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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제 식민지 시기 위생조합 제도의 형성과정

- 경찰 관변기구화를 중심으로 -

김 진 규

이 논문은 일제 식민지 시기 위생조합 제도의 형성과정을 살피고, 이

를 통해 근대 국가권력이 관변기구를 통해 국민을 장악하는 양상을 검토

한 연구이다. 특히 조선총독부가 위생업무를 총괄하지 못함에 따라 위생

조합 제도를 다시 도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본래 자치적인 면모를 가

지고 있었던 위생조합이 위생경찰의 관변기구로 변모하였음을 밝혔다.

위생조합은 근대 위생행정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을 동원해

위생업무를 대리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의

‘Sanitary Association’을 모체로 하며, 지역 내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편

성해 지역의 위생사무를 일정 부분 주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위생조합은 전염병이 만연하던 일본에 도입되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일본의 위생조합은 기존 Sanitary Association이 수행하던 위생선전, 인

구통계의 업무에 더해 방역사무의 보조와 주민감시의 업무를 담당하였

다. 이후 일본의 위생조합은 전통적인 자치조직과 연결되어 지역의 위생

사무에 대해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였다.

개항기 조선은 지식인 관료들을 통해 위생조합 제도가 소개되었으나

해당 제도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위생조합 제도는 일본인

거류지를 통해 도입되었다. 위생조합의 모체가 되었던 것은 거류지 위생

회로, 이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격리함으로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위생수

준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후 일본 내의 위생조합 제도가 확립

됨에 따라 거류지 내에 여러 위생조합이 설립되었다. 한 편 통감부 및

조선 정부는 1907년 관민조직인 한성위생회를 설치하였다. 이 단체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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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내 위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주민들에게 위생비를 징수

하고 청결을 장려하는 등 위생조합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한성 이외

의 지방에도 거류지를 중심으로 위생조합이 생겨났으나, 이는 거류지가

존재하는 일부 도시에 국한되었으며, 당시 경찰들의 입장 역시 위생조합

의 설치를 장려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1910년대의 위생조합은 위생경찰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부터 존재했으

며 위생경찰 제도가 확립된 이후에는 위생경찰의 산하의 관변기구로 활

동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생조합은 방역자위단 혹은 거류지 위생기관

에 기반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 시기의 위생조합은 개별적인 사업체를

가지는 등 관변기구임에도 주민의 자치적인 성향이 강하였다. 그 후

1915년《전염병예방령》을 통해 위생조합 제도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

었으나 경찰이 제시한 표준규약에 따라 재편성되었다. 또한 경찰이 임의

로 설정한 지역에 위생조합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즉《전염병예

방령》에 따라 경찰권력이 위생조합 설치의 주체가 되었으며, 이는 위생

조합이 경찰의 통제에 의해 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이후 1917년 면제에 따라 위생조합은 그 업무를 면에 인계하면서 해체

되었다. 이는 총독부가 식민지배의 논리를 이른바 문명화 사업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위생행정을 총독부가 독점하면서 근대적 시혜에서

통치의 명분을 찾고자 했었던 것이다. 또한 위생조합이 경영하던 자체적

사업은 향후 지방단체의 재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공공사업이었다. 총독

부는 위생조합은 지방제도가 확립되기 전까지 행정적 공백을 보완하는

단체 이상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그 결과 위생조합은 해체 혹은 임시적

기구로 전락하였다.

하지만 전염병의 유행 및 재정적 부담은 총독부로 하여금 위생조합을

다시금 조직하게 하였다. 즉 총독부는 위생사무를 독점할 행정력 혹은

집행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으며, 그 결과 1921년부터 위생조합이 재조

직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의 위생조합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관

변기구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재조직 당시 지방단체와 위생경

찰이 위생조합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는 점차 실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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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위생경찰 쪽으로 옮겨갔다. 이에 따라 위생조합은 주민들의 요구가

아닌 경찰서장의 소개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명목상 면에 의해 운영되었

으나 지방의 보조금을 거의 부여받지 못하였다. 또한 위생조합의 총괄을

위해 주요 도시에 설치된 위생조합연합회는 실상 경찰서의 위생과장 및

경찰서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1920년대의 위생조합은 경찰의 관변조직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 그럼에도 위생조합은 공식적인 관제조직으로 분류되지 않았으

며, 이를 통해 경찰은 위생조합을 통해 위생사무를 수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최소화하였다. 이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인식되어, 위

생조합은 민간단체가 아닌 관제기관으로 치부되고 있었다. 결국 위생조

합은 자치적이라는 명분하에 경찰관변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시행했

던 것이다.

주요어 : 위생조합, 공중위생, 위생경찰, 위생, 관변기구, 방역조직

학 번 : 2017-2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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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공중위생(Public Health)은 국민 국가의 발전상 중요한 개념이다.1) 공

중위생 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서 국가 생산력을 보전하고,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생을 명분으로 한 검진은 국민의 신

체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며, 국가는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통제력을 확

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 즉 중앙정부 및 지방단체는 위생사

무를 처리하는 한편 위생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위생교육 및

선전활동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인 행정능력과 강제력, 그리고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이 전제된다.

정부가 앞서 언급한 국가능력을 가지지 못했을 때,2) 중앙정부 및 지방

단체는 관변기구(官邊機構)를 설립하여 국가능력을 보조한다.3) 위생조합

1) 이 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위생(衛生)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청결(淸潔)

을 구분하고자 한다. 공중위생(Public Health)은 국가권력의 차원에서 전염병

등 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직접적인 보호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통차단(遮斷), 강제격리, 예방주사 등의 방역사무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위생은 상수도 등의 위생시설(Sanitation)과 지역위생

(Local Hygien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후자는 도로의 청소와 오물소제,

수질개선, 그리고 위생계몽 등의 업무로 대표된다. 마지막으로 청결

(Cleanness)은 개인의 차원에서의 위생을 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식민지 시기의 위생담론에서 지역위생은 점차 청결의 영역으로 인지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글은 공중위생으로서의 방역사업과 지역위생으로서의 청

결사업을 구분해 서술한다.

2) 여기서는 총독부가 위생행정이라는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의 역량을 발휘하

는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국가 능력’의 개념을 원용하고

자 한다. 정부의 성격은 활동의 범위와 능력으로 구분된다. 활동의 범위란 정

부의 다양한 기능과 목표를 의미한다. 능력이란 정책을 시행하고 법을 집행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혼동되기 쉬운 정부의 두 특성이라고 할 수 있

다.(프랜시스 후쿠야마 저, 안진환 옮김, 2005, 《강한 국가의 조건》, 황금가

지, 22쪽)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능력은 총독부 및 지방단체의 행정력과 경

찰의 강제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이 둘을 구분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3) 관변기구는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원, 육성되는 비영리단체를 지칭한다.

이 단체는 세금을 정부지원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받아 운영되며, 이

때문에 정부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대체로 관변기구는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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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관변기구의 일종으로 창안되었다. 이 기관은 1) 도로청소, 오

물수거 등 위생수준의 유지, 2) 전염병 유행 시 방역조치 보조 및 관으

로의 보고 3) 지역의 위생계몽 및 선전활동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다시 말해 위생조합은 국가능력이 가진 한계를

보조하며, 위생사무의 말단부에서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관변기구

였다. 이러한 점에서 식민지 조선의 위생조합은 총독부의 위생행정이 국

민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식민지 초기인 1910년대의 위생행정을 다룬 기존의 연구는 위생체계의

형성과 이를 둘러싼 식민지배의 양상을 다루는 데 집중했다.4) 따라서 위

생조합 연구는 식민지 시기의 위생행정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거

나 부차적으로 언급되는 데 그쳤다.5) 이는 위생조합이 관제조직이 아닌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식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그리고 1917년 면제(面制) 시행에 따라 위생조합이 일시적으로 지방단체

에 흡수되었던 것 또한 연구가 미진한 이유로 지적할 수 있다.6)

홍보나 행정력이 도달하기 어려운 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생조합은 이

러한 성격에 부합한다.

4) 대표적인 연구로는 신동원, 1997,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 박윤재,

2004,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 혜안을 들 수 있다.

5) 이형식, 2012, 〈1910년대 식민지 제국 일본의 전염병방역대책 – 조선전염병

예방령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92; 김은진, 「20세기 초 일제의 서울 지

역 오물처리체계 개편과 한국인의 대응」,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7; 마츠모토 다케노리·정승진, 〈호남 지역의 위생, 의료 문제 : 일

제 ‘위생규율’의 식민지 지역사회에 대한 침투와 한계〉, 《의사학》 27(3)

2018.

6) 반면 일본 내에서 자국의 위생조합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제도에 대한 고찰의 연장선상에서

시작한 것이었다.(小栗史郞, 《地方衛生行政の創設過程》, 医療圖書出版社,

1981) 2000년대 이후 위생조합에 대한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경향은 위생조합

을 매개로 해 자치위생의 실제를 찾거나(笠原英彦, 〈伝染病予防法までの道

のり : 医療・衛生行政の変転〉, 《法學硏究》 80, 2007), 그 근간이 되는 사

회적 조직의 연원을 찾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尾崎耕司, 〈衛生組合に関す

る考察 : 神戸市の場合を事例として〉, 《大手前大学論集》 6, 2013; 白木澤

涼子, 〈衛生組合法案と町内会〉, 《日本歴史》 781, 2013; 白木澤涼子, 〈衛

生組合連合会と市制〉, 《日本歴史》 809, 2015) 한 편으로는 위생조합이 현,

시정촌의 도시화 과정에서 탄생한 것에 착안하여 위생조합의 공간적 재편성

에 대한 연구 역시 진행된 바 있다. (遠城明雄, 〈伝染病・都市社会・衛生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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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생조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행정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관변기구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경우 즉각적인 방역대책

을 실시하고자 위생경찰의 강제력에 의존하였다.7) 위생조합은 이 과정에

서 위생경찰의 강제력을 반발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도입되었다. 일본은

조선, 대만, 관동도독부, 만주국 등 식민지의 위생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

어서도 위생경찰의 강제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위생조합 제도

역시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식민지 곳곳으로 이식되었다. 이

러한 점에서 위생조합에 대한 분석은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을 도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위생을 매개로 한 식민통치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위생조합을 부차적으로 다룬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형근은

위생조합의 설치를 푸코의 규율권력8)과 연결하여 고찰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위생조합은 주민 개개인에게 위생의 의무를 규율화시켰다. 이는

위생을 명목으로 주민들을 상호감시의 상황에 몰아넣는 것이었다. 즉 위

생조합의 구성원이 된 지역 주민들은 위생경찰의 규율에 복종하며 스스

로를 질서화하는 ‘근대적 주체’로 거듭났다고 그는 지적한다.9)

박윤재는 의료체계의 형성과정에서 위생조합을 부차적으로 파악했다.

그는 위생조합의 목적이 주민들의 조직적 동원에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合 : 明治期の仙台を事例として〉, 《九州大学 史淵》 152, 2015)

7) 위생경찰에 대한 개념은 독일의 학자 유스티(J.H.G.Justi)에서 그 근원을 찾

아볼 수 있다. 그는 <경찰학원론>(1756)에서 경찰학을 행정제도에 의거해

국가 전체의 재산을 유지,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공동복지를 실현하는 학문

으로 생각했다. (이종수 외, 2014,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55쪽) 이러한

목적 하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위생경찰이 창설되었으며, 일본은 이

를 차용하였다.

8) 위와 같은 해석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규율권력 이론에 기반한다.

그는 이를 판옵티콘(panopticon)으로 비유하였다. 즉 감독의 기능이 끊임없이

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동장이나 읍장이 의무를 잘 수행하는지, 그리고 주민

들이 감시당하는 것을 불평하지는 않는지 조사하고, 또한 지역 유력자들은

틈틈이 사람들의 상태를 조사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기록

해 감독관에게 전달한다. 미셸 푸코 저,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

판사, 1994, 304-306쪽

9) 조형근, 1997, 〈일제 시대 한국에서 의료체계의 변화와 그 사회적 성격〉,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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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으로 구성된 위생조합은 종래 위생비를 납부하던 일본인들의 납세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다.10) 권기하는 1910년대 위생조합

을 경찰의 보조기관으로 간주하고, 일본의 ‘신민’화 정책의 일부로서 위

생조합을 고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위생조합은 경찰의 보조를 담당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선인을 경찰의 통제 하에서 신민(臣民)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11)

한편 마츠다 도시히코는 무단정치기 조선의 헌병경찰과 위생행정에 대

해 고찰하면서 위생조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마츠다는 위생조합

의 목적이 위생을 매개로 헌병, 경찰 등이 지역사회로 면밀하게 침투하

는 데에 있었다고 지적하지만, 조선인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이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설명한다.12)

이처럼 위생조합에 대한 선행연구는 1910년대의 위생조합을 중심으로

살피며 위생조합의 주민통제적인 성격을 부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민통제의 성격을 넘어, 관변기구로서 위생조합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관변기구로서의 성격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관과

위생조합의 관계를 분석하고, 위생조합의 재정적 구조 및 설치양상을 보

다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1915년을 전후한 시기만을 분석해왔다. 때

문에 위생조합이 다시 조직되는 1920년대의 경우, 위생조합이 재설립되

는 배경과 이에 기반한 위생조합의 변화양상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위생조합이 식민지기 전반에 걸쳐 존재하였던 기관이었으며,

그 기원이 일본의 위생조합이었음을 생각하면 이러한 차원에서 시기적

변화를 통해 위생조합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위생조합은 근본적으로 위생행정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관변기구

10) 박윤재, 2002, 〈한말 일제 초 근대적 의학체계의 형성과 식민지배〉, 연세

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1) 권기하, 〈1910년대 총독부의 위생사업과 식민지 ‘臣民’의 형성〉, 연세대학

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2) 松田利彦, 2019, 「‘무단정치기’ 조선의 헌병경찰과 위생행정」, 『3·1 운동

100주년 총서 3. 권력과 정치』,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 100주년 기획위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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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따라 이를 통해 총독부의 위생행정이 주민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생조합이 1917년에 해체된 이후 1920년대에 다

시 설립된 사실을 분석함으로서 지금까지의 연구가 1910년대에 집중되었

던 것을 넘어, 이후의 시기를 설명하는 데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한다. 즉 ‘문화통치’를 기조로 정책적 완화를 표방하였던 1920

년대 위생행정의 실상을 위생조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성과 및 한계를 염두에 두고 식민지 시기

위생조합의 성격과 변화를 다룬다. 1장에서는 일본의 위생조합 창설과

조선의 수용과정을 다루면서 위생조합의 설치배경을 살피려 한다. 먼저

일종의 전사(前史)로서 이후 식민지 조선의 위생조합과 구별점을 마련하

기 위해 일본 내 위생조합의 설치과정 및 성격을 서술할 예정이다. 다음

으로 한말 위생조합 제도의 도입과정을 살펴보면서 식민지기 위생조합의

설치배경을 알아볼 것이다. 2장에서는 식민지기 위생조합의 설치 및 재

창설을 다루고 그 성격을 분석할 것이다.

식민지기 위생조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이 논문에서는 다음의 시

기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첫 범위는 한국병합부터 1915년의 〈전염병예

방령〉 시행 직전까지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 위생조합은 일본인 사회를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자체적인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자치적인 성향을 확인하기 적합하다. 두 번째 범위는 〈전염병예방령〉

시행 직후부터 1917년의 면제 시행까지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는 법령에

따라 위생조합에 대한 경찰의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이후 행정개편에 따

라 위생조합이 지방단체에 해산, 흡수되는 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1920

년대의 경우, 지속적인 전염병의 유행과 총독부의 능력적 한계 속에서

위생조합이 재설립되는 1921년부터 농촌진흥운동 직전까지를 범위로 설

정하였다. 1920년대에 설립된 위생조합은 업무의 범위가 증가하였으나

자체적인 재정기반을 상실한 상태였다. 또한 지방관과 경찰서장 등 관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생

조합의 관변적인 성격이 확립되는 시기로 관측하고, 이에 집중해 논문을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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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 내 위생조합과 관련

된 사항은 일본에서 발행된 선행연구들을 위주로 그 양상을 살펴보되,

《農村の衛生と医療 (農村更生叢書 6)》(1933)와《公衆衛生と組織活動》

(1955) 등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도출하려 하였다. 또한 위생조합의

설치주체와 업무 등을 확인하고자《改正現行伝染病関係規則類纂 訂正3

版》(1897),《衞生組合法制定ニ關スル參考資料》(1931), 그리고 전국도시

위생조합연합회에서 발행한《衛生組合ニ関スル令規(抄)》(1939) 등의 자

료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한말 일본 거류민단 내에서 조성되었던 위생

조직의 정확한 법령 및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에서 소장하고

있는《朝鮮國元山港日本人居留地規則設立一件 1－附 衛生會規則一件》

(1887),《朝鮮国在留日本人ニ関スル諸規則(京城、仁川、木浦)》(1896), 그

리고 외무성 경찰자료를 집성해둔《外務省警察史》(1996)를 참고했다.

