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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10~11년 만주 페스트의 유행은 제국주

의 열강과 동아시아 각국 모두에게 위기이자 

기회였다. 페스트 방역을 계기로 제국주의 열

강은 식민지배를 확대할 수 있었고, 동아시아 

각국은 주권의 보호와 국가체제의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만주방역의 교두보였던 하

얼빈에서 중국정부는 독자적인 방역대책을 

구상했고, 영국유학파인 伍連德을 그 책임자

로 임명하였다. 오연덕은 서구 과학주의를 상

징하는 세균설과 현미경을 적극 활용하여 페

스트의 전염경로를 확인하고, 폐페스트 이론

으로 만주 페스트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오연

덕은 제국의 도구였던 의과학 지식으로 제국

의 지배에 대항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연덕이 지역사회, 의과학계, 정부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갖게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선페스트 이론을 중심으로 서구 중심적 과

학주의를 구축해 온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은 새로운 폐페스트의 등장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이론에 기대는 모습을 

보였다. 페스트 방역대책은 각국에서 서로 다

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중국정부는 만

주방역을 위해 선페스트 이론에 기초한 일본

의 법령을 모방하였는데, 이는 의과학 지식의 

생산과 법제적 실천 사이에는 여전한 간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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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핵심어: 만주 페스트, 폐페스트, 오연덕, 제국의 도구, 과학과 정치

1. 머리말
1910~11년 만주방역은 중국에게는 주권의 보호 이외에도 의학과 공중보건을 근대화시

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당대에 이미 외국 언론 등에서 페스트가 오히려 중국을 

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견할 정도였다. 실제로 이전에는 생경하게 여겨졌던 사체 부

검과 화장 등이 만주방역을 계기로 중국사회에 제도화되었고, 北滿洲防疫局 등의 설치로 

방역행정이 상설화되었다.1) 또한 서양의학이 중국의 국가영역에서 중의학을 압도하기 시

작한 새로운 전환점이었다.2)

서구열강에게 만주방역은 동아시아에서 각국의 패권을 합리화하고 강화할 수 있는 중요

한 시점이었다. 방역을 위해서는 군대의 동원이 필수적이었고, 만주지역에서 군대의 이동

과 주둔을 합법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었다. 또한 제국주의 각국은 세균설에 입각한 방역이

론 및 외과술에 기초한 의과학적 성과에 기초하여 중의학과 민간의료 등에 의존했던 동아

시아인들의 일상과 공간을 재편해 나가고자 했다.

특히 콜레라와 페스트 같은 급성전염병 유행은 동아시아 각국뿐만 아니라 서구열강에게

도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 전염병에 관한 최신 의과학 지식은 식민지에서 패

권을 유지하고 효과적 방역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열강에게 최고의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3) 제국주의 열강이 최신 의과학 지식을 주도해 나가고 있었지만, 제국주의 각국 

사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종 전염병 이론과 치료법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1) Eli Chernin, “Richard Pearson Strong and the Manchurian Epidemic of Pneumonic Plague,

1910-1911,”The Journal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Allied Sciences 44-3, 1989, p. 318.

2) Seon Hsiang-lin Lei, "Sovereignty and the Microscope: Constituting Notifiable Disease and

Containing the Manchurian Plague," In Angela Leung and Charlotte Furth, eds., Health and

Hygiene in Chinese East Asia, Durham, NC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0.

3) 중국과 한국의 콜레라와 페스트에 관해서는 이미 적지 않은 연구가 있다. 기존 연구성과에 대해서

는 다음을 참고. 신규환, 日本占領期 콜레라 流行과 北京의 衛生行政(1937-1945) , 중국근현대사

연구 51, 2011 ; 신규환, 제1·2차 만주 폐페스트의 유행과 일제의 방역행정(1910-1921) , 의사학

 2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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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에 있던 질병 중의 하나가 페스트였다. 19세기말 세균학 연구를 주도했던 파

스퇴르연구소와 코흐연구소는 알렉산드르 예르생(Alexandre Yersin: 1863-1943)과 기타사

토 시바사부로(北里柴三郞: 1853-1931)를 각각 홍콩에 파견하였고, 예르생은 선페스트균의 

분리에 성공하였다.4) 1910~11년 만주지역에서 폐페스트가 유행하면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

생하였고, 기존의 이론과 조치로는 방역이 불가능해지자 제국주의 각국과 과학자들은 새로

운 의과학 지식의 생산에 적지 않은 관심을 표명했다. 만주 페스트에 관심을 보인 것은 서구 

열강들만은 아니었다. 만주에서 실권을 확대하고자 하였던 일본 역시 큰 관심을 보였다. 일

본으로서는 만주 페스트가 만주뿐만 아니라 조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했기 때문에, 페

스트방역의 성공여부가 식민지배와 제국의 팽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방역문제에 무관심했던 청조도 방역문제가 주권의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

하면서 페스트방역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청조는 서구열강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양 각국에

서 서양의학을 공부한 伍連德(1879-1960)을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

였다. 최신 의과학 지식은 서구 열강과 경쟁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지만, 중국 내의 방

역현장에도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방역법규는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 최신 이론을 집약한 것이었으므로 방역법규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페스트 이론과 

실제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분석방법이 된다. 최근 焦潤明과 崔學森 등이 방

역법규를 다룬 연구를 제출하였으나 아직은 법규내용 일부를 소개하는 등의 초보적인 연구

에 그치고 있다.5)

만주 페스트 유행에 관한 적지 않은 연구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열강의 침략

과 중국의 주권수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6) 이 과정에서 영국 캠브

4) Tohiu Ishigami(rev. by Shibasaburo Kitasato), Japanese Text-Book on Plague, Adelaide:

Vardon and Pritchard, 1905, pp. 6-8.

5) 焦潤明, 淸末東三省鼠疫災難及防疫措施硏究,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1 ; 崔學森, 宣統年

間京師臨時防疫局章程硏究 , 北京社會科學 2013-3期, 2013.

6) 중국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馬學博, 胡成, 焦潤明, 杜麗紅, 管書合 등의 연구가 있다. 馬學博, 萬國鼠

疫硏究會與東三省防疫事務總管理處的建立 , 醫學與哲學 27-7, 2006 ; 馬學博, 伍連德年譜新編 ,

黑龍江史志245, 2011 ; 胡成, 檢疫, 種族與租界政治: 1910年上海鼠疫病理發現後的華洋衝突 , 
近代史硏究 2007-4期 ; Cheng Hu, "Quarantine Sovereignty during the Pneumonic Plague in

Northeast China (November 1910–April 1911)", Frontiers of History in China 5-2, June 2010

; 焦潤明, 앞의 책, 2011 ; 杜麗紅, 淸季哈爾濱防疫領導權爭執之背景 ,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集

刊 第78期, 2012 ; 管書合, 1910-1911年東三省鼠疫之疫源問題 , 歷史檔案 2009年 3期 ; 管書合,

清末榮口地區鼠疫流行與遼寧近代防疫之濫觴 , 蘭臺世界 2009年 10期 ; 管書合·楊翠紅, 防疫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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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대학 출신 말레이시아 화교인 오연덕은 현미경과 세균설을 통해 중국사회에 서양의학

을 도입하고 주권을 지켜낸 영웅적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페스트 유행 초기 중국사회는 

방역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경험했으며, 처음부터 오연덕이 방역활동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상황은 아니었다. 오연덕이 방역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오연덕이 폐페스트 이론을 제시했을 당시 그는 30대 초반의 이름없는 의과학자였

을 뿐이었다. 그런 오연덕이 수구적 관료가 득실대는 조정에서 정치적,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만약 오연덕이 주장하는 폐페스트 이론에 근거한 방역법규가 제정되었다면,

중국의 페스트방역은 강력한 실천성을 담게 될 것이었다. 방역법규는 실제 방역행정을 실

행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구실을 하기 때문에, 방역법규에 어떤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는 

이론의 실천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만주방역과 서양의학도입사에서 오연덕의 극적인 성공스토리는 사실 오연덕 자신의 자

서전에 의존하는 면이 적지 않다. 어쩌면 폐페스트 이론의 확립과 서양식 검역과 격리 등의 

실천으로 만주방역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만주 페스트 유행 시기 선페스트 이론이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의과학

계에서 오연덕은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 아니었으며, 방역과정에서 서양식 방역조치를 중

是排華: 1911年俄國遠東地區大規模驅逐華僑事件硏究 , 華僑華人歷史硏究 第3期, 2011. 일본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飯島涉가 있다. 飯島涉, ペストと近代中國, 東京: 硏文出版, 2000. 구미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Carl F. Nathan과 William C. Summers 등의 연구가 있다. Carl F. Nathan,

Plague Prevention and Politics in Manchuria, 1910–1931 (Cambridge, Mass.: Harvard East

Asian Monographs, 1967) ; Mark Gamsa, "The Epidemic of Pneumonic Plague in Manchuria

1910-1911", Past and Present, no.190, Feb. 2006 ; David Luesink, "The History of Chinese

Medicine: Empires, Transnationalism and Medicine in China, 1908-1937", Iris Borowy, ed.,

Uneasy Encounters: The Politics of Medicine and Health in China 1900-1937, Berlin: Peter

Lang Verlag, 2009 ; Seon Hsiang-lin Lei, "Sovereignty and the Microscope: Constituting

Notifiable Disease and Containing the Manchurian Plague", In Angela Leung and Charlotte

Furth, eds., Health and Hygiene in Chinese East Asia, Duke University Press, 2010 ; William

