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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일제시기 검열에 한 연구는 지 까지 주로 新聞史나 文學史 분야에서 이

루어졌다.1)1)미술 검열에 해서는 근 미술과 련된 논문에서 언 만 되었을 

뿐 이를 주제로 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2)2)이 에서는 검열을 주

했던 총독부 警務局의 검열 련 자료와 검열 취체 련 신문기사, 그리고 

1) 신문언론분야의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이 있다. 김근수, 1974 ｢1920년 의 언론

과 언론정책-잡지를 심으로｣ 일제하언론출 의 실태,한국학연구소, 603-614

면; 최 , 1987 한국신문사; 정진석 편, 1998 일제시  민족지 압수기사모음, 
LG상남언론재단 1, 2권. 문학과 검열에 한 연구는 한만수, 2000 ｢식민지시  

출 자본을 통한 문학검열에 하여｣ 국어국문학131, 국어국문학회, 575-597면; 

한기형, 2005 ｢문화정치기 검열체제와 식민지 미디어｣, 大東文化硏究 51, 69-105
면이 있다. 그리고 일제기 검열 기구와 담당자에 한 논문은 정근식, 2003 ｢식민

지  검열의 역사  기원｣, 사회와 역사 64 5-46면; 정근식, 2005 ｢일제하 검열

기구와 검열 의 변동｣,  동문화연구 51, 1-44면이 있다.

2) 일제기 미술과 검열에 한 연구는 미술 로미술에 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기다 에미코, 2001 ｢한 일 롤 타리아 미술운동의 교류에 하여｣, 미술사논단 
12, 59-81면, 사진 검열에 해서는 최인진, 2000 한국사진사 1631-1945, 빛, 

335-355면에서 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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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삭제되었던 작품을 심으로 일제시기 미술 검열의 상황에 해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식민지 시기 문화통치 성격의 일면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한국 근  미술을 분석하는 새로운 시각도 제공할 것이다. 먼

 미술검열에 한 총독부 검열자료를 정리하고, 검열표 이었던 “치안방해”

와 “풍속괴란”을 각각 검토하기로 한다.

2. 총독부 미술검열표

신문 잡지  인쇄물에 한 검열은 이미 조선 말기 을사보호조약 이후부

터 실시되었는데 이미 합방 이 의 출 법(1909) 항목에 “圖畵”가 포함되어 

있어 문서, 서 과 함께 그림도 통제의 상이 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3)있다.
3)
 

당시 지항목은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하는 내용이었으며 합방 

이후에도 이 두 항목은 검열표 이 되었다.4)4)1927년 12월 15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계 사상을 고조하는 “문 품”을 게재한 자는 엄 하게 처벌하리라는 

내용을 보도해 당시 검열체제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5)5)

검열제도가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 심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1920년  

후반기부터 미술에 한 검열도 본격 으로 시행되었다.
6)
6)미술검열에 한 조

항은 조선총독부 警務局 圖書科에서 발행한 조선에 있어서의 출 물개요(朝
鮮に於ける出版物槪要, 1930년 ) 와 朝鮮出版警察槪要(1933-39년)에서 찾

아볼 수 있다.
7)
7)조선에 있어서의 출 물개요  “조선문 간행물 행정처분 ” 

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8)8)3  민간지에 게재된 1920년부터 

3) 출 법 제1조에는 “其 문서를 술하거나 又는 번역하거나 又는 편찬하거나 又는 

圖畵를 作爲하는 자는 술자라하고 발매 又는 반포를 발행자라 하고 인쇄를 담

당하는 자를 인쇄자라 함” 이라고 명시하 다. 

4) 일제 이 의 검열상황에 해서는 정근식 (2003) 의 논문 참고.

5) ｢階級思想鼓吹 文藝品 嚴重取締 - 總督府圖書課에서 取締案을 立案中 苛酷한 檢

閱도 猶爲不足｣, 동아일보 1927. 12. 15.
6) 이에 해서는 정근식 (2005) 의 논문 참고.

7) 검열 상이 된 기사들에 해서는 정진석 편, 1998 일제시  민족지 압수기사모

음, LG상남언론재단, 1, 2권을 참고하 다. 

8) 1920년 3월 5일에 조선일보, 4월 1일에 동아일보와 시사신문이 창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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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까지의 기사  총독부가 압수한 기사를 19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실은 

것이다. 이 자료는 총독부가 용하 던 검열 표 을 보여주는데 19개의 유형 

 제 19는 “圖畵로서 기 각항의 어느 것에나 해당하는 것” 이라고 하여 구

체 으로 그림(“圖畵”)을 검열 상으로 명시한 이며,
9)
9)삭제된 두 건의 신

문삽화의 내용에 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 신문삽화가 주요 검열 상이었

음을 알 수 있다. 이 두건의 삽화는 치안과 련되는 내용으로 이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조선출 경찰개요에는 일반검열표 과 특수검열표 으로 구분하여 명시

되어 있는데10)10)일반검열표 에 명시된 두 검열표 은

제1. 안녕질서(치안) 방해의 사항

제2. 풍속괴란 신문지 출 물 검열표

이다. 1920년 부터 이미 시행해 오던 검열기 을 다시 정리한 것으로 먼  

제1항에 명시된 사항을 요약하면 1조에서 7조까지는 황실, 신궁, 황릉, 신사 

등 통치국인 일본의 존엄에 해 모독하는 내용이며 나머지 8조에서 28조까지

는 공산주의 무정부주의의 이론 내지 략 술을 지원하거나 는 그 운동

의 실행을 선동하는 사항, 납세기타 국민의무를 부인하는 사항, 조선의 독립을 

선동하거나, 조선 민족의식을 앙양하는 사항 등 조선에서의 통치체제를 방해

하는 내용이다. 제 1항은 미술에 용하는 사항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하지

는 않았지만 제2 항목은 구체 으로 미술과 련된 사항을 명시했으며 11개의 

사항  미술에 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춘화 음본(淫本)의 류 

  3. 음부를 노출한 사진, 회화, 그림엽서의 류(아동은 제외)

  4. 음부를 노출하지는 않았으나 추악 도발 으로 표 한 나체사진, 회화, 그림 

엽서의 류

  5. 선정  혹은 음외 수치의 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남녀포옹 물(아동은 

 9) 일제시  민족지 압수기사모음1권, 75면. 

