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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신(朴羊信)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홋카이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

재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일본근대사 전공으로, 사상사, 대

외 인식 등을 주된 연구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식민정책학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저서

로 『陸羯南: 政治認識と対外論』, 공저로 『제국일본의 문화권력』 2, 3이 있고, 논문으로 「식민정책

학의 신지평과 만주문제 인식」, 「‘대동아공영권’의 건설과 식민정책학」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920년대 식민정책학의 대표적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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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사조는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를 요

시노 사쿠조(吉野作造)는 ‘민본주의의 철저화’와 ‘국제적 평등주의의 확립’으

로 요약했다.1 이 중 후자를 ‘국제민주주의’로 표현하기도 한 요시노는 그런 

새로운 사조를 만들어낸 계기로 러시아 혁명 이후 소비에트 정권이 제시한 

3원칙 — 비병합주의, 무배상주의, 민족자결주의 — 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

는 형태로 구체화한 윌슨 대통령의 14개조 원칙을 들었다.2 이 전쟁 수습과

정에서 제시된 민족자결주의는 식민지의 독립 욕구를 자극하여, 일본의 식

민지 조선에서도 독립을 요구하는 3.1운동이 발생했다.

3.1운동은 일본의 식민정책을 되돌아보게 하는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 

식민지민의 ‘민족적 자각’은 식민지 통치의 담당자나 식민정책학자가 상당

히 경계하는 바였다. 타이완총독부 고위 관료였던 두 인물 모치지 로쿠사부

로(持地六三郎)와 도고 미노루(東鄕實)는 타이완의 식민정책사를 정리하는 가

운데, 1910년대 중반 이후 펼쳐질 타이완 통치 제3기의 식민정책은 ‘대인

(對人)정책’ 즉 이민족정책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3 도고에 따르

면 식민지민은 식민지의 경제력 향상과 사회 진보, 교육 발달에 힘입어 ‘민

족적 자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인정책’이 중요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대표적인 식민정책학자인 교토제국대학의 야마모토 미오노(山本美越乃)는 

식민지의 ‘민족적 자각’은 “인류의 자연스러운 본능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 자각이 독립 요구로 향하지 않도록 식민지의 교육은 “식민지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교육”, 즉 실업교육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4 

이렇듯 일찍부터 경계했던 식민지민의 ‘민족적 자각’이 바로 3.1운동이라는 

민족적 저항으로 현실화했던 것이다. 

1    吉野作造, 「世界の大主潮と其順応策及び対応策」(『中央公論』 1919. 1.), 『吉野作造選集』 6, 岩波書店, 

1996, 15쪽. 

2    吉野作造, 「帝国主義より国際民主主義へ」(『六合雑誌』 1919. 7.), 『吉野作造選集』 6, 54쪽, 60쪽.

3    持地六三郞, 『臺灣殖民政策』, 富山房, 1912, 14쪽; 東鄕實, 『臺灣農業殖民論』, 富山房, 1914, 13쪽.

4    山本美越乃, 「民族的自覚と植民地土民の教育」, 『経済論叢』 2-2(1916. 2.),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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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들은 일본의 조선 통치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게 되었다. 

이는 식민지를 연구하는 식민정책학자들에게도 민감한 문제였다. 일본 정

부는 3.1운동에 대한 대응으로 이른바 ‘문화정치’로의 전환을 꾀했지만, 식

민지의 ‘민족적 자각’이 식민지민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마침내 제국 체제를 

흔들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던 식민정책학자들은 식민지의 입장에 선 통치

를 해야 하며, 식민지 통치방침을 동화주의에서 자치주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17년까지 와세다대학에서 식민정책 강좌를 담당했

던 나가이 류타로(永井柳太郞)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정책과 과거의 

그것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식민지 통치가 식민지 자신을 위해서 행해지

는가, 아니면 식민국을 위해서 행해지는가”에서 찾고, 향후 식민지 민족과

의 공존공영의 방법을 세우는 것이 식민정책의 근본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5 이런 견해는 당시 식민정책학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던 공통된 

인식이었다. 또한 동화주의를 비판하고, 식민지에 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그들은 일치되는 경향을 보였다. 

가나모치 이치로(金持一郞)는, 청일전쟁 이후의 ‘번역의 시대’를 거쳐 러

일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일본의 식민정책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비로소 ‘완성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고 식민정책학사를 정리

했다. 그에 따르면 이 ‘완성의 시대’, 적어도 1920년대까지 식민정책학계에

는 자유주의와 비판주의의 두 조류가 존재했다. 가나모치는 그 자유주의가 

국가주의에 자신을 조화시켰다는 의미에서 당시의 식민정책학을 “가장 온

건한 국가주의 정책학”이었다고 평가했지만,6 그럼에도 이 시기의 식민정

책학이 그 이전이나 이후의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시점을 유지

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글은 바로 그 1920년대 일본 식민정책학에서 보였던 식민정책론에 

대해 식민지 본위주의의 관점과 자치주의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5    永井柳太郞, 「植民思想の革命期」, 『中央公論』 38-1, 1923, 118쪽.

6    金持一郞, 「我國に於ける植民政策學の發達」, 『經濟論叢』 38-1, 1934, 4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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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종래 식민정책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식민정책학자 개인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7 이 글은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이 시기 

식민정책학의 식민정책론을 고찰함에 있어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한다. 우

선 식민정책학의 텍스트들을 분석하여 식민의 의의와 식민지 통치방식에 

관한 원론의 내용에서 1920년대의 그것이 그 이전과 어떻게 다른가를 밝힌

다. 이어서 그 원론에서 보이는 특징이 일본의 식민지, 즉 조선과 타이완에 

대한 식민정책론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주요 식민정책학자인 야마

모토 미오노, 이즈미 아키라(泉哲),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內原忠雄)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2. 식민의 의의와 식민지 통치방식

1) 식민지 영유의 목적과 의의에 대하여

일본에서 식민정책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러일전쟁 이후이다. 

도쿄제국대학, 교토제국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에서의 식민정책 강좌 개설

과 그에 대응하는 식민정책학자의 출현, 교과서적인 저작의 출판이 이 시기

를 특징짓는 지표가 된다.8 

러일전쟁 이후에 등장한 초기 식민정책학 텍스트들은 식민지 획득의 의

의와 관련하여 그것이 식민국에 경제적 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7    예컨대 아사다 교지(浅田喬二)의 일련의 연구(『日本植民地研究史論』, 未来社, 1990에 新渡戸稲造, 泉
哲, 矢内原忠雄, 細川嘉六의 식민론이 실려 있으며, 이 외에 「山本美越乃の植民論（上・下）」, 『駒沢大
学経済学論集』 18-1・2, 18-3, 1986이 있다), 야나이하라 다다오에 대한 다수의 연구(이에 대해서는 

岡崎滋樹, 「矢内原忠雄研究の系譜」, 『社会システム研究』 24, 2012를 참조)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이 글과 관련해서는 小野一一郎, 「第一次大戰後の植民政策論」, 小野一一郎・吉信肅 編, 『兩大戰間期
のアジアと日本』, 大月書店, 1979 참고.

8    金子文夫, 「日本における植民地研究の成立事情」, 小島麗逸 編, 『日本帝国主義と東アジア』, アジア経
済研究所, 1979, 68쪽. 이 밖에도 도쿄고등상업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고등상업학교에도 식민정책 강

좌가 개설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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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었다. 당시 나가사키(長崎)고등상업학교 교수였던 야마노우치 마

사아키(山内正曢)의 『식민론』(殖民論, 1905)에서는 식민의 의의로서 경제적 이

익, 인구 증가의 해소, 자연에 대한 학술 연구, 열등인종에 대한 감정 회유

로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효과 등을 들었다.9 이 시기 텍스트의 표준적인 체

제와 내용을 보이는 야마노우치 아키라(山内顯)의 『식민정책범론』(殖民政策汎

論, 1908)에서는 식민의 목적이 경제적 이익과 팽창에 있다고 분명하게 강조

한다. 

식민국이 큰 희생을 바쳐 식민사업에 관여하는 주된 목적은 식민국이 다대(多

大)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것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부수적인 

부산물이며, … 식민적 활동의 목적은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식민국의 팽창에 

있으며, 식민국이 모든 어려움을 마다않고 식민사업의 경영에 임하는 것은 세

계 인류의 번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10

이 저자는 서양의 식민국이 내세우는 “문명 전파사업”, 소위 문명화 논

리는 식민적 활동에 따른 부수적 결과일 뿐, 사실은 “정략상의 언질”이자 

“식민적 활동의 적법,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교활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배척했다.11

이와 비슷한 입장은 이나다 슈노스케(稻田周之助)의 『식민정책』(殖民政策, 

1912)에서도 보인다. 이나다는 “식민 경영은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본국

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식민지의 토지, 재원, 동식물 및 토민(土民)을 이용

하는 것이다.”라는 독일 식민장관의 말을 빌려 식민의 의의를 내세웠다.12 

소위 문명화 논리라는 것은 그것이 직접 식민의 목적이 되는 경우는 드물

며, 그 배후에 다른 목적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13

9    山內正暸, 『殖民論』, 金刺芳流堂, 1905, 124~129쪽.

