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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世훌己前半 韓半島 道훌홈交通뭘릎系 變ft

-“藏作路”建設過程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지리학과 

도도로키 히로시(옳博志) 

이 논문은 한반도의 개항기에서 일제시대에 이르기까지 건설된 차량통행을 전 

제로 한 도로인 소우| “신작로”으| 시간적， 공간적 확산과정을 추적하면서， 근대에 

있어서 도로교통체계가 어떤 요인으로 어떤 형태로 변화되어 갔는지를 검토하고 

자 하였다. 이로서 비교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근대의 한국역사지리에 관 

하여 교통사의 측면에서 작은 조명을 시도해 보려는 것이다. 

‘신작로’는 일제가 한반도의 군사， 행정 경제적인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1907년 

부터 공사를 시작한 도로이며， 抱臺 등 군사적 이동까지 지장없이 수행할 수 있도 

록 규격을 정한 도로이다. 그 대부분은 현재의 국도나 지방도로 계승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작로의 성장과정에 대해 역사지리학적인 입장에서 시계열적 

및 공간적 양면에서， 또 거시적(한반도) 및 미시적(경상남도)으| 양면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거기서 얻어진 결과는 이하와 같다. 

첫째， 신작로의 건설은 구한말에 있어서는 일본인이 거류한 개항장이나 철도역 

등 일제의 교통거점을 기점으로 내륙의 경제적 중심지를 향해 貴入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는 국지적인 노선이 중심이 되었다. 반면 한일합방 후에는 군사적 행정 

적인 영구통치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형의 노선이 계획되었다. 

둘째， 일제시대의 신작로 건설은 먼저 철도나 항로 등 다른 근대적 간선교통로 

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주로 내륙지역의 기간교통로가 될 소위 ‘亞幹線’ 성격의 

도로가 초기에 집중 건설되었다. 이들이 완성되면서 신작로와 철도， 항만이 상호 



보완하는 근대교통 네트워크가 완성되었다. 1938년 조선도로렁이 공포될 무럽에는 

도로망 계획이 일부 불요불급한 노선을 제외해서 거의 완성되었는데， 이 때는 자 

동차교통의 발달도 있고 해서 신작로만으로 완결된 전국 도로네트워크를 가지게 

되었다. 

셋째， 보통 한국과 같은 해양국가에서는 먼저 항만을 기점으로 내륙으로 관입하 

는 근대교통로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근대교통의 네트워크가 완성， 마지막에 내 

륙을 관통하는 ‘main line’01 형성될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반도의 경우 신작로보다 
먼저 국토를 종관하는 간선철도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항만과 main line 양쪽에서 

동시에 관입교통이 생겨나는 독특한 형성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넷째， 한일합방 이후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체계에는 조선시대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기간도로는 옛길의 노선을 거의 답습하였으며， 지방의 신작로 

도 옛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근대화 이후 새로운 결절지로서 

등장한 개항장이나 철도역과의 연결을 고려한 노선일 경우는 독자적인 노선이 형 

성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신작로의 노선체계는 서울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확 

산되는 기간도로(주로 1 등도로)와 이를 보완하여， 철도역이나 항만과도 연결될 격 

자형의 아간선도로(주로 2등도로) , 그리고 국지적인 생활교통로가 된， 옛길을 고규 

격화시킨 도로(주로 3등도로 및 등외도로) 등의 조합을 이루었다. 

다섯째， 간선기능을 가진 철도역이나 항만은 그것이 생기면 주변의 교통체계， 

때로는 도시체계까지도 일변시커 버린다. 반면에 신작로의 경우， 신작로의 독점지 

역의 경우에는 국지적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체계 

변화의 주체가 되기보다 오히려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바뀐 인문지리적 질서를 추 

종하여 변화하는 종속적인 입장일 경우가 많았다. 철도건설로 인한 노선변경，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도로계획의 변화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작로는 한반도의 근대교통로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 철도나 수 

운 등을 포함한 한국에서 근세로부터 근대로의 이행과정에서 교통체계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또 그것을 실마리로 동 시기에 국토구조의 변화가 어떠했 

는가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계속되어야 할 연구주제이다. 

主題語 : 新作路 道路交通體系 近代化， 日本帝國主義， 韓半島， 慶尙南道

학번 : 2000-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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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序論

第1節. 뽑究의 獅要

1. 鼎究의 目的

도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육상교통의 기본적인 형태이자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교통수단이 진화되어 감에도 불구 변함없이 그들 교통수단의 이동경로를 제 

공해 왔다. 따라서 한 국가나 지역의 역사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의 

역사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전 시대를 통해서 각 시대 나름대로의 형태와 제도 

로 지역의 동맥으로서 기능하여， 지역의 공간구성을 결정짓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 

을 해 왔기 때문이다. 

교통로와 지역의 공간구조는 끊임없이 서로의 상호작용을 계속해 왔다. 도시， 

항구 등의 입지나， 통치구조 등에 따라 교통로의 형태와 역할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교통체계가 새로운 지역공간질서를 형성하기도 한 

다. 한국의 경우， 전시대를 통하여 그 양면의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조선시대까지의 육상교통로는 수도와 각지방을 직결하는 방사상의 교통망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강한 중앙집권체제의 영향과 관도가 군사활동을 주목적으 

로 지정，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봉건사회 하에서 이 방사상 육상교통로 네트워크는 통선기능， 통치기능， 인적교 

류 등 나름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대규모 간선 물자유동은 주로 수운이 맡고 있 

었다. 조선시대의 도로들은 실제로는 도보교통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차량의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 한편으로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실 

학자들을 중심으로 도로교통 개선을 권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실제로 수원 능행 

로(한양-건릉)등， 일부는 폭넓은 대로로 건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국규모의 본 

격적인 도로체계 확립은 근대를 기다려야 했다. 

한국의 근대화는 제국주의 열강의 아시아 잠식과 거의 병행해서 이루어지게 되 

었다. 그래서 일제시대 뿐 아니라 그 전단계인 대한제국기에 있어서도， 민족의 의 

사와 관계없이， 침략자의 의사에 따라 근대화가 진행되었으며 그것은 도로계획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근세까지의 한국형 육상교통로 네트워크는 완전히 왜곡되 

었으며， 동시에 식민지 경영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적 교통체계에 따라 도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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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저도 인위적으로 변질되었다. 그것은 현재 남북한 국토구조 자체에 흔적을 남기 

고 있다. 

역사지리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육상교통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다. 그것은 

연구의 질의 문제가 아니며， 전문연구자 인원수가 아직 적기 때문일 것이다. 그나 

마 주된 연구분야는 조선시대의 관도에 국한되어 있다. 대상을 역사학까지 확장해 

도 삼국시대부터 시작하여 조선시대까지에 대부분의 업적이 집중되고 있다. 이웃 

일본을 보아도 역사지리학 연구의 주류가 근세이전에 있었고 90년대 이후에야 근 

대가 연구의 범주로 들어갔다는 사실도 이 경향을 조장하고 있었을 것이다. 21세 

기에 들어간 지금， 역사지리학은 근대의 해명에 많은 힘을 할애해야 한다고 본다. 

근대화 이후， 한반도의 육상교통체계는 어떻게 변용하였고 그것이 전통적 육상 

교통체계와 어떻게 다른가? 동시에 한반도의 교통지리구조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에 대한 연구는 거의 누락되어 있다. 교통사연구의 중요한 축으로서， 또 현대의 

도로교통망 고찰에 시사를 주기 위해서도 이 부분의 연구는 빠져서는 안 되는 일 

이다. 전통으로부터 근대로의 이동이 급하게 나타는 한국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물론， 교통수단의 근대화는 도로보다 철도가 선도하였으며， 어떤 면에서 도로는 

철도의 부수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철도는 한반도에 

있어서 망라적으로 건설되었다고 하기보다 거점간 직결형으로 건설되어， 어떤 지 

방을 막론하여 주요 도읍을 연결할 네트워크로서의 존재가 아니었던 만큼， 해방전 

에 이미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명확한 위계구조도 가졌던 기존의 도로망 

연구 없이는 근대 육상교통로의 변용을 밝힐 수 없다. 

전통적 교통체계와 근대적 교통체계의 접점에는 큰 지각변동이 수반될 경우가 

많다. 특히 한반도에서처럼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급속히 시행되어， 

그것이 국토의 역사적 관성과는 거의 무관하게 진행되었을 경우， 교통결절구조와 

국토구조 그 양면에서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 변화를 지도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 

고， 변화의 진행절차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한 실마리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의 큰 목표인 것이다. 

근대에 건설된 도로는 문서상 “1등도로" "2등도로” 등 명칭으로 불리지만， 일반 

에게는 “신작로” 명칭으로 정착되었다. 이 명칭은 시나 노래에도 자주 나올 정도 

로 정착되어， 문화적으로도 여러 의미에서 20세기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이 신작로가 지리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총괄한 논문은 없다. 20세 

기가 마무리되고 “신작로”가 생긴 지 100년이 되어 간다. 기존의 선작로들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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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확장 등으로 갈수록 소멸해 가는 이 시점에서， “신작로”의 전체상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각국에서 근대교통체계 발달유형에 관한 연구가 성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교통체계 변화를 결절구조에 착안해서 정리한 논고는 드물다. 그래서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한국형의 교통체계 발달모델을， 도로망이라는 시각에서 검토 

해 보고 싶다. 

이 논문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세기 前半에 있어서 첫째， 

신작로의 계획노선망은 전통교통과 어떤 점이 상이하고 둘째 어떤 요인으로 노 

선건설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었고 셋째 그 결과 한국의 교통지리구조에 어떤 변화 

를 가져왔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에서는 선작로와 신작로 이전의 전통교통수단의 교통체계와 그 기종점을 

비교하여， 공통점 및 차이점을 추출한다. 근대교통으로의 이행과정에서 교통모드 

자체의 변환도 일어나기 때문에 수운 철도 등 인접 교통수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에서는 전체노선 네트워크 중에서 어떤 유형의 노선이 먼저 건설되고， 이후 

시계별로 노선전개를 어떻게 했는지를 밝힌다. 특히 외국의 교통망 발달이론과 비 

교하여， 한국형 근대교통 발달구분을 검토해 본다. 

셋째에서는 교통체계상 중요한 지리적 지점 즉 교통결절지의 변화에 무게를 둔 

다. 첫째， 전통적 교통체계와 근대교통체계하에서의 교통결절지점의 변화를 고찰 

하고， 둘째， 선작로 계획단계에서， 전통교통체계의 관성이 반영된 부분과 위정자의 

정치경제적 의도가 어떻게 접목되었는지를 밝힌다. 

그 연구 진행과정에서， 해당시기의 도로건설계획의 전모와 변천을 파악하여， 그 

계획， 의사결정의 과정， 실제 건설추진과정 등도 함께 밝힘으로서， 장래 근대도로 

사연구의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목적을 부수적으로 가진다. 지리학 연구는 통 

상， 전체상을 밝히는 거시적 연구와 지역이나 개별현상 단위로 다루는 미시적 연 

구가 존재하지만 전체상이 밝혀지고 연구방법론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야 미시적 

연구의 문호를 열어 준다는 판단 아래 이 논문에서는 전체상 해명을 위한 거시적 

연구를 수행한 다음 경상도를 사례로 현장답사를 전제로 한 미시적 연구를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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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뽑究對象과 分析方法

이 논문의 연구대상은 “구한말 이후 일본이 실질적 주체가 되어 전국에 건설된 

군사차량 통과도 가능한 고규격도로” 이다. 영어의 ’highway’에 대응하는 용어로 

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인 것이다. 필자는 이 도로의 명칭으로서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선작로’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사실 “신작로”란 정확한 학술용어로서 

정착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매체나 그 사용 의도에 따라 어의의 흔들림이 생기 

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하여， 연구 수행을 위 

한 나름대로의 ‘선작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자 한다. 향후 후속연구가 활발 

해지면서 학술용어로서의 정의가 굳어지거나 또한 다른 용어로 대체될 것이다. 

신작로라는 용어는 대한제국 정부나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공식문서에는 일체 

나오지 않으며， 공문서에서는 그저 ‘도로’로만 되어 었다. 일본 본토나 다른 식민 

지에서는 ‘선작로’의 사용사례가 필자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없는 것， 한국의 재야 

권에서 유행한 말인 것으로 미루어， ‘선작로’는 한국 고유의 용어일 가능성이 상당 

히 높다. 선작로라는 명칭이 처음 문헌에 나오는 것은 官見에 한해서는 1901년의 

帝國新聞1)인데， 서울시내의 전차가 다니는 도로 신설을 가리키고 있다. 이후， 선작 

로의 명칭은 도시내 및 교외구간 양쪽에서 “기존의 도로가 아닌 신설도로， 혹은 

기존도로와 같은 노선이더라도 중차량(마차， 輪重 등) 통과를 전제로 한 고규격도 

로”를 가리키는 말로서 신문 소설 등 민간 인쇄물에 자주 나오게 되었다. 

이처럼 선작로는 그 당시에도 공식화된 말이 아니었지만 “일제가 건설한 高規

格道路”를 가리키는 말로서 더 이상 적절한 표현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연구대상인 “일제가 건설한 高規格道路”를 ‘선작로’ 명칭으로 부 

르기로 한다. 한국 고유어이며 2장에서 언급하듯 구전과 여타 매체를 통해 한국 

인 정서에 정착된 ‘신작로’는 학술용어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다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신작로’ 명칭을 정의하면 이하와 같다. 

첫째， 마차， 자동차， 輔重 등 근대적 차량의 원활한 통과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구한말로부터 일제시대에 걸쳐서 일정한 청사진 아래 계획적으로， 근대적 토목기 

술을 가지고 건설된 高規格道路망이다. 

둘째， 형태적으로는 2-4칸 정도의 노폭을 가지고， 평야부에서는 가능한 직선으 

로 건설하여， 산간부에서도 차량통과를 전제로 완화된 오르막길을 조성하면서 지 

1) 帝國新聞， 1901年1月 9 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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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갔다. 지방에서는 본도로 건설에 앞서 국지적인 편의향상을 위해 응급적으로 따 

改修를 하기도 했지만， 최소한 버스나 트럭은 지나갈 수 있게 하였기에， 신작로의 

범주에 넣어도 무방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도로의 규격 등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설명하겠다. 

1. 重車輔(마차， 자동차， 군수차량)의 통과를 전제로 한 고규격도로(기능) 

2. 일제가 한반도 통치를 위해 한말부터 계획적으로 건설한 도로(목적) 

3. 폭2-4칸， 아카시아 등 가로수가 식재된 일직선의 도로(외형) 

그림 1-1. 本昭究에서으| ‘新作路’으| 定義

연구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1907년부터 1938년까지의 약 30년간으로 한다. 선작 

로의 건설사업은 1907년에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38년에 도로규칙이 폐지되어 

조선도로령이 공포될 때까지 신작로 건설은 대체로 일단락하여 전통교통수단에서 

근대교통수단으로의 주체 전환이 일단 완료한다는 전제하에 시간의 하한을 38년 

도로 하였다. 단 연구의 핵심기간은 가장 활발하게 도로건설이 진행되어， 교통결 

절구조의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일어나는 1907-1928년의 약 20년간이 된다. 

