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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보통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도입된 위생행정이 조선
사회 전염병 대응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이해된다. 즉, 보다 ‘합리적’
이고 ‘과학적’인 서양 의학이 여러 질병들에 있어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으며
급성전염병의 경우에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격리와 소독, 검역 등을 도입하여
빠른 질병 대응 체계를 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급성 전염병의 경우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급성 전염병과 달리 균 잠복기간이 길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결핵, 나병,
성병 등에 대해 이러한 주장이 성립되기는 어렵다. 결핵의 경우 일제강점기
시대 때 서양의학이 특별한 치료책을 갖고 있었던 질병이 아니었고, 오히려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0-371-E00002).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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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도시화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여겨졌다. 환자의 격리나 소독·
검역만으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여타 급성 전염병과 달리
결핵은 ‘근대적’ 위생 행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질병이었다.
일제강점기 시기 조선 사회 결핵 유행에 대한 대응은 이런 지점들에서 주
목된다. 식민지 시기 국내 결핵 유행에 대해 당시 총독부 당국이 대처하기 시
작한 것은 1930년대 말부터이다. 그러나 급성 전염병의 경우 ‘위생경찰제도’
를 동원하여 그 전파를 차단한 것과 대조적으로 결핵 유행의 경우 요양기관
설립, 예방 시설 설립 등에 있어 그 대응이 매우 느렸다. 조선 내 일본인의 결
핵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
다. 또한 같은 만성전염병임에도 나병이나 매독 등은 ‘반도의 암’으로 지적되
었지만 결핵은 ‘국가의 적’으로 지칭되었다.1) 그 만큼 결핵의 퇴치는 근대국
가 건설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졌으나 일제의 위생 체계로는 과업을 수행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미국·유럽·호주의 결핵사에 관한 활발한 연구들과 달리 동아시아 내의
결핵 유행을 다룬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동아시아 지역을 배경으
로 결핵사에 관하여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존스톤(William Johnston)의 연구
이다(Johnston, 1995). 이 연구는 일본 내 결핵 유행과 대응을 다루면서 일본
의학자들과 관료들의 결핵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한 결핵 대응을 낳았음을 보
여준다. 결핵은 콜레라나 다른 전염병과 달리 국가 수준에서 위협이 되는 질
병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1930년대 중일 전쟁 발발 이후 일본 정부는 결핵에
대한 주도적인 개입을 시작했으나 국가 위계와 개인 건강 간의 기존 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일본 사회 내 결핵 유행이 심각했음에도 일본의 결핵이
서구와 달리 ‘사회적 질병’이 아니었고 ‘개인의 질병’에 머물렀던 이유에 대해
존스톤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결핵 유행 대응의 성격과 변화 내용을
1) 「 痲藥癩病豫防뒤니어 結核豫防에 注力-우선 도립의원에 특별한 시설 警務局의 新企事業」,
『每日申報』, 1935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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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살펴본다. 1910년부터 해방 직전까지의 조선총독부 결핵 대응의 변
화와 한계는 일본의 불완전한 결핵 대응을 반영하며 동시에 조선총독부의 위
생 행정 전반의 한계를 내포한다. 이 연구와 가장 시기적으로, 주제적으로 일
치하는 연구는 박윤재의 연구이다(박윤재, 2008). 박윤재의 연구는 특히 1936
년 조선총독부가 결핵 대책을 본격화한 이후에 요양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잘 포착해내 그리고 있는 좋은 연구이다. 조선총독부가 결핵에 대하여 제대
로 된 대책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박윤재의 연구는 일치한다. 그
러나 본 연구는 박윤재 연구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조선 총독부가 결핵에 대
한 대책이 불가능했던 내재적 한계에 좀더 주목하고자 한다. 박윤재의 연구
에서 드러나듯이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손상을 막기 위해 결핵에 대한 대책
이 시급했음에도 별반 대응을 하지 못한 점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성격을 짚
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2. 1910-1935년 조선총독부의 대응: 소극적 규제와 방치
1) 「전염병예방령」의 공포: 단순 단속과 보균자 색출
1915년 6월 5일 「전염병예방령」이 공포되면서 일제의 전염병 예방 행정은
본격적으로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전염병예방령」은 전염병을 콜레라, 적리,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두창, 발진티푸스, 성홍열, 디프테리아 및 페스트로 규
정하였고 이들 의심환자를 신고·격리하는 것, 환자의 가옥과 사체를 소독하
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2) 결핵, 매독, 나병 등 만성 전염병은 포함되
어 있지 않았으나, 결핵에 관련한 화대 소독이나 환자 물건 소독 등의 사항이
전염병예방령의 규정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고 같은 경무부 소관의 업무로 되
어 있었다.3) 그러므로 전염병예방령과 전염병예방행정의 성격과 특징을 파
2) 「傳染病豫防令」, 『朝鮮總督府官報』, 1915년 6월 5일.
3) 「肺結核豫防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官報』, 1918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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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것은 이후 일제의 결핵에 관한 대응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
리라 생각된다.
조선총독부의 「전염병예방령」은 1897년 일본에서 제정된 「전염병예방법」
을 모태로 한 것이다. 「전염병예방법」 또한 콜레라, 적리, 장티푸스, 파라티푸
스, 두창, 발진티푸스, 성홍열, 디프테리아 및 페스트를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
하였고 이들 전염병 환자를 신고 및 격리·소독하는 법을 다루고 있다(厚生
省医務局, 1976). 이후 조선의 「전염병예방령」은 유행성 뇌척수막염이 더 추
가되긴 하였지만,4) 일본에서 성행했던 법정 전염병을 그대로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콜레라의 경우 1909년, 1920년 대유행이 있어 그 예방이 당연시 되
었다. 그러나 그 외의 질병에 관해서 총독부에서도 그 유행의 정도를 확신할
수가 없었다. 적리·장티푸스·발진티푸스 등은 일본인의 이환율이 조선인
의 이환율보다 도시 거주자는 8-9배, 농촌 거주자는 7-20배 높게 나오기 때문
이었다(朝鮮總督府, 1929). 총독부는 이를 의료기관 불충분이나 질병 검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선인이 이환율이 낮게 나온다고 보거나 ‘조선 토지의
맹독’에 조선인은 저항력이 있지만 일본인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다.
비록 이환율의 차이는 있었지만 ‘조선 토지의 맹독’으로부터 일본인들을 보
호하는 것은 중차대한 목표였고, 이는 철저하고도 자의적인 전염병예방규정
으로 이어졌다. 우선 일본과 달리 이들 질병 이외에 총독부가 임의로 예방령
의 적용을 받는 전염병을 더 지정할 수 있었고, 일본에서는 지방관원이 법률
의 적용을 결정지었지만 조선에서는 경무부장이 법령의 적용을 결정지었다.
의사는 경찰, 헌병, 혹은 방역위원에게 환자 혹은 사체를 신고해야 했으며,
‘환자가 있다고 의심될 시’ 학교 병원 회사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대
표자 혹은 관리인은 의사에게 환자 검색을 요청하거나 경찰 헌병 등에 신고해
야 했다. 그리고 일본과 달리 관원은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자’도 격리소 등의
장소에 격리시킬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전염병이 유행한다고 판단될 시 경무
4) 「 傳染病豫防令中改正」, 『朝鮮總督府官報』, 1924년 6월 2일 군대에서 일부 유행성 뇌척수막염
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경계되었다 (朝鮮總督府,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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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감은 해당 도시 전체 혹은 일부의 교통을 차단하고, 해당 지역 인민을 격리
하고, 다수가 모이는 재례, 공양, 여행 등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퇴원한 전염병 환자 모두를 신고해야 했고 경찰에 알리지
않고 환자를 퇴원시킬 수 없었다(京城醫師會, 1932; Murray, 1975).
이렇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제재 사항을 담고 있었지만 총독부는 이러한
소독·청결 사업과 위생 설비 구축보다 개인의 위생 사상 증진이 더 중요하
다고 설파하였다.5) 즉, 소독·청결 사업은 개인의 불편함 때문에 하는 것이
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해야 하며, 개인의 위생 사상이 ‘온전치’ 않으면 실
효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위생조합은 ‘위생 자치 정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
에 관원은 협력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대규모 오물 처리 시설이나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개인이 스스로 주변을 청결히 하고 위생 조합
이 자기 구역 내 균 전파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미였다.6) ‘위생 정신의 실천’은
권위적인 위생조합의 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다. 「전염병예방령」 시행
규칙 상 위생조합은 그 설치 때부터 위생비, 각종 위생 사무를 조합에서 어떻
게 수행할지, 위반하는 자를 어떻게 제재할지 정하고 경무총감의 승인을 받
아야 했다.7) 또한 위생조합은 경찰의 권한 아래 지도를 받도록 규정되었다.8)
강력한 격리·소독의 조치와 달리 백신이나 기타 치료의 조치는 부족했다.
1911년 내부에서 경무총감부로 이속된 세균검사실은 법정전염병, 법정 외 전
염병, 지방병, 가축 전염병, 기생충 등을 모두 검사하는 것은 물론 각종 백신
재료를 도맡아 생산해야 했고 때때로 지방에 출장 검사를 나가야 했다(朝鮮
彙報, 1917). 콜레라 유행 때에는 콜레라의 백신 제작 기간이 짧고 그나마 임
시검사실을 급조하여 백신을 빠르게 생산해낼 수 있었지만 다른 예방 재료
5) 傳染病豫防令 실시에 就하여, 경무총감부 위생과장 談」, 『每日申報』, 1915년 7월 14일.
6) 더러운 오물의 소독이나 청결 사업 등이 위생, 혹은 공중 보건에서 중요하다고 믿었고 중앙
행정의 역할을 중시했던 장기(miasma) 이론 시대와 달리 ‘과학적’ 세균 이론 시대에서 이는
개인의 ‘청결 유지’과 ‘균 전파에 대한 주의’ 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
다 (Leavitt, 1992).
7) 「傳染病豫防令施行規則」, 『朝鮮總督府官報』, 1915년 7월 12일.
8) 「衛生組合設置ニ關スル注意(一)」, 『朝鮮總督府官報』, 1916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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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유효 기간이 있어 일본으로부터 빠르게 이송해 오지 않으면 생산이 불
가능하였다.
강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예방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
하자, 총독부는 「전염병예방령」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게 된다. 1924년의
첫 번째 개정은 경찰부장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속시킴으로써 위생경찰제도
로 인한 사람들의 적개심을 누그러뜨리는 것이었으나 한편으로 전염병 환자
는 조선총독부가 정한 범주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규정하였다.9) 그리고
1928년 5월 두 번째 개정을 하는데, 콜레라, 페스트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을
삭제하고 전염병예방령의 적용 대상을 전염병환자와 단순 ‘의심 가는 자’에서
‘병원체보유자’까지 확대하게 된다. 그리고 ‘병원체보유자’ 또한 ‘과자, 두부,
채소, 과일 등 즉시 음식이 되는 것의 제조 판매 취급에 종사하는 것’, ‘여관,
하숙, 기숙사, 합숙소, 음식점, 이발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종사
하거나 간호부, 침술, 구술, 안마술, 예기, 창기 등 기타 접객 업무를 하는 것’,
‘극장, 활동사진관, 유흥업장 등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10)
‘병원체보유자,’ 즉 ‘보균자’의 격리나 행정적 처분의 이유는 ‘본인은 건강하
다고 믿지만 사실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극한 위험’ 때문이었
다(卜部正一, 1920).11)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일제는 전염병 환자 격리소인 피
병원에서는 보균자를 발견, 격리시켰고, 보균자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각인시키고자 분투하였다. ‘보균자’ 존재의 위험은 일제 식민 지배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두창, 장티푸스, 적리 등의 질병은 일본에는 점차 감소하는 질병
이지만 경성 등의 일본인들은 유난히 잘 걸리는 질병이었다(荻野正俊, 1934).
9) 「傳染病豫防令中改正」, 『朝鮮總督府官報』, 1924년 6월 2일.
10) 「傳染病豫防令施行規則改正」, 『朝鮮總督府官報』, 1928년 5월 17일.
11) 본 법령에서 보균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콜레라, 디프테리아 및 유행성뇌척수액염
의 병원체보유자는 12시간 이상, 적리,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병원체 보유자는 18시간 이
상 격리하고 검사 재료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를 이행하여 2회 이상 병원체를 증명하지 못
할 때에만 병원체 소실자로 간주한다. 검사 재료로 이질은 소변이,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
스는 분뇨, 디프테리아 및 유행성 뇌척수막염은 비인후부 점액이 사용되었다. 『朝鮮總督府
官報』, 1928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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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조선 내에서 발생한 질병이 일본에 전파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두창 같은 경우 종두 보급이 미비함에 따라 오히려 조선인의 경우 일정정도
면역력을 갖고 있으나 일본인은 새로운 균에 노출되는 점도 지적되었다(志賀
潔, 1923). 티푸스, 성홍열 등은 조선에서는 풍토병에 가깝고 의외로 조선인
들은 저항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關水武, 1923). 총독부 입장에서는 일본
인으로의 질병 전파를 보다 철저히 단속한다는 목적 하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건강 상태 보균자도 단속해야 했던 것이다.
환자에서 이후 보균자에게까지 확대된 단속은 법 제도 상의 규정과 조치들
만이 존재하는 형태였다. 이를 위한 예산은 부족하여 인프라는 부족한, 왜곡
된 구조였다. 이는 다음의 사설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원래 경시청에는 검사와 시험을 하는 사람과 설비는 잇지만 시설
이며 장려를 하는 예산도 긔분도 없다. 법령을 발표하며 위반을 검
거하는 손은 가지고 있지만 개량을 조성하며 자각적으로 개인및
공중위생의 진보발달을 촉진시키기에는 너무도 위력이 지내친다.
법으로 만들인 단체, 劒으로 모흔 청중은 ‘唯命唯從’케 하기에는 충
분할른지 모로지만 과연 맘 속으로 위생 사상이 향상되어 국민보
건의 발달이 되어질 수 잇을가? (太虛, 1931).12)