10    山內顯, 『殖民政策汎論』, 博文館, 1908, 119~120쪽.

11    山內顯, 『殖民政策汎論』,  52~53쪽.

12    稲田周之助, 『殖民政策』, 有斐閣, 1912, 12쪽.

13    稲田周之助, 『殖民政策』,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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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제국대학에서 식민정책을 강의했던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稻造)의 

1916~17년도 강의록을 보면, 식민의 이익에 대해 과잉 인구의 해소, 자본

과 생산물의 해외 확장, 종교 전파 등 10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다음의 내용

을 덧붙이고 있다. 즉 식민국들은 “민족정신(내셔널리티)” 사상으로 식민을 하

고 있는 것이지 결코 인류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다만 예상치 않은 

결과로서 “전 지구의 인간화”가 초래된다고.1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텍스트에서는 식민의 목적과 의의를 

식민지를 획득한 식민국에 실현될 이익, 특히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설명

하고 있다. 그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식민 활동의 대외 명분으로서의 ‘문명

화 사명’에 대해서조차 그 본질은 위선임을 폭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1920년대의 텍스트들은 이와 조금 다른 변화를 보인다. 위에

서 서술한 전통적인 식민정책학에서 이야기하는 식민의 의의가 서술되면서

도 그에 머물지 않고, 식민지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이른바 ‘본국 

본위’가 아닌 ‘식민지 본위’의 관점이 강조된다.

교토제국대학 교수 야마모토 미오노는 1927년까지 11판을 거듭한 『식

민정책연구』(植民政策硏究, 1920)에서 식민지 영유의 목적에 대해, 여러 목적

이 있겠지만 “경제적 이익의 획득 또는 증진이 최대 원인”이라고 지적한

다.15 이는 지금까지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허나 야마모토는 거기서 그

치지 않고 그것을 부연 설명하면서 “모국 및 식민지의 경제적 이익을 증

진”16시키는 것이 식민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이익이 식민 ‘모국’

뿐만 아니라 ‘식민지’에도 미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 경제

적 이익을 설명하는 가운데 식민지에 대해서 ‘모국 본위주의’도 ‘식민지 본

위주의’도 아닌 “모국과 식민지의 상호향익(相互享益)주의”를 기초로 한 통상

주의의 확립을 주장했다.17 이는 종전의 식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던 

14    矢内原忠雄, 『新渡戸博士植民政策講義及び論文集』, 『新渡戸稲造全集』 第4巻, 教文館, 1969, 48쪽. 

15    山本美越乃, 『植民政策硏究』, 弘文堂書房, 1920, 121쪽.

16    山本美越乃, 『植民政策硏究』, 122쪽. 

17    山本美越乃, 『植民政策硏究』,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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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식민국과 식민지 양자의 상호 이익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주장이다. 

야마모토가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된 데에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사조의 흐름이 영향을 주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민족자결주

의라는 새로운 이상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한편, “민의존중주의 사

상”의 세력이 각 방면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앞으로의 식민지 통

치책은 과거와 같이 “모국 본위주의나 전제적인 동화주의에 오래도록 입각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18 

이와 같이 식민국이 아닌 식민지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

은 1920년대 식민정책학에서 일반적인 경향으로 자리를 잡는다. 메이지(明

治)대학 교수 이즈미 아키라(泉哲)는 『식민지통치론』(植民地統治論, 1921)의 서

문에서 현재 일본에는 경제 본위의 식민론 아니면 본국 본위의 식민론을 전

개하는 저서가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식민지 본위’의 식민지 통

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식민지 통치의 근본 방침이 식민지 본위

여야 한다는 것은 문명 식민국이 인정해야 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만이 식민

국 본위의 정책을 계속할 경우, 문명국으로서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식민국의 의무를 다할 수 없게 되어 마침내 과거의 많은 실패의 역

사를 또 반복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경계했다.19  

식민지 본위로 식민정책의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이즈미는 강하

게 설파했다. 이즈미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영유의 목적은 

변화했기 때문에 식민의 동기와 획득 시의 목적이 곧바로 통치방침이 되어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종래 식민지 영유의 목적으로 거론된 것들은 “불행

히도 모두 본국 측에서 본 목적이며, 민족의 자주권 즉 한 민족이 자치의 능

력을 키우면 자주(自主)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관념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비판한다.20 식민지 영유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였다는 

18    山本美越乃, 『植民地問題私見』, 弘文堂書房, 1921, 14쪽.

19    泉哲, 『植民地統治論』, 有斐閣書房, 1921, 1~2쪽.

20    泉哲, 『植民地統治論』,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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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여전히 식민국 본위를 주장하는 자가 있지만, 이는 전쟁 이전의 사상

의 타성일 뿐, 이제는 “식민지 영유는 문명의 신성한 위탁”이라고 생각할 필

요가 있으며, 본국의 창고를 채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21 

문명의 신성한 위탁에 배치되지 않는 통치방침은 식민지 본위의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환언하면 식민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영유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인을 위해 통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기타의 법제

는 모두 식민지인의 행복과 발달을 조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문명국이 미개 혹

은 반개(半開)의 영토에 대한 통치의 임무를 맡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영예이자 

중대한 임무로서, 식민지인의 행복을 증진하고 문화적 발달을 조장하는 것이 

식민지 통치의 대방침이어야 한다. 이 목적만 달성하면 다른 하등의 얻는 바가 

없어도 문명국인 식민국의 임무를 다하고 문명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22

이처럼 이즈미는 식민지 통치의 목적을 식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

에서 “식민지인의 행복과 발달” 증진으로 이동시켜 그것을 “문명국인 식민

국의 임무”로까지 승화시켰다.23 종전에 식민지 획득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교활한 수단”으로까지 폄하되던 문명화 논리를 정면에 내세우고 그에 

따른 식민정책의 실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향을 다른 학자에서 좀 더 살펴보면,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대학 

마쓰오카 마사오(松岡正男)의 『식민정책』(1924)에서는 식민의 목적과 관련하

여, 국가의 행위에는 윤리적 근거가 필요한데 식민운동의 윤리적 근거는 바

21    泉哲, 『植民地統治論』, 108쪽.

22    泉哲, 『植民地統治論』, 108~109쪽.

23    이와 같은 관점의 전환은 용어의 변화도 수반한다. 당시 식민지민을 지칭할 때 흔히 ‘토인’(土人),  

‘토민’(土民)이라는 용어가 쓰였으나, 이즈미는 ‘식민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야마모토 미

오노는 초기에는 ‘토민’을 쓰다가 점차 식민지 ‘주민’ 내지 ‘원주민’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있으며, 야

나이하라 다다오는 ‘원주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리하여 1920년대에 가면 ‘토민’, ‘토인’이라는 

용어는 서서히 사어(死語)화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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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명의 신장”에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적 이익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타

국의 영토를 병합하거나 할양받는 것은 과거의 일이며, 현재는 이러한 윤리

적 기초 위에 “식민지 주민의 행복과 문화의 진보”를 통치의 주요한 목적으

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24 이즈미의 뒤를 이어 메이지대학에서 식민정책 

강좌를 담당한 고지마 겐(小島憲)의 『식민정책』(1927)도 식민 활동의 목적을 

“모국과 식민지의 공존공영”의 결실을 거두는 것에 있다면서 이를 “모국・식

민지 양(兩)본위주의”라고 칭했다.25 도쿄제국대학 교수 야나이하라 다다오

는 『식민 및 식민정책』(植民及植民政策, 1926)의 서문에서 식민 및 식민정책의 

의의, 식민국 대 식민지, 식민자 대 원주자에 대한 영향, 식민적 사회관계의 

특색을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내세워,26 시점을 통치 주체로서의 식

민국에 두는 것이 아니라 통치 대상인 식민지, 식민지 사회와의 관계성에 

둠으로써 아예 종래의 연구 시각을 확실하게 바꾸어버렸다. 종래에 경시되

었던 식민지의 시점이 처음부터 연구 시야에 들어와버린 것이다. 식민정책

학에서 그의 저서가 특별한 이유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식민지 영유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인식 변화는 식민

지 통치방식에 대한 견해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바로 ‘자치주의’를 식민지 

통치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2) 식민지 통치방식에 대하여 

1920년대 식민정책학의 텍스트에서 보이는 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식

민지 통치에 ‘자치주의’(혹은 ‘자주주의’)의 방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

반화한 점이다. 대비되는 두 통치방식인 ‘동화주의’와 ‘자치주의’에 대한 견

해에 주의하면서 텍스트를 검토하기로 한다. 

1920년대 이전의 텍스트들에서는 식민지 통치방식과 관련한 서술이 통

일성 없이 다소 혼란한 모습을 보인다. 우선 야마노우치 마사아키의 『식민

24    松岡正男, 『植民政策』, 時事新報社, 1924, 29쪽.

25    小島憲, 『植民政策』, 章華社, 1927, 13쪽.