통감부 시기의 한성위생회의 경우, 연세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漢城

衛生會狀況一斑》(1914)를 사용하였다. 한성 이외 지역에 존재하였던 위

생조합의 경우《韓國警察一斑》(1910)을 참조했다.

1910년대 위생조합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소장된《朝

鮮面制制定の件》(1917)를 적극 활용하였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

럼 식민지 조선의 경우 위생조합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위생조합의 양상을 확인하고자 주로《每日新報》, 《東亞日報》,

《朝鮮新聞》등의 언론자료를 다수 활용하였다. 이는 언론매체를 통한

접근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지만, 위생조합과 관련된 전반적인

추세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하다. 또한 위생조합이 필연적으로 위

생경찰과 연결되는 만큼 경무총감부에서 발행했던 기관지인《警務彙報》

를 활용하고자 한다. 더불어 신문자료가 가지고 있는 객관성 문제를 해

결하고자 관변자료 및 개인저작을 일부 활용하고자 한다. 총독부 및 지

방단체의 인식 및 사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자료

인《朝鮮及滿洲》,《官報》, 《朝鮮彙報》, 그리고《朝鮮》을 활용하였다.

이외에도《木浦志》(1914), 《光州地方事情》(1917) 등 해당 시기 지방단

체에서 발간한 자료집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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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위생조합 제도의 태동 및 조선으로의 도입

1. 메이지 일본의 위생조합 제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행정가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공중위생에 주

목하였다. 먼저 공중위생을 통한 근대적 관리체계는 노동력 및 군사력과

직결될 뿐 아니라 국가의 효율적인 통치를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로 우

생제도를 통한 ‘청결’의 실시는 서구 열강에게 일본이 여타 아시아 국가

와는 다른 문명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13) 이러한 점에서 위생

사무의 시행은 일본의 ‘문명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

었다. 즉 메이지 정부가 위생에 주목하였던 것은 서구의 열강과 견줄 수

있는 문명국을 완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1872년 문부성에 의무과(醫務科)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1875년 내무성으로 이관되어 위생국(衛生局)으로 개칭되었다. 이 때 정

비된 ‘의제 55조’는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사무

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14) 이처럼 의료행정에 관한 업무는 의무(醫

務)가 아닌 위생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위생국은 의료행정

을 포함한 위생행정을 소관하게 되었다.

메이지 시기의 위생행정을 주도했던 인물은 내무성 위생국장이었던 나

가요 센사이(長与専済)였다.15) 그는 1871년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독일

13) 유진식, 2017,〈근대 일본에 있어서 위생과 법〉, 《법학연구》, 333-334쪽

14) 김영희, 2016, 〈메이지 전기 일본의 위생관념과 정책〉, 건국대학교 일본문

화·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24쪽

15) 나가요 센사이는 나가사키의학교 출신 의사로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이었

다. 그는 독일, 오스트리아 지역의 공중보건법(gesundheitspflege)을 접하였

다.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하는 국가”라는 개념을 접한 그는 일본에 돌아

온 후 이를 《莊子》 〈庚桑楚篇〉에서 차용한 ‘위생’으로 번역하였다. 이종

찬, 2003, 〈메이지 일본에서 근대적 위생의 형성과정, 1868-1905〉,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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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네덜란드를 시찰하면서 상수도, 도로청소 등 근대적 위생제도를 체험

했다. 이후 귀국한 그는 문부성 의무국장을 거쳐 1875년 내무성 위생국

장으로 취임하였다.

나가요 센사이의 위생행정은 관료체계의 영향력을 통한 ‘자치위생’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메이지 일본의 위생시설이 완비되

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위생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나가요 센사이는 관료 및 지역 유력자를 중

심으로 주민들에게 위생계몽을 시행함으로써 위생에 대한 계몽을 실현하

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가요 센사이는 1879년 내무성에 중앙위생회(中央衛

生會)를 두었으며, 1880년에는 각 부현마다 지방위생회(地方衛生會)를 설

치하였다.16) 이러한 위생회는 지역의 관료 뿐 아니라 의사, 기술자 등 분

야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지방행정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위

생회에 지역 유력자들을 포함시키고 위생위원을 두어 지역사회에 대해

원활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역위생회를 총괄하고자 1883년 대일본사립위생회(大日本私立

衛生會)17)를 도쿄에 설치하였다. 지역위생회는 의사 및 과학자로 구성된

민간단체였으며, 정책에 자문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았다. 한

편으로는 위생 강연회 등 사회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위생인식을 고양하

는 업무 역시 수행했다.

하지만 위생계몽은 매우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으며, 1877년

학》 12, 36쪽

16) 김영희, 앞의 글, 89쪽

17) 이 기관은 나가요 센사이가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돕기 위해 조직한 단체

로 해당 규칙의 목적은 “전국 인민의 건강과 수명을 보호, 유지하고 증진하

는 방법을 토론하고 설명하며, 위생상의 지식을 보급하고 위생시정을 보좌하

는 데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대일본사립위생회는 각지

의 위생사정을 수합하고, 이를 토대로 내무성 위생국의 정책결정에 있어 일

정한 자문을 수행하였다. 笠原英彦, 小島和貴, 《明治期医療・衛生行政の研究

: 長与専斎から後藤新平へ》, Minerva人文・社会科学叢書, 2016, pp.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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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유행했던 콜레라의 창궐은 위생행정가들로 하여금 계몽이 아닌 즉

각적인 대응을 요구하였다.18)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은 장기적인 자치위

생의 노선 뿐 아니라 단기적인 방역행정에 주력할 필요가 있었다. 나가

요 센사이는 내무성의 독자적인 방역업무에 한계를 느끼고 경찰의 강제

력을 통해 방역업무를 수행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차단, 주

민격리, 질병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생경찰’의 면모를 가지게 되

었다.

그러나 강제적인 위생행정은 일반 대중들의 많은 반발을 살 수밖에 없

었다.19) 일반 주민들은 대규모 역병에 대해 별다른 의학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 기도 등의 미신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었으며, 격리

병사(隔離病舍)에 입원할 경우 죽게 된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20) 이

러한 이유에서 환자의 은폐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환자의 은폐는 의

사들에 의해서도 진행되었다. 의사들 역시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었으

므로 환자를 적발할 경우 지역 내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

문이다.21)

결국 콜레라의 유행과 제도의 미비는 나가요 센사이로 하여금 주민을

동원할 별도의 기구를 모색하게 하였다. 즉 강제성에 대한 반발을 완화

하고 일반 대중들의 자발적인 환자 조사 및 격리, 그리고 개인위생의 철

저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나가요 센사이는 위

18) 1870-1880년대 일본은 콜레라 및 적리(赤痢)가 대규모로 창궐하고 있었다.

이 중 콜레라는 1879년(메이지 12년)에 크게 유행하였는데, 당시 전국에서 16

만 명의 환자와 10만 명의 사망자를 낳아 민간 측으로 하여금 “전염병에 걸

리면 3일만에 죽는다.”라는 공포를 느끼게 하였다. 笠原英彦, 앞의 글, p.113.

19)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콜레라 발생시 환자의 소지품 및 가재도구를 모두

불태운다는 오해가 있었다. 이 때문에 병환을 숨겨 가족 전체가 전멸하는 예

도 적지 않았다. 橋本正己, 1955, 《公衆衛生と組織活動》, p.74

20) 대중 사이에는 병원이 오히려 인체실험 혹은 살해를 자행하며, 경찰과 의사

는 환자 당 수당을 챙긴다는 낭설이 널리 퍼져있었다. 또한 교통단속과 집회

의 강제해산은 대중의 생활 및 미신적 기도를 극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환자의 은폐가 전국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笠原英彦, 위의 글,

pp.117-118.

21) 遠城明雄, 앞의 글,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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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회 이외의 관변기관을 구상하려 하였다. 여기서 그는 서구의 지역위생

조합(Sanitary association)에 주목하였다.22)

일본 위생조합의 전신이 되는 미국과 영국의 위생조합은 본래 주민들

을 대상으로 한 위생계몽과 인구조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23) 나가요

센사이는 위생조합 제도를 전통적 제도를 결부시켜 지역 주민들에게 쉽

게 융화되도록 하였다. 이전부터 오사카, 센다이, 교토 등지에는 부락회,

정회 등 자경단 등의 형태로 자치적 위생사무가 일부 시행되고 있었다.

그 기원은 에도 시기 일본 전역에 존재했던 인보조직(隣保組織)인 고닌

구미(五人組)에서 유래한 것이었다.24)

1883년 나가요 센사이는 오사카에 시범적으로 위생조합을 설치하였다.

이 조합은 각 정촌 내 10-30호를 한 조로 묶은 형태였다. 위생조합의 구

성원은 가옥의 세대주로 이루어졌다. 이들 세대주는 개인주택 뿐 아니라

공장주, 그리고 다세대주택(長屋)의 주인을 포함한 것이었다.25) 즉 위생

조합에 편성된 조합원은 인보상계(隣保相戒)의 논리에 따라 본인이 속한

세대에서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시 신고를 독려할 의무를 부여받았

다. 이것은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주민은폐 행위를 막기 위한 방침이면

서도 질병의 온상으로 치부되었던 빈민,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를 겸한

것이었다.

22) 이러한 제도가 처음으로 발견되는 것은 미국 매사추세스의 통계학자였던

Lemuel Shattuck의 설문조사였다. 그는 1850년의 “Report of The Sanitary

Commission of Massachusetts”에서 지역 위생조합의 창설을 제안했다. 이는

이후 영국의 Edwn Chadwick 등에게 영감을 주었다. Institute of Medicine

(U.S.). Committee for the Study of the Future of Public Health, 《The

Future of Public Health》, Washington, D.C. : National Academy Press,

1988, pp.58-61.

23) C.-E.A. Winslow, 「Lemuel Shattuck-Still a Prophet」,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39, 1949, pp.160-161; New York Sanitary

Association, 『Reports of the Sanitary Association of the City of New

York, in relation to the public health』, 1859; The British Medical Journal,

「Sanitary Associations And Public Health」, 『The British Medical

Journal』 39(947), 1879.2.22. pp.278-279

24) 尾崎耕司, 앞의 글, p.58.

25) 小林丈広, 2001, 《近代日本と公衆衛生》, 雄山閣, p.47



- 11 -

그러나 위생조합의 설립은 법령이 개정되는 1891년 이후에도 다소 지

지부진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위생조합을 이끄는 조합장 등이 무급으

로 근무하는 등 책임을 부담시킨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26) 즉 시

정촌 등 행정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생조합은 임시적 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에서 주민들에게도 자발적인 활동을 기대할

만큼의 당위성을 얻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한 이유에서 실질적으로

1880년대의 위생사무에 있어 위생조합은 주민의 불만을 무마하는 부차적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 후 지방제도가 완비되고 1897년 전염병예방법이 발령됨에 따라 위

생조합의 설립이 법령으로 정해짐에 따라 위생조합의 설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위생조합은 각 시에 중앙위생조합을 설치한 후 정촌마다 각

각의 위생조합을 만드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촌에서의 위생조합은 대

체로 15-30호를 1조로 하여 조장을 선출했다.27) 조합의 회원자격은 자신

의 토지 혹은 건물이 있는 사람에 한정되었으며, 빈민 등이 다수 거주하

는 연립주택(長屋)의 경우 건물주가 연립주택의 구성원들을 총괄했다.

위생조합의 임원은 조합장과 부조합장, 그리고 상설위원으로 구성되었

다. 조합장과 부조합장은 추천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급료를 지불받지 않

는 명예직이었다. 상설위원은 조합장과 부조합장에 의해 지명되었다.28)

결론적으로 1897년의 전염병예방법은 1880년대에 임시적으로 시행되었

던 위생조합 제도를 법률로 규정한 것이었으며, 기존에 시행하였던 임시

적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위생조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었으며 어떤 업무를

26) 1889년 東京府 上京區에서 위생조장의 보수에 관한 조사가 행해졌는데, 구

내 860여개 정 중 무급으로 일하는 위생조장이 700명에 달하였다. 저자인 小

林丈広는 이를 통해 실제로 위생조장은 정 총대가 명목상 겸무하였던 것으로

파악한다. 小林丈広, 위의 책, p.45

27) “제 2조 : 조합은 연담되는 시가지에 있어 약 30호 기타 부락은 약 15호로

조직한다.” 田中弥助, 1910, 《伝染病ニ関スル法令類纂 増補》, pp.183-184

28) “제 4조 :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고 조합원이 이를 선거한다. 조합은 그 상황

에 의해 부조합장을 둘 수 있다.” 위의 책,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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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염병예방법의 조항을 살펴보자.

법령 제 36호 전염병예방법(1897)

제 23조 : 지방장관은 위생조합을 두어 청결방법, 소독방법 기타

전염병의 예방구치에 관한 규약을 정하고 이를 수행시킬 수 있음.

제 24조 : 제 23조의 지출에 대해서는 명령의 규정에 따라 부현세

또는 지방세로부터 이를 시정촌에 요구할 수 있음.29)

내무성령 제 11호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1897)

제 2조 : 시정촌장, 구장, 호장(戶長) 또는 예방위원에 있어서 전염

병예방법 제 3조의 신고를 받을 시에는 서로 통보하고 또 경찰관

리에 통보해야 한다.

제 4조 : 제 2조에 의해 전염병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또는

전염병이 있음을 인지했을 시에는 즉시 그 집에 임시청결방법, 소

독방법을 시행해야 한다.

제 13조 2항 : 시정촌은 필요한 인부, 기구, 약품 등을 공급하고,

또는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제 14조 : 부, 현지사는 위생조합으로 하여금 소독기구, 약품 등을

설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30)

우선 주목할 점은 위생조합의 설립주체가 지방장관 및 시정촌으로 명

시되어있다는 것이다. 즉 위생조합이 협조하는 대상은 시정촌 등의 지방

단체였으며,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역시 지방단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위생경찰이 위생사무의 강제적 집행자로서 기능

할 뿐 위생조합에 대해 큰 영향력은 행사하지 않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위생조합은 근본적으로 ‘청결 및 소독의 유지’와 ‘전염병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에 전제되는 것은 서로가 위생사무에 대해 신고

29) 本間美国, 1897, 《改正現行伝染病関係規則類纂 訂正3版》, p.11

30) 위의 책,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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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호경계’였다. 앞서 설명하였듯 위생조합의 구성원인 세대주는 자

신이 관할하고 있는 빈민 등의 위생 역시 관리해야 했다. 이는 빈민에

대한 책임을 세대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빈민층의 반

발 역시 지방단체가 아닌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게 만드는 것이었다.31)

그리고 ‘위생사상의 선전 및 계몽’이 중요시되었다. 또한 시정촌 및 경

찰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청결유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의무

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생조합은 ‘청결방법 및 소독방법’을 조합원들에

게 전파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질병 예방을

위한 우물, 도로 등의 청소를 주기적으로 행하게 하고, 이를 상호감독시

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위생조합의 경비는 각 호에서 거두는 위생비 외에도 시정촌 단위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혹은 분뇨처리를 통한 대금으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시

정촌의 보조금은 전염병의 유행이라는 긴급한 상황에만 한정되었기 때문

에 청소 등 일상적 경비를 충당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실제로 전

염병예방법 제 24조에 명기되어있듯 시정촌은 위생조합에 대한 보조금의

그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있었지만 시정촌이 다액을

보조하는 상황은 없었다. 대체로 이는 조합의 지출내역을 심사하고 정산

서를 첨부해야만 교부되는 것이었다.32)

이러한 이유에서 위생조합은 지속적으로 시 의회에 예산조치와 관련된

요구를 청구하였다. 이것은 대체로 피병원의 설치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전염병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경비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었다.33) 또한 자

치적인 재정 충당을 위해 위생조합은 사업경영과 연결되기도 하였다. 예

컨대 위생조합의 직원이 비료회사의 간부로 파견되어 결탁하거나, 조합

장이 인부공급사의 사장을 역임하는 등의 모습이 확인된다.34)

31) 小林竹廣는 세대주가 “차입자 주제에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하는 것은 좋

지 않다. 정말로 우리 명령에 불복한다면 빨리 이 마을조직을 떠나야 한다.”

