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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두정책을 통해 본 일제의 식민 통치

-조선과 대만을 중심으로-

최규진

이 연구는 일제의 식민지 대만과 조선의 통치에 활용된 ‘일제 식

민의학’의 특성과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종두정책에 주목했다. 우선

일본에서 우두법 보급이 메이지 유신을 거쳐 근대 중앙집권적 국민

국가로 변모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정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일본의 두창 통제의 경험이 대만과 조선, 두 식민지 통치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메이지 정부의 두창

통제 경험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낳았다. ① 종두시행 주체의

확보 ② 법제를 통한 강제(의무) 종두접종 ③ 경찰의 관리감독 ④

호구제도와의 연계. 그리고 이 네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할 경우 사회 통제의 기본 틀인 국가통계와 호구제도가 신속하

게 기반을 갖출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종두접종이 가능했

으며, 그 결과 피지배계급에 대한 조밀한 의학적 정치적 통제가 가

능했다.

이러한 두창 통제 경험은 일제의 두 식민지 대만과 조선에서 활

용되었다. 각 요소별로 살펴보면, ① 일제는 대만 통치 초기에는 일

본인 공의와 의생을 종두시행 주체로 세웠고 점차 대만인 공의로

대체해 갔다. 조선에서는 초기에 경찰의와 종두인허원을 활용하였

고, <조선종두령> 이후에는 종두시술생을 활용하였다. ② 대만에서

는 <종두수속>, <대만종두규칙>이 있었고, 조선에는 대한제국정부

가 만든 <종두규칙>을 일제가 수용하는 형태로 종두접종을 강제한

법제가 존재했다. 두창 대유행 이후 대만은 <대만종두규칙>이 폐지

되고 일본 <종두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조선은 강화된 법제

인 <조선종두령>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들 법규 모두 새로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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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아기에 대한 종두접종을 강제적으로 규정했다. ③ 두 식민지 모

두 경찰제도를 근간으로 종두접종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 일제는

두 식민지에서 의사에 대한 감독은 물론 미종두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서 일본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경찰제를 시행했다. ④

일제는 대만에서 종두접종을 호구제도와 밀접하게 연계시켰다. 조선

에서는 뒤늦게나마 <조선종두령>을 통해 종두접종 여부를 호적에

기입하도록 했다.

이처럼 일제가 식민지 대만과 조선에서 자신들의 두창 통제 경험

을 활용하고자 했던 것은 우두법의 식민의학적 가치 때문이었다. 첫

째 우두법이 가진 인식론적 효과였다. 우두법이라는 근대의학, 나아

가 근대적 문물의 상징을 식민지 민중에게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식민지 통치에 대한 저항감을 감소시키고, 과거 지배 계급과 대비되

는 지적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었다. 둘째로 종두를 보급

하는 과정 자체가 중앙집권적 식민 행정체계 속으로 식민지 민중을

개개인 단위로 포섭할 수 있는 경로이기도 했다.

그러나 두 식민지의 역사적, 지정학적 배경이 달랐던 만큼 대만과

조선에서 종두정책의 전개 양상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① 일제가

대만에서 종두시행 주체로 세운 공의의 경우 지역에서 통치 권력의

전달자이자 정보원으로서 기능했다. 의생은 제도권 내에 수용되어

공의의 감독 하에 종두접종을 시행함으로써 일제 종두정책에 대한

대만 민중들의 거부감을 감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면,

조선의 경우 사실상 경찰이 종두인허원을 통해 종두접종을 실시하

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접종자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실적 위주의 강

압적 시행으로 인해 민중들의 불만이 컸다. 이후 대만의 선례를 따

라 1914년부터 공의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선의 공의는 개업의의 성

격이 강해 대만의 공의처럼 통치 권력의 전달자이자 정보원으로서

의 기능을 할 수 없었다. <조선종두령> 반포 이후 종두시술생을 대

거 양성했지만 단지 3-4일 교육시켜 종두시행에 투입했기 때문에

종두접종의 질이 크게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민중들로부터 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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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두정책은 불신을 받았다.

② 대만에는 일제가 제정한 <종두수속>과 <대만종두규칙>이 있

었다. 강점 초기인 1896년에 공포된 <종두수속>에는 정기종두가 세

차례로 규정되었다. 이후 식민지 통치체계가 기반을 잡자 고토 신페

이 주도하에 1906년 <대만종두규칙>을 제정해서 봄철 한 차례, 일

생에 한 번 정기종두를 맞도록 했다. 접종방식이 일본이나 조선에

비해 단출했지만 임시종두를 정기종두와 거의 대등하게 규정하여

단기간에 미종두자에 대한 종두접종을 시행할 수 있었다. 조선에서

는 대한제국 정부가 만든 <종두규칙>을 일제가 수용하는 형태를

취했다. 하지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시행될만한 제도적 조치는 미흡

했다. 두창 대유행 이후 대만에서는 <대만종두규칙>이 폐지되고 일

본 <종두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는 두창에 관한 한 대만이

위생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이 되었음을 의미했으며 별도의 식민지

위생제도를 통한 사회 통제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대만 사회

가 일제에 순응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반면, 조선에서 일제는 <조

선종두령>을 통해 기존의 한 번의 정기종두를 세 번으로 강화했다.

이는 강점 후 10년이 지나도록 두창조차 안정화 시키지 못한 위생

행정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수습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문관경찰제로의 개편과 증강된 경찰력을 바탕으로 뒤늦게나마 종두

의 효율적인 사회 통제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한 방편이었다.

③ 대만에서는 인구 대비로 조선보다 2배 이상 많은 경찰력이 배

치되었다. 하지만 종두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접근은

공의와 보정들이 하고 경찰은 뒤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유연한 방식

을 취했다. 조선의 경우 경찰이 직접 종두인허원을 대동하여 종두접

종에 개입함으로써 강압성이 심했다. 또한 대만은 군정시기의 헌병

경찰제에서 고토 신페이 통치기부터 문관경찰제로 변경된 반면, 조

선은 통감부시기의 문관경찰제에서 강점 이후 헌병경찰제로 일원화

되어, 두 식민지의 경찰제도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④ 일제는 대만에서 종두접종을 호구제도와 밀접하게 결부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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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두접종을 구실로 가가호호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호구조

사가 가능했으며, 그러한 호구조사를 통해 종두 수요자에 대한 파악

이 정확해졌다. 조선에서는 1910년대 말 두창 대유행의 주요 원인으

로 “미비한 민적(民籍)”을 지적했을 만큼 종두정책은 호구제도와 체

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했다. 1923년 제정된 <조선종두령>을 통해 호

구제도와 연계하도록 규정되었고, 1925년 전주민인구조사를 실시했

지만 끝내 호구제도와 종두접종은 연계되지 않았다.

대만과 조선에서 종두정책 시행의 차이는 의학적 정치적으로 다

른 결과를 낳았다. 대만에서는 두창 환자 감소라는 보건의료상의 실

질적인 효과는 물론 사회 통제적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조선에서는 종두정책의 체계도 미흡한 데다 경찰의 직접적, 강

압적인 위생행정이 전개되면서 우두법이 가진 보건의료적인 효과와

사회 통제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두창의 대유행 이후

조선에서도 대만과 유사한 형태로 종두정책과 관련된 제반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1930년대에 본격화된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으로 인해

만주로부터 두창이 계속 유입되면서 조선 민중은 일제 강점기가 끝

날 때까지 두창 유행과 경찰의 강압적 단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

었다.

이처럼 두 식민지에서 일제라는 동일한 식민자가 유사한 원칙으

로 종두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개양상과 그 결과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제 강점

당시 대만과 조선의 위생행정 기반이 달랐다는 점이다. 대만의 경우

일제 강점 이전 민간이나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인 우두법 시행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법제 마련, 종두시행 주체의 양성 등 모든

것이 철저하게 일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반면, 조선의 경우는 대한

제국의 거의 모든 정책을 부정한 일제도 종두사업만은 인정할 정도

로 종두행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일제의 개입이 본격화되면서 대한제국의 종

두정책의 기반이 파괴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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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제의 입장에서 조선과 대만의 식민지적 가치가 달랐다는

점이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도 강대국의 견제로 중국 대륙 내 영

토 획득에 실패한 일본에게 있어 대만은 제국으로서의 능력을 입증

해야 하는 “쇼케이스”의 의미를 가졌다. 때문에 본국의 적극적 지원

하에 고토의 의도대로 문관경찰제와 보갑제, 공의제도, 호구제도를

종두정책과 연계시켜 추진함으로써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대만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조선은 “병참기지”라는 식민지적

성격과 재정의 한계로 인해 대만과 같은 조밀한 행정력은 애당초

기대할 수 없었고 헌병경찰제 하의 강압적 통제에 의존해야 했다.

셋째, 주요 위생행정가의 특성과 경험이 달랐다는 점이다. 대만의

초기 통치를 관장한 고토 신페이는 나가요 센사이의 후계자로서 일

본의 종두정책을 완성시킨 인물이었다. 그는 대만에서 일본의 두창

통제의 경험을 식민지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었다. 조선 강점 초

기 위생행정을 담당한 후지다 쯔구아키라는 사실상 일본인들을 위

한 병원인 총독부의원 관리와 자혜의원 건립에 매진했으며, 군의 위

주의 위생행정 체계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각 지역의 위생행정은

강점 이후에도 별다른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조선과 대비되는 종두정책 성과만으로 대만에서의 일제

위생행정을 섣불리 긍정할 수는 없다. 다른 법정전염병에 대해 분석

한 결과 대만 역시 조선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두법의 식민의학적 기능

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 살펴본 두 식민지에서 전개된 종두정책만으로 일제의 식민

의학의 특성과 양상을 다 포괄할 수는 없다. 다양한 위생행정 분야

의 연구가 축적되어야 하며, 조선과 대만의 비교에 있어서도 다각적

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두정책은 일

제시기 두 식민지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실시된 위생행정이었기에

식민의학의 특성과 양상을 규명하는 데 유용한 수단임에는 틀림없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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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지금은 박멸되어 지구상에서 사라진 질병이지만,1) 과거 한번 유

행하면 걸린 사람의 약 3분의 1이 사망했으며 살아남는다 해도 얼

굴을 얽게 만들었던 두창은 인류에게 오랜 기간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두창에 대한 대응으로 인두법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우두

법이 개발된 것은 의학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두창

의 공포가 컸던 만큼 그리고 우두법의 효과가 탁월했던 만큼 두창

통제 과정은 단지 의학적 차원의 의미에 머물지 않았다. 기본 원리

나 발견 과정에서 근대적인 면모를 찾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2) 19

세기 이래 우두법은 전 세계로 전파되며 인류가 질병에 대해 처음

으로 진정 효과적인 처방을 구사한 ‘근대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3)

또한 우두법은 “서양의학 체계의 소산”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동아시아를 비롯한 서양 이외의 나라에 전파되며 서양 의술의

효능을 뚜렷하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했다.4) 특히 서구문명의 전래와

근대화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화 과정이 함께 맞물려 있었던 일본,

1)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1979년 12월 9일 두창 박멸을 공식

적으로 인정하였고, 1980년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이를 공표

하였다.(WHO, World Health, 1980.5 참조)
2) 우두법은 사람의 두창균을 약화시켜 집어넣는 인두법과 원리상으로는 별반 다를

게 없으며, 제너는 소젖을 짜던 여인들이 우두에 걸릴 경우 두창에 걸리지 않는다

는 풍문을 듣고 우두법을 착안해냈다.(강신익, 신동원, 여인석, 황상익, 의학오디세
이, 역사비평사, 2007, pp.116-118 참조)
3) 황상익, 근대의료의 풍경, 푸른역사, 2013, p.18
4) 중국과 인도에서 기원한 인두법의 원리가 유럽까지 전해져 있었기에 우두법의

발견도 가능했고, 발견 과정의 우연적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우두법을 “근대 서양의

학 체계의 소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황상익, 앞의 글, p.17; 강신익 외, 앞의 글,

pp.116-1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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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대만에서 우두법이 갖는 의미는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었고

그 힘이 미치는 지점도 다양했다. 이 논문은 그 의미들과 지점들을

고찰하여 일제 종두정책5)의 특성과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1. 일제 식민의학 연구의 필요성과 우두법이 가지는 의미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동아시아는6) 중화적 세계 질서에서 벗

어나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근대적 세계 질서 속으로 편입되는 진

통을 겪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각국은 제반 봉건 제도의

해체와 함께 근대적 개혁이 요구되었고 그러한 개혁의 방향으로 제

시된 것은 서구문명이었다.7)

이러한 동아시아 각국의 직간접적인 서구문명 수용에 있어서 의

학 분야는 부국강병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일종

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종교나 법, 제도와 달리 이념이나 가치관

에 상관없는 기술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개혁가들의 우선적인 관심

의 대상이 되었다.8) 그러나 이는 서구문명을 수용하고자 하는 측의

의도만은 아니었다.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던 제국주의9) 열강들은 식민지 건설을 위해 근대의학10)

5) 종두는 ‘사람에게 두(痘)를 놓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종두법은 두

창에 걸린 사람의 딱지나 고름을 이용하는 인두법(人痘法)과 소의 고름을 이용하는

우두법(牛痘法)을 포괄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두법이 보급된 이후 인

두법은 사실상 소멸되며, 공식 문헌상에서도 우두법을 종두법이라 칭하게 된다.

6) 동아시아에 대한 정의는 학문 영역과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19세기 당시 대만을 포함한 중국, 한국, 일본을 의미한다.

7) 백영서, 동아시아에서의 문명론과 국민국가-20세기 前半期의 담론 구조 재검토

, 歷史學報 第163輯, 1999, p.541
8) 박윤재, 일제 초 의학교육기관의 정비와 임상의사의 양성 , 의사학 13-1,
2004, p.20

9)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태동 이전 에스파냐와 포르투갈로 대표되는 ‘식민주의’와

구분되며, 자본주의 시대의 특징으로서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이 결합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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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필요로 하였다.11) 때문에 동아시아 각국의 자주적인 수용이 본격

적인 궤도에 오르기 전에 근대의학은 제국주의적 수단으로서 등장

하였다. 대만과 조선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 열강은 일본 제국이

었다.

이는 동아시아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열강들이 세력 확장의 수단으로서 위

생제도와 기술을 식민지에 주입하는 시기였다. 다만 영국을 중심으

로 한 서구 점령지의 경우, 점령을 위해 파견된 군대와 산업적 수탈

을 위해 파견된 본국의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써

위생제도가 존재했다. 따라서 식민의학12)은 군진의학과 열대의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13)

가간 경쟁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일한 시대라 하더라도 상이한 제국주의 모델이 공

존했다.(알렉스 캘리니코스,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 책갈피, 2011 참조)
10) 이 글에서 의학은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서, 제도, 학문, 기술을 포함한 포괄적 의

미로 사용하였다. ‘식민의학’, ‘근대의학’, ‘서양의학’, ‘전통의학’에서의 의학은 바로 이

러한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다. 학문으로서의 의학을 의미할 경우 “이론적” 또는 “학

문영역에서”라는 수식을 붙였다. 그리고 이론적 의학과 대조적으로 기술적 의미를 강

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의술이라고 표현하였다. 의료는 진료와 같이 의사와 병원을

중심으로 실질적 서비스와 관련된 영역에서의 의학을 뜻한다. 보건은 의료와 대조적

인 개념으로 건강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측면의 포괄적 개념의 의학을 지칭한다. 위생

은 본래 제도적으로는 방역과 관련된 영역을, 개념적으로는 청결과 유사한 의미를 갖

지만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의 의미는 보건과 의료를 포괄한 현대의 ‘보건

의료’와 거의 동일한 의미이다. 이 글에서도 주되게는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11) Curtin, P.D., Death by Migration: Europe’s Encounter With the Tropical
World in the Eighteenth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12) 식민의학(colonial medicine)에 대한 정의도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이 논문에서

는 이지마 와타루의 개념을 차용하여 “식민당국이 식민 통치를 위해 식민지에 적용

시킨 근대식 서양의학에 기반한 위생 개념, 의료 제도 및 기술“로 정의하였다.(飯島

涉, マラリアと帝國 : 植民地醫學と東アジアの廣域秩序, 東京:東京大学出版会,
2005, p.8)

13) 飯島渉, 脇村孝平, 近代アジアにおける帝国主義と医療, 公衆衛生 , 見市雅俊,

斎藤修, 脇村孝平, 飯島渉編, 疾病・開発・帝国医療 : アジアにおける病気と医療の

歴史学, 東京:東京大学出版会, 2001, pp.75-95; David Arnold, Coloniz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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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제와 식민지 대만, 조선 사이의 관계는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식민지 사이의 관계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우선 일본은

식민지가 근거리에 위치하였으며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에 인종적,

문화적 차별화가 쉽지 않았다.14) 일본이 제국주의화 되는 시기와 속

도 그리고 식민지 사회에 개입한 정도에 있어서도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달랐다. 특히 그 개입에 있어 의학이 차지한 비중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15) “일본은 완전한 종교가 없기에 인간의 약점인 질

병을 구제해 줌으로써 통치의 방책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의학

의 활용을 “선택”했다는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의 말처럼 서구 제국

주의에서 종교가 했던 역할까지 망라할 정도로 의학이 일제 식민

통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컸다.16)

하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일제 식민의학에 대한 연

구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식민지 전체를 한 시야에

놓고 고찰하는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식민권력의 작동을 미

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질병사 연구도 빈약하다.17) 그나마 이지마

body: state medicine and epidemic disease in nineteenth-century Ind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14) 최은경,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 결핵 유행과 대응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 2011, p.5

15) 박지향. 영국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비교 (I): 인종주의를 중심으로 , 영

국연구 2, 1998, pp.161-194; 이종찬,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과 근대, 문학과지성사,
2004 참조

16) 臺灣日日新報, ‘後藤長官演說の要旨’, 1901年 9月 20日 2面 雜報

17)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의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대

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Headrick D., The tools of empire : technology and
European imperialism in the nineteenth century, New York : Oxford U.P., 1981;
David Arnold, Colonizing the body : state medicine and epidemic disease in
nineteenth-century Ind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David
Arnold, Imperial Medicine and Indigenous Societie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8; S. Marks, What is colonial about colonial medicine? And what has

happened to imperialism and health? , Social History of Medicine, 1997. 이 연

구들은 대부분 종두정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밖에도 각 식민지별 식민의학

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으며 특히 질병사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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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타루(飯島涉)가 이러한 한계를 넘어 말라리아와 제국18)을 통해

제국사19)와 질병사를 바탕으로 한 일제 식민의학 연구의 기초를 닦

은 바 있다. 이 책에서 그는 말라리아에 착안하여 일본이 대만에서

시행한 위생정책을 기점으로 식민지에서의 경험이 ‘내지’20)인 오키

나와는 물론 일본 본토를 관리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일

본 제국 내의 유기적 연관성을 분석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시도

가 어느 정도로 일제 식민의학을 포괄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가 하

는 점이다. 각 질병의 서로 다른 역학적 특징을 고려한다면, 열대병

인 말라리아에 착안하는 역사 서술은 오끼나와와 대만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어도 조선까지 포괄하기에는 유효하지 않다.21) 이것이

이 연구가 말라리아가 아닌 두창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22) 다

시 말해 당시 식민지 조선, 대만에서 공통적으로 유행했던 질병이며

18) 飯島涉, マラリアと帝國 : 植民地醫學と東アジアの廣域秩序, 東京:東京大学出版会, 2005
19) 동아시아 근대사를 재구성하는 틀로서 제국사라고 하는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駒込武, 植民地帝国日本の文化統合, 東京：岩波書店, 1996; 山室信一, ‘国民帝国’
論の射程 , 收於山本有造編, 帝国の研究─原理・類型・関係, 名古屋:名古屋大学出
版, 2003; 山室信一, 植民帝国, 日本の構成と満州国 , 收於Ｐ ドウス, 小林英夫編, 
帝国という幻想, 東京:青木書店, 1998 참조.
20) 일본은 1879년에 점령한 류큐(瑠球, 오키나와)까지는 일본 본토와 함께 內地로

규정했으나, 대만(1895년 강점)과 남사할린(가라후토, 樺太. 1905년), 조선(1910년 강

점) 등의 식민지는 外地로 규정하여 별도의 행·재정을 운영했다.(정혜경, 植民地

時期 朝鮮 社會의 外地 認識－臺灣과 南洋群島 新聞記事 論調 分析－ , 韓日民族
問題硏究 제22호, 2012, pp.43-44)
21) 페스트에 관한 이지마 와타루의 다른 연구도 있으나 조선이 결락된 한계는 동

일하다.(飯島涉, ペストと近代中國 – 衛生の‘制度化’と社會變容, 東京: 硏文出版,
2000)

22) 조선에서 말라리아가 적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만에서는 치명적인 열대열 말

라리아가 창궐하여 매년 1만 4천명 가까이 사망할 정도였기에 일제에게 심각한 문

제로 여겨졌지만, 조선의 경우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은 말라이아여서 일제가 자국

군인들에게 키니네를 먹이는 것 외에 특별한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여인석, 학질

에서 말라리아로: 한국 근대 말라리아의 역사(1876-1945) , 의사학 20-1, 2011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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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두 식민지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대응했던 질병이기도 한 두

창을 매개로 한다면 일제 식민의학을 좀 더 유기적이고 포괄적으로

서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2. 일제 식민의학 연구에 있어 대만, 조선 비교연구의 필요성

대만과 조선은 역사적, 지리적 배경이 다른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근대 이전 두 지역 간에는 직접적인 교류조차 거의 없었다.23) 그러

나 일제의 지배는 새로운 국면을 제공했다. 제국이라고 하는 동일한

정치적 범주 속에서 일본이라는 동일한 식민자를 통하여 근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두 나라의 근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국사적 분석과 별도로 일본 제국이라는 틀 안에서 총체적으로 검

토하는 작업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24)

특히 일본 제국의 첫 식민지였던 대만은 일본 ‘식민 통치의 실험

실’이었을 뿐만 아니라25) 이후에 획득한 식민지 지배에 참고할 수

있는 통치모델의 원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26) 따라서 조

선에 적용된 식민 통치의 특성과 양상을 객관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는 대만에서의 일제 식민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각종 시책 중에서도 일본 제국의 틀을 만들고 유지하

는 데 있어 중요한 구실을 했던 식민의학에 대한 분석 역시 마찬가

23) 한길로, 일제강점기 조선에 비친 식민지 대만의 허실, 그리고 조선-매일신보소

재 대만 시찰기를 중심으로- , 인문논총 제70집, 2013, p.382
24) 駒込武, 植民地帝国日本の文化統合, 東京：岩波書店, 1996; 山室信一, ‘国民帝
国’論の射程 , 收於山本有造編, 帝国の研究─原理・類型・関係, 名古屋:名古屋大学
出版, 2003; 山室信一, 植民帝国, 日本の構成と満州国 , 收於Ｐ ドウス, 小林英夫編,

帝国という幻想, 東京:青木書店, 1998 참조.
25) 강상중 지음, 이경덕ㆍ임성모 옮김,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 근대문화비판,
이산, 1997, p.116

26) 문명기, 근대 일본 식민지 통치모델의 轉移와 그 의미-‘臺灣모델’의 關東州ㆍ

朝鮮에의 적용 시도와 변용 , 中國近現代史硏究 第53輯, 2012,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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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

또한 대만, 조선의 일제 식민의학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은 각국에

서 행한 일제 식민의학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각국 의학사 분야의 일제 위생

행정에 대한 평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일제시기에 대한 부정적인 역사적 평가 속에 불비(不備)함과 강압성

을 일제 식민의학의 특성으로 강조하고 있다.27) 반면 대만의 경우

일제시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28) 일제 위생

행정에 대해서도 체계성과 이로움(근대화의 증거)을 강조하고 있

다.29) 이는 종두정책에 대한 선행연구의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

나고 있다.30) 그러나 양국 모두 종두정책을 비롯한 일제 식민의학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31) 또한 실증적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된다 하더라도 비교 준거가 없을 경우 그에 대한 평가에

주관성이 작용할 여지는 계속 남는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대만과

조선의 종두정책에 대한 실증적 비교연구는 절대적일 수는 없겠지

27) 박윤재, 한국 근대 의학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 , 의사학 19-1, 2010, p.53
28) 전 총통 이등휘(李登輝)의 공공연한 친일적 발언은 유명하며, 담강대학교 역사

학과 임정용(林呈蓉) 교수를 비롯한 많은 대만학자들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식민지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Taiwan News 2001년

3월 12일자 기사 “The modernization of Taiwan, 林呈蓉”)

29) 梁鑗尹, 日治時期臺灣公共衛生史研究回顧與展望 , 史耘 第11期, 2005年 12月 참

조

30) 栗原純, 台湾における日本植民地統治初期の衛生行政について: “台湾総督府公文

類纂”みる台湾公医制度を中心として , 史論 57, 2004; 鈴木哲造, 日治初年台灣衛
生政策之展開－以“公醫報告”之分析為中心 , 臺灣師大歷史學報 37，2007.6 두 연구
모두 종두정책이 통치를 위한 중요한 방편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체계성과 이

로움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박윤재, 조선총독부의 우두정책과

두창의 지속 , 의사학 21-3, 2012 연구는 불비함과 강압성을 강조하며 일제 종두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31) 박윤재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일제 식민지 시기 의학사 연구의

경우 사실(事實)에 입각하여 담론을 만들기보다는 담론을 통해 사실을 해석하는 측

면이 다분하다”고 평하였다.(박윤재, 앞의 글, 2010,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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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일국사적 한계를 넘어 일제 식민의학을 보다 객관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 목적

일본 식민정책학의 창시자인 니토베 이나조(新渡戶稻造)는 “식민

지 경영의 방법이 반드시 위생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또 의학의 원

조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며 일제 식민 통치에 있어 의학의 역할을

강조했다.32) 대만총독부 식산과장(殖産課長)으로 식민 통치에 직접

관여했던33) 인물이었던 만큼 단지 선언적 얘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을 입증할 만큼 일제 식민의학이 “식민지 경영” 수단

으로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증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대해 일본 우두법 도입 역사에 관한 자네타(Ann Jannetta)

의 연구34)가 중요한 단서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는 우두법 도입이

단순한 의학기술의 전래가 아니었으며 그 과정 자체가 일본이 근대

중앙집권적 국민국가로 발전하는 주된 원동력이 되었다고 주장했

다.35) 또한 종두시행을 통해 중앙집권적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

32) 矢內原忠雄編, 新渡戸博士植民政策講義及論文集, 1943, p.370
33) 北海道大學編，《北大百年史》通説, 東京：株式会社ぎょうせい, 1982，p.153
34) Ann Jannetta, The Vaccinators: Smallpox, Medical Knowledge, and the
'Opening' of Japa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 Ann Jannetta, Jennerian
Vaccination and the Creation of a National Public Health Agenda in Japan, 1850

–1900 ,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Vol.83, No.1, Spring 2009
35)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이르기까지 의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는 당시

에도 널리 퍼져 있었다. 19세말 20세기초 많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이런 생각을 공

유하며 서양의학을 배우기 위해 일본에 유학했다. 이 중 한 명이었던 노신도 자서

전에 “나는 이미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새로운 의학

이 일본 유신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남겼다.(馬伯英

高晞 洪中立, 정우열 옮김, 中外醫學文化交流史, 전파과학사, 1997, p.5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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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논증하며, 이러한 일본의 경험이 이후 식민 통치에 있어서도

중요한 구실을 하였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36) 간단히 말해, 일제의

식민지 경영에 기여한 식민의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종두정책이 중

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예측은 대만의 위생행정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경찰제도와 대만의 특수

한 지역조직인 보갑제도를 살피고 있는 몇몇 연구에서 우두법 시행

이 지역 통치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다

시 말해, 일제가 근대 국민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우두법이 중요

한 기여를 했으며 이러한 경험이 식민지 대만과 조선의 통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이 연구는 우선 이러한 추론을 검토하여 일본에서 우두법이 메이

지 유신을 거쳐 근대 중앙집권적 국민국가로 변모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관찰되는 두창이라

는 질병과 우두법이라는 의술이 그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해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축적된 두창 통제의

유산이 실제 식민지 대만과 조선의 통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 대만과 조선 통치

에 활용된 종두정책의 공통점을 일반화하여 일제 식민의학의 특성

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실제 일제의 전반적인 식민 통치전략을 보면 본질적인 차이를 찾

기 어려울 정도로 조선에서 대만과 유사한 통치체제를 구축하였고

유사한 통치방식을 구사했다. 물론 대만 조선의 식민 통치 방식에

차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기본 전략은 동일했다. 즉, 통

치행위에 관한 광범한 권한을 총독에 부여한 ‘총독체제’ 하에서 정

치적으로는 피식민지인의 정치참여를 배제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36) Ann Jannetta, 앞의 글, 2009,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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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경제자원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식민본국의 자본주의 발전에

식민지경제를 최대한 종속시켰다.37)

이러한 유사성을 종두정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기본적인 법제(法制), 위생경찰제, 공의제도, 의생제도 등 위생행정

을 위한 기본 틀은 식민지 대만과 조선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이

러한 유사한 틀 위에서 실시된 종두정책은 어떤 공통된 특성을 보

이며 이를 통해 일제가 추구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식민의학이 기본적으로 식민지 경영을 위

한 수단으로, 유사한 전략 하에서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두 식민지의

상이한 조건 속에서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지 그 전개양상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근원적 요인은 무엇

이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일제가 대만과 조선에서 구축한 통치체계와 이를 통해 추구한 통

치전략은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효과’38)면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일본 스스로도 대만에서는 ‘전제순화(전제통치에 의한 식민

지 인민의 순화)’가 용이하게 달성되었고 따라서 대만에서는 일본의

의도를 성공리에 관철할 수 있었던 반면, 조선의 경우는 명백히 실

패했다고 평가했다.39) 실제 대만의 경우 대략 1895년부터 1902년까

지의 초기 무장항일투쟁 이후로는 일제 통치체제를 동요시킬 정도

의 저항운동이 거의 없었다. 반면40) 조선에서는 강점된 지 거의 10

37) 문명기, 대만ㆍ조선총독부의 초기 재정 비교연구 , 中國近現代史硏究 第44
輯, 2009, pp.92-93

38) ‘통치효과’라는 개념은 식민지권력의 통치행위에 대한 식민지사회의 ‘순화(馴

化)’의 정도를 의미한다.(문명기, 앞의글, 2012, p.204 참조)

39) 近藤釰一 編, 太平洋戰下の朝鮮及び臺灣, 朝鮮史料硏究會 近藤硏究室, 1961,

pp.89-90

40) 若林正丈, 台湾抗日運動史硏究, 硏文出版, 1983, pp.1-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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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3 1운동으로 대표되는 전사회적인 저항운동

이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일제시기 내내 조선총독부가 적지 않은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야 했을 만큼 크고 작은 사회적 저항이 존

재했다. 다시 말해, “대만에서는 비교적 유효하게 작동했던 식민지

지배체제가 조선에서는 대만에서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던

것”이다.41)

물론 이는 당시 대만과 조선 두 식민지에서 관료로 복무한 모치

지 로쿠사부로(持地六三郞)가 지적했듯이, “조선의 제반 행정은 대만

과 같이 주도(周到)하지 못하고 극히 조방적(粗放的)인 행정으로 만

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인구와 지리적 규모 등 객관적 조건의 차이

가 주되게 작용했을 것이다.42) 이와 더불어 두 식민지사회의 세원으

로서의 잠재력의 차이, 식민본국의 재정지원의 차이 등도 한 요인일

것이다.43)

하지만 군부가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러일전쟁 이후부터는 대륙

진출에 대한 야망이 일본 정치를 압도했던 만큼 조선이 일본 제국

내에서 가졌던 정치적 비중은 대만과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44) 이러

한 점을 감안한다면 식민 통치 ‘통치효과’의 차이를 단순히 객관적

조건의 차이로만 환원시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통치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했던 경찰제도에 있어서도 문관경찰제도와 헌

병경찰제도라는 차이가 존재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45) 대만에는 특수한 지역행정기구인 보갑제도가 존재했고, 실질

41) 문명기, 앞의 글, 2009, p.93

42) 持地六三郞, 日本植民地經濟論, 改造社, 1926, p.113
43) 문명기, 앞의 글, 2009, p.94

44) 조선과 대만의 정치적 위상 차이는 총독의 궁중석차(宮中席次)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궁중석차는 제1계에서 제10계까지 지위 순에 따라 나뉘는데 조선총독은

최고 상계인 제1계에 속하는 반면 대만총독은 명시조차 되지 않았다.(黃昭堂, 臺灣
總督府, 東京:敎育社, 1981, pp.209-210; 강창일, 식민지 조선사회를 어떻게 볼 것

인가. 일제의 조선지배정책 -식민지 유산문제와 관련하여- , 역사와현실, 1994,
p.54 재인용)



- 12 -

적인 통치세력의 성격이 문관 출신과 군부 출신이라는 차이를 보였

다. 이러한 조건들은 위생행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다.

그만큼 위생행정의 구체적 전개 양상과 결과 또한 달랐을 것이다.

특히 위생행정 중에서도 일제가 두 식민지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실

시한 종두행정에서 그 면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더욱이 일

제 개입 이전 두 식민지의 우두법 수용 정도가 다른 분야보다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46)까지 감안하면 종두정책 비교분석이야말로 일

제 식민의학의 전개양상 차이를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일 것이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와 관련된 이론과 담론

1. 선행연구 검토

이 연구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각국의 우두법 시행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일본사의 경우 주요 지역의 우두법 도입 역

사와 그 특성까지 연구되어 있을 정도로 축적된 연구의 양은 방대

하다.47) 두창에 한정된 통사 역시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48) 일

45) Edward I-te Chen, Japanese Colonialism in Korea and Formosa: A

Comparison of the Systems of Political Control ,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30, 1970
46) 황상익, 일제식민지 대만과 조선의 차이 , 다산포럼 제709호, 2014 참조

47) 深瀬泰旦, 天然痘根絶史:近代医学勃興期の人びと, 京都:思文閣出版, 2002; 川
村純一, 病いの克服:日本痘瘡史, 京都:思文閣出版, 1999; 加藤四郎, ジェンナーの
贈り物:天然痘から人類を守った人, 東京:菜根出版, 1997; 田崎哲郎, 牛痘種痘法の
普及:ヨーロッパからアジア・日本へ, 東京:岩田書院, 2012; 添川正夫, 日本痘苗史
序説, 東京:近代出版, 1987; 中西淳朗, 横浜と痘瘡 , 日本医史学雑誌 45-3,

1999.9; 松木明知, 幕末の弘前藩における痘瘡流行と牛痘種痘普及の実態-豪商金木屋

又三郎日記による研究 , 日本医史学雑誌 43-1, 1997.3; 前川久太郎, 馬琴日記に見
る江戸の痘瘡習俗 , 日本医史学雑誌 22-4, 1976.10; 河内和夫, 種子島における痘
瘡について , 日本医史学雑誌 19-2, 1973.6; 永野正宏, 1857〜1859年における箱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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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근대 의학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여러 문헌에서도 일본의 우두법

도입 과정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49) 하지만 통사에서는 인

물, 역사적 사건, 통계, 제도별로 실증적인 정리에 그친 아쉬움이 있

다. 일반 논문에서는 그 주제범위가 너무 구체적이고 특정 지역에

국한된 연구가 많다. 반면, 종두도입이 일본 근대화의 맥락에서 어

떤 의미를 갖는지, 식민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

에 천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奉行による種痘の再検討 , 北方人文研究 4, 2011.3; 古西義麿, 種痘医 松本文斎に

ついて , 日本醫史學雜誌 55-2, 2009.6; 酒井シズ, 佐倉藩の種痘の事跡 , 日本醫
史學雜誌 55-2, 2009.6; 松木明知, 中川五郎次による北方系の種痘法:京都における
日野鼎哉の最初の種痘法との接点 , 日本医史学雑誌 53-4, 2007.12; 市川智生, 近
代横浜における天然痘 種痘統計の分析 , 日本医史学雑誌 50-1, 2004.3; 川部裕幸,
十九世紀後半の神奈川県における天然痘と種痘の状況 , 日本医史学雑誌 50-1,

2004.3; 細野健太郎, 幕末明治初期の埼玉県域における種痘の様相 , 国立歴史民俗
博物館研究報告 116, 2004.2; 小川亜弥子, 長州藩における牛痘種痘法の導入と普及
,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6, 2004.2; 福井敏隆, 幕末期弘前藩における種
痘の受容と医学館の創立 ,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6, 2004.2; 酒井耕造,
会津藩における種痘の普及と民俗 ,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6, 2004.2; 田
崎哲郎, アジアにおける種痘 ,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6, 2004.2; 古西義
麿, 明治期の種痘普及と大坂の除痘館-和歌山県橋本市の一事例 , 洋学 13, 2004;
清水英一, 安中藩主板倉侯の種痘事業 , 日本医史学雑誌 49-1, 2003.3; 小野尚香,
明治初期における種痘制度の育成-京都の種痘医の提唱と実践 , 医学史研究 66,

1994; 石出猛史, 幕末における千葉県の医療制度に関する考察:予防医学について ,
千葉医学雑誌 69-6, 1993.12; 野村良和, 明治前期の学校衛生の検討-‘種痘’および学
校環境衛生を中心として , 筑波大学体育科学系紀要 9, 1986.3; 松木明知, 中川五
郎治の種痘法の研究-新たに発見された被接種者 , 日本医史学雑誌 29-1, 1983.1;

深瀬泰旦, 明治初年の種痘の状況 , 日本医史学雑誌 22-4, 1976.10; 市川智生, 明
治初期の伝染病流行と居留地行政-一八七〇 七一年横浜の天然痘対策 , 日本歴史
762, 2011.11; 渡辺理絵, 近世農村社会における天然痘の伝播過程:出羽国中津川郷を

事例として , 地理学評論 83-3, 2010.5 등
48) 대표적으로 深瀬泰旦의 天然痘根絶史―近代医学勃興期の人びと(思文閣出版,
2002)를 들 수 있다.

49) 대표적으로 후생성(厚生省医務局)에서 펴낸 醫制百年史 資料編(ぎょうせい,
1976)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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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미국 학자인 자네타(Ann Jannetta)가 일본 학계의 한계를

딛고 우두법 도입 과정에 집중하여 그 과정이 일본 근대화에 끼친

영향을 정리하였다.50) 그는 일본의 우두법 도입이 단순한 의학기술

의 전래가 아니었으며, 그 과정 자체가 일본을 근대 중앙집권적 국

민국가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난방의들

이 선진적인 번(藩)의 중간계급들과 협력하여 종두를 통한 헤게모니

장악을 통해 근대에 걸맞는 공중보건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 있어 중요한 대목으로, 위

생국장이었던 나가요 센사이가 난방의들의 축적된 종두접종 데이터

를 바탕으로 국가 통계를 달성하였고 이를 위생경찰제도와 연계시

켜 근대적인 사회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음을 포착해 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흥미롭게도 그는 우두법이라는 “공중보건 아젠다”

를 통해 사회체제 변화를 추동했던 경험이 이후 식민 통치에 있어

중요한 구실을 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51) 대만과 조선에서 일제

의 식민의학이 어떻게 기능했는지 종두정책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는 이 연구가 그에 대한 답을 상당부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대만 종두사(種痘史)의 경우 일본에 비하면 축적된 연구가 많지

않다. 그 중 일제 강점기 대만에 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2000

년대 중반부터 쿠리하라 쥰(栗原純)과 스즈키 테츠조우(鈴木哲造)

등이 일본 위생 통치 제도의 중핵이었던 공의에 대한 검토 속에서

종두시행을 논의한 바 있다.52) 쿠리하라 쥰과 스즈키 테츠조우는 모

50) Ann Jannetta, The Vaccinators: Smallpox, Medical Knowledge, and the
'Opening' of Japa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 Ann Jannetta, Jennerian
Vaccination and the Creation of a National Public Health Agenda in Japan,

1850-1900 ,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Vol.83, No.1, Spring 2009
51) Ann Jannetta, 앞의 글, 2009, p.139

52) 栗原純, 台湾における日本植民地統治初期の衛生行政について: “台湾総督府公文

類纂“みる台湾公医制度を中心として , 史論 57, 2004; 鈴木哲造, 日治初年台灣衛
生政策之展開－以“公醫報告”之分析為中心 , 臺灣師大歷史學報 37, 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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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료제도의 일부분으로서 공의제도가 어떻게 통치 체제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연장선 상

에서 종두시행이 가져온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청대 대만의 종두가 유료로 시행되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두법이었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인 동시에

위험 부담도 많았던 반면 일제 식민 통치자들은 안전한 우두를 무

료로 시술함으로써 접종을 의무화 하는 동시에 민중을 보갑제도와

경찰조직 하에 성공적으로 재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53)

이처럼 쿠리하라와 스즈키의 연구는 일제의 종두정책이 식민지

대만에서 중요한 통치 수단으로서 기능했다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

해주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위생과 식민 통치 체제라는 관점에

서 공의제도와 보갑제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종두정책이

갖는 식민의학적 특징은 주변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 쳔션지아(沈佳姍)가 발표한 일제 강점기 대만 <종두규칙>

의 형성에 대한 연구는 우두법 시행을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를 통

시적으로 고찰한 첫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54) 이 저술은 우두법

의 시행이 식민 통치 체제의 안정에 기여했다고 하는 쿠리하라와

스즈키의 논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

의 법규가 시행되었는지, 또 그러한 제도가 어떻게 통치체제의 안정

과 연결될 수 있었는지에 관한 통시적인 연구가 존재하고 있지 않

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896년 <종

두수속>에서 시작되어 1906년의 <대만종두규칙>을 거쳐 1920년대

후반에 이르는 대만의 종두 제도의 연혁을 개괄하였다.

그런데 이 저술은 중대한 법제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1928

년 <대만종두규칙>이 폐지된 것과 관련하여, “1928년 8월 발부된

53) 이 연구에서 “성공”이라는 표현은 일제 입장에서의 통치효과를 의미한다.

54) 沈佳姍, 日治台灣種痘規則之形成與演變－兼論殖民地國家行政 , 台灣史料研究
38, 2011.12. 이외에도 沈佳姍, 日治時期以預防注射為核心之疫苗防疫現象初探 , 台
灣史料硏究 36, 2010.12 에서도 부분적으로 종두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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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령 제1호로 <대만종두규칙>의 폐지가 공고되자, 다음해 1월 1일

에 <종두법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중략] 동시에 대만종두규칙을 폐

지하였다”라고 하여, “종두법시행규칙”이 “대만종두규칙”을 대체하는

법규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실제로는 대만총독부

는 1928년 <대만종두규칙>의 폐지와 동시에, 칙령 제158호로 일본

내지의 메이지42년 법률 제35호 <종두법>의 대만 시행을 결정하였

다. 즉, 이 저술에서 <대만종두규칙>을 뒤이은 법규로 설명되고 있

는 <종두법시행규칙>은 내지법을 대만에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세칙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 내지법인 <종

두법>의 대만 동일 적용 여부는 대만의 위생 상태는 물론 정치적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은 오류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바로 잡고 조선의 상황과 비교하여

제도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제 종두정책이 대만사회에 끼친 총

체적인 영향까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을 통해 다

소 긍정적인 평가로 치우친 대만 학계의 일제 종두정책에 대한 평

가 또한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조선의 종두사에 관해서는 대만과 달리 일제 강점기 때부터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55) 그렇다고 하여 연구사에 공백

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선의 종두에 관한 연구도 대만과 마찬가지

로 우두법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56) 그

55) 예를 들면, 三木榮, 朝鮮種痘史 , 醫事雜誌 2933，1935
56) 김두종, 우리나라의 두창의 유행과 종두볍의 실시 , 서울대학교논문집 인문사
회학편 제4집, 1956, pp.31-76; 李英澤, 우리나라 種痘史 , 대한의학협회지 8-3,
1965, pp.207-209; 李圭式 種痘法의 發達史 考察 , 基礎科學硏究誌 4-1, 1985,
pp.72-80; 허정, 우리 나라 種痘法實施에 關聯된 保健史的 考察 , 保健學論集 40,
1987, pp.72-79; 이꽃메, 한국의 우두법 도입과 실시에 관한 연구-1876년에서 1910

년까지를 중심으로 , 한국과학사학회지 15-2, 1993, pp.256-260; 김옥주, 조선 말

기 두창의 유행과 민간의 대응 , 의사학 2-1, 1993, pp.38-58; 권복규, 황상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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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가 일제 강점기가 아니라 조선이 자주적으로 근대화를 추구하

던 구한말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57) 대만에서처럼 조선에 대해

서도 우두가 어느 정도 보급된 이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존

재하지 않는다면 조선의 경우 그러한 공백기는 일제 강점기 전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의 일부로서 종두 시책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하고자

할 때, 현재 학계가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는 일제시기 부분을 메우

는 것은 필수적이다.

조선사영역에서 일제 강점기를 범주에 두고 종두 제도의 내용이

나 그 영향을 검토한 연구 성과는 박윤재의 연구58)를 제외하면 거

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일제가 실시한 공의제도와 호구제도 등

종두정책과 관련된 제반제도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1923년 일제가

반포한 <조선종두령>과 두창 유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는 일제 종두정책을 분석한 선구적인 작업이라는 것만으

로도 의의가 크다. 하지만, 첫 시도였던 만큼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 단적으로 통감부시기에 대한 분석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59) 조선의 경우 대한제국 시기 주체적 종두정책이 존재하는

제근, 정약용의 우두법 도입에 미친 천주교 세력의 영향 , 의사학 6-1, 1997,
pp.44-54; 황상익, 舊韓末近代西洋醫學의 수용 과정 연구(1) , 의사학 7-1, 1998,
pp.13-21, 황상익, 한말 서양의학의 도입과 민중의 반응 , 역사비평 44, 1998,
pp.271-285; 박윤재, 대한제국기 종두의양성소의 설립과 활동 , 정신문화연구
32-4, 2009, pp.29-54; 신동원, 조선후기의 서양의학 담론, 1720-1876 , 다산학
15, 2009, pp.181-218; 서용태, 1877년 釜山 濟生醫院의 설립과 그 의의 , 지역과
역사 28, 2011, pp.239-276; 황상익, 근대의료의 풍경, 푸른역사, 2013, pp.23-62
등

57) 조선 사회에, 인두법이 알려진 것은 18세기 말 중국을 경유해서였으며, 우두법

또한 중국 의서를 통하여 1830년대에서 1860년대 사이에 이미 조선에 소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록상으로도 1835년에는 우두접종이 나타난다.(황상익, 한말 서

양의학의 도입과 민중의 반응 , 역사비평 44, 1998, p.275)
58) 박윤재, 조선총독부의 우두정책과 두창의 지속 , 의사학 21-3, 2012
59) 박윤재는 대한제국과 통감부의 의학체계 구상과 전개 ,(東方學志 139, 2007)
에서 통감부의 의료정책을 논하며 종두정책도 언급하고 있으나, 일제의 종두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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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었다. 따라서 일제 종두정책의 제국주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제 개입 이전의 상황은 물론 일제의 간섭이 시작되는

통감부시기까지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국사(一國史)적

연구의 한계도 없지 않은데, 특히 일본이나 대만과 달리 군의와 헌

병경찰이 주축이 된 군사적 성격을 띤 위생행정이라는 일제 조선

통치의 특수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60)

이 연구에서는 박윤재의 연구에서 드러난 한계를 고려하여 대만

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통감부시기부터 일제 강점기말까지의 종두정

책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2. 연구와 관련된 이론과 담론

1) 제국사(帝國史)

1990년대 이후 일본 식민지 연구에 있어 민족주의에 빠지기 쉬운

일국사적 연구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시도로서 제국사 연구가 등장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국사 연구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복수의 식민지 및 점령지와 식민당국인 일본 사이의 구조적 연

관성을 규명한다. ② 종주국과 식민지의 영향을 상호적으로 파악하

고, 특히 식민지의 상황이 식민당국에 미친 영향을 주목한다. ③ 기

존의 경제사적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정치사나 문화사의 영역을

주된 관심분야로 삼는다. ④ 자명하다고 여겨졌던 민족 문화 개념이

역사적으로 식민지 지배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중시한다.” 제국사 연구는 이와 같은 네 가지 관점에 근거해 일제

강점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61)

중심으로 통감부시기부터 일제 강점기말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한 작업은 아직 없다.

60) 이와 유사하게 이형식( 1910년대 식민지제국일본의 전염병 방역대책-조선전염

병예방령을 중심으로- , 日本學報 第92輯, 2012.8, p.292)이 박윤재의 한국 근대

의학의 기원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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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체득한 우두법 시행의 경험이 대만과 조

선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살펴볼 이 연구가 위의 제국사

연구 틀과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 특히 제국사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종주국과 식민지의 영향을 상호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식민지의 상황이 식민당국에 미친 영향을 주목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주를 벗어난다. 그러나 일국사적 연구의 한계를 넘어 일본 제국이

라는 틀 안에서 총체적으로 일제 강점기를 검증하고자 하는 문제의

식은 동일하다. 또한 상호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순비교가 아닌 일

본, 대만, 조선 각 국가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 또한 고려한다는 측

면에서 제국사적 관점을 일정부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62)

2) 통치양식의 천이(遷移)

이 연구와 관련된 또 다른 이론으로 ‘통치양식의 천이’라는 개념

을 들 수 있다. 제국사 영역에서 제도사적 분석 틀로서 야마무로 신

이치(山室信一)가 제시한 이 개념은, “일본의 군정․식민지경영․권

익확장 등에서 사용되어온 통치양식이”, “계수(繼受)될 때 계수되는

측(식민지)의 여러 조건에 규정되고 변용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달라진 통치양식으로서 새로운 지역에 계수되는가, 라고 하는 양태

(態樣)의 변이(變移)”를 말한다.63)

이에 대해 문명기는 야마무로의 ‘통치양식의 천이’ 개념이 제국

내 식민지 간 비교분석 틀로서 유용함을 인정하면서 부분적인 수정

을 가하였다. 그는 먼저 ‘통치양식’이라는 개념이 총독부 도독부와

61) 서정완 임성모 송석원 편, 제국일본의 문화권력,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1, p.57

62) 각주 19) 참조

63) 山室信一, 植民帝國ㆍ日本の構成と滿洲國 - 統治樣式の遷移と統治人才の周流 ,

ピーターㆍドウス 小林英夫 編, 帝國という幻想-‘大東亞共榮圈’の思想と現實, 靑
木書店, 1998, pp.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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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통치체제는 물론 문관 무관과 같은 통치집단의 성격 등 다른

차원의 개념을 섞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천이’라는 개념이 변

용과 변이를 포괄하고 있는 나머지 유연하지만 모호한 측면이 있다

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를 대신해 “식민지통치를 위해 고안된 정치

체제와 전략 및 노선을 아우른 총합적인 개념”으로서 ‘통치모델’이라

는 용어와 이식의 뜻을 담고 있는 ‘전이(轉移)’라는 용어를 제시하였

다. 예컨대, 그는 식민지 비교연구에 있어 보다 명확한 분석을 위해

“일본 식민 통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대만모델’”을 규정하고 이

것이 이후 일제의 다른 식민지에서 어떻게 ‘전이’되는지 고찰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64)

그러나 문명기의 ‘통치모델’ 개념 역시 스스로 “총합적인 개념”이

라고 설명하고 있듯이 해석에 있어서는 야마무로의 개념과 별다른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다만, 식민당국의 통치양식이 식민지의 조건

에 따라 “변용”되는 것을 강조하는 제국사에 대한 이해 혹은 수용의

차이가 보인다. 이 연구는 통치체제와 통치집단의 성격은 물론 핵심

집행자의 특성까지 포괄해서 고찰할 것이며, 또한 두 식민지의 조건

에 따라 일제의 종두정책이 어떻게 “변용”되는가에 주목할 것이다.

따라서 크게 보아 야마무로의 개념에 가깝겠지만 ‘통치양식의 천이’,

‘통치모델의 전이’ 모두 학술적으로 인정된 분석 틀이라고 보기 어

려운 만큼 도식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유연하게 적용하고자 한다.

3) 식민지 근대성 담론

식민지사 연구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른바 ‘식민지 근대성’

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관성을 갖게 된다. 특히 위

생행정의 경우 ‘식민지 근대성’을 긍정하는 주요한 근거로 언급되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데 있어 ‘식민지 근대성’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

64) 문명기, 근대 일본 식민지 통치모델의 轉移와 그 의미-‘臺灣모델’의 關東州ㆍ

朝鮮에의 적용 시도와 변용 , 中國近現代史硏究 第53輯, 2012,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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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식민지 근대성’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흔히 사망률이 떨어지고

인구성장이 급증하는 것을 주된 근거로 삼아 “식민주의가 가져다주

는 정치적 불이익이 무엇이든, 생물학적 관점으로 보면 현대 역사에

서 식민주의의 기록은 상당히 성공한 스토리 중 하나”라는 식으로

말한다.65) 일제에 적용시켜 말하면, 서양의학을 도입해 근대화를 추

진했던 일본이 대만, 조선 등의 식민지에서도 근대적 의료를 전파하

고 위생행정을 수행함에 따라 피식민지인들 역시 보건의료적 측면

에서 긍정적 혜택을 입었다는 것이다.

