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유산 ● 제3편 역사

1. 일제의 식민지배정책
@@

1) 1910년대‘무단통치’
1910년 8월 29일 마침내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강제병합 후에 일
본은 1905년 조선에 설치하였던 통감부를 폐지하고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를 설
치하여 조선통치의 전권을 장악하였다. 1910년대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기본
정책은 강압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게 된다. 이는 일제가 의병전쟁과 같은 조선인들
의 거센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 일본의 조선에 대
조선총독부는 데라우치(寺內正毅) 총독 후 역대 총독들을 육·해군대장으로 임
명하고 헌병경찰제를 실시하였다. 총독부에는 5부와 6국을 두고 직속기관으로 중
추원(中樞院) 경무총감부 등이 있었으며, 무단정치의 중심 기구는 헌병경찰제도의
본거지인 경무총감부였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이후 표면적으로는 근대화를 앞당겼다고 선전하였
지만, 그 이면에는 언론·출판·결사의 자유 등 조선인들의 기본권을 완전히 부정
하였다. 1910년^집회 단속에 관한 건_
, 1911년^제1차 조선교육령_
,^사립학교규칙_
등이 대표적인 법령들이다.^집회단속에 관한 건_
은 친일단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단체의 해산과 출판물의 강제 폐간을 초래했다.^조선교육령_
과^사립학교규칙_
은
식민통치를 위한 근간이었다. 식민지 교육의 목적은‘충량(忠良)한 국민을 육성’
한
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화정책(同化政策)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요소였다.
그들은 언론 집회를 금지시키고 총독부에 비협조 반대하는 조선인은 불온 인물
로 검거 투옥하였다. 그래서 뜻있는 인사들은 만주·시베리아·미국·중국 등지로
망명하여 독립투쟁을 전개했으며 국내에서도 지하운동으로 일제에 항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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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치는 일반적으로‘무단통치(武斷統治)’
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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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제 당국은 민족운동에 대하여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다. 이미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전에 모든 무력 수단을 동원하여 의병전쟁을 진압하였던 일제는
1910년 12월‘안악사건’
, 1911년 1월‘데라우치총독 암살미수사건’등을 날조하여
수백 명에 달하는 민족운동가들을 체포 투옥하였다. 이후에도 일제의 민족운동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조선 민중들의 일제통치에 대한 저항
을 침묵시키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의 국권회복과 민족의 독립을 위한 투쟁은 국내·외
에서 계속되어, 한일 강제병합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이토오히로부미(伊藤博文)를 안
중근(安重根) 의사가 하얼빈 역에서 암살하는 등 저항 활동이 거세지자 무자비한 무
단정치의 만행도 극을 더해 갔다. 그들은 이러한 탄압과 병행해서 그들에게 아부하
는 친일관료나 원로들에게는 회유정책으로 권력 있는 지위와 은사공채를 주는 등
이중적인 식민정책을 행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안전을 꾀하려 하였다.
1910년대 일제의 통치정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토지조사사업’
이었다. 사
실 토지조사사업은 하나의 경제정책이었다기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일제의 식민통
치정책을 위한 기반 조성에 그 목적이 있었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8년 10개월
간에 걸쳐서 토지의 약탈을 위한 시책으로 착수했다. 일제는 우리나라의 토지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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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경계·소유가 불분명하고 모호한 약점을 이용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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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미명아래 토지수탈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1910년에 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1912년^토지조사령_
이 발포되면서 본격화된
이 사업은 토지 소유주가 일정한 기간 내에 주소·성명·소유지·면적 등을 기재
해서 토지조사국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2년분의 지세에 해당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의 목적을 일제는 정확
한 측량을 통해 지적을 작성하여 지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소유권을 보호하여 매
매·양도를 원활하게 하며, 토지의 개량 및 이용을 자유롭게 하여 토지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소유권을 확정하고, 근대
적인 등기제도를 실시하여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은 종래 조선의 전근대적인 토지소유 관계를 일제 자본의 토
지 점유에 적합한 토지소유 증명제도를 확립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토지 특히 국
유지를 총독부 소유로 귀속시키는데 있었다.
당시에 무지한 농민층은 복잡한 법령을 몰랐으며 더욱이 교통상의 불편과 토지
약탈의 우려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사업 결과 많은
토지가 신고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박탈당하여 국유지가 되고 총독부에

약탈되어 조선총독부는 조선 제일의 대지주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동양척식주
식회사나 일본인에게 불하하였는데, 이러한 일본인 지주의 증가는 식민통치의 첨
병 역할을 하였다.
일제가 조선을 값싼 쌀 공급지이자 공업원료 수탈지로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으
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국유지·역둔토 등 전 농토의 40%나 되는 토지가
조선총독부 소유로 넘어갔다. 동양척식회사의 경우 약 11만 정보(110만 ha)나 되는
농토를 소유하였는데 미곡 소작료만도 1년에 50만 석이나 되었다.
또한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사유권에 있어서 지주의 권리만을 인
정하고 그 외의 농민의 권리는 모두 배제시켰다. 이로써 일본 자본의 토지 점유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러·일전쟁 이후 조선에 침투하여 많은 양의 토지를 집적하고
있었던 일제 자본의 토지 점유를 합법화한 것이다. 결국 토지조사사업은 관습상 경
작권·개간권·도지권·입회권 등을 철저히 부정하여 조선 농민의 많은 토지가 국
유지로 강제 편입되거나 지주 소유지로 바뀌었다. 결국 토지조사사업은 식민지 지
주제의 발전과 농민층의 계층분화와 몰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조선의 토지 소유형태가 변화되어 1919년에는 자작겸 소작
이 39%, 소작이 38%의 큰 비중을 갖게 되었고 지주는 3%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러
한 현상으로 농민의 영세화가 촉진되어 농민은 거의가 소작농으로 전락되었다. 그
는 북간도나 만주로 망명의 길에 오르는 등 땅과 조국을 잃는 농민들이 많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제의 식민정책으로써 일본인을 한반도로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지주가 되고 조선 농민을 빈곤에 허덕이게 하며 영원히 집권하려는 야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토지에 대한 애착과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
나려는 농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그리하여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토지조사사업은 1914년 공포 시행된^지세령_
과 함께 기능하면서 일제의 식민통
치를 위한 조세 수입의 증가도 가져왔다. 지세령을 통해 일제는 세율을 40% 인상하
고 지세의 납부자를 지주로 확정하였는데, 이는 소작 농민과의 직접적 대립을 피하
고 지주층을 식민지 지배체제 내로 끌어들이는 작업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18년에는 지가주의에 따라 지세액을 산출하는 신지세령을 공포하여, 지세 징수액
은 1911년 624만여 원이었던 것이 1920년에는 1,115만여 원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일제는 아직 일본기업이 침투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조선인 기업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1910년^회사령_
을 공포하였다. 그 결과 총독의 명령 하나로 조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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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그 생활의 빈궁함은 더욱 심하여 화전민(火田民)이나 유민( 民)이 되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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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해산되거나 폐쇄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조선인 회사의 발전은 저지되거나
몰락하게 되었다. 회사의 설립을 조선총독의 허가 사항으로 규정한 회사령은 조선
의 공업화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는 조선인 자본의 육성을 억제하고
자 했던 당시 일제 식민지통치의 기본 방향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때문에 조
선총독부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조선은행의 경영 의도와
저촉되지 않는 극소수의 기업만이 활동 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일제는 철도·도로·통신의 정비에는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이는
조선을 대륙진출의 발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일본 군부와 그들의 영향 아래 있었
던 조선총독부 주체들의 식민통치 방향을 반영한 것이었다.
일제는 강제 병합 전부터 일본 자본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간산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병합 이전 경인선과 경부선을 완공하였으며, 그 이후 평원
선과 경원선을 건설하였다. 또 주요 간선도로를 정비하면서 부산·군산·인천·청
진 등 주요 항만도 수축 정비하였다. 1911년 조선총독부는^도로규칙_
을 제정하여
도로의 등급을 1등·2등·3등 및 등외 도로의 네 종류로 나누어 건설하였는데, 35
년간 건설한 신작로는 2만 5,500km로서 총투입 금액은 2억 1,000만 엔에 달했
다. 1917년 1년 동안에 1만 3천km 도로를 건설할 만큼 도로망에 신경을 썼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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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치적 지배망을 확대하고 군사목적과 치안유지를 위해서였다(당시 자동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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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114대에 불과). 아울러 자국 상품의 시장을 급속히 확대하고 조선의 식량과
원료를 효과적으로 반출해가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 도로공사에는 조선 민중을 부역으로 동원하였다. 부역은 국가에 의해 강제
되는 무상의 강제노동으로 도로와 하천공사, 사방사업, 수리사업, 주재소 신축공
사, 특히 도로 건설에 동원되었다. 이들 부역은 1911년 제정된 도로규칙에 의해 합
법적으로 운용되었다. 관계규정, 도로의 건설 및 수선에 관한 비용은 관계 마을의
부담으로 하였다. 또한 도로의 축조·유지·수선을 위해서는 관계 마을에 대하여
관행에 의해 부역 또는 현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따라서 부역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했으며, 도로나 철도 용지의 수용은 거
의 무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일제는 전국 13개 도를 그대로 두고 그 아래 부와 군을 그리고 말단 행정
단위로 읍·면·리를 두어 크게 세 단계로 나누었다. 1896년의 행정구역은 13도
7부 1목 134군이었는데, 그 후 1910년 개편에 의해 13도 11부 317군 4,388면으
로 바뀌었다. 1914년에는 지방행정구역이 통폐합되면서 13도 12부 220군 2,518
면으로 줄어들었다.

