천시하던 그때까지의 생각을 바꾸어 산과 들로 채집도구를 
들고 나설 의지만 있다면 직접 만들어볼 수도 있었다. 식물의 채집과 표본의 수집은 
그런 이유로 식민지인들에게 과학문명 획득을 위한 손쉬운 수단이 되었다.

식민지인들이 채집 활동과 표본 수집에 걸었던 기 는 적어도 세 가지 움직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조선어 신문의 식물 혹은 곤충 채집 장려, 둘째, 각급 학
교의 표본실 마련 노력, 셋째, 개별 채집자들의 연구용 표본 기증이 그것이다. 이 모
든 움직임은 사실상 일본이 제공하는 과학교육 및 연구기회가 부족함을 비판하고, 

24 안재홍, “世界에 向하야, 朝鮮에 큰 科學者가 나서 世界的으로 進出하자”, 삼천리 1, (1929. 6), 5.
25 각종 박물관련 전시회와 그에 한 조선사회의 기 어린 관심은 김성원, “식민지시기 조선인 박물학
자 성장의 맥락: 곤충학자 조복성의 사례”, 370-375에서도 볼 수 있다.
26 Paula Findlen, Possessing Na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Findlen은 표본을 만
들고 소유하는 문화를 통해 유럽에서 근  자연사가 발달했음을 지적했는데, 엘만은 동시  중국 자연
사 전통을 논하며 중국과 유럽 자연사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렇게 표본을 소유하는 문화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Benjamin A. Elman, On Their Own Terms: Science in China, 1550-190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58. 
27 차문성, 근  박물관 그 형성과 변천 과정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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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족함을 메우려는 조선인들의 독자적 노력을 반 했다. 즉, 조선 동식물을 연구
하여 연구경력을 쌓으려는 일본인 교원들의 가르침이나 각종 박람회에서 선전된 “문
명화”의 구호를 조선인이 그 로 받아들인 결과는 아니었던 것이다. 사실 “문명화”의 
약속은 조선의 실질적 문명화를 꾀하기보다는 조선인의 열등함을 강조하여 제국의 
지배에 순응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므로, 조선인들의 움직임은 이러한 의도를 
거스르는 행위에 가까웠다. 전시의 상, 수동적 감탄의 주체로 남는 신 낯선 활동
을 직접 수행하여 근 문명의 상징을 직접 생산함으로써, 독자적 문명화의 주체가 
되겠다는 적극적 노력이었다.28 

조선인들은 일본의 식민지 과학교육이 일본 본토의 것보다 낫다는 앞서의 진단에 
거의 동의하지 않았다. 사실 앞서 가미다의 회고도 식민지 과학교육의 실상은 교과
서의 “진보성”을 따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지원이 부족해 표본실도 실험장
비도 제 로 갖추지 못한 데다 훈련받은 교원조차 부족한 식민지의 상황은 교과서 
향토화 정도로 보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29 열악한 초등 과학교육을 개선하고
자 한 조선인 엘리트들은 채집활동이 과학교육을 더 직접적인 “관찰, 분류, 설명”의 
기회로 만들어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심을 키우고 과학적 태도를 기르게 하리라 기
했다.30 학생들에 해 주말과 방학의 채집이 널리 장려된 이유 다. 1924년 “과학교
육”의 개선을 권하는 동아일보의 사설은 채집 활동을 암기에 치중된 입시 교육을 
수정해 진정한 과학적 소양을 기를 방법으로 제시했다. “시험을 위하야 암송하엿던 
과학적 원리나 수학적 공리까지도 교문을 나서는 날에 그 교과서로 더불어 벽장속에 
집어너케 되는 상태”라면 식민지 아동들에게 과학에 한 “취미와 지식욕을” 기 할 

28 다음과 같은 글은 일본이 박람회에 조선관을 만들어 “조선사람의 흉거리”는 다 모아 그 열등함을 각
인시키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럼에도 경탄하며 구경하는 조선인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했다. 껍질만 보
고 다니지 말고, “조선”이나 전통 농촌문화를 잊지 말고, 이런 것들에 감탄하려면 조선사람들이 직접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라는 것이었다. 春坡, “서울구경 왓다가 니저버리고 가는 것”, 별건곤 (1929. 9). 
29 上田常一, “朝鮮の理科教育史概説”. 1922년 개정 교육령 이전까지 조선의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분한 
차별화된 학제는 1941년의 국민학교령 이후에야 통합되었다. 식민지 시기 일본과 조선의 과학교육을 가
장 체계적으로 비교한 시도는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검열을 걱정하는 식민지 언
론에서는 주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비판하는 정도가 주종을 이루었다면 독립적인 조사 던 탓에 문제
를 더 상세히 지적하고 있다. 즉, 일본의 초등 과학교육 비판론자들이 비판했던 도덕 교육 중심의 성격
을 짚었고, 또한 수학 교과서가 일본 수학 교과서의 절반 분량이며, “일본인에게는 허하는 수학의 인
수분해 이상과 입체기하학 및 삼각법에 교수를 불허”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물교과서에 해서는 언급
하지 않았다. “法令에 들어난 日本의 朝鮮人敎育의 宗旨”,  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7 (과천: 국사편
찬위원회, 2005-2010)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30 이미 한제국 시기 앞선 문명을 배우고자 일본 유학을 결행했던 유학생 단체 태극학회를 주도했던 
장응진이 과학의 핵심적 조건으로 “관찰, 분류,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장응진, “과학론”, 태극학보
(1906), 9–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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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휘문의 표본실. 휘문 70년사

수는 없었다. 식민지 교육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경험을 통해 학생 각자가 
과학의 원리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교육의 혁신이 긴요했고 박물 채집활동은 그 
좋은 안이었다.31 조선 식물을 직접 채집하고 공부하는 일은 조선의 자연에 한 
사랑을 기르고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했다.32 아이들의 동식물에 한 흥미를 이용해 
과학적 태도를 기를 방법으로 주말의 채집을 권하는 이들은 1930년 가 되면 더욱 
늘어났다. “과학의 지식을 줌에 있어서 반드시 문자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는 생각을 버리고, “자연물 등에 한 지식을 자연물에 의하야 얻게” 하자는 것이
었다.33

채집이나 표본에 한 조선인의 관심은 초·중등학교에 표본실을 마련해 주기 위
한 교육운동가 등의 노력에서도 드러났다. 신문 자료만으로는 그 배경을 뚜렷이 추
적하기 어렵지만 책이 아닌 자연물로 만든 표본을 학생들에게 보급하려는 움직임은 
1920년  초반부터 확인된다. 예를 들면 1921년 휘문고보의 민 휘는 학교 확장을 
위한 자금 8만원 중 1만원을 “리화학표본” 설비에 투자했음을 특별히 홍보했다 (그

림 6-1 참고).34 그는 민립의 경성도서관에 새로 마련해준 아동도서관에도, 생리해부, 

31 “科學敎育改善의 必要, 敎育者 諸氏에게 사설(社說)”, 동아일보 1924-1-9.
32 이덕봉, “학교 구내식물 이야기”, 배화 2 (1926), 95–110.
33 “兒童科學敎授의 敎育的價値(李栢圭)”, 동아일보 1932-2-4; “내 고장의 생물을 모아보는 기쁨과 자
랑 기회 좋다! 오늘은 일요일”, 동아일보 1933-5-28; “몸에도 좋고 공부에도 유조한 취미의 야외식물 
채집 (상)”, 동아일보 1933-5-27; “봄의 산과 들에 나는 아름다운 식물의 채집”, 동아일보 1935-4-21. 
34 “徽文高普大擴張, 칠만원을 드려 교실을 짓고 일만원으로 표본을 설비해, 校主 閔泳徽氏의 大奮發”, 
동아일보 19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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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표본그림과 무선전신, 증기차 표본 등을 구비했음을 홍보했다.35 북간도의 
성중학교는 경비가 부족하여 경 이 어려운 와중에도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 오천원 
상당의 이화학 표본을 장만했다. 표본이 만주경 에 공헌을 할 조선인 학생들을 키
우는 데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36 표본실의 유무는 학교의 수준을 평가할 
척도가 될 정도 다. 의명학교 학생들은 교육의 부실을 이유로 동맹 휴학에 들어갔
는데, 표본실의 불비가 불만의 한 원인이었다. 황해도의 기양학교는 표본마련에 500

원을 투자해 6년제 보통학교로 승격운동을 할 계획을 밝혔다.37 표본의 교육적 가치
에 한 믿음은 자신의 몸을 생리표본으로 기증하려는 움직임도 낳았다. 비록 총독
부의 제재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오산학교를 세운 교육운동가 이승훈은 자신의 
몸을 표본으로 만들어 기증하라는 유언까지 남겼다.38 

표본의 가치에 한 식민지인들의 믿음은 개인이 수년 간 노력해 모은 표본을 
조선인이 직접 연구하도록 사립 전문학교에 기증하는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초등
학교 표본실 마련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이미 발달한 상업적 표본 거래에 주로 의존
했다면, 전문학교에 기증된 표본들은 조선땅에서 조선인들이 직접 모은 “귀중한 표
본”을 교육과 연구를 위해 쓰자는 취지에서 기증되었다. 알려진 기증의 사례는 둘에 
불과하지만, 자연물의 채집과 민족의식을 강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점이 두드러졌다. 

경성식물회 창립을 주도했던 장형두(張亨斗, 1906-1949)는 1933년 10년의 노고와 2만
여 원의 비용을 들여 채집했다는 조선 식물표본 7천 점을 연희전문학교에 기증했다. 

3년 안에 연전에 “동양 제일의 식물표본실”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일본을 능가하자
는 야심 찬 계획이었다. 도쿄원예학교에서 공부했고 마키노 도미타로를 사사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당시 27세의 장형두는 조선으로 돌아온 후 경성제 의 이시도야와 경
성약전의 도봉섭 밑에서 일자리를 찾으려 했던 듯하나 만족할 일자리는 찾지 못한 
채 고향인 광주에 머물던 참이었는데, 이 기증 표본을 정리하기 위해 서울로 와서 

35 “無線電信을 爲始하야 各種 標本을 備置하고 자미잇는 중에서, 유익한 지식을 엇도록 힘쓰는 아동실, 
오젼에는 강습을 식일터이다”, 동아일보 1923-9-2.
36 “大成中學校를 閔庭植氏가 經營; 만주에 큰땅을 사셔 농장 경 , 위션 오천원어치 표본을 작만”, 동
아일보 1924-3-30.
37 “義明學生盟休, 敎師中에는 缺点이 만코 器具標本은 不備하다고(肅川)”, 동아일보 1924-6-25; “岐陽
校의 新計劃, 博物標本購入(沙里院) 기양학교”, 동아일보 1925-8-26. 
38 “故南岡李昇薰先生 遺骸는 다시 定州로, 標本製作은 當局이 不許, 二日夜 京城을 出發”, 동아일보
1930-11-4; 총독부 지질조사소가 10여 년 막 한 경비를 들여서 모은 조선 지질광물표본 수만 점을 고의
로 “감춰 버렸”다는 다음 기사도 조선 자연물 채집과 그 표본에 한 조선인들의 애착을 잘 보여준다. 
“死藏한 標本 公開코저 硏究 地質鑛物에 關한 數萬點 博物館을 計劃中 광물(鑛物)-채집·보존”, 동아일
보 193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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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년을 머물 다. 그는 자신의 표본이 “우리 조선에서는 물론이오 전 동양에서 
별로 얻어 보기 어려운 진귀한 조선의 보물”이라고 소개했다.39 숭의전문학교도 “순
조선 고유의 곤충으로 총 가격 1천 2백원에” 이르는 곤충 표본 858점을 연구와 전시
용으로 기증받았다.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한 “청년과학자”의 선행이었다.40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심과 사고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조선인의 손으로 조선의 자
연을 연구하자는 움직임은 사회적 반향과 실질적 결과로 이어졌다. 과학 활동에 한 
번도 종사해 본 적이 없던 문화엘리트들의 주도로 진행되던 이 운동에 점차 스스로
의 채집기를 실을 수 있고 조선 식물이나 동물의 특징 및 연구방법을 알려줄 수 있
는 조선인 박물연구자들이 가세한 것이다. 특히 수원농림학교나 총독부의 임업시험
장, 경성제 나 경성약전의 연구실 등 기반이 갖추어져 있던 식물학 분야에서 많은 
조선인 연구자가 배출되었다. 문화통치 이래 식민지 초·중등 교육 기반이 조선인들의 
압력으로 서서히 확충된 것도 중요했다. 다른 과학 분야에서는 드물었던, 연구를 겸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 중등교육의 확 와 함께 늘어난 것이다. 초등교원이 아
닌 중등 박물교원이 되는 길은 고등사범학교가 없는 식민지에서 쉬운 길은 아니었지
만, 그럼에도 상당수는 그 길을 찾아냈다. 아래에서 살펴볼 조선인 식물연구자들은 
동물연구자로 유명한 석주명, 조복성, 원홍구 등과 마찬가지로 부분 박물교원으로 
일했다. 이들은 식민지 최고의 과학분야 엘리트로서 식민지 민족주의의 과학 계몽운
동에도 적극 참여했지만 부분은 더 중요한 목표를 품고 있었다.41 일본 박물교원들

39 경성일보 기사는 그의 소속을 경성약전 식물학교실로, 동아일보 기사는 그가 경성제  이시도야의 연
구실에서 연구했다고 썼다. 그의 도일시기 등은 분명하지 않다. 동료 박만규는 장형두가 조선 식물상은 
조선인 손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절규하는 민족주의자 고 “탁월한 분류학적인 능력”을 동료들에게 인
정받았다고 했다. 장형두는 해방 후 서울사범 학의 교수로 재직 당시 “사소한 오해”로 인해 경찰 조사
를 받던 중 고문사 했다. 朴萬奎, “全羅南道 植物相의 槪觀”, 식물 분류학회지 1 (1969), 9-12, 9. “朝
鮮未記錄の植物新種を發見”, 경성일보 1932-7-1; “二萬圓의 巨費와 十個年의 積功, 植物標本 七千餘
種 光州”, 동아일보 1933-1-21; “延專植物標本 整理完了”, 동아일보 1933-11-28.
40 “숨은 靑年科學者 崇專에 昆蟲標本 寄贈, 八백五十八점을 연구재료로 同校에선 方今 整頓中”, 동아
일보 1934-4-10. 이렇게 장기적 채집 활동으로 표본을 모아 기증을 생각한 사람들은 더 있었다. 박만규
는 담양출신 韓明履이라는 교사가 수만 점의 표본을 기증할 곳을 찾고 있었다고 전했다. 朴萬奎, “全羅
南道 植物相의 槪觀”, 식물 분류학회지 1 (1969), 9-12, 9. 
41 중등 박물교원이 되는 다양한 경로는 2장 4절 참고. 이름이 남아있는 소수의 박물교원회원들에 해
서만 조사해도 이들의 외적 활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박물교원회의 박물교사 중에는 이공학 전
공자들도 있고, 과학 이외 일반적 계몽 활동을 한 이들도 있다. 이들 부분이 신문잡지에 보도되거나 
글을 쓴 점은 이들이 식민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기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손정순, 김선 두 여성은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장려하거나 가정 교육에 있어서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글을 쓰기도 했
다. 둘은 모두 일본 나라여자고등사범학교를 나왔다. 일본 도쿄고등사범학교를 나온 이헌구도 조선에서 
자연과학을 진흥시켜야 함을 역설했고, 과학적 태도를 강조했다. 조병인은 연희전문을 나왔고, 유달 , 
윤성순은 미네소타 주립 학을 졸업했으며, 강진형, 한창우는 이덕봉 등과 마찬가지로 수원농림을 졸업
했다.[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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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선에서의 근무를 택하며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조선 동식물을 연구
해 전문연구자가 되기 위해 연구단체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인 박물교원들과
도 활발히 교류했다.

6.3. 조선박물학회, 경성식물회, 조선박물교원회의 조‧일협력과 박물학의 

‘중립성’

앞서 보았듯 일본인 박물교원들 만의 조직화에 일단 실패하고 개인적 연구 경력을 
쌓는 데 관심을 기울 던 모리와 도이는 1923년 결성된 조선박물학회에 적극 참가했
다. 조선박물학회는 도쿄제  지질과를 졸업하고 총독부 지질조사소의 기사로 있던 
가와사키 시게타로(川崎繁太郞, 1878-?)와 도쿄제  동물학과를 졸업하고 기타사토 
연구소에서 기생충을 연구했던 총독부 의원의 고바야시 하루지로(小林晴治郞, 

1884-1969) 등 총독부 소속 전문가들이 주도해 조직했다. 가와사키가 조선박물학회의 
초  회장, 고바야시가 부회장을 맡았고, 경성중학교와 부산중학교에서 박물을 가르
치다 총독부 편수관으로 옮긴 이시무라가 간사직 하나를 맡았으며, 총독부 학무국장, 

식산국장, 의원장, 이왕직 차관이 명예회원으로 추 되었다. 조선박물학회 창립회원
수는 명예회원을 합해 129명이었는데, 절반 정도는 전국의 교원들이었다.42 당시 박
물교원이던 모리와 도이도 바로 회원으로 가입했다. 초  간사가 된 모리는 첫 총회
부터 구미 박물관 견학경험을 토 로 자연박물관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강연을 
했고, 도이도 1928년부터 간사직을 맡으며 조선박물학회 활동에 열심이었다. 이시도
야와 우에키도 1926년 간사직을 맡았고 예회와 총회에 활발히 참여했다. 조선박물학
회에 동물, 식물, 광물에 관련된 총독부 관료와 교원들이 망라된 셈이었다. 1924년부
터 발행된 조선박물학회잡지는 이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전문지가 되었다. 

