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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總督府 遞信局 官僚의 歐美 出張 樣相과 

視察 調査의 特徵

최  우 *

1. 서언

2. 체신국 료의 구미 출장 추이와 인  특성 

3. 체신국 료의 시찰 조사 활동 

  1) 체신행정 료

  2) 체신기술 료

4. 결어 

1. 서언

물자와 병력의 수송, 정보 독 의 측면에서 교통, 통신시설의 장악과 유지는 

구미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배체제 구축에 가장 긴요한 과제 다.1) 구미 제국

주의 열강은 효과 인 식민지 수탈과 지배를 해 철도를 심으로 한 교통망 

확보와 통신망 구축에 주력하 다. 이들은 배타 인 사법체제를 조성하여 자신

이 장악한 교통․통신 인 라의 안정 인 유지와 활용에 힘을 쏟았다.2) 

*  서울 학교 역사교육과.

1) Raymond F. Betts, 1985 “Uncertain Dimensions : Western Overseas Empires in the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 渡邊暢, 1913 �歐米司法事務視察復命書�, 朝鮮總督府; 安住時太郞, 1913 �歐米司法事務視

察復命書�, 朝鮮總督府; Dharma Kumar, Meghnad Desai eds, 1983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India. Vol.2 (1751–1970),”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73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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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은 이를 참조하여 한일 강제 병합 이 에 이미 

한 제국의 철도 부설권과 통신 시설을 장악하 다. 조선총독부가 수립된 이후에

도 이들 업무를 맡은 철도국과 체신국은 그 활동 범 를 확장하면서 식민지배체

제의 첨병으로 성장하 다. 따라서 한반도에 한 일본의 식민지배체제에 나타

난 특징을 이해하기 해서는 이들 청과 아울러 해당 청에서 식민정책의 입

안과 집행을 담당한 고  료의 활동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철도의 경우 지 까지 국내외에서 상당한 연구가 축 되었다. 이들 연구를 통

해 철도 부설의 과정  운  실태 등이 구체 으로 밝 졌다.3) 최근에 와서 철

도 료로 연구의 범 가 확장되어 철도종사원의 양성, 철도국 고  료의 해

외 시찰 조사 활동이 구명되었다.4)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체신(국)의 경우에는 

연구의 범 가 방송, 간이생명보험에 국한되어 있다.5) 체신국이 우편ㆍ 신ㆍ

화ㆍ 기ㆍ 축ㆍ보험사업을 비롯하여 1943년 후반기까지 해사  항공 업무까

지 담당한 청으로 일제의 식민지배체제에 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체신국

과 그들 료에 천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6) 

3) 이에 한 구체 인 논의는 정재정, 1999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서울 학교출 부, 6-24

면; 2018 �철도와 근  서울�, 국학자료원, 28-32면을 참고할 것. 

4) 배은선, 2018 �일제강 기 철도종사원 양성교육과 철도도서 에 한 연구�, 우송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최 우, 2020 �日帝强占期 朝鮮總督府 官僚의 歐美 視察과 調査 活

動�, 서울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5) 강혜경, 2011 ｢일제말기 조선방송 회를 통해 살펴본 방송통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 권희주ㆍ성윤아, 2020 ｢식민지기 조선간이생명보험 ‘가미시바이(紙芝居)’ 연구｣ �

앙사론� 52; 서재길, 2006 ｢JODK 경성방송국의 설립과 기의 연 방송｣ �서울학연구� 27; 

양홍 , 1994 ｢日帝下 朝鮮簡易生命保險 硏究｣, 고려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오진석, 

2011 ｢일제말 력국가 리체제(電力國家管理體制)의 수립｣ �연세경제연구� 18(1); 이상

은, 2020 ｢조선총독부의 해원양성소 운 과 조선인 선원의 제한  양성(1919-1936년)｣, 

고려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이상진, 1999 ｢우리나라 방송의 도입과정과 방송 기에 

제작ㆍ보 된 라디오의 특성연구｣ �산업미술연구� 15; 정일 , 2019 ｢일제 식민지기 조선

간이생명보험을 통해 본 ‘공공'의 기만성｣ �역사학연구� 75; 한국보험공사, 1985 �한국보

험사�; 福井譲, 2008 ｢朝鮮総督府の逓信政策: 朝鮮簡易生命保険制度の 入と逓信局｣ �日

本の朝鮮台湾支配と植民地官僚� 30.

6) 체신국의 업무와 조직 변천에 해서는 민족문제연구소, 2017 �일제식민통치기구사 �, 

313-327면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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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본고는 체신국의 료, 특히 해외 출장의 형식으로 

구미에 견되어 체신 정책과 시설을 시찰 조사한 고  료의 특성과 그들의 

활동을 밝히고자 한다.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는 정책 마련과 집행

의 시사 을 마련하기 해 구미에 료를 극 으로 견하 다. 미국과 유럽

의 이론  연구와 정책 시행의 실증  사례는 일본 정부는 물론 조선총독부에게 

효과 인 (식민)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확실한 거 다. ‘서구화’가 ‘근 화’

와 동일시되는 시  풍조에서 구미의 학술과 제도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배체제

를 ‘근 인’ 구조로 정당화하는 선  자료로 활용되기에 합하 다.7)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총독부 체신국이 구미에 견한 료의 추이와 그들의 시찰 조사 

활동을 분석하는 것은 시기별 체신국의 안과 정책을 구체 으로 악하는 계

기가 될 것이다. 

이 연구를 해 �朝鮮總督府官報�와 �帝国官吏出張及巡廻雑件�, �朝鮮總督府

職員 � 등을 심으로 다양한 인명록과 잡지, 신문 등을 참고하여 체신국 료 

 구미 출장을 다녀온 자의 명단을 추출하고 그들의 이력을 정리하 다. 한 

체신국의 기 지인 �朝鮮遞信(協 雜誌)�를 심으로 �警務彙報�, �朝鮮�, �朝鮮

及滿洲� 등에 이들이 남긴 시찰 조사 내용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 다. 조선총

독부 체신국이 발간한 �朝鮮遞信事業沿革史�는 체신국 사업에 한 내용 악에 

도움이 되었다. 

2장에서는 구미 출장을 다녀온 체신국 료의 시기별ㆍ분야별 출장 추이와 인

 특성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이들 료가 남긴 시찰 조사 기록을 검토하고 

그 역사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조선총독부 체신국의 정

책과 료의 활동을 밝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마련되길 기 한다.

2. 체신국 료의 구미 출장 추이와 인  특성 

조선총독부 체신 서의 임 직원은 1912년 체신국이 출범한 이래로 꾸 히 

7) 최 우, 2020a ｢朝鮮總督府 歐美 出張 制度의 特徵과 官僚의 派遣 推移｣ �한국문화�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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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간)
지역 성명 직

출생

(연령)
출신학교 출장 목

1914

(8)

구주

미국
矢野義二郎 통신과장

1879

(36)
東京帝大 法學

통신사업 일반, 우편

 장려, 우편 서에서 

취 하는 통신 이외 사

무경 실황  

1919

(12)

구미

각국
島田志良 통신과장

1877

(43)
東京帝大 法學

후(戰後) 통신사업,

해운정책

1920

(미상)

구미

각국
高崎齊 기과장

1882

(39)
京都帝大 電氣 기사업

1922

(18)

구미

각국
佐佐木仁 공무과장 

1887

(36)
東京帝大 電氣 통신기술

1922

(16)

구미

각국
山本直太郞 감리과장

1885

(38)
東京帝大 法學 통신제도

1923

(미상)

국

스 스
中山千秋

임시수력조사

과 기사

1887

(37)
京都帝大 土木 수력발 , 치수

1924

(11)

구미

각국
高橋利三郞 경리과장 

1925

(8)

구미

각국
吉村謙一郞 해사과장

1880

(46)
東京帝大 法學 해사(海事)사무

1926

(10)

구미

각국
近藤確郞

遞信吏員養成

所長

1886

(41)
遞信官吏練習所 체신사업의 실제

1927

(미상)

구미

각국
中川銀三郎 기과 기사 수력발  

1927

(12)