1914년 이루어진 행정구역의 통폐합과 명칭 변경은 지금 우리나라 행정구역과
지역명칭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이때의 행정개편은 식민통치정책의 하나로
다양한 유래가 있는 명칭들을 획일화하여 편의적으로 고치게 된다.

2) 3·1운동 이후의‘문화정치’
일제는 우리 민족이 전개한 3·1운동을 통해 무단통치의 한계를 체험하고 식민
지 통치의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였다. 이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전면
적인 개편과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 이미 1910년대 말 일본 내에 정당세력
이 전면에 대두하면서 식민지통치에 대한 정책 수정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3·1운동 이후 조선인의 저항세력이 강해지자 제3대 사이토(薺藤實) 총독은 이
전까지의 무단통치에서‘문화정치(文化政治)’
라는 회유정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 본질은 무단정치와 다름이 없었다.
3·1운동과 같은 전면적인 저항을 경험한 일제는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꾸고 종래 헌병대장이 관장하던 지방경찰기관을 도지사에 귀속시켜 지방자치행
정을 확대했다고 선전하였으나, 이는 일제의 교묘한 통치 술책에 불과하였다.
이른바 문화정치라 하여 조선어 신문의 발간을 허용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했다. 따라서 1920년대『조선일보』
와『동아일보』등이 창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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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민족의식이 고취되기 시작한 것은 큰 변화였다. 그리고 192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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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조선의 농촌에는 야학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농민도 상인도 배워
서 조국을 찾자는 운동은 전국에 파급되었으며 서천군에도 여러 곳에 야학이 설치
되었다. 일하면서 배우는 농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며 민족의식이 더욱 고취되어
깨어나는 국민으로서의 극치는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문화정치의 내용을 보면 일제의 기만적인 정책이 드러난다. 헌병경찰제
는 폐지되었지만, 경찰기구는 3배로 증가하고, 1부·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제도
를 확립하여 지방행정 말단까지 경찰망을 확립하게 된다. 특고형사·사복형사·밀
정들에 의한 감시도 강화되었다. 또한^치안유지법_
을 만들어 독립운동을 탄압하
고, 신문의 검열제도를 강화하였다.
동시에 민족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 친일파를 양성하고 허구적인 자치론을 유
포하여 이에 동조하는 조선인 유산층을 끌어 모았다. 교풍회·국민협회·대동동지
회 같은 친일 여론조직이나 대지주 계층과 예속 자본가들의 친일단체인 대정친목
회, 유생들의 친일단체인 유도진흥회, 어용단체인 조선인 소작회상조회 등이 우후
죽순처럼 만들어졌다.

또한 일제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엄청난 전시 초과 이윤을 벌어들이고 그 때문
에 발생한 1920년 경제공황의 모순을 식민지 조선으로 전가하면서 해결하려 하였
다. 1920년대 일제가 실시한 산미증식계획의 추진과 회사령의 철폐는 조선 경제의
발전보다는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과 식민지 자본주의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
이었다.
특히 산미증식계획은 1918년 일본에서 발생한‘미소동(米騷動)’
의 해결책으로
입안한 것이었다. 그들은 식량증산을 위해서 1920년부터 15년간 2억 3천여만 원
을 투자하고, 토지개량과 수리시설의 개선, 미곡 품종개량 및 농업방법의 개혁을
통해서 쌀의 생산을 900만 석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하였다. 1920년에는 생산량이
1,270만 석이었으나 1933년에는 1,630만 석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미곡을 1920년에는 155만 석을 1933년에는 870만 석을 군산과 목포를 통해서 일
본으로 반출해 갔다. 그래서 조선의 미곡은 막대한 부족량을 초래하였으며, 그 부
족을 만주산 조·수수·콩 등으로 해결하는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조선 농민은 쌀
을 재배하고도 쌀을 먹지 못하는 국민이 되었던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주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였고, 반면에 소작농에 대한 수
탈은 점점 강화되어 농민들을 빈궁으로 몰아넣게 되었다. 농민들은 늘어나는 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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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리조합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소작농으로 몰락해 갔고, 소작농은 5할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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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을 소작료에 지주의 몫인 각종 세금까지 떠맡아 걸인이나 유랑민으로 전락하
는 경우도 많았다. 1926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1%인 216만 명이 걸인이나 유랑
민으로 전락하였다.
일제의 침략적 식민정책은 또한 1930년에는 자작과 소작이 거의 80%에 이르게
하였다. 농토가 많은 서천군 내의 민심도 흉흉해졌으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세력도 강하였다.
1920년대 일제의 지방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일제는 1920년대 지
방제도 개정을 통해 부협의회·면협의회·도협의회, 그리고 학교협의회 등 자문
기관을 두어 이를 지방자치에 대한 훈련으로 선전하였다. 또한 재력이 풍부한 상
공업지로서 공공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된 지정면은 부협의회와 마
찬가지로 선거제였다. 그러나 나머지 2,500여 개의 보통면 협의회원은 모두 군
수가 임명했다. 도협의회의 경우 회원의 2/3를 부·면협의회원이 뽑은 인물들로
충원하였다. 결국 1920년대의 지방제도 개정을 통해 설치된 각종 협의회는 선전
을 위한 기능 이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며, 일본인과 조선인 재력가를 위
한 협의회로 전락하게 되었다.