조선박물학회는 처음부터 조선인 박물 연구자들에게도 열려 있었다. 조선인 박물 
연구자들 중에는 박물학회에 소속된 일본인 스승들의 직접적 격려를 받아 학자를 꿈
꾸며 박물교원이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식민지 조선에서 몇 안 되는 과학활동의 
기회가 박물교사 활동을 통해 가능함은 이 일본인 스승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바

다. 예를 들면 평양고보에 다니던 조복성은 도이에게서 “과학자”의 모습을 보았고, 

박물교원이 되면 과학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길을 택했다. 이들 일본인 교원

42 회원 명부의 소속기관 참고. 회원 중에는 정확하게는 박물교원이라 말할 수 없는 조복성처럼 박물을 
연구하는 초등교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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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조선인 학생을 박물연구자의 길, 박물교사의 길로 이끈 이유는 사례마다 다르
겠지만 강한 학구열을 지닌 학생들을 채집과 조사 활동에 믿을 만한 조수, 동료로 
받아들인 사례가 두드러졌다. 도이는 번번이 연구 동료를 찾는 데 실패하다가 아메
바회가 흐지부지된 1919년 박물실로 채집표본을 들고 찾아온 조복성의 진지함을 보
고는 바로 그를 주말 채집의 동반자로 삼았고, 그에게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방편
으로 고보 사범과 진학을 권했다. 모리도 원래 있던 일본인 조수가 채집을 힘들어하
며 전직을 원하는 참에 급히 조복성에게 채집 여행 동반을 청하면서 결국 경성제  
조수 자리를 제공했다.43 적임자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힘든 채집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열성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민족을 가릴 수 없었을 것이고, 식민 초기의 
조선인들과 달리 이후 식민지 근 교육을 통해 일본어를 구사하게 된 조선인 제자나 
조수들이 일본인과 다른 점도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조선박물학회는 아마추어
를 배제하여 전문가 집단의 위상을 높이는 일보다는 박물학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
을 넓히는 일이 급선무 던 듯하다. 회원들을 위한 월례회 이외에도 중을 위한 강
연과 표본전람회 등을 열어 중에게 박물학을 알렸고, 자격조건 없이 회원도 공개
적으로 모집했다.44 박물학회 회원은 꾸준히 늘어나 1926년에 174명, 1938년 308명이 
되었고, 이중 조선인은 1926년 21명, 1938년 43명으로 비슷한 비율로 늘어났다.

조선에 중등 박물교원이 되기 위한 정규 과정이 없었던 점을 생각하면 식민지에 
상당수의 조선인 박물교원이 있었고 이 중 상당수가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앞
서 보았듯 식민지 민족주의와 무관하지 않았다. 박물학회의 창립 회원으로 참여한 
조선인으로는 해주 보통학교에 있던 조복성, 수원고농에서 우에키에게 배운 송도고
보의 원홍구(元洪九, 1888-1970)와 배화여고보의 이덕봉(李德鳳, 1898-?), 그 외 히로
시마고등사범학교에서 유학하고 이덕봉의 배화여고보 동료가 된 맹원 (孟元永, 

1900-?), 오하이오 주립 에서 공부하고 당시 연희전문 교수 던 윤병섭(尹丙燮, ?-?) 

43 모리와 조복성이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함경도에 강연을 온 모리가 조복성의 표본을 보게 된 것이
지만, 조복성은 도이의 추천으로 교장이 주선을 약속했던 유학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이 만남에서 모
리가 조복성의 경력을 위해 별다른 제안을 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모리는 그에 해 계속 관심을 갖고 
서울로의 전근 등을 주선했다. 관정 조복성박사 기념사업회, 조복성 곤충채집여행기 (서울: 고려 학교
출판부, 1975), 30-1, 38-9, 44-51; 김성원, “식민지시기 조선인 박물학자 성장의 맥락: 곤충학자 조복성의 
사례”.
44 서양인 회원, 투고자도 있었다. B. W. Skvortzow라는 러시아 학자와 전남 목포 흥학교장 D. J. 
Cuming이다. 회원이 되고자 하면 이름과 주소, 직업을 기재해 1년치 회비와 함께 보내면 되었다. “斯界
의 有志를 網羅하야 博物學會를 創立, 각 전문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수 교육가 젼부 참가하여 박물학회”, 
동아일보 1923-10-18. “博物通俗講演, 朝鮮博物學會總會 박물학회”, 동아일보 1927-10-22; “博物學講
習會(시흥) 박물학”, 동아일보 1931-10-14; 조선박물학회잡지, “회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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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8명이 있었다. 윤병섭은 조선박물학회의 유일한 조선인 간사이기도 했다.45 조
선박물학회잡지에 연구 결과를 발표한 조선인은 7명에 불과했는데, 이들의 열성으
로 인해 전체 논문의 10% 이상은 조선인의 논문이 차지했다.46 박물학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구에 한 관심과 능력을 키워 온 조선인들이 문을 두드릴 수 있고, 

강연과 논문 출판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곳이었다. 

조선박물학회가 식민지의 박물 연구자를 위한 유일한 단체는 아니었다. 1934년 2

월 창립된 경성식물회(1935년 3월 조선식물연구회로 개칭)와 1935년 6월 창립된 경
성박물교원회(1940년 조선박물교원회로 개칭) 등이 있었고, 1933년 조선인만으로 결
성된 조선박물연구회도 있었다. 다음 절에서 상세히 검토할 조선박물연구회를 제외
한 두 조직은 조선박물학회와 마찬가지로 조일 연구자들의 협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
인데, 조선박물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연구자들이 상당수 가입해 있는 점이 눈에 띈
다. 폐쇄적이지 않은 회원 가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국 학 출신 고위 관료들 중심
인 조선박물학회의 분위기나 활동에 만족하지 못했거나 연구분야의 특화를 원했던 
연구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경성식물회는 향토식물 연구를 목적으로 모인 소수의 동호회인데, 개인적 차원에
서 조선인과 일본인 연구자 사이에 상당히 긴 하고 등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
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도쿄원예학교 연구과를 졸업했고 1933년 연희전문에 수
천 점의 식물표본을 기증해 유명해진 장형두와 전라남도에서 초등교원을 하다가 
1933년 조선인으로는 처음 일본 문부성 중등박물교원 자격시험을 통과했던 박만규
(朴萬奎, 1907-1977)가 주도했는데, 그와 함께 세 명의 일본인도 두드러진 활동을 보

다.47 평양사범학교 교장을 지냈던 쓰다(津田信, 1878-?)와 이왕가식물원 주임이었

45 원홍구는 유명한 조류학자로 수원농림을 졸업한 후 관비장학생으로 가고시마고등농림학교를 졸업했
으며 해방 후 북한에 남았고, 이덕봉은 해방 후 고려 학교 식물학과 교수를 지냈다. 맹원 은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를 나와서 개성 호수돈여고에 있다가 배화로 1924년 옮겼고, 1935년부터는 관립인 개성상
업학교와 경성공업학교에서 근무했다. 윤병섭은 연희전문을 나와서 오하이오 주립 에서 축산학을 공부
한 듯하고, 연희전문에서 휘문고보로 옮겼다. 원홍구에 해서는 원병오, 새들이 사는 세상은 아름답다: 
새와 더불어 60년 (서울: 다움, 2002), 24-28, 114-132; 이덕봉과 맹원 에 해서는, 성백걸, 배화백년
사: 1898-1998 (서울: 배화학원, 1999); 윤병섭은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한미과학기술교류 100년과 
재미과기협의 역할”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1998).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46 이병훈‧김진태, “西洋 近代 生物學의 國內 導入에 관한 연구: 동물분류학을 중심으로”, Animal 
Systematics, Evolution and Diversity 10 (1994), 85–95는 조선박물학회잡지 논문에 한 주제별, 유형별, 
저자별 분석을 제공한다. 
47 장형두와 박만규에 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 다룬다. 김준민, “박만규 선생 회갑 기념호: 박만규 선생
의 반면(半面)”, 식물학회지 10 (196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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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오오타니(大谷元三郞), 전라북도에서 초등교원을 하다 1925년부터 서울 시내 초
등학교에서 근무했던 미야가와(宮川類吉) 등이었다. 미야가와는 1934년 박물학회에도 
가입했지만 쓰다와 오오타니는 경성식물회에서만 활동했다. 박만규는 경성중학교 박
물교사로 발탁된 1936년 박물학회에 가입했다. 아마 이 즈음이 경성식물회가 흐지부
지 된 시점으로 보인다. 경성식물회에 해서는 1934년 “명사들의 열석(列席) 하에 
성 한 발 식”을 예정하고 있다는 신문보도 이외에는 남아 있는 기록이 없지만 
1935년 1호와 1937년 2호까지 일부 목차만 전해지는 조선향토식물이라는 잡지를 
펴냈다. 우에키와 이시도야 등 조선인에게 동조적인 일본인 두 사람과 정태현이 고
문이었다고 한다.48 

경성식물회는 채집회와 산행 등을 함께 하는 연구단체를 표방했고 특히 두 조선
인 장형두와 박만규는 식민지 시기에 일본의 植物硏究雜誌, 조선의 조선산림회
보와 조선박물학회잡지 등에 식물 분류와 분포에 한 글을 꾸준히 발표하는 연
구열을 보 고 해방 이후 학에서 교편을 잡으며 한국 식물분류학의 기초를 닦는 
데 기여했다.49 쓰다는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관모봉 삼림식물에 한 조사보고서를 
총독부에서 출판한 적이 있고 조선향토식물에 조선 식물 연구에 한 글을 썼을 
정도로 향토식물을 활발히 연구했던 것으로 보이고, 미야가와는 직접 손으로 쓰고 
삽화를 그려 만든 초등학교용 식물 교과서를 만들 정도로 열심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건  이들은 향토식물 연구라는 관심을 공유한 이들만의 식물학 연구 단체의 필요
성을 느껴 경성식물회를 조직한 듯하다.50 이들의 남아있는 논문에서는 이들의 향토

48 “경성식물회창립”, 동아일보 1934-4-21와 이덕봉, “최근세조선 식물학연구사”, 16-17; 한국현 문화
사 계, 168. 정 호, 한국식물분류학사개설 176쪽에는 1937년 발행된 朝鮮鄕土植物 2권의 佐方敏
男, “함흥식물지” 서지사항도 남아있다. 佐方敏男는 함흥지역 교사 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
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49 박만규는 해방 후 문교부 편수관, 국립과학관장을 역임한 뒤 1960년 학계로 돌아와 가톨릭의 와 고
려 에서 강의하며 꾸준히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그는 앞서 언급한 로 정태현 신 나카이의 채집에 
동반하기도 했고, 특히 도봉섭을 제외하면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일본의 植物硏究雜誌에 단보 정
도의 글을 두 개 발표했다. 김준민, “박만규 선생 회갑 기념호: 박만규 선생의 반면”. 장형두는 조선산
림회보에 한국식물 분포상에 한 상당히 긴 논문을 두 편 발표했다. 뛰어난 기억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해방 직후 서울사범 학 교수 시절 펴낸 학생식물도보나 아들 장득성 씨의 회고에 의하면 동
식물 순한글 이름 제정 등에 깊은 관심을 기울 던 것으로 보인다. 생물을 “사리몬”으로 식물을 “묻사
리”등으로 표현했다. 朴萬奎, “雪嶽山植物雜記”, 植物硏究雜誌 15 (1939), 391–392; “朝鮮高山植物目
錄”, 朝鮮博物學會雜誌 9 (1942), 1–11; 朴澤茂雄, “朝鮮植物資料 (其一)”, 朝鮮博物學會雜誌 31 
(1941), 32–35; “みずにら朝鮮に生ず”, 植物硏究雜誌 18 (1942), 547; 장형두, 학생식물도보 (서울: 
수문관, 1948); “朝鮮植物과 그 分布上의 探究(二)”, 朝鮮山林會報 188 (1940), 39–45; “朝鮮植物과 그 
分布上의 探究(一)”, 朝鮮山林會報 186 (1940), 21–32. 참고로 장형두의 조선식물 분포 논문은 식물분
류학자 전의식씨의 홈페이지에 번역되어 있다. [출처: http://blog.daum.net/kplant1].
50 쓰다의 글 역시 서지사항만 남아 있다. 정 호, 한국식물분류학사개설, 178. 津田信, 冠帽峯附近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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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연구에서 특별한 지향을 찾아볼 수는 없는데, 향토식물연구를 통해 중요한 성
과를 내고 싶다는 의지만은 뚜렷했다. 이들의 협력은 식민지 교육을 통해 근 적 문
물과 언어를 공유하게 된 식민지 거주 일본인과 조선인이 때로 사적인 차원에서 교
류를 확 해 서로의 성장을 도모했음을 보여준다. 

서로의 성장을 위해 조선인과 일본인이 더 규모로 협력한 단체는 1935년 중등 
이상 학교의 교원들이 결성한 경성박물교원회 다. 박물교원회는 회장인 경성제 의 
모리를 제외하면 부분의 회원이 중학교와 실업학교, 고등보통학교와 사범학교의 
교원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동질성이 가장 강했던 조직이다. 이시도야와 함께 조선의 
박물교원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중 하나 던 모리는 경성제  교수라는 지위
를 얻었고 박사학위도 받았지만 끝까지 박물교원들의 입장에서 이들의 연구를 지원
하고 이끌어 주었다. 그는 1935년 창립부터 경성박물교원회의 회장직을 맡아 지속적
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은사기념 과학관과 사립 고보 등을 오가던 도이도 박물교
원회의 편집 간사 등을 맡으며 중심적 역할을 했다. 이들 외에는 이시무라와 가미다 
쓰네이치도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1924년 조선에 와서 1925년부터 경성사범학교에 
재직한 가미다는 조선박물학회에도 곧바로 가입했지만 박물교원회의 핵심 실무자가 
된다. 박물교원회의 결성은 1935년 숙명여고보에서 열렸던 박물연구교원 지도회 자
리에서 결정되었다. 지도회에 참석했던 교원들이 “교재와 교수법의 연구”를 목적으
로 채집활동과 견학 등을 함께 하는 박물교원회를 결성하자는 이시무라 시학관의 발
의에 만장일치로 합의했고, 강연을 위해 참석한 모리를 회장으로 추 했다는 것이다. 

박물교원회는 일종의 관변단체처럼 출발했고, 그 목적도 “이과 교육의 향상과 발달”

을 표방했지만, 향토 자연물 연구를 통해 이과교육의 향토화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연구경력도 쌓고자 하는 의도도 점차 뚜렷이 드러내게 된다.51

경기도 관내의 박물교원이 참가했던 연구교원 지도회에는 다소간 민족주의적 색
채를 지닌 배화여고보, 이화여고보, 배재, 양정, 보성, 휘문 등 사립 중등학교의 조선
인 교원들도 참여했는데, 이들도 모두 박물교원회에 가입했다. 창립 회원 67명 중 조
선인은 32명으로 박물학회 활동에도 열심이던 윤병섭(휘문), 이덕봉(배화), 이덕상(이

林植物調査書 (경성: 조선총독부, 1935); “朝鮮植物硏究に 對する 小考”, 朝鮮鄕土植物 1, 22-24. 장
형두는 일본에서 마키노 도미타로가 이끄는 아마튜어 식물동호회 등에도 참가한 듯한데, 경성식물회는 
그런 중적 교양 채집 단체 중 향토 식물지 등의 전문적 성과를 내는 단체 정도를 모델로 했을 수 있
다. 
51 上田常一, “경성박물교원회활동사”, 京城傳物敎員會誌 1, (1938), 5-13. 회지의 편집후기 등을 보면 
모리, 도이, 이시무라, 가미다가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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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이 간사를 맡았고, 석주명(송도고보)도 초기부터 총회나 예회에서 발표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다. 이휘재(중동), 손정순(동덕고녀), 박장렬(동덕고녀), 이기인(한성상업
학교)처럼 박물학회에는 늦게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교원들도 여럿이었다.52 회
원의 변동 상황으로 볼 때 가입에 강제성은 없었고 “박물연구교원”의 자격을 갖추는 
데 관심을 가진 조·일 박물교원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 ‘같은 목적’을 공유한 조선인‧
일본인 교원 사이에 자연스러운 협력이 이루어지는 듯, 총회, 강연회, 연구회, 채집회 
모두에 조선인들이 활발히 참여했다. 이를테면 1936년 11월 이화여고보에서 열린 2

회 총회는 이덕상이 학생들과 수집해 만든 표본실을 견학시켜 “남자학교에 비교해도 
훌륭”하다는 호평을 받았다.53 회원의 절반에 달하는 이러한 조선인들의 참여 없이 
조직의 활력이 유지되었을 법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이렇듯 활발한 협력과 교류가 박물분야에
서는 가능했을까? 사실 중등학교 교원이라는 ‘비슷한’ 지위를 가진 박물교원들이라고 
해도 식민지배의 상황 하에 서로 립되는 정치적 입장과 지위를 가진 조선인 박물
연구자와 일본인 박물연구자들 사이에는 쉽게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었다. 일본인 
박물교원·연구자들은 과학연구의 제도적, 인적 기반이 부족한 식민지에서 과학교육의 
질을 높여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높이는 일을 자신들의 전문가적 성장과 연결시켰으
며, 이는 달리 말해 식민지배를 뒷받침함으로써 개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일종의 정
치적 행위 다. 다른 한편 조선 박물교원·연구자들은 일본의 “문명화 사명”을 일본이 
의도했던 수준 이상으로 수용함으로써, 박물연구를 통해 개인과 민족의 실력을 기른
다는, 역시 정치적 목표를 띤 활동을 전개한 셈이었다. 나카이, 이시도야, 정태현, 도
봉섭의 긴 한 듯 하면서도 서로 어긋나는 협력에서 드러났던 정치적 긴장이 이들의 
집단적 협력 양상에서도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박물학회, 경성식물회, 박물교원회에서 조·일 협력이 이루어진 
것은 무엇보다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이들에게 상당히 강했음을 

52 이덕상은 이덕봉의 동생으로 경성제  의학부를 중퇴했고, 이휘재는 수원농림을 손정순은 일본 나라
여고를 박장렬은 일본 도쿄제  응용화학과를 졸업한 후 중앙시험소에 잠시 있다가 사립학교 박물, 이
화학 교사를 지냈다. 이덕상은 생물교과서 저자 약력에서 나머지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직원록 등. [출
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이휘재만 박물학회에 1936년 가입했다. 박
물학회 활동을 활발히 했던 원홍구는 박물교원회에 없었고, 경성중학의 박만규는 1940년 가입했다.
53上田常一, “경성박물교원회활동사”, 10. 회원명단, 회무보고 등, 京城傳物敎員會誌 I-IV. 교원회지는 
1938년부터 발행되어 1940년의 IV호까지 있다. 회원 수는 거의 67명 수준을 유지했는데 인사 이동에 따
른 변동이 보인다. 경성박물교원회지에 글을 쓴 17명 중 조선인은 석주명 한 사람 밖에 없었지만 차
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편집간사인 도이와 가미다가 ‘회고’ ‘단상’ 성격의 많은 글을 발표
한 것은 원고 모집이 그리 여의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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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증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연구자로서 성장하기 위해 상호의존이 불가피하다는 인
식은 일본인 연구자들의 ‘앞선’ 지식을 배우고자 했던 조선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
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일본 신 낯선 조선을 택해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했던 일본
인들은 조선인을 배제하고서는 어떠한 연구집단, 전문가집단도 운 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의 산야를 탐험하고 연구하려면 조선인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모리나 도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자신들의 연구
에 도움을 줄 조선인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박물 분야에서 전문연구
자로 성장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조선인이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들
의 긴요한 필요를 충족시킨 것이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 가미다는 박물교원들이 조선인들과 활발히 교류한 이유를 자
신들의 필요 신 다른 학문분야에서와 구분되는 박물교원들의 개방성 혹은 박물학 
자체의 ‘중립성’으로 돌렸다. 박물학이 비정치적인 자연과학 분야라서 피지배민인 조
선인도 무리없이 참가할 수 있는 중립성을 보인데다 박물교원들이 민족차별 의식 없
이 조선인들을 받아들이는 개방성을 가졌다는 주장이었다.54 일본인 박물연구자들은 
과연 일본의 식민지배를 뒷받침한다는 정치적 목표로부터 자유로웠을까? 혹은 과연 
정치적 입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성을 추구하는 것이 박물학만의 고유한 특성이었
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잠시 향토교육 운동 전반에서 드러나는 유
사한 정치적 중립화 전략을 검토한 다음, 박물교원회의 변화를 추적하여 박물교원들
의 정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조선의 일본인 박물교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고 자기 연구를 정
당화하는 수단의 하나로 박물교육의 향토화를 일찍부터 추진해 왔음을 보았다. 이렇
게 일본에서와 달리 이과 분야의 주도로 이루어진 조선의 “향토교육 운동”은 1930년
을 전후로 이과 이외 분야에서도 주창자들을 얻게 된다. 일본에서 향토교육연맹이 
조직되어 향토교육 운동이 관변화되는 시점에 조선의 교육관료들도 식민지 교육정책
의 목표와 상응하는 차원에서 이 운동의 도입을 도모하는 분위기 다. 