10) 朝鮮出版警察槪要, 1936년 76-70면, 1937년 80-94면, 1939년 69-74면에 게재. 일
제시  민족지 압수기사모음1권, 76-78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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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의 사진, 회화의 류

  10. 서  는 性具 약품 등의 고로서 하게 사회의 풍교를 해칠 사항

의 일반검열표 의 두 항목  제 1항목인 치안방해와 련된 사항은 주

로 신문, 잡지에 게재된 삽화와 만화, 그리고 선 용 인쇄물 (“삐라”)에 용

되었으며, 제2항목인 풍속괴란에 한 사항은 사진이나 엽서, 회화, 고에 해

당된 사항으로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 항목을 구분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3. 치안방해 검열

1) 총독부 검열자료

1925년 카 가 결성되고 로 타리아 문 운동이 활발히 진행된 1920년  

후반부터 인쇄물에 한 검열이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 총독부 官方文書課에

서 1927년 10월에 발행한 자료집인 조선의 언론과 세상 (朝鮮の 論と世相)

에는 압수된 신문기사와 논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자료는 4편으로 분류

되어 있으며 그  제 2편은 ｢사회운동｣으로 “문 운동”, “제3인터내쇼날의 

향”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1927년에 소  카 의 방향 환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개인 인 경향”에서 “집단 의식”으로 환됨에 따라 이에 한 총독

부의 검열조치가 강화되기 시작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 한 신문기사의 보

도에 해 에서 언 하 다.
11)11)

이후 로운동은 검열의 항목이 되었으며 경무국 도서과에서 발행한 朝
鮮出版警察月報를 보면 이듬해부터 미술검열이 본격 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 1호(1928.9)부터 제123호(1938.12)에는 “치안차압”, “풍속차압”된 

미술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치안차압된 미술품의 건수는 1928년에 1건, 29년

에 3건, 30년에 7건, 31년에 3건, 36년에 5건, 37년에 2건으로 수원에서 < 로

타리아 미술 람회>(1930. 3.29-30)가 거행되었던 1930년에12)최다수이다.
12)
 

11) 카 의 방향 환에 해서는 박성구, 1988 일제하(1920년  반-1930년   

롤 타리아 술운동에 한 연구-KAPF경성본부와 동경지부의 립  양상을 

심으로-, 석사학 논문 (서울 학교 학원 사회학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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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상과 련된 미술품 외에 차압된 품목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와 련된 

것으로 1928년의 일본 황실의 보안과 련된 “昭和 御大典 紀念寫眞帳 豫約募

集” 고, 1929년의 국 출  反日만화, 1930년의 반제국주의 뉴스(反帝ニ

ユース) 삐라 등이다. 이들 치안방해 차압품목  최다수는 만화인데 이들은 

일본에서 간행된 잡지에 게재된 것들로 일본 내에서는 허용된 인쇄물이 식민

지에서는 검열 차압의 상이 된 것이다. 이는 검열기 뿐만 아니라 실시방법 

등 식민지  검열방침이 달랐음을 보여주는 로서, 이에 한 신문기사가 그 

상황을 확인시켜 다.13)13)

문서도서 등 출 물의 발매 지는 일본에는 사상 문제에 한 것이 主로 風俗

壞亂物이 多하나 조선 側은 風俗壞亂物은 極히 고 治安妨害에 한 으로 지

되는 것이 제일 다수이며 사상 문제에 한 자는 其次이다. 그런데 조선 측으로 

말하면 조선인의 출 물은 事前檢閱을 시행함으로 출 된 후에 발매 지에 ○을 

당하는 자는 신문잡지를 除한 外에 극히 어 일본과  사정이 다르다. 취체방

침의 근본도 다소 相違가 있어 일본에 追從할 필요도 없으나 경보국에서 각 府에 

發令하 다면 參 로라도 ○何한 通知가 올시 未知이라 云云히 하더라.

치안방해 차압 에는 1936년에 처리된 유 원의 聖畵畵報가 있는데 1919

년 삼일운동 이후 기독교인들의 활동이나 출 물도 검열 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경무국 도서과에서 발행한 朝鮮總督府禁止單行本目 (1941)에
는 聖畵畵報외에 천도교 화보인 繪像靈蹟實記(1915년 京城城侍天敎總部 

발행)가 1940년도 치안처분으로 올라있어 민족종교로서 천도교에 한 일제의 

탄압을 보여 다. 한 1936년에 처분된 책  天恩鄕修行記念寫眞(1931)은 

일본 天聲社에서 발행된 것으로 천도교의 활동범 를 알려주기도 한다. 같은 

해에 발행되어 1936년에 처분된  술과 종교(藝術と宗敎) 역시 제목만으로

는 알 수 없으나 발행사가 천성사인 것으로 보아 천도교의 내용을 담은 책이

12) <수원 로미 >에 해서는 이 시를 주도했던 카  수원지부의 핵심인물이었

던 박승극에 한 조성운의 연구에서 소개되었다. 조성운, 2001｢박승극과 조선 

롤 타리아 술동맹 수원지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16, 315-338면.  < 로

미 >을 집 으로 다른 논문으로는 키다 에미코, 2003 ｢수원 롤 타리아 미

술술 람회를 통해본 미술개념｣, 한국근 미술사학 11, 77-108면 참고. 

13) ｢출 물 취체에 조선의 사정이 연히 상 된다고｣, 조선일보, 1927.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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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삼일운동에서 종교단체의 역할은 컸으며 특히 기독

교와 천도교는 민족  종교로서 이러한 종교  내용을 담은 신문기사는 물론 

미술품과 술서 들도 치안 처분의 항목이 되었다.14)
14)

이러한 일제의 검열 상황에 해서 당시 조선의 신문들은 지속 으로 보도

했는데, 한 소학생이 연필로 그린 조선지도, 그리고 禁酒 선  깃발까지 압수

되었음을 보도한 기사를 통해서 식민지 검열에 있어서 시각  자료의 비 도 

컸음을 알려 다.
15)15)

信川 경찰서에서는 번 신천에서 개최한 黃海主日學校大  아동학 품 람회

에 출품한 載寧錦山교회 유년부 李槿이라는 어린 학생이 연필로 단순히 조선 지도

와 사람 하나를 그린 것을 압수하고  회 주 단연 선 부에 신천 李尙信씨의 

기증한 주단연 축하旗를 압수하고 시말서까지 받았다는데 그는 깃발에 그린 그

림이 불온타고 압수한 것이라더라.