구미

각국
飯倉文甫 공무과장

1884

(44)
東京帝大 電氣

워싱턴 무선통신회의, 

무선통신의 황

1928

(미상)

구미

각국
黑田馨

인천해사출장

소장

1887

(42)
東京高等商船學校 조선(造船)사업

증가하 다. 1912년 828명에서 1919년 1,002명, 1933년에는 1,929명으로 증가하

고, 일제가 패망하던 1945년에는 체신사무  39명, 체신서기 1,980명, 체신기수 

410명, 체신서기보 2,062명 등 약 4,500명에 달하는 료가 근무하고 있었다.8) 

이들 에서 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19명이 해외 출장의 형식으로 미국, 유럽

의 체신사무․정책, 시설을 시찰 조사하 다. 이들의 명단은 <표 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표 1> 조선총독부 체신국의 구미 출장 료

8) 민족문제연구소, 앞의 책, 3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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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11)

구미

각국
平尾壬午郞 감리과장

1882

(48)
東京帝大 法學

런던 만국우편연합회의,

체신사업 황

1931

(9)

구미

각국
新貝肇 경리과장

1896

(36)
東京帝大 法學 체신사업 황

1932

(6)

구미

각국
森義信 보험감리과장

1899

(34)
東京帝大 法學 간이생명보험

1933

(12)

구미

각국
高松 茂 해사과장

1901

(33)
東京帝大 法學 해사항공(海事航空)사무

1936

(7)

구미

각국
池淸 보험운용과장

1895

(42)
遞信官吏練習所 보험사업

1936

(6)

구미

각국
田中靜夫 보험감리과장

1899

(38)
東京帝大 法學 보험사업

1937

(7)

구미

각국
岩男省三 감리과장

1901

(37)
東京帝大 法學

국제 신 화  무선

신 회의

출 : �朝鮮總督府官報�, �每日申報�, �朝鮮新聞�, �朝鮮�, �朝鮮及滿洲�, �朝鮮遞信(協 雜
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비고: 연도는 구미 출장을 떠난 해임. 기간은 개월수를 의미함. 연령은 출장 당시 기 임.

<표 1>에 보이듯 체신국 료의 구미 출장 견은 1914년부터 1937년까지 지

속되었다. 개 경성을 출발하여 요코하마[横浜] 혹은 고베[神戶]에 당도한 뒤 

항로를 통해 먼  유럽으로 향하 다. 유럽 각국을 시찰 조사한 뒤 다시 국과 

미국의 주요 도시와 시설을 방문하고 일본을 거쳐 경성에 도착하 다. 물론 미

국을 먼  방문하고 유럽으로 향가는 경우도 있었다. 

1910년 에 2명, 1920년 에 11명, 1930년 에 6명이 견된 사실이 확인된다. 

1910년 에는 제1차 세계 이 발발하여 해당 쟁 기간에는 출장 계획이 무

산되거나, 견된 료도 정보다 일  귀임하는 경우가 많았다.9) <표 2>에 보

이듯 제1차 세계 이 종 된 직후인 1918년부터 출장 인원이 증가하기 시작

하여 1920년 는 그 규모가 폭증하 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구미 출장을 통한 

인재 양성을 내세우며 1922년부터 출장 인원을 폭 늘린 까닭이다.10)  

 9) �任免裁可書� 1916年, 任免巻19, 任Ｂ00815100(日本國立公文書館 所藏); �每日申報�, 1917

년 4월 27일; �每日申報�, 1917년 10월 30일.

10) �每日申報�, 1922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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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선총독부 료의 연도별 구미 출장 추이

연도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합계

인원 1 1 12 10 4 2 4 4 9 11  58

연도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합계

인원 14 14 24 20 19 18 32 28 23 25 217

연도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합계

인원 9 7 6 7 7 3 4 2 0 1  46

출 : 최 우, 2020a ｢朝鮮總督府 歐美 出張 制度의 特徵과 官僚의 派遣 推移｣ �한국문화�

90, 308면.

하지만 1929년 세계 경제 공황의 향으로 출장 인원은 1930년 에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 다. 일본의 외 침략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제2차 세계 

이 발발하면서 조선총독부의 구미 출장은 1939년을 마지막으로 명맥이 단 되었

다.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차 국과 동남아시아 등지로 침략을 

확 하면서 일본과 조선의 경제력을 비에 투입하는 국가총동원체제를 시행하

다.11) 이에 따라 조선과 일본의 산  상당 부분이 비에 집 되었고 그 

결과 구미 출장은 지속되지 못했던 것이다. 

시기별 조선총독부의 구미 출장 추이와 체신국 료의 추이를 비교했을 때, 

1910년 의 경우 약 3%, 1920년 는 약 5%, 1930년 는 약 13%의 비 을 차지

한다. 특히 1930년  후반으로 갈수록 그 비 은 더욱 커진다. 시체제의 확

로 구미 출장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체신국 료의 출장은 꾸 히 지속된 것이다. 

체신국 출장 료가 남긴 시찰 조사 기록을 살펴보면, 구미 에서도 특히 

국과 미국의 체신 사업에 집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평균 인 출장 기간을 살

펴보면, 1910년 는 10개월, 1920년 는 약 12개월, 1930년 는 약 8개월의 추세

를 보인다. 공황의 여 와 시체제 확 로 인해 1930년 의 출장 기간이 가

장 짧았다.

구미에 견된 체신 료의 분야는 크게 체신행정과 체신기술로 나  수 있

다. 체신행정은 13명, 체신기술 분야에서는 6명이 견되었다. 자의 경우 1910

11) 강동진, 1985 �일본근 사�, 한길사, 399-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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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부터 1930년 까지 견되었으나, 후자의 견은 1920년 로 국한되는 특징

을 보인다. 하지만 체신기술 료의 평균 출장 기간은 15개월로 체신행정 료

의 평균 인 출장 기간(9개월)보다 다소 긴 편이었다. 이는 기술 습득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체신행정 료는 통신사업ㆍ제도, 우편 , 해운정책, (간이생명)보험 시찰 

조사를 목 으로 견되었다. 체신기술 료는 (무선)통신기술, 수력발   치

수, 조선 등에 한 시찰 조사를 목 으로 견되었는데 통신과 수력발  분야

가 주류를 이루었다. 1910년 에 견된 체신국 료는 향후 조선총독부 체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구미의 체신 정책을 시찰 조사한 것으로 보인

다. 1920년 부터의 구미 출장 견은 체신국의 업무 확장에 따른 자료 수집을 

목 으로 한 것이다. 임시수력조사과의 신설, 신ㆍ 화 업무의 증 , 보험 사

업의 개시 등은 체신국 료 구미 출장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 다. 

구미에 출장 견된 체신국 료는 모두 주임 으로 개 체신국 본부의 부서

와 산하 청을 책임진 인물이었다. 출신학교가 확인된 17명 에서 도쿄제국

학 출신이 12명을 차지하여 구미 출장 견 료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하 다. 

교토제국 학 출신 2명을 합하면 제국 학 출신이 80퍼센트에 해당한다. 2명은 

체신 리연습소 출신이었으며, 나머지 1명은 도쿄고등상선학교를 졸업한 인물이

었다.12) 이들의 평균 연령은 39세이며, 민족별 구성 측면에서 조선인은 발견되

지 않는다.13) 체신국의 구미 출장 견 사례는 조선총독부가 40세를 후한 주

12) 1909년 일본 체신성은 문 체신 료 양성을 해 체신 리연습소를 설립하 다. 행정과

(체신에 한 행정, 정원 40명, 수업연한 2년), 기술과( 신, 화, 력에 한 학술, 정

원 50명, 수업연한 2년), 신과(고등 기통신술, 정원 50명, 수업연한 1년)로 구성된 체

신 리연습소는 학비 마련이 어려운 인재들이 모여드는 학교로 다수의 고등문 시험 합

격자를 배출하 다. 이 학교는 1945년 고등체신강습소로 개칭되었다. 三上敦史, 2007 ｢逓

信講習所․逓信官吏練習所に関する歴史的研究｣ �日本の教育史学� 50.