공간적으로 공평한 비교를 위해 4개의 분석용 역사단면을 설정한다. 이 단면은 

도로 건설사상 전기가 되는 시기이면서도 자료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시기에 맞 

추어 결정한다. 즉 @한말의 건설공사계획이 완료되며 총독부의 도로규칙이 발포 

된 1911년， (2)1차 도로개수사업이 종료되고， 2차사업으로 이행할 시점인 1917년， 

@철도망과 도로망의 윤곽이 드러나고， 산업화시대에 들어가는 시기인 1928년，@ 

치도계획의 대략이 완성되어， 조선도로령이 발포된 시기인 1938년 등 4개 단면이 

다. 각 단면에서 도로망의 현황과 도시배치 철도 항만까지를 고려한 교통결절구 

조의 대비분석이 이 연구의 기간이 된다. 그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특히 중요한 역 

사단면은 @과 @의 대비가 된다. 

공간적 범위로는 거시적 연구분야에서 한반도 전체를 다룬다. 여기서는 조선시 

대의 전통교통체계와 신작로 중 1 ，2등 도로의 노선계획 비교에 중심을 두고， 또 

그 시 간적 발달과정 에 주목한다. 

한편 항구와의 관계， 도시체계의 변화 등 또 지방도를 포함해서 시군단위의 세 

밀한 사례연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경상남도를 사례지역으로 정하여， 집중 

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경상남도가 현지조사가 가능한 남한에서， 각 등급도로， 

R 

나
 



각급 항만， 행정중심지， 상업중심지， 교통결절지， 그리고 평야지형과 산지지형， 육 

상교통로와 수상교통로를 두루 갖춘 모식적 지리구조여서 메소 스케일 연구에 가 

장 적절하다는 판단에서이다. 

현재까지 확립된 역사지리연구， 교통사연구의 방법론을 기본적으로 답습한다. 

따라서 문헌자료와 현지답사， 도면화작업을 통한 정성적 연구가 주축이 된다. 부 

분적으로 교통유동 분석 등이 들어가지만 정량적 분석은 어디까지나 정성적 연구 

의 이론적인 뒷받침을 얻기 위해서 이용되며， 이번 연구에서는 주 역할이 되지는 

않는다. 

연구의 수순으로서는， 먼저 사료를 중심으로 도로건설의 의사결정 과정과， 시대 

마다의 계획의 특징， 노선의 발달과정 등을 살펴보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분석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삼는다. 동시에 도면작업과 연표제작도 마친다. 이로서 

얻어진 자료를 중심으로， 도면분석， 통계분석 현지답사 등을 통해， 신작로의 교통 

체계상 특성， 기능적 특성， 그리고 국토공간구조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 때 도로 

의 결절구조， 취락구조의 변천， 전통취락과 신생취락의 대비 도시의 위계구조의 

변화 등에 특히 착안한다. 

연구결과는 한반도 전체로의 일반화를 제 1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망이 3등도로 및 등외도로까지 합하면 4만km 가까운 방대한 양이 되고， 그들에 

대한 모든 분류분석은 사실상 의미가 희박하여 또 북한지역 자료의 희귀성 등 확 

보 가능한 자료들이 단편적이기 때문에， 국토 전체분석은 국가가 추진한 1，2등도 

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3등도로까지 포함한 분석은 3등 이하 도로가 지방의 

관리이며， 중앙보다 지방의 의사가 짙게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전술과 같이 

경상남도 사례연구 부분에서 실시한다. 

연구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대상시기에 간행된 제반 문헌들이다. 골자 

가 되는 자료는 해당시대의 관보와 법령이며， 총독부 등에서 발행된 통계연보， 토 

목관련 잡지와 서적 그리고 현존하는 선문기사 등으로 구성된다. 자료는 양적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 연 

구진행 과정에서 매몰된 자료들의 적극적 발굴도 기도한다. 특히 도로관련 자료는 

중앙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분산 소재하고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지， 군지 등을 실마리로 답사를 통해 이들의 발굴에도 역점을 둔다. 

사료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지도이다. 이는 전통적 가도와 신작로의 노선대비， 

취 락분포의 변천， 도시 구조의 변천 타 교통기 관과의 관계 등， 공간구조 변화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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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기간자료가 된다. 구한말 지형도 일제시대 지형도 현재지도 등을 병용한 

다. 미시적 연구가 필요할 경우 지적도도 경우에 따라 활용한다. 그리고 사례연구 

에서는 현장 확인， 인터뷰 자료， 영상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 현장답사를 수시로 

실시한다. 또 비교와 시사를 위해 외국문헌도 활용한다. 특히 지형 문화적으로 가 

깝고， 선작로 건설을 주도한 일본과， 도로교통사 연구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lndian Trail, Tumpike, 국도， lnterstate 등 시대마다 도로사연구가 정리된 

미 국 등을 표본으로 활용한다. 

교통사의 해석은 하드와 소프트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드는 교통로와 결절지 

자체 즉 인프라를 말하며， 소프트는 그 위를 달리는 수송수단과 여객， 물자 유동 

구조이다. 전자는 다분히 형태론 분포론적인 접근이 되며 후자는 유동 분석론에 

가깝다. 또 철도와 같은 장치산업은 전자와 후자의 결합체이며， 도로， 항만은 전 

자， 자동차， 행상， 선박 등은 후자에 속한다. 

본 논문에서는 교통결절구조 변화의 해석이라는 목적상 전자가 그 근간이 되는 

데， 그 변화를 설명하는 소재로서 후자에 속하는 개념도 수시로 이용된다. 단 후 

자가 연구의 목적 자체가 아니기에， 신작로 개통에 따른 국가물류구조의 변화， 여 

객운송체계， 생활행동패턴이나 문화권역의 변화， 중심지체계의 재편 등의 테마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은 별도 주제의 논문으로 양보해야 한다. 

또한 역사지리학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교통지리학의 주류인 계량 

적인 접근은 사료연구 및 정성적 연구의 지원수단으로만 이용하여 그것이 위주가 

되지 않도록 한다. 자료면에서는 체계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자료는 

수집은 가능하나， 철도처럼 시간/공간 양변에서 망라적인 자료체계는 없으며， 단편 

적 자료에 서 유추작업 이 불가피 하다. 

본 연구의 중요한 분석과제는 한반도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육상교통체 

계의 변화를 도로망을 주체로， 다른 육상교통수단을 객체로 하면서 파악하고， 국 

토구조의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역사지리학적인 접근방법으로 밝히는 데 있다. 따 

라서 분석방법은 교통체계 즉 결절구조라는 교통지리학적인 요소가 동원되지만， 

그것은 분석의 수단에 불과하여， 역사지리학적인 공간변화와 시계열 변화의 定性

的인 교차검증 작업이 근간이 된다. 

교통체계의 변화를 단지 시기마다의 생태적 관찰에 머물지 않고， 그 원인이 된 

시대적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도로건설 주체 및 그에 영향력을 행사한 주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교통체계 형성을 유도한 기존의 지리적 상황 및 시 

대가 요구한 지리적 상황은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면서 

각 시대마다， 장소마다의 도로교통체계 형성과정에 의미를 부여해 가는 작업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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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핵심적인 작업이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분석방법은 항상 시계열적인 고찰과 공간적인 고찰， 그리고 

미시적인 고찰과 거시적인 고찰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상호체크를 하는 방 

법으로 이루어진다. 그 틀 장치의 결과물로서 한국이 겪은 교통체계 변화과정 모 

델과 단계구분에 대한 일반론으로서의 가설제시가 생산되는 과정을 밟는 것이다. 

그것이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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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E 서

 「
분
 

〈1 단껴1> 싣작로워 유명분류(역l버단체) 

<2단체〉 싣작로 런설곽청워 직리적 륙성 분석 

〈3단체〉 시해=F분 및 콩긴rE련자 정리시도 

| <4단체〉 곤해도로쿄좋체l껴l 변확곽정 쩡러 

<5단체〉 한국명 곤해쿄좋저l껴l 변확모델 
(렬론) 

그림 1-2. 分析틀 

3. 陽究의 立場

한국의 역사지리학 연구는 현재까지 중세， 근세사가 중심을 이루어 왔으며， 개 

항기 이후의 근， 현대사 연구는 거의 그 출발점에 섰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근대사 연구가 근세사 연구의 축적 위에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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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렇듯이 가까운 과거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쉽게 내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특히 일제시대에 있어서는 국내외에서 민족사관과 식민지 근대화론이 병립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전자가 대다수이며 일본에서는 양자가 括抗하고 있다. 이 병립 

의 초점은 첫째， 일본의 한국 지배가 있어서 한반도가 발전했는가 아니면 일본의 

지배가 한국의 자율적인 발전의 뿌리를 뽑았는가 둘째 일본은 한국의 발전을 위 

해 여타 인프라 투자를 했는가 아니면 수탈과 착취를 위한 투자였는가 등으로 압 

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립은 한국 경제사학계에서는 벌써 1950년대부터 지 

적되기 시작하였으며 전자는 ‘내재적 발전론’， 후자는 ‘외래적 발전론’이라고 불리 

기도 하였다2) 

이 논문 역시 “신작로”라는 일본이 건설한 교통인프라를 다루는 이상， 위의 논 

의는 피할 수 없다. 특히 교통지리적 분석이 아니라 정성적 역사지리적 연구에 무 

게를 두는 이상 더욱 그렇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연구입장을 정해서， 그것에 맞 

춘 논리전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료검토에서 얻어진 결과를 연구입장으 

로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역사를 결코 흑백론 2분법만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인들이 도로정비에 대해 쓴 자료들을 보면 “한국 발전을 위해”라는 

말은 서론에 대목으로서 나올 뿐， 세부 내용은 경제자원의 효율적 반출， 군사차량 

의 원활한 통과 등 일본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언급으로 일관되고 있다. 특히 

3.1 운동 이전에 있어서는 그 경향이 더욱 강하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인프라 정비가 결과적으로 해당부분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인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은 부분에 한정된 이야기인 

것이며， 일본의 지배목적에 대한 副塵物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도 그 

런 역사적 입장을 취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수도를 향한 교통로가 아닌 개항장 

을 향한 도로체계를 만든 것은 지역적으로 교통체계의 기형화를 가져온 것도 사 

실이다. 

교통체계 발달의 형태론에 대해서는 제2절에서 언급하지만， 해외에서 활발한 논 

의가 있어 왔다. 다만 그런 논의들은 지나치게 일반화， 모식화되어 있는 가닥이 

있어서， 그대로 한국 등 특정지역에 적용할 경우， 심각한 오류를 불러 일어킬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지나친 일반화는 삼가고， 얼어나는 사실들을 충실 

히 추적하면서， 시계열적으로， 공간적으로 신작로 교통체계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 

었는지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특히 일반화된 근대교통체계 발달모델의 전제조건과 다른 한국만의 조 

2) 안병직/中村哲 1993 “근대조선공업화의 연구 일조각， p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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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를테면 한국에서는 해양국가에서 흔한 

항구중심의 근대교통체계와 동시에 국토종관 간선철도가 구심점을 가지고 있었던 

점， 자연발생적으로 근대교통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일제라는 외세가 치밀한 통 

치정책 밑에 계획적으로 도로건설을 추진했다는 점 그리고 조선왕조가 강τ 란 중 

앙집권국가였기에 국가주도의 체계적인 전통적 교통망을 가지고 해방 후가지도 

그 영향이 있었다는 점 등이다. 

이들은 한국의 독자적인 도로체계 형성을 설명하는 큰 변수가 되어， 또 전세계 

일률적인 잣대로 한국의 근대교통사를 말할 수 없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적으로 이 논문의 목적은 신작로를 가지고 이 부분을 증명하는 데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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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論文의 構成

제1장에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의 동기와 목적을 밝히고，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론에 들어가는 전단계로서， 한반도에서 신작로가 건설된 역사적 

인 경위와 실제 추진과정 제도적 정치적인 배경 등에 대하여 시계열적인 서술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본론 부분에서 역사지리적인 핵심부분을 집중논의하기 위하 

여，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할 전제조건에 대하여 알아두기 위해서이다. 

제3장 초반 준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신작로의 노선형태를 건설목 

적， 기능， 결절구조 등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고려하면서 유형분류를 하였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형태적인 결절구조이다. 도로는 네트워크화가 진행될수 

록 결절구조가 단일화되어가고， 분류의 의미를 서서히 상실해 가는데， 한편으로 

단편적인 노선연장이 계속되던 초창기로부터 중반기까지는 유효한 지표가 된다. 

제3장 후반과 제4장이 가장 중요한 본론 부분이다. 그 중 제4장은 거시적인 시 

야로 접근하면서 국가에서 건설된 1. 2등도로를 중심으로 그 계획과 건설과정을 

시간적-공간적 양면에서 검토한다. 

제5장은 지방도를 포함한 미세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를 

사례로 미시적 검토를 수행한다. 

이상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제5장에서 신작로를 통해서 본 한반도의 교통체계 

변화과정에 대하여 검토하여 “한국식 교통체계 변화모델”에 대한 가설을 제기한 

다. 전체결론과 향후 연구방향도 제5장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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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近代交通史와 關聯된 얻또存의 學說動向

1. 道路交通史에 關한 많存의 論議

1) 근대교통체계 발달모델의 계보-교통지리학적 접근 

근대화 과정에서의 교통체계 발달모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Taaffe, Morrill 

and Gould의 논고에서 제시된 모식이다3) 그들은 아프리카의 Ghana와 Nigeria를 

사례로 제국주의적 경제활동에 의한 근대적 교통체계의 발달을 주시하여， 그 결과 

로부터 6단계로 나누어지는 발달모델을 도출하였다. 

1단계는 개발의 초창기 

이며， 산재된 수많은 포 I ( 1) Scattered ports 

구와 그 각각에 약간의 

배 후지 (hinter land)를 가 

지고， 서로 연계가 없는， 

개발 전단계이다. 2단계 

“““““ (4) Beginnings 01 
interconnection 

(2) Penetration lines and 1(3) Development 01 leeders 
port concentration 

는 일부 항구에서 내륙주 

로의 관입 (penetration)이 

시작되어， 관입경로가 있 

는 항구와 없는 항구간에 

서 격차가 생기면서 항구 

의 통합이 시작되는 단계 

이다. 3단계는 선별된 항 

구에서， 또 관입경로에서 그림 1-3. Taaffe, Morrill and Gould의 港遭起源型 近代交通網

분기선 (feeders)이 형성되 發達모델. 

고， 교통로가 간-지 선 체 

계로 성장되는 과정이고， 4단계에서는 항구간 및 관입노선상의 내륙중심도시간에 

서 상호연결(in terconnection)이 시작하는 단계이다. 상호연결이 진행되고 네트워 

크가 완성되는 것이 5단계이며， 그 네트워크 중에서， 혹은 별도로 고규격의 “간선 

3) Taaffe, E.j., Morrill, R.L. and Gould, P.R., 1963, "Transport expans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 Geographical Review 53, 
pp.5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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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 발생하는 것이 6단계이다. 

이 교통체계 성장모델은 지나치게 단순화되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4)， 원론 

적인 부분에서는 교통발달의 일반적인 법칙과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체계와 그 결절지는 선택과 집중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한편에서는 성장 

하여， 한편에서는 소멸해 간다는 점， 나누어진 교통권역들이， 개발이 진행됨에 따 

라 네트워크 기능이 강화되어 간다는 점， 그리고 교통체계발달이 해당지역， 특히 

배후지의 정치/경제지리학적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거꾸로 영향을 주는， 작용 

및 반작용 양면의 양상을 공간상에 보여 준다는 점 등이다. 

