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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灣出版警察報》를 통해 본 식민지 대만의 언론 검열과 조선 문제
崔末順(臺灣 國立政治大學 臺灣文學硏究所 副敎授)

  《臺灣出版警察報》는 1930년대 초반 대만총독부의 언론통제와 잡지검열에 대한 상황을 보여
주는 기밀문서이다. 1928년 臺灣總督府 警察局 保安課 圖書掛에서 발행한 이 자료는 신문, 
잡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열상황, 기준과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 당시 총독부의 식민지 대만 
언론에 대한 검열과 발행, 반포금지의 실태를 알려주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제6호
(1929년 12월)부터 35호(1932년 6월)까지 2년 6개월간의 내용이다. 본 발표문은 이를 근거로 
우선 식민지 대만의 언론에 대한 총독부의 통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약 200
건에 달하는 朝鮮 관련내용을 초보적으로 고찰하여 식민지 경찰이 차단하고자 했던 朝鮮 관
련 기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1. 일제시기 대만의 출판법과 검열제도
  일제시기 대만의 언론정책은 고다마 겐타로가 4대 총독으로, 고토 신페이가 민정장관으로 
임명된 1898년에 입안되어 1900년 1월 律令 제3호로 「臺灣新聞紙條例」가 공포되면서 기본 
골격을 갖추었다. 이는 「新聞紙印行條例」(1869), 「新聞紙條例」(1883) 등 일본내지의 新聞法令
의 기본정신, 즉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기초 위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후 일본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민의 기본권에 따라 일부 수정이 이루어지지만 대만에서는 여전히 언론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목적이 관철되었다. 1917년 기존의 「臺灣新聞紙條例」 내용에 島外에서 
들어오는 移輸入紙에 대한 규정을 더한 「臺灣新聞紙令」이 반포되었고 전체 식민지 기간 동안 
총독부는 이 법령에 의거하여 검열제도를 구축하고 엄밀하게 대만의 언론을 통제했다. 
  이들 신문지 관련 법규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발행할 수 있는 許
可制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新聞紙」는 일간 신문과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출간되는 
雜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신청시 명칭, 게재사항의 종류, 발행날짜(정기), 발행취지(비정기), 
발행소와 인쇄소, 발행인의 성명, 출생 연월일과 주소 등 6개 항목에 대해 대만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총독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행인의 자격에도 제한을 두
고 있다. 두 번째 규정은 발행 전에 納本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인데 대만총독부에 2부, 관할
州廳과 지방법원에 각 1부, 모두 4부를 제출하여 검열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발행
과 동시에 納本을 제출하는 일본과 달리 발행 전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사전 검
열로 징계를 받아 발행이 취소될 경우 신문사에 큰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보도내용
에 대한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총독부는 언론을 통제하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島外에서 발행된 신문지의 移輸入에 대한 제한으로, 移輸入紙
의 내용에 대한 검열과 위탁 판매인에 대한 제한 규정이다. 그런데 移入紙, 즉 일본에서 발행
하여 대만에서 판매하는 신문지는 사전 검열과 納本 제출의 의무가 없었으므로 「臺灣新聞紙
令」을 수정하여 판매인에게도 발행허가에 상당하는 사전에 납본을 제출하는 의무를 부가했다.