13) 미국과 유럽에 직  견된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료는 3명(김기선, 남궁 , 최시권)에 

불과하다. 1920년 에 들어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료에게 처음으로 구미 출장의 기회를 

주었다. 3․1 운동을 계기로 상당수의 조선인 료가 민족차별  처우를 이유로 항의하

다. 이에 해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는 조선인 료에 한 처우 개선을 약속하

며 상징 인 차원에서 조선인 료를 구미로 출장 견하 다. 최 우, 2020a 앞의 논문, 

314-315면.



256·한국문화 93

연도 성명 견 당시 귀임 이후 행

1914 矢野義二郎 통신과장

체신국 감리과장.

1920년 10월 오사카[大阪] 체신국 감찰과장으로 근, 이

후 일본 체신성에서 근무.

1919 島田志良 통신과장
귀임 직후 조선총독부 외사과 근.

1923년 3월 일본으로 근.

1922 山本直太郞 감리과장
체신국 감리과장. 1927년 일본 체신성 우무(郵務)국장으로 

근. 

1924 高橋利三郞 경리과장 체신국 서무과장. 1929년 2월이후 일본 체신성으로 근.  

1925 吉村謙一郞 해사과장 귀임 직후 퇴직하고 조선우선회사(朝鮮郵船 社) 무.

1926 近藤確郞
遞信吏員

養成所長
경성우편국 국장. 1936년에 퇴직하고 조선 기회사 상무.

1929 平尾壬午郞 감리과장 귀임 직후 일본 체신성으로 근.

1931 新貝肇 경리과장 

귀임 직후 황해도 경찰부장으로 근. 이후 강원도 내무부

장, 조선총독부 경무과장  인사과장, 라남도 지사, 함경

남도 지사 역임.

임  이상의 일본인 고등 을 구미 출장에 견한 례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

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구미 출장은 료의 ‘두 번째 등용문’으로 여겨질 정도로 특

별한 의미 다.14) 이는 조선총독부가 해당 료의 능력을 인정하여 그간의 활동

을 치하하는 동시에 그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었다. 퇴직을 희망한 

고  료를 상으로 이루어진 상여 (賞 的) 구미 출장도 다수 존재한 것이 

사실이다. 그 지만 그들의 다수도 퇴직 이후 련 기업의 임원으로 취직하여 

정계와 재계의 교량으로 활동하며 지속 인 향력을 행사하 다. 구미 출장을 

다녀온 소장 료의 상당수는 조선에 귀임한 이후에 조선총독부의 시책 마련과 

집행에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 다.15) 그 다면 체신국 해당 료들의 귀임 이

후 행 은 어떠했을까? 우선 체신행정 료의 행 을 검토했을 때 <표 3>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체신행정 료의 귀임 이후 행

14) �朝鮮新聞�, 1935년 1월 12일.

15) 최 우, 2020a 앞의 논문, 305-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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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森義信
보험감리 

과장
귀임 직후 일본 체신성으로 근. 

1933 高松 茂 해사과장
체신국 해사과장. 

1936년 일본 구마모토[熊本] 체신국 해사부장으로 근. 

1936 池淸
보험운용 

과장
귀임 직후 신의주 세 장으로 근. 

1936 田中靜夫
보험감리 

과장
체신국 보험 리과장. 1939년 퇴직. 

1937 岩男省三 감리과장
체신국 감리과장. 

1939년 일본 체신성 항공국 기획과장으로 근. 

출 : �朝鮮總督府官報�, �日本官報�, �每日申報�, �朝鮮新聞�, �朝鮮銀行 社組合要 �, 한
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데이터베이스.

<표 3>에 보이듯 13명 체신행정 료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8명은 귀임 직후

부터 귀임 후 5년 사이에 일본으로 근하 다.16) 이들  다수는 체신성을 

비롯한 체신 청에서 직 생활을 이어나갔다. 나머지 5명 에서도 곤도 오키

지로[近藤確郞]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하거나, 다른 

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표 4>에 정리한 바와 같이 체신기술 료가 귀

임 이후에 보인 행 은 체신행정 료의 경우와 다르다. 

<표 4> 체신기술 료의 귀임 이후 행

연도 성명 견 당시 귀임 이후 행

1920 高崎齊 기과장
체신국 기과장, 기조사 원회 원.

1931년부터 조선 기 회 상무. 

1922 佐佐木仁 공무과장 체신국 공무과장. 1940년부터 국제 기통신(주) 상근감사.

1923 中山千秋
임시수력조사과 

기사

체신국 임시수력조사과장ㆍ해사과장.

1928년부터 조선총독부 내무부 토목과로 근. 

1927 中川銀三郎 기과 기사 체신국 기과 기사. 1931년 퇴직. 

1927 飯倉文甫 공무과장 체신국 공무과장. 1938년부터 남선종합 기(南鮮合同電氣)상무.

1928 黑田馨 인천해사출장소장 부산해사출장소장. 1935년 퇴직.

출 : �朝鮮總督府官報�, �每日申報�, �朝鮮新聞�, �朝鮮銀行 社組合要 �, 한국역사정보통
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16) 조선총독부 인사 정책에 한 구체 인 논의는 李炯植, 2013 �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想�, 

吉川弘文館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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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와 같이 이들 에는 일본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를 찾기 어렵다. 한 

나카야마 치아키[中山千秋], 나카가와 긴자부로[中川銀三郎]를 제외한 나머지 4

명은 귀임 이후 체신국과 산하 청에서 근무를 이어나갔으며, 개는 퇴직 이

후 변단체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1923년 3월 체신국에 조직된 임시수력조

사과가 1929년에 사라진 사실을 감안했을 때 나카야마 치아키도 사실상 귀임 이

후 체신국에 계속 근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체신기술 료의 상당수는 귀

임 이후에도 상당기간 체신국에서 련 업무를 이어나갔으며, 반에 해당하는 

인물은 퇴직 이후에도 조선의 변단체에서 활동을 이어나간 것이다.

3. 체신국 료의 시찰 조사 활동 

1) 체신행정 료

3장에서는 체신국에서 구미에 견한 료의 시찰 조사 활동을 행정과 기술 

분야로 나 어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체신행정 료의 활동부터 살펴보기로 하

자. 술한 바와 같이 구미 출장을 다녀온 체신행정 료는 모두 13명으로, 1910

년 에 2명, 1920년 에 5명, 1930년에 6명이 견되었다. 1910년 ~1920년 에 

견된 이들은 개 국과 미국을 심으로 한 구미 각국의 체신업무를 반

으로 시찰 조사하는 활동을 개하 다. 1930년 의 경우 주로 보험사업의 황

과 련 업무의 실태를 주제로 견되었다. 

1914년 조선총독부는 ‘통신사업 일반, 우편  장려, 우편 서에서 취 하는 

통신 이외 사무경 실황’을 주제로 야노 요시지로[矢野義二郎]를 미국와 유럽에 

견하 다. 그는 조선총독부가 구미에 견한 최 의 체신국 료 다. 야노 요

시지로는 1903년 11월 고등문 시험 합격 직후 일본 체신성에서 직 생활을 시

작한 인물로 1906년 통감부 산하 통신 리국의 설치와 더불어 조선으로 들어왔

다.17) 그는 1920년 9월 오사카 체신국으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15년간 통신 리

17) 일본은 1906년 1월 10일 통감부 산하에 통신 리국을 설치하여 한 제국의 통신행정을 

독 으로 지배하기 시작하 다. 통신 리국은 한 제국 내에서 일본이 불법 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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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체신국에서 근무하며 식민지배체제에서 체신행정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체신행정 문 료로 오랫동안 조선에서 근무한 야노 요시지로는 구미의 체신

업무에서, 조선총독부 체신국 업무의 시사 을 찾아낼 임자 을 것이라 생각

된다. 

야노 요시지로는 국과 미국을 주요 시찰 조사 국가로 선정하 다. 자는 

체신행정에서 다루는 다양한 업무의 시발 이기에 축 된 노하우가 상당하 으

며, 후자는 당시  세계 우편물의 1/3을 취 할 정도로 체신행정의 규모가 큰 

까닭이었다.18) 그는 크게 우편, 신, 화, 우편 체, 우편 을 심으로 국

의 체신행정의 다양한 업무를 시찰 조사하 다. 이러한 과정에서 야노 요시지로

는 신ㆍ 화의 리 주체와 경제  효용, 우편 의 투자방법에 특별한 심

을 갖고 이에 천착하 다. 그는 국의 신사업을 이른바 ‘회사시 ’와 ‘국유시

’로 구분하고 1868년부터 1870년까지 국 정부가 사설 신을 모두 매수한 

이후에 교통ㆍ상공업 기타 산업이 융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 다.19)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며 향후 체신국에서 신 연락 업무 확장에 주력해야 한

다고 강조하 다. 

