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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식민지 조선의 위생 체계와 그 실행에 과학적 기반과 구상을 제공한

위생학 연구 체계의 형성 과정을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활동을 중심으

로 탐구한다. 이 교실은 일본 제국의 인구가 지닌 ‘생명력’, 즉 어느 인구 집단의

생물학적 증식 및 생존 능력을 파악한다는 목표 아래 일본 제국에 포함된 서로

다른 민족의 생명력을 산출하는 일관된 통계적 연구 체계를 구축했다. 이 논문은

그 생명력 연구가 성립, 확대, 변형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식민지 위생학 연

구가 지닌 성격을 검토한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는 어느 민족의 생명력이 저하되는 지점과

그에 영향을 준 환경을 다룬다는 점에서, 인구 관리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었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은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민족별 생명력

의 패턴에 입각한 새로운 방식으로 인구현상을 파악 및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

고, 이는 인구 관리의 실행자인 조선총독부의 입장과 충돌하며 긴장을 야기했다.

이 논문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인구통계 연구 및 조선총독부와의 관

계를 분석함으로써,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이 조선총독부보다 더 적극적으

로 일본의 제국주의적 인구 관리 기획을 받아들이고, 조선총독부의 인도자 역할

을 자임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본 논문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활동이 지닌 의

미를 식민지 과학사 연구의 맥락에서 고찰함으로써, 식민지에서의 과학 활동을

‘지역적 사례 연구’로만 간주해 온 전통적인 시각에 문제를 제기한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은 제국대학이 지닌 제도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조선이라는 지

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일본 제국의 의학계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서구의 최

신 통계적 방법론 일본 의학계에 소개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일본 제국 전역의 인

구현상을 다루는 보편적인 연구 체계를 도출함으로써 일본의 인구통계 연구를 선

도했다. 이와 같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사례를 통해 이 논문은 식민

지 조선에서의 연구 활동이 초국적, 이론적 연구부터 지역적 사례 연구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을 부각시킨다.



인구통계 연구를 통해 성립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시각과 방법론은

그 뒤에 이어진 조선의 보건위생 문제에 관한 연구들에도 적용되었으며, 그 과정

에서 조선인에 대한 시각과 조선인 통계를 다루는 방식이 형성되었다. 본 논문은

이 연구들이 수행된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 연구가 지닌 성격을 검토한다. 그럼으

로써 이 논문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조선인 통계 연구가 조선인에 대

한 차별적 통념을 반영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 통념을 강화한 경로를 드러낸다.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생명력의 위계질서가 존재함을 보이는 경성제대 위생학

예방의학교실의 연구는 주로 조선인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통제와 개입의 필요성

을 주장하는 식민통치 정당화의 논리에 사용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경성제대 위

생학예방의학교실 소속 조선인 의학자들의 조선인 인식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이

논문은 이 조선인 의학자들의 조선인 아동 신체계측 연구와 조선인 체위향상에

관한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연구가 민족주의적 동기에서 시작되어 생명력

개념을 조선인의 발전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재해석했음을 밝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연구들은 조선인의 발육 과정에서 ‘민족적’ 특징을 일

본인과의 차이, 특히 열등함을 중심으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

적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조선인 의학자들의 의도와 달리 전시체제 대비를

위해 조선인의 체위를 관리해야 한다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

되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조선인의 민족주의적 논의와 일본인의

제국주의적 논의가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생명력의 위계가 존재한다는 ‘과학적’

관념을 공동 기반으로 하면서도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 전개된 동전의 양면과 같

은 관계였음을 드러낸다.

주요어: 식민지 위생학, 제국주의, 인구통계, 경성제국대학, 식민지 과학, 시가 기

요시(志賀潔), 미즈시마 하루오(水島治夫), 스가와 유타카(須川豊), 이인규(李仁圭)

학번: 2012-3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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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방향 및 논점

위생학(衛生學)이란, 인구 집단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는 과학적 방법을

탐구하는 의학의 한 분과로, 오늘날 동아시아 나라들에서는 예방의학, 공중

보건학, 공중위생학이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위생학은 집단을 대

상으로 질병에 걸리기 이전의 건강 상태를 다룬다는 점에서, 개별 환자의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중점을 둔 임상의학과 구별되며, 단순히 질병

예방뿐 아니라 건강의 향상과 유지에 관한 광범한 주제들, 이를테면 성장과

발달, 주거 및 근로 환경, 인구의 증감 및 이동 같이 사회경제적 성격이 강

한 현상들 또한 그 대상에 포함한다.

인구의 건강과 그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관리, 통제하는 공중보건의 개

념과 제도의 형성은 근대국가의 발전과 궤를 같이 했다. 18세기 무렵부터

정부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건강과 질병을 정치적, 경제적 현상과 연관 지으

면서, 그것들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회구

성원의 건강과 안녕을 집단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가 이루

어졌다. 이 과정에서 인구 관리의 수단으로서 의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게 되었다. 의사들은 환자 치료뿐 아니라 인구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소들을 관리하는 업무까지 맡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의학적, 정치적 지식

체계가 의사와 정부의 협력 하에 형성되었다.1)

인구의 건강과 그를 둘러싼 환경을 다루는 지식체계가 의학의 한 분과로서

자리 잡은 것은 19세기 중반부터였다. 공중보건을 본업으로 하는 의사들이

증가했고, 그에 대한 학술적, 이론적 체계가 형성되었으며, 공중보건을 전문

으로 다루는 분야 즉, 위생학과가 1885년 베를린대학에 설치되었다.2) 의학

1) Michel Foucault, A. Sheridan trans., The Birth of the Clinic (London: Tavistock 
1973), pp. 1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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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 분과가 된 위생학은 19세기 후반 근대국가로의 전환을 추구하던 일

본에 도입되었고, 서구의 의학을 이용하여 식민지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려

던 제국 일본의 방침에 의해 조선, 만주, 대만 등 다른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3) 이 논문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배경으로 식민지 조선에

서 위생학의 연구 전통이 성립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식민지 조선의 위생에 관한 역사적 연구들은 주로 조선총독부의

위생 정책에 주목해왔다. 이 연구들은 식민통치의 수단으로서 위생이 지닌

기능과 성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위생경찰에 기반을 둔 조선총독부의

위생행정체계와 그것을 바탕으로 전개된 위생 사업이 지닌 강압성과 폭력

성, 그리고 의학적 한계를 밝혔다. 조선총독부의 방역 및 청결 사업은 그것

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행정기구 없이 경찰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에 따라

경찰력을 활용한 강제적인 조사, 단속, 격리 위주의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폭

력적인 방식으로 조선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4)

이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일부 사회사학자들은 조선총독부의 위생 정책

이 조선인의 일상에 침투하게 된 기전을 드러냈다. 그들에 따르면 조선총독

부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규율과 훈육을 통해 조선인을 일본 제국의 순종적

인 신민으로 만들고자 했다. 위생경찰을 통한 강압적인 통제와 감시, 학교

및 병원을 통한 교육과 선전 등에 의해 조선인을 대상으로 신체를 ‘위생적

으로’ 돌보는 법에 대한 훈육이 시행되었고,5) 지방의 자치조직들을 매개로

2) 이종찬, 『서양의학과 보건의 역사』 (서울: 명경, 1995), 289-298쪽; Dorothy 
Porter ed., Health, Civilization and the State: a History of Public Health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Amsterdam-Atlanta: Rodopi, 1994), pp. 14-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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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京大学出版会, 
2005).

4)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 혜안, 2005); 박윤재, 신규환, “일제하 사
립 피병원 설립운동 연구”, 『의사학』 7(1) (1998), 37-44쪽; 신규환, “지방병 연구와 식민지
배: 1927년 영흥 및 해남지역 에메틴 중독사건을 중심으로”, 『의사학』 18(2) (2009), 
173-188쪽; 정혜경, 김혜숙, “1910년대 식민지 조선에 구현된 위생정책”, 수요역사연구회 
편,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매일신보』 (서울: 두리미디어, 2005), 59-154쪽; 이종찬, 
“20세기 우리나라 보건정책과 제도: 사회사적 이해”, 『의사학』 8(2) (1999), 137-147쪽; 백
선례, “1919·20년 식민지 조선의 콜레라 방역활동”, 『사학연구』 101 (2011), 205-240쪽.

5) 정근식, “식민지 위생경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유산: 식민지 통치성의 시각에서,” 『사회
와 역사』 90 (2011), 221-270쪽; 조형근, “식민지체제와 의료적 규율화”, 김진균, 정근식 
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서울: 문화과학사, 1997), 170-221쪽; 김예림, “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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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규율하게 하는 위생체계가 구축되었으며, 그

결과 조선인들은 근대적, 위생적 행동양식과 더불어 식민지배에 대한 복종

을 체화하게 되었다.6)

이상과 같이 조선총독부의 위생 정책과 그를 통한 규율권력의 작동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적 위생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드러

낸다. 하지만 식민지 위생체계의 말단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보여주는 데 중

점을 둔 이 연구들과 달리, 본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그 체계에 설계도, 또

는 과학적 토대를 제공하는 위생학 지식이다. 여기에서 초점은 개별 조선인

의 신체를 규율하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를 생물학적인 인구

집단의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목적 하에 그 집단의 출생률, 사망률, 수명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통계적인 지식에 있다. 이는 개별 신체를 일정한

규범에 따르게끔 만드는 ‘규율장치’가 아닌, 인구에서 나타나는 통계적인 변

화들을 조절하는 ‘안전장치’와 관련 있다.7) 이런 관점 하에서 식민지 조선의

인구에 관한 통계적 지식의 내용과 성격을 탐구함으로써, 이 논문은 식민지

조선의 위생체계를 형성한 인구 관념과 그 통제 구상을 밝히고자 한다.

식민지 조선에서 위생에 관한 전문적이고 본격적인 연구를 담당한 기관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위생학예방의학교실(京城帝國大學 醫學部 衛生學豫防

醫學敎室, 이하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이다. 1926년에 개교한 경성제

국대학 의학부는 의료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무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 일반적인 의학전문학교들과 달리, 연구 및 연구자 양성에 주안점을 둔

기관이었다. 제국대학의 기능에 걸맞게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는 1927년부

터 1945년까지 20여 명의 의학자들이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전개했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나름의 연구 방법과 시각을 공유하고 발전시켰다. 경성제

오락정책과 ‘문화’로서의 우생학”, 『역사비평』 73 (2005), 325-350쪽.
6) 마쓰모토 다케노리 저, 윤해동 역, “식민지 시기 조선 농촌에서의 위생ㆍ의료사업의 전개”, 

『조선 농촌의 식민지 근대 경험』 (서울: 논형, 2011), 53-91쪽; 마쓰모토 다케노리, 정승진, 
“호남 지역의 위생·의료문제: 일제 ‘위생규율’의 식민지 지역사회에 대한 침투와 한계”, 『의
사학』 27(3) (2018), 323-356쪽.

7) 미셸 푸코 저, 오르트망 역, 『안전, 영토, 인구-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서울: 도
서출판 난장,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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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설립 이전에도 조선에서 위생 문제를 연구한 의학자들이 있었지만, 그

들의 연구는 대체로 전염병 유행 같은 당면 과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 수행된 단편적인 조사였다. 이와 비교할 때,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

실의 연구 활동은 본격적인 연구 전통이라고 할 만한 체계성과 일관성을 갖

추고 있었다. 이 논문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 전통의 형성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식민지 조선에서 수행된 위생학 연구의 성

격을 이해하고자 한다.

1.1 제국주의 안의 이질성: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과 조선총독부

사이의 긴장

이 논문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의 연구 경향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특

징을 일본 및 조선 의학계의 연구 지형에서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수행된 의학 연구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과 식민통치에

봉사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식되어왔다. 대표적으로, 만주사변을 계기로 조직

된 경성제대 교수들의 연합학술조직인 만몽문화연구회(滿蒙文化硏究)와 그

후신인 대륙문화연구회(大陸文化硏究會)의 활동을 다룬 정규영은 경성제대

가 일본의 대륙 침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조직을 정비해서 점령지를 조

사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성제대를 “일본 콜로니얼리즘의 문화적 도구”라고

언급했다.8) 경성제대 의학부의 체질인류학 연구의 내용적 특징을 분석한 박

순영은 그 연구의 목표가 조선인의 신체적 특질을 분석하여 일본의 식민통

치 이데올로기인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지식을 생산

함으로써 식민통치에 정당성을 제공하고 “식민지 경영의 필요에 적극 부응”

했다고 주장했다.9)

8) 정규영, “콜로니얼리즘과 학문의 정치학-15년 전쟁하 경성제국대학의 대륙연구”, 『교육사학
연구』 9 (1999), 21-36쪽. 일본이 전시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식민지에 수립된 제국대학이 
일본의 전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시각은 경성제대와 마찬가지로 식민지에 수립된 
제국대학인 타이페이제대 의학부에 대한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범연추(范燕秋), 
“제국정치와 의학: 일본 전시총동원하의 대북제국대학 의학부”, 『사회와 역사』 76 (2007), 
141-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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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식민지 조선의 의학 및 과학 연구가 제국주의의 자장 안에서 이

루어졌다는 기존 연구의 성과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제국주의적 활동의 행위

자들이 각자 나름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하는 최근 서양 과

학사학계의 시각을 수용하여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의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살펴본다. 이 시각은 의학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밝히는 데 몰두해

온 이전 연구들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래 서구의 식

민지 의학사 연구자들은 서구의 생의학이 어떻게 제국주의의 확대에 기여했

는지, 그리고 반대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생의학 지식이 형성, 전파되었는지

를 밝혀왔다. 의학은 서구 국가들이 낯선 열대 지역에 침투할 때 조우한 여

러 질병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했고, 식민지의 주민들을 규율 및 통제했으며,

피지배자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허약하고 미개한 인종

이라는 이미지를 생산함으로써 건강관리의 대행자를 자처한 서구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 요컨대 식민지에서 서구의 생의학은 열대의 환경

과 질병으로부터 지배자를 보호한 도구이자, 문명화 사업을 뒷받침한 이데

올로기적 수단이었다.10)

이런 연구들은 식민지의 생의학이 식민통치와 관련된 식민정부 혹은 본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실현하는 활동이라고 인식했다. 의학과 제국주의의

관계를 다룬 선구적 연구인 로이 매클로드(Roy MacLeod)와 루이스 밀튼

9) 박순영, “일제 식민주의와 조선인의 몸에 대한 ‘인류학적’ 시선-조선인 신체에 대한 일제 체
질인류학자들의 작업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2(2) (2006.7), 57-92쪽. 그 외 경성제
대의 체질인류학 연구를 조선총독부의 동화정책의 지적 근거로서 분석한 논문으로는 이정
선, “전시체제기 일제의 총동원정책과 ‘내선혼혈’ 문제”, 『역사문제연구』 29 (2013.4), 
217-255쪽을 참조. 일본인에 대한 조선인의 열등함을 입증하는 작업으로서 경성제대 체질
인류학의 통치 정당화 기능에 대한 분석으로는 김옥주, “경성제대 의학부의 체질인류학 연
구”, 『의사학』 17(2) (2008), 191-203쪽; 전경수, “식민과 전쟁의 일제인류학-대북제대와 
경성제대의 인맥과 활동을 중심으로(1)”, 『비교문화연구』 8(1) (2002.6), 61-136쪽; 같은 저
자, “식민과 전쟁의 일제인류학-대북제대와 경성제대의 인맥과 활동을 중심으로(2)”, 『비교
문화연구』 8(2) (2002.12), 135-167쪽을 참조하라. 체질인류학 연구 외에 다른 분야를 대상
으로, 경성제대 의학부의 연구가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을 반영했음을 보인 논문으로는, 신
창건, “경성제국대학에 있어서 한약연구의 성립”, 『사회와 역사』 76 (2007), 105-139쪽을 
참조하라.

10) Warwick Anderson, “Postcolonial Histories of Medicine,” Frank Huisman and 
John Haley Warner eds., Locating Medical History: The Stories and the Meaning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6), pp. 28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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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wis Milton)의 편저 『질병, 의학, 그리고 제국(Disease, Medicine, and

Empire)』(1988)은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11) 이 책의 서론

에서 매클로드는 식민지 의학을 “식민지 의무부(colonial medical service)의

전문적 활동”이라고 언급하면서, 식민통치기관을 식민지 의학의 실행자로

간주했다. 그에 따르면 서구의 생의학은 제국 정부의 의도에 따라 식민지

의무부를 통해 식민지에 제공되었으며, 식민지에서 활동한 의사들은 경찰,

시장 같은 관료와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통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

다.12) 식민지 의학에 대한 매클로드의 정부 중심적인 관점은 이후의 식민지

의학사 연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는 2000년대 초까지

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식민지 의학에 대해 개관한 마이클 워보이즈

(Michael Worboys)의 논의에서 잘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식민지 의학은

일차적으로 유럽 제국이 식민지에서 발생한 건강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만

든 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본국의 식민지 통치 방침 및 식민지의 사회

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실행 방식을 취했다.13)

이상 정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식민정부를 식민지에서 서구 생의학의

주된 실행자로 간주하며, 식민지 의무부에 소속되거나 그와 관련된 의사들

의 활동을 식민정부의 통치 기획의 연장선에서 이해한다. 하지만 식민지 의

11) 매클로드와 밀튼의 편저에 대한 연구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Shula Marks, “What is 
Colonial about Colonial Medicine? And What has Happened to Imperialism and 
Health?,” Social History of Medicine 10(2) (1997), pp. 205-219를 참조. 이 리뷰 논문
에서 쉴라 막스(Shula Marks)는 1980년대 후반 의료사회사, 사회구성주의, 의료인류학의 
발달에 의해 식민지 의학사에 대한 관심이 촉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 의학사가 
유럽 의학이 식민지에서 거둔 승리에 대한 회고의 수준을 넘어서서 본격적인 연구 분야로 
성장했다고 서술한다. 이런 식민지 의학사의 전문화에 초석이 된 연구로, 막스는 전술한 매
클로드와 밀튼의 편저, 그리고 데이비드 아널드(David Arnold)의 『제국의 의학과 원주민의 
반응』(Imperial Medicine and Indigenous Responses, 1988)을 꼽는다. 그에 따르면 매
클로드와 밀튼의 편저는 의학을 제국의 도구이자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문화적인 힘으로 
간주하는 식민지 의학사의 기본 시각을 제시했다.

12) Roy Macleod, “Introduction,” Roy Macleod and Milton Lewis eds., Disease, 
Medicine and Empire: Perspectives on Western Medicine and the Experience of 
European Expans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88), pp. 1-18.

13) Michael Worboys, “Colonial Medicine,” Roger Cooter, John Pickstone eds., 
Companion Encyclopedia of Medicine in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Routledge, 2002), pp. 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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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은 단지 식민정부 혹은 본국정부의 관료일 뿐 아니라, 훨씬 더 복합적

인 배경을 지닌 전문가 집단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식민지 의사들의 활동

중 관료로서의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정부 중심적 접근으로는 전문가로서 의

사들이 지닌 학술적, 사회적 배경이 그들의 연구에 미친 영향을 비롯하여,

식민지 의학의 복잡한 성격과 그 동학을 충분히 보이기 어렵다. 식민권력과

의학의 관계로 연구가 편향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은 인도 의학사가 월트라

우드 에른스트(Waltraud Ernst)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그는 식민지 의학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권력과 의학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치우쳐서, 식민지

의학의 특징을 포괄적으로 살피지 못하고 제국의 도구로서 의학의 역할과

그 식민지적 성격만을 부각시킨다고 지적하며, 이런 접근이 오히려 식민지

의학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단순화시킨다고 비판했다.14) 식민지 의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는 이처럼 식민권력과 의학의 관계로 편향된 식민지 의

학에 대한 이해를 수정하고 식민지 의학 지식의 복잡한 성격을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한 시도 중 하나이다.

식민지에서 활동한 의사들을 정부와 밀접한 관련 하에 활동을 전개하면서

도 그와 동시에 독립적인 행동 양식을 지닌 전문가 집단으로 파악할 필요성

은 서구 과학사학계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구미의 역사

학계에서는, 식민지와 본국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식민지에서의 경험

이 제국 전체와 본국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 소위 ‘신제

국사(New Imperial History)’ 연구가 부상했다.15) 신제국사의 서술은 본국정

부 또는 식민정부 외에 제국에서 활동한 다양한 행위자 집단의 존재와 그들

이 추구한 서로 다른 이념 및 식민정책들, 그리고 그로부터 생산된 상호모

14) 에른스트는 식민권력과 의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편향이 식민지에서 수행된 서구 의학을 
생의학으로만 규정함으로써, 실제로 식민지에서 수행된 비정통의학을 포함한 여러 층위의 
서구 의학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식민지의 서구 의학을 단일하고 동질한 것으로 묘사하며, 
이로 인해 서구 의학과 토착 의학의 이분법을 강화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조
망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비판한다. Walstraud Ernst, “Beyond East and West: From 
the History of Colonial Medicine to a Social History of Medicine(s) in South 
Asia,” Social History of Medicine vol. 20., no. 3 (2007), pp. 505-524.    

15) 신제국사의 등장 배경과 특징에 대한 리뷰로는 김상수, “영제국이 영국 본토에 끼친 문화
적 영향-탈식민화 이전과 이후에 대한 연구 성향의 비교-”, 『영국 연구』 27 (2012.6), 
315-335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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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적이고 충돌하는 제국주의 담론들을 드러냈는데, 이런 흐름의 자극을 받

아 과학사학계에서도 식민지와 본국을 연결하는 과학자들의 활동 및 그들이

공유한 관념과 사고방식, 그리고 그들과 정부 및 다른 집단들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등장했다. 그 예로, 더글러스 헤인즈(Douglas M.

Haynes)는 영국인 열대의학자 패트릭 맨슨(Patrick Manson, 1844-1922)을

중심으로 영제국의 식민지 의료 관료 집단이 식민지와 본국 사이를 오가며

열대의학의 형성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이 책에서 묘사된 식민

지 의료 관료는 영국의 의료시장에서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 식민지 파견

에 자원한 중하층 의사들로, 활동의 자유 증대, 보수 향상, 승진을 위해 정

부와 갈등했으며, 열대의학에 대한 지적 권위를 둘러싸고 본국 의사들과 경

합했다. 식민지 의료 관료를 사회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한 전문가 집단

으로 묘사한 이 연구는, 열대의학을 제국주의의 도구나 문명화 사명의 수단

으로만 보던 역사서술에서 벗어나, 그것이 전문가들 나름의 문제의식과 이

해관계의 산물임을 보이려는 시도였다.16) 이처럼 식민지 과학자들이 식민정

부와 다른 동기를 가진 전문가 집단이라는 지적에서 나아가, 식민지 과학자

들을 중심으로 제국주의와 과학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연구도 등장했다. 헬

렌 틸리(Helen Tilley)는 식민지에서 활동한 영국인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를 통해 식민통치 이데올로기를 공격했다고 주장한다. 1920년대에서 1930년

대에 걸쳐 영국 식민청의 주관으로 시행된 연구사업인 아프리카 조사연구

(Africa Research Survey)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그때까지의 식민지 통치 방

침을 뒷받침해온 과학적 주장들을 논파하면서, 기존 지배 정책과 경쟁하던

다른 통치 모델을 지지했다는 것이다.17)

이상과 같이 제국주의라는 우산 아래 여러 행위자들이 각자 나름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보는 서구사학계 및 과학사학계의 시각에 입각하

여 본 논문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의학자들이 지닌 문제의식,

16) Douglas M. Haynes, Imperial Medicine: Patrick Manson and the Conquest of 
Tropical Diseas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1)

17) Helen Tilley, Africa as a Living Laboratory: Empire, Development, and the 
problem of Scientific Knowledge, 1870-195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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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학계 내에서 지적 권위를 획득하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에 주목하여

그들의 연구 활동을 분석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논문은 경성제대 위생학

예방의학교실의 주된 연구가 일본 제국에 속한 서로 다른 민족 집단들의

‘생명력’을 통계적으로 산출한다는 일관된 목표 하에 진행되었다고 주장한

다. 여기에서 ‘생명력’이란, 생물학적 집단으로서 민족이 번성하고 생존하는

능력을 일컫는 개념으로, 출산율, 사망률, 평균수명, 유병률 등 온갖 인구통

계학적 지표들을 통해 산출되는 값이다. ‘생명력’을 산출하는 연구의 핵심은

각 민족의 인구통계학적 지표들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연령별 패턴을 찾는

것으로, 그 패턴을 통해 위생학적 개입이 필요한 지점들을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인구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 목표가 민족별로 인구 현상의 고유한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었다는 이 논문의 주장은, 민족의 고유한 인구 변화의

양상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일본에서의 인구 개념 변화에 관한 최근의 연구

성과와 공명한다. 근대 일본의 인구 개념 변천 과정을 분석한 야마다 가라

하리(山田唐波里)에 따르면, 일본에서 인구 개념은 메이지 시기 국가간 ‘국

력’을 비교하는 기준 중 하나로서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의 성쇠와 직

결되는 요소로서 인구의 크기가 일본 사회의 주된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그

러다가 1920년대에 들어서 생물학적 집단으로서 각 민족에 특유한 인구의

증가율이 있다는 관념이 부상함에 따라, 이에 의거하여 인구와 식량의 균형

을 유지함으로써 국내 정치의 안정을 유지하는 일이 정부의 주된 임무로 여

겨지게 되었다.18) 이에 비추어보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당대 일본 본토에서

막 부상한 인구 개념을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이 빠르게 인지하고 연

구함으로써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인구의 건강관리 방식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구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정부의 인구정책이 보조를 맞추어 진행

된 일본 본토와 달리, 식민지 조선의 사례에서는 인구 현상을 전문적으로

18) 山田唐波里, "人口概念の歴史的基層 : 近代日本における人口概念の編成過程", 『社会志林』 
64(2) (2017), 57-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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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는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과 실제로 인구를 관리하는 조선총독

부의 입장에 차이가 있었다. 식민정부와 구별되는 의학자들 나름의 목적과

문제의식을 탐구함으로써 이 논문은 인구 관리 방법을 둘러싼 경성제대 위

생학예방의학교실과 조선총독부의 입장 차이 및 그들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

다. 민족에 따른 ‘생명력’의 고유한 패턴을 중시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

교실의 의학자들은 일본 제국에 포함된 여러 민족들의 인구학적 패턴을 일

관된 방식으로 파악하는 연구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이 연구를 바탕으로 단

순히 통계수치의 증가와 감소에 의지하여 인구현상을 파악하는 조선총독부

의 방식으로는 인구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의학자들이 보기에, 인구현상의 연령별, 민족별 패턴

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통계 조사 방식을 도입한 일본, 대만 등

일본 제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인구현상의 민족별 패턴을 도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통계데이터를 모음으로써 인구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조선총독부는 일본 제국의 다른 지역에는 이미 일어나고 있

는 인구관리 방식의 합리적, 과학적 발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의학자들과 조선총독부 사이의 긴장 관계

를 강조하는 이 논문은, 조선총독부의 통치 방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전개

된 경성제대의 활동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일본의 식민지에 수립된 제국대학

들에 관한 최근의 연구 성과들과 동일한 입장에 있다. 2010년 이후 한국,

일본, 대만 역사가들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수행된 이 연구들은 식민지의

두 제국대학, 즉 경성제대와 대북제대를 일본의 제국주의 기획과 식민통치

에 봉사하는 기관으로만 본다면 대학이 지닌 다른 성격들이 간과된다고 비

판하면서, 제국대학이 지닌 자율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가령 정준영은 경

성제대가 동화정책을 전개한 조선총독부의 통치 수단이었음을 인정하면서

도, 경성제대의 교수들이 학교의 권위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조선총독부의

간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율적인 연구교육 기반을 확보하려했

음을 보였다.19) 마쓰다 도시히코(松田利彦) 또한 경성제대의 ‘식민지성’을 밝

19) 정준영,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헤게모니”,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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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 데 집중한 전통적인 시각이 “대학의 국가에 대한 종속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제국대학으로서 경성제대가 지닌 자율성

이 간과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비록 본국에 설립된 제국대학과 동일한 정도

는 아닐지라도 경성제대가 나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경

성제대에서 생산된 “학지와 식민권력과의 거리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

이와 같은 식민지 제국대학 연구에 조응하여 한국 근대사학계에서도 2010

년대 이래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한 학자들의 연구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

창을 지지하면서도 조선총독부의 방침과는 다른 방향을 추구했음을 지적한

연구들이 등장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식민사관’을 수립한 역사학자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며 그들의 입

장과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방침 사이의 균열을 드러낸다.21) 그중 가장 심도

있는 분석은 조선총독부의 역사편찬기구인 조선사편수회의 활동을 다룬 정

상우의 연구로, 그는 조선사편수회의 역사학자들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

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일선동조론을 주창하면서도, 조선의 역사를 ‘발전

지연과 정체’의 상태로 보는 자신들의 역사관에 입각하여, 조선총독부가 추

진한 동화정책 혹은 내선일체(內鮮一體) 정책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낸다.22)

본 논문은 조선의 식민통치 방침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이 조선총독부의 입

장과 균열 관계에 있었음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상기 연구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다룬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사례는 조

20) 松田利彦, “植民地大学比較史硏究の可能性と課題-京城帝國大学台北帝國大学を軸として”, 
酒井哲哉, 松田利彦 編, 『帝国日本と植民地大学』 (東京: ゆまに書房, 2014), 23-44쪽.

21) 장신,“1930년대 경성제국대학의 역사교과서 비판과 조선총독부의 대응”, 최규진 편, 『제국
의 권력과 식민의 지식』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5), 227-314쪽; 신주백, “쓰에마스 야스
카즈의 학술사와 식민주의 역사학: 그 반사경인 한국사 학계에서의 엇박자의 원인을 찾아
서”, 윤해동, 정준영 편, 『경성제국대학과 동양학 연구』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8), 
225-290쪽. 미쓰이 다카시, “천황제와 ‘근대 역사학’과의 틈새: 동양사학자 시라토리 구라
키치의 사론/시론과 그 논법”, 윤해동, 이성시 편,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탈식민주의 역
사학 연구를 위하여』 (서울: 책과함께, 2016), 161-187쪽; 심희찬, “근대 역사학과 식민주
의 역사학의 거리: 이마니시 류와 조선의 ‘역사’”, 같은 책, 221-261쪽.

22) 정상우, “조선총독부의 『朝鮮史』 편찬 사업”,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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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총독부의 정책에 포함된 통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와 비판 이상으로,

그곳의 의학자들이 조선의 식민통치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며 구

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은

조선총독부보다 먼저 새로운 인구 관리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자발

적으로 연구하면서 의학계의 최신 방법론에 의거한 과학적, 합리적인 통치

방식을 주장했다. 이런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행보는 이 교실의

의학자들이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선총독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본의 제

국주의적 기획을 실천하고자 했으며, 인구 관리에 있어서 조선총독부의 인

도자 역할을 자처했음을 드러낸다.

1.2 식민지 의학자들의 초국적 교류와 중심부-주변부 구도에 대한 비판

적 검토

나아가 이 논문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로 하여금 인구통계 분야에

서 조선총독부를 인도하고 있다고 자인하게 한 자신감의 근원을 추적하고,

그것이 조선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일본 제국 의학계와의 교류와 그

를 통해 획득한 지적 권위에서 비롯되었음에 주목한다. 인구 변동의 민족별

패턴과 그 조절을 중시하는 관점의 부상은 조선에서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

의 의학계 전체에 걸쳐 확대되어 가던 흐름이었고,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

학교실은 그 흐름에 부응하고 나아가 그것을 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

었다. 이 논문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교실의 의학자들이 기울인

노력과 전략을 검토하며, 그 과정에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

전통이 형성되었음을 보인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연구 전통이 수립되는 과정을 제국 일본

의학계와의 상호교류라는 맥락에서 살펴보는 이 논문의 시각은 식민지의 과

학자들이 지리적 경계를 넘나드는 그들 사이의 학술적 교류를 통해 식민지

의 보건 문제를 다루는 공통된 방식과 전문가로서의 권위 및 정체성을 형성

했음을 보인 2000년대 이후 서구 과학사학계의 연구 성과들과 맞닿아 있다.

이 연구들은 식민지의 영토적 경계를 가로질러 본국, 다른 식민지, 혹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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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제국의 동료들과 교류한 식민지 과학자들의 초국적 활동과 상호작용을

부각시키면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 신제국사 연구에서 사용되던 ‘네트워크’

개념을 도입했다. 그 선구적인 시도 중 하나가 브렛 베네트(Brett M.

Bennett) 와 조세프 하지(Joseph M. Hodge)의 편저 『과학과 제국』

(Science and Empire, 2011)이다. 이 책의 서론에서 하지는 영제국의 사례

를 바탕으로, 식민지의 과학을 과학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활

동으로 간주함으로써, 제국을 가로지르는 과학 지식 및 그 실행의 이동, 그

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23)

이와 같은 접근법으로 식민지 의학자 집단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는 드보라

닐(Deborah J. Neill)의 『열대의학 네트워크』(Networks in Tropical

Medicine, 2012)이다. 아프리카에서 열대의학의 전문화를 다룬 닐의 연구는

식민지의 공중보건 정책이 각 식민정부의 독자적인 구상에 의해서보다는,

식민지의 영토 간 경계를 초월한 열대의학자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결정되었

다고 주장한다. 열대의학자들은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지

를 발간하고 학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아프리카의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경

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의식을 설정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구성

했으며, 과학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초국적인 열대의

학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이런 닐의 연구는 식민지의 의학 지식이 생산 및

실행되는 데 식민지의 정치적, 의학적 상황만이 아니라, 영토적 경계를 가로

질러 공유되는 전문가 집단의 관념과 시각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려준

다.24)

상기 연구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이

당시 일본에서 인구에 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던 민족위생학계를 중심으로

23) Joseph M. Hodge, “Science and Empire: An Overview of the Historical 
Scholarship,” Brett M. Bennett and Joseph M. Hodge eds., Science and Empire: 
Knowledge and Networks of Science across the British Empire, 1800-1970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1), pp. 3-29. 

24) Deborah J. Neill, Networks in Tropical Medicine: Internationalism, Colonialism, 
and the Rise of a Medical Specialty, 1890-193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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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의학자들과 소통하면서, 민족위생학계의 주된 관심사와 문제의

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교실 주임교수인 미즈시마 하루오(水島治夫,

1896-1975)가 미국에서 도입한 생물통계학적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그 교

실에서 향후 수행될 연구의 기틀을 형성했음을 보인다. 그러나 경성제대 위

생학예방의학교실의 사례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드보라가 보인 서구 제국

의 식민지에서 수행된 초국적 교류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는

식민지 과학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해외 교류의 대부분을 점한 서구 식민지

의학자의 경우와 달리,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의학자들은 대만, 만

주 같은 식민지뿐 아니라 일본 본토의 의학자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다시

말해 식민지간의 교류와 더불어, 혹은 그 이상으로 식민 본국과의 교류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주된 활동 중 하나였다. 그들의 주된 활동

무대인 민족위생학계는 일본 제국의 각지에서 모인 의학자들의 공간으로서,

본국과 식민지, 그리고 식민지와 식민지를 잇는 상호관계들의 교차점이었다.

둘째는 식민지 의학자들이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식민지의 지역

전문가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적 권위를 주장한 서구 식민지의 경우와

달리,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의학자들은 단순히 조선, 혹은 그를

포함한 동아시아 대륙의 지역 전문가로서가 아닌, 일본 제국 전체의 인구

현상에 대한 전문가로서 입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본

국 일본인들의 ‘생명력’이었다. 그들은 일본 본국 정부로부터 받은 통계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일본 민족의 인구학적 특징을 도출했고, 그것을 토대로 조

선과 만주의 일본인과 원주민들에 대해 연구했다. 식민지의 주민들에 대한

연구는 일본 본토에서 오랜 세월 거주해 온 일본인들이 기후, 풍토가 다른

식민지로 이주했을 때 일어나는 ‘생명력’의 변화와, 그 대조군으로서 식민지

의 환경에 적응을 마친 원주민족들의 ‘생명력’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본국과 식민지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의학자

들은 일본 제국 전체의 인구현상과 그 지역별 차이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분

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했다. 그 연구 결과는 조선과 일본의 인구통계

연구자들 사이에서 수용되었으며 전후까지 지속되는 동아시아 인구통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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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기본 방식을 형성했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지역적 연구들을 종합한 제국 차원의 보

편적이고 이론적인 연구가 가능했던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본국과 식민지의

거리가 가까운 일본 제국의 지리적 특징에서 기인하지만, 그 이상으로 일본

제국의 의학교육체계에서 경성제대가 지닌 특수한 위상에서 찾을 수 있다.

경성제대는 제도적인 면에서 일본의 의학교육기관들 가운데 최고학부인 제

국대학에 속했는데, 제국대학 의학부는 일반적인 의학교육기관, 즉 의학전문

학교보다도 입학자격이 까다롭고, 교육기간이 길며, 교과과정과 설립목적이

일반 의사의 양성보다도 그들을 교육하는 지도자 혹은 연구자의 양성에 맞

추어져 있었다. 이런 제도적, 학술적 권위를 바탕으로, 제국대학 의학부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기초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를 전개할 수 있었다. 이런

제국대학의 특성으로 인해 경성제대 의학부는 식민지에 위치했지만, 오히려

본국의 일반적인 의학교육기관들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전개했다.25)

식민지에 제국의 최고학부가 설립된 사례는 서구 제국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본 제국의 특징이다. 일본은 조선을 소위 ‘정착 식민지’로 간주했

고 일본인 이주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을 위해 본국과 동등한 수준의 고

등교육을 제공할 필요성을 느꼈다.26) 이와 함께 일본은 서구 제국들과 달리

본국인과 식민지인의 인종적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식민지에 대한 문

화적 우위와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식민지

를 통치하고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전략인 ‘과학적 식민주의’와 ‘문명화 사

명’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했으며, 그 일환으로 본국과 비슷한 수준의 고등교

육기관을 조선과 대만에 설치했다. 이런 일본 제국의 식민 정책에 의해 설

치된 경성제대는 일본 본토의 최고고등교육기관들과 어깨를 견줄 정도의 연

구를 수행할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27)

25) 일본의 근대 의학교육체계의 수립에 대해서는 天野郁夫, “大学令と大正昭和期の医師養
成”, 坂井建雄 編, 『日本医学敎育史』 (仙台: 東北大学出版会, 2012), 149-185쪽을 참조.

26) 정선이,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 문음사, 2002), 19-65쪽; 고마고메 다케시 저, 한용진 
역, 『한국 근대대학의 성립과 전개-대학 모델의 전파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2001), 
119-121쪽.

27) 조선총독부의 문명화 사업과 1920년대 조선인 민족주의자들 사이의 실력양성론 부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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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본국의 고등연구기관들과 흡사한 수준으로 수행된 경성제대 위생학예

방의학교실의 연구 활동은 ‘주변부 과학’의 한 형태로 이해되어 온 식민지

과학의 성격에 대해 다시 생각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전통적으로 식민지의

과학 활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온 중심부-주변부 구도는 식민지 혹은

제국의 과학에 대한 역사적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비판적으로 논의되

어 왔다.28) 근래 식민지 과학사 연구자들은 이 구도가 본국의 과학과 식민

지의 과학을, 이론을 생산하고 의제를 결정하는 ‘중심부’의 활동과 중심부에

서 만들어진 이론과 의제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주변부’의 활동으로 구획

함으로써, 식민지의 과학을 본국에 종속된 수동적 연구로만 나타냈다고 비

판했다. 그들에 따르면 식민지에서 단순한 자료 수집의 차원을 능가한, 활발

한 지식 생산이 이루어졌는데, 본국에서 파견된 과학자들이 원주민의 도움

을 받으면서 식민지의 자연에 대해 연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식민지의 토착

적인 요소가 근대 과학의 형성에 개입했다.29)

2000년대에 발표된 일본 제국과 그 식민지의 의학에 대한 연구들도 식민지

에서 이루어진 활발한 지식 생산과 그를 바탕으로 한 본국과 식민지 사이의

역동적인 지적 교류를 보여준다. 가령 일본 제국과 그 식민지의 방역 체계

수립 과정을 다룬 이지마 와타루(飯島渉)는 식민지 대만의 말라리아 방역

경험이 본국 일본으로 전달되어 그곳의 전염병 예방 체계를 형성하는 데 중

해서는 마이클 로빈슨 저, 김민환 역,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서울: 나남, 1990)와 박찬
승, 『민족주의의 시대: 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 (서울: 경인문화사, 2007)를 참조하라.

28) 과학의 중심부와 주변부를 고정적으로 파악한 전형적인 연구는 George Basalla, “The 
Spread of Modern Science,” Science vol. 156, no. 5 (1967), pp. 611-622를 참조.

29) 중심부-주변부 구도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은 Roy MacLeod, “On Visiting the ‘Moving 
Metropolis’: Reflections on the Architecture of Imperial Science,” Nathan 
Reingold and Marc Rothenberg, eds., Scientific Colonialism: A Cross-Cultural 
Comparison (Washington, D. C.: Smithsonian, 1987), pp. 217-249를 참조; 중심부-주
변부 구도를 비판하면서 주변부의 활발한 과학 활동과 그에 영향을 미친 토착적 요소의 영
향을 부각시킨 연구는 주로 식민지 자연사 혹은 생물학 분야에서 등장했다. 그중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Fa-ti Fan, British Naturalists in Qing China: Science, Empire, 
and Cultural Encount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Londa 
Schiebinger, Plants and Empire: Colonial Bioprospecting in the Atlantic Worl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Kapil Raj, Relocating Modern 
Science: Circul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Knowledge in South Asia and 
Europe, 1650-1900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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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할을 했고, 나아가 일본의 다른 식민지들에서 위생정책이 수립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했다.30) 일본 제국에서 전개된 인류학 연구의

계보를 추적한 사카노 도오루(坂野徹)는 식민지에서 시행된 원주민에 대한

체질인류학 연구가 ‘일본 민족의 기원’을 찾는 본국의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착수되었고, 그 연구 성과는 일본인의 민족적 특징에 관한 일본 인류학계의

이론 형성에 기여했음을 보였다.31) 이런 연구들은 과학 지식의 형성에 대한

식민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식민지의 과학에 대한 고정적인 해석에서 탈

피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식민지에서의 적극적인 지식 생산을 강조한 이상의 논의들은, 식

민지 과학을 식민지의 지리적 범주에 속한 지역적, 토착적 요소를 연구 주

제로 삼는 활동으로만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식민지 과학과 본국의

과학을 고정적으로 구획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서술에서 식

민지의 과학은 지역적 특성을 밝히는 데 집중한 지역 연구, 혹은 사례 연구

로 묘사된다. 이런 시각은 식민지의 연구 결과가 본국의 연구에 중요한 영

향을 미쳤다고 할지라도, 식민지의 과학을 개별 지역의 특수성을 밝히는 활

동, 즉 지역적 사례 연구로 제한하며, 각지의 지역적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

여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도출하는 역할은 본국 과학자의 담당으로

간주한다. 이런 관점은 식민지 과학과 본국의 과학 사이에 연구 대상의 지

리적 범주의 차이가 있다고 여길 뿐 아니라, 두 과학을 각각 지역적 특수성

을 탐구하는 경험적인 연구와 개별 경험들을 토대로 보편적 원칙을 도출하

는 이론적인 연구로, 즉 개별과 보편의 위계적 관계를 형성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지식 생산 활동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사례를 통해 식민지의

과학을 지역 연구로만 한정해서 보는 관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식민지 과

학의 특징을 드러내고자 한다. 전술했듯,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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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京大学出版会, 
2005).

31) 사카노 도오루, 박호원 역, 『제국일본과 인류학자, 1884-1952』 (서울: 민속원, 2013) [坂
野徹, 『帝国日本と人類学者―一八八四‐一九五二年』 (東京: 勁草書房,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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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조선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 전역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들을 포괄했고,

그로부터 일본 제국의 인구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론적 체계를

도출했다. 이 연구는 본국의 다른 학자가 고안한 것을 식민지에 적용하거나

원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식민지의 지역적 특징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본국

에서 연구대상을 찾아 그가 서구 유학을 통해 습득한 방법론을 선택적이고

창조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본국 과학자들의 활동과 다를 바 없었다.

경성제대에서 수행된 연구가 일본에서 수행된 다른 인구통계 연구자들의

연구과 거의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은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과

학 활동이 광범한 스펙트럼을 지녔음을 드러낸다. 물론 이는 경성제대 위생

학예방의학교실의 사례가 식민지 조선에서 수행된 의학 연구를 대표한다는

뜻은 아니다. 본 논문이 의도하는 바는,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사

례를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 어느 한 가지 전형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여러

실행-이론의 층위와 다양한 주제로 과학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조선의 지역적, 토착적인 요소에 관한 연구뿐 아

니라, 일본과 만주에 속한 지역들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들을

아울러 일본 제국 전체에 적용될 보편적인 특징을 찾으려는 연구까지 수행

되었다. 이는 식민지에서 수행된 과학 연구의 성격을 ‘주변적’, ‘중심적’이라

는 개념 쌍으로 설명하는 등 지리적, 지적 위계적으로 고정된 이분법적 시

각으로 볼 때 가려지게 되는 과학 연구의 다양하고 복잡한 층위들이 존재했

음을 의미한다.

1.3 식민지 인구통계와 조선인에 대한 상상

식민지에서 인구통계는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이라는 믿음에 의해 지적

권위를 획득하고, 그 권위를 바탕으로 식민지에 대한 상상과 그 통치 방향

을 결정하며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영국의 식민지 인도에서 수행된 인

구조사를 연구한 아르준 아파두라이는 인구통계가 식민지 주민을 새롭게 분

류하고, 그에 입각하여 식민지 주민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했으며, 그런 상상

이 식민지 주민에 대한 통제의 근거가 되었음을 밝혔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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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선의 경우 식민정부의 인구통계는 식민지에 대한 상상과 통치 방

향을 결정하고 정당화할 만큼 신뢰성을 획득하지 못했다. 조선에서 인구조

사는 조선인들에게 식민화의 수단이자 착취를 위한 예비 작업으로서 알려졌

고, 이런 인식으로 인해 조선인들의 협조를 얻지 못했다.33) 그 결과 결국 조

선총독부의 인구통계는 통계 전문가들로부터 유아사망률처럼 인구의 보건상

태를 파악하는 데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지표에서 부정확하다는 비판을 받으

면서, 조선인 하층계급의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34)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배경으로, 경성제대 위생학예

방의학교실의 의학자들이 인구통계 연구를 통해 조선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조선인의 건강을 이해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 과정을

추적한다. 식민지 시기 조선인에 관한 의학자들의 통계적 연구가 지닌 성격

은 2000년대 후반 이래 한국 근대 의학사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 연

구 성과에 따르면 식민지 조선의 의학자들은 조선인의 신체를 계측하고 통

계적으로 분석한 뒤 일본인 및 다른 ‘민족’들과 비교함으로써 그 ‘민족적’ 특

징을 도출했다. 이 측정과 비교의 과정에는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우열 관계

를 포함한 인종주의적 해석이 동반되었으나, ‘수학적’ 연구 방법으로 인해

그 연구 결과는 ‘객관적’ 사실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이 지식들은 조선인

의 열등함과 후진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로서 기능하며 식민 지배를 정

당화하는 논리와 연결되었고, 반대로 그 논리가 조선인에 관한 통계적 연구

에 반영되기도 했다.35)

조선인에 대한 통계 지식에 제국주의적, 인종주의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32) 아르준 아파두라이 저, 차원현, 채호석, 배개화 역, 『고삐 풀린 현대성』 (서울: 현실문화연
구, 2004), 201-240쪽.

33) 박명규, 서호철, 『식민권력과 통계-조선총독부의 통계체계와 센서스』 (서울: 서울대학교출
판부, 2003).

34) 愼蒼健, “植民地衛生学に包摂されない朝鮮人―一九三〇年代朝鮮社会の『謎』から”, 坂野徹, 
愼蒼健 編, 『帝国の視角／死角』 (東京: 青弓社, 2010), 17-52쪽.

35) 박순영, “일제 식민주의와 조선인의 몸에 대한 ‘인류학적’ 시선”, 『비교문화연구』 12(2) 
(2006), 57-92쪽; 김옥주, “경성제대 의학부의 체질인류학 연구”, 『의사학』 17(2) (2008), 
191-203쪽; 정준영, “피의 인종주의와 식민지의학: 경성제대 법의학교실의 혈액형인류학”, 
『의사학』 21(3) (2012), 513-550쪽; 홍양희, “식민지시기 ‘의학’ ‘지식’과 조선의 ‘전통’”, 
『의사학』 22(2) (2013), 579-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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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 연구들의 통찰을 계승하면서, 이 논문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

실의 인구통계 연구가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통계를 부정확하다고 비판하고

그것을 ‘교정’하여 ‘실제’ 값을 계산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그럼으로써 이 논

문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인구통계 연구의 핵심인 ‘생명력’ 개념

에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이고 인종주의적인 관념이 반영되어 있었으며, 그

연구가 통계학의 방법론을 가지고 조선인의 ‘생명력’의 ‘진상’을 구함으로써

조선인에 대한 편견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강화했음을 주장한다.

그럼으로써 이 논문은 조선인에 대한 의학자들의 통계 연구가 지닌 인종주

의적, 제국주의적 시각을 비판한 기존 연구들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그런 시

각이 ‘과학적 지식’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민

족들 사이에 일정한 ‘생명력’의 위계질서가 있다는 믿음 하에 이미 생산된

통계수치들 중 그 믿음과 일치하는 값을 ‘진상’으로 여기고, 반대로 그에 맞

지 않는 통계수치는 ‘오류’라고 판단하는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

구는 조선의 의학자들이 만들어 온 조선인에 대한 통념을 통계적인 방법론

을 동원하여 추인한 것이었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통계 보정법

에는 조선인 의학자들의 조선인에 대한 통념이 반영되어 있었고, 그 보정

결과는 의학자들의 통념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수학적’, ‘통계적’ 근거로서

의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보정법과 통념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강화시키는 관계에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조선인에 대한 인종주의적이고 차별적인 관념이

‘과학적’ 연구방법을 매개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일본인 의학자

들뿐 아니라 같은 소속의 조선인 의학자들에게도 공유되었다는 사실에 주목

한다. 이 조선인 의학자들은 민족주의적 동기에서 조선인 아동의 표준적인

발육 상태를 파악하려했고, 그 발육 패턴을 분석하여 ‘조선인의 고유한 특

징’을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생명력의 위계질서라는 경성제대 위생

학예방의학교실 인구통계 연구의 핵심개념을 받아들여, 조선인의 특징을 일

본인과의 차이점, 특히 열등함을 중심으로 정의하도록 만들었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소속 조선인 의학자들의 연구는 조선인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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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적 특징을 일본인에 대해 상대적인 것으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식민지 시

기 민족 개념의 형성을 다룬 최근 연구들의 통찰과 연관된다. ‘민족’이 근대

시기에 만들어진 사회적 산물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이 연구 성과들은,

민족으로서 조선인에 대한 관념이 일본의 민족주의에 대항하는 동시에 그것

을 반영하여 형성되었음을 밝힌다. 그에 따르면 조선인들의 민족 관념은 일

본의 식민지배 논리에 대항할 수단으로서 발달했고,36) 그 과정에서 일본의

민족주의를 모방한 이론적 체계가 형성되었다.37) 한민족 단일민족설의 형성

과정을 다룬 현재환에 의하면, 식민지 시기 조선 민족에 대한 과학적 관념

또한 일본 민족의 생물학적 기원을 연구하는 과정의 파생물이었고, 일본인

이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혼합 집단이라는 관점이 조선인을 분석할 때에도

비슷하게 적용되었다.38)

본 논문은 상기 연구들의 시각을 수용하여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

서 조선인 의학자들이 발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선인의 ‘민족적’ 특징을 일

본인에 대한 상대적 차이로부터 정의했음을 밝히고, 나아가 그 연구 결과가

조선인의 체위(體位) 향상을 둘러싼 논의 지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이 논문은 조선인을 일본인에 비해 열등한 상

태로 정의한 연구 결과가 생활 습관과 환경 개선을 통해 조선 민족의 발전

을 도모할 수 있다는 조선인 의학자들의 민족주의적 논리를 뒷받침함과 동

시에, 전시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인들의 체력을 관리해야 한다는 조선

총독부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민

족주의와 제국주의가 동일한 과학적 기반을 공유했음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2. 논문의 구성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인구통계 연구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

36) 신기욱 저, 이진준 역,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서울: 창비, 2009).
37) Han Kyung Koo, “The Archaeology of the Ethnically Homogeneous Nation-State 

and Multiculturalism in Korea,” Korea Journal 47 (2007), pp.8-31.
38) 현재환, “유전적 민족 만들기-한국의 인류 유전 연구, 민족 정체성, 그리고 초국적 과학 교

류, 1926-2009”,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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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들에 의해 생산된 지식이 지닌 제국주의적 성격을 보이기 위해,

본 논문은 이 교실의 궁극적인 탐구 대상인 일본 제국의 민족별 ‘생명력’에

관한 연구가 확대되어 가는 경로를 추적한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의 의학자들은 먼저 인구통계 연구를 통해 ‘생명력’이 민족 내부에서 어떻게

생산 및 유지되는지를 파악했고, 그 연구를 통해 구축한 방법론을 역학에

적용함으로써 질병과 같이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에 일어나

는 ‘생명력’의 변화 혹은 질병에 대한 민족의 ‘저항력’을 산출하기에 이르렀

다. 이런 ‘생명력’ 연구의 결과들은 대체로 조선인의 건강상의 열등함을 지

적하며 그에 대한 일본의 통치를 지지하는 논의에 사용되었지만, 동 교실

소속 조선인 의학자들에 의해 변형되어 조선인의 민족주의적 보건운동을 촉

진하는 근거로도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생명력’ 개념의 확대 경로를 추적하면서 그를 매개로 한 제국주

의적, 인종주의적 관념의 전개 및 변형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은 다

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2장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제도

적, 인적 기반을 비롯한 연구의 토대가 구축되는 모습을 살펴본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창설은 록펠러재단의 지원을 받아 미국의학을 도입함

으로써 경성제대 의학부를 일본 의학계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만들려

던 당시 경성제대 의학부장 시가 기요시의 기획이 표류한 결과였다. 비록

시가는 록펠러재단으로부터 당초 희망했던 정도의 원조를 받아내는 데 실패

했지만, 그 과정에서 결정된 미즈시마의 미국 유학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위생학 공중보건학 대학원의 생물통계 연구가 경성제대에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과정을 추적하면서 본 장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이

식민통치에 봉사하는 역할과 동시에 나름의 학술적 목표를 추구했음을 보인

다.

제3장은 교수인 미즈시마를 중심으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생

물통계학적 연구의 기본 틀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미즈시마의 관심

은 일본 본국의 인구현상에서 출발하여, 일본이 전시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조선과 만주로까지 확대되었고, 관심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일본 본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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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구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일본 제국을 구성하는 여러 민족들의 인구 현

상 혹은 ‘생명력’을 다루는 일관된 연구틀을 만들었다. 이 장은 이런 연구틀

이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하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나타난 미즈시마의 연구

활동의 특징에 대해 논하며, 그럼으로써 이 장은 식민지 과학사의 전통적인

주변부-중심부 구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

제4장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결핵 연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 교실의 결핵 연구는 제3장에서 살펴본 인구학 연구의 연장선

에서, 생명력이 질병에 의해 침해되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민족별 특징을 생

물통계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었다. 특히 이 장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

교실의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예상과 달리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더 건강하다

는 통계수치와 마주쳤을 때 그것을 이해한 방식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그 차

별의 논리를 드러내고, 나아가 그것이 조선총독부의 대응 방식과 어떤 차이

를 지니고 있었는지 밝힌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장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

학교실의 연구에 포함된 제국주의적인 시각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들과 조선

총독부 사이에 결핵통계를 둘러싼 긴장 관계가 존재했음을 보인다.

제5장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조선인 아동의 신체계측 연구를

다룬다. 이 연구는 민족의 생명력이 출생률, 사망률, 생존률 같은 양적인 측

면 외에 성장과 발육이라는 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한 생

물통계학적 연구이다. 이 연구의 전개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이 장은 조선인

아동의 신체계측 연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선인 의학자와 일본

인 의학자 사이의 상호 대등한 지적 교류에 주목하고, 그 교류를 통해 민족

주의와 제국주의의 공생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할 것이다. 조선인 아동 신체

계측 연구는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 소속된 조선인 연구자들의 민

족주의적 동기에서 출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민족간 생명력의 위계에 관한 교실의 통념에 따라 조선인을 일본인보다 열

등한 지위에 놓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런 연구는 환경 개선을 통한 조

선인의 발전 가능성을 논할 때 사용되면서도, 그와 동시에 전시체제에 대비

한 조선총독부의 체위향상 정책의 필요성을 논할 때에도 사용되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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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아동 신체계측 연구의 양면성을 분석함으로써 이 장은 경성제대 위

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에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가 생명력에 관한 인종주

의적 관념의 서로 다른 버전이었음을 주장한다.

3. 사료와 아카이브

본 논문은 우선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지적 전통의 형성 과정과

그에 영향을 미친 의학적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그곳에서 생산된

연구 논문들을 분석한다. 이 논문들은 일본, 조선, 만주에서 발행된 각종 학

술지에 수록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민족위생(民族衛生), 조선의학회잡지
(朝鮮醫學會雜誌), 만선지의계(滿鮮之醫界)에 가장 많은 논문이 실렸다.

이 자료들은 대부분 일본의 자연과학 온라인 아카이브인 J-STAGE39)와 한

국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40)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 아카이브에 없

는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국국립중앙

도서관, 한국국회도서관, 일본국회도서관, 그리고 도쿄대학교 의학도서관에

서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

목록 중 상당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데, 그 목록에 포함된 여러 연구 주제

들 중 가장 많은 교실원이 참여해서 일관된 방법을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연

구한 주제를 본 논문의 일차적인 분석 대상으로 한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

의학교실에서 생산된 지식과 관련된 실행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의

소식란[雜報], 대중잡지 및 신문,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관보와 보고서, 경

성제국대학에서 간행된 학보와 일람 등을 참고하며, 이와 함께 경성제대 위

생학예방의학교실 연구자들의 학술적 교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이

자주 인용한 문헌의 저자들 및 그들의 연구가 인용된 문헌의 저자들의 연구

경향 및 그 저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다.

39) https://www.jstage.jst.go.jp.
40) http://n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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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성제대 의학부의 설립과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탄생

1. 머리말

이 장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 전통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그 제도적, 인적 기반이 형성된 과정과 배경을 살펴본다. 그럼으로써

이 장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창설 의도와 그 과정이 향후 이 교

실에서 수행될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경성제대 의학

부와 일본 의학계의 지형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런 목적 하에 이 장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창설이 경성제대 의학

부의 미국의학 도입 기획의 일환이었음에 주목한다. 경성제대 의학부장 시

가 기요시(志賀潔, 1871-1957)는 기초의학의 고답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고

조되던 일본 의학계의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기초의학의 실지 응용’을 실현

함으로써 경성제대 의학부를 식민지에 세워진 반쪽짜리 제국대학이 아닌,

일본의 의학적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를

위해 1920년대 일본 의학계에서 그 실용성을 높이 평가받던 미국 의학을 도

입하고자 했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창설은 이와 같은 미국 의

학의 한 갈래인 예방의학을 도입하려는 시도였다. 이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장은 경성제대의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창설이, 기존 식민지 의학사 연구

에 의해 잘 알려진 미생물학 제2강좌와 약리학 제2강좌의 사례처럼 일본의

식민통치에 직접 기여하려는 목적만이 아니라, 일본 의학계에서 경성제대의

학술적인 지위를 높이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일 것이다.

나아가 이 장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전반적인 연구 경향을 검

토하고, 미국의학 도입 기획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이 장은 기초의학의 실지 응용이라는 시가의 목표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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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실의 연구가 지닌 특징을 비교하고, 구상과 실제 사이에 존재한 간극에

주목한다. 그럼으로써 이 장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 활동이

비록 시가의 기획에서 출발했지만, 애초의 설립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

되었음을 드러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 장은 일본 의학계의 최신 변화를 주도하려는 경성제대 의

학부의 태도를 검토함으로써, 기존 식민지의 과학사 서술에서 ‘중심부’와 ‘주

변부’라는 구획에 문제를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중심부’ 연구기관이란 식민

본국에 위치하고 그 연구 분야의 문제의식과 접근방법을 결정하며 제국 각

지로부터 모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다 높은 추상 수준의 이론을 창출하는

곳인데 비해, ‘주변부’ 연구기관은 식민지에 위치하면서 본국에서 발표된 문

제의식과 이론을 학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토착적, 지역적인 사례 연구에

전념하는 기관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경성제대 의학부의 사례는 위와 같이

정의된 중심부와 주변부 어느 쪽에도 맞지 않는다. 경성제대 의학부는 식민

지에 위치하면서도 본국의 지식을 학습하고 그 지역의 토착적인 요소를 연

구하는 데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구 국가들로부터 직접 의학지

식을 선도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통해 식민본국의 다른 연구기관들과 대등하

게 교류하고 때로는 경합했다는 점에서 중심부의 주요 연구기관들과 비슷한

성격의 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경성제대 의학부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이 장은 지리적, 기능적 기준이 뒤섞인 중심부와 주변부 관념에 대한

재정의를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창설 배경으로서 미국의학 도

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일본 의학계의 분위기를 조명함으로써, 이 장은

일본이 독일을 의학적 모델로 삼았다는 일본 근대 의학사의 주된 서술에 대

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1920년대 일본 의학계의

미국의학 선호는, 일본과 독일의 국교 악화, 국제 의학계에서 독일의 고립과

미국의 부상, 미국에 본거지를 둔 초국적 자선단체의 등장과 이 단체들의

공중보건 캠페인 및 교육연구 지원사업 등의 국제적 정세로부터 영향을 받

아 일어난 현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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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가 기요시의 경성제대 의학부 설립 구상과 그 배경

1927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이 창설되었다. 경성제

대의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설립은 일본의 본토와 식민지 의학계를 통틀어 특

이한 일이었다. 위생학교실이 있는 의학부는 많았지만, 경성제대의 수립 전

까지 예방의학이라는 이름의 학과를 가진 의학부는 일본의 제국대학들 중

어느 곳에도 없었다.4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쿄(東京), 도호쿠(東北), 규슈

(九州), 홋카이도(北海道) 같은 일본 본토의 제국대학들뿐 아니라 식민지인

대만에 수립된 대북(台北)제국대학에도 위생학교실이 있었다. 위생학은 해부

학, 생리학, 병리학, 미생물학/세균학, 법의학, 약리학/약물학처럼 제국대학

의학부라면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기초의학교실 중 하나였다.42) 하지만 경성

제대는 위생학이라는 일반적인 교실명에 예방의학이라는 이름을 덧붙여 여

타 제국대학들과의 차별을 추구했다. 경성제대는 왜 위생학교실의 명칭에

예방의학을 추가했을까? 여기서 예방의학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경성제대가 그것을 위생학교실의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2.1 일본 의학계의 독일의학 비판과 미국의학에 대한 관심

2.1.1 기초의학의 실지 응용: 시가와 경성제대 의학부의 연구 기획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창설은 경성제대 의학부가 개교한지 약 1

년 뒤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 교실의 설치는 의학부 개교와 동시에 문을

연 미생물학교실의 재편과 맞물려 시행되었다. 경성제대 의학부 미생물학교

실은 두 개의 강좌로 구성되었는데, 제1강좌는 세균학을, 제2강좌는 기생충

학을 다루었다. 이 두 강좌에는 제국대학의 강좌제도에 따라 각각 한 명의

주임교수가 있었는데, 제1강좌의 주임교수는 와타비키 도모미쓰(綿引朝光,

41) 다만 경성제대에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이 설치되고 1년 뒤인 1929년에 게이오기주쿠대학이 
예방의학교실을 개설했다. “慶大豫防醫學敎室の落成式”, 『細菌學雜誌』 400 (1929), 478쪽.

42) 일본 제국대학 의학부들의 교실 구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로는 李賢一, “京城帝國大
學醫學部の硏究活動”,  Journal of the Graduate School of Asia-Pacific Studies 17 
(2009.4), 103-121쪽과 정준영, “식민지 의학교육과 헤게모니 경쟁-기독교 종합대학 설립에 
대응하기 위해 경성제대 설립”, 『사회와 역사』 85 (2010), 197-237쪽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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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1952), 제2강좌의 주임교수는 고바야시 하루지로(小林晴治郞,

1884-1969)였다. 이들 중 와타비키가 신설된 위생학예방의학교실로 이동하

여 주임교수가 되었고, 원래 그의 담당이던 미생물학 제1강좌의 주임교수직

은 당시 경성제대 의학부장이던 시가 기요시가 넘겨받았다.43) 이런 재편 과

정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창설에 와타비키와 시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

음을 알려준다.

시가는 세균학 분야의 권위자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1871년에 일본

센다이(仙臺)에서 태어나 제1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제국대학 의학부에

입학하여 1896년 12월에 졸업했다. 졸업과 동시에 그는 독일 세균학자인 로

베르트 코흐(Robert Koch, 1843-1910)의 제자이자 페스트균의 발견자로 유

명한 기타사토 시바사부로(北里柴三郎, 1853-1931)의 지도를 받기 위해 기

타사토가 설립한 전염병연구소(傳染病研究所)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듬해인

1897년 11월 일본에서 ‘적리’(赤痢)라고 불리던 소화기계 전염병인 이질의

원인균을 발견했다. 시가는 이 연구의 결과를 1901년 9월 독일 함부르크

(Hamburg)에서 열린 국제자연과학회에서 발표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

질의 원인균에 시가의 이름을 딴 시겔라(Shigella)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1901년부터 1905년까지 시가는 독일로 유학을 떠나, 프랑크푸르트

(Frankfurt)에 있는 실험치료연구소(Institut für Experimentelle Therapie)의

소장이자 면역학의 권위자인 파울 에를리히(Paul Ehrlich, 1854-1915)의 지

도 아래 수면병의 원인균인 트리파노소마(Trypanosoma)와 그 치료법을 연

구했고, 1912년에 다시 실험치료연구소로 가서 1년간 결핵 치료법을 연구했

다. 1913년에 일본으로 돌아온 시가는 전염병연구소에서 일하다가, 1914년

소위 ‘전염병연구소 이관 사건’이 일어나자 그에 반발한 기타사토를 비롯한

43) 京城帝國大學 編, 『京城帝國大學一覽(昭和2年-昭和3年)』 (1928.4), 26쪽에 따르면 1926년 
4월 칙령 47호로 제정된 ‘경성제국대학각학부강좌’가 1927년 6월 칙령 제154호에 의해 개
정되었다. 개정 내용 중 의학부에 관한 것은 위생학예방의학 1강좌, 내과학 1강좌, 외과학 
1강좌의 신설이었다.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함’이라는 말로 보아 위생학예방의학 강좌의 
개설 시기는 1927년 6월로 보인다. 그에 따른 인사 재배치에 대해서는 京城帝國大學 編, 
『京城帝國大學一覽(大正15年-昭和2年)』 (1927), 36쪽; 京城帝國大學 編, 『京城帝國大學一
覽(昭和2年-昭和3年)』 (1928), 42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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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 함께 사직하고 기타사토의 이름을 붙인 새로운 연구소를 창설했

다.44) 그 뒤 기타사토연구소(北里硏究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시가는 1920

년에 설립된 게이오기주쿠대학(慶應義塾大學)의 초대 의학부장을 맡은 기타

사토를 따라, 같은 대학의 세균학 교수로 임명되었다.45)

하지만 조선 부임으로 인해 게이오기주쿠대학에서 시가의 교수 생활은 약

6개월 정도밖에 이어지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조선총독부의 통치방침 전환

에 따른 의료계 인사 재편이 있었다. 1919년, 그때까지 무단통치를 고수해

온 조선총독부가 문화통치를 실시함에 따라, 당시 조선 의학계의 주요 직책

을 차지했던 군의관들이 군 외부의 인사들로 교체되었다. 조선총독인 사이

토 마코토(齋藤實, 1858-1936)는 조선총독부의원의 원장과 당시 조선의 유

일한 관립 의사양성기관이던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교장에 기타사토를 기용하

고자 했다. 그러나 막 게이오기주쿠대학 의학부장이 된 기타사토는 사이토

의 권유를 고사했다. 그 다음으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던 미즈노 렌타로

(水野錬太郎, 1868-1949)가 나서서 기타사토의 대표적인 제자들 중 한 명인

기타지마 다이치(北島多一, 1870-1956)를 초빙하고자 했으나, 그 또한 이를

사양했다. 그러자 기타사토는 시가에게 조선에 부임할 것을 부탁했고, 그것

을 받아들인 시가가 조선총독부의원의 원장 겸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교장으

로 취임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 끝에 조선에 온 시가는 자신이 기타사토의

임무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면서, 1931년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조선 의학

44) 전염병연구소 이관 사건이란, 일본 정부가 전염병연구소를 그 소장인 기타사토의 뜻을 무
시하고 문부성 산하로 이관하여 실질적으로 도쿄제대의 통제 하에 둔 일을 지칭하며, 일본 
의학계의 대표적인 파벌인 도쿄제대파와 기타사토파의 해묵은 갈등이 정점에 달하여 표출된 
사건이다. 이에 대한 언급은 여러 사료와 일본 근대 의학사를 다룬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James R. Bartholomew, The Formation of 
Science in Japan: Building a Research Tradi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9), pp. 166-206.

45) 시가의 약력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소개되어 있다. 그중 본격적으로 시가의 생애를 다룬 
전기로는 高橋功, 『志賀潔』 (東京: 政大學出版局, 1957)가 대표적이다. 다카하시 이사오는 
그 외에도 시가에 관한 글을 여러 편 발표했으며, 그중 경성제국대학 재임 시절에 관해서는 
경성제대 창립 50주년 기념지인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編輯委員會 編, 『紺碧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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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세히 서
술했다. 시가 스스로도 회고록과 자전적인 글을 다수 남겼는데, 그중 자서전인 志賀潔, 『或
る細菌學者の回想』 (東京: 雪華社, 1966)에 그의 생애에 관한 가장 상세한 연표가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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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여러 문제들을 기타사토와 상의하여 처리했다.46)

부임 이래 조선의 의료, 공중보건, 의학교육을 총괄하여 관할한 시가는 조

선의 제국대학 수립이 결정되자 자연스레 그 창립위원이 되었다.47) 1923년

11월에 결성된 ‘조선제국대학창립위원회’에서 시가는 의학부를 담당하게 되

었다. 그와 함께 의학부의 창립위원이 된 사람은 사토 고조(佐藤剛蔵,

1880-1957)와 와타비키였다. 사토는 1907년부터 조선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

부한 인물로, 기타사토가 조직한 해외의료단체인 동인회(同人會)의 일원으로

서 조선에 파견되었고, 1910년 조선총독부 의학강습소의 교관으로 임명되었

으며, 1916년 강습소가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되자 그 교수로 활동하다가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뒤에는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장 겸 경성제국대학 의

화학 교수가 되었다.48) 다른 창립위원인 와타비키는 1900년 일본에서 독학

으로 의술개업면허를 취득하고 도미하여 시카고 노스웨스턴대학에서 병리학

을, 필라델피아 주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세균학과 병리학을 공부한 뒤

1906년에 귀국하여 기타사토가 소장으로 있던 전염병연구소에서 근무한 인

물이다. 이후 그는 독일의 함부르그 베르나르 노호트 열대병연구소

(Bernhard Nocht Institute for Tropical Medicine), 덴마크 코펜하겐 시 국

립혈청연구소(National Serum Institute), 영국 리스터연구소(Lister

Institute)에서 연구했고, 1923년 도쿄자혜회의과대학 교수 겸 도쿄치과의학

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1925년 경성의학전문학교에 미생물학 교수로

부임했고, 그 뒤로 시가를 도와 경성제국대학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을 설립하

고 그 주임교수가 되었다.49) 경성제대 의학부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

46) 高橋功, “志賀潔”,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編輯委員會 編, 『京城帝國大學創立五
十周年記念誌: 紺碧遥かに』 (京城: 京城帝國大學同窓會, 1974), 613-22쪽; 마쓰다 도시히
코, “시가 기요시와 식민지 조선”, 『한림일본학』 25 (2014), 33-58쪽. 

47) 같은 논문, 41, 55쪽.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설립 외에 조선에서 시가의 활동은 의학교육과 
공중보건 방면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최근 시가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마쓰다 도시히코는 시가의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육 방침, 한의사에 대한 서양의학 교
육, 나환자 격리 정책에 대한 옹호 등에 대해 서술하며, 이것들이 모두 식민지주의를 반영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48) 사토의 경력에 대해서는 사토 고조, 이충호 역, 『조선의육사』 (서울: 형설문화사, 1993)을 
참고하라. 

49) 경성제대 부임 이전 와타비키의 경력은 井関九郎 編, 『大日本博士録 第3巻』 (東京: 発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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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창립위원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역할을 분담했다. 시가는 강좌 편성과

인사 배치를, 와타비키는 교육과정 수립을, 사토는 예산 편성을 담당했다.50)

이들의 업무는 상호 독립적이기보다는 시가의 통솔 하에 서로 보조를 맞추

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시가의 의학관이 경성제대 의학부 수립 구상

의 중심이 되었다.

시가는 ‘기초의학의 실지 응용’을 목표로 경성제대 의학부의 강좌를 구성했

다. 이 목표에는 식민통치의 전략적 수단이자 학술적 연구기관으로서 경성

제대의 두 기능이 얽혀있었다. 경성제국대학은 ‘국가의 수요에 부응하는 학

술기관’으로서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지식을 생산하고, 재조 일본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당시 조선인들 사이에서 고조되던 민립대학

설립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51) 이 목적들 가운데 연구 중심의

학술기관을 표방한 경성제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식민

통치에 유용한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이에 충실하기 위해 시가가 경성

제대 의학부에 ‘기초의학의 실지 응용’이라는 목표를 내걸었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해 “특히 연구해야 할 것”으로 조선의 식재료와 주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선의 특유한 질병, 즉 풍토병과 지방병, 그리고 한약의 의학적 효능

등 식민지의 공중보건과 의료에 유용한 항목들을 제시했다.52) 시가의 강좌

구상 중 이 연구들을 담당할 교실은 각각 위생학예방의학교실, 미생물학 제

2강좌, 그리고 약물학 제2강좌였다.53)

社出版部, 1926), 302-3쪽을 참고하라. 경성제대 퇴임 이후의 행보는 다음을 참고하라. 寺
田正中, “綿引朝光先生を偲びて”, 『日本医事新報』 1466 (1952.5), 35-36쪽.

50) 사토 고조, 이충호 역, 『조선의육사』 (서울: 형설문화사, 1993), 120-1쪽; 시가는 경성제대 
의학부에 파벌 다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대학 출신의 교수들을 고루 등용했
다. 高橋功, 『志賀潔』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1957), 73-81쪽; 정준영,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헤게모니”,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마쓰다는 이와 같은 이질적인 교수진 
구성이 시가가 확고한 지지 세력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의 장기 집권을 막는 요
인이 되었다고 서술한다. 松田利彦, “京城帝國大學の創設”, 酒井哲哉, 松田利彦 編, 『帝國
日本と植民地大學』 (東京: ゆまに書房, 2014), 107-148쪽. 

51) 정선이,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 문음사, 2002), 19-65쪽; 고마고메 다케시 저, 한용진 
역, 『한국 근대대학의 성립과 전개-대학 모델의 전파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2001), 
119-121쪽.

52) 志賀潔, “城帝國大學醫學部開講式訓辭附錄”, 『滿鮮之醫界』 62 (1926.5), 79-81쪽.
53) 미생물학 제2강좌와 약물학 제2강좌는 제국대학의 일반적인 미생물학교실 및 약물학교실

과 달리, 조선의 지방병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 기생충 질환과 한약을 연구하기 위해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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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통치에 대한 기여의 뜻과 동시에 ‘기초의학의 실지 응용’은 경성제대

의학부의 학술 활동의 목표이기도 했다. 시가가 보기에 ‘기초의학의 실지 응

용’이란 일본 의학계의 오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해결책이었다.

그는 일본 의학의 현황에 대해 “일본의 의학은 종래 독일만을 보고 다른 곳

을 돌아보지 않은 폐단이 금일에 이르러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 폐단이

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사이에 울타리를 너무 단단하게 친 폐단”, 즉 기

초의학과 임상의학 사이의 괴리를 의미했다. 따라서 그 해결 방안은 “기초

의학의 실지 응용”, 즉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사이에 밀접한 연계를 구축하

는 것이었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시가는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 기초의학교실의 설치를 주된 목표로 설

정했다.54) 이로 보아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설치는 ‘기초의학의 실지 응용’

을 추구한 시가의 경성제대 의학부 설립 기획의 일환이었다.

그렇다면 시가는 왜 ‘기초의학의 실지 응용’을 경성제대의 중대한 과제로

간주했을까? 그 이유에는 조선 부임 전에 형성된 일본 의학에 대한 시가의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었다. 1910년대 초부터 일본 의학계에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사이의 단절에 대한 비판이 등장했다. 일본의 한 의학자는 20세기

에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의학, 특히 기초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했음을 지적

하면서, “기초의학이 발달했음에도, 그와 자매 관계에 있는 치료의학의 진보

발달은 왜 전자에 수반하지 않을까”라는 물음을 던졌다. 여기에서 기초의학

이란 해부학 같은 전통적인 분야도 포함하지만, 그 발전의 주축은 “소위 세

균학자와 병리학자의 일”로, 직접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을

밝히고자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에 비해 치료의학은 말 그대로 환자를 치

료하는 의학으로, “그 진보의 정도는 기초의학의 발달에 걸맞지 않다.” 다시

말해 기초의학의 성과가 치료의학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55)

하게 설치된 교실이었다. 두 교실의 설립 목적은 시가가 정부에 제출한 강좌구성안에 별도
로 기술되어 있다. “京城帝國大學各學部ニ於ケル講座ノ種類及其ノ数ニ関スル件ヲ定ム”, 
公文類聚 第50編 第31巻 (1926.3.20), JACAR(アジア歴史史料センター) Ref. 
A01200556600.