라고 지적하는 사례가 많았음을 들어 위생조합의 방역활동은 세입자에 대한

강제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小林竹廣, 앞의 책, p.47

32) 丹原実, 岡正彦, 1931, 《市町村衛生費と補助申請の手続》, p.25

33) 笠原英彦, 小島和貴, 2011, 《明治期医療・衛生行政の研究 : 長与専斎から後

藤新平へ》, ミネルヴァ書房, 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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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조합은 위생사무에 있어 다음과 같은 층위에 있었다. 행정적 구조

에서 위생사무는 지방단체와 경찰 등 관 조직과 관변기관에 의해 수행됐

다. 관변조직은 다시 ① 의사 및 관료를 중심으로 한 위생회, ② 시정촌

장 및 주민을 중심으로 한 위생조합의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구

조는 위생회를 통해 광범위한 방역행정을 입안, 수행하는 한편 위생조합

으로 하여금 이를 보조하고 주민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위생조합의 영향력은 관의 운영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예컨대 센다이 시의 위생조합은 해당 시의 상하수도 공사에 의

견을 제시하였다. 이 공사는 시 의회와 지역 유지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위생조합은 사무의 보조기관이었음에도 여기에 개입하고 있었다.35) 이러

한 점은 위생조합의 업무가 기존의 전염병예방 및 주민신고의 범위를 넘

어서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위생조합 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자치성은 위생업무의 범위를 넘어 확

장되었다. 즉 의사와 약제사를 촉탁으로 삼아 진찰을 청구하거나, 상수도

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공채모집이나 국세조사를 위생조합이 담당하기

도 했다. 혹은 빈민조사의 청부를 위해 도시연구위원회에 위생조합 직원

이 가입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진정과 청원같은 주민운동에 대해 위생

조합은 주민을 대표로 해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36)

이는 근본적으로 위생조합이 고닌구미 및 부락회의 전통적 자치제도에

기반하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즉 일본의 위생조합은 전통적인 지역조직

에 위생업무를 부과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위생

조합은 관이 목표로 하였던 위생사무의 분담을 넘어 지역의 의견을 표출

하는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37)

34) 尾崎耕司, 앞의 글, p.77

35) 遠城明雄, 앞의 글, p.141

36) 尾崎耕司, 앞의 글, p.71

37) 다만 이것은 도시의 위생조합에 한정된 것으로, 농촌 지역의 경우 1930년대

까지도 위생조합이 유명무실했다는 언급이 등장한다. 이는 위생조합이 부,

현, 그리고 시정촌 등 지방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다수의

구성원을 매개로 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南崎雄七, 1933, 《農村の衛生

と医療 (農村更生叢書 ; 6)》,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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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본의 위생조합은 주민통제의 역할 뿐 아니라, 지역 구성원들의

자치적인 위생행정기구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합의 형식을 없

애더라도 전통적인 연결고리는 지속적으로 잔존하게 된다.38) 결론적으로

일본에서는 위생조합이 전쟁 말기까지 존속했으며, 전후에 해체되었음에

도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재조직되기도 하였다.39)

이처럼 메이지 시기 도입되었던 일본의 위생조합은 국가능력을 보조하

고자 위생회와 더불어 조직되었던 관변조직이었다. 그러나 위생조합의

설립에 관여하는 주체는 지방단체, 즉 시정촌 및 상위단체인 부, 현이었

으며 이러한 사실은 위생조합이 위생경찰이 아닌 지방단체의 관변기구로

서 밀착될 수밖에 없게 하였다. 따라서 위생조합은 점차 지방단체의 의

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의 위생조

합은 그 자치성이 강화되었고, 지역 유력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변모하

게 되었다.

2. 개항기 조선의 수용 양상

개항 이후 조선은 근대적인 국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하

려 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위생제도가 개혁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위생이 질병의 치료와 대비되는 질병의 예방으로 이해되었으며, 개

인의 건강을 통해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40)

위생행정에 대한 지식은 일본을 통해 김옥균, 박영효, 박정양 등 개화

파 관료들에 의해 소개되었다. 박정양은 1881년 조사시찰단 업무에서 돌

아온 후 위생국 및 위생관리, 그리고 위생위원 등 일본 내무성 위생국의

38) 2차대전 이후 일본에 진주한 GHQ는 위생조합을 이른바 ‘지역 보스의 온상’

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위생조합의 임원은 정치활동 등의 사리사욕에 위생조

합의 영향력을 악용하였고, 이는 위생자치의 범위를 초월한 것으로 여겨져

이를 폐지하였다. 橋本正己, 앞의 책, p.105

39) 白木澤涼子, 「衛生組合法案と町内会」, 『日本歴史』 781, 2013, p.69

40) 박윤재, 앞의 논문,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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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소개하였다.41) 이 과정에서 위생회와 방역사무에 관한 지식 역시

《漢城旬報》를 통해 다음과 같이 소개되었다.

“...대체로 그 규칙(위생회규칙)에 다섯 가지 조항이 있는데, 제1

조에는 모든 음식을 조사 실험하여.... 제2조에는 市道와 골목길과

하수도 등과 변소 등을 소제하여.... 제3조에는 만일 감염되는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옮겨서 빨리 의료처치하고 또 다시 소

독을 시행하여....”42)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사실은 일본에서 시행되었던 위생회의 업무와

유사하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 직전까지 조선정부가 위생회 혹은 위

생조합을 설치했다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위생회와 방역사

무에 관한 지식은 단지 소개에 그쳤다. 이것은 개항 초기 조선 정부 내

의 위생지식은 담론의 구성이 진행되는 단계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위생회 및 위생조합의 설치는 개항장의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이

루어졌다. 개항 이후 부산, 원산, 목포 등 개항장 일대에는 일본인 거류

구역이 형성되었다. 거류지의 일본인들은 타국의 풍토병 및 전염병에 대

해 방역대책을 세워야 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인들은 조선인에 대한

위생대책 역시 마련해야 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다음과 같이 조선인

에게 가진 혐오감이 있었다.

“한인의 복리에는 위생사상과 같은 것이 거의 터럭만큼도 없어서

쓰레기가 도로에 퇴적되어있고 인축의 배설물이 곳곳에 산재해 있

다. ...(중략)... 또 배설물을 쌓아두어 특히 여름철에는 이상한 냄새

가 많이 나 코를 찌르며 무수한 파리가 군집해 날아다니니 그 불

결함이 실로 말로 할 수 없다. ...(중략)... 인류위생이 마치 가축위

생과 같음은 한인의 고집으로부터 나오는 몽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 고로 각종 전염병은 생각할수록 그 위력이 매우 강하니 소아

41) “내무성 안에는 위생국이 있고 부현에는 위생과가 있으며 군, 구에는 위생

관리가 있고 마을에는 위생위원이 있어 인민 위생의 주요 사무를 의논한다.”

신동원, 1997, 《한국 근대 보건의료사》, pp.238-239에서 재인용.

42) “萬國衛生會”, 《漢城旬報》, 188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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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종 병기에 걸리는 폐풍이 있으며...(후략)”43)

해당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일본인들에게 이 시기 위생의 개념은

문명의 척도로 이해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들은 ‘불결과 야만’을 내

포한 존재로 규정되었다.44)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인 거류지에서는 한국

인들과 일본인을 격리시키기 위해 위생행정을 수행해야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위생회가 부산, 경성, 목포 등 주요 거류지에 이어 설

치되었다. 거류지 위생행정의 담당자는 영사관 및 공사관이었다. 개항 초

기에는 전염병 및 성병에 대한 관리법령이 주를 이루었는데,45) 일본에서

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콜레라에 대비한 소독, 격리, 통보가 규정되었다.

위생회의 구체적인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1895년 설립되었던 경성위생회

의 청구사유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 그 이유는 해당 지역은 청결 또는 건강이 매우 필요하

지만 조선인도 잡거하는 일 때문에 공중위생의 취체는 매우 어

렵고 (중략) 공중위생사무를 제정리할 기관의 설립이 없다면 공중

위생을 취체하는 일이 지난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도외에 설치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만들었던 위생기관 일반의 상황도 점차 지

역 거류민의 부담이 커지는데, 범위 내에서 행함에 따라 그 사

무의 진행을 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후략)”46)

경성위생회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근에 잡거하고 있는 조

선인에 대한 위생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거류지가 필연

적으로 조선인과 자주 접촉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류지와 인근 조

선인 거주구역을 담당할 위생기관이 필요했다. 이것은 조선인에 대한 선

량한 의도라기보다는 공중위생의 규제를 통해 위험을 줄이고 질병 유행

을 막는 데 의도가 있었다.

43) 有吉明,《在釜山日本領事館官內慶尙道事情》, 1894.10.10., pp.48-49

44) 본래 제국주의는 ‘미개한’ 식민지에 ‘문명화’된 제국민이 주둔하는 것을 전제

로 한다. 그러므로 본토인들을 식민지에 이주시키기 위해 식민지에 공중위생

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었다.

45) 松田利彦, 앞의 책, 108쪽

46) 경성영사, 1896, 《明治17年(1884)-30年(1897) 朝鮮國在留日本人に関する諸

規定(京城)》, p.2



- 18 -

그렇다면 거류지 위생회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을까? 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그 규약의 내용을 일부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원산항 일본인거류지위생회 규칙 - 메이지 20년(1887) 1월47)

제 2조 : 본회는 다음의 인원으로서 편성됨. : 영사관원 1-2명, 경찰청원

2-3명, 거류인총대 1명, 거류회의원 2-3명, 공립병원장 1명

제 4조 : 회장은 영사가 이에 임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 투표로서 이를

선정함.

제 11조 : 본회는 현재 가장 중요한 악역예방, 도로구거수축, 거류지

내의 청결가옥의 개조 등에 주의해야 한다.

제 12조 : 본회에 있어 의정된 여러 건은 혹은 영사로부터 직접 일반에

포달되어 준수되어 그 경비를 요함과 같은 것은 영사로부터 거류지회의

회의에 부쳐 그 가부를 얻어 이를 실시한다.

위생회의 구성인원은 제 2조와 4조에서 확인되듯 영사가 회장을 맡

고, 경찰과 의사, 거류지회의원이 하부 임원을 역임했다. 위생회의 이와

같은 구성은 당시 일본 내에 존재했던 지역위생회와 유사하며, 그 역할

역시 관료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거류지의 위생행정에 자문을 하는 것이

었다.48)

그러나 주목할 점은 거류인총대 및 거류회인원이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업무는 거류지 주민들을 동원해 제 11조의 업무

인 전염병의 예방, 도로 청소, 가옥 청결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즉 거류

지 위생회는 일본의 위생조합과 같은 청결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에서 아직 위생조합이 법제화되지 않았던 만큼 위생회

가 위생조합의 업무를 겸임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거

류민회 위생회는 자문기구로서 일본에 존재했던 위생회의 성격을 기본적

47) 원산영사, 1887, 《朝鮮國元山港日本人居留地規則設立一件 1－附 衛生會規則

一件》.

48) 부산거류지위생회의 경우에는 제 1조에 “거류지위생회는 영사의 자문에 응

하여 거류지 내 공중위생, 수축위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이라고 작성되어

있다. 《釜山居留地衛生會規則》,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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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갖추고 있었으나 위생조합과 같은 주민동원기구로 기능하는, 일종

의 과도적 기구였다.

한 편 갑오개혁 이후 조선 정부에서도 근대적인 위생행정체제를 도입

하였다. 내부대신으로 취임한 유길준은 1895년 콜레라 및 페스트의 유행

에 대한 방역행정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위생행정에 대한 지

식을 상당 부분 실행에 옮겼다. 즉 위생경찰제도가 본격화되었으며,49) 경

찰에 대한 면직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유길준은 일본인 영사

및 경찰 관료를 중심으로 방역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이는 일본에서 행해

졌던 중앙위생회를 본딴 것이었다. 즉 유길준은 일본의 제도를 모범으로

삼아 방역행정을 수행하기로 계획했던 것이다.

그러나 갑오개혁 시기에도 조선 정부에 의해 위생조합이 장려되었다는

언급은 등장하지 않는다. 위생조합에 대한 언급은《皇城新聞》의 1899년

9월 22일 기사의 “장질부사예방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50) 그러나 이

는 ‘위생조합을 설치한 지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거류지의 위

생조합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1890년대부터 일본의 전염병예방법이 확립됨에 따라 각 거류지에 위생

회와는 별도의 위생조합이 설치되었다. 거류민들의 기록에 따르면 거류

지의 발전과 팽창에 따라 기존 공사관에서의 행정만으로는 통제를 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직을 설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51) 즉 거

류지 위생조합의 등장은 재조일본인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업무의 분리

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52)

49) 1894년의 경무청 관제에 의하면 경무청에서는 전염병예방, 소독, 검역, 종두

등 위생과 관련된 일체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官報』, 1894.7.14.

50) “제 2조, 장티푸스가 발생한 때는 환자의 집 근방의 각 집에서 공동으로 다

음의 예방법을 지킨다. 다만 위생조합을 설치한 지방에는 위생조합장이 그

예방법을 각 집에 고지할 것.”, “腸窒扶私預防規則 (續)”,《皇城新聞》,

1899.09.22.

51) 京城居留民團役所, 《京城發達史》, 1912, pp.178-179.

52) 다만 위생업무의 분리가 위생조합만을 매개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예컨

대 광주의 경우 학교조합이 위생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위생조합은 학교조

합의 하부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龍野書店, 1917,《光州地方事情》,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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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에는 경성거류지단에서 위생회와는 별도로 위생조합을 설치하였

다.53) 경성위생조합은 각 지역의 일본거류민장들과의 회동을 통해 일본

인거류지 근방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해 거류지에 준하는 위생법을 시

행하도록 조선정부와 교섭할 것을 청원하였다.54) 이것은 거류지 위생조

합의 목적이 앞서 언급한 위생회와 마찬가지로 조선인 사회와의 분리 및

방역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항기 조선의 위생회 및 위생조합 제도는 1907년 설립된 한성위생회

를 통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한성위생회는 본래 경성거류지에 있

던 위생회 중 하나인 한성위생사(漢城衛生社)를 중심으로 경성 내 각 위

생회들을 합집시킨 것이었다.55) 이 단체는 회장으로 키우치 쥬시로(木内

重四郎) 내부차관, 실행위원장으로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茂俊) 경시총

감이 임명되어 있었다. 조선인 측에서는 한성부윤, 내부 경무국장, 한성

부민 총대가 평의원으로 임명되었다. 이러한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한성

위생회는 한성의 위생행정에 대한 자문을 했다.56) 이러한 점에서 한성위

생회는 자문조직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한성위생회는 실질적으로 위생조합으로 구분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는 한성위생회의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후지타 츠구아

키라(藤田嗣章)57)가 1936년에 기고한 회고록에서 ‘위생조합의 설치’로 표

현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53) 이 조합은 거류지 내 23개 정에 각각 설치되었으며, 위생 외 정 내의 일반

사무 역시 담당하는 일종의 자치기구였다. 川端源太郞, 1910, 《京城と內地

人》, pp.92-93. 이는 1896년 경성거류지에서 설립된 경성위생회와는 다른 기

관이다.

54) 위의 책, p.181.

55) 당시 일본 황태자(이후 다이쇼 천황)가 조선을 방문하던 중 콜레라가 유행

하였다. 이에 황태자는 하사금을 내렸고, 한성위생회는 이를 기금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56) 박윤재, 2004, 앞의 글, 81-82쪽

57) 후지타 츠구아키라는 조선에 오기 전 대만총독부 고문 겸 대만군 군의부장

을 역임했다. 당시 통감직에 있던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주차군 군의총감이었

던 사토 스스무(佐藤進)을 보좌해 위생행정을 진행하고자 츠구아키라를 초빙

하였다. “朝野名士の朝鮮觀(59)”, 《朝鮮新聞》, 193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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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병 박멸을 위해 대방역을 행하였는데, 경성시내는 대청소가

행해진 후 다시금 이전과 같은 불결한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 깊은 유

감이 들었다. 그래서 그 청결을 지키기 위해...(중략)...협의를 진행하여

위생조합을 설치하는 것으로 먼저 그 초안을 기초했다.”58)

그는 지속적으로 한성위생회를 한성위생조합이라고 지칭하는 만큼 한

성위생회의 성격은 관민협동의 위생조합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또

한 이 회고에 따르면 한성위생회는 “황태자의 방문을 위해 조성된 ‘청결

한 한성’의 위생수준을 지키고자 경시총감 등과 협의해 설치”한 것으로

그 목적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성위생회의 실질적인 업무는 1907년에 제정된 제예

규칙(除濊規則)에 따른 도로의 오물청소를 수행하고 전염병이 창궐할 경

우 경찰의 사무를 보조하는 것이었다. 이 업무는 관할구역의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었다. 한성위생회의 구성원에 대한 수치

는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출전 : 漢城衛生會, 1914, 《漢城衛生會狀況一斑》, p.10

58) “朝野名士の朝鮮觀(61)”, 《朝鮮新聞》, 1936.5.21.

