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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920년 1월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사신문 등 3종의 신문 발간이 허가되고, 같은 해에 잡지   

개벽 이 창간되었다. 그 전 해인 1919년 12월에는 6종의 일본어 신문이 새롭게 인가를 받았다. 
조선인을 대변하는 신문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고, 일본인 발행 신문조차 어용지로 연명하던 1910
년대와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1919년 9월 부임한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의 영향이었다.  

새로운 언로가 열렸지만 갈증은 여전했다.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하나 언론·출판활동은 여전
히 제약을 많이 받았다. 오히려 언로가 폐쇄되었을 때는 알지 못했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기도 
했다. 이 점은 조선총독부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인에게 신문을 허용해 조선인들의 마음속을 들
여다보겠다는 계획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을 가져왔다. 재조일본인들은 반발했고, 조선인들은 
풀어놓고 다시 묶는 언론압박을 비난했다. 여기에 조선총독부는 언론 자유의 존중과 통치의 안
정 속에서 통제의 수위와 방법을 놓고 갈등했다. 

언론출판계와 조선총독부의 대립은 신문과 잡지, 보통출판물의 허가와 검열을 둘러싸고 진행
되었다. 그 한가운데에 신문지법과 출판법, 신문지규칙과 출판규칙이 있었다. 앞의 두 법은 조선
인, 뒤의 둘은 일본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었다. 네 법은 적용대상이 다른 만큼 발행 기준을 비
*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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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해 처벌 수위까지 달랐다. 대한제국과 통감부라는 이중권력이 존재하던 시기에 제정된 법이 
강점 후까지 그대로 존속하면서 각종 문제를 야기했다. 조선인은 재조일본인과 재조일본인은 본
토 일본인과의 차별 철폐를 제기했다. 동일 사안에 처벌 잣대를 달리해야 하는 검열당국도 고민
이었다. 언론출판에 관련된 모두가 이 법들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 글은 1920년대 신문지법 등의 개정을 둘러싸고 진행된 세 집단의 개정 요구와 개정 방향
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제1장은 조선인 언론출판계의 신문지법출판법 개
정의 당위성과 시기별로 변화하는 요구안을 정리한다. 제2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
를 누리면서도 차별받는 존재인 재조일본인 언론계의 신문지규칙 개정 요구를 살핀다. 제3장은 
조선 사회의 법 개정 요구에 응하면서도 통제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법의 제정을 추진한 조선총
독부의 대응을 정리한다. 제4장에서는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선출판물령안’을 통해 조선총
독부가 구상한 언론정책과 검열의 실상을 드러낸다.  

이 주제를 직접 다룬 연구는 없지만 이 글을 위해 조선총독부 언론탄압의 실태와 검열기구검
열자를 다룬 연구,1)1)신문지법을 비롯해 일본과 조선의 언론출판법제를 통시적으로 조명한 연구
들을 참조했다.2)2)주로 활용한 자료는 동아일보 , 시대일보 , 조선일보 , 매일신보 , 京城日
報 , 朝鮮新聞  등의 신문, 아시아역사자료센터를 통해 확보한 국립공문서관 자료, 齋藤實文書
에 포함되어 있는 極秘 朝鮮出版物令案 3)등이다.3)

2. 조선인 언론출판계의 신문지법·출판법 개정 요구 
조선인들의 신문지법과 출판법 개정 요구는, 집회·결사가 비교적 완화된 1920년대 들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1919년 9월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는 문화정치를 표방했다. 문화정치의 
구체적 표현 중의 하나가 언론통제의 완화였다. 이에 따라 1920년 1월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사
신문 등 제한적이지만 조선인에게도 신문이 허가되었다. 하지만 신문에 비해 잡지와 단행본 출
판의 상황은 1910년대와 거의 달라진 게 없었다. 법령의 개정요구는 당연히 출판계에서 먼저 나
1) 정진석 편, 1998 일제시대 민족지 압수기사 모음 , LG상남언론재단 ; 정진석, 2007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근식, 2005 일제하 검열기구와 검열관의 변동 , 大東文化硏究  
제4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정근식·최경희, 2006 도서과의 설치와 일제 식민지출판경찰의 
체계화, 1926-1929 , 한국문학연구  제30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등

2) 최기영, 1991 광무신문지법 연구 , 대한제국시기 신문 연구 , 일조각 ; 정근식, 2003 식민지적 검열의 
역사적 기원 : 1904~1910년 , 사회와 역사  제64호 ; 김창록, 2006 일제강점기 언론·출판법제 , 한
국문학연구  제30집 등

3) 國立國會圖書館 編, 1995 齋藤實關係文書マイクロフィルム目錄(書類の部一) : 海軍·朝鮮總督時代 , 399
면. 대한민국국회도서관 소장 마이크로필름(릴번호 102, 코마번호 2)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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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출판법의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시킨 사람은 한성도서주식회사 출판부장 장도빈이었다. 그는 

출판법의 제일 중요한 문제로서 원고검열제를 지적했다. 조선인은 출판물을 모두 경무국의 원고
검열을 받아 허가를 받은 원고만 출판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원고는 압수되었다. 이것이 출판업
자에게 매우 큰 불편을 주었다. 곧 검열 전에 출판할 자유가 없고, 검열을 위해 제출한 원고를 
당국에서 임의로 연기함에 따라 제 때에 출판하기가 매우 곤란했다. 특히 잡지의 경우 제1호(창
간호)의 허가를 청원했더라도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반년이나 1년이 지나더라도 계속 경
영하지 못한 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시의성은 둘째치고 영업상의 손실이 막대했다. 따
라서 장도빈의 요구는 조선인 출판업자에게도 일본인과 서양인처럼 원고검열제가 아닌 출판 후 
검열, 곧 자유출판제를 시행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신문과 잡지도 허가제가 아닌 신고
제를 채용할 것을 희망했다.4)4)

신문지법과 출판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행동은 1923년에 처음 이루어졌다. 3월 17일 신천지 
등 잡지사 여덟 곳과 신문관 등 아홉 개 출판업자가 모여 ‘신문지법과 출판법 개정 기성회’를 조
직했다. 기성회는 실행위원으로 홍순필(조선도서주식회사), 진학문(동명), 이종린(천도교월보), 김
진헌, 고유상(회동서관) 등 출판계 5인, 박승빈과 김용무 등 법조계 2인,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
일보, 매일신보에서 각 1인을 선정했다.5)5)총독부는 1922년부터 기존 언론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했
다. 기성회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 개정안에 조선인 언론출판계의 현실을 반영하기를 기대하면서 
급거 조직된 것이었다.  

실행위원들은 3월 22일에 다시 모여 총독부에 제출할 건의서를 채택했다. “글이 됴리가 밝을 
뿐안이라 우리 조선사람의 오날 지 바다오든 그 출판법과 신문지법의 불공평함과 결함되는 뎜
을 유루업시 들어 말한”6)6)건의서에는 모두 4개 항의 요구조건을 담았다. 4개항을 관통하는 핵심
은 시대의 추이에 따라 법률도 변경되어야 하며, 동일한 法域 내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적용할 
법률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7)7) 

첫 번째 건의는 ‘출판법 개정’이었다. 출판법과 출판규칙 등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이를 두어 
법규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며, 현대문화에 맞지 않는 구한국시대의 법률을 조선인에게 
한해 적용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게다가 엄격한 허가주의 때문에 출간시기를 놓쳐 영
업에 지장을 받는 현상을 설명했다.  