3) 1930년대 이후 전시체제하의 수탈
일제는 1929년부터 밀어닥친 세계적 경제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대동아공영
(大東亞共榮)’
의 실현이라는 미명아래 침략전쟁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31년에
만주사변, 1933년의 국제연맹탈퇴,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도발하여 군국주의
적 야심을 본격적으로 표출하였으며, 1941년에는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제2
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것과 함께 전시경제체제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은 전시체제로 바뀌고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병
참기지로 전락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조선총독부는 조선을 전쟁
물자 및 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병참기지로 활용하게 되었다.
일제는 전시체제의 하나로 조선 민족의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 민족말살
정책을 실시하였다. 1931년 6월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우가키(宇垣一成)는‘내선융
화(內鮮融化)’
를 강조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1936년 미나미(南次 )는 신임총독으
로 부임하면서 군사력과 경찰력을 더욱 강화하여 전시지배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는
총독 부임 직후인 1936년 12월에^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_
을 공포하여 민족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였고, 1938년 5월에는^국가총동원법_
을 조선에도 적용
하여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하는데 활용하였다. 특히 조선총독
부는 민간단체인‘국민정신총동원연맹’
(1940년 10월에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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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통해 도연맹-부군연맹-면읍연맹-동정리연맹 등을 조직하여 각급 행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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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을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또한 관공서·학교·회사·은행·공장·상점·금융
조합 등에는 직장연맹을 조직하여 조선 곳곳에 이들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지방 연맹의 하부 기구로는 애국반(愛國班)을 두었는데, 10호를 기준으로 조직된 애
국반은 1942년 4월 26만여 애국반에 448만 명의 반원을 조직하였다.
국민연맹은 애국반을 기초 조직으로 하여 매일 조회 때 궁성요배와‘황국신민의
서사’
를 제창하게 하고, 매월 1일을 애국일로 정해 일장기 게양과 신사참배를 강요
하였다. 또한 정기 반상회를 통해 일장기 게양, 일본어 상용, 방공방첩, 애국저금
등을 강요하였으며, 일본정신 발양주간, 근로보국주간, 저축보국주간 등을 만들어
국민감정을 전쟁터로 몰아갔다.
한편 일제는 농촌에 노동강화, 근검절약, 농업경영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명목
으로 읍·면·경찰·학교뿐만 아니라 농회와 금융조합 등을 이용하여 농촌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1933년부터‘농촌진흥운동’
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었
지만, 1920년대 말 이후 심각한 농촌경제의 몰락은 빈농들의 불만과 저항을 야기
하였고, 식민지 체제의 위협적인 요인으로 대두하였다.

일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자작농지창설유지사업_
(1932),^조선소작조정령_
(1933),^조선농지령_
(1934) 등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농촌의 몰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3.5%의 지주가 전체 토지의 60%를 소유하고 높은 소작료
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헛된 구호에 불과한 것이다.
종래 반공업정책을 쓰던 일제가 1926년에 회사령을 신고제로 바꾸어 1926년에
수력전기회사와 흥남비료공장 등을 세워 일본 재벌의 침투를 가능케 하였다. 더구
나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화정책으로써 군수공업을 위한 경제시책에 착안하면
서 1930년대 초까지 대부분을 차지했던 식료품공업에서 1930년대 후반에 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화학공업은 금속무기를 위한 군수공업과 중공업으로 전환
하여 일본의 미쓰이(三井)·미쓰비시(三夢) 등 재벌의 침투를 가능케 하였다. 또한
청진과 겸이포(兼二浦)에 제철소가 등장하였으며, 광업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
여 장항제련소 같은 중공업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러므로 농업의 부진과 그들의
식량 정책에 따라 농업은 그 발전과정이 답보상태였으며, 이에 따라서 1931년에 14
만 명이었던 노동자가 1943년에는 73만 명으로 급증하기에 이른 것이다.
일제는 이 시기 식민지공업화 정책도 추진하였다. 이것은 조선을 대륙병참기지
로 만들어 군수산업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의 독점자본이 조선에 침투하는 것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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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1920년대 전반기 일제는 독점자본이 자유롭게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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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제도로 뒷받침하고, 값싼 전력의 확보를 위해 수력발
전의 개발에도 노력하였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식량의 강제공출이 시작되었다. 1930년대 일제의 농촌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전쟁수행에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공출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강제공출은 조선의 농촌을 살인적인 궁핍에 시달리
게 만들었다.^조선미곡배급보정령_
(1939),^임시미곡배급규칙_
(1940) 등에 의해
농가의 식량과 종자를 제외한 모든 쌀을 의무적으로 조선총독부에서 정한 일정한
가격에 갖다 바쳐야 했다. 나중에는 할당제, 부락책임 공출제를 실행하여 전체 생
산량의 40~60%를 빼앗아 갔다.
일제는 물자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동원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즉 내선일체(內鮮
一體)라는 구호아래 조선을 일본화하고 조선인을 제2차 대전의 제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국민총동원이란 명목으로 인적·물적
동원을 하였다.
^육군특별지원법령_
(1938. 2),^학도지원병_
(1943)을 통해 4,500여 명의 전문학
교와 대학생들을 연행하여 갔으며,^국민징용령_
(1939),^징병제_
(1942)를 통해 강

제노역과 총알받이로 전선에 내몰았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탄광·광산·토목공사
장·군수공장 등에 투입되었다. 특히 강제동원을 위해 일제는 지역 행정기관과 경
찰력 등을 총동원하여 강제 연행하였으며, 강제 연행된 조선인들은 살인적인 노동
조건과 학대에 시달려야 했다. 1939년 이후 일제가 강제 연행한 인원은 총 700만
명으로 조선 인구의 1/3에 해당된다. 특히 일본열도에 끌려간 120여만 명, 군속으
로 끌려간 30여만 명 등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1942년의 징병제 실시는 젊은이들을 전쟁 희생물로 죽음을 강요하였다. 뿐만 아
니라 일제는 강제로 식량을 공출하고 식기까지 포함한 금속기 징발 및 군사시설을 원
한다는 명분하에 산림의 벌채 등 강제적인 물적 징발에 혈안이 되었다.
이 시기 일제에 의해 저질러진 가장 큰 범죄는 조선 여성들을 군 위안부로 강제
연행한 것이다. 1944년^여자정신대근무령_
에 의해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을 강제 징집하였다. 간호병·공장 근로자로 동원한다고 하면서 20여만
명 이상의 조선인 여성들을 일본 군인의 성적 노리개로 군 관련 매춘굴에 넘기는 반
인륜적인 범죄였다. 조선 여성들은 졸지에 방방곡곡에서 강제로 끌려나와 인도·태
국·미얀마·인도네시아 등 태평양 일대와 중국으로 끌려갔다. 이들은 낮에는 탄약
운반, 취사요원, 세탁부, 간호부로 밤에는 위안부로 혹사당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이러한 그들의 강요에 반발하는 조선인을 억압 동화하는 정책이
제창하였고, 조선인을 일본의 백성이라는 강요로‘황국신민의 서사’
를 외우도록
하여 조선보다 일본의 조상이 위에 속한다는 반역사적인 추태로 총검정치의 부식
함을 드러내어 조선인의 민족성마저 말살하려 하였던 것이다. 또한 신사참배·정
오의 목도·국민복의 보급 등 철저하게 통제사회를 구성하였고, 우리 문화를 말살
하기 위하여 1938년에는^3차 교육령_
을 발표하고 학교 교과서에서 우리말을 삭제
하는 동시에 조선어 사용도 금지하였다.
그러나 일본보다도 앞선 우리 역사의 전통을 간직한 국민들은 비록 무단정치체
제의 총검은 두려웠으나 그 정신만은 뚜렷하여 일부 친일분자를 제외하고는 저항
의 길을 택했었다. 이에 일제는 거세지는 조선민족의 저항에 부딪치자 더욱 무단정
치를 강화하였으며 1940년에는^동아일보_
와^조선일보_
를 폐간시키고 한글로 된
문예지도 폐간시켰다.
이어 1942년에는 민족운동을 더욱 탄압하기 위하여 조선어학회사건을 일으켜
이윤재( 允宰)·최현배(崔鉉培) 등 한글학자마저 투옥시켰으며, 창씨개명이라 하
여 조선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쳐 조선인의 존재를 말살하고자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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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게 되자 조선인에게‘내선일체(內鮮一體)’
와‘일선동조론(日鮮同祖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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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해서 일제는 군벌정치를 강화해나가려 하였으나 조선인의 무단정치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2. 일제강점기의 서천
1) 서천의 사회·경제상황
일제강점기 서천지역의 사회·경제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조선국세조사보고
(朝鮮國勢調査報告)』
(조선총독부, 1930)와『조선의 취락(朝鮮の 聚 )』
(조선총독부,
1935)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역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충청남도 각 군별 현황
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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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연기
대전
논산
부여
서천
보령
청양
홍성
예산
서산
당진
아산
천안
계

인구
1925년
118,434
58,798
97,409
121,984
103,488
84,156
74,940
64,888
82,053
93,029
138,452
77,478
77,203
89,726
1,282,038