<표 1> 1908-1913년 한성위생회 호수 및 인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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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성위생회는 조선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었다. 다만 한성에 거주하는 조선인, 일본인의 비율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비중에 다소 덧붙일 부분이 존재한다.《朝鮮總督府統計年報》에 따

르면 1910년 12월 당시 경성부의 조선인 총 인구가 238,499명이었는데,한

성위생회의 구성원으로 등록된 인원은 약 65%에 달한다. 반면 일본인의

경우 1910년 당시 38,397명으로 거의 대부분이 한성위생회의 구성원으로

등록되어있었다.59) 이것은 일본인의 경우 호별 인구세가 책정되었던 데

반해, 조선인은 건물세가 책정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실제로는 한

성 내 거의 모든 조선인 및 일본인이 한성위생회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성위생회는 조선인과 일본인

공동의 위생조합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성위생회의 재정적 운영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었을

까? 이는 구성원의 위생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위생비의 경우 상술

하였듯 일본인의 경우 호별 인구세가 책정되었고 조선인의 경우 건물세

가 책정되었다. 이외에도 관청세, 사업대금, 황태자 은사금, 지방단체의

보조금 등이 위생회의 수입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자세한 비율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59) 조선총독부, 1910,《朝鮮總督府統計年報》,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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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908-1913년 한성위생회 수입표

* 출전 : 漢城衛生會, 1914, 《漢城衛生會狀況一斑》, pp.142-143

수입표에 따르면 한성위생회의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

조금과 구성원의 위생비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조금의 지원이 1909

년 이후로 크게 감소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한성위생회의 운영은 위생비

의 납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조선인이 납부하는 위

생비는 일본인의 1.3-1.5배에 달하였던 만큼 조선인의 위생비 납부는 이

시기 한성위생회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위생비의 징수는 경찰의 강제력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후지타

의 회고에 따르면 위생비의 징수는 경찰의 소관이었다.60) 즉 한성위생회

60) “이 청결사업을 행하는 것에 있어 제일 필요한 것은 경비였다. 그래서 어떻

게 이 경비를 마련할 것인가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경성은 고

래 세금을 징수하는 예가 없었다. (중략) 이 금액을 모아줄 사람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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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표되는 개항기 조선의 위생조합 제도는 그 시초부터 경찰의 강제력

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성위생회는 일반 주민

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었다.61)

1907년 한성위생회의 설치와 더불어 정부 주도의 위생조합 역시 설립

되었다. 그 예로 1908년 탁지부에서 조직한 관사위생조합소를 들 수 있

다.62) 이 조합은 탁지부 관사소재지에 관사 1인과 관사소장 약간을 두고

위원장 1인을 두었다. 그리고 해당 관사소재지의 조합원은 경비 충당을

위해 매월 25일에 칙임관사 1원, 주임관사 50전, 판임관사 30전씩 징수하

였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위생조합이 아니라 관사 내

공무원들로 한정된 것으로서, 위생조합의 제도적 여건만을 일부 본뜬 것

이었다.

한성 이외의 지역에도 조선인과 일본인 공동의 위생조합이 설립되었

다. 개성의 경우 청일전쟁 시기 조직된 개성위생회를 토대로 위생조합

제도를 수행하고 있었으며,63) 전남의 경우 광주와 나주 등지에서 거류민

단 또는 일본·조선 공통의 위생조합을 설치한 상황이었다. 이외의 지역

에서도 경찰 감독 하의 위생조합 설치가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1900년대 말 조선인 주민을 중심으로 한 위생조합은 자율적으

로든 타율적으로든 거의 조직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1909년 각도 경찰부장회의에서의 위생조합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64) 이 논의에 따르면 위생조합의 설치는 대체로 필요한 것으로 인

식되나 즉각 시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즉 이를 실행

하는 데 있어 이를 지원할 재정적, 물질적 상황이 되지 않으며, 거류지

및 몇몇 대도시에서의 위생조합이 효과가 있더라도 모든 지역에 이를 기

그걸 하고자 경관에게 돈을 모아달라 하였다. 이리하여 세워진 것이 즉 한성

위생조합이었다.”, “朝野名士の朝鮮觀(61)”, 《朝鮮新聞》, 1936.5.21.

61) 박윤재는 이러한 이유에서 자신의 논문에서 한성위생회를 위생경찰 제도의

강화에 크게 기여했던 단체로 설명하였다. (박윤재, 2004, 〈한말 일제 초 한

성위생회의 활동과 식민 지배〉, 《서울학연구》 22 참조)

62) “관사위생조합소”, 《皇城新聞》, 1908.05.20.

63) 韓國內部警察局, 1910,《韓國警察一斑》, p.350

64) 韓國內部警察局, 위의 책, pp.36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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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위생조합을 설치하기에는 아

직 조선인의 결집력 혹은 위생사상이 낮다는 것 역시 지적되었다. 이러

한 이유에서 위생조합의 설치는 향후의 과제로 일단락되었다.

정리하자면 개항기 조선의 위생조합은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그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과도기적인 거류지 위생회를 거쳐 위생조합 제

도가 전래되었고, 이는 곧 한성위생회 및 기타 지역의 위생조합으로 연

결되었다. 그러나 개항기 조선의 위생조합은 대체로 소수의 사례만을 발

견할 수 있는데, 이는 위생조합을 관리할 충분한 인력 및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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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일제 식민지 시기 위생조합 제도의 전개

1. 1910년대 위생조합의 설치 및 해산

제국주의의 관점에서 위생은 ‘문명의 척도’이며, 식민제국은 그 시혜성

(施惠性)을 통해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한다. 이 과정에서 위생은 식민통

치를 합리화하는 개념 중 하나로 인식되었으며, 위생사무는 이를 가시화

하는 작업으로 수행되었다. 일본 역시 이른바 ‘문명화 사명’을 명분으로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려 하였으며,65) 대만과 조선을 식민지배하면서

위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66)

그러나 실제로는 병합 직후 위생행정을 수행해야 할 지방단체는 충분

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다.67)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병합 이후 위생사무

는 경찰권력에 의해 수행되었다. 통감부 시기부터 일본은 조선의 위생사

무를 경찰의 직영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68) 이는 앞선 사례에서

도 확인할 수 있듯 충분한 제반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병합 후

조선총독부는 업무분담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위생행정의 통일을 꾀하였

다. 이에 따라 행정부 및 거류지 이사청에서 관리하던 위생사무의 진행

은 경무총감부 경무과 위생국을 중심으로 통일이 진행되었다.69) 즉 총독

65) 권태억,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와 문명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66) 호게츠 리에는 대만의 위생행정이 말라리아, 선페스트 등 풍토병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라 지적하며 “‘풍토병(瘴癘)의 지대로서 두려워하는

위생상태는 개선되고, 산업은 진흥하여 경제력은 증진되고. 일반문화는 향상

된다라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지적한다. (宝月理恵, 2010,《近代日本における

衛生の展開と受容》, 東信堂)

67) 통감부 시기 이토 히로부미는 지방제도의 개정을 구상한 적이 있었으나 의

병운동 및 유력자 포섭 등의 문제로 인해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상찬,〈1906

년~1910년의 지방행정제도 변화와 지방자치 논의〉, 《한국학보》 42, 1986.

(松田利彦, 앞의 글, 117쪽 재인용)

68)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은 해당 경찰서의 직영사업으로 실행하고 위생

회나 면이 자치경영하더라도 경찰은 직영사업처럼 감시, 감독해야 한다.(인

천)”, “청결보전의 시행에 대해서는 전연 경찰관의 직접지휘감독을 요함(충

북)”, 韓國內部警察局, 위의 책, pp.3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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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경찰권력을 중심으로 식민지 조선의 위생행정을 수행하려고 계획하

였다.

그렇다면 어째서 경찰을 중심으로 위생사무가 일원화되었을까? 이는

경찰인력을 동원한 위생사무가 앞서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하였듯 즉각적

인 방역을 수행하는 데 용이하였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위

생경찰’이 위생사무의 주도권을 쥐는 당위성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위

생경찰이 특별한 지정을 받았을 때에만 위생사무를 담당하였던 점에 비

추어 보면 식민지 조선의 위생경찰은 일본의 제도와는 다른 것이었다.70)

그러나 위생경찰 중심으로 위생사무가 일원화되는 데에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경찰인력 또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헌병경찰제도’로서 군대가 경찰사무에 동원되고 있었다. 이와 같

이 관제조직이 다른 관제조직의 사무를 돕는 비효율적인 상황 속에서 관

의 업무를 대행할 관변기구가 요구되었다. 위생조합은 그러한 관변기구

로서 위생사무에 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기존의 연구는 위생경찰에 의해 위생조합이 조직되었다는 것을 강조하

면서 경찰과 위생조합의 긴밀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위생경찰만으로 병

합 직후의 위생사무를 설명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실제로 위생조합

과 관련된 사항이 위생경찰의 사무에 속하게 된 것은 1912년(다이쇼 1)

6월의 일로, 훈령 제 296호 《조선총독부 경찰관서 관제》에 따르면 경

무부 위생과 보건계의 업무로 규정되었다.71) 즉 위생조합과 위생경찰의

관계는 처음부터 연결되어있는 것이 아니었던 만큼 그 맥락을 다른 곳에

서 찾을 필요가 있다.

위생조합의 설치 맥락은 조선 내 일본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거

류민단 및 학교조합 구역의 바깥에 있는 일본인들은 생명의 보호를 위해

위생조합을 만들었고, 총독부는 이를 장려하였다.72) 또한 개항지 거류민

69) “衛生に關する一般槪況”, 조선총독부, 1915.3, 《朝鮮彙報》.

70) 정근식, 〈식민지 위생경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유산〉, 《사회와 역사》

90, 239쪽

71) 《朝鮮總督府警察官暑官制》第6條 2項 “十一의一. 위생조합에 관한 사항”

72) 조선총독부, 1917, 《朝鮮施政年報 大正4년》, 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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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위생조합규약이 폐지됨에 따라, 일본인들은 별도의 위생조합의 설

치를 통해 전염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다.73) 이후 1914년

〈學校組合領〉의 실시로 인해 학교조합의 사무가 교육으로 한정되면서,

위생조합은 분리된 조직으로 등장하였다.74)

그리고 방역상황 역시 위생조합의 형성에 있어 주효한 역할을 하였다.

1911년 초 만주 지역에 페스트가 유행함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국경의 검

역을 수행하고, 페스트 및 각종 전염병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

어 간디스토마 등 풍토병에 대한 방비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방역자위단 등을 위생조합으로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확인된다.75)

거류민 위생단체 및 방역자위단과의 연결관계를 확인하고자 위생조합

의 주요 구성인원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1910년대 초 위생조합의 구

성인원은 소수의 일본인과 다수의 조선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

으나,76) 주요 역원의 경우 다수의 일본인과 소수의 조선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본인의 경우 이전에 거류민회의 평의원으로 있었거나, 학교조

합 등 기타 조합장을 역임하고 있었다.77) 조선인의 경우 면장, 지역유지

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과거 방역자위단에 가담했던 인물이 많았다.78)

즉 기존에 존재했던 거류지 위생단체 혹은 지역의 방역자위단은 위생조

73) “메이지 37년 부산영사관령 제 2호 위생조합규칙은 메이지 45년 3월 31일까

지 이를 폐지함.”, 《官報》, 1912.03.30.

74) “1914년 4월에 이르러 처음으로 위생조합이라는 명칭으로 학교조합에서 분

리되어...(중략)... 그 다음해에 광주위생조합으로 칭하고, 경비의 형편상 학교

조합의 한 방을 빌려서 사무를 보았다.”, 龍野書店, 1917,《光州地方事情》,

p.94

75) “자위단의 조직은 완연히 위생조합과 같은 상황을 이루었다. 이 단체의 조

직은 단지 방역에 그치지 않고 장래는 위생조합 등 유리한 단체로 면목을 바

꾸어 개량단체의 기초를 정하고자...” “방역자위단”,《每日新報》, 1911.03.01.

76) 함흥위생조합의 경우 내지인이 693호에 13,376인, 조선인이 2,020호에 15,640

인이었다. “지방통신 – 함흥위생조합 호구”, 《每日新報》, 1917.06.09.

77) “종래 당지 일본인, 조선인은 각자 그 오물을 여러 곳에 방기하며 살아왔지

만 최근 후지와라 다카다(藤原高太) 씨는 그 근처에 허가를 받아 위생조합을

만들어..(후략)”, 《朝鮮》(《朝鮮及滿洲》), <조선문답 – 위생조합>, 1911.7.

p.81

78) “양지군의 좋은 소식”, 《每日新報》, 1912.06.06.; “최근의 평북 : 위생조합

신조직”, 《每日新報》, 19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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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모체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적 일원화를 추구했던 총독부가 위생조합의 조직을 장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위생조합의 설치가 지방단

체의 결점을 일시적으로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데에서 찾아야 한

다. 1910년대 초 위생조합의 설치주체는 대체로 군수, 부윤 등 지방관이

었다.79) 이러한 이유에서 위생조합의 사무소는 주로 군청 건물 혹은 면

장의 집에 설치되었다. 또한 식민지 조선의 위생조합은 군을 본부로, 면

을 지부로 설정하여 설립되었는데, 그 구조는 군에 위치한 위생조합본부

가 각 면에 설치된 다수의 위생조합지부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즉 병합

초기의 위생조합은 군을 위시한 지방단체의 보조기구로 기능하고 있었

다.

그러나 총독부는 위생조합과 같은 조직을 지방단체의 일시적 대체재

이상으로는 취급하지 않았다. 1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는 각도장관에 대

한 훈시에서 시정 통일의 방침상 특이한 지방공공단체는 영구히 존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80) 내무부 장관이었던 우사미 가츠오(宇佐美勝夫) 역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행정적 일원화를 견지하고 있다.

“조선 전 지역에 대하여 공중사무를 처리하는데 권한을 가진 하

급의 행정기관이 없었으니...(중략)...실로 경성의 한성위생회 등과

기타 도시의 위생조합 등은 이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기관

이라 할지라도 필경 일시를 호도(糊塗)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나

온 조치에 불과하고...(중략)...협의적인 단체인 까닭에 비용의 징수

에 관해 하등 강제권을 가지지 못한 동시에 사무의 처리사업의 집

행상에 유감이 있음을 면할 수 없도다.”81)

79) 음죽위생조합의 경우 설립주체인 군수가 경기도청으로부터 규칙을 받아 설

립한 것이며, 고양위생조합의 경우 해당 군면의 이장 및 유지들이 경성을 시

찰한 후 위생조합을 설립하였다. “음죽위생조합”, 《每日新報》, 1911.05.02;

“고양위생조합규약”, 《每日新報》, 1911.05.18.

80) “특이한 지방공공단체는 시정 통일의 방침상 영구히 그 존속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훈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도 장관에 대한 훈시”, 1912, 조선

총독부, 『朝鮮總督府施政年報』, p.247.)

81) “우사미 내무부장관 담”, 《每日新報》, 19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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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총독부는 위생조합 등의 존재를 어디까지나 부제 및 면제 등 지방

단체의 행정력이 확립되기 전까지 존재하는 한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위생조합은 지방단체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목적에

서 그 설치가 장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제도가 확립됨에 따

라 위생조합은 폐지의 수순이 예정되어 있었다.

앞선 장에서 서술했던 한성위생회 역시 부제 실시에 따라 1914년 4월

1일 폐지되어 그 업무를 경성부로 이관시켰다. 그 목적은 표면상으로는

한성위생회의 성과 미비 및 협의적 차원에서의 특종기관을 계속 존치시

킬 수 없다는 데 있었지만 실제로는 행정적 이원화를 낳던 거류민단과

조계지를 폐지함으로서 총독부가 목표하던 행정적 통일을 수행하려는 것

이었다.82)

1910년대 위생조합을 추가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그 재정적 상황을 살

펴보고자 한다. 위생조합의 운영비는 조합비와 지방비, 그리고 자체적으

로 경영하는 사업에 의해 조달되었다. 조합비는 일본인의 경우 호별세를,

조선인은 면세에 준거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호별세를 중심으로 징수되

었다. 이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사리원위생조합의 1912년 세입세출표

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82) 박윤재, 2004, 위의 글,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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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경상부 및 임시부

과목 금액 비고

제1관 조합비 1,370

- 제1항 호별할 1,370

- 제 1목 내지인호별할 427 1호 1개월 평균 25전

- 제 2목 조선인호별할 932 1호 1개월 평균 10전

제 2관 지방비 보조금 150

합계금 1,520

세출경상부 및 임시부

<경상부> 금액 비고

제 1관 사무비 230

- 제 1항 급료 200

- 제 1목 서기급료 200 서기들 평균 8원

- 제 2항 수요 용품비 30

제 2관 소제비 840

분뇨 및 쓰레기소제

청부 7개월 70원으로

함.

제 3관 전염병예방비 100

제 4관 예비비 50

<임시부> 금액 비고

제 1관 영선비 300

- 제 1항 신영비 300

- 제1목 공동취사소 신축비 200

- 제2목 쓰레기장(捨場) 신영비 100

소계 1,520원

<표 3> 1912년(메이지 45년) 사리원 위생조합세입세출예산표

* 출전 : “사리원위생조합”, 《每日新報》, 1912.06.25.