두 번째는 ‘예약출판법의 조선인 적용’이었다. 거액의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출판물의 경우 예
4) 張道斌, 大問題인 出版法 , 동아일보  1921.3.3(2), 3.4(2)
5) 新聞紙法과 出版法 改正期成會의 組織 , 조선일보  1923.3.19(3) ; 出版法의 改正을 期하야 , 동아일

보  1923.3.19(3)
6) 建議提出를 決議 , 조선일보  1923.3.24(3) 
7) 建議書 提出 , 조선일보  1923.3.29(2)



264·한국문화 47

약출판이 필요하지만 일본인과 달리 조선인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 예약출판이 필요할 
경우 일본인의 명의를 빌리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했다. 이처럼 법의 결함은 조선인 출판업
자에게 불편함과 불이익을 줄뿐 아니라 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저작권 등록에 관한 시설’의 설치였다. 1910년 칙령 제335호 저작권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 에 따라 조선에서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저작권법 제16조 제1항 “등록은 
행정관청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 “등록에 관한 규정은 명령으로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10여년이 흐르도록 ‘등록에 관한 규정’, 곧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아서 사실상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네 번째는 ‘신문지법 개정’이었다. 신문지법은 출판법과 마찬가지로 시대에 뒤떨어지고 일본인
과 조선인의 차이를 둔 법률이었다. 특히 단속 범위, 형벌의 종류와 정도처럼 일본인에 적용되
는 신문지규칙에 비해 열악했다. 또 신문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 곧 사법처분을 가했다. 
특별법인 신문지법의 조문이 명확하지 못한 까닭에 매번 형법이나 다른 형사법령을 적용하여 과
중한 형량으로 언론기관을 통제했다.8)8)

이상에서 보듯이 건의서는 구체안을 제시하기보다 건의안의 필요성과 방향성만을 담았다. 신
문지법이나 출판법을 신문지규칙이나 출판규칙처럼 개정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률을 제
정하라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명백한 점은 법을 적용할 때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하지 말
라는 것이었다. 최소한 조선 내 일본인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였다. 차별적 법적용은, 총
독부가 바라마지 않는 내선융화와 ‘一視主義’에도 모순된다고 경고했다.9)9)조선인들이 내선융화를 
실제로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총독부의 아킬레스건을 공략해 원하는 성과를 거두려는 의도였다. 
또 신문지법보다 출판법 개정 등 출판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더 두었다.   
 1923년 3월 29일 기성회는 경무국장을 방문해 건의안을 제출했다. 경무국장은 건의서와 총독부
의 개정안이 거의 같아서 별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서 멀지 않아 신문지법과 출판법의 개정을 곧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방문한 실행위원들에게 장담했다.10)10)개정안에서 고무적인 내용은 신문지법, 
신문지규칙, 출판법, 출판규칙 네 법을 폐지하여 가칭 ‘조선출판령’을 제정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그렇게 ‘조선출판령’이 제정된다면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또 보통도서의 출판 때 원고검열제를 폐지하고 신고주의를 채택한 것도 출판계의 오랜 염원을 
충족시키는 조치였다.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지만 ‘조선출판령’은 7월이나 8월이면 발포될 것으
로 기대되었다.11)11) 

그러나 총독부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선출판령’은 공포되지 않았다. 새 법안의 초안
 8) 이상 建議書 提出 , 조선일보  1923.3.29(2) ; 出版法改正 建議案 , 동아일보  1923.3.29(3)
 9) 新聞紙法과 出版法改正期成會 , 조선일보  1923.3.25(1)
10) 當局도 建議案에 贊成 , 동아일보  1923.3.30(7)
11) 新出版令 審議經過 , 동아일보  1923.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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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작성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곧 실현을 보게 될 것이라는 추측성 기사만 난무했다. 이런 
가운데 검열을 받지 않고 창간호를 자유출판한 愛 와 廢墟以後 는 압수 처분되었다. 이에 정
치도 아닌 문예나 과학 서적까지 괴로운 절차, 곧 검열을 받도록 한 것은 조선문화 발전을 위해 
좋지 못한 현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2)12)

새 법안의 공포가 지지부진했지만 법안 제정과정에서 네 법을 통합한 ‘조선출판령’을 제정한다
는 방향은 변하지 않았다. 총독부의 계획대로라면 원고검열제가 폐지되는 것은 시기 문제였다. 
따라서 조선인 언론계의 관심은 보다 근본적 문제로 옮겨갔다. 

1925년 4월 15일 경성에서 한글로 발행하는 신문·잡지의 조선인 언론인으로 조직된 무명회
와 철필구락부의 주관으로 전조선기자대회가 열렸다. 전조선기자대회는 이튿날 의안을 토의한 
뒤 “신문 및 기타 출판물에 관한 현행 법규의 근본적 改新을 期함”이라는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
다.13)13) 조선일보 는 사설에서 전조선기자대회의 결의문을 소개하고 신문지법·출판법의 개정 이
유를 되짚었다.14)14)개정 이유는 이미 조선사회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내용으로서 첫째 구한국시
대의 법으로서 시대에 조응하지 못하고, 둘째 일본인과 조선인에게 적용하는 법률이 달라 차별 
대우를 강요하며, 셋째 조문이 疏漏廣漠하고, 넷째 책벌이 가혹한 점 등이었다.

사설의 초점은 법률 개정의 당위성이 아니라 총독부 개정안의 “지극히 고루함”을 비판하는데 
두어졌다. 총독부 당국자가 법령의 불비를 인정했지만 실상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근본적 결함
을 조금도 건드리지 않은 채 지엽적 수정에 그칠 뿐이고, 오히려 검열 당국의 단속에만 편리하
도록 고치는데 노력했다는 것이었다. 사설은 ‘현행 법령의 근본적 결함’, 곧 조선 언론계의 근본
적 난관을 허가주의와 검열주의라 지적하고, 개정안에서 이 양대 장벽을 필두로 일선인 적용법
령의 차별과 가혹한 형벌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총독부 개정안 내용이 흘러나올 때마다 조선인 언론계는 개정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밝혔다. 1926년 1월 18일자 각 신문에 신문지법·출판법 개정 요지가 일제
히 실렸다. 개정 요지는 보증금 증액, 게재금지사항 열거주의, 출판물 위반사항의 지적, 발행금
지처분의 제한, 편집책임자 개정, 正誤 게재란 지정 등이었다.15)15)이것은 일본 내무성 경보국의 
개정안이었지만 당시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가 개정법안 통일의 필요성을 공유했던 까닭에 조선
에서도 이 개정요지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법안의 전문을 보지 못해 엄정한 비판을 뒤로 미
룬다면서도 시대일보 는 사설로 개정안의 모호함과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을 지적했다.16)16)

12) 出版法을 곳치라 , 동아일보  1924.1.17(2)
13) 鄭晋錫, 1982(중판) 日帝下 韓國言論鬪爭史 , 正音社, 164~170면. 
14) 新聞紙法改正及出版法 改正에 對하야 - 朝鮮記者大會를 機會로 , 조선일보  1925.3.21(1)
15) 新聞紙法出版法 警保局의 改正要旨 , 동아일보  1926.1.18(1) ; 問題인 新聞紙法及出版法改正과 其

改正要旨 , 매일신보  1926.1.18(1) ; 新聞紙法改正要旨 , 시대일보  1926.1.18(1) ; 新聞紙法及出
版法改正要旨 , 조선일보  1926.1.18(1) 

16) 新聞及出版法의 改正要旨 , 시대일보  192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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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미에서 시대일보 는 명예훼손의 구제 조문이 없는 것을 상기시켰다. 1925년 들어 신
문기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일이 빈발했다. 신문지법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구제조항을 별
도로 두지 않아서 형법 제320조로 처리되었다.17)17)형법은 사실 여부와 공익성 유무를 따지지 않
았기 때문에 새로운 언론탄압·언론압박의 수단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고등법원에서 각 지방법
원에 명예훼손을 판결할 때 벌금형뿐 아니라 신체형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의 內示를 보낸 상
황이었다. 시대일보 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일본 현행 신문지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안
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18)18)이에 총독부는 언론계의 관심사항이었던 명예훼손죄의 구제사항을 
조선의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19)19)   

법개정을 추진하는 중에도 총독부의 통제는 엄격해졌다. 한 예로 조선인 잡지발행자들이 원고
검열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인 명의를 빌리는 일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20)20) 
곧 개정될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악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는 여전했다. 
1927년 6월 경성조선인변호사회는 전조선변호사대회에 상정할 의안의 하나로 신문지법과 출판법 
개정을 결의했다.21)21)1928년 10월 8일에 개최된 전조선변호사대회에서도 경성과 평양의 조선인변
호사회가 신문지법 개정을 제기했다. 한근조 변호사의 제안 설명은 1920년대 신문지법·출판법 
개정요구를 압축했다. 곧 허가주의, 불합리한 보증금제도, 심한 언론압박, 기사 검열, 명예훼손 
등이 적용되는 현행법의 신속한 개정이었다.22)22)

