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역사

제6장 일제강점기
제1절 제국주의 침략과 서천
제2절 일제강점기와 서천
제3절 서천의 민족운동

역사·문화유산 ● 제3편 역사

1. 열강의 침략과 일본 제국주의
조선왕조는 개국 후 명나라와 사대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1636년 병자호란(丙
子胡 ) 이후부터 청나라를 종주국으로 인정해 왔다. 그런데 1876년 강화도조약
으로 일본이 등장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청·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임오군란(壬
午軍 )과 갑신정변(甲申政變)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사이에 국내에서는 개화당
과 보수당이 대립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일본에 대한 민족적인 증오감과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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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에 걸친 청의 간섭에 대한 염증 등이 국민들로부터 나타나 청·일에 대항할
제3세력의 등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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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대에 한·러 통상조약은 러시아 공사 웨베르(Weber)의 활동으로 정부
고위층 세력을 부식시키는 데에도 큰 몫을 차지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청국과
일본의 대립, 특히 청국의 정치적 간섭과 일본의 경제적 침투에 대한 민족적 감
정의 악화로 러시아로 기우는 의지가 증가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정부의 친
러적 경향은 묄렌도르프(Mollendort)의 활약으로 더욱 강화되어 갔다. 그는 고종
(高宗)에게 청·일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3세력인 러시아의 힘을 필요로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이에 조선은 분쟁시에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한·러 비밀협정설이 나돌기도 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남하정책과 일본의 경제 진출에 불안을 느낀 청국은 이들 양
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대원군(大院君)을 석방시키고 조선의 반청 감정을 무마시
키려했다. 그리고 묄렌도르프를 파면하고 미국인 데니(Denny)를 외교 고문으로
추진하고 한·러 밀약설을 구실로 고종 폐위음모까지 계획하였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러시아의 남진은 청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영국에게 보다
큰 위협이 되었다. 유럽과 중동·중앙아시아 등지에서 러시아와 대립관계에 있

었던 영국은 극동지역에서 러시아 세력의 남하에 대항하기 위한 책략으로 고종
22년(1885)에 전라도 거문도를 점령하고 포대를 쌓아 헤밀톤(Hamilton)항이라
명명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영국의 태도에 대해 청국과 러시아의 항의가 빗발
치자 청국의 이홍장( 鴻章)의 중재로 러시아가 조선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약속
을 받은 후 영국은 1887년에 철수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위협 속에서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에 그 주도권의 도전을 받
은 일본은 1882년의 임오군란과 1884년의 갑신정변 등 연달은 패배로 그 세력이 위
축되었으나 경제적 지배권에 도전한 청국과 1894년에서 1895년에 걸친 청·일전쟁
을 승리함으로써 지위가 확보되었다. 이로써 청국은 조선에서 그 세력을 잃게 되었
으며,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은 강화되었으나 다시 러시아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러시아는 프랑스·독일과 연합하여 그 세력이 강해지면서 조선에 친러파 정부
가 수립되어 일본은 그 지위가 위축되었으나, 1895년 을미사변으로 러시아는 일본
에게 그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 후 일본은 을미개혁으로 조선의 내정을 개
혁하여 그 지위를 굳혔으나 1896년에 러시아에게 지배권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유럽 열강의 기회균등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미국·영국·프
랑스·독일 등의 침투가 조장되어 이른바 열강의 이권 각축장이 되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이 가장 심하여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1904년에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로 내
정을 간섭하기 시작하였으며, 다시 1904년에 의한 제1차 한일협정(韓日協定)에
의한 고문정치로 그 지배권을 장악하고 1905년의 을사조약으로 조선에서의 통치
권을 확립하였다.
따라서 1876년부터 1895년까지 20여 년은 청·일간의 각축에서 러시아와 영
국이 관여한 시기였으며, 1890년부터 1905년까지의 10년간은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기였고, 1905년 이후는 일본의 독점적 승리가 확립되어진 시기였다.

2. 통감부 정치하의 식민지화 정책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사실상 1905년부터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1904
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영국·미국 등과 가쓰라-태프트 밀약, 영·일
동맹 등의 군사동맹 체결과 함께 조선의 지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1905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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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일본의 승리로 끝남으로써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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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의 주권을 빼앗아 갔다. 그러나 일제는 의병전쟁과
같은 민족적 저항에 직면하여 조선을 바로 식민지화하지 못하고 보호국이라는
과도기적 단계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저항에 대처
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식민지화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을사조약에 따라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고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당함에 따
라 대한제국(大韓帝國)은 빈껍데기로 전락하였다. 특히 일제는 1907년 헤이그 밀
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침략 의도를 더
욱 노골화하였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침략에 반대하여 의병전쟁과 같은 거족적
인 민족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이미 기울어 가고 있었던 나라의 운명을 되돌리지
는 못하였다.
이 시기 일제가 추진했던 주요한 정책 중의 하나는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물리
력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제는 1907년^한국주차헌병(韓國駐
箚憲兵)에 관한 건_
을 제정하고,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을 단일화한 헌병경찰을 통
해 민족운동의 진압과 치안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일제는 조선사회를 식민지로 재편하기 위해 각종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화폐정리사업(1905~1909)’
과‘재정정리사업’
을 꼽을 수 있다. 화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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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업으로 조선 화폐를 없애고 일본 화폐만을 쓰도록 하여 조선의 경제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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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예속시키려 하였다. 또한 징세제도를 근대화한다는 구실 하에 1906년 호
구세, 1907년 토지세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더 많은 세금을 거두도록 하였
다. 이후 가옥세(家屋稅)·연초세(煙草稅)·주세(酒稅) 등 세금은 계속 늘어갔고,
결국 이들 세금은 일제의 조선 지배를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 이용되었다.
토지수탈은 이 시기 일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던 정책이었다. 일본은^황무
지개간에 관한 규정(1906)_
,^국유미간지 이용법(1907)_등 각종 악법을 만들어
황무지와 국유지를 개간한다는 명목으로 토지를 빼앗고, 1908년에는 왕실소유이
던 역둔토(驛屯土) 및 궁방전(宮房田)까지 약탈하였다. 약탈한 토지는 1908년 동
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또한 일제는 조선을 지배하는데 필요한 철도·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려 하였다. 1905년 경부선 공사를 마무리하고, 마산선·경의선을 잇달아
완공하였으며, 남포·군산·목포 등에는 항만시설을 마련한다. 또한‘신작로(新
作 )’
라는 이름의 도로를 주요 도시와 항구를 연결하여 건설하였다. 이러한 정
책은 일본에서 경부선과 경의선 등 철도를 통하여 대륙 침략의 통로를 확보하는
한편, 조선의 수탈한 물자를 일본으로 쉽게 가져가려는 목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