26    矢内原忠雄, 『植民及植民政策』(1926), 『矢内原忠雄全集』 第1巻, 岩波書店, 1963,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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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1905)에서는 영국을 사례로 삼아 본국이 식민지에서 직접 행정을 담당

하는 ‘왕관식민지’와 자치제도로 운영되는 ‘자치식민지’의 둘로 구분한 뒤, 

영국 이외의 나라는 대부분 왕관식민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27 이 분류

에 따르면 동화주의 통치의 대표격인 프랑스도 단순히 ‘왕관식민지’로 구

분된다. 이 저자는 “지방적 관습과 제도의 유린”이 왕관식민지의 최대 결점

이라고 지적하고, 가장 효과적인 식민 통치방식은 ‘보호국제도’라고 주장

했다.28 이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화한 것을 옹호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해석된다. 자치식민지와 관련해서는 설명에 그치고, 딱히 자신

의 의견을 내보이고 있지 않다.  

야마노우치 아키라의 『식민정책범론』(1908)에서는 식민지를 보호국 및 

피보호지, 직할식민지, 대의제 식민지, 자치식민지, 동화식민지의 다섯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저자는 이 유형들을 식민지의 발전 과정으로 파악한다. 

즉 직할식민지에서 대의제가 가미된 식민지로, 그다음에 자치식민지로 이

행되어 분리 독립하거나 동화식민지로 발전해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눈여

겨볼 것은 자치식민지에서 발전한 형태로 동화식민지를 이해하고 있는 점

이다. 그는 자치식민지를 “식민지와 모국의 관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

는 방법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동화식민지에 대해 “식민적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모국의 팽창에 있으므로 식민적 활동의 성공은 식민지의 동화로 끝

나는 것이 지당하다. 왜냐하면 식민지가 완전히 모국에 동화되어 정치, 경

제, 기타 제반에서 모국의 한 행정구획과 동일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완전한 의미에서 모국이 팽창한 경우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29 이는 

통상 식민정책학에서 이해하는 ‘동화주의’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어쨌든 야마노우치는 동화주의를 식민 통치의 궁극적 형태로서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나다 슈노스케의 『식민정책』(1912)에서는 식민지 통치방식을 ‘합일주

27    山内正暸, 『殖民論』, 제10장, 제11장.  

28    山内正暸, 『殖民論』, 262쪽, 266쪽.

29    山内顯, 『殖民政策汎論』, 236쪽, 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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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방임주의’로 구분하고, 전자의 대표국으로 프랑스, 후자의 대표국으

로 영국을 들어 설명했다.30 위에서 말한 직할식민지 내지 동화식민지를 ‘합

일주의’로, 자치식민지를 ‘방임주의’로 표현한 것인데, 각각의 장단점을 지

적하는 데 그치고,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든가의 평가는 내리고 있지 않다.

한편 니토베 이나조는 식민지 통치방법을 영주정치, 특허회사로의 통치

권 위임, 국가직영제도, 자치식민지로 분류했다. 여기서 니토베는 국가직영

제도의 범주에 드는 프랑스의 ‘동화주의’의 폐해가 심하다는 지적을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식민지 통치는 정부의 직할이 가장 좋다”는 인식을 보

인다.31 반면, 자치식민지에 대해서는 영국 외에는 사례가 없으며, “자치는 

앵글로색슨의 민족적 특징”이라고 규정한다.32 이는 자치식민지가 보편성

을 갖는 통치방식이라는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니토베 역시 이 시기의 

여느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치주의를 일본이 취해야 할 이상적인 방침으

로는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나가이 류타로의 『식민원론』(植民原論, 1916)은 식민지 통치제도를 직할제

도, 자치제도, 동화제도, 위임통치제도의 넷으로 분류했다. 여기서 나가이는 

자치제도에 대해 그것이 영국 식민지에 한정된 형태임을 지적한 뒤, 자치제

도는 입헌정치의 발달에 따른 당연한 산물이라면서 식민지민의 이해(利害)와 

관련된 문제를 식민지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33 

또한 동화제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에 대한 기존의 비판을 소개하면서도, 

본국에서의 통치제도가 전제적인가 민주적인가에 따라 동화제도가 식민지

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모국의 통치제도가 전제적이

라면 동화제도는 전제적이 되겠지만, 민주적이라면 동화제도도 민주적인 방

향으로 작용하여 자치제도와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

서 동화제도는 일률적으로 항상 유해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34

30    稲田周之助, 『殖民政策』, 제3장. 

31    矢内原忠雄, 『新渡戸博士植民政策講義及び論文集』, 115쪽.

32    矢内原忠雄, 『新渡戸博士植民政策講義及び論文集』, 117쪽.

33    永井柳太郎, 『植民原論』, 巖松堂書店, 1916, 213쪽.

34    永井柳太郎, 『植民原論』,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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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1920년대 이전의 텍스트들에서는 식민지 

통치방식과 관련해서 유형 분류의 방법도 제각각이고, 동화주의와 자치주

의에 대한 평가에서도 반드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그 이

후와 비교하면, 동화주의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거나 자치주

의를 영국 식민지에 한정된 제도로 인식하고 반드시 지향해야 할 이상으로

는 보지 않는 경향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이 1920년대에 들면 입을 모아 

동화주의를 비판하고 자치주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 대표적 논자인 야마모토 미오노의 『식민정책연구』(1920)에서는 ‘식민

지 통치에 관한 주의’로 동화주의와 자치주의를 들고 자세히 논하고 있다. 

우선 ‘동화주의’(policy of assimilation)란 식민지를 본국의 한 지방처럼 취급하

여 그 내정에 가능한 한 모국과 동일한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식

민지의 입법・사법・행정 등 제반 정무에 모국과의 ‘획일주의’를 실행하여 

통일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주의를 취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프

랑스가 있다. 반면 ‘자치주의’(policy of selfgovernment)란 모국과 식민지는 서

로 상황이 다르고 각자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모국은 함부로 식민지에 간

섭하지 않고 가능한 한 식민지로 하여금 그 내정을 처리하게 한다는 방침에 

따라, 모국은 단지 식민지의 감독권을 총람하는 데 불과한 것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다.35 야마모토는 이 두 가지 주의 중 동화주의를 

비판하고, 자치주의에 찬성을 표했다.

그에 따르면 동화주의는 “인류 이성의 공통성”이라는 사상적 전제하에 

성립한 것이다. 즉 인간은 공통되게 이성이라는 것을 지니므로 적어도 합리

적인 기초를 갖는 제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으며, 시간이 걸

리더라도 “인류 사회의 향상,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종의 합리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야마모토는 근래의 과학 연구는 이 합리설이 실제에

는 적용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반론한다. 인간은 이성에 지배되기보

다는 본능, 습관, 환경, 전래의 신념에 의해 좌우되는 바가 크며, 이런 경향

35    山本美越乃, 『植民政策硏究』,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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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화의 정도가 낮고 이성적 비판력이 결여된 야만, 미개의 인종 사이에

서 특히 더 심하다고 했다. 하지만 본래 이런 야만 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식

민정책이 “인류 이성의 공통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동화주의는 

적절치 못하며, 이 점이 식민지 통치에서 동화주의가 실패한 중대 원인이라

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라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각자의 습

관과 신념을 움직여 동화의 내실을 거둘 만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면, 프랑

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통치 방법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말했다.36 

반면, 자치주의에 대해 야마모토는 적극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

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은 식민정책에 신기원을 긋는 기운을 조성하게 되

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민족자결주의라는 주장에 귀를 기울

일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종래 매우 위험시되던 자치식민지와 모국의 

관계가 의외로 공고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식민지 통

치의 근본방침으로서 “프랑스류의 동화주의(오히려 동치주의라고 하는 편이 적당

할 듯함-원문)보다 영국류의 자치주의가 성공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37 이런 세계사적 흐름에 따라 일본도 모름지기 자치주의에 입각하여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인데, 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각 민족은 각기 민족적 특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정도도 동일하지 않

으므로, 통치의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라면 급진적으로 모국의 제도를 이식하여 

동화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식민지 통치의 비결은 각 민족의 본능, 습관, 

유전적 신념 등을 연구하여 그들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파괴하거나 그 평화적 

발달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와 조화할 수 있는 문명적 제도를 서서히 이입

(移入)하여 그들의 사회생활을 점차 개선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식민지 통치

의 근본 방침은 동화주의보다는 오히려 자치주의에 비중을 두고, 모국은 식민

지 토민(土民)의 개인적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서서히 사

36    山本美越乃, 『植民政策硏究』, 159~160쪽. 