3. 일본인 언론계의 신문지규칙 개정 요구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언론압박은 일본인이 발행하는 신문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東京朝

日新聞  1911년 6월 22일자는 조선의 신문정책 이란 사설에서 강점 후 총독부의 언론정책과 
그에 따른 현상을 비판했다. 곧 조선총독은, 첫째로 많은 중립 또는 반대 신문을 매수하여 폐간
하고, 둘째로 그 매수에 불응하는 신문의 발행을 금지하고, 셋째로 어용신문을 개혁해서 단순한 
17) 이에 대해서는 정진석, 앞의 책(1982), 107~115면 참조.
18) 新聞紙法改正에 對하야 , 시대일보  1925.11.18(1)
19) 不遠에 改正될 朝鮮新聞紙法 , 동아일보  1926.1.24(2) ; 懸案中인 朝鮮新聞紙法 , 매일신보  

1926.2.21(1)
20) 이 때문에 일본인의 명의를 빌렸던 少年週報 는 조선인으로 명의를 변경해 발행했다. 朝鮮人經營으

로 外人名義는 不許 , 동아일보  1925.11.20(2)
21) 朝鮮人辯護士 結束하야 制令第七號撤廢運動 , 中外日報  1927.6.8(2) ; 新聞紙出版法改正 制令第七

號 廢止 , 조선일보  1927.6.13(2)
22) 全朝鮮辯護士大會經過 , 동아일보  1928.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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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 찬양기관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신문은 총독부의 언론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신
문지규칙을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해서 중립 또는 반대 신문이라도 그 발행을 허가하고 
함부로 발행을 금지하지 말 것을 제언했다.23)23) 

이처럼 총독부가 모든 신문에게 어용지 역할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일본인 발행 신문이 총독
부에게 언론정책의 완화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1915년부터 매년 조선기자대회가 개최되고 
조선신문협회가 결성되었지만 신문지규칙의 개정을 다루는 의안은 한 차례도 없었다.24)24)오히려 
데라우찌 총독과 대립적이던 일본 정치권에서 조선총독부의 신문지규칙을 개정하여 일본처럼 신
고제로 개정하라는 건의안을 제출했다.25)25) 

1919년 9월 사이토 총독이 부임하면서 ‘가급적 언론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때부터 일본인 발행 신문들이 총독부의 언론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일본인 기자들
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조선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단속하는 데 통일성이 없으며, 게재금
지 경고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신문을 제작할 때 게재 가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불만 등을 토로
했다.26)

26)주로 검열 원칙과 기준이 미비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
신문지규칙을 개정하자는 논의는 1920년 9월에 개최된 전조선기자대회에서 제기되었다. 9월 

25일 총독부와의 회합에서 각 신문사 대표는 신문지규칙을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법이라 비
판하면서 허가주의·인가주의에 관계없이 일본과 공통된 법을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은 명예훼손죄, 발행·편집 서명인, 발행정지, 보증금에 관한 건 등 모두 4가지였
다.27)

27)

첫째로 조선에서 명예훼손죄를 형법으로 처리할 때 일본처럼 사실 입증을 전제로 할 것을 요
구했다. 1909년 5월에 제정된 법률 제41호 신문지법 제45조는 “신문지에 게재한 사항에 관해 명
예에 대한 죄의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私行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재판에서 악의에서가 아
니라 오로지 공익을 위해 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만일 그 증명의 확립을 얻은 때에는 그 행위는 이를 벌하지 않고, 공소에 관련된 손해
배상의 소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면제한다.”28)고28)규정했다.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기사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었다.

23) 姜東鎭, 1987 日本言論界와 朝鮮(1910-1945) , 지식산업사, 116면.
24) 記者大會 , 매일신보  1915.4.25(2) ; 全鮮記者大會 , 매일신보  1917.10.14(1) ; 全鮮記者大會 , 

매일신보  1919.4.22(2)
25) 朝鮮新聞規則 , 매일신보  1912.3.29(2)
26) 朝鮮總督府 京畿道 第三部長 千葉了, 言論の自由と取締  朝鮮公論  제8권 제7호(1920.7), 39~43면.
27) 全鮮記者大會 , 京城日日新聞  1920.9.26(2) ; 全鮮新聞代表と總督府當局との會合 , 朝鮮新聞  

1920.9.28(4) 
28) 김창록, 2006 일제강점기 언론출판법제  한국문학연구  제30집, 275면. 이하 일본신문지법의 조항은 

이 출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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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신문지규칙에 소유주(持主)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서 신문경영에 위협을 느낀다
는 것이었다. 일본 신문지법 제4조 제1항에는 발행인이 내무대신에게 신고할 사항으로 발행인·
편집인·인쇄인 외에 소유자의 이름을 기록했고, 제2항에 신고는 소유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連署’한 서면으로 할 것을 규정했다. 반면에 신문지규칙 제4조는 발행인·편집인·인쇄인의 이
름만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셋째로 일본에서 폐지된 발행정지를 조선에 그대로 둔 것은 악법이라는 주장이었다. 일본에서
는 1897년 3월 19일 법률 제9호 신문지조례 중 개정 에서 내무대신의 발행금지와 발행정지 규
정을 삭제했다.29)29)반면에 신문지규칙 제12조는 게재금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발행을 정지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표 1>에서 보듯이 발행정지는 강점 직후에 많이 행해졌지만 1914
년의 경우처럼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활용가능했다. 

<표 1> 1910년  일본인 발행 신문의 발행정지 황

신문명 압수 호수 정간기간 출전
平壤新聞 218 1910.8.26~27  조선총독부관보 1910.9.6
朝鮮日報 1910.9.24~26  조선총독부관보 1910.9.29
朝鮮通信 1910.10.10~13  조선총독부관보 1910.10.15
京城新報 1910.11.27~12.1  조선총독부관보 1910.12.3
朝鮮通信 1910.12.24~28  조선총독부관보 1910.12.30
京城通信 1911.1.25~28  조선총독부관보 1911.1.31
朝鮮時報 4,271 1911.1.19~?  조선총독부관보 1911.2.3

鎭南浦新報 1,813 1911.1.24~27  조선총독부관보 1911.2.3
京城新報 669 1911.4.8~14  조선총독부관보 1911.4.18
京城新報 678 1911.4.26~5.16  조선총독부관보 1911.5.19
京城新報 1911.9.13~20  경성신보       1911.9.22

日本電報通信 1911.10.16~23  매일신보       1911.10.25
京城新報 1911.11.30~12.2  
群山日報 1914.1.27~28  매일신보       1914.1.29 

全北日日新聞 1914.1.27~28  매일신보       1914.1.29

넷째로 제국이 발행하는 공채 시가에 맞춘 보증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신문지규칙 제6
조는 지역별로 보증금을 1천엔, 5백엔, 3백엔 등으로 차등적용한 뒤 시가에 준하는 공채증서로 

29) 앞의 논문, 268~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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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일본 신문지법에는 시가 규정이 없는 대신에 보증금 액수가 각각 2
천엔, 1천엔, 5백엔 등이었다. 신문지규칙의 공채 시가 조항은 권고사항이지만 실제 총독부의 인
가과정에서는 시가를 요구한 듯하다. 이 조항은 1909년 8월 신문지규칙을 개정할 때 기존의 신
고주의를 인가주의로 바꾼 것처럼 새 신문사의 출현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27년 11월 현재 5개 이상의 신문사를 소유한 사람이 30명으로서 山口晋一은 최다 
158개를 소유했다.30)30)조선에서도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의 개정을 요구한 듯하다. 