당시 근 화된 여러 국가들에서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던 “향토교육” 운동은 여러 
측면에서 이중성을 드러낸 운동이었다. 우선 이 운동은 근 화에 저항하는 농촌운동
을 표방했지만 결국은 근 적 교육/문화운동을 농촌에까지 보급하며 근 화를 더욱 
전면화했다는 이중성을 가졌다. 기본적으로 이 운동은 구미에서도, 일본에서도 급격

54 上田常一, “朝鮮の理科教育史概説”,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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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 화에 맞서서 나타난 움직임이었다. 근 화의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가 교육
을 가정과 기존 공동체에서 분리시켜 학교라는 중앙정부에 의해 통일된 제도로 통합
한 것이라면, 이렇게 표준화된 교육이 향토의 현실과 유리된 실제적이지 못한 것이
라는 비판에 근거한 것이 향토교육 운동이었다. 특히 산업화된 도시를 기준으로 한 
중앙정부의 획일적 교과과정을 그 로 농촌에서 교육하는 것은 농촌 학생들의 이농
을 부추기는 행위와 마찬가지란 우려가 제기되곤 했다. 향토교육 운동은 이렇게 전
통/근 와 농촌/도시의 립항이 결을 벌이는 양상에서 전통과 농촌으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양상을 드러냈지만, 향토의 전통과 문화를 조사하고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
선하는 활동 등을 통해 근 화를 농촌 청년과 가정까지 파고들게 하는 효과를 동시
에 가졌던 셈이다. 이 운동은 또한 국가의 교육정책을 문제삼는 민간운동으로 제기
되었지만 관변운동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중성도 가졌다. 민간 차원의 사회운동에 국
가가 개입하여, 이상만 높아진 이농 청년들을 쓸모있는 노동층으로 흡수하기 위한 
공민 교육, 노작 교육, 직업 교육이 이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55 

일본의 향토교육 운동이 구미 각국의 향토교육 운동과 유사한 양상을 드러낸 것
은 일본이 중심부 제국으로서 구미 제국들과 유사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는 점을 생
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우선 구미에서 참정권 운동, 민권 운동 등이 활발해지던 19세
기 말, 일본에서도 자유민권운동과 함께 정부의 획일적 교육 정책에 한 비판이 등
장하며 교육 향토화가 추진되었다. 또 구미에서 1차 전 이후 산업 문명 비판이나 
사회주의 사상이 향력을 확 해 나가고 나아가 세계 공황 전후의 실업 문제로 
사회 불안이 가중되던 때에 이 운동의 관변화가 일어났듯, 일본에서도 1930년 전후 
정부가 이런 자발적 문화운동을 흡수하여 건전한 노동정신의 함양을 강조하는 운동
으로 관변화를 추진했다. 1930년 일본 정부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던 향토교
육 운동을 수용해 향토교육연맹을 전국적으로 확 시키고 향토교육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56 

55 미국에서도 20세기 초반 다음과 같은 책이 출판되며 도시중심 교육의 문제를 비판하고 개선하려는 
농촌문화, 교육운동이 일어났다. 미국의 향토교육 운동은 사회운동으로 제기되었다가 통령과 정부부처
가 주도하는 관변운동으로 바뀌었다. L. H. Bailey, The Country-Life Movement (New York: MacMillan 
Co., 1911). Ann M. Keppel, “Myth of Agrarianism in Rural Educational Reform, 1890-1914”, History of 
Education Quarterly, Vol. 2, No. 2 (Jun., 1962), 100-112. 향토교육 운동은 발달한 부분의 구미 국가에
서 다양한 이름으로 유행했다. 오성철은 식민지 조선의 향토교육 운동을 관변의 교육실제화 혹은 직업
교육 도입의 측면에서 다루었다.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277-324; 伊藤純郎, 郷土教育運動
の研究.
56 鹿野正直, ““改造の十字路” 下の文化運動”; 157, 151, 157. 학생 개개인의 체험을 중시하는 실험적이
고 자유로운 경향은 山崎博, 新時代の鄕土敎育 (東京: 敎育實際社, 1931)에서, 건전한 노동정신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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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향토교육 운동은 이러한 일본의 향토교육 운동보다 식민지배 하에서 향토
교육 운동을 경험한 만과 비교할 만하다. 만과 일본 향토교육 운동을 비교연구
하고 있는 鄭任智에 따르면 만의 경우 이미 일본에서 향토교육 운동이 본격적으로 
관변화된 1930년보다 빠른 1920년  중반 식민정부 주도로 향토교육 운동이 도입되
었다. 1920년  초 민족자결주의, 자유민권, 사회주의 사상 등의 향을 받은 만의 
“신지식 청년”들이 정치적, 문화적 독립을 목표로 하는 “ 만의회설치청원운동”이나 
중국의 백화문 운동에 향 받은 “ 만언어운동”과 “향토문학” 운동을 벌인 것에 
한 응이었다. 만 청년들이 일본과 구별되는 “ 만”이라는 지방적 정체성이나 지
방분권적인 사상을 갖게 되는 것을 억제하되 교육내용에 “지방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갖추어 식민지 청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키겠다는 의도 다. 만에서 향토교
육 운동은 특히 식민지배에 한 저항이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교육회와 청년
단체를 통해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한다.57 뚜렷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향토교육 운동
이 도입되는 모습이었다.

이에 반해 조선에서 향토교육에 한 논의가 처음 나온 것은 일본 향토교육의 
관변화가 본격화된 이후 다. 향토교육 운동을 조선에 소개한 것은 장기간 조선에 
머물던 교원이나 하급관료들이 아닌 잠시 조선을 거쳐간 총독부 학무과의 관료들이 
많았는데, 이들의 소개에는 일본 향토교육 운동이나 만 향토교육 운동에서 강조되
지 않았던 특징이 두 가지 있었다. 첫째는 서구 교육사조와의 연관성이 강조되고 그 
일본적 기원을 숨겼다는 점이다. 1929년 전선(全鮮) 초등교육연구회에 소개된 향토교
육 운동은 향토교육의 기원으로 에 의 저자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를 꼽았다. “아동이 사는 곳, 집, 지리는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주창한 루
소가 교육 향토화의 시조라는 것이다. 루소의 향을 받은 독일의 교육운동가 잘츠
만(Christian Gotthilf Salzmann, 1744–1811)이나, 역시 루소의 향을 받아 “독자여, 

세계적 인식의 제일보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 시작된다. 결코 로마나 그리스에서가 
아니다”라고 썼다는 페스탈로찌(Johann Heinrich Pestalozzi, 1745-1827)를 향토교육을 

에 더 초점을 맞춘 관변화된 경향은 향토교육연맹, 鄕土敎育學習指導案 (東京: 刀江書院, 1937)에서 
볼 수 있다. 문부성은 1930년부터 사범학교에 향토연구시설비를 보조하고 그해 11월에는 향토교육연맹
을 발족했다. 일본과학기술사 계 10, 17-31. 
57 만의 향토교육 운동은 지방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사상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관리하기 힘든 “반식
민지 운동의 총본산”이었던 다이중주 등에서 특히 강하게 추진되었다고 한다. 鄭任智, “台湾の日本統治
時代における台湾郷土教育運動の形成とその推進: 日本郷土教育運動との関連性から”, 学術研究. 教
育・生涯教育学編 55 (2007), 27–41; “台湾の日本統治時代における社会郷土教育--台湾青年団体の発展
を中心に”, 早稲田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 別冊 15(1) (2007), 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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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창한 사상가로 언급한 글도 있었다. “생활의 개념”을 도입한 향토조사를 주창해 
한 지역의 주민, 특히 노동계급의 삶에 해 조사했다는 프랑스 사회학자 르 플레
(Pierre Guillaume Frédéric le Play, 1806-1882)도 인용되었다.58 다양한 국적의 서구 
교육가를 향토교육의 시조로 소개하는 이런 경향은 아직 다수 일본인들이 서구 사
조를 더 앞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의 반 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구적 
기원을 내세우면서 이들이 향토교육 운동의 일본적 기원을 숨겼다는 것이다. 우선 
“한 마을의 일”을 꿰뚫게 되면 그를 통해 “군을 알 것이고, 현을 알 것이고, 그리고 
정치도 사회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해 일본 향토연구의 핵심적 아이디
어를 제공한 니토베의 이름이나 이를 계승했던 야나기타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59 

조선총독부 교육관료들이 향토교육 운동의 일본적 기원을 숨기고 서구적 기원을 
강조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향토교육 운동에 한 조선인들의 저항을 우려한 의도
적 노력으로 보인다. 식민지 청년들의 사상적 좌경화와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요소라는 조건 하에 향토교육 운동을 일본에서처럼 도입하고 싶었지만 일본적인 것
에 한 저항이 강한 조선의 상황을 고려하는 모습이었다. 1928년 총독부 학무과에 
부임해 시학관과 학무과장을 맡았던 후쿠시 스에노스케(福士末之助)가 이런 태도를 
잘 보여준다. 그는 1931년 향토교육 운동의 기반인 향토조사를 소개하며 지금 향토
조사가 내지에 성행해 문부성 보조금까지 교부된다는 소문이 있지만 “조선은 이런 
내지의 정세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조선에서 향토조사가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는 향토조사를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았던 일본의 교육정책을 
시정할 방법으로 제시했다. 일본에서 향토교육정책을 실시하기에 조선에서도 해야한
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조선적 교육의 권리를 찾자는 것이었다. 그는 나아가 
이러한 조선적 교육을 “태서의 교육사상이나 학교경 법을 모방”하는 데 그쳤던 일
본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할 방법으로 제시했다.60 일본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58 市村秀志, “敎育の鄕土化に就いて”, 朝鮮の敎育硏究 1 (1929), 33–41, 34; 福士末之助, “民風作興上
敎育的方法としての鄕土調査”, 9.
59 향토교육이나 향토조사를 언급하며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新渡
戶稻造, “地方の硏究”, 隨想錄 (東京: 實業之日本社, 1907), 269-282, 275. 총독부 시학관의 다음 글에
도 루소가 언급되었다. 岩下雄三, “敎育の實際化を望む心”, 釜山敎育 1931, 20–22.
60 福士末之助, “民風作興上敎育的方法としての鄕土調査”. 후쿠시 스에노스케는 1928년 학무과 시학관 
학무과장으로 조선에 왔고 1929년 고적조사위원을 지냈으며 1930년에는 경성제 의 예과교수도 겸직했
다. 총독부 직원록에는 1931년까지 학무과에 머물 던 것만 남아있다. 다른 전기 사항은 찾을 수 없는 
반면 1911년과 1924년에 발간된 책이 두 권 있는 것으로 보아 부임시 상당히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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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수사 다.

둘째 특징 역시 후쿠시에게서 볼 수 있는데, 조선 고적조사위원까지 지낸 그의 
경력을 반 하듯 조선의 문화 및 풍토의 가치와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히 향토교육 운동의 취지에 철저했던 것이라 볼 수 있지만 鄭任智가 제시한 
만 향토교육 운동에서의 전략과는 달랐다. 만 향토교육 운동은 향촌 단위의 지방 
문화운동 혹은 사회교육을 통해 만청년들이 독자적으로 “ 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한 운동이었다는 것이었다.61 이에 비해 향토교육 운동을 주
창한 조선의 식민관료들은 개 조선의 독자성을 부인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조
선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 다. 일본에 한 역사적, 문화적 자부심이 강하
고 동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조선에서는 조선의 고유성을 부정하는 정책보다 오히
려 조선의 독자적 전통에서 정책의 목적에 맞는 요소를 찾아내는 전략이 더 현명했
을 것이고, 이를 통해 지배강화와 통제를 노리는 정책의 정치성을 숨길 수 있었을 
것이다.62 향토교육 운동을 ‘중립화’하려는 노력이었던 셈이었다.

이들은 또한 조선인에 해서도 상당히 개방적 태도를 보 다. 조선인과 문화에 
한 열린 태도를 강조하는 주장은 총독부의 관료가 아니라 조선에 적어도 1921년부

터 1938년까지 머물 던 한 현역교사를 통해 제기되었다. 당시 평안도에 있던 후지
모리 킨스케(藤森金助)는 조선에 부임한 교사라면 조선에서 끝까지 헌신한다는 각오
로 “지방민과 최 한 접촉해 보고 충분히 향토 생활을 체험”해 그 실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며, 그를 위해 조선어를 배울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63 

각된다. 고적조사위원을 지낸 그가 야나기타의 향토연구나 민속학을 몰랐을 리는 없다. 그럼에도 그는 
앞서 보았듯 프랑스 학자의 향토연구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었는데, “태서의 방법”을 모방한 일본 교육제
도를 비판하며 서구학자의 방법론을 안내하는 모순도 보 다. 福士末之助, 普通教育に於ける礼 教育
論 (弘道館, 1911); 福士末之助, 国民精神作興に関する詔書謹解 (宝文館, 1924) [출처: 국사편찬위원
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61 만의 향토교육 운동의 경우에도 향토사와 향토지리에 만사와 만지리를 포함시키지 않은 만
총독부의 정책을 비판한 교육관료들이 있었지만, 만 문화에 한 이들의 입장은 논의되지 않았다. 정
임지의 논문은 일본인 관료들이 어떻게 향토교육 운동을 소개했는지 등에 한 논의는 없고 단지 향토
교육 운동이 각 지방에서 추진된 양상만을 검토했다. 만의 경우 일본의 관변화에 앞서 향토교육 운동
이 도입되어 만에 한 독자적 운동으로 가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차이가 있지만, 실제 추진 
양상과 내용에 한 더 면 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62 만처럼 조선에서도 향토교육 운동은 도 단위로 다르게 수행된 듯하고, 전국적인 것은 교육실제화 
차원의 것에 그친 듯하다. 30년 의 농촌진흥운동과 함께 일어난 사회교육운동 등이 이 운동이 전환되
어 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63 이 글에 따르면 교사에게 지급되는 조선어 수당은 20원이었다. 초봉 월급이 60-70원 정도인 것에 비
하면 상당한 액수인데, 얼마나 많은 교원들이 조선어를 배웠는지 알 수는 없다. 藤森金助, “各敎科を如
何にして鄕土化すべきか”, 朝鮮の敎育硏究 1 (1929), 41–47,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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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교육 운동에 참가한 조선인의 수는 박물교원들의 수만큼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정치성을 숨기고 이렇게 중립적으로 제시된 향토교육 운동에 해 글을 쓸 정도
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조선인들이 없지는 않았다.64

조선에 향토교육 운동을 폭넓게 추진하려는 교육 관계자들의 노력은 강압에 의한 
통치가 불가능하고 결국 조선인의 ‘동의’를 구해야만 하는 모든 운동/정책에 일종의 
‘중립성’의 외양이 필요했음을 보여준다. 조선인들에게 수용될 만한 중간적 입장을 
내세웠다는 뜻이다. 조선을 위한 정책이라는 외양은 필수 고, 일본과의 관계는 은폐
될수록 좋았다. 조선 교육 관계자들은 일본에서 관변화된 정책을 조선에 적용하자는 
논리로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향토교육 운동을 오히려 일본 교육에 한 비판, 혹
은 일본 교육을 모방해온 조선 교육의 문제점을 조선 고유의 문화를 도입해 고치자
는 자성적 움직임으로 제시했다. 식민지배의 정당성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항이 계
속되는, 모든 분야의 활동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조선인들의 협조를 얻고 그들의 참
여를 이끌어내려면 이러한 타협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분야를 막론하고 유용한 태도

다. 

일본인 박물교원들의 개방성과 ‘중립성’은 박물 분야의 특수성을 드러냈다기보다 
이상과 같이 총독부가 주창한 조선 향토연구의 특성을 그 로 공유했다. 박물교원들
이 경우 전문가로의 성장이라는 목적을 위해 조선인과 협력하는 것이 더욱 필요했기
에, 그리고 전문화를 위해 조직적 움직임을 보 기에, 그리고 실제로 같은 목표를 가
진 조선인 박물교원들이 상당수 있었기에 다른 분야에 비해 그 교류가 더 왕성했을 
뿐이다. 박물분야가 다른 분야와 달랐던 것은, 다른 분야보다 조선에 한 전문성을 
확보해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교원들이 많았던 덕분으로 일본 교육을 추수하는 경
향을 더욱 강하게 비판하면서 교육 자료를 “향토화”하기 위한 지원을 총독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는 점이었다. 박물교원회장이던 모리와 편집간사로 실무를 총괄
했던 가미다가 특히 앞장섰다.