C. Summers, The Great Manchurian Plague of 1910-1911: The Geopolitics of an Epidemic

Diseas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2.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윤재

와 신규환 등의 연구가 있다. 박윤재, 1910年代 初 日帝의 페스트 防疫活動과 朝鮮支配 , 河炫綱

敎授定年紀念論叢: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서울: 도서출판 혜안, 2000 ; Sihn Kyu-hwan,

"Unexpected Success: the Spread of Manchurian Plague and the Response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1910-1911," Korea Journal 49-2, 2009 ; 위신중, 주권, 방역, 권리: 만청시기 검역

제도의 도입수립과 권력관계 연구 , 영남학 제19호, 2011 ; 신규환, 앞의 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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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들이 저항없이 받아들였을 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말의 정치역학 구도상 지

방과 중앙의 갈등, 관료와 민간의 갈등, 서양의학과 중의학의 갈등 속에서 방역계에 혜성처

럼 등장한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이런 모든 장애들을 단시간 내에 극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연덕의 활동과 위상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서구열강의 페스트에 대한 대응과 새로운 의과학 지식에 대한 각국의 태도와 방역대

책의 차이점들을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고는 방역법규의 제정과정에서 오연덕의 

최신 이론이 중국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검토하여 새로운 의과학 지식의 성취와 법

제적 실천 사이의 거리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제국의 과학이 동아시아의 

정치적 역학구도에 끼친 영향,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 만주방역의 실체 등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제국주의 각국의 페스트 인식과 방역대책
1) 하얼빈의 공간구조와 중러갈등
1901년 러시아는 滿洲里에서 하얼빈을 거쳐 綏芬河에 이르는 東淸鐵道(중국명 中東鐵

道, Chinese Eastern Railway, CER)를 운행하기 시작했고, 1903년 7월에는 하얼빈에서 大

連과 旅順에 이르는 동청철도의 남만주지선(이른바 남만주철도)에 대한 운행을 시작하였

다.7) 이른바 T자형 동청철도의 전 노선이 완공되면서 하얼빈은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부상

하였다. 하얼빈은 도시건설 초기부터 러시아인들이 거주하는 道裡區와 중국인들이 거주하

는 道外區(또는 傅家甸)8)로 분리되어 있었고, 방역행정도 각자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다. 하

얼빈의 공간분할은 20세기 전반 반식민지하에서 중국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식민지성의 

전형적 양상이기도 했다. 하얼빈은 중국영토였지만, 동청철도의 부속지인 도리구는 철도보

호를 명분으로 식민지배가 관철되는 곳이었다. 동청철로를 관할했던 東淸鐵路管理局은 철

도 운영뿐만 아니라 도리구의 행정, 사법, 외교 등 각종 권한을 장악하고 있었다. 특히 방역

활동은 군사력이나 경찰력을 통한 공간통제를 핵심적인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도시공간

을 둘러싼 식민권력과 중국정부 사이의 갈등과 충돌은 언제라도 재현될 수 있었다.

청조는 1905년 하얼빈에 濱江關道를 설치하여 중국인 거주지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는데,

7) 이군호, 일본의 중국 및 만주침략과 남만주철도 , 평화연구 12-1, 2004, 154∼156쪽.

8) 1908년 1월 신임 濱江廳 同知 何厚琦는 傅家店을 傅家甸으로 개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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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7월에는 濱江廳을 설치하고 吉林省 관할 하에 두었다. 빈강청의 책임자는 同知라 

불렀는데, 朱啓經이 빈강청 초대 동지로 부임했다. 1909년 9월에는 濱江道를 吉林省西北路

兵備道라고 하였으며 책임자는 觀察이라 불렀다.9) 西北路兵備道 초대 관찰은 于駟興

(1878-?, 자는 振甫)이었다. 于駟興은 1909년 11월 黑龍江省 鐵路局交涉總辦에 임명되었

고, 1910년 8월에는 濱江關道 및 하얼빈 鐵路交涉局總辦 등으로 임명되어 사실상 하얼빈의 

행정 및 교섭 사무를 총괄하였다.

1910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첫 번째 페스트 사망자가 발생하자, 동청철로관리국은 도

리구의 방역행정을 주관하였고, 自治公議會에 실권을 주어 방역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러시아의 페스트 방역상황은 러시아 자본으로 발간된 遠東報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19세기 중반 이래로 러시아 과학자들은 트랜스바이칼과 북만주 일대의 페스트가 타바간이

라는 설치류가 옮기는 전염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 과학자들의 페스트 연구성과 

덕분에 러시아는 하프킨 백신(Dr. Haffkine’s vaccine)이라는 유명한 선페스트 백신을 생

산해 내기도 했다. 그러나 하프킨 백신은 만주 페스트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러

시아 과학자들은 페스트방역을 위해 쥐잡기를 비롯한 설치류 포획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호흡기 감염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검역과 격리를 페스트방역의 주요한 조치로 사

용하였다. 페스트 유행 초기인 1910년 11월에 원동보는 만주 페스트를 폐페스트로 인식

하고 있었다. 원동보에는 주로 肺瘟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10) “사람의 호흡을 

통해 미균이 폐에 들어가는 것을 肺瘟이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다.11) 물론 원동보에는 

鼠疫이라는 표현이나 捕鼠對策 등 선페스트 대책에 대한 언급도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아마도 페스트 유행 초기 페스트의 급속한 확산 때문에 러시아측에서는 선페스트가 폐페스

트로 전이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1910년 11월 8일과 10일, 동청철로관리국과 자치공의회는 하얼빈 각지에 방역소를 설립

하는 한편, 하얼빈을 8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지에 의사와 위생국 요원 등을 배치하여 검역

을 실시하였다. 각 구역마다 正醫生 1명, 副醫生 2명, 衛生局役 4명이 배치되었다.12) 러시

아 당국은 도리구의 방역뿐만 아니라 도외구에서도 방역행정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도리구

와 도외구가 통치구조상 격절되어 있긴 했지만, 러시아 당국은 도외구에서 페스트가 유행

하는 한 도리구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러시아 당국의 부가전 방역은 중국

9) 1913년 1월에는 吉林省西北路兵備道를 西北路道로 개칭하고 그 책임자를 觀察使라고 하였다. 1914

년 6월에는 西北路道를 濱江道로 개칭하고, 그 책임자를 道尹라고 칭하였다.

10) 緊要專件: 鐵路防疫情形 , 遠東報 1910. 11. 11.
11) 時評: 關於瘟疫之硏究 , 遠東報 1910. 11. 13.
12) 緊要專件: 鐵路防疫情形 , 遠東報 191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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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협조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중국정부 역시 부가전에 防疫衛生局을 조

직하는 등 방역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13) 러시아 당국도 부가전에서의 방역활동에 낙

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중러 간의 협력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11월 21일, 러시아 의사들은 부가전 방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부가전 당국이 

약품구매, 방역활동 등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으며, 중국측이 러시아 의사들에게 협

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14) 11월 25일, 부가전 내 작은 점포에서 페스트 사망자가 1명 

발생하였는데, 의사의 확진을 통해 페스트로 인한 사망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점포 내에서 

거주하던 중국인 20여명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하기도 했

다.15) 러시아 당국이 파견한 러시아 의사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반면 부

가전 당국은 러시아인의 개입을 부담스러워 했고, 중국인들 역시 러시아인의 검역에 비협

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가전 당국의 입장에서는 방역위생국, 방역회, 병원 등 방역조직이 갖추어짐에 따라 자신

들의 방역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했다. 병원 건립 이후 17명이 사망했다고 하나,

모두 만주리에서 발생한 환자였다.16) 결국 러시아당국은 중국측의 협조 없이 방역사무를 강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부가전에서 검역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

다.17) 러시아 의사 보더빌트 역시 더 이상 부가전 방역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18) 이로써 

1910년 12월 중순경부터는 중러 간의 방역사무에 관한 협력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부가전 당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거부한 배경에는 페스트가 잦아들고 있고, 러시아와의 

협력이 불필요한 내정 간섭을 낳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시 소강상태에 접

어들었던 페스트는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고, 러시아측에서는 계속해서 부가전 당국의 전통

적 방역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러시아측에서는 의사의 검역증이 없이는 부가전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19)

중국인들이 위생을 강구하지 않아 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중국인들이 전

통적 방역조치만을 고수하여 방역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은 언제든지 외부세력에게 

방역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남기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서구열강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

13) 本埠要聞: 傅家甸衛生局近聞 , 遠東報 1910. 11. 18.
14) Mark Gamsa, op. cit., 2006, pp. 150-151.