37    山本美越乃, 『植民地問題私見』,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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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상태를 개선토록 하여 점차 고등한 문화적 생활의 진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삼아야 한다.38 (강조-인용자)

이와 같이 야마모토는 자치주의를 식민통치의 방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주장이 식민지민의 권리를 존중

해서라기보다는 식민국과 식민지 사이에는 문명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므

로 급작스럽게 문명국의 표준을 적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는 인식

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는 “토민에게 문명의 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은 

마치 어른의 옷을 아이에게 입히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불합리함

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39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 선 그로서는 당연하게

도 극단적인 자치주의, 즉 독립 분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식민지 영유의 목적은 식민지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있으므로 식민지의 독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만드는 식의 

통치 방법은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주의도 적당하

게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40 그는 “자치통치는 식민지 통

치의 최종 이상(理想)이지만, 그 시행에는 식민지 주민의 일반 문화의 진보, 

특히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재정적 독립・자급이 선행 요건으로 충

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41

한편, ‘식민지 본위’의 통치를 주장했던 이즈미 아키라의 『식민지통치

론』(1921)에서도 ‘식민지 통치의 원칙’으로 ‘동화주의’와 ‘비동화주의’의 두 

가지를 제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비동화주의’는 야마모토가 제시한 ‘자치

주의’와 그 함의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그는 ‘동화주의’는 무의식적으

로 채용된 방침으로, 세계의 식민국은 반드시 한 번은 이 주의에 의거해 식

민지의 통치를 기도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비동화주의’는 자각에 의한 통

38    山本美越乃, 『植民政策硏究』, 164쪽.

39    山本美越乃, 『植民政策硏究』, 166쪽.

40    山本美越乃, 『植民政策硏究』, 167~168쪽.

41    山本美越乃, 『植民政策硏究』, 254쪽.



56   일본비평 21호 

특
집

  일
본

·
일

본
인

과
 3.1

운
동

치 방침으로, 식민지 영유의 여러 경험에 의해 민족심리를 이해한 결과 등

장한 것이며, 참된 식민지 통치방침은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했다.42 이즈미

는 프랑스가 알제리에 적용한 동화주의의 실패를 지적한 뒤, 일본도 그간 

동화정책을 취해왔지만 이는 식민지민의 반항심을 유발했을 뿐이라면서 다

음과 같이 동화주의를 비판했다. 

야만인에 대해 동화주의를 채용할 때는 그 종족의 멸망을 초래하고, 문화가 진

보된 민족에 대해 이 주의를 채용할 때는 식민국인에 대한 반항심을 고양시키

게 되니, 동화주의의 최대 결점은 한 종족이 수백 대(代)에 걸쳐 건설한 문화를 

배제하고, 새로운 계통에 속하는 문화의 채용을 강제하는 점에 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문화는 결코 단시일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타민족

의 풍속, 습관, 문학을 급속히 채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만일 이를 실현했다고 

하면 그것은 외형의 모방에 불과하고 정신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43 

반면 ‘비동화주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식민지 본위’의 통치 방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비동화주의’는 식민지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도로 

식민지의 발달을 꾀하고, 본국의 국고에서 보조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본국으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을 경우는 결

국 행정의 방침이 본국 본위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44 결국 이즈미는 

식민지를 본국과 분리하여 ‘식민지 본위’로 정책을 운용하는 ‘비동화주의’

가 바람직한 통치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동화주의를 비판하고 자치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은 야나이하

라 다다오도 마찬가지였다. 야나이하라는 『식민 및 식민정책』(1926)에서 ‘식

민정책의 방침’으로 종속주의(L’Assujettisement), 동화주의(L’Assimilation), 자

주주의(L’Autonomie)의 세 가지를 들었다. 종속주의는 본국의 이익만을 위해

42    泉哲, 『植民地統治論』, 279쪽. 

43    泉哲, 『植民地統治論』, 282쪽.

44    泉哲, 『植民地統治論』, 287~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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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제적으로 식민지를 통치하는 과거의 방식이고, 동화주의는 “식민지는 

본국의 연장”이라고 생각해 식민지를 본국과 동일하게 대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동화주의는 ‘사회군’이 특수한 존재라는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성과가 불량하며, 원주자의 사회생활을 압박함으로써 불만과 반항을 야

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한다.

반면 식민지에 자치를 허용하는 ‘자주주의’(자치주의)는 영국에서 그 확

대가 이뤄지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종래의 캐나다, 호주에 이어 아

일랜드에도 도미니온(자치식민지)이 인정되었고, 인도에도 자치의 범위가 확

장되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의 소식민지에도 ‘자주주의’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주주의’ 방침이 이제 대세를 이뤄가고 있음을 지적했

다. ‘자주주의’는 “식민지의 특이성을 존중하고 그 자주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는 식민지에 대한 본국의 영유 지배관계가 소멸되

는 것으로 귀결되지만, 실제에서는 오히려 “본국과 식민지 간 연결을 공고

히 함으로써 제국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45 

앞서 1910년대에 식민의 목적으로 식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던 

이나다 슈노스케도 이 시기에 이르면 다소 입장이 변화한다. 식민지민에 대

한 정책과 관련하여 착취 정책을 취해서는 안 되며, 일상생활, 풍속, 관습, 

언어, 종교 등은 가능한 한 그대로 인정하고 압박과 강제를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동화주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치와 

자영(自營)”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식민

지민의 자치 요구를 무시하면 더 큰 문제, 즉 독립론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

으므로 자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46  

고지마 겐의 『식민정책』(1927)에서도 ‘식민지 통치에 관한 주의’와 관련

해서 ‘동화주의와 비동화주의’, ‘전제주의와 자치주의’를 서술하고 있다. 여

기서 ‘동화주의와 비동화주의’는 식민지의 풍속, 습관, 제도 등을 존중하느

45    矢内原忠雄, 『植民及植民政策』, 247~250쪽.

46    稲田周之助, 『植民政策通解』, 巌松堂, 1924, 132~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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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마느냐를 기준으로, ‘전제주의와 자치주의’는 식민 본국이 식민지의 내

정에 관여하느냐 마느냐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고지마는 앞에

서 살펴본 것과 유사한 논리로 동화주의를 비판하는 한편, ‘비동화주의’는 

식민지의 습속과 제도를 존중하여 자연스럽게 그 발달을 꾀하는 것이라면

서 발달된 식민지에는 자치제도를 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47 

또한 ‘자치주의’에 대해서는 식민지가 발달해서 주민에게 자치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재정적 자립을 전제로 곧바로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 자치의 정도는 내정에 한정해야 하며, 군사・외교・관세제도 등은 

모국에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조건을 붙였다. 그는 나아가 식민지가 스

스로 자신의 제반 사항을 완전히 처리할 실력을 갖춘 후에 희망한다면 독립

을 허용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이때 타국과의 관계에서 필요하다면 독

립한 식민지와 공수동맹을 맺든가 연방을 조직하든가의 수단을 택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제언했다.4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0년대 식민정책학에서는 동화주의를 비

판하고, 자치주의를 이상적인 식민 통치의 방침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일반

화되었다. 심지어 자치주의의 궁극적인 종착점으로서 식민지의 분리 독립

조차도 논리상으로는 용인되는 단계까지 나아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

한 원론적 논의에 기초해서 실제 일본 식민지에 대한 식민정책론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일본 식민지에 대한 식민정책론

앞에서 확인한 식민정책학에서의 식민지 본위주의와 자치주의의 주장은 조

선과 타이완에 대한 구체적인 논책에서도 그대로 관철되어 나타난다. 다만 

47    小島憲, 『植民政策』, 96쪽. 

48    小島憲, 『植民政策』, 98쪽,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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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같은 자치주의의 입장에 서있다고 해도 구체적인 논의에서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차가 있었다. 이 점에 주의하면서 그들의 식민정책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선

야마모토 미오노는 “다년간 쌓여온 조선 통치의 암운(暗雲)이 올해 3월 마침

내 독립운동으로 천둥과 소나기를 동반한 불행을 보기에 이르고 나서야 조

야(朝野)의 관심은 눈에 띄게 식민지 통치문제로 집중되게 되었다”며 3.1운

동이 일본 사회의 관심을 식민지 통치문제로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49 그는 조선처럼 과거에 고유의 문화를 지니고 다년간 독립적으

로 발달해온 국민은 도저히 동화가 불가능하다면서 앞으로는 자치주의로 

통치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자치주의를 실현할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조선 통치의 이상은 영국의 캐나다, 호주, 남아프

리카와의 관계처럼 ‘자치식민지’로 만들어 일본과의 관계를 원만히 지속시

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장래 조선인의 지식이 진보함에 따라 대의제도를 

인정하여 주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임정부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교육을 통해 조선인의 지식 수준이 대

의제도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질 때까지는 그 중간적인 제도로 행정 

각 부에 선거로 선출된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행정평의회’ 제도를 부설

하는 것이 급무라고 주장했다.50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먼저 중추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보았다. 야마모

토는 현재 따로 규정이 없는 중추원의 자문사항에 대해 법령으로 그 범위

를 확정하고, 구성 의원을 현재 전원 관선(官選)인 것을 바꾸어 민간의 식자 

49    山本美越乃, 「朝鮮統治の根本問題」, 『經濟論叢』 9-3, 1919, 85쪽.

