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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금강,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 등이 드넓은 평야를 관통하며 많은 농산물 특히 쌀을 

생산해온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풍요가 근대의 시작과 함께 한국인의 것이 아닌 일

제 침략자의 소유로 전락한 불행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군산은 수탈의 한가운데에서 일본인들의 

주목을 받아 이들에 의해 도시가 확대되는 동시에 수탈의 창구로 기능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이 왜 군산에 주목하고 모여 들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비록 아픈 역사이기는 하지만 

군산이라는 지역 형성을 살펴보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에서

는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었던 군산이 어떻게 서해안을 대표하는 항만도시 중 하나로 형성되었는가

를 주목하기 위해서 『강제병합 이전의 전라북도 및 군산지역 상황』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강제병합 이전의 전라북도 및 군산지역 상황』은 총 3개의 자료를 번역하고 이를 엮어낸 것입니

다. 『군산이사청 관내 상황(群山理事廳 管內 狀況)』 (1910)은 일본 영사관 분관과 이사청 소속 관헌

이 군산 및 전북 일대를 답사하고 작성한 식민통치의 기본 자료이자 관찬 지방지이며, 『군산사정(群

山事情)』 (1905)은 목포영사관 군산 분관이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낸 보고서로 군산과 주변 일대의 

정치, 사회, 상업적 현황을 주로 다루고 있고, 「전라도 북부 상황(全羅道 北部 狀況)」 (1900)은 목포

영사관 군산분관이 작성하여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내용으로 일본이 국권침탈 이전부터 일찍이 군

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일제가 군산을 왜 주목하였는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일제의 관

심 속에서 틈틈이 드러나는 군산과 주변지역의 정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북

지역사는 물론 근현대사 연구에 기초자료로서 역사적 의미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전북학연구센터

는 이번 연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같은 근현대사 관련 자료에 대한 번역과 분석을 계속해서 

진행하여 근현대사 연구의 기반으로 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료의 난해함에도 이를 번역해

주시고 상세한 해제를 달아주신 중앙대학교 오일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

 전북연구원장   김    선    기

강제병합 이전의

전라북도 및 군산지역 상황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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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북부 상황

외무성

19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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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公信) 제43호

지난 1월 29일 당 분관(分館) 소속 순사 히라지로 히코스케(平城彦助)는 전라북도 시찰

을 명(命)받아 당일(1월 29일, 역자 주) 군산을 출발하여 다음 달 2월 17일 귀관하였습니

다. 이에 별책과 같이 복명서(復命書) 한 통과 첨부를 송부하오니 살펴보시기를 첨언하는 

바입니다.

1900년 4월 6일

군산에서

분관 주임  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

외무대신 자작(子爵) 아오키 슈조(青木周蔵）1 전하께

1) 야마구치(山口) 출신으로서 의학을 공부하다가 독일 유학중 정치경제학으로 전과하였고 귀국하여 외무성

에 들어가 독일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또한 조약개정 전문가로 입지를 굳혔다. 1889년 12월 제1차 야마가

타(山縣有朋)내각에서 외무대신을 지냈고, 1898년 11월 제2차 야마가타내각에서 또 다시 외무대신에 기용

되었다.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고 정한론의 신봉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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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明治33年) 1월 29일 전라북도 전주부(全州府), 그 밖의 전주부 부근의 각 지방 

상황을 시찰하라는 출장을 명(命) 받고 당일 오전 9시 즈음 군산항을 출발하여 올해 2월 

17일 귀관하였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주부 관내 이리(裏里)

이곳은 전주부 내의 한 촌락으로 다소 번영한 곳인데 이곳에 정기 시장이 선다. 즉 4일

과 9일에 장이 선다. 이 마을의 호(戶) 수는 100호이며 인구는 700여 명이다.

이곳은 군산항과 전주부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토지가 비옥하고 지세가 평탄하다. 이

에 따라 모든 촌민이 부유하다. 이곳의 주된 산물로는 미곡(米穀)이 많이 난다고 한다.

장날에 나오는 여러 상인은 그 수가 매번 140~150명인데 이들의 주된 상품은 광목2, 목

면 류, 삼배 직물, 그 밖에 성냥 또는 각종 일본 잡화류이다. 이곳에 들어오는 잡화들은 한

인(韓人)들이 군산항에서 가져오는 물건이다.

중국 청나라의 행상인이 이 지방에 이따금씩 드나드는 경우가 있다는데 일본인 상인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한다.

•전주부(全州府)

전주부는 전라북도의 중심지로서3 호수는 2,700여 호이며 인구는 37,000여 명이다. 부

2)

3)

원문에는 ‘가나킨(金巾, 또는 가네킨)’이라 불렸는데, 무명실로 서양목처럼 너비가 넓게 짠 베를 가리킨다. 

원문에는 ‘수부(首府)’라고 표현하였다.

복명서(復命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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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성곽(廓)4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동서남북의 네 개의 문으로 외부와 교통하고 관찰부

5, 관아, 우편 전신국 등이 그 안에 있다. 정비된 시가와 가옥의 구조 등도 다른 촌락과 비

교가 되지 않는다. 특히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중심에 위치하는 일대 시가지로서 여러 종

류의 상품이 각지에서 모여 들고, 이에 따라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이 많이 드나들어 실

로 융성하다. 이곳의 시장은 남문 밖에서 음력 2일과 7일에 선다.

이곳의 산물은 미곡, 목면, 마포, 대두, 연초, 생우(生牛) 등인데 그 중에서도 소가죽은 

전라북도 안에서 가장 큰 산지라고 한다. 작년 10월 이후 한때 이곳 부근에서 소 전염병이 

유행했지만 바로 소멸하여 최근에는 그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산물

들은 이곳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에서 이곳 시장으로 수송해 오는 것이다.

그밖에 일본인으로는 잡화상인이 4명, 약품판매상이 1명,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해 설립

한 삼남학당(三南學堂)에 일본인 교장이 1명 있다. 그리하여 평일에도 고객(估客)들의 출입

이 빈번하다. 그런데 올해 1월 전후까지 일본인 상점도 아주 번영했지만 2월 이후에는 조

금 장사가 시원치 않다. 음력 정월에 즈음하여 손님이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곳에서 인기가 좋은 일본 상품은 주로 옥양목, 석유, 방적사(紡績絲), 성냥 등의 종류

이다.

•고산군(高山郡)6

이곳은 전주부에서 북동쪽으로 6리(里)7 남짓에 위치하는데, 서쪽이 산악으로 둘러싸

4)

5)

6)

7)

전주부성(全州府城)을 가리키는데, 일제강점기인 1911년 말 풍남문을 제외한 나머지 성벽은 해체되었다. 

최근에 성곽 터 유적이 확인되어 복원 작업 중이다. 

전라감영(全羅監營)으로 불린다. 1896년 13도제가 실시되면서 전라북도 관찰사가 주재하는 관찰부로 명칭

이 변경되었다.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호남지방 최고 행정기구로서 현재의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그리고 제

주도를 관할한 행정, 문화, 경제의 중심공간이었다. 

고산군(高山郡)은 전라북도에 있던 군이다. 현재의 완주군 고산면, 비봉면, 동상면, 화산면, 경천면, 운주면

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현재의 고산면 인근 6개 면은 조선시대에 고산현에 속했다. 1895년 전주부 고산군, 

1896년 전라북도 고산군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고산군은 전주군에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별호는 봉산(鳳山)이었다. 옛 고산군 지역은 현재 완주군의 일부로 남아있다. 

일본의 리(里)는 1891년에 제정된 도량형법에 따라 약 4㎞에 해당하며, 우리의 약 10배에 달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8리’는 약 32㎞ 정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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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있다. 읍내에 호수는 100여 호이며 인구는 600여 명이다. 사람들은 아주 소박하고 유

순하며 항상 땔나무를 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촌민이 많기 때문에 토지가 아주 조악하

다. 모래와 자갈로 뒤덮인 곳이기 때문에 논밭이 적고 높고 험한 산들만 이어져 토착민들

은 산중턱이나 깊은 골짜기 등에서 묵묵히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곳 읍내는 작년 5, 6월경에 동학당이 봉기8했을 때 재물을 약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

옥들도 전부 불에 탄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토착민의 생계 수준은 약간 뒤떨어져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주 황량한 토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내다 팔만 한 

산물도 적다. 그나마 주된 것은 땔나무이고 그 밖에 곶감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주

로 전주부로 팔려나간다.

또한 이곳 읍내에 시장이 있는데 4일과 9일에 장이 선다. 나오는 상인은 매번 겨우 

40~50명인데 이곳 각 촌락의 주민들이 장에 나와 장사를 할 뿐이다.

이곳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본 잡화는 옥양목, 유황, 성냥, 방적사와 목면 같은 것이라고 

한다. 이 물건들은 전주부와 강경(江景) 지방에서 한인들이 직접 이곳으로 들여오는 것이다.

이 지역에 드나드는 외국인은 없다.

•진산군(珍山郡)9

이곳은 전라북도의 동쪽 끝 고산군에서 6리10의 위치에 있다. 읍내의 호수는 50여 호이

8)

9)

10)

고산 지역은 1894년 11월 17~18일에 벌어진 동학농민운동, 일명 ‘고산 동학농민운동’으로 유명하다. 우금치

전투 이후 1894년 11월 17일 완주군 동상면 대하리에서 일어난 ‘산천리전투’와 18일 고산읍에서 일어난 ‘고

산읍전투’를 합쳐 ‘고산 동학농민운동’이라 부른다. 당시 관군과 일본군의 기록에 의하면, 산천리전투와 고

산읍전투에서 수만 명의 동학농민군을 토벌하여 수백 명을 사살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장소는 확인

되지 않는다. 1895년 1월 22일 고산읍을 시찰한 관군은 “읍호(邑戶)가 수백 호 남짓했으나 외양은 쓸쓸하여 

파괴된 형국을 알 만했다”고 기록하였다. 이후 고산 전투에서 패퇴한 동학농민군 일부와 진산 지역의 동학

농민군이 대둔산으로 들어가 최후 항쟁을 벌였다고 한다. 원문에서 ‘작년 5, 6월경에 동학당(東學黨)이 봉기

했다‘는 내용으로 볼 때, 1899년까지 동학농민군 또는 의병이 고산 일대에서 활동을 지속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진산군은 전라북도에 있던 군이다. 조선시대에 천주교 박해의 시작인 ‘진산사건’(신해박해辛亥迫害라고도 

한다.) 때문에 진산현으로 격하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충청남도 금산군에 통합되었다. 

일본의 ‘6리’는 약 2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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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인구는 350여 명이다. 토지는 황량하고 모래와 자갈이 엄청나게 많아 논밭이 적고 따

라서 농민도 많지 않다. 다만 백성들은 땔나무 채취에 종사하는 자가 많고 특히 토지가 사

금(砂金)의 산지여서 이것을 채굴하는 자가 많다. 게다가 이곳 읍내는 가택과 논밭이 모두 

황폐하기 때문에 집을 부수고 재산을 팔아 타향으로 떠나는 주민들이 많다. 특히 작년 5, 

6월 중에 봉기한 동학당 때문에 가옥이 불에 타 몹시 쇠락하였다. 이 틈을 타서 앞에 설명

한 바와 같이 사금을 채굴하기 위해 가택과 전답을 파괴한 것이 더욱 이곳을 쇠락하게 만

드는 결과로 이어지자 최근에 이곳 군수가 앞으로 사금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작

년 말 이곳에서 채취한 사금의 시세는 100몬메11 당 33엔 정도이다.

이곳의 시장은 읍내에서 18정(町)12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1일과 6일에 장이 선다. 이

곳에는 외국인의 출입이 없고 부근에 사는 주민이 겨우 70~80명 정도가 나와서 장사를 

할 뿐이다. 이곳의 산물은 주로 제지, 연초류 등이다.

•금산군(錦山郡)13

이곳은 진산군에서 7리14 정도 떨어진 곳으로 전주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토지가 

비옥하고 지세가 평탄하며 사람들은 온순하고 생계의 수준 또한 부유하다. 이 읍내의 호

수는 500여 호이며 인구는 3,000여 명 정도이다. 그리고 이곳 읍내에는 군영이 있고 학교

가 있다. 시가는 정돈되어 있고, 가옥의 구조도 잘 완비되어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전주부

를 제외하고는 굴지의 대읍(大邑)이다. 

이곳의 시장은 읍내의 남쪽 끝에 있는데 2일과 7일에 장이 선다. 매번 장날에 나오는 판

11)

12)

13)

14)

15)

‘몬메’는 메이지시대에 무게를 나타내는 척관법(尺貫法)의 일종이다. 1몬메는 3.75그램에 해당한다.

‘정’(町)은 일본의 길이와 면적을 나타내는 척관법의 일종이다. 1㎞는 9.1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18정’은 약 

2㎞ 가량이다. 

금산군은 원래 전라도에 속하였다. 1413년(조선 태종 13년) 전라도 금산군, 진산군으로 개칭한 이래 1895

년 공주부에 속하였는데, 1896년 공주부가 충청남도로 개편될 때 기존의 금산군과 진산군은 전라북도에 

남았다. 그후 1914년 진산군은 금산군에 병합되었다. 1963년 금산군은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7리’는 약 28㎞에 해당한다.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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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자와 구매자는 대략 4,000여 명인데, 이곳의 산물은 주로 미곡, 인삼, 체(篩) 등이다. 또

한 읍내에서 약 1리15 떨어진 곳에 제원시(濟原市)16라 칭하는 시장이 있다. 1일과 6일에 장

이 열린다. 파는 물건은 읍내의 시장과 같다.

이곳에서는 우리 일본 잡화류 중에서 견직물, 옥양목, 목면 등을 가장 사고 싶어 하는

데, 강경 또는 전주 지방에서 이러한 물건들을 약간 사 모은다고 해도 길이 멀어서 아주 

불편하다. 따라서 이곳 사람들은 일본인이 직접 이러한 물건을 들여 와 주기를 그저 바랄 

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인이 이 지방에 출입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시장이라고는 하

지만 그저 토산품을 모아 장을 여는 것일 뿐이다.

•용담군(龍潭郡)

읍내의 호수는 100여 호이며 인구는 650명 남짓인 이곳은 전주부에서 북동 방향으로 

15리17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토지는 비옥하고 민심은 온순하다. 땅은 넓고 평

평하며 수리(水利)에 편리하고 좋은 지세이다. 그런데 작년에 이 지방은 수해를 당하여 작

황이 몹시 부진하였다. 지금에 이르러 촌내 모두 미곡의 결핍을 호소하며 미곡을 구입하

고 싶어도 근처 마을 역시 모두 흉작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자가 없어서 촌내의 상가(商

賈)도 모두 부진하다. 이 읍내에 시장이 있는데 4일과 9일에 장이 선다. 요즘 들어 장에 나

오는 상인도 매번 40~50명에 불과하다.

이 지방의 산물은 미곡, 땔감, 연초 등의 종류이다. 이들 상품은 종래 전주부에 내다 팔

았는데 미곡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작년의 흉작 때문에 내다팔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지

방에서 사 와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곳은 격리된 촌락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것이 몹시 불편하여서 대부분의 촌민들이 곤란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 지방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본 잡화는 옥양목, 목면과 같은 

것이고 그 밖의 여러 잡화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이 못된다.

16)

17)

제원리(濟原里)의 시장을 가리킨다. 이 곳은 조선시대 41개 역로 가운데 하나인 제원도(濟原道)가 설치되어 

있던 곳이다. 제원역(濟原驛, 현재 제원초등학교 터)을 중심으로 교통과 물류가 번성했다. 

일본의 ‘15리’는 약 6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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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鎭安郡)

이곳은 전주부 북동쪽으로 10리18 남짓에 위치하고 있다. 읍내의 호수는 300호이며 인

구는 1,700여 명이다. 토지는 비옥하고 논밭이 많으며 인정은 온순하다. 그리고 이 지방의 

산물은 주로 종이, 담배 등이다. 특히 이곳 군내의 구진리(九進里)라는 곳에서 나는 담배

는 전라도에서 가장 평이 좋은 산물로 명엽(名葉)이다. 이것들은 전주와 임피(臨陂), 군산 

등에 내다 판다.

이곳 읍내에 시장이 있다. 5일과 10일에 장이 선다. 매번 장에 나오는 상인이 1,000명 이

상으로 모두 다 가까운 마을에서 모여든다.

이곳에는 일본 잡화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데 가끔 선호하는 물건은 기껏해야 전주와 강

경지방에서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이다.

이 지방에 드나드는 일본인 상인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일본 잡화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자들이 많고 또한 토지가 풍요롭기 때문에 상품의 판로도 아주 활발하다.

•임실군(任實郡)

이곳은 전주부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7리19 떨어진 위치에 있다. 이곳 읍내의 호수는 

150호 남짓이며 인구는 1,200명 남짓이다. 토지는 풍요롭고 민심은 소박하고 유순하다. 논

밭이 많아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한다. 그리고 작년에 이곳은 결코 풍작이라 할 정도

는 아니지만 평년작 수준으로 다소 수확이 있었다. 촌민 또한 부유한데 이에 상응하여 이

곳의 시장도 상시 번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쌀값이 떨어져 평소보다 인기가 덜하지만 

각지에서 미곡을 매입하려는 여러 상인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경기가 약간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항상 미곡은 전주와 목포 등으로 팔려나가는데, 이곳에 드나드는 우리 일본인 상

인도 간간이 있다.

이곳의 산물은 미곡, 곶감, 그 밖에 담배 등인데, 담배 등을 이곳 부근 마을 또는 전주

부, 또는 남원지방에 내다파는 정도이다.

18)

19)

일본의 ‘10리’는 약 40㎞에 해당한다. 

일본의 ‘7리’는 약 2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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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시장은 4일과 9일에 장이 선다. 매번 장에 나오는 사람은 5, 6백 명이다. 품목은 

주로 이곳에서 나는 것이 많은데 이따금씩 장에 나오는 옥양목, 방적사, 목면, 성냥 등은 

한인들이 직접 전주와 목포 등에서 조금씩 들여오는 것이다.

•남원군(南原郡)

전주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13리20 떨어진 위치에 있다. 읍내의 호수는 300여 호이며 인

구는 1,400~1,500명 정도이다. 읍내는 사방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규모가 큰 촌락

으로 집들이 조밀하고 도로는 반듯하다. 시내는 아주 잘 정돈되어 있다. 이곳 읍내는 전라

북도에서도 굴지의 대읍(大邑)으로 읍내의 남쪽 끝에서 음력 5일과 10일에 장이 선다. 매

번 장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 1천여 명인데 주로 이곳 산물을 내다판다. 사는 사람도 부근

에 사는 사람들이다. 외국인이라고는 중국인 상인들뿐인데, 유명한 시장만 돌아다니는 이

들은 평상시 이곳 부근에서 행상을 하는 자본이 없는 일개 소상인에 불과하다.

이곳의 토지는 가장 비옥하여 논밭, 산천, 개간하지 않은 벌판 등이 많고 토착민은 주로 

농업 또는 땔감 채취에 종사한다.

이곳의 산물은 미곡, 땔감, 감, 담배, 목면, 마포 등인데 인근 지역이나 전주 지방으로 내

다판다.

그러나 미곡류는 주로 목포지방에 내다팔고, 이따금씩 경성에서 온 한인 상인들이 매

수해 가는 경우도 있다.

작년에 이곳의 쌀농사는 풍작이었다.

•금구군(金溝郡)21

이곳은 전주부에서 서쪽으로 3리 남짓, 군산항에서 동쪽으로 10여 리 떨어진 곳에 위

치하고 있다. 읍내의 호수는 300여 호이며 인구는 850명 남짓이다. 토지는 평탄하고 토질

20)

21)

일본의 ‘13리’는 약 52㎞에 해당한다. 

현재 김제의 옛 지명이다. 조선시대에 전주진관에 속하였고 1895년(고종 32) 전주부 금구군, 1896년 전라

북도 금구군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김제군에 병합되어 금구면이 되었으며, 1995년 김제시

와 김제군이 통합되어 김제시에 속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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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옥하고 논밭이 많아서 모두 농사에 종사한다. 그리고 거주민은 모두 부유하다. 인정

은 온순하고 하나같이 열심히 일에 몰두한다. 이곳의 주민은 모두 토착민들로서 타지방에

서 들어오는 자가 없고, 경거망동하는 자가 적고 농업이나 땔감을 채취하는 일에 종사하

고 있다.

작년에 이곳의 쌀농사는 날씨 불순과 거친 바람 때문에 평년에 비해 수확이 약간 감소

했다고 한다.

이곳의 산물은 미곡, 연초, 땔감, 그 밖에 사금 등이다.

작년의 쌀농사 수확이 좋지 않아서 올해는 농민 중에 쌀을 매출하는 자가 적고 가끔 판

매하는 자가 있어도 군산, 목포 등에서 온 미곡 매수자에게 팔아넘긴다. 읍내의 거주민이 

가끔 쌀을 사려고 해도 매물이 없어서 이곳 부근에서는 매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일본인 상인은 없지만 간간이 드나드는 행상인은 있다. 이곳 시장에는 

매번 두, 세 명의 중국인 상인이 나와 물건을 파는데, 기껏해야 염색가루(染粉), 성냥, 방적

사와 그 밖의 잡화를 판매하는 행상이다.

이곳의 시장은 원평장시(院坪場市)22라 하는데 군내에서는 큰 시장이다. 음력 4일과 9일

에 장이 선다. 장에 나와 물건을 파는 사람은 매번 1,700~1,800명으로 시장에서 매매하는 

상품은 옥양목, 방적사, 성냥, 미곡, 땔감, 연초, 소, 항아리 종류와 그 밖의 여러 잡화 등

이다.

•김제군(金堤郡)

이곳은 여기 군산항에서 동쪽으로 7리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읍내의 호수는 450

여 호이며 인구는 3,000여 명이다. 토지는 평탄하고 또한 비옥하여 논밭이 많다. 거주민은 

모두 소박하고 유순하며 농업에 종사한다. 이곳에서의 산물은 주로 미곡과 소, 소가죽 등

22) 금산사(金山寺) 입구의 원평(院坪)은 조선 후기에 번영한 시장이며, 1894년 전봉준(全琫準)이 머물며 각지

의 집강소(執綱所)를 지휘하던 동학농민운동의 거점으로 한 때 전라도의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였다. 장

시(場市)란 어용상인이 중심인 시전과 구별되는 것으로 민간에 의해 정기적으로 개설된 시장이다. 과중한 

부세와 군역을 피하여 이농(離農)하는 농민들이 지방의 여러 소도시에서 정기적인 장시를 개설하여 점차 

법제화되었고 각 지역마다 중심 상권의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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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작년 10월 이후 전라북도 도내와 전주, 그리고 이곳 부근에서 한때 소 전염병이 유행

했지만 지금은 이미 소멸하여 당시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이곳의 시장은 읍내에서 음력 1일과 6일에 장이 선다. 매번 장에 나와 물건을 파는 사람

이 1,500~1,600명 내외로 아주 성황을 이룬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미곡은 작년에 풍작이었기 때문에 주로 군산, 목포에 내다팔았다는

데, 이중 과반은 군산에서 매입을 했다.

일본인 상인이 미곡을 매입하기 위해 이곳에 드나드는 경우가 있지만 행상을 하는 자는 

적다. 중국인 소상인 4, 5명이 매번 시장에 나타나 소소한 잡화를 판매한다.

이곳은 군산항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토지가 비옥하고 또한 관내

가 넓은 편이라서 도로도 넓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 일본의 여러 상인들이 상품

을 매매하러 왕복하기에 지리적으로 가장 적합한 곳이다.

이곳에서 미곡 등을 운반할 때 수로와 육로 모두 편리하며 군산항 또는 목포 등으로 내

다팔기에 아주 용이하다.

•만경군(萬頃郡)

이곳은 군산항에서 동쪽으로 5리 거리에 있다. 읍내의 호수는 120호 남짓이며 인구는 

800여 명이다. 토지가 평탄하고 또한 비옥하여서 민심이 온순하다. 이곳 읍내에 시장이 있

는데, 음력 3일과 8일에 장이 선다. 상인이 대략 1,000명 내외로 항상 토산물을 판매한다.

이곳의 산물은 미곡, 소, 소가죽 등이다. 그리고 이곳 거주민은 주로 농업에 종사한다. 

작년에 이곳의 쌀농사는 계절과 날씨 불순으로 인해 군내의 북부는 모두 흉작이었지만 남

부는 다소 평년작이어서 군산 또는 목포 등지에서 미곡 매입을 위해 들어 온 우리 일본인 

상인들과 거래를 했다.

이곳은 군산에서 불과 몇 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위치에 있다. 일본 행상인이 이따금

씩 드나든다. 또한 중국인 행상인도 자주 드나든다.

이곳은 김제군과 인접해 있고 또한 가깝기 때문에 지세 또는 산물, 그 밖의 상업 여건 

등이 모두 김제군과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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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순회한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1900년(明治33年) 3월 15일

재목포 일본영사관 군산 분관 소속

     순사 히라지로 히코스케(平城彦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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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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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일본 목포영사관 군산 분관이 작성하여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전라도 북부 상황」(1900년)을 완역한 것이다.

2. 이 글에 등장하는 ‘아국’, ‘본방’, ‘내지’, ‘우리나라’는 모두 일본을 가리키는 말인데,

 가급적 ‘일본’으로 표기하였으며 맥락에 따라 그대로 남겨 둔 경우도 있다.

3. ‘이조’는 ‘조선’으로, ‘청’은 ‘중국’으로 표기하였는데, 맥락에 따라 그대로 남겨 둔

 경우도 있다.

4. ‘메이지’라는 일본연호는 서력으로 표기하였다.

5. 일본식 한자어와 우리말의 한자가 다른 경우에는 우리말로 풀어 쓰고 

 (     )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6. 원문에서 부연설명이 달려 있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풀어쓰고, 

 번역자의 부연설명은 모두 각주를 넣었다.

7. 원문에는 해제가 없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자가 해제를 넣었다.

8. 일본인의 성명 중 발음이 확인되는 성만 쓰고 발음이 확인되지 않는 이름은 

 한자와 가나를 그대로 표기하였다. 일본인의 이름은 읽는 방법을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는다.

9. 중국인의 이름과 회사명 등은 발음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한자독음으로 

 통일하였다.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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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래 조선을 개항시킨 일본은 영사관을 비롯한 정부 관료와 

군경의 조선 진출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조선 이주와 거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들

은 궁극적으로 조선을 병탄하고 식민지배하기 위해 개항장 부근을 비롯해 한반도의 구석

구석을 누비고 다니며 조선의 실정을 조사하고 정탐하기 시작했다.

1880년대 이후 일본인들에 의해 경성을 비롯한 조선 각지의 안내서가 간행되었고, 청나

라 상인들의 활동과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육군참모부의 군인들을 중심으

로 각 지역별 지도와 지리서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상인이나 통신기자 등으로 신분을 위

장하고 한반도와 만주, 연해주 지역을 답사하였는데, 이들의 정세보고를 토대로 일제는 청

나라, 러시아와의 일대 결전을 준비하는 한편 조선에 대한 침략과 지배가능성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23

23) 개항 초기 일본의 관헌과 민간인 등이 조선에 관해 작성한 사료로 다음 참조. 佐田白芋, 1875, 『朝鮮聞見録』 

; 東條保, 1875, 『朝鮮誌略』 ; 多田直綱, 1875,『朝鮮軍記』; 榎本武揚, 1876, 『朝鮮新論』 ; 秋野要一郎, 1880, 『通

俗新編朝鮮事情』 ; 根室熊五郎, 1992, 『朝鮮近情』 ; 鈴木信仁, 1885, 『朝鮮記聞』 ; 小松運, 1887, 『朝鮮八道誌』 

; 小田切万寿之助, 『朝鮮』; 棚瀬軍之佐, 1894, 『見聞随記朝鮮事情 ; 難波正一, 1894, 『朝鮮従軍渡航案内』 ; 波多

野承五郎・杉山虎雄, 1894, 『北支那朝鮮探検案内』, ; 松本謙堂, 1894, 『朝鮮地誌要略』, ; 足立栗園, 1894, 『朝鮮

志』 ; 岡崎唯雄, 1895, 『朝鮮内地調査報告』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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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대 이후에는 일본 외무성과 경찰 등 관헌들에 의해 러일전쟁과 을사늑약, 한일합

병까지 한반도와 조선 내 각 행정구역별 지지(地誌), 농업, 어업 실태, 주요 산물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때 조사 범위는 점차 늘고 있는 일본인 거류민의 이주 실태와 진출 

업종, 유망한 사업 분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무렵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정탐과 조사활동에 관한 사료는 일본의 아시아침략주의 사

상에 관한 연구, 이를 주도한 우익단체들의 활동에 관한 연구, 그리고 주로 일제강점기 동

안에 편찬된 지역별 지방지(地方誌)에 관한 일부 번역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지역별 지방지란 개항장 등 주요 거점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이사청, 부(府)

의 기관들이 편찬한 해당 관할 지역의 지지(地誌)와 편람 또는 안내서 등을 가리킨다. 예

를 들면, 『경성발달사(京城發達史)』24, 『경성부사(京城府史)』를 비롯해, 전북 지역의 경우, 

『전주부사(全州府史)』, 『군산개항사(群山開港史)』, 『군산개항전사(群山開港前史)』 『군산부사

(群山府史)』, 『옥구군지(沃溝郡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지방지들은 비록 1910년 강제병합 이후에 출간되었지만, 그 내용과 준비 기간은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에 건너 와 활발히 활동한 일본의 외교관, 통역, 군인, 상공인, 언론

인 등이 꾸준히 기록해 두었던 기록들을 토대로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병합 이전 시

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최근 들어 전라북도와 군산 지역에 관한 대표적인 지방지 가운데 몇몇 자료는 번역과 

출간에 이어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주부사』는 전주부(全州府)가 1932~1942년에 걸쳐 전주의 정치・경제・사회・

문화를 집대성한 책인데, 2009년에 국역되었다.25 

『군산개항사』는 1925년  야스다카 세이키(保高正記)가 군산부(群山府)의 의뢰를 받아 군

산 지역 항만・철도 등 현황을 엮은 기록이다. 『군산개항전사』는 1899년 군산 개항 이전의 

24)

25)

경성발달사는 조선 강제병합이 마무리된 1912년 6월에 출간되었지만, 1876년 개항 이후 경성과 경인 지역

의 일본인 영사관, 거류민 등이 자신들의 기록을 착실히 기록해 두었다가 병합 직후에 편 낸 것으로 구한

말의 한양과 경성지역의 식민지배화 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필자는 본서의 번역을 주도하였다. 

박진우・오일환, 2016, 『경성발달사』,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홍성덕・김철배・박현석 역, 2009, 『국역 전주부사』, 전주시 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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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과 일제의 식민통치 실상을 보여주는 기록으로서, 최근 최혜주 교수가 전북학총서로 

발간한 바 있다.26

『군산부사』의 경우, 군산부가 개항 35주년을 맞이하는 1934년까지 군산의 행정・경제・사

회 등 모든 분야의 역사와 개황을 집대성한 대표적인 지방지로서, 지난 2019년 전주시가 

전주대학교 홍성덕 교수 등에 의뢰하여 번역출간하였다.27

다만, 『전주부사』는 그 시기가 1930년대에 한정되어 있고, 『군산부사』는 1899년 이후 시

기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소략한 편이며 주로 1910년 이후 시기에 방점을 두

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군산개항전사』는 군산의 개항 이전 시기의 사정을 비교

적 폭넓게 다루고 있지만, 필자인 다케나가 야스오(竹中康雄)의 식민사관이 뚜렷하게 반영

된 데다 강제병합 후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다보니 개찬(改

竄)의 오류가 적지 않다. 그는 『군산개항전사』의 여러 곳에 걸쳐 왜구(倭寇)의 출몰과 약탈 

행위를 “생계 때문에 벌인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행위”로 미화하였다.

이에, 비록 일본인이 작성한 기록이기는 하지만 아직 조선의 강제병합이 실현되지 않은 

시기에 전북, 군산 지역을 직접 답사한 직후에 작성한 당대의 기록물을 발굴하여 번역하

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1900~1910년 사이 일본 외무성의 

지시에 따라 외무관료와 소속 관헌이 직접 답사하여 작성한 「전라도 북부상황(全羅道北部

狀況)」(1900년), 「군산사정(群山事情)」(1905년), 「군산이사청 관내상황(群山理事廳官內狀況)」

(1910년)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들 조사보고서는 일본 외무관료와 소속 관헌이 전북, 충남, 군산 일대를 직접 답사한 

당시 상황을 외무성에 직접 송부한 공식 보고서였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매우 높으며 이후 

작성될 『전주부사』, 『군산개항전사』, 『군산부사』의 원형이자 전범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

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전라도 북부상황」은 1900년 목포영사관의 ‘군산 분관’이 외무성의 지시를 받

고, 전라도 북부의 여러 군(郡)을 직접 답사하고 조사한 보고서이다.

26)

27)

최혜주 역, 2020, 『군산개항전사(群山開港前史)』,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홍성덕・이정욱・편용우 역, 2019, 『국역 군산부사 : 군산의 역사 : 1899-1934』, 군산시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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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 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17일까지 약 20일 간이었는데 복귀한 다음 보고서를 작

성하여 이를 제출한 날짜는 4월 6일이다. 약 2개월여 기간에 걸친 답사와 조사를 정리했다

고 볼 수 있다.

실제 답사에 나선 인물은 영사관 분관 소속의 히라지로 히코스케(平城彦助) 순사이다. 

히라지로는 1899년 5월 군산 분관 설치 직후부터 초기 군산의 영사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본국 외무성에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는 8월부터 1900

년 초까지 군산감리사, 관찰사 측과 내지통과세 징수를 둘러싸고 협의한 내용이다. 1900

년 1월에는 나가사키(長崎) 지역의 일본 선박이 비응도(飛鷹島) 앞에서 파손된 사건을 히라

지로 순사가 처리하여 보고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1900년 4월에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전

라도 북부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1차로 보고한 데 이어서 4개월 뒤인 8월 22일 또 한 차례 

‘전라 충청 양 도(道) 각지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이는 4월의 보고서와 거의 

비슷한 형식인데 이를 조금 증보한 것이다.

이처럼 히라지로 순사는 조선말에 능통하여 대한제국의 관리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일

본 선박의 사고를 수습하기도 하고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을 여러 차례 두루 섭렵하며 조

선의 전통시장과 상업과 경제 사정을 관찰하는가 하면 일본의 상인과 거류민이 진출할 수 

있는 유망 업종과 상품 등에 관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는 시각을 가진 인물이었다.

「전라도 북부상황」의 보고책임자는 분관의 초대 주임인 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이다. 

그는 1899년 군산이 개항된 직후 목포영사관 군산 분관의 초대 주임으로서 매우 특기할 

만한 인물이다.

아사야마는 부산에 있던 일본인 대상 조선어 교육기관인 초량관어학소 졸업생인데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직후 외무성의 통역으로 채용되었다.

그리고 아사야마는 1880년 일본 육군성 14등급 시보로서 한양의 일본공사관에 파견되

었다. 이 무렵 일본군 참모본부는 조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

하여 대청군사작전책(對淸軍事作戰策)을 수립하는 한편 조선과 시베리아 등에 군인 겸 밀

정을 파견하였는데, 이때 조선어학생(朝鮮語學生)으로 조선에 파견된 일본인 중에 아사야

마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2년 뒤인 1882년 임오군란이 발생했을 무렵 아사야마는 공사관의 고요가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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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御用掛, 공사관의 인사・조달・사무 담당)의 직책(외무3등속)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하나부

사 요시모토(花房義質) 공사와 곤도 모토스케(近藤眞鋤) 서기관에 이어서 세 번째의 중책

을 맡은 셈이다. 임오군란으로 공사관이 습격을 당하자 인천항으로 피신하는 과정에서 아

사야마도 중상을 입었다.28

이후 아사야마는 1884년 갑신정변이 발생하기 직전에 밀정으로 활약하였다. 김옥균과 

박영효 등이 갑신정변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있었는데, 이때 일

본정부의 밀명을 받고 온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아사야마이다. 박영효는 자신의 회고에서 

1884년 광주유수에서 물러난 뒤 낙담하여 잠시 미국 유람을 계획하던 중에 일본 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보낸 아사야마 겐조가 찾아 와 “현재 동양의 대세가 자못 엄혹

한 가운데 귀국(조선)의 혁신이 위기에 닥쳤는데 어찌 한가히 외유를 하려 하시오. 일본도 

1882년의 실패(임오군란)에 분개하여 장차 조선에서 청나라 군사를 쓸어내고 귀국 지사(志

士)들을 원조하여 개혁의 열매를 거두게 하려는 뜻이 없지 않으니 잠깐 외유를 중지하심이 

어떠신지요?”라는 얘기를 듣고 기뻐하며 홍영식, 서광범 등과 정변을 계획했다고 밝혔다.29 

이를 통해 아사야마가 외무대신의 신임을 받는 위치에 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신임을 바탕으로 아사야마는 을미사변의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가 맡은 역

할은 흥선대원군의 동향을 살피는 한편 이주회(李周會)를 통해 거사 직후 대원군의 입궐

을 성사시키는 것이었다. 이주회는 사전에 스기무라(杉村濬) 서기관 등을 통해 을미사변의 

계획을 흥선대원군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일본의 목적은 명성황후 시해 직후 

흥선대원군을 내세워 조선의 정국을 장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흥선대원군과의 내

통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음모에 아사야마가 가담했다는 사실은 그에 

대한 외무성의 신임이 두텁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후 1899년 5월 1일 일본의 요구에 따라 대한제국 칙령으로 군산 등의 개항이 선포되

자 6월 2일 대한제국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독일 간에 「군산・마산포(馬山浦)・

성진(城津) 조계장정(租界章程)」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군산에 일본인 거류지를 포함한 

28)

29)

박진우・오일환 역, 『서울사료총서 국역 경성발달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0, 40쪽. 

朴泳孝, 「甲申政變」, 李覺鍾撰, 『純宗實記』(京城 : 新民社), 1926,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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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류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미 5월에 외무성은 목포영사관의 군산 분관을 설

치하기로 하면서 외무서기생 아사야마를 그 첫 번째 주임으로 임명하였다.

이때 이미 군산 지역의 일본인들은 ‘거류지회’를 조직하였는데 ‘거류지회’의 회칙에 해당

하는 ‘거류지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거류지회의 직권・직무로서 도로와 수도 등 도시기반 시

설 정비와 유지, 경찰 설치, 위생 확보 등이 나열되어 있다. 또한 ‘거류지규칙’에 따라 12월 

4일 3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이를 12월 23일 관보 제4945호에 게재하였는데, 일본인 지주 

우츠키(宇津木 竸)가 최고 득표를 하고, 군산항 감리사(監理使)인 조성협(趙性協)과 일본 

외무서기생 아사야마 군산 영사관 분관 주임이 선출되었다.30

아사야마는 쓰시마(対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향인 쓰시마 출신의 일본인이 군

산에 많이 모여들게 된 것도 아사야마와 전혀 상관이 없지 않다.