일본인 언론계의 요구도 차별 철폐였다. 자신들도 일본인인데 식민지라는 이유로 일본과 동일
한 법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었다. 그렇지만 이들이 보기에 조선인은 여전히 언론자유를 
공유할 일본인이 아니었다. 전조선기자대회가 일본인 언론사 기자만으로 구성된 것도 그러하지
만 결의안에서 신문지법 등 조선인 언론이 처한 현실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또 검열을 조선통
치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예를 들어 민간신문인 朝鮮新聞 은 1920년 8월 27일자 조선일
보 의 발행정지사건을 다루면서 언론자유를 존중하는 현대에 매우 희귀한 일이라 논평했다. 이
어 창간 이후 조선일보 의 보도 태도를 문제 삼고 총독부의 발행정지처분을 당연한 조치라 두
둔했다. 일본제국의 시책에 반대하고 조선통치의 큰 뜻에 용납되지 않는 논의를 시도하거나 선
전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추호도 가차 없는 일대 제재를 하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배일 색채가 
농후한 동아일보도 이 기회에 반성할 것을 촉구했다.31)31)     

일본인 언론계의 신문지규칙 개정 요구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22년 3월 19일 경성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전선기자대회 6개항의 결의문 중 다섯 번째가 ‘신문지규칙개정 요망의 건’이었
다.32)32)이 날 신문잡지 보증금을 공채액면가로 하는 안도 제안되었지만 철회되었다.33)33)1923년 6월 
10일에 개막된 조선기자협회 제1회 대회에서는 ‘조선현행 신문지취체에 관한 법규개정을 촉진 
요망 한다는 한 건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34)34)이어 6월 13일 총독은 청원서를 휴대한 
대회 집행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담당자와 협의해 속히 청원대로 할 것을 약속했다.35)35)같은 해 
10월 11일에 개최된 전조선신문기자대회에서도 “신문지규칙은 구한국시대의 법으로서 시대착오
임으로 조속한 개정·실현을 요망”한다는 의안이 가결되었다. 대회에 참석한 경무국 보안과장은 
“당국도 개정 필요를 인정하여 입안을 마친 후 심의 중이며 내용을 발표할 수는 없지만 종래의 
요망이 대부분 참작되었음”을 밝혔다.36)36) 
30) 新聞紙竝出版物ニ關スル난調査統計(其ノ一)  1927년 11월 조사(아시아역사자료센타 소장)
31) 朝鮮日報と發行停止 , 朝鮮新聞  1920.8.29(1)
32) 記者大會 , 매일신보  1922.3.20(2)
33) 全鮮記者大會 , 京城日報  1922.3.20(2)
34) 記者協會 第一回大會 , 京城日報  1923.6.12(2)
35) 新聞法規改正 促進 , 동아일보  1923.6.14(2)
36) 新聞紙法改正 記者大會의 要望 , 동아일보  1923.10.13(2) ; 全鮮新聞記者大會 , 京城日報  1923.
    10.13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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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총독부의 ‘조선출판물령’ 제정 계획
신문지법 등의 개정은 언론통제를 담당하는 조선의 일선 경찰들도 꾸준히 요구하는 바였다. 

1926년 4월 경무국 도서과가 설치되기 이전에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발간한 大正十四年 新聞紙
要覽 은 그 사정을 아래와 같이 서술했다.   

내선인간 서로 법적용을 달리 하여 일시동인의 취지에 어긋남이 많고 그 규정이 世運의 진보에 
적응하지 않는 게 있어서 제도개정 이래 운용과정에서 적절하게 손질을 하고 있지만 시행에 불편불
비한 점이 적지 않다. 이에 조선출판물령을 제정·공포하여 시세의 요구에 응할 것을 바란다.37)37)

이에 조선총독부도 일찍부터 법 개정에 나서 크게 네 차례에 걸쳐 개정안을 만들었다. 총독
부는 이미 1919년 새 총독의 부임이후부터 현행법이 시세에 맞지 않는다면서 신문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38)38)경무국은 신문지규칙과 신문지법을 통일하여 1920년 말에 새로운 법안을 
입안했다. ‘조선신문지령’이라 명명된 이 법안은 일본의 신문지법 개정에 연동해서 발포할 계획
이었다. 하지만 일본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본 신문지법의 개정 결과에 관계없이 
제령으로 공포하는 방식도 염두에 두었다.39)39) 

일본에서는 1921년에 신문지법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40)
40)과격사회운동취체법 등의 제정 문제로 

신문지법 개정이 지연되었다. 따라서 애초 구상대로 총독부 독자의 법령을 만드는 것으로 변경
했다. 赤池濃41)

41)경무국장 주도로 기초된 이 법안(이하 ‘赤池案’으로 부름)은 경무국의 심의를 마
치고 1922년 7월 현재 법무국과 협의 중이었다.42)42) 

赤池案은 일본 현행의 신문지법과 형법을 참작했다. 우선 일본인 언론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명예훼손죄를 일본 신문지법처럼 고치도록 했다. 반면에 일본처럼 신문발행의 신고주의를 반영
하지 않고 기존대로 인가주의를 고수하여 새로운 신문의 진입을 억제했다.43)43)赤池案은 시대에 
뒤쳐진 법을 현실에 맞게 고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경무국이 보기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37) 朝鮮總督府警務局, 大正十四年 新聞紙要覽  55면. 이 글에서 인용한 ‘大正十四年’판은 하와이대학 해밀

튼도서관 소장본으로서 필자가 2007년 7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출장 중에 입수했다. 종래 
신문지요람은 ‘大正十五年’판이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근식·최경희, 2006 도서과의 설치와 일제 
식민지출판경찰의 체계화, 1926-1929 , 한국문학연구  제30집, 131~133쪽 ; 정진석, 2007 극비 조선
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커뮤니케이션북스, 165쪽. 

38) 新聞紙法改正調査 , 京城日報  1919.9.17(2)
39) 朝鮮新聞紙令 , 每日申報  1920.12.8(2)
40) 新聞紙法改正案 , 每日申報  1921.1.23(2)
41) 赤池濃은 1922년 6월 14일자로 경무국장을 사직했다.
42) 新聞紙法 近近改正發布 , 동아일보  1922.9.29(2)
43) 新聞紙法 改正은 如何 , 每日申報  1922.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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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가 아니라 ‘단속 방법’이었다. 赤池案의 내용 중에는 단속의 불편을 덜기 위해 편집인과 
인쇄인을 겸무하게 했다. 또 이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일본에서 들어오는 신문 수입에 
관한 규정 등 서너 항목을 더 개정했다.44)44)赤池案은 경찰의 필요에 응해 일본인과 조선인에게 
달리 적용되던 신문지법과 신문지규칙을 통일하려 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경무국의 두 번째 개정안은 경무국 사무관 土師盛貞45)의45)주도로 赤池案을 네 차례에 걸쳐 개
정하여 1922년 11월에 탈고되었다(이하 ‘土師案’이라 부름).46)46)법무국과의 협의를 거친 土師案은 
이후 경무국 내의 재심의, 총독부 참사관실 심의, 총독부 부국장 회의, 동경 법제국 심의를 거
쳐 1923년 7월이나 8월 무렵에 발포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47)

47)실제로는 참사관실 심의에 머물렀
다.48)48)土師案은 일본에서 추진되던 신문지법 개정안을 표준으로 하고 조선의 특수사정을 참작했
다. 그런데 일본 법제국이 신문지법 개정안에 난색을 표시하자 경무국은 지레 안 될 것으로 짐
작하고 스스로 ‘개방적·문화적’이라 자부한 법안 제출을 후일로 보류했다.49)49)

‘조선출판령’으로 명명된 土師案의 가장 큰 특징은 신문지법·신문지규칙·출판법·출판규칙 
등 네 법률을 각각 개정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한 데 있었다.50)50)경무국이 참조한 1921년 10월의 
내무성 ‘출판법안’도 기존의 신문지법과 출판법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었다.51)51)또 土師案은 조선의 
현행법에 비해 두 가지 점에서 진일보했다. 우선 보통도서(단행본)의 출판 때 원고검열제를 폐지
하고 신고주의를 채택하여 조선인 출판업자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 또 명예훼손 재판 때 신
문사에 유리하도록 조항을 변경했다. 둘 다 일본의 현행 신문지법과 출판법을 준용했다.52)52) 