50    山本美越乃, 「朝鮮統治の根本問題」, 87~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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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호선(互選)하는 다수의 민선(民選)의원과 소수의 관선의원으로 구성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 행정단위인 도, 부, 군 등에도 

현재의 유명무실한 자문기관인 참사제도를 폐지하고, 대신에 그 지방의 식

자 중에서 호선하는 다수의 민선의원과 소수의 관선의원으로 구성되는 지

방행정평의회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 지방행정평의

회는 면(面) 단위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51 

이와 같은 견해를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치

의 훈련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민족적 자각심’이 발달함에 따

라 식민지 본국과 갈등을 빚어 우려할 만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반

박했다. 그는 “모국의 이익을 해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내정은 조

선인의 자치에 맡기고 모국은 단지 주권을 장악할 뿐인 자치영토로서, 공존

공보(共存共保)의 목적 아래 양 국민의 영구적인 제휴 친선을 획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52 

이렇듯 야마모토가 조선의 자치를 강조하고 있었다면, 입법상의 자치, 

즉 의회의 설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제44회 제국의회

(1920. 12. 27.~1921. 3. 26.)에는 식민지의 참정권과 관련된 두 가지 청원서가 

제출되었다. 하나는 타이완인에 의한 ‘타이완의회설치청원’이고,53 다른 하

나는 조선인에 의한 ‘중의원 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할 건’이었다.54 두 식민

지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즉 한쪽은 타이완 자체의 의회를 설립하는, 다른 

51    山本美越乃, 「朝鮮統治の根本問題」, 88~89쪽. 실제로 조선에서는 1920년 7월 지방관제 개정으로 기

존의 참사제도가 폐지되고, 도에 도평의회, 부와 면에 각각 협의회가 설치되었다. 

52    山本美越乃, 「朝鮮統治の根本問題」, 91쪽.

53    주로 도쿄의 타이완 유학생을 주축으로 결성된 ‘신민회’가 중심이 되어 실행한 것으로, 이후 1921년 

10월 타이완에서 결성된 타이완문화협회가 중심이 되어 1934년까지 매년 계속해서 제국의회에 청

원서를 제출했으나, 결국 실현을 보지 못했다. 타이완의회설치청원운동에 대해서는 浅田喬二, 「1920
年代台湾における抗日民族運動の展開過程: 「台湾文化協会」の活動を中心にして」, 『歴史学研究』 

414, 1974; 若林正丈, 『台湾抗日運動史研究』, 研文出版, 1983 참조.

54    민원식을 회장으로 하는 국민협회는 1920년 제42회 제국의회에 처음 이 청원서를 제출한 이래 참정

권청원운동을 전개했다. 청원서는 제43회, 제44회 제국의회에 연이어 제출되었는데, 제44의회에 청

원서를 제출한 뒤 민원식이 조선 유학생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청원은 중의원에서 

채택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동명,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정치운동』, 경인문화사, 2006, 제2부 제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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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은 조선의 대표를 일본 제국의회에 참가시키는 방향으로 참정권을 획득

하고자 하는 청원서가 제출되었던 것이다. 유형적으로 분류하자면 전자는 

자치주의에, 후자는 동화주의에 상응하는 참정의 방식이다.

바로 이 두 청원 건에 대한 논평에서 야마모토는 지금 당장 조선인과 타

이완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금은 

그 준비 단계로서 교육의 보급 및 지식의 향상을 꾀하는 한편, 지방에 자치

기관을 설치하여 지방의 소(小)정무에 이들을 참여하게 하여 훈련을 시켜

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55 다만 참정의 방법으로서는 타이완의회 설치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더 적절하다고 평했다.56 자치주의 주장자로서는 

당연한 평가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당초 식민지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기상조라

고 했던 야마모토는 다음 절에서 보듯이 그 후 타이완의회설치운동에는 지

지로 입장을 바꾼 반면, 조선의 의회 설치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

였다. 조선은 아직 의회를 설립할 만한 자격, 즉 ‘재정적 자급력’과 ‘정치적 

자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정적 자급의 문제는 타이완이 

1905년 이후 재정 자급을 달성한 반면, 조선은 여전히 일본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치적 자각’과 관련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제국의회에 타이완의회 설치를 요구한 타이완과 비교하면, 조선에서의 참

정권을 둘러싼 주장과 운동은 대체로 “감정적, 피상적, 지리멸렬”하며 통일

적 근거가 없어 널리 식자의 동정을 끌 만한 저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평했

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년간의 악정에 시달려 정치적 자각심을 소모한 것

에서 찾았다.57  

이처럼 3.1운동 이후 야마모토는 조선에 자치주의의 방침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가 생각한 자치의 정도는 자신이 이상으로 삼은 ‘자

치식민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낮은 수준이었다. 즉 중추원과 각급 지방

55    山本美越乃, 『植民地問題私見』, 202쪽, 204쪽.

56    山本美越乃, 『植民地問題私見』, 207쪽.

57    山本美越乃, 「異民族の統一糾合と其自覚的運動の調和」, 『外交時報』 49-1, 1929, 84~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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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행정평의회 의원의 일부를 민선의원으로 선출한다는 정도에 그쳤던 

것이다.  

한편, 이즈미 아키라도 조선에 대한 동화정책은 철저히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1,500만에 4,000년의 특수 문화를 가진 민족을 동화시키기

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신 ‘조선 본위’의 관점에서 조선의 구

제도와 문물을 존중하고 조선인의 희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그는 현재 조선인이 바라는 것은 조선인 스스로가 조선을 통치하는 

일이며, “내부 주권의 획득”이 그들의 최소한의 희망이라고 보았다.58 그런

데 조선인이 과연 내부 주권의 획득으로 만족할지는 의문이라고 하면서도 

그는 조선의 장래에 대해 “우선 조선에 완전한 자치제도를 실시하고, 그 운

용을 숙지할 즈음에는 보호제도하의 일부주권국으로 만드는 것”이 자연스

러운 추세에 맞는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59 이는 조선의 자치식민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는 같은 책에서 식민지 발달의 귀착점은 자치

식민지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하고 있다. 

이즈미는 1927년 4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교수로 부임한다. 부임 

후 조선에 대한 정책을 논한 글에서도 동화정책은 무리라고 비판하고 조선

에 자치를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3.1운동 이후의 문화정치도 여전히 

‘일본 본위’의 정치임을 지적하고, ‘조선 본위’의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회문제에 대한 구제책으로서 조선인에 대해서는 일본인

보다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일본인과 조

선인은 어른과 아이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참된 공평은 조선인을 일본인 이상으로 

보호 유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일본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관청, 회사, 학교 등의 중요한 지위의 반을 조선인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주

58    泉哲, 『植民地統治論』, 375쪽. 

59    泉哲, 『植民地統治論』, 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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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다.60

다음으로 정치와 관련해서는 중앙의 중추원과 지방의 자문기관을 개혁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중추원의 결함으로 의원 임명제를 따르

는 자문기관이라는 점과 전부 조선인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

는 중추원을 임명이 아닌 선출 의원으로 조직하고, 여기에는 재류 일본인의 

여론도 살피기 위해 일본인도 포함해야 하며, 자문기관을 의결기관으로 바

꾸어 장차 자치제로 가는 데 필요한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했다.61 지방의 

도평의회, 부협의회, 면협의회에 대해서도 같은 방향의 개혁을 주문했다. 

현재 임명제인 도평의회 의원을 인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조직하고, 자

문적 심의기관인 도평의회를 의결기관으로 바꾸어 도의 예산은 물론 지방

규칙의 제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협의회는 현행 25세 이상의 

남자, 부세(府稅) 5엔 이상 납부자라는 선거권 자격을 21세 이상과 부세 3엔 

이상으로 각기 낮추고, 현재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훨씬 다수를 차지하는 것

을 반반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나아가 부윤도 임명이 

아닌 민선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면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종

래 지정 면은 선거, 일반 면은 임명으로 구성되던 것을 모두 법정 유자격자

의 선거에 의한 협의회로 만들고,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바꾸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62 

이처럼 이즈미는 중앙의 중추원과 각급 지방단체 협의회의 구성을 임

명이 아닌 선출 의원으로 하고, 그 성격도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바꾸

어 적극적인 정치 참가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교육

과 관련해서 조선인의 초등교육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으로 실시

할 것, 조선인의 중등교육 기관을 증설하고 각종 실업학교를 충분히 보급하

여 실제 실업(實業)에 종사할 기술자를 양성할 것을 요구하고, 전문학교 등

60    泉哲, 「朝鮮を如何にすべきや (一)」, 『外交時報』 47-1, 1928, 14~15쪽. 

61    泉哲, 「朝鮮を如何にすべきや (一)」, 17쪽. 여기서 장차 중추원을 의결기관으로 바꾼다면 1원제 또는 

2원제 입법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중앙의 의회 개설을 암시하는 듯한 서술을 하고는 있으

나, 명시적으로 조선의회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62    泉哲, 「朝鮮を如何にすべきや (一)」, 2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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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등교육 기관을 조선인에게 더 개방할 것을 촉구했다.63 

이상의 논문 내용을 문제 삼아 조선총독부는 경성제대 측에 이즈미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한다.64 경성제대 총장의 거부로 해임되는 일은 없었으

나, 이즈미의 논책이 총독부의 비위를 거스르는 내용이었음을 엿보게 한다. 

