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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관광도시 강북구의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과 지역사(地域史) 연구

행정구역은 자치권과 행정서비스의 공급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동시에 주민 삶의 영역을 

규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대적 의미의 지방행정구역 설정은 우리

가 아닌 일제의 정치·사회·경제적 필요에 의한 식민지 정책 일환으로 설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거나 기본체계 및 구조에 대한 효용성 평가를 해보지 않은 상

태에서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구의 행정구역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이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과정

과 해방 이후의 변화 속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를 환기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지역사 연구는 도시 성장 과정에서 탄생한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현

재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앎을 얻을 수 있는 풍경’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근대문

화유산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문화유산이 자동적으로 관광문화자원이 되지 않는다. 지

역의 성장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의도적으로 발굴되고 또 목적에 맞게 가공되어야 비로소 가

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문화관광도시의 성공을 위한 역사문화자원의 발굴에서 지역사의 세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지역에는 그 지역의 역사가 있으나, 

그 역사를 언제나 교과서가 수록하고 있지 않으며, 그 지역에서 발굴하여 가공할 때 역사문화자원

으로 가치가 부여된다.

일제의 행정구역의 개편 과정 속에서 식민지적 근대성 발현

일제의 식민통치전략에 있어서 군사적 고려와 치안 확보가 일차적 고려 대상이었다면, 장기적으

로는 농산물, 광물 등과 같은 자원의 수탈을 위한 지역 거점 및 창구 확보가 주된 목표였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은 기존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고 살던 한국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

본인의 편의와 경제적 수탈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식민지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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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부제, 면제 실시 등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개편이었지, 

한국인을 위해서 나아가 식민지 근대화를 위한 식민지 도시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식민지라

는 물리적 환경변화 속에서 통치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왜곡된 도시계획과 도시공간이 조성되면

서 식민지적 근대성이 발현되었다.

한편, 행정구역의 개편을 통한 공간적 재편 과정에서 신설된 군이나 면의 명칭 변경이 있었는데 지

역 통폐합 등의 행정구역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군청 소재지 읍면의 명칭을 군 명칭과 통일시키는 

것과 같은 이유로 바뀌었다. 지역명의 개칭 또는 신설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행정 효율

성의 측면에서 변경하였는데, 일례로 대다수 지역의 명칭은 병합되는 지역의 명칭에서 한 글자씩 

따와서 결합하는 형태였다.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과정은 시기별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의도 확인

일제강점 초기의 도시화 과정은 제국주의적 목적에 의해 전통도시의 성장 단절을 전제로 이루어졌

다. 전통도시에 대한 식민 지배를 단행하기보다는 새로운 장소를 도시화하는 것이 수월했기 때문이

다. 일제강점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그간 배제되었던 전통도시를 식민지 지배의 새로운 거점도시 기

능을 수행하게 하였다. 

일제의 선 억제 후 성장 방식의 식민지 도시화 과정은 일제강점 초기 토지조사사업과 후기 병참기지

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업화 정책이 깊은 관련이 있었다.

개항과 철도의 부설을 통한 성장 과정은 식민지 도시의 이중성 발현

개항장 지역은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집중되면서 도시화의 기반이 형성되고, 

강제병합 이후 거류지가 팽창하여 한국인 거주 지역까지 도심지가 확장되거나 이전하면서 재편되

어 갔다. 

철도 부설을 통한 역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군청, 경찰서, 학교 등 행정기관의 이전과 함께 도시화

되면서 조선인 중심 전통 도시는 구읍으로 남게 되는 사례가 철도 연선 지역 다수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광주, 전주, 대구 등의 전통 읍치의 도심지는 폐성령을 통해 읍성을 해체하면서 일본인에 의

해 점유되고 조선인은 외곽지역으로 내쫓기는 식민지 도시 이중성이 나타났다. 



V

식민지 도시 공간의 계층 분화는 도넛 형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써 도심부와 주변지역으로 구

분 지으며 서울, 목포, 인천 등 대다수의 식민지 도시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군 단위 행정구역이 도

시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부(府)와 촌락(郡) 지역으로 이원화되었는데, 광주부-광산군, 대

전부-대덕군, 전주부-완주군, 인천부-부천군 등과 같이 중심 도시와 촌락이 공존하는 가운데 중심

도시(신설 도시)에 일본인이 거주하면서 발달하였다. 

일본인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은 도시 공간의 분화를 통한 지역 격차 초래

일제강점기 지역별 행정구역 개편과 도시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다양했으나 공통적으

로 식민통치의 효율성이라는 기준에 기인한 것으로써, 일본인 사회의 정치·경제·사회화의 과정 속

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요구가 상호 작용하면서 발생한 결과였다.

일본인 거류지에서 기원한 신시가지는 그 도시의 중심으로 성장한 반면 전통적으로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활동하던 지역은 도시의 외곽(변두리)으로 인식되어 개발에서 소외되었다. 지역 발전의 촉

매제가 될 수 있는 관공서, 학교, 시장 등의 기반시설은 일본인 중심의 신시가지에 밀집하면서 시간

이 흐를수록 일본인과 한국인의 생활권 사이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식민지 도시 성장 과정 속에서 도시 외부에서는 주변 전통 도시의 쇠퇴에 영향을 미쳤고, 도시 내부

에서는 일본인 중심의 도심지 공간 분화가 있었다. 행정구역 개편과 행정적 도시의 지정은 이전까지 

전통적인 지역과 도시의 위계를 뒤바꾸고 도시 내부의 지역 격차를 낳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상당 

부분 광복 후 도시 발달의 전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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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행정구역은 국가라는 일정한 영역 안에서 합의를 통해 생성된 인위적인 지역을 의미하며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권과 행정서비스의 공급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동시에 같은 영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묶어 집합체를 구성하게 됨.

-  ‘강북구’라는 행정구역은 경계선에 의해 만들어진 영역 표시의 의미와 함께, 서울시에 속한 

자치구 주민 간의 관계설정의 의미를 포함하기도 함. 

○   한국 지방행정구역의 근대적 변화는 갑오·을미개혁의 흐름에 따른 것이지만, 구체적이고 세분

화된 행정구역 개편은 일본의 정치·사회·경제적 필요에 의한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설정되었고, 우월적 지위 속에서 장악되었음.

-  일제는 식민 지배의 유지·강화 수단으로 행정구역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생활권 개념을 무시

하고 식민통치의 편의에 따라 행정구역을 개편하였음.

-  당시 설정된 행정구역과 명칭은 해방 후 행정구역의 기본 틀이 되었고, 일부 변화가 있긴 했

으나 현재의 시·군·읍·면·동 형태의 근간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은 한국의 근대도시의 성장 과정에도 영향을 미침. 일본인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도시는 배제되어 도시성장의 불균형적인 특징이 나타났음. 

○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근대적 행정구역의 개편 과정이 일제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거나 기본체계 및 구조에 대한 효용성 평가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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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임.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 연구 특히 지역사 연구에 있어 일제강점기는 

시공간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영역임. 

○   일제강점기 전후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 대한 파악은 역사와 전통이 반영되고 행정적 편의성까

지 가미된 미래지향적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준비하는 단계로 큰 의미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행정구역의 변화 과정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이 제기됨. 

2) 지역사(史) 연구의 필요성1)

○   강북구와 같이 오늘날 많은 지역, 도시가 역사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음. 산업으로 도시가 

생존하는 시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와 관광의 

고려가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임.

○   그렇다면 어떤 도시의 문화관광이라는 것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보통 등

장하는 것이 이른바 역사문화자원의 발굴임. 그런데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과 ‘문화관광도시의 

성공’은 깊은 관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분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음. 두 가지 프로세스

가 ‘상생적’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한 지역, 도시의 과거와 현재가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음.

○   그렇다면 다시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과 ‘문화관광도시의 성공’ 사이의 관계를 일반론적으로 간

략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특정 지역이 문화관광도시로 성공한다고 하면 중요한 요소는 무

엇일까? 범박하게 생각할 때 ‘즐길거리’와 ‘볼거리’라고 할 수 있겠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

하면 ‘재미’와 ‘의미’라고 명명할 수도 있음.

○   여기에서 ‘즐길거리’라고 하면 먹거리라든지 다양한 오락적 요소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될 것이

며, ‘볼거리’에는 여러 가지 스펙터클의 요소가 포함될 것임. 또한 ‘재미’는 바꾸어 말하면 일종

의 즐김이며, ‘의미’는 배움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음.

○   문화관광도시에서 역사문화자원의 위상은 어떤 것일까? 이것은 볼거리와 의미의 결합, 스펙터

1)　염복규(2020)의 집필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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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과 배움의 결합, 다시 말하면 뭔가 ‘앎을 얻을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할 수 있음.

○   역사유적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역사유적이 자동적으로 역사문화자원이 되지 않으

며, 그것은 의도적으로 ‘발굴’되고 또 목적에 맞게 ‘가공’되어야 함.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은 문화관광도시의 성공의 성패를 가늠하는 요소이기도함.

○   문화관광도시의 성공을 위한 역사문화자원의 발굴에서 지역사의 세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음. 우리는 보통 역사를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서 교과

서란 학교에서 사용하는 실제 교과서를 포함하여 보통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교과서적

인 역사 이해’를 의미함. 

○   그런데 역사 교과서에는 지역이 등장하지 않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역의 역사를 세

밀하게 연구하고 발굴하여 이를 ‘역사문화자원’으로 가공하고 자리매김하는 작업이 필요함.

○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모든 지역에는 그 지역의 역사가 있으나 그 역사가 언제나 교과서에 수

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임. 그 지역의 역사는 그 지역에서 발굴하여 가공할 때 그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이 될 수 있음.

3) 연구의 목적

○   행정구역은 특정 기능으로 구성되어 정체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이 공간 내에서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역동적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인구 및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권, 발전 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문화적 동질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황의정·우명제, 2017).

○   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 개편이 진정한 도시화로의 이행과정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음.

-  행정구역 개편 과정이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임.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

과 동시에 도로, 철도, 개항장 등 국가기반시설이 구축되고 상공업 도시가 출현하면서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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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농업사회에서 탈피하기 시작했던 시점임은 분명해 보임.

○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은 식민통치의 강화가 주목적임.

-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역사적 전통도시들의 지위와 역할이 축소되기도 하였고, 한촌에 불

과했던 지역의 지위와 역할이 확대되기도 하였음. 

-  또한 토착세력이 강하여 일제의 영향력이 미치기 어려운 지역의 행정구역을 축소하여 분할 

통치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 지명을 활용하여 군단위명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통폐합을 통해 지명의 효력을 약화시켜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상실시키기도 하였음.

○   행정구역이 통치 주체가 있던 오래전부터 인간의 삶에서 존속해왔다는 점에서 개편 과정을 연구

하는 것은 행정구역이 갖는 공간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가장 의미 있는 방법임. 

-  일제에 의해 개편된 행정구역으로 지역의 전통성을 상실한 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 과정을 재인식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 대한 체계적 정리를 통해 근대 도시로 성장하

게 된 배경과 과정 속에서 발현된 식민지 아픈 역사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행정구역의 개편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는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지역별 사례연구를 통해 일제 강점기 행정구역 도입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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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의 구성

○   본 연구는 식민지 행정구역 개편의 과정에서 나타난 식민지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다음의 전제 

조건을 고려하였음.

-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은 당시 한국인의 전통적 생활권에 대한 관념보다는 지배와 침략

을 위한 통치의 필요성에 우선하였음.

-  1910년부터 1944년까지의 행정구역의 실태와 변화 양상, 즉, 행정구역의 확장과 축소는 매 

시기 일제 식민통치 정책의 초점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   연구 대상은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특징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어떠한 요인들이 

지역의 도시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색하는 것임.

○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정해서 살펴보았음.

-  첫째, 일제강점기 사료 및 기존 연구를 대상으로 한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로 진행하였음.

-  둘째, 선행연구를 토대로 일제의 외압에 의해 행정구역 개편이 되었던 1895년부터 1945년

까지의 대한제국기·일제 강점기를 대부분의 시간적 범위로 한정하였음.

-  셋째, 공간적 범위로는 행정구역 확장이나 축소로 발생된 변화를 현재의 시·군 단위를 중심

으로 하였음.

-  넷째, 행정구역 개편 방향에 대한 공통 유형(일반성) 및 시대적 배경(역사성)을 추적하기 위

해 대한제국기 및 일제강점기 사료, 기존 연구 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음.

-  다섯째, 지역 사례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목적으로 정부·지자체 발행 문헌을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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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설정된 연구 대상과 시공간적 범위를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게 된 시대적 

상황과 개편 배경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행정구역 개편과 도시성장·쇠퇴의 일

련의 과정을 지역 중심으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음.

○   본 연구 내용은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음.

-  Ⅰ장에서는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연구 배경과 목적 그리고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주요 내용과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음.

-  Ⅱ장은 행정구역의 개념과 특징, 일제강점기 지방 통치체제와 지방제도의 특성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연구동향을 제시하였음.

-  Ⅲ장은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과정적 측면에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이

전(1985-1909)과 이후(1910-1944)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Ⅳ장은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식민지 도시의 성장과 쇠퇴 과정을 지역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이상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Ⅴ장에서는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과정이 함의하는 바를 식

민지 도시성의 관점에서 기술하였음.

2) 연구방법

○   일제강점기 행정구역과 지명의 변화를 통해 근대도시로 성장하였거나 쇠퇴한 지역을 현재 시·

군 단위로 살펴봄. 이를 토대로 변화 양상이 본 연구에 부합하는 지역을 사례로 선정하여 변화 

과정을 구체화하여 식민지 도시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문헌연구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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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저술 및 논문을 통해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기술적인 접근

방식에 따라 분석하였음.

-  둘째, 행정구역 개편 과정 전후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조선시대, 대한제국기, 일제강

점기, 해방 이후의 행정구역 개편 과정을 구분하여 비교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  셋째, 문헌조사가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이므로 실제 사례 검증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및 내용 검토를 하였음. 이를 토대로 선행 연구의 오류(오탈자, 연도 불상)에 대해서는 

원 자료를 추적하고 확인하여 오류를 바로잡도록 하였음.

-  넷째, 문헌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로는 해제 문서, 연속간행물(관보, 신문)을 포함한 일제

강점기 사료, 국내외 각종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각종 연구논문과 연구보고서, 신문 기사, 지

도, 시군 향토지, 각종 통계자료 등을 활용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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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구역의 역사적 의미와 기능

○   행정구역은 국가 통치 작용을 실현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간적 구분을 해놓은 일종의 

지리적 한계이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리적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음. 이렇게 설정된 지리적 공간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정, 지방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

소가 됨으로써 지역의 역사성, 주민의 생활편의와 정서, 행정의 능률성, 지역의 균형 발전성 등

의 제반 요건을 감안하여 형성되는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음(심규영, 2004).

○   행정구역은 행정기능의 합리적·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구획된 것이며,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

로서 주민의 지역사회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틀이 되고 있음(이대희, 2015). 따라서 

행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특히 행정구역은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  행정구역 내에서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된 공동체 의식은 국가를 

이루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함.

-  일제는 식민지배가 용이한 방향으로 전통적 행정구역의 역사적 의미를 해체하였는데,  경제

적 이익을 내세우면서 문화와 전통이 상이한 지역까지 서로 통폐합하려고 했던 이면에 단결

된 공동체 의식의 해체가 있었음.

○   이러한 배경 속에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과정은 근대도시로의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통도시의 성장이 침체되고, 새로운 도시가 출현하는 과정에서 불균형과 이중성이 드러났음. 

-  근대도시 성장 과정의 형태가 전통도시 외곽에 일본인 중심의 신시가지를 형성하거나 반대

로 전통도시의 중심부를 일본인이 장악하여 한국인 상권이 쇠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

개 되었기 때문임.

일제강점기 지방 통치체제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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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 도시화는 식민 통치 정책과 일본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됨. 즉,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탄생한 식민지 도시는 일본에 의해 일본인의 우월적 지위

를 보장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장악된 도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2. 행정구역의 변천과정

○   조선시대 이전의 행정구역은 중앙집권적인 관료제 내에서 농경사회를 토대로 산·강 등 자연적·

지리적 조건에 따라 왕권의 지방통치 필요에 의해 마련된 것임. 이러한 행정구역은 조선 초기 8

도로 구분된 행정구역을 통해 전환기를 맞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조선 말기, 일제 강점기 초기 

개편이 이루어졌음.

○   삼국시대 고구려는 3경(평양성, 국내성, 한성)과 5부를 두었으며, 백제는 부여를 수도로 정한 

뒤 5방을 두었음. 통일 이전 신라는 금성을 수도로 두고 2소경(중원, 동원)과 5주를 두었으며, 

통일 이후 신라는 수도 외 5소경 9주제를 두었음. 고려시대 초기(995, 성종 14년)에는 10도 12

주를 실시하다가 헌종 초기(1009-1031)에 5도 2계제로 바꾸어 고려 말기까지 지속하였음.

○   조선의 건국과 함께 1894년까지 8도제가 시행되었음. 한성부와 개성부를 제외하고 전국을 8도

로 구획하고 하부 행정구역으로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을 두었음. 1895년 갑오개혁 

일환으로 23부 337군으로 개편, 1896년에 다시 13도제를 시행하였음. 

○   일제의 강제병합(1910) 당시 한성부를 경성부로 개칭하고 도청소재지로 격하시켜 13도제를 확

립하였으며, 12부와 317군을 두었음(염복규, 2017). 1914년에는 현재의 행정구역의 근간이 

되는 군의 통폐합과 부제 실시를 통해 13도 12부 220군 2,522면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음. 

이후 1917년의 면제, 1931년 읍면제, 1933년 도제를 실시하였음.

○   해방 이후 1946년 제주도의 도 승격(8월), 서울의 특별자유시로 승격(9월)을 제외하고는 1949

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될 때까지 큰 틀에서 변화 없이 이어져 왔음. 1949년 정부 수립 당시 남

한의 행정구역은 1시 9도로 나누고 14부 33군을 두었음. 이후 직할시와 광역시로 승격되었으

며, 도시와 농촌 지역이 통합된 도농복합시(1995)의 등장, 제주특별자치도(2006) 승격, 마산·

창원·진해 통합(2010), 세종특별자치시 신설(2012)이 최근 행정구역의 주요 변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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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에 해당하는 일제강점기 전후(1895-1945) 행정구역의 변천과정은 Ⅲ장

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함.

3. 지방 통치체제와 행정제도

1) 조선 후기 지방행정 제도 개편

○   조선시대 후기 지방제도는 도부와 군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특히 군은 지방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군의 하위조직으로는 면·동리가 있었음. 그중에서 면은 역할이 크

게 부각되지 못했으나, 중앙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던 동리는 향촌의 공동체적 성격을 띠면서 

자치기능을 수행하였음.

○   1894년 6월 갑오개혁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개화파는 동학군의 폐정개혁안과 메이지유신의 성

과를 토대로 근대국가 수립을 지향하였음. 1894년 12월 12일 고종은 ‘독립서고문’과 ‘홍범14

조’를 통해 청으로부터 자주독립과 근대적 개혁을 천명하였음.(도면희, 2004). 

○   지방제도 개혁은 지방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도·부·군·면의 지방관리 임용 체계를 개혁함과 

동시에 관찰사 등 수령이 갖고 있던 재판권·군사권·경찰권·조세징수권을 분리시킨다는 것임. 

-  지방관아 재판사무는 부에 재판소를 설치하여 지방관으로부터 재판권을 분리하였음.

-  군사권은 각 도의 군사기관(통제영·병영·수영 등)을 해산시키고 군부 신설을 통해 지방관으

로부터 분리하였음. 

-  경찰권은 포도청을 폐지하고 경무청을 설립함으로써 한성의 경찰행정을 관장하도록 하고 각 

도의 관찰부 산하에는 경찰인력을 배치하였음(도면희, 2004). 

-  조세징수권 분리는 지방관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되었는데, 1895년 2월 군수의 조세행정 관여

를 폐지했다가 재정상 이유로 시행을 정지하고 9월 조세징수권은 복구되었음(도면희, 2004). 

그러나 인사권이 중앙에 있는 세무주사가 군의 조세 부과와 징수의 실무를 맡으면서 군수의 

조세 징수에 관한 개입을 배제시켜 실질적으로는 징세권 또한 분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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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5년 5월 23부제를 시행하면서 종래의 군현제를 폐지하고 군(郡)이라는 단일 행정구역으로 

설정하면서 수령의 관명을 관찰사와 군수로 통일하고 내부대신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음(도면

희, 2004). 기존의 국왕-관찰사-지방관의 행정체계가 내부대신-관찰사-군수로 바뀌면서 지방

관의 권한과 역할은 축소되었으며, 국왕의 대리자라는 정체성을 상실하였음.

○   지방행정체계의 개혁은 1년 반 만인 1896년 2월 아관파천으로 개화파 내각이 무너짐으로써 중

앙집권적 근대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음. 23부의 행정구역을 폐지하고 전통적인 8도

제 기반 13도제를 시행함으로써 지방행정구역 정비가 이루어졌음.

-  각 도와 한성부에는 관찰사, 부에는 부윤, 목에는 목사, 군에는 군수를 두었음. 이를 통해 행

정과 재정의 지방행정체계가 일원화되는 계기가 되면서 자치성의 일부를 인정은 했지만 기

본적으로는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의 구축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음.

2) 통감부의 설치와 지방행정제도 개편

○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내정간섭이 본격화되자 행정체제는 식민지 통치에 부합하는 형

태로 변화했음. 일제는 행정적 통제가 용이했던 면을 가장 중요한 지방행정단위로 설정하고, 기

존 군현제에서 자치적 성격이 강했던 면의 고유성을 부정하였음(국가기록원, 2006). 

○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강탈함으로써 정치·군사·경제적 지배를 위한 기

반을 조성하였음.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반도 지배권을 공고히 하고, 내정 간섭과 통제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음(홍순권, 2004). 

-  일본 정부의 대표로 통감(統監)을 두고, 개항장 및 필요한 곳에 통감의 지휘 하에 기존 영사의 

권한을 행사하며 관련 사무를 처리할 이사관(理事官)을 두게 되면서(을사늑약 2조, 국가기록

원, 2006), 통감은 금융·교육·군사제도·궁중·재정 문제까지 내정간섭하였음.

○   고종은 보호조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강제 체결된 것이라는 친서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제

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게 됨. 이를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직후인 1907년 7월 ‘한일 신협약(정미칠조약)’을 강제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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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그 특사 파견을 계기로 일제의 내정 간섭은 더욱 심해졌으며, 입법, 행정처분, 관리 임명 

등에 대한 통감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음. 또한 궁내부를 비롯한 각 부의 차관 이하 주요 관직

에 일본인을 배치하여 행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이른바 ‘차관 정치’를 

하게 됨(전홍식, 2016).

-  이어서 군대가 해산되고, ‘한국 사법 및 감옥 사무 위임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여 사법권이 넘

어가게 되었음. 1910년 8월 29일 강제병합 이후 통감부가 폐지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군대·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면서 식민통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됨.

○   통감부 설치와 동시에 지방행정의 폐단을 개혁한다는 명목 아래 지방구역 정리와 지방관 관제 

개정을 통해 지방행정조직을 장악함으로써 식민지배의 토대를 마련하였음(홍순권, 2011).

-  1906년 4월 내부(內部)에 지방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한일 양국 관리를 지방제도 조사위원

으로 임명하여 개편 작업에 착수하였음. 이들이 작성한 군현 폐합 안을 근거로 통폐합을 시

도했으나 주민들의 반발 속에 계획은 철회되었음(홍순권, 2011). 이후 지방제도조사소를 설

립하여 군현 폐합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왔으나 결국 지방구역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되

었음(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7).

-  지방구역정리는 1906년 9월 24일 비입지(飛入地, 월경지) 214개와 두입지(斗入地, 견아상

입지) 102개를 정리하여 부군의 군(郡)에 이속 시키는 지방 행정구역의 정비를 단행하였음

(전홍식, 2016). 비입지는 군현의 지방행정구역 중에서 타 군현 행정구역을 넘어 들어가 위

치한 지역으로 땅이 있는 군현에 속하도록 하여 소멸시켰으며, 두입지는 경계선의 굴곡이 심

해서 군현의 행정구역이 서로 얽혀 있는 형태로 부근 군현에 이속하였음(전홍식, 2016). 

○   지방관 관제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지방 소재 일본 영사관을 이사청으로 개편하였음.

-  당초 일본영사관 또는 분관이 설치되었던 개항장, 개시장을 중심으로 일본인 거류지가 있던 

한성, 인천, 부산, 원산, 진남포, 목포, 마산 등 7개소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1906년 1월 

군산, 평양, 성진 등 3곳이 추가된 총 10개 지역에 이사청이 설치되었음(국가기록원, 2006). 

이어서 대구, 신의주, 청진 3개 지역에 추가 설치하여 총 13개 지역에 이사청이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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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도 관찰부 소재지에도 일본인 관리를 주재시킬 목적으로 이사청 지청을 설치하고 부이사관

을 배치하였으나 일본인 관리 임명이 가능해지자 폐지되었음(윤해동, 1997; 전홍식, 2016).

-  각 도 관찰사 직급을 칙임 2등 이하로써 각부 대신보다 격을 낮게 하였으며, 관찰사의 사무

를 일반 행정사무로 제약하였음(윤해동, 2006). 

-  군에는 주사를 신설하여 군수의 지휘 아래 서무에 종사하게 하였는데 기존의 향임이나 서리

를 행정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음(김종준, 2015). 

○   통감부는 이사청을 통해 도 단위 지방행정을 관리 감독하면서, 관찰사의 권한을 약화시켰으며, 

군에는 징세기구와 경찰기구를 분리 설치하고 인력 감축을 통해 군수를 행정관리로 전락시켰으

며, 주사를 신설하여 지방세력을 견제하면서 지방 행정을 관리 감독하였음(윤해동, 1997).

○   1907년 한일신협약은 정부의 관리를 일본인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음(손정목, 1996). 

-  내부의 차관, 서기관, 사무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고, 도의 관찰사 아래 서기관을 일본인으

로 임명하는 등 중앙과 지방에서 행정라인의 핵심을 일본인 관리가 장악하여 한국인 대신, 

관찰사를 제치고 실권을 행사하였음.

○   통감부의 지방행정체계 개편 의도는 지방자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친일 지역유지를 포섭하여 

지방을 장악하려는 것이었음. 그러나 통감부가 군 단위 통합성을 약화시키고 새롭게 설정한 면

단위 행정조직은 의병운동과 지방사회의 저항으로 쉽게 정착되지 못하였음(김종준, 2015).

 3) 조선총독부의 설치와 지방행정제도 개편

(1) 조선총독부 설치

○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조약이 공포되면서 국권을 상실한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개칭하면서 

공식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에 놓이게 되었음.

-  9월 30일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관제’를 통해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통감부의 조직과 

기능을 그대로 둔 채 정부 소속 관청을 축소·흡수하였음(전홍식,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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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총독부는 통감부의 관료기구와 군대·헌병·경찰 등 치안조직이 완성된 후 성립되었으며, 천

황에 의해 임명된 총독은 조선 행정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중앙과 지방행정기관

을 통해 행사하였음. 중앙 행정기관은 총독관방, 총무부,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사법부의 1

관방 5부가 직속기관으로서 산하에는 국(局)이 설치되었으며, 각 부에는 장관(長官), 국에는 국

장(局長)을 두었음.

○   조선총독부의 무단통치로 압제하던 통치방식은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기만적인 문화통

치를 표방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조선총독부의 관제 변화를 가져왔음(전홍식, 2016). 

-  1919년 8월 19일 조선총독부 관제 개정은 1관방 5부 체계를 1관방 6국 체계로 전환시켰음. 

기존의 사법부는 법무국으로, 내무부는 내무국으로, 탁지부는 재무국으로, 농상공부는 식산

국으로 바뀌었고, 내무부 산하 학무국이 승격되었으며, 헌병 경찰제도가 폐지되면서 총독 직

속의 경무총감부가 총독부 경무국으로 전환되었음.