54) 志賀潔, “旅の提燈(6)”, 『滿鮮之醫界』 57 (1925.12), 41-60쪽.
55) 小山田克己, “第六章　基礎醫學の進步發達と治療醫學の缺陷不進步”, 『醫者は如何なる程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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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일본 의학계 내부의 자기반성은, 1910년대 후반 독일의학에 대

한 비판과 연결되었다. 그 비판자들에 따르면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괴리

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독일의학에만 의존해 온 일본 의학계의 풍토에

있었다. 비판의 요지는 그때까지 일본이 고수한 의학 모델, 즉 ‘독일의학’이

‘계통적’이고 ‘이론적’이어서 실제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가령 한 의

학자는 “계통적, 학리적인 것을 주로 하는 일본의(독일의) 학풍”에서는 연구

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학생이나 환자가 두 번째가 된”다고 지적했다.56)

다른 의학자도 실지가 아닌 연구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일본과 독일의 학풍

을 비판하면서 그런 학풍이 형성된 이유를, 대학교수를 명예로운 직위로 여

기고 그 지위에 오르고자 연구업적을 쌓는 데에만 의학자들의 관심이 기울

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57)

독일의학에 대한 비판은 주로 독일 외의 다른 서구 지역에서 유학을 한 일

본인 의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독일 외 서구 국가에서 유학한 의학자들

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1914년 8월 일본이 영국,

프랑스와 함께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함에 따라 4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독일

과 일본의 의학적 교류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독일에 대한

유학생 파견과 시찰을 중단했고, 일본 의학자들은 국제학술조직으로부터 독

일 의학자들을 배제하자는 영국과 프랑스 의학자들의 제의에 동의했다. 이

런 조치를 전통적 우방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하는 일본 의학자들도 있었

지만 소수에 불과했고, 일본 의학계와 독일 의학계의 단교는 1921년까지 지

속되었다. 그 뒤 양국간 학술적 교류가 공식적으로 재개되기는 했지만, 독일

의학자들 사이에서 반일감정이 확산되어 일본 의학자들이 독일로 유학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58)

이처럼 독일로의 유학 경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일본 의학자들은 다른 서구

국가들로 눈을 돌렸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독일에 있던 약 400명의

まで信用すべきか』 (東亜堂書房, 1913), 39-46쪽.
56) 田中文男, “ボストン通信”, 『岡山醫學會雜誌』 28(320) (1916), 752-65쪽.
57) 杉田直樹, “米国の醫風と獨逸の醫風”, 『順天堂医学』 7巻 551号 (1918), 551-4쪽.
58) 日本科學史學会 編, 『日本科學技術史大系 第25巻(醫學 第2)』 (東京: 第一法規出版, 1965), 

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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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유학생들이 네덜란드를 경유하여 영국,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이탈

리아, 미국 등 다른 나라로 이동했고, 후발 유학생들 또한 이들을 따라 독일

외의 구미 국가들로 향했다. 그중 가장 선호된 국가는 미국이었다. 서구 유

학을 결심한 일본인 의학자들이 보기에 영국과 프랑스는 전란에 휩쓸려 연

구할 장소로 적합하지 않았고, 스위스는 독일어가 통용되고 중립국이라는

면이 일본인 유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했지만 의학이 특별히 발달한 곳

은 아니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의학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독자적인 교육

및 연구 체제를 갖추어 “장차 독일을 일축하고 세계의학의 중심이 될 징조”

를 보이는 가장 매력적인 유학지로 부상했다.59)

이처럼 미국을 위시한, 독일이 아닌 다른 서구 지역에서 유학한 의학자들

은 자신들이 배운 의학의 특징을 ‘실용성’에서 찾았다. 그들에 따르면 미국

에서 발달한 분야는 “프랙티컬 메디슨, 즉 실지의학”이었다. “실지의학”이란

“내외과라는 것에 가장 무게를 두고 있”으며 “그로부터 싹튼 산부인과, 소아

과, 이비인후과” 등을 포함했다. 다시 말해 “실지의학”의 기본은 환자를 돌

보는 의학의 분야들, 즉 임상의학이었다. 교육 방식 또한 임상의사를 양성한

다는 목표에 걸맞게 강의가 아니라 실습 중심이었다. 이비인후과의 교육을

예로 들면 “일본에서처럼 수업하는 일은 거의 없고...설압자, 후두경 등의 사

용법을 연습시키”며, “학설을 주입하거나 다른 학과와의 관계 또는 다른 병

들과의 교섭 상황을 밝히”는 일본의 방식과 달리 미국의 의학교는 “진단과

치료의 대체적인 내용을 습득”하는 데 주력했다.60) 그뿐 아니라 진단에 사

용되는 검사법을 설명할 때에도 “학설이 비집고 들어가는 것을 피하”며, 검

사 원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검사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지

식을 제공했다. 가령 소변 검사의 경우 “어느 시약 때문에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소변 내에 당분이 존재하면 시약이 붉어지

거나, 단백질이 있으면 소변이 탁해진다는 해석방법만 알면 충분하다는 식”

59) 木畑生, “北米通信”, 『岡山醫學會雜誌』 31(355) (1919), 604-620쪽; 日本科學史學会 編, 
『日本科學技術史大系 第25巻(醫學 第2)』, 25-7쪽.

60) 岡田和一郎, “米國ニ於ケル耳鼻咽喉科ノ状況(第一回)”, 『大日本耳鼻咽喉科會會報』 23(5) 
(1917-1918), 661-6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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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요컨대 미국의 의학 교육은 졸업 직후 곧장 실제 진료에 투입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 양성을 목표로 했다.61)

일본 의학자들은 임상의학적 측면과 동시에 기초의학의 측면에서도 미국의

학의 실용성을 포착했다. 그들이 보기에 미국의학은 연구와 진료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의 병원들은 그 내부에 연구

실을 설치하고 “임상에서 얻은 재료를 가지고 의화학적 방면, 세균학적 방

면 등에서 기초의학 연구를 하”고 있다.62) 다시 말해 미국의 의학자들은 질

병의 진단과 치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선호했다. 따라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기초의학 분야라도 건강 유지와 질병 치료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를 연구한다면 “실지의학”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이처럼

비독일 서구 유학생 출신 일본인 학자들은 자신들이 배운 의학의 ‘실용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그것을 독일의학을 대신하여 일본의학계에서 문제시되던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괴리’를 해결해 줄 새로운 모델로서 제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본인 기초의학자들의 눈에 실용적으로 비친 것은 미

국에 본거지를 둔 록펠러재단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수준의 공중보건 사

업이었다. 독일에서 유학한 중견 의학자들 사이에서도 미국의학의 도입은

중요한 화두였다. 대체로 독일에서 발달한 세균학 분야에 업적을 남긴 이

의학자들은, 그 경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공중보건 향상을 기치로 하여 조

직된 여러 국제회의 혹은 학술대회에 일본의 대표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의학

계의 세계적인 정세를 살필 기회를 가졌다. 그들이 보기에 의학의 분야들

중에서도 특히 국제적 공중보건 분야의 지형은 록펠러재단의 국제연맹 보건

기구 지원 및 그 자체적인 공중보건 프로그램의 활발한 전개에 힘입어 미국

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2.1.2 국제 공중보건 체계의 재편과 록펠러재단의 활약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유행병을 비롯하여 국경을 가로지르는 보건 문제들이

61) 杉田直樹, “米國の醫風と獨逸の醫風”, 『順天堂醫學』 7(551) (1918), 551-4쪽.
62) 岡田和一郎, “米國醫學の進步”, 『醫海時報』 1202 (1917.7.7). 



- 36 -

단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된 서구 국가들은 그

에 의해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하여 공중보건

과 관련된 여러 국제단체들이 설립되었다. 대표적으로 1919년에 창립된 국

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ibor Office), 1923년에 출범한 국제연맹 보건기구

(League of Nations Health Organization) 등이 있었다. 이 단체들은 세계

각국에서 공중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국제회

의를 개최하여 국가간 정보 교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공중보건 관련 지표

의 표준화를 도모했다.63)

공중보건 관련 국제조직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한

기관은 국제연맹 보건기구였다. 국제연맹의 상설기구로서 출범한 국제연맹

보건기구는, 국제적인 전염병 통제체계의 수립을 주된 목표로 했다. 국제연

맹 보건기구가 창설되기 전에도 이런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이전의 통제체

계는 단지 전염병의 유행 여부를 각국 정부에 통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에 비해 국제연맹 보건기구가 목표로 한 전염병 통제체계는 이전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별 국가의 공중보건 정책에 개입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

다. 국제연맹 보건기구는 각 회원국 정부들로 하여금 질병과 관련된 정보들

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받아들일 것을 각국 정부에게 권고했다.64)

공중보건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제연맹 보건기구는

나라마다 다른 기준으로 표시된 자료들을 표준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간주했다. 이런 판단 하에 국제연맹 보건기구

는 의학적 단위의 표준화를 목표로 한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예를 들

어 국제연맹 보건기구는 1921년 결핵, 매독,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등 각종

전염병의 치료제로서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던 혈청요법에 대해 논의

63) 전간기 국제보건기구들의 출범과 활동에 대해서는 Paul Weindling ed., International 
Health Organisations and Movements, 1918-1939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참조.

64) 국제연맹 보건기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Patricia Anne Sealey, “The League of 
Nations Health Organisation and the Evolution of Transnational Public Health,” 
(Ph.D diss. Ohio State University,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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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제혈청학회를 열었다. 이 학회의 목표는 혈청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

법과 단위를 표준화하는 것이었다. 이 회의에는 유럽 각국과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의 대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나라마다 다른 연구법 및 단위를

사용해왔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일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했다. 이와 같은

국제회의들을 꾸준히 개최함으로써 국제연맹 보건기구는 여러 약물들에 대

한 사용 기준과 지침을 정했다.65)

이와 같은 국제보건기구들의 활동은 각국 정부의 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자선단체들의 재정적 원조에 크게 기대고 있었다. 그중 국제적인 공중보건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는 미국에 본거지를 둔 록펠러재단

(Rockefeller Foundation)이었다. 국제보건기구들은 록펠러재단의 지원에 힘

입어 세계적인 공중보건 체계를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을 전개했다. 가령 국

제연맹 보건기구는 록펠러재단의 지원으로 국제역학정보국(International

Epidemiological Intelligence Service)을 수립했고 국제 공중보건관료 교환프

로그램(Interchanges of Public Health Officials)을 실시했다. 국제역학정보

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전염병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국경

을 가로지르는 전염병들의 발생 상황을 파악하여 각국에 신속하고 효율적으

로 알리는 역할을 했다. 국가간 공중보건 관료 교환 프로그램은 각국에서

공중보건 업무를 담당한 관료에게 다른 나라의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국

가별 공중보건체계에 대한 비교검토 및 상호작용을 증진하려는 목표를 가지

고 있었다.66)

록펠러재단은 국제보건기구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만 한 것이 아니

라, 국제보건기구와 협력하여 나름의 공중보건 사업을 전개했다. 1913년 미

국에서 출범한 록펠러재단은 설립 직후부터 국제보건위원회(International

Health Commission)를 구성하여 촌충박멸사업을 전개했고, 이에 성공하자

국제보건위원회를 1916년에 상설위원회(International Health Board)로, 이어

65) Christopher Lawrence, "Continuity in Crisis: Medicine, 1914-1945," W. B. Bynum, 
A. Hardy, S. Jacyna, C. Lawrence, E. Tansey  eds., The Western Medical 
Tradition 1800 to 2000 (NY: Cambridge Univ. Press, 2006), pp. 363-7.

66) Joseph L. Barona, The Rockefeller Foundation, Public Health and International 
Diplomacy, 1920-1945 (London: Pickering & Chatto, 2015), pp. 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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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27년에는 국제보건부(International Health Division)로 승격시키면서

지원 분야와 규모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공중보건 사업을 전개할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절감한 록펠러재단은 1919년 의학교육부(Medical

Education Division)를 별도로 설치하여 세계 각국의 공중보건 전문가를 양

성했다.67)

록펠러재단의 공중보건 사업은, 사업 초기에 미국에서 시행하여 성공을 거

둔 모델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 모델이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보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소위 “보편적 과학적

해법”(universal scientific solution)이라고 불렸다. 록펠러재단은 지원 조건

으로 자신들의 공중보건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피원조국의 공중보

건체계를 재편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록펠러재단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

인 지방병 박멸 사업은 미국 서부에서 시행된 촌충박멸사업의 모델을 다른

나라에 적용한 것이었다. 이 사업은 질병의 원인을 색출하고 차단함과 동시

에, 지방병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할 기관을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질

병을 관리할 것을 목표로 했다. 촌충박멸사업은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록펠

러재단은 방역사업을 촌충뿐 아니라 말라리아, 십이지장충, 황열에 대해서도

적용했고 그 대상국가는 아시아로까지 확대되었다.68)

다른 예로, 록펠러재단의 의학교육사업은 피원조국의 의학교에 원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위생학 및 공중보건학 대학원(School

of Hygiene and Public Health)의 모델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존스홉킨

스대학 위생학 및 공중보건학 대학원은 록펠러재단 공중보건 교육사업의 구

심점이었다. 이 사업은 여러 국가의 공중보건학과들을 잇는 네트워크를 형

67) Christopher Lawrence, "Continuity in Crisis: Medicine, 1914-1945," pp. 363-7.
68) Elizabeth Fee, Disease and Discovery: a History of the Johns Hopkins School of 

Hygiene and Public Health, 1916–1939 (Baltimore: JHU Press, 2016), pp. 219-222; 
Ilana Löwy and Patrick Zylberman, "Medicine as a Social Instrument: Rockefeller 
Foundation, 1913–45,"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Part C: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Biological and Biomedical Sciences vol. 31, 
no. 3 (2000), pp. 36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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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네트워크의 중심에 한 곳 이상의 연구기관을 세울 것을 목표로 했

다. 중심부의 연구기관은 보건관료들의 교육을 담당한 지역의 공중보건학과

들과 연계를 맺고 그 연구 결과를 전파하거나 공중보건 연구자 혹은 교육자

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 계획의 중심기관이 1916년 록펠러재단의

원조를 받아 설립된 존스홉킨스 위생학 및 공중보건학 대학원이었다. 이곳

은 과학적 의학의 방법론을 사용한 공중보건 연구를 담당했다. 즉 공중보건

정책의 수립과 실행보다 그 바탕이 되는 지식을 만드는 것이 우선시되었다.

그 교원들은 최신 연구기법을 이용한 논문들을 다수 발표했으며, 각지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가르쳐서 공중보건학 연구자 또는 지역의 지도자로 양성했

다.69)

이런 구상에 따라 록펠러재단은 세계 각국에서 공중보건을 담당할 전문가

를 양성하기 위해 관료나 의학자를 선발하여 미국에서 유학하게 하는 장학

사업을 실시했다. 그 목적은 미국에서 공중보건학을 전공한 유학생들을 본

국에 돌려보내어 록펠러재단의 공중보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나아가

이들을 교수진으로 한 공중보건학과를 피원조국에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런

원조사업을 통해 영국에서는 런던 열대의학연구소가 1924년에 런던 위생학

및 열대의학교로 재편되었고, 캐나다에서는 1924년 토론토 의과대학에 위생

학교실이 설치되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1921년에 중국에 북경협화의학원

이 설립되었다.70)

이런 사업들을 통해 록펠러재단은 미국식 공중보건 모델을 피원조국에 전

파했다. 물론 피원조국이 이 모델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행위자간의 충돌과

모델의 변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록펠러재단의 사업 방식은 국제

적인 공중보건 체계의 수립 과정에서 미국을 그 구심점에 놓는 결과를 낳았

다. 록펠러재단은 자신들의 모델이 ‘과학적 의학’에 기반을 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음을 강조함으로써 그 학술적,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69) Elizabeth Fee, Disease and Discovery, pp. 219-222; Christopher Lawrence, 
"Continuity in Crisis: Medicine, 1914-1945," pp. 363-7.

70) 慶應義塾百年史編輯委員會, 『慶應義塾百年史 別卷(大學編)』 (東京: 慶応義塾, 1958), 
58-67쪽; Elizabeth Fee, Disease and Discovery, pp. 219-222.



- 40 -

그 장학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전문가들은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공중보건

의 표준과 정책 방침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공중보건의 ‘선진국’로

서 지위를 갖게 되었다.71)

2.1.3 미국 중심적 국제 공중보건 체계에서 일본의 위상과 그에 대한 일

본 의학계의 반성

이와 같이 미국 중심의 세계적 공중보건 체계가 형성됨에 따라, 일본의 공

중보건 상황은 국제기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가령 1926년 국제

연맹 보건위원회의 주관으로 일본에서 개최된 국제 공중보건관료 교환회의

에서, 외국인 참석자들은 일본의 공중보건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고

그에 관해 토론하면서 일본의 높은 유아사망률과 일반 사망률에 대해 비판

했다. 그들은 일본이 상당히 높은 의학적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유아사망률 같은 공중보건의 기본 항목에서 낮은 성적을 보이는 이유

에 대해, “의학의 진보가 주로 세균학 시대의 독일의학의 영향을 받아” 질

병의 사회적, 경제적 원인에 대한 고민을 포함한 공중위생의 진보가 늦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72)

세균학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일본의 대표로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한 시가

는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의학과 관련된 여러 국제회의 및

학술대회를 독일이 더 이상 주도하지 못하며, 그 주도권이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국가들로 이동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독일풍의 시스템은 이미 과

거에 속”하며,73)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학문의 세력이 피폐해져”서 구

미 학계를 이끌 역량이 부족하다는 그의 언급은74) 서구 의학계에서 독일의

비중 축소와 미국의 부상이라는 추세에 대한 시가의 시각을 드러낸다.

이런 인식에 입각하여 시가는 경성제대 의학부의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독일 외 여러 국가들의 의학들을 접하고 그 장점을 취함으로써 독일의학만

71) Joseph L. Barona, The Rockefeller Foundation, p. 5. 
72) 西龜三圭, “國際衛生技術官の觀たる內地朝鮮及滿洲の衛生狀態”, 『朝鮮及滿洲』 223 

(1926), 26-27쪽.
73) 志賀潔, 『國際聯盟參列-歐米旅の提燈』 (東京: 倭文社, 1925), 21쪽.
74) 같은 책,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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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집해 온 일본 의학계가 가진 ‘종래의 폐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경성제대 의학부를 통해 이를 실천하고자 했다. 이는 1926년 경성

제대 의학부의 개강식에서 발표한 시가의 훈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는 훈사

에서 경성제대 최초로 예과를 수료한 학생들이 진급하여 의학부의 문을 연

것을 축하하며 그들이 “성대(成大) 학풍”을 진작하기를 고무했다. 경성제대

의 독특한 학풍 형성을 위해 시가가 제시한 것은 “우리의학이 다년간 사사

한” 독일의학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착실한 연구와 실제적 응용”을 중시

하는 영국의학, “신진 기예의 돌진을 시도하여 세계에서 웅비”하는 미국의

학, 그리고 “천재적인 독창성을 자랑”하는 프랑스의학까지 포괄적으로 파악

하여 “세계의학의 진운을 알고 그 진보에 뒤처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시가는 학생들에게 독일어만이 아니라, 영어와 불어도 공부할 것을 요

구했고, 그중 특히 영어는 국제회의 등에서 “외국인과 만나 의견을 교환할

때 가장 편리한” 언어이므로 그에 통달할 것을 강조했다.75)

시가에 따르면 독일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의학지식을 수용함으로써 경성제

대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건강의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실용적’ 연

구, 즉 ‘기초의학의 실지 응용’이었다. 그 첫걸음은 기초의학을 연구할 때 환

자의 실제 상황과 연관 지어 연구방향을 정하거나 실험결과를 해석하는 것

이었다. 시가는 병리해부학 연구를 예로 들어 이것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병리해부에는 자세히 기록된 환자의 병력을 첨부하여 [검체를] 보내야하

며”, 검체를 보낸 “주치의의 입회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조건이다. 다시

말해 병리해부학은 검체를 해체하고 분류하여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뿐 아

니라, 환자의 병력을 바탕으로 어느 독특한 구조가 왜 생겼는지를 추론하거

나 아니면 그 구조가 환자의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76)

시가뿐 아니라 조선의 다른 의학자들도 독일의학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의학을 수용함으로써 “기초의학의 실지 응용”을 추구할 것을 경성제

대에 기대했다. 일례로 경성의학전문학교의 병리학교수인 도쿠미쓰 요시토

75) 志賀潔, “京城帝國大學醫學部開講式訓辭”, 『滿鮮之醫界』 62 (1926.5), 79-81쪽.
76) 志賀潔, “旅の提燈(6)”, 『滿鮮之醫界』 57 (1925.12), 4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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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德光美福, 1889-1952)는 조선총독부의 사령으로 떠난 구미유학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의학과 프랑스의학을 혼합한 모델을 일본의학이 추구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77) 영국, 미국, 독일-오스트리아, 프랑스를 순회하면서 특별히

프랑스에서 장기간 체류한 도쿠미쓰는 프랑스 병리학의 장단점을 독일의 것

과 비교하여, 파리대학 병리학교실에는 “임상가이자 동시에 병리학적 지견

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이 점은 매우 부러운 일이지만, 독일계통의 기초의학

자에 비해 그 지식이 얕다는 결점이 있다. 그 대신 독일계통의 의학을 배운

기초의학자처럼 임상적 지식이 전혀 없다는 점은 보완된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비추어 “일본의 기초의학은 물론 독일식 기초의학이기 때문에 임상적

지식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이런 점은 소위 프랑스식 방법을 가미해서 그

중용을 걷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프랑스, 독일, 일본의 병리학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도쿠미쓰는 “우리가 금후 나아가야할 길은 임상의학

과 기초의학의 연합으로, 기초의학자와 임상의학자 사이에 격의 없는 상담

을 열고 모두 그 지식을 교환하는 것이 가장 일본의 의학 진보에 필요한 급

무”라고 느꼈으며, 이것이 새로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

이라고 제시했다. 병리학의 경우 “임상의학과 기초의학의 연합”을 위한 실

제적인 방법은 개업한 임상가와 병리학자가 긴밀하게 연락하여 실험 설비

등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이번에 창

설된 경성대학의 병리학교실의 경우는 특히 일반 임상가를 위해 편의를 도

모하도록 설비 및 기타 설계”를 할 것을 주장했다.78)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방의학은 세균학 연구 위주의 독일의학 전통에서

벗어나, ‘기초의학의 실지 응용’이라는 목표에 근접한 대표적인 분야였다. 시

가에 따르면 “영미(英米)에서 의학심리학, 예방의학, 노동생리학, 임상병리학

77) 도쿠미쓰는 1910년 나가사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제대 병리학교실에 입국하여 수
련을 받은 인물로, 1911년부터 나가사키의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1914년에 도쿄제대 
부속 전염병연구소에 들어갔다. 이후 그는 조선에 부임하여 1919년 경성의학전문학교 병리
학교실에서 강사로 재직하다가, 1921년에 동 교실의 교수가 되었으며, 1923년부터 1926년
까지 조선총독부의 사령으로 구미국가들을 순회하고 돌아와서 경성제국대학의 교수가 되었
다. 도쿠미쓰의 더 자세한 약력은 泉孝英 編, 『日本近現代醫學人名事典 1868-2011』 (東京: 
醫學書院, 2012), 222쪽을 참고하라.  

78) 德光美福, “歐米に於ける病理學の現況”,  『滿鮮之醫界』 59 (1926.2), 8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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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과목을 시킨 것이 바로 기초의학의 실지 응용”의 대표적인 예시였

다. 시가는 1924년 경성제대 창설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떠난 구미

시찰에서 “독일풍의 시스템은 이미 과거에 속함을 안다. 나는 미국의 새로

운 제도에 따라 개혁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언급하며, 경성제대 의학부를

통해 “리포메이션”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79)

이 시기 예방의학을 전론한 시가의 글을 찾을 수는 없지만 훗날의 자료를

통해 예방의학에 대한 그의 생각을 추론할 수 있다. 훗날 그는 세균학과 위

생학의 발전에 관한 글에서, 예방의학을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의학

보다 인간을 삶을 번영하게 하려는 의학의 궁극적 목적에 한 걸음 더 다가

간 학문으로 간주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단지 세균학과 영양학에만 의

지할 것이 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통계학 등을 기반으로 한 “다면

적인 종합과학”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80) 이로 보건대, 그에게 있어서

예방의학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 발생을 막고 건강을 유지, 증진

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단순히 세균의 감염이나 영양 결핍

같은 생물학적 요인들뿐 아니라, 질병의 발생에 관여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복합적인 분야였다.

이런 시가의 시각은 191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부상해 온 예방의학의 관

념과 일맥상통한다. 가령 기초의학이 치료의학을 위한 배경지식 이상으로

광범한 역할을 지닌다고 주장한 도쿄시 위생시험소 소장 도야마 칭킨(遠山

椿吉)에 따르면 “의학의 실지 응용”을 “의술”이라고 칭하면서, 치료의학은

“의학 응용의 한 분과”로서 “가장 협의의 의술”로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의학의 응용”의 범위는 개인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다루는 “협의의 의술”

뿐 아니라, 공공의 건강과 질병을 다루는 “광의의 의술”까지 포함했다.81) 도

79) 志賀潔, “旅の提燈(6)”, 『滿鮮之醫界』 57 (1925.12), 51-52쪽.
80) 志賀潔, “私の夢”, 『日本医事新報』 1420 (1951.7), 22-3쪽.
81) 그는 이 논의를 1904년에 처음으로 발표했지만, 발표 직후에는 큰 반향을 얻지 못했다가 

1910년대 후반 예방의학에 대한 의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醫術之本領』 (1918)이
라는 책의 일부로 재발표되었으며, 이후 1934년 일본의사회가 편집한 『醫政調査資料』에 다
시 포함될 정도로 의학의 범위와 분야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遠山椿吉, 
“醫術の本領を論じ非醫師行爲に及する”, 日本醫師会 編, 『醫政調査資料 第1輯』 (1934),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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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의 뒤를 이어 1930년대 예방의학을 연구한 의학자들은, 예방의학의 대

상이 전염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질환을

포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간을 둘러싼 생물학적, 물리학적 환경뿐 아니

라, 인간들의 집합, 즉 사회 집단 그 자체의 상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구범위에 포함시켰다. 오사카제국대학 위생학 교수인 카지하라 사부로(梶

原三郎)는 예방의학이 “자연히 사회학과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어 있는” 분

야로, “그 주된 기초는 인간의 생리학”에 있다고 했으며,82) 후일 나고야 제

국대학 위생학 교수가 된 쓰루미 산조(鶴見三三)는 예방의학이 “일반 의학

및 이와 관련된 학과의 진보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여겼다.83)

예방의학에 대한 이런 시각은, 의학의 분야를 가르는 전통적인 구도인 기

초의학과 임상의학의 구분에 비해, 실제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과목들

의 효용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이분법은 의학의 목

적을 환자의 치료로 간주했기 때문에, “의학이란 치료의학을 의미하고 기초

의학 및 이와 관련된 학과는 치료의학이라고 불리는 대전당의 초석”으로 취

급했다. 즉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는 과목들은 치료의학을 뒷받침하는 분

야들로, 의학의 발전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역할을 담

당한다고 간주되었다. 반면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의 이분법에서 예방과 치료

에는 의학의 “양면을 형성”한다는 대등한 지위가 부여되었으며, 의학의 궁

극적인 목적 또한 “단순히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어떻게 야기되는지 그 예방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아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의학에 대한 이런 시각은 예방의학 및 그와 관련된 다른 기초의학 분과들에

대해 건강의 유지와 향상에 임상의학과 비슷한 기여도를 인정했다.84)

2.2. 미국의학 도입을 둘러싼 일본 의학계의 경쟁과 갈등

‘기초의학의 실지 응용’이라는 경성제대 의학부의 설립 목표는 이상에서 살

펴본 일본 의학계의 개혁 분위기를 반영함과 동시에, 미국의학의 도입을 둘

82) 梶原三郎, “豫防醫學に觀して”, 『診療と經驗』　1 (1937), 710-711쪽.
83) 鶴見三三, 『予防醫學と其実際』 (東京: 醫海時報社, 1931), 3-5쪽.
84) 같은 책,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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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싼 일본 의학자들의 경쟁과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시가의 개혁

동기가 의학 발전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일본 의학계의 두 파벌인 도쿄제

대파와 기타사토파의 갈등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시가는 대표적인 독일 유

학자 중 한 명으로서, ‘독일의학’ 모델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독일만을 보

고 다른 곳을 돌아보지 않은 폐단” 다시 말해 ‘독일의학’만을 고집한 편협한

태도를 비판했다. 그가 보기에 일본 의학계에 편협한 독일의학 중심주의를

유발하고 확산시킨 것은 도쿄제대파였다. 시가는 1925년 일본에서 열린 최

초의 국제의학회인 제6회 극동열대병학회에 참가한 뒤 그 감회를 이야기하

면서, 일본 의학계에서 오래 전부터 다국적 학술 교류에 대한 시도가 있었

지만 그 실현이 지연되었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연의 이유는

“영국의학을 대표하는 다카기 가네히로(高木兼寬, 1849-1920) 남작의 자혜원

의학교 일파와 도쿄제국의과대학파가 항상 서로 융합하지 않”아서 “당시

[일본의학계가] 독일의학에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독일의

학을 지지하던 도쿄제대파가 강한 세력을 이용하여 자신들과 다른 의학모델

을 지지하는 의학자들을 배척했다는 것이다.85)

도쿄제대파와 자혜원의학교 일파에 대한 시가의 이와 같은 언급은 둘 사이

의 유명한 각기병 논쟁을 바탕에 두고 있었다. 1880년대부터 일본에서 널리

유행한 질병들 중 하나인 각기병의 원인에 대해 의학자들 사이에서 오랜 갑

론을박이 이어졌다. 논쟁의 두 편은 영국의학을 모델로 한 해군군의학사에

서 수련을 받은 다카기와, 독일의학을 모델로 한 도쿄제대 의학자들 및 육

군군의단이었다. 다카기 측은 각기병의 발생이 쌀의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도쿄제대파는 그 원인이 세균 감염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쟁은

1920년대 중반에야 비로소 각기병이 감염병이 아니라 비타민 B1인 티아민

의 결핍증으로 밝혀지면서 종결되었다. 이 논쟁은 독일에 본거지를 둔 세균

설만을 지지한 도쿄제대파의 완고함과 영국의학에 대한 무시를 드러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일본의 각기병 대책 마련이 지연되었다.86) 논쟁의 승기가 자

85) 志賀潔, “今秋開かれたる極東熱帶醫學會に就て”, 『滿鮮之醫界』 (1925), 31-5쪽.
86) Hoi-eun Kim, Doctors of Empire: Medical and Cultural Encounters between 

Imperial Germany and Meiji Japa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4),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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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의학교 측으로 기울어 가던 1925년에 자혜원의학교 일파와 도쿄제대파

를 대비한 시가의 언급은, 독일의학에 대한 도쿄제대파의 편협한 지지가 일

본의학의 발전을 지연시킨다는 힐난을 담은 것이었다.

이런 비난의 배경에는 시가가 속한 기타사토파의 도쿄제대파를 향한 적대

감이 놓여 있었다. 전염병연구소 이관 사건 이래 기타사토파는 일본 정부

의 지원이 도쿄제대파에 부당하게 편중되어 있음을 비판하면서 도쿄제대파

를 견제해왔다.87) 예를 들어 기타사토연구소 부장이자 게이오기주쿠대학 의

학부 교수인 미야지마 미키노스케(宮川幹之助, 1872-1944)는 학생들에게 훈

사를 할 때마다 전염병연구소 이관문제를 거론하며, ‘관료와 관립대학의 독

선’을 비난하고, 게이오기주쿠대학이 도쿄제대를 따라잡고 능가하기 위해 학

생들이 노력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88)

기타사토파와 도쿄제대파의 갈등 관계는 록펠러재단의 일본 내 원조대상을

선정할 때에도 표출되었다. 일본에 대한 록펠러재단의 지원은 그 하위 부서

로서 중국의 공중보건 원조를 담당한 차이나 메디컬 보드의 지원이 일본으

로까지 확대된 1915년부터 시작되었다가, 1923년 9월에 발생한 관동대지진

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록펠러재단은 일본에서 지진 복구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그 사업을 도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장기적인 공중보건

문제들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기를 원했다. 이 점은 일본 정부의 희망이

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1924년 6월부터 록펠러재단 측과 간담회를 열어, 공

중보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유학생 파견, 위생국 관료의 해외 시찰, 일

본 내 공중보건 전문교육기관 수립 등에 대해 토의했다. 그 결과 유학생과

시찰단 파견은 록펠러재단에서 모두 지원하되, 공중보건 연구교육기관에 대

해서는 건설비만 록펠러재단이 내고 그 뒤의 운영비는 모두 일본 정부에서

해결하기로 했다.89)

123-148.
87) 日本醫學百年史編纂委員會, “日本に於ける反官學醫學”, 『日本醫學百年史』 (東京: 臨床醫

學社, 1957), 164-9쪽.  
88) 慶応義塾大學醫學部 編, 『慶應義塾大學醫學部六十周年記念誌』 (東京: 慶応義塾大學醫學

部, 1983), 38쪽; 小高健, 『日本近代醫學史』, 204쪽에서 재인용.
89) 小高健, 『日本近代醫學史』 (東京: 考古堂書店, 2011), 3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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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논의사항들 가운데 공중보건 연구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누가 맡

을 지를 둘러싸고 일본 의학계 내에서는 경쟁이 벌어졌다. 이 경쟁은 관동

대지진 직후 록펠러재단의 지원 의사가 서로 다른 두 경로를 통해 일본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부분적으로 원인이 있었다. 그 첫 번째 경로는 주미대

사로부터 외무성을 경유하여 일본 정부의 다른 조직들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였고, 두 번째 경로는 1915년 웰치와 플렉스너 방일 이래 록펠러재단과 꾸

준히 접촉하던 선교의사 루돌프 튜슬러(Rudolf Teusler)를 매개로 당시 내

무대신이던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1857-1929)에게 원조 소식이 전달된 경

로였다. 고토는 튜슬러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록펠러재단의

원조에서 일본측 책임자를 맡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재난 복구 및

공중보건 증진 사업을 기타사토 연구소 및 게이오기주쿠대학 의학부의 인력

들을 중심으로 전개할 계획이었다. 그의 휘하에서는 미야지마가 지진 복구

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고토 또한 기타사토연구소와 게이오기주쿠대학 의학

부를 이끌던 기타사토와 막역한 사이였다. 따라서 고토에게 자신과 친숙한

기타사토 일파의 인력을 활용하여 지진 복구사업을 전개하려는 것은 자연스

러운 선택이었다.90)

반면 일본 정부는 도쿄제국대학의 관할이던 전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사업

을 진행하고자 했다. 록펠러재단의 원조 소식이 전달된 경로가 두 갈래로

분열됨에 따라 어느 쪽이 공중보건 사업의 주체가 될 것인지를 둘러싸고 공

방이 벌어졌고, 1924년 5월 제국의회를 거쳐 일본 정부쪽이 그 사업을 주도

하기로 결정되었다. 이후 위생국장 야마다 준지로(山田準次郞)는 도쿄제국대

학의 병리학교수이자 전염병연구소의 소장인 나가요 마타오(長與又郞,

1878-1941)를 만나 후일 설립될 공중보건 연구교육기관의 장과 그 설립사업

의 담당자를 맡아달라는 내무성의 의향을 비밀리에 전달했다. 나가요는 도

쿄제대 총장이던 고자이 요시나오(古在由直)의 승낙을 얻고 전염병연구소의

간부들과 상의한 뒤 내무성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야마다는 1924년 9월 공

중보건 연구교육기관 설립 사업의 주도자이자 미래의 소장으로 나가요를 지

90) 같은 책, 313-4쪽. 



- 48 -

명했음을 록펠러재단에 알렸다.91)

그러나 록펠러재단측은 일본 정부의 인사 결정을 탐탁해 하지 않았다.

1925년 4월 재미 일본대사 마쓰다이라 쓰네오(松平恒雄)는 록펠러재단의 빅

터 헤이저(Victor Heiser, 1873-1972)와 회담한 결과를 일본 외무성에 전달

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헤이저는 “소장이 될 사람은 예일, 하버드, 토론

토 대학의, 가능하면 런던 대학도 포함하여, 전문적인 공중위생 시설을 시

찰, 견학하면서 양성소의 계획을 세울 것”을 바랐다. 그의 경험으로 보아

“소장이 될 사람은 적어도 1년 내외로 이 방면의 연구를 할 필요가 있”었

다. 그러기 위해 앞으로 설립될 일본의 공중보건 연구교육기관의 소장이 될

사람의 조건으로는 “신체가 건강하고 그 일에 전념하며 다른 일을 겸임하지

않을 것을 희망한다. 겸무하지 않는 것이 목적 달성에 가장 간요하다”고 헤

이저는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도쿄제대 의학부의 병리학교수로 전염병연구

소 소장까지 맡고 있는 나가요는 소장에 적합한 조건이 아니었다. 따라서

헤이저는 “대사는 나가요가 최적이라고 하지만, 학식 경험에 대해서는 지극

히 적임이더라도....현직을 사임할 수 있을지 어떨지도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며 일본 정부의 인사 결정을 불만스러워 했다.92)

회담 이후 공중보건 연구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록펠러재단과 일본 정부의

교섭은 중단되었다. 일본 정부가 재정과 인사 등의 문제로 이 사업을 보류

했기 때문이었다. 록펠러재단의 임원들이 회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

통역을 맡은 게이오기주쿠대학의 병리학자 구사마 요시오(草間良男,

1888-1968)의 회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긴축재정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

어서...[계획은] 보류되고 말았”다.93) 회의가 끝난 뒤에도 공중보건 연구교육

기관 설립 사업의 진척을 바란 록펠러재단이 나가요에게 사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향을 물었지만, 나가요는 “머지않아 대학에서 위생학부 신설 계획

이 있을 것이므로, 그때까지 이 문제를 방임하고 싶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91) John Farley, "Prague, Rome, Tokyo, and Calcutta," To Cast out Disease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245-251. 

92) 小高健, 『日本近代醫學史』, 317-8쪽. 
93) 佐々木直亮, “草間良男先生聞き書き”, 『醫學史硏究』 57 (1983), 4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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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본 정부가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록펠러재단 측은 일

본 정부와 도쿄제대파 외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상을 물색했다.94)

기타사토파는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관료와 관립대학의 독선’을

비판하던 그들에게 록펠러재단의 지원은 도쿄제대파를 견제하고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였다. 따라서 기타사토파의 의학자들은 록펠러재단과 교류하며

게이오기주쿠대학을 일본 공중보건 교육과 연구의 중추기관으로 만들고자

했다. 기타사토 연구소의 부장이자 게이오기주쿠대학 의학부 교수인 기타지

마 다이치와 미야지마는 1926년 후반부터 1927년 전반에 걸쳐 록펠러재단과

만나 일본의 공중보건 연구교육기관 설립을 게이오기주쿠대학이 담당할 것

에 대해 논의했다.95) 회의 결과 게이오기주쿠대학 의학부가 예방의학교실을

설치하고 그 교실을 주도할 인물을 양성하기 위해 미국에 유학생을 보내며,

이에 대해 록펠러재단이 예방의학 연구실 건설 자금으로 17만 5천 달러를

기부하고 유학비를 지원하기로 정해졌다.96)

기타사토파의 의학자들은 미국의학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록펠

러재단의 제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도쿄제대파가 낡은 독일의학을 고수

하느라 일본 의학의 발전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록펠러재단의 사업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을 설립한 게이오기주쿠대학은

서구 의학계의 최신 경향을 일본에 도입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기타사토파

에게 미국의학의 도입은 ‘관료와 관학의 독단’에 저항하는 수단이자, 일본

의학계의 향후 전개를 주도할 전략적 의제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관념은 비슷한 시기에 경성에서 미국의학의 도입을 추진하던 시가에게도 공

94) 小高健, 『日本近代醫學史』, 318-20쪽. 
95) 1926년 10월부터 1927년 1월까지 미야지마가 록펠러재단의 초대로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

온다는 내용은 다음을 참조. “雜事”, 『細菌學雜誌』 368 (1926), 638쪽; 미야지마의 귀국 일
정에 대한 언급은 다음을 참조. “雜事”, 『細菌學雜誌』 372 (1927), 102쪽.

96) 辻直人, “慶應義塾海外留學生の派遣實態とその意義”, 『近代日本硏究』 30 (2013), 
123-151쪽. 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사람은 당시 게이오기주쿠대학 위생학교실 조
교수로 근무하던 구사마 요시오였다. 그는 1927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위생학 및 공중보
건학 대학원로 유학을 떠난 뒤 그곳에서 약 4년간 수련을 받고 1930년에 일본으로 돌아와 
신설된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교수를 담당했다. 小高健, 『日本近代醫學史』, 318쪽; 구사마
에 대한 약력은 다음을 참고하라. 泉孝英 編, 『日本近現代醫學人名事典 1868-2011』, 22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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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되고 있었다.

3. 시가의 초국적 활동과 예방의학 도입

국제적 공중보건 체계의 부상은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동아시아의 공중

보건 체제에서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지역으로서 조선이 국제기구 임원들

의 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시가의 역할 중 경성의학

전문학교, 조선총독부의원, 경성제국대학의 운영 못지않게 중요한 임무는 조

선의학계의 대표자로서 대외활동, 다시 말해 의학적 외교관으로서의 활동이

었다. 시가는 조선 부임 이래 수년간 계속해 온 업무들을 회고하는 기사를

1927년에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조선에서, 나아가서는 일본에서도 “국제적

관계가 매년 농후해져서” 외국 학자들과의 교류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그

일에 시가가 동원되는 빈도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그의 업무 중 ‘외교

관’으로서의 임무가 가중되는 상황에 대해 시가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외국에서 위생상 관계의 사람이 오면 [내가 우선적으로] 접대역이 된다. 이런

탓에 외국인들은 조선의 의학교육, 병원, 공중위생 등에 관한 일을 모두 나 혼

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총독부 외사과에서도 독일계 외국인이 오

면, 의사에 한하지 않고 정치가, 법률가, 경제가, 종교가라도 나를 불러낸다. 응

접해보면 이 빈객은 독일어보다 영어를 더 잘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어느

새 영어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랬더니 독일인에 한하지 않고 모든 과학자

의 접대역...이과, 박물, 수학, 천문, 지진, 광물, 지질의 전문가까지 모두 접대하

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최근은 [나의 역할이] 외교관처럼 보이는 바도 있

다.97)

외국인 의료 관계자들을 응대하면서 시가는 조선의 의학 및 공중보건 상태

를 그들에게 알리는 한편, 구미 의학계의 추세를 파악할 단서를 얻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1925년 11월 국제연맹 보건위원회 위생기술관들의

조선 방문이었다. 이 방문은 국제연맹의 사업인 위생기술관 교환회의의 일

97) 志賀潔, “在鮮七年を顧みて”, 『日本醫事新報』 231 (1927),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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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으로, 매년 그 가맹국의 위생관료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여 그 공중보건

상태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서로 경험을 교환하는 행사였다. 이 회의

가 1925년 10월 일본에서 개최됨에 따라, 거기에 참석한 위생관료들은 5주

간의 일본 시찰 후 조선에 들렀다. 위생관료들은 조선에 약 1주간 머물면서

조선의 각 병원, 교육기관, 수역혈청제조소 등을 방문했으며, 회의를 열어

시찰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했다.98)

이 과정에서 위생관료들을 안내하고 토의를 주도한 이가 바로 시가의 역할

이었다. 시가는 11월 29일 국제연맹의 대표 위생기술관인 루드비크 라이히

만(Ludwik Rajchman, 1881-1965)과 그 일행을 조선총독부의원으로 안내하

여 3시간에 걸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국제연맹 위생기술관들과 함

께, 조선총독부의원의 각 과 과장,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 그리고 조선총독

부 위생과장과 기사 및 군의총감을 비롯한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가는 이

회의에서 당시 공중보건의 중요 문제이던 우유에 대한 세균검사법, 장티푸

스, 이질, 결핵 등 주요 전염병들에 대한 예방법, 이질에 대한 최신 치료법,

말라리아 방역법 등의 의제를 제시함으로써, 라이히만으로부터 각 문제에

대해 국제연맹 보건위원회가 파악한 최신 자료들을 수집했다.99)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계자들에 대한 응대뿐 아니라, 시가가 직접

해외에서 개최된 학회에 조선의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그는

고바야시 하루지로와 함께 1927년 12월 인도에서 열린 제7회 극동열대병학

회에 참석했다. 이 학회에 참가할 수 있는 연구자의 정원은 국가별로 제한

이 있어서, 일본, 조선, 만주, 대만에서 각각 2명씩을 파견할 수 있었고, 이

중 시가는 조선의 대표로서 인도에 가게 되었다.100) 이 학회를 통해 시가는

록펠러재단 국제보건위원회의 동아시아 담당자인 헤이저 등 공중보건 분야

에서 활동하는 세계 각국의 의학자들을 만나 정보를 교환했다. 귀국 후 시

가는 인도에서의 견문을 의학 조선과 만주 지역 의사들의 연합 의학 학술지

98) 조선에서 국제연맹 위생기술관들의 자세한 활동은 다음을 참고하라. 朝鮮總督府 警務局 
衛生科, “衛生技術官交換會議に就いて”, 『朝鮮之衛生』 2卷 9月號 (1925), 2-4쪽.

99) 志賀潔, “ライヒマン一行との會議”, 『滿鮮之醫界』 61 (1925), 67-71쪽.
100) 志賀潔, “印度學林行脚(1)”, 『滿鮮之醫界』 85 (1928.4),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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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만선지의계』에 게재했다. 그의 견문록은 수회에 걸쳐 연재되면서 인

도의 의학적 상황을 독자들에게 알렸다. 그의 주목을 끈 것 중 하나는 공중

보건 교육 및 연구기관이었다. 시가는 인도 각지에서 영국인이 운영하는 연

구소들을 접하고, “영국의 업무는 실리적으로 진행된다. 의학적 연구에서도

막연한 이론으로 달리지 않고, 바로 실적을 거두는 데 힘쓴다. 이 점은 우리

가 크게 배워야 할 바이다”라고 말하면서 실용적인 의학 연구를 소개했

다.101)

나아가 시가는 조선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일본 의학계의 대표로 활동했

다. 그는 연구 업적과 여러 국제학회에 참석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회의에

서 일본 정부의 외교관 역할을 수행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시가는 1924년

일본 외무성에 의해 국제연맹의 실행위원으로 임명되어 제네바에 파견되었

다. 그의 임무는 국제적리혈청회의와 결핵예방회의에 일본 대표로 출석하는

것이었다.102) 당시 국제적리혈청회의에서는 당시 적리, 즉 이질의 치료제로

사용되던 혈청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투여용량의 기준을 정했는데, 시

가는 이질균의 최초 발견자이자 치료법 연구자로서 권위를 바탕으로 회의에

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했다.103) 국제회의 참석 후 조선으로 귀국하기 전에

일본에 들러 경험담을 들려달라는 요청이 있을 만큼, 시가의 활동은 일본

의학계에서 모범으로 간주되었다.104)

공중보건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을 통해 시가는 공중보건 문제에 직

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연구를 국제 의학계의 최신 추세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가 보기에 이런 세계적 추세를 이끄는 국제 연맹은 “학자가 연구한 것들

과 실제상으로 즉 사회상으로 응용한 것들에 대해, 각국에서 위원을 모아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편리한 방법을 사회에 미치게” 함으로써 “사회적 시

설, 위생상의 시설, 의학상의 응용”을 증진했다.105) 시가는 이런 국제적 추

101) 志賀潔, “印度學林行(5)”, 『滿鮮之醫界』 87 (1928.8), 44쪽.
102) 高橋功, “志賀潔”,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編輯委員會 編, 『京城帝國大學創立

五十周年記念誌: 紺碧遥かに』 (京城: 京城帝國大學同窓會, 1974), 613-22쪽.
103) 志賀潔, “歐米視察談(1)”, 『滿鮮之醫界』 45 (1924.12), 43-54쪽. 
104) 志賀潔, “三たび歐米を訪ねて(上)”, 『日本醫事新報』 139 (1924.11), 18-21쪽. 
105) 志賀潔, “歐米視察談(1)”, 『滿鮮之醫界』 45 (1924.12), 4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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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서 앞서 나가려면 일본에서도 실용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경성제대 의학부에 예방의학을 도입한다는 계획은 이런

시가의 관점이 투영된 것이었다. 시가가 위생학이라는 명칭에 굳이 예방의

학을 덧붙여 교실의 이름을 만든 데에는 질병의 사회적인 면을 중시하고 기

존 위생학보다 더 광범한 분야를 다루는 학계의 새로운 흐름에 충실하겠다

는 의도가 담겨있었다.

하지만 당시 위생학의 새로운 조류를 나타내는 말은 예방의학만이 아니었

다. 1910년대 이래 ‘사회위생’이라는 용어 또한 위생학의 혁신을 추구하는

의학자들에 의해 자주 거론되었다. 그들은 주로 독일에서 부상한 사회위생

의 영향을 받은 의학자들이었다. 독일에서는 알프레드 그로트얀(Alfred

Grotjahn, 1869-1931)을 비롯한 사회위생학자들이, 질병은 의학적, 생물학적

원인뿐 아니라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시각 아래 대중의 건강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대책

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고, 이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를 중시하는 공중보건체계가 제도화되기 시작되었다.106) 일본의

일부 위생학자들은 이들의 영향을 받아 사회위생이라는 분야를 일본에 도입

하고자 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15년 후쿠하라가 사회위생을 다룬 일본

최초의 교과서인 『사회위생학』을 발표했고, 1920년에 노동과학연구소가

‘일본사회위생연감’을 발간하기 시작했으며, 1925년에는 도쿄제대에서 세균

학교실의 분리 후 남은 위생학교실의 주임교수가 된 요코테 초노스케(横手

千代之助)의 재직 25주년을 기념하여 ‘사회위생총서’의 간행이 시작되었

다.107)

106) 이종찬, 『서양의학과 보건의 역사』 (서울: 명경, 1995), 289-298쪽. 국가적 공중보건체계 
수립 외에 이 시기 유럽의 괄목할만한 특징으로 공중보건의 전문화를 들 수 있다. 공중보건 
사업이 확대되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 필요해졌다. 19세기까지 자선가, 행정
가, 의사 등 여러 직종이 공중보건에 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1860년대 세균설의 부상에 
힘입어 의사들이 공중보건 사업에서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독점하게 되었고, 의사들 사이에
서도 치료가 아닌 예방의학을 전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Dorothy Porter ed., 
Health, Civilization and the State: a History of Public Health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Amsterdam-Atlanta: Rodopi, 1994), pp. 14-19. 세균설이 공중보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리차드 H. 슈라이옥, 이재담 역, 『근세 서양의학사: 
그 사회적, 과학적 요인들의 해석』 (서울: 위드 디엘컴, 1999), 200-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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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위생은 개인보다는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 사회적 조건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예방의학과 흡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

었다. 후쿠하라는 “사회적 위생의 대상은 다수의 동일한 개체가 특별한 사

회 사정 아래 생활하며 그로 인해 건강상 특정한 영향을 받는 집단”이며,

그렇기에 사회위생은 집단의 “사회적 및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는 분야라고

했다.108) 노동과학연구소 소장이던 데루오카 기도우 또한 자신의 저서 『사

회위생학』 (1936)에서 “사회위생학에서는 다루는 사물이 주로 건강에 관한

사회적 정세”라고 말하며, “과학적 연구에 의한 사회 정세의 인식”이야말로

“사회에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최선의 방법”이라고 언급했다.109) 훗날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주임교수가 된 와타비키 또한 “영국에서 예

방의학, 독일에서 사회의학, 미국에서 공중위생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부상

했다.각각 나름의 특징이 있지만 모두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서 예방의학과 사회의학의 유사성을 강조했다.110)

그렇다면 시가는 그 시각과 구체적인 내용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사회의

학과 예방의학 중 왜 예방의학을 교실명으로 선택했을까? 이에 대한 시가의

직접적인 언급은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기타사토파의 일원으로서 시가처럼

107) 일본에서 사회위생의 부상에 대해서는 日本科學史學会 編, 『日本科學技術史大系 第25巻
(醫學 第2)』 (東京: 第一法規出版, 1965), 47-104쪽을 참조하라. 이 책에 따르면 새로운 위
생학의 조류로서 사회위생 외에 사회의학이 있었다. 사회의학은 사회위생과 내용은 비슷했
으나, 사회위생보다 체제비판적인 색채가 더 강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소비에트 혁명을 
계기로 일본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 부상한 사회의학은 1920년
대 후반 일본 정부의 사회주의 탄압이 대규모로 시행됨에 따라 인기를 잃었고, 그 보다 체
제비판적인 논조가 훨씬 더 약한 사회위생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기타 사회위생학
의 발전에 대한 자세한 연구로는 瀧澤利行, “近代日本における社會衛生學の展開とその特
質”, 『日本醫史學雜誌』 40(2) (1994.6), 111-132쪽을 참조하라. 노동과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일본 위생학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 데루오카 기도우를 중심으로 일본 사회위생학의 역
사를 서술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三浦豊彦, 『暉峻義等ー勞動科學を創った男ー』 (東
京: リブロポート, 1991); 裴富吉, 『勞動科學の歷史ー暉峻義等の學問と思想ー』 (東京: 白桃
書房, 1997); 杉田菜穂, “社会衛生學の形成―暉峻義等を中心に”, 『〈優生〉・〈優境〉と社会政
策: 人口問題の日本的展開』 (東京: 法律文化社, 2013), 31-53쪽. 도쿄제대 위생학교실을 중
심으로 1904년에 창설된 일본위생학회를 중심으로 한 일본 위생학의 학술적 변천에 대해서
는 大谷佐重郎, 『日本衛生學会史』 (東京: 日本衛生學会, 1967)를 참조하라.

108) 福原義柄, 『社會衛生學』 (東京: 南江堂書店, 1915), 1-10쪽.
109) 暉峻義等, 『社會衛生學』 (東京: 岩波書店, 1938), 1-9쪽.
110) 綿引朝光, 『簡明衛生學』 (東京: 金原商店, 1933),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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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공중보건회의에 일본 대표로 자주 참석하던 쓰루미 산조(鶴見三

三, 1880-1951)의 예방의학에 관한 논의를 통해 시가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다. 쓰루미는 1905년 도쿄제대 의학부 졸업 후 기타사토가 이끌던 전염병

연구소에서 수련을 받은 뒤 1912년에 남만의학당의 교수로 파견되었다가

1929년에는 일본 외무성의 촉탁으로 국제연맹 보건위원의 일본 대표로 임명

되었으며 1942년 나고야제국대학의 초대 예방의학 교수가 된 인물이다. 시

가는 1925년 8월 구미시찰 도중 파리에서 쓰루미와 게이오대학의 구사마를

만나 몇 일간 동행하고 함께 국제연맹의 결핵예방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

다. 시가는 쓰루미가 국제연맹에 제출한 결핵 관련 논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 대한 다른 결핵 연구자의 조언을 얻기 위해 같이 파스퇴르 연

구소를 방문했다.111) 후에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시가는 시찰을 마치고 조선

에 돌아와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수립에 대해 그랜트와 상의했

다. 그랜트와의 대화에서 시가는 향후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활동

에 협조하게 될 조선총독부의 위생과장으로 쓰루미를 임명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112) 비록 쓰루미의 초빙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시가의

언급은 쓰루미 예방의학관에 대한 이해와 동의, 그리고 시가의 예방의학 도

입 계획을 그가 지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것이었다. 구

미시찰 및 공중보건 관련 국제회의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루미는 1931년

『예방의학과 그 실제』(予防醫學と其実際)라는 책을 발표했다. 이 책에서

쓰루미는 위생학의 새로운 흐름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용어로 사회위생과 예

111) 志賀潔, “旅の提燈(6)”, 『滿鮮之醫界』 57 (1925.12), 41-60쪽에 따르면 시가는 8월 21일 
파리로 돌아가서 매일 국제연맹사무소를 방문하여 쓰루미, 구사마와 회의를 준비했다. 쓰루
미는 동 월 25일 제네바에서 돌아온 라이히만과 국제연맹에 제출할 ‘결핵의 진단 및 치료’
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고, 그 다음 날은 파스퇴르 연구소를 방문하여 결핵균 배양법
과 예방접종법을 개발한 칼메트와 함께 결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112) Letter from John B. Grant to Victor G. Heiser (1926.9)에서 그랜트는 시가와의 대화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가는 현재 제네바에 있는 쓰루미를 내[그랜트]가 아는지 알
고 싶어했다. 그에 대해 긍정하자, 시가는 와타비키보다 쓰루미가 더 [경성제대 위생학예방
의학교실의 교수로서] 적임인지에 대해 물었다. 나는 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었
다. 그는 유럽에서 쓰루미가 3년간 수련을 받으면 다음 해에 돌아와서 조선의 위생행정기관
의 수장[조선총독부 위생과장]을 맡기에 적합한 인물이 될 것인지 궁금해 했다. 그럴 경우 
와타비키는 학문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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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학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예방의학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

유는 그가 예방의학을 사회의학보다 국제적으로 통용하기에 더 적합한 용어

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사회의학이라는 단어는 앞서 서술한 예방의학의 의미를 나타내기에 충분하지

않다. 엄격히 비판하면, 사회의학 및 사회위생은 어디까지의 범위를 포함하는지

가 불명확하다. 이런 명칭의 뜻은 그 나라의 관습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보통

이다. 하지만 학술적으로 기재할 때에는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언하면

국제적 공통의 견지에서 볼 때, 사회의학 대신 예방의학, 사회위생 대신 공중위

생이라고 명명하는 편이 지당하다고 생각한다.113)

다시 말해 쓰루미가 보기에 국제회의 등 여러 국가의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

에서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된 용어로서, ‘사회’라는 의미가 불

분명한 단어보다 ‘예방’이라는 명확한 정의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

합했다.

쓰루미는 경성제대가 이와 같은 국제적 보편성을 추구하려는 의도에서 예

방의학이라는 단어를 위생학교실의 이름에 포함시켰다고 생각했다. 그는 예

방의학의 국제적 보편성을 반영한 새로운 위생학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

다. 그에게 있어서 “학문의 진보는 인간의 지혜의 요구의 결과이며, 그와 동

시에 교육 방침은 시대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다행스

럽게도 일본의 의과대학들 가운데 “이미 두세 의과대학에서는 전술한 방침

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하고 있”었다.114) 그가 『예방의학과 그 실제』를

발표한 1931년의 시점에 이미 위생학교실을 가진 많은 의학교육기관이 일본

제국 전역에 설립되어 있었고 제국대학만도 도쿄, 교토, 도호쿠, 규슈, 홋카

이도, 경성, 타이페이, 오사카 등 8곳에 수립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

술한 방침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하는 두세 의과대학이란, 예방의학을 교

실의 기치로 내건 경성제대와 게이오기주쿠대학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113) 鶴見三三, 『予防醫學と其実際』 (東京: 醫海時報社, 1931), 5쪽.
114) 같은 책,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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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예방의학을 위생학의 새로운 경향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할 뿐 아

니라 대학의 커리큘럼에 포함된 제도적인 분과로서 다루게 된 데에는 미국

의과대학의 영향이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 시가는 구미에서 “대학을 편력하

며” “기초와 임상이 서로 접근...하고 제휴”하는 “과목” 중 하나로 예방의학

을 꼽았다.115) 즉 그는 미국 대학에서 예방의학을 정식 과목으로서 가르치

는 의학부를 보고 경성제대 의학부의 모델로 삼았다. 당시 미국에서 예방의

학 교육기관은 그 제도적 형태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뉘었다. 하나는 예

방의학이 의학의 한 과목로서 의과대학 내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였고, 다른

하나는 의학부의 한 분과로서가 아니라, 그로부터 독립된 학부(School of

Hygiene and Public Health)로 설립된 형태였다. 전자에는 하버드대학, 예일

대학, 미시건대학, 펜실베이니아대학 등이 속했고, 후자에는 존스홉킨스대학

을 비롯하여 록펠러재단의 후원을 받아 공중보건 교육을 시행한 대학들이

해당되었다.116) 두 가지 제도적 형태 중에서 경성제대 의학부의 강좌 구성

을 염두에 둔 시가가 주목한 것은 의학부 내에 포함된 분과였다. 이에 따라

시가는 1925년 6월 하버드대학을 시찰했고, 그곳에서 예방의학이 ‘위생학

및 예방의학교실’(Department of Hygiene and Preventive Medicine)이라는

명칭 하에 전임교수, 충분한 연구 및 교육 설비, 그리고 다른 과목들과 비슷

한 수준의 수업시수를 갖춘, 제도적으로 안정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았다.117) 이런 하버드대학의 ‘위생학 및 예방의학교실’이 그와 마찬가지로

예방의학의 명칭을 교실 전면에 내세운 경성제대의 모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가는 위생학 및 예방의학교실을 경성제대 의학부에 도입하면서 그에 대

115) 志賀潔, “旅の提燈(6)”, 『滿鮮之醫界』 57 (1925.12), 51-2쪽.
116) M. J. Rosenau, “Public Health Instruction in Medical Schools,” JAMA vol. LXVIII, 

no. 22 (1917. 6), pp. 1613-1617; Harvard Medical School, Announcement of the 
Medical School 1924-1925 (Boston: Harvard Medical School, 1924), p. 42.

117) 게이오기주쿠대학에서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창설을 주도한 미야지마도 그 준비를 위하여 
미국의 대학들을 시찰했으며, 1935년에 그 여행기를 모아 『北米巡礼三十三ケ所』라는 단행
본으로 발표했다. 여기에서 미야지마는 하버드대학 의학부의 위생학 및 예방의학교실과 의
학부와 별도로 세워진 공중보건학 대학원에 대해 자세히 서술했다. 宮島幹之助, 『北米巡礼
三十三ケ所』 (東京: 科學知識普及会, 1935), pp.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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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어떤 역할을 기대했을까? 그가 모델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버드대

학의 위생학 및 예방의학교실은 의학부에 소속되어 있다는 조건을 바탕으

로, 의학부 밖에 세워진 공중보건학 대학원와는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

다. 하버드대학 위생학 및 예방의학교실 전임교수인 밀튼 로즈노(Milton J.

Rosenau, 1869-1946)에 따르면, 독립된 위생학부가 공중보건 관료 양성을

목표로 한 반면, 의학부에 설치된 예방의학교실은 “의학도를 보건관료로 만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련의 폭을 넓혀서 의학의 실제에 의학도들이 잘 적

응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는 “의학교에서 화학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화

학 수업을 하지 않듯이 위생학 또한 그러하다...하지만 의사들은 많은 위생

관련 업무들을 해야하고...위생학, 예방의학, 또는 공중보건을 모른다면 의사

는 자신의 의무를 다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의학교를 졸업한 의사들은

환자들로부터 질병의 치료법뿐 아니라 그 예방법에 대해 자주 질문을 받게

되고, 정치가들로부터는 보건행정에 대한 조언을 요구받으며, 나아가 정부의

전염병 통제의 성패는 일차적으로 의사가 전염병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인식하고 보고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개원 의사들이 사회의 실제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의학교에서 공중보건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

다.118)

하지만 의학부 교육과정 중 단지 한 과목인 예방의학을 통해 공중보건의

전반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시간 면에서도 인력 면에서도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현실적 제한을 극복하고자 로즈노가 강조한 것은 의

학부의 다른 과목들과의 협력이었다. 그에 따르면 위생학 및 예방의학교실

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의학교 내 다른 과들이 연구할 때 예방의

학의 주제에 관심을 갖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여러 임상분과들

이 자기 분야의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뿐 아니라 예방적인 측면까지도 연

구 및 교육하게 된다. 로즈노는 이런 접근법이야 말로 공중보건에 대한 별

도의 수업시간을 단축하면서도 교육 효과를 증진한다고 여겼다.119)

118) M. J. Rosenau, “Public Health Instruction in Medical Schools,” JAMA vol. LXVIII, 
no. 22 (1917.6), pp. 1613-5.

119) 같은 논문, pp. 1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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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교육과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분과간 협력을 중시한 로즈노의 관점은, ‘기초의학의 실

지 응용’을 추구하면서 현실적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기초의학과 임상

의학의 연계를 강조한 시가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예방의학을 ‘기초의학의

실지 응용’을 체현한 분야 중 하나로 꼽은 시가의 언급은, 로즈노가 언급한

예방의학의 역할을 시가가 잘 알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이는 ‘미국식’의 예

방의학을 경성제대에 개설하고자 한 시가의 계획에 하버드대학의 위생학 및

예방의학교실이 수행해 온 역할을 경성제대의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이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

교실은 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이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의학의 여

러 분과들 사이의 협동을 도출함으로써 시가가 기획한 의학개혁을 뒷받침할

분과로서 창설되었다.

예방의학을 경성제대에 도입한다는 시가의 계획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설치를 통해 제도로서 실현되었지만,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을 통해 무엇을 어

떻게 가르치고 연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도보다 늦게 수립되었

다. 시가는 와타비키로 하여금 서구의 유명한 공중보건 연구교육기관들을

시찰하게 하는 한편, 이 새로운 분과를 이끌 인물을 양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는 학계의 인맥을 동원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시

가는 록펠러재단 국제보건위원회의 임원이자 북경협회의학교의 위생학 및

공중보건학과 교수인 존 그랜트(John B. Grant)를 만나 경성제대의 예방의

학 도입에 관해 조언을 얻었다. 몇 차례의 논의를 거듭하며 그들이 내린 결

론은 단기간의 시찰 이상으로 미국에서 위생학을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조교수인 미즈시마 가 록펠러재단의 지원을 받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위생

학 및 공중보건학 대학원에 유학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미즈시마는

1928년부터 2년간 존스홉킨스대학에서 공부하며 그곳에서 활발하게 연구되

던 위생학 지식들을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 도입했고, 그것을 바탕

으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 전통을 성립했다.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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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인적 구성과 연구 경향

시가의 기획에 따라 미국에서 위생학에 관련된 새로운 지식들을 배운 와타

비키와 미즈시마는 조선에 돌아와서 어떤 활동을 전개했을까? 그들의 행보

는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운영 방침과 연구 전통의 수립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이 절은 와타비키와 미즈시마의 활동을 중심으로 경성제

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연구 전통을 위한 제도적, 인적 기반이 마련되

는 과정을 추적한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운영에 있어서 와타비키와 미즈시마가 강

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 제도적 기반은 ‘강좌제’였다. 강좌란 교

수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권위 조직으로, 그 휘하의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제국대학의 교육연구의 기초단위였다. 식민지에

수립된 경성제대와 대북제대 의학부의 강좌제는 강좌의 수와 종류, 그리고

그 구성에 있어서 본국의 것과 차이가 없었다.121) 강좌는 한 명의 교수와

조교수, 강사, 조수, 그리고 그보다 직위가 낮은 부수와 대학원생으로 구성

되었으며, 여기에서 교수는 나머지 구성원들의 취업에 결정적인 권한을 가

지고 있었다.122) 나아가 의학부 중에서도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을 포함한 기

초의학교실의 교수들은 학위 수여권을 바탕으로 학내에서 막대한 권력을 영

위했다. 경성제대 의학부는 1930년부터 ‘학위령’의 적용을 받아 본국의 다른

제국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는데,

이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의학자라면 원래 임상과목을 전공한 사

람일지라도 기초의학 분야의 연구 논문을 필수적으로 발표해야 했고, 그 지

도와 심사를 담당한 기초의학교실 교수들이 결과적으로 학위수여를 좌우하

120) 시가와 록펠러재단의 교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松田利彦, “志賀潔とロッ
クフェラー財団―京城帝国大学医学部長時代の植民地朝鮮の医療衛生改革構想を中心に―”, 
松田利彦 編, 『植民地帝国日本における知と権力』 (京都 : 思文閣出版, 2019), 523-66쪽.

121) 고마고메 다케시 저, 한용진 역, 『한국 근대대학의 성립과 전개-대학 모델의 전파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2001), 149-155쪽.

122) 通堂あゆみ, “京城帝國大学医学部における「医局講座制」の展開”, 酒井哲哉, 松田利彦 編, 
『帝国日本と植民地大学』 (東京 : ゆまに書房, 2014), 149-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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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123) 이런 제도적 환경에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

교실의 연구와 교육은 그 교수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었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교수를 역임한 인물은 순서대로 와타비키

도모미쓰(綿引朝光, 1883-1951), 미즈시마 하루오(水島治夫, 1896-1975), 기

무라 쇼이치(木村正一, ?-1944 )124)이다. 각 인물의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와

타비키는 이 교실이 창립된 1927년부터 1933년까지 근무했고, 미즈시마는

1927년부터 1933년까지 와타비키 아래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그가 퇴직

하자 교수 자리를 물려받아 1941년까지 재직했다. 미즈시마에 이어 부임한

기무라는 1944년 재직 중 병으로 서거할 때까지 재직했고, 그 뒤 경성제대

가 문을 닫을 때까지 교수직은 비어 있었다. 이 세 인물 중 재임기간이 가

장 긴 인물은 경성제대에서 약 14년간 근무한 미즈시마다. 그는 조교수로

근무하던 전반 6년간은 와타비키의 교육 및 연구 방침에 따르면서도 미국

유학 때 전공한 연구 주제에 대해 나름대로 연구하다가, 교수에 취임하고

나서부터 자신의 관심 분야를 교실 전체의 연구 주제로 내걸고 8년간 교실

원들과 함께 그 연구에 몰두했다.

교실의 창설부터 폐지까지의 과정에서 세 교수가 수행한 역할과 관심 분야

는 각기 달랐다. 먼저 와타비키는 앞서 살펴보았듯 시가와 함께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제도를 구축했고, 위생학 교육의 기초를 마련했다. 경

성제대 의학부의 수업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은 본과 2학년 때 세 학기에

걸쳐 주 2회씩 위생학예방의학 강의를 듣고, 2학기와 3학기에는 주 1회 2시

간씩 그 실습에 참여해야 했다.125) 이 규정에 따라 자신의 원래 전공인 세

균학과 관련이 있지만 별개의 분야인 위생학을 가르치게 된 와타비키는 위

123) 같은 저자, “博士学位授与機能から考察する京城帝国大学医学部の「教室」(特集 帝国大学の
〈内〉と〈外〉)”, 『九州史学』 167 (2014.3), 31-57쪽.

124) 기무라는 1926년 훗카이도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동교 위생학교실에서 수련을 받았으며, 
1931년 콜레라균 배양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뒤 조선에 부임하기 전까지
는 주로 공기위생에 관한 연구에 종사했다. 그 외 약력은 알려져 있지 않다. 北海道大学 
編, 『北大百年史-部局史』 (札幌: ぎょうせい, 1980), 608쪽; 木村正一 , “コレラ菌培養に於
けるメヂウムの反応変化の機転に関する研究”, (北海道帝国大学医学博士論文, 1931); 木村
正一, 谷口正弘, 『医学領域空気イオンの理論と実際』(東京: 南山堂, 1938).

125) “京城帝國大學醫學部規程”, 『京城帝國大學一覽 1926-1927』 (京城: 京城帝國大學, 
1927),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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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학 교육의 기본적인 내용과 새로운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공부했고, 그런

시도의 일환으로 1928년에는 약 6개월간 구미의 위생학 연구교육기관을 시

찰했다.126) 이를 통해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는 경성제대 퇴임 직전인

1933년 위생학 교과서인 『간명위생학』 (簡明衛生學)을 저술했는데, 그 서

문에서 이 책이 위생학 강의록의 일부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경

성제대에서 실시된 위생학 수업의 내용을 일부 복원할 수 있다. 이 책은 위

생학의 정의와 발달사를 수록한 서론과 본문으로 구성되었고, 본문은 크게

공기, 수질, 토양, 의복, 영양, 주거, 오물처리 등 건강과 관련된 환경을 평가

하고 관리하는 법에 대해 다루었다.127) 이것을 당시 도쿄제대 위생학교실의

강의록과 비교하면, 도쿄제대 강의록 또한 공기, 토양, 수질, 의복, 목욕, 가

옥, 오물처리, 영양 등 경성제대의 강의록과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고, 강의록의 맨 뒤에 세균학적 병인론, 세균 검사법, 소독법이 추가되어 있

는 점만 경성제대 강의록과 달랐다.128) 이로 보아, 경성제대 위생학의 수업

내용은 당시 다른 제국대학들의 통상적인 수업 내용과 거의 동일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와타비키에 비해 미즈시마는 강의보다는 연구에 주력했다. 다음 장에서 자

세히 다루겠지만 미즈시마는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배운 생물통계학의 방법론

을 사용하여, 인구의 증감, 질병의 분포, 아동의 발육을 비롯한 여러 주제들

을 연구했고, 교실원들을 지도하면서 생물통계학을 활용한 연구를 왕성하게

전개했다. 미즈시마의 연구 중심적인 교실 운영은 그가 교수로 재직하던 시

절에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발표된 연구 수를 통해 뚜렷하게 드

러난다(부록: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 목록 참조). 이 교실이

존속한 18년 동안 발표된 연구는 총 176편인데, 그중 미즈시마 시절이 129

126) 와타비키는 조선에 부임하기 전에 자신의 본래 전공을 살린 세균학 교과서를 집필했다. 
綿引朝光, 『細菌学総論』 (東京: 南山堂書店, 1922); 그가 조선에 부임하여 경성의학전문학
교와 경성제대에서 위생학을 가르치게 됨에 따라 그 분야의 흐름을 파악하려 한 시도는 다
음에서 확인된다. 綿引朝光, “年頭所感 衞生學界輓近の趨勢”, 『日本医事新報』 282 (1928), 
47쪽; 와타비키가 구미 시찰에서 습득한 내용 중 일부는 다음에 언급되어 있다. 綿引朝光, 
“警察衛生に就て”, 『警務彙報』 294 (1930. 10), 21-22쪽.

127) 綿引朝光, 『簡明衛生學』 (東京: 金原商店, 1933).
128) 橫手千代之助, 『衛生學講義 增訂7版』  (東京: 南光堂支店,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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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와타비키 시절이 42편, 기무라 시절이 5편으로, 미즈시마 시절에 압도적

으로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 중 다른 교수 시절에 발표되었더라도 연

구 과정에서 미즈시마로부터 집중적인 지도를 받은 연구들을 추가하고 반대

로 미즈시마 시절에 발표되었더라도 다른 교수의 지도를 받은 연구들을 제

외하면, 총 142편의 연구가 미즈시마의 영향을 받아 진행되었고, 와타비키의

영향을 받은 연구는 32편, 기무라의 영향을 받은 연구는 2편이다. 이에 의하

면 미즈시마 시절에 발표된 연구는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전체 연구

의 80.7%에 해당하며, 각 교수들의 재임 기간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연간

평균 연구 수를 계산해보더라도, 와타비키 시절이 4.6편, 미즈시마 시절이

20.3편, 기무라 시절이 0.5편 정도로 미즈시마 시절에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와타비키와 미즈시마가 각각 교육 기반과 연구 풍토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

을 한 데 비해,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성장에서 기무라의 영향력

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가 재직하던 시절 이 교실은 그 규모와 활동 양면

에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다. 미즈시마의 지도하에 수련을 마치고 떠난 교

실원들의 빈자리에 새로 들어오는 교실원의 수가 매우 적었고, 기존 교실원

들조차 군의관이 되어 전장으로 떠나는 형편이었다.129) 학위 취득을 목적으

로 위생학을 연구하려는 임상 분과의 의학자들도 이전 시기에 비해 매우 적

었다. 그 추측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후술할 ‘논문 심사 사건’으로 인해 경

성제대 의학부의 학위 수여 기능에 있어서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입지가 약

하다는 것이 표면화됨에 따라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의학자들에게 이 교실

이 그다지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음을 들 수 있다. 이런 상

황에서 기무라가 교실원들을 동원하여 새로운 교육 방침이나 연구 사업을

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시체제와 맞물려 전개되는 경

성제대의 행보, 예를 들면 전시에 유용한 지식 생산을 목표로 설치된 학술

조직인 후생협회(厚生協會)와130) 경성제대 부설 고지요양연구소(高地療養硏

129) 須川豊, “初期の衛生学敎室”,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編輯委員會 編, 『京城帝
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 紺碧遥かに』 (京城 : 京城帝國大學同窓會, 1974), 228-239쪽. 

130) “結核豫防새布陣-BCG 와크친 豫防接踵實施”, 『매일신보』 194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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究所) 등에 참여함으로써131) 활동 범위를 넓히고자 했지만, 재직 중 병에 걸

려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1944년 말에 사망했다.132)

이상에서 살펴본 와타비키, 미즈시마, 기무라의 행보에 따르면, 전문적인

위생학 지식의 생산과 그 연구 전통의 성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미즈시마였다. 그는 자신의 연구뿐 아니라 교실 구성원들의 연구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자신의 전공 분야인 생물통계학의 방법론을 가르치

면서 교실 구성원들이 그것을 사용하여 위생학 분야의 여러 주제들을 연구

하도록 장려했다. 그 결과 그의 교수 재임 시절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

실에서는 인구학, 역학, 인체계측학 등 생물통계학적 접근법을 적용한 연구

들이 왕성하게 전개되었다. 이 교실의 연구 전통은, 이처럼 비슷한 방법론과

시각으로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룬 연구들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미즈시마가 제시한 방향을 충실히 따라 연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들은 누구였으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 전통

수립에 관여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

학교실의 교실원 구성과 그들 사이의 지적인 교류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과 같은 기초의학교실의 교실원들은 주로 교

수의 지도와 감독 하에 연구에 종사하던 사람들로, 미즈시마가 교수로 재직

하던 시절 이 교실에는 교수와 조교수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7명 내지 9명

의 교실원이 있었다. 이 숫자는 다른 교수들이 교실을 이끌던 시절과 비교

할 때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였다. 와타비키가 재임하던 기간 8년을 통

틀어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 교실원으로 몸담았던 이들의 총 수는 5명이었

다. 이에 비해 미즈시마 시절에는 총 19명의 교실원이 활동했다. 이 중 와타

비키 시절부터 있던 니노미야(二宮司), 이인규(李仁圭), 야마다(山田學)를 빼

면 총 16명의 교실원이 미즈시마의 교수 재임 기간에 새로 들어온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교실과 관계를 맺고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19명 이상이었

131) “일본제국직원록 조선총독부편-木村正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d/jw_1943_0050_0070 (최종 접속일: 2019.6.17).

132) 須川豊, “初期の衛生学敎室”,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編輯委員會 編, 『京城帝
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 紺碧遥かに』 (京城 : 京城帝國大學同窓會, 1974), 228-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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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록 위생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위생학예방

의학교실에서 연구하던 임상 분과의 전공자들이 있었고,133) 공식적인 직함

은 없지만 이 교실에서 위생학을 연구한 사람들도 있었다.134) 이런 사람들

까지 합하여 최소한 28명이 미즈시마의 지도하에 왕성한 연구 활동을 전개

했다(표1 참조).

133) 이들은 경성제대 소아과학교실 출신인 이병남, 이성봉, 이선근과 동교 산부인과학교실 출
신인 김용업을 포함하여 총 4명이다. 

134) 와타비키 시절 조수로 일하다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을 떠났던 정윤용(鄭潤鎔)이 1938년 
무렵 복귀하여 생물통계학을 활용한 인체계측 연구에 참여했고, 김정윤(金正潤)이 1930년대 
말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미즈시마가 주도하던 생명표 연구에 참여했다. 이들의 이력을 
확인할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단지 그들이 발표한 논문에 적힌 소속과 미즈시마에 
대한 감사 인사를 통해 이들이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활동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鄭潤
鎔, “上膊園空ニ依ル榮養評價判定ノ硏究 其一”, 『朝鮮医学会雜誌』 28(8) (1938), 69-91쪽; 
金正潤, “生命表計算法トKing氏法及ビJenkins氏法ノ比較(講演抄錄)”, 『朝鮮医学会雜誌』 
29(11) (1939), 288쪽; 같은 저자, “平均壽命ト生存比ノ年齡的推移”, 『朝鮮医学会雜誌』 
31(3) (1941), 63-82쪽. 이들과 비슷하게 함흥형무소 보건기사로 일하던 다나카(田中玄英) 
또한 미즈시마의 지도 하에 조선인의 지문에 관한 인체계측학적 연구를 시행하고 후일 그것
을 바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지만, 『경성제국대학일람』 같은 공식 자료에는 소속이 기재
되어 있지 않다. 田中玄英, “朝鮮人指紋ノ硏究補遺(第1回報告)”, 『朝鮮醫學會雜誌』 23(8) 
(1933), 16-31쪽; 田中玄英, “朝鮮人指紋ノ硏究補遺(第9回報告)”, 『朝鮮醫學會雜誌』 27(8) 
(1937), 18-28쪽. 그 외에 일본생명보험 조선지부에 파견된 연구자들이 조선인에 대한 보험
가 책정 기준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도움을 받아 조
선인의 체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경우도 있었다. 五木田和次郞, “朝鮮人の體格に就て”, 
『滿鮮之醫界』 172 (1935), 15-35쪽; 五木田和次郞, 池田勝三, “朝鮮人の體格に就て(第2
報)”, 『滿鮮之醫界』 182 (1936), 1-32쪽. 

