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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만주국의 영토형성, 공간묘사와 박물관 건설 

──후지야마 카즈오(藤山一雄)와 만주 지정학── 

 

北京市社会科学院  陳 言 

 

一．후지야마 카즈오(藤山一雄)에 대하여:에콜로지스트（ecologist）의 생활사상 

 후지야마 카즈오(藤山一雄)는 누구인가? 일본과 중국의 문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그

에 대해서는 알려져있지 않다. 필자가 후지야마 카즈오(1889〜1975)를 전시기 일본과 

중국의 문화 관계의 중요한 고찰 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그

는 「만주국 독립선언」을 기초한 인물이자 만주국(이하 만주국으로 표기)의 '건국'에 있

어 중요한 인물이다. 관직으로는 간임관(簡任官)1 이등까지 올랐으며, 만주국 국무원 

실업부, 만주국 감찰원, 만주국 국무원 은상국, 만주국 민생부, 만주국 '국립' 중앙 박

물관과 같은 중요 기관의 직책을 역임했다. 이같은 사실은 그가 식민지 정권에 참여했

다는 중요한 증거이다. 후지야마는 만주국의 지리, 풍경, 박물관에 관하여 누구보다 많

은 지식을 산출해낸 문인,	작가였다. 그가 전 생애에 걸쳐 출판한 54 권의 저작 중 34

권이 만주에서 집필되었고, 그 저작들은 모두 만주를 주제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만

주국이 간행한 50 종의 『동방국민문고(東方国民文庫)』의 저작 중 6 종이 그의 저작이

다.  

관견에 의하면 그는 일본이 만주를 점령한 후, 만주를 테마로 한 장편소설을 창작한 

최초의 일본 작가이다. 더불어 만주국 박물관에 대한 연구서를 집필하고, 만주국 박물

관 건설에 지극히 많은 공헌을 한 학자이기도 하다. 20 년(1926〜1946）에 걸쳐 만주

에서 생활했고, 관료, 학자, 작가라는 신분을 한 몸에 체현한 이 인물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다. 중국에서는 劉春英「藤山一雄和他筆下的“満洲森林”（후

지야마 카즈오와 그가 그려낸 "만주삼림"）」（『外国問題研究』2013 年 4 期）이라는 제

목의 논문이 유일하다. 이 논문은 후지야마의 '삼림' 컴플렉스와 '삼림' 이론을 분석함

으로써 제국의 확장에 기여했던 그의 '삼림' 이론의 본질을 밝혔다.  

일본의 학계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후지야마의 근대 박물관 창설의 선구자로서의 

면모였다. 1991 년, 이누즈카 야스히로(犬塚康博)는 후지야마의 박물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의 연구 성과는 『반박물관론 서설(反博物館論序説)』（共同文化社、2015）

과 『후지야마 카즈오의 박물관 예술(藤山一雄の博物館芸術)』（共同文化社、2016）에 집

약되어 있는데, 이 두 저서는 만주국 박물관의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의 걸출한 업적을 

상세히 정리하고 있다. 오이데 쇼코(大出尚子)의 『「만주국」박물관 사업 연구』（汲古

書院、2014）는 두 장(章)을 할애하여 후지야마의 만주국 박물관 사업과 제국 확장의 

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한 바 있다. 니시다 마사루(西田勝)는 논문「「만주국」의 꿈

																																								 																				 	
1
 역자주:조선의 칙임관(勅任官)에 해당하는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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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현하다──후지야마 카즈오의 두 측면(「満洲国」に夢を紡ぐ――藤山一雄の二側面」)」

（『植民地文化研究』1巻、2002）에서 후지야마의 복잡한 면모에 대해 밝혔다. 그에 의

하면 후지야마는 생태과학연구가, 주택연구가, 지리학자, 민속학자, 박물관학자였으며, 

더 나아가 이들 각 영역의 실천가였다. 또한 열렬한 종교인이자 작가, 시인이었고, 농

학자였으며 농학 실천가이기도 했다. 이어서 니시다는 다음의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중

점적으로 검토했다. 첫번째는 박물관 이론과 그 실천에 대한 후지야마의 공헌이다. 두

번째는 후지야마의 만주국 정부와 그 국책에 대한 비판이며, 이와 더불어 그의 예술가

로서의 측면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했다. 또한 니시다는 논문 「예술가로서의 후지야