-  1925년까지 총독관방과 법무국, 내무국, 재무국, 식산국, 학무국, 경무국의 1관방 6국 체계

가 갖추어졌으며, 1932년 식산국에 속했던 농림, 축산 업무 등을 일괄 관장하는 농림국이 신

설되었음(국가기록원, 2006). 

○   지방행정체계의 변화와 관련된 소속관서 변화는 1934년 4월 28일 ‘조선총독부 세무관서 관제’ 

공포에 의해 생겨났음. 조선총독부 재무국 세무과를 중심으로 5개 지역(경성, 평양, 함흥, 대구, 

광주)에 세무감독국이 설치되어 세무업무를 관장하였으며, 산하에 세무서가 설치되었음. 기존 

지방행정기관에서 담당하던 조세업무를 신설된 세무감독국과 세무서에서 담당하게 된 것이며, 

세무감독국은 1943년 각 도에 재무국이 설치되면서 폐지되었음(국가기록원, 2006).

○   1937년 7월 7일 발발한 중일전쟁은 일본의 식민통치체제를 총동원체제로 재편을 가져왔음. 조

선총독부 직제도 군수물자 조달에 주력할 수 있게 개편되어 자원 수탈 역할을 하였음(국가기록

원, 2006). 1942년 11월 일본에 대동아성(大東亞省) 설치와 동시에 식량 및 군수물자  증산, 수

송력 증강, 징병 등 자원 수탈을 위해 행정기구를 일원적 통합체제로 개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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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기록원 주제별 해제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 행정체계

[그림 2-1]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조직의 변화

(2) 조선총독부의 지방행정제도

○   조선총독부 지방행정제도는 행정구역 개편 과정과 맞물려 변화가 있었음.(김종준, 2015). 

○   조선총독부의 지방통치는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 지방관 관제’를 공포하여 총독부를 중

심으로 면단위까지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였음. 

-  종래 관찰사를 폐지 도 장관을 두었으며, 각 도 산하에는 부와 군을 두고 행정구역 내에 면을 

설치하여 의료 및 경찰행정도 주관하도록 하였으며, 재무행정은 각 도는 재무감독국의 업무

를 이관 받고 부와 군은 세무서의 업무를 이관받았음(국가기록원, 2006). 

○   1914년 개편은 기존의 부제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군·면의 통폐합이 주요 내용임. 12부 중심 시

가지 주변의 농촌지역을 군으로 지정하고 시가지세를 납부하는 도심지만을 부로 지정함. 개편

된 부는 자치행정 기능을 수행했던 반면, 군과 면은 도 장관의 사무를 보조하는 권한만 부여하

여 독자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음(홍순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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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 축소는 군수의 권한과 지위가 크게 약화된 사실과 관련이 있음. 군수는 조선인 관료가 

오를 수 있는 고등 관직이었으나 통감부 설치 이후부터 행정관으로 지위가 약화되어 있었음. 

각 군의 군수 별 현황을 보면 조선인이 군수로 임명된 곳이 많은 편이지만, 군 행정의 실무 

책임자인 주임은 일본인을 임명하여 실질적 행정 권한을 행사하였음(홍순권, 1995).

[표 2-1] 각 군의 규모별 군수 임명 현황

직원수별 규모 A (41명 이상) B (31-40명) C (21-30명) D (20명 이하) 합계

조선인 군수 5 36 122 24 187

일본인 군수 4 15 8 1 28

미임명 - - 3 1 4

합계 9 51 133 26 219

자료: 홍순권, 1995

○   1917년 10월 시행된 지정면(指定面)은 상공업 발달로 인구가 증가한 도청소재지, 개항장, 군사

도시, 일본인 거주지 등 도시화가 진행된 23개 지역이 지정되었음.

○   1930년 지방행정체계 개편은 지정면제의 폐지와 함께 읍(邑)이라는 행정단위가 신설되었음. 이 

중 개성과 함흥은 부로 승격, 41개 지정면은 모두 읍이 되었음.

출처 : 국가기록원 주제별 해제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 행정체계

[그림 2-2] 일제강점기 지방행정조직의 변화

[1927.10월 기준, 단위 : 개]



행정구역 개편의 전개 과정

1. 조선시대 행정구역 개편

2. 일제강점기 전후 행정구역 개편

3. 해방이후 행정구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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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행정구역은 고려시대 태동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권으로 정착되어 왔음. 고려시대 5도·

양계·경기, 조선시대 군현제를 거쳐 일제강점기는 도-부·군-면을 행정구역의 근간으로 하였음. 

1917년부터는 면(面)을 군(郡) 하위 구역으로 설치하여 1930년까지 운영하였고, 1931년부터는 

읍(邑)제를 실시하였음. 해방 이후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특별시·도, 시·군·구, 읍·면·

동으로 구성된 지방행정구역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

1. 조선시대 행정구역 개편

○   우리나라 광역행정구역인 도(道)의 근간이 되는 조선시대 행정구역은 고려시대의 5도(道)양계

(兩界)를 발전시켜 1413년(태종 13년)에 8도제로 개편한 것임.

-  8도는 고려시대의 경기·5도와 함께 양계인 동북면과 서북면을 함경도와 평안도로 개칭한 것

으로써 고려시대의 5도 양계를 변용시킨 것임. 8도제는 시대적 상황과 변화에 따라 일부 구

역과 명칭의 변동이 있었으나 조선말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음.

-  8도와 함께 감영을 제외한 목·도호부·군·현 등 지방 행정구역을 뜻하는 군현제가 있었음. 

1432년 8도를 330여 개 군현으로 개편하면서 주(州)·부(府)·군(郡)·현(縣)으로 구분함.

[표 3-1] 조선 행정구역에 따른 읍의 등급과 지방관 품계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대)현 (소)현

종2품
(부윤)

정3품
(대도호부사)

정3품
(목사)

종3품
(도호부사)

종4품
(군수)

종5품
(현령)

종6품
(현감)

자료: 김승정, 2019

○   경국대전에 규정된 읍은 총 329개였으며, 속대전에서도 변함이 없었음. 대전통편이나 대전회

통이 편찬되었을 때에도 1-2개 증감이 있으나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강석화, 1991). 그러

나 등급별 읍의 수는 변동이 있어서 경국대전에 비해 속대전에서는 부 2개, 도호부 30개가 증

가했고, 군 11개, 현령 현 8개, 현감 현은 13개가 감소하였음(강석화, 1991).

행정구역 개편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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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호부 이상 읍의 비율은 증가(31.6%)했고, 군 이하 읍의 비율은 감소(68.4%)하였음. 도호부 

이상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는 대전통편에서도 나타났으며, 대전회통에서는 일부 감소하였

지만 속대전과 유사한 비율(31.8%)을 유지하였음. 

[표 3-2] 조선시대 법전 별 읍의 등급별 현황

읍의 등급 경국대전(1485) 속대전(1746) 대전통편(1785) 대전회통(1865)

부 4 6 6 5

대도호부 4 4 5 5

목 20 20 20 20

도호부 44 74 77 75

군 82 71 71 77

현(령) 34 26 26 26

현(감) 141 128 126 122

계 329 329 331 330

자료: 강석화, 1991

○   조선시대 행정구역의 가장 말단 행정조직은 면리제(面里制) 임. 조선 전기 한명회가 오가작통법

을 만들면서 경국대전에 규정으로만 존재했다가, 조선 후기에 정착되었음(조성욱, 2006).

-  부군현에 속한 면은 몇 개의 리로 분할 관할 방식으로 군현제도는 폐지되었으나 1910년 강

제병합 이후에도 존속되었고 1930년에 읍면제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음(조성욱, 2006).

○   조선 전기 행정구역은 유교적 규범에 따른 징벌 또는 포상의 수단으로 승격 혹은 강등되었음. 

강등되었던 행정구역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위를 회복하기도 했는데, 당시 행정구역은 

인구·경제적 측면이 고려된 현재의 행정구역 체계와는 거리가 있었음(김승정, 2019).

-  왕비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도호부에서 목으로 승격(파주), 반역사건, 반인륜적 범죄가 원인

이 되어 군에서 현으로 강등(영광·경산), 지위 회복(충주·청주·나주·원주), 왕의 태실이 있는 

지역, 효열자 출신지, 병란 시 공적이 있던 지역이 승격되기도 함(김승정, 2019).

○   조선 후기의 행정구역은 강등보다는 승격되는 경우가 많았음. 관방 신설과 이설이 가장 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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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전기에 비해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합리적이었음. 그러나 여전히 유교적 규범과 왕실 

관련 지역이라는 이유로 승격과 강등이 이루어졌음(김승정, 2019). 

-  승격되거나 신설·합설된 경우는 ①왕실 관련, ②병란 시 의병 봉기 등 읍민 공적 관련, ③감영

이설, 관방시설 강화 등 정치·군사적 중요성 강화, ④경제상황 변화로 읍세 성장 등으로 분류

되며, 강등되거나 혁파된 경우는 ①반역 죄인이나 강상 죄인이 나온 곳, ②정치·군사적 중요

성 약화, ③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행정구역의 승격은 관방 신설·이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읍세 변화가 원인인 경우도 

일정 수준에 달하여 전기보다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음. 그러나 여전히 

읍세와 무관하게 왕비의 관향, 읍민의 공적, 반역 등의 이유로 승강이 취해졌으며, 승격된 읍

이 격하되는 경우는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 3-3] 조선 후기 유형별 행정구역 변화 요인

구분 읍수 비율(%) 총비율(%)

승격·신설

왕실 관련 13 22.8 19.7

읍민 공적 3 5.3 4.5

관방 설치 29 50.9 43.9

읍세 성장 3 5.3 4.5

기타 9 15.7 13.6

계 57 100 86.3

강등·혁파

반역향 1 11.1 1.5

관방 철거 2 22.2 3

읍세 하락 2 22.2 3

기타 4 44.5 6.1

계 9 100 13.6

합계 66 100

자료: 강석화, 1991

○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동일 등급의 읍간에도 호구(戶口)나 전결(田結)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면

서, 읍세가 열등한 지역이 등장하게 됨. 또한 읍의 등급 상승은 지방관 직급 상승, 향리 정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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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을 수반하게 되면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읍민 세수 부담을 가중시켰음(강석화, 1991). 읍 

등급 재조정과 군현 병합이 시도되었으나 실제로는 읍이 신설되는 경우(영양현, 자인현)는 있었

지만 군현 병합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김무진, 1985, 강석화, 1991).

-  읍세 하락 때문에 군현 병합이 이루어진 사례는 1600년 임진왜란 때문에 피폐해진 전라도 

진원현을 장성현에 합속시킨 경우와 1652년 황해도 응봉현과 강음현을 합하여 금천현을 신

설한 경우 외에는 없었음.

○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의 개편 과정을 정리해보면, 인구 변화, 행정구역의 물리적·경제적 변화, 읍

세 변화(호구수, 전결수) 등이 반영된 경우도 있지만 전·후기 일관되게 유교사상에 기반한 인문

학적 배경이 크게 작용하였음(강석화, 1991; 김승정, 2019; 이상식, 2006).

2. 일제강점기 전후 행정구역 개편

1) 대한제국기 지방행정구역 개편 과정(23부제와 13도제)

○   1894년 7월 일제는 정부에 부·군·현의 수가 과다하므로 폐합할 것을 요구하며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1895년 갑오·을미개혁의 흐름 속에서 23부제가 실시됨. 

-  23부제는 8도를 23부로 세분하면서 읍을 군으로 단일화하였음. 종전 대지역 하에서 관찰사

가 관내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폐해를 근절하고(이송순, 2017), 관찰사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음(김병문, 2010),

-  각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원도를 영동(강릉부)·영서(춘천부)로 구분, 서해안을 따라 인천

부, 홍주부가 있고, 전라도를 평야지(전주부), 해안가(광주부), 산지(남원부)로 구분하면서 이

전에 비해 합리적 지역 구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음(손정목, 1996).

-  그러나 지방행정구역의 근본적 개혁은 아니었음. 당시 335개 목·부·군·현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행정구역인 부에 편입시킨 형식적·제도적 개혁에 불과했기 때문에 반대와 저항이 동

반될 수밖에 없었음(김병문, 2010; 정광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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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23부와 소속 군의 수

부명 부청 소속군 부명 부청 소속군

경기도
한성부 한성 11개군

강원도
강릉부 강릉 9개군

인천부 인천 12개군 춘천부 춘천 13개군

충청도

충주부 충주 20개군
황해도

개성부 개성 13개군

홍주부 홍주 22개군 해주부 해주 16개군

공주부 공주 26개군

평안도

평양부 평양 27개군

전라도

전주부 전주 20개군 의주부 의주 13개군

남원부 남원 15개군 강계부 강계 6개군

나주부 나주 16개군

함경도

함흥부 함흥  11개군

제주부 제주  3개군 갑산부 갑산 2개군

경상도

진주부 진주 21개군 경성부 경성 10개군

동래부 동래 10개군 경성부 경성 10개군

대구부 대구 23개군

안동부 안동 17개군

*도의 명칭은 기존의 8도를 표기한 것임.
자료: 전홍식, 2018 수정 인용

○   갑오·을미개혁 실패와 아관파천으로 23부제는 폐지되고, 갑오 정권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과정

에서 노출된 지방통치 한계와 재정 부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896년 13도제로 재편되었음

(강석화, 1992; 전홍식, 2018).

-  종래의 조선 8도 경계를 그대로 준용하고, 경기·강원·황해의 3개도를 제외한 평안·함경·충

청·경상·전라도를 남북으로 분할하고 하부 행정구역을 부, 목, 군으로 구분하였음.

-  13도제를 통해 행정구역을 단순화하였지만 행정구역의 규모·수에서는 큰 변동이 없었음.  

외형상 도제 복귀와 부·목을 설치하면서 갑오개혁 당시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지방행정

구역 개편 방향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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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13도와 소속 군의 수

도명 관찰부 소속군수 도명 관찰부 소속군수

경기도 수원 34 강원도 춘천 26

충청북도 충주 17 황해도 해주 23

충청남도 공주 37 평안남도 평양 23

전라북도 전주 26 평안북도 정주 21

전라남도 광주 32 함경남도 함흥 14

경상북도 대구 41 함경북도 경성 9

경상남도 진주 29

자료: 전홍식, 2018 

○   13도제의 지방행정구역은 7부 1목(제주) 331군으로 편제되었음. 1896년 부로 지정되었던 지

역은 광주, 개성, 강화, 인천, 동래, 덕원, 경흥이었음. 이후 광주·개성·강화는 탈락하고, 옥구

(군산)·창원(마산)·삼화(진남포) 등이 포함되면서 개항장·개시장 지역으로 구성되었음. 강제병

합 이후 12개 부 또한 이사청과 일본거류민단이 있던 지역으로만 구성되었음(이송순, 2017). 

○   1894-1896년 갑오·을미개혁과 광무개혁을 거친 대한제국기 행정구역 개편 과정은 근대적 중

앙집권체체의 확립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그러나 일제의 식민

지 지배가 본격화되면서 일제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던 전통적 도시 지역들이 배제되는 공간

적 재편 양상을 의미하기도 함(손정목,1996).

○   조선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과정이 중앙집권적이면서도 지방자치(향회)를 염두했었다면, 대한

제국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철저히 일제의 식민 통치 목적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기구

를 허용하지 않고 행정체계를 단일화하여 중앙집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2) 일제강점기 지방행정구역 개편 과정(1905-1945)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제도적 틀은 1914년 부제 시행, 군·면 통폐합, 1917년 면제 시행, 

1920년 지방제도 개정으로 압축해 볼 수 있으며, 일부 변화를 거친 채 1930년대 초까지 운영되다

가 1931년 부읍면제로의 개편을 시작으로 동(同) 지방제도 개정 시 말단 행정구역이 정착되었고, 

1933년 도제가 실시되었음. 이후 1945년까지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유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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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자국의 행정구역인 시정촌제의 관료제적 성격을 강화하고 자치제적 

성격은 약화시킨 중앙집권체제를 식민지 조선에서 실현하고자 하였음(정미성, 2005).

(1) 강제병합 이전(대한제국-통감부 시기) 

○   대한제국 시기 23부제·13도제를 통해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개편은 결

국 일제에 의해 이루어졌음.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강제병합을 위해 행정체계를 

통감부의 완전 지배하에 놓이게 할 목적으로 지방행정구역에 대한 전편적 개편을 시도함. 

-  지방제도 조사소를 설치 각 지방의 보고를 기초로 하여 합군 안(合郡案)을 작성하였음. 

-  1906년 3월 통감부가 대한제국 내부에 군현 폐합 안을 작성하게 하여 ‘지방군현폐합조사안’

을 작성하였으나 정부와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행정구역 경계 정리 수준에 그치게 됨.

출처 : 황성신문, 1906. 7. 23.

[그림 3-1] 군현 폐합의 반대 관련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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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13-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부제

○   1910년 강제병합 직후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 지방관 관제 등 칙령과 부령을 통해서 대한제

국기-통감부 시기의 지방행정구역을 유지하면서, 일부 개편을 단행하였는데, 13도는 유지하되 

하위 행정구역으로 1수부, 11부, 317군을 두었음.

-  수부(首府)는 경성, 부는 인천, 군산, 목포, 부산, 마산, 진남포, 신의주, 용천, 원산, 청진 등 

개항장으로써 일본인 거류민들이 밀집해 있던 지역에 설치됨.

출처 : 신한민보, 1910. 7. 27.

[그림 3-2] 1910년 행정구역일람표 내용

○   일제는 지방통치 편의를 위해 군·면·동리의 면적과 인구를 재조정하는 행정구획 개편에 착수

하였음. 군·면의 규모, 인구수의 불평등, 모호한 경계로 인한 행정상 불편을 표면적 이유로 내

세워 군과 면의 면적을 균일화하고 경계를 정리하겠다는 것이 통폐합의 목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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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의 주요 사업이던 조세지견취도(租稅地見取圖) 작성 사업이 통폐합의 목적과 관련이 있음. 

이 사업을 토대로 토지조사사업이 일정 수준 진전되자 1913년 4월 도 장관 회의에서 행정구

역 경계 정리의 정도 및 표준을 제시함.

-  군은 면적 약 40 방리, 호수 1만 호, 면은 호수 약 800호, 면적 4 방리를 최저로 하여 초과하는 

것은 존속시키고, 이르지 못한 것은 다른 군이나 면에 병합하는 것으로 하였음(김연지, 2007). 

○   1914년 4월 1일 거류민단 및 거류지 제도의 철폐와 동시에 조선총독부는 부군의 통폐합을 우

선 단행하고 이후 도 장관이 면의 통폐합을 시행하였음(김연지, 2007; 이명학, 2020). 

○   부에 대한 개편으로 행정구역은 축소되었으나 종전과 같이 12부로써 명칭과 위치 변경은 없었

음. 부 설정 지역은 농촌지역을 분할하여 군으로 하고, 시가지 지역만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최

초의 도시 행정구역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전통적 사회기반을 무력화시키고 인구·재정적 측면

에서 식민지배의 효율적 수행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권태환, 1990; 

김연지, 2007; 손정목, 1996).

○   조선총독부가 제시한 ‘단위 지역의 총인구수’를 통해 당시 일본인 밀집지역을 부로 지정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면서 부 설정 지역 중에서 전통도시 기능을 수행했던 곳은 서울, 대구, 평양 3곳

이고 나머지는 외세 강압에 의해 개항된 곳이었음(권태환, 1990; 손정목, 1996). 이에 따라 실

질적으로 강제병합 당시 일본인 거류민단이 조직되어 있던 곳이 부로 지정됨.

-  인구 1만 명 미만이던 신의주·청진, 인구 2만 명 미만이던 군산·목포·마산은 부로 지정하면

서 개성·군산보다 인구가 많던 전주(3만 명 이상)는 여전히 면지역이었음(권태환, 1990). 

-  인구 1만 명 이상이지만 거주 일본인이 1천 명 미만인 개성, 함흥, 해주, 경성(함경도), 전주, 

통영, 진주, 삼랑진, 충주 등 전통적인 읍치는 부로 지정되지 못했지만, 목포(7,347명 중 일

본인 2,873명)와 진남포(9,269명 중 2,729명)는 부로 지정되었음(손정목, 1996).

○   군의 통폐합은 지방 중심지역(군청 소재지)을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음. 폐지된 군의 군청 소재

지는 쇠퇴한 반면, 통합된 군의 군청 소재지는 급성장하게 됨(권태환,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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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통폐합을 통해 317군을 220군으로 축소함. 119개 군을 인접 군에 편입하는 한편 부에서 

분리된 10개 촌락을 군으로 신설함(이송순, 2017). 신설 군은 고양군(경성), 부천군(인천), 

달성군(대구), 옥구군(군산), 무안군(목포), 창원군(마산), 대동군(평양), 덕원군(원산), 부령군

(청진)이었음(권태환, 1990).

-  일제는 군 통폐합을 통해 행정경비를 절감하고 교통 불편을 제거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실

질적으로는 식민 통치에 비협조적인 군수를 제거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음(권태환, 1990).

[표 3-6] 1895-1914 행정구역 변동

23부 13도

1895.5.2 1896.8.4 1906.9.24 1912.1.1 1914.4.1

23부 337군
한성부/7부
1목 331군

한성부
11부 333군

12부 317군 12부 220군

자료: 이송순, 2017 

○   부군 통합과 함께 추진된 면 폐합은 인구 규모가 작은 면의 재정 취약을 보완하여 1917년 면제 

실시에 필수적인 조건인 재정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시행되었음. 1914년 3월까지 12도(황해

도 제외)에서 전부 통폐합이 완료되어 4,337면 중 15개 면은 부에 편입되고, 4,301면이 통폐합

을 통해 2,513면이 되었음(매일신보, 1914).

출처 : 매일신보, 1914. 3. 10.

[그림 3-3] 1914년 면폐합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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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17년 조선면제

○   전통적 지방행정구역의 중심에 있던 군의 기능을 약화시킨 일제는 새로운 지방행정구역으로 면

을 설정하였음. 1910년대 지방행정구역의 마지막 개편인 조선면제(1917년)를 본격적으로 시

행하기 전에 조선총독부는 면 구역의 통폐합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였음. 

-  1910년 9월 면을 사실상 식민지 행정기구로 법제화하기 위해 ‘총독부 관제’와 ‘조선총독부 

지방관 관제’를 공포함으로써 면을 부와 군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확정했고, 10월 총독부령으

로 ‘면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기존 면장을 판임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관료 기구화하였음.

-  면에 대한 통치 원칙을 수립한 일제는 구관 조사를 실시하여 조선면제 수립에 착수함.

○   조선총독부는 1910년부터 1917년까지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지방통제기관으로서 면제

를 활용하였음(김운태, 1998). 

-  면장과 면직원을 식민통치에 활용하여 주민을 통제·감시하였음(이송순, 2017). 또한 보통면

과 지정면으로 구분하여 지정면은 ‘내선인(內鮮人)이 다수 집단이 되어 그 상황이 부에 가까

운 면’ 즉, 일본인 다수 거주 지역을 지정면으로 정해 공공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하

는 등 부제에 준하는 특권을 부여하였음. 따라서 부제와 마찬가지로 지정면제를 통해서도 일

본인 거주지와 조선인 거주지(전통도시) 간 행정적 차별이 있었음.

-  당시 2,512개 면 중 도청소재지, 군사도시, 일본인 거주지, 종전의 개항장 등 23개의 면이 지

정면이 되었음. 이후에도 지정면은 추가되어 1920년 황주군 겸이포면, 1923년 충주, 천안, 

여수 등 17개 면이 추가되어 1923년 41개로 증가하였으며, 1930년 읍면제의 실시와 함께 

읍으로 전환되어 현재 읍 행정구역의 시초가 되었음.

○   일제가 지정면 선정 시 우선 고려한 것은 도시화가 진전된 일본인 거주 지역으로써 ① 주로 상

업지이며, 공공시설이 많이 필요한 곳, ② 호구 1,500 이상으로 1/2 이상의 집단이 있는 곳, ③ 

협의회원 선거권을 가진 자가 수백 인 이상 있는 곳, ④ 1호 당 평균 7원 이상의 면 부과금을 감

당할만한 곳이 되어야 하므로 대상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음(최성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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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1917년, 1920년 신설된 24개 지정면의 성격 및 해당 지역

지정면의 성격 해당 지역

도청소재지 청주, 공주, 전주, 광주, 진주, 해주, 의주, 춘천, 함흥

철도교통 요충지 대전, 조치원, 익산, 김천, 회령

경부·경의·호남선 연선이자 상업중심지 수원, 개성, 강경

군사도시 진해, 나남

유수한 어항으로 다수 일본인 거주지 포항, 통영

종전의 개항장으로 도시형태가 갖추어진 지역 성진

경성의 관문 영등포

대규모 공단 겸이포

자료: 손정목, 1996; 김백영, 2011

○   면 폐합 방식은 ① 면의 행정구역을 2-3개로 분리 후 인접 면에 흡수, ② 두 개 이상 면을 합병

하여 확대, ③ 면은 그대로 두고 2-3개 리를 분리 후 다른 면에 편입시키는 형태였음. 면 폐합 

결과 종래 4,336개 면이 1914년 4월 2,522개로 조정되었으며, 면제가 실시된 1917년의 면의 

수는 2,517개가 되었음(이명학, 2020; 홍순권, 1997). 한편, 동리(洞里)도 통폐합되어 1912년 

62,532개였던 것이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된 1918년 27,595개로 줄어들었음.

○   면제의 법 체제나 형식은 일본의 정촌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이나 목적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 조선시대까지 지방에서 면과 동리가 갖고 있던 자치적이고 공동체적인 요소를 부

정하였음. 그 대신 면 행정력을 강화시켜 식민통치 효율성을 실현하였음(최성원, 2016).

○   또한 전체 인구수는 훨씬 적으나 일본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일본인 택지 조성, 상하수도 

부설 등 기반시설 조성 목적을 위해서 다른 전통도시 성격의 면에 앞서 지정면으로 지정함.

(4) 1927년-1931년 부제 개정 및 읍면제, 1933년 도제

○   1910년대 군면 폐합이나 조선면제 실시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은 전국적 강제적

인 개편 조치였던 반면 192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면 폐합은 부나 읍의 구역 확장(도시 개발 및 

확장)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차이가 있음(국가기록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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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7년 조선 면제는 종래의 면을 재편함으로써 최하위 행정구역을 정비하였지만, 군의 보조적 

행정구역으로써 일제가 식민통치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부여한 단계는 아니었고, 식민통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목적이었음(손정목, 1996; 홍순권, 1997). 1920년의 지방제

도 개정 속에서의 면제는 1919년 3·1 운동 직후 민심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

의 전통적 행정구역인 향촌에 기반한 형식적 측면이 강했음(정미성, 2005).

○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 형식적으로 구축되었던 기존 면의 행정 강화를 위한 개

편에 착수하게 됨. 1927년부터 인구가 적고 재정이 어려운 면의 행정운영비 절감을 위한 폐합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실태 조사를 통해 면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음. 실질적 

목적은 ‘지방자치’라는 명목 하에 방치하다시피 했던 면의 행정구역 재편 과정에서 주민 저항을 

최소화하고, 최하위 지방행정구역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음(이송순, 2017).

○   조선총독부는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1929년 8월 지방행정제도의 개정을 추진함.

-  ① 자문기구에 불과했던 도평의회, 부협의회 등을 의결기구인 도회, 부회로 개편, ②지정면

의 명칭을 읍으로 개칭하여 읍면제 시행, ③ 교육 재정을 부로 통합, ④도와 읍·면에 법인격

을 부여하여 공법인화였음(정미성, 2005). 

○   1930년 12월 ‘부제 중 개정’을 통해 공업화·도시화에 따른 기존 부 지역의 행정구역이 확장되

거나 새로운 부가 창설되는 변화가 있었음.

-  부로 승격된 지역의 유형은 ①지방행정 중심지로 성장(대전, 성진), ②전통적 행정 중심지(전

주, 광주, 해주, 진주), ③군사요충지나 공업도시로 성장(나진, 흥남) 등 다양했음. 