일제의 경우 식민 통치에 있어 위생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보다 컸던 만큼,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들도 위생행정에 대해서만큼은 식민주의의 긍정적

효과 중 하나로 기술한다.66) 이는 일본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 통치를 다루는 서구 학자들도 마찬가지이며,67) 심지어 일제의

식민지였던 대만 출신 연구자들도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68) 정

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의 일부 연구자들한테서도 이런 인식을 엿

볼 수 있다.69)

그러나 최근 일본 내 일제의 위생행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를

단순히 긍정 또는 부정이라는 틀로 파악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

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지마 와타루와 와키무라 고헤이는 위생행

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인의 건강 유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것”

65) David Arnold, Imperial Medicine and Indigenous Societie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8, p.4

66) 이지마 와타루, 의료 위생 사업의 제도화와 근대화-‘식민지 근대성’에 관한 시

론 , 최장집 하마시타 타케시 편, 동아시아와 한일교류, 아연출판부, 2008, p.237
67) 대표적으로 마크 피티(Mark R. Peattie)를 언급할 수 있다.(Mark R. Peattie, 
植民地:帝國50年の興亡, 讀賣新聞社, 1996 참조)
68) 각주 28), 29), 30) 참조

69) 황상익, 보건의료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조선민중들의 삶-식민지근대화론의

허와 실 , 국제고려학 15, 2014, pp.48-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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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규율 권력을 확립하고 식민지사회에 통치 권력을 침투하

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식민지 정책의 도구”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70) 아울러 이지마 와타루는 최근 연구 주제를 조선으로 확장하

면서 ‘식민지 근대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식민지의 의료 위생 사

업은 ‘근대화’라는 용어가 아닌 ‘제도화’라는 용어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다. 즉, 위생행정의 경우, “그 영향은 다의적이며 단순

히 ‘근대화’라는 맥락에서 논의될 수 없다”는 것이다.71)

이지마 와타루와 와키무라 고헤이의 일제 위생행정에 대한 관점

은 높게 평가할 만하지만 “다의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이 논쟁을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다의성”을 뒷받침하는 보다 많

은 실증적 분석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 내 조선

인과 일본인의 전염병 통계를 바탕으로 일제 위생행정의 모순을 파

헤친 황상익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그는 보건의료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조선민중들의 삶 – 식민지근대화론의 허와 실 이라

는 최근 연구에서 ‘식민지 근대성’의 주된 근거가 되었던 피식민지

인들의 건강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식민지 근대성’ 주장에 대

해 근원적인 논박을 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황상익이 조선에 대해 분석한 연구방법을 이어받아 대

만을 고찰하는 데 적극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민지 근대성’ 문제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제4절 논문 구성 및 연구 자료

이 연구는 크게 보아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체득한 우두법 시

행 경험이 대만과 조선에서 어떻게 식민 통치에 적용되었는지 살펴

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역사적 흐름을 따르면서도

70) 飯島涉 脇村孝平， 近代アジアにおける帝国主義と医療 公衆衛生 , 疾病 開發
帝國醫療—アジアにおける病気と医療の歴史学, 東京大學出版會, 2001
71) 이지마 와타루, 최장집 하마시타 타케시 편, 앞의 글,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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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로 종두정책의 전개 과정을 정리하는 방식을 택하고자 한

다.

두창과 우두법을 중심에 놓고 시대 구분을 해보면 크게 두 시점

을 잡아볼 수 있다. 우선 일제 종두정책의 특징과 양상을 객관적으

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일제의 개입이 시작되기 이전 대만과 조선의

자체적 두창 대응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갖춘 종두정책의 역량은 어느 정도였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이후 대만과 조선 모두 두

창이 가장 큰 유행을 보인 1920년 전후를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두창 대유행의 양상과 대응 과정을 통해 일제의 개입이후 두 식

민지에서 전개된 종두정책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총체적인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두 시점을 기준으로 이 논문의 구성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2장

에서 일본이 제국으로 성장하여 대만과 조선에 개입하기 전까지 대

만, 조선, 일본 각국의 우두법 도입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일

본이 제국으로서 성장하기 전 근대화 과정에서 시행한 종두정책의

영향력을 검토하여 우두법이 일제 식민의학의 중심에 놓일 수 있었

던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대만과 조선에서 일제가 개입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1910년대 말 두창 대유행 전까지 일제에 의

해 주도된 종두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대만과 조선의 일제 개

입 이전 두창에 대한 대응 방식이 일제에 의해 어떠한 변화 과정을

겪는지 주목하여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1910년대 말 두창 대유

행의 상황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신문자료를

통해 당시 일제가 두 식민지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두창 대유행 이후 두 식민지에서 일제 종두정책이 어떻게 변

화됐는지 주목하여, 그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고 일제시

기 후반기 두 식민지 사회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로는 우선 총독부 명의의 법규를 공포하는 매개인 조선총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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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관보(官報)와 대만총독부 부보(府報)를 중심으로 총독부공
문류찬(總督府公文類纂), 각 지방정부의 청보(廳報), 현보(縣報)
를 검토하였다. 또한 종두집행을 위시한 위생행정의 최종 집행자였

던 경찰의 내규집인 각종 경찰법규집을 조사하였다.
정책이 어떻게 실제적인 위생상황에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

해 총독부에서 발행한 통계서를 위시하여, 각 지방정부의 위생통계

와 경찰 통계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였다. 대만과 한국에는 이미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일제 강점기 통계자료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나72) 부정확한 부분이나 결여된 부분이 적지 않아 대만과 조선

의 총독부 통계서 원문을 직접 분석하였다. 특히 통감부시기를 거친

조선의 경우 통감부통계연보 또한 검토하였다. 아울러 공식 통계

서에는 나오지 않는 신문이나 동인(同仁)73)에 실린 통계기록도 참

고하였다.

공식적 정책들이 실제 추진되는 과정과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대만일일신보 일문판과 한문판 그리고 경성일보, 매일신보를

검토하였다.74) 조선의 통감부시기에 대해서는 대한매일신보와 황성

신문을 주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만선지의계(滿鮮之醫界) 및 각종

의학잡지에 실린 논문들을 검토하여 공식적 기록에서 볼 수 없는

식민지 두창 유행 상황에 대한 당대 지식인들의 분석도 검토하였다.

종두시행이 사회저변까지 적용된 객관적인 증거는 호구조사부에

72) 한국의 경우 ‘국가통계포털-광복이전통계’란 이름으로 온라인상에 제공되며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CHOSUN_TITLE

&parmTabId=M_01_03_01), 대만의 경우 臺灣省五十一年來統計란 이름으로 역시

온라인상에 제공되고 있다.(http://twstudy.iis.sinica.edu.tw/twstatistic50/)

73) 일제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본인으로 구성된 민

간의사조직 동인회(同仁會)의 회지

74) 경성일보(京城日報)는 통감부시기였던 1906년 9월 1일부터 일제가 패망할 때까

지 발행된 일제 기관지로서, 대만일일신보(臺灣日日新報), 만주일일신보(滿洲日日新

報)와 더불어 3대 식민지기관지 중 하나였다. 대만일일신보는 1896년부터 발간된

대만신보와 대만일보를 개편하여 1898년 5월 6일부터 1944년 4월 1일까지 발행된

식민지기관지로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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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는 종두기록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만에서 이러한 기록

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이루어졌는지 분석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일제시기 경성의 중심지였던 중구청과 종로구청을 방문

하여 남아있는 민적부(1923년 이전)와 호적부(1923년 이후)를 조사

하였다.

더불어 최근 미시사 분야에서 발굴되거나 연구된 일제 강점기 일

기, 회고록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대만 보갑간부의 일기75), 조선의

민정(民情)조사기록76), 동인회 의사들의 기록77), 주요 행정가들의 회

고록 및 개인 사료78), 당시의 소설 등 기존 선행연구자들이 미처 다

루지 못했던 자료들을 다수 반영하였다.79)

75) 보갑간부인 보정(保正) 장여준(張麗俊)의 일기를 분석한 범연추의 연구가 있

다.(范燕秋, 由《水竹居主人日記》看殖民地公共衛生之運作 , 疾病, 醫學與殖民現代
性－日治台灣醫學史, 稻郷出版社, 2005, pp.151-178)
76) 공주 헌병대와 충청남도 경찰부가 1911년부터 1914년까지 조사, 편집한 민정(民

情)조사자료인 주막담총(酒幕談叢)을 마쓰다 도시히코(松田利彥)가 발굴하여 연구

하였다.(마쓰다 도시히코, ‘주막담총’을 통해 본 1910년대 조선의 사회상황과 민중 ,

김동노 편, 일제식민지 시기의 통치체제 형성, 연세국학총서72, pp.357-397)
77) 일제에 협력한 일본인 민간의사조직인 동인회의 회지인 同仁을 1호부터 103

호까지(1906년부터 1914년까지) 검토하였으며, 추가로 1943년에 발간된 동인회40
년사를 검토하였다. 일제의 초기 식민 통치 중 의료분야에 기여한 바가 큰 조직이

었던 만큼 그들이 남긴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선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78) 대표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대만분관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後藤新平
文書資料庫를 검토하였다.
79) 연구방법에서 언급한 자료 중 대만자료의 경우 대부분 대만중앙연구원 및 대만

대학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대만분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들로 1년간 대

만중앙연구원 대만사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검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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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일제 강점 이전 대만, 조선에서의 두

창 대응과 일본의 두창 통제 경험

제1절 두창의 의학적 특징과 우두법 확산의 배경

이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창의 의학적 특징, 그리고

우두법이 영국에서 개발되어 아시아에 전파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

을 간략히 정리해두고자 한다.

두창은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질

환이다. 두창 바이러스는 크게 대두창(variola major)과 소두창

(variola minor) 두 가지로 나뉜다. 소두창(variola minor)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은 1-3% 정도에 머물지만, 대두창(variola major)에 감

염될 경우 치사율은 30%에 이른다.80) 두창 바이러스는 공기

(airborne infection)나 접촉(contact infection)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환자가 기침을 할 때 발생하는 비말(respiratory

droplet)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되면 평균 약 12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는데, 무증상 잠복기가 끝나면 이틀에서 사흘정도 고열, 피로,

두통, 요통을 동반하는 전구기간(prodromal period)이 이어진다.

이후 임상적으로 다른 질병과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적인 발진이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 전염력도 가장 높아진다. 두창은 발진의 모양

뿐 아니라 발진의 발현 순서도 특징적이다. 처음에는 구강에서 시작

하여 얼굴, 손 등을 거쳐 24시간 이내에 전신을 침범한다. 발진은

작은 홍반(small red spot) 형태로 시작하여 곧 융기된 수포(bump

or elevated vesicle)로 바뀌고, 발진이 출현한지 4일 정도가 경과되

80) Fulginiti VA, Papier A, Lane JM, Neff JM, Henderson DA, Smallpox

vaccination: a review, part I. Background, vaccination technique, normal

vaccination and revaccination, and expected normal reactions , Clin Infect Dis,
2003 Jul 15;37(2),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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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고름이 가득 찬 농포(pustule)가 된다. 이후 5일 정도가 경과하면

농포는 딱지(scab)로 변하고, 다시 5일이 지나면 딱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며 딱지가 있었던 자리에는 ‘곰보 자국’이라고 불렸던 움푹

패인 모양의 흉터가 남는다.81)

이러한 두창은 오랫동안 인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82) 때문에

인류는 두창에 대응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예방법을 찾아왔다. 고대

중국과 인도의 의사들은 한번 천연두에 걸리면 그 뒤 다시는 그 병

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두창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딱

지를 취해 가루로 만든 다음 이 가루를 한쪽 콧구멍 안으로 불어

넣는 인두법을 개발했다. 그리고 이 인두법은 아랍을 거쳐 손에 접

종하는 방식으로 변용되어 유럽에 전달되었고 18세기 말 제너가 인

두 대신 우두(cowpox virus)에 걸린 사람의 고름을 이용한 우두법

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두창 예방이 가능해졌다.83)

사실 우두법은 사람의 두창 균을 약화시켜 집어넣는 인두법과 원

리상으로는 크게 다를 게 없었다. 이처럼 기본 원리나 발견 과정84)

에서 근대의학적인 면모를 찾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두법은 인

류가 질병에 대해 처음으로 진정 효과적인 처방을 구사한 ‘근대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85) 제너의 책이 발간된 지 3년 만에 독일어, 프

랑스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등으로 번역되며 우두법은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86) 여기에는 우두법이 탄생했던 당시

유럽의 시대적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들

8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두창백신의 접종과 피접종자 관리, 질병관리본부, 2008;
Fulginiti VA, Papier A, Lane JM, Neff JM, Henderson DA, 앞의 글, 참조

82) 윌리엄 H.맥닐, 허정 옮김,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한울, 1992 참조
83) 강신익, 신동원, 여인석, 황상익, 의학오디세이, 역사비평사, 2007, pp.116-118
84) 제너는 소젖을 짜던 여인들이 우두에 걸릴 경우 두창에 걸리지 않는다는 풍문

을 듣고 우두법을 착안해냈다.(강신익 외, 앞의 글, pp.116-118 참조)

85) 황상익, 근대의료의 풍경, 푸른역사, 2013, p.18
86) Willis NJ. Edward Jenner and the eradication of smallpox , Scott Med J,
1997, pp.1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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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대 국민국가의 성격을 갖추어 가고 있는 시점이었다. 즉, 국가

가 국민의 건강을 국가 통치의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을 갖추어 가던 시대적 조건에 힘입

어 우두법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87)

또한 중국과 인도에서 기원한 인두법의 원리가 유럽까지 전해졌

기에 우두법의 탄생도 가능했다는 점과88) 발견 과정의 우연적 요소

를 감안했을 때 우두법을 “근대 서양의학 체계의 소산”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두법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서양 이외의 나라

에 전파되며 서양 의술의 효능을 뚜렷하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했

다.89) 이 역시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확장해 나가던 당시의 시대

적 상황과 맞물린 결과였다. 제너가 공식적으로 우두법을 발표한 지

4년밖에 안된 시점인 1802년 영국 동인도회사는 인도의 식민지화를

위한 의료사업 중 가장 먼저 우두법을 시행했으며,90) 에스파냐 국왕

카를로스 4세는 1803년 62명의 고아를 배에 태워 팔에서 팔로 우두

를 접종시켜 가며 식민지는 물론 중국 광동(廣東)에까지 두묘를 전

달해 자신의 ‘선정(善政)’을 과시했다.91)

제2절 근대 이전 대만, 조선, 일본에서의 두창 유행

두창이 대만, 조선, 일본에 언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관해서

정확히 답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사료와 연구가 충분하지는 않

87) 황상익, 앞의 글, 2013, p.18

88) 강신익, 신동원, 여인석, 황상익, 의학오디세이, 역사비평사, 2007, p.121
89) 황상익, 앞의 글, 2013, p.17

90) David Arnold, Imperial Medicine and Indigenous Societie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8, p.13

91) Catherine Mark, José G. Rigau-Pérez, The World's First Immunization

Campaign: The Spanish Smallpox Vaccine Expedition, 1803–1813. ,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83-1, 2009, pp.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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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2)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 동진(東晉) 시대의 의

학자 갈홍(葛洪, 283년-343년?)이 자신의 책에 317년 두창으로 보이

는 증상을 남긴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적어도 4세기 경 중국에서 천

연두가 유행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93)

한국에서 확인되는 두창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
記)로, 선덕왕 6년(785년)에 “왕이 갑자기 진(疹)이 돋는 병에 걸려

13일 만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94) 그러나 일본서기(日本書紀)
에서 552년 불교전도를 위해 백제의 사절단이 올 때 두창으로 추

정되는 질병도 함께 전파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6세기 무렵 한

반도에서 두창이 유행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737년에

는 두창으로 확신할만한 질병이 신라로부터 들어와 일본 전역에 퍼

졌다는 기록도 확인된다.95) 이러한 기록들을 토대로 추정해 볼 때,

5-6세기 두창이 중국 요동(遺東)반도를 거쳐 한반도 북부로 전해졌

거나 산동(山東)지방에서 바로 바다 건너 한반도 중부로 들어와 늦

어도 8세기 초에는 일본까지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96)

보다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두창 발생 상황을 살펴

보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것만 50여회에 이른다.97) 그러나 보고

체계의 불완전성을 감안하면 실록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

92) 더욱이 대만의 경우 일제강점기 이전의 기록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그나마

문자를 사용했던 지식인층이 포함됐던 한족이 대만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도 17세

기 무렵부터다.

93) 갈홍이 쓴 각선용비후비급방 제2권에 이러한 기록이 나온다고 한다.(윌리엄

H. 맥닐, 앞의 글, pp.149-151 참조)

94) 물론 두창이 아닌 다른 질병일 수도 있으나, 유병기간(10일 내외)과 이환된 계

절(가을)을 근거로 의학사가들은 이를 두창으로 추정하고 있다. 三木榮, 朝鮮醫學
史及族病史, 大阪:富士精版印刷珠式會社, 1963, p.38; 김두종, 우리나라의 두창의

유행과 종두볍의 실시 , 서울대학교논문집 인문사회학편 제4집, 1956, p.33; 홍순
원. 조선보건사, 함북일보사，1981, pp.61-62
95) 三木榮, 朝鮮醫學史及族病史, 大阪:富士精版印刷珠式會社, 1963, pp.36-37
96) 김옥주, 조선 말기 두창의 유행과 민간의 대응 , 의사학 2-1, 1993, pp.38-39
97) 김두종, 한승련, 우리나라의 역병고 , 대학의학협회지, 1961,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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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를 정리한 미키 사카에는 두창의 유행주기에 관해서 고려시

대와 조선초기에는 12-13년 혹은 22-23년을 주기로 한 번씩 유행하

였고, 조선 후기에는 보다 잦아져 5-6년마다 한 번씩 유행했을 것으

로 추정했다.98) 이는 일본에서의 두창 유행주기를 분석한 연구결과

와도 유사하다. 일본에서는 735년부터 1000년까지는 평균 23.9년의

주기를 보였고, 1001년부터 1206년까지는 평균 13년의 주기를 보이

다가99) 그 간격이 점점 좁아져 적어도 18세기 말부터는 대략 5년

간격으로 유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100)

조선에서 유행했던 두창은 치사율이 약 30%에 달했던 대두창이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01) 통계적으로 큰 의의를 두기 어렵지만 치

료에 만전을 기했을 조선시대 왕가에서조차 22명이 두창에 걸려 4

명이나 사망했다. 통감부 시기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유추해 보더

라도 두창의 치사율은 18-32% 정도에 달했다.102) 일본의 경우에도

전국 단위의 계산은 아니지만 1834년부터 종두가 법적으로 공식화

된 1876년 전까지 두창의 치사율은 대략 30-40%대에 이르렀을 것

98) 三木榮, 朝鮮醫學史及族病史, 大阪:富士精版印刷珠式會社, 1963, pp.39-40
99) Fujikawa Yu, Nihon Shippei shi , History of Diseases in Japan, Tokyo:
Heibonsha, 1969; Akihito Suzuki, Smallpox and the Epidemiological Heritage of Modern

Japan: Towards a Total History , Medical History v.55(3), Jul 2011, p.315 재인용
100) Suda, K. & Soekawa, M., Smallpox mortality in a mountainous district in

Japan where neither variolation or vaccination had been performed , Journal of the
Japanese Society of Medical History 29, 1983, pp.83-94; Hiroshi Kawaguchi,
Decrease of Child Deaths from Smallpox After the Introduction of Vaccination on

the Outskirts of Edo (Tokyo), Japan , Kurosu, Satomi, Tommy Bengtsson, and

Cameron Campbell, Demographic Responses to Economic and Environmental Crises
, 2010, p.267; Akihito, 앞의 글, p.316
101) 인도에서 유행한 두창의 경우 4～8년 주기로 유행하였고, 치사율은 60～70%에 달

했다.(脇村孝平, 飢饉・疫病・植民地統治-開発の中の英領インド, 名古屋大学出版会,

2002 참고)

102) 김옥주, 앞의 글, p.40; 1908년 통감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두창의 치사율은

23%이다.(대한감염학회, 한국전염병사, 군자출판사, 2009, 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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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103)

이상을 종합해보면, 사료의 한계로 인해 대만 지역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으나 조선과 일본의 경우 근대로 오면서 두창의 유행

주기가 점차 짧아져 대략 5년마다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대두창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3절 일제 강점 이전 대만, 조선에서의 두창에 대한 대응

1. 일제 강점 이전 대만에서의 두창에 대한 대응

우두법이 개발되기 이전 두창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법으로

인두법이 있었다. 인두법의 기원을 따지면 10세기 중국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104) 이것이 민간에 정착된 것은 명나라 중기 16세기 무렵

으로 추정된다.105)

대만에서 인두법은 청대부터 실시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

다.106) 17세기 청나라 건립 당시 만주족을 피해 건너온 한인(漢人)들

을 통해107) 대만 사회에 인두법이 정착했을 것이다. 이는 일제가 점

령 후 대만의 각 지역을 조사하면서 남긴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108)

103) 하라야마 지역에 대한 조사에서 평균 연간 천연두 치사율은 1834-1852년에

47%, 1853-1870년에 38%로 감소했다.(Hiroshi Kawaguchi, 앞의 글, p.262 참조);

히다지역에 대한 1771-1851년에 걸친 조사에서도 치사율은 38.3%를 기록했

다.(Suda, K. & Soekawa, M., 앞의 글, 참조)

104) 황상익, 앞의 글, 2013, p.361; Joseph Needham, 火薬と種痘に本東西の交流 ,

NIRA, 1981年 9月号 참조
105) 朱建平, 中國醫學史硏究, 中醫古籍出版社, 2003, pp.101-104,
106) 栗原純, 台湾における日本植民地統治初期の衛生行政について: “台湾総督府公

文類纂”みる台湾公医制度を中心として , 史論 57, 2004, p.9
107) 주완요, 대만: 아름다운 섬, 슬픈 역사, 신구문화사, 2003,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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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룡(後瀧)에 주둔하는데, 문패에 종두소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았다.109)

해산구(海山口)는 타이난 서남쪽에 위치한 작은 시가지인데... 그 지

방의 의사에게 문의해보니, 방법까지 알 수는 없었지만, 종두법이 시

행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았다.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되었는

지까지 알지는 못하더라도, 한사람씩 살펴보니 종두의 흔적을 갖고

있는 자가 있었다. 이러한 종두법은, 토인의 설명에 따르면, 코 속에

흡입시키거나, 위팔에 접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또 이 지역의

서림 중에서 대청건륭6년(1741년)에 쓰인 한의학에 따른 종두신서

(種痘新書)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110)

1741년에 쓰인 책이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인두법이 도입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일반의원이나 약방이 아닌 종

두소로 세분화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경제적으로 운영 가능할

정도의 사회적 수요가 있었음을 말해주며 종두소가 작은 시가지에

서까지 발견된다는 점은 인두법이 일찌감치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만사회는 적어도 일제가 들어오기 상당기간

이전부터 인두법을 통해 두창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두의 경우 인간의 진성 두(痘)를 사용하기 때문에 독성

이 강하고, 실제 두창에 걸릴 위험이 컸다. 두창에 대해 보다 확실

한 대응을 위해서는 우두법이 필요했다.111)

108) 近衛師團軍醫部 征臺衛生彙報, 정확한 간행연도가 기입되어 있지 않으나 근

위사단군위부장 木村達의 서문에 1896년 5월에 작성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109) 近衛師團軍醫部 征臺衛生彙報, 1896, p.13
110) 近衛師團軍醫部 征臺衛生彙報, 1896, p.45
111) 인두와 우두의 원리는 같지만 인두의 경우 인간의 진성 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독성이 강하고, 실제 두창에 걸릴 위험이 컸다.(Kenneth F. Kiple Edition, The
Cambridge World History of Human Disea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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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법이 청나라에 들어온 것은 제너가 우두법을 책자로 발간해

공포한지 7년이 지난 1805년이었다.112) 제너가 발견한 우두법의 효

과에 감탄한 에스파냐 국왕 카를로스 4세가 식민지에 우두 두묘(痘

苗)를 전달해 접종시킬 것을 지시했고, 이를 통해 광동까지 두묘가

전달됐다.113) 1805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의사로 광동에 근무하던 알

렉산더 피어슨(Alexander Pearson)은 이 두묘를 이용해 우두접종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우두접종 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영문으로

된 책자도 만들었다. 영국 동인도회사 상관(商館)의 책임자인 스턴

튼(George Thomas Staunton)은 피어슨의 책자를 한역(漢譯)하여 
영길리국신출종두기서(英吉利國新出種痘奇書)라는 이름으로 간행하

였다.114)

112) Edward Jenner, An Inquiry into the Cause and Effects of Variolae
Vaccinae, a Disease, Discovered in some of the western Countries of England,

particularly Glouces tershire, and known by the Name of Cow Pox, 1798
113) 이것이 최초의 두묘 전래 시도는 아니었다. 제너의 우두법은 영국이 점령한

인도 지역에 빠르게 전해져 이미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1805년 에스파냐 선박을

통한 수입 이전 1803년 인도의 영국인들을 통해 광동에 두묘가 전해진 적이 있으

나 부패하여 성공하지 못했다.(田崎哲郎, 牛痘種痘法の普及:ヨーロッパからアジ
ア・日本へ, 東京:岩田書院, 2012, p.35)
114) Sir George Thomas Staunton, Miscellaneous notices relating to China, and
our commercial intercourse with that country, Part the second, 1828. 스턴튼이
지은 이 책에는 자신의 한역본 英吉利國新出種痘奇書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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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영길리국신출종두기서(英吉利國新出種痘奇書) 표지(왼쪽)와
첫째 장(오른쪽)115)

1805년 스턴튼이 한역한 이 영길리국종두기서는 한자를 사용

하는 중화권에서 우두법 이론서의 시원이 되었다.116)

그러나 1842년 난징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청조는 광동지역만을

개항하는 쇄국정책을 펼쳤고, 서학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탄압을 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동에서 시작한 우두법이 청나라 전역으로 확

산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인두법을 시행하고 있던 전통

의사들의 반발 또한 더딘 전파에 큰 몫을 했다. 우두법은 1828년에

가서야 북경에 소개되고 상해에는 1861년에야 전해졌다.117)

대만의 경우 지리적으로 광동과 멀지 않았다. 게다가 우두법은

당시 북쪽보다는 광동ㆍ복건성ㆍ호남(湖南) 등 남쪽으로 먼저 확산

되었다. 대만으로 이주한 상당수 한인들의 출신지인 복건성(福建省)

115) Sir George Thomas Staunton, 앞의 글, p.313, 1828, 부록(사진 출처_Book

contributor: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ies, Digitizing sponsor: Internet

Archive). 신정종두기법상실(新訂種痘奇法詳悉)이란 소제목을 볼 수 있다.

116) 田崎哲郎, 牛痘種痘法の普及:ヨーロッパからアジア・日本へ, 東京:岩田書院,
2012, p.35

117) 권복규, 황상익, 지제근, 앞의 글,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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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늦어도 1830년대에는 우두법이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118) 이

처럼 여러 정황상 19세기 중반 무렵에는 대만 지역에 우두법이 전

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다만, 일제가 남긴

기록을 통해 1800년대 중후반 우두법이 전해졌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신죽현(新竹縣) 지사 사쿠라이 츠토무(櫻井勉)가 남긴 기록에

서 “수년 전에 예수교 선교사로부터119) 우두접종법을 전수받은 토의

가 한 번에 몇 원씩 받아가면서 접종을 행한 적이 있다고 한다”는

전언을 확인할 수 있다.120) 또한 대중(臺中)현에 임직했던 공의 니시

무라(西村繼太)의 보고에 “아주 낡은 영국 우두(牛痘)를 접종시키

는121) 종두법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122)

그러나 두창유행경황보고 라는 제목의 조서(調書)에는 황모씨가

“아버지의 업을 이어 10년 전부터 종두의로서 일해왔다”고 하면서

종두는 “인두를 얻어 그것을 이용”할 뿐 “우두접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증언이 담겨 있다.123) 또한 공의보고에서도 니시무라의

보고 외에는 전통의료인들의 인두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 우

두법 도입 시도가 있었을 뿐 민간에 널리 보급되거나 제도화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18) 田崎哲郎, 앞의 글, 2012, p.17

119) 1865년부터 대만 남부 지역에서 영국 출신 의사 맥스웰(Dr. James L. Maxwell)

이 선교활동을 시작했는데 그에 의한 우두법 시행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20) 臺灣總督府公文類纂 28 第12案件, 1898年
121) 특별히 “영국 우두”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광동에서 출간된 영길리국신출
종두기서에 따른 우두제조 및 방법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122) 대중(臺中)현 린이푸(林圯埔) 공의 니시무라(西村繼太)의 보고 33年 年報
123) <文警 第355號 調書(1896年 3月 17日)>, 臺灣總督府公文類纂 31 第2案件,
189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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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제 강점 이전 조선에서의 두창에 대한 대응

1) 민간에서의 두창 대응 노력

인두법이 언제 한반도에 전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보급

되기 시작한 것은 두창의 유행주기가 점차 짧아지며 그 위력을 나

타내던 18세기 무렵으로 추정된다.124)

기록상으로 보면, 가장 먼저 박제가(朴齊家)가 1790년 중국으로부

터 인두법을 입수하여 정조에게 이를 보고 하였다. 이후 박제가는

다른 경로를 통해 인두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정약용과 함께 마
과회통(麻科會通) 1798년 판본의 부록인 종두심법요지(種痘心法要

旨) 에 인두법을 상세히 소개했다.125) 박제가로부터 인두법을 전수

받은 이종인(李鍾仁)은 1817년 시종통편(時種通編)에 인두법의 이

론과 방법을 기술하며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향리 제읍에 시도한 결

과 효험이 있어 20년간 실시하여 많은 사람을 구한 경험을 토대로

저술한다”고 적었다.126) 또한 19세기 중반에 간행된 이규경(李圭景,

1788-?년)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포천에 사

는 이종인이 시작한 이후 다시 영남으로 전해져서 근세에 종두(인

두)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무렵에는 인두법이 보급돼 있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127)

우두법의 경우 182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1805년 광동에서 처

음 출간됐던 스턴튼의 영길리국신출종두기서가 1828년 북경에서

124) 황상익, 앞의 글, 2013, p.361

125) 신동원, 호환, 마마, 천연두-병의 일상 개념사, 돌베개, 2013, p.178
126) 기창덕, 朝鮮時代末의 急慢性傳染病과 醫療機關-3. 痘瘡과 種痘司- , 의사학
 4-2, 1995, p.102
127) 황상익, 앞의 글, 2013, 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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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간행되었는데, 이 책이 곧장 조선까지 전해진 것이다.128)

<그림2> 마과회통 1828년 판본에 실린 신증종두기법상실129)

정약용이 북경 규광제(奎光齊)에서 중간(重刊)한 스턴튼의 책을

입수하여 마과회통 1828년 판본의 부록으로 실었다.130) 그러나

<그림2>에서 보듯이 정약용은 원본(그림1)과 달리 “영길리국신출종

두기서”라는 제목의 표지를 떼고 서학서의 냄새가 덜한 두 번째 쪽

“신정종두기법상실(新訂種痘奇法詳悉)” 소제목을 따 “신증종두기법

상실(新證種痘奇法詳悉)”이란 제목으로 간행했다.131) 뿐만 아니라

128) 권복규, 황상익, 지제근, 앞의 글, p.50

129) 이미지 출처_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2013
130) 기창덕, 앞의 글, p.102

131) 북경에서 어떤 제목으로 출간되었는지는 아직 의문의 여지가 있다. 田崎哲郎

에 따르면 아직 중국에서 확인된 영길리국신출종두기서는 없으며 영국 등 해외

자료를 통해 확인됐을 뿐이라고 한다. 그는 이를 근거로 적어도 영길리국신출종두
기서가 중국에서 널리 퍼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田崎哲郎, 앞의 글, 2012,

p.14) 이와 함께 청나라도 서학 탄압이 적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마과회통에 실

린 신증종두기법상실의 삭제된 부분도 정약용이 한 것인지 중국에서 수입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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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의 빈칸 네모에서 보듯이 정약용은 “서변제국(西邊諸國)”이

란 단어가 들어간 첫 문장과 제너의 이름을 비롯한 서양과 관련된

거의 모든 단어를 지웠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실린 글을 통해 정약용이 신증
종두기법상실과 같은 책을 북경으로부터 그토록 빨리132) 입수할 수

있었던 이유와 반면 여러 문장을 지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엿볼

수 있다.

헌종 을미년에 중국에 또 하나의 종두기방이 나왔다고 들었다. 정다산 약

용이 이를 간직하고 있다 한다. 그 처방을 다산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데, 혹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음과 같이 전한다. 즉, 우유종

두방은 목우의 유방에서 종두딱지와 같은 것을 취한다. 파내어 취한 다음

에는 어린이 어깨의 모혈에 침으로 접종을 하고 소 유방의 딱지를 문질러

준다. 그러면 곧 두(痘)가 생기는데 하루가 안가 순하게 여문다.133)

이 글은 접종시도가 있었다는 언급에 그치지 않고 목우로부터 두

묘를 채취하는 방법과 접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하

고 있다. 정약용과 같은 당대 지식인들이 적어도 1835년(헌종 을미

년) 무렵에는 이론 답습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두묘를 채취하여 우

두접종을 시도해 볼 만큼 우두법 도입에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정도의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1828년 북경에서

출간된 신증종두기법상실이 곧장 조선에 수입되어 간행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아울러 이 글을 통해 정약용이 중국에서 “또

부터 그랬던 것인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132) 북경에서 1828년에 중간된 책이 곧장 정약용의 손에 입수되어 그해 마괴회통

의 부록으로 실렸다는 것은 당시의 유통 속도로서는 무척 빠른 것이다. 더욱이 이

는 일본에서 영길리국종두기서라는 이름으로 1841년에 소개된 것에 비해 13년이

나 빠른 것이었다.

133)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대한 번역은 권복규, 황상익, 지제근의 논문을
참고하였다(권복규, 황상익, 지제근, 앞의 글, p.55). 뒤에 언급하겠지만, 이 글에 나

온 “또 하나의 종두기방”은 인두략(引痘略)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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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종두기방”을 입수하고도 혼자 “간직하고” 처방을 “사람들에

보여주지” 못한 채 숨겨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규경의 이 글에 언

급된 책이 신증종두기법상실은 아니지만 신증종두기법상실의
많은 부분이 지워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우두법이라는 두창에 대한 새로운 대응을 모색할 수 있었던 조선

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 정조(正祖, 1752-1800년)와 순조(純祖,

1790-1834년)의 통치이념은 강력한 성리학 근본주의의 재건이었다.

이에 따라 도교, 불교, 천주교는 물론 양명학을 비롯한 중국에서 수

입된 신간 서적마저 수입을 엄금했다. 과거시험에서 내용이 아닌 문

체만 가지고도 외래 문물의 영향을 단속하는 상황이었다.134) 우두법

과 같은 서구 문물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정약용도 결국 비굴

한 참회의 상소문까지 올리며 살아남기 위해 애를 써야했다.135) 이

규경의 글을 통해 정약용이 죽기 1년 전인 “헌종 을미년(1835년)”까

지도 우두법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1839년 기해박해가 말해주듯 헌종 때 역시 서학에 대한 탄압이 적

지 않았기 때문에 우두법은 몇몇 지식인의 도입 시도에서 그칠 수

밖에 없었다.136)

이후 우두법은 30여년이 지나 1866년 최한기(崔漢綺)의 신기천
험(身機踐驗)에 다시 소개되었다. 아울러 중국과 가까운 북쪽 국경

지방과 강원도 지방에서 우두법이 실시되었다는 기록도 보인다.137)

하지만 근근이 이어진 이러한 시도 역시 지속된 조선 정부의 서학

탄압 속에서 시행주체가 될 만한 세력을 형성한다거나 유의미한 사

회적 확산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138)

134) 백승종, 정조와 불량선비 강이천, 푸른역사, 2011, pp.346-347
135) 백승종, 앞의 글, pp.167-174

136) 도널드 베이커, 조선후기 유교와 천주교의 대립, 일조각, 1997, p.327
137) 이 기록 역시 19세기 중반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에 나온다.
138) 三木榮, 앞의 글, 1963, p.261;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체제의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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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두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지식인들의 노력은 끊이지 않

았다. 1876년 7월 수신사 김기수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방문한 박영

선은 구가 가쓰아키(久我克明)가 쓴 종두귀감(種痘龜鑑)139)을 입

수했고, 조선에 돌아와 이를 지석영에게 전했다. 우두법에 관심을

갖게 된 지석영이 접종방법을 배우기 위해 1879년 9월 부산의 일본

해군 소속 제생의원(濟生醫院)을 찾으면서 우두법 도입이 다시 전개

되었다.140)

이 제생의원은 1876년 2월 한국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로 인해 부산이 개항되면서 세워

진 병원이었다.141) 표면적으로는 일본군과 일본거류민들을 위해 세워

진 병원이었지만 일제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감을 덜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제생의원 건립의 발단이 된 군의 야노(矢野義徹)142)의

건의서가 이러한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143)

1876-1910년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p.20

139) 동교(東校)의 중조교(中助敎)로서 1871년에 쓴 책이다. 표지에 대학동교관판

(大學東校官版)으로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동교의 교재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동

교는 이토 겐보쿠가 도쿄에 세운 오타마가이케 종두소(お玉ヶ池 種痘所)가 발전하

여 1869년 세워진 것이다. 동교는 1874년 도쿄의학교로 발전하는데 1대 교장이 나

가요 센사이였다. 1877년 이 도쿄의학교는 일본 의학계에서 최고의 권력을 장악하

는 도쿄대학 의학부(東大医学部)로 발전한다.(東京大學醫學部創立百年記念會, 東京
大學醫學部百年史, 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67, p.50 참조)
140) 문호개방 무렵 우두술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은 엄밀히 따지자면 이재하(李

在夏)라고 볼 수도 있으나, “본격적으로 도입 보급한 것”은 한의사이자 역관인 박

영선(朴永善)의 제자 지석영이었다.(황상익, 舊韓末近代西洋醫學의 수용 과정 연구

(1) , 의사학 7-1, 1998, p.16)
141) 釜山府, 釜山府立病院小史, 1936, p.1
142) 야노는 1876년 박영선이 종두귀감을 가지고 돌아온 바로 그 배에 동승하여 부

산에 머물며 진료를 한 적이 있었다.(釜山府, 앞의 글, p.1)

143) 야노와 미야모토를 거쳐 제생의원의 건립이 제안되기까지의 자세한 과정은 서

용태, 1877년 釜山 濟生醫院의 설립과 그 의의 , 지역과역사 28호, 2011,

pp.243-2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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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체류하며 종두 혹은 의술을 시행하자 이를 듣고 수 십리 밖

에서 찾아와 진료를 바라는 자가 수도 없었다. 그들이 고수하던 잘

못된 법술(法術)과 미신을 버리고 우리 방법을 받들기에 이르렀다...

질병을 고치는 도(道)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와 교제(人道普通交際)도

자연스럽게 깨닫고 감흥하여 발하도록(自悟感發) 하기 위함이다.144)

강화도조약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항목을 협정하기 위해

조선에 와 있었던 이사관 미야모토(宮本小一)는 야노의 건의를 접수

하여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의관(醫官)파견을 요청하며 더 노골적인

제국주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인을 위하는 것이지만 기실 조선인민(朝鮮人民)을

회유하고 안심시켜(懷安) 일본을 존경(尊崇)하고 의존하여 우러러 보

는(依賴仰望)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145)

이는 진료실적에서도 확인된다. 1877년 2월 개원 이래 당해 연말

까지 본 환자를 보면 일본인이 3,813명, 조선인이 2,533명이었다. 특

히 무료 종두는 두드러진 업적으로 꼽혔다.146) 종두접종을 통한 접

근의 유효성이 확인되자 일제는 최초 건립 당시 매달 15일 한차례

종두접종을 실시하던 것에서 이후 <종두조례>를 정하면서는 매달

5차례147) 시행으로 대폭 늘렸다.148)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일본이 조선 점령을 구체적으로 기획할 수

144) 都甲玄鄕 編, 矢野軍醫の朝鮮人治療と釜山地方の鮮人に種痘施行其他に関する

意見書 , 釜山府史原稿 第十卷, 景仁文化社, 1986, p.165
145) 都甲玄鄕 編, 앞의 글, p.161-162

146) 釜山府, 앞의 글, pp.2-3

147) 제생의원 <種痘條例>를 살펴보면 “濟生醫院傚之玆施行種痘術每月五回爲定”이

라고 하고 第1條에 매월 시행 날짜까지 공시하고 있다. “第一條 每月以二日八日十

四日二十日二十六日爲施術定日”(石幡貞, 編朝鮮歸好餘錄, 東京:日就社, 1878)
148) 서용태, 앞의 글,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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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단계는 아니었다. 종두를 통한 제국주의적 접근도 “회유하고

안심시켜(懷安) 일본을 존경(尊崇)하고 의존”하게 하려는 수준이었

기 때문에 일본인 의사들이 우두법을 배우기 위해 온 지석영을 마

다할 이유는 없었다. 지석영은 이 곳에서 두 달간 원장 마츠마에 유

즈루(松前譲)와 해군 군의 도츠카 세키사이(戸塚積斎)로부터 종두접

종 방법을 익히고 두묘와 종두침(種痘針)까지 받아 돌아왔다.149)

그는 귀경길에 처가인 충주에 들러 그곳에서 두 살배기 처남에게

우두를 놓았다. 이 첫 시도가 성공하자 자신감을 얻은 지석영은 40

여 명의 아이들에게 추가로 시술하여 우두법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한성으로 돌아온 그는 1880년 2월 사설로 우두국을 설치하여 우두

법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1880년 5월 김홍집 사절단의 수행원

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위생국 종계소에서 두묘 제조법과 저장법을

비롯하여 우두법과 관련된 거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다. 귀국

한 지석영은 한성에서 종두장을 차리고 본격적인 종두사업을 추진

해 나갔다.150)

2) 조선 정부의 우두법 수용

지석영의 종두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1882년 임오군란 당시

외세 문물에 대한 거부감이 극에 달한 민중들이 종두장을 “개화운동

의 텃밭”으로 몰아 타격을 입기도 했지만, 군란이 수습된 이후 지석

영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종두사업을 전개해 나갔다.151)

그리고 이 무렵 조선정부도 종두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정책

시행을 준비하고 있었다.152) 먼저 박정양은 1881년 조사시찰단(朝士

149) 三木榮, 池錫永釜山濟生醫院に於いて種痘法を學ぶ , 朝鮮醫學史, 醫齒藥出
版, 1961, p.262

150) 황상익, 앞의 글, 1998, p.16

151) 황상익, 앞의 글, 2013, pp.28-31

152) 황상익, 앞의 글, 1998,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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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察團)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내무성 위생국에서 관할하는

우두 제도와 그 실시 상황 등을 상세히 조사해 국왕에게 보고했다.

또한 박정양은 <종두의규칙>은 물론 <의사시험규칙>, <약품 취급

규칙>, <전염병 예방규칙> 등 의료제도 시행을 위한 각종 규칙들도

조사해 정부에 제출했다.153) 1882년 9월(음력) 전라도로 파견된 어사

박영교는 전주에 우두국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도민들에게 우두

접종을 장려하는 권유문을 발표했다.154) 정부의 공식기록이 없기 때

문에 권유문에 나오는 대로 당시 전주에 우두국이 실제 설치되었는

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박영교가 왕의 명령을 받아 지방에 파

견되는 어사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가

지고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이용호는 “우두법은 서양 의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백 번 시험해서

백 번 효과가 있으며 만 번 중 한 번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사징전

(査徵錢) 2,900여냥을 내어 충청 감영에 우두국을 설치하고, 경상도

의원(嶺醫)으로 하여금 그 기술을 가르치도록 하며, 필요한 기구 등

을 갖출 수 있게 내의원이 지시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해 왔

습니다. 우두국을 설치해서 기술을 가르치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

니, (국왕께서는_필자주) 우선 감영과 고을에서 적절하게 권명하도록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155)

1883년 정부는 충청도 어사 이용호가 올린 위의 건의를 받아 충

청도에 우두국이 설치됐다.156) 이어 1885년 정부의 종두사업이 본격

적으로 시작됐다. 1885년 11월 6일(음력 9월 30일) 외아문은 공문을

통해 지석영을 충청도 우두교수관으로 임명하고 “총명한 젊은이를

뽑아 정밀하게 배우도록”하여 우두법을 보급할 것을 지시했다.157)

153) 황상익, 앞의 글, 2013, p.39

154) 日本 醫師新聞 1883年 6月 15日

155) 고종실록 1883년 10월 23일(음력 9월 23일)

156) 奇昌德. 池錫永先生의 生涯 , 大韓醫史學會 編, 松村池錫永, 199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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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인 12월 8일(음력 11월 3일) 함경북도에도 우두국 설치를

지시하고 김병섭을 우두교수관으로 파견했다. 이러한 정부의 우두국

설치는 1885년 충청도를 시작으로 1886년 10월 경기도까지 이어지

며 전국적인 틀을 갖추었다.158)

그러나 1890년 7월 정부의 종두사업은 위기를 맞았다. 조선 정부

는 우두분국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전횡을 이유로 전국의 우두국을

철폐하고 우두의사들의 자격증을 환수하였다. 5년 동안 지속되어왔

던 국가 종두사업이 일시에 정지됐다.159) 하지만 조선 정부가 종두

사업의 필요성마저 기각한 것은 아니었다. 1892년 11월 경상도에 다

시 우두국을 설치하였고, 1894년 1월 진주를 비롯하여 경상도의 모

든 읍진에 우두분국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보완 조치를 취했다.160)

3) 갑오․을미개혁 정부의 종두사업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김홍집을 필두로 한 개혁 세력이 정부를

이끌면서 1895년 종두사업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 첫 번째로

10월 7일 <종두규칙>(부록3)을 공포했다. 전 19개조로 이루어진

<종두규칙>을 통해 “모든 소아는 생후 70일부터 만 1년 이내에 종

두를 해야 하며, 성인도 미종두자는 종두를 해야”함을 천명했다. 또

한 “천연두가 유행할 징조가 있을 때에는 관리가 정하는 날짜에 종

두를 해야”하며, “관청에서는 종두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

했다. 뿐만 아니라 “우두 접종을 게을리 한 자에 대해서는 20전 이

상 50전 이하의 벌금이나 1일 이내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규정도 만들어 놓았다.161)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 접종을 추진하

157) 통서일기 1885년 11월 6일(음력 9월 30일)

158) 황상익, 앞의 글, 2013, pp.40-43

159) 팔도사도관초(八道四都關草) 1890년 7월 4일(음력 5월 18일)

160) 통서일기 1894년 1월 21일(음력 1893년 12월 15일)

161) 官報 1895년 11월 26일(음력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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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조항에서 느껴지는 강한 의지와 종두사업의 좌절을 겪은

지 5년밖에 지나지 않은 조선의 상황과는 다분히 격차가 있었다. 무

엇보다 1890년 우두의사 자격증을 일괄적으로 환수해버렸기 때문에

이 강력한 법을 시행할 주체가 턱없는 부족한 상태였다.162) 개혁 정

부는 일단 관찰사의 재량 아래 이미 각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기

존의 우두의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유예조치를 취하고163) 서둘러 내

부령인 <종두규칙>보다 높은 칙령으로 <종두의양성소 규정>을 반

포했다.

<종두의양성소 규정>

제1조 종두의양성소를 한성 내에 설립, 종두 의사를 양성하여 국내

에 종두를 널리 시술함으로써 천연두를 예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종두의양성소는 내부 관할에 속한다.

제3조 종두의양성소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소장 1명, 교수 1명, 서

기 1명.

제4조 종두의양성소 관원은 모두 위생국 관원으로 겸임케 한다.

제5조 수학 기한은 1개월로 한다.

제6조 학기가 끝날 때 졸업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登選)한 자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하여 종두 의사로 인정한다.

제7조 졸업 시험에 합격한 자는 종두 의적(醫籍)에 등록하여 국내에

서 종두술을 시술할 수 있다.

제8조 본소의 생도(生徒)는 연령 20세 이상으로 입학시험에 급제하

는 자로 한정한다. 입학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한문 작문, 국문

작문, 사자(寫字).

제9조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제1호 서식에 의해 품청장(禀請

狀)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62) 內部請議書 1895년 11월 7일(음력)
163) 官報 1895년 11월 26일(음력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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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다시 제2호 서식에 의해 보증장(保證

狀)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본 칙령은 반포일부터 시행한다.164)

1895년 우두 의사들의 전횡을 떨치려는 듯 “한문 작문, 국문 작

문, 사자(寫字)”와 같은 입학시험을 두어 기본적인 학문 소양을 점검

했다. 수학기간은 체계에 비해 다소 짧은 1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그만큼 최대한 빠른 시행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률이 제정되

고 정부는 곧장 1896년 예산에 이를 반영했다. 종두의양성소 경비로

1,368원이 책정되었고, 우두 두묘 제조비로 2,866원이 배정되었다.

그러나 정부 나름의 실천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896년 아관

파천 등 국가적 혼란을 맞으면서 결국 예산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했

다.165)

4) 대한제국의 종두사업

우두법의 보급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혼

란 속에 설립하지 못했던 종두의양성소는 결국 일본인 의사 코죠

바이케이(古城梅溪)에 의해 설립되었다.166)

여기에는 단순히 조선 정부의 재정 문제만 작용한 것이 아니었

다. 당시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며 대만을 할양받은 후였다.

제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더욱 강화했다.

이는 결국 열강들의 견제를 불러일으켰다. 조급해진 일본은 급기야

을미사변을 저질렀고, 이것이 아관파천으로 이어지면서 일제의 영향

164) 官報 1896년 11월 9일(음력); 번역문은 황상익, 앞의 글, 2013, p.78에서 재

인용

165) 신동원, 앞의 글, 1997, p.175

166) 박윤재, 대한제국기 종두의양성소의 설립과 활동 , 정신문화연구 32-4,
2009, pp.38-39



- 47 -

력은 일거에 쇠퇴했다. 1896년 7월 조선에 부임한 일본 공사 하라

다카시(原敬)는 약화된 일본의 세력을 회복하고자 했다. 그는 이러

한 방편으로 병원과 같은 시설의 보급을 강조했다.167) 1896년 가을

코죠 바이케이의 찬화병원에 종두의양성소가 설립된 것은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았다.168)

하지만 대한제국의 여론도 종두를 요구하고 있었다. 1897년 <독

립신문>에서는 국내 우두 시술자들의 성과를 소개하며 종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69) 지석영도 직접 나서 우두법을 효율적 시행을

위해 국가 차원의 종두사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170) 이런 상황에

서 국력과 재력이 충분치 못한 대한제국으로서는 우두법의 보급을

위해 코죠의 접근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71) 결국 절충된

형태로 “정부의 인허를 받은” 사립 종두의양성소가 시작됐다.172)

종두의양성소는 1897년 7월 10일 졸업한 10명을 시작으로 1899년

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모두 81명의 종두의사를 배출했다.173) 이들

의 쓰임새는 컸다. 대한제국 정부는 우선 1898년 4월 <종두소세칙>

을 반포하여 서울의 전 지역을 5곳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종두소

를 두었다. 그리고 이곳에 양성소를 졸업한 종두의를 배치하고 별도

로 우두를 조제하는 종계소까지 설치했다.174) 아울러 1899년 4월 24

일 칙령 제14호로 <병원관제>를 반포하고 내부 소속으로 ‘병원’을

설립했는데, 이 때 의사로 임명받은 13명 가운데 10명이 종두의양성

167) 최덕수, 하라 다카시의 ‘동화정책론’ 연구 , 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Ⅱ), 아
연출판부, 2007, p.354

168) 황상익, 앞의 글, 2013, pp.85-86

169) 독립신문 1897년 4월 6일, 5월 22일

170) 독립신문 1897년 5월 8일

171) 독립신문 1899년 6월 12일 ‘치샤 편지’

172) 帝國新聞, 1899년 1월 11일

173) 황상익, 앞의 글, 2013, p.79

174) <種痘所細則>, 官報 1898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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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졸업생이었다.175) 1900년에는 ‘병원’을 광제원으로 개칭하면서 종

두시술 기능을 떼어내 한성종두사를 설치했다. 이 때에도 배치된 5

명의 의사와 1명의 서기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두의양성소

출신이었다.176)

이처럼 정부의 새로운 시책 하에 각종 사업을 진행해 본 종두의

사들은 자신감과 의지가 커져 자진하여 종두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요청했다. 지방의 각 군의 관아에 종두소를 설치하고 그곳에 자신들

을 파견해 달라는 것이었다.177)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자신들

이 비용을 대서라도 우두법을 확산시키겠다는 결의를 보였다.178) 그

러나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방의 종두소 설치를 무마시켰다.

하지만 대한제국 정부는 1899년 6월 내부령으로 <각지방종두세칙

(各地方種痘細則)>을 반포하여 전국 13도에 종두의양성소 졸업생들

을 파견해 국책으로서 새롭게 우두법의 전국적 확산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각지방종두세칙>에 의해 종두의들은 정부의 종두시책

집행자로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각 지방에 파견된 종두위

원들이 기존 종두의들을 시험하여 인가를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

다.179) 즉, 대한제국을 대리하여 종두의사들은 지방 종두위원으로서

각 지역에서 사적으로 양성된 종두의를 ‘종두인허원’으로 인가할 수

있었다.180) 이렇듯 완전한 체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한제국으로서

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나름의 종두 전국시행을 종두의양성소 졸업

생들을 통해 진행해 나갔다.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종두위원이 종두인허원과 어떻게 협조를 이

루어 종두접종을 시행했는지 평양을 시찰하고 쓴 사토 고죠(佐藤剛

175) 황상익, 앞의 글, 2013, pp.683-685

176) 종두의양성소 출신들의 활약에 대해서는 황상익, 앞의 글, 2013, pp.89-110 참조

177) 황성신문 1899년 4월 19일 ‘청설향두(請設鄕痘)’

178) 帝國新聞 1899년 4월 28일 ‘학도쳥의’

179) <各地方種痘細則>, 官報 1899年 7月 1日
180) 박윤재, 앞의 글, 2009,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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藏)181)의 글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평양관찰부 소속 종두의원이라는 사람을 불러 여러 가지를 살

펴보았는데, 평안남도에는 종두위원이 두 명이 있고 그 아래에 인허원

50명이 있는데 각 부락을 분담하여 종두를 시행하고 있다. 두묘는 내

부 위생과에 청구하고 그것을 원료로 하여 새로이 두묘를 제조하고 있

다. 때가 되어 그것을 시두(施痘)할 때는 일종의 독특한 침(針)을 사용

하는데 그 침을 검사해 보니 직격 3分(약 1cm_필자주), 길이 2寸(약

7cm_필자주) 정도의 하나의 가는 대나무 막대에 재봉침 같은 것을 3

개 박아 넣어 고정시키고 그것을 세워 피부에 누르고서 회전시켰을 때

적당하게 피부에 상처를 내도록 장치해 놓았다. 그것으로 피부를 흠집

낸 후 편형한 작은 유리막대로 두묘를 문질러 넣어준다. 그리고 종두

료를 종두세라 명명하여 1인분 당 한화(韓貨) 30전(일본화 15전)씩을

징수한다. 인허원은 그것을 종두위원에게 상납하고 종두위원은 그것을

내무부에 상납한다.(상납 시 일정한 비율로 할인하고 상납한다.)182)

이를 통해 종두위원 한 명당 약 20-30명 정도의 종두인허원을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내부 위생과에서 두묘를 받아 “새로

이 두묘를 제조”까지 하고 있었다. 비용도 정해져 있었고 상납체계

도 분명했다. 아울러 독특한 종두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대나무 봉에 “재봉침 같은 것을 3개 박아 넣어” 만든 것이 마치 현

대의 채혈기와 유사해 보인다. 사토 역시 호기심을 가지고 이 종두

침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는데, 이는 조선의 종두정책이 세세한 부분

181) 京都大 출신으로 평양동인의원 원장으로 한국에 와서 의학교육에 종사하였다.