  신문지 관련법규 이외 1900년 총독부 府令으로 반포한 「臺灣出版規則」은 소위 「出版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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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규정으로, 신문지에 속하지 않거나 혹은 新聞紙이지만 時事내용을 다루지 않는 것을 出
版物이라 하는데 신문지의 許可主義에 비해 출판물은 일본에서와 같이 申請主義를 채택하여 
발행 3일전에 관할지방의 관청을 통해 총독부에 보고하고 2부의 製本을 제출하게 규정하고 
있다. 島外의 출판물에 대해서는 위반의 내용이 있을 경우 판매금지 처분, 인쇄물을 압수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었고 이 규정은 島內의 출판물에도 해당되었다. 또한 지방장관에게 발
매금지와 印本과 刻本에 대한 압수의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는 申請主義로 미처 규제하지 못
한 내용에 대해 즉각 통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총독부는 대만의 언론을 통제했는데 이를 집행하는 검열기관은 
1896년 總督府民政局警保課의 高等警察掛, 1901년 警察本署高等警察掛, 1919년 警務局保安
課特別高等掛, 1928年 警務局保安課圖書掛로 몇 차례의 변혁을 거치기는 했지만 시종 경찰이 
맡았다. 이는 언론통제와 치안업무가 매우 밀접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검열업무를 
맡은 고등경찰은 정치와 사상취재를 담당했던 警務인원을 일컫는 것으로 그중 新聞紙, 雜誌 
등 언론에 대한 전문적인 검열은 出版警察이 담당했다. 이렇게 언론검열을 고등경찰 업무 항
목 하에 분류한 데서 언론을 사상, 정치운동의 긴밀한 일환으로 사전 예방과 철저한 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총독부의 시각을 보여준다 하겠다.           
  1929년에 나온 《臺灣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에 근거하면 총독부 경무국 보안과 30명의 
직원 편제는 정식직원인 事務官, 翻譯官, 屬, 비정식 직원인 囑託, 雇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事務官은 정책적인 책임을 맡았고 실제 검열 업무는 屬이 진행했다. 특이한 것은 1927년 
이후 중국어 출판품의 輸入이 증가됨에 따라 중국어를 아는 번역관의 필요성과 검열인원의 학
식, 견식이 더욱 요구되었다. 검열의 표준은 크게 安寧에 대한 방해와 風俗에 대한 문란, 두 
종류인데 풍속에 대한 것은 주로 출판품의 내용에 노골적인 성묘사가 있는 것이고, 安寧방해
에 해당되는 내용은 모두 19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⓵황실의 존엄 
모독 ⓶군주제의 부정 ⓷공산주의, 무정부주의의 이론, 전략, 선전전술의 선전과 운동 및 이를 
지지하는 혁명단체 ⓸법률, 재판 등 국가권력의 계급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의미를 곡해하는 
자 ⓹폭력행위 선동, 직접 행동, 대중폭동 ⓺식민지 독립운동의 선동 ⓻비합법적인 의회제도 
부인 ⓼국군의 존립 기초를 동요하는 행위 ⓽외국의 군주, 총통, 사절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
제외교 상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는 행위 ⓾군사외교상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는 자 ⑪범죄선
동, 범죄보호, 혹은 범죄자나 형사피고인에 대한 찬양과 도움 ⑫중대범죄에 대한 조사 방해로 
인한 사회 불안 야기 ⑬재정금융계를 어지럽혀 사회의 중대 불안을 야기 ⑭전쟁의 도발 우려 
⑮일본내지와 대만의 융합을 방해 ⑯대만독립을 고취하거나 민족의식을 敎唆 ⑰대만 총독 등 
使節을 훼방하여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 ⑱대만통치방침에 대해 악의적 선전으로 수준이 낮
은 도민에게 의혹을 증가시키는 행위 ⑲기타 현저한 치안 방해 행위 등이다. 이중 15에서 19
항은 식민지 대만에서만 적용되던 표준이며, 기본적으로 이에 의거하되 실제 집행에서는 출판
경찰의 해석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도와 방식의 제한이 가능했고 검열의 표준도 
사회정세의 변화에 따라 초점이 달라지기도 했다. 