실제로 군산 지역 일본인 거류민의 초기 조직인 거류지회(居留地會)와 일본민회(日本民

會)에서 쓰시마 출신들이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아사야마가 병상에 눕게 

되자 거류민 사회에서 쓰시마 출신들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에 오사카 출신 유지

들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아사야마는 1901년 중반 이후 병세가 악화되면서 분관 주임을 사임한 것으로 추정된

다. 1902년 초 쓰치야(土谷久米蔵)가 2대 분관 주임으로 부임하였다.

어쨌든 아사야마는 초대 분관 주임으로서 군산 지역과 전북 일대 일본인 거류민단의 

초창기 발판을 마련하고 거류민단과 함께 군산의 도시 정비와 학교 건립 등의 토대를 닦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히라지로 순사가 직접 발로 돌아보고 아사야마가 정리하여 보고한 「전라도 북부

상황」은 일제에 의해 병탄되기 직전의 전라도 북부 지역에 대한 일반 현황과 상업 등 경

제 상황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비록 그 세부 내용은 상세하지 않지만 

1900년 현재 전라북도 지역의 개황을 제3자의 시각으로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의미

가 있다.

30) 文智恩, 「20世紀前半における韓国・群山の市街地形成に関する研究」, 名古屋大学大学院環境学研究科 博士(建築

学)学位論文, 2019,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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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 지역은 고산군(高山郡, 현재의 완주군 일대), 용담군(龍潭郡, 현재의 진안군 일부), 

진안군(鎭安郡), 임실군(任實郡), 남원군(南原郡), 금구군(金溝郡), 김제군(金堤郡), 만경군

(萬頃郡)과 현재 충남의 금산군 일대이며, 해당 지역의 지세(地勢)와, 인구, 호수(戶數), 주요 

시장 개시일과 주요 산물, 업종, 특산물 등의 일반적인 개요와 특징, 그리고 외국인과 일본

인 거류민의 숫자와 업종, 생활 실태 등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보고서를 작성한 히라지로가 영사관 소속 경

찰 관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범위와 대상이 주로 재래시장과 특산품의 현황에 맞춰

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서양・일본・중국(청)에서 건너 온 근대적인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일본의 진출 가능성에 대한 전망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서 조사자는 매 지역별 설명의 말미에 서양과 중국, 그리고 일본 상품의 진출 

여부와 일본인의 상업적 진출과 일본 상품의 경쟁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당시 전라 북부 지역의 주요 산물은 미곡, 소, 소가죽, 항아리, 곶감, 종이, 담배, 땔감, 

목면, 마포 등이며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물품도 이것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금구 등 일

부 지역에서는 사금이 채취되었다. 이들 지역의 재래시장에서는 서양과 중국, 그리고 일본

의 근대 상품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인기 상품이 생겨났는데, 주로 옥양목을 비

롯해 석유, 방적사(紡績絲), 성냥, 염색약, 잡화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1894년 11월 고산 일대에서 벌어진 동학농민운동이 끝난 이후 동학농민군의 활

동에 관해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은 가운데, 「전라도 북부상황」의 고산군과 현재의 충청남

도 금산군에 해당하는 진산군에 관한 설명에서 1899년 ‘5, 6월경도 동학당이 봉기’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전라도 북부상황」의 보고서 내용은 비교적 간략한 편이지만 일본인 거류민의 상

황, 일본 상품 및 경제 진출 가능성 등에 주목하여 이를 전망하는 보고서의 체제와 구성

은 이후 작성되는 각종 보고서와 지방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전라도 북부상황」은 1900년 일본 외무성의 지시에 따라 군산의 영사 분관

에 소속된 일본인 순사가 당시의 전라북부 지역을 직접 답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수록했다

는 점, 그리고 현재의 금산군 등 충청남도로 편입된 지역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군산과 전

라북도 일대의 일반 현황, 상업과 경제 활동, 외국인 거류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해제

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일환(ARGO인문사회연구소 대표연구위원, Ph.D.)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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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병합 이전의 전라북도 및 군산지역 상황

1905년(明治38년) 1월 14일 작성



공(公) 제6호

관내 사정 제출의 건

  작년 6월 28일자로 송부하신 제40호 공문의 취지, 즉 당 재한국군산일본영사분관의 관

구(管區) 내의 농상공업 등 각종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삼가 받들어 아래의 

별책과 같이 조사하여 보고 드립니다. 경구(敬具)

1905년(明治38년) 1월 14일

在군산 분관 주임 요코타 사부로(橫田三郎)31

외무대승(外務大丞) 남작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32 전하 귀하

재한국군산일본영사분관

31)

32)

1903년 분관 주임으로 부임한 요코타 사부로(橫田三郎)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데, 주

로 군산심상고등소학교(군산소학교, 현 군산초등학교)의 발전에 노력한 공로 등이 알려져 있다. 이 무렵 군

산 분관 주임으로서 외무성에 보낸 그의 보고서가 약간 남아 있는데, 1905년 6월 15일 사망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 이에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45권 1905년 6월 14일 기사에서, 요코타 주임에게 훈 5등과 팔괘장

을 수여하라는 칙령이 있는데, 본인이 사망하여 일본 외무성이 훈장을 대한제국에 반송했다는 기록이 있

다. 따라서, 본 군산사정은 그가 사망하기 5개월 전에 본국에 보고한 것이 되는 셈이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일본의 외무관료로서 외무대신을 지냈다. 1895년 을미사변 직후 조선변리

공사로 급파되어 러시아와 협정을 맺고 사태를 수습하였다. 경인철도부설권 획득에 관여하였다. 1901년 외

무대신에 취임하여 영일동맹을 적극 추진하여 남작 직위를 받아 화족의 반열에 올랐다. 1904년 러일전쟁의 

전시외교를 담당하고 1905년 포츠머스 회의의 전권대표로 파견되었다. 1908년 다시 외무대신에 임명되어 

조선의 병합에 깊이 관여하였다. 그 공로로 후작위를 받았다. 한국, 중국 침략을 주도하는 등 일본의 제국

주의 외교를 강화한 인물이다. 1911년 8월 외상에서 물러난 뒤 11월 57세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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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분관 관할지역 및 부근 관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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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세(地勢), 면적 인구 및 직업의 대요(大要)

우리 재한국군산일본영사분관이 관할하는 지역의 위치와 경계는 다음과 같다. 남쪽은 

전라남도와 이어지고, 동쪽 경계의 남반부는 높고 험준한 산꼭대기를 중심으로 경상도와 

경계를 이루고, 동쪽 경계의 북반부와 북쪽은 충청남도 옥천(沃川), 회덕(懷德), 진령(鎭嶺), 

연기(燕岐), 천안(天安), 홍주(洪州)33, 대흥(大興)34, 청양(靑陽), 결성(結城)35의 여러 군(郡)

들과 맞닿아 있고, 서쪽 일대는 바다에 면해 있어 크고 작은 도서(島嶼)가 띄엄띄엄 이곳

저곳에 산재해 있다. 이로써 우리 분관이 관할하고 있는 전체 구역은 전라북도의 26군(郡) 

전부와 충청남도의 일부인 14군이 된다.

지세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두 도(道) 사이에 웅장하게 솟아있는 지리산(智異山)의 여맥

(餘脈)이 전라북도로 들어와 덕유(德裕), 대덕(大德), 마이(馬耳), 교룡(蚊龍)36, 운제(雲悌) 

등의 산줄기가 되었고, 마이산의 한 줄기가 북쪽의 충청남도로 내달려 계룡(鷄龍), 월성(月

城), 망월(望月), 부소(扶蘇)의 산들이 우리 관내의 여러 봉우리와 구비구비 이어져 있다.

33)

34)

35)

36)

37)

충청남도 홍성 지역의 옛 지명이다. 본래 고려의 운주(運州)였는데 뒤에 홍주로 개칭하였다. 1895년 홍주군

이 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홍성군에 병합되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라 하여 조선시대에는 

충청도의 5개 진관(鎭管) 중 하나로 홍주진관을 설치하여 목사가 겸임하였다. 천수만 남쪽의 원산도(元山

島)는 삼남지방의 세곡선이 모이는 곳이며, 간월도(看月島)는 예로부터 굴의 산지로 널리 알려졌다. 

충청남도 예산 지역의 옛 지명이다. 본래 백제의 임존성(任存城, 또는 今州)이었는데 고려 초기에 대흥군으

로 바뀌었다. 1413년 현감(縣監)을 두어 대흥현이 되었다. 1895년 홍주부 대흥군이었다가 1896년 충청남도 

대흥군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예산군에 병합되어 대흥면이 되었다.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의 옛 지명이다. 본래 백제의 결기현(結己縣)이었는데, 757년 결성군(潔城郡)으로 

바뀌었다. 이후 운주, 보령에 속하였다가 1736년 현이 되었다. 1895년 홍주부 결성군에서 1896년 충청남도 

결성군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홍성군에 병합되어 결성면이 되었다. 

전라북도 남원시 산곡동에 위치한 해발 518m의 산이다. 산기슭부터 정상까지 백제 때 축성한 것으로 추정

되는 돌로 쌓은 '교룡산성'이 남아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많은 의병을 기념하는 '만인의 총'이 세워

져 있다.

‘호남평야’를 가리킨다. 호남평야는 ‘전주평야’ 또는 ‘전북평야’라는 이칭으로도 불렸다. 호남평야는 노령산맥

의 서쪽 금강・만경강・동진강 유역에 걸쳐 동서 약 50km, 남북 약 80km에 달하는 광대한 평야로서 한국 최

대의 쌀 생산지이다. 금강 하류 지역은 좁은 편이며 흔히 동진강 유역의 평야를 김제평야라 하고, 만경강 유

역의 평야를 만경평야로 구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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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에 많은 평원이 펼쳐져 있다. 그중에서 큰 것으로 전주평원(全州平原)37, 강경평

원(江景平原)38이 있는데, 그 규모가 모두 사방 10리(里)39에 이른다고 한다. 그 밖에 유성

평야(儒城平野)40, 구룡평야(九龍平野)41 등도 아주 크다. 토지가 기름지고 논밭이 아주 잘 

펼쳐져 있어 농산물이 풍부한 것으로 이름이 높다.

큰 강이 네 개 있는데, 금강(錦江, 백마강이라고도 한다), 만경강(萬頃江, 전주천이라고도 

한다), 부안강(扶安江, 동진강 또는 김제강이라고도 한다)42, 섬진강(蟾津江)이 이것이다.

섬진강의 시작은 전라북도 진안군(鎭安郡)과 남원군(南原郡)의 여러 산봉우리에서 발원

하여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남원에 이르러 요천(蓼川)43과 합류하여 구례(求禮)에 이르러 

서쪽의 여러 지류들과 합쳐져 지리산 비탈의 아랫자락을 돌고 돌아 전라남도 광양(光陽), 

하동(河東) 지방을 거쳐 남해 바다로 흘러든다.

부안강의 시작은 전라북도 정읍군(井邑郡), 태인군(泰仁郡)의 여러 산에서 발원하여 북

쪽으로 흘러가는데 김제군의 서쪽 가장자리를 거쳐 서쪽으로 돌아나가 부안의 북쪽과 만

경강의 남쪽에서 서해 바다로 흘러든다.

만경강은 덕유산의 서쪽 산맥과 전주군의 운제산(雲悌山)44, 위봉산(威鳳山), 청량산(淸

涼山) 등 여러 산에서 발원하여 전주의 북쪽 가장자리를 거쳐 익산(益山), 함열(咸悅), 임피

(臨陂)의 여러 군과 이른바 전주평야를 관통하여 만경에 이르러 서해 바다로 흘러든다.

금강은 한국의 6대 강의 하나이다. 금강은 속리산(俗離山), 덕유산 등의 여러 산간에

서 발원하여 수많은 지류들과 합쳐져 북서 방향으로 흘러 공주(公州)의 북동쪽인 앵청(鶯

38)

39)

40)

41)

42)

43)

44)

‘논산평야’를 가리킨다. 논산평야는 부여군・서천군・논산시에 걸쳐 있고 남쪽의 호남평야로 이어진다. 

일본의 ‘10리(里)’는 약 40㎞에 해당한다. 

유성 일대의 평야를 일컫는데, ‘유성평야’라는 말은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에서 한밭(대전) 일대

를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다. ‘중령(中嶺)을 넘으면 유성(儒城)의 대평원이 있는데, 계룡산 북동쪽 모퉁이에 

해당한다.’ 

금강의 서쪽, 부여군 구룡면 일대의 구룡천과 금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충적범람원이 발달하면서 만들어진 

평야지대이다. 땅이 기름지고 관개시설도 잘 되어 있어 부여군 내 최대의 곡창지대를 이룬다.  

오늘날에는 동진강이라고 하지만, 일본인들이 원문에서 ‘부안강’이라고 애써 표현하였기에 이하에서도 원문

에 따라 그대로 부안강으로 번역한다.

남원시의 중앙부를 지나 남원시 남서부의 금지면에서 섬진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이다. 하천 주위에 여

뀌꽃이 많이 핀다하여 蓼(여뀌 요)川이라 한다.

‘운제’(雲悌)는 완주 지역의 옛 지명이다. 운제 북쪽의 진산(鎭山)을 운제산(또는 도솔산)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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廳)45에 이르러 동진강(東津江46, 작천鵲川이라고도 함)과 합류하여 남쪽으로 굽이돌아 충

청남도의 중간을 가로지르고 강경(江景)에 이르러 서쪽으로 굽이돌아 전라도와 충청도를 

양분하여 서해 바다로 흘러든다. 군산은 실로 이 강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 한인들은 자기 나라의 부(富)를 자랑할 때 삼남(三南)을 든다고 한다. 삼남이란 경

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삼도를 총칭하는 말이다. 특히 금강, 만경, 부안의 세 유역은 기름

진 들판이 아득하고 장대하게 펼쳐진 것이 남다르고, 바다 또한 어획하기에 풍요롭다. 이 

지방을 가리켜 삼남 중의 삼남이라 칭하고 보고(寶庫)라고 하는 소리가 높은 것은 감히 헛

된 말이 아니다. 그리고 군산 만(灣)의 하구에는 얕은 모래톱이 많고 두서너 개의 암초가 

도사리고 있으며, 조수간만의 차이가 약 20척(尺)47에 이르러 대형 선박이 자유롭게 항해

하고 드나드는 것이 곤란한 점이 가장 큰 결점이지만 1,300톤 내외의 기선이 드나드는 데

에는 조금의 지장도 없다.

관내의 면적과 호수(戶數)는 확실치 않으나 다만 참고로 한국 정부가 징세의 근거로 삼

는 전답(田畓)의 결세(結稅) 및 호수를 아래에 열거한다.

아래에 열거하는 결(結), 부(負), 속(束)이라 하는 것은, 1결은 100부, 1부는 10속으로 1

속은 10파(把)이다.48 만약 우리의 1반보(反步)49의 면적으로 환산할 때는 3부 정도의 것이 

45)

46)

47)

48)

49)

현재 충청남도 세종시 동쪽 끝과 연기면의 경계 지역 강변에 ‘앵청이나루’라 불리는 곳이 있었다. 예전에 ‘앵

청이’라는 아가씨가 이곳 나루에서 주막을 하고 있었는데, 뭇 사내들이 이곳에서 쉬어가곤 하다가 아가씨 

이름을 따서 ‘앵청이나루’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다. 정식 지명은 아니다. 일대에 앵청약

수터가 있었지만 세종시를 개발하면서 사라졌다.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의 상두산(象頭山)에서 발원하여 김제평야를 지나 서해로 흘러드는 강이다. 동진강

(東津江)은 연기현에서 부르던 미호천(美湖川)의 옛 이름이다. 미호천의 호칭은 각 지역마다 달랐는데, 청안

현에서는 반탄(潘灘), 진천현에서는 주천(注川), 청주목에서는 작천(鵲川) 또는 망천(輞川), 연기현에서는 동

진강(東津江)이라고 불렀다. 

일본의 ‘20척(尺)’은 약 6m에 해당한다. 

결(結), 부(負), 속(束)은 우리나라 전통의 결부법(結負法)의 단위이다. 삼국시대부터 양전의 단위로서 결부

제가 사용되어 왔는데, 한 움큼(握)의 곡식을 1파(把, 한 줌)라 하고, 10파(把)를 1속(束, 한 단), 10속을 1부

(負, 한 짐) 또는 1부(卜)이라 하고 100부를 1결(結)이라 하여, 곡식의 수확량을 표시하는 단위인 동시에 그 

수확량을 산출할 수 있는 토지면적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1902년(광무 6) 도량형제도를 개혁할 때 미터법

을 도입하면서 100㎡를 1부로 제정하였다. 

일본의 ‘반보(反步)’는 ‘단보(段步)’라고도 하는데, 이는 ‘300평(坪)’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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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4부 정도의 것도 있고 5부 내지 10부 정도의 것도 있다.50 그 원칙이 종잡을 수 없고 

몹시 난잡하다. 또한 결세, 호수 모두 각 군에 은결(隱結)51, 은호(隱戶)52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보통 과세를 하더라도 중앙정부에 납부한다고 하면서 군수와 그 밖의 속리(屬吏)들

이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는 까닭에 그 실제 수는 틀림없이 아래 열거하는 수보다 더 많을 

것이다.

전라북도

 一. 전주군(全州郡)

  전답 17,170결 44부 1속

  호수 16,439호

 一. 남원군(南原郡)

  전답 9,305결 8부 9속

  호수 8,040호

 一. 고부군(古阜郡)

  전답 5,602결 83부 4속

  호수 3,256호

50)

51)

52)

결부제도는 토지의 등급을 비척(肥塉)의 정도에 따라 상・중・하의 3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면 상등전 

1결이 1,846평, 중등전 1결은 2,897평, 하등전 1결은 4,184평으로 각각 다른 것이다. 본문에서 조사자가 1

반이 3~10부로 서로 다르다고 한 것은 이러한 경우를 가리킨다.

전주(田主)나 전호(佃戶) 그리고 지방 관아의 관리가 전세(田稅)의 부과대상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시킨 

토지를 가리킨다. 일종의 탈세전(脫稅田)이다. 양전(量田)을 실시할 때 그 조세를 사취할 목적으로 비옥한 

전답의 일부를 장부에서 누락시키거나 토지대장에 등재하는 전답의 면적을 실제보다 감소시켜서 등재하지 

않은 면적에서 수확된 곡물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은결이란 본래 양전(量田)을 실시할 때 비옥한 전답의 일

부를 원장부에서 누락시켜 그 조세를 사취하는 것이고, 여결(餘結)이란 전답의 면적을 실제보다 감소시켜 

토지대장에 올려 놓고 그 남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곡물을 수취하는 것이었지만, 이 둘을 합칭하여 

일반적으로 은결이라 하였다. 

호구 수는 부담하여야 할 공부(貢賦)와 국역(國役)등과 직접 관계가 있으므로 항간에는 호적과 호구 조사

에서 빠질 것을 선호하는 자들이 있어 왔다. 지방 향리(鄕吏)는 이를 기화로 사민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그 

등재와 증감을 조작하였다. 따라서 장부와 호적에 적힌 내용과 그 실수(實數)가 달라서 관호(官戶)m 은호

(隱戶)라는 말이 생겼다. 관호(官戶)는 공적으로 상부에 보고한 것이며, 은호(隱戶)는 보고되지 않은 채 누

락된 호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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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 김제군(金堤郡)

  전답 5,732결 27부 9속

  호수 4,742호

 一. 태인군(泰仁郡)

  전답 5,502결 81부 6속

  호수 4,285호

 一. 여산군(礪山郡)

  전답 2,591결 21부

  호수 2,030호

 一. 금산군(錦山郡)53

  전답 3,703결 80부 5속

  호수 4,323호

 一. 익산군(益山郡)

  전답 2,962결 11부 3속

  호수 2,425호

 一. 임피군(臨陂郡)

  전답 4,222결 41부

  호수 3,951호

 一. 금구군(金溝郡)

  전답 3,827결 99부 8

  호수 2,878호

 一. 함열군(咸悅郡)

53) 현재 충청남도 금산면의 옛 지명이다. 1413년 전라도 금산군이 되었다. 1895년 공주부 금산군, 진산면이었

다가 1896년 13도 개편에 따라 공주부에 속해 있던 금산군과 진산군은 전라북도로 편입되었다. 1914년 행

정구역 개편에 따라 진산군을 금산군으로 편입하고, 금산군의 13개 면과 진산군의 6개 면을 통폐합하여 

10개 면으로 하였다. 196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금산군은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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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답 2,528결 17부 3속

  호수 2,654호

 一.  부안군(扶安郡)

  전답 3,382결 60부 

  호수 4,102호

 一.  무주군(茂朱郡)

  전답 2,310결 85부 1속

  호수 3,959호

 一.  순창군(淳昌郡)

  전답 4,607결 1부 7속

  호수 4,478호

 一.  임실군(任實郡)

  전답 3,197결 80부 6속

  호수 3,159호

 一.  진안군(鎭安郡)

  전답 2,641결 57부 4속

  호수 3,607호

 一. 진산군(珍山郡)54

  전답 895결 4속

  호수 1,281호

54)

55)

현재의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에 해당하는 옛 지명이다 1895년에 8도가 폐지되고 23부제가 시행되면서 

진산군은 폐지되었다. 1896년 13도 개편에 따라 공주부에 속해 있던 금산군과 진산군은 전라북도로 편입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진산군은 금산군에 편입되고, 금산군의 13개 면과 진산군의 6개 면

을 통폐합하여 10개 면으로 하였다. 1963년에 금산군이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전라북도 김제시 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옛 지명이다. 조선시대에 만경현이었는데, 1895년 현에서 군

으로 승격하였다. 1896년에는 고군산군도 대부분의 섬들이 만경군에 편입되고 전라북도 만경군이 되었다. 

1914년 만경군은 김제군에 병합되었다. 현재의 만경면, 성덕면, 청하면, 공덕면, 진봉면이 만경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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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 만경군(萬頃郡)55

  전답 1,368결 50부

  호수 1,288호

 一. 용안군(龍安郡)56

  전답 1,153결 7부 7속

  호수 817호

 一. 고산군(高山郡)57

  전답 2,254결 44부 7속

  호수 2,577호

 一. 옥구군(沃溝郡)

  전답 2,489결 99부 3속

  호수 1,317호

 一. 정읍군(井邑郡)

  전답 1,776결 32부 9속

  호수 1,542호

 一. 용담군(龍潭郡)58

  전답 1,351결 65부 3속

  호수 1,837호

56)

57)

58)

59)

현재의 익산시 용안면과 용동면에 해당하는 옛 지명이다. 고려 때부터 용안현이었고 조선 초 함열과 합병

하여 안열현이 되었다가 다시 분리되었다. 1895년 전주부 용안군으로 승격하여 1896년 전라북도 용안군

이 되었다. 1914년 함열군과 용안군이 익산군에 통폐합되면서 용안군은 용안면이 되었다. 

현재의 완주군 고산면, 비봉면, 동상면, 화산면, 경천면, 운주면에 해당하는 옛 지명이다. 1914년 전주군에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옛 고산군 지역의 일부는 현재 완주와 논산에 포함되었다. 

현재의 전라북도 진안에 해당하는 옛 지명이다. 고려시대에는 진례군의 임내였다가 1313년 용담현이 되었

다. 1895년 남원부 용담군으로 승격하였고 1869년 전라북도 용담군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으로 

진안군에 병합되어 용담면이 되었다. 

현재의 남원시 운봉읍과 야영면, 인월면, 산내면 지역에 해당하는 옛 지명이다. 757년에 운봉현으로 개

칭하고 940년 남원부의 속현이 되었다. 1895년 운봉군으로 승격되고 1896년 전라북도 운봉군이 되었다. 

1914년 남원군에 병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44 군산(群山) 사정(事情)강제병합 이전의 전라북도 및 군산지역 상황

 一. 운봉군(雲峯郡)59

  전답 1,609결 74부 2속

  호수 1,998호

 一. 장수군(長水郡)

  전답 2,159결 42부 1속

  호수 2,912호

 一. 구례군(求禮郡)

  전답 1,491결 48부 7속

  호수 910호

 전답 총계 90,438결 66부 9속

 호수 총계 90,807호

충청남도

 一.  공주군(公州郡)

  전답 8,941결 41부

  호수 11,780호

 一.  한산군(韓山郡)60

  전답 2,999결 10부 8속

  호수 3,559호

 一.  서천군(舒川郡)

60)

61)

현재의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과 화양면, 기산면, 마산면에 해당하는 옛 지명이다. 본래 백제의 마산현이

었는데, 1413년 한산군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천군에 병합되어 한산면이 되었다. 일부는 

화양면, 기산면, 마산면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충청남도 부여군 남부 일대에 해당하는 옛 지명이다. 본래 백제의 가림군(加林郡)이었는데 1416년 

임천으로 고쳐서 군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부여군에 편입되어 임천면이 되었다. 임천면 외

에 장암면, 충화면, 세도면, 양화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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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답 3,398결 43부 7속

  호수 3,607호　

 一. 임천군(林川郡)61

  전답 2,894결 12부 6속

  호수 2,604호

 一. 홍산군(鴻山郡)62

  전답 2,568결 11부 2속

  호수 2,890호

 一. 은진군(恩津郡)63

  전답 3,277결 54부 8속

  호수 3,230호

 一. 정산군(定山郡)64

  전답 1,182결 43부 

  호수 2,249호

 一. 연산군(連山郡)

  전답 1,270결 94부 9속

  호수 3,451호

 一. 노성군(魯城郡)65

  전답 1,883결 2부 7속

62)

63)

64)

65)

현재의 충청남도 부여군 서부 일대에 해당하는 옛 지명이다. 본래 백제의 대산현(大山縣)이었는데 940년 

홍산으로 이름을 고치고 1895년 홍산군으로 승격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부여군에 편입되어 

홍산면이 되었다. 홍산면 외에 내사면, 외산면, 옥산면, 남면, 구룡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의 논산시 일대에 해당하는 옛 지명이다. 은진이라는 지명은 덕은(德恩)과 시진(市津)의 두 현을 합친 

데에서 유래한다. 1419년 은진현이 되었다. 1895년 은진군으로 승격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노

성군, 연산군, 석성군 일부와 함께 논산군에 병합되어 은진면이 되었다.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에 해당하는 옛 지명이다. 1664년 통합되었다가 1674년에 다

시 분리되었으며, 1914년 청양군에 흡수되어 폐지되었다. 

현재의 논산시 북부 노성면, 상월면, 광석면, 그리고 부여군 조촌면 일대에 해당하는 옛 지명이다. 1895년 

공주부 노성군으로 승격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논산군 노성면으로 병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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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2,258호

 一. 부여군(扶餘郡)

  전답 2,140결 66부 6속

  호수 2,081호

 一. 석성군(石城郡)66

  전답 1,365결 30부 

  호수 1,333호

 一. 비인군(庇仁郡)67

  전답 1,274결 71부 6속

  호수 2,037호

 一. 남포군(藍浦郡)68

  전답 2,141결 79부 2속

  호수 3,138호

 一. 보령군(保寧郡)

  전답 2,088결 8부

  호수 2,615호

 전답 총계 37,425결 69부 5속

 호수 총계 46,832호 

	

66)

67)

68)

현재의 부여군 석성면과 논산시 성동면 지역에 해당하는 옛 지명이다. 

현재의 충청남도 서천군 서부 일대에 해당하는 옛 지명이다. 본래 백제의 비상현(比象縣)이었는데, 757년 

비인으로 개칭하였다. 1895년 비인군으로 승격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천군에 병합되어 비

인면이 되었다. 비인면 외에 종천면, 동면, 서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의 보령시 남부에 해당하는 옛 지명이다. 본래 백제의 사포현(寺浦縣)이었는데, 757년 남포로 개칭하였

다. 1895년 홍주부 남포군이 되었다가 1896년 충청남도 남포군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보령

군에 편입하여 남포면, 웅천면, 미산면, 주산면이 되었다. 1995년 보령군과 대천시가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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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합계

	 전답	127,864결	36부	4속

	 호수	137,639호

인구는 1호 당 평균 5명 이상인 것 같다. 그 가운데에는 평균 7인이라 칭하는 자도 있

지만 6인으로 하는 것이 어쩌면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현재 6인이라 가정하면 

825,834명이 되는데, 이미 호수 자체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원래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한인의 직업별 통계는 가장 공허하고 막연하여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 굳이 억지

로 말하자면, 농업이 8할, 상업이 1할, 공업 ・ 어업 ・ 잡업이 1할 정도로 추정된다.

2. 관내 특징(特徵)

3. 의식주의 상태

미곡, 저포(苧布, 모시), 도미, 삼치의 산출액이 높고, 더불어 종이, 소가죽 등의 산출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의복

한인의 상의는 ‘저고리’라 칭하는 통소매옷인데 남자는 길이가 엉덩이에 닿고 여자의 저

고리는 몹시 짧아 유방을 노출한다. 남녀 모두 깃과 끈을 달아 이것을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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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는 ‘바지’라고 한다. 모모비키(股引)69와 유사한데 남자의 바지는 아주 통이 넓고 길

게 만들고 여자의 바지는 약간 짧게 해서 따로 하얀 천을 가슴팍 언저리에 걸친다. 또 하

의는 남녀 모두 얇은 끈을 허리에 묶어 고정시키고 아랫단은 복숭아뼈 위에서 얇은 끈으

로 동여맨다.

걸치는 옷은 ‘두루마기’라 한다. 통소매옷으로 길이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겉옷이

다. 깃에 끈을 달아 이것을 묶는다. 홑옷이 있고 겹옷이 있다. 면이 들어 있는 것은 상의, 

하의가 같다.

전포(戰袍)70는 소매가 없는 홑옷으로 일반 예복이다. 마치 우리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明治維新) 전에 입던 진바오리(陣羽織)71와 비슷하고 길다.

모(裳)는 ‘치마’라고 한다. 여자의 허리에 걸치는 것으로 마치 서양 부인의 뚫린 하카마

(袴)72처럼 종 주름이 많고 또한 긴 것은 거의 땅에 끌리는 것도 있다.

나가기누(長衣)는 ‘장옷’이라고 한다. 여자가 외출할 때 안면을 덮는 것으로 마치 우리 일

본에서 유신 전에 입던 ‘우와기’ 73와 비슷하다. 관내에서는 공주, 전주의 두 도시의 상류층 

이외에 착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통의 치마로 안면을 가리는 것은 그야말로 장옷 대

신이다.

세코(背子)는 ‘배자’ 74라고 한다. 소매가 없는 조끼 옷인데 대부분은 남자용이다. 가슴

팍 부분의 이음매는 원래 끈으로 묶는데 군산의 한인 마을, 강경, 공주, 전주 같은 번화가

에서는 근래에 끈을 묶지 않는 사람이 많아 마치 양복의 조끼와 다르지 않다.

69)

70)

71)

72)

73)

74)

일본의 전통 바지의 일종으로 주로 농사나 산에서 작업할 때 입는 작업복으로 인식된다. 통바지 형태이며 

허리춤에 끈을 달아 묶는다.

전포는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관복과 군복에 입은 소매 없는 옷을 칭하는데, 작자(綽子), 쾌자(快子:掛子), 

전복(戰服), 답호, 더그레, 호의 등 다양한 명칭으로 통용되었다. 1884년(고종 21년) 의복 간소화 조치 이후 

소매가 넓은 종류의 옷을 입지 못하게 하면서 문무관리들이 평상복으로 입게 되었다. 

진중에서 무사들이 갑옷 위에 입던 소매가 없는 옷으로 비단・나사 따위로 만든다. 

일본의 전통 의상 중 하나로서 하반신에 착용하는 하의이다. 허리에서 발목까지 덮으며 가랑이가 져있고 

스커트 모양도 있다. 하카마는 기모노 위에 입는다. 

우와기, 우하기, 효이(表着,上着) 등으로 불린다. 기모노 중에서 가장 바깥에 걸치는 옷을 가리킨다. 

저고리 위에 덧입는 소매 없는 윗옷으로 고름이 없어 여미지 않고 입는다. 배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보온을 위해 입었던 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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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6)

77)

78)

주(紬)는 명주(明紬)를 가리킨다. 주(紬)는 제직 방법과 제직된 상태, 산지・원료 등에 의하여 각기 다른 명

칭으로 불렸는데 근래에 와서 ‘명주’로 불리고 있다. 누에고치에서 얻은 천연 단백질 섬유로 만드는데, 이를 

견직물(絹織物)이라고 한다. 명주실은 누에고치를 끓는 물에 넣어 실 끝을 풀어서 자새・왕챙이 등의 기구로 

실켜기를 하여 제사(製絲)한 것이다. 이 명주실을 베틀로 짠 천이 명주, 즉 견직물이다. 베틀에서 떼어 낸 

명주는 필로 묶는다. 명주의 너비는 35∼40㎝ 내외이며, 한 필의 길이는 20m정도이다. 명주로 옷을 지을 

때는 물에 담가 풀을 다 뽑고 그늘에 널어 물기를 말려 다시 풀을 먹인다. 그리고 그늘에서 물기가 가실 정

도만 말렸다가 다시 거두어 손으로 만지고 발로 밟은 다음 다듬이질・홍두깨질을 하여 다리미로 다려서 옷

을 짓는다. 

흔히 라(羅)라고 하는 직물을 가리킨다. 실을 엮어 옷감을 짤 때 서로 가까운 두 올의 날실에 한 올의 씨실

를 끼워 얽히게 짠 직물을 사(紗)라고 하고, 그렇게 짠 것을 평직과 혼합해서 짠 직물을 여(絽)라고 한다. 

얽힌 곳의 사이마다 틈이 있어 통기성이 좋고 시원하며 가벼운 장점이 있다. 오늘날의 나(羅)는 여(絽)의 얇

은 직물을 가리키지만 고대 문헌에서는 서로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 신라에서는 흥덕왕 복식금제 품목에 

포방라(布紡羅)・야초라(野草羅)가 나오고, 중국 송나라과 원나라에서 보낸 각종 라(羅)가 알려져 있다. 조

선시대 문헌에는윤주라(潤州羅)・모라(冒羅)・항라・생항라・은라(銀羅)・숙라・추라(秋羅)・숙항라 등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 오늘날에는 항라가 봄철의 남녀 한복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흰색・분홍색・옥색・남색・자

주색・노랑색・다홍색・진분홍색의 민항라・문항라(紋亢羅)가 사용된다. 

일본의 직물 중 하나이다. 날실과 씨실을 1 대 2의 비율로 제직하는 견직물 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직하

는 직물을 일컫는다. 특유의 까칠한 표면, 광택, 질감 때문에 안감이나 이불 호청, 방석, 걸레 등에 많이 사

용한다. 海黄, 海気, 改機, 海機라고 쓰기도 한다. 

중국에서 나는 비단의 하나. 날실은 가는 올로, 씨실은 굵은 올로 짠다. 관복과 예단으로 사용하는 고급 견

직물에 속한다. 

재봉은 우리 일본의 예전처럼 오로지 부녀자들이 손바느질 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근래 

들어 위에 열거한 번화가에서 ‘미싱’을 들여 놓거나 별도로 점포를 차려 남자들이 세코 같

은 것을 재봉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

옷감은 영국산 옥양목, 일본산 옥양목, 한국산 목면(木綿), 마포(麻布, 삼베), 저포(苧布, 모

시)를 주로 사용한다. 그 밖에 한국산 명주(紬)75, 여(絽)76, 중국산 견직물, 일본산 가이키(甲

斐絹)77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등품은 위에 열거한 번화가 외에서는 수요가 적다.

염색은 남녀 모두 일반적으로 사시사철 흰색을 좋아한다. 그리고 상의, 두루마기, 치마

는 옅은 남색이 종종 있다. 장옷은 대체로 옅은 남색이다. 배자는 특이한 색을 선호하는 것 

같다. 다갈색, 청죽색(靑竹色), 자색(紫色) 등을 많이 볼 수 있고 그중에서 동그란 모양의 큰 

문양이 있는 것을 애용하고, 상등품은 중국산 모초단(毛綃緞)78과 같은 종류이다. 또한 남

녀 어린이들은 모두 황색, 녹색, 복숭아색 등의 상의와 두루마기를 많이 입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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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끈의 폭은 2촌(寸)79이고 길이는 약 5척(尺)80이다. 사나다오리(眞田織)81와 비슷하

게 목면 또는 비단으로 만든 것을 사용한다. 색상은 흰색, 황색, 청죽 등 단조롭지 않다. 

일본산도 있고 한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다. 또한 허리끈에 일반적으로 복주머니82, 담

배 주머니, 안경을 달고 다니는 것이 풍습이다.

버선83은 옥양목 또는 한식 목면(木綿)으로 만들어 흰색이다. 여름용과 겨울용의 구별 

없이 대체로 솜이 들어간 것을 이용한다.

한인들의 관모(冠帽)는 대나무를 가늘게 깎아 엮어서 뼈대를 만든다. 거기에 중국산 비

단을 붙이고 흑칠(黑漆)을 한다. 상등품은 견사(絹絲)나 말총을 사용한다. 또한 국상(國喪) 

때는 일반적으로 흰색의 관모(白冠)를 쓴다. 모두 한국제로 제주도와 경상도 통영에서 나

는 것이 유명하다. 그리고 갓끈은 중국산 갑사(甲紗)84를 주로 사용하고 백관에는 마포(麻

布), 백사(白沙), 백견(白絹)을 주로 사용한다.

일본인의 복장은 딱히 일본의 복장과 다를 것이 없다. 모두 일본산을 이용한다. 단 여

행을 할 때는 양복을 착용하는 것이 일반 한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 같다.

2) 먹거리

한인은 대체로 하루 두 끼 식사를 한다. 당 관내에서는 주로 쌀밥을 먹는데 보리를 함

께 먹고 이따금씩 크고 작은 콩을 혼식한다. 특히 사치라고 할 만한 것은 일반적으로 매

79)

80)

81)

82)

83)

84)

일본의 1촌(寸)은 3.03㎝에 해당한다. 

일본의 1척(尺)은 37.87㎝에 해당한다. 

견사나 면실로 짠 띠 모양의 일본식 직물이다. 옷의 허리띠 등으로 묶을 때 사용한다.

원문에는 ‘긴차쿠(巾着)’라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복주머니와 비슷하게 생긴 일본식 주머니이다. 