15) 本埠要聞: 傅家甸防疫之不易着手 , 遠東報 1910. 11. 26.
16) 本埠要聞: 傅家甸幷無瘟疫發生 , 遠東報 1910. 11. 29.
17) 傅家甸防疫之不易着手 , 遠東報 1910. 11. 25.
18) 本埠要聞: 卜大夫不干豫傅家甸防疫事 , 遠東報 1910. 12. 18.
19) 本埠要聞: 實行隔離之主義 , 遠東報 191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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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중국측도 소독, 격리, 예방접종 등 서양의학적 방식으로 방역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20)

12월말 중국측의 방역행정을 담당할 오연덕이 하얼빈에 도착했지만, 지역 언론은 이 새

로운 인물에 별다른 기대를 보이지 않았다. 영국에서 유학한 중국인 의사가 하얼빈에 도착

했다는 원동보의 보도는 1월 21일에서야 등장했다.21) 오연덕이 한 달여 가량 하얼빈에서 

활약했지만, 지역 언론은 특별히 그의 활동에 주목하지 않았던 듯하다. 1911년 1월은 페스

트 사망자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이며, 2월 이후 페스트 사망자가 급감하였다. 원동보는 

중국측의 새로운 방역책임자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

고, 러시아당국이 단지 도외구의 검역에 개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도리구를 격리시켜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하얼빈의 공간분할 이래로 중국정부는 오연덕을 통해 독자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페스트 사망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1911년 1월경에는 중러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었다. 그러나 1월 중순 이후 부가전의 방역문제를 둘러싸고 중러의 협조와 공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양의학을 매개로 방역에 대한 협력이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2) 일본의 페스트 인식과 방역대책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러시아의 조차지였던 關東州를 차지하였고, 조선까지도 식민지화

하는 수순을 밟았다. 관동주와 조선의 위생은 關東都督府, 滿鐵, 關東廳海務局, 朝鮮總督府 

등이 담당하였다. 각 방역당국은 페스트 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자적으로 페스트 조

사팀을 만주에 파견하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페스트 지식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인 기타사토의 언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러일전쟁 이후 남만주철도는 일본이 관할하였지만, 남만주지역 역시 페스트 유행으로부

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관동주가 페스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1910년 10

월 하순 만철대련의원(滿鐵大連醫院)의 아베 나카오(安倍仲雄: 1877-1942) 원장은 하얼

빈을 시찰하였다. 아베 원장의 시찰로 만철은 북만주에서 폐페스트가 유행하고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22) 만철부속지에서도 방역이 필요하게 되자, 관동도독부는 12월 상순 무

라타(村田昇淸)를 하얼빈에 파견하였다.

20) 時評: 傅家甸防疫不可再緩 , 遠東報 1911. 1. 5.
21) 本埠要聞: 留學英國醫士來哈 , 遠東報 1911. 1. 21.
22) 安部博士之防疫談 , 盛京時報 191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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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트 방역대책은 만철이 먼저 추진하였다. 만철은 예방을 위해 주의사항을 인쇄하여 

주민과 사원들에게 배포하였고, 쥐의 포획을 실시하고 격리병사를 설치하였다. 또, 大阪와 

兵庫 등지에서 의사를 임시로 초빙하기도 했다. 1910년 11월 25일부터 기차검역이 시작되

었는데, 때마침 이 때가 대두(大豆)의 수출기라서 정거장 검역을 실시하지 않고, 長春, 奉

天(沈陽), 瓦房店 등에 의사 2명씩을 파견하여 열차 위에서 車中檢疫을 실시하였다.

오연덕에 의하면, 1910년 12월말 하얼빈에서 오연덕과 만난 젊은 일본인 의사는 실험실

에 잡힌 쥐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는 만철이 파견한 의사였다. 오연덕이 만주지역

에서 유행하는 페스트는 폐페스트이고,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페스트의 전파

와 쥐는 무관하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았다. 심지어 폐페스트 사망자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었지만, 그는 폐페스트를 인정하지 않았고, 홀연히 사라졌다.23)

1910년 12월 31일 장춘 남방의 孟家屯과 范家屯 사이의 차중에서 폐페스트 환자가 발견

되었고, 1911년 1월 5일에는 大連에서 폐페스트 환자가 발견되었다. 대련에서 환자가 발생

한 이후로는 중국인 노동자의 기차 승차가 금지되고 정거장 검역이 본격화되었다. 철도 부

속지 및 관동주 조차지의 방역사무를 위해 대련에 임시방역사무소가 설치된 것이 1월 15일

이었다. 중일 간의 통일적인 방역을 위해 임시방역사무소는 폐지되었고, 1월 25일 奉天의 

東三省總督衙門에 臨時防疫部가 설치되었다. 임시방역부는 만주 폐페스트 상황이 일단락

되는 4월 20일에서야 해산되었다.24)

1911년 1월말, 關東軍 산하 旅順鎭守府 司令長官이 海軍大臣에게 보낸 보고서에 첨부된 

여순진수부 발행의 페스트예방심득(ペスト預防心得) 에 의하면, 당시 페스트를 선페스트,

피부페스트, 폐페스트 등으로 분류하면서 만주에서 유행한 페스트가 폐페스트라고 경고하

고 있다. 또, 폐페스트가 가래나 기침 등에 의해 공기로 전염될 수 있고, 환자의 의복이나 

물품 등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반면 같은 문서에 첨부된 豫防法 에서

는 페스트예방을 위해 쥐잡기를 중요한 방역대책으로 설정하고 있다.25)

1911년 2월 12일 일본정부는 만주 페스트의 현지시찰을 위해 기타사토 박사와 拓植局의 

에기 다스쿠(江木翼: 1873-1932) 부장을 파견하였다.26) 기타사토는 2월 17일 대련 남만주

철도주식회사에서 행한 연설에서, 페스트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해지며, 그 

23) Wu Lien-Teh, Plague Fighter: The Autobiography of a Modern Chinese Physician, Cambridge,

1959, p. 13.

24) 關東都督府臨時防疫部, 明治四十三四年 ペスト 流行誌, 大連: 關東都督府臨時防疫部, 1912,

1∼8쪽.

25) 신규환, 앞의 글, 2012, 456쪽.

26) 北里博士の渡滿 , 京城新報 191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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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피부를 통해서 전염되는 선페스트와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폐페스트가 있다고 

말하고, 현재 북만주에서 유행하고 있는 페스트는 폐페스트라고 주장하였다.27) 기타사토의 

연설과 현지시찰 보고 등을 통해 만주 페스트가 폐페스트라는 사실은 정설로 굳어졌다. 이

후 일본에서 파견된 대다수의 의사들 역시 폐페스트를 기정사실로 여기는 각종 학술보고서

를 쏟아냈다.

주목해야 할 것은 1911년 1월에서 4월까지 관동주에서 폐페스트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 관동도독부는 폐페스트 이론과 상관없이 쥐잡기운동을 매우 중요한 방역정책으로 간

주했다는 점이다.28) 그 중에서도 貔子窩, 晉蘭店, 金州 등 대련 인근에서 쥐잡기가 최대로 

행해졌는데, 이것은 쥐잡기를 통해 단순히 위생훈육을 실시한다는 것 이상으로 대련과 여

순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역활동을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었다. 그러나 쥐잡기를 

통해 검균실험을 한 결과 한 마리의 쥐에서도 페스트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북만주지역에서 페스트가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은 1910년 10월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알려졌다. 1910년 11월 경무총감부는 각도에 예방경계령을 발령하

여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곧바로 검역관련 법안이 마련되거나 방역

조치가 실행된 것은 아니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페스트 관련 법안이 제정되고 검역이 실시

된 것은 1911년 1월 중순이었다. 1월 14일 신의주 세관에서 페스트 검역이 시작되었다. 조

선총독부의 페스트방역을 위한 주요한 방역지침은 선박 및 기차검역 이외에 소독과 쥐잡기

였다.29) 특히 2월 8일부터는 쥐잡기를 고무하기 위해 매일 신문지상에 그 성과를 보도하였

으며,30) 2월 14일부터는 추첨을 통해 1원에서 30원까지 포상하였다.31)

1911년 1월 20일, 인천지역에 반포된 인천부의 포고문에는 쥐잡기 이외에, 피부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 폐페스트가 전염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32) 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한 전염

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역과 격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인천지역에서 격리소가 

완성된 것은 2월말이었다.33) 격리보다 쥐잡기는 페스트방역에서 여전히 중요한 정책이었

다.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각 호마다 2개 이상, 상점, 회사, 음식점 등에는 적어도 5개 이상 

27) ペストに關する北里醫學博士講話筆記 1911. 2. 17, 南滿洲ペスト一件, アジア歷史資料センタ,

海軍省-公文備考-M44-92-1270, 0250면.

28) 關東都督府臨時防疫部, 앞의 책, 1912, 203쪽.

29) 満州ニ於ケル ペスト」病勢及予防措置報告 , B-3, 11, 4, 84, 外務省外交史料館.

30) 買上捕鼠の用法 , 朝鮮新聞 1911. 2. 8.
31) 第一回捕鼠抽籤 , 朝鮮新聞 1911. 2. 14.
32) 仁川府庁諭告 , 朝鮮新聞 1911. 1. 20.
33) 初めて仁川の隔離－一名の婦人客 , 朝鮮新聞 191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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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잡기 도구를 놓도록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쥐잡기를 대대적으로 시행하며, 잡아온 쥐의 

수를 만 마리와 같이 일정한 단위로 나누어 추첨을 통해 상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또한 모

든 쥐에 페스트균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쥐잡기에 몰두할 것도 당부하였다.34)

당시 방역행정을 주도하던 사람은 후지타 츠키아키라(藤田嗣章: 1854-1941)와 야마네 

마사츠구(山根正次: 1858-1925)였다. 조선주차군 군의부장으로 활동하던 후지타 육군군의

감은 1910년 9월 대한의원 촉탁원장에 임명된데 이어, 1910년 10월에는 조선총독부의원 원

장으로 임명되었다. 야마네는 조선총독부의 위생고문으로 초빙되어 조선에 왔고, 조선총독

부 촉탁으로 근무하였다. 후지타는 식민당국이 운영하는 최고 병원의 책임자였고, 京城뿐

만 아니라 전국적인 범위에서도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 야마네는 방역행정의 총책임자이자 

임시방역위원장인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郞: 1864-1919) 警務總長의 고문이었다. 1911

년 3월에는 두 사람 모두 임시방역위원회의 방역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임시방역위원회에서 

서열상으로는 후지타(서열 2위)가 앞서 있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방역전문가이기도 한 

야마네(서열 6위)가 더 컸다고 생각된다.