1930년
122,438
63,386
113,136
132,661
115,072
92,198
80,773
67,514
87,341
101,470
145,841
84,908
82,884
93,266
1,382,888

증가수

취업자수

동족촌락

유생수

4,004
4,558
15,727
10,677
11,584
8,042
5,833
2,626
5,288
8,441
7,389
7,430
5,681
3,540
100,850

51,012
23,783
46,935
55,064
51,285
53,145
30,526
37,956
33,572
38,192
52,062
33,776
33,360
35,436
561,144

61
27
52
54
50
64
54
32
26

249
292
300
635
400
301
517

67
36
38
45
642

194
272
673
922
615
732
6,210

※ 자료 : 조선총독부, 1930,d조선국세조사보고(朝鮮國勢調査報告)e도편 제3권 충남.
@@
조선총독부, 1935,d조선의 취락(朝鮮の 聚 )e후편.
@@
(취업자 수는 남녀의 수를 합친 것임)

위의 <표 1>에서 보면, 서천 지역 인구가 1925년 84,156명에서 92,198명으로 8
천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충남 전체 인구의 약 6.6%에 해당하고, 이
중 취업자 수는 53,145명이다. 또한 서천지역 동족촌락의 수는 64개로 서산 다음으
로 동족촌락의 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족촌락은 조선 후기 발달하다가 이후 쇠퇴하였는데,『조선의 취락(朝鮮の 聚

)』
(조선총독부, 1935, 456~457쪽)에 동족촌락 쇠퇴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고 있다. ① 반상제도의 붕괴, ② 철도 등 교통의 발달, 행정관청 회사 공장, 상점 등
의 발달로 인한 인구이동 및 도시화, ③ 상품화폐경제의 농촌 침투로 인한 동족 적
농촌 공동체의 파괴, ④ 농민층 분화로 인한 동족 간의 빈부 격차 증대, ⑤ 동족 내
생활 곤란자의 이농, ⑥ 사회 변화에 따른 동족 관념의 변화, ⑦ 종가의 몰락 등으로
인한 종족 내 위계질서의 해체, ⑧ 지방 행정기구의 재편 강화로 인한 자치적 질서
해체 등이다. 그런데 서천지역에 동족촌락이 많았다는 것은 동족촌락의 쇠퇴의 원
인에 따른 변화가 적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서천지역의 동족촌락은 남포 백씨·나주 나씨·평해 구씨, 한산지역은
교하 노씨·한산 이씨·나주 정씨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생수
도 301명으로 비교적 많은 수의 유생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는 서천지역이 근대사회로의 변화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다.
『내고장 서천 향토사연구』
(유승광, 1998, 38쪽)에 소개된 일제강점기 서천의 인
구 현황을 소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일제강점기 서천 인구 현황
인 구
일본인
746

세대수

합계

1927

14,338

82,455

1928

14,468

82,775

82,905

764

106

서천군세일반(1934년)

1929

14,780
15,089

84,448

80,583
83,448

41,337
853

39,246
146

서천군지(1929년)
서천군세일반(1934년)

1930

16,041

89,458

88,395

924

137

서천군세일반(1934년)

1931

16,297

90,252

89,163

1,122

67

서천군세일반(1934년)

1932

17,614

95,307

94,004

1,25

50

서천군세일반(1934년)

조선인
81,556

중국인
135

출전
서천군세일반(1934년)

여기에는 일제강점기 서천지역의 조선인 10대 지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두왕리 김영두, 솔리 추교영, 서울 김병팔, 군산 신석우, 구암리 박우석, 옥
구 조덕하, 서천 최만하, 서울 김용규, 서울 안도, 서천 김정규, 금산 김창열, 서
천 나석주, 남전리 나윤하·추병용·나종철·우민제, 공주 김윤환, 서천 김성
식·추화엽·김재남·우동제, 서울 김성두 순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
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토지의 소유 규모는 소개하지 않고 있어서 알 수 없다.
한편 사회·경제상황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것이 시장이다. 시장(市場)은 사람
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참여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인
적·물적·시간적·공간적 요소들이 한데 모여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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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제도가 시장이다. 따라서 장이 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하는데, 첫째, 영여 생산물을 소유하고 있는 둘 이상의 경제주체가 있어
야 한다. 둘째, 잉여 생산물을 서로 교환하려는 자발적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
사실을 교역 상대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셋째, 자발적 교환 의사가 원활하게 실
천될 수 있도록 교통·운반·통신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일제강점기 서천지역의 시장 상황을『서천군지』
(1929)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
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일제강점기 서천의 시장 상황(1929)
시장명

위치

개시

농산물

수산물

서천

서천 군사

2, 7

28,950

길산

서천 삼산

4

14,280

한산

한산 지현

1, 6

2,580

15

8,750

20

800

12,300

신장

마산 신장

3, 8

20,18

15,407

302,683

27,639

415,733

781,648

판교

판교 판교

5, 10

19,500

8,700

98,000

139,952

60,800

326,952

비인

비인 성내

3, 8

40

50

280

30

670

85,537

37,527

622,992

계

직물(모시)

축류

기타

계

7,350

210,998

7,350

15,800

270,448

5,870

2,280

850

23,280

174,961

494,282 1,42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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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에 물동량이 가장 많은 시장은 마산 신
장이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던 신장은 서천군 내에서 가장 거래량과 거
래액이 많은 곳이었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신장장은 광복 후 폐쇄되고
오늘날은 쓸쓸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서천지역의 학교 설립현황을 살펴보겠다.
1910년 강제로 통치권을 빼앗은 일제는 1911년 8월 23일‘제1차 조선교육령’
을 공포하여 보통학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되 지방 실정에 따라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 이내로 규정하였다. 제1차 조
선교육령은 무력으로 조선인의 민족정신을 꺾어 일본의 신민(臣民)으로서 필요
한 교육만을 강조하고 저급한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만을 육성하는 것으
로 철저한 민족차별에 의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다음의 <표 4>에서 보듯이 한산·서천·비인에 1개교씩 공립보통
학교가 설립되었다. 서천보다 한산지역이 1년 앞서 설립된 것은 이미 1910년 이
전 한산지역에서 기독교 학교 및 사립학교가 득세하자 이를 폐쇄하기 위하여 의
도적으로 먼저 학교를 설립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지역 유지들의 교육열에 의
하여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1922년 2월에‘제2차 조선교육령’
이 공포되었다. 종래 4년제 보통학교
를 6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동시에 2년 과정의 고등과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종래
의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하여 5년으로 했으며, 여자고등보통학교
는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다. 이러한 제2차 조선교육령은 민족말살을 위한
동화교육(同化敎育)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1938년 3월 3일에‘제3차 조선교육령’
, 1943년 3월‘제4차 조선교육
령’
이 각각 개정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서 1938년 종래의 보통학교를 심상소학
교로 고쳐 부르게 되었고, 1941년‘소학교령’
을‘국민학교령’
으로 개정함에 따라
1941년 4월 1일부터 국민학교로 부르게 되었다. 국민학교는 이때부터 광복 후 최
근 1997년 2월 28일까지 사용되다가 현재의 초등학교로 바뀌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일제강점기 서천지역의 학교 설립현황은 보통학교 및 심상소학교 16
개, 간이학교 3개를 포함하여 19개의 초등교육기관이 있었다. 또한 장항농업전수학
교(현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가 1940년 중등과정의 교육기관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표 4> 일제강점기 서천지역 학교설립 현황
설립년월일

설립별

초등

공립

한산보통학교

학교명

1912.

〃

〃

서천보통학교

1913.

〃

〃

비인보통학교

1920. 3.28

〃

〃

판교보통학교

1922. 3.31

〃

〃

시초보통학교

1922.11.10

〃

〃

화양보통학교

1923.11.30

〃

〃

서남보통학교

1925. 9. 1

〃

〃

마산보통학교

1926. 4. 1

〃

〃

마동보통학교

1933. 5.17

〃

〃

기산보통학교

1934. 3.26

〃

〃

연봉간이학교

1935. 4.30

〃

〃

남성간이학교

1936. 3.25

〃

〃

서면보통학교

1936. 5.23

〃

〃

종천보통학교

1036. 6. 3

〃

〃

문산보통학교

1937. 5. 7

〃

〃

장항성봉보통학교

1938. 8.30

〃

〃

기산심상소학교, 이사간학교

1940. 5.27

중등

〃

장항농업전수학교

1943. 4. 1

초등

〃

비인국교 성산분교장

1943. 5.10

〃

〃

장항옥남국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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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1911.