해당 세입세출표에서 우선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세입의 대부분이 조합

비로 이루어지며, 그 중 대부분이 위생인부의 급여로 지출된다는 것이다.

조합비의 경우 조선인이 납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일본인 개

개인은 보유재산이 조선인에 비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높은 조합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는 조합비를 둘러싼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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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할 수 있었음을 뜻한다. 예컨대 광주위생조합의 경우 일본인 720명,

조선인 1,000여 호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조선인 개개인은 일본인에 비해

절반의 조합비를 책정받았다. 그러나 조합원 중 30%가 미납자였으며, 미

납자의 80%는 조선인이었다. 이러한 점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불만의 원

인으로 지적되었다.83)

또한 주목할 점은 지방비의 보조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위생

조합이 지방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즉 행정적 공백을 충당하기 위한

조직이었던 데에서 기원한다. 때문에 조합비에 의존하는 사리원위생조합

의 경우, 조합비가 제대로 걷히지 않았을 때 위생조합의 중요 업무인 청

결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그래서 몇몇 위생조합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체적인 경비조달수

단을 마련하고 있었다. 예컨대 개성위생조합의 경우 일본인과 조선인의

이해관계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위생환등회 및 약품구매를 위하여 소각

장, 도축장, 병원을 운영하였다.84) 이외에도 시장(柴場)에서 잡세를 걷거

나,85) 극장을 대여해주는 등의 경영활동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

체적 경영수단은 위생조합의 운영이 지방행정에 대해 덜 종속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1910년대 초 위생조합의 설치는 이전 시기의 거류지 위생

단체 및 방역자위단과 직결된다. 또한 그 설립에 있어 경찰이 아닌 지방

관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위

생조합의 설치가 경찰의 통제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오

히려 초기 위생조합은 지방단체의 보조를 담당하는 것이었으며, 거류지

위생단체와 방역자위단을 모체로 하는 위생조합의 경우 자체적인 경영수

단을 확보하는 등 그 자치적 성격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위생조합의 설치주체는 1912년 경찰관제가 정리되면서 경

찰 및 헌병으로 점차 변화해갔다.86) 이는 위생경찰의 업무가 위생조합과

83) 龍野書店, 앞의 책, p.95

84) “경기도 개성의 위생조합의 활동일반”, 《警務彙報》, 1913.01.15. p.52

85) “개성군의 여러 소식”, 《每日新報》, 1911.04.18.; “전주근신”, 《每日新報》,

1912.06.15.; “청주 : 위생소방 양 조합비 흥황”, 《每日新報》, 19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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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생경찰의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의 보급, 방역

시설의 설치, 오물소제, 청결유지까지 해당되었다.87) 경찰은 이를 수행하

기 위해 벌금, 태형 등을 즉결처분할 권리를 가졌다. 이는 주민들의 반발

을 가져올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였다. 때문에

반발을 무마하고 위생사무를 보조할 관변기구가 요구되었다. 즉 지방단

체의 보조기구였던 위생조합은 점차 경찰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

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위생경찰과 위생조합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위생조합의 업무를 살펴보

고자 한다. 위생조합의 구체적 업무는 그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나,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으로 청결업무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각 지역

의 지부장과 위생위원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조합장이 이들을 통제하였

다. 이 과정에서 위생경찰이 위생조합의 업무를 직접 감독하였다.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주민을 “엄중히 타이른 후 태형에 처하는” 등 깊이 관여

하였다.88)

이외에도 위생조합은 쓰레기(塵芥) 및 오물의 소제를 진행했다. 즉 청

결업무를 진행한 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전염병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오물을 처리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89) 이외에도 위생조합은 공동변소,

공동우물 등 위생시설에 관여하고 있었다.90) 그리고 위생조합은 위생사

86) “사리원위생조합”, 《每日新報》, 1912.06.25.; “경기도 개성의 위생조합의 활

동일반”, 조선총독부,《警務彙報》, 1913.01.15. p.52

87) 정근식, 앞의 논문, 238쪽

88) “인천부 김영문은 오전 7시경에도 집문 앞과 부근 개천을 청결케 하지 못한

바가 발각되어 경찰서에서 설유한 후 태형 10대에 처하였다더라.”, “위생방해

자 태벌”, 《每日新報》, 1913.06.04..

89) “내지인연합조직의 위생조합을 세워 조선인을 지도, 계발하고 제반의 시설

을 만들었는데 위원은 거류지 내외의 구장 및 부구장(자치기관의 항목 참조)

로서 이를 충당했고 거류지 내의 쓰레기, 분뇨의 소제는 당국의 위탁에 의해

위생조합에서 담임하였다.” 木浦誌編纂會, 1914, 《木浦誌》, p.230

90) “다시 사업으로서 시내의 쓰레기 취체, 하수의 소제를 행하였고, 주로 전염

병의 예방에 힘썼다. 다이쇼 3년(1915) 피병사를 건설했고, 환자를 이에 수용

해 치료에 대비했다. 유래 청주는 수질이 나빠 시내의 정수음료에 적당한 것

이 극히 희박했기에 도 당국은 무심천의 제방에 정수 우물을 설치했고, 위생

조합은 이것의 분배를 인수해, 급수차를 만들어 각 호에 급수하였다.” 大熊春

峰, 1923,《淸州沿革志》,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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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고취를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위생강연회 혹은 환등회(幻燈會)를

개최하였다.91) 경찰은 이에 대해 경찰의(警察醫)를 지원하거나, 의원과

연락해 약품을 상비하는 사례 역시 존재하였다.92) 즉 위생조합은 그 업

무상 경찰과 접점이 많았으며, 경찰은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 이것은 1912년 위생경찰제도의 정비를 기점으로 한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위생조합은 점차 경찰의 보조역으로 기능하였다.

위생조합의 양상은 1915년을 기점으로 국면이 전환된다. 1915년 7월

부터 다시 콜레라 발병의 위험이 느껴지자,93) 조선총독부는 그 해 6월

《전염병예방령》, 7월에는 <부표 1>과 같이《전염병예방령시행규칙》

을 발포했다.94) 이 중 위생조합과 관련된 조항은 제 21조로, “경무부장은

도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역을 지정하여 위생조합을 설립하여 오물의 소

제, 청결방법, 소독방법 기타 전염병 예방구치에 관한 사항을 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위생조합을 법률에 의한 기관으로 명시한

것이었다. 기존 경찰관제가 위생조합에 관한 사무를 경찰이 감독하는 권

한에 그쳤다면, 이 조항은 위생조합의 설치에 대해 당위성을 제공한다는

데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염병예방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상도 일대, 함경남도 일대에서 경

무부령으로 위생조합의 설치구역이 다수 지정되었다.《官報》에서 이 시

기 위생조합 설치지역을 지정한 사례는 모두 10차례였으며, 대체로 면을

단위로 위생조합의 설치구역을 할당하고 설치를 강제했다. 기존의 연구

에서는 이러한 이유에서 위생조합의 수가 급증했다고 서술하고 있다.95)

하지만 위생조합의 수는 오히려 전염병예방령의 시행 전보다 훨씬 줄

91) 앞의 글, 《警務彙報》, 1913.01.15. p.53

92) “함북 종성에서의 위생조합”, 《警務彙報》, 1913.08.15. pp.49-50

93) 당시 요코하마, 오사카, 시코쿠, 그리고 칸몬 해협 일대에서 콜레라가 발병

하였고 조선으로 병독이 유입될까 염려하고 있었다. (朝鮮總督府, 《朝鮮彙

報》, 1916.10, p.141); 한 편 1915년 당시 조선물산공진회가 진행되고 있었으

며,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예방령을 발포했다는 해석 역

시 존재한다. (이형식, 2012, 앞의 글, 304-305쪽)

94) 〈전염병예방령〉, 1915.06.05.; 〈전염병예방령시행규칙〉, 《官報》,

1915.07.12

95) 松田利彦, 앞의 글, 125쪽; 권기하, 앞의 글,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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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었다. 1912년에는 648개소로 집계되었던 위생조합은 1913년에는 997

개소, 1914년에는 1,163개소로 증가하였다.96) 그리고 조선공진회 직전에

는 1,231개소로 크게 늘었다.97) 그러나 전염병예방령 시행 후인 1915년

12월 말에는 그 수가 986개소로 줄었으며,98) 1916년에는 568개, 1917년

에는 530개로 크게 줄었다.99)

이는 기존에 설치되었던 위생조합에 대해서도 새 법령에 준거해 갱신

혹은 해산을 명하였기 때문이었다.100) 갱신을 위해서는 경찰에게 일정한

양식의 신청서류와 <부표 2>101)의 표준규약에 의거한 규약을 작성해야

했다. 이러한 규약표준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인원 및 조합비 징수 등

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이것은 경찰권력의 범위에 따라 위생

조합이 조정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한 것이었다.

정리하자면 전염병예방령 및 시행규칙은 위생조합에 대한 권한이 경찰

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위생조합 설치구역이 지정

되었으나, 위생조합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 결국 전염병예방령

은 경찰이 이전까지 통제하기 어려웠던 위생조합을 규제할 수 있게 된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방행정의 완비에 따라 위생조합의 업무는 지방단체로 이관될

예정이었다.102) 이에 따라 1917년 11월 면제 시행에 따라 당시까지 조직

되었던 위생조합은 모두 지방단체의 사무로 이관되었다.103) 총독부는 이

에 대해 다음의 인용처럼 행정적 일원화 외에도 지방민의 부담을 예시로

96) 조선총독부, 1915,《朝鮮總督府施政年報》, pp.317—319

97) 鮮于一, 1916,《共進會實錄》, p.541.

98) 조선총독부, 1917, 《朝鮮總督府施政年報》, p.554

99) 국가기록원 소장, 1916, “衛生組合豫算調歲入歲出”,《朝鮮面制制定の件》,

1158쪽, 1162쪽

100) 《官報》, 1915.07.12.

101) “위생조합 취급에 관한 건”, 《警務彙報》, 1915.08.30. pp.21-22

102) 1910년대 중반 위생사무와 관련해 행정부와 경찰부 간의 분쟁은 이형식,

2012, 앞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103) “위생조합 인계 : 개성군에서 기왕 설립되어 6개년 간 시행된 위생조합은

금번 사무변경에 의하여 권리 및 의무를 본 도청으로 양도하고 각 면사무소

에 부속시무키 위하여 10월 1일부터 인수인계를 시작하였더라”, 《每日新

報》. 1917.09.23.; “진주 : 위생조합사무인계”, 《每日新報》, 19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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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다.

“면제 제정의 취지는 별도로 표시한 바와 같이 종래 지방에서

행하던 각종 단체에 의해 경영되던 사업을 통일하는 것에 있다. 현

재 지방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경영하는 제도를 세우거나 혹은 조

합, 계 또는 회 등을 세우거나 혹은 면민공동의 협의적 사업으로

이를 경영하는 실정인데, 이것을 위해 지방사무의 통일을 잃어 지

방민의 부담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었고 이로서 이러한 사업

을 통일하여 경영하고자....”104)

위생조합의 해체요인으로 기존의 연구는 ① 조합비 징수에 대한 주민

의 불만 ② 위생조합 자체의 재정적 불안을 주된 요인으로 지적하였

다.105) 그러나 위생조합에 대해 몇몇 주민은 위생조합의 상설기구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16년 경성에 임시위생조합

이 설치되었을 때 기고된 사설은 위생조합의 필요성을 지적한다는 점에

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대하여 나는 증전부터 공중의 위생을 발달케 하는 시설로 1개

의 위생단체를 조직함을 갈망하던 자이니 (중략) 어떤 일을 물론하고

관민이 일치함을 필요하나니 (중략) 요컨대 이와 같은 위생조합은

임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할 것이라 하노라. 그 동기

는 물론 악역의 유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직 조선인

의 위생사상이 극경에 달하기 전에는 반드시 위생사상을 최고도로

유치하는 기관을 만들어 영구히 존치할 필요가 있다 하노니 어찌

반드시 악역유행의 시에만 한하리오. (중략) 경성과 같은 대도시에

위생사상을 고취하는 기관이 없다면 그것이 맞겠는가. (후략)”106)

이는 위생이 가진 근본적인 이익, 즉 건강 보호와 청결 유지는 주민들

도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성위생회가 폐지된 후

시민들이 위생에 등한시할 뿐 아니라 도로의 청소 역시 제대로 행해지지

104) 朝鮮總督府, “面制に就て”, 《面制制定の件》, p.1168

105) 권기하, 앞의 논문, 44-45쪽

106) “사설 - 임시위생조합”, 《每日新報》, 19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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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며 비판하는 상황이었다.107) 즉 위생조합의 업무는 당시 사람들에

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는 않고 있었다.

또한 재정적 상황을 확인하고자 위생조합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담은

통계를 제시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1916년도(다이쇼 5) 각 도별 위생조합 예산세입(단위 : 원, %)

* 출전 : 1916, “衛生組合豫算調歲入歲出”,《朝鮮面制制定の件》, 1158쪽

107) 한성위생회 폐지 이후 한성위생회가 담당하던 오물 소제는 경성부가 직영

하였다. 이를 통해 경성부는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오물처리

의 비효율적 과정 및 거리이동의 문제로 특정 지역만 오물소제가 되는 결과

를 초래했으며, 이는 곧 민중불만을 야기했다. 김은진, 앞의 글,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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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염병예방령 이후 지방

의 보조비를 받지 않는 도가 13개 도 중 5곳이 존재하며 보조비가 차지

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에서 위생조합에 대한 보조

비를 적극적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총독부의 의견과 상충된다.108) 위생조

합이 실제로 지역의 위생사무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가시적으로 파

악할 수는 없으나, 지방비의 보조와 위생조합의 활동이 큰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생조합의 수익에 있어 도살장 및 기타운영비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기타운영비는 여타 조합에서 언급되었던

소각장, 병원, 시장세 등으로 추산된다. 물론 도살장 및 기타운영비를 가

지지 못한 조합의 경우 조합비의 징수에 의존하였으나, 그 수가 매우 적

으며 기부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생조합의 부채에 관한 통계를 통해 위생조합의 운영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08) “병합 후에는 이들 구역 밖에 있는 내지인 사이에 위생조합 설치를 장려하

였다. 지방비 보조를 상당히 했기 때문에 그 기여가 적지 않았다.” 조선총독

부 편, 박찬승·김민석·최은진·양지혜 역주, 2018,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上》, 민속원, 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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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916-1917년(다이쇼 5, 6) 각 도별 위생조합 부담채 조사 (단위 : 원, %)

* 출전 : 1916, “衛生組合豫算調歲入歲出”,《朝鮮面制制定の件》, 1162쪽

이 시기 위생조합 중 부채를 가지고 있는 조합은 530조합 중 34개로

전체 6%에 불과하다. 그 중 부채의 비율 중 가장 높은 것을 차지하는

것은 도살장의 매수 및 건설인데, 이는 사업경영을 확장시켜 재정적 확

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상남도의 경우 격리병사, 도수장, 화

장장을 동시에 설치해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 그리고 함경북도의 경우

청진에 수도를 설치하는 기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09)

109) 해당 통계가 제작되었던 1916-1917년 사이 함경북도에 설비되었던 수도는

청진수도설비 뿐이다. 이 수도설비는 1917년(다이쇼 6) 6월에 기공하였으며

(조선총독부, 1926,《朝鮮水道の槪況》, p.6), 위생조합이 9월에 폐지된 이후

청진부로 그 소관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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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제로는 이 시기 위생조합의 운영상황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은 확

인되지 않는다. 실제로 조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조합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자치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곳이었다. 이는 전체적 비중에서 작은 규모를 차지한다. 또한 위생

조합 중 부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단지 6%에 지나지 않는 것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실제로는 위생조합이 행하는 자체적인 수익 사업을 지방단체에 이관시

켜 재원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총독부는 위

생조합이 주로 운영하는 도살장, 병원 등 공공시설이 민간에 의해 운영

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었다. 예컨대 1915년 전염병예방령 발포 이후 각

도의 장관들과 정무총감이 나누었던 대화에서, 정무총감은 도살장, 소각

장의 운영이 전염병예방과는 무관한 공공기관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것을 사정이 닿는 대로 지방단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110)

이와 같은 해석은 면제시행규칙에서 지방단체가 공공시설을 운영한다는

조항에서 보다 명확해진다.111)

정리하자면 위생조합의 해체근거로 제기되었던 업무의 곤란, 재정적

빈곤, 그리고 지방민의 비협조 등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실제로

그 의도는 지역의 자치조직이 가진 재원을 흡수함으로서 통치체제를 강

화하는데 있었다. 위생조합이 흡수된 1917년 이후에도 위생조합에 대한

언급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춘천의 경우 경찰관서 및 위생조합

의 노력으로 읍내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112) 제주도의 경

우 질병의 매개인 파리, 모기 등을 잡을 시 포상을 하는 경우도 확인된

다.113) 그러나 이러한 위생조합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역조치였으며,

전염병이 종식되면 곧 해체의 수순을 밟아야 했다.