야마네 마사츠구는 동경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나가사키의학교 교수로 활동하였으며,

사립일본의학교(현 일본의과대학)를 창립하기도 했다. 그는 1880년대 일본에서 유행한 콜

레라의 방역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법의학과 세균학을 전공한 일본의 대표적인 방역전문

가였다. 특히 일본 내에서는 경시청 검역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경찰의무행정 분야의 초석

을 놓은 인물로 여겨진다. 1902년에는 야마구치현(山口縣) 중의원 의원에 당선되기도 했

다. 1910년 5월 한국에 통감부 위생고문으로 파견되었고, 경무총감부 위생과 촉탁의로서 

근무하였다. 무단통치기의 방역사무는 경무총감부의 경무총장이 법적으로나 실제적인 책

임자였기 때문에, 경무총장의 의학자문을 담당하던 야마네는 한국 내의 방역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반면 후지타는 실질적으로 방역활동을 진두지휘하기 보다는 조선

총독부의원 부원장인 모리야스 렌키치(森安連吉)와 더불어 페스트 계몽활동에 주력하였다.

1911년 2월 페스트에 관해서 맨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후지타였다. 후지타가 만주에서 발

생한 페스트가 폐페스트였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역시도 페스트가 인간과 

쥐뿐만 아니라 페스트 환자의 물건 등 다양한 접촉경로를 통해서 전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지타는 폐페스트 방역에 쥐잡기가 반드시 필요한 대

책이라고 여기고 있었다.35)

이러한 인식에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세계적인 세균학자인 기타사토의 조선 방문이었다.

34) 京城の捕鼠買上高 , 朝鮮新聞 1911. 2. 4.
35) 藤田院長の講演(1): ペスト豫防心得 , 京城新報 191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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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2월 24일 밤 늦게 북만주 페스트 조사를 마친 기타사토가 신의주를 거쳐 경성에 들

어왔다. 기타사토는 선페스트균을 발견한 의학자로 페스트에는 선페스트와 폐페스트가 있

으며, 피부접촉과 호흡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으며, 그 원인균은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하였

다.36) 또 자신이 2만여 마리의 쥐를 검사했는데, 심지어 페스트 환자가 발견된 곳에서 잡힌 

쥐를 검경해본 결과, 한 마리도 원인균을 검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동물을 매개로 

병원균이 퍼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37)

기타사토의 이러한 주장은 식민당국의 페스트 방역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것으로 거

의 매일 쥐잡기 성과를 공포했던 시정부의 정책에 혼선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京城新報

와 朝鮮新聞 등은 쥐잡기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보도를 냈다. 조선신문은 기타사

토 역시 중국의 錫良 총독에게 쥐잡기를 권유했고, 이 때문에 동삼성 錫良 총독이 오사카에 

2만여 개의 포서기를 주문하기도 했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였다.38) 그러나 기타사토는 여

전히 만주 페스트는 쥐잡기를 통해서 박멸시킬 수 있는 질병이 아니며, 환자발견과 격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39)

기타사토는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방역관련 주요 인사들을 만나 만주 페스트 조사결과를 

전달하고 일본으로 귀국하였다. 기타사토의 보고는 방역정책의 전환에 결정적일 수 있었다.

2월 27일 오전 조선총독부는 방역회의를 개최하고, 방역대책을 재차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

는 후지타, 야마네, 모리야스 등이 참석하였다.

이 중에서 기타사토의 보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야마네 

마사츠구였다. 그는 이번 페스트가 폐페스트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쥐잡기

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다.40) 야마네는 일본의 역사적 경험 속

에서 폐페스트는 우선 선페스트에 감염된 이후 폐페스트로 전이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

서 그의 논리로는 폐페스트의 원천인 쥐잡기를 그만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41) 더욱이 

야마네는 만주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자신의 논리가 틀리지 않음을 확신했다.42) 야마

36) 北里柴三郞 講演, ペスト病に就て(一) , 朝鮮新聞 1911. 2. 25 ; 北里柴三郞 講演, ペスト病に就

て(二) , 朝鮮新聞 1911. 2. 26.
37) 車中の北里博士 , 朝鮮新聞 1911. 2. 26.
38) 捕鼠は不必要にあらず , 朝鮮新聞 1911. 2. 28.
39) 北里柴三郞 講演, ペスト病に就て(四) , 朝鮮新聞 1911. 3. 1.
40) 山根代議士談, ペストと行政 , 京城新報 1911. 3. 1.
41) 山根氏のペスト談(四)－於仁川民団 山根正次氏講話 , 朝鮮新聞 1911. 3. 7 ; ペストと手加減 , 朝

鮮新聞 1911. 3. 8 ; 山根氏のペスト談(七)－於仁川民団 山根正次氏講話 , 朝鮮新聞 1911. 3. 11.
42) North China Herald, 15 April 1911,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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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는 폐페스트가 어떻게 감염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선

페스트는 언제든지 폐페스트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었고, 쥐잡기는 단순히 식민지 주민들의 

위생훈육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검역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믿고 있었다. 1911년 1월 

신의주 세관에서 페스트 검역이 시작된 이래로, 조선에서 쥐잡기 중심의 페스트 방역대책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쥐잡기, 쥐매입, 포획자 포상 등 쥐잡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세균검사를 통해 페스트균을 발견한 사례는 전무하였다.43)

일본은 본국과 식민당국의 현지조사를 통해 1911년 1월말 경에는 만주 페스트가 폐페스

트일 가능성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월경에는 페스트에 관한한 세계적인 권위자

인 기타사토 일행이 직접조사와 보고 등을 통해 폐페스트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관동주와 조선의 식민당국은 격리와 검역 등 폐페스트 방역대책을 강화하지 

않았다. 아마도 방역실무자들은 선페스트 대책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격리 등 강력한 조치에 수반되는 각종 사회적 반발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민지 조선에서 폐페스트 방역조치가 본격화된 것은 1921년 제2차 만주 폐페스트의 유행 

이후였다.44)

3. 중국의 페스트 논쟁과 방역법규의 제정
1) 의과학계의 페스트 논쟁

1910년 12월 청정부 외무부는 당시 天津帝國陸軍軍醫學堂 副監督으로 있던 영국 캠브리

지대학 의학박사 출신인 오연덕을 방역 담당관으로 임명하였다. 1911년 1월 초 中央衛生會

가 설립되었고, 1월 26일에 吉林全省防疫總局, 1월 28일에 京師防疫局 등이 성립되었다.45)

1910년 12월 27일 오연덕은 하얼빈 傅家甸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 여성의 사체를 부검하여 

폐조직에서 페스트 감염을 확인하였다. 만주 페스트가 폐페스트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다.46) 곧이어 오연덕은 북경의 외무관료들에게 현재 하얼빈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페스트

43) 신규환, 앞의 글, 2012, 452∼458쪽.

44) 신규환, 앞의 글, 2012, 463∼470쪽.

45) 焦潤明, 앞의 책, 2011, 51∼59쪽.

46) Wong K. Chimin ＆ Wu Lien-teh, History of Chinese Medicine: Being a Chronicle of Medical

Happenings in China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Period, Shanghai: National Quara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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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흡기를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폐페스트라는 사실을 보고하고, 쥐잡기는 

당장 그만두고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7) 오연덕은 주변의 외국인 의

사들과 러시아,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외국 영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도 그

의 주장에 공감하거나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오연덕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던 

미국 영사 로저 그린(Roger S. Greene: 1881-1947)마저도 곧 漢口로 전보되었다.48)

북경당국은 津帝國陸軍軍醫學堂 監督인 프랑스 의사 제라드 메즈니(Gérald Mesny:

1869-1911)를 하얼빈에 보내는 것으로 오연덕의 보고에 응대하였다. 메즈니는 지난 2년 동

안 天津 인근 銅山에서 선페스트를 조사한 바 있었다. 메즈니는 하얼빈으로 가던 도중 奉天

에서 東三省 總督인 錫良(1853-1917)을 만나 오연덕을 대신하여 자신을 만주방역의 총책

임자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석량은 메즈니에게 우선 상황을 먼저 파악해보라며 그의 

제안을 완곡히 거절했다.49)

1911년 1월 2일, 하얼빈에 도착한 이후 메즈니는 오연덕을 만났다. 오연덕은 자신이 경

험한 폐페스트를 설명하고 호흡기 감염을 차단하고 폐페스트 환자들의 효과적인 격리방안

을 논의하고자 했다. 그러나 메즈니는 열 살 연하의 중국인 의사가 상관인 자신의 말을 들

으려 하지 않는 점을 불쾌하게 여겼다. 그는 자신이 銅山에서 겪은 선페스트의 경험에 비추

어 만주 페스트를 처리하고자 하였다. 오연덕은 자신이 의견이 메즈니와 대립하고 있으며,

자신의 일을 할 수 없다면 사임하겠다는 의견을 북경당국에 전했다. 북경당국은 이 일을 계

기로 오연덕의 재신임을 확인하였다.50)

오연덕과 메즈니의 대립 가운데, 1월 5일 메즈니는 블라디미르 하프킨(Vladimir Havkin

또는  Waldemar Haffkine: 1860-1930)이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격리병원을 방문했다. 메

즈니는 페스트환자들의 격리병동을 방문하면서 페스트가 쥐를 통해서 감염된다고 생각했

기 때문에, 흰 가운, 모자, 장갑 등을 착용했지만,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다. 3일 후, 메즈

니는 발열, 두통, 오한, 각혈 등 폐페스트의 전형적인 증상을 경험했고, 검진결과 페스트환

자로 확진되었다. 1월 11일, 메즈니는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페스트 격리병동을 방문한지 

6일만의 일이었다.51) 메즈니의 사체부검은 오연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오연덕의 부검결

과도 예상대로 폐페스트였다.52)

Service, 1932, p. 592.