원문에는 ‘다비(足袋)’라고 했는데, 일본의 전통 버선이다. 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발가락 사이가 갈라져 있는 

것이 우리의 버선과 다르다. 

생사를 가지고 발을 얇고 성기게 짠 비단옷감이다. 사(紗)의 조직바탕에 평직 또는 사문직(斜紋織)으로 여

러 가지 문양을 넣어 운치있게 짜며 여름옷을 만드는 데 쓰인다. 1915년 작성된 갑사에 관한 기록에 따르

면, “날실은 생사, 씨실은 정련한 실로 짠 옷감”이라는 내용이 있고, 무늬가 있는 문갑사(文甲紗)와 무늬가 

없는 무문갑사(無文甲紗) 등의 종류가 있다. 갑사는 왕의 면복(冕服)에서부터 조복(朝服), 비빈들의 스란. 

대란치마, 왕세자의 동달이 등에 두루 쓰였는데, 조선 말기에 이르러 일반에서도 다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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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일본식 탁주를 가리킨다. ‘도부로쿠’라고도 하는데 청주 종류의 하나이다. 니고리자케는 한국의 막걸리보

다 훨씬 무겁고 걸죽하며 텁텁하고 도수도 높다. 니고리자케의 도수는 15~16도이다. 도수가 높은 이유는 

물에 희석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료는 쌀과 누룩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니고리자케를 여과하

면 청주가 된다.

번 따뜻한 밥을 먹는 풍습이 있다. 여름철 낮 시간이 길 때 음식점이 있는 지방에서는 점

심으로 메밀과 소면을 먹지만 다수는 참외를 먹고 견디는 것 같다. 부식물은 야채, 소, 돼

지, 닭, 어류인데 특히 부추, 마늘, 고추를 좋아하고 아주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대개 관내 각 지역에서 산출된다. 

단, 소면은 전부 일본에서 수입한 것뿐인데 한인들이 매우 선호한다. 소면 수입액이 지

난 1902년에 13,091근, 883엔, 1903년에 89,088근, 5,943엔, 1904년에는 상반기 6개월 동안

에만 72,683근, 4,691엔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원래 한인은 가격이 저렴한 것을 원하

기 때문에 한인에게 판매하는 분량은 모두 기계로 만든 제품이라고 한다.

술은 소주, 약주, 막걸리를 함께 마신다. 소주는 멥쌀(粳米)로 만들며 일본의 소주와 마

찬가지로 알코올 도수 약 14~15도의 것이 많다. 약주는 찹쌀(糯米)로 만든 것도 있고 멥쌀

로 만든 것도 있는데, 일본 청주(淸酒)의 중간쯤 되는 것으로 품격이 없고 대체로 맛이 없

다. 막걸리는 밀가루를 원료로 해서 만든 것인데 대부분 신맛이 강하고 또한 취하는 기분

이 몹시 떨어진다. 보기에는 다소 일본의 니고리자케(濁酒)85를 닮았지만 그 맛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 일본인의 입에는 거의 맞지 않지만 배고플 때 배를 채울 만 하다고 해

서 노동자는 물론 중등 이하의 한인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많이 마신다.

위에 열거한 술의 원료인 쌀과 보리 등은 관내 각지에서 산출되기 때문에 종래 다른 지

방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지난 1903년은 보리 작황이 대흉년이었기 때문에 

일본인 상인이 일본에서 밀과 지게미(糟)를 수입하였는데 그 액수가 1903년 9월부터 1904

년 6월에 이르는 10개월 동안 6,472포대, 판매가 약 29,124엔의 거액에 달하여 뜻밖에 높

은 수익을 올린 자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밀과 지게미를 대부분 우마(牛馬)의 사료나 비료

로 사용하는데 원 수출지인 상해제분(上海製粉)사의 제품이 많다.

그리고 외국 술은 단지 근래에 와서 군산의 한인들이 일본의 청주를 마시는 경우가 많

아졌다고 하며 상류층에는 이따금씩 일본에서 만든 포도주와 맥주를 이용하는 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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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인들 중에는 술, 된장, 간장을 전업으로 양조하는 자가 없다. 각 읍(군아郡衙 소재지

를 읍이라고 한다)과 각 촌 모두 집에서 아주 소량을 양조하고 다 쓰고 나면 다시 양조를 

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처럼 따로 양조기(釀造期)86라는 것이 없다.

일본인, 중국인 모두 이 지역에서 나는 쌀을 먹는다. 그 부식물도 각 지역에서 나는 채

소와 소, 돼지, 닭, 어류를 사용하고 각각 자국의 조리법을 사용한다. 또한 일본인이 사용

하는 술, 미소(味噌)87, 간장 등은 일본에서 수입한 것이거나 거류지에서 일본인이 양조한 

것을 사용한다.

3) 주택

한인의 주택은 온돌이 있는 목조 단층집인데 진흙으로 주위를 바르고 초가지붕을 얹어 

왜소하다. 각 방에는 한 두 개의 작은 창문과 출입구가 있다. 내부는 어둡고 공기의 소통

이 매우 나쁘다. 바닥에는 평편한 돌을 깔아놓고 그 틈새를 진흙으로 바르고 바닥 밑에 여

러 개의 연통을 설치해 한쪽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설비되어 있다. 실외에 큰 부뚜막이 

있다. 화기(火氣)가 골고루 바닥 밑을 소통하여 실내를 따뜻하게 데워주기 때문에 엄동설

한에도 이부자리 같은 방한구의 준비가 아주 적고 겨울철에 노인과 어린이에게 가장 적합

하다. 한인의 속설에 땔감이 부족한 것은 밥먹을 쌀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

다. 이 때문에 평야보다 비교적 산간 계곡에 부락이 많다. 그리고 보통 민가의 부뚜막에는 

큰 솥을 걸어두고 아침과 저녁밥을 짓는데 여름철 한창 더울 때에는 실내의 열기 때문에 

안에 있을 수가 없다.

86)

87)

88)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술, 된장, 간장 등을 양조하는 것을 신성시하였다. 계절과 절기, 수량의 정도, 원료

가 되는 곡식의 수확 시기, 풍흉의 정도, 온도와 습도 등에 따른 누룩과 효모의 활동 시기, 양조의 성패 등

이 기후 절기, 신도(神道), 마을 의례 등과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각 지역과 마을별로 양조에 착수하고 이

를 종료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일정한 의례를 진행한다. 

일본식 된장을 가리킨다. 

‘줌치’란 한지를 물에 적셔 손으로 주무르거나 쳐서 종이 안에 있는 닥의 섬유질이 엉키고 밀착을 강화시킨 

것이다. 전체 종이면이 요철처럼 오톨도톨한 특성이 있는데 마치 한지의 질감이 가죽(皮革)과 같아서 일본

에서는 ‘의혁지(擬革紙)’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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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의 경우 상류사회에서는 관내 전주에서 나는 줌치88를 정교하고 두텁게 깔고 기

름종이에 풀을 붙여 밀착시킨다. 벽과 천정에 종이를 둘러 붙이기는 하는데, 보통은 거적

을 깔고 벽과 천정에 종이를 붙이는 경우가 드물다. 그리하여 벽과 천정 틈새에 서식하는 

빈대 등 해충의 피해가 몹시 끔찍하지만 한인들은 아주 태연하다.

또한 집의 칸 수와 방의 크고 작은 정도는 빈부의 차이에 따라 모두 다르다. 다만 각 관

사와 공주 및 전주의 부(府), 그리고 군산의 한인 마을, 강경과 기타 촌락의 각별한 가문이

나 재산가의 집은 그 건축 규모가 대단히 크고 또한 기와를 얹은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서(官署)의 누문(樓門) 외에 2층 건물은 없다. 건축 재료는 모두 관내 각 지방에서 조달

하는데 주택을 짓는 직인(職人) 역시 한인이라고 한다.

일본인이 사는 주택은 일본식 또는 서양식과 절충한 크고 작은 목조 단층집, 이층집 등

으로 다양한데 일본에서의 주택과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지붕은 거류지 제도에 따라 기와

나 아연철판 등 모두 불연물질을 사용한다. 거류지 밖에서는 별도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초가지붕과 기와지붕 등 다양하다. 특히 경강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주택은 한식풍의 

초가지붕으로 덮은 주택이 많다. 구조는 대체로 일본식 단층건물이다. 건축 재료는 일본

과 중국, 한국산을 함께 사용하고 직인(職人)은 모두 일본인들이다.

중국인의 주택은 중국풍의 연와(煉瓦)로 만든 2층 건물 한 동과 일본풍의 연립식 목조 

단층에 분거하는 자들이 많다. 거류지 제도에 따라 지붕을 불연물질로 하는 것은 일본인 

주택과 다르지 않다. 건축 재료는 중국산과 일본산, 한국산을 모두 사용하고 그 직인은 중

국인 또는 일본인을 사용한다.

4. 기후 및 위생

1)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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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군산항은 각각의 계절마다 서북풍이 심하게 불고 때때로 극심한 추위가 찾아오는 경

우도 있지만 온화한 날씨로 바뀌는 것이 빨라 내리는 눈 또한 적다. 여름철의 극심한 더위

는 일본에 비해 길고 이따금씩 갑자기 찬 기운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관내의 기온은 일반

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봄철 다음에는 강우기가 있다. 특히 이 나라에서는 음력 7월을 장

마철(霖雨)이라고 하는데, 이 계절에 비가 내려도 이 지방의 강수량은 많지 않다. 1년 내내 

강수량은 대체로 적다. 음력 7, 8월에 태풍이 없진 않지만 일본에서 음력 210일89 전후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심하지는 않다. 이에 참고를 위해 군산 경찰서가 조사한 날씨표(晴雨

表)와 온도표(寒暖表)를 아래와 같이 게재한다.

◎ 군산항 날씨표(1902년) 

일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일 맑음 흐림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흐림 비 맑음 맑음 흐림

2일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비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맑음

3일 맑음 맑음 비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비 맑음 맑음 맑음

4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비 맑음 맑음 맑음

5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비 맑음 맑음 맑음

6일 맑음 맑음 맑음 흐림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눈

7일 눈 맑음 맑음 비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8일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비 맑음 흐림 비 맑음 맑음 맑음 맑음

9일 맑음 맑음 흐림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10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11일 흐림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12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비 조금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13일 맑음 눈 비 맑음 맑음 비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비

14일 맑음 눈 맑음 맑음 맑음 비 비 맑음 맑음 맑음 흐림 흐림

15일 흐림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비, 바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16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비 비 조금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17일 맑음 맑음 흐림 흐림 맑음 맑음 비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비

18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비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19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비 흐림 맑음 맑음 비 흐림

89) 일본의 세속 절기 중 하나로 입춘일로부터 210일째 무렵인데 대략 9월 1일경이다. 이 무렵 일본에서는 태풍

이 잦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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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21일 흐림 맑음 비 흐림 흐림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비 눈

22일 흐림 맑음 맑음 맑음 흐림 흐림 맑음 맑음 비 흐림 맑음 흐림

23일 흐림 맑음 흐림 흐림 맑음 비 비 맑음 맑음 비 비 맑음

24일 맑음 흐림 맑음 비 맑음 맑음 비 맑음 흐림 흐림 맑음 맑음

25일 맑음 비 흐림 맑음 비 맑음 맑음 흐림 흐림 맑음 맑음 맑음

26일 맑음 맑음 맑음 흐림 흐림 맑음 맑음 비 맑음 맑음 맑음 눈

27일 맑음 맑음 맑음 비 흐림 후림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맑음 흐림

28일 맑음 비 흐림 맑음 흐림 비 맑음 흐림 흐림 흐림 흐림 맑음

29일 맑음 맑음 비 비 흐림 맑음 비 맑음 맑음 흐림 맑음

30일 흐림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맑음 흐림 맑음 맑음 흐림 맑음

31일 흐림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집계

맑음 248일

흐림 71일

비 40일

눈 6일    

 

◎ 군산항 날씨표(1903년) 

일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일 눈, 비 흐림 맑음 맑음 맑음 흐림 흐림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2일 비 흐림 흐림 맑음 맑음 흐림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맑음 흐림

3일 맑음 맑음 흐림 흐림 흐림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눈

4일 맑음 흐림 흐림 맑음 비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5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비 비 비 맑음 흐림 눈

6일 비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맑음

7일 흐림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비 비 흐림 맑음

8일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9일 눈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10일 눈 흐림 흐림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흐림

11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흐림 흐림 맑음 맑음

12일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비 맑음 맑음 맑음 맑음

◎ 군산항 날씨표(1902년) 

일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일 맑음 흐림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흐림 비 맑음 맑음 흐림

2일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비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맑음

3일 맑음 맑음 비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비 맑음 맑음 맑음

4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비 맑음 맑음 맑음

5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비 맑음 맑음 맑음

6일 맑음 맑음 맑음 흐림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눈

7일 눈 맑음 맑음 비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8일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비 맑음 흐림 비 맑음 맑음 맑음 맑음

9일 맑음 맑음 흐림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10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11일 흐림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12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비 조금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13일 맑음 눈 비 맑음 맑음 비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비

14일 맑음 눈 맑음 맑음 맑음 비 비 맑음 맑음 맑음 흐림 흐림

15일 흐림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비, 바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16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비 비 조금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17일 맑음 맑음 흐림 흐림 맑음 맑음 비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비

18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비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19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비 흐림 맑음 맑음 비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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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맑음 맑음 비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비

14일 맑음 맑음 비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15일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비 맑음 흐림 맑음 흐림 흐림

16일 흐림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흐림 맑음 흐림 맑음 맑음 흐림

17일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18일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비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19일 맑음 맑음 흐림 맑음 흐림 맑음 비 맑음 흐림 맑음 눈 눈

20일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비 맑음 흐림 맑음 흐림 맑음 비 눈

21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비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22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23일 흐림 맑음 비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24일 흐림 맑음 맑음 비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25일 흐림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비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26일 흐림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눈

27일 흐림 맑음 흐림 맑음 맑음 비 흐림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맑음

28일 맑음 흐림 맑음 흐림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29일 맑음 맑음 맑음 흐림 맑음 흐림 맑음 맑음 흐림 맑음 맑음

30일 맑음 비 맑음 비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흐림 흐림

31일 비 비 흐림 맑음 맑음 맑음 흐림

집계 

맑음 251일

흐림 80일

비 24일

눈 10일

90) 독일의 다니엘 파렌하이트(Daniel G. Fahrenheit)의 이름을 딴 온도 단위이며, 기호로는 °F를 쓴다. 물이 

어는 온도는 32도(섭씨 0°)이며, 물이 끓는 온도는 212도(섭씨 100도)이므로, 이 사이의 온도를 180등분한 

온도 측정법이다. 화씨(華氏)란 명칭은 파렌하이트(Fahrenheit)의 중국어인 ‘화륜해특’(華倫海特)에서 유래

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스웨덴의 천문학자 안데르스 셀시우스(Anders Celsius)가 처음으로 제안한 물의 어

는 점(0)과 끓는 점(100)을 기준으로 하는 섭씨 온도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섭씨(攝氏)’라는 명칭은 셀시

우스의 중국어 ‘섭이수사’(攝爾修斯)에서 유래한 것이다. 화씨 100 °F는 섭씨 37.8 °C에 해당한다. 화씨의 섭

씨 변환 공식은 ‘°C = (°F − 32) / 1.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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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항 온도표(1902년)

    

※ 온도 측정은 화씨90로 한다.

※ 표 가운데 전(前)은 오전 6시, 후(後)는 오후 6시에 측정한 것이다.

※ 6월 10일 이후는 오후 1시에 측정하였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1일 32 48 36 32 45 44 51 63 56 60 62 66 70 80 78 84 70 72 63 84 58 43 48 65

2일 34 45 35 38 42 50 56 48 66 52 62 70 72 80 78 78 72 78 68 78 58 68 46 64

3일 35 32 36 36 50 43 42 53 53 64 62 74 74 84 70 85 76 82 60 80 58 68 38 52

4일 26 35 32 36 41 42 51 53 60 60 66 73 73 83 72 81 74 80 60 78 60 68 46 52

5일 35 30 38 42 42 52 48 69 58 60 69 74 72 84 74 85 71 76 60 72 42 62 38 46

6일 31 32 36 42 44 50 58 70 59 60 64 71 76 85 70 88 70 85 58 75 50 62 38 40

7일 35 42 33 43 52 56 56 63 66 68 69 70 73 84 75 84 70 83 61 78 48 66 28 46

8일 34 38 38 42 50 50 55 52 60 57 67 72 76 86 76 86 72 83 58 76 50 69 37 45

9일 32 45 36 35 55 45 56 58 56 60 70 76 76 80 76 84 69 82 60 78 50 66 39 48

10일 32 48 34 36 43 49 48 53 56 62 71 78 76 83 78 82 66 85 60 76 52 68 36 48

11일 36 50 34 38 42 58 46 53 58 58 68 82 72 84 80 82 69 83 60 80 48 68 35 61

12일 38 50 33 38 48 66 50 62 54 57 64 82 70 83 72 82 69 84 56 75 54 71 48 59

13일 36 42 36 32 57 54 50 51 55 60 71 78 80 84 72 84 70 82 59 78 58 68 46 58

14일 33 47 30 40 48 59 50 62 53 62 72 72 78 82 73 88 70 82 61 76 62 64 50 54

15일 43 48 30 51 51 59 56 68 57 65 68 78 78 76 74 83 70 78 58 70 50 65 46 50

16일 42 49 32 44 59 62 56 67 59 64 68 76 72 82 74 82 70 82 50 74 52 58 48 56

17일 44 49 36 44 54 60 58 64 61 68 68 79 85 77 76 82 67 80 50 72 45 58 34 48

18일 43 47 38 48 60 72 60 60 67 65 70 83 82 79 74 84 68 81 52 72 54 60 38 40

19일 42 50 40 48 64 76 54 65 66 66 68 89 76 73 76 85 64 80 49 74 58 68 34 39

20일 42 47 40 46 63 60 57 70 62 66 71 82 68 80 77 88 70 82 56 78 52 65 34 38

21일 47 48 40 49 60 62 60 67 62 68 70 85 70 84 76 87 68 73 60 74 62 60 32 38

22일 41 38 42 50 58 58 64 68 66 76 73 84 70 83 79 80 66 73 62 71 50 64 34 42

23일 34 33 42 58 54 58 58 60 66 70 72 75 72 72 66 82 67 78 66 70 48 66 34 46

24일 28 36 50 60 51 55 60 55 63 68 70 78 75 75 68 82 65 64 68 82 42 56 30 44

25일 34 38 54 44 52 59 54 58 65 65 70 78 73 80 74 84 60 66 53 68 41 58 32 38

26일 41 42 42 52 62 65 56 58 62 70 67 76 79 84 73 78 54 71 50 68 48 60 32 40

27일 33 44 48 55 60 63 59 60 64 68 70 80 78 91 75 82 68 75 57 74 46 68 32 40

28일 34 45 54 50 58 60 54 60 64 66 70 80 80 88 79 84 62 69 60 69 50 60 30 40

29일 36 52 54 63 57 57 65 64 70 80 76 88 72 80 66 77 60 72 48 60 32 65

30일 41 53 53 65 52 58 60 66 70 82 78 88 69 72 58 78 52 64 46 69 30 63

31일 48 42 45 54 62 66 82 84 70 75 50 66 3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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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항 온도표(1903년)

    

※ 온도 측정은 화씨로 한다.

※ 표 가운데 전(前)은 오전 6시, 후(後)는 오후 1시에 온도를 측정한 것이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1일 26 43 40 46 46 54 48 62 48 70 68 84 69 76 81 86 83 91 64 83 44 58 36 48
2일 38 43 38 46 48 52 50 60 50 68 69 72 68 86 80 90 79 92 66 82 41 53 30 42
3일 27 46 37 46 52 55 46 58 52 62 60 74 74 84 80 82 81 90 62 71 48 56 35 38
4일 28 40 34 40 37 52 48 60 52 60 68 78 70 89 81 94 80 89 54 65 54 57 41 38
5일 32 45 36 43 35 44 49 63 51 61 65 77 65 76 79 81 74 88 65 79 52 68 32 37
6일 28 48 34 42 38 48 50 68 58 68 69 78 76 80 80 90 78 82 68 79 49 54 37 42
7일 30 40 36 45 40 52 48 61 52 66 66 74 68 80 82 91 75 80 60 68 44 52 38 46
8일 29 42 34 44 40 54 54 70 53 68 68 81 79 82 80 89 66 77 54 72 50 50 51 53
9일 22 34 34 38 41 54 48 68 58 76 68 75 74 84 80 87 69 74 52 65 46 52 48 56
10일 21 30 38 50 40 50 48 74 60 74 67 74 72 85 80 82 68 77 52 68 38 52 40 54
11일 25 30 40 55 38 52 56 61 64 78 62 81 74 84 76 90 70 82 54 60 43 50 37 58
12일 30 42 33 35 48 55 58 70 68 77 66 83 74 86 79 82 70 84 66 75 56 60 42 54
13일 28 42 36 32 50 56 58 60 61 81 58 74 74 90 76 89 70 82 53 68 46 55 50 54
14일 31 34 30 34 48 56 54 58 65 69 70 79 78 92 76 89 72 78 54 68 50 58 38 55
15일 22 46 41 50 40 60 52 56 58 78 62 76 73 80 80 92 71 80 60 62 54 60 25 34
16일 35 42 38 48 47 60 47 58 53 71 67 81 79 86 81 92 70 82 58 65 52 64 28 34
17일 38 43 36 46 48 58 53 60 67 79 59 84 75 79 78 90 69 78 50 70 44 52 27 35
18일 40 48 40 42 41 49 48 50 67 79 70 85 79 82 76 86 71 80 52 63 39 45 24 32
19일 34 46 37 48 38 53 63 63 60 68 70 86 76 85 80 88 71 83 48 64 42 50 23 31
20일 34 48 32 50 41 49 58 62 62 66 71 88 81 86 80 90 73 82 52 64 46 52 23 37
21일 40 43 38 48 38 53 58 72 61 70 71 82 78 79 80 90 75 80 54 62 34 40 27 39
22일 40 43 35 48 49 53 54 79 58 68 68 78 76 86 84 86 70 85 52 75 41 48 32 38
23일 52 58 31 49 43 52 52 68 60 68 68 84 76 82 82 88 61 76 50 67 44 53 28 36
24일 42 56 44 50 46 62 50 73 60 69 67 79 76 84 78 89 65 83 54 71 43 45 29 39
25일 42 52 42 48 45 61 52 71 60 72 68 80 78 85 77 82 70 78 57 71 42 48 28 35
26일 40 48 42 50 48 62 52 67 66 72 68 84 75 76 80 91 69 78 54 61 38 45 26 36
27일 32 40 41 52 48 60 58 70 63 74 64 76 76 82 78 90 75 81 45 56 40 48 41 40
28일 35 40 40 51 48 61 59 50 63 81 65 78 76 84 77 87 64 85 42 54 40 52 28 42
29일 32 43 52 66 62 64 70 83 68 77 74 88 78 88 65 84 37 50 41 54 40 41
30일 46 48 50 56 52 58 72 83 70 88 76 90 78 89 70 82 48 56 43 51 39 40
31일 40 45 52 52 68 75 76 86 80 90 40 62 38 43

2) 위생

풍토병으로는 한국 일반에 유행하는 말라리아91가 있는데, 거류지 안팎을 막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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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걸리는 사람이 아주 많지만 그다지 악성은 아니다. 황산퀴닌92으로 치료를 한다. 

치료율이 아주 높다.

또한 각기병(脚氣病)93이 없지 않지만 아주 적고 강경 같은 습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것에 걸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전염병으로는 일본인 중에 해마다 두 세 명의 이질94, 장티푸스95 환자가 나오기는 

하지만 경증으로 사망한 사람은 없다.

콜레라96 환자는 개항 초기 일본인 중에 한 사람이 걸렸을 뿐인데 이 또한 완치되었다.

한인들 사이에는 이질이 가장 유행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는 드물고 거의 만성질환이 

많은 것 같다고 한다.

콜레라, 장티푸스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 유행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아직까지 거류지 내에서 천연두97에 걸린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무엇보다도 봄, 가을 두 

계절에 종두(種痘)98 접종을 준수한다. 한인들 사이에서도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것 같다. 

91)

92)

93)

94)

95)

96)

97)

98)

학질(瘧疾), 또는 하루거리(間日瘧)로 알려진 전염병이다. 모기를 통해 원인 기생충이 전염된다. 

‘황산키니네’(黃酸kinine)라고도 부른다. 기나나무의 껍질에서 얻어지는 알칼로이드의 한 가지이다. 보통 

염산염으로서 해열제, 건위제(健胃劑)로 쓰이며, 특히 말라리아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 B1(티아민)의 결핍으로 인해 심부전과 말초신경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다. 심부전에 따라 다리의 

부종이 신경 장애로 이어져 다리 저림이 일어나는데 이 때문에 각기병이라고 한다. 

이질(痢疾)은 대장에서 발병하는 질환이다. 전형적인 증세로는 고열과 잦은 설사에 피와 점액이 섞여 나오

며 심한 복통이 따른다. 발병 원인에 따라 아메바성 이질과 세균성 이질로 나뉜다. 분변-구강 경로를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된다. 또한, 수인성 또는 음식 매개에 의한 집단 발병도 가능하다. 주로 콜레라와 

함께 급성 설사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전염병 중 하나이다. 

장티푸스(腸typhus)는 살모넬라 균에 의한 수인성 전염병이다. 일반적인 증상은 지속되는 고열, 복통, 비장 

비대, 섬망, 기타 전신 질환을 보인다. 소아의 경우 설사가 잘 나타나는 반면, 성인에서는 변비가 있는 경우

가 흔하다. 

예부터 호역(虎疫), 괴질(怪疾)로 불리는 수인성 전염병이다. 콜레라균(Vibrio cholerae)이 원인균인데, 날것 

또는 덜 익은 해산물이 감염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또는 분변, 구토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감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염되면 설사와 탈수증

세를 보인다. 탈수증세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구한말 일본에서 콜레라라는 세균명이 들어오면서 

음차하여 호열랄(虎列剌)로 불리다가 ‘호열자’(虎列刺)와 혼용되었다. 

천연두(天然痘) 예부터 두창(痘瘡), 마마(媽媽) 등으로 불렸다. 천연두바이러스 또는 작은마마(smallpox)

바이러스 중 하나으 감염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이다. 19세기 ~ 20세기에 걸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천

연두 감염자는 크게 줄어들어 WHO는 1979년 천연두의 박멸을 선언했다.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 우두를 사람에게 접종하는 일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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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가을 두 계절에 일본인 거류지에 와서 약국과 의사 등에게 두묘(痘苗)99를 사가는 

자들이 많은 것을 보면 이 역시 종두의 결과일 것이다. 

홍역100은 해마다 거류지 내외를 불문하고 몹시 유행하는 경우가 있다. 1904년 같은 

경우는 특히 심했는데, 한인들 중에는 사망자가 다수 나왔지만 다행이 일본인은 가벼운 

증상뿐이어서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개항 이래 이곳의 위생 경과를 

살펴보면 이곳 군산항은 비교적 건강한 지역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한인들 사이에 많이 나타나는 병의 종류로 소화기병, 생식기병, 눈병 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일본인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자는 대개 외과적 시술에 한정된다. 또한 눈병이 

많은 것은 온돌 안의 불결한 공기가 자극을 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 결과 오래 전부터 

안경을 끼는 풍습이 성행하고 있다.

한인은 불결한 것도 모르고 위생을 알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고 상한 고기를 먹는 

것도 마다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중병에 걸려 한약과 침으로만 

효과가 빨리 나기를 바랄 뿐 굳이 의사와 양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사령(死靈)이니 

생령(生靈)이니 또는 어떤 물건에 귀신이 붙어 저주하기 때문이라면서 무당에게 주술을 

의뢰하여 낫기를 바라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일본인 거류지는 보통 논밭이나 갈대밭 등 쓸모 없는 습지를 매립하여 이루어진 곳이 

많다. 이미 조성된 구역의 도로 폭이 8미터, 10미터, 12미터 등 장소에 따라 동일하지 

않은데 구획이 정연(整然)하다. 또한 대하수(大下水)와 처마밑의 소하수(小下水)101의 

설비가 있어 배수가 조금 되긴 하지만 아직 매립이 완성되지 않은 곳도 많다. 거류지 내 

99)

100)

101)

두묘(痘苗)란 천연두에 걸린 소에서 뽑아낸 유백색의 우장(牛漿)으로 천연두 백신의 원료이다. 

홍역(紅疫)은 파라믹소바이러스(paramixovirus)과에 속하는 홍역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전염성이 매우 높

은 질환이다. 한방에서는 홍진(紅疹)으로 부른다. 면역률이 높아 한번 감염되거나 백신을 맞으면 다시 감염

될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주로 면역되지 않은 학령기 이전 소아에 자주 발병한다. 비말 등을 통해 호흡

기로 감염되는데, 동물 전파 매개체가 없고 오직 사람끼리만 감염된다. 

대하수(大下水), 소하수(小下水)는 에도시대부터 불려오는 일본식 하수도의 명칭인데, 에도(현재의 도쿄) 등 

대도시는 집 앞에 작은 개울물과 도랑을 만들고 하천으로 연결시켜 하수도의 기능을 하게 하였다. 오늘날 

대하수(大下水)와 소하수(小下水)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은데, 이는 하수도의 크기라기보다는 각 집에서부

터 큰 하천으로 이어되는 하수도망 중 특정 부분을 구분하는 명칭으로 추정되고 있다.



61군산(群山) 사정(事情)

우물은 현재 공용우물 5개, 사설우물 5개가 있는데 수력(水力)이 약해서 가뭄 때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수질 역시 청량(淸良)한 것이 적다. 근래에 일본인 중에 여과한 

물을 보급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있어 일본인 재류민은 대개 이 물을 마시지만 아직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각국 거류지회(居留地會)는 돈을 주고 오물분뇨 청소 업자를 

정하여 항상 각 집마다 분뇨와 오물을 수거하게 한다.

거류지에는 재류중인 일본인과 중국인으로 구성된 사립위생회(私立衛生會)가 있는데 현재 

회장 1명, 임원 18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 회는 각국 거류지회 및 일본민회(日本民會)와 

제휴하여 위생상 제반(諸般) 사항을 협의 시행한다.

거류지 내의 위생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지만 거류지 밖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불결하게 

방치하고 있을 뿐이다. 군산의 한인 마을, 강경, 전주, 공주 같은 곳은 번화가인 만큼 그 

불결함이 더욱 심하다.

현재 전주에는 일본인 개업의(開業醫)  1명 외에 미국인 부부 선교인 의사가 있다. 

강경에도 일본인 개업의가 2명 있고 그중 1명은 이곳 일본인회에서 보조를 하고 있다.

5. 무역

1) 무역액
1901년 1902년 1903년

외국무역액(엔)

수  출 266,555 317,312 855,441

수  입 78,578 101,959 410,561

계 345,133 419,271 1,266,002

연안무역액(엔)

수  출 568,044 693,131 913,589

수  입 647,599 875,942 1,151,481

계 1,215,643 1,569,073 2,065,070

수출 합계 834,599 1,010,443 1,769, 030

수입 합계 726,000 977,901 1,562,042

총 계 1,560,599 1,988,344 3,33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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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수출입 품목 및 금액
     

◎ 국외무역

가. 수출 부문

일본으로의
수출품목

1902년 1903년

수량(단)102 가액(엔) 수량(단) 가액(엔)

쌀 67,536 259,455 187,833 742,766

벼(籾) 117 307 133 363

대두 2,130 3,804 11,775 24,905

들깨 1,224(근)103 69 216,921(근) 10,865

오배자104 5,470 811 4,806 722

소가죽 139,317 32,788 334,583 58,973

사금 - - 1,700(몬메)105 6,840

나. 수입 부문

102)

103)

104)

105)

106)

107)

일본의 ‘단(担)’은 약 60kg에 해당한다.

일본의 ‘1근(斤)’은 약 600g이다. 

오배자는 옻나무과의 낙엽성 작은 키나무인 붉나무 잎에 진드기가 기생하여 만들어진 벌레집을 건조한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다. ‘오배자’라는 이름은 벌레집의 크기가 가을이 되면 다섯 배로 커진다고 하

여 붙여진 것이다. 이른 가을에 성충이 된 벌레가 벌레집을 뚫고 나가기 전에 채취하여 증기에 쪄서 말린 

후 벌레를 제거하고 벌레집을 염료로 이용한다. 오배자로 염색한 천은 땀에 의한 변색이 심하므로 여름철 

의복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오배자로 염색한 후, 철매염을 하면 보라빛이 도는 회보라색이나 흑색의 염색

물을 얻을 수 있다. 민간에서 오배자는 입병, 중이염, 설사 치료에 많이 쓰였고, 옛날부터 염료로도 널리 사

용됐다. 중세 일본에서는 결혼한 여자들이 아침마다 치아를 검게 물들이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때 철장과 

함께 오배자의 분말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조미숙, 2007, 『색다른 색이야기』, 이매진.  

‘몬메(匁)’는 일본 에도시대에 통용되던 은(銀)화의 단위였다가 메이지시대 이후에는 일본 척관법(尺貫法)에 

따라 질량의 단위로 사용되었다. ‘1몬메’는 3.75g이다. 

원문에는 천축포(天竺布)라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흔히 천축목면(天竺木綿)이라고 부른다. 이는 목면이 인

도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단(反)’은 토지 면적 또는 천(布)의 길이를 재는 단위이다. 단(段)이라고 적기도 한다. 시대별로 그 길

이가 다른데, 후대에 와서는 ‘한 단’은 폭 9寸5分, 길이 2~3장(丈)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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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목

1902년 1903년

수량(단) 가액(엔) 수량(단) 가액(엔)

옥양목 류 5,568 22,499엔 25,152 99,087엔

목면106 1,810 4,072 10,985 24,063

일본 방적사 71,603(근) 24,041 116,535(근) 38,489

철기(鐵器) 28,294 2,271 40,395 2,689

설탕 35 6 85,525 6,389

당과(糖菓) 5,024 652 19,594 2,299

맥분(麥粉) 120 6 33,555 1,364

소면 8,365 591 60,252 4,396

도자기 53,329 2,957 249,944 13,808

일본 종이담배 15,500(본) 30 1,749,300(본) 3,637

석유 1,760(톤) 490 7,960(톤) 2,141

성냥 20,595(개) 5,796 40,025(개) 10,882

줄(縄) 124,376(근) 2,716 201,798(근) 5,559

가마니 139,810(가마) 12,471 182,825(가마) 18,279

◎ 연안무역

가. 수출 부

품목 항별
1902년 1903년

수량(단) 가액(엔) 수량(단) 가액(엔)

쌀

인천 32,335 108,192 39,229 131,475

목포 1,983 6,276 1,885 5,684

부산 7,831 28,039 13,313 36,124

기타 4,692 15,489 1,967

벼(籾)
인천 93 187 217 435

부산 - - 1,764 3,568

대두

인천 325 706 640 1,540

목포 - - 162 387

부산 - - 1,124 2,937

기타 - - 156 374

들깨 인천 315 근 13 17,286 373

오배자

인천 2,813 427 7,434 1,151

목포 1,100 165 7,944 1,308

부산 3,294 507 2,520 378

저포
(苧布)

인천 91,259(단)107 365,634 115,384(단) 305,426

목포 1,928(단) 5,836 1,726(단) 5,177

부산 5,101(단) 15,869 1,494(단) 4,482

기타 396(단) 1,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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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죽
(牛皮)

인천 7,052(근) 1,753 60,436(근) 15,108

목포 48,731(근) 12,085 19,054(근) 4,863

부산 6,765(근) 1,673 450(근) 112

종이

인천 96,725 26,169 124,601 31,567

부산 325 81 - -

기타 250 63 - -

나. 수입 부

품목 항별
1902년 1903년

수량(단) 가액(엔) 수량(단) 가액(엔)

옥양목 류

인천 26,465 102,666 40,401 159,026

목포 3,149 12,566 6,111 23,480

부산 6,211 24,650 9,064 38,001

목면

인천 2,047 3,486 672 1,200

목포 280 476 280 494

부산 640 1,088 200 340

일본 방적사

인천 45,363(근) 14,617 48,063(근) 16,079

목포 10,280(근) 3,394 5,235(근) 1,726

부산 3,750(근) 1,238 750(근) 247

기타 - - 142(근) 47

영국 방적사 인천 1,265 567 15 7

철기

인천 3,430 167 2,769 357

목포 245 21 1,030 57

부산 - - 805 88

설탕

인천 23,952 1,886 35,640 2,637

목포 8,000 610 11,600 898

부산 5,050 404 15,500 1,240

사탕
인천 234 32 528 58

목포 - - 30 3

맥분(麥粉)

인천 5,473 294 28,550 1,580

목포 962 53 3,750 176

부산 900 124 6,725

소면

인천 2,666 162 12,546 722

목포 800 42 15,000 750

부산 1,260 88 1,29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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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
(러시아산)

인천 99,731 6,715 269,938 16,775

목포 59,513 2,548 62,629 3,869

부산 160,530 9,308 145,945 6,762

기타 23,140 1,387 281,886 17,601

석유

인천 115,410(톤) 28,238 182,110(톤) 45,706

목포 700(톤) 175 - -

부산 6,050(톤) 1,670 - -

기타 - - 400 100

성냥

인천 11.027 3,224 27,991 8,578

목포 4,135 1,266 3,293 955

부산 2,343 955 6,485 1,882

도자기

인천 4,263(근) 214 7,328(근) 367

목포 2.657(근) 134 17,518(근) 972

부산 2,420(근) 128 280(근) 9

일본 
종이담배

인천 897,100(본) 2,028 2,440,150(본) 4,730

목포 46,000(본) 102 167,600(본) 1,279

부산 5,000(본) 170 208,400(본) 418

줄(縄)

인천 13,179(근) 396 13,171(근) 394

목포 7,877(근) 248 19,114(근) 857

부산 19,508(근) 490 6,379(근) 191

가마니

인천 21,570(가마) 2,152 17,670(가마) 1,767

목포 18,320(가마) 1,860 15,560(가마) 1,556

부산 12,810(가마) 1,281 9,340(가마) 933

6. 사업 및 시장

당 군산항의 무역에서 으뜸은 쌀의 수출이기 때문에 쌀농사의 풍작과 흉작 여부는 실

로 군산항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그리고 햅쌀의 출하는 10월에 차입(差入)하기 시작하

여 대개 이듬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종료한다. 성수기는 11, 12, 1, 2월의 4개월인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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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성수기 또한 이 시기이다.

일본인은 오사카(大阪)를 주요 거래처로 하고 중국인은 인천항에서 중국과 거래를 하

는 자들이 많다. 한인은 연안무역만 하고 아직 외국과 직접 무역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 

한인의 주요 거래처는 인천, 목포, 부산이다.