평양동인의원 부속의학교 교장, 조선총독부의원 의육과장,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장,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설립을 돕고 교장으로 1941년까지 재임하였으며 저서로 조
선의육사(朝鮮醫育史)가 있다.(기창덕, 朝鮮時代末開明期의 醫療(2) , 의사학
6-1, 1997, pp.41-42)

182) “佐藤博士”라고 쓰여있어 사토 고죠(佐藤剛藏)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지역

이 평양인 것으로 보아 평양동인의원에서 근무했던 사토 고죠일 것으로 보인다.(
同仁 第4號, 東京:同仁雜誌社, 1906年 9月 10日,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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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다져지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두법이 조선 사회에 정착되고 있었던 만큼 종두사업에

기여한 인물들 역시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았다. 1899년까지 종두

의양성소의 책임자였던 코죠 바이케이는 3년간의 운영을 마무리 지

은183) 이후 미흡한 학력으로 인해 불거진 비판에도 불구하고184) 종

두보급에 기여한 “유공”을 인정받아185) 1899년 5월 의학교의 초대

교사로 임명됐다.186) 그런 비판 여론을 누를 만큼 종두의 힘은 강력

했다. 아울러 대한제국이 세운 최초의 근대식 의학교육기관인 이 의

학교의 교장으로는 “조선의 젠너”로 불리던 지석영이 임명됐다.187)

이처럼 대한제국 정부는 개화라는 혼란 속에 부침을 겪으면서도

종두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1895년에는 <종두규칙>과 <종두

의양성소 규정>과 같은 종두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법제를 만들었

고, 1890년 말에 이르면 종두의사를 통해 종두사업을 전국적 진행했

다. 종두의사들의 자발적 노력 또한 크게 기여했다.188) 그들은 사업

초기 종두를 의심하여 종두소 찾기를 꺼리는 민중들을 집집마다 찾

아다니며 설득하기까지 했다.189) 이를 바탕으로 1899년 서울의 5개

종두소에서만 접종한 총 인원이 4,725명에 이르렀으며,190) 1900년 1

년 동안 전국적으로 우두 접종을 받은 사람이 46,027명에 달했다.191)

1897년만 해도 우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수세적인 자세를 꼬집었

던192) 지석영이 1903년에는 “종두법이 들어온 후 25년간에 기십만

183) 더 이상의 종두의양성소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부의 의학교

설립과 함께 폐소된 것으로 보인다.

184) 獨立新聞, 1899년 5월 11일 ‘의학교샤 연빙’

185) 帝國新聞 1899년 3월 9일

186) 獨立新聞 1899년 5월 3일 ‘교사고빙’

187) 동아일보 1928년 9월 21일 ‘朝鮮의 젠너 池錫永, 朝鮮種痘 五十年’

188) 신동원, 앞의 글, 1997, p.217 참조

189) 제국신문 1899년 10월 30일

190) 황성신문 1900년 1월 17일

191) The Korean Review Vol.1 No.2, 1901, p.72



- 51 -

명이 실효를 보았다”193)고 상찬할 만큼 전국의 우두 사업은 성황을

이뤘다.

제3절 일본의 두창에 대한 대응과 그 경험

1. 우두법 이론의 확산

일본이 인두법을 받아들인 것은 1744년 중국 항주(杭州)에 살던

이인산(李仁山)이 나가사키(长崎)에 머물며 인두법을 행한 것이 최

초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인두법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는 못했기에 최초 이외의 특별한 의미를 두긴 어렵다. 이후 오가타

슌사쿠(緒方春朔)가 나가사키에서 청의 의서(醫書) 의종금감(醫宗
金鑑)을 통해 인두법을 익혀 1789년 5월 아키즈키 번(秋月藩)의 번

주인 구로다 나가노부(黒田長舒)의 인허 아래 인두접종을 시행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정리하여 1795년 종두필순변(種痘必順
弁)이란 책을 썼다. 1796년에는 보다 전문적인 인두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두긴할(種痘緊轄)과 종두정치록(種痘証治録)이 연이

어 출판되고 있어 18세기 말에는 인두법이 넓게 보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194)

우두법이 처음 소개된 것은 대만, 조선보다 훨씬 빨랐다. 에도 막

부는 17세기 중엽이래로 쇄국정책을 펼치고 있었지만 나가사키만큼

은 통상 허가증을 받은 외국 선박에 한해 입항을 허용했다. 특히 종

교를 배제하고 무역만을 내세운 네덜란드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었다.195) 제너의 책자가 영국왕립협회에 보고된 지196) 5년밖에 안

192) 독립신문 1897년 5월 8일

193) 황성신문 1903년 3월 24일

194) 富士川 游, 緒方春朔 , 富士川游著作集 7巻, 思文閣出版, 1980, p.549 참조
195) 이종찬의 말을 빌리면, 일본의 쇄국정책은 치밀하고 조심스런 “개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조선의 쇄국정책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랐다.(이종찬, 동아시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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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점인 1803년 나가사키의 네덜란드 상관(商館)에 제너의 우두법

발견 소식이 전해졌다.197) 통역을 맡아 일하던 바바 사주로(馬場 佐

十郎, 1787-1822)는 1803년부터 10년 넘게 네덜란드 상관(商館)의

책임자로 있던 헨드릭(Hendrik Doeff)으로부터 우두법에 대해 배워

이에 대한 정보를 전파했다.198)

그러나 우두를 접종하는 데 필요한 우두 두묘가 전달된 것은 거

의 반세기가 지난 1849년 여름이었다. 이론과 실제가 접목되는 데

46년이나 걸린 것이다. 여기에는 시대적, 지리적 조건들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우선 에스파냐 국왕 카를로스 4세의 명령에 따라 1804년

광동까지 두묘를 전달했던 배는 나가사키까지 들르지 못했다.199) 크

리스트교 선교 문제로 1624년 이후 에스파냐의 선박은 일본에 접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에 들어올 수 있는 배는 네덜란

드 선박뿐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 네덜

란드의 태평양 무역은 심각하게 방해를 받았다. 더욱이 네덜란드와

일본 간의 무역은 태평양 몬순 무역풍 탓에 거의 여름에만 가능했

기 때문에 두묘는 나가사키에 도착하기 전에 썩어버렸다. 네덜란드

상인들은 아이들에게 접종시켜 그 아이를 데려 오는 방법도 사용했

지만,200) 외국 아이들의 입항을 막는 일본의 개항 규제로 인해 이

학의 전통과 근대, 문학과지성사, 2004, p.177)
196) Edward Jenner, An Inquiry into the Cause and Effects of Variolae
Vaccinae, a Disease, Discovered in some of the western Countries of England,

particularly Glouces tershire, and known by the Name of Cow Pox, 1798
197) Ann Jannetta, 앞의 글, 2009, p.126

198) Ann Jannetta, The Vaccinators: Smallpox, Medical Knowledge, and the
'Opening' of Japa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 chap. 3 참조
199) Mark C, Rigau-Pérez JG, The World First Immunization Campaign; The

Spanish Smallpox Vaccine Expedition, 1803-1813 ,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83, 2009, 63-94 참조.
200) 에스파냐 국왕 카를로스 4세(Charles IV)의 지시에 따라 1803년 9월 시작해

1805년 광동까지 두묘를 전달한 발미스의 항해 역시 어린이들을 배에 태워 ‘팔에서

팔(arm to arm)’ 방법으로 우두 두묘를 유지시켜 전달한 것이었다.(田崎哲郎,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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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불가능했다.201)

하지만 그 기간이 허송세월은 아니었다. 오히려 주체적인 변화기

반을 다지는 요긴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202) 일본에서도 외국

서적은 검열 대상이었지만 의학서적만큼은 정치적, 사상적 영향이

없는 실용적인 분야로 간주되어 자유롭게 수입되었다. 게다가 1811

년부터는 에도 막부가 공식적으로 양서(洋書) 번역을 허락함에 따라

우두법 이론이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난학자

(蘭學者)203)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서적들이 번역되기 시작했는데,204)

이 중에는 세계 도처에서 시행중인 우두법의 성과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1800년대 초 우두법에 관한 정보를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통역관 바바 사주로는 우두법 관련 서적의 번역에 있

어서도 선구적 역할을 했다. 어민 나카가와 고로지(中川五郞治)가

러시아에 표류하여 1810년 귀국할 당시 가져온 우두법에 대한 책자

를 번역하여 1820년 둔화비결(遁花秘訣)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

다.205)

서양으로부터 직접 들어오는 우두법 정보와 서적은 대만이나 조

글, 2012, p.11)

201) Ann Jannetta, 앞의 글, 2009, p.127

202) 이 문장은 Ann Jannetta이 쓴 The Vacinators(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의 핵심 결론이기도 하다. 그는 비교적 적극적인 해외교류를 이어왔던 일본의

우두법 시행이 왜 늦어졌을까 하는 질문으로 출발해 그것에 대해 지정학적 이유를

근거로 설명해냈으며, 더불어 그 지체된 기간 동안 난방의와 네덜란드의 교류, 선

진적인 번의 행정관과의 협력, 종두에 대한 인식의 저변확대 등 사회변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분석하였다.

203) 18세기 이후 네덜란드를 통해 들어온 서양 학문과 그것을 학습ㆍ연구하는 것

을 ‘난학(蘭學)’이라 부르며, 그것을 학습ㆍ연구했던 일본인 지식인들을 ‘난학자(蘭

學者)’라고 부른다. 막부 말기인 1850년대 이후, 네덜란드를 넘어 서양 각국에서 유

입된 학문을 ‘양학(洋學)’이라고 부른다. 中山茂 編, 幕末の洋學, 東京:ミネルヴァ
書房, 1984; 沼田次郞, 洋學, 東京:吉川弘文館, 1989 참조
204) 吉良枝郞, 日本の西洋醫學の生い立ち, 東京: 築地書館, 2000, pp.65-67
205) 김옥주, 미야가와 타쿠야, 에도 말 메이지 초 일본 서양의사의 형성에 대하여

, 의사학 20-2, 2011, p.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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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다 상대적으로 빨랐지만, 1828년 북경과 조선에서 우두법 이론

서의 시원이 되었던 영길리국신출종두기서는 다소 늦은 1841년

출간되었다.206) 그러나 서학 탄압의 분위기 속에 전파가 차단됐던

중국이나 조선과 달리 읽기 쉽게 훈점(訓點)을 달고 교각(校刻)하여

영길리국종두기서(英吉利國種痘奇書)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

다.207) 또한 동아시아에서 우두법 전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두
략(引痘略)208) 역시 1846년 인두신서전서(引痘新書全書)라는 이

름으로 간행된 후, 1847년 인두신법전서(引痘新法全書)라는 이름

으로 교각되어 보급되었다. 이후 일반 민중들도 읽을 수 있도록 가

자(假字)를 삽입하여 인두신법전서부록(引痘新法全書附錄)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다.209)

이처럼 일본의 경우 1840년대에 이르면 우두에 대한 정보가 단순

히 극소수 지식인의 지적 호기심의 대상에 그치지 않았다. 서학에

대한 비교적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일반 전통의사들은 물론

민중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210)

206) 이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중반 무렵 조선과 일본의 문물교류가 그만큼 적

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이러한 문물교류의 중요한 창구였던 통신사의 파견은

10～20년을 주기로 진행되어 오다 1764년을 끝으로 단절되며 1800년대에는 1811년

(순조 11년) 단 한 차례 이루어졌다.

207) 田崎哲郎, 앞의 글, 2012, p.29

208) 인두략은 영길리국신출종두기서를 쓴 피어슨의 조수였던 마카오 출신 중

국인 치우하오추안(邱浩川)이 지은 책으로 1817년 쓰여졌으나 본격적으로 간행된

것은 1831년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 영길리국신출종두기서의 원서나 보강판

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과 대조적으로 인두방서(引痘方書), 인두신서(引痘新
書), 인두신법전서(引痘新法全書) 등으로 명칭을 바꾸거나 보강되면서 판을 거듭
하였다. 우두법 이론 확산 측면에서는 적어도 중국과 일본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책으로 볼 수 있다.(田崎哲郞, 앞의 글, 2012, p.16)

209) 후지가와 류우, 2006, p.644

210) 田崎哲郎, 앞의 글, 2012, pp.62-63



- 55 -

2. 종두시행 주체로서의 난방의(蘭方醫)의 형성

난학은 1600년부터 시작된 네덜란드와의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일본의 통역관과 상무관(商務官)들이 서구문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막부의 정책이 서학에

대해 개방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하지는 못했

다. 이후 18세기를 전후하여 에도 막부의 8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

무네(德川吉宗)가 서구학문에 대한 개방적 자세를 취함에 따라 난학

도 발전되기 시작했다.211) 특히 스기타 겐파쿠(杉田玄白)의 해체신
서(解體新書) 간행을 통해 큰 도약을 이루었다.212) 이후 많은 사람

들이 스기타 겐바쿠 등이 활동하고 있던 에도와 네덜란드 상관(商

館)이 있었던 나가사키 데지마(出島) 주변에 모여 들었다. 의학 분야

가 큰 자극제 역할을 했던 만큼 난학자들 중 많은 이들이 서양의학

에 관심을 두었고, 자연스럽게 난방의라는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213)

이들은 사숙(私塾)을 지어 제자를 양성하면서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18세기 말 오쓰키 겐타쿠(大槻玄澤)가

1786년에 연 시란도(芝蘭堂)였다. 1778년부터 스기타 겐파쿠로부터

직접 난학을 배운 그는 난학과 난방의의 세력화에 크게 기여했다.

기록에 남아있는 오쓰키의 제자 9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번의(藩

醫)가 되었다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그에 의해 난학에서 의학이 차지

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214)

211) Encyclopedia Britanica, 蘭學(rangaku)

212) 독일 의사 쿨무스의 Anatomische Tabellen라는 책의 네덜란드어판인 
Ontleedkundige Tafelen을 일본어로 중역한 것이다.(여인석, 황상익, 일본의 해부

학 도입과 정착 과정 , 의사학 3-2, 1994, 참조)
213) 酒井シヅ, 日本の醫療史, 東京: 東京書籍, 1982, pp.270-312 참조
214) 鈴木幸彦, 芝蘭堂の門人たち: 蘭學の地域的広がりを中心に , 靑木歲幸ㆍ岩淵

令治 編, 國立歷史民俗博物館硏究報告 第116集: 地域蘭學の總合的硏究, 東京: 國
立歷史民俗博物館, 2004, pp.37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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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기타 겐바쿠에서 오쓰기 겐타쿠로 이어진 난학은 야스오카 겐

신(安岡玄眞)을 거쳐 쓰보이 신도(坪井信道)로 이어졌다. 이후 19세기

들어 유명한 난방의들을 중심으로 한 사숙이 대거 등장하였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쓰보이 신도의 제자 오가타 고안(緖方洪庵)이

세운 데키주쿠(適塾)였다. 이밖에도 지볼트(Philipp Franz Balthasar

von Siebold)215)에게서 의학을 배운 이토 겐보쿠(伊東玄朴)가 에도에

세운 쇼센도(象先堂), 사토 다이젠(佐藤泰然)의 사쿠라 준텐도(佐倉順

天堂) 등이 유명세를 떨쳤다.216) 이들 밑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 수만

해도 최소 1,000명이 넘었는데,217) 특히 오가타 고안의 데키주쿠에서

메이지 위생행정의 효시 나가요 센사이(長輿專齊)와 메이지 시대의

대표적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배출되었다.218)

그 수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난학자의 수는 에도시대를

통틀어 1만 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219) 그 중 많은 수가 의

사로 활동했다.220) 1820-30년대의 경우, 에도 한 지역에만 수 백 명

215) 지볼트는 네덜란드인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으나, 1796년 뷔르츠부르크에서 태

어난 독일인이다. 나가사키의 데지마 밖에서까지 진료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외국

인 의사였다는 사실이 말해 주듯 그는 일본 근대의학 도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

다. 1828년 9월 그가 귀국할 당시 막부가 해외 반출을 금했던 일본지도가 들어있었

던 것이 문제가 되어 그와 친분을 맺은 여러 명이 처형되거나 투옥되었는데 이를

‘지볼트 사건’이라 한다.(남영우, 김부성, 독일 지도학자 Siebold의 생애와 업적 , 
한국지도학회지 9-1, 2009 참조)
216) 김옥주, 미야가와 타쿠야, 앞의 글, p.503

217) 沼田次郞, 洋學, 東京: 吉川弘文館, 1989, p.210
218) 후쿠자와 유키치와 나가요 센사이는 친분이 두터웠으며, 특히 세계적인 세균

학자 기타사토 시바사부로가 일본에 돌아와 도쿄대 의학부 출신들과 대립하며 사

립전염병연구소를 짓는 데 있어, 지원세력으로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룬다.(松田

誠, 有志共立という思想: 私立伝染病研究所の興廃 , 高木兼寛の医学, 東京慈恵会
医科大学出版, 2007 참조)

219) 靑木歲幸ㆍ長田直子ㆍ細野健太郞, 地域蘭學{者門人帳デ一タベ一スについて ,

靑木歲幸ㆍ岩淵令治 編, 國立歷史民俗博物館硏究報告 第116集: 地域蘭學の總合的

硏究, 東京: 國立歷史民俗博物館, 2004, pp.481-490
220) 田崎哲郞, 在村の蘭學, 東京:名著出版, 1985,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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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하는 난방의가 활동하고 있었다.221)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전

국에 난방의의 수가 수천 명이 달했으며, 에도와 같은 대도시 뿐 아

니라 각 지역의 마을 단위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222)

난방의들은 우두법 이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으로

부터 들어온 영길리국종두기서 역시 지볼트의 제자이자 난방의사

인 이토 케스케(伊藤圭介)가 간행한 것이었다. 인두략(引痘略) 역
시 기슈(紀州)번의 난방의 고야마 시세이(小山肆成)가 인두신법전
서(引痘新法全書)(1847년)라는 이름으로 교각하여 간행하였다.223)
난방의들은 한역서(漢譯書)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데키주쿠의 설

립자인 오가타 고안은 프로이센 의학자 후펠란드(Chrstoph Wilhelm

Hufeland)의 저작 Enchiridion medicum oder Anleitung zur

medicinischen Praxis을 번역하여 부씨경험유훈(扶氏経験遺訓)이
라는 책으로 출간하였다. 이 번역서는 1857년에 정식 간행되지만,

이미 1842년에 번역이 거의 완료되어 교육에 사용되었는데, 18권 제

11편에는 상세하게 서술된 우두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다.224) 쓰보이 신도 밑에서 오가타 고안과 함께 교육받은 스기타 겐

바쿠의 손자 스기타 세이케이(杉田成卿) 역시 우두법에 관한 후페란

드의 책을 번역해 치두진결(治痘真訣)(1849년)이라는 이름으로 간

행했다.225)

한역서(漢譯書)에만 의존하지 않고, 많은 시간과 인적자원이 투여

221) 海原亮, 江戶の蘭學者 , 靑木歲幸ㆍ岩淵令治 編, 國立歷史民俗博物館硏究報
告 第116集: 地域蘭學の總合的硏究, 東京: 國立歷史民俗博物館, 2004 참조
222) 김옥주, 미야가와 타쿠야, 앞의 글, p.506

223) 新村拓, 日本醫療史, 東京: 吉川弘文館, 2006, pp.188-189
224) 김옥주, 미야가와 타쿠야, 앞의 글, p.508, 다만 이 논문에서 오가타 고안이 번

역한 후페란드의 책을 부씨의계지략(扶氏醫戒之略)이라 기술하고 있는데, 부씨
의계지략(扶氏醫戒之略)은 부씨경험유훈(扶氏経験遺訓)의 일부분으로 의사로서

의 윤리관을 기술한 것이다.

225) 森川潤, 好生堂頭取役青木周弼 , 広島修大論集 53-1, 2012,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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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서양의 우두법 관련 서적들을 이처럼 광범위하게 번역했다는

사실은 여러 난학사숙에서 우두법 도입을 자신들의 주요한 사업으

로 여기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데키주쿠를 중심으로 번역된 서

적들은 오사카뿐 아니라 다른 사숙에도 읽혔으며, 이를 배운 난방의

들은 고향에 돌아가 우두법에 관한 이론을 지역에 전파하였다.226)

이처럼 일본은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난방의라는 종두시행의 주

체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우두법 이론의 대중화와 전문화가 이루

어지고 있었다.

3. 두묘의 도착과 난방의들의 세력 확장

1840년대 이르면 사실상 두묘만 도착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

나 1820-30년대 거의 매년 수입된 두묘는 여전히 장시간의 여름 항

해로 인해 모두 부패된 상태로 도착했다. 1840년대 말 사가(佐賀)

번주(藩主) 나베시마 칸소우(鍋島閑叟)의 지시로 난방의 나라바야시

쇼켄(楢林宗建)은 다시 네덜란드 상관(商館)에 두묘를 요청했다.227)

이에 네덜란드 상관 소속 의사 모니케(Otto Gottlieb Mohnike)가

1848년 두묘를 가져오지만 이 역시 부패한 상태로 도착했다. 난방의

들은 대책을 강구했다. 그들은 두창에 걸린 사람의 딱지를 사용하던

인두법의 경험을 응용하여 네덜란드 상선에 딱지형태의 두묘를 만

들어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228) 그들의 예상은 적중했다. 1849년 7월

바타비아(Batavia, 지금의 자카르타)로부터 들어온 두묘 중 액체형태

의 두묘는 접종에 실패했으나 딱지형태의 두묘는 접종에 성공했다.

난방의 나라바야시 쇼켄의 셋째 아들의 팔에 일본 최초로 우두고름

226) 田崎哲郞, 在村の蘭學, 東京: 名著出版, 1985, pp.45-46
227) 후지가와 류우, 앞의 글, p.645

228) 대부분의 논문에서 모니케의 성공적 시술만을 언급하지만, 자네타는 이 딱지

형태의 두묘에 주목하여 두묘 도입에 있어서의 난방의들의 능동적 역할을 균형있

게 서술하였다.(Ann Jannetta, 앞의 글, 2009, p.1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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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맺혔다.229)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소에서 직접 추출해낸 두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

두를 맞은 아이의 두흔에서 추출한 장액을 다시 다른 아이에게 접

종하는 ‘팔에서 팔’(arm to arm) 방식으로 종두를 이어나가야 했

다.230) 그 두묘가 확산되는 데 있어 난방의들의 역할은 절대적이었

다.231) 1849년 최초의 우두접종으로부터 얻은 두묘를 신속하게 에도

에 머물러 있던 사가 번 난방의 이토 겐보쿠(伊藤玄朴)에게 보내고,

난방의 나라바야시 쇼켄이 교토에 있던 형 에이켄(楢林榮建)232)에게

보낸 것이 두묘 확산의 주요 기점이 되었다.233) 이는 난방의들의 네

트워크가 구축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팔에서 팔’

방식으로 두묘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시켜나가기 위

해서는 유효한 고름인지 감별해야 했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다. 난

방의들의 축적된 지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난방의들은

종두가 첫 성공을 거둔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일본 전역으로 두

묘를 확산시켰다.234) 모니케가 네덜란드 상관의 책임자 헨리(Henrij

Levysson)에게 쓴 편지를 통해 1849년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

다.

229) 후지가와 류우, 앞의 글, p.645

230) Ann Jannetta, 앞의 글, 2009, p.129

231) 김옥주와 미야가와 타쿠야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지역 전파에 있어 전통의사

들의 기여도 간과할 수 없으나, 그들 역시 부정하지 않고 있듯이 난방의들이 그 중

심에 서 있었다.(김옥주, 미야가와 타쿠야, 앞의 글, pp.510-511 참조)

232) 일본의 우두 도입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일본 우두의 시조로까지 불리

는 나라바야시 쇼켄(楢林宗建)과 그의 형 나라바야시 에이켄(楢林榮建)은 모두 지

볼트에게 의학을 배운 난방의였다.(후지가와 류우, 일본의학사, 2006, p.644)
233) 小川鼎三, 醫學の歷史, 東京: 中公新書, 1964, pp.157-162
234) エーザイ, 天然痘ゼロへの道: ジェンナーより未来のワクチンへ, 内藤記念く
すり博物館, 1983,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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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님께 나가사키 및 여타 큐슈 섬 지역의 읍과 지역에서 백신접종

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 이제는 이 멋진 발명품이 상실될 염

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 보급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리

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가사키에서는 백신 농포(膿疱,

pocks)가-오늘 제가 접종한 19명의 아이들에게서-이미 13대째 생존

하고 있으며, (1849년) 8월 14일 이후 제가 접종한 아이들의 수는

17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일본 의사들에게 나가사키

이외의 지역에서 아이들을 접종하도록 하였습니다.235)

이 과정에서 데키주쿠 사숙의 역할은 컸다. 1849년 가을 두묘가

교토에 전달되자 오가타 고안은 바로 두묘를 입수했다. 그는 종두를

확산시키기 위해 1849년 11월 오사카에 제두관(除痘館)을 개설했다.

이 제두관은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난방의들 역시 준비되어 있었지

만 민중들의 수용의지도 낮지 않았다. 오사카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

서 매일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종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 이를 통

해 수많은 데키주쿠의 난방의들이 실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

다.236) 이렇게 이론과 경험을 모두 익힌 난방의들은 고향으로 돌아

가 종두소를 개설해 우두법을 전파해 나갔다.237)

이처럼 1849년 두묘 고름 한 방울로 시작된 우두법은 빠르게 일

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제 에도 막부 정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

면 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막부 정부는 서양 문물에 대한 경계를 강

화해 1849년 난방의금지령(蘭方医禁止令)까지 선포하며 종두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1857년 에조치(蝦夷地, 현재

의 홋카이도)의 두창 창궐을 계기로 에도 막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겼다. 당시 에도 막부는 에조치를 직접 통치하기로 선언하고 아이

누족을 회유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막부 정부로서는 두창 창궐

235) NFJ (n. 3), 1632/36, letter from Mohnike to Levyssohn, 11 November 1849;

Ann Jannetta, 앞의 글, 2009, p.130 재인용

236) 淺井允晶, 앞의 글, pp.270-271

237) 김옥주, 미야가와 타쿠야, 앞의 글, pp.50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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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결

국 막부 정부는 난방의를 파견하여 에조치 전체 인구의 70% 달하는

1만 3천 명에게 종두를 놓음으로써 두창을 가라앉혔다.238)

이를 계기로 난방의에 대한 막부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느슨해지

자, 1858년 1월 이토 겐보쿠는 에도에 종두소 설립을 청원하였다.

막부의 허가를 받은 이토 겐보쿠는 1858년 5월 난방의 82명을 모아

종두소를 설립하였다.239) 1858년에 세워진 이 오타마가이케 종두소

(お玉ヶ池 種痘所)240)가 에도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자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1858년 7월 3일 <난방의해금령(蘭方醫解禁

令)>이 공포됨과 동시에, 의사로서는 최고의 직위라고 할 수 있는

쇼군(將軍) 전속의(專屬醫) 자리에 난방의가 기용되었다. 이 최초의

자리에는 오타마가이케 종두소 건립을 주도한 이토 겐보쿠가 임명

됐다.241)

난방의는 우두법을 발판으로 제도권 안에서 급성장하기 시작했

다. 1860년 10월 14일, 오타마가이케 종두소는 관립 종두소가 되었

으며 1861년에 서양의학소(西洋醫學所), 1863년에는 의학소(醫學所)

로 확대 개편됐다. 서양의학소의 책임자로 난방의의 대부 오가타 고

안이 임명되었고 의학소의 책임자로는 폼페의 제자 마쓰모토 료준

이 임명되었다. 이 과정은 기관이름242)과 주관 인물의 변화가 말해

238) 이는 일본 최초로 정부에 의해 실시된 강제 종두이기도 하다. 에조치의 종두

에 관해서는 香西豊子의 논문 참조.( アイヌはなぜ山に逃げたか？－幕末蝦夷地に
おける我が国最初の強制種痘の奥行き－ , 思想 No.1017, 2008, pp.78-101)
239) 東京大學 醫學部 創立百年記念會, 東京大學醫學部百年史, 東京: 東京大學出
版部, 1967, p.50

240) 이 오타마가이케 종두소는 일본 근대의학의 근원지로 자리매김되며, 일본의

근대의학에서 절대적 위치를 점하는 도쿄제대 의학부로 이어진다.(東京大學醫學部

創立百年記念會, 東京大學醫學部百年史, 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67, p.50)
241) 厚生省医務局 編. 醫制百年史 資料編, 東京: ぎょうせい, 1976, p.19; 난의방
(蘭醫方) 금제(禁制)와 채용(採用)에 관해서는 후지가와 류우, 일본의학사, 법인문
화사, 2006, p.561 참조

242) 서양의학소에서 의학소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이 더 이상 서양이라는 말을 붙



- 62 -

주듯 일본의 의학체계가 급속히 서양의학 중심으로 개편됨을 의미

했다. 이에 따라 교육내용도 종두를 넘어 외과, 내과, 생리학, 약학,

병리학 등으로 넓어졌으며, 더 이상 난방의라는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근대식 서양의사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243)

4. 메이지 정부의 우두법 수용과 활용

일본 통치 권력이 에도 막부에서 천황제를 근간으로 한 메이지

정부로 넘어가며 종두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새 정부를

수립하는 데 기여한 상당수의 신진 세력가들 중에는 난학사숙에서

서양식 근대의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었다. 자연

스럽게 그들의 국가체계 구상에는 서양식 근대의학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포함됐다. 더욱이 1850년대 이후 국제적 교류가 증가하며 전

염병의 이환율(罹患率)과 사망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배층은 전염병에 대한 방지책이 당면 개혁 과제로

요구되었다.244)

메이지 정부는 1873년 위생국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1874년 도

쿄에 신설된 위생국의 초대 국장으로는 나가요 센사이(長與專齋)가

임명됐다. 나가요 센사이는 3세대 난방의사이자 1세대 근대식 의사

로, 그의 조부 나가요 순타츠는 1849년 최초의 우두접종으로부터 얻

어낸 두묘를 오무라번(大村藩)으로 가져와 우두법을 확산시킨 장본

인이었다. 나가요는 데키주쿠(適塾)에서 오가타 고안으로부터 의학

을 배웠으며 1871년 이와쿠라 사절단에 합류하여 서양의 의료체계

를 견학하고 돌아온 인재였다.245)

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서양의학이 일본 의학의 중심에 놓였음을 의미한다.

243) 東京大學醫學部創立百年記念會, 東京大學醫學部百年史, 東京: 東京大學出版
會, 1967, pp.85-90

244) Ann Jannetta, 앞의 글, 2009, p.132

245) 나가요 센사이에 대해서는 松田誠, 앞의 글, p.6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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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요 센사이는 자신의 배경에 걸맞게, 위생국장으로 임명되자

마자 첫 번째 조치로 우두법에 의한 종두접종만이 합법적 방법임을

선포했다. 이와 함께 출생 후 705일과 1000일 사이에 모든 아이들이

종두접종을 받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종두접종을 메이지 신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우두접종 여부를 공식 문서에 기록

하도록 했으며, 종두접종을 담당한 의사들 역시 정부의 승인을 받도

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들로 하여금 6개월마다 종두접종 통계를

보고하도록 했다.246)

이러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

가 해결되어야 했다. 우선 일본 우두공급의 양과 질을 상당 수준 끌

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였다. 네덜란드에서 들어오는 두묘와 ‘팔에서

팔’ 기법에만 의존해서는 국가 단위의 종두를 실시할 수 없었다. 안

정적으로 종두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에서 직접 소로부터

우두 두묘를 생산해낼 수 있어야 했다. 마침 나가요 센사이는 난방

의답게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유럽을 견학할 당시 헤이그에서 두묘

생산방법을 배운 바 있었다. 나가요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1874

년 고품질 두묘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종계소(種繼所)를 건립했다.

이 종계소의 두묘 생산과 저장 방법은 상당한 수준이어서 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양국가들의 견학요청이 이어질 정도였다.247)

1880년 지석영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와 두묘 제조에 대해 배우고

간 곳 역시 바로 이 종계소였다.248)

하지만 지방분권적이었던 막부체제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단위 종두접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두묘 확

보만으로 부족했다. 종두접종 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

는 시스템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나가요는 난방의들이 전국적으

로 구축한 네트워크와 그간의 성과를 적극 수용했다. 위생국이 만들

246) Ann Jannetta, 앞의 글, 2009, pp.133-134

247) Ann Jannetta, 앞의 글, 2009, pp.134-135

248) <朝鮮修信使-學我種痘法>, 醫事新聞 第30號 1880年 7月 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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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을 당시 지방의 경우 이미 난방의들에 의해 20년 이상 종두접

종이 시행되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적지 않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었

다. 나가요는 종두접종 전체 상황과 구체적 환자의 사례들에 관한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보건 통계 체계의 기반을 갖추어 나

갔다. 위생국은 1874-1879년 기간의 두창 환자 및 사망자, 종두접종

자 수, 선감 불선감, 초종 재종 등을 목록으로 한 통계서를 출간하

였다. 이는 일본 최초의 근대식 국가 보건 통계였다.249)

기초 통계를 갖춘 메이지 정부는 1880년 들어서며 종두접종을 더

욱 체계화해나갔다. 1885년 새로운 공중 보건 조례를 재정하여 공식

가족 명부인 호적에 가족 구성원의 종두접종을 기록하도록 함으로

써 호구제도와 종두접종을 연계시켰다. 아울러 의사들에게는 종두접

종 증명서를 발행해준 개인들의 성명과 주소를 다달이 정부에 보고

하도록 의무화했다. 메이지 정부는 종두행정에 의사를 활용하는 것

에 머무르지 않고 경찰력을 동원하였다. 지방 경찰들에게는 자신의

관할구역에 있는 모든 가정의 생년월일과 종두접종 증명서를 확인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민중들 역시 두창 환자가 발생하면 즉

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강제되었다. 파견된 경찰은 환자 가족과 이웃

중에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지까지 조사해서 보고해야

했다.250)

아울러 이는 민중 개개인 단위까지 국가의 통제력이 미치는 과정

이기도 했다. 두창 통제의 정치적 가치는 메이지 정부의 위생국에서

일하고 있던 네덜란드 의사 게에르츠(Geertz)에 눈에 정확히 포착되

고 있었다.

많은 수의 의사들은... 각자의 인근 이웃에서 각자 일을 분담해 자신

의 몫으로 기여했지만, 시스템이 하나의 유능한 손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았다면, 이것이 그처럼 신속하고 훌륭한 결과를 만

249) Ann Jannetta, 앞의 글, 2009, p.137

250) Ann Jannetta, 앞의 글, 2009, pp.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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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낼 수는 없었다... 1874년 이전에는 종두접종이 제한된 정도로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종두접종이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집행

된) 이후 규칙성, 체계성, 질서, 그리고 통제가 나타났다.251)

게에르츠의 말처럼 종두시행 과정은 “규칙성, 시스템, 질서, 그리

고 통제”가 내포되어 있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두창을 차단할 수

있었던 우두법은 에도 막부가 에조치를 포섭하는 데에서도 드러나

듯이 지배계급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피지배계급을 위무(慰

撫)하는 수단으로서 적격이었다. 또한 두창은 특징적인 발진이 나타

났고 우두법 시술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의료인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확실한 진단과 예방조

치가 가능했다. 때문에 행정력만 뒷받침 된다면 통제가 빠르게 이루

어질 수 있었고 나가요가 난방의들이 수집한 정보를 통해 국가 보

건 통계를 만들어냈듯이 국민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두창 통

제 과정에서 메이지 정부는 각 호구의 신생아 및 구성원 수를 비롯

한 사회 통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집적할 수 있

었다. 그리고 두창은 공기(비말)나 접촉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그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하여 전국적인 관리가 필요했는데 우두법은

비교적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어 지배계급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국적인 관리를 추진할 수 있었다. 즉, 이러한 전국적 두창통제 과

정은 그 자체로 “중앙집권적이며 정치적”인252) 기능을 발휘했다.253)

251) A. J. C. Geertz, “Vaccination in Japan,” Japan Weekly Mail, Yokohama, 12

June 1879; Ann Jannetta, 앞의 글, 2009, p.138 재인용

252) 가라타니 고진은 메이지시대 일본이 근대 중앙집권적 국민국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 난학, 특히 서양의학파들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당시 서

양의학은 그 자체로 중앙집권적이며 정치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통찰했다. 당시 난

학파의 서양의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두법이었기 때문에 우두법에 가라타니

고진의 통찰을 적용해도 무방할 것이다.(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옮김, 일본 근대문

학의 기원, 도서출판 b, 2010, pp.156-157)
253) 두창의 의학적 특징에 대해서는 F. Fenner, D.A. Henderson, I. Arita, Z.

Jezek, I.D. Ladnyi, Smallpox and its eradication, WHO, 1988과 Roy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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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요의 이러한 종두행정은 고토 신페이로 이어졌다. 1892년 나

가요의 뒤를 이어 위생국장을 맡게 된 고토 신페이는 나가요가 구

축한 종두행정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위생국이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에 의사, 약사, 조산원과 관련된 각종 시험과 위생시설에 관

한 규제 등을 포함시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

다. 또한 그는 종두접종에 주목하여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대량으

로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의 ‘백신 농장’을 가동시켰다.254) 특히 고

토는 위생경찰과 지역자치위생 강화를 통해 나가요보다 한 차원 높

은 질병 통제와 사회 통제를 달성하고자 했다.255)

<그림3> 일본 인구 10만명당 두창 환자 수256)

일본은 <그림3>에서 보듯이 나가요 센사이로부터 고토 신페이까

Andeson & Robert M. May, Vaccination and herd immunity to infectious

diseases , Nature 318, 1985, p.325 참조
254) 이종찬,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과 근대, 문학과지성사, 2004, pp.216-217
255) 笠原英彦, 明治期醫療.衛生行政の硏究-長與專齋から後藤新平へ-, ミネルヴァ
書房, 2011, pp.116-117

256) 内務省衛生局, 法定伝染病統計. 自明治13年至大正12年, 1937; 厚生省豫防局,
法定傳染病統計 昭和13年,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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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어진 종두행정을 통해 실질적인 질병 통제가 가능해졌다. 이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난방의라는 지역 사회에 친화적인 종두시행

주체의 형성, 국가 차원의 법제화를 통한 강력한 종두접종 추진, 지

역 정보와 통계를 기반으로 한 종두행정, 그리고 무엇보다 호구제도

및 경찰제도와의 연계가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68 -

제 3 장 일제 강점부터 두창 대유행 전까지의 

종두정책

제1절 대만에서의 일제 종두정책 : 1895년부터 두창 

대유행 전까지

1. 대만에서의 일제 강점 초기 식민 통치(1895-1898년)

1) 일제 강점 이전의 대만 역사

원래 대만 섬은 본토의 한족(漢族)이 아닌 남방계통(말레이-폴리

네시아 계)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257) 이 섬이 처음 중국역사에

들어온 것은 원(元)나라 때였으나 대만 북부에 있는 섬 펑후(澎湖)

에 순검사(巡檢司)를 설치했을 뿐 대만 본섬까지는 개입하지 않았

다.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먼저 깨달은 것은 서양이었다.258)

1590년 서양역사상 최초로 포르투갈 인들에 의해 대만이 포착되며,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을 가진 포모사(Formosa)란 이름으로 유럽에

알려졌다. 이후 네덜란드가 1622년 펑후(澎湖) 섬을 점령하고, 1624

년 대만 남부 안핑(安平)에 들어와 8개월에 이르는 명나라 군대와의

257) 이들은 일제 강점기 호적에 별도로 번인(藩人)으로 기록됐으며, 오늘날 고산족

(高山族)으로 불린다. 현재 인구의 2% 미만이며, 일제 강점기에도 최대 4%를 넘지

못했다. 세분해서 보면 약 55개의 소수 종족으로 나뉜다.

258) 3세기 중국 문헌 ‘임해수토지’(臨海水土志)에 한족이 230년 처음으로 대만을

정복했으며, 7세기 초 수나라가 대만에 대한 정찰을 했다거나, 8세기 초 일부 지역

을 정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나, 인구나 문화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을 만큼 중

국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적이 없다. 때문에 네덜란드가 점령하기 이전을 선

사시대로 정의하기도 한다.(이화승, 홍성화, 전쟁과 교류의 역사: 타이완과 중국 동
남부, 동북아역사재단, 2012,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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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거쳐 대만 남부의 지배권을 승인받았다.259) 1626년에는 에스

파냐가 네덜란드의 세력이 미처 닿지 않았던 대만 북쪽을 점령했다.

네덜란드는 점차 세력범위를 북부까지 확장하여 1642년 에스파냐를

축출하고 대만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했다.260)

이 시기는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만주지역을 넘어 북경(1644

년)과 남경(1645년)을 연달아 차지하며 점차 중국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시기였다. 복건성(福建省)지방의 세력가 정성공(鄭成

功)은 명나라의 복원을 꾀하며 저항하였으나 청의 군대에 밀려 1661

년 군대를 이끌고 대만 섬으로 도주했다. 정선공은 20년 가까이 배

타적인 지배권을 구축하고 있던 네덜란드 세력을 몰아내고 대만 섬

을 반청복명(反淸復明)의 기지로 삼았다.261) 하지만 그의 지배는 오

래가지 못했다. 1683년 중국 통일의 야망을 가진 강희제(康熙帝)의

군대가 마지막 남은 미점령지 대만으로 쳐들어왔다. 정성공은 이를

막기 위해 에도 막부에 군사지원을 요청하며 저항했지만 결국 청의

군대에 패해 20여 년 만에 대만 통치를 마감했다.262)

비옥한 토지와 자원이 풍부했던 대만 섬은 청에 예속된 이후 비

교적 긴 정치적 안정기가 지속되면서 “살기 좋은 땅”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18세기 후반부터는 대륙으로부터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특히 농경지가 부족하고 인구압박이 심했던 복건성과 광

동지역의 한인들이 해금정책(海禁政策)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건너

1811년에는 대만의 인구가 195만 명에 달했다.

이즈음 완성된 인구구성이 이후 대만 인구구성의 기본 골격이 되

259) 명은 네덜란드에 펑후 섬과 대만 남부 진출을 인정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였

다. 이때 네덜란드인을 안핑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이 현지어로 손님이란 뜻인

‘Taoyouan’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대만(Taiwan)의 어원이 되었다고 한다.(이화승,

홍성화, 앞의 글, p.18)

260) Rubinstein, Murray A., ed. Taiwan: A new history, ME Sharpe, 2007,
pp.12-13

261) 주완요, 대만: 아름다운 섬, 슬픈 역사, 신구문화사, 2003, p.76
262) Rubinstein, Murray A., 앞의 글,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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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263) 현재 대만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며 ‘본성인(本省人)’으

로 불리는 사람들은 명말과 청초 복건성 지방에서 이주해온 한인들

로 이들은 복건성 지방의 방언인 민남어(閔南語)를 사용한다. 현재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객가인(客家人)은 본래 중국 본토 북방에

살던 한족이었으나 전쟁과 경제적인 이유로 광동지역을 거쳐 18세

기 초 대만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었다.264) 이들은 객가어(客家語)라는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며 ‘중국의 유대인’이라 불릴 정도로 문화적

내향성이 강한 집단이었다. 같은 한족이지만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

질적인 두 집단이 대만의 주요 인구 구성을 차지하게 되면서 원주

민들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했다.265)

경제적으로 볼 때 대만은 매우 풍족한 땅이었다. 아열대 기후로

강수량이 풍부하여 1720년대부터 쌀을 본토로 수출할 정도였다. 청

조가 부과한 세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음에도 이를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다. 쌀 이외에도 차, 장뇌, 사탕수수 등의 경제작물을 통한

이익도 커 바다 건너 연안 사람들에게 대만은 “신천지”로 불렸

다.266) 청조 아래 이러한 정치 경제적 안정기가 지속되며 인구 또한

점점 늘어 1885년 대만성(臺灣省)으로 성장했다.267)

2) 청일전쟁과 일제 군부의 초기 통치 실패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에 따라 정치 경제적 안정기

263) 이화승, 홍성화, 앞의 글, p.50-51

264) 이밖에 일제 패망 이후 중국 대륙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외성인(外省人)이라고

하며 이들이 현재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다.(이화승, 홍성화, 앞의 글, p.15)

265) 원주민이 원래부터 산악지역에만 산 것이 아니었다. 한족의 증가로 인해 밀려

나며 산을 중심으로 살게 된 것이다.(이화승, 홍성화, 앞의 글, p.51)

266) 이화승, 홍성화, 앞의 글, p.51

267) 대만 역사에 대한 전체적 개괄은 주완요의 대만: 아름다운 섬, 슬픈 역사(신
구문화사, 2003)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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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가하던 대만에 변화가 일어났다.268) 그러나 일본의 승리는 단

순히 대만의 식민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중국 왕조를 중심

으로 한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가 무너졌음을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아시아의 정치적 지형도가 일본 제국을 중심으

로 재편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269) 일례로 대한제국의

독립신문 논설은 청일전쟁이 가져다 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오직 중국을 중원(中原)이라 섬기고

일본을 왜라 칭하며, 경멸해왔던 것밖에 없다. 이제 우리나라도 개항

한지 10여년이 지났고, 비로소 세계 각국의 외국인을 손님으로 환영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서구의 문화와 법률을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

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가 문명국이며, 어떤 나라가 야만국인지

판가름할 수 있게 되었다.270)

하지만 청일전쟁은 일본이 지닌 명확한 한계와 과제를 남기는 사

건이기도 했다. 일본이 본래 원했던 승전 결과물은 대륙으로의 진출

과 조선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 확보를 꾀할 수 있는 요동반도였

다. 그러나 부동항 건설과 시베리아 횡단열차 건설을 통한 남하정책

을 구상하던 러시아는 이를 좌시하지 않았다. 결국 러시아를 주축으

로 한 삼국간섭으로 일본은 요동반도를 포기해야 했다. 중국 본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일본은 의화단 사건을 틈타 대만을 통한

268) 이를 대만의 정권교체로 볼지 단지 청나라 땅을 일본이 할양받은 것으로 볼

지는 논란이 많은 문제다. 대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한족이 중심

이 된 사회였지만 다족군 다언어 사회였으며 1860년대 즈음에는 한족도 대만 땅에

“토착화”되었다고 본다.(주완요, 앞의 글, p.110)

269) 왕현종, 은정태, 오비나타 스미오, 다이둥양, 강효숙 저,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전략, 동북아역사재단, 2009, pp.4-5
270) 독립신문 1899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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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부의 아모이(厦門) 출병을 시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서구

열강의 압박으로 단 며칠 만에 철수해야 했다.271) 이런 일련의 사건

들을 통해 일본은 아직 독자적으로 제국주의 열강과 견주기에는 역부

족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남겨진 대만은 제국으

로서의 능력을 검증받는 “쇼케이스(Showcase)”로서 인식되기 시작

했다.272)

대만을 “쇼케이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일제 통치에 대한 저

항을 가라앉히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예상외로

“가벼운” 승리를 거둔 일제였음에도 막상 대만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신천지”로까지 불리며 정치 경제적 안정기

를 누리던 대만 민중들에게 일제라는 ‘외세’의 등장은 그 안정적 기

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대만의 관리와 사신

들을 주축으로 ‘대만민주국’을 선포한 후 청나라와 서구열강의 지지

를 기대하면서 완강하게 저항했다.273) 1895년 6월 일본군 근위사단

을 상륙시킨 일제는 10월경에 가서야 대만민주국을 진압할 수 있었

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에게 살해당한 대만인은 약 1만 4,000명에

달했다. 일본군 전사자 및 병사자도 4,500명이 넘었다. 이는 청일전

쟁에서 사망한 일본군 수의 세 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대만의 식민

화는 외교적 결정이 아닌 “식민지 전쟁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니었다.274)

초기 진압 이후의 군정(軍政) 통치도 순조롭지 않았다. 3년 동안

세 명의 총독이 갈렸다. 가바야마 스케노리(樺山資紀), 가쓰라 다로

271) 전상숙, 러일전쟁 전후 일본의 대륙정책과 테라우치 , 사회와 역사 71,
2006, pp.122-123

272) Ramon H. Myers, Mark R. Peattie,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1895-1945,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p.19
273) 小熊英二, 日本人の境界, 新曜社, 1998, pp.70-72
274) 大江志乃夫, 植民地戰爭と總督府の成立 , 近代日本と植民地 2　帝國統治の構

造, 岩波書店, 1992, pp.311; 정준영, 식민지 교육정책의 원점-이자와 슈지의 동

화주의와 청각적 근대성 , 정신문화연구 34-12, 2011.6, p.16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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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桂太郎),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 총독 모두 일본 군부의 내로라하

는 인물들이었다. 일본정부도 첫 식민지였던 만큼 총독에게 행정권,

사법권, 육해군의 지휘권은 물론 특별입법권(六三法)까지 부여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모두 대만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다. 총독부

의 신경제관리정책으로 기득권과 취업기회를 박탈당한275) 탄광업자,

대지주, 기업경영자, 대상인 등과 차노동자(茶工), 소상인, 수공업자,

농민들이 결합한 무장투쟁이 끊이지 않았다.276) 일본 측의 정치 경

제적 부담도 커져갔다. 저항세력 진압을 위해 일본정부가 특별예산

으로 지출한 군사비가 대만총독부 세출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

으며 무력충돌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세수(稅收) 부족을 초래해 심

각한 재정 적자를 낳았다.277) 이는 일본 내 지식인들과 국민들로부

터 제국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급기야 대만

영유는 일본에게 ”사치에 불과”하니 1억 엔에 서구 제국이나 중국에

팔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278)

일제가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된 데에는 대만 민중들의 거센 저

항 이외에도 대만의 열대성 기후와 열악한 위생조건으로 인한 병력

손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1896년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대만주류군의 각지병원을 순회 시찰한 육군의무국장 이시구로 타다

노리(石黑忠悳)의 눈에 포착된 당시 대만의 상황은 심각했다.

1896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간 환자총수는 모두 1만2백36

명으로, 사망자는 322인이다. 그 중 내전으로 사상하였거나 자살한

자의 합계 82명을 빼면, 병사한 자는 모두 240명이라는 이야기이다.

275) 일제의 신경제관리정책과 이에 대한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翁佳音, 臺灣漢人
武裝抗日硏究史(1895-1902), 國立臺灣大學出版委員會, 1986, pp.135-163 참조
276) 허육명(許育銘)·진립가(陳立家), 일본 통치 시기 대만사회의 엘리트층과 식민

지체제의 ‘협력관계’ , 아세아연구 50-2, 2007, p.42
277) 문명기, 대만ㆍ조선총독부의 초기 재정 비교연구 , 中國近現代史硏究 第44
輯, 2009, p.95

278) 矢內原忠雄, 帝國主義下の臺灣, 岩波書店, 1988,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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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내지의 위술병의 5년간의 평균통계와 비교하면 환자 수는 약

3배 많고, 사망자는 무려 4배나 된다.279)

1895년부터 1896년까지 주둔한 2만 5천 명의 군인 중 90% 이상

이 질병에 시달렸으며 2,014명이 질병으로 사망했다. 대만 통치 초

기 군인들의 관리를 위해 온 군의는 “일본 근대문학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는 모리 오가이(森鷗外)였다. 독일 유학까지 다녀와 명성

이 자자한 그였지만 대만의 위생상황은 너무 열악해서 근대 의료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관리 실패를 인정하고 떠났다.280)

2. 고토 신페이의 대만 장악과 종두정책(1898-1906년)

1) 고토 신페이가 대만에 오게 된 배경

일본의 위생국장이었던 고토 신페이(後藤新平)가 1898년 대만총

독부 민정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일제의 대만 장악

은 그에 의해 달성되었다고 평가될 만큼 그의 부임은 일제 대만 통

치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281) 더욱이 위생국장이었던 그가 대만에

온다는 것은 일본 종두행정의 유산이 제국의 식민의학으로 직접 적

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었다. 일제 식민 통치에서 종두

정책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 있어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인물인

만큼 그가 대만에 오게 된 배경부터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훗날 갖게 되는 명성에 비해 고토의 출신 배경은 좋지 못했다.

279) 石黑忠悳, 台灣ヲ巡視シ戌兵ノ衛生ニ付キ意見 , 在臺灣軍病院視察日記,
1896, p.1

280) Michael Shiyung Liu, Prescribing Colonization: The Role of Medical
Practices and Policies in Japan-ruled Taiwan 1895-1945,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2009, p.47

281) 小熊英二, <日本人>の境界, 東京都：新曜社, 2005, p.132



- 75 -

이와테 현(岩手県)의 가난한 하급무사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당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수준이 낮은 스카가와(須賀川) 의학교를 졸업했

다.282) 당시 일본의 중앙권력은 메이지 유신을 달성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쓰마(薩摩), 조슈(長洲), 도사(土佐) 등 서남번(西南藩)

지역의 개혁파 무사들에게 배분되었다. 고토와 같이 출신 배경이 좋

지 않은 자들이 상층 권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

다.283)
1877년 메이지 신정부에 대한 최대이자 최후의 반란인 세이난 전

쟁(西南戰爭)이 고토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전쟁이 발발하자

반란세력에 맞서 최전선에서 임시병원을 세우고 있던 이시구로 타

다노리(石黑忠悳)를 찾아갔다. 그는 그곳에서 이시구로를 도우며 내

무성 위생국장인 나가요 센사이를 비롯한 메이지 위생행정의 중심

세력들과 인맥을 텄다.284) 전쟁에서 돌아온 그는 나가요가 추진하고

있던 위생경찰제도를 아이치 현에 도입하도록 요구하는 진정서를

위생국에 제출했다. 후에 의학교 제도개선에 관한 제안과 함께 위생

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진정을 재차 제출했다. 1883년 급기야 나가요

는 그를 중앙 무대인 내무성 위생국으로 불러들였다.285)

고토 신페이의 적극적 행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국가
위생원리(國家衛生原理, 1889년)와 위생제도론(衛生制度論, 1890
년) 두 권을 연이어 출판하며286) 위생국 내에서 입지를 다졌다. 이

282) 고토의 출신 콤플렉스가 그의 삶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는 Michael Shiyung

Liu의 선행연구(2009, 앞의 글) 참조 ShangJen Li는 Shiyung Liu의 저서에서 고토

가 좋지 못한 배경을 극복하고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는 과정을 추적한 부분을 높

이 평가하고 있다.(Medical History Volume 55 Issue 4, 2011.10, pp.565-566)
283) 메이지 초기 중앙요직을 이들 지역 출신들이 완벽히 장악함에 따라 권력의

지역편중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는데 이를 일컬어 ‘한바쓰(藩閥) 정부’라고 부른다.