2) 1918년 「폐결핵예방에 관한 건」 제정: “침 뱉기”의 위생
폐결핵에 대한 제도적 대응 또한 단순한 단속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
염병예방령」(1915) 이후에 「폐결핵예방에 관한 건」(1918)을 제정하긴 하였으
나 총독부에서도 다른 전염병보다 폐결핵이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인
식하고 있었다. “다른 급성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은 1만 인구 중 적으면 3인
12) 이 기사에서 필자는 “그럴뜻한 학식을 받은 일도 없고 경험도 없고 경력도 밟지 않고 돌연히
공집기에 맞아난 사람이 帝都 (東京) 사백만민에 대한 사실상의 위생의 최고 권한자요 裁決
者의 의자에 앉게된다. … 法理에 통하고 규측에 길들어 하로밤 사이에 위생백반의 규정을
독파하고 머리가 좋은대로 척척 사무적 행정으로 紙上 活字上의 개량진보를 하는 고로 성적
은 보고서에 썩 양호해지고 「取締」는 위반건수로 보아 더욱 철저해질 것은 기다릴 것도 없는
일이오. 그리해서 都民의 保健에는 사실상 하등의 향상도 없고 위생은 단지 관청사무로 일
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밖에 없다”라고 당시의 위생 행정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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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 많으면 8인이지만 폐결핵은 적으면 12인 많으면 20인이 된다”고 보았
고, 다른 급성 전염병은 사람들이 위험함을 알지만 결핵과 같은 경우는 그렇
지 못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13) 그리고 통감부 시절 대한의원에서도 결핵 환
자를 따로 분류하여 기록하였고(內部衛生局, 1909), 1914년부터 도립자혜의
원 환자 통계를 통해 조선 내 결핵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古海
嚴潮, 1918; 白石保成, 1918).
「폐결핵예방에 관한 건」 제정 이전에는 일본 적십자사 활동에 발맞추어 결
핵 관련 활동이 이루어졌다. 1900년대 초부터 일본 내 결핵예방단체 및 예방
협회 들이 건설되기 시작하고 일본 적십자사는 19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내 결핵예방운동에 참여, 이듬해 일본결핵예방협회 건설을 주도하였다(青木

純一, 2004). 1913년 조선 적십자 본부 역시 이에 발맞추어 세균학자 기타사
토 시바사부로우(北里柴三郎) 박사의 결핵 예방 강술서(講述書)를 일본어, 조

선어 두 가지로 번역, 자혜의원 및 여타 병원에 배포하였다.14) 이 책자는 폐결
핵이란 어떠한 병인가, 폐결핵의 예방, 폐결핵의 초기 증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중 결핵예방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 전염을 피하는 것: 폐결핵 환자와 서로 접근할 때에는 4척 이상
의 간격을 두고 대화를 해야 한다. 이 간격을 통해서만 환자의 기침
이나 嘩壺의 액이 날라 다녀도 안전하다. 폐결핵환자와 한 곳에 주
거를 피치 못할 지라도 방을 구별하고 특히 침실을 各別해야 한다.
폐결핵 환자의 침구 혹은 의류, 음식물은 별도로 두고 공용해서는
안 된다. 폐결핵환자의 痰은 반드시 소독액에 둔 嘩壺에 토하고 10
분 간 소독한 후에 버려야 한다. … 嘩壺 크기는 5촌4방되는 원통
형의 덮개를 덮을 만한 것이어야 하고 환자는 嘩壺에 談을 토하고
덮개를 개방한 채 두어서는 안 된다.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서는 부지불식간에 옮을 수 있으니 평상시 신체를 강건하게 하여
13) 「 1일부터 실시된 폐결핵예방법(2), 염택 경기도 경무부장의 이야기」, 『每日申報』, 1918년 3
월 6일.
14) 「 肺結核의 注意」, 『每日申報』1913.8.16. 기타사토는 일본에서 최초로 결핵 통계를 서구의
통계와 비교하면서 결핵의 심각성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일본 내무성이 「肺結核豫防에 관
한 件」을 제정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Johnsto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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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독이 침투하더라도 발병 여지가 없어야 한다. … 아직 우리 나라
장정은 구미와 비교하면 그 체격이 약하므로 … 신체의 강장법으
로 매일 호흡법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신체 정신을 과로하
게 하는 일을 피하여 저녁에는 일찍 침상에 들고 아침에는 일찍 일
어나는 것이 필요하다(…)(警務彙報, 1913).

「폐결핵예방에 관한 건」의 기본적인 개념이 된 이 예방지침은 기타사토가
결핵균이 환자의 객담을 통해 전파된다는 죠지 콜넷(George Cornet)의 개념
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다.15) 콜넷의 개념은 당시 의학계에서 결핵 환자
에 대한 치료 외에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 즉 객담 배출을 미연
에 방지함으로써 결핵 유병률을 줄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서구 의
학계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영국이나 미국의 몇 개의 대도시
에서는 객담을 내뱉는 자에게 벌금을 매기는 법률이 통과되었고, 일본에서도
유사한 시기에 입법화한 내용이 조선에서도 제정된 것이었다(Bryder, 1988).
1918년 조선총독부령 제4호에 의해 제정된 「폐결핵예방에 관한 건」은 1904
년 일본 내무성이 반포한 일본 최초의 결핵 관련 법령인 「폐결핵예방에 관한
건」을 본따 왔다. 즉,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결핵균 전파의 원인이 되는
객담을 모으는 嘩壺(객담 그릇)를 설치, 소독하는 것, 결핵 환자를 일반 환자

와 같은 병실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결핵 환자의 물품을 소독하는 법 등
을 담고 있었다.16) 이 법은 영국이나 미국, 혹은 독일과 같이 嘩壺 외의 장소
에 객담을 배출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주의를 담고 있었다.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나 결핵 환자들이 요양하기 위해

가는 해수욕장, 숙박업소에 嘩壺를 설치하는 것, 결핵 환자의 객담 및 물건

15) 콜넷은 기타사토의 스승인 코흐의 동료로서, 1888년과 1889년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결핵
환자가 뱉은 물체를 조금만 실험동물에 주입해도 병을 일으킨다는 것, 특히 결핵 병동을 청
소하는 간호사들이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는 사실을 통해 결핵이 환자의 객담 등을 통해 전
파됨을 증명하였다 (Hardy, 1993).
16) 「 肺結核豫防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官報』, 1918년 1월 15일; 「肺結核豫防ニ關スル件」(厚
生省医務局編,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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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독하는 것이었다. 즉, 공공 장소에서 嘩壺를 배치하거나 관리하지 않으
면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조선의 경우 ‘공공 장소의 관리인 혹은 대표
자가 아래 사람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음’을 따
로 규정하였다.17)
부령 공포 후 총독부는 활동사진관, 교회, 설교소, 목욕탕, 서당, 유치원, 강
습소, 인쇄소, 병원이 아닌 의사 및 의생의 진료소, 입치(入齒)영업소, 유치장,
사진관, 공장, 관물장(觀物場), 시장, 은행, 도축장, 사원, 인력거, 마차, 자동
차 및 마차 대합소, 미곡취인소(米穀取引所) 등을 嘩壺 설치 대상 지역으로

공포하였다.18) 그리고 이들 장소의 관리인들은 嘩壺 외의 구역에 객담을 배출
하지 말 것을 표시해두어야 했고, 위반할 시에는 처벌을 받았다. 각 지역에서
가장 많이 지정한 장소 또한 활동사진관, 교회, 사원 등이었다. 조선인 대중이
많이 모이거나 활동하는 장소를 먼저 규제의 초점으로 삼은 것이다.
또한, 병원은 결핵 환자를 한 병실에 둘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할 시 처벌
의 대상이 되었고, 다분히 여러 병원들에게 부담이 되었다. 관공립병원, 도립
자혜의원의 경우 그나마 사정이 나았다. 일본 적십자사의 결핵예방박멸사업
대상이 되어 1914년부터 6월부터 이들 병원에서 시료증(施療證)을 받고 진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朝鮮總督府內務局社會課, 1924).19) 그러나 예를
들어 서양 선교사들이 운영하고 있었던 사립 병원의 경우에는 세브란스 병원
등 일부 큰 규모의 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병원이 1명의 선교사 의사 혹은
일부 한국인 의사가 추가로 존재하는 형태였고 입원 시설은 소규모에 불과했
다(Gen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1932; Korean Mission