110) 〈각 도 장관으로부터, 전염병예방령 제21조에 관한 건〉, 《官報》,

1915.11.27

111) 면제시행규칙에 따르면 면은 위생사업 중 묘지, 화장장, 도장, 상수, 하수,

전염병 예방, 오물 처리를 담당하도록 되어있었다. 위의 책, 1916, p.1169

112) “춘천방역위원회”, 《東亞日報》, 1920.09.04

113) “파리, 모기 구제자와 포상”, 《東亞日報》, 19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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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20년대 위생조합의 재도입과 경찰 관변화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전국적으로 창궐한 콜레라와 유행성 독감은 식

민지 조선에 큰 피해를 가져왔다.114) 면제 시행 이후 방역사무를 담당하

게 된 지방단체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했다. 그에 따라 지방의

위생비 지출은 이전에 비해 약 5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염병이 심화됨

에 따라 더욱 상승하였다.115) 그렇지만 당시 조선은 전국적으로 격리소,

피병원과 같은 방역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의료업

무를 수행할 만큼 충분한 의료인력 역시 확보되지 못했다.

결국 재정적 곤란과 방역기반의 부족에 부딪힌 총독부는 즉각적인 방

역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위생경찰의 강제력을 동원하려 했다.116) 그러나

위생경찰의 인력 또한 크게 부족하였다. 이는 1919년에 전개된 3.1운동에

기인한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경찰인력은 시위를 진압

하는 데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위생경찰의 인력부족을 초래했

다.117)

또한 1910년대에 걸쳐 진행된 위생경찰의 활동은 그 강제력으로 인해

많은 반발을 야기하고 있었다. 위생과 관련된 법규는 대체로 100원 이하

의 벌금형이었는데,118) 경찰이 즉결처분을 내릴 수 있는 위경즉결죄의

범위가 100원 이하의 벌금 및 과료였음을 감안하면 위생경찰의 활동에

있어 많은 즉결조치가 행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1920년에는 위생경찰의 강제력에 대해 주민이 직접적으로 반발하기도 하

114) 당시 유행병의 양상과 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은 백선례, 2011,

〈1919-20년 식민지 조선의 콜레라 방역활동〉, 사학연구 101; 김택중, 2017,

〈1918년 독감정책과 조선총독부 방역행정〉, 인문논총 74을 참고할 수 있다.

115) 위생조합이 폐지되는 1917년부터 1918년까지 위생비는 78,592엔에서 69,212

엔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1919년의 위생비는 이전에 비해 약 5배 증

가하여 319,185엔이 되었고, 1920년에 들어서는 685,139엔으로 2배 이상 상승

하였다. 朝鮮總督府, 1921, 《朝鮮總督府統計年報》 8, p.64

116) 백선례, 앞의 논문, 211-212쪽.

117) 關水武,〈朝鮮の衛生狀態と傳染病に就て〉, 《朝鮮及滿洲》, 1923.8.

118) 전염병예방령의 제 23조와 24조에서 “의사의 허위신고는 100원 이하의 벌

금”, “신고 등의 불철저는 50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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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119)

결국 위와 같은 상황이 맞물려 총독부는 1910년대 말의 전염병에 대해

효과적인 방역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것은 지방단체에서 위생사무

를 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그 행정력이 모자랐음을 뜻한다. 그리고 강제

성에 기반한 위생경찰제도 역시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서는 한계를 보이

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그 업무를 주민

들에게 부담시키고자 ‘관민협동’의 논리가 거론되었다. 당시 조선중앙위

생회120)의 회장을 역임하였던 정무총감 미즈노 렌타로(水野錬太郎)는 다

음과 같이 관민협동의 논리로 위생사무를 설명한다.

“(전략) 현재 작년, 재작년의 콜레라와 같은 비상에 비참한 상황을 가

져왔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바입니다. (중략) 이 점에 나아

가 이후 한층 노력을 다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는 관의 시설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민간의 위생사상도 십분 보급해 일반민간

측의 위생시설을 통해 원조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후략)”121)

미즈노의 논리는 민간 측의 위생시설을 통해 관의 위생사무를 보조하

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경찰 역시 강제력으로 인한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위생사무의 집행을 은폐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지방의 위생사무를 분담하고 이를 대행하기 위한 관변기관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21년부터 관료 및 경찰을 중심으로

위생조합이 재결성되었다.

위생조합이 가장 먼저 형성된 것은 경성부였다. 1921년 6월 방역대책

의 수립을 위해 경성부 위생주임, 경기도 위생과장, 서울 내 경찰서장 등

119) 1920년 8월 20일에 동대문 인근 파출소 앞에서 보균자로 의심되는 자와

경찰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를 지켜보단 군중이 “조선사람은 아무렇

게나 죽여도 관계치 않으냐!” 혹은 “성한 사람을 잡아다가 괴질구혈에 넣고

자 하는 원수를 때려죽여라” 등의 시위를 하며 경찰과 충돌한 사례가 있었

다. 백선례, 앞의 글, 227-229쪽

120) 이 시설은 일본의 ‘대일본사립위생회’를 차용해 만든 조직으로, 관의 위생

행정에 자문을 하고 대중을 목표로 한 위생강좌를 진행했다.

121) “제 1회 조선중앙위생회에 있어 미즈노 정무총감 인사(1921.10.25)”, 水野直

樹 編, 2001, 《朝鮮総督諭告ㆍ訓示集成》 3, 緑蔭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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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합해 부 내 각 정동에 위생조합을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경성부

윤이었던 사이토 레이조(斎藤例三)는 경성 내 위생조합의 설치를 적극

장려한다는 요지의 훈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정동 총대를 모아 위

생조합을 설치하게 되었다.122)

경성부 내의 위생조합은 각 정동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 결과 1921년 8월에는 약 30여 개소에서 62개소까지 그 수가

증가하였다. 이후 1924년에는 100~110여 조합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이외

의 지역에서도 면을 단위로 위생조합이 다수 설치되었다.123)

위생조합의 증가에 따라 위생조합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위생조합연

합회(衛生組合聯合會)가 조직되었다. 위생조합연합회는 “구역별 방침 하

에 행하였던 위생시설을 통일”하고 “위생지식이 무지한 조선인들은 선

도, 유행병의 만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124)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 위생조합의 단위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대리하

여 실시하였다.125) 이 기관은 <부표 3>의 회칙에서 확인할 수 있듯,126)

부윤 혹은 도지사를 회장으로 하며 고문 및 부회장을 각각 군수와 평의

원 중에서 선출하고 있었다. 즉 명목상 경찰관료가 아닌 행정관료를 위

생행정의 담당자로 표현한다.

정리하자면 위생조합은 관의 필요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그 범위는 정

동 및 면에 해당하였다. 위생조합의 수는 이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으며,

122) “경성부에서는 15일 오후 4시부터 경성공회당에서 각 정동 총대를 모아가

지고 위생시설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한다...(중략)...사이토 부윤의 인사와 및

위생조합 조직에 대한 희망에 말이 있음에 대하여 일반총대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은 후 오후 7시에 폐회하였는 바 당일의 중요한 협의사항은 위생조

합 설치에 관한 것 그 외 8~9건이었으며...(후략).” 《每日新報》, 1921.06.17.

123) “이천위생조합 창립”, 《東亞日報》, 1922.05.19.; “개성위생조합 계획”,

《東亞日報》, 1922.07.09.; “영양에 위생조합”, 《每日新報》, 1925.05.09

124) “유행성 질병에 대비하는 위생조합, 서대문에서 연합”, 《朝鮮新聞》,

1925.03.02.

125) 예컨대 해당 경찰서 관할범위 전체의 청소가 있을 때 각 정동 단위를 모

두 지휘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위생조합연합회에서 변장한 인부들을 파견하

고, 방울을 흔들어 시행예고와 독려를 하는 식으로 사무를 진행하였다. “북부

소독청결”, 《東亞日報》, 1928.04.23.

126) 全國都市衛生組合聯合會, 1939,《衛生組合ニ関スル令規(抄)》, pp.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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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제하기 위한 위생조합연합회가 결성되었다. 관료들이 연합회의

간부가 되면서 위생조합은 임시적 방역기관이 아닌 상설기관으로 존속하

게 되었다. 이는 위생조합의 제도적 기반 및 존재성이 어느 정도 확립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설립된 위생조합 및 위생조합연합회의 업무는 어떻게 변화

하였을까? 그 업무의 범위는 이전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더욱 확장되어

있었다.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경성중앙위생조합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역임했던 전성욱(全聖郁)의 기고문을 확인하자면 다음과 같

다.127)

“본회는 매월 “위생의 복음”이라는 것을 인쇄, 배포하여, 위생사상의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중략)… 또 옥외 청결을 행하고, 이것은 부

에서도 행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인부를 내어 매일 행하려 한다.

다음은 소독에 대한 것인데 …(중략)… 소독반을 조직하여 임시소독

을 행하고 또 쓰레기통을 만든다. 이것은 종래 나무로 만들었는데 나

무가 잘 깨지기 쉬워서, 또 겨울에는 부수어 장작으로 쓰는 사람이 있

어 시멘트제로 하고 …(중략)… 또 파리잡이종이를 빈곤자에는 무료

로 배포하고, 음식점에는 원가로 판매한다. …(중략)… 종두는 부 및

경찰서의 일이지만 그 선전과 보조는 모두 우리가 하고 있다. …

(중략)…”

위의 사례를 통해 그 업무의 변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생

전람회 등 위생계몽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들 수 있다. 위생전람회는 주

민들의 위생사상을 계몽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주간에는 질병과 관련된

위생모형이나 포스터, 입간판을 전시하고 밤에는 영사기를 통해 활동사

진을 영사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128) 이 과정에서 위생조합은 대체로

경찰서 등지와 연합해 위생전람회를 기획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역

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경성중앙위생조합연합회와 같은 중견단체는 자

체적인 위생잡지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였다.

파리 및 설치류의 구제 또한 이 시기 위생조합에서 자주 담당하는 사

무였다. 파리의 경우 1910년대부터 파리취체가 진행되었으나,129) 1920년

127) 전성욱, 위의 글. p.20

128) “위생전람회 개최”, 《東亞日報》, 19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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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들어 파리가 콜레라, 이질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

라 파리구제도구를 판매하거나, 파리구제를 증명하면 보상을 해주는 등

의 행위를 담당하였다.130)

예방접종 역시 위생조합의 보조가 필요한 사무로 전환되어갔다. 인용

문에서 밝히듯 이는 본래 부 및 경찰서의 업무였다. 그러나 당초 천연두

가 1910년대를 끝으로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종두접종이 요

구되고 있었다.131) 또한 페스트와 적리 등 새롭게 법정전염병의 규정이

추가되면서 예방접종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해졌다. 이에 따라 위생조합

은 접종인원의 점검 및 보조 역시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더불어 빈민 구제 업무 역시 위생조합의 업무로 변화하였다. 위

생조합은 빈민에 대해 폐디스토마 등의 치료액을 실비로 제공하거나 변

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였다.132) 즉 1920년대에 들어 위생조

합의 업무는 아래의 인용과 같이 방역업무 뿐 아니라 사회복지의 영역까

지 확장되고 있었다.

“또한 빈곤자가 사망한다면 종래에는 그 매, 화장비용이 10전이었는데

20전씩을 정 내의 각 호로부터 기부를 받아 …(중략)… 그 처치는 일절

우리가 인수하여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받아 부에 무료로 보내고 화장

까지 처리한다. …(중략)… (빈곤자에게) 진단료를 요하지 않고 약제도

원가로 제공하는 기관의 설치계획을 하고, …(중략)… 특히 우리가 경

성부의 위생에는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큰

임무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액의 경비를 요하는 일이라 종종

곤란하다. 더불어 여하의 곤란함도 있지만 위생의 사업인 한 걸음 나

아가는 성질에 것이라 결국 물러설 것이 아니다.”133)

129) “진주의 파리 구매수”, 《每日新報》, 1911.06.25

130) “제주임시위생조합에서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리에 걸쳐 5월중 제

1회 파리, 모기 구제를 실시하고 성적이 우량한 12조합에 대하여는 동월 27

일에 추산하였는데 1등 1인에 소 한 마리, 2등 1일에 조(粟) 한 俵, 3등 3인

에 각 백목 1필, 4등 7인에 개량가래(鍬) 한 정씩의 포상이 있었다더라.”,

《東亞日報》, 1921.06.03.

131) 박윤재, 2012, 〈조선총독부의 우두정책과 두창의 지속〉, 《의사학》

21(3), 383-384쪽.

132) “폐디스토마 환자, 금후엔 실비로 주사”, 《東亞日報》, 1924.08.24.

133) 전성욱, 앞의 글,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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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 시기부터 기존의 위생조합이 수행했던 오물소제 및 도로

청소의 업무에 더해 도로 살수(撒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도시

화에 따라 도로가 개수되고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생조합의 업무로 도로의 살수가 추가

되었는데 그 방법은 상수도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 급수전을 활용하는 형

태로 이루어졌으며,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강변에 펌프를 설치하

거나,134) 살수차를 가동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135)

정리하자면 위생조합의 업무는 본래 지방단체에서 처리하기로 규정되

었던 업무들을 포함한 것이었다. 위생조합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은 지방단체가 면제 시행 이후에도 위생사무에 대해 충분한 역량을 발휘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생조합이 본질적으로 지방의 위

생사무를 처리하는 관변기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위생조합의 재정적 사무는 업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

기에 비해 열악해져 있었다. 위생조합은 1910년대와는 달리 자체적인 경

비조달수단을 갖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136) 지방으로부터의 보조금은 일

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교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1924년을 제외하고는 지급되지 않았다.137) 이후의 보조금은 인천의 사례

를 보았을 때 허가신청을 통해 도청단위에서 극히 한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었다.138)

134) “살수용 펌프 설치를 준비중”, 《東亞日報》, 1931.06.21

135) “경성의 아이를 내려다보다 – 교외에 당당한 위생시설, 조합은 순조로이

발달해 호성적을 거둠”, 《朝鮮新聞》, 1930.08.06.

136) 드물게 조합비 이외의 수익을 얻는 조합도 이 시기에 발견된다. 예컨대 진

해위생조합의 경우에는 지방단체가 진행한 경매의 수익 중 20%를 얻을 수

있었다. “진해어장 경매낙찰”, 《東亞日報》, 1922.06.11.

137) “다이쇼 13년도 중에 부내 위생조합에 대한 원조는 이래 연기되어오더너

최근에 결정되어 월액 5원 또는 연 60원을 보조하게 되었는데 이는 13년도에

한한 것이오 14년도는 실시치 않을 터라”, “위생조합 보액 결정”, 《朝鮮新

聞》, 1925.04.01.

138) “위생사상의 향상. 위생시설의 개선보급 기타 전염병예방구치 등을 목적으

로 부내 위생조합에 대해 다이쇼 14년도에 있어 840원을 보조받는 것을 허가

받고자 합니다. 도 부청 시행규칙 제 36호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국가기록

원 소장, 인천부윤, 〈위생조합에 대한 부비 보조의 건〉, 19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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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생조합의 일상적 경비는 자체적인 조합비 징수와 기부금으로

충당되었다. 조합비의 액수는 생계의 정도마다 차등이 있었지만 호세를

기준으로 평균 월 5-15전 내외였다. 그렇지만 조합비 징수는 다음과 같

은 반발에 부딪혔다.

“현재 조선에서는 소위 세제 그것이 2중 3중으로 가혹하여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연연 증가하는 것은 누구나 체험하는 중이다. 그런데

소위 위생조합이라는 것이 반민반관의 성질로써 매 호 칸수의 차이

에 의하여 혹은 10전, 혹은 20전 등으로부터 최고 50전의 매삭 정규

징수를 하는 것은 부세제도 이외에 또한 어떠한 내면의 관계가 있

는지는 상지키 어려우나 동일 세목에 대하여 형형색색의 양식으로

써 잔낭(殘囊)을 착취하는 것은 그 결과가 조선인에 대하여 여하한

이익이 있겠는가 함에 이르러 현재 상태로는 실증을 발견하기가 곤란

하다 이에 차등 불합리한 시설에 대하여 당국자의 책임감은 어떠한가

를 일언하는 바이며...”139)

즉 위생조합의 조합비는 그 액수와는 무관하게 이중과세의 논란에 시

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논란은 대체로 위생조합이 조합비를 징수함

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무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의식에서 비롯하였

다. 다시 말해 위생조합은 “자본이 있음에도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

는” 조직으로 간주되었으며,140) 이러한 맥락에서 “사무를 시행하더라도

몇몇 조합은 인정받지 못한 채 쓸모없는 존재로 규정되는” 상황이었

다.141)

위생조합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하였

다.142) 예컨대 전염병예방비 혹은 공동우물 설치비용 등은 위생조합으로

우회해 지급되었다.143) 그 분배액수 및 비율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139) “주간춘추 : 위생조합문제”, 《時代日報》, 1925.06.29.