(高根正昭, 尹正錫 번역, 日本政治指導者論, 나남, 1990, p.103)
284) 澤田謙, 後藤新平傳, 大日本雄辯會講談社, 1943, pp.40-43
285) 澤田謙, 앞의 글, p.64

286) 그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국가위생원리는 독일의 의사이자 위생행정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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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고토는 나가요로부터 당시 신분상승을 위한 필수조건처럼 여겨

지던 독일유학을 허가 받았다.287) 고토는 독일로 유학하여 근대 위

생학의 대가인 페텐코퍼의 지도 아래 1891년 의사경찰제도와 관련

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288) 일본으로 돌아왔다.289) 이처럼 취약

했던 출신조건과 학력을 메운 고토는 1892년 나가요의 뒤를 이어

내무성 위생국장에 임명됐다. 그리고 6년 뒤인 1898년, 대만총독부

민정국장으로 발탁되어 대만으로 오게 되었다.

하지만 내지의 중앙무대에서 승진가도를 달리던 그에게 대만 민

정국장 발령은 좌천이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그 과정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고토 신페이는 독일에서 돌아온 이후 나가요 센사

이가 다져놓은 위생경찰제도를 개혁하고자 했다. 개혁의 핵심 내용

은 위생국에 소속된 위생경찰에게 의사들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

Luis Pappenheim의 위생정책에 관한 소책자 Handbuch der Sanitatspolizei(1886)
를 번역한 것에 불과했다.(Michael Shiyung Liu, 앞의 글, 2009, p.51)

287) 메이지 초기 유학생들의 선택지는 독일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다양

했지만 1890년대 전후로 일본에 “독일 바람”이 불었다. 1882년부터 1897년 사이 문

부성 장학생으로 유학을 떠난 108명 중 88명이 독일을 택했다.(Kim Hoi-eun, 
Physicians on the Move: German Physicians in Meiji Japan and Japanese

medical Students in Imperial Germany, 1868-1914, Harvard University, 2006,
p.92)

288) 뮌헨대학 사이트에서 고토의 박사학위 논문 Vergleichende Darstellung der

Medizinalpolizei und Medizinalverwaltung in Japan und anderen Staaten 원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http://epub.ub.uni-muenchen.de/2733/)

289) 고토의 유학기간은 길지 않았다. 1890년에 떠나 1891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1892년에 돌아온 것이다. 즉, 1년여 만에 박사학위를 딴 것이 된다. 그가 뮌헨대학

에서 1년여 만에 박사학위를 딸 수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김회은(Kim Hoi-eun,

앞의 글, 103쪽)의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 유학 온 의학도 중 도쿄대학

출신들은 대부분 베를린대학을 선택하고 다른 대학 출신들은 뮌헨대학을 선택했는

데 그 이유는 도쿄대 출신들은 이미 일본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학위를 상

당수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다른 대학 출신들은 학위를 잘 주는 뮌헨대학

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 학기만 등록하고 박사학위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고 하며 당시 뮌헨대학의 “학위장사(buying)”는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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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토의 계획은 의사들의 반대를 불러일으켰

다. 지역의 의사들뿐만 아니라 고토를 끌어주던 이시구로와 나가요

마저 반대를 표명했다.290) 특히 도쿄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독일유

학을 다녀온 군진의학의 권위자, 모리 오가이(森鷗外)는 그의 낮은

의학교육 수준과 허술한 독일유학 경험을 공격하는 글까지 발표했

다.291)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마사건(相馬事件)이 터졌다. 이 사건은 옛

나카무라 번의 번주 소마 도모타네(相馬誠胤)가 가족들에 의해 정신

이상으로 몰려 감금된 사건으로 그의 가신이었던 니시고리 다케키

요(錦織剛清)가 이를 부당 감금이라고 고발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1892년에 소마 도모타네가 병사하자 니시고리는 가족들에 의해 독

살당했다고 주장하며 가족들을 다시 고소하였고, 소마 가문은 니시

고리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결국 니시고리의 금고 4년형이 확정되

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는데, 고토는 니시고리의 후견인 중 한 명이

었다. 고토는 이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고 결국 위생국장직을

사퇴해야 했다.292)

그러나 전쟁이 다시 고토 신페이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이시구로 타다노리는 감옥에서 풀려난 고토를

육군중장으로 전쟁에 참전하고 있던 고다마 겐타로(兒玉源太郞)에게

추천했다. 고토는 청일전쟁에서 돌아오는 배와 병사들에 대한 검역

을 맡았다. 그의 성공적인 업무처리는 고다마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

고, 3년 뒤인 1898년 고다마는 청일전쟁의 결과물인 대만에 총독으

로 부임하면서 고토를 민정국장으로 초청했다.293)

290) 위생경찰제도는 나가요도 추진하던 바였으나, 고토가 추진하는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었다.(Michael Shiyung Liu, 앞의 글, 2009, p.52)

291) 森鷗外, 鷗外全集, 岩波書店, 1952, 33:594
292) 소마사건에 대해서는 今津敏晃, 相馬事件と後藤新平(第2巻), 小特集 ‘正伝 後

藤新平’ を読む , 環 24, 2006, pp.250-252 참조.
293) 고다마와 고토의 인연은 만주까지 이어져, 러일전쟁으로 남만주철도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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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독으로 부임한 고다마는 청일전쟁을 통해 육군중장으로

승진하면서 본격적인 전성기로 진입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1898년부

터 1906년까지 대만 총독이라는 관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사이

1900년 제4차 이토(伊藤博文) 내각에서 육군상, 1903년 제1차 가쓰

라(桂太郎) 내각에서는 내무상과 문부상을 겸임하였다. 1904년 발발

한 러일전쟁에서는 만주군 총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이듬해 참모총장으로까지 승진했다.294) 다시 말해, 그가 대만에 있

었던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그가 일본에서 맡았던

다른 관직들에 비해 겸직하고 있던 대만 총독이라는 자리가 갖는

중요성은 크지 않았다. 사실상 1898년부터의 대만 통치는 민정국장

인 고토에게 일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295)
이처럼 육군에서 승진가도를 달리고 있던 고다마에게 대만 통치

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했지만, 고토에게는 달랐다. 중앙 관직에서

밀려나 대만총독부 민정국장으로 겨우 자리를 잡은 그에게 대만은

재기의 발판으로써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군부가 3년간

안정화 시키는 데 실패한 땅이었기에 그 가치는 더욱 컸다.

2) 문관경찰제도와 위생행정 체계화를 통한 통치 기반 구축

고다마 총독으로부터 식민 통치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위임 받긴

했지만296) 대만은 이미 세 명의 총독이 안정화에 실패하고 떠났을

만큼 통치가 쉽지 않은 땅이었다. 그러나 고토 신페이에게는 위생행

정이라는 무기가 있었다. 나가요 센사이를 이어 위생국장을 역임한

건립을 추진하게 되는데, 고다마가 초대 총재를 맡기로 되어 있었으나 병사하는 바

람에 고토가 이를 맡게 된다.(고바야시 히데오, 임성모 옮김, 만철 :일본제국의 싱

크탱크, 산처럼, 2004, pp.45-49)
294) Encyclopedia Britanica, ‘兒玉源太郞’ 참조
295) 고바야시 히데오, 앞의 글, p.45
296) 손준식, 일제 식민지하 대만 경찰제도의 변천과 그 역할 , 중국근현대사학회,

2010,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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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나가요가 종두정책을 통해 사회 통제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다. 또한 그는 위생경찰의 권한을 의사들에 대

한 감독권까지 부여함으로써 위생행정을 통한 사회 통제를 더욱 강

화시키려는 기획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고토에게 권위는 부여됐지만 아직 권력은 군부에 있었다.

위생행정 역시 군부가 장악하고 있었다. 식민지 대만의 최초 위생행

정은 총독관방(總督官房)에 설치된 위생 사무총장(衛生事務總長)이

맡았다. 1895년 7월 2일 육군 군의감인 모리 오가이가 대리 위생 사

무총장에 임명됨에 따라297) 해군국과 민정국에 속한 의료인들이 모

두 위생 사무총장의 관리 하에 놓였다.298) 위생행정이 민정국이 아

닌 총독관방으로 ‘가조례(假條例)’체제 하에 놓이는 애매한 상황이었

다. 1895년 8월 8일 모리 오가이가 대만 총독부 육군국 군의부장으

로 승진함에 따라299) 의무(醫務)관련 사항은 육군국 군의부(軍醫部)

가 주관하게 되었다. 단지 보건관련 사항만 내무부 경보과(警保課)

에 위임되었다.300) 이후 1896년 4월 민정이 선포되자 기관 및 업무

조정이 이루어졌다. 일본 내무성 위생국장으로서 대만 위생고문을

맡게 된 고토 신페이는 아편을 포함한 위생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위생부의 설치를 건의했다. 그러나 “군대만능”을 신봉했던 대만 총

독 가바야마301)에 의해 기각되었고 결국 민정국 총무부 산하에 위생

과가 설치되는 데 그쳤다.302)

경찰행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통치권에 있어서도 상황은 비슷했

297) 自開府至軍組織中臺灣總督府公文類纂，第8巻，第7案件（00049), 國史館臺灣文

獻館所藏

298) 鈴木哲造, 日治初年臺灣總督府衛生行政制度之形成 , 師大臺灣史學報第4期,
2011, p.141

299) 臺灣總督府醫報第七 , 鷗外全集 第33巻, 岩波書店, 1974, pp.112-113
300) 鈴木哲造, 앞의 글, 2011, p.142

301) 손준식, 앞의 글, 2010, p.54

302) 栗原純, 台湾における日本植民地統治初期の衛生行政について: “台湾総督府公

文類纂”みる台湾公医制度を中心として , 史論 57, 2004,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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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만은 1896년 항일의용군 잔존세력을 소탕한 후 군정에서 민정

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신경제관리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무장항일투

쟁이 지속되자 대만 총독부는 이를 이유로 민정으로 이양된 지 한

달도 안 된 1896년 5월 대만헌병대를 ‘상설’기관으로 전환시켰다. 그

래도 민정 이양의 구색은 갖추어야 했기에 경찰규정을 제정하여 경

찰을 헌병 보조역할에서 독립시켰다. 치안유지의 임무와 권한도 헌

병으로부터 점차 경찰로 이관하는 수순을 밟아나갔다.303) 그러나

1896년 10월 노기 마레스케가 3대 총독으로 임명되면서 이에 제동

이 걸렸다. 관리들의 부패 척결을 구실로 민정국의 권한을 축소시켜

문관체제로 가는 흐름을 막아 총독아래 육군막료(幕僚), 해군막료,

총독관방, 민정국장, 재정국장 체제로 병렬시켰다. 민정국의 각 부도

과(課)로 축소시켜버렸다. 또한 총독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수비대

장 혹은 주재(駐在)무관이 민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304)

고토 신페이는 부임 후 이러한 군부 주도의 조직체계를 문관 주

도의 조직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민정국을 민정부

로 승격시켰다. 이로 인해 고토는 민정국장에서 민정장관으로 승급

됐다. 육군막료와 해군막료보다 직위상 윗선에 앉게 됨으로써 고토

는 총독이하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 그리고 군부의 민정에 대한

간섭을 배제시켜 문관통치를 위한 기본 틀을 잡았다.305) 민정부는

관련행정 및 사법의 모든 업무를 주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서에

인사과, 문서과, 외사과, 현치과, 경보과, 토목과, 위생과, 주계과(主

計課), 법무과, 학무과, 식산과, 통신과, 조사과, 회계과를 두었다. 각

과장은 민정장관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보았고 위생사무는 온전히

위생과에서 주관하게 되었다.306) 이러한 개편에서도 민정국장이 회

303) 손준식, 앞의 글, 2010, p.53

304) 손준식, 앞의 글, 2010, p.55

305) 檜山幸夫, 臺灣總督の職務權限と臺灣總督府機構 , 臺灣總督府文書の史料學的
研究－日本近代公文書學研究序說－, 東京：ゆまに書房，2003年 3月, pp.199-200
306) <訓令第149號 臺灣總督府官房及民政部分課規程>, 臺灣總督府報 第317號 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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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맡도록 되어 있던307) 총독 직속의 위생관련 자문기관인 중앙위

생회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러나 이처럼 위생업무를 문관조직체계로 개편한 것으로는 부족

했다. 보다 완전한 통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권을 장악해야

했다. 고토는 노기 마레스케가 무관이 지방행정까지 관할하도록 하

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했던 기존의 판무서(辦務署)를 대폭 축소시켰

다. 그리고 새롭게 판무서를 배치하면서 경부장(警部長)에게 판무서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주어 모든 통제가 군부 개입 없이 민정부

산하 경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판무서 관할

각지에 파출소를 증설하여 대만 전 지역에 이르는 경찰망을 조성하

였다. 경찰력이 저변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순사의 경우 대만어와

법규학습 및 실무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하였고, 1899년 8월부터는

현지 풍토와 언어에 익숙한 대만인을 순사보(巡査俌)로 채용하였

다.308)

경찰체제를 적절히 정비한 고토는 경찰의 권한을 다른 부서보다

상위로 올리고자 했다. 고토는 내지 내각의 반대를 설득하여 문관경

찰의 확장을 골자로 하는 총독부관제 개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민정부에 경찰본서가 설치되었고, 경시총장을 경찰본서장으로 삼고,

본서장이 경찰사무에 관해 직접 각 청장을 지휘하도록 했다. 그리고

경찰본서에 경무과, 보안과와 함께 위생과를 배치함으로써 위생업무

가 경찰행정으로 편입됐다.309) 이로 인해 민정부에서 지방까지 연결

되는 일원화된 문관경찰조직이 갖추어졌다. 아울러 고토 신페이가

일본에서 완성하지 못했던 경찰에게 의사와 위생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한 위생경찰체계 또한 완비해 냈다.310)

4・6條 1898年 6月 30日
307) 臺灣總督府報 第42號 明治 30年 3月 17日
308) 손준식, 앞의 글, 2010, pp.56-57

309) 府報 第1054號, 1901年 1月 11日
310) 손준식, 앞의 글, 2010,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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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1901년 완성된 대만의 행정체계와 문관경찰 지휘체계311)

고토 신페이가 대만에서 구축한 일원화된 문관경찰제의 특색은

<그림4>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시스템이 분리되

지 않았다는 점”이다. 각 지방 행정기관장(청장) 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찰행정기관에서 장악하였기 때문에 지방위생행정 사무 또한

오직 경찰지휘계통을 통해 이루어졌다.312)

3) 대만에서 시행한 일제 종두정책의 특징과 양상

① 공의제도

311) 이 그림은 스즈키 테츠조우가 그린 일치시기 대만 위생행정계통(日治時期臺灣

衛生行政系統) 그림(鈴木哲造, 앞의 글, 2011, p.150)을 바탕으로 민정장관인 고토

신페이를 정점으로 한 문관경찰 지휘체계를 보충하여 그린 것이다.

312) 鈴木哲造, 앞의 글, 2011,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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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토 신페이가 구축한 위생행정 체계의 중심축은 문관경찰이었

다. 하지만 고토는 위생행정의 시행에 있어 근대의학으로 무장한 의

료인에 의한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

그가 고안해 낸 것이 독일의 Feldsher(field doctor)를 본떠313) 의료

서비스 제공을 공적 기구화하여 개인의 위생까지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한 공의제도였다. 고토는 대만에 오기 2년 전 1896년 대

만의 위생고문을 맡으면서 이를 추진했다.314)

그가 공의제도를 통해 의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1901년 공의

회(公醫會)에서 일본인 경찰과 공의들을 모아놓고 한 연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의와 경찰, 양자의 관계는 원래 차의 두 바퀴와 같아서 서로 보살

피고 도우면서 일치협력을 이뤄야 하는 긴밀한 관계이어야 한다. 그

래야만 공의의 목적도 완전히 이룰 수 있고 경관(警官)도 역시 직무

상 많은 불편과 애로를 면하게 되어 효율을 올릴 수 있다......본도에

공의를 둠으로써 신성국통치(新成國統治)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외국

의 식민정략(植民政略)을 살펴보면 예부터 대개 종교를 이용하여 그

통치를 도왔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개한 사람들의 인정(人情)의 약

점을 이용해 포교하면서 그들의 미망(迷妄)을 해결해 줌으로써 인심

의 통일을 기할 수 있어 식민 통치가 쉽게 된다.

그런데 우리 일본은 완전한 종교가 없기에 인간의 약점인 질병을

구제해 줌으로써 통치의 방책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외국 선교사가 왕왕 의술을 겸하여 물질적

감화를 주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역시 이 방법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도에 공의를 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이다......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 그 책임을 다하는 것 외에 하나는

양자간(공의와 경찰) 서로 협조하는 일이요, 하나는 공의의 결심이

313) Michael Shiyung Liu, 앞의 글, 2009, p.61

314) <公醫規則制定>, 臺灣總督府公文類纂 61, 第10號 1896年 6月 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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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술을 과시하기 보다는 민속과 친해지기를 요망한다. 나는

문명을 학 속(學 俗)의 일치 즉, 학문과 시속(時俗)의 융합이라고 믿

는다. 아무리 고상한 학술이라도 시속과 서로 융합하지 않고서는 결

코 문명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예부터 의술이 일본 문명의 발전

에 공헌 바는 실로 크다...... 이렇듯 공의여러분도 대만문명의 발달에

크게 공헌하여 그 이름을 남겨주기 바란다..... 이상은 그 대요를 짧

게 말한 것이니 현명하신 제군들이 고려해서 잘 이해하여 주기 바라

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제군의 건강을 기원하는 바이다.315)

이 연설에서 고토 신페이는 자신이 공의제도를 만든 목적을 분명

하게 밝히고 있다. “미망(迷妄)을 해결해 줌으로써”, “인심의 통일”

을 기해 “식민 통치가 쉽게” 되도록 꾀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이 전

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의가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일러주었다. “학술을 과시”하지 말고, “민속과 친해지고”, “시

속과 융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래야 “문명”, 즉, 일본에

의해 교화된 식민지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했다. 거기에 덧붙여

“예부터 의술이 일본 문명의 발전에 공헌 바는 실로 크다”며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의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상기시켰다.

나가요의 후계자답게 고토가 대만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이 공의

의 임무 중 우선순위에 둔 것은 종두시행이었다. 1896년 6월 부령

(府令) 제8호로 공포된 <대만공의규칙(臺灣公醫規則)>(부록1 참고)

에서 상하수도 관리와 전염병 발생 시의 검역과 같은 일반적인 주

의사항을 제외하고 구체적 업무로서 맨 처음 명시한 것은 바로 우

두보급이었다.316) 고토는 이를 위해 일본에서 근대식 의료를 익힌

의사 90여 명을 공의로 선발하여 대만에 파견하였다.317) 대만에 파

견된 공의들은 지역별 공의회(公醫會)를 만들고 자체 규약을 만들만

315) 臺灣日日新報, ‘後藤長官演說の要旨’, 1901年 9月 20日 2面 雜報

316) 臺灣總督府公文類纂 6, 第13案件, 1896年
317) 처음에 100명을 모집했으나 실제로는 여러 사유로 인해 93명이 대만에 온다.

(台灣總督府事務成績提要, 1896,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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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빠르게 정착해갔다.318)

하지만 일본 제국 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었던 만큼 그 폐

단도 적지 않았다. 시행된 지 1년이 넘어가자 공의제도에 대한 비판

이 이어졌다. “환자가 말라리아에 걸려 공의를 찾아가 진료를 요청

하고 기다리는데 나오지 않고”, “내일로 미루고”, “환자는 아파서 신

음하고 있는데 공의는 안방에서 주연(酒宴)에 빠져” 있다는 민중들

의 투서가 등장했다.319) 이에 지식인들도 동조하며 아래와 같은 ‘공

의무용론’을 제기했다.

1. 공의를 전폐하여야 한다. 그 이유와 대책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토인(土人, 대만인)들은 공의를 초인시(超人視)하여 감히 가까이

갈 수 없고 언어가 안통하여 신용도 얻기 힘들다.

(2) 공의비(公醫費)가 1년에 수 만원씩 지출되므로 경찰 판무서의 운

영상 애로가 많다.

(3) 공의가 없어도 군의가 있는 곳에서는 치료를 부탁하도록 편법을

만들고 군의가 없는 곳에서는 말라리아, 장카타르(장염) 환자 등의

약품을 각자에게 그 용법을 설명 표시해주고, 중병의 환자는 각지의

병원으로 보내도록 법을 만들면 된다.

(4) 기타 공중위생 사항은 각 현(縣)의 위생과에서 처리한다.

2. 만일 공의를 존치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1) 감독법을 고쳐 지금 각 현에서 데려온 자식(繼子) 취급을 하고 있

는 공의를 민정국에서 감독하고 서류 같은 것도 직접 왕복하도록 한

다.

(2) 이력이 우수하고 직책에 전력을 다했으며 토어(土語)에 능통한

공의를 위해 특별히 우대법을 만들어야 한다.

(3) 공의의 대우를 정하되 지방에 있는 공의는 관리가 아니므로 판무서

의 하급 리원(吏員) 및 하급 경부순사(警部巡査)보다 말단에 배치하여

318) 1897년 7월 6일 대북 공의회를 결성하고 자체 규칙을 정하여 공포하고(臺灣新

報, ‘臺北公醫會’, 1897年 7月 13日 2面), 1898년 4월 대중(臺中) 공의회가 결성된다

(臺灣新報 1898年 4月 28日 3面).

319) 臺灣新報 1897年 9月 15日 4面 ‘公醫の一毁一譽(投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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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인이 볼 때 크게 신용할 수 있도록 대우에 관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4) 공의의 가옥은 관유(官有)로 하여 관청에서 경영을 함으로써 토

인들의 신용을 얻어 전면(轉免)을 할 때 공의의 고충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매월 제공하는 가옥료는 폐지한다.

(5) 확실한 감사에 의거 도태(淘汰)를 단행해야 한다. 즉, 불량공의는

퇴출시켜야 한다.320)

고토 자신이 추진한 제도였지만 민정국장으로 부임하기 전 일본

에서 고문자격으로 한 것이었기에 직접적인 관리는 불가능했다. 게

다가 소마사건에 휘말리며 위생국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더

이상 공의제도에 관여할 없었다. 1898년 3월 민정국장으로 온 후 고

토는 본격적으로 공의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위의 공의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으로 중요하게 언급된 것은 민

정국의 공의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대만인들과 소통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고토는 우선 요구된 바대로

기존 공의들의 업무를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강화했

다. 구체적으로 1898년 8월 29일 중심지 대북(臺北)현에 근무하는 경

찰부장 및 공의에게 “공의는 책임구역 내의 위생상황에 대해 반드시

조사를 실시하여 월1회 본 청(廳)에 보고해야 한다”는 통지를 내렸

다. 통지에 그치지 않고 공의가 책임구역내의 관련사항에 대해 <대

만공의규칙> 제6조에 규정된 의무조항에 따라 보고를 했는지까지 확

인했다. <대만공의규칙> 제6조는 “규정된 각 항의 보고서들을 만들

어 익년(翌年) 1월 중으로 구역 책임 지사(知事) 혹은 도사(島司)를

경유하여 민정국장에게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정

이었다. 여기에는 공의가 보고해야 할 내용으로 ‘종두보급의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후 1899년 11월 24일 <대북현 훈령(訓令)

제6호>로 공의들이 보고해야 할 각종 보고서의 전달기한을 제정하여

320) 臺灣新報 1897年 10月 22日 5面 柏崎生의 글, 이와 유사한 논조의 글이 1897

년 11월 20일자 대만신보 4면 기서(寄書)란에 한번 더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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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매달 보고할 의무를 갖도록 다시 한번 공의들의 업무에 손을

댔다.321)

고토는 공의의 선발 및 교육과정 또한 대폭 개선하였다. 일본에

서 의사를 뽑아 공의로 바로 배치하는 것이 아닌, 대만에서 6개월가

량 특별교육을 시킨 다음 배치하도록 했다. 이는 공의후보생 교육이

라는 이름으로 1898년 11월 처음으로 실시됐다. 고토는 위생제도론,

지방병론, 현미경실습과 같은 기초의학교육은 물론, 내외과, 안과, 부

인과 등의 임상실습까지 다시 교육시켰다. 또한 고토는 단순히 교육

에서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시험을 치러 졸업증서를 수여하는 방식

을 택했다.322) 큰 불만을 샀던 언어문제에 대해 특별히 강조점을 두

어 공의후보생규칙에 “토어(土語)를 해석하여 피차의 의사를 소통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였다.323)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6개월간 현

지어(토어)를 배워 대만인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후 공의로 파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324) 아울러 경찰부에서 직접 공의회의를

소집하여 매년 두 차례 협의회를 갖도록 하였으며,325) 공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빈민무료진료, 무상약배급과 같은 대민봉사활동도

실시하였다.326)

이처럼 고토가 대만에 민정국장으로 부임하여 직접 위생행정에

개입하면서 비로소 민중들 속에 들어가 식민 통치를 유기적으로 매

개할만한 공의로서의 면모가 갖추어졌다.

321) 鈴木哲造, 日治初年臺灣衛生政策之展開：以 公醫報告 之分析為中心 , 臺灣師
大歷史學報 37, 2007, p.147-148
322) 臺灣日日新報 1899年 1月 20日 2面 ‘公醫候補生卒業證書 授與式’; 臺灣日日新

報 1899年 2月 28日 5面 ‘公醫候補生’ 참조

323) <府令 第48號 臺灣公醫候補生規則>, 1898年 7月

324) 臺灣日日新報 1899年 12月 20日 3面 ‘公醫募集’

325) 臺灣日日新報 1900年 4月 5日 3面 ‘公醫會議’

326) 臺灣日日新報 1900年 4月 5日 3面 ‘公醫の濟貧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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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갑제와 의생의 활용

고토가 오기 전까지 공의가 종두에 전력을 다하는 데 차질이 많

았다. 단적인 예로 매년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시행하기로 한

종두접종이 농번기 등 현지 사정과 맞지 않아 공의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이었다.327) 게다가 이조차도 민정국에서 제대로 조율

하지 못하고 있었다.328) 고토 신페이는 1898년 8월 16일 <민위(民

衛) 제969호>로 “종두시행시기에 관한 건”이란 제목의 문건을 발송

하며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

종두의 의미는 두창이 유행할 때에 임시종두를 행하는 외에, 이 시

기가 부적당하며 종두를 실시하기 곤란한 사정을 공의 보고로부터

알려 받은 바, 각지방청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중앙위생회의 자문을 받은 바, 매년 2월과 3월

사이가 시기적으로 적당하다는 의견을 얻음에 따라, 지금부터는 이

두 달 동안에 종두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니, 빠짐없이 종두가 시행

되도록 통달하는 바이다.329)

이에 따라 1899년부터 매년 2-3월에 한 번의 집중적인 정기종두

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330) 또한 종두를 공의들의 전력업무로 배치

하였으며 무료로 종두를 실시했다.331) 이로서 지역 사회 저변으로

일제의 통제력이 진입할 수 있는 종두정책이 기본 틀이 갖추어졌다.

그러나 경찰체계가 군의 통제를 받는 헌병경찰제가 아닌 문관경

찰제로 변모했지만 일제의 경찰력이 가진 강압성 자체가 완전히 제

327) 栗原純, 앞의 글, p.13

328)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고토가 오기 전인 1898년까지의 종두실적과 그 이후

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표1> 참조)

329) 臺灣總督府公文類纂 9 第21案件, 1898年
330) ‘種痘施行時期ノ件’, 臺灣總督府公文類纂 9 第21案件, 1898年 8月
331) 鈴木哲造, 앞의 글, 2007,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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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될 수는 없었다. 또한 공의가 대만어를 배워 무료로 종두를 실시

한다고 해도 대만인으로서 일본인 의사에게 몸을 맡기는 것은 여전

히 쉬운 일이 아니었다. 1898년 5월 16일 대북현의 중심지인 대도정

(大稻埕)의 주민 약 140명이 공동으로 고다마 총독에게 제출한 건의

서에는 이러한 문관경찰제와 공의의 근원적 한계가 잘 드러나 있다.

현재 대만 민중 중에서 작은 감기를 걸린 자에 대해서, 경관이 억지

로 잡아들여 병원에 보내고, 내지의 의법을 이용하여 이를 치료하려

해도, 구사일생이지만, 만약 그자로 하여금 향촌에 돌아가 본도의 의

법을 사용하여 치료하게 한다면 십중팔구는 목숨을 구하더라. 민중

은 모두 관의 의(醫)를 고용하여 병을 치료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

은 관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애민정신에 따른 것임을 익히 알고 있

다. 하지만 의법이 서로 달리 하니 이러한 방법으로는 민심을 도리

어 상하게 할 수 있다.332)

건의서 제출자들은 대만의 전통적 방식을 무시한 채 소위 일제의

‘문명’을 앞세운 방식이 민중들에게 얼마나 강압적으로 인식되고 있

는지 설명했다. 아무리 “애민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민심을

도리어 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의 건의는 여기서 그치

지 않았다. “무리하게 대만인 들을 잡아서 의(醫)의 죄없는 민(民)을

사지에 몰아넣는 것은 진실로 가엽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의

를 통한 위생행정을 조롱했다.333) 또한 유사한 시기 <민위(民衛) 제

680호> “검역과 건강조사에 대한 본도 양민으로부터의 의견”이라고

하는 의견서에서는 경찰의 검역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경관이 의생을 이끌고 사방으로 수사를 하여, 병인을 한 번 볼 때마

332) 民衛第672號 ‘大稻埕居住ノ本島人ヨリ檢疫ニ關スル建議書’, 總督府公文類纂
28 第14案件, 1898年

333) 栗原純, 앞의 글,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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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으로는 부모처자부부형제, 그리고 밖으로는 고식제매모구외질

까지 모두 함께 포박당하여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에서는 실

로 병을 타인에게 전염시킬 염려가 있는 것을 걱정하는 탓에, 무궁

한 은총을 베풀고 있지만, 지금 지방의 경각심은 자면서도 안심할

수 없는 정도다.334)

이처럼 위생경찰이 전염병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민가를 돌아다니

는 것이 민중들에게 얼마나 공포스럽게 인식되고 있는지 폭로하고

있다. 한 명의 전염병 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친척

들까지 “포박당하여 출입을 할 수 없다”고까지 기술하고 있어, 경찰

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근대의학의 수혜를 입은 공의와 강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찰이라는 신분이 가지는 근원적 한계였다. 공의와 경찰을 아무리

변모시킨다하더라도 전통적 위생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중들로

서는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에 더하여 어떠한 방법을 쓴

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일본인’과 ‘대만인’이라는 차이마저 존재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토는 전통식 지역조직체계인 보

갑제(保甲制)와 전통식 의료인인 의생(醫生)의 활용을 모색했다.

보갑제도는 일제의 대만 식민정책이 가진 특색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송(宋)대에 시작해 청대에 이르러 완성된 이 제도는

보통 10가구가 모여서 1개의 갑을 이루고 10개의 갑이 모여서 1개

의 보를 이루었다. 각 단위의 우두머리는 치안을 책임지고 지방의

호적을 기록했다. 이민족 정권인 청조가 넓을 땅에 퍼져있는 한족을

다스리게 위해 유지시킨 제도였으나 청말에 이르러 각종 폐단이 노

출되며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 중앙정부와 물리적 거리가 먼 대

만에서는 관리가 더욱 부실했다.335)

334) 臺灣總督府公文類纂 28 第15案件, 1898年
335) Chen Ching-Chih, The Japanese Adaptation of the Pao-Chia Syste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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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8월 고토는 “제대로만 활용하면 민중들이 일으키는 어떤

분란도 제압할 수 있다”며 이 보갑제를 부활시켰다.336) 갑장(甲長)은

갑 내 가장(家長)들이, 보정(保正)은 보 내 갑장들이 선출하는 방식

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경찰이 “적합한” 인물을 골

라 임명했다. 명목상 호구조사와 촌락 출입자 감시, 자연재해와 화

재경계 등을 강조하였으나 이전 총독들이 진압하지 못한 항일운동

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337)

보갑제의 기본 목적과 효과는 투항하거나 체포된 숫자를 통해서

도 확인된다. 보갑제를 중심으로 한 토비색출이 시작된 이후 1898년

만 대북의 진추국(陳秋菊) 등 1,300여 명, 의란의 임화왕(林火旺) 등

300여 명이 투항하였고, 사림(士林)의 간대사(簡大獅) 등 600여 명이

귀순하였다. 1899년에는 대남현에서만 투항한 자가 2,100여 명에 달

할 정도였다.338)

이처럼 보갑제는 지역 민중들에게 연좌책임을 지워 공동체 단위

의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항일분자의 생존공간을 제거해 투항을 유

도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보갑제도는 종두접종과 밀접

한 연관을 맺으며 운용됐다. 총독부는 1898년부터 대만 기후를 고려

하여 천연두 유행이 발생되는 4월이 오기 전인 2월과 3월에 해마다

종두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는데, 이 춘기 종두접종은 보갑제도 없이

는 시행되기 어려웠다. 이는 여러 <공의보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이 직접 종두를 강제하는 것보다 지역의 뿌리 깊은 상

층계급인 “보갑간부(보정)나 가장장(街庄長)과 같은 사신계층(士紳階

層)을 동원하여 종두를 권유함으로써 예년보다 훨씬 양호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339) 종두실적이 신통치 않아 고

Taiwan, 1895-1945 ,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34 (2), 1975, p.414
336) Simpei Goto, The Administration of Formosa (Taiwan), Shigenobu Okuma
ed., Fifty Years of New Japan 2, London: Smith, Elder & Col, 1909, p.537

337) 손준식, 앞의 글, pp.55-56

338) 黃秀政, 吳文星, 張勝彥, 臺灣史, 五南, 2002,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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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하던 공의들에게 보갑제의 활용은 몹시 고무적인 것이었다. 이것

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1901년도에는 공의들의 고양된 보고들이 이

어졌다.

이 몇 년 이래 나는 종두보급에 관한 문제를 쭉 생각해왔는데, 올해

는 경찰들이 보갑제도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권유하는데다 장장(庄

長)마저 유례없이 최선을 다해 종두를 실시했기에 생각지 못한 결과

를 얻었는데 정말로 기뻐할 만한 현상이다.340)

올해 나는 종두를 실시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접종 자를 권유

하고 불러 모으는 등 방법을 가장장(街庄長), 보갑조직 및 순사보(巡

査補)에 완전히 위임하기로 결정했다...순사가 강제적으로 소집하는

방법을 가급적으로 피했다...결과적으로 관할구 내의 인구 비례상에

서 의외의 좋은 실적이 나타났다. 그 인수는 작년에 비해 약 4배 많

아졌다.341)

접종자 수가 “작년에 비해 4배” 가량 늘었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보갑제를 통한 종두접종 시행은 큰 효과를 보았다. 본래 위생행정과

무관한 치안 대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갑제였지만, 이처럼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위생행정 기구로서 기능”했다.342) 그리

고 위생행정과 보갑제도가 맞물려 전개되는 데 있어 종두접종의 역

할은 컸다.

이처럼 보갑제와 연계된 종두접종이 의학적 정치적 효과를 나타

339) 鈴木哲造, 앞의 글, 2007, p.161
340) 대북(臺北)현 토우자이위앤(桃仔園)에 임직했던 사이토우(齋藤速見)의 보고

<34年 3月 月報>

341) 대북(臺北)현 수이린(樹圯林)에 임직했던 공의 마츠야마 (松山五七郞)의 보고

<34年 3月 月報>

342) 鈴木哲造, 앞의 글, 2011,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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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시작하자 일제는 종두접종을 보다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피식

민지인의 입장에서 일본인 의사에게 몸을 맡긴다는 여전히 쉬운 일

이 아니었다. 특히 일본 공의들의 무료 종두시행으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된 전통의료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모든 지방에서 성적이 양호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대만

구래의 종두 의사들이 자신의 영업범위가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의의 종두보급을 방해하는 유언을 퍼뜨리고 있다. 즉, 공의

가 말하는 무료종두는 단지 잠시적인 핑계일 뿐 5년 후 우리가 받는

종두 비용보다 3배 더 많은 비용을 받으려 한다...무지몽매한 본도

사람들은 의사(의생_필자주)들이 퍼뜨린 유언비어를 확신하고 거액

의 금액을 내게 될까 두려워 많은 사람들이 종두를 실시하는 날에는

산이나 다른 촌락에 도망간다.343)

위의 공의 보고에 나타난 것처럼 무료로 종두를 시행함에도 민중

들과 전통의료인들의 저항은 컸다. 이로 인한 종두시행의 어려움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전통의료인들이 사용하는 인두법으로 인

해 두창이 확산되는 데 있었다. 실적을 보여줘야 할 공의로서 이처

럼 두창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전통

의료인의 인두법에 대한 공의들의 문제제기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본 현에서 천연두가 발생한 이유는 이번 달 30일자 문경(文警) 제

355호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도의사들이 구관(舊貫)에 따라 천연

두환자의 고름이나 딱지를 접종한 탓에, 그 병독이 각지에 널리 퍼

져 끝내는 유행 만연할 기운이 보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344)

그들은 도대체 왜 두묘(痘苗)로 장액(漿液)상 성질의 물질을 사용하

343) 대북현 썬컹제(深坑街)에 임직했던 공의 오오타(太田中書) 보고 <34年 3月報>

344) 1897년 3월 31일 대남현 지사를 지낸 磯貝静蔵이 총독 노기 마레스케(乃木希

典)에게 올린 보고.(栗原純, 앞의 글, p.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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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이 두묘에 의문이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접종 후 늘 진짜

천연두가 발생한다.345)

이런 종두법(인두법)을 사용했기에 모 지역의 한 마을에 봄철에 갑

자기 천연두 환자가 나타났다. 지난 해 봄철 종두할 무렵 난터우보

우(南投堡) 및 베이터우보우(北投堡) 여러 마을에 천연두가 발생했는

데 상기 종두법을 실시했기 때문일 것이다.346)

이는 단순히 인두금지령을 내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지

역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의생들을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했

다. 게다가 100여 명의 공의로는 의생의 영역을 대체할 수도 없었

다.347) 일본에서 대만까지 올 의사를 모집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

만큼 비싼 수당을 제공해야 했다. “감독은 경찰부에 위임되어 있으

나 감독을 받는 공의의 학식나 봉급이 경찰보다 높아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직책상 상위에 있는 경찰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

다.348) 결국 일제가 고안해 낸 것은 일본인 공의가 대만인 의생을

교육시켜 그들을 통해 종두를 시행하는 방법이었다. 1897년부터 시

범적으로 의생을 활용하기 시작하여, 1899년 4월에는 대만위생회 회

345) 대남(臺南) 관제묘(關帝廟)에 재직했던 공의 카미오히로(神尾廣三郞)의 보고

<33年 年報>

346) 대중(臺中)현 난터우(南投)에 임직했던 공의 코야마 요우(小山陽)의 보고 <34

年 2月 月報>

347) 일제 초기 1897년부터 1902년까지 대만에서 근대식 서양의학을 익힌 의료인은

공의, 개업의를 포함하여 170명 미만에 불과했다.(丁崑健, 日治時期漢醫政策初探 ,

國立空中大學生活科學系 生活科學學報 13，2009, p.92)
348) 1897年 10月 22日 臺灣新報 5面 寄書, 柏崎生의 글을 보면 “감독은 경찰부에

위임되어 있으나 감독을 받는 공의의 학식이나 봉급이 경찰보다 높아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899年 2月 28日 臺灣日日

新報 2面 雜報, ‘公醫候補生’ 기사를 보면 1899년 기준으로 부수적인 수당을 제외하

고 3등지(閑地)에 발령받는 공의에게는 1개월 수당 60원(圓), 가택료 5원, 토인시약

료 10원, 도합 75원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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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명의로 공식적인 건의안이 제출된다.

현재 도민(島民)에 대한 종두의 실시에 아직까지 지방 병원의 의사

및 공의가 담당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의사 및 공의가 한계가 있으

므로, 산간벽지에 보급하기 매우 어려우며, 일반인들이 내지(일본)

의사를 접촉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당분간 2 종류의 의

생을 통해 종두를 실행한다. 한 종류는 이전에 종두술에 대한 경험

이 있는 대만내의 의생이고 다른 한 종류는 향후 병원과 공의처에서

종두술을 습득하고 증명을 획득한 의생이다. (중략) 시술 과정의 주

의할 점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이 간단히 결정할 수 있다. 우측

항목(右項)에 대한 건의는 본 위생회의 결정이며 실행할 것이다.

(서명) 대만중앙위생회 회장349)

<대만도민종두보급방법의건의(台灣島民種痘普及方法之建議)>라

는 이름의 이 건의안을 제출한 대만중앙위생회 회장은 다름 아닌

민장장관이기도 한 고토 신페이었다. 공식적인 방침이 내려짐에 따

라 1900년 공의회의 중요한 안건으로 의생에 대한 종두교육이 논의

되었다.350) 공의들이 의생을 교육시켜 종두시행에 투입한 결과는 고

무적이었다. 본격적으로 의생이 종두시행에 투입된 1901년 “대만인

의원(의생)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보고까지 올라왔다.351)

그런데 1899년 4월 고토 신페이는 대만중앙위생회 회장으로서 종

두접종 시 의생의 활용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하며 아래의 또 다른

건의안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349) 許錫慶 編譯, 台灣總督府公文類纂衛生史料彙編 , 總督府檔案專題翻譯衛生史
料之 1-2, 台灣省文獻會, 2001, p.59
350) 1900년 12월 8일 대북현에서 열린 공의회의의 자문사항으로 일반위생에 관한

‘오물소제 규칙의 시행에 관한 건’ 다음으로 의생에 관한 종두교육이 논의되었다.

(臺灣日日新報 12月 8日 2面 雜報)

351) 둥스죠우(東勢角)에 임직했던 공의 이마이(今井淸廉)의 보고 <34年 3月 月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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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어리석은 자격을 지닌 의생의 손에 의뢰하고, 이러한 현황을

낮추지 못하는 형세이지만, 나날이 새로워지는 오늘날, 이것에 대하

여 완전히 방치하여 폐지할 경우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에 본지인이 말한 의생에 대한 간단한 시험을 실시하며, 성적에

따라 의업 임시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통제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

우측 항목(右項)의 건의는 본 위생회의 결정이며 실행할 것이다. (서

명) 대만중앙위생회회장352)

의생의 효용성을 확인한 고토는 이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여 관

리하는 쪽을 선택했다. 자신의 통치전략을 위해 중요한 위생행정의

최종 집행자인 일본인 공의도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353) 그러나 고토는 “어리

석은 자격을 지닌 의생”을 어디까지나 지역 민심을 달래고 종두접종

을 위해 필요한 정도, 딱 그 정도만 허용했다.

일본 식민지 당국이 토론을 거쳐 1901년 7월 23일 제47호령으로

12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대만의생면허규칙(台灣醫生免許規則)>

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제1조: 의생은 지방장관의 허가를 통해, 그 관할범위 내에서 의사 직

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조: 다음 자격 보유자는 이력서를 제출하여 지방장관에게 의생

허가증을 신청한다: 1. 성년 이상의 본도인 2. 본 규칙 실시 이전에

이미 본토에서 의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제3조: 지방장관이 상기 신청자에 대하여 의사 업무에 부합하는 자

에게, 의생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 의생의 의술은 대만공의(메이지29년 6월 설치)에 따라 감독되

352) 許錫慶 編譯, 앞의 글, p.60

353) 1896년 93명으로 시작한 공의가 모집에 애를 썼어도 1899년에는 단지 82명이

며, 1900년 공의는 71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었다.(丁崑健, 日治時期漢醫政策初探 ,

國立空中大學生活科學系 生活科學學報 13，2009, p.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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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제11조: 의생 허가증의 최종 발급기한은 메이지34년(1901) 12월31일

이다.354)

이 면허규칙에 의거하여 의생에게 면허증을 발부했다. 선정 방식

은 지방장관이 선별하여 주는 것과 시험을 치러 주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됐다. 최초 면허 신청자는 2,126명이었는데, 그 중 650

명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 각 지방장관의 허가아래 발부됐다.355) 누

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무시험 면허를 허가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지만 <대만의생면허규칙> 시행 이전까지 의생이 일본 관리와

접촉할 수 있는 통로는 사실상 종두접종의 협력자로 일하는 것 외

에는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협력자들에게 상당수의 면허가 발부됐

을 것이다.

시험을 통해 합격한 자는 총 1,097명이었다. 또한 시험에 합격하

지 못한 156명에게는 별도로 면허를 부여하고 다음해 6월 추가로

25명에게 허가증을 주어 최종적으로 1,928명이 의생면허를 받았

다.356)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이후로는 추가로 의생면허를 발부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의 검정시험도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제도권으로 수용된 의생의 경우 종두정책에 적극적

으로 활용하였다. 아래 보정 장여준의 일기를 통해 의생이 종두접종

에 어떻게 투입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월 8일]

여러 보정들과 함께 지청(支廳)에 들어갔는데 청장(廳長) 기타지마

(北島國助)가 각 보 내 자녀들의 종두일자를 알려주었다. 청 벽보에

는 종두날짜에 맞추어 의사 행정에 편리하도록 보정사무소에 모여야

354) 佐々木英光, 医事法令全集, 中央法律学館, 1909, p.43
355) 台灣總督府事務成績提要 1902年, pp.101-102
356) 台灣總督府事務成績提要 1902年, pp.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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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이미 나눠서 정해 놓았다. 일부러 어길 경우 과료금(科料

金)10원 하를 받는다.

[3월 11일]

공의 쿠니고(救仁鄕忠)씨, 경리(警吏) 사우라다케시(佐浦武二郞)씨,

종수(種手, 의생) 류머과이(劉莫怪)가 와서 종춘두(種春痘)를 실시해

주기를 기다렸다. 정오부터 보(保) 내 남녀 아이 40여 명에게 접종하

고 나니 여섯 시가 다 돼서야 돌아갔다.

[3월 27일]

일전에 종춘두를 받은 접종자는 모두 본 사무소에 와서 검사를 받아

야 한다고 보 내에 전달하라고 칭랜(淸漣)에게 명령했다. 당일 오전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북적거리며 왔다. 거의 열 시쯤 사다타

(貞田君方, 경리)가 와서 검사를 실시했고 오른 손과 왼손의 쾌감,

불쾌감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했다.

[4월 1일]

날씨 개임, 집에서 류무(劉木, 의생)가 다시 와서 종춘두 하기를 기

다렸다. 보 내 남녀아이들 중 무릇 전회(前回)에서 누락된 자는 모두

접종을 받으라고 전달했다.357)

일기에서 보듯이 일본인 경찰과 공의는 감독의 역할만 하고 있었

다. 보갑제의 우두머리인 보정들이 종두할 사람들을 점검하여 모았

고, 일본인 공의의 감독 아래 대만인 의생이 우두접종을 하였다. 또

한 두창이 제대로 맞았는지 검사하는 검두(檢痘)까지 “부모들은 아

이들을 데리고 북적거리며” 몰려들 만큼 민중들은 종두절차에 순순

히 따랐다.358)359)

357) 보정 장여준의 1906년 3월 8일부터 4월 1일까지의 일기; 范燕秋, 앞의 글,

pp.406-407, 발췌 재인용

358) 范燕秋, 앞의 글, p.407

359) 검두는 종두접종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선감률을

통해 종두접종에 대한 질적 관리를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의생의 업무에 대한 평

가 및 통제도 가능했다. 그리고 불선감인 사람이 검두를 받지 않고 이후 정기종두

대상자로 잡히지 않게 될 경우 유행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는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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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대만의 일제 강점 초기 종두접종자 및 두창 환자 발생 추이360)

연도 총인구 총 접종자 수 선감(접종성공) 두창 환자

1897 - 57,002 34,570 401

1898 2,317,498 21,141 13,186 282

1899 2,563,154 49,712 33,717 398

1900 2,644,661 85,026 59,224 416

1901 2,830,757 147,271 105,103 261

1902 2,902,161 185,063 139,690 285

1903 2,922,585 204,364 135,539 39

1904 2,969,349 198,783 137,422 0

1905 3,123,302 202,440 143,065 23

1906 3,156,706 193,716 160,007 19

1907 3,186,373 128,269 82,944 0

1908 3,213,996 162,507 146,553 28

1909 3,249,793 124,175 115,485 15

1910 3,299493 137,562 125,518 102

1911 3,369,270 126,851 119,769 3

1912 3,435,170 142,242 134,007 4

1913 3,502,173 130,899 123,546 0

1914 3,554,353 192,244 146,897 24

1915 3,569,842 156,481 135,113 80

1916 3,596,109 128,674 121,282 0

1917 3,646,529 120,941 113,687 2

<표1>에서 보듯이 주되게 일본인 공의만이 종두집행자로 나서야

했던 1898년까지는 종두접종자 수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1898년

고토가 부임하여 공의제도를 정비하고 보갑제를 부활시킨 이후인

1899년부터 종두접종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의 종두정책에 대한 민중들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조선

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

360) 臺灣省五十一年來統計와 臺灣總督府統計書(1897년-1904년)를 바탕으로 두
창 대유행이 시작되는 1918년 이전까지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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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의 경우 1900년에 비해 접종자 수가 70% 넘게 상승했다. 이

1901년은 고토 신페이가 관제개편을 통해 일원화된 문관경찰제를

구축하고, 공식적으로 의생이 제도권 안에서 종두접종에 투입한 해

였다.361) 1901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된 이후 종두접종자의 수는 평

균 15만 명대를 유지했다.

③ <대만종두규칙> 제정과 호구제도와의 연계

대만에서 종두와 관련된 법제화 작업의 초석은 1896년에 이루어

졌다. 중부와 북부에서 지속적으로 천연두 환자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느낀 총독부는 <종두수속(種痘手續)>을 제정

하고 각 지방 관공서에 하달하여 집행을 명령하였다.

<종두수속>

1. 미두아(未痘兒)는 이 시기 모두 접종을 시키고, 만약 불선감(不善

感)이라면 다시 한번 재접종을 행한다.

2. 종두는 선감(善感)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후 5년이 경과한 자에

게는 종두를 행한다.

3. 종두를 받아야하는 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제때 접종할 수 없었을

때에는 반드시 그 후에 접종을 행한다.

4. 의원(醫員)은 종두의 선감, 불선감을 기록한 종두증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5. 이상의 종두총인원수와 그 결과는 수료 후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362)

같은 해 7월, 총독부는 다시 <훈령 제59호>로 각 현과 청, 그리

361) 대만의 초기 위생행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스즈키 테츠조우(鈴木哲造)는 이

러한 모든 제도가 결합되어 기능을 하기 시작한 1901년을 대만위생행정의 전환점

으로 보고 있다.(鈴木哲造, 앞의 글, 2011, 참조)

362) 臺灣總督府公文類纂 13 第13案件, 1896年



- 101 -

고 도청에 정기적으로 종두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였고, 두창이 유행할 조짐이 있을 때에 임시종두를 실시하도록 지

시했다. 그리고 각 지방의 수장에게 <종두시행표준(種痘施行標準)>

을 통보했다.363)

<종두시행표준>

제1항 종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행한다. 다만 16세 미만이 자에

대해서는 그 어린이를 감독하는 자가 그 책임을 진다.

1. 초종(初種) 어린이가 출생한 후 일 년 이내에 행한다.

2. 재종이상(再種以上) 초종 후 5년에서 7년 안에 재종(再種)을, 재종

후에 다시 5년에서 7년 안에 삼종三種을 행한다.

3. 임시종두는 두창유행의 전조가 보이면, 전 2항의 기한과 상관없이

지방청이 지시한대로 기일 안에 접종한다. 초종(初種) 불선감(不善

感)일 경우에는 다시 일 년 안에 재삼종(再三種)을 행한다.

제2항 지방청에서 의사로 하여금 종두의 선감 불선감을 검사시켜,

종두증(種痘證)을 부여하도록 한다.364)

이로써 정기종두와 임시종두 그리고 접종연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졌다. 그러나 수속과 시행표준은 훈령(訓令)으로 엄밀히

말해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권유’의 의미에 머물렀기 때문에

대만 통치가 안정됨에 따라 보다 명시적인 법제화가 필요했다. 그런

데 식민지 대만에서 위생관련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정국에서

문안을 마련한 후 중앙위생회의 자문을 거쳐 총독부평의회에서 승

인하고, 최종적으로 민정장관이 안건을 일본 내무부에 제출해야 하

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런데 이 절차의 각 기관 책

임자인 민정장관, 중앙위생회 회장, 대만총독부 평의회 의장 모두

고토 신페이가 맡고 있었다. 결국 1906년 고토 신페이이의 주도 하

363) 沈佳姍, 日治台灣種痘規則之形成與演變－兼論殖民地國家行政 , 台灣史料研究
 38, 2011, pp.50-51
364) <種痘普及方及施行標準(1906年)>, 臺灣總督府公文類纂 61-20,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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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율령으로 종두규칙이 만들어졌다.365)

<대만종두규칙>

제1조 종두는 정기종두와 임시종두로 구분한다.

제2조 정기종두는 매년 한번, 2월과 4월 사이에 행한다.

제3조 정기종두는 출생 후 만 일 년 안에 시행한다. 다만 종두 이후

에 불감자는 일 년 이내에 재접종한다.

제4조 접종을 받고 의사가 발행한 종두증을 취득한 자나, 종두의 흔

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정기종두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과거

에 천연두를 앓았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제5조 임시종두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한다.

제6조 청장은 종두를 시행할 때에 반드시 날짜를 정해야 하는데, 다

만 임시종두 시에는 접종 대상자를 지정한다.

제7조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청장이 고시한 종두일자

안에 접종받지 못한 자는, 청장이나 지정관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

여야 한다.

제8조 이미 종두를 접종받은 자는, 의사나 해당관리가 지정하는 날

에 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의사는 종두가 끝난 후에 그 감(感)의 여부를 진찰하고 종두증

을 발급하여야 하고, 30일 내에 그 성적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2세 미만인 자가 전적(轉籍)하거나 전이기류(轉移寄留) 할 때

에는 그 신고서에 반드시 종두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청장이 지정하는 날 이외에 진찰을 받고 접종을 받고자하는

자는, 제8조에 의거한다. 전항의 이유로 종두를 시행하는 의사는 제9

조에 의거한다.