마 카즈오(芸術家としての藤山一雄)」（『植民地文化研究』3巻、2004）에서 전술한 논문

에서 언급한 테마에 대한 한 보 더 나아간 정리를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제국과 공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많은 논문과 연구성과들이 왕왕 그 

연구의 범위를 제국주의와 도시현상의 관계에 한정해왔다. 근대의 '상하이 모던', 만주

국의 도시계획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 때문에 제국과 삼림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

은 종래의 연구의 틀을 깨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다만 후지야마에 대한 연구들의 주된 

목적은 그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결국 후지야마에 의해 이루어진 만주지리에 대한 지

식의 생산과 실효를 중요시 했던 식민지 관리(제도), 그리고 정주의 공간성과 같은 지

식의 문제를 간과했다. 포스트 콜로니얼 이론이 발전한 오늘에 있어서 이 같은 시점이 

제국의 확장과 문화적 식민지의 복잡성, 모순성을 증명할 수 있는 해석을 곤란하게 하

고 있음은 분명하다.  

일본의 연구는 문화 식민과 공간 제어의 관계(예컨대 박물관 연구)나 아이덴티티, 건

축문화론(예컨대『어느 북만주의 농가』연구)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들 연구관점의 사

이에는 교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전후 일본의 학계에는 후지야마 카즈오

가 종사했던 만주지리조사활동에 대한 실증적 고찰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전

후 일본의 지리학 연구가 식민지 연구를 터부시해왔다'라고 하는 학술환경과의 관계가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 같은 연구 동향으로 인해 후지야마 카즈오에 대한 연구에는 공백이 

존재한다. 우리들은 후지야마의 문화지리학, 박물관학, 일상 생활의 실천 등, 몇 개의 

차원을 설정하여 민족, 계급, 종교, 과학, 민속, 식민지 확장과 같은 다향한 문제의 교

착과 차이를 검토할 수 있다. 단순히 식민지의 표면적인 증상과 언어를 문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실천, 문화나 사회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성립했고, 체제화되었는지에 대

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후지야마 카즈오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후지야마 카즈오의 전모를 추적하는 것은 

가능한가? 이 발표에서는 그의 생활적인 면의 이력에 주목하여 소개해보고자 한다. 

후지야마 카즈오의 생활 세계는 세 곳을 그 기초로 삼고 있다. 덴마크, 중국, 일본이 

그것이다. 덴마크는 유기(有機), 조화, 건강의 상징이며, 그의 이념의 기원이 된 곳이다. 

만주국은 그의 문화정치이념의 실험장이었으며, 그의 국가였다. 또한 일본은 그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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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모국이었다. 그러나 후지야마의 문장은 소설이든, 시평(時評), 또는 정론(政論)이

든, 그것이 입각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생태의 밸런스였다. 학문을 통해 세상

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해 학문을 다스리고자 했으며, 그가 관여한 모든 영역은 생활, 

또는 생활에 내재한 생명의 욕구과 관련되어있었다. 게다가 이와 같은 태도는 후지야

마의 만년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그의 생활 사상은 에콜로지스트(ecologist)2 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그의 행위는 '식민주의', 혹은 '제국주의'라는 틀을 넘어선 

것이었으며, 때문에 이 두 개념으로는 그의 사상을 포괄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二．박물관론의 '민속', '사람' 

후지야마의 박물관에 대한 관심은 1920 년대로 거슬러올라간다. 1926 년, 오사카 마

이니치신문이 현상논문공모를 열었고, 후지야마의 「55 년 후의 규슈」라는 제목의 논

문이 일등상을 받았다. 이 논문의 한 절이 「정리해보는 화산 박물관(「整へる火山博物

館」)」이었으며, 이 논문으로부터 이후의 후지야마의 박물관 사상으로 이어지는 사상

을 발견할 수 있다. 1935 년에는 「박물관 소고(博物館小考)」라는 논문을 작성했다. 이 

논문은 후지야마가 박물관 부관장으로 취임하기 전의 박물관론이다. 1939 년부터 1945

년까지, 그가 만주국 국립 박물관 부관장이었던 시기는 그의 관심과 업무 내용이 완벽

하게 일치한 시기였다. 호시노 나오키(星野直樹)가 언급한 것처럼 이 시기의 후지야마

는 '물 만난 고기'였던 것이다. 이 시기에 그가 낳은 박물관 지식, 이론서는 매우 풍부

하다. 고향에 귀환한 뒤, 1960 년대부터 그는 또 다시 새로운 박물관 창건을 계획한다. 