47) Wu Lien-Teh, op. cit., 1959, pp. 11-12.

48) Wu Lien-Teh, ibid., 1959, p. 15.

49) Wu Lien-Teh, ibid., 1959, p. 18.

50) Wu Lien-Teh, ibid., 1959, pp. 19-20.

51) Wu Lien-Teh, ibid., 1959,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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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세계 세균학계와 중국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서양의과학자들이 

오연덕의 이론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899년 폴-루이 시몽(Paul-Louis Simond:

1858-1947)이 선페스트가 쥐벼룩에 의해 전염된다는 이론을 주창한 이래로, 1909년 인도 

봄베이에서 개최된 영국 페스트 위원회가 쥐벼룩설(rat-flea theory)을 공인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53) 그러나 메즈니 사망 사건 이후, 오연덕의 주장을 따르지 않던 의학자들조차 

안면의 절반 이상을 가릴 수 있는 대형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고, 도시의 거리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할 정도였다. 오연덕의 방역조치도 신망을 얻었고, 강제검역, 격리,

화장 등이 강화되었다. 1911년 1월 하순경에는 메즈니의 죽음이 지역사회에도 알려지기 시

작했다.54) 오연덕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도 1911년 2월 메즈니의 사망을 둘

러싼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였다.55) 메즈니의 죽음은 만주 페스트가 호흡기를 통해 빠

르게 전염될 수 있는 폐페스트라고 확신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적어도 서양인들은 만

주 페스트를 더 이상 선페스트로 간주하지 않았다.56)

오연덕이 국제적인 명성을 누리기 시작한 것은 1911년 4월 페스트 관련 국제회의를 통

해서였다. 동삼성총독 석량이 주최한 회의였지만, 회의를 실제로 주재한 것은 32세의 젊은 

오연덕이었다. 1911년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봉천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 페스트회의

에는 11개국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미국, 오스트리아-헝가리,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중국 등이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하였다. 참가자들은 타바간과 만주 폐페스트 유행과의 상관성에 적지 않은 무게를 두

고 있었지만, 타바간이 직접적으로 폐페스트의 원인이 된다고 확정하지는 못했다.57)

트랜스바이칼(바이칼 호수 동쪽)과 외몽고 초원에 서식하는 타바간(몽골리안 마멋)을 

통해서 페스트가 인간에게 전염된다는 이론은 1860년대 이래로 러시아 과학자들이 지지해 

온 이론이었으며, 우크라이나 출신 과학자인 자볼로트니(D. K. Zabolotnyi: 1866-1929)

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일본 대표인 기타사토와 프랑스 대표 브로케(C. Broquet)는 쥐

는 선페스트와 관련된 것이고, 타바간과 폐페스트의 관련성은 좀 더 논의해 보아야 한다고 

52) Wong K. Chimin and Wu lian-teh, op. cit., 1932, p. 592.

53) G. F. Petrie, "A Short Abstract of the Plague Commission's Work in Bombay with Regard to

the rat-flea theory,"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Tropical Medicine and Hygiene 2-2,

pp. 97-112, 1908-1909.

54) North China Herald, 20 January 1911.

55) “The Plague”, North China Herald, 17 February 1911.

56) North China Herald, 3 February 1911.

57) Richard P. Strong ed., Report of the International Plague Conference Held at Mukden, April,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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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반면 영국 대표 페트리(G. F. Petrie)는 만주 폐페스트 유행 초기에는 선페스트가 

유행하기도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영국 대표 그레이(G. Gray)는 만주 폐페스트 유

행시기에 선페스트는 유행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는 수십만 건의 

포획 쥐에 대한 세균조사에서 한 건의 감염사례도 발견하기 못했다고 보고되었다.

오연덕은 1911년 여름 만주리와 내몽고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타바간 사냥꾼들

이 병든 동물을 본 적이 없고, 동료들이 감염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는 

1913년 말 런던 국제회의에서 “타바간 사냥꾼이 페스트에 감염된 것은 타바간으로부터 감

염된 것이라고 결론내는 것은 쌀집 주인이 페스트에 감염된 것은 쌀로부터 감염된 것이라

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58)

오연덕은 1914~1917년 사이의 방역보고서를 모아 페스트방역에 관한 단행본을 1917년 

출간했는데, 타바간 사이에서 공기 전염으로 페스트가 발병하는지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했

다. 오연덕의 조사에 따르면, 접종에 의해 감염된 타바간에게서 전염된 타바간의 52.6%가 

4~6일 이내에 폐페스트로 전이되어 죽었다. 오연덕의 실험을 통해서 타바간 사이에서 호

흡기를 통해 폐페스트가 손쉽게 유행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아울러 폐페스트가 패혈성으

로 손쉽게 전이된다는 것도 밝혀졌다.59)

오연덕이 동북지역에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1911년 1월 메즈니의 죽음을 통해서였다.

오연덕의 이름은 1월말부터 지역신문에 등장하였다. 정부 내에서도 이름없는 방역관리에게 

막대한 권력을 위임하는 것에 논란이 일었다. 오연덕이 의학계나 정부 내에서나 나름의 입

지를 갖게 된 것은 1911년 4월 봉천방역회의를 통해서였다. 바꿔 말하면, 만주 페스트가 맹

위를 떨쳤던 1911년 1월과 2월 동안 오연덕은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방역활동을 전개해

야 했고, 그와 같은 오연덕의 한계는 방역법규의 제정과정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2) 방역법규의 제정과정
盛京時報 등 만주의 지역언론은 1910년 10월 페스트 보도 초기부터 만주 페스트가 폐

페스트일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성경시보에서 하얼빈의 폐페스트 유행에 대한 보도는 

1910년 10월 7일이 처음이었다.60) 대련의원의 아베 박사가 도착한 10월 9일, 만주리의 중

국인 감염자 100명 중 86명이 사망하였고, 러시아 감염자 3명 중 2명이 사망하였다.61) 10

58) Mark Gamsa, op. cit., 2006, pp. 173-174.

59) “Editorial: Marmots and Plague”, The China Medical Journal 32-2, March 1918, p. 150.

60) 肺卑斯杜疫猖獗彙誌 , 盛京時報 191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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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일, 남만주철도주식회사는 장춘에서 검역을 시행하고 있었고,62) 하얼빈에서는 검역과 

더불어 지역사회가 養病院을 설립하여 검역을 실시하는데 동의하였다.63) 성경시보는 당

시의 페스트를 모두 폐페스트(肺卑斯杜 혹은 肺卑斯脫)로 묘사하였다. 10월 19일, 성경시

보는 일본의사의 페스트예방법을 소개하였는데, 쥐나 고양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페스

트 환자의 의복이나 배설물 등으로 인해 전염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64) 10월 23일과 24

일, 중의인 丁福保는 성경시보에 페스트에 관한 원고를 기고하였는데, 홍콩에서 유행한 

페스트에서 알 수 있듯이, 페스트균이 쥐를 통해 확산되지만, 사람의 타액, 배설물, 의복 등

을 통해서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65)

10월 18일, 西北路兵備道 于駟興 觀察은 폐페스트(肺卑斯杜) 유행에 대비하여 러시아인,

濱江廳 巡警局 警務長, 自治會, 商務會, 三江閩粤會館 등과 상무회의에서 衛生辦法을 정하

고, 傅家甸의 임대가옥 수칸을 양병원으로 개설하고,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우선 빈강청

에 보고하고 양병원에 이송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66)

1910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페스트 첫 환자가 발견되자, 1910년 11월부터 1911년 8월

까지 청조는 만주 페스트에 대비하기 위해 60여 개 이상의 방역관련 법규를 쏟아냈다. 방역

조직, 인원, 역할, 경비, 소독방법, 시체처리, 청결활동, 예방접종, 검역제도, 병원, 처벌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었다.67) 만주방역 이후 독립적인 방역기구들이 등장하였고, 전국적으로 통

일된 방역법규도 등장하였다. 만주 페스트의 유행 이래로 처음 등장한 방역법규는 1910년 

11월 14일 하얼빈 警務公所가 반포한 18개조로 구성된 防疫章程 (이하 하얼빈방역장정)

이다.68)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이번 전염병은 하얼빈에서 시작되어 각급 도시로 퍼져나가고 있다. 각 예비검역

소에서 의사 1명, 순경 4명을 파견하여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 관리나 상인에 

61) 安倍博士之防疫談 , 盛京時報 1910. 10. 16.
62) 滿鐵公司擬在長春檢疫時疫 , 盛京時報 1910. 10. 18.
63) 傅家甸防疫之計劃 , 盛京時報 1910. 10. 18.
64) 百斯篤疫豫防說略 , 盛京時報 1910. 10. 19.
65) 丁福保, 論百斯篤(未完) , 盛京時報 1910. 10. 23 ; 丁福保, 論百斯篤(未完) , 盛京時報 1910.

10. 24.

66) 傅家甸防疫之計劃 , 盛京時報 1910. 10. 18.
67) 焦潤明, 앞의 책, 2011, 88∼89쪽.

68) 會議防疫章程 , 盛京時報 1910. 11. 14 ; 會議防疫章程(續) , 盛京時報 1910. 11. 15 ; 會議

防疫章程(續) , 盛京時報 191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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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조 검역소에서 1-2리 거리에 있는 곳에 養病院 10여칸을 준비하여 병자를 이송시킨

다.