회 구주 (인용자 주: 제1차 세계 )에서 국이 가장 성과를 거둔 일은 

독일과 기타 여러나라의 해 선에 의한 연락을 단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독일

국이 입은 불리불편은 실로 상상을 월한다. 무릇 국 정부는 평시에 해 선의 

부설에 진력하여, 1908년 경에는 세계 해 선의 2/3를 소유하 고, 1911년에는 세

계의 1/2 이상을 보유하 다. 이는 통상상, 군사상, 정치상, 사회상 기타 여러 방면에

서 다 한 편익을 가져다 다. …… 해 선은 해군력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효

과가 있는 것이다.20)

용하던 각종 통신기 과 업무를 통합하고, 한 제국의 통신시설까지 귀속하 다. 통신

리국은 1906년 5월 14일부터 한 제국의 국고  출납  보 업무까지 맡아 그 규모

를 키워나갔다. 진한엠앤비 편집부, 2012 �기록으로 본 한국의 정보통신 역사� 1, 진한엠

앤비.

18) 矢野義二郎, ｢英國通信事業の槪況(上)｣ �朝鮮彙報�(1916年 3月), 28-29면; ｢米國の郵政

槪況(一)｣ �朝鮮彙報�(1916年 11月), 12-13면.

19) 矢野義二郎, ｢英國通信事業の槪況(中)｣ �朝鮮彙報�(1916年 4月), 53-55면.

20) 矢野義二郎, ｢英國通信事業の槪況(中)｣ �朝鮮彙報�(1916年 4月),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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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련해서는 신과 마찬가지로 국유화 과정에 주목하 다. 국 정부

는 1896년까지 각 도시 상호간의 시외 화선을 부 매수하 으며, 화특허가 

끝나는 1911년 12월 31일에는 사설 화회사의 매수를 결정하 다. 그리하여 야

노 요시지로가 국을 시찰 조사할 당시에는 시내ㆍ시외 화 모두 국 우정청

에서 할하고 있었다. 그는 국의 이러한 사례를 정 으로 평가하며 기를 

이용한 통신은 그 요성이 막 하기에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일원 으로 리

해야 한다고 여겼다. 

국은 사회 하층민의 여유 자  낭비와 소실을 막고 근검을 장려하기 한 

목 에서 1861년 세계 최 로 우편 제도를 시행하 다. 랑스, 벨기에, 오스

트리아, 스 스, 러시아, 이탈리아 등 각국은 국의 우편 제도를 모방하여 이

를 자국에서 시행하 다. 일본도 1875년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하 다.21) 조선총독

부도 1911년 3월 ｢우편 규칙｣을 제정하여 동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야노 요시지로가 국의 우편 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그 립 의 운용방

식이었다. 당시 국은 일본 우편 액의 9배에 달하는 액을 운용하고 있었

는데, 주로 공채 매입에 투자하고 있었다. 그는 벨기에, 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는 우편  립 을 농업자 ㆍ직공의 가옥건설비 등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

을 지 하며 국의 투자방식을 비 으로 인식하 다.22) 즉 야노 요시지로는 

우편  립 을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구미 각국의 세라고 악한 

것이다.  

국과 더불어 야노 요시지로가 체신행정의 시찰 조사에 천착한 나라는 미국

이었다. 미국은 한 토만큼이나 큰 규모의 체신행정 체계를 운 하고 있었

다. 그는 많은 분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고 배달하는 체계 인 설비와 시스템에 

주목하는 한편, 미국의 앙집권  체신행정에 주목하 다.23) 한 국의 경우

처럼 미국에서도 우편 의 실황을 집 으로 조사하 다. 여기에서 그는 조

선과 달리 미국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과 단체는 우편  계좌를 개설할 수 없

21) 矢野義二郎, ｢英國通信事業の槪況(下)｣ �朝鮮彙報�(1916年 5月), 29-30면.

22) 矢野義二郎, 의 논문, 33면.

23) 矢野義二郎, ｢米國の郵政槪況(一)｣ �朝鮮彙報�(1916年 1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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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 등을 지 하며, 조선의 우편 제도가 편리하며 발달된 것이라 주장

하 다. 한 미국은 10세 이상의 아동은 구라도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

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우편  가입의 확 를 강

조하 다.24) 

조선총독부는 한일 강제 병합 직후부터 우편 제도의 시행에 나섰다. 조선

총독부는 조선인  장려가 ‘조선 계몽상 당면한 미의 무’라고 인식하고 

이를 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개하 다. 그들은 우편 이 증 될수록 조선

(인)의 민도가 개선될 것이라 선 하며 각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각 산업 장과 

면 단 로 계좌 개설을 한 조직 인 활동을 개하 다.25) 

실제 조선인 입자는 1912년 29만 4120명에서 1933년에 이르러 217만 3300명

으로 약 7배 증가하 다. 액도 1912년 74만 4654엔에서 1933년 742만 3343

엔으로 약 10배 증가하 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액은 20년간 2.53엔에서 

3.42엔으로 약 35퍼센트 증가했을 뿐이다. 해당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

했을 때 실질 인 액은 정체되거나 감소한 것이다.26) 조선총독부는 구미의 

사례를 들어 우편 액의 극 인 사회ㆍ경제  투입을 강조하며 우편  

치를 독려하 다. 하지만 조선인의 1인당 액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

인의 경제  처지는 정체 상태 다. 1933년 조선인의 1인당 액은 일본인의 

1/17에 불과하 다. 이는 체신국이 명목상으로 조선(인)의 민도 향상을 해 우

편  립 을 투입하겠다고 내세우고, 실제로는 그 자 을 식민지배체제의 

수립과 안정화에 활용한 사실을 보여 다. 

야노 요시지로 이후 1920년  말까지 견된 체신행정 료 에서 체계 인 

시찰 조사 보고서를 남긴 이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이 신문 기사, 

24) 矢野義二郎, ｢米國の郵政槪況(三)｣ �朝鮮彙報�(1917年 2月). 미국의 우정국(United 

States Postal Service, USPS)의 조직과 그 역사  의미에 해서는 다음 서 을 참고할 

것. David M. Henkin, 2006 “The Postal Age : The Emergence of Modern 

Communications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5) 朝鮮總督府遞信局, 1938a �朝鮮遞信事業沿革史�, 284-306면.

26) 체신 에 한 통계는 朝鮮總督府遞信局, 의 책, 309-310면 참조. 1934년부터는 조선

인의 우편 에 한 통계자료가 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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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문 등의 형식으로 남긴 을 살펴보면 통신, 우편 사무분야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기계를 사용하여 효과 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사실에서 미국의 체신행

정을 가장 발달된 시스템으로 인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인 사례로 1922

년 순부터 1923년 11월까지 구미에 견된 야마모토 나오타로[山本直太郞]의 

시찰담을 들 수 있다. 

구쥬 젼 이젼까지는 셰계에서 뎨일 발달된 통신제도ᄂᆫ 독일이엿스나 젼이후 

잔패되야 지 은 복구에 열즁할뿐으로 지 은 하등 볼것이 업스며 지  구미에셔 뎨

일 발달된 곳은 미국이라고 ᄒᆯ수잇슴니다. 그것은 다른나라도 그러려니와 미국에셔 

모든 통신ᄉ무를 긔계를 ᄉ용하야 능률을 놉힐만할뿐아니라 죵사원의 인수를 게 

ᄉ용하야 뎐화갓흠도 디방을 제외ᄒᆫ 각 도시에셔ᄂᆫ 교환수를 사용하야 뎐화를 교환

함이 아니라 긔계를 ᄉ용하야 뎐화를 교환하며 뎐화 고장발견도 역시 긔계로 발견  

장치하얏슴니다. …… 국에셔도 미국을 모방하야 긔계를 ᄉ용하야 뎐화를 교환하

는 곳도 멧곳잇스나 이것은 아직 시험에 불과하고 그 외 독일이나 불란셔 포도아 등 

구미 각국으로 단며 보앗스나 아직 일본과 갓흔 통신제도 반을 각국을 비교하여 

볼진  뎨일은 미국이고, 뎨이는 국이라고 하면, 뎨삼은 일본이라고 ᄒᆯ수잇습듸다. 