140) “때의 소리 : 위생조합”, 《東亞日報》, 1921.11.13.

141) “認められぬ京城衛生組合。仕事はして居る。 早く法規を作れ”, 《朝鮮新

聞》, 1924.10.01

142) “...부 당국과 위생조합은 위생상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조합

에 대해 감독 및 시달권이 없고 겨우 경찰서에서 다소 원조가 있었다.” “위

생조합 보조신청, 근일중 낙부결정”, 《東亞日報》, 1924.07.06.

143) 총독부는 상수도를 부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서는 우물의 개

량을 도모하고 있었다. 때문에 총독부는 초기부터 다액의 국비를 보조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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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생조합연합회의 직원이 다액의 경비로 인해 곤란을 호소하는 일

이 일어난 것에서 사료하면,144) 우회된 경찰의 보조금 역시 소액에 지나

지 않는다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위생조합은 그 업무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근간은

오히려 축소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는 위생조합이 총독부 및 지방단체의

행정경비를 절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동래읍의 좌담회에서 언

급된 “살수차의 필요는 느끼나 돈이 없어, 위생조합 같은걸 조직케 해

거기서 살수토록 하겠다.”145)는 언사에서 위생시설을 설치할 재정적 부

담을 일반 주민에게 이전시키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위생조합은

주민들에게 조합비를 징수해 위생시설을 설치하였고, 이는 총독부의 행

정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본 위생조합의 설치배경과 업무, 그리고 재정상황에서 알 수

있듯 1920년대의 위생조합은 관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관변기관이었

다. 그렇다면 위생조합은 명목상 위생사무의 담당자였던 지방행정과 위

생사무의 집행자였던 경찰권력 중 어떤 것을 대변하고 있었는가? 요약하

자면 위생조합에는 경찰권력이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는 1920년대의 위생조합 설치가 명목상으로 지방단체와 경찰의 협조

에 기반함에도 경찰행정에 의해 구동되었음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경

성 이외 지역의 위생조합은 지역 경찰서장의 주도 하에 만들어지고 있었

다. 1925년 전염병예방령이 개정되면서 위생조합의 설치는 도지사, 부윤

의 인가를 필요로 하였지만, 여전히 설치의 주체는 지역의 경찰서장이었

다. 또한 경성의 위생조합은 경성부와 경찰서 간의 협조를 통해 설치되

었음에도 정작 경성부에는 감독 및 시달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지에 공동우물을 보급하려 했다. (조선총독부 편, 박찬승·김민석·최은진·양지

혜 역주, 2018,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中》, 민속원, 876-877쪽) 위생조합

의 주된 업무가 공동우물의 굴착 및 관리에 있었던 만큼 이것이 위생조합의

보조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

144) “특히 우리가 경성부의 위생에는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에

게 가장 큰 임무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액의 경비를 요하는 일이라

종종 곤란하다. 더불어 여하의 곤란함도 있지만 위생의 사업인 한 걸음 나

아가는 성질에 것이라 결국 물러설 것이 아니다.”, 전성욱, 앞의 글, p.22

145) “불평란”, 《東亞日報》, 193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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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위생조합연합회는 대체로 경찰서에 그 지부를 설치하고

있었다. 서대문 지역의 위생조합연합회는 서대문경찰서를 중심으로 통합

되었으며146), 이후 등장하는 경성중앙위생조합연합회의 경우 종로경찰서

에 본부를 두고 통합되었다. 이후 본정경찰서를 중심으로 한 남부위생조

합연합회147), 그리고 동대문경찰서에 본부를 둔 동부위생조합연합회가

창설148)되기에 이른다. 일반 위생조합의 사무소 역시 경찰서 내에 존재

하였으며, 회의 역시 무도관, 경찰서의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149) 이는

일본의 위생조합이 주로 시정촌의 역소(役所)에 마련되었던 것과는 대조

된다.150) 즉 일본의 위생조합이 어디까지나 시정촌의 보조기관으로 설치

되었던데 반해, 조선의 위생조합은 경찰의 보조기관으로서 설치되고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위생조합에 대한 경찰의 영향력이 강하였다면, 그 간섭은 어느 정도였

을까? 청결업무의 경우 경찰이 지속적으로 이를 지휘하고 있었다. 위생

조합이 수행하는 대청소의 경우에도 경관이 이를 검사하고 검사제증을

문에 점부하고 있었다.151) 즉 위생경찰은 위생조합의 감독 뿐 아니라 집

행자의 역을 담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찰이 감독

에 그쳤던 일본의 위생조합과 비교하였을 때 식민지 조선의 위생조합은

그 관변적 성격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정리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위생조합이 담당하는 업무는 본래 지방단체의 관할인

만큼 위생조합은 지방단체의 관변기구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방단

체는 위생조합에 대한 감독권 등 그 영향력이 강하지 않았다. 이를 주도

146) “유행성 질병에 대비하는 위생조합, 서대문에서 연합”, 《朝鮮新聞》,

1925.03.02.

147) “위생은 자력으로, 더욱 더 본정서 관내조합설립에 결하자”, 《朝鮮新聞》,

1932.07.15.

148) “동부위생조합연합간담회”, 《朝鮮新聞》, 1933.09.13.

149) 예컨대 개성위생조합의 경우 개성경찰서 연무회관에서 조합장회의를 개최

하였으며, 서대문위생조합의 경우 서대문경찰서의 누상(樓上)에서 이를 진행

하였다. “각지보도 : 위생조합장 회의, 개성”, 《朝鮮日報》, 1923.04.30.; “하

기위생협의, 정동 총대가 모여서”, 《東亞日報》, 1923.05.15.

150) 전성욱, 앞의 글, p.20

151) 전성욱, 위의 글,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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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던 것은 경찰권력이었다. 말하자면 1920년대의 위생조합은 지

방단체가 아닌 경찰의 관변기구로 기능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위생조합

의 청결사업을 직접 감독, 검사하는 등 매우 깊게 관여하였다.

1920년대 위생조합은 일반 대중에게 어떤 식으로 인식되고 있었을까.

조선인들 역시 위생과 청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위생시설이 실제로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는 데에서 아래와 같이 불만을 표현하였다.

“청결이라는 것이 원래 인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다시금 말할 필

요가 없는 것이다. ...(중략)... 말로는 면영위생조합이라 하면서 그 실제

는 면민들에게 이익을 도모하여 줌이 없고 ...(중략)... 전일 사설경영 당

시에는 주민들에게 적으나마 파리채, 파리통이라도 분급하는 등 다소

편의가 있었는데 일단 면영이 된 후에는 효용이 없다.”152)

또한 “우리의 일은 우리 손으로”와 같은 자치적 구호로 위생조합이 선

전되었음에도,153) 위생조합은 좀처럼 주민의 영향력이 반영되지 않는 기

관으로 간주되었다. 예컨대 경성위생조합의 경우 동민의 마음을 반영하

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154) 또한 위생조합의 설립에 있어서도

이를 주민들이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 인가를 내주지 않

아 결렬되는 일이 발생하였다.155) 즉 위생조합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정작 주민은 배제되어 있었다.

위생조합의 직원들 역시 위생조합을 주민조직보다는 경찰조직의 일환

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931년 매일신보에는 이와 관련한 특집기사를 기

고하였다.

“(위생조합의 수금원이) 경찰서에서 왔다 하며 위생비 30전을 내라

하자....(중략)...논쟁이 크게 되어 결국은 파출소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싸움을 중재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이 각처에 있어 일반의 불명이 사

152) “<탁목조> 대동강면위생조합의 무지”, 《朝鮮日報》, 1926.07.31.

153) “횡설수설 : 경성위생조합”, 《東亞日報》, 1930.12.04.

154) “휴지통”, 《東亞日報》, 1921.10.26.

155) “黃海道, 沙里院の衛生組合お流れ, 經費の見込みがない”, 《朝鮮新聞》,

193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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뭇 높다더라.”156)

“위생조합 수금원이 경찰서를 빙자하고 회비를 징수한다는 것은 용

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생조합은 경찰서 구내에 있기는 하나 경찰서

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중략)... 그것을 빙자하여 민중에게

불평을 사게 한다는 것은 묵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157)

해당 기사에 따르면 위생조합의 직원이 그 정체성을 경찰권력에 두고

경찰을 사칭하는 일이 이 시기에 자주 일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은 “위생조합은 경찰서와 직접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그

관계를 부정하였다. 즉 위생조합은 ‘반관반민’의 외피를 통해 경찰권력의

강제성을 숨기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과는 별개로

위생조합의 구성원 및 주민은 이를 경찰권력의 일종으로 치부하고 있었

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자면, 위생조합은 1920년대 초 행정업무의 한계

를 극복하고자 지방단체 및 경찰에 의해 조직된 관변기구였다. 업무 및

재정구조의 양상을 보았을 때 그 관변성은 더욱 고착화된 것으로 여겨진

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반 주민들의 의견은 위생조합에 잘 반영되지 않

았으며, 위생조합의 직원들 역시 위생조합을 주민의 대변기구보다는 경

찰권력의 산하기구에 두고 있었다.

156) “중앙위생조합연합회, 징수원 등의 횡포 : 1> 곳곳에 일어나는 불법행위로

부민의 비난 점차 들끓어”, 《每日新報》, 1931.06.02.

157) “중앙위생조합연합회, 징수원 등의 횡포 : 3> 경찰을 빙자함은 용서하지

못할 일, 발각되면 엄중처벌하겠다. 타카하시 위생주임의 말”, 《每日新報》,

193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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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지금까지 식민지 시기 위생조합에 대해 살펴보았다. 글을 마치면서 위

생조합 제도의 형성과정을 다시금 정리하고 그 성격을 요약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전염병의 만연으로 인해 위생경찰제도를 채택했다. 이 과

정에서 일반 주민들의 반발을 경감하고자 위생조합 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본의 위생조합은 본래 미국에서 수행했던 인구통계 및 위생선전의 업

무에서 나아가 주민감시, 방역대책 등을 수행하였다. 위생조합의 구성원

은 시정촌 의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으며, 지역의 관민기구였던 사립

위생회와 제휴해 위생사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자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이후 일본의 위생조합은 지역에 대한 일반사무를 처리하는 등

자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해졌는데, 이는 전통적인 자치조직과 연결되어

위생단체가 아닌 주민단체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위생행정은 조선의 지식인들을 통해 조선 내로 소개되었다. 갑

오개혁기 조선의 위생행정은 일본의 것을 상당부분 차용하였으나 위생조

합 제도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개항기 조선의 위생조합은

일본인거류민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다. 일본인 거류민은 위생회와 위생

조합을 설치했는데, 이는 조선인과의 격리 및 전염병으로부터의 보호, 그

리고 위생수준의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07년 한성위

생회라는 관민조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단체는 한성 내 위생수준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한 단체였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오물소제

및 청소를 담당하였다. 이외에도 재정적 안정을 위해 병원 및 도수장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한성위생회는 경찰이 위생비를 징수하는 등 경찰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였으며, 병합 이후 통치의 일원화를 위해 경성부에

흡수되었다.

1910년대 초 식민지 조선의 위생조합은 지방단체의 행정적 공백을 막

기 위한 기구로서 장려되었다. 초기 위생조합은 거류지 위생기관 혹은

방역자위단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시기의 위생조합은

도수장, 병원 등 개별적인 사업체를 가지는 등 관변기구이면서도 자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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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향이 강하였다. 경찰이 위생조합에 관여하는 것은 1912년 이후로,

이는 위생경찰의 사무가 확립됨에 기인한다.

1915년 《전염병예방령》을 통해 위생조합은 그 설치근거를 갖추게 되

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위생조합은 경찰이 제시한 표준규약에 따라 위

생조합을 재편성하고, 이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한 경찰이 임

의로 설정한 지역에 위생조합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즉 《전염병

예방령》은 경찰권력이 위생조합 설치의 주체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었으며, 위생조합이 경찰의 통제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되었

다.

식민지배의 논리를 문명화 및 근대적 시혜에서 찾던 총독부는 이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위생사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때문에 위생조합은 지방단체가 확립되기 전까지 그 결점을 보완하는 단

체 이상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위생조합이 경영하는 사업은 향후 지방단

체가 위생사무를 행하는 데 있어 재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공공사업이었

다. 이러한 이유에서 1917년에 면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생조합은 지방단

체에 그 업무를 인계한 후 해산하였다.

그러나 전염병의 만연, 3.1운동으로 인한 경찰행정력의 부족, 그리고

위생경찰제도와 《조선태형령》으로 인한 조선인들의 불신은 총독부로

하여금 일원적인 통치체계 하에서 위생행정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즉 위생사무의 진행에 있어 기존 행정권력 및 집행력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남에 따라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위생사무를 보조

하고 경찰의 강제력을 은폐시키고자 위생조합이 재창설되었다. 1920년대

의 위생조합은 주민들의 요구가 아닌 경찰서장의 소개에 의해 설치되고

있었으며, 명목상 면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지방의 보조금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위생조합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위생조합연합

회는 경찰서 위생과장 및 위생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1920년대의 위생조합은 경찰의 관변조직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해

졌다. 그럼에도 위생조합은 공식적인 관조직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

에 어떠한 강제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위생조합이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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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찰과 무관한 조직임을 피력하면서 그 관변성을 부정했다. 다시

말해 1920년대 위생사무에 있어 위생조합은 경찰의 책임을 회피하고 관

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한 조직으로 그 성격이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면모는 위생조합의 자치성이 매우 낮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위생

조합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이를 민간단체보다는 관제기관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정리하자면 식민지 조선의 위생조합은 경찰의 강제력과 밀접하게 연결

되어 갔다. 이러한 연유에서 위생조합은 자치적 단체의 형식을 가졌으나

그 실제 면모는 상부에서 하달되는 결의를 통과시키고 선전하는 관변기

구로 발전하였다. 이는 위생조합이 관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위

생에 한해 관의 의도를 충분히 발현하고 민간에게 부담을 인계할 수 있

는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1920년대를 전후한 전염병 유행,

사회적 불안 속에서 총독부의 위생정책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위생조합

이 재설립되었던 이유였다. 즉 1920년대의 위생조합은 경찰의 관변기관

으로서 그 성격이 확립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위생조합의 제도적 성격을 관찰하고자 근대 일본 및 조선

의 위생조합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 이용하였다. 또한 그 맥락을 이

해하고자 언론자료를 다수 활용해 식민지 시기 전반에 걸친 위생조합의

면모를 최대한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연구에서 자주 활

용되지 않았던 주제를 논의공간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

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생조합이 조합의 성격을 지닌 만큼 다른 조합들의 연결, 예

컨대 비슷한 성격을 지닌 소방조, 자경단, 그리고 보안조합 등과의 비교

역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1934년 농촌진흥운동을 통해 위생조합

이 지역의 농촌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町·里 위생조합’ 은 위생을 통한

농촌 장악의 예시로 지적할 수 있으며, 이는 이후 전시체제기의 ‘총후보

건진’과 연결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추후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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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1915년 전염병예방령시행규칙

조선총독부령 제 69호, 전염병예방령시행규칙은 다음으로 통하여 정함.

- 다이쇼 4년 7월 12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제 1조

경무부장은 그 관내에 전염병유행의 조짐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성상

및 예방계획 기타 참고사항을 갖추어 속히 경무총장에게 보고해야 함.

전항의 상황에 있어서는 경무부장은 즉시 기타 도장관에게 통보하며 또

그 인접지 및 선박, 기차교통지역의 도장관, 경무부장, 가장 가까운 병영

및 가장 가까운 항만에 정박한 군함 등에 통보해야 한다.

제 2조

경찰관리, 헌병 또는 검역위원이 전염병 혹은 그로 의심되는 환자 또는

죽은 자가 있음을 인지했을 때는 즉시 이를 부윤 또는 면장에게 통보한

다.

제 3조

경찰관리, 헌병 또는 검역위원이 전염병예방령 제 3조 또는 제 4조의 계

출을 받은 상황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사로 하여금 진단시

키거나 또는 검안시킬 수 있다.

제 4조

경찰관리, 헌병 또는 검역위원이 전염병의 환자, 죽은자 또는 병독오염의

사실이 있음을 인지했을 때는 즉시 전염병환자, 사자가 있는 가옥 혹은

장소 기타 병독의 오염 혹은 오염으로 의심되는 가옥 혹은 장소에 청결

방법, 소독방법을 시행하고 그 전염병이 페스트일 때는 특히 설치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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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를 시행해야 한다.

제 5조

경찰관리, 헌병 또는 검역위원은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전염병

환자를 전염병원, 격리병사 또는 상당의 설비가 있는 병원에 들여보내야

한다.

제 6조

경찰관리, 헌병 또는 검역위원은 전염병예방령 제 8조에 의하여 콜레라,

적리, 발진티푸스, 성홍열, 페스트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

다.