Hoyle는 아프리카 서해안(상아해안)의 사례에서 도출한 Taaffe 등의 모델을 그 

대로 아프리카 동해안에 적용하였다5). 그 결과 토착교통망 시대와 제국주의세력 

에 의한 근대교통 건설 사이에 아랍 상인들이 개설한 장거리 교역로가 존재한다 

는 지역적 특성 외에는 대체로 위의 이론이 적용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Taaffe 등의 연구에 이어 해안이 있는 개도국에서 교통체계발달모델을 제시한 

것이 Rimmer이다. 그는 먼저， 앞서 나온 Taaffe 등의 모델을 평가하면서， 교통체 

계전체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만 모델의 기점이 될 항구 자체의 지리적인 동태 

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하다고 여겨 항만체계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의 필요성을 

호소했다6) 그는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 상의 뉴질랜드를 사례로 항만체계 

변화를 역사지리학적으로 고찰하면서 일반화된 4단계의 항만발달모델을 도출하였 

다. 

1단계는 작은 항만의 산재시대 2단계는 항만배후지로의 관입노선 발생과 인근 

항만의 통폐합， 3단계는 항만 및 구 항만 사이의 상호연결과 기능집중， 4단계는 

하나의 독점적 항구로의 권력이양의 완료를 뜻한다. 보시다시피 항구 변화에 눈을 

고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론적 바탕은 Taaffe 등의 논고와 상반되지 않는다. 오 

히려 항구간의 경쟁과 계층화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그 이론을 대폭 보완해 준 

내용이라고 하겠다. 

Rimmer는 이 단계에서는 침략자 측의 근대교통체계에 치중하여， 전통교통과 취 

락체계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의 다음 연구에서는 전통지리체계의 관성을 

서양적 시각 범주 안에서 제한적으로나마나 고려한 내용이 되었으며， 독자적인 발 

달모델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그 모델은 전통지리체계를 고려에 놓은 것 이외에 

도， 결절지를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또 교통로를 도로， 철도 등 교통수단별로 세분 

화하여， 교통수단 종류에 따라서도 발달단계에 차등을 주는 등 모델 자체가 보다 

4) Brian Hoyle and Jose Smith, “Transport and Development", pp.1l-32, B.S. Hoyle and 
R. D. Knowles , "Modem Transport Geography" , Belheaven Press,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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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화된 점 등이 종전의 논 

고들과 다르다7). 단 서 구 식 

민지주의 사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동일한데다， 오히려 

교통체계 발달단계를 식민지 

지배 진행과정과.연계시켜 

구분했다는 점에서， 그 경향 

을 심화시켰다고 할 수도 있 

다. 

그는 Brookfield의 사례로 

부터 4단계의 교통체계 발달 

과정을 논하였는데， Taaffe 

등과 같은 형태별 분류가 아 

니 라， 종주국의 통치 강도， 

즉 통치국과 피 통치국간의 

관계변화에 맞추어서 단계설 

정을 하고 있다. 

1단계는 교류이 전의 단계 

를 묘사한 것인데， 서방 세 

력과 제3세계 사이에는 아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후에 

식민지가 될 제3세계 국가에 

THIRD WORLD 

SETTLεMENT TRANsrOAT CONNECTIONS 

。 M‘Jlropolitan 二〕二二 River .--.-- Track -- E)(pressway 

• Hesi이entiarv <:~:=) Overseas s.hlpplng -~- Road _._-- Feeder road 

l、‘) Superimposed ~"'=-c::I Coastal shipping .......--. Rattway ++‘. Abandoned railway 

림 1-4. Rimmer의 近代交通 發達모델. 
서 는 독자적 인 육상 및 수로 ]

교통을 가지고 있는 단계이다.2단계는 식민지화 초기를 나타내는데， 종주국이 포 

구와 해로를 장악하여 경제적 침탈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단 전통적 

교통체계에는 아직 큰 영향을 마치지 않는다. 3단계인 고도식민지화 단계에 와서 

5) Hoyle, B.S.편， 1973,"Transport and Development", Macmillian. 
6) Rimmer, P. j., 1967, "The Changing Status of New Zealand Seaports, 1853-1960", 

ANNALS of the Assos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57, pp.88-100. 
Rimmer, P.j., 1967, "Recent Changes in the Status of Seaports in the New Zealand 

Costal Trade끼 Economic Geography, pp.231-243. 
7) Rimmer, P, j., 1977, "A conceptual framework for examining urban and regional 

transport needs in south-east Asia" , Pacific Viewpoint 18, pp.l3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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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항만， 도로 및 철도의 건설을 토대로 한 근본적인 교통체계의 변화가 일어 

난다. 종주국의 진출기지였던 항구가 새 식민지 수도가 되어， 종전의 수도를 포함 

한 내륙의 중심도시들은 교통결절지의 일부로 전락한다.4단계인 새 식민지단계는 

중심도시의 비대화가 촉진되어， 선택적으로 간선교통로가 정비되는 단계인데， 3단 

계의 발전형이라고 간주되어， 엄밀히 기능상 양자의 구별에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8) 

한편 관찰대상을 철도로 특화하여， 노선단위로 형태와 기능 양면에서 분류한 것 

이 Wallace이다9) 그는 네트워크 속의 개별 철도노선을 결절구조와 수행기능별로 

8개 분류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그 때 특히 주요 결절지에 착안하여， 결절지와 

개별 노선과의 관계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였다. 3개의 간선 분류는 주간선 

(Trunk Lines) , 배 량간선 (Lateral Main Lines) 막바지 식 간선 (Dead -end Main 

Lines) 등이다. 복수의 교통결절지를 중심으로， 형태적으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 

는지를 보고 분류하는 것으로， 다분히 상대적인 관념이다. 

4개의 지선 분류는 배량지선(Lateral Branches), 기점지향형 막바지식 지선 

( Originating Branches), 종점지 향성 막바지식 지선(Terminating Branches), 쌍방 

향지향성 막바지식 지선 (Ballanced-traffic Branches)등이며 간선과 달리 형태보다 

수송기능별로 분리하고 있다. 그리고 8번째 분류는 독립노선(Isolated Lines)이다. 

네트워크 기능의 측면에서 상대적， 합리적인 분류를 시도하고 있는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간선과 지선에서 분류방법에 일관성이 없다. 또 위계구조가 천차만별 

인 여러 지역의 철도망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어떤 나라에서는 배량간선이 되 

는 노선이 어떤 나라에서는 배량지선으로 취급되는 등 약간의 모순도 드러나고 

있고， 분류 기준도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처럼 서방 각국에서는 자국의 영토에서 또는 자신의 식민지를 사례로 하면서 

교통망의 발달과정을 모식화하여 단계별로 시기구분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 

다. 크게 나누어서 특정 지역에 대한 사례연구 및 사례연구에 의거한 교통발달 단 

계별 모식제시의 두 가지가 있다. 후자 중 Taaffe나 Rimmer 등의 모식은 널리 교 

과서에도 사용되고 해안선을 가진 지역의 근대교통발달과정의 본보기처럼 여겨져 

왔다. 

이들이 제시한 이론에서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로는， 근대식 

교통망 즉 항만이나 차도(Highway) ， 철도의 발달모형에 대해서만 분석하여， 전통 

8) Brian Hoyle and Jose Smith, 앞의 논문. 
9) Wi1liam H. Wallace, 1958, "Railroad Traffic Densities And Patterns" ,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48-4, pp.35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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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교통체계의 존재를 거의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Rimmer처럼 전통교통에 

대한 언급이 있어도 단지 근대교통 발달의 전단계로서 참고 정도로 기재되거나， 

서구세력의 교통체계로 대체될 예정부지 정도로 묘사되는 등 서양의 시각에 치우 

치고 있다. 근세교통과 근대교통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해서 근세교통은 존재를 인정하고도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이론에서는 교통발달의 기점이 항구가 되는 것이 대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그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항구는 대외교섭의 한 창구일 뿐， 교통중심지는 오히 

려， 해안이든 내륙이든， 그들의 정치， 사회， 경제적 중심지에서 구해질 것이다. 

물론， 도보위주로 여겨진 전통교통과， 말과 차량사용을 전제한 근대교통에서는 

그 영향력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Indian Trail을 따라 건설된 

Tumpike 이전의 미국 서부개척도로처럼， 근대교통망이 전통교통의 노선의 영향 

을 받으면서 건설될 경우가 많은 점 근대식 교통망 구축 이전의 도시체계 자체가 

전통적 교통체계와 밀접한 상호관계 위에 성립되어 있다는 점， 근대교통 발달과정 

에서는 전통교통은 종속관계， 상호보완관계， 아니면 대립관계 등으로 같은 시대， 

같은 지역 위에서 공존관계에 있을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무리 근 

대교통 연구가 주목적이라고 해도， 전통교통에 대한 이해와 고찰이 없으면， 그 지 

역의 근대교통망에 대한 해석 자체를 잘못할 수도 있다. 모식화 자체가 목적이거 

나， 서방의 눈으로만 살펴본 교통발달론이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진정 

한 지역연구를 수행할 경우는 그들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 

통을 중심으로 한 대상 지역의 역사지리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들 연구에서 도출된 발전모델이 지나치게 일반화되었다는 점이다. 어떤 

특정 사례지역에서 귀납적 방식으로 얻어진 이론이므로 그 사례지역 자체 및 유 

사한 지리적 환경에 있는 지역에서는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는 모순점이 나타나기 일쑤이다. 연구자마다 모델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도， 서 

로 다른 사례지역의 경험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것들이 지 

리 교과서에 전재되면서 어떤 공식처럼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공식들이 주 

로 서양 국가와 그 식민지라는 한정된 범주에서 얻어진 사례인 만큼， 유럽중심적 

사회질서에서는 유효하겠지만 일반적 지리적 논리추구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 

다. 

물론 항구의 집약화나 관입노선의 성장 등 원론적인 부분은 공식화해도 무방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부분에서 인문 자연지리적 환경이 조금 달라지면 변해 

버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화는 위험할 것이다. 오히려 지역연구의 범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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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떤 지역의 발전모델은 이것이다， 하는 식으로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성 

을 고려한 “독자형 모델”의 해명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며， 그것이 많이 축적된 

다음에야 그들의 유형화나 더 나아간 일반화， 공식화 작업의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 논문의 목적의 하나는 한국형 근대육상교통 발달모델의 예시에 

있지만， 그것은 역시 지역연구의 일환으로서 자리매김 될 것이다. 

2) 지역공간구조 변화의 거울로서의 교통사연구 사례-역사지리학적 접근 

그렇다면 지역연구로서 근대 교통체계변화를 역사지리학의 시각에서 논한 연구 

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앞 장에서 인용한 논문들도 발달모델의 도출과정에서 특 

정지역의 사례를 조사한 점에서 지역연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거꾸로 

Hoyle의 아프리차 동해안 사례연구처럼 이미 발표된 발달모델 자체를 연구틀로 

삼아 사례연구에 임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그런 서양식의 발달이론과 무관하게 해당 국가나 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해 

서， 경험적으로 맞춤형 발달모델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식민지적 수탈경제 

체제에 놓이지 않았던 구 종주국에 대한 지역연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Planhol과 ClavaPO)은 프랑스의 지역공간구조 변화를 역사지리학적으로 검토하 

면서， 거시적으로， 국가의 등질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해， 도로， 운하(하천을 포 

함)， 철도 등 육상교통체계 조직구조가 큰 역할을 했으며， 이에 다분히 정치지리학 

적 혹은 지정학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도로망에 관해서는 로마제국 

이 건설한 도로망이 그 기능을 약화시키면서도 중세 말기까지 프랑스 도로망의 

주역이었음을 밝혔고， 루이 11세가 郵羅路(Royal postal routeÆtat des postes)의 

건설을 시작해서야 프랑스 독자의 도로망이 정비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 우역로 

가 절대왕제가 계속되면서 더욱 파리 중심의 방사선으로 재편되어 간 점， 혁명전 

에는 기타의 지선 배량선은 산업이 발달된 북부에서만 제대로 갖추어졌다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도로망이 시대마다의 프랑스의 지리적 양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철도는 1827년부터 건설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단거리의 광산개발노선을 비 

롯한 산업노선으로서 운하망과 연계하면서도 자본가들의 의도대로 무질서하게 발 

10) Xavier de Planhol과 Paul Claval, 1988, “Geographie Historiqye de la France", 
Librarie de la Maison des Sciences de 1’Homme. (English Translation by Janet 
Lloyd,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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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했다가， 1842년에 정부가 전국의 철도네트워크화 방침을 내세움으로써， 도로와 

마찬가지로 급속히 파리 집중형 교통체계로 재편， 확장되었다. 이 체계는 당시 서 

부 유럽 전체까지 확장되면서， 우편제도 등 프랑스중심의 서구질서 구성에 역할을 

했다. 로마시대를 포함해서 교통체계의 형성이 항상 중앙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에 놓여 있었던 것이 프랑스의 특징이며， 이는 식민지시기를 포함하여 강한 중앙 

집권체계가 계속했던 한국의 교통체계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반하여 영국은 중세 이래 교통로 정비는 지방이나 개인의 일이라는 전통 

을 가지고， 왕국의 우역제는 존재하였지만 도로망은 전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 각 

지방에서 수요에 따라 도로망이나 철도， 운하가 만들어져 갔다. 때문에 지방의 실 

정에 따라 교통체계는 다양성을 띠고 있었고， 지역연구로서의 교통사 연구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활발한 까닭일 것이다. 특히 교통체계 그 자체의 연구도 있지 

만11) ， 그보다 지역의 경제 및 산업과의 관계， 경영사적인 측면，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지역연구의 모든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12) 

미국은 독립 전후부터 산맥을 넘어 서부로의 개척을 지속하였는데， 그 단계마다 

교통수단을 달리했다. 즉 @하천수운과 Indian Trail을 활용한 원시적인 도로，(2) 

운하와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연계체계， @Tumpike 전성시대 @대륙횡단철 

도시대 @포장된 州道 그리고 Interstate Highway시대 순으로 발달되었다 13) 

미국의 지리학자인 Vance14 )는 교통지리학적인 접근방법이 주류인 교통체계사의 

지리적 연구 흐름 중에서 드물게 역사지리적인 접근으로 일관한 존재이다. 그는 

16세기 이후의 교통체계의 발달을 역사단계별로 분류하면서， 운하시대， 철도시대， 

자동차시대로 분류하여 이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3개국을 중심으로 각자의 지 

11) 대표적인 저작을 예시하면 이하와 같다. 

Theo Baker and Dorian Gerhold, 1993, "The Rise and Rise of Road Transportm 
1770-1990". 
William Albert, 1972, "The Tumpike Road System in England 1663-1840". 
Dorian Gerhold편 , 1996, “Road Transport in the Horse-Drawn Era", Scolar Press. 