한인 사이에는 객주(客主)라는 것이 있다. 일본의 돈야(問屋)108와 비슷한 것으로 매매

(賣買) 거래의 의뢰를 받아 중계를 하거나 상업 거래에 익숙하지 못한 한인이 대체로 객주

에게 거래를 의뢰한다.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 상인 중에 1년에 1만 엔 이상 거래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거래 금액 상인 수(명)

1만 엔(圓)109 이상 8

3만 엔 이상 12

5만 엔 이상 3

7만 엔 이상 2

10만 엔 이상 4

중국인 상인 중에 주요 인물은 동순태(同順泰)110 지점 및 김생동(金生東)이라 한다. 군

산항의 동순태 지점은 아직까지 한국 내 다른 항의 지점처럼 성대한 무역을 하고 있지는 못

하지만 각국 거류지 내 최대 지주로서 셋집을 많이 갖고 있다. 이에 셋집을 얻어 사는 중국

인과 일본인들이 많아서 동순태 군산 지점의 한 달 집세 수입이 600엔을 상회한다고 한다. 

동순태 본점은 광동(廣東)에 있고 한국 내 각 지점에 대는 자본금이 100만 엔이라고 한다.

거류지와 거래하는 한인 중에 주요 인물은 5명이다. 윤덕경(尹德京), 정대화(鄭大和), 박

108)

109)

일본의 객주, 도매상을 일컫는 말이다. 가마쿠라(鎌倉)・무로마치(室町) 시대부터 항, 포구 등에서 화물의 보

관, 수송, 중개 매매를 하던 도매업자를 가리킨다. 

현재 일본의 화폐는 엔(円)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변경된 것이다. 그 이전

까지 일본은 원(圓)을 사용하였는데, 이 역시 일본의 발음은 ‘엔’과 동일하다. 다만 한자 표기의 편의를 위

해 ‘圓’을 간편하게 ‘円’으로 적기도 하였다. 일본은 1897년의 화폐법에 따라 ‘순금 2부(二分 = 0.2몬메匁 = 

0.75g)을 1엔(圓)’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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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朴尙浩), 박경옥(朴景玉), 김연홍(金燃宖)이 그들이다. 모두 객주를 겸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자도 있다.

거류지 내에서 일본인과 중국인 간의 거래는 대부분 일본 통화를 사용하고, 한인과 거

래할 때는 대개 두 종류의 한화(韓貨)를 사용한다. 하나는 백동화(白銅貨)111이고 하나는 

엽전(葉錢)이다. 충청도에서는 백동화만 사용하고 전라도에서는 엽전만 사용한다. 이 지역

들과 주로 거래하는 거류지로서는 필연적으로 두 종류의 한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다

시 말해, 충청도에서 미곡, 소가죽 등을 살 때는 백동화를 사용해야 하고, 전라도 사람에

게는 엽전을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두 종류의 한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일본 통화에 대한 교환비율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한화 환율이라고 한다.

한화 환율시세는 보통 수출이 잘 되는 계절에 높고 이 시기를 지나면 보통 떨어진다. 뿐

만 아니라 5에서 6월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한국까지 진출한 일본인 어부들이 수획량을 한

인들에게 방매(放賣)해서 얻게 되는 거액의 한화를 거류지에 가져와서 일본 화폐와 교환해 

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율시세는 더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것은 

110)

111)

청나라 상인 탄제성(譚傑生)이 1870년대 한양 수표교 근처에서 설립한 동순태호(同順泰號)라는 상사(商社)

이다. 당시 대부분의 화교 상권과 자본을 산동(山東)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드물게 탄제성은 광동

(廣東) 지역 상인이었다. 일찍이 조선에 정착한 탄제성은 동순태호를 통해 각종 물자와 상품의 무역, 상업 

거래 외에 차관(借款)대여 등의 금융업과 선박회사, 부동산 임대업 등을 경영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고 

1929년 경성에서 사망할 때까지 화교 사회의 지도적 인물로 군림하였다. 특히 1892년 조선에 대한 청 정부 

차관 제공에 이름을 빌려주면서 유명해졌다. 이를 통해 동순태는 한강 운항권과 선로개설권 등을 부여받

아 사업을 확장하였다. 이후 동순태는 동순태표(同順泰票)라는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올

렸다. 자본과 신용이 두터운 동순태호의 어음은 중국 상인과 한인들에게 널리 유통되었다. 1903년 동순태

표와 일본제일은행이 부산에서 발행하는 은행권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면서 두 지폐의 유통 금지를 요구하

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1920년 후반 탄제성과 일가의 비리와 추문이 알려지면서 각종 고소, 고발 사건

이 연이어 터지면서 동순태의 위신은 크게 추락하였다. 이는 일제의 화교자본 억제와 견제정책, 1924년사

치세 관세 부과 이후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으로 인한 한중무역의 퇴조, 화교 상업자본의 위축 시기와 일

치한다. 1929년 동순태는 사망하였고 그 일가 역시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직후 동순태 등 가업을 폐쇄하고 

샹하이로 철수하였다. 

개항 이후 급증하는 재정 수요와 당면한 재정 궁핍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환국(典圜局)에서 1892년부터 

1904년까지 주조・유통시킨 대표적인 경화(硬貨)이다. 1894년의 ‘신식화폐발행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에 의

한 은본위제 시행과 1901년의 ‘화폐조례(貨幣條例)’에 의한 금본위제(金本位制) 채택에 의해 보조 화폐로 계

속 사용되었다. 그러나 화폐 위조가 성행하고 외국 화폐와 대비하여 그 가치가 계속 떨어졌다. 결국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르고 민중의 생활이 어렵게 되자 1904년 전환국 폐지되면서 백동화의 주조도 금지되었

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는 시중에 유통된 백동화가 계속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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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환율 등락 정황의 한 가지 사례를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백동화는 경성과 

인천, 그리고 엽전은 부산과 목포의 등락에 따라 변하는 것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그 등

락의 추세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112

한전(韓錢)과 미곡, 그 밖의 수출입화물 매매를 주선하고 중재하는 일본인이 있다. 일본

민회(日本民會) 감독 하에 늘 거류지 내를 분주히 다니며 매매 쌍방으로부터 소정의 수수

료를 받아 영업을 한다. 따로 거류지 내에서 중개업을 하는 한인이 있지만 그 책임은 아주 

가볍다.

특별한 번화가를 제외하면 거류지 외에서 평소에 따로 점포를 운영하는 상점(常店)은 많

지 않다. 따라서 각지에는 일정한 날에 장이 서는데, 대체로 한 달에 6번 장이 열린다. 그 

밖에는 매매나 거래가 거의 없다.　1개 군(郡)에 많은 곳은 10개 이상의 시장이 열린다. 적

어도 한 두 개의 장은 있다. 시장의 모습은 평소 불과 20~30호 내외의 작은 촌이지만 시장

이 열리는 날에는 마치 일본의 엔니치(緣日)113 때의 분위기처럼 성황을 이룬다. 아주 활발

하게 매매와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 상품은 대략 다음와 같다.

외국품, 오양목 류, 일본 옷감 류, 중국 옷감 류, 석유, 성냥, 도기류, 철기류, 과자, 담배, 

의약품, 그 밖의 일본 잡화, 중국 잡화 등, 한국산 물품, 미곡 그 밖의 농산물, 마포(麻布), 

저포(苧布), 목면, 명주, 담배, 생선, 소금, 해조류, 꿩, 돼지, 갓, 신발, 도자기 종류, 그 밖의 

일용잡화 등.

그 밖에 소시장이 열리는 곳이 있다.

이하 관내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을 게재하고 더불어 장날을 부기한다. 단, 장날은 음력

으로 한다. 또한 군청 소재지의 시장을 읍시(邑市)라고 한다.

112)

113)

백동화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궁내부(宮內府)에서는 일본 화폐를 대량 매입했으며, 탁지부(度支部)는 백

동화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세금을 일본 화폐로 받으려고까지 하였다. 당시 백동화의 가치는 일본 화

폐 100엔 당 1899년 116환, 1900년 127환, 1901년 140환, 1902년 178환, 1903년 188환, 1904년 198환, 1905

년 211환이었다. 권인혁, 1996, 「백동화(白銅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특정한 신불(神佛)의 인연이 있는 날로, 이 날 참배를 하면 특별한 공덕(功徳)이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많

이 찾다 보니 참배객을 대상으로 시장이 열리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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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군(郡) 장 이름(市名) 장날(市日)

한산(韓山) 신시(新市) 3, 8

임천(林川)
읍시(邑市)
입포(笠浦)

5, 10
4, 9

부여(扶餘) 시산(是山) 1, 6

정산(定山)
읍시(邑市)
치성(致城)

5의 날
10의 날

공주(公州)  

읍시(邑市)
대전(大田)
대교(大橋)
왕진(旺津)
광정(廣程)
부강(芙江)
경천(敬天)
유구(維鳩)
감성(甘城)
이인(利仁)
유성(儒城)

1, 6
2, 7
3, 8
4, 9
5, 10
1, 6
2, 7
3, 8
4, 9
5, 10
5, 10

연산(連山)
읍시(邑市)
두마(豆磨)

5, 10
1, 6

은진(恩津)
읍시(邑市)
논산(論山)
강경(江景)

1, 6
3, 8
4, 9

서천(舒川） 읍시(邑市) 2, 7

비인(庇仁)
읍시(邑市)
간치(艮峙)
판교(板橋)

3, 8
1, 6
5, 10

남포(藍浦)
읍시(邑市)
대천(大川)

4, 9
3, 8

홍산(鴻山) 읍시(邑市) 2, 7

노성(魯城) 읍시(邑市)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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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군(郡) 장 이름(市名) 장날(市日)

여산(礪山)
읍시(邑市)
황산(黃山)

1, 6
2, 7

익산(益山) 읍시(邑市) 2, 7

전주(全州)

읍시(邑市)
삼례(參禮)
봉상(鳳翔)
이리(裡里)

2, 7
3, 8
5, 10
4, 9

임실(任實)
읍시(邑市)
갈담(葛覃)

1, 6
2, 7

남원(南原)
읍시(邑市)
오수(獒樹)
형파(炯波)

4, 9
2, 7
2, 7

순창(淳昌) 읍시(邑市) 1, 6

정읍(井邑) 읍시(邑市) 2, 7

태인(泰仁)

읍시(邑市)
용두(龍頭)
삼리(三里)
엄지(嚴池)

5, 10
1, 6
3, 8
4, 9

금구(金溝)

읍시(邑市)
원평(院坪)
효정(孝亭)
김주(金州)

3, 8
4, 9
5, 10
1, 6

김제(金堤)
읍시(邑市)
세남(歲南)

2, 7
3, 8

부안(扶安)
상시(上市)
하시(下市)

2, 7
4, 9

고부(古阜) 읍시(邑市) 4, 9

함열(咸悅)
읍시(邑市)
황등(黃登)

2, 7
3, 8

옥구(沃溝)
지경시(地境市)

평사(平沙)
1, 6

5의 날, 경시(京市) 10의 날 

임피(臨坡)  읍시(邑市) 2, 7 

용안(龍安)114 ○○115 3, 8

만경(萬頃) 양지(良池) 폐시(廢市)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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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서 가까운 시장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은 공주부, 

전주부, 강경, 군산의 한인 마을에 있다. 주요 각 시장의 상황을 차례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주부(公州府)

- 부강(芙江)정거장에서 6리

- 강경(江景)에서 8리

- 조치원정거장에서 6리

- 군산에서 육로 17리

공주는 충청남도의 중심지로서 경성에서 남쪽으로 30리 떨어졌으며 차령(車嶺)산맥 

남쪽 끝자락과 금강(錦江) 연안에 위치한다. 호수(戶數)는 약 1,050호 가량이다. 

관찰부(觀察府)116와 군청이 있고, 병영(兵營)이 있다. 한국의 우편전보국(郵便電報局)이 

있고, 관찰부 부속 경찰이 있는데, 총순(摠巡)117 1명과 순검(巡檢)118 30명 규모이다.

우리 일본의 군산우편국 우편수취소가 있고, 당 재한국군산일본영사분관 경찰서의 

순사주재소가 있다.(현재 순사 1명이 주재) 미국과 프랑스의 교회당이 있다.119 또한 

114)

115)

116)

117)

118)

익산 지역의 옛 지명이다. 고려 때 용안현이 되었다. 1895년 전주부 용안군에 속했다가, 이듬해인 1896년 

전라북도에 용안군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익산군에 병합되고,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

합되면서 익산시가 되었다. 

원문에는 ‘コルモ○’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골목’인지 확실치 않다.

공주에는 충청도를 관할하는 정3품의 목사가 주재하였는데, 공주 목사가 직무를 관할하던 관아를 관찰부

라 하였다. 

조선 말기의 경찰 관직 중 하나이다. 갑오경장으로 신식 경찰제도가 도입되었는데, 1894년 기존의 좌우포

도청을 합쳐서 경무청을 신설하였다. 경무청의 관제는 경무사(警務使)・경무관(警務官)・총순(總巡)・순검 등

으로 되어 있었고, 총순이 판임관으로 순검을 지휘하였다. 

1895년 6월 전국의 23(府)에도 순검을 두었다. 순검의 주요 임무는 민(民)의 피해 예방, 건강보호, 방탕음일

(放湯淫逸) 제지, 국법을 범하고자 하는 자를 은밀하게 탐포(探捕)하는 일, 그밖에 감옥사무(간수 등), 죄인

호송, 고위관리 경호 등이었다. 순검의 명칭은 1907년 12월 27일 순사(巡査)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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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터를 이용하는 배편이 있어서 수많은 물품이 각지에서 모여드는데 시가(市街)는 

비좁지만 상가들이 죽 늘어서서 항상 장사를 한다. 장날에는 상점 밖 처마 밑에까지 

상품을 진열하거나 노점들이 들어서는데 그 번성한 모습이 몹시 성대하다.

공주부의 한상(韓商) 중에서 주요 인물로 이기연(李基然), 박공우(朴公禹)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일화(日貨)로 환산하면 1만 엔 이상의 유동자금을 갖고 있는 정도인데, 그 

밖에 1천 엔 이상 규모의 상인도 아주 많다고 한다.

공주부에서 구 명문가는 적은 대신 신 명문가로 민술호(閔述鎬), 서한보(徐漢輔)120, 

이은창(李殷昌) 등이 있다.

공주부에 소속된 한인 병사는 100명이라고 한다.

약령대시(藥令大市)121라는 것이 있는데 정부의 명령에 의해 봄, 가을 두 계절에 

약종(藥種)을 주요 상품으로 하되 다른 여러 잡화들과 함께 약 40일간을 계속해서 장을 

연다. 전국의 상인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실로 놀랄 만큼 성황을 이룬다. 지난 

1897년경부터 충청북도 충주(忠州), 경상남도 진주(晉州)에서도 정부의 명령으로 

대시(大市)가 개설되자, 공주부의 약령대시 개시기(開市期)는 점차 순연되었다. 봄 시장이 

여름으로, 가을 시장은 겨울로 바뀌어 계속 시장이 열렸지만 1904년에는 마침내 시장을 

119)

120)

121)

122)

공주 지역의 천주교 포교는 병인박해 이전부터 활발하였다. 병인박해 이후 1890년대 후반 프랑스 선교사

들이 공주 중동성당을 건립하여 다시 교세를 확장하였다. 개신교는 미국의 감리회가 김동현 전도사와 미

국인 선교사 등을 1900년대 초 공주에 파송하여 공주제일교회를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말기 관리 출신으로 1901년 중추원 의관과 1911년 공주군 참사를 지낸 인물이다. 1890년경부터 대지

주로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의 아들 서덕순(徐悳淳)은 부친의 부를 바탕으로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교육

운동을 전개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공주 약령시는 1730년 개설된 이래 160년 간 지속되었다. 약령시는 원래 감영 소재지로 모이는 약재 중에

서 국가가 구입한 뒤 일반인에게 판매를 하는 장터로서 처음에는 각종 약재의 채집과 집산 등의 사정으로 

월령(月令)에 따라 몇 차례 개설하였으나 점차 봄(음력 3월)과 가을(음력 11월) 두 차례 한 달 간 공주장 인

근에서 개시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한 달 동안 열리는 장터에는 전국 각지의 약초 재배자와 심마니, 상

인과 한의사 등이 모여들어 성시를 이루었다. 한창 때는 여관은 물론 민박도 구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원래 조선시대 송파・평양・강경의 약령시가 가장 유명했지만 전주에 이어 공주 약령시가 들어서자 금강 뱃

길의 거점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시장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개시 일에 시장이 열리지 

않는 일이 빈발하자 점차 쇠락하였다. 

1920년 공주 약령시가 다시 개시했지만 예전만큼 활성화하지 못하고 인근 대전 약령시에 미치지 못하였다. 

현재 공주 약령시는 ‘약령거리’라는 명칭만 남아 있다.



73군산(群山) 사정(事情)

열 수 없게 되자 자연스럽게 폐시가 되었다.122

재류하고 있는 일본인은 5가구이며 모두 14명이다. 영업의 종류는 잡화상이 1명, 약국, 

도기, 유리그릇 종류를 겸해서 판매하는 자가 1명, 과자 제조판매상이 2명, 행상이 1명 

등인데, 큰 자산을 모은 상인은 아직 없고 그 세력도 아주 미미하다.

재류하고 있는 중국인은 13가구이며 모두 38명이다. 이들이 영업하는 것은 모두 

서양에서 들여 온 옥양목, 중국 옷감, 일본산 방적사, 일본과 중국산 잡화 등의 겸업인데 

공주부의 요지를 차지하여 점포를 열거나 각지의 시장을 활발하게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자가 많다. 중국인 13가구는 자산 규모에 그다지 편차가 없으며 지금은 각각 일화로 

환산하여 1만 엔 내외를 보유하고 있지만 원래는 모두 일개 소상인들이었다가 이곳에 

와서 성공한 것이라고 한다. 이들의 매출액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이전에 우리가 

경부선 철도를 부설하면서 백동화를 조달할 때 매번 장이 선 다음 날에는 이들 중국인 

상인들끼리 1천 엔 내외를 반드시 교환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대략 이들의 매출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공주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중요 상품은 쌀, 대두, 소가죽, 우골(牛骨), 깻묵123등인데, 소는 

한 달에 약 150마리를 도축하고, 특히 추석 명절에는 하루에 약 40마리를 도축한다고 

한다. 또한 깻묵은 한 달에 약 4천 근 내외를 추출한다고 한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주요 상품은 서양산 옥양목, 일본산 방적사, 중국산 옷감, 담배, 

성냥, 그 밖의 일본과 중국의 잡화 등이다. 성냥은 일본산 ‘유황성냥’사의 ‘삼각표 성냥’, 

한인이 수입해 오는 ‘포스성냥’사의 ‘원숭이 표 성냥’ 124이 있는데 근래 들어 ‘원숭이 표 

성냥’의 매출이 매우 좋다고 한다. 또한 일본산 옥양목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외국 제품은 일본인, 중국인, 한인 모두 한양과 인천을 통해 들여오고, 수출품은 

123)

124)

유채씨‧콩‧목화씨‧아마‧땅콩 등의 유지작물의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로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 비료‧사료

로 사용한다. 

당시 국내에 수입되는 성냥의 제조사는 ‘유황(硫黃)성냥’사와 ‘안전성냥’사의 제품이었다. 유황성냥은 기린

표와 히로시마에서 생산하는 삼각표가 있었다. 삼각표는 품질은 좋은데 값이 비싼 편이었다. 안전성냥은 

사슴표, 코끼리표, 원숭이표가 있는데, 1900년대 초의 원숭이표는 한인이 일본에서 수입해서 판매한 것으

로 알려졌다. 이후 1917년 국내에서도 성냥을 제조하는 공장이 들어섰는데, 인천을 중심으로 한양 등 전국

에 성냥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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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금강(錦江)의 나룻배를 이용해 군산으로 보낸다고 한다.

일본어 학교가 두 곳 있다. 이중 하나는 호서학당(湖西學堂)125이라고 한다.

에히메현(愛媛県) 출신의 스가와라 다로(菅原太郎)126가 지난 1896년(明治29년)에 

창립한 것으로 지금도 같은 사람이 계속 운영하고 있다. 학교 건물은 대지 약 1천 평에 

교실이 약 60개로 아주 큰 편이다. 지역 한인들의 찬조가 많은 것 같다.

교육과정은 일본어 이외에 일본 심상(尋常)학교127 과정 정도의 과목을 가르치는데 

오랫동안 한국에서 이어져 온 한문학(韓文學)도 가르친다. 학생은 약 50명인데 일본어를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아직 능통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학생 이외에 1명의 일본인 

교사와 2명의 한인 교사가 있다.

다른 하나는 명화학교(明化學校)라고 한다. 공주부 출신의 남필(南弼)이라는 자가 

근래에 창립에 관여했는데 다소 넓은 교사를 갖고 있다. 지역 유지들의 찬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학과 및 교수의 체재는 거의 호서학당과 같은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공주부의 식수(食水)는 순하고 청량한 편이다.

2) 전주부(全州府)

125)

126)

127)

호서학당에 관한 기록과 서술 내용 간에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의 파악은 쉽지 않다. 통감부가 

작성한 『韓國事情要覽』에 따르면, ‘1896년 일어연구회를 열었는데 1898년 4월부터 보통학(普通學, 초등교

과)을 가르치고 1901년 거류민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였다고 되어 있다. 『興亞同文會報告』에 따르면, 1900년 

1월 일본인 거류민 상인인 菅原太郎가 개인 자산을 투자해서 설립하고 학교장을 겸했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일어연구회에서 출발하여 1900년 학교를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무렵 일본인들이 설립한 일본

어 학교는 조선인과 일본인 교육 기관으로서 교세를 확대해 나갔는데, 대부분 1906년 9월의 조선학제 개편

에 따라 여러 형태로 개편되었다. 

스가와라(菅原太郎)의 이름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菅辰次郎, 菅道太郎 등이라는 기록도 있다. 稲葉

継雄, 「旧韓末の日語学校(補遺)」, 『文芸言語研究 言語篇』 (17), 1989. 

일본의 초등과정의 교육기관을 가리킨다. 1905년 무렵의 학제는 심상소학교 4년제였는데, 만6세부터 9세까

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10~13세는 고등소학교 4년제에 해당한다. 이후 심상소학교는 1907년 소학교령 

일부개정에 의해 6학년제(11세까지)로 바뀌었다. 그후 심상소학교의 명칭은 1941년 국민 학교로 바뀌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은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다가 1996년 3월부터 초등학교로 바꾸어 현재에 이

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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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에서 11리

- 강경에서 10리

- 대전정거장(大田停車場)에서 21리

전주는 전라북도의 중심으로서 동쪽은 위봉산(威鳳山)128이 웅거하고 있고, 북서쪽은 

기린봉(麒麟峯)129과 건지산(乾止山)130이 이어져 있는데, 그 아래의 전주평야를 안고 있어 

일견 그 형세가 매우 수려하다. 전주부성(城)의 둘레는 4리에 이르며 호수는 약 

3,500호이다. 

전주에는 관찰부와 군청, 병영(兵營), 그리고 한국의 우편전신국(郵便電信局)이 있다. 

또한 관찰부 부속 경찰이 있는데, 총순(摠巡)이 1명, 순검(巡檢)은 30명이다. 우리 일본의 

군산우편국 우편수취소가 있고, 당 재한국군산일본영사분관 경찰서의 순사주재소가 

있다.(현재 순사 1명이 주재) 미국과 프랑스의 교회당이 있다.

시가(市街)는 매우 좁고 불결한 것이 공주부와 차이가 없지만 갖가지 물건들이 

모여들고 상가가 죽 늘어서서 장사를 한다. 특히 장날에는 아주 번화하여 큰 시장의 

면모를 보인다. 그밖에 일반적인 상황은 공주부와 같다.

시가는 성문(城門)의 안팎에 있는데 서문 밖이 가장 번화가이다. 특히 시장은 서문 

밖에서 열린다. 배편은 전주부성에서 서쪽으로 4리 떨어진 만경강 강변의 포구인 

대장촌(大場村)131에 있다. 

만조 시는 약 현미 백석을 실을 수 있는 조운선이 외해(外海)에서 거슬러 올라올 수가 

128)

129)

130)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과 동상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전주시의 동부 외곽을 이루는 산지 중의 하나이다. 

해발 524m이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과 풍남동에 걸쳐있는 산이다. 해발 307m이다. 기린봉은 전주시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산자락이 남북으로 펼쳐있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위치한 산이다. 해발 101m이다. 건지산이라는 이름은 큰 둑을 쌓아 새

어나가는 땅기운을 멈췄다는 뜻으로 ‘고을 땅의 형세가 서북쪽 방향이 텅 비어 전주의 땅기운이 새어나가

니 서쪽 가련산(可連山)으로부터 동쪽 건지산(乾止山)까지 큰 둑을 쌓아 나가는 땅기운을 멈추게 했다’고 

풀이하고 있다. 



76 군산(群山) 사정(事情)강제병합 이전의 전라북도 및 군산지역 상황

있는데 쌀, 종이, 목면과 같은 큰 짐은 일단 이곳에 내려졌다가 다시 군산, 목포, 인천, 

경성 등으로 수출되고, 옥양목, 석유, 생선, 소금 등의 수입품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유통된다.

한상(韓商)은 주로 목면, 지물포를 운영한다. 또한 이전부터 도매상은 2호, 지물포는 

131)

132)

133)

134)

135)

136)

원문에는 ‘대정촌(大庭村)’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대장촌(大場村)을 잘못 적은 것이다. 이곳에 일본인 거주

지와 농장이 형성되었다. 이 곳 대장역(大場驛)을 통해 군산과 익산, 전주가 연결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

장 오래된 현존하는 기차역이다. 1996년 춘포역(春浦驛)으로 바뀌었다. 2007년 전라선이 KTX 열차로 운행

되면서 문을 닫았다. 군산의 임피역과 더불어 철도역사를 잘 보여주는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익산의 등록문

화재(210호)로 지정되었다. 

진사(進士) 조선시대 소과(小科)의 하나인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이다. 진사시에 합

격한 사람은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할 수 있으며 대과(大科)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과거

에 합격한 후 10~20년씩 기다려도 미관말직에 제수되기도 쉽지 않자, 진사의 자격만을 따기 위해 진사시에 

나가는 사람이 많았다. 진사는 무직의 사류였지만 면역의 특전을 받고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지로서 행세할 수 있었다. 그 밖에 조세 수납, 군역 책성, 수리시설의 관리와 이용, 수령 등의 진퇴 등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때로는 지방관과 결탁하여 이권을 추구하였다. 1894년 갑오경장에 의해 진사시가 폐지

된 이후에도 향촌에서는 그 지위와 영향력이 상당 기간 유지되었다.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전주 지역의 친일 부호로 유명한 인물이다. 1893년에 무과에 급제하고, 육군 부령

(陸軍副領)을 지냈다. 1897년에 궁내부 영선사 주사에 임명되어 대궐에서 소용되는 물품의 구입을 담당하

다가 전주로 내려와 진위대(鎭衛隊)의 향관(餉官)을 겸하며 군량 및 군수물자를 조달과 회계를 담당하였

다. 1902년에는 궁내부 내장원의 전라도 검세관에 임명되어 결세전을 징수하여 이를 사고팔아 서울로 운송

하는 일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채업에 이용하였으며 관직에

서 물러난 1905년 이후에는 농장 운영을 통해 전라도의 부호로 성장하였다. 1908년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에 전라북도 대표 2명 중 한사람으로 임명되었다.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협

조를 보였다. 1918년에 일본이 시베리아로 출병했을 때 벼 4천 석을 군용 미로 헌납하여 조선총독부로부터 

6등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전북의 친일단체 전북 자성회의 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2006년 ‘친일반민족

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아들 백인기와 함께 포함되었다. 

조선시대 중앙 및 지방 관서에서 문서와 부적(符籍)을 관장한 종6품~종8품의 관직인 주부(主簿)의 다른 명

칭이다. 1894년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각 관청의 주부는 판관(判官)과 함께 주사(主事)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조선시대 각 도(道)를 관장하는 최고위 지방 장관이다. 

1895년(고종 32년) 지방의 질서 유지와 변경 수비를 목적으로 설치한 한국 최초의 근대식 지방 군대이다. 

처음에 전주와 평양에 각 1개 대대의 진위대를 배치하여 참령 이승원(李承遠)을 전주진위대 대대장에 임명

하면서 대대적인 개편이 시작되었다. 1개 대대가 2개 중대로 편제되었다. 그 뒤 구식군대로 조직되었던 지

방대를 흡수하여 지방 요지의 진위대로 점차 통합하였다. 1900년에는 강화, 수원, 대구, 평양, 북청, 의주에 

본부를 두는 6개 연대를 설치하고, 각 연대는 3개 대대, 각 대대는 5개 중대로 구성하여 약 2만 명의 병력

을 갖추었고, 후에 제주에도 진위대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에 승리한 뒤 진위대의 

병력을 감축하기 시작했다. 1905년 4월 본래의 18개 대대에서 수원・청주・대구・광주・원주・황주・평양・북청의 

8개 대대로 감축하였다. 일제는 1907년 8월을 기해 중앙의 시위대를 해산한 뒤 진위대마저 순차적으로 해

산해 나갔다. 이에 진위대 병사들은 해산령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의병투쟁에 합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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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38)

상평통보(常平通寶) 1문(文)의 무게는 2돈(錢)5푼(分)이다. 100문이 1냥(兩)이고, 10냥(1,000문)이 1관(貫)이다. 

이상의 기록으로 볼 때, 1905년 무렵 군산 지역에서 일화와 한화의 환율은 일화 1전(錢)에 5문, 1엔(円)은 

500(文) 가량인 것을 알 수 있다.

17호로 정해져 있어 함부로 타인이 영업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목면 판매업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

대부호로 유 진사(柳 進士)132, 송 진사(宋 進士), 김 진사(金 進士)를 들 수 있다. 그들의 

자산을 일화로 환산하면 약 50~60만 엔에 이른다고 한다.

지역 유지로는 백남신(白南信)133과 김 주사(金 主事)134가 알려져 있다. 김 주사는 지난 

1903년에 병사했지만 그 수하 가운데 세도 있는 자에게는 때때로 관찰사135도 어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진위대(鎭衛隊)136에 소속된 한인 병사는 600명이라고 한다.

토지 매매가는 1등지로서 가장 높다. 서문 밖에 초가집 점포 건물이 죽 늘어서 있는데 1평 

당 약 엽전 20관문(貫文)137으로 이를 일화로 환산하면(환율 2할) 40엔에 해당한다.

가옥 임대 가격도 마찬가지로 1등지로서 상점 1실이 1평 당 한 달에 엽전 900문(文)이고 

이를 일화로 환산하면 (환율 2할) 약 1엔80전에 해당한다.138

재류하고 있는 일본인은 9가구이며 모두 25명이다. 영업하는 종류는 약품상이 

3명(이중 의사 1명 포함), 잡화상이 2명, 과자를 제조・판매하는 자가 1명 등인데, 상당한 

자산을 모은 상인은 아직 없고 그 세력은 공주와 마찬가지로 아주 미미하다.

재류하고 있는 중국인은 6가구이며 모두 15명이다. 이들의 영업 종류는 모두 서양산 

옥양목, 중국 옷감, 일본산 방적사, 일본과 중국의 잡화 등을 겸업하는데,  부내의 요지를 

차지하여 점포를 열거나 각지의 시장을 활발하게 돌아다니며 장사를 한다. 동순태(同順泰)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래 일개 소상인이었는데 이곳에 와서 성공했다고 한다. 지금 

이들의 세력은 일본인에 비해 아주 크다.

일본어 학교가 있는데 삼남학당(三南學堂)이라고 한다.139 지난 1890년에 일본인이 

창립하여 지금은 야마가타현(山形縣) 출신의 미야(三矢)라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다. 

학생은 약 20~30명이다. 공주의 호서학당, 강경의 한남학당(韓南學堂)과 비교하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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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면이 있어 보인다.

전주부의 식수는 순하고 청량하다.

3) 강경(江景)의 황산(黃山), 논산(論山)

- 군산에서 금강 수로를 따라 9리

- 전주에서 10리

- 대전정거장(太田停車場)에 11리

- 공주에서 8리

강경(江景)은 은진군(恩津郡)에 속하는데 금강 연안에서 최적의 포구로서 선박이 항상 

139)

140)

전주 삼남학당은 경성학당의 교사 출신이자 당장(堂長)을 지냈던 미야기현(宮城県) 출신의 小島今朝次郎
가 1899~1900년경 설립한 일본어 학교이다. 삼남학당은 경성학당의 분교로 설립되었다. 1890년 후반 통

감부 문서에 따르면 가토(加藤 공사가 아오키 외무대신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경성학교에 대한 국교보조

금(연간 360엔)을 계속 확대하여 조선 내 주요 도시에 소규모 분교를 설치하여 조선인을 계발하자는 내용

이 확인된다. 실제로 이후 경성학당은 전주 삼남학당 외에 용산학당(龍山學堂, 1903년), 수원학당(水原學

堂, 1903)을 분교로 설립하였다. 삼남학당의 설립시기에 관해서는 『전북교육사』(전북교육사간행회, 1964)에 

따르면 ‘1899년 5월’이라 하고, 『東亞興文會報告』(17, 1901)에 따르면 ‘1899년 9월’ 무렵이라 하고, 『東亞時論』

(21, 1899)의 10월 10일 기사에 따르면, “小島今朝次郎가 전주와 공주 지역에 새로운 학교를 창립하여 당장

을 맡게 되므로, 개교 소식을 수 주 내에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보건대 1899년 말에 

학교 설립 준비가 진행중이었고 1900년 무렵 개교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성대로는 일본인이 명명한 것이며, 조선에서는 한양과 전국 각 지방을 연결하는 ‘외방 도로’라 하였다. 조

선 초기에는 한양을 중심으로 6개의 대로가 방사형으로 만들어졌으며,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10개의 대로

로 확대되었다. 도로는 전국에서 나라에 바치는 물건과 세금을 운송하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왕실을 

지키는 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 간선 기능을 수행했던 외방 도로는 생각만큼 폭이 넓지 않은 소로였지만, 

일부 도로는 중국 및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사람의 이동이 많아졌고 북부지방 및 남부지방까지 

확대되면서 도로의 폭이 넓어지기도 했다. 조선 초기의 6대로는 중국으로 향하던 서북 방향의 제1로(의주

로義州路)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명칭을 부여하였는데, 제2로(경흥로慶興路), 제3로(평해로平海

路), 제4로(동래로東萊路), 제5로(제주로濟州路), 제6로(강화로江華路)가 그것이다. 제5로(제주로濟州路)는 

과천, 수원, 전주, 해남을 지나 제주도까지 이어지는데, 해남까지의 육로만을 해남로(海南路)라 하고 해남에

서 제주까지를 제주해로(濟州海路)라고 따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 새롭게 추가된 도로는 이천, 

충주, 단양을 지나 봉화의 태백산 사고로 이어진 봉화로(奉化路), 노량진에서 시흥을 거쳐 수원으로 이어진 

수원로(水原路), 평택에서 아산, 보령으로 이어진 충청수영로(忠淸水營路), 전라도 삼례에서 남원, 함양을 

지나 통영으로 이어진 통영로(統營路)가 있다. 본문에서 강경 지역은 위의 해남로, 제주해로, 충청수영로, 

통영로가 교차하거나 인접한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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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원래 개시장(開市場)은 청, 일본 등 외국과의 교역을 목적으로 국경이나 특정 장소에서만 개설되는 일종의 

특구시장이다. 중국과는 국경 지대와 압록강, 북경의 회동관, 중강, 회령, 경원 등 특정 장소, 그리고 일본

과는 쓰시마를 대상으로 동래의 왜관(倭館)에서 주로 교역이 이뤄졌다. 본문에서 강경시장을 개시장이라고 

한 것은 실제로 정부가 공인한 개시장이라기보다 일본인과 중국인 거류자와 상인들이 다수 교역을 하는 

곳이다보니 마치 개시장이 된 것 같다는 의미로 서술한 것이다.

출입할 뿐만 아니라 경성대로(京城大路)140의 요충지로서 사통팔달하며 실로 강경평야의 

핵심 지역이다. 호수는 1,300호(이 가운데 황산은 300호) 내외이다. 일본인은 82가구에 

250명(황산 포함)이고, 중국인은 12~13가구에 120~130명 가량이다. 한국의 우편전신국이 

있고, 우리 일본의 군산우편국 우편수취소가 있다. 당 재한국군산일본영사분관 경찰서의 

순사주재소가 있다.(현재 순사 2명이 주재) 일본인회(日本人會) 조직이 있는데 회장(會長)과 

의원이 있다.

시장 골목이 매우 좁지만 상가가 죽 늘어서서 항상 장사를 하는데 특히 4, 9일의 장이 

서는 날에는 아주 번화하다. 지금은 군산의 영향에서 거의 벗어나 두각을 나타내며 

사실상 하나의 개시장(開市場)141이 되었다. 이 중에서 일본인은 시장의 요충지를 차지하여 

그 세력이 가장 융성하며 제반 상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수출입무역액과 관련하여 아직 이를 증명할 확실한 통계는 없지만 약 100만 엔이라고 

한다. 그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인이 10분의 3, 중국인이 10분의 1, 나머지는 

한상이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인이 운영하는 사업 종류는 아래와 같다.(황산 포함)

직종 종사자 수(명)

잡화상 41

과자상 6

미곡중매 2

금전 대부업 1

약품판매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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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업 1

요리점 1

숙박업 2

의사 2

이발 1

목수 5

무도인 1

바느질 1

행상 1

선원 1

교원 1

도박142 2

농업 2

집배원 2

무직 1

위의 업종 중에 겸업하는 자도 있지만 생략한다.

그 밖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일본인이 있다. 충청남도의 부여, 석성

(石城), 은진(恩津), 임천(林川), 연산(連山), 전라북도의 전주, 임파(臨坡), 여산(礪山), 용안

(龍安)의 각 군에서 매수한 금액은 현재 아래와 같다. 단, 이 부근에서 한인 간에 최상급의 

논(水田)을 매매하는 가격이 1마지기에 30엔 이상이라고 한다.

142) 다마고로가시(玉轉し) 판 위에 공을 굴려서 구멍에 넣어 돈을 따는 도박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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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44)

145)

146)

함경도 북어 산지 상인들이 1906년 9월 부산항에 설립한 상사인 창흥사(昌興社)와 같은 것인지 여부는 확

실치 않다. 창흥사는 농상공부와 부산항 감리서의 인허를 받아 설립된 한인 상회로서 함흥・홍원・북청・이원

의 4개 군에 지점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강경과의 관련은 알 수 없다. 창흥사는 민족주의적 성격을 

분명히 하였는데, 상업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사회사업에 기부와 의연금을 출연하였다. 국채보상운

동에서도 참여하였다. 