한편, 앞서 본 야마모토가 조선의회의 설립에 부정적이었던 것과 달리 

야나이하라는 조선에 ‘자주주의’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조선의회를 설립할 

것을 주장했다. 야나이하라는, 그간의 문화적 교육으로 조선인들은 정치적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지방단체의 자문기관에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것 외에는 참정권이 없으며, 또한 교육은 장려되어도 학교 졸업생에게 사

회적 활동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불안과 절망

이 조선 사회의 저류에 쌓여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선인이 참정권을 요구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어떤 형태로든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조선의 

정치적 불안을 제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65 

야나이하라는 조선에 대의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인의 

정치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대해, 언제가 되면 조

선인의 정치능력이 성숙했다고 판단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조선인은 정

치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에는 “조선에 가보라. 길가의 돌들이 모

두 자유를 외친다. 돌은 아무리 외쳐도 경찰에게 단속되지 않으니까.”라고 

맞받아쳤다. 요컨대 조선 인민의 참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이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66 그는 동화주의에 의거해 일본 의회로 

대의기관을 일원화할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조선인의 정치 참여는 조

선의회의 설립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에 자치

를 부여했을 때 조선의 분리 독립을 우려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조선은 분

리 독립하지 않겠지만, 가령 그들이 활력을 얻어 독립국가로서 설 실력을 

63    泉哲, 「朝鮮を如何にすべきや (二)」, 『外交時報』 47-2, 1928, 129쪽, 132~133쪽. 

64    정준영, 「경성제국대학 교수가 된 식민정책학자: 이즈미 아키라(泉哲)의 식민정책론과 <국제공법강

좌>」, 『사회와 역사』 118, 2018, 138쪽.

65    矢内原忠雄, 『植民政策の新基調』(1927), 『矢内原忠雄全集』 第1巻, 729~730쪽. 

66    矢内原忠雄, 『植民政策の新基調』, 739~7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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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 식민정책의 성공이자 일본국민의 명예”가 아

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조선의회의 개설은 조선 통치의 근본 방침이자 그 

목표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67  

야나이하라가 거론한 또 다른 조선문제로 산미증식계획이 있다. 이를 

논한 글에서 야나이하라는 이 계획에 대한 야마모토 미오노의 평가를 비판

하고 있는데, 야마모토는 1925년에 재수립된 조선산미증식계획을 “모국과 

식민지의 상호향익주의”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시책이라고 평가했다.68 

야마모토는 이 계획이 조선에 부족한 식량의 공급은 물론 농민의 수입 증가

를 초래하므로 조선 측에도 유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나 야나이하라는 

이 계획이 과연 조선인에게도 이익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 계획이 조선인

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했다. 그에 따르면 조선인의 1인당 쌀 소비액은 일본 

국내의 1인당 쌀 소비액에 비해 약 절반에 불과하다. 그래서 식량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잡곡의 증산을 꾀했으나,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최근에는 외국

미(米)와 만주의 조(粟)를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조선에서 생산

된 쌀이 일본으로 이출되는 양이 증가함에 따라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

치로서, 조선의 식량 수요 증가에 대한 해결은커녕 오히려 식량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69 그는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조선인의 토지상실, 농

민 이촌(離村), 경제적 무산자화의 원흉으로 비판받는 것과 같은 일을 되풀

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서 이번의 계획이 조선인의 이익을 해칠 수 있

는 자본주의적 작용 — 예컨대 이 사업에서 토지개량사업의 반을 민간회사

에게 맡기기로 한 계획에 따라 설립된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의 영리 활동 

등 ─ 에 대해 정부가 감독하여 조선인 자신의 경제력을 함양시킬 적극적 수

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70 이즈미도 이 문제에서는 야나이하

라와 같은 의견이었다. 산미증식계획은 완전히 일본 본위의 사업으로, 산출

67    矢内原忠雄, 『植民政策の新基調』, 743쪽.

68    山本美越乃, 「朝鮮産米增殖計画と世論」, 『経済論叢』 22-1, 1926, 159쪽. 

69    矢内原忠雄, 「朝鮮産米増殖計画に就て」(1926. 2.), 『矢内原忠雄全集』 第1巻, 703쪽.

70    矢内原忠雄, 「朝鮮産米増殖計画に就て」, 721~7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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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쌀은 전부 일본으로 수송되고 조선인의 식량미를 증식하는 것은 아니라

고 했다.71 

2) 타이완

타이완의 식민정책과 관련해서도 식민정책학자들은 자치주의와 식민지 본

위의 정책을 주문하였다. 타이완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이즈미 아키

라였다. 이는 이즈미가 근무한 메이지대학에 타이완 유학생들이 많았으며, 

특히 후술하는 타이완의회설치운동에 참가한 유학생들과 그가 직접 인연을 

맺고 있었던 사실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72 

이즈미는 타이완에 대해 종래 채용했던 불철저한 동화주의를 포기하고 

“비동화주의인 도민(島民)본위의 정책”을 확립해야 하며, 타이완 통치의 최

종 귀착점은 ‘자치식민지’로 만드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73 그리고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교육과 관련해서 현재 실업(實業) 

교육에 치우쳐 있는 경향을 수정하여 타이완에도 본국과 동일한 종류의 교

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4 대개 식민정책학자들은 식민지의 교육

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즈미의 이런 의견은 이례적이다. 

이즈미는 인도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인도가 영국에 저항하게 된 것을 교육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오류이며, “식민국의 임무는 식민지의 안녕과 

행복을 꾀하고 식민지인을 문화로 유도함에 있음을 깨닫고, 교육방침도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75

이즈미는 그 밖에도 타이완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당업과 관

련해서 1명 이상의 일본인이 회사 설립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현 규정을 

폐지하여 타이완인에게 기업(起業)의 기회를 더 개방하고, 공직에 취직할 기

71    泉哲, 「朝鮮を如何にすべきや (一)」, 5쪽.

72    若林正丈, 『台湾抗日運動史研究』, 96쪽.

73    泉哲, 「台湾統治策の根本的変革を促す」, 『太陽』 26-8, 1920, 112쪽.

74    泉哲, 「台湾統治策の根本的変革を促す」, 108쪽. 

75    泉哲, 『植民地統治論』, 294~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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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언론의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

다고 제언했다.76 이 글은 과거 타이완총독부 관료였던 도고 미노루(東鄕實)

에게 비판받기도 했지만,77 그의 비판은 이즈미가 실정을 잘 모르고, 잘못

된 통계 자료를 썼다는 등 주로 팩트에 집중되고 ‘비동화주의’, ‘식민지 본

위’라는 이즈미의 식민정책 관점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78 

1920년 7월에 단행된 지방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로서의 불

철저성을 비판했다. 이 지방제도 개혁에서는 우선 종래의 12청 중 2개 청을 

제외한 10개 청을 5주(州)로 개편하고, 주 아래에 군(郡), 시(市), 가(街), 장(庄)

을 두었으며, 군을 제외한 모든 행정단위에 공공단체로서의 자격을 부여함

으로써 일종의 지방자치제를 실시했다. 또한 자치단체인 주, 시, 가, 장에는 

협의회라는 자문기관을 설치했다.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해 이

즈미는 두 가지 점에서 비판했다. 첫째, 각 자치단체의 장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주지사에 총독을 대리하는 의미에서 관

리를 임명하는 것은 혹 합리적일지 모르나, 적어도 나머지 단위의 단체장은 

선출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협의회가 단순한 자문기관이며 협의

회 의원이 모두 임명직이라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 이래서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협의회 의원에 일본인을 임명하기라도 한다면 

협의회 설치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79 

이즈미는 타이완의회설치청원운동에 대해서는 지지의 입장을 표명했

다. 타이완은 이미 재정적으로 경제적 독립을 달성했으나, 여기에 정치적 

자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불평불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민지의 

자치는 식민지 주민이 선거로 뽑은 의원들로 조직된 식민지 의회로 시작되

어야 한다며 청원운동을 지지했다.80 그 제1회 청원 시에 덴 겐지로(田健治

76    泉哲, 「台湾統治策の根本的変革を促す」, 108~110쪽.

77    東郷実, 「植民政策の批判に就いて(泉哲の所論を駁す)」, 『太陽』 26-13, 1920.
78    도고 미노루도 식민정책으로서의 동화주의에는 시종 반대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박양신, 「도

고 미노루(東鄕實)의 식민정책론: 농업식민론과 ‘비동화주의’」, 『역사교육』 127, 2013 참조. 

79    泉哲, 「台湾自治制を評す」, 『台湾青年』 1-3, 1920, 13쪽, 15쪽.

80    泉哲, 「植民地の立法機関に就て」, 『台湾』 4-4, 1923,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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郞) 타이완총독은 일본정부의 타이완 통치방침은 ‘내지연장주의’에 있다면

서 청원운동은 이 방침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 후에 와카쓰키 레이지로(若槻礼次郎) 수상은 장래 자치 

관념 등에 충분한 소양이 쌓이면 참정권을 부여하되 그들의 대표자를 제국

의회로 보내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81 즉 정부 

및 식민 당국은 자치주의가 아닌 ‘내지연장주의’의 입장에 서서 식민지 의

회의 설립에 부정적이었던 것이다. 