박물관에 대한 그의 관심은 소년기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일관되었던 것이다.  

만주국 국립 중앙 박물관의 기능은 다양했다. 박물관 자료의 수집, 보관, 조사, 연구, 

공개, 교육이 그것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후지야마의 박물관론은 다음의 세 측면을 중

시했다.  

 

 그 첫 번째, 생활 예술. 

 그 두 번째, '살리는 박물관' 대 '죽이는 박물관'. 

 그 세 번째, 민속 박물관, 박물관 확장, 소형 지방 박물관, 박물관 노동, 서비스. 

																																								 																				 	
2
 영어로 표현한 이유는 영단어로 표현함으로써 이 용어의 기원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생물학자, 에른스트 헤켈(Ernst Haeckel)이 1866 년, 가장 먼저 ecology("생태학")이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동식물, 동식물과 환경 사이의 관계, 동식물 간의 관계, 또는 생태계 등의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Ecology 는 고대 그리스어의 οἶκος （ 오이코스, 시민을 가장으로 삼는 

가정기관공동체)와 λόγος（로고스, 이론）로 구성된다. '생태학'이라는 일본어로 번역된 것은 1985 년의 

일이다. 이후 '생태학'이 각 영역이 침투하게 되면서 '생태'라는 용어의 범주는 끊임없이 확장되었다. 

이후 건강하고 유기적인,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것, 혹은 그러한 상태를 정의하기 위한 용어로써 

사용되게 되었다. 필자는 후지야마 카즈오가 다양한 분야에서 추구한 것이 '생태'가 함의하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상태와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보고 그를 ecologist 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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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방면의 노력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소박하고 원시적이며 동시에 자연적인

 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의 소위 문화인들로 하여금 지성을 통해 다시금 올

바른 판단에 기초하여 인간 생활의 진실된 행복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발견'하도록 함

으로써 '인간의 주체성'을 활성화시키고 '인간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만주국 국립 박물관의 활동의 입각점은 '민속'이었다. 

후지야마는 민속의 보존, 민속 박물관의 건설에 있어서 특히나 눈에 띄는 공적을 남

겼다. 「山海関」, 「缸窯鎮」, 『烏拉』는 모두 1949 년 이전의 우랄(烏拉)과 같은 지

방지(地方志)에 관한 희귀한 연구사료가 되었다. 후지야마는 부관장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남호(南湖)에 민속 박물관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어느 북만주의 농

가」는 만주국 시대의 한 시기, 북만주의 한족 농가의 건축이나 생활 습관을 기록한 귀

중한 사료로, 당시의 생생한 생활사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로 미루어 그를 열렬한 

생활 실천자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三．반식민과 후지야마 카즈오의 제국 지리학 

그러나 당시가 고도의 정치적 시대였다는 점에서 상술한 것처럼 식민지 정권에 관여

했던 그의 신분에 대한 논의를 피하고, 단순히 그의 전원적인 생활 철학을 다루는 것

만으로는, 후지야마의 내재적인 정신적 특질을 명확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연유로 문화 정치라는 분석 시점 역시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후지야마 카즈오의 운명은 일본 근대의 식민지 확장 체제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었

다. 경제적 파산을 이유로 후지야마는 1926 년 10월, 대련(大連)의 만철(満鉄)3에 입사, 

대련항에서 중국인 노동력을 모집하던 주식회사 福昌華工에서 서무 주임을 담당하게 

된다. 이 시기부터 후지야마는 일본의 식민지 정권에 대한 비판을 전개했고, (이를 이

유로) 몇 번이고 좌천되었다. 니시다 마사루는 후지야마의 비판 내용을 다음의 네 사

항으로 개괄했다. 1) 개척 이민 정책, 2) 환경 정책, 3) 교육 정책, 4) 정치에 대한 기본 

자세가 그것이다.  