위장(衛將)이라고 한다. 조선의 중앙군인 오위(五衛)에 속하는 정3품의 관직명이다. 조선 초기에는 정2품의 

고위직이었으나 후기에 이르러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위장도 정3품으로 격하되고 그 수도 15

인으로 늘어났다. 

조선시대 종2품 무관직으로 각 군영(軍營)의 대장 또는 사(使)에 버금가는 장관(將官)을 가리킨다. 

한남학당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일본의 일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 야쿠시지 지로(薬師寺知

朧)가 1898년 강경에 東亞興文會의 지원을 받아 한남학당을 설립했고 한남학당의 분교로 노성논산충인(魯

城論山忠仁)학교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야쿠시지의 부인이 일본어 학교에 병설로 설치된 일본

인 학급의 교사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1906년 통감부가 한남학당 등 일본어 학교를 직접 관리하게 

되자 학당 창립을 주도했던 동아흥문회와 야쿠시지는 학당을 떠났고 이후 학당의 존속 여부는 불명확하

다. 稲葉継雄, 1989, 「源興学校について：旧韓末「日語学校」の一事例」, 『文藝言語研究』15, 1989, 「旧韓末日語学
校(補遺)」, 『文藝言語研究』17.

구 분 매수 면적 매매가

논(水田) 4,609마지기
매매가 15,792엔
한 마지기 당 최고 8엔, 최저 2엔

밭(畑) 388마지기
매매가 1,011원 
한 마지기 당 최고 2엔90전, 최저 2엔

미개간 들판(原野) 242,000평
매매가 12,422엔
평당 평균 1전

갈대밭(蘆田) 131,000평
매매가 1,998원
평당 평균 1전5리(厘) 이상

중국인의 영업 종류는 옥양목, 중국산 옷감, 일본산 방적사, 일본과 중국산 잡화 등

인데, 화기호(和記號), 예태신(豫泰新) 등이 그 주요 상인이다. 또한 각지의 시장을 활

발하게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자가 많다.

한인들 사이에 도매업조합이라는 것이 있다. 창흥사(昌興社)143라고 한다. 신원보증

금으로 백동화 25관문이 필요하다고 한다. 각 도매상 중에서 유력자로 유(兪) 오위장(五

衛將)144, 공(孔) 중군(中軍)145, 최일원(崔一元), 최 오위장, 한자향(韓子鄕)이 있다.

일본인 의사가 2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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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학교로서는 한남학당(韓南學堂)146이 있다. 지난 1898년 일본인 야쿠시지 지

로(薬師寺知朧)147가 창설에 관여했고 근래에 학교 건물을 또 신축하였다. 교사는 교장 

야쿠시지 외에 교사는 일본인 1명, 한인 3명이 있고, 학생은 46명이다. 학교 내에 별도로 

재류 일본인의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재학생은 14명이다. 또한 부속으로서 학우회(學友

會)가 있다. 대부분은 중등 이상의 한인 청년과 자녀들인데 지덕(智德)의 증진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53명이다.

강경의 결점은 식수가 불량하고 토지가 습지라는 데 있다. 또한 부근의 토지는 일반적

으로 진흙탕 점토로 되어 있어 두 곳의 도로 모두 왕래하기가 몹시 어렵다.

황산(黃山)은 금강(錦江) 지류의 바로 옆에 있는데 강경과 아주 가깝고 금강 중에서 

최적의 포구로서 작은 구릉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호수는 300호 내외이며 일본

인은 5가구에 17명이 재류하고 있다.

장날은 2일과 7일인데 날로 번창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전라북도 여산군(礪山郡)에 속

해 있는데 강경과 그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 두 포구가 서로 다른 상업지역인 것

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큰 오해이다. 이는 마치 일본의 미나토가와(湊川)148

를 사이에 두고 고베(神戶)와 효고(兵庫)가 있는 것처럼, 두 지역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

며 그야말로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황산에 거주하는 한인 

유지들이 일본인과 서로 도모하여 큰 눈이 내릴 때마다 쌍방 간의 자녀들을 강경에 통학

시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곳에 일본 소학교를 건설하려고 이미 부지의 선정을 마

쳤고 건축용 자재를 수집, 조달하고 있으며 그 기공일도 머지않았다고 한다.

147)

148)

야쿠시지 지로(薬師寺知朧) 또는 야쿠시지 도모히데는 조선에서 약 30년 간 언론인과 일본어 학교 교장 등

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야쿠시지는 에히메현(愛媛県_의 가난한 번사{藩士)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교토(京

都)와 요코하마(横浜) 등에서 유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쿠시지는 1895년 인천의 『朝鮮新聞』 기자로서 

조선에 들어왔다. 그후 충남 강경으로 이주하여 1898년 10월 7일 한남학당을 창립하여 교장으로 경영과 

직접 교육에 나섰다. 한남학당이 통감부 관리로 넘어간 이후 야쿠시지는 언론사 활동과 강경일본인회, 전

주부 일진회 등에서 활동한 흔적이 있다. 그는 1909년 조선어 교재인 『文法註釈韓語研究法』을 발행했다. 

그후 야쿠시지는 군산으로 이주하여 잡지 『実業之朝鮮』의 주필과 군산인쇄주식회사 전무이사로 활동했

다. 1927년 야쿠시지는 일본 벳부(別府)로 건너가서 온천과 관광업에 종사하였다. 

효고현(兵庫県) 고베시(神戸市)를 관통하는 하천인데 1901년 하천을 정비하여 신 미나토가와(新湊川)라 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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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論山)은 강경에서 2리 떨어져 있고 금강 지류 연안의 시장으로서 강경과 서로 제

휴관계이다. 배편이 있으며 호수는 약 600호이고 일본인은 4가구에 7명이 있다. 장날이 

되면 보통 때의 시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황을 이룬다.

4) 군산(群山) 한인 마을

일본인 거류지의 동쪽에 붙어 있고 금강을 따라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다. 구복동(九

福洞), 개복동(開福洞), 장재동(藏財洞), 대정동(大井洞), 죽성리(竹城里), 신흥동(新興

洞), 대흥동(大興洞) 등이 한인 마을이다. 원래는 보잘 것 없는 소부락이 여기저기 산

재해 있었는데 일본인 거류지가 번성하자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서 지금은 그야말로 한 

무리를 이루었다. 일본인은 이 지역을 거류지 밖의 한인 마을이라고 부른다.

외교 사무를 보는 감리서(監理署)149, 우편전신국, 경찰서 등 한국의 여러 관공서가 

이곳에 있다. 호수는 약 800호이다. 상시 점포를 열어 번화한 거류지 상인들과 거래를 

한다. 한인 유지들은 여기에 거주를 한다. 거류지와 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과 

중국인이 잡거하고 있다.

5) 시장 상인

한국에는 보상(褓商)과 부상(負商)이란 것이 있다. 보상은 보자기에 옷감, 잡화류를 

싸서 휴대하고 혼자서 각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노점을 펼치는 자이고, 부상은 옹기, 어

149) 조선 말기 개항장(開港場)・개시장(開市場)의 행정과 대외관계의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이다.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 이후 부산・원산・인천의 세 항구가 차례로 개항된 이래 주요 항구와 요지가 개방되었다. 그

래서 개항장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무역량이 늘어남에 따라 거류지 관계 사무와 통상 사무 등

을 전담, 처리할 기관이 필요해 설치되었다. 군수와 지사, 관찰사 간의 권한 문제가 충돌하여 폐지되었다가 

1896년 8월 감리서가 다시 설치되었다. 그 뒤 새로운 개항장과 개시장에는 반드시 설치하여 업무를 담당하

도록 하였다. 군산의 감리서는 1899년 옥구에 설치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 이후 외교권을 박탈당

하면서 해당 업무를 부윤에게 넘기고 해체되는데, 실제 업무와 권한은 각 지역에 개설된 이사청(理事廳)이 

감리서를 대신하여 외교・통상관계의 행정을 전담하게 되었다.



84 군산(群山) 사정(事情)강제병합 이전의 전라북도 및 군산지역 상황

류와 젓갈을 등에 지고 다니며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물건을 팔거나 각 시장을 돌

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자이다. 보상 중에는 약간의 자산이 있는 자가 간혹 있긴 하지만 

부상은 아주 빈곤한 자가 많다.

각지의 시장은 대부분 보상과 부상들로 넘쳐나고 거의 시장의 주인공인 듯한 분위기

이다. 어느 시장에서나 저들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다소 문필력이 있고 사리에 밝은 편이

다. 이들 우두머리의 관리 하에 적립을 하는 제도가 있다. 무리들의 관혼상제에 서로 경

조(慶弔)를 하는 법이 있다. 각 시장은 서로 제휴하여 다소 통일된 면모가 있는 것 같다.

7. 공업 및 광업(鑛業)

1) 공업

저포(苧布)150는 당 관할 지역이 한국에서 유일한 산지이다. 그리고 이곳의 저포는 한산

(韓山), 서천(舒川), 홍산(鴻山), 비인(庇仁), 임천(林川). 정산(定山), 남포(藍浦), 공주(公州), 

연산(連山)(이상 충청남도), 전주, 정읍, 태인(泰仁), 고부(古阜)(이상 전라북도) 등 여러 군에

서 직물로 생산된다. 그중에서 한산 이하 7군을 ‘저포 7처(處)’라 부르는데 지역과 경계가 

서로 인접하여 마치 저포의 직조권을 독점하고 있는 듯 명품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다른 

군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한산을 으뜸으로 쳐서 한산포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하

지만 각 군 모두 이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곳은 농가이며 가내수공업 방식이기 때문에 외

150) 여기에서 말하는 저포는 모시를 가리킨다. 모시풀 껍질의 섬유를 옷감으로 짠 것인데 원래는 담록색을 띠

지만 정련과 표백 과정을 거쳐 하얗게 만든다. 질감이 깔깔하고 촉감이 차가우며, 빨리 말라 여름철 옷감

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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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으로는 기업 형태의 직물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작업장 수, 여공의 수 그리고 산출액 

등은 원래 분명하지 않지만, 위의 5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 세관을 경유하여 인천과 

그 외 지역으로 수출하는 양이 매우 많다.

수요 지역은 한국 전역이지만 그 중에서도 경성의 수요가 제일 많다. 또한 원료인 모시

풀은 위의 7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고 전라북도 전주, 순창, 정읍, 고부, 태인, 금구, 부안, 

전라남도 장성(長城), 광주(光州) 등에서 난다. 그중에서 태인, 금구산 모시풀은 줄기가 길

고 좋기 때문에 다른 군에 비해 최고로 친다.

(단, 저포 1단[反]은 길이 52척[尺], 폭 9치[寸]를 보통으로 한다)

종이는 전라북도 전주, 임실(任實), 순창(淳昌), 충청남도 공주 각 군에서 생산하는데 국

내 무역품 중에 제일이다. 원료는 닥나무(楮)인데 각 군 모두 현지 토산품을 사용한다. 순창

의 경우 제지(製紙)만 할 뿐 닥나무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고 주로 임실의 원료를 사용한다.

종이 상품은 대중소의 세 종류가 있다. 대형은 길이 2척4치, 폭 1척4치5푼, 중형은 길이 

1척9치, 폭 1척2치, 소형은 길이 1척6치5푼, 폭 1척이라고 한다. 전주에서 호척지(胡尺紙)151

라 하는 것을 생산하는데 대형으로 그 질이 아주 견고하다. 경상도의 의령지(宜寧紙)152와 

더불어 유명하다. 또한 전주부에는 종이 도매상이 2곳, 지물포가 17곳 있다. 각 군의 제지

는 일단 여기로 모여들었다가 다시 전국으로 흩어져나가는 것이 상례이다.

한국에는 각 군에서 중앙정부로 상납해야 하는 지조금(地租金)153 등을 특정 업종의 상

인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편법이 있다. 이에 종이 상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주

에서 제지 상품을 매수하여 경성으로 송부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각 군의 생산액은 몹시 

불분명하지만, 지난 1903년도의 경우 당 세관을 거쳐 연안의 각 항으로 수출한 것만 보아

도 1년에 무려 124,600여 근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151)

152)

153)

공납하는 종이의 하나로 각 지방에서 나라에 바치는 종이를 가리키는데, 예로부터 중국에 공물을 포장하

는 데 사용하여 호척지라는 이름이 붙었다. 백지(白紙), 중초(中稍), 소판(小板)으로 구분한다. 

의령한지는 전통적으로 질긴 닥나무를 이용한 종이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 시대 의령한지는 조정에 공

납되고 중국에도 수출되었다. 

공납(貢納)을 가리킨다. 각 지역의 토산물을 국가의 주요 수요품으로 조달하는 것인데, 대동법의 시행에 따

라 쌀로 대납하거나 쌀이 적은 지역은 전(錢)・목(木) 등으로 대납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대납을 수행하는 

방납인들은 대상인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쌀로 대납하는 지조(地租)가 중심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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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면은 전주와 순창의 두 군에서 생산한다. 원료는 각 지역의 토산품을 사용한다. 생산

액은 불분명하지만 저포, 종이 등과 마찬가지로 다량을 생산하고 있다.

기름(油)은 각 군 모두 기업형 생산은 없고 단지 집에서 사용할 정도만 공급할 뿐이다. 

비교적 충청남도 쪽이 약간 많은 듯하다.

마찬가지로 양잠과 실뽑기 모두 자영농의 수공업과 관련이 있다.

그밖에 일본인 거류지의 공업은 아주 미미한 편이지만 현재 상황을 아래와 같이 게재한다.

철공소가 두 곳 있다. 지역의 한인들이 사용하는 농기구를 만들어 판매하는 목적이다. 

1년 주기로 이들이 제작하고 판매하는 순서를 살펴보면 우선, 음력 10월부터 제작에 착수

하여 2~6월까지 5개월 동안 이를 판매하고, 7~9월까지 3개월 동안의 매상은 아주 적은 시

기이기 때문에 대체로 작업을 멈추고 휴업과 마찬가지인 상태로 흘러가는 것이 상례이다. 

그리고 단골 판로는 주로 충청도 지역인데 근래에 전라도 방면으로도 점차 판로가 열리기 

시작했다. 제작이 한창일 때에는 철공소 주인 외에 도와주는 한인 인부 7, 8명을 고용시키

는데 임금은 한 사람 당 하루 약 80전이다. 단 식사비는 자부담이다. 그리고 원료인 철재

는 전적으로 일본에서 들여오는 것을 사용한다.

정미소가 한 곳 있다. 10마력 내외의 석유 발동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데 미진하기 

짝이 없다. 쌀을 백미로 도정(搗精)하는 비용은 1섬(石)에 80전이다. 현미 도정소가 6곳 있

는데 영업하는 곳도 있고 휴업중인 곳도 있다. 이들은 모두 쌀을 수출하는 사람들인데 자

기집에서 쓸 분량만 정미하거나 이따금씩 다른 사람이 의뢰하는 경우에만 작업을 하기 때

문인 것 같다. 현미(玄米) 도정 비용은 한 섬에 50전이다. 방아기계는 일본의 일반 농가용

으로 6개 당 풍구(唐箕)154 1대를 설비한 것이 보통이다. 이 정도 설비로 하루에 약 15섬 

내외를 도정하는데, 한인 직원의 하루 임금은 약 45전 내외이다. 단 식사비는 자부담이다. 정

미기(精米機)는 시모노세키(下関)에서 수입한 것이 있고 오사카(大阪)에서 수입한 것도 있다.

양주장이 두 곳 있다. 두 곳의 양주 생산량은 모두 약 50섬이다. 원료는 각 지역에서 생산

154) 풍구는 바람을 일으켜 곡물에 섞인 먼지, 겨, 쭉정이 등을 제거하는 농기구이다. 탈곡한 곡식을 넣고 위에

서 둥근 통의 중간에 달린 손잡이를 돌리면 바람이 나오는데, 곡식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무거운 알

곡은 바로 떨어져서 나오고, 티끌은 바람에 불려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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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쌀을 사용한다. 양주 직원의 급료는 식사를 포함해서 한 달에 약 15원 정도라고 한다.

간장 양조장이 한 곳 있다. 겸업으로 일본식 된장인 미소(味噌)를 제조한다. 간장 양조 

생산량은 60섬이다. 원료는 지역에서 나는 대두(大豆)를 사용하는데 소금은 일본 것을 사

용한다. 양조 직원의 급료는 위와 같다. 술은 한인들 중에 사서 마시는 사람이 있지만, 미

소와 간장은 오로지 재류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제조한다.

2) 광업(鑛業)

전라북도 금구군(金溝郡) 원평(院坪)155에서 사금이 나온다. 이것을 남광(南鑛)이라고 

한다. 이 군의 봉림리(鳳林里)156(다들 꼬깔봉牟峰이라고 한다)에서 석금(石金)이 나온다. 

이것을 동광(東鑛)이라고 한다. 최근에 내장원(內藏院)157의 파 생원(派 生員)158의 이야기

로는 남광, 동광을 합쳐서 광부가 약 500명이라고 한다. 동광에 조성한 갱이 20갱(坑)인데 

각각의 깊이는 약 21발(尋)159 정도라고 한다. 예전에는 각 갱마다 광부 200명을 사용한 적

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봉림리에서 1리 반 떨어진 지동(芝洞)160에서도 석금이 나온다. 

155)

156)

157)

158)

159)

160)

현재의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수류면(금구군)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김제군에 병합되었다. 모악산 주변의 편마상화강암 중에 함금석영맥(含金石英脈)이 많이 나타나

는데, 원평천 변에 암석이 풍화되어 쌓여 한때 금산면은 금구면・봉남면과 함께 사금(砂金) 산지로 이름이 

높았으나 현재는 농한기를 이용한 소량의 사금 채취만이 행해진다. 

현재의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의 봉림마을에 해당하는 곳이다. 

1895년 왕실의 보물, 세전(世傳), 장원(莊園) 등의 재산을 관리하던 관청이다. 특히 1899년 이후 각 지역으

로 내려 보낸 봉세관(捧稅官)이 세금 징수 활동 중 지역민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제주도에 파견되었던 

강봉헌(姜鳳憲) 때문에 제주민간이 발발한 사례도 있다. 

원문에는 ‘파(派)’ 또는 ‘조(沠)’로 적혀 있는데 ‘피(皮)’의 오기일수도 있다. 실제는 알 수 없다. 조선시대 소과

인 생원시에 합격한 자를 생원이라 하였다. 이 제도는 과거제가 폐지된 1894년까지 유지되었다. 이들은 진

사(進士)와 더불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진사와 생원의 우열은 조선 초기에 생원이 

상석이었지만 후기에는 경학(經學)보다 사장(詞章)을 중시하는 풍조에 따라 진사가 우위를 차지하였다. 말

기에는 실제 생원시에 합격한 사람이라기보다 나이 많은 선비나 유생 또는 노인의 성에 붙이는 존칭으로 

불렸다. 이들은 지역 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두 팔을 벌린 길이, 대략 7자나 8자에 해당한다.

현재의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의 지장(芝庄)마을로 추정된다. 원래 지초(芝草)가 많이 나서 지초라고 불렸는

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지장으로 바뀌었다. 이곳에 폐광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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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한 굴이 50갱이다. 이 또한 모두 깊이가 약 21발이라고 한다. 그런데 휴갱(休坑)한 지 

이미 오래 되었다고 한다.

어느 한인의 이야기로는 지금부터 17년 전 무렵까지는 이곳의 채굴이 가장 번성했었다

고 한다.

그리고 원평(院坪)시장 부근의 논밭 사이에는 사금을 채굴했던 작은 갱들이 실로 무수

히 많다.

전라북도 임실군 양발리(良發里)에서도 사금이 나온다. 현재 광부는 약 50명 내외이고 

채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갱은 근래에 발견한 것 같다.

예전에 충청남도 정산군(定山郡) 미당(美堂)161, 백곡(白谷)162, 작천(鵲川)163 등의 곳곳

에 채굴을 한 적이 있지만 그 양이 많지 않아 지금은 모두 폐광하였다.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고산군(高山郡)에 자수정(紫水晶), 녹반(綠礬)164이 나고, 진산(珍

山)에 은(銀)과 구리(銅)가 있고, 무주(茂朱)에는 금, 공주에는 철, 옥구(沃溝)에는 규선석

(石崖)165가 있다고 하는데 확실하지 않다. 만약 전문가가 답사하여 조사를 한다면 의외의 

발견이 있을 수도 있다.

161)

162)

163)

164)

165)

현재의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미당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현재의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현재의 청양군 대치면 작천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가지내가 있으므로 가지내, 까치내 또는 지천, 작천이라 

불렸다. 

유산염 광물의 일종이다. 

일본의 ‘이시가케(石崖)’는 성벽을 쌓는 돌담을 가리키는데, 아마도 규선석(珪線石)을 오인한 것으로 추정된

다. 옥구군 미면 개야도에서 규선석(珪線石)이 산출된다.

8. 농업 및 목축

1)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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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땅값

땅값, 즉 지가(地價)는 대체로 도시 부근이 비싸고 촌락에서 멀어질수록 싸다. 그리고 

수리(水利)가 편리한 곳은 비싸고 수리의 편리가 떨어지면 싸다. 단, 예부터 이 나라의 

배수관개(排水灌漑)는 불완전하기가 말할 나위도 없는데, 당 관할 지역은 대체로 가뭄으로 

인한 손해가 수해로 인한 손해보다 항상 훨씬 크다.

땅값은 원래 똑같지 않지만 이제 군산항에서 한국의 10리, 대략 일본의 1리 이내에 있는 

강경, 전주, 공주 등 대도시에 근접해 있는 곳의 가격과 그 이외의 장소를 구별하여 각각 

상, 중, 하로 나누어 아래에 게시해 보겠다.

가) 군산항에서 10리 이내 강경, 전주, 공주 등 대도시 부근의 가격, 

     그리고 철도역 주변의 가격

구 분 1마지기 당 가격

상전(上田) 15엔 이내

중전(中田) 10엔 이내

하전(下田) 5엔 이내

        

나) 대도시 및 철도역에서 먼 곳의 가격     

구 분 1마지기 당 가격

상전(上田) 10엔 이내

중전(中田) 7엔 이내

하전(下田) 4엔 이내

앞에서 든 상전 이외에 수해와 가뭄의 염려가 모두 없고, 수확이 아주 좋은 상등인 

곳은 1마지기 당 25엔 이상의 가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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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마지기의 면적이 극소한 경우에는 100평이 채 안 된다. 극대인 경우는 약 300평에 

달하는 것도 있어 일정하지 않은데 보통의 크기는 대략 200평을 표준으로 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전라도의 서해안은 밭(畑地)이 극히 적기 때문에 논 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데 

전라도의 동부와 충청도 지역은 밭이 비교적 많아서 논에 비해 가격이 2~3할 정도 싸다.

 

(2) 산림

헐벗은 언덕과 민둥산이 많고 수목(樹木)이 적어서 산림이라 부를 만한 곳이 적으며 

가격도 일정하지 않다.

  

(3) 경작물의 평균 수확량

논에 보리농사를 짓는 곳은 없어지고 있는데 보리농사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모판 심을 

곳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대부분은 이모작을 하고 있지 않다. 벼농사의 

평년작 수확량은 아래와 같다.

구 분 1마지기 당 수확량

상전(上田) 1섬2두 내지 1섬6두

중전(中田) 8두 내지 1섬1두

하전(下田) 3두 내지 7두

주요 밭작물은 대두(大豆), 보리, 들깨(荏子) 등인데 1마지기 당 평균 수확량은 대두, 

보리 모두 각 3두 내지 6두라고 한다.

(4) 지주와 소작인과의 관계

지주와 소작인과의 관계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를 도조(賭租)166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병분(竝分)167이라고 한다. 도조라는 것은 종자, 비료, 경작비, 조세 등 일체를 

소작인이 부담하고 그 수확물의 3분의 1을 지주가 수취하는 것인데 벼 타작 비용, 운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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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167)

168)

조선의 소작제도이다. 원래 도지법(睹地法)인데 지방에 따라 도조법(賭租法) 또는 도작법(賭作法)이라고도 

불렀다. 조선의 소작제도는 크게 도지법과 병작법(並作法)의 두 종류로 나눈다. 도지법은 원칙적으로 소작

료액을 미리 협정하고 매년의 수확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작료를 징수하는 방법인데 풍・흉에 관계없이 일

정한 소작료만 내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도조법 중에서도 수확 직전에 작황을 조사하여 소작료율은 일

정하지만 풍・흉에 따라 소작료액을 변동하는 방법도 있다. 도지법은 주로 역둔토(驛屯土)와 궁방전(宮房田)

에서 널리 시행되었으며, 민유지의 경우에는 지주의 소재지로부터 원격지에 있는 비옥한 답이나 전에서 주

로 시행되었다. 소작료율은 병작법의 50%보다 훨씬 낮아 생산량의 33% 정도였다. 지역별로는 전라도에서 

비교적 많이 시행되었다. 

병작법을 가리킨다. 소작료의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분배율만 정했다가 수확물을 비율에 따라 분배하

던 소작제도이다. ‘타작(打作)’, ‘병작(倂作)’, ‘반분(半分)’, 병분(竝分)이라고도 한다. 분배율은 대부분 생산량

의 2분의 1이었다. 

결부법에 의해 곡식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혹은 1복(卜), 1백부를 1결(結)이라고 한다.

등을 소작인이 부담한다. 병작(竝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위 타조법(打租法)인데, 

비료, 경작 비용 등은 소작인이 이것을 부담하지만 종자 및 조세의 각 반액을 지주가 

부담하고 그 수확물을 소작인과 지주가 서로 절반씩 수취한다. 작물은 쌀과 보리인데 

볏짚도 절반씩 나누고 타작 비용과 운반비용은 지주가 부담한다. 또 하나는 소작인이 

비료, 경작 비용 등을 부담하고 지주는 종자와 조세의 전액을 부담하는데, 수확물은 

소작인과 지주가 서로 절반씩 나눠 갖고 쌀, 보리 등의 볏짚은 지주가 모두 갖고 타작 

비용과 운반비용 등을 소작인이 부담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지주가 소작인에게 종자를 

주는 경우 벼, 대두, 보리 모두 각 1마지기 당 5되(升, 일본의 3승에 해당)의 비율로 

지급한다.

  

(5) 지조(地租)

지조는 음력 10월부터 각 군아(郡衙)에 상납하는 규정인데 1마지기 당 많게는 

7부(負)168에 이르고 적은 것은 3부까지 떨어진다. 그 논밭의 상중하에 따라 일정한 세액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1부를 돈으로 대신 납부할 때는 한화로 백동화 8전을 상납해야 

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명령이지만 각 지방에 따라 엽전만으로 세금을 납세하거나 

엽전 6푼(分), 백동화 4푼 또는 백동화 6푼, 엽전 4푼 등의 비율로 납세하는 곳도 있다. 

전액 백동화만으로 납세하는 지역은 아직 없지만 일본인의 소유와 관계되는 것은 모두 

백동화만으로 납세해야 하는데, 이를 일본 화폐로 환산하면 1마지기 당 7부인 것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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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170)

171)

‘짚신값’ 또는 ‘양문전(兩文錢)’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동전 두 닢’을 의미한다. 소위 거마비(車馬費) 또는 교통

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토지를 거래할 때 해당 토지에 관한 기존의 거래관계를 기록한 것을 본문기(本文記) 또는 구문기라 하고, 

새로 작성하는 문서를 신문기라고 했다. 보통 토지를 매도할 때 이전의 모든 본문기를 매수인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이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부동산의 소유 관계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관에 작

지(공증세)를 납부하면서까지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증 절차 없이 매매 문서에 기록한 것을 통칭 ‘백문

기(白文記)’라고 한다. 

조선시대의 촌락은 대략 20~30호 또는 크게 100여 호로 구성되어 있고 각 촌락에는 이도(里導)・이정・동수

(洞首)・존위(尊位)・좌수(座首) 등의 자치행정을 책임지는 우두머리가 있었다. 그 밑에 영좌(領座)・유사・두민

(頭民)・좌상(座上) 등의 명칭을 가진 임원들이 촌락의 일을 맡아 보았다.

56전이고 3부는 24전이 된다.

앞의 지조 이외에 가결(加結) 혹은 가복(加卜)이라 해서 1마지기 또는 1촌락(村落)에 

대해서 약간의 부가세를 내게 하는데 군아에서 파견된 수세인(收稅人)의 식비와 

초혜전(草鞋錢)169 등에 충당한다. 일본인이 납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가세를 절대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밖에 저수지를 파거나 제방을 쌓는다며 때때로 해당 촌락에서 

일본 거류민에게 기부금을 내라고 하는 자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정에 따라 

다소의 배려를 하면 된다.

(6) 토지 매매의 관습

개항장에서 10리 이내는 외국인의 토지소유권이 공공연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한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에 바로 감리서(監理署)에 가서 1건 당 2원의 수수료를 

내면 토지권리증(地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10리 밖에는 이런 것이 없다. 요컨대 원래 

토지를 매매할 때 관아의 손을 거쳐 그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경우는 없고 매매인 쌍방 

간에 매도증을 주고받으면 거래가 성립되는 것으로 아주 간단한 방식이다.

  이러한 관습을 대략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판매자는 예부터 내려오는 방식대로 

갑(甲)에서 을(乙)로, 을에서 병(丙)으로 이리저리 매매를 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매도증 

전부와 현재 매매한 매도증을 매입자에게 모두 건네고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구래의 

매도증을 구문기(舊文記)라고 하고 새로운 매도증을 신문기(新文記)라고 한다.170 그리고 

새로운 매도증에는 보증인(保證人)과 집필인(執筆人)이 연서(連書)를 한다. 보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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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일본의 ‘1정보’는 9,917.4㎡(3,000평)에 해당한다. 

확실한 자를 고르면 별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모든 마을마다 반드시 두민(頭民) 혹은 

영좌(領座)171라고 해서 각 부락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이 사람을 보증인으로 삼으면 된다.

(7) 거류지 10리 내외의 각국 조차지 면적

중국인 거류지 부근에 약간의 밭을 가지고 채소를 재배하며 생업으로 삼고 있는 자가 

있다. 또한 미국 전도사의 거류지 근처에 약간의 밭을 갖고 거주하는 자, 그 주변에 약간의 

밭을 소유하고 있는 자, 그밖에 관내 각 대도시 부근에는 중국인, 미국인, 프랑스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고 하는데, 대체로 모두 다 그 범위가 너무 작아서 열거할 

필요가 없다.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 산림 등은 대단히 많다. 당 군산항의 농사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논 5만3천여 마지기, 밭 9백여 마지기, 황무지・묵정밭・갈대밭 

1만7천여 마지기, 산지 21필지에 이른다. 논과 밭, 황무지, 묵정밭, 갈대밭을 모두 다 

합치면 실로 4,700 정보(町步)172가 넘는다.

이에 더해서 강경과 그밖에 관내 각 지역에서 일본인이 매수하여 농사조합에 등록하지 

않은 것을 합치면 족히 5천 정보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농사경영의 지반을 확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토지 매입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뒤에는 아마 1만 정보를 넘기게 

될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수년 내에 한국의 보고(寶庫)인 삼남 지역의 노른자라 하는 

전라도와 충청도의 기름진 땅은 일본인이 거의 다 소유하게 될 것이다.

 

2) 목축

(1) 축산

축산은 소, 돼지, 산양, 닭 종류인데, 소는 충청도와 전라도의 동부에서 생산되는 것과 

경상도 방면에서 수입하는 것이 다수이고, 서부에서는 그 수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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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1관은 6.25근 또는 100냥 또는 1,000돈이며, 약 3.75kg에 해당한다.

매매는 각 곳에 우시장이 있어 한 달에 3번 혹은 6번 시장이 열린다. 밭갈이 소의 가격은 

나이 어리고 가장 숙련된 것이 한 마리에 65엔에 달하고 가장 싸다고 해도 40엔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특히 육우(肉牛)는 목축으로 양육한 것이 아니라 밭갈이 소의 쓰임이 

다하면 이것을 도살하여 그 고기를 파는 것이다. 짐 싣는 소인 역우(役牛)도 마찬가지이다. 

그 가격은 소의 크기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시세는 한 마리에 32엔 내지 

40엔이라고 한다. 그리고 새끼를 밴 암소는 그 가격이 아주 비싸다.

말은 해남(海南)과 제주도(濟州島), 그리고 경상도에서 온다.

노새는 장성(長城)에서 오는 것이 많다. 이 지역에서는 거의 나지 않는다. 따라서 짐 

싣는 역마(役馬)는 거의 없고 짐은 운반할 때는 대부분 소 등을 이용한다. 가격은 한 

마리에 23엔 내지 40엔이다. 그리고 소와 말 모두 사육비는 한 달에 3엔50전 내지 6엔이 

소요된다.

돼지는 여기저기서 사육을 하는데 그 수가 매우 많다. 가격은 무게가 10관(貫)173 정도 

하는 것이 한 마리에 8엔 내외이다.

닭은 여기저기서 사육하지 않는 곳이 없고 그 수가 매우 많다. 가격은 1마리에 40전 

내외이다.

(2) 가축 전염병의 상황

가축 전염병은 각 가축별로 다 있지만 그중에서 소 전염병과 닭 전염병이 가장 유행을 한다.

소 전염병은 8, 9월경에 가장 성하고 해마다 이것 때문에 폐사하는 수가 아주 많다. 

이것의 징후 및 증상은 처음에 식욕이 감소하고 콧등이 마르고 2, 3일 지나 설사를 하고 

심한 경우 바로 폐사를 한다. 통상 2, 3일이 지난 후에 폐사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 

전파력이 실로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이 때문에 한인은 소 전염병을 몹시 두려워한다. 

징후가 보이면 바로 먼 곳에 격리하여 다른 건강한 소와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한다. 

치료법으로는 침을 놓거나 소주나 그 밖의 술을 마시게 해서 흥분하게 만드는 데 힘쓸 뿐 

그 이외에 달리 방법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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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175)

176)

행정구역상 군산시 옥도면에 속한다. 개야도 바로 옆 서쪽에 있는 섬으로 2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예

부터 화살을 만들 때 쓰는 대나무, 즉 ‘시누대’가 섬 남쪽에 많이 나고 자라서 죽도라 불렸다. 죽도는 전라

북도 관내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어업근거지이다. 봄철에 도미, 조기 등의 성어기에 한국어선, 일본어선이 

군집한다. 

군산항에서 북서쪽으로 23km, 장항에서 남서쪽 8km 떨어진 작은 섬이다. 행정구역상 군산시 옥도면 연도

리에 속한다. 주변의 어종이 다양하고 풍부해 전국에서 어선들이 모여들 정도로 번성하여 연도파시(波市)

가 유명하여 활선어 수출전진기지 역할을 하였다. 

군산에서 서북쪽으로 약 23km 가량 떨어진 가까운 곳으로 옥도면 섬 중에서 제일 큰 섬이다. 농산물과 각

종 수산물이 풍부하다. 행정구역은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이다.

9. 어업(漁業) 및 수렵업(狩獵業)

1) 어업

군산에서 북서 쪽 해상으로 약 5리 떨어진 거리에 죽도(竹島)174가 있다. 둘레 1리 

남짓에 평소 한인 5~6호가 거주하는 작은 섬이지만 천연의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원근해 어업의 중심이 되었다. 근처에 있는 연도(烟島)175, 개야도(開也島)176, 

닭도 가을에 전염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징후와 증상은 벼슬 부분이 점차 검푸른 

색을 띠고 모이를 먹지 않고 바로 폐사를 한다.

 

(3) 소, 말 수출 상황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말(馬)은 말할 나위도 없고 소(牛) 또한 다산지가 없기 

때문에 이전부터 수출한 적이 거의 없다. 다만 시국의 영향으로 1903년 말과 1904년에 

약간을 수출했을 뿐인데 일본의 검역이 엄격하여 수출을 해도 그다지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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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蝟島)177 등 유명한 어장을 아우른다. 그 어장 구역의 넓이는 약 20여 리에 걸쳐 있고, 

또한 북쪽으로 안면도(安眠島), 어청도(於靑島) 방면, 그리고 남서 방면의 칠산도(七山島), 

추자도(楸子島)와 기맥(氣脈)이 통해 있다. 이 지역을 총칭하여 죽도어장(竹島漁場)이라고 

한다.

주요 어족은 도미(鯛), 청어(鯖), 참조기(石首魚)로 그 밖에 달강어(頭魚), 갈치(太刀魚), 

오징어(烏賊), 새우(鰕) 등이 많다. 특히 한국에서는 죽도에서 나는 도미를 최고로 친다.

도미, 청어의 성어기(盛漁期)는 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음력 88야(夜)178를 

전후로부터 해서 그때부터 30~40일 동안이다. 일본 본토의 어선은 보통 매년 3월 초순 

자기 지역 항구를 출발하여 부산 방면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한국의 남해를 거쳐 서해를 

섭렵하는데, 목포 관내의 칠산 앞바다(七山灘)179에서 고기잡이를 마치고 칠도(七島)180로 

돌아온다. 위의 성어기가 끝나면 더 북진하여 안면도 방면으로 향하는 어선도 있고, 

거기서 그만두고 역순으로 부산 근해로 되돌아가는 어선도 있다.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변산반도 앞바다에 있는 섬이다. 행정구역상 부안군 위도면에 속한다. 섬 모양이 고슴도치(蝟)와 비슷하다

고 해서 위도라 불린다. 전라북도 본토와는 격포항에서 뱃길로 40분 거리이며, 6개의 유인도와 24개의 무

인도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24절기에 속하지 않는 잡절(雑節) 중 하나인데, 입춘을 기점으로 88일째 되는 날에 해당한다. 

영광 법성포와 칠산도 사이의 해역을 가리키는데, 예부터 조기가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하다. 겨울에 제주

도 서남방, 상해 동쪽의 난해(暖海)에서 월동한 조기가 북상하여 3월 하순에서 4월 중순경에 위도, 칠산탄

(七山灘)부근에 이르고, 4월 하순부터 5월 중순 사이에는 연평도 근해에 이른다. 이 때문에 칠산탄(七山灘)

과 연평도(延坪島) 부근은 조기의 주어장으로 유명하고 동시에 바다 위에서 거래하는 파시(波市)도 자주 열

렸다. 