반면에 신문과 잡지의 발행은 조선의 현행법령처럼 여전히 허가주의를 고수했다. 발매금지와 
발행정지, 발행금지 처분권을 사법재판소가 아닌 행정관청에 두었다. 협의 과정에서 법무국은 행
정처분권을 일본처럼 사법재판소에 둘 것을 주장했다. 이에 경무국은 허가주의인 조선에서 허가
권을 가진 행정관청이 처분권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고집했다. 결국 법무국의 양보로 벌칙에
만 약간 수정을 가한 채 경무국의 원안이 관철되었다.53)53)1919년 9월 사이토 총독의 부임초기만 

44) 新聞紙法 近近 改正發布 , 동아일보  1922.9.29(2)
45) 그는 1923년 2월 24일자로 전라남도경찰부장에 임명되었다. 경무국이 조문 정리와 법안 작성을 계속 의

뢰했기 때문에 그는 기초안을 가지고 광주에 부임했다. 新出版令 審議經過 , 동아일보  1923.4.16(2)
46) 新聞法改正案 - 法務局에서 審議中 , 동아일보  1923.1.9(2) ; 新聞紙法改正案如何 , 매일신보  1923.
    1.9(2) 
47) 新出版令 審議經過 , 동아일보  1923.4.16(2)
48) 朝鮮新聞紙法改正案如何 , 동아일보  1923.3.3(2) ; 新聞紙法改正案起草 , 조선일보  1923.3.3(2)
49) 新聞紙法改正實現? , 동아일보  1924.6.6(1) ; 新聞紙法改正 近近實現乎 , 시대일보  1924.6.6(1)
50) 新出版令 審議經過 , 동아일보  1923.4.16(2)
51) 내무성의 ‘출판법안’은 제1조에서 출판물을 “발매 또는 반포를 목적으로 하여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

로 복제하는 문서”라 정의했다. 이어 제2조에서 출판물을 신문지, 잡지, 보통출판물의 3종으로 구분했다.  
52) 新出版令 審議經過 , 동아일보  1923.4.16(2)
53) 新出版令 審議經過 , 동아일보  1923.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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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발행
간기 발행소 발행인 조선지사 

소재지
조선내 
주간 이입방법 조사시점

25말 26말 27
朝鮮朝日新聞 순간 大阪市 須田 甫 경성 須田 登 ○

新日本 월간 福岡縣 松勝太郞 경성 松勝太郞 철도화물 ○ ○ ○
大발自由評論 월간 福岡縣 岡崎淺吉 경성 藤原善太郞 ○ ○ ○

極東新聞 순간 廣島縣 小迫茂太郞 경성 山本 ○ ○

해도 행정처분권을 검사에게 넘겨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안이 고려되었다.54)54)
土師案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쪽은 검열당국이었다. 법안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조선인으

로부터 내선차별의 비난을 불식시키고 아울러 동일한 사안에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조선인 출판업자도 원고검열제의 폐지라는 이득을 얻었다. 조선인 신문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 이에 반해 일본인 신문들은 새 신문의 발행 때 기존의 인가주의보
다 까다로운 허가주의로 인해 불이익을 보게 되었다.

법개정의 어려움을 겪는 일본 사정에 따라 1924년 경무국은 구한국시대의 “신문지취체규칙과 
현행법인 출판법에 조선의 특수지역임을 참작하고 시대의 요구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일본 현
행의 신문지법을 가미”한 새 법안을 기초했다.55)55)인용 속의 ‘신문지취체규칙’은 신문·통신·잡지 
등의 발행 때 여전히 허가제도를 답습한다는 내용에서 볼 때 신문지법으로 보는 게 타당할 듯하
다. 이 법안은 참사관실의 심의를 거쳤지만 丸山鶴吉 경무국장의 경질로56)

56)경무국에 반려되었다
(이하 ‘丸山案’이라 부른다).57)57)

이전 법안처럼 丸山案의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다. 다만 土師案처럼 통합법이라는 기본 골격
을 그대로 유지했다. 차이점이라면 조선에 반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일본에 발행소를 두고 
조선에 이입하는 신문지를 내규로 단속한다는 방침이었다.58)58)土師案은 이러한 신문·잡지의 단속 
조항을 명문화했다.59)59)이 조항은 조선과 일본의 현행법령뿐 아니라 개정안에도 없었다. 오로지 
검열 회피를 목적으로 일본에서 제작되어 조선에 이입되는 신문은 1925년 12월부터 1927년 현
재 모두 24종이었다.

<표 2>  1925~27년 조선 내 반포를 목 으로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 황 

54) 新聞紙法改正調査 , 京城日報  1919.9.17(2)
55) 朝鮮出版法案 , 동아일보  1924.11.13(1) ; 朝鮮出版法改正案 , 조선일보  1924.11.13석(1)
56) 1922년 6월 17일부터 1924년 9월 13일까지 경무국장으로 재직했다.
57) 改正新聞紙法審議 , 동아일보  1925.1.31(1)
58) 朝鮮出版法案 , 동아일보  1924.11.13(1) ; 朝鮮出版法改正案 , 조선일보  1924.11.13석(1)
59) 新聞紙法改正發布期 , 조선일보  1923.1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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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衆時論 월간 廣島縣 關 重憲 경성 町田長作 소포우편 ○ ○ ○
朝鮮財界事業 월간 福岡縣 長谷川常吉 부산 大典重義 ○
滿鮮人物評論 월간 大分縣 網中幸義 부산 三島一平 ○

慶南評論 월간 京都府 佐久間弘二 진주 佐久間弘二 소포우편 ○ ○ ○
西鮮新聞 월간 大阪市 武來安治 평양 加藤茂三郞 ○
實業新聞 순간 福岡縣 吉田丹藏 대구 山北光德 철도화물 ○ ○ ○

東亞之日本 월간 東京市 秋庭忠夫 경성 金谷英雄 철도화물 ○ ○
平和新聞 월간 福岡縣 綾部淸彦 대구 鄭道均 ○
慶北評論 월간 福岡縣 武間タイ 대구 鄭道均 ○
平壤日報 일간 福岡縣 杉山萬太 평양 園本格郞 ○
平壤新報 주간 大阪市 武來安治 평양 梶志郞 4종우편 ○ ○ ○

復興朝鮮版 월간 大阪市 乾順一 경성 三浦德一 ○
經世新聞 순간 福岡縣 中野長藏 경성 植松勝太郞 철도화물 ○
東洋經世 순간 福岡縣 中野長藏 경성 植松勝太郞 철도화물 ○

鮮滿事情特別
通信 일간 경성 보통우편 ○

朝鮮私論 월간 大分縣 首藤雄平 경성 首藤雄平 우편물 ○ ○
大발之日本人 월간 경성 철도화물 ○

東亞 월간 東京府 伊藤寬治 경성 金谷英雄 우편 ○
內外 월간 東京市 佐野八十衛 경성 柳川勉 우편 ○

拓植評論 월간 東京府 山崎倫太郞 경성 河谷靜夫 휴대 ○
 출전 : 朝鮮總督府警務局, 大正十四年 新聞紙要覽 , 87~88면;  朝鮮總督府警務局, 大正十五年 新

聞紙要覽  면수 미상 ;  朝鮮總督府警務局, 昭和二年 新聞紙出版物要項 , 165면. 

이 신문·잡지들의 ‘폐해’는 조선에서 허가를 받은 신문지처럼 가장하여 광고나 구독을 강요하
는 행위였다. 또 경무국은 탈법 신문지를 조선에서 적법하게 발행허가를 받은 신문지와 병존시
킴으로써 발생하는 당국의 권위 실추를 우려했다. 그 응급조치로서 일본의 발행지 관할 행정관
청과 연락을 긴밀히 하고, 현행 법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한 단속을 실시했다.60)60)그래도 
근본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만처럼 取次人(중개인) 제도를 둔다거나 다시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했다.   