Field, 1922). 이러한 상황은 결핵 치료를 관공립병원과 소수 큰 규모의 사립

17) 「 肺結核豫防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官報』, 1918년 1월 15일; 「肺結核豫防ニ關スル件」,
『醫制百年史資料編』(東京:厚生省医務局編, 1976).
18) 「 肺結核豫防ニ關スル指定」, 『朝鮮總督府官報』, 1918년 2월 21일; 「肺結核豫防ニ關スル指
定等」, 『朝鮮總督府官報』, 1918년 2월 28일; 「肺結核豫防ニ關スル指定」, 『朝鮮總督府官報』,
1918년 4월 10일; 「肺結核豫防ニ關スル指定」, 『朝鮮總督府官報』,1918년 3월 16일.
19) 당시 연 2천5백명가량의 결핵환자가 관공립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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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독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치료기관 내 결핵 병실 개
설 현황에서 살펴볼 것처럼, 관공립병원의 결핵 병실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
았다. 병실 개설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총독부에서도 1918년 제정한 「폐결핵예방에 관한 건」 만으로 결핵에 대한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우르미
이즈시오(古海嚴潮)는 격리, 요양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현재
일본의 결핵예방대책에 들어가는 국고보조나 공익단체 지원 등의 재원만큼
을 조선에 들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보조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가까운 장
래에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토로한 바 있다(古海嚴潮, 1918). 즉, 당시 일본
에서 주로 행해지던 결핵 예방 홍보 활동이나 요양소 건립 등의 재원도 총독
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한, 결핵과 같은 만성
전염병은 ‘그 증상이 더디고 늦는 경과를 지니고, 발병 시기가 명확하게 나타
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전문 의사 없이 경찰의 힘만으로는 환자를
발견, 격리시키기 어려운 것이었다(古海嚴潮, 19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부는 위생경찰 중심으로 ‘침 뱉기’ 행위에만 초점을
두어 규제하였다. 최소한의 예방 관련 홍보 활동이나 별도의 요양소 건립의
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규제에만 초점을 둔 방책을 세운 것은 조선에서 총
독부가 수행했던 위생 행정이란 것 자체가 경찰 단속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부분은 비가시적이었던 결핵에 있어 “침 뱉기”는 유일하게 가
시적이면서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종류의 행동이었다. 경찰을 통한
위생 행정이 결핵에 있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침 뱉기”만이 유일하였다.
그리고 당시 “객담을 통해서 결핵균이 전파된다”는 단순한 결핵 병인론이 중
심이었을 때에는 효과적인 행정 담론이었다. 그러나 결핵에 대한 병인론이 복
잡해지고 단순한 방식의 예방으로 방지하기 어려우며, 좀더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 필요해졌을 때에는 이는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웠다. 사실상
“침 뱉기”와 병실 내 격리만을 중심으로 한 결핵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위생
관념 속에서 ‘행위 처벌’과 ‘격리’만 가능했던 총독부 위생 행정의 한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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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36년 이후 조선총독부의 결핵에 대한 대응:
적극적 대응과 한계
1) ‘조선결핵예방협회’의 설립과 활동
1936년 4월 7일 총독부 주도로 조선결핵예방협회가 창설되면서 총독부의
결핵 예방 대책은 보다 적극적인 성격을 갖추게 된다. 총독부는 본격적인 결
핵 예방 대책에 나서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나병’과 ‘마약중독자’에 대한 대책
에 주력한 결과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이제 결핵 환자에 대한 대책에
전면적으로 나설 때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20) 즉, 결핵 예방은 나병과 마약
중독과 같은 ‘만성병’ 관련 사업과 같은 종류로서 입안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 결핵 예방은 나병이나 마약중독 이상의 ‘국민 보건’과 ‘보건 위생 상태의
개선’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결핵은 노동 가능한 청장년층에게
해독을 미치는 것이었고, 단순히 균 전파를 방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개인
의 생활 환경 및 조건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단순
한 보건위생사상의 보급뿐만 아니라 일련의 ‘예방 관련 시설’의 규모를 확대
해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조선결핵예방협회는 ‘국민의 적’ “폐결핵”의 퇴치가 ‘반도의 암’ “나병, 마
약중독, 정신병”의 퇴치와 함께 “건강조선”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 아
래에 “약 4만인을 수용할 수 있는 결핵요양소 건설과 함께 건강상담소의 확
장, 허약아의 보호, 가옥의 구조와 영양 문제, 학교, 공장의 위생 문제 등의 예
방방법을 합의하는 것” 등을 본 협회 활동의 골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선
적으로 가장 큰 활동은 5월 26-28일 사흘간 결핵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홍보
활동을 펼치는 것이었다.21) 그리고 요양소 문제에 있어 새로이 요양소를 짓는
20) 「癩病, 麻藥退治뒤니어 肺病撲滅에 新注力」, 『每日申報』, 1936년 1월 23일.
21) 「 『健康朝鮮』の樹立へ)朝鮮結核豫防協會きのふ發會式擧行 / 療養所の建設其他豫防方法等
打合す」, 『京城日報』, 1936년 4월8일. 회장은 今井田淸德 정무총감, 부회장 겸 이사장은 池
田淸 경무국장, 상무이사는 西龜三圭 위생과장, 이사에는 大野謙一, 萩原三郞, 渡邊肆郞, 吳
兢善, 水島治夫, 林長丈 등이었다. 평의원으로는 조선 각도 유력자 51명이 위촉되었다. 이
러한 구성은 사실 조선나예방협회의 구성과 거의 일치하였다(西龜三圭,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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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는 도립의원 내 결핵 병실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절충할 수밖에 없었
다.22) 엄청난 경비가 소요된다고 여긴 요양소 재원을 새로이 들이는 것을 불
가능하다고 여긴 탓이었다.
실제로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게 결핵 예방 대책 실현을 위한 ‘재원’이 부
족했고23) 따로 재정을 조달할 방법을 강구해내지 못했음에도 왜 총독부는 결
핵 예방 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일까. 우선, 당시 일본에서도 결핵 관련 대응
책이 전환기를 맞고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19년 제정된 일본의 「결
핵예방법」은 1937년 적극적인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24)
1936년 일본 내무성에서도 ‘결핵예방국민운동진흥’을 수립하는 위원회를 개
최하고, 결핵 예방 선전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을 수립한다(白十字會,
1938).25) 결핵 예방 국민 운동의 진흥은 내무성 위생국에서 특히 국비를 지출
하여 ‘지방’도 함께 협력한 운동으로서, 크게는 ‘국민을 자극하고 결핵예방정
신을 작흥(作興)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26)
조선의 결핵예방협회의 수립 및 결핵예방활동의 전개는 일차적으로 이 ‘결
핵예방국민운동진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사실상 총독부가
결핵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했을 때 초기부터 요양소 설치와 결핵 환자를 위
한 병상 부족의 논의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우선 재원 문제를 이유로
논외로 한 채 결핵 예방을 위한 선전 활동부터 시작한 것은 조선총독부 결핵
예방활동의 특징 중 하나였다.27)
22) 「痲藥癩病豫防뒤니어 結核豫防에 注力」, 『每日申報』, 1935년 12월 23일.
23) 「癩病, 麻藥退治뒤니어 肺病撲滅에 新注力」, 『每日申報』, 1936년 1월 23일.
24) 「 七月一日부터 實施될 結核患者屆出制度 제외국에 선발서부터 실시 內務省結核根滅策」,
『每日申報』, 1937년 6월 26일.
25) 白十字會, 『日本結核豫防事業總攬』(東京:白十字會, 1938); 陸軍省大日記. 「結核予防国民運
動振興に関する件」. 1936년 6월 19일. 일본 정부의 결핵 예방 관련 재원 투자는 과거에는 요
양소에만 국한되었지만 1936년을 기점으로 결핵예방협회의 계몽 사업, 즉 결핵 예방을 위
한 포스터·퍼레이드·팜플렛 등 선전 활동에 새로이 10만엔을 책정하게 된다 (Johnston,
1995).
26) 「保健國策に就結てㅡ內務省衛生局. 中 結核豫防對策」. 『內外調査資料』. 第9卷 第2輯.
27) 조선나병예방협회를 창설하고 소록도나병요양소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던 池田淸 당
시 경무국장은 위생과장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결핵의 만연은 나병 및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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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초기부터 총독부가 구상한 결핵 예방 계획은 도시문제에 대한
대 책의 일환이었다는 점이다. 즉, 결핵 문제는 경성부의 시가지 확장, 정비
계획 에 있어 중요한 문제였으며, 경성도시문제회의 때 함께 다루어졌다. 우
선 기 본적으로 결핵 증가의 원인으로는, 1) 가옥의 밀집, 주거의 과주(過住)
증가, 2) 위생적 불량 구조의 건축물의 증가, 3) 공장 등과 같은 위생적 불량
생활의 증가, 4) 매연, 진애 등으로 인한 공기 오염도의 증가, 5) 생활난, 생
존경쟁으로 인한 심신 과로의 증가, 6) 인구 대비 세민(細民) 비율의 증가 등
이 지적되었다.
해결책으로, 1) 일상생활을 위생적으로 하는 것, 2) 업종별 등의 지역 즉 공
업, 상업, 주택, 공원 지역 등을 설정, 3) 가옥의 밀집, 주과의 과충(過充)의 제
한 혹은 이를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 4) 위생적 불량한 구조의 건물을 개조,
특 히 새로운 건축에 대한 지도, 5) 공장의 구조 내용의 설비, 직공의 작업숙
사, 기타 생활에 위생적 고려, 6) 매연, 진애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
는 것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1) 요양소 사나토리움 건설, 2) 건강상담소
조기진단 건설, 3) 허약아동 양호 시설 구축, 4) 병독이 오염된 물건의 소독기
관을 설 치하는 것 등이 이환된 환자의 구료에 있어 필요하다고 얘기되었다

(京城都市計畫硏究所, 1936). 이 중 사나토리움 등 환자를 위한 시설 마련은
경비가 드는 문제였고 결핵 환자 신고 및 예방방법 지도, 요양소 설치, 특종업
자 강제 검진 및 유병자 종업 제한 등은 일본에서는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으
중독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할 만큼 손해가 크고 그 예방은 식민보건 상 가장 중요한 것이다.
… 본 병의 예방은 어려운 일 중 어려운 일이나 국민전체가 예방시설의 실행에 충당하면 결
국 목적을 달하리라는 것은 구미제국의 실례를 알 수 있다. 시설 중 요양소 건설과 같은 많
은 경비를 필요하는 것은 재정의 관계상 돌연히 실현하기는 곤란하나 그러케 많은 경비를
요할 것도 없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속히 실시하
도록 노력코자 한다. 이들의 시설을 보진하기 위하야는 나 및 마약중독예방사안에도 미리
경험한 바 있으므로 먼저 일반사회로 하야 그 중요성을 인식·이해케 하는 것이 가장 긴요
한 것이므로 금회 조선결핵예방협회를 수립하고 선전을 행하야 예방에 필요한 지식의 보
급 계몽에 노력코자 하는 것이니 …” 즉, 결핵에 대하여 요양소 건설 등 긴급하게 많은 재정
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기존 나병 및 마약중독 등의 선례에 비추어 간단한 계몽 활동을 통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었다. 「痲藥中毒者는激减. 結核豫防에着
手」, 『東亞日報』, 1936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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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선에서는 장래에나 실현될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되었다. 그렇지만 가
옥 개선을 비롯한 신규 시설 계획은 ‘구미에서도 시가지 계획 확장 상 수행했
던 일’이며 도시 시가지 계획과 함께 추진해야 할 일이었다. 즉 총독부는 기존
가옥 중 불량 가옥 문제와 도시 인구 밀집 문제를 ‘해결’한다는 연장선상에서
결핵 문제를 함께 사고하고 있었다.
또한, 총독부가 중일전쟁이라는 전쟁 전면 시기 전후에 결핵 예방에 나서게
된 것은 총독부의 결핵 예방 활동이 기본적으로 전쟁 대응의 성격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1936년에는 ‘건강 조선’, ‘결핵균을 박멸하자’는 구호 아래 인민 조
직화를 꾀한 후 1937년 중일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하자 ‘국민 전체의 일심
동체’와 ‘국민 체위 향상’28)을 위해 결핵 예방이 급선무라는 등의 설명을 내세
우고 있다. 국민정신총동원과 생업보국의 취지 아래 국민체위향상 및 결핵 예
방이 위치하였고, 실제로 총독부는 결핵예방사업에 있어 ‘예방진’, ‘장기항전’,
‘동원령’, ‘보건진’ 등의 전쟁용어를 자주 은유적으로 사용했다.
(…)예로부터 전쟁은 군대가 수행하고 군대는 전장에서 전투하는
것이라 하지만 금일의 전쟁은 이 뿐만 아니라 쌍방의 국민 전체의
전쟁이며 가령 전장에서 군대가 어떠한 정예가 있어도 그러나 후
방(銃後)을 책임지는 국민 전체가 일심동체가 항상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승리를 얻기 어렵습니다. 즉 국민전체가 일치협력하여 전
지의 군인에 정신적 물질적 후원을 함은 물론 국민에서 산업 공업
기타 각단의 사업 능률을 증진하고 국력을 충실히 설계하지 않으
면 최후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그러므로 생업보국
이라는 국가총동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조건은
국민의 견실한 정신과 강건한 신체에 있다는 점은 다시 말할 필요
가 없을 것입니다.(…)국민체위 저하의 가장 주요 원인인 결핵의
만연으로 인해 국방상·산업상·교육상·기타 방면에 심한 손해
28) ‘체위(體位)’가 나빠진다는 것은 군인으로서 부족한 것으 정의되었다. 1) 체격-즉 신장, 체
중, 흉위 중 신장의 증가에 따라 체중, 흉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 이는 신장 대비 흉위가
감소하고 근골격 박약의 경우가 늘어난다고 이해되었다. 2) 결핵이환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3) 근시, 충치 기타 위장질환이 늘어난다는 것, 특히 장정, 학생들에게 있어
야 하는 ‘간바리(ガンバリ)’가 줄어든다고 보았다 (西龜三圭,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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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습니다. 빨리 예방시설을 보진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西
龜三圭, 1938a).

또한 전쟁 시기로 인하여 결핵이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는 결핵 예방 시설
구축에 더욱 힘쓰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영양 결핍, 가족 해체로 인한 위생 상
태 저하, 군인의 심신 과로, 군사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증가 등이 결핵 만
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어떻게 ‘국민 모
두가 일치 협력하여’ 결핵 만연 상태를 이겨냈는지는 좋은 귀감이 되었다. 독
일의 경우를 본보기로 삼아 전쟁 시기에 있어 일본과 그 식민지 모두 ‘후방(銃
後)’으로서 국민 체위 향상에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결핵 만연은 단지
군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후방에서 제공할 수 있는 노동력을 손
상시키는 문제로 이해되었다(西龜三圭, 1938b).
국민정신총동원 체제에서 결핵 예방은 ‘마음가짐(心の持ち方)’으로 이해
되었다(西龜三圭, 1938c). 위생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만이 아니라 정신에 미
치는 영향도 있는 것이어서, 상호간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정신의 위생도 중
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었다.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드는 것’만
이 아니라 ‘건전한 신체는 건전한 정신의 기본이 되고’, ‘신체의 건강을 보존
하는 것은 먼저 정신의 건강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체의 질병을 치
유하는 것은 먼저 정신의 질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로 바꾸어 이해되
었다. 즉, “각자 자신에게 부여된 일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건강 보존에 제일 필요”한 것이었고 “국민정신총동원 및 생업보
국” 취지에 맞는 것이었다. 이 견지에서 결핵 예방을 위한 계몽과 지식 보급
은 ‘올바른 마음과 생활 태도’를 통하여 병기를 치유하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
었으며, 한편으로 국민정신총동원을 위한 정신 재무장의 의미 또한 갖고 있
었다. 사실상 전쟁이 확대될수록 이후 결핵예방 관련 행사는 국민정신총동원
을 위한 행사가 되었다.
결핵예방에 관하여 배포된 내용 중 가장 많이 활용된 내용은 ‘결핵예방7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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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 준칙은 1) 일광욕을 하라, 2) 대기에 친근하게, 3) 기분은 명랑하
게, 4) 운동은 적당하게, 5) 주거는 명랑하고 청결하게, 6) 수면은 충분하게,
7) 조기 진단, 조기 치료의 내용으로 당시 일본결핵예방협회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던 것으로, 이 내용을 성냥, 책장, 마크 등에 인쇄·배포하였다.29) ‘결
핵예방7칙’은 당시 중요하게 지녀야 할 마음가짐으로써, 특히 평소의 기분을
명랑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보존 및 증진에 있어 핵심적임을 의미하는 것이
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생활태도에 도달하기 위해 개개인은 항상 ‘수양’을
해야 할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西龜三圭, 1938c).
결핵예방협회 조선 지부는 1936년 설립 후 단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각 지
역에 걸쳐 결핵예방협회 지부를 조직하고, 단기간의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벌
였다. 주로 결핵예방주간에 맞춘 홍보 활동이었고 홍보 활동 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벌이지 못한 것이 본 단체의 특징이었다. 현재 조선결핵예방협회 규
약을 찾기는 어렵지만 충청북도, 전라남도 결핵예방협회 규약으로 미루어 짐
작해 보면,30) 회장은 도지사, 부회장은 경찰부장, 이사는 경찰서장 및 위생과
29) 「結核豫定七則 十萬枚 印刷配付」, 『每日申報』, 1936년 5월 21일.
30) 결핵예방협회 충청북도 지회 규약:
제1조 본회는 충청북도 결핵예방협회라 칭함.
제2조 본 협회는 사무소를 충청북도 청강(聽講) 내에 경찰서에 지부를 둠. 제3조 본회는 결
핵병의 예방박멸을 도(圖)함으로써 목적으로 함.
제4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하기 위하야 다음의 사업을 행함.(1) 결핵병의 예방 및 구료
에 관한 사상의 보급 선전 (2) 결핵병의 예방 및 구료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결핵병의
예방 및 구료에 관한 여러 사업의 후원 및 연합 (4) 기타 결핵병의 예방 및 구료에 관하
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음.(1) 부조금 및 공사의 기증에 의하야 취득하는 동산 및 부
동산 (2) 본회의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잡수입
제6조 본회는 다음의 역원을 둠.(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이사 약 10명 내 1명을 이
사장, 1명을 상무이사로 함 (4) 평의원 약 10명 회장은 회무를 총리함. 부회장은 회장
을 보좌하고 회장사고가 있을 시는 직무를 대리함.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야 일절의
회무를 처리함.
제7조 회장은 충청북도지사의 직에 있는 자를 추대함. 부회장은 충청북도 경찰부장의 직
에 있는 자를 추대함. 이사는 충청북도 경찰서장, 충청북도 경찰부위생과장의 직에 있
는 자 및 평의원 중으로 회장이 위촉한 자로써 이에 充하고 이사장은 경찰부장의 직에
있는 이사, 상무이사는 경찰부 위생과장의 직에 있는 이사로써 이에 充함. 평의원은 회
장 이를 위촉함. 제8조 본회의 회무집행상 필요한 직원은 이사장 이를 위탁 및 명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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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라고 못박음으로써 관 주도 단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고 평의원회는 회
장의 소집에 응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만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관 주도
단체의 회원 및 기구 구성 성격은 조선나예방협회의 규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그러나 결핵예방협회의 경우 나예방협회와 달리 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게끔 만드는 기부금 별 회원 자격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31) 사실상 강
제적 기부행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 냈던 나예방협회와 달리 결핵예방협회
에서는 적극적 재원 조달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원 조달
방식 또한 ‘본회의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입, 부조금 혹은 공사의 기증 기타
수입’이라는 소극적인 방식이었다.
이는 조선결핵예방협회가 사실상 막대한 재원 조달을 강구하지 않아도 되
는 방식, 계몽 및 홍보 활동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병처럼 대단위
모금을 수행하거나 격리·근절 시책을 계획하지 않는 대신 계몽 및 홍보 활
동에 목적을 두었던 결핵예방협회는 결핵예방주간활동을 목표로 단기간 내
에 각 지부 협회를 구성하고 결핵 예방에 관한 내용을 조직, 홍보해 낼 수 있
었지만 기타 관련 시설, 특히 의료 시설의 확충 등에는 전혀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이다.32)
제9조 본회의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써 이를 조직하고 필요에 응하야 회장 이를 소집평함
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으로써 이에 충(充)함.
제10조 평의원회는 본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임으로 회장의 자문에 응함.
제11조 본회의 경비는 본회의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입, 부조금 혹은 공사의 기증 기타
수입으로써 이에 충함.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
일에 종함.
「 忠北의 結核豫防陣 新綠의 五月九日官民多數參集 協會發會式盛大擧行」, 『每日申報』, 1936
년 5월 11일; 전라남도 결핵예방협회 규약도 이와 유사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全南의
劃期的施設」, 『每日申報』, 1936년 5월 15일.
31) 조선나예방협회는 회원을 3종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1. 명예회원: 나의 구료 예방 또는 절멸사업에 귀책한 자로서 회장이 추천한 자.
2. 특별회원: 금 50원 이상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한 자 혹은 기타의 방법에 따라 본회
사업을 원조한 자로서 회장이 추천한 자.
3. 정회원: 회비로서 연액3원을 납부한 자. / 전항 제3호의 납부금이 15원 이상에 달한 자
또는 일시에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西龜三圭, 1935).
32) 나예방협회의 운동은 근 3년간의 기부 행위 조성을 통해 나 근절 담론의 장악에 상당한 공
을 들인 반면 결핵예방협회는 협회 발족 후 근 2개월 만에 지부를 설립하고 5월 26일~28