가미다는 성공적 “향토화”의 사례로 일본 이과교육계의 부러움을 샀던 1931년 
신이과교과서마저도 향토화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지속적 향토화를 위한 연구를 
주장했다. 자신의 전문 분야인 바다 생물, 갑각류 등의 분야를 사례로 한 주장이었
다. 사실 1931년 신이과교과서에 한 그 자신의 해설에서 볼 수 있듯 이 교재가 

64 김정호. (綜合)鄕土敎育原論 (東京: 同文書院, 1932); 崔琦松. “鄕土に立脚したる學校經營の一端”, 
文敎の朝鮮 79 (1932년), 101–109. 등의 사례를 볼 수 있다. 향토화와 과학교육을 연결시킨 이로 교원
회의 회원은 아니었던 尹在千의 활동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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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것을 그냥 베낀 것이 아님은 분명했다. 예를 들어 그가 해설한 가축에 한 
단원은 소, 돼지, 닭, 말, 벌, 산양과 면양 등에 해서 조선 재래종과 그 쓰임새를 
수록했다. 그럼에도 그는 1932년 신이과교과서의 해양 생물 부분을 사례로 “조선
에 있는 학생은 내지의 생물에 해서는 잘 알지만 조선의 생물에 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이상한 상태”라며 자신이 직접 연구한 조선의 해양 생물을 소개했다. 그는 
해양 생물 부분의 향토화를 계속 진전시켜 1934년에는 산후에 미역을 먹는 풍습이나 
절에서 주는 다시마 부각의 이야기부터 연평도 조기와 임경업 장군에 한 이야기까
지 조선의 풍습과 전설까지 포함한 사례를 제시하며 추가적 연구와 교재의 향토화를 
역설했다.65 

모리 역시 “조선의 자연은 내지의 자연과 다르기 때문”에 “조선에 있어서는 조선
적으로 지방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고 이렇게 형성된 조선 박물교육
을 일본 박물교육과 차별화시키려 했다. 그는 “종래 우리나라[일본] 박물교육”은 “구
미의존주의”라고 비판했다. 구미교과서에서 베낀 그림이 상당히 많으며 “특히 독일
류의 학적 계통에 구애된 것”이 많다는 진단과 함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학 
교과서를 단계적으로 압축해 간이화한 것에 지나지 않고, 교재도 “보통 세계 각지의 
진귀한 박물교재”에만 관심을 쏟는다는 이야기 다. 중등학교에서 고가인 스컹크, 개
미핥기, 나무늘보, 펭귄 등의 표본은 신기한 구경거리에 불과할 뿐 “생도의 실제생활
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66 

향토의 자연물에 한 지속적 조사를 위해서는 물론 지원이 필요했다. 경성박물
교원회는 1939년,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제기했던 박물 연구/교육 기반 확 에 한 
요구를 조직적으로 제기했다. 전쟁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본국과 식민 정부가 모두 과학기술에 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 발맞춘 것이
었다. 박물교원회는 회원인 이덕상, 맹원 , 가와사키 후쿠지(川崎福次, 경성중학교)

로 하여금 향토성을 살린 효율적 박물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조사하게 해서 文敎の
朝鮮에 실었고, 조선 박물교육계의 원로라 할 수 있는 도이 역시 경성박물교원회
지에 올바른 향토 박물 교육을 위해 박물 교원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에 해 역설

65 上田常一, “新理科書の敎材の解說 家畜”, 文敎の朝鮮 (1931), 65–75; “新理科書卷二にある朝鮮の重
要なる海生産物に就いて”, 朝鮮の敎育硏究 5 (1932), 103–112; “第五講朝鮮に於ける ｢理科鄕土敎育｣
の實際”, 朝鮮の敎育硏究 (1934), 62–65. 다음 글은 1931년 신이과서에 한 종합적 소개 藤井求馬, 
“新理科書に就て”, 朝鮮の敎育硏究 (1931), 52–58.
66 森爲三, “中等學校博物敎材に對する所感”, 京城傳物敎員會誌 3, (193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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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도이는 “교원이 아무리 노력가이고 연구가라고 해도, 학교 책임자가 학과에 
한 이해가 없고 경비를 주지 않아 설비가 심히 불비하면 아무래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단한 모형이나 표본처럼 교원이 노력해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현미경 같은 장비나 복잡한 모형 등은 교원의 노력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
다. 그는 박물교육에 필요한 최소 조건으로 박물교실, 박물준비실, 박물표본실, 박물
진열연구실, 표본모형류, 기계기구류, 식물원 및 수서 생물 양식장, 온실, 축사 및 농
원, 참고도서 및 교원용 괘도, 소모품비, 여비 및 연구비를 들었다. 현재의 학 수준
에 못지 않는 시설과 지원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이다. “박물교육설비조사서”는 구체
적으로 필요한 설비/기계/기구, 표본과 모형을 상세히 나열했는데 온실이나 박물실 
같은 “일반 설비”를 제외한 최소의 박물 설비를 갖추기 위한 예산은 한 학교당 
8448.25엔이라는 계산이었다.67 적어도 교원 100명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 액수 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에 한 사회적 지원을 요청한다는 측면이 박물분
야 향토교육 운동의 가장 큰 차별점이었던 셈이다. 

또 주목할 점은 이들의 요청이 박물교원회라는 단체를 통해 조직적으로 제기된 
점이었다. 지리, 역사, 민속학, 윤리 등 향토교육과 접한 다른 어떤 분야를 살펴봐
도 찾기 힘든 모습이었다. 이런 조직적 노력 덕분인지 박물교원들은 향토교육 운동
과 과학교육에 한 지원이 늘어난 전시에 총독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다. 총
독부 지원금 덕분에 경성박물교원회지를 1938년부터 발간하게 되었으며, 기타 다
양한 행사도 주최할 수 있었다. 총독부는 1940년에는 경성박물교원회가 조선박물교
원회로 확장하도록 지원하며 박물교원회에 더욱 관심을 보 다. 

하지만 이후 박물교원회는 총독부로부터의 지원에 보답하듯 그때까지 향토교육 
운동에서 조심스럽게 유지되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 조선박물교원회는 두 가
지 방향에서 정치성을 드러냈다. 첫 번째 정치성은 지금까지 일본과의 차별성이 중
시되던 “조선”이라는 향토를 확실히 일본의 일부, 동아(東亞)의 일부로서 제시한 데
서 드러났다. 모리는 조선 교과서에 해서 이야기하면서 “중등학교의 박물교재는 
무엇보다 일본적인 것”, “일본박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의 풍토에 맞는 특색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일본은 물론 팽창하는 제국 일본을 뜻했다. 그는 조선 
교과서로 특화하더라도 “조선의 물적 자원에 관계있는 재료는 물론 만주나 지나 등 

67 土居寬暢, “博物小言”, 京城傳物敎員會誌 3 (1939), 3-7; 京城傳物敎員會, “博物敎育設備調査書”, 
文敎の朝鮮 (1939), 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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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의 물적 자원에 관계있는 재료도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반도 박물
교육자”의 사명은 조선이 “동아의 반도”에 위치했음을 인지하고 “동아의 발전에 
일  관심”을 갖는 것이었다.68 교육의 조선화와 같은 뜻이었던 교육의 향토화가 이
제는 교육의 일본화 다. 

일본인 박물교원들이 드러낸 또 다른 정치성은 조선인들을 “제2의 국민”이라고 
열등화하는 모습이었다. 모리는 “산업의 기초가 될 이과 중 특히 박물교육의 임무에 
우리의 책임이 중 한 것을 자각하고 황군과 같은 큰 긴장으로 제2의 국민을 우리나
라의 발전에 맞도록 진실로 이과적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박물교원회원들
을 독려했다. “제2의 국민”이 조선인을 뜻함은 분명했는데, 그 결과 지금까지 자신들
과 함께 조선 박물교육의 향토화를 위해 노력하던 조선인 연구자들의 위치는 애매해 
졌다. 이 지방화가 “일본화”를 뜻하고 그 목표가 이제 “우리나라” 즉 일본의 륙 
진출일 때, “제2의 국민”으로 격하된 조선인 박물교원이 이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인
지는 불분명했다.69

가미다는 나아가 조선인들의 열등함을 자연의 법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생물계
를 일관하는 작은 교훈”을 소개했는데, 전체가 있어서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부분
이 전체를 위해 기여하지 않으면 전체와 함께 모두가 죽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이 왜 “제2의 국민”이 일본을 위해 “제1의 국민”과 같은 헌신을 해야 하는지 설
명해 준다고 보는 듯했다. “제2의 국민”에게 죽음을 각오한 참전을 요구하는 상황에
서 나온 인식이었다. 나아가 생물계의 또 다른 교훈은 “일체가 되려면 그 부분들 사
이에 극한 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두 머리가 되려고 해서는 하나의 
생명체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기에 어떤 부분은 손으로의 역할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 그는 “자칫 잘못된 평등관에 입각한 내선일체”를 운위하는 사람들이 이 점
을 숙지해야함을 명시했다. 그는 “이 생물계를 관통하는 법칙”이 알려주는 교훈을 
정부가 과학교육을 진흥함에 있어서 물리나 화학보다 박물학의 일부인 생물학을 더 
중시해야 할 이유로 제시했다.70 전문분야의 성장이 중요한 고려 사항인 것에는 변화

68 모리의 개인적 이해관계도 무관하지는 않았다. 편집자 가미다가 같은 호에 모리가 최근 펴낸 동물과 
식물 교과서를 선전했던 것이다.
69 森爲三, “發刊の辭”, 京城傳物敎員會誌 2 (1938), 1-3.
70 上田常一, “科學振興に伴ふ小學校理科敎育の指針”, 文敎の朝鮮 (1940), 38-56, 38, 44, 44, 45. 이렇
게 도덕적 교훈과 자연현상을 연결시키는 관점은 1892년의 교육 칙어 이후 일본 이과교육을 보수화시킨 
주범으로 이야기되던 것이었다. 이 향이 1945년 종전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이 일본학계의 평가 다. 가
미다는 조선에는 이러한 보수적 세력의 향이 없어서 진보적 이과교육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스스로 
회고했지만, 그 스스로가 전쟁 중에 이렇게 일본 보수세력의 논리를 그 로 반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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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지만 이렇게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위계관계가 분명히 정립되면서 박물과
가 이끈 향토교육 운동이 이전에 표방했던 정치적 중립성은 사라져 가고 있었다.

“문명화”란 한 쪽의 우위가 유지되어야만 수행이 가능한 사명이라는 점이 분명히 
명시된 상황을 지금까지 일본인 교원들과 함께 문명화를 수행해 조선을 일본처럼 발
전시키려던 조선인 박물교사들은 어떻게 받아들 을까? 이들은 조선인 사회에서 민
족주의적 문화운동의 “과학주의”를 변하는 이들로서 자신들의 작업이 일본 제국이 
내건 “문명화”를 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배자와 자신들의 힘의 격차를 줄이는 
저항적 과제라고까지 인식해왔다. 박물교원회의 서무 간사로 조선 교원들을 이끌었
다고 볼 수 있는 윤병섭은 1930년  조선 문화운동의 과학주의를 잘 보여주는 과학
지식보급회 발기인 100명 중 한 명이었고, 그 외에도 김교신, 박임련, 이경수, 이근
진, 조복성, 이헌구, 유석준 등 다수의 박물교원회원이 과학지식보급회 발기인에 포
함되었다.71 “과학 조선”을 건설할 수 있는 조선 민족의 힘을 키우기 위해 과학의 중
립성을 믿는 듯 일본인과 협력하던 조선인 교원들은 일본인 교원들의 정치화 속에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했을 것이다.

1940년 이후 박물교원회의 조·일 협력에는 변화의 기미가 보 다. 이시무라가 
1940년 설치하고자 한 “이과설비조사위원회”에는 그 전 해 “박물교육설비조사서” 작
성에 참가했던 조선인 사립학교 교원들의 이름은 없었다. 8명의 조사위원은 전해 조
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가미다를 포함 모두 일본인 공립학교 교원 뿐이었다.72 1940

년 조선박물교원회로 이름을 바꾼 경성박물교원회의 회원도 총인원은 67명 그 로인 
반면, 조선인 회원은 폭 줄어 17명 만 남아있었다. 교장이나 교감이 되어 박물교육
을 직접 담당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전쟁에 동원된 일본인 교원들의 자리를 메우며 
박물교육에만 몰두할 수 없었다거나 하는 달라진 상황의 향도 있었던 듯하지만, 

등하게 이루어지던 협력관계가 변해버린 상황도 일조했음직한 변화 다. 1940년 
이후 조선박물교원회는 더 이상 활동의 흔적을 보이지 않았다.73 일본제국이 내선일

71 “각계인사로 조직된 과학지식보급회”, 동아일보 1934-7-3. 그 외 발기인으로 박물학에 관련된 인물
은 김병하, 장형두가 있고 맹원 은 1935년 개성 과학지식보급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성에 과
학지식 보급회를 발기”, 동아일보 1935-4-12. 배화 100년사는 이덕상의 형인 이덕봉과 맹원 을 민족
주의, 과학주의 등을 실천한 교사로 보았고 외솔 최현배는 배화 70주년 기념식에서, “내가 아는 바로는 
배화에는 나라 사랑의 정열에 불타는 선생들이 많이 있었다. 김윤경, 이강래, 김지환, 주기용, 이덕봉, 맹
원  등 여러분들이 각각 자기 맡은 학과에 충성을 다하 을 뿐 아니라, 겨레의 얼을 기르기에 큰 공을 
세웠다”고 말했다. 성백걸, 배화 100년사, 568-9.
72 上田常一, “科學振興に伴ふ小學校理科敎育の指針”, 42. 
73 예를 들어 빠진 사람 중 이덕봉은 배화의 교장이 되었다. 맹원 은 배화를 떠나 1939년까지 경성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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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황민화를 내세우는 가운데 오히려 조선인 박물교사들과 일본인 박물교사들 사
이에 “제1의 국민”과 “제2의 국민” 혹은 “머리”와 “손”이라는 분명한 선이 그어졌고, 

두 집단의 협력이 사라지면서 박물교육의 향토화는 그 동력을 유지하지 못했다.

향토교육 운동을 통해 식민지의 초·중·고등학교를 자신들의 전문가적 성장을 이
룰 기반으로 만들어보려던 식민지 박물교원들의 운동은 조선인들에게 처음부터 개방
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주도세력은 분명 일본인 박물교원들이었다. 조선인 박물교원
들이 등장한 것이 개 1930년 고, 통감부 시기부터 부임한 일본인 교원들이 이
들의 교육을 일부 담당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위계구도는 민족차별이 의식적으
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식민지 상황’의 반 이었다. 하지만 일본인 교원들은 
자신들이 추구한 운동의 조직적 기반이 되어야 할 조선인 박물교원들에게 단지 명령
하는 입장일 수 없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성장을 위한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 향토교
육 운동을 서구에서 기원한 것으로, 일본 교육에 한 반성으로, 향토에 한 천착을 
통한 교육의 조선화로 제시했고, 이를 박물교육의 진보로 강조했다. 조선인 박물교원
들은 이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모양새가 유지되는 동안 식민지 초·중·고등학교를 
자신들의 연구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확립하고 자신들을 일본교원과 함께 향토 동식
물을 연구하는 전문가적 교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에 함께했다. 그러나 조선인들의 
‘조선’과 현지 일본인들의 ‘조선’은 같을 수 없었고, 일본의 군국주의적 팽창이 본격
화되면서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자 이들이 협력할 수 있었던 중립 공간은 사라졌
다.

이러한 박물교원회의 정치적 전환은 가미다가 내세웠던 박물분야의 개방성이 박
물연구나 박물교육 특유의 중립성이 아니라 조선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는 필요에
서 기인했음을 잘 보여주었다. 일본의 륙진출을 위한 전초기지인 조선의 박물교사
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가적 성장의 기회를 이제 조선인과의 협력이 아닌 제국
의 팽창을 지원하는 데서 찾았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기회 앞에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일본인 교원들의 노력이 중단되면서 식민지 지배관계의 유지를 위한 이들의 정치성
은 더 이상 숨겨질 필요가 없었다. 

학교에 있었지만 1940년 이후의 이력은 찾을 수 없고, 교원회에서도 빠졌다. 윤병섭, 이덕상, 조복성, 이
근진, 석주명, 이경수, 이휘재 등은 남아있고, 경성중학교의 박만규가 새로 가입한 것이 보인다. 조선박
물교원회지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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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협력과 중립성의 실상: 일본인의 조선 식물지와 조선인의 조선 식물지

일본인 박물 연구자들은 분명 조선에 장기간 머물면서 조선의 자연물에 한 전문성
을 키워가는 가운데 조선이란 지역에 기반한 정체성, 나아가 조선의 독특한 가치를 
내세우는 ‘애향심’까지 내보 다. 이들은 이러한 지역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총독부나 
본국의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들의 독자적 전문성을 내세우고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
력을 기울 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인들과 연 조차 가능했다. 하지만 부분의 재조
선 일본인 박물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조선에서 삶의 기회를 얻는 것을 가능하게 했
고, 그 삶을 혜택받은 것으로 만들어준 제국 일본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못
했다. 부분의 조선인들이 조선이 언젠가 “일국”이 될 희망을 버리지 못한 것과 마
찬가지 다. 전시체제 속에 그 다른 입장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기 전에도 이들의 협
력은 이미 완전한 조화를 이루기는 힘들었다. 이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공동 향토식
물지가 없었던 사실로 표출되는데, 이 절에서는 일본인의 향토식물지와 조선인의 향
토식물지가 드러낸 차이를 분석해 ‘협력’의 실상을 더 논해보고자 한다.

사실 앞서 언급한 협력 사례, 즉 학교의 박물 설비 조사 작업 같은 일시적 작업, 

총회, 월례회, 채집여행 등은 두 집단이 완전한 융화되어야 같이할 수 있는 것은 아
니었다. 실제로 장기적인 공조가 필요한 향토식물지 편찬 작업에 조선인 교원과 일
본인 교원이 함께 한 사례가 없었던 점은 이들의 협력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음을 잘 
드러냈다. 향토독본, 향토박물지, 향토지리지 등으로 불리던 향토교재의 발행 주체, 

발행 정황 및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가미다의 기록에 의하면 향토 박
물지 혹은 교재가 제작된 지역은 함경북도, 함경북도 청진, 함경남도, 황해도, 인천, 

광주, 목포, 전라남도, 부산, 경상남도 등이 있었다. 식물지에 국한해서 보면 이 중에
서 경상남도의 경상남도 향토연구-박물 (1934) 편과 전라남도의 전라남도식물
(1940)이 남아있다. 앞서 언급한 미야가와의 교재도 향토 식물지라고 볼 수 있지만 
개인이 작업한 손글씨 원고 상태로 인쇄되었을 뿐 공식 출판은 아니었다.74 이것이 
서울·경기 지역의 유일한 향토교육 식물지 는데, 경성박물교원회의 활발한 듯한 교
류양상에도 불구하고 조일 협력의 향토식물지는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남아있는 경

74 上田常一, “科學振興に伴ふ小學校理科敎育の指針”, 47. 미야가와의 조선 야외 식물 도감은 경성 부
근을 중심으로 길가의 식물을 채집해서 그 중 조선에 가장 흔한 것 86과 300종을 초본, 목본으로 나누
어 선정해 기재한 것으로 초등학교 야외 학습과 소풍 등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모리와 이시도야의 도
움은 서문에 적시되어있다. 宮川類吉, 朝鮮野外植物圖鑑 (京城: 京城櫻井公立小學校理科硏究部,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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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향토 식물지는 모두 일본인 주도로 저술, 간행된 것이었다.