12) 대표적인 저작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Eric Pawson, 1977, "Transport and Economy: the tumpike Roads of Eiteenth Century. 
Geoffrey Channon, 1996, 'On the hoof: Road transport in the Y orkshire dales, 
1750-1900' , The Joumal of Transport History 17-1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3) 今野源A郞， 1961， fj ;(1)方道路交通짧達論J , 東京大字出版승. 
14) James E. Vance, Jr. , 1990, "Capturing the Horizon,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ransportation since the Sixteenth Century", Johns Hopkins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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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특성을 인식하면서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전세계적인 일반론으로서의 교 

통체계의 변화과정을 도출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3개 국가 공히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자체적인 교통체계 혁신을 이룩했다는 점 

에서 공통하고 있으며， 다른 연구자처럼 종주국 대 식민지라는 대립구도에만 치우 

치지 않았으며， 또 지나친 교통체계 변화의 모식화보다 사료와 현지조사에 의거하 

여， 각 국가， 각시대의 문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분석을 중요시하였다. 다 

른 학자도 각각에 의미를 부여한 시기구분 연구의 중요한 틀이 되어 있기는 마찬 

가지지만， 교통지리학자들이 먼저 시기구분을 가설로 제시하여，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각 식민지의 사례를 인용하는 한편 Vance는 대상국들의 시대마다의 교통 

발달의 실적을 검토한 후 시기구분을 도출하는 귀납적 방법을 취하고 있다. 

하나 더 지적해야 할 부분은 그의 연구대상의 중심은 수송에 혁명을 일으키고， 

국토의 지리구조를 일변시킨 장치형 교통수단(운하， 철도 항공 등)이 교통사의 주 

류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도로나 하천수운 등을 그 엑스트라로 역할로 몰아 놓 

고 있다는 점이다. 즉 어느 시대에도 존재하였던 도로는 교통사 변화의 本流가 아 

니며， 운하시대에는 운하， 철도시대에는 철도의 보조설비 혹은 과도기적 존재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물론 본 논문에서도 검증할 것처럼 도로는 근대 이후 자동차사회의 정착 이전 

에는 국토의 지리구조를 바꾸는 주체적 존재라기보다 바뀐 지리구조를 반영하는 

종속적 존재였다. 그러나 종속적 존재가 남긴 역사지리의 자취를 충분히 담기지 

못했던 부분만이 아쉽다. 

일본의 경우도， Taaffe 등의 계열과 별도로 근대교통발달이 논의되어 왔던 편이 

다. 일본에서는 교통역사지리학의 한 분야로서의 근대교통체계 발달론 연구 자체 

가 성행하지 않았었고 최근에 와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단계이다.보다 근본 

적으로는 근대교통사에 대한 역사지리적인 조명 자체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것이다. 이는 역사지리학이란 근세 이전을 논하는 학문이라는 사고방식과， 교통사 

는 경제사나 토목사 범주가 주류가 된다는 이중의 오랜 선입견 때문이었다. 

도서국가인 일본에서는 전통교통은 여객이 육상 도보교통 화물이 연안 해운으 

로 분화되어 발달하였다. 유선정부는 도로보다 철도중심의 육상교통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탓에， 육상여객교통은 구미 각국처럼 마차시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철도교 

통시대로 진입하였다. 화물교통도 동시에 근대화과정에서 해운에서 철도수송 중심 

으로 전환되었다. 일본의 교통지리학은 2차대전 후 활성화와 동시에 계량지리학으 

로의 편중이 나타났기에 Taaffe. Vance와 같은 정성적 형태론적 관점에서 근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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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체계를 논하려는 풍토가 없었으며， 단지 구미의 선학을 교양차원으로만 배우는 

뿐이었다. 

오히려 교통체계의 형태적 측면보다 근대화과정에서 교통기관의 주종관계가 어 

떻게 바뀌었는지 등 기능적 측면에서 사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오이 

카와(老川)는 하천 수운사를 축으로， 해운， 철도， 도로와의 연관성에서， 그 경합과 

탈락， 그리고 간선철도의 주도권 확립이라는 과정을 그려냈다15) 근대에 있어서， 

교통수단간을 서로 상대화시켜서 그 대립과 연관을 연구한 것은 그와 아래에서 

언급할 미키(三木) 정도이며 다른 논고들은 철도이면 철도， 해운이면 해운， 도로 

면 도로 하는 식으로 각각의 교통수단을 독립적으로 다루고， 왔다. 오이카와(老 

川) 자신이 그러한 학계의 경향에 대한 경종으로서 위와 같은 연구를 수행한 것 

으로 밝히 고 있다16) 

철도망 발달에 역사지리학적인 접근에 관해서는 춤木이 연구방법론과 사례연구 

의 양변에서 성과를 냈다17) 그는 거시(전국규모)와 미시(국지규모)의 단순대립이 

었던 연구 스케일의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중시(지역규모)적 연구의 펼요성과 각 

연구규모간의 양방향적(상향 및 하향) 연계의 필요성을 호소하여 또 그러한 연구 

를 스스로 계속하였다. 단 그의 관심은 역사지리학적인 관점에 서면서도 산업사로 

서의 철도 및 철도망의 형성사 그 자체이며 타 교통기관과의 상호작용에 관해서 

는 최소한의 촉매적 논의만 전개하고 있다. 

근대 초기에서 철도 이외의 개별교통수단 즉 도로나 해운 등에 관한 논고도 역 

시 개별적으로 논의되어 상호작용에 관한 논의나 교통체계론에 발전시킨 논의는 

없다. 그나마도 연구자는 사학 특히 경제사 경영사 분야여서 역사지리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미키(三木)는 전국의 局地철도를 사례로 미시적 정성적 연구를 경험론적으로 계 

속하면서， 그 노선들의 교통결절구조를 유형화하여 시계열적으로 형태와 기능의 

변화를 추적하였다18) 그 유형이란 국지철도의 기점과 종점에 착안하여， 전통취락， 

항구(포구) , 철도역 등 어떤 결절지와 연계하고 있는지에 따라 6개 유형으로 분류 

한 것이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유형자체가 어떻게 변해 갔는지에 대해 

15) 老川慶喜， 1992, “塵業華命期σ)地域交通ε輸送 티 本經濟評論삼. 

16) 交通字說史昭究승 編. 1991, “交通字術史σ) 鼎究N" ， 運輸經淸鼎究쉰ν갓-， pp.499-528. 
17) 좁木벚一， 1986, “近代交通冊究t=쉰ttG歷史地理字σ)性格ε方法 歷史地理字紀要28，

pp.169-181. 
좁木꿇一， 1983, “ 日 本t=침ttG錄道史冊究σ)系讀交通史鼎究9， 1983, pp.3-4. 
좁木형一， 1985, ";1') Â 7- - J 'v σ)錄道史t=開TG考察“， 東京字릎大햄紀要第3部門37， 1985, 

pp33-42. 
18) 三木理史， 1999, “近代터本σ)地域交通休系 大明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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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관측하고 있다. 

그 결과， 철도중심형으로 규정되는 일본식 근대교통체계는 두 가지 국가정책적 

계기를 거쳐서 완성되었다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하나는 1906.7년의 “철도국유화” 

정책이며， 또 하나는 세계공황기에서 2차대전까지 약 15년동안 지속된 “교통통제 

정책”이다. 이 두 단계를 거치면서 항구나 전통취락 등 전통적 교통수단과의 연계 

를 중요시하였던 지방의 국지철도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간선철도의 배양선 

(feeders)으로 재편되어， 그 결과 간선철도 중심의 일본식 근대지역교통체계가 완 

성되었다는 것이다. 

미키(三木)의 논고는 서양의 교통발달론을 차용하지 않고 거의 독자적으로 일 

본형 근대교통체계유형과 그 변화요인을 밝혔다 이는 평가할 만한 일인 반면 논 

리전개가 외국의 선행연구의 논리를 아예 무시한 상태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모댈을 개발한다고 해도 선행 유사연구에 대한 비평을 거쳐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그리고 예컨대 어떤 노선이 산업노선인지 일반노선인지 등 수 

송기능이나 건설목적 자체의 유형화를 수행하지는 못하고 형태론에 치우쳤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유형화 작업과 별도로 그의 다른 논고에서 그것을 보완 

하고 있기는 하지만19) 기능 및 목적까지를 종합한 교통발달모델이 향후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 

2. 韓國交通史에 關한 많存의 論議

1) 근세 이전 

한국 지리학계에서 근세 이전 육상교통사 연구는 지금까지 꾸준히 이루어져 왔 

다. 인접 한문분야도 약간 포함해서 크게 분류하면 @購站制에 관한 연구20) (2)육 

19) 三木理史， 1996, “山口原宇部행銀地域t=침ttG石행流通ε*土승資本整備 감승經淸史함승 
第65승大승報告要답 .. 

20) 연구성과들을 예시하면 이하와 같다. 
홍경희/박태화， 1981 ,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역참의 분포와 입지 교육연구지 23, 

pp.67-84. 
김 홍， 1984, “조선전기 역제에 대한 열고찰 육군제삼사관학교논문집 18, pp.9-25. 
원영환， 1995, “조선시대 교통로와 역 · 원제의 고찰 : 서북로와 동북로를 중심으로 향 

토사연구 7, pp,5-21. 
유선호， 1987, “삼국시대의 우역과 교통로， 경기공업개방대학 논집 26," pp.311-325. 
유선호， 1992, 고려우역제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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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교통로의 역사지리적 취락지리적 의미에 관한 연구21) @특정 지역이나 문화권 

교통로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22)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CD은 역사학에서 주 

도해 오다가 지리학에서도 다루어졌으며， 역의 제도， 경제사， 구성원의 선원 등 문 

헌연구를 중심으로 논해졌으며， 단 지리 분야에서 역참의 분포와 입지특성에 관한 

논고가 있다. 

@는 崔永俊이 영남로를 李惠恩이 義州路를 사례로 연구한 것을 위시하여 지금 

까지 연구의 주류가 되어 있으며， 육상교통로의 역사적 양태를 실마리로 한국의 

전통사회， 취락지리를 풀이하고자 하고 있다.@은 지역연구나 향토사연구의 틀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합하면 많은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영역 설정은 여러 가지이 

며， 육운과 수운을 양 축으로 한 문화군의 교통사를 풀이하는 논고도 나오고 있 

다. 

역사지리 측면에서의 육상교통사 연구는 꾸준히 계속되어 왔으며， 계속 성과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연구자가 많지 않고 전문 학회도 없는 단계여서 향후 더 

욱 연구의 축적 이 필요하다. 

2) 근대 이후 

a. 철도 

근대이후의 육상교통사 연구는 압도적으로 철도를 주제로 한 것이 많다. 철도가 

강영철， 1984, 고려역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 연구성과들을 예시하면 이하와 같다. 

최영준， 1975, “조선시대의 영남로 연구: 서울-상주의 경우 지리학 12, 대한지리학회. 
최영준， 1983, “영남로의 경관변화 지리학 28, 대한지리학회. 
최영준， 1984, “노변취락 지리학논총 11, 서울대학교 지라학과. 
최영준， 1990, 영남대로-한국 고도로의 역사지리학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이혜은， 1976, 조선시대의 교통로에 대한 역사지리적 연구 : 한성-의주간을 사례로， 이 

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2) 연구성과들을 예시하면 이하와 같다. 
송종홍， 1980, 서울시 교통망의 형성발달에 관한 연구 : 한성부시대 -8.15 해방전，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승규， 1992, 조선후기 ‘괴산-연풍로’의 성립과 교통취락의 경관변화 공주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김종혁， 2001 , 조선후기 한강유역의 교통로와 장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경수， 1994, “영산강 유역의 문화역사지리 : 교통로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6, 

pp.81-85. 
조병로， 2000， “조선후기 광주지역의 교통로와 산성취락의 발달 : 광주유수부와 남한산 

성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7, 서울시립대학교， pp.8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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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침략의 선봉대로 간주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 또 20세기 전반에서 한반도 

의 공간구조， 인문사회구조를 변용시키는 데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육상교통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철도교통사를 다룬 논고들은 주로 국사학자들이 주도 

하여 왔으며， 지리학자가 철도교통을 중심으로 놓고 한국교통사를 연구한 사례는 

드물다. 그나마 국사학계의 경우도 실적이 많이 축적된 단계라 할 수는 없으며， 

연구 결과가 아직 일부 관심사들에 치우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철도사 연구가 구한말에서 해방전까지의 시기에 국 

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철도 자체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려고 했다기보 

다는 식민지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해명하는 실마리로서 철도를 사례로 

인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견(管見)에 한해서는 해방 후 철도교통을 사학적으 

로 연구한 논고는 찾을 수가 없었다. 

식민지시대의 철도에 대한 논고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철도망 형성기 

에 있어서의 국내 및 열강의 부설권 획득과정， 한국인과 일본인과의 갈등， 경영， 

고용구조 등이다. 따라서 식민지시대에 있어서도 간선철도 형성기에 해당하는 초 

반기 부분에 연구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한제국이 국가로서 제반 권리가 박탈당해 가는 과정에서 침략자와 피침 

략자 사이의 갈등 (침략과 저항， 지배와 타협， 발전과 수탈， 억압과 성장 등)을 드 

러내는 사례로서 철도 부설권을 다루거나 일제의 군사적 지배 경제적 수탈의 수 

단으로서 철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다루는 것이 주류가 되어서 상당부분 

해명되었다. 단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식민지 근대화론을 바탕으로 둔 논고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의 타파를 부분적으로 시도한 것이 정재정이다. 그는 근대사 연구에 

있어서 철도사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간주， 철도를 중심으 

로 한 근대사 풀이를 실천하여 왔다. 간선철도망 형성기에 대한 논고도 많지만 구 

한말부터 일제시대의 철도 발전 과정을 5가지로 시기 구분하여 각 시대에서 철도 

가 지닌 역할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그는 또 정치 경제사적 관점에 머물고 있었던 

철도 연구를 한국 일반인의 시각으로 묘사함으로써 사회사적 의미를 검토한 데에 

있어서 획기적이었다23). 

다만 역시 철도를 일제시대사를 풀이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였으며 철도 등 육상 

교통 자체의 본질을 주 관심사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한편 배기완은 일제시대의 

23) 정재정， 1992, ‘일제의 한국철도 침략과 한국인의 대응’，서울대학교 학사학위논문. 
정재정， 1991 , ‘대한제국기 철도건설노동자의 동원과 연선주민의 저항운동， 한국사연구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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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를 기업적 경영의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회임기간(창업에서 영업개 

시까지)이 다른 산업보다 긴 철도사업에 대한 효율적 투자와 그 회수가 어떻게 

획책되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24) 또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는 

데25) ， 사료에 의거한 사실들의 서술에 그쳐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것은 아니었 

다. 

위와 같은 시기적인 치우침과 함께 무시할 수 없는 공백은 스케일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논고들은 한국의 철도망 전체 혹은 경부선 경의선 등 몇 개 간 

선철도를 주제로 하여， 그것이 한반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논고가 대부분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거시적인 연구에 편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재정 스스로가 인정하듯이26) 기왕의 한국철도사 연구는 주로 몇 개 국유 간 

선철도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한국철도사의 대대적인 윤곽과 성격을 파 

악하는데 그쳤으며 현 단계에서는 국유철도와 사설철도의 각 노선을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거시 연구와 함께 사회과학 

연구의 양축이라 할 수 있는 미시연구가앞으로 많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 각 지역 공간형성에 있어서 철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교통결절 

체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가 없지만 이는 오히려 사학보다 

역사지리학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그 역사지리학계에서는 교통사 연구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통시대에 치중되어 

있으며， 근대육상교통의 핵심인 철도교통을 주제로 삼은 것은 많지 않다. 다만 본 

격적인 철도가 아닌 노면전차를 가지고 도시계획이나 도시성장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본 논고는 몇 개 있다. 이은숙27)과 이혜은28)은 서울을 사례로 주로 전차를 가 

지고 그것이 자동차교통이 우세해지기 전 일정 시점까지는 도시 형성과 확장 방 

향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냈다. 