그리고 독일을 즁심으로 이곳에셔 칠개월을 두류하면셔 구미각처로 왓다갓다하야 그 

긔계의 수입에 한 연구도 하여 보앗ᄂᆫ 개ᄂᆫ 됴션에셔 잡지이나 고상으로 보

던 긔계 등이엿스나 그 형식이 일본에셔 ᄉ용하ᄂᆫ 것과 다소 다를뿐으로 가격은 매

우 고가임으로 슈입에ᄂᆫ 다소 쥬뎌치 안이ᄒᆯ수업다하더라.27) 

인용문의 내용에서 보이듯 미국은 우편ㆍ통신기술의 설비와 운용 측면에서 

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참고할 상으로 발 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야마모

토 나오타로 스스로는 일본의 통신제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간다고 주장하며 

조선의 에게 일본이 세계 열강에 뒤지지 않는 문명국이라는 인식을 주려 하

다. 미국의 우편․통신행정에 주목하는 한편 일본과 그 식민지 조선의 련 

제도 한 발 했다는 주장은 다카하시 리사부로[高橋利三郞], 곤도 오키지로 

등 1920년 에 견된 다른 체신행정 료의 공통된 인식이었다.28) 

27) ｢歐米의 通信狀況｣, �每日申報�, 1923년 11월 7일. 

28) 高橋利三郞, 1926 ｢朝鮮の遞信事業｣ �朝鮮公論� 159; 近藤確郞, 1926 ｢自動車の王國より｣ 

�朝鮮遞信協 雜誌� 100; 近藤確郞, 1926 ｢歐米を見た中から｣ �朝鮮遞信協 雜誌� 102; 

近藤確郞, 1927 ｢歐米を見た中から｣ �朝鮮遞信協 雜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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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은 1910년 에 들어 항공기를 이용한 우편물 수송 시험에 나서기 시

작하여 1918년 5월부터 일부 구간에 정식으로 항공우편을 도입하 다. 1919년 3

월에는 국제 항공우편 사업을 개시하 으며, 자국 내의 항공우편도 지속 으로 

육성하 다. 1918년 제1차 세계 의 종 과 더불어 남겨진 많은 군용기가 

1920년  구미 각국의 운송사업에 활용되면서 항공운송업이 발 하는 계기가 되

었다. 개조한 군용기로 민간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본격 인 민간 항

공기가 개발되고 구미의 주요 도시에는 정기 항공노선이 확 되었다. 미국은 이

러한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주요 국가 다.29)

일본은 이러한 국제  조류에 뒤처지지 않기 해 1921년 4월 조선, 일본, 

만을 법역(法域)으로 하는 ｢항공법｣을 제정하 다(1927년 6월 1일 시행). 그리

고 그 시행에 앞서 1927년 1월 ｢체신 서 제｣를 개정하여 항공 사무를 체신국

에 포함시켰다. 한 1928년에 경성비행장과 울산비행장를 설치하고 1929년 4월 

1일부터 울산-도쿄  울산-다롄[大連]선을 두어 화물 운송을 시작하 으며, 항

공우편은 동년 6월 21일부터 개시하 다.30) 1929년 9월에 체신 서에 비행장이 

추가되면서 체신국은 조선의 항공업무 체를 총 하 다. 항공이 체신국의 업

무로 자리잡으면서 체신국은 항공우편의 선두주자인 미국에서 발간한 실무자료

를 번역하여 탐색하는 한편, 추가 인 자료 조사와 시찰을 해 신가이 하지메

[新貝肇]를 구미에 견하 다.31)  

미국이 자국 내의 한 역에 한 신속한 우편물 수송을 해 항공우편에 

심을 기울 다면 국은 국외의 범 한 식민지와 세계 각국의 우편물을 커

버하기 한 수단으로 항공우편을 극 활용하고 있었다. 이 에서 조선총독부 

체신국은 항공우편뿐만 아니라 국외 우편물을 리하는 심층 인 노하우를 탐색

29)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2020 “Th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 An American 

History,” pp.40-45. 역사상 최 의 국제 항공우편은 1918년 3월 20일 오스트리아 빈과 

우크라이나 키 를 연결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30) 조선총독부(박찬승 외 옮김), 2018a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上�, 민속원, 441면; 조선

총독부(박찬승 외 옮김), 2018b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中�, 민속원, 536-537면.

31) 坦原生, 1927 ｢米國の飛行郵便業務｣ �朝鮮遞信協 雜誌� 106; ｢歐洲の航空利用は注目す

べき現象｣, �朝鮮新聞�, 1931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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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국의 련 부서를 집 으로 시찰 조사하는 활동도 개하 다.32) 해

당 주제는 그 이 의 체신행정 료의 시찰 조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이는 체신국의 할 업무 추가에 따른 변화라 할 수 있다. 

우편ㆍ통신 이외에 구미 출장 체신행정 료가 천착한 주제는 간이생명보험

(이하 간보)을 심으로 한 보험사업이었다. 체신국의 보험사업 구상은  장

이었던 이 다 주사부로[池田十三郞]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우편 체 리

소장 엔도 타츠[遠藤達]와 함께 ｢조선우편생명보험경 수지조서｣를 상하고 그

에 기 한 법안을 작성하여 1914년 1월 일본 내각에 제출하 다. 하지만 내각이 

경질되어 재가를 받지 못하 다. 다음 해에는 일본의 간이생명보험법안과 간이

생명보험자 특별회계법안에 따라 이 에 기 한 법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안하

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수용되지 못하 다. 1920년  에

도 간보 시행에 한 체신국의 시도는 끊이지 않았지만 1921년 조선생명보험회

사의 설립 등으로 좌 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체신국은 경성상업회의소와 같

은 경제인 단체를 동원하여 일본 내각에 간보 시행을 지속 으로 청원하 다. 

결국 1929년 2월에 개최된 제국의회에서 조선간이생명보험특별법안과 산안 

 기타 법안이 통과되면서 1929년 5월 ｢조선간이생명보험령｣이 공포되었다.33) 

하지만 간보의 립  운용 주 청을 두고 장성과 의견 립이 야기되었다. 

조선총독부 측은 당연히 간보의 립  운용을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

면, 장성은 이른바 국고  통일의 원칙을 내세워 해당 사업의 립 도 

부에서 일 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반발한 것이다. 결국 조선총독부와 장성

은 상호간의 타 을 찾아 1932년 2월 16일 ｢조선간이생명보험 립 운용규칙｣

이 제정되었다. 

이 규칙 제1조는 ‘ 립 은 조선총독이 리한다’라고 정하고, 제2조에서 ‘ 립

은 보험계약자에 한 부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채 보유 는 장성 

부에 입한다’라고 정하 다. 립 의 공식 인 리 주체를 조선총독으로 

지정하 으며, 조선총독은 장 신과의 별도 정에 따라 립 의  재

32) 平尾壬午郞, 1930 ｢倫敦郵便業務｣ �朝鮮遞信協 雜誌� 143.

33) 朝鮮總督府遞信局, 1938a 앞의 책, 335-3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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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한도에서 조선총독부의 사업에 한 융통성있는 투자가 가능하 다. 간보 

립  투자 사업을 의하기 해 <표 5>와 같이 ‘조선간이생명보험사업자문 원

회’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정무총감이 회장이며, 원은 계 청의 고등 과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하 기에 립  운용의 실권은 

결과 으로 조선총독이 장악하게 되었다.34)

<표 5> 조선간이생명보험사업자문 원회 명단

회장: 정무총감 今井田淸德

원 체신국장 山本犀藏 원 부 운용과장 原邦道

원 내무국장 牛島省三 원 척식성 조선부 제2과장 宮島保衛

원 학무국장 林茂樹 원 후작 박 효

원 재무국장 林繁藏 원 조선상업은행 취두 박 철 

원 식산국장 邊渡忍 원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 사장 한상룡

원 심의실사무  萩原彦三 원 조선은행 총재 加藤敬三郞

원 간이보험국기사 龜田豊治朗 원 조선식산은행 취두 有賀光豊

출 : 朝鮮總督府遞信局, 1938a �朝鮮遞信事業沿革史�, 344-345면.
비고: 조선인의 성명은 한 로 표시함. 