일단 이 두 권과 남아 있는 향토지의 발행 사항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향토 교
재의 발행 주체는 다양했다. 경상남도 향토연구–박물은 경상남도교육회가 주관해
서 관립 부산중학교의 교사들에게 편찬을 일임했던 것으로 동물, 식물, 광물편이 나
누어져 있고, 전라남도 식물은 처음에는 광주 지역 박물교원들의 식물동호회가 시
작했던 일이 도의 정책과 맞아 떨어지면서 전도의 학교를 동원하여 전라남도 식물을 
채집하고 기록한 것이다. 이 둘은 모두 도 교육회가 개입했지만 작업의 규모와 성격
은 많이 달랐다. 서지 사항이 남아있는 다른 지방의 향토지를 보면 함경북도 교육회, 

황해도 교육회, 인천 교육회 등의 지역 교육회가 주도한 경우와 청진 천마소학교와 
광주소학교, 부산제2소학교 등 지역의 초·중등학교가 주체가 된 사례가 있으며 학교
내의 동호회가 담당한 경우나 개인적 작업도 있었다.75

경상남도 특히 부산은 일본이 가장 먼저 거류민 지역을 형성한 곳으로 병합 당
시 이미 일본인 23,900명이 거주해서 부산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1944년에는 
6만 명이 넘는 일본인이 살고 있었다.76 이 거류민 자제들을 위한 관립 부산중학교
에는 조선인 박물교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 조선인 교원
들이 있었겠지만 도 교육회는 이 관립학교의 일본인 교사들을 교재 향토화의 적임자
로 보았다. 도 교육회의 의뢰는 박물의 전 역에 한 것이었고, 향토 동물, 식물, 

광물을 모두 다루기에는 인원이 부족했던 듯 직접적 채집 활동이나 조사 활동 신 
당시에 쓰이던 교재를 검토해 추려낸 것이 경상남도 향토박물지 다. “우선 소학교 
및 보통학교의 전과목 교과서에 나오는 박물관련 소재와 향토와의 관계, 즉 각 종목
에 해 형태, 생태, 전국적 분포 및 인생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나아가 그것의 경남
에서의 분포 및 이해관계(개발가능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설명이었다. 교과서에 나
온 식물, 동물, 광물을 나누어 나열하고 그 각각이 향토의 삶에서 갖는 의미를 더 밝
히겠다는 목표 다. 특히 식물부를 보면 이들은 소학교,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교
과서에서 찾아낸 식물을 바탕으로 145과 338종을 선정해 이들 식물의 향토적 의의를 
새로 밝혔다. 각각의 식물에 해 “교과서와의 연결상태”, “형태, 생태, 분포”, “인생
과의 관계”, “향토와의 관계”를 밝혔고, 몇몇 과의 경우는 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75 上田常一, “科學振興に伴ふ小學校理科敎育の指針”, 47.
76 부산의 일본인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 지만, 전체 인구 중 일본인 비율은 1914년 50%를 넘었다
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1930년  초반까지 3분의 1정도를 유지했고, 1940년 에는 5분의 1정도 다. 
홍순권,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사회의 인구와 사회계층구조”, 역사와 경계 51 (2004), 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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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 놓았다.77 

이들이 교과서에서 찾아낸 부분의 식물은 조선, 그 중에서도 경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었다. 조선 교과서의 뛰어난 향토화 정도를 반 한 듯했다. 하지만 경
상남도 향토식물지에 수록된 향토식물의 목록과 그 향토성에 한 이들의 논의를 검
토하다 보면 지금까지 박물교원들에 의해 조선 교재의 진보성으로 운위된 이런 향토
성에 일종의 이중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식물이 곧 일본 식물이라
는 이중성이었다. 조선 박물 교과서의 “지방화”로 선전되었던 일이 사실은 박물교재
의 일본화와도 다를 것이 없었던 것이다. 서구 중심적이던 일본 교과서를 조선에 맞
추어 지방화했다는 이 교재에 실린 부분의 식물은 조선의 고유한 식물이 아니라 
조선과 일본에 모두 있는 것들이었다. 일본과 조선의 식물상이 판이하게 다르지 않
은 상황에서 어렵지 않은 선택이었다. 일본에서 충분히 할 수 없었던 교재의 지방화
를 조선에서 신, 일본에서 했을 법한 방식으로 수행했던 것이다.

경상남도 향토연구의 식물편은 이미 조선적 식물이라는 특성이 크지 않은 교과서 
수록 식물들을 경남이 아닌 일본과 확실히 연결지었다. 식물을 통해 일본 문화를 소
개하고자 하는 적극성은 우선 교과서에 실리지도 않았고 경상남도 지역에도 없는 식
물이지만 일본인들이 흔히 알고 귀하게 여기는 식물을 경상남도 식물지에 특별히 포
함시킨 데서 드러났다. 자단과 풍란이 그 사례 다. 자단은 동인도나 만 등에서 자
생하는 상록교목으로 한국에는 없었지만 그 목재로 가공된 가구는 “향토”에서도 사
용되고 있다는 소개 다. 자단의 “아름다운 자적색” 목재를 일본인들이 특별히 귀하
게 여긴다는 점이 아니라면 교과서에 없는 자단을 소개할 다른 이유는 없었다. 풍란
도 역시 부산 지역에 없었고 교과서에 실리지도 않았지만 일본인들이 관상용으로 애
호하는 식물이라는 사실 덕분에 소개된 듯했다. 또 달맞이꽃이나 나팔꽃 같은 것은 
한국에 없던 식물은 아니었지만 일본인들의 이주와 함께 더 널리 재배된 식물이었
다. 국화는 일본 황실의 문장인 점이 강조되며 일본의 품종 개발이 소개되었다. 이 
식물들의 향토적 의미는 일본인들의 이식에 의해 생겨났거나 깊어졌던 것들이다. 식
물의 용도에 한 설명도 향토 문화보다는 일본 문화에 한 관심을 반 했다. 산초
처럼 양국에서 모두 향신료로 쓰이는 식물의 경우도 결국 일본에서의 쓰임새를 기록
해서, 열매를 사용하는 조선과 달리 산초의 어린 잎도 향료로 된장과 함께 널리 이
용하는 일본의 풍습이 소개되었고 오동나무 같은 것도 게다나 일본 가구에 활용되는 

77 경상남도교육회, 鄕土硏究 博物 (釜山: 경상남도교육회, 1934), 서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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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지적되었다.78 경상남도 향토연구는 결국 조선 식물 중 일본을 상기시켜 주는 
식물을 통해 일본문화를 소개하는, 일본적 “향토화”를 추구했던 것이다.

전라남도 식물의 경우는 나중에 “개인 사정”으로 빠졌지만 장형두가 속해있던 
교원들의 식물동호회에서 시작되었다. 이시무라와 모리가 적극 참여했는데 특히 이
시무라가 처음부터 주도하여 도교육회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연구 방식, 목적, 향토화
의 전략이 경상남도의 경우와 상당히 달라졌다. 우선 전라남도 식물은 원래 식물
연구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 의한 실지 조사를 동반했고, 그 목적에 있어서도 학술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전라남도 향토 식물 조사는 이시무라가 전라남도의 초  시
학관으로 부임했던 1931년 광주에 식물동호회가 꾸려지면서 시작되었다. “교육의 지
방화, 향토화, 구체화, 실제화”라는 교육적 목표가 앞세워졌는데, 전라남도가 “식물분
포에 관하여 반도의 특수적 지위에 있고 귀중한 재료가 아주 많아서 그것들을 수집 
편찬하는 것은 본도의 정치와 교육상 극히 필요한 일일 뿐 아니라 학계에 공헌하는
바 또한 적지 않다”는 이시무라의 서문은 이들의 작업이 교육적 이상과 학문적 목표
를 동시에 노린 것임을 잘 보여주었다.79 이렇게 시작된 전라남도 식물의 연구는 도 
내무부장 등의 지지를 끌어내며 도내 초등학교를 동원한 규모 장기 연구로 전환되
었다. 일찍이 전라남도 산림회를 결성해 도내 식물자원 개발에 힘써온 전통의 향
이었을 것이다. 도 내무부장은 도내 300여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여름 식물 100점
과 가을 식물 100점, 합계 200점 이상의 식물을 석엽표본으로 만들어 송부할 것을 
명했다. 각 지역에 분산된 학교가 지역 연구의 거점이 된 것이다. 수집된 표본의 조
사, 분류, 검색은 식물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광주내의 중등학교 박물교원들이 담당했
다. 이렇게 수집한 표본이 도 학무과에 도착한 것은 1938년인데 여기에 동호회원 등
이 제주도 등지에서 수집해 온 표본들이 보태어져 전라남도 식물지 작업은 1940년 
완료되었다.80

모리의 서문은 이러한 적인 작업의 첫 번째 목표가 학술적인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전라남도 식물의 의의가 첫째로는 전라남도에 당시 알려진 조선 식
물 3,600 종의 절반 이상인 1,939종류에 달하는 많은 종류의 식물이 생산된다는 것

78 경상남도교육회, 鄕土硏究 博物, 12-13, 21-22, 141, 145, 149, 192, 196-7 등. 자단의 경우는 일본 
왕실의 보물로 여겨지는 자단 바둑판과 바둑알이 백제왕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이 이들의 선정이유 을 
수 있지만, 밝혀져 있지는 않다.
79 全羅南道敎育會, 全羅南道植物 (京城: 全羅南道敎育會, 1940), 광주공립중학교 宮田今太郞가 쓴 서
언에 소개되어있다.
80 같은 책.



- 235 -

을 밝혀 전라남도가 식물학적으로 가장 풍부한 도임을 보여준 점과, 둘째로 이 연구
가 신종을 찾지는 못했지만 “분포상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진귀한 식물”의 
소재를 밝혀 “학술상으로도 다 한 공헌”을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도쿄제국 학에 
비견될 표본실과 도서실을 갖추지 못했던 조선의 현지 연구자들이 향토를 직접 광범
위하게 실사함으로써 학술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시도야가 강조해
왔듯, 이러한 학술상의 공헌을 위해서는 현지의 수많은 채집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는 점, 혹은 현지의 채집자들도 중 한 학술적 공헌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일이었다.81 

전라남도 식물지는 나카이와 같은 중심부 학자가 조선 식물에 한 학술적 연구
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조선 식물 연구를 하고자 하는 현지 연구자들
의 전략을 보여준다. 조직적 채집과 조사를 기반으로 펼친 이 “향토화” 전략은 식민
지 협력에서 부각된 민간지식, 향토의 환경과 문화를 중시했을 뿐 아니라 나카이가 
순수한 학술성을 강조하며 등한시한 이용후생 방면에서 학문적 성과를 특화시켰다. 

이에 더해 전라남도 식물에는 일반적 조선식물 연구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다
소 의아한 특징이 있었다. 다양한 문헌을 참고했지만 조선 식물 연구에 가장 핵심적
인 문헌인 나카이의 문헌을 전부 참고문헌 목록에서 제외한 사실이다. 목록의 형태
로 보아 우연한 누락은 아니었는데, 이들이 나카이의 연구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
은 없었다. 오히려 서문은 애매한 종의 동정을 나카이에게 의뢰하기도 했다고 밝혔
다. 하지만 참고문헌은 나카이의 조선삼림식물편은 물론 제주도식물조사서와 
지리산식물조사서 신 모리의 조선식물명휘와 이시도야와 정태현의 조선삼림
수목감요를 조선식물 연구서로 참고했고 나머지는 모두 일본의 식물도감을 비롯한 
식물학 서적과 약학 관련 서적 들이었다. 神谷吉兵衛과 松下種美의 趣味の有用植
物 (1932), 日本草藥學 藥草大鑑 和漢藥草寶典 丸山房雄의 民間藥及其利用
法 (1925), 谷本亀次郎의 農山村天産物の利用 (1936) 등과 국화에 한 책, 나팔
꽃에 한 책과 일본의 여성지, 농촌잡지 등이었다.82 이런 책들의 향으로 전라남
도 식물지도 산벚꽃, 국화, 과꽃 등 일본인들에게 익숙한 식물에 해서는 일본풍을 

81 같은 책.
82 이들은 초기 종명 동정에 나카이의 도움을 받았지만, 우에키, 모리는 물론 조복성에게까지 분류, 편
찬, 교정에 한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수로 나카이의 문헌을 모두 빠뜨릴 수는 없을 것이
다. 나카이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아지며 차별화 전략을 더 강화했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책, 서언. 경상남도 향토연구가 비매품이었던 데 비해 이 340쪽 짜리 책은 정가 10원으로 판매도 예상했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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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들의 향토 식물지는 이러한 일본 참고문헌에다 조선의 
민간지식까지 더해 나카이의 중심부 지식을 부차적 기본 정보 정도로 취급한 데 가
장 큰 특징이 있었다. 

나카이의 분류학적 성과 위에 더해진 정보는 식물의 생장 환경, 도내 분포, 다양
한 용도에 관한 것이었는데, 관상용, 식용, 약용 식물들을 별도의 절로 나누어 상세
하게 용도나 사용법 등을 밝혔다. 책의 구성을 보면 우선 나카이의 분류체계와 식물 
동정에 기반해 1,939종의 전라남도 식물에 한 총목록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시도야 
등이 이미 시도했듯, 분류학적 구분 요소인 형태적 특징만이 아니라 식물이 생장하
는 주변 환경을 산지, 고지, 음지, 습지, 암상, 해변 등으로 간략하게 밝혔고 도내의 
상세한 분포 상황을 기록해 나카이의 성과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형태 사항도 전반
적으로 부분적인 특징보다 식물 전체의 형태를 줄기, 잎, 꽃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용했다. 총목록 다음으로는 교육 자료로의 활용을 염두에 둔 
“인생과 가장 관계 깊은” 전라남도 식물 200여 종이 소개되었다. 나머지는 용도별로 
식용 혹은 구황식물, 관상식물, 유독 식물, 민간약으로 쓰이는 식물 등을 각각 수십 
종에서 수백 종까지 모아서 소개한 것인데 학술과 교육만이 아니라 “산업상에도 큰 
이익”이 되고자 하는 고려 다. 이 책의 마지막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와, 총독부 교과
서가 아닌 모리의 중등 식물교과서에 수록된 식물의 목록이 실렸다. 조선의 “박물교
원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리의 위상과 향이 곳곳에 드러났다.83

이 책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민간약의 다양한 처방과 용도를 다룬 부분일 
것이다. 민간약 부분은 동의보감 등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상세한 내용을 
210종 정도의 식물에 해서 제공했다. 채집 중에 우연히 들었을 이야기도 포함되었
지만 체계적 조사의 결과로 보이는데, 하나의 식물에 해 최소 서너 가지의 처방과 
용량을 적시한 복용법과 그 효용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과 노력을 들 을 
것이다. 예를 들어 팥은 달여서 경기, 신장병, 심장병, 변비, 음주 후 구토, 이뇨에 쓸 
수 있고, 분말로 만들어서 개, 고양이, 쥐 등에 물렸을 때나 두창에 쓸 수 있다는 것
이다. 무화과의 경우는 매일 서너 개씩 계속 먹으면 소화에 효과가 있고 장을 강하
게 하며, 주독, 토혈, 하혈에도 쓰고, 열매를 달여먹으면 설사에, 생잎을 말려 달여서 
좌욕하면 치질에, 잎이나 덜 익은 과일은 구충 작용이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의 유용
식물, 약용식물에 한 책들이 많이 참고된 점을 고려하면 일본 민간지식이 전라남

83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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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간지식으로 둔갑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약재의 용량을 척관법으로 제시한 이유
가 조선에서 아직 “초근목피에 척관법을 쓰고 있어서”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조선에
서의 실제 용도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84 민간 지식을 채록한 것이 문헌화된 
조선의 전통 지식보다 민간의 축적된 경험을 더 믿을 만한 것으로 본 결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민간지식을 포괄한 풍부한 정보 덕분에 전라남도 식물은 나카이의 식
물분류학적 저작과는 상당히 다른 형식과 내용의 향토 식물지가 되는 데 성공한 듯
하다. 

그렇지만 전라남도 식물은 전라남도 주민을 위한 향토 식물지는 아니었다. 일
본식 교육을 받지 않은 주민들 중에는 식물의 조선어 이름조차 없는 이 일본어 책에
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한글 식물명이 전무한 것은 
경상남도 향토연구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 이시도야와 정태현의 작업에서 한글이
름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점과 조를 이루었다. 민간요법을 알려준 조선인들
에 한 추가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이들처럼 한글이름을 남겨두었
겠지만, 더 이상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셈이다. 민간 지식 혹은 향토 고유
의 풍습에 한 정보의 제공자로도, 정보의 사용자로도 “조선인”의 위치는 두드러지
지 않는 향토 식물지 다.85 이 책의 주된 독자는 전라남도 식물자원을 개발할 사람
들이었을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든 이렇게 조선 식물학 분야의 ‘근 화’는 민간지식 분야에서도 일
어나고 있었고 이는 분명 제국주의 지배를 통해서 다. 나카이가 서구의 특정 방법
론을 모방하여 조선 식물의 표본을 수집하고 연구함으로써 600여 종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던 조선 식물이 거의 4000종이나 밝혀졌고, 민간 지식까지 채록되어 산업
화를 위한 연구나 더 폭넓은 보급의 길이 열렸다. 이러한 근 적 지식은 정태현을 
비롯한 조선인들의 지식과 다양한 조력에 의존해 축적될 수 있었지만, 나카이와 현
지의 일본인 연구자들이 남긴 저작은 이러한 의존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조선인의 도움없이도 조선식물에 한 추가적 연구와 활용이 가능한 식물지
식의 일본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이 작업에 조선인 연구자들은 초 되지 않았다. 일

84 같은 책, 219-227. 
85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당시 민간 지식에 한 믿을 만한, 유일한 기록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국립수
목원은 2007년 약재 자원 개발을 염두에 두고 전라남도 식물에 소개된 약용식물, 구황식물, 관상식물
을 번역 소개했다. 국립수목원, 한반도 민속식물: “전라남도 식물(1940)”을 중심으로 (포천: 국립수목
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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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 말한 조선의 근 화가 결국 일본인에 의한 조선의 일본화 다고 생각하게 하는 
모습이었다.

조선인 연구자들은 사실 조선박물연구회를 통해 독자적 향토 식물지 작업을 일찌
감치 시작했다. 1933년 이덕봉, 이휘재 등 서울의 중등학교 박물교원과 원홍구, 조복
성 등은 식민지 박물학도들의 존경을 받는 정태현과 도봉섭을 입해 조선박물학회
와 별도로 조선박물연구회라는 조선인 단체를 꾸리기 시작했다. 조선박물학회는 자
기 회원들을 다수 포함한 순 조선인 단체의 결성을 견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휘재
는 이런 상황에서 합류를 꺼린 정태현을 입하기 위해 “수십 회”나 임업시험장을 
찾았다고 한다.86 

조선인 연구자들이 별도의 조선인 단체를 조직하여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던 우선
적 과제는 조선 생물의 조선 이름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어찌 보면 단순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일은 고유 언어와 문화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민족적 의의를 부
여받을 수 있었고, 조선인 연구자들은 쉽게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태현은 채집을 
시작한 초기부터 식물의 방언명을 모아왔고, 이는 이덕봉도 일찍부터 꿈꿔온 일이었
다. 1926년 배화의 교지에 실린 글에 의하면 박물교원으로서 이덕봉의 꿈은 다음과 
같았다.