특히 이혜은은 전차를 기축으로 한 선향이론으로 서울시의 확장 형태를 살폈는 

데， 그 지표를 주로 행정경계 변화에 의존한 점과， 버스 등 경쟁 교통기관의 움직 

24) 배기완， 1974, ‘일제의 철도에 대한 투자 및 경영’， 논문집8， 단국대학교， pp.309-353. 
25) 배기완， 1973, ‘한국철도부설이 일반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일정시대를 중심으로-’， 논 

문집7， 단국대학교， pp.477-511. 
26) 鄭在貞， 1993, ‘韓固錄道史鼎究σ)現況ε課題 -日本帝固主義ε開聯Lτ- ’ 일본식민지연구5. 

27) 이은숙， 1987, ‘도시교통 발달과 도시성장 -서울을 중심으로-’， 이화지리총서3， 이화여 
자대학교 대학원， pp.l -88. 

28) 이혜은， 1987, ‘대중교통수단이 서울시 발달에 미친 영향: 1899-1968’, 지리학37， 대한지 
리 학회 , pp.l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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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고려하지 못하였던 점이 아쉽다. 이은숙29)은 또 서울-수원간 회랑지역에 있 

어서 선적인 교통로 집적이 구로， 시홍， 안양， 군포 등 연속된 도시화를 추진했음 

을 지적했다. 강영주30)와 이은세31)는 경인선 연변 구역을 사례로 각각 교통 시스 

템의 변천과 경관 변화의 시각으로 철도교통이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처럼 도시지역과 도시간， 도시권의 성장 역사를 조사하는 도구로서 철도 연구 

는 일정한 집적을 보였다. 그러나 도시교통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면， 한반도 전체 

철도교통사를 주제로 한 논고는 취락지리학의 입장에서 남한의 역전취락을 전통 

취락과 관련시켜 격리형， 연합형， 집중형 등으로 분류를 시도하여， 철도역의 입지 

형태와 도시와의 연결 구조가 도시의 성장， 기능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을 밝힌 공 

환영 32)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사학계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철도망 형성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부선 개통에 따른 연선 공간구조 변화를 시론한 주경식 33)의 

논고가 있을 뿐이다. 그는 주로 철도와 도시형성과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군사노선으로서 건설되고 종전의 전통적 도시체계를 무시한 경부선 노선형태가 

도시 계층 및 공간편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류제헌34)은 호남평야(전라북도 동부)를 사례로 해서， 중심지이론， 교통발달 4단 

계론 등을 적용하여 한국의 근세-근대간 지역구조 변화를 중시(中視)적으로 해명 

하였다. 전통중심지인 전주와 식민지적 중심지인 군산의 이중구조를 그려냈는데， 

Taaffe의 개발국 교통발달론을 국내에 적용한 선구적인 사례로서 주목된다. 

또 사학계와 비슷한 문제지만 도시연구를 빼고는 특정지역을 연구한 미시적 연 

구가 거의 없다. 이 분야를 공간변화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지리학이 본디 주 

영역을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윤옥경 35)에 의한 수인선의 기능변화에 관한 고 

29) 이은숙， 1990, ‘교통발달과 서울-수원 회랑지역의 도시화’， 사회과학연구4， 상명여자대학 

교 

30) 강영주 1966， ‘경인간 교통의 지리학적 고찰’， 사대학보8，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pp.97-115. 
31) 이은세， ‘경인간 지역경관 변화에 대한 연구: 철도 및 도로교통의 발달을 중심으로’， 응 

용지리5， 한국지리연구소， pp.145-172. 
32) 공환영， 1971, ‘철도역전취락에 관한 연구’， 팔역 이지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집 ‘한국의 

언구와 취락’，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pp.137-151. 
33) 주경식， 1994, ‘경부선 철도건설에 따른 한반도 공간조직의 변화， 대한지리학회회지29， 

pp.297-317. 
34) 류제헌， 1990, ‘호남평야에 있어서 지역구조의 식민지적 변용과정’， 지리학42， 대한지리 

학회 지 , pp.35-48. 
35) 윤옥경， 1993, ‘수인선 철도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범대학 대학원 석사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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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하나에 그치고 있다. 이 논고는 수인선의 여객 화물 양면에서 시계열적으로 어 

떤 기능을 맡아 왔는지를 해명한 것이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철도의 기능 

을 밝힌 논고로서 주목할 수 있다. 앞으로 수인선 뿐 아니라 이러한 사례연구가 

지역적， 시기적， 주제적인 다양성을 띠면서 축적되어 갈 펼요가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약간이나마나 한국철도사에 관한 연구 축적이 었다. 거기서 

도 간선철도 형성이라는 대상의 치우침과 구한말에서 일제시대까지라는 시간적인 

치우침이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 국사학계와 같은 경향을 지니고 있다. 다만 그 원 

인은 다른 데에서 구할 수 있으며 식민지에 있어서의 자본 투하 자본가나 정치 

가들의 합종연횡 철도이권 쟁탈 등 주로 경제사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일본 국내 

담론의 연장선에 서서 언급되어 왔기 때문이다36) 

어쨌든 한일간의 시간， 주체상의 동일한 경향은 뜻하지 않게도 양쪽 연구자의 

입장 차이를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결과가 되었다. 한쪽은 식민지 경영론， 한쪽은 

제국주의적 침략과 내국인의 저항이라는 식으로 같은 시기에 같은 재료로 판이한 

내용을 지니게 된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특히 대한제국에서 철도부설권을 얻 

어，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을 계기로， 관계 정계 재계가 결탁된 일본식 제 

국주의 경제의 원형이 생겼다는 이시이(감井)37)의 주장은 일본 경제사학계에서 정 

설이 되어 있다. 

또 정치면에서는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노리고 있었던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력 

다툼의 구도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철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 

특히 스스로도 외무성 자료조사원인 이노우에(井上)38)는 제국주의시대 당시 군사 

적 우열을 결정 지었던 철도 부설권 다툼을 철도 궤간을 키워드로 하여 정리하였 

다. 식민지 경영 수단으로서 철도의 역할을 그린 것도 몇 가지 있지만 개중 다카 

하시(高橋)39)는 한국철도의 건설， 개량， 운전， 경영 등 시기별로， 대만이나 만주와 

비교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군사목적으로 노선이 설계된 대가로서 경영 

상 만성적인 부진상태였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일본에서 한국철도 연구는 피 지배자로서의 한국측의 입장을 거의 간과 

하고 있다. 유일하게 高40)는 다카하시(高橋)와 비슷한 소스를 쓰면서 다른 일본 

36) 住購豊彦， 1986 ， [""朝蘇鉉道史σ)冊究動向 J , 錄道史좋 3 ， 1986 , pp.63-66. 
37)石井常雄， 1953 ， [""京仁錄道創設史t=開캉&一寬書-朝蘇錄道創設期σ)一節」 明治大향商렇 

論輩37.

t로購豊j훌， 1988， [""植民地支配確立期σ)朝蘇ijç道σ)形成J , 錄道史함 6 , 1988, pp.25-30 
도 논지는 비슷하다. 

38) 井上勇一， 1990， r錄道?-，'-:J/){쫓iJ::.現代史.JI , 中央公論삼， 219 p. 
39) 高橋泰隆， 1995， r 티 本植民地鉉道史論J , B 本經洛評論삼， 1995, pp.57 -117. 
40) 高成鳳， 1999， r植民地錄道ε民樂生活-朝蘇 · 台灣 · 中띔東北J , 法政大함出版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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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에 비해서도 한국철도가 한국인에게 거의 이용가치가 없는 식민지철도 성 

향이 컸음을 지적하였다. 철도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한일 양 

국의 연구자의 의견교환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b. 도로 

근대의 육상교통사 연구는 철도교통 분야를 제외하면 지리학 분야에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몇몇 논고가 존재하지만 모두 식민지통치 

상황의 설명을 위해， 도로교통을 소재로 잡았을 뿐이며， 도로교통 자체의 역사적 

의미를 추구한 것은 아니다. 도로를 통한 식민통치의 상황에 대해서는 부역과 토 

지수용을 다룬 소두영41)의 논고나 같은 시각으로 제도면에 대해 설명한 손정목의 

논고 등이 있다. 손정목42)은 도로계획에 대해 상세한 연구결과를 다수 남기고 있 

으나 이 논문 외에는 거의 서울 등 도시내에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서의 도로건 

설에만 치중하고 있다. 양 논고 역시 공간적인 접근이 결여되고 있다. 

한편 도로망의 발달사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교통지리 논고로서는 서찬기/한주 

성의 논고가 있다43). 1960년대와 70년대의 도로밀도분포를 검증한 것이지만， 경부 

축에 도로밀도가 편중되고 있다는 근， 현대를 통한 도로망의 특성을 수적으로 검 

증하고 있는 논문이다. 최영준은 ‘산실될 우려가 있는 자료나 증언들을 수집， 기록 

정리하는 일이 교통사 연구자의 급선무'4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전 시대구분에서 

해당되는 지적이긴 하지만 그나마 직 간접적으로 증언자들이 남아 있는 근대사 

연구에서는 절실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특히 기초연구조차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근대 도로사 부분에서 꾸준히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역사지리학의 분야에서는 최근까지 근세까지가 연구의 주 대상이었으며， 

근대 이후의 연구를 시기상조로 여기는 풍조가 적지 않았다. 해방 후 60년이 되어 

가려고 하는 지금 근대에 대한 역사지리학적 연구는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 

며， 21세기 전반에 있어서 역사지리 연구의 하나의 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pp.1-56. 
41) 소두영， 1991, “한말 일제초기(1904-1919) 도로건설에 대한 일연구 -용지수탈과 부역 

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2) 손정목， 1989, “일제강점기 도로와 자동차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연구4， 서울시립대학 

교， pp. 37-89. 
43) 서찬기/한주성， 1978, "한국에 있어서의 도로교통의 변동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북 

대학교 논문집 25/26, pp.59-78. 
44) 최영준， 2000， “조선후기 · 식민지 시대의 교통로와 공간 이용: 연구의 과제와 전망 인 

문과학， 제7집， 서울시립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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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新作路”으| 時系列的 建設過程

第1節 朝蘇時代의 道路網

1. 新作路 以前의 道路網과 交通體系

1)전국규모의 官道

신작로 이전， 즉 조선시대에서는 정부에서 체계적인 도로망을 지정하고 있었다. 

자료 및 연대에 따라， 10대로， 9대로， 6대로 등， 간선도로의 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首都인 서울에서 국내의 주요 都뭄地나 軍事要地， 對外交易의 關門을 향 

해， 放射狀으로 길이 뻗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어 있다. 이 길을 官道라고 했다. 

郵繹路도 약간 경로가 다르지만 방사상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일치한다. 이는 

강한 中央集權型 體制를 가진 조선왕조의 통치구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이 점에서 절대왕제 시대의 프랑스 “왕의 길”과의 형태적 유사성도 시사하 

는 바가 클 것이다1) 

간선도로의 수는 “大東瓚地圖”나 “大東地志”를 작성한 김정호의 경우 “10대로” 

로 기술했는데， 그 경로는 <그림2-1>과 같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완전 방사상이 

지만， 인구가 희박한 북부보다 觀會地帶였던 남부지방에 보다 많은 길이 나가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107R 도로 중 3개는 외국과의 교류지점이 종점이었으며， 3개 

는 국방상의 요지， 3개는 지역 중심지， 1개는 왕릉(水原) 行路였다. 각 대로에서는 

주변의 고을이나 군사적 요충지로 가는 지선들이 나무 가지와 같은 모양으로 분 

기하고 있었다. 지선들도 역시 서울을 향한 최단경로를 취하면서 幹線大路와 합쳐 

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결국 간선과 지선의 수만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 

사상 도로가 존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관도는 중앙과 임의의 지방을 최단거리로 연결하기 위하여， 거시적으로는 노선 

의 굴곡을 최대한 배제되었다. 지방의 중심적인 고을이 있어도 최단경로에 없으면 

그것은 무시되어， 단지 거기서 분기되는 지선으로 연결되게 만들었다. 도로 근린 

1) Xavier de Planhol과 Paul Claval, 1988, “Geographie Historiqye de la France", 
Librarie de la Maison des Sciences de 1’Homme. (English Translation by J anet 
Lloyd, 1994), pp.27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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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들도 마찬가지로， 도로는 취락을 누벼 다니지는 않았다. 대신 도로변에는 주 

막집이나 장터처럼 교통체계로 발생으로 인해 유발된 취락들이 입지하게 되었다. 

이는 반면에는 사행이나 군대 진격 등으로 입는 민폐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있 

었을 것이다. 

물론 대동여지도의 표시나 “與地圖書”에 나타나는 각 군현마다의 교통로 구성 

을 보면 알 수 있듯 서울과 관계없이 임의의 각 지점간을 연결하는 통로는 존재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대동지지 등이 서울에서 방사상으로 연결되는 도로 

만을 다루었던 것은 당시 위정자나 지식층들의 교통관 그리고 지리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申景擔이 “道路考”에서 제시한 6대로 등도 노선 경로 및 그 순서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도로체계에 대한 인식은 거의 변화가 없다. 

1 . 西北至義州-大路
2. 東北至慶興二大路
3. 東南至平海三大路
4. 東南至東薰四大路
5. 東南至奉化五大路
6. 西至江훌훌六大路 
7. 南至水原5]IJ七大路

8. 南至海南八大路
9. 西南至뿐、淸水營九大路 
10.南至統營5]1j路十大路

*제주에는 8대로 지선이 통함 

그림 2-1. 金正浩에 依한 朝蘇時代 10大路의 路線圖(출처 : 大東地志 程里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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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육상교통로와 신작로의 명백한 차이점은 몇 가지가 있다. 우선 항구 

와의 결절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항구와의 接點을 구하는 곳은 水營이나 

水軍萬戶의 소재지 등 군사적인 필요성에 따를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항구를 지향한 노선은 드물고， 오히려 그 목적으로는 강경， 낙동 등 하 

천수운상의 포구가 그 중심이 될 경우가 많았다. 

또 도보교통을 전재로 하였기 때문에 고갯길은 거의 開擊 등 공사를 가하지 않 

고， 자연 지형 그대로를 사용할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차량의 통행을 전제로 한 

신작로와는 고갯길의 통과방식및 오르막길의 경로에 있어서 전혀 달랐으며， 문경 

새재(영남대로)와 이화령(선작로， 현 3번 국도)처럼， 아예 다른 고개를 선택할 경 

우도 있었다. 

2) 지방 생활도로 

이처럼 전국적으로 보면 중앙지향성의 도로형태를 보인 것이 한국의 전통적 교 

통로의 특징이지만 지방 차원으로 볼 때는 또 지방중심지를 중심으로 한 방사상 

교통로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꼭 官道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방통치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길이었다. 또 조선후기 이후 전국에 定期市場網이 형성되면서， 

읍치나 군사시설 뿐 아니라， 시장과 시장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지방에서는 중요성 

이 커졌다는 점도 지적해 두어야 한다. 

지방의 古老에게 도로를 이용해서 이동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으면， 

십중팔구는 ‘장보러 갔다’는 답이 돌아온다. 그들은 도로를 편도 60리든 80리든 걸 

어가며， 자신의 생산품을 장터에서 팔고， 국수에 순대， 막걸리를 먹고， 필요한 상 

품을 구입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장날인 장터를 돌아다니는 전문상인(장돌뱅 

이)도 존재하였다. 이처럼 육상교통로는 지방인의 생활에도 없어서는 안 될 교통 

수단이었다. 