제12조 종두에서 사용하는 우두묘는, 사람을 거친 고름이나 천연두

환자의 고름과 딱지로 대용할 수 없다.

제13조 풍진, 백치, 농아자나 미성년자의 종두에 관해서는, 그 자의

호주나 후견인, 고용주 등, 현재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자가 종두의

의무를 지닌다.

365) 沈佳姍, 앞의 글, p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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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음에 기재한 자의 종두 의무는, 해당 수장, 관리인이나 선

장등에 있다. 1, 학교, 서당, 공장 등에 기숙하고 있는 자. 2, 양육원,

감화원 등에 입원해있는 자, 3, 선박의 승무원.

제15조 타당한 이유 없이 청장이 지정한 종두 날짜 안에 종두를 접

종하지 않은 자나, 의사나 해당관청관리가 지정하는 기일 안에 의사

의 검진을 받지 않은 자는, 구류나 벌금을 과한다. 제13조와 제14조

에 기재한자가 이러할 경우에는, 감독자나 책임이 있는 수장, 관리

인, 혹은 선장이 처벌을 받는다.

제16조 제12조를 위반한 자는 5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종두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나, 종두 성적의 보

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구류나 벌금형에 처한다.

제17조 본령이 정하는 각 조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만총독이 정

한다.

부칙 본령의 시행 시기는 대만총독이 정한다.

율령안으로 제정된 새로운 종두규칙의 가장 큰 특징은 <종두수

속>에서 “어린이가 출생한 후 일 년 이내에” 초종, “5년에서 7년 안

에 재종”, “재종 후에 다시 5년에서 7년 안에 삼종”, 도합 총 세 번

을 맞도록 한 정기종두를 단 한 번으로 바꾼 것이었다. 더군다나 대

만의 종두는 봄, 가을 정기종두가 아닌 일 년에 단 한번 2월에서 4

월 사이 봄에만 시행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 제국 내에서 가장 단출

한 시행이었다.

다분히 임의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변화는 대만인에 대한 차별이

나 우두 사업에 대한 방기가 아니었다. 이는 ‘임시종두’에 대한 논의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토가 만들고, 승인하고, 제출한 <대만종

두규칙>의 핵심 골자는 결국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강제

종두의 실시’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동일한 용어지만 <대만종두

규칙>에서의 ‘임시종두’는 이전 <종두시행표준>에서 정기종두를 보

완하는 의미의 ‘임시종두’와는 차원이 달랐다. 1조에서부터 “종두는

정기종두와 임시종두로 구분한다”며 ‘정기종두’와 거의 대등하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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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두’를 취급했다. 그리고는 5조에서 “청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때”는 언제든지 임시종두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렇게 각

지방의 청장이 임의로 시기와 대상자를 정하는 ‘임시종두’를 ‘정기종

두’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민정국과 각 지방

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 청의 지시에 대한 민중들의 순

응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임시종두 시에는 접

종 대상자를 지정한다.(6조)”고 규정했는데, 이는 누가 맞아야할 대

상자인지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가능했다.

고토는 1903년 대만종두규칙 초안을 작성할 당시 이미 아래와 같은

논지를 펼치고 있었다.

종두규칙을 실시한 후에 일정기간동안 각 청은 중요한 장소를 지정

해 임시종두를 보급시켜, 일반인과 15세 이하의 남녀에게 점차적으

로 종두를 행하여서 4년 안에 전원의 접종을 완료시킨다.366)

즉, 고토는 재종이나 삼종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 없이 ‘임시종

두’를 통해 더 빠르고 완전하게 미접종자에 대한 종두접종을 추진하

고자 한 것이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는 체계를 잡은 정

기종두를 통해 진행하되, 당시까지 접종을 받지 않은 감염위험성이

높은 15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임시종두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했다. 그리고 실제 그러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367)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두규칙에 의하여 생후 만 1년이 된 전

도의 소아 약 10만 명에 대하여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에 종두를

시행해야 하는데 각 청에서 각 지역의 적당한 장소에 소아를 모아

공의나 의생의 손으로 시행하고, 만 1세 이상의 아동과 어른들은 임

시로 종두를 실시하도록 한다. 천연두가 유행할 경우는 감염의 위험

이 있는 15세 이하의 아동부터 먼저 정기종두를 행하며, 특히 만 1

366) <律令第1號 臺灣種痘規則(1903年)>, 臺灣總督府公文類纂 1165-2, pp.50-53
367) 沈佳姍, 앞의 글,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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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하의 유아는 빠짐없이 종두를 행한다. 현재 15세 이하의 아동

은 총 90만 명에 달하는데 이 중에는 이미 종두를 받은 자가 상당히

있으므로 4년 안에는 모두 끝나게 될 것이다. 이번 종두규칙은 1회

종두에서 선감되면 재종두를 강요하지 않는 정신으로 규정되어 있으

므로, 앞으로 매년 미종두자를 찾아내어 종두를 행하면 몇 년 후엔

15세 이하 아동은 빠짐없이 종두를 끝마치게 된다.368)

이처럼 고토는 두창 유행과 상관없이 임시종두를 명하여 미접종

자 중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이”369) 종두를 받도록 했다. 고토

의 종두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가요

센사이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종두접종을 호구제도와 연계시켰다.

“국가의 주요한 통치 기제”인370) 호구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파악하고 등록하는 과정과 긴밀히 연관되어 이루어져야

했”으며, 이를 위해 “국가 행정체계가 기층사회에 파고들 수 있는

잘 훈련되고 조직된 관료제, 그리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

는 조사방법들이 필요”했다.371) 이미 문관경찰제와 보갑제를 통해

“기층사회에 파고들 수 있는 잘 훈련되고 조직된 관료제”는 구축되

어 있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사방법”은 각 가정

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었다. 경찰과 보정이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고

가가호호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구실로 종두접종보다 좋은 것은 없

었다.

일본에서 메이지 초기 종두 데이터가 바로 위생통계와 호적의 기

초 자료가 되었다. 새로 태어난 1살 미만 영아를 조사해 종두를 집행

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호구조사의 성격을 띠었다. 또한 종두접종이

호구조사와 연계될 경우 요종두자에 대한 파악이 훨씬 체계적으로

368) 臺灣日日新報 1906年 1月 20日 第2面

369) 臺灣日日新報 1906年 3月 9日 第4面

370) 박경숙, 일제의 인구 조사와 인구 통치 - 1908-1936년 재만 일본영사경찰의

인구 집계 자료를 중심으로 , 사회와역사 제95집, 2012, p.75
371) 박경숙, 앞의 글, 2012, p.78



- 106 -

이루어질 수 있었다. 나가요 센사이와 함께 일했던 고토 신페이는 이

러한 종두시행과 호구조사의 상관성과 그 효과를 잘 알고 있었다. 고

토 신페이는 1904년 일본 내무성에 보낸 대만종두규칙 초안에 “호적

부로 종두명부를 대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까지 했다.372)

<그림5> 대만의 일제 강점기 호구조사부 실례373)

호적에 종두를 기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고토는 나가요보다 치

밀했다. 1906년 1월 중순부터 실시된 <호구조사규정>에는 매 가정

을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하는 여섯 가지 항목 중에서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두와 천연두 여부 및 종두 횟수”를 적도록 규정

하고 있었는데, “종두란에는 초종(初種)은 一이라고, 재종(再種)은

二라고, 삼종(三種)은 三이라고 적고, 천연두를 앓은 적이 있는 자는

天이라고” 적도록 했다.374) 이러한 기재방법은 1907년 <종두규칙시

행세칙> 수정을 통해 종두횟수의 기록이 부가된 외에, 종두의 연월

372) 沈佳姍, 앞의 글, p.59

373) 臺灣法實證硏究資料庫, 日治時期 戶口調查簿, 資料編號：C_0007_005, 資料發生

時間：1911.10.30

374) <戶口調査規程>, 府報 1887號, 1905年 12月 26日, pp.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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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심지어 선감(善感) 및 불감(不感)여부까지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375) 이는 일본 제국 내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형태였

다.

고토의 종두를 통한 식민지 대만 사회에 대한 통제는 호구제도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통로로 전개되었다. 그는 <대만종두규칙> 공포

이후 추가로 <종두시행규칙>(부록2)과 <대만종두규칙취급심득>(부

록3) 그리고 <시행세칙>을 반포했는데, 이를 통해 청장이나 지방민

중조직의 직무, 각 계층의 행정인원의 행동방침까지 세세히 통제했

다.376) 또한 종두접종 여부는 공학교(公學校)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 하나였다. 가장장(街庄長) 등 학무책임자가 입학식 이후에

보결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 종두접종 여부를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

즉, 개인이 교육기회를 획득하는 데 전제 조건이 될 정도로 종두는

개인의 위생 차원을 넘어 사회적 규범으로 기능했다.377) 이밖에도

정부의 각종 공문서 양식 곳곳에 종두접종 기록이 포함됐다. 감옥서

장이나 감옥을 설치하고 있는 각 청장은 <대만종두규칙>을 수감자

에게도 적용해 그 결과를 보고해야 했으며, 대만을 오고가는 사람들

의 경우 “종두 완결”이나 “재종두증명서(再種痘證明書)”를 준비해야

했다. 이처럼 종두는 호구, 학교, 감옥, 출입국, 개인의 이동에 이르

375) <戶口調査簿及同副簿中種痘ニ關シ通達ノ件>, 臺灣總督府公文類纂 1281-27,
p.1-11

376) <대만종두규칙> 제정과 함께 훈령을 통해 각 청의 시행세칙이 만들어진다.

1906년의 훈령만 모으면 아래와 같다, <深坑廳 훈령 제2호 종두규칙 및 종두시행

규칙취급심득>, 臺灣總督府公文類纂 1177-10; <桃園廳 훈령 제12호 대만종두규

칙시행세칙개정>, 臺灣總督府公文類纂 1178-13; <鹽水港廳 훈령 제6호 종두규칙

취급수속>, 臺灣總督府公文類纂 1182-26; <新竹廳 훈령 제10호 종두규칙시행세

칙>, 臺灣總督府公文類纂 1179-14; <南投廳 훈령 제20호 종두규칙취급수속>, 
臺灣總督府公文類纂 1182-26; <台南廳 훈령 제29호 종두규칙취급수속>, 臺灣總
督府公文類纂 1184-24; <台中廳 훈령 제44호 대만종두규칙시행세칙을 정하는

건>, 臺灣總督府公文類纂 1255-42; 沈佳姍, 앞의 글, p.66 재인용
377) 劉士永主編, 第三篇 植民醫學 , 臺灣醫標400年, 臺北:經典雜誌, 2006,; 沈佳
姍, 앞의 글, p.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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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 전반에 식민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했다.378)

이처럼 메이지 정부에서 체득한 두창 통제의 유산은 고토에 의해

보다 강화된 형태로 대만에 적용되었다. 그 강화된 정도는 일본보다

도 15년 앞선 1905년, 사회 통제의 기본 틀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

는379) 전국민인구조사가 달성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

다.380)

3. 고토 신페이 통치기 이후 일제의 종두정책

1) 타카기 토모에를 통한 위생행정의 완비

1906년 고토 신페이는 자신을 대만으로 초청했던 고다마 겐타로

가 남만주철도 주식회사 총재 부임을 앞두고 병사하자 그 자리를

받아 만주로 떠났다.381) 급작스럽게 진행된 일이었지만 이미 대만에

는 위생행정 방면에 있어서 그를 대신할 타카기 토모에(高木友枝)가

있었다.

1902년 고토의 초청으로 대만에 온 타카기 토모에는 고토와는 배

경부터가 다른 인물이었다. 최고위 무사가문이었으며, 1885년 도쿄

제대의 전신인 도쿄의학교를 졸업하였고, 기타사토 연구소에서 4년

간 근무한 뒤 독일로 건너가 2년간 코흐연구소에서 공부한 최고의

엘리트였다. 독일 유학 후 일본에 돌아온 그는 위생국방역과장과 임

시검역국사무관 등을 맡아 일본의 예방정책을 체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382)

378) 沈佳姍, 앞의 글, p.68

379) 호구조사의 사회 통제적 성격에 대해서는 손병규, 明治戶籍과 光武戶籍 비교

연구 , 泰東古典硏究 第24輯, 2008 참조.
380) 일본은 1920년에, 식민지 조선은 1925년에 ‘국세조사(國勢調査)라는 이름으로

전국민 호구조사가 행해진다.(손병규, 앞의 글, p.315)

381) 고바야시 히데오, 앞의 글,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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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기병 논쟁’에 이어 전염병 연구소를 국립화하는 과정에

서 도쿄대 출신 의학자들과 기타사토(北里柴三郎) 계열 사이에 균열

이 생겼다.383) 이때부터 기타사토의 유능한 제자들이 내지의 핵심

관직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는데, 기타사토의 수제자였던 타카기 역시

이런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고토는 이를 잘 활용하여 타카기

를 대만으로 불러들였다.384)

고토가 대만 위생행정의 기획자였다면 타카기는 그 기획에 맞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였다. 타카기는 1902년 대만에 오자마

자 대만총독부 대북의원원장，대만의학교장, 적십자대만지부장촉탁,

대만지방병 및 전염병 조사회위원, 대북기륭시 계획위원을 연이어

맡으며 위생행정을 진두지휘했다. 1903년에는 민정장관 고토의 지시

를 받아 각 단위에 위생행정을 전달하는 경찰본서 위생과장을 맡았

다. 이밖에도 임시방역과장，임시방역위원회간사，대만지방병 및 전

염병조사회간사, 대만중앙위생회간사를 맡아 고토가 추진한 위생행

정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에서 실무책임자 역할을 했다.

타카기는 고토의 위생행정 중에서도 공의제도와 종두정책을 중요

시 했다. 1910년 공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일본 “제국이 식민지

382) 타카키 토모에와 기타사토 계열과 관련해서는 Michael Shiyung Liu, 앞의 글,

2009, p.48, pp.53-54 참조

383) 19세기말 20세기초 일본에서 벌어진 ‘각기병 논쟁’이란 당시 수많은 군인의 목

숨을 앗아간 각기병의 원인을 두고 영양섭취 원인설과 세균 원인설이 격돌한 사건

이다. 해군과 육군 그리고 기타사토 계열과 도쿄대 의학부 사이의 대립이 시작된 중

요한 사건이다. 해군의 타카기 가네히로(高木兼寛)와 기타사토 계열이 영양섭취 원

인설을 주장했으며, 육군의 모리 오가이와 도쿄대 의학부는 세균 원인설을 주장했

다. 같은 도쿄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기타사토는 타카기 가네히로를 옹호하며 도쿄

대 세균학 교수인 오가타의 ‘각기균’ 연구에 통렬한 비판(‘오가타 씨의 각기균설을

읽다(緒方氏の脚気菌説を読む)’)을 가했다. 기타사토 계열과 도쿄대 간의 차가운 대

립도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각기병 논쟁 과정에서 기타사토의 두 수제자인 타

카기 토모에와 시가 키요시는 도쿄대의 ‘각기 세균설’을 반박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松田誠, 高木兼寛の医学, 東京慈恵会医科大学出版, 2007, pp.666-692 참조)
384) Michael Shiyung Liu, 앞의 글, 2009, p.48, pp.53-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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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의술이 종교를 대신하니, 그 민중으로 하

여금 문명의 덕택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바”라며 고토 신페이가

말했던 식민의학의 역할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고토가 만든 공의제

도는 “통치상의 한 기관으로서”, “미흡한 바가 없었다”고 공의의 중

요성을 강조했다.385) 또한 대만에서의 두창이 1897년에는 발병자

401명, 사망자 40명이었던 것이 1907년에는 발병자가 단 한 명뿐이

었고, 사망자는 1903년부터 한명도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다며 고토

가 펼친 종두정책의 성과를 높이 샀다.386)

타카기는 고토의 위생행정을 지속시키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코흐연구소에서 업적387)을 남긴 세균학의 대가이자 기타사토의 후계

자답게 1909년 대만총독부연구소를 창설하여388) 직접 소장직을 맡았

다.389) 이처럼 고토가 민정장관으로 있던 시절에도 대부분의 위생행

정은 타카기의 힘을 빌어 실행된 것이었지만, 고토가 떠난 이후에도

연속성을 가지며 타카기에 의해 더욱 체계화될 수 있었다. 타카기는

1919년까지 위생행정과 관련된 주요 직책을 맡으면서 17년 동안 대

385) 臺灣公醫會, 臺灣の衛生狀態, 1910, 序
386) 明治四十一年四月の高木友枝の講演, 種痘の話 , 臺灣醫學會雜誌 66, 1908
387) 타카기의 대표적 업적으로 면역학에서 중요한 발견 중 하나인 신경조직에 의한 파

상풍 독소 고정(The Fixation of Tetanus Toxin by Nervous Tissue)을 그의 이름을

붙여 ‘Wassermann-Takaki phenomenon’이라 부른다.(W.E. van Heyningen, The

Fixation of Tetanus Toxin by Nervous Tissue , Microbiology vol.2 no.2, 1959,
p.291)

388) 연구소를 통한 위생행정 개입은 코흐(Robert Koch) 계열의 특징으로 꼽힌다.

이는 기타사토가 일본에서 사립 전염병연구소를 건립하려 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코흐와 기타사토의 제자인 타카기 토모에 역시 이런 영향을 받았다. 다만 코흐와

기타사토가 사립연구소를 지향했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대만이라는 특수성

을 감안한다면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松田誠, 앞의 글, 2007 참조)

389) 대만에서 나온 선행연구들의 경우 타카기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 일색

이다. 그러나 그의 제국주의적 한계에 대한 균형적 시작이 필요할 것이다. 일례로

그가 주도하여 설립한 대만총독부연구소는 화학부와 위생학부로 조직되었는데, 위

생학부에는 인류학 부서가 포함되어 있었고, 화학부에는 식산(殖産)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臺灣日日新報 1915年 10月 23日 第6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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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위생행정을 책임졌다.390) 특히 1902년 대만에 왔을 때부터

1915년까지 의학교 교장직을 맡았으며, 적십자병원을 대만인 의학도

들의 실습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학교육 방면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에 의해 대만의 “국가의료가 일본의 축소판에

가깝게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391)

2) 본도 출신 공의 양성과 종두행정의 체계화

위생행정의 중심에 타카기와 같은 유능한 지휘관이 있다 하더라

도, 일제가 다진 위생행정이 지속적으로 지역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지역 위생행정의 책임자이자 실무자인 공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야 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일본인 공의를 ‘오지’와 다름없는 대만

에 불러들여 채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392) 이를 예상한 고

토 신페이는 일찍부터 본도 출신 공의 도입을 구상했다. 이를 위해

고토의 적극적 지원 하에 야마구치 히데타카(山口秀高)가 1897년 대

만토인의사양성소(臺灣土人醫師養成所)를 건립했다. 일제는 1899년

이 양성소를 대만총독부의학교로 승격시키고 본격적인 의학교육을

실시했다.393) 그리고 대만총독부의학교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하자

1907년 <공의후보생규칙>을 개정하여 공의후보생 자격의 일순위로

390) 타카기 토모에는 1919년 모든 문관직에서 퇴임하고 대만전력주식회사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1929년까지 대만에 있었던 그는 72세의 나이에 일본으로 귀국하였다. 타

카기의 생애와 관해서는 林炳炎, 高木友枝醫學博士的學術生涯 . 臺北文獻, 2013 참
조

391) Michael Shiyung Liu, 앞의 글, 2009, p.63

392) 일본인 공의 수는 1896년 93명, 1899년 82명, 1900년 71명으로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었다.(丁崑健, 日治時期漢醫政策初探 , 國立空中大學生活科學系 生活科學學

報 13，2009, p.86 참조)
393) 山口秀高, 臺北医院内ニ於ケル土人医士養成ノ景況 , 後藤新平文書 1898년 2
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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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총독부의학교를 졸업한 자”를 명시해 대만인 공의를 양성했

다.394) 이처럼 대만인 출신 의사가 배출되어 “공의로 채용됨에 따라

지방 먼 곳까지 점차 증원 배치”될 수 있었고 자연히 행정력의 범위

를 계속 넓혀갈 수 있었다.395)

호구조사를 통해 요종두자에 대한 파악이 정확해짐에 따라 종두

시행의 형태도 변했다. 일일이 조사하여 임시 장소에 소집하는 형태

를 벗어나 접종 대상자에게 통지를 보내 지정된 의원에서 접종받도

록 하는 형태로 점차 변해 갔다.396) 이러한 변화는 신규의생을 인허

하지 않는 방침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는 의생의 수와 점차 증가하는

공의의 수를 고려했을 때에도 적절히 들어맞는 것이었다.

민중들의 일제 종두행정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었다. 1910년대

에 이르면 원주민들까지도 “종두의 이익을 알게 되어” 종두에 대한

요청을 하기 이르렀다.397) 1914년부터는 원주민들에게도 정기종두가

시행되었다.398) 일제가 원주민들에게도 정기종두를 시행하기 시작했

다는 것은 단순히 위생 관리 지역이 확대됨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394) 臺灣日日新報 1907年 7月 18日 第2面 ‘公醫候補生規則改正’

395) 臺灣日日新報 1910年 2月 7日 第2面

396) “지난 번 종두를 받은 사람 중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자가 약 220명인데, 모

두 오는 5월 2일 오후 1시부터 부(府) 청사 옆에 있는 甲辰의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을 것”(臺灣日日新報 1906년 4월 29일), “종두규칙에 의하면 종두를 받은 후 1주

만에 의사의 검진을 받고 감, 불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의사의 검진은 甲辰의

원에서 받을 수 있다.”(臺灣日日新報 1907년 4월 24일), “청(廳)의 방침에 따라 대북

의원에서는 작년의 종두기에 결석한 유아와 그 후 출생한 유아에게 종두 실시함”

(臺灣日日新報 1908년 2월 27일), “점차 종두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본도 각지의 사

립병원과 의사는 도쿄전염병연구소에서 두묘를 구입할 때...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개정되었으니 착오없도록 유의하라”(臺灣日日新報 1917년 2월 2일)

397) ‘蕃人稟請種痘(원주민이 종두를 신청하다)’, 臺灣日日新報 1913년 4월 13일

398) 1914년 4월 19일 臺灣日日新報. 1913년 이후 원주민에 대한 이러한 변화가 일

어난 것은 원주민 지역을 경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순응적인 종족은 문관행정내

로 포섭하고, 저항적인 종족은 토벌하는 정책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손준식, 앞의

글, 2010, p.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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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일제는 ‘이번(理蕃)정책’을 통해 원주민을 물리적으로 격리시켰

고 “정책적으로” 방임해왔다.399) 이런 일제가 원주민에게 정기종두를

시작한다는 것은 거꾸로 인구구성의 92%를 차지하는400) 한족출신

대만인들에 대한 의학적 정치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완성되었음을 의

미했다.

1910년대 들어 제도적인 면에서도 이전보다 한층 더 체계를 갖추

었다. 1906년에 처음 발부되었던 <대만종두규칙시행규칙>이 1911년

2월 하순에 수정되어 종두시행과 관련된 각 명칭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호구조사와 관할구역 인구관리에 대한 청장의 책임소재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401) 이 <대만종두규칙시행규칙>의 개정과 함께

민정부는 훈령 제 22호로 각청과 병원에 <종두시술심득>이라는 14

조의 공문을 반포하여 종두시술에 있어 섬세한 부분까지 표준화를

시도했다.

1. 두묘를 꺼낸 후에는 섞는다.

2. 접종은 웃팔뚝을 선택한다.

3. 종두의 장소는 반드시 상당히 넓고 청결한 곳으로 선택한다.

399) 이번정책이란 일제 강점기 대만총독부가 입안하고 실시한 원주민에 대한 특별

법규와 정책의 총칭을 일컫는다.(손준식, 앞의 글, 2010, pp.57-58)

400) 1914년 기준 한족 출신 대만인인 ‘본도인’이 3,307,302명, 일본인인 ‘내지인’이

141,835명, 원주민인 ‘생번’이 129,715명, 외국인이 19,582명이었다. 전체 인구에서

‘본도인’은 약 92%, ‘번인’은 약 3.6%를 차지했다.(1914년 臺灣總督府統計書 참조)
401) <正誤>, 府報 1369(1911年 2月 21日), p.52; <種痘施術心得ヲ定ムル件>, 公
文類養 1781-10, p.1-11. 그 밖에 1909년에 공포된, <대만총독부보고례> 별책 연

보의 제107표인 “종두인원(청)”의 양식도 약간 변경되어, 각 명칭의 정의와 기록법

을 더욱 상세한 기록한 외에도 종두와 검사를 전후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각 상황

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을 남길 것인지, 특히 “정기와 임시종두 시에, 스스로의 의사

에 따라 접종하는 자는 본 표에서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넣고 있다. 즉,

1911년 이후 이른바 “종두수”란 중앙정부나 청장이 정한 정기종두나 임시종두 때의

접종자를 지칭하지만, 자발적으로 접종을 받은 자는 그 안에 포함시키지 않게 됨으

로 매년 대만 각지에서 실제로 접종을 받은 자는 공식 통계치보다 많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沈佳姍, 앞의 글, p.71-72)



- 114 -

4. 시술자는 가능한 한 상의를 착용하고, 손은 반드시 소독하도록 한다.

5. 접종방법은 절종식(切鍾式)을 채용하여, 먼저 피부에 두묘를 바른

다음, 절종용의 종두 바늘로 그 부위를 얕게 열십자로 흠을 내거나

(길이는 1내지 2분), 일자로 자르고(길이는 약 3분), 그 후에 다시 접

종용 바늘의 평면을 이용하여 두묘를 피부 내부에 스며들게 한다.

절종시에는 예상되는 출혈에 주의하여야 하는데, 그제 홍반이 생길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6. 접종수는, 통상종두는 오른쪽 팔뚝에 4개 내지 6개인데, 특별종두

일 때에는, 왼쪽 팔뚝에 6개, 혹은 다른 곳에 접종해도 상관없다.402)

통상종두와 특별종두에 따라 다른 접종 부위를 달리하고 그 횟수

까지 지정해줄 정도로 세밀하게 시술과정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

라 두묘를 먼저 바르고 종두 바늘로 열십자 흠을 내는 새로운 방식

을 채택함으로서 한층 과학화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 공문은 공

공기관은 물론이고, 그와 동시에 각 청장에게도 통고되어 각 청의

관내에서 개업하고 있는 의사도 이에 기준하여 집행하도록 했다.403)

이처럼 고토의 의해 대만에서 추진된 종두정책은 1906년 그가 떠

난 이후에도 타카기 토모에에 의해 계승되었다. 이러한 정책적인 연

속성 하에 1910년대 이르러 대만인 공의의 확충, 관 공립 병 의원의

증설, 종두 관련 제도 및 시술 행위의 표준화 과학화가 이루어졌으

며, 원주민들에게까지 정기종두가 시작됐을 정도로 종두의 의학적

정치적 사각지대는 축소되어 갔다.

식민지 대만은 일제가 목적한 바대로 제국으로서의 자격을 입증하

는 “쇼케이스”로 완성되어 갔다. 이 완성 과정에서 위생행정이 차지하

는 비중은 컸다. 이는 19세기말과 20세기 초 “근대 국가 최대의 축전

402) <種痘施術心得>, 府報 3168, 1911年 2月 21日, p.48
403) 이후에도 몇 차례의 작은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각종 보충규칙이 부가된 탓

에 중복이 많고, 번잡하고, 실효성이 적다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 다시 한번 간략화

하는 개정이 이루어진다.(沈佳姍, 앞의 글,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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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제국의 디스플레이장”404)이었던 박람회에서 직접적으로 표출됐

다. 1911년 독일 드레스덴(Dresden)에서 열린 만국위생박람회에서 타

카기 토모에는 대만의 위생개선 상황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를 Die
hygienischen Verhaltnisse der Insel, FORMOSA란 제목의 독일어

책으로 발간하였다.405) 특히 이 책에서 일제가 펼친 위생행정 중에서

도 “예방접종의 성과”라는 장을 따로 두어 일제 종두정책의 성과를

선전했다.406)

제2절 조선에서의 일제 종두정책 : 1905년부터 두창 

대유행 전까지

1. 통감부 시기의 종두정책

1) 일제의 종두행정 개입

일제는 대만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에 진출하는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위생행정으로 우두법의 보급을 강조했다407) 하지만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조선의 경우 민간 차원의 우두 보급이나 종두시행

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없었던 대만과는 전혀 다른 상

황이었다.

간략히 정리하면, 지석영으로 대표되는 조선인에 의한 우두 보급

의 노력이 1880년대부터는 조선 정부의 종두정책으로 이어졌다.

1895년에는 갑오을미개혁을 계기로 <종두규칙>과 <종두의양성소규

404) 요시마 순야 저, 이태문 역, 근대의 시선 박람회, 논형, 2004, p.42
405) 林炳炎, 앞의 글, pp.177-179 참조.

406) T. Takaki, Die hygienischen Verhaltnisse der Insel, FORMOSA, Dresden_C.C.
Meinhold & sohne 1911, p.124

407) 內部 衛生局, 韓國衛生一斑, 1909,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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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발포되는 동시에 내부위생국에 위생과가 설치되어 종두를 전

담하게 되었다. 이어 1899년에는 <두창예방규칙>(부록4)이 제정되

고 수도인 한성에는 종두접종시설로서 한성종두사가 설치되었다. 그

리고 양성소를 졸업한 종두의사들이 종두사무위원으로 전국에 배치

되어 종두인허원을 양성하며 전국적인 종두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대한제국의 거의 모든 정책을 부정한 일제도 종두사업만은 인정할

정도로 그 기반은 상당 수준 다져지고 있었다.408) 때문에 일제는 개

입 초기 대한제국의 <종두규칙>을 인정하고 우두시술자로 종두인

허원을 활용하는 등 대한제국 정부의 우두정책을 수용하는 모양새

를 취해야 했다.409)

하지만 통감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한제국의 종두행정

은 파괴되기 시작했다. 그 첫 작업으로 한성과 지방의 종두를 총괄

하던410) 광제원의 종두사무가 마비되었다.

관제를 개정한 후에 한성 종두사를 광제원에 부속하고 해사(該司),

경비를 감축하여 두무(痘務)에 방해가 파다라 하더니 근일에 해사를

일본 경부(警部) 와타나베(渡邊勇次郞)의 관사로 정한지라, 종두사

관원은 사무 처소가 없어서 내부에 날마다 호소하더라.411)

일제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광제원 종두소(옛 한성종두사

건물)를 일본 경부 와타나베의 개인 관사로 정해 종두소 직원이 근

무할 장소마저 없애버렸다. 이후 경무고문 마루야마는 1905년 12월

관제를 개정하여 내부 위생과 소속의 광제원을 자신이 관여할 수

있는 내부 경무국 소속으로 아예 옮겨버렸다.412) 이어 “마루야마의

408) 朝鮮統監府施政年報(1906-1907), 1908, p.383
409)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 1997, pp.169-175, 209-211
410) 官報 1905年 2月 26日
411) 황성신문 1905년 10월 2일

412) 대한매일신보 190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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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에 따라 1906년 2월 사사키 시호지(佐佐木四方志)가 의장(醫

長)으로 임명되었는데413) 사사키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존

광제원의 한약소, 양약소, 종두소 3체제를 완전히 없애고, 내과, 외

과, 안과, 이비과, 인후과, 부인과를 설치하고는 일본인 의사들을 각

과의 책임자로 임명했다.414)

사사키가 장악한 광제원은 1907년 전년도 1,0785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33,947원의 예산을 책정 받았다. 이중 일본인의 봉급이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16,340원이었다.415) 이렇게 막대한 돈이 흘러

나갔지만, 광제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였던 종두사무는 1905

년 이후 단지 일부 의사가 소규모 접종 활동을 벌이는 상태로 전락

했다.416) 1907년 3월경에 이르면 광제원에 더 이상 종두에 관여하는

조선인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417)

대한제국 종두행정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제는 우두

사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 두묘 제조 사업까지 장악하

려 했다. 1905년 10월 일본 공사관은 광제원에서 하고 있는 두묘 제

조와 공급을 일본인 의사단체인 동인회로 옮기길 바란다는 권고 공

문을 한국 외부에 보냈다.

광제원에서 종두의사가 전일에는 우두묘를 접종체제하여 각 지방 종

두소에 파송 시술하더니 이번부터는 이 법을 폐지하고 일본 동인회

에서 무래하여 각 지방에 정가 분송하기로 작정하였다니 비록 한푼

돈이라도 생재하는 이두는 몰수히 일인에게 잉여하나 보더라.418)

413) 대한매일신보 1906년 1월 17일

414) 황상익, 앞의 글, 2013, p.678

415) 황상익, 앞의 글, 2013, p.695

416) 신동원, 앞의 글, 1997, p.384

417) 신동원, 앞의 글, 2013, p.384

418) 대한매일신보 190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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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론은 일제의 두묘 제조 업무의 장악이 이권 문제임을

꿰뚫고 있었다. 동인회의 두묘 제조 사업 규모는 1차년도인 1906년

에 18,000원으로 예산했는데,419) 이는 전년도인 1905년 광제원과 한

성종두사의 예산을 합한 13,116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다.420) 하

지만 이러한 여론 때문이었는지 동인회로 이관되지는 않았다.421) 그

러나 이후 대한의원으로 우두 사업이 이관되면서 결국 두묘는 일본

에서 전량 수입하도록 변경됐다.422)

2) 대한의원으로의 위생사무 통합과정과 종두행정의 변화

일제는 광제원의 종두사무를 마비시킨 후, 1907년 3월 15일 의학

교 및 부속병원, 적십자병원과 함께 광제원을 대한의원으로 통폐합

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제는 자신들이 축소시킨 종두사업 추진을 중

요한 구실로 내세웠다. 사실상의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하는 ‘한국 시정 개선에 관한 협의회’에서 종두사업

이 직접 논의되었다.423)

경성에는 한성병원(일본 거류민단 병원), 적십자 병원, 내부 소속의

광제원, 학부 소관의 의학교 부속병원이 있다고는 하나 전문적으로

병원의 체계와 설비를 갖춘 것은 한성병원뿐이다. 다른 세 병원은

어느 것이나 규모가 작고 분립되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적으니

419) 황성신문 1905년 10월 5일

420) 광제원과 한성종두사 예산과 관련해서는 황상익, 앞의 글, 2013, p.694 참조

421)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의 의견이 갈린다. 신동원(앞의 글, 1997, p.384)은

이에 대해 이관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박윤재(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p.153)는
이관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거의 모든 동인회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 동

인회 잡지에서 조선에서 두묘 제조 사업을 운영했다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22) 統監府, 韓國施政年報(1906-1907), 1911, p.383
423) 신동원 앞의 글, 1997, pp.33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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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해서 적십자병원의 하나로 하면 규모가 완전한 것으로 될 것이

며, 종두사업과 같은 것도 신설 기관에서 하는 것이 옳다.424)

대한의원 설립에 대한 최초의 논의가 이루어진 1906년 4월 9일

제3차 협의회에서 우두 사업은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었다. 이토는

종두사업을 여러 사업 중 하나로 언급한 것이 아니었다. 이토의 방

침에 대해 내부대신 이지용은 “내부에는 종래 종두소라는 것이 있어

각 지방에 종두를 분배했는데, 이 사업은 곧 신설할 적십자병원으로

(대한의원으로 구체화되기 전임 - 필자 주) 옮기도록 하겠다”고 말

하며, 종두사업 추진 문제를 중요하게 짚어 대한의원의 건립에 동의

를 표했다.425)

대한의원이 창설됨에 따라 한국의 국가의료, 의학교육, 위생행정

사무가 하나로 통합되어 위생행정과 관련된 사무 전반이 하나의 기

구를 통해 통제 가능한 형태가 됐다. 그런데 이 기관은 통감부가 이

미 장악한 의정부에 속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원장인 내부대신이 반

드시 고문과 협의하여 병원 사무를 진행하도록 했다. 사실상 통감부

가 조선의 위생행정을 장악하게 된 것이었다.426)

대한의원의 주요 직책도 일본인들로 채워졌다. 형식상 초기 원장

에는 내부대신 이지용과 임선준이 차례로 임명됐지만427) 고문으로

임명된 사토 스스무(佐藤進)가 실질적인 원장 노릇을 했다.428) 이밖

에 치료부장에는 이토 통감의 시의인 고야마(小山善)가, 위생부장에

는 광제원 의장이었던 사사키가, 교육부장에는 예비군 군의정 고다

케(小竹武次)가 임명되었다.429) 이들 역시 모두 대한의원 창설위원회

424) 김정명 편, 일한외교자료집성 6권 상, 국학자료원, 2012, p.178
425) 김정명 편, 앞의 글, pp.178-179

426) 신동원, 앞의 글, 1997, p.346

427) 官報 1907年 5月 30日
428) 황상익, 앞의 글, 2013, p.721

429)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 아카데미아, 1995,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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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원이었다.430)

이에 비해 한국인의 대우는 좋지 못했다. 단적으로 대한의원은

관제가 시행에 옮겨진 날짜인 3월 15일자 대한의원 교관에 지석영

(주임관2등)이 임명됐다.431) 직전까지 의학교 교장이었던 지석영으로

서는 직급이 강등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신의 아래 직급인 의학교

교사 고다케가 교육부장에 임명된 된 것과 비교하면 굴욕적인 조치

였다. 지석영이 이러한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사임하려 하자,432)

일제는 학감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지석영을 그 자리에 임명했

다.433) 종두를 통해 조선민중에게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던 지

석영이 등을 지게 만드는 것은 일제로서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후 일본인 관리 임명을 가능하도록 한 <한일신협약(韓日新協

約, 정미7조약)>이 체결되면서 다시 변화가 생겼다. 관제 개편으로

<대한의원관제(칙령 제73호)>가 새롭게 반포되었고, 내부 위생국이

다시 부활했다.434) 통감부는 이 새로운 관제를 통해 대한의원을 의

정부 직례에서 내부대신 소관으로 한 등급 낮추었다. 종두사무를 비

롯한 대한의원 위생부의 업무도 모두 내부 위생국으로 이전시켰다.

1909년 초에 이르면 대한의원 위생시험부마저 내부 소속의 위생시

험부가 되면서 두묘 제조 사업도 내부 위생국의 업무가 되어435) 대

한의원에는 진료 차원의 종두접종만 남았다. 이는 신동원이 분석했

듯이 “이전의 위생행정 지원, 구료, 교육을 통합한 형태의 대한의원

이 임시적이고 편법적이었음을 통감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436)

즉, 종두사업을 통합된 “신설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이토의

430) 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황상익, 앞의 글, 2013, pp.720-727 참조

431) 官報 1907年 5月 30日
432) 황성신문 1907년 4월 23일

433) 官報 1907年 6月 3日
434) 勅令, 서울대도서관, pp.422-423
435) 官報 1909年 3月 2日
436) 신동원, 앞의 글, 1997, pp.34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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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아래 대한의원으로 종두사무를 이관한 것은 한국의 위생행정

의 체계화를 위한 것이 아닌 통감부가 위생행정 장악을 위해 꾀했

던 임의적 조치에 불과했다.

이렇게 중앙에서 기존 대한제국 종두사업 체계가 파괴되고 일제

에 의해 혼란스럽게 재정립되는 동안 지역의 종두사업은 방치되다

시피 했다.

각 군에 이미 종두를 한 아이와 종두를 하지 않은 아이와 초생아를

구별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보고가 오지

않으니 관찰사가 진심으로 이를 감독하지 않아서인지, 각 군수가 주

의해서 실행치 아니해서인지, 실무관리가 소홀해서인지 개탄스럽다.

지방 관리가 이 본지를 깨닫지 못하여 조사 훈칙을 한갓 문구로 간

주하니 인민을 마경에 빠뜨림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 훈령을 다시

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반드시 문책이 있을 것이니 주의 실행하여

후회가 없도록 하라.437)

1906년 8월 내부에서 각 도에 보낸 위의 훈령에서 보듯이, 일제

가 위생행정에 개입하면서 국가 종두사무의 기본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각 지역 종두접종자 보고 업무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438)

3) 경찰에 의한 강압적 종두집행

대한의원이 종두 관련 사무에서 손을 떼면서 종두사업은 내부 위

생국과 경무국이 관장하게 되었다. 내부 위생국이 종두 사무위원과

종두 인허원의 인사관리, 두묘와 종두기구 등의 지원을 맡아 종두행

정의 주관부처가 됐다. 그러나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경무국이 중심

에 놓였다. 경무국이 종두접종을 감독, 단속, 장려하는 업무를 맡았

437) 황성신문 1906년 8월 2일

438) 황성신문 1906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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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 파견된 경찰의는 지방의 종두 사무위

원과 인허원을 감독하고 접종대상자를 강제 접종하도록 하는 임무

를 수행했다.439)

사실 경무국의 위생행정 개입은 일제의 조선 개입 초기부터 진행

된 것이었다. 1905년 1월, 경무고문으로 온 마루야마는 통감부가 설

치되기 이전 이미 위생경찰의 기반을 닦기 시작했다. 1905년 7월 내

부대신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 소속 의사로 시미즈(淸水武文)를 촉탁

하여 검역사무를 맡겼으며 11월부터는 검시, 검증, 검안 및 기타 위

생 제반 사무까지 맡겼다. 1905년 12월에는 경찰의(警察醫)라는 이

름으로 일본인 의사를 고용하여 경찰업무의 일환으로 위생행정을

맡겼다.440)

이후 경찰 기구의 확대와 함께 경찰의도 늘어났다. 1906년 통감

부는 경찰 기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의사가 없는 다섯 곳(충

주, 광주, 전주, 진주, 강릉)에 경찰에 대한 의료적 지원과 함께 종두

상황 시찰, 전염병자 관리 등의 위생사무를 맡아 볼 경찰의(警察醫)

5명을 배치했다.441) 1907년 7월 의병 봉기를 진압을 이유로 다시 경

찰을 대폭 늘리면서 경찰의(警察醫) 또한 47명으로 확충하여 각 고

문지부에 배치했다.442)

경찰의(警察醫)와는 별도로 경찰의 직접적인 위생행정 개입을 위

한 발판도 마련되었다. <한일신협약> 이후 서울과 경기 지역의 경찰

사무는 경시청에서, 각 지방의 경찰 사무는 경무국에서 관할하게 되

었는데, 1908년 1월 경시청 안에 위생 조사와 검사 등 단속업무를 맡

는 위생계가 설치됐다.443) 1908년 7월 지방 관제가 개정되며 서울 이

외의 지역에서는 각 도에 경찰부와 내무부가 생겼는데 위생 관련 사

439) 신동원, 앞의 글, 1997, p385

440) 韓國內部警務局編, 顧問警察小誌 , 1910. 3, p.227

441) 韓國內部警務局編, 顧問警察小誌 , 1910. 3, p.231

442) 朝鮮統監府施政年報(1906-1907), 1908, p.112
443)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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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내무부가 아닌 경찰부에 편재됨에 따라 기존 관찰사 관할아래

행해지던 지방의 위생업무가 경찰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444)

경무고문이었던 마루야마는 <한일신협약>으로 경무총장이 된 후

본격적으로 종두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대한제국 시절 시행된

종두접종이 유료였다는 점을 간파하고 자신의 지시 하에 경시청에

서 무료접종을 시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제에 의한’ 종두사업을

확대해 나갔다.445) 아울러 기존 대한제국의 종두시행자였던 종두위

원 30여 명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폐지시켜 나갈 것”이며 이를

경찰의로 대체하겠다는446) 계획을 발표했다.447) 1908년 이후에는 종

두사무위원의 허가 하에 지역에서 종두를 시술할 수 있는 종두인허

원까지도 대폭 줄여 1909년에 이르면 1908년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

686명밖에 남지 않았다.448)

그러나 경찰의(警察醫)라는 집행자가 생기고 경찰에서 종두접종

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양적인면에서는 진전을 보였다. 1908

년 말 집계에서는 전국의 종두접종자 수가 544,630명, 1909년 말에

는 686,535명에 이르렀다.449) 경찰의(警察醫)가 확보된 것도 중요했

지만 접종에 필요한 두묘가 대량으로 제조 공급되었고 무료로 실시

되었기 때문이었다.450) 하지만 무엇보다 실적위주의 “강제” 접종이

주요했다.

일본 종두의가 소아에게 우두를 강제로 시종(施種)하는데 천연두를

444)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25일

445) 官報 1908年 2月 4日 第三千九百八十八號
446) ‘種痘委員廢止’, 황성신문 1908년 2월 13일

447) 실제 종두위원을 완전히 폐지시켰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종두위원은

1909년 5월 관보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되며, 이때 충청북도 종두사무위원 2명이 해

직되고, 그 후임자는 따로 임명되지 않았다.(官報 1909年 5月 8日)
448) 신동원, 앞의 글, 1997, p.387

449) ‘朝鮮種痘の現況’, 同仁 第54號, 1910年 11月 1日, 雜報
450) 황성신문 1908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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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겪은 아이는 물론하고 길거리를 지나는 아이를 보는 즉시 잡아

다가 시술하였다 하니 천연두를 이미 겪은 사람도 우두묘감염(牛痘

苗感染)이 되는지 미지하겠다고 항설(巷說)이 분분하더라.451)

이처럼 경찰이 종두집행을 이끌면서 강압성이 심화되었다. 불만

을 토로하는 여론이 들끓었지만,452) 경무고문 마루야마는 별다른 조

치 없이 두창 유행을 근거로 전국적으로 강제종두를 확대해 나갔

다.453)

방방곡곡의 순사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아동 남녀를 강제로 붙잡아

시술케 하며 각 학교 학원들도 억지로 압거하는 모습이 마치 형사범

죄인과 같으며 또 00와 색주가녀를 다수 붙잡아 왔으며, 광교 등지에

서는 모씨 집에 쳐들어가 60노부인을 타협하면서 속히 우두우두하며

무수히 위협한 때문에 중부 안에 대난리를 치렀다더라.454)

이와 같이 종두집행의 강압성이 도를 넘자 민중들의 불만이 전국

각지에서 터져 나왔다.455) 순사들이 종두인허원을 앞세워 무리하게

집행하는 통에 종두인허원이 의병들에게 맞아 죽기도 했다.456) 종두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일본인 순사가

총을 휘둘러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457)

이처럼 일제는 대만의 선례를 따라 한국에서 종두접종을 시행했

다고 말은 했지만458) 사회 통제를 목적한 것은 같았을지언정 그 전

451) 대한매일신보 1908년 2월 11일

452) 황성신문 1908년 2월 19일, 2월 20일

453) 황성신문 1908년 3월 17일

454)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20일

455) 황성신문 1909년 4월 11일

456) 황성신문 1908년 4월 4일

457)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11일

458)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衛生課編, 朝鮮衛生法規類集, 京城：出版者未詳,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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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모습은 달랐다. 대만에서 경찰은 조용히 감독만하고 해당 지역

공동체의 우두머리인 보정(保正)을 이용해 촌민을 모은 것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었다. 인구가 한국보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 대만에서

100명에 가까운 공의로도 충분치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60명의459)

경찰의(警察醫)로 종두행정을 감당할 수 없었다.460) 게다가 대만인

공의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종두위원마저 없앤 상황이었다.

그나마 6백여 명의 종두인허원을 남겨 종두접종을 시행했지만461) 대

만에서 위생행정에 활용한 의생이 2000명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크게 부족했다.

결국 경무부의 독촉에 맞추어 실적을 올리기 위해462) 순사는 “길

거리를 지나가는 아동 남녀를 강제로 붙잡아”오고 경찰의와 종두인

허원은 “천연두를 이미 겪은 아이는 물론하고 길거리를 지나는 아이

를 보는 즉시 잡아다가 시술”했다. 이러한 실상을 고려한다면 매년

접종자 수가 증가하여 1909년 70만 명에 이르는 것463)이 의미하는

바를 엄밀히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접종 실적에 있어서는

같은 시기 대만의 인구당 접종자 수를 앞질렀지만 환자발생률은 대

만보다 10배가 넘었다.464)

小串政次, 朝鮮衛生行政法要論, 咸興：小串政次, 1921
459) 內部衛生局, 韓國衛生一班, 1909年 6月 30日, p.29
460) 경찰의(警察醫)는 정식 관직이라고 하기 어려웠다. 직무규정조차 없었으며 사

령장에는 “촉탁”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붙어 경찰과 협조를 이루는 데 어려움이

컸다.(‘在韓警察醫の現況’, 同仁 第36號, p.1)
461) 1912년에는 종두인허원들에게 우두 시술 방법, 성공의 감별 방법 등을 기술한

종두시술서 심득을 나눠주고, 약품기구를 넣는 휴대용 상자를 제공하는 정도의

조치(朝鮮總督府施政年報(1912), 1914, p.370) 외에 강점 이후 이렇다 할 만한 일

제의 관리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462) 황성신문 1908년 3월 17일

463) ‘朝鮮種痘の現況’, 同仁 第54號 1910年 11月 1日
464) 臺灣總督府統計書, 朝鮮統監府統計年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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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인회의 개입과 한계

일제가 조선에서 종두접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의지만 있었다면

적어도 종두접종을 시행할 인력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다. 대한제

국에서 고용한 종두위원과 종두인허원이 충분히 있었다. 대만의 공

의처럼 민중을 회유하고 식민 통치를 보조할 “문명의 척식자(拓殖

者)”로서 일본인 의사465)를 고려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역할을 할 인

력이 있었다. 정확히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본인 의사조직 동

인회가 일찌감치 조선에 들어와 있었다.466)

<동인회의 창립 사정>

동인회의 목적인 중화민국 기타 아시아 제국(諸國)에 의학, 약학 및

그에 따른 기술을 보급하고 모든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병고(病

苦)를 구제함과 아울러 동양평화를 확보하고 후진국들을 근대문명국

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일청전쟁을 겪으며 일본선각지식인

사이에 더욱 팽배해져 명치34년(1901년) 마침내 近衛篤麿公을 비롯

한 동아동문공사(東亞同文公司) 관계인사 片山國嘉, 北里柴三郞, 岸

田吟香 등 의계인사 동문의회(同文醫會)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한편 1901년 말 경에 청 한 동아시아제국(淸韓東亞細亞諸國)을 의

학적으로 계발(啓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인 단체인 아세아의회

(亞細亞醫會)가 생겨났는데, 이 두 단체를 합쳐서 하나의 큰 단체를

만들자는 의견이 많아 명치35년(1902년) 3월 17일 동인회(同仁會)라

는 이름으로 합쳐 창립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는 公爵 近

衛篤麿, 子爵 長岡護美, 田中義一, 北里柴三郎, 岸田吟香, 片山國嘉

외 30여 명이 참석하였고 11장 8조로 된 규칙 초안을 토의하였으며

창립총회 준비위원으로 기타사토 시바사부로(北里柴三郎) 등 20여

명을 선임하였다.

465) 公醫會に於ける後藤長官の演説 ，台灣協會會報 37號, 1901.10, pp.25-27
466) 동인회와 관련해서는 丁蕾, 近代日本の対中医療・文化活動－同仁会研究(一) ,
日本醫史學雜誌 45-4,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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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준비위원들은 4월 26, 28일 2회 회합을 갖고 각 방면의 유

력인사들을 초빙하여 그해(1902년) 6월 16일 화족회관(華族會館)에서

동인회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외무대신 小村壽太郞, 청

국공사 蔡鈞씨 등도 참석하였다. 동인회 발기인 총대(總代) 片山國嘉

씨는 창립 주지서(主旨書)를 낭독하였다. 이어 축사가 있은 후 회칙

을 심의하고 가결하였으며 임원 선거를 실시해 회장에 子爵 長岡護

美, 부회장에 片山國嘉, 평의원(評議員)에 기타사토(北里柴三郎) 등

20명, 이사장(理事長)에 岡田和一郞, 이사 日高昂 등 6명을 선임하였

으며, 岡田 이사장의 추천과 이사들의 찬동에 의해 園田孝吉 남작을

회계이사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동인회가 성립된 것이다.467)

위의 글을 통해 드러난 규모와 핵심 인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동인회는 평범한 민간인 의사조직이 아니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고468) 재정이 부족할 경우 일왕과 왕비가 하사금을 내려 지원했

다.469) “황족”이 직접 총재에 추대됐을 할 정도로470) 일본의 제국주

의 전략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였다. 그 성격은 모체(母體) 조직이라

고 할 수 있는 동아동문회(東亜同文会)의 성격을 통해 잘 드러난다.

동아동문회는 1900년 중국의 의화단사건을 전후로 서구열강들의 개

입이 거세지는 데 대한 불안감 속에서 탄생한 단체였다.471) 즉, 서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연대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면서 식

민지에서 교육과 같은 문화적 수단을 통해 일본의 대륙진출에 걸림

돌로 작용하는 반일감정을 완화시키는 데 주 목적이 있었다. 부수적

467) 同仁會40年史, 野口活版所, 1943, p.5
468) 淸韓醫事衛生ニ關スル建議案 , 帝國議會日本衆議員議事速記(朝鮮關係技萃)1
, 太山, 1991. pp.299-304
469) ‘同仁會の光榮’, 同仁會40年史, 1943, p.1
470) 왕비 淳香의 아버지로 일본 육군대장을 역임한 久邇宮邦彦王이 1914년 5월 9

일부터 1929년 1월 27일까지 약 15년간 동인회 총재를 역임했다.(同仁會40年史,
사진 부분)

471) 丁蕾, 앞의 글, pp.54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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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아시아 각국의 현지 사정을 본국에 알리는 정보원 역할도

담당하였다.472) 동인회의 목적은 이 동아동문회의 목적에서 ‘교육’을

‘의학’으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의 사업은 스스로 밝혔듯

이 “근원적으로는 인도적이지만 결과는 국가적”473)일 수밖에 없었

다.