[표 3-8] 일제시기 연도별 부 신설 현황

설치
연도

1910 1930 1935 1936 1938 1939 1941 1944

지정면

경성, 인천, 군산, 목포, 
대구, 부산, 마산, 평양, 

원산, 청진,
진남포, 신의주

개성, 함흥
대전, 전
주, 광주

나진 해주 진주 성진 흥남

자료: 이송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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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 12월 29일 부령 103호에 의해 ‘면제’가 ‘읍면제’로 개정되고, 1931년 4월 1일 읍면제

를 시행하면서 종래의 지정면 제도 대신에 읍을 새로 신설하여 도·부·면제를 도·부·읍·면제로 

개편하였음(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기록물, CJA0002881). 개정을 통해 종전 지정면을 모두 새

로운 행정구역 명칭인 읍(邑)으로 개칭하였고, 보통면 중에서도 현저하게 발달 가능성이 있는 

곳도 읍으로 승격시켰음. 

-  부나 읍으로 승격 기준에 대한 제도적 명시는 없었으나 일본인 거주자가 많아 일정 규모로 

발전한 곳이 승격되었으며(정미성, 2005), 총독부는 부와 읍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제한적 자

치제를 실시하였음.

출처 : 부산일보, 1930. 11. 22.

[그림 3-4] 읍면제 시행 관련 본국 각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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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제 개정으로 기존의 43개 지정면 중에서 부로 승격된 송도면(개성부)과 함흥면(함흥부)을 

제외한 41개 지정면이 읍으로, 보통면의 경우 면으로 전환되었음. 1931년 11월에는 시가지 또

는 공장지로 발전하였던 남원, 김제, 순천, 나주, 울산, 김해. 삼천포, 흥남의 8개 면이 추가로 

읍으로 승격되면서 49개로 증가하였음(이송순, 2017).

○   읍은 이후에도 계속 승격되어 1935년 48개, 1940년 76개, 해방 직전인 1944년에는 116개까

지 늘어났으며, 읍의 부 승격도 계속되어 1935년 대전·전주·광주, 1936년 나진, 1938년 해주, 

1939년 진주, 1941년 성진, 1944년 흥남이 부로 지정됨(국가기록원, 2006).

[표 3-9] 1931년 읍으로 지정된 지정면 현황

지정연도 지정면

1917년
청주, 공주, 전주, 광주, 진주, 해주, 의주, 춘천, 진해, 나남, 회령, 영등포, 수원, 대전, 강경, 조치원, 
김천, 이리, 포항, 통영, 성진(21)

1920년 겸이포 (1)

1923년
충주, 천안, 정읍, 여수, 제주, 안동, 경주, 상주, 동래, 밀양, 사리원, 안주, 정주, 선천, 강계, 강릉, 철원, 
북청, 웅기 (19)

자료: 이송순, 2017; 정미성, 2005

(5) 지방행정구역의 변동(1910-1943)

○   1910년 강제병합 이후부터 해방 직전까지의 행정구역 변동 내역은 [표 3-10]과 같음.

-  강제병합 후에도 기존의 행정구역 체계를 유지하여 12부 317군, 4,351면이던 것이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계기로 12부 220군 2,521면으로 대폭 통폐합된 것이 특징임. 

-  1914년 이후 군은 218개 체제로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나 (읍)면의 변화는 해방까지 있었

음. 면의 수는 1927년 행정구역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면 폐합 조사 이후 변화폭이 점차 커졌

음. 1930년대 초반부터 읍면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각 도별로 면들의 통폐합이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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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1910-1943 연도별 지방행정구역

연도 도(道) 부(府) 도(島) 군(郡)  보통면(면)/ 지정면(읍) (읍)면

1910 13 12 - 317 - 4,351

1911 13 12 - 317 - 4,351

1912 13 12 - 317 - 4,336

1913 13 12 - 220 - 2,522

1914 13 12 2 218 - 2,521

1915 13 12 2 218 - 2,519

1916 13 12 2 218 - 2,517

1917 13 12 2 218 2,489/23 2,512

1918 13 12 2 218 2,486/23 2,509

1919 13 12 2 218 2,485/24 2,509

1920 13 12 2 218 2,483/24 2,507

1921 13 12 2 218 2,483/24 2,507

1922 13 12 2 218 2,481/24 2,505

1923 13 12 2 218 2,463/41 2,504

1924 13 12 2 218 2,463/41 2,504

1925 13 12 2 218 2,462/41 2,503

1926 13 12 2 218 2,460/43 2,503

1927 13 12 2 218 2,460/43 2,503

1928 13 12 2 218 2,450/43 2,493

1929 13 12 2 218 2,426/43 2,469

1930 13 14 2 218 2,423/41 2,464

1931 13 14 2 218 2,415/49 2,464

1932 13 14 2 218 2,403/49 2,452

1933 13 14 2 218 2,397/49 2,446

1934 13 14 2 218 2,374/51 2,425

1935 13 17 2 218 2,342/48 2,390

1936 13 18 2 218 2,325/46 2,371

1937 13 18 2 218 2,307/63 2,370

1938 13 19 2 218 2,277/74 2,351

1939 13 20 2 218 2,271/77 2,348

[단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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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도(道) 부(府) 도(島) 군(郡)  보통면(면)/ 지정면(읍) (읍)면

1940 13 20 2 218 2,245/91 2,336

1941 13 21 2 218 2,229/104 2,333

1942 13 21 2 218 2,211/114 2,325

1943 13 21 2 218 2,201/123 2,324

자료: 국가통계포털(조선총독부 통계연보(朝鮮總督府統計年報) 각 연도)
*주: (읍)면의 수는 조사 시점에 따라 자료별 차이가 있음. ( )의 행정구역 명은 1931년 읍면제에 따른 변화를 반영한 것임.

3. 해방 이후 행정구역 개편 

○   해방 이후 남한은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변 지역으로 시(市)의 행정구역 확장이 있었으나 

여전히 1914년에 시행된 지방행정구역 체제가 존속되었음.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과 1945

년 해방 당시, 1963년 행정구역 개편 그리고 현재 행정구역의 상황은 [표 3-11]과 같음.

[표 3-11] 한국 근현대 행정구역 변동 

도별 1914.4.1 1945.8.15 1963.1.1 2019.12.31

23부 337군
13도 12부 220군 

2,522면*
13도 22부 218군 2島 

124읍 2,199면

9도 1특별시/1직
할시 27시 138군 
89읍 1,384면

8도 1특별시/6광역시/1특
별자치도/1특별자치시 77시 
101구 82군 230읍 1,182면 

2,079동

*1914.8 2면을 병합 2,521면
자료: 행정안전부(지방행정구역 요람, 2009;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020)

○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남한에는 미군정이 수립되었음. 당시 행정구역은 거의 그대로 

유지된 채 일부 변화가 있었는데, 경성부가 서울시로 개칭되었음. 1946년 8월 1일에는 제주도

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고, 9월 18일에는 서울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서울특별자유시로 

승격함. 1948년 8월 분단 정권이 수립되면서 관할 지역에 변동이 있었고, 부가 시로 일괄 개칭

되었음.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서울시를 특별시로 승격하였음.

○   1954년 11월 21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을 공포하여 행정구역을 개편하였으며 박정희 정

권이 집권할 때까지 유지되었음. 1961년 박정희 정권은 읍면 자치제를 폐지하였고, 1962년 인

구과밀화에 따른 도시 확장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였음. 급격한 인구 증가가 있는 읍이 시로 승격하기도 하였고, 도(道)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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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하던 시(市)는 직할시로 승격되어 정부 관할이 되었음. 1962년 울진군이 경상북도로 이관

되고, 1963년에는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하고,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이관되면서, 1특별시, 1직

할시, 9도, 30시, 140군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음.

○   1980년대 접어들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과밀화 현상이 본격화되자 대구·인천(1981), 

광주(1986), 대전(1989)과 같은 지방 대도시들이 직할시로 승격되었음. 1988년에는 자치구

제가 실시되면서 서울특별시의 과대구가 분구되어 송파·중랑·노원·양천·서초가 신설되었음. 

1989년 지방행정구역은 1특별시, 5직할시, 9도, 67시, 137군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음.

○   이후 대폭적인 지방 행정 구역 개편은 1995년에 이루어졌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 발전

을 위해 시·군이 통합되어 40개의 도농 통합시가 설치되었음. 1994년 8월 33개, 12월 2개 

총 35개 시가 1995년 1월 1일 설치되었음. 1996년 3월 1일에는 5개 시가 전환되었음. 또한 

1995년 5개 직할시는 인접 지역을 통합하여 광역시로 출범하였고 1997년 울산시가 울산광역

시로 승격되었고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이 통합여수시로 통폐합되었음.

○   2000년대에는 시·군 간 통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6년 7월에는 제주도가 기존 4개 

시·군을 통폐합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되었고, 2012년에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인 세종시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였음.

[표 3-12] 해방이후 지방행정구역 주요 변천 내용

연도 내용

1945년 해방 후 경성부를 서울시로 개칭

1946년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리 
서울시가 경기도에서 분리 및 서울특별자유시로 승격

1948년 기존 부(府)를 시(市로) 일괄 개칭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및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승격

1962년 강원도 울진군이 경상북도로 이관

1963년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 전라북도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이관

1981년 대구·인천이 직할시로 승격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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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1988년 자치구제 실시(서울 송파구 등 13개 구 설치, 광주 광산구, 수원 장안구·권선구 설치)

1989년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충남 대덕군 폐지, 유성구·대덕구 설치)

1992년 경기도 고양시 설치

1995년
5개 직할시가 인접지역을 통합하여 광역시로 출범 
남양주시, 울산시 등 40개 도농복합형태 시 설치

1996년 파주시 등 5개 도농복합형태 시 설치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북구설치, 울주구→울주군)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 도농복합 형태 시 설치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및 일반시(제주시·서귀포시) 설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자료: 2009·2012년도 지방행정구역 요람, 행정안전부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대한민국국가지도집Ⅰ

[그림 3-5] 해방 이후 행정구역의 변화(1965,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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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강점기 도시화와 인구이동

1) 일제강점기 도시 성장과 지배 공간의 변화

○   우리나라의 근대 도시화의 진전(근대성)은 식민성과 융합되어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일

제에 의한 식민 지배 과정 속에서 근대적 도시의 모습이 발현되었음. 

-  일제 식민통치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도시가 형성·발전되면서, 해방 후 자본과 기술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일제 강점기 성장 도시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임.

출처 : 동아일보, 1924. 2. 8.

[그림 4-1] 도시가 일본인 공간이며 조선인 희생의 산물

식민지 도시의 성장과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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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항 후 한국의 도시 발달과정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됨. 해안을 중심으로 개항장 신도시와 내

륙 중심의 구도시로 구분됨(김백영, 2011; 김흥순, 2011, 이정섭, 2017).

-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개항장 도시가 된 부산, 원산, 목포, 군산, 마산, 진남포 등은 

도시 성장세가 뚜렷한 양상을 보였음. 

-  내륙 전통 도시였던 양주, 홍주, 상주, 성주, 경주, 나주, 원주, 강릉, 안주, 정주, 길주 등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음.

-  이후 수원, 청주, 공주, 전주, 광주(光州), 대구, 진주, 해주, 평양, 의주, 춘천, 함흥, 경성(鏡

城) 등 13개 도청소재지에 재판소, 경찰서, 세무서, 보통학교, 사범학교, 우편관서, 전화국 등

이 설치되면서 근대 행정도시 기능을 하였으며, 경부선과 경의선의 개통과 더불어 대전, 신

안주 등 새로운 도시가 생겨났음.

○   식민지 도시라고 명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던 것은 일제의 의해 개편된 행정구역으로써 부

(府)지역과 인구 2만 이상의 읍면지역을 의미함(고석규, 2004; 권태환, 1990; 김흥순, 2011; 손

정목, 1996; 송규진. 2013; 이정섭, 2017).

○   1910년 이전의 도시인구 비율은 3-5%로 추정되는데, 일제강점기에는 13-21%까지 증가하였

음(고석규, 2004). 

-  일제강점기 도시인구 비율은 19세기 말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7배까지 증가하였음.

-  특히 1935-1940년 사이의 도시인구 증가가 매우 컸으며(고석규, 2004), 도시화율도 가장 

높았는데 1935년에 9.7%였던 도시화율은 1941년 16.6%로 나타났음(김흥순, 2011). 

○   식민지 도시화는 인구이동에 의한 것으로써 식민통치가 무르익어가면서 도시 중심의 상공업에 

기반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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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일제강점기 도시화의 전개 과정

시기 1907-1920 1920-1935 1935-1944

도시화의 성격 도시화를 위한 토대 구축 도시화의 본격적 시작 급격한 도시화

도시화의 산업기반
철도체계구축
농업진흥책

농업기반 상업
(미곡 생산과 유통)

공업
(제조업, 군수지원산업)

주요성장축 개항장
호남축, 경부축
(철도망과 일치)

경인축, 함경축

자료: 김흥순, 2011 일부 수정

○   일제강점기 도시화 과정의 특징은 개항장에서 출발한 신도시에 대한 우대와 전통도시에 대한 

박대, 즉 도시 간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임(고석규, 2004). 식민지 통치 편의상 단행된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 성장의 불균형 현상을 야기시켰는데, 서울, 대구, 평양 등은 그나마 도시로 인정받

았지만 전주, 개성 같은 전통도시는 배제됨(김백영, 2011).

○   일제강점기 초기 도시화 과정은 개항기 도시를 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1914년 실시된 부

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줌(고석규, 2004). 

-  당시 부로 지정된 지역 12개 가운데 조선의 전통도시는 서울, 대구, 평양 3곳이었으며, 나머

지 9곳은 구도시나 내륙도시가 아닌 1876년 개항된 신도시, 항구도시였음.

○   일제는 청일·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인 거점지역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되었는데, 특히 러일

전쟁 당시 군용으로 부설된 경부선과 경의선을 근간으로 한 철도망은 식민지 도시를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음(김백영, 2011). 도시화 과정 초기에는 군사적 고려와 치안확보가 중요 변수로 작

용했다면, 장기적으로는 농업 식민화를 위한 거점지역 확보가 주된 목표였음(김백영, 2011).

○   1917년과 1920년 면제를 통해 전국 2,500여 개의 면 중에서 지정면을 설치하여 부에 준하는 

도시 성격을 부여하면서 전통적 지방 읍성 도시를 배제하였음. 

-  도청소재지, 철도교통 요충지, 상업 중심지, 어항, 군사기지, 개항장, 대규모 공단, 경성 관문 

등에 속하는 지역 24개를 지정면으로 선정하였음(손정목,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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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가 단행한 일련의 행정구역 개편 과정을 통해 도시로 성장하는 지역이 생겨난 반면, 전

통 읍치 지역인 충주, 천안, 남원, 나주, 경주, 안동, 상주, 동래, 밀양, 사리원 등에 대해서는 

개발의 후순위로 배제하는 정책을 취했음(김백영, 2011).

○   1930년 도시화 과정은 기존의 조선-일본 간 농업기반 수탈 정책에 기반한 도시화가 아닌 일본-

조선-만주 지역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공업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음.

-  중일전쟁·태평양전쟁으로 인한 전시체제는 청진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과 인천을 중심으로 

한 경인지역을 군수공업도시로 발전시켰음(김백영, 2011). 

-  1931년 부읍면제를 시행하면서 22개 지정면을 읍으로 개편하고 이후 충주, 천안, 여수, 제

주, 경주, 강릉, 철원 등 19개 면을 읍으로 승격시켜 총 41개 읍이 식민도시로 성장하였음.

○   식민지 도시화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만주사변 이후 일제가 만주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

하면서 북쪽 지역의 지하자원과 군수물자의 공급지역으로 중화학공단을 건설하면서부터임.

-  1937년 ‘중요 산업 통제법’을 시행하면서 군수공업 중심 경제체제로 재편성되면서 군사 수송

능력 증강을 목적으로 교통·통신시설 등 국가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됨.

○   일제강점기 초기 식민통치전략으로 전통도시 선 억압 후 개발정책을 통해 전통 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렸던 지역들이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도시화되었음(고석규, 2004; 김백영, 2011).

-  1935년 대전·전주·광주, 1936년 나진, 1938년 해주, 1939년 진주가 부로 승격되었으며, 

1940년에는 읍의 수가 80개가 되면서 도시화되어가는 지역이 급증하였음. 

-  이후에도 도시화가 진전되지 못했던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1941년 성진, 1944년 흥남이 부

로 승격되었고, 40여 개의 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해방 시 22부, 123읍이 설치되었음.

○   일제강점기 도시화 과정을 종합해보면 일제에 의한 근대도시 형성과 성장과정은 식민지배정책

과 일맥상통함. 일제는 식민지 수탈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인 정착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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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도시화하는 한편,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기반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선 억제 후 개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일본인이 선점한 지역을 식민통치의 거점지역으로 성장시켰음.

2) 일제강점기 인구이동에 따른 도시의 이중성

○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전통도시가 배제되는 도시 간의 이중성

은 앞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이중성은 도시 내에서도 계급적 차별과 겹치면서 민족적 차별로 

나타나고 있음(고석규, 2004).

-  도시 내에는 소수의 일본인(지배자)과 다수의 조선인(피지배자)이 공존하였음. 한국 거주 일

본인들은 지배자로 군림하면서 당대는 물론 해방 이후에도 영향을 미쳤음(홍순권, 2011).

○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식민지 도시로 지정한 곳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일본인 거주 밀집 지역이었음. 그러나 식민지 도시가 순수하게 일본인에 의해 성장해나갔던 

것은 아니었음(송규진, 2013). 

-  식민지 도시의 일본인 거주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을 뿐, 늘어나는 대부분의 인구는 

조선인이었음. 

○   일제가 식민지 도시를 농촌에서 생산된 지역 자원의 수탈 거점지로 활용하면서, 농민들은 수탈

을 피해 식민지 도시로 몰려들었음. 도시로 몰려든 농민들은 주로 도시 외곽에 거주하면서 도시

빈민층이 되었음. 도시의 중심부에는 일본인, 외곽에는 조선인이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이 되면서 지역 내에서 계층 분화, 즉 도시공간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   식민지 도시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도시를 조성하였는데, 관청, 은행, 학

교, 시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거주지와 가깝고 편리한 곳에 조성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상하수도

시설, 도로, 통신, 전기, 위생시설 등도 모두 일본인 거주지 중심으로 구축하였음.

○   일본인 거주지 중심의 공간적 차별은 경제적 차별과 교육 차별로도 이어졌음(송규진, 2013). 소

수의 일본인이 경제를 지배했고 대다수 조선인은 경제에서 보조적 역할만 담당했음. 학교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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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설하여 초등과 고등 교육 모두 일본인과 조선인은 별개의 학교를 다녔으며, 그나마 조선

인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이 매우 적어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음.

3) 일제강점기 도시화와 인구 이동

○   지정면제 도입 이후 1920년부터 해방 이전인 1944년까지 조선의 인구증가율은 49.8% 이지만, 

도시지역(부, 지정면·읍)의 인구증가율은 653.8%로써 압도적이었음(이정섭, 2017)

○   1915년부터 1944년까지 부와 지정면/읍 지역 인구수 변화는 [표 4-2]와 같음.

-  1914년 부제, 1917년 지정면 실시 후 부와 지정면·읍 지역 거주 인구는 계속 증가하면서 지

정면·읍 지역 중 일부는 부로 승격되었음. 부, 지정면/읍의 도시화율은 1915년 3.12%, 

1930년 9.18%, 1940년 18.64%, 1944년에는 23.27%까지 증가하였음(이정섭, 2017).

-  1915년 50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1%였던 부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여 1930년 193

만 2천여 명으로 총인구의 9.2%에 달했음. 1940년에는 453만 5천여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

하였는데, 특히 경성(93만 명)과 부산(30만 명)이 크게 증가하였음. 1944년에는 22개 부와 

123개 읍 인구가 602만 6천여 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 비율이 23.2%에 이르게 됨.

-  부제(1914), 지정면제(1917) 실시 후, 1915년에서 1930년에 걸쳐 부의 인구는 4배가량 증

가했으며, 지정면은 약 3.5배가량 증가하였음.

[표 4-2] 부, 지정면/읍 인구수 변화

연도 1915년 1920년 1925년 1930년 1935년 1940년 1944년

총인구 16,278 17,289 19,523 21,058 22,899 24,326 25,900

부(府) 508 598 850 1,190 1,606 2,818 3,411

지정면/읍 - 201 604 743 996 1,717 2,615

도시화율 3.12 4.62 7.45 9.18 11.37 18.64 23.27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권태환, 1990; 김영정, 1995; 이정섭, 2017 수정 인용

[단위: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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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지역에 거주 인구의 대다수는 인구이동에 의한 것이며, 서울·평양·대구·부산의 유입 규모

가 컸음(이정섭, 2017). 

-  일본인 정착과 함께 인구 과잉지역이었던 남부지역(부산·마산, 군산, 목포 등)에서 점차 인구

를 수용할 수 있는 북부지역(청진, 신의주, 인천 등)의 도시로 이동한 것이 주된 방향이었음. 

-  일제의 철도 부설, 군사·자원·산업 개발을 통해 새롭게 성장한 지역의 인구유입이 많았으며, 

개항장·교통 도시와 조선시대 각 도의 중심지역은 도내 인구의 유입이 가장 많았음. 

-  부나 지정면/읍 승격 지역은 도내 이동 및 인접 농촌지역의 인구의 유입으로 성장하였음.

[표 4-3] 부, 지정면/읍 인구이동 유형

유형 지역 특징 해당 지역

도외 인구 유입
서울 및 일제에 의해 새롭게 개발된 지역
(개항장, 철도 분기점, 군사·자원·산업 입지 지역)

서울, 부산, 청진, 철원, 원산, 군산, 대전, 나남, 
조치원, 진남포 등

도내 인구 유입
개항장, 교통도시
조선시대 각 도의 중심지

목포, 마산, 신의주, 함흥, 익산, 인천, 영등포 등
대구, 평양, 의주, 공주 등

농촌인구유입 조선시대 전통 읍치 경주, 상주, 통영, 진주, 강릉, 충주, 해주 등

자료: 손정목, 1996; 이정섭, 2017 수정 보완

2.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과 식민지 도시

앞서 일제강점기 식민지 도시의 발달과정을 살펴본 바,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개항장, 철도

역사, 공업지역 등 다양한 도시 성장 경로에 의해서 발달했음을 알 수 있었음. 이렇게 형성된 식

민지 도시들은 철저히 일본의 식민통치전략에 의한 것으로써 일본인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본 장에서는 행정구역 개편과 식민지 도시의 발달과정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1)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식민지 도시 성장 및 쇠퇴

(1) 행정구역으로서 부(府) 지역 설정(191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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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의 실시는 일본인 거류민단 승계 방식을 취하며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적 기반을 무력화 시

키려는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부제의 실시는 최초의 도시 행정구역으로 평가됨.

[표 4-4] 부제 실시의 성격 및 해당 지역

부제의 성격 해당 지역

전형적 도시기능(단위 지역의 총인구수) 서울, 대구, 평양

외세의 강압적 요구에 의한 개항 부산, 인천

전체 인구 중 일본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 목포, 마산, 군산

자료: 권태환, 1990 수정 보완

○   일본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부제를 실시하면서 조선인 인구가 많은 전통 도시를 배제하였음

(김영정, 1995). 전체 인구 1만 명 이상이지만 일본인 거주자가 매우 적은 개성, 전주, 통영, 진

주, 함흥, 해주, 삼랑진, 충주 등 조선시대 전통적인 읍치들은 부로 지정되지 못했음. 

-  조선시대 호남 감영이 위치했던 전주는 인접지역인 군산·목포보다 인구가 많았으나 부에서 

제외되었으며, 대신 일본인 거류지가 소재해 있던 군산과 목포는 부로 승격됨. 

[표 4-5] 부별 인구 현황 및 일본인 비율

연도 1915년 1925년 1935년 1944년

총인구 17,976 19,523 22,899 25,918

부별 인구
(일본인 
비율)

서울 241(26.1) 342(25.94) 444(28.0) 989(16.1)

인천 31(38.0) 56(21.2) 83(16.1) 214(10.2)

군산 11(43.2) 22(32.8) 42(22.5) 58(14.3)

목포 13(41.9) 27(25.5) 61(15.1) 69(11.1)

대구 33(24.3) 77(22.8) 107(20.0) 207(10.0)

부산 61(49.1) 107(38.8) 183(28.5) 329(18.6)

마산 16(30.7) 23(22.5) 32(18.8) 54(11.7)

평양 48(18.9) 89(19.6) 183(13.8) 342(9.3)

진남포 22(24.8) 27(16.9) 51(11.8) 82(9.25)

신의주 6(46.0) 23(23.8) 58(15.3) 118(8.8)

원산 22(31.6) 36(23.5) 60(18.5) 113(13.0)

[단위: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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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15년 1925년 1935년 1944년

부별 인구
(일본인 
비율)

청진 6(46.5) 21(29.5) 56(22.4) 184(16.1)

전주 - - 42(13.0) 67(10.3)

광주 - - 55(14.8) 82(10.8)

함흥 - - 57(18.7) 112(10.7)

개성 - - 56(2.9) 76(2.5)

대전 - - 39(24.5) 76(14.0)

진주 - - - 53(6.2)

해주 - - - 82(8.1)

나진 - - - 34(26.4)

성진 - - - 68(14.0)

*음영 표시는 해당연도 일본인 비율이 높은 상위 3개 지역임.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김영정, 1995 수정 재인용

(2) 행정구역의 폐합(군의 폐합:1914)

○   1914년 군 폐합은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행정구역인 군 지역의 행정과 통치의 효율성 문제

가 일차적 고려 대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전통적 생활권을 해체함으로써 역사적 정체성을 해

치는 결과를 가져왔음(김승정, 2019; 김연지, 2007).

○   조선총독부 행정구역 개편 기본 방향은 군과 면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서 부·군 폐

합 결과 군 97개, 면 1,800면이 감소하였고, 부는 12부를 유지했지만 관할 지역이 축소됨.

-  철도노선이 지나던 군청 소재 면은 중심화되었지만, 당시 철도 부설 노선은 1/4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철도 노선이 군 폐합의 선행 변수는 아니었음(김승정, 2019; 김연지, 2007).

[표 4-6] 군 폐합의 성격 및 해당 지역

군 폐합의 성격 해당 지역

군 간 
개편

군청 소재 면들 중에서 중심화 지역과 주변화 지역 구분 가장 기본적인 형태

새로운 입지에 군청을 위치 경부선 통과 면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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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폐합의 성격 해당 지역

군 간 
개편

군내의 다른 면으로 군청을 이전시켜 중심화 지역과 주변화 지역 발생 양주

하나의 군이 두 개로 분할 함흥군-신흥군, 갑산군-풍산군

부·군 간 
개편

부의 영역을 시가지로 축소, 잔여지역 독립시키면서 새로운 군청 위치 가장 기본적인 형태

부를 축소시키고 잔여지역을 인접 군과 폐합한 뒤 군청을 위치 대구, 인천, 부산

부의 잔여지역이 별개의 군으로 독립하고 군청을 인접 부 내에 위치 마산, 창원

부의 잔여지역이 인접 군으로 폐합되었으나 군청을 인접 부내로 이전 군산, 고양, 목포

자료: 김승정, 2019 수정 보완

(3) 지정면의 도입(1915-1944)

○   지정면제는 식민 통치의 재정적·인적 기반의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면서 권력 기구의 역

할을 수행하였음. 따라서 공간적 통폐합 의미뿐만 아니라 일제가 한국 고유의 자치성과 공동체

성을 부정하는 가운데 일본의 행정구역(정촌제)을 적용하여 식민지적으로 재편성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면서 한국의 촌락사회를 지배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윤해동, 2006).

○   지정면제의 도입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행정구역 재편 과정으로써 도청소재지, 군사도시, 철

도역 지역 등 재조선 일본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음(손정목, 1996).

2) 식민지 수도 서울(경성)

○   서울은 태조 3년(1394) 천도 후 600년 이상 수도(한성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일제강점기

(1910년~1945년)를 제외하고 수도의 역할을 유지(개성부-한양부-한성부-경성부)하였음.

○   1910년 일제는 수도 한성부를 지방 격인 경기도청 소재지(경성부)로 격하시킴. (김제정, 2012; 

서현주, 2014; 이준식, 2007; 염복규, 2017).