서천의 주요 면마다 1개씩의 보통학교가 설립되어 해당 지역의 근대 초등교육을
담당하였으나, 서천의 교육발전을 위한 중등교육기관의 부재는 오늘날 서천의 낙후
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우수 학생들이 공주·대전·
서울·군산 등으로 진학하여 서천을 떠나게 되었으며, 경제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
학을 포기한 학생들도 다수가 있었다. 이에 서천의 인재육성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을 향상시키지 못함으로 일제강점기 저항운동이나 민족의식이 표출되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 내 유지들에 의해 사립학교의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일제강
점기 서천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광복 후 사립학교의 증가에 비하여 일제강점기
에 뜻있는 인사들의 학교설립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지역의 교육문제
와 민족교육에 대한 열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서천의 경제적 능력
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당시 서천은 수리조합의 설립으로 일본인 대지주
와 조선인 지주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많은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었
지만 다른 지방과 비교할 때 대지주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활동의 지원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1면 1개교 보통학교 설립 원칙이 있다 하지만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
들을 위한 야학활동이 전개 되었다. 야학에 관한 공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일
274

제강점기에 신문에 게재되었던 내용들을 참고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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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제강점기 서천지역 야학 현황
야학명

설립일

설립자

교사

출@전

삼산 노동야학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조선일보
1926. 4. 5.

길산 노동야학

1926

오석환

오석환 외 5명

동아일보
1931. 4. 5.

한산 송산야학

1927. 10

박재기

박우인, 박신배,김병하

중외일보
1927. 12. 7.

삼산 야학

1933

장영근

장영근

조선중앙일보
1935. 9. 10.

길산노동야학은 1926년(대정 15)에 오석환(吳錫煥)의 열성으로 설립되어 운영
되었다.『중외일보』
(1928. 6. 3.)에 노동야학 춘기 대운동회 소식을 전하고 있으
며, 유지들에게 후원을 받아 경비에 충당하며 2년간을 유지하다가 1928년에 오
석환이 야학의 경영권을 길산 노동조합에서 인수하여 수십 명의 노동자를 모아

서 오석환 외 5명의 교사가 순번으로 교육을 담당하였다.
한산 송산야학은 박재기가 경성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토지 110평을 저당하고
400원을 빌어 야학관을 건립하여 1927년 10월 낙성식을 하였다. 재학생은 남자 60
명, 여자 18명이었고, 교원은 박재기·박우인·김병하·박신배 등이었다고 한다.
삼산 노동야학과 관련해서는『조선일보』
(1926. 4. 5)에 여자부를 증설했다고
간단히 소개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 한편 장영근이 무산 아
동을 위해 1933년 8월 1개월간 하기 학교를 개최하여 60여 명의 학생을 가르쳤
고, 이에 이병규의 계속적인 지원으로 유지되었다는 내용도 보인다.
길산 노동야학, 삼산야학, 한산 송산야학은 오석환·장연근·이병규·박재기
등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여기서는 한글교육을 실시하였던 바 농촌계몽활동이며
동시에 민족교육의 한 부분으로 보아도 되겠다.

2) 식민지 수탈체제
일제강점기 동안은 숨통이 막히고 신체의 자유조차 잃은 암흑기였다. 일제는
착취하는 방법으로 농민의 농토를 빼앗고 무지한 농민들로 하여금 땅을 잃게 하
였으며, 그들은 조선에 침투하여 상권과 농업권 마저도 장악하였다. 서천군의 각
면에도 일본인들이 정착하면서 많은 토지를 획득하고 지주가 되어 우리 농민들
시일 내에 기업화하여 상권마저 쥐게 되었다.
1910년부터 1920년대에 걸쳐 농토를 잃고 만주 간도로 농토를 찾아간 농민이
부지기수였으며, 또는 농토를 버리고 노동으로 생계를 위지하기 위하여 일본 등
지로 떠나는 농민들도 많았다. 일제는 그들의 신을 받들기 위하여 서천군에도 각
면마다 신사(神社)를 만들어 놓고 조선인에게 참배를 강요하기도 하였다. 성리학
의 고장인 서천에서는 향교(鄕校)를 비롯한 각 사우에서 우리의 조상을 모시는
제향이 베풀어졌고 단군(檀君)을 모시는 제향도 있었으나 일제는 이와 같은 고유
한 전통도 말살시키려 하였다. 일제는 그들의 명절 날에는 동쪽을 향해서 예를
올리도록 강요하였으며, 일본 천황의 궁전이 있는 동쪽방향을 신성시하게 하였
다. 그러나 서천군의 유림(儒林)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은 끝까지 이를 반대하였으
며 우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희생을 하였다.
조선을 식민지로 한 일본은 전쟁을 일으키고는 국민총동원이란 명목으로 더욱
지역민들을 핍박하였다. 그동안 그들이 본국으로 수송해가는 미곡의 산미증산사
업을 더욱 장려하기 위하여 각 농가마다 공출미의 증수가 늘어났으며, 전쟁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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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혹사한 땀의 대가로 영화를 누렸으며 거리에는 일본인의 상점이 등장하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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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광공업 분야에도 긴급령을 내려 총동원 계획에 따른 증산운동에 들어갔다.
일제는 금강하구에 장항제련소를 시설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금괴를 일본으
로 수송하여 전쟁준비에 따른 자본으로 활용하였으며, 나무가 우거진 산에서는
벌채를 하여 그들의 전쟁비용에 충당했다. 이에 다시 인적·물적 동원이 불가피
해짐에 따라 서천군에도 근로보국대·학병·징용 등 명목으로 청년 장년들이 끌
려갔다. 학병에 끌러가는 젊은 학생들은 중일전선으로 끌려가서 전선에 투입되
었으며 장년들은 공장이나 광산으로 끌려갔다.
징용에 끌려간 장정들은 멀리 사할린의 탄광을 비롯하여 구주(九州)의 탄광
과 만주 안산(鞍山)제강소에 끌려가서 모진 육체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다. 현재
까지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할린을 비롯한 만주에 징용됐던 조선인도 수
만 명이 넘는다.
일제는 이와 같은 잔인한 식민정책에도 아랑곳없이 더욱 인적·물적자원이 궁
핍해지자 1942년에는 징병제(徵兵制)를 실시하여 조선 청년들에게 수많은 희생
을 강요하였다. 서천군에서도 서울을 비롯하여 일본 등지에서 고등교육을 받던
전문학교 학생들을 필두로 젊은 청년들이 모두 징집되었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
서 징집된 청년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터인 멀리 북쪽으로는 아류샨열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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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는 남쪽의 열대지방에 투입되어 전쟁의 희생물이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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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중에서 일본 군영을 탈출하여 연합군인 미·영·중국진영으로 귀순한 학병
청년들도 약간 있었으나 대부분의 징병에 따른 군입대자는 전쟁의 희생자로 다
시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세는 연합군이 유리한 국면으로 돌아가면서 일제는 서천군
일원에서도 식량을 공출케 하는 동시에 비행기 헌납금으로 돈을 강제로 징수하는가
하면 금속기의 공출 등으로 가재용품인 식기까지 강탈당하였다. 그 외에도 군사시
설에 강제로 동원되는 등 국내에서도 조선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였다.
이와 병행해서 일제는 우리민족을 말살하려는 시책으로 내선일체(內鮮一體)와
일선동조론(日鮮同祖 )을 강요하였다. 이를 위해서 일제는 조선인의 성씨와 이
름을 일본인처럼 고치게 하였고,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반
대를 하다가 체포되고 투옥되기도 하였다. 결국 일제의 만행으로 성씨와 이름을
개명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학할 것을 거부당했고, 기성층은 일제로
부터 불순한 인물로 지목되어 신변에 위협을 받았으므로 성씨와 이름을 개명하
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제의 만행은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가혹해져 갔다. 대동아공영권의