검열표  제 1항목 “안녕칠서(치안) 방해의 사항 ” 사회운동으로서 로

타리아운동은 제일 요한 검열항목이었다. 특히 사회주의 사상은 민족주의 

이념과 같이 결합되어 개되었다.16)16)앞서 언 한 조선총독부 지단행본 목

록을 보면
17)17)치안방해 압수 서 은 부분 일본에서 간행된 책들로 부 

로사상과 련된 책들이었다. 그 발행부수는 1920년  말에 최고조에 달했던 

듯하고 조선에서의 발매는 철 하게 지되어 압수된 숫자는 수천부에 달했

다고 한다.
18)18)그  1929년과 1933년에 처분된 책인  로 타리아 미술을 

14) ｢조선의 상과 종교단체｣동아일보1929. 7. 11. 는 기독교와 천도교가 “조선민

의 각성을 진한 민족  운동에 동원하 다”는 내용을 실었으며, 이 기사

는 압수되었다. 이 기사의 문은 일제시  민족지 압수기사모음2권, 466-468

면에 게재. 

15) ｢展覽 에 出品한 禁酒宣傳旗押收 - 소학생의 연필화도 압수해 그림이 不穩타 

하야｣, 동아일보, 1929. 3. 21. 
16) 이 시기는 검열의 세 번째 단계인 경무국 도서과(1926-1943) 시기로 인쇄출 문

화가 성장하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검열제도가 체계화되었다. 정

근식(2005) 참조.

17) 조선총독부경무국이 발행한조선총독부 지단행본 목록(1941.1)의 목록의 일

부는 같은 부서에서 발행한 조선출 경찰월보제1호(1928.9.)~제123호(1938.12.)

의 목록과 복된다. 

18) ｢일본 무산계  잡지 조선에서 발매 지 - 노농, 무산자, 노동 양신문 압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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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村山知義, “유태인소녀의 상” 

1922

하여(プロレタリア美術の爲に)는 근  일본의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입장

을 취한 미술운동 그룹인 마보(MAVO, 1923-1928)의 주도자 무라야마 

토모요시(村山知義, 1901-77)의 책이다.19)19)1920년   베를린에서 수학한 무

라야마는 러시아 명이후에 속

히 퍼진 무산계 사상을 수용했으

며 로사상 작가들이 주로 사용한 

러시아의 사실주의양식 신 구성

주의나 큐비즘양식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 다(그림 1). 그와 

마보그룹화가들이 주로 사용한 이 

두 미술양식은 근  일본화단에서 

로사상 혹은  입장과 연

지어졌는데
20)20)본국에서의 이와 같

은 술가들의 좌  성향으

로 “ ”와 련된 인쇄물은 철

하게 검열의 상이 되었다. 

한 마보그룹과 마찬가지로 조

선 로 맹도 연극활동을 통해 

 이념을 표명했으며, 이에 한 

검열조치가 이루어졌다.21)21)1927년 

간잠입을 엄  취체｣, 조선일보 1929. 2. 26.
19) 이 책은 무라야마가 무정부주의  입장뿐만 아니라 롤 타리아 사상도 취했음

을 확인시켜 다. 그리고 마보가 활동하던 시기인 1920년   1920-25년에 일

본에 유학을 했던 KAPF발기인 조각가 김복진이 마보의 향을 받았던 것은 당

연하며 이는 그가 창간에 참여했던 잡지 문 운동의 표지 디자인에서도 드러

난다. 

20) 이와 같은 明治후기-昭和 기의 운동에 해서는 五十殿利治, 1998 大正期

新 美術運動の硏究, 東京: スカイドア, 와 Gennifer Weisenfeld, 2002 MAVO: 

Japanese Artists and the Avant-Garde 1905-1931,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참고. 큐비즘과 구성주의양식으로 표 된 그림에 

해서는 아래의 신문삽화에서 더 언 하기로 한다. 

21) ｢수원 푸로 맹 푸로극 연기 - 각본 검열 문제로｣, 조선일보, 192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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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 조선지 에 발표한 김복진의 ｢나형선안의 안｣은 검열에 의해 많은 

伏字로 철되었는데 미술을 한 미술인 순정미술에 한 안으로 무산계

의 미술을 주장한 이 은 후자와 련된 내용이 거의 삭제되어 문맥이 불

안정하나, 그의 원래의 의도와 웅변 인 논조를 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우리들은 우리의 술운동이       지익(支翼)임을 안다. 그럼으로 이 일

지익의 임무를 다하려 하야 여기에 술운동의 일분야인 형성(型成) 술운동의 

집단을 형성한다. . . . . 우리들은             의 완 한 일 으로서 

술행동을 개하  이만할 것을 안다. . . . 우리들은 계 운동의      고층단

계로의 진보 아지의 과정하여온 제단계를 구명 . . . . 소  순정미술의 미안(美眼)

을 벗은 나형(裸型)으로 모이자. 그리고             ｢나형｣을 힘있게 

하자. 

        지익 임무를 다같이 하자.
22)22)

 

그가 이상 인 술사조로 제시한 “형성(型成) 술운동”은 러시아의 구성

주의미술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23)23)구성주의와 같은 20세기  유럽의 

미술 형식은 큐비즘과 마찬가지로 무라야마 토모요시가 주동이 된 다이쇼시

기의 신흥미술운동의 주된 양식이었으므로 에서 언 한 것처럼 식민지 조

선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후  활동의 근본문제(前衛活動の根本問題, 

1929년에 처분), 신미술과 리얼리즘의 문제(新しい美術とレアリズムの問題, 

1933년에 처분)가 치안 항목으로 처분되었으며 동경에서 출 된 모던 語漫畵

辭典 역시 1931년에 치안처분되어 리얼리즘, 모던, 의 개념 들이 모두 

로사상과 같은 맥락에서 악되었음을 알 수 있다.
24)24)國際現象畵報(상해발간, 

22) 조선지 1927.5 문은 최열, 1991한국 미술운동사,돌베개, 49-50면에 게재. 