(1) 한성부

○   한성부의 관할지역은 도성과 성저십리 지역임. 백악산(북악산)-인왕산-목멱산(남산)-낙산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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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 45리(약 18㎞)의 도성 내부와 도성으로부터 10리(약 4㎞)에 이르는 영역이었음.

-  10리 지역은 동쪽(중랑천)은 양주 송계원과 대현, 서쪽(홍제천)은 양화도와 고양 덕수원, 

남쪽(한강)은 노도에 이르렀음. 북쪽은 삼각산을 경계로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서울2천

년사 제 21권, 2014). 

- 서울육백년사(1977)에서는 한성부의 행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음.

朝鮮初期 漢城府 관할 행정구역은 -- 중략 -- 北쪽은 엄준한 北漢山이 높이 솟아 있으므로 이 北漢山을 漢

城府 관할 경계선으로 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漢城府 관할구역을 비교적 상세히 표시한 英祖代의 제작으

로 추측되는 「四山禁標圖2)」에 漢城府 北쪽의 한계선을 北漢山 능선으로 하였고, 東, 西, 南의 한계선을 대

체로 世宗實錄地理志와 같이 한 것을 보면 朝鮮前期에도 漢城府 北쪽의 한계선을 北漢山으로 하였던 것이 

틀림없다고 하겠다(제 1권(상), p.352).

출처 : 서울역사아카이브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인현동), 2016

[그림 4-2] 1895년 한성부 행정구역

2)　조선시대 도성인 한양 부근에 금표를 세운 경계를 나타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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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성부

○   서울의 행정구역은 조선시대 한양에서부터 강제병합 후 경성에 이르기까지 성곽을 경계로 도성 

안과 밖, 경성부 내·외로 구분되었음. 1910년 경기도 소속의 한 개 부(府)로 격하된 경성부는 

행정기능 역시 축소되어 일본 지방도시 하나로 전락했음. 

○   그러나 수도로써의 지위에 대한 당시의 실정을 반영할 수 없었으며(이중적 인식 상존), 점차 행

정 체계의 권한과 위상이 확대되어 갔음(서현주, 2014; 이준식, 2007; 염복규, 2017).

[표 4-7] 경성부 관할 행정구역 변화 과정

연도 주요 변경 내용

1910 수도의 위상을 지울 목적으로 경성부로 개칭하고 경기도에 예속시킴. 

1911 5부(성내) 8면(성밖)으로 분할 관할함. 

1914

5부 8면제를 폐지하고 8면 중 일부는 고양군에 편입, 일부만 경성부가 관할. 방·계·동 제도를 폐지 
정(町), 정목(丁目), 동(洞)의 명칭으로 186동만 경성부에서 관할하면서 축소됨. 

5부 대신 동부, 서부, 북부, 용산에 출장소를 설치

1915 용산 출장소를 제외한 곳은 경성부에서 직할함.(3개 출장소 폐지) 

1936 경기도 고양군, 시흥군, 김포군 일부가 경성부로 편입됨.

① 경성부의 행정구역

○   일제강점기 초기(1910-20년대) : 민족별 거주공간의 분리

-  일제는 1910년 경성부를 설치해 한성부 일원을 관할하게 하면서 경기도가 관할하는 하나의 

지방행정단위로 격하시킴(서현주, 2014; 염복규, 2017) 

-  1911년에는 5부(도성 안) 8면제(도성 밖)를 도입하였으나, 1914년 도성 바깥의 8면 지역 일

부를 경기도 고양군에 편입시켜 면적은 종전의 1/8로 축소되었음. 행정구역은 도성 내+성저

십리에서 도성 내+용산으로 한정되고, 성저(城底)의 대부분은 고양군에 편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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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부 행정구역 내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거주지를 분리하기 위해 다수의 동을 통폐합하

여 186개의 정·동·통(町·洞·通)으로 개편하였음. 조선인의 중심 거주지역인 청계천 북쪽 지

역의 대다수는 동(洞)을 사용한 반면, 일본인 중심 거주지역인 청계천 남쪽 지역은 주로 정

(町)을 사용하고, 남쪽 지역을 위주로 도시 정비와 개발이 진행되었음(서현주, 2014). 

-  1912년-1937년 사이에 진행된 경성시구개수는 도로 정비를 통해 도시 구획을 정비하는 도

시 계획의 일환으로 격자형 직선 도로망 건설로 도심부와 용산, 마포 등 외곽 지역을 연결함. 

이는 창덕궁·창경궁과 종묘 사이를 통과하는 종묘 관통선 부설처럼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상

징 공간을 훼손하는 등 일본 식민정치의 독단성을 확인할 수 있음(염복규, 2017).

○   일제 강점기 중후반기(1930-40년대) : 경성부 중심지-주변지역의 이중구조

-  경성부 행정구역은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1936년 확장됨. 식민지 조선의 통치 거점에 불

과했던 경성이 만주사변 이후 대륙침략의 전초기지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임(이준식, 

2007). 또한 서울이 조선의 수도가 된 이후 처음으로 한강 이남지역을 편입함으로써 행정구

역 변화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김하나, 2014).

출처 : 동아일보, 1936. 4. 1.

[그림 4-3] 1936년 경성부 행정구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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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6년 4월 기 발표된 ‘대경성구역확장안’을 통해 경성부 행정구역이 확장되었으며, 경성부

의 면적은 36.18㎢ → 136㎢(약 4천만 평)가 되었음. 경기도 관할구역이던 고양군(숭인면 

14개리, 한지면 및 용강면, 연희면 13개리, 은평면 5개리), 시흥군(영등포읍 중 3개리, 북면 

7개리, 동면 1리), 김포군(3개리 일부 지역)이 경성부에 편입되었음. 또한 정·동·통의 행정구

역 명칭은 정(町)으로 통일되었고, 186개의 정·동·통은 259개 정으로 늘어났음.

-  이러한 배경에는 일제의 조선 공업화 추진으로 경성부 근교에 대규모 공업지역이 조성되면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집중되었기 때문임(김하나, 2014). 특히 공장 밀집지역인 영등

포가 경성부에 편입되었음(김하나, 2014; 이준식, 2007).

-  경성부에 새로 편입된 주변지역은 농촌을 떠나 이주했으나 도심의 지가 상승으로 밀려난 조

선인 계층으로 도시 공간 분화를 가속하였음(서현주, 2014).

② 경성부의 행정체계

○   1기(1910-1914): 경성부 위상 추락, 이원적 행정체계

-  1910년 10월 수도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서 행정 기능이 대폭 축소됨. 한성부 소관이던 국

비회계 사무 등이 이관되고, 관치행정기관으로서 서무·내무·증명·재무의 4계로 분장됨. 

-  간소화된 행정조직은 경성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1911년 4월 5부 8면이 설치됨. 식민지 지배체제의 완전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외형적 축소

가 이루어져 이전 상태의 변형(5부 8면제)과 유지(일본인 상대 거류민단)되는 과도기적 운영 

시기라 할 수 있음(서현주, 2014).

○   2기(1914-1936): 부제(府制) 시행 후 일원적 행정체계가 정비되던 시기

-  1914년 부제 시행과 출장소 설치는 식민지 체제 행정을 일원화하는 계기가 되면서 재정자립

도가 높았던 경성부의 업무는 국가사무(도로 관리, 도시계획, 학교 경영) 비중이 고유사무보

다 높아졌음(서현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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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4년 9월 설치된 동부·서부·북부·용산 출장소는 부와 면에서 하던 호적, 행려병사자 구

휼, 통지서 전달, 세금 징수 등을 수행하였으나, 1915년 6월 용산 제외 3개 출장소가 폐지됨. 

-  한편 부윤의 권위는 강해지고 조직의 자치적 성격은 약화되면서 관치행정, 일본인 중심, 일

본식 제도 이식의 특징을 보임(서현주, 2014).

○   3기(1936-1945): 대륙침략 전초기지로써의 전시 사무를 위한 행정구역 확대

-  1936년 4월 고양군, 시흥군, 김포군의 일부 편입은 경성부 관할면적과 인구를 증가시킴. 확

대된 지역의 관할을 위해 경성부에 총무·재무·공영의 3부(部)를 신설함으로써 3부 13과 16계 

및 기관(가축시장·도서관·부민관·부민병원·직업소개소·순화원)으로 구성됨. 용산에만 있던 

출장소가 동부, 영등포, 서부(1940년)에 설치되고 하부 관아 역할을 수행함(서현주, 2014). 

-  1943년 6월 출장소를 폐지하고 7개 구 설치 및 구역소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함. 

-  경성부 행정조직은 침략전쟁에 주민 동원 및 물자 배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확대됨. 

부역 확장과 병참기지 중요성이 커지면서 위상이 높아지고 그 기능이 대폭 확대된 시기임.

③ 경성부의 인구변동과 도시화

○   강제병합 이전부터 경성의 일본인 유입은 상당수에 이르렀음. 1914년 행정구역 축소 당시 인구

는 약 24만 명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은 오히려 약 3천 명이 증가했음. 조선인 대

비 일본인 증가율이 높은 현상은 193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음. 이러한 현상은 식민지 수도인 

경성 도심부를 일본인이 차지하면서 민족적 차별과 대립이 상존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민족별 분화된 거주 양상에 변화가 생기 것은 조선인이 주로 거주했던 고양군·시흥군·김포군의 

8개면, 1개읍이 편입되었던 1936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이 있음. 

○   1920년에서 1935년 사이의 인구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으나 행정구역 확장으

로 1940년에는 약 2배가량 증가하였음. 경성부의 인구 중 조선인 비율은 강제병합 초기 이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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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74% 수준을 차지했으며, 1936년 행정구역 확장 이후에는 약 85% 수준을 유지하였음.

○   행정구역의 축소(1914)와 확대(1936)에 의한 변화를 제외하고 인구 증가율은 식민통치 양상을 

반영하고 있음(형기주, 1997). 무단통치 시대인 1910년대는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문화통치를 

표방하던 1920년대와 전시 산업시대인 1930년대·1940년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표 4-8] 경성의 인구 변화

연도 1910년 115년 1920년 1925년 1930년 1935년 1940년 1944년

총인구 245,985 241,085 250,208 306,363 394,240 444,098 935,464 988,527

일본인 인구 56,076 62,914 65,617 81,559 105,639 124,155 154,687 158,710

일본인 비율(%) 18.7% 26.1% 26.2% 26.6% 26.8% 27.9% 16.5% 16.1%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이준식, 2007

○   1910년 경성부의 경기도 편입과 1914년 경성부의 관할구역 축소는 조선시대 이래 수도 서울

의 위상과 의미를 조선인의 인식에서 탈피하려는 의도와 함께 식민지 중심 도시의 일본인 비중

을 높이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음(이준식, 2007; 형기주, 1997).

○   한편 일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구역 명칭을 통한 민족적 공간적 분리가 있었음.

-  경성부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도심지를 장악하고 조선인은 부경계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이중

적 공간구조가 형성되었음. 도심지 공간적 분화는 청계천이 기준이 되어 일본인 거주지역을 

전통적 조선인 거주지에서 벗어난 청계천 남쪽의 동서 방향(종로)과 서울역·용산역을 연결

하는 남북 방향으로 설정하였음.

-  이와 함께 도로 부설, 전차 개통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모든 재원이 일본인 거주 밀집

지역인 청계천 이남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음(이준식, 2007)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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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기주, 1997

[그림 4-4] 경성부의 일본인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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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년 초반까지 조선총독부, 경성부청 등의 관공서는 남산 자락(남산정)이나, 철도국·조선군

사령부가 들어서 있던 용산 지역에 분포했고, 관사 또한 욱정, 남산정에 밀집해 있었음. 청계천 

북쪽으로 공간 영역을 확장한 것은 1926년 조선총독부의 경복궁 이전과 경성부 신청사의 덕수

궁 옆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이 있음(이준식, 2007). 

-  청사 인근의 적선동, 통의동, 청운동, 효자동 등에 관사가 들어섰음. 그리고 연건동과 동숭동

에는 경성제대 교사. 정동에는 재판소, 광화문통에 조선총독부 체신국 분관이 건립되면서 인

근지역에 일본인 관사가 대거 들어섰음.

○   1925년 중구 일대는 일본인수가 50% 이상을 상회하며 일본인 우세지역이 되었고, 1935년에

는 서소문 일대와 순화동, 서울역 앞 양동 일대, 원효로·효창동·용문동·남영동·삼각지 부근·후

암동·갈월동 등이 포함되는 용산구 일대가 일본인 우세지역으로 확대되고, 1942년에는 이촌동 

일대와 북아현동 일대 등이 일본인 거주지로 확대되었음(형기주, 1997). 

○   반면 조선인들은 1920년대 중반부터 시내 중심부였던 청계천 북쪽에서 경성부의 부경계 지역으

로 이동하였으며, 특히 경성부의 동쪽 끝에 있는 창신동과 숭인동은 1920년대 중반부터 대표

적인 토막민 동네가 되었음.

출처 : 동아일보, 1924. 3. 9.

[그림 4-5] 경성부 청계천 북쪽 지역 일본인 이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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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항장 지역(인천, 군산, 목포, 부산, 마산)

(1) 인천

○   일제의 대륙침략 전진기지 항구로 도쿄-요코하마와 같이 한성의 외항에 위치하며 해로 관문에 

해당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1883년 부산, 원산에 이어 개항장이 되었음(염복규, 2011). 

-  당시 개항장이던 제물포 지역(중구·동구 일대)은 신도심으로 발전한 반면(염복규, 2011; 이

찬우, 2018), 기존의 인천도호부가 위치했던 구인천부 지역(관교-문학 일대)은 쇠퇴하였음. 

이후 인천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식민지 도시로써 수탈과 유통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   개항과 함께 1899년 개통된 경인선 철로를 따라 취락이 형성되면서 경인지역의 행정구역과 지

역 구조를 바꾸어 놓았음. 

-  인천부의 도심지는 인천부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서쪽에는 화물에 편중된 인천

역이 있었고, 동쪽에는 여객에 편중된 축현역(동인천역)이 있었음. 

○   1908년 일제는 도심지의 축현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길목을 가로막고 있던 응봉산에 홍예문

을 준공하였음. 홍예문은 조선인과 일본인 거류지 간의 도시 내 이중성의 상징적 공간이 되었

음. 홍예문의 남쪽은 일본인 거주지로써 인천부청과 주요 관공서가 위치하면서 도로, 상하수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었으며, 홍예문 북쪽의 조선인 거주지는 생활환경이 열악했음.

-  동아일보(1928.2.5.) 기사를 보면 인천부의 행정시설 재원 대부분을 조선인이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수 계획은 혈문(홍예문)을 포함한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조선인 거주지역의 도로 및 하수도 정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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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아일보, 1928. 2. 5.           출처 : 이찬우, 2018

        [그림 4-6] 도로수축문제                                                     [그림 4-7] 1918년 인천부 도심지역

○   경인선에 의한 지역 분할도 이루어졌음. 주안역과 경인선을 경계로 북쪽(주안 5동 일대)은 염

전지대와 남쪽은 농업지대로 지역 기능이 특화되었음(이영민, 2005). 이후에는 염전 지대는 공

업단지로, 농업지대는 주택과 상업지역으로 변모하게 됨.

○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은 부평을 포함한 인천과 주변 지역에 공간적 큰 변화를 가져왔음. 구 

도심지역 중 핵심지역인 현 중구, 동구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옛 인천부 지역과 부평군 전역을 

통합하여 부평의 부(富)와 인천의 천(川)이 합쳐진 부천군(부평+인천)으로 개편함. 부천군의 출

범은 인천과 부평이 경인선 연선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과 관련이 있음.

-  부천군은 1895년 23부제 당시 인천부에 속하게 된 12개 군 중에서 인천군과 부평군을 중심

으로 남양군, 강화군 일부를 합쳐 1914년 신설된 행정구역임.

○   조선 후기까지 인천과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유지되던 부평은 명칭은 유지했지만 부천군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전락하였음. 이전까지 부평은 지금의 행정구역은 물론이고 계양구와 서구, 경기

도 부천시,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구로구의 일부 동리 등을 행정구역으로 가지고 있던 도호부였

음. 조선 후기까지 인천과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변화 없이 유지되던 부평부·부평군의 행정구역

이나 명칭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부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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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년대 이후의 행정구역 개편은 경인 공업지대의 발전과 함께 인천부가 부천군을 흡수하면서 

시작되었음. 경인선 역을 중심으로 영등포, 부평을 병참기지화하면서 경인 공업지대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게 됨(염복규, 2011). 

-  경인선 노선의 부평지역(저습지 부평 평야, 백운역과 부평역 사이)에 조병창을 집중적으로 건

설하면서 무기 생산 공장과 연계산업인 철강, 화학 공장을 집중적으로 배치함.

○   1940년 인천부가 확장되면서 문학면·남동면·부내면 등 부천군의 주요 지역을 편입하였음. 부

천군에 속했던 인천부 인접 지역이나 부천군 중심 지역으로 성장한 동리들은 대부분 인천부로 

편입되면서, 부천의 행정구역은 부천군의 주변 잔여지역을 의미하게 됨(권선정, 2018).

-  부평은 부천군 부내면에 부평리로 속해있다가 1940년 인천부와의 통합으로 설치된 부평 출

장소를 거쳐, 1947년 일본식 지명 변경으로 신설된 부평동으로 유지되었음(권선정, 2018). 

○   인천 도심지 내에서도 일본인과 조선인의 거주지 분화 현상이 나타났음(박인옥, 2014). 

-  대규모 매립사업과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밀려난 조선인은 도산정, 화수정, 화평정, 금곡정, 

송림정, 송현정에 거주하면서 빈민촌을 형성하였는데, 이들에 대해 일제는 실업자 및 빈민구

제를 명분으로 1931년 궁민 구제사업을 실시하였음. 실질적으로는 1930년대 후반 부평지역

을 중심으로 단기간 내 군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건축의 노동력 수급을 위한 것이었음.

-  일본인은 거류지를 경계로 본정, 중정, 산수정, 항정, 빈정, 궁정, 신정, 욱정, 신생정, 화정, 

화방정, 송판정, 산근정 등에 밀집하였음. 일본인 밀집지역은 주거 및 상업지구로 조성되어 

관공서, 회사, 은행, 창고, 상점, 요리점 등이 들어섰음.

○   근대도시 인천의 출발은 일제와의 관계 속에서 原인천이 新인천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수반했던 

것임(염복규, 2011). 原인천 지역의 독자적 기능성은 개항과 함께 경인철도가 개통되고 도로가 

정비됨으로써 그 위상이 점차 약화되었음. 한적한 농촌이었던 주안, 부평 등의 경인선 통과지역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발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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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산

○   일제가 호남평야(만경평야) 지역에서 생산된 미곡을 집산하여 수출하고 전북 및 충남지역에 

자신들의 자본제적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장시킨 전형적인 식민지 도시임(김영정, 

1995).  1910년 개항장 지정으로 승격된 옥구부에서 군산부로 개칭되었고, 1914년 개항장만

을 군산부로 남기고 잔여지역을 옥구군으로 분리하고 임피군을 병합하였음.

○   1913년 시 승격 이후 해방까지 인구·경제·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보였는데 특히 1930-

1940년 총인구는 104%의 증가를 보였고, 1940-1942년 사이에도 4만 명가량 증가할 정도로 

인구집중 경향이 강했음. 개항장 지역 중 일본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써 당시 전북의 도청 

소재지인 전주보다 일본인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되었음. 

[표 4-9] 군산의 인구 변화

연도 1899년 1900년 1910년 1920년 1930년 1940년 1942년

총인구 588 1,226 7,373 14,138 25,960 52,923 56,036

일본인 인구 77 422 3,448 5,659 8,781 9,901 8,624

일본인 비율(%) 13% 34.4% 46.8% 40% 33.8% 18.7% 15.3%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김민영, 2019.

○   일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심지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이중적 지위가 드러나는 분화 

양상이 뚜렷했음. 심지어는 조선인 계층 내에서도 분화 양상이 나타났음. 일본인은 새로 설정된 

조계지를 중심으로 거주한 것과 달리, 조선인들은 도심지 외곽에 거주지를 마련하였음. 군산역

과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도심지는 일본인이 차지한 반면, 변두리(옥구군)와 산비탈에는 조선인 

토막민들의 거주지가 형성되고 도시빈민의 생활을 이어갔음.

-  시가지는 조계지를 중심으로 일본인 주거지역 확장과 동일선상에서 확장되었음. 조계지와 

군산항이 있던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서남쪽으로 뻗어가다가 동부지역 군산역 부근에 부도심

이 생겨나면서 확장되었음. 

-  한편 개항 이후 부를 축적해온 조선인은 조계지와 가까운 죽성로와 영정에 자리를 잡은 반면,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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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하역 등의 조선인 노동자들은 개복동이나 둔율동 일대에 토막을 짓고 거주하였음.

○   군산이 근대도시로서 체계를 갖추고 전북지역 중심도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토지조사사

업을 통한 농업정책과 이를 기반으로 추진하였던 식민지 공업화정책이었음

-  개항 초기부터 군산은 조선의 미곡을 일본으로 중개하는 항구로써 위치하였음. 일본인 지주

들은 병합 이전부터 호남평야 일대 전답을 매수하여, 1909년 호남평야의 1/3에 달하는 전답

을 차지하였고 특히, 군산 인근의 익산, 임피, 옥구, 김제 등 4개 군에 집중되었음. 이를 토대

로 대규모 농장이 만들어지면서 미곡 생산을 하였음(김민영, 2019). 

-  일본인들의 거류지 점유와 미곡 수탈에 따른 수송을 목적으로 한 형태로써 도로(전주-군산 

포장도로)와 철도(호남선, 군산선), 항만시설(군산항)이 구축되면서 전주를 대신하여 호남평

야에서 생산된 미곡의 집산 역할을 맡게 되었음.

-  1920년대 이르러서는 일본 자본의 유입과 함께 미곡 생산지의 특성을 반영한 정미와 양조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며, 1930년대 일본의 농업 공황을 계기로 군산을 식량 공급지

화 하면서 식민지 도시로써의 성장은 가속되었음. 도심의 격자형 가로 체계, 미곡 수출항, 항

구일대의 미곡 가공공장, 도시 외곽은 일본인 지주들이 관리하는 대규모 농장이 군산의 식민

지 도시 발전의 핵심 요소였음.

○   군산 개항으로 일본인이 유입되면서 기존 전주 중심 내륙 지향 구조는 해안 지향적 도시구조로 

바뀌었음.

-  군산의 개항 전에는 전주-태인(정읍)-고부(정읍)에 이르는 교통로가 호남평야에 있었음. 태

인과 고부의 부수 지역이었던 줄포, 남포, 말호, 목천포, 신환포, 대장촌은 개항 이후 일본인

들이 정착하면서 역할과 지위가 바뀌었음. 여기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매점매석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일에 종사하였음(류제헌, 1990).

-  철도를 따라 군산, 이리, 김제, 신태인 등을 연결하는 철도는 도로를 따라 전주, 태인，고부 

등을 연결하는 전통적 경로와 형태나 기능면에서 중복 또는 대립하는 양상을 띠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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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의 성장은 전북지역의 중심지였던 전주를 쇠퇴시켰음. 일본인 거주자가 적었던 전주를 제

치고 도시기능이 미약하지만 일본인이 집중 거주했던 군산을 선택함으로써 전북지역의 중심지

가 이동됨으로써 식민지적 공간구조가 형성됨. 

○   군산의 지역구조가 일본인에 의하여 장악되어 식민지적 사회, 경제적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

었던 데 비하여, 전주의 지역구조는 조선인에 의하여 유지되어 전통적인 사회경제적인 요소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임. 성장이 억제된 전주는 1931년까지 면이라는 낮은 행정적 지위에 머

무르게 됨.

(3) 목포

○   작은 어촌이던 목포는 남해와 영산강이 만나는 입지조건에 의해 1439년 설치된 만호진이

1895년 폐지될 때까지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하면서 전통 도시가 형성되었음(조준범, 2005). 

1897년 국내 4번째 개항지가 되면서 항구 주변으로 외국인 거주와 상업활동이 허용된 각국 공

동거류지가 설치되었음.

○   개항 당시 목포는 무안군 목포진 주변을 지칭하였으나, 목포진을 중심으로 각국 공동거류지 구

역이 정해지고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구역이 확장됨. 

-  각국 공동거류지의 북서쪽으로 유달산이 자리하고 남동쪽은 해안과 인접한 갯벌(목포대 북

서측·남측)과 경사지(목포대, 일본영사관), 논밭(목포대에서 서산동 방면)으로 이루어진 지역

에 위치했음(조준범, 2005).

○   1910년 강제병합 이후 목포 이사청은 폐지되고, 10월 무안부가 목포부로 개칭하여 18개면으

로 행정구역이 확대되었음. 면리제가 개편되면서 목포 시가지에서도 행정구역의 분화와 명칭 

변경이 시작되어 33정 51구획이 설정됨. 일본인 중심의 거류지와 신개발지는 정(町)과 통(通)으

로 조선인이 살던 거류지 밖의 지역들은 동(洞)으로 세분화하였음. 도심지 개발도  해안 방향에

서 옆으로 이동하여 남쪽 해안을 따라 유곽, 온금동 등이 개발되었음(조경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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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준범, 2005

[그림 4-8] 각국공동거류지 지형의 구성

○   1914년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개항장과 인접 시가지(현 유달동, 만호동, 대성동, 목원동 등) 지

역만을 목포부로 하고 나머지 촌락 지역은 무안군으로 분리하였음. 이후 1932년에는 무안군 

이로면의 죽교리, 산정리, 용당리가 목포부에 편입되었음(조경만, 2009).

○   행정구역상의 변화와 함께 목포가 식민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음. 해상교역 

중심지라는 입지적 조건(항구)과 내륙 물산 집산지(호남선)는 성장 동력이 되었음.

-  각국 공동거류지가 완성된 1910년 이후 1911년 광주-목포 간 국도 1호선이 완공되고, 1914

년 대전-목포 간 호남선 철도 부설이 완료되면서, 목포는 부산과 함께 남해안의 중요 항구가 

되었고, 전라남도 교통 및 물류의 중심지가 되었음(윤희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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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항장의 각국 공동거류지를 중심으로 발전한 목포의 도심지 조성 방식은 인천, 군산과 유사한 

특징이 있음(조경만, 2009).  

-  해안을 두고 유달산 기슭에 주요 공관이 자리를 잡고, 일본인 고급주택이 들어섰음. 유달산 

밑에서 해안에 이르는 평지에는 넓은 격자형의 가로와 방형 구획들로 구분된 계획도시 형상

을 갖추게 됨. 동쪽 평지에는 본정거리가 있었고, 남쪽 평지에는 동양척식회사, 제일은행 등

의 기관들이 들어서면서 공관, 금융기관, 상업시설, 거주지 등 도심지가 형성됨. 

출처 : 조준범, 2005

[그림 4-9] 1929년 목포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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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선은 국도 1호선, 2호선과 함께 도시공간의 형상과 도시개발의 방향에 영향을 미쳤음(조

경만, 2009). 1914년 호남선 목포역은 일본인 거주지였던 명치정에 건설되었는데, 호남선 철

도와 해안선 사이에 있던 호수는 1930년에 매립됨. 새로 생겨난 매립지를 통해 확장된 물리적 

공간은 일본인들에 의해 점유되었으며, 일본인 거주지와 조선인 거주지를 분리하게 되는 토대

를 제공하였음. 일본인 거주지는 새로운 도로와 호남선 철도를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이

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도시의 평면적 확산이 이루어지게 됨. 

○   식민지 도시로 성장하게 되면서 1914년 목포부의 인구는 12,033명이었으나, 1920년 16,701명, 

1930년 31,827명으로 15년간 약 2.6배 인구가 증가했으며, 무안군 이로변 일부가 편입되는 등 

행정구역의 확대 과정을 통해 1943년에는 81,260명으로 증가하였음.