조선총독부는 간보 립  운용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자마자 보험감리과장

을 맡고 있던 모리 요시노부[森義信]를 구미 각국에 견하여 간보 운용 실태를 

시찰 조사하게 하 다. 그는 1932년 3월 일본 고베를 떠나 6개월간의 구미 출장

을 떠났으며, 귀임 이후에는 1933년 6월 체신국에 신설된 보험운용과의  과

장을 맡았다.35) 

모리 요시노부는 국, 미국, 독일, 랑스를 심으로 간보의 연 과 업무 

황을 구체 으로 조사하 다.36) 이러한 활동에서 그가 특히 주목한 주제는 소아

34) 朝鮮總督府遞信局, 1938a 앞의 책, 342-343면. 1931년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는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일본의 체신차 (遞信次官) 이마이다 기요노리[今井田淸德]를 정

무총감으로 임명하 다. 1909년 7월 도쿄제국 학 법과 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마이다 

기요노리는 동년 11월에 고등문 시험에 합격한 직후부터 곧 각종 체신업무에 종사한 

인물이다. 

35) �朝鮮新聞�, 1932년 3월 24일; ｢簡保務業膨脹 運用課新設｣, �每日申報�, 1933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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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었다. 일본 체신성에서 1931년 10월 1일부터 소아보험사업을 시행했다는 

사실로 비추어볼 때, 조선총독부에서도 간보의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에 해당 보

험을 추가로 도입하기 해 자료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체신성은 

1920년  반부터 소아보험사업을 시작하기 한 비에 착수하여 시행을 추진

하 다.37) 하지만 징병보험과 연령이 겹치는 문제로 보험사들과 마찰이 이어져 

실제 시행에는 어려움을 겪었다.38) 조선에서 소아보험을 시행할 경우 당연히 이

와 같은 난 에 착할 것이기에 조선총독부는 미리 소아보험에 한 학술과 시

행사례에 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모리 요시노부는 구미 여

러나라의 보험 실태를 시찰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 다.

소아보험은 간이생명보험의 한 체계로 조직상 불가분의 계인 제도이다. 간이생

명보험이 가족 원을 그 보험 범 에 포함하는 소  국민보험 는 가족보험의 理

想을 갖고 있다는 에서 소아보험제도를 갖추지 않은 간이보험제도는 형식 으로 

미완성이라 칭할 수 있다. 미의 실황에서도 간이보험 신계약의 2할 내지 3할은 소

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소아보험의 창시는 사업상 신 역을 개척하

는 것이며 부모의 애정이 소아보험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것은 일반 사

람들의 보함사상을 환기하고 성인보험의 수요를 자극하는 등 效益을 기 할 수 있

다. 요컨  성인ㆍ소아 양자의 보험은 혼연일체로 간이보험의 만족스러운 발 을 가

져다  것이라 기 한다.39) 

인용문과 같이 모리 요시노부는 소아보험은 구미 간보 계약의 20~3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사업성이 높은 편인 동시에, 간보가 국민과 가족을 보호하는 제

도라는 측면에서도 소아보험 시행의 정당성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소아보험은 

36) 森義信, 1933a ｢歐米諸國の簡易生命保險｣ �朝鮮遞信協 雜誌� 179; 森義信, 1933b ｢歐米

諸國の簡易生命保險(其の二)｣ �朝鮮遞信協 雜誌� 180; 森義信, 1933c ｢歐米諸國の簡易

生命保險(其の三)｣ �朝鮮遞信協 雜誌� 181; 森義信, 1933d ｢歐米諸國の簡易生命保險

(其の四)｣ �朝鮮遞信協 雜誌� 182; 森義信, 1933e ｢歐米諸國の簡易生命保險(其の五)｣ 

�朝鮮遞信協 雜誌� 183; 森義信, 1934 ｢歐米諸國の簡易生命保險(其の六)｣ �朝鮮遞信協

雜誌� 188.

37) ｢소아보험을 창설: 벌써 제2안까지 만들어, 체신성의 신보험정책｣, �釜山日報�, 1925년 7

월 22일.

38) ｢ 兒保險實施に反 , 徴兵保險業 の陳情｣, �朝鮮新聞�, 1930년 7월 17일. 

39) 森義信, 1934 앞의 논문,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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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자신이 생명을 지킬만한 힘이 약한 존재라는 측면에서 성인이 소아

를 살해하고 보험 을 차지하는 이른바 도덕  해이(moral hazard) 문제의 가능

성이 크다. 따라서 이 보험의 시행을 두고 구미에서 지않은 논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모리 요시노부는 소아보험 계약 계인의 자격과 보험 의 제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도 소아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40) 조선에서 체신국의 소아보험사업은 곧바로 실시

되지 못하다가 1941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41)  

1936년 구미에 견된 이  세이[池淸], 다나카 시즈오[田中靜夫]는 국가 주

도의 일원 인 보험사업과 그 효용을 강조함으로써 식민지배체제의 안정된 유지

를 해 보험사업은 국가  임무라고 강조하 다. 특히 다나카 시즈오의 경우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소련의 국 ㆍ민  보험 사업의 황을 분석하고 국가 재

원으로서 보험이 갖는 역할을 상술하 다.42)

체신국의 간보 사업은 인 홍보와 장려정책에 힘입어 일제가 패망하기 

까지 성장세를 이어나갔다.43) 하지만 지방 체신 서에서 실 을 채우기 해 

생활이 극히 어려운 조선인에게조차 가입을 강권하 으며, 경제활동 자 을 

부받기 해서는 간보 가입이 강제되었다.44) 그 밖에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체신국은 조선인에게 간보 가입을 종용하 으며, 강제 징수와 선징수의 수법을 

동원하 다.45) 

40) 森義信, 1933e 앞의 논문.

41) 일본과 같이 만 3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아동을 상으로 시행되었으며, 계약자는 아동의 

실제 (조)부모, 양부모, 실제 형제ㆍ자매로 한정되었다. ｢待望의 兒保險 明日부터 實施

决定｣, �每日申報�, 1941년 10월 1일. 

42) 田中靜夫, 1937 ｢歐洲諸國に於ける保險事業の趨勢｣ �朝鮮遞信� 235; 田中靜夫, 1938a ｢歐

洲諸國に於ける保險事業の趨勢 二.チヱツコスロヴァキアに於ける私營保險｣ �朝鮮遞信�

236; 田中靜夫, 1938b ｢歐洲諸國に於ける保險事業の趨勢 三.ソヴヱ-ト聯邦の保險制度｣  

�朝鮮遞信� 237; 池淸, 1936a ｢歐米を一巡して: 遞信局 議室に於ける講演｣ �朝鮮遞信�

222; 池淸, 1936b ｢歐米を一巡して: 遞信局 議室に於ける講演｣ �警務彙報� 368. 

43) 조선총독부(박찬승 외 옮김), 2018b 앞의 책, 905-906면; 조선총독부(박찬승 외 옮김), 

2018c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下�, 민속원, 1358면.

44) ｢簡易生命保險의 利害｣, �동아일보�, 1931년 6월 6일; ｢ 業 에게 簡保加入慫慂｣, �조선

일보�, 1934년 2월 17일; ｢加入은 不過六割 失効는 四倍以上｣, �조선일보�, 1935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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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보를 시작할 무렵 50만 명이 넘는 조선인 끼니를 제 로 잇지 못하는 궁민

의 처지에 놓여 있었다. 조선의 언론은 이들의 구제에 간보의 립 을 우선

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인식하 다.46) 즉 간보의 정당성을 선 하며 조선총독부

가 내세운 조선인 생활의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간보 

시행 기에 ‘공공사업’에 그 립 을 할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 으나, 

시체제가 확 되는 과정에서 비 국채 인수에 립 을 집 으로 사용하며 

군비 마련의 수단으로 활용하 다.47) 이는 애시당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가 

간보를 식민지배체제 구축과 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난 해결의 수단으로 인

식한 결과 다.