일본 정계의 분위기를 살피느라 법안을 제출조차 못했기에 네 번째 법안은 처음부터 일본 내
60) 朝鮮總督府警務局, 大正十四年 新聞紙要覽 , 27~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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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과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했다. 의회가 다음 회기에 내무성 개정안의 통과를 약속했기 때문
에 내무성은 총독부에 일본의 신구법을 취사선택해서 조선 법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61)61)초안
은 三矢宮松이 경무국장으로 재직하던 1926년 3월 무렵 완성되어 심의실로 회부되었다(이하 ‘三
矢案’으로 부름).62)62)

三矢案의 요점은 대략 일곱 가지였다. 첫째 신문·잡지의 허가주의였다. 검열당국은 신고주의
를 채택한 일본과 통일성을 잃지만 거품신문의 남설을 미연에 막기 위한 조치로 설명했다. 둘째 
일본에 발행소와 인쇄소를 두되 조선을 주요 배포지역으로 삼는 신문은 조선에 들어올 때 다시 
신문지법으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조선에 들여올 수 없게 했
다. 셋째로 게재금지사항의 구체적 열거주의를 취했다. 검열을 통과하지 못할 내용을 법조문에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검열자나 피검열자 양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넷째로 신문
지 보증금을 증액했다. 다섯째로 명예훼손죄는 일본 현행법에 준했다. 여섯째로 출판물의 총책
임자인 편집 겸 발행인은 실제 담당자를 선임케 하여 기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정했다. 일
곱째 벌칙은 현행 일본 신문지법에 준했다.63)63)  

1926년 7월 무렵 경무국은 성안을 가지고 내무성사법성을 비롯해 내각과 척식국, 법제국, 경
시청 등에 미리 양해를 구했다. 이즈음 비슷한 성격의 관동주출판물령64)이64)추밀원의 심의를 받
던 도중 예상 밖의 제동을 받았다. 추밀원의 관동주 및 남만주철도부속지출판물령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로 줄임)는 1926년 5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4회 개최되었다. 7월 20일 제
3회 심사위까지 위원들은 관동주출판물령과 일본에서 개정을 추진 중인 출판물령과의 통일성 여
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통일성을 잃는 핵심 조항이 관동주출판물령의 허가주의였다.65)

65) 
三矢案도 허가주의였다. 경무국은 일본과 동일시할 수 없는 조선의 문화수준 때문에 일본출판

물법과 보조를 맞출 수 없고, 따라서 조선의 특수사정을 참작해 신고주의를 배제하고 허가주의
를 채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경무국은 三矢案의 법제국 제출을 일단 보류했다.66)66)경무국은 조선
출판물령을 추밀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두 법안의 비슷한 점 때문에 관동주출판물령 심의
의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 이에 원안을 다시 개정해 내각에 제출하기로 했다.67)67)결국 9월

61) 問題인 新聞紙法改正 不遠間實現? , 매일신보  1925.10.6(1) ; 新聞紙法 改正하랴고 , 동아일보  
1925.10.6(1)

62) 朝鮮出版物令成案 , 매일신보  1926.3.14(1)
63) 懸案中인 朝鮮新聞紙法 改正腹案의 綱要 , 매일신보  1926.2.21(1) ; 朝鮮出版物令의 內容 , 매일

신보  1926.3.26(1) ; 審議室에 回附된 新聞紙法改正案 , 동아일보  1926.5.15(1)
64) 정식 명칭은 ‘관동주 및 남만주철도부속지출판물령’이다.
65) 東州及南 洲 道附 地出版物令  JACAR(アジア 史資料センタ ) Ref.A03033290400, 樞密院委員

會錄　昭和二年(國立公文書館).
66) 新出版法은 許可制 , 동아일보  1926.8.1(1) ; 새로 생기는 朝鮮出版物令 , 매일신보  1926.8.1(1) 
67) 出版物令은 尙未提出 , 매일신보  1926.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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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법제국에 제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68)68) 
실제로 경무국이 三矢案을 법제국에 제출해 심의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일본 

출판물법안은 1926년 11월 30일 국장회의를 거쳐69)
69)제52의회에 제출되었다. 일본 전국의 신문기

자들은 제52의회 제출안이 이전 법안보다 훨씬 가혹한 단속조항과 벌금조항을 담고 있다면서 반
대했다.70)70)제52의회는 출판물법안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의결을 미루었다.71)71)출판물법안은 다시 
제53의회에 제출되어 1928년 3월 警保委員會의 집중 심의를 받았지만72)

72)통과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1928년 5월 池上四雄 정무총감은 동경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조선신문지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다.73)73)이로써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출판물령 제정 계획은 수포로 돌
아가고 기존 악법들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5. ‘조선출판물령안’의 분석
1920년대 들어 조선총독부는 거의 매년 언론관계법의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소기의 목적을 이

루지 못했다. 개정안의 요점이 간혹 신문에 보도되었지만 단편적이었다. 개정안의 전문을 분석
해야만 조선총독부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가 만든 개정안 중 현재 남아있는 
것은 1926년 9월에 작성된 조선출판물령안 이다. 관동주출판물령 심의 때문에 보류했다가 9월
에 법제국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던 三矢案일 것이다.   

문서 표지에 ‘극비’를 표시한 조선출판물령안 은 전문 70조로서 제1장 총칙(제1~4조), 제2장 
신문지와 잡지(제5~28조), 제3장 보통출판물(제29~31조), 제4장 출판물 게재사항의 제한(제32~33
조), 제5장 행정처분(제34~40조), 제6장 벌칙(제41~63조), 부칙(제64~70조)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 제1조는 “발매반포의 목적으로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복제하는 문서·도화”를 출
판물로 정의했다. 제2조는 출판물을 신문지, 잡지, 보통출판물 삼종으로 나누어 정의했다.74)74)제3
68) 新新聞法 近近 法制局에 提出 , 동아일보  1926.9.13(1)
69) 出版物法案 문뎨되는 멧멧 , 동아일보  1926.12.2(2) ; 出版法改正 問題되는 난點 , 중외일보  

1926.12.2(1) ; 出版法案의 內容 , 조선일보  1926.12.4(1)
70) 出版法案 日本操 界 反對 , 동아일보  1927.3.10(1) ; 通過에 爲急하는 出版物法案으로 全國新聞記

者 蹶起 , 매일신보  1927.3.10(1) ; 出版物法案 反對決議 , 조선일보  1927.3.15(1) 
71) 出版物法案 殺키로 決定 , 동아일보  1927.3.18(1)
72) 出版法新聞紙法 最後의 改正草案 , 동아일보  1928.3.19(1) ; 新聞紙法改正草案 , 매일신보  

1928.3.19(1) ; 出版法等 改正의 (申案을 決定 , 동아일보  1928.3.30(1) ; 出版法等 改正案 警保委
員會에서 決定 , 조선일보  1928.3.30석(1)

73) 新聞紙法은 改正不要 , 중외일보  1928.5.16(1)
74) 신문지는 일정한 제호를 사용해 7일 이내의 기간 내에 시기의 확정에 관계없이 계속 발행하는 것이며, 

잡지는 같은 조건에서 3개월 이내의 기간 내 발행하는 것이었다. 신문과 잡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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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저작자 규정이고, 제4조는 납본제로서 관청출판물을 제외한 모든 출판물을 발행과 동시에 
2부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총칙의 제1·2조는 1921년 10월에 기초된 내무성의 
‘출판법안’을 그대로 준용했다. 1925년 11월 내무성 경보국이 작성해 제51의회에 제출한 ‘출판물
법안’은 출판물을 정기간행물과 보통출판물로 구분했는데, 제52의회 제출법안에서 다시 삼종으로 
나뉘었다.

제2장 신문지와 잡지 의 제5조는 ‘신문지와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잡지’ 발행의 허가
주의를 명시했다. 허가주의는 ‘신문지와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잡지’ 발행자를 변경할 때
(제7조), 동 발행자나 편집자가 사망 또는 소재불명으로 새 발행자나 편집자를 정할 때(제8조제9
조)도 적용되었다. 반면에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잡지’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고
하는 것(제6조)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발행인, 편집자의 변경이나 새로 정할 때도 신고만
으로 족했다. 신문지법(제5조)에서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잡지’는 ‘학예·기예·물가
보고에 관한 사항만 기재하는 신문지’였는데, 총독부의 발표대로라면 문예지와 공공단체의 기관
지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75)75)

일본인 신문업자들의 요구사항인 소유주 조항은 삽입되지 않았다. 허가를 청원할 때의 관련 
서류엔 발행자, 편집자, 인쇄자의 주소와 이름, 생년월일만을 기록하도록 했다. 1921년 10월의 
내무성 ‘출판법안’ 제11조는 예전처럼 소유주(持主)를 명기했다. 같은 해 12월 내무성 경보국의 
‘출판법안’ 제22조에서는 소유주를 사업주로 바꾸었다. 1925년 11월 ‘출판물법안’ 제13조는 다시 
소유주로 썼고, 1926년에 만들어 제52의회에 제출한 ‘출판물법안’ 제7조에는 삭제되었다. 