23) 일차  후에 등장한 구성주의미술의 특징은 기하학 인 형체로 화면을 구성

하는 추상 미술로 상업미술에도 향을 주어 새로운 디자인의 형식을 만들어내

었고 특히 책 표지나 삽화에서 장식 인 활자구성, 타이포그래피의 유행을 불러

왔다. 구성주의의 표  작가인 Alexander Rodchenko의 도안은 그 특성을 보

여주며, 일본에도 유입되어 작가그룹인 MAVO에 의해 극 으로 수용되었

는데 이들의 무정부 이며 좌  경향성은 한국 로미술가들에게도 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복진도 문 운동 표지 디자인을 다양한 활자 형체로 구

성하 으며 그 향을 볼 수 있다.

24) 조선총독부 지단행본 목록에는 같은 해 1931년에 モダン語漫畵辭典이 풍

속처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모던”, 즉 “근 ” 도시문화가 퇴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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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처분) 와 같은 근 인 시 의식을 고양하는 미술서  역시 검열 상

이었다.  1, 2차세계  사이 독일사회의 퇴폐  분 기를 묘사한 좌  표

주의 성향의 독일 작가 게오르그 그로츠(Gerog Grosz, 1893-1959)의  술

의 기 (藝術の危機, 1930.3.15 번역)와 같은 책도 치안 항목으로 처분(1937. 

9. 27)되었는데 이는 총독부의 미술검열이 꽤 문 이었음을 시사한다.

미술과 련되지 않은 서 이라도 로사상 련 술서 은 모두 검열

상이었다. 이 책들은 부 일본에서 간행된 서 으로 1930년(6건)과 31년(6

건) 에 제일 많은 것으로 보아 당시 로사상이 이 시기에 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 처분된 상황을 보면 1933년(5건), 34년(7건), 37년(4건)으

로 이러한 일본에서 간행된 책들이 유입되고 있었다는 것은 미술계에서는 

로미술작품이 제작되지 않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문 이론은 지속 으로 

로사상에 노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직  그림을 포함한 책들로는 일본 로 타리아 미술집(日本プロレ

タリア美術集, 1931년 )과 같은 책 외에 처분된 책들은 부분 만화 는데, 

시체제로 들어간 1930년  말부터는 군사와 련된 만화가 다수 제작되었으

며 이들 역시 모두 치안 항목으로 차압되었다. 근  한국에서도 로사상을 

표 한 미술작품은 주로 감상회화보다 만화 혹은 신문삽화에서 찾아볼 수 있

는데 아래에서는 압수된 신문삽화를 심으로 그 검열상황을 살펴본다. 그리

고 공 증서에 사용된 무궁화 도안도 차압되었는데 (조선출 경찰월보 
1935. 2.2) 앞서 언 한 것처럼 시각  자료의 상징  의미에 해서도 검열당

국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알 수 있다.  

2) 압수 신문삽화

신문검열은 사  원고 검열이나 사후 삭제 는 압수, 발매 반포 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시행되었다. 1924년 12월 20일자 시 일보 삽화(그림 2)와 같

이 완 히 삭제되어 원래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삽화에 한 

압수기사 기록에 의하면 “양지를 향하야”는 일제의 담배 매국 당국자들의 

를 함축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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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양지를 향하야” 

시 일보 1924. 12. 20

횡포에 한 비 이 담긴 내용으로 그해 

金化에서 일어난 담배 밭 화재사건과 그

로 인한 조선 농민들의 피해를 강도 높게 

비 함으로써 치안 방해에 해당된 것이었

다.25)25)이처럼 삭제된 그림에 한 기사의 

내용은 조선에 있어서의 출 물개요
(1930)와 같은 총독부 자료에 일어로 번역

되어 기록되어 있다.26)26)이 자료의 제 19항

목에 삭제된 “圖畵“로 기록된 2건의 압수

삽화  하나는 1925. 10.17자 동아일보
에 게재된 삽화인데 그 제목은 “參拜도 

자유 不參拜도 자유”로 차압처분 된 이유

는 “기독교도 등이 조선 신궁에 참배 안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참배를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를 풍자한 것으로 차압처

분되다”라고 되어있어 조선신궁에 참배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한 데 해 치안처분한 것이었다. 역시 기록만 남아있는 시 일보(1926.1.1)
에 실린 만화는 독립운동을 하다 검거되어 옥 단식을 하고 있는 김지섭에게 

칼끝에 음식을 꼽아 들이 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경 의 잔학성을 묘사하여, 

역시 검열 상이 되어 삭제되었다.

압수 삭제된 신문 삽화  존하는 삽화도 있다. 이 자료들에 근거하면 삽

화에 한 검열은 1923년 하반기 경부터 시작하 던 것으로 보이며 동아일보
는 기 검열 상이 된 신문 의 하나 다. 1923년 9월에 일어난 동경 지진으

로 많은 인명피해가 생기면서 지진의 원인을 조선인 동포들이 폭탄을 던졌거

나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타서 많은 인명피해를 본 것처럼 지진의 책임

25) 이 기사의 全文은 일제시  민족지 압수기사모음 2권, 551-552면. 

26) 검열 상이 된 기사들의 일부는 국문 그 로 자료로 실려 있기도 했으며, 일부

는 일어로 번역되기도 하 다. 삭제된 두편의 삽화의 내용에 해서는일제시  

민족지 압수기사모음1권, 75면에 게재. 이 장에서는 일제시  민족지 압수기사 

모음에 수록된 삭제 삽화를 심으로 검토했지만, 당시 삽화들의 소재나 표

형식을 보면 검열 압수된 삽화는 이 외에도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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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아일보 1923. 9. 23

<그림 4> “엎친데 덮친다고 이래서야 살 

수가 있나 가득 죽겠는데”『동아일보』1923. 