동인회는 이러한 목적에 맞게 1904년 러일전쟁 당시부터 일제의

철도 건설을 지원하며 확대해 나가는 통감부의 통치를 유연하게 보

조하고 있었다. 경찰의 역시 통감부의 위탁을 받아 동인회 차원에서

직접 파견한 것이었다.474) 그들이 통감부의 통치를 보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조선의 종두사업이

었다. 동인회는 고토 신페이만큼이나 종두의 의학적 정치적 실효성

을 인식하고 있었다. 통감부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두창 박멸을 통해

“우방의 수만 생명을 구출”하겠다며 한국 측에 종두사업의 근간인

두묘 제조 사업을 신청했다. 종래 30전 하던 종두료를 3분 1로 가격

으로 낮추고 빈민에게는 감액하여 전 국민에게 종두를 보급하겠다

는 계획이었다.475) 1906년 통감부 설치를 앞두고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조선의 위생사업 중 “가장 급하고 민서(民庶)에 미치

는 이익도 가장 넓은 것”이 종두사업이라며476) 조선 각지에 자신들

이 직접 의사를 파견하여 종두를 실시하겠다는 결의를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477)

그들이 계속 추진하고자 했던 두묘 사업 기획은 매우 구체적이었

472) 채수도, 초기 東亜同文会의 정치적 성격과 정책노선에 관한 연구 , 大丘史學
 第90輯, 2008, p.1
473) 同仁會二十年誌, 東京:同仁會本部, 1924, p.42
474) 同仁會40年史, 野口活版所, 1943, p.73
475) 韓國に於ける種痘及痘苗製造事業稟申(1905.1) , 韓國ニ於ケル種痘苗製造事業
經營ニ關シ同仁會ヨリ稟申ノ件 日本外務省申史料館 소장번호 3.11.1.20.
476) 佐藤博士の渡韓 , 同仁 第2號, 1906, p.2
477) 朝日新聞 1905年 7月 5日, 대한매일신보 190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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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묘 제조소에는 소장 1명, 기사 1명, 사무장 1명, 기수 5명, 소

사 2명을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478) 일본 공사도 신용할만한 단체라

며 대한제국 외부(外部)에 동인회에 두묘 제조와 관련된 특허를 부

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479) 통감부가 설립된 이후에는 이러한 계획

이 거의 수렴되어, 동인회의 “제조에 필요한 송아지를 사육할만한

목장을 선정해” 달라는 의뢰에 “목장 예정지를 교시해” 주기까지 했

다.480)

그러나 두묘 제조 사업이 일본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에 여론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481) 일본의사들이 “약에 독을 타서 조선인을

죽여 없앤다”는 유언비어에 고생했던 것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482)

조선민중의 몸에 직접 넣을 두묘가 일본인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은

적지 않은 반감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런 여론 때문이었는지 두묘

제조 사업은 동인회로 이관되지 않았다.483)

두묘 제조 사업이 동인회로 넘어가지 않은 이유로 또 한 가지 추

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군부의 견제였다. 동인회는 세력 확장의 발판

으로 한성병원을 인수하고자 했다. 본래 한성병원은 부산의 제생의

원처럼 일본 군인과 거류민을 위한 의료지원 및 조선인 진료를 통

한 회유를 위해 해군 군의 야스다(安田穰)가 1895년 설립한 병원이

었다.484) 동인회는 한성병원을 인수하여 기반을 다진 후 “의료기관

478) 황성신문 1905년 10월 4일

479) 두묘공급의 동인회에의 특허 권고 , 舊韓國外交文書(日案) 7, p.750
480) 統監府文書 1券, 農工商務部事務公債, (5) 조사 사항,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

이터베이스

481) ‘專歸日人’, 대한매일신보 1906년 10월 12일

482) ‘醫務の狀況’, 同仁 第36號, 1909년 4월 1일, pp.1-2
483) 앞서 언급했듯이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며, 동인회지

에서 두묘 제조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는 성사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484) 한성병원의 자세한 역사에 대해서는 박윤재, 1876-1904년 일본 관립병원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연구 , 역사와현실 42, 20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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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으로 업무를 확장”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

다.485) 1904년 5월 한성병원을 인수하여 경영하고자 한다는 동인회

의 의견이 일본 정부에 제출되었다. 당시 동인회 부회장인 사토 스

스무(佐藤進)가 1년에 한 번 정도 한성으로 직접 출장을 갈 것이라

는 조건까지 덧붙인 적극적인 제안이었다.486) 그러나 사토 스스무가

직접 한국에 와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좌절되고 말았다.

조선인 회유의 목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해

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군의들이 앞으로도 몇 년간 더 요구된다”는

이유였다.487) 물론 이것은 공사관 측의 의견이었지만 군부의 입김에

의한 견제가 짐작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동인회의 성격이 군부와는 달랐을지라도 제국주의적 한계

는 명확했다. 동인회 부회장이었던 사토 스스무는 대한의원 창립위

원장과 원장 맡았고, 동인회 상무위원이었던 사사키 시호지는 광제

원 의장을 맡았다. 앞서 보았듯이, 조선의 재앙인 “천연두를 박멸하

여 우방의 수만 생명을 구출”488)하겠다며 조선에 접근했던 동인회의

두 거물이 대한제국의 종두사업 기반을 제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

을 한 것이다.

통감부 시기 종두행정과 관련해서 질적인 부분을 일단 배제하고

본다면, 무료 종두가 확대됨에 따라 접종자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는

점, 아울러 1909년 일본인 여성 21명, 한국인 여성 4명, 총 25명489)

의 여성 종두인허원을 양성하여 접종자 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는

485) 漢城病院ヲ同仁會ニ於テ引受度ニ關スル諮問ノ件 1904年 5月 16日, 韓國警
察史5, p.480
486) 漢城病院ヲ同仁會ニ於テ引受度ニ關スル諮問ノ件 , 駐韓日本公使館記錄22,
p.463

487) 漢城病院ヲ同仁會ニ於テ引受ケシム件 , 駐韓日本公使館記錄22, p.406
488) 韓國に於ける種痘及痘苗製造事業稟申 , 1905.1

489) 朝鮮總督府施政年報(1909), 1911, pp.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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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490) 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 수준 다져지고 있

었던 대한제국 종두기반이 파괴되는 과정이었다는 점, 체계성과는

거리가 먼 실적위주의 강압적 종두시행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

면 그 양적인 증가를 긍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실제 두창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1906년부터 전국 각지의 두창 유행 소식이 연일 보도

되고 있었다. 통계상으로도 통감부시기가 끝날 때까지 두창 유행은

지속됐다.491) 대만과 비교하더라도 1900년대 말 대만은 10만 명당

2-3명의 환자발생률을 보인 반면 조선은 10만 명당 30명에 가까운

환자발생률을 나타냈다. 이는 1918-20년 동아시아 두창 대유행 시기

대만에서 가장 높게 나온 환자발생률보다 높은 것이었다.492)

2. 일제 강점 이후의 종두정책

1) 강점 당시 일제의 상황

청일전쟁 승리로 정치적 입지가 커진 일본 군부는 궁극적 목표를

중국 대륙 진출로 설정하고, 독립적인 통수권과 대신무관제(大臣武

官制)를 활용해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갔다.493) 첫 시

도로 대만을 통해 중국 복건성 아모이(厦門)항으로 침입했지만494)

서구 열강들의 견제로 허무하게 끝이 났다. 군부는 대만을 통한 진

출 대신 영국과 동맹을 맺고 한반도를 통한 대륙진출에 전념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이 과정은 철저히 죠슈번 출신의 군벌이

490) 대한매일신보 1909년 7월 13일

491) 황성신문 1906년 3월 6일, 3월 24일, 3월 28일, 1908년 3월 7일, 3월 15일, 3월

17일, 4월 18일, 1909년 3월 23일, 1909년 7월 23일, 1910년 4월 10일, 6월 4일

492) 臺灣總督府統計書, 朝鮮統監府統計年報 참조
493) 井上淸, 日本の軍國主義:軍國主義の展開と沒落, 現代評論社, 1975, pp.49-53
494) 德富猪一郞, 公爵桂太郞傳, 乾卷, 2012, pp.70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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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육군 내 최대 세력인 야마가타(山縣), 가

츠라(桂太郞), 테라우치(寺內正毅)로 이어지는 이른바 ‘야마가타 계

열’이었다.495)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일본 제국 내에서는 더

이상 야마가타 계열의 주도권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다. 조

선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로 이어지는 문관

세력들이 통감을 맡았지만, 의병의 항일투쟁을 빌미로 테라우치가

헌병대를 투입시켜 통감의 통수권 사용을 제한하는 등 이미 견제를

하고 있었다.496) 이후 야마가타 계열과 대립 관계에 있던 이토마저

암살되자 강점의 흐름이 급물살을 탔다. 수상이었던 가츠라는 1910

년 3월 20일 야마가타, 테라우치와 회담하여 소네를 해임시키고 강

점을 결정했다.497) 총독으로는 결국 테라우치가 임명됐다.

야마가타 그룹의 대륙정책 책임자였던 테라우치가 조선의 총독으

로 온다는 것은 조선이 대만과 같은 “쇼케이스”로서의 식민지가 아

닌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498) 이에 따라

조선의 총독정치는 표면적으로 대만의 선례를 따라 틀을 갖추었지

만 질적인 면에서 크게 달랐다. 문관출신 관료들이 권력을 잡고 민

정부를 중심으로 문관경찰제를 통해 통치를 해나가던 대만과 달리

조선은 “육군대신과 총독의 지휘를 받는 헌병사령관이 경찰권을 독

점하여 민정도 헌병이 행하는 육군 직할령”과 같았다.499)

테라우치는 이러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총독 부임 전 통감시기부

터 이미 헌병경찰제를 다지기 시작했다. 이원화되어 있던 한국의 경

찰권을 통감부로 가져와 통일하고 헌병사령관이 경시총감을 겸임하

495) 전상숙, 앞의 글, pp.127-128

496) 도면회, 일제 식민 통치기구의 초기 형성과정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일
제식민 통치연구 1: 1905-1919, 백산서당, 1999, pp.46-49
497) 海野福壽，伊藤博文と韓國倂合, 香木書店, 2004, p.199
498) 海野福壽, 앞의 글, p.202

499) 전상숙, 앞의 글,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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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여 헌병과 경찰을 일원화시켰다.500) 1910년 6월 24일 경찰권

이 공식적으로 일제에 넘어갔다. 이어 일제는 1910년 6월 30일 한국

경찰관관제를 폐지하고 칙령으로 통감부경찰관관제 개정과 한국주

차헌병조례를 개정하여 경시청과 경무국을 합쳐 새롭게 경무총감부

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 수장자리에 헌병사령관 아카시를 임명했다.

이후 한국의 경찰사무는 통감부 직할로 이관되었고 지방헌병대장이

지방경찰부장을 겸하여 지역의 말단 경찰까지 헌병에 의해 통제되

는 조직형태가 구축되었다.501)

식민지 조선의 상황이 대만과 달랐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

은 재정문제였다. 청일전쟁을 통해 일제는 3억 6천만 엔의 배상금을

받았지만 러일전쟁을 통해서는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했다.502)

러일전쟁을 치르는 데 이미 19억 600만 엔이라는 거액을 사용했고,

전쟁 후 또 그만큼 군비확충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극에

달했다.503) 게다가 ‘한국병합’을 둘러싸고 이토 히로부미와 의견충돌

을 빚던 테라우치가 ‘병합 선결’을 내세우며 이토를 공격했던 것이

경비문제였다. 즉, 강점을 서두른 테라우치로서는 자신의 조선통치

가 과다한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

다.504) 실제 식민지 재정을 인구로 나눈 1인당 경비를 대만과 비교

해 보더라도 조선 강점 당시 일제의 재정적 한계는 여실히 드러났

다. 1910년 일제가 대만의 경우 대만인 1인당 12.487엔을 투여한 데

비해 조선에서는 대만의 10분의 1에 불과한 1.337엔을 투여했다.505)

500) 釋尾東邦, 韓國佛合史, 朝鮮及滿洲社, 1926, p.539
501) 釋尾東邦, 앞의 글, p.543; 전상숙, 앞의 글, p.140

502) 조명철, 포츠머스조약과 배상금 문제 , 일본역사연구 32, 2010, pp.157-158
503) 吉岡健次, 日本地方財政史, 東京大學出版會, 1981, p.77
504) 森山茂德, 日本の朝鮮統治政策(1910-1945)の政治史的硏究 , 法政理論, 第23
券 第3 4號, 1991, pp.74-77; 문명기, 앞의 글, 2009, 103 재인용

505) 후기로 갈수록 그 격차가 줄긴 하지만 평균 2배에서 4배 정도의 격차는 계속

유지되었다.(문명기, 앞의 글, 2009,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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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조선은 대만처럼 아편이나 장뇌 같은 세원으로 삼을 만한

마땅한 자원조차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조선 강점은 근원적 한계를

안고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건은 장기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

을 투여해야 하는 위생행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2) 후지다 쯔구아키라의 군의 중심 위생행정

조선을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한 야마가타 계열의 계획

은 통감부시기부터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육군대신으로 있던 테라

우치는 아카시를 한국주차군 헌병사령관으로 투입한 것과 마찬가지

로 후지다 쯔구아키라(藤田嗣章)를 한국주차군 군의부장으로 투입시

켰다. 조선에 온 후지다는 위생행정의 중추 기구인 대한의원 장악을

꾀했다.506) 이 과정에서 조선의 민간(동인회 부회장)과 군부(러일전

쟁 당시 육군 군의감) 사이에 위치했던 사토 스스무마저 대한의원

원장에서 물러나야 했다. 강점과 함께 대한의원이 조선총독부의원으

로 개칭되며 원장자리에는 결국 후지다가 임명됐다. 이러한 과정이

테라우치의 배후조정 하에 진행되었다는 것은 후지다의 회고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명치39년(1906년)에 한국통감부가 설치됨으로써 초대 통감으로 부임

한 이토 히로부미는 내지(일본)에서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 한국에

부임하도록 했다. 총괄적인 행정은 자기가 담당하고 재정, 산업, 위

생, 철도 등에 관해서는 각각 그 전문가나 권위자에게 맡겼다. 그 당

시 재정 고문에 藤田勘太郞, 철도고문은 古市公威, 수원농림학교 창

설자에 本田幸介박사, 대한의원장에 육군 군의총감 佐藤進 氏 등의

인재가 등용되었다. 사토 스스무(佐藤進) 박사는 치료방면에서는 권

위자이지만 의사(醫事) 위생 방면에서는 부족하다는 평이 있어 그

방면의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일청전쟁(日淸戰爭)

506) 奇昌德, 의학교육의 현대화 과정 , 의사학 3-1, 1994,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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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끝나자 대만에서 10년간 대만군 군의부장과 대만총독부고문을 지

냈고 대만의 의사(醫事) 위생시설을 담당하였기에 그 방면의 지식과

경험을 제법 얻었다. 그 후 일러전쟁에서 승리하여 도쿄에 가 있는

데 테라우치 육상(陸相)이 나에게 말하기를 “사토는 의사(醫事)행정

방면에는 밝지 못하니 자네(君)는 대만의 경험도 있고 해서 적임자

로 인정하니까 사토를 표면에 내세우고 힘들지만 한국의 위생방면을

자네에게 맡겨 보고 싶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한국 주답군(駐剳

軍) 군의부장의 명을 받아 총독부 위생고문으로 명치39년(1906년) 8

월에 부임했던 것이다.507)

후지다는 군의로서 1895년부터 1902년까지 대만에서 근무했으

며508) 모리 오가이의 뒤를 이어 육군군의총감까지 오른 인물이었다.

그는 대만에서 민정장관 고토 신페이와 위생행정에 대한 견해 차이

로 여러차례 마찰을 빚었다.509) 이후 고토에 의해 군부세력이 축소

됨에 따라 1902년 대만적십자지부부장(赤十字社支部副長) 자리도 타

카기 토모에에게 물려주며 대만을 떠나야 했다.510) 이러한 경험이

반영된 듯 조선에 부임한 후지다는 조선의 위생행정을 철저히 군의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는 그가 주도한 자혜의원 건립과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자

혜의원 건립은 “민심융화”를 위하여511) 그리고 “조선의 구료를 위하

여” 각 도에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512) 추진됐지만, 정작 자

혜의원 13군데의 위치는 대부분 일본 수비대의 주둔 지역을 기점으

로 삼았다.513) 그 설립에 있어 필요한 제반 기기나 약품, 각종 설비

507) 朝鮮新聞 1936年 5月 19日

508) 臺灣總督府陸軍幕僚編, 臺灣總督府陸軍幕僚歷史草案 下冊, 捷幼出版社, 1991,
p.1312)

509) 山口四郞, 後藤新平論, 統一社, 1919, pp.75-77
510) ‘赤十字社臺灣支部の新組織’, 臺灣日日新報 第二版 1902年 4月 24日

511) 조선총독부구료기관 , 조선총독부월보, 1911. 4, p.59
512) 佐藤剛藏, 朝鮮醫育史, 1956, p.38



- 136 -

는 대부분 일본 주차군이 공급하였다.514) 직원 의사들도 거의 군의

로 채워졌는데, 이는 의병운동 진압 이후 갈 곳이 없어진 군의들에

게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방편이었다.515)

이 과정에서 후지다는 일제 식민 통치를 보조했던 동인회 의사들

마저 철저히 배제했다. 후지다 자신이 동인회 부회장 사토 스스무를

대치한 것처럼 동인회의 사업을 군의의 사업으로 대체하거나 폐지

시켰다. 이미 평양과 대구에서 기반을 잡아가고 있던516) 동인의원마

저 자혜의원으로 이관시켰으며,517) 동인회가 위탁 받아 각 지역에

배치했던 경찰의(警察醫) 역시 자혜의원 건립을 이유로 축소시켰

다.518)

후지다의 면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로 야마네(山根正次)에

대한 견제를 들 수 있다. 한국주둔 일본군 군의부장 시절 후지다는

동인회 소속 의사이자 위생국 고문격인 야마네를 배제시키기 위해

위생국에 가더라도 실무 기사만 밖으로 불러내 위생행정 관련 논의

를 진행했다.519) 야마네는 내지의 종두법안위원회의 투표관리자를

맡을 만큼 일제의 종두정책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었다.520) 1910년

조선총독부 내무부 위생과에서 위생강화회(衛生强化會)를 열었을 때

에도 조선의 위생개선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그 첫째로 종두보급을

꼽았었다.521) 물론 여기에는 조선을 미개하게 보는 철저한 식민자의

시선이 담겨있지만, 후지다의 “순사를 배치해”, “구내 인민으로 하여

513) 황성신문 1909년 4월 11일

514) 조선총독부구료기관 , 조선총독부월보, 1911. 4, p.62
515) 신동원, 앞의 글, 1997, p.365

516) 박윤재, 동인회 의사 나카무라 토미조 , 延世醫史學 6-2, 2002, p.83
517) 황성신문 1910년 8월 11일

518) 官報 1910年 6月 30日
519) 佐藤剛藏, 朝鮮醫育史, 1956, p.39
520) 第25回 帝國會議 衆議院, 種痘法案委員會議錄, 1909. 3. 10.

521) 매일신보 1910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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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명령을 존봉하게 해야 한다”는 군사적인 방식의 접근522)보다는

분명 나은 것이었다.

이처럼 후지다가 장악한 조선의 위생행정은 대한의원과 자혜의원

을 중심으로 일본군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집중되었다.523)

자연히 종두접종과 같은 조선민중을 대상으로 한 지역 사업은 상대

적으로 등한시 될 수밖에 없었다.

3) 강점 이후 조선에서 시행한 일제 종두정책의 특징과 양상

① 군사적 위생행정과 강압적 종두시행

강점 이후 내무부 위생국이 담당한 위생행정은 총독부의 내무부

지방국 위생과가 맡게 되었다. 다만, 위생행정 가운데 경찰에 관한

사무는 경무총감부에서 관할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국 위생과가 주

로 총독부의원과 자혜의원의 구료제도사무(救療制度事務) 및 그 밖

의 위생행정 대부분을 관장했고 경무총감부는 일반위생 및 그와 관

련된 단속을 맡았다.524)

이런 체계에 만주 페스트 발생을 계기로 변화가 생겼다. 일제는

만주에서 페스트가 발생하자 이를 구실로 해안이나 항구를 중심으

로 대대적인 방역사업을 벌였다.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후지다의 적극적 지원과 아카시 헌병대사령관의 진두지휘

로 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525) 조선인 환자가 한 명도

522) 金正明編, 日韓外交資料集成6(下), 巖南當書店, 1965, p.1291
523) 대한의원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병원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황상익, 앞

의 글, 2013, p.739 참조. 자혜의원 역시 사실상 일본인을 위한 병원이었다는 사실

에 대해서는 신동원, 앞의 글, 1997, p.371 참조.

524) 이형식,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위생정책과 조선사회 , 한림일본학 20,
2012, p.7

525) 이형식, 1910년대 식민지제국일본의 전염병 방역대책-조선전염병예방령을 중

심으로- , 日本學報 第92輯, 2012. 8, pp.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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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총독부는 이를 계기로 1911년 8월 사무분장

규정을 개정하여 총독부의원 및 도 자혜의원을 제외한 모든 위생

사무를 경무총감부로 이관시켰다.526) 이로써 직접적인 진료를 맡는

의료 부분을 제외한 위생행정 대부분이 군부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다.

종두접종 역시 경무총감부가 맡아서 진행했다. 그러나 법을 제정

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칙령으로 종두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도였다.527) 당시 일제는 “두창은 거의 절멸

에 가까이 갔다”고 자평하고 있었다.528) 1913년에 이르면 조선총독
부시정연보의 위생란에서 두창에 대해 별도 구분되어 기재하던 방

식도 없앴다.529) 1917년경에는 “이웃 관동지방과 대만에서는 두창

유행의 조짐이 있어도 조선에는 그런 기색이 없음은 방역의 노력(勵

行)과 종두의 보급에 힘썼기 때문이라고” 과시하였다.530)

그러나 이것은 두창 유행의 주기성에 기인한 측면이 컸다. 단순

히 조선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대만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

었으며, 1910년대 중반 아시아 전 지역에서 두창은 거의 사라진 것

처럼 보였다.531)

이 시기 일본에서는 1876년 나가요 센사이가 강제종두의 내용을

526) 白石保成, 朝鮮衛生要義, 1918, p.35; 박윤재, 1910年代初 日帝의페스트　防

疫活動과 朝鮮支配 , 河炫綱教授定年紀念論叢刊行委員會 編, 韓國史의構造와展開,
혜안, 2000, p781

527) 官報 1910月 10月 8日 ‘勅令第三百二十五號’
528) 顧問警察小誌, 韓國內部警務局, 1910年, p.222
529) 박윤재, 조선총독부의 우두정책과 두창의 지속 , 의사학 21-3, 2012, p.381
530) 朝鮮彙報(4月號), 朝鮮總督府, 1917年 4月, p.141
531) 1916년 일본 내무성 위생국에서 발간한 御大礼衛生記事를 보면 일본, 대만,

조선뿐 아니라 홍콩, 남만주 등 아시아 전역의 법정전염병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데

두창 환자는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內務省 衛生局, 御大礼衛生記事, 1916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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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천연두예방규칙>을 만든 후532) 처음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졌

다. 기존의 것보다 완전한 법률로서 <종두법>이 탄생했다.533) 이는

이후 대만과 조선, 두 식민지의 종두 관련 법규의 상위법이 되기 때

문에 그 의미가 컸다.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종두는 아래의 정기(定期)에 이를 행한다. 단 두창을 겪은 자

는 제외 한다. 1. 제1기 출생이후 익년 6월까지, 단 불선감된 때는

익년 6월까지 다시 종두를 행한다. 2. 제2기 세는 나이로 10세. 단,

불선감된 때는 익년 12월까지 다시 종두를 행한다.

제3조 아래에 열거한 자는 미성년의 생도, 원생 혹은 이에 준하는

자 또는 미성년의 기우자(寄寓者)에게 종두를 받게 해야 하고 또 보

호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학교, 육아원 또는 이에 준하

는 장소의 교장, 원장 기타 수장 2. 교육, 감호 또는 용사(傭使)의 목

적으로 기우(寄寓) 시키고 있는 자. 전항(前項) 각호에 열거된 자의

법정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시정촌은 종두를 시행해야 한다.

제6조 시정촌장은 종두정기에 있는 자의 종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제8조 시정촌장은 제1기 종두를 완료한 자 또는 종두를 요하지 않는

자를 호적리(戶籍吏)에게 통지하고 호적리는 호적부의 란 외에 부호

로써 그것을 기입해야 한다.

제11조 제5조의 종두를 받은 자의 보호자 또는 제3조의 의무자는 시정

촌장이 지정한 기일에 검진을 받게 해야 한다. 단 그 기일에 검진을 받

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촌장에게 계출해야 한다. 시정촌장

은 전항의 검진을 마친자에게 ‘종두제증(種痘濟證)’을 교부해야 한다.

제12조 의사가 정기종두를 실시한 자를 검진했을 때는 ‘종두증’을 교

부해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종두증’을 받은 자의 보호자 또는 제3

조의 의무자는 10일 이내에 시정촌장에게 계출해야 한다.

제13조 의사는 자기가 진료한 두창 환자가 전치되었을 때는 그에게

‘두창경과증’을 교부해야 한다.534)

532) 群馬縣布達全卷書 4, 1876, pp.78-80
533) 帝國地方行政學會, 現行朝鮮法規輯覽, 1934, pp.29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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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종두법>은 이전 <천연두예방규

칙>535)에서 생후 70일 이후 초종, 초종 후 5년 지난 시점에서 재종,

재종 후 7년 지난 시점에서 삼종을 맞도록 했던 것을 생후 6개월에

1기 종두, 10세에 2기 종두를 맞는 것으로 간소화 했다. 또한 대만에

서 고토가 실시한 것과 유사한 규정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정규교

육과정과 연계시켜 종두를 맞아야만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으

며, 대만의 보갑제처럼 시정촌장의 책임이 막중하게 부과되었다. 두

창경과증이란 증명서가 있어야 이전이 가능하게 하여 인구이동을 위

한 전제조건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아래 <그림7>과 같이 “호적부

의 란 외에 부호로써 그것을 기입”하도록 했다.536)

<그림6> 일본의 <종두법> 8조에 의거한 호적 종두 기입 방법537)

(왼쪽부터 초종 전에 이미 두창 앓은 경우, 불선감, 선감)

한편, 조선총독부는 1915년에 이르러 두창을 포함한 <전염병예방

령>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 1915년 6월 <전염병예방령>을 제령

제2호로, 7월에는 <전염병예방규칙>을 조선총독부령 제69호로 공포

했다. 총독부는 이 법률을 통해 강제격리, 교통차단, 벌금부과 등 위

534) 警察講法会, 法規顧問 : 市民宝典, 警察講法会出版, 1910, p.77-80
535) 高木周次, 衛生公布類纂, 柳原喜兵衛出版, 1880, p.127-129
536) 그러나 실제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일본의 도서관, 공공기관, 고

서점 등에서 공개하는 호적부를 조사하였으나 <그림6>과 같은 도장이 찍힌 호적

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537) 林一介 編, 消毒提要 : 実地活用, 益世館出版, 1916년,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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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경찰과 헌병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위생 설비 구축

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에 대한 구상은 없었다. 대신 개인의 위생 사

상 증진을 강조하면서, 이 “위생 정신의 실천”을 위생조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다.538)

위생조합은 위생행정에 필요한 재정이나 인력에 있어 지역의 자

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치자에게 유용한 수단이었다. 하지

만, 자발성이 바탕이 되지 않을 경우 재정과 인력만 민중들에게 떠

넘기게 되는 꼴이 되어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민중의

반발만 키울 수 있었다. 때문에 일본은 5호(戶)1조(組)제와 같은 지

역 공동체 제도를 기반으로 추진했고, 대만에서도 보갑제를 토대로

조심스럽게 추진했다.539) 조선에는 이러한 기반도 없었지만, 그 시행

방식도 달랐다. “경무부장은 도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역을 지정하고

위생조합을 설치하여 오물의 청소, 청결방법(淸潔方法), 소독방법(消

毒方法), 그 밖의 염병예방구치(染病予防救治)에 관한 사항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즉, 헌병인 경무부장이 위생조합을 직접 조직

하고 모든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헌병경찰이 지역

에 개입하는 또 하나의 통로를 만든 것에 다름 아니었다.540) 실제

강력한 격리·소독의 조치만 주로 이루어졌을 뿐 백신이나 기타 치료

의 조치는 부족했다.541)

이처럼 헌병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주도하는 방식은 콜레라나

538) <傳染病豫防令施行規則>, 官報 1915年 7月 12日
539) 이형식, 앞의 글, 2012 .8, p.301

540) 일제는 조선에서 일찍부터 위생조합을 통한 제예사업(際穢事業)을 추진하였는

데, 전염병 예방령 및 전염병 예방시행규칙과 연계되는 1915년 무렵에는 전국에 이

미 986개가 있었다. 이에 관해 선행연구를 진행한 정혜경과 김혜숙은 1910년대 위

생정책의 주체는 경찰과 위생조합이었다고 말한다.(정혜경, 김혜숙, 1910년대 식민

지 조선에 구현된 위생 정책 ,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매일신보-1910년대, 두
리미디어, 2005, p.74)

541) 최은경,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결핵 정책(1910-1945) , 의사학 22-3,
2013, 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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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트처럼 격리, 교통차단 등 긴급한 방역조치를 취할 경우 유용할

수 있었지만 두창과 같이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질병

은 강제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었다. 또한 이는 대만과 비교해 볼

때 지역의 위생행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부수적 효과를

놓치는 것이었다. 한 가지는 보갑장과 같은 일제에 지역 통치에 협

조적인 지역 유지를 지배기구 말단에 유연하게 편입시킬 수 있는

방편을 놓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위생행정의 중요한 구실인 피

식민지인에 대한 위무(慰撫)효과가 크게 반감되는 것이었다. 즉, 대

만에서 점령이후 위생행정을 통해 초기 10년 안에 이루어진 이러한

효과들이 조선에서는 1910년대 내내 이루어지지 못했다.542)

조선에서는 위생행정의 관리감독을 맞은 경찰마저도 충분히 배치

되지 않았다. 조선은 보갑제와 같은 지역 체계나 공의 및 의생의 역

할이 대만보다 충분치 못한 상황이었다. 경찰이라도 대만보다 조밀

하게 배치되어야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위생행정이 가능했다. 그러

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조선의 경우 순사 1인당 담당한 평균 인

구가 1202명으로, 대만의 652명 보다 두 배에 가까웠다. 이는 일본

의 1053명보다도 훨씬 많은 수였다. 면적당 계산하더라도 10km2 당

대만의 경우 평균 2명이 기용됐으나, 조선의 경우 0.8명에 불과했다.

순사만이 아닌 경찰 총 수로 계산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컸다.543)

실제 1910년대 말까지 경찰의 지방 장악력은 60퍼센트 내외에 불

과했다. 면 단위까지 모든 경찰력이 배치된 것은 1919년 3 1운동 이

후에서야 겨우 이루어졌다.544) 게다가 통감부시기의 문관경찰 중심

542) 1910년대 조선총독부가 지역 유지를 지배기구 말단에 편입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는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Carter J. Eckert, 
Offspring of empire: the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6–1945,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 Cap.1; 지수걸, 구한말․일제 초기 有志集團의 형성과 鄕吏-충남 공주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韓國 近代移行期 中人硏究, 1999,
pp.509-536)

543) 이는 1931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손준식, 앞의 글, p.69-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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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합방이후 헌병경찰제로 그 성격마저 달라진 상황이었다. 이런

조건들로 인해 위생행정의 위무효과가 작동하기는커녕 강압성만이

가중되고 있었다.545) 1910년대의 이러한 사정은 헌병경찰이 직접 변

장하여 주막에 들어가 민중들의 얘기를 채록한 주막담총(酒幕談叢)
을 통해 엿볼 수 있다.546) 위생의 경우 그 개입이 신체에 대해서까

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병경찰제에 대한 불만도 위생행정에서 두

드러졌다. 특히 이전에는 없었던 헌병경찰의 방역 계몽활동이나 질

병검사를 위한 호구조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547)

나는 도로 부근에 변소를 설치했는데 헌병이 검사를 나와 바로 치우

라고 꾸지람을 들었다고 하자, 다른 사람 왈, 당신뿐만 아니라 어느

마을에서도 마찬가지다. ......문명화라는 것은 성가셔 죽겠다.548)

언제나 청결히 하라고 헌병이 잔소리 많이 하는데 우리는 태어나

서..... 한번도 병에 걸린 적이 아직 없었다.549)

일제의 침략을 전염병과 연결지어 “통감(총독을 먹는 감에 비유)

544) 장신, 경찰제도의 확립과 식민지 국가권력의 일상 침투 ,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혜안, 2004, p.582
545) 주막담총(酒幕談叢)에서 “순사는 잘못을 한 인민에게 정중히 설명하지만...

헌병보조원은 인민에 대해 곧바로 따귀를 치고 말씨가 상스러워” 반항심을 일으킨

다며 민중들은 헌병경찰제 이후 가중된 강압성을 토로하고 있다.(마쓰다 도시히꼬,

‘주막담총(酒幕談叢)’을 통해 본 1910년대 조선의 사회상황과 민중 , 김동노 편, 
일제식민지시기의 통치체제 형성, 혜안, 2006, p.375)
546) 주막담총이라는 사료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본 논문에서 사용한 주

막담총의 인용문은 주막담총을 최초 발굴하여 연구한 마쓰다 도시히꼬의 글( ‘주막

담총(酒幕談叢)’을 통해 본 1910년대 조선의 사회상황과 민중 , 김동노 편, 일제식
민지시기의 통치체제 형성, 혜안, 2006)에서 재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547) 松本武祝, <論説>植民地期朝鮮農村における衛生․医療事業の展開: 植民地的

近代性 に関する試論 , 商経論叢 34(4), 1999, pp.14-17
548) 주막담총 12년판: 공주헌병분대, 39정

549) 주막담총 12년판: 천안헌병분견소, 15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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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먹었더니 각 지방에 구역(嘔逆)이 유행하고 청나라 지방에는 페

스트 병이 생겼다”550)는 풍자 섞인 말이 떠돌기도 했다. 위생행정

중에서도 침습적인 시술을 행하는 종두접종에 대한 거부감은 심했

다. 특히 그 거부반응은 여성들에게 두드러져 경찰이 올 때면 “겁이

나서 도망”쳤고,551) “손을 잡아 억지로 끌어내”는 탓에 “놀라서 울

기”까지 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552)

② 개업의 성격의 공의제도

조선에서도 1914년 공의제도가 실시됐다. 물론 통감부 체제 아래

에서 경찰의(警察醫)가 있었지만 자혜의원이 각 도에 건립되며 경찰

의 제도는 사실상 폐지됐다.553) 자혜의원은 어디까지나 거점 지역의

군인과 일본인들을 위한 진료 중심의 병원이었다.554) 자혜의원을 구

실로 경찰의까지 없앤 상황에서 종두를 비롯한 지역의료는 공백상

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대만의 예를 모방해” 공의제도가

도입되었다.555)

최초로 137명의 일본인 공의가 조선에 파견되었다.556) 관제상 공

의의 감독은 경무총장이 하였으며, 지역에서의 관리도 경무부의 소

관이었다. 총독부는 공의에게 40원에서부터 70원까지 지급하였지만

550) 주막담총 12년판: 당진경찰서, 19정

551) 주막담총 12년판: 서산경찰서, 8정

552) 주막담총 14년판: 대전경찰서, 42정

553) 관보 1910년 6월 30일. 그러나 1910년 당장 폐지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

된다. 1912년 조선총독부 시정연보까지 경찰의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朝鮮總督府施

政年報 1912年, p.372)

554) 절대적인 수만 따졌을 때, 조선인 환자 수가 일본인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인구 구성 비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일본인을 위한 병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신동

원, 앞의 글, 1997, p.371)

555) 白石保成, 朝鮮衛生要義, 京城:日韓印刷所, 1918, p.58
556) 鈴木公重 編, 朝鮮と醫業, 東京:文光堂, 1926,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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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업의들의 수입과 비교할 때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었다.557)

원래 모집 정원이 228명이었는데558) 반밖에 조달할 수 없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배치되는 지역이 대부분 오

지인 것을 감안하면 일본인 의사들이 만족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이를 관비로 충당할 의지가 없었던 총독부는 여가로 개업을 인허했

다. 제도적으로도 공의는 개업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약품

이나 기기류는 자비로 마련해야 했으며 관사도 제공되지 않았다. 다

만 빈민환자 치료에 사용된 약품 비용만 지방비에서 지급받는 형태

였다.559) 모집 공고에 나온 공의에 대한 기술을 보면 이런 애매한

위상은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공의규칙은 작년말에 반포되었으나 아즉 실전(實展)의 운(運)에 지

(至)치 못하고 목하(目下) 시행준비중(施行準備中)인데 오는 4월 1일

부터 실지(實地)할 터인 바 공의는 일반개업의사로하야곰 경찰 및

학교위생 등 공적위생사무를 주관(掌)케 하는 자오. 그 채용은 경무

총감부 위생과에서 행할 터560)

지원자가 많지 않았는지 4일 후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공의는 개

업본위의 자”라고 명시하며 모집 광고를 냈다.

그 수당액은 토지의 상황에 의(依)하야 4,50원으로부터 70원까지로

될 터이나 공의는 개업본위(開業本位)의 자인즉 의업에 의하여 득할

수입은 물론 자기의 수입으로 개업함에 대하여는 경찰관헌(警察官

憲)이 각종 편이를 제공(與)하겠다하더라.561)

557)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혜안, 2005, p.272
558) 鈴木公重 編, 앞의 글, p.5

559) 박윤재, 앞의 글, 2005, p.272-273

560) 황성신문 1914년 3월 3일

561) 황성신문 1914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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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장관이 직접 임명하고 6개월간 후보생 기간을 거쳐 “토어를

해석하여 피차의 의사를 소통할 수 있어”야 지역에 배치했던 대만의

공의와는 이름만 같았을 뿐 질적으로 달랐다. 그 역할에 있어서도

대만에서 공의가 위생행정의 최종 집행자로서 일제 식민 통치를 보

조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공의의 중요한 기

능 중 하나였던 지역사회의 깊숙한 실정을 파악해 통치자에게 보고

해주는 역할도 기대할 수 없었다. 1914년 3월 20일 조선총독부관보

에 실린 공의보고 양식을 보면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7> 조선의 공의 보고 양식562)

<그림7>에서 보듯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종두를 접종받은 사람

인 것은 대만과 같았지만 조선인과 일본인, 외국인 숫자를 적어 보고

하는 수준에 그쳤다. 대만의 공의보고 같은 위생 및 지역 행정에 대

562) 官報 1914年 3月 2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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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세한 보고는커녕 선감, 불선감, 초종, 재종까지 기입해야 하는

대만의 호구조사표보다도 못한 수준이었다. 조선 공의의 역할과 위생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통계서를 보더라도 확연히 나타났다. 대만

의 경우 공의가 시행한 각종 위생행정에 대한 통계가 별도로 기재되

어 있었던 반면 조선총독부 통계서에는 아예 공의란조차 없었다.

③ 제도권 내에서의 의생 활용 부족

의생에 대한 제도적 조치와 활용에 있어서도 조선총독부는 대만

총독부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테라우치의 의생에 대한 기본 입

장은 그의 훈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신지식(新知識)을 구(求)치 아니하면 경(更)히 세운(世運)에 후 (後)

하야 인술(仁術)이 그 용(用)을 주(做)치 못함에 지(至)한지라... 의사

및 의생규칙(醫師及醫生規則)을 제정(制定)하야써 기(其) 자격(資格)

을 한(限)하고 인명(人命)을 오(誤)해 위험(危險)을 방지(防止)하얏

다... 오즉 과도시대(過渡時代)의 응급수단(應急手段)이오 장래(將來)

의 일층(一層) 의술(醫術)을 장려(奬勵)하야 차(此)에 종사(從事)하는

자의 자격(資格)을 고(高)케 하야써 제생구료(濟生救療)의 도(道)를

완(完)케 함을 기(期)하노라563)

테라우치의 의생에 대한 인식은 고토가 공문서에 “어리석은 자격

을 지닌” 자들이라고 언급한 것 보다는 부드러워 보인다. 고토의 경

우 독일 유학까지 다녀온 서양의학 수혜자로서의 정체성이 반영됐

을 것이다. 그러나 의생을 “과도시대의 응급수단”으로서 일단 제한

을 두어 인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억제하겠다는 테라우치의 기본 전

략은 고토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874년 나가요 센사이가 주축

563) ‘寺內總督閣下訓示’, 東醫報鑑, 1916,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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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만 조선

법규 명칭 의제
대만의생

면허규칙
의생규칙

제정연도 1874년 1901년 1913년

의사/의생 의사로 일원화 의사/의생 의사/의생

이 되어 만든 <의제(醫制)>를 통해 전통 의료인에 대한 근절책을

세웠다. “30세 이하”의 전통 의료 시술자는 “3년 이내” 서양의학 과

목을 공부해 다시 시험을 치르게 하는 독특한 규정을 두었지만, 전

통 의사가 80%가 넘는 상황에서 단행한 급진적 조치였다. 대만의

경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1901년 <대만의생면허규칙>을 반포하고

한차례 시험을 치러 2000명에 가까운 의생만 인정하고 더 이상 추

가 면허를 발부하지 않았다. 대만과 유사하게 조선에서도 1913년 11

월 15일 총독부령으로 <의생규칙>(부록5)을 제정하여 5,889명의 의

생에게만 영구면허를 허용했다.564)

하지만 세 나라의 규정에서 다른 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선 일본과 대만에서는 전통의료인에 대해 단 한차례 인허 조치를

취하고 더 이상 신규면허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

다. <의생규칙>을 통해 1914년 면허를 받은 5,889명의 의생만이 최

초이자 마지막 영구면허자이긴 했지만 면허기간에 한정을 두어 신

규면허자를 받았다.565) 또한 일본의 <의제>는 근대식 의사와 전통

의사를 구분하지 않았다. 동일하게 “의사”로서 인정하였고, 면허 또

한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만은 달랐다. 전통의사를 의생(醫生)

이라 규정함으로써 의사(醫師)보다 한 단계 낮게 취급했다. 이는 조

선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표2> 일본, 대만, 조선의 전통의료인에 관한 법규와 특징 비교566)

564) 일본 <의제>에 대해서는 황상익, 앞의 글, 2013, pp.645-647 참조

565) 신동원, 1910년대 일제의 보건의료 정책-한의학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문
화 30, 2002.12, p.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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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으로 구분 으로 구분

법제정 이후 

신규 의생 

허용 여부

없음. 단, <의제> 제정 당시 

30세 이하의 전통의료 시술

자에 한해 3년 이내 서양 

의학 과목을 공부하여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

는 예외조치 한차례 허용

없음
5년 기한제로 

신규면허 허용

1945년 상황 전통의료인 소멸

의생 

사실상 소멸

(1942년 97명)

의생 

사실상 유지

(1942년 3349명)

대만의 의생과 조선의 의생은 관리감독 및 교육의 주체 그리고

일제 위생행정 내에서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대만의 의생은 지방장관이 허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밟았지만, 조선

의 경우 위생행정의 주무처가 경무국이었던 만큼 면허 발급주체가

경무총장이었고 개폐업 및 이동은 경무부장이 관리했다. 그리고 대만

의 경우 “의생의 의술은 대만공의에 따라 감독되어야 한다”고 규정

함으로써 관리감독의 책임을 공의에게 부여했지만, 조선의 경우 관리

감독의 권한은 물론 심지어 교육까지도 경찰과 헌병이 책임졌다. 조

선에서는 경찰이 지역을 나누어 정기적으로 의생을 교육시켰는데, 바

로 이 교육 내용에 종두술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의(漢醫) 단체나 사

적 교육기관에서도 교육에 기여하기는 했으나 이런 단체와 기관은

경성과 평양에 한정되어 있었기에 대부분 지역의 교육은 결국 경찰

과 헌병의 손에서 이루어졌다.567) 경찰과 헌병이 했던 교육이 구체적

으로 어떠했을지 알 수 없지만 대만에서 공의가 했던 교육보다 나을

566) 일본의 <의제>는 現行類聚法規続編下自第十類至第二十類, 司法省, 1879年 10

月 1日, p.157, 대만의 <대만의생면허규칙>은 佐々木英光, 医事法令全集, 中央法律
学館, 1909, p.43, 조선의 <의생규칙>은 朝鮮總督府官報 第389號 1913年 11月 15日

참조. 대만과 조선의 의생 수는 각각 臺灣總督府統計書와 朝鮮總督府統計年報 참
조

567) 박윤재, 앞의 글, 2002, pp.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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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대만 의생 수 조선 의생 수

1905년 1671 -

수는 없었을 것이다.

조선의 의생은 대만처럼 제도권에 수용되어 위생행정에 투입되지

도 않았다. 물론 대만에서도 의생이 일제의 “문명”을 매개하는 의학

의 접촉면에 개입되는 것을 경계하여 한정된 수만 인허하였지만 일

단 인허한 인력은 일제의 위생행정 체계에 적극 수용했다. 조선에서

는 나름 면허제도와 결부시켜 근대적 형식화는 시도했어도 실질적

으로는 제도권 내로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대만에서는 종두접종에

있어 “대만인 의원(의생)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568) 대만인

의생을 적극 활용한 반면, 조선에서는 경찰이 강제종두를 시행하면

서 “일본인 의사(공의)가 하게 함으로써 성적이 특히 현저”해졌다

며569) 조선인 의생의 활용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정작 조선민중들의 건강은 의생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조선인은 반수 이상이 한의술(漢醫術)을 의뢰코져”한다는

당시의 평가처럼570)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제가 내세우는 서양의학에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571) 이는 민중의 낮은 의식 때문만은

아니었다. 대한의원과 자혜의원을 앞세운 일제의 의료는 이데올로기

적인 측면에서만 기능하고 있었고 실제 조선민중들에게 주어진 근

대 의료의 혜택은 지극히 적었기 때문이다.572)

<표3> 일제시기 대만과 조선의 의생 수573)

568) 둥스죠우(東勢角)에 임직했던 공의 이마이(今井淸廉)의 보고 <34年 3月 月報>

569) 韓國內部警務局, 顧問警察小誌, 1910年, p.222
570) 매일신보 1913년 5월 29일

571) 第八軍團軍醫部, 朝鮮人ノ衣食住及他ノ衛生, 1915年, p.132
572) 신동원, 조선총독부의 한의학 정책 -193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 
의사학 12-2, 2003, p.113
573) 대만 관련 데이터는 臺灣總督府統計書와 臺灣省五十一年來統計 참조, 조



- 151 -

1910년 1266 -

1915년 979 5804

1920년 732 5376

1925년 522 4915

1930년 354 4594

1935년 233 4044

1940년 

(1942년)

133

(92)

3604

(3349)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제 강점기 말에 이르면 대만의

의생은 거의 남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의생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었다. 1913년에 반포한 의생규칙에서도 “3년 이상 의업을 습득

한 조선인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당분간 5년 이내의

기한에 한하여 의생의 면허를 줄 수 있다”고 부칙을 둠으로써 그 문

을 열어 두었다.574) 실제로 매년 50명-194명 정도에게 의생 신규면

허를 허용하였다.575) 물론 대만에서도 일제초기 의생들이 민중들의

건강을 주로 책임진 것은 맞지만, 점차 대만인 의사를 양성하여 공

의로 수용함으로써 일제는 새로운 의생의 인허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고 대만 민중들은 근대 의료에 대한 접촉면을 넓혀갈 수 있었

다.576)

선 관련 데이터는 朝鮮總督府統計年報 참조.
574) <醫生規則>, 1913年 11月 15日 總督府令 第102號

575) 신동원, 앞의 글, 2003, p.115

576) 대만에서 1928년부터 1932년 사이 의생들을 중심으로 전통의학의 부흥을 꾀하

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요구는 새로운 의생의 배출 기회를 열어 놓은 조선

을 참고하여 2년마다 1회의 의생(醫生) 검정시험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이었다. 이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丁崑健, 앞의 글, 2009.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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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두창 대유행과 이후의 종두정책

제1절 두창 대유행시기 일제의 대응

1910년대 말에 이르러 두창유행의 상황은 급격히 변했다. 이는

단순히 조선만의 유행이 아니었다. 대만 역시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완벽한 종두정책을 자랑했던 일본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577)

그러나 유행의 정도와 그에 대한 대응은 크게 달랐다.

<그림8> 대만, 조선의 두창 환자 발생률 비교578)

<그림8>에서 보듯이 대만과 조선 양국 모두 동일하게 1910년대

중반까지 두창 환자 발생률이 소강상태를 보이다 1918년부터 두창

577) 内務省衛生局 編, 法定伝染病統計:明治13年至大正8年, 東京製本合資会社出版,
大正9年, p.1

578) 대만의 경우 臺灣總督府統計書와 臺灣省五十一年來統計를 토대로 작성하

였으며, 조선의 경우 朝鮮總督府統計年報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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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1919, 20년에 절정을 이룬다.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컸다. 두창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조선의 경우 10만

명당 70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한 반면 대만은 23명 정도에 그쳤

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창이 절정에 달하는 1920년 조선의

경우 1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3,600여 명에 육박

했다. 이에 비해 대만은 8백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240명이 사

망했다. 인구대비로 따지더라도 조선의 감염자와 사망자는 대만에

비해 3배가 넘었다. 그러나 이 후의 과정에서 더욱 차이가 났다. 조

선의 경우 1922년, 1923년에도 각각 3천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고

1천 명 이상이 두창으로 사망했지만, 대만의 경우 1922년 97명의 환

자가 발생했고 15명이 사망했으며, 1923년에는 15명의 환자가 발생

했고 2명만이 사망했다.

<그림9> 조선과 대만의 두창 환자 발생률(실선)과 전체 인구 대비

종두접종자(%, 점선)579)

579) 대만의 경우 臺灣總督府統計書와 臺灣省五十一年來統計를 토대로 작성하

였으며, 조선의 경우 朝鮮總督府統計年報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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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창의 유행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1920년 양국의 종두

접종자 수를 살펴보면 이러한 결과의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9>에서 보듯이 두창대유행 당시 조선에서는 약 2백만 명에게

종두접종을 시행한 반면, 대만은 약 1백만 명에게 종두접종을 시행

했다. 발생률은 조선이 세배나 높은데도 불구하고 인구대비 접종자

수는 오히려 대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대만의 1백만 명

은 전체 인구의 30%에 가까운 수치였다. 더욱이 그 30%에 가까운

접종자가 조선보다 철저했던 호구조사를 바탕으로 추려진 대상자들

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창 통제 상황 차이가 어느 정도 설명 가

능해진다.

두창 유행에 대한 실제 대응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대만과 조선은

큰 차이를 보였다. 대만에서 두창유행이 포착된 것은 1918년 2월이

었다. 1918년 2월 대만 북부의 도시 대도정(大稻埕)에서 두창 환자

가 두 명 발생했다. 대만총독부는 바로 정기종두를 앞당겨 2월에 대

도정 시(市)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종두접종을 실시했다. 대도정과

가까운 도시인 맹갑(艋舺)에서는 아직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5만 명분의 두묘를 도쿄전염병 연구소에 주문할 정도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졌다.580) 총독부는 이 두창이 중국 남부의 복건성으로부

터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선박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으며,581) 중

국 대륙의 두창 유행 조짐에 대해 계속 예의 주시했다.582) 3월 초

대도정 시에서 발생한 두창이 잡히지 않고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총독부는 검병적호구조사를 벌여 전염지역에 대해 소독을 실시했

다.583) 두묘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기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

먼저 종두를 시행했으며 두묘가 도착한 후에는 개업의까지 총동원

하여 성내(城內) 주민들에게 접종을 시행했다.584) 두창 환자 발생 상

580) 臺灣日日新報 1918年 2月 19日

581) 臺灣日日新報 1918年 2月 27日

582) 臺灣日日新報 1918年 3月 6日

583) 臺灣日日新報 1918年 3月 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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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일제는 3월 7일 총독부 위생과장의 주

재 하에 청장, 방역의사와 방역계장, 경찰의(警察醫) 등을 모아 두창

박멸에 대한 대책 논의를 한 후, 경무과에서 제1감시구역 내의 보갑

장들을 소집하여 각 보갑에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렸다.

1. 이 청의 보갑원은 하나의 자치단체로서 활동을 개시해 예방상의

긴요한 조치를 취하며 관서의 명령을 소중히 여겨 책임을 다한다.

2. 갑장은 매일 갑 내 전부의 호구 건강조사를 하여 두창으로 의심

되는 환자의 유무를 보고한다.

3. 특히 이병자(罹病者)인 빈곤자에 대하여는 구제방법을 강구하는

등 일반환자보다 더 유의하도록 한다.585)

이처럼 경무과는 갑장에게 “매일 갑 내 전부의 호구 건강조사를

하여 두창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유무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일제의 경찰과 보갑제가 결합해 지역사회를 장악하고 있었기에 가능

한 일이었다. 일제는 3월 상순경 원주민에 대해서도 종두를 실시했

다. 이후 3월 말 대북 내 주요도시인 맹갑에서 다시 한 명의 환자가

발생하자 병원에 수용시키고 “환가(患家)를 소독한 후 교통을 차단”

하는 조치를 취했다.586) 이렇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로 인해 대도

정으로 시작했던 두창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5월에 이르러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1919년, 1920년 새롭게 환자가 발생하여 유행의

기미를 보일 때마다 대응은 이와 유사하게 진행됐고 결과도 비슷했

다. 1921년부터는 사실상 두창이 완전히 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

륙으로부터 넘어온 중국인들에 의해 두창에 다시 유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 도시에 있는 중국인 2만 명에게 종두를 맞혔다.587)

584) 臺灣日日新報 1918年 3月 8日

585) 臺灣日日新報 1918年 3月 9日

586) 臺灣日日新報 1918年 3月 26日

587) 臺灣日日新報 1923年 12月 2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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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유행의 조짐이 처음 포착된 것은 시기적으로 대만과 유

사했다. 1918년 여름부터 평안남도에서 환자가 발견되고 있었다.588)

이후 인천에서 11월 30일과 12월 4일 두창 환자 발생 보고가 이어

졌다.589) 겨울을 넘겨 1919년 2월까지 인천에서 두창 환자가 계속해

서 발생했지만590) 발생 지역에 임시종두만 몇 차례 시행했을 뿐 정

기종두를 앞당긴다던가 하는 유행 조짐에 대응한 특별한 조치는 없

었다. 1년 전 두 명의 두창 환자 발생에 대한 대만총독부의 대응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두창이 3 1운동과 맞물려 확산됨

에 따라 일제는 두창 환자에 대한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부산에서 두창 환자가 이미 상당수 발생한 뒤인 3월 7일

에 가서야 부산 지역에 대한 임시종두 계획이 세워졌다. 이후 별다

른 조치가 없다가 3월 26일 경무총감부의 훈시가 내려졌다. “매년

춘추두 때에 시행기일과 장소를 지정하여” 정기종두를 실시했던 바

와 같이 올해에도 동일하게 잘 시행하라는 지극히 평범한 지시였

다.591) 정확히 1년 전 총독부 위생과장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경무부를 통해 각 보갑에 강력한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일사불란하

게 움직인 대만의 대응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결국 조선에서는 두창

이 이미 퍼질 대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경무총감부의 지시대로 예

전과 동일하게 4월 달에 가서야 춘기 정기종두가 시작됐다.592) 이후

의 상황은 처참했다. 전국 각지에서 두창 환자가 속출했다. 5월 달

이 돼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총독부는 두창이 가장 극심했던

부산지역 부내(府內) 거주자 전원에게 종두를 놓겠다는 계획을 발표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구류나 과료에 처하겠다는 엄포를 놓았

다.593)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육지 면적도 대만과 거의 비슷하고

588) 매일신보 1918년 9월 6일

589) 경성일보 1918년 12월 9일

590) 매일신보 1919년 2월 5일

591) 매일신보 1919년 3월 26일

592) 매일신보 1919년 4월 22일,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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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인구수도 대만과 거의 동일했던594) 경상남북도에서만 1919년

69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1920년에는 1919년보다 5배가 넘는 3,884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대만의 1919년 전체 환자 수 303명과

1920년 838명보다도 월등히 많은 숫자였다.595)

19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일제는 조선에서의 1910

년대 후반 종두 대유행을 치른 후 종두접종이 양적 질적으로 충분

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596) 총독부는 그

이유에 대해 조선의 저급한 위생사상을 핑계 대기도 했지만 실제로

는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었다. 바로 부정확한 통계보고597)와 미비

한 민적(民籍)이 주요한 원인이었다.598)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볼 때,

낮은 접종률, 허술한 통계보고, 미비한 민적,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대만과 같은 조치가 필요했다. 즉, 보갑제와 같은 지역 단위

조직을 통해 종두접종을 권유하고 공의에 의해 세밀한 보고가 축적

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제도, 호구제도와 연계된 철저한 관리감독

이 이루어져야 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유사한 기관들은 있었을지

언정 그 성격은 크게 달랐고, 기능을 발휘할 만큼 체계화되어 있지

도 못했다.