  검열의 결과 위법 출판품에 대해 판매금지, 압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었고 반복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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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국
주의

排華 대만보
도

기타

우 총독은 허가취소나 발행정지 등을 명할 수 있었고 이는 島外에서 발행되는 신문지의 경우
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신문지의 경우 당국의 사전검열로 발행이 금지되거나 조사, 압류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며, 당국의 입장에서도 내용의 검열에 중점이 있었기 때문에 부분
적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부분만 도려내는 삭제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
나 이러한 방식 역시 納本 제출 후 행정처분의 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여 행정의 
부담과 발행자의 손실이 컸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인 「선인쇄본 검열」(下刷檢閱)을 진행하기
도 했다. 이 방식에서 삭제처분을 받으면 발행 전에 다른 문장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xx, oo와 
같은 伏字로 대체, 또는 공백으로 두거나 활자를 뭉개는 방식을 썼으며, 인쇄단계에서 해당 
페이지를 건너뛰거나 삭제할 때 그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아 인쇄착오로 보이게 하고, 또 검게 
칠해서 덮어버리는 방식을 쓰기도 했으며 검열이 끝나면 「済」장을 앞면에 날인하여 표시하였
다. 만약 제본이 끝난 후라면 해당 페이지를 도려내고 앞면에 「済」를 날인했다. 검열에 필요
한 시간과 과정은 1일부터 30일까지 일정하지 않았으며 번역이 필요한 중국어 출판품은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한다. 이렇게 검열자체에 드는 시간 이외에도 발행과 판매의 허가
신청을 지연하는 등 검열제도는 신문, 잡지 출간과 출판물의 移輸入을 방해하는 정당한 이유
가 되어 대만 언론의 생존공간을 위협했다.  
 
2. 《臺灣出版警察報》의 한국 관련보도와 소식 통제 
  앞서 말한 대로 《臺灣出版警察報》는 대만총독부 경무국 보안과 도서괘가 작성한 비밀문서
로 현재 남아있는 1929년 12월부터 1935년 6월 매월 발행했는데 그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출판경찰개황」은 발매반포금지가 된 출판품의 목록과 통계로 월별 검열상황을 
볼 수 있는 자료로 월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출판물(정기, 단행본)납본월표, 출판물과 
신문지 검열수 및 행정처분건수, 발매반포금지 출판물(신문지) 일람표, 출판물과 신문지에 대
한 경고반포와 경고말소 현황 등을 정리한 것으로 한 마디로 검열업무의 통계와 금서목록이고
다. 「금지요항」은 발매반포금지가 된 일부 신문지와 출판물에 대해 처분하게 된 이유를 설명
한 것이고, 「자료」는 검열을 진행한 내용 중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부록형식으로 수록한 것으
로 社會主義宣傳歌, 反戰不穩宣傳物, 無産者新聞發禁史, 無産文藝雜誌槪況, 主要左翼新聞紙
雜誌系統圖, 신문지와 출판물 차압 부수표 등이 있다. 
  《臺灣出版警察報》에서 발견되는 조선관련 항목을 정리하면, 우선 「출판경찰개황」에 나오는 
발매반포 금지된 내지의 출판물로 東京에서 발행된 李北滿의 朝鮮問題叢書 《對日本朝鮮勞動
運動은 어떻게 전회해야 하는가》(6호)가 있고, 신문지로는 京城발행의 《朝鮮新聞》이 13차례
(6,7호), 《京城日報》가 8차례(7,9호), 釜山에서 발행된 《釜山日報》가 1차례(7호) 있다. 「금지요
항」의 조선관련 출판품은 모두 중국에서 발행되어 수입된 것으로 6호(1929.12)에서 35호
(1932.6)를 초보적으로 고찰한 결과 출판물로 분류된 단행본과 잡지는 26건, 신문지로 분류된 
신문과 잡지는 142건이다. 그 외 한국, 일본의 병합과정과 식민지가 된 후의 한국 사정 등을 
기록한 교과서가 2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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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3 9 1 6 1 1 3 0 3
교과서 26
신문지 1 7 11 91 17 1 11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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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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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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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매 혹은 반포 금지처분을 받은 이유를 보면, ⓵조선인 독립운동이 50여건 이상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전반적인 조선인의 독립운동 경과, 大獨立黨의 발기 소식과 선언문, 