칠산(七山), 칠뫼, 칠산도, 칠산바다로 불리는 해역을 가리킨다. 현재 영광군 백수면 앞바다에서 시작해 법

성포 앞바다를 지나 전북 부안의 위도, 곰소만, 고군산군도의 비안도에 이르는 해역을 일컫는다. 만기요람

(萬機要覽)에 따르면, ‘칠도(七島)는 서해 가운데 있다. 옛적에 칠산이라고 하였는데, 조기가 많이 잡히어 

해마다 봄철로 원근의 상선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시끄럽기가 시장과 같으므로 파시전이라 한다.’ 조선후기 

대동여지도에도 칠산바다의 칠뫼는 정확하게 일곱 개의 점으로 그려지고 있다.

어선으로부터 선어를 넘겨받은 직후 곧바로 염장을 해서 포구로 이송하는 역할을 하는 어선. 

선어를 산 채로 수조에 넣어서 운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어선. 

바다 밑바닥에 입구가 커다란 주머니 모양의 그물을 쳐서 조기 등의 어군을 포획하는 그물과 어획방법을 

가리킨다. 본문에서도 언급하다시피 1900년경 일본인이 칠산탄 부근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안강망을 이용한 방법은 서해안의 자연적 조건에 적합하고, 구조가 간단하여 취급이 간편하고 소자본

으로도 조업이 가능하면서도 어획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에게도 빠르게 보급되었다. 

연승(延繩), 일명 ‘주낙’을 이용한 도미(鯛) 잡이 어선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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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의 경우 5월 상순, 즉 88야(夜)가 지난 다음부터 출어에 나섰는데 5월 

20일경부터 26일, 27일까지를 최성기로 해서 6월 상순부터 중순에 걸쳐 도미, 청어 등이 

산란을 마치고 어장을 떠나자 곧바로 대부분의 일본 어선들도 다른 어장으로 옮겨갔고 그 

나머지 어선들도 6월 말을 끝으로 모두 이곳 어장에서 철수했다.

모여들었던 일본 어선의 개수(槪數)는 311척, 조업했던 인원은 총 1,091명이었다. 이를 

1903년과 비교하면 어선은 34척, 인원은 240명이 증가했다.

게다가 1904년은 성어기에 앞서 러일전쟁이 일어나 해상의 위험을 염려하여 출어하는 

자가 적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실제는 의외로 그 전년의 출어자보다 훨씬 많았던 것은 

한국 어업의 발전에서 기뻐할 만한 현상이다. 물론 이는 용감한 우리 일본제국의 해군이 

해전에서 거둔 성과에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각 지역의 당국자들이 출어를 장려한 

결과임에 틀림없다. 이제 출어한 어선의 종별과 척수 및 인원을 각 현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구분

어선의 종류
척수
합계

인원
합계염절선181

(鹽切船)
생선182

(生船)
안강망183

(鮟鱇網)
삼치유망
(鰆流網)

도미연승184

(鯛繩)

가가와현
(香川縣)

3 8 - 42 10 63 319

히로시마현
(廣島縣)

12 - - - 10 22 106

오카야마현
(岡山縣)

- 5 - - 20 25 101

에히메현
(愛媛縣)

- 8 - - 30 38 148

후쿠오카현
(福岡縣)

4 - 37 - 2 43 149

구마모토현
(熊本縣)

- - 48 - - 48 145

나가사키현
(長崎縣)

- - 30 - - 30 93

사가현
(佐賀縣)

- - 13 4 - 17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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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군산, 
목포, 인천 

연계선(連繫船)
- 7 1 - 17 25 75

총계 19 28 129 46 89 311 1,091

포획한 어족은 소금에 절이지 않은 채로 가장 가까운 곳의 한인에게 판매하는 것과 

일본에서 출장 온 염장모선(母船)에 인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인이 이것을 매수할 

때는 적당히 소금에 절여 강경과 그 외의 각 시장으로 내다 파는 것과, 경성과 인천 지방의 

업자가 겨울철에 저장해 놓은 얼음 덩어리를 가득 싣고 와서는 구입한 생선을 얼음에 재서 

돌아가는 것의 두 부류가 있다. 1904년의 경우 얼음에 재워 간 어선이 17~18척이었다.

또한 염장모선은 적재량 20석(石) 내지 70석의 범선인데 여러 척의 예인선을 갖고 있는 

것과 또는 그냥 다른 어선으로부터 생선을 매수하여 소금에 절이는 것이 있다. 그리고 

어선을 갖고 있는 모선은 전주(錢主)나 출자자와 계약을 맺고 해당 어선에게 쌀, 술, 간장 등의 

음식물을 공급하고 그 보상으로 포획한 어류를 독점적으로 매수하는 특약권을 갖는다. 물론 

모선은 성문화된 면허장을 갖고 있으며 어장에서 사들인 것은 곧바로 소금에 절여 일본의 

시모노세키(下関)나 이마리(伊萬里)185 지방으로 운송한다. 내지에서는 규슈(九州) 지방에 

가장 많은 판로를 갖고 있다고 한다.

종래 죽도 부근에서 도미, 삼치 어업에 사용했던 어구(漁具)는 유망(流網)186, 

도미연승(鯛繩), 박망(縛網)187 등이었는데, 지난 1900년 나가사키현 출신의 쇼바야시 

히데오(正林英雄)가 3척의 안강망선(鮟鱇網船)을 끌고 와서는 이를 사용했더니 어획량이 늘고 

성적이 아주 양호하여 이후 해마다 안강망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안강망은 원추형의 

185)

186)

187)

일본 사가현의 서부에 있는 항구와 배후 지역을 가리킨다. 일찍이 무역이 활발한 이마리항을 통해 일본 전

역과 유럽 등으로 수출된 이마리 도자기・아리타 도자기로 유명하다. 

바닥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채 수면에서 아래로 드리운 어망이다. 고기가 지나가는 방향을 가로막는 방향

으로 설치하며 고기가 그물에 끼이거나 물리게 해서 잡는다. 주로 해수대의 어종을 잡기 위해 사용한다. 

마치 어군을 그물로 꽁꽁 묶듯이 두 배가 그물을 내리고 끌거나 만나서 그물을 끌어올림으로써 고기를 잡

는 어업법. 우리나라에서는 소형선망 또는 기선권현망어업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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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방대망(長方袋網)을 닻으로 고정시키고 조류를 향하게 해서 어족을 포획하는 장치인데 

비해, 유망(流網)은 조류에 의해 떠다니다가 가라앉는 유동어구이다보니 조류에 따라 다른 

배의 어망과 충돌할 우려가 많고 어획량도 안강망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안강망은 유망에 

비해 자본과 노동력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단, 안강망은 삼치 어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최성어기 무렵 안강망의 어획량은 하룻밤에 어선 1척 당 3천 마리를 잡는 경우가 있지만 

잡히지 않는 철에는 겨우 100마리 내외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주지의 사실로서 

그 풍흉(豐凶)의 차가 심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업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1904년은 꽤 풍어(豐漁)인 편이어서 안강망, 도미연승망, 삼치유망 모두 성어기 동안 최고 

수익이 500엔, 최저 수익이 250엔, 평균 수익이 1척 당 370엔 내외였다. 성어기 동안 어족의 

가격은 1903년과 큰 차이는 없는데, 대소 모두 합쳐서 한 마리 평균 가격이 도미는 7전 내외, 

삼치는 14전 내외, 넙치가 2전, 갈치가 1전3리(厘), 참조기, 옥돔, 오징어, 그 외의 잡어는 섞어서 

5리 정도였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잡은 물고기들은 일본과 경인(京仁) 지역, 그리고 그 밖의 각지에 

팔려 나가는데, 어획량이 많을 때는 이들 판로가 일시적으로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허망하게 

부패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아주 싼 가격에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통조림, 

덴부(田麩)188, 미소즈케(味噌漬)189, 사케누카즈케(酒糠漬)190 등으로 만들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풍어인 경우 대량의 물고기를 처리할 수 있는 확실한 시설이 없는 것이 유감이다.

성어기 중에는 통어조합원(通漁組合員)이 일본에서 와서 당 분관의 관계자나 특히 

경찰관을 출장시켜 어업종사자를 보호한다. 또한 죽도에 있는 오래 된 우물만으로는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따로 우물을 개착(開鑿)하는 등 그 밖의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출어기에 즈음하여 출장 온 어부들을 상대로 매년 당 군산항 및 목포에서 일본인이 

188)

189)

190)

원래 덴부는 중국에서 돼지고기, 소고기를 말려 가공한 러우쑹(肉松)에서 유래하는데, 일본에서는 생선살

을 쪄서 잘게 찢어 양념을 더하여 볶아서 가공한다. 

일본의 된장인 미소에 오이, 고추, 무 등 채소와 기타 식재료를 재워서 만든 절임 음식.

누카즈케(糠漬け)는 쌀겨에 오이, 무, 다쿠앙 등을 절인 것인데 사케누카즈케는 여기에 생선 등을 넣고 삭

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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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서 음식점과 목욕탕 그밖에 임시 가게를 설치, 운영하는데 1904년은 모두 13곳이었다. 

매상이 좋은 편이어서 각각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참조기 또한 해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88야(夜) 무렵부터 30~40일 동안이 

최성어기라 한다. 이 생선은 전라남도 영광군(靈光郡) 법성포(法聖浦)의 앞바다, 즉 군산, 

목포의 중간 지점인 칠산탄(七山灘)이 최고의 어장이라고 하는데, 당 어장에서도 많이 잡힌다. 

참조기어업은 도미어업과 함께 강원도의 정어리어업, 함경도의 명태어업과 더불어 실로 이 

나라의 주요 어업이라고 한다. 

출어기가 다가오면 각 도의 어선과 운반선 및 매입선들이 일시에 모여드는데, 크고 작은 

선박의 수가 5백 척에서 7, 8백 척에 이르러 아주 장관을 이루고 매년 어획고가 20~30만 엔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이 생선은 한인들 사이에 가장 귀중하게 애용되는 어족의 하나로 날생선은 국으로 

만들어 먹고 건어는 함경도의 명태와 마찬가지로 관혼상제의 연회와 제사음식에 사용되는 것 

같다. 특히 음력 8월 15일 추석 명절에는 구입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새우는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의 목포, 북쪽의 안면도에 이르기까지 연안 일대의 

얕은 바다에서 나지 않는 곳이 없다. 종류는 일본의 ‘시바에비’(芝蝦)191에 해당하는 크기인데, 

보리새우도 나온다. 성어기는 매년 5, 6월경인데 이 또한 무시하지 못할 어획량이라고 한다.

요컨대 도미, 삼치 어업은 오로지 일본인만 하는데 그 경영이 한인을 훨씬 능가한다. 하지만 

참조기는 한인에 미치지 못하며 또한 새우잡이와 그 밖의 것도 한인의 손에 맡기는 것이 

상당히 많다.

2) 수렵업

수렵으로서 새 종류는 기러기, 오리, 두루미(鶴) 등을 잡는데, 특히 기러기, 오리가 가장 

많다. 하지만 유희 목적으로만 사냥을 할 뿐 영업으로 하는 자는 없다. 그리고 짐승 

191) 새우젓을 담그는 새우군은 젓새우라고 하는데 일반 새우와는 달리 크기가 작고 껍질이 얇다. 젓새우의 종

류도 중하(中蝦), 잔새우, 곤쟁이 등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중하를 시바에비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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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로 멧돼지, 살쾡이 등이 있는데 그다지 많지 않다.

10. 금융 및 도량형

1) 금융

당 군산항 무역의 흥망성쇠는 그야말로 쌀농사의 풍흉(豐凶)에 달려 있기 때문에 쌀 

무역의 성패는 곧바로 금융의 성쇠로 이어진다. 6장에서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쌀 출하는 

햅쌀이 10월에 차입되면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수량은 많지 않다. 11월에 들어서 조금 

많아지고 12월이 되면 한층 증가하여 1월과 2월에 최성기에 달하고 3월과 4월에 점차 

하락한다. 

대두, 들깨 같은 것도 12월과 1월, 2월에 나오는 것이 가장 많다. 5~8월의 넉 달 간은 

바쁜 농사철이라 시장이 한산한 시기이고, 매년 9월은 중추 명절 소위 음력 추석 전이어서 

조금 활기를 보인다. 

수출 무역이 활발한 시기는 수입무역 역시 함께 활발하여 당 군산항의 1년간 금융의 

상황은 요컨대 앞에 설명한 쌀 등의 무역 상황과 그야말로 궤를 같이 한다.

또한 일반 한인들 간의 금융은 대략 10월경부터 음력 12월 말까지는 납세와 큰 

절기(節期)가 있어서 실로 엄청나게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지만 그 

이외의 기간에는 아주 한산하다. 따라서 우리 농사경영자들은 위의 자금 압박 시기에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당 군산항 금융기관과 통화량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1) 금융기관

당 군산항 유일의 금융기관으로 제일은행(第一銀行)의 출장소가 있다. 이곳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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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12월에 설치되었는데 1903년 한 해 동안의 취급액은 아래와 같다.

과목(科目) 각지에서 들어오는 금액 각지로 나가는 금액

송금환어음(送金爲替手形) 126,536엔71전 192,243엔48전

화환어음(荷為替手形)192 165,309엔20전 405,044엔30전

대금징수어음(代金取手形) 158,772엔57전 49,226엔27전

과목(科目) 금액

각종 예금(領金)
수입금액(受入金高) 1,191,126엔71전

환불금액(拂戻金高) 1,126,142엔47전

각종 대금(貸金)
대출금액(貸出高) 755,523엔25전

회수금액(回收高) 700,119엔00전

이 출장소에서 1903년의 연(年)이자는 최고 2할1푼(分)9리(厘), 최저 5푼4리7모(毛)193이며, 

일보(日步)194 최고 6전, 최저 1전5리로, 또한 화환어음의 이자는 아래와 같다. 

지역 기준 금액 기간 이자액

오사카(大阪) 100엔 당 10일간 80~90전

인천(仁川) 100엔 당 7일간 60~70전

목포(木浦) 100엔 당 7일간 60~70전

부산(釜山) 100엔 당 7일간 60~70전

또한 출장소 외에 개인 간 대차(貸借)의 월이자는 3보(步)(담보의 유무에 상관없이)이다. 

전당포의 이자는 일본인에 대해서는 월이자가 5부(分) 이상이며 한인에 대해서는 10일간 

1할로 한다.

2) 통화(通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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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군산항에서 사용되는 통화는 일본 지폐, 제일은행 무기명식 일람불어음(一覽佛券)195, 

엽전, 일문전(一文錢)196, 백동화, 적동화(赤銅貨)197 등인데, 일본 지폐와 제일은행권은 

일본인과 중국인 그리고 일본인과 항상 거래가 있는 한인들이 사용하고 일반 한인은 

화전(華錢)198, 백동화, 적동화를 사용한다. 이미 6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 군산항 

시장에서 위의 한화를 매매할 때는 동전이 취급하기에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바로 현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보관증서를 발행하여 대신한다. 이것을 한화어음(韓貨手形)이라 

한다. 신용 있는 상점이 발행한 것은 여기저기 유통되기 때문에 거의 일종의 통화처럼 

여긴다.

한화에 대한 한인의 관념은 1문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1문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하기 

192)

193)

194)

195)

196)

197)

198)

원격지 사이의 매매 거래에서 매도인이 대금 채권을 회수하거나 대금 채권을 이용한 자금 대출을 받기 위

해 수송 화물을 담보로 매수인을 지불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 

모(毛)는 리(厘)의 1/10이다. 

일보(日步)란 원금 100원에 대한 하루의 이자를 가리키는 일본식 이자의 한 형태이다. 

1902년 일본이 대한제국에 제공한 차관에 대한 보상으로 국내에 발행, 유통시킨 지폐이다. 1878년 일찍이 

부산에 진출한 일본의 제일은행은 1880년 원산, 1882년 인천, 1888년 경성에 출장소를 개설하고 지점으로 

승격시켜 나가는 등 영업망을 확충하였다. 제일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한국 정부의 재정자금을 유치하

거나 이용하는 등 한국의 중앙은행이 되고자 꾀하였다. 대표적으로 해관세의 취급,  地金銀의 매입, 화폐의 

정리, 한국정부에 차관 대여, 은행권의 발행, 한국 국고금의 예금과 출납 등의 업무에 집중했다. 제일은행은 

관세청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일본 제국정부와 협조하여 일본의 통화를 한국에 유통시키는 등 사실상 중

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국고와 관세를 바탕으로 제일은행은 독점적으로 ‘한전(韓錢)예탁어음’을 

발행하기 시작하여 ‘일람불(一覽拂)어음’, ‘제일은행권’, 그리고 ‘법화(法貨)’로 이어지는 화폐발행권을 장악했

다. 이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적 금융지배 과정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892년부터 1894년 사이에 주조되어 사용된 상평통보를 가리킨다. 평양전(平壤錢)・신전(新錢)이라고도 불

리는데, 평양에 분설된 전환국 주전소에서 주조하였다. 아연・주석・철 등에 30∼40%의 구리를 섞어 주조한 

다음 구리를 도금한 악화(惡貨)로서, 실질가치는 기존에 유통되던 상평통보 일문전의 3분의 1에 불과하였

다. 당오전 1개를 녹여 주조하면 조악한 일문전 5개가 되기 때문에 25문의 가치로 유통시킬 수 있었다. 이

로써 통화량의 증대와 물가의 폭등을 야기하였다. 1894년 7월 8일 화폐제도 문란을 이유로 일문전의 주조

가 금지되었다. 평양부 주전소를 관장하던 민병석은 거부가 되었고 그가 왕실과 민씨 척족들에게 상납한 

뇌물은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화폐 중 하나이다. 1885년 전환국 신축 계획에 따라 독일계 상사인 세창양행을 통해 

차관을 도입하였다. 이 차관으로 3만 원 규모의 조폐 기계와 독일인 조폐 기술자 3명을 초빙하여 남대문 근

처에 경성 전환국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1888년 시험적으로 ‘개국(開國) 497년’이라는 연호를 박은 1환 은

화와 10문, 5문짜리 적동화 5,300원을 주조하여 유통하였다. 그후 1892년 인천 전환국에서 5푼의 적동화 

등이 주조되었다. 

중국 상인과 화교들이 들여 와 유통시킨 중국의 화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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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미곡과 그 외의 수출품을 방매할 때는 한화 가치가 낮다는 점을 이용하여 

1문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하지만 옥양목이나 그 밖의 수입품을 구입할 때는 근소하더라도 

저렴한 것을 원한다. 한화 시세가 좋을수록 자신들에게 이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한화 

시세의 오르내림은 곧바로 여러 물가에 변동을 초래하고 시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지난 1903년 각 월별 평균 한화 시세는 다음과 같다.

월별 엽전(할) 적, 백동화(할)

1월 15.83 11.40

2월 16.03 11.79

3월 16.62 11.57

4월 15.77 11.10

5월 14.81 10.97

6월 13.55 10.13

7월 13.64 9.97

8월 14.09 10.09

9월 14.63 9.61

10월 14.22 9.41

11월 14.13 8.73

12월 13.94 8.93

이렇게 한화 시세의 오르내림은 엽전의 경우 목포, 마산, 부산, 원산의 시세와 비교하고, 

적동화와 백동화의 경우 인천의 시세와 비교하여 서로 자금의 출입을 융통하는 모양새는 

마치 조수 간만을 보는 것과 같다. 1903년의 유통금액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99) ‘분기’에 해당한다. 19세기 중반 이래 일본의 4분기는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는데, 1889년 회계법 제정에 따

라 매년 4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것으로 고정되었다. 다시 말해 제1계(季)는 4~6월까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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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季)199 엽전(엔) 적, 백동화(엔)

구 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제1계 140 106,120 24,155 142,721

제2계 285 79,382 124,975 3,170

제3계 56 28,438 136, 699 13,926

제4계 3,040 28,751 42,858 99,928

합계 3,521 242,691 328,687 259,745

이외에 때때로 일본으로 엽전을 수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엽전의 시세가 아주 

하락하고 일본의 구릿값이 폭등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필경 동전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출되는 것이다. 또한 백동화는 통용되는 구역이 엽전에 비해 협소하고 위조와 

남발이 실로 엄청나서 그 신뢰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통화로 여긴다.

  당 군산항의 우리 우편국이 1903년에 취급한 환(爲替)과 저금액은 아래와 같다.

환(爲替)

발행(振出)

계좌 수(口數) 3,187

금액(엔) 63,200,803

지불(拂渡)

계좌 수 673

금액(엔) 29,819,122

저금

예입(預入)

계좌 수 677

 금액(엔) 4,366,856

환급(拂戻)

계좌 수 183

금액(엔) 3,535,309



106 군산(群山) 사정(事情)강제병합 이전의 전라북도 및 군산지역 상황

3) 도량형(度量衡)

한인 간에 사용하는 도량(度量)은 아주 불규칙적이며 각 지역마다 모두 다르다. 심한 

경우에는 마을과 집집마다 서로 달라서 도저히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단 형(衡)은 

우리와 거의 비슷해서 각 지역마다 차이가 심한 경우는 없다. 그렇지만 일본처럼 정부에서 

만든 형기(衡器)가 없다보니 대체로 집에서 만든 형기나 엽전을 표준으로 다른 물건과 

비교하고 계량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 밖에 우리 잡화점에서 수입해서 쓰는 작은 

저울도 저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도량형의 호칭은 보통 160몬메(匁)를 1근(斤)이라 하고 

100근을 1칭(秤)이라고 한다.

부피는 관내 주요 지역 두세 군데를 사례로 들어 보겠다. 강경의 1말(斗)은 우리의 

3마스(枡)2고(合)200에 해당하고 25말을 1고쿠(石)로 한다. 전주에서는 1말(斗)이 약 

5마스4고에 해당되고 15말을 1고쿠로 한다. 1가마니(俵)의 분량은 대략 우리의 8도(斗)에 

해당하는데, 공주처럼 9되 이상인 지방에서는 다른 곳으로 수출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그 

습관에 따라 특히 보통 용량을 표준으로 삼아 감량해서 포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척도(尺度)는 지척(指尺)201, 목면척(木綿尺)202, 공장척(工匠尺)이 있다. 지척은 우리 

경척(鯨尺)203의 1척3치(寸), 목면척은 우리 경척의 1척6치를 1척으로 하고, 공장척은 우리 

곡척(曲尺)과 다르지 않다. 이상은 거류지 바깥의 한인 마을에서 보통 사용하는 것을 

들은 것일 뿐 관내 모든 지역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200)

201)

202)

203)

204)

일본의 척관법은 10勺(샤쿠/작) = 1合(고/홉), 10合 = 1升(쇼/되), 10升 = 1斗(도/되), 10斗 = 1石(고쿠/섬)에 

해당한다. 

지척은 성인 농부의 2지(식지・장지)와 3지(식지・장지・무명지)의 폭을 기준하여 하는 척도인데, 2지는 약 

4.5cm, 3지는 약 7cm로 추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포백척(布帛尺)이라고 하는데, 포백의 치수를 측정하고 의복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척도법

이다. 중국에서 들어 온 침척(針尺)과 다양한 포백척이 사용되었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인용된 기록

을 통해 조선 전기의 포백척은 약 46.66㎝ 내외 정도로 유추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포백척은 1740년에 개

정되었는데 세종 때보다 길어져서 약 49㎝로 추정된다. 한편 개항기 일본은 조선의 척을 조사하였는데, 포

백척을 일본 곡척(曲尺)의 1척6촌1분(48.783㎝)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일본의 ‘줄자’를 가리킨다. 고래 수염으로 줄자를 만들어 사용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매매의 목적물을 대금(代金)과 교환하여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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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지 내에서 사용하는 도량형은 모두 일본의 것을 사용한다. 그리고 곡물을 

매수매도204할 때에는 1도마스(斗枡)205를 사용하고 형기(衡器)는 파운드를 눈금으로 새긴 

서양식 형기를 사용한다.

11. 교통 및 통신

1) 교통기관

당 군산항과 일본 간의 직통선은 종래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206가 

2주 1회 운항하는 정기선 1척과 그 외 임시선 뿐이다. 연안선(沿岸航運船)은 인천 

호리리키상회(堀力商會)207가 운항하는 소형 증기선 1~2척, 오사카상선주식회사의 증기선 

1척이 있어서 2~3일 마다 인천을 기점으로 군산항과 목포 간을 왕복한다. 그밖에 

대한기선회사(大韓汽船會社)의 기선도 때때로 출입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 1903년의 선박 

출입표는 아래와 같다.

  

◎ 출입 선박표

205)

206)

207)

한 말, 약 18리터에 해당하는 됫박을 가리킨다. 

개항기 일본과 조선의 개항장의 여객선과 상선을 운영하던 대표적인 해운회사이다. 1884년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나가사키 등 6곳에 지점을 개설하였는데, 1890년 봄 부산항에도 지점을 개설하였다. 1890년 7

월부터 오사카와 부산 사이에 기선 1척을 정기적으로 운항하였으며 1893년 오사카-인천 항로를 개설하였

다. 이후 오사카상선은 항로를 중국의 양쯔강 이남으로 확대하였다. 오사카상선은 일본우선회사(日本郵船

會社)와 더불어 일본 해운업의 대표 회사로 성장하였다. 이후 오사카상선은 1964년 미츠이선박(三井船舶)

과 합병하여 현재의 ‘주식회사상선미츠이’로 존재하고 있다. 

인천의 해운업자인 호리리키 타로(堀力太郞)가 운영하는 해운회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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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 무역선

구분 선종(船種) 국적 척수 톤수 

입항

증기선
일본 66 24,058

한국 1 99

일본형 범선 일본 26 437

서양형 범선 일본 37 3,175

소계 130 27,769

출항

기선
일본 68 25,091

한국 1 99

일본형 범선 일본 27 428

서양형 범선 일본 35 2,966

소계 131 28,584

합계 261 56,353

 

나. 연안 무역선

구분 선종(船種) 국적 척수 톤수 

입항

기선(汽船)
일본 115 13,642

한국 55 8,945

범선
일본 18 327

한국 28 633

소계 216 23, 547

출

기선
일본 115 13,642

한국 54 8,933

범선
일본 17 327

한국 28 644

소계 214 33,546

합계 430 4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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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계

총 계
국적 척수 톤수 

691 103,446 

위의 표와 같이 연안 운송은 거의 문제없이 편리한 편이지만 일본으로 가는 직항선은 

오로지 당 군산항과 오사카을 왕복하는 데만 편리하다. 오사카를 제외하면 고베(神戶), 

효고(兵庫), 나가사키(長崎), 시모노세키(下関) 등 이전부터 한국 무역과 관계가 깊은 

일본의 각 항조차 직항선이 없다보니 매우 불편하다. 자칫하면 수출입품 모두 그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연안선 선편을 이용하여 일단 목포나 인천으로 운송한 다음 

거기에서 이것을 다른 배로 옮겨 싣고 우회해서 일본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당 

군산항의 무역 통계상에는 연안무역으로 간주되지만 사실상 외국무역에 포함되는 사례도 

아주 많다.

한편 오사카상선회사는 1904년 9월부터 2주에 한 번의 운항을 1주일에 한 번의 정기 

운항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근래 부정기적으로 당 군산항과 목포 사이를 운항하는 

1~2척의 선박회사도 생기는 바람에 일본 간의 교통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출입이 성황을 

이루는 계절에도 종래의 불편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기선운임표는 아래와 같다.

1904년 11월 조사

발송항 품명 단위
오사카상선주식회사

운임(엔)
호리리키상회

운임(엔)

오사카

쌀 백 섬 5,500 5,000엔

소가죽 백 근 90 80

인천

쌀 백 섬 3,000 2,500

소가죽 백 근 45 50

단, 들깨, 대두 같은 것은 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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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 수운(水運)

관내 하천(河川)의 수운 상황은 아래와 같다.

 

(1) 금강(錦江)

본류에서 수운(水運)이 가능한 구간은 군산에서 부강(芙江) 사이 약 70마일(哩)인데, 

군산에서 강경 간 약 25마일을 하류라 하고 강경에서 부강 간 약 45리를 중류라고 한다.

하류인 군산 부근의 조류는 1시간 간조에 약 6시간 동안 밀려오고 5시간 동안 빠지는데 

그 높낮이에 따라 배를 운항한다. 대형 범선의 경우 4~6백 섬을 최대 하중으로 하고 바람이 

있는 날 군산에서 강경 간에 1조시(潮時)208가 소요되고 바람이 없는 날은 2조시가 

소요된다. 현재 매일 왕복하는 경흘수(輕吃水)209의 작은 증기선이 하나 있다. 편도 

5시간이다. 또 이 구간은 조류의 모양에 따라 토사(土砂)가 심하게 일고 쌓여서 

항로(航路)를 늘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운항이 아주 곤란하다고 한다.

  중류인 강경에서 부강 간은 조류를 따라 운항할 수 있는 구간이 강경 위부터 

규암(窺岩)210 아래까지 약 10마일이다. 그 위쪽은 조류의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람이 

있으면 돛을 올리고 잔잔할 때는 노를 이용한다. 강경에서 부강 사이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약 7, 8일 걸리는데, 원래 강바닥이 낮아서 평상 시 수위가 얕은 곳은 1척, 깊어도 5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행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다. 만경강(萬頃江)도 비가 내린 후에는 

물이 불어나지만 격류가 되어 항행이 한층 더 불편해지기 때문에 16~17일 정도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운송해야 하는 경우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208)

209)

210)

만조(또는 간조)가 시작되거나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원래 화물을 싣지 않은 상태의 배가 잠기는 정도를 가리키는데, 본문에서는 흘수가 작은 배를 가리키는 것

으로 이해된다. 

규암리(窺岩里)의 규암나루를 가리킨다. 백제대교 남쪽에 강 옆으로 높이 20여m의 큰 바위를 가리켜 자온

대라 하는데, 자온대 바로 밑 강변에 나루터가 있었다. 나룻배가 운행을 하였다. 예부터 만조 때에는 바다

의 물이 거슬러 올라와서 사리 때에 새우젓과 소금을 실은 큰 배들이 조수를 따라 거슬러올라오고 나루터

에 정박하였다가 규암 5일장에서 쇠전, 모시전, 포목전, 싸전, 어물전 등에 곡식과 물건을 부리거나 사가지

고 강경 하류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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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는 강물이 얼기 때문에 배편이 완전히 중단된다.

(2) 만경강(萬頃江)

군산에서 남쪽으로 약 4리 떨어진 곳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탁류가 있다. 이것이 

만경강인데 전주평원에 물을 대는 혈맥이라고 부를 만하다.

조류의 상황은 거의 금강과 같다. 하구로부터 약 13마일(哩) 지점에 대장촌(大場村)211이라 

부르는 포구가 있다. 만조 시에는 현미 약 100섬을 실을 수 있는 한국 배가 올라올 수 

있고 그 이상은 배로 항행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전주 부읍의 큰 화물은 이곳에서 대개 

하역하거나 선적을 한다. 대장촌에서 전주부까지 약 4마일에 이르는 도로는 평탄하고 약간 

넓다고 한다.

(3) 부안강(扶安江)

만경강의 남쪽에 접해 있고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데 하구(河口)는 만경강과 합류한다. 

강의 수운은 하구에서 약 9마일 내외로 만조 시에는 현미 약 60~70섬을 실을 수 있는 

한국 배가 왕래할 수 있지만 태인(泰仁), 금구(金溝), 김제(金堤), 부안(扶安) 각 군의 미곡을 

수출할 때만 이용되고, 강 부근에 도회지와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위의 두 강처럼 수운이 

성행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4) 섬진강(蟾津江)

위의 세 강은 군산의 발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섬진강은 관내의 남쪽 끝에 

있기 때문에 구례(求禮), 남원(南原)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그 밖에 지역의 수운이나 

이해와는 관계가 거의 없다. 오히려 섬진강은 목포 관내의 전라남도에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211) 원문에는 ‘대정촌(大庭村)’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대장촌(大場村)을 잘못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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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과 관내 주요 시장과의 거리는 아래와 같다.

군산에서 전주 부읍까지 육로 11리

군산에서 강경까지  수로 약 25마일(육로는 약 10리)

강경에서 전주 부읍까지 육로 10리

강경에서 공주 부읍까지 육로 8리(수로는 약 25마일)

3) 경부철도와 군산의 관계

이 철도는 마침 관내의 동변(東邊)을 지나가는데 당 구간에서 큰 기차 정거장이 설비된 

곳은 대전(大田), 부강(芙江), 그리고 관외에 속하지만 조치원(鳥致院)의 세 곳이다. 이에 세 

곳의 상황을 아래에 간략히 기술한다.

(1) 대전정거장

대전정거장은 공주군에 속한다. 용두군(龍頭郡)212과 유성벌 등의 평원을 아우르는데,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농산물이 풍부하기로 유명하고 원래 농업지로서 상업지가 아니다. 

매월 2와 7이 드는 날에 개시(開市)하는 작은 시장이 있을 뿐이다. 또한 역에서 2리 반 

떨어진 곳에 유성시장이 있는데 호수는 불과 20호 내외로 매월 여섯 번 장이 서는 날을 

제외하면 그냥 조용하고 적막한 한촌에 불과하다. 그 밖에 4, 5리를 가면 비슷한 작은 

시장이 많다.

(2) 부강정거장

212) 지금의 용두동(龍頭洞)을 가리키는데, 이 지역은 군(郡)이었던 적이 없다. 잘못 적은 것이다. 이 지역은 조선

시대에 공주목 유등천면에 속해 있었고 용머리, 용두리로 불렸다. 1895년 회덕군 유천면 용두리, 반심리, 평

리가 여기에 속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탄방리, 중촌리, 방축리 등의 일부를 편입하여 대전군 유천

면 용두리가 되었다. 그리고 1998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으로 통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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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역 또한 공주군에 속한다. 정거장은 부강에서 10여 정(丁)213 떨어진 용포(蓉浦)에 

있는데 보통 이것을 부강정거장이라고 한다.214 정거장 부근에는 한인 가옥 10호 내외가 

있을 뿐이다.

부강은 금강 수운의 종점으로 평소에는 불과 50호 내외의 작은 한촌이지만 매월 6번, 

1과 6이 든 날 장이 서면 화물이 모여드는 광경이 아주 장관이다. 특히 소금이 집산하는 

시장으로 그 이름이 높아 일 년에 약 4만 가마 내외가 거래된다고 하니 우리의 소금 

가마로 계산하면 12만 가마 내외의 거액으로 금강 유역에서 실로 무시할 수 없는 유수의 

시장이다. 다만, 강물이 범람하여 시장이 물에 잠기면 민가도 물에 잠겨 아주 무섭다고 

한다. 또한 4, 5리 떨어진 곳에 작은 시장이 산재하고 있는데 대전정거장 부근의 상황과 

같다.

(3) 조치원정거장

조치원정거장은 충청북도 연기군(燕岐郡)에 속한다. 정거장 부근의 한인 가옥이 불과 

30호 내외에 지나지 않지만 폭이 4리가 넘는다는 유명한 청주(淸州)의 평원이 한눈에 

보이고 멀리 청주의 팔봉산을 마주하고 있다. 미호천(美湖川)215의 수해가 아주 무섭다고 

하는데 논밭을 잘 개간하여 농산물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4, 5리 떨어진 곳에 

작은 시장이 산재하고 있는데 앞에 설명한 정거장 부근과 다를 바 없다.

213)

214)

215)

일본에서 丁은 町과 같다. 1정은 약 109m에 해당한다. 

부강역의 공식 기록은 1909년 11월 1일 역무원이 배치된 보통역으로 출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위 본문 내

용에 따르면 1905년 무렵 이미 부강정거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찍이 수운 교통이 발달한 지

역으로서 재래시장과 상인들이 많이 모여드는 부강은 철도 부지를 매입하기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춘 지역이

었다. 1910년 무렵 일본인 거류민이 약 40여 호에 이를 만큼 일본인이 교통의 요지로 주목한 지역이다. 1934

년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편찬한 『조선여행안내기(朝鮮旅行案內記)』에 수록된 부강역에 관한 설명에 따르면, 

부강에는 청주행 승합자동차가 있고 부강여관이 있다고 소개하였다. “금강을 따라 군산으로부터 거슬러 올

라가 선박의 종점으로, 옛날에는 물자의 집산지로 상당히 번영한 곳이었으나, 호남선과 조선철도회사 충북

선의 개통에 의해 물자는 철도 수송에 빼앗겨 예전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설명이 있다. 

금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류 하천이다. 길이 89.2km, 유역면적 1,860.9㎢에 달한다.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

면 망이산 서쪽 우물에서 발원하여 충청북도 진천군, 청주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을 거치며 행정중

심복합도시로 흘러 연기면과 합강동의 경계에서 금강에 합류한다. 연강수량이 1,200㎜를 넘어 충청북도 중

부지역과 일대 평야에 풍부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원문에는 ‘尾湖川’으로 잘못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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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세 정거장의 부지는 다른 정거장이 2만 평 이내인 것에 비해 훨씬 광대하여 4만 

평 내지 5만 평 이상 여유가 있다.

세 정거장과 관내 주요 시장과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대전정거장에서 강경까지  11리

강경에서 군산까지    금강수로 25마일,

부강정거장에서 공주 부읍까지  6리

공주 부읍에서 강경까지   8리

조치원정거장에서 공주 부읍까지 6리

공주와 강경까지는 앞과 같다,

철도로 화물과 여객(旅客)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위의 세 정거장 

부근에 상설 상점을 개설하여 각각 상황에 맞게 경영한다면 마치 지금의 강경이 마침내 

군산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한 것처럼 강경과 군산에서 벗어나 따로 독립된 시장을 

만든다면 편리함이 있을 것 같다.

경부선을 중심으로 지선의 부설 계획이 있는 곳은 군산 방면에 대한 것이 하나 있을 

뿐인데 착수 시기는 아직 막연하다. 또한 분기점은 위의 세 정거장 중에서 선정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지는 완전히 미정이다.

만약 조치원 또는 부강에서 분기하면 공주 부읍의 화물과 여객을 끌어들여 강경에 

도달하는 편리함은 있겠지만 거리가 멀고 또한 난공사를 해야 하는 곳이 많다. 대전에서 

분기하면 강경까지의 거리가 가깝고 또한 공사도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절대적으로 공주 

부읍을 제외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부강과 조치원 중에서 분기하는 것이 적당해 보인다.

어느 지점에서 분기하더라도 강경까지 지선이 개통될 경우 강경은 물론 신기원을 

맞이하겠지만 결국 부산, 인천 등의 큰손들이 와서 경영을 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농업이든 상업이든 아주 큰 발전을 볼 것이다. 이와 함께 군산의 개발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선의 부설 기획은 강경까지로 되어 있으나 화물과 여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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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한 지역 또는 도시를 한 국가의 거류지로 지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당장 전주 부읍까지 10리를 연장하여 전주의 화물과 여객을 끌어들이고 거기에서 11리를 

더 연장하여 당 군산항까지 관통하게 하면 유리한 선로가 될 것이며 이는 당 분관의 

희망이기도 하다.