제3조 감염환자가 이송되면 간수와 순경을 제외하고 모두 격리되어 출입을 엄금한다.

의사와 순경은 제4조에 의거하여 목욕을 행한다.

제4조 검역소와 養病所는 모두 열기를 통할 수 있게 하고, 일광을 투과시킨다. 간수, 의

사, 경찰 등의 의복은 昇沗水, 석탄산, 생석회 등으로 소독하고, 출입시에는 반드

시 손을 씻는다.

제5조 환자는 의복을 바꿔 입어야 하고, 음식은 검사소를 거쳐야 한다.

제6조 만약 병자가 나으면 7일간 경과해야 하고, 그 의복은 훈증 소독하고, 그 물건과 

식기 등은 생석회 등으로 소독한다.

제7조 만약 병자가 사망하면 그 사체와 의복은 생석회 등을 살포한 후 매장한다. 매장

시에는 깊이 판 후 관 위에 석회를 살포한다.

제8조 각 주호에 환자가 있으면 경찰서에 보고하고, 각기 나누어 격리할 수 있도록 준

비한다.

제9조 道裡 골목의 오물이 있는 곳은 응당히 각 주호가 청소부와 협의하여 매일 청소

하도록 명한다. 위반자는 처벌한다.

제10조 각 주호의 화장실은 매일 생석회를 뿌리면서 청소한다.

제11조 무릇 소와 양이 죽거나 식음료가 불결한 것은 모두 매장한다. 위반자는 처벌한

다.

제12조 검역소의 검역 위원 모두 전염병약을 준비하여 구급할 필요가 있다.

제13조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극장, 기원 등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곳은 일시 폐쇄하고,

아직 유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를 따르지 않는다.

제14조 만약 검사를 행해야 하는 자가 있으면 다시 명령을 내린다.

제15조 전염병으로 사망한 자는 모두 한 곳에 매장해야 하며, 집안에 존류해서는 안되

며, 다른 곳에 가매장(淺厝) 해서도 안된다. 위반자는 경찰을 파견하여 화장시킨

다.

제16조 전염병으로 사망한 자의 의복, 기구 등은 모두 매장하거나 불에 태워야 한다.

평소에 잘 입지 않은 의복이나 진귀한 의복은 삶은 후에 보관한다. 약수를 살포

한 후에 내다 파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제17조 전염병 사망자와 동거했던 사람은 일주일간 격리한 후에 돌려보낸다. 다른 곳

으로 이송되기를 바라는 자도 일주일 동안의 격리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전염병 사망자의 친척이 제사를 지내고 장례를 치르는 것을 금지한다.

부록: 매매의복장정 

제1조 의복판매자가 잡인의 의복을 구입하는 것을 금한다.

제2조 의복을 팔고자 하는 자는 경찰서에 가서 삶은 후에 경찰서의 인증을 받은 후에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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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방역장정 은 중국 최초의 페스트 방역법규로, 격리, 소독, 화장 등 비교적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주요한 내용은 경찰 검역, 7일간의 격리, 소독, 매장, 화장 등 검역과 

격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주로 구성되었다. 하얼빈방역장정 에서 흥미를 끄는 부분은 화장

과 의복매매에 관한 내용이다. 중국인들이 화장을 꺼리고, 대부분 매장을 선호하였기 때문

에, 중국정부가 화장을 강제하지는 않았다. 단, 매장 규정을 어긴 경우는 화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복을 통한 전염에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의복매매에 관한 법규까지

도 제정하였다.

한편, 하얼빈방역장정 이 반포된 그날, 1910년 11월 14일, 하얼빈시 道外 지역인 傅家甸

의 민간사회를 중심으로 濱江防疫會가 성립되었다. 빈강방역회는 실제로는 부가전의 행정

권을 가진 濱江廳이 주도하였는데, 빈강청 순경국 경무장, 자치회, 상무회, 삼강민월회관 등 

각계인사와 더불어 러시아 의사가 자문관으로 참여하였다. 빈강방역회는 페스트방역을 위

해 곧바로 방역판법 을 제정하였다. 방역판법 은 세 가지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첫째, 방

역사무소를 설립하여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둘째, 25칸의 가옥을 임대하여 養病院를 설립

하여 환자를 치료하며, 셋째, 위생의사를 각 구역에 파견하여 호구검역을 실시하고,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양병원에서 치료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빈강방역회가 방역조치로 강조한 

것은 청결이었고, 빈강방역회가 공포한 濱江廳防疫之示諭 (1910. 11. 17)에서는 “더러운 

옷을 입지 말고, 부패한 음식을 먹지 말며, 더러운 곳에 거주하지 말라”는 3가지 주안점을 

제시하였다.69) 빈강방역회가 제정한 방역판법 이나 방역시유 등에는 아직까지 전염병

의 정확한 근원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

시되지 않았다. 하얼빈시가 독자적으로 공포한 방역장정 과 비교하면 빈강방역회의 방역

조치는 매우 느슨한 것이었다. 빈강방역회의 방역조치가 느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양

식의 강력한 방역조치가 지역 상인과 신사들의 이해관계와 대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강방역회가 호구검역과 양병원에서의 치료와 격리를 일정 부분 수용

한 것도 사실이었다.

당시에는 페스트의 근원이 쥐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서대책이 가장 중요한 방역

대책이었다. 부가전의 방역을 자문했던 러시아 의사도 포서대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러시아 의사의 불만은 중국인들이 명확한 방역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었다. 격리병원의 화장실은 매우 더러웠고, 전염병환자와 일반 입원환자가 섞여 있었

다. 중국인들은 엄격한 검사와 격리 등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조치로 여겼으며, 러시아식 

방역조치가 주권을 위협하고 경제적 이익도 침해할 수 있다고 여겼다. 결국 부가전에서 러

69) 嬰, 濱江廳防疫章程書後 , 遠東報 19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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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의사들의 자문은 실패로 돌아가고, 1910년 11월말부터는 중국과 러시아가 독자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70)

하얼빈에서 남하한 페스트는 동북삼성의 정치중심지인 봉천에까지 확산되었다. 1910년 

12월에 들어서자 페스트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더 이상 방역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東三省總督 錫良(재임 1909. 5-1911. 9)은 경무국 명의로 20개조로 구성된 奉天防

疫規則 (1910. 12. 10)을 반포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71)

제1조 각 分區에서 호구조사[淸査戶口]에 능숙한 長警 100명을 검역경찰[搜疫巡警]로 

선발한다. 왼팔 상단에 4촌 넓이의 흰색완장에 搜疫이라는 두 글자를 검정색으

로 써서 두르고 각 구에서 호구검역[檢査戶口]을 실시한다.

제2조 검역시간은 오전 9시에서 11시까지, 오후 1시에서 12시까지로 한다. 만약 전염병

환자 및 유사전염병환자, 또는 보통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자 발생시 즉시 防疫

病院에 보고하고 병원에 보내 검사한다.

제3조 검역경찰[搜疫長警]은 규칙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양봉음위하거나 극단소요,

致干査究해서는 안된다.

제4조 검역경찰이 호구검역을 실시할 때 방역방법에 대해서 대중에게 상세히 알려 스

스로 지킬 수 있게 하고, 집안 정원과 내부를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청결

하지 않으면 청소를 명할 수 있고, 거주지 내의 음침한 곳에서 惡氣가 발생하면 

석탄산이나 석회 같은 약품을 구입하게 하여 스스로 살포하게 한다. 만약 빈궁

하면 스스로 갖출 수 없는 자는 관이 구매를 대행하여 살포하게 한다.

제5조 페스트 역병은 하얼빈에서 온 것이므로 만약 검역시 하얼빈에서 봉천에 온 여행

객과 휴대물품은 특별히 주의해서 조사한다.

제6조 전염지역에서 온 각종 의복과 기구 등은 엄격히 조사한 후 방역병원에 보고한다.

제7조 主戶 객방[棧房]에서 사망자가 발생시에는 질병 여하를 막론하고 의관의 검시

를 받지 않으면 매장할 수 없다.

제8조 전염병 사망자가 있는 각호는 문 위에 흑백으로 疫이라는 글자를 써서 외부인이 

쉽게 판별하여 그 가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전염을 막는다.

제9조 전염병 사망자가 사용한 의복, 기구, 이불, 식기 등은 그 가족으로 하여금 속히 

불태우게 한다. 단, 의사 소독을 거쳐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받을 수 있다. 의사의 진단과 소독을 거치지 않은 자는 타인

과 교통 왕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10조 전염병 사망인에 대한 보고가 의관의 검사와 소독을 거진 후에 가장은 속히 매

장지를 선택해 깊이 매장하고 석탄산 및 석회 같은 방독약품을 살포하여 전염병

70) 俄報之論防疫也如此 , 遠東報 1910. 11. 27 ; 豫防瘟疫之要 , 遠東報 1910. 11. 24.
71) 奉天防疫規則 , 盛京時報 191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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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산을 막는다.

제11조 전염병 사망자의 매장지역은 반드시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사방에 주민이 살지 

않고 교통편벽지구를 막아서도 안된다. 각구 경찰은 마땅히 주의해야 검사하고 

사찰해야 한다.

제12조 전염병 사망자의 가옥은 의관(醫官)을 경유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독하고 타인

의 거주를 금지해야 한다. 검역경찰은 마땅히 엄격하게 감시하고 기한이 도래하

지 않았으면 타인의 거주를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전염병이 심각하여 그 

문을 봉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3조 만약 페스트 전염환자가 방역병원에 보고한 것을 제외하고, 전염가옥의 좌우 

이웃주민에게 명하여 가옥내에 석탄산 혹은 연소유황을 뿌려 방역하게 한다.