필자는 후지야마 카즈오의 제국 지리학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아, 지리학과 관련된 

후지야마의 많은 저작들이 만주 지리학, 지도의 작성, 기후나 인류학 이론, 서로 다른 

인종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성에 대한 지식에 대해 서술했고 또한 그것을 보급시켰으

며, 자연생태와 인문생태의 조화에 기초한 실효적인 식민지 관리 체제의 강화를 제창

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그의 저작들은 체제, 내용, 풍격, 사상의 면에서 공통되며, 

서로 보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제국 확장의 과정 속에서 산출된 식민지에 대한 

제국의 지식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제국 확장에 복종한 것이기도 하다. 후

지야마는 저명한 미국의 지리학자, 반 룬(Van Loon)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일본의 만

																																								 																				 	
3
 남만주철도(南満州鉄道)의 약칭. 1906 년에 설립된 국책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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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의 이민을 '건강한 이기주의'라 논함으로써 일본의 이민 정책을 정당화했다. 일본

이 발발시킨 러일전쟁, 만주사변, 그리고 만주국 건설이 동아평화, 왕도낙토를 실현하

기 위한 것이라 보고, 그 정당성과 합법성을 강조한 것이다. 

 

소결──식민지 형태의 또 다른 가능성 

쑨거는 오키나와의 근대화를 논하면서 오키나와 근대화의 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정확히 핵심적이고 역설적인 문제를 체현하고 있다. 하나의 사회가 

내부로부터 근대 사회의 구조를 키워낼 준비가 되었을 때, 외부에 의한 위로부터 아래

로의 근대화 과정에는 분명 피비린내 나는 강제가 동반된다.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그 사회에 〔근대화를 강제하는 외부와〕같은 수준의 행복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보다 심각한, 보다 철저한 박탈을 초래한다는 사실이다(초기 유럽의 자본주

의의 원시적 축적의 단계에서는 종주국 내부도 그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폭력적 단계

를 경험했으나, 그 양상은 결과적으로 식민지의 근대화 과정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와 동시에 이 같은 근대화의 충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케 할 만한 정치

적, 군사적 힘이 필요하며, 내부로부터 근대화할 수단이 갖춰져있지 않고 근대화를 수

행할 주체적 힘이 없는 사회에서 유효한 대항수단을 확보하기는 힘들다.'4 필자는 쑨거

가 언급한 상황이 동일하게 만주국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즉, 식민지는 근대화를 

초래하지만 식민지의 내적 박탈과 억압은 구조적인 것이며 근대화를 이유로 식민지를 

대상으로한 박탈을 부인하는 것은 이성적이라고 볼 수 없다. 만주국에 철도와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식민자는 식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고, 경제 회복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으나, 생태의 파괴, 현지 민중에 대한 박탈과 착취 역시 초래했기 때문이다. 후

지야마 카즈오가 만주에서 했던 일은 애초에 일본의 이민 국책의 일환이었고, 그는 이

에 찬동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후지야마는 식민지 공간을 약

자를 배척하고 착취하는 차별적인 공간으로 간주하는 당국의 태도에는 비판적이었다. 

때문에 그는 식민 당국의 태도를 끊임없이 비판했고, 그로 인해 좌천되는 것마저 기꺼

이 감수했다. 후지야마의 종교적 기질, 전원 생활의 예술적 실천, 사라져가는 민족 박

물관의 보존과 활용은, 그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정치나 이데올로기에 의해 

변질되지도 않았다. 이 같은 생활태도는 만주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제국, 혹은 식민지 이론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었고, 식민지 형태의 다종다양

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陳言 

본명은 陳玲. 문학 박사. 북경사회과학원 연구원. 저작으로는 『忽値山河改──戦時下的文化触変与異

質文化中間人的見証叙事』（中央編訳出版社、2016）이 있다. 주요 번역서로는 『沖縄札記』（오에 겐

																																								 																				 	
4
 孫歌「走出主権的迷誤――沖縄民衆的実践及啓示」『文化縦横』2017年 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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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로大江健三郎『오키나와 노트(沖縄ノート)』）,『京都流年：日本的美意識与歴史風景』（나라모토 

타츠야 외奈良本辰也『일본 문화론──미의식과 역사적 풍경(日本文化論──美意識と歴史的風景)』）、

『日本留学精神史──近代中国知識人的軌跡』（厳安生『일본유학정신사──근대 중국 지식인의 궤적(日

本留学精神史──近代中国知識人の軌跡』）등이 있다. 『袁犀作品集』（北方文芸出版社、2017）을 편

찬했다.  

(번역:김경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