730│ 醫史學

최은경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결핵 정책(1910-1945)

실제로 결핵예방주간을 맞이하여 수행한 결핵예방협회 활동은 대부분 결
핵예방활동사진 상영, 포스터 및 삐라 제작 배치, 언론 홍보 활동, 인쇄물 배
포 등이었다. 몇몇 부 단위 및 도 단위에서는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경
기도나 함흥 지역에서는 전람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행
사를 개최한 지역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 해당 기간에 한해 무료객
담검사나 무료건강검진, 무료건강상담을 수행한다는 선전을 하였지만 도립
의원과 일부 균 시험실, 전람회장, 공의들에 한정된 행사였고 그나마 도립의
원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졌다.33) 또한 X-선 진찰은 무료가
아닌 실비 진찰이었다.34) 그러나 이러한 결핵예방주간 행사는 1937년 전쟁 시
국 관계로 한 차례 중지되었을 뿐 매년 꾸준히 지속되었다.
2) 미흡한 환자 색출: 건강진단 및 검사
결핵예방주간 행사에서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주로 무차별적인 간단한 내
용 위주의 홍보가 이루어진 반면,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건강검진과 객담 검
사 등이 이루어진 대상은 ‘접객업자’였다.35) 이들 계층은 결핵예방데이 때마
다 각 경찰서로 소집되었고 예방에 관한 지식 및 담호(痰壺) 비치를 교육받았
다.36) 접객업자들이 소집 및 객담검사, 건강진단에 가장 쉽게 동원되었던 대
상이라면 학교와 지식인 계층은 새롭게 결핵의 온상지로 부각되었다. 이미 일
본에서는 교원들의 결핵 유병률이 높다는 점이 알려져 있었지만, 조선 내에서
는 1936년 학교 내 결핵 통계를 새로이 집계하여 전조선 관공립중학교이상 졸
일로 예정된 결핵예방주간 행사를 치루는 단기간적 속성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결핵예방
협회는 조선결핵예방협회 창설 이전 1935년 10월 26일 설립되었다 (鮮滿醫藥時報, 1937).
33) 「 結核豫防宣傳週間 京畿道 各種計劃 문명의 리긔를 총동원시켜서 徹底化에 全力傾注」, 『每
日申報』, 1936년 5월 20일.
34) 「全北道 結核豫防데 實施 卄六日부터」, 『每日申報』, 1936년 5월 17일.
35) 접객업자는 ‘여관, 윤곽, 요리점, 음식점, 이발업, 안마 및 침구술, 산파, 간호부, 창기와 기
생, 여급, 고용녀, 잠자리 빌리는 업, 대본(貸本)업자’ 등을 의미하고 있었다. 「結核豫防第
一彈 衛生取締開始 접객업자 전반의 건강진단 警察部衛生課에서」, 『每日申報』, 1936년 5
월 8일.
36) 「全北道 結核豫防데 實施 卄六日부터」, 『每日申報』, 1936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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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생 사망자의 40%가 폐결핵으로 사망한 것으로 새로이 밝혀냈고, ‘학교 위
생’의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되었다(小串政次, 1921).37) 그러나 학교나 직장에
서 결핵에 관한 집단 검진이 이루어진 것은 1941년 이후였다.
1939년부터 일본 후생성에서 3년간 모의 시행한 X-선 검진을 포함한 집단
검진이 성공을 거두자 일본 전역에 홍보를 하였고 조선에서도 도입되기 시작
하였다.38) 평양 등 지방별로 X-선 기계를 구입하고 소학교 및 중학교 아동 및
교직원부터 집단 검진을 시행하였고39) 투베르쿨린 검사도 아울러 집단 검진
에 활용하였다.40) 곧 경성 내 각종 공장, 백화점, 은행, 회사 및 접객업자 등 8
천 여명을 대상으로 집단 X-선 검진이 이루어졌다.41) 1942년 8월부터는 국민
학교 입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간접축소촬영기’를 도입, 집단 검진을 수행하
였을 뿐 아니라, 42) ‘결핵 발병률이 높은 연령에 있고 장래 어머니가 될 학령기
여성들의 보건 문제 중요성’에 따라 여자중등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경성제
대 방사선과가 집중 X-선 집단 검진을 수행하기도 하였다.43) X-선 검사뿐 아
니라 적혈구침강속도 검사, 후두경 검사 등 다양한 방법이 집단 검진의 선별
검사로 응용되었고 후두경 검사는 다른 검사 방법으로 양성이 나온 시 인후
결핵 합병 여부까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인식 아래 도입된 것이었다.44) 당
시의 집단 검진 분위기를 보여주는 기사에 따르면 집단 검진은 다음과 같이
37) 폐결핵 死亡者는 학교출신이 다수, 최근 6년간의 통계朝鮮中央日報. 1936.6.18 모집단은
다음과 같았다. 경성제대졸업생 사망자 18인(폐결핵 9인). 전문학교졸업생 사망자 87인(폐
결핵 42인). 사범학교졸업생 사망자 15인(폐결핵 5인). 중등학교졸업생 사망자 958인(폐결
핵 402인).「靑春을 侵蝕하는 肺結核」, 『每日申報』, 1936년 6월 18일.
38) 「 結核撲滅의 對策-厚生省 集團檢診의 成功을 全國的으로 奬勵」, 『每日申報』, 1941년 7월
30일.
39) 「結核早期撲滅에初等校마다 렌도겐使用」, 『每日申報』, 1941년 8월 1일.
40) 「 集團檢診을 實施-結核驅遂에 强力陣-劇務와 싸우는 職場의 勇士를 保護」, 『每日申報』, 1942
년 1월 13일.
41) 「集團生活者 結核調査 - 京畿道서 會社員等 八千名에 施行」, 『每日申報』, 1942년 5월 21일.
42) 「 間接縮少撮影機出動 結核退治에 萬全 먼저 國民學校入學前 兒童들을 檢診」, 『每日申報』,
1942년 7월 4일.
43) 「 結核의 早期發見에 城大放射線科進出-먼저女學生들의 集團檢診을 實施」, 『每日申報』,
1942년 8월 2일.
44) 「喉頭鏡檢査倂用-結核集團檢査에 强調」, 『每日申報』, 1942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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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만이 아니라 결핵예방정신을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경기중학교 4학년 4조 생도 1백20명은 채 담임선생의 인솔로
부내 광화문동의 경기도 위생시험소에 와서 일제히 ‘렌토겐’ 사진
을 바키기로 되엿다. 이에 압서 동 시험소 뜰에서 천안도 위생과장
으로부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인적 자원의 확보
인데 그것은 결핵균 박멸식힘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잇
스니 제군은 항상 씩씩하고 활발하게 운동하고 햇볏과 친하야 결
핵병을 학원에서 구축하는 전사가 되라’는 일장의 훈시를 밧고나
서 즉시 南岡 박사 多木 의관 이하 각 시험소원이 총동원으로 약 한
시간 반 동안 전부 렌토겐의 간접촬영을 맞추었다(…).45)

객담 검사나 투베르쿨린 검사를 이용하여 결핵균 만연 상태를 파악하기 위
한 작업도 이루어졌다. 비록 총독부의 결핵예방활동이 계몽과 홍보가 주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결핵균 만연 상태나 인구 이환율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
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 내 결핵 사망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
는 추세였지만 ‘사망 신고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망자 수
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병원에 입원할 만큼 중증의 환자들을
제외한 경증의 결핵 환자가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상
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의 결핵 문제에서 확실한 것은 계속 증가하는 높
은 결핵 사망률이었을 뿐, 실제 결핵이 만연하고 있는지 아니면 결핵 환자 발
견율이 높아지고 있는지 분명치 않았다. 분명치 않은 이병률 때문에 실제 결
핵 이환 경로에 대해서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46) 즉, 결핵에 대한 대
책이 나름의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중증 경증 여부와 관계없는 결핵균의 만
연 상태 전체가 중요했던 것이다.
경무국 위생과에서는 먼저 각 거리마다 객담을 채집하여 검사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무작위적 객담 검사에서 결핵 만연 상태를 알려줄 만
45) 「中學生의 結核檢査 - 昨日부터 京畿道街生課에서 實施」, 『每日申報』, 1942년 5월 6일.
46) 「결핵이 침입하는 경로」, 『每日申報』, 1938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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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명한 지표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우선 평양 부근에서 500점의 객담
을 채집하여 검사했지만 결핵균이 발견되지 않았다.47) 또한 경남에서도 거리
객담 검사를 수행했지만 결핵균이 발견되지 않았다.48) 중요한 자료는 경성제
대 위생학교실이 경성부 내 동대문과 경성역 외지의 남쪽 도로 위의 새로운
객담을 수집, 620개 중 62개가 결핵 객담으로 검사 결과가 나옴으로써 확인
되었다.49) 앞서 평양과 경남의 객담 검사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같은 평양에서 1년 전 평양의학전문학교 미생물학 교실에서 수행한
객담 채취 연구 결과 317점의 객담 중 1.58%가 결핵균을 포함한 객담으로 판
명되었던 점으로 미루어볼 때 그다지 과학적으로 효과적인 검사 방법은 아니
었다(裵永基, 1935).
무작위적으로 지나가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객담 검사를 하는 방법도 수행
하였다. 경성부 위생시험실과 경성부방역사무소에서 종로4거리와 서대문경
찰서 앞, 본정통어구와 용산 병장 부근 등 4개 소에서 통행인 1백98명에 대하
여 객담을 검사하였고 그 결과 종로 50명 중 1인이, 서대문 50명 중 2인이, 본
정통 입구 50명 중 0인이, 연병장 48인 중 0인이 결핵성 객담을 갖고 있는 것
으로 판명되었다. 총독부는 이를 두고 ‘남부 경성보다 북촌에 결핵성 소유자
가 많고 또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109명에 1.5%이며, … 현재 경성의 총 인
구가 70만명이니 1만5백인이 결핵성 소유자’라고 발표하였다.50) 상당히 낮은
양성률 결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노력을 투여하였고, 그 결과 해석 또한 과
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집단 검진이 도입되기 이전 크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만한 방법이 별달리
없음에도 총독부는 이러한 검사들을 계속 반복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오