제14조 행인에게 증상이 있거나 도로에 누워 있는 자는 신속히 방역병원에 보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각종 역독(疫毒)은 대부분 음침한 지역이나 냄새나는 오염물로 불결한 구역에

서 발생한다. 각 구 장경은 이들 지역에 대해 성실히 조사하고, 청결경찰[淸道長

警]은 빨리 청소해야 한다.

제16조 쥐는 전염의 매개이며, 현재 이미 쥐잡기에 대한 포상과 구매를 하고 있다. 각

구는 마땅히 포서기 2개(한 개는 활서기, 다른 한 개는 폐서기)를 설치하고 방

역병원에 보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전염병이 가장 성행하는 구역은 검역시간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박멸될 때까

지 엄격히 검역해야 한다.

제18조 음식점에 대해서는 치밀하고 정밀한 청결을 엄격히 명해야 한다.

제19조 객점, 숙소, 극장, 기원(妓院), 다관, 채소시장, 목욕탕 및 인구밀집지역에는 특

별히 청결을 명령하고 각종 소독을 실시하여 역독의 발생을 방지한다.

제20조 부패한 어류 및 육류와 폐사한 말고기, 소고기, 양고기, 닭, 오리 등은 엄격히 

검역을 실시한다.

하얼빈방역장정 과 비교해 볼 때, 봉천방역규칙 은 방역의 대상이 쥐를 숙주로 매개되

는 선페스트이며, 하얼빈에서 유입되었음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검역경찰을 제도화하여 검역

을 일상화하고, 쥐잡기, 소독, 청결 등을 강조함으로써 하얼빈방역장정 보다 체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봉천방역규칙 은 전염병 사망자의 화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무

엇보다 하얼빈방역장정 이 7일간의 격리기간을 명시했던 것에 비해 격리 자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요컨대, 하얼빈방역장정 이 서양식 방역조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것에 비

해 봉천방역규칙 은 중국사회가 꺼려했던 격리나 화장 등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봉천방역규칙 반포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 1910년 12월 17일, 봉천 경무국은 또다시 

18개조의 방역법 을 발표하였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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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무릇 음식, 의복, 가옥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체는 마땅히 항시 씻어

야 하고, 조금이라도 손상이 있을 때는 신속히 치료해야 한다.

제2조 주호의 실내 각처는 청소하여 청결히 하고, 오물이 쌓여 음습한 곳은 항시 석탄

산이나 석회로 병독을 제거해야 한다.

제3조 가옥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공기를 통하게 하고 햇빛을 끌어들여야 한다.

제4조 역병이 유행하거나 음습불결한 지역은 통행을 금한다.

제5조 전염병환자와 타인은 그 가족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왕래시에는 방역

약품을 휴대해야만 전염을 막을 수 있다.

제6조 전염병사망자 보고는 병원이 파견한 의관이 검험 소독한 후, 야외 공터에서 신

속히 깊이 매장하고 방독약품을 살포해야 한다.

제7조 전염병환자가 소유한 각종 오래된 의복, 침구, 식기 등은 일률적으로 소각하고 

실내는 철저히 소독하고 그 문호를 봉쇄해야 전염을 막을 수 있다.

제8조 질병 여하를 막론하고 사망으로 인한 각 호주는 방역의관(防疫醫官)에게 검시

를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전염병 환자의 의복 등을 운반한 자는 반드시 7일 이후 판매하거나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다.

제10조 여행객이 왕래하는 숙소 여관 등은 순경을 파견하여 검역을 실시하고, 점주는 

여행객의 목적지를 상세히 보고하여 만약 여행객이 조금이라도 병증이 있는 경

우에는 본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객잔, 여관, 기원, 다관, 회의장 및 음식점포 등은 특별히 청결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전염병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지점을 봉쇄한다.

제12조 쥐가 전염의 매개이며, 현재 죽은 쥐와 살아있는 쥐를 막론하고 현상금을 지불

한다. 순경 각 분구(分區) 및 분주소(分駐所)에서 쥐 한 마리당 同元 6杖을 지

급한다.

제13조 관서, 학교, 병원, 회사, 국소(局所), 공장 등은 마땅히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제14조 객잔, 여관, 음식점, 다관 및 주호 등은 불결한 물로 음식물을 조리해서는 안된

다.

제15조 변색되거나 맛이 변한 과일의 판매를 금한다. 만약 고의로 위반자가 있을 시에

는 즉시 내다 버린다.

제16조 가옥 부근이나 담벼락에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거나 오수를 버리는 것을 금한

다. 위반자는 주호를 벌한다.

제17조 도로나 구거에 짐승의 사체, 쓰레기, 오물 등을 버리는 것을 금한다.

제18조 본국은 各所에서 파견한 검역경찰로 하여금 도주한 가호를 검역하고, 모든 방

역을 명령에 의거 일률 준수한다. 만약 위반하면 위경죄(違警罪)로 논한다.

72) 奉天防疫規則 , 盛京時報 191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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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방역법 은 봉천방역규칙 과 마찬가지로 선페스트 방역대책으로서 쥐잡기를 중시

하였고, 소독, 청결, 검역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격리와 격리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하얼빈방역장정 과 비교하면 느슨한 방역규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법령으

로는 하얼빈과 봉천 등지에서 확산되는 페스트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는 없었다. 1910년 

10월부터 1911년 2월까지 흑룡강성, 길림성, 봉천성 등 동북삼성에서 최소 43,972명의 사망

자가 발생했는데, 주요한 방역법규 반포 이후인 1911년 1월과 2월의 사망자만 전체 사망자

의 59%(25,994명)에 이를 정도였다.73) 일련의 법령이 방역활동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직

접적인 지원효과를 내고 있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결국 제국주의 각국은 청조의 미온적인 방역대책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청

조의 처방은 오연덕을 하얼빈에 파견하여 페스트방역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었다. 1911년 

1월, 만주리에서 시작된 페스트는 북경에까지 진입하자, 북경 지역의 페스트 방역을 위한 

방역법규의 제정이 시급해졌다. 북경의 페스트 방역을 위해서 제정된 법규는 민정부가 작

성한 民政府擬定京師臨時防疫局章程 (1911. 1. 20, 이하 임시방역사무국장정)이었다. 이 

법안의 작성을 주도한 사람은 協纂憲法大臣인 汪榮寶(1878-1933)로 南洋公學堂 졸업 이후 

일본 早稻田大學과 慶應義塾大學을 유학한 인물이었다.74) 그는 만주리에서 시작된 페스트

가 하얼빈, 봉천 등을 거쳐 천진과 북경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고, 서둘러 방역법

규 마련에 착수했다. 1911년 1월 12일 북경에서도 페스트 환자가 발생하자, 民政部는 일본 

오사카의 18개조로 구성된 日本大坂臨時ペスト預防事務局官制 (1900. 12. 12)를 모방하

여 20개조로 구성된 방역법규 초안을 마련하였다.

민정부의 임시방역사무국장정 의 주요 내용은 법규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巡警廳

長을 책임자로 하는 민정부 소속 임시방역국의 조직 구성과 업무분장을 규정한 것이었다.

업무분장 규정 속에서 주요한 방역사무는 세균검사, 쥐잡기(捕鼠)사무, 건강진단 및 사체

검안, 소독, 접종 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75) 민정부의 페스트 방역법규는 일본의 것을 

모방하여 경찰행정 위주로 단속하는 방안이었고, 주요한 방역대책 역시 쥐잡기였음을 알 

수 있다. 민정부의 임시방역국장정 은 검역이나 격리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조직과 

담당업무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규정했을 뿐이다.

전국 규모의 근대적 방역법규는 페스트 방역을 위해 제정된 방역장정(防疫章程)

(1911. 4. 22)이 최초였다. 방역장정 은 동삼성총독 錫良이 1911년 3월 14일(宣統 3년 2월 

73) 關東都督府臨時防疫部, 앞의 책, 1912, 286∼287쪽.

74) 韓策·崔學森 整理, 汪榮寶日記, 北京: 中華書局, 2013.

75) 崔學森, 앞의 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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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주청하여 성립된 것으로, 민정부가 제정·공포하였다. 방역장정 은 전체 6장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직 페스트의 발견과 예방을 위한 법규였다.76)

방역장정 에 따르면, 페스트는 경사에서는 巡警總廳이 담당하고, 지방에서는 巡警道督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즉, 방역장정 역시 민정부의 임시방역사무국장정 과 마찬가지로 경

찰 주도로 페스트를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방역장정 은 임시방역사무국장정 과 달

리 페스트의 진단, 교통차단, 소독, 격리, 처벌 등을 규정하였다. 또,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재정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방역의 주도권을 둘러

싼 민감한 사안이었다. 재원을 지방정부에 두었다는 것은 방역의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음을 

명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방역의 주도권이 사실상 지방정부로 이관되는 효과도 있었다.