4) 통신

거류지 내에는 일본 우편국이 있어 소포, 대금교환소포(代金引替小包), 환(爲替), 

저금 등을 취급하여 부족함이 전혀 없다. 또한 강경, 전주 부읍, 공주 부읍에도 일본의 

우편수취소가 있어 편리하게 보통 소포나 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거류자 밖의 한인 마을에 한국의 전보국(電報局)이 있다. 군산에서 일본 간, 그리고 

한국 내의 전신은 모두 이 전보국에서 의뢰를 한다. 한국 내의 전신은 한문과 언문(諺文) 

또는 영문을 사용하고 일본과의 전신은 모두 영문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한국 내, 그리고 

일본 간에 모두 편리하게 전신환(電報爲替)을 이용할 수 있다. 강경, 전주, 공주에도 

전보국이 있어서 전신의 편리함은 모두 동일하다.

12. 거류지

당 군산항은 각국별로 거류지(居留地)가 있는데 소수의 중국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일본인이 전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일본의 전관(專管)거류지216 같은 느낌이 있다. 

면적은 57만2천 평방미터로 이 가운데는 경매 등에 의해 관민(官民)의 소유로 귀속된 

면적이 15만7,541 평방미터라고 한다. 이를 소유자의 국적에 따라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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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11월 조사

소유자 국적별 면적(평방미터)

일본영사관 32,250

일본우편국 5,026

일본인 91,702

중국인 28,563

합 계 157,541

위 거류지 내에서 각국 거류지회는 도로의 신설 및 수리, 상하수도 관거(貫渠)의 개착(開鑿) 

및 준설(浚渫) 등의 사업을 벌인다. 재류지 내에서 각 개인별로 매축공사(埋築工事) 및 가옥, 

창고의 신축 공사가 해마다 진척되어 오래 전 시가의 외양을 뜯어 고쳤다. 1903년 11월 말 

조사에 따른 재류 일본인과 중국인의 업종과 호구 수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 일본인 업종
업종 인원 업종 인원 업종 인원

은행업 1 화물운송업 5 무역상 19

미곡상 10 정미업(精米業) 1 선박업 4

탈곡업(籾磨摺業) 6 담배상 3 방물상(장신구상) 3

오복(吳腹)217 포목(反物)상 3 신발상 2 요리집 5

과자상 11 예기(藝妓) 24 백미소매상(白米小賣商) 6

작부(酌婦) 19 전당포 4 주류판매업 4

화물 매매 중개인 5 잡화상 32 주방용품상(荒物商) 2

줄(縄)상 1 간장 판매업 1 서양요리 2

간장, 미소 제조업 1 중매상(仲買商) 14 목욕탕 2

이발직 5 가구건구상(家具建具商) 3 침뜸술 1

미장공(건축) 9 여인숙 2 목수 58



117군산(群山) 사정(事情)

미용사 8 하숙집 2 석공 5

동물 판매업 5 약품판매상 2 음식점 15

통(桶) 만드는 사람 1 통관취급업 7 선원,승무원 9

한인 상대 음식점 1 주조업 2 농업 10

목재 켜는 직 2 농업경영자 102 재봉업 2

잡업 18 대장장이 2 두부집 3

토목업계 2 철물상(金物商) 4 의업(醫業) 3

인쇄업 1 사진업 1 어류판매 3

양철공 2 인쇄조판 2 배수업(配水業) 1

유예(遊藝) 1 오락장 2 나물업 행상 3

서양 세탁 1 안마업 1 어업 3

우유 짜기 1 다다미(疊)직공 2 도기상(陶器商) 6

산파(産婆) 1

2) 중국인 업종
업종 인원

잡화상 9

농업 1

3) 재류인 호구 수  
일본인 중국인 합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328 1,711 16 55 344 1,766

217)  일본의 전통의상을 통칭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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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1) 한국 세관

세관장은 일본인이며 직원으로 일본인 2명, 중국인 1명, 한국인 3명이 있다.

2) 각국 거류지회

각국 거류지회는 각국 영사, 한국지방관(즉 감리監理) 및 지주 대표자로 조직되어 거류

지의 수뇌부로서 제반 행정을 관장한다. 현재는 당관 주임이 회장을 맡고 감리와 일본인 

지주 2명을 의원으로서 조직하고 당 분관 안에 사무처로 두었다. 또한 경찰 업무와 같은 

것은 편의상 일본 경찰에게 모두 위탁하였다.

3) 일본민회(日本民會)218

영사(領事) 감독 하에 있는 일본인 특별 행정기관으로서 의원 13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의장, 부의장, 수입역(收入役), 학무위원, 위생위원, 상황위원(商況委員)의 상무위원을 두고, 

따로 이사 1명, 시무원 2명을 두고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마치 일본의 시정촌(市町村)의 

사무소와 같은데 상업회의소의 업무도 겸한다.

4) 군산심상고등소학교(群山尋常高等小學校)219

218) 군산거류민단의 모체가 되는 최초의 일본인 단체이다. 군산 개항을 전후하여 군산에 정착한 일본인의 숫자

가 점차 증가하자 1901년 2월 19일 일본민회를 조직하였다. 2월 22일 13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3월 1일 치바 

다네노리를 이사심득(이사대행)에 임용하고 회비의 부과, 징수 방법 등을 결의하고 거류지 1번지에 민회사

무소를 설치하였다. 일본인들은 일본민회를 통해 자치행정과 사법, 세무, 선거업무, 교육 등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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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군산에 정착한 일본인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세운 학교로서 1899년(광무 3) 설립되었다. 그 출발은 동본원

사 한 켠에서 일본인 아이들 5명을 대상으로 일본영사관 군산분관 주임 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의 부인

이 일본식 서당(테라코야寺子屋)의 형태로 가르치면서 시작되었다. 동본원사 승려인 와타나베(渡邊)가 교

장을 맡았다. 1900년 이후 한인 아동 3명이 입학한 이래 그 숫자가 점차 증가하였다. 1901년 조직된 일본민

회가 이후 학교 운영을 담당하였고 분관 주임을 통해 본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외무성으로부터 매월 30

엔을 지급받게 되었고 공립학교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1902년 무렵에 48명, 1903년에 51명의 한인 학생

이 재학했다고 한다. 1904년 이후 한국 학생은 점차 줄고 일본인 학생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07년 

기록에 따르면 일본인 학생이 237명인 데 비해, 한인 학생은 3명에 불과하다. 해방 후 군산소학교는 군산국

민학교를 거쳐 현재의 군산초등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민회의 감독 하에 속하며 그 경비는 모두 민회에서 지출하고 학생의 월사금은 무료

이고 직원은 교장 겸 훈도(訓導)가 1명, 본과 정교원 1명, 여교원 1명을 두고 있다. 취학 아

동 수는 총계 55명(1904년 9월 말)으로 그 가운데 심상(尋常) 1학년은 30명, 2학년은 17명, 

3학년은 14명, 4학년은 7명이다. 고등 1학년은 13명, 2학년 6명, 3학년 3명, 4학년은 5명이

다. 학교 부지는 8천2백 평방미터이고 교사(校舍) 53.25평으로 1904년 5월에 준공을 했다.

5) 묘지 및 화장터

일본인 전용 묘지로서 거류지 밖 남쪽에 1만5천 평방미터의 땅을 갖고 있는데 아직 적

당한 설비를 갖추지 않아서 앞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화장터도 현재 묘지 구역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설비는 아직 불완전하다.

6) 병원

병원 부지로서 거류지 내에 6백 평방미터의 땅을 매수했는데 그 위치가 병원으로서 적

당하지 않아 이것을 방매(放賣)하고 더 적당한 터를 매수하여 병원을 건축할 계획이다. 현

재 당 군산항 재류 일본인 의사 1명을 공의(公醫)로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외에 

산파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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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병원(避病院)220

각국 거류지회가 경영하는 것이 하나 있다.

8) 절(寺)

오타니파(大谷派)221 혼간지(本願寺)의 출장소가 있다.222 부지 면적 7,480 평방미터에 

45.25평의 절을 건립했다. 모두 당 군산항에 재류하는 유지들의 기부금으로 만든 것인데 

그 부지는 일본민회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9) 농사조합

농사를 경영하는 유지들이 조직한 것인데 조합장 이하 간사와 평의원을 둔다. 토지대장

을 갖추고 매입지와 저당지를 등록한다. 현재 일본민회 사무소 내에 임시 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 밖에 규약을 바탕으로 조합원 간에 거래를 할 때 융통을 도모하는 신용조합이 있

다. 또한 수출상조합, 석유상조합, 잡화상조합, 소매상조합 등이 있다. 

10) 군산구락부(俱樂部)

220)

221)

222)

전염병 환자를 격리하고 치료하기 위한 병의원을 가리킨다. 피병원은 염병, 콜레라, 폐창(廢瘡) 등 전염병이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인가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되었다. 

일본 불교의 정토진종(淨土眞宗) 오타니파(大谷派)의 히가시혼간지(本願寺)를 가리킨다. 정토진종 종파의 

하나로서 12세기 가마쿠라(鎌倉)시대의 신란(親鸞)이 창건한 교파이다. 아미타여래 일불(一佛)을 본존으로 

삼는다. 

1877년 부산 개항을 시작으로 일본의 정토진종(淨土眞宗) 오타니파가 포교를 시작했는데 1904년에 군산에 

포교소를 개설하고 혼간지 출장소, 안국사(安國寺), 군산사(郡山寺)를 세웠다. 그리고 현재 동국사(東國寺)

의 전신인 금강선사가 1909년에 건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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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민 유지들의 공립(共立)하였는데, 당구대 등의 설비가 있다. 여러 사람이 담소하고 

여가를 즐기는 곳이라고 한다.

11) 공원

장래에 공원을 만들 목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땅이 있다는데 아직 설비를 시설하지 않

고 있다. 

그 밖에 거류지 앞의 방파제 부두, 세관창고 등의 건설은 이 나라 정부의 사업으로 시설

한다고 확정했다는데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14. 토지가옥의 매매 및 임대 가격

토지 매매가격은 상업상의 편의에 따라 1평에 약 20엔에서 2엔까지로 건축비는 단층 건

물은 평당 25엔 이상이고 가옥 매매가격은 거의 이에 준한다고 한다.

임대 가격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상업상의 편의에 따라 일정하지 않지만 1등지는 한 달에 

약 1엔50전 이상, 그 밖의 곳은 약 80전 내외이다. 원래 다다미와 가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15. 보통 노동자 및 하인의 임금

목수, 석공, 미장이 등의 노동자는 하루 노임이 1엔50전이며, 한인 노동자는 50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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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물가

1904년 10월 말 조사

품명 단위 가격(엔) 품명 단위 가격(엔)

반미(飯米) 1되     170 차(茶) 1근 800

간장 1되 330 땔나무 한 묶음 35

일본된장 1근 90 숯 한 묶음 140

식초 1되 350
단무지절임
(澤庵漬)

1정(挺) 6,500

술 1되 550 식염 1되 50

맥주 1되 3,000 보릿가루 1근 120

포도주 한 병 500
후쿠진즈케223

(福神漬)
1관(鑵) 230

백설탕 1근 170 소고기 통조림 1캔 270

나라즈케224

(奈良漬)
1캔 250 말린 과자 1근 350

밀크 한 통 450
다랭이포
(鰹節)

100메(目)225 650

소고기 1근 250 석유 한 상자 3,700

닭 한 마리 350 초 1근 450

달걀 10개 150 담배 스타226 50포들이 상자 1,850

고린(高鈴) 
두부

10개 70 반지(半紙)227 1첩(帖) 40

두부 한 모 40 휴지 1다발 280

이다. 일본인 하녀는 한 달에 5엔 내외를 받고, 한인 하인은 4엔 이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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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지(干瓢) 100메(目) 250
흰색 버선
(白足袋)

1족(足) 280

표고버섯 100메(目) 800 게타(下馱) 1족(足) 700

파 1근 40 이발비 1회 250

성냥 1포 40 목욕비 1회 30

물수건 1장 80 담배가루 건엽 6호 370

치약 1개 80
목재

청국산 낙엽송
1본(本) 60

한화 엽전 
일문전

1몬메 1,950 한화 백동화 1몬메 950

223)

224)

225)

226)

227)

무우, 가지, 연근, 오이, 작두콩, 자소, 표고버섯 등 7가지 야채가 들어간 절임 음식이다. 일본에는 칠복신

(七福神)을 믿는 습속이 있는데, ‘후쿠진즈케’라는 명칭은 7가지 채소를 칠복신에 비유한 데에서 유래한 것

이다. 채소들을 잘게 설어서 간장과 설탕, 미린 등에 절여 반찬 등으로 먹는다. 발효시키지는 않는다. 오이, 

월과(越瓜), 수박, 생강 등의 야채를 소금에 절였다가 여러 차례 술지게미에 담궈서 발효시킨 음식이다. 

중세 시대 일본의 수도인 나라(奈良) 지방에서 주로 보급된 데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몬메(匁)를 몬메(文目)로 쓰기도 하고 이를 줄여서 메(目)라고 한다. 100메(目)는 375그램에 해당한다. 

일본 담배의 브랜드명칭 중 하나이다. 1904년부터 1908년까지 발매된 유명 담배이다. 

일본 전통 화지(和紙)의 전지(全紙)를 1/4 또는 1/2 크기로 자른 것을 가리킨다. 가로 25㎝, 세로 35㎝ 정도

이다. 대략 요즘의 A4 용지 크기라고 할 수 있다.

17. 일본인이 주목할 만한 사업

1) 상업

전주 부읍이 한지(韓紙)의 집산지이고, 한산(韓山)과 서천(舒川), 그 밖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저포(苧布)가 거래되고, 태인(泰仁)과 금구(金溝) 그 외 지역에서 저포의 원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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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풀이 매매된다. 이는 상당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관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한상(韓商)이 이를 좌지우지하는데, 일찍이 일본인이 이에 관여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이 방면의 길을 닦아 그 일에 종사하면 틀림없이 막대한 이익이 남길 것이다.

또한 금강 연안에서는 소금의 소비량이 아주 높다. 특히 금강 항로의 종점인 부강(芙江) 

같은 곳은 1년에 약 4만 가마니 내외, 즉 우리의 소금 가마니로 따지면 12만 가마니 

내외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역시 오로지 한상이 이를 장악하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羅州)와 그 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이 있는데 그 방면을 대상으로 일본산 소금의 

판로를 찾는다면 이 또한 유망한 업종이 될 것이다.

그 밖에 전주 부읍, 공주 부읍에 잡화점을 개설하는 것, 충청도 방면에 작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판매하는 방법 등도 유리해 보인다.

2) 토지, 산림

일본인이 주목할 만한 사업 중에 토지에 관한 경영이 가장 유망하고 또한 가장 

유리하다. 전답의 매매에 관해서는 이미 위의 농업(토지 매매의 습관) 부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땅 주인으로부터 구문기와 신문기를 받는 것만으로 매매가 성립하기 때문에 

아주 간소하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매입하려는 쪽이 먼저 토지를 실지답사하고 해당 

촌리의 우두머리격인 두민(頭民) 등에게 소유자가 누군지를 충분히 조사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는 가까운 곳에서 먼 데에 이르기까지 

현재 약 5천 정보(町步)에 달하며 1평방리(方里)228를 1,550정보로 계산하면 실로 3평방리 

남짓이 된다. 그리고 그 소유권에 관해서는 아무런 의구심과 주저할 필요가 없다. 또한 

토지를 차입하여 경작하려는 자는 일본인 토지 소유자와 미리 충분한 협의를 하면 된다. 

228)

229)

한 변의 길이가 각각 1리(里)인 면적.

잎담배를 구분할 때 두꺼운 입을 후엽(厚葉), 엷은 잎을 박엽(薄葉)으로 나눈다. 이후 담배전매법시행규칙

에 따라 후엽과 박엽을 잎자리(착엽위치)에 따라 상엽・본엽・중엽 및 하엽으로 세분화하였다.



125군산(群山) 사정(事情)

일본인 간의 토지 대차에 관해서는 아직 일정한 방법이 없고 각자 쌍방 간에 협의만 하면 

된다. 위의 농사에 관한 기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이미 

5천 정보를 넘어섰고 점차 일본의 농민을 이주시켜 경작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의 신청에 기꺼이 응하며 틀림없이 일본에서보다 싸고 관대한 비율로 

대여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산림에 관해서도 위의 농사의 기술 부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민둥산과 헐벗은 

산이 많고 수림이 빈약하지만 여기에 각종 묘목을 이식하면(단, 강한 추위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장래에 울창한 산림이 될 것이다.

전답의 관리 방법은 일본 농부 혹은 신뢰할 수 있는 한인 농부에게 맡기면 되는데, 

소작인 또는 다른 불량 한인이 몰래 전매를 하고 혹은 저당 잡히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산림 관리의 경우, 몰래 나무를 벌채하고 또는 이식한 묘목을 베어내지 못하게 그 

부근에 관리자를 둘 필요가 있다.

토지 이용 방법의 경우, 한인 농부는 경작법이 아주 유치(幼稚)하고 이용 면적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점차 일본의 농민을 이주시켜 개량하도록 해야 한다.

농작물도 강추위에 견디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 배양에 적합한 종자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재배하는 것이 좋다. 과수(果樹)는 감류(柑類)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적합한 것이 

없어 보인다.

  

3) 공업

농기구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철공업은 현재 거류지 내에 두 곳이 있는데 앞으로 크게 

발전할 전망이 확실하다.

과자 제조업은 현재 거류지 내에 11곳이 있고, 강경, 전주, 공주 등에도 같은 업자가 

있는데 이 또한 장래에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담배 제조 또한 가망성 있는 업종이다. 후엽(厚葉)229은 전주, 고산(高山), 임실 그 밖의 

각 군에서 생산을 한다. 적채기(摘採期)와 건조법 등이 불완전한데, 이에 대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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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을 해야 한다.

겨울철에 기러기와 오리가 많은 것은 실로 놀랄 만하다. 여기에 여름철 어획한 도미, 

청어 등을 원료로 통조림 제조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 될 것이다.

당 군산항 부근 서해안 여기저기에 염전이 산재해 있다. 바닷물 역시 염분이 풍부해서 

약 1할은 틀림없이 함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료의 배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염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당 군산항 부근은 점토가 많아서 벽돌제조 원료로 적당하다고 하는데 이 역시 

연료의 공급이 불충분하다.

4) 광업

7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채광하고 있는 곳은 금구, 임실 두 곳 뿐인데 채굴권을 

내장원(內藏院)이 관할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채굴권을 갖기란 아주 어렵다. 그 밖에는 

7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실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도저히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오직 전문가의 실지 답사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다.

5) 학교, 병원, 포교

한인에게 일본식 학업을 가르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강경 한남학당(韓南學堂)의 

야쿠시지 지로(薬師寺知朧), 공주 호서학당(湖西學堂)의 스가와라 다로(菅原太郎)와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인내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전주에도 삼남학당(三南學堂)이란 

것이 있지만 특별히 학교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한인을 대상으로 병원을 신설하는 것도 쉽지 않다. 4장에서 위생에 관해 설명한 바와 같이, 

한인은 말하자면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약, 즉 황산(黃酸)230, 퀴닌, 산토니코(サントニー子)231, 

또는 고약 종류와 같은 것이 아니면 거의 신뢰를 하지 않으며, 오히려 무당의 기도를 더 

신뢰하여 굿값은 지불하더라도 약값은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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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231)

232)

233)

강산성의 액체 화합물이다. 중국과 일본, 북한에서는 유황(硫黃)의 산이라 하여 유산(硫酸)이라고 한다. 황

산은 주로 공업용품, 의약품, 비료, 폭약 등의 제조와 전지의 전해액으로 사용된다. 

구충제의 일종이다.

현재 군산 구암동의 옛 지명인데, 궁멀, 궁머리 등으로 불렸다. 구암산 밑이라 하여 궁머리, 궁말 또는 구암

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원래는 궁을리(弓乙里)라고 썼다. 이곳에 미국 남장로교파 선교사 전킨(William M. 

Junkin, 한국명 전위렴)과 드루(Drew A. Damer, 한국명 유대모), 다니엘(Dr. Thomas A. Daniel), 여(女) 

선교의사 다니엘스(Daniels, T.H.) 등이 구암병원, 구암야소병원 또는 궁멀병원으로 불리는 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곳이다. 데이비스 여 선교사는 1898년 해리슨(Harrison) 선교사와 결혼하여 전주에 터전을 잡고 

환자를 돌보다가 발진티푸스에 감염되어 1903년 41세에 병사하였다. 이들은 영명학교・메리볼당여학교 등 

병설 교육기관을 통하여 서구문명을 도입하고,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한 항일애국청년을 배양하는 데 

있어 호남지역에 있어서 중추적인 구실을 하였다. 

현재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화율리의 ‘상화마을’을 가리킨다. 금구군 수류면에 속했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상화리 율처리를 병합하여 화율리라 하고 김제군 수류면에 편입되었다. 1935년 수류

면이 금산면으로 개칭됨에 따라 김제군 금산면 화율리가 되었고, 1995년 1월 1일 김제시와 김제군이 통폐

합됨에 따라 김제시에 속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당 거류지에 일본인 개업의가 3명 있는데 일본민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설치할 계획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본민회와 협의하여 온전한 병원을 신설하는 

것은 아주 유망할 것이다.

한인을 상대로 일본인이 포교하고 있는 것은 없다. 원래 이 나라는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른 종교를 주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 중에서도 어려운 일이다. 

각 승려 또는 지식과 박애정신이 투철한 전도사가 아니라면 거의 절망하게 될 것이다. 

이전부터 전도를 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은 현재 다음과 같다.

지 역 외국인 인원(명)

전주 부읍
미국인 4

프랑스인 1

공주 부읍
미국인 1

프랑스인 1

강경 미국인 1

황산 이탈리아인 1

당 거류지에서 1리 밖 궁리(宮里)232 미국인 2

금구군 수류면(水流面) 상화지(上禾地)233 프랑스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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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미국, 프랑스 두 나라의 선교사는 위 지역 등을 근거로 각 방면으로 포교와 

전도를 하는 동시에 다수의 신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 신도가 천주교 

신도보다 훨씬 많아서 그들 간에 서로 경쟁하고 알력이 심하여 거의 물과 불이 서로 

섞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들었다. 한편 양국 선교사들은 모두 한인들로부터 

양대인(洋大人)이라는 존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처럼 미국인과 프랑스인은 반드시 박애심이 깊은 선교사만 있는 것도 아닌데, 

포교비가 풍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두 나라 사람들의 포교가 점차 확대되는 

것과 별개로, 일본인 중에 포교, 전도하는 자가 아직 한 명도 없는 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국력의 발전과 적지 않는 관계가 있다.

■ 통상휘찬(通商彙纂) 제6호

•한국사정 군산제국영사관 분관 조사 분   

・ 지세 면적 인구 및 직업의 대요(大要)

・ 관내 특징, 의식주 상태, 기후 및 위생

・ 무역, 상업 및 시장, 공업 및 광업

・ 농업 및 목축, 어업 및 수렵업

・ 금융 및 도량형, 교통 및 통신, 거류지, 공공기관 및 사설단체

・ 토지가옥의 매매 및 임대 가격, 보통 노동자 및 하인의 임금

・ 물가, 일본인이 주목할 만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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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일본 목포영사관 군산 분관이 작성하여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군산사정」(1905년)을 완역한 것이다.

2. 이 글에 등장하는 ‘아국’, ‘본방’, ‘내지’, ‘우리나라’는 모두 일본을 가리키는 말인데, 

 가급적 ‘일본’으로 표기하였으며 맥락에 따라 그대로 남겨 둔 경우도 있다.

3. ‘이조’는 ‘조선’으로, ‘청’은 ‘중국’으로 표기하였는데, 맥락에 따라 

 그대로 남겨 둔 경우도 있다.

4. ‘메이지’라는 일본연호는 서력으로 표기하였다.

5. 일본식 한자어와 우리말의 한자가 다른 경우에는 우리말로 풀어 쓰고 

 (     )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6. 원문에서 부연설명이 달려 있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풀어쓰고, 

 번역자의 부연설명은 모두 각주를 넣었다.

7. 원문에는 해제가 없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자가 해제를 넣었다.

8. 일본인의 성명 중 발음이 확인되는 성만 쓰고 발음이 확인되지 않는 이름은 

 한자와 가나를 그대로 표기하였다. 일본인의 이름은 읽는 방법을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는다.

9. 중국인의 이름과 회사명 등은 발음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한자독음으로 

 통일하였다.

10. 각종 통계표의 경우 원문에 표의 형식은 없지만, 역자가 도표 형식에 맞추어 

 항목 등을 재구성하였다.

<일러두기>



131해제

「군산사정」(1905년)은 외무성 기록물 가운데 1904년 9월에서 1905년 1월에 걸쳐 작성된 

『한국 각 항 주재 제국 영사관 관할 내 정황 조사 1건』이라는 문서철에 수록되어 있는 문

건이다.

이 문서철에는 목포, 군산, 원산, 진남포, 평양의 5개 개항 도시에 대한 정황 조사가 각

각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두 번째로 수록된 군산 지역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바로 

「군산사정」인 것이다.

군산항은 일본의 요구에 따라 1899년 5월 1일 대한제국 칙령에 따라 개항하였다. 그리

고 6월 2일 대한제국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독일 간에 체결된 「군산・마산포

(馬山浦)・성진(城津) 조계장정(租界章程)」에 따라 외국인 거류지가 설치되었다. 이에 일제는 

목포 영사관의 분관을 군산에 설치하였다. 이후 군산 분관은 1906년 군산 이사청(理事廳)

으로 변경되기까지 군산과 주변 지역의 일본인에 관한 영사 업무 외에 사실상 군산과 전

북, 충남 지역에서 통치기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군산사정」은 1904년 6월 28일 외무성이 군산 관내의 ‘농상공업 등 각종 상황을 조사하

여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데에 따라 약 6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이듬

해인 1905년 1월 14일 분관 주임 요코타 사부로(橫田三郎)가 외무대신에게 송부한 조사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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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이다.

각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며 조사한 사람은 요코타라기보다는 1900년 「전라도 북부상황

(全羅道北部狀況)」과 같이 분관에 소속된 순사 또는 관헌이 조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

코타는 조사결과를 검독하고 보고하는 책임자였다.

1903년 분관 주임으로 부임한 요코타 사부로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

다. 외무성 문서에서 요코타의 흔적이 등장하는 것은 1903년 재군산분관 주임이 외무대신

에게 보내는 보고서철 『학교관계잡건(學校關係雜件)』에 포함된 ｢한인교육을 위한 군산소학

교 보조금 교부의 건(韓人教育ノ為群山小学校ノ補助金下附ノ件)｣이 처음이다.

요코타는 주로 군산심상고등소학교(군산소학교, 현 군산초등학교)의 초창기 발전에 노

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 군산 분관 주임으로서 외무성에 보낸 그의 보고서가 약

간 남아 있는데, 1905년 6월 15일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조선왕조실록 고종

실록 45권 1905년 6월 14일 기사에 요코타 주임에게 ‘훈 5등’과 팔괘장을 수여하라는 칙령

이 내려졌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대한제국 정부가 군산심상소학교 발전 등에 진력한 그의 

활동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외무성 기록에 따르면 본인이 사망하여 일본 외무성이 훈장을 대한제국에 반송

했다는 기록이 있다. 「군산사정」은 그가 사망하기 5개월 전에 본국에 보고한 것이다.

「군산사정」의 목차와 내용은 5년 전의 「전라도북부상황」보다 훨씬 다양해졌고 그 내용

도 매우 상세하다. 「군산사정」은 「전라도 북부상황(全羅道北部狀況)」(1900년)과 「군산이사

청 관내상황(群山理事廳官內狀況)」(1910년)의 세 건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고 상세하다.

관내 각 지역의 지세와 면적, 인구, 특징 등 일반현황에서부터 의식주와 기후, 상업, 시

장, 무역, 공업, 광업, 농업, 목축, 어업, 금융업에 이르기까지 경제상황을 각 항목별로 상술

하였다. 나아가 외국인 거류지의 현황과 일본인 거주지와 거류민의 현황, 그리고 공공기관

과 병의원 등 민간시설에 대한 내용은 「군산부사」의 원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와 가옥의 시세와 매매 가격을 소개하고 일본인이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

명하고 있다. 그밖에 일본인이 진출할 만한 사업과 상품 등에 관해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군산과 주변 지역을 직접 경영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군산사정」의 장점은 내용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와 통계를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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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데 있다.

‘지세’의 경우, 각 군의 인구는 물론이고 전답과 호수(戶數)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전주군(全州郡)의 전답이 ‘17,170결 44부 1속’, 호수가 ‘16,439호’로 가장 넓고 많

으며 충남에서는 공주군(公州郡)의 전답이 전답이 ‘8,941결 41부’, 호수가 ‘11,780호’로 가

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북과 충남의 총 전답 규모가 ‘127,864결 36부 4속’, 호수 

‘137,639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식에 관한 설명에서 흥미로운 것은 따뜻한 밥을 먹는 것을 ‘사치’라고 표현한 점이다. 

각 지역과 민족, 집단마다 특유의 식문화가 있기 마련인데 자신들의 관점에서 따뜻한 밥을 

먹는 것을 ‘사치’라고 부연한 것은 조선인에 대한 당시 일본인들의 편견을 보여주는 단면이

라 하겠다. 근대화 이후 지방에서도 메밀과 소면을 먹는 풍습이 확산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조사자는 일본에서 수입한 소면의 분량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술의 종류

와 원료를 자세히 소개하고, 막걸리(탁주)에 대한 소개와 자신들의 일본식 탁주인 니고리

자케(濁酒)와 비교한 부분은 격세지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후’ 항목에는 매우 귀중한 사료가 포함되어 있다. 1902년과 1903년의 날씨표와 온도

표가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오늘날 구한말 시기의 기상 데이터가 희귀한 가운데 군산 

경찰서가 매일 기록한 날씨표와 온도표의 데이터는 기상학 연구에 매우 결정적인 근거로 

활용될 만하다. 1902년의 경우 ‘맑은 날 248일, 흐린 날 71일, 비가 내린 날 40일, 눈이 내

린 날 6일’로 기록되어 있다. 온도표는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측정한 온도(화씨)

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 항목 역시 매우 상세한 통계를 담고 있다. 외국무역과 연안무역을 구분하고 각각

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표시하였으며, 수출품목의 경우 각 상품의 수량과 금액을 표시하였

다. 수출품목은 쌀이 압도적으로 많고 저포와 종이 등이 그 다음이다. 수입품목으로는 옥

양목, 방적사, 가마니, 석유, 명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사업과 시장’ 항목에는 한화의 환율과 시세, 그리고 각 군읍의 주요 시장 명칭과 장날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이어지는 재래시장의 100여 년 전의 장날뿐

만 아니라 사라진 5일장의 명칭과 장날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시장이 소재하고 있

는 공주, 전주, 강경(황산, 논산), 군산의 특징과 상품, 학교 그리고 화교 상인을 비롯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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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유지와 부호 등의 면면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농업’ 항목 중에서 특이한 것은 다른 자료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땅값’을 설명한 부분이

다. 군산 등 주요 대도시 부근의 논밭의 매매 가격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1마지기 당 5~15

엔의 가격에 거래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또한 소작제를 상세히 분석하여 도지법(睹地法)

과 병작법(並作法)의 운용 방식과 납부하는 소작세(쌀)의 규모를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일제 당국은 전라도 서해안 지역에서의 어업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해마다 도미와 청어

의 성어기에 일본 본토의 각 지역에서 출어하는 일본 어선들이 군산과 서해의 주요 어장

에 집결하여 어획을 하는데 「군산사정」의 조사자는 일본의 각 현별로 서해안에서 조업하

는 어선의 종류와 척수, 인원, 어획량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1900년 일본 어선이 서해

안에 안강망선(鮟鱇網船)234을 끌고 와서 처음 조업을 한 것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이후 

한인 어부들에게도 유행하게 되었다는 점도 기록되어 있다.

당시 군산과 전라도 일대에서 통용되던 통화의 종류와 일본인이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각종 대부 규모 등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금강, 만경강, 부안강, 섬진강의 수운과 주변 지역의 정황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고, 

1910년 이래 호남선이 부설되기 이전 단계인 1905년경의 대전, 부강, 조치원의 정거장의 모

습과 정황에 관해서도 다루었다.

그밖에 향후 「군산부사」 등 관찬 지방지에서 구체화되는 일본인 거류민단의 업종과 학

교, 병원, 묘지, 조합 등의 기초적인 정황을 서술하였고, 당시의 임금, 물가를 상세히 기록

하였다. 당시 생필품뿐만 아니라 술, 설탕, 담배 등의 기호품, 그리고 이발비, 목욕비 등에 

이르기까지 수십 여 종의 물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의 ‘일본인이 주목할 만한 사업’에서는 「군산사정」 전체 내용을 복기하는 한편 상

업, 토지, 산림, 공업, 광업 등 경제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일본의 상품과 진출 분야를 분

234) 바다 밑바닥에 입구가 커다란 주머니 모양의 그물을 쳐서 조기 등의 어군을 포획하는 그물과 어획방법을 

가리킨다. 본문에서도 언급하다시피 1900년경 일본인이 칠산 앞바다 부근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강망을 이용한 방법은 서해안의 자연적 조건에 적합하고, 구조가 간단하여 취급이 간편하고 소자

본으로도 조업이 가능하면서도 어획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에게도 빠르게 보급되었다. 이후 조선의 

어민들은 일본식 안강망을 조선의 바다와 어업 실정에 맞게 개량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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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제안하고 있다. 전라도 일대에서 많이 거래되는 모시에 주목하여 「군산사정」 의 조

사자는 한상(韓商)이 장악하고 있는 모시풀 거래에 일본인이 진출하면 ‘막대한 이익’을 남

길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일본산 소금의 판매와 잡화점의 경영도 유망하게 전망하였다.

무엇보다 규모가 크고 가장 큰 이윤을 남길 만한 사업으로서 토지를 싸게 매입하여 대

규모 농장을 경영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조사자는 농장 경영의 이점으로서 일본인의 대

규모 이주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자는 농기구를 제조하는 철공업, 과자 제조업, 담배 제조업의 전망이 밝으

며, 도미, 청어 등을 원료로 하는 통조림 제조업도 제시하였다.

서해안에 산재한 염전을 활용한 제염업과 벽돌 제조업도 유망한데, 연료의 공급이 원활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광업은 관의 채굴 허가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그밖에 「군산사정」 의 조사자는 일본인을 상대로 한 포교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프랑스, 미국의 선교사들이 전도하는 기독교의 교세가 매우 인상적이며 

한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음을 특별히 언급하였다. 조사자는 상대적으로 일본의 종교

가 미약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군산사정」 은 1900년대 초 영사분관의 관헌이 직접 군산을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와 충남 일대를 둘러보고 작성한 보고서로서 관내 일반현황은 물론

이고 의식주, 제도와 풍습, 기후, 상공업, 무역, 일본인 거류민 사회의 특징에 이르기까지 상

세하게 기록하고 분석한 사료이다. 이는 지지(地誌)에 필적한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군산사정」 은 1910년에 작성되는 「군산이사청 관내상황」과 「군산부사」로 이어

지는 관찬 지방지의 원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비록 「군산사정」은 일제가 조선을 병탄하고 경영하기 위해 작성한 기록물이지만 당대

의 인문과 지리, 사회와 풍속, 경제와 지세, 기후 등의 객관적 사실과 지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드문 사료로서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오일환(ARGO인문사회연구소 대표 연구위원, Ph.D.)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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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우리 이사청이 관할하는 구역은 전라북도(흥덕興德, 고창高敞, 무장茂長235 제외)와 전

라남도, 충청남도의 일부로서, 현재 이 지역에 속하는 군(郡)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전북은 옥구부(沃溝府), 만경(萬頃), 김제(金堤), 부안(扶安), 고부(古阜), 정읍(井邑), 태인

(泰仁), 금구(金溝), 전주(全州), 임실(任實), 순창(淳昌), 남원(南原), 운봉(雲峯), 장수(長水), 

진안(鎭安), 용담(龍潭), 무주(茂朱), 금산(錦山), 진산(珍山), 고산(高山), 여산(礪山), 익산(益

山), 용안(龍安)236, 함열(咸悅), 임피(臨陂)237의 1부(府)24군(郡)이다.

전남은 구례군(求禮郡), 충남은 보령(保寧), 남포(藍浦), 홍산(鴻山), 정산(定山)238, 공주

(公州), 진잠(鎭岑)239, 연산(連山), 노성(魯城)240, 부여(扶餘), 석성(石城)241, 임천(林川), 은

진(恩津), 한산(韓山), 서천(舒川), 비인(庇仁), 오천(鰲川, 어청도於靑島 제외)의 16군으로써, 

이사청들 중에서 비교적 관할구역이 넓은 편이다.

2. 위치

군산은 전라북도의 서쪽 끝, 즉 북위(北緯) 35도59분10초, 동경(東經) 126도42분45초에 

위치하며, 금강(錦江) 하구의 남쪽 강변에 위치한 무역항이다. 이사청의 관할 위치에 대해 

235)

236)

237)

238)

239)

240)

241)

전라북도 고창 지역의 옛 지명으로서 무송(茂松)과 장사(長沙)가 합쳐진 지명이다. 무송현은 지금의 성송면

(星松面)이고 장사현은 지금의 상하면(上下面)의 옛 이름이다.

1895년 전주부 용안군이 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익산군에 병합되었다.

1895년 임피현에서 임피군이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옥구군에 병합되었다.

현재 청양 지역의 옛 지명이다. 1895년 정산현에서 정산군이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대면(大面)과 

잉면(仍面)을 합쳐 정산면으로 한 다음 청양군에 병합되었다.

현재 유성구의 옛 지명이다. 1895년 진잠현에서 진잠군이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대덕군에 병합

되었다.

현재 논산 지역의 옛 지명이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논산군 노성면이 되었으며, 1996년 군이 시로 

승격되었다.

현재 부여와 논산 성동 지역의 옛 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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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전라북도의 동쪽 경계는 마이산(馬耳山)이 분수령이고, 경상남도와의 경계는 지

리산맥이 되고, 남쪽은 남원, 순창, 정읍이 전라남도와 접하고, 충청남도의 동쪽은 경부선

에 의해 충청북도에 접하고, 북쪽의 절반은 경기도와 접하고 나머지 절반은 바다와 접해 

있다. 서쪽의 한쪽 면은 바다와 접하고 해안선이 길다. 이 구간에 금강(錦江), 만경강(萬頃

江), 동진강(東津江)의 3대 유역이 있다. 소위 삼남 지방의 부유한 곡창 지대인 전주와 강경

의 비옥한 땅이 이 유역에 걸쳐 있다.