이러한 국지적인 교통망으로서 옛길은 해방 후 버스교통이 완전히 정착되기까 

지 지역의 생활교통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따라서 노변의 주막， 고갯길 

등도 제 기능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신작로나 철도 등 근대교통의 출현이 바 

로 전통교통의 도태를 의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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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道路의 規格과 機能

조선시대의 관도는 규칙상 大路 中路 小路 등의 규격으로 분류되어 있었다2) 

이는 순전히 토목규격에 따른 개념이며 6대로나 10대로에 포함되어 있었다 할지 

라도 구간에 따라서는 규격상 중로나 소로로 분류된 경우도 많았다. 고위층의 이 

용빈도를 중심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대로는 주로 서울 주변， 그리고 북경으로의 

사행로 및 정조대왕의 능행로였다. 

그러나 이 같은 규격은 근대 도로처럼 엄격히 적용되지는 않았으며， 특히 조선 

시대 후기에 들어가면서 管理 는 상당히 소홀하였다. 특히 평지에서는 농경지의 

돌 잠식이 심하였다. 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차량의 사용이 규제되어 있었다는 

점과 군사상 이유로 도로의 개량을 제한하는 방향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당시의 도로교통은 人馬가 중심이어서 세곡과 같은 重量화물은 하천수 

운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정도 있었다. 

화물의 대 량수송이 수운의 몫이 었다면， 관도는 두로 어 떤 수송기 능을 했을까? 

중요한 기능으로서는 첫째， 군수 현감 관찰사， 암행어사 등 관료들의 공무여행 

둘째， 보부상과 같은 조선후기 이후 상엽의 발달에 따른 지역적인 상업유동 셋째， 

연행사， 일본통선사와 같은 국제사신 사행로， 넷째， 유배， 북방이민 전쟁 등 기타 

유동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은 물론， 신작로나 철도가 충 

분히 없었던 청일， 러일 전쟁 당시에 있어서도 進擊路로 이용되었고， 주요 전략요 

충지는 도로를 따라 분포하였다. 

3. 廳行路 建設 -朝활時代式 ‘新作路’

조선 제22대 왕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였다. 그는 1776 

년 즉위하자 바로 양주 배봉산 아래 있는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에 있는 화산(花 

山)으로 옮기면서 능을 왕릉의 규모로 조영하고 이름도 융릉(隆陸)으로 고쳤다. 

그후 자주 이곳을 찾았던 정조는 융릉의 식목관(植木官)에게 내탕금(內짧金:임금 

이 개인적인 용도에 쓰는 돈) 1.000냥을 하사하여 이곳으로 오는 길을 따라 소나 

무 500주와 능수버들 40주를 심게 하였다고 한다3). 

萬安橋나 大皇橋의 수축까지 감안하면 서울-시홍-수원-지지대-현릉원에 이르 

2) 崔永俊， 1990, “領南大路"， pp,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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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安養市가 復元한 萬安橋(位置는 移動).

는 정조의 능행길은 당시로서는 대대적인 건설을 하였으며， 노폭도 거의 후의 신 

작로와 비슷했을 것으로 사려된다. 1905년의 내 

무성 도로조사 때도 지지대-수원간이 노폭3내지 

5간， 수원-대황교간도 역시 3내지 5간， 평탄하 

‘좌우에 가로수가 있는 양호한 도로’인 것으로 기 

록되어 있다. 노송나무는 신작로 건설 이후에 

그대로 1등도로의 가로수로서 사용되어， 현재 

100주 남짓 남아 있다. 이것이 일제가 다가오기그림 2-3. 正祖 陸行路邊의 老松나 

전의 조선시 대식 신작로라고 볼 수 있다. 무 街路樹(水原市 享子洞)

3) 수원시청 웹사이트(문화재 ).http://wWw.suwo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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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範 韓末의 新作路 建設事業

1. 開港과 道路建設 必要性의 鐘짧 

일본에 의한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한반도 도로조사의 효시는 1903년 초에 거슬 

러 올라간다. 일본 육군 장병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앞두고 비밀리에 장병을 파견 

하고 주요 간선도로를 조사시킨 것이다4). 육군이 진격로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될 

도로의 상태와 보급물자의 획득가능성， 治道 인민의 생활상태 등을 샅샅이 기록해 

놓았다. 

다만 이것은 본격적인 도로건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수행을 위한 병참선을 

확보하기 위한 순수하게 군사적 측면에 의한 도로조사였다. 러일전쟁에 승리하여， 

한반도의 지배 우선권을 사실상 장악한 일본은， 한반도내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 정비， 도로정비， 철도건설 추진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당시 경부선， 경의선 등의 국토종관 간선철도 및 수도와 외항을 연결하는 경인 

선 철도가 완성된 단계였다. 그러나 그 간선철도들은 전쟁수행을 위해 임시로 속 

성 건설된 바람에 교량신설， 노선변경， 句配續和 등 당장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 

했다. 따라서， 간선철도에서 분기하는 지선철도 건설은 계획은 있어도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었다. 

한편 이들 간선철도는 부산항과 서울 그리고 만주를 최단거리로 직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에， 곡창지대나 광산자원이 있는 장소， 경제적 거점 등을 효 

과적으로 경유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도로를 건설하여 이들 경제적 거점지역과 

간선철도 및 항만을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일본정부에서 거세게 나타났다. 金嚴遠

은 일본의 교통인프라 중시정책의 원류를 1904년의 “對韓施設網領決定”에 구하고 

있다. 聞議(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천황의 재가를 얻은 이 지침에는 合챔을 전 

제하지 않고서도 한반도에서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교통인프라를 장악하는 것 

을 역설하고 있다5). 물론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철도와 항만이었으나， 도로도 마 

찬가지였다. 

당시 일본의 內務大닮인 男罷 기요우라(淸浦奎콤)는 내무성 촉탁 토목기사 나카 

4) 陸軍省經理局， 1903, "經理局韓固物資調훌報告書進達σ)件 防衛Ff 防衛冊究所 所藏.

5) 金嚴遠， 1982, “韓國國土開發史昭究 大學圖書， pp.39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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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中原貞三郞)에 명하여， 위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도로노선 조사를 시 

켰다. 1905년 봄의 일이었다. 조사단 일행은 5개 팀으로 나누어져서， 도로망 조사 

및 측량을 수행한 뒤 같은 해 12월에 보고서를 완성시켰다6). 조사대는 미리 도상 

에서 책정된 도로 예정선에서 긴급성이 크다고 간주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현지 

답사 및 측량을 수행하여 그 결과 예정션의 타당성을 검토， 수정하여， 한국도로망 

계획을 확정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이 조사에서 보고된 한국의 도로망은 후에 조선총독부가 선정한 도로망 계획과 

그 목적상 몇 가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가장 큰 특징은 자원개발이라는 경 

제적 측면에 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독부의 도로망 계획이 군사， 행정， 경제， 

민생 등 종합적인 도로계획이 되어 있던 반면， 이 1905년의 내무부 계획은 개항장 

및 철도역과 경제적 이권이 존재하는 지역을 직결하는 형태를 취하고 었다. 

그 때문에 노선망이 평야지대나 광산지대 등에 치우치고 도로망으로 국토의 균 

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을 알 수 었다. 결국 당시 개항장과 

서울에 거점을 두었던 일본인들의 경제활동에 최대한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건설 

되었음을 노선망에서도 이해가 된다. 조사단은 노선망 전구간을 실측한 것이 아니 

라 일부 지역만을 집중 조사하여， 나머지는 그 일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類推하 

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정밀 조사한 구간이란 충청도와 전라도，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금강유역과 영산강 유역 그리고 전북의 평야지대에 집중되 

어 었다. 경상도， 황해도， 경기도， 평안도 등은 일부 간선축만의 조사였으며， 강원 

도와 함경도는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 

이는 보고서에서 “목하 개수를 서둘러야 할 노선은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에 걸 

친 평야를 군산 및 경부철도선으로 연계시켜 전라남도 영산강 상류 광주부근의 

평야를 목포와 연결시키는 노선과 이에 수반된 수많은 지선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이 간다. 다시 말해서 당시 이미 쌀의 주요 이출항이 되었으면 

서 철도의 혜택을 아직 못 받았던 군산 개항장의 세력권과 목포 개항장의 세력권 

에서 가장 도로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 계획에서는 도로의 중요성에 따라 사실상 국도와 지방도를 나누고 있다. 국 

도는 한반도의 간선도로가 해당되는데 대한제국 정부가 전액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초기에는 일본에서 기술자를 고문으로 초빙하지만， 점 

차 한국인 기술자를 양성하여， 한국인 자체 시공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지방 

6) “韓國土木調흉 報告좀"， 1905. 이보고서는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위해 필요한 토목사업의 
내용을 개설하고 있으나， 하천， 항만， 관개 등 다른 항목보다 도로가 가장 중요시되어 
있으며， 사실상 도로조사 보고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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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주로 지선망인데， 국고에서 장비를 지급하고， 노동력은 부역에 의존하는 방 

식을 취하려고 했다. 

도로 용지는 원래 적당한 보상을 주고 수용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땅값이 극히 저렴하여 또 고래부터의 폭정 결과 국민의 

소유권이 安固하지 못하여， 따라서 토지를 무상으로 수용하는 것도 편법이며， 한 

국민은 특별히 고통을 느끼지도 않을 것”이라며 도로용지의 무상수용을 정당화하 

고 있다. ‘예로부터 한국의 관습인’ 부역노동과 함께 일제시대 내내 이루어지는 

도로 건설을 위한 지역주민 수탈구조는 “舊慣”이라는 핑계 하에， 공공연히 이푸어 

지기 시작한 것이다. 

도로의 규격은 상세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노면에 자갈을 깔아 두는 것， 도로 

경계선 표시와 통행인에게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 가로수를 심을 것， 상시 도로 보 

수 인원을 배치할 것 등이 건의되었다. 결국 이 첫 근대도로 계획안은 일본의 한 

반도 영구지배를 위한 제도적인 도로망을 지향했다기보다 개항장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던 일본인 거류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도로라고 규정할 수 있 

으며， 전국적 도로망을 표방하면서도 그 실태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자연 

발생적， 기회주의적 도로계획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조사결과는 보고서로서 내무성에 제출된 한편 형식상 집행 당사자가 될 

대한제국 정부에 건의되었다. 이듬해인 1906년 2월 한국통감부가 설치되어， 신작 

로 건설의 연차계획수립 및 집행은 사실상 일본인 손으로 넘어갔다. 

2. 韓末의 道路建設事業

통감부는 바로 신작로 건설사업 집행에 착수하였다. 일본정부는 한국내 사업진 

행을 위해， 외채를 조달하여 대한제국정부에 起業資金을 대여하고 있었는데， 그 

일부인 149萬6千圓을 할애하여 治道費(도로 건설 비용)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기 

업자금은 일본정부 산하 금융기관이 구미 금융시장에서 興業價卷 발행 등의 방법 

으로 조달한 후 한국에 대부하였다. 상환 전에 한일합방이 되었기 때문에， 대금 

상환은 일본정부에서 하였다7). 

사업은 1906년부터 7개년 계속사업으로 하여8)， 그 중 제 1차분 노선 4개를 익년 

7) 떠立公文書館文書， 1933, ‘舊韓國起業資金貨付 / 寫發行 ~ 갖 )v英貨興業價卷 / 元利支佛寫
替差握金補給二關Â )v法律’，“公文類聚" 57편 36권. 

8) 익년 5년 계속사업으로 앞당겨졌고， 1911년이 완공목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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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907년부터 착공하기로 했다. 한국정부는 內部에 치도국을 임시로 설치하여9) ， 

평양， 대구， 목포， 群港 등 4개소의 治道工事所를 설치하였다10). 예전에 1880년대 

에 朴永洋의 주도로 치도국이 만들어진 적이 있으나， 그것은 기존 관도의 유지가 

목적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선작로 건설 임시조직으로서의 치도국과는 명칭은 동 

일하지만 별개의 조직이다. 

치도국은 대한제국의 기관으로 한국인이 구성원의 중심으로 이루고 있었으나， 

실제 측량， 계획， 토지매수 등 업무는 일본에서 파견된 관료와 기술자가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형식상 한국민의 민생향상을 표방한 신작로 공사는 한국인의 의 

도대로 수행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11) 

착공에 앞서 1906년8월 한 달 간， 내부는 黃靈淵 등 4명의 치도국 사무관과 가 

타야마(片山松貞) 등 일본인 토목기술자 4명， 한국과 일본인 I夫 각각 3명씩 합 

계 14명으로 구성된 측량대를 내려보내고， 4개 노선 측량 실무를 실시하였다12) 

실제 측량착수는 19일， 무안에서 시작하였다. 

측량이 끝나는데로 설계를 하여， 예산조달을 기다리고 토지수용으로 들어갔다. 

치도국에서는 도로용지로 지정된 토지에서는 도로용지 수용종료까지 지주나 건물 

주들이 허가없이 토지， 가옥， 산림 등을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治道訓令”을 노선 

마다 고시하였다13). 일단 도로용지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사유재산권 행 

사는 철저히 제한된 것이다. 토지수용이 끝난 뒤， 1907년 5월， 4개 노선을 일제히 

착공하였다. 모두 정부(내부 치도국)의 직영사업으로서，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 폐해를 막기 위해， 청부를 주지 않았다. 이것이 제 1기 도로개수사업으로， 총 길 

이 255.9km이었다. 

도로의 규격은 대구-포항간 및 목포-광주간은 폭 6미터， 최급구배 1/25, 독선반 

경 15미터이상으로 하여， 한편 비교적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 군산-전주간 

및 평양-진남포간은 폭 7미터， 최급구배 1/30, 곡선반경 20미터이상으로 약간 여 

유있게 설계되었다. 원칙적으로 도로 양옆에 1미터를 더 사용하고， 가로수와 하수 

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14). 독특한 한국식의 “신작로”의 경관이미지는 이 때부터 

9) 皇城新聞， 1906年4月 9 日자. 

10) 大韓每 日 申報 1907年6月 31 日 자. 
11) 萬歲報， 1906年10月 15 日 자. 
12) 皇城新聞， 1906年8月 2 日자 및 26일자. 이 시점에서 조사지점은 목포-광주-전주 및 군 

산-전주-공주， 대구-경주， 진남포-평양 등 4 개 구간으로 실제 착공된 1차 4개 노선과 
약간 차이를 보인다. 

13) 皇城新聞， 1906年11月 24 日자. 
14) 朝蘇總督府， 1928, “朝蘇土木事業誌"， p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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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한 것이다. 

제 1기 도로개수 사업은 1910년까지 모두 완료되었다. 한편 제 1기 도로개수사업 

이 착공된 다음 해인 1908년에는 이미 예산증액(100만원)을 받아서 제2기 도로개 

수사업이 착수되었다. 모두 7개 노선으로 1908년4월 조사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공 

사비지출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착공이 연기되었다가 연내에 착수되었다. 