주임교수 연도 교실원(괄호 안은 직위)

와타비키

1927-

1928
鄭潤鎔(조수)

1929 鄭潤鎔(조수)

1930 二宮司(조수) 鄭潤鎔(조수), 姫野幸雄(조수)

1931 二宮司(조수), 李仁圭(조수), 姫野幸雄(조수)

1932
二宮司(조수), 李仁圭(조수), 姫野幸雄(조수), 山田學(전

공생)

1933
二宮司(조수), 李仁圭(조수), 姫野幸雄(조수), 山田學(전

공생)

1934 二宮司(조수), 李仁圭(조수), 姫野幸雄(수업촉탁), 山田學

표 1.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도별 교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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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성제국대학 일람』

이 연구원들은 미즈시마로부터 개별적으로 지도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 사이에서 각자의 연구 경험을 적극적으로 교환하면서 자신들의 연구를

발전시켰다. 특히 연구원을 사이에서 빈번하게 시행된 공동연구는 지적 교

류의 대표적인 통로였다. 가령 경성제대에서 미즈시마에게 생물통계학적 연

구 방법을 가장 먼저 배운 인물 중 하나인 이인규는 그 방법을 활용하여 미

즈시마의 관심분야인 인구학과 다른, 그 교실에서 그때까지 관심을 받지 못

한 인체계측학이라는 분야를 탐구하기 시작했고,135) 그와 함께 동일한 주제

135) 李仁圭, 姬野幸雄, “京城の專門學校入學志願者の體格の統計的觀察”, 『滿鮮之醫界』 129 

(전공생)

미즈시마

1935

二宮司(강사), 崔羲楹(조수), 小山雄吉(조수), 須川豊(대

학원학생), 李仁圭(전공생), 山田學(전공생), 朴容海(전공

생)

1936

崔羲楹(조수), 小山雄吉(조수), 須川豊(대학원학생), 鶴崎

敏胤(대학원학생), 山田學(전공생), 朴容海(전공생), 大脇

六郞(전공생)

1937

崔羲楹(강사), 小山雄吉(조수), 津村初男(조수), 鶴崎敏胤

(대학원학생), 大脇六郞(전공생), 谷口芳德(전공생), 北村

勝己(전공생), 三鴨正隆(전공생), 朴容海(전공생)

1938

崔羲楹(강사), 須川豊(조수), 細上恒雄(조수), 三鴨正隆

(전공생), 大神盛正(전공생), 谷口芳德(전공생), 崔熹俊

(전공생), 北村勝己(전공생), 關勝美(전공생)

1939

崔羲楹(강사), 須川豊(조수), 細上恒雄(조수), 北村勝己

(전공생), 三鴨正隆(전공생), 谷口芳德(전공생), 關勝美

(전공생), 大神盛正(전공생), 崔熹俊(전공생), 裵永基(전

공생)

1940

須川豊(강사), 細上恒雄(조수), 原藤周衛(조수), 北村勝己

(전공생), 三鴨正隆(전공생), 谷口芳德(전공생), 關勝美

(전공생), 大神盛正(전공생), 裵永基(전공생)

기무라
1941

須川豊(강사), 大神盛正(조수), 田中正四(조수), 北村勝己

(전공생), 關勝美(전공생)

1942 大神盛正(조교수), 田中正四(조수), 土井丈爾(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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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구하게 된 최희영(崔羲楹)에게 자신이 구축한 연구방식을 알려주었다.

본 논문의 5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인규의 인체계측학 연구는 아동의

발육 상태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힐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조선인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신체검사를 시행하여 그 표준 체격을 계

산하고, 그에 영향을 미칠법한 질병이나 기타 요인들이 없는지 검사하며, 만

일 존재한다면 그 요인과 체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물통계학적

으로 탐구하는 작업이었다. 이인규와 최희영의 공동연구는 조선인 아동의

체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병적 요인들 중 결핵에 주목하여, 신체 계측과

동시에 결핵 집단검진을 실시하고 그를 통해 얻은 체격 및 결핵검사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이인규는 연구의 전

체적인 틀과 더불어 통계학적 분석방식, 정확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결

핵 집단검진시 유의할 점 등 그간의 연구를 통해 습득한 연구의 요령을 최

희영과 공유했다.136)

이인규의 경험은 최희영에 의해 다른 연구원들에게로 확산되었다. 이인규

와의 연구 이후 최희영은 경성에 거주하는 일본인 아동의 발육 상태를 조사

하기 위해 다른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실시했고, 그 연구에 참여한 고야마

유키치(小山雄吉), 쓰무라 하쓰오(津村初男), 스가와 유타카(須川豊), 정윤용

(鄭潤鎔)과 이인규의 연구 방식을 공유했다. 이들은 이인규가 설정한 문제의

식과 결핵 집단검진 방법을 받아들여서 아동의 발육과 결핵의 관계에 대해

탐구했고,137) 나아가 그 연구 방법을 각자의 관심사에 활용했다. 예를 들어

쓰무라와 스가와는 조선 아동들 사이의 결핵 분포를 조사했고,138) 정윤용은

아동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다.139)

(1931), 19-32쪽; 李仁圭, 鄭冕錫, “朝鮮兒童ノ發育型ニ就テ(第一報)”, 『朝鮮医学会雜誌』 
23(2) (1933), 15-30쪽.

136) 李仁圭, 鄭冕錫, 崔羲楹, “(講演抄錄)朝鮮兒童ノ體格ト「マントウ」氏皮內反應トノ關係ニ就
テ”, 『朝鮮医学会雜誌』 24(8) (1934), 75쪽.

137) 崔羲楹, 小山雄吉, 津村初男, 須川豊, 鄭潤鎔, “京城府櫻井小學校ノ「ツベルクリン」皮內反
應成績(講演抄錄)”, 『朝鮮医学会雜誌』 27(11) (1937), 249쪽. 

138) 津村初男, 武藤実夫, 須川豊, “黄海道内諸地方に於ける「ツベルクリン」反応陽性率”, 『滿
鮮之醫界』 235 (1940.10), 1-6쪽. 

139) 鄭潤鎔, “上膊園空ニ依ル榮養評價判定ノ硏究 其一”, 『朝鮮医学会雜誌』 28(8) (1938), 
69-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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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활발한 지

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한 가지 특징은 조선인 연구자

와 일본인 연구자가 서로 대등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식민지

의 지식 생산을 다룬 과학사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준 지배자와 피지배

자 사이의 상호작용, 즉 지배자가 연구를 주도하고 피지배자가 그것을 보조

하는 비대칭적인 관계와 달리,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원들 사이의 지

적 교류에서 민족적 차이는 의미 있는 요소가 아니었다. 그들은 연구자의

민족적 배경과 상관없이 서로의 연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신의 연구에 필

요하다면 상대방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했다. 일례로 1940년

조선 내 결핵의 역학적 분포를 연구한 스가와는 그와 관련된 주제를 먼저

다룬 같은 교실 연구원 배영기(裵永基)의 연구를 참고했다. 그 시점에서 배

영기의 연구는 학술지에 발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스가와는 그것을 인용하

며 “미발표 검사 성적(未發表檢査成績)”이라고 명명했다.140) 이처럼 공식적

으로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배영기의 연구 내용을 자세히 알고 활용한 스가

와의 태도는, 그가 조선인 동료와 직접 교류하면서 연구에 관한 생각을 공

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자들이 민족에 관계없이 지적으로 활

발하게 교류하면서 서로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그들이 동

일한 교육을 받고 연구에 대한 시각과 방법론을 공유하는 전문가 집단의 일

원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미즈시마로부터 생물통계학

의 방법론에 대해 엄격한 지도를 받으면서, 오류투성이인 동족 의학자의 연

구보다 자신과 동일한 수련을 받고 정밀한 방법론을 사용하는 타민족 의학

자의 연구가 믿을만하다고 여겼을 가능성도 있다. 그들이 서로를 연구 방법

론과 시각을 공유하는 동료로 인식했음은 이 교실 강사 최희영의 박사학위

논문을 경성제대 의학부의 교수회가 통과시키지 않자 그에 대한 항의의 뜻

140) 須川豊, 原藤周衛, “朝鮮人ニ於ケルツべルクリン陽性律 ツべルクリン反應調査の文獻及び
未發表檢査成績の總括”, 『日本医学及健康保險』 3199 (1940), 8-12쪽; 스가와가 인용한 배
영기의 연구는 후일 다음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松島信雄, “平安南道に於ける朝鮮兒童のツ
ベルクリン皮內反應檢査成績”, 『朝鮮医学会雜誌 臨床篇』 1(5) (1941-1943), 47-60쪽. 여기
에서 松島信雄는 배영기의 창씨개명한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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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미즈시마가 경성제대 교수직을 사퇴한, 소위 ‘논문심사사건’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물론 이 사건은 단순히 학술적 견해의 차이로 인한 충돌이 아

니라 경성제대 의학부 내의 복잡한 정치적 갈등과 연관 지어 이해되어야 하

지만,141)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즈시마가 이 사건을 받아들인 방식은 경성제

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자들이 공유한 전문가로서의 동료의식을 드러

내는 좋은 단서가 된다.

경성제대 교수회가 최희영의 박사논문의 통과를 거부한 까닭은 그의 논문

이 단지 통계에 불과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교수회의 한 위원은 최희영의

논문에 대해 “통계로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 [학위논문으로서] 괜찮다면 열

차의 타이머를 만든 사람에게도 학위를 줄 수 있겠다”고 평했다. 이에 대한

미즈시마의 반응은 분노와 좌절이었다. 당시 이 교실의 조수로 근무하던 스

가와의 회고에 따르면, 미즈시마는 최희영의 박사학위논문 심사 결과에 대

해 “쇼크를 받아서 망연자실”한 상태였고 “자신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유로 [최희영의] 연구가 부정당했으므로 사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 모습을

본 스가와는 “자신의 생명인 연구를 부정당한 교수로서는 당연한 심경”이라

고 공감했으며, 최희영의 사건이 “교실원에게 있어서도 큰 문제”라고 여겨

져서 교실원들이 뜻을 모아 전원 사표를 제출했다고 언급했다.142)

최희영의 박사학위논문 통과 거부에 대한 미즈시마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

의학교실의 집단적 반발은 그들이 경성제대 교수회의 태도를 단지 최희영이

라는 개인에 대한 부당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들의 연구 활동에 대한 공격

과 비난으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교수회가 비판한 최희영의 논문은 그

방법론에 있어서 미즈시마의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다. 미즈시마의 첫

제자인 최희영은 일본인의 출생률과 사망률부터 조선주민의 생명표까지 미

즈시마의 연구 궤적을 그대로 따르면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

141) 경성제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을 과거 시가 지지자들과 그 반대파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는 시가가 경성제대 의학부를 떠났을 당시의 학
내 갈등관계를 생각하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아직 그 견해를 확증할 사료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142) 須川豊, “初期の衛生学敎室”,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編輯委員會 編, 『京城帝
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 紺碧遥かに』 (京城: 京城帝國大學同窓會, 1974),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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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 중 미즈시마의 연구 방법론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 연구를 한 인물이

었다.143) 따라서 최희영의 연구에 대한 무시와 비난은 미즈시마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인 연구를 부정”하

는 것과 다름없는, 자신들의 학자로서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런 인식이 미즈시마의 교수직 사퇴와 교실원의

전원 사표 제출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례는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구성원들이 연구에 대한

시각과 방법론,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공유하는 집단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전문가 의식으로 인해 그들은 서로를 대등한 입장에 있는

연구자로 대했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를 발전시키면서 자신들만

이 연구 전통을 형성 및 강화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그들은 어떤 연구

를 수행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미즈시마의 영향 하에 진행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들 가운

데 주된 세 가지 주제는 인구학, 역학(疫學), 인체계측학이다. 미즈시마가 미

국으로부터 생물통계학이라는 연구 방법론을 도입한 이래, 그의 지도와 감

독 하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개 생물통계학을 활용한 것들이었다. 그 영향

을 받아 진행된 연구 142편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인체계측학 연구가 총 58

편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인구학 연구가 45편, 역학 연구가 27편으로 그 뒤

를 이었다. 그 외에는 공기위생, 영양, 의복과 피부온도 등 기타 주제에 관

한 연구가 9편 있다(부록 참조).

이 세 주제 중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연구 전통의 중심축을 이루는

것은 인구학 연구이다. 인구학은 미즈시마의 전공분야로서 이 교실에서 가

장 오랜 기간 연구되어 온 주제이고,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한번 이상 연구하게 되는 분야였다. 이들은 미즈시마와의 협동연구

143) 崔羲楹, “朝鮮ニ於ケル內地人ノ死亡ニ關スル衛生統計的考察”, 『朝鮮醫學會雜誌』 26(8) 
(1936), 48-71쪽; 崔羲楹, “朝鮮ニ於ケル出生率及死亡率ニ關スル社會生物學的考察”, 『朝鮮
医学会雜誌』 27(2) (1937), 101-125쪽; 崔羲楹, “朝鮮住民の生命表-第一回生命表(昭和元-
五年)の補充及び第二回生命表(昭和六-十年)精細生命表”, 『朝鮮醫學會雜誌』 29(11) (1939), 
68-108쪽; 水島治夫, 崔羲楹, “在滿 (關東局管内) 朝鮮人の生命表”, 『民族衛生』 9(2) 
(1941), 119-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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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그를 보조하면서 미즈시마의 연구 시각과 생물통계학적 방법론을

배우고 그것을 연습할 기회를 얻었다.144) 따라서 인구학 연구는 비록 인체

계측학 연구보다 수는 적지만,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 있어서 생물

통계학적 연구법을 익히는 기본 통로였다.

이에 비해 인체계측학은 연구 편수는 많지만 이 분야의 관련 연구를 수행

한 연구자 수는 오히려 인구학보다 적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총

19명으로, 한 명이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를 여러 편으로 쪼개어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자 중 절반 이상이 조선인이었는데, 당시 이 교실에서

활동한 조선인 연구자가 총 11명이었던 점을 상기하면, 거의 대부분의 조선

인 연구자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부록 참조). 5장

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들은 대부분 조선인 아동의 표준적인 발육 상태

를 탐구하기 위해 이 연구에 몰두했고, 거기에는 일본인의 발육평가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

이 가로놓여 있었다.

마지막으로 역학(疫學)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연구자는 3명 정도에 불과했

다. 이들은 주로 미즈시마가 지정해 준 질병을 각자 도맡아 조사했는데, 스

가와는 불소 중독으로 인한 치아 변형인 카신벡 병에 대해 연구했고,145) 쓰

144) 水島治夫, 小山雄吉, 鶴崎敏胤, 谷口芳德, “府縣別生命表-第一回”, 『朝鮮醫學會雜誌』 
28(8) (1938), 92-132쪽; 水島治夫, 細上恒雄, 原藤周衛, “府縣別生命表-第二回”, 『朝鮮醫
學會雜誌』 29(9) (1939), 124-159쪽; 水島治夫, 原藤周衛, 細上恒雄, 小山雄吉, “生存比ニ
觀スル健康度ノ地理的分布”, 『朝鮮醫學會雜誌』 29(11) (1939), 26-44쪽.

145) 須川豊, “一酸化炭素中毒ニ衣ル血淸無機燐「カルシウム」及ビ血液「クレアチン」「クレアチニ
ン」 ノ消長”, 『朝鮮医学会雜誌』 27(9) (1937), 133-147쪽; 須川豊, “鑛泉ノ弗素含有量及ビ
水中ニ於ケル砒素ノ消長”, 『朝鮮医学会雜誌』 27(10) (1937), 23-36쪽; 須川豊, “鹿兒島縣
櫻島ニ於ケル地方病性班狀齒ノ調査ト期ノ原因ニ關スル考察”, 『朝鮮医学会雜誌』 28(6) 
(1938), 92-111쪽; 須川豊, “鹿兒島縣櫻島ニ於ケル地方病性班狀齒ノ調査ト期ノ原因ニ關ス
ル考察(續)”, 『朝鮮医学会雜誌』 28(7) (1938), 1-18쪽; 須川豊, “兵庫縣下に於ける所謂斑狀
齒の原因に就ての考察”, 『東京醫事新誌』 3139 (1939.6), 18-21쪽; 須川豊, “弗化物
(NaF·CaF2)投與ニ因ル家兎血淸ノ「カルシウム」及ビ無機燐ノ動搖”, 『朝鮮医学会雜誌』 
28(12) (1939), 30-45쪽; 須川豊, “飮料水ニ因ル弗素中毒症ノ硏究: 溫泉濃縮水ヲ白鼠ニ飮
用セシメタル實驗”, 『朝鮮医学会雜誌』 29(8) (1939), 89-101쪽; 須川豊, “朝鮮に於ける溫
泉地帶に發生せる地方病性斑狀齒と其の原因的考察”, 『東京醫事新誌』 3120 (1939.2), 6-12
쪽; 須川豊, “和歌山縣勝浦地方ニ於ケル地方病性斑狀齒ノ調査(講演抄錄)”, 『朝鮮医学会雜
誌』 29(11) (1939), 288쪽; 須川豊, “飮料水に因る弗素中毒症の硏究: 和歌山縣勝浦町に於
ける地方病性斑狀齒と飮料用井水に含有される弗素との關係”, 『日本之齒界』 242 (1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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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는 일산화탄소 및 각종공업물질로 인한 중독에 대해 연구했으며,146) 쓰

루사키(鶴崎敏胤)는 장티푸스와 이질에 대해 연구했다.147) 단, 이 주제들과

달리 결핵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연구원들로부터 두루 관심을 받

았다. 니노미야(二宮司),148), 다니구치,149) 이인규,150) 최희영과 정윤용,151) 스

가와,152) 하라후지,153) 쓰무라154), 오가미155) 등이 결핵사망통계와 그 집단검

진 결과에 대해 연구하며 조선에서 결핵의 확산 및 분포 상태를 조사했다.

이상 살펴본 인구학, 인체계측학, 역학은 모두 위생학의 일반적인 연구 주

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앞서 살펴본 와타비키의 위생학 교과서인 『간명위

생학』에 수록된 주제들과 비교해보면, 『간명위생학』은 주로 공기, 수질,

토양, 의복, 영양, 주거, 오물처리 등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다룬 데 비해,

인구학, 인체계측학, 역학은 모두 인구, 즉 인간 집단 그 자체를 다루고 있

었다. 이 점은 와타비키 시절에 주로 다루어진 연구 주제와 미즈시마 시절

1-12쪽.
146) 津村初男, “一酸化炭素中毒ノ家兎神經「クロナキシ─」ニ及ボス影響”, 『朝鮮医学会雜誌』 

27(8) (1937), 76-85쪽; 津村初男, “朝鮮製煙草ノ一酸化炭素發生量”, 『朝鮮医学会雜誌』 
27(9) (1937), 40-43쪽; 津村初男, “諸種實驗的工業中毒ノ「クロナキシ─」ニ關スル硏究”, 
『朝鮮医学会雜誌』 30(5) (1940), 61-94쪽; 津村初男, “黃海道鑛山ニ於ケル諸種衛生學的調
査成績(講演抄錄)”, 『朝鮮医学会雜誌』 29(11) (1939), 288-90쪽. 

147) 鶴崎敏胤, “本邦都市ニ於ケル赤痢及腸「チフス」ノ發生ニ及ボス諸要約ノ影響 期一 人文的
諸要約トノ關係”, 『朝鮮医学会雜誌』 27(5) (1937), 11-24쪽; 鶴崎敏胤, “本邦都市ニ於ケル
赤痢及腸「チフス」ノ發生ニ及ボス諸要約ノ影響 期二 地理及氣候トノ關係”, 『朝鮮医学会雜
誌』 27(6) (1937), 1-18쪽; 鶴崎敏胤, “本邦都市ニ於ケル赤痢及腸「チフス」ノ發生ニ及ボス
諸要約ノ影響 期三 人文地理的考察及諸都鄙ノ關係, 總括”, 『朝鮮医学会雜誌』 27(9) 
(1937), 81-104쪽.

148) 二宮司, “統計的に見た肺結核死亡の諸相”, 『朝鮮及滿洲』 279 (1931.2), 50-4쪽.
149) 谷口芳德, “本邦ニ於ケル結核死亡ニ因ル平均壽命短縮ノ地理的分布”, 『朝鮮医学会雜誌』 

29(11) (1939), 41-58쪽.
150) 李仁圭, 鄭冕錫, “朝鮮兒童ノ體格ト「ツベルクーリン」皮內反應トノ關係ニ就テ” 『朝鮮医学

会雜誌』 24(8) (1934), 22-36쪽.
151) 崔羲楹, 小山雄吉, 津村初男, 須川豊, 鄭潤鎔, “京城府櫻井小學校ノ「ツベルクリン」皮內反

應成績(講演抄錄)”, 『朝鮮医学会雜誌』 27(11) (1937), 249쪽. 
152) 須川豊, “結核と年齡”, 『朝鮮医学会雜誌 臨床篇』 1(2) (1941-1943), 247-256쪽.
153) 須川豊, 原藤周衛, “朝鮮人ニ於ケルツべルクリン陽性律 ツべルクリン反應調査の文獻及び

未發表檢査成績の總括”, 『日本医学及健康保險』 3199 (1940), 8-12쪽; 須川豊, 原藤周衛, 
“朝鮮ニ於ケル結核死亡ニ就て”, 『滿鮮之醫界』 232 (1940.7), 1-8쪽.

154) 津村初男, 武藤実夫, 須川豊, “黄海道内諸地方に於ける「ツベルクリン」反応陽性率”, 『滿
鮮之醫界』 235 (1940.10), 1-6쪽. 

155) 大神盛正, “仁川在住學童のマントー氏反應成績と社會的諸因子との關係”, 『滿鮮之醫界』 
240 (1942), 14-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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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을 비교하더라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와타비키 시절 위생학예방의학교

실의 연구자들은 교수의 관심사에 따라 주로 공기의 질, 수질오염, 그리고

온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었고,156) 말라리아 같은 질병을 다루

더라도 그 확산과 분포보다는 말라리아의 매개체에 관심을 두었다.157)

이런 일반적인 위생학의 연구 주제들에 비해 미즈시마와 그의 지도를 받은

연구원들이 다룬 연구 분야들은 주로 통계학적 연구법이 일본 위생학계에

도입됨에 따라 부상한 새로운 분야들이었다. 가령 홋카이도 제국대학 위생

학 교수인 이노우에 젠슈로(井上善十郎)의 저서 『근세위생학』 (近世衛生

学, 1937)에서 인구학과 유행병학[역학]은 위생학의 새로운 분과로서 ‘인구

문제’와 ‘민족위생’의 문제를 통계학적으로 다루는 분야로 서술되었고,158) 가

나자와 의과대학의 위생학 교수인 고야 요시오(古屋芳雄)는 그의 저서 『의

학통계법의 이론과 그 응용』(醫學統計法の理論と其應用, 1935)에서 의학자

들에게 생물통계학적 방법의 사용을 장려하며, 그것이 적용된 분야로서 인

구통계법, 유전통계법, 생체측정법을 소개했다.159) 이처럼 인구학, 인체계측

학, 역학은 생물통계학이 위생학에 도입됨에 따라 부상한 일본 위생학계의

최신 연구 분과들이었다.

생물통계학을 위생학에 적용한 이 세 분야의 연구에 주력한 경성제대 위생

학예방의학교실의 모습은, 위생학계의 최신 경향을 추구하는 그들의 태도를

드러낸다. 그들은 이 생물통계학적 방법을 전문적으로 구사하여 이 분야의

156) 綿引朝光, 姫野幸雄, “再び水質汚染判定法に就て(講演抄錄)”, 『朝鮮医学會雜誌』 20(11) 
(1930), 204쪽; 水島治夫,　“空氣中 「イオン」ト期生物學的作用”, 『滿鮮之醫界』 158 (1934), 
1-7쪽; 二宮司, “說苑 溫突に就て”, 『日本医事新報』 494 (1932), 12-15쪽.

157) 水島治夫, “(宿題報告)マラリヤの禮防(パリス·グリ─ンに依る「アノフエレス」)”, 『朝鮮醫學
會雜誌』 21(7) (1931), 72쪽; 水島治夫, 山田學, “「パリス・グリーン」に依る「アノフエレス」
蚊の驅除”, 『日本医事新報』 485 (1931.11), 4-5쪽; 水島治夫, 姫野幸雄, “「パリス·グリ─
ン」ノ「アノフエレス」幼蟲ニ對スル殺蟲試驗”, 『朝鮮醫學會雜誌』 22(1) (1932), 96-106쪽; 
水島治夫, “水ノ表面張力ト蚊幼蟲及蛹ノ浮泛力トノ關係(講演抄錄)”, 『朝鮮医学会雜誌』 
23(11) (1933), 212쪽; 山田學, 水島治夫, “「アノフエレス」成蟲ノ飛翔力試驗(講演抄錄)”, 
『朝鮮医学会雜誌』 22(11) (1932), 96쪽; 山田學, 水島治夫, “吸血「アノフエレス」蚊ノ胃內容
(血液)ノ沈降反應ニ依ル種別鑑定(講演抄錄)”, 『朝鮮医学会雜誌』 22(11) (1932), 96쪽; 姬野
幸雄, 水島治夫, “「アノフエレス」幼蟲ノ發生ト水質トノ關係(講演抄錄)”, 『朝鮮医学会雜誌』 
22(11) (1932), 96-7쪽.

158) 井上善十郎, 『近世衛生学』 (東京: 南山堂, 1937), 477-479쪽.
159) 古屋芳雄, 『醫學統計法の理論と其應用』 (東京: 金原商店,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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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적극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일본 위생학계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했다. 특히 미즈시마가 이끈 인구학 연구는 일본 의학계

전체를 겨냥하고 있었는데, 이 점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발표

된 44편의 인구학 연구 중 19편, 즉 43.1%가 일본의 학술지에 실렸고, 그중

15편이 조선이 아닌 일본의 인구현상을 다루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

난다(부록 참조).

이와 같이 새로운 분과의 성장을 촉진하고 그것을 주도하려고 하는 태도는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학술적 성장에 자극을 주었지만, 시가가 경

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을 설치하면서 이 교실에 건 애초 기대와는 상당

히 다른 내용이었다. 시가의 목표는 ‘기초의학의 실지 응용’이었다. 위생학

분야에서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그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그가 애초에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모델로 여겼을 것으로 추정되

는 하버드대학 위생학예방의학교실(Department of Hygiene and Preventive

Medicine)의 교수 밀튼 로즈노(Milton J. Rosenau)의 말을 빌려, 시가의 생

각을 추론할 수 있다. 로즈노에 따르면, 의학부에 설치된 예방의학교실은

“의학도를 보건관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련의 폭을 넓혀서 의학의

실제에 의학도들이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지어 볼 때 경

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설립 목표는 임상과목들과 연계하여 질병 예

방법, 보건행정, 전염병의 통제를 비롯한 위생학 각 방면의 주제들을 학생들

에게 교육하고 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었다.160)

그에 비해, 미즈시마의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이 주력한 인구학, 인

체계측학, 역학의 세 분야는 모두 임상과목과의 연계를 높이려는 목적이라

기보다는 위생학에 생물통계학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하여 인구현상을

의학의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다분히 학문적인 시도였다. 다시 말해 이

세 분야에 대한 연구는 위생학이라는 학문 분과의 연구 주제와 방법론을 확

대하려는 활동이었다. 이 분과들을 통해 새로이 위생학의 연구대상이 된 인

160) M. J. Rosenau, “Public Health Instruction in Medical Schools,” JAMA vol. LXVIII, 
no. 22 (1917. 6), pp. 1616-7.



- 75 -

구현상은 질병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는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설립 구상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이런 점으로 보아,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

활동은 시가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물론 미즈시마 시기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 중에서도 질병

통제와 환경 관리를 목표로 한 것이 있었다. 와타비키 시절 연구의 연장선

에서 이루어진 니노미야의 온돌 연구는 조선의 전통적인 주거 환경이 건강

에 미치는 환경을 다루었고,161) 야마다의 모기 연구는 말라리아 매개체에

대한 통제 방법을 찾았다.162) 그 외에도 공기 오염,163) 아동의 영양,164) 의복

의 신체 보호 기능165)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모두 합해도 10

편이 넘지 않는 이 연구들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주력 분야인

생물통계학적 연구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지니고 있었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는 전통적인 위생학계의 논의와 달리

건강과 관련된 환경적 조건보다는 인구 집단의 건강 상태 파악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특히 미즈시마 시절 이 교실에서 활동한 28명의

연구자들 중 10명, 약 3분의 1에 가까운 수가 위생관료 출신이거나 후일 수

련을 마치고 위생관료로 일하게 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조선에 거주하

는 인구 집단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이 있었다(표2 참조). 가령

경성 형무소의 보건기사로 일하던 미카모 마사타카(三鴨正隆)는 인체계측학

적 연구를 통해 조선인 수형자들의 구금 기간에 따른 건강 변화에 대해 조

161) 二宮司, 崔羲楹, “京城ニ於ケル家屋ノ衛生學的硏究 第一報 冬基ニ於ケル家屋內ノ塵埃ト
換氣ニ於ケル”, 『朝鮮医学会雜誌』 25(12) (1935), 18-23쪽; 二宮司, “溫突ノ衛生學的硏究”, 
『朝鮮医学会雜誌』 26(7) (1936), 20-38쪽. 

162) 山田學, “「アノフエレス·コレイクス」ノ卵, 幼蟲及蛹ノ形態(講演抄錄)”, 『朝鮮医学会雜誌』 
25(11) (1935.11), 75쪽; 山田學, “「アノフエレス」蚊ノ動物嗜好性ト人嗜好性及ビ沈降反應ニ
依ル朝鮮産 A. hyrcanus var. sinensisノ吸血性檢査”, 『朝鮮医学会雜誌』 26(11) (1936), 
30-43쪽; 山田學, “朝鮮産アノフエレスの一新種”, 『東京醫事新誌』 3046 (1937.8), 7-14쪽. 

163) 須川豊, “小學校ニ於ケル塵埃量”, 『滿鮮之醫界』 212 (1938), 11-7쪽; 京城帝國大學醫學
部衛生學敎室, “冬季 京城に於ける降下する媒塵量”, 『滿鮮之醫界』 180 (1936), 1-2쪽.

164) 崔羲楹, “食糧統計より觀た朝鮮住民の榮養考察(演說)”, 『朝鮮医学会雜誌』 28(11) (1938), 
126쪽; 須川豊, “京城府櫻井小學校兒童の嫌ひな食品の調查”, 『臨床小兒科雜誌』 13(1) 
(1939.1), 30-37쪽. 

165) 金龍業, “衣服地ニテ日光及ビ寒氣ヲ遮斷セル場合皮膚溫度ノ變化ニ就テ(講演抄錄)”, 『朝
鮮医学会雜誌』 26(11) (1935),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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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했고,166) 인천부 위생기사로 활동하던 오가미는 인천에 거주하던 일본인

아동과 조선인 아동 사이의 결핵 감염율 차이에 대해 탐구했다.167) 아울러

위생관료는 아니지만 경성제대 의학부의 학생들이 조직한 국민총력경성제국

대학연맹 위생조사부는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지도를 받으면서 경

성 부근 토막민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토막민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했다.168)

출처: 『조선총독부직원록』, 『조선총독부 관보』, 『일본의적록-조선편』

이와 같이 미즈시마 시절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는 시가와

와타비키가 추구하던 위생학 연구와는 매우 달랐다. 미즈시마가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으로부터 도입한 생물통계학적 연구는 시가가 구상한 ‘실용적’이

166) 三鴨正隆, “朝鮮人受刑者の生物測定學的硏究(1)”, 『朝鮮醫學會雜誌』 27(7) (1937), 
87-94쪽; 三鴨正隆, “朝鮮人受刑者の生物測定學的硏究(2)”, 『朝鮮醫學會雜誌』 27(9) 
(1937), 44-55쪽; 三鴨正隆, “朝鮮人受刑者の生物測定學的硏究(3)”, 『朝鮮醫學會雜誌』 
27(10) (1937), 37-52쪽; 三鴨正隆, “朝鮮人受刑者の生物測定學的硏究(4)”, 『朝鮮醫學會雜
誌』 28(12) (1938), 19-29쪽; 三鴨正隆, “朝鮮人受刑者の生物測定學的硏究(5)”, 『朝鮮醫學
會雜誌』 29(2) (1939), 15-26쪽; 三鴨正隆, “朝鮮人受刑者の生物測定學的硏究(6)”, 『朝鮮醫
學會雜誌』 29(7) (1939), 97-101쪽. 

167) 大神盛正, “仁川在住學童のマントー氏反應成績と社會的諸因子との關係”, 『滿鮮之醫界』 
240 (1942), 14-29쪽.

168) 国民総力京城帝国大学聯盟衛生調査部 編, 『土幕民の生活・衛生』 (東京: 岩波書店, 
1942).

성명 위생행정 관련 경력

二宮司 (수련 후) 황해도 위생과

津村初男 (수련 후) 황해도 위생과, 경상남도 위생과

須川豊 (수련 후) 경기도 위생과

小山雄吉 (수련 후) 충청북도 위생과

鶴崎敏胤 (수련 후) 조선 내 위생과 (지역미상)

原藤周衛 (수련 후) 조선총독부 기획부

大神盛正 (수련 전) 인천부 위생과

田中玄英 (수련 전) 황해도 형무소

三鴨正隆 (수련 전) 경성 형무소

關勝美 (수련 전) 경기도 위생과

표 2.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출신 위생관료



- 77 -

고 ‘기초와 임상의 연계’가 활발한 연구와는 다른 종류의 지식이었다. 이 점

에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설립을 통해 ‘기초의학의 실지 응용’을

달성하려던 시가의 기획은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했고, 이후 경성제대 위생

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는 설립 당초의 목표와 동떨어진 학술적, 사회적 맥

락에서 시행되었다.

5. 맺음말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은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의

부상과 일본 의학계의 국제적 교류 신장, 그리고 이 두 가지 배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시가의 의학개혁 구상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 과정에는 록펠러

재단이라는 국제적 자선단체의 등장과 그에 의한 미국식 공중보건 모델의

확산, 그리고 그 정황을 이용하여 우위를 점하려는 일본 의학계 내부의 세

력 다툼이 얽혀 있었다. 시가는 이런 국제적, 국내적 지형에서 경성제대 의

학부가 미국의학 도입을 통한 ‘기초의학의 실지 응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함

으로써, 일본 의학계 내에서 자신의 학문적 권위를 확보할 것을 기대했다.

이런 시가의 구상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창설 의도가 단지 식민

통치에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의 의학계를 선도하는 데 있었음

을 의미한다.

식민지 조선에 근거를 두었지만 그 지리적 경계를 넘나든 시가의 활동은

기존 식민지 과학사 서술 가운데 ‘주변부’의 활동보다는 ‘중심부’의 것에 가

깝다. 그는 조선에 부임해서도 여전히 일본의 대표로 공중보건과 관련된 국

제회의에 참석했고, 본국 의학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선취하려는

과정에서 본국 의학계를 주도하던 다른 의학자들과 경합을 벌였다. 이런 시

가의 활동은 식민지 과학사 서술의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구획이 단순히

본국과 식민지라는 지리적 위치에 의해 나뉘는 것이 아니라, 과학 활동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편이 적절함을 보여주며, 나아가 경성제대 의학부가

식민통치에 대한 봉사와 의학계에 대한 학술적 기여라는 이중적인 설립 의

도를 가지고 있었음에서 알 수 있듯, ‘중심부’적인 성격과 ‘주변부’적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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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기관에 혼재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시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실제

운영은 그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기초의학의 실제적 응용이

라는 시가의 목표와 달리,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주된 연구는 기

초와 임상의 상호작용과는 거리가 먼 주제들이었다. 이런 구상과 실제의 괴

리는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이 그 설립 기획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위

생학 지식을 도입했지만, 당초의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그 연구 전통을 형

성해갔음을 의미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 교실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실

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연구의 특징과 성격

을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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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 기반 형성과 인구통계 연구

1. 머리말

이 장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교수인 미즈시마 하루오의 인구통

계 연구와 그것을 둘러싼 일본 제국 학계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 사례는 식

민지에서 수행된 과학 연구의 성격이 식민본국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

우로서, 식민지의 과학 활동을 ‘주변부’ 과학 혹은 식민지에 대한 현지 조사

와 데이터 생산 위주의 작업으로 단순화 시키는 시각에서 벗어나, 식민지의

과학 활동을 식민지로부터 식민 모국에 이르는 제국 전반을 연구 대상으로,

데이터 생산부터 이론 정립까지 여러 추상화 단계를 포괄하는 다양하고 이

질적인 연구들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구체적으로 이 장은 미

즈시마가 일본 제국을 가로지르는 지적 교류를 통해 서구에서 도입한 통계

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일본 민족의 인구학적 특징을 파악하고, 그에 이어서

일본 제국을 구성하는 다른 민족들의 인구학적 특징까지 파악하는 일관된

연구 프로그램을 형성한 과정을 추적한다.

아울러 이 장은 미즈시마의 인구통계 연구와 식민통치 사이의 관계에 대해

탐구한다. 인구현상은 의학자뿐 아니라 모든 통치기구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인구통계 연구를 둘러싸고 미즈시마와 조선총독부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조선총독부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요청

에 미즈시마가 협조하는 형태가 아니라, 반대로 미즈시마가 인구현상에 대

한 생물통계학적 이해 및 인구조사의 필요성을 조선총독부에 요구하는 관계

였다. 이 장은 이런 미즈시마와 조선총독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로 인해 둘 사이에 야기된 긴장과 갈등의 지점과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봄

으로써, 미즈시마의 인구통계 연구가 식민통치에 대해 지닌 역할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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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자 한다.

2. 미즈시마 하루오의 미국 유학과 존스홉킨스대학의 인

구통계 연구

미즈시마 하루오(水島治夫, 1896-1975)는 경성제대 취임 전부터 시가의 영

향을 강하게 받은 인물이다. 미즈시마의 조선 부임과 위생학 전공은 모두

시가와 관련이 있었다. 1923년 3월 도쿄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미즈시마

는 같은 해 6월 조선총독부의원에 들어갔다.169) 대체로 졸업 후 모교에 남

거나 일본 본토의 다른 기관에 들어가 전공 수련을 받던 일반 졸업생들과

달리 그는 특이하게도 조선총독부의원을 선택했다. 그의 선택에는 조선총독

부의원 전염병 및 지방병 연구과에서 근무하던 기생충학자 고바야시 하루지

로의 권유가 영향을 미쳤다. 수련을 마친 후에도 개업을 하지 않고 연구에

종사할 수 있는 병원을 찾던 미즈시마는 그의 종형인 고바야시에게 진로에

대해 상담했고, 그는 미즈시마의 바람을 충족시킬 만한 곳으로 조선총독부

의원을 추천했다. 당시 조선총독부의원의 원장이 세균학 연구의 대가인 시

가였던 점도 고바야시의 권유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미즈시마는 시가로부터

지도를 받고 싶다는 기대를 가지고 조선총독부의원에 지원했다. 조선총독부

의원에서 미즈시마가 처음에 선택한 전공은 내과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내과 전공을 절실히 원해서였다기보다 “곁에 임상가가 없으면 하기 어려운

연구들이 많아지는 터라, 이런 연구들을 보조”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시가의 부탁에 따른 선택이었다. 하지만 내과에서 수련을 받은지 약 3년만

에 미즈시마는 전공을 위생학으로 바꾸었는데, 이 또한 시가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다. 미즈시마의 회고에 따르면, 시가는 새로 설립될 경성제국대학 의

학부에서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조교수를 맡아 줄 것을 미즈시마에게 권유

했다. 미즈시마는 처음에는 약간 망설였지만, 원래부터 임상보다 연구를 희

169) 미즈시마의 약력과 패전 후의 활동, 그리고 일본 위생학의 발전에서 그의 인구학 연구가 
지닌 의의에 대해서는 重松埈夫, “水島治夫先生の思い出”, 『臨床と硏究』　 66(5) (1989), 
11-4쪽을 참조.



- 81 -

망했기에 별 미련 없이 위생학을 선택했다.170)

1927년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조교수가 됨에 따라 미즈시마는 그

주임교수인 와타비키와 의학부장인 시가의 미국의학 도입 기획에 동참하게

되었다. 와타비키와 시가의 역할이 예방의학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

드는 것인 데 비해, 미즈시마가 맡은 역할은 직접 미국의 예방의학을 배워

서 경성에 도입하는 일이었다. 미즈시마의 미국 파견은 록펠러재단과 시가

의 교섭에 의해 결정되었다. 시가는 공중보건의 기본 이론과 연구방법을 미

국에서 배우는데 적합한 인물로 자신의 충실한 조력자인 미즈시마를 록펠러

재단에 추천했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은 의학부에 소속된 공중보

건 교육 및 연구 기관이라는 점에서 하버드대학의 위생학 및 예방의학교실

과 비슷했지만, 미즈시마의 유학처는 그곳이 아니라 의학부로부터 독립된

공중보건학 대학원을 가진 존스홉킨스대학이었다. 이와 같은 유학지 선정의

이유는 록펠러재단이 세계적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의 본거지로 삼고 피지원

국들의 의학자들을 유학 보낸 곳이 존스홉킨스대학 위생학 및 공중보건학

대학원(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Hygiene and Public Health)였

기 때문이었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가의 추천으로 록펠러재단의

장학금을 받은 미즈시마는 존스홉킨스대학 위생학 및 공중보건학 대학원에

서 공부하게 되었다.

미즈시마는 존스홉킨스대학에서 공중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존스홉

킨스대학 위생학 및 공중보건학 대학원은 크게 네 종류의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었는데, 공중보건학 박사과정(Course Leading to the Degree of

Doctor of Public Health), 위생과학 박사과정(Course Leading to the

Degree of Doctor of Science in Hygiene), 공중보건 자격증 취득과정

170) 公衆衛生 編集部, “名誉会員を訪ねて(8) 水島治夫先生にきく”, 『公衆衛生』 27(7) 
(1963.7), 390-6쪽; 横山尊, “九州帝大医学部における民族衛生学・植民衛生学講座: 戦前・
戦後の水島治夫の学問から(特集 帝国大学の〈内〉と〈外〉)”, 『九州史学』 167 (2014), 58-90쪽 
중 65쪽에서 재인용. 이 인터뷰에서 미즈시마는 위생학으로 전공을 바꾼 계기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조교수로 취임해달라는 시가의 제안이었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실제로 
미즈시마가 위생학과 관련된 보직을 처음 맡은 것은 경성제대 부임에 앞서 경성의학전문학
교 미생물학교실 교수로 근무한 1926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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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for Certificates in Public Health, 후일 Course Leading to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Health로 바뀜), 공중보건관료를 위한 특수 교

육과정(Special Course for Public Health Officers)이 그것이었다. 미즈시마

는 이 과정들 가운데 공중보건학 박사과정에 등록하여 1928년 9월부터 약 2

년간 교육을 받고 졸업논문을 제출한 뒤 학위를 취득했다.171)

미즈시마는 존스홉킨스대학 위생학 및 공중보건학 대학원에서 기존 과학적

의학의 분과들과 더불어 새로 의학에 포함된 분야들을 접했다. 존스홉킨스

대학 위생학 및 공중보건학 대학원은 공중보건을 전문화한다는 목표 아래

연구 대상과 분석 방법이 다른 여러 분과들을 통합한 형태였다. 이 분과들

은 크게 병의 원인을 탐구하는 분과들과 건강의 유지 및 보호 방법을 탐구

하는 분과들로 나뉘었는데, 이 중 전자에 속하는 분과들은 세균학을 비롯하

여 면역학, 의용동물학 등 세균, 바이러스, 곤충, 원생동물, 기생충 같은 병

원체를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분야들이었다.172) 이런 전통적인 의과학의 분

과들과 달리, 후자에 속하는 분과들은 실험실 연구뿐 아니라 현장 연구를

중시했고, 그것을 통해 건강과 질병에 관한 사회적, 환경적, 개인적, 직업적

요소들을 연구했다. 질병을 야기하는 생물학적 환경이 아닌 물리적 환경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생리위생학, 영양 문제를 연구한 화학위생학,

상하수도 설계를 연구한 위생공학, 공중보건 제도를 연구한 위생행정학, 질

병의 통계적 분포를 다룬 역학, 그리고 인구집단의 사망률, 이병율, 수명 등

을 수학적으로 연구한 생물통계학 및 인구통계(Biometry and Vital

Statistics)173)가 그에 속했다.174)

171) “Recipients of Certificates in Public Health,” Conferring of Degre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29), p. 6; “Candidates for the Certificate in 
Publi Health,”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Circular-School of Hygiene and 
Public Health Catalogue and Announcement for 1929-1930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29), p. 19.

172) Elizabeth Fee, “Creating New Disciplines, I: The Pathology of Disease,” Disease 
and Discovery: A History of the Johns Hopkins School of Hygiene and Public 
Health 1916-1939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7), pp. 
96-111.

173) Biometry는 생물통계학, 생물측정학, 생물계측학 등 여러 방식으로 번역된다. 1900년대
는 물론 지금까지도 번역어가 통일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는 체질인류학 같은 특수 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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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홉킨스대학 위생학 및 공중보건학 대학원은 기존 의과학의 분과들과

새로운 분과들이 종합된 교육을 시행했다. 미즈시마가 그곳에 재학한 1928

년부터 1929년 사이 공중보건학 박사과정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총

2개년의 과정 중 1년차에 학생은 공중보건 자격증 취득과정과 동일한 교과

목들을 수강해야 했는데, 여기에는 세균학, 통계학, 역학, 위생공학이 필수과

목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그 외에 면역학, 생리위생학, 화학위생학, 공중보건

행정, 위생법규, 개인위생 및 사회위생, 국제보건 및 검역, 기생충학이 있었

으며, 선택과목으로는 영양학, 정신위생학, 아동위생학, 말라리아학이 있었

다. 2년차가 되면 학생은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해당 학과에서 학과장의 지

도 아래 심화교육을 받고, 공중보건 분야의 주제에 관하여 학위논문을 작성

했다. 그리고 1년차와 2년차 사이의 방학 때 의무적으로 공중보건기관에서

최소 3달간 실습을 해야 했다.175)

미즈시마는 위의 분과들 가운데 생물통계학을 전공으로 선택했고, 그에 따

라 이 학과의 기초과목들뿐 아니라 심화과목들까지 배웠다. 존스홉킨스대학

의 수강편람에 따르면 미즈시마는 생물통계의 기본 개념과 이론부터, 통계

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공중보건의 기본 지표들을 산출하고 그 값을 보정

하는 법, 통계그래프와 표의 작성 방법 등 생물통계학의 각종 연구법을 습

득했다(표3 참조).

연상시키는 생물측정학이나 생물계측학보다, 통계학을 생물학의 여러 분야들에 적용한 분야
라는 가장 보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생물통계학을 그 번역어로 사용한다. Vital statistics
도 인구통계, 인구동태통계, 생명통계, 생정(生政)통계학 등 여러 방식으로 번역되지만, 여기
에서는 Biometry보다 정부의 인구통계 분석에 초점을 맞춘 분야라는 의미에서 인구통계라
는 번역어를 사용한다. 

174) Elizabeth Fee, “Creating New Disciplines, II: The Physiology of Health,” Disease 
and Discovery: A History of the Johns Hopkins School of Hygiene and Public 
Health 1916-1939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7), pp. 
122-154.

175)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Circular-School of Hygiene and Public Health 
Catalogue and Announcement for 1928-1929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28.4), pp. 26-7, 58-9;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Circular-School 
of Hygiene and Public Health Catalogue and Announcement for 1929-1930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29.4),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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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번호 과목명 담당교수 수업내용 비고

Statistics

1

Introduction

to Vital

Statistics

L. J. Reed

H, L. Dunn

A. W.

Hedrich

M. Merrell

인간의 삶에 관한 통계 데이

터를 모아서 표로 만들고, 조

정하고, 그로부터 결론을 도

출하는 근대적인 방법들을 다

루고, 과거 인구통계 연구들

을 통해 축적된 주요 결과물

들을 가르침

기초필수과목

Statistics

1A

Rate and

Ratio
H, L. Dunn

인구통계 분야에서 자주 사용

되는 여러 율(rate)과 비

(ratio)를 다루고, 그런 비율

들을 표준화 및 등급화하여

종합하는 이론들 및 생명표

작성의 이론과 실제를 가르침

기초선택과목

Statistics

2

Advanced

Statistical

Theory

L. J. Reed

M. Merrell

심화통계법, 샘플링 이론, 그

래프 보정, 상호관계에 관한

일반이론을 다룸

기초필수과목

Statistics

2A

Advanced

Statistical

Theory

L. J. Reed

심화통계학의 기초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실

험실 연구에 적용하는 법을

교육

기초선택과목

(통계학을

전공할

학생에게는 이

과목을 수강할

것을 권장)

Statistics

3

Coloquium

on the

Applicaton

of Statistical

Methods to

Problems of

Medicine

and Hygiene

L. J. Reed

이전 수업에서 배운 통계법들

을 생물학, 의학, 위생학 분야

의 특정한 문제들에 비판적으

로 적용하는 법을 가르침

심화과목

(Statistics

1과 2를 들은

학생만 수강

가능.

통계학을

전공할

학생들은 이

과목을 반드시

표 3. 존스홉킨스대학 생물통계학과의 개설과목(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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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Circular-School of Hygiene and Public

Health Catalogue and Announcement for 1928-1929, pp. 58-9;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Circular-School of Hygiene and Public Health

Catalogue and Announcement for 1929-1930, pp. 38-9.

이 분야의 연구들은 시가가 ‘기초의학의 실지 응용’을 추구할 때 기반에 둔

수강해야 함)

Statistics

4

Statistical

Analysis of

Public

Health

Activities

A. W.

Hedrich

강의와 실험을 통해 기본적인

통계분석법을 가르치고 공중

보건 통계를 비판적으로 검토

함. 특히 공중보건 활동을 평

가하는 데 필요한 통계분석법

에 중점을 둠

심화과목

Statistics

5

Survey of

Human

Biometric

Constants

H, L. Dunn

의학 및 고고학에서 발달해

온 생물통계학의 다양한 명제

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함

심화과목

Statistics

6

Investigation

s in

Biometry

and Vital

Statistics

L. J. Reed

R. Pearl

수강생들이 학과에서 착수한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제

를 배정받아 연구하거나 자신

만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킴.

학과에서 진행 중인 연구주제

들은 다음과 같음. 고등통계

이론, 인구통계에 관한 분석

적 연구, 수명에 영향을 미치

는 유전적 요소 및 다른 생물

학적 요소들

심화과목

Hospital

Statistics
R. Pearl

내과, 외과, 병리학의 문제들

에 대한 통계적 연구. 존스홉

킨스 대학병원 아카이브에 수

집된 광범한 증례들을 연구에

이용할 수 있음

심화선택과목

(관심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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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연구, 그리고 미즈시마가 미국 유학 전까지 해 온 세균학, 면역학,

혈청학 분야의 연구들과는 거의 연관성이 없었다.176) 그뿐 아니라 미즈시마

의 전공은 그가 존스홉킨스대학에 체재하던 1928년부터 1930년 사이에 함께

있던 다른 일본인 의학자들의 전공과도 거의 겹치지 않았다. 미즈시마와 비

슷한 시기에 존스홉킨스대학 위생학 및 공중보건학 대학원에서 유학한 일본

인 의학자들은 구사마 요시오(草間良男, 게이오기주쿠대학, 공중보건학 박사

학위 취득), 히에다 겐타로(稗田憲太郎, 규슈제대, 위생과학 박사학위 취득),

미우라 운이치(三浦運一, 교토제대, 위생과학 박사학위 취득), 쓰치야 히로무

(土屋弘, 미소우리대학, 위생과학 박사학위 취득), 미쓰호리 치에타(한자 불

명, 게이오기주쿠대학, 공중보건 자격증 취득), 후쿠시마 미쓰호(한자 불명,

교토제대, 특별학생) 등이었는데, 박사학위를 취득한 의학자들 가운데 구사

마는 역학을, 히에다와 쓰치야는 원생동물학을, 미우라는 생리위생학을 전공

했다.177)

그렇다면 미즈시마는 왜 생물통계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을까? 미즈시마는

훗날 인구통계를 전공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그 때 일본에서 가장 결여된 것이 통계라고 느꼈습니다. 다른 분야라면 일본

에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통계는 거의 아무도 하지 않았고, 나도 그

때까지는 통계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꽤 유용한 학문이라는 느낌

176) 水島治夫, “猩紅熱に關する新知識”, 『朝鮮及滿洲』 216 (1925.11), 40-3쪽; 같은 저자, 
“學界綜覽 內分泌腺ホルモンの喰菌作用に及ぼす影響”, 『日本医事新報』 180 (1926.1), 21
쪽; 같은 저자, “沈降性及ビ被吸着性ニ觀スル凝集素ト血淸蛋白體トノ關係”, 『朝鮮醫學會雜
誌』 94 (1928), 29-79쪽.

177)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Conferring of Degre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28.6), p. 6;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Conferring of 
Degre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29.6), p. 6;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Conferring of Degre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30.6), pp. 8-9;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Circular-School of Hygiene 
and Public Health Catalogue and Announcement for 1929-1930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29.4), pp. 17-20. 미즈시마는 이들 가운데 쓰치야와 협동 
연구한 결과를 1930년 『조선의학회잡지』에 발표했다. 이를 통해 미즈시마가 당시 존스홉킨
스대학에 서 유학하던 다른 일본인 연구자들과 학술적으로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水島治
夫, 土屋弘, “二株ノGiardia lambliaニ由ル混合感染例一觀察”, 『朝鮮醫學會雜誌』 20(10) 
(1930), 150-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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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어서, 통계를 배워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 2년째부터 리드 선생

아래에서 1년간 통계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어떻게 할지

리드 선생에게 물었더니, 선생은 인구증가에 대해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구통계를 하게 되었습니다.178)

요컨대 미즈시마가 인구통계를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는 통계학이 “유용한”

학문임에도 일본에서 “거의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통계학이 일

본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는 평가는 미즈시마의 것만이 아니었다. 가령

1930년에 출판된 『게이오기주쿠대학의학부일람』(慶應義塾大學醫學部一覽)

에서도 예방의학교실에서 다룰 분과 중 하나로 ‘의학통계과’를 들면서 “예방

의학의 신경향은 통계학을 응용하여 양적 관찰을 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에서는 이 방면의 연구가 매우 늦은 감이 있다. 고로 이것을 두어 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실을 통계학적으로 모집 정리하고 그 결과를 논의하려고

한다”라고 언급했다.179) 이 언급은 미즈시마보다 약 1년 먼저 존스홉킨스대

학 위생학 및 공중보건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게이오기

주쿠대학 예방의학교실의 교수가 된 구사마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

다.

하지만 미즈시마의 말과 달리, 일본에 인구통계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일

본 정부는 이미 1871년에 각 부처 마다 통계 담당을 두고, 1881년에 이를

통합 관리하는 통계원을 설치함으로써 중앙집권적인 통계체제를 구축했다.

그뿐 아니라 1876년 표기학사(表記學社)의 설립을 효시로 여러 통계교육기

관이 설립되어 민간에서 통계 전문가가 양성되고 있었다. 나아가 1893년 도

쿄제국대학에서 통계학 강좌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학술적 연구와 교육이 실

시되었고, 통계 전문가들의 학술 조직인 통계학회가 1880년에 설립되었

다.180) 이처럼 일본에서는 19세기 말부터 통계학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발

178) 公衆衛生 編集部, “名誉会員を訪ねて(8) 水島治夫先生にきく”, 『公衆衛生』 27(7) 
(1963.7), 390-6쪽.

179) 慶應義塾大學醫學部 編, “豫防醫學敎室”, 『慶應義塾大學醫學部一覽(昭和5)』 (1930), 
11-5쪽.

180) 방광석, “근대 일본의 ‘통계’ 수용과 통계기관의 추이”, 『역사와 담론』 8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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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해오고 있었다. 그렇다면 미즈시마는 왜 1920년대 말 일본에서 통계학을

연구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미즈시마가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배운 인구학이 일본의

기존 인구통계와 달랐기 때문이었다.181) 그때까지 일본에서 인구통계는 주

로 통계학자들의 연구 주제였다. 일본 통계학자들은 통계를 사회현상과 자

연현상을 탐구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여기면서 통계의 정확성과 정밀성 향

상을 위해 연구했다. 이런 목표 하에 이루어진 통계학자들의 인구통계 연구

는 인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편집하는 방법의 개량에 중점이 있었다.

환언하면 통계학자들의 관심사는 주로 인구조사의 실행 방법과 그로부터 수

집된 데이터를 표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게끔 분류하고 조직하는 데 있었

다. 일례로 도쿄제국대학에서 통계학을 담당한 교수 다카노 이와사부로(高

野岩三郎, 1871-1949)의 강의록에서 각론 중 하나를 차지한 ‘인구통계론’은

인구동태통계(人口動態統計)나 국세조사(國勢調査) 같은 대규모 인구조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인구의 수를 조사하며, 조사시 수집할 데

이터의 종류가 무엇이고 그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는지를 다

루었다.182) 일본 최초의 국세조사를 주도한 통계학자 요코야마 마사오(横山

雅男, 1863－1943) 또한 인구통계를 논할 때, 인구정태통계와 인구동태통계

의 자료 수집 및 편집에 중점을 두었다.183)

이처럼 일본의 통계학자들이 주로 인구조사의 실행 방법과 그로부터 수집

한 데이터의 편집 방식에 집중했다면, 존스홉킨스대학의 인구학은 인구현상

의 수학적 규칙성을 찾는 데 관심이 있었다. 다시 말해 전문적인 통계함수

를 적용하여 인구통계 데이터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인구현상을 지배하는 원

리를 도출하는 것이 존스홉킨스대학 인구학의 목표였다. 이곳의 대표적인

연구는 그 생물통계학 교수인 레이먼드 펄(Raymond Pearl)과 로웰 리드

123-48쪽; 上藤一郎, “高野岩三郎と日本の統計学(1)”, 『経済研究』 20(4) (2016), 55-70쪽; 
같은 저자, “高野岩三郎と日本の統計学(2)”, 『経済研究』 22(3·4) (2018), 53-69쪽.

181) 여기에서는 존스홉킨스대학의 인구 연구와 일본의 기존 인구 연구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
를 ‘인구학’, 후자를 ‘인구통계’라고 부를 것이다.

182) 高野岩三郎, 『統計学』 (東京: 前田政五郎, 1923).
183) 横山雅男, 『統計学』 (東京: フイニツクス出版社,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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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ll Reed)가 1920년에 발표한 ‘인구증가 법칙’(Law of Population

Growth)과 그 그래프인 ‘로지스틱 곡선’(Logistic curve)이었다(그림1 참조).

그 연구에 따르면 인구는 일정한 수학적 법칙, 즉 그들이 도출한 함수식에

따라 변하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지나면 서서히 그 증가율이 감소하다가 최적 인구에 도달하면 증가

를 멈추고 일정하게 유지된다.184) 이와 같이 인구현상의 수학적 법칙을 구

하는 것이 존스홉킨스대학 위생학 및 공중보건학 대학원 인구학의 주된 연

구 목표였다. 이런 접근법은 당대 일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것이었다.

통계학이 일본에서 ‘결여’되었다는 미즈시마의 언급에는 일본 통계학자들의

인구통계와 존스홉킨스대학의 인구학을 서로 다른 전통으로 보는 그의 관념

이 반영되어 있었다.

184) R. Pearl, L. J. Reed, “On the Rate of Growth of the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since 1790 and Its Mathematical Represent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6(6) (1920.6), pp. 275-88. 로지스틱 곡선은 당대 인구
학자들로부터 유럽의 인구 증가율 및 총 수의 감소를 설명하고 그 전망을 예측하는 가장 정
확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P. J. Lloyd, “American, German and British 
Antecedents to Pearl and Reed's Logistic Curve,” Population Studies vol. 21, no. 
2 (1967), pp. 99-108; Tian Xueyuan, “Demographics,” Sarvepalli Gopal and Sergei 
L. Tikhvinsky, eds., History of Humanity - Vol VII - The Twentieth Century 
(Abingdon: Routledge, 2008),  pp. 264-5; J. S. Cramer, “The Early Origins of the 
Logit Model,”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Part C vol. 35, no. 4 
(2004), pp. 613-26, esp. pp. 618-9. 펄이 자신의 인구학과 우생학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로지스틱 곡선을 이용하여 인구와 국가 생산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개입 지점을 제
시했음은 다음을 참조. Michelle Murphy, The Economization of Life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7), pp. 1-14. 머피가 보여준 서구의 사례와 달리 
일본은 패전 전까지 우생학과 인구학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고 우생학계 내에서 인구관
리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혼재했다. 미즈시마의 연구는 펄의 경우와 달리 인구증가율에 대
한 조절을 유도하거나 정부의 개입 지점을 보여주지 않았다. 미즈시마의 연구는 민족별로 
생명력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 우열을 비교하는 데 중점이 있었으며, 인구의 수가 곧 국력
이라고 여겨 출산통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생명력이 열등한 민
족에 대해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에 관계없이 공중보건학적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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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펄과 리드의 로지스틱 곡선

출처: R. Pearl, L. J. Reed, “On the Rate of Growth of the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since 1790 and Its Mathematical Represent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6(6) (1920.6), p. 282.

존스홉킨스대학의 인구학 연구방법론인 생물통계학은 1920년대 미국 의학

계에서 막 부상하기 시작한 분야였다. 생물통계학은 그때까지 의학의 주된

연구방법이던 실험과 완전히 달랐다. 실험은 단순히 연구 방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의학이 과학적 분야임을 입증하는 수단으로서 18세기 이래 기초의학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었다. 이런 의학계의 분위기에서 1917년 존스홉

킨스대학 위생학 및 공중보건학 대학원이 생물통계학처럼 실험이 아닌 다른

방식에 의존하는 분야를 정식 학과로 설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미국

에서 생물통계학을 이용한 분야들은 실험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기초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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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들에 비해 학술적 분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185)

이런 상황은 전통적으로 실험의학을 중시해 온 일본 의학계에서도 마찬가지

였다. “통계는 거의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미즈시마의 언급은 미국에서 그

가 접한 생물통계학이 거의 사용되지 않던 일본 의학계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미즈시마가 일본과 미국 의학계에서 모두 생소한 연구방법인 생

물통계학을 배우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기에는 그와 가까운

일본인 선배 의학자들의 생물통계학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령 시가는 체질인류학에서 사용되던 생물통계학적 방법

을 가리켜 “정확과학(이그잭트 사이언스)”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 현상과 관련된] 모든 [변수의] 차이를 가급적 숫자로 취급하고, 하나의

특수성을 변이로 취급하며, 그 평균값의 신용가치(시그마)를 평가하여 이상

적인 그래프로 표시”하는 학문으로 정의했고, 인체 현상을 숫자로 연구한다

는 점에서 그 연구결과를 믿을 수 있으며, 나아가 의학자들이 그 연구방법

을 배움으로써 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186) 미즈

시마가 미국 유학 중에 만난 도쿄제대 생리학교수이자 우생학자인 나가이

히소무(永井潛)도 미즈시마의 생물통계학 연구를 응원하고 장려했다.187)

인구학이 독립적인 학술 분과로서 성립되기 시작하던 1920년대 미국의 상

황 또한 미즈시마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인구학 연구자들은 전문가 단체

를 결성하고, 인구학이 ‘과학적’ 분야임을 강조하기 위해 정부의 인구정책,

산아제한운동 등과 거리를 두었다. 1928년에 수립된 ‘인구문제에 관한 과학

적 연구를 위한 국제연합’(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of Population Problems, 이후 IUSIPP)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

185) Elizabeth Fee, Disease and Discovery: A History of the Johns Hopkins School 
of Hygiene and Public Health 1916-1939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7), pp. 122-154.

186) 志賀潔, “人種の特殊性”, 『優生學』 6(7) (1929), 10-12쪽.
187) 미즈시마와 나가이의 인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横山尊, “九州帝大医学部におけ

る民族衛生学・植民衛生学講座―戦前・戦後の水島治夫の学”, 『九州史学』 167 (2014), 
58-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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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단체의 회장을 맡은 펄은 마거릿 생어(Magaret Sanger, 1879-1966)

같은 산아제한운동가들을 조직위원회에서 배제하고 IUSIPP에서 “엄격한 의

미의 과학적 연구만을 다루고,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논의에 개입하지 않

으며, 출생률을 높이거나 내리는 어떤 종류의 인구정책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이 같은 거리두기를 통해 인구학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인구에 대한 “진실로 과학적인 접근방식”임을 선전했다.188)

미즈시마는 인구학이 ‘인구를 다루는 과학적 방법’임을 주장하는 연구자들

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인구학에 대한 그들의 방법론과 시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존스홉킨스 생물통계학과는 인구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매우 활발

하게 이루어지던 곳이었다. 이곳에서 인구학 연구를 주도하던 펄은 1924년

인구학을 일종의 ‘집단생물학’으로 보고, 동물의 평균수명과 개체 수 변화에

관한 연구방법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연구 계획을 세웠다. 이 프로젝트는

1925년부터 록펠러재단으로부터 5년간 약 175,000달러의 원조를 받았으며,

그 시행을 위해 생물학 연구소(Institute for Biological Research)가 설립되

었다. 펄은 이곳의 소장으로서 인구변화와 인간의 평균수명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며 생물통계학을 전공하는 소수의 학생

들을 지도했다.189) 펄 대신 대부분의 교육을 담당한 리드는 학과에서 적극

적으로 추진하던 인구학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시했고, 미즈

시마에게도 인구증가라는 연구주제를 권했다.

이처럼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인간의 집단적인 활동 및 그 건강상태를 나타

내는 학문으로서 인구학이 위생학의 새로운 분야로서 포함되었고, 그것을

다루는 생물통계학이 ‘과학적’ 방법론으로서의 지위를 얻어 의학의 한 연구

방식으로 포섭되었다. 미즈시마는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 생소한 연구분

야이던 인구학을 전공했고, 이후 조선에 돌아와 인구학과 생물통계학을 연

188) 일본 또한 IUSIPP에 가입했다. Margaret Sanger ed., “Members of the Advisory 
and Ceneral Councils,” Proceedings of the World Population Conference: held at 
the Salle Centrale, Geneva, Aug. 29th to Sept. 3rd, 1927 (London: Edward 
Arnold, 1927), pp. 11-2.

189) Sharon E. Kingsland, Modeling N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pp. 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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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보급하여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지적 전통을 만들었다.

3.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우생학적 인구통계 연

구와 일본 민족위생학계와의 교류

1930년 유학을 마치고 조선에 돌아온 미즈시마는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시작

한 인구학 연구를 계속했다. 존스홉킨스대학의 학위논문을 일본어로 번역한

“인구증식과 사회생물학적 인자의 상관”을 『조선의학회잡지』(朝鮮醫學會

雜誌)에 발표한 이래,190) 그는 일본의 인구현상과 그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 연구했다. 그의 주된 연구주제는 인구증가율과 생명표(生命

表)였다. 미국 유학시절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인구증가율 연구에

몰두하던 미즈시마는 그 뒤로 생명표에도 관심을 갖고 학계에서 은퇴할 때

까지 그것을 꾸준히 연구하여, 대략 1925년부터 1965년에 이르는 일본의 지

역별 생명표를 발표했다.191) 미즈시마는 일본 정부가 주기적으로 시행한 인

구통태조사와 국세조사의 보고서들이 발간될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

고 일본인의 생명표를 갱신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졌고, 인구학계의

주요 인사로서 1948년 일본인구학회의 창립과 1950년 그 학술지인 『일본인

구학기요』(日本人口學會記要)의 창간에 관여했다.192)

190) 水島治夫, “人口增殖ト社會生物學的因子トノ相關”, 『朝鮮醫學會雜誌』 20(10) (1930), 
115-149쪽. 이 논문의 영문판은 Human Biology에 먼저 투고되었으나 영문판이 일문판보
다 발표시점이 늦었다. Haruo Mizushima, “The Correlation Between Growth Rates of 
Population and Vital Factors by Geographical Districts,” Human Biology vol. 3, 
no. 2 (1931), pp. 180-202.  

191) 미즈시마는 1938년에 발표한 조선주민의 생명표를 기점으로 일본의 지역별 생명표에 관
한 일련의 논문들을 발표했고, 생명표 연구는 전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는 후일 생명표에 관
한 자신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부현별 생명표집 1911-1956』 (1961)을 출간했고, 생명표 제
작법을 다룬 『생명표 연구』(1963)를 발표했으며, 1968년에 발표한 1965년도 전국 행정구역
별 생명표를 끝으로 연구를 접었다. 水島治夫, 『府県別生命表集: 大正10年-昭和31年』 (生
命保険文化研究所, 1961); 水島治夫, 『生命表の研究』 (生命保険文化研究所, 1963); 水島治
夫, 重松峻夫, 吉田暢夫, “都道府県別生命表・1965”, 『生命保険文化研究所所報』 15 
(1968), 109-173쪽. 

192) 『일본인구학기요』의 창간호에는 고야 요시오(古屋芳雄), 시노자키 노부오(篠崎信男), 타치 
미노루(舘稔), 미우라 운이치(三浦運一)를 비롯한 일본 인구학계의 주요 인물들의 대표적 연
구를 짧게 정리한 논문들이 수록되었는데, 미즈시마의 논문 또한 두 편이 게재되었다. 水島
治夫, “日本における真正人口自然増加率の地理的差異”, 『日本人口學會記要』 1 (1952), 



- 94 -

1936년 와타비키가 퇴임하고 미즈시마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주임교수가 되면서부터는, 미즈시마 개인의 관심사를 넘어 교실 차원에서

인구학 연구가 수행되었다. 미즈시마의 지도를 받은 의학자들은 통계학적인

기법을 적용하여 인구현상, 질병의 분포, 신체의 발육 등 위생학의 여러 주

제들을 연구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인구학이 공통의 관심사였다. 그들은

대체로 미즈시마의 생물통계학적 연구법을 계승하거나 약간 변형하면서 연

구대상을 넓혀갔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강사이던 최희

영(崔羲楹)은 미즈시마가 1926년부터 1930년까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

성한 제1회 조선 주민의 생명표의 후속 연구로서, 1931년부터 193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2회 조선 주민의 생명표를 제작했고,193) 위생학예방의학

교실의 조수이던 하라후지 슈에(原藤周衞)는 미즈시마가 일본 인구에 대해

적용한 자연증가율 개념을 조선 인구에 적용했다.194) 이들과 함께 다른 교

실원들은 공동 작업을 통해 대량의 인구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일본, 조

선, 만주에 걸친 일본 제국의 인구현상을 연구했다.195)

이처럼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대표적인 연구 분야로 자리매김한

인구학은, 1930년대 일본의 위생학계에서도 신생 분과로서 부상하고 있었다.

이런 변화는 인구라는 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인해서만이 아니

17-22쪽; 같은 저자, “日本における平均余命の地理的差異と近年の推移”, 『日本人口學會記
要』 1 (1952), 23-7쪽. 『일본인구학기요』는 1953-4년에 2호, 1955년에 3호, 1963년 4호가 
출간된 뒤 정간되었다가, 『인구학연구』로 이름을 바꾸어 1978년부터 다시 발행되었다. 

193) 崔羲楹, “朝鮮住民の生命表-第一回生命表(昭和元-五年)の補充及び第二回生命表(昭和六-
十年)精細生命表”, 『朝鮮醫學會雜誌』 29(11) (1939), 68-108쪽.

194) 原藤周衞, “朝鮮人の眞の人口自然増加率 (昭和十年)”, 『民族衛生』 9(3) (1941), 147-161
쪽.

195) 水島治夫, 小山雄吉, 鶴崎敏胤, 谷口芳德, “府縣別生命表-第一回”, 『朝鮮醫學會雜誌』 
28(8) (1938), 92-132쪽; 水島治夫, 細上恒雄, 原藤周衛, “府縣別生命表-第二回”, 『朝鮮醫
學會雜誌』 29(9) (1939), 124-159쪽; 水島治夫, 原藤周衛, 細上恒雄, 小山雄吉, “生存比ニ
觀スル健康度ノ地理的分布”, 『朝鮮醫學會雜誌』 29(11) (1939), 26-44쪽; 水島治夫, 谷口芳
德, “六大都市(東京, 大阪, 京都, 名古屋, 横濱, 神戸)住民の生命表-第一囘 (昭和元年一五
年)”, 『民族衛生』 8(1) (1940), 1-98쪽; 水島治夫, 谷口芳德, “六大都市(東京, 大阪, 京都, 
名古屋, 横濱, 神戸)住民の生命表-第二囘(昭和六年―十年)”, 『民族衛生』 8(3) (1940), 
175-211쪽; 水島治夫, 細上恒雄, “在滿(關東局管内)住民の生命表-第一囘(昭和六年―十年)”, 
朝鮮醫學會雜誌』 29(11) (1939), 45-63쪽; 水島治夫, 崔羲楹, “在滿(關東局管内)朝鮮人の生
命表”, 『民族衛生』 9(2) (1941), 119-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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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구학의 연구방법인 통계학이 위생학자들에게 중시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었다. 통계학에 주목한 위생학자들은 주로 사회위생학의 지지자들이

었다. 1910년대와 1920년대에 걸쳐 성장한 사회위생학자들은 노동과 빈곤으

로 인한 건강 장해, 영양, 주거, 의복 같은 생활조건으로 인한 건강 문제, 그

리고 이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위생 정책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 대표적

인 인물로, 도쿄제대 위생학 제2강좌 교수인 요코테 초노스케(横手千代之助,

1871-1941)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일본의 가옥 구조와 의복이 건강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고,196) 그 제자들 중 후일 오사카의대 위생학교수가

된 이시하라 오사무(石原修, 1885-1947)는 1913년 노동자의 위생에 관한 고

전적인 보고서인 “여공과 결핵”을 발표했다.197) 그 밖에도 1921년에 설립된

구라시키 노동과학연구소(倉敷労働科学研究所)의 연구원들은 그 소장인 데

루오카 기도우(暉俊義等, 1889-1966)를 필두로, 방적공장 노동자의 건강과

능률의 관련성 등 공장위생에 대해 연구했다.198)

경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건강문제에 중점을 둔 사회위생학자들은 자

신들의 연구를, 전염병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세균학적 연구 위주의 위생학

과 구별했다. 일본 최초의 사회위생학 교과서인 『사회위생학』(社会衛生学,

196) 東京帝國大學, 『東京帝國大學學術大觀』 (東京: 東京帝國大學, 1942), 99-100쪽; 泉孝英 
編, 『日本近現代醫學人名事典 1868-2011』 (東京: 醫學書院, 2012), 649-50쪽. 요코테 초
노스케는 1894년 도쿄제대를 졸업한 뒤 동교 위생학교실에 들어가 오가타 마사노리(緒方正
規)의 지도를 받고 1898년 동교실의 조교수에 임명되었다. 1906년 도쿄제대 위생학교실은 
두 개의 강좌로 분리되었는데, 오가타가 담당한 제1강좌는 주로 세균학을 연구했고, 요코테
가 담당한 제2강좌는 사회의학을 담당했다. 1931년 도쿄제대에서 정년퇴임 후 1935년까지 
상하이자연과학연구소장을 역임했다. 그는 일본 노동위생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문하에서 다수의 위생학자가 배출되었다. 그의 제자 중 石原修, 古瀬安俊의 주도로 1924년 
요코테의 재직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요코테사회위생총서가 발간되기 시작했다. 丸山博, 
“日本衛生学史”, 『産業医学』 5(3) (1963), 170-2쪽. 

197) 石原修, “附錄-女工と結核”, 『衛生學上ヨリ見タル女工之現况』 (東京: 國家醫學會, 
1913). 이시하라에 대한 자세한 약력은 다음을 참고하라. 泉孝英 編, 『日本近現代醫學人名
事典 1868-2011』, 50-1쪽. 

198) 日本科學史學会 編, 『日本科學技術史大系 第25巻(醫學 第2)』 (東京: 第一法規出版, 
1965), 95-7쪽. 일본 사회위생학 발전에 대한 데루오카의 기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
라. 三浦豊彦, 『暉峻義等ー勞動科學を創った男ー』 (東京: リブロポート, 1991); 裴富吉, 
『勞動科學の歷史ー暉峻義等の學問と思想ー』 (東京: 白桃書房, 1997); 杉田菜穂, “社会衛生
學の形成―暉峻義等を中心に”, 『〈優生〉・〈優境〉と社会政策: 人口問題の日本的展開』 (東京: 
法律文化社, 2013), 31-53쪽; 그의 자세한 약력은 다음을 참조하라. 泉孝英 編, 『日本近現
代醫學人名事典 1868-2011』, 4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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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을 집필한 후쿠하라 요시에(福原義柄, 1875-1927)199)는 사회위생이란,

어느 지역, 계급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집합을 연구하는 분야로, “개인 건강

의 유지향상과 질병의 예방”을 연구하는 기존 위생학과 달리, “특별한 사회

적 사정 아래 생활하면서 그 건강상 특이한 영향을 받는 집단”을 연구대상

으로 한다고 정의했다.200) 데루오카 또한 1938년에 발표한 『사회위생학』

(社会衛生学)에서 사회위생학과 기존 위생학의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사회

위생학이 종래의 위생학과 다른 점”은, 직업, 성, 연령 등에 의해 구분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그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데 관한 사회적 조건 내지

경제적 조건을 중시”하는 데 있다고 꼽았다.201)

사회위생학이 기존 위생학과 비교하여 연구의 대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

에, 사회위생학자들은 전염병 연구의 지배적인 방법이던 ‘실험’을 대체할 다

른 연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연구하

는 데 적합하다고 간주한 방법은 통계학이었다. 가령 후쿠하라는 선배 위생

학자들이 “세균학적 연구에 열광하고 실험실 내 작업을 숭배하는 데 치우쳐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202) “국민의 사회위생적 상태를 관

찰”하는데 기초적인 방법으로서 통계학을 들면서, “의사통계(醫事統計)가 어

떤 경우라도 우리의 고문(顧問)이 되고 비판자가 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통

계가 없으면 위생학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언급하며 그중요성을 강조

했다.203) 데루오카 또한 “사회위생학의 방법 및 보조과학”으로서 “의학적 통

계”를 꼽았다.204) 이들이 언급한 통계학이란, 소위 “관청통계”라고 불리던

통계자료의 수집과 배열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방법이었다. 후쿠하라에 따

르면 그것은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하여 가능한 한 다수의 관찰재료에서

199) 泉孝英 編, 『日本近現代醫學人名事典 1868-2011』, 524쪽. 1896년 오사카 부립의학교를 
졸업하고 그 부속병원의 의료조수로 근무하다가 1899년 도쿄제대 전염병연구소, 1900년 동
교 의화학교실을 거쳐, 1907년 3월부터 1909년 3월까지 독일 브레슬라우대학에 유학하여 
위생학 및 세균학을 전공했으며, 국립혈청연구소에서 면역학을 연구했다. 귀국 후 1919년 
11월 부립 오사카의대의 초대 세균학, 위생학 교수가 되었다. 