보증금은 신문지법이나 신문지규칙보다 증액되었다.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신문지나 
잡지’(제15조)는 지역에 따라 각각 2천원, 1천원, 5백원,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신
문지와 잡지’(제16조)는 각각 1천원, 6백원, 4백원이었다. 보증금 액수는 현행 일본 신문지법에 
준해 결정되었다. 보증금을 국채증권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신문지규칙에 규정되었던 싯가 조항
은 삭제되었다.

새 법을 만들면서 조선총독부가 가장 공을 들였던 조문 중의 하나가 제25조였다. 곧 조선총
독은 “조선 밖에서 발행하는 신문지,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잡지로서 주로 조선 내에서 
발매·반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고시된 신문지와 잡지는 조선 
내에 발행대리자를 정해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이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수이입을 허가받은 신문지·잡지는 조선출판물령의 규정을 적용받았다(제26조). 조
선에서 발행되는 신문지·잡지처럼 허가와 검열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일본에
서 발행할 이유가 사라져 경무국이 원하는 효과를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었다.

통출판물로 정의되었다.
75) 朝鮮出版物令成案 , 매일신보  1926.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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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조문의 맹점은 “주로 조선에서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
냐였다. 일본의 발행소는 조선총독부 관할이 아니었다. 일본 행정관청의 협조를 얻든지 발행자
의 정직한 신고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일본과 조선의 판매비율을 정하는 것도 문제였다. 오
히려 애초의 제정 목적과 달리 일본서 들어오는 출판물을 자의적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내포했
다. 전문을 보지 못해 생긴 오해이지만 여론이 일본에서 이입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허가와 
검열을 거치게 한다고76)판단한76)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제29조는 “보통출판물을 발행할 때는 발행일부터 도달하는 날수를 뺀 5일 전까지 제본 2부를 
첨부하고 저작자와 연서하여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증감하여 보통출판물을 발행할 
때도 역시 같다”라고 규정하여 원고검열을 폐지했다. 제31조에서는 서간, 정관, 회칙, 사업보고 
등에는 제29조의 납본 규정도 폐기했다. 제31조는 이미 1922년에 개정을 약속한 사항이었다. 종
래 각종 단체의 규칙과 취지서는 검열을 통과해야 출판허가를 받았는데, 시사에 관한 사상을 다
루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납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였
다.77)

77) 

이처럼 조선총독부는 원고검열제와 단체 취지서 등의 납본제를 폐지하는 방침을 밝히는 등 
일찍부터 조선인 출판계의 숙원 해결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출
판허가 수속을 간편하게 개정했다. 종래 출판업자가 원고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도경찰부를 거쳐 
경무국 도서과로 넘어가 검열을 통과해 출판허가를 받았다. 그 뒤 다시 역순으로 도경찰부를 거
쳐 경찰서에서 출판업자를 호출해 원고를 넘겼다. 그런데 1926년 8월 1일부터 출판업자가 직접 
경찰서와 도경찰부의 도장을 맡은 후 원고를 경무국 도서과에 제출하면, 허가된 원고를 경무국 
도서과가 출판업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엽서로 통지하도록 개정되었다. 이후 원고를 출판한 후
에 출판업자는 검열한 원고와 출판한 책 두 권을 도서과에 납본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78)78)

새 법안의 특징 중 하나는 출판물 게재금지사항, 곧 검열기준의 구체적 열거주의였다. 제32조
는 모두 8가지 조항을 게재금지사항으로 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제35조와 제36조에서 발매반포
를 금지하거나 차압하고, 신문지·잡지의 경우 발행을 정지시키거나 금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
다. 이것을 비슷한 시기에 성안되어 1927년 제52의회에 제출된 ‘출판물법’과 종래의 신문지법, 
신문지규칙과 비교한 게 <표 3>이다.

76) 改正中의 出版法 , 시대일보  1926.8.2(1)
77) 出版法中改正 , 동아일보  1922.9.24(2) ; 出版法改正內容 , 매일신보  1922.9.24(2)
78) 出版許可手續 簡便히 改正 , 동아일보  192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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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선출 물령안’과 기존 언론 계법의 게재 지사항 비교

조선출판물령 출판물법 신문지법 신문지규칙
1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는 사항 ◎ 11조 10-1
2  국체(國體)를 변혁하려는 사항 ◎ 11조
3  헌법상의 정치조직의 대강을 불법으로 변혁하거나 

조선통치의 근본,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려는 사항 ◎
4  군사, 외교 기밀에 관해 제국의 이익을 害하는 사항 ◎
5

 범죄를 선동비호하거나 범죄인, 형사피고인, 피의자
를 賞恤하거나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받害하는 사
항

◎ 13조 10-5
6  예심의 내용이나 공개를 정지한 소송의 변론 14조 10-3
7  사회불안을 야기하거나 치안을 방해하는 사항 ◎ 10-2
8  亂倫, 외설, 잔인,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사항 ◎ 10-2

우선 신문지법과 비교하면 제11조의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거나 국제교의
를 저해할 사항” 중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는 사항은 제32조 제1항에 반영되었다. 포괄적으로 
법을 적용하던 조선총독부를 생각할 때 ‘국체 변혁’을 2항의 ‘국헌 문란’의 대체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단 ‘국제교의’는 보호국 시기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출판물령안’
에서 삭제되었다. 제12조 기밀에 관한 관청문서 및 議事를 관청의 허락 없이 기재하거나 제15조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시대에 맞지 않아 삭제되었
다. 원래 이 조항은 신문지규칙에도 없었다.

일본 출판물법안과 비교하면 두 조항이 주목된다. 첫째는 제3항이다. 출판물법안의 원문은 
“헌법상의 정치조직의 대강을 불법으로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려는 사항”이다. 전자
는 아나키즘, 후자는 공산주의를 목표로 삼았다. ‘조선통치의 근본’은 독립사상·운동이지만 배일
사상운동을 고취·선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독자적으로 삽입했다. 신문지법이 병
합 전에 만들어진 까닭에 ‘국헌 문란’ 조항으로 검열하다가 ‘조선출판물령안’을 기초하면서 검열 
근거를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79)79)두 번째로 제6항이다. 이 조항은 신문지법, 신문지규칙뿐 아니
라 일본의 현행 신문지법에도 있었지만 개정될 일본의 ‘출판법안’에서는 빠졌다. 그러나 조선의 
‘출판물령안’에서는 여전히 남았다. 3·1운동부터 의열단, 무장독립단 등의 독립운동, 그리고 공
산주의운동 검거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그 공판이 줄을 잇는 조선 상황을 고려한 조항이었다.