리더임을 스스로 자부하며 제2차 세계대전까지 몰고 간 일제는 1944년 후반기부
터 패색이 짙었으며 그들의 군벌주의는 차츰 무너져가기 시작했다. 한반도의 하
늘에 연합군의 항공기가 비행해오기 시작하였고, 해상수송을 하는 일제의 수송
선이 자주 폭격을 당하여 서천에도 폭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천군 서면 마량진 앞에서는 주유선인 수송선의 폭격으로 바다에 기름이 떴
으며, 장항제련소 앞바다에 드나드는 수송선은 항시 연합군 항공기의 폭격을 면
할 수가 없었다. 군산에서 미곡을 수송하는 수송선은 밤에 미곡을 적재하고 군산
항을 출발하여 일본으로 향했으나 목포를 지나지 못하고 모두 폭파되었다. 연합
군의 폭격이 심해지면서 일제는 한국에서 최후의 일선으로 승리로 이끌어간다는
망상 끝에 한국에서 초토작전에 들어갔다. 즉 연합군이 상륙하면 해안선에서 저
지하여야 한다며 해안선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해안선을 따라 파는 구덩이
에는 그 지역의 부역이 따랐다. 식량은 공출당하고 먹을 것도 없이 허덕이는 농
민들에게 구덩이를 파게하여 육체적 노동까지 강요했던 것이다.
각 학교에서는 전시체제에 돌입한다 해서 학교수업보다 동원에 따른 작업에
모든 시간을 주입했다. 학생들은 송충이 제거작업에 동원되었고 송탄유(松炭油)
원료 수집과 군사지 개간사업에 투입되었다. 물자가 궁핍해지면서 설탕·곡식도
배급제였으며 심지어 담배까지 배급하는 통제시대로 접어들며 전쟁 수행에 온갖
패망의 시간만을 단축하기에 이르렀다.

3) 일제강점기의 장항
(1) 장항의 건설과 발전
항만시설을 갖추지 못했던 옛 장항은 갈대만 무성하였다. 이런 장항이 점차 중
요하게 취급된 것은 일제강점기이다. 특히 1920년부터 1935년까지 계획되어 추
진된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1924년 옥남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장항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일본인 대지주들은 1923년 서천수리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서천의 광활한
평야에서 일본으로 쌀을 유출하려고 서천군 지역에 수리조합을 설치하였다. 그
후 일제는 동부저수지(봉선지), 서부저수지(흥림지)를 만들어 몽리구역 3,100정
보를 마련하고 추가로 장구리 지역을 포함한 장항 옥남 지구에 400정보를 추가
하여 3,500정보의 넓은 몽리구역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항의 옥남방조
제가 건설되면서 장항도 일제 지주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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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와 만행으로 일관했으나 차츰 좁혀드는 연합군의 전세 앞에서 일제는 더욱

그리하여 장항은 가타끼리라는 일본인 대지주에 의하여 매립공사가 실시되었
다. 가타끼리는 1906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전북 익산군 황등에 대농장을 소유하
였으며, 익산·옥구·서천 등을 사업경영지로 삼았던 일본인 대지주이다. 특히
그는 1907년 임옥(임실-옥구)수리조합이 설립되자 조합장으로 사업 확장은 물론
개선에 노력하였고, 장항 시가지 건설, 철도부지 3만평 기부, 농림학교와 보통학
교 건립에 노력하였으며, 장항의 개발에 적극 가담한 인물이다.
당시 장항 건설 홍보용으로 제작된『伸ぴ く長項 (발전하는 장항)』
(1937년)을
통하여 당시 장항 개발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장항이 경남철도(장항선)의 종착역이 되자 항구로써의 생명을 발휘해 왔다. 즉 충남의 물
자는 물론 경기·강원·충청도 각도 심줄로서 물자의 집합을 이루고 특히 미곡의 반출은 년
60만석에 이르렀다. 그런데 항만의 설비를 갖추지 않고 또 상수도 시설의 부적으로 인해 일
본 배의 입항이 자연 감소하고 또 하주(물건주인)측의 불편이 많고 더구나 장항항의 쇠함과
성장함은 충남의 산업, 농민의 경제에 영향을 주는 곳이 커서 장항 항만시설을 급히 서두르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당국은 장항항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하여 왔다. 마침내 전 도
지사 이범익( 範益) 때에 이르러 장항항 수축 및 시가지 매립을 단행하게 되었고, 현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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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원(鄭僑源) 때에 이것을 이어받아 실행에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장항지방에서는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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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기성회를 만들어 가타끼리(片桐)를 회장으로 그 발전을 노력해 마침내 새로운 장항이 만들
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마련된 일제의 장항 건설 목적은 장항 항만을 건립하여 항만을 통한
물자의 유출에 있었다. 장항항의 물자유출을 위하여 장항선을 부설하고, 경기·
강원·충남 일대의 물자를 장항항을 이용해 유출하고자 하는 속셈이었다.
또한 장항항의 건립은 조선총독부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도
장항의 건설 목적은 그들의 물자 수탈을 위한 기지로써 건설된 것이다.

장항항 수축공사, 매립공사의 실현은 충청남도 당국의 대 영단이 있었다. 단 총독부 당국
이 이것을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속히 개척되었다. 이 문제 때문에 장항 지주들이 단결해서
매진한 열성으로 마침내 보답을 얻게 되었다. 이 수축공사에 있어서는 국고의 보조에 의존하
고, 매립공사에 있어서는 전액 도비의 부담으로 이루어 졌다. 이것을 시설하는 재원은 채무
에 의한 것으로 매립토지 상환 재원으로 충원한 것이다. 이 시설이 완성되는 그날 장항항에
많은 물자가 모이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갖고 건설된 장항은 일제에 의하여 새로운 시가지로 변화하
며 성장하였다. 원래 장항은 충남 서천군 마동면의 조그만 마을(里)에 지나지 않
았다. 마동면을 중심으로 장항건설이 이루어졌기에 당시의 마동면 현황을 살펴
보면 옛 장항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마동면은 서천군 서남단에 위치하고 금강하류의 선단에 임해 강류를 사이에
두고 전북 군산과 상대하여 서쪽으로는 황해에 면하고, 북쪽으로는 서남면·서
천면·화양면을 경계해 11개 리를 관할하고 있다.
마동면은 1914년 면 폐합 결과 동부면과 마길면을 병합해 마동면이라 개칭된
것으로 1931년 행정구획 변경에 따라 서남면 장항리의 일부를 병합한 것이다. 행
정구획은 수동리·산서리 1구·2구·당선리·송내리·도삼리·신포리·덕암
리·산내리·장선리·어리·장항리 1구·2구로 나뉘어 있고, 더욱 작게 53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마동면의 일부인 장항리·수동리·신서리의 1937년경 변화를『伸
ぴ く長項(발전하는 장항)』
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항은 충청남도 서천군의 마동면 장항리를 중심으로 하고 이에 산서리·수동리를 병합한
시가지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매립한 항만 시설이 완공된 그 날에는 발전해 가는 시가지를

··· ( 중략 ) ···
장항을 중심으로 마동면 전체의 인구가 최근 4년간에 3천여 명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장항이 갑자기 경남선의 종착역으로서, 또한 충남 유일의 이름 있는 항으로서 중요성을
드러낸 결과이며, 전입자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확대되고 있는 장항의 현황에서 생각하면
이미 2만 인구를 포용하고 있다.
충청남도 주요도시의 인구는 대전을 제외하고 조치원 1만 수천 명, 공주 1만 수천 명, 논
산 8천여 명, 강경 1만 수천 명, 예산 1만 수천 명, 서산 1만 명, 온양 1만 명, 천안 2만 명이
라 일컬어지지만 장항은 이미 이들의 주요 도시에 육박하고 게다가 최근 발전하는 상태로 보
면 이들의 주요 도시를 능가하는 것도 먼 일은 아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장항은 2~3년 사이에 각종 관공서·회사·은행·학교·여러 단체들
이 속속 설치되어 5년 전 갈대 무성한 촌에서 오늘날의 시가지 풍경과 항만 풍경을 만든 것
은 놀랄만한 변화이다. 현재 이들 여러 기관을 열거하면 조선총독부곡물검사소 장항출장소·
마동면사무소·장항경찰관주재소·장항우편소·장항세관출장소·조선농회 장항비료배합
소·장항공립심상고등소학교·마동공립보통학교·조선식산은행 장항파출소·동일은행 장항