1910년 10월 페스트가 확산된 이래로, 1911년 2월경에도 관동군이 주둔했던 봉천 등지

에서는 쥐잡기 중심의 방역대책이 지속되었다.77) 흥미로운 점은 1911년 4월 전국규모로 

페스트 방역을 위한 방역장정 을 제정했을 때, 페스트의 호흡기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

치가 방역장정 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방역장정 은 제16조 제1항에서 페스

트의 주요 전염원으로 쥐를 지목하였고, 쥐잡기를 독려하였다. 또한 제17조 제4항은 쥐매입

을 위해 방역경비를 조성하도록 규정하였다.78) 페스트를 막기 위한 법령이 각 지방당국이 

수 십여 개의 법규를 반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쥐잡기를 중요한 방역대책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외무부를 중심으로 한 북경당국이 오연덕의 방역활동을 지지하고 있었지만, 오연덕 혼자

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료체계에 대적할 수는 없었다. 1910년 12월 20일, 外務部 右丞 施

肇基의 추천으로 오연덕이 하얼빈에 파견되었을 때, 오연덕은 外務部 소속 일개 醫官에 불

과했다. 12월 31일, 오연덕이 현장조사 결과와 사태수습방안을 외무부에 보고했을 때, 외무

부는 오연덕에게 전권을 부여하기 위해 防疫總醫官의 직함을 부여하였다. 외무부는 錫良 

東三省總督에게 오연덕에게 방역업무에 관련된 전권을 부여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은 의사

가 방역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는 서구열강의 요구에도 상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석량을 

비롯한 지방관들은 중앙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오연덕은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경찰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당시 경찰은 100명 정도로 방역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오연덕은 1911년 1월초부터 500명 정도의 병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외무부에 요청하였다. 錫良과 陳昭常(1868-1914)은 갑작스런 병

76) 焦潤明, 앞의 책, 2011, 153∼154쪽.

77) 曹晶晶, 1910-1911年的東北鼠疫及其控制 , 吉林大學 歷史學碩士論文, 2005, 30쪽.

78) 焦潤明, 앞의 책, 2011, 153∼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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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증강이 러시아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며, 오히려 전염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병력증강을 거부하였다.79)

錫良은 교섭업무를 중심으로 한 지방관의 역할과 방역업무를 중심으로 한 의관의 역할

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요청하였다. 1911년 1월 10일, 吉林巡撫 陳昭常은 하얼빈 防疫局

을 개설하였고, 濱江關道 겸 鐵路交涉局 總辦 于駟興을 總辦에, 錫良이 파견한 談兆梁을 坐

辦에 임명하였으며, 오연덕을 總醫官에 임명하였다.80) 이로써 錫良의 계획대로 중앙정부가 

파견한 의관과 교섭업무를 주관할 지방관의 역할이 조정되었다.

오연덕은 교섭권이나 군대이동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지 못했고, 지방관들로부터 방

역업무에 관해 견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대로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메즈

니의 죽음으로 오연덕의 입지가 강화되기는 하였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오연덕을 바

라보는 입장은 각기 달랐다. 중앙정부는 페스트 유행으로 인해 제국주의 각국으로부터 외

교적 간섭을 받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연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반면 석량을 

대표로 하는 지방정부는 지방관의 권한침해를 우려하여 오연덕의 경찰력 증원 요구를 거절

하는 등 방역책임자의 권한 확대를 경계하였다. 결국 오연덕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신

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다.

오연덕이 만주방역에서 명성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11년 2월 이후이고, 정부 내에서 입

지를 갖게 된 것도 만주방역이 사실상 완료된 1911년 4월 이후였다. 1911년 4월 學部로부

터 醫科進士 학위를 받았으며, 5월에는 군부로부터 陸軍軍醫協參領(소령급)의 지위를 얻었

다.81) 오연덕이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직위를 갖게 된 것은 1912년 9월 27일, 北洋政府 外

交部가 黑龍江省 都督府에 하얼빈, 滿洲里, 大黑河, 三姓, 拉哈蘇蘇 등 5개 거점에 防疫院을 

설립하고 하얼빈에 방역본부를 두게 하고 오연덕을 그 책임자인 總醫官로 임명하면서였다.

하얼빈 방역본부의 명칭은 처음엔 北滿防疫事務管理處로 했는데, 후에 東三省防疫事務總

管理處로 변경되었으며, 1932년까지 유지되었다.82)

79) 杜麗紅, 앞의 글, 2012, 117쪽.

80) 杜麗紅, 앞의 글, 2012, 108∼111쪽.

81) 政治官報 宣統 3年 4月 初七, 16∼17쪽.

82) 馬學博, 萬國鼠疫硏究會與東三省防疫事務總管理處的建立 , 醫學與哲學 27-7, 2006 ; 馬學博,

伍連德年譜新編 , 黑龍江史志 24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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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흔히 제국주의의 과학은 제국의 팽창과 식민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여겨진다.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세균설, 체질인류학, 우생학 등 의과학 지식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왔던 게 사실이다. 만주 페스트방역을 계기로 청조는 서양의학을 통해서 서구 열강과 경쟁

할 필요를 느꼈고, 근대국가를 건설하는 수단으로 서양의학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오연덕을 중심으로 한 폐페스트 이론의 확립과 만주방역의 실시는 반식민지 상태의 중국에

서 의과학 지식의 생산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연 중대한 사건이었다.

일본은 페스트균의 발견자이자 당대 최고의 세균학자인 기타사토를 파견하여 북만주에

서 폐페스트가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동주와 조선의 식민당국

은 쥐잡기와 같은 선페스트 방역대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들로서는 쥐잡기운

동이 점령지주민과 식민주민을 훈육하고 계도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고, 방역정책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대책으로는 방역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페스트의 유행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

은 폐페스트의 주요 감염원인 중국인 노동자의 주력이 관동주와 조선으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83) 일제의 폐페스트 방역대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된 것은 1920-21년 제2차 만

주 폐페스트의 유행 이후였다. 일제는 관동주와 조선에서 더 이상 쥐잡기와 같은 방역대책

에 주력하지 않았고, 호구검역, 교통차단, 검역 등과 같은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방역대

책을 전환하였다.84)

선페스트 이론을 중심으로 서구 중심적 과학주의를 구축해 온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은 

새로운 폐페스트의 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이론에 기대는 모습을 보였

다. 오연덕은 서구 과학주의를 상징하는 세균설과 현미경을 적극 활용하여 폐페스트의 전

염경로를 확인하고, 폐페스트 이론으로 만주 페스트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메

즈니의 사망 등으로 자신의 가설을 입증한 오연덕은 중국내에서 서양의학의 입지를 강화함

은 물론 제국주의가 선진 과학의 힘으로 만주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다. 그

런 점에서 제국주의의 확대시기에 서양의 의과학 지식은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지배를 강화

하는 수단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막아내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다.

반면 오연덕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새로운 의과학지식과 방역정책을 적

극적으로 지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눈치를 살폈고, 뒷북행정으로 

83) Sihn Kyu-hwan, op. cit., 2009.

84) 신규환, 앞의 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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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했다. 특히 1911년 4월 공포된 방역장정 은 이미 페스트 국제회의를 통해 만주 페스

트가 폐페스트임을 국제적으로 공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지난 일본의 법령을 모방하여 공

포되었다. 이러한 노력이 방역의 법제화에 일정정도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신 의과학 

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방역행정을 시의 적절하게 운용하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

지 못했다. 지방정부 역시 방역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힘겨루기를 했고, 결국은 

자신들의 뜻대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오연덕의 방역활동은 지방정부

의 정치적 견제와 제도적 제한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과 제국주의 각국의 의과학자들은 기존의 지식을 새로운 지식으로 급격하게 대체하

는 것을 꺼려했다. 이것은 자신들의 의과학 수준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자부심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지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된 지식을 구

축하고자 하였다. 각국 방역당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의과학 지식을 받아들였고, 그

것에 기초하여 실제 방역을 실행해 나갔다. 그러다보니 최신 의과학 지식에 기초한 법규의 

제정과 그를 통한 방역대책의 실행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만주 페스트 유행에 

대한 방역대책이 근본적인 전환점을 이룬 것은 1920-21년 제2차 만주 페스트 유행이후였

다. 제2차 만주 페스트 유행과 방역상황에 대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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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erial Science and Politics in East Asia:
The Debate about Pneumonic Plague and Anti-Plague Regulations 

during the Manchurian Plague (1910-1911)

Shin, Kyu-hwan*
85)

This paper examines the spread of the Manchurian plague and the response 

of the Chinese government, Western powers, and Japan. Imperial medicine had 

served the Western management of colonies in East Asia. Western powers had 

used the new knowledge of medical science as a tool for imperial expansion and 

colonial control.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Western powers did not agree 

with a new theory that the pneumonic plague was transmitted through respiratory 

infections, as discovered by Wu Liande (1879-1960), a Chinese plague fighter, and 

promoted by Kitasato Shibasaburo (1852-1931). Many officials still continued to 

believe the rat-flea theory, which held that the plague was transmitted through 

fleas from rodents, and they focused on reducing the rat population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plague.

Wu Liande confirmed the infectious course of the pneumonic plague, 

inventing a new mask and using germ theory, a microscope, and autopsies as 

symbols of Western scientific study. The death of Gérald Mesny proved and 

strengthened Wu Liande's argument, and the Chinese government could intercept 

Western powers' domination over Manchuria. In that sense, science in the age 

of imperialism was not only a tool of empire, but it also contributed to preventing 

imperialist expansion. Wu Liande wanted to execute powerful anti-plague 

measures in support of the Chinese government. However, the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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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s legislative support was limited. The Chinese government's 

prevention regulations imitated anti-bubonic plague rules enacted ten years 

previously in Japan. 

Prevention authorities preferred eclectic approaches due to the difficulty of 

establishing isolation hospitals and recruiting inspectors. It can be said that the 

prevention policy was an example of collaboration between science and politics. 

Ten years later, as the second pneumonic plague prevailed in Manchuria, 

preventive authorities could no longer justify rat catching activ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