47) 「平南重要都市 喀痰檢査開始」, 『每日申報』, 1936년 7월 10일.
48) 「健康慶南의 明朗譜 結核患者極少數」, 『每日申報』, 1936년 7월 11일.
49) 「 路面과 空氣가운데 結核菌이 우굴우굴 結核豫防日압두고 城大硏究로 判明 京城은 全國
一의 結核都市」, 『每日申報』, 1938년 5월 14일.
50) 「 府民中結核保菌者 1.5％의 多數로 判明 市內四個所에서 通行人咯痰檢鏡으로 南村엔 업고
北村에서만 發見每」, 『每日申報』, 1938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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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제대로 된 전 사회 인구 대상의 집단 검사를 수행할 만큼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던 점, 그리고 학교 학생이나 공장 노동자 등 집단 검진이 가
능한 집단이 조선 내에 드물고 총독부가 이들 집단 외의 인구를 대상으로 과
학적으로 설계된 연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도 없었던 점 등을 보여준다.
또 하나 총독부를 괴롭혔던 것은 기존 과학적 상식과 다른 투베르쿨린 검사
결과였다. 우선 보통학교를 대상으로 투베르쿨린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통학
교 보균 학생이 1천3백명으로 소학교의 2배가 되는 것으로 나왔다.51) 그러나
이를 평안남도 전도로 확장한 결과 <표 1> 같이 산간 지방 보통학교의 투베
르쿨린 양성반응자는 40.72%로 도시 지역 양성반응자 25.05%보다 훨씬 높
게 나왔던 것이다.52) 이는 당시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결핵 이환율이 높
다는 상식을 뒤집는 것이었다. 다시 재차 녕원 맹산 등 산간 지역 보통학교 아
동의 결핵반응시험을 수행하자 37.9%부터 47.46%까지 양성반응이 나온 반
면, 평원 한천과 강서증산 등의 해변 지역와 순천 중화 등 평탄 지역은 최저
33.35%로부터 최고 46.6%까지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산간지대가 해변지대
보다 결핵 양성률이 높다’고 해석되었다. 이에 대해 총독부는 ‘주택문제와 영
양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표현하였다.53)

51) 「 전율할 결핵균, 해주 2개보교에만 보균아동 천3백명, 罹病率이 소학교 아동보다 물경 2배
이상이나 강해, 영양부족이 큰 원인」, 『朝鮮中央日報』, 1936년 8월 16일.
52) 「 平南山間部普校生 結核保菌四0% 可할 二世國民의 保健狀態 道衛生課試驗結果」, 『每日申
報』, 1936년 12월 2일.
53) 「國民保健에 警報 初等校健康狀態 結核保菌이 四七％」, 『每日申報』, 1937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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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평안남도에서 수행한 도시와 산간지방 보통학교 학생의 투베르쿨린 검사
양성률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the Positive Tuberculin Test between Urban Common
School and Rural Common School in South Pyongan Province
영원공보(도시)

수검인원

보균인원

비율

남자

354

119

33.33%

여자

68

24

35.29%

합계

422

143

33.89%

맹산공보(산간지방)

수검인원

보균인원

비율

남자

275

108

39.27%

여자

59

28

47.46%

합계

3334

136

40.72%

(「平南山間部普校生 結核保菌四0% 可할 二世國民의 保健狀態 道衛生課試驗結果」, 『每日申報』, 1936년 12월 2일)

그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무국 위생과나 학무국에서 수행한 조사들
은 결핵균 이환 상태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거나 당시의 과학적 상식들을
뒤집는 결과만을 보여주었다. 조선 내 결핵균이 정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혹은 조선인들 사이에 결핵 환자가 정말 많은지에 대한 의구심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54)
3) 부족한 치료 시설: 건강상담소, 결핵병상, 요양소
총독부는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무료건강상담소를 크게 확장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무료건강상담소는 보건소나 집단 검진 및 선별
54) 조헌영 같은 한의학자는 결핵에 있어 ‘조선 사람 사망률은 왜 적은가’라는 제하에 “조선의
사망진단서 대다수는 한방 의생이 작성하는데 이를 병명이 옳게 적지 못했을 거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 관찰에 지나지 않는다. … 진단시 폐결핵은 알
기 어려울지라도 사망시 폐결핵은 우선 알기 쉽다. … 그리고 일본인과 조선인의 사망률이
연대에 따라서 증가하는 비율이 거의 일치한다. … 도별 일본인 폐결핵 사망률이 조선인의
사망률과 같은 비율이며, 의생 비율과는 관계 없다. … 이상으로 조선인의 폐결핵이 적은 것
은 통계의 불완전이 아니고 실제 그런 것이라 믿을 수 있다” 라고까지 주장하였다 (「사망통
계를 통해서 본 페결핵 환자 (中) 조선 사람 사망률은 웨 적은가」, 『東亞日報』, 1938년 7월 4
일). 그리고 “왜 서양의학이 많이 발달한 나라에서 결핵 사망률이 높은가, 왜 일본인은 의료
기관 이용률도 높은데 조선인보다 10배의 사망률을 보이는가”를 물으면서 서양의학의 정
당성을 의심하였다. 사망 통계나 이환률 통계의 불완전성이 결핵에 대한 서양의학 헤게모
니에까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736│ 醫史學

최은경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결핵 정책(1910-1945)

검사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경증의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케 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일본에서는 「보건소법」에 의거하여 보건소가 결핵
관련 건강 상담 기능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기부금 등에 의존하여 운
영되는 결핵 관련 건강상담소가 갑종(X선 장비 포함), 을종(X선 장비 미포함)
으로 나뉘어 6대 도시에는 1구 당 1 개소, 기타 도시에는 최소한 1 개소를 배
치토록 되어 있었다(白十字會, 1938). 그러나 따로 건강상담소를 구축할 만한
재원도 없었고 보건소 체계도 갖추지 못했던 조선에서 실제로 결핵 환자만을
위한 건강상담소를 따로 건설하는 것은 무리였다.
조선에서 건강상담소 관련 사업은 1932년 제정된 <조선간이보험건강상담
소규칙 (朝鮮簡易保險健康相談所規則)>을 통해 ‘간이보험건강 상담소’를 설
치토록 하고 간이보험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건강상담을 받게 하는 것이 전부
였다.55) 1936년까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건강상담소는 경성, 부산, 평양,
대구, 인천, 원산, 목포, 청진에 위치해 있었고 이들 건강상담소는 필요에 따
라 X-선 검사를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56) 이후 개성, 광주 등 도시에서
간이보험 가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간이보험건강상담소 설치 또한 늘어나
1938년 10월에는 전국 14개소가 되었다.57) 그러나 그 외의 건강상담소는 간
이보험 계약 등의 규칙에 따라 개설되지 않았다.
우선 결핵예방사업에 관해 총독부가 발표한 건강상담소 숫자는 390~450
개에 달하였다. 그나마 그 숫자도 고르지 못했다. 1938년 2월에는 전국의 건
강상담소 숫자가 449개에 달한다고 하였지만58) 3월에는 390개소로 감소하였
55) 「朝鮮簡易保險健康相談所規則」, 『朝鮮總督府官報』, 1932년 8월 15일.
56) 「 釜山朝鮮簡易保健健康相談所ニ於テレントゲン檢査チ必要トスル健康相談チ取扱フ件」,
『朝鮮總督府官報』, 1933년 4월 28일,; 「大邱朝鮮簡易保險健康相談所ニ於テレントゲン檢
査ニ依ル健康相談取扱」, 『朝鮮總督府官報』, 1934년 5월 12일; 「平壤朝鮮簡易保險健康相談
所ニ於テレントゲン檢査必要健康相談取扱」, 『朝鮮總督府官報』, 1934년 8월 20일; 「仁川及
元山朝鮮簡易保險健康相談所ニ於テレントゲン檢査ニ依ル健康相談取扱」, 『朝鮮總督府官
報』, 1935년 5월 25일; 「木浦朝鮮簡易保險健康相談所ニ於テレトゲン檢査ニ依ル健康相談
取扱ノ件」, 『朝鮮總督府官報』, 1936년 5월 29일.
57) 「開城에 簡保相談所」, 『每日申報』, 1938년 10월 12일.
58) 「健康朝鮮의 大敵인 結核病克服이 急務」, 『每日申報』, 1938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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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9) 다시 9월에는 450개로 그 숫자가 제시되고 있다.60) 건강상담소 숫자를
충당하기 위해 총독부는 도립의원과 공의를 동원하였다.61) 전라남도의 경우
도립의원 및 공의 내 건강상담소를 개설하여 매주 1회 식 일반인의 건강 상담
에 응하게 하였다.62) 평안남도에서는 도립의원 내 결핵상담소를 설치하는 외
관내 공의 305명을 동원하여 무료건강문의, 무료진찰치료 및 양생방법을 교
시하도록 하였다.63) 그 외 건강진단 또한 개업의에게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
도록 만든다든지, 64) 의사들을 대외로 나가 직접 건강 상담케 하는 방식 등이
었다.65) 경기도에서는 ‘대학에서 우수한 의원들을 파견’하여 X-선 장비를 돌
리기도 하였다(鮮滿醫藥時報, 1937).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상담소 상담인원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1938년 2
월에는 한 달에 총 4천4백26명을 취급하고 이 중 580명, 즉 13% 이상이 결핵
환자로 발견되었다.66) 1938년 9월에는 상담소 방문자 21%가 결핵 환자라고
보도되었다.67) 대부분 도립의원 및 공의 등 기존 의료기관들을 활용하는 방
식이었기 때문에 일본인과 조선인의 건강상담소 이용비율은 기존 의료기관
이용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인의 건강상담소 이용률은 감소
하기도 하였다. 경기도, 전라남도에서 발표한 조선인·일본인 건강상담소 이
용 비율은 각각 <표 2> 및 <표 3>과 같았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통계<표 2>
에서는 개시 초기에는 조선인 이용 환자가 급격히 증가했다가 시간이 지날수
59) 「 健康相談所를 大擴充 銃後保健衛生進陣强化 상담오는 환자에 초긔결핵병자가 다수 結核
早期發見에 無二의 機關」, 『每日申報』, 1938년 3월 29일; 「激增하는 肺結核 時急한 衛生施
設」, 『東亞日報』, 1938년 3월 30일.
60) 「健康相談四千名中 結核患者가 21% 肺結核六百六十名」, 『東亞日報』, 1938년 9월 3일.
61) 「 結核亡國救出運動 警務局서 積極進出 환자 四十만에 사망자가 四萬명 豫防、治療에 完璧
期圖」, 『每日申報』, 1938년 3월 6일.
62) 「 健康相談二百卅名中 四割이 結核患者 全南道衛生課에서 集計한 憂慮되는 九月成績」, 『每
日申報』, 1937년 10월 19일.
63) 「道內公醫를 動員 結核菌撲滅工作」, 『每日申報』, 1936년 11월 1일.
64) 「結核豫防의 無料健康診斷 忠南警察部서」, 『每日申報』, 1936년 12월 3일.
65) 「衛生陣에 危險信號病魔蠢動期」, 『每日申報』, 1937년 3월 26일.
66) 「 健康相談所를 大擴充 銃後保健衛生進陣强化 상담오는 환자에 초긔결핵병자가 다수 結核
早期發見에 無二의 機關」, 『每日申報』, 1938년 3월 29일.
67) 「健康相談四千名中 結核患者가 21% 肺結核六百六十名」, 『東亞日報』, 1938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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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오히려 감소하였다.
표 2. 1936년 10월(개시일)~1937년 1월 경기도 결핵상담소 이용건수
Table 2. The Number of Visitors of the Tuberculosis Consultation Center in
Gyeonggi Province (Oct. 1936-Jan. 1937)
10월

11월

12월

1월

합계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결핵

4

8

5

12

2

15

12

15

23

49

방문자

9

31

38

130

53

109

78

112

178

382

(「京畿道結核豫防業績」, 『鮮滿醫藥時報』, 1937년 5월)

표 3. 1937년 9월 전라남도 건강상담소 이용건수
Table 3. The Number of Visitors of the Tuberculosis Consultation Center in
South Jeolla Province
일본인
조선인

남

녀

45

38

결핵

15

15

방문

157

90

결핵

42

17

방문

(「健康相談二百卅名中 四割이 結核患者 全南道衛生課에서 集計한 憂慮되는 九月成績」, 『每日申報』, 1937년 10
월 19일)

결핵병상의 경우, 총독부는 우선 1918년 「폐결핵예방에 관한 건」을 통해 결
핵 환자를 별도의 병실에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병·의원 내 결핵 환자를 격
리시키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관공립병원이나 소수 사립병원의 결핵 환자
수용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표 4>에서 보듯이 결핵 환자를 수용하는 도립의원의 병상 자체가 전국을
합해도 40병상 밖에 되지 않았다. 1937년까지 결핵 환자 병상이 있는 도립병
원이 전체 도립의원 중 5군데로 12.2%에 지나지 않았다. 관공립의원에서도
병실 개설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결핵 환자에 대한 병상을 늘리는 것이 부
담이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료병실 중 결핵 병상이 있는 병원은 한
군데도 없었다. 이렇게 치료에 대한 제한적 혜택으로 인해 <표 5>와 같이 관
공립의원을 이용하는 결핵 환자 비율은 해가 지나면서 감소하고 있었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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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관공립의원에서 별다른 치료적 혜
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다른 치료 기관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
기 때문이었다.
표 4. 전체 도립의원의 결핵 환자 병실 수 및 결핵 환자 수용력
Table 4. The Capacities and Beds for Tuberculosis Patiens in Provincial
Hospitals
결핵 병실수