제6장 일제강점기

포함해 대장항을 드러낼 것이고 더욱이 배후 서천평야도 발전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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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조선운송주식회사 장항영업소·주식회사장항조·대판상선 장항대리점·조선미곡창고
주식회사·동화해운주식회사·주식회사장항미곡알선소·조선제련주식회사 장항제련소·장
항강(糠)공업주식회사·장항작업주식회사·주식회사대동정미소·남북면업주식회사 장항조면
공장·충남정미소·예산정미소 장항지점·옥정(玉井)정미소·장항역·장항잔교역(棧橋驛: 잔
교는 선창가에 댄 배에 결쳐 놓은 다리를 말한다.) 면영(面營) 장항시장·장항번영회·장항재
향군인분회·신흥보안조합·장항소방조·장항소방후원회·장항학교조합·장항학교후원회·
마동청년단·장항불교부인회·장항축항기성회·장항보통학교기성회·서천금융조합 장항지
소·조선물산 장항출장소·군산해운 장항출장소·금강토지주식회사·궁기농장(宮崎農場)·
편동(片桐)과수원·동양척식수동농장미곡창고·상은창고(商銀倉庫)·경남상옥창고·농업창
고·충청남도 장항상옥(上屋)·장항조창고(祖倉庫)·인정전주조장(仁井田酒造場)·죽본주조장
(竹本酒造場)·안동주조장(安東酒造場)·장항목장·장항미곡상조합·장항미곡상통제조합·장
항상옥사용조합·장항어업조합·경남철도자동차부·관자동차부(管自動 部)·장항트럭·금
만인력거장장( 滿人力車帳場)·장항편동출장소·경성일보 장항지국·중선일보 장항지국·
조선민보 장항지국·조선일일신문 장항지국·조선일보지국·통구의원(

口醫院)·인정전의

원(仁井田醫院)·일본인경영의 장항여관·암전(岩田)여관·남본(楠本)여관·조선측의 만덕여
관·대흥여관·경남여관·극장유락좌(劇場有 座)·장항욕장·제련소구락부·당구금강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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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면영격리병사(面營隔離病舍) 그 외 일본요리의 신월(新月), 조선요리의 해동관(海東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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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관(花城館), 지나(支那)요리의 복경원(福慶園)·장춘관(長春館)·군산관·광월관(光月館),
카페는 사우스·낙원(樂園)·파리, 식당은 석정(石井)식당·첩첩식당 등이 있고, 기타 이발
관·사진관·미용원 등도 있다. 극장유락좌의 편동화삼씨는 도키 영사기도 설치하고 있어 장
항 유일의 대중 오락기관이다.

당시 신사(神社)는 장항신사(長項神社)가 있고, 절은 조동종(曹洞宗) 보은사(報
恩寺), 진의진언종(眞儀眞言宗) 장항포교소(長項布敎所) 등이 있었고, 아울러 조
선불교 은숙사(隱淑寺) 장항포교소 등이 있었다.
당시 장항의 5년간의 호구의 증가 추세를 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장항의 호구 증가 추세
연도

1931년

1932년

1933년

1934년

1935년

1936년

호수

273

283

841

887

1,353

1,410

인구

1,256

1,333

4,288

4,397

6,069

7,856

※ 阿部薰, 1937,『伸ぴ く長項』
, 民衆詩 社, 79쪽.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인구의 변화로 1931년에 비교하여 1937년에는 6천
여 명이 증가한 것은 장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엄
청난 변화이다. 그 만큼 장항은 새로운 땅으로 각광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2) 경남철도의 부설(장항선)
일제는 장항선의 건설을‘장항에 활력을 넣은 것은 경남철도(장항선)이다.’또
는‘혈액을 주입하여 장항을 소생시킨 것은 경남철도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경남철도는 과연 장항을 위한 아니 조선을 위한 철도였을까?
한말 일제의 철도 부설의 목적은 한반도의 독점적 지배를 실현하고, 대륙침략
의 병참로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한반도와 중국 동
북부 지역을 침략하여 원료와 쌀을 수탈하고, 자국산 제품을 수출함은 물론 일본
인의 이주를 장려하여 대규모 거류민단을 형성함으로써 통일된 경제권을 꾸미려
는 의도였다. 군사적 우위선점, 경제적 이익 획득이 일제가 철도를 부설했던 근
본 목적이었다.
장항선의 부설의 구체적인 목적 역시 경기·강원·충남의 물자를 운송하여 장
항에 도착한 물자를 장항항을 통하여 일본으로 반출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부분
들을『伸ぴ く長項(발전하는 장항)』
의 내용을 보면,

연기·서산·당진의 각 일부를 제외 모두 장항과 군산항에 반출되는 상황이지만 장항항 시
설 완성의 그 날은 서산·당진의 각 일부를 제외한 도내 일원의 화물은 모두 장항으로 운송
될 것이다. 또 인접한 타도에 있어 현재 상권은 충북의 진천·음성·괴산·청주·충주·제
천·단양, 강원도의 원주·평창·정선, 경기도의 이천·용인·수원·진위(振威)·광주·여주
등이지만 조치원 장항을 잇는 중남(中南)의 중앙선인 조장(鳥長 : 조치원과 장항)철도의 개통
과 경기철도의 장호원선의 연장에 동반, 더욱이 충북 관내의 단양·제천의 일부, 강원도 관
내의 횡성 및 영월의 각 부분까지 확장될 것이 확실하다. 당면한 것으로 충남 중앙선인 조장
간(조치원·장항간) 철도의 부설은 가장 시급한 것이 되고 있다. 또 장호원선의 연장도 머지
않아 실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속셈은 장항선을 통하여 충남지역을 포함한 경기·강원·충북에 이르
는 지역의 물자를 운반하여 일본으로 반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아울러 그들
은 조치원 장항간, 장호원까지의 연장을 통하여 물자 운반을 계획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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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항에 집중되는 각종 화물의 상권은 대체로 미곡과 마찬가지로 아산·예산·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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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경남철도는 어떤 회사인가를『伸ぴ く長項(발전하는 장항)』
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남철도는 대정 9년(1920)에 자본금 일천만원을 가지고 설립된 회사이다. 본사를 천안에
두고 천안과 장호원, 천안과 장항간을 개통하여 철로연장 240㎞이다. 장항 잔교역(棧橋驛)과
군산항과의 연락선도 경영했다. 경남철도는 온양온천을 매수하여 유명한 신정관(神井館)을 세
웠는데 조선의 보물이라 칭할 수 있는 경남선(장항선)의 명소이다. 천안을 기점으로 동주하는
소위 경기선은 직산·안성·죽산·주천 등을 거쳐 장호원에 이르고 천안에서 모산·온양온
천·신창·선장·신례원·예산·삽교·홍성·광천·대천·웅천·판교·서천 등을 거쳐 장항
에 이르는 충남선을 함께 전장 240㎞에 달하고 있다. 물자 수송상 극히 중요한 철도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장항의 발전은 실로 이 철도에 힘입은 바 크다.