제2절 두창 대유행 이후 조선에서의 종두정책 변화

593) 매일신보 1919년 5월 11일

594) 대만의 섬 전체 넓이는 경상남북도를 합한 면적과 거의 같으며, 1919년 당시

대만의 전체 인구수도 3,714,899명으로 같은 해 경상남북도를 합한 인구인

3,841,193명과 거의 같다.(1919년 朝鮮總督府統計年報와 臺灣總督府統計書 참
조)

595) 1919년, 1920년 朝鮮總督府統計年報와 臺灣總督府統計書 참조
596) 1920년 통계에 따르면, 두창 환자 중 제2기 종두까지 완료한 사람은 63.8%에

그쳤다.(原親雄, 種痘の勵行に就て , 警務彙報 180, 1920, p.7)
597) 原親雄, 앞의 글, 1920, p.4

598) 村田昇淸, 種痘に就て , 朝鮮及滿洲 184, 1923,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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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종두령> 제정

군사적 성격의 헌병경찰제 하에서 시행되는 위생행정에 대한 조

선민중들의 반감은 3 1운동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위생검

사를 하면서 조선인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던 순사 가와바타(川端)

는 3 1운동이 일어나자 동민(洞民)들에게 피살되었으며599) 전라남도

의 공의 다카하시(高橋直彦)는 자는 도중 불려나가 칼에 찔렸다.600)

이처럼 조선인들의 반일감정이 극에 달하면서 일제의 위생행정 집

행에 대해 더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601)

그러나 대만총독부 입장에서 보면 조밀한 사회 통제와 위생행정

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는 것이었다. 즉, 일제가 대만에서 3 1운

동과 같은 전국적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못하게 통제할 수 있었던

것도, 두창의 유행을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종두접

종을 위시한 위생행정을 통해 전국적인 통제가 상시적으로 작동하

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형식적인 틀은 유사했으나 질적으로 달

랐던 대만과 조선의 종두정책은 두창 대유행을 기점으로 더욱 다른

행보를 보였다. 두창 대유행 기간 동안 기존 종두정책에 대한 문제

점이 조선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만큼 일제 종두정책의 변화는 조선

에서 먼저 나타났다.

조선총독부는 3 1운동이 어느 정도 진압되자 “불비한 점이 많은

종래 종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새로이 종두령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602) 그 결과 1923년 4월 2일 <조선종두령>이 제정

되었다.

599) 박환, 수원군 우정면 화수리 3.1운동의 역사적 성격 , 정신문화연구 27-1,
2004 참조

600) 매일신보 1919년 6월 1일

601) 原親雄, 種痘の勵行に就て , 警務彙報 180, 1920, p.3
602) 朝鮮總督府施政年報(1921), 1922,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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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종두령>

제1조 종두는 아래의 정기(定期)에 행한다. 단 두창을 경과한 자는

제외한다.

1. 제1기 출생 후 1년 내

2. 제2기 세는 나이로 6세

3. 제3기 세는 나이로 12세

전항의 종두는 각 정기에 1회 행한다. 단, 불선감된 때는 그 종두를

행할 시 1년 내에 다시 1회 그 정기의 종두를 행한다.

제2기 또는 제3기의 정기 전 2년 내에 선감된 종두는 당해 정기의

종두로 간주한다.

제2조 정기의 종두를 안 받았거나 또는 받은 증적(證跡)이 불명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에 구애없이 종두를 행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해 행한 종두는 전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연령에 따른 경과를 정기 종두로 간주한다.

제3조 종두에 관하여 본령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종두법>(일본의 종

두법-필자 주)에 의한다. 단, 동법 제1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외한다.

종두법 중 의사라 함은 의사와 의생을 말한다.

부칙

본령의 시행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대정12년 9월 1일부터)

종두규칙은 폐지한다.

본령 시행 전 종두를 받은 자는 본령에 준하여 정기종두를 받은 자

로 간주한다.

면제(面制)상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면 이외

의 면에 있어서는 당분간 소할 경찰서가 종두를 행하고 이 경우 종두

에 임하는 면장의 의무는 그 경찰서장과 같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다만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지방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사 및 의생 외에 당분간 조선

총독이 정하는 강습을 받은 자 중에서 종두시술생을 명하여 종두를

시행할 수 있다.

종전의 규정에 의해 종두의를 인가받은 자는 전항의 종두시술생으로

간주한다.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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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국가

(지역)
법령

정기종두

횟수
비고

1876 일본 천연두예방규칙 3회

동아시아 최초 

종두 법제화

인두 금지 명시

1895 조선 종두규칙 1회
조선 정부의

주체적 법제화 

1896 대만 종두수속 3회
정기종두를 

봄철에만 시행

1906 대만 대만종두규칙 1회
임시종두 

비중 강화

1909 일본 종두법 2회

1923 조선 조선종두령 3회

1928 대만 일본 종두법 적용 2회 대만종두규칙 폐지

새로 제정된 <조선종두령>의 특징은 개인이 일생동안 맞아야 하

는 정기 종두의 횟수를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늘린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일부 학자들이 언급하는 것처럼 “차별적인 인식”의 반영604)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적으로 대만을 ‘문명’ 이외로 규정하며 법제

방면에서 철저하게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했던605) 고토 신페이가 오

히려 일본 제국 내 어느 곳보다 단출한 정기 종두를 실시했던 것이

이를 반증한다. 정기 종두시행 횟수는 <표5>를 통해서도 확인되듯

이 해당 시기 상황에 따른 일제 통치자들의 위생행정 운용 방법과

집행 능력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표4> 연도별 종두 관련 주요 법령과 그 특징

603) 帝國地方行政學會, 現行朝鮮法規輯覽, 1934 종두 관련 부분 참조

604) 박형우, 박윤재, “[의학사 산책] 우두, 두창을 몰아내다!”, 프레시안 2009년 10월

28일 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7155705

605) 小熊英二, 日本人の境界, 新曜社, 1998,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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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1923년 비고

종두 법령 <종두규칙> <조선종두령> 반포 -

정기종두 횟수 1회 3회 -

경찰제도 헌병경찰제 문관경찰제 -

두창 대유행 이후 조선에서의 종두정책 변화는 3 1운동 이후 ‘일

시동인(一視同人)’을 앞세워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도 항일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력을 증강시킨 일제의 이중적 대응과 같은 선상

에서 이해할 수 있다.606) 즉, 내지 일본의 <종두법>을 상위법으로

명시하여 ‘일시동인’의 관점을 종두정책에 반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는 <조선종두령>을 통해 종두횟수를 증가시켜 강점 후 10년이 지

나도록 두창조차 안정화 시키지 못한 위생행정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수습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문관경찰제로의 개편과 증강

된 경찰력을 바탕으로 종두정책을 재정비함으로써 늦게나마 대만과

같은 효율적인 사회 통제를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조선종두령> 시행 이후의 종두정책

1910년대 말과 1920년대 초에 걸쳐 일어난 두창 대유행은 조선의

경우 3 1운동이라는 거대한 사회운동과 맞물리며 일제의 대 조선

정책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앞서 살펴본 1923년 <조선종두령>

외에도 종두행정과 관련이 깊은 여러 분야에 변화가 생겼다. 두창

대유행 직전인 1918년과 두창 대유행이 일단락되며 <조선종두령>

이 반포된 1923년, 두 시점을 잡아 변화된 사항을 비교해 보면 다음

과 같다.

<표5> 두창 대유행 전후 조선의 종두 관련 사항 변화607)

606) 김운태, 일제 제등총독의 문화정치 의 기만성 , 행정논총 vol.12(1), 1974,
pp.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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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력 13,380 20,647 -

경찰1인당 인구 1,281 885 -

호구 관련 법령 <민적법> <조선호적령>
1925년 

인구조사

의생 활용 거의 없음
전염병 예방에 

활용하기 시작

<표5>에서 정리한, 두창 대유행 이후 조선에서 일어난 변화는

대만에서 군정시기를 거쳐 민정으로 전환되면서 고토 신페이에 의

해 추진된 변화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60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헌병경찰제에서 문관경찰제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조선의 경찰

제는 1918년까지만 해도 사실상 군부의 지휘를 받는 체계였다. 인적

구성을 보더라도 문관경찰인력보다 경찰업무에 종사한 헌병의 수가

더 많았다. 이것이 1919년 문관경찰제로 일원화되었다. 이러한 변화

가 실제 위생행정, 특히 종두시행에 있어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악명 높은 <태형령> 폐지609)가

이루어진 것에서도 보여지듯이 강압성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을 것

이다.

또한 1918년 문관경찰과 헌병경찰을 합쳐 13,338명이던 수준에서

1921년 문관경찰만으로 20,647명에 이르는 대대적인 증원이 이루어

졌다. 1921년에 이르면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1918년에 비해 30%

이상 줄어들었다. 그만큼 촘촘한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졌을 것이

607) 경찰인력과 1인당 담당인구는 문명기, 대만 조선 ‘식민지근대’의 격차 , 중국
근현대사연구 59, 2013, p.81 참조
608) 정기 종두시행 횟수에는 물론 차이를 보였지만,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해당

시기 상황에 따른 일제 통치자들의 위생행정 운용 방법과 집행 능력에 따른 차이

정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609) 태형령은 1920년 4월 1일부로 폐지됐다.( 朝鮮笞刑令中廢止制令案(1920. 3. 24)

, 公文類聚 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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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610) 종두시행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인력이 투여될 수 있었을 것

이다.

두창 대유행 이후 의생의 활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3 1

운동 이후 창궐하는 전염병과 이반된 지역 민심을 잡아야 했던 조

선총독부로서는 보다 적극적인 위생행정을 펼쳐야 했다. 그러나 근

본적인 재정 문제를 안고 있는 조선총독부로서는 비교적 값싼 의료

인력인 의생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611)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 초

200명에 가까운 의생에게 신규면허를 주어612) 지역의 조선인 진료와

더불어 전염병 사업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생을 일제의 통

제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규제를 두어야 했다. 우선 1920년

부터 새롭게 면허를 받는 의생의 경우 기존의 5년 갱신이 아닌 3년

마다 갱신하도록 했으며613) 1922년부터는 새로운 의생의 경우 아예

특정 면(面)으로 한정하여 한지(限地)면허를 발부했다. 그리고 “의료

기관 분포의 형평”을 위해 의생의 “도회에 이전 개업은 부득이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614)

이렇게 배치된 의생들은 조선인 진료라는 기본 활동 이외에 새롭

610) 경찰인력과 1인당 담당인구는 경찰인력이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중반 이후 다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1925년 전국호구조사로

인해 파악된 인구수 자체가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선총독부통계

서를 살펴보면 1925년 이전까지는 매년 10만에서 20만 사이의 인구증가를 보이다

1925년 갑자기 947,410명이 증가한다. 즉, 그래프만 보고 관리가 느슨해졌다고 판단

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촘촘해진 인구관리의 효과가 반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

려해야 한다. 이는 1905년 이미 전국적 호구조사가 이루어진 대만과 비교할 때 더

욱 주의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경찰인력이 증가한 1920년대

초와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1925년 사이만 일시적으로 사회 통제가 강화된 것처럼

분석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611) 朝鮮衛生要覽. 朝鮮總督府, 1929, pp.37-38; 박윤재, 일제의 한의학 정책과

조선 지배 , 의사학 17-1, p.77 재인용
612) 신동원, 앞의 글, 2003, p.115

613) 朝鮮總督府官報 1920年 3月 4日
614) 東西醫學硏究會月報 1924,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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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염병 방역에 투입됐다. “위생에 주의야 전염병이 유행치 안토

록 노력되 가급적 소관 경헌(警憲)들과 연락 협동야 전염병 환자

가 발생치 안토록” 해야 한다며 경찰과 협조 아래 전염병을 관리하

는 것이 의생의 주요 의무로 지목되었다.615) 의생들도 일제의 변화된

자세에 조응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1923년 의생들의 단체로 출범한

동서의학연구회는 창립을 선포하면서 9종 전염병 예방법과 소독법을

상세히 습득하여 두창을 비롯한 전염병 관리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

언했다.616) 1920년대 이르러 전염병 관리가 의생들이 생존하기 위해

체득해야 했던 첫 번째 항목이 된 것이다.617) 종두시행에 의생이 어

느 정도 동원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할 수 없으나 방역사

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의생의 투입이 필요한 주요 사업은 종두시행

이었을 것이다.

615) 박윤재, 앞의 글, 2008, p.77

616) 동서의학연구회 취지서. 東西醫學硏究會月報 1923, 1:29
617) 박윤재, 앞의 글, 2008,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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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1923년 1월 25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종두접종 홍보 사진618)

일제는 두창 대유행 이후 <그림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분히

작위적으로 보이는 종두 홍보사진을 게재하거나, 우두법의 효과를

알리기 위해 선전영화를 제작하는 등619) 종두접종을 늘리기 위한

‘계몽활동’에 노력을 기울였다. 1920년 조선에 부임한 세계적인 세균

학자 시가 키요시(志賀潔)620) 역시 <조선종두령> 제정에 맞춰 종두

618) 한 여성이 과감하게 어깨를 드러내고 있는 이 사진은 1923년 들어 본격화된

일제의 종두접종에 대한 홍보의 적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매일신보 1923년 1월

25일). 이 사진이 게재된 3일 후 경성부에서만 15만 명에게 종두접종을 실시하겠다

는 기사가 실렸다(매일신보 1923년 1월 28일).

619) 朝鮮警察の槪要, 朝鮮總督府 警務局, 1927, p.188
620) 시가 키요시는 1920년 조선에 와서 조선총독부의원장 및 경성의학전문학교 교

장, 경성제국대학의 3대 총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대만의 타카기 토모에와 함께 기

타사토 계열의 핵심인물이었다. 이질균 발견으로 인해 세계적인 명성을 업고 조선

에 왔지만, 대만보다 군부와 도쿄대 출신 세력이 강성했기에 위생행정면이나 의학

교육면에서 타카기 토모에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정준영, 식민지 의학교

육과 헤게모니 경쟁 : 경성제대 의학부의 설립과정과 제도적 특징을 중심으로 , 
사회와 역사 제85집, 2010, pp.219-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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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탰다. “공기가 건조하고 가을에

맑은 날이 계속되는 기후 탓에 두창균이 만연하게 된다”며 일본과

달리 3회의 정기 종두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621) 지석영이 제생

의원에서 종두를 배운 해를 기준으로 하여 열린 ‘종두시행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직접 축사를 읽기도 했다.622) 이 행사는 시가 키요시

뿐만 아니라 정무총감까지 참여했을 만큼 대대적으로 조직되었다.

그리고 이 행사에 맞추어 조선사상통신에는 “조선의 젠너 종두선

생”이라는 제목의 글이 8회에 걸쳐 연재되기도 했다.623) 물론 지석

영이 일제로부터 종두를 배웠다는 사실을 강조하긴 했지만 종두보

급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제가 안간힘을 쓰고 있었

던 정황만큼은 확인할 수 있다.

조선민중들의 인식도 점차 변하고 있었다. “예방종두기술원 다수

를 채용하야 시급히 종두시행”하라며, 우두의 효과를 인식한 조선인

들은 위생담당자에게 인력 충원을 요구하기도 했다.624) 1920년대를

지나며 조선 사회는 확실히 변하고 있었다. 일제의 요종두자에 대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조선인 미접종자가 일본인보다 훨씬 낮아지는

상황에 이르렀다.625) 종두접종이 공지되면 접종을 받기 위해 사람들

이 몰려들어 시술소가 혼잡을 이룰 정도였다.626)

어느 날 이 동리 구장이 H부에서 배부하는 종두시행표를 경구의 집

에 전하고 갔다. 금년 여섯 살인 형섭이와 이섭이가 종두를 넣을 해

621) 志賀潔, 朝鮮では尙ほ盛に流行して居る痘瘡の傳染及び豫防法に就て:と朝鮮の

傳染病に就て , 朝鮮及滿洲 184, 1923, pp.62-64
622) 매일신보 1928년 12월 27일

623) 李完應, 朝鮮のゼンナ種痘先生(一)~(八) , 朝鮮思想通信, 1928
624) ‘천연두 만연’, 東亞日報 1925년 3월 13일

625) 1932년 통계에서 조선인들의 요종두인원에 대한 미종두자 백분비가 일본인은

23.4, 조선인은 9.2였다.(本府衛生課, 朝鮮に於ける昭和六年種痘成績に就て , 警務
彙報 315, 1932, p.120; 박윤재, 앞의 글, 2012, p.394 재인용)
626) ‘만연중의 천연두’, 東亞日報, 1939년 12월 6일; 박윤재, 앞의 글, 2012, p.39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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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에서 종두시행을 엄하게 하는 관계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걸 게을리해서 안될 것쯤은 집집마다 거의 다 잘 알고 있다.627)

리얼리즘을 추구한 한설야의 소설628) 종두 에 나오는 위의 대목

에서도 1920년대를 지나며 확연히 달라진 조선민중의 종두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안해”는 아들이 홍역에 걸

렸을 때, 미신적 존재인 “대감”이 준 병이라 하여 약도 못쓰게 하여

결국 한 쪽 눈을 실명하게 만든 전근대적 인식을 가진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런 인물마저도 아들이 기죽지 않도록 새옷을 입혀 종두접

종장소로 데리고 갈만큼 종두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다른 인식을 보

여주고 있다. 아울러 <조선종두령> 대로 6살에 정확히 맞추어 2기

종두시행표가 동리 구장을 통해 전달되고 있었다는 것과 종두만큼

은 “게을리해서 안 될 것쯤은” 시골마을 사람들도 “거의 다 잘 알

고” 있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종두령> 반포 이후 192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 두창도 가라

앉고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종두 관련 인프라 정비와 사회적 인

식의 전환도 중요했지만 고토 신페이가 <대만종두규칙> 제정에 즈

음하여 1905년 최초의 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과 같이, <조선종두

령>의 제정과 함께 1923년 <조선호적령>을 반포하고 2년 뒤 조선

최초로 전국적인 인구조사가 달성된 것이 주요했다.629)

이처럼 조선에서 1925년 즈음하여 1906년 무렵의 대만과 유사하

게 종두시행과 관련된 제반 제도 정비와 민중들의 의식 변화가 이

루어졌는데, 이러한 변화가 종두접종과 두창통제에 미친 영향은 앞

의 <그림9>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1925년 이후에야 두창

627) 한설야, 종두 , 문장, 1939. 8, p.39
628) 한설야에 대해서는 강진호, 1930년대 후반기 한설야 소설과 리얼리즘 , 현대
소설연구 1권, 1994 참조
629) 최봉호, 우리 나라 인구통계 작성제도의 변천에 관한 고찰 , 한국인구학 제
20권 제1호, 1997,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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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정도에 따라 접종자 수의 증감이 유기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두창이 조금씩 통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선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만처럼 두창이

박멸되는 상황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1930년에 이르러 두창 환자

수는 다시 1천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호구조사를 바탕으로 가가

호호 수색하여 환자를 찾아내고, 환자가 발견된 지역 일대에 임시종

두를 실시하는 강력한 ‘검병적호구조사(檢病的戶口調査)’를 시행했지

만630) 줄어들기는커녕 1933년 두창 환자는 5천 명에 육박했다.631)

두창의 재유행은 여전히 대만보다 부실한 행정력이 주요 원인이

었다. 1925년 전국적 호구조사가 시행되긴 했지만 일제가 조선에 투

입한 행정력 수준으로는 후속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조선호

적령>이 반포된 1923년부터 1927년까지 시행된 경성부의 종두성적

표를 보면 접종대상자로 선정한 사람 중 1/3이 이동과 거주지 불명

으로 인한 행방불명자로 종두를 접종받지 못했다.632) 즉, 전국적으로

호구조사에 잡히지 않은 상당수의 부랑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었

다.633) 총독부 위생과에서는 부읍면과 경찰서가 긴밀히 협조하여 완

벽한 요종두자명부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지만634) 충분한 경찰력과 보

갑제 같은 검열체계가 없는 이상 인구이동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

다. 요종두자명부에 다수의 탈루자가 생겼고,635) 그만큼 두창의 유행

가능성도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630) 매일신보 1932년 4월 8일

631) 두창 환자는 1930년 1418명, 1931년 1376명, 1932년 2787명, 1933년 4928명이

었다.(朝鮮總督府統計年報 참조)
632) 京城府衛生施設槪要, 京城府衛生課, 1928, p.8
633) 西龜三圭, 天然痘に就て(續) , 朝鮮及滿洲 295, 1932, p.51
634) 本府衛生課, 朝鮮に於ける昭和六年種痘成績に就て , 警務彙報 315, 1932,
p.121

635) 박윤재, 앞의 글, 2012, p.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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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총독부의 접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종두접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1930년대 통계에 따르면, 총독부의 행정력

이 가장 깊숙이 투여된 경성부조차 접종 예정자 중 70%의 사람만이

춘추 정기 종두에 참여했다. 그 중 선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두

(檢痘)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절반에 불과했다.636) 한설야의 종두

에 나온 것처럼 종두를 맞으러 오는 사람들은 분명 늘고 있었지만,

단 한 번의 통지로 접종 대상자들을 지정된 장소에 모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으며,637) 대만 장여준의 일기에서 나온 것처럼 검두를

받기 위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북적거리며” 지정된 장소에

모여드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638)

특히 검두자가 적다는 것은 큰 문제였다. 불선감이었을 경우 두

창 유행시 감염됐을 것이고 스스로는 종두접종을 맞아 안전하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컸다. 이런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과 잦은 접촉을

하는 경우 대량의 2차 발병639)을 초래할 수 있었다.640) 실제 그러했

을 가능성은 컸는데 <조선종두령> 반포 이후 대부분 지역별로 3-4

일 정도의 간단한 강습을 통해 새롭게 뽑은641) 종두시술생이 접종을

636) 荻野正俊, 種痘の話 , 朝鮮及滿洲 304, 1933, pp.102-3; 박윤재, 앞의 글,

2012, p.388

637) 朝鮮衛生要覽, 朝鮮總督府, 1929, p.103
638) 참고로 대만총독부통계서에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와 달리 ‘종두인원’란(조선의

경우 ‘종두자’란)에 ‘검진미료(檢診未了)’란 자체가 없었다. 그만큼 검진을 철저히 했

고, 민중들의 순응도도 높았다는 방증일 것이다.

639) 역학에서 2차 발병률이란 발단환자를 가진 가구의 감수성 있는(두창 면역이

없는) 가구원 중에서 이 병원체의 최장 잠복기간에 발병하는 환자의 비율을 말하는

데, 검두를 통해 확인을 받지 않은 채 선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의 경우 초기 감염

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차 발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640) Z. F. Dembek, M. G. Kortepeter, J. A. Pavlin, Discernment between

deliberate and natural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 Epidemiol Infect, Apr
2007; 135(3): p.353; Smallpox, New Jersey Department of Health and Senior
Services, 2008, p.4 참조

641) 신문을 통해 각 지역에서 종두시술생 양성을 위해 강습회를 여는 상황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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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찰이나 의사가 검두를 하던 대

만과 달리642) 조선에서는 검두까지 종두시술생들에게 맡겼다. 3-4일

교육을 받고 선감, 불선감을 구분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알레르기

반응을 성공이라고 오진할 정도로 종두시술생들의 경험은 미숙했

다.643) 결국 종두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창에 감염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644) 1932년 함경남도 통계에 따르면, 여러 차례 우

두를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창에 걸린 사람이 전체 환자의 6%나

됐다.645) 심지어 4차례에 걸쳐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창에 걸

렸다는 보도도 있었다.646) 일제의 종두시행에 대한 조선인들의 신뢰

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1932년 무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경

남도의 경우 2,789명의 환자 중 미종두자가 990명이었으며647) 같은

해 강원도의 경우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538명의 환자 중 미종두

자가 204명이었다.648)

조선의 지속적인 두창 유행 원인에는 이러한 일제의 불완전한 행

정력과 더불어 지정학적인 이유가 존재했다. 바로 만주로부터의 두

창 유입이었다. 많은 조선인들이 만주를 오가고 있었다. 만주로의

이동은 강점 이후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

볼 수 있는데, 그 기간은 3일 또는 4일이었다.(매일신보 1923년 9월 8일, 매일신보

1932년 4월 10일 참조)

642) 1906년 장여준의 일기; 臺灣日日新報 1906年 4月 29日; 臺灣日日新報 1907年

4月 24日

643) 本府衛生課, 朝鮮に於ける昭和六年種痘成績に就て , 警務彙報 315, 1932,
p.122

644) 東亞日報, 1927년 4월 26일

645) 朝鮮日報, 1933년 9월 15일; 박윤재, 앞의 글, 2012, p.396

646) 東亞日報, 1940년 1월 19일

647) 朝鮮日報, 1933년 9월 15일

648) 西龜三圭, 天然痘に就て(續) , 朝鮮及滿洲 295, 1932, p.51; 박윤재, 앞의 글,

2012, p.38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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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때문이었다.649) 처음에는 주로 한반도 북부지역 사람들이 주

를 이루었으나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10년대 이래의 토지조사사업

(1910-18년)과 연이은 산미증식계획(1920-34년)의 영향으로 일제의

수탈이 심해지면서 남부지역 출신 이주자들도 점차 늘어났다.650) 조

선인들이 이렇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었던 것은 일제가 “실패를 거

듭하고 있던 만주로의 일본인 이민을 대행하는 존재”로서 조선인의

만주 이동을 방임 내지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었다.651)

1930년에 이르면 조선인 이주자 수가 60만을 넘어섰다.652) 이는

단순히 만주로의 일방적 진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1917-1928년 사이 만주로 이주한 전체 인구 145,898명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인 68,616명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다.653) 더욱

이 1931년 9월 18일 일본 관동군이 류조호의 만철선을 폭파하고 하

루 만에 남만주의 요충지 18개 도시를 점령한 이른바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654) 군병력의 이동을 제외하고 조선인 1만 명 이상이 피

난 혹은 귀국했다.655)

중국인들의 조선 이입(移入)도 적지 않았다. 1930년만 해도

67,794명의 중국인들이 조선에 들어왔다.656) 철도를 통해 정식 여권

649) 이주민의 93.6%가 만주 이주의 이유로 조국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이훈구, 만주와 조선인, 평양: 숭실전문학교 경제학연구실, 1932 참조)
650) 蘭信三,  滿州移民 の歷史社會學, 行路社, 1994, p.274
651) 松村高夫, 日本帝國主義下における 滿州 への朝鮮人移動について , 三田學會
雜誌 63-6, 1970, p.71; 임성모, 식민지 조선인의 만주국 경험과 그 유산 , 역사문

제연구소 2002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pp.53-54 재인용

652) 박경숙, 식민지 시기 조선의 인구동태와 구조 , 한국인구학 32-2, 2009,
p.47

653) 김게르만, 한인 이주의 역사, 박영사, 2005, p.248
654) 가토 요코,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어문학사, 2012, p.126
655) 손춘일, 만주국의 재만 한인에 대한 토지정책 연구, 백산자료원, 1999,
pp.149-151

656) 金承郁, 20世紀初韓半島의 山東華僑-半島空間의 도시 네트워크와 이민- , 
中國史硏究 第82輯, 2013, 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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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평북 함북 평남 함남 황해 강원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경남 전남 총수

1929 342 52 46 25 12 16 0 0 3 12 6 4 4 523

1930 4 366 33 342 305 348 14 1 0 0 3 0 1 1418

1931 2 526 12 4 10 372 72 7 9 0 4 3 8 1376

1932 34 42 11 2 80 793 770 384 246 83 52 10 0 2787

1933 141 64 38 141 614 59 1328 1539 323 371 281 72 90 4928

을 가진 사람만이 이동하는 것도 아니었다. 1930년 신의주 영사관의

기록에 따르면 이동 및 거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여름

에는 배를 통해 겨울에는 얼음을 통해 만주와 조선 사이를 수시로

이동하고 있었다.657)

이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 이동의 증가는 전염병의 전파 가능

성을 높였다. 더욱이 전염력이 강하고 낮은 온도와 낮은 습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658) 두창의 경우 조선과 만주의 국경을 넘어 확산되

는 데 어려울 것이 없었다. 결국 1920년대 말 소강상태를 보이던 두

창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다.

<표6> 1930년 전후 조선의 도별 두창 환자 발생 상황(단위 : 명)659)

위 <표6>은 만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부터 차례로 열거하

여 연도별 두창 환자 발생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이를 보면 1929년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평안북도를 통해 유입된 두창이 시간이 지나면

서 점점 남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3 1운동을

전후하여 두창이 유행할 당시 다른 지역보다 경기도와 경상남북도

의 환자 수가 월등히 많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660) 일제

657) ‘新義州華僑之工商事業及經濟狀況人數之增減’, 外交部公報 2-8, 1930. 8,

pp.70-71

658) DA Henderson, Smallpox as a biological weapon: medical and public

health management , JAMA 9;281(22), 1999, p.2135
659) 각 년도 朝鮮總督府統計年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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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사한 만주 지역의 통계를 보더라도 1924년부터 1930년대 초

까지 꾸준히 200-300명의 두창 환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평안

북도 신의주와 연결되어 있는 남만주철도 안봉선(安奉線, 안동과 봉

천을 잇는 철로) 부근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었다.661)

즉, 만주의 두창이 신의주를 통해 평안북도로 들어와 조선 남부까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일제는 이미 자체적으로 만주의 두창 유행을 파악하고 있었다.

1934년 대련을 두창 유행지로 지정하기까지 했다.662) 1936년부터

1940년까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두창 이환율 조사에서도 만주 거

주 일본인이 조선 거주 일본인보다 두 배나 높았다. 확실히 만주는

조선보다 빈번하게 두창이 유행하고 있었다.663) 더욱이 만주에 이주

한 조선인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두창 감염 확률이 높은 15세 이하

연령대 인구가 40%에 육박하고 있었다.664)

만주라는 근원적 문제를 방기한 채 일제는 30년대 들어 조선 내

에서 더욱 엄격해진 단속을 추진했다. 단 한 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긴급히 격리조치하고, 교통을 차단한 후 지역을 소독하고, 임시종두

660) 朝鮮總督府統計年報를 통해 분석해본 1918년부터 1922년까지의 상황은 평안
북도에서도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기는 하나 돌연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남북도

환자가 급증했다. 만주 국경지역으로부터의 유입과 별도로 조선보다 앞선 1917년부

터 대유행을 보였던 일본으로부터 부산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661) 1924-1933년까지 각년도 地方經營統計年報(南滿洲鐵道株式會社地方部庶務課
編) 참고, 봉천에서 가까운 위순(撫順)에서도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662) 臺灣日日新報 2월 18일 ‘대련도 천연두 유행지로 지정되다’

663) 일본 본토의 경우 두창 이환율이 0.03인 반면, 조선은 0.7, 만주는 1.45였다.(
東亜諸民族の死亡に関する衛生統計的調査:特に日本人の死亡統計を中心として, 東

亜研究所, 1943, p.106)

664) 만주국 국문원 전무청이 조사한 임시 국세조사 보고에 나온 1940년 당시 조
선인 연령대별 인구를 보면 간도의 경우 0～14세가 39.63%, 15～29세가 27.3%, 3

0～44세가 16.60%, 45～59세가 10.8%, 60세 이상이 5.7%였으며, 만주의 경우 0～14

세가 37.3%, 15～29세가 30.1%, 30～44세가 18.0%, 45～59세가 10.0%, 60세 이상이

4.6%였다.(김게르만, 앞의 글, 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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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행했다.665) 철저한 확인을 위해 비밀 조사원을 파견하기까지

했다.666) 그러나 조선의 북쪽 지역은 좀처럼 통제되지 않았다. 1935

년 평양부는 종두를 맞지 않는 사람의 경우 <조선종두령>에 의거

하여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등667) 엄벌주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

고668) 정기종두에서 1만 명의 요종두자 중 60%만이 접종에 응했

다.669)

1938년에 이르러 두창이 조금 잦아드는듯했지만, 중일전쟁이 시

작된 이상 두창의 재유행은 약속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총독부는 이

를 예상하고 있었다. 1938년 봄부터 “만주국에서 오는 사람에”게 두

창 환자가 많다며, “가는 사람이나 오는 사람이나 예방주사를 잊지

말라”고 호소했다.670) 그러나 기대를 저버리고 만주에서 돌아온 사

람 중에서 두창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671) 1939년 함경남도에서

다시 전체 환자의 8할에 달하는 48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672) 총독

부는 경성으로의 진입을 막기 위해 개성부 전체 주민에 대한 종두

시행을 명령하고673) 함흥지역의 경우 우두를 맞지 않으면 다른 지역

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다.674) 함경남도는 1939년 도령 제3호로

<공의생규칙(公醫生規則>까지 반포하며, 의생을 종두접종과 위생업

무에 급파해 창궐하는 두창과 전염병을 막아보려 안간힘을 썼지

만675) 때늦은 조치였다. 1940년 조선 전역에서 전년도의 5배에 달하

665) 매일신보 1931년 1월 18일, 매일신보 1932년 4월 8일

666) 동아일보 1933년 2월 26일

667) 매일신보 1935년 11월 6일

668) 매일신보 1936년 9월 13일

669) 매일신보 1936년 9월 13일, 10월 15일

670) 매일신보 1938년 3월 15일

671) 매일신보 1938년 3월 31일

672) 1939年 朝鮮總督府統計年報
673) 매일신보 1939년 12월 27일

674) 동아일보 193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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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26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676)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맞은 조선총독부는 1940년부터 이

동 인구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북부로 여행하는 모든 사람

은 종두증명서를 소지해야 했으며677) 만주를 오가는 기차의 경우 수

시로 종두증을 확인했다.678) 또한 조선경유자를 통해 두창이 일본으

로 확산되자679)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려는 사람의 경

우 “1주일 전에 종두를 맞아야” 한다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680)

강화된 단속으로 인해 그만큼 민중들의 고충도 커졌다. 종두를 맞히

러 온 관원을 피해 한 여성이 음독자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681)

두창에 걸린 것을 눈감아준 의사가 벌금 및 행정처분을 당하기도

했다.682) 이미 두창에 걸렸음에도 그것을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의사

에게 부탁할 정도였다는 것은 1938년 시작된 일제의 총동원령 하에

서 종두시행의 강압성이 헌병경찰제 시절의 그것으로 회귀하고 있

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아무리 단속이 심해져도 만주와 조선사이의

인구이동이 존재하는 한 두창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조선은 일제

강점기 끝까지 두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683)

675) 신동원, 앞의 글, 2003, p.123

676) 1940年 朝鮮總督府統計年報
677) 매일신보 1940년 1월 20일

678) 매일신보 1940년 2월 2일, 2월 6일

679) “내지의 1道, 3府, 22縣에 165명의 환자 발생, 대부분 조선경유자”(臺灣日日新

報 1940년 3월 16일)

680) 매일신보 1940년 3월 7일

681) 매일신보 1940년 2월 2일

682) 매일신보 1940년 7월 23일

683) 통계로 확인되는 바로는 1942년에도 1600명, 1943년에도 1284명의 두창 환자

가 발생했다.(1942年 朝鮮總督府統計年報, 1943년치는 통계청 광복이전 통계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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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두창 대유행 이후 대만에서의 종두정책 변화

1. 일본 <종두법>의 대만 적용

타카기 토모에가 위생행정에서 손을 뗀 1919년 즈음하여 일제의

대만 통치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대만 역시 조선의 3 1운동에 따

른 정책 변화에 따라 ‘동화주의’ 정책이 적용됐다. 이 과정에는 테라

우치의 심복으로 조선에서 헌병사령관이자 경무총장을 역임했던 아

카시 모토지로가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는 조선에서의 활약을 인정

받아 1915년 제6사단장으로 임명되었고 1918년 육군중장으로 승진

한 후 곧이어 대만총독이 되었다. 그는 대만에서 1919년 10월 뇌일

혈로 죽기까지 1년 3개월 동안 “점차 일본국민과 통일한 국민성을

갖추도록 대만인을 강화시키는 것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동

화주의 정책을 추진했다.684) 아카시는 대만에서 교육령반포, 사법제

도 개혁, 교통정비, 임야보호와 같은 정책을 수행하며685) 태형령으로

악명을 떨쳤던 조선에서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686)

군인총독제도 아카시로서 일단락 됐다.687) 일본 하라 내각은 조

선의 3 1운동을 계기로 식민지 관제를 개혁하여 문관총독 취임을

허용하였다. 정작 조선에서는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지만 대만에서

는 1919년 10월부터 문관총독 시대가 열렸다. 초대 문관총독으로 취

임한 덴 겐지로(田健治郎)는 아카시보다 더욱 강화된 ‘동화주의’ 정

684) 井上聰, 台灣第七代總督明石元二郎與同化政策 , 台灣風物 37-1, 1987,

pp.36-38; 손준식, 앞의 글, 2002, p.18 재인용

685)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에 대해서는 鄭政誠, 臺灣總督明石元二郎的東臺

灣巡視與罹病初探 , 國史館學術集刊, 2008 참조
686) 윤경로, 일제의 국권침략 과정과 그 성격 , 독립정신 51호, 2010, p.10
687) 제7대 총독 아카시 모토지로 사망 이후 8대 덴 겐지로 총독부터 1936년 해군

대장 출신인 고바야시 세이조(小林廳造)가 임명되기 전까지 문관총독 시대였다.(손

준식, 앞의 글, 2002,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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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펼쳤다. 그는 “일대융합(日臺融合)”의 기치 하에 대만인의 지위

향상을 천명했다. 지방제도와 경찰제도의 개혁, 대만인의 제한적 정

치 참여와 관료 임용, 일본 국내법의 적용과 혼인 입양의 합법화,

학제 확립과 보통교육 보급 등을 추진했다.688) 또한 1921년 일본정

부는 <법률 제3호>를 제정하여 일본 본국의 법률이 원칙상 대만에

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689)

이러한 변화는 종두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두창 대유행 이후

더 이상 유행의 조짐이 보이지 않자 1928년 <대만종두규칙>이 폐

지되고 칙령 제158호에 의해 일본의 <종두법>이 대만에 적용되었

다.690) 즉, 1928년부터 대만인들은 종두에 대해서만큼은 일본 내지인

과 동일한 법률적 적용을 받게 된 것이었다.691) 물론 내지 일본의

<종두법>을 바로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1929년 1월 1일에 <종두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3월 29일 부령 제24호로 정식 공고하였다.

<종두법시행규칙>

제1조 市尹(시장) 街庄長은, 매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주민 중에서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종두일자와 장소를 지정

한다. 1. 작년에 출생한자. 2. 만으로 열 살이 된 자. 3. 작년 정기종

두에서 불선감으로 진단되어 재접종이 필요한자. 지사나 청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 전항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종두일자와 장소

를 지정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모두 공고되어야 한다.

제2조 市尹과 街庄長은, 전염병예방법 제1조의 전염병, 단독, 마진 혹

은 백일해 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필요가 인정

될 때에는, 별도의 장소와 일자를 지정하여 종두를 실시할 수 있다.

688) 손준식, 앞의 글, 2010, p.59

689) 黃靜嘉, 日據下之台灣殖民地法制與殖民統治 , 台灣文獻, 10卷1期, 1959, p.88
690) <臺灣種痘規則廢止>, 府報 445, 1928年 8月 5日, p.40
691) 서두에 언급했듯이 대만의 종두정책에 대한 법제사적 연구인 沈佳姍의 日治

台灣種痘規則之形成與演變－兼論殖民地國家行政 (台灣史料研究 38, 2011.12)도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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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종두법 제7조에 의해서 종두시기를 늦춘 자와, 같은 법 제9조

에 의해서 미성년이었던 자는, 市尹나 街庄長이 그러한 사정이 소실

되거나 경감된 날,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

두날짜와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지정 날짜 안에 종두를 시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市尹와 街庄長이 직접 종두를 진행한다.

제4조 보호자나 종두법 제3조의 의무자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제1조

에서 제3조까지의 날짜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의사의 접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검진날짜는 종두시행일로부터 6일 이후 8일 이내로 지정하여

야 한다.

제6조 종두완료증, 종두증과 종두점환증(種痘暫緩證)은, 부기 제1-11

호양식에 의한다.

제7조 종두법 제12조 제2항의 선고에 따라서, 종두증이나 의사의 증

명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지의 市尹과 街庄長에 대하여, 구

두나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는데, 보고는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종두법 제14조에 의하여, 市街庄의 이원이나 경찰관의 요구가

있을 때,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종두 완성자 혹은 종두가 필요 없

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는, 종두증이나 종두완료증을 제시하지 않

을 수 있다. 1. 천연두감염증 2. 종두잠완증(種痘暫緩證) 3. 소공학교

등 각종학교나 유치원의 졸업장이나 수료증, 혹은 보육증서 중에 종

두 상관기재가 있는 자, 4. 군수 市尹 경찰서장 지청장이나 街庄長의

종두 상관 증명서, 5. 종두나 천연두 흔적(단 제2기 접종에 대해서는

접종후라는 것이 증명된 흔적).

제9조 市尹나 街庄長은 1월말 전에 전년도 12월 전까지를 대상으로,

현재 제1조 제1항에 부합하는 종두대상자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市尹나 街庄長은 제1조 제1항의 종두 대상자 중에서, 1월 1일부터 정

기 종두일까지, 전입, 전출 등의 이동이 있을 때에 종두명부를 정리

하여야 한다. 종두명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종두대상

자의 본거지, 기류지, 이름과 출생연월일, 2. 보호자의 본거지, 기류지,

이름, 3. 종두법 제3조의 의무자의 이름과 그 소속되어 있는 학교나

기관의 명칭.

재10조 市尹나 街庄長은 군수와 경찰서장, 지청장에 대하여 전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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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두명부에 기록하는 사항과 종두명부에 정리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군수나 경찰서, 지청장은 정기종두자 외에, 종두를 받지 않은

자나, 종두접종은 하였으되 성적이 불명확한 미성년자를 파악하게 되

면, 즉시 각 市尹나 街庄長에게 통보한다.

제12조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市尹나

街庄長 종두완료증을 교부한 후나, 종두 제12조 제2항의 선고를 수리

한 후, 혹은 천연두에 걸린 자가 있다는 것을 안 후에는 그로부터 2

개월 안에 그 본거지와 기류지의 군수, 경찰서장 그리고 지청장에게

통보한다. 1. 제1기 혹은 제2기 종두가 선감인자, 2. 제1기 혹은 제2

기 접종이 불선감인자, 3. 제1기 혹은 제2기 종두시행 전에 천연두에

걸린 자. 이러한 통지를 받은 군수, 경찰서장과 지청장은, 호구조사부

의 종두란에 부기 제12호에 의거하는 부호를 기입한다.

제13조 군수, 경찰저상 혹은 지청장은, 작년도의 출기류자(본도인이외

의 전출기류자)에 대하여, 호구조사부에 따라 접종대상자를 조사하고,

매년 1월 20일 전에 각 기류지의 군수, 졍찰서, 지청장에게 알린다. 1

월 1일에서 4월 말까지의 출기류자(본도인 이외의 출기류자)역시 마

찬가지이다.

제14조 대만시제市制나 대만가장제街庄制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

역에서는, 종두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지사와 청장이 정한다.692)

조선과 같이 내지 일본의 <종두법>을 상위법으로 삼은 것은 동

일했지만 <조선종두령>이 사실상 별도의 강화된 법 제정이었던 반

면693) ‘령’이 아닌 ‘시행규칙’이었다는 차이가 보여주듯이 <종두법시

692) <種痘法施行規則制定>, 府報 628, 1929年 3月 29日, p.64
693) <조선종두령>이 1909년에 반포된 일본의 <종두법>을 상위법으로 삼고 있지

만, 일본과 달리 일생동안 받아야 하는 종두 횟수를 3회로 차별화한 것은 중요한

특징으로 사실상 별도의 강화된 법을 만든 것이었다. 일본의 <종두법>을 상위법으

로 하고 있기에 <그림6>에서 본 종두접종 여부에 대한 도장을 조선에서도 사용했

는지 종로구청과 중구청에 남아 있는 1923년 이후의 호적부를 조사해보았으나 전

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수십년 동안 호적계에서 근무한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도 종

두 관련 도장은 본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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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형법 위반 사례 <보갑규약> 위반 사례

1919 18 532

1920 7 243

1921 0 164

행규칙>은 내지 <종두법> 적용을 위한 정비조치였다. 즉, 각 조항

의 “(내지의)종두법 제O조에 의하여”란 말들이 보여주듯이 일본의

<종두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지시 사항의 성격을

띠었다. 내용면에서는 “성공적인” 기존의 종두행정 경험을 접목시키

고자 한 노력이 두드러졌다. 특히 호구 관리와 기타 질병 등에 대해

서까지 고려하여 접종 방법과 시간, 각종 증서양식, 발생이 예상되

는 상황에 대한 규범화를 시도했다.694) 아울러 종두를 맞지 않고는

사회에 진출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기관을 비롯한 각종 기관과의

연계를 보강하였고, 인구이동과 더욱 공고히 결부시켜 사회 통제적

기능을 강화했다.

내지 <종두법> 동일적용으로 귀결된 대만에서 종두시행이 거쳐

온 일련의 과정은 대만이 두창을 극복하는 과정인 동시에, 내면적으

로는 일제가 대만인에 대한 통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장악해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의학적으로는

적어도 두창에 관한 한 대만이 위생적인 근대의 땅이 되었음을 의

미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식민지적인 별도의 위생제도를 통한

관리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일제의 대만 통치가 안정되었음

을 의미했다. 이는 지역사회의 위생행정 기구로 기능했던 보갑의 법

률 위반 건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7> 보갑 내 형법 위반 사례와 <보갑규약> 위반 사례 건수695)

694) 沈佳姍, 앞의 글, p.77

695) Chen Ching-Chih, The Japanese Adaptation of the Pao-Chia System in

Taiwan, 1895-1945 ,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34 (2), 1975, p.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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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0 153

1923 0 139

1924 1 30

1925 0 41

1926 - 24

1927 - 67

1928 - 4

<표7>을 보면 보갑구성원의 형법 위반 건수는 1920년대에 들어

서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두창을 비롯한 전염병 발생보고, 생

몰자 보고, 방문자 보고와 같은 <보갑규약> 위반사례도 1920년대

들어 급격히 줄어들어 <대만종두규칙>이 폐지되는 1928년에는 한

자리 수까지 감소했다. 1930년대부터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 30년 이

후 위반 건수가 통틀어 5건에 불과했다.696)

2. 일본 <종두법> 적용 이후의 종두정책

1928년 <대만종두규칙>을 폐지하고 내지 일본의 <종두법>을 적

용한 이후 대만에서의 일제 종두정책은 기재양식 변경과 같은 사소

한 조정만 몇 차례 추가로 진행돼있었을 뿐, 적어도 법제상으로는

일제 강점기가 끝날 때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697)

두창 대유행이 끝난 1921년부터는 두창 환자가 두 자리 수를 넘

은 해가 단 한 번도 없었다. 내지 <종두법>이 적용된 1928년 이후

로는 두창이 두 자리 수로 발생한 해가 세 번밖에 없었고, 단 한명

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은 해가 네 번이나 있었을 만큼 더욱더 안정

화된 모습을 보였다.698)

696) Chen Ching-Chih, 앞의 글, p.409

697) 沈佳姍, 앞의 글, p.78

698) 각 년도 臺灣總督府統計書와 臺灣省五十一年來統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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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내지 <종두법> 적용을 전후하여 지역 위생행정 영역에

있어 나타난 주요한 변화는 의생의 비중이 감소하고 공의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었다. 일제 강점기 말에 이르면 대만에서 의생은 거의

사라진 존재가 됐다. 공적영역에서 종두접종을 위시한 지역의료를

맡았던 의생을 대신할 수 있는 의료인은 공의밖에 없었다. 의생의

줄어든 폭에 버금갈 정도는 아니어도 공의 수는 계속 늘어 1940년

대 이르면 약 300명에 육박했다.699)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대만에서

는 최전선의 위생행정 전달자가 의생 중심에서 상당수 대만인 공의

가 포함된 의사중심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 대만 총독부

는 의생부족지역에 1937년 206명, 1939년 225명, 1941년에는 230명

의 의사를 배치했다.700) 비슷한 시기 개업의 성격의 “불성실한” 공

의를 경질시키고, 산간지역에 의생을 늘리는 조치를 해야 했던701)

조선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699) 대만에서 의사 총수는 1920년부터 의생 총수를 앞지르기 시작했다.(陳君愷, 
日治時期臺灣醫生社會地位之硏究, 國立臺灣師範大學 歷史硏究所, pp.38-45 참조)

이에 비해 조선에서는 일제 강점기 내내 의생의 수가 의사 수보다 많았다.(문명기,

식민지 ‘문명화’의 격차와 그 함의-의료부문의 비교를 통해 보는 대만 조선의 ‘식

민지근대’- , 한국학연구 46, 2013, p.45 참조)
700) 丁崑健, 앞의 글, 2009, p.106

701) 매일신보 1936년 4월 5일 ‘공의도태예정’, ‘산간벽지에 의생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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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일제시기 대만 공의가 진료한 민족별 환자 수702)

공의 수 자체가 늘고 대만인 공의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703)

<그림11>에서 보듯이 일본인 공의들만 있던 고토 신페이 통치 시

절보다 대만인을 대상으로 한 진료가 크게 늘었다. 1926년부터는 공

의가 본 대만인 환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당시 전체 인

구의 10%에 달하는 숫자였다. 대만총독부가 공의들에게 순회진료비

를 지급하여 보다 깊숙한 지역까지 책임지도록 유도함에 따라 일제

위생행정의 도달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704) 대만인 공의들이 시행주

체로 나서면서 일제 위생행정에 대한 민중들의 거부감은 더욱 감쇠

될 수 있었고, 종두접종 역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705) 공

702) 각 년도 臺灣總督府統計書 참조. 1906년부터 1909년 통계에는 오류가 있다.

총독부도 1910년대 통계서에서 1906～1909년 통계에 대해 물음표 처리를 했다.

703) 1938년 무렵에는 공의 271명 중 대만인이 113명에 달했다.(昭和十四年度版
臺灣の衛生, 台北：台灣總督府警務局, 1939.12, p.60)
704) 臺灣日日新報 1923年 7月 24日

705) Liu Shiyung, forthcoming in 2003, “Building a Strong and Healthy Empire:

Colonial Medicine in Taiwan , in Morris Lowed., BUILDING A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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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지역의 핵심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갔

다.706) 민간영역에서 의생이 지역의 의료 공급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했던 조선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707) 종두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선

에서는 일제 강점기 후반으로 가더라도 공종두(公種痘)와 사종두(私

種痘) 통계를 따로 집계해야 했을 만큼 종두접종마저 상당부분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졌다.708)

1930년대 들어 대만에서의 두창관리는 더욱 빈틈없는 모습을 보

였다. 기차를 통한 이동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했는데, 두창 감염

이 의심될 경우 단지 종두증을 검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기차 승

객과 하차객 모두에게 바로 종두접종을 시행할 정도였다.709) 또한

일제의 대륙진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경 검역이 사실상 무방비 상

태에 놓였던 조선과는 대조적으로, 대만에서는 1930년대 들어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두창 유입을 더욱 철저히 차단해 나갔다. 중국 남부

아모이(厦門)로부터 입항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두증명서가 40

전(錢) 수수료를 받고 아모이 공안당국이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밝

혀지는 등 두창 검역에 허점이 발견되자, “중국 대륙(對岸)으로부터

도래하는 자에 대해 두창의 잠복기간인 2주간 정류”한 후 입항하도

록 하는 강력한 <해항검역법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710)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대만이 사실상 두창 박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서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구미제국과의 충돌

NATION: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IN JAPAN, Hong Kong
University 참조

706) 대만총독부통계에는 공의가 진료한 환자에 대해 질병별, 지역별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반면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서는 공의를 아예 취급하지 않았다.