79) 독립사상·운동이나 배일사상·운동의 검열기준과 실상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 정근식·최경희, 
2006 도서과의 설치와 일제 식민지출판경찰의 체계화 , 한국문학연구  제30집, 155~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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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출판물령안(제51~52조) 출판물법안(제46~49조) 처벌대상
제1항 5년 이하 금고, 5천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금고, 3천원 이하 벌금

발행자
편집자
저작자

제2항 상동 상동
제3항 상동 2년 이하 금고, 1천원 이하 벌금
제4항 3년 이하 금고, 3천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금고, 1천원 이하 벌금
제5항 상동 6개월 이하 금고, 5백원 이하 벌금
제6항 상동
제7항 상동 6개월 이하 금고, 5백원 이하 벌금
제8항 상동 상동

법령을 위반했을 때 따르는 벌칙은 일본 출판물법안보다 가혹했다. 게재금지사항 위반 벌칙을 
보면 일본이 최고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조선은 최고 5년 이하의 
금고에 최고 5천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게다가 같은 조항이라도 조선의 벌칙이 훨씬 엄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조선출 물령안과 일본 출 물법안의 벌칙조항 비교

벌칙은 기존 법령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게재금지사항 제1항에 해당하는 신문지법 
제11조 위반 벌칙은 발행인·편집인·인쇄인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고, 신문지규칙 제10조 
제1항은 발행인·편집인·인쇄인을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경금고 또는 50엔 이상 200엔 이하
의 벌금에 처했다. 또 게재금지사항 제5항과 제6항에 해당하는 신문지법 제13조와 제14조는 편
집인에게만 50환 이상 200환 이하의 벌금형, 신문지규칙 제10조 제5항은 발행인과 편집인을 2개
월 이상 1년 이하의 경금고 또는 30엔 이상 2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마지막으로 조선인과 일본인 언론 모두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졌던 명예훼손죄는 일본의 현행
법을 따라 개정되었다. 제60조는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기사가 사실이며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증명할 수 있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6. 맺음말 
1920년대 내내 조선의 언론출판계는 언론출판관계법의 개정·제정 바람에 휘말렸다. 조선인 

언론계는 처음에 원고검열제 폐지 등 신문지법과 출판법을 신문지규칙과 출판규칙에 준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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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힘을 쏟았다. 다음은 신문지법 개정에 나서 허가주의와 검열 철폐를 주장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용의 차별과 시대에 뒤떨어진 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재조일본인도 신문지규칙의 개정을 요구했다. 차별 철폐를 외쳤지만 대상이 달랐다. 조선인이 
재조일본인과의 차별 철폐를 외쳤다면, 그들은 본토의 일본인과 같은 수준의 대접을 요구했다. 
하지만 같이 조선에 살고 있는 조선인의 언론자유는 안중에 없었다. 자신들에겐 발행정지가 부
당하다고 하면서도, 조선인에겐 제국통치의 안정을 위해 더 강력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출
판자유는 허용되었기 때문에 출판규칙의 개정 요구는 없었다.    

새로운 언론환경에 고심하던 조선총독부도 언론출판관계법의 개정에 적극 나섰다. 조선총독부
의 개정 방향은 여론을 수렴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단속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것이었다. 대
외적으로는 법적용의 차별을 바로 잡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조문을 고치는 것이었다. 

전자는 ‘조선출판령’ 또는 ‘조선출판물령’ 등 통합법안의 형태로 나타났다. 초안은 일본의 현행 
법령과 개정 예정인 출판물법을 고루 참조했다. 외형상 통합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조선인 출판
업자였다. 원고검열제가 폐지되고 출판 수속의 간편화가 추진되었다. 총독부는 내선인 차별의 
비난을 피하고 단속의 통일을 꾀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재조일본인 언론계였다. 본토와의 차별 
철폐는 명예훼손의 구제조항 뿐이었다. 내선인 차별철폐로 발행신청 때 인가주의에서 허가주의
로 강화되었다. 보증금도 증액되었고, 발행정지도 여전했다. 

그러나 만약 개정안대로 되었더라면 실상 최대의 피해자는 조선인 신문이었고, 최대의 수혜자
는 조선총독부였다. ‘시대에 뒤떨어진 조문’의 해석이 달랐다. 조선인은 문화향상을 도모하는 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총독부는 변화된 현실에 단속법규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았다. 동상이몽이었다. 총독부는 조선의 특수사정을 강조하면서 허가주의를 유지했
다. 또 게재금지사항(검열기준)을 세세히 규정하고 그 처벌기준을 한층 더  강화했다. 시대일보
는 악법의 원인되는 허가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아무리 개정해도 현행 악법과 큰 차이가 없다
고 했지만80)

80)조선총독부는 더 큰 악법을 예비했다.
크게 4차례 ‘조선출판물령’을 준비했지만 조선총독부는 1928년 들어 개정 작업의 중단을 선언

했다. 일본 경보국의 ‘출판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그에 연동된 ‘조선출판물령’의 운
명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단된 언론관계법 개정 요구는 1931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재
개되었다. 조선인 출판업자는 조선잡지협회를 설립하고 원고검열제의 폐지 등 출판법의 개정을 
촉구했다.81)81)언론, 특히 동아일보 는 사설을 통해 악법 철폐와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했다.82)82)이에 총독부는 ‘온건한’ 정기간행물에 한해 기존의 원고검열 대신에 교정쇄(校正刷)검열
80) 改正中의 出版法 , 시대일보  1926.8.2(1)
81) 言論自由獲得運動 , 동아일보  1931.3.17(2) ; 現行 出版法規의 改正促進을 決意 , 조선일보  1932.
    5.11석(2) ; 現行 出版法規의 急速改正을 決意 , 동아일보  1932.5.12(2)
82) 法廷鬪爭 과 保安法 , 동아일보  1931.7.17(1) ; 言論集會結社의 自由 , 동아일보  1931.9.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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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한다고 밝혔다.83)83)한편 내무성 경보국은 기존 언론관계법을 통합하고 여기에 영화, 레코
드 등까지 포함하여 통제를 더욱 강화시킨 새로운 법을 입안했다.84)84)내무성은 의회 통과를 전제
로 이 법을 조선에도 그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독부는 1920년대와 마찬가지로 
조선특수사정을 이유로 조선 독자의 법을 제정·시행할 것을 주장했다.85)85)1920년대 내내 그랬지
만 곧 시행될 듯 하던 새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논의만 무성했던 신문지법 등의 
개정 또는 폐지는 해방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주제어 : 신문지법, 신문지규칙, 출판법, 출판규칙, 검열

투고일(2009. 6. 22), 심사시작일(2009. 7. 2), 심사완료일(2009. 7. 26)

出版法令改正說 , 동아일보  1931.10.2(1) ; 出版法規改正의 必要 , 동아일보  1932.5.13(1)
83) 定期刊行物에 限하야 校本檢閱制를 실시 , 동아일보  1933.9.10(2)
84) 出版法을 立案 , 조선일보  1933.5.10석(1) ; 不穩出版物 絶滅코저 出版法規를 改正 , 조선중앙일

보  1933.8.19(2) 
85) 出版, 著作, 新聞紙法 朝鮮서도 大革正 , 조선일보  1934.2.24(2) ; 改正出版法을 朝鮮에도 適用擴張 , 

조선일보  1934.2.25석(2) ; 出版法關係로 東京에 委員派遣 , 동아일보  1934.2.25(1) ; 朝鮮의 特殊
事情으로 獨特한 取締法制定? , 동아일보  1934.3.10(2) ; 朝鮮의 出版法等 改正機運이 濃厚 , 朝鮮中
央日報  1934.3.10(2) ; 朝鮮事情에 適應토록 出版法 一部改正 , 동아일보  1934.3.15(2) ; 三十年前 
舊法인 新聞紙法等改正 , 조선중앙일보  1934.3.16(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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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bate upon the Press Law of Joseon in the 1920s and 
‘Joseon Publication Decree’

 
86)Jang, Shin *

This study is to brief the debate upon the press law held in Joseon in the 1920s. 
The four laws relevant the press, enacted during the time when the Korean Empire 
and the Japanese Residency-General were setting up in opposition, were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to races, and as a result the necessity of amendment was raised 
not only in the censorship authorities but in both peoples.

The press of Joseon called for the abolition of pre-censorship and the license 
system, hoping for the application of the same laws to both peoples. Japanese in 
Joseon demanded to receive the same treatment as mainlanders received. Also, they 
neglected the liberty of speech for Joseon people but regarded the pre-censorship 
on their speech as just under the cloak of administrative safety. Even the censorship 
authorities ever realized the necessity of amendmen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aimed at abolishing discriminative application and maximizing the 
convenience of supervision.

In line with the aim,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planned out ‘Joseon 
Publication Decree’ to which four laws were unified. It planned to abolish 
pre-censorship and to collect public opinion. On the other hand, it held fast to the 
license system for newspaper companies, and it provided the censorship regulations 
in more detail and sharpened punishment. To be specific, the discrimination against 
Joseon people was abolished, but the control of Joseon speech was more tightened. 
The amendment had the possibility to engender a lot of controversy. But since 
‘Joseon Publication Decree’ could not go through the Assembly, they could not help 
waiting for the newspaper act to be amended or abolished until independence.
Key Words : Newspaper Law, Press Law, censorship, the license system

* Reacher of The Institute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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