이어 1909년과 10년에도 제2기 도로개수사업의 추가분 형태를 가지고 각각 3개 

노선과 11개노선이 착공되었다. 특히 1910년에 건설계획이 폭주한 것은 치도계획 

에 적극적이던 소네(曾觸)통감의 취임이 관계되어 있다. 이 해는 실로 161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 중 21만엔은 남한의 “귀순의병” 정착용 도로건설에 50만 

엔은 시내 도로공사로， 50만엔은 도시간 도로공사에， 나머지는 작년도 기지출 공 

사비 에 사용되 었다15). 

이처럼 한말(통감정치하)의 신작로 건설은 경제목적이 중심이었으며， 도로의 건 

설우선순위， 통과도시， 규격 둥도 경제적 요청을 충족시키는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도로를 군사작전용으로 활용하려는 일본 육군은 통감부의 정책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육군성이나 한국주찰군은 통감부 도로정책에 종종 주문을 

하곤 했다. 군의 도로계획에 대한 간섭은 한일합방 직전인 1910년 초부터 많아졌 

고， 합방 후에는 사실상 도로계획 자체를 주도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통감부는 필요한 최소 도로폭을 약 4m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찰군 

에서는 군사작전상 지장이 있다고 하여 5m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해 줄 것을 협의 

끝에 보장받기도 했다16) 또 내부와 통감부가 체계적인 도로망계획과 법제를 가지 

고 있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후에 도로규칙의 원형이 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 

다-
한편 1910년 착공분 중에는 함홍-회령간에서 5개 고갯길만을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다른 노선과 달리 연속적인 도로건설은 아니지만， 러일 전쟁 

의 善後策으로서， 간도 및 연해주 방면으로 野碩를 해체하지 않고서도 운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계획자체는 러일전쟁 직후에 육군안으로서 있었으나， 합방 

직전에야 통감부의 협조를 얻어 공사에 들어간 것이다17) 제2기분 계획선 계 207~ 

노선은 한일합방 후 조선통독부 내무국에 업무가 인계되어 1911년에 모두 완공되 

었다. 계획 전체에 사용된 예산은 396만5708원이며， 준공거리는 총 817.5km에 달 

15) 慶南 日 報， 1910年3月 22 日 자. 
16) 1910년3월5일， 한국주찰군 참모장 明石元二郞이， 일본육군차관 石本新六에 보낸 공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17) 兵站擔藍部， 1905, “臨時軍用鐵道藍部 ? ν f成興以北 / 道路開修 / 件 육군성 내부공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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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내무성 
경제자원 이출목적의 

도로개수 추진 

항구/철도역-경제자원간 
왕복 독립노선 

내무기사훌파견하여 

노선조사 및 확정 (1905) 

롱감부훌롱해 
신작로 개수 시작(1905) 
합방까지 817.5km 개수 

육군성 
野h包隊 행군을 위한 
도로개수 주장 

군사적 지배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톰감부 도로정책에 강력반발 I 01/21: 
독자도로망 계획수립(1909) I 의옆도료 

도로망계획의 
주도권 힘득(191 이 

총독부”도로규칙”에 반영 

그림 2-4. 日本政府內 舊韓國 新作路 建設 主導權의 推移.

3. 義兵道路

이들 신작로의 건설목적은 거의 경제개발을 위한 것이었지만 유독 제271 도로 

개수사업에서 건설된 해남-하동간 도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전라남도 남해안 지역은 한일합방 전 의병활동이 가장 격렬한 지역이었다. 일제 

는 남도 의병을 잠재우기 위해 비상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이 이 

른바 “南韓暴徒大討代作戰”이었다. “남한폭도”는 다름 아닌 전남의 의병을 가리키 

는 말이다. 湖南正服 盧鎭의 마지막 오름인 技安에서부터 뽀홈律江 西뿜에 이르는 

전남의 全域에 걸쳐 1909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인해전술로 소탕작 

전이 벌어졌다. 일제의 군경과 분연히 맞서 싸우다가 학살 또는 체포된 호남의병 

은 의병장을 포함하여 최소한 2천여 명에 이른다18) 

통감부는 토별작전과 병행하여， 체포된 의병을 강제 부역시켜서 해남-강진-장 

홍-보성-별교-순천-광양-하동간 도로건설에 종사시켰다. 이 도로는 전남의병의 

주 활동지역을 관통하여， 향후 진압병력 이동의 원활화를 도모하였다. 동시에 의 

18) 무등일보， 1995년5월3일자， “호남의병 일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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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교화하여， 지역경제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주민을 무마하는 목적도 깔려 있 

었다. 이 도로를 일본측에서는 “폭도도로 한국측에서는 “의병도로”로 통칭했다. 

4. 地方의 道路建設 움직 임 

제 1기， 저11271 도로개수사업은 국가가 직접 건설한 신작로였다. 한편 그것에 자 

극되어서， 지방의 자치단체나 경제단체에서 스스로 신작로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고조된 것도 이 시기였다. 김천과 상주에 거류하던 일본인들은 1909년， 김천-상주 

간의 도로를 신죽하여， 식민정책을 원만케 하도록 결의를 하였다19) 

대구 일본인 상업회의소는 안동이 경북의 한 중심이자 곡물의 산지라서， 대구

안동간 도로건설이 필요하다고 간주 안동군과 공동으로 도로조사를 시작하였 

다20) 또 전라남도 관찰사는 나주군 영산포에서 남평군 금마면 광탄까지 도로건설 

을 기도한 바， 국고보조를 내부에게 요청하였다21) 

정부에서도 이들이 국가(통감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할 경우 재정능력의 범위 내 

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침이었다. 경상남도의 행정중심이던 진주에서 일본인 거류 

지가 형성된 삼천포까지 도로는 이미 1909년에 4천600원이 內部에서 지원되는 것 

이 확정되었다22). 1910년8월 국가에서 울산-경주간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토목기 

사를 파견하여， 준비가 되는데로 착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한일합방이 

되었고， 총독부에서는 체계적인 도로망계획을 다시 짜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착 

공된 구간의 계속공사 외에는 계획이 일단 보류되었다. 

하지만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제대로 확립 

되지 않았던 당시 재원문제는 도로정비에 큰 걸림돌이었다. 평북도청에서는 의주 

에서 신의주까지 도로건설을 하려고 계획하여 경비총액 1만8천원으로 산정하였 

다. 그 중 1기 경비는 7천엔이었는데 국가와 지방으로 절반씩 공비를 분담케 하 

는 생각으로 있었다23) 이 계획은 결국 한일합방 후에 연기되었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 지방발의에 의한 도로공사에서 노동력 공급은 전적으로 지 

역주민의 부역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시민의 큰 반발을 샀다(부역 자체는 국 

가직영 도로공사에도 있었다) . 지방의 도로건설은 단편적인 자료만이 존재하여， 국 

가직영 건설사업처럼 체계적인 기록이 없다. 그러나 기록에 존재하는 사례에서 추 

19) 皇城新聞 1909年10月 23 日 자. 
20) 皇城新聞， 1910年2月 22 日 자. 
21) 大韓每 터 申報 1910年8月 2 日 자. 
22) 별城新聞， 1909年12月 1 日 자. 
23) 皇城新聞 1910年7月 16 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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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면 경향으로서 첫째 도내의 중심지와 하위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노선 둘째 

한 군의 중심지에서 철도역이나 항구를 연결하는 노선 등이 주로 계획된 것으로 

사려된다. 

대한제국기의 신작로 공사는 한반도 이권탈취를 위해 이주해 온 거류민과 일본 

인 자본가， 그들이 만든 산업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향에 좌우되었다. 

따라서 명목상 도로건설의 목적이었던 ”한국민의 생활향상”은 명목에 불과하여， 

일본인의 목적과 우연히 일치했을 때만 부분적으로 실현된 일이었다. 일본인에 의 

한 도로건설 수요 중 국가적으로 중요한 노선은 정부 직영으로 건설공사를 하였 

으며， 그 외의 노선은 지방에서 실시， 그 대부분은 국가가 보조를 주었다. 

또한 한일합방이 임박하여 의병투쟁이 격렬해진 시기에서는， 육군이 군사적 이 

용을 전제로 한 고규격이자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요구하여， 사실상의 무단정치 

였던 총독정치로 들어서면서 그것이 새 도로계획에 짙게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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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道路規則의 制定과 體系的 道路計劃

1. “道路規則” 制定의 背景과 軍部의 動向

한일합방 이후 신작로의 계획시공은 조선총독부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內務部

(구 內部) 토목과에서 전국의 도로건설공사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24). 그 배경에 

는 총독부의 국가운영정책도 있었지만 각 지방의 거류민 및 상공인단체가 도청을 

통해 혹은 직접 도로건설 의사를 밝힌 데 있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계획을， 혹자는 자체 건설을 지향하고， 흑자는 총독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었으나， 총독부로서는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도로계획을 정 

리하고， 먼저 전국적인 도로망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원산， 청 

진 등 함경도방면의 거류지에서는 철도개통시기도 막막하고， 서울이나 다른 개항 

장과 사실상 격리된 상태에 있었기에 조기 도로건설을 강력히 요구했었다25) 한 

편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육군과 한국주찰군(합병 후는 조선군)은 한반도 도 

로망의 비 체계성 근거법령의 부재 도로규격의 군사도로로서의 미흡함 등을 강 

력히 비판하였다. 

합병 직전인 1910년 4월， 육군성의 도로건설 책임부서인 軍務局 工兵課에서는 

도로건설에 관하여 陸軍大품 명의로 통감부에 의견조회를 하였다26). 거기서 군은 

“한국내 도로개수는 군사상 중요한 관계를 有할뿐 아니라 同國 從來 정세에 비추 

면 이 참에 (도로의) 葉設 보존 등에 관한 근본적 기초를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에 관한 의견을 송부하니 異見이 없으면 그 요령에 준거 

하여 速히 도로망의 정비 및 개수에 착수하시도록”요청하고 있다. 

조회장은 도로법령 초안부터 개별 노선망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한반도의 도로망 구축안을 군부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는 의도가 명백하였다. 내용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도로법을 제정하여， 개축에 관한 근본적 방침을 정하여 또한 그 유지보존을 

적절하게 함을 요함 

@ 도로의 종별 및 그 폭원을 정 할 것 

24) 每 日 申報， 1911年2月 5 日 자. 
25) 위의 기사. 
26) “韓國內 道路改修의 件"， 1910年6月 陸軍省 내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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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관리 및 그 경비 부담은 다음 요령에 준할 것 

- 1등도로는 한국최고 행정부에서 경영할 것 

2, 3등도로는 각 지방행정청에서 경영할 것 

@ 도로， 교량은 군용 諸 차량의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축조할 것 

이 시점에서 일본군은 이미 한일합방을 기정노선으로 간주하고， 후의 군사경영 

을 고려해서 이 같은 先手를 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미 1년 전인 1909년부터 

內部 토목국에서 도로법제화 움직임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주찰군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것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의 제안은 1년 뒤 

의 도로규칙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사실상 도로규칙의 모체라고 하여도 지 

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2. 道路規則의 施行

위와 같은 경위를 밟아서， 1911년4월 총독부는 “道路規則”을 제정， 5월에 발포하 

였다. 이 법은 추후 정식 법령이 발포되기까지의 임시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 

며27) ， 내용은 지극히 간결한 것이었다. 이 점에서도 군부를 비롯한 도로관련법령 

조기제정 세력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도로규칙은 도로의 종류， 관리， 비용부담 등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11개 조항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시에 도로 수축기준을 규정하였다. 1 ，2등 도로의 건설은 

국비를 지출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 재원에는 저절로 한계가 있기 때 

문에， 지역적 교통상 특히 시급하고， 국가의 공사를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지역에서는 국비를 지원하여 지방에서 도로건설을 하도록 하였다. 3등도로 및 등 

외도로는 전적으로 지방의 시공 및 관리에 위임하였으나 역시 국비지원의 길은 

열리고 있었다. 

도로규칙과 동시에， 道路取線(단속)規則 自動車取縮規則 自轉車取縮規則 등의 

도로교통 단속 규정도 제정하였다28) 

27) 실제로는 정식 입법은 1938년 “조선도로령” 발포가지 기다려야 했다. 
28) 도로규칙에서는 통행방식을 우측통행으로 정하였다가， 1919년 10월 일본 본국에 맞추 

어서 좌측통행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미 군정 때인 1947년 우측통행으로 재차 변경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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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道路의 等級과 路線選定基準

1) 도로의 등급 

계획상의 모든 도로를 그 기능에 따라 1등 ~3등 및 等外의 네 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마다 다른 건축규격을 적용하였다. 각 등급의 노선기능은 다음과 같다. 

1 等道路

@ 京城에서 도청소재지， 사단사령부소재지， 여단사령부소재지， 요새사령부소재지， 

鎭守部소재지， 중요한 개항장 및 철도역에 달하는 도로 

@ 군사상 중요한 도로 

@ 경제상 특히 중요한 도로 

2等道路

@ 인접한 도청소재지간을 연결하는 도로 

@ 도청소재지에서 그 관할 府廳、 혹은 那廳、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 도청소재지에서 도내 주요지점， 항구 및 철도역에 달하는 도로 

@ 도내 중요지점， 항만， 철도역 및 도로간을 연결하는 도로 

@ 인접하는 도내에서 주요지점， 항만， 철도역 혹은 도로간을 연결하는 도로 

3等道路

@ 인접하는 부청 혹은 군청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 부청， 군청 혹은 島廳 소재지에서 府那島내의 중요한 지점， 항만， 철도정거장에 

달하는 도로 

@ 府那島내의 중요한 지점， 항만， 철도정거장 및 도로간을 연결하는 도로 

@ 인접 府那島내의 중요한 지점， 항만， 철도정거장 및 도로간을 연결하는 도로 

等外道路

1 ，2 ，3등 도로에 속하지 않는 도로. 군， 부， 島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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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道路의 等級別 建設基準

C:_.=:L o l:l 노선의 기능 폭원 구빼 곡선반경 

A. 수도에서 지방최고 행정청 소재지， 긴 
1/30 8간 

1둥 
요한 개항장， 혹은 국경에 在한 주요 

도로폭 7m 
(지형상 불가피 (지형상 불가피 도시에 도달하는 것 

도로 B. 국내를 維橫으로 관통하는 주요노선 부지폭 10m 
할 경우 1/15) 할 경우 6간) 

c. 군사상 특히 중요한 노선 
A. 인접하는 지방최고 행정청을 접속하 1/25 8간 

2둥 여， 거기서 그 지청으로 달하는 것 도로폭 5m 
(지형상 불가피 (지형상 불가피 

도로 B. 저명한 시읍에서 前項의 각 행정청에 부지폭 7m 
할 경우 1/15) 할 경우 6간) 달하는 것 

A. 몇 개 小地區를 관통하여， 혹은 甲區
도로폭 3m 

1/20 
3둥 에서 ζ區에 달하는 것 

(지형상 불가피 6간 
도로 B. 소지구내 교통을 편리케 하기 위해 개 부지폭 4m 

할 경우 1/10) 설할 諸 도로 
! -- -

이상과 같은 계획은 앞서 구한말에 세워진 도로계획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첫째， 주요한 군사시설을 망라적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다. 인구 희박 

지역인 압록강 및 두만강 유역에도 밀도 높은 도로망을 배치해서 도로의 군사적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도청소재지나 군청소재지， 개항 등 행정중심지간의 연결을 중시하고 있어 

서， 구한말 계획과 같은 곡창지대 관통이나 광산자원 연결 등 특정 경제적 이익보 

다 전체적 통치기능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구한 

말처럼 경제자원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한반도의 영구통치를 목적으로 한 

망라적 네트워크 구축에 중심이 옮겨 간 것이다. 