한편, 야마모토는 앞서 언급했듯이 타이완의회설치청원서가 처음 제출

되었을 때는 식민지에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으

나, 점차 이 청원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82 타이완의회설치청원서에 

따르면, 타이완에 주민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되는 타이완의회를 설

치하여, 타이완의 특수 사정에 기초한 특별 법규 및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야마모토는 “입헌국 치하에 있는 

신민으로서 타이완 주민이 당연히 향유해야 할 권리의 요구”라고 평가했

다. 그는 타이완인 중 불만이 있는 자는 총독부의 전제적 억압정치에 불만

이 있는 것이지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은”에 감읍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것

이니, 타이완의회의 설치를 허용해도 그것을 발판으로 독립을 실현하려는 

의도는 없을 것이라며 일부의 우려를 일축했다.83 그는 같은 글에서 이 운

동에 대한 타이완총독부의 탄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야마모토는 제56회 제국의회(1928. 12. 26~1929. 3. 25)를 앞둔 시점에서 다

시 한 번 타이완의회설치청원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글을 발표했다. 그는 민

족의 해방운동 및 자치자유의 요구는 “본능적인 것으로, 도저히 억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협력해야 할 민족을 오래도록 무자각 상태에 두려

는 것은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을 바라는 것과 같고, “문명국민의 치욕”이라

81    浅田喬二, 「1920年代台湾における抗日民族運動の展開過程」, 11쪽.

82    이 청원운동은 워낙에 야마모토의 두 저서 『植民政策研究』, 『植民地問題私見』과 이즈미의 『植民地統
治論』에 크게 의지하고 있었다고 한다(若林正丈, 『台湾抗日運動史研究』, 94쪽).

83    山本美越乃, 「台湾議会設置請願問題と過去の総督政治」, 『外交時報』 41-7, 1925, 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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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한 어조로 힐난했다.84 그는 민정, 풍속, 습관, 제도 등을 달리하는 사

정에 비추어 모국의 통치의 근본방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사항

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희망에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서 그 운동에 지지를 보냈다.85  

타이완의회설치청원운동은 야나이하라 다다오도 지지했다.86 그는 자

신의 저서 『식민 및 식민정책』에서 타이완의 지방자치가 조선보다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고, 타이완의회설치청원운동이 일본으로부터의 분리를 목적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범위에서의 참정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충분

한 고려를 받지 못하고 범죄시 ─ 운동자의 유죄판결 ─ 되었다고 서술함으

로써 당국의 대응을 에둘러 비판했다.87 또 『제국주의하의 대만』(1929)에서

는 이 운동에 대해 첫째, 총독 전제정치에 대한 참정권의 요구이며, 둘째, 

정부의 동화주의와 내지연장주의에 대해 타이완의 특수성을 주장한 것으로 

평가했다.88 야나이하라는 같은 책에서 타이완 통치 30여 년의 치적은 “식

민지 경영이 성공한 드문 모범”으로 상찬되고 있지만, 정치 면에서는 주민

의 참정권이 여전히 제로인 상태로, 총독 전제(專制)가 극단적이라는 점에서 

타이완은 세계 식민지 중에서도 드문 예에 속한다고 비판했다. 타이완인의 

‘정치적 자각’은 이미 점화되었으니 “식민지 통치가 문명적인지 아닌지의 

시험은 적당한 시기에 원주자의 참정권을 용인하느냐 마느냐에 달렸다”며 

타이완의회 설치의 허용을 촉구했다.89 

84    山本美越乃, 「異民族の統一糾合と其自覚的運動の調和」, 『外交時報』 49-1, 1929, 83쪽.  

85    山本美越乃, 「異民族の統一糾合と其自覚的運動の調和」, 86쪽.

86    야나이하라는 이 청원운동에 청원위원으로 활약한 채배화(蔡培火), 임헌당(林獻堂), 양조가(楊肇嘉) 

등과 교류가 있었으며, 그의 첫 번째 일본 식민지 연구서인 『제국주의하의 대만』 집필을 위한 현지조

사, 자료수집에 타이완문화협회 인사의 협조가 있었다고 한다(戴國煇, 『日本とアジア』, 新人物往来
社, 1973, 79쪽, 86쪽).

87    矢内原忠雄, 『植民及植民政策』, 281~282쪽.

88    矢内原忠雄, 『帝国主義下の台湾』(1929), 『矢内原忠雄全集』 第2巻, 岩波書店, 1963, 380쪽.

89    矢内原忠雄, 『帝国主義下の台湾』, 387~3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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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사조 변화와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으로 발생한 

식민지 조선에서의 3.1운동을 계기로 일본 식민정책학은 종전과는 다른 변

화를 보이게 된다. 우선 식민지 영유의 목적과 관련하여, ‘식민국’ 측의 정

치적,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던 것이 ‘식민지’ 측의 이익을 고려

한 ‘식민지 본위’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그와 더불어 

종전에 제각각이던 식민지 통치방식을 둘러싼 논의도 1920년대가 되면 동

화주의를 비판하고 자치주의를 주장하는 데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게 되었

다. 1930년대 후반 이후의 텍스트들이 자치주의가 아닌 프랑스의 동화주의

를 수정한 ‘협동주의’를 가장 이상적인 통치방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90과 

비교하면, 자치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확실히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식민정책학의 원론적인 입장은 일본의 식민지 조선과 타이

완에 대한 식민정책론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조선과 타이완에 대해 

‘모국과 식민지의 상호향익주의’ 또는 ‘조선 본위’, ‘타이완 본위’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입을 모아 동화주의를 멈추고 자치주의를 통치 

방침으로 채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들의 관심은 자연히 두 식민지의 자치

제 확대로 향해졌지만, 그 실행에서 허용해야 할 자치의 정도를 두고 편차

를 보였다.  대의기관과 관련해서 자치주의자들은 모두 식민지 의회의 설립

이 제국의회에 식민지 대표를 참여하게 하는 방식보다 타당하다고 인정했

으나, 구체적인 식민지 의회 즉 조선의회, 타이완의회의 설립을 둘러싸고는 

그 시기와 지역 타당성에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동화주의에 대한 비판이 반드시 진보를 의미하지 않음은 이미 기존 연

구91에서 지적한 바이지만, 이는 이 시기 동화주의를 비판하고 자치주의를 

90    이에 대해서는 박양신, 「‘대동아공영권’의 건설과 식민정책학」, 『일본연구』 28, 2017, 제3장 참조. 

91    小熊英二, 「差別即平等-日本植民地統治思想へのフランス人種社会学の影響」, 『歴史学研究』 662,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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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식민정책학자에게도 적용된다. 야마모토의 논의에서 확인했듯이 자

치주의의 주장이 반드시 진보적인 견해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유념해

야 할 것은 이 시기 식민정책학자의 자치주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본국과 

식민지 간 연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제국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사고에 근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실제로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방식과 거리

가 먼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끊임없이 곁눈질하고 있었던 것은 영국이 최

대의 식민제국이라는 점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닐 것이다. 영국이 코먼웰스

(Commonwealth)의 수립으로 식민지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자신들이 지향할 미래라고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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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일본·일본인과 3.1운동

3.1운동 전후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일본 육군 내 논의 | 박완

투고일자: 2019. 6. 3 | 심사완료일자: 2019. 6. 19 | 게재확정일자: 2019. 6. 21

1914~1918년의 제1차 세계대전 및 1919년의 3.1운동의 발발은 일본의 제국 지배 질서를 동요시켰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기존의 제국 지배 질서의 재편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는 육군도 마찬가지였다.

그중 아카시 모토지로, 이구치 쇼고, 우쓰노미야 다로 등 조선헌병대 혹은 조선군에서 활동한 이

들은 영국·프랑스 등 구미 제국의 식민지 군대의 선례를 중시하였고, 또 병합 직후부터 식민지 조선

인의 ‘동화’ 및 그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낙관하였다. 따라서 조선에서 징병을 실시할 수 있을 만큼의 

‘동화’를 촉진한다는 조선 지배 정책의 측면에서 조선인에게 육사의 문호를 개방하거나 조선인 지원

병 부대를 편성하는 등 군이 앞장서서 조선인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것,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하여 조선 

주둔 병력을 증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3.1운동의 충격 속에서 더욱 절실해졌다.