[표 4-10] 목포의 인구 변화

연도 1897년 1902년 1910년 1914년 1920년 1930년 1938년 1943년

총인구 2,806 4,755 10,655 12,033 16,701 31,827 65,572 81,260

일본인 인구 206 1,045 3,494 4,908 5,273 8,003 8,551 8,279

일본인 비율(%) 7.3% 22.0% 32.8% 40.8% 31.6% 25.1% 13.0% 10.2%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목포시사, 1987; 고석규, 2004; 최경현, 2010 수정 인용

○   1920년대 중반부터 한국인의 유입이 일본인보다 많아지면서 일본인의 비율이 낮아졌음. 

-  일제강점기 초기 목포에 정착한 일본인이 경제적으로 수탈 과정이 안정화되면서 목포 인근 주

민들과 인천, 부산 등지에 조선인도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아 몰려들게 되었기 때문임(고석

규, 2006; 최경현, 2010). 목포에 유입된 조선인들은 유달산 자락의 쌍교동(현 죽교동, 북교

동 일대)에 자리한 공동묘지에 터전을 마련하였음. 

-  조선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무계획적으로 확장된 거주공간은 도로, 교통, 통신, 상하수도 시설, 

전기 등 사회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질서한 형태로 난개발 양상을 보였음(송정

현, 조경만, 2009). 유달산 노적봉을 경계로 왼쪽에는 자연지형에 따라 무질서하게 초가집이 들

어섰는데 조선인들이 무덤을 옮기고 마련한 삶의 터전이며, 오른쪽의 일본 조계지는 구획된 도

로를 따라 기와집과 양옥이 들어선 전형적인 근대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었음(최경현, 2010).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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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최경현, 2010

[그림 4-10] 1920년 유달산(왼쪽:조선인 거주지/오른쪽:일본인 거주지)

○   식민지 도시 내에서 민족 집단에 따른 거주지를 구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명칭으로 민족을 

차별화하는 식민지 통치 정책의 대표적 사례지역임(공간 이중성 내재). 도시계획에 따라 격자형 

가로망의 형성을 통해 식민도시로 성장한 일본인 거류지와 목포역 앞 신개발지(계획 시가지)에

는 정(町)의 명칭을, 거류지 밖 조선인 거주지(무계획 마을)는 동(洞)의 명칭을 사용하며 부민(府

民)에서 제외시켰음. 

○   목포의 식민지 도시 발전과정은 인구증가, 상업 발달, 도시계획, 항만·철도·도로 등 교통수단의 

발달에 의한 것이었음. 특히 식민지 개항도시로써 주변 지역에서 생산된 자원의 반출이 용이했

기 때문이며, 이로써 민족집단과 계층 집단이 결합된 식민지적 사회 지배구조가 강화되었음.

(4) 부산

○   부산은 행정구역상 동래에 속하는 지역으로(동래부산포), 동래는 군사적 중요성으로 인해 조선 

태조(1367) 때 진(鎭)이 설치되고 효종 이후에는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위치하였음. 부산을 

포함한 동래지역은 1895년 동래부 산하 동래군에 속했다가 1896년 동래부, 1903년 동래군, 

1906년 동래부로 되는 행정구역명의 변화가 있었으나 관할구역은 거의 변화가 없었음.

○   1910년 강제병합과 함께 부산부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행정구역은 기장군과 양산

군을 경계로 낙동강 동쪽 지역으로써 변함이 없었음. 1914년 부제가 실시되면서 이전의 동래

부 일원까지 행정구역에 포함했던 부산부를 일본인 중심 부산부와 조선인 중심 동래군으로 분

리하였음. 기장군 일부가 편입된 동래군은 경상남도에 속하게 되면서 부산부와 구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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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부산·동래지역 행정구역 연도별 변화

연도 부산 동래 기장 동일지역

1909년 이전 동래군/동래부 기장군 동래군/동래부+기장군

1910-1913 부산부 기장군 부산부+기장군

1914-1945 부산부 동래군 부산부+동래군

자료: 김대래 외, 2005

○   부산부에 속한 지역은 개항 당시 거류민단 구역이 있던 부산항 지역이 모체가 되었음. 이와 함

께 식민지 도시화를 목적으로 부산면, 사중면 일원, 사하면 내 부민동, 대신동, 부평동, 대티동 

일부, 용주면 내 용당동 일부가 편입되면서 행정구역이 재편되었음(전성현, 2016). 

○   부산부와 동래군의 행정구역 변화는 1936년 남구와 부산진구, 1942년 해운대구와 사하구 일

원 등 동래군 지역을 부산진으로 편입하는 형태였음. 이러한 부산부 행정구역의 확장은 1921

년 경찰서 관할 개편에서 우선 나타났는데, 기존 부산부 영역에서 동래군 내서면, 사하면까지 

확대되고 이후 구포면, 사상면으로 확장되었음.

출처 : 동아일보, 1921. 10. 5.

[그림 4-11] 부산부의 경찰서 관할구역 개편

○   부산의 식민지 도시화 과정은 1876년 부산항 개항으로 왜관이 있던 초량이 일본 전관 거류지로 

정해지면서 시작됨. 원도심 일대인 부산포는 군사적 거점이 되었으며, 초량 왜관은 외교 및 무

역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였음. 왜관이 있던 용두산 주위 약 11만 평을 전관거류지로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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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부산의 상공업 및 토지매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음. 당시 초량왜관의 거류자는 100여

명 수준이었으나 1910년에 이르러서는 2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였음. 

○   부산의 인구변화를 살쳐보면 꾸준히 증가하여, 1906년 93,525명이었던 부산부+동래군의 인

구는 1942년에는 393,979명으로 4.2배 증가하였음. 일본인 이주가 가장 빨랐던 부산부의 일

본인 인구는 1910년 23,900명이었음. 일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부제가 실시되는 1914년 

부산의 일본인 비중은 51%로써 압도적이었음. 1936년과 1942년 일본인 비율의 감소는 동래

군 일부 지역 편입으로 인한 행정구역 확대 개편과 조선인 농촌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조선인 인

구의 증가 때문임.

[표 4-12] 부산의 인구 변화

연도 1906년 1910년 1914년 1920년 1936년 1942년 1944년

총인구 93,525 71,353 55,094 73,855 206,386 334,318 329,215

일본인 인구 16,099 23,900 28,254 33,085 59,014 61,436 61,081

일본인 비율(%) 17.2% 33.5% 51.2% 44.8% 28.6% 18.4% 18.6%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김대래 외, 2005. 홍순권, 2004

○   일본인 비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일제강점기 전국의 다른 도시보다도 높은 수준의 구성비를 

유지하고 있었음. 즉, 부산은 일본인에 의한 식민지 지배력과 영향이 큰 도시였음(홍순권, 2004).

[표 4-13] 전국 주요 도시 일본인 구성비

연도 / 도시 경상 부산 평양 대구 인천

1920년 26.2 44.8 22.7 26.7 30.9

1930년 27.5 33.9 13.3 29.3 17.7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홍순권, 2004

○   부산은 개항 이전부터 일본인이 상주했던 유일한 지역임. 일본과의 교역창구로 1678년 완공된 

초량왜관은 199년간 존속되다가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과 함께 일본 전관거류지로 개방되면

서 도시화의 시발점이 되었음. 1906년 일본 전관거류지를 중심으로 절영도, 초량, 부산진을 관

할 지역으로 한 자치행정조직인 부산 거류민단이 출범하면서 일제 식민통치 이전부터 부산은 

일본인 사회의 성장을 바탕으로 근대적 외양을 갖춘 식민지 도시로 변모했음(홍순권, 2004).

[단위:명]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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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5년 진주에 있던 경남도청이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상업도시의 성격을 넘어 경남지역 지방

행정 중심도시가 되었으며, 두 번의 행정구역 확장을 통해 동래군 대부분 지역이 부산부에 편입

되면서 동래와 부산의 지위가 역전되었음.

○   한편 부산의 도시화 과정에서 부산항이 개항하고 경부선 철도가 부설되면서 일본의 대륙 침략

에 중요한 길목 역할을 하게 됨. 

-  경부선은 1901년 공사를 시작하여 1905년 영등포-초량 구간이 개통하였고 1908년 초량-

부산이 연결되면서 철도를 통한 자원 수탈과 대륙 침략이 가속화됨. 대규모 자본과 노동력이 

투입된 항만과 철도 부설은 일본으로의 미곡 유출, 석탄과 목재 같은 전쟁 물자 수송에 사용

되면서 한반도를 병참기지화 시킴. 

○   일본인의 이주는 용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거류지에서부터 시작되었음. 이들의 생활영역은 확대

되어 일본인 시가의 전철역과 부산역, 그리고 부산항으로부터 서면을 거쳐 동래로 이어지는 간

선 도로망 주변의 상권을 장악하였음(홍순권, 2004). 

-  상업지역 뒤쪽의 배후지(산록 지대)는 주거지역이 되었고, 영도 연안과 부산항, 그리고 부산

진 매축지로부터 서면에 이르는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일본인 공장이 들어섰음.

○   부산은 분리의 외부 식민화 과정이 먼저 있었고, 다시 병합과 함께 도시(부산부)가 촌락(동래군)

을 편입하여 내부 식민화하는 과정을 겪었음. 이러한 과정은 1.2차에 걸친 행정구역의 확장을 

통한 식민화 과정이었음. 조선인 중심의 동래읍은 부산부 확장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맞서지 못하여 명칭만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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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산

○   고려시대에는 석두창, 조선시대에는 조창의 설치와 함께 세곡 운송과 미곡, 수산물 등의 물자 이

동으로 상업이 발달된 곳이었음. 

○   1907년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의 거주지 및 상업지와 구별하여 신마산(新馬山)이라 칭했으며, 조

선인 주거 및 상업 중심지인 마산포를 구마산(舊馬山)이라 칭했음. 조선인들은 동마산 또는 마

산포라고 부르며 지역명칭에 대항하였음.

○   신마산은 도시계획을 통해 일본인 지역이 되었고, 구마산은 전통적 읍치로 시구 정비가 되지 못

했으나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거주하면서 오히려 신마산에 비해 상업이 번성하였음(허정도·

이규성, 2002). 신마산 거주 일본인들은 상권 이전을 위해 창원 감리를 압박하여 마산포 구강

(산호동)에 열리는 정기장시를 일본 거류지였던 본정(월남동)으로 이동시켰으나 4개월 만에 조

선인의 반발로 마산포 자리로 재이전하였음. 옛 조창 일대이자 조선인 상점이 있던 원정(남성

동)과 석정(창동)에 일본인이 진출하면서 원마산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음. 

○   1910년 강제병합 당시 마산의 인구는 16,657명이었으며, 일본인은 5,941명이었음. 1912년 

이후부터 일본인 수는 감소하여 1920년에는 4,100명 수준이 되었음. 일본인 인구의 감소는 진

해의 군항화로 개항장이 폐쇄되고 세관의 사전 허가 없이 선박 출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임(손정

목, 1996). 1920년대 일본인 비율의 감소는 일본인 인구의 감소보다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 영

향으로 조선인이 상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임.

[표 4-14] 마산의 인구 변화

연도 1910년 1914년 1917년 1920년 1930년 1940년 1942년

총인구 16,657 14,369 15,721 16,165 25,810 36,549 54,306

일본인 인구 5,941 4,684 4,225 4,172 5,559 5,643 6,125

일본인 비율(%) 35.7% 32.6% 26.9% 25.8% 21.5% 15.4% 11.3%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허정도·이규성, 2002.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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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5년 경남선(마산-진주) 부설로 경남 서부권 및 호남지방 유통로가 확보가 되면서 북마산 역 

주변으로 도심지가 형성되고, 1927년 군사적 목적으로 진창선(창원-진해)이 부설되어 마산은 

진주, 진해, 부산과의 유통로가 확보됨. 

-  원마산(창동, 남성동, 중성동, 동성동)에 상점이 밀집하게 되었으며, 남성동 해안 매축지에는 

곡물, 해산물, 식료품, 포목 점포와 노점상이 들어섰음. 이로써 신마산의 상업이 위축되면서 

일본 상인들은 여관, 요식업 등으로 전환하거나 원마산으로 이주하였음.

○   1930년대 마산이 군수물품 공급 기능을 하면서 해안에 걸쳐 매립사업이 시행되었음(허정도·이

규성, 2002). 매립지는 신도심지(중앙동) 역할을 하며 공간적 분화가 있던 두 지역을 연담화 하

는 역할을 하게 됨.

○   마산부는 조선인이 거주하던 마산포(원마산) 일대를 포함하여 지정된 유일한 지역임. 일본인 거

류지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마산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임. 일본인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이 거류지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인 거류지(신마산)에서 기존의 조선 거주지역(원마산)을 중심

으로 재편되면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갈등 양상이 심화되었음. 반면 부산부의 행정 관할구역은 

일본인 거류지와 부산항 부근만을 지정하고, 조선인이 집단 거주하는 동래를 제외하였음.

○   다수의 개항도시가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도심지가 형성되는 특징을 보인 반면, 마산은  마

산포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과 행정시설을 두고 조선인과 일본인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였던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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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허정도, 2012

[그림 4-12] 마산 지역의 한국인·일본인 생활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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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청소재지(청주, 공주, 전주, 광주)

(1) 청주·충주

충주는 경부선 철도 부설(1905), 지방구역 정리(1906), 관찰부 이전(1908) 등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으로 충북의 정치ㆍ경제ㆍ행정 지역 중심도시 위상을 상실하였음. 반면 청주는 경부선 철도부

설로 인한 교통 발달의 이점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충청북도 관찰부의 이전으로 지방행정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충청북도의 정치ㆍ경제ㆍ행정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음(전홍식, 

2016). 이로써 청주는 강제병합 이후 형성된 식민지 도시로써의 체계가 공고화 되었음.

① 청주

○   1908년 관찰도 위치 개정으로 관찰부가 청주로 이전하면서 행정 중심지로 부상하였음. 도청 소

재지가 되면서 청주면으로 개칭되고, 읍성을 중심으로 근대적 시가지가 형성되었음.  

○   청주의 인구는 도청 이전의 영향으로 충주에 거주하던 일본인의 이주로 말미암아 인구가 증가

하였음. 당시 1,539명이던 인구는 강제병합 당시 3,52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일본인 

인구는 3배가량 증가한 717명이었음. 특히 1922년 면 통폐합과 1931년 읍 승격은 인구의 증

가에 기인한 것으로써 총인구는 1940년대까지 급증하였음.

[표 4-15] 청주의 인구 변화

연도 1908년 1910년 1914년 1917년 1920년 1930년 1940년 1942년

총인구 1,539 3,522 4,065 5,767 5,279 16,118 36,981 41,224

일본인 인구 237 717 1,610 1,758 1,662 2,696 3,881 3,565

일본인 비율(%) 15.4% 20.4% 39.6% 30.5% 31.5% 16.7% 10.5% 8.7%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양승필·이강업, 2011

○   청주읍의 팽창과 함께 1911년 구도읍지로서는 최초로 시구개정사업에 착수하였음(양승필·이

강업, 2011: 최윤필·김태영, 1994). 가장 먼저 읍성의 해체가 이루어져. 기존의 청주읍성을 허

물고 석교에서 남문을 통해 북문에 이르는 곳을 직선화하여 중앙로를 개설하는 한편 성벽 자리

를 도로화하였음. 청주읍성 해체 이후 읍 성곽을 따라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동·서·남·

북문 밖으로 도심지가 확장되었음(김태영, 2019).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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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8년 관찰부 이전과 시구개정이 마무리되는 1914년 동·서·남·북주내면의 편입을 통해 구역

확장 및 일본식 지명으로 변경되었음. 또한 공간적 경계가 무너지면서 시가지가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1918년 지정면으로 지정되었음(양승필·이강업, 2011).

○   1921년 철도의 개설은 읍성 철거 당시 도심지 변화가 없었던 청주의 도심지 행정구역의 변화를 

가져왔음(김태영, 2019). 경부선이 개통된 조치원역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충북의 전통적 중심지

였던 충주보다 접근성이 좋아졌음. 읍성 북쪽의 철도역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확장되었고, 읍성 동

쪽(문화동, 서운동) 일대는 주거지로 확장되었으며, 도청사 이전을 위한 간선도로가 개설되었음. 

○   1922년 청주면의 행정구역이 확장되었으며, 하천정비가 추진되면서 무심천 및 미호천 개수가 

추진되었으며, 상하수도 정비도 진행되었음. 이를 토대로 상업지구(중앙동 철도역 앞), 공업지

구(철도역 뒤, 현 수동), 소공업 및 가내공업지구(중앙동 일대), 창고 및 운송업 지구(철도역 부

지), 주택지구(동문 밖)등 8개 지구로 설정하여 개발하였음.

출처 : 양승필·이강업, 2011

[그림 4-13] 1914년 청주의 도시공간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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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대 들어서는 부 승격을 위해 인구 수용 및 구역 확장이 계속 이루어졌음. 1931년 읍으

로 승격되면서 북동쪽으로는 우암산, 남서쪽으로는 무심천을 사이에 두고 읍성을 중심으로 남

북의 축을 중심으로 도심 확장이 되었음. 1932년 시가지 확장구역인 석교정에 제방 신설로 매

립지가 형성되었음. 매립지는 일본인이 장악하고 문화, 금융, 교육, 생산 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전형적인 식민지 도시를 형성하게 됨. 청주의 도심지가 성곽을 중심으로 남문과 북문을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면 1937년에는 동문 밖으로의 도심지 확장이 이루어졌음. 도청이전과 함께 도청 

앞에는 관공서와 관사가 들어섰고, 서운동 지역으로도 관사와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시가지의 

형태를 갖추었음.

출처 : 김태영, 2009

[그림 4-14] 1930년대 청주 도시공간구조

○   1931년, 1935년, 1937년에 걸친 행정구역의 확장으로 통해 청주읍은 동서방향으로는 공공청

사가 입지 하면서 동문 밖으로 확장되었고, 남북방향으로는 철도 건널목을 두고 읍성 내 은행, 

상업시설이 들어섰고 북문은 소공업 지역으로 구분되었으며, 무심천 제방 축조를 통하여 기존

의 남문 밖 주거지가 석교동으로 확장되었음(김태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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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선 철도 부설은 식민지 통치 강화와 일본인 편의를 위해 부설되었지만 1920년대 이후 청주 

도시 발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음. 1921년 11월 청주-조치원 간 철도가 개통되고, 

1923년 증평, 1928년 충주까지 연결되면서 정치·경제·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음.

-  일본인을 위한 철도부설 계획은 조선인 빈민계층의 고용기회 증가와 함께 일본인들의 청주 유

입을 증가시키면서 앞서 언급한 주거지 부족 현상의 해결을 위해 북쪽으로 확장되었으나, 기

존 시가지는 유지하면서 도심 경계가 확장되는 변화를 맞이하였음(김대중·조재모, 2017). 

-  충북선 청주역은 많은 양의 여객 수송과 화물 발착이 이뤄졌음. 가장 많이 취급된 화물이었

던 미곡은 충북선을 통해 반출되어 인천이나 부산으로 이동해 일본으로 수출되었음. 

○   청주의 도시발전은 상대적으로 충주의 쇠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 1896년 이후 충청북도

의 수부(首部)였던 충주는 지방 토착세력의 반발과 의병활동으로 당시 충주에 거주하던 일본인

의 사회활동 및 식민통치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게다가 1905년 경부선 부설 이후 기존 내륙

수운 교통이 침체되면서 수부로서의 위상까지 흔들렸음. 반면 청주는 경기도에 버금가는 풍부

한 물산을 가지고 있었음. 보리·대두와 같은 농산물, 금·사금이 풍부하였으며, 잠업이 크게 발

달한 지역이었음. 특히 충주에 비해 경부선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음. 

○   결국 충주에 있던 일본인이 청주로 이주하면서 일본인 유입이 증가하였고, 일본인 사회의 안정 

및 식민통치를 위해 1908년 관찰부가 청주로 이전되면서 충주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됨.

② 충주

○   조선 때까지 한양과 영남지방 간의 통로였던 충주는 동래와 거제에서 시작되어 한양으로 연계

되는 봉수로의 중간 역할을 하는 교통·통신의 요충지였음(박종현·이채성, 2004). 1896년에는 

관찰부로 승격되어 도청소재지가 되었으나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1908년 관찰부가 청주

로 이전하고 충주는 군청 소재지가 되었고, 1931년 충주읍으로 승격되었음.

○   일제가 식민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부설한 경부선 철도는 교통·통신 경유지로써의 충주 위상

에 미치는 변화와 충격은 매우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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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륙의 수운을 중심으로 발달하던 운송체제가 경부선으로 대체되면서, 내륙의 장시와 포구를 

축으로 성장했던 전통도시의 상권은 경부선 중심으로 재편이 불가피하였음(전홍식, 2016)

○   1906년 비입지와 두입지를 대상으로 한 지방구역정리로 충주군의 13개 면이 음성군과 괴산군

에 편입되면서 행정구역이 축소됨. 

○   1908년 충청북도 관찰부를 비롯한 행정관청과 관련 시설이 청주로 이전하면서 지역중심도시로

서의 위상을 상실하였음.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발전의 기회와 가능성이 점차 상실하면서 도시

의 생활권이 충주로부터 이탈하여 지방도시로 변모해 갔음. 남한강 수운을 도시 성장 기반으로 

삼았던 충주는 경부선 부설과 함께 상권이 위축되고 지역의 중심성을 상실하면서 쇠퇴하게 된 

반면 청주는 경부선 부설과 함께 성장하였음.

출처 : 전홍식, 2016

[그림 4-15] 1930년대 충주읍 도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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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주

○   공주는 60여 년 동안 백제의 수도로써 1598년 충청감영 소재 지역뿐만 아니라 호서와 호남지역

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음(지수걸, 1996). 서울과 호남을 잇는 지리적 입지 조건과 금강을 통한 

수운교통의 이점으로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하였음. 1896년 충청도가 충청남북도로 분리되면서 

도청 소재지가 되었음(지수걸, 1996). 1914년 군면이 통폐합되어 일부 동리가 대전·연기·부여로 

편입되면서 축소되어 13개 면, 6개 정, 207개 리를 관할하게 됨(박성섭, 2019; 지수걸, 1996). 

○   일제강점 초기에는  충남도청이 입지 한 행정도시라는 이점 때문에 도시발전 속도가 빠른 편이

었음. 그러나 1900년대 초반 내륙수로의 경쟁력 약화와 철도부설 실패, 1930년대  수운 기능 

상실로 생긴 교통기능 약화로 경제적·행정적 중심지 역할이 분산됨.

-  일제에 의해 X자형의 종관 철도망(경부선과 호남선)이 대전을 중심으로 건설되었음. 경부선

과 호남선을 근간으로 주변 도시(천안, 조치원, 대전, 논산)의 상권이 커지면서 상품 집하지

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음(지수걸, 1996).

○   인구 증가 추세도 대전 등 주변 도시에 비해 둔화되었음. 1915년 6,061명이던 대전 인구는 

1930년 2만 1,696명으로 증가한 반면, 공주의 인구 규모는 도청의 이전과 함께 감소 추세를 

보였음. 1930년 말 공주읍의 인구는 13,116명, 일본인은 1,994명이었으나, 도청이 이전했던 

1932년 말 공주읍의 인구는 10,867명, 일본인은 1,341명으로 감소하였음(지수걸, 1996).

○   1918년 도청소재지로써 근대적 식민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시가지 정비 사업을 통해 기반 시

설이 구축되고 중심시가지 주변의 저습지가 매립되면서 도시구조의 변화를 가져옴(정환영·정

석호, 2012; 충남연구원, 2012). 1910년대에는 중동시장 일대 매립되고, 1930년대 후반에는 

금강과 제민천변 제방이 건설되면서 공산성 서남부 일대가 매립되어 시가지가 확대되었음.

-  북쪽 저습지와 상습 침수지가 매립되면서 제민천변 남북 도로가 금강철교로 연결되는 공주

대로와 도청 주변 동서도로가 구축되면서 시가지의 중심도로 역할을 하게 되었음.

-  남북 두 개의 간선도로가 제민천을 두고 양옆에 설치되고 교각이 생기면서 형성된 직선형 도

시 구조에 도청, 법원, 경찰서 등 행정시설이 밀집했고 전기, 상·하수도시설이 조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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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충남연구원, 2012

[그림 4-16] 일제강점기-현대의 공주

○   1931년 4월 공주면의 읍 승격과 동시 군내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여 1읍 1면 213개리로 개편 조

정 되면서, 교육·행정의 중심도시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였음(충남연구원, 2012).

-  1930년 이후 공립심상고등소학교, 공립보통학교, 사립영명여자보통학교, 공주공립고등보통

학교, 공주공립고등여학교, 사립영명학교, 사립영명여학교, 공주청년훈련소, 공주사립유치

원 등 많은 교육기관이 설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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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1932년에는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수부(首部) 도시의 기능까지 상실하면서 도

시의 성장이 정체되었음(박성섭, 2019). 당시 일제가 도청이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금강철교와 

사범학교 등 교육시설이 확충되면서 교육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하였음(정환영·정석호, 2012).

○   1905년 부설된 경부선 철도가 대전을 통과하면서 관청, 군부대, 학교 등 외부자원의 이전을 통

해 일본인 거점 도시를 구축하고 자본을 축적하는 약탈적 성격을 띠게 됨.

○   식민지 조선을 배후지로 한 새로운 식민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의도적으로 행정중심 지역이었던 

공주를 쇠퇴시켰음. 이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 간 갈등 양상(총독부-지역주민, 관료-유지 지배체

제, 농민운동)이 있었음(지수걸, 1996; 충남연구원, 2012). 

-  도청 이전과 관련한 총독부 권력과 공주지역 주민 간 기만적 지배정책에 대응한 충돌

-  조선총독부와 지역 유지(조선인, 일본인) 간의 지배체제에 대한 충돌

-  경부선 철도 부설과 함께 개발된 신도시(대전) 건설을 위한 토건 인구 유출과 일제의 미곡수

탈정책인 산미증식계획에 반발한 소작농과 자작농의 농민운동

(3) 전주

○   전주는 신라 말기부터 지방행정의 중심지였으며, 특히 후백제의 도읍지였음. 조선시대 5번째로 큰 

도시였으나 1914년 부제 개편 당시 군산·목포·마산보다 인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지역으로 

지정되어 전주군에 전주면을 설치하였음.

-  동학농민전쟁의 전략적 중심지였던 전주의 조선인 권력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전북지역의 거점

도시로 군산부 신설 및 배후도시로서 이리(익산)를 신설함. 

○   1907년 일본인의 전주 정착 목적으로 폐성령을 통해 전주부성을 허물고 전주-군산 간 도로를 개

설하여 일본인이 빠르게 중심에 편입될 수 있게 하였음(양미경, 2013). 폐성령은 식민 기지로서

의 일본인 거류지 확보를 통한 거주 도시 형성의 시작이었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기반을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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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는 의도에 따라 이루어짐(양미경, 2013). 성곽의 철거는 기존의 한정된 도시공간이 외부로 

되었으며, 시구개정사업의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전라감영, 전주부영 등의 기존 관아 건물을 함께 

철거하였음(양미경, 2013). 성곽과 함께 관아의 철거로 남겨진 공간은 일본인들이 너무나 손쉽게 

정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음. 

○   조선총독부는 시구개정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과정에서 특별세를 제정하여 조선인에게 부담

하도록 하였음(김현숙, 2004). 특별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성내 조선인들에게 일본인은 토지를 

값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전주 중심지에 진입할 수 있었음.

출처 : 동아일보, 1930. 11. 11.

[그림 4-17] 완산정과 대정통 차별 대우 심화

○   일본인의 토지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중심부 토지를 반강제적으로 빼앗긴 조선인 지주들은 몰락

하였음(김현숙, 2004; 박선희, 2007). 대정통(정)은 일본인 거주지로 형성되고, 조선인은 완산

정에 거주지를 형성하게 되면서 민족별 거주지 분리가 뚜렷해짐(박선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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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박선희, 2003

[그림 4-18] 1939년 전주 도심지 조선인·일본인 거주지 분포

○   근대 식민지 도시로의 이행과정에서 전주 성곽의 해체는 일본인이 도심부로 접근할 수 있는 도

시점령 수단이 되면서 도시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음(양미경, 2003; 박선희, 2007). 즉 

전통적 도시공간을 붕괴시켜, 일본인 거류지를 확보하려는 의도였음.