군산의 각국 거류지는 금강 하구에 있는데 남서부는 멀리 바다와 접하고 북동부는 금

강으로 이어진다. 시구(市區)의 총 면적은 57만2천 평방미터, 북서에서부터 남동으로 이어

지는 토지는 평탄하여 장차 발전할 여지가 많다. 항구 내의 수심은 깊고 최간조시라 해도 

20척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최만조시일 때는 40여 척까지 올라간다. 선박이 정박하는 부

두는 동서 길이가 약 8정(町)242, 남북 길이가 6정 남짓으로 매우 넓기 때문에 현재 3천톤 

내외의 기선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3. 기후

당 이사청의 관할 지역은 한국의 중남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후가 비교적 온화하고 큰 

더위와 추위가 없다. 우리 일본의 내지(內地)와 같이 사계절이 적당한 기후에 비교하자면 

봄과 가을의 두 계절은 짧고 여름과 겨울의 두 계절은 긴 편이다. 계절의 변화가 매우 급격

한데 특히 여름과 겨울의 두 계절은 기온의 변화가 매우 심하다. 겨울에는 삼한사온(三寒

四溫)이라고 해서 살을 에는 듯 한파가 이어지다가 며칠 뒤에 갑자기 따뜻한 날씨가 돌아

온다. 마찬가지로 여름에는 맹렬하게 덥다가도 아침과 저녁에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

이와 같은 기후가 사계절 순환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대체로 강수량이 적고 봄과 여름

에는 시시 때때로 비가 오는데 강수량이 매우 적어서 7, 8월의 장마철을 제외하면 대체로 

242) 길이 1정(町)은 약 109.09 미터이다. 8정은 약 873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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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하늘이기 때문에 공기가 매우 건조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겨울철에는 북서풍이 가장 

많이 불어 와 강(江) 상류 지역이 결빙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우리 일본 거류민은 겨울

이라 해도 별도의 방한 설비를 하지 않고 평상시와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인들은 

부질없이 온돌 속에 틀어박혀 따뜻한 곳을 찾아 한가롭게 잠이나 자려고 하는 자가 많다.

4. 인구

현재 당 이사청 관내에 거주하는 우리 일본인은 2,714호(戶)에 인구 8,908명이고, 외국

인은 기껏해야 서양인 선교사가 20호에 43명, 중국인이 146호에 499명이 있을 뿐이다.

군산은 관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데, 10년 전에는 시골의 작은 한촌(閑村)이었지만 이

제는 957호, 인구 3,585명의 소도시로 바뀌었고, 지난날 늪과 못이었던 곳이 번화한 시가

지로 바뀌었다.

군산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은 전주, 공주, 강경이다. 전주에는 1천 명, 공주에는 8

백 명, 강경에는 6백여 명의 우리 일본인이 거주하고, 그 밖에 관내 지역에는 거의 거주하

지 않는 상태이다. 현재 이 지역에서 최근 10년 간 우리 일본인의 이주율을 살펴보면 약 

20배 이상 증가했다.

군산항 개항 첫 해에는 겨우 200명 정도였다가 이후 가장 많이 팽창한 해는 1906년 통

감부를 설치한 직후인데, 이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권 확대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으로 정치, 교육, 종교, 위생 및 농상공 등 각종 기관을 정비하고 전주 평야에 수

리조합 사업을 완성하고 호남철도 부설이 시작되고 있는데, 앞으로 당 관할 지역의 인구 

증가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5. 위생

  당 이사청 관내는 기후가 온화하여 한국 내에서 비교적 건강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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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병이라고 해봐야 말라리아 정도인데 그나마도 가벼운 증상이다. 그밖에 각종 전염병도 

매우 적다. 비교적 많은 것이 소화기 관련 질환인데, 전체 각종 환자 수의 약 절반에 약간 

미치지 않는 비율을 차지한다. 현재 당 이사청 관내에서 위생기관은 아직 완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일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육군 위수(衛戍)병원 전주 분원과 군산거

류민단이 경영하는 군산병원 외에, 군산, 전주, 강경, 공주의 각 지역에 사립병원 4개, 의사 

22명, 산파 14명, 간호부 6명, 약사 2명, 약종상 17명이 있다.

그밖에 군산에는 피병원(避病院)243이 설치되어 있고, 청소기관, 쓰레기소각장, 묘지 및 

화장터, 공중변소가 있다. 그리고 하수도는 거의 대부분 완성되어 식수는 깨끗하며 여기

에 현재 우물물을 이용하여 수도를 부설할 계획이다.

6. 교육

당 이사청 관내에서 일본인 교육사업은 거류민단이 설립한 심상고등소학교244외에 전

주, 공주, 강경, 논산, 마구평(馬九坪)245, 규암리(窺岩里)246, 홍산(鴻山)247, 대장촌(大場

243)

244)

245)

전염병 환자를 격리하고 치료하기 위한 병의원을 가리킨다. 피병원은 염병, 콜레라, 폐창(廢瘡) 등 전염병이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인가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되었다.

군산에 정착한 일본인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세운 학교로서 1899년(광무 3) 설립되었다. 그 출발은 동본원

사 한 켠에서 일본인 아이들 5명을 대상으로 일본영사관 군산분관 주임 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의 부인

이 일본식 서당(데라코야寺子屋)의 형태로 가르치면서 시작되었다. 동본원사 승려인 와타나베(渡邊)가 교

장을 맡았다. 1900년 이후 한인 아동 3명이 입학한 이래 그 숫자가 점차 증가하였다. 1901년 조직된 일본민

회가 이후 학교 운영을 담당하였고 분관 주임을 통해 본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외무성으로부터 매월 30

엔을 지급받게 되었고 공립학교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1902년 무렵에 48명, 1903년에 51명의 한인 학생

이 재학했다고 한다. 1904년 이후 한국 학생은 점차 줄고 일본인 학생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07년 

기록에 따르면 일본인 학생이 237명인 데 비해, 한인 학생은 3명에 불과하다. 해방 후 군산소학교는 군산국

민학교를 거쳐 현재의 군산초등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일대는 대표적인 일본인 거주지역이었다. 남북으로 전주와 공주길, 동서로 대전과 

강경길 교차점에 위치한 교통 요지이자 너른 황무지가 많아 하마노(濱野鐵藏)와 고바야시(小林山鄕) 등의 

일본인이 불법 개간을 시작하였다. 1904년 고바야시(小林)농장과 하마노(濱野)농장, 1905년 미라이(末永)농

장, 1906년 나가쓰(永津)농장, 1908년 동척농장과 쿠니타케(國武)농장, 1909년 마구평수리조합이 각각 개설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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村)248, 남원, 금산(錦山), 고부에 11개의 소학교가 있다. 심상고등소학교는 군산거류민단이 

운영하고 나머지는 지역의 일본인회 또는 학교조합이 설립한 것인데, 모든 학교가 국고로

부터 상당한 보조금을 받아서 현재 학생 수는 총 833명이고, 교원은 24명이다.249

그리고 비록 중등교육기관은 아직 설립되지 않았지만, 이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더 

인재를 육성하고 지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중학교, 여학교, 실업학교 

등을 건립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인 교육기관으로는 전주농림학교, 군산실업학교가 있고, 전주, 공주, 강경, 고부, 

남원에 공립보통학교가 있다. 그리고 각 군에 적어도 서너 개의 사립학교가 있는데, 한인 

아이들에게 신지식을 열심히 주입하고 있다.

그밖에 군산에는 군산거류민단이 운영에 관여하는 유치원이 있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

는 영어야학회(英語夜學會)가 있고, 한인이 운영하는 일영(日英)어학교가 있다. 또한 교육

적 오락기관으로서 청년체육회, 불교청년회, 독서구락부가 설치되어 있다.

7. 종교

246)

247)

248)

249)

부여군 규암면의 규암리는 백마강을 사이에 두고 부여와 맞닿아 있는데 규암나루는 금강을 건너 부여와 

강경을 왕래하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이 때문에 일본인들이 규암나루를 중심으로 일본인 거주지를 형성하

고 동양척식회사 부여지소까지 설립될 정도로 번성하였다. 또한 일본인이 운영하는 정미소가 있어 척식회

사와 부여지역에서 강제로 공출된 벼를 도정하여 장항을 거쳐 일본으로 수송하였다. 일본인 아동을 위한 

공립심상소학교가 부여 최초로 규암리에 설립되었다. 주변에 구봉광산과 중천광산이 있어서 일본 광산업

자가 많이 드나들었다.

부여 지역의 옛 지명으로 현재 홍산면에 해당한다.

만경강 포구에 위치한 대표적인 일본인 거주지역과 농장이 형성된 곳이다. 이 곳 대장역(大場驛)을 통해 군

산과 익산, 전주가 연결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기차역이다. 1996년 춘포역(春浦驛)으

로 바뀌었다. 2007년 전라선이 KTX 열차로 운행되면서 문을 닫았다. 군산의 임피역과 더불어 철도역사를 

잘 보여주는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익산의 등록문화재(210호)로 지정되었다.

군산이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인근 섬 지역 역시 일본인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대표적으로 서해의 영해기

선 끝에 위치한 어청도의 경우 1912년에 일본의 어업전진기지가 설치되고 고래잡이가 성행하면서 일본인

들이 모여들자 크게 번성하였다. 이에 일본은 1925년에 어청도심상소학교를 건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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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이사청 관내에서 거류민의 대다수는 불교신자이며 신도(神道)와 기독교 신자는 극소

수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이 설립한 사원과 교회, 포교사와 신자 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신도(神道)의 경우 포교사 2명, 신자는 348명이다.

불교의 경우 사찰은 5개, 신자는 1,116명이다.

기독교의 경우 일본전도교회에 속하는 교회가 1개, 전도사가 1명, 신자가 30명인데, 서

양인 선교사가 전도를 하는 예배당은 59개, 선교사는 21명, 신자는 11,354명이다.

일본인의 포교활동은 일본인만 대상으로 하고 아직 한인에 미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기독교는 군산, 전주, 공주, 강경 등 각 요충지에 교회를 설립하여 선교사가 오로지 한국인 

포교에만 종사하는데 그 세력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다.

한편, 우리 일본 거류민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은 최근에 일본기독교전도국으로부터 목

사 1명을 초빙하고 또한 이따금씩 본부 직원의 파견을 요구하여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열

심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기독교에 귀의하는 자는 적다.

8. 교통

당 이사청 관내의 육상교통은 1909년에 준공된 폭 7미터의 전군차도(全郡車道)250가 있

을 뿐이다. 그밖에는 한국에서 화물을 운반하려면 구태의연하게 주로 사람이 짊어지거나 

말로 운반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상태이다.

철도의 경우는 강경까지 육로 9리(里)251, 물길 25해리(浬)이고, 강경에서 대전까지는 육

250)

251)

일본이 호남평야의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1908년 전주에서 군산항 인근까지(46.4㎞) 왕복 4차선으

로 개설한 자동차 도로이다. 전주와 군산의 앞글자를 따서 전군도로라고 한 것이다. 중간에 익산시와 김제

시를 지나며 번영로라고도 불린다. 26번 국도인 전군도로는 '수탈의 길'로 통한다. 이 도로는 우리나라 최초

의 아스팔트 포장 신작로이다.

일본에서 1里는 1891년의 도량형법에 따라 ‘1里=36町’(=12960尺)으로 정했는데, 이는 3.927km에 해당한다. 

한국의 里(420m)보다 약 열 배 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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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3리를 거쳐 경부선의 대전역에 도착하는데, 이는 군산항의 육상교통에 가장 큰 결점

이다. 요즘 매일 측량 중인 호남철도가 가까운 미래에 부설되면 육상교통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어 군산항의 진가를 한층 더 드러낼 것이다.

해상교통의 경우, 군산항에서 인천, 목포, 부산, 그리고 일본까지 도달하는데, 군산-인

천 간 123해리, 군산-목포 간 147해리는 통상 12시간 내외로 운항한다.

군산항에 기항하는 선박은 주로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252 소속인데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2종류가 있다. 정기선은 매월 왕복 4회, 부정기선은 보통 2척인데 매

월 몇 차례씩 왕복한다. 

그밖에 아마사키기선(尼崎滊船)253의 신대환(神代丸)254, 다이유마루(大有丸), 히데요시

(秀吉丸)가 있고, 나가사키현(長崎県) 명령항로(命令航路)255의 안도마루(安東丸), 사가현

(佐賀県) 명령항로의 가시이마루(香椎丸)이 있고, 임시선인 오토와마루(音羽丸) 등이 있는

데 매월 2차례씩 왕복한다.

하천을 통한 수운(水運) 교통으로는 군산에서 강경을 운항하는 작은 증기선이 2척, 석

유발동기선이 2척 있는데 매일 2차례씩 두 지역을 왕복한다.

252)

253)

254)

255)

개항기 일본과 조선의 개항장의 여객선과 상선을 운영하던 대표적인 해운회사이다. 1884년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나가사키 등 6곳에 지점을 개설하였는데, 1890년 봄 부산항에도 지점을 개설하였다. 1890년 7

월부터 오사카와 부산 사이에 기선 1척을 정기적으로 운항하였으며 1893년 오사카-인천 항로를 개설하였

다. 이후 오사카상선은 항로를 중국의 양쯔강 이남으로 확대하였다. 오사카상선은 일본우선회사(日本郵船

會社)와 더불어 일본 해운업의 대표 회사로 성장하였다. 이후 오사카상선은 1964년 미츠이선박(三井船舶)

과 합병하여 현재의 ‘주식회사상선미츠이’로 존재하고 있다.

1880년 설립된 해운 회사로서 일본 이세만(伊勢湾) 내해를 운행하면서 사세를 확장하였다. 오사카를 근거

지로 삼고 항로를 점차 확대하여 1904년 조선에 진출하였다. 러일전쟁을 계기로 육해군의 징용선으로 사

용되었다. 1948년 간사이기선(関西汽船)에 흡수되었다. 

통상 일본의 배 이름에는 丸(마루)를 붙인다. 앞의 ‘神代’는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시대 또는 인물의 성(姓)

을 부르는 말인데, 그 읽는 소리는 ‘가쿠미’, ‘가지로’, ‘가미시로’, ‘가미요’, ‘구마시로’, ‘고지로’, ‘진다이’ 등 제각

각이다. 따라서 실제로 당시에 배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한자독음으로 처리하였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 군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민간의 선박회사가 특정한 국내외 항로를 유지

하는 제도이다. 메이지 초기부터 시작되어 패전 시기까지 유지되었다. 유럽과 미주, 중국 등의 국외 노선과 

조선, 타이완, 남양군도, 사할린 구간을 운항하는 내국항로가 있다. 조선의 경우 나가사키-부산, 인천, 시

모노세키-여수, 니가타-나진, 쓰루가-청진, 부산-울릉도, 포항, 웅기, 포항-목포, 목포-군산 등의 항로가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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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의 무역권 내에 있으며 군산과 매우 밀접한 관계인 금강(錦江), 만경강(萬頃江), 동

진강(東津江)의 3대강 유역에는 5백석 선적 이하의 범선들이 항상 왕래하며 화물 운반에 

종사한다.

3대강 중에서 금강은 강경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에 얕은 모래톱이 있는데 비교적 운항

이 자유롭고, 강경에서 상류인 부강(芙江)까지는 하천이 얕아서 운항하기 몹시 어렵다. 만

경강과 동진강은 얕은 모래톱과 암초가 많기 때문에 운항이 위험하여 보름 간격의 만조기

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9. 무역

 당 이상청 관내에서 무역항으로는 군산항 1곳만 있다. 군산항은 지난 1899년 개항했는

데, 개항 당시 무역은 겨우 잡화, 주류의 판매와 소량의 미곡을 취급하는 데 지나지 않았

다. 그러나 이후 급속하게 발전하였는데, 특히 1903년 이후 농사 경영이 진척되는 것과 동

시에 점차 그 금액이 증가하여 작년인 1909년에 수출입 무역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성

황을 이루었다. 지금은 선진 무역항인 목포, 진남포를 능가하여 인천, 부산을 압도하는 기

세에 이르렀다.

군산항의 무역은 수출을 주로 하는데, 수출 방면은 외국무역으로 일본, 중국, 영국, 미

국의 4개국이며, 연안무역은 주로 인천이며 다음으로 원산, 부산 등이다.

수출 품목은 미곡 외에 대두(大豆), 모시, 종이 등인데 모두 소액이며 특별할 것이 없다. 

수입품은 옥양목256, 방적실, 석유, 성냥 등 중요한 것들인데, 특히 옥양목, 방적실 같은 것

은 해마다 한국인의 수요가 증가하여 전도가 유망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군산항의 무역은 미곡에 의존하여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최

고 성수기는 곡물이 출하되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인데, 이 무렵 각 지역에서 들어오

256) 옥양목(玉洋木) 또는 카네킨, 평직으로  제직하여 표백 가공한 면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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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곡이 세관부두에 쌓이고 배들은 항구에 들어차서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이곳의 상업은 대부분 일정한 시장에서 일정한 장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당 

이사청 관내의 주요 시장을 열거하면, 강경, 전주, 남원, 공주, 논산, 인천, 이리, 군산 등인

데, 이곳의 시장에서 항상 거래되는 것은 미곡, 모시, 면포, 각종 직물, 담배, 소, 철물, 명

태, 자반 등이다.

10. 농업

당 이사청 관내는 남한에서 중추적인 농업지역으로서 군산이라고 하면 곧바로 농업을 

연상시킬 정도이다. 최근에 일한 관계가 더욱 가까워짐에 따라 점차 농업 경영에 참여하는 

우리 일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군산, 전주, 공주, 강경, 그 밖의 부근에 있

는 중요한 도시와 읍을 근거지로 삼아 금강, 만경강, 동진강 유역에 산재해 있는데 그 수가 

거의 3백 명을 넘을 정도이다.

이들 농업경영자들은 서로 간의 분쟁을 피하고 농업의 진흥과 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각각 조합을 조직하였는데, 이에 개선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군산 지역의 조합원 

수와 투자액을 살펴보면, 조합원은 195명이고 총 투자금액은 무려 198만9천 원의 거액에 

달한다. 

매수한 토지 구역은 옥구, 임피, 전주, 김제, 만경, 함열, 부안, 고부, 금구, 익산, 태인, 서

천, 석성, 은율, 공주, 임천, 노성(魯城)257, 여산, 부여, 한산(韓山)258의 20개 군에 걸쳐 논

만 19만8,900 마지기에 달한다. 이를 우리나라의 논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만2,394 정

(町)6반보(反步)259에 해당한다. 지난 6년간을 평균으로 계산하면, 인원은 1년에 32명이 넘

고, 투자액은 1년에 33만1,500원이 된다.

257)

258)

259)

논산시 북부(노성면, 상월면, 광석면), 부여군 초촌면 일부에 있던 옛 지명이다.

한산군(韓山郡)은 지금의 충청남도 서천군 동부에 있었던 행정 구역이다.

일본의 면적 단위 歩・畝・反・町 정보・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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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강경토지조합, 전주농업조합 등의 조합원 수와 투자액을 합산하면 조합원은 

300명 이상이고 투자액은 250만 원을 넘는 성황이다. 이 외에도 동양척식회사가 매수한 

밭이 약 871정보이고, 한국정부로부터 인수한 역둔전(驛屯田)260이 1,355정보 남짓 된다. 

앞으로 만약 이 토지를 개량하고 전주평야 지역의 수리조합들이 진행하는 공사가 준공

되고 배수・관개 시설이 마련되면, 당 관내의 농업이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

11. 어업

군산항에서 서쪽으로 약 6해리 떨어진 곳에 약 20여 정보 넓이의 죽도(竹島)261라는 작

은 섬이 있는데 어업인들의 근거지로 유명하다. 여기에 해마다 5, 6월경이 되면 일본 각지

에서 어선들이 고기잡이하러 모여드는데, 많을 때는 1천 척 가량 되고, 적을 때에도 5, 6백 

척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어업인들의 연간 수확량은 족히 1척 당 4~5백 

원이 되기 때문에 모든 어업인의 수확량은 40만 원 내지 50만 원의 거액에 달한다.

어장으로는 죽도 외에 그 부근에 개야도(開也島), 연도(煙島), 격음도(隔音島), 고도(孤

島), 녹도(鹿島)가 있는데, 모두 유명한 어장이다. 각 어장에서 잡히는 어류 중에서 주요한 

것은 조기, 도미, 삼치, 홍어, 갈치 등이 있고, 그 밖에 잡어 수십 종이 있다.

출어기(出漁期)는 매년 음력 3월 하순부터 늦가을의 계절이 바뀔 때까지인데, 이 중에서

도 가장 성어기는 5월초부터 약 40일간이다. 최근에 한반도 주변 바다 어업이 유망하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자 일본 각 지역에서 수산기술자와 감독자를 파견하여 어업인의 출어

를 한창 장려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나가사키(長崎), 후쿠오카(福岡), 사가(佐賀)가 가장 

260)

261)

변경이나 군사 요지에 주둔한 군대 또는 주요 지방행정 관청과 역참에서 관리하는 토지를 가리킨다. 군량

과 관청의 경비를 현지에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둔토(屯土)라고도 하였다.

행정구역상 군산시 옥도면에 속한다. 개야도 바로 옆 서쪽에 있는 섬으로 2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예

부터 화살을 만들 때 쓰는 대나무, 즉 ‘시누대’가 섬 남쪽에 많이 나고 자라서 죽도라 불렸다. 죽도는 전라

북도 관내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어업근거지이다. 봄철에 도미, 조기 등의 성어기에 한국어선, 일본어선이 

군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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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하고, 쿠마모토(熊本), 카가와(香川) 등이 그 다음이다. 

어구(漁具)는 안강망(鮟鱇網)262, 주낙(延繩) 등을 사용하는데, 특히 안강망의 성적이 가

장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어류의 판로는 군산, 강경, 전주, 공주 등의 도시를 비롯해 대다수는 한국의 내륙으로 

공급하는데, 최근에 경인 지역에서 오는 소형 기선들이 바다에서 매수를 하는 방식이 증

가함에 따라 인천 철로를 따라서 점차 공급이 확대될 것이다.

12. 금융

당 이사청 관내의 금융기관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18은행263 군산지점’, 군산신용조합, 

군산금융조합 등이 있다. 18은행 군산지점과 한국은행 군산출장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융업을 하고, 군산신용조합과 군산금융조합은 조합원 상호 간에만 자금을 융통하고 일

반인에게는 대출을 하지 않는다. 대출 이자는 최저 3전(錢)3리(厘)264부터 최고 4전5리265

까지이다.

당 관내에서 대출금융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해마다 11월부터 이듬해 3월

까지인데, 이는 미곡의 수출이 한창인 시기이다.

이 밖에 전주에 전주농공은행수형조합(全州農工銀行手形組合)이 있고, 강경에 한호농공

은행(韓湖農工銀行) 지점, 한성공동창고회사(漢城共同倉庫會社) 출장소, 강경신탁주식회

262)

263)

264)

265)

바다 밑바닥에 입구가 커다란 주머니 모양의 그물을 쳐서 조기 등의 어군을 포획하는 그물과 어획방법을 

가리킨다. 본문에서도 언급하다시피 1900년경 일본인이 칠산탄 부근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안강망을 이용한 방법은 서해안의 자연적 조건에 적합하고, 구조가 간단하여 취급이 간편하고 소자본

으로도 조업이 가능하면서도 어획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에게도 빠르게 보급되었다. 이후 조선의 어

민들은 일본식 안강망을 조선의 바다와 어업 실정에 맞게 개량해 나갔다.

‘18은행’은 일본 나가사키시(長崎市)에 근거를 둔 지방은행이다. 1877년 ‘제18국립은행’에서 출발하여 1897

년 ‘주식회사18은행’으로 개편되었다. 청(淸)과 조선에도 진출하여 인천과 군산에 지점을 두었다. 

3전(錢)3리(厘)는 ‘3.3%’에 해당한다. 

‘4.5%’에 해당한다.



150 군산이사청(群山理事廳) 관내 상황강제병합 이전의 전라북도 및 군산지역 상황

사, 도사(土佐)합자회사 지점, 수형조합266이 있고, 공주, 남원, 고부에도 농공은행의 지점

들이 있다. 

군산, 금산, 김제, 고부, 진안, 함열, 공주, 홍산, 전주, 남원, 구례에는 지방금융조합(자본

금 1만 원)이 있는데, 모두 다 일본인과 한국인에 대해 상당한 자금을 융통해 주고 있기 때

문에 일반인도 상거래에서 매우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다. 금리는 한국은행과 18은행에 비

해 약간 높은데, 4전에서 7전 사이이다.267

13. 경찰

당 이사청 관내에서 경찰서의 수는 12개소인데, 군산, 전주, 공주, 강경, 홍산, 보령, 대

전, 금산, 진안, 고부, 곡성에 있다. 그밖에 순사주재소는 각 경찰서 관할 내에 2~3개 내지 

9개소가 있는데 총 수는 50개소에 달한다.

그리고 경찰관 및 직원은 경시관(警視官) 1명, 경부(警部) 8명, 순사부장 18명, 순사 149

명, 통역 2명, 고용직 1명, 촉탁의사(囑託醫) 8명, 전원 187명인데, 한인은 경시관 이하 284

명이다.

1909년 현재 일본인 관련 강절도, 사기 피해 사건을 살펴보면, 강절도 피해는 5건, 물품

가액은 31원이고, 절도 피해는 188건, 현금 910원, 물품가액 2,737원이고, 사기 피해는 1건, 

현금 199원, 물품가액 33원이다. 이 가운데 검거된 사건은 94건이다.

새롭게 발전하는 거류지에서는 경찰 사건이 많기 마련인데, 당 이사청 관내는 다른 개

항지와 잡거지268에 비해 비교적 사건이 적은 편이다. 이는 농업과 관련된 상업지역으로서 

대다수의 거류민이 자연에 순응하는 순박한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266)

267)

268)

‘수형(手形)’은 ‘어음’을 가리키는 일본어이다.

‘4~7%’에 해당한다. 

일본인과 조선인 등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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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헌병

전주, 공주에 헌병대를 두었고, 익산, 남원, 고부, 공주에 헌병분대를 설치하였다. 기타 

각 지역은 기존의 분견소와 파견소인데, 금년(1910년) 7월 1일부터 경찰업무를 통일한 결과 

군사경찰과 별도로, 일본・한국인에 대한 사법행정경찰 업무는 경찰관이 관장하게 되었다.

15. 재판

공주지방재판소 및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 외에 금년 7월 1일부터 군산지부를 개청

(開廳)하였다. 이로써 군산, 전주, 공주, 강경, 홍산, 금산, 남원, 고부에 지방재판소가 있는

데, 보령, 진안에는 지방재판소가 설치되었지만 아직 개청하지 못했다.

16. 감옥

광주감옥의 전주분감(分監)과 군산분감은 모두 기존의 감옥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좁고 견고하지 못함이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에 공주감옥을 1909

년 중에 신축하여 어느 정도 완비되었다.

17. 공공단체

당 이사청 관내에 일본인 공공단체는 군산거류민단 1개, 일본인회 4개, 상업회의소 1개

가 있다.

군산거류민단은 1906년 7월 통감부령 제21호에 근거하여 그해 8월 15일 설치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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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행기관은 민장(民長) 1명, 서기 6명, 촉탁 1명, 고용인 2명이고, 의사(議事)기관으로

서 의원 20명이 있다.

군산거류민단의 1910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경상비와 임시비를 합하여 3만9천2백여 원이

며, 주요 경영사업으로 교육, 위생, 토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인회는 전주, 공주, 강경, 논산에 있는데, 각각 회장과 평의원을 두고 있다. 일본인회

의 주요 사업은 교육, 위생 사업이다. 경비는 거류민이 이를 부담하는데, 등급과금(等級課

金), 인두과금(人頭課金)의 이름을 붙여 징수하고 있다.

  군산상업회의소는 1907년 8월 3일 창립하여 의원 12명, 특별의원 3명을 두고 이 중에

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상의원(常議員) 6명을 호선하여 상임의원이라 한다. 그밖에 서기

장 1명, 서기 1명을 두고, 경비는 회의소과금(會議所課金)이라는 이름으로 부과하여 징수

한다.

18. 사회사업

당 이사청 관내의 사회사업으로는 적십자사 한국본부 군산지부와 애국부인회 군산위원

부가 있다. 1907년 11월 이후 당 이사청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현재 적십자사 

직원은 일한 양국인을 합쳐 578명이다. 

애국부인회는 특별회원과 보통회원을 합쳐 626명인데, 통상 주둔군 위문, 일한 부인들 

간의 교류에 힘쓰고 있다. 이밖에 전주, 공주에 적십자사 지부가 있는데 모두 관찰도(觀察

道)269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전주에 한인들이 경영하는 노동공제병원(勞動共濟病院)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빈곤자들에 대해 약을 주고 치료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69) 1896년 8월 4일 반포된 ‘지방제도・관제・봉급・경비 개정’에 의하여 종전의 23부제(府制)를 13道제로 고치고 

그 장관으로 관찰사를 두어 관장하도록 한 행정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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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7월 27일 인쇄

1910년 8월  1일 발행

군산이사청

인쇄인 初田榮吉

군산각국거류지제27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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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일본 목포영사관 군산 분관이 작성하여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군산이사청 관내상황」(1905년)을 완역한 것이다.

2. 이 글에 등장하는 ‘아국’, ‘본방’, ‘내지’, ‘우리나라’는 모두 일본을 가리키는 말인데, 

 가급적 ‘일본’으로 표기하였으며 맥락에 따라 그대로 남겨 둔 경우도 있다.

3. ‘이조’는 ‘조선’으로, ‘청’은 ‘중국’으로 표기하였는데, 

 맥락에 따라 그대로 남겨 둔 경우도 있다.

4. ‘메이지’라는 일본연호는 서력으로 표기하였다.

5. 일본식 한자어와 우리말의 한자가 다른 경우에는 우리말로 풀어 쓰고,

 (      )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6. 원문에서 부연설명이 달려 있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풀어쓰고, 

 번역자의 부연설명은 모두 각주를 넣었다.

7. 원문에는 해제가 없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자가 해제를 넣었다.

8. 일본인의 성명 중 발음이 확인되는 성만 쓰고 발음이 확인되지 않는 이름은 

 한자와 가나를 그대로 표기하였다. 일본인의 이름은 읽는 방법을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는다.

9. 중국인의 이름과 회사명 등은 발음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한자독음으로 

 통일하였다.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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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이사청 관내상황(群山理事廳官內狀況)」(1910년)은 일제가 조선을 병합한 직후 본

격적인 조선 경영에 앞서 주요 도시와 관내 상황을 파악한 최초의 조사 내용이라는 점에

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1910년 7월 1일 군산 이사청이 작성하여 통감부에 제출한 보고서로서 현재 

외무성의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통감부정황보고 및 잡보>에 편철되어 있다.

이사청 관제는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따라 일제가 조선의 각 지방에 대한 행정권을 

침탈하기 위해 대한제국 정부를 강압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기

초한 ‘통감부 및 이사청 설치에 관한 건’이 거의 그대로 칙령 240호로 공포되었다. 이토는 

초대 통감에 취임하였고, 각 지방에 이사청 설치를 서둘렀다. 처음에는 군산을 비롯해 10

군데에 설치되었고 이후 지역과 숫자가 확대되었다.

군산 이사청은 1906년 2월 기존의 목포영사관 군산분관을 폐지하고 설치되었다. 군산 

이사청의 관할 지역은 전북 일대와 현재의 충남 지역의 24군(郡), 전남 지역의 16군에 달하

는데, 이는 이사청 중에서도 비교적 넓은 편이며, 서해 도서 지역까지 감안하면 매우 광범

위한 지역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주와 전주에는 지청을 두었다.

군산 이사청의 직제는 이사관, 부이사관, 경부(警部), 통역생 등으로 편성하였다. 이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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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직무와 권한은 단순히 거류민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는 정도를 뛰어 넘어 ‘긴급을 

요할 시 통감의 승인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지방 주둔 사령관에 이첩하여 출병

을 요청하는 일, 조선의 시정 사무로서 조약에 기인한 의무 이행의 필요상 긴급을 요할 시 

통감의 승인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 조선의 지방 관헌에 이첩하고 집행한 후 통감에 

보고하는 등’ 사실상 지방행정장관의 역할이 부여된 것이었다.

1910년 10월 1일 군산이 12부(府) 중 하나로 개편됨에 따라 이사청은 군산부(群山府) 체

제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군산이사청 관내상황」은 군산부로 전환하기 3개월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1906년 이사청 체제 출발 이래 4년여에 걸쳐 파악한 군산 등 지역의 일반 현황

과 정세를 충실히 반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군산 이사청은 이러한 자료와 내용에 

기초하여 실제 행정과 시정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1910년 마침내 조선을 합병한 일제가 본

격적인 총독부 체제로 전환하면서 군산부를 설치함에 따라 기존에 이사청을 통해 파악한 

각 지역별 정세보고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군산이사청 관내상황」은 일제가 본격적인 조선 경영에 앞서 각 이사청을 통

해 파악한 주요 지역의 정세보고서로서 이후 각 지역의 식민지 지배와 수탈의 기초 자료

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군산이사청 관내상황」은 1905년의 「군산사정」의 구성 체제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

시켰으며 나아가 이후 편찬될 「군산부사」 등의 체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군산사정」과 비교하면, 우선 「군산사정」에서 관할 지역의 위치와 면적, 인구, 직업 등을 

「군산이사청 관내상황」에서는 각각 관할, 위치, 인구 등으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군산사

정」에서 상세하게 다룬 의식주, 상업 및 시장, 공업, 광업, 목축, 수렵, 물가 등의 내용은 「군

산이사청 관내상황」에서 농업, 어업 정도로 대폭 축소되거나 사라졌다. 특히 도량형 항목

이 사라진 것은 조선의 도량형을 폐지하고 일제의 도량형을 표준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역과 교통, 공공기관 및 단체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기후와 위생, 사회사업 분

야가 「군산이사청 관내상황」에서 각각 분리되었다.

반면에  「군산사정」에는 없지만 「군산이사청 관내상황」에서 추가된 내용은  교육, 종교 외

에 경찰, 헌병, 재판, 감옥의 치안 및 사법 항목이다. 이는 이사청이 이전의 영사관 분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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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군산의 치안과 사법 행정을 담당한 지방행정기관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군산이사청 관내상황」에 따르면 1910년 무렵 군산은 어느덧 인구 ‘3,585명’의 소도시로 

발전했으며 이사청이 관할하는 전북, 전남, 그리고 충남 일부 지역에 걸쳐 ‘8,908명’의 일본

인이 거주하였다. ‘499명’에 불과한 중국인 거류민에 비해 무려 18배 이상 큰 규모로 바뀌

었다.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항상 청(淸)의 국력과 상인의 규모, 상권에 미치지 못하는 것

에 노심초사하던 1910년에 이르러 그 판세가 완전히 역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거주 인구와 시장의 규모, 그리고 일본인 거류민이 집중되던 곳 역시 전주, 공주, 

강경이 앞섰는데 1910년에 이르러 드디어 군산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군산이사청 관내상황」에 따르면 군산 지역의 인구와 거류민이 급팽창한 것

은 군산항 개항과 ‘1906년 통감부 설치에 따라 일본의 보호권이 확대’된 결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이사청은 군산의 ‘각종 기관을 정비하고 전주 평야에 수리조합 사업을 완성하고 호

남철도의 부설’이 완료되면 더욱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인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의 건립도 빨라졌다. 1900년의 서너 개에 불과했던 초급 

학교가 1910년에 이르러 11개로 늘었고 한인 학교도 전주농림학교, 군산실업학교, 전주, 

공주, 강경, 고부, 남원에 공립보통학교, 그리고 각 군 마다 서너 개의 사립학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군산이사청 관내상황」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신도, 불교의 사원과 사찰, 신자 수가 

증가하는 한편 프랑스, 미국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예배당과 신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무렵 기독교 신자가 무려 ‘11,354명’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사청 당국은 군산과 전라북도 일대의 쌀 생산량과 군산항을 통한 일본으로의 수출

을 비롯해 각종 토지조합과 수리조합, 그리고 동양척식회사를 통한 농지 매입과 농업경영

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어업의 경우 이사청과 일제 당국은 일본 본토에서 군산 앞바다와 서해에 출어하는 일

본 어선의 수확량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다시 말해, 관내 일본 거류민과 한인의 어업 

수확 및 출하보다는 일본에서 출어하는 어업 수확량과 군산항을 통한 출하가 더 중요하다

고 인식한 것이다.

금융의 경우 군산 지역에 ‘18은행’의 군산지점, 한국은행 군산출장소, 군산신용조합,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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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금융조합이 있고, 전주에 전주농공은행수형조합(手形組合), 강경에 한호농공은행(韓湖農

工銀行) 지점 등이 있고, 공주, 남원, 고부에도 농공은행 지점들이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경찰’ 항목에서는 경찰서 12개소, 순사주재소 약 50개소에 187명의 일본 경찰과 284명

의 한인 경찰 인력이 함께 근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10년 7월 1일부터 일본・한국인에 

대한 사법행정경찰 업무는 헌병에서 경찰로 이관되었다.

또한 법원의 경우 군산 지부가 개청하고 각 지방재판소가 증설되었다. 감옥의  경우 공

주감옥이 신축되었다.

일본인 공공단체로 군산거류민단 1개, 일본인회 4개, 상업회의소 1개가 존재하는데, 거

류민단은 거류민에게 등급과금(等級課金), 인두과금(人頭課金)의 회비를 징수하여 교육, 위

생, 토목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사청은 사회사업으로 적십자사 한국본부 군산지부와 애국부인회 군산위원부를 운영

하였다. 한인들의 사회사업으로는 유일하게 전주의 노동공제병원(勞動共濟病院)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대체로 「군산이사청 관내상황」은 후대의 「군산부사」와 같이 관내 각 분야별 현황을 수

치와 통계 등을 이용해 비교적 간명하게 서술하는 형식을 띄고 있는데 간혹 조사자 또는 

필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부연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기후’ 항목에서 추운 겨울에도 일본의 경우 별도의 난방 시설을 하지 않아도 평상시와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인들은 부질없이 온돌 속에 틀어박혀 따뜻한 곳을 찾아 한

가롭게 잠이나 자려고 하는 자가 많다.’고 서술함으로써 한인에 대한 편견을 은연중에 노

출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군산이사청관내상황」은 1900년 이후 영사관 분관, 이사청 

소속 관헌이 군산과 전라북도 등 지역을 직접 답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집대성

한 결과물이자 1910년 이후 본격적인 식민통치의 기본 자료이자 「군산부사」 등 관찬 지방

지의 전형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오일환(ARGO인문사회연구소 대표연구위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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