707) 일제의 대만과 조선에서의 의생정책 차이를 보여주듯 1928년부터 1932년 사이

일어난 대만 한의약 부흥운동에서의 주요 요구는 조선처럼 2년마다 1회의 의생(醫

生) 검정시험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었다.(丁崑健, 앞의 글, 2009, p.106)

708) 각 년도 朝鮮總督府統計年報 위생부분 종두란 참조.
709) 臺灣日日新報 1930年 3月 6日

710) 臺灣日日新報 1933年 1月 2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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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비한 의식화 작업의 일환인 듯, 자신들의 새로운 종두기술을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이는 같은 시기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피하(皮下) 종두법’, ‘두묘의 인공배양 기술’,

‘적리와 천연두를 동시에 박멸하는 혼성면역법’ 등 종두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이것들은 대부분 아직 실험

중이거나 내지 일본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지면을 계속해서 장식했다.711)

일제는 대만 사회를 통제하는 데 있어 마지막까지 종두의 이데올

로기적 기능에 의존했다. 일제는 1941년 12월 7일 미국의 진주만을

급습하며, 태평양 전쟁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일제의 동남아시아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경제적 압박조치

가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1940년 6월 일본으로의 고철

과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고, 연말에는 철과 강철의 선

적마저 금지 시켰다. 1941년 1월 청동과 구리 그리고 아연까지 금지

목록에 추가 되자 양국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712) 태평양 전쟁

으로 접어드는 그 시점 대만일일신보에는 종두와 관련된 마지막 기

사가 실렸다.

미국은 천연두의 나라, 세계 문명국가 중 1위

미국은 의료시설이 발달한 문명개화국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의

외로 천연두 국가로 지칭되고 있다. 1939년에는 1만여 명의 천연두

환자가 발생하여 인도의 3만 명 발생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나라로 알

려졌는데 그 이유는 종두법을 회피했기 때문이다.713)

711) 臺灣日日新報 1936년 5월 17일 ‘두흔도 남지 않고 면역성도 강하다’; 臺灣日日

新報 1936년 6월 5일 ‘피하종두법을 일본에서 실시, 선진국에 앞서다’; 臺灣日日新

報 1936년 9월 22일 ‘일본의학의 자랑 피하종두를 보급’; 臺灣日日新報 1939년 10월

26일 ‘젠너법보다 우수한 두묘의 인공배양’, 臺灣日日新報 1940년 6월 20일 ‘적리와

천연두를 동시에 박멸, 혼성면역법을 발견하다’

712) W.G. Beasley, 일본제국주의 1894-1945, HueBooks, 2013, p.278
713) 臺灣日日新報 1941年 1月 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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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작업이 총동원령 체제에 어느 정도 기여했

는지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일제의 대만 의사 사회에 대한 장악은 거

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일제는 중일전쟁을 일으키며 한반도를 통

한 중국침략을 기도했지만 예상과 달리 전쟁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동남아시아로 고개를 돌렸다. ‘대동아공영권’을 표방하

며 석유를 비롯한 핵심 전략자원 확보를 위해 동남아시아 침략을

감행했다.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일대를 점령한 일제는 인도, 호주

까지 위협했다.714) 이 남방(南方) 전선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식민지, 대만의 인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다. 군인

치료는 물론 새로운 점령지 관리를 위해 의사의 수급은 급선무였

다.715) 이에 따라 1942년 1월 일제의 전쟁을 보조하기 위해716) 대만

봉공의사단(臺灣奉公醫師團)이 결성되었다.717) “강제 없이 자원(自

願)으로” 성원을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718) 대부분의 의사들이 봉

공의사단에 등록했다.719) 사회적인 압력이 강력하게 작동했던 시대

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자원”이라는 말이 가당치 않지만 당시 대만에

있던 의사 2,441명720) 중 과반수가 대만인 의사였음에도721) 불구하

고 2,395명이 등록했다.722) 설령 전원 강제로 가입시켰다하더라도 그

714) W.G. Beasley, 앞의 글, pp.275-290

715) 臺灣の醫界 2-1, 臺灣奉公醫師團, 1943年 4月, pp.47-48
716) 臺灣の醫界 2-1, 臺灣奉公醫師團, 1943年 4月, p.59
717) 臺灣日日新報 1942年 1月 6日

718) 臺灣の醫界 創刊號, 臺灣奉公醫師團, 1942, p.27
719) 臺灣の醫界, 創刊號, 臺灣奉公醫師團, 1942, p.23-24
720) 1942年 臺灣總督府統計書 참조
721) 1942年 臺灣總督府統計書 참조
722) 대만인 의사 비율과 일본인 의사 비율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1942년경이

면 대만인 의사가 배출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난 시점이기에 상당수가 대만인 의사

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공의들도 포함됐을 것이다. 참고로 1945년 종전 당시 대만

인 의사가 2,168명, 일본인 의사가 1,249명이었는데 여기에 나온 일본인 의사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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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강제를 부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일제의 대만 의료 부문에

대한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다. 1943년 대만봉공의사단은 “발전적 해

소”를 선언하고, 곧바로 대만의사회(臺灣醫師會)를 발족했다.723) 그

리고 1년 뒤 보다 구체화된 정예부대 형태인 의사봉공정신대(醫師奉

公挺身隊)가 결성됐다.724) 봉공의사단을 비롯한 이후의 의사 조직이

구체적으로 일제에 어떻게 협력했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나, 아

무리 식민지 상태라 하더라도 한 국가의 의사회가 1940년대에서야,

그것도 일제의 전쟁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시

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조선에서 1930년 조선인만으로 구성된 전국

적 규모의 의사단체인 조선의사협회가 탄생했던 것을 감안하면,725)

두 식민지의 의료 부문에 대한 일제의 장악력, 나아가 의료를 통한

식민지 전체에 대한 장악력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당수는 일본의 동남아시아 전쟁을 위해 입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1942년 당

시 약 2000명에 가까운 대만인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이 봉공의사단

의 주 구성원들이었을 것이다.(臺灣省文獻委員會主編, 臺灣省通志稿 第十三冊, 捷
幼, 1999, p.69 참조)

723) 臺灣の醫界 2-1, 臺灣奉公醫師團, 1943年 4月, pp.55-62; 臺灣日日新報 1942

년 1월 28일

724) 臺灣の醫界 3-12, 臺灣奉公醫師團, 1945年 3月, pp.609-613
725) 조선의사협회의 활동 내용이 항일적 색채를 띠지는 않았지만, 일제의 내선일

체론에 의한 압박이 학술계에도 밀려오던 상황에서 조선인만으로 구성된 전국적

규모의 의사단체를 설립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최규진, 황상익, 김수연,

식민시대 지식인, 유상규의 삶의 궤적 , 醫史學18-2, 2009,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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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보론

이 연구는 일제 식민의학의 특성과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종두정

책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우두법이 메이지 유신을 거쳐

근대 중앙집권적 국민국가로 변모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정

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일본의 두창 통제의 경험이 식민의학

으로서 대만과 조선, 두 식민지 통치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보

았다.

우두법을 활용한 두창 통제 과정은 일본이 근대 중앙집권적 국민

국가로 변모하는 데 있어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견인

차 역할을 했다. 우두법은 난방의라는 집단이 학문적, 사회적 헤게

모니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 보급했지만, 그 실효성이 입증

되면서 메이지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근대적 위생행정 체계를 다지

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데 적극 활용하였다.

우두법을 활용한 두창 통제 과정이 이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

던 것은 다른 질병과 구별되는 두창의 의학적 특징과 그로부터 파

생된 사회적 영향력 때문이었다. 우선 우두법이라는 확실한 예방법

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두창을 차단할 수 있었던

우두법은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피지배계급을 위무(慰撫)하는

수단으로서 적격이었다. 다음으로 두창은 특징적인 발진이 나타났고

우두법 시술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의료인이 아니더

라도 확실한 진단이 가능했고 비교적 쉽게 예방조치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진단과 예방의 과정에서 집행자는 각 호구의 신

생아와 구성원 수를 비롯해 사회 통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취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이나 물에 의해 전파되는 전염병

과 달리 두창은 공기(비말)나 접촉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그 확산

이 빠르고 광범위하여, 전국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통제될 수 없

었다는 점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지역의 말단까지 촘촘한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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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통제 가능했고 이 통제 과정은 그 자체로 중앙집권적이

고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다.

이처럼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메이지 정부의

두창 통제 경험은 하나의 원형을 낳았다. 이는 크게 네 가지 요소로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종두시행 주체의 확보 ② 법제를 통한 강제

(의무) 종두접종 ③ 경찰의 관리감독 ④ 호구제도와의 연계, 이 네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할 경우 사회 통제의 기본

틀인 국가통계와 인구조사가 신속하게 기반을 갖출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선순환적으로 체계적인 종두접종이 가능했으며, 결과적으로 피

지배계급에 대한 조밀한 의학적 정치적 통제가 가능했다.

이러한 두창 통제의 유산은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하면서

두 식민지 대만과 조선에 적용되었다. 각 요소의 적용시기와 그 정

도에 있어 차이를 보였지만 두 식민지에서 전개된 종두정책에서 이

원형의 네 가지 요소는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① 일제는 대만에서

초기에는 일본인 공의와 의생을 종두시행 주체로 세웠고 점차 대만

인 공의로 대체해 갔다. 조선에서는 초기 경찰과 경찰의와 종두인허

원을 활용하였고, <조선종두령> 이후에는 종두시술생을 활용하였다.

② 대만에서는 일제가 1896년 제정한 <종두수속>이 있었으며, 1906

년에는 임시종두의 비중이 강화된 <대만종두규칙>을 새롭게 제정

하였다. 조선에는 대한제국정부가 만든 <종두규칙>을 일제가 수용

하는 형태로 종두접종을 강제한 법제가 존재했다. 두창 대유행 이후

대만은 <대만종두규칙>이 폐지되고 일본 <종두법>이 동일 적용되

었으며, 조선은 일생동안 세 번의 종두를 맞아야 하는 <조선종두

령>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들 법규 모두 새로 태어난 아이에 대

한 종두접종을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③ 두 식민지 모두 경

찰제를 근간으로 종두접종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 일제는

두 식민지에서 의사에 대한 감독은 물론 미접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있어 일본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경찰제를 시행했다. ④

일제는 대만에서 종두접종을 호구제도와 밀접하게 연계시켰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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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뒤늦게나마 <조선종두령> 3조에 의거해 내지 일본의 <종두

법> 제8조의 적용을 받아 “호적부의 란(欄) 외에 부호로써 그것(종

두접종여부)을 기입”하도록 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제가 식민지 대만과 조선에서 개입

초기부터 자신들의 두창 통제의 경험을 적용시키고자 한 것은 앞서

살펴본 우두법의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식민의학적 활용가치를

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두법의 식민의학적 활용가치를 정리해

보면, 첫째 우두법이 가진 인식론적 효과를 꼽을 수 있다. “우리 일

본은 완전한 종교가 없기에 인간의 약점인 질병을 구제해 줌으로써

통치의 방책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 방법을 선택”했다는 고토

신페이의 말처럼 우두법이라는 근대 문물의 상징을 식민지 민중에

게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변화된 통치의 실효성을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회 저변에 대해서는 식민지 통치에 대한

저항감을 감소시키고, 과거 지배 계급과 대비되는 지적 문화적 헤게

모니를 취할 수 있었다. 둘째 우두법을 보급시키는 과정 자체가 중

앙집권적 통제가 가능한 식민 통치 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경로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효과적으로 종두접종을 시행하기 위해서

는 경찰제도, 호구제도와 연계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경우 사회 통제가 가능해짐은 물론 중앙집권적 식민 행정체

계 속으로 식민지 민중을 개개인 단위로 포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제가 두 식민지에서 이러한 우두법의 식민의학적 활용

가치를 공유하고 기본 전략으로 취했다 하더라도 두 식민지의 역사

적, 지정학적 배경이 달랐던 만큼 실제 일제 종두정책의 전개양상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앞서 원형으로 꼽은 각 요소에 맞추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제가 대만 통치 초기 종두시행 주체로 세운 일본인 공의의

경우 종두보급의 임무가 명확히 부여됐으며, 이미 면허가 있는 의사

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현지 상황에 필요한 내용을 재교육 받았

으며 “토어”를 필수적으로 학습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후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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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대만 공의는 책임구역 내의 종두를 비롯한

위생상황은 물론 지역 통치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매월 민정국에 보

고해야 했다. 이처럼 대만 공의는 지역의 통치 권력의 전달자이자

정보원으로서 기능했다. 의생의 경우 제도권 내에 수용되어 공의의

감독 하에 종두접종의 최종 시행자로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대만인

의생이 종두를 실시함으로써 대만 민중들의 우두법에 대한 거부감

을 감쇠시킬 수 있었다. 이후 대만인 공의를 양성함으로써 의생을

대체할 수 있었고 종두행정의 의학적 정치적 영향력도 유지 확대할

수 있었다. 반면, 조선의 경우 일제개입 초기 대한제국정부의 종두

위원을 없애고 기용한 경찰의는 직위도 모호했으며, 절대적 수도 턱

없이 모자랐다. 사실상 경찰이 종두인허원을 데리고 종두접종을 실

시하는 상황이었다. 양적인 면에서 접종자의 증가를 보이긴 했으나

실적위주의 강압적 시행으로 인해 민중들의 불만이 컸으며 실제 두

창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후 대만의 선례를 따라 1914년부터 공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공의는 모집할 때부터 “개업

본위(開業本位)의 자”로 명시했을 만큼 대만의 공의와 질적으로 달

랐다. 일제는 <조선종두령> 반포 이후 종두시술생을 대거 양성했지

만 단지 3-4일 교육해 종두행정에 투입시켰기에 종두접종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으며, 이로 인해 민중들로부터 일제 종두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② 대만에는 일제가 제정한 <종두수속>과 <대만종두규칙>이 있

었다. 점령 초기인 1896년에 공포한 <종두수속>에서는 정기종두를

세 번으로 정했다. 이후 통치체계가 기반을 잡자 고토 신페이 주도

하에 1906년 <대만종두규칙>을 만들어 봄철 한 차례, 일생에 한번

정기종두를 맞도록 했다. 일본이나 조선에 비해 단출했지만 임시종

두를 정기종두와 거의 대등하게 규정하여 단기간에 미종두자에 대

한 종두접종을 집행할 수 있었다. 조선에는 대한제국정부가 만든

<종두규칙>을 일제가 수용하는 형태로 법제가 존재했다. 봄가을 1

년에 두 차례 종두를 실시하였고, 정기종두를 한번으로 규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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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체계적으로 시행할만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았다. 위생조

합이 있긴 했지만 격리 및 소독 조치와 같은 헌병경찰의 강압적 개

입이 이루어지는 통로 역할 외에는 별다른 구실을 하지 못했다. 일

제시기 동안 이루어진 종두 관련 법제의 가장 큰 변화는 두창 대유

행 이후에 이루어졌다. 대만의 경우 <대만종두규칙>이 폐지되고 일

본 <종두법>이 동일 적용되었다. 이는 적어도 대만이 두창에 관한

한 위생적으로 안정적인 근대의 땅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아울러 식

민지적인 별도의 위생제도를 통한 사회 통제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대만 사회가 일제에 순응되었음을 의미했다. 반면, 조선에서

일제는 <조선종두령>을 통해 기존 한 번의 정기종두에서 세 번으

로 늘리는 강화된 조치를 취했다. 이는 강점 후 10년이 지나도록 두

창조차 안정화 시키지 못한 위생행정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수습

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문관경찰제로의 개편과 증강된 경찰

력을 바탕으로 종두정책을 재정비함으로써 뒤늦게나마 종두의 효율

적인 사회 통제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③ 두 식민지 종두행정에서 관찰되는 가장 큰 공통점은 강력한

경찰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강력함”의 차원은

달랐다. 대만에서는 우선 양적으로 조선보다 인구대비 2배 이상 많

은 조밀한 경찰력이 배치됐다. 하지만 종두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접근은 공의와 보갑장들을 통해 하고 경찰은 뒤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방식을 취했다. 조선의 경우 일제 초기 경찰 한 명이

관리해야 하는 평균 인구가 1,200명이 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에서 경찰이 종두인허원을 대동하여 종두접종에 직접 개입하는 방

식을 취했다. 그 결과는 위생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총까지 휘둘

러야 했을 만큼 강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대만은 군정시

기 헌병경찰제였던 데에서 고토 신페이 이후 문관경찰제로 일원화

된 반면, 조선은 통감부시기 문관경찰제였던 데에서 강점 과정에서

헌병경찰제로 일원화되었다. 3 1운동이후 조선도 문관경찰제로 바뀌

었지만 1930년대에 들어 일제의 대륙진출이 구체화됨에 따라 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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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두창이 계속 유입되었고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미비한 행

정력으로 인해 경찰의 강압성은 지속됐다.

④ 대만총독부는 제국 내에서 가장 밀접하게 종두접종을 호구제

도와 결부시켰다. 선감, 불감뿐 아니라 종두의 연월일과 몇 번 맞았

는지까지 기재하였다. 종두접종을 근거로 가가호호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었기에 호구조사도 가능했지만 거꾸로 호구조사를 통해 요종두

자에 대한 파악이 정확해졌다. 때문에 일제는 가장 조밀한 종두정책

을 펼쳤던 대만에서 가장 빨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구조사를 달

성할 수 있었다. 조선에서는 1910년대 말 두창 대유행의 주요 원인

으로 “미비한 민적(民籍)”을 지적했을 만큼 종두정책은 호구제도와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했다. 1923년 제정된 <조선종두령>에서 호

구제도와 종두접종을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1925년 전국민인구조사

도 이루어졌지만 끝내 호구제도와 종두접종은 연계되지 않았다.726)

대만과 조선, 두 식민지 종두정책의 다른 전개는 결국 의학적 정

치적으로 다른 결과를 낳았다. 대만에서는 두창 환자 감소라는 실질

적인 보건의료적 효과는 물론 원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제의 위생

행정을 요구할 정도로 피식민자에 대한 위무효과도 컸다. 그리고 두

창환자 발생이나 방문자에 대해서까지 보고하도록 한 보갑규정도

어기는 자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사회 통제적 효과도 뚜렷하게 나

타났다. 이에 비해 조선에서는 헌병경찰제도 하에 경찰이 앞장 선

강압적 위생행정이 전개되면서 우두법이 가진 보건의료적인 효과와

정치적 기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두창의 대유행 이후 조선에

서도 대만과 유사한 형태로 종두정책과 관련된 제반 제도가 정비되

지만 1930년대에 이르러 본격화된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으로 인해

만주로부터 두창이 계속 유입되면서 조선민중은 일제 강점기가 끝

날 때까지 두창 유행과 경찰의 강압적 단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

726) <조선종두령>이 일본 <종두법>을 상위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호적에 종두

접종 여부를 도장으로 표시해야 했지만 직접 일제 강점기의 호적부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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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처럼 두 식민지에서 일제라는 동일한 식민자가 유사한 틀을 바

탕으로 전개한 종두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전개양상과 그 결과에 있

어 큰 차이를 보였다. 물론 인구수와 영토 면적의 차이가 영향을 끼

쳤지만 이보다 중요한 요인이 존재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요인으

로 일제 개입 당시 대만과 조선의 상황이 달랐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즉, 일제의 개입 당시 대만과 조선이 갖추고 있던 근대식 위생

행정 제도의 기반이 달랐다. 종두행정과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이는

확연히 구별된다. 대만의 경우 우두법의 제도적인 시행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1896년 <종두수속>을 시작으로 전개된 법제, 공의와

같은 종두시행주체의 배치 등 제반 제도 모든 것이 철저하게 일제

에 의한 것이었다. 반면, 조선의 경우 대한제국의 거의 모든 정책을

부정한 일제도 종두사업만은 인정할 만큼 종두행정의 기반이 다져

지고 있었다. 그러나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일제의 개

입이 본격화되면서 대한제국의 종두사업은 파괴되었다. 일제는 조선

에서의 종두정책을 대만의 선례를 따라 시행했다고 말은 했지만, 사

회 통제를 주 목적으로 한 것은 같았을지언정 그 초기 작업의 의도

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규율 권력을 확립하고 식민지사

회에 통치 권력을 침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식민지 정책의 도

구”였다는 점은 두 식민지 종두정책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이지만, 대만의 경우 일제에 의해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된 반

면727) 조선의 경우는 오히려 기존의 제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행

됐다. 그리고 그러한 파괴 과정 이후 일제시기가 끝날 때까지 대만

과 같은 체계적인 제도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일제 입장에서 조선과 대만의 식민지적 가치가 달랐다는

점이다. 일본은 1895년 청일전쟁의 승리로 대만을 할양받았다. 서구

727) 이지마 와타루, 의료 위생 사업의 제도화와 근대화-‘식민지 근대성’에 관한

시론 , 최장집 하마시타 타케시 편, 동아시아와 한일교류, 아연출판부, 2008,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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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강의 견제로 중국 대륙 내 영토를 획득하는 데 실패한 일본에게

있어 대만은 제국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쇼케이스”의 의미

를 가졌다. 따라서 본국의 적극적 지원 하에 고토의 의도대로 문관

경찰제, 보갑제, 공의제도, 호구제도를 종두정책과 연계시켜 추진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러일전쟁의 의미는 청일전쟁과 근본적으로 달

랐다. 러일전쟁의 승리는 야마가타 계열의 군부가 일본 정치의 주도

권을 잡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야마가타 그룹의 대륙정책 책임자였

던 테라우치의 조선총독 부임은 대륙침략을 위한 조선의 병참기지

화를 의미했다. 또한 러일전쟁은 청일전쟁과 달리 전후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전쟁이었다. 이처럼 “병참기지”라는 조선의 식민지

성격과 재정의 한계로 인해 대만과 같은 조밀한 행정력은 애당초

기대할 수 없었고, 헌병경찰제로 상징되는 군사적 강압성에 기반 한

통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같은 일제 통치라 하더라도 주요 위생행정가의 배경이 달

랐다는 점이다. 대만의 초기 통치를 관장한 고토 신페이는 나가요

센사이의 후계자였다. 즉, 일본 근대 두창 통제의 유산을 목격하고

함께 다진 인물이었다. 그는 일본 두창 통제의 원형을 식민지에 정

착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는 대만에서

난방의의 역할을 대신할만한 지역 사회에 친화적인 종두시행 주체

를 만들어내는 데에서 잘 나타났다. 고토는 대만에서 공의제도를 새

롭게 만들고 보갑제와 의생을 활용해 식민지 사회에 적합한 종두시

행 주체를 구축해냈다. 이는 모두 일본 제국 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었다. 조선의 경우 통감부시기와 총독부시기 초기 후지다 쯔구

아키라가 위생행정을 장악했다. 그는 대만의 초기 위생행정을 관할

했던 인물로 고토가 군부 세력을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밀려난 경험

을 가지고 있었다. 테라우치에 의해 조선에 파견된 그는 사실상 일

본인과 일본군을 위한 병원인 자혜의원 건립과 대한의원 관리에 매

진했으며, 군의들이 중심에 선 위생행정 체계를 만들었다. 이로 인

해 지역 의료체계는 강점 이후에도 별다른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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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동일한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진행된 종두정책과 일제의 식

민지배를 받은 대만과 조선의 종두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일제

종두정책의 보편적 성격과, 식민의학적 성격, 그리고 피식민지의 특

성에 따른 전개양상의 차이와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대만에서 행해진 일제 종두정책의 결과를 섣불리 확대해

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론으로 덧붙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두

창 통제가 잘 이루어졌다고 해서 대만인들이 위생 전반에 적절한

혜택을 누린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728) 이는 관립의료기관의

국적별 환자 수와 법정 전염병 통계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

다.729) 즉, 대만에서 공의가 종두접종을 비롯한 지역 위생행정에 깊

이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관립 의료기관이 일본인 관리에 집

중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728) 일제의 종두정책에 대해 연구한 沈佳姍 역시 “공공위생정책이 한걸음 더 발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대화 국가의 관리 정도에 달했다는 상징”이라는 등 다소

과하게 평가하고 있다.(沈佳姍, 臺灣最早的疫苗普及應用－從日治前期的天花制度到

統計面談起 , 台灣醫學人文學刊 13卷 1-2期, 2012, 결어 부분)
729) <그림15>와 <그림16>의 그래프는 모두 각 년도 臺灣總督府統計書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아울러 이 부분의 작업은 황상익이 조선에 대해 분석한 방법을 대만에

적용한 것이다.(황상익, 보건의료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조선민중들의 삶-식민지근

대화론의 허와 실 , 국제고려학 15,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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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대만 관립의료기관의 민족별 외래 환자 수730)

<그림12>에서 보듯이 관립의료기관의 일본인 외래 환자 수 자체

가 대만인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 일제의 대만 통치기 동안 평균

일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6%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731) 관립

의료기관이 사실상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이었다 해도 과장

이 아니다. 조선의 관립의료기관 역시 비슷한 성격을 지녔으나 적어

도 절대 수에 있어서만큼은 조선인 환자가 더 많았다.732)

대만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일제의 불비함은 법정전염병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730) 각 년도 臺灣總督府統計書 참조
731) 臺灣省五十一年來統計에 나온 일제 강점기 전체인구수 평균 대비 일본인 인
구수 평균을 계산한 것이다.

732) 신동원, 앞의 글, 1997, p.3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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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대만내 민족별 10만명당 환자 수.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으로 적리, 콜레라, 장티푸스, 디프테리아(점선 일본인, 실선 대만인)

<그림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제시기 대만에서 거주한 일본인

들과 대만인들의 인구대비 주요 법정전염병에 걸린 환자 수를 보면

큰 차이를 보였다. 인구대비 대만인 환자 수가 절대적으로 낮게 조

사되고 있다. 이를 두고 대만인이 일본인보다 훨씬 건강해서라거나

일제가 대만인에 대해서만 특별히 관리를 더 잘해서라고 평가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즉, 종두를 제외한 다른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는

황상익이 조선에 대한 연구에서 밝힌 것과 동일하게733) 동아시아 전

역에 대유행했던 1910년대 후반의 콜레라를 제외하고는 식민지기

전체기간 동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위생행

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환자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

던 일제 위생행정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일제의 대만 위생

733) 황상익, 2013, 앞의 글, 2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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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해서는 건강수준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총체

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법정전염병 관리가 제

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제의 위생행정에 대해

섣불리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두창에 대해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결과

를 볼 수 있다.

<그림14> 대만인 두창 환자 수와 대만내 일본인 두창 환자 수

<그림14>에서 보듯이 우선 다른 통계와 달리 대만인 환자가 일

본인 환자에 비해 많은 수가 집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적어도 두창에 대해서만큼은

대만인 환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파악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이 가

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의 경우와 함께 놓고 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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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대만인, 대만내 일본인, 조선인, 조선내 일본인 두창 비교734)

<그림15>은 1910년 이후 조선과 대만에서의 조선인, 조선거주

일본인, 대만인, 대만거주 일본인의 두창 발병 상황을 동시에 놓고

본 것이다. 조선 내 일본인 환자 수와 대만 내 일본인 환자 수를 비

교해보면, 두창관리에 있어 확연한 수준 차이를 보인다. 표에서 점

선이 보여주듯이 조선 내 일본인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대만 내 일본인은 거꾸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다. 적어도 각 식민지에 거주하는 본국(일본인) 환자에 대한 일제

당국의 조사는 신뢰할만하다고 볼 때, 대만에서 훨씬 안적정인 두창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림14>에서 본 대만과 대조

적으로 <그림15>에서 조선인 환자가 조선거주 일본인보다 훨씬 적

734) 대만의 경우 臺灣總督府統計書와 臺灣省五十一年來統計를 토대로 작성하

였으며, 조선의 경우 朝鮮總督府統計年報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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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은 그만큼 조선인 두창 환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았음을 의미한다.735) 결론적으로 <그림15>를 통해 조선인 두

창 환자가 실제보다 훨씬 낮게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에

비해 대만인에 대한 두창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법정전염병에 대해 똑같은 방법으로 비교분석했을 때 대만

과 조선에서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오직 두창밖에 없었

다.736) 물론 우두법이라는 확실한 예방책이 있었고 일제 또한 체계

적인 종두정책을 펼쳤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일제시기 초반만이

아닌 일제시기 말까지 법정전염병 중에서 유독 두창만 관리한 것은

종두의 정치적 활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해석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우선 한국 의학사 연구에서 거의 시도된 바 없는 식민

지 대만과 조선의 비교연구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우두법 전래 과정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낸 첫 작업이기도 했다. 그리고 위생행정 중 두 식민지에서 가장 광

범위하게 실시된 종두정책을 실증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일제 식민의

학의 특성과 양상을 정리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종두정책만으로 일제의 식민의학의 특성과 양상을 다 포

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위생행정 분야의 연구가 보

735) 이런 점을 고려하면 조선의 두창 환자 수의 경우 통계보다 훨씬 많았을 가능

성이 크다. 아울러 통계상으로 확인되는 1910년대 조선의 두창 환자 사망률 감소

등에 대해서도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36) 조선에서도 접종자가 적지 않았는데 대만만이 1930년대에 이르러 두창 박멸이

라고 할 만한 상황으로 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호구제도를 바탕으로 요종두자에

대한 빠르고 체계적인 종두접종으로 인해 집단면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집단 내의 면역을 가진 개체가 일정 수에 도달하여 집단 전체가 특정

질병에 대해 면역을 가지게 되는 ‘집단면역’은 두창에 대해 충분히 연구되어 있지

않지만 그 가능성은 언급된 바 있다.(Roy M. Andeson & Robert M. May,

Vaccination and herd immunity to infectious diseases , Nature 318, 1985,
pp.3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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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되어야 하며, 대만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사료에 근거하여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계적, 제도

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넘어 일제가 종두행정을 통해 사회 통제를

어느 정도까지 의도했었는지, 그리고 일제의 종두정책이 식민지 민

중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 아울러 문관경찰제와 헌병경찰

제의 강압성의 차이는 어떠했는지 등에 관한 질적 연구가 더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사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향후 과

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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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대만 총독부령 제8호 대만공의규칙(1896년 5월 21일 민정

국 총무부 제204호로 기안, 6월 3일 반포)

제1조 대만에는 공의를 둔다.

제2조 공의를 배치하는 구역과 인원수는 민정국장이 정한다.

제3조 고의는 민정국장이 임명하며 지사도사가 감독한다.

지사도사는 공의감독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병원장은 공무상 공의를 지휘할 수 있다.

제4조 공의에는 토지의 상황에 따라 다음의 범위안에서

1등부터 3등에 따른 수당, 시료약값, 가옥료를 지급한다.

1등지역은 월액 수당 40원이내 시료약값 10원이내 가옥료 5원

2등지역은 월액 수당 50원이내 시료약값 10원이내 가옥료 5원

3등지역은 월액 수당 60원이내 시료약값 10원이내 가옥료 5원

공의에게는 전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하며 그 금액은 따

로 정한다.

제5조 공의는 담당지역안에서 주거하며 개업할 필요가 있다.

제6조 공의는 담당지역의 위생과 의사기관이 되어서, 구역안의 공중

위생과 의사에 관한 제반사업을 보좌하되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상하수도의 청결과 개량

2, 전염병유행병과 지방풍토병의 발생에 주의하여 이것을 검역하

고 예방하는 사업

3, 종두보급의 사업

4, 매독구제의 사업

5, 빈민구료의 사업

6, 사체검역의 사업

7, 아편에 관한 사업

8, 공원의 위생상에 관련된 사업

9, 중독에 관한 사업

10, 위생과 의사통계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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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공의는 다음에 주의해야한다.

1, 의사, 산파, 침구, 안마 등의 영업

2, 약제사. 약종상. 제약자, 약품판매업자등의 업무와 약품의 상태

3, 음식물 제조판매

4, 구내도로가옥의청소와 청결

5, 학교위생

6, 시장, 제조장등의 위생상의 이해

7, 극장이나 공연장등 군중이 밀집하는 곳의 위생상의 이해

8, 공중목욕탕이나 여관 등의 위생상의 이해

9, 그외에도 공중위생과 관련되는 제반사항

제7조 공의는 정염병이 유행할때, 또는 유행할 염려가 있을 때는,

지사도사의 명에 따라 기차와 선박의 검역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의는 언제나 담당구역안의 공중위생상, 의사상의 경황을 관

찰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의는 법원과 그외의 관청의 명에 따라 다음의 사건을 담당

하여야 한다.

1, 검시와 사체해부

2, 질병상이의 검진과 감정

3, 정신병의 검진과 감정

4, 그 밖의 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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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양식(적당한 크기의 견고한 재질의 종이)

제1차 정기종두 선감 혹은 불선감 어느廳 어느堡 어느街庄番地

제 2차 정기종두 위와 같음 거주지와 기류지

임시종두 위와 같음 이름

종두증

어느廳 어느堡 어느街庄

연월일 의사(공의 의생) 이름 도장

제1차 정기종두 불감자는 일년 이내에 다시 종두하여야 하고 이 점을 이

곳에도 적어야 한다.

<부록2> 대만종두규칙시행규칙 부령 제4호(1906년 1월 23일자의 부보)

제1조 대만종두규칙 제7조에서 말하는 질병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 종두증은 부기 제1호 양식에 따르며, 종두성적서는 제2호 양

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조 청장은 종두일자와 장소 및 접종대상자를 지정할 때에는, 반

드시 시행하기 7일 전에 이를 고시한다.

제4조 청장은 종두일에 해당 관료를 파견하여 종두장을 정리시키면,

그 외의 종두시행상관업무를 처리시킨다.

제5조 가장사장(街庄社長)은 해당관료의 지휘에 따라, 종두상관업무

를 시행한다.

부기 제1, 제2호양식

(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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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연월일 정기몇회종두 

임시종두

선감 불감 주소 이름 생년월일

제2호 양식

위와 같이 보고함

어느廳 어느堡 어느街庄

연월일 의사(공의 의생) 이름 도장

만일 질병으로 종두를 시행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름과 병명을 마지막 난에 적는다.

선감과 불선감에 대해서는 해당란에 “선” 혹은”불”이라고 기입하고  

공란에는 “-”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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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種痘規則(內部令第八號, 1895年 10月 10日)

第一條 種痘要事項이左와如홈

一 凡小兒生後七十日로滿一年以內에種痘行호但天然痘經

証明이有者此限에在치아니홈

二 成年男子及女子라도種痘아니者에게行호但天然痘經証明

이有者此限에在치아니홈

第二條 疾病或事故가有야種痘施定日에行기能치못時親戚

或近隣者의証明書副야其事由種痘所에告미可

第三條 種痘醫가不善感의証을認明者에게一週年內再種을行호

오히려不善感時三年內에三種을行미可홈

第四條 種痘者種痘後八日以內에種痘醫의檢診을受미可홈

第五條 天然痘流行의兆가有時第一第三條期限에不㧦고官吏
의指定期日內에種痘行미可홈

第六條 官廳은種痘名簿調製야種痘醫가他日에再種或三種을施

기에便케미可홈

第七條 種痘醫養成所의卒業証書有야內部試驗을經야認可

得外에種痘術을行믈得지못홈現令間에內部試驗規則成立기前에

各地方에在種痘醫從權야本地方觀察府의認可得믈許홈但

外國醫에게醫術卒 業免狀을受者此限에在치아니홈

第八條 痘苗內部衛生局牛痘種繼所或內部衛生局의檢定을經品에

限홈

第九條 午痘種繼所種痘醫에게痘苗一管에拾錢으로븟터拾五錢가지

代價收捧고賣給미可홈

第十條 種痘醫種痘의感不感을檢야左의式樣을從야種痘証書

與미可홈

第十一條 官廳의召喚을依야檢痘의有無訊間믈受時種痘

証書로証明미可홈第

十二條 種痘醫每年二回로六月十二月에種痘明細書製야官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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呈出미可홈

第十三條 軍籍에入코져者와警務에就코져者種痘証書의檢

定을受미可호若或種痘經치아니者種痘施홈但天然痘經

証蹟이有者此限에在치아니홈

第十四條 種痘証書僞造者一元以上二元以下의罰金或一日以十

二日以下의拘留에處홈

第十五條 朝鮮國臣民으로서種痘及檢診을怠者二十錢以上五十

錢以下의罰金或一日以內의拘留에處홈

第十六條 種痘醫의資格이無고種痘術을行者以下의罰金或十日

以上二十日以內의拘留에處홈

第十七條 官의許可업시痘苗販賣者十五元以上三十元以下의

罰金或十五日以上三十日以內의拘留에處홈

第十八條 種痘醫가業務怠者二十元以下의罰金或二十日以內

의拘留에處홈

第十九條 此規開國五百四年十一月一日로븟터施行홈右上奏야

裁可시믈經後에頒布事

開國五百四年十月七日 內部大臣署理 兪吉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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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대한제국 痘瘡예방규칙(內部令 第二十四號, 1899년 9월 6일)

痘瘡預防規則

痘瘡의 病毒은 痘漿痘痂中에 含야 病者의 身體로셔 發出야 傳

染 力이 强烈야 他病上에 出 故로 一枚弊衣로셔 病毒을

傳야 無數人衆을 侵이 往往有之지라 痘瘡은 種痘와 갓치 萬

全預防法이 有니 其患害未然에 防制을 得지나 再三反覆지 아

니면 其效가 無지라 苟本病發生 時 健康者 臨時種痘를

普及고 患者 綿密히 消毒法을 行야 十分病毒을 撲滅케 고

從來經驗에 據미 要지니 保護看病人된 者가 親히 患者를 介抱

야 痘毒에 汚染드紙 其手足衣服等에 十分消毒法을 行치 아니

기로 病毒을 傳播미 甚多니 此를 深戒 事.

第一條 痘瘡과 疑似 患者가 有 家에 左의 預防法을 守 事.

一 患者外에 未痘兒와 再三種痘 者와 種痘後五年以上을 經 者

 臨時에 種痘를 受 事.

二 患者外에 兒童이 有면 兒童無 家에 避고 其兒童이 小學校

幼穉園에 通行거든 三週間을 經도록 登校入園을 止호 其意를

小學校 幼穉園에 報告 事.

三 患者 居室를 定고 看病人外에 他人交通을 拒絶 事.

四 患者自宅에셔 消毒看病人기 難거 患者와 家人의 所望에 依

야 避病院과 或適當 家屋에 移야 治療를 受 事.

五 患者居室은 恒常掃除淸潔케 고 空氣를 流通케  事.

六 患者居室에 蓋覆을 具 壼等을 寘야 汚染의 容器로 定야

미리 石炭酸水를 入寘고 痘漿을 拭 布片及紙片과 落痂와 其居

室內의 塵埃等을 此器中에 收入지니 但器中의 汚物를 藁鉋屑等의

燃料를 加고 石炭油를 灌야 卽爲燒却 事.

七 看病人과 患者가 居室에 出 時 먼져 石炭酸水와 昇汞水에

手를 洗고 更히 淨水에 洗 事.

八 便器에 石炭酸水를 入寘야 糞屎를 放 後에 更히 石炭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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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를 灌야 所定便所에 移 事.

九 患者의 玩具飮食器等은 決斷코 他兒童과 共用치 勿 事.

十 患者의 用든 衣服臥具敷物玩具飮食器와 看病人의 衣服과 其他

汚染 疑가 有 者를 取纏야 適當 容器에 八寘야 消毒法을

行 事.

十一 患者의 身體及痘漿의 汚染 者의 蚊蠅等의 聚集을 禁 事.

十二 患者의 痘瘡이 落痂가 되야도 醫師가 全治므로 認고 沐浴

換衣 後 아니면 他兒童과 交通며 混浴을 勿許 事.

第二條 痘瘡發生 時 病家傍에셔 各家共同야 左의 預防法을

守호 但 衛生組合의 設이 有 地方에 在야 衛生組合長이

其預防法을 各家에 告知 事.

一 患者 有 家와 交通을 勿許 事.

二 未痘兒와 再三種痘 後五年以上을 經 者 臨時種痘를 受

事.

三 痘瘡의 款가 有 患者 速히 醫師의 治療를 受 事.

第三條 痘瘡患者가 相續發生 時 其面里에셔 消毒施行기를

益加注意고 且種痘規則第三條에 依야 臨時種痘를 普及케  事.

議政府贊政內部大臣 閔丙奭 光武三年九月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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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조선의 <의생규칙>(1913년 11월 15일 총독부령 제102호)

제1조 의생이라 함은 본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 의업을 하는

자를 말함.

제2조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의생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력서 및 민적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본령 시행의 날부터 3월

내에 경무총장에게 신청할 것.

1. 조선인으로서 20년 이상인 자

2. 본령 시행 전 조선에서 2년 이상 의업을 한 자

전항의 신청자가 의업을 하는 데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생면

허증을 교부한다.

제3조 의생이 본적, 성명을 변경하였을 때 또는 면허증의 훼손, 망

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15일 내에 경무총장에 그 서환

(書換) 또는 재교부를 신청할 것.

망실한 의생면허증을 발견했을 때에는 바로 경무총장에게 제출할

것.

제4조 의생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수입인지로서 수수료 3원, 의생

면허증의 서환 또는 재교부를 신청한 자는 50전을 납부할 것.

제5조 의생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거나 의업에 관하여 부정한 행

위가 있을 때 혹은 신체에 이상이 있어 의업에 견딜 수 없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고 또는 의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원인이 끝날을 때 또는 개전의

상태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면허를 명하는 일이 있다.

제6조 전조 1항의 처분을 받고 제출한 면허증에는 그 이면에 정지

의 교지를 기재하고 기간 만료 후 이것을 환부한다.

제7조 의사규칙 제7조 내지 제14조,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이것을 의생에게 준용한다. 다만 그 규정 중 조선총독을 경무총장으

로 한다.

의사규칙 제7조 의사가 자기 또는 타인의 진료소, 치료소, 혹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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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서 의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의사면허증 또는 의술개업면장

의 사본을 첨부, 5일 내에 그 곳 관할 경무부장에 계출할 것. 그 의

업을 폐지, 휴지 또는 진찰 치료의 장소에 이동이 생겼을 때도 또한

같다. 단 그 이동으로 관할 경무부장을 달리할 때에는 신구 양지의

경무부장에게 계출할 것.

관립 또는 공립 병원에서 진찰, 치료에 종사하는 의사에는 전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사규칙 제8조 의사는 스스로 진찰하지 않고 치료를 하던가, 진단

서,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검안서, 사산증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단 진

료 중인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부하는 사망진단서는 이에 해

당하지 않는다.

의사규칙 제9조 의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자에 정당한 사

유 없이는 진단서, 검안서 혹은 사산 증서의 교부를 거절할 수 없

다.

의사규칙 제10조 의사는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업무상 학위, 칭호

및 전문과목을 제외하고는 그 기능, 요법 또는 경력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의사규칙 제11조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또는 시체 혹은 임신 4월

이상의 사산아를 검안한 경우에 범죄의 의심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24시간 내에 경찰서(경찰분서 및 경찰서의 사무를 취급하는 헌병

분대, 헌병분견소를 포함. 이하 같음) 혹은 경찰 관리 또는 그 직무

를 하는 자에 신고할 것.

의사규칙 제12조 의사가 그 진찰한 환자에 교부하는 처방전에는 환

자의 성명, 나이, 약명, 분량, 용법, 용량, 처방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

명 혹은 기명, 날인할 것.

의사규칙 제13조 의사가 그 진찰, 치료하는 환자에 스스로 약제를

교부할 때에는 용기 또는 포지에 그 용법, 환자의 이름 및 진료소의

명칭 또는 자기의 이름을 명기할 것.

의사규칙 제14조 의사는 진료부를 구비하여 환자의 이름, 나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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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병명, 진료의 연월일 및 요법을 기재하여 10년간 보존할 것. 단

기재한 사항 중 불명한 것은 그 뜻을 기재할 것.

의사규칙 제18조 의사폐업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15일 내에 조선

총독(의생은 경무총장에게) 계출하고 제1조 1항의 의사는 의사면허

증을 반납할 것. 다만 사망의 경우는 호주 또는 가족이 그 수속을

할 것.

의사규칙 제19조 제15조 제2항 및 전조의 경우 의사면허증을 반납

또는 제출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낱낱이 보고할 것.

의사규칙 제20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면허를 받지 않거나 의업 정지 처분에 위반하여 의업을 한 자

2. 제2조 또는 제6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7조에 의하여 본령에 준용한 의사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

하여서는 의사규칙의 벌칙을 준용한다.

부칙

본령은 1914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함.

본령에 대하여 3년 이상 의업을 습득한 조선인으로 적당하다고 인

정되는 자에는 당분간 5년 이내의 기한에 한하여 특히 의생의 면허

를 줄 수 있다.

전항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민적등본 및 의생의 증명이 있는

수업이력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것. 다만 면허기간이 만료하고, 예속

신청의 경우에는 면허증만을 신청서에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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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lonial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seen through the Smallpox-Vaccination Policy

in Taiwan and Korea(Joeseon)

This study focused on the smallpox-vaccination policy of

imperial Japan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its colonial medicine used for its colonial rule over Taiwan and

Joseon. For that purpose, the study reviewed what roles the

spread process of smallpox vaccination played in Japan as it

evolved to become a modern centralized nation-state through the

Meiji Restoration and examined how its experiences with

smallpox control accumulated in the process were utilized to

govern two of its colonies, Taiwan and Joseon, as part of its

colonial medicine.

Having crucial influences on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Japan, the government's experiences with smallpox control gave

birth to a prototype. When four elements, which include ①

securement of the subject of vaccination implementation, ②

compulsory vaccination through legislation, ③ management and

supervision by the police, and ④ links with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were organically connected in operation, it

was able to fast build a foundation for national statistics and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parts of the basic framework for

social control, thus enable systematic vaccination in a virt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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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and consequently have dense medical and political control

over the ruled.

Such heritage of smallpox control was applied to two of its

colonies, Taiwan and Joseon, as Japan transformed itself into an

imperialist nation. When it was examined for each element, it

was found that ① imperial Japan put up Japanese Public Health

Physicians and traditional doctors as the subject of vaccination in

the early days of its rule over Taiwan, gradually replacing them

with Taiwanese P. H. Physicians. In Joseon in the early days of

Japanese rule, they utilized the police, police doctors, and

vaccination licence officials and then vaccination practitioners

after the Joseon Smallpox-Vaccination Order; that ② there were

such laws that pushed inoculation forcibly as

Smallpox-Vaccination Procedures and Taiwanese

Smallpox-Vaccination Rules in Taiwan and the

Smallpox-Vaccination Rules established by the Korean Empire

Government and accepted by the ruling Japanese in Joseon. After

the huge outbreak of a smallpox epidemic, the Taiwanese

Smallpox-Vaccination Rules were abolished in Taiwan, which

applied the Japanese Smallpox-Vaccination Act in the same way,

and the reinforced Joseon Smallpox-Vaccination Order was newly

enacted in Joseon. All those regulations prescribed compulsory

smallpox-vaccine inoculation for newborn babies; that ③ both the

colonies managed and supervised smallpox-vaccination based on

the police system. The ruling Japanese implemented a police

system, which granted stronger power to the police for the

crackdown and punishment of the unvaccinated as well as the

supervision of doctors in both the colonies than in Japan; and

finally ④ the ruling Japanese closely linked smallpox-vac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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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in Taiwan and made people

record smallpox-vaccination information in the family register

through the Joseon Smallpox-Vaccination Order in Joseon later.

The ruling Japanese tried to apply their experiences with

smallpox control to their colonies, Taiwan and Joseon, because of

the utilization values of smallpox-vaccination as colonial medicine.

First, smallpox-vaccination had its own epistemological effects.

They were able to reduce resistance against colonial rule and

obtain intellectual and cultural hegemony contrasted with the old

ruling class by having the colonized population experience

smallpox-vaccination, one of the symbols of modern civilization,

first-hand. Second, the process of spreading vaccination itself

was a route to win over the colonized population in the

individual unit into the centralized colonial administrative system.

There we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patterns of the Japanese vaccination policies between the two

colonies due to their different historical and geopolitical

backgrounds: ① P. H. Physicians, who were put up as the

subject of vaccination implementation in Taiwan by the ruling

Japanese, functioned as the conduit of ruling power and

informants. Taiwanese traditional doctors were accepted into the

orthodox medicine and did inocula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P.

H. Physician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repulsion

against the Japanese vaccination policies among the Taiwanese

people. Meanwhile in Joseon, the police were virtually carrying

out inoculation with the vaccination licence officials. Although the

number of people who have been inoculated increased in quantity,

the Joseon people raised big complaints about the coercive

performance-centric implementation. Following the exampl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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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they introduced the Public Health Physician system in

1914 and were not able to expect them to function as the conduit

of ruling power and informants like their Taiwanese counterparts

because they were closer to private practice physicians. A

number of smallpox-vaccination practitioners were brought up

after the proclamation of the Joseon Smallpox-Vaccination Order,

but they ended up lowering the quality of vaccination by a huge

degree since they were put into vaccination administration after

only three- or four-day training, which increased the Joseon

people's mistrust in the Japanese smallpox-vaccination policies.

② There were Smallpox-Vaccination Procedures and Taiwanese

Smallpox-Vaccination Rules enacted by the ruling Japanese in

Taiwan. Proclaimed in 1896 in the early days of Japanese

occupation, Smallpox-Vaccination Procedures stipulated that

regular vaccination should happen three times. The Taiwanese

Smallpox-Vaccination Rules were established under the leadership

of Goto Shinpei in 1906 once the Japanese ruling system took

root in Taiwan. The rules stipulated that regular vaccination

should happen once in spring and once in lifetime. Simple

compared with their Japanese or Joseon counterparts, the rules

stipulated temporary vaccination almost equal to regular

vaccination and thus completed inoculation for the unvaccinated

in a short period of time. In Joseon, the concerned law was the

Smallpox-Vaccination Rules established by the Korean Empire

Government and accepted by the ruling Japanese, but there were

only poor institutional measures to support their systematic

implementation. After the huge outbreak of a smallpox epidemic,

the Taiwanese Smallpox-Vaccination Rules were abolished in

Taiwan, which started to apply the Japanese



- 238 -

Smallpox-Vaccination Act in the same way, which at least meant

that Taiwan became a stable modern land in terms of hygiene as

far as smallpox was concerned and that the Taiwanese society

adapted to the Japanese Empire enough to need no more social

control through a separate colonial sanitation system. Meanwhile

in Joseon, the ruling Japanese reinforced regular vaccination from

once to thrice through the Joseon Smallpox-Vaccination Order,

which was an alternative plan to recover from the failure of

hygiene administration, which failed at stabilizing even smallpox

even ten years after Japan annexed Joseon. It was also a

measure to activate the efficient social control function of

vaccination based on reorganization toward civilian police system

and strengthened police force even though it was rather late. ③

In Taiwan, dense police force more than twice the police force of

Joseon was allocated. The police took a flexible approach of

standing behind and doing supervision toward the implementation

of vaccination administration with P. H. Physicians and captains

of the Baojia system making direct contacts with people. In

Joseon, the police took a very coercive approach of making direct

intervention in vaccination being accompanied by vaccination

licence officials. When it came to quality, Taiwan achieved

unification from the military police system during the military

administration to the civilian police system during the rule of

Goto Shinpei, whereas Joseon achieved unification from the

civilian police system during the residency-general period to the

military police system after Japan annexed Joseon. ④ The

Japanese Empire closely linked vaccination to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in Taiwan. They were able to take a census

by making a flexible approach to each and every household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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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vaccination and also identify who needed vaccination

accurately based on the census results. In Joseon, there was such

poor systematic linkage between the vaccination policy and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that "poor census registration" was

cited as a major cause of the smallpox epidemic in the late

1910s. Enacted in 1923, the Joseon Smallpox-Vaccination Order

prescribed that vaccination should be linked to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Even though there was a national census in

1925, vaccination was never linked to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The different developments of vaccination policies between

Taiwan and Joseon led to different medical and political outcomes

between them. While such policies generated clear effects such

as the practical decrease of smallpox patients in public health and

social control in Taiwan, Joseon did not witness the full effects

of the vaccination legislation in public health and social control

due to the poor system and the police-led coercive hygiene

administration. After the smallpox epidemic, Joseon started to

arrange the overall institutions related to vaccination

administration in a similar form to Taiwan. As smallpox kept

being introduced in Joseon from Manchuria due to Japan's

continental invasion policy, which became in full scale in the

1930s, the Joseon people could not escape from a smallpox

epidemic and coercive crackdown by the police until the end of

Japanese rule.

There were huge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patterns and

results of vaccination policies, which were carried out by the

same colonizer, the Japanese Empire, based on similar

frameworks, between Taiwan and Joseon because of th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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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following reasons: first, Taiwan and Joseon had different

foundations for hygiene administration when the Japanese Empire

intervened. In Taiwan, there was no universal implementation of

vaccination at the private or national level before Japanese

intervention. All the concerned institutions including legislation

and cultivation of the subject of vaccination were thoroughly

governed by the ruling Japanese. Meanwhile in Joseon, the

Korean Empire Government was building a foundation for

vaccination administration to the degree that the ruling Japanese

that denied almost all of its policies acknowledged it. As the

Japanese intervention came in full scale after the Japan-Korea

Treaty of 1905, however, the foundation for vaccination built by

the Korean Empire was destroyed. Second, Joseon and Taiwan

had different colonial values to the Japanese Empire. Since it

failed to obtain the Chinese continent even after its victory in the

Sino-Japanese War due to the check of world powers, Taiwan

had the significance of a "showcase" for Japan to demonstrate its

abilities as an empire. As Goto intended, the ruling Japanese

pushed forward with the civilian police system, baojia regulation,

Public Health Physician system, and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in linkage with the smallpox-vaccination policies under

the active support from Japan and thus were able to stabilize

Taiwan relatively fast. Dense administrative force like in the case

of Taiwan was never to be expected in Joseon in the first place

due to its colonial nature as a "logistics base" and its financial

limitations. The ruling Japanese in Joseon had to resort to

coercive control under the military police system. Third, the

hygiene administrators had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s between Taiwan and Joseon even though they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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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same empire. Supervising Japanese control over Taiwan

in the early days, Goto Shinpei completed the Japanese

vaccination policies as a successor to Nagayo Sensai. He

managed to apply the Japanese experiences with smallpox control

to Taiwan according to its colonial situations. Taking over the

early hygiene administration of Joseon, Fujita Tsuguakira was in

reality devoted to establishing Jahye Hospital and managing

Daehan Hospital for Japanese citizens and built a hygiene

administration system with army doctors in its center. As a

result, local hygiene administration did not have a particular

foundation after Japan annexed Joseon.

However, one cannot rush to make a positive judgment of

Japanese hygiene administration in Taiwan only with the results

of the vaccination policies contrasted with those of Joseon. The

analysis results of other officially designated infectious diseases

show that Taiwan was not even making the right investigation

like Joseon, which raises a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colonial medical functions of smallpox-vaccination policy.

The smallpox-vaccination policy developed in the two colonies

examined so far in the present study do not embrace all the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colonial medicine of the Japanese

Empire. There is a need to supplement them with researches

across a variety of fields in hygiene administration and take a

multifaceted approach to comparison with Taiwan. Still there is

no doubt that the Japanese smallpox-vaccination policy makes a

useful mean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colonial medicine since it was the hygiene administration

implemented most broadly in both the colo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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