10. 21

<그림 5> “모이나 주지 말었으면” 

동아일보 1924. 11. 5

을 조선인에게 돌려 많은 조선인들

이 피살당하게 되자 동아일보는 

그 사건을 풍자하여 만화를 실었다. 

1923년 9월 23일자 동아일보에 상

하로 실린 이 만화는 (조선인이) 우

물에 독약물을 탔다고 소리치는 사

람들과 우물 주변에 쓰러진 사람들, 

그리고 실험실에서 우물을 실험한 

결과 조선인들이 무고함을 증명하는 

두 장면을 그렸는데 이 만화는 압수

되었다 (그림 3). 같은 해 10월 21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만화 “엎친데 

덮친다고 이래서야 살 수가 있나 가

득 죽겠는데”(그림 4)는 압수여부에 

해서는 알 수 없으나 일본의 지진

과 수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조선인

을 수해와 지진으로 명시된 일본인의 

두 발에 짓 린 사람으로 그리고 있

어 일제의 통치에 한 항의식을 

명백하게 표 하고 있다. 1924년 11월 

5일자 압수된 동아일보 삽화는 “모

이나 주지 말었으면”(그림 5)으로 한

손으로는 닭에게 모이를 주면서 등뒤

로 돌린  다른 손은 칼을 잡고 있

는 일본 여인을 묘사해 표리가 다른 

식민 정책을 묘사하 다. 이 두 그림

에서는 식민 통치의 주체인 일본의 

정체를 일본의상을 입은 인물로 그리

는 직 인 풍자형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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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투고만화 동아일보 1925. 5. 7

<그림 6> “산더미 같은 세 ” 

『시 일보』1924. 12. 18.

  <그림 7> “농민의 기름도 한이 있지” 

『개벽』1923

한편 식민통치를 우회 으로 풍자하는 삽화형식도 등장했다. 1924년 12월 7

일부터시 일보에 연재된 “地方漫畵”는 일본 리들의 착취를 주로 다루었는

데 압수된 삽화는 1924년 12월 18일자 “산더미 같은 세 ”(그림 6)으로 일제

가 부과한 각종 세 을 농민을 뒤덮은 바 덩어리들로 풍자하 다.27)27)1923년 

개벽에 게재된 “농민의 기름도 한이 

있지”(그림 7)에서는 조선인 농민에게 

소작료를 부과하여 착취하는 통치상황

이 머리에서 기름을 짜내는 형식을 통

해 사회주의이념과 민족주의 이념이 

첩되어 표 되었다. 일본통치는 때로 

흡 동물로 혹은 악마로(그림 8) 표

되기도 했으며 이 그림 역시 압수 삭제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주의 이념을 표 하는 형식은 주로 러시아의 

사회주의  삽화에서 빌려온 것으로 “산더미 같은 세 ”은 러시아의 “구라  

제국가의 각서”(그림 9)와, “농민의 기름도 한이 있지”는 “자본주의하의 합리

27) 세 항목에는 賦役, 寄附金, 作料, 學校費, 地稅, 家屋稅, 酒稅,  煙草稅 등이 

있었으며, 매품목으로 연 에 한 세는 특히 과 했던 것 같다. 앞에 언 한 

삭제삽화 “양지를 향하야”도 연 세와 련된 것으로 지나친 과세에 한 불만

이 노골 으로 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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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그림 10) 와 형식이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앞의 두 러시아 삽화가 게재된 

조선총독부 경무국도서과 조사자료(秘) 제27輯(1931.7)인 ｢풍자만화에 드러난 

소비엣트의 사상｣ (風刺漫画に現はれたるソヴエート思想)은 검열당국에 의해 

소련의 사회주의 사상을 표 한 삽화들에 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

다. 이 자료집의 서문에는 소련의 풍자만화의 목 이 공산주의를 선 하기 

하여 제작된 것임을 밝히는 등 로만화에 한 경계가 심각했음을 보여 다. 

<그림 9> “구라  諸 국가의 각서” 

풍자만화에 드러난 소비엣트의 사상 
(風刺漫画に現はれたるソヴエート思想) 

조선총독부 경무국도서과 조사자료(秘) 

제27輯 (1931. 7) 

 

<그림 10> “자본주의하의 합리화” 

풍자만화에 드러난 소비엣트의 사상 
(風刺漫画に現はれたるソヴエート思想) 

조선총독부 경무국도서과 조사자료(秘) 

제27輯 (193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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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조선경찰의 取締” 

조선일보 1925. 4. 1
  
<그림 12> 개벽의 삽화 1925. 12

1925년 9월의 개벽 발행 지 처분과 조선일보의 필화사건은 검열과 련

한 다른 상황을 짐작하게 해 다. 1925년 4월 1일 조선일보의 “조선경찰

의 取締”(그림 11)는 몽둥이로 사진기자와 군 을 향해 휘두르고 있는 일본 

당국 경찰 을 묘사하고 있어 검열의 수 를 짐작할 수 있으며, 1925년 9월의 

개벽의 발행 지조치와 의 필화사건은 더욱 노골 인 표 을 불러왔다. 동
아일보 1925년 9월 14자의 “다 꺽고 나면 나올 것이 무엇?”은 當局에 의해 

엄지손가락(개벽)과 검지(조선일보)가 꺾이는 장면을 묘사하여 검열 상황

을 노골 으로 표 하 다. 1925년 12월의 개벽의 삽화 (그림 12) 역시 조

선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종각을 소재로 비 의 소리가 무 컸음을 풍자하여 

그 이듬해 8월 1일에 발행 지 처분을 받기까지의 경 를 보여 다. 