격문의 게재, 독립당 영수의 체포 기사, 동북지방을 비롯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조선인의 
반일시위 등이다. 朝鮮獨立黨의 소식은 9,10,11호(1930.4,5,6)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검열당
한 1930년 2월 13일자 瓊崖日報(海口발행)에는 독립당 준비대회의 선언문이 다음과 같이 실
려 있다. ⒜적극적으로 일본인의 통치기관을 파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통치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 ⒝학생을 원조하고 시위운동으로부터 폭동파괴에 진입시킨다. ⒞자치운동에 반
대하고 절대독립을 주장한다. ⒟모든 혁명의 힘을 대독립당에 집중시키고 마지막 한 명, 마지
막 일각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일본제국주의에 반항한다. ② 일본의 조선통치에 대한 비판
인데 40여건에 달하며 합일 합병이후로 정치자유를 박탈당하고 경제적 착취에 시달리는 사정
을 보도, 비판한 것으로 합병의 역사를 기술한 중국의 교과서도 이런 이유로 대만으로 들어오
지 못했다. ③조선학생의 소요사태로 보도된 광주학생항일운동으로 30여건에 달하며 8호
(1930.2)에 집중적으로 검열기록이 있다. 금지된 신문보도의 내용은 광주로부터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조선인의 항일운동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④이와 관련해 조선인에 대한 체포, 학살과 조선인에 대한 동정, 그리고 안중근, 윤봉길, 이봉
창 등 항일지사의 행적과 칭찬 기사도 20건 발견된다. ⑤조선 내 화교문제와 만보산 사건에 
대한 기사 검열도 10여건에 이르는데 내용은 조선인이 일본의 사주를 받거나 혹은 일본의 농
간에 속아 조선 내 중국인에 대한 학살과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관련기사 이외
에도 宣傳삐라. 팸플릿 등도 압류처분을 받은 것도 있다.(29호) 그 외 조선의 사회주의 관련 
기사를 실은 신문의 검열기록도 있으며, 「자료」로는 1926년 12월 11일 금지처분된 朝鮮革命
歌가 7호(1930.1)에 실려 있다. 그 내용은 ⒜우리는 언제까지 굴복할 것인가?/자유를 무시하
는 폭정에/13도의 피는 뛴다/여기에 용감한 혁명아/⒝폭력에 앙갚음하는 폭력의/다이너마이
트를 손에 들고/한번 일으켜서 폭동을/여기서 승부는 결정된다/⒞승리를 고하는 민중의/개가
의 소리는 산에 울리고 /남천북악에 적기를 세우고/축하한다 혁명을/
  이렇듯 검열의 결과 조선 관련 출판물이 금지된 이유는 반일사상, 반일선동, 독립운동, 본도
민에게 반항의식 교사, 일본과의 감정을 파괴, 과장된 보도와 무고, 과격하고 불온한 사상, 계
급의식,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등이고 이에 대한 기준이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검열관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 또한 조선의 신문에서 霧社사건이나 鴉片전매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 역시 금지되었다. 검열을 받아 금지된 중국 신문, 잡지를 보면 주로 上海발
행의 《申報》, 《時事新報》, 《時事月報》, 《天聲報》 등과 南京의 《中央日報》, 汕頭의 《汕報》, 海
口의 《瓊崖民國日報》, 홍콩의 《華僑日報》, 《香港工商日報》, 《循環日報》, 廈門의 《廈門晩報》 
등이 많은 량을 차지하고 있고, 잡지로는 《興華》, 《拓荒者》, 《新東方》, 《東方雜誌》, 《靑年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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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주로 上海 지역에서 발행한 것이다. 

  이상으로 정리한 《臺灣出版警察報》에 실린 조선 관련 검열기록을 통해 총독부가 통제한 조
선 기사가 모두 安寧에 관계된, 즉 대만사회에 불안과 동요를 가져올 만한 소식에 한한 것임
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식민지 처지의 대만인에게 조선인의 피식민 상황, 그에 따른 반일
정서와 항일독립운동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결과이며 이로써 조선인의 일본제국
주의와 식민지배의 인식과 비판은 사전에 차단되었다. 비록 1930년대 초반 2년 정도의 검열
기록이지만 이를 통해 식민지시기를 통 털어 식민지배와 비판적 세계인식을 통제하는 방향으
로 광범위하게 검열이 진행되었고 대만의 언론자유와 사상을 억압하고 관리하는 기제가 되었
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