200) 福原義柄, 『社會衛生學』 (東京 南江堂書店, 1915), 1-10쪽.
201) 暉峻義等, 『社會衛生學』 (東京: 岩波書店, 1938), 17-8쪽.
202) 福原義柄, 『社會衛生學』 (東京 南江堂書店, 1915), 2-3쪽.
203) 같은 책, 11-15쪽.
204) 暉峻義等, 『社會衛生學』 (東京: 岩波書店, 1938), 2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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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를 산출하고 혼입된 부차적 원인을 제거하여 과오를 피하는” “통계적

산수”였고,205) 데루오카에 의하면 통계수치에 포함된 “오차의 원인”을 제거

하는 “이론수학적인 지식이나 방법”이었다.206)

그러나 전문적 통계학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1920년대까지 사

회위생학자들의 연구법은 대체로 관청에서 수집한 인구통계나 질병통계를

분류, 비교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사회위생학자들의 연구방식은

주로 통계정보를 연령, 성, 직업 등 통계수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요소에 따라 구분하고, 분류된 항목들 사이의 상대적인 비율을 구하는 것이

었다. 일례로, 산모의 교육정도가 유아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루오

카의 연구를 살펴보면, 그는 1917년 7월부터 1918년 6월까지 1년간 도쿄 하

치오지(八王子) 시의 유아사망수, 즉 1세 미만의 사망수을 조사하여, 그것을

산모의 교육정도에 따라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군, 의무교육을 수료한

군, 고등교육을 받은 군, 신고 불명 등의 네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사망

률을 계산했다. 그리고 각 군의 사망률을 비교하여 산모의 교육정도가 낮을

수록 사망률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했다.207)

이에 비해 전문적인 통계학을 습득한 위생학자들, 소위 위생통계학자들은

통계함수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했다. 이들은 연관이 있다고 예상되는 변

수들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인 공식으로 나타내고 연관성의 정도를 수치로

표시했다. 예를 들어 미즈시마는 1931년 일본의 유아사망률과 산모의 교육

정도의 관계를 연구할 때 상관계수(coefficient of correlation)를 사용했다.

상관계수란, 서로 다른 두 변수가 상호연관이 있는지, 다시 말해 한 변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그에 따라 다른 변수도 함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함

수로, 두 변수 x와 y에 대한 상관계수 r은 rxy= Σ(xy)/Nσxσy 라는 공식으로

205) 福原義柄, 『社會衛生學』 (東京 南江堂書店, 1915), 14쪽.
206) 暉峻義等, 『社會衛生學』 (東京: 岩波書店, 1938), 35-6쪽. 
207) 같은 저자, 『乳児死亡の社会的原因に関する考察』 (東京: 大原社會問題硏究所出版部, 

1920), 이 연구는 1917년 도쿄도 하치오지(八王子) 시의 인구통계를 분석하여, 그 유아사망
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을 검토했다. 데루오카가 주목한 요인들은 부모의 혼인관
계 여부, 성별, 형제관계, 산모의 연령, 월령, 산모의 교육정도, 산모의 직업, 영양상태, 부
친의 직업, 주거 등이었다. 그중 산모의 교육정도가 유아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특히 27-8쪽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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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 계산값이 0과 1 사이이면 순상관(positive correlation)으로, x가 증

가할 때 y도 함께 증가하는 관계이며, 반대로 계산값이 0과 -1 사이이면 역

상관(negative correlation)으로,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관계이다. 계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상관도가 낮고, 1이나 -1에 가까울수록 상관도가 높다.

이 때 변수 x와 y는 서로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관계일 수도 있지만, 둘

사이에 개입한 제3의 인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를 부분상관(partial correlation)이라고 하며, 이때에는 제3

의 인자를 일정하게 하고 x와 y의 상관도를 계산한다. 그 공식은 제1의 인

자(x)를 1, 제2의 인자(y)를 2라고 하고 그 외의 인자들을 3, 4....n이라고 하

면 다음과 같다.

γ12.34……n = 
γ12.34……(n-1) - γ1n.34……(n-1) γ1n.34……(n-1)

√(1-γ2
1n.34……(n-1)) - (1-γ2

2n.34……(n-1))

마지막으로, 상관계수를 통해 얻은 수치는 개연오차(probable error)와 비교

하여, 그 절대값이 개연오차의 세 배 이상일 경우에만 비로소 두 변수 사이

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만일 상관계수의 절

대값이 개연오차의 세 배보다 작으면, 그것은 두 변수의 관계가 항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한 것이므로 계산결과를 받아들일 만하지 않다는 뜻

이다. 미즈시마는 일본의 유아사망률을 계산하고, 또 여성의 교육보급 정도

를 (고등여학교 학생 수/15-19세 독신여성 수) × 100이라는 공식을 사용하

여 수치화했으며, 이 두 값을 상관계수의 공식에 대입하여 -0.237, 즉 낮은

역상관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나아가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아사망률

과 여성의 교육정도의 관계에 관여할 법한 다른 요소들, 즉 여성의 평균초

혼연령, 출생률, 인구밀도, 일인당 평균소득, 세대별 평균 인원, 의사 수의

영향을 일정하게 보정한 뒤 상관계수를 다시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여자의

중등교육(혹은 일반 교육)이 보급된 지방일수록, 대체로 유아사망률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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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교육정도와 유아사망률의 관계라는 동일한 주제를 연구하면서도 데

루오카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직관적인 비교에 의지한 데 비해 미즈시마가

더 전문적인 수학적인 기법을 구사한 모습은, 인구 연구에 대한 사회위생학

자와 위생통계학자의 방법론의 차이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

인 차이는 통계수치를 신뢰하는 정도에 있었다. 데루오카는 통계수치가 실

제 현상을 보여준다고 간주했다. 그렇다고 그가 통계자료의 내용을 무비판

적으로 수용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정보의 누락으로 인한 오차를 방지하

기 위해 관청에 있는 출생사망신고자료를 보는 것 외에도 가정방문을 통해

유아사망과 산모에 관한 정보를 직접 수집했고, 하치오지 시의 통계자료만

으로는 거기에서 나타난 산모의 교육정도와 유아사망률의 관계가 “절대적으

로 보편적인 것인지 우연적인 것인지 판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지나친 일

반화를 경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검토가 끝나자 데루오카는 “고등교육을

받은 산모의 유아사망률이 의무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의 유아사망률

다음으로 높다-물론 약 2분의 1은 아니지만-”라고 말하며 통계수치를 그대

로 받아들였다.209) 이런 태도는 정보의 수집 절차에 문제가 없고 과도한 해

석을 하지 않는다면, 통계수치는 사실을 투영한다는 데루오카의 관점이 반

영된 것이었다.

이에 비해 미즈시마는 통계수치가 보여주는 경향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는 표면적인 수치로 드러난 것과 달리, 통계의 두 변수 사이에

는 그 작성자가 예상하지 못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했다. 이

런 관념은 미즈시마가 사용한 수학적 개념에 반영되어 있었다. 그는 ‘부분상

관’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유아사망률과 산모의 교육정도 외에도 두 변수

와 각각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를 검토했

고, 이 요인들과 산모의 교육정도 중 어느 것이 유아사망률에 대해 더 강한

영향력을 지니는지 확인했으며, ‘개연오차’를 계산함으로써, 통계수치가 사실

208) 水島治夫, “本邦に於ける乳児死亡率に及ぼす社会生物学的諸因子の影響”, 『日本公衆保健
協會雜誌』 7(5) (1931), 1-14쪽.

209) 暉峻義等, 『乳児死亡の社会的原因に関する考察』 (東京: 大原社會問題硏究所出版部, 
1920),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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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변수가 일시적으로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

이게끔 만든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상관관계를 반영하는지를 판단하고자 했

다. 질서 있게 배열된 통계수치들이 진짜 사실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비판적

이고 반복적인 검토는, 통계수치에 오차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보정해야

만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관념의 실천이었다.210)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은 위생통계학자들이 공유한 태도였

다. 인구를 연구한 위생통계학자들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통계수치에 포

함된 오류를 제거하고 실제 인구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들을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인구현상의 대표적인 지표인 인구증가율 연구를 예로

들면, 미즈시마와 함께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유학한 만주의과대학 위생학교

수 미우라 운이치(三浦運一, 1896-1983)211)는 국가간 인구의 생산력을 비교

하는 데 흔히 사용되던 인구증가율 대신, ‘정정인구증가율’(訂正人口增加率,

Corrected Increase of Population)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인구증가율은

출생률과 사망률, 다시 말해 일 년간 총 인구 천 명당 출생수와 사망수의

차이로 구했다. 하지만 이것은 인구의 연령구성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국

민의 진정한 생산력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웠다. 예를 들어 A국은 소아 또는

노인의 비율이 높아서 실제로 생식에 관여하는 인구가 적고, B국은 청장년

인구의 비율이 높아서 생식에 관여하는 인구가 많다. 만일 두 나라가 같은

인구증가율을 보인다면, A국이 B국보다 생식연령 인구 대비 더 많은 아이

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민의 생산율은 A국이 더 높은 셈이

210) 水島治夫, “本邦に於ける乳児死亡率に及ぼす社会生物学的諸因子の影響”, 『日本公衆保健
協會雜誌』 7(5) (1931), 1-14쪽.

211) 泉孝英 編, 『日本近現代醫學人名事典 1868-2011』 (東京: 醫學書院, 2012), 579쪽. 미우
라 운이치는 1911년 교토제대를 졸업하고 동교 위생학교실에서 戶田正三의 지도를 받은 인
물로, 1925년 9월 만주의대 위생학 교수에 임명되었으며, 1928년부터 1931년까지 존스홉킨
스대학 위생학 및 공중보건학 대학원에서 유학하며 생리위생학(Physiological Hygiene)을 
전공했다. 이후 만주로 돌아간 그는 만주의대 위생학교실의 제자들에게 생물통계학적 방법
론을 가르치면서, 재만 일본인, 만주 개척민 등의 건강과 중국인 및 기타 민족(몽고인, 러시
아인 등)의 위생에 대해 연구했으며, 1945년 이후에는 교토대학 위생학 교수로 부임했다. 
존스홉킨스대학 유학 시절에는 W. H. Howell, A. L. Meyer, L. J. Reed의 지도 아래 공기 
중의 습도와 피부온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했다. Miura Unichi, "The Effect of 
Variations in Relative Humidity upon Skin Temperature and Sense of Comfort," 
American Journal of Hygiene 13 (1931), pp. 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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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국민의 생산력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국 인구의 연령

구성을 반영한 인구증가율이 필요하다고 미우라는 주장했으며, 이를 고려하

여 계산법을 수정한 것이 정정인구증가율이었다.212)

미우라와 비슷한 취지로 미즈시마는 인구의 실제자연증가율(眞の人口自然

增加率, True Rate of the Natural Increase of Population, 이후 ‘실제자연증

가율’)을 도입했다. 미즈시마 또한 인구증가율을 구할 때에 연령구성을 고려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인구의 연령구성은 인구의 이동

이나 출생률 및 사망률의 변화에 의해 쉽게 좌우되므로, 일정한 연령구성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따라서 변동 없이 안정된 인구의 연

령구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령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없는 가상

의 조건이 필요했다. 미즈시마는 어느 지역에서 인구의 이출입이 없고 사망

률과 출생률의 변동이 없이 약 100년간 유지된 인구상태, 소위 안정인구

(Stable Population)에 도달했을 때를 가정하고, 그 때의 인구증가율을 인구

의 실제자연증가율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해당 인구의 고유한 자연증가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213)

미즈시마와 미우라의 연구처럼 전문적인 통계학을 위생학에 도입한 연구들

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30년대부터였다. 그 도입에는 1920년대 후반

이래 서구에서 생물통계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위생학자들, 소위 위생통계학

자들이 주된 역할을 했다. 이들의 유학지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미

국의 존스홉킨스대학 위생학 및 공중보건학 대학원였다. 1920년대 후반에

미즈시마, 미우라, 구사마 등이 유학을 했고, 1930년대 전반에는 게이오기주

쿠대학의 가와카미 리이치(川上理一, 1895-1982)214)와 하라지마 스스무(原島

212) 三浦運一, 川人定男, “在滿日本內地人ノ出生率並ニ人口自然增加率ニ就テ”, 『満州医学雑
誌』 19(6) (1933.12), 1019-27쪽.

213) 水島治夫, “眞の人口自然增加率”, 『優生學』 9(2) (1932), 1-7쪽.  
214) 가와카미는 1917년 치바의전을 졸업하고 게이오기주쿠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수련을 받

았으며, 1933년부터 1934년까지 록펠러재단의 후원으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위생학 및 공
중보건학 대학원에서 유학했다. 그는 일본 위생통계학의 개척자로 평가받으며, 우생학, 유전
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의 저술 중 유명한 것으로는 생물통계학 교과서
인 『생물통계학개론 상』 (生物統計学概論 上巻, 1939)과 『생물통계학개론 하』 (生物統計学
概論 下巻, 1943)가 있으며, 유전학 분야에서는 특히 안(眼) 질환과 유전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서, 1926년 “안질환의 유전에 관한 연구”(眼疾患の遺伝に関する研究)라는 주제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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進, 1901-1972)215)가, 그리고 1930년대 후반에는 도쿄제대의 요시오카 히로

토(吉岡博人, 1902-1991)216)가 유학했다. 이들 중 미즈시마, 가와카미, 요시

오카가 리드의 지도 아래 생물통계학을 전공한 데 비해, 나머지 인물들은

다른 전공을 선택했지만, 생물통계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또한 수업 또

는 논문지도를 통해서 생물통계학을 배웠다.

존스홉킨스대학이 아니더라도 생물통계학을 배울 수 있는 유학지는 여러

곳이 있었다. 예를 들어 후일 가나자와대학(金澤大學) 위생학 교수이자 후생

성 연구소장이 된 고야 요시오(古屋芳雄, 1890-1974)217)는 독일에서 민족위

생학(Racial Hygiene)을 전공하면서 그 방법론으로서 생물통계학을 배웠고,

훗카이도제대 위생학교수인 이노우에 젠쥬로(井上善十郞, 1893-1961)218)는

학위를 취득했다. 泉孝英 編, 『日本近現代醫學人名事典 1868-2011』, 192쪽;  U. S. War 
Department ed., Civil Affairs Handbook: Japan Prefectural Studies Tokyo-to 
(1945), p. 594.

215) 하라지마는 1926년 게이오기주쿠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동교 생리학교실에 입국하여 수
련을 받았으며, 1932년부터 1935년까지 록펠러재단의 후원으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 유
학하여 생리위생학을 전공했다. 귀국 후에는 예방의학교실의 조교수가 되었으며, 1946년 8
월에 교수로 승진했다. 그의 관심분야는 공업중독, 환경생리학 등으로, 그 전문가로서 
WHO, ILO 노동위생전문위원, 중앙공해심의위원, 후생성 생활환경심의회 공해부 등에서 활
동했다. 泉孝英 編, 『日本近現代醫學人名事典 1868-2011』, 502-3쪽.

216) 泉孝英 編, 『日本近現代醫學人名事典 1868-2011』, 651쪽. 요시오카는 1929년 도쿄제대
를 졸업하고 동교 위생학교실에서 수련을 받았으며 1937년부터 1939년까지 록펠러재단 연
구생으로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유학했다. 유학 전부터 위생통계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
는 그곳에서 생물통계학을 전공했고, 귀국하여 그를 이용한 연구와 교육에 힘썼다. 그의 대
표적인 저술로는 『위생통계를 보는 올바른 방법과 그 작성법』(衛生統計の正しい見方と作り
方, 1936), 『임상의가에게 필요한 통계의 상식』(臨床医家に必要な統計の常識, 1950) 등
이 있다. 

217) 泉孝英 編, 『日本近現代醫學人名事典 1868-2011』, 265쪽. 고야는 1915년 도쿄제대를 
졸업하고 동교 위생학교실에서 수련을 받았으며, 1927년부터 3년간 독일로 유학하여 민족
위생학을 배웠다. 귀국 후에는 1932년 가나자와대학 위생학교수로 취임했고, 1939년에는 
후생성 산하 후생과학연구소의 후생과학부장이 되었으며, 1942년 일본의대 교수, 1942년 
후생성 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민족위생학 연구와 우생사상의 보급에 힘썼다. 1945년 
이후에는 인구문제와 가족계획문제로 관심을 돌렸으며, 일본가족계획연맹 회장, 국제협력재
단 이사장, 인구문제심의회위원 등을 지냈다. 

218) 泉孝英 編, 『日本近現代醫學人名事典 1868-2011』, 70쪽. 이노우에는 1920년 도쿄제대 
졸업 후 전염병연구소에서 수련을 받다가, 국제연맹 교환연구생으로 1927년부터 1929년까
지 파스퇴르 연구소에서 유학했으며, 귀국 후 훗카이도제대의 위생학 교수가 되었다. 井上
善十郎, 米合衆國公衆衛生事務局の硏究業績, 『日本傳染病學會雜誌』 4(5) (1930), 479-86쪽
에는 미국 국립위생연구소의 연구 업적과 당대 세계적인 위생학 연구의 경향에 대한 소개가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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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의 파스퇴르연구소와 미국 국립위생연구소에서 연구하며 생물통

계학을 배웠다.

통계학을 연구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위생학 외에 의학의 다른 분야에서도

있었다. 도쿄제대 병리학교실의 스기야마 시게테루(杉山繁輝, 1894-1945)219)

는 1924년부터 1926년까지 존스홉킨스대학에 유학하면서 리드에게 생물통계

학을 배웠다. 그뿐 아니라 경성제대 해부학교실 교수 우에다 쓰네키치(上田

常吉)220)는 독일에 유학하여 체질인류학을 전공하면서 그 방법론으로서 생

물통계학을 배웠다.

서구에서 생물통계학을 배운 위생학자들과 다른 분야의 의학자들은 귀국하

여 생물통계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통계학을 의학에 적용한 연구들

을 발표했으며, 그중 일부는 제자들에게 통계학의 방법론을 가르쳤다. 인구

학의 예를 들면, 미즈시마의 경우 경성제대의 위생학자들에게 인구학의 연

구방법론으로서 통계학을 가르쳤고, 만주의대에서도 미우라의 지도 아래 가

와히토 사다오(川人定男) 같은 인구학 전문가들이 배출되었으며,221) 가와카

219) 泉孝英 編, 『日本近現代醫學人名事典 1868-2011』, 334쪽. 스기야마는 1920년 교토제대
를 졸업한 후 동교 병리학교실에서 수련을 받다가 1924년부터 1926년까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병리학교실에서 유학했다. 병리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는 위생학 및 공중보건학 대
학원의 의 교수 리드로부터 생물통계학을 배웠고, 귀국한 뒤 그 방법론을 병리학에 적용한 
연구를 수행했다. 1939년에 교토제대의 병리학 교수로 임명된 그는 재임 중 원자폭탄 재해 
조사에 나섰다가 산사태로 인해 사망했다. 일본국회도서관 검색결과에 따르면 그는 1934년
부터 1936년까지 생물통계학에 관한 기사를 의사평론지인 『일신의학』(日新醫學)에 연재했는
데, 그중 알려진 문헌은 다음과 같다. 杉山繁輝, “生物測定學(第三篇)”, 『日新醫學』 
23(8)(270) (1934), 1051-1107쪽; 같은 저자, “生物測定學(第四篇)”, 『日新醫學』 25(7)(297) 
(1936), 1127-56쪽; 같은 저자, “生物測定學(第四編, 其二)”, 『日新醫學』 25(9)(299) 
(1936), 1460-90쪽.

220) 安澄権八郎, “上田常吉先生のご逝去を悼む”. 『解剖学雑誌』 41(6) (1966), 335-6쪽. 우에
다 쓰네키치는 1916년 도쿄제대를 졸업하고 동교에서 해부학 수련을 받은 인물로, 1919년 
경성의학전문학교 해부학교수로 부임한 뒤, 1926년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자 그 해부학교
수로 전임했다. 경성제대 재임 시절 재외연구원으로 독일에 유학하여 체질인류학자인 루돌
프 마틴(Rudolf Martin, 1864-1925)에게 생물통계학을 배웠다. 귀국 후 조선인에 대한 체
질인류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소위 ‘경성학파’를 성립했다. 上田常吉, 『生物統計学』 (岩波書
店, 1935); 上田常吉, 『統計法-人類学・先史学講座第4巻』 (雄山閣, 1938). 경성학파의 성립
과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전경수, “植民과 戰爭의 日帝人類學: 臺北帝大와 京
城帝大의 人脈과 活動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8(1) (2002), 61-136쪽.

221) 가와히토는 만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교 위생학교실에서 수련을 받으며 다수의 인구학 
연구를 발표했고, 1926년 “만주의 기후와 질병에 관한 통계학적 연구”(満洲に於ける気候と
疾病に関する統計学的研究)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자세한 약력은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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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또한 후생성 연구소 민족우생과에서 근무하면서 그 연구원들에게 생물통

계학의 방법을 활용하여 인구학을 연구하는 법을 가르쳤다.222) 위생학 외의

분야에서는 우에다가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의 제자들과 함께 조선 전체에 걸

친 조선인들의 신체계측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물통계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그것을 분석하면서 다수의 체질인류학 전문가들을 양성했다. 이와 같은 과

정을 통해 1930년대 일본에서 통계학은 의학의 연구법으로서 점점 더 확산

되었다.

위생통계학자들은 주로 인구현상, 질병 분포, 신체발육 등을 연구했다. 고

야는 생물통계학을 의학에 적용하는 방법을 정리한 『의학통계법의 이론과

그 응용』(醫學統計法の理論と其應用, 1935)에서 통계학이 의학에 적용된 주

요 분야로 인구통계법, 유전통계법, 생체측정법을 들었다.223) 가와카미도

1939년과 1943년에 각각 상하권으로 나누어 발표한 『생물통계학개론』(生

物統計学概論)에서 생물통계학의 주된 연구주제로 인구, 발육, 역학 등을 꼽

았다.224)

하지만 위생학의 전통적인 관심사인 질병 분포를 제외하고, 인구 현상과

있지 않지만, 그가 발표한 논문들을 통해 그의 주된 관심사와 방법론이 인구학과 생물통계
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川人定男, “最近ニ於ケル在滿日本內地人死亡統計ノ衛生學的考
察――(其一)”, 『満州医学雑誌』 19(2) (1932), 289-333쪽; 같은 저자, “最近ニ於ケル在滿日
本內地人死亡統計ノ衛生學的考察――(其二)”, 『満州医学雑誌』 19(2) (1932), 335-56쪽; 三
浦運一, 같은 저자, “在滿日本內地人ノ出生率並ニ人口自然增加率ニ就テ”, 『満州医学雑誌』 
19(6) (1933), 1019-27쪽; 같은 저자, “關東州及滿鐵附屬地在住ノ支那人保健統計ノ硏究”, 
『満州医学雑誌』 20(1) (1934), 1-12쪽; 같은 저자, “本邦並に歐米諸國の出生率、死亡率及
び人口自然増加率の比較考察”, 『民族衛生』 3(3) (1934), 207-220쪽; 같은 저자, “本邦並に
歐米諸國の出生率、死亡率及人口自然增加率の比較考察(其二)”, 『優生學』 11(9)(127) 
(1934), 1-10쪽; 같은 저자, “本邦並に歐米諸國の出生率、死亡率及人口自然增加率の比較考
察(其二の二)”, 『優生學』 11(10)(128) (1934), 1-11쪽; 같은 저자, “最近ニ於ケル在滿日本內
地人死亡統計ノ衛生學的考察(其三)”, 『満州医学雑誌』 24(1) (1936), 109-130쪽; 같은 저자, 
“滿洲ニ於ケル氣候ト疾病ニ關スル統計學的硏究”, 『満州医学雑誌』 24(3) (1936), 635-676
쪽; 같은 저자, “在滿邦人結核統計補遺”, 『満州医学雑誌』 25(4) (1936), 799-807쪽.

222) 가와카미의 지도를 받았다고 사사표기를 한 생물통계학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瀧口良景, 
“壽命の遺傳に就て”, 『民族衛生』 11(1) (1943), 54-73쪽; 大久保正一, “婦人の出産力に封
する解析的研究補遺”, 『民族衛生』 11(1) (1943), 1-53쪽; 久保秀史 , “乳兄死亡の性比につ
いて”, 『民族衛生』 11(4) (1943), 235-240쪽.

223) 古屋芳雄, 『醫學統計法の理論と其應用』 (東京: 金原商店, 1935). 이 책은 제2판이고, 제1
판은 1934년에 발행되었다.

224) 川上理一, 『生物統計学概論 上巻』 (東京: 金原商店, 1939); 같은 저자, 『生物統計学概論 
下巻』 (東京: 金原商店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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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발육은 기존 위생학계에서 생소한 주제였다. 인구 현상과 신체 발육은

위생학의 주요 교과서에서 거의 등장한 적이 없었다. 일례로 도쿄제대 위생

학교실의 교과서로 사용된 요코테의 『위생학강의』(衛生學講義, 1911)는 공

기, 토지, 물, 의복, 목욕, 가옥, 채광, 환기법, 폐기물 제거법, 영양, 미생물,

소독법 등 주거환경, 음식, 전염병과 관련된 주제들로 구성되었고,225) 교토

제대 위생학교수 쓰보이 지로(坪井次郞, 1863-1903)226)의 교과서 『근세위생

학』(近世衛生學, 1911) 또한 공기, 의복, 목욕, 토지, 물, 주거, 병원, 학교위

생법, 공장위생법, 폐기물, 매장, 영양, 미생물 및 그 검사법, 전염병 등 의식

주 환경, 학교 및 공장 환경, 전염병에 관한 주제들로 구성되었다.227)

이런 상황에서 위생통계학자들은 인구 현상과 신체 발육을 주로 우생학계

의 장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인구와 체격은 우생학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던

주제였다. 192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우생운동이 전개되면

서 일본 민족의 개량을 위한 여러 방도들이 모색되었고 그중 인구문제와 우

량 체질의 유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1922년 산아제한

운동가인 마거릿 생어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산아제한을 둘러싼 논쟁이 촉

진되어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인구문제는 단순히 산아제

한 운동가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생학에 관심을 가진 의학자와 생물학

자들의 관심사이기도 했다. 1920년대 중반 우생운동을 뒷받침할 학술적 토

대 마련의 일환으로서 발행된 『우생학』(優生學), 『민족위생』(民族衛生)

등의 잡지들은, 인구 현상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공간을 제공했다.228)

미즈시마는 주로 일본민족위생학회와 그 학술지인 『민족위생』에 인구 연

구를 발표했다. 그가 경성제대 교수로 재임한 동안 발표한 약 40편의 인구

관련 논저들 가운데 가장 많은 7편이 『민족위생』에 수록되었고, 그 뒤를

225) 横手千代之助, 『衛生学講義』 (南光堂支店, 1911).
226) 泉孝英 編, 『日本近現代醫學人名事典 1868-2011』, 410쪽. 쓰보이는 1885년 도쿄제대를 

졸업한 뒤 동교 위생학교실에서 수련을 받다가 1890년부터 1894년까지 독일 전염병연구소
로 유학을 떠나 로베르트 코흐의 지도를 받았고, 귀국 후 1899년 교토제대 위생학교실 교
수로 취임했다.

227) 坪井次郎 著, 遠山椿吉 補, “緖論”, 『近世衛生学』 (東京: 金原商店, 1911), 1-8쪽.
228) 鈴木善次, 『日本の優生學: その思想と運動の軌跡』 (東京: 三共出版, 1983), 100-113; 

125-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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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5편이 『조선의학회잡지』에 실렸다. 그밖에도 학회보고까지 포함하면

『민족위생』에서 미즈시마가 발표한 횟수는 16회에 이르며, 이는 『민족위

생』의 집필자들을 통틀어 6번째로 많은 수였다.229) 『민족위생』은 유전학,

인구학, 체질인류학 등 우생학과 관련된 여러 분야들을 포괄했고,230) 1948년

일본인구학회가 창립되기 전까지, 인구학 연구는 주로 『민족위생』을 통해

발표되었다.231)

우생학적인 배경에서 인구 현상을 연구한 위생통계학자들은 인구학을 민족

위생의 한 분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노우에는 1937년에 저술한 위생학 교

과서 『근세위생학』(近世衛生學)에서 ‘인구문제와 민족위생’을 독립된 장으

로 다루면서, “한 민족의 자질은 이를 구성하는 성원의 양과 질에 의해 결

정”되며 “한 민족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학문은 소위 민족위생학의 영

역”이라고 하면서 ‘인구문제 Demographie’를 민족위생학의 범주에 두었다.

시기가 약간 늦기는 하지만 미즈시마도 1943년에 발표한 위생학 교과서

『위생학원론』(衛生學原論)의 서론에서, 민족위생학을 “민족의 각 구성원의

질이 우수강건하기를 도모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구성원의 수, 즉

인구의 증대를 도모하고 그럼으로써 민족이 전체로서 생물학적으로 강대해

지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로 정의하면서, 인구학을 그 하위분야로 여겼

다.232)

우생학과 인구학의 밀접한 관계는 미즈시마의 연구 내용에 영향을 주었다.

그가 사용하던 통계학적 개념들은 ‘일본 민족의 생명력’을 파악하는 수단으

로서 우생학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미즈시마는 인구의 실제자연증가율을

민족의 ‘진정한 생명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여겼다. 그에게 인구의 증가는

229) 이 수치는 한국근대의학사, 일본국회도서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되었다. 

230) 日本民族衛生学会, “研究業績の回顧”, 『民衛族生』 48 特別號 (1982), 220-57쪽.
231) 柳沢文徳, “日本民族衞生学会雑誌「民族衛生」の動向”, 『民衛族生』 30(1) (1964), 3-13쪽. 

일본 인구학의 성립과 발달에 관한 개괄적인 연구는 Matthias Koch, “History of 
Demography in Japan,” Florian Foulmas et al. eds., The Demographic Challenge: 
a Handbook about Japan (Leiden: Brill, 2008), pp. 97-118을 참조하라. 미즈시마의 연
구가 인용된 대표적인 논문은 川人定男, “本邦並に歐米諸國の出生率、死亡率及び人口自然
増加率の比較考察”, 『民衛族生』 3(3) (1934), 207-220쪽을 들 수 있다.   

232) 水島治夫, “緖論”, 『衛生学原論』 (東京: 金原書店, 1943),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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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민족의 생물학적 번영과 같은 의미였다. 미즈시마는 일본과 서구 국가들

의 실제자연증가율을 계산하여 일본 14.90, 미국 5.45, 독일 –2.28, 프랑스

–2.29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 수치는 일본은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

며, 그 속도가 미국의 약 세 배라는 의미였다. 미즈시마는 이 수치들이 통계

적인 의미를 넘어서, 국가의 흥망성쇠의 운명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그에

따르면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가장 높은 “우리 대야마토 민족은 생물학적으

로 상당히 건전”한 반면, 인구가 감소 추세에 들어선 독일과 프랑스의 현상

은 “비록 문화를 육성했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쇠운으로 기우는 것은 생물

학적으로 불건전하며 퇴폐의 도상에 있음을 나타낸” 것이었다. 미즈시마는

인구 감소가 시작된 유럽 국가들에 대해 “생명력이 감퇴되면 어떻게 발전을

기할 수 있을까. 이 국가들의 지식인들은 이미 이런 추세에 주목하여 경고

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비해 일본은 비록 인구과잉으

로 인한 국내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더라도, 다른 제국들에 비해 향후 발전

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233) 즉 미즈시마에게 인구증가율은 민족의 현

재와 미래의 번성 및 생존 능력, 곧 ‘민족의 생명력’을 알려주는 징표였다.

인구 현상이 민족의 생명력을 반영한다는 관념은 다른 위생통계학자들에게

도 나타났다. 가와히토 같은 연구자는 정정인구증가율이 “국민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지수”라고 말하면서, 일본과 서구 국가들의 값을 계산했다. 그 결

과 일본은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서구 약소국들과 정정인구증가율이 비슷

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강대국들보다 정정인구증가율이 컸다.

가와히토는 일본이 서구 약소국들과 정정인구증가율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서구 약소국들은 생산력이 높고 사망률이 낮은 반면, 서구 강대국들은 생산

율이 낮을 뿐 아니라 사망률 역시 약간 높아서 “국민적 능률에서 열세일 뿐

아니라 민족적 생명력에서 슬퍼할 운명”이라고 평가했다. 이 평가는 인구

현상과 민족의 흥망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234)

233) 水島治夫, “人口の自然増加率”, 『民族衛生』 2(2) (1932), 141-160쪽.
234) 川人定男, “本邦並に歐米諸國の出生, 死亡率及び人口自然増加率の比較考察”, 『民族衛生』 

3(3) (1934), 3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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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흥망의 원인에 출생률, 사망률, 인구증가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

는지 명확한 증거를 열거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그리스 로마 문화가 번성

했을 때, 피임과 낙태가 활발히 유행했다는 기록으로 보면, 그들의 쇠망에는

출생률의 감퇴와 국민의 질 저하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우생학자들이 일반

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다...영, 미, 독, 프는 산아제한 등에 의해 여자의 생산율

을 저하한 것에 더하여 인구 구성상태의 변화라는 면에서 지금 그리스 로마

와 같은 운명을 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반해 우리나라는...민족으로서

장래 발전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235)

요컨대 가와히토와 미즈시마 같은 위생통계학자들에게 인구란 양적인 의미

의 민족을 뜻했다. 인구의 증가는 민족의 왕성한 번식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인구학이란 민족의 증식과 생존 정도를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민족의 현

재와 미래의 번성 능력을 예측하는 학문이었다. 환언하면 인구학의 연구 목

표는 민족의 생물학적 능력, 즉 민족의 생명력을 계산하는 것이었다. 계산된

수치는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국가 혹은 민족들 사이의 비교를 위한 도구

였고, 그 비교는 일본이 다른 국가들과의 생존경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를 드러냈다.

우생학과 인구학의 결합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인

구 정책을 전개함에 따라 강화되었다.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기치로 내건 일

본 정부는 식민지에 파견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인구 증식 및 효과적인 인

구 배치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이에 따라 출산 장려와 모자 보건 증진을 위

한 정책을 실시했다.236) 나아가 일본 정부는 인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1939년 8월 후생성 인구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인구학 연구를 지원했다. 이

런 고무적인 분위기에서 위생통계학자들은 일본 제국의 팽창을 위한 인구의

양과 질 연구에 실용적인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하게 되었다.237)

미즈시마는 이런 분위기에 맞추어 일본 제국의 인구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

악할 일관된 기준을 만들고자 했다. 이 연구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일본

235) 같은 논문, 39쪽.
236) 김성운, “중일전쟁 개전 이후 일본의 인구증식정책”,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37) 石原房雄, 川上理一, “國立人口問題硏究所生る”, 『日本医事新報』 848 (1938), 7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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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생명력이 식민지에서도 잘 유지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그는 우선 조선에 체류하는 일본인에 대한 연구를 개시했다. 미즈시마

는 그때까지 일본 민족의 생명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해 온 인구의 실제자연

증가율을 재조 일본인에게도 적용하려고 시도했으나, 조선총독부의 통계자

료 미비 등 몇몇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패한 뒤, 조선에 적용가능한 다른

수단을 물색했다. 검토 끝에 미즈시마가 선택한 것은 생명표였다. 그는 먼저

생명표를 재조일본인의 인구 현상을 분석하는 데 적용했고, 1937년 그 연구

에 성공하자 똑같은 방법을 만주와 일본에도 적용하여 일본 제국의 지역별

생명표를 완성했다.

미즈시마에게 생명표는 단순히 연령별 생존수, 사망수, 생존률, 사망률, 평

균여명 등의 생명함수를 종합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통계표라는

정의를 넘어서, “어느 지역 주민의 생존력”을 알려주는 지표로서, 그 “생산

력”을 알려주는 인구의 실제자연증가율과 함께 “민족의 생명력”을 파악하는

수단이었다. 생명표의 함수들 중 미즈시마가 가장 중시한 것은 평균여명이

었다. 그는 0세 평균여명은 그 민족의 평균수명과 같다고 말하며, 그 민족이

얼마나 잘 살아남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간주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조

선과 일본, 만주의 인구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조일본인은 본국

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비해 “건강이 열등”했다. 미즈시마는 이것을 보고 일

본인이 “기후풍토가 다른 반도에 아직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증거”라고 해

석하며, “조선반도의 기후풍토에 적응하지 못하면 야마토 민족의 대륙진출

은 어렵다”고 경고했다. 다시 말해 생명표는 삶의 터전을 옮긴 일본인의 건

강상태를 반영하는 표이자, 일본 민족의 대륙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방법

이었다.238)

238) 水島治夫, “朝鮮住民の生存力”, 『朝鮮』 291 (1939), 12-22쪽; 水島治夫, “日滿の人口問
題-内鮮滿人の生命表と眞の人口自然增加率”, 京城帝国大学大陸文化研究会 編, 『大陸文化
研究』 (東京: 岩波書店, 1940), 357-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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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 관리 방식을 둘러싼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

실과 조선총독부의 상이한 입장과 충돌

미즈시마의 인구학은 일본인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일본 우생학계를 중심으

로 연구되었지만, 조선의 고등교육기관인 경성제대의 교수로서, 더욱이 공중

보건을 전문으로 한 위생학 분과의 교수로서 그의 지위와 역할 또한 인구

연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위생학의 권위자로서 미즈시마는 위생관료들

과 협력하여 조선의 공중보건 문제들에 대응할 책무를 맡고 있었다. 그 역

할은 미즈시마의 ‘수요회(水曜會)’ 활동에서 잘 드러난다. 수요회란, “공중위

생에 관하여 일상(日常) 조우하는 실제상의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일반 공중의 건강을 보지(保持) 증진하는 적절한 방책을 강구함을

목적으로 하여 매월 1회 관계자가 서로 모이는” 집담회였다. 이 집담회의

참석자는 조선총독부 위생과 과장, 경성부 위생과 과장, 경기도 위생과 과

장, 용산철도병원 원장를 비롯한 조선의 고위 위생관료들과, 경성제대 위생

학예방의학 교수인 미즈시마, 미생물학 교수인 고바야시 하루지로, 경성의전

교장이자 경성제국대학 의화학 교수인 사토 고죠 등 공중보건 전문가들이었

다. 그들은 전염병 통제와 예방, 위생시설의 증설과 관리, 상하수도의 보급

과 관리, 쓰레기 처리, 식품의 위생 감독 등 조선의 공중보건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토론의 결과는 조선총독부와 각 지방 정부의 위생정책에 반영

되었다. 수요회 같은 공중보건 전문가 및 정책결정자들과의 교류는 미즈시

마에게 조선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공중보건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알려주

었다.239)

조선의 위생관료 및 공중보건 전문가들과 공유한 문제의식은 미즈시마의

239) ‘수요회’에 관한 기사는 『만선지의계』에 1932년 7월부터 정기적으로 게재되었으며, 모임
의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 요지를 기록한 보고서의 형식이었다. 모임의 창립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 첫 번째 기사에 따르면 1932년 6월 29일 수요회의 모임은 경성부의 華月食
堂에서 개최되었으며, 출석자는 총독부 위생과 과장인 西龜와 그 휘하 기사인 天岸, 橫山, 
川口, 경기도 위생과 과장 周防, 경성부 위생과 과장 藤本과 기사인 荻野, 용산철도병원 원
장인 推葉과 渡辺, 그리고 경성제대의 미즈시마, 고바야시, 사토로 총 11명이었다. 의제는 
총 17개였으며, 그중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는 경성부의 소화기계 전염병 예방 방안이었
다. “水曜會記事”, 『滿鮮之醫界』 136 (1932.7), 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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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반영되었다. 그는 인구 외에도 조선의 각종 공중보건 현안들을 연구

했다. 미즈시마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 주제를 하나만 꼽으면 인구문제이겠

지만, 그의 관심사는 조선의 풍토병과 급성전염병 같은 역학적 문제부터, 공

공시설의 위생 상태, 대기오염, 기후 같은 환경적 문제까지 포함했고, 그가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제

자들에게 연구하게끔 시킨 주제들까지 고려하면, 직업병 같은 노동위생 문

제들까지도 포괄하고 있었다.240) 그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겨진 주제들은,

미즈시마를 비롯한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구성원들의 협동에 의해 철저히

연구되었다. 가령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은 1930년 조선의 대표적인 풍토병인

말라리아를 연구하기 시작한 이래, 수년에 걸쳐 교실 차원에서 그 연구를

계속했다.241) 말라리아 연구의 출발점은 1930년 조선의학회가 총회에서 말

라리아를 특별연구 주제로 정하고 그 담당자로 미즈시마와 고바야시 등을

임명한 것이었는데,242) 이듬해의 학술대회에서 미즈시마는 “말라리아의 예

방”이라는 제목으로 1년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고, 그 뒤를 이어 미즈시마

의 지도를 받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구성원들이 말라리아의 매개체 모기의

박멸법과 생태에 대한 연구를 연달아 발표했다.243)

240) 조선에서 유행한 장티푸스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미즈시마의 조사는 다음을 참고하라. 水
島治夫, “傳染病の流行と衛生施設の改善”, 『朝鮮及滿洲』 (1935.9), 42-46쪽. 미즈시마는 
1939년부터 조선총독부의 시학위원(視學委員)으로 임명되어 학교들을 순회하며 그 위생 환
경과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평가했다. 학교위생에 미즈시마의 관한 논설은 다음을 참고하
라. 水島治夫, “學校衛生講話(1)”, 『文敎の朝鮮』 169 (1939.9), 26-42쪽; 水島治夫, “學校
衛生講話(2)”, 『文敎の朝鮮』 170 (1939.10), 41-50쪽; 水島治夫, “夏期の學童衛生”, 『朝鮮
の敎育硏究』 144 (1940.7), 22-5쪽.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수련을 받은 스가와 
유타카의 회고에 따르면 그를 비롯한 몇몇 교실원들이 미즈시마의 지시로 조선, 만주, 일본
의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던 반상치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담당했다. 須川豊, “初期の
衛生学敎室”,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編輯委員會 編,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
記念誌: 紺碧遥かに』 (京城 : 京城帝國大學同窓會, 1974), 228-239쪽. 

241) 식민지 시기 조선총독부가 말라리아를 조선의 군사력과 경제력의 원천인 군인들과 농민들
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히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그 박멸책을 강구했으나, 치료제 부족과 
예방법 불명으로 해결이 어려웠음은 여인석, “학질에서 말라리아로”, 『의사학』 20(1) 
(2011), 53-82쪽에서 밝히고 있다.  

242) “朝鮮醫學會總會槪況”, 『滿鮮之醫界』 115 (1930.9), 55-6쪽. 
243) “朝鮮醫學會第十九會總會槪況”, 『滿鮮之醫界』 126 (1931.9), 51-2쪽. 1931년 조선의학

회 총회에서 보고한 미즈시마의 말라리아 연구결과는 水島治夫, “(宿題報告)マラリヤの禮防
(パリス·グリ─ンに依る「アノフエレス)”, 『朝鮮醫學會雜誌』 21(7) (1931), 72쪽을 참조하라. 
그 뒤 이어진 미즈시마와 그 제자들의 말라리아 연구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水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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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공중보건 문제들 가운데, 행정적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문제들은

위생관료들과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구성원들의 협동연구에 의해 조

사되었다. 특히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은 경성부 위생과와 긴밀한 연

계를 맺고 있었다. 1929년 경성부의 위생기사에 임명되었다가 1933년 위생

과장으로 승진한 오기노 마사토시(荻野正俊)는 경성부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미즈시마를 비롯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구성원들과 경성

부의 각종 위생문제에 관한 공동연구를 여러 차례 발표했다.244) 1931년 9월

조선의학회에서 미즈시마와 함께 경성부의 분뇨 처리 및 우물물의 위생상태

에 관한 조사 내용을 발표한 오기노는,245) 경성부의 위생조사 자료, 그중에

서도 소학교 아동의 신체검사 자료들을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 자주 제공함

으로써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촉진했으며,246) 나중에는 그 스스로도

治夫, 山田學, “「パリス・グリーン」に依る「アノフエレス」蚊の驅除”, 『日本医事新報』 485 
(1931.11), 4-5쪽. 水島治夫, 姫野幸雄, “「パリス·グリ─ン」ノ「アノフエレス」幼蟲ニ對スル
殺蟲試驗”, 『朝鮮醫學會雜誌』 22(1) (1932), 96-106쪽; “朝鮮醫學會第第二十回總會”, 『滿
鮮之醫界』 138 (1932.9), 56-61쪽. 1932년 조선의학회 총회에서는 미즈시마와 야마다가 아
노펠리스 성충의 번식력 및 흡혈 중인 아노펠리스 모기의 위내용물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아노펠리스 유충의 발생과 수질의 관계에 대해 히메노와 미즈시마가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나아가 1933년 조선의학회 총회에서는 미즈시마가 물의 표면장력과 모기 
유층의 활동에 관한 연구 결과를, 야마다가 기존 보고와 일치하지 않는 조선산 아노펠리스 
모기의 발견 사례를 보고했다. “朝鮮醫學會第二十一回總會講演”, 『滿鮮之醫界』 150 
(1933.9), 59-64쪽; 이후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는 말라리아 예방을 둘러싼 국제적인 동향
을 주시하면서, 그에 관한 최신 견해들을 『滿鮮之醫界』에 소개했다. 水島治夫, “京城帝國大
學衛生學敎室抄錄”, 『滿鮮之醫界』 168 (1935.3), 35-9쪽; 京城帝國大學衛生學敎室, “近代
支那マラリヤ特にその流行に關する報告と文獻(1)-(15)”, 『滿鮮之醫界』 162-179 
(1934.9-1936.2). 

244) 오기노 마사토시는 1889년 일본 후쿠이 현에서 태어나 조선으로 이주하여 해방 때까지 
계속 조선에서 활동한 인물로, 1921년 3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조선총독
부 지방병전염병 연구과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1922년에는 조선총독부의원 제2내과에 
입국했고, 경성부 학교조합 교의(校醫)로 일하기도 했다. 1929년 경성부 위생과 기사로 임
명되었으며, 1933년에는 그 위생과장으로 승진했다가, 1942년 조선총독부 후생국 기사가 
되었다. 경성제대가 설립되자 오기노는 그 약리학교실에서 오자와 마사루(大澤勝)의 지도 
아래 수련을 받으며 “積痢本型菌毒素の藥理的硏究”를 주 논문으로 하여 도쿄제대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근현대인물자료-荻野正俊”,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jsessionid=D146BF742A3989026C8AA190DB53F
F1F?levelId=im_215_01405 (최종 접속일; 2019.5.3).

245) 第十九會朝鮮醫學會總會”, 『滿鮮之醫界』 126 (1931.9), 51-2쪽; 荻野正俊, 水島治夫, 
“京城府に於ける屎尿汲取及び井水飮用の衛生學的觀察”, 『日本公衆保健協會雜誌』 8(3) 
(1932.3); 이 논문은 후일 古瀨安俊, 大西淸治 編, 『住宅衛生文獻集』 (東京: 同潤會, 1936), 
286-7쪽에 재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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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구성원들이 주로 사용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경

성부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연구했다.247) 오기노 개인뿐 아니라, 기관 차원

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져서, 1938년 경성부가 주관한 제6회 전국도시문제회

의에서는 경성부 위생과와 경성제국대학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공동 명의로

경성부의 적리 및 티푸스에 관한 역학적 연구가 발표되었다.248)

경성부 위생과와의 협력 관계의 영향으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은

경성부가 당면한 여러 공중보건 문제들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중 미즈시마

의 인구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도시위생 문제였다. 경성은 1930년대

중반까지 인구 약 65만 명, 면적 3,000만 평 이상의 대도시로 성장하여 도

쿄, 오사카, 나고야, 고베, 요코하마, 교토에 이은 소위 ‘제국 7대도시’의 규

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확장된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1936년 “경성시가지계획령”을 선포했다. “경성시가지계획령”은 행정구역 재

편, 구획 정리, 공공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이었으며, 그 시행과 보

조를 맞추어 경성부의 오랜 숙제이던 토막민 관리, 상하수도 개선, 오물 처

리 등 도시위생 문제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촉진되었다.249)

246)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발표된 연구들 중 대체로 아래와 같은 논문들에 오기노
에 대한 감사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田中玄英, “京城府學校兒童の身體發育の統計的觀察に
対して”, 『滿鮮之醫界』 120 (1931), 31-37쪽; 田中玄英, “京城府學校兒童の身體發育の統計
的觀察に対して(二)”, 『滿鮮之醫界』 121 (1931), 34-41쪽; 같은 저자, “京城府學校兒童の身
體發育の統計的觀察に対して(三)”, 『滿鮮之醫界』 122 (1931), 21-29쪽; 李仁圭, 鄭冕錫, 
“朝鮮兒童ノ發育型ニ就テ(第一報)”, 『朝鮮醫學會雜誌』 23(2) (1933), 15-30쪽; 李仁圭, 鄭
冕錫, “朝鮮兒童ノ發育型ニ就テ(第二報)”, 『朝鮮醫學會雜誌』 23(5) (1933), 21-35쪽; 같은 
저자, “朝鮮兒童ノ握力及ニ背筋力ニ就テ”, 『朝鮮醫學會雜誌』 24(2) (1934), 33-42쪽; 같은 
저자, “京城ニ於ケル朝鮮學齡兒童ノ生體測定成績”, 『朝鮮醫學會雜誌』 24(11) (1934), 
12-22쪽.

247) 荻野正俊, “統計上より見たる內鮮學校兒童の比較-身體發育より見たる內鮮學校兒童の比
較”, 『滿鮮之醫界』 63 (1926), 35-53쪽.

248) 京城府 總務部 衛生課, 京城帝國大學 衛生學敎室, “京城府に於ける赤痢及びチフスの疫學
的一考察”, 京城府 編, 『朝鮮都市の衛生事情に關する若干研究』 (京城: 京城府, 1938), 
39-54쪽.

249) 경성부의 도시계획 및 “경성시가지계획령”이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서울: 일지사, 1990) 이래 염복규, “일제하 경성도시계획의 구
상과 시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백영, 『지배와 공간-식민지도시 경성과 제
국 일본』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9) 등 여러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중 이 논문에서는 주
로 김백영의 책 중 7장 “식민지 도시계획의 정치사회학: ‘대경성 계획’을 둘러싼 식민권력의 
균열과 갈등”, 385-434쪽; 8장 “‘청결’의 제국, ‘불결’의 고도: 식민지 위생 담론과 상하수
도의 공간 정치”, 435-472쪽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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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부 위생과에서도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건강문제에 깊은 주의를 기울였

다. 당시 경성부의 위생 사업을 주도하던 오기노에 따르면 “도시위생은 도

시경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시의 번영을 도모하려는 경우...그 도

시에 사는 사람들은, 즉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세포이므로...우리의 신체와

같이 그 일부에 불결이 있는 경우 신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그 도시는

불건강 도시로서 번영을 저해하고 결국 쇠미(衰微)하게 된다”고 언급했

다.250)

1930년대 중반 경성부의 도시위생에 대한 관심은 미즈시마가 조선의 인구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배경이었다. 물론 미즈시마는 그 전부터 조

선의 인구현상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본토 인구의 실제자연증

가율 연구에 매진하면서도 제자들로 하여금 조선의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

게 했다. 1933년 무렵부터 미즈시마의 지도 아래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

교실의 니노미야 즈카사(二宮司)가 조선의 계절별 출생률 변화에 대해 연구

했고, 최희영이 재조일본인의 사망률의 특징에 대해 연구했다.251) 미즈시마

또한 1935년에 발표한 “기후와 인생(気候と人生)”이라는 글에서 두 제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계절에 따른 조선의 출생률과 사망률 차이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다.252) 하지만 미즈시마가 직접 본토 인구가 아닌 조선의 인구에 대

해 분석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36년 4월 경성도시계획위원회가 주최하

고 경성부와 경성상공회의소가 후원한 “조선도시문제회의”에서였다. 이 회

의는 “경성부에서 행정구역 확장 및 시가지계획령의 적용에 직면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주요 의제는 “도시도로문제”와 “도시보건문

제”였다.253) 미즈시마는 이 회의의 특별연사로 초청되어 “도시인구의 동태에

250) 荻野正俊, "都市衛生の細胞統制", 『朝鮮及滿洲』 331 (1935), 32-37쪽. 
251) 二宮司, “民族ノ固有ナ季節的出生分包”, 『朝鮮醫學會雜誌』 24(7) (1934), 6-22쪽; 崔羲

楹, “朝鮮ニ於ケル內地人ノ死亡ニ關スル衛生統計的考察”, 『朝鮮醫學會雜誌』 26(8) (1936), 
48-71쪽.

252) 水島治夫,　“気候と人生”,　『文敎の朝鮮』 (1935.7), 54-71쪽.
253) 京城都市計劃硏究會　編, 『朝鮮都市問題會議錄』 (京城: 京城都市計劃硏究會, 1936); “도

시보건문제”에 관한 회의에는 조선총독부 위생과장 西龜三圭, 경성부 위생과장 荻野正俊, 
경기도 위생과장 天岸敏介, 경성의사회 대표 工藤武城 등 전문가 14명이 참석하여 각자 준
비해 온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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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회위생학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경성부의 도시계획 관계자들에게

강연했다. 이 발표는 미즈시마가 미국에서 귀국한 뒤부터 그때까지 해 온

조선 인구에 대한 연구의 진척 상황을 대략적으로 보여주었다. 강연에서 미

즈시마는 국가가 성장하고 도시가 발달하면 필연적으로 인구의 도시 집중이

일어나므로 그에 대응할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구의 도시 집

중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들을 설명하고 조선의 사례를 일본 및

서구 국가들과 비교하면서 도시인구와 시골인구의 연령 구성, 남녀 비율, 출

생률, 사망률 및 연령별 사망 패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254)

미즈시마를 둘러싼 조선의 상황은 연구의 주제뿐 아니라 주된 방법론을 결

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즈시마는 조선의 인구 연구에 착수하여 일

반적인 인구학적 요소들을 모두 다루면서도. 본토의 인구를 분석할 때 핵심

개념으로 사용한 실제자연증가율을 조선의 인구에 적용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조선에 인구 연구를 위한 통계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후일의

회고에 따르면 실제자연증가율을 도출하는 데 산모의 연령별 출생수, 연령

별 인구통계, 그리고 생명표가 필요했지만, 조선에서 이 정보들이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즈시마는 인구의 실제자연증가율을 계산할 수 없었다.255)

미즈시마가 인구의 실제자연증가율 연구에 몰두했던 1930년대 중반까지 활

용 가능한 조선의 인구통계 자료로는 매년 발행된 『조선총독부통계연보』

(朝鮮總督府統計年報)와 1925년에 실시된 간이국세조사(簡易國勢調査) 결과

표, 그리고 1930년에 실시된 국세조사의 보고서가 있었다. 이 세 자료 중 먼

저 『조선총독부통계연보』는 호구에 바탕을 둔 인구 정보를 제공했다. 그

에 게재된 인구 정보는 현주호구와 인구의 총 수, 호당 인구 수, 인구밀도,

민족별, 지역별, 남녀별, 직업별, 출신지역별 인구와 더불어, 출생수, 사산수,

사망수, 혼인수, 이혼수 등이었다. 이런 조사항목으로 보아 『조선총독부통

계연보』는 매해의 출생수, 사산수, 사망수 등 연령별 인구를 추측할 단서를

254) 水島治夫, “都市人口の動態に關する社會衛生學的考察”, 京城都市計劃硏究會　編, 『朝鮮
都市問題會議錄』 (京城: 京城都市計劃硏究會, 1936), 266-95쪽. 

255) 水島治夫, “日滿の人口問題-内鮮滿人の生命表と眞の人口自然增加率”, 京城帝国大学大陸
文化研究会 編, 『大陸文化研究』 (東京: 岩波書店, 1940), 357-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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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는 하지만, 정확한 연령별 인구를 알려주지는 않았다. 1925년의 간이국

세조사 결과표의 경우, 조선의 총 호수 및 인구와 함께 남녀별, 연령별, 혼

인관계별, 출신지별 인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1930년 국세조사 보고서

의 경우, 가족관계, 출생지, 문맹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제시했다. 미즈시

마는 1925년 간이국세조사 결과표와 1930년 국세조사 보고서를 통해 조선의

연령별 인구를 알 수 있었지만, “산모의 연령별 출생수”를 구할 수가 없어

서 조선인의 실제자연증가율을 계산하지 못했다.256) 이런 통계 상황으로 인

해 조선 인구의 실제자연증가율은 1941년에야 비로소 도출되었다. 그것을

계산한 미즈시마의 제자 하라후지 슈에(原藤周衞)에 따르면 그때까지도 산

모의 연령별 출생수에 관한 통계자료는 발표되지 않아서, 하라후지가 별도

로 “국세조사과에 부탁하여 1938년 인구동태통계의 자료를 토대로 ‘모친의

연령에 따라 나눈 출생의 표’를 제작”했고, “이것은 달리 공간되지 않았으므

로 [논문에] 부록으로 게재”했다.257)

미즈시마와 하라후지의 연구를 통해 드러나듯, 조선총독부의 통계자료는

일본 정부, 대만총독부의 것에 비해 정보의 종류와 양이 부족했다. 일본과

대만에 비해 조선에서 통계조사에 대한 대중들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두드러

졌음을 차치하더라도, 조선총독부의 통계조사 항목은 일본 정부와 대만총독

부의 것에 비해 정밀도가 낮았다. 조선, 일본, 대만은 동일한 통계조사를 실

시하더라도 지역의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른 집계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예

를 들어 1920년 국세조사 항목의 경우, 일본 정부는 성명, 세대에서의 지위,

성별, 출생 연월일, 배우관계, 직업, 출생지, 민적 또는 국적을 조사했고, 대

만총독부는 일본에서 조사한 모든 항목에 더하여 종족, 불구 여부와 종류,

불구의 원인, 본토어 해독력, 일본어 해독력, 읽고 쓰는 정도, 아편 흡연 여

부, 전족(纏足) 여부, 본적, 대만 도래 연도, 상주지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이에 비해 3·1 운동의 여파로 국세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임시호구조사로

256) 박명규, 서호철, 『식민권력과 통계-조선총독부의 통계체계와 센서스』 (서울: 서울대학교출
판부, 2003), 75, 82, 109쪽.

257) 原藤周衞, “朝鮮人の眞の人口自然増加率(昭和十年)”, 『民族衛生』 9(3) (1941), 147-16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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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한 조선총독부의 조사 항목은 재조일본인의 경우 이름, 성별, 연령, 배

우관계, 직업, 민적을 조사했고, 조선인은 부군별 현주 호수와 인구, 직업별

현주 호수와 인구만을 조사했다. 이는 재조일본인의 것만을 살펴보더라도

일본 정부의 조사항목보다 출생정보가 간소화된 상태였다.258) 조선총독부의

국세조사 항목에는 1930년에 출생지와 읽고 쓰는 능력 정도가 추가되었고,

1935년에는 상주지가 추가되었으며, 1940년에 이르러서야 세대에서의 지위,

직업, 출생지, 본적이 포함되었다.259) 매년 시행된 인구동태조사 또한 조선

의 조사항목은 일본, 대만의 것보다 적었다가, 1937년에야 비로소 그것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되었고, 조사 방식도 그간 지방관청에서 하던 것을 일

본과 대만에서처럼 중앙관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개편되었다.260)

본국의 것보다도 정밀성이 떨어지는 조선의 통계자료는 본국과 식민지를

아우르는 일본 제국 전역의 인구의 건강상태를 평가할 일관된 지표를 만들

려던 미즈시마의 목표에 장애물이었다. 미즈시마는 원래 실제자연증가율 개

념을 이용해서 본국 일본인의 생명력을 구하고, 그 생명력이 조선, 만주 등

으로 이주한 일본인에게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일본 제국의

확장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의 통계 문제

로 인해 이 목표의 달성이 어려워지자, 자세한 통계자료들이 필요한 실제자

연증가율 대신, 정밀성이 떨어지는 통계자료를 가지고도 구할 수 있는 새로

운 지표를 모색했다. 앞서 언급했듯 그런 고심 끝에 선택된 것이 생명표였

다.

생명표란 어느 인구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도출된 여러 생명함수들, 즉 생

존수, 사망수, 생존률, 사망률, 평균여명을 나타낸 표이다. 이 생명함수들 가

운데 생명표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것은 성별, 연령별로 나타낸 사망률이다.

사망률은 생존수와 사망수를 근거로 계산되어, 생존율과 평균여명을 구하는

데 이용된다. 연령별 평균여명은 각 연령의 인구가 이후 몇 년간 더 생존할

258) 문명기, “식민지시대 대만에 있어서의 통계시스템의 정착과 그 역사적 조건”, 『역사문화
연구』 50 (2014), 94쪽.

259) 박명규, 서호철, 『식민권력과 통계-조선총독부의 통계체계와 센서스』, 82쪽.
260) “朝鮮의 人口動態調查 中央集查制採用: 종내의 지방분사제를 버리고 一般嚮應을 切望”, 

『매일신보』 193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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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나타내는 함수로서, 해당 인구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의 기능을

한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생명표는 공중보건 정책의 기초 자료이자, 연금과

생명보험료를 산출하는 근거로 활용된다.261)

미즈시마가 생명표를 연구 주제로 선택한 데에는 대만총독부의 생명표 제

작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대만총독부는 1936년 제1회 “대만 주민의 생명

표(台湾住民ノ生命表)”를 발표했고, 같은 해 일본 정부는 제5회 생명표를 공

표했다.262) 이에 비해 조선에서는 그때까지 생명표를 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생명표에 대한 소

식을 접한 미즈시마는 서둘러 생명표 작성에 착수했고, 작업의 초기 상황을

1936년 9월 제2회 선만연합의학회에서 발표한 뒤 연구를 계속하여 1938년

『조선 주민의 생명표』를 완성했다. 『조선 주민의 생명표』의 서문에서

미즈시마는 일본 및 대만의 경우에 비하여 조선에서는 “총독부 시작 이래

약 4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하나의 생명표도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도문화 상 하나의 치욕”이라고 말하며 연구의 동기를 밝혔다.263) 즉 그에

게 있어서 생명표란 문명국이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통계자료였

으며, 대만과 비교되는 조선의 생명표 작성 지연은 조선총독부 통치의 무능

함과 태만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조선에서는 생명표가 미즈시마 개인의 연구로서 발표되기는 했지만, 일본

에서 생명표 제작은 보통 정부의 역할이었다. 일본에서는 1902년 내각통계

국의 의뢰를 받아서 보험의(保險醫)인 야노 쓰네타(矢野恒太)가 처음으로 생

명표를 작성했다. 그 뒤 내각통계국에 의해 본토 주민 전체에 대한 생명표

가 1907년, 1918년, 1930년, 1936년에 각각 발표되었다.264) 민간 차원에서는

메이지 시대에 수립된 생명보험회사들, 즉 메이지생명보험주식회사, 제국생

명보험주식회사 및 일본생명보험주식회사가 연합하여 보험금 책정 기준을

261) 日本內閣統計局 編, 『生命表 第4回』 (東京: 東京統計協會, 1930).
262) 台湾総督官房調査課, “緖言”, 『台湾住民ノ生命表 第1回』 (台北: 台湾総督官房調査課, 

1936).
263) 水島治夫, 『朝鮮住民の生命表』 (京城: 近澤書店, 1938), 2쪽.
264) 山口喜一外 編, “序”, 『生命表研究』 (東京: 古今書院, 1995); 日本內閣統計局 編, 『生命

表 第4回』 (東京: 東京統計協會,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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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위해 “3회사 생명표”(三會社生命表)를 제작하여 1910년에 발표했지

만, “3회사 생명표”는 세 보험회사에 가입한 사람들의 정보로만 계산된 것

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제작한 생명표보다 규모가

작았다.265) 이처럼 일본 정부가 주도하여 전국민에 대한 생명표를 제작하며

“국민의 수명과 위생 상태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은급(恩給), 연금, 생명

보험사업 등 많은 방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여기는 가운

데, 대만총독부 또한 생명표 작성에 착수했다. 대만총독부는 “열대권에 속하

고 내지와 그 사정을 매우 달리하는 본도”에서는 일본 본국의 생명표와 구

별되는 독자적인 생명표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생명표 제작의

준비 작업으로서 “대만주민의 생명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1930년에 발표했

고, 그것을 토대로 정식 생명표를 제작하여 1936년에 발표했다.266) 그러나

일본 정부, 대만총독부와 달리 당시 조선총독부는 생명표 작성에 관한 어떤

논의 혹은 준비 작업도 하지 않았다.

생명표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무관심에 가까운 태도를 본 미즈시마는 생명

표 제작의 역할을 도맡았다. 미즈시마의 생명표 제작은 조선 통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조선총독부의 의뢰가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관심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선총독부와 거의 연관이 없는 개인적인 차원의

작업이었다. 『조선 주민의 생명표』의 발행처는 조선총독부가 아니라 민간

출판사인 치카자와 서점(近澤書店)이고, 조선총독부의 의뢰에 의해 작성된

연구서 혹은 보고서에 일반적으로 수록되는 총독부 관료의 서문이 없다. 물

론 조선총독부로부터 직접적인 의뢰가 없었더라도, 총독부 내 관련 부서의

관료들로부터 생명표 제작에 대한 개인적인 권유나 장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연구 결과서에 연구자가 감사의 글을 쓰는 것이 관

례였지만, 『조선 주민의 생명표』는 관료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전혀 수

록되어 있지 않다. 이런 특징은 비슷한 시기에 조선총독부의 촉탁 젠쇼 에

이스케(善生永助)의 인구조사 보고서 『조선의 인구문제』(朝鮮の人口問題,

265) 明治生命保険株式会社 等, “序”, 『日本三会社生命表 第1巻』 (東京: 明治生命保険等, 
1910), 1-2쪽. 

266) 台湾総督官房調査課, “緖言”, 『台湾住民ノ生命表 第1回』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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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와 비교할 때 단적으로 드러난다. 조선총독부의 의뢰에 의해 『조선의

인구문제』는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책의 맨 앞에

는 당시 조선총독부의 인구통계 담당부서인 문서과의 과장이던 시오다 마사

히로(鹽田正洪)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267)

조선총독부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미즈시마는 “어떤 민족 전체 또는 어느

지방주민 전체의 건강상태 여하를 단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으로 출생률, 사망률, 인구증가율 또는 이환률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수들보다도, 종합적, 포괄적으로 명확하게 전체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으로

서 생명표와 같은 것이 없다”고 하면서 생명표 작성이 국가적, 민족적 차원

에서 중요한 일임을 강조했다.268)

그러나 생명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미즈시마는 생명표를

일본 및 대만의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확하고 자세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생명표의 종류로 볼 때, 일본과 대만의 생명표는 매 연령에 대해 생명함수

의 값을 계산한 “완전생명표”였다. 이에 비해 미즈시마가 만든 조선 주민의

생명표는 0세부터 4세까지는 연령별로, 5세 이상에서는 다섯 살 간격으로

연령계급을 나누어 생명함수를 구한 “간략생명표”였다. 그가 “간략생명표”를

선택한 이유는 자료의 불충분 때문이었다. 미즈시마에 따르면 “엄정한 생명

표를 작성하는 데에는 정확한 인구의 동태 및 정태 통계가 필요하다. 오늘

날까지 조선주민의 생명표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

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필요한 자료들이 완비되지 않아서, 내각통계국이 제

작한 일본인의 생명표와 같은 정세한 것을 조선 주민에 대해서 만드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하지만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간략한 것

(abridged life table)을 만드는 일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이런 상

황에서 미즈시마는 조선총독부가 생명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

기를 기다리기보다, 소략한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표의 대체적인 내용을 하

루 빨리 아는 것을 중시했다.269)

267) 鹽田正洪, “序”, 善生永助, 『朝鮮の人口問題』 (京城: 朝鮮總督府, 1935).
268) 水島治夫, 『朝鮮住民の生命表』 (京城: 近澤書店, 1938), 2쪽.
269) 水島治夫, 『朝鮮住民の生命表』,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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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시마가 “간략생명표”를 연구하도록 만든 것은 대만과 다른 조선의 인

구 정보 집계 방식이었다. “완전생명표”를 작성하려면 각 연령의 사망률 정

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1938년 전까지 조선에는 연령별 사망률이 완벽하게

집계되지 않았다. 조선의 인구통계에서 사망 정보는 0세와 1세는 연령별로

구분된 반면, 2세부터 4세까지는 하나의 계급으로 묶여있고, 5세 이상부터

40세 미만까지는 다섯 살 간격의 계급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40세 이상은

열 살 간격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세 이상은 하나의 계급으

로 다루어졌다.270) 이런 집계 체계는 1937년 10월 조선총독부가 “조선인구

동태조사규칙”을 선포하여 본국과 동일한 방식, 즉 모든 연령마다 각각 사

망수와 사망률을 집계하는 방식을 채택할 때까지 유지되었고, 이 새로운 방

법을 적용한 1938년 인구동태조사의 보고서는 1940년에야 비로소 발간되었

다.271) 따라서 미즈시마는 1938년 이전 조선의 통계자료들로 작성이 불가능

한 “완전생명표” 대신, 자료에 약간의 보정을 가하면 만들 수 있는 “간략생

명표”를 채택했다.

나아가 조선의 생명표를 작성하는 데에는 통계 항목의 소략함보다 더 해결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란 조선인 유유아(乳幼兒, 이후 유아라

고 약칭) 사망률의 부정확성이었다. 유유아란, 1세 미만의 아이인 유아(乳

兒)와 1세 이상 5세 미만의 아이인 유아(幼兒)를 합쳐서 일컫는 말이지만,

사망률의 정확성 논란에서 주로 거론된 것은 0세와 1세의 사망률이었다. 사

망률은 생명표 제작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함수였다. 『조선

주민의 생명표』에는 간략생명표를 구성하는 생명함수들, 다시 말해 사망률,

생존수, 평균여명을 구하는 공식과 계산과정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는데, 그

에 따르면 연령계급에 따라 세부적인 계산식에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

만, 일반적으로 조선총독부의 통계자료에서 얻은 연령계급별 사망수를 이용

하여 사망률을 계산하고, 사망률을 이용하여 생존율과 생존수를 구하며, 생

존수를 바탕으로 평균여명을 계산했다.272) 요컨대 사망률은 그 자체로도 인

270) 水島治夫, 『朝鮮住民の生命表』, 4쪽.
271) 朝鮮總督府 國勢調査課, “凡例”, 『昭和13年 朝鮮人口動態統計』 (京城: 朝鮮總督府,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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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함수이면서, 동시에 다른 생명함수들을 계산

하기 위한 기본값이었다. 생명표에는 0세부터 80세 이상까지 연령계급별로

계산된 사망률이 수록되는 데, 미즈시마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0세 사망률

은 다른 연령의 사망률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그 대소에 의해 전체 연령

의 생존수의 다소가 좌우되고, 또 평균여명 중 가장 중요한 0세 평균여명의

값이 좌우되기 때문”이었다.273) 따라서 0세 사망률은 생명표 전체의 계산을

좌우하는, 가장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값이었다.

인구현상의 파악에서 0세 사망률이 지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유

아사망률의 정확성은, 미즈시마의 지적을 떠나, 192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의심을 받아 온 문제였다. 조선총독부의 통계에 따르면 조선인의 유아사망

률은 일본인 유아사망률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조선의 인구현상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조선인의 유아사망률이 일본인의 것보다 작다는 점

에 의구심을 느꼈다. 그들 중 사회학자인 나마에 다카유키(生江孝之)는 조선

인의 유아사망률에 대한 의문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1931년에 그가 발표

한 논문 “조선 유아사망률에 대한 의문과 고찰”은 조선인 유아사망률이 일

본인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은 “세계가 놀랄 만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세

계 각국의 유아사망률과 비교하며 조선인 유아사망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

기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이 유아보호시설의 부족과 건강을 해치는 전통으

로 인해 문명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유아사망률을 보였듯 공중보건의 발달

에 따라 유아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조선은 ‘하등 사회

시설도 없이, 또 가정의 자각도 없이’274) 다른 나라들이 미처 달성하지 못한

낮은 유아사망률을 보였다. 나마에는 조선에서 전통적으로 위생 관습이 발

달하여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하며, 조선의 낮은 유

아사망률을 통계적인 ‘오류’라고 판단했다. 여기에서 통계적인 오류는 유아

의 사망을 경시하는 관습을 지닌 조선인들이 유아사망을 신고하지 않아서

272) 水島治夫, 『朝鮮住民の生命表』, 14-19쪽.
273) 水島治夫, 崔羲楹, “在滿 (關東局管内) 朝鮮人の生命表”, 『民族衛生』 9(2) (1941), 

119-130쪽.
274) 生江孝之, “乳幼兒保護問題に就いて”, 『朝鮮社會事業』 7(8) (1929), 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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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현상이었다.275)

물론 모든 연구자가 조선인의 낮은 유아사망률이 통계적 오류에서 비롯되

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총독부의 촉탁으로 조선의 인구현상을

조사한 젠쇼 에이스케는 아이가 죽었을 때 “신고를 하지 않고 매장하는 것

은 경찰제도가 완비된 오늘날 그다지 많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조선인의

낮은 유아사망률을 “오진이라고 일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 젠쇼는 조선인의 유아사망률이 낮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는

조선에 도회지가 적고 촌락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으며, 여자 중 공장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도 극히 적다는 점, 둘째는 인공영양이 적고 대부분의 경우

모유수유가 이루어지는 점, 셋째는 결핵, 화류병 등의 환자가 적은 것이었

다. 이에 비해 재조일본인의 유아사망률이 조선인에 비하여 높은 이유는, 재

조일본인의 대부분이 도회지에서 생활하고 산모와 유아가 조선의 기후, 풍

토 등의 환경에 순응치 못하여 저항력이 약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젠쇼는 추

측했다.

젠쇼의 견해와 반대로 미즈시마는 조선인의 낮은 유아사망률이 통계의 오

류라고 생각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나마에처럼 미즈시마 또한 조선인의

영아사망률이 일본인보다 훨씬 더 낮은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물론 크게

의심스럽다”고 여겼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조선인의

0세 사망률은 재조 일본인보다 남자는 8.78만큼, 여자는 12.09만큼 낮았다.

미즈시마는 일본인보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위생적으로 열악한 “조선인 대

중생활의 실정을 생각하면 유아사망이 그 정도로 적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한 뒤, “조선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유아사망을 부모보다 앞서

가는 불효자로 여기며 좋지 않게 보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유소아가 사망한

경우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암장(暗葬)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조선인 사망통계의 정확성에 의혹을 제기했다.276)

미즈시마는 조선의 위생 수준에 대한 사회적 관념뿐 아니라 인구학의 일반

275) 愼蒼健, “植民地衛生学に包摂されない朝鮮人―一九三〇年代朝鮮社会の『謎』から”, 坂野
徹, 愼蒼健 編, 『帝国の視角／死角』 (東京: 青弓社, 2010), 17-52쪽.

276) 水島治夫, 『朝鮮住民の生命表』 (京城: 近澤書店, 1938),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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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념에 기대어 조선인의 유아사망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조

선인의 유아사망률을 “조금이라도 주의 깊게 본 사람이면 기이하다고 느낄”

만한 점으로 0세 사망률이 1세 사망률보다 낮음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어느 나라에서든 0세 사망률이 1세 사망률보다 높은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1925년부터 1930년까지 조선

인의 0세 사망률은 인구 천 명당 남자 65.50, 여자 55.19이고, 1세 사망률은

남자 72.28, 여자 62.44로, 남녀 모두에서 0세 사망률이 1세 사망률보다 낮

다. 이것을 같은 기간 일본인의 사망률과 비교하면, 재조일본인의 0세 사망

률은 남자 74.28, 여자 67.28, 1세 사망률은 남자 51.88, 여자 42.69로, 남녀

모두 0세 사망률이 1세 사망률보다 높다.277) 본국의 통계와 비교하면 일본

인의 0세 사망률은 남자 140, 여자 124이고, 1세 사망률은 남자 43.1, 여자

42.1로, 남녀 모두 0세 사망률이 1세 사망률의 약 세 배 높다.278) 미즈시마

가 보기에 인구학의 관점에서 0세 사망률이 1세 사망률보다 낮은 것은 “도

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279)

조선인 유아사망률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생명표를 작성하기 위해 미즈시

마가 선택한 해결책은 전조선의 조선인 유아사망률 대신 경성부의 조선인

유아사망률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조선총독부가 공표한 통계로 0세 및

1세의 사망률을 계산하면 0세 사망률은 남자 0.06550, 여자 0.05519이고, 1세

사망률은 남자 0.07228, 여자 0.06244이지만, 그것을 “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늘날 전조선에 걸쳐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보정하기에 적당한 다른 기준도 없”기 때문에, “경성부

조선인의 0세 및 1세 사망률을 전조선인에 전용하기로 한다”고 언급하면

서280) 경성부의 0세 사망률 남자 0.25217, 여자 0.23009와 1세 사망률 남자

0.10803, 여자 0.10279를 공식에 대입하여 생존수와 평균여명을 구했다. 미즈

시마가 사용한 경성부의 데이터는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통계자료가 아니라,

277) 水島治夫, 『朝鮮住民の生命表』, 52-55쪽.
278) 水島治夫, 『朝鮮住民の生命表』, 34쪽.
279) 水島治夫, 『朝鮮住民の生命表』, 5쪽.
280) 水島治夫, 『朝鮮住民の生命表』, 29, 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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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부가 보유한 “화장 및 매장 인허증”(火葬及埋葬認許證)을 직접 검토하

여 얻은 것이므로, 이 보정방법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의 유아사망률 관련

정보를 생명표 작성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미즈시마의 전조선 유아사망률을 경성부의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 외에 다

른 적절한 보정법이 없다고 말했지만, 이 방법이 유일하거나 일반적인 선택

지는 아니었다. 인구학에서 어느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보

편적인 접근 방법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규모의 표본집단을 선정하

여 그 인구현상을 분석하고 일반화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조선의 최대도시인 경성부의 인구를 조선을 대표하는 표본집단으로 간주하

기는 어려웠다. 이런 문제점을 자각한 미즈시마는 “경성 같은 도시를 대부

분 농촌으로 이루어진 전조선의 축도(縮圖)로 간주하기 무리임은 분명하다”

고 연구의 한계를 고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즈시마는 경성부 연구가

조선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성부의 조

선인 유아사망률로 전조선의 유아사망률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81)

미즈시마가 전조선의 유아사망률을 경성부의 것으로 치환한 가장 큰 이유

는 미즈시마의 연구목표가 조선에서 확보된 인구통계의 전반적인 특징을 보

여주는 것보다도, 신빙성 있는 통계를 제시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그는 생명표 연구에서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인구조사의 활용도보다도

과학적인 연구로서의 신뢰성를 강조했다. 미즈시마에게 생명표 제작은 단지

일본 정부나 대만총독부가 한 것처럼 조선총독부가 했어야 할 행정적인 사

무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연구였다. 정확한 데이터는

생명표가 학술적인 연구로서 논의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었다. 설령 풍

부한 통계자료가 확보되었더라도 “진상이 정확하게 판명되지 않으면, 공표

된 통계를 그대로 사용하여 생명표, 생존수, 평균여명을 계산하더라도 그 결

과는 무의미하고, 오히려 사람을 현혹시키고 왜곡된 관념을 퍼뜨릴” 뿐이었

다.282)

281) 水島治夫, 『朝鮮住民の生命表』, 5쪽.
282) 水島治夫, 『朝鮮住民の生命表』,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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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즈시마는 데이터의 신빙성을 중시하면서, 경성부 유아사망률의

정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사실 미즈시마의 보정법은 경성부와 다른 도시

들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고심하여 선택한 결과가 아니었다. 경성부의 유아

사망률로 전조선의 것을 대체하기로 결정했을 때, 미즈시마는 아직 조선의

다른 지역들의 유아사망률 혹은 생명표를 도출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가 다

른 지역보다 먼저 경성을 연구한 이유는, 경성부 당국과의 협력관계 때문이

었다. 1930년대 중반에 도시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경성부 당국은

1936년 미즈시마에게 도시 특유의 인구현상에 대한 강연을 요청했고, 강연

을 준비하느라 미즈시마는 전조선의 인구현상과 별도로 경성부의 인구현상

에 대해서도 분석했다.283) 즉 미즈시마가 경성을 전조선의 비교 대상이자

대체물로 다루게 된 것은 경성의 인구학적 대표성에 대한 숙고보다는, 경성

부의 도시계획이라는 상황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비록 미즈시

마가 “경성부에서는 경찰제도가 엄중하여 암장이 어렵고 유소아의 사망신고

누락이 매우 적어서”라고 말하며 경성부 사망통계의 정확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이것 자체가 조선의 인구현상에 대한 경성부의 대표성을 담보해주

지는 않았다. 따라서 미즈시마는 경성부 유아사망률을 이용하여 조선 전체

의 대체적인 정세를 ‘유추’하는 것으로 연구의 의의를 제한했으며, 경성부

유아사망률을 전용하는 보정법의 정당성은 최희영, 하라후지 등 미즈시마의

제자들이 발표한 후속 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284)

미즈시마의 생명표는 조선의 통치 계획에 유용한 자료로서 관련자들의 주

목을 끌었다. 가령 제6회 전국도시문제회의에 참가한 한 인물은 미즈시마가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아일보』에 조선의 도시 개발에 대한 사설을

기고했다. 그에 따르면 “경성과 같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정상적으

로 발전한 형태가 아니고 변태적인 특수형”으로 “이것을 뒷받침하는(證左)

특징을 동 회의가 스스로 가르쳐 주”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예시가 “성대

283) 水島治夫, “都市人口の動態に關する社會衛生學的考察”, 京城都市計劃硏究會　編, 『朝鮮
都市問題會議錄』 (京城: 京城都市計劃硏究會, 1936), 266-95쪽.