언론에 한 검열과 통제가 합방 이 에 이미 시작했음을 언 했는데, 일

이 1909년  한민보 삽화에서도 펜으로 매를 때리는 형집행 방법을 사용하

여 풍자하 다. 치안유지법과 경찰의 집행과정은 여러 각도에서 묘사되었으며 

1925년 5월의 조선일보 게재 만화 “오늘부터 새칼 한개를 더차볼까”(그림 

13)는 “法律制令”이라는 열개의 칼 외에  하나의 “치안유지법”이라는 검

을 들고 있는 사무라이를 그리고 있다. 압수된 삽화 에는 동아일보 1924년 

12월 2일자 “ 이나 깜짝할가”(그림 14)와 같이 는 일본을 미국보다 왜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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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 이나 깜짝할가” 

동아일보 1924. 12. 2

<그림 15> “헷물만 켜게되는 이수상” 

동아일보 1935. 9. 4

<그림 13> “오늘부터 새칼 

한개를 더차볼까” 조선일보 
1925. 5

그림으로써 일본의 국제  상을 풍자하는 만화도 있었는가 하면 동아일보 
1935년 9월 4일자 “헷물만 켜게되는 伊首相”(그림 15)처럼 무솔리니의 제국주

의  야욕을 묘사함으로써 일본제국주

의를 연상시키는 만화도 포함되어 있었

다. 1920년  말에는 차로 검열의 수

가 더 높아졌고, 압수기사의 수가 더

욱 증가했는데
28)28)이러한 상황에 해 

1929년 10월 3일자  외일보의 삽화 

“얼마던지”(그림 16)는 산더미같이 쌓

아올린 압수기사 에 서있는 인물을 

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문삽화를 통해 세태를 풍자하는 행이 지속되었음을 1930년 4월 13일자 조
선일보“언론의 자유는 빠고다공원에만” 에서 볼 수 있다. 

문필가, 삽화가 던 안석주는 20년 에 일제 통치를 풍자하는 삽화를 다수 

제작한 작가로 삽화의 주제와 회화양식을 연계하여 제작하 는데 그의 조

28) 1920년  후반기에는 압수기사의 수가 차 증가했는데, 1930년 4월 14일에는 

도합 292회라는 최고치에 도달했으며, 그  동아일보, 외일보의 압수기사 회수

가 컸다. 최 , 한국신문사, 273-2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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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얼마던지”  외일보
1929. 10. 3

선일보 1928년 1월 27일자 삽화 “밤낮 

땅만 네”는 노동자 농민을 웅 으로 그

려낸 것으로 같은 인체를 반복 으로 

첩시켜 미래 와 같은 아방가르드 양식의 

도입을 보여주어 모더니즘양식의 도입이 

로사상의 도입과도 연계되어 이루어졌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미술 람회와 

같은 에서는 운동과 련된 양식

보다는 일본의 아카데미  사실주의 양식

이나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진 표 주의  

양식이 한국  아카데미즘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오히려 매체인 신문 삽화에서 

이러한 모더니즘의 실험이 가능했던 것은 미술양식보다는 내용을 심으로 

검열이 이루어졌던 것을 의미한다.29)
29)

3. 풍속괴란 검열 

1) 총독부 검열자료

 조선출 경찰월보를 보면 1928년, 1929년은 풍속항목 차압이 압도 으로 

많은 데 반해 1930년부터는 치안항목 차압의 건수가 증가하여 1936년까지 치

안차압의 건수가 풍속차압보다 많았다. 하지만 1937년부터는 풍속차압이 부

분인 것을 보아 시체제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풍속괴란에 한 검열이 더 

강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풍속차압된 물품은 부분 동경 혹은 상해에서 발

행되었거나 발행지가 불분명한 나체사진 혹은 남녀포옹사진이나 엽서, 그리고 

일본에서 간행된 부세화(浮世繪)이다. 조선총독부 지단행본 목록  미술

29) 1920년  미술이 로사상을 매개로 문학과 연계되었던 에 해서는 기혜경, 

2000 ｢1920년 의 미술과 문학의 교류연구-카 형성을 심으로｣ 한국근 미술

사학 8, 근 미술사학회, 7-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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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Félicien Rops, “세상을 

지배하는 도와 매춘(Le vol et la 

prostitution dominant le monde), 

에칭, 드라이포인트,170x258㎝, 

1879-1886

련 목록에서도 풍속차압된 출 물은 일본에서 발행된 부세화가 제일 많으

며 그 다음으로 나체화이다. 이와 같이 일본 본국에서는 간행되고 유통되었던 

간행물에 해 식민지에서는 검열조치를 취했는데, 이러한 본국과 식민지의 

취체 방침의 차이 과 련해서 앞에서 언 한 1927년 11월 18일자 조선일보

기사 ｢출 물 취체에 조선의 사정이 연히 相違된다고｣에 의하면30)30)일본에

서는 오히려 풍속괴란물이 많았고 조선에

서는 풍속괴란물이 고 치안방해물이 많

았으며 한 조선에서는 사 검열이 이루

어져 철 하게 미연에 방지된 것으로 보

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속괴란물, 소

 “외설물”에 한 총독부의 검열은 강도 

높게 실시되었다. 1927년에는 국제 으로

도 외설에 한 조회가 이루어졌으며 이

에 따라 총독부는 특히 조선에 있어서 풍

속괴란 검열을 철 하게 실시하기 시작했

음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31)31)그

리고 검열조치가 실시되면서 술작품과 

외설물의 구분 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된 책 에 19세기말 벨지움 화작

가 롭스(Félicien Rops, 1833-1898)의 작품

집인 로푸스화집(ロツプス畵集)이 포함되

어 있었다. 롭스는 19세기말 유럽의 상징

주의, 악마주의 작가로 주로 나부로 표

된 팜므 딸 (femme fatale)을 자주 다루었으며(그림 17), 그의 이러한 주제표

은 풍속괴란의 상으로 지 된 것이다. 

30) 각주 13) 참고. 

31) “國際聯盟의 提唱인 國際的 猥褻刊行物의 取締에 하여 外務省에서 各地意○에 

하여 照 를 하 는데 總督府에서는 外事, 文書, 圖書, 保安 各課와 協議後 外

事課長은 近近渡東하기로 되었더라. ”｢국제  외설의 간행물 취체｣.조선일보, 
1927.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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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차압 에 특기할 사실은 일본에서 발행된 犯罪現物寫眞集(1930년 9

월 30일 처리)과 犯罪圖鑑(1932년 5월 처리) 이 풍속괴란항목으로 처분 되

었다는 것이다. 범죄는 일반 으로 치안과 련된 사항이나 식민지에서는 풍

속검열로 처리되었는데, 식민지 조선에서 치안검열은 주로 일본의 통치권에 

배되는 조항을 상으로 했으며, 여러 가지 범죄를 포함한 식민지에서의 사

회문제와 련된 내용이 풍속검열에 해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서

는 풍속검열의 항목이었던 부세화와 나체화를 각각 검토하기로 한다.