2) 체신기술 료

구미 출장을 다녀온 체신기술 료는 모두 6명으로, 견 시기는 1920년 에 

집 되어 있다. 시찰 조사 주제는 크게 기, (무선)통신기술, 조선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이들 에서 기와 통신 분야는 체신국이 핵심 업무 기에 시찰 

조사에 한 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들 분야에 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 3월 ｢ 기사업취체규칙｣을 제정하여 력회사의 설립과 

운 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여 력사업의 규제에 나섰다. 이 규칙에서 직

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기회사의 력 공  구역이 복되지 않기 한 방책

이었다. 주요 도시를 심으로 력 수요가 일어나 1910년  반에 진남포

기, 기, 조선 기, 평양 기, 원산수력 기, 구 기, 군산 기, 청주 기, 

수원 기, 신의주 기 등이 설립되었다.48) 1910  말부터 1920년  에 이르러 

조선 기흥업, 강산 기철도와 같은 비교  규모의 발 설비를 갖춘 력회

사가 설립되어 업을 개시하 다. 신설된 력회사는 발 력의 향상을 가져왔

지만 력 공  지역의 이권을 둘러싸고 기존 사업자와 갈등을 빚었다.49) 기

45) 정일 , 앞의 논문, 205-206면.

46) ｢窮民五十萬｣, �조선일보�, 1931년 12월 10일.

47) 양홍 , 앞의 논문.

48) 朝鮮總督府遞信局, 1916 �朝鮮電氣事業要覽�, 10-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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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체신국은 기존의 세한 력회사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단 의 발 설비를 운 하는 력회사의 등장이 이러한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 상하 다. 체신국이 1920년에 기과장 다카사키 세이[高崎齊]

를 구미에 견한 것은 이러한 맥락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

국, 국, 스 스, 이탈리아 등 구미 각국의 기사업 추세를 시찰 조사하고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구미 기사업의 경 상 특징으로 주목되는 것은 기  송 사업 경 기 을 

통일하는 계획이다. 그것을 실 하기 한 사업의 합동연락, 발 소의 계획 기타 

력의 국가 리가 논의된다. 력  송  사업 통일 방법에 해 미국에서는 사업자

의 송 연락에 입각하여 경 기 의 집 을 기획한다. 구주 여러나라에서도 그것을 

국가 는 주(洲)의 경 으로 옮기고, 이미 설치된 발 소의 매수를 진행하고, 요 

지역에 용량의 발 소를 건설한다. 이는 지극히 경제 인 기의 공 을 행하는 

것이며, 일반 공업의 발달을 조장하는 후(戰後)경 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다.50)

인용문의 내용처럼 다카사키 세이는 제1차 세계  이후 구미 각국은 력

의 생산과 송  측면에서 국가에서 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것이 

기의 경제 인 공 과 공업 발 을 진한다고 인식하 다. 즉 체신국은 단

 발 소의 건립 이후 사업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경쟁 인 사업 운 을 

막고, 향후 조선총독부가 리하는 일원 인 발 ㆍ송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고 생각한 것이다. 조선 기흥업과 강산 기철도의 발  설비가 공된 이후

에 실제 력 공  지역을 둘러싸고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이 일어났다. 이때 체

신국은 력 공 의 도소매 역할을 지정하거나, 수용가 1호당 력량의 수 에 

따라 력 공  회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회사 간의 경쟁을 지하 다.51) 

다카사키 세이가 체신기술 료임에도 기사업 리에 한 정책 인 시찰 

조사를 개했다면 나카야마 치아키와 나카가와 긴자부로의 구미 출장은 기에 

49) 오진석, 2006 �한국근  電力産業의 발 과 京城電氣(株)�, 연세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102-108면.

50) 高崎齊, 1922 ｢歐米に於ける電氣事業趨勢｣ �朝鮮� 89, 58면.

51) 오진석, 앞의 논문, 108-109면. 이후 조선의 력에 한 조선총독부의 통제정책에 한 

구체 인 논의는 오진석, 같은 논문, 279-296면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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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  측면을 주제로 한 표 인 사례이다. 양자는 모두 구미의 수력발

 상황을 주제로 견되었는데, 특히 나카가와 긴자부로는 아일랜드의 사례에 

주목하 다. 

당시 아일랜드는 국에서 독립한 직후로 국가 경제의 사정이 차 열악해지

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새 (Shannon)강에 인 한 아드나크

루샤(Ardnacrusha)에 세계 최 의 수력발 소를 건설하고 있었다. 나카가와 긴

자부로는 조선처럼 각 지역별로 단독 인 소규모의 발 소가 운 되고 있으며, 

총발 력과 발  방식의 비율도 조선과 아주 유사한데다 석탄의 매장량이 많은 

편이나 발 에 사용할 정도의 품질에 이르지 않다는 까지 쏙 빼닮은 아일랜드

가 국가 발 의 돌 구로 삼은 수력발 소 건립사업은 조선의 기사업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여겼다. 새  수력발  계획(Shannon hydroelectric scheme)이

라는 이름으로 1925년부터 시작된 아드나크루샤 수력발 소 건설은 나카가와 긴

자부로가 방문한 1928년 에 상당히 진행된 상태 다. 아일랜드는 이 발 소에

서 생산되는 력으로 아일랜드의 모든 도시와 농 을 화(電化, Electrification)

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에 그 수력발  공사의 규모와 방법은 시찰 조사 상으

로 삼기에 충분하 다. 

<그림 1> 아드나크루샤 수력발 소 건설 장

출처: https://cif.ie/2017/12/07/esb-archives-constructing-shannon-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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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가와 긴자부로는 력의 생산과 공 의 측면에서 조선과 매우 유사한 처

지인 아일랜드가 산업 진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수력발 소를 건립하는 활동에 

시사하는 이 크다고 인식하고 해당 발 소의 공사 황과 방법을 세 하게 시

찰 조사하 다.52) 실제 아드나크루샤 수력발 소가 1929년 7월 하순부터 력 

공 을 개시한 이후 아일랜드의 사회ㆍ경제  상황은 이 에 비해 크게 성장하

는 모습을 보 다.53)

1920년 에 들어서도 조선에서는 특정 지역에 한 각 기회사의 독 인 

력공 을 보장해주는 정책이 지속되었다. 기회사들은 지역 독 권의 보호 

속에 안주하며 새로운 발 소를 짓기보다 일본에서 고 발 기를 들여오는 식

으로, 늘어나는 력수요에 소극 으로 처하 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조선총독부는 규모의 력생산이 가능한 수력발 에 을 맞추고 1922년 11

월부터 제2차 수력자원조사를 단행하 다.54) 강산 기철도가 리발 소에 

용한 유역변경식 발 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조사는 기부터 수력발 에 

한 정  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망은 1929년 말에 완공된 부 강 수력발

소의 안정 인 력 생산을 통해 한층 강화되었다.55) 

1931년 10월 조선총독부는 향후 10년 동안 장진강, 허천강, 고미탄천 등에 25

개의 수력발 소를 건설하여 7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 량을 확보하기로 결정하

으며, 국 각지의 기회사에 한 통합을 고하 다.56) 이는 1932년 2월 

｢조선 기사업령｣의 공포로 이어졌다. 체신기술 료의 구미 시찰 조사의 결과

52) 中川銀三郎, 1928 ｢愛蘭自由國の電力統一｣ �朝鮮� 155.

53) Paul Duffy, 1987 “Ardnacrusha-birthplace of the E.S.B,” North Munster Antiquarian 

Journal 22.

54) 제1차 수력자원조사는 1911년부터 1914년까지 시행되었다. 이 조사는 력 수요지에 근

한 동시에 수자원이 풍부하다고 여겨지는 낙동강, 강, 한강, 임진강, 동강, 청천강, 

섬진강 등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반 으로 하천의 낙차가 작고, 계 에 따른 수량의 

변동이 크다는 측면에서 발 력 산출의 결과는 조선총독부의 기 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朝鮮總督府遞信局, ｢發電水力調査｣ �朝鮮彙報�(1917年 6月).