-  성곽 해체 후 일본인이 장악한 전주우편국-서문-풍남문을 잇는 대정통과 본정통은 시구개수

사업을 통해 일본인 중심 시가지로 형성되었음. 대정통과 본정통을 중심으로 은행·금융조합 

등의 금융기관과 상점, 상설시장이 형성되면서 식민지 도시로 발전하였음.

○   전주의 인구는 1919년 13,857명에서 전주읍으로 승격한 1931년 38,410명으로 약 2만 5천 명 증

가하였음. 전주부로 승격한 1935년에는 40,593명으로 증가했으며, 일본인 인구는 약 14% 수준

을 유지했음. 전주 인구의 증가 경향은 1920년 말까지는 성곽 해체를 통한 식민지 도시형성과정

에서 일본인 유입률이 높았으나, 1930년 이후부터는 일본인 인구의 유입보다는 조선인 인구의 

절대적인 증가가 주된 원인임(소순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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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전주의 인구 변화

연도 1919년 1920년 1925년 1931년 1935년 1939년

총인구 13,857 15,937 20,977 38,410 40,593 44,546

일본인 인구 3,232 2,804 3,496 5,440 5,841 5,933

일본인 비율(%) 23.3% 17.6% 16.7% 14.1% 14.4% 13.3%

자료: 국역 전주부사, 2009; 소순열 2013 재인용.

○   1930년 완주군 제1차 행정구역 확장으로 9개 리가 편입되었음. 1931년 전주읍으로 승격하면서 

확장이 되었음. 1935년 완산군과 분리되어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되면서 전주군과 분리되었고, 

전주군은 완주군으로 개칭되었음. 이후 전략적 군사적 목적에 따라 통신망, 도로(전주-군산), 철

도(전라선) 설치하였음.

○   전주-군산 간 도로 개설은 근대적 교통로를 확보하여 물자 수송의 효율화를 추구했음. 군산에

서 전주를 축으로 하여 만경강 상류와 지류를 중심으로 비옥한 호남평야 일대 토지를 점유한 일

본인 소유 농장에서 생산된 미곡을 이송하는 유통로가 되었음. 도로 부설 이면에는 전통적으로 

성장한 강격의 조선 상인을 위축시키고 군산의 일본 상인의 호남의 상품 유통을 장악하도록 하

는 결과를 가져왔음(박선희, 2007). 

○   도로와 함께 호남지역의 물자 운송에 영향을 준 것은 호남선(이리-김제-정읍)과 전라선(이리-남

원) 철도였음. 1914년 전주 유지들에 의해 건설된 사설 철도인 전주-이리 간 철도는 전라선의 기

초가 되었음(박선희, 2007). 전주의 조선인들이 독자적으로 자본을 모아 전북경편철도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근대 교통을 건설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1927년 조선총독부가 철도를 인수하면서 

침체된 전주의 상권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조선인의 노력은 좌절되었음.

○   전주가 전라지역 상품 유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상실한 반면 군산은 철도망과 도로망을 바탕

으로 식민지 도시로 급성장하였고, 이와 함께 호남평야의 농토를 바탕으로 이리(익산)와 신태인

도 급성장하였음.

○   일제는 전북지역 중심지역을 군산부로 하고 배후도시로 이리를 만들어 전주는 정체상태로 머물

게 하는 전략을 취함. 동학농민전쟁 전략적 중심지로 주목하고 있던 지역으로써 선 억압 후 개

발 정책을 통해 전통적 기반을 무너뜨린 일제의 전통도시 변형과정이 드러나는 대표적 지역임.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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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억압 : 중심지역(군산)을 옮기고 배후도시(이리)를 만들어 지역 발전을 정체시킴

-  후 개발 : 전주역(現 전주시청) 주변 일본인 중심 신시가지 형성 및 상공업 활성화 노동집약적 

공업(방적, 식료품, 생사, 인쇄 공업) 발달-식민지형 산업구조

(4) 광주

○   1896년 나주에서 의병 봉기로 인한 군수 살해사건이 배경이 되어 전라도 관찰도가 나주에서 광주

로 이전(7월)하고 전남·전북으로 분할(8월)됨. 1911년 전남도청 소재지 이전 검토 당시 목포로 이

전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나 광주로 최종 결정되고 이어 읍성 철거로 인한 도시 확장, 호남선 철도 

개통 등으로 일본인 이주가 급증했고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게 됨(윤현석, 2016). 

○   전남의 식민지 도시화를 이끈 지역은 목포와 광주임. 목포는 개항장으로써 수탈 도시로 성장, 

광주는 도청소재지로써 행정중심도시로 성장하였는데, 통감부 시기 목포에 이사청이, 광주에는 

지청이 들어섰음. 병합 후 목포는 무안군에서 독립하여 부가 되었고, 광주는 지정면(1917년)에

서 읍(1931년), 부(1935년)로 성장하였음. 일제의 수탈을 위한 식민지 통치 정책과 직접적 관

련이 있는 목포가 우선순위에 있었고 광주는 부수적인 측면이 강했음(윤현석, 2016).

○   1913년 호남선 개통 및 송정리역 부설, 1922년 광주역 부설 및 전남선(송정리-광주-담양) 개통으

로 광주는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로의 행정 중심지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통 요지가 되었음. 

-  사설 철도 부설 움직임도 활발해서 광주-광주 송정-담양을 잇는 철도는 남조선철도주식회사에 

의해 사설 철도로 운영되다가 1927년에 총독부에 의해 국유화됨. 

○   1920년대까지 광주는 전남지역에서 목포의 위상에 가려져 있었으나,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

성과 목포 사이에 자리잡은 중개기지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급성장하였음(윤현석, 2016). 목

포가 전남 주요 항구였지만 확장 가능성이 약해진 반면, 광주는 행정중심지이면서 호남선 개통으

로 송정리역, 광주역, 남광주역 등이 부설되어 교통 및 상업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임.

○   일본이 도심의 근대화를 이유로 시행한 폐성령은 광주에서도 있었음. 1909년부터 본격화된 광주

읍성의 해체와 함께 시행된 시구개정사업은 기존의 전통적 공간 구획인 읍성 안과 밖을 해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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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장로 및 금남로를 건설함으로써, 행정시설, 조선인 거주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도시 구조의 

기본 틀이 되었음. 읍성의 벽을 철거함으로써 기존의 읍성 내 도로를 확장하여 충장로를 축으로 

도심을 관통하여 목포항까지 이어지는 격자형 도로망 구조를 건설하였으며, 객사-북문의 본정통

(충장로 2가·3가)은 일본인 중심의 시가지로 형성되었음.

○   읍성의 해체는 단순히 물리적 성곽 철거 수준을 넘어서서 성곽 외부로의 도시화 진행과 동시에 조

선인이 가지고 있던 물리적 경계를 일본인이 침범하도록 하였음(윤현석, 2016). 광주읍성 내부로 

유입된 일본인들은 주요 토지를 점유하게 되면서 일본인이 광주읍성 지역을 차지하고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조선인은 고유의 터전을 상실하게 하고 외곽으로 

내몰리게 하였음.

출처 : 광주광역시

[그림 4-19] 1939년 광주시가지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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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읍성 공간에 대한 일본인 생활 공간화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공간적 구분을 가져왔음. 일본

인 거주지역인 읍성 내부 충장로 1-3가 지역은 도시화된 공간으로 변모하였으나, 조선인 거주

지역인 읍성 외부 충장로 4·5가는 점점 낙후되어 갔음. 1930년에 충장로 1가·2가의 한국인 토

지소유는 없었으며, 충장로 3가도 2.8%에 불과하였음(김대중·조재모, 2017). 중심지에서 멀어

지는 충장로 4가·5가의 토지 소유는 증가했지만, 이마저도 낮은 수준이었음.

○   교통의 발달과 도청소재지로의 변화는 광주로의 인구 유입을 촉발함. 광주의 인구는 매년 증가

하여 1920년 10,575명에서 1930년 32,54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음. 일본인 인구의 증가

현상은 1914년-1920년, 1925년에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는데, 성곽 해체로 인한 일본인 유입

과 철도 개통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4-17] 광주의 인구 변화

연도 1907년 1914년 1920년 1925년 1930년 1935년 1940년

총인구 5,432 10,655 10,575 12,667 32,547 53,705 60,463

일본인 인구 387 2,738 2,739 4,024 6,199 8,017 7,878

일본인 비율(%) 7.1% 25.7% 25.9% 31.8% 19.0% 14.9% 13.1%

자료: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김대중·조재모, 2017

○   광주가 전라도 지역의 정치·행정의 중심지가 된 것은 근대적 육상 교통망인 철도와 신작로가 광

주를 경유하면서 교통 중심지의 위상이 강화되었기 때문임(김재중, 조재모, 2017). 도시의 구조

는 철로와 읍성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확장되어 갔으며, 도심지 도로망은 충장로와 금

남로, 구성로와 독립로의 직각 방향으로 확장되면서 도심 구조를 형성하고 이후에는 북서방향

으로 확장을 주도하였음.

○   일제가 강제병합 초기 개항장을 중심으로 이끌었던 식민지 도시화를 1930년대 이후 내륙으로

확대해 가는 식민지 통치 정책의 전형적 형태를 목포와 광주와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음. 광주

가 지정면이 되고 읍에서 부로 성장하였지만 광주의 도시개발과정은 철저히 일본인들의 삶을 

위한 것이었고, 식민지 통치력을 강화하고 경제수탈의 방편에 불과하였음. 또한 광주의 식민지

도시 성장과정은 관찰도의 이전이 초석이 되어 성곽 해체, 도로망 부설, 철도 개통에 의해 발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강제병합 초기에는 나주, 1930년대에 들어서는 목포가 쇠퇴하였음. 또

한 지역 내 전통 읍치는 일본인에 의해 점유되면서 식민지 공간적 분리가 발생하였음.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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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사도시(진해)

○   1895년 8도제 폐지 및 23부제 개편 당시 진해군은 진주부에 속했음. 당시 행정구역은 의창군

(창원시)과 마산시 진동면·진전면·진북면 일대였음. 1908년 행정구역 변경 당시 웅천군과 함께 

창원부로 통합되면서 진해라는 지명은 사라졌고 면의 명칭도 변경됨.

○   진해는 1904년 일제에 의해 군항건설이 결정되고 시가지 조성공사가 시작되면서 식민지 도시

화가 이루어진 지역임(이학수, 2012; 조홍석·구명화·김정동, 2003; 허정도, 2011). 

-  일제는 1907년부터 낮은 지가를 지불하고 일본인의 삼엄한 경비 속에 마을을 철거하기 시작

하였음. 강제병합 4개월 전인 1910년 4월 해군임시건축지부를 설치하고 군항 시설공사를 개

시함으로써 군항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하였음(이학수, 2012; 조홍석·구명화·김정동, 2003). 

-  1912년 행정편의를 위해 군항과 신도시(현동) 일대를 마산부 진해면으로 개편하면서 다시 

행정구역 명칭이 되었고, 진해라는 이름으로 발전하였음. 거제 송진포에 위치하던 일본해군 

진해방비대(1912)가 이전했고, 진해만 요새 사령부가 마산에서 진해로 이전(1914)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해를 군항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음(조홍석·구명화·김정동, 2003). 

-  1910년부터 1912년까지 해군건축부지부, 진해헌병파유소, 진해방비대 등 군사시설과 함께 

현동우편소, 진해경찰서, 진해우편국, 마산부청 진해출장소 등의 공공시설이 들어섰고, 덕산

어류공판장, 덕산철관시험소, 해수산조합, 수산시장 등의 상업관련 시설과 진해학교조합, 일

본인소학교, 전염병사 등 교육 및 의료시설이 들어섰음(허정도, 2011).

-  신도시 연결을 위한 안민고개 도로와 진해-부산 간 도로가 1912년과 1914년에 개통하였으

며, 1916년에는 일본 해군사령부 격인 진해요항부를 설치했음.

○   1914년 3월 창원군 진해면 개편과 동시에 지정면이 되었고, 1931년 4월 1일 읍으로 승격되었

는데, 진해면의 명칭은 일제가 마산 진전면에 있던 진해현의 지명을 가져와 진해면으로 개명한 

것으로 전해짐(허정도, 2011). 일제는 러일전쟁 준비시기부터 거제군, 웅천군, 고성군을 포함한 

광범위한 해역을 진해만이라 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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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의 군항 신도시 건설 예정 지역은 행정구역과 명칭의 변화가 있었으나 진해시 전역과 거제

도 장목면과 하청면의 일대에 걸쳐있었음(이학수, 2012). 이후 신도시 개발과 함께 두 개의 면

에 중심부에 있던 지역의 동명을 사용하여 현동(縣洞)으로 칭하였음. 

○   일제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 등장한 진해의 군항과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조선인 거주자들은 외

곽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당했음. 1910년 1월 진해군항시설지 답사보고서는 위생상의 문제로 

조선인의 거주지는 일본인과 구별해야 하며, 격리시킬 위치를 신시가지 동쪽의 덕산 방면으로 

지정하였음(허정도, 2011). 

-  서부지역의 현동, 도만리, 도천리, 여명리, 중평리, 좌천리, 신좌천리, 안곡리, 속천리 등 9개 

마을과 동부지역의 하구·중동 등 2개 마을이 철거되었으며, 당시 가구 수는 390호, 쫓겨나

야 했던 사람은 2천여 명이었음. 

○   한국인 이주지역은 신시가지와 덕산 사이의 한일거리(경화동)로 결정되었는데, 시가지로부터 떨

어진 지점에 조선인 거주지를 조성하면 노동력 수급에 불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박종민·양

승정·이현희, 2014; 허정도, 2011). 한일거리는 신도시 동쪽 약 2.5킬로 떨어진 벌판에 가구당 

45평 정도로 구획된 택지를 할당하고 이주하게 하였음.

○   일본인 수만 보면 진해는 경성, 부산, 인천, 평양, 원산 다음이었으며, 전체 인구의 74%를 일본

인이 차지하면서 일본인 중심의 식민지 도시가 되었음. 군항 건설이 시작된 1910년 말 진해의 

일본인은 35명에 불과했으나,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일본인의 수는 급증하여 1912년 말 일본인

은 5,616명이었던 반면, 조선인은 1,998명에 불과했음(허정도, 2011).

○   신도시 설계과정에서 일제는 분지에 시가지의 중심을 남북으로 배열하고 도로 축에 맞추어 남

원·중원·북원의 3개 광장을 두었음. 북원광장에는 관아, 중원광장에는 은행 등 상업시설, 중원

광장은 이를 연결하는 동서남북 교차로와 사선으로 교차하는 도로까지 두어 도시의 중심으로 

삼았음. 이를 두고 손정목은 일본군함기(욱일승천기)를 상징함을 주장하였음(허정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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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허정도, 2011

[그림 4-20] 1910년 진해시가지계획도

○   일본이 사용한 진해만은 이 해역이 러시아 함대를 격멸시킬 수 있는 해군 근거지라는 의미에서 

바다를 제압한다는 뜻으로 지명을 사용했다는 견해가 있으며, 일본 군부가 명명한 진해라는 지

명을 그대로 사용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함(황정덕, 1999; 허정도, 2011 재인용). 

○   진해는 다른 식민지 도시처럼 기존 시가지에 일본인이 거주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필요

에 따라 군항과 배후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출발한 도시임. 이 과정에서 일제는 법과 절차에 개의

치 않고 조선인 터전을 강제 수용하였음. 진해 군항과 신도시 건설은 일제의 강제 수탈이 철저

히 관철된 전형적인 식민지 정책사업이었음(허정도, 2011). 

○   진해의 신도시는 기존의 전통도시와 차별되는 특징이 있음. 

-  전통도시가 동적 생활양식의 누적 과정을 거쳐 성장한 반면, 진해의 신도시는 조선총독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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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미리 계획된 형태에 따라 규칙적이고 정적인 형태를 띠면서 전통도시와 신도시 간의 이

중성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도시가 되었음. 

-  또한 대다수의 식민지 도시가 조선인이 거주하지 않던 새로운 지역을 신도시로 조성하였는

데, 진해는 일제가 군사적 필요에 의해 군항과 배후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조선인 거주지역을 

강제로 수탈하고 그곳에 식민지 도시를 건설한 식민지 지배자의 도시가 되었음.

6) 철도 신설 지역

○   한국의 철도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하여 건설된 측면도 있지만 일제의 식민지 지배

와 대륙침략정책 실현이 주목적이었음(국토교통부 외, 2019; 이용상, 2008; 정재정 1992).

-  식민지 철도 부설을 통해 만주·러시아 등 대륙 진출을 위한 병참기지로 활용하였음. 

-  일본 생산 공산품에 대한 판매 시장화와 과잉 농업인구의 이주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한국

에서 생산된 광물, 산림자원, 식량자원 등의 원료 공출 수단으로 활용하였음.

○   이러한 철도 부설 과정 속에서 침략자와 피 침략자 사이의 갈등이 드러남.

-  침략과 저항, 지배와 타협, 발전과 수탈, 억압과 성장

[표 4-18] 철도부설에 대한 상반된 견해

- 철도부설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적 수탈 과정
  (억압, 수탈)
- 철도건설 세력에 대한 저항
- 한국인 입장 배제

≠

- 식민지 경영론(성장)
- 국가기반시설 조성(발전)
- 제국주의 국가 간 이권 다툼(침략)
- 저항 세력에 대한 보상(타협)

○   일제의 철도부설은 1899년 5월 17일 서대문-청량리 간 전차와 1899년 9월 18일 노량진-인천 

간 경인선 개통과 함께 시작됨. 이후 경부선(1905), 경의선(1906), 경원선(1914), 호남선

(1914) 개통으로 X자형의 종단 철도망이 완성됨(국토교통부 외, 2019; 정재정,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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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선·경의선을 통해 러일전쟁 승리 후 본격적으로 한국의 개항장과 주요 도시, 간선도로를 연

결하는 철도망 구축을 추진함. 1926년부터 5대 간선철도(경부선, 경의선, 호남선, 경원선, 함

경선)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고, 1927년 ‘조선철도 12년 계획(1927-1938)’을 수립하고 경전선, 

동해선, 만포선, 도문선, 혜산선 등 사설 철도 부설을 추진 및 개통됨. 1945년 8월까지 남·북한

에 부설된 철도망은 6,419㎞ 였음(정재정, 1992).

○   철도의 개통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인구증가와 도시발전, 산업과 문화 등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이용상, 2008; 정재정, 2005).

[표 4-19] 철도부설의 사회적 영향력

철도부설의 사회적 영향력

인구변화
도시발전

- 철도역 중심으로 도심지 재편
- 상업도시의 팽창

→

- 새로운 도시의 출현
- 대도시의 인구이동
- 철도로 연결되는 지역의 발전
- 철도의 개통으로 인한 도시의 발전과 쇠퇴 (행정구역 개편)

○   일제강점기 철도 부설은 남북 종단형과 항만 기점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철도 중

심 도시가 출현하였음(정재정, 1992). 

-  일본-한국-만주를 최단 시간·거리 밀착을 위해 남북 종관의 방향을 채택함(남북 종단형).

-  항구를 기점으로 하여 곡창지대,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관통하도록 설정함(항만 기점형).

○   경부선 철도 부설로 일본이 러일전쟁을 승리하면서 제국주의 국가로 변신해 갔던 반면, 대한 제

국은 식민지로 기울어져 갔음(정재정, 2005). 노선을 최단거리·최소 구배로 하여 경제적 이점

을 중시하면서 군사적 요구를 반영했으며, 건설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을 동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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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재정, 2005                                                             출처 : 정재정, 2005

                         [그림 4-21] 1945년 철도노선도                                              [그림 4-22] 경부선 노선 선정과정

(1) 수원

○   수원도호부, 유수부로 유지되던 수원은 1895년 8도제 폐지 및 23부제 개편 당시 전통적인 유

수부에서 인천부 관할하의 일개 군(수원군)으로 격하되었음. 1896년 13도제 실시와 함께 경기

도의 수부로 지정되어 도청소재지가 됨으로써 지위를 회복하였으나, 1910년 한성부를 경성부

로 개칭하고 경기도 관할로 두면서 도청을 경성으로 이전함.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당시 남쪽

은 진위군으로 편입되었고, 남양군, 안산군, 광주군 일부가 수원군으로 편입되면서 수원면이 지

정면이 되었음.(현재의 의왕시와 안산시 서남부 편입). 

○   일제강점기 수원의 도시화 과정에서는 서울(수도)과 인천(개항장)에 근접한 읍치로써 경부선·수

인선 등 철도 교통의 요지이자, 농업생산의 모범지역이며, 관광자원이 있는 역사도시라는 특징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김백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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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이 식민지 도시로 발전하는데 경부선 철도건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김백영, 2012). 

-  경부선 철도 수원 구간은 안양 명학동-진위 간의 약 35㎞였는데 당초 팔달산을 가로지르는 

구간으로 계획되었다가 조선인의 반대 시위로 약 1.6㎞ 우회하여 건설되었음.

-  경부선 부설과 함께 수원역 주변으로 중심축이 되는 주요 도로의 부설은 수원이 식민지 도시

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출처 : 안국진, 2018

[그림 4-23] 1914년 수원군·수원면의 위치

○   식민지 도시화 과정에서 경성, 대구, 평양, 전주, 진주 등 전통도시들은 성곽이 철거됨으로써 기

존 도시 공간의 재편이 있었던 반면, 수원은 수원성이 보존된 상태에서 성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짐. 수원성 팔달문 주변의 기존 시가지와 함께 수원역 주변 새로운 시가지가 주요 상업지

역이 되었음.

○   수원면의 인구는 강제병합 이후 서서히 증가하였음. 1910년 중반 1만여 명에 이르며 다소 안정

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1931년 행정구역 확장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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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 인구 유입은 1905년 개통된 경부선 수원역 일대에 일본인 이주가 시작되어 1910년 

수원에는 1,247명의 일본인이 거주했으며, 1925년에는 전체 인구의 12%인 1,285명이 수

원면에 거주하였음. 

-  이후 1930년과 1935년에도 각각 1,585명과 1,655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음. 1940년에는 수

원읍 전체 인구 27,547명 중 8.8%에 해당하는 2,431명이 거주하였으며(홍금수, 2018), 해

방 직전인 1944년에는 증가하여 3,091명이 거주하였음(김백영, 2012).

[표 4-20] 수원면의 인구 변화

연도 1910년 1915년 1925년 1930년 1940년 1944년

총인구 6,791 10,714 10,374 13,182 27,547 26,429

일본인 인구 1,247 719 1,265 1,583 2,431 3,091

일본인 비율(%) 18.4 6.7 12.2 12.0 8.8 11.7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김백영, 2012; 홍금수, 2018

○   1930년대 일본인 인구 증가는 교통 발달에 의한 공업 도시화와 관련이 있음. 

-  철도는 1931년 12월 수원-여주 수여선, 1937년 8월 수원-인천의 수인선이 개통되었음. 

-  또한 1930년 수원-인천 간 승합자동차가 개통되고, 1931년 경성-수원 간 버스노선이 개통

되는 등 수도와 개항장을 잇는 육상교통망이 함께 발전하였음. 

출처 : 동아일보, 1930. 9. 15.                                             출처 : 동아일보, 1931. 2. 19.

                [그림 4-24] 수원-인천 간 승합자동차 개통                                      [그림 4-25] 수원-경성 간 버스 노선 개통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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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및 도로 발달은 행정구역의 변화와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 

-  1931년 수원읍으로 승격되고, 1936년 기존의 6개 리(里)에서 12개 정(町)으로 확장되면서

(김백영, 2012; 안국진, 2018; 홍금수, 2018), 수원군의 일형면, 태장면, 안용면의 각 리 일

부가 수원읍으로 편입되었음(국가기록원, 2006).

-  수원읍 면적은 8배 이상 확장되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도 193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여 1940년에는 3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음.

출처 : 동아일보, 1936. 7. 29.

[그림 4-26] 1936년 수원면 행정구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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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대 수원의 도시화 과정은 권업 모범장의 잠업 연구와 기술 배양 및 인력양성, 철도 부설

로 인한 운송수단 구비로 인한 직물업 성장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음(김백영, 2012; 안국진, 

2018). 직물업의 발달은 농업도시를 공업도시로 변모시켰고, 이러한 변화는 팔달문 밖에서 수

원역에 이르는 중심지의 성장을 견인하였음(김백영, 2012). 

-  권업 모범장의 잠업기술 연구와 종자 배급은 직물업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여 1909년 보시

동 염직공장을 시작으로 1930년대 수원의 직물업체는 13개로 증가함(안국진, 2018).

○   수원의 도시공간은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일제가 계획도시로 건설한 정조대 주변지역에 도심이 

형성되었으나, 경부선 개통과 함께 권업 모범장과 농림학교 등 주요 시설이 수원역 앞에 건립되

면서 수원역-남문 앞에 이르는 신시가지로 재편되었음(김백영, 2012; 안국진, 2018). 

○   수원의 식민지 도시화는 직물업 발달에 따른 공업화와 철도역을 중심으로 신시가지가 형성되는 

공간적 재편 과정에 의한 것으로써 도시 내 이중성이 확인됨. 한편, 일제는 수원을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화성을 훼철하지 않고 보존하였다는 점에서 식민지 도시화를 위해 성곽을 

훼철한 다른 식민지 도시와 차별됨.

(2) 평택

○   1895년 공주부에 진위군과 평택군으로 편제되어 있던 평택은 1897년 공주부가 폐지되면서 진

위군은 경기도, 평택군은 충청남도에 예속됨(허영란, 1997). 

○   충청지역과 경기지역의 경계에 위치하며, 충청·삼남대로가 지나는 지리적 위치에 있음. 군문포

는 경부선 부설 이전과 심지어 경부선 부설 이후에도 일정기간 경기남부 및 충남 내륙지방의 상

품 교환을 매개하는 중계지로서 기능하였음(허영란, 1997). 또한 철도를 통한 상품의 유통구조

가 확립되면서 평택은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출하고 반입된 상품을 주변 지역에 공

급하는 상업 중계지로 자리 잡게 되었음.

○   평택의 행정구역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진위군이라는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되었음(평

택문화원, 2015). 충청남도 평택군과 경기도 수원군 일부를 경기도 진위군에 통합하면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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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탄면·송탄면·고덕면·병남면·청북면·포승면·현덕면·오성면·부용면·서면 등 11개면으로 

편제함. 한편 진위군의 군청 소재지를 병파면, 성남면, 여방면의 일부가 통폐합되면서 지명 일

부를 결합한 병남면으로 정했음(김인호, 2016).

-  당시 평택의 50%가 넘는 면이 통폐합되었으며, 마을의 역사성이 반영된 평·성·원·대·포·촌·

곡·미·교·장과 같은 단어가 들어간 전통적 마을 명칭이 사라졌음(평택문화원, 2015).

○   평택리가 전형적인 식민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경부선 부설과 함께 일본인 인구 유입

이 증가하면서부터임(김인호, 2016).

-  경부선 개통 이전에는 병남면 일대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은 평야였으나, 경부선 노선이 확정

되면서 구 평택(군문포, 객사리) 대신에 평택역이 설치된 신 평택(병남면 평택리)이 교통 요

지·경제중심지로 부상하였음(김인호, 2016; 허영란, 1997). 

-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은 도심지 재편을 반영하여 군청사와 면사무소가 이전 설치되었음. 이

후 평택역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에는 군청, 경찰서, 우편소, 학교 조합, 조선 상업은행, 미두

검사소 등 통치기구와 상업시설이 소재하게 되었음.

-  평택역 주변의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평택리 일대의 신평택이 전형적인 신시가지로 형성됨

에 따라, 1926년 병남면을 평택면으로 개칭하고, 1939년 평택읍으로 승격됨. 이로써 평택 

은 남·북·서평택 모두를 아우르는 행정 구역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평택문화원, 2015).