2) 부세화 

가장 많은 풍속차압 상이었던 부세화는 에도시  후반기에 유행하 으며 

후지산과 같은 명승지나 가부키 장면과 배우들, 기녀들의 상화와 기방의 풍

경 그리고 춘화가 주된 주제이었는데, 그  풍속괴란으로 처분된 부세화는 춘

화일 가능성이 크다. 부세화에 한 검열은 이미 에도시  享保연간(1716- 

1735) 에 통제법령이 제정되어 공식 인 取締가 시행되었다. 통제의 내용은 

막부정치를 비 하거나 풍기를 문란 하는 출 물을 지하는 것이었고 부세

화에 “改印”이라고 불리운 검열인 제도를 용하여 1875년까지 검열이 시행되

었다.
32)32)이처럼 일본에서는 엄격한 검열제도에도 불구하고 나라한 춘화가 

지속 으로 간행되어 유통되었는데 식민지 조선에 유입되는 데 해서는 철

하게 통제하 던 것이다.

풍속괴란물에 한 총독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일본 춘화는 조선에 소개

되었고, 조선인 화가들은 이러한 일본 춘화양식을 수용하기 시작하 다. 일본

풍의 춘화를 제작한 표 인 화가는 최우석(1899-1964)이었는데, 그는 조선 

후기 김홍도나 신윤복의 양식을 계승하면서 성교 장면을 확 한 부세화 양식

의 춘화를 제작하 다.33)33)이러한 춘화는 매되었으며, 그러한 작품을 제작하

는 작가들은 “타락한 작가”로 낙인이 혔음을 1928년 9월 29일자 동아일보
의 다음과 같은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34)34)

32) 森山悅乃, 1996 ｢江戶幕府の出版統制｣, 浮世繪の鑑賞基礎知識 218-219면. 

33) 최우석의 춘화도 은 이태호, 1998 미술로 본 한국의 에로티시즘 여성신문사, 

168-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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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高柳種行,  “裸婦” 

조선미술 람회 제 12회 도록 (1933)

시내 희문뎡(光熙門町) 이뎡목 일백삼십육번지 최석환은 작년 이월 이래로 

조선인 남녀의 춘화도(春畵圖) 여러 종류를 그리어 부하 량재덕, 리경실, 민모 등

의 수명으로 하여  시내 각처에 팔게 한 일로 방  종로서에서 엄 한 취조를 받

는 이라는데 그는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로 최 에는 고 술품이라 할만한 그

림을 그리어 여러 곳에서 팔려고 하 으나 잘 팔리지를 아니함으로 얼마 부터 

어디서 모아두었던 춘화도를 팔아 본 결과 팔리는 성 이 매우 좋음으로 마침내 

그것을 문으로 그리어 팔은 것이라는 바 동서에서는 이십여 종의 춘화도를 압수

하고 이미 팔은 것에 한 것을 수사하는  그는 풍기 상 엄 한 취체를 요하는 

것이라더라.

춘화제작가로 신문에 보도된 최석환(19세기말-20세기 반기 활동)은 주로 

그의 포도 병풍작품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러한 기사는 그에 한 새로운 정

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3) 나체화

나체화, 특히 나체사진과 그림엽서는 1920년  후반에 다수 유통되었으며 

이에 한 총독부의 검열의 수 도 강화되었음을 신문기사들로부터 알 수 있

다.35)35)하지만 차 풍속검열 방침이 완화되자36)36)곧 다시 나체화가 증가하 고 

사진이나 엽서가 아닌 나체 회화가 

30년 부터 등장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에 한 제제가 강화되었다. <조선

미술 람회>(鮮展)가 1922년에 개설된 

이래 처음으로 1933년 제 12회에 출

품작품에 한 검열조치가 이루어졌

다. 구사범학교의 재한 일본인 고

류종행(高柳種行)의 無監査 드 작

품은(그림 18) 검열을 통과해서 특

34) ｢타락한 화가 - 춘화도 매｣, 동아일보, 1928.9.29.
35) ｢평양 나체화 취체｣, “평남경찰부에서는 내 평양서와 진남포서에 풍속을 문란  

하는 나체사진(裸體寫眞)과 그림엽서(裸體畵)를 극력 취체하는 동시에 각 상 에서 

매하는 상품 부를 압수하라는 명령을 하 다더라.”  외일보, 1929.6.29.
36) 에로黨에 喜消息 - 완화된 검열 표 ｣, 동아일보, 193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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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안석주 개벽 삽화, 1923

별실에 시되었으나
37)37)며칠 후 풍속괴란 의로 철회명령을 받았다.

38)38)이듬 

해 1934년에는 <선 > 입선 작품이 모두 무사히 검열을 통과했는데, 드화 

한 은 촬 지처분을 받았다.39)39)1930년 에는 <선 > 출품 조선인 화가의 

드화가 증가하 으며, 이에 따라 검열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일본에서 

드화가 등장하기 시작한 19세기말-20세기 기에는 드화논쟁이 일어나기

도 했지만 1930년 는 이미 한 술장르로 정착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에

서는 외설로 취 되었다. 인체미의 신구성(人體美の新構成)이나 인체화의 

연구(人體畵の硏究)와 같은 책들도 지되었던(각각 1933년, 1935년) 사실에 

비추어 보면 문 에 한 식민지 검열

이 술사조나 술성이 고려되지 않은 

주제 자체에 한 단순검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검열 치에도 불구

하고 나체화, 나체사진은 시 에서 그

로 유통되었으며 이에 한 검열도 

지속되었음을 신문기사를 통해 알 수40)

있다.
40)