이와 같이 경남철도의 부설은 충남선이라고 하여 일제가 물자를 수탈하기 위
한 것이었다.
오늘날의 장항선은 천안과 장항을 잇는 철도로 총연장 143.8㎞이다. 일제강점
기에는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에서 건설한 사설철도였지만, 광복 이후 사설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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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부대사업 일체에 대한 국유화 조치로 국유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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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항제련소의 건설
우리나라 광업이 금 광산 개발의 위주로 전성기를 이룬 것은 만주사변이 발발
한 1931년 종반에서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1941년 말까지 10년 동안이었다. 조선
총독부의 계획적인 산금장려정책 영향으로 주요 광권이 거의 일본인 재벌들 손
에 집중되었던 이 시기에는 일본 군국주의의 대륙침략을 위한 팽창야욕이 배후
에서 작용하였다. 따라서 천혜의 보고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풍부한 지하자원은
일제의 수탈대상으로서 개발되고 발전되는 서글픈 역사로 점철되어 갔다.
전략물자 조달을 위한 국제결재 수단으로 무제한 금이 필요했던 일제는 금 광
산 개발과 더불어 대규모 제련소가 필요해졌다. 따라서 적당항 장소에 제련소를
세우는 정책을 채택한 조선총독부는 1933년 10월에 흥남제련소를, 1936년에는
장항제련소를 세워 조업하도록 지원하였다.
1915년 10월에 건립된 최대 규모의 진남포 제련소와 함께 우리나라 3대 건식
제련시설의 하나인 장항제련소 역시 한반도를 병참기지화 하려는 일제의 구상
아래 건설 운영되었다.

『伸ぴ く長項(발전하는 장항)』
에 장항제련소의 건립과 설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장항을 현대 도시로 박차를 가한 가장 큰 일은‘공업장항’
을 건설하는 일이다. 그 공업도
시로서의 장항의 미래를 향해 태양과 같은 빛과 소망을 주며 등장한 것이 조선제련주식회사
의 장항제련소였다. 장항제련소는 소화 10년(1935) 2월 기공하여 약 8만평의 부지에 124동
4,500평 가까운 각종 건물과 표고 약 100ｍ의 전망산(前望山) 위에 높이 91ｍ의 굴뚝을 구
축하고 즉 해발 600자가 하늘에 우뚝 솟았다.
소화 11년(1936) 6월 3일 준공한 것으로 장항제련소의 설비는 조선내의 제련소에 설치
되어 있지 않는 용광반사로와 규석광이 많은 조선의 실정에 비춰보아 습식찬 공장을 설치
한 것과 분석의 설비는 특색이다. 현재 제1기 설비는 145톤의 분광을 소결(燒結)하는 소분
로 3좌, 1주야 100톤의 광석을 용광하는 각로(角 ) 1좌, 1주야 30톤의 광석을 용광하는
환로 1좌, 1주야 30톤의 분광(粉鑛)을 처리하는 회소로(回燒 ) 1좌, 한 달에 140톤의 전기
동을 산출하는 전해설비, 한 달에 1천 톤의 광석을 처리하는 습식찬 광장 100마력 전동직
렬 라르형 터보 송풍기 1대, 100㎾ 직류 전동 발전기 1대 등 그 외 광석의 운반시료 채석
등 각종 설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1주야 150톤의 광석을 용광하는 각로 1기, 100마
력 전동직격 카트형 터브 2대, 100㎾ 직류 전동 발전기 1대, 원 운반용 5톤 적 가솔린차 2

더욱이 장래 광석의 수집 증가와 함께 확장을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 매광에 대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조선 내 광업가의 편리를 꾀할 방침으로 먼저 대구에 매광소(賣鑛所)를
설치하고, 장항과 같이 분석의뢰에 응해주는 충청도 영동·장호원, 황해도의 수교(水橋), 평
안북도의 정주에 매광소를 설치하고 있다.
장항제련소의 광산은 충청북도 괴산군 영창 광상사무소, 충청남도 보령군 만리(滿里) 광산
사무소, 부여군 임천 광산사무소, 전라북도 완주군 모악 광산사무소, 무주군 적장 광산사무
소, 전라남도 화천군 순천 광상사무소, 경상남도 창원군 마산 광상사무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달 광산사무소, 평안북도 희천군 극성 광산사무소, 일본의 애원현(愛媛縣) 주상군 구기 광
산사무소가 있고 탐광채광(探鑛採鑛)을 행하고 있다. 현재 장항제련소는 약 550명에는 일본
과 조선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어 활발한 작업과 많은 성과를 올려 장래 더욱 여러 시설을
갖추어 웅비를 이룰 만큼 계획하고 있다.
조선의 금 광산은 하저에 굴진하기에 따라 많은 각종 유화광물을 수반하고 이들은 건식
제련에 의존하지 않으면 채취 곤란해서 장래 더욱 건식 제련시설의 확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
다. 조선제련이 건식 제련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반도 광업계 내지는 공업계에 공헌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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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등으로 증설하는 일이 되어 이것은 오는 8월 완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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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장항제련소가 안보(安保)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열렬한 노력으
로 그 사업, 그 사명의 달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장항제련소의 설치에 장항이 갑자기 활
기를 더해 온 것은 사실이고, 또 이것에 따라 자극 받아 장항에 공업을 일으켜 공장을 신설
하려고 하는 자가 많아지는 징조가 있음은 장항이 여러 방면에서 관찰하여 공업지로 적절하
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장항제련소는 1936년에 조선총독인 우가키 가즈나리(宇坦一成)가
참석할 정도로 조선총독부의 관심 속에 조선제련주식회사로 창설되어 원산 흥남
제련소와 함께 일본인들의 동제련 주생산 시설로 사용되었다. 광복 후인 1947년
에는 상공부 직영업체로 국유화되어 국영기업체로 운영되다가 1962년 한국광업
제련공사로 재 설립되었으며, 1971년 민영화되어 현재는 LG에서 운영하고 있다.
장항제련소는 설립당시 연산 1천 5백톤의 소규모 제련능력을 갖고 있었으나
광복 후 계속 확장되어 1974년 1만 5천톤, 1976년 5만톤 규모로 확장되었으며
신설된 온산제련소(연산 15만톤)와 함께 전량을 국내 전기동으로 사용업계에 공
급해왔다. 1989년 LG금속의 업종전환으로 동(銅) 생산이 막을 내리게 되어 용광
로를 폐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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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새 공법에 의해 전기동을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장항제련소의 상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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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은 그대로 남아 있을 뿐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장항제련소의 용광
로 폐쇄요인은 아황산가스로 농작물 피해와 환경공해가 날로 심한데다가 공해보
상비와 공해배출 부과금 등 14억 원을 부담해 오다가 폐쇄하였다. 장항제련소가
번창할 때는 노동자가 1,200명에 이르러 장항의 경제에 활력소가 되었는데, 지금
은 회사원의 감축으로 옛 영화만이 장항제련소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장항제련소의 발전은 1937년 개항한 장항항이 1964년 국제항 승격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즉 장항제련소의 물동량이 80%를 차지할 만큼 장항의 경제에 활력
을 불어 넣었던 것이다. 1960년 장항지역의 처녀들은 제련소 직원을 최고의 신랑
감으로 꼽을 정도였다.
장항지역에 붉은 벽돌집이 많은 이유는 바로 장항제련소 때문이다. 제련과정
에서 나오는 찌꺼기(슬래그)로 벽돌을 만들어 판매하였기에 서천 지역에는 붉은
벽돌집 담 등이 많은 것이다. 장항 제련소는 1995년 1월 LG금속 장항공장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일본은 충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장항을 통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장항항을 건설하였다. 1931년 장항선의 개통으로 모든 물자가 이곳으로

속속 이동되어 옴에 따라 해운업에 필요한 항구를 구축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장항은 준설이 필요 없는 하구의 자연적 수심을 항상 유지하고 있고, 서쪽 전
망산이 바람막이가 되어 웬만한 해일에도 안전하게 선박이 대피할 수 있는 천혜
의 항만 여건을 갖추고 있어 이에 일제는 장항 항만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충청남도는 1932년 4월 1일 성대한 축항식을 하였다. 당시 공사비 35만원을
투입하여 3천톤급 기선이 접안할 수 있는 3백톤급 대형 부잔교 2기, 소형 부잔
교 1기, 목잔교 4기를 설치하였으며, 이듬해인 1937년 가을에 축항공사를 마무
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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