55) 오선실, 2008 ｢1920-30년 , 식민지 조선의 력시스템 환: 기업용 형 수력발 소의 

등장과 력망 체계의 구축｣ �한국과학사학회지� 30(1), 4-21면.

56) 朝鮮總督府遞信局, 1932 �發電計劃及 電網計劃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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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선총독부 주도의 력통제정책과 수력발 을 통한 력 생산 확  방안과 

맞닿아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력 통제정책은 력 생산 규모와 송  설비 등

의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수력발 소 건설 과정에서 삶의 터 을 

잃어버린 조선인에 한 피해 보상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선인 노동

자는 일본인의 반에 미치지 못하는 임 을 받으며 험한 작업에 내몰렸다. 

조선총독부는 수력발 으로 생산되는 력의 기료가 일본에 비해 렴하다며 

자찬했지만, 이는 일본에 비해 토지보상비와 임 이 극히 렴했기에 가능한 일

이었다.57) 한 기 공 은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는 읍이상의 행정구역과 일본

질소비료주식회사 등과 같은 재벌 기업이 독 하 기에 조선의 국 인 기보

률은 1930년  후반에 이르도록 30퍼센트 수 에 불과하 다.58) 

두 번째로 체신기술 료가 구미 시찰 조사에서 천착한 분야는 통신이다. 

술했듯이 구미에 견된 체신행정 료는 1910년 부터 통신의 요성을 인식하

고, 고도의 통신설비가 군사력을 압도하는 략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 다. 

1920년 에 견된 체신기술 료도 통신, 특히 당시에 크게 발 하고 있는 무

선통신에 천착하 다. 당시에 미국의 아메리카 무선통신회사(Radio Corporation 

of America, RCA), 국의 마르코니 무선통신회사(Marconis wirless), 랑스의 

랑스 무선통신회사(Société Française Radio-électrique, SFR), 독일의 텔 풍

 회사(Telefunken Gesellschaft)가 통신기술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각국에 련 

설비를 납품하고 있었다. 이에 구미에 견된 체신기술 료는 이들 회사의 기

술과 설비를 집 으로 시찰 조사하 다.59) 한편으로는 1923년 국에서 확립

된 소  제국무선망계획, 즉 국과 그 식민지ㆍ보호령을 무선으로 연결하는 계

획에 큰 심을 갖고, 그것의 구체 인 실  기술에 주목하 다. 일본이 세계

57) 박상필, 2019 ｢일제하 日本窒素肥料株式 社의 赴戰江ㆍ長津江 개발과 노동자 통제｣ �歷

史敎育� 151; 양지혜, 2020 ｢일제하 형 의 건설과 ‘개발재난’ : 일본질소의 부 강수

력발 소 건설 사례를 심으로｣ �한국문화� 89.

58) 朝鮮總督府遞信局, 1938b �朝鮮の電氣事業�.

59) 飯倉文甫, 1926 ｢各國放 無線電話の大要｣ �朝鮮及滿洲� 219; 佐佐木仁, 1927 ｢列强無線

の發達と朝鮮の無線界(二)｣ �朝鮮遞信協 雜誌� 109; 佐佐木仁, 1927 ｢列强無線の發達

と朝鮮の無線界｣ �朝鮮遞信協 雜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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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가로 더욱 크게 성장하기 해서는 체신국이 나서서 일본과 조선, 만주를 

연결하는 무선통신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인식하 다.60) 

실제로 조선총독부는 1923년 4월 경성육군무선 신소를 체신국으로 이 하여 

무선통신 업무를 담하도록 하 다. 그리하여 경성무선 신국이 설치되었으며 

설비의 확충을 통해 조선과 일본은 물론 해외 각국과의 무선통신이 차차로 실

화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체신기술 료의 구미 시찰 조사의 큰 축으로 무선

통신이 자리잡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결어

조선총독부는 체신국 운 을 한 련 자료 수집과 료의 문성 향상을 

해 1914년부터 1937년까지 모두 19명의 체신국 료를 미국과 유럽에 출장 견

하 다. 이들은 구미 각국 에서 특히 미국과 국을 집 으로 시찰 조사했

으며, 수력발 과 같이 특수한 사업의 경우 아일랜드의 사례에 천착하 다. 체신

행정 료는 13명, 체신기술 료는 6명이 견되었는데, 후자의 경우 1920년

에 출장이 집 되었다. 이들의 평균 인 출장 기간은 10개월이었는데, 체신기술 

료가 체신행정의 경우보다 더 긴 편이었다. 이들은 구미 출장에 견되는 조

선총독부 료들이 그러하듯 모두 고등 이었으며, 도쿄제국 학을 심으로 제

국 학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체신행정 료의 다수는 구미 출장에

서 돌아온 이후 일본의 련 부서로 자리를 옮긴 반면, 체신기술 료의 상당수

는 귀임 이후에도 조선에 머물며 련 활동을 개해나갔다. 

체신행정 료의 주요 시찰 조사 주제는 우편ㆍ ㆍ보험사업이었다. 1930년

는 주로 보험사업의 황을 시찰하고, 보험실무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출

장의 이 맞추어졌다. 체신기술 료의 경우는 수력발 , 무선통신기술이 시

60) 국은 식민지ㆍ보호령과의 효과 인 무선통신을 해 고 력으로 장 장을 송수신하는 

시스템을 버리고 마르코니 회사의 무선통신방식을 채택하 다. 佐佐木仁, 1927 ｢列强無

線の發達と朝鮮に於ける斯界の現狀(一)｣ �朝鮮遞信協 雜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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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조사의 핵심 인 주제 다. 체신국 료의 구미 출장은 체신과 련된 국제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부분의 경우 체신국의 안과 

한 련이 있었다. 1920년 의 경우 력수   무선통신망 확충 문제를 해결

하기 해 체신기술 료가 견되었다. 1930년 의 경우 공황과 시체제의 

확 로 구미 출장이 격히 축소된 상황이었지만, 1929년에 시작한 간보 사업의 

시사 을 마련하고, 사업 확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해 다수의 체신행정 료

가 구미에 견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체신국 료의 구미 시찰 조사 활동은 

체신국이 추진하는 사업과 정책을 뒷받침하며, 식민지배체제의 구축과 안정 인 

유지에 활용된 것이다. 

주제어 : 체신국, 미국 시찰, 유럽 시찰, 식민지배체제, 간이생명보험, 수력발

, 무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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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usiness Travels of Chosen Government General Postal 

Bureaus’ officials Covering Europe, America

61)

CHOI, Hyunwoo *

The Chosen Government General postal bureau[朝鮮總督府 遞信局] dispatched 19 

officials to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from 1914 to 1937 to collect data and improve 

the expertise of officials. Thirteen administrative officials and six technical officials were 

dispatched. The dispatch of technical officials was concentrated in the 1920s. Their 

average dispatch period was 10 months. Technical officials were dispatched longer than 

administrative officials. All of them were high-ranking officials, and the majority of 

them were graduates of Tokyo Imperial University. Most of the administrative officials 

were transferred to Japan after returning Chosen. But most technical officials stayed and 

continued to work even after returning to Chosen.

The main inspection subjects of administrative officials were postal, savings, and 

insurance projects. In the 1930s, they mainly inspected the current status of insurance 

businesses of Europe, U.S. and collected practice data. In the case of technical officials,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hydroelectricity were key topics of inspection 

investigation. The subjects of these officials’ investigation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current issues of the Chosen Government General postal bureau. In the 1920s, technical 

officials were dispatched to solve the problem of power supply and expansion of 

wireless networks. In the 1930s, a number of administrative officials were dispatched to 

obtain the datas of the postal life insurance[簡易生命保險] business that began in 1929 

and to ensure justification for the expansion of the business. European and U.S. 

inspection activities supported the projects and policies pursued by postal bureau, and 

were used to establish and maintain a stable japanese colonial rule.

Key Words : postal bureau, Europe inspection, U.S. inspection, Japanese colonial rule, 

postal life insurance, hydroelectric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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