결핵 환자 수용력

5

5

(갑 2, 을 3)

개성도립의원

비고(병실 등급)

수원도립의원

5

5

(갑 2, 을 3)

군산도립의원

10

10

(갑 2, 을 3, 병 5)

대구도립의원

6

10

(갑 2, 을 3, 병 1)

평양도립의원

14

14

(갑 5, 을 9)

합계

40

44

인천, 이천, 안성, 청주, 충주, 대전, 공주, 공성, 전주, 남원, 광주, 순천, 제주, 안동, 금천, 마산, 진주, 해주,
사리원, 진남포, 신의주, 의주, 초산, 강계, 춘천, 강릉, 전원, 함흥, 원산, 북청, 혜산진, 나남, 성진, 회령, 용
정, 연길도립의원은 결핵 병실이 없음
(『朝鮮道立醫院要覽』, 1937)

표 5. 총 결핵 환자 수 대비 관공립의원 이용 결핵 환자 수 비율
Table 5. The Ratio of Tuberculosis Patients in Public Hospitals to Total
Tuberculosis Patients
관공립의원 이용 결핵 환자 수
총 결핵 환자수

1921년

1929년

일본인

1,936(87.0%)

4,046(78.0%)

조선인

2,306(39.2%)

3,605(26.9%)

일본인

2,225

5,188

조선인

5,882

13,389

(『朝鮮衛生要覽』; 『朝鮮衛生事情要覽』; 『朝鮮總督府統計年報』)

<표 6>는 『조선방역통계』(1934-1941)에 실린 전국 결핵 요양소·결핵 병
동이 있는 병의원·결핵 병상이 있는 병의원 통계이다. 이 통계는 『조선도립
의원요람』의 결핵 환자 수용력 통계 수치와 맞지 않는 부분이 꽤 많이 발견되
지만, 대략적인 추세를 엿볼 수 있다. 이 표에서 결핵요양소 4곳은 함흥제혜
병원, 평안 비거(Bigger) 요양원, 해주구세병원, 홍승한결핵요양원으로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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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서양선교사나 기독교 계통에서 설치한 것이다. 요양소 숫자는 적으나 이
들이 제공하는 병상 수가 다른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병상 수의 2/3을 차지
할 정도로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다른 병·의원, 특히 관·공립
의원에서 제공하는 결핵 병상 수가 작았던 것이다. 또한 국 도립 관·공립의
원과 사립의원에서 제공하는 결핵 병상 수에서도 비록 공립의원에서 제공하
는 결핵 병상 수가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1개의 의원 당 제공하는 병상 수는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립의원에서는 1936년 이후
표 6. 전국 결핵요양소, 결핵병동 있는 병의원, 결핵 병상 있는 병의원의 개소수
및 병상수
Table 6. Total Number of Sanatoria, Tuberculosis Wards, and Tuberculosis
Beds in Chosun(1934-1941)
결핵요양소

사립
관립

결핵병동 있는
공립
병의원
사립
관립
결핵병상있는
병의원

공립
사립

년도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개소

2

2

3

3

4

3

4

1941
4

병상

80

80

67

79

126

121

185

185

개소

1

1

1

1

1

1

1

1

병상

6

6

6

6

6

8

6

6

개소

1

1

6

8

10

13

12

13
96

병상

14

14

42

85

85

109

91

개소

4

4

5

4

4

3

3

3

병상

64

64

70

59

48

38

46

46

개소

1

1

2

2

2

2

1

1

병상

4

4

12

12

12

12

8

8

개소

2

2

3

7

6

8

7

6

병상

9

9

19

28

22

40

38

35

개소

4

4

7

8

8

11

10

9
63

병상

15

15

27

35

35

59

68

개소

2

2

3

3

3

3

2

2

병상

10

10

18

18

18

20

14

14

5.0

5.0

6.0

6.0

6.0

6.7

7.0

7.0

3

3

9

15

16

21

19

19

23

23

61

113

107

149

129

131

7.7

7.7

6.8

7.5

6.7

7.1

6.8

6.9

8

8

12

12

12

14

13

12

병상

79

79

97

94

83

97

114

109

병상/개소

9.9

9.9

8.1

7.8

6.9

6.9

8.8

9.1

관립

병상/개소
결핵병실(병
개소
동/병상 포함)
공립
병상
있는
병상/개소
병의원
개소
사립
(『朝鮮防疫統計』, 19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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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병상을 제공하는 의원 수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1개의 의원 당 제공하는
병상 수는 관·공립의원에 비해 항상 많음을 볼 수 있다.
1936년 결핵예방에 관한 대책을 세우면서 총독부는 우선 도립의원에 결핵
병상을 새로이 구축하고자 하였다.68) 그러나 관공립병원에서 결핵 병상을 증
가하더라도 실제 관공립의원을 이용하는 결핵 환자 수를 감당하기는 어려웠
다. 1933년-1939년 사이 관공립의원을 이용하는 결핵 환자 수는 1만 2천명에
서 많게는 3만 7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일본인 조선인 각각 3.5배, 2.7배 증
가하였다(<그림 1> 참조). 그러나 그에 비해 관공립 병원 결핵 병상 증가폭은
100석 가량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도립의원 환자 증가 폭에 비해 입원
등의 혜택을 줄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관립의원 및 도립의원 이용 결핵 환자 수(1933-1939)
Figure 1. Tuberculosis Patients in Public Hospitals (1933-1939)
관립의원 및 도립의원 이용 결핵
환자 수(1933-1939)
25,000
20,000
15,000

조선인

10,000

일본인

5,000
0
1933

1934

1936

1937

1938

1939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서 참조)

1936년 이후 관·공립의원에서 새로이 결핵 병실들을 설치하고 이들 의원
에서 제공하는 병상 수는 크게 증가하면서 사립의원에서 제공하는 병상 수

68) 「痲藥癩病豫防뒤니어 結核豫防에 注力」, 『每日申報』, 1935년 12월 23일.

742│ 醫史學

최은경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결핵 정책(1910-1945)

는 조금씩 감소 추이를 보이지만 다시 1940년 이후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전쟁 등으로 인해 결핵 환자 수요가 높아지면서 사립 병의
원의 자원이 결핵 환자 수용에 많이 동원되었음을 암시한다. <그림 2>는 결
핵 입원자의 증가와 그 중 관·공립 및 사립 병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
낸 것이다. 1935년 이후 전체적으로 결핵 병상 수가 증가하지만 1939년 이후
사립의원이 병상 수 제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 관·공립 및 사립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결핵 병상수 추이
Figure 2. The Change in Tuberculosis Beds in Public Hospitals and Private Hospitals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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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防疫統計』, 1934-41)

결핵요양소 건설은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결핵예방에 있어 가장 긴급하고
도 핵심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여졌다. 결핵예방협회 설립 이전에도 평양, 마
산 등지의 요양소 설치 문제와 예산 상정 계획 등이 회자되었다.69) 1936년 예
산 계획에는 총독부의 요양소 관련 예산이 재정난을 이유로 상정되지 못하고

69) 「 民衆保健上 重大問題; 激增해가는 結核患者, 昨年中 死亡九千餘, 衛生當局도 豫防에 苦心
中, 馬山等地에 療養所計劃」, 『東亞日報』, 1935년 3월 29일; 「卄萬圓經費로 結核療養所 三南
地方에 設置」, 『東亞日報』, 1935년 5월 21일; 「肺結核患者 三百八十名 平壤府療養所 計劃」,
『東亞日報』, 1935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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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되었지만, 70) 평양부 예산에 바로 다음 해 요양소 설치 예산이 상정될 정
도로 요양소 설치는 중차대하게 받아들여졌다.71) 예산부 회의에서도 결핵요
양소 관련 예산은 곧잘 질문의 대상이 되었으며, 경성부가 요양소 설치 계획
이 없는 에 대하여 결핵 예방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72)
그러나 요양소 건설은 의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
다. 각 지방에서 요양소 계획을 구체화하려고 하였지만 많은 경우 무산되었
다. 가장 먼저 요양소 건설 계획을 세운 것은 평양이었다. 평양부는 1936년
12월 3년 간의 계획으로 도립평양의원 부설기관으로 결핵요양소를 설립할 것
을 발표하였다. ‘베란다에 채광·통풍·한정 등의 조건을 구비하고 일광욕장
을 설치하며, 병실은 2인 1실로 42개실을 둔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입안되
었다.73) 이 계획은 1937년 2만1천원, 1938년 4만4천원 등 총 6만5천원을 지출
할 계획이었으나 공사비 폭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지하고 취소되었다.74) 강원
도에서는 5개년 계획 4백만원 경상비로 1천 명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것을 공언하기도 하였다.75) 전라남도에서는 50만원 예산으로 여수에 결
핵요양소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76) 지방뿐 아니라 사립 기관 측에
서도 앞다투어 결핵요양소 건설 계획을 세웠다. 세브란스는 연희역 앞 산 2만