○   일제가 평택에 경부선 역을 설치한 것은 경제적 목적에서 임. 안성천 주변 미개간지와 궁방전, 

역둔토는 특별한 토지 보상 없이 일본인 소유가 될 수 있었음. 또한 평택평야를 배후지로 한 곡

물 산지와 교통상 편리성이 있었음(평택시사, 2014).

○   평택역은 단순히 하나의 교통시설이 아니라 평택지역의 교통·금융·상업·교육·치안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형적인 식민지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평택역 주변으

로 신시가지 조성과 함께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미개간지의 간척사업도 인구 증가를 촉

진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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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년대 식민지 도시의 일본인 유입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평택리의 경우 평택리 인구의 

40% 이상이 일본인이었을 정도로 일본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써, 

시가지 형성 배경이 일본인 집단 거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음.

[표 4-21] 병남면 평택리의 인구 변화

연도 1910년 1912년 1914년 1916년 1918년 1919년

총인구 558 669 1,089 1,817 2,535 2,744

일본인 인구 223 307 355 411 511 454

일본인 비율(%) 40% 45.9% 32.6% 22.6% 20.2% 16.5%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김인호, 2016; 허영란, 1997

○   평택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은 평택시가지 조성을 둘러싸고 대립이 있었음. 평택과 서해안 포구 

연계를 위해 평택역 서쪽에 시가지를 조성하자는 의견과 철도교통과 안성평야에 생산된 농산물 

반출을 위해 동쪽에 시가지를 조성하자는 의견 대립이 있었음(허영란, 1997). 최종적으로 서쪽

에 시가지가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인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   철도 개통과 함께 상품 유통구조를 평택리를 중심으로 재편성하기 위해 도로를 개설하였음. 1911

년 죽산-안성-평택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이어서 죽산-장호원 도로를 개설하여 장호원-

안성-평택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하였음(허영란, 1997).

○   평택역이 부설되면서 경기 남부의 중심 시장이였던 안성이나 과거 충청감영이 있던 공주 지역의 

입지가 좁아지게 됨. 평택역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구조가 안정화되면서 서울, 부산 등지로 향하

는 물자가 안성을 거치지 않게 되면서 안성시장의 집산 기능은 약화되었으며, 안성시장은 주변 

배후지에 대한 지역 내 시장으로 한정되어갔음. 이후에도 간선도로망에서도 소외되면서 지방간 

중계 상업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음(허영란, 1997).

○   평택의 식민지 도시 성장과정은 기존의 상업도시였던 안성을 쇠퇴시켰고, 도시 내에서도 기존

의 상업지역(군문포)과 군청 소재지(현내면)에서 평택역(병남면)을 중심으로 한 신시가지로 도

심이 이동하는 이중 공간을 형성하였음.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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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전

○   조선시대 회덕현과 진잠현, 공주목 일부로 이루어졌던 농업 중심지역으로써 일제강점기 교통체

계, 지명 등의 공간상 변화를 통해 현재의 대전시 근간이 되는 행정구역을 갖추게 되었음.

○   1906년 회덕군은 지방행정구역정리로 공주군에 속해 있던 구즉면·탄동면·천내면·유등천면·산

내면 등 5개 면과 청주군의 월경지인 주안면, 문의군의 월경지인 평촌 등 6개 면을 통합하여 행

정구역을 확장시키면서 식민지 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음(전홍식, 2018). 1910년 회

덕군청을 한밭(대전 원동)으로 이전하면서 호남선 철도공사를 시작, 1913년에 완공되면서 대

전 지역은 식민지 도시로 성장하게 됨.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는 회덕군, 진잠군 전 지역과 

공주군의 일부 지역을 합쳐 대전군이 신설되고, 종래의 회덕군 지역에 대전면이 신설됨. 1931

년에는 대전면이 대전읍으로 승격, 1932년에는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이전해오면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됨. 1935년에는 대전읍에서 대전부로 승격되고 1937년에는 조선총독부의 대전시

가지 계획을 토대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짐.

○   대전의 도시성장은 경부선 대전역 부설과 함께 전통적 중심지가 아니었던 대전천 일대(대전

역 중심)를 출발로 하여 전통 중심지를 포섭해나가는 형태를 보임(권선정, 2011). 기존의 행정

중심지 기능을 수행했던 읍치를 중심으로 도시화되어 점차 주변으로 성장세가 확대된 것이 아

니라, 중심지가 아니었던 지역을 시작으로 기존의 읍치 지역과 주변으로 도시화가 확대되었음.

-  대전의 조선시대 행정구역은 동쪽의 회덕현과 서쪽의 진잠현, 그리고 그사이 공주목이 있는

데, 회덕현 읍치였던 읍내동(대덕구)과 진잠현 읍치였던 원내동(유성구)이 양대 중심축을 형

성하고 전통도시로써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였음(권선정, 2011). 

-  경부선 부설과 함께 대전천 주변 지역을 모태로 대전이 등장한 이후, 대전역-대전천-충남도

청-유등천으로 이어지는 행정구역의 경계가 설정되고 대전역과 충남도청 사이의 지역을 중

심으로 도심이 형성되고 확장되었음.

-  이 과정에서 1912년 대전교 가설(1912) 및 대전역-공주(도청 소재지) 공주가도(이등 도로) 

부설, 1916년 대전천 호안공사 및 대동천 개수, 1920년 대전역 지하도 준공, 1927년 소제

호 매립 및 대동천·판암천 수로 변경 등 대전 치수공사 등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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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권선정, 2016.

[그림 4-27] 1910년과 1928년 대전역 주변 도심

○   대전의 도심지 입지 결정은 기존의 전통 취락과 달리 일제 주도하에 자연조건을 인위적으로 변

경시키고 여러 하부시설을 계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등 의도적인 도시 공간을 형성했음.

-  1931년 대전면이 대전읍으로 승격하면서 행정구역은 대전천 부근 동쪽과 서쪽 지역이 포함

된 12개 동리로 확대되고 일본식 지명이 확대되어갔는데, 기존의 대전면이 대전역 앞을 중

심으로 하여 남북방향으로 길게 늘어선 방향이었다면, 대전읍은 동서방향으로 도시가 확대

되어 대전천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확대되어 갔음. 

-  그러나 대전역, 조선식산은행 지점, 동양척식주식회사 지점, 대전 우체국 등 관공서 및 주요 

상업건물이 밀집해 있는 대전천 동쪽 지역이 중심지 역할을 하였음.

○   1932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도시성장이 이루어졌으며, 1935년 대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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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승격하며 근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원도심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흡수하는 

근대적 도시 공간 분화가 이루어졌음(권선정, 2011).

-  행정구역은 기존 대전읍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과 새롭게 편입된 대전천 동편의 11개 동

리를 주변부로 하였는데, 동쪽 경계였던 대동천과 서쪽 경계였던 보문산-수도산-어병산-용

두봉으로 이어지는 산·하천 등 자연적 경계를 넘어서는 지역까지 포함되었음. 

-  대전역 중심 도심지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대전역과 충남도청 사이 도심의 중심성은 강해

지고 도로망체계가 갖추어지게 되면서 행정기능 중심지 영역이 확대되었음. 

○   대전부 승격은 도시공간의 확장과 함께 행정구역 체제의 변화를 가져왔음. 

-  1914년 기존 회덕군과 진잠군, 공주군 일부를 통합하여 등장한 대전군은 대전부 승격과 함

께 사라지고(권선정, 2016), 일본인 중심 지역인 대전부와 조선인 중심의 주변 촌락 지역인 

대덕군으로 분할되었음. 대전부와 대덕군 양대 행정구역은 대전시가 주변 촌락 지역인 대덕

군을 계속해서 편입해온 과정에서 탄생하였음(권선정, 2016).

○   대전이 식민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경부선 부설에 의한 일본인 유입의 결과임. 

-  일본인 거류 시초는 경부선 부설 공사를 위해 들어온 180여 명이 노역장에 받은 월급으로 대

전역 주변(원동·인동·효동·중동·은행동·선화동)의 토지(갈대밭)를 매입하였으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착하여 상업(여관, 음식점)을 주도함(변평섭, 1972; 송규진, 2002 재인용).

[표 4-22] 대전면의 인구 변화

연도 1914년 1915년 1916년 1917년

총인구 5,055 6,041 6,821 6,956

일본인 인구 3,435 4,360 4,958 5,080

일본인 비율(%) 67.9% 72.2% 72.7% 73%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송규진, 2002 수정 인용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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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5년 1월 경부선 개통과 9월 경부선과 일본 철도가 관부연락선을 매개로 연결됨에 따라 

일본인 거주자는 급증하여 1909년 2,487명에 이르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이르러서는 조선인보다 많은 형태(일본인 비율 67.9%)를 보였음(권선정, 2011).

○   회덕군청의 대전 이전은 일본인 중심 식민지 도시 대전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손

정목, 1996; 송규진, 2002). 대전역 주변의 일본인 밀집지역이 시가지로 형성되면서 일본인들

은 회덕에 있던 군청이 멀다는 이유로 이전을 요구했고, 조선총독부는 지역 정통성이 강하고 조

선인이 다수 거주했던 회덕에서 대전으로 이전을 결정함. 

○   대전은 조선인 거주자가 수십 호에 불과한 한촌이었으나 일제의 식민지 자원 수탈 및 대륙 침략

을 목적으로 한 철도 개통으로 인해 주변 지역을 포섭해가는 과정 속에서 일제의 의해 계획되고 

성장한 전형적인 신설도시 형태 중 하나임. 철도(경부선, 호남선) 부설과 함께 교통 요충지가 되

면서 일제의 토지 지배와 산업자본 침투가 많았던 지역으로, 경부선 부설을 위해 이주해 온 일

본인들이 조성한 일본인 도시로써  인위적인 도시 조성 과정에서 공주 등 주변 지역을 쇠퇴시키

는 결과를 가져왔음.

○   대다수 도시들이 조선시대 군현 읍치를 중심으로 식민지 도시화된 반면, 대전은 전통 읍치가 

아닌 경부선 대전역이 들어선 대전천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도시화되고 성장세가 주변으로 확

대되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기존 전통 읍치를 흡수하는 형태로 성장한 도시가 되었음.

(4) 대구

○   1895년 지방관제 개혁으로 경상도가 4부로 개편될 때 대구부가 되어 23개 군을 관할하였다가 

1896년 13도로 개편하면서 경상북도 41개군 중 2등급의 군이 됨. 

○   1914년 실시된 부제에서 대구부의 행정구역은 대구면(이전의 동상면, 서상면)에 해당하는 구

역으로 급격히 축소되어 28개면 중 27개 면이 신설된 달성군의 관할로 편입되게 되었음. 그러

나 1938년 대구부의 행정구역은 다시 확장되어 이전의 11배가 넘는 면적이 편입되어 53정 28

동을 관할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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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 최초로 일본인이 거주한 것은 1893년이지만, 본격적 이주는 1903년 경부선 부설 공사

가 시작된 이후로써, 경부선 준공 후 일본인의 정착 수가 늘면서 한국인의 수도 증가하여 행정

구역 확장과 함께 증가의 폭이 컸음.

[표 4-23] 대구의 인구 변화

연도 1909년 1919년 1925년 1930년 1935년 1940년

총인구 27,529 41,413 76,534 93,319 107,414 178,923

일본인 인구 4,863 12,603 17,410 19,426 21,455 20,187

일본인 비율(%) 17.7% 30.4% 22.7% 20.8% 20% 11.3%

자료: 대구시사, 1973

○   대구는 이전까지 경상도의 거점이었으나 교통이 불편해 약령시를 제외하고는 상업적인 면에서 

주목받지 못했으나, 경부선 개통으로 서울-부산의 주요 역이 되면서 상업도시로 성장하게 된 

반면, 기존의 전통적 도시 체계를 무너뜨렸음.

-  경부선 개통시점을 전후로 유입된 일본인은 대구역 부설 예정지와 시가지 주변의 토지를 매

입하였음. 1904년 대구역이 위치한 북문지역에 경부선 부설을 위한 삼부건설사무소 설치를 

계기로 유입된 일본인들은 대구의 상권을 장악하였음. 또한 대구역이 남문 밖으로 직행하지 

않고 동쪽을 돌아 북문 밖에 설치되면서 기존 중심시가지였던 남부지역이 쇠퇴하게 된 반면, 

북부지역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중심 시가지의 변화를 가져옴. 

-  1918년 대구-경주-포항을 잇는 철도가 개통하고 1939년에는 영천-경주 철도가 확장되어 

영천이 경강선과 이어지면서 대구는 철도 교통의 요지가 되었음. 

○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상권 확대는 일제의 수탈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원재료 공급처 및 일본 상

품 판매시장이 되었음. 쌀, 생사, 사과 등 농산물이나 원재료는 반출되고 직물이 반입되었음.

○   경부선 개통 후 유입된 일본인들은 대구역과 연결되는 도로개설을 위해 대구읍성의 철거를 주

장하였음. 당시 대구읍성을 경계로 분리되어있던 조선인 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도였음

(정복임·김주야· 백영흠, 2011).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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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년  대구 거류민단을 시행하면서 읍성 북문 밖과 동문 밖의 도로 개통, 역전 도로 폭 결

정, 성벽 파괴 작업을 통한 읍성과 감영의 철거를 하게 됨(임경희, 2011). 1907년 4월 읍성 

철거 후 북성로가 건설되면서 대구우편국, 대구역, 경상북도 도청, 부립도서관, 공설시장이 

들어섰으며, 중앙통과 도청, 부청을 연결하는 도로를 중심으로는 시가지가 형성되었음.

-  1909년에는 경상감영과 대구부 관아 지역을 동서,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십자도로를 개통

함. 십자도로는 경상감영 정문과 선화당 사이를 가로질러 상정과 본정으로 향하는 동서도로, 

경상감영 관아와 대구부 관아 사이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경정과 대화정에 이르는 도로를 연

결 시켰음(임경희, 2011).

출처 : 정복임·김주야·백영흠, 2011

[그림 4-28] 1907년 대구읍성 성벽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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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읍성을 기준으로 일본인과 조선인 생활공간이 분리되었음(정복임·김주야·백영흠, 2011). 

경부선 철도 부설 당시 일본인 소유 토지가 많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북성로는 동성로, 서성

로, 남성로에 비해 일본인이 많이 거주했음. 상점 수 역시 가장 많은 곳으로 상업이 가장 활발했

으며, 일본인들은 북성로의 상권을 우선 장악하였음(정복임·김주야·백영흠, 2011). 조선인 거

주 지역은 남서부 지역과 남동부 지역에 형성되어 있었음. 특히 서문 밖 주거지역은 서문시장과 

약령시의 영향을 받아 더욱 빠르게 조선인이 밀집되었음.

출처 : 이기조, 2005

[그림 4-29] 1910년 조선인·일본인 거주지 분포

○   대구의 행정구역의 개편 과정은 일본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화의 진전과 관련이 있음. 

1905년 경부선 대구역 설치, 1906년 대구읍성 철거, 순환도로 도로 개통, 동부 지역 개발 등으

로 대구 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근대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으나 이

는 일본의 수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발된 것임.

○   대구부 행정구역에 따른 도시 공간 구조는 식민지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

나는 중심이동이 아니라 일본인의 중심지 점거 형태로 발현하였음. 경부선 부설과 성곽 해체를 

통해 기존 조선인 거주지를 약탈하여 일본인 중심 시가지를 형성하였음.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

인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대비되면서 민족 차별에 기인한 갈등을 심화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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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밀양(삼랑진)

○   삼랑진(三浪津)은 낙동강-밀양강-낙동강 하구 해수 세 갈래 물결이 일렁이는 나루라는 뜻임. 

1765년(영조 41)에 삼랑창이 설치되어 19세기 말까지 밀양, 김해 등 주변 지역의 세곡(대동미)

을 모아 경창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수행함. 삼랑진은 조선 때까지 하동면으로 불렸는데 이는 밀

양의 동편 하부에 위치해있었기 때문임.  

○   하동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김해군 일부와 양산군 일부를 병합하였고 1918년 삼랑진

면으로 개칭되었음. 삼랑진면으로 개칭된 것은 1905년 삼랑진이 설치되고 경부선과 경전선이 

분기하는 철도교통의 요지로 성장하면서 삼랑진이라는 명칭이 유명해졌기 때문임. 

○   밀양 삼랑진은 낙동강과 밀양강이 합쳐지는 곳으로 낙동강 수운의 중심지였음. 비옥한 토지가 

있었지만 홍수로 인한 농업이 어려운 미간지가 많아서 일본인들이 싼 값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

는 지역이었기 때문임. 특히 낙동강변에 방치된 개간 가능지를 일본인들이 매입 농업을 시작하

고 개발에 착수했음.

○   삼랑진을 기점으로 하는 경전선은 1927년 조선철도 12년 계획에 의해 구상되었는데 초기에 진

주-전주, 원촌-담양을 이어 전라·경상 지역의 미곡과 면화를 항구로 원활히 반출시키기 위해 

계획된 구간임. 

-  현재 경전선은 마산선과 진주선, 광주선이 통합되어 삼랑진-광주 송정역을 잇고 있음.

○   일본인의 한국 진출은 일본 정부도 적극 권장하던 것으로 거류지에서 시작된 이주는 철도 건설

로 내륙 지역까지 이어짐. 삼랑진은 일본인들에게 거류지나 일본과의 교통로가 확보되는 지역

이었기 때문에 내륙임에도 불구하고 이주가 계속됨(최원규, 2006). 

-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화물의 집산지로의 역할을 하게 되자 정착한 일본인들은 인근 강 유역

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수로를 형성하여 과수나 연초 등을 재배하는 농장을 경영하면서 일본

인 지주가 증가하고 한국인 영세농이 증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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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2년 기준 하동면 지역 한국인과 일본인의 토지소유 인구 비율은 약 80:20으로 한국인이 

많지만 토지소유 면적은 42:58로 일본인이 더 많은 토지를 보유하였음(최원규, 2006).

○   삼랑진에서도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거주지 분화가 있었음. 마산선의 낙동강역이 소재한 하동

면 삼랑리는 한국인의 생활지역이 되었고, 경부선의 삼랑진역이 소재한 하동면 송지리는 일본

인의 생활지역이었음(최원규, 2006). 삼랑리와 송지리는 매봉산을 사이에 두고 서로 접한 지역

임. 삼랑진역이 있던 송지리의 동북쪽은 구릉, 남서쪽은 낙동에 근접해있음. 

○   경부선과 마산선역 건설 초기 일본인의 이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음. 경부선 삼랑진역이 있

던 송지리의 일본인 비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유입이 많았음. 192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인

의 인구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조선인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는 1만 명에 달했음. 그러

나 여전히 일본인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경제권을 장악하고 토지를 점유하면서 일본인 주도하에 

도시 성장을 이끌어 갔음.

○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배후 도시가 없고, 낙동강 범람 등 지역적 조건 때문에 식민지 도시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노출되면서 물산을 수집·분배하는 지위에 머물게 되었음.

[표 4-24] 밀양(삼랑진)의 인구 변화

연도 인구
송지리

(삼랑진역)
삼랑리

(낙동강역)
연도 인구

송지리
(삼랑진역)

삼랑리
(낙동강역)

1912

총인구 1,159 1,535

1927

총인구 11,208 1,565

일본인 인구 581 117 일본인 인구 410 90

일본인 비율(%) 50.1% 7.6% 일본인 비율(%) 3.7% 5.8%

자료: 최원규, 2006

○   밀양(삼랑진)은 두 개의 역이 위치했던 하동면을 중심으로 소수의 일본인이 다수의 조선인에 대

한 지배적 위치를 점했던 지역임. 기존의 조선인 생활시설을 토대로 시가지를 건설하고 농지개

발정책을 통해 유입되었으며, 부산이나 마산에 거주하는 지주나 상인들이 밀양(삼랑진)을 지배

하였음.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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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산

○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논산이라는 지명은 산(山)을 뜻하였는데 1872년 제작된 은진현 지도에서

도 논산(論山)이 마을의 명칭이 아닌 산으로 표기되어 있음(박범, 2015). 군현의 명칭이 아니었

던 논산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은진군·연산군의 전부와 노성군·석성군·공주군·진잠군

의 일부가 통폐합되면서 논산군이 설치됨. 당시 15개 면, 190개 동리가 통폐합되었음. 

-  개편 당시 은진현 김포면의 강경포구와 시장이 금강 유역 곡창지대(논산평야)와 충청·전라 

내륙의 상품 유통을 담당하면서 행정구역 명칭보다 강경포가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었음(박

범, 2015). 이로 인해 1914년 신설된 군의 명칭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으나, 강경군이 아닌 

논산군으로 명칭이 결정됨(정경일, 2014). 

○   1917년 강경면이 지정면으로 승격되었고, 1931년 강경면이 강경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38

년 논산면이 논산읍으로 승격되었음.

○   논산 강경은 해로와 수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조선시대 3대 시장(대구, 평양, 강경)·2대 포

구(원산, 강경)로 불렸음. 1899년 군산항 개항으로 무역량이 증가하고 수출입품들이 강경을 통

하게 되면서 경제 성장이 지속됨(정연태, 2007).  그러나 경부선 개통으로 대전·조치원이 충청 

내륙의 중심 상권이 되고 1921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지점도 대전으로 이전하는 등 강경에 집

중되었던 거래는 철도 건설 등으로 위축되고 금강 수운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강경 시장의 위

상도 하락해 쇠퇴하게 됨. 

○   1914년 호남선이 개통하면서 논산 지역에는 4개의 역(두계, 연산, 논산, 강경)이 신설됨. 강경

역은 기존 시가지가 위치한 강경천의 북쪽이 아닌 남쪽 지역에 세워지면서 도시의 물리적 범위

를 확장시켰는데 이는 이미 조선인 상권이 위치한 구시가지가 아닌 새로운 곳에 일본인 상권 형

성을 위함이었음.

○   1914년 다수의 군현이 통폐합되면서 중심지가 이동하는 결과를 겪음. 강경이 위치했던 은진군

이 논산군으로 병합되면서 1911년 강경으로 이전했던 군청이 1914년 다시 논산으로 이전하였

는데, 이는 수운보다는 육운(호남선)의 비중을 중시한 데서 비롯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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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은 일제에 의해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새로운 군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명칭을 둘러싼 

갈등(강경군이 아닌 논산군)과 함께 호남선 역사가 신설되면서 일본인 중심의 신시가지 중심으

로 지역 내 도심지 이동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었음.

(7) 익산·김제·정읍·남원

4개 지역은 철도가 부설되면서 행정구역상 익산(함열면·익산면), 김제(김제면), 정읍(정주읍·신태

인읍), 남원(남원읍)과 같이 역이 위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된 지역임.

① 익산

○   과거 솜리, 솜니로 불림. 이리(裡里)는 솜리, 솜니의 일본식 지명으로써, 만경평야 지대에 작은 

마을을 속리라고 부른 것을 일제가 이리(裡里)로 개칭함.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당시 전북 여

산군, 용안군, 함열군을 익산군에 편입하고 군청을 금마에서 익산군 익산면으로 이전했으며, 

1931년 익산면이 익산읍으로 승격 및 이리읍으로 개칭함.

○   1911년 이리를 중심으로 강경-이리-군산-김제의 노선 착공 및 1912년 완공됨(이용상·정병현, 

2018). 철도 착공과 함께 1911년 8월 익산군 군내면(현재 금마면)에 있던 군청이 이리로 이전하

면서 익산군의 전통적인 중심지인 금마 지역 대신 새로운 중심지가 된 이리 지역을 익산면으로 

신설함. 함열역 부설은 과거 중심지였던 함라면에서 함열면으로 중심지가 이동하는 계기가 됨.

○   익산군의 지리적 중심지에 위치한 금마는 도로 교통의 중요한 결절점이었음(이용상·정병현, 

2018; 조성욱, 2016). 금마의 지리적 중요성을 인식한 일본은 호남선이 금마를 경유하여 전주

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금마를 거점으로 한 익산 통치를 구상하였음. 그러나 전주와 이리 거주 

일본인의 반대에 부딪혀 노선이 변경되면서 호남선과 군산선 부설은 금마가 지니는 지역 중심

성이 재편되는 결과를 가져옴. 일본인의 청원으로 익산군청(1911)과 우편소, 헌병분대(1912)

가 금마와 대장촌(현 춘포면)에서 이리(익산면)로 옮겨 오면서 익산지역의 중심지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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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승진, 1998 인용 및 수정

[그림 4-30] 이리·군산 주변 지역 연관성

○   호남선 부설 이전 10여 개 가옥이 있는 농촌에 지나지 않던 이리(익산면)는 호남선의 개통, 일본

인의 정착, 군청의 이전 등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힘입어 도시성장을 이룩할 수가 있었음(정승

진, 1998; 조성욱, 2016). 과거 행정구역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명이었던 이리라는 마을명

이 역명으로 채택되고, 호남선, 전라선, 군산선이 교차하면서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하였음. 이

로써 전통성이 강하고 전통적 교통 요지였던 금마와 삼례가 대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높

았지만 이리의 부상과 함께 쇠퇴하였음. 

② 김제

○   한촌에 지나지 않았던 김제는 호남선 개통으로 산업 중심 도시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호남지방

을 정복할 만한 거점도시로 성장하게 됨(조성욱, 2016).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당시 전북 만경

군, 금구군을 김제군에 편입되었고, 1931년 김제면이 김제읍으로 승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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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선 이리-김제 노선은 1911년 12월에 착공하여 1912년 10월 1일에 개통됨. 김제역은 당시 

김제군 지역에 입지 해서 김제역으로 역명이 부여되었음. 1912년 당시 김제역이 들어선 지역

은 김제군 입천면 신풍리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김제면에 포함되었음.

○   김제역의 경우 행정중심지(읍내면 옥산리)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입천면)이었지만, 1914년 같은 

행정구역(김제면)으로 편입되었음(조성욱, 2016). 그러나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시가지 지역만 

확장되었을 뿐 지명이나 중심지의 변동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음.

③ 정읍

○   1896년 정읍현에서 정읍군으로 변경되었으며,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당시 전북 태인군, 고부

군을 정읍군에 편입됨. 

○   1931년 정읍면이 정주읍으로 승격되었는데 당시 읍자 중복으로 인해 州(고을주)로 명칭을 변경

하였음.

○   호남선 김제-정읍 노선은 1912년 12월에 개통됨. 호남선 역이 소재한 정주읍과 신태인읍은 부

안과 김제로 이어지는 드넓은 들녘과 호남선 역이 자리한 지리적 이점 등으로 쌀 수탈의 중심지

였고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하게 됨. 신태인읍을 중심으로 일본인 대주주가 수확한 벼의 상품성

을 높여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도정 공장이 세워짐.

○   정읍현은 더 큰 지역이었던 고부군이나 태인군을 제치고 정읍군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음. 

-  원래 정읍현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역명(정읍역)으로 채택되었으며, 정읍역으로 인해 

정읍이 3개 지역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됨(조성욱, 2016). 정읍현의 중심지는 정읍역

이 있던 곳으로 이동(서북쪽)하게 됨.

④ 남원

○   1894년 동학농민전쟁 당시 농민군 최고 강성 장군(김개남)에게 장악되었던 지역임. 1895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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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개편 시 전라도를 전주부, 나주부와 함께 남원부로 중심도시 역할을 하였는데, 당시 행정

구역은 전북 동부, 전남 동부 대부분과 광주광역시 일부 포함된 지역이었음.

○   전라선 부설과 함께 역이 생기면서 도심 성곽이 철거되면서 식민지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음. 전

라선의 개통은 조선시대 고유 행정구역 경계(남원읍성)를 무너뜨려서 남원읍의 도시구조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조성욱, 2016; 혼다히로시·임경택, 2007).

-  남원읍성을 중심으로 조성된 중심지역이 전라선 부설로 철거되었으며, 철도를 따라 철거된 

읍성을 따라 기존의 도로(전주-순천)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주택지, 장시 등으로 확연히 구분

되어 오던 행정구역은 철도를 중심으로 재편이 이루어짐. 

-  1933년 신설된 남원역(성곽 하단)에 일본인이 거주를 시작하면서 남원역 부근과 주요 도로를

따라 학교, 은행, 상공업 시설 등 식민통치시설과 근대적 상공업시설이 등장하였음. 