인왕산은 뒤뜰 되고 사직단은 앞뜰 되어 뒤뜰에는 자연생태 그대로의 고산식물원을 
만들고 앞뜰에는 조선산 식물을 모아다가 식물견본원을 설치하는 한편 얌전한 온실
을 세워 교수와 연구에 필요한 열대식물을 재배하고 참한 못을 하나 파고 어류를 기
르니 부유생물이 저절로 번식하게 된다. 밭을 1내지 2.5보 가량 만들어서는 식물의 
유전진화학적 실험을 하고 하기 휴가면 조선산야를 편답하여 식물채집과 조선명칭 
수집에 힘쓰어 조선명으로 식물목록과 식물도감을 편찬하다가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
에 놀라 깨니 남가일몽.87

식물연구를 위한 기본적 환경을 갖추는 일 못지않게 이덕봉이 바랐던 과제가 바로 
식물의 조선명을 찾는 일이었던 것이다. 

유전학이나 진화학 연구에 비해 간단하게 보이는 과제 고, 그래서 식민지 조선
에서 착수될 수 있었던 듯 보이지만, 이미 일본 연구자들이 분류해 놓은 조선 식물
의 조선명을 찾거나 붙이는 일은 단순하지 않았다. 우선 조선박물연구회가 동물부와 
식물부로 나뉘어 추진한 동물과 식물의 향토이름 찾기 사업은 식민당국의 경계를 받

86 정태현은 해방 후에도 수원고농 동창회 회장 등을 맡곤 했는데, 이휘재, 이덕봉 등은 정태현의 까마
득한 후배이다. 이우철, “하은 정태현 박사 전기”, 81.
87 이덕봉, “학교 구내식물 이야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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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88 당국은 향명을 찾는 일을 단순한 학문적 작업으로 여기지 않았다. 정태현의 
회고에 따르면, “내선일체로 일본과 조선이 한 나라”인데 식물의 조선 이름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힐문하는 경찰에게 아직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까지 모두 교육하
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여 무마시켰다고 한다.89 정태현이 자신들은 단지 일본이 가
르쳐 준 지식을 번역하고자 할 뿐이라고 해명한 점을 경찰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기억하는 것 자체가 이들 스스로 이 작업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음을 
암시한다.90 다음으로 이들 스스로가 어려운 방법을 택했다. 이는 여러 연구자가 3년 
이상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도 당시까지 밝혀진 조선식물 3600여종의 절반 정도에 

해서밖에 완료할 수 없었던 방법이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모리의 조선식물명
휘 (1922)와 나카이의 저작 등 기존 문헌을 참고한 다음, 이름이 없는 식물에 해 
직접 이름을 만들어 붙이는 방법이었을 테지만, 이들은 이 길을 택하지 않았다.

신 이덕봉, 정태현, 도봉섭, 이휘재, 윤병섭이 주도했던 박물연구회 식물부는 
조선식물의 조선명을 찾는 이 작업을 사실상 조선식물에 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
를 조선인들이 협력해 직접 다시 생산해 보는 작업으로 만들었다.91 이들은 3년간 

개는 도봉섭의 계농생약연구소에 모여 작업했는데, 정태현, 도봉섭 등이 제공한 표
본과 문헌 등이 기반이 되었다. 이들은 나카이 등이 이미 생산한 지식을 함께 표본
을 확인하며 검증한 다음 조선에서의 고유명칭과 연결짓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100여 차례가 넘게 회합했고, 이러한 작업에는 박물연구회 식물부 외에도 박물
교원인 이헌구, 이경수, 한창우, 유석준, 맹원 과 도봉섭의 조수인 심학진도 힘을 보
탰다. 박물학회와 박물교원회 간사로 줄곧 일했던 윤병섭은 한글맞춤법에 의견을 달
리하여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연구했다.92 

조선 이름의 조사작업에는 방언명의 실사와 함께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렸을 전

88 동물부에 석주명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은 알려져 있지만, 곧 활동을 중단해 성과를 내지 못한 동물부
의 활동에 한 추가 정보는 없다. 
89 이우철, “하은 정태현 선생 전기”, 81. 
90 이들의 활동은 조선학 운동의 일환으로 보인다. 구체적 연결상은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91 박물연구회 동물부는 아예 성과를 내지 못했다. 동물학 분야가 식물학 분야에 비해 이러한 연구 기반
이 부족했고, 그에 따라 인원도 적었던 점을 동물부 작업이 실패한 이유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석주명 
등의 한글에 한 관심과 나중의 작업을 생각하면, 개개 학자들의 노력의 부족보다 사회적 연구 기반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차이로 보인다.
92 정태현, 도봉섭, 이덕봉, 이휘재, 朝鮮植物鄕名集 (京城: 朝鮮博物硏究會, 1937), 서문. 유석준과 한
창우는 모두 수원농림을 졸업하고 교원생활을 했다. 유석준은 보성에 한창우는 동성상업학교에 있었다. 
앞서 언급한 로 유석준과 이헌구는 과학지식보급회 발기인이기도 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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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문헌의 검토도 포함되었다. 전통 문헌을 활용하는 이들의 태도에는 묘한 양가성
이 있었다. 즉 조선의 전통이 “풍부한 식물을 직접간접으로 이용하며 완상하며 음
(吟詠)은” 하 으나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밝힌 것은 “전무”하 다고 그 서문에서 
비판하는 한편, 그 ‘비과학적’ 지식과 새로이 연구된 과학적 식물연구의 성과를 연결 
짓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이들은 나카이나 임업시험장의 다른 저작들을 참고하는 
한편 향약채집월령, 향약본초, 동의보감, 산림경제, 방약합편, 제중신편
등의 고서적에 기록된 식물은 가능한 한 그 이름을 찾아서 표준 표기법을 적용해 조
선명으로 삼았다. 한자명에 혼동이 있는 경우, 혹은 조선, 중국, 일본에서 한자이름이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수행했다. 이 조·중·일 한자명의 차이
는 한자명 색인에 표시하여 이런 고문헌을 이용하고자 할 때 혼돈이 없도록 배려했
다. 이들은 표본의 검증 외에 문헌에 기록된 이름이 있는지 찾아 그것을 “가능한 한 
그 로” 쓰고, 그 외에 각자가 오랫동안 조사해온 방언을 모아서 그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을 표명으로 선정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명명의 과정에도 신중을 기했다. 식물명을 찾지 못한 경우도 형태적 특징, 학명
의 뜻, 전설이나 유래, 산지, 발견자의 이름, 식물의 색, 냄새, 맛 등 나카이의 연구 
성과와 자신들의 관찰 경험, 채집 때 들은 이야기 등을 종합하여 가장 특징적인 것
을 결정한 뒤 이름을 붙이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특히 나카이가 다른 종이나 변
종, 품종으로 구분했지만 지역에서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식물에 해서는 표명
에 형용사를 붙여서 그 관계가 드러나도록 했다.93 예를 들면, 이들은 약재인 만삼
(蔓蔘, Codonopsis sylvestris), 더덕(沙蔘, Codonopsis lanceolata), 삽주(蒼朮, 白朮, 

Atractylis ovata) 등을 속칭과 부위에 따른 약재명까지 포함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한글 이름이 상세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새로이 명명한 버드나무의 경우를 
보면 가장 흔한 Salix koreensis를 버들로 정한 후 나머지에 해 당버들(Populus 

Simonii), 수양버들(Salix babylonica)처럼 원래 이름이 있는 경우는 그 로 쓰고, 일부
는 라틴 학명에 따라 쌍실버들(Salix bicarpa), 왕버들(Salix glandulosa), 강게버들
(Salix kangensis)과 같은 이름을, 일부는 모양의 특성을 따서 오글잎버들(Salix Onoei)

93 정태현, 도봉섭, 이덕봉, 이휘재, 朝鮮植物鄕名集 서문 및 범례. 향명집의 발행과 함께 이덕봉이 조
선어학회의 한글지에 실은 참고문헌 목록을 보면 중국 명칭과의 조 점검을 위해 쓰인 문헌은 김경
준의 譯語類解 (1690)와 발행 사항을 찾을 수 없는 詩經物名淸解로 보인다. 일본명칭은 물론 나카
이와 모리 등의 책에 사용된 것과 조할 수 있었다. 이덕봉,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 한글 5 
(1937), 3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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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이름을 주었다. 오리나무의 경우 조선 문헌에 있는 한자인 “五里木”을 기록
하되, 조선에서만 쓰이는 한자임을 표시했다. 또 Pinus densiflora에 한 조선명으로 
육송(陸松)이라는 이름이 경상도에서 쓰 음을 기록하고 “赤松”이라는 한자는 일본
에서만 쓰이는 것임을 표시해 두었다. 해송(海松)의 경우 조선에서 해송이라고 부르
는 것은 Pinus Thunbergii인데, 중국에서는 Pinus koraiensis에 해 역시 해송이라는 
같은 한자 이름을 쓴다고 밝혀 놓기도 했다.

이 힘든 방법을 택한 덕분에 이들은 자신들이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던 전
통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연결할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나카이가 단절시켜 놓았던 
것을 복원했다. 또한 이 작업은 이시도야와 아사카와가 임업시험장을 떠난 뒤 거의 
중단될 뻔 했던 정태현의 연구 경력을 새로운 궤도에 올려 준 것이기도 했다. 하지
만 무엇보다 이들의 작업은 다양한 연구경력을 가진 조선인들이 서로 도와가며 나카
이 등이 이미 생산해 놓은 “제국의 식물학”을 직접 다시 생산해 본 작업이었다. 이
들의 선택은 일본인에 의한 조선식물 연구는 조선 식물학이 될 수 없다는 도봉섭의 
깨달음을 반 하는 듯했다. 이들은 일본인에 의한 근 적 식물연구의 성과를 그 로 
받아쓰는 신 조선에서 자신들이 직접 모은 표본, 조선의 산과 들, 조선의 전통에 

한 자신의 지식을 아울러 나름의 식물학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결과가 비록 일
본인들이 이미 생산한 지식을 거의 그 로 추인한, 그들이 부여한 학명에 조선 이름
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이들은 3년 간의 지난한 공동 작업의 결과를 미완인 
채로 펴냄으로써 조선인들이 수행한 연구의 독자적 의미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힘
든 길을 택함으로써 자신들의 식물연구가 제국의 식물연구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독자적 식물학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모색했다.

나아가 조선박물연구회는 1943년 간행된 정태현의 조선삼림식물도설 작업도 
지원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정태현이 “임업시험장에서 봉직하면서 받은 최 의 선
물”로 이야기 되었고 나카이의 절 적 향력 하에서 저술한 나카이 연구성과의 총
정리 정도로 간주되었다.94 하지만 이 책에서 더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이시도야, 아
사카와 등과의 긴 한 협력의 향, 일본인들과의 협력에 주로 의존했던 그의 식물
연구를 조선인들 사이의 협력 작업으로 바꾸어 주었던 조선식물향명집 작업의 
향이다. 조선박물연구회는 정태현의 조선삼림식물도설 작업을 지원함으로써 훌륭
한 표본도가 구비된 나카이의 조선삼림식물편을 신할 새로운 작업이 필요하다고 

94 이우철, “하은 정태현 선생 전기”,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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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셈이고, 그 작업을 조선인 정태현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어 주었다.95 

물론 정태현의 식물분류학적 연구에 나카이의 향이 절 적이지 않을 수 없음은 
5장에서 언급한 로이다. 이시도야와 모리 등을 비롯한 일본인 연구자들의 경우도 
나카이를 비판하고 불편해했지만 나카이에 항하여 그의 식물 분류학을 체계적으로 
수정하는 신 그 분야를 떠났을 뿐이다. 정태현의 조선삼림식물도설에 끼친 나카
이의 향은 현저하다. 특히 지금까지 이 책의 의의로 평가되어 온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경우 그러한 인상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의 제자 이우철은 정태현이 이 책
에서 나카이가 아직 발표하지 않고 표본지에 학명만 기록해 두었던 신종 및 변종 7

종 33변종을 처음 기재했던 점과 그 외에 정태현이 새로 발견한 신종 2종과 신변종 
하나를 보고한 점을 의의로 들었다. 단 그가 기록한 7종 33변종은 나카이가 판정해 
붙여둔 학명을 수정 없이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그가 신종으로 보고한 먹넌출, 강화
산닥나무, 보은 추나무는 추나무 변종으로 인정받은 보은 추나무를 제외하고는 
훗날 유사종 혹은 원종에 통합되어 이명처리 되었다는 지적을 덧붙 다.96 식물분류
학에 새로운 기여라 할만한 점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는 정태현이 다
수 식물학자들이 무시할 만한 식물의 세부적 특징에 주목함으로써 나카이의 세분론
적 경향을 계승하고 있었음도 분명히 보여준다.

하지만 정태현이 나카이에게 도쿄제  표본까지 요청해 비교‧ 조하며 조선삼림
식물도설을 저술한 것이 나카이가 아직 보고하지 않은 신종을 보고하려는 생각 때
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여러 본의 표본은 물론 이시도야 등과 함께 다니며 
관찰한 삼림 식물과 그 생태에 한 자료를 바탕으로 나카이가 생산해 놓은 조선 식
물 지식을 나름의 분류학적 입장을 세워가며 검토해 새로이 구성하고 있었다. 박물
연구회 작업의 연장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그의 분류학적 연구가 그때그때 채집을 
다니고 표본을 만들면서 나름 터득했던 것을 나카이의 보고서로 확인해보는 정도에 
그쳤다면, 이제 그는 임업시험장에 모아둔 표본을 도쿄제 의 표본으로 보충하면서 
나카이의 작업을 하나하나 검증하듯 조선식물에 한 분류작업을 시도하고 있었다. 

나카이와 분류학적 입장의 차이가 클 수 없었기에 그의 분류시도는 부분 나카이의 

95 해방 무렵 원고가 거의 완성되어 있었던 도봉섭의 초본편 도감 작업도 같은 부류의 작업이다. 계농생
약연구소의 후원과 부모의 유산 등으로 재정적 후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도봉섭의 경우 오히려 조선박
물연구회를 통해 정태현의 출판을 후원하는 입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96 이우철, “하은 정태현 선생 전기”,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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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추인했지만, 그럼에도 삼림식물 “84과, 269속, 1918종”을 수록한 이 책에는 
나카이의 과도한 세분 혹은 특별한 선택을 수정한 것이 100여 건에 달했다. 

우선 나카이가 신종으로 보고한 것을 이명처리하거나 학명을 아예 폐기한 것이 
상당수 있었다. 나카이도 다른 식물분류학자들처럼 자신의 판단을 번복하기도 했고 
스스로 신속 등을 세우며 이명처리를 하거나 아예 사용을 중단한 학명이 있기는 했
지만 정태현이 이명처리한 부분은 나카이가 1952년 펴낸 朝鮮植物誌梗概에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신종 혹은 신변종으로 간주하고 있는 식물들이다. 정태현의 이
명처리는 나카이의 신종 보고를 깎아 내리려 일부러 한 일은 아닌 듯하다. 그는 일
단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나카이의 판단을 따랐고 많은 경우는 나카이가 주장한 신
종과 그 학명을 인정했다. 예를 들면 형태 묘사에서 거의 흡사했고 그가 수집한 조
선명도 같은 왕느릅나무 던 Ulmus macrophylla Nakai와 Ulmus macrocarpa Hance는 
일단 나카이가 분류한 로 서로 다른 종으로 기재했지만 나카이의 Ulmus 

macrophylla가 신종인지에 한 의심을 나타내듯 아직 꽃을 보지 못했다는 설명을 
붙여 놓았다. 자신이 직접 관찰하고 판단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었다. 이렇게 정태현은 나름의 기준을 세워가며, 예를 들면 나카이가 신종으로 
판단해 Carpinus coreana Nakai로 명명한 자작나무과의 소사나무를 1904년 보고된 
Carpinus paxii H.Winkl의 이명으로 처리하거나 역시 자작나무과에 나카이가 1915년 
신종으로 보아 Betula collina Nakai라는 이름을 준 개박달나무를 나카이의 학명은 쓰
지 않고 1879년 보고된 Betula chinensis Maxim으로만 소개하고 나카이의 종을 변종
으로 낮추는 등 나카이의 판단과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97

정태현이 이렇게 나카이가 제시한 학명과 다른 학명을 선택한 경우들을 보면 나
카이의 ‘방법론’이 더 잘 드러난다. 나카이가 기존 명명자에 해 경쟁심을 느끼거나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혹은 단지 동아시아 식물에 한 서구 명명자의 권위
를 최 한 스스로가 체하고자 조선 특산이라며 새로 학명을 붙인 경우에 해 정
태현은 적어도 식물학계에서 널리 쓰이는 학명을 함께 제시하는 자유로움을 보 다. 

물론 나카이가 신종으로 판명한 표면상의 이유는 분명 표본형태의 차이와 같은 객관
적 요소이지만 나카이가 당시 동아시아 식물을 놓고 그와 경쟁하던 식물학자들의 신
종 학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은 분명했다. 윌슨의 구상나무 명명에 아쉬움

97 정태현, 조선삼림식물도설; Nakai, A Synoptical Sketch of Korean Flora (Tokyo: The National Science 
Museum,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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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냈듯 나카이는 하야타나 마키노와 같은 일본 학자들마저 상당히 견제하면서 
그들이 보고한 것을 정정해 재명명을 시도한 경우가 많았다. 나카이의 이런 시도들
이 개 다른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실로 미루어, 나카이의 명명 중 적
어도 일부는 객관적 근거 이상의 개인적 욕심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정태
현은 이러한 경우 나카이가 아닌 다수 학자들과 입장을 같이 하며 100여 건에 해 
나카이와 입장을 달리했다.98 적어도 정태현이 나카이를 분류와 명명의 최종 권위로 
추종하거나, 새로 학명을 부여하는 것을 분류학자의 능력을 판단할 지표로 삼는 나
카이의 전략을 인정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정태현은 1960년 까지 꾸준히 활동했지
만 위에 언급된 것들 외에 더 이상의 신종 보고나 명명을 하지 않았다. 다른 1세  
한국 분류학자들과도 다른 모습인데 학명의 정치성에 편승해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일보다 학명의 혼돈을 정리하는 일을 분류학자의 일로 본 듯하다. 