284) 崔羲楹, “朝鮮住民の生命表-第一回生命表(昭和元-五年)の補充及び第二回生命表(昭和六-
十年)精細生命表”, 『朝鮮醫學會雜誌』 29(11) (1939), 68-108쪽; 原藤周衛, “朝鮮人乳幼兒
死亡に就て二,三の考察”, 『滿鮮之醫界』 233 (1940), 4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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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시마 박사의 보고인 경성주민의 생명표”였다. 기고자는 “경성 주민의

생명표에 나타난 조선인의 수명, 즉 조선 도시의 위생사정은 참으로 암담”

하다고 말하며, 미즈시마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 뒤 “유아의 사망률이 높고

생존수가 적으며 평균수명이 짧은 것은 결국 그만큼 조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유약한 가운데 사망해버리고, 그 사망원인은 선천적 생리의 고장보

다도 위생시설의 불비로 인하여 후생을 향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경성부 생명표의 위생학적 함의를 제시했다. 나아가 기고자는 이것을 도

시계획의 방침과 연관지으면서, “아무리 오늘 경성이 평면으로 입체로 호화

로운 건축물이 즐비하다고 해도 그 뒷면에 토막이 증가한다면 그것을 발전

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인구가 팽창되어가되 그들의 수명이 단축된다

면 그런 도시의 생활은 우리의 원할 바가 못된다”고 단언하며, “경성을 비

롯하여 조선의 각 도시를 미화하고 순화하고 후화시켜 비명횡사하는 주민이

수명을 연장시키기에 노력”할 것을 주장했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종합

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로되 무엇보다도 사회의학을 좀 더 연구하고 위생

시설의 확충을 포함한 도시건조를 실현시키는 것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라고

향후 도시계획의 방침을 제시했다.285) 조선총독부 또한 미즈시마의 생명표

를 정책 자료로 이용했다. 조선총독부가 국토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편찬한

자료집에는 미즈시마와 최희영이 발표한 생명표들이 수록되었다.286)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미즈시마의 생명표를 통치 자료로 활용하면서도, 그

의 연구결과에 전적으로 수긍하지는 않았다. 이는 미즈시마의 생명표가 발

표된 이후 조선총독부가 별도로 조선인 생명표만 작성한 데에서 드러난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인 생명표는 작성하지 않고 조선인 생명표만 작성했다.

왜 조선총독부는 평소 위생정책을 비롯한 사회정책에서 우선시한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에 대해서만 생명표를 작성했을까? 당시 조선에서 발표된 생

명표로는 미즈시마와 최희영이 발표한 1926년부터 1931년까지의 경성부 조

285) “(사설)조선인의 생명표”, 『동아일보』 1938.10.12; 이 기사의 일역본이 “朝鮮人の生命
表”, 『朝鮮通信』 149(3734) (1938.10), 3-7쪽에 수록되었다.

286) 朝鮮總督府企劃部 編, 『國土計劃調査參考資料 其8-朝鮮住民ノ生命表ニ關スル資料』 (京
城: 朝鮮總督府企劃部,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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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 생명표, 경성부 일본인 생명표, 전조선 조선인 생명표, 전조선 일본인

생명표가 있었으며, 특별히 조선인에 대해서만 연구가 덜 된 상황이 아니었

다. 이런 조건에서 조선총독부가 전조선 조선인 생명표만을 추가로 작성한

이유는 전조선 조선인 생명표를 작성할 때 미즈시마가 사용한 보정법에 불

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즈시마는 전조

선 조선인의 유아사망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폐기하고 전조

선 조선인의 유아사망률을 경성부 조선인의 유아사망률 통계로 대체했다.

이렇게 보정한 생명표에는 사실상 조선총독부가 수집한 전조선 조선인의 유

아사망 데이터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통계자료를 공표한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는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려고 미즈시마가 사용한 보정법이, 오히려

전조선 조선인의 상황을 생명표에서 배제한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자신들이 제작한 조선인 생명표가 미즈시마의 것보다 정확하

다고 자부했다. 조선총독부의 생명표는 1938년에 발표된 인구동태조사 보고

서의 조선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된 완전생명표였다. 미즈시마가 발표해

온 간략생명표들이 5세 간격으로 인구의 연령별 생명함수를 수록한 데 비

해, 조선총독부의 완전생명표는 매 연령별 생명함수를 담고 있었다. 인구동

태조사 보고서는 신고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는 집계방식은 통계연보와 같지

만, 연령별 사망수를 비롯한 더 많은 조사항목들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연보와 국세조사 자료에만 의지한 미즈시마와 달리 조선총독부는 완전

생명표를 만드는 필요한 자료들을 완비할 수 있었다. 물론 미즈시마는 간략

생명표를 발표할 때 그것이 완전생명표만큼의 정확성과 그보다 더 좋은 효

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자신들이 새로 제작

한 생명표가 “통계자료, 계산방법 모두 본 생명표[미즈시마의 생명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특히 출생, 사망통계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통계연보에

등재된 것[미즈시마가 사용한 자료]과 쇼와 13년 인구동태통계는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287)

287) 朝鮮總督府 遞信局, “昭和十三年人口動態調査に基く朝鮮人の生命表に就いて”, 『朝鮮總
督府調査月報』 11(6) (1940.6), 16-32쪽, 미즈시마에 대한 언급은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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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선총독부의 생명표에 대한 미즈시마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미즈

시마는 조선총독부가 생명표를 공표한 직후, 재만 조선인의 생명표를 제작

했다. 제작의 우선적인 목적은 “결함이 많은 반도 조선인의 생명표를 추보

하기 위해서”였다.288) 다시 말해 미즈시마의 제작 의도는 전조선 조선인의

생명표는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성부 조선인 생명표와 관동국 조선

인의 생명표를 비교함으로써 그 실제 수치를 유추하려는 데 있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조선총독부의 생명표는 여전히 전조선 조선인의 유아사망률 문

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근시 조선총독부 체신국 보험감리과에서 소화 13년도 인구동태조사에 기반하

여 계산한 조선인의 생명표가 발표되었다. 이에 의하면 소화 13년의 출생수

에서 동년 0세 사망수를 뺀 값을 0세 사망률로 하고, 그 값은 남자 95.16, 여

자 79.57이 된다. 이것은 매우 낮고 재만 조선인의 것에 비해 남자 57%, 여

자 55%에 지나지 않는다. 과연 이것을 진짜 액면대로 인용해도 좋을 것인

가? 먼저 이상하게 생각되는 점은 0세 사망률과 1세 사망률의 비율이다...만

약 통계가 정확히 집계되었다면, 내지의 경우와 같이 0세 사망률은 1세 사망

률의 3배 이상일 것이다...조선인에서도 0세 사망률은 1세 사망률에 비해 매

우 크고, 그 비는 내지인의 경우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위 표와 같이

조선인의 0세 사망률/1세 사망률이 어째서 작은 것일까? 그 주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1세 미만의 사망에서는 신고누락이 많기 때문. 둘째는 1세

미만의 사망이라도 0세에 들어가지 않고 1세에 들어간다는 집계상의 오류이

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나이를 세는 관습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기 쉬운

오류라고 생각한다. 체신국이 사용한 자료에서는 제2의 집계상의 오류의 염

려는 없겠지만, 제1의 이유 즉 신고누락이 강하게 작용할 것임은 쉽게 상상

할 수 있다.289)

미즈시마는 이와 같이 조선총독부가 사용한 인구동태조사 자료가 여전히

부정확한 유아사망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이 사용한 만

288) 水島治夫, 崔羲楹, “在滿 (關東局管内) 朝鮮人の生命表”, 『民族衛生』 9(2) (1941), 130쪽.
289) 같은 글,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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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동국의 조선인 동태통계는 “반도에 비해서는 구역이 좁아서 관권의 눈

이 닿기 쉬우므로 사망신고가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재만 조선인 생명표는 경성부 조선인의 생명표와

비슷하다고 언급하며, 자신이 이전에 발표한 생명표의 정확성을 옹호했

다.290)

이후 미즈시마의 비판에 대항한 조선총독부의 추가 연구는 발표되지 않았

다. 인구동태조사, 국세조사 등 생명표의 기반이 되는 통계조사들이 1940년

과 1943년에 시행되었지만, 조선총독부에는 생명표를 제작할 만한 시간과

인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즈시마도 1940년 규슈제대로 전임하면서

조선을 떠난 뒤에는 더 이상 조선인의 생명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조선총독부 사이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채 조선인의 생명표 연구는

중단되었다.

5. 맺음말

기초의학의 실지 응용을 위해 미국의학을 도입한다는 경성제대의 기획에

의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으로 유학한 미즈시마는 그곳에서 위생학의 새로

운 연구법으로 부상한 생물통계학을 배웠고, 귀국 후 경성제대 위생학예방

의학교실의 연구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들과 함께 생물통계학을 적

용한 인구통계를 왕성하게 연구했다. 그들의 연구 목표는 일본 제국을 구성

하는 서로 다른 민족의 생명력을 계산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의 바탕에는

민족별로 생명력에 고유한 크기와 패턴이 있으며 정확한 생명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계상의 오류를 일으키는 여러 요인들을 배제하여 계산 결과를

보정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었다. 이것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생물

통계학 연구의 기본적인 접근법이 되었다.

인구통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미즈시마는 일본 민족위생학계의 연구자들

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그는 당시 일본 위생학계에 막 소개된 생물통계학을

적용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발표하면서 학계의 최신 경향을 주도하고자 했

290) 같은 글, 119,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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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본, 조선, 만주를 관통하는 인구학적 이론을 도출했다. 이런 미즈시마

의 활동은 본국 의학계를 주도하는 다른 의학자들의 활동과 흡사하다는 점

에서, 식민지의 연구 대상과 종류가 반드시 지역적 사례연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연구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게 됨을 드러낸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인구통계 연구는 조선총독부에게 인구현상

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리의 방식을 제시했다. 미즈시마는 단순히 통계수

치의 증감을 통해서가 아니라 민족별 생명력의 특징을 바탕으로 인구현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조선총독부에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일본 정부와

대만총독부가 생명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

하지 않는 조선총독부의 나태함을 비판했다. 이는 단순히 인구조사가 지연

되었다는 지적이 아니라, 일본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인구통치 방식을 조선총독부가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었다.

미즈시마에게 생명표는 단지 인구의 양적 변화가 아니라 인구현상의 민족별

규칙성을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도구였다.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그는 원래

대로라면 조선총독부가 작성했어야 할 생명표를 대신 만들고, 생명표가 제

시하는 인구관리 방식을 조선총독부가 받아들이도록 촉구했다. 다시 말해

그는 조선총독부보다 먼저 인구통치 방법에 대해 고민했고, 경성제대의 연

구 자발성에 힘입어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새

로운 인구통치 방식을 조선총독부에 제시했다. 이는 미즈시마가 조선총독부

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일본 제국 내에서 막 부상한 새로운 인구통치 기획을

실현하고자 했으며, 위생학 연구자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생학계의 최

신 연구법을 적용한 과학적, 합리적인 통치 방향을 조선총독부에 제시했음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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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결핵 통계

연구와 조선인 결핵 실태의 ‘진상’ 규명

1. 머리말

이 장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교수인 미즈시마를 제외한 나머

지 연구원들의 결핵통계연구를 다룬다. 그들은 미즈시마를 도와 그의 전공

분야인 인구통계를 연구하는 한편, 자신들만의 연구주제를 찾기도 했다. 그

중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원들로부터 널리 관심을 받은 주제

는 결핵이었다. 그들은 미즈시마로부터 배운 생물통계학을 사용해서 조선의

인구 사이에 결핵이 얼마나 침투했는지를 탐구했다. 이처럼 경성제대 위생

학예방의학교실의 결핵 연구는 인구집단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생물통계

학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인구통계 연구의 기본적인 접근법을 계승한 것이었

다.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이 장은 결핵 연구와 2장에서 살펴본 인구통계

연구 사이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민족의 생명력을 계산하려 한 인구

통계 연구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이 결핵이라는 연구대상을 만나 어떻게 계승

되고 변형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 전통

이 성립된 과정을 이해하려 한다.

아울러 이 장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결핵통계연구를 1930년대

후반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결핵예방사업을 배경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결핵예방사업을 시행했지만 1940년에야 비로소 조선의 결

핵 유행 실태에 대한 중앙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그 전까지 조선의 결

핵실태에 관한 조사는 지방의 개별 위생과에 맡겨진 상태였고, 그 연구방법

도 조사를 담당한 위생관료들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런 상

황에서 일부 위생관료들이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연구원들과 연계하

여 관할 지역의 결핵 유행 실태를 조사했다. 이 장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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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실의 연구원들과 지방의 위생관료들이 어떤 관계를 맺으며 결핵통계

연구를 진행했는지, 그것이 후일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전국적인 조사와 어

떤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장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통계연구가 갖는 독특성을 드러낼 것이다.

나아가 이 장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원들이 조선의 결핵통

계를 연구하는 동안 직면한 난관과 그 해결방식을 검토함으로써, 식민지의

통계연구가 지닌 한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 과정에서 경성제대 위생

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원들은 조선인의 결핵 사망률이 그들의 예상과 달리

일본인의 결핵 사망률보다 훨씬 더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통계수

치는 조선에서 활동하던 의학자들이 조선인에 대해 가진 통념과 맞지 않는

정보였다. 그 통념에 따르면,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생활수준이 낮고, 서양의

학의 이용 또한 부족하며, 근대적인 통계체계 형성에 참여할 만한 문화적

소양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이런 조선인보다 일본인이 결핵에 취약할 리

없다고 생각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자들은 통계에 나타난

‘오류’를 바로잡고 조선인의 진정한 결핵 사망률을 구하고자 했다. 이 장은

그들이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취한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그 교정법이 ‘허

약한’ 조선인에 대한 의학자들의 통념을 반영했고, 그와 동시에 그 통념을

강화했음을 보이고자 한다.

2. 조선의 결핵 급증과 그에 대한 의학자들의 반응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는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결핵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이 시행되었다. 특히 1938년부터 1942년 사이에

10여 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들은 결핵 유행의 민족적 특징을 통

계적으로 도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공통의 주제와 방법

론 하에 전개된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의 연구들은 그 전까

지 동 교실에서 시행된 단편적인 결핵 연구들과 구분된다. 예를 들어 1930

년대 초까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는 결핵의 전파 경로에 대한

와타비키 도모미쓰(綿引朝光)의 연구와 일본의 지역별 결핵 사망률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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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니노미야 즈카사(二宮司)의 연구가 발표되었는데,291) 두 연구는 결핵이라

는 주제를 다룬 것 외에 서로 특별한 연관이 없었고, 후속 연구로 이어지지

도 않았다.

이런 가운데 1930년대 후반부터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일군의

연구원들이 결핵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들 중 결핵 연구를 주

도한 인물은 스가와 유타카(須川豊)였다. 그는 1936년에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한 뒤 모교의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 들어가서 수련을 받고 후일 동 교

실의 조수 및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수련을 마친 뒤에는 경기도 위생기사

및 위생과장을 역임한 인물이다.292) 그는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

에 걸쳐 결핵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여, 결핵 사망률과 감염률에 관한 다수

의 논문을 발표했다.293) 이 과정에서 스가와는 대체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

의학교실의 후배 연구원들 혹은 경성제대 의학부의 다른 교실 소속 연구자

들과 공동으로 연구했고, 협동 연구가 아닌 경우에도 조언 혹은 지도라는

방식으로 후배들의 결핵 연구에 관여했다.294) 스가와를 구심점으로 한 지적

291) 綿引朝光, “結核病原經路”, 『滿鮮之醫界』 72 (1927), 1-24쪽; 二宮司, “統計的に見た肺
結核死亡の諸相”, 『朝鮮及滿洲』 279 (1931.2), 50-4쪽.

292) 安西定, “須川豊先生を悼む-公衆衛生の総合化と実践に貢献”, 『日本公衆衛生雑誌』 42(5) 
(1995.5), 299-300쪽; 須川豊, “初期の衛生学敎室”,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編輯
委員會 編,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 紺碧遥かに』 (京城: 京城帝國大學同窓會, 
1974), 228-239쪽. 

293) 결핵 사망통계에 관한 스가와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須川豊, 原藤周衛, “朝鮮ニ於ケル結
核死亡ニ就て”, 『滿鮮之醫界』 232 (1940.7), 1-8쪽; 須川豊, 大神盛正, “朝鮮ニ於ケル醫師
ト醫生”, 『朝鮮行政』 (1942.2), 19-27쪽; 결핵 집단검진인 투베르쿨린반응검사 결과에 대한 
스가와의 통계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 渡邊龍三, 須川豊, “小學校新入兒童の「ツベルクリン」
皮內反應の推移”, 『滿鮮之醫界』 216 (1939), 1-30쪽; 黑田聖吉, 須川豊, “小學校新入兒童
の「ツベルクリン」皮內反應の推移 (第二囘報告)”, 『滿鮮之醫界』 226 (1940), 1-14쪽; 津村
初男, 武藤実夫, 須川豊, “黄海道内諸地方に於ける「ツベルクリン」反応陽性率”, 『滿鮮之醫
界』 235 (1940.10), 1-6쪽; 須川豊, 原藤周衛, “朝鮮人ニ於ケルツべルクリン陽性律”, 『日本
医学及健康保險』 3199 (1940), 8-12쪽; 須川豊, “結核と年齡”, 『朝鮮医学会雜誌 臨床篇』 
1(2) (1941-1943), 125-134쪽.

294) 스가와가 저자로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초까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발표된 결핵 연구에는 모두 스가와의 지도와 조언에 대한 감사의 
문구가 쓰여있다. 大神盛正, “仁川在住學童のマントー氏反應成績と社會的諸因子との關係”, 
『滿鮮之醫界』 240 (1942), 14-29쪽; 松島信雄, “平安南道に於ける朝鮮兒童のツベルクリン
皮內反應檢査成績”, 『朝鮮医学会雜誌 臨床篇』  1(5) (1941-1943), 47-60쪽. 그 외에 경성
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수행된 것은 아니지만 스가와의 영향을 받은 결핵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京城帝國大學衛生調査部 編, “ツベルクリン結核反應(マンツー氏反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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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통해,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결핵 연구들은 일관된 방법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처럼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

원들이 1930년대 말 결핵을 연구의 주제로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에서는 1920년대 후반부터 결핵의 급증에 대한 위기의식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한 신문기사는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가 발표한 통계를 인용

하여, 1927년 2월 말까지 조선에서 폐결핵 환자가 5,706명으로, 그 전 해와

비교하여 약 2,000명이 증가했다고 우려했다.295) 다른 해에 발표된 신문기사

또한 조선총독부의 통계를 인용하여 1927년부터 1933년까지 연도별로 연말

에 집계한 폐결핵 환자 수가 1927년에는 4,836명, 1928년에는 6,835명, 1929

년에는 7,650명, 1930년에는 6,674명, 1931년에는 7,477명, 1932년에는 8,058

명, 1933년에는 9,014명이라고 열거하고, 이 수치로 보아 1930년을 제외하고

는 “매년 500명 이상 1,000여 명씩 결핵 환자가 격증하고 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296) 두 기사의 1927년도 폐결핵 환자 수 차이가 인용한 자료의 차

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 쪽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두 기사 모두 조선에서 결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

면서 그 현상에 대해 불안해하는 점은 동일하다.

조선의 결핵 급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조선에서 활동한 의사들

도 결핵의 예방과 치료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결핵의 유행에

가장 빠르게 대응한 집단은 선교의사들이었다. 선교의사 로제타 홀(Rosetta

Hall)은 1928년 10월 황해도 해주에 결핵 환자의 격리 수용과 치료를 위한

해주구세요양원(海州救世療養院)을 열었고,297) 세브란스병원의 의사들은

1929년 결핵 격리병사를 신축하고 결핵에 관한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할 목

적으로 항결핵회를 창립했다.298)

『土幕民の生活·衛生』 (東京: 岩波書店, 1942), 264-272쪽. 미즈시마와 스가와의 기여에 대
해서는 같은 책의 315쪽에 수록된 경성제대 위생조사부의 대표 학생인 다나카 마사시(田中
正四)의 후기를 참조하라. 

295) “작년 1년간 3천 명 사망. 매년 3천 명씩 늘어간다, 전율할 결핵병 통계”, 『조선일보』 
1927.4.20.

296) “보건상 절대 위험. 결핵병자 강제 수용 총독부서 결핵예방령 입안 중. 산재한 환자 9천 
여 명”, 『조선일보』 1934.6.28.

297) “용당포(龍塘浦) 해안에 구세요양원(救世療養院)”, 『동아일보』 192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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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이어서 관공립병원의 조선인 및 일본인 의학자들도 1930년대 초부터

활발한 기고와 강연을 통해 결핵 관련 지식을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보급하

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경성제대 제1내과학교실 조수 김동익(金東益)은

1932년 3월 대중을 위한 의학강연회에서 폐결핵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발

표했고,299) 경성제대 제2내과학교실 조수 박병래(朴秉來)는 1933년 9월 총 9

회에 걸쳐 폐결핵에 대한 연재 기사를 신문에 게재했다.300)

이처럼 조선에서 결핵은 1920년대 후반부터 점차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

식되었지만, 연구 주제로서는 1930년대 중반에야 비로소 의학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의 논의는 주로 조선의 보건문제를 다루는 『조선의학

회잡지』와 『만선지의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조선의학회잡지』는

조선 지역을 대표하는 의학회인 조선의학회의 기관지였다. 조선의학회는 조

선에 재주하는 의사들로 구성된 학술단체로, 1911년 4월 조선총독부의원 원

장 후지타 쓰구아키라(藤田嗣章)를 비롯한 10명의 의사가 주축이 되어 학회

를 창립했으며 창립 당시 회원은 총 362명이었다. 그 구성원은 대부분 조선

의 관공립의원인 조선총독부의원과 각 지방의 자혜의원, 그리고 사립의원의

의사였다.301) 조선의학회의 주된 활동은 학술교류였다. 조선의학회의 초대

회장이 된 후지타에 따르면 학회의 설립 목적은 “학문으로 신정(新正)을 돕

고 조선의 미개한 풍토병 등을 연구하며, 회원 서로가 지식 교환과 의사의

유통을 도모”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선의학회는 매년 9월

학술대회인 총회를 개최하고 각 지방의 자혜의원들을 중심으로 지회를 조직

하여 정기적인 학술 발표회를 열었으며, 학회의 창립과 동시에 학술지인

298) “조선의 결핵환자는 7대 1의 비례-이 망국병의 구제기관으로 항결핵회가 출현”, 『매일신
보』 1929.10.15.

299) “보건강좌-폐결핵의 예방법과 치료법. 성대 岩井 내과 김동익 씨 강연”, 『조선일보』 
1932.3.5.

300) “폐결핵은 우리를 죽여-발생 원인을 알아서 미리 섭생에 힘쓰자(1)”, 『조선일보』 
1933.9.9; “폐결핵은 우리를 죽여-발생 원인을 알아서 미리 섭생에 힘쓰자(完)”, 『조선일보』 
1933.9.20. 

301) “朝鮮医学会總會準備記事”,  『朝鮮医学会雜誌』 1 (1911.12), 149쪽; “朝鮮医学会役員”, 
『朝鮮医学会雜誌』 1 (1911.12), 171-180쪽. 후지타 쓰구아키라의 생애와 조선에서의 의료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최규진, “후지타 쓰구아키라의 생애를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의학/의료/위생”, 『의사학』 25(1) (2016), 4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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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학회잡지』를 창간하여 매월 발행했다.302)

『조선의학회잡지』가 조선에서 활동한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학

술지인 데 비해, 1921년 만선지의계사(滿鮮之醫界社)에 의해 창간된 『만선

지의계』는 만주의학계와 조선의학계를 아우르는 의사 평론지임을 표방했

다.303) 그러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만선지의계』는 평론지와 학술지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조선의학회잡지』가 연구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문 등을 주로 게재함으로써 의학자들의 학술적 교류를 도모하는 데 초

점을 맞춘 데 비해, 『만선지의계』는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범위의 소식

들을 전달했다. 『만선지의계』에 실린 글 중에는 연구 논문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조선과 만주에서 시행된 보건의료 정책 및 그에 대한 비평, 지역

위생과들의 조사 보고, 의사면허시험의 시행일정, 시험문제, 합격자 명단, 조

선과 만주 각지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소식 및 지방 의료기관들의 집담회 개

최 일정과 그 내용, 의학자들의 여행기 등이 다양하게 수록되었다. 이를 통

해 『만선지의계』는 만주와 조선에서 활동한 의학자들 사이의 정보 교환을

촉진했다.

『조선의학회잡지』와 『만선지의계』에 게재된 연구 논문들의 주제 범위

는 매우 광범했다. 그 논문들은 조선과 만주의 보건의료 문제만을 다룬 것

이 아니라, 일본의 보건의료 문제나 지역에 구애되지 않은 실험 연구들까지

포괄했다. 그중에서도 『조선의학회잡지』의 경우, 발간 초기에는 “조선의

미개한 풍토병 등을 연구”한다는 창간 목적에 의해, 조선 각지의 질병 유행

상황과 희귀한 질병의 사례들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중심이었으나, 1926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의 설립 이후에는, 그 소속 연구자들이 조선의학회를

주도함에 따라, 조선의 의학적 사례들을 보고하는 것보다도, 경성제대 의학

부의 교실별 관심사에 따른 다양한 임상적, 실험적, 통계적 연구들이 수록되

었다.

조선의학회에서 결핵은 1930년대 중반부터 집중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302) 藤田嗣章, “發刊の辭”, 『朝鮮医学会雜誌』 1 (1911.12), 1-2쪽.
303) 志賀潔, “滿鮮之醫界に望む”, 『滿鮮之醫界』 1 (1921),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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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부터 1943년까지 『조선의학회잡지』에 수록된 결핵에 관한 연구는

총 144편이었다. 그 가운데 정식 논문의 형태로 발표된 연구는 33편이고, 나

머지는 총회에서의 발표문과 해외의 중요 최신 연구를 요약한 소개글이었

다. 결핵에 관한 정식 논문 중 26편, 즉 전체의 약 79%가 『조선의학회잡

지』가 발행된 33년의 기간 중 후반 10년에 몰려서 발표되었다(표4 참조).

이 시기에 발표된 논문들은 일회적인 사례 보고 위주이던 이전 연구들과 달

리, 일군의 연구자가 같은 주제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그

성과를 나누어 발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해 이런 연구 지형의

변화는 조선의학회에서 결핵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자의 등장으로 인한 현

상이었다.

저자 논문 제목 연도 권호

桐原眞一 조선에서의 결핵(외과적 방면) 1921 35호

大澤承 조선에서의 결핵(내과적 방면) 1922 37호

鈴木元晴 폐결핵의 뢴트겐 검사에 대하여 1923 42호

島田敏貞 골막비후화골을 초래한 관절결핵의 일례(一例) 1932 22권 2호304)

金河橙
불환내성(不還納性) 헤르니아에서 발견된

결핵성 종유(腫瘤)
1932 22권 7호

大島馨 심내막 결핵의 일례(一例) 1933 23권 5호

廣田康 피부 및 비뇨기 결핵에 관하여 1933 23권 12호

崔相彩 골관절 결핵의 통계적 관찰 1934 24권 1호

柳錫均 폐결핵 환자의 혈액 리파아제의 소견 1934 24권 2호

崔永泰 결핵균의 여과형에 관하여 1934 24권 6호

李仁圭

鄭冕錫

조선 아동의 체격과 투베르쿨린 피내반응

의 관계에 대하여
1934 24권 8호

朴鍾璿

平井一郞

權虎玉

비장과 결핵(1): 혈액 면역체 생산에 미치

는 비장 호르몬의 의의에 대하여(A)-결핵

의 보체결합소 생산에 대하여

1936 26권 2호

朴鍾璿 비장과 결핵(1): 혈액 면역체 생산에 미치 1936 26권 3호

표 4. 『조선의학회잡지』에 수록된 결핵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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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井一郞

權虎玉

는 비장 호르몬의 의의에 대하여(B)-결핵

의 응집소 생산에 대하여

朴鍾璿

平井一郞

權虎玉

비장과 결핵(1): 혈액 면역체 생산에 미치

는 비장 호르몬의 의의에 대하여(C)-결핵

균 식균 현상에 대하여

1936 26권 4호

森有吉
투베르쿨린 피하반응에 대한 아황산나트륨

의 영향에 대하여
1937 27권 1호

李仁圭

조선 학령 아동의 체격(역량)지수의 연구

(제2보)-투베르쿨린 피내반응으로 본 체격

지수의 우열 비교

1937 27권 4호

張慶
폐결핵증의 병리조직학적 연구-특히 병변

의 성상과 국소균 소견의 관련에 대하여
1938 28권 6호

石原露
늑막염 삼출액 중의 결핵균 배양 성적(제1

회 보고)
1938 28권 9호

近江菊正 자궁에 암과 결핵이 합병한 일례(一例) 1939 29권 4호

權虎玉

비장과 결핵(2): 비장 호르몬이 결핵에 걸

린 집토끼 및 폐결핵 환자의 생물학적 요

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A)-결핵에 걸

린 집토끼의 혈액상에 대하여

1939 29권 7호

權虎玉

비장과 결핵(2): 비장 호르몬이 결핵에 걸

린 집토끼 및 폐결핵 환자의 생물학적 요

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B)-결핵에 걸

린 집토끼의 적혈구 침강속도에 대하여

1939 29권 8호

谷口芳德
결핵 사망으로 인한 평균수명 단축의 지리

적 분포
1939 29권 11호

兪炳瑞

개량한 Schilling씨 백혈구 계산법 및 투베

르쿨린 반응을 병용하여 폐결핵의 활동성

을 표시하는 검사법

1940 30권 10호

權虎玉

비장과 결핵(2): 비장 호르몬이 결핵에 걸

린 집토끼 및 폐결핵 환자의 생물학적 요

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C)-폐결핵 환

자의 적혈구 침강속도 및 혈액상에 대하여

1941 3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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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선지의계』에서도 비슷한 연구 지형의 변화가 일어났다. 『만선지의

304) 『조선의학회잡지』는 권호를 1928년까지 ‘호’ 단위로만 표시했으나(95호), 1929년부터 ‘권’ 
단위로도 표시하기 시작했다. 표기하기 시작한 최초 권수는 19권이다. 1929년에는 권수와 
총 호수를 병기하여 ‘19권 96호’와 같이 표시했으나, 1930년부터는 그 해에 발행된 잡지의 
순서에 맞추어 호 수를 1호부터 12호까지 표시했다. 1941년부터는 ‘임상편’을 분리하여 1권
부터 별도로 발행했으며, 기존 『조선의학회잡지』는 ‘연구편’으로 칭하고 원래 권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연구편’은 1943년에 33권을 마지막으로 발행했고, ‘임상편’은 1943년에 1권 6호
를 마지막으로 발행했다. 

305) 배영기(裵永基)의 창씨개명 후의 이름.

李應烈
결핵 환자의 시신에서 부신의 병리조직학

적 변화에 관한 연구
1941 31권 7호

大庭肇

산염기 평형이 폐장의 알레르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제4편)-

산염기 평형이 투베르쿨린으로 유발한 폐

장의 알레르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1942 32권 1호

大庭肇

산염기 평형이 폐장의 알레르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제5편)-

산염기 평형이 죽은 결핵균으로 유발한 폐

장의 알레르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1942 32권 1호

權虎玉

비장과 결핵(3): 비장 기능이 결핵에 걸린

집토끼의 투베르쿨린 알레르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1942 32권 7호

松井權平 근골 결핵
1941-

1943

임상편

1권 2호

須川豊 결핵과 연령
1941-

1943

임상편

1권 2호

豊田昑次 폐결핵 진단 및 예후 판정에 대한 연구
1941-

1943

임상편

1권 2호

石原露

金丸鮮二

늑막염 삼출액 중의 결핵균 배양 성적(제2

회보고)

1941-

1943

임상편

1권 4호

松島信雄
305)

평안남도에서 조선 아동의 투베르쿨린 피

내반응 검사 성적

1941-

1943

임상편

1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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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는 1921년부터 1941년까지 총 38편의 결핵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그

중 조선에서 활동한 의학자들의 논문이 18편, 만주에서 활동한 의학자들의

논문이 20편이었다. 조선 의학자들의 논문 중 11편은 1935년부터 1940년 사

이에 발표되었고, 이전 시기의 연구들에 비해 동일한 저자가 연속적으로 같

은 주제의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한 경우가 늘어났다(표5 참조). 이 저자들은

『조선의학회잡지』에 일련의 결핵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들과 동일 인물이

거나, 그들과 공동연구를 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일례로 즉 『만선지의

계』의 연구 경향 변화는 『조선의학회잡지』의 변화와 서로 결부되어 있었

고, 이 변화들은 모두 조선에서 결핵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의학자 집단의

등장을 나타냈다.

저자 저자 소속 논문 제목 연도 권호

飯島茂在 만주의과대학 만주 군인의 폐결핵에 대하여 1922 10호

武藤忠次 경성의전 희귀한 식도 결핵의 부검사례 1924 36호

守中淸述 만주의과대학 신장 결핵과 혈뇨에 대하여 1926 65호

綿引朝光 경성제국대학 결핵 병원(病原) 경로 1927 72호

鄭冕錫 경성부 학무과
조선 소아의 투베르쿨린 피내

반응에 관하여
1929 95호

鎌倉貢 경성제국대학 결핵의 감식염 영양 요법 1930 110호

松岡憲固

大久保實義

대구의학강습소

경성의전

결핵균의 농염(濃艶)소체에 대

하여
1931 128호

橋本元文 만주의과대학 폐결핵에 대한 야토코닌 치험 1932 134호

張日亨
평안북도립

강계의원

폐결핵과 적혈구 침강반응의

관계
1934 163호

鈴木元晴

李富鉉

경성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경부 임파선 결핵의 뢴트겐선

치료에 대하여
1934 164호

裵永基
평양의학전문학

교

평양에서 가로상(街路上) 객담

중의 결핵균 검출
1935 171호

朴鍾璿 경성제국대학
폐결핵 환자에서 스프레노겐

의 치료적 효과에 대하여(1)
1935 174호

표 5. 『만선지의계』에 수록된 결핵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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龍頭正男
지린성(吉林省)

병무청

지린성에서 실시한 투베르쿨

린 반응 성적(2)
1935 175호

朴鍾璿 경성제국대학
폐결핵 환자에서 스프레노겐

의 치료적 효과에 대하여(2)
1935 176호

龍頭正男 지린성 병무청
지린성에서 실시한 투베르쿨

린 반응 성적(3)
1936 182호

龍頭正男 지린성 병무청
지린성에서 실시한 투베르쿨

린 반응 성적(4)
1936 183호

橋本多計治 만주의과대학

항산성을 완전히 탈각시킨 결

핵균의 결핵 예방적 및 치료

적 응용(1)

1936 186호

橋本多計治 만주의과대학

항산성을 완전히 탈각시킨 결

핵균의 결핵 예방적 및 치료

적 응용(2)

1936 187호

橋本多計治 만주의과대학

항산성을 완전히 탈각시킨 결

핵균의 결핵 예방적 및 치료

적 응용(3)

1936 189호

橋本多計治 만주의과대학
항산성을 완전히 탈각시킨 결

핵균을 이용한 결핵 방어시험
1937 190호

張
조선총독부

촉탁의

철령 농촌 부근의 조선인과

만주인 소학생에서 투베르쿨

린 피내반응 성적에 대하여

1937 190호

龍頭正男,

山中現三

빈강성(賓江省)
306) 위생과

빈강성 위생과

하얼빈(哈爾濱) 재주 백인계

러시아인 소아 아동에서 투베

르쿨린 반응 성적

1937 194호

松田敬義
신경(新京)307)

만철의원

결핵열에 대한 비타민C의 하

열적 효과
1937 200호

大田俊吾
가나자와(金澤)

의과대학
결핵의 면역 화학 요법 1937 200호

中田榮

모지시(門司市)

기요미(淸見)

소학교

발열 허약 아동에 대한 항산

성결핵균 제재 오내즈 접종의

경험

1938 206호

渡邊龍三

須川豊

경성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소학교 신입 아동의 투베르쿨

린 피내반응의 추이(1)
1939 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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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결핵을 가장 활발하게 연구한 의학자들은 주로 경성제대 제1내과

학교실, 경성제대 소아과학교실, 그리고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 소

속된 연구원들이었다. 1930년대 중반 이래 『조선의학회잡지』와 『만선지

의계』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합쳐서 살펴보면, 11편이 경성제대 제1내과학

306) 현 헤이룽장성(黑龙江省).
307) 현 창춘(長春).

岡田良夫 남만주의원
만주 공인(工人)의 결핵에 관

한 연구
1939 219호

蔡秉善 강원도 위생과
강원도 소학교 아동에서 투베

르쿨린 피내반응 성적
1939 223호

岡田良夫 남만주의원
남만주 소학 아동의 투베르쿨

린 피내반응 성적
1939 225호

黑田聖吉

須川豊

경성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소학교 신입 아동의 투베르쿨

린 피내반응의 추이(2)
1940 226호

北野敎授 만주의과대학

펑톈(奉天)에서 만주인 매춘부

의 투베르쿨린 피내반응 조사

성적

1940 229호

松本敏男 만주의과대학
만주인 아동 생도에서 시행한

투베르쿨린 조사 개요
1940 230호

武田貴美 만주의과대학
만주인 아동 생도에서 시행한

투베르쿨린 조사 개요
1940 231호

須川豊

原藤周衛

경성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조선의 결핵 사망에 대하여 1940 232호

津村初男

武藤實夫

須川豊

황해도 위생과

황해도 위생과

경성제국대학

황해도 지방의 투베르쿨린 반

응 양성율
1940 235호

二宮助 만주의과대학
만주인 아동 생도에서 시행한

투베르쿨린 조사 개요
1940 235호

安藤信夫 경성제국대학 치골결핵 1940 237호

大神盛正 경성제국대학

인천 재주 학동의 망투

(Mantoux) 씨 반응 성적과 사

회적 인자들의 관계

1942 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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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발표되었고, 10편이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발표되었다.

비록 위의 두 잡지에 실린 논문 수는 많지 않지만, 경성제대 소아과학교실

은 그 기관지인 성대소아과잡지의 한 권호를 결핵 특집으로 정하여 총 24편

의 연구를 게재했다(표6 참조).

저자 논문 제목

高井俊夫, 崔定烈,

大井武良

시판 중인 알트투베르쿨린(Alttuberkulin) 제품들의 조

성에 대하여

渡邊龍三 시판 중인 알트투베르쿨린의 역가(力價) 비교

保田宗武, 田中正一 동물시험에 의한 시판 알트투베르쿨린들의 역가 비교

渡邊龍三 망투 씨 투베르쿨린 피내반응에 대한 임상적 실험

原隆一 소아 결핵에서 적혈구 침강반응에 대하여

李聖鳳, 金正潤,

大井武良
소아 결핵에서 Daranyi씨 반응에 대하여

李聖鳳, 金正潤,

大井武良
소아 결핵에서 Matefy씨 반응에 대하여

李聖鳳, 金正潤,

大井武良
소아 결핵에서 Vernes-가타야마(片山)씨 반응에 대하여

李聖鳳, 金正潤,

大井武良
소아 결핵에서 노무라(野村)씨 반응에 대하여

高井俊夫, 山本良健,

矢崎光子, 松本勝代
소아 결핵에서 Frisch-starlinger씨 반응에 대하여

高井俊夫, 村岡親芳,

矢崎光子, 松本勝代
소아 결핵에서 Costa씨 반응에 대하여

上田千年, 嚴文鉉 소아 결핵에서 혈청의 Weltmann씨 응고반응에 대하여

上田千年, 嚴文鉉 소아 결핵에서 혈청의 다카다(高田)씨 반응에 대하여

高井俊夫, 山本良健 소아 결핵에서 혈액적영상(血液滴映像)에 대하여

李聖鳳, 山本良健,

金正潤
소아 결핵에서 혈청 리파아제량에 대하여

李敬洙 소아 결핵에서 혈청 요오드산 수치에 대하여

原隆一 소아 결핵에서 백혈구상(像)에 대하여

표 6. 『성대소아과잡지』 제10호(결핵특별호)에 수록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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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결핵 연구에 물꼬를 튼 인물은 이인규였

다. 그는 1932년부터 조선인 아동의 표준적 발육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진

행하다가, 아동의 발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서 결핵에 관

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는 1933년에 경성부 내 공립보통학교에 다

니는 조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격을 측정하면서, 당시 일본에서 결핵 집

단검진에 널리 사용되던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

t)308)를 시행했고, 그 검사결과와 체격 사이의 관계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했

다.309) 그 뒤로도 이인규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를 이용하여 조선인 아

동의 발육과 결핵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고,310) 이런 그의 연구방법은 경성

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다른 연구자들에게 공유되어 1930년대 후반까지

아동의 발육에 결핵이 미친 영향을 탐구하는 데 널리 적용되었다.311)

308)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란 결핵균이 분비하는 물질인 투베르쿨린을 피검자의 피부에 소
량 접종하여 결핵균의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 만일 피검자가 결핵균에 감염됐다면 
투베르쿨린 주사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접종 부위의 피부가 일시적으로 붉게 부풀어 오르
는 현상이 나타난다.  

309) 李仁圭, 鄭冕錫, “朝鮮兒童ノ體格ト「ツベルクーリン」皮內反應トノ關係ニ就テ”, 『朝鮮医
学会雜誌』 24(8) (1934), 22-36쪽.

310) 李仁圭, “朝鮮學齡兒童ノ體格(力量)指數ノ硏究(第二報) 「ツベルクリン」皮內反應ヨリ觀タ
ル體格指數ノ優劣比較”,　『朝鮮医学会雜誌』 27(4) (1937), 59-69쪽. 

311) 崔羲楹, 小山雄吉, 津村初男, 須川豊, 鄭潤鎔, “京城府櫻井小學校に於ける身體異常兒調

渡邊龍三, 渡邊龍三 소아 결핵에서 요시다(吉田)씨 반응

李敬洙, 渡邊龍三 소아 결핵에서 쿼델(Quaddel) 흡수시험

保田宗武, 田中正一
소아 결핵에서 혈액, 소변, 객담, 흉강액 및 뇌척수액으

로부터 채취한 결핵균 배양 성적에 대하여

原隆一 외 16명
경성사범부속소학교 아동에게 시행한 투베르쿨린 반응

실시 성적

原隆一 외 17명
경성사범학교 생도에게 시행한 투베르쿨린 반응 실시

성적

西野知格, 原隆一,

松本勝代, 松下仙次
흥남에서 아동의 투베르쿨린 반응 실험 성적(속보)

西野知格, 原隆一,

三上正夫
함흥소학교 아동의 투베르쿨린 반응 실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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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에 대한 이인규의 주목은, 1930년대 중반 조선의 의학자들이 결핵 연

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들

의 연구의 주된 목적이 1920년대 후반 이래 조선의 결핵 유행 상황을 파악

하는 데 있던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이인규의 연구는 조선에서 급증하

던 결핵의 주된 감염원, 전파경로, 분포상황, 세균학적 유형 등을 파악함으

로써 그 확산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는 작업이 아니었다. 그

의 결핵에 대한 관심은 그것이 발육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

다. 이런 이인규의 시각은, 그가 결핵에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당면한 결핵

의 확산을 해소하는 것보다, 연구 경험에 바탕을 둔 학술적인 문제의식을

우선시했음을 보여준다.

조선의 결핵 실태 파악보다 의학자 자신의 기존 연구 맥락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이인규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이런 경향은 경성제대 내

과학교실과 소아과학교실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경성제대 내과

학교실과 소아과학교실의 의학자들도 조선의 결핵 유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

이 아니라, 그때까지 축적해 온 연구들의 연장선에서 결핵을 탐구하고자 했

다. 먼저 경성제대 제1내과학교실의 연구자 박종선은 1930년대 중반 결핵과

비장 기능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을 전개했다. 그는 1935년 『만선지의계』

에 폐결핵의 치료에 비장 추출물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 2편을 연

달아 발표했고, 이어서 1936년에는 같은 교실의 연구자인 히라히 이치로(平

井一郞), 권호옥과 함께 결핵균에 대한 비장의 방어 기능을 검토한 3편의

논문을 연속적으로 발표했다.312) 결핵과 비장의 관계에 대한 그들의 연구는

후일 공동연구자 중 한 명인 권호옥에 의해 계속되었는데, 그는 1939년부터

1942년 사이에 비장에서 분비된 물질이 결핵 환자에서 일으키는 생화학적

査”, 『滿鮮之醫界』 199 (1937), 1-9쪽; 崔羲楹, 小山雄吉, 津村初男, 須川豊, “京城帝國大
學學生の體格竝に保健狀態調査成籍”, 『朝鮮医学会雜誌』 28(1) (1938.1), 97-111쪽.

312) 朴鍾璿, 平井一郞, 權虎玉, “脾臟ノ結核(1): 結核免疫體生産ニ及ボス脾臟ホルモンノ意義
ニ就テ(A)”, 『朝鮮医学会雜誌』 26(2) (1936), 1-25쪽; 같은 저자, “脾臟ノ結核(1): 結核免疫
體生産ニ及ボス脾臟ホルモンノ意義ニ就テ(B)”, 『朝鮮医学会雜誌』 26(3) (1936), 1-22쪽; 같
은 저자, “脾臟ノ結核(1): 結核免疫體生産ニ及ボス脾臟ホルモンノ意義ニ就テ(C)”, 『朝鮮医
学会雜誌』 26(4) (1936), 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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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들에 대한 논문을 4편 연속으로 발표했다.313)

결핵과 비장 기능에 대한 이들의 연구는 1930년에 시작된 박종선의 비장

연구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박종선은 동물실험을 통해 면역을 담당하는 장

기인 비장이 그 기능을 발휘하는 여러 경로들을 수년에 걸쳐 탐구한 인물

로,314) 그에게 있어서 결핵 연구는 비장이 질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

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는 비장을 적출한 토끼와 일반 토끼에게 결핵균을

접종하여 결핵에 감염시킨 뒤, 질병이 경과함에 따라 각 토끼에서 일어난

생체반응을 비교하고, 각각에 비장 추출물을 복용시켜서 치유 효과를 검토

했다. 이를 통해 박종선은 비장이 결핵균의 침입에 방어하는 여러 경로를

도출했다. 이 실험 과정에서 박종선의 초점은 비장의 면역기능이 작동되는

방식에 있었다. 그에게 결핵은 비장의 면역기능이 발동하도록 만드는 조건

일 뿐, 결핵 자체가 그의 관심사는 아니었다.

경성제대 소아과학교실의 의학자들 또한 이인규와 박종선처럼 조선의 결핵

유행 상황을 이해하려 연구하기보다는, 그들 나름의 학술적 관심사를 바탕

으로 결핵을 다루었다. 경성제대 소아과학교실은 교실 차원에서 1934년부터

1937년에 걸쳐 결핵의 진단법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결핵 자

체를 연구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경성제대 소아과학교실의 연구는 아동

의 발육, 비장기능 등 결핵이 아닌 다른 주제에 무게를 두었던 이인규, 박종

선의 연구와 달랐지만, 그럼에도 조선의 결핵 유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

313) 權虎玉, “脾臟ノ結核(2): 脾臟ホルモンノ結核家兎及肺結核患者ノ生物學的要素ニ及ボス影
響ニ就テ(A)”, 『朝鮮医学会雜誌』 29(7) (1939), 102-29쪽; 權虎玉, “脾臟ノ結核(2): 脾臟ホ
ルモンノ結核家兎及肺結核患者ノ生物學的要素ニ及ボス影響ニ就テ(B)”, 『朝鮮医学会雜誌』 
29(8) (1939), 15-23쪽.

314) 朴鍾璿, “脾臟ニ於ケル免疫體生産促進物質ニ關スル硏究(1)”, 『朝鮮医学会雜誌』 21(12) 
(1931), 44-61쪽; 같은 저자, “脾臟ニ於ケル免疫體生産促進物質ニ關スル硏究(2)”, 『朝鮮医
学会雜誌』 22(1) (1932), 13-20쪽; 같은 저자, “脾臟ニ於ケル免疫體生産促進物質ニ關スル
硏究(3)”, 『朝鮮医学会雜誌』 23(6) (1933), 62-76쪽; 같은 저자, “脾臟ト補體”, 『朝鮮医学
会雜誌』 23(7) (1933), 1-8쪽; 朴鍾璿, 平井一郞, 權虎玉, “脾臟機能ノ血液凝固機轉ニ及ボ
ス影響影響ニ就テ(1)”, 『朝鮮医学会雜誌』 25(1) (1935), 48-68쪽; 같은 저자, “脾臟機能ノ
血液凝固機轉ニ及ボス影響影響ニ就テ(2)”, 『朝鮮医学会雜誌』 25(1) (1935), 19-57쪽; 같은 
저자, “脾臟機能ノ血液凝固機轉ニ及ボス影響影響ニ就テ(3)-脾臟機能ノ血液成分及血液凝固
機轉ニ及ボス影響影響ニ就テ(A)”, 『朝鮮医学会雜誌』 25(12) (1935), 24-45쪽; 같은 저자, 
“脾臟機能ノ血液凝固機轉ニ及ボス影響影響ニ就テ(3)-脾臟機能ノ血液成分及血液凝固機轉ニ
及ボス影響影響ニ就テ(B)”, 『朝鮮医学会雜誌』 26(1) (1936), 45-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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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들과 마찬가지였다. 경성제대 소아과학교실

의 연구원들은 결핵의 진단을 위해 개발된 각종 검사법들의 효과를 검토하

는 데 몰두했다. 1934년 누마타 나루미(沼田成美)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

사에 이용된 시약, 즉 투베르쿨린 용액의 제조사별 효과 차이를 분석한 이

래,315) 경성제대 소아과학교실의 연구원들은 결핵을 진단하는 여러 기법들

의 효과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를 테면, 같은 해에 이 교실의 조교수 다카

이 도시오(高井俊夫)의 주도로 결핵 진단에 주로 사용되는 여러 방법들 사

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었다. 그 연구자들은 소학교 아동 약

40명을 대상으로 임상진찰,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 엑스선 촬영을 실시

했고, 결핵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각 검사방법들이 서로 얼마나 일치

하는 결과를 보이는지를 비교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결핵의 진단에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검사법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비판적으로 평가

했다.316) 1934년과 1935년에 걸쳐 니시노(西野知格)를 비롯한 경성제대 소아

과학교실의 연구원들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에서 투베르쿨린 용액의

농도와 접종 부위를 바꾸어 가면서 각 방식의 효과를 비교하는 등 결핵 진

단법에 관한 여러 연구를 진행했다.317) 경성제대 소아과학교실의 결핵 연구

는 1936년에 가장 활발했는데, 그 이유는 이 교실의 주임교수 도바시 미쓰

타로(土橋光太郞)가 일본소아과학회의 요청으로 ‘소아결핵에 대한 진단’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1936년에 개최될 그 학술대회에서 보고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약 20건의 연구가 관련 연구가 경성제대 소

아과학교실에서 시행되었다.318) 이처럼 결핵 진단기법에 대한 일련의 연구

들을 진행해 온 경성제대 소아과학교실에서 조선의 결핵 유행 상황은 우선

적인 연구 대상이 아니었다.

이처럼 1930년대 중반 결핵에 관한 일련의 연구에 착수한 경성제대의 몇몇

315) 沼田成美, “Tuberkulin反應に就れの小實驗”, 『城大小兒科雜誌』 2 (1934), 23-4쪽.
316) 高井俊夫他三氏, “夏期聚落に於ける小兒の體溫、ツベルクリン反應竝に胸部レ線像に就

て”, 『城大小兒科雜誌』 4 (1934), 19-31쪽.
317) 西野知格, 松下仙次, “興南小學校兒童のTuberculin反應實施成績(第一報)”, 『城大小兒科

雜誌』 7 (1936), 20-24쪽.
318) 그 결과들은 1937년에 발간된 『성대소아과잡지』의 10호(결핵특집호)에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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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들은 조선의 현실적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각

교실에서 추진 중이던 별도의 연구 과제의 일부로 결핵을 다루었다. 각 교

실은 비록 결핵이라는 주제를 공통적으로 다루기는 했지만 주된 관심사가

서로 달랐고, 이로 인해 연구상의 접점이 거의 없었다. 이런 결핵 연구 지형

은 그때까지 조선에서 결핵 문제를 논의할 공통의 기반, 이를테면 문제의식

이나 방법론 등 연구자들이 공유할 만한 논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은 비슷한 시기 일본과는 상당히 달랐다. 일본에서는

1923년 결핵병학회가 창립된 이래 이 학회의 학술지 『결핵』을 중심으로

1930년대 중반까지 상당히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결핵』은 창간 직후

2년을 제외하고는 매월 발행되어, 일본의 결핵 유행 상황과 그 예방법 및

치료법에 관한 논문들을 게재해왔다. 이를 통해 투베르쿨린을 이용한 면역

요법 및 일본 각지의 집단검진 결과 등 중요한 연구 성과들이 일본 의학자

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다.319) 일본의 결핵 연구 성과들은 1930년대 중반 이

전 조선에도 전달되었다. 가령 일본의 결핵 연구자들이 종종 조선의학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는데, 1916년에는 후일 『결

핵』의 창간자가 된 기타사토 시바사부로가 결핵의 예방법에 대해 발표했

고, 1921년에는 조선총독부의원에 막 부임한 시가 기요시가 부임 전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결핵의 치료법의 연구 추세에 대해 발표했다. 그뿐 아니라

1930년에는 훗카이도제국대학 내과 교수인 유마 에이지(有馬英二)가 투베르

쿨린 피부반응 검사를 이용한 훗카이도 지역 아동들의 집단검진 결과를 보

고했다.320) 하지만 결핵 연구에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조선의

319) 靑木純一, 『結核の社会史-国民病大策の組織化と結核患者の實像を追って』 (東京: 御茶の
水書房, 2004), 65-98쪽; 『결핵』 창간 무렵 결핵에 대한 세계적 연구 현황은, 결핵병학회의 
창립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기타사토 시바사부로가 그 창간호에 게재한 ‘창간의 사’를 
참조하라. 北里柴三郎, “創刊ノ辭”, 『結核』 1(1) (1923), 1-3쪽.

320) 北里紫三郞, “肺結核及癩ノ豫防竝ニ療法(第5回 朝鮮醫學會總會　特別講演)”, 『朝鮮医学
会雜誌』 16 (1916), 26-36쪽; 志賀潔, “(講演抄錄) 結核療法硏究ノ趨勢”, 『朝鮮医学会雜
誌』 30-31 (1921), 204쪽; 有馬英二, “我敎室ニ於ケル二,三結核問題ニ就テ”, 『朝鮮医学会
雜誌』 20(11) (1930), 238쪽. 유마의 발표 내용은 『조선의학회잡지』에 수록되어 있지 않지
만, 그 발표 내용은 그를 비롯한 훗카이도제대 제1내과학교실 연구자들이 같은 해 초에 『結
核』에 발표한 논문과 연관된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논문에서 그들은  훗카이도 지역 
학령기 아동에 대해 투베르쿨린 피내반응검사를 시행하고 그 양성자에게 방사선 검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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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당대 일본 의학계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일본의 결핵

연구자들과 교류하지 않았다. 이처럼 결핵에 관한 논의의 장이 형성되지 않

은 조선 의학계의 상황에서, 경성제대 의학자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기

존 연구에 의지하여 결핵에 접근했다.

3. 결핵 실태조사의 부상과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의 결핵 집단검진 연구

조선의 의학자들의 결핵 실태에 관한 집중적인 조사는 1930년대 후반에야

등장했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조선의 결핵 유행 상황을 파악

하려는 시도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었다. 그중 하나는 투베르쿨린 피부반

응 검사를 이용한 결핵 집단검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결핵 사망 통계 분석

이었다. 이 두 갈래의 연구는 서로 다른 출발점과 주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민족 특유의 결핵 분포 양상을 밝힌다는 동일한 목표 아래 전개되었다. 이

절에서는 먼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를 이용한 결핵 집단검진 연구 전

통이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본다.

1930년대 후반 조선에서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를 이용한 집단검진이

활발해졌다. 투베르쿨린은 1890년 코흐가 결핵균에서 추출한 물질로, 결핵균

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투베르쿨린에 대해 면역을 갖게 된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투베르쿨린을 체내에 주입한 뒤 일어나는 반응을 관찰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핵균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이다. 이 검사는 개발 직후 임상진찰, 엑스선 촬영과 함께 결

핵 진단에 사용되는 기본 검사들 중 하나가 되었다. 만성전염병인 결핵을

완치하려면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 임상증상만으로는 결핵을 조기에 진단하

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결핵을 진단할 수 있는 전형적

인 증상인 객혈(喀血)은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야 출현하고, 그 전까

시하여 조기감염자를 색출하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방사선 검사가 조기감염 발견에 중요
하다고 주장했다. 有馬英二, 菊池清一, 松田操, “學齡兒童ノ結核ニ就テ”, 『結核』 8(2) 
(1930), 229-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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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발열, 가래, 오한, 두통, 피로감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만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처럼 결핵을 질병 초기부터

식별 가능한 별도의 검사가 필요했다. 나아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는

민감성이 상당히 높고 간편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집단 중 결핵으로 의심되

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이런 검사를 소위 선별검사

(screening test)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들을 시행

하기보다, 먼저 간단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로부터 이상이 발견된 사람에 대

해서만 정밀검사를 권유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많은 환자를 발견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런 목적과 함께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를 이용

한 집단검진의 성적은 그 집단의 결핵 감염률을 알려주는 지표로도 사용되

었다. 투베르쿨린 용액으로 인한 피부의 과민성 면역반응은 이전에 결핵균

에 감염되어 항체를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므로, 어느 인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결핵균에 감염되었는지, 즉 결핵균 감염률을 파악하는 데 유용했다.

결핵균에 감염되어도 결핵이 발병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느 인구의 결핵균 감염률을 결핵병의 만연 정도와 동일시 할 수는 없지만,

결핵 환자의 의무신고제도가 없어서 결핵 이환율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의 성적은 결핵 유행 정도를 알려주는

차선책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를 이용한 집단검진을 조선에 도입한 인물은 경

성부 학무과의 학교의인 정면석이었다. 정면석은 대중들 사이에서 결핵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던 1929년에 경성부의 조선인 보통학교 학생들 약 600명

을 대상으로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를 시행했다.321) 투베르쿨린 피부반

응 검사는 1907년 오스트리아 의학자 클레멘스 피르케(Clemens von

Pirquet)에 의해 발명되었고 1908년 프랑스 의학자 샤를 망투(Charles

Mantoux)에 의해 간편하게 개량된 직후 일본에 소개되었으며,322) 1920년대

321) 鄭冕錫, “鮮人學童ノ「ツベルクリン」皮內反應成績”, 『滿鮮之醫界』 95 (1929), 17-20쪽.
322) 망투는 다수의 임상실험을 통해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가 소아 결핵 진단에 유용함을 

밝혔지만, 후일 그가 사용한 투베르쿨린 용액이 순도가 낮아서 위양성을 잘 일으킨다는 비
판이 제기되었고, 이를 개량한 영국 의학자 에즈먼드 롱(Esmond R. Long)과 플로렌스 시
버트(Florence B. Seibert)에 의해 오늘날과 같은 결핵 감별검사, 즉 PPD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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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서면서 그것을 이용한 결핵 집단검진 연구가 일본 의학자들 사이에

서 활발해졌다.323) 정면석의 연구는 이런 일본 의학계의 성과를 조선에 처

음으로 적용한 것이었으나, 발표 당시 결핵에 대한 관심이 깊지 않던 조선

의학계에서는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조선에서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를 이용한 결핵 집단검진 연구가 재개

된 것은 1933년 정면석과 이인규의 협동 연구 때부터였다. 그들은 보통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신체검사의 여러 항목들에 투베르쿨린 피부반

응 검사를 추가했다. 그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에서 아동 발육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그 연구방법 중 하나로서 투베르쿨

린 피부반응 검사도 확산되었다. 이를테면 이 교실의 연구원인 최희영, 고야

마 유키치(小山雄吉), 쓰무라 하쓰오(津村初男), 스가와 유타카(須川豊), 정윤

용은 1937년 경성에 거주하는 일본인 아동 약 1700명을 대상으로 그 발육

상태를 조사했는데, 그 조사항목 중에는 체격 측정뿐 아니라 투베르쿨린 피

부반응 검사가 포함되어 있었다.324) 연구자들 중 쓰무라와 스가와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일 투베르쿨린 피부반응을 이용한 결핵 집단검진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원들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가

포함된 아동 발육 연구의 성과를 가지고 조선의학회의 다른 의학자들과 교

류하면서 결핵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특히 조선의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두 교실 연구원들의 토론은 결핵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일례로 이인

Test(Purified Protein Derivative Skin Test)의 표준 방법이 성립되었다. C. C. Dacso, 
"Skin Testing for Tuberculosis," H. K. Walker, W. D. Hall, J. W. Hurst, eds., 
Clinical Methods: The History, Physical, and Laboratory Examinations (Boston: 
Butterworths, 1990), pp. 245-8.

323) 井上束, “小學兒童ノ結核調査及「ツベルクリン」皮内反應ニ就テ”, 『結核』 4(4) (1926), 
262쪽.

324) 小山雄吉, 崔羲楹, 津村初男, 須川豊, 鄭潤鎔, “(講演抄錄)京城櫻井小學校兒童ノ「ツベル
クリン」皮內反應成績”, 『朝鮮医学会雜誌』 27(11) (1937), 249쪽. 이 연구의 초록은 조선의
학회에서 발표되었으나, 완성된 논문이 어느 학술지에 발표되었는지는 불명이다. 하지만 같
은 연구팀이 동일 실험군에 대해 경성제대 정형외과의 도움을 얻어 신체이상검사, 즉 기형
의 유무를 판단하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1937년 『만선지의계』에 발표되었다. 崔羲楹, 小
山雄吉, 津村初男, 須川豊, 鄭潤鎔, “京城府櫻井小學校ニ於ケル身體異常兒調査”, 『滿鮮之
醫界』 199 別刷 (1937),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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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는 조선의학회의 연례학술대회에서 경성제대 소아과학교실의 연구자 하라

류이치(原隆一)가 경성부의 아동 약 7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투베르쿨린 피

부반응 검사 및 기타 결핵 진단검사의 성적에 관한 발표를 듣고, 그것을 자

신의 연구와 비교하면서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양성자들의 신체적 특징에 관

하여 하라와 의견을 교환했다.325) 이와 같은 교류를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

학교실의 연구원들과 동 대학 소아과학교실의 연구원들은 서로의 연구에 대

해 알게 되었다.

조선의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술적 교류는 경성제대 위생학교실과 소

아과학교실의 연구원들이 결핵에 관해 협동 연구를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

다. 경성제대 소아과학교실에서는 1930년대 중반 결핵 진단기법 연구와 함

께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를 이용한 집단검진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교실의 연구원 니시노의 주도로 1934년과 1935년에 한 차례씩 흥남소학

교의 아동 약 870명을 대상으로 결핵 집단검진이 시행되었다. 그들은 이 연

구에서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에 속하는

여러 검사방법들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두 가지인 피르케법과 망투법을 각

각 실시한 뒤 그 진단효과를 비교했다.326) 그 뒤 니시노는 함흥소학교 아동

약 1280명을 대상으로도 같은 방식의 비교 연구를 수행했다.327) 니시노의

뒤를 이어 하라 외 16명의 연구원들은 1936년에 경성사범학교 부속소학교의

아동 440명을 대상으로 신체계측과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발육과 결핵 감염 사이의 관계를 검토했다.328) 이처럼 적극적으로

결핵 집단검진의 사례 수를 늘려가던 경성제대 소아과학교실의 연구원들은

325) 原隆一, 上田千年, “(講演抄錄)夏期聚落に於ける小兒の體溫「ツベルクリン」反應竝びに胸
部「レ」線像に就て(第2報)”, 『朝鮮医学会雜誌』 25(11) (1935), 85쪽. 이 초록의 뒷부분에 이
인규와 하라가 나눈 질의응답이 수록되어 있다.  

326) 西野知格他三氏, “興南小學校兒童のTuberculin反應實施成績(第一報)”, 『城大小兒科雜
誌』 7 (1936), 20-24쪽; 西野知格他二氏, “興南に於ける學童のTuberculin反應實施成績(續
報)”, 『城大小兒科雜誌』 10 (1937), 172-189쪽.

327) 西野知格他二氏, “咸興小學校兒童のTuberculin反應實施成績”, 『城大小兒科雜誌』 10 
(1937), 190-201쪽.

328) 原隆一他十六氏, “京城師範付屬小學校兒童に施行せるTuberculin反應實施成績”, 『城大小
兒科雜誌』 10 (1937), 153-165쪽; 原隆一他十七氏, “京城師範學校生徒に施行せる
Tuberculin反應實施成績”, 『城大小兒科雜誌』 10 (1937), 166-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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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학회에서의 발표를 통해 1937년 경성제대 위생학교실의 연구원들이

경성에 있는 사쿠라이(櫻井) 소학교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연구를 하

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329) 두 교실 사이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 결

과 이듬해인 1938년 사쿠라이 소학교를 대상으로 경성제대 소아과학교실의

와타나베 류조(渡邊龍三)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스가와가 공동 연구를 시

행하게 되었다.

스가와와 와타나베는 1938년 4월과 11월에 각각 1번씩 사쿠라이 소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와 함께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를 시행했다.

이 연구에서 와타나베는 주로 아동의 영양상태 평가를 비롯한 각종 임상적

진찰을 담당했고, 그로부터 수집된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역할은 스가와의

몫이었다. 와타나베와 스가와 둘 중 누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를 실시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시술과 결과 판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차를 방

지하기 위해, 투베르쿨린 용액의 접종부터 결과 판정까지 모두 한 명이 도

맡아서 수행했다.330)

스가와와 와타나베의 공동 연구는 일본인 아동이 취학 전에 얼마나 결핵에

감염되어 있으며, 학교생활을 통해 결핵이 얼마나 확산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표가 있었다. 이런 목표 하에 그들은 사쿠라이 소학교의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입학 직후와 그로부터 6개월 뒤, 총 2회에 걸쳐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는 입학 직후 양성률이 26.7%이었던 데 비

해, 6개월 후에는 31.7%로 약 5%가 증가했다. 스가와와 와타나베는 입학

직후의 투베르쿨린 피내반응 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아동을 입학 전부터 이

미 결핵에 감염된 사람으로 간주했고, 그에 따라 이 검사 결과를 약 26.7%

의 일본인이 소학교 입학 시기인 7세보다 어린 나이에 결핵에 감염되고, 학

교에서의 집단생활을 통해 급속하게 결핵을 전파한다고 해석했다. 이런 관

점에서 스가와와 와타나베는 7세 이하의 아동이 결핵에 걸리는 환경적 요소

329) 小山雄吉, 崔羲楹, 津村初男, 須川豊, 鄭潤鎔, “(講演抄錄)京城櫻井小學校兒童ノ「ツベル
クリン」皮內反應成績”, 『朝鮮医学会雜誌』 27(11) (1937), 249쪽. 

330) 渡邊龍三, 須川豊, “小學校新入兒童の「ツベルクリン」皮內反應の推移”, 『滿鮮之醫界』 216 
(1939),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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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해 탐구했다. 그들은 아동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결핵 감염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개인적 특징 및 가정환경에 관한 정보,

이를테면 출생지, 과거 병력, 영양섭취 상태, 검사 당시의 질병 유무, 거주지

의 채광, 가족 수, 부모의 직업, 학력, 질병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고, 그

정보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 성적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을 분석했

다.331)

이 연구를 계기로 스가와는 결핵을 독립적인 연구 주제로 다루게 되었다.

이전까지 그는 아동 발육 연구의 일환으로만 결핵을 다루어왔으나, 이 공동

연구를 한 뒤로는 조선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결핵 집단검진에 중점을 두고

그 연구에 몰두했다. 와타나베와의 연구는 공동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마무

리 되었지만, 1939년에 스가와는 경성제대 제1내과학교실 연구원 쿠로다(黑

田聖吉)와 협동하여 사쿠라이 소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결핵

집단검진 연구를 시행했다. 스가와는 1938년에 투베르쿨린 피내반응 검사를

실시했던 아동들에게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 입학 후 1년 만에 얼마나 결핵

감염자가 늘었는지 검토하는 한편, 지난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정확하

게 밝히지 못했던 아동의 가족 중 결핵 환자의 유무를 조사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가족 중 결핵 환자의 유무는 아동이 취학 전에 결핵에 걸리는 가

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지만, 그들이 결핵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혹은 진단을 받았더라도 솔직하게 설문에 답하지 않

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스가와는 설문에 응답을 받는 것 외에도, 결핵의

증상을 교사에게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가정방문이나 수업참관일에 아동

의 부모를 보고 결핵 유무를 직접 판단하도록 시켰다. 이 과정에서 결핵에

대한 진료 경험이 풍부한 쿠로다의 역할이 중요했을 것으로 추측된다.332)

이처럼 아동 발육 및 결핵 진단법 등 다른 주제에 관한 연구의 한 수단에

불과했던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는 의학자들 사이에서 논의의 접점이 되

었고, 반복적인 논의 주제로 부상하면서 그것을 이용한 집단검진 자체가 주

331) 같은 논문, 43-65쪽.
332) 黑田聖吉, 須川豊, “小學校新入兒童のツベルクリン皮內反應の推移(第2報告)”, 『滿鮮之醫

界』 226 (1940),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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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연구대상이 되었다. 이 변화에는 조선의 결핵 만연에 대한 사회적 우려

의 증가와 그에 수반한 의학자들의 관심 향상이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쳤지

만, 그 외에도 만주와 일본의 의학계에서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를 이용

한 집단검진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촉진제가 되었다. 만주사변

(1934) 이후 조선의학회와 만주의학회의 의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학술

대회 ‘선만연합의학회’(鮮滿聯合醫學會)333)와 잡지인 『만선지의계』에는 만

주 의학자들이 조선 의학자들보다 한발 앞서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집단검진

연구를 활발하게 발표했다. 선만연합의학회에서는 1934년부터 1938년까지

지린(吉林), 다롄(大連), 평톈(奉天) 등지에서 시행된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집단검진 결과가 4건 발표되었고, 그 검진대상의 규모는 총 7,000여 명에 육

박했다.334) 같은 기간 『만선지의계』에는 만주의 아동에 대한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집단검진 연구가 4편 수록되었다.335) 이에 비해 조선 의학자들의

연구는 선만연합의학회에서 1편,336) 『만선지의계』에서 1편이 발표되었

다.337) 1920년대부터 투베르쿨린 피부반응을 이용한 집단검진 연구가 축적

되어 온 일본에서는 1930년대 후반 전국의 아동을 대상으로 투베르쿨린 피

부반응 집단검진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338) 그 소식은

333) 선만연합의학회는 만주사변을 계기로 조선의학회의 만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934년부터 격년으로 만주의학회와 조선의학회가 연합하여 개최한 학술대회로, 1940년까지 
조선과 만주에서 번갈아가며 2일씩 총 4회가 열렸다. 선만연합의학회에서는 대체로 조선과 
만주 지역의 의학적 문제들이 주로 논의되었다. 선만연합의학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을 참조하라. “第2會鮮滿聯合醫學會槪況”, 『朝鮮医学会雜誌』 26(11) (1936), 142-7쪽.

334) 龍頭正男, “吉林省ニ於テ實施セルツベルクリン反應成績”, 『朝鮮医学会雜誌』 24(8) 
(1934), 75쪽; 廣木彦吉, 坪崎治男, 岩田茂, 孫本正, 新井宗隆, 增谷榮, “滿人兒童生徒實施
皮內反應調査報告”, 『朝鮮医学会雜誌』 26(11) (1936), 128-9쪽.; 遠藤繁淸, 小松雄吉, 山田
弘, “大連市初等學校入學兒童結核調査”, 『朝鮮医学会雜誌』 28(11) (1938), 116쪽; 小林盈
藏他十一人, “大連市ニ於ケル日滿學校兒童生徒‘マ’氏 反應陽性者ノ‘レ’線學的竝ニ諸種理學
的檢査成績”, 『朝鮮医学会雜誌』 28(11) (1938), 118-9쪽. 

335) 龍頭正男, “吉林省ニ於テ實施セルツベルクリン反應成績(其ノ二)”, 『滿鮮之醫界』 175 
(1935), 1-9쪽; 같은 저자, “吉林省ニ於テ實施セルツベルクリン反應成績(其ノ三)”, 『滿鮮之
醫界』 182 (1936), 33-39쪽; 같은 저자, “吉林省ニ於テ實施セルツベルクリン反應成績(其ノ
四)”, 『滿鮮之醫界』 183 (1936), 47-55쪽; 龍頭正男, 山中現三, “ハルビン省在住白系露人
小學兒童ニ於けるツベルクリン反應成績”, 『滿鮮之醫界』 194 (1937), 1-6쪽. 

336) 李仁圭, 鄭冕錫, 崔羲楹, “(講演抄錄)朝鮮兒童ノ體格ト「マントウ」氏皮內反應トノ關係ニ就
テ”, 『朝鮮医学会雜誌』 24(8) (1934), 75쪽.

337) 張喆/灬, “鐵嶺農村附近ノ鮮滿人小學生ニ於ケル皮內反應成績ニ就イテ”, 『滿鮮之醫界』 
190 (1937),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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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및 학술대회의 여러 보고들을 통해서 조선 의학자들에게 전달되었

다. 특히 1938년 제3회 선만연합의학회에 내빈으로 참석한 규슈제대 교수

도다 타다오(戶田忠雄)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집단검진에서 검사기법 및

판정법의 표준화를 주장하면서, 이미 전국적인 규모로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집단검진이 시행되던 일본의 상황을 조선의 의학자들에게 전달했다.339) 조

선의 의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의식하며 조바심을 냈다. 가령 니시노는 “내

지의 각 도시, 관동주에서는 학동의 투베르쿨린 반응검사가 대대적으로 시

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조선에서는 겨우...극히 적은 보고가 있을 뿐”이라

고 언급했고,340) 스가와는 1940년 조선에서 결핵 현상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재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 대해 “조선 최대의 치욕이며 위생관계자는 물론

일반 의가(醫家)들이 크게 반성”해야할 점이라고 말했다.341)

스가와가 다른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결핵 집단검진을 독립적인 연구

주제로 인식했을 무렵, 조선에서는 지역 위생관료들에 의한 결핵 집단검진

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위생과의 기수(技手)인 채병선

은 1939년 강원도의 횡성과 울진에 있는 소학교 아동 약 1360명을 대상으로

결핵 집단검진을 시행한 결과를 『만선지의계』에 발표했다.342) 장철(張喆/

灬)은 1937년 조선총독부의 촉탁의로 펑톈(奉天)에 있던 조선인 이민농촌에

파견되어 그곳 이주민 아동 618명을 대상으로 결핵 집단검진을 한 결과를

보고했다.343) 비록 학술지에 게재하지는 않았지만, 1939년에 경성부 학무과

에서는 경성부의 동대문공립심상소학교와 히노데(日出)공립심상소학교의 학

생들을 대상으로, 1937년에 경성부 위생과에서는 경성부 연합청년단을 대상

338) 福田眞人, 『結核の文化史-近代日本における病イのメージ』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1995), 325쪽.

339) 戶田忠雄, “ツベルクリンニ關スル二,三ノ問題”, 『朝鮮医学会雜誌』 28(11) (1938), 119쪽.
340) 西野知格他二氏, “咸興小學校兒童のTuberculin反應實施成績”, 『城大小兒科雜誌』 10 

(1937), 190쪽.
341) 須川豊, 原藤周衛, “朝鮮人ニ於ケルツべルクリン陽性律 ツべルクリン反應調査の文獻及び

未發表檢査成績の總括”, 『日本医学及健康保險』 3199 (1940), 8쪽.
342) 蔡秉善, “江原道小學校兒童に於けるツベルリン皮內反應成績(1)”,　 『滿鮮之醫界』 223 

(1939), 1-9쪽.
343) 張喆/灬, “鐵嶺農村附近ノ鮮滿人小學生ニ於ケル皮內反應成績ニ就イテ”, 『滿鮮之醫界』 

190 (1937),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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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939년에 충청남도 위생과는 충남의학강습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1939년에 평안남도 위생과에서는 평양공립제1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

핵 집단검진을 실시했다.344)

지역 위생관료들의 결핵 집단검진은 각 지역 위생과를 중심으로 시행된 결

핵예방사업의 결과였다. 조선총독부는 1936년 4월 조선결핵예방협회를 창립

하고 각 도에 그 지부를 두어 전국적인 결핵예방사업을 전개하고자 했다.