70) 「 結核療養院設置는 財政難으로 流産, 萬七千圓의 豫算要求를 削減 患者는 十年前의 三倍」,
『東亞日報』, 1935년 9월 10일.
71) 「 平壤結核療養所 急速實現要望, 공사비 二만二천八백 원 明年度 豫算에 計上(平壤)」, 『東亞
日報』, 1936년 2월11일.
72) 「 病의 溫床京城에 結核患者四萬名 療養所를 設置하랴도 朝鮮에 結核豫防法規가 없어 實
現이 困難 總督府의 態度만 보는 京城府//汚物에서 오는 怨聲 徹底히 淸掃할 수 없는가를
追窮」, 『東亞日報』. 1940년3월26일. 「結核魔를 撲滅하랴면 療養院을 急設하라 京畿道衛生
當局 具體策을 講究」, 『每日申報』. 1937년11월20일.
73) 「宣傳에서 實質로! 結核病撲滅機關 平壤서 療養所設置」, 『每日申報』, 1936년 12월 24일.
74) 「 道立平壤醫院結核病棟新築費繼續費設定ノ件」, 1937년 3월 6일, 『道 起債 繼續費 醫務 負
擔 權利 抛棄 消防費ニ關スル綴』; 「中小河川改修工事費及道立平壤醫院結核病棟新築費繼
續費設定認可申請ニ關スル件」, 1938년 3월 4일, 『道 起債 繼續費 醫務 負擔 權利 抛棄 消
防費ニ關スル綴』.
75) 「城大結核療養所 平康郡下에 建設에 着手, 明春三月에는 竣工」, 『每日申報』, 1941년 4월 3일.
76) 「 見えぬ頑敵結核追擊へ築く全南の健康陳 / 五十萬圓で麗水に大療養所」, 『京城日報』, 1939
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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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평을 매수, 결핵요양소 건설을 목적으로 재단을 구성하려고 하였다.77) 함
흥제혜병원의 경우 1941년 10월 4일 병실 32실, 2층 양옥에 40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요양소를 확장하기도 하였다.78)
그러나 실제로 1935년 이후 건설된 요양소는 얼마 되지 않았다. 제일 먼
저 계획이 시작되어 완성된 요양기관은 일본 적십자사에서 건설한 요양원 연
수장(療養院 延壽莊)이었다. 이 요양원은 만 3년간의 계획과 공사 기간을 거
쳐 완성되었다. 처음에는 주안, 부평 간의 언덕지대, 송도 부근에 소년요양
소와 함께 두 개의 요양소를 세울 것을 고려하였다가,79) 곧 부평 평야, 부평
군 문학동으로 후보지를 내정하였다.80) 설립 경비는 10만원 가량 이었고,81)
병상은 60-70개를 두기로 계획했으므로82) 당시 조선 내 결핵요양소 규모보다
는 큰 편이었지만 이후 계획되는 요양소 규모보다 작은 편이었다. 이 요양소
는 제대군인 중 환자와 소학교 교원, 경찰관 등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83) 1940년 11월 20일 개원하고 25일부터 환자 수용하기 시
작하였다.84)
77) 「 結核患者에 喜報 仁川과 京城두곳에 療養所를 設立 일본적십자사본부와 세브란스에서 京
畿道에서 積極援助方針」, 『每日申報』, 1938년 3월 11일.
78) 「私設肺結核療養所 濟惠病院竣功」, 『每日申報』, 1941년 10월 6일.
79) 「郊外出間地에 結核療養所新築 仁川府尹이 基地實査」, 『每日申報』, 1937년 2월 21일.
80) 「 山明水麗한 富平에 結核療養所를 設置 亦十字社朝鮮本部에서 當局도 積極的援助」, 『每日
申報』, 1937년 4월 16일. 송도유원지 뒷산인 문학산 부근 대지이다. 「結核患者에 喜報 仁
川과 京城두곳에 療養所를 設立 일본적 십자사본부와 세브란스에서 京畿道에서 積極援助
方針」『每日申報』, 1938년3월11일 후보지의 대지 규모는 처음에는 1천2백53평이었다가 경
기도에서 보조한 후 곧 4만평으로 확장되었다가 3만평을 최종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仁川
結核療養所 基地買收交涉도 順調로 進捗 今年內로 竣工豫定」, 『每日申報』, 1937년 7월 13
일; 「肺結核의 療養所 富平郡文學洞에 新築키로 今秋總經費十萬圓」, 『東亞日報』, 1938년 1
월 12일; 「結核患者에게 喜消息 松島附近에 療養所 赤十字社서 基地三萬坪買入 明春에는
開所豫定」, 『每日申報』, 1938년 11월 20일.
81) 「 肺結核의 療養所 富平郡文學洞에 新築키로 今秋總經費十萬圓」, 『東亞日報』, 1938년 1월 12
일; 「新設結核療養所 工事進陟中今秋竣工(仁川)」, 『東亞日報』, 1939년 5월 29일.
82) 「 結核患者에 喜報 仁川과 京城두곳에 療養所를 設立 일본적 십자사본부와 세브란스에서 京
畿道에서 積極援助方針」, 『每日申報』, 1938년 3월 11일.
83) 「 三十萬圓의 工事費로 肺病療養院을 建設 名勝松島에다 建坪 八百坪으로 不遠間工事에 着
手(仁川)」, 『東亞日報』, 1938년 10월 19일.
84) 「赤十字結核療院 二十日에 開院式擧行」, 『每日申報』, 1940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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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강은 결핵요양소 및 결핵연구소 건설에서 최적의 후보지로 발탁
된 곳이었다. 이 지역은 ‘산수가 명미하고 자외선 및 일광조사가 풍부하며 공
기가 청량한 곳’으로 결핵 요양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었다. 우선 경성제대
고지요양소 연구소설립이 계획되었고 주민들은 기성회 조직으로 약 9만 여평
의 대지를 제공하고 요양소 유치에 힘썼다.85) 시설 경비는 약 5백만원으로 예
상되었으며, 후보지는 평강면 동변리였다. 이 기관은 주로 결핵 환자의 요양
과 고지대 요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를 통해 5, 6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소도 설립하는 것도 계획하였다. 실제 이 정도 규모
의 요양소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1943년 ‘경성제대 결핵 연구소 올린 성적을
보면 치료 시일이 1/3’이라는 보도86)를 보면 1943년 이전에 연구에 필요한 소
규모 요양소도 함께 건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지요양소는 1942년 관제에 따라 ‘질병 중 결핵의 고지 기상에 의한 예방
및 치료에 관한 학리(學理)적 및 그 응용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
정되었다. 직원으로는 소장(교수), 소원(교수), 조수, 서기, 약제수, 간호원 등
을 두었고 경성제국대학 총장의 감독 하에 연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요양소 담당 교수의 강좌를 담당할 수 있는 조교수를 4인까지 교수 정
원 외에 둘 수 있어서 경성제국대학에서 본 요양소에 상당한 인력을 투자했
음을 알 수 있다. 1942년 당시 소장은 이토 내과 조교수 노사카 산조우(野坂
三枝), 소원(所員)은 위생학예방의학 담임 교수 키무라 쇼이치(木村正一), 소
아과 조교수 타카이 토시오(高井俊夫), 이비인후과 조교수 미야케 아키라(三
宅彰), 그리고 이토 내과 출신 우에하라 요시타카(上原芳孝)였다(京城帝國大
85) 「 高原地帶平康에 療養所設置計劃 未久誕生될 城大高原療養所 住民은 期成會組織」, 『東亞
日報』, 1938년 9월 19일; 「結核患者의 殿堂 高原療養所設置 平康에 敷地를 選定(春川)」, 『每
日申報』, 1939년 5월 21일. 보통 당시 지역에 결핵 요양소 건립을 추진하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심하게 부딪쳤던 점을 비교해보면 평강에서 유치회를 조직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
다. 여기에 대해 평강지역 공의이자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영향력이 컸던 경성의학전문학
교 출신 박하룡(朴河龍)의 공이 컸다고 『한국결핵사』는 설명하고 있다. 박하룡은 이후 국립
마산결핵요양소장까지 역임한다(대한결핵협회, 1998: 293).
86) 「 東洋第一施設完備 遞信局의 平康高原結核療養所-八月에 竣工, 十月부터 患者收容」, 『每日
申報』, 1943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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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 1942). 소장 및 소원 구성상 주로 고지 치료에 관한 임상 연구를 수행했
던 것으로 생각된다.
강원도 평강에는 조선간이생명보험의 요양소도 함께 건설되었다. 이 요양
소는 실업가 노구치 시타가우(野口遵)씨의 기부금 60만원을 합한 준공비 170
만원으로 건설되었다.87) 처음 계획은 ‘병동 1천5백평, 병상 2백 여개. 천 평의
본관. 5만 평의 전원 산야’이라는 큰 규모였지만88) 최종 건설된 규모는 자재
문제 등으로 인해 건평 총 9백24평의 목조건물로 지어졌다.89) 준공 시일도 처
음에는 1942년 3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90) 계속 늦추어져서 결국 1943년 9
월에 최종 준공하고 10월 1일 개소하였다.91) 병상 규모는 150개였으며, 한 병
상 당 1만원이나 비용을 들였다고 밝히고 있어 간이보험 피보험자를 수용하
는 목적의 일종의 고급형 요양소이었다.92)
이들 기관 외 준공된 요양소로는 엄밀히 말해서는 결핵 환자만 수용한 것
은 아니지만 마산에 철도요양소와 상이군인마산요양소가 있었다. 철도요양
소는 철도국 직원 중 1935년 철도국 직원 대상 건강 조사로 호흡기병이 연인
원 85,369명, 그 중 결핵이 13,888명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타난 데에 따라 설
립된 것이었다.93) 그리고 상이군인마산요양소는 총독부 직속 관제로 설치한
것이었다. 경상남도 창원군 구산면 가포리에 65만원의 공사비로 1940년 1월
부터 신축하기 시작하여 1942년 2월에 준공하였으며, 각종 상이질병 외 조복
87) 「 日本第一의 療養所 遞信局에서 結核患者를 爲하여 百七十萬圓 工費로 平康에 設置」, 『每
日申報』, 1940년 9월 16일; 「城大結核療養所 平康郡下에 建設에 着手, 明春三月에는 竣工」,
『每日申報』, 1941년 4월 3일.
88) 「高山結核療養所新設 二百萬圓豫算으로 計劃」, 『東亞日報』, 1939년 7월 26일.
89) 「城大結核療養所 平康郡下에 建設에 着手, 明春三月에는 竣工」, 『每日申報』, 1941년 4월 3일.
90) 「城大結核療養所 平康郡下에 建設에 着手, 明春三月에는 竣工」, 『每日申報』, 1941년 4월 3일.
91) 「結核撲滅陣을强化 平康遞信局療養所十月부터開所」, 『每日申報』, 1943년 7월 6일.
92) 「 東洋第一施設完備 遞信局의 平康高原結核療養所-八月에 竣工, 十月부터 患者收容」, 『每
日申報』, 1943년 1월 27일. 입원료는 1일 당 3원 내지 5원, 식사비는 별도였으며, 기타 입
소비도 유료였다. 다만 체신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에 한해 비용이 감면될
수 있었다. 「朝鮮總督府遞信局簡易保險療養所規則」, 『朝鮮總督府官報』, 1943년 9월 30일.
93) 「 鐵道局員과 家族에 呼吸器病者多數 종업원 위하야 十五만원 경비로 馬山에 療養所新設」,
『每日申報』, 1938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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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염을 포함한 결핵성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게 하였다.94) 대지 규모 23만평,
건평 683평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요양소였다. 그 외 경부선 군포역 앞 일왕
면 오전리(모락산)에 대지 규모 8만여 평 및 건평 350여평, 10여만원의 공사
비로 요양소를 완성하고 환자를 수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나 설립 주체가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다.95)
그 외의 요양소 건설은 계획만 무성한 채 실현되지 않았다. 특히 총독부 주
도의 일반인 대상 국립 요양소는 하나도 건설되지 않았다. 사실 총독부는 국
립 요양소를 설치할 계획을 끊임없이 입안하였다. 재원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1939년도 예산에 국립요양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20만원을 책정, 일반인 백
여 명을 수용할 것이라 하였다.96) 이후 일본 왕실 하사금이 내려지자 재정 문
제를 일단락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공포하고 1939년 5월 조선결핵예방회를 설
립, 5백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97) 그러나 곧
요양소 건설은 기부금 200만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으로 바뀌었다.98) 사실 왕
실 하사금이 내려지기 이전에도 총독부는 나예방협회와 같은 기부와 사회 유
지들의 모금을 통해 소록도 갱생원과 같은 모델로 남해 섬을 매수하여 결핵
요양 시설을 설립할 계획을 세운 바 있었다.99) 총독부는 애초부터 국고 보조
94) 「 城大結核療養所 平康郡下에 建設에 着手, 明春三月에는 竣工」, 『每日申報』, 1941년 4월 3
일; 朝鮮總督府令第九十二號」, 「朝鮮總督府告示第四百二十一號」, 『朝鮮總督府官報』, 1941
년 3월 31일. 결핵 치료는 군인으로서 고의 혹은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복
무상 관련된 이환자를 치료받도록 규정하였다. 「朝鮮總督府告示第四百二十一號」, 『朝鮮總
督府官報』, 1941년 3월 31일.
95) 「結核患者樂園 軍浦에 療養院」, 『每日申報』, 1942년 5월 21일.
96) 「 結核患者에 朗報 國立療養所를 設置 明年 中 實現機運 濃厚 廿萬圓으로 爲先 百名 收容」,
『每日申報』, 1938년 12월 25일.
97) 「 結核豫防會設立」, 『每日申報』, 1939년 5월 2일;「平康郡下高地帶에 更生의 樂園建設」, 『每
日申報』, 1939년 5월 21일; 「結核療養院五個所 五百萬圓으로 先着手 今年內론 財團法人
設立完了 現在患者四十萬名//獨自的組織必要 總督府衛生課當局談」, 『東亞日報』, 1939년 5
월 26일.
98) 「 肺結核을 撲滅하자! 結核豫防令明年實施 亡國病根絶을 促進 財團을 確立코 建設的活動//
京城 平壤 釜山에 療養所를 設置 基金二百萬圓을 募集할 터 四萬名患者를 收容//基金寄附
申請遝至 一般協力을 要望 西龜衛生課長談」, 『東亞日報』, 1940년 4월 16일.
99) 「 南海의 明媚한 島嶼에 大規模結核療養所 지리와 긔온이 적당한 곳에 왕전히 설비하야 明
年度에 實現凖備」, 『每日申報』, 1938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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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요양소를 건설하기보다는 민간 기부금과 모금 등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고자 했던 것이다. 전쟁 시기 요양소 신규 증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는 기존 사립 요양원을 인수하는 임시 방편을 쓰기도 하였다. 1943년 함경남
도 경무과에서는 도립함흥의원 부설 결핵요양소로 함흥제혜병원을 19만 1천
엔의 빚(起債)을 통해 매수 및 수리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100)
총독부의 원래 계획은 북부와 중부, 남부 세 곳 즉 경성, 평양, 부산에 3개
소를 짓는 것이 목표였다. 기부금을 통해 요양소를 지은 후 총독부가 경영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당시 조선 내 사망자가 4만 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 모두를 수용할 규모를 건설할 것이라고도 했다. 일본에서 시
행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일반인 환자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결핵예방령>
시행도 계획하였다.101)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곧 축소되어 충청남도 해안지
대에 400명 수용 규모로 1944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였다가102) 또 ‘가장 이
상적인 장소’로 여겨지는 의정부에 요양소를 2백만원 예산으로 기공할 계획
을 세웠다103) 계획상으로는 총 11만 여 평, 총건평 3천1백 평의 지금까지 요양
소 건설 계획 중 가장 큰 규모였지만 실제 완공되었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
다.104) 그 외 전쟁 시기 결핵 대책의 응급조치로 일본의료단에서 모든 유휴설
비(여관, 요리집, 평화산업공장 등)을 활용하여 2만5천개의 급설요양소를 마
련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105) 아마도 대규모 결핵 요양소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쟁 시기 상당량의 민간 사유지를 결핵 이환 병사를 위한 요양 공간으로 사
용하려 한 계획으로 추측된다.