반면 주로 육군 중앙에서 활동한 다나카 기이치는 러일전쟁 이후 대러시아 작전·군비라는 당면

의 목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예산과 국내 정치적 환경이라는 정치·경제·군사적 합리성을 중

시하였다. 그에게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은 조선에서 징병을 실시할 수 있을 만큼의 ‘동화’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실행할 수 있는 최종적인 목표에 불과했으며, 또 조선인을 일본 군대에 받아들이기 위해 조

선군을 증강한다는 발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3.1운동의 발발은 조선인의 ‘동화’ 가

능성에 대한 기존의 낙관적 인식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그는 조선인 장교의 재생산, 조선인 부대 편성 

및 이를 전제로 한 조선군 증강에는 소극적이었다. 이와 같은 조선인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조선군과 

육군 중앙의 대립은 193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주제어: 제1차 세계대전, 3.1 운동, 일본 육군, 조선군, 우쓰노미야 다로, 다나카 기이치

1920년대 일본 식민정책학의 식민정책론: 식민지 본위주의와 자치주의 | 박양신

투고일자: 2019. 5. 19 | 심사완료일자: 2019. 6. 9 | 게재확정일자: 2019. 7. 1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사조의 변화와, 민족자결주의에 자극받아 발생한 식민지 조선에서의 3.1

운동을 계기로 일본의 식민정책학은 종전과는 다른 변화를 보이게 된다. 우선 식민지 영유의 목적과 

관련하여, 식민국 측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던 것이 식민지 측의 이익을 고려한 

‘식민지 본위’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그와 더불어 종전에 제각각이었던 식민지 

통치방식을 둘러싼 논의도 1920년대가 되면 동화주의를 비판하고 자치주의를 주장하는 데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식민정책학의 원론적인 입장은 일본의 식민지 조선과 타이완에 대한 식민정책론에 그

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조선과 타이완에 대해 ‘조선 본위’, ‘타이완 본위’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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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한편, 입을 모아 동화주의를 멈추고 자치주의를 통치 방침으로 채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들

의 관심은 자연히 두 식민지의 자치제 확대로 향해졌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 허용해야 할 자치의 정도

를 둘러싸고는 편차를 보였다. 또한 대의기관과 관련해서는 자치주의자들은 모두 식민지 의회의 설립

이 제국의회에 식민지 대표를 참여하게 하는 방식보다 타당하다고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식민지 의회 

즉 조선의회, 타이완의회의 설립을 둘러싸고는 그 시기와 지역 타당성에서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주제어: 식민정책학, 동화주의, 자치주의, 야마모토 미오노, 이즈미 아키라, 야나이하라 다다오

일본인 식민자 사회가 바라본 3.1운동: ‘재조일본인’의 ‘조선소요’(朝鮮騷擾) 인식  

| 이동훈

투고일자: 2019. 6. 8 | 심사완료일자: 2019. 6. 20 | 게재확정일자: 2019. 7. 8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한반도에 형성된 일본인 식민자 사회, 이른바 ‘재조일본인’ 사회

가 3.1운동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고찰했다. 먼저 3.1운동을 발생 초기와 진정 국면 후 ‘문화통치’ 시기

로 구분하고 재조일본인 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재조일본인 사회에 

공유된 의식 체계를 ‘식민자 의식’으로 정의하고 그 성격을 다루었다.  

3.1운동 발생 초기 재조일본인 사회는 일부의 ‘폭도’가 일으킨 ‘만세소동‘으로 폄하하면서 조소 

어린 시선으로 운동을 바라보았다. 국제 정세에 무지한 조선인들이 이상에 불과한 민족자결주의를 맹

신한 탓에 일어난 해프닝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였다.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도 ’무단통치‘ 시기에 행

해진 억압 정책과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악행을 원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외부 배후설을 제기하

는 자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문화정치’로의 전환이라는 뜻밖의 정치적 수확을 

경험하면서 일본인 사회에도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무단정치’ 시기에 행해진 억압적인 통치와 조

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횡포를 일부분 인정하면서 자성을 촉구하는 의견이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들이 반드시 조선인 사회에 대한 일본인들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었다.

3.1운동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내지’의 일본인과 재조일본인 사이에 인식 차이

가 존재했다. 재조일본인의 ‘식민자의식’은 조선인들에 대한 타자 의식을 기초로 형성된 것으로 ‘내

지’의 일본인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재조일본인들의 ‘식민자의식’은 그 태생

부터 외부 사회 즉 조선인 사회에 대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배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재조일본인들은 3.1운동 후의 식민지 통치와 관련하여 조선인 사회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했던 것이다.

주제어: 3.1운동, 재조일본인, 식민자, 식민자의식, 제국의식, 무단통치, 문화정치

고쿠민신문(国民新聞)에 나타난 3.1운동 | 박은영

투고일자: 2019. 5. 22 | 심사완료일자: 2019. 6. 9 | 게재확정일자: 2019. 7. 3

3.1운동은 오랫동안 조선에 무관심했던 일본 언론계의 관심을 일거에 환기한 사건이었다. 당시 대부

분의 신문들은 정부와 군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거나 동일한 취지의 사설을 게재하는 등 사태의 

추이에 끌려갔고, 조선의 현실을 충분하게 전달하기보다는 자극적인 표제를 단 기사들이 지면을 장식

했다.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매체적 특성에 주목하고, 고쿠민신문에 게재된 3.1

운동 관련 기사를 검토하여 3.1운동 당시 고쿠민신문이라는 특정한 매체가 어떠한 조선 이미지를 형

성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고쿠민신문이 친정부적 언론기관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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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Japanese,  and  the  March First  MoveMent
the debate on Military Use of colonial Koreans in the Japanese army Before 
and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 PARK Wan
The First World War (1914~18) and the March First Movement (1919) shook the ruling 
order of Japanese imperialism. With these events as the momentum, Imperial Japan, as well as 
Japanese Army, sought the reorganization of imperial ruling order.

The Japanese Korean Army (Chosen-gun) was optimistic about the possibility of 
assimilating colonial Koreans and using them in the military. Therefore, to promote the 
assimilation of Koreans, the Army insisted that Military Academy should be open to Koreans 
and Korean volunteer units should be organized. Also, the reinforcement of deployed forces in 
Korea was requested, partly to accept Koreans into the Army. These stances remained firm in 
spite of the shock from the March First Movement.

On the other hand, the Ministry of War (Rikugunsho) focused on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legitimacy. For them, the military use of colonial Koreans was the final goal to be 
realized after assimilating Koreans enough for the conscription law to be enforced in Korea. 
Also, the March First Movement weakened their optimism about the possibility of such 
assimilation. As a result, the Ministry of War remained negative to the military use of Koreans 
until the mid-1930s.
• Keywords:   the First World War, the March First Movement, the Japanese Army, the Japanese 

Korean Army (Chosen-gun), Utsunomiya Taro, Tanaka Giichi

colonial policy theories in colonial policy studies of Japan in the 1920s: 
colony-oriented policy and autonomy | PARK Yangshin
In the wake of the changes in world trends after World War I and the March First Movement 
in colonial Korea, which was inspired by nationalism, Japan’s colonial policy studies showed 
a different change from the past. First, with regard to the purpose of colonial occupation, the 
emphasis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of the colonial state was changed to stress 
the importance of the rule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the colony. Second, the discussion 
over the colonial rule, which was not consistent before, came to a consensus in criticizing 
assimilationism and advocating autonomy of the colony in the 1920s.

This fundamental position of colonial policy theory is reflected in the discussion on Japan’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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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nialism of Chosun and Taiwan. They emphasized the need of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ests of Chosun and Taiwan, while insisting on stopping assimilationism and 
employing autonomy as a governance policy. Their interest was naturally directed toward 
the expansion of the two colonies’ self-governance, but they showed deviations in the 
extent of self-governance that should be allowed in its implementation. Also with regard to 
representative institutions, they all acknowledged that the establishment of colonial parliament 
is more valid than having colonial representatives participate in the Imperial Diet, but they 
differed in the timing and regional feasibil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hosun Parliament 
and the Taiwan Parliament.
• Keywords:   colonial policy studies, assimilationism, autonomy, Yamamoto Miono, Izumi Akira, 

Yanaihara Tadao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Korea  

| YEE Donghoon
This article examines how Japanese settlers reacted to and perceived the March First Movement. 
To consider Japanese settlers’ perception towards the March First Movement, the paper 
analyzes the initial reaction and the fixed perception after time lapse. This study also focuses 
on Japanese settlers’ consciousness which had been cultivated and shared in the Japanese 
community. 

Just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most Japanese settlers looked down on and 
ridiculed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y believed that Korean rioters misunderstood 
the national self-determination principle due to their ignorance about international affairs. 
Regarding the causes of the incident, they did not consider the cruel military government rule 
in the 1910s and Japanese settlers’ discriminatory behavior.

For the perception towards the March First Movement, a difference between Japanese 
in homeland and settlers in colonial Korea is recognized. Contrary to Japanese in homeland, 
Japanese settlers’ consciousness had been formed by encountering and contacting with the 
colonized. Therefore, Japanese settlers’ perception on Koreans was exclusive and closed 
towards Korean society. On the basis of this chauvinism, Japanese settlers insisted on imposing 
strong measures against Koreans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 Keywords:   the March First Movement, Japanese settler, colonizer, settler colonialism

the March First Movement in the Kokumin shinbun | PARK Eun-Young
The March First Movement was an event that aroused the attention of the Japanese media 
community, which had been indifferent to Chosun for a long time. Most of the newspapers at 
that time were dragged into the situation by reporting the announcements of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or posting editorials of the same purpose. Instead of conveying the reality 
of Chosun enough, the articles of exciting titles decorated the pag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media characteristics that were not of interest in previous studies and exa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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