협회의 회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겸임했고, 부회장은 경무국장, 상무이

사는 위생과장, 각 도 지부의 회장은 도지사, 부회장은 도 경무국장, 상무는

도 위생과장이 겸임했다. 이런 조직으로 보건대 결핵예방협회의 실무를 담

당한 것은 각 도 위생과였다. 지역 위생과들은 결핵예방일을 정하여 포스터

게시, 팜플렛 배포, 라디오 방송, 강연회 개최, 영화 상영 등을 통해 적극적

으로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선전하고 관련 지식을 보급했으며, 무료건강상

담, 무료건강진단, 객담검사 등 결핵의 조기진단을 위한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했다.345) 이런 계몽운동 외에도 지역 위생과들은 결핵 환자의 조기 진

단을 위한 결핵상담소의 설치, 접객업 종사자처럼 결핵에 걸리기 쉬운 집단

을 대상으로 한 무료검진, 도 내 결핵 환자 수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

다.346) 이와 같은 결핵예방사업에서 도별 결핵 환자 수 파악을 위한 조사는

지역 위생관료들의 몫이었다.

지역 위생관료들의 결핵실태조사는 산발적으로 시행되었다. 지역마다 실태

조사의 방법과 검사범위가 달랐다. 가령 경기도와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나

머지 지역들처럼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를 이용한 집단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1936년 경기도 위생과가 실시한 사업의 내용과 결과를 수록한 『위

생개요』(衛生槪要, 1937)에는 결핵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로서 결핵 만연 상

황 조사가 시행되었다. 결핵 만연 상황 파악을 위해 경기도 위생과는 체신

344) 須川豊, 原藤周衛, “朝鮮人ニ於ケルツべルクリン陽性律 ツべルクリン反應調査の文獻及び
未發表檢査成績の總括”, 『日本医学及健康保險』 3199 (1940), 8-12쪽.

345) 결핵예방협회의 활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대한결핵협회, 『한국결핵
사』 (서울: 대한결핵협회, 1998), 256-262쪽.

346) 朝鮮總督府 警務局 編, “結核豫防施設ニ關シ各道實情ニ應ジ實行可能ノ見込アル具體的方
策”, 『道警察部長會議諮問事項答申書』 (京城: 朝鮮總督府, 1935.4), 95-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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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종업원, 간호사, 접객업자를 대상으로 객담검사와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그 성적표를 발표했다. 객담검사란 피검자의 객담에 결핵균이 포함되어 있

는지를 알아보는 세균학적 검사로, 피검자에게 결핵 전염성이 있는지를 평

가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건강진단은 임상진찰을 통해 피검자의 결핵 이환

여부를 판단하고 만일 결핵에 이환되었다면 그것이 전염성이 높은 종류의

결핵, 즉 폐결핵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검사였다. 그 외에도 경기도

위생과는 주요 시가지 및 공공장소의 바닥에 있는 객담을 수집하여 세균학

적으로 검사했다. 이처럼 주로 객담검사와 건강진단에 의지한 경기도 위생

과의 결핵실태조사에서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가 시행되지 않았다.347)

경상북도 위생과의 경우, 1939년 대중에 대한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

를 『경북위생의 개요』(慶北衛生の槪要, 1940)에 보고하면서도, 임상적 진

찰 외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나 객담검사 등 실험실 검사를 이용한 집단

검진을 시행했다는 언급은 없었다.348)

이와 같은 경기도와 경상북도 위생과의 보고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

를 사용한 집단검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다른 위생과의 경우와 분명히 구

별되었다. 가령 황해도 위생과는 도내 결핵 분포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1935

년부터 1936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핵기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조

사방법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였다. 나아가 황해도 위생과는 투베르쿨

린 피부반응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실제로 결핵의 임상증상을

보이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사하여 투베르쿨린 피내반응 검사의 성적과 임상

증상의 유무를 함께 『위생개요』(衛生槪要, 1937)에 수록했다.349) 경기도,

경상북도, 황해도 위생과가 보여준 결핵실태조사 방식의 차이는 각 지역 위

생과가 조선총독부의 방침에 따라 결핵 만연 상황 파악에 나서고 있었지만,

그 실제 조사에 대해서는 일관된 지침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를 이용한 결핵 집단검진을 실시한 지역

위생과들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검사방법은 서로 달랐다. 투베르쿨린 피부반

347) 京畿道 衛生課, 『衛生槪要』 (京城: 京畿道 警察部 衛生課, 1937), 62-84쪽.
348) 慶尙北道 衛生課, 『慶北衛生の槪要』 (大邱: 慶尙北道 警察部 衛生課, 1940), 7쪽.
349) 黃海道 衛生課, 『衛生槪要』 (海州: 黃海道 警察部 衛生課, 1937), 30-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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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검사는 접종방법이 여러 가

지이고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가령 투

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가 개

발된 직후 일본에 소개된 검사

방법으로는 투베르쿨린 용액의

농도, 접종 방식, 접종 부위에

따라 총 11개가 있었다. 여러

검사법들이 경합을 벌인 결과,

1930년대에 가장 널리 사용된

방식은 피르케법(Pirquet’s Skin

Reaction)과 망투법(Mantoux Test)이었다. 피르케법은 피부 위에 투베르쿨

린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린 후 주사바늘로 피부에 상처를 내어 상처를 통

해 시약이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인 데 비해, 망투법은 일정한 양의 투베르

쿨린 용액을 주사기로 피부에 주입하는 방법이었다(그림2 참조).350) 이런 시

술 후 피부에 생기는 구진(丘疹)의 크기를 측정하여 양성 혹은 음성을 판정

하는 점은 두 방법에서 동일했으나, 같은 방법이라도 검사자에 따라 투베르

쿨린 용액의 농도와 결과 판정 기준에 차이가 있었다. 조선의 지역 위생과

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성부와 평안남도 위생과는 망투법으로 접종하면서

투베르쿨린 용액은 1,000배 희석액을 사용했다. 판정방법은 구진의 크기가

1.0cm 이상일 때를 양성으로 간주했는데, 평안남도 위생과가 1.0cm 미만을

모두 음성이라고 한 데 비해, 경성부 위생과는 0.4cm 이하를 음성, 0.5cm부

터 0.9cm 사이를 의양성으로 판정했다.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위생과는 망투

법으로 접종하면서도 투베르쿨린 용액의 농도는 경성부와 평안남도 위생과

가 사용한 것의 절반인 2,000배 희석액을 사용했다. 두 곳 모두 구진이

0.5cm 이상일 때를 양성이라고 했지만, 전라남도 위생과의 경우 0.5cm 이상

인 경우에도 등급을 두어서 1.0cm까지를 양성, 1.1cm부터 2.0cm까지를 강양

350) 笠原道夫 編, 『小児結核症及其療法』 (東京: 南江堂, 1909), 62-63쪽.

그림 2. 망투법의 시술부위와 방법

출처: "Mantoux test",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Mantoux_test

(최종검색일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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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2.1cm 이상을 강강양성으로 판정했다. 전라북도 위생과의 경우는 망투

법이 아닌 피르케법을 사용했고, 구진이 0.5m 이상일 때를 양성으로 판정했

다.351) 이처럼 각 지역 위생과들은 세부적으로 모두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를 시행했다.

이와 같이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시행된 결핵실태조사는 조선총독부가

결핵예방협회 창설 이후, 결핵예방과 관련된 실무를 지방행정기구에게 맡긴

채 그에 대한 감독과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던 1930년대 후반의 상황을

반영했다. 창설 당시 결핵예방협회는 결핵 환자의 격리 치료를 위한 결핵요

양소 설립과 결핵 조기 진단을 위한 건강상담소 증설을 구체적인 활동 목표

로 내세웠다.352)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일찍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결핵요양

소를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설립하는 대신 각 지역 도립의원에 부속기관의

형태로 설치할 것을 제시했으며, 그마저도 도립의원 경비로 해결할 것을 요

구한 상태였다.353) 도립의원의 경영은 1925년 조선총독부의 적자 부담을 줄

이기 위해 지방행정기구로 이관되었고, 그 재정은 진료 수입으로 간신히 충

당되고 있어서 결핵요양소를 신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354)

건강상담소의 설치 또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도

립의원과 공의 진료소에 결핵상담 업무를 추가한 것에 불과했다.355) 이처럼

결핵예방협회가 밝힌 주요 활동 목표는 거의 지방행정기구의 역량에만 의존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위생과들의 비일관적인 조사는 1940년 결핵예방회 조

선지방본부가 중앙통제적인 조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재단

법인 결핵예방회는 1939년 4월 일본 황실이 출자하여 창립한 기관으로, 일

본 후생대신이 그 회장을 겸임했으며, 결핵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결핵연구소 설립, 결핵예방을 위한 사상의 보급과 실생활에서의 주

351) 須川豊, 原藤周衛, “朝鮮人ニ於ケルツべルクリン陽性律 ツべルクリン反應調査の文獻及び
未發表檢査成績の總括”, 『日本医学及健康保險』 3199 (1940), 8-12쪽.

352) “朝鮮結核豫防協會 發會式”, 『朝鮮』 5 (1936), 140쪽.
353) “결핵환자는 격증컨만 시료의 기관은 전무”, 『동아일보』 1934.12.2.
354) 박윤재, “조선총독부의 결핵 인식과 대책”, 『한국근현대사연구』 47 (2008), 227-8쪽.
355) “결핵환자 40만, 사망자도 연 4만 여 명”, 『동아일보』 19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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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항 지도, 결핵예방모범지구 설정, 결핵예방사업을 전담할 직원 양성 등

을 주요사업으로 제시했다. 창립 직후부터 결핵예방회는 급속하게 활동범위

를 넓히다가, 1939년 11월에는 조선과 대만에 지방본부를 설치했고, 조선의

각 도에 지부, 그 하위 행정구역에 분구(分區)를 두어 결핵예방활동이 지역

말단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직을 편성했다. 조선지방본부에서

본부장은 정무총감, 상무이사는 조선총독부 위생과장, 지부장은 도지사, 부

지부장은 도 경찰부장이 담당했다.356) 이처럼 조선총독부 및 지방관청의 행

정조직과 결합한 결핵예방회는 일본 황실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적극적이

고 전국적인 결핵예방사업을 전개했다.

결핵예방회 조선지방본부가 주력한 사업 중 하나는 조선의 전국적인 결핵

만연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결핵예방회 조선지방본부는 1940년부터 각

도에 체위향상모범지구를 설정하고 구내에 거주하는 11세부터 20세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결핵실태조사를 실시했다.357) 각 지역의 조사

성적은 중앙의 기관으로 수렴되었고, 그 결과 중 일부는 조선의학회에서 발

표되었다. 그 보고에 따르면 결핵예방회 지부는 관할 지역 위생과들의 도움

을 받아 1940년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를 사용한 집단검진을 시행했으

며, 본부에서 그 성적을 종합하여 전국 29,949명의 피검자 중 44.9%가 양성

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358) 이에 비해 1940년 이전에 시행된 조선의 결핵

실태조사는 제각각이었고, 그 조사방법은 지역 위생관료들의 자율적인 선택

에 달려있었다.

지역 위생관료들 중 일부는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과 연계를 맺고

결핵 분포 상황을 연구했다. 가령 황해도 위생과의 경우, 1936년 12월부터

1938년 3월까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를 사용하여 시행한 결핵 집단검

356) 井上八重二, “財團法人結核豫防會-朝鮮地方本部の機構と其の使命”, 『警務彙報』 413 
(1940.9), 56-7쪽. 

357) “朝鮮人에게도 結核性 京畿道調査로 戰慄할 數字判明”, 『매일신보』 1941.3.12.; “體力管
理의 基本材料로 靑少年들 保健調査-新設될 厚生局 結核豫防에 萬全”, 『매일신보』 
1941.7.31. 

358) 小川功, “(講演抄錄)朝鮮のツベルクリン皮內反應陽性率に就て”, 『朝鮮医学会雜誌 臨床
篇』 1(6) (1941-1943), 89-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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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성적을 가지고 그 위생기사인 쓰무라 하쓰오(津村初男)가 경성제대 위생

학예방의학교실의 스가와와 공동 연구를 했다. 공동 연구가 가능했던 이유

는, 둘 사이의 인맥 때문이었다. 1930년대 말 황해도 위생과에 부임한 쓰무

라는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수련을 받은 인물로서, 스가와와는

같은 해에 교실에 입국한 동기였다. 이들은 직업적인 동료로서뿐 아니라 개

인적으로도 친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1937년에는 경성 재주 아동의 발육과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에 관한 연구에 함께 참여한 경험도 있었다.359)

1938년 수련을 마친 쓰무라는 황해도 위생과에 부임했다가, 그곳에 축적되

어 있던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 자료들을 발견한 뒤,360) 교실에 남아 결

핵 연구에 몰두하고 있던 스가와에게 연락하여 공동 연구를 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의 공동 연구는 당시 황해도 위생과장이던 니노미야 즈카사

(二宮司)의 지지를 받았다.361) 그는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최초 입

국자이자, 쓰무라와 스가와의 선배였다. 후일 스가와의 회고에 따르면, 니노

미야는 쓰무라, 스가와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 입국했을 무렵 강사로 일하

고 있었고, 그 뒤 교실을 떠나 위생관료로 일하면서도 후배들과 여행을 가

거나 그들의 조사 연구를 원조하며 친분을 유지했다.362) 이처럼 황해도 위

생과와 스가와의 공동 연구는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인맥을 바탕

으로 시행되었다.363)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출신의 연구자가 위생관료가 되어 교실에 남

아있던 이전 동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경우와 달리, 위생관료로 일하던

359) 須川豊, “初期の衛生学敎室”,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編輯委員會 編, 『京城帝
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 紺碧遥かに』 (京城: 京城帝國大學同窓會, 1974), 228-239쪽. 

360) 황해도 위생과의 적극적인 결핵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黄海道 衞生課, “黃海
道結核豫防協會發會式の狀况”, 『警務彙報』 363 (1936.7), 115-118쪽; “黃海道 衛生課에서 
肺結核撲滅運動 可驚할 五萬患者(海州)”, 『동아일보』 1938.5.16.

361) 津村初男, 武藤実夫, 須川豊, “黄海道内諸地方に於ける「ツベルクリン」反応陽性率”, 『滿
鮮之醫界』 235 (1940.10), 1-6쪽. 이 논문의 말미에는 황해도 위생과장인 니노미야, 그리고 
니노미야, 쓰무라, 스가와 세 사람 모두의 지도교수인 미즈시마에 대한 감사 인사가 수록되
어 있다. 

362)  須川豊, “初期の衛生学敎室”, 228-239쪽. 
363) 津村初男, 武藤実夫, 須川豊, “黄海道内諸地方に於ける「ツベルクリン」反応陽性率”, 『滿

鮮之醫界』 235 (1940.10),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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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 들어와서 수련을 받으며 결핵에 관

한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가미(大神盛正)는 1935년에 경성제대 의학

부를 졸업하고 충청남도 도립 대전의원 부속 마약류중독자치료소를 거쳐

1937년부터 인천부 위생과에서 근무한 인물로, 위생관료로 일하면서 그와

동시에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 입국하여 수련을 받았다. 그 사이에

오가미는 인천에 거주하는 조선인 아동과 일본인 아동을 대상으로 투베르쿨

린 피부반응 검사를 시행했고, 그 검사 성적과 아동들의 가정환경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오가미는 선배인

스가와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았고, 그 연구를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논문 마

지막에 스가와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적었다.364) 스가와 또한 오가미가 정

식논문을 발표하기 전부터 그의 연구를 ‘발표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논문에 인용할 정도로, 오가미의 연구를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선후배

관계를 통해 지적으로 교류하던 그들은 후일 인천부의 사망통계 자료를 사

용하여 조선인 결핵 사망률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게 되었다.365)

쓰무라와 오가미의 사례에서 보았듯, 스가와는 위생관료들과 협조하며 결

핵을 연구했다. 하지만 이것을 조선총독부의 방침에 부응한 결과였다고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물론 그들의 공동 연구는 지방 위생과들로 하여금 결핵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촉구한 조선총독부의 정책에서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지역별 결핵실태조사는 조선총독부의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 이 아니었다. 1930년대 후반 조선총독부는 결핵의 유행 상황을 파악할

필요성만 제기했을 뿐, 각지의 결핵 집단검진을 주도 혹은 감독하거나, 그

성적을 수집 및 종합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별 결핵

실태조사의 방식은 각 지방 위생관료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달려 있었다. 경

기도와 경상남도 위생과가 나머지 지역의 위생과들과 달리 객담검사와 건강

검진에 의존했고,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를 사용한 위생과들 사이에서도

그 구체적인 검사방법이 달랐던 사실은 지역별 결핵실태조사의 산발적이고

364) 大神盛正, “仁川在住學童のマントー氏反應成績と社會的諸因子との關係”, 『滿鮮之醫界』 
240 (1942), 14-29쪽.

365) 須川豊, 大神盛正, “朝鮮に於ける醫師と醫生”, 『朝鮮行政』 21(2) (1942.4), 19-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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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스가와와 위생관료의 협력은 이와 같이 지방 위

생과의 결핵예방사업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느슨한 관리 하에서, 일부 위생

관료 개인들의 지적 배경과 그들 사이의 학연에 의해 성립되었다.

나아가 스가와의 결핵 연구는 1940년 이후 재단법인 결핵예방회를 통해 전

국적으로 시행된 조선총독부의 결핵실태조사와는 구별되는 문제의식을 가지

고 있었다.366) 민족에 따라 고유한 결핵 감염의 패턴을 도출하려 했다는 점

에서 스가와의 연구 목표는 행정적인 목적의 연구와 초점이 약간 달랐다.

조선총독부의 결핵실태조사는 정책 수립과 평가의 근거가 될 표준값을 구하

기 위한 작업이었다. 따라서 가급적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지역별, 연

령별, 남녀별 추세를 분석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었다. 가령 1940년 가

을 결핵예방회 조선지방본부는 각 도에서 농촌, 산촌, 어촌, 도시, 공장지대

를 대표하는 지역들을 하나씩 정하여 그 곳 주민 중 11세부터 20세 사이의

사람들 총 29,949명에 대해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대규

모 데이터를 수집했고, 간단한 분류와 계산을 통해 도별, 지형별, 연령별, 남

녀별 양성율을 구했다.367) 이에 비해 스가와에게는 직접 집단검진을 실시하

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보다, 기존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보정하여 그 민족

별 특징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이 있었다. 이는 스가와가 데이터 수집을 위

한 현지조사에 나서기 보다는, 각지 위생과들에게 부탁하여 기존 데이터들

을 확보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일에 집중했던 데에서 드러난다. 물론 스가와

또한 2편의 연구를 통해 현지조사를 통한 데이터 생산에 참여하기도 했지

만, 그는 데이터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의 연구 외에 총 26개의 연구를

분석하여 민족적 특징을 도출하는 작업에 무게를 두었다.368)

366) 이 시기 결핵예방회 조선지방본부의 활동은 조선총독부 위생과의 활동과 거의 동일시되었
다. 결핵예방회 조선지방본부가 발행한 월간 팜플렛 『결핵예방』(結核豫防)을 보면, 뒷표지의 
발행정보란에 결핵예방회 조선지방본부가 조선총독부 위생과 안에 위치한다고 기재되어 있
으며, 팜플렛의 가장 뒷부분에는 조선의 위생관료들의 이동 사항이 게시되었다. 이는 『결핵
예방』이 결핵 예방이라는 본래 기능 뿐 아니라, 위생관료들 사이의 업무 변경을 고지하는 
기관지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朝鮮衛生關係職員異動”, 『結核豫防』 31 
(1944.3), 16쪽.

367) 小川功, “(講演抄錄)朝鮮のツベルクリン皮內反應陽性率に就て”, 『朝鮮医学会雜誌 臨床
篇』 1(6) (1941-1943), 89-90쪽.

368) 須川豊, 原藤周衛, “朝鮮人ニ於ケルツべルクリン陽性律 ツべルクリン反應調査の文獻及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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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결핵 감염의 민족적 특징 파악을 중시하는 스가와의 태도는 결핵예

방회가 집단검진 결과를 보고하면서, 그 민족 구성에 대해 “대체로 조선인”

이라고 언급한 것 외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었

다.369) 스가와는 민족별 결핵 감염률을 계산하기 위해 총 28개 연구들을 해

체하고 그 데이터만을 추출해서 총 42,733명의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

성적을 민족별로 재구성했다. 이런 데이터의 통합은 정확도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매우 높은 작업이었는데, 그 이유는 스가와가 참조한 연구들의 검사

방법과 결과판정법이 각기 달랐고, 그중 일부 연구들은 민족 구분 없이 데

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이었다. 스가와 자신도 “이와 같은 비교는 엄밀한 의

미에서는 오류가 많음이 분명”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선의 결핵 감염도의

현상을 추찰(推察)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데이터 통합

을 고집했다.370)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의학자들의 결핵 집단검진 결과를 통합하려면 방법론

적인 오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가와가 그 작업에 몰두한 이유는, 그의

연구가 아동 발육 연구의 문제의식을 계승했기 때문이었다. 경성제대 위생

학예방의학교실 결핵 집단검진 연구의 출발점인 아동 발육 연구는, 어느 민

족의 집단적 신체검사 통계에서 나타나는 연령별 추이가 그 민족 고유의 위

생학적 특징을 드러낸다는 관점 아래 전개되었다. 가령 이인규는 조선인과

일본인 아동의 신장 발육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연령을

중심으로 연령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성장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그 민족별

패턴을 도출했다. 그에 따르면 6세에서 13세까지 조선인은 연령별 발육량이

일본인보다 적고, 따라서 7년간의 총 발육량 또한 일본인보다 적다. 조선인

의 발육량이 일본인의 것보다 적은 가장 큰 이유는 발육이 최고로 활발해지

는 시점이 늦기 때문이다. 즉 일본인은 11세부터 성장이 급증하는 데 비해

조선인은 12.6세가 되어야 비로소 성장이 급증하기 시작한다.371) 성장 급등

未發表檢査成績の總括”, 『日本医学及健康保險』 3199 (1940), 8-12쪽.
369) 小川功, “(講演抄錄)朝鮮のツベルクリン皮內反應陽性率に就て”, 『朝鮮医学会雜誌 臨床

篇』 1(6) (1941-1943), 89-90쪽.
370) 須川豊, 原藤周衛, “朝鮮人ニ於ケルツべルクリン陽性律 ツべルクリン反應調査の文獻及び

未發表檢査成績の總括”, 『日本医学及健康保險』 3199 (1940), 8-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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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지연은 빈곤한 집단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므로, 이런 연령 패턴은

조선인 아동이 주로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일본인 아동보다 발육이 저하되는

상황을 가리킨다.372)

핵심적 변화가 일어나는 연령을 중심으로 신체검사 결과의 연령별 추이를

민족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민족 고유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아동 발

육 연구의 관념은, 스가와의 결핵 집단검진 연구로 이어졌다. 스가와는 여러

의학자의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 결과를 민족별, 연령별로 재조합하고

그 패턴을 탐구했다. 이 분석을 통해 그는 “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에서 약

반수가 [결핵에] 감염되는 연령”이 조선인에서는 8세인데 비해, 일본인에서

는 14세이며, 이처럼 이른 나이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결핵 감염으로 인해

조선인 아동이 일본인 아동보다 2배 정도 결핵 감염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 결과를 후일의 결핵 사망률 연구와 비교함으로써 스가와는 일본인

이 조선인에 비해 학동기의 결핵 감염율은 낮은 반면 청년기 결핵 사망률이

높은 현상에 대해, “조선인 결핵 환자는 내지인에 비해 생존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373) 이처럼 일본인과 조선인의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 결과의 연령별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두 민족의 특유한 결핵

감염상(像)을 파악한 스가와의 연구는, 보건통계의 연령별 패턴을 민족 고유

의 특징으로 본 아동 발육 연구의 기본틀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아가 스가와가 민족 특유의 결핵 감염 패턴 분석을 중시한 이유는 단지

그의 연구가 아동 발육 연구로부터 문제의식을 물려받았기 때문만은 아니었

다. 스가와의 결핵 연구는 궁극적으로 민족의 생명력을 통계적으로 구하려

던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전반의 연구 목적과 맞닿아 있었다. 스가

와에게 있어서 결핵 집단검진 연구는 “민족의 결핵에 대한 저항력의 차이를

논하는 한 근거”였다. 그에 따르면 “감염, 이환, 사망의 세 방면으로부터” 민

족간 결핵 저항력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감염률은 투베르쿨린 피부반

371) 李仁圭, “朝鮮兒童の身長, 體重及び胸圍に就て”, 『朝鮮醫學會雜誌』 23(8), (1933), 61-82
쪽.

372) 같은 저자, “아동의 발육형상-조선아동의 특이성(3)-”, 『동아일보』 1937.11.7.
373) 須川豊, “結核と年齡”, 『朝鮮医学会雜誌 臨床篇』 1(2) (1941-1943), 247-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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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이용한 결핵 집단검진을 통해, 이환율은 결핵 환자를 발견한 의사들의

신고를 통해, 사망률은 결핵 사망진단을 통해 통계적으로 파악 가능했다.374)

이 항목들은 모두 어느 민족이 결핵에 의해 얼마나 잠식되어 있는지를 나타

내는 척도로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결핵이 민족의 생명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중 결핵이 민족의 생명력에 미친 악영향을

파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단서는 결핵 사망률이지만, 후술하듯 결핵 사망

통계가 부정확한 조선의 상황에서 결핵 감염률 또한 결핵과 민족의 생명력

의 관계를 추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였다.375) 이런 스가와의 결핵 연구 목적

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서술될 것이다.

4.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결핵 통계 보정법과

조선인 결핵 사망의 ‘진상’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시행된 결핵 연구의 다른 한 갈래는 결

핵 사망률 연구였다. 이 교실에서는 1939년부터 1942년까지 결핵 사망률에

대한 연구가 연달아 발표되었다. 1939년 다니구치(谷口芳德)가 결핵이 일본

인의 평균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이후, 1940년 스가와와

하라후지가 공동으로 조선의 결핵 사망률의 민족별 특징에 대해 연구했고,

1941년에는 스가와가 단독 저자로 조선인과 일본인에서 결핵 사망률 및 감

염률의 연령별 추세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2년

에 스가와가 오가미와 함께 조선인 결핵 사망률에 포함된 통계적 오류를 보

정하는 연구를 수행했다.376)

다니구치의 연구를 제외하면 이 연구들은 모두 ‘조선인 결핵 사망의 진상’

규명을 목표로 했다. 1938년 조선총독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 1만 명

374) 같은 논문, 247쪽.
375) 須川豊, 原藤周衛, “朝鮮ニ於ケル結核死亡ニ就て”, 『滿鮮之醫界』 232 (1940.7), 6쪽.
376) 谷口芳德, “本邦ニ於ケル結核死亡ニ因ル平均壽命短縮ノ地理的分布”, 『朝鮮医学会雜誌』 

29(11) (1939), 41-58쪽; 須川豊, 原藤周衛, “朝鮮ニ於ケル結核死亡ニ就て”, 『滿鮮之醫界』 
232 (1940.7), 1-8쪽; 須川豊, 大神盛正, “朝鮮ニ於ケル醫師ト醫生”, 『朝鮮行政』 21(2) 
(1942.2), 19-26쪽; 須川豊, “結核と年齡”, 『朝鮮医学会雜誌 臨床篇』 1(2) (1941-1943), 
247-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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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조선인의 결핵 사망률은 4.9로, 일본 본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결핵 사

망률 20.3과 비교하여 약 4분의 1이었고,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결핵 사

망률 25.2의 약 5분의 1에 불과했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자

들은 이 조사 결과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조선인의 결핵 사망률이 내지보

다 매우 낮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조선총독부의 통계

를 보정하여 조선인의 ‘결핵 사망의 진상’을 드러낼 방법을 모색했다

이 절은 이런 조선인 결핵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의 연구’가 경성제대 위

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시행된 결핵 연구의 중요한 특징을 반영한다고 보고,

그런 특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절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결핵 사망률 연구와 관련된 지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를 바탕으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원들이 왜 조선총독부의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여겼는지, 그 오류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그들

이 생각한 ‘진상’이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한다. 그럼으로써 이 절은 조선인

의 질병과 그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관리 방식에 관해 경성제대 위생학예방

의학교실이 지닌 문제의식을 드러내고자 한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자들은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결핵 사

망 통계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재조 일본인의 사망

통계를 연령별, 사인별로 분석한 오치아이는 “조선인의 사망 통계는 (특히

그 사인에 있어서) 매우 불만족스럽고 도저히 엄밀한 취급이 불가능하여 본

의는 아니지만 도외시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고,377) 다니구치

또한 “조선인의 병류별 통계는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

다.378) 이런 이유로 1940년까지 조선인 결핵 사망통계는 경성제대 위생학예

방의학교실의 연구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조선인의 결핵 사망률을 연구

하기 시작한 스가와와 하라후지조차 조선인의 “병류별 통계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낮고 따라서 신뢰할 만한 조선인 결핵 사망통계는 구하려 해도

377) 落合時典, “在鮮內地人ノ死亡統計ニ關スル硏究”, 『朝鮮医学会雜誌』 30(7-8) (1940), 348
쪽.

378) 谷口芳德, “本邦ニ於ケル結核死亡ニ因ル平均壽命短縮ノ地理的分布”, 『朝鮮医学会雜誌』 
29(11) (1939), 4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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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가 없었다”고 연구의 고충을 토로했다.379)

조선인 결핵 사망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인식은 단순히 경성제대 위생학예

방의학교실 연구원들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조선인의 결핵 통계에 대한 불

신은 1910년대부터 조선의 언론과 의사들 사이에 퍼져있었다. 가령 1918년

매일신보의 한 기사는 조선총독부의 폐결핵 환자 통계에서 일본인은 남자가

4,545명이고 여자가 5,105명인 데 비해, 조선인은 남자가 3,811명이고 여자가

2,560명으로 남녀 모두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적지만, “실상 환자 수를 또박

또박이 조사하게 되면 이보다 몇 갑절이 될 놀라운 숫자를 보게 될” 것이

며, “실상을 조사하면 비교적 조선인이 많을 것”이라고 보도했다.380) 마찬가

지로 조선총독부의원 제1내과 과장 오자와 마사루(大澤勝)는 1921년 조선의

학회에서 결핵에 대한 숙제보고를 위해 그 과의 외래환자 수를 집계하여 사

망자 100명 중 폐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이 일본인에서는 평균 3.3%인 데 비

해 조선인에서는 1.3%라는 결과를 얻었지만, “이것이 과연 조선의 폐결핵

만연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라면 조선은 천혜의 낙토(樂土)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그렇다고 믿을 수 없다. 후일 정확한 통계를 얻으면 그 수치가

내지 및 외국의 사람들을 경악하게 할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했다.381) 당시

오자와와 함께 결핵에 대한 숙제보고를 담당한 조선총독부의원 외과 과장

기리하라 신이치(桐原眞一)도 외과의 외래 환자들 중 골관절 결핵 환자의

수를 집계하여 일본인보다 조선인에서 여성 환자의 수가 훨씬 더 적다는 결

과를 얻었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조선인 여자가 외출을 꺼리는 관

습상, 외과적 결핵처럼 만성 경과를 거쳐도 고통이 비교적 경미한 질환으로

는 의사를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언급했

다.382)

물론 일본인보다 조선인에서 결핵 환자가 더 많다는 주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17년 조선총독부의원의 부원장이자 내과과장이던 모리야스 렌키

379) 須川豊, 原藤周衛, “朝鮮ニ於ケル結核死亡ニ就て”, 『滿鮮之醫界』 232 (1940.7), 1-8쪽.
380) “폐결핵, 조선 사람 환자가 더 많다고 조사됨”, 『매일신보』 1918.11.9.
381) 大澤勝, “朝鮮に於ける結核(內科的方面)”, 『朝鮮醫學會雜誌』 37 (1922), 1-34쪽.
382) 桐原眞一, “朝鮮に於ける結核(外科的方面)”, 『朝鮮醫學會雜誌』 35 (1921), 26-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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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森安連吉)는 “조선인에서 결핵 환자가 많다는 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

지만, 이것은 폐디스토마를 혼동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다”

라고 언급하며, 환기가 어렵고 열악한 거주환경과 낮은 위생사상 때문에 조

선인은 결핵에 걸릴 위험이 높지만 “신체가 튼튼해서 병에 대항하는 저항력

이 강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환자가 적다”고 주장했다.383) 하지만 이처

럼 폐결핵에 대한 조선인의 저항력과 그로 인한 낮은 이환율을 강조하는 견

해는 1921년 조선의학회의 숙제보고 이후 거의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

조선의 의학자들이 조선인 결핵 사망 통계를 믿지 않은 이유는, 의학과 위

생사상의 발달이 늦은 조선에서 결핵이 일본보다 더 적을 리 없다고 생각했

기 때문이다.384) 의학자들이 조선에 결핵이 만연하고 있다고 본 이유는 주

로 조선인의 비위생적인 가옥구조, 결핵균의 전파를 촉진하는 생활양식, 그

리고 서양의학 이용 부족이었다.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그들의 설명을 살펴보

면, 먼저 오자와는 『동의보감』의 기록을 인용하여 조선에서 오래 전부터

결핵이 유행해왔다고 하면서, 그 원인을 조선의 ‘특유한 가옥의 건축양식’,

즉 ‘온돌가옥’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온돌가옥은 통풍이 잘 되지 않는 탓

에 유독가스, 열, 습기 등을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결핵 감염에 유리한 환경

을 조성했다.385) 그 원리에 대해서는 경성제대 제1내과학교실 교수인 이와

이 세이시로가(岩井誠四郞) 더 자세한 설명을 제시했는데, 겨울철 보온을 위

해 실내에서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구조로 된 온돌가옥은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균 번식에 유리한 습기가 실내에 많고, 창문이 작아서

살균기능을 하는 자외선이 집안으로 잘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환경에서 많

은 식구가 조밀하게 지내면 실내공기를 통해 결핵균이 전파되기 쉬웠다.386)

383) 森安連吉, “可恐肺結核の話”, 『朝鮮及滿洲』 16(125) (1917.11), 72-3쪽. 모리야스의 주장
은 폐디스토마가 객혈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점에서 임상증상만으로는 폐결핵과 구별되기 
어렵다는 그의 임상 경험과, 그런 폐디스토마가 조선인들에게 많다는 조선총독부의원 지방
병 및 전염병 연구과의 연구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地方病及傳染病
硏究科業績”, 『朝鮮總督府醫院年報(1918)』 5 (1920), 288-293쪽.

384) “보건강좌-폐결핵의 예방법과 치료법. 성대암정내과 金東益씨 강연”, 『조선일보』 
1932.3.15.  

385) 大澤勝, “朝鮮に於ける結核(內科的方面)”, 『朝鮮醫學會雜誌』 37 (1922), 1-34쪽.
386) 岩井誠四郞, “結核の豫防”, 『臨床內科學』 4 (1936) 326쪽. 이 기사는 1936년 5월 26일 

결핵예방일 특집으로 경성방송국에서 방송한 이와이의 라디오 강연을 필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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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조선의 의학자들은 조선인들이 결핵균의 확산을 촉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가령 경성제대 제1내과학교실 조수 김동익은 결핵에

관한 대중강연에서 조선인이 피해야 할 행동으로 객담을 전차 안, 도로, 정

원 등 공공장소에 뱉는 행위, 입을 가리지 않고 기침을 하는 행위, 환자와

침실 및 식기를 함께 사용하는 행위를 들었다.387) 조선인이 결핵 환자와의

접촉을 주의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모리야스도 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인들

이 환자를 격리하지 않고 결핵균이 포함된 공기와 이불을 공유한다고 비판

하며, 이런 조선인의 행동을 위생사상이 발달하지 않은 증거로 여겼다.388)

셋째로, 조선의 의학자들은 조선에 결핵이 만연한 이유로 빈약한 서양의학

의 이용을 들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결핵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음을 의미했다. 오자와는 조선인 중 “우리 의학에 의지하는 사람이

적고 여전히 초근목피에 기대는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했으며,389) 김동익

또한 조선인이 결핵에 걸렸을 때 일차적으로 서양의학을 이용하지 않는 태

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병에 쓰는 약으로는 한약, 상약, 매약, 양약 등

수백수천 가지”가 있다고 말하며, “가정에서 이 약도 쓰다가 저 약도 쓰고

하지 마시고 가장 신용할만한 의사에게 전부 부탁할 것”을 당부했다.390)

조선의 의학자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위생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결핵

이 유행한 조선과 달리, 이미 그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일본에서 결핵

이 더 적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이 보기에 일본에서 결핵이 유행한

이유는 위생사상과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진행된 도시화와

산업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까닭이었다. 결핵예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전

개한 세균학자 기타사토 시바사부로(北里柴三郎)가 1920년 10월 경성에서

한 강연에 따르면, “일본에서 의학은 장족의 진보를 하고 있”지만, 도시와

공업의 발달에 수반되는 여러 건강문제를 관리할 사회제도가 충분히 마련되

387) “보건강좌. 폐결핵의 예방법과 치료법. 성대암정내과 金東益씨 강연”, 『조선일보』 
1932.3.15.  

388) 森安連吉, “可恐肺結核の話”, 『朝鮮及滿洲』 16(125) (1917.11), 72-3쪽.
389) 大澤勝, “朝鮮に於ける結核(內科的方面)”, 『朝鮮醫學會雜誌』 37 (1922), 1-34쪽.
390) “보건강좌. 폐결핵의 예방법과 치료법. 성대암정내과 金東益씨 강연”, 『조선일보』 

193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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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고, 대중들은 알고 있는 의학 및 위생에 관한 지식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결핵이 유행하고 있었다.391) 이는 바꾸어 말하면,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과 대중의 실천이 있다면 결핵을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1932년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조교이던 니노미야(二宮司) 또한 이런 관점에

서 일본의 결핵 상황을 검토했는데, 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결핵이 유행하

고 있기는 하지만, “의학의 급격한 발달과 일반민의 위생적 관념의 각성이

서로 도와 이[결핵]에 충분히 반항하고 이것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었다.392)

이런 일본에 비해 조선은 위생과 의학의 발달이 미진하기 때문에 결핵 문

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위생 문제의 해결이 요원하다고 조선의 의학자들은

평가했다. 오가와에 따르면 서양의학을 찾지 않고 초근목피에 의존하는 조

선인들의 태도가 조선에서 “위생 문제의 진전을 지연시키는 데 한 원인을

제공”했고, 따라서 “위생상으로 보아 조선 개발에 이르는 것은 먼 장래를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393) 경성제대 총장이던 시가 기요시(志賀潔)도 그와

비슷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시가는 대다수의 조선인들이 서양의학 교육

을 받은 의사가 아닌, 한방의인 의생(醫生)에게 의존하는 현실이 전염병 예

방과 위생행정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생들의 단체인 ‘동서

의학연구회’에서 강의했던 경험을 회고하며, 그것이 “하등의 보람 없이 헛수

고로 끝났다”고 평했다. 그에 따르면 의생은 비록 기초적인 서양의학을 공

부하여 간단한 치료는 할 수 있지만, 그들 중 “전염병에 대한 개념, 예방,

소독의 근본 지식”을 “이해할 단계가 된 사람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종

두, 예방주사 등 이익이 될 만한 시술들에 대해서는 그 원리를 지레짐작하

여 곧잘 응용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약물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

문에 “위험천만, 백해무익”했다. 이런 인식에 따라 시가는 결국 의생들을 가

르치는 것이 “폐해를 일으킬 우려”를 높인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중단했

391) 北里柴三郎, “戰慄すべき肺結核”,  『朝鮮及滿洲』 161 (1920.11), 42-4쪽.
392) 二宮司, “統計的に見た肺結核死亡の諸相”, 『朝鮮及滿洲』 279 (1931.2), 50-54쪽.
393) 大澤勝, “朝鮮に於ける結核(內科的方面)”, 『朝鮮醫學會雜誌』 37 (1922), 1-34쪽. 여기에

서 ‘초근목피’란 약초들을 주재료로 한 한약과 그것을 사용하는 한의학을 의미한다고 추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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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94)

그뿐 아니라 시가는 조선의 질병 및 사인통계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는

원인이 의생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의생들은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사망진단

서를 발급하고 전염병 발생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시가가 보기에

의생들은 서양의학에서 사용되는 사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기술해야 할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의생 사이에서 금일 우리가 사용하는 병명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전염병 예

방 및 기타 위생행정상에도 대단히 불편하다. 따라서 조선의 의사통계도 대

체로 신뢰성이 결여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사망진단서 특히 사인 기재 등

에도 왕왕 우스꽝스러운 것을 볼 수 있다. 사인에 습진, 이명, 개선, 현훈, 구

토 등이 있고, 또 누누이 듣는 사인으로 기발한 것은 ‘복상사’라는 병명이

다.395)

시가가 의생들이 기재한 사인을 우스꽝스럽다고 한 이유는, 그것들이 사인

의 정의에 조금도 부합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사인이란, 사람을 죽음에 이

르게 한 원인으로서의 질병 혹은 의학적 상태를 나타낸다. 하지만 습진, 이

명, 개선, 현훈, 구토 등은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일 뿐 질병이 아니고, 그 증

상 자체도 죽음에 이를 만큼 위험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런 사망진단

은 그것을 기재한 의생이 사인을 서양의학의 방식대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

한 채, 자신들의 지식을 정부의 요구에 엉망으로 끼워 맞추었음을 드러내는

증거였다.

시가가 보기에 이런 의생의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은 경제적인 사

정 때문에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보수가 낮은 의생에게 진료를 받았

다. 그에 따르면 “조선인은 생활의 정도가 낮고 경제의 상태가 풍부하지 않

으므로” 의사의 값비싼 진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의사가 개

업하더라도 의원을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경제적 어려움은 도시가 아닌 시

394) 志賀潔, “朝鮮の醫生に就て”, 『中外医事新報』 1185 (1932), 291-7, 특히 293쪽.
395) 같은 논문, 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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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에서 더욱 심각해서, 의사들은 대개 도시에만 모여 있었다. 이는 대만의

경우와 대조적이었는데, “대만은 일반적으로 시골의 주민도 부유하므로 의

학교를 나온 사람이 개업해도 번창”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조선인들은 진

료비가 저렴한 의생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생들은 “단순히 치료만을

주로 하고 적극적으로 병을 예방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고민도 하지 않았

다”.396) 이런 현실로 인해 조선에서 “위생상 많은 문제의 해결은 전도요원”

하다고 시가는 평가했다.397)

조선인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조선 의학자들의 회의적인 시각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결핵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이 교실의 연구자들은

“조선인 결핵 사망률이 내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결과는 조선인의 생활환

경을 실제로 목격, 체험”하면 “도저히 진상으로서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들이 목격한 조선인의 생활환경이란 “처마가 낮고 창이 작으며

두꺼운 벽과 낮은 지붕으로 둘러싸인 반도 재래의 가옥에서 가래를 뱉으며

많은 가족들과 모여 사는 실정”을 의미했다.398) 이 언급 중 “처마가 낮고 창

이 작으며 두꺼운 벽과 낮은 지붕으로 둘러싸인 반도 재래의 가옥”은 이전

부터 조선 의학자들 사이에서 결핵 만연의 원인으로 자주 지적된 ‘환기가

불량한 온돌가옥’의 구조적 특징과 일치했다.399) 그뿐 아니라 “객담을 뱉으

며 많은 가족들과 모여 사는 실정” 또한 이전 의학자들이 언급한 ‘결핵균의

전파에 주의하지 않는 비위생적인 습관’과 일치했다. 어떤 특별한 인용도 없

이 이런 견해를 당연한 듯 언급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자들

의 태도는 1920년대부터 조선의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결핵 만연의 주된 원

인들 및 조선인 결핵 통계의 부정확성에 대한 인식이 그들에게 체화되었음

을 보여준다.

조선인의 결핵에 대한 조선의학계의 인식을 바탕으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

396) 志賀潔, “朝鮮人の衛生思想”, 『朝鮮及滿洲』 186 (1923.5), 37-8쪽.
397) 志賀潔, “朝鮮の醫生に就て”, 『中外医事新報』 1185 (1932), 291-7쪽.
398) 須川豊, 原藤周衛, “朝鮮ニ於ケル結核死亡ニ就て”, 『滿鮮之醫界』 232 (1940.7), 6쪽.
399) 온돌의 건축학적 구조와 그 위생학적 효과를 둘러싼 조선 의학자들의 논의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이연경, “1920년대 근대 건축에서의 위생 담론의 소개와 적용-‘朝鮮と建築”, 『도시
연구: 역사·사회·문화』 18 (2017), 31-62쪽. 특히 43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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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실의 연구자들은 조선총독부의 결핵 통계가 부정확하다고 여기면서,

그 원인이 사인에 대한 의생들의 오기(誤記)와 오진(誤診)에 있다고 주장했

다. 스가와와 하라후지는 의생이 사인을 얼마나 부정확한 용어들로 표현하

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의 사망병명 중에는 기발한 것이 많다. 전차추락병(電車墜落病), 어골재

인불하증(魚骨在咽不下症), 나아가서는 수심3척폭6척수중수면병(水深三尺幅六

尺水中睡眠病) 등의 걸작도 있지만, 그중에는 감모성폐렴성순환쇠약(感冒性肺

炎性循環衰弱), 폐위협착(肺胃狹窄), 폐열증(肺裂症), 전율기급(戰慄氣急), 태

기불화역상심뇌(胎氣不和逆上心惱), 학슬증(鶴膝症) 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적지 않다. 그 집계에 당면한 국세조사과는 이 의심스러운 사인들을 일일이

현지에서 조사하는 데 막대한 노력을 기했다고 한다. 결핵으로 분류된 사망

병명 중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혈성객담(血性喀痰), 폐허(肺虛), 천행

수(天行嗽), 노수(勞嗽), 노증(勞症), 노손(勞損), 노양(勞瘍), 여로복(女勞復),

허로(虛勞), 방로(房勞), 귀흉(龜胸), 기허증(氣虛症), 부족증(不足症), 원기부

족증(元氣不足症), 뇌리병(腦裏病), 심질(心疾), 심폐경염(心肺經炎). 이상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동태통계에서도 조선인 결핵사망통계는 조선 전

체의 통계를 그대로 믿고 사용할 수 없다.400)

스가와와 하라후지에 따르면, 의생은 한의학의 방식에 따라 질병을 진단하

고 그것을 한의학의 용어로 사망진단서에 기입했다. 이런 병명들은 서양의

학의 질병분류체계에 바탕을 둔 조선총독부의 사인통계에서 모두 ‘원인불명’

으로 취급되었고, 1938년 조선인구동태통계의 편찬을 위해 국세조사과가 나

서서 한의학 병명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한의학의 용어로

진단을 받은 많은 사례들이 ‘결핵’ 항목에서 누락되었다. 심지어 한의학적

병명으로 진단된 여러 사례들이 ‘결핵’ 항목에 추가된 1938년의 조선인구동

태통계에서조차 조선인의 결핵 사망률은 인구 1만당 4.9로, 비슷한 시기 일

본 열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결핵 사망률 20.3의 약 4분의 1에 불과했다.

400) 須川豊, 原藤周衛, “朝鮮ニ於ケル結核死亡ニ就て”, 『滿鮮之醫界』 232 (1940.7),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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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가와와 하라후지는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결핵사망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401)

의생이 조선인 결핵사망통계의 오류를 야기한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원들은 의사와 의생의 결핵 진단율을

비교했다. 결핵 진단율이란, 의사와 의생이 각각 진단한 총 사망자 중 결핵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었다. 다시 말해 결핵 진단율은 의사와 의생이 진

료하는 동안 결핵을 발견하는 빈도를 의미했다. 하지만 경성제대 위생학예

방의학교실 연구원들은 결핵 진단율을 단순한 빈도로서가 아니라, 의사와

의생의 결핵 진단 능력으로 이해했다. 스가와와 오가미는 1939년 조선인구

동태통계에 수록된 조선인 결핵 사망자 총 12,355명을 의사에게 진단을 받

은 사람 6,181명과 의생에게 진단을 받은 사람 6,174명으로 구분하고 각 집

단의 인원을 총 사망진단 건수로 나눈 결과, 의사의 결핵 진단율이 총 사망

진단 100건 당 7.97건인데 비해, 의생의 진단은 2.48건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그들은 이 계산결과에 대해, “의생은 의사에 비해 약 3분의 1밖에 결핵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석했다. 그들에 따르면 “의사에게 가는 계급과 의생

에게 가는 계급의 결핵 사망률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

사에게 가는 계급이 의생에게 가는 계급보다 더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기 때문에, “조선의 실정으로 보아 의생에게 가는 계급에서 결핵이 적다고

는 생각하기 어렵고, 의생은 그 진단 기술로는 이 정도 밖에 결핵을 발견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402)

이처럼 의생의 결핵 ‘진단 기술’ 혹은 진단 능력이 의사보다 열등하다는 견

해는 서양의학이 한의학보다 과학적이라는 강한 믿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

다. 스가와와 오가미는 한의학의 많은 부분이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

다. 그들에 따르면 한의학은 “과학적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만일 그

럴 경우 그 치료법인 한약은 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진행되어 점점 더 성

장할 예정이지만, 한의학의 나머지 부분인 진단법과 의학사상 등은 ‘비과학

401) 같은 논문, 5쪽.
402) 須川豊, 大神盛正, “朝鮮に於ける醫師と醫生”, 『朝鮮行政』 21(2) (1942.4), 19-26쪽, 특

히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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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기 때문에 이에 입각하여 진료하는 의생은 “오히려 도태될 운명”이었

다.403) 이처럼 한의학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는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

실만의 것은 아니었다. 앞서 보았듯이 시가는 한의학이 “단순히 치료만을

주로 하고 적극적으로 병을 예방하는 데에는 어떤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

에 위생의 발달을 방해한다고 보았다.404) 그에 비해 서양의학은 꾸준한 과

학적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고 묘사되었다. 가령 1937년 조선의학회의 회장

이던 경성제대 제1해부학강좌 교수 우에다 쓰네키치는 “의학은 아직 진보의

도상에 있”다고 하면서, “오늘날의 의학에는 완전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발견된 것도 있”다고 자부했다.405) 특히 결핵 연구는

결핵의 원인균을 발견한 로베르트 코흐의 “위대한 사업” 이래 그 진단, 치

료, 예방에 대한 과학적 성과들이 활발하게 축적되는 분야로 간주되었다.406)

하지만 의생의 결핵 진단 능력이 의사의 것보다 열등하다는 주장이 모든

이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한의학 부흥론자인 조헌영은 “조선의 폐

결핵 사망률이 세계 최저”라는 통계를 보고 “조사가 불완전하다는 것으로

간단히 처리”하면서 “조선의 사망통계의 자료가 되는 사망진단서의 대다수

를 한방 의생이 작성하는 데 그들이 병명을 옳게 적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

각”하는 태도를 “피상적 관찰에 지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조선인

의 폐결핵 사망률이 적은 것은 결코 통계의 불완전이 아니오, 실제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든 근거는 다섯 가지였다. 첫째로, 사망시의 폐결

핵은 증상이 매우 뚜렷하여 잘못 진단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둘째로, 대체

로 의생에 의해 진단된 조선인의 폐결핵 사망률과 의사에 의해 진단된 재조

일본인의 폐결핵 사망률의 연도별 차이가 거의 비슷하며, 셋째로, 도별 폐결

핵 사망률의 차이가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비슷하다는 점이었다. 조헌

영은 이렇게 지역과 연도에 따른 결핵 사망률 변화가 조선인과 일본인 양쪽

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현상에 대해, 의사의 결핵 진단 능력이 연도별,

403) 같은 논문, 19쪽.
404) 志賀潔, “朝鮮人の衛生思想”, 『朝鮮及滿洲』 186 (1923.5), 37쪽.
405) 上田常喜, “開會ノ辭”, 『朝鮮醫學會雜誌』 27(11) (1937), 290쪽.
406) 北里柴三郎, “創刊ノ辭”, 『結核』 1(1) (1923),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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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면, 의생의 결핵 진단 능력 또한 그러하다고 해

석했다. 넷째로, 조헌영은 영양상태가 불량할수록 폐결핵 사망률이 높다는

통념을 비판함으로써, 조선인이 일반적으로 일본인보다 영양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틀림없이 폐결핵 사망률이 높을 것이라는 의학자들의 추측에 반박하

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조선의 현실상 여자가 남자보다 식사를 잘 할 리가

없음에도, 30세 이후 여자의 폐결핵 사망률이 남자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며,

영양상태가 좋은 사람들이 경상북도보다 평안남도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폐

결핵 사망률은 평안남도가 경상남도의 5배 가까이 높은 점은, 결핵과 영양

상태의 관계에 대한 의학자들의 통념이 틀렸다는 증거였다. 다섯째로, 조헌

영은 서양의학이 발달할수록 결핵 사망자가 줄어든다는 통념이 잘못되었음

을 입증함으로써, 서양의학을 많이 사용하는 일본인보다 그것을 덜 사용하

는 조선인 사이에서 결핵 사망자가 많을 것이라는 의학자들의 추측을 반박

하고자 했다. 이런 의도에서 그는 “구미제국에서 근래에 점차 폐결핵 사망

률이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그 원인이 위생사상의 보급과

의료시설의 완비에 있다고 보는 모양”이지만, “그렇다면 왜 불란서의 폐결

핵 사망률이 영국이나 이태리의 2배나 될까. 현대의학이 발달된 점에 있어

서 독일과 같이 최고 지위에 있는 일본에서 그렇게 고율의 폐병 사망자를

내는 까닭은 무엇일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407) 그러나 조헌영의 문제제기

는 대중언론에 수록되었을 뿐 의학자들 사이에서 학술적으로 진지하게 검토

되지는 않았다.

1930년대 후반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원들은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결핵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통계학적 오류를 교정하

려는 연구에 착수했다. 그렇다면 조선인의 결핵 사망률이 잘못되었다는 인

407)  조헌영, “사망통계를 통해서 본 폐결핵 환자(上)-과연 돈이 많아야만 고치는 법인가”, 
『동아일보』 1938.7.2; 조헌영, “사망통계를 통해서 본 폐결핵 환자(中)-조선 사람 사망률은 
왜 적은가”, 『동아일보』 1938.7.4; 조헌영, “사망통계를 통해서 본 폐결핵 환자(下)-병이 나
도 초조해 하지 맙시다”, 『동아일보』 1938.7.5. 조헌영의 의학사상에 대해서는 신창건, “조
헌영의 정치적 의학사상-식민지기, 해방후, 납북 후를 통하여-”,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 
근현대 과학기술사의 전개』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5), 115-164쪽; 박윤재, 
“1930-1940년대 조헌영의 한의학 인식과 동서절충적 의학론”, 『한국근현대사연구』 40 
(2007), 118-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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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그 오류를 해결하

려고 시도하지 않던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원들이 1930년대

후반에 갑자기 그 오류를 보정하는 연구에 착수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에는 전시체제로의 도입과 더불어 결핵 문제의 해결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

으로 증가한 사회적 배경도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도 경성제대 위생학

예방의학교실의 생명표 연구 확대가 결핵 사망률 연구의 시작에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결핵 사망률 연구는 생명표 연구의 연장선

에서 시행되었다. 1936년 이래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은 일본의 각

부현, 조선, 만주 등 일본 제국 전체에 걸친 지역별 생명표를 작성했고, 그

것을 이용해서 각지 주민의 민족별 평균수명을 구했다. 1939년 무렵 경성제

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이 계획한 일본 제국의 지역별 생명표 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에 가까워짐에 따라, 그 교실원들은 생명표 연구를 바탕으로 각각

연구주제를 약간씩 바꾸어 연구 영역을 확대해나갔다. 예를 들어 미즈시마

(水島治夫), 하라후지(原藤周衛), 호소가미(細上恒雄), 고야마(小山雄吉), 그리

고 김정윤(金正潤) 등은 생존비(生存比)의 지역별, 연령별 차이에 대해 탐구

했고,408) 다니구치(谷口芳德)는 일본인의 평균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

인(死因)들에 대해 조사했다.409) 이처럼 결핵 사망률은 다니구치의 연구에

의해 일본인의 평균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부터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독립적인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

다.410)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결핵 연구의 특징은 그 연구의 목적이 일

본 민족의 ‘생명력’에 미친 결핵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라는 데 있었다. 다

408) 생존비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원래 인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아남는지를 표시
한 생명함수이다. 水島治夫, 原藤周衛, 細上恒雄, 小山雄吉, “生存比ニ觀スル健康度ノ地理
的分布”, 『朝鮮医学会雜誌』 29(11) (1939), 26-44쪽; 金正潤, “平均壽命ト生存比ノ年齡的
推移”, 『朝鮮医学会雜誌』 31(3) (1941), 63-82쪽. 

409) 谷口芳德, “本邦ニ於ケル主要死因を除去し得たりとしたる場合の平均餘命の延長”, 『保險
医学雜誌』 38(2) (1939), 32-59쪽.

410) 谷口芳德, “本邦ニ於ケル結核死亡ニ因ル平均壽命短縮ノ地理的分布”, 『朝鮮医学会雜誌』 
29(11) (1939), 4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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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구치는 “일본 민족은 결핵에 의해 자연도태될 것”이라는, 당대에 널리 사

용되던 진화론적인 표현을 빌려 일본의 결핵 만연 상황을 ‘민족적’ 위기로

묘사하면서, 그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런 문제

설정에 따라, 그는 결핵이 얼마나 일본 민족의 평균수명을 단축시켰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 그는 일본 본국에서 결핵으로 인한 사망이 없

다고 가정할 때, 다시 말해 결핵 사망률이 0이라고 가정할 때, 일본인의 평

균수명이 실제보다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를 계산했고, 그 차이를 결핵이 일

본인의 평균수명에 미치는 악영향의 크기라고 이해했다.411)

이처럼 결핵 사망률과 평균수명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접근방식은 일본

의 위생학자들이 결핵 사망률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달랐다. 다니

구치가 결핵 사망률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언급한 나가사키(長崎) 의과대

학 위생학교실 조교수 노세(野瀬善三郎)의 연구 및 나라현(奈良縣) 위생기사

스나가와(砂川正亮)의 연구를 예로 들면, 결핵 사망률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결핵 사망통계를 성별, 연령별, 연도별, 지역별, 병류별로 나누어 각

각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고, 나아가 환자의 직업, 생활수준, 교육정도, 운

동량, 가족 중 결핵환자 유무 등의 사회적 요소와 결핵 사망률 사이의 관계

를 분석하여 결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었다.412)

이처럼 성, 연령, 연도, 지역 등의 항목에 따른 결핵 사망 추이는 다니구치

의 연구에도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다니구치 연구는 결핵 사망의

추이를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 결핵 사망률과 평균수명을 연관짓고 결핵이

없는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결핵이 일본인의 생명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수치

화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결핵 사망률 연구들과 달랐다. 다니구치가 이런

접근방법을 도입한 배경에는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주력 분야로서

다니구치도 참여한 생명표 연구의 영향이 있었다.413) 이 논문의 3장에서 언

411) 谷口芳德, “本邦ニ於ケル結核死亡ニ因ル平均壽命短縮ノ地理的分布”, 『朝鮮医学会雜誌』 
29(11) (1939), 41-58쪽.

412) 野瀬善三郎, “再ビ(最近十一ヶ年)本邦結核死亡ノ統計的研究”, 『結核』 9(5) (1931), 
675-690쪽; 砂川正亮, “奈良縣下ニ於ケル結核死亡者ノ統計的観察”, 『結核』 13(1) (1935), 
24-49쪽.

413) 水島治夫, 小山雄吉, 鶴崎敏胤, 谷口芳德, “府縣別生命表-第一回”, 『朝鮮医学会雜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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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했듯,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연구자들에게 평균수명은 생명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서, 일본인의 일반적인 생존기간, 다시 말해 일본 민족

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지표였다. 이런 지적 전통에서 결핵 사망률과 평균수

명의 관계에 대한 탐구는, 결핵이 일본 민족의 생명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결핵이 일본 민족의 생명력에 미친 영향을 이해한다는 문제의식은 스가와

의 연구로 이어졌다. 스가와는 조선의 결핵 사망률에 대한 하라후지와의 공

동연구에서, 재조 일본인의 결핵 사망률에 대한 다니구치의 연구를 거의 그

대로 수용했다.414) 다니구치는 일본인의 결핵 사망률에 대한 조선총독부 방

역통계의 보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단순히 결핵 사망자 수를 총 인구

수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인구이동에 의한 오류를 제거하고 결핵이 실제로

재조 일본인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재조 일본

인은 대체로 청장년층이 많고,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며, 결핵에 걸리면 치

료를 받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은 재조 일본인

인구의 연령적 구성과 지역적 분포, 이동 경향으로 인해 결핵 통계에 일어

나는 효과를 제외하고, 결핵이 재조 일본인의 생물학적 능력에 미친 영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415) 이런 시각은 연구결과와 함께 스가와와 하라후지

에게 전달되었다. 그들에게 결핵 사망률은 민족에 대한 “결핵병 침투의 정

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416) 결핵에 대한 “민족의 저항력”을 구하기 위한

단서 중 하나였다. 결핵에 대한 “민족의 저항력”이란, “결핵병 침투”에 민족

이 저항하여 살아남는 능력, 즉 생명력의 핵심인 생존력을 의미했다.417)

결핵 사망률 연구와 생명표 연구의 연속성은 그 연구 방법에서도 드러났

다. 이 연구들에서 ‘민족적 특징’이란, 사망률에 대한 민족 고유의 연령 분포

28(8) (1938), 92-132쪽.
414) 谷口芳德, “本邦ニ於ケル結核死亡ニ因ル平均壽命短縮ノ地理的分布”, 『朝鮮医学会雜誌』 

29(11) (1939), 50-2쪽; 須川豊, 原藤周衛, “朝鮮ニ於ケル結核死亡ニ就て”, 『滿鮮之醫界』 
232 (1940.7), 6-7쪽.

415) 谷口芳德, “本邦ニ於ケル結核死亡ニ因ル平均壽命短縮ノ地理的分布”, 『朝鮮医学会雜誌』 
29(11) (1939), 50-2쪽.

416) 須川豊, 原藤周衛, “朝鮮ニ於ケル結核死亡ニ就て”, 『滿鮮之醫界』 232 (1940.7), 1쪽.
417) 須川豊, “結核と年齡”, 『朝鮮医学会雜誌 臨床篇』 1(2) (1941-1943),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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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했다. 스가와는 일본인의 연령별 결핵 사망률을 분석함으로써 그들

이 20세 경에 최고의 사망률을 보이고 그 뒤로는 연령에 따라 급격히 감소

함을 밝혔다. 이런 일본인의 연령별 결핵 사망률은 “세계에서 고립된 특유

한 상태”에 처해있다고 언급되었다.418) 이처럼 연령에 따른 사망률 분포를

‘민족의 특징’으로 간주하는 시각은 생명표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경성

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자들은 생명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분석한

사망률의 연령별 변화를 민족의 고유한 특징으로 간주했다. 그들의 연구에

서 연령별 사망률 추이는 주로 그래프로 표시되었고, 민족에 따라 독특한

파형의 사망률 그래프가 존재했다. 가령 최희영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사망

률 그래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내지인의 연령별 사망률 곡선에서는 20세 전후에 낮은 산이 만들어지고, 그

로부터 완만하게 내려가서 30세를 지날 무렵 얕은 골이 생긴다. 반도 조선인

에서는 이런 20세 전후의 사망률의 산은 보이지 않고 연령에 따라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40대에서 약간 내려갈 뿐이다. 그와 비슷하게 재만 조선인에서도

역시 20세 전후에 사망률이 상승하여 산을 만들지 않고 대체적으로는 연령과

함께 상승하여 60세를 지나면 급격히 상승한다. 이로 보아 20세경 사망률 곡

선이 산을 만드는 것은 내지인의 특징으로, 조선인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 아닐까 생각한다.419)

이에 따르면 각 민족은 고유한 연령별 사망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 패턴은

민족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며, 설령 민족을 둘러싼 환경이 바뀌더라도 패

턴의 형태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처럼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

교실 연구원들은 사망률의 연령 분포를 통해 ‘민족의 생명력의 특징’을 구했

다. 미즈시마의 지도를 받은 스가와 또한 연령에 따른 사망률 변화를 분석

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방법을 이용하여 민족의 결핵 사망 양상의 특징, 즉

“민족에 따라 각각 특유한 연령분포”를 검토했다.420)

418) 같은 논문, 247-56쪽.
419) 崔羲楹, “朝鮮住民ノ生命表-第一回生命表ノ補充及ビ第二回生命表”, 『朝鮮医学会雜誌』 

29(11) (1939), 76-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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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생명표 연구의 영향은 조선인 결핵 사망률의 보정 방법에도 반영되

었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결핵 연구는 조선총독부의 결핵사망

통계의 부정확성을 지적하고 그것을 보정함으로써 ‘조선인 결핵 사망의 진

상’을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이 도입한

보정방법은 조선인 결핵사망통계에 오류를 일으켰다고 간주된 원인, 즉 ‘의

생의 진단’을 통계에서 배제하는 것이었다. 스가와와 오가미는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조선인구동태통계 대신, 자신들이 직접 인천의 사망진단서를 검토하

여, 의사가 작성한 것과 의생이 작성한 것으로 나누고, 각각의 총 사망자 수

중 결핵 사망자의 비율을 계산하여 비교했다. 의생의 진단서 중에서는 폐위,

폐옹, 기부족증, 상혈(上血), 객혈, 토혈, 해수 등 결핵의 증상으로 간주되는

사례들도 결핵으로 간주하여 원래의 결핵사망자 수와 합산했다. 그 결과 스

가와와 오가미는 총 사망 100건당 결핵 사망, 즉 결핵진단율이 의사에서

11.35이고 의생에서 1.64임을 도출했다. 그들은 이 중 의사의 결핵 진단율이

실제 총 사망 건수에 대한 결핵 사망 건수의 비율이라고 간주하고, 조선 전

체의 총 사망 건수에 인천의 의사 결핵 진단율을 곱하여 1938년에는 49,355

명, 1939년에는 53,413명의 결핵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이는 조선

인구동태통계에 보고된 1939년의 총 결핵 사망자 12,355의 약 4배에 육박하

는 수치였다. 요컨대 스가와와 오가미는 의사만이 정확하게 결핵을 진단한

다는 전제 하에, 의사가 많은 도시 지역 중 한 곳인 인천을 대상으로 의사

의 결핵 진단율을 구한 뒤, 이 값을 조선 전체의 실제 결핵 진단율이라고

가정하고 전조선 결핵 사망자의 수를 추산했다.421)

스가와와 오가미의 결핵 사망률 보정 방식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의 생명표 연구자들이 조선인의 유아사망률을 보정한 방식과 같은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가령 미즈시마는 조선총독부의 통계자료 대신, 경성부

의 ‘화장 및 매장 인허증’(火葬及埋葬認許證)을 검토하여, 유아사망률이 남자

에서 252, 여자에서 230임을 산출했다. 이 수치는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영아

420) 須川豊, “結核と年齡”, 『朝鮮医学会雜誌 臨床篇』 1(2) (1941-1943), 247쪽.
421) 須川豊, 大神盛正, “朝鮮に於ける醫師と醫生”, 『朝鮮行政』 21(2) (1942.4), 19-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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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과 비교하면 남녀 모두 약 4배가 많았다. 미즈시마는 경성부의 유아

사망률을 조선의 실제 유아사망률이라고 가정하고 전 조선의 영아사망 수를

추산했다.422) 요컨대 미즈시마의 유아사망률 보정법은, 조선에서 영아사망신

고가 비교적 정확한 지역으로 간주된 경성을 대상으로 실제 자료 검토를 통

해 유아사망률을 구한 뒤, 그 값을 조선 전체의 실제 영아사망률로 가정하

여 ‘조선인 유아사망률의 진상’을 추산한 것이었다.423) 스가와와 오가미의

보정법은 그들이 정확하다고 믿은 집단의 확률을 전 조선의 인구에 적용하

여 그 추산치를 구했다는 점에서 미즈시마가 도입한 조선인 유아사망률 보

정법과 동일한 원리였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보정 결과가 ‘조선의

결핵 사망의 진상’에 가깝다고 확신했지만, 그들의 보정법은 연구를 통해 검

증된 적 없는 자신들의 임의적인 전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들은 의생의

결핵 진단 능력이 의사보다 낮다는 조선의학계의 통념을 바탕으로, 의생의

결핵 통계를 보정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나아가 그들은 의생과 의사의

결핵 진단 능력 차이에 대한 인식을 응용하여, 의생이 많은 시골보다 의사

가 많은 도시의 결핵 통계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면서, 시골의 결핵 통계

를 보정과정에서 배제했다. 의사의 통계와 도시의 통계만을 이용하여 조선

전체의 결핵 사망률을 일반화하는 것은, 의생의 진단 능력에 대한 조선 사

회 일각의 옹호, 그리고 결핵이 시골보다 도시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의

학적 통설을 무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

교실의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보정결과가 ‘조선의 결핵 사망의 진상’을 보여

준다고 확신했다.

자신들의 보정 결과가 ‘진상’에 가깝다는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연

422) 水島治夫, 『朝鮮住民ノ生命表』 (京城: 近澤書店, 1938), 25, 29쪽. 
423) 미즈시마가 처음으로 고안한 이 보정법은 후일 다른 생명표 연구자들에게 공유되었으며, 

특히 결핵 사망률 연구에 참여한 하라후지 또한 그 보정법을 적용하여 결핵 연구와 비슷한 
시기에 조선인 유아사망률을 연구했다. 崔羲楹, “朝鮮住民の生命表-第一回生命表(昭和元-
五年)の補充及び第二回生命表(昭和六-十年)精細生命表”, 『朝鮮醫學會雜誌』 29(11) 
(1939.11), 68-108쪽; 原藤周衛, “朝鮮人乳幼兒死亡に就て二,三の考察”, 『滿鮮之醫界』 233 
(1940), 42-51쪽. 



- 186 -

구자들의 판단은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결핵에 취약하리라는 인식에서 비롯

된 것이었다. 스가와와 오가미가 보정 후의 조선인 결핵 사망률을 ‘진상’이

라고 여긴 기본적인 이유는 그 수치가 일본열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결핵

사망률보다 낮거나, 적어도 그와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결핵사망률을 대체할 값으로 인천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조선인의

결핵사망률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전체 내지의 결핵사망비와 가깝고, 부

부(府部)만의 의사에 의한 수치와 대략 가깝”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인천과

같은 도시 지역, 즉 “부부(府部)의 율을 전선(全鮮)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

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내지 전체의 비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우

선시 하여 자신들의 보정결과를 ‘진상’으로 내세웠다.424)

조선인의 결핵사망률이 일본인보다 낮을 리 없다는 믿음은 생명력의 위계

질서에 관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연구자들의 관념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들은 생명표 연구를 통해 도출한 “민족의 생명력”과 그것을 둘러

싼 민족간 우열관계가 발육, 질병에 대한 저항력 등 생명력을 나타내는 다

른 지표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가령 최희영은 자신의 학

위논문인 “조선주민의 생명표”의 요지를 설명하면서 평균수명이 “민족의 생

명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일괄적으로 표현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개

인의 수명이 각기 다른 것과 같이 한 국가, 한 민족, 한 지방 주민 전체의

수명도 각기 다른 것이다. 한 지방 주민이 건강하면 사망자 수가 적고, 사망

자 수가 적으면 평균수명은 길”다. 이런 평균수명은 “그 지방 주민의 건강

도를 일목요연하게 반영”한다. 따라서 국가간, 민족간, 지방간 건강도의 차

이는 평균수명의 차이를 통해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독일인의 평균수명은

남자 59.8세, 여자 62.6세이고, 미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자 55.3세, 여자 57.5

세이며,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남자 44.8세, 여자 46.5세인 데 비해, 조선인의

평균수명은 남자 36.4세, 여자 38.5세로, 이 평균수명을 통해 “얼마나 조선주

민의 생명력의 약하냐, 즉 보건정도가 좋지 못한지”를 알 수 있었다. 즉, 평

균수명은 민족의 생명력 중 일부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력

424) 須川豊, 大神盛正, “朝鮮に於ける醫師と醫生”, 『朝鮮行政』 21(2) (1942.2),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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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를 총괄적으로 드러내는 지표이고, 따라서 평균수명 사이의 위계는

생명력의 다른 지표들, 즉 “보건정도”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표출되었다.425)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경성제대의 위생학자들은 생명력의 위계에 맞지 않

는 통계수치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통계적 오류, 즉 ‘허상’이라고 간주했다.

물론 예외도 있었다. 실제 인구의 자연증가율 같은 경우 일본이 서구의 다

른 나라들보다 앞서 있었다.426) 하지만, 이와 같은 위계상의 예외는 평균수

명과 관계 깊은 질병 사망률이나, 일본과 그 식민지 사이의 관계에서는 거

의 나타나지 않았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의학자들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조선인의 유아사망률 문제 또한 그것이 생명력의 위계와 맞지 않

는 수치를 보였던 점이 문제제기의 시작이었다. 미즈시마는 생명표 연구에

착수했을 때부터 조선인의 유아사망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구미국가

들에서는 0세 사망률이 0세 인구 천 명 당 100 이상, 일본에서는 여자 124,

남자 140”인데, 그들의 것보다 낮은 조선인 유아사망률은 “의심할 것도 없

이 유아사망이 전부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427)

요컨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결핵 사망률 연구는 집계되지 않은

자료를 발굴함으로써 조선총독부의 결핵 통계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연구는 조선인의 결핵 사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작업이 아니

라, 그때까지 조선인의 결핵에 대해 조선의학계의 연구자들이 만들어 온 관

념을, 통계적인 방법론을 동원하여 추인한 것이었다. 이 연구 과정에서 조선

인의 결핵 사망률을 통계적으로 보정한 결과가 ‘진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

는 기준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이 생명표 연구를 통해 구축한 민

족별 생명력의 질서였다.

425) 崔羲楹, “朝鮮住民의 生命表”, 『三千里』 12(9) (1940.10), 102-105쪽.
426) 水島治夫, “眞の人口自然增加率”, 『優生學』 9(2) (1932), 1-7쪽.
427) 水島治夫, “京城府住民の生命表”, 京城府 編, 『朝鮮都市の衛生事情に關する若干研究』 

(京城: 京城府, 1938), 2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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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결핵통계연구는 인구통계 연구에서 출발한

‘민족의 생명력’을 탐구하는 작업의 연속이었다. 인구통계 연구가 민족의 생

산력과 생존력을 계산하는 일이었다면, 결핵통계연구는 결핵이라는 질병에

의해 그 생명력이 얼마나 침해됐는지를 알아보는 작업이었다. 경성제대 위

생학예방의학교실 연구원들은 민족별로 고유한 생명력의 크기와 패턴이 있

다는 시각과 통계학적 분석법을 바탕으로,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과 결핵 감

염율에 민족별 특징이 존재한다고 여기고 그 특징을 밝히는 데 몰두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조선의 지방 위생관료들과 협력하며 연구를 전개했다.

조선총독부의 감독과 관리가 느슨한 상황에서 지방 위생관료들은 개별적인

판단 하에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과 관계를 맺었고, 그 교실의 시각

과 방법론을 연구에 반영했다. 이런 연구들을 종합하여 조선의 민족별 결핵

감염 패턴을 도출하려던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시도는, 추상적인

패턴의 도출보다 데이터의 양적인 보충에 집중한 1940년대 조선총독부의 결

핵실태조사와 구별되는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 목표를 드러냈

다. 이 교실의 연구자들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연령별 결핵 감염률과 사망률

을 비교함으로써, 조선인은 이른 나이부터 많은 사람들이 결핵에 감염되는

대신 그 진행속도가 느리며, 일본인은 조선인보다 결핵에 감염되는 시기가

느리지만 그 진행속도가 빨라서 청년기 결핵 사망률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

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조선인과 일본인에서 효과적인 결핵 예방을 위한

위생학적 개입 시점이 다름을 드러냈다.

통계연구의 과정에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연구자들의 혼란을 야

기한 것은 조선인의 결핵 사망률이었다. 조선 의학계의 통념과 달리 일본인

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조선인의 결핵 사망률을 접한 그들은 그 데이터를

‘오류’로 취급하면서, 조선인 결핵 사망률의 ‘진상’을 구하기 위해, 통계적 보

정을 시행했다. 그 보정 방법은 조선 의학계의 의사들로부터 큰 오류의 원

인으로 지목된 한의사, 즉 의생의 진단을 데이터에서 배제하는 것이었다. 그

들이 지목한 원인이 정확한지 여부는 검토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배제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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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결과가 조선인의 결핵 사망률이 일본인의 것과 비슷하거나 그 보다 높다

는 의사들의 통념에 부합하자, 그 진단 방법과 결과는 정확한 값으로 받아

들여졌다. 이런 경로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자들은 조선 의

학계의 조선인에 대한 통념을 통계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식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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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소속

조선인 의학자들의 조선인 아동 신체계측 연구와

‘생명력’의 재해석

1. 머리말

이 장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조선인 의학자들과 그들의 조선인

아동 신체계측 연구를 다룬다. 이들은 그 교실의 일본인 구성원들과 함께

각종 연구에 참여하면서도, 조선인 아동의 발육을 다루는 자신들만의 공통

적인 연구분야를 형성했다. 그들은 왜 조선인 아동의 신체계측 연구에 착수

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장은 그들의 지적, 사회적 배경을 살펴

볼 것이다. 특히 그들이 스스로를 식민통치를 받는 조선인들의 지도자로서

인식하고 조선인 아동의 성장과 발육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추적하

면서, 그런 민족주의적인 동기가 조선인 아동 신체계측 연구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조선인 의학자들의 특수한 동기에서 출발했지만, 조선인 아동 신체계측 연

구는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연구 전통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민족별로 생명력에 특유한 규칙성이 있다는 관점과 생물통계학적

분석법에 바탕을 두었고, 발육의 정도가 민족의 생명력을 반영한다고 여겼

다. 인구통계와 결핵통계가 민족의 생산력과 생존력을 나타내는 데 비해, 발

육은 생존 기간 중 그 민족이 보유한 생명력의 정도를 의미했다. 이 장에서

는 민족의 생명력을 파악하려는 경성제대 위생학교실의 연구 목표가 조선인

아동 신체계측 연구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추적한다.

조선인 아동 신체계측연구는 그 토대를 이룬 민족의 생명력에 관한 관념으

로 인해, 민족주의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이 일본

인보다 생물학적으로 열등한 상태라는 명제를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들에게 이것은 인구학과 역학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었고, 그에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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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통계적 오류로 인식했다. 이 장은 이와 같은 조선

인 의학자들의 시각으로 인해 조선인 아동 신체계측 연구가 어떤 특징을 지

니게 되었는지 검토한다.