1930년 에 드화가 감상회화에서 

유행하기 에 20년  에 이미 신문

삽화나 문 지 표지에 드가 등장했

다. 특히 문필가이며 삽화가 던 안석

주는 이 새로운 장르를 삽화에 도입했

는데, 개벽의 삽화(1923. 그림 19)는 

37) “십사일부터 열릴 년 람회의 특색이라는 것보다 다소 주목을 끄는 것은 출

선 작품 에 벌거벗은 여자의 그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입선된 의 수는 

모두 십육 으로 당일 오후 경무국, 도청, 종로경찰서원들이 신 히 검열한 결

과 그 에서 무감사로 입선된 (大邱) 고류종행(高柳種行)씨의 작품 한 은 특

별실에 람.” ｢ 년 미술 은 나체화 증｣, 조선일보, 1933. 5. 10. 
38) ｢미  검열 결과 - 촬  지 칠 ｣, 동아일보, 1933. 5. 13.
39) ｢미  진열 종료 - 촬  지가 한건｣, 매일신보, 1934. 5. 19.
40) ｢회화사진  습격하고 나체화 20종 압수, 개성 署 고등계 활동｣, 조선 앙일보, 

1936.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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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일본유화에서 유행하던 나부의 뒷모습을 그린 사실주의  드화를 보여

주며,  성창간호 (1923. 1)의 표지(그림 20)는 인체를 변형하여 표 한 입

체  양식의 정면 드화를 보여 다. 매일신보의 연재소설 “불꽃”의 삽

화인 안석주의 그림(1924. 1. 12, 그림 21)은 3명의 드를 역시 입체 인 

변형된 양식으로 그렸다. 이러한 드화가 신문 혹은 문 지에 게재될 수 있

었던 것은 1920년  반에는 아직 풍속괴란 검열이 본격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매체에 실린 그림에 용된 풍속 검열의 수 는 치안검열보다

는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20> 안석주,  성 
창간호 표지, 1923. 1

  

<그림 21> 안석주, “불꽃” 매일신보1924. 1. 12

신문삽화와 <조선미술 람회>의 검열 성격은 달랐는데, 그 한 로 모더니

즘의 수용을 들 수 있다. 미술 문인들이 심사한 <선 > 출품작품에서는 큐비

즘과 같은  양식이 입선이 되지 않은 반면에 유사한 양식으로 그린 신

문삽화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큐비즘양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열

상이 되지 않은 것은 검열 들이 회화양식을 식별할 정도의 미술 문가는 아

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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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이 에서는 일제시기 미술검열에 해 조선총독부 지단행본 목록, 조
선출 경찰월보, 조선출 경찰개요, 조선에 있어서 출 물개요와 같은 총

독부 자료와 신문기사, 그리고 신문삽화, 문 지 삽화, <조선미술 람회> 출품

작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검열표 으로 제시된 항목은 치안방해와 풍속괴란이었는데 이  치안방해

로 처분된 미술품은 부분 신문삽화 다. 신문삽화에 한 검열 삭제는 1923

년 하반기 경부터 시작하 으며, 신문삽화를 통해서 본 1920년 의 주요 사회 

쟁 은 일본인에 의한 소작농의 착취, 과세와 같은 경제 인 핍박과 총독부의 

언론탄압이었다. 착취와 언론압박을 주제로 한 삽화들은 서양의 삽화양식이나 

통 인 회화의 모티 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로사상을 주제로 한 그림에

서는 소련의 리얼리즘 형식을 따르기도 했다. 한 소극 으로나마 일본내국

에서 無政府주의-左派 경향의 작가들이 주로 실험했던 구성주의 혹은 미래주

의 같은 모더니즘미술 형식을 실험하기도 했다. 신문삽화가 다룬 이러한 주제

들과 미술양식은 동시  감상회화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총독부

가 주 한 <조선미술 람회>에 출품된 회화에서는 주제로서 로미술을 다룬 

가 없었으며 한 모더니즘회화양식을 실험한 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총독부가 주 한 시제도가 작가들로 하여  화풍양식의 선택의 폭을 

아카데미풍의 고 주의  사실주의 회화양식 혹은 약간의 변형된 양식으로 

좁히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간 인 검열 혹은 통제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검열표 의 두 번째 항목인 풍속검열은 부세화와 나체화를 심으로 이루

어졌는데 지된 출 물은 부분 일본에서 출 된 것이었고 조선에서 제작

된 수량은 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검열은 철 하게 이루어졌

다. 이 듯 치안 검열과 풍속 검열의 총독부 방침은 식민지와 본국이 차별

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미술검열의 상황에 한 분석은 한국 근 미술에 있

어서 모더니즘의 수용과 아카데미즘의 정의, 드화의 개 등 일본화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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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해 새로운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필자 : 서울 학교, 東洋美術史)

주제어 : 검열, 식민지시기, 한국근 미술, 조선 총독부

투고일(2007.5.7), 심사시작일(2007.5.8), 심사종료일(200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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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ensorship of Art by Colonial Government 

General of 1920s-1930s

Hyung-Min Chung *
41)

During the period of the so-called the Cultural Rule, the censorship 

regime of the Colonial government, which was introduced before colonization 

of 1910, was implemented more systematically on a wide range of printed 

materials including pictorial images. For these last, censorship was operated 

on two categories: one, expression of anti-government and anti-imperial 

ideas that may cause impediment to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nation; 

second, explicit sexual and obscene images that may cause injury to the 

public morals. The first category was directed mostly to the newspaper 

cartoons and illustrations of magazines, and the expression of proletarian 

ideology was the major target during the second half of 1920s. The second 

category was mostly directed to photographs, paintings, and books of erotic 

contents. Censorship was carried out either before or after the printing, and 

the list of censored materials were recorded in various official records, such 

as 朝鮮に於ける出版物槪要 (1930), 朝鮮出版警察槪要(1933-1939), 朝鮮出版警

察月報 (1928-1938) and 朝鮮總督府禁止單行本目  (1941). These last two 

records listed mostly Japanese publications that were prohibited to be 

transmitted to Korea, implicating that the censorship regime in Korea was 

instituted on different control level from that in Japan. The study of the 

censorship operation provides a new perspective into the evaluation of 

modern Korean painting of the colonial period. 

Key Words : censorship, colonial period, modern Korean painting, Choson 

Colonial Government

* Professor of Art History,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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