○   전라선의 개통으로 철로를 중심으로 물리적 단절이 일어나면서 북서지역(조선인 거주)은 정체

되고, 남동지역(일본인 거주)으로 시가지가 활성화됨. 남원역 중심의 신시가지가 역이 위치한 

지역에 조성됨에 따라 해당 군 지역의 중심지로 재편한 지역임.

(8) 철원

○   1896년 춘천부 철원군에서 강원도 철원군으로 개편되었으며, 1914년 철원군에 경기도 삭녕

군, 내문면, 인목면, 마장면이 편입되었음. 이후 1931년 철원면이 철원읍으로 승격하였는데, 경

원선 개통과 금강산 전기철도 부설, 철원평야의 농업지로 개척은 철원의 식민지 도시화를 가속

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 

○   1905년 러일전쟁을 치르면서 일제는 대륙 진출을 위한 군사적 목적과 동해안 북부지역 지하자

원 개척을 위해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가장 먼저 부설하였음. 1914년 경원선의 중심역인 

철원역이 강원도에 최초 설치되면서 식민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으며(김지나·

조경진·박한솔, 2017), 경원선 개통 이후 금강산전기철도까지 완공되면서 한반도를 X자로 분

할하는 정중앙에 위치하면서 철원군의 위상이 부각되었고, 교통의 요지로 급부상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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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도청소재지는 도시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철도역 소재 여부와도 밀접

한 관련이 있었음(김지나·조경진·박한솔, 2017). 당시 13개의 도청 소재지에 모두 철도역이 있

었고, 춘천, 광주, 해주 등 철도역이 없는 도청 소재지의 도청 이전 논란이 제기되었음. 1926년

에는 강원도청의 철원 이전 운동이 추진될 정도로 철원역은 철원이 식민지 도시화되는 과정에

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철도 부설과 함께 발달한 철원은 상업활동, 통학, 금강산 관광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가지의 중심이 되었음.

-  철원역이 경원선과 금강산전기철도가 지나는 환승역이 되면서 철원은 서울과 원산의 중간 

거점이자 금강산 관광개발의 전초 기지로서 도시 정체성을 확립함. 또한 경원선의 종점인 원

산은 함경선과 이어지고 국경에서부터는 러시아를 관통하는 대륙철도와 연결되면서 군수물

자 및 산업물자와 함께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서적들이 철원으로 유입되면서 러시아

의 혁명사상이 전파된 지역임. 

-  경원선 개통이 소작농을 증가시켰다면, 전기철도 개통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일본인 유입을 

증가시켰음. 철원역 개통 당시에는 조선인 중심으로 인구 증가가 있었던 반면, 1920년대에

는 일본인이 급증하였으며,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초까지 일본인의 증가율은 조선

인을 앞서 있었음(김지나·조경진·박한솔, 2017).

○   일제 산미증식계획에 힘입어 철원평야 개척은 식민지 도시화에 영향을 미쳤음(김영규, 2016). 

1922년 기존의 철원수리조합을 평강군까지 확장한 전국 두 번째 규모의 중앙수리조합3)이 설립

되고 1923년 철원군 북방에 관개용 인공저수지인 봉래호저수지가 축조되면서 미곡 생산을 위

한 농지와 관개시설을 갖추게 됨.

-  철원평야의 농지는 일본인 소유가 되었으며, 농지를 경작할 소작민 모집은 조선총독부의 지

원이 있었는데, 전라도에서 소작과 관련하여 지주와 소작농(조선인)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이들을 이주시키려고 했으나, 문제를 일으킬 것을 우려해 전라도는 제외한 각 도에 이민자 

모집을 의뢰하였음. 

3)   중앙수리조합은 전북 삼례 평야 일대의 익옥수리조합과 평북 용암포 대정수리조합의 중간에 있어 붙여지게 되었으며 1920년대 조선의 3대 
수리조합이었음(김영규, 2016).



115

-  철원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대대로 경작해오던 토지를 강탈당하게 되

면서 생계를 위해 반강제적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으며, 1500호의 이주민(500호)과 노동

자(1,000호)들이 1.2차에 걸쳐 이주하였음(김영규, 2016). 조선 말기 궁방전이나 역둔전이

었던 철원평야 8,800 정보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회사(불이흥업회사)의 경작지에 모인 소작

농은 총 300호, 1,300여 명에 이르렀음. 

-  전국에서 이주한 소작농은 동향 출신끼리 모여 동송읍 대위리와 장흥 2리에는 평안도 주민이, 

오덕리와 장흥리에는 경상북도에서 이주한 주민이 마을을 형성하였음(김영규, 2016).

출처 : 동아일보, 1924. 5. 5.

[그림 4-31] 철원평야의 일본인 지주 농장(불이흥업회사) 조선인 이주

○   수리조합을 통한 농지 개척과 관개시설 확보는 철원 땅을 비옥하게 했고 수천 호의 이민정착으

로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켜 표면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나, 조선인 소작농에게는 과도한 

소작료로 인해 쌓여가는 부채와 함께 빈곤을 가중시켰음(김영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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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 도시화 과정을 통해 지역 중심지도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철원의 전통적 중심

지였던 관전리에서 철원역(외촌리) 주변으로 도심지가 이동 및 확대되면서 관전리에서 외촌리

로 이어지는 중앙가로가 형성되었음.

-  철원 시가지를 관통하는 중심도로와 금강산 전철이 8자 모양을 그리며 지나고 위쪽으로 경원

선이 지나고 있었음.

-  관전리에는 경찰서, 법원·검찰 지청, 세무서, 읍사무소, 우편국 등이 있었고, 철원역 방향 북

쪽의 사요리에는 군청이 위치하였으며, 철원역이 있는 외촌리에는 농산물검사소, 전매국, 역

전우편국, 철도보선국, 숙박시설이 세워졌음. 

○   철원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도시 발달과정과 식민지배 역사의 보편적 특성을 가진 공간이었음.

효율적인 식민지 수탈을 위해 철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부설하였고, 이로 인해 철도역을 중심

으로 중심지가 이동 및 확대되었음. 또한 식민 초기에는 조선인의 이주, 중기 이후부터는 조선인

에 의해 조성된 산업기반을 토대로 일본인의 유입이 많았던 지역임.

(9) 서천(장항)

○   1929년 갈대밭이던 곳을 일본인이 투자하여 간척사업을 통해 형성된 계획도시이자 조선총독부

의 식민지 자원수탈을 위해 건설된 지역임. 금강 하류에 위치하며 전라북도 군산과 마주하고 있

으나, 1899년 개항한 군산과 달리 일제강점기 초기 주목받지 못하다가 1930년대에 이르러서

야 장항선 개통(1931년), 장항항 개항(1932년), 제련소가 건설(1937년) 되면서 성장한 식민지 

도시임(박형준, 2020).

○   1920-1925년까지 추진된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1924년 옥남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주목받

기 시작함. 

-  일본인 대지주들은 서천 평야에서 쌀을 생산하여 본국으로 유출하기 위해 서천수리조합을 

설치하고 동부저수지, 봉선지, 서부저수지 등을 만들면서 금강 건너 군산과 함께 미곡 생산

지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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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1년 개통된 경남철도(장항선)는 충남 일대와 경기 일대의 미곡 운송과 광업자원을 장항을 통

해 반출하기 위한 의도로 부설되었음. 장항까지 철도가 연결되면서 장항은 경기·강원·충청 물

자 집합소가 되고 미곡 반출은 연간 60만 석에 이르렀음. 장항선 개통과 함께 미곡 생산지 기능

과 집산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1932년 4월 한국 최초의 부잔교를 보유한 장항항이 완공되

면서 반출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어 군산의 대안 신흥도시가 되었음. 물자 운송을 위해 장항읍은 

격자형으로 도로가 정비되었고 제방과 매립을 통해 시가지가 조성되었음.

○   일제는 1931년 만주침략 이후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서 국제통화 성격의 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조선총독부에 조선 금광개발과 함께 대규모 제련소 건설을 지시하였음.

-  조선식산은행은 1934년 장항제련소 건립을 발표하였는데, 장항이 장항항, 장항선으로 인한 

원료 운송이 용이하고 연안에 인접한 매립지, 해수 사용 가능, 바위산을 이용한 배연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제련소 부지로 선정되었음. 

-  1935년 조선제련주식회사가 설립되고 공사를 시작하여 1937년 조선제련주식회사 장항 공

장이 완공되면서 조선 내 대부분의 금을 생산하여 일본으로 유출하였음. 

○   장항은 전형적으로 일제에 의한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 의해 조성되었음. 장항선과 장항항 건설 

이후 각 지역에서 집하된 미곡을 저장하기 위한 미곡창고, 미곡 검사소, 곡물상 조합, 정미공장 

등의 도정 관련 시설이 입주하였고, 이와 함께 장항 제련소, 면업공장, 기계공장 등이 건설되면

서, 관공서, 학교, 여관, 경찰서와 전등, 전화 등 근대적 사회간접자본이 유입됨. 

○   장항역이 준공되면서 역 주변을 중심으로 1931년 시가지 발전 계획이 수립되고 1931년 4월 5

일 시행됨. 1936년 장항역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가 발전함에 따라 서천읍에 있던 주요 관공서

(군청, 경찰서 등)가 장항으로 이전이 추진되면서 장항의 인구는 1931년 1,256명에서 1936년 

7,856명으로 증가하게 되자 1938년 장항읍으로 승격하였음(이용상·정병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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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아일보, 1936. 1. 24.

[그림 4-32] 서천읍 소재 주요 관청 이전 논의

○   1930년 이전까지의 장항은 전통적 자연취락으로 존재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미곡, 광물, 전쟁 

자원 수탈 목적에 의해 철도, 항만 건설, 격자형 도로망 중심의 계획도시가 되면서 근대적 산업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 것임. 장항역은 군산항과의 연결을 위한 항구로 기능하였고 철도역 주변

으로 미곡창고, 조선정미소, 곡물검사소가 입지 하였고, 장항 주변으로 사택촌과 광양조선공업

이 있었으며, 장항제련소 주변으로는 사택과 황금정 마을이 위치하게 되었음.

○   장항이 일제강점기 식민지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장항선의 종착역으로의 기능, 

장항항 부설과 내륙 수송의 연계, 장항제련소 건설, 산미증산계획, 장항 시가지 계획까지 일련

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반대로 장항의 쇠퇴는 군산이 대전-목포 간 호남선 부설로 간선

교통에서 멀어지면서 최대 미곡 수출항이었던 군산의 쇠퇴 여파로 대안항이던 장항항 역시 영

향을 받았기 때문임(이용상·정병현, 2020). 

7) 지역별 행정구역 개편 및 도시 성장과정의 주요 내용

○   일제강점기 지역별 행정구역 개편과 도시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다양했으나 공통적

으로 식민통치의 효율성이라는 기준에 기인한 것임. 일본인 사회의 정치·경제·사회화의 과정 

속에서 도시공간의 변화와 함께 행정구역이 개편되었고 이를 매개로 하여 일본인 사회가 성장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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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과정은 식민지 도시화 과정에서 식민지배의 거점 구축이라는 식민지 통치 

전략과 이에 힘입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일본인 사회의 요구가 상호 작용하면서 발생한 

결과였음. 이러한 식민지 도시 성장 과정 속에서 도시 외부에서는 주변 지역의 전통 도시가 쇠

퇴에 영향을 미쳤고, 도시 내부에서는 일본인 중심의 도심지 공간 분화가 있었음.

[표 4-25] 지역별 사례의 주요 내용

지역 행정구역 변화 및 도시 성장 과정 도시 발달 및 쇠퇴원인

서울
경기도청 소재지 경성부로 격하
민족별 거주공간 분리(청계천 북쪽 : 조선인 / 남쪽 : 일본인)
행정구역 명칭 정과 동을 사용 거주지 분리(이중적 공간구조)

수도 서울의 위상 제거
식민지 중심도시 

일본인 유입

인천

개항장(제물포 일대) 및 경인선역(인천역, 동인천역) 지역 발달 
조선 후기까지 도호부였던 부평은 부천군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전락
인천도호부가 있던 구도심(관교-문학) 쇠퇴
민족별 거주공간 분리(홍예문 북쪽 : 조선인 / 남쪽 : 일본인)
경인선에 의한 지역 분할(주안역 북쪽 : 공업단지 / 남쪽 : 주거 및 상업지역)
인천의 중상공업 발달로 부천군 행정구역 축소

개항장, 경인선 

군산
내륙 지향 도시구조에서 해안 지향 도시구조로 바뀌면서 전주 쇠퇴
이리, 김제, 신태인, 삼례 지역 성장
군산부(군산역·개항장) : 일본인 / 옥구군 : 조선인

개항장
농산물 집산지 및 관련 

제조업 발달

목포
일본인 거류지 및 목포역(명치정), 매립지 일대 신시가지 성장 
민족별 거주공간 분리(유달산 왼쪽(쌍교동) : 조선인 / 오른쪽 : 일본인)

전남지역 교통 및 물류 
중심지

부산
용두산 주변 일본인 거류지. 부산역, 부산항 일대 도심지 성장
민족별 거주공간 분리(동래군 : 조선인 / 부산부 : 일본인)
부산포 : 군사적 거점 /  초량 : 외교 및 무역 공간

도청 이전, 경부선

마산
민족별 거주공간분리(마산포 : 조선인 / 신마산 : 일본인)
일본인 거류지(신마산)에서 기존의 조선인 거주지역(원마산) 중심 재편
중앙마산이 형성되면서 공간적 분화는 하나로 연담화

개항장

청주

철도부설공사를 통한 조선인 농민과 일본인 유입 증가
전통적 도심지 공간(청주읍성) 해체로 기존의 도심지 확장 형태
철도역을 중심으로 청주면 행정구역 확장
신공간(매립지)을 중심으로 일본인 식민지 도시 형성

관찰도(도청소재지) 이전
전통적 도시공간 해체

경부선, 청주선 

충주
경부선 부설로 전통 도시로써의 지역 중심성 상실
지방구역정리로 13개 면이 음성·괴산 편입 행정구역 축소 
관찰부를 비롯한 행정관청과 관련 시설 청주로 이전 

내륙 수운 쇠퇴
경부선

공주

금강의 수운 기능 상실로 교통이 약화되어 경제적 중심지 역할 상실
군면폐합 당시 일부 동리 대전·연기·부여 편입 행정구역 축소
경부선, 호남선 부설로 천안, 조치원, 논산이 식민지 도시 발전
충남도청의 대전 이전 행정적 기능 상실

내륙 수운기능 상실
경부선, 호남선

도청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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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정구역 변화 및 도시 성장 과정 도시 발달 및 쇠퇴원인

전주

선 억압 후 개발 정책을 통해 전통도시의 변화
동학농민전쟁 전략적 중심지의 권력 분산 목적으로 전북지역 거점도시(군산) 
및 배후도시 이리(익산) 신설
전통적 사회기반 무력화 의도에서 전주부성 철거
일본인의 전통적 도시공간 점령
민족별 거주공간 분리(완산정 : 조선인 / 대정통 : 일본인)

전통적 도시공간 해체
전주-군산 도로
호남선, 전라선

광주

도청소재지가 되면서 행정중심도시로 성장(나주 쇠퇴)
호남선 개통으로 송정리역, 광주역, 남광주역 주변 상업 중심지 부상
광주읍성 철거를 통해 전통적 행정구역 경계 해체(조선인의 물리적 경계 침범)
민족별 거주공간 분리
(광주읍성 외부(충장로 4·5가) : 조선인 / 내부(충장로 1-3가) : 일본인)

전통적 도시공간 해체
광주-목포 도로

호남선

진해
일제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군항과 배후신도시 건설
조선인 거주지역 강제 수탈하여 식민지 도시 건설
민족별 거주공간 분리(경화동 : 조선인 / 현동 : 일본인)

군항
진해-부산 도로
마산선, 진창선

수원

강제병합 당시 경기도청을 수원에서 경성으로 이전
경부선 부설과 함께 수원역 중심 식민지 도시 성장
수원성이 보존된 상태에서 성 중심 도시화 진행
권업 모범장(농작물 신품종 개발)과 농사시험장(신품종 육성)을 통한 
농업 신기술 개발(잠업기술)에 따른 공업 도시화(직물업)

전통적 도시공간 보존
직물업 발달에 따른 공업화

경부선, 수여선

평택

철도를 통한 상품의 유통 중계지로 발전
조선인 거주지가 아닌 지역(안성천 주변 전답지)을 신도시로 개발
도심지 이동 (군청 소재지(객사리), 상업지역(군문포)에서 평택역 설치 지역
(평택리)
평택역 부설되면서 안성(경기 남부 상업도시)과 공주(충청감영) 쇠퇴

경부선

대전

공주군 5개면과 청주군 6개면을 통합 회덕군 행정구역 확장(1906)
회덕군, 진잠군, 공주군(일부)을 합쳐 대전군 신설
충남도청 이전으로 공주 쇠퇴
신시가지(대전역 일대)를 중심으로 전통 중심지(읍내동, 원내동)를 흡수
대전역-대전천-충남도청-유등촌을 행정구역 경계로 설정 대전역과 충남도
청 사이의 지역에 도심이 형성되고 확장
일제 주도하에 자연조건을 인위적 변경시켜 도시공간 형성
민족별 거주공간분리(대덕군 : 조선인 / 대전부 : 일본인)

경부선
도청 이전

대구

경부선 노선에 따라 대구역이 설치된 북부지역으로 중심시가지 변화
대구읍성 철거하여 일본인 성내 진입 및 북성로 상권 장악
민족별 거주공간 분리(서쪽, 남쪽 : 조선인 / 동쪽, 북쪽 : 일본인)
기존의 전통적 중심지를 일본인이 점거

경부선
전통적 도시공간 해체

밀양
(삼랑진)

철도(경부선, 마산선) 교차지역이 되면서 화물 집산지 역할
낙농강변에 방치된 토지를 일본인 매입하여 기업형 농장 경영
(일본인 지주 및 한국인 영세농 증가)
민족별 거주공간 분리(삼랑리 : 조선인 / 송지리 : 일본인)
삼랑진역과 낙동강역이 있던 하동면을 중심으로 일본인이 다수의 조선인에 
대한 지배적 우위를 점한 지역

경부선, 마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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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정구역 변화 및 도시 성장 과정 도시 발달 및 쇠퇴원인

논산

군 신설 당시 전통도시(강경포)의 명칭이 아닌 산(논산)의 명칭 사용
호남선 부설을 계기로 군청 소재지 이전(강경-논산)
기존의 시가지 아닌 새로운 곳에 역(강경역)을 설치하여 일본인 중심의 
도심지 이동

내륙 수운 쇠퇴
호남선

익산
전통 중심지(금마면) 대신 호남선 중심 신 중심지(익산면)를 신설하고 
군청 이전
익산면(이리읍)의 성장과 함께 금마, 삼례(전주군) 등 전통 읍치 쇠퇴

호남선
군청 이전

김제
부군면 통폐합 당시 전북 만경군, 금구군을 편입
호남선의 개통으로 산업 중심 도시 형성
행정구역 조정으로 시가지 지역 확장

호남선

정읍
부군면 통폐합 당시 읍세가 더 큰 태인군과 고부군이 정읍군에 편입
호남선 부설과 신태인읍을 중심으로 미곡 수탈 중심지 역할

호남선

남원
전라선 부설과 남원 읍성 철거로 식민지 도시 성장
남원역 중심의 신시가지로 군 지역의 중심지 재편 
민족별 거주공간 분리(남원역 북서지역 : 조선인 / 남동지역 : 일본인)

전라선

철원

경원선과 금강산전기철도 환승역(철원역) 위치로 중간 거점지 및 관광개발 
전초기지 
강원도청 철원 이전 추진되었으나 무산
산미증식계획에 의한 철원 평야 개척 노동자 및 소작농 인구 유입
전통적 중심지(관전리)에서 철원역(외촌리) 주변으로 도심지 이동

미곡 수탈
경원선, 금강산전기철도

서천
(장항)

일본인의 간척사업을 통해 형성된 계획도시로써 자원수탈 지역
간척지(서천평야)를 통한 미곡 생산지역
장항선 개통과 함께 경기 일대의 미곡 운송과 광업자원 반출 지역
군수물자 조달을 위한 장항제련소 건설
장항역을 중심으로 시가지 발전하여 전통 읍치(서천읍) 쇠퇴

미곡 수탈
장항선, 장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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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강점기 도시 성장과 지배 공간의 변화

○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통치전략에 따라 식민지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지방행정구역

이 어떠한 변용 과정을 거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임.

○   일제의 식민통치전략에 있어서 행정구역 개편은 군사적 고려와 치안 확보가 일차적 고려 대상

이었다면, 장기적으로는 농산물, 광물과 같은 자원 수탈을 위한 지역 거점 및 창구 확보가 주된 

목표였음. 기존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고 살던 한국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본인의 편의와 

경제적 수탈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식민지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음. 

-  식민통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제의 부제, 면제 실시 등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개편이었지, 한국인을 위해서 나아가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를 위

한 식민지 도시 건설이 아니었음. 식민지라는 물리적 환경변화 속에서 일본인 거주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왜곡된 도시계획과 도시공간이 조성되면서 식민지적 근대성이 발현하였음.

○   행정구역의 개편 과정에서 공간적 재편 과정을 통해 신설된 군이나 면의 명칭 변경이 있었음. 

-  명칭의 변경은 지역 통폐합 등의 행정구역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군청 소재지 읍면의 명칭을 

군 명칭과 통일시키는 것과 같은 이유로 바뀌었음. 지역명의 개칭 또는 신설은 주민의 의견

을 반영하기보다는 행정 효율성의 측면에서 변경하였음. 일례로 대다수 지역의 명칭은 병합

되는 지역의 명칭에서 한 글자씩 따와서 결합하는 형태였음.

○   1930-40년대 식민지 도시로 급성장한 도시들은 도넛 형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써 도심부

와 주변지역으로 구분됨. 

-  군 단위 행정구역이 도시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부(府)와 촌락(郡) 지역으로 이원화 

맺음말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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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 광주부-광산군, 대전부-대덕군, 전주부-완주군, 인천부-부천군 등과 같이 중심 도시

와 촌락이 공존하는 가운데 중심도시(신설 도시)에 일본인이 거주하면서 발달하였음. 

○   일제강점기 식민지 도시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개항과 철도의 부설이었음.

-  개항장 지역은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집중되면서 도시화의 기반이 형성

되었음. 강제병합 이후 일본인 유입인구 증가는 거류지를 팽창시켜 도심지의 이동을 가져왔

으며, 육상 교통로를 중심으로 이동이 편리한 지역 중심으로 재편되어 갔음.

-  철도의 건설은 식민지 도시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 철도 주변의 역이 세워진 지역을 

중심으로 식민지 도시화되었고, 그 결과, 행정기관 또한 일본인 거주지 중심 신도시로 옮겨

가 조선인 중심 전통 도시는 구읍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철도 연선 지역 다수에서 확인됨. 

-  철도 부설을 통해 일본인 인구가 증가한 광주, 전주, 대구 등의 전통 읍치는 일본인의 도심지 

점유를 수월하게 할 목적으로 읍성을 해체하였음. 즉, 철도 부설을 통한 도심지가 확장된 지

역은 공통적으로 읍성의 해체에 기인한 것임. 이로써 전통적 도심지는 일본인에 의해 점유되

고 조선인들은 도심지에서 이동하게 되면서 도시 이중성이 나타났음. 철도가 건설되면서 내

륙지방에 대한 치안력을 강화시켜 일본인들의 지방이주를 촉진하게 되었음.

-  도시 공간의 계층 분화 사례는 서울, 목포, 인천 등 대다수의 식민지 도시에서 발생하였음.

○   일제에 의해 개편된 행정구역은 식민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경부선 철도의 노선을 선정하면서 회덕(대전), 조치원 등의 노선 인접 지역을 일본인 정착지

로 선정하였음. 철도노선 지역의 경제적 이득을 일본인이 선점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철도에

서 벗어나 있는 전통도시(공주, 충주, 안성 등)의 행정구역은 축소되었음.

○   식민지 도시화를 통한 행정구역 개편 과정은 시기별 두 가지 측면에서 의도를 확인할 수 있음. 

-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제국주의적 목적에 의해 조선시대 전통 도시지역의 성장을 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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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일제의 의해 강제적으로 도시화되는 과정은 전통도시의 성장 단절을 전제로 이루어 

졌다는 점. 즉, 기존의 조선인이 거주하던 전통도시를 일제가 식민지적 지배를 단행하기 보

다는 새로운 장소를 도시화하는 것이 수월했음. 일제강점기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그간 배제

되었던 전통도시를 식민지 지배의 새로운 거점도시로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음.

-  이러한 선 억제 후 성장 방식의 식민지 도시화 과정은 일제 초기 토지조사사업과 후기 병참기

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업화 정책이 깊은 관련이 있음.

2) 식민지 도시성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필요성3)

○   1910년 강제병합 이후 일제가 가장 먼저 추진한 식민정책 중 하나가 전국 행정구역의 개편과 

정비였음. 토지와 사람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야말로 식민통치의 가장 기본이었기 때문임. 

1914년 완료된 행정구역 개편은 조선시대 자연 생활권과 그 생활권에 기초한 사람의 귀속은 

식민지 권력에 의한 균질적인 공간의 분할로 대체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   1914년 행정구역의 개편 완료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당시 행

정적 도시를 의미하는 부(府) 12개가 지정되었다는 사실임. 1914년 부제 공포와 부의 지정은 

근대적 의미의 도시를 처음 지정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음. 

○   당시 부 지정의 기준은 전통적인 도시 발달의 정도가 아니라 일본인 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곳이 

부로 지정되었던 것임. 이는 법적으로 ‘부제’가 통감부 설치기인 1905년 3월 공포한 ‘거류민단

법’을 계승한 것이었기 때문임. 즉 일제는 일반적인 의미의 도시가 아니라 병합 이전 일본인 거

류민단이 조직되어 있던 지역을 부로 지정했음.

○   ‘부제’에 의하면 부는 다른 행정 단위, 즉 군이나 면과 달리 법인격으로 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사업을 위한 기채(起債)를 하는 등 행정적인 독자성을 발휘할 수 있었음. 그리하여 향후 도시 개

발 사업에서 다른 행정 단위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었음.

-  일본인 거류민단이 조직되었던 지역은 자연히 일본인 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했

3)　염복규(2020)의 집필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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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러나 이 지역은 전통적인 도시이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많았음. 예컨대 부

로 지정된 12개 도시 중 전통적인 의미의 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도인 경성, 관찰부 소재

지인 대구, 평양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 지역은 개항장으로서 전통적인 지역 중심지와는 

거리가 멀었음.

○   실제 1914년 당시 도청 소재지와 부가 불일치가 경우도 많았음. 예컨대 전라북도의 경우 도청 

소재지인 ‘전주면’이지만 부는 ‘군산부’ 하나뿐이었음. 전라남도의 ‘광주면’과 ‘목포부’, 경상남

도의 ‘진주면’과 ‘부산부’, 평안북도의 ‘의주면’과 ‘신의주부’의 관계도 그러했음.

○   부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 개발에 법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도시화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면서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통적인 도시를 앞질러가기 시작했음. 이는 도청 소재지의 이전으로 

나타났는데, 1923년 평안북도청은 의주에서 신의주로 이전했으며, 1931년 경상남도청도 진주

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었음.

○   한편 부로 지정된 도시 내부에서도 일본인 거류지에서 기원한 신시가지는 그 도시의 중심으로 

성장한 반면 전통적인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활동하던 지역은 도시의 외곽(변두리)으로 인식

되어 개발에서 소외되었음. 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관공서, 학교, 시장 등의 시설은 

일본인 중심의 신시가지에 밀집하게 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인과 한국인의 생활권 사이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었음.

○   이와 같이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과 행정적 도시의 지정은 이전까지 전통적인 지역과 도시

의 위계를 뒤바꾸고 도시 내부의 지역 격차를 낳는 결과를 가져왔음. 그리고 그 상당한 부분은 

광복 후 도시 발달의 전제가 되었음. 따라서 이렇게 일제에 의한 도시화 과정을 정확히 인식하

는 것은 오늘날 우리 도시의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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