- 환자 또는 죽은 자가 있는 가옥 혹은 장소와 환자를 입원 또는 입사시

키거나 또는 화자치료 혹은 사망한 후 소독방법의 시행을 마치지 않았

을 때 그 환자가 있는 집 혹은 장소의 교통을 차단할 것

- 전호 외 병독에 오염되거나 또는 오염의 의심이 있는 집 혹은 장소는

소독방법의 시행을 마치지 않았을 때 교통을 차단할 것

- 전2호의 가옥 주거자 기타 병독감염으로 의심되는 자를 소독방법의 시

행이 끝날 때까지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동안 격리소 혹은 소독방법의

시행을 마친 가옥 기타 적당한 장소에 격리할 것

콜레라, 적리 : 만 5일간

발진티푸스, 성홍열 : 만 7일간

페스트 : 만 10일간

제 7조

전염병예방령 제 9조 또는 제 10조의 허가를 받은 때는 구두 또는 서면

으로서 경찰관리, 헌병 또는 검역위원에 원출할 것.

경찰관리, 헌병 또는 검역위원은 전염병예방령 제 9조의 허가를 가졌을

때는 즉시 환자 또는 사체를 이동시킬 지역의 경찰관리, 헌병 또는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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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에게 통보해야 함.

제 8조

전염병예방령 제 9조, 제 10조 또는 제 11조 제 2항의 상황에 있어서는

경찰관리, 헌병 또는 검역위원은 소독방법을 시행해야 한다.

제 9조

검역위원은 전염병예방령 제 13조에 의해 가택, 선박 기타 장소에 들어

갈 때 다음의 증표(가로 3촌, 세로 1촌의 “檢疫委員之證”, 후방에는 官廳

印이 적힘.)를 휴대하고 호주 혹은 관리인 또는 그 대리하는 자에게 보

일 것.

제 10조

전염병예방령 제 17조 제 2호에 의해 교통차단 또는 격리는 제 6조 각호

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시행함.

제 11조

경무부장은 전염병예방령 제 19조에 의해 전염병의 병독에 오염된 건물

에 대해 처분을 행할 때 또는 그 처분을 할 필요 있는 토지를 사용하게

할 때는 그 뜻을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혹은 관리자에게 통지할 것.

전항의 처분에 의한 손해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수당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경무부장은 그 뜻을 경무총장을 경유해 조선총독에게

구신해야 함.

제 12조

전염병의 예방구치에 관한 필요가 있다 인정될 때는 경무부장은 도장관

의 승인을 받아 지역을 지정해 그 지역 내의 인민에게 위생조합을 설치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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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위생조합을 설치시킬 때는 규약을 작성해 경무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

고, 이를 변경시킬 때 역시 동일하게 한다.

경무부장은 전항의 인가를 해야 할 때는 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규약에 정해져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명칭, 지역 및 사무소의 위치

2. 조합비의 수지 및 조합비부담의 제원에 관한 사항

3. 역원 및 평의원에 관한 사항

4. 오물소제, 종두의 보급 및 측간, 오수여울(하수도랑) 등의 개선 기타

전염병예방구치에 관하여 조합에 있어 시행할 사항

5. 규약위반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제 14조

경무부장은 필요하다 인정될 때는 도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합규약의 변

경을 명할 수 있다.

제 15조

위생조합은 역원 및 평의원의 선임 및 조합의 수지예산에 부쳐 경무부장

의 인가를 받아야 함.

조합은 매년도가 끝날 때 조합비수지결산서를 조제(調製)하여 경무부장

에게 계출해야 함.

제 16조

경무부장은 도장관의 승인을 받은 부 또는 위생조합에 전염병예방상 필

요한 인원의 고용 및 설비를 시킬 수 있다.

제 17조

부 또는 위생조합은 경무부장의 지시에 따라 그 구역 내의 청결방법, 소

독방법을 시행해 기타 전염병예방구치에 종사해야 함.



- 59 -

<부표 2> 위생조합 설치에 대한 표준규약

위생조합취급에 관한 건(다이쇼 4년 8월 17일 훈령 갑 제 41호)

전염병예방령시행규칙 제 12조에 의해 설치할 위생조합에 부쳐 다음의

각 호에 의해 취급함.

1. 종래 설치되었던 위생조합은 가능한 한 속히 신법령에 준거해 그 조

직을 바꾸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어 격리병사의 건설을 계획하거나

또는 공사중에 있는 것 혹은 다른 대차의 관계가 있는 것 혹은 재산

을 가진 것과 같은 조합의 사무에 관해 종래 성립된 상태여도 부당한

것은 이즈음 원활하게 새 조합에 인계할 것.

2. 조합지역은 가능한 행정구획 혹은 이에 합치되는 구역에 의할 것.

3. 종래 위생소방조합이라는 합동조직으로 한 것은 이 즈음 분리할 것

4. 새로이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는 편의적당한 수의 위원을

지정해 설립사무와 역원 및 평의원선거에 임해 사무에 종사하도록 한

다.

조합규약의 인가 및 역원 및 평의원의 인가의 신청은 다음에 의해 선

임하며 조합장의 명의로 한다.

5. 역원 및 평의원의 선임에 부쳐서는 편의조합의 내규에 의해 이를 행

한다.

6. 조합규약은 대저 별기한 표준에 준거해 실제 지방의 상황에 응하여

적의변경을 가하여 지정한다.

위생조합규약표준

제 1장 총칙

1. 본 조합은 어떠한 지명을 담은 위생조합으로 칭함.(OO위생조합)

2. 본 조합은 어떠한 부, 면을 조합구역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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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조합구역 내에는 작은 구를 둔다.

4. 본 조합사무소를 구역 내 어떠어떠한 번지에 둔다.

5. 조합원은 조합비 부담의 의무를 진다.

전항 부담금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호 평균 어떠한 정도를 넘

을 수 없다.

6. 조합재산에 대하서는 조합원의 권리는 그 조합원이 구역 외로 이주할

시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7.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3월 31일에 끝

낸다.

제 2장 조합역원 및 직무

8. 본 조합의 역원은 다음과 같다.

조합장 1인, 부조합장 몇 인, 조합구장 몇 인

역원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함.

9.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장리하며 또 조합역원을 지

휘, 감독함

10. 부조합장은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장 사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함.

11. 조합구장은 조합장의 명을 받아 그 구역에 관한 조합의 사무를 보조

하는 것으로 함.

12. 오물소제를 위해 별단의 시설을 필요로 할 때는 조합장은 그 계획,

경비예산을 세워 평의원회의 결의에 부쳐야 한다. 그 변경 또는 폐지

의 상황 역시 그리 한다.

13. 조합장은 사무의 도합이 필요할 시에는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서

기 및 기타 필요한 인원의 고용을 할 수 있다.

제 3장 평의원회

14. 평의원회는 조합장의 자문에 응한다. 또 조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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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평의원회는 그 결의로서 조합장 또는 감독관청에 대한 의견

을 개신할 수 있다.

15. 평의원의 정수는 몇 명으로 한다. 그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16. 특별히 정해진 것 외 평의원회가 의결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재선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2) 토지건물의 취득, 처분 혹은 신영개수에 관한 사항

3) 채권채무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조합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합비로 지변할 기부 혹은 상휼에 관한 사항

6) 전 각호 외의 필요한 사항

17. 평의원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을 호선함.

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에 의한다.

18. 조합장, 부조합장 및 조합구장은 평의원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수에 더하지는 않는다.

19. 평의원회는 조합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

을 때 조합장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평의원회는 의원정수의 반수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

20. 평의원회의 결의는 출석자의 과반수에 의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

이 이를 결정함.

21.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해 회의의 전말 및 출석원의 씨명을 기재하고

출석원 2명 이상과 나란히 이를 서명한다.

제 4장 급여 및 구휼

22. 조합장, 부조합장, 조합구장 및 평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평의원

회의 의결을 거쳐 상당한 수당을 줄 수 있다.

23. 조합역원 또는 고용인에게 공무를 하는 데 상이를 주거나 또는 질병

에 걸리거나 혹은 사망한 자에는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상당한 치

료비, 구조료 또는 장례(弔祭)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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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합역원 또는 고용인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당한 상여를 줄 수 있음.

25. 조합원 중 빈곤하여 규약의 복행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평의

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면제하거나 또는 조합의 비용으로 보조를

줄 수 있음.

제 5장 회계

26. 조합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 조합비의 수지예산을 조제해 인가신청

전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며 이를 변경할 시에도 동일하게 한다.

27. 조합장은 그 명의로서 조합을 위해 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다.

28. 조합장은 회계 상 필요한 장부를 구비해 금전물품 및 유가증권의 수

지에 부쳐서는 모두 그 증빙을 갖춰 증명해 두어야 한다.

29. 조합에 수입으로 현금 및 유가증권은 신용이 있는 은행 기타 금융기

관에 예탁한다.

30.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날 때 조합비수지결산서를 만들어 관련기

관에 신고하기 전 평의원회에 제출해야 함.

31. 조합재산은 조합장이 그 보관의 책임에 있는 것으로 함

제 6장 조합원의 준수(格守) 사항

32. 조합원은 항상 다음의 사항을 준수, 장려해야 함.

1) 가옥 내외 및 지선도로의 청결을 보전할 것.

2) 쓰레기통을 만들어 쓰레기는 반드시 이를 수집할 것.

3) 택지 내 기타 자기 부담에 속하는 하수구거의 준설개수를 태만하

게 하지 말 것.

4) 측간을 소제해 다량의 오물을 체류하고 또 변기 및 요강은 오물

을 땅에 침투시키지 않을 설비를 만들 것.

5) 정호를 준설개수하고 그 부근에 오수, 오물도랑을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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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그 사망자가 있을 때

는 속ㅎ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받거나 혹은 빈곤하여 의사를 부

를 자력이 없거나 또는 불러도 의사가 오지 않을 때는 즉시 그것을

조합장에게 통고할 것.

7) 조합원은 서로 환자의 유무에 주의하고 만일 전염병의 의심이 있

는 환자, 사망자가 있음을 발견하거나 또는 들어 알 때 즉시 구두 혹

은 서면 혹은 투서로 경찰관서 또는 조합장에게 통고할 것.

8) 전염병유행의 조짐이 있거나 서로 많은 군중이 모이는 것을 피하

고 또 특히 각자의 섭생에 주의할 것.

9) 전염병예방 기타 위생에 관한 그 륵의 지시명령이 있을 때는 즉

시 이를 실행할 것.

10) 조합원 서로 권유해 종두를 장려하고 혹은 종두를 맞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는 제 7호의 예에 의해 조합장에게 통고할 것.

제 7장 위약처분

33. 본 규약에 위반해 조합장에게 주의를 받고도 복행하지 않는 자는 3

원 이하의 위약금에 처함.

34. 위약금은 앞선 조항에서 소정의 범위 내에서 조합장이 그 금액을 정

하고 본인에게 고지서를 발행해 이를 징수하고 전항의 고지서를 받

은 자는 3일 내에 그 금액을 조합장에게 납부할 것

35. 조합에 징수한 위약금은 이를 조합비에 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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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위생조합연합회 회칙

� 위생조합연합회(이하 간단히 연합회로 칭함)는 도, 읍 지역의 각 위생

조합으로 조직함.

� 연합회는 부(읍, 면) 위생조합연합회로 칭함.

� 연합회는 위생조합의 통일을 도모해 위생사상의 보급 및 위생시설의

개선과 방역의 철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함.

� 연합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각 위생조합을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함.

� 각 위생조합에서 실시하기 곤란한 사업은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해 연

합회가 이를 실시함.

� 연합회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 고문, 이사, 평의원 각 몇 명의 역원

을 둠.

� 회장은 회무를 총리함.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함.

이사 중 1명을 상무로 한다. 상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일절의 회

무를 처리함.

� 회장은 부윤(읍면장)의 직에 있는 자를 추천함(단 부산부에서는 타합

된 결과에 의할 것)

� 고문은 군수 및 경찰서장의 직에 있는 자를 추천함.

� 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이를 선거하며 평의원은 각 위생조합장이 이

를 호선하는 것으로 함.

� 이사는 부(읍면) 및 경찰서 위생계 주임의 직에 있는 자와 기타의 자

로서 이를 충당함.

� 총회는 각 위생조합장으로서 이를 시행하며 필요에 응하여 회장이 이

를 소집한다.

� 총회에 부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약개폐에 관한 사항

2)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평의원회는 필요에 응해 회장이 이를 소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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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의원회에 부의할 수 있는 사항은 대개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항

� 평의원회는 평의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개회할 수 없다.

평의원회의 의사는 출석평의원의 과반수로서 이를 결정하며 가부 동

수일 때는 회장의 결정한 처리에 의함.

�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으로서 이를 충당함.

� 본회의 경비는 부(읍면)으로부터 받고 보조급 및 기부금 등으로서 이

를 충당함.

� 각 위생조합에서는 특수시설에 대해서는 부(읍면)으로부터 보조를 받

는 것으로 함.

� 연합회는 본 요강에 기초해 규약을 세우는 것으로 함.

� 연합회 및 각 위생조합규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회장이

이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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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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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the research sanitary association(衛生組合) system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 modern state power through the

process, and the formation of this Organization to examine how to

conquer a people through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n particular,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failure to oversee sanitary work

resulted in the reintroduction of the sanitary association system,

which was originally autonomous, and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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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ed into a police-government organization it said.

The sanitary association is a system designed to mobilize residents

to represent sanitary work at a time when modern sanitary

administration is not complete. this system was based on the

‘Sanitary association’ of the U.S., which included residents in the

region as members to place local sanitation on the responsibility of

residents in a certain part. ‘Sanitary association’ was introduced to

Japan, where the epidemic was widespread and was used effectively.

In addition to sanitary propaganda and demographics carried out by

the existing Sanitary Association, the Japan sanitary association was

in charge of supporting quarantine services and monitoring residents.

Since then, Japan's sanitary association has been linked to a

traditional autonomous organization and exercised a strong say in

local sanitary work.

In the case of Joseon, during the opening period, the sanitary

association system was introduced through intellectual officials, but

the system was rarely implemented.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established around Japanese settlements. The initial sanitary

association of the Japanese settlement was based on a local sanitation

council, which was aimed at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and

maintaining hygiene levels by quarantining Koreans between the

Japanese. Since the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anitary

association system in Japan, sanitary associations in the Japanese

settlement has been actively established. By the way, the Joseon

government established the ‘Hansung Sanitation Society(漢城衛生會)’,

a government-civilian organization, in 1907. The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to maintain hygiene levels in Hanseong. and was equi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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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system of sanitary association, including collecting sanitation

fees from residents and encouraging cleanliness.

After annexation, in the 1910s, The sanitary association existe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sanitary police system.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anitary police system, that system served as a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d by the sanitary police. However,

the sanitary association at this time was based on quarantine

self-defense or a settlement group. Thus, even though the sanitary

association at this time was a government organization, it had a

strong self-governing tendency. Then, in 1915, the sanitary

cooperative system had a legal basis from the Epidemic prevention

ordinance(傳染病豫防令). However,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reorganized under the standard rules proposed by the police. Also,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required to be set up in areas randomly set

up by police. In other words, police power has become the main body

for the establishment of a sanitary association under the Epidemic

prevention ordinance, which has become an important turning point

for the sanitary union to be coordinated by police control.

Later in 1917, under the town administration system,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disbanded, handing over the work to town. This is

because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was looking for the logic of

colonial rule in the so-called "civilization" project. In other words, the

governor wanted to find the cause of governance by monopolizing

and benefiting sanitary administration. Also, the sanitation

association's management projects were public works that could

function as funds for local organizations in the future. The

Governor-General did not regard the sanitary union as more tha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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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to the administrative vacuum until the local system was

established, and as a result, the sanitary union was disbanded or

temporary organization.

However, the prevalence and financial burden of the epidemic led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to organize the sanitation association

again. In other words, the Governor-General was feeling the limits of

administrative or executive power to monopolize sanitary affairs. as a

result,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reorganized from 1921. However,

in the 1920s, the sanitary association strengthened a government

organization to the previous period. At the time of the reorganization,

local organizations and sanitary police had the upper hand over the

sanitary association, but this gradually moved toward the sanitary

police in charge of the actual work. Accordingly,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set up at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e chief, not at

the request of the residents, and although it was run on local

organizations, it received little local subsidies. Also, the Federation of

sanitary associations, which was established in major cities to

oversee sanitary associations, was composed of the chief of the

hygiene section at the police station and the police chief.

Thus, in the 1920s, the sanitary association became stronger as a

police-government organization. Nevertheless,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not classified as an official control organization, which minimized

the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while performing sanitary duties

through the sanitary association. The general public also recognized

the sanitary association as an official organization, not a private

organization. In the end, the sanitary association faithfully

implemented its role as a police-government organization und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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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ext of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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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itary, Government Organization, Quarantin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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