2. 이인규의 민중보건운동과 아동 신체계측 연구의 시작

미즈시마가 미국에서 돌아와 인구학 연구에 몰두하던 1930년대 초반, 경성

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는 조선인 아동에 대한 신체계측 연구가 시작

되었다. 이 연구를 주도한 인물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조수 이인규(李仁

圭)였다. 그는 1933년 “조선 아동의 발육형(發育型)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이래, 1938년까지 조선인 아동의 발육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

을 발표했다. 발육형 연구에 이어서 1933년 후반 만6세부터 만12세까지의

조선인 아동에 대한 연령별 체격 표준을 발표한 이인규는, 1934년 조선인

아동의 체력 표준, 그리고 당시 조선에서 만연한 결핵이 체격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연구했고, 1935년에는 아동 발육에 대한 서구와 일본의 연구 성

과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한 종설논문을 발표했다. 그 뒤로도 그는 서구와 일

본에서 아동의 발육 정도를 평가할 때 흔히 사용되던 체격지수(體格指

數)428)를 도입하여 조선인 아동에게 적용하고 그 표준 수치를 제시했으며,

결핵이 체격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그리고 이 연구성과

들을 바탕으로 1938년 경성제국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인규가 연구를 진행하는 사이에,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는 신

체계측 연구자들이 점점 늘어났다.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연구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 연구자들은 김용업(金龍業), 박용해(朴容海), 배영기(裵永基), 이병

남(李炳南), 이선근(李先根), 이성봉(李聖鳳), 정윤용(鄭潤鎔) 등 총 8명으로

모두 조선인이었으며, 그 외에도 직접 연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연구를 도운 위생학예방의학교실 강사 최희영(崔羲楹)이 있었다. 이들 가운

428) 체격지수란 체격의 구성요소인 신장, 체중, 가슴둘레 등을 여러 방식으로 조합하여 계산
한 수치로서, 조합 방식에 따라 다양한 지수가 있었다. 일례로 당시 일본 문부성에서 아동 
발육을 평가할 때 사용한 로레르 지수(Rohrer Index)는 체중을 신장의 세제곱으로 나눈 값
이었다. 岩原拓, 『學校身體檢査法』 (東京: 右文館, 1920), 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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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김용업, 박용해, 배영기, 정윤용은 위생학 전공자였고, 이병남, 이성봉, 이

선근은 경성제대 소아과학교실에서 수련을 받은 임상의였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연구한 인물들이었다.429) 이들은 모

두 조선인 아동의 발육에 대해 연구하면서, 소아뿐 아니라 신생아, 유아, 청

소년으로까지 연구대상의 연령적 범위를 확대했다.430) 해방 전까지 이들이

축적한 연구 성과는 미즈시마가 주도한 인구학 연구에 비견될 정도로 풍부

했다.

이런 연구의 흐름으로 볼 때,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수행된 신

체계측 연구의 기틀을 제시한 인물은 이인규이다. 그는 어떤 이유로 조선인

아동의 발육을 연구하게 되었을까? 조선인 아동의 발육은 그가 연구하기 전

까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한 번도 연구된 적이 없는 주제였

다. 이인규가 입국하던 당시 교실원으로는 주임교수인 와타비키와 조교수

미즈시마, 그리고 조수로 이인규보다 먼저 입국한 니노미야 즈카사(二宮司)

와 히메노 유키오(姫野幸雄)가 있었다.431) 1930년대 초반 와타비키의 관심사

는 조선의 주거환경, 특히 온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었고 니노미야는 와

타비키와 함께 그에 대해 연구했다.432) 미즈시마는 일본의 인구현상에 대해

집중하면서, 경성부의 상하수도 문제 및 말라리아에 대해서도 히메노와 함

429) 소아과학교실 출신으로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연구한 인물들이 발표한 논문에는 그 교
실의 주임교수 도바시 미쓰타로(土橋光太郞)와 미즈시마의 이름이 지도교수로서 기재되어 
있다. 기초의학교실들이 박사학위 수여권을 갖고 있던 경성제국대학의 학위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通堂あゆみ, “博士学位授与機能から考察する京城帝国大学医学部の「教室」 
(特集 帝国大学の〈内〉と〈外〉)”, 『九州史学』 167 (2014), 31-57쪽.

430) 이들의 연구 외에도 경성제대 위생학교실에서 발표된 신체계측 연구로, 최희영과 몇몇 일
본인 교실원들이 재조 일본인 아동과 경성제대 학생들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한 논문이 있지
만, 그것은 조선인 아동 신체계측 연구에 비하면 단편적인 수준이었다. 崔羲楹, 小山雄吉, 
津村初男, 須川豊, 鄭潤鎔, “京城府櫻井小學校に於ける身體異常兒調査”, 『滿鮮之醫界』 199 
(1937), 1-9쪽; 崔羲楹, 小山雄吉, 津村初男, 須川豊, “京城帝國大學學生の體格竝に保健狀
態調査成籍”, 『朝鮮醫學會雜誌』 28(1) (1938.1), 97-111쪽.

431) 조수들 중 니노미야는 후쿠오카 출신으로 경성제대 제1회 졸업생이었고 히메노는 의학 
전공자가 아니었다. 京城帝國大學, 『京城帝國大學一覽』 (京城: 京城帝國大學, 1931), 153, 
198쪽. 

432) 온돌에 대한 니노미야의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二宮司, “說苑 溫突に就て”, 『日本医事
新報』 494 (1932), 12-15쪽; 二宮司, “溫突ノ衛生學的硏究”, 『朝鮮医学会雜誌』 26(7) 
(1936), 20-38쪽; 二宮司, “溫突に就て”, 大西淸治 編, 『住宅衛生文獻集』 (東京: 同潤會, 
1936),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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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연구했다.433) 이런 상황에서 이인규는 지도교수의 관심사에 따라 그 제

자들이 연구 주제를 정하던 제국대학 의학부의 관행과 달리, 와타비키와 미

즈시마의 연구 분야와는 다소 동떨어진 조선인 아동의 발육을 연구 주제로

선택했다.

이인규가 조선인 아동의 발육을 연구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

저 그의 경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경성 제1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5년 경성제대 예과에 입학하여, 1931년 졸업

직후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 들어갔다.434) 경성제대 의학부의 제2회 졸업생

인 그는 본교 출신들 가운데 처음으로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 들어간 조선인

이었다. 그는 입국 직후부터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미즈시마의 지

도를 받아 연구에 착수했으며,435) 1938년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왕성한

연구활동을 전개했다. 그 사이에 이인규는 조선인에 대한 보건계몽운동에도

참여했는데, 1931년 12월에 창립된 민중보건운동단체인 ‘보건운동사’의 선전

부장으로 활동했고, 1933년 9월에는 조선체육협회의 창립에 참여하여 그 상

무를 역임했으며, 1934년에는 과학계몽단체인 발명학회의 산하조직 ‘과학지

식보급회’의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그 외에도 그는 빈민을 위한 무료

진료와 언론 기고를 통한 의학지식 보급에 힘썼다.436)

433) 水島治夫, 姫野幸雄, “細菌ノ密度ト繁殖トノ關係”, 『朝鮮医学会雜誌』 21(7) (1931), 
72-79쪽; 水島治夫, “(宿題報告)マラリヤの禮防(パリス·グリ─ンに依る「アノフエレス)”, 『朝
鮮醫學會雜誌』 21(7) (1931), 72쪽; 水島治夫, 姫野幸雄, “「パリス·グリ─ン」ノ「アノフエレ
ス」幼蟲ニ對スル殺蟲試驗”, 『朝鮮医学会雜誌』 22(1) (1932), 96-106쪽.

434) 위생학예방의학의 수업은 본과 2학년 전 학기에 걸쳐 시행되었다. 京城帝國大學, 『京城帝
國大學一覽』 (京城: 京城帝國大學, 1929), 63쪽. 이인규가 본과에 진입한 1927년은 위생학
예방의학교실이 창설된 해이다. 그는 교과과정에 따라 2학년 때인 1928년에 위생학예방의
학의 수업을 받게 되었다. 1928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해외시찰을 떠난 와타비키를 대신하
여 시가가 주임교수를 맡았기 때문에, 이인규는 2학년 전반에는 시가에게, 후반에는 와타비
키에게 수업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435)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 입국한 당해에 이인규는 경성 소재 전문학교 입학지원자
들을 대상으로 한 체격조사 결과를 조선의학회에서 발표했다. 이 논문은 그의 이후 논문들
에 비하면 다소 간단하기는 하지만 생물통계학적인 방법이 적용되었다. 姬野幸雄, 李仁圭, 
“京城の專門學校入學志願者の體格の統計的觀察”, 『滿鮮之醫界』 129 (1931), 19-32쪽.

436) 이인규의 일대기를 정리한 자료는 없다. 그나마 “성대 이인규 씨 학위논문 통과”, 『동아
일보』 1937.10.30에 그의 약력이 간단히 소개되어 있다. 보건운동사 활동에 대해서는 “창립
된 보건운동사-기관지 발간과 보건 사상 철저 보급”, 『동아일보』 1931.12.7; 조선축구협회 
활동에 관해서는 “조선축구협회”, 『동아일보』 1933.9.22; 과학지식보급회 활동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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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이인규는 1930년대에 조선인 아동의 발육 연구와 함께 조선인의

건강을 위한 계몽운동을 추진했다. 그 기간 이인규의 연구와 보건운동은 서

로 연관되어 있었다. 보건운동에 참여하면서 갖게 된 조선인 아동에 대한

관심 및 동료의사들과의 인맥은 이인규의 연구방향을 결정한 주된 요소 중

하나였으며, 동시에 연구를 통해 습득한 지식은 그의 보건운동의 바탕이 되

었다.

이인규의 행보 중 특히 보건운동사에서의 활동은 그가 조선인 아동의 발육

에 관심을 갖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건운동사는 의사이자 사회주

의 운동가인 양봉근이 1931년 12월에 창립한 보건운동단체였다. 양봉근은

1922년 경성의학전문학교(이하 경의전)를 졸업한 뒤 사회주의 등 진보사상

에 입각하여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인물로,

1927년에 창립된 신간회에도 깊이 관여했다. 1925년부터 활동 무대를 울산

으로 옮긴 그는 1928년 신간회 울산지회를 설립하고 그 지회장을 역임하다

가 1930년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그 해 11월부터 신간회 본부의 검사위원

장으로 활동했다. 신간회는 조선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적 사회 건설을 목표

한 민족주의 세력들과 사회주의 세력들을 규합하여 협동전선을 구축한다는

모토를 내세우며 포괄적인 민중운동을 전개했는데, 보건운동사는 그 주요임

원인 양봉근이 보건 분야에서 민중운동을 전개하고자 설립한 기관이었

다.437)

보건운동사의 목표는 조선의 정치적, 사회적 발전의 토대로서 조선인의 건

강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 목표는 보건운동사의 기관지인 『보건운동』

의 창간사에 잘 드러나 있다. 그에 따르면 “조선 민중의 참다운 행복을 도

래하는 민중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경제적 발전도 있어야 될 것

“각계인사로 조직된 과학지식보급회”, 『동아일보』 1934.7.3; 빈민 무료진료에 대해서는 “少
年軍移動病院 貧民窟을 巡療”, 『동아일보』 1931.7.31;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1936년부터
는 경성제대 산부인과학교실에서 근무하며 조선인 아동의 발육 연구를 계속하다가 박사학위
를 취득한 뒤에는 계몽활동과 연구를 거의 다 접고 도립의원 의관으로 근무했으며, 해방 후
에는 인천에 개업했다. “한국근현대인물자료-이인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m_108_03548 (최종 접속일: 2019.5.3).

437) 양봉근의 사상과 보건운동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신영전, 윤효정, “보건
운동가로서 춘곡 양봉근의 생애”, 『의사학』 14(1) (2005), 1-31쪽.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m_108_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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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정치적 노력도 있어야 될 것이며, 문맹도 타파하여야 할 것이며,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도 신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운동과 함께 우

리가 등한히 간과할 수 없는, 아니 그보다도 오히려 선행하여야 될 것이 지

금 우리가 제창하는 이 보건운동”이었다. 이런 ‘민중운동’의 “목적의 피안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무기력한 민중에게 어떻게 발자(潑溂)한 원기를 생기

시키”는 것이 “우리의 맡은 중대한 과제”라고 창간사는 밝혔다.438)

조선 민중의 건강 증진은 양봉근 개인 혹은 보건운동사만의 특별한 문제의

식은 아니었다. 1930년대 초반 조선에서는 민중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 고조되면서 사회운동으로서 ‘보건운동’이라는 하나의 흐름이 형성되었다.

보건운동사 외에도 여러 보건단체들이 등장하여 빈민, 농민, 노동자 등의 건

강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가령 1932년 2월에는 이남호, 박

제선 등의 주도로 조선보건협회가 설립되었다. 이 협회는 전국적인 회원 모

집, 실비진료, 보건위생에 대한 통속잡지 발행, 민중보건에 대한 강론회 개

최, 지방순회진료, 시내 무산자 무료순회진료, 각 학교 건강우량아 표창, 각

종 운동경기 장려, 조선민족보건문제 해결 등을 사업 계획으로 내세웠으

며,439) 실제로 창립 직후인 1932년 3월 3일 협회 산하의 실비진료소를 개설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빈민들을 진료했다.440) 그뿐 아니라 1933년 8월에는

유석창을 중심으로 조선보건협회와 이름이 같은 다른 협회가 창립되었다.

이 협회 역시 의료 혜택을 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매월 건강상담, 대

변, 소변, 혈액, 객담, 우물물에 대한 검사, 유유아 및 임산부에 대한 건강진

단, 체육 지도, 지방에 대한 위생지식 보급을 시행하고 그 외에 대중을 위한

강연회 및 언론보도를 통한 위생 선전, 방역사업 등을 계획했으며,441) 대중

잡지인 『보건시보』를 발간했다.442) 그 밖에도 활동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민중보건협회가 창립되어 1932년 3월부터 박봉신(朴奉信)의 주도로

438) “창간사”, 『보건운동』 1(1) (1932.2), 1쪽.
439) “민중보건을 제창코 조선보건협회 성립”, 『중앙일보』 1932.2.21.
440) “조선보건협회 진료소 개소”, 『매일신보』 1932.3.4.
441) “조선보건협회 창립하고 시무”, 『조선중앙일보』 1933.8.26.
442) “신간소개”, 『동아일보』 1934.4.15. 발간 일정에 대한 설명은 신영전, 윤효정, “보건운동

가로서 춘곡 양봉근의 생애”, 12쪽 각주 70번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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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잡지인 『보건운동』이 발행되기 시작했다.443)

이와 함께 체육 분야에서도 ‘민중보건’의 향상을 내세우며 대중들에게 체조

를 보급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했다. 일례로 1931년 12월 ‘조선체육연구회’는

박창훈, 임명재, 장례세, 이석신, 이종윤, 정일천, 정석태 등의 의사들에게 의

뢰하여 민중에게 적합한 운동 방법, 이른바 ‘민중보건체육법’을 고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444) ‘조선기독교청년회’에서는 1932년 총회에서 3년 이내에

실행할 일곱 가지 사업으로, 민족보건운동, 생존의식 보급운동, 협동정신 보

급운동, 경제자립 지도운동, 생활의 종교화 운동, 전조선 소년운동, 전조선

체육운동 등을 내세우면서, 이중 전조선 체육운동을 위해서는 전선 체육데

이를 지정할 것을 결의했다.445) 그 밖에도 각 지방에서 체조강습회가 개최

되거나 체조단, 체육회 등이 결성되어 지방 주민들에게 체조를 보급하함으

로써,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건강 증진을 추구했다.446)

1930년대 초 보건, 체육 분야의 활동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를 ‘민중의 보

건’을 위한 사회적 ‘운동’으로서 인식했다. 당시 한 일간지의 사설은 이런 관

점을 잘 보여준다. 이 사설은 “체조반의 설립, 체육강습이 성황, 무도의 흥

왕, 보건협회의 창립, 보건잡지의 발간, 민중의 검담(檢痰)” 등으로 예시되는

당시 보건, 체육계의 변화를, “강건한 조선 기질의 수립”과 “민족적 체질과

위생사태의 빈약유치에 대한 십자군적 의협에서 생긴 운동”이라고 정의하

며, 그 운동의 의의가 “조선의 사회적 결함에 대한 비판”에 있다고 주장했

443) 이 잡지는 보건운동사가 발행한 월간지와 이름이 같지만, 출판을 주관하는 단체가 경성 
長谷川町 111번지에 위치한 민중보건협회로, 보건운동사와는 주소와 이름이 다르다. 민중보
건협회는 원래 잡지명을 ‘대관’(大觀)이라고 하려고 했으나, 발간 직전에 명칭을 바꾸어 ‘보
건운동’이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다. “잡지 대관 창간”, 『동아일보』 1932.3.5; “출판일보”, 
『동아일보』 1932.4.3. 

444) “조선체육연구회에서 민중보건체육법 고안방법 결정-의학방면의 분담도 인선”, 『동아일
보』 1931.12.20.

445) “기청연합대회에서 7대 사항을 결의”, 『동아일보』 1933.1.1.
446) 1931년 무렵부터 각지에서 대중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말체조’(丁抹體操), 즉 덴마크 체조

를 보급하려는 시도가 급증하며 언론상에서도 관련 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보급대상
이던 덴마크 체조의 내용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네
이버뉴스라이브러리 검색 결과에 따르면 동아일보에서 1931년에 22건이던 정말체조에 관한 
기사는 1932년 115건으로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기사는 각 지방에서 여러 단체들에 의해 
시행되는 정말체조 강습회에 관한 광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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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보건운동 그 자체의 효과가 크기 보다는 조선의 사회적 문제들, 특히

“빈궁이 원인으로 민족적 건강이 소모되는” 현실을 고발하는 데 보건운동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자신이 책

임을 질 수가 없는” “불리한 환경 하에 있는 민중”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보건 분야에서의 활동만이 아니라,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개선”이라는 전사회적 차원의 접근으

로 운동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그 사설은 제시했다.447)

1930년대 초 조선에서 보건운동의 부상은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점점 더 적

극적으로 민족개량운동에 참여한 데에서 기인한 바가 컸다. 1931년 만주사

변을 통해 일본의 군사적 위세를 절감한 사회주의 지식인들은 조선의 정치

적 독립을 거의 포기하고 자치운동으로 활동노선을 전환했다. 자치운동 노

선이란, 실패 가능성이 높은 무력적 독립 대신 일본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조선의 자치권을 획득한다는 방침이었다. 이 방침을 정당화한 논리는, 국가

라는 틀이 해체되더라도 한반도에서 유구히 살아온 조선인이라는 민족은 존

속하므로, 독립의 시기를 미루고 조선 민족을 발전시킬 시간을 확보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논리에 따라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대거 민족개량운동에 참

여했고,448) 그들의 관심을 끈 분야 중 하나가 민중보건이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보건운동사는 1931년 12월 15일 창립회의를 열었다. 한

언론의 기사에 따르면 창립회의는 “양봉근 씨 사회와 이인규 씨 취지 설명

으로” 열렸다. 이인규의 발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건운동』의 창

간사와 비슷한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출석한 인사는 사십 명에 달하여

성회를 이루었으며, 임시의장으로 김탁원 씨를 선출하여 경과보고와 규칙

통과가 있었”다. 이날 발표된 보건운동사의 조직과 임원은 다음과 같았

다.449)

447) C生, “보건운동의 논리-사회적 정책이 아니면 불가”, 『동아일보』 1932.2.24.
448) 전상숙, “식민지기 좌파 지식인들의 전향 현상과 논리”, 『일제시기 한국 사회주의 지식인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2004), 309-322쪽. 
449) “창립된 보건운동사-기관지 발간과 보건 사상 철저 보급”, 『동아일보』 19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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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재정부: 양봉근(장), 김남성(金南醒), 유인원(柳寅元), 박한복(朴漢福)

조사연구부: 이선근(장), 이용설(李容卨), 김탁원(金鐸遠), 이길용(李吉用)

선전부: 이인규(장), 안석주(安碩柱), 이홍직(李鴻稙), 이원용(李源容), 함태원(咸

泰元), 이찬영(李讚永)

체육부: 서상천(徐相天)(장), 김규면(金圭冕), 장권(張權)

의료부: 김동익(金東益)(장), 김정득(金丁得), 고문용(高文龍), 기용숙(奇龍淑), 유

상규(劉相奎)

서무재정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조사연

구부는 민중보건위생에 관한 학술 연구, 민중의 일반적 건강상태와 특수 질

병 조사, 민중보건에 적합한 체육의 조사 연구를 담당했다. 선전부는 기관지

인 『보건운동』의 간행과 보건 관련 도서 발간, 강연회, 강습회, 영화회, 전

람회 등을 주관했다. 체육부는 민중체육장의 설치 장려와 체육의 민중화를

담당했고, 의료부는 농민, 노동자, 도시 빈민 등을 위한 순회진료를 담당했

다.450) 이 업무들 중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것은 강연회 개최와 기관지 발간,

즉 이인규가 담당한 선전부의 역할이었다.451)

이인규는 어떻게 보건운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을까? 다른 부장

들에 비해 그는 상대적으로 연륜과 경험이 적은 편이었다. 양봉근이 1922년

경의전을 졸업하고 조선총독부의원 정신과 조수로 들어갔고, 이선근과 김동

익은 둘 다 1924년에 경의전을 졸업하고 각각 조선총독부의원 소아과와 내

과에 들어간 것에 비해, 이인규는 1925년에야 겨우 경성제대 예과에 입학했

다. 1928년 조선총독부의원이 경성제대 부속병원으로 재편됨에 따라 이선근

과 김동익은 각자 경성제대 의학부의 소아과학교실과 내과학교실의 조수가

되었다. 다시 말해, 후일 이인규가 고학년이 되어 부속병원에서 실습을 할

때 이선근과 김동익은 그를 가르치는 입장이었다.452) 서상천의 경우는 1902

450) “보건운동사사칙”,  『보건운동』 1(1) (1932.2), 2쪽.
451) 창립부터 1933년 양봉근이 함경북도 회령으로 떠남에 따라 폐지되기 전까지 보건운동사

의 시기별 활동은 신영전, 윤효정, “보건운동가로서 춘곡 양봉근의 생애”, 『의사학』 14(1) 
(2005), 13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452) 京城帝國大學, 『京城帝國大學一覽』 (京城: 京城帝國大學, 1932), 167,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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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출생으로 나이는 어리지만 도쿄체육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1927년에 조선

에서 중앙체육연구회의 창설을 주도하는 등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었다.453)

이인규와 양봉근이 보건운동사 설립 준비 전부터 개인적으로 알던 사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인규가 경성제대에 재학한 1925년부터

1930년 사이에 양봉근은 울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접점이 있었다

고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려 양봉근이 보건운동사 설립을 위해 2년 후

배인 이선근, 김동익과 상담하던 중, 보건운동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이인규를 추천받았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양봉근, 이선근, 김동익이 이인규에게 주목한 이유는, 그가 경성제대 위생

학예방의학교실의 유일한 조선인 교원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경성제

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은 출범 당시부터 예방의학과 사회위생학을 강조했는

데, 그것을 전공한 이인규가 민중보건운동을 주도하는데 적임자라는 합의가

그들 사이에서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인규의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운

동가로서의 자질이 어땠는지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다만, 1931년에 이인규

와 히메노가 공동으로 발표한 경성 소재 전문학교 입학지원자들의 체격에

관한 연구를 보면, 그들이 체격을 좌우하는 요소로 “계급”을 중시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들에 따르면, 전문학교 입학지원자들은 대부분 그럴만한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갖춘 집단이고, 이런 “유산유식계급에서는 신장, 체

중, 흉위 모두가 조선인이 내지인[일본인]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연구의 결

론이었다. 이로 보건대 이인규는 1931년부터 계급이 어느 집단의 건강을 결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사회위생학의 시각을 갖고 있었다.454)

이인규는 보건운동사의 일원이 되어 민중보건운동에 참여하면서, “조선 민

족”의 생물학적 특징에 대한 관심을 기르게 되었다. 『보건운동』에는 “조

선 민중”과 “조선 민족”을 거의 동일한 생물학적 집단으로 보는 이인규의

시각이 드러나 있다. 『보건운동』은 1931년 2월에 1호, 같은 해 3월에 2호

가 발행되었고, 4월에 3호도 출간될 계획이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2호를

453) “중앙체육연구회 신축낙성기념”, 『동아일보』 1930.12.1.
454) 姬野幸雄, 李仁圭, “京城の專門學校入學志願者の體格の統計的觀察”, 『滿鮮之醫界』 

21(12) (1931), 19-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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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간행이 중지되었다. 이인규는 선전부의 업무인 『보건운동』의 간행

을 담당하면서, 부장으로서 그 편집인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1호에 2

편, 2호에 1편 총 3편의 기사를 게재했다. 여기에서는 그의 기사들을 중심으

로 이인규가 조선인 아동의 발육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을 추적해보고자 한

다.

1931년 3월에 발행된 『보건운동』 2권의 권두언은 민중, 민족, 국가를 일

종의 생물학적 집단으로 간주했다. 권두언에 따르면 “박테리아 같은 작은

생물이나 커다란 인간이나 그 생활반응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며, “유형이

근사한 몇 종의 미생물을 시험관에다 담고 그 위에 그들의 생활에 공통의

위협을 줄 만한 어느 종의 약물 같은 것을 떨어뜨려 보면 지금까지 분리산

재하던 것들이 뭉치뭉치 응집”되어 “단결로써 대항 자위하는 생활반응”을

나타낸다.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생물학적 생활반응이 영국의 “거국일치 내

각”, 일본의 “초정당적 협력”, 중국에서 “마[마오쩌둥]와 장[장제쓰]의 제휴”

처럼 국가적, 민족적 단결로서 나타난다. 계급 또한 마찬가지로, “맑쓰는 이

생활반응을 계급적 입장에서 발견”했다. 하지만 권두언은 ‘민족이나 국가적

영역을 떠나 오직 ‘만국노동자는 단결하라’고 위치지”은 마르크스의 입장과

거리를 두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형태의 생활반응이 가장 생물학적으

로 진정하며 또 강력화할 것인지를 단언코자 아니하거니와” 국가, 민족, 계

급에 대해 “미생물적 현상과 인류사회의 현상 사이의 흥미로운 연쇄관계”라

는 관점에서 “사회적 동태를 비교고찰”할 것을 제시했다. 이처럼 국가, 민

족, 계급 즉 민중을 생물학적 유기체로 본 권두언의 저자는 “수표학인”(水標

學人)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누구인지 불분명하지만, 그의 시각은 이인규

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455)

이인규에게 민중은 보건 문제에 있어서 민족과 거의 동일한 집단을 가리켰

다. 그의 기사 “조선민중 보건상태의 통계적 관찰”은 “조선민족의 보건상태

를 조사연구”한 것으로, 이인규는 기사 제목에 포함된 ‘민중’이라는 용어 대

신 기사 본문에서는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민중과 민족을 특별히

455) 水標學人, “권두언”, 『보건운동』 1(2) (1932.3),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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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지 않았다.456) 그의 다른 기사 “의술의 사회화”에는 민중과 민족의 관

계가 앞 논문에서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민중의 건강

은 민족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소였다. 이인규에 따르면 현대에 발생한 “민

중보건상의 손실”은 의술이 “민중보건의 정신을 망각해버리고 황금을 최후

최선의 목표로 정한” 결과였다. “민중보건의 정신”이란, “민족의 보건을 위

하여 생명의 연장, 건강 유지를 최대사명”으로 하려는 의지였다. 민중은 “민

족의 보건상 필요”로 인해 스스로 “의학의 연구대상으로서의 희생을 달게

받았으며 경험의 재료”가 되었고 “그 보답으로 의술을 이용할 절대적 권리

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다. 하지만 현대 의사들이 “민중보건을 절대 지지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오로지 치료비와 약가를 잘 지불할 수 있는” 사람에

게만 의술을 제공함으로써 민중의 건강에 해를 입혔고, 그럼으로써 의술의

궁극적인 목적인 “민족의 보건” 또한 달성하게 못하게 되었다. 요컨대 민중

은 의술의 발전과 민족의 보건상태를 좌우하는 집단으로서, 민중보건은 곧

민족의 보건을 의미했다.457)

민중보건운동의 궁극적 목표를 민족의 건강과 발전이라고 본 이인규는, 민

족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건강 증진뿐 아니라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민족에

대한 집단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민족을 구성한 각 분자

가 전부 건강하다고 해서 곧 그 민족이 건강한 민족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

다. 비록 각 분자는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민족에 흐르는 민족적 소질이

어떠한가를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민족적 소질”이

란 “민족을 구성한 인원의 정신적, 육체적 소질의 총화”로서 집단으로서의

생물학적인 질을 의미했다. 이인규는 민족 구성원 개인에 대한 건강 증진과

집단적 차원의 건강 증진을 구분하여, 전자를 위한 활동을 “보건운동”, 후자

를 위한 활동은 “우생운동”이라고 명명했다. 그에 따르면 두 방식은 그 목

적과 방향이 달라서 “보건운동의 전부가 우생운동이 될 수 없으며, 또 우생

운동의 전부가 결코 보건운동이라고는 할 수 없”는 관계였다. 가령 “민족의

456) 이인규, “조선민중 보건상태의 통계적 관찰”, 『보건운동』 1(1) (1932.2), 4-6쪽.
457) 이인규, “의술의 사회화”, 『보건운동』 1(2) (1932.3), 69-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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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소질을 저하시키는 악질병자나 사회에 해독일 끼치는 상습성 범죄

자”가 있을 때 보건운동은 그들의 건강 증진과 재활을 위해 힘쓰지만, 반대

로 우생운동은 그들을 “법령의 힘을 빌어서까지 격리시키거나 혹은 단종수

술을 강요하여 그 자손의 절멸을 기도”한다. 이런 경우는 “결코 그 개인의

보건운동은 아니며 오히려 그 개인의 주관적 행복을 파괴”시키지만, “우생

운동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과연 민족적 건강을 도모한 것이고 그만큼 민

족적 소질을 개선”한 것이다. 따라서 민족적 건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

건운동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생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인규

의 주장이었다.458)

이런 관점에서 이인규는 생물학적 집단으로서 “조선 민족의 보건상태”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1931년에 『민족위생』과 『우생학』에서 왕

성하게 연구를 발표하던 미즈시마의 영향을 받은 이인규는, 인구학을 통해

“민족의 생명력”을 알 수 있다는 미즈시마의 관점을 받아들여 조선인에게

적용했다. 그는 인구현상이 “우리 민족의 보건상태가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

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민족적 생명”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인구현상을 나타내는 데 가장 필수적인 항목은 인구증가였다. 하지만 조선

의 경우에는 “인구증가만을 가지고 민족의 건강상태를 논하는 것은 경솔한

태도”이며 “민족소질”과 “평균사망연령”을 함께 살펴보아야만 실제 “민족적

생명”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었다. “인구는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구증

가와 정비례로 민족의 악질 유전소인이 만연한다면” “그 민족은 차차 병약

해져서 멸망에 가까워 가는 것”이었다. 아울러 “사망자의 평균연령의 저하”

와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노쇠 사망자 수의 감소”는 “점점 국민적 보건상

태가 쇠퇴해가는 증거”였다. 이인규는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조선인의 “민

족소질”과 “평균사망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적 악소질이 제일 많은 정

신신경쇠약병 및 호흡기병, 국민의 보건상태가 양호할수록 증가하는 노쇠병

사망자 수를 조사하여 통계학적으로 비교”했다. 그 결과는 정신병과 신경병

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증가했고, 호흡기병은 늘지 않았지만 그 절대치

458) 이인규, “보건운동과 우생운동을 일으키자”, 『보건운동』 1(1) (1932.2),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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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많은 상태였으며, 노쇠병 사망자 수는 급속도로 감소하는 중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인규는 “우리 민족의 건강상태는 나날이 불량해져서 민족

적으로 병약하여 간다”고 진단했다.459)

이처럼 1932년 초 보건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인규는 “조선민족”의 생물학적

특징을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의 관심은 조선

인 전체에 걸쳐있었고, 아동에 초점이 맞추어지지는 않았다. 이인규가 조선

인 아동에 특별히 주목하게 된 계기는 이선근과의 교류였다. 이선근은 보건

운동사의 조사연구부장으로서, 민중의 보건위생 현황과 건강상태를 파악하

고자 건강검진 및 그에 관한 연구를 주도했다. 그 활동들 중 이선근이 주로

실시한 것은 조선인 아동들에 대한 건강검진이었다. 그 예로 『보건위생』

2호에는 “무산아동 건강진단 실시”라는 광고가 실렸다. 이 광고는 “본사에

서는 경성시 내외에 산재한 30여개소의 무산아동교육기관인 학원, 강습소,

야학회 등의 학동 약 4천 명에 대한 무료건강진단을 본사 조사연구부장 이

선근 씨의 주재와 기타 간부 의사 수 명의 보조로 오는 4월 초순부터 실시

에 착수할 터인데, 이번 건강진단은 단순한 체격검사에만 그치지 않고 특히

아동의 영양상태, 질병유무를 엄밀히 조사하여 이들 무산아동의 보건문제에

중대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하는 바”라고 사업의 취지를 밝히면서, 보건운

동사에 연락하여 건강검진을 신청할 것을 경성 내외에 있는 교육기관들에게

촉구했다.460) 이 사업은 교육기관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서, 제1차 사업이

1932년 4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시행되었으며, 그 기간에 10개 교육기관

의 2,500여 명에 달하는 아동이 건강검진을 받았다.461) 건강검진을 수행한

의사는 이선근을 비롯한 보건운동사 소속 의사들이었는데, 이인규 또한 그

에 참여했다. 일례로 1932년 5월 21일에 개최된 건강검진회에는 이선근, 양

봉근, 이인규가 참여하여 약 1,000명의 유치원 아동들을 검진하고, 학부모에

게 아동보육법에 대한 짧은 강연을 실시했다.462)

459) 이인규, “조선민중 보건상태의 통계적 관찰”, 『보건운동』 1(1) (1932.2), 4-6쪽.
460) “무산아동 건강진단 실시”, 『보건운동』 1(2) (1932.3), 74쪽.
461) “市內外私學無産兒 無料健康診斷 保健運動社에서”, 『매일신보』 1932.4.16. 이 기사는 보

건운동사가 제1차 사업을 완수한 뒤 제2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제1차 사업기간
의 시행표를 게시했다. 시행표에는 검진날짜와 교육기관명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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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는 이선근과 함께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선인 아동의 체격과 발육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선근은 1930년경부터 아동의 건강에 관

한 의학지식을 대중에게 보급하는 데 열중한 인물로,463) 아동의 발육과 올

바른 양육법, 소아기에 자주 발생하는 전염병과 그 예방법을 강연회와 기고

를 통해 널리 알렸다. 특히 그는 아동의 발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

데, 1931년에는 “내일을 지배할 제2세 국민”으로서 아동의 “건전한 발육”을

강조하며 그를 돕기 위한 영양섭취, 주거환경 조성, 질병 예방, 특이체질에

대한 이해와 대응법에 관하여 기사를 발표했다.464) 이에 비해 이인규는

1931년 경성 전문학교 입학지원자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하여 “장차 성

장이 끝나 종국형(終局型)에 달할 연령계급”에 속한 조선인의 체격, 즉 발육

이 완성된 조선인의 체격에 대해 연구한 경험이 있었으므로,465) 아동 건강

검진을 접점으로 한 이선근과의 만남에서 조선인 아동의 체격과 발육에 대

462) “원유회에서 원아들의 건강진단을 할 터-리선근, 리인규, 양봉근 세 분이 대회에 출장 시
행”, 『조선일보』 1932.5.21.

463) 이선근(1900-1966)은 황해도 평산 출신으로, 1924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조선
총독부의원 소아과에서 수련을 받다가, 조선총독부의원이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으로 재편
됨에 따라 경성제대 소아과학교실 조교가 되었다. 이후 그는 1934년 경성부립병원에서 소
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36년 서울 수송동에 이선근 소아과의원을 개원했으며, 해방이 되
자 경의전 소아과학교실 교수로 취임했다가 1946년 국대안에 따라 경의전과 경성대학이 통
합되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되자 그 소아과학교실의 교수가 되었다. 조선에서 교육
받은 최초의 소아과 전문의로서 그는 아동의 건강과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대중계몽에 힘
썼고, 조선인 의학계의 조직과 운영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식민지 시기 조
선의사협회의 집행부에서 활동했고, 해방 후에는 대한소학과학회를 창립하고 1945년부터 
10년간 대한소아과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학술적인 면에서 그는 경성제대 소아과학교
실 시절 교수인 도바시의 지도하에 1930년대 전반까지 소아 내분비에 관해 연구했으며, 
1930년대 후반에는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미즈시마로부터 생물통계학을 배우면서 질병이 
아동의 체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1941년 규슈대학에서 박
사학위를 취득했다. “명예로운 의학인-고 이선근 공적사항”, 대한의학회, h
http://www.kams.kr/fame/sub1_02.html?code=24 (최종 접속일: 2019.5.3)

464) 李先根, “幼少年保健運動의實際”, 新民 67 (1931.6), 14-17쪽. 이선근의 대중활동은 
1920년대부터 부상한 아동운동과 맞물려 있었다. 1920년대 어른과 구분되는 인격적 존재로
서 ‘어린이’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다가 1920년대 후반에 이르면 아동의 
건강과 서구식 양육법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들의 역할과 참
여가 증가했다. 이현진, “우량아 선발대회와 운동회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아동과 아동기 
담론”, 『아동교육』 21 (2012), 267-280쪽. 식민지 시기 아동운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로
는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서울: 창비, 2006)을 참조하라. 

465) 李仁圭, 姬野幸雄, “京城の專門學校入學志願者の體格の統計的觀察”, 『滿鮮之醫界』 
21(12) (1931), 19-32쪽.

http://www.kams.kr/fame/sub1_02.html?code=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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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공통의 화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보건운동사의 건강검진 사업을 계기로 이인규는 이선근을 통해, 조선인 아

동의 체격에 관한 통계적 연구에 관심이 있던 정면석(鄭冕錫)466)을 알게 되

었다. 정면석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출신으로 1925년 조선총독부의원

소아과에 입국하여 1년 먼저 입국한 이선근과 알게 되었으며,467) 그곳에서

연구를 계속하면서 1926년 4월부터 경성부 학무과의 보통학교 촉탁의로 근

무하기 시작했다.468) 경성부 학무과에서 근무하는 동안 정면석은 관공립학

교의 신체검사 및 학교위생 검사에 종사했는데, 업무에서 얻은 신체검사 성

적을 바탕으로 1920년대 후반 조선인 아동의 발육에 관한 통계들을 발표했

다.469) 특히 1927년 조선의학회에서의 발표는 그가 전문적인 생물통계학적

기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정면석은 경성부의 보통학

교 학생 4,695명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경성제대 해부학교실 조

교수 가지무라 마사요시(梶村正義)470)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920년

466) 사료에 따라 ‘정만석’으로 표기된 경우도 있으나,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의 회보에 한
글과 영문으로 정면석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정면석이 바른 표기라고 추정된다.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Catalogue 1925-1926 (Seoul: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1926), p. 89.

467) 이선근과 정면석의 친분은 정면석, “조선인 소아 발육 통계에 관하여(제1회 보고)”, 『세브
란스교우회보』 9 (1928.3), 14-5쪽에 수록된 감사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468) 정면석은 1888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1917년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921년에 졸업하고 1925년 조선총독부의원 소아과에 입국하여 수련을 받았다. 그는 1926
년부터 경성부 학무과에서 보통학교 촉탁의로 근무했고, 1943년에는 경성부 옥인정에 정소
아과의원을 개업했다가 1947년에 은퇴했다. 그의 사망 시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1955년 세브란스 동창회명부에는 사망한 상태로 기록되어 있다. 출생연도와 출신지에 대해
서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검색 결과를 참조했고, 그 외 이력에 관해서는 세브란스교우회
보와 세브란스 동창회명부를 참조했다. “검사신문조서-鄭冕錫에 관한 건(작성일: 
1919.12.12)”,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
http://db.history.go.kr/item/level.do;jsessionid=2293F2A560CC71495F7A2EEA75455C
5A?levelId=hd_035r_0050_0040 (최종 접속일: 2019.5.3); “소식통”, 『세브란스교우회보』 
7 (1926. 6), 23쪽; “교우소식”,  『세브란스교우회보』 11 (1929.4), 74쪽; “소식란”, 『세브
란스교우회보』 19 (1933. 5), 24쪽; “인사”,  『세브란스교우회보』 24 (1935), 55쪽; 세브란
스 의과대학 편, “동창방명부”, 『세브란쓰』 1 (1947), 60쪽; 세브란스 의과대학 편, “동창회
명부”, 『세브란쓰』 2 (1955), 69쪽. 

469) 1920년대 후반 정면석이 발표한 조선인 아동의 체격 연구는 다음과 같다. 鄭冕錫, “(講演
抄錄)普通學校兒童ノ暑中休暇前後ニ於ケル體格檢査成績比較”, 『朝鮮醫學會雜誌』 69 
(1926), 123쪽; 같은 저자, “(講演抄錄)京城府內普通學校生徒體格檢査成績‘, 『朝鮮醫學會雜
誌』 82 (1927), 84-85쪽; 같은 저자, “조선인 소아 발육 통계에 관하여(제1회 보고)”, 『세브
란스교우회보』 9 (1928.3), 14-5쪽.

http://db.history.go.kr/item/level.do;jsessionid=2293F2A560CC71495F7A2EEA75455C5A?levelId=hd_035r_0050_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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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후반부터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은 주임교수인 우에다 쓰네키치(上田常吉)

를 주축으로 조선인에 대한 대규모의 체질인류학적 연구를 전개하고 있었는

데, 그런 배경에서 가지무라는 정면석의 연구가 “학교위생학상에서만이 아

니라, 인류학, 인종위생학의 입장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칭찬하는 한편,

전문적인 생물통계학의 기법들을 적용하여 교정해야 할 오류들을 지적하고

“나도 인종위생학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연구 중이므로, 학외에서 직접 학교

위생에 의해 인체측정을 시행한 발표자와 우리 대학이 공력일치하여 문제

연구에서 제휴”할 것을 제안했다.471) 가지무라의 제안에 현실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통계상의 오류에 대한 그의 비판은 정면석이 후일 이인규

와 만나서 전문적 생물통계학적 기법을 수용하게 하는 촉매가 되었다.

이인규와 정면석은 1933년부터 1937년까지 공동으로 조선인 아동의 발육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공동연구에서는 정면석이 체격 측정을 맡았고, 이인

규가 그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맡았다. 그들이 함께 연구하는 동안 발

표한 논문은 총 7편이었고, 연구대상의 연령범위는 만3세부터 만12세까지였

으며, 검사한 총 학생 수는 3,724명으로, 이들 중 3,348명은 이인규와 정면석

이 공동연구를 시작한 1933년에 연령별로 계측한 사람들인 데 비해, 376명

은 1927년부터 정면석이 단독으로 측정하기 시작하여 1933년까지 6년에 걸

쳐 매년 그 체격의 변화를 추적해 온 집단에서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들이었

다. 측정항목은 대부분 기본적인 체격요소인 신장, 체중, 흉위였고, 드물게

체력도 측정했다. 체력을 측정할 때에는 악력(握力)과 배근력(背筋力)만 측

정했다. 그들이 측정을 위해 방문한 기관들은 경성부 소재의 초등교육기관

인 보통학교들 중 일부 공립학교들, 즉 주교(舟橋), 창신(昌信), 수하(水下),

혜화(惠化) 공립보통학교와, 창신, 동대문, 수표(水標) 유치원이었다. 요컨대,

이들의 공동연구에서 실제 교육기관 방문과 측정을 비롯한 자료의 수집과

제공은 전적으로 정면석의 담당이었고, 그에 대한 생물통계학적 분석은 모

470) 후에 상술하겠지만, 가지무라 자신도 조선인 아동의 체격 표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1931년에 발표했다.

471) 鄭冕錫, “(講演抄錄)京城府內普通學校生徒體格檢査成績‘, 『朝鮮醫學會雜誌』 82 (1927), 
8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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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이인규의 담당이었으며, 명확한 업무 분리로 인해 이론적 논의에 대한

둘 사이의 상호작용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472)

이인규와 정면석의 협조 관계는 단순히 둘 사이의 개인적 연계에 그치지

않고, 정면석과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관계로 확대되었다.473) 정면

석은 이인규 외에도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다른 전공자인 최희영과 공동으

로 조선인 아동의 발육에 대해 연구하면서 자료 수집과 제공의 역할을 맡았

다. 최희영과의 공동연구는 1927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경성부 내에

있는 18개의 공립보통학교의 아동을 대상으로, 신장, 체중, 흉위뿐 아니라,

두위(頭圍, 머리둘레), 좌고(坐高, 앉은키), 하지장(下肢長, 다리 길이), 지극

(指極) 등을 측정하여, 검사 인원과 측정 항목 면에서 이인규의 연구보다 훨

씬 더 규모가 컸다. 아울러 박용해와의 공동연구는 체격이 아니라 조선인

아동의 편도선염 이환율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편도선비대증, 경부 림프

절 종창 등 편도선염 증상을 보이는 아동들을 조사하여 그들 중 세균성 편

도선염의 비율을 검토한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정면석은 위생학예방의학교

실에서 다른 주제로 연구하던 인물들과도 알게 되어, 그가 1920년대 후반에

한 결핵 검사에 관한 연구가 1930년대 중반에 재조명되기도 했다.474)

이와 함께 이인규와 이선근의 인맥이 경성제대 소아과학교실 쪽으로도 확

472) 李仁圭, 鄭冕錫, “朝鮮兒童ノ發育型ニ就テ(第一報)”, 『朝鮮医学会雜誌』 23(2) (1933), 
15-30쪽; 李仁圭, 鄭冕錫, “朝鮮兒童ノ發育型ニ就テ(第二報)”, 『朝鮮医学会雜誌』 23(5) 
(1933), 21-35쪽; 李仁圭, 鄭冕錫, “朝鮮幼稚園兒童ノ身長,體重及ニ胸圍ニ就テ”, 『朝鮮医学
会雜誌』 23(12) (1933), 149-161쪽; 李仁圭, 鄭冕錫, “朝鮮兒童ノ握力及ニ背筋力ニ就テ”, 
『朝鮮医学会雜誌』 24(2) (1934), 33-42쪽; 李仁圭, 鄭冕錫, “朝鮮兒童ノ體格ト「ツベルクー
リン」皮內反應トノ關係ニ就テ” 『朝鮮医学会雜誌』 24(8) (1934), 22-36쪽; 李仁圭, “朝鮮學
齡兒童ノ體格(力量)指數ノ硏究(第一報)”, 『朝鮮医学会雜誌』 27(2) (1937), 77-100쪽; 李仁
圭, “朝鮮學齡兒童ノ體格(力量)指數ノ硏究(第二報) 「ツベルクリン」皮內反應ヨリ觀タル體格
指數ノ優劣比較”,　『朝鮮医学会雜誌』 27(4) (1937), 59-69쪽. 이 중 마지막 두 편은 공동
저술이 아닌 이인규의 단독저술로서 발표되었고, 본문에만 측정에 정면석의 공이 컸다고 언
급되어 있다. 

473) 崔羲楹, 鄭冕錫, “京城ニ於ケル朝鮮學齡兒童ノ生體測定成績”, 『朝鮮医学会雜誌』 24(11) 
(1934), 12-22쪽; 朴容海, 鄭冕錫, “朝鮮學童ノ扁桃腺肥大,　 頸部淋巴腺腫脹及び扁桃腺ニ
關スル溶血性連鎖狀球菌ノ陽性率”, 『朝鮮医学会雜誌』 25(12) (1935.12), 54-9쪽.

474) 鄭冕錫, “(講演抄錄)鮮人學童ノ「ツベルクリン」皮內反應成績”, 『日本学校衛生』 16(4) 
(1928.4), 277-8쪽; 鄭冕錫, “朝鮮小兒ノ「ツベルクリン」皮內反應ニ就テ”, 『滿鮮之醫界』 95 
(1929), 17-20쪽. 후일 須川豊을 비롯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결핵 연구자들은 
정면석이 결핵진단검사인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를 조선에 최초로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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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었다. 아동의 발육은 위생학뿐 아니라 소아과학 분야에서도 중요한 주

제로서, 메이지 시기부터 일본인 소아과 의사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1909년

부터 소아과학 교과서에 아동의 발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475) 이런

학문적 배경에서 조선인 아동의 발육에 관심을 가진 조선인 소아과 의사들

이 이인규의 조선인 아동 신체계측 연구를 접한 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

학교실에서 비슷한 연구를 하고자 했다. 그들은 이병남, 이성봉, 이선근으로,

이 중 이병남은 이인규와 예과 입학 동기로 1930년대의 활동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해방 후 북한의 보건상이 된 인물이고,476) 이성봉은 사회사업

단체인 한진달재단의 유유아건강상담소에서 아동의 건강검진을 담당하고

『보건운동』에도 기고한 적이 있으며,477) 이선근은 앞서 보았듯 1920년대

부터 아동의 발육에 관한 계몽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미즈시마에게 지도

를 부탁하여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학위논문을 작성했다. 이들 중 이병남

은 청소년기 조선인의 발육 표준으로서 체격과 체력을 연구했고,478) 이성봉

은 1931년부터 1936년까지 약 5년간 경성부내 유유아 보건상담소의 건강검

진 자료를 이용하여 조선인 유유아, 즉 만1세부터 만4세까지의 아동의 발육

표준을 구했다.479) 나아가 1928년 경성제대 소아과학교실에 부임한 이래 줄

475) 아동의 발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최초의 일본 소아과학 교과서 중 하나로 長尾美知, 
『近世小兒科學』 (東京: 明文館, 1909)를 들 수 있다. 그 저자인 나가오 요시토미
(1876-1958)는 1901년 도쿄제대를 졸업하고 동교 소아과에 입국하여 수련을 받은 뒤, 
1904년 치바의학전문학교의 교수가 된 인물이다. 자세한 약력은 다음을 참조하라. 泉孝英 
編, 『日本近現代醫學人名事典 1868-2011』 (東京: 醫學書院, 2012), 433쪽.

476) 이병남은 1903년 충청남도 천안 출생으로, 1925년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
성제대에 입학했으며, 졸업 후 동교 소아과학교실에서 근무하다가, 1942년 이병남 소아과의
원을 개원했다. 해방 후 경성대학 의학부 소아과 교수로 임명되었고, 이선근(李先根), 조동
수(趙東秀), 김영택(金榮澤), 박용래(朴容來), 김정윤(金正潤) 등과 함께 대한소아과학회를 창
립했다. 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활동하다가  월북하여 1948년 북한 제1차 내각의 보건상이 
되었다. 1949년 허헌(許憲), 이영(李英), 한설야(韓雪野) 등과 더불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사위원회에 소속되었고, 1958년 적십자회 위원장, 1962년 3월 의학과학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상현,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병남”,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3447 (최종 접속일: 2019.5.3); 박윤재, 
박형우, “북한의 의학교육제도 연구”, 『의사학』 7(1) (1998), 61-74쪽, 특히 62쪽 각주 7번. 

477) “本社開催, 乳幼兒審查會”, 『매일신보』 1928.8.7; “乳幼兒審查會”, 『동아일보』 
1935.4.20; 이성봉, “乳兒離乳法에 對하야”, 『보건운동』 2 (1932.3), 57-60쪽. 

478) 李炳南, “靑少年期朝鮮人體格及體能ニ關スル硏究(1)”, 『朝鮮醫學會雜誌』 30(6) (1940), 
43-125쪽; 같은 저자, “靑少年期朝鮮人體格及體能ニ關スル硏究(2)”, 『朝鮮醫學會雜誌』 
30(6) (1940), 126-162쪽.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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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소아 내분비계에 대해 연구해 온 이선근도 뒤늦게 조선인 아동의 발육을

직접 연구하기에 이르러서, 미즈시마의 지도 아래 “유유아에서 질병이 체격

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1941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480)

이처럼 이인규-이선근-정면석의 인맥은 조선인 아동의 발육 표준 연구를

둘러싸고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과 소아과학교실 사이의 연계를 창출

했다. 이 연구들의 출발점에는 이인규와 이선근의 보건운동사 활동과 1930

년대 초 조선의 보건운동이 있었다. 이 배경으로 인해 경성제대 위생학예방

의학교실의 조선인 아동 신체계측 연구는 “조선 민족”의 건강을 탐구하는

민족주의적인 동기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보건운동과 미즈시마의의 영

향 하에 싹튼 “조선 민족”의 생물학적 특징에 대한 이인규의 관심은, 미즈

시마로부터 배운 생물통계학, 경성부 학무과의 뒷받침을 받던 정면석이 축

적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인 아동 신체계측 연구의 토대를 구축했다.

3. 빈곤의 산물로서 ‘열등한’ 조선인 아동의 발육

경성제대의 조선인 의학자들은 일본의 아동 발육 연구 전통을 도입하여 조

선인 아동을 연구했다. 아동 발육 연구는 아동의 체격과 신체부위를 정량적

으로 측정하고 그 연령별 추이를 관찰하는 분야였다. 아동의 발육은 메이지

시대부터 위생학자와 소아과를 전공한 의학자들의 꾸준한 관심사였다. 연령

별 체격 변화는 그 성장 및 발육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창구로 여겨졌다.

일본에서는 1880년 무렵 취학 아동에 대한 신체검사가 실시되었는데, 위생

학자들은 신체검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인 아동의 일반적인

발육 상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신체검사를 비롯하여 학생들의 건강 문제

를 전담하기 위해 학교에 고용된 의사들, 즉 학교의(學校醫)들이 그 연구를

주도했고, 학교의들의 전문 단체인 대일본학교위생협회(大日本學校衛生協會)

479) 李聖鳳, “朝鮮人乳幼兒身體發育に關する硏究”, 『朝鮮醫學會雜誌』 27(9) (1937), 105-132
쪽; 같은 저자, “朝鮮人乳幼兒身體發育に關する硏究(續)”, 『朝鮮醫學會雜誌』 27(10) (1937), 
90-115쪽. 

480) 李先根, “乳幼兒期に於ける疾患の體格に及ぼす影響”, (九州帝国大学 博士論文 1941). 박
사학위논문 표지에 적힌 이름은 国本宗裕로, 이선근의 창씨개명 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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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관지 『학교위생』 (1913년에 창간)을 중심으로 아동 발육에 관한 연

구 결과와 신체검사에 대한 논설들이 발표되었다.481)

일본에서 아동 발육 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만든 대표적인 인물은 미시마

미치요시(三島通良, 1866-1925)였다. 제국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소아과

에서 수련을 받은 그는 1891년 문부성의 의뢰로 전국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학교 환경에 관해 조사했고, 이 일을 계기로 이후 학교위생 분야의 연구와

행정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의 주된 연구 목표는 일본인 아동의 발육 표준

을 수립하는 것이었다.482) 미시마는 “아동 발육의 문제는 의학상, 교육상 자

못 중요하지만 일본에서는 아직 이를 연구한 사람이 없어 일본인이라는 인

종의 표준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탄하면서,483) 전국의 신체검사 결

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연령 구분, 측정 단위 등 검사 기준을 표준화했

다.484)

일본인 아동의 발육 표준을 만드는 일에는 당대 일본에 널리 퍼져있던 우

생학적 관념이 반영되어 있었다. 다윈의 진화론과 골턴의 우생학이 메이지

유신 직후부터 일본에 도입되었고, 1884년에 유카 나가오(有加長雄)가 『사

회진화론』(社會進化論)을 출판하는 등 일본인에 의한 저작들도 출판되었

다.485) 이 가운데 일본인의 체격이 서양인에 비해 열등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으며,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강구되었다. 미시마가 말한 ‘일

본이라는 인종의 표준’은 서양인 아동의 발육 상태와의 비교를 통해 정의되

었다. 그 비교를 바탕으로 일본 아동이 조숙하며 그결과 서양인보다 체격이

작다는 특징이 도출되었고, 이런 발육 상의 특징을 야기하는 관습이 무엇인

지가 논의되었다.486)

481) 宝月理惠, “學校衛生の創始と展開”, 『近代日本における衛生の展開と受容』 (東京: 東信堂, 
2010), 103-11쪽.

482) 미시마의 아동발육 연구와 그에 담긴 우생학적 관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河野誠
哉, “「測定」の認識論的基盤-明治・大正期の学校身体検査を題材に-”, 『東京大学大学院教育
学研究科紀要』 37 (1997), 113-123쪽.

483) 三島通良, 『學校衛生取調復命書摘要』 (東京: 博文館, 1985), 149쪽.
484) 三島通良, 『日本健體小兒の發育論』 (東京: 大日本圖書株式會社, 1902).
485) 鈴木善次, 『日本の優生學-その思想と運動の歷史』 (東京: 三共出版株式會社, 1983), 

12-15쪽.
486) 河野誠哉, “「測定」の認識論的基盤-明治·大正期の学校身体検査を題材に”, 『東京大學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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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연령별 체격을 측정하고 다른 민족의 것과 비교함으로써 발육 상태

를 평가하는 방식은 이후 다른 연구들로 계승되었으며,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이 진행됨에 따라 그 점령지의 아동에 대한 연구로도 확대되었다. 대만,

조선, 만주 등지에서 수행된 아동 발육 연구의 초점은 주로 일본인 아동의

발육 표준이 본국과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변하며, 주변 민족들과 비교해서

어떤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었다. 일례로 식민지의 아동 발육 연구 중

널리 인용되던 나카다테 코키치(中楯幸吉)의 만주 아동의 발육에 대한 연구

는 “동일 민족에서 기후, 풍토를 달리하는 땅에서의 생활로 그것이 발육 혹

은 질병이환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 “본방[일본]과 기

후풍토를 달리하는 만주”에서 “이 지역[만주] 방인[일본인]의 발육과 질병

이환 등을 연구하고 그것이 일본 내지[본토]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비해

어떻게 변하는지, 나아가 이 지역 민족과 비교하여 얼마나 우월 또는 열등

한지 등을 연구”한다고 선포했다. 그리고 1921년부터 3년간의 정기 신체검

사 자료를 분석하여 재만 일본인 아동의 연령별 체격 평균을 구하고 그것을

본국의 일본인, 만주의 중국인, 러시아인의 것과 비교했다.487)

나카다테의 접근법은 조선의 아동 발육 연구에도 적용되었다. 경성부의 촉

탁으로 경성의 아동 발육에 대해 연구한 오기노 마사토시(荻野正俊)와 다나

카 하루히데(田中玄英)는 경성에 거주하는 일본인 아동과 본국 일본인 아동

의 체격을 비교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들은 재경성 일본인 아동의 발

육 양상이 본국 일본인 아동 발육의 변형이며, 그 변형은 조선의 환경에 의

해 야기된다고 생각했다. 오기노는 “신체 발육을 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각 지방의 기후, 풍토, 관습 및 빈부의 차이”라고 하면서 “인종에

따른 현격한 체격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장시일에 걸친 외계적 요소로부터

의 영향과 지대한 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으며,488) 다나카 또한

“도시와 시골, 연령, 계절, 혹은 그 지방의 풍토, 기후, 관습, 또는 각 개인의

院敎育學硏究科紀要』 27 (1997), 113-123쪽.
487) 中楯幸吉, “民族衛生に關する硏究”, 『滿洲醫學雜誌』 3(2) (1925.5), 8-139쪽.
488) 荻野正俊, "統計上より見たる內鮮學校兒童の比較-身體發育より見たる內鮮學校兒童の比

較, 『滿鮮之醫界』 63 (1926),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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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황에 따라, 민족에 따라서도 신체 발육이 좌우된다”고 말했다.489)

환경이 발육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오기노와 다나카가 보기에, 경성에

거주하는 일본인 아동의 발육은, 일본인의 일반적인 발육상에 경성의 특수

한 지역적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경성은 일본과 기후와 풍토가 다

른 조선에 위치하면서, 도쿄, 교토, 오사카 등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들만큼

이나 규모가 큰 대도시였다. 이런 관점에서 오기노와 다나카는 경성의 특수

한 환경이 일본인 아동의 발육에 일으키는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다. 오기노

는 경성부 일본인 아동의 체격을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아동 전체와 비교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 평균치는 도회와 지방의 소학교 및 생활정도가

높고 낮은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평균”이므로, 경성 아동의 발육 특징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경성부에 비견할 도시 소학교 아동과의 비교를 필요로 한

다”고 말하며 경성과 도쿄를 비교했다.490) 다나카 또한 일본인 아동의 체격

이 환경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기 위해 경성의 일본인 아동을 본국의

일본인 아동 전체뿐 아니라, 일본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 그리고 경성과

위도, 연평균 기온 등의 자연환경이 비슷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과 비교

했다. 아울러 그는 외국으로 이주한 일본인의 예로서, 남만주에 거주하는 일

본인 아동과 경성의 일본인 아동도 비교했다.491) 이 같은 비교의 결과, 오기

노와 다나카는 재경성 일본인 아동의 발육이 본국의 아동과 대체로 비슷하

지만, 13세부터는 본국 아동에 비해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인규의 연구는 이와 같은 일본의 아동 발육 연구를 배경으로 하여 조선

인 아동을 연구했다. 그는 오기노, 다나카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발육 표준’

을 탐구하는 방식을 채용했지만, 그들이 조선인 아동을 일본인 아동의 체격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대조군으로 다룬 것과 달리, 조선인 아동의 발육 표

준 그 자체를 구하는 데 연구의 목표를 두었다. 이것은 일본인 연구자들의

489) 田中玄英, “京城府學校兒童身體發育の統計的觀察に就て(1)” 『滿鮮之醫界』 120 (1931), 
31쪽.

490) 荻野正俊, “統計上より見たる內鮮學校兒童の比較-身體發育より見たる內鮮學校兒童の比
較”, 『滿鮮之醫界』 63 (1926), 41쪽.

491) 田中玄英, “京城府學校兒童身體發育の統計的觀察に就て(1)” 『滿鮮之醫界』 120 (1931), 
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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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영역에서 변방에 있던 조선인을 연구의 중심으로 가져온 것이었다. 일

반적으로 식민지에서 토착민의 아동 발육은 주로 일본인의 발육 상태와 비

교하기 위한 대조군으로서 연구되어 왔다. 가령 만주에서는 앞에 언급된 나

카다테가 재만 일본인의 발육 상태가 “이 지역 민족과 비교하여 얼마나 우

월 또는 열등한지” 알기 위한 비교대상으로서 중국인의 발육 상태를 연구했

다. 그의 연구에서 중국인의 신장, 체중, 가슴둘레의 연령별 크기는 재만 일

본인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서술된다. “지나인(支那人)[중국인]의 흉위[가슴둘

레]는...남자 7, 8세, 여자 7세 내지 10세에서는 방인(邦人)[일본인]보다 우월

하고, 기타 연령에서는 방인보다 열등하다. 이 열등한 정도는 남자 12세 및

여자 11세까지는 1cm 이하이지만 그 이상의 각 연령에서는 2.0cm 내지

5.0cm씩 방인보다 저하된다”는 나카다테의 설명은 전 연령을 관통하는 중국

인의 발육 경향에 대한 종합적 통찰은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492)

이에 비해 경성제대 위생학교실의 조선인 아동 신체계측 연구는 조선인의

특유한 발육 표준을 파악하는 데 중점이 있었다. 가령 이인규는 만 6세부터

12세까지 조선 전지역에 걸쳐 조선인 아동 46,244명의 신체검사 자료를 토

대로, 그 연령별 체격을 분석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발육 과정을 추적했다.

특히 그는 조선인 아동의 성별 발육 패턴을 비교하여 “발정기 발육”이 일어

나는 시점을 찾는 데 집중했다. “발정기 발육”이란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시기로, 일반적으로 여아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여아의

체격이 남아의 체격보다 커졌다가, 남아도 “발정기 발육”에 도달하여 급성

장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여아를 능가하는 체격을 갖게 된다. “발정기 발육”

의 기간이 얼마나 긴지에 따라 성장을 완료했을 때의 최종적인 체격이 결정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발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신장을

예로 들면 조선인 여아의 평균 신장이 남아를 능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계산하면 12.6세인데, 이것은 그보다 약간 먼저 조선인 여아의 발정기 발육

이 시작됨을 의미한다.493)

492) 中楯幸吉, “民族衛生に關する硏究”, 『滿洲醫學雜誌』 3(2) (1925.5), 8-139쪽.
493) 李仁圭, “朝鮮兒童ノ身長體重及ニ胸圍ニ就テ”, 『朝鮮医学会雜誌』 23(8) (1933), 65-6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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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는 이런 조선인 아동의 발육이 갖는 특징을 다른 민족들의 발육 표

준, 특히 일본인의 발육 표준인 본국에 있는 일본인 아동의 발육 상태와의

비교를 통해 정의했다. 예를 들면 신장의 발육에 있어서 일본인 아동은 조

선인 아동보다 1년 반 정도 일찍 발정기 발육에 돌입한다. 그로 인해 급성

장의 시기가 늘어나서, 결국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큰 신장을 갖게 된다.494)

이처럼 이인규의 연구는 조선인 아동을 중심으로 일본인 아동 발육 연구의

방식을 재편한 것이었지만, 조선인 아동의 특징을 다른 민족과의 비교를 통

해서 도출하는 접근법은 일본의 아동 발육 연구 전통에서 사용되던 것과 동

일했다. 다시 말해 이인규의 연구에서 조선인 아동의 발육 표준은 여러 민

족들 중 특히 일본민족의 발육 표준, 즉 본국에 있는 일본인 아동의 발육

상태와의 비교를 통해 정의되었고, 그것보다 언제나 열등한 것으로 묘사되

었다.

하지만 이인규의 연구가 일본의 아동 발육 연구의 전통을 답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미즈시마의 지도를 통해 생물통계학을 아동 발육 연구

에 적용하는 법을 배웠다. 이인규를 비롯하여 그의 뒤를 이어 경성제대 위

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발표된 아동 발육 연구들은 모두 통계함수의 적용과

통계의 신뢰성 검토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기본적인 작업은

조선 아동의 체격을 측정하고, 연령별로 각 측정항목의 산술평균을 구한 뒤

표준편차와 산포도를 계산함으로써 계산 결과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일이었

다. 나아가 그들은 체격이 주위 환경 혹은 체력과 지닌 관련성을 탐구할 때

에도, 미즈시마가 인구학 연구에서 인구 변화와 사회적 요소의 관계를 탐구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뒤 부분상관이 있는지

를 검토했다.495)

494) 같은 논문, 67쪽.
495)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조선인 아동 신체계측 연구 중 상관계수를 사용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李仁圭, 鄭冕錫, “朝鮮兒童ノ握力及ニ背筋力ニ就テ”, 『朝鮮医学会雜誌』 24(2) 
(1934), 33-42쪽; 李仁圭, 鄭冕錫, “朝鮮兒童ノ體格ト「ツベルクーリン」皮內反應トノ關係ニ
就テ” 『朝鮮医学会雜誌』 24(8) (1934), 22-36쪽; 李仁圭, “朝鮮學齡兒童ノ體格(力量)指數ノ
硏究(第一報)”, 『朝鮮医学会雜誌』 27(2) (1937), 77-100쪽; 같은 저자, “朝鮮學齡兒童ノ體
格(力量)指數ノ硏究(第二報) 「ツベルクリン」皮內反應ヨリ觀タル體格指數ノ優劣比較”,　 『朝
鮮医学会雜誌』 27(4) (1937), 59-69쪽; 李炳南, “靑少年期朝鮮人體格及體能ニ關スル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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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동 발육 연구 분야에서 생물통계학은 1930년대 초에 도입되기 시

작했다. 아동 발육 연구는 인구학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통계를 주로 분석하

는 분야였기 때문에, 생물통계학의 방법론이 적용됨에 따라 단순한 대수 비

교에서 초월함수로 주된 연구법이 전환되었다.496) 생물통계학을 적용한 아

동 발육 연구에서 통계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

나로, 이를 위해 신체를 측정하고 그 값을 기입하는 절차에서도 오차의 발

생을 줄이기 위한 극도의 엄밀함이 강조되었다. 1931년 『민족위생』(民族

衛生)에 발표된 다카하시 쓰토무(高橋勉)497)의 논문은 생물통계학이 아동 발

육 연구에 막 적용될 무렵의 형태를 보여준다. 다카하시는 일본 야마가타

현의 학생 13만 명에 대해 직접 체격과 운동능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

석하여 신장, 체중, 가슴둘레 등 주요 체격 요소들의 평균값과 신체 각 부위

의 성장도를 계산했으며, 나아가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체격 및 체능과 그를

둘러싼 사회적 요소들의 관계를 구했다. 이 연구에서 다카하시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통계적 오류에 대한 배제에 있었다. 다카하시는 신체검사의

“검사자 및 피검자의 과오 때문에 생기는 오차는 비교적 적어도, 오히려 이

검사성적의 오기(誤記) 혹은 통계 중의 오산(誤算)은 자주 발견된다. 따라서

후자에 의해 생긴 오차 때문에 추리판단의 정확성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

다”고 말하고, 통계자료를 “한층 엄밀하게 비판적인 태도로” 다룰 것을 강조

하면서 오차를 줄이는 방법과 오차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나아

가 그는 통계함수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자신이 오차 검토에 사용

(1)”, 『朝鮮醫學會雜誌』 30(6) (1940), 43-125쪽; 鄭潤鎔, “上膊圍に依る榮養評價判定の硏
究–其一學齡兒童の上膊圍發育及各體部との相關關係”, 『朝鮮醫學會雜誌』 28(8) (1938), 
69-91쪽; 裵永基, “學齡期に於ける朝鮮兒童の體位に關する硏究(第3編)”, 『朝鮮医学会雜誌』 
31(11) (1941), 45-56쪽; 같은 저자, “學齡期に於ける朝鮮兒童の體位に關する硏究(第4編)”, 
『朝鮮医学会雜誌』 31(11) (1941), 57-69쪽.

496) 高橋勉, “體育及び學校衞生に關する基本的研究(1)”, 『民族衛生』 1(2) (1931), 121-148쪽.
497) 자세한 약력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카하시가 발표한 몇몇 저술들을 통해 그가 군마 

현, 야마가타 현 등에서 학교위생과 관련된 직책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국회도서관 
검색 결과에 따르면 1930년대 학교위생에 관한 연구들을 활발하게 발표했으며, 특히 1931
년에 『민족위생』 4편에 걸쳐 발표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체육 및 학교위생에 관한 기본적 
연구”라는 주제로 1932년 도쿄제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외 대표적인 저술로는 
『學校衛生大意』(1937)와 『健康度並学校身体検査方法』(193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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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준편차, 편차계수, 평균오차, 확률오차 등의 개념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서, 통계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각각의 개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설

명했다.498) 이런 흐름으로 보아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은 아동 발육

연구의 새로운 흐름에 가장 빨리 반응한 집단 중 하나였다. 후일 이인규는

“생물측정학에 있어서도 수학적 공식에 의함이 그 방법에 있어 간편하고 그

결과에 있어 가장 우수함을 알게 된 이후로 구미는 물론 일본 내지에서도

이 방면에 관한 연구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연구방법

론이 지닌 위상을 자찬했다.499)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고 우수한’ 생물통계학적 방법이 조선인 아동의 발육

표준을 언제나 명확하게 만들어 준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생물통계학의

적용으로 인해, 연구자의 의도와 달리 민족의 발육 표준의 부정확성이 드러

나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이인규는 조선인 아동의 발정기 발육이 시작되는

시기를 알기 위해 조선인 남아와 여아의 평균신장의 차를 계산했는데, 계산

후 통계함수의 원칙에 따라 확률오차를 이용하여 계산값의 신뢰도를 검토한

결과, 6세부터 11세까지의 계산값은 신뢰할 수 있지만, 11세부터 13세까지의

계산 값은 믿을 수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소아기인 6세부터 13세까지의 조선인 남녀 아동의 발육 표준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중 믿을 수 있는 부분은 6세부터 11세까지의 수치뿐으로, 11

세부터 13세까지의 상황은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 이런 상황에서 이인

규는 통계함수의 원칙보다는 일관된 발육 표준을 얻는 것을 더 중시하여,

“설령 그 차이가 무의(insignificant)하다고는 해도 12-13세에서 여아의 평균

신장이 남아의 것을 능가함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계산결과를 받

아들였다.500)

생물통계학의 적용으로 인해 연구 결과의 부정확성이 드러나는 상황은 조

선인 아동의 체격을 일본인 아동과 비교할 때에도 발생했다. 이인규는 6세

부터 13세까지 조선인 남아의 평균 체중을 일본인 남아와 비교하기 위해 둘

498) 高橋勉, “體育及び學校衞生に關する基本的研究(1)”, 『民族衛生』 1(2) (1931), 121-148쪽.
499) 이인규, “아동의 발육형상-조선아동의 특이성(1)-”, 『동아일보』 1937.11.5.
500) 李仁圭, “朝鮮兒童ノ身長體重及ニ胸圍ニ就テ”, 『朝鮮医学会雜誌』 23(8) (1933),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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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차를 구했는데, 6세부터 7세까지, 9세부터 13세까지의 계산값은 믿을

수 있지만, 7세부터 9세까지의 계산값은 믿을 수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로 인해 이인규는 6세부터 13세까지 조선인과 일본인의 발육 특징을 부분적

으로밖에 언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501) 나아가 그는 신뢰도 문제로 인

하여 생물통계학을 적용하지 않은, 이전 시기의 연구 자료들을 활용하기 어

려운 사태와 조우했다. 일본에는 이미 많은 아동 체격 데이터가 축적되었지

만, “확률오차가 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말할 수 없”으며

“다만 사례 수가 매우 많은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었다.502)

체격 차이를 계산할 수는 있지만 계산 결과를 믿을 수는 없는 딜레마에 처

한 이인규는 1936년에 새로운 계산법을 도입함으로써 그 난관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때까지 그는 선배 아동 발육 연구자들이 했던 것처럼, 비교하려는

두 집단의 체격 항목에 대해 각각의 평균을 구하여 그 차를 구하는 전통적

인 방식을 채택했다. 이와 달리 1936년에 발표한 영양 지수에 관한 연구에

서 이인규가 도입한 계산법은 ‘평균비’(mean ratio)였다. 평균비는 다음의 공

식으로 구한다.

Σ(
             M1-M2

√(P.E.m1)2+(P.E.m2)2 )
N = Mean ratio = Mr

P.E.Mr = (M1, M2는 비교하려는 두 군의 평균값, N은 사례 수)503)

평균비에는 연령이라는 변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평균비는 연령

에 따른 구분 없이 두 집단 전체의 평균을 구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

인규는 평균비 개념의 유용성에 대해 “연령별로 비교할 때 유의미한 차를

보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하는 경우, 총괄적으로 두 군을 비교하

501) 같은 논문, 71쪽.
502) 같은 논문, 72쪽.
503) 李仁圭, “朝鮮學齡兒童ノ體格(力量)指數ノ硏究(第一報)”, 『朝鮮医学会雜誌』 27(2) (1937), 

81쪽. 

1
√ N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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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소를 결정”함으로써 신뢰성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그는 조선인 남녀의 체중신장비504) 차이를 7세부터 13세까지 연령별로 구했

다가 7세부터 8세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에서는 ‘무의’하다는 결과를 얻

자, 평균비를 도입하여 7세부터 13세까지의 체중신장비 차를 한 번에 계산

하여 신뢰도가 향상된 결과를 얻었으며, 다른 연구자들의 성적과 비교할 때

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었다.505) 그리고 이후의 연구

에서도 남녀간, 민족간 비교시 계속 평균비를 사용했다.

즉 평균비의 도입은 조선인 아동의 발육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특징을 논

의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평균비 도입 전까지 이인규는 조선인 남아와 여아,

조선인 아동과 일본인 아동 등 ‘조선 민족’의 특징을 도출하는 데 필수적인

비교 작업을 완료할 수 없었다. 소아기 전체, 즉 7세부터 13세까지의 연령별

데이터에 통계함수를 적용하여 계산할 때마다, 모든 연령구간에 걸쳐 신뢰

성 있는 확률오차를 얻는 일이 매우 드물었기 때문이다. 소아기 중간에서

부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계산값이 나온 탓에, 조선인의 발육 표준에 대

한 논의의 일관성은 잦은 파열을 겪었다. 연구의 신뢰성 때문에 확률오차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평균비의 도입은 연령이라는 변수를 논의에서

배제시켰다. 이것은 연령별로 확률오차를 구하지 않고도 집단간 비교를 가

능하게 만들었고, 그럼으로써 일관된 ‘민족적’ 특성을 도출하기 쉽게 했다.

이인규가 평균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까지 조선인의 발육상 일반

적인 특징을 아동기 전 연령에 걸쳐 일관되게 서술하려고 했던 이유는, “조

선 민족”만의 발육 표준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때까지 조선인 아동의 발육

상태를 평가하는 데에는 주로 일본 정부 또는 일본인 연구자들이 작성한 일

본인 아동의 발육에 대한 자료가 사용되었다. 조선인 아동 자체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이인규는 “조선반도 주민의 신체 발육의 표준

504) 체중신장비란, 체중을 신장으로 나눈 값으로 신체를 원주라고 가정하고, 1cm 높이의 원
주가 가진 평균 중량(kg)을 나타낸 값이다. 발육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간단한 지
수 중 하나이다. 李仁圭, “朝鮮學齡兒童ノ體格(力量)指數ノ硏究(第一報)”, 『朝鮮医学会雜
誌』 27(2) (1937), 80쪽. 

505) 李仁圭, “朝鮮學齡兒童ノ體格(力量)指數ノ硏究(第一報)”, 『朝鮮医学会雜誌』 27(2) (1937), 
8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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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미인의 규율에 따르지 않음은 물론이고, 일본 내지 주민과도 지방적

특수성이 있음은 면할 수 없는 바이며, 풍속, 기후, 습관을 달리하는 상에서

도, 또 지리적 관계에서도 일본 내지 주민과 일률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며 “조선인의 독특한 표준과 발육 상태”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506)

그렇다면 이인규가 말한 발육 표준이란 무엇일까? 그는 “인체의 발육은 남

녀를 불문하고 또 종족의 여하를 불문하고 성인에 달할 때까지 결코 같은

비율로 발육하지 않으며 주기적으로 발육 증가를 나타내어 차차 성인의 체

격으로 이행”한다고 말하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체격의 변화를 크게 연

령, 시간, 계절에 따라 나누었다. 이 중 시간에 따른 체격 변화는 신장이 야

간에 1cm 내외로 커지고 주간에는 다시 작아지는 것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

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변화인 반면, 연령과 계절에 따른 체격 변화는 인

종과 지방, 기타 여러 사회생물학적 요소로 인해 그 주기가 결정된다. 따라

서 연령과 계절에 따른 발육 주기가 어느 민족의 “독특한 표준”을 결정하는

데, 발육 연구의 주된 자료인 신체검사는 매년 4, 5월이라는 동일한 계절에

수집된 것이므로, 실제로 발육 연구에서 핵심 대상은 연령에 따른 발육 주

기와 그 정도였다. 이인규에 따르면, 이것은 해당 집단이 처한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심지어 같은 인종이더라도 거주 지역이 다르면 같은 주기

를 따른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507)

이인규가 “조선인의 독특한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는, 비슷

한 시기에 거의 같은 방법론으로 조선인의 체격을 다루던 경성제대 해부학

교실의 체질인류학 연구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은 제1

강좌 교수인 우에다 쓰네키치와 제3강좌 교수인 이마무라 유타카(今村豊)의

주도로, 조선인의 인종적 특징을 찾는다는 목표 아래 1920년대부터 조선 전

역에 걸쳐 조선인에 대한 신체계측 정보를 수집, 분석해왔다. 우에다 쓰네키

치는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물통계학에 조예가 깊었고, 그의 지도를

받은 해부학교실의 체질인류학자들은 생물통계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조선

506) 李仁圭, “朝鮮兒童ノ身長體重及ニ胸圍ニ就テ”, 『朝鮮医学会雜誌』 23(8) (1933), 61쪽.
507) 李仁圭, “兒童ノ發育(種說)”, 『朝鮮医学会雜誌』 23(3) (1935), 176-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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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신체적 특징을 도출했다. 이들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지만,

드물게도 해부학 제1강좌의 조교수인 가지무라 마사요시(梶村正義)가 조선

인 아동의 체격에 대한 연구를 1930년과 1931년에 발표했다.508) 이인규는

가지무라의 연구를 “조선인 아동 발육에 관한 연구의 효시”라고 언급할 정

도로 잘 알고 있었다.