정태현이 이렇게 나카이와 분류학상 다른 관점을 발달시키게 된 데는 채집자로서
의 경험이 있다. 그는 오랜 기간 조림기사로서 일하며 현장 조사와 양묘 경험을 통
해 식물의 생태와 환경에 해 관심을 쏟았다. 이에는 이시도야와 아사카와의 향
도 컸다. 식물의 형태적 특징에 한 관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나카이와 달리 
그의 분류에는 식물과 서식환경의 관계에 민감한 현장의 경험이 녹아있었다. 그가 
나카이에게 신 기재문을 부탁했던 맹산 댕강나무가 신종임을 확인하기 위해 재배 
실험을 했던 것도 토양이 나무의 형질에 변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잘 
인지했음을 보여주었으며 그의 기재문은 형태적 특질 이외에 훨씬 풍부한 식물 생
태, 주변환경에 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조선의 수목만을 실은 이 책에서 기재문과 그림이 제시된 나무는 1023종이었고 
특별하게 식별점에 한 검색표를 붙인 것이 76종 이었다. 기재문은 분류학상의 형
태 묘사를 물론 포함했지만 낙엽활엽수, 침엽수 등의 구분과 개화기, 결실기 등의 생
태 정보, 수직‧수평적 분포 범위, 흔히 발견되는 토양과 환경이 모두 고려되었다. 도
설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아래위로 나누어 위쪽에 그림을, 아래쪽에 설명을 기재한 
이 책은 두 장에 세 종의 식물이 들어가고, 네 개의 그림이 들어가도록 구성되었으

98 나카이의 학명과 정태현이 차이를 보인 경우를 보면, 슈나이트, 레더, 코마로프, 마키노 등이 명명한 
것에 해 나카이가 재명명한 것이 이들 학자의 학명으로 이명처리 되는 경우가 많았다. Scheneid와 
Rehder는 나카이의 분류학적 견해를 비판한 적이 있었고, 마키노나 Komarov와는 일본 식물을 놓고 경쟁
상태 다. 나카이는 일본 식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키노의 분류에 해 여러 차례 비판한 적이 있는
데, 다은 논문은 마키노를 포함한 여러 일본학자의 분류를 문제삼고 있다. 부분은 나카이의 의견이 소
수의견에 해당했다. 中井猛之進, “問題にされた学名の再検討”, 植物研究雑誌 26 (1951), 3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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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조선삼림식물도설의 구성.

며, 이중 네 번째 그림은 바로 이 세 종의 식물의 조선내 분포를 기호로 표시한 지
도 다. 1023종에 해 밝혀진 조선의 산지가 모두 표시된 분포도 다. 이 분포도의 
목적은 역시 이시도야와 함께 추진했던 적지적수 조사 시기부터의 관심인 토종 수종
의 효율적 조림이었다. 조림적수라고 명시된 나무에 해서는 조림과 관련된 정보, 

즉 조림에 적합한 토양이나 용도(사방림, 방수림, 방풍림, 풍치림 등) 등도 추가했다 
(그림 6-2 참고). 

그의 조선삼림식물도설은 그의 조림 기사로서의 경험과 관심이 잘 반 된 점
에서는 그가 “임업시험장에서 봉직하면서 받은 최 의 선물”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의 임업시험장 봉직과 무관하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도 지적할 수 있다. 그가 
다수의 조선인 연구자들과 함께 향명집이란 민족적인 과제를 수행했던 것 역시 그
가 임업시험장에서 1911년부터 시작한 오랜 채집 경력과 활동이 알려진 덕분이기 때
문이다. 채집을 통해 조선 식물을 직접 연구하고 조사해야 한다며 조선 산야의 식물
을 채집했던 조선박물연구회원들은 향명집 작업을 통해 일본인들의 연구에서 무시
되었던 한자명, 방언명을 되살려 놓았다. 보편화된 근 적 조선식물연구를 조선의 지
식전통에 연결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향명집 작업은 일단 앞으로의 연구,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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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조선 식물에 한 표, 표준 명칭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에 다양한 방언
명 중 하나의 이름만을 제시했었다. 정태현은 이러한 박물연구회의 노력을 확  계
승했다. 그는 조선삼림식물도설에 자신이 박물연구회원들과 수집했지만 향명
집에 수록하지 않았던 방언명, 한자명을 여러 개씩 수록해 민간 지식 및 지식전통
과의 연결을 더욱 쉽게 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나카이가 수행한 연구결과를 단순히 종합정리한 것과는 거리
가 멀었다. 나카이의 분류학적 성과를 독자적으로 재검증한 위에 식민지 상호작용의 
성과를 모두 포괄한 것이다. 그는 나카이가 이룩한 성과의 “식민성”과 거리를 둠으
로써 조선식물에 한 근 적 산물을 독자적으로 만들어냈다. 나카이는 현지인의 전
문성과 도움에 의존해서 자신의 조선식물 연구를 수행했지만 자신의 성과를 철저히 
도쿄라는 중심부의 성과로 만들었고, 지식의 보편성을 내세워 식민현지의 자연과 문
화에 한 정보를 배제했다. 일본 식민지배의 권위를 내세우고 전세계적 향력을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 반면 그에게 식물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정태현은 나카이의 
보편적 식물학이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나카이가 무시했던 지
역적 요소를 모두 살려내서 매우 지역적인 근 식물학을 만들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형성된 풍부한 협력관계의 성과를, 협력을 통해 그 가치가 뚜렷해진 토착전통과 연
결시킬 수 있도록 종합한 성과 다. 그의 성과는 이후의 연구자들이 지역적 식물과 
지역 전통의 연결고리를 더욱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어 감으로써 더 지역적인 근 식
물학을 만들어갈 바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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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결론: 식민지 협력관계와 조선 식물 연구의 다양한 근대성

이 글은 20세기 초반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서 수행된 과학 활동,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했던 식물학 연구를 살펴보았다. 제국주의적 경쟁이 가중되던 20세기 초반, 일본
은 제국주의 열강의 열에 편입해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과
학기술을 육성 발전시켰고, 그 지배하에 있던 조선인은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기 위
한 도구로 과학기술의 수용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다. 식민지배-피지배 관계를 수립한 
두 비서구 국가는 모두 서구 제국을 문명의 기준으로 받아들여 과학기술의 도입과 
발전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관한 한 지배자와 피지배
자 사이에 일정한 ‘합의’의 가능성이 있었고, 식민지 시기 조선인과 일본인이 서로 
의존하며 활발하게 추진한 식물연구는 바로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의 하나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식민지에서 수행된 과학기술 활동은 이러한 외양상의 ‘합의’에도 불구하
고 오히려 그 이면에 피지배민과 지배민 사이의 긴장과 립이 도사리고 있던 정치
적 활동이었다. 우선은 제국주의 지배와 과학기술의 관계가 너무 접했다. 과학기술
은 강제적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념적 도구이자 제국의 이익 증 를 최우선 순위
에 놓고 진행되는 식민지 개발의 실질적 도구 다. 피지배민과 지배민이 식민지배라
는 상황에 해 합의할 수 없다면 그 도구인 과학기술에 해서도 진정한 합의란 불
가능했다. 또한 일본은 식민지배의 도구로 과학기술을 내세우고, 과학기술에 의한 
“문명화”를 약속했으면서도 조선인들의 과학기술에 한 접근을 정책적으로 제한했
다. 조선의 ‘열등’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모습이었다. 따라서 조선인들이 상 적으로 
식민당국의 관심 밖에 있었던 식물연구와 같은 분야를 택해 적극적으로 과학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일본인들과 협력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도리어 일본 제
국의 의도에 한 저항에 가까웠다. 결국 식민지 조선의 식물연구는 제국의 과학기
술적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일본과 그와 같은 제국의 의도를 실현하는 데 수동적으로 
동원되는 데 그치지 않겠다는 조선인들의 상이한 정치적 의도가 충돌하는 장이었다. 



- 248 -

이렇게 서로 다른 정치적 목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조선의 식물을 연
구한 조선인과 일본인은 일정한 교류관계를 맺었고, 함께 연구 단체를 조직하여 식
물을 연구하는 길을 택했다. 과학기술을 이미 습득했다고 주장한 일본인 연구자에게
도, 그 습득을 새로운 목표로 삼은 조선인 연구자에게도 서로의 힘을 빌리는 것이 
훨씬 유리한, 심지어 거의 필수적인 선택이었던 까닭이었다. 이 논문은 이렇게 상호
의존적 교류를 통해 성장했던 조선과 일본의 식물연구자들과 그들의 상호작용에 초
점을 맞추었다. 도쿄제  교수 던 나카이 다케노신의 조선 식물상 연구, 임업시험장 
기사에서 전통 약재 연구자로 변신했던 이시도야 쓰토무의 조선 식물 및 약재 연구, 

이들의 협력자 정태현과 도봉섭이 주도한 조선인의 조선 식물상 연구, 그리고 다수 
박물교원들의 협력에 의한 향토 식물 연구는 모두 이 상호작용에 의해 가능했을 뿐 
아니라 그것에 의해 내용과 성격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조선의 식물을 연구하기 위
해 교류했던 개개 연구자들의 전문가적 성장이라는 동기, 그를 위한 적극적 교류, 그
리고 그 의존적 협력을 위한 상호작용이 이들의 식물연구에 남긴 결과를 되짚어 봄
으로써 이 논문의 논의를 결론짓고자 한다. 

우선 나카이 다케노신의 조선 식물상 연구는 일본 식물학계의 핵심 인사들이 제
국주의 팽창에 해 갖고 있던 태도를 잘 드러냈고, 일본 식물학의 향력을 확 하
려는 이들의 노력이 제국주의적 지배관계를 확립해가는 정치적 노력과 긴 히 얽혀
있었음을 잘 보여주었다. 메이지 일본에서 추진된 개혁의 핵심이 서구 과학기술 문
명의 도입이었음은 틀림없지만, 근  일본 건설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식물학 연구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다. 도쿄제  식
물학 교실은 이런 상황을 특히 주변부로 진출함으로써 타개했다. 이들은 유럽의 학
자들에 의해 선점되어 성과를 올리기 쉽지 않은 일본 식물 신 조선과 같은 ‘변방’

의 식물을 연구함으로써 일본 식물학을 ‘근 화’시키려 했고, 그에 따라 이미 식민지 
강점 이전에 조선으로 식물채집자를 파견하는 적극성을 보 다. 이는 신흥 일본의 
국가주의와 잘 맞아떨어져 사회적 지원을 확보하게 한 전략이었고 식물학 분야의 성
장으로 이어졌다.

나카이는 제국주의를 통한 일본 식물학계의 성장 전략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한 
인물이었다. 나카이는 조선 식물 연구를 통해 일본 식물학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이 일본 식민지 통치의 “과학성”을 선전하는 국가적 과제임을 역설함으로써 식물학
에 한 사회적, 국가적 지원을 확보했고, 400종 이상의 조선 특산 식물을 밝혀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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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아 그러한 지원에 잘 보답했다. 하지만 나카이는 국
제적인 인정을 받은 조선 식물 전문가가 된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 식물
학이 “정통” 근  식물학을 선도하는 지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이를 위해 
식민지 조선의 식물을 연구하면서 연마한 자신의 방법론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만들
려 노력했다. 하지만 조선식물의 특수성을 드러내기 위해 강화된 그의 세분론은 일
본 및 서구 식물학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후 나카이는 자신의 분류법
을 “동아시아”로 팽창하는 일본제국의 분류법, 나아가 세계 식물에 한 “신분류법”

으로 제시하려 노력했다. 지역적 연구를 통해 수립된 방법론의 향력을 그 지역 너
머로 확 하려는 쉽지 않은 시도 다. 그의 제한된 성공, 좌절, 실패는 그러한 ‘보편
성’ 획득 노력이 제국주의 팽창이라는 정치적 지배의 확 에 연루된 모습을 잘 드러
냈다. 유럽 중심부 근  식물학의 성장, 그리고 그것이 보편적 권위를 확보하게 되는 
과정 역시 이런 제국주의적 힘의 관계를 배제하고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근 라는 새로운 삶의 조건에서 전문가적 역량을 확보해 성장하고자 한 것이 제
국의 힘에 기댄 도쿄제 의 나카이만은 아니었다. 이시도야 쓰토무, 모리 다메조, 도
이 히로노부, 가미다 쓰네이치를 위시한 다수의 일본인 현지관료와 박물교원들은 자
신들의 성장을 위해 나카이와 같은 중심부 학자만이 아니라 현지의 조선인들에게도 
다양하게 의지한 채 조선식물 연구에 나섰다. 자신들의 현지 전문성을 자산으로 내
세우려 한 이들은 일본의 과학 활동을 식민지로 ‘이식’할 모델로 삼지 않았다. 이들
은 지역의 자연환경, 식민 지배를 힘들게 하는 정치적 상황, 그리고 자신들의 지역적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서구과학의 ‘보편적’ 권위를 차용해 내세우는 나카이식의 
중심부 연구를 모델로 하는 신, 현지에서의 활동을 강화해 지역적 전문성을 키웠
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자신들의 현지 연구에 다양한 지적, 물리적 자원을 제공하는 
조선인과 연 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필요는 이들의 과학 활동에 두 가
지 특성을 부여했다.

우선 현지의 일본인 연구자들이 조선인들로부터 일정한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일
본의 식민 지배를 둘러싼 두 집단의 상충하는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를 중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지배자 일본인, 피지배자 조선인보다는 이 두 집단이 함께 거주하는 
조선이라는 지역에 근거한 공통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를 위한 한 가지 전략
이었다. 그에 따라 과학 지식의 지역성을 강조하는 것이 일본인과 조선인 연구자의 
협력관계를 통해 탄생한 식민지 식물 연구의 첫 번째 특성이 된다. 일본인 연구자들



- 250 -

이 식민지에 정착해 현지에서의 삶을 통해 성장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식민지에 중심
부 과학 활동에 항하여 지역에 착한 독자적 과학 활동이 생겨났던 것이다. 하지
만 지역적 과학 활동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표방했음에도 일본인 연구자와 조선인 연
구자의 지향이 하나로 융화될 수는 없었다. 이는 조선인이 생각하는 ‘조선’과 일본인
이 생각하는 ‘조선’ 사이의 결정적 차이 때문이었다. 아무리 일본인들이 조선의 고유
성 및 그 고유한 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논한다고 해도, 그 조선이란 일본 제국
의 일부 고, 이는 다수 조선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일본인 연구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숨기고 상호 의존관계 속에 각자의 연구 역량을 키워가기 위해 과학 
활동의 중립성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이렇게 이미 정치화된 과학 활동의 중립성이 
강조되는 것이 식민지 협력관계를 통해 형성된 식민지 근 과학의 두 번째 특징이었
다.

식민지 조선에서 생겨난 식물 연구의 중립성과 지역성이라는 특징은 조선인 식물 
연구자들에 의해 전유되었다. 정태현과 도봉섭은 지배민 과학자와의 협력, 혹은 중심
부 과학교육을 그 로 수용한 자신들의 선택을 과학기술의 중립성에 한 믿음을 통
해 정당화했다. 나아가 다수의 조선인 박물교원들은 이를 근거로 일본인들이 주도한 
향토식물 연구에 참가할 권리를 확보했다. 이들은 식민지의 취약한 과학기술 연구 
기반을 확 하려는 노력을 일본인들과 함께하면서도, 다른 한편 일본인 주도의 “향
토식물” 연구와 별개로 조선인만의 조선식물 연구를 추진했다. 제국주의와 상호작용
하며 형성되고 강화된 이들의 민족주의에 기인한 강조점이었다. 근  식물학의 보편
어인 라틴어로 연구된 조선식물에, 향명 즉 한글 이름을 부여하여 조선의 전통 지식
과 근  식물학의 연결고리를 되살리는 작업이 이들의 첫 작업이었다. 피지배민의 
언어와 전통을 복원함으로써, 근 적 연구로 체되면서 사라져가던 조선식물의 조
선적 성격을 살려내려는 시도 다. 일본인들과 협력 하에 지역 식물학 연구를 진행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조선 지식전통에 한 관심과 지식을 강화시킴으로써, 조선인 
연구자들은 인접한 제국 일본에 포섭될 수 없는 조선의 독자성, 조선인에 의한 근
적 조선식물 연구의 차별성을 드러내려 했다. 

요컨  일본과 조선의 근  식물학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추구한 “전문가”라는 
집단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과 상호작용 속에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동시에, 하지만 
서로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개 이념적 선각자도 뛰어난 사상가도 아닌 이들
의 활동은 무엇보다 제국주의적 팽창을 통해 전 세계로 복제되고 있던 근 적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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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에 한 반응이었다. 즉 이들 “전문가”들은 단순히 제국주의적 이념에 헌신하거
나 제국의 의도에 동원되는 수동적 존재, 혹은 제국주의적 힘의 관계의 희생양이나 
피지배 민족의 저항적 기획을 실현하고자 위험을 무릅쓴 독립 운동가는 아니었다. 

이들은 무엇보다 더 나은 근 적 삶, 혹은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삶을 위해 
융화되기 힘들었던 타자인 서로를 끊임없이 협상과 타협의 상으로 삼는 적극성까
지 발휘함으로써 각자의 사회에서 사회문화적 입지를 마련한 기민한 개인들이었다. 

다만 이들이 제국중심부와 식민현지의 상황과 맞닥뜨려가며 개척하고, 뿌리를 내
려 수행하게 된 식물 연구 활동은 공동 작업의 성과를 공유하면서도 상이한 지향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들이 표방한 서로 다른 지향들은 때로 식민지의 “문명화”나 “민
족주의” 같은 거 한 이념의 산물로서 제시되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의 상이한 이념
적 지향 또한 이들이 제국주의 하에서 벌이는 상호작용의 산물로 이들의 식물 연구
에 결부되고 있었다. 민족주의는 민족국가로 구성된 근  세계에 편입된 이들이, 그 
지역 사회 나름의 역사와 문화를 새삼 인식해 가며 벌인 긴장된 상호작용의 산물이
었던 것이고, 그래서 식민지 팽창에 의존한 제국 일본 학자의 민족주의와 그것에 억
눌린 식민지 조선 학자의 민족주의는 꽤나 달랐다. 하지만 이러한 근 적 이념들이 
각 사회의 지원을 얻으려는 이들의 노력 속에 더 힘을 발휘하며, 말하자면 근 적 
삶의 도구로 새로운 의미와 생명력을 얻어갔다는 점은 같을 것이다. 이들이 동시에 
만들어간 상이한 근 적 식물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연구 활동을 정당화하고 이
들의 지적 산물을 포장한 ‘민족주의적’ 이념들 역시 식민지배 하의 조선에서 상호작
용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조·일 식물연구자들의 협력과 상호작용에 의해 상이한 근  식물 연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모습은 식민지 시기 역사 연구와 식민지 과학사 연구에 해 세 가
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이는 근 성에 한 단순한 인식에 의해 제기되어 온 
“식민지 근 화론”에 해 폭 수정을 요구한다. 식민지 근 화론은 이미 근 화된 
제국이 식민지에 근 적 식민 활동을 위한 제도와 기관 등을 이식함으로써 적어도 
피지배 지역의 근 화를 앞당겼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선과 일본의 식물 연구자들
이 자신들의 성장을 위해 중심부와 주변부에 동시에 새로운 사회관계를 만들어 나가
는 과정에 주목해서 보면, 사실 식민지에서 근 식물학이 형성되는 과정은 우월한 
문명이 식민지를 점령함으로써 그 문명의 한 요소를 식민지에 이전해주는 과정은 아
니었다. 우선 중심부의 근 는 식민지배에 의해서야 가능해진, 제국주의 지배를 정당



- 252 -

화할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나 유동적이고 식민지적 기원을 가진 것이었다. 그리고 
제국이 식민지의 근 화에 개입했다면 그것은 중심부가 중심부 자체의 근 화를 위
해 식민지에 의존했기 때문이었다. 이 식민지의 근 화는 게다가 제국주의의 산물이
라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국의 의도에 한 전복과 재조정을 담고 있었던, 피지
배민이 추동해낸 과정이었다. 즉 이들의 독자적인 조선 식물 도감은 유럽 식물학의 
보편적 권위를 “동아시아”에 해서라도 독점하려던 나카이가 용인하지 않았던 것이
었고, 나카이의 “보편”적 식물학과 립되는 독자적인 전망을 품었다. 이것을 두고 
일본 제국에 의해 일본 근  식물 연구가 이식되어 한국의 식물 연구가 근 화되었
다고 말한다면 크게 부정확할 것이다. 