100) 「 道立咸興醫院附設結核療養所買收貴(?)起債ノ件」, 『道 起債 繼續費 醫務 負擔 夫役 賦課
ニ關スル綴』, 1943년 10월 6일.
101) 「 肺結核을 撲滅하자! 結核豫防令明年實施 亡國病根絶을 促進 財團을 確立코 建設的活動//
京城 平壤 釜山에 療養所를 設置 基金二百萬圓을 募集할 터 四萬名患者를 收容//基金寄附
申請遝至 一般協力을 要望 西龜衛生課長談」, 『東亞日報』, 1940년 4월 16일.
102) 「結核療養所 또 新設 二百二十六萬圓豫算을 計上」, 『每日申報』, 1943년 1월 9일.
103) 「議政府에療養所 二十七日, 地鎭祭擧行」, 『每日申報』, 1943년 7월 29일.
104) 「朝鮮第一의療養所 議政府에二百萬圓豫算으로起工」, 『每日申報』, 1943년 8월 5일.
105) 「二萬五千의療養所 結核退治爲하여醫療團에서增設」, 『每日申報』, 1943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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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조선내 일본인들의 결핵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36년 총
독부에서 ‘조선결핵예방협회’ 조직을 비롯한 본격적인 결핵예방사업에 나서
기 전까지 일제강점기 내내 결핵예방을 위한 총독부의 조치는 극히 미비했
다. 1935년까지 일제강점기 동안 총독부에서 조선총독부령 제4호 「폐결핵예
방에 관한 건」 하나에 불과하며, 그 외 결핵예방사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
다. 「폐결핵예방에 관한 건」은 침뱉기라는 행위 교정에 초점을 둔 소극적 규
제로서 「전염병예방령」과 마찬가지로 소독 등의 위생 조치를 중심으로 한 것
이었다. 「폐결핵예방에 관한 건」은 「전염병예방령」처럼 환자 신고 및 적극적
격리는 취하지 않았지만 병원 내 격리와 공공장소 접근 금지를 취함으로써 결
핵 환자를 소극적으로 격리하고자 하였다. 「전염병예방령」과 같은 위생행정
틀이 결핵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침 뱉기”와 병
실 내 격리만을 중심으로 한 결핵에 대한 대응은 ‘행위 처벌’과 ‘격리’만 가능
했던 총독부 위생 행정의 한계였다.
「폐결핵예방에 관한 건」의 조치 중 결핵 병실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
칙은 있었으나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 실제 병원 중
결핵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병원은 얼마 되지 않았다. 도립자혜
의원을 위시한 관공립병원 외 세브란스 병원 등 일부 큰 규모를 갖춘 사립병
원을 제외하고는 결핵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관공립병원
에서 결핵 병실을 증설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실제 얼마 증설되지도 않았
다. 「폐결핵예방에 관한 건」은 오히려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을 약화시
키는 내용이었다.
중일 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 1936년부터 조선총독부는 조선결핵예방협회
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결핵 예방 대책에 돌입하였다.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쟁 상황에서 결핵에 대한 대책은 국민정신총동원 체제
속에서 생업 보국의 취지와 결부되었다. 즉, 결핵에 대한 교육은 전선 후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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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지녀야 할 태도와 정신적 무장으로 선전되었다. 조선결핵예방협회는
‘국민의 적’인 “폐결핵”을 퇴치하겠다는 취지로 계몽 및 홍보 활동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결핵 퇴치 국민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선결핵예방협
회를 중심으로 한 결핵 예방 데이 등 계몽 및 홍보 활동 외 총독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특히 결핵 요양소 설치나 시설 확충 등은 어려운 상
황이었다. 무료건강상담소의 설치는 별다른 자원이 없는 가운데 조선 내 의
사들을 동원하는 가운데 가능한 것이었다. 총독부는 객담 검사나 투베르쿨린
검사 등을 통해 조선의 결핵 이환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과학적·체계
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쟁으로 인한 급박한 상황, 결핵 환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세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종결될 때까지 일반인을 수용하는 총독부 주도 요
양소는 설립되지 않았다. 이미 1937년부터 총독부에서 결핵예방 관련 법 개
정을 준비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요양소 설립 문제 또한 마찬가
지였다(警務彙報, 1937). 법적·제도적 정비나 시설 확충 등의 결핵 관련 행
정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총독부가 의도했던 ‘결핵균을 박멸하는’
‘건강 조선’을 이룩하기란 만무한 일이었다. 별다른 법적·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의 홍보 및 계몽 활동이 큰 인식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었다.
조선 내 일본인, 식민 지배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총독부는 별다른 조
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 모순이 두드러지는 것은 총독부 또한 조선 내 일본인
의 결핵 유병률이 높은 점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감부 시절 대한의원
에서도 결핵 환자를 따로 분류하여 기록하였고, 1914년부터 도립자혜의원 환

자 통계를 통해 조선 내 결핵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青木純一,
2004; 內部衛生局, 1909). 적어도 조선 내 결핵 문제에 대해서 조선총독부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부의 결핵 대응이 늦거나 부
재했던 이유를 몇 가지 추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당시 결핵에 대한 치료
나 대응 수단 자체가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총독부에서 별다른 치료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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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책을 조선 내에서 시행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사나
토리움, 즉 요양소에 대해 경성제대 이와이(岩井) 교수는 조선에서의 사나토
리움에 대해 “모든 환자를 수용해야 완전히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
니다(…) 결핵은 풀기 어려운 병입니다(…) 불가능한 치료를 위해 요양소를
짓는 것입니다.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치료입니다. 만약 경비를 고려하
지 않으면, 충분한 요양을 위해 사나토리움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입원 치료가 불가능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즉, 경비 대비 효과로서 식민지에서는 입원 치료 등으로 절충할 방안이 있다
고 생각했던 것이다(朝鮮及滿洲, 1931).
조선 내에서는 일본 결핵 환자 진료를 일본인 개인병원이나 자혜의원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이들이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일본 현지로 귀환
하여 치료받는 문제였다. 당시 일본인들은 조선은 결핵 환자가 ‘요양’하기에
는 부적합한 ‘기후’를 갖고 있다고 느꼈고, 조선에서는 요양 전 단계의 ‘최소
한의 필요한 조치’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106) 총독부로서는 굳이 일본인 의
사들과 환자를 두고 갈등을 겪거나 일본으로 귀환할 수 있고 일본 현지에서
진료를 감당할 수 있는 일본인 환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결핵 정책
을 펼칠 이유가 많지 않았다.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는 당시 결핵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막대
한 재원이 들어가고 사회적 혼란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다. 예산이 적게 드
는 경찰 단속이나 피병원 격리 등으로 장티푸스나 콜레라 방역 활동은 적게나
마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었지만 장기간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결핵의 경우
는 그렇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에도 1920년대부터 공립 결핵 요양소 건립이
시작되는 등 공립 결핵 요양소 수립이 늦어졌다. 그리고 그 수효 또한 당시의
결핵 환자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이었다. 조선에서는 더욱 사
정이 심하여서, 일본에서 주로 행해지던 결핵 예방 홍보 활동이나 요양소 건

106) 「전염병 연구실과 폐결핵 병실」, 『朝鮮日報』, 1924년 5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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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등의 재원도 총독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웠다.
1936년 이후 총독부 활동에서 한국 사회에 제일 오래 영향을 미친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투베르쿨린 검사와 X-선 검진으로 대표되는 집단 검진의
도입이었다. 다른 질병보다 결핵은 집단 검진 등의 방법을 통한 조기 진단이
더욱 강조되었고, 결핵 예방을 위해 집단 검진은 빠르게 도입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1937-1945년 전쟁 시기 동안 총독부가 도입했던 집단 검진을 받을
수 있었던 조선인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국전
으로 이어지는 연이은 전쟁 상황 속에서 결핵 만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짐과
동시에 집단 검진의 중요성 또한 높아졌다. 집단 검진은 또한 보건소 등 일차
의료체계를 통한 조기 상담 및 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질병 이
환 여부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었다. 실제로 해방 후 보건사회부에서 한국 전
쟁 와중에도 1952년부터 수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투베르쿨린 검사를 실
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경각심과 효과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것
이다(한응수, 1954).
색인어: 결
 핵, 일제강점기 위생행정, 요양소, 건강상담소, 투베르쿨린 검
사, X-선 검진
투고일 2013. 6. 25

심사일 2013. 7. 9

게재확정일 2013. 11. 27

참고 문헌 REFERENCES
<자료>
『東亞日報』.
『每日申報』.
『朝鮮日報』.
太虛, 「病魔의 樂園 朝鮮」, 『동광』, 1931년 11월.
제22권 제3호(통권 제45호) 713-758, 2013년 12월 │753

CHOI Eun Kyung : Anti-Tuberculosis Policy of th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during
Japanese-Colonial Period (1910-1945)

『京城日報』.
『道 起債 繼續費 醫務 負擔 權利 抛棄 消防費ニ關スル綴』.
『道 起債 繼續費 醫務 負擔 夫役 賦課ニ關スル綴』.
『朝鮮道立醫院要覽』.
『朝鮮防疫統計』.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統計年報』.
「肺結核病の注意書」, 『警務彙報』, 1913년 5월.
「昭和十二年度衛生事務計劃」, 『警務彙報』, 1937년 3월.
「京畿道結核豫防業績」, 『鮮滿醫藥時報』, 1937년 5월.
「成大病院 岩正內科座談會」.『朝鮮及滿洲』. 1931년 4월.

京城都市計畫硏究所, 『朝鮮都市問題會議錄』 (京城: 京城都市計劃硏究會, 1936).
京城醫師會, 『京城醫師會二十五周年誌』 (京城: 京城醫師會, 1932).
京城帝國大學, 『京城帝國大學一覽』 (京城: 京城帝國大學, 1942).
古海嚴潮, 「肺結核豫防規則の制定」, 『朝鮮彙報』, 1918년 3월.
關水武, 「朝鮮の衛生狀態と傳染病に就て」, 『朝鮮及滿洲』, 1923년 8월.
內部衛生局, 『韓國衛生一班』 (京城: 內部衛生局, 1909).
裵永基, 「平壤に於ける街路上喀痰中結核菌檢出」, 『滿鮮之醫界』, 1935년 6월.
白石保成, 『朝鮮衛生要義』 (京城: [發行者不明], 1918).
白十字會, 『日本結核豫防事業總攬』 (東京: 白十字會, 1938).
卜部正一, 「保菌者に就て」, 『警務彙報』, 1920년 9월.
西龜三圭, 『朝鮮癩豫防協會事業槪要』 (京城: 朝鮮癩豫防協會, 1935).
西龜三圭, 「國民體位の向上に就いて」, 『朝鮮及滿洲』, 1937년 12월.
西龜三圭, 「時局と結核豫防」, 『警務彙報』, 1938년 4월.
西龜三圭, 「銃後の結核豫防施設」, 『朝鮮及滿洲』. 1938년 5월.
西龜三圭, 「結核豫防は‘心の持ら方’から」, 『警務彙報』, 1938년 7월.
小串政次, 『朝鮮衛生行政法要論』 (咸興: 1921).

陸軍省大日記. 「結核予防国民運動振興に関する件」, 1936년 6월 19일.
荻野正俊, 「衛生上から觀た京城府民」, 『朝鮮及滿洲』, 1934년 8월.
朝鮮總督府, 『朝鮮衛生事情要覽』 (京城: 朝鮮總督府,1922).
朝鮮總督府, 『朝鮮衛生要覽』 (京城: 朝鮮總督府,1929).
朝鮮總督府內務局社會課, 『朝鮮社會事業要覽』 (京城: 朝鮮總督府, 1924).
志賀潔, 「痘瘡の傳染と朝鮮の傳染病に就て」, 『朝鮮及滿洲』, 1923년 3월.

754│ 醫史學

최은경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결핵 정책(1910-1945)

厚生省医務局, 「傳染病豫防法」, 『醫制百年史資料編』 (東京: 厚生省医務局編,1976).
“The General Medical Situation in Korea,” Korean Mission Field 18-7, 1922.
Gen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The)Korea Missions Yearbook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32).
Murray, Florence, At the foot of Dragon Hill, 1st ed(New York: E.P. Dutton, 1975).
<연구논저>
대한결핵협회, 『韓國結核史』 (서울: 대한결핵협회, 1998).
박윤재, 「조선총독부의 결핵 인식과 대책」, 『한국근현대사연구』 47, 2008.
한응수, 『한국의 결핵』 (서울: 中央結核院, 1954).

青木純一, 『結核の社会史: 国民病対策の組織化と結核患者の実像を追って』 (東京: 御茶

の水書房, 2004).
Bryder, Linda, Below the Magic Mountain: A Social History of Tuberculosis in Twentieth-

Century Britain (Oxford: Clarendon, 1988).
Johnston, William, The Modern Epidemic: A History of Tuberculosis in Japa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Leavitt, Judith Walzer, “ ‘Typhoid Mary’ Strikes Back Bacteriological Theory and Practice
in Early Twentieth-Century Public Health,” Isis 83-4, 1992.

제22권 제3호(통권 제45호) 713-758, 2013년 12월 │755

Korean J Med Hist 22: 713-758 Dec 2013
Ⓒ Th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Medicine

pISSN 1225-505X, eISSN 2093-5609
http://dx.doi.org/10.13081/kjmh.2013.22.713

http://medhist.kams.or.kr

-Abstract-

Anti-Tuberculosis Policy of th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during Japanese-Colonial
Period (1910-1945):
From Simple Restriction to Active Enlightenment*
CHOI Eun Kyung**
** Institute of Medical History and 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In this paper, I tri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 of anti-tuberculosis
policy in colonial Korea and find out internal constraint of hygienic
administration by Japanese government during Japanese-Colonial Period.
Despite of high prevalence of tuberculosis among Japanese in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had done almost nothing until
1936. Japan’s hygienic administration was highly dependent upon hygienic
police, and mainly with compulsory isolation and disinfection. It was
inefficient in tuberculosis problem. In 1918, Japanese Government General
enacted ‘Ordinance of Prevention of Tuberculosis’, solely based upon
naive tuberculosis etiology in sputum; consisted of simple crackdown and
isolation and had no effect due to the limit of anti-tuberculosis and health
budget. Also the ordinance actually set limitation upon the tuberculosis
facilities, only a few health care facilities could be affordable for tuberculosi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0-371-E00002).
** Institute of Medical History and 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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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Since 1936,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began
tuberculosis prevention measures in earnest. Due to the Second SinoJapanese War and World War II, there was urgent need to make Korean
society and population as “safe, and healthy rear area”. The Government
organized ‘Chosen Anti-tuberculosis Association’ and highly pursued
enlightment campaign. It was almost temporary measures of enlightenment
and publicity. Also various types of health screening and tuberculosis
prevalence research were introduced to Korean people. But it was not so
effective to identify tuberculosis problem in Korea. Mass tuberculin test and
X-ray test was introduced, but it was not well organized and scientifically
designed. Besides, tuberculosis treatment facility was extremely rare
because of strict isolation and high standard policy. Japanese Governemtn
set numerous tuberculosis-counseling centers and mobilized public doctor
for consulting tuberculosis, but the accessibility of centers was very low.
Moreover, there was no source to establish facilities like sanatorium.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as constantly suffered from
limit of budget and a lot of Japanese in Korea had no inherent motive
for installing sanatorium and anti-tuberculosis measures. As the result,
the effort made by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o diminish
tuberculosis in Korea failed during the wartime.
Keywords: tuberculosis, hygienic administration during Japanese-Colonial Period,
sanatorium, tuberculosis consulting center, tuberculin test, X-ra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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