가지무라는 1928년 5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경성부의 보통학교 남녀 학

생 만 6세부터 12세까지의 1257명을 대상으로 신장, 체중을 비롯하여 41곳

의 신체부위를 측정했다. 그는 생물통계학의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결과에

대해 산술평균, 표준오차, 표준변차, 변화계수를 산출하고, 그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인 아동의 성장 과정을 직선방정식, 즉 y=ax+b라는 형식의

일차방정식으로 나타냈다. 여기에서 x는 연령, y는 체격, a는 성장 속도를

가리켰다. 신장을 예로 들면 조선인 남자의 신장은 남자는 y=4.79x+77.6, 여

자는 y=3.96x+83.0이라는 방정식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르면 만 6세에서

남자의 신장은 106.34cm이고 여자는 106.76cm으로 여자가 약간 더 크다. 남

자와 여자의 허리둘레가 같아지는 시점은 1.4x+43.7=1.5x+42.3라는 연립방정

식을 통해 구하며, x 값이 6.5세이다. 즉 6.5세부터 남자의 키가 여자의 키를

능가하며, 여자의 키가 남자를 능가하는 발정기 발육은 만 6세에서 12세 사

이에는 오지 않고 그 이후에 온다.509)

이런 가지무라의 연구법은 이인규의 방법과 거의 동일했다. 이인규 또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인 아동의 발육 과정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도출했

다. 이인규의 연구에서 조선인 남자의 신장은 y=4.11x+85.9, 여자의 신장은

y=4.34x+83.0라는 식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는 이 식을 계산하여 만 6세부터

13세까지 연령별로 남녀 사이의 신장 차이를 구했고, 각 계산값들의 표준편

차를 도출하여 그 신뢰도를 검토했다. 이인규에 따르면 6세부터 11세까지는

여아가 남아보다 작지만, 11세 이후에 여아의 발육이 급속해져서 12.6세가

508) 梶村正義, “朝鮮兒童ノ身體發育ニ就テ”, 『朝鮮医学会雜誌』 20(11) (1930), 230-2쪽; 같
은 저자, “朝鮮兒童の身體發育に就れ(期の二) 頭部及び指數(軀幹, 四肢及頭部)”, 『解剖學會
雜志』 4(5) (1931), 533-59쪽.

509) 같은 저자, “朝鮮兒童ノ身體發育ニ就テ”, 『朝鮮医学会雜誌』 20(11) (1930), 2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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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남녀의 신장이 동일해졌다. 이것은 여자의 발정기 발육이 12.6세 무렵

에 시작된다는 의미로, 여자의 발정기 발육이 12세를 넘어야 온다는 점에서

가지무라의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510)

이처럼 연구주제와 방법론이 매우 비슷함에도, 이인규와 가지무라의 연구

목적은 달랐고, 그에 따라 두 연구에서 조선인 아동의 발육이 갖는 의미도

달랐다. 가지무라의 조선인 아동 신체계측 연구는 경성제대 체질인류학 연

구의 일환이었다. 그 연구는 일본인의 인종적 기원을 찾던 일본 본국의 체

질인류학 연구와 같은 맥락에 있었다. 일본에서는 1880년대 이래 도쿄인류

학회를 중심으로 일본인의 기원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가 이어져왔는데, 단

일민족 기원설과 혼합민족 기원설이 경쟁하다가 1910년대부터는 도쿄제대

인류학교실 교수 하세베 고톤도(長谷部言人)와 그 뒤를 이은 마쓰무라 료

(松村瞭)에 의해 혼합기원설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511) 경성제대 해부학교

실은 혼합기원설 연구의 중심에 있었다. 생물통계학에 정통한 우에다는 엄

정한 연구 방식으로 본국의 연구자들을 압도하며 소위 경성학파를 형성하고

있었다.512)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의 체질인류학자들은 조선 중부 지역 사람

들과 일본 긴키 지방 사람들의 인종적 특징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하면서,

두 집단이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소위, 일선동조론을 주장했다.513)

510) 李仁圭, “朝鮮兒童ノ身長體重及ニ胸圍ニ就テ”, 『朝鮮医学会雜誌』 23(8) (1933), 61-82
쪽.

511) 사카노 토오루, 박호원 역, 『제국일본과 인류학자(1884-1952)』 (서울: 민속원, 2013), 
129-133쪽.

512) 같은 책, 320쪽.
513) 일본의 체질인류학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사카노 토오루, 박호원 역, 『제국일본과 인류학

자(1884-1952)』 (민속원, 2013)을 참조. 특히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에 대해서는 283-334쪽
을 참조하라. 그 외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의 체질인류학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옥주, 
“경성제대 의학부의 체질인류학 연구”, 『의사학』 17(2) (2008), 191-203쪽; 전경수, “식민
과 전쟁의 일제인류학-대북제대와 경성제대의 인맥과 활동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8(1) (2002), 61-136쪽; 전경수, “식민과 전쟁의 일제인류학-대북제대와 경성제대의 인맥과 
활동을 중심으로(1)”, 『비교문화연구』 8(1) (2002), 61-136쪽; 전경수, “식민과 전쟁의 일제
인류학-대북제대와 경성제대의 인맥과 활동을 중심으로(2)”, 『비교문화연구』 8(2) 
(2002),135-167쪽; 정규영, “콜로니얼리즘과 학문의 정치학-15년 전쟁하 경성제국대학의 대
륙연구”, 『교육사학연구』 9 (1999), 21-36쪽; 박순영, “일제 식민통치하의 조선 체질인류학
이 남긴 학문적 과제와 서구 체질인류학사로부터의 교훈”, 『비교문화연구』 12(1) (2004), 
191-220쪽; 박순영, “일제 식민주의와 조선인의 몸에 대한 ‘인류학적’ 시선”, 『비교문화연
구』 12(2) (2006), 57-92쪽를 참조하라. 그 외 경성제대 법의학교실의 체질인류학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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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조선인 아동의 발육 표준은 곧 조선인의 인종적 특징이 완

전히 발현되는 과정의 중간 단계를 의미했다. 이런 시각은 가지무라의 연구

중 인종지수(人種指數)에 관한 부분에서 드러났다. 먼저 그는 신체계측 항목

들을 결합하여 만든 여러 지수를 계산했는데, 그 지수들은 아동의 종합적인

발육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이인규가 사용한 지수들이 아니라, 인종을 정의

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두장폭지수(頭長幅指數)514)와 안면지수(顔面指數)515)

등이었다. 가지무라는 이 지수들을 계산하여 그 값을 성인의 수치와 주로

비교했다. 그럼으로써 그는 성장을 완료하여 그 인종의 특징을 완전히 발현

한 상태, 즉 성인의 신체적 특징을 갖추기 시작하는 나이를 알고자 했다. 그

에 의하면 두장폭지수는 12세에 이르면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그와 반대

로 안면지수는 12세가 되더라도 성인과 현저히 달랐다.516) 이처럼 가지무라

의 연구에서 조선인 아동의 발육 표준은 조선인의 인종적 특징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의 체질인류학 연구의 맥락에 따라 일본

인과 조선인의 유연관계를 보여줄 잠재적인 지표였다.

즉 경성제대 해부학교실의 체질인류학 연구에서 “조선인은 일본인에 극히

가까운 종족”이고 특히 “중부 조선인과 긴키 지방의 일본인은 아주 유사하

며 그 차이의 정도는 일본의 지방적 차이보다 훨씬 작은”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과 일본의 언어 및 문화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조선인과 일본

인은 “체질상으로 본다면 별개의 발달을 이룬 동일 종족”이라는 것이 우에

다의 결론이었다.517) 이 결론은 조선인이 일본인과 동일한 기원을 지니고

정준영, “피의 인종주의와 식민지의학: 경성제대 법의학교실의 혈액형인류학”, 『의사학』 
21(3) (2012), 513-550쪽을 참조하라.  

514) 두장폭지수란, 머리 길이에 대한 머리 폭의 비율이다. 두장폭이 작은 유형을 장두형(長頭
形), 중간인 유형을 중두형(中頭形), 큰 유형을 단두형(短頭形)이라고 하는데, 장두형은 주로 
아프리카인에게서, 중두형은 유럽인, 단두형은 아시아인에서 빈번히 나타난다. 梶村正義, 
“朝鮮兒童の身體發育に就れ期の二 頭部及び指數(軀幹, 四肢及頭部) 『解剖學會雜志』 4(5) 
(1931), 533-59쪽.

515) 안면지수란, 얼굴의 폭과 높이의 비율이다. 주로 유럽인에서 안면지수가 높고, 아프리카인
과 아시아인에서 낮은 경향을 보인다. 梶村正義, “朝鮮兒童の身體發育に就れ期の二 頭部及
び指數(軀幹, 四肢及頭部) 『解剖學會雜志』 4(5) (1931), 533-559쪽.

516) 梶村正義, “朝鮮兒童の身體發育に就れ期の二 頭部及び指數(軀幹, 四肢及頭部) 『解剖學
會雜志』 4(5) (1931), 533-559쪽.

517) 上田常吉, “朝鮮人と日本人との體質比較”, 東京人類學會 編, 『日本民族』 (東京: 岩波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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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서도 문화적으로 열등하므로 일본인이 조선인을 이끄는 게 당연하다

는 식의 통치 정당화로 연결되면서,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통치방침인 동화

주의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었다.518)

이인규가 조선인에 대한 체질인류학 연구의 정치적 의미를 얼마나 인식하

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인규가 조선인 아동의

체격을 오래 전부터 계승되어 온 인종적 기원의 증거로 보는 것을 거부했다

는 점이다. 1937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직후 그가 동아일보에 스스로 소개한

학위논문의 요지는, 일본인, 구미인과 구별되는 “조선아동의 특이성”을 강조

하면서 일본인과의 인종적 연관성을 의식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519)

조선인의 기원에 관해서는 대륙설, 도서설 등이 있으나 과학적 근거를 충분

히 가지지 못한 바이고, 그 기원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위 인종들의 남하,

북상, 서진 등의 영향을 입었을 것은 지리적, 역사적 관계로 보아서 결정할

바이나, 그 신체발육의 기준이 주위 인종들의 기준과 동일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고 조선인의 독특한 기준과 발육상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즉 조선인의 기원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정확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주위 민족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사회적, 자연적 환경의 영향으

로 보아 같은 민족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인규는 조선인 아동의 체격이 민족의 기원이 아닌, 민족의 현상

태를 보여주는 창구라고 생각했다. 그는 환경에 따른 발육의 가변성을 강조

했다. 그에 따르면 발육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로서 한 개인, 한 가족에 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 한 민족에 있어서도 현저한 영향을 가져오는 인

자”는 “빈부의 차”였다. 유전, 질병, 정신적 요소 또한 발육에 중요하기는 하

지만, 영양, 주거, 의복,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의 여러 요소와 관련되어 발육

店, 1935), 111-164쪽; 사카노 토오루, 박호원 역, 『제국일본과 인류학자(1884-1952)』 (서
울: 민속원, 2013), 323쪽에서 재인용. 

518) 박순영, “일제 식민주의와 조선인의 몸에 대한 ‘인류학적’ 시선”, 『비교문화연구』 12(2) 
(2006), 78쪽.

519) 이인규, “아동의 발육형상-조선아동의 특이성(1)-”, 『동아일보』 193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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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 조건이었다. 이것은 한 국가나 민족

내의 계급에 따른 체격 차이를 유발하지만, 국가간 혹은 민족간의 차이 또

한 유발했다.520) 이인규는 빈곤에 의한 발육 저하의 특징으로, 지속적인 영

양 결핍 등으로 인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육 불량의 정도가 점점 더 심

해지는 현상을 지목했으며, 이런 발육 패턴이 유산계급과 빈민계급 사이에

서뿐 아니라,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도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인규의

관점에서 “조선 아동의 발육 기준이 항상 일본 내지 및 외국 아동에 비해서

저열한 바”는 인종적 요소나 지리적 요소 때문이 아닌, 빈곤에서 비롯된 것

이었다.521)

이와 같이 조선인 아동의 발육 상태를 조선의 경제적 조건의 반영으로 본

이인규의 연구는 “조선 민족”을 빈곤한 “조선 민중”으로 본 『보건운동』의

시각과 맞닿아 있다. 가난한 민중으로 대표되는 조선 민족의 건강을 회복하

는 일은 “의술의 사회화”를 통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의술을 제공하

는 “민중보건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이인규의 기사는 의술과 경제

사이의 모순을 조선인의 보건 상태가 악화된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그의

연구와 같은 시각을 지닌다.522) 이처럼 보건운동이라는 이인규의 연구 동기

는, 그와 경성제대의 체질인류학자들이 조선인의 민족적 특징이라는 연구주

제와 생물통계학이라는 방법론을 공유하면서도, 조선인 아동의 발육과 조선

인에 대해 서로 다른 관념을 갖게 만든 이유였다.

4. 조선인 아동의 체위 향상을 위한 식민정부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협력과 균열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조선인 아동 신체계측 연구는 조선의 민중

보건운동과 학술적 동기를 배경으로 해서만 시행된 것은 아니다. 아동의 발

육 표준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체격에 관한 대규모의 데이터가 필수적이었

520) 이인규, “아동의 발육형상-조선아동의 특이성(2)-”, 『동아일보』 1937.11.6.
521) 이인규, “아동의 발육형상-조선아동의 특이성(4)-”, 『동아일보』 1937.11.9.
522) 이인규, “의술의 사회화”, 『보건운동』 1(2) (1932.3), 69-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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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것을 수집하려면 경성제대의 조선인 위생학자들이나 정면석처럼 연구

에 직접 관여한 소수의 노동력만이 아닌, 연구대상인 아동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체격 측정에 따르도록 통제할 수단과 권력이 필요했다. 조선인의 발

육 향상을 위해 먼저 그 발육 상태를 이해하고자 한 점에서 경성부와 경성

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자들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

인 아동의 보건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접점으로 하여 경성부와 경성제

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사이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었다. 경성제대의 조선인

위생학자들은 학교와 신체검사라는 제도를 통해 자료를 얻었고, 그 연구 결

과는 조선총독부와 경성부에게 통치 자료로서 제공되었다.

조선총독부의 아동 신체 관리 정책은 일본 본국의 정책과 연동되어 있었

다. 일본 정부는 아동의 발육을 관리할 수단으로서, 학교를 중심으로 신체검

사를 실시했다. 그 시작은 ‘체조전습소’(體操傳習所)를 중심으로 실시된 ‘활

력검사’(活力檢査)였다. 아동의 발육 향상을 위해 체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

던 일본 정부는 1878년 일본 아동에게 적합한 체조법의 선정과 체육교사 양

성을 목적으로 체조전습소를 설립했고, 이곳에서 신체의 발육에 미친 체조

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활력검사를 시행했다. 활력검사는 신장, 체중, 흉

위 등의 체격 요소와 폐활량, 악력 등의 체력 요소 총 10개 항목을 측정하

는 검사로, 체조 교육과 함께 관립학교들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었다.523) 나

아가 일본 정부는 1900년 신체검사의 항목을 세분화하고 측정 기준을 표준

화한 ‘학생생도신체검사규정’(學生生徒身體檢査規程)을 발표했고, 그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후

일본의 신체검사 제도에서는 아동의 발육 정도를 비교 평가할 기준이 구체

화되었다. 1920년 발표된 ‘학생생도아동신체검사규정’에는 ‘발육평가’라는 항

목이 추가되었다. ‘발육평가’는 각 학생의 신장, 체중, 체중/신장의 수치를 일

본 정부가 제시한 표준치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우열의 정도에 따라 갑, 을,

병의 3등급으로 구분하는 작업으로서, 발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로 간주되

523) 河野誠哉, “「測定」の認識論的基盤-明治大正期の学校身体検査を題材に”, 『東京大學大學
院敎育學硏究科紀要』 27 (1997), 113-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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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524) 이와 같은 신체검사 제도들을 통해 일본 정부는 아동의 발육에 관

한 전국적인 정보 수집하고 그 평가 기준을 만들었다.

조선총독부는 본국의 제도들을 조선에 도입하여 아동의 신체를 관리하고자

했다. 1911년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은 소학교와 보

통학교의 교과과정에 체조과를 만들 것을 명시했고, 1914년에 공표된 ‘학교

체조교수요목’(學校體操敎授要目)은 1913년 일본 본국에서 반포된 교수요목

을 준거로, 각 학교가 체조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통일했

다.525) 아울러 조선총독부는 1913년 ‘관공립학교생도아동신체검사규정’(官公

立學校生徒兒童身體檢査規程)을 발표함으로써 조선 각지의 관공립학교들에

서 매년 4월 혹은 10월에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는데, 신체

검사의 내용은 1900년 일본에서 제정된 학교생도아동신체검사의 규정에 따

랐다. 이후 1920년 일본 본국에서 발육평가 항목의 추가를 비롯하여 신체검

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선총독부도 변경된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학

생생도신체검사규정을 개정했다.526)

일본 정부의 신체검사 규정을 바탕으로 1930년대 초에 조선에서 시행되던

신체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사는 발육, 영양, 척추, 시력, 색맹, 눈병,

청력, 귓병, 치아 등 크게 10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그중 발육 부문에서는

신장, 체중, 흉위를 측정하고 발육 정도를 평가했고, 영양 부문에서 또한 팔

둘레와 기타 임상소견을 바탕으로 아동의 영양상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세

등급으로 나누었다. 척추 부문에서는 좌우와 전후 방향으로 비정상적인 만

곡이 없는지를 검사했고, 나머지 부문들에서는 시청각 장애 및 충치의 유무

에 대해 검토했다. 그 외에 신체검사 항목에 정식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

았지만, 결핵성 질환, 늑막염, 심장질환, 빈혈, 각기병, 전염병, 편도선 비대,

탈장, 신경쇠약, 정신장애의 유무가 검토 대상이었다.527)

524) 손준종, “근대일본에서 학생 몸에 대한 국가 관리와 통제”, 『비교교육연구』 14(3) (2004), 
195-220쪽;  발육평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岩原拓, 『學校身體檢査法』 (東京: 右文館, 
1920), 42-3쪽을 참조. 

525) 김중효, “한국 근대 초등학교 체육정책”,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43-55쪽. 
526) 朝鮮總督府學務局 編, 『朝鮮敎育要覽』 (京城: 朝鮮總督府, 1928), 207쪽.
527) 岩原拓, 『学校身体検査法』 (東京: 右文館, 1925), 16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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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은 주로 ‘학교의’(學校醫)였다. 조선총독부

는 1913년 9월 경성 소재 관립학교에 전임 학교의를 고용했으며, 이후 차차

전국적으로 학교의들을 배치했다. 그 결과, 1928년 1월까지 전 조선에 약

1,587명의 학교의가 양산되었다.528) 조선에서 학교의의 자격과 임무는 1919

년에 발표된 ‘학교의규칙’(學校醫規則)에 의해 정해졌다. 학교의가 되려면 의

사면허가 필요하며, 관립학교 학교의의 경우 조선총독, 공립학교 학교의의

경우 도장관에 의해 임명되었다. 학교의는 학교위생의 전담자로서, 매년 정

기적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검사를 할 뿐 아니라, 매월 1회 교실과 기숙

사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병에 걸린 학생이나 교직원을 발견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며, 회복을 위해 조퇴, 결석, 휴학이 필요할 경우는 그것을 학교장

에게 보고했으며, 학교 안 혹은 그 주위에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는 적절한

예방법 및 소독법을 강구하고, 상황에 따라 휴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것을 학교장에게 말해야 했다.529)

물론 제도의 설치가 그 실행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학교

에서 학교의는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학교의규칙은 “공립학교에 특별한 사

정이 있을 때에는 당분간 학교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학교

의를 고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실제적인 제재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도적 맹점을 이용하여 여러 학교들이 경비 절감을 위해 전임 학

교의를 두지 않고, 신체검사를 시행할 때에만 일시적으로 학교의를 고용했

다. 이런 현상은 경비부족에 시달리던 조선인 학교들에서 빈번하게 일어났

다.530) 이런 상황에서 학교의들이 장기간의 신체검사 결과를 추적하여 아동

의 발육을 연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일례로 경성사범학교 부속학교의 학

교의인 이기능은 그런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528) 학교의의 수는 당시 전조선 관공립학교 2,156곳보다 적다. 그 이유는 경성을 제외한 나머
지 지역에서는 전임 학교의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지방의 실태를 
알고 있던 조선총독부는 지방의 학교들이 지역 위생기사에게 학교의 위생사무를 촉탁하는 
것을 허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朝鮮總督府學務局 編, 『朝鮮敎育要覽』 (京城: 朝鮮總督府, 
1928), 207쪽. 

529) 朝鮮總督府學務局 編, 『朝鮮學事例規』 (京城: 朝鮮總督府, 1938), 203-4쪽. 
530) 황의룡, 김태영, “식민초기 조선의 교육잡지를 통해 본 학교위생 및 체육교육 연구”, 『의

사학』 22(3) (2013), 645-680, 특히 660-6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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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를 4, 5월에 시행하는 학년 초의 행사 중 하나라서 어쩔 수 없이 해

야 하는 일로 생각하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신

체검사를 귀찮은 일로 여기며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통계표를 만드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하면서 검사표 상에 나타난 사항에 따라 그 원인이나 결과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검사나 통계를 정확하게 하는 데에도 무관심하

다. 고로 이런 신체검사는 이른바 사산아(死産兒)와 같다.531)

이런 문제로 인해 조선총독부는 아동의 발육 상태를 파악할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했다. 그 상황은 지역관청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예를 들어, 경

성부는 1926년 후일 경성부 위생과장이 된 오기노 마사토시(荻野正俊)를 촉

탁으로 고용하여, 경성 아동의 발육 상태를 연구하도록 했다. 오기노는 1921

년부터 1925년까지 경성에 있는 관공립 초등교육기관, 즉 일본인을 위한 교

육기관인 소학교 10곳과, 조선인을 위한 교육기관인 보통학교 17곳의 신체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인 아동과 조선인 아동의 신장, 체중, 흉위의 연

령별 평균을 각각 산출하여 그들의 체격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도출했

다.532) 오기노에 이어서 경성부는 다나카 하루히데(田中玄英)에게 아동의 발

육 상태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533) 다나카는 1926년부터 1930년까지 경성

의 소학교 10곳과 보통학교 18곳의 신체검사 자료를 이용하여 일본인 아동

과 조선인 아동의 체격을 조사했는데, 그 또한 오기노와 마찬가지로 신장,

531) 李基綾, “身體檢査と其の利用法”, 『朝鮮の敎育硏究』 2(11) (1930, 2), 91쪽. 
532) 荻野正俊, “統計上より見た內鮮學校兒童の比較-身體發育より見た內鮮學校兒童の比較”, 

『滿鮮之醫界』 163 (1936), 35-53쪽.
533) 다나카는 경성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조사의 결과를 1931년 의학평론지인 『만선지의

계』(滿鮮之醫界)에 일련의 논문으로 발표했다. 그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田中玄英, “京城府
學校兒童の身體發育の統計的觀察に対して”, 『滿鮮之醫界』 120 (1931), 31-7쪽; 田中玄英, 
“京城府學校兒童の身體發育の統計的觀察に対して(二)”, 『滿鮮之醫界』 121 (1931), 34-41
쪽; 田中玄英, “京城府學校兒童の身體發育の統計的觀察に対して(三)”, 『滿鮮之醫界』 122 
(1931), 21-9쪽; 田中玄英, “京城府學校生徒兒童ニ施行セシ猩紅熱豫防注射成績”, 『滿鮮之
醫界』 125 (1931), 18-24쪽; 경성부의 촉탁으로 활동한 이후 다나카는 경성제대 위생학예
방의학교실에서 미즈시마의 지도 아래 생물통계학을 공부했고, 1941년 규슈제대에서 조선
인의 지문에 관한 통계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田中玄英, “朝鮮人指紋の研究補遺”, 
(九州帝国大学 博士學位論文,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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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흉위의 연령별 평균치를 각각 구함으로써 “경성부 내선[내지인과 조선

인] 아동의 발육 상황을 밝히고 그 성적을 통해 조선 아동 특히 경성부 내

선 아동의 발육을 조장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했다.534)

이 조사들은 일본인 아동과 조선인 아동을 둘 다 다루기는 했지만, 앞 절

에서 보았듯 기본적으로 일본인 아동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조선

인 아동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성

부는 조선인 아동의 건강에 대해 고민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그 이유는

그때까지의 신체검사 자료로부터 조선인 아동의 발육이 매년 저하되는 현상

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1924년부터 1929년까지의 경성 내 아동들에 대

한 신체검사 통계에서 “일본인 아동의 발육은 매년 향상되는 반면 조선인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났으며,535) 이는 조선 전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었다. 조선인 아동 전체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발표 결과 또한 “일본인 아동

은 점점 자라가고 있으나 조선사람 남녀 아동은 어찌된 것인지 해마다 줄어

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었다.536)

이 현상은 단순한 아동의 문제가 아니라, 1920년대 후반부터 대공황의 타

격을 받아 급격하게 악화된 조선의 빈곤 상황과 결부되어 있었다. 가계의

악화로 인해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한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발육에 장애를

야기했다는 것이 경성부의 진단이었다. 경성부 학무과는 이 “매우 한심스러

운 숫자”가 “영양결핍에 기인한 폐가 가장 크고 이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

으면 아무리 체육에 노력을 기울여도 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빈곤이 조선인 아동의 발육 저하를 유발한다는 인식은 경성부만의 판단은

아니었다. 가난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조선인 아동이 늘어나면서, 결식으

로 인한 건강 악화 및 학업 부진이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1933년 한 일간

지의 기사는 “현재 부내 공립보통학교의 생도들의 생활상태로 보면 가정생

활이 저마다 가난하여 점심 한 끼를 굶는 것은 물론, 하루의 밥 한 끼도 먹

534) 田中玄英, “京城府學校兒童の身體發育の統計的觀察に対して”, 『滿鮮之醫界』 120 (1931), 
31-7쪽.

535) “榮養の缺乏で發育が惡い學務局でもビツクリ”, 『京城日報』 1933.3.24.
536) “조선 내 학동 보건조사, 신장 체중 흉위 등, 조일인 건강 비교”, 『조선중앙일보』 

193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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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둥 마는 둥하고 통학하는 아동들이 부지기수”이고, “성장발육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점심 한 끼 굶는 것도 발육에 큰 영향이 있는데다가 더구나

하루의 두 끼 이상을 궐식하게 되므로 성장발달은 물론 공부하는 성적에 큰

영향을 준다”고 당시의 상황을 우려했다.537)

경성부에게 “복잡한 경제 문제에서 기인”한 조선인 아동의 발육 저하는

“간단히 해결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

제였다.538) 조선인의 가난 문제는 대공황의 타격을 받은 빈농들이 농촌을

떠나 집단적으로 유랑하며 걸식을 하거나 도시에 정착하여 빈민층을 형성하

면서 도시문제로 이어졌고, 이는 경성부에게 골칫거리가 되었다. 나아가 조

선총독부는 이런 빈민들의 결집이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될 것을 매우 경계했

고, 특히 빈민들 사이에 사회주의 세력이 침투할 것을 우려했다.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동시에 농촌

계몽운동을 추진하고 사회사업을 강화했으나 빈곤 문제를 해소하지는 못했

다.539) 이처럼 단지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빈곤의 지속으로 인해 조선인

들의 불만이 정치적 행동으로 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경성부는

조선인 아동의 발육 문제에 서둘러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성부의 관료들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조선인

아동 신체계측 연구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 연구가 조선인 아동의 발육 저

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다. 이런 기대 아

래 경성부는 경성제대의 조선인 아동 신체계측 연구를 행정적으로 지원했

다.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한 정면석을 제외하면, 경성부의 관료들 중 경성제

대의 연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 인물은 오기노였다. 오기노는 1921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조선총독부 지방병 및 전염병 연구과에서 근

무했으며, 1922년부터 경성부의 학교의로 활동하다가 1929년에 경성부의 위

생기사에 취임했고, 이어서 1933년에는 위생과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위생관

537) “궐식생(闕食生) 점심공급 없애어 묵살-경성부의 무성의로”, 『동아일보』 1933.11.5.
538) “榮養の缺乏で 發育が惡い學務局でもビツクリ”, 『京城日報』 1933.3.24.
539) 예지숙, “조선총독부 사회사업정책의 전개와 성격(1910년~1936년)”,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17), 158-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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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서 행정적인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연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오기노는 1928년 무렵 경성제국대학 약리학교실에서 그 주임교수인 오자와

마사루(大沢勝)의 지도 아래 이질균의 독소에 대해 연구했고, 그 연구를 바

탕으로 1932년 도쿄제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처럼 연구자로서

도 왕성하게 활동하던 오기노는 경성제대 수립 직후부터 위생학예방의학교

실의 교원들과 협동하여 경성부의 위생 문제에 관해 연구해왔다. 예를 들어

그는 1927년에는 조선의학회의 숙제보고를 위해 와타비키, 미즈시마 등과

함께 조선에서 유행하던 성홍열에 대해 연구했으며,540) 1932년에 미즈시마

와 공동으로 경성부의 분뇨 처리 상황과 우물물의 오염에 관한 논문을 발표

하기도 했다.541)

이처럼 경성부의 위생문제에 관한 협동 연구를 통해 경성제대 위생학예방

의학교실과 인연을 맺고 있던 오기노는 이인규와 최희영의 연구 재료 확보

에 도움을 주었다. 그 때문에 이인규와 최희영의 논문에는 오기노에 대한

감사의 글이 자주 등장했다. 예를 들어, 조선인 아동의 발육형에 대한 이인

규와 정면석의 논문의 말미에는 “여러 편의를 제공해주신 경성부 위생과 오

기노 박사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이 적혀있었다.542)

540) 荻野正俊, “猩紅熱係溶血性連鎖狀球菌の抵抗に就て”, 『朝鮮醫學會雜誌』 71 (1927), 
82-93쪽. 이 논문이 게재된 『조선의학회잡지』 71호는 성홍열 특집호로, 숙제보고에 참여한 
경의전 소아과학교실의 가와노 마모루(河野衛)와 히로나카 스스무(弘中進), 막 설립된 경성
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와타비키와 미즈시마, 경성제대 내과학교실의 이토 마사요시(伊
藤正義), 게이오기주쿠대학 세균학교실에서 1926년 성홍열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
하고 대련요병원에서 재직하던 사타케 타케시(佐竹武志)의 논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541) 荻野正俊, 水島治夫, “京城府に於ける屎尿汲取及び井水飮用の衛生學的觀察”, 『日本公衆
保健協會雜誌』 8(3) (1932); 古瀨安俊, 大西淸治 編, 『住宅衛生文獻集』 (東京: 同潤會, 
1936), 286-7쪽에서 재인용. 

542) 李仁圭, 鄭冕錫, “朝鮮兒童ノ發育型ニ就テ(第一報)”, 『朝鮮医学会雜誌』 23(2) (1933), 29
쪽. 그 외에 그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조선인 아동의 체력에 관한 연구와 조선인 유치원 아
동의 체격에 관한 연구에도 “여러 편의를 거듭하여 제공해주신 경성부 위생과장 오기노 박
사께 감사”하다는 동일한 인사말이 수록되어 있었다. 李仁圭, 鄭冕錫, “朝鮮兒童ノ握力及ニ
背筋力ニ就テ”, 『朝鮮医学会雜誌』 24(2) (1934), 41쪽; 李仁圭, 鄭冕錫, “朝鮮幼稚園兒童ノ
身長,體重及ニ胸圍ニ就テ”, 『朝鮮医学会雜誌』 23(12) (1933), 161쪽. 정면석과 최희영의 공
동 연구에도 “여러 편의를 제공해주신 경성부 위생과장 오기노 박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
다”는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다. 崔羲楹, 鄭冕錫, “京城ニ於ケル朝鮮學齡兒童ノ生體測定成
績”, 『朝鮮医学会雜誌』 24(11) (1934), 22쪽; 李仁圭, 鄭冕錫, “朝鮮兒童ノ發育型ニ就テ(第
二報)”, 『朝鮮医学会雜誌』 23(5) (1933),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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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노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위생학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여

러 편의”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오기노에 대한 인

사말이 적힌 논문들이 모두 정면석이 참여한 연구였다는 점에서, 오기노가

최소한 정면석이 수집한 자료를 경성제대 위생학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정면석이 수집한 자료들은 엄밀히 말

해서 그 개인의 것이 아니라 경성부의 것이었다. 정면석은 경성부 학무국의

촉탁으로서 학교위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경성부의 관공립 보

통학교들에 대한 그의 방문과 신체검사 또한 학교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

니라 경성부의 촉탁으로서 시행한 일이었다. 따라서 정면석이 어느 학교에

서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또 그가 작성한 자료를 경성제대 위생학자들이 직

접 열람하는 데에는 공식적인 허가가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신체검사 대상

학교의 선정과 연락, 그리고 자료 열람 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 당

시 경성부 위생과장이던 오기노였을 것으로 보인다.543)

정면석이 속한 경성부 학무과와 오기노가 이끈 경성부 위생과는 학교위생

과 관련된 업무를 둘러싸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고 있었다. 아동의 건강

과 학습 환경을 다루는 학교위생이 제도적으로는 학무과의 업무이기는 했지

만, 건강 및 위생과 관련된 업무는 전통적으로 위생과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두 부서의 업무 사이에 교차하는 영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동의 발육을

예로 들면, 아동의 신체검사와 학교의의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는 학무과였

지만, 오기노를 비롯한 위생과에서도 아동의 발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

었다. 이런 양쪽의 관심이 제도적으로 수렴된 것이 1937년에 창립된 학교위

생연구회였다. 1930년대 중반 경성부 아동의 발육 저하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자, 경성부 학무과는 위생과와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면서,544) 학

543)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은 그 연구의 특성상 관청의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
았는데, 미즈시마를 제외한 나머지 교실원들은 관례적으로 논문 말미에서 통계자료의 열람
에 도움을 준 관료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감사 인사를 적었다. 일례로 최희영은 1939년에 
발표한 생명표 연구에서, “사망조사에 편의를 제공해 준 총독부 국세조사과 통계관 眞鍋半
八”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崔羲楹, “朝鮮住民の生命表-第一回生命表(昭和元-五年)の補
充及び第二回生命表(昭和六-十年)精細生命表”, 『朝鮮醫學會雜誌』 29(11) (1939), 68-108
쪽.

544) “건강조선의 기초: 아동보건에 신대책”, 『동아일보』 193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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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위생연구회를 설립하여 그 고문으로 경성부 위생과장인 오기노와 경기도

위생과장인 아마기시 토시스케(天岸敏介),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교

수인 미즈시마, 경의전 위생학교실 교수인 나리타 가이스케(成田夬介) 등을

임명했다.545) 이처럼 학무과와 위생과가 학교위생에 대하여 협조 관계를 유

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체검사와 관련된 업무에 오기노가 관여하기 쉬웠

을 것으로 보인다.

오기노의 지원 외에 이인규, 최희영, 정면석은 보통학교 교원들의 도움도

받았다. 이들의 논문에는 “특별한 호의로 연구재료인 아동을 제공해주신 보

통학교 교장들 및 직원들”에 대한 감사 인사가 매번 실려 있다. 공동연구를

위해 정면석이 방문한 경성부의 보통학교는 교동, 제동, 어의동, 인현, 수하

동, 정동, 마포, 용산, 창신, 단교, 청운, 효창, 수송, 매동, 혜화, 미동, 죽첨,

경성여자 보통학교 등 총 18개교였다. 이 학교들을 수개월간 하루 중 정해

진 시간에 매일 방문하여 아동들을 한 곳에 모으고 신체검사 절차에 따르게

하는 일은 학교의 협조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가령 최희영과의

연구에 사용된 신체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정면석은 쇼와 2년 4월부터 6월까

지의 3개월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를 방문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검사시간이 수업시간과 겹칠 경우, 교사들는 수

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정면석에게 보내어 검사를 받도록 했고, 검사 장소

까지의 인솔과 검사장에서 대기 중인 학생들에 대한 통제는 교사의 몫이었

다.546) 이처럼 정면석과 경성제대 위생학자들의 조선인 아동 신체계측 연구

는 “수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호의로 연구재료인 아동을 제공”하며

“다대한 도움을 주신” 학교장과 교사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성립되었다.547)

545) “학교위생연구회는 이 계 권위 망라”, 『매일신보』 1937.7.1.
546) 崔羲楹, 鄭冕錫, “京城ニ於ケル朝鮮學齡兒童ノ生體測定成績”, 『朝鮮医学会雜誌』 24(11) 

(1934), 22쪽.
547) 李仁圭, 鄭冕錫, “朝鮮兒童ノ發育型ニ就テ(第二報)”, 『朝鮮医学会雜誌』 23(5) (1933), 32

쪽; 李仁圭, 鄭冕錫, “朝鮮幼稚園兒童ノ身長,體重及ニ胸圍ニ就テ”, 『朝鮮医学会雜誌』 
23(12) (1933), 161쪽; 崔羲楹, 鄭冕錫, “京城ニ於ケル朝鮮學齡兒童ノ生體測定成績”, 『朝鮮
医学会雜誌』 24(11) (1934), 22쪽; 李炳南, “靑少年期朝鮮人體格及體能ニ關スル硏究(1)”, 
『朝鮮醫學會雜誌』 30(6) (1940), 125쪽; 같은 저자, “靑少年期朝鮮人體格及體能ニ關スル硏
究(2)”, 『朝鮮醫學會雜誌』 30(6) (1940), 154쪽; 鄭潤鎔, “上膊園空ニ依ル榮養評價判定ノ硏
究 其一”, 『朝鮮医学会雜誌』 28(8) (1938), 91쪽; 鄭潤鎔, “上膊園空ニ依ル榮養評價判定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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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다니지 않는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경찰과 방면위원(方

面委員)548)의 협력 아래 진행되었다. 취학 아동과 미취학 아동의 발육 상태

를 비교한 배영기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신체검사의 고충을 다음과 같이 설

명했다.

학동은 그 지방의 보통학교(지금은 모두 소학교로 칭함)에 통학하는 사람이

다. 따라서 다수의 재료를 모으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지 않다. 하지만 학령

(學齡)에 도달했으면서도 통학을 하지 않고 가정에 있는 아동을 다수 모아서

측정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수단을 강구했다. 평

양부 내에서는 공동목욕탕의 입욕권을 부근의 비학동(非學童)에게 주고 목욕

을 하러 오게 하기 때문에, 그 공동목욕탕의 2층에서 측정했다. 또 방면위원

에게 의뢰하여 교회, 빈집, 혹은 천막 등에 사람을 모았고, 피측정자에게는

캬라멜을 지급하여 모이는 것을 장려했다. 강서 및 영원에서는 경찰관에게

의뢰하여 아동들을 이장의 집에 모아 측정한 후에 산토닌 정[구충제의 일종]

을 주었다. 이렇게 고생하여 총계 6,091명의 비학동을 모아 측정할 수 있었

다.549)

요컨대 배영기는 학교라는 제도로 통제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을 경찰과 지

역 유지들의 힘을 빌려서 한 장소에 집합, 대기시키고 체격을 측정했다. 입

욕권, 간식, 구충제 등으로 아동들을 회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단은 갖

고 있지 않았던 배영기에게, 아동들을 통제할 행정 권력의 협조는 연구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나 다름없었다.

이와 같이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조선인 아동 신체계측 연구는

硏究 其二”, 『朝鮮医学会雜誌』 28(9) (1938), 63쪽.
548) 방면위원이란, 빈민의 생활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교육 등을 통해 빈민에

게 도움을 주는 직책으로, 1927년 빈민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조선에 도입되었다. 방면위원은 
지방정부의 장에 의해 임명되며, 따로 보수를 받지 않는 명예직이었고, 그 활동비는 독지가
의 후원금으로 충당되었다. 방면위원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박세훈, “구제(救濟)와 교화(敎
化) -일제 시기 경성부의 방면 위원 제도 연구”, 『사회와 역사』 61 (2002), 125-292쪽을 
참조하라. 

549) 裵永基, “學齡期に於ける朝鮮兒童の體位に關する硏究-第1編 學童と非學童の體格の比較
-”, 『朝鮮醫學會雜誌』 29(10) (1939),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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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관료, 보통학교 교원, 지역 경찰과 방면위원 같은 행정 권력과 밀접한

연계를 맺으며 진행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경성제대의 위생학자들은 자신들

의 연구가 신체검사와 관련된 제도적 변화, 즉 조선인의 발육표준표의 수립

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일본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발육표준이 조선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인규 외에도, 가령 조선인 유아의 발육에 대해

연구한 이성봉은 “현금 조선인 유유아 발육상태를 비판할 때에는, 어쩔 도

리 없이 민족을 달리하고 생활을 달리하는 내지인 유유아 발육표준표에 대

조하여 논의해 온 상태이다. 따라서 그 판단이 불합리한 것은 논할 여지가

없다. 이것이 내가 본 연구를 도모한 까닭이다”라고 하며 자신의 연구가 조

선인 유유아의 발육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를 바랐다.550) 이병

남 또한 청소년기 조선인의 발육을 연구하면서 “법의학상의 연령감정, 임상

의가의 체격 및 영양판정, 중등, 전문학교 입학 지원자의 체격 및 체능의 검

사 등을 시행할 때 표준이 없어서 곤혹스러울 따름이다. 어쩔 수 없이 민족

이 다르고 생활이 다른 내지인에 관해 만들어진 표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

불합리함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내가 본 연구를 시도한 이유”라고

말하며 조선인에 대한 발육표준의 실제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자신의 연구가

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했다.551)

경성제대 위생학자들의 조선인 발육표준 수립에 관한 희망은 조선총독부의

중등학교입학시험 개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소학

교552) 학생들의 과열된 입시 경쟁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1939년 10월 중등

학교입학시험 제도를 크게 바꾸었다. 새 입학시험 제도는 이전보다 필기시

험의 비중이 줄고 신체검사의 비중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래 필기

시험 과목이던 산수와 일본어에서 산수가 빠졌고, 기존 신체검사 항목이던

체격, 체질, 질병에 체능(體能)이 포함되었다.553) 중등학교 입학시험에 대한

550) 李聖鳳, “朝鮮人乳幼兒身體發育に關する硏究”, 『朝鮮醫學會雜誌』 27(9) (1937), 105쪽.
551) 李炳南, “靑少年期朝鮮人體格及體能ニ關スル硏究(1)”, 『朝鮮醫學會雜誌』 30(6) (1940), 

43쪽.
552) 이 시점에는 1938년에 반포된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보통학교라는 명칭이 소학교로 

바뀌었으므로, 보통학교가 아닌 소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553) “신교육방침으로 생도부담 경감”, 『동아일보』 193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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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요구는 1930년대 전반부터 제시되어 온 것으로, 중등학교 입학시험은

“보통학교 아동들이 상급학교 입학 준비에 편중”하여 “아동 성장상 적지 않

은 지장”을 받게 만드는 “입학지옥”의 유발 원인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

다. 나아가 조선총독부 학무국 휘하의 교육 관련 전문가 단체인 조선교육회

는 아동들이 입시준비에 가장 집중하는 겨울은 “외계의 자극과 기타로 말미

암아 [성장이] 일종의 저해를 받는 시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입시의 시기로

인해 “아동성장상 극심한 방해를 받는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에 대한 분석을 경성제대 의학부에 의뢰하기도 했다.554)

새 중등학교입학시험 규정 중 신체검사에 대한 지침은 다른 항목들과 달리

1940년 1월에 따로 발표되었는데, 그 작성을 담당한 인물이 미즈시마였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새로 실시되는 개정입학시험제도의 특이한 점은 무엇

보다도 신체검사를 중시하는 것인데, 아직 전 조선의 소학, 중등학교 아동

생도의 표준체위 등이 적확한 것이 없으므로” “사회의학의 권위인 성대[경

성제대의 줄임말] 미즈시마 교수에게 의촉하여 우선 신체검사 표준을 정하

였다”.555) 즉 학무국은 그때까지 사용되던 본국의 표준이 아닌, 조선의 아동

들을 재료로 한 신체검사 표준을 만들 것을 미즈시마에게 의뢰했다. 미즈시

마가 학무국에 제출한 ‘체격검사표준표’는 신체검사의 항목 중 하나인 체격

검사의 채점표로서, “입학지원 아동의 연령과 신장, 체중, 흉위만 알면, 그

아동의 체격에 대한 점수를 알게 만든 그래프”가 연령별로 20매 수록되어

있었다. 체격검사표준표는 개정된 입시제도의 특징을 요약한 ‘개정입학고사

수첩’과 함께 유료로 판매되었다.556)

개정된 신체검사는 체격, 체능, 체질의 세 방면의 검사로 구성되었다. 그중

체격검사는 신장, 체중, 흉위를 측정하고, 측정값을 이용하여 비체중(체중을

554) “시험지옥 구제책”, 『동아일보』 1934.11.3. 조선교육회가 연구를 의뢰한 대상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황상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실로 짐작된다. 이인규는 1932년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조선인 보통학교 학생들의 계절에 따른 발육 차이를 연구했고, 이를 1937년 『조
선의학회잡지』에 발표했다. 李仁圭, “朝鮮兒童の季節的發育動搖”, 『朝鮮医学会雜誌』 27(3) 
(1937), 33-42쪽.   

555) “신체 발육을 중시”, 『동아일보』 1940.1.21.
556) “일반 학부형이 알아둘 중등학교 입학척도”, 『조선일보』 19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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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으로 나눈 값)과 비흉위(흉위를 신장으로 나눈 값)를 계산했으며, 그 값

을 미즈시마가 정한 연령별 표준 비체중과 비흉위의 수치와 비교하여 우열

을 판단하고 점수를 매겼다. 체능검사는 시험 당일 학생에게 달리기, 멀리뛰

기, 던지기, 턱걸이, 체조를 시켜서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체질검사는 전신상

태, 척추 만곡, 흉곽의 형태를 보고 기형 유무를 판단하고, 눈, 귀, 코, 인후,

피부, 치아, 호흡기, 순환기 등에 질병 또는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만일

결핵성 병변, 정신이상, 중증 시력장애, 기타 지병이나 치료하기 어려운 전

염성 질환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시험에서 탈락시켰다.557)

미즈시마의 체격표준표가 현재 남아있지 않아서 거기에 수록된 정보와 그

의 제자들의 연구 내용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미즈시마가 중등학교

입학지원자들의 체격표준을 만들면서, 그때까지 축적된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의 조선인 아동 발육에 관한 연구 성과들을 활용했을 것임은 추측하기 어렵

지 않다. 중등학교 입학지원자에 해당하는 연령 범위, 즉 소학교 고학년의

연령과 중등학교 저학년의 연령을 다룬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로는 이

인규와 정면석, 최희영과 정면석이 발표한 보통학교 아동에 관한 연구가 있

었고, 1939년 3월부터 4월까지 경성부의 중학교와 전문학교의 입학 지원자

및 재학생들의 신체를 측정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작업 중이던 이병남의 청

소년기 아동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558) 이 연구들은 모두 미즈시마가 다룬

항목들, 즉 신장, 체중, 흉위 같은 기본적인 항목은 물론이고, 비체중과 비흉

위 같은 체격지수들에 대한 분석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당시 조선인

중등학교 입학지원자들의 발육 상태를 연구하던 이병남은 정황상 미즈시마

와 함께 체격검사표준표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559)

557) “중등학교 제1학년 입학자 선발의 요항”, 『동아일보』 1939.10.15.
558) 이병남의 연구는 1940년 『조선의학회잡지』에 발표되었다. 李炳南, “靑少年期朝鮮人體格

及體能ニ關スル硏究(1)”, 『朝鮮醫學會雜誌』 30(6) (1940), 43-125쪽.
559) 당시 이병남은 조선인 청소년들의 체격뿐 아니라 체능에 대해서도 동시에 연구를 진행하

고 있었으며, 1940년 체능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면서 “근년 중학, 전문학교 입학 시험의 신
체검사시에 규정대로 체능을 측정하지만, 정확한 표준이 없기 때문에 해당 결과에 대해 정
당한 비판을 하지 못하고, 혼돈스럽게 헤매는 현상”이라고 언급하며, 자신의 논문이 그 표
준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했다. 李炳南, “靑少年期朝鮮人體格及體能ニ關スル硏究(2)”, 『朝鮮
醫學會雜誌』 30(6) (1940), 126-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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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조선인만의 발육 표준을 공식화하지는 못했지만, 경성제대의 위생학

자들은 조선총독부 학무국과 미즈시마와의 연계를 통해 조선인의 데이터가

포함된 조선만의 발육 표준을 만들었다. 조선총독부 학무국과 경성제대 위

생학자들 사이의 협력은 조선인 아동의 체격 관리와 건강 증진이라는 공통

된 목표를 바탕으로 성립된 관계였다. 하지만 공동 목표의 저변에 놓인 두

집단의 목적은 서로 달랐다. 조선 민중의 건강 증진을 추구한 경성제대 위

생학자들과 달리,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입시경쟁으로 인한 체위 저하를 해

소함으로써 양질의 잠재적인 군사력과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조선총

독부 학무과 촉탁 미야무라 마사요(宮村正與)는 중등학교 입학시험제도의

개정 이유에 대해, “국민학교 제도의 본지를 철저케 하는 동시에 입학시험

준비교육으로부터 생기는 폐해를 아무쪼록 최소한도”로 하려는 것이라고 언

급했다. 여기에서 “국민학교 제도의 본지”란 “충량유위(忠良有爲)한 황국신

민을 육성”하는 것으로, 당시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황민화 정책의 목표와

동일한 궤도에 있었다.560) 특히 ‘충량유위, 즉 충성스럽고 쓸모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강화된 신체검사 규정은, 전시체제기에 강화된 다른 조선총

독부의 다른 신체검사 정책들과 함께, “체력 증진과 전투력 양성”을 달성하

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561)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 조선의 발육표준 제

도화는 곧 전시체제를 위한 조선인 아동 신체계측 연구의 동원이었다.

나아가 조선총독부와 경성부가 추구한 아동보건정책의 방침은 경성제대 위

생학예방의학교실 조선인 연구원들의 조선인 아동 신체계측 연구의 출발점

에 있던 민중보건 달성이라는 목표와 거리가 멀었다. 경성제대의 조선인 위

생학자들이 강조한 연구의 함의는 아동의 발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아동의 신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인규는 빈곤층 아동의 발육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난이 발육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고,562) 최희영은 식생활의 개선을 주장했으며,563) 배영

560) 宮村正與, “中等學校의 入學試驗方法 改正과 그 意義”, 『春秋』 (1942.3), 99-102쪽. 
561) “피상에서 실질적으로-신체검사 표준 개정”, 『매일신보』 1939.5.11; 전시체제기 조선 총

독부의 체력향상책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김고은, “전시총동원을 위한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청년층 체력향상책의 실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을 참고하라. 

562) 李仁圭, “京城に於ける朝鮮人貧困兒童の身體發育”, 『朝鮮医学会雜』 27(8) (193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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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취학 아동의 발육상태를 빈민 아동의 것과 비교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결여가 야기하는 발육 저하를 강조했고,564) 이성봉은 가정에 대한 적절한

육아법 교육, 특히 영양법의 보급이 유아 발육에 미치는 중요성을 주장했

다.565)

이와 달리 조선총독부와 경성부는 조선인 아동의 발육 문제를 주로 학교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고자 했다. 조선총독부의 아동 건강 증진책은

학교의 위생 교육, 특히 체육 교육의 강화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566) 이에

발맞추어 경성부 또한 허약아동을 위한 특수학급의 설치, 체조 교육의 강화,

점심시간의 우유 제공 등 학교 제도의 개선을 아동 발육의 주된 방침으로

내세웠다.567) 이런 맥락에서 조선인 아동의 발육이 일본인 아동에 비해 열

등한 이유는 주로 “위생적 습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568) 그

러나 경성제대의 위생학자들이 보기에 이처럼 학교 내에서 허약아동의 처치

에만 몰두하는 방침은 “발병 후에 의사에게 보이라든가, 허약한 아동에게

적당한 운동을 시키는 등은 개인적 지엽 문제”일 뿐이었다.569)

5. 맺음말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조선인 아동 신체계측 연구는 조선인 의학

자들의 민족주의적 동기에서 출발했다. 1930년대 초반에 시작된 민중보건운

동은 조선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건강을 향상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

29-41쪽.
563) 崔羲楹, ‘食糧統計より觀た朝鮮住民の榮養考察(演說)”, 『朝鮮医学会雜誌』 28(11) (1938), 

126쪽. 이 글은 제3회 선만연합의학회에서의 발표문이다. 이 강연에서 최희영은 조선인의 1
인 1일당 식품소비량과 그로부터 섭취된 영양소 및 총 열량을 산출하여, 조선주민이 영양불
량 상태에 있음을 보고했다. 

564) 裵永基, “學齡期に於ける朝鮮兒童の體位に關する硏究-第1編 學童と非學童の體格の比較
-”, 『朝鮮醫學會雜誌』 29(10) (1939), 47-81쪽.

565) “擴鏡_育兒와 誠意_府民病院 李聖鳳氏 談”, 『매일신보』 1943.3.27.
566) 황의룡, 김태영, “식민초기 조선의 교육잡지를 통해 본 학교위생 및 체육교육 연구”, 『의

사학』 22(3) (2013), 645-680쪽. 
567) “소학교 아동 발육 극불량 허약 아동의 대책 긴급”, 『동아일보』 1938.11.10; “건강아동과 

분리하고 양호학급 특설-경성부 구체안 작성”, 『동아일보』 1938.11.10.
568) 荻野正俊, “국민 체력의 중요성 4 - 위생 교육을 좀 더 넓히자”, 『매일신보』 1941.5.28.
569) 최희영, “의식주 함결을 먼저 개선하라”, 『동아일보』 1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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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조선인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과제를 조선인 의학자들

에게 부여했다. 그 운동에 참여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조선인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조선인 아동의 발육 조사는 조선인의 건강상태를 파

악하기 위한 한 수단이었다.

조선 민족의 특유한 건강상태를 알아야한다는 민중보건운동의 문제의식은

민족의 생명력을 탐구하는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 목표와 공

명했다. 이 교실의 조선인 의학자들은 미즈시마의 연구 시각과 방법론을 받

아들이고, 그에 입각하여 조선인 아동의 독특한 발육 패턴을 찾는데 몰두했

다. 이들에게 있어서 조선인 아동의 발육 상태는 조선 민족이 지닌 생명력

이 신체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조선인 아동 신체계측 연구는 그

시각과 방법론에 포함된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생물학적으로 열등한 상태라

는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생명력에 대

한 관념은 그 민족이 처한 환경에 따라 생명력이 변하며, 따라서 경제적, 사

회적, 문화적으로 우수한 민족의 생명력이 높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었고,

그것은 이 교실에서 수행된 생물통계학적 연구들을 통해 뒷받침되었다. 이

런 명제는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를 정당화할 때 이용되는 논리였

지만, 그와 동시에 조선인 의학자들이 조선 민족의 발전 가능성과 발전 방

향을 논할 때에도 사용되었다. 이런 두 갈래의 논의는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양쪽이 모두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생물통계학적 연구를 과학적

기반으로 한 다른 버전이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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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및 결론

이 논문은 식민지 조선에서 위생학의 지적 전통이 형성되는 과정을 경성제

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들은 일본

제국의 인구가 지닌 생명력을 파악한다는 목표 아래 일본 제국에 포함된 서

로 다른 민족들의 생명력을 산출하는 일관된 통계적 연구 체계를 구축했다.

그들의 연구에서 생명력은 어느 인구 집단의 생물학적 증식력과 생존력으로

서, 민족별로 일정한 크기와 패턴을 지니며 그 민족이 처한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

의학교실의 연구는 여러 인구통계의 지표들을 통해 산출되는 민족별 생명력

의 패턴, 다시 말해 어느 민족의 인구현상에 나타나는 통계적 규칙성을 구

하려는 작업이었다.

이 논문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 전통 수립 과정을 살펴보

기 위해, 그 생명력 연구가 성립, 확대, 변형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먼저 생

명력 탐구의 기틀은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교수 미즈시마가 주도

한 인구통계 연구를 통해 성립되었다. 미즈시마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위

생학 및 공중보건학 대학원에서 당시 위생학의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부상

한 생물통계학을 배웠고, 그것을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제자들에

게 전수하면서 그들과 함께 대규모의 인구통계 연구를 전개했다. 그 과정에

서 그들은 생명력에 관한 관점과 통계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공유하며, 일본

인, 조선인, 만주인, 그리고 각 식민지로 이주한 일본인의 생명력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인구학 체계를 형성했다.

인구 증감을 주로 다룬 인구통계 연구가 민족 내 생명력의 생산 및 유지

기전을 다룬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 이어 수행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

교실의 결핵 통계 연구는 생명력 개념과 그 연구 방식을 역학에 적용하여

질병에 노출된 민족의 생명력 변화를 탐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성제

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의학자들은 결핵 집단검진을 통해 조선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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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의 민족별 감염률을 파악했고, 정확성에 의혹이 제기된 조선총독

부의 결핵 사망 통계를 ‘보정’하여 민족별 사망률을 계산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결핵에 대한 민족별 ‘저항력’을 도출했고, 그를 토대로 당시 의학자

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던 조선인의 결핵 감염 실상에 대해 조선인이 일

본인보다 결핵에 취약함을 주장했다.

생명력 개념과 그 통계적 연구 방식은 아동 발육 연구로까지 확대되었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의학자들에게 발육은 생명력이 신체를 통해

발현되는 현상이었고, 따라서 민족의 발육 수준과 패턴은 그 민족이 지닌

생명력의 크기와 규칙성을 보여주는 한 지표로 다루어졌다. 특히 조선인 의

학자들은 조선인만의 발육 평가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선인 아동

에 대한 신체계측 연구를 수행했다. 하지만 생명력 개념에 포함된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인종주의적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연구는, 조선인의 독자

적인 발육 표준을 만든다는 애초 의도와 달리 조선인의 민족적 특징을 일본

인에 대한 상대적 차이점, 특히 열등함에 의거하여 정의했다.

생명력을 중심으로 민족의 생물학적 특징을 파악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

학교실의 연구는 당대 일본 제국에서 널리 활동한 체질인류학자들의 연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민족 관념을 보여준다. 체질인류학자들이 생물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민족의 기원을 찾으며, 민족의 생물학적 특징이 거의 항구

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믿은 것과 달리,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자들은 민족의 생물학적 특징이 환경에 의해 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

다고 여겼다. 그들의 결핵 통계 연구와 조선인 아동 발육 연구에서 드러나

듯, 그들이 보기에 민족의 생물학적 특징을 형성하는 것은 그 민족의 선천

적 소질보다도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이었다. 따라서 생물통계학적 연

구를 통해 드러난 민족의 생명력은 영원불변한 특징이 아니라, 그 민족이

현재 처한 상황과 보건상태를 비추는 창구였고, 적절한 위생학적 개입과 경

제적, 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변화 가능한 성질의 것이었다.

환경에 따른 민족별 생명력의 가변성을 전제로 전개된 경성제대 위생학예

방의학교실의 인구 관련 논의는 생명력이 저하되는 지점과 그에 영향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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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다룬다는 점에서 인구 관리라는 현실적 문제와 맞닿아 있었다. 경성

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은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민족별 생명력의

패턴에 입각한 새로운 방식으로 인구현상을 이해,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

고, 이는 인구 관리의 실행자인 조선총독부의 입장과 충돌하여 긴장을 야기

했다. 가령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은 민족별 생명력의 패턴을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생명표’가 일본, 대만의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음에도, 그 작성에 무관

심한 조선총독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것은 단순히 인구조사가 지연되었다

는 비판이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인구데이터의 연도별 증감에만 의존하는

낡은 태도를 고수하며 일본 제국 내에서 막 부상하고 있던 인구 관리에 대

한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비판이었다. 이런 입장에서 경성제

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생명표 연구는 조선총독부가 마땅히 했어야 할 작

업을 대신한 것이었으며, 생명력의 패턴을 고려하여 인구문제와 위생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새로운 통치의 합리성을 조선총독부에 제시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는 조선총독부보다 더 적

극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적 기획을 받아들이고 실현하려는 활동이었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이 인구 관리의 구상을 조선총독부에게 제시

하며 그 인도자 역할을 자임한 배경에는 일본 의학계와의 활발한 교류가 있

었다. 이 교류를 통해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은 인구 변동의 민족별

패턴과 그 조절을 중시하는 관점이 일본 제국 전체에 걸쳐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파악했고, 생물통계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그 흐름을 선도했으며, 그

로부터 획득한 지적 권위를 바탕으로 조선총독부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구 관리 방식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의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는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

구 활동 및 일본 의학계와의 관계는, 식민지에서의 연구 활동을 ‘지역적’인

것으로 간주해 온 과학사학계의 전통적인 시각과 달리, 그들의 연구가 본국

의 연구와 흡사했음을 드러낸다. 가령,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

전통에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 시가의 활동은 서구 의학자들과의 활발한 교

류를 통해 서구 의학계의 최신 성과를 도입하여 일본 의학계의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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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했다는 점에서, 본국 의학계를 주도하는 의학자들의 활동과 동일했다.

이와 함께 미즈시마의 활동 또한 미국에서 습득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일본

의 인구통계 연구를 주도하고, 일본 제국 전체의 인구현상을 아우르는 일반

적이고 보편적인 연구 체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중심부’ 과학자의 활동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런 시가와 미즈시마의 사례는 조선에서 수행

된 과학 연구가 지역적 사례 수집만이 아니라 보편적 이론 도출까지 포함하

는 넓고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상 살펴본 경성제대의 사례는 식민지에서 수행된 연구의 종류와 범위가

이 단순히 식민지의 지정학적 위치만이 아니라, 그 연구를 수행한 기관의

기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을 나타낸다. 서구 의학계와의 활발한 교류 및

그를 통한 서구의 최신 의학적 성취 도입이라는 면에서 본국 의학자들의 활

동과 같은 시가와 미즈시마의 활동은 제국대학의 교수라는 그들의 지위 때

문에 가능했다. 교수의 권위와 연구 자율성을 강화한 일본 제국대학 특유의

강좌제 덕택에 시가와 미즈시마는 조선에 대한 연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

교적 자유롭게 대외적인 학술활동을 할 수 있었다. 식민지에 이런 연구기관

이 설립된 것은 서구에 비해 문명화 사명을 고도로 강조한 일본 제국주의

특성에서 기인한 결과였다.

시가와 미즈시마의 사례는 미국 의학 도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일본 의

학계의 분위기를 드러냄으로써, 일본이 독일을 의학적 모델로 삼았다는 일

본 근대 의학사의 주된 서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단서를 제공한다.

1920년대 일본 의학계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국교 악화, 국제 의학계에서 독

일의 고립과 미국의 부상, 미국에 본거지를 둔 초국적 자선단체의 등장과

이 단체들의 공중보건 캠페인 및 교육연구 지원사업 등의 국제적 정세로부

터 영향을 받아, 독일 대신 미국을 일본의 의학적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논

의가 부상했다. 이런 일본 의학계의 미국의학에 대한 선호는 서구 의학계의

주도 세력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해 일본 의학자들이 적

극적으로 대응한 모습을 보여준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이 추구한 민족의 ‘생명력’ 관념과 연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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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상과 같은 국제적, 제국적 차원의 교류에서 나온 산물이었고, 그 과정

에서 일본의 의학적, 우생학적, 제국주의적 관점을 반영하게 되었다. 이런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시각과 방법론은 그 뒤로 이어진 조선의 보

건위생 문제에 관한 연구들에도 적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인에 대한

시각과 조선인 통계를 다루는 방식을 형성했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조선인 통계에 대한 취급 방식은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통념이 과학적 연구에 반영되고 반대로 그 연구 결과가 통념을

강화시키는 경로를 보여준다.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의학자들은

생명력을 둘러싼 민족 간 위계가 존재한다는 관념에 따라 조선인이 일본인

보다 우수함을 가리키는 통계자료를 사실과 다른 수치, 즉 ‘오류’로 취급했

다. 예를 들어 조선총독부의 인구통계에서 조선인의 유아 사망률과 결핵 사

망률은 일본인의 것보다 훨씬 낮게 집계되었는데,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

교실의 의학자들은 조선인은 낮은 생활수준, 서양의학 이용 부족, 근대적인

통계 수집에 참여할 만한 문화적 소양의 부족 조선인에 대한 통념을 이유

로 들어 조선인 통계의 ‘부정확성’을 강조했고, 그 통계에 나타난 ‘오류’를

바로잡고 조선인의 ‘진정한’ 사망률을 구하고자 통계 보정법을 개발했다. 이

보정법은 조선의 사망률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중 일본인의 사망률

에 가깝거나 혹은 그보다 높은 것을 선택하여 조선인 전체의 사망률로 일반

화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의학자들이 가

진 조선인에 대한 통념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 보정의 결과는 조선인의 열

등함과 허약함을 보여주는 ‘통계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취급되었으며, 조

선인에 대한 통념을 정당화하고 강화했다.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생명력의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관념은 조선인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통제와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식민통치 정당화의 논

리에 사용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소속 조선인

의학자들의 조선인 인식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민족주의적 동기에서 조선인

아동의 고유한 발육 패턴을 찾으려 한 조선인 의학자들은 조선인의 발육 과

정에서 나타나는 ‘민족적’ 특징을 일본인 아동과의 비교를 통해 이끌어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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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의 체격이 일본인의 것보다 크다는 데이터를 진짜 생명력의 상태가

아닌, 통계적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식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생명력 관

념에 포함된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그대로 수용했다. 하지만 그 연

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조선인 의학자들은 같은 교실의 일본인 의학자

들과 차이를 보였다. 조선인의 낮은 생명력을 거의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한

일본인 의학자들과 달리, 조선인 의학자들은 환경에 의한 생명력의 변화 가

능성을 부각시키면서, 조선인 아동의 열악한 발육 상태가 빈곤 문제의 결과

이고 따라서 빈곤을 해소함으로써 조선인의 체위가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

했다.

그러나 조선인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족의 발전이 가능하

다는 전망을 제시한 조선인 의학자들의 의도와 달리, 그들의 연구 결과는

전시체제 대비를 위해 조선인의 체위를 관리해야 한다는 조선총독부의 정책

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었다. 조선인 아동 발육의 열등함과 그 개선 가능

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조선인의 발전과 그 궁극적 목표인 독립의 가능성을

지지하는 ‘과학적’ 근거인 동시에, 조선인에 대한 식민정부의 통제를 정당화

하는 근거였다. 이는 조선인의 민족주의적 논의와 일본인의 제국주의적 논

의가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생명력의 위계가 존재한다는 ‘과학적’ 관념을

근거로 삼아 상이한 목표를 향해 전개된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였음을 보여

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수행된 연구

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영향력 아래 형성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일본 제국에

효율적인 인구 관리 구상을 제시했다. 민족별 생명력의 패턴을 탐구한 이

교실의 연구는 식민정부에 그 패턴을 바탕으로 인구의 건강을 조절하는 방

식을 제시했고, 조선인의 민족적 특징에 관한 인식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연구에는 조선인에 관한 차별적 시각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당시 경성제

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 의학자들에게 생물통계학이라는 최신의 기법을 적용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으로 여겨졌고, 1945년 이후에는 그 제국주

의적 맥락에서 분리된 상태로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인구를 연구하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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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해방 후 한국의 의학자들은 선배 연구자들

의 조선인 아동의 신체계측 연구를 받아들여, “한국인의 체위”에 관한 연구

를 전개했다. 해방 전과 후를 연결하는 생물통계학적 연구에서 경성제대 위

생학예방의학교실에서 형성된 연구 전통에 포함된 사회적, 정치적인 의미들

이 계승, 변형된 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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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 목록570)

1. 와타비키 시절, 1927-1934

綿引朝光, “結核病原經路”, 『滿鮮之醫界』 72 (1927), 1-24쪽.

綿引朝光, 姫野幸雄, “再び水質汚染判定法に就て(講演抄錄)”, 『朝鮮医学會雜

誌』 20(11) (1930), 204쪽.

綿引朝光, 『簡明衛生學』 (東京: 金原商店, 1933).

水島治夫, “沈降性及ビ被吸着性ニ觀スル凝集素ト血淸蛋白體トノ關係”, 『朝

鮮醫學會雜誌』 94 (1928), 29-79쪽.

水島治夫, 土屋弘, “二株ノGiardia lambliaニ由ル混合感染例一觀察”, 『朝鮮

醫學會雜誌』 20(10) (1930), 150-193쪽.

水島治夫, 姫野幸雄, “細菌ノ密度ト繁殖トノ關係”, 『朝鮮医学会雜誌』 21(7)

(1931), 72-79쪽.

水島治夫, 荻野正俊, “京城府に於ける屎尿汲取及び井水飮用の衛生學的觀察”,

『日本公衆保健協會雜誌』 8(3) (1932.3).

水島治夫,　“凝集價測定上ノ誤差”, 『朝鮮醫學會雜誌』 22(8) (1932), 81-8쪽.

水島治夫,　 “空氣中 「イオン」ト期生物學的作用”, 『滿鮮之醫界』 158

(1934), 1-7쪽.

鄭潤鎔, “補體ノ溫度及時間ニヨル變化(講演抄錄)”, 『朝鮮医学會雜誌』 82

(1927), 97쪽.

鄭潤鎔, “各校校舍の空氣衛生に就て(講演抄錄)”, 『朝鮮医学會雜誌』 20(11)

(1930), 204쪽.

鄭潤鎔, “空氣ノ衛生ト換氣方法 (特ニ朝鮮家屋) (1)”, 『朝鮮医報』 1(1)

(1930), 16-20쪽.

570) 연구자들이 경성제대 재직 시절에 발표한 논문 또는 책을 중심으로 연구 성과를 정리했
다. 대중잡지에 실린 기사와 강연초록은 기본적으로 제외했으나, 그중 정식 학술논문에서 
발표되지 않은 연구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 활동을 드러낸다고 
판단하여 본 목록에 기재했다. 배열 순서는 크게 연구가 발표된 시점의 주임 교수에 따라 
구분하고, 그 안에서 주제별, 저자별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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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宮司, “下水中大腸菌ノ遠藤氏培地ノ赤變性及鑛輝性ニ對スル觀察(講演抄

錄)”, 『朝鮮医学會雜誌』 20(11) (1930), 234쪽.

二宮司, “統計的に見た肺結核死亡の諸相”, 『朝鮮及滿洲』 279 (1931.2),

50-4쪽.

二宮司, “說苑 溫突に就て”, 『日本医事新報』 494 (1932), 12-15쪽.

二宮司, “空氣中の酸化炭素定量法に就て”, 『滿鮮之醫界』 161 (1934), 1-5

쪽.

二宮司 “「エマナチオン」(Emanation)ノ就テ”, 『朝鮮医学會雜誌』 24(11)

(1934), 133-140쪽.

姫野幸雄, “水泳プールノ汚染度試驗(講演抄錄)”, 『朝鮮医学會雜誌』 20(11)

(1930), 204쪽.

姬野幸雄, “α-Naphthylamin及ビSulphanylsaureニ依ル硝酸定量ニ就て(講演抄

錄)”, 『朝鮮医学会雜誌』 23(11) (1933), 211쪽.

李仁圭, “人工貧血ノ回復ニ及ブ日光照射ノ影響(講演抄錄)”, 『朝鮮医学會雜

誌』 20(11) (1930), 204쪽.

<말라리아>

水島治夫, “(宿題報告)マラリヤの禮防(パリス·グリ─ンに依る「アノフエレ

ス」)”, 『朝鮮醫學會雜誌』 21(7) (1931), 72쪽.

水島治夫, 山田學, “「パリス・グリーン」に依る「アノフエレス」蚊の驅除”,
『日本医事新報』 485 (1931.11), 4-5쪽.

水島治夫, 姫野幸雄, “「パリス·グリ─ン」ノ「アノフエレス」幼蟲ニ對スル

殺蟲試驗”, 『朝鮮醫學會雜誌』 22(1) (1932), 96-106쪽.

水島治夫, “水ノ表面張力ト蚊幼蟲及蛹ノ浮泛力トノ關係(講演抄錄)”, 『朝鮮

医学会雜誌』 23(11) (1933), 212쪽.

山田學, 水島治夫, “「アノフエレス」成蟲ノ飛翔力試驗(講演抄錄)”, 『朝鮮医

学会雜誌』 22(11) (1932), 96쪽.

山田學, 水島治夫, “吸血「アノフエレス」蚊ノ胃內容(血液)ノ沈降反應ニ依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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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別鑑定(講演抄錄)”, 『朝鮮医学会雜誌』 22(11) (1932), 96쪽.

姬野幸雄, 水島治夫, “「アノフエレス」幼蟲ノ發生ト水質トノ關係(講演抄

錄)”, 『朝鮮医学会雜誌』 22(11) (1932), 96-7쪽.

<인구학> (미즈시마의 주도로 연구 시작)

水島治夫, “人口增殖ト社會生物學的因子トノ相關”, 『朝鮮醫學會雜誌』

20(10) (1930), 115-149쪽.

Haruo Mizushima, “The Correlation Between Growth Rates of Population

and Vital Factors by Geographical Districts,” Human Biology

vol. 3, no. 2 (1931), pp. 180-202.

水島治夫, “本邦に於ける乳児死亡率に及ぼす社会生物学的諸因子の影響”,

『日本公衆保健協會雜誌』 7(5) (1931), 1-14쪽.

水島治夫, “本邦に於ける出生率に及ぼす社會生物學的諸因子の影響”, 『民族

衛生』 1(2) (1931), 105-120쪽.

水島治夫, “本邦に於ける出生率に及ぼす社會生物學的諸因子の影響(二)”,

『民族衛生』 1(3) (1931), 266-284쪽.

水島治夫, “吉田章信氏の『壯丁身長に基く日本人種の二主元』に對する疑義”,

『東京醫事新誌』 2726 (1931), 13-19쪽.

水島治夫, “重ねて吉田章信氏に質す(測定値の單位變換に基く分布曲線の歪形

に就て)”, 『東京醫事新誌』 2734 (1931), 29-31쪽.

水島治夫, “眞の人口自然增加率”, 『優生學』 9(2) (1932), 1-7쪽.

水島治夫, “人口の自然増加率”, 『民族衛生』 2(2) (1932), 141-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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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山雄吉, “府縣別眞ノ人口自然增加率(第二回) 昭和六年-十年”, 『朝鮮医学

会雜誌』 32(7) (1942), 11-19쪽. (미즈시마 시절 인구학 연구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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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이 책은 경성제대 의학부 학생들이 의학부와 법문학부의 관련 전문가들 다수로부터 지도
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로, 엄밀히 말하면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연구 성과라고 단
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즈시마, 스가와, 하라후지 등이 학생들의 지도에 관여했고 이 조사
를 주도한 다나카 마사시가 졸업 후 경성제대 위생학예방의학교실에 들어온 점으로 보아 본 
교실의 영향이 크게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본 목록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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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lity of Empire:

Demographic Studies at the Department of Hygiene and

Preventive Medicine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in Colonial Korea and Japanese Imperialism

Ji-young Park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traces the making of research system at the Department of

Hygiene and Preventive Medicine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京城帝國大

學 衛生學豫防醫學敎室 (DHPMK), which dominated the research of public

health in colonial Korea. This paper focuses on the DHPMK’s main

research field, demographic studies, whose goal was to understand the

unique pattern of the ‘vitality’ of the constituent races of Japanese

empire. While investigating the construction, expansion, transformation of

the idea of racial ‘vitality,’ the ability of a certain race as a biological

unity to grow and survive, in the context of Japanese imperialism, this

paper discusses the three characteristics of demographic studies in

colonial Korea.

First, the DHPMK proposed a guideline for governing the population to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ased on their demographic

research and academic authority. They suggested that Korean colonial

government should examine the unique pattern of population phenomena

by race, and managed the population on the ground of that pattern. This

concept of population began to raise in Japanese empire in 1920s.

However, the Korean colonial government did not accept this latest

concept of population, and adhered to the existing view resting merely

on the numerical changes of the population. The attitude of the Korean



colonial government caused the tension between it and the DHPMK.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HPMK and the Korean colonial

government surrounding the way of governing the population, this paper

shows that the DHPMK played a role to provide the latest ‘scientific

rationality’ of colonial control to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econd, this paper raises a question to previous studies of history of

science that delineated the scientific research in colonized regions as a

local case study which dealt with the indigenous and specific factors of

the areas, in contrast to the scientific research in metropolis which

integrated the individual case studies and drew universal concepts or

theories from them. Keijo Imperial University, one of the nine imperial

universities founded by Japanese government to cultivate the leaders of

professional researchers, aimed to get an intellectual authority over the

Japanese academic community comparable with that in other Imperial

Universities in Japanese mainland. To achieve the goal, medical scientists

from the DHPMK actively interacted with their colleagues in Japanese

mainland and, moreover, took the head of the academic research trend,

by introducing the latest statistical methodology from Western countries

into the Japanese medical society and created a demographic research

frame applicable to the population phenomena of anywhere in Japanese

empire. Through the case of the DHPMK, this paper reveals that the

colonial science encompassed the broad spectrum of research activities

from local case studies to ‘universal’ theoretical studies.

Third, the demographic studies by the DHPMK reflected the Japanese

governors’ discriminatory perspective on the Korean, and reinforced the

perspective at the same time. The DHPMK regarded some statistical

data published by Korean colonial government indicating that Korean

was healthier than Japanese as ‘errors’ on the belief that the vitality of

Korean must be inferior than that of Japanese. To reveal the ‘true’

vitality of Korean, the DHPMK devised the statistical method to correct



these ‘errors.’ Their correcting method already reflected the Japanese

governors’ prejudice against Korean, and the corrected result was

considered as the scientific evidence of it. Against the view considering

the inferiority of Korean to be immutable, some Korean medical

scientists at the DHPMK conducted the research in the aim of showing

the potential for progress of Korean and their independence from Japan

tacitly. Nevertheless, their research also was not free from the prejudice,

and was used by Japanese governors’ as the ‘scientific’ evidence to

justify the Japanese colonial rule over Korea unlike the original intention

of the Korean medical scientists.

Key words: imperialism, colonialism, demography, public health, medical

research, Keijo Imperial University, Japanese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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