둘째, 이 글은 식민지 과학사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왔지만 충분히 칭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식민지 피지배민들 혹은 현지 연구자들의 다양한 모색과 타협, 고민
을 중심부 일본인 학자의 모색과 연구 활동만큼 면 히 분석할 이유를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피지배민들의 활동을 조명해 그들의 독자적 의도와 타협점을 드러내야만 
식민지 근  과학은 물론 중심부 근  과학도 제 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나카이
의 저작에서는 연구자로도, 채집자로도 드러나지 않았던 정태현 등의 과학활동과 그
의 다양한 협력관계 및 상호작용을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그가 나카이의 과학활동을 
답습하는 외양 속에 추구한 식민지 식물 연구의 독자성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표
본과 유럽 식물학적 기준에 한 지식 이외에 많은 경험과 현장 지식을 현지의 전문
가들에게 의존한 나카이의 독특한 방법론과, 그가 보이는 보편적이고 구적인 기준
이나 그 도구인 표본에 한 편향은 현지의 상호작용이 그의 권위에 가하는 위협을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근  과학의 핵심적 특질로 이야기된 ‘보편성’과 
‘중립성’과 같은 특질들이 사실 중심부 과학활동이 의존했던 상호작용의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산물임도 ‘근  과학’을 수행한 피지배민들의 존재를 고려할 때 드러난다. 

‘보편성’을 가져서 전지구적 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 ‘서구’ 근  과학
은 사실 그 보편성이 의심되거나 부정되는 가운데, 그 힘을 원하는 지역적 활동에 
의해 다양한 지역에서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지면서 실질적 보편성을 얻는 놀라운 정
치적 유연성을 보 다. ‘중립성’은 바로 이렇게 정치적인 과학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성장한 전문가들이 교류를 유지하며 성장하려는 가운데 끊임없이 추구되고 가장되는 
것이었다.

셋째, 민족주의가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고유한 민족적 자부심으로 항시적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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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삶과 상호작용의 역동적 산물로 두 집단의 관계에 작용
했음을 드러냄으로써 민족주의의 다면성 및 역사성만이 아니라 제국주의 지배의 근
본적 모순과 억압성도 더 잘 볼 수 있었다. 이념적 민족주의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
았던 조선인들의 과학활동이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는 모습이나 현지의 일본인 연구
자들이 도쿄의 나카이와 차별성을 갖고자 하면서도 향토식물 연구를 통해 지배의 
구성을 가정하거나 확보하려는 모습은 제국주의 지배집단의 불안함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피지배민보다 우월한 문명, 혹은 과학기술을 내걸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
려는 제국은 그 논리를 수용하지 않고 저항하는 세력에게만이 아니라 그 논리를 수
용하여 제국의 과학기술을 배우고 수행하려는 피지배민들에게도 결국은 동의를 얻을 
수 없었다. 이들의 전문가적 성장조차 저해함으로써 이들의 민족의식을 각성시킨 때
문이었다. 이들이 능력을 보인 조선인들에게 가하는 제한은 강제로 저해하지 않으면 
식민지인에 의한 문명화가 일어나 제국과 동일해질 수 있다는 이들의 불안하고 모순
적인 인식을 반 했는데, 식민지 교육의 수준은 식민지인들의 저급한 수준에 맞춰졌
을 뿐이라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조선인 전문가들은 이
렇게 각성된 민족의식을 조선인들 사이의 연 를 강화하고 조선인 사회의 지원을 확
보하는 이념적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더욱 성장해 제국의 불안을 가중
시켰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기 하듯 조선으로의 진출에 앞장섰고, 특히 일본의 
팽창과 자신의 연구를 강하게 결부시켰던 나카이를 버팀목으로 삼았던 일본 식물학
계는 전후 식민지 시기의 조선 식물 연구에 한 이중적 태도를 보 다. 나카이는 
일본이 “[‘서구’에 항한] 가장 어리석은 전쟁의 죄과로 한국을 잃어서” 자신이 한
국 식물 연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아쉬워했다. 나아가 그는 패전한 일
본이 만,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남양 등의 식물 연구를 진전시킨 것을 포함한 식
민 지배의 자랑할 만한 성과에 침묵해야 함을 이해하지 못한 듯했지만, 일본 식물학
계는 앞서 보았듯 나카이의 ‘애국적’인 조선 식물 연구를 과거사의 우연한 산물인 
양 취급했다.1 제국의 팽창을 응원하고 도운 민족주의와 식물 연구의 관계를 숨기고 

1 Nakai, A Synoptical Sketch of Korean Flora (Tokyo: The National Science Museum, 1952), 3. 中井猛之
進, “ストックホルムとロンドンに使して-1, 羽田からバンコック迄”, 自然科学と博物館 (1950/11), 
11-16. 두 번째 글은 국제식물학회의 참석 차 스톡홀름에 가는 길에 거쳐 간 이전 점령지에 해 그가 
언급한 말들을 담고 있다. 그는 일본이 아직도 천황의 제국, 식민 제국이길 원하는 듯 1952년까지도 도
쿄 학이란 명칭 신 도쿄제국 학이라고 불 다. 정태현에게도 가와모토란 이름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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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한”, 혹은 비정치적인 활동으로 과학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전후 국제 사회의 
용인, 일본 사회의 지원을 노렸던 셈이다. 이후 일본의 식물분류학은 여전히 중의 
사랑을 받는 마키노 도미타로의 향, 일본 분류학계가 끊임없이 중심부 학계와 
등하게 교류하며 이룬 혁신, 혹은 생태계의 변화와 같은 중요한 이슈를 통해 그 의
미를 잃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는 듯하다. 제국의 팽창 속에 탄생했던 민족주의는 
그다지 동원되지 않았다.

패전 후의 일본 식물학, 특히 분류학계의 전개에 한 위의 언급이 본격적 연구
의 성과가 아닌 연구의 과제이듯 한국 식물분류학의 해방 후 전개에 한 연구도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특히 한국 식물분류학의 세  교체는 남북한의 분리와 남
한에 한 미군정의 지배, 한국 전쟁, 그로 인한 식민지 시기 표본의 소실, 그리고 
이러한 혼란기 서울 학교 생물학과 교수가 되었던 장형두의 고문사, 서울 약  교
수 던 도봉섭과 심학진의 월북 등을 포함하는, 더 혼돈어린 역사의 흐름 속에 일어
난 일이었다. 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시기에 식물 연구가 전개된 양상에 한 연구는 
운수 사나운 혹은 운 좋은 다음 연구자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신 간략히 일본의 상황과 비교하면, 특히 일본의 전시 체제가 가중되며 민족에 
해 숨죽이거나, 창씨개명한 이름으로 논문을 발표하며 연구생활을 지속했던 부

분의 한국 연구자들은 해방이 오자 다른 모든 분야의 한국인들이 그러했듯 민족을 
식물 연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내세우며 힘차게 민족적 과제를 맡겠다는 모습을 
보 다. 자신들의 연구를 민족과 결부시킴으로써 독립된 ‘민족’ 국가 건설의 꿈에 부
푼 한국인들의 과제 목록에 당당히 식물 연구의 자리를 만든 것이다. 이들은 발빠르
게 움직여 1945년 12월 조선생물학회를 결성했는데, 도봉섭이 초  회장을 맡았고, 

정태현이 1946년부터 1949년까지 회장을 맡았다. 도봉섭은 경성약학 학의 학장으로 
그 재건을 맡는 한편, 심학진과 함께 직접 채집을 통한 엄정한 분류를 강조하며 위
축되어 있던 조선인의 학술을 “진정한 궤도”에 올리는 길에 나섰다. 이들은 궁핍한 
국민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유독식물을 모아 조선식물도설 (1948)을 펴냈다.2 이들
은 또한 정태현과 함께 조선생물학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생물의 조선명을 찾는 
일에 착수해 1949년 조선식물향명집 목록에 1000여 종을 더한 조선식물명집 초
본편과 목본편을 펴냈다.3 억눌렸던 민족의식을 마음껏 발산할 기회를 얻은 이들은 

2 심학진. "植物을 알고저 하면", 조선교육 1(3) (1947/07), 42-44; 도봉섭, 심학진, 朝鮮植物圖說 (서
울: 金龍圖書, 1948). 장형두의 원고를 기반으로 박만규도 1949년 우리나라식물명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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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기 가장 뚜렷한 민족적 성과 던 향명집의 계승을 첫 공동과제로 추진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민족과의 연결이 중시되면서 일본과 달리 비교적 식민지 시기 식
물 연구의 역사를 상세히 기록해 온 한국 식물학계는 특히 조선인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일본인들과의 교류에 해 조심스런 태도를 보 다. “친일”로 오해되지 않
으려는 듯했는데, 조선의 독립을 축하한다며 수원고농과 임업시험장의 표본을 두고 
떠난 인물로 기억되는 우에키와의 관계나 정태현과 나카이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일
본인과의 교류에 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나카이와 협
력하며 이룬 정태현의 성과에 해 인색한 평가를 보이는 한편으로 나카이가 한국 
식물분류의 탁월한 권위자라는 무비판적 태도를 고수하기도 하고, 식민지 시기 조선
인들의 성과에 해서는 깊이 음미해 보지 않은 채 새로운 세 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 다. 전후의 궁핍한 상황에서 제 로 학위도 받지 못했던 ‘아마추어’들이 식민지 
시기 축적한 성과를 되새기기 보다는, 이러한 과거는 지난 일로 두고, 오히려 미국 
등에서 정통 혹은 더 앞선 것을 배움으로써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현실적 선
택으로 간주된 듯하다.4 

당 의 인식 하에 그것이 현실이긴 했을 것이다. 결국은 나카이의 성과를 혁신했
다기보다 그것을 직접 재생산한 위에 민족적 관심, 지역적 관심을 더한 정태현 등의 
성과나, 채집을 강조하고 생태와 토양을 강조한 도봉섭의 연구에서 긍정적으로 계승
할 것을 찾아내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세계 학계에 공인되어 있는 나카이의 성과를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다행히 전문적 연구층이 두터워지며 나
카이의 연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한 비판은 최근 더욱 활발해졌다.5 하
지만 바야흐로 자리를 잡게 된 전문 연구자층이 아직도 식민지 식물 연구의 잔재를 
극복한다는 ‘민족주의’적 과제를 병행해야만 한다는 것이 혹은 일부가 더러 왜곡된 
‘민족주의’적 기 를 이용해 자신들의 연구에 한 지원을 얻는 일이, 일본에서는 볼 

3 조선생물학회, 朝鮮植物名集 I 초본편, II 목본편, (서울: 正音社, 1949). 동물 쪽에서는 나오지 못한 
성과 다. 
4 정태현과 이덕봉이 있었지만, 해방 후 식물분류학 첫 세 는 식민지 시기 마지막에 수원 고농에 들어
가 우에키의 애제자가 되어, 해방 후 우에키의 주선으로 하버드에 유학했던 이창복이 이끌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李昌福敎授停年退任記念事業推進委員會. 樹友 李昌福 敎授의 발자취 (서울: 正民社, 
1984). 
5 같은 책 등. 이창복은 1957년 귀국 후부터 기명명된 1000여 종의 학명을 폭 정리해 1966년 한국식
물도감을 새로 펴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앞 장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창복의 뒤를 이은 장
진성 교수와 그 제자들에 의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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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탈식민 한국의 식민적 현실은 아닐까? 

식민지배는 우리가 식민지 시기 이룬 근 성에 한 기억과 그를 극복/지양하는 
방향에 줄곧 향을 미쳐왔다. 하지만 역사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고, 이 글처럼 새
로운 기억을 위한 시도도 지속될 것이다. 이 글은 특히 식민지배의 경험을 다양하게 
만들었던 개개인의 능동적 모색이 우리 공동의 경험을 바꾸어갔던 힘도 드러냈으면 
했다. 부정적인 힘 혹은 더 다양한 내부의 차이를 충분히 논하지 않은 한계는 있지
만, 거 한 힘의 관계가 지배하는 속에서, 개개인의 그리 웅적이지 않은 모색으로
도 거 한 힘이 당연시 하는 것을 부정하는 힘, 혹은 주어진 것이 아닌 자신들의 것
을 만들어가는 개개인의 사소한 존엄을 지키는 힘을 보았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식
민적 유산을 어떻게 바꾸어갈지는 오늘의 더 풍부한 가능성을 응시하며 살아가는 우
리 모두의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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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sted Botanizing in Colonial Korea (1910-1945)

Conflicting Visions of Modernity Emerging through Colonial 

Interaction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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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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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traces the making of modern botanies in the “contact zone” of colonial Korea 

(1910-1945) while focusing on the role of colonial interaction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researchers. The history of modern science is heavily Western-centered even when 

it discusses colonial origins of modern science. Historians of colonial science, in spite of 

their growing attention to the exchanges in the contact zone as well as to local agencies, 

mostly aim to reveal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modern science’ at ‘the Western center’. 

Thus the role of the exchanges and the local agencies has been discussed only in terms of 

its impact on modern science at the center. By treating equally the local Korean agents and 

the Japanese imperial scientists as independent knowledge practitioners in the making, this 

paper looks into how these ‘peripheral’ interactions came to produce and shape contending 

modern botanies both in the Japanese center and the colonial Korea, in a sense, 

concurrently in interactions with those at the western centers. 

Colonial Korea was an ideal site to symmetrically examine active interactions in 

science between the governed and the governing because both the non-Western 

empire of Japan and its adjacent colony eagerly pursued science as the crucial tool 

for their nations’ respective advancements in the competitive imperial world. 

Especially, botanical sciences centering around plant taxonomy was the most 

popularly practiced and productive field during the period. Various groups of people

—based on the government institutions like the Forest Experiment Station and the 

Suwǒn Agricultural and Forestry College, or on private institutions surrounding 



- 288 -

herbal medicine, or on many colonial middle schools—adopted collecting and 

studying plants as their vocation. And for their research, both the Japanese in Japan 

and Korea and Korean researchers found themselves relying on each other’s help. 

Hence, they interacted widely through personal/professional contacts or through 

organizations like the Korean Natural History Society (朝鮮博物學會) or the 

Association of Natural History Teachers in Korea (朝鮮博物敎員會), etc. 

To delineate the impact of the crisscrossing colonial interactions on the making of 

modern botanies, I trace the scientific practices of four chief botanists and dozens 

of others in colonial Korea. I discuss first the scientific practices of two Japanese 

scientists. First, Nakai Takenoshin (中井猛之進, 1882-1952), professor of botany in 

Tokyo Imperial University who managed to identify about a thousand ‘new’ species 

of Korean plants. Second, Ishidoya Tsutomu (石戸谷勉, 1891-1958), who began his 

career as a forester for the colonial government and local collaborator with Nakai, 

and later became a herbalist at Keijo Imperial University. My next heroes are 

resident naturalists in colonial Korea who consisted of almost equal numbers of 

Japanese and Koreans. Chung Tyaihyon (鄭台鉉, 1883-1971), who was a Korean 

interpreter and assistant to both Nakai and Ishidoya, and To Pong-Sup (都逢涉, 

1904-?), who became a professor in a colonial college of pharmaceutics after 

graduating from the Tokyo Imperial University, were main actors among dozens of 

them. 

By looking into their exchanges in colonial tensions, this paper claims two things. 

Firstly, it asserts that colonial interactions went far beyond just enabling their 

scientific practice but actually shaped it to produce different sets of claims and 

contents for their different modern botanies produced in the colonial contact zone. 

Nakai, who became the world authority in Korean flora and a sole non-Western 

member on the Nomenclatural Committee in the International Botanical Congress as 

a result, claimed such ‘universal’ standard for his classification by removing regional 

traces from his botany. This universalizing was necessary for him to deny his 

reliance on regional resources, thus maintaining his authority in colonial exchanges 

as a civilizer. Yet, local researchers, both Koreans and Japanese in Korea, did not 

found his dismissive and locally detached tactic impressive and criticized his 

universal method was oftentimes misleading in identifying local flora. In op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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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Nakai’s universal way, they commonly promoted a more localized botany (鄕土
植物硏究) that emphasized their familiarity with local nature and culture. Yet, 

Korean and Japanese researchers had different definitions about the local. Koreans 

imagined it to be the site for their independent nation state and Japanese considered 

it as part of the great empire, to imprint ‘Japan-ness,’ at times allegedly against 

Western influence. Therefore, they produced two conflicting modern botanies, that 

commonly concealed their political nature and emphasized ‘locality’ as opposed to 

Nakai’s ‘universal’ botany. In sum, colonial interactions shaped such diverging views 

on modern botany, such as universality and competitive localities, reflecting the 

irreconcilable political contestation between the governing and the governed. 

Secondly, it showed that the universalizing of modern scientific practice did not 

have much to do with the transfer of the modern science from the center. Firstly, 

any modern science of the center to be ‘transferred’ was also in the making just 

through heavy reliance on colonial resources. Secondly, if there were any scientific 

practices to mention in colonial Korea itself, it was enabled throug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colonized who forged the new soci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ety with their Japanese counterparts through their mutually beneficial colonial 

‘collaborations’. Furthermore, mobilized by and mobilizing nationalism that was also 

in the making in colonial tensions, these researchers created multiple modern 

botanies with conflicting visions in colonial Korea. 

By focusing on the researchers who actively embraced the new possibilities of 

their lives and shaped their own modernities through colonial interactions, I showed 

that there were many more modern sciences shaped in colonial interactions. Though 

they had been neglected, they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would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modern sciences shaped concurrently in many places in the world, 

in interactions.

Key Words: Modern Botany/Natural History, Science in Colonial Korea, Nakai Takenoshin

(中井猛之進), Chung Tyaihyon, To Pong-Sup, Colonial Modernity by Professional all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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