2) 각 도로의 건설기준과 유지 보수 

유효 福員은 1등도로는 4間， 2등도로는 3間， 3등도로는 2間을 밑돌지 않도록 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거리에 한정하여， 1등도로는 

3間， 2등도로는 2間까지 축소할 수 있다. 단 그 경우에도 차량 엇갈리기를 위해 

최소한 6메 마다 원래 폭원의 도로 20間(길이)을 두어야 한다. 

도로 구배는 1등도로는 1/30, 2등도로는 1/25, 3등도로는 1/2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1, 2등도로는 1/15, 3등도로는 1/10으로 축소할 

수 있으나， 1등도로 혹은 2등도로에서 1/20보다 가파를 경우， 3둥도로에서 1/15보 

다 가파를 경우는 100間(길이)마다 1/100보다 완만한 10間이상의 완화구배를 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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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부의 중심반경은 1, 2등 도로의 경우， 8간， 3등도로는 6간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단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 2등 도로에서 6간까지 단축할 수 있게 

하였으나， 해당 구간에서는 대신 폭원을 1간 늘려야 한다. 또 1/40 이상의 급경사 
에서는 곡선반경을 10간이상 유지하도록 하였다. 

교량의 폭도 일반 도로상과 동일하게 건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할 경우 

1등도로는 3간， 2등도로는 2간 반， 3등도로는 1간 반까지 축소를 허용하였다. 터널 

은 1, 2등도로의 경우 3간 이상， 3등 도로에서는 2간 이상으로 하여， 터널 안에는 

하수 배출을 위해 적당한 구배를 두도록 하였으며， 터널 높이는 13척 이상을 기준 

으로 하였다. 

신작로의 외관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가로수는 유효노면(실제로 도로로 쓰 

이는 부분)의 가장자리에서 1척의 간격을 두고， 1등도로에서는 4간 이상， 2등도로 

이하에서는 6간 이상의 간격으로 심도록 하였다. 단 성토나 벼랑일 경우， 지반이 

암반일 경우는 생략할 수 있게 하였다29) 

나무의 종류는 첫째 樹幹이 직선하여 둘째 가지가 많은 落葉關葉樹이며 셋째 

지방 풍토에 적응해서 왕성하게 성장할 수종이며 넷째 상처의 治戀가 빠르고 다 

섯째 지상 6~7척 정도에 가지가 있는 나무를 선정하도록 하였다3이. 노변에는 포 

장할 의무는 없지만， 자갈을 깔고 롤러로 轉壓해야 하여， 배수를 위해 노면 중앙 

이 부풀어지도록 단면을 조정해야 한다. 가로수 바깥에는 도랑을 파야 했다. 

29) 朝蘇總督府官報 제256호， 1912년7월7일. 
30) 朝蘇總督府官報 제803호， 1915년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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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新作路 I事示方으1-部 (출처 : 朝蘇總醫府， 1917, "道路要톨” 朝蘇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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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等道路 昌原-縣洞線(안인고개) <촬영=2003년8월〉 

그림 2-7. 二等道路 쯤 ~'I'I-三千浦線<촬영=2003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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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三等道路 j四川-船連線<촬영=2003년8월〉 

그림 2-9. 고갯길에서는 路福縮小가 許容되었다.(二等道路 京城-江陸線， 門재) 

<촬영 =2001 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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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유지 수선에 있어서는 되도록 노면상에 자갈을 보충， 배수， 청소， 제설， 

잡초 제거를 하여， 도랑， 암거 준설， 성토나 절단면에서 경사면 유지 및 수선 교량 

의 유지보수 가로수의 植我 및 보호 등을 의무화하였다. 도지사는 국가건설 도로 

나 지방건설 도로의 구별 없이 1, 2, 3둥 도로에 대하여， 주변취락에 담당구역을 

할당시켜， 유지보수를 담당시켰다. 또， 1, 2등도로에는 道路藍視員 및 修路員을 배 

치하여， 수시 담당구역을 순찰시켰다. 

한편 지방에 있어서 지방교통 개선을 위해 시급히 건설이 필요하나， 국비， 지방 

비 공히 예산하달이 어려울 경우， 해당 도， 부， 군의 판단으로 당국의 허가를 얻어 

서 板工事의 시공을 허용하였다. 가공사에 있어서는 첫째 후일 노선변경의 번거로 

움이 없도록 신중히 노선을 선정할 것 둘째 도로 부지는 해당 등급에 적합한 폭 

원의 용지를 미리 수용해 둘 것 셋째 지형이 평탄한 부분의 공사 혹은 공사가 輕

易한 개소에 있어서는 가능한 도로수축 기준에 의거하여 유효노면폭을 조성해 둘 

것 넷째 노면， 배수구 기타에 유의하여 경비가 허용하는 한 耐久공법을 採用할 것 

등을 의무화하였다31). 

종래부터 있었고， 경찰의 소관이었던 도선(나룻배)은 도로의 일부분으로 간주되 

어， 도로관리청의 관할에 들어갔다. 단 그 경영은 민영도 인정되고， 자치단체에서 

직영하거나， 개인 혹은 조합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다. 

4. 道路網의 確定

도로규칙의 공포와 동시에， 향후 도로건설의 지표이자， 장래 한반도 교통체계의 

청사진인 도로망계획이 확정되었다. 제정 당시의 당로망 노선수 및 연장은 1등도 

로 167R 노선， 연장 3,013.6km, 2등도로 79개 노선， 연장 9,279.9km, 3등도로 486개 

노선， 연장 12,841.0km, 합계 25，215.4km이었다. 이후 몇 차례 수정을 거쳐， 1928년 

도에는 1둥도로 17개 노선， 연장 3,221.1km, 2둥도로 79개 노선， 연장 9494.3km, 3 
등도로 4007R 노선， 연장 11,491.9km 합계 24，206.5km로 천km 정도 감소했다. 

1, 2등도로의 노선망은 국가가 영업한다는 명목상 총독부에서 노선망을 확정하 

였으나， 3등도로는 각 道廳、에게 노선선정을 위임하였다. 총독부는 각 도장관에게 

통첩을 보내， 3등도로의 노선명과 경유지， 이정， 평면도를 작성， 1912년 5월말까지 

31) 朝蘇總督府官報 제257호， 1912년7월8일， 동 제 101호， 1912년 11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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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토록 하였다32) 

계획노선만을 보면 수탈형(항구관입형) 교통체계에 특화하지 않고， 비 식민지에 

서도 볼 수 있는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도로가 건설되 

는 순서에 있어서는 특히 초기에서는 여전히 식민지적 도로체계 발달 순서를 밟 

고 있었다. 또 도로원표를 강원도를 제외한 도청소재지와 도시(府)에 설치하여， 도 

로 이정 계산을 하도록 하였다. 도로규칙 제정시의 도로원표 설치지점은 경성， 인 

천， 군산， 목포， 부산， 마산， 대구， 평양， 진남포， 원산， 청진， 신의주， 의주， 청주， 공 

주， 대전， 전주， 광주， 진주， 해주， 함흥 등 21개 지점이었다. 

표 2-2. 道路規則에 따른 道路元標 設置位置

지점 원표 위치 

경성 光化門通 黃土順 광장 

인천 인천세관 本廳舍앞 

군산 本머J 4번지 모퉁이 

대구 大和메과 本메의 교차점 

부산 부산정거장앞 

마산 本메3丁덤과 樓橋통 교차점 

평양 大和메과 瑞氣통 교차점 

진남포 明 u俠通西4丁 目 모퉁이 

원산 元山警察훌부근 모퉁이 

청젠 數島머I郵便局 모퉁이 

청주 本머J4丁텀 모퉁이 

그〈그1-I「; 山城메 1 등， 2등도로 교차점 
대전 春日메 1 등， 2등도로 교차점 

전주 大正빼4丁目 모퉁이 

목포 府廳通 및 海庫通 교차점 

광주 花園메 1 등， 2등도로 교차점 
진주 東城洞 모퉁이 

해주 北本메 모퉁이 

신의주 榮머J4丁텀 모퉁이 

의주 南門洞 南門內

함흥 舊南門 터 

32) 朝蘇總督府官報 제394호， 1911년 12월 19일. 등외도로의 선정절차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 

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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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日 帝時代의 道路建設 事業

1. 第1期 治道事業

도로규칙 공포로 확정된 도로계획에 명시된 1, 2등도로 중 국비를 투입할 노선 

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시공하도록 하였다. 먼저 제 1기 치도공사로서 

예산 1천만엔을 계상하여， 1911년도 이후 5개년 계속사업으로서 도로건설공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33). 

제 1기 치도공사에서는 특히 긴급하게 시공해야 할 26개 노선을 선정하여， 그 총 

연장 2，307.2km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이상과 같은 계획에 따라 공사에 착수했 

으나， 1913년도에 이르러， 재정에 약간 무리가 생겨서， 완공기한을 1년 연장하여 6 

개년 계획으로 수정하였다. 더욱이 14년도에도 재정정리를 행한 결과 1년 더 연장 

하여 1917년 완공으로 되 었다. 

실제로 시공을 계속하면서 국경노선이나 한강 인도교 가교 등 추가로 1기 치도 

공사에 편입되는 노선이 많았다. 그러나 예산증액이 총독부의 어려운 재정상황에 

서 불가능했기에， 비교적 불요불급한 노선을 2기 공사로 연기하거나 공정을 절약 

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 재원학보를 도모하였다. 결과적으로 제 1기 치도공사의 총 

거리는 2，690.1km가 되었다. 

치도공사는 총독부 직할주의를 취하여， 현지에 출장소 및 공영소를 두었다. 단， 

실제 시공은 용역사에 의뢰하였다. 1917년 10월 한강인도교 완공으로 모든 계획을 

완료했는데， 1등도로의 1km당 공사비는 2，745엔， 2등도로는 2，604엔이었다. 구한말 

에 완공된 노선과 국고지원으로 지방청에서 건설한 1, 2등도로를 합하면 4,987km 

였으며， 1, 2둥도로의 총연장 12,068km 중 40%이상이 완공된 셈이다. 

한강 인도교는 1등도로 경성-부산선에 속하여 경성-인천선 및 경성-목포선도 

重用하는 주요 간선상에 있었다. 경부선 한강철교의 상류 약630m의 위치에 있으 

며， 하중도(현 노들섬)을 중간에 끼고 한강교와 한강소교의 두 개 다리에서 구성 

되어 있었다. 

원래 이 다리는 제 1기 치도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폐기시킨 구 한강철교 

의 철재를 佛下받을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을 일부 활용해서 가교를 하기로 하였 

다. 예산총액 66만엔으로 1916년3월 기공하였으나， 철재 가격 폭등으로 83만4천엔 

33) 朝蘇總督府， 1928, “朝蘇士木事業誌"，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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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액하여， 17년10월에 완공되었다. 철도(단선) 교량을 전용한 관계로， 차도 

폭은 4m밖에 안 되어서 장차 본격적인 교량공사까지의 板橋의 성격이 짙었다. 

한강교의 완공은 바로 제 1기 치도공사의 완공이었는데 10월7일 교량상에서 성대 

한 준공식이 거행되었으며 총독 스스로 현장에서 축사를 낭독 그리고 獲橋式을 

거행하였다34). 

2. 第2期 治道事業

제 1기 치도사업의 준공 직후， 총독부는 도로망 완공을 서두르기 위하여， 바로 

제2기 치도공사에 착수하였다. 대상 노선은 역시 1, 2등도로에서 선정하였으며， 총 

연장 1880.3km의 도로건설 및 9개소의 교량 건설이 포함되어 있었다. 총 공사비 

는 750만엔이었으며， 1917년도부터 1922년도까지 6개년 계속사업으로서 시행하도 

록 하였다. 

공사는 1917년 10월 제 1기 공사 준공과 동시에 기공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제 1 

차 세계대전의 말기였으며， 일본도 연합국측에 참전한 시기였다. 그 영향으로 물 

가와 노동자 임금이 크게 상승하여， 1920년에는 노임이 당초 견적시의 3.9배로 오 

르는 등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었다. 

더구나 3.1운동의 영향으로 국가사업에 있어서는 토지의 헌납 및 공사 부역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공사비 상승에 바로 반영되었다. 한편 제 1 

기 치도사업까지 완성된 도로도 노면 포장은 시행하지 않았고 다리의 대부분이 

나무로 만든 f反橋였기에， 눈， 비나 교통량의 증가로 도로의 황폐화가 진행， 그에 

대한 수선비용도 정부 토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결국 예정년도인 

1922년까지 완공을 본 도로는 1.011.6km 에 불과하여 그나마도 가뭄구제사업을 

위해 1919, 20년도에 토공만 시공하여 구조물 및 암반공사를 남긴 214.4km를 포 

함한 수치였다. 나머지 미개통 구간 868.7km를 완공시키기 위해서는 1，485만엔의 

공사비가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1922년에 와서는 부득이 준공연한을 8년 연장하여， 

1930년까지의 147ß 년 계속사업으로 수정하였다. 대신 총 예산은 2767만엔으로 증 

액되었다. 또한 예정노선 중 불요불급한 127ß 노선 542.πcm 및 교량 5개소는 공 

사를 중단하였다. 

34) 每日 申報， 1917년 10월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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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만주와 국경방면에서 독립단체 등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경경비상 

중요한 도로 305.5km, 특정 산업개발상 필요한 노선 40.5km, 그리고 특별히 부역 

을 부활시킨 42.0km 등을 추가하여， 총 연장을 1 ，737.0km로 수정하였다. 결과적으 

로 시공노선 연장은 제2기 치도사업 시작 때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결국 민 

생목적보다 군사목적으로 내용이 크게 전환되었을 뿐 재정문제 해결에는 별로 도 

움이 안 되었다. 이 시기에는 자동차가 보급하여 도로파괴가 가속화된 시기였다. 

특히 목교로 가설한 교량의 파괴는 안전상 간과할 수 없었으나 당시 예산으로는 

영구교량으로 교체하기가 어려웠기에， 기존노선도 신설노선도， 일시적인 방편으로 

서 비 가교주의를 취하도록 하였다. 즉 수량이 항상 많은 곳에서는 灌船을， 우기 

외에는 물이 거의 없는 건천에는 잠수교를 설치하거나 단지 河皮을 整地하는 방 

법을 취하였다. 

그러나 재정상황은 날로 악화되어 몇 년 계속되는 가뭄도 있고 해서 1924년에 

는 준공연도를 다시 1933년으로， 또 1926년에는 국경 경비도로의 증설을 위해， 공 

사비 566만엔을 증액하면서 1935년으로 1929년에는 세계공황의 영향을 받아 1936 

년으로 연기되었다35). 

이후에는 예산 자체의 삭감을 거둡하면서 매년 1년씩 준공시기를 미루고 왔다 

가 1938년에는 1941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기록을 마지막으로， 1938년 조선도로 

령 공포와 함께 제2기 치도사업의 완공목표 자체가 유명무실화되었다. 제2기 치도 

사업이 착공시부터， 사업이 끝난 후， 바로 제3기 치도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명문 

화되어 있었지만36) 이것 역시 유야무야된 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돌입하게 되었 

다. 결국 국가에 의한 도로건설이 힘을 잃은 1920년대 이후 치도공사를 단계구분 

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상실한 셈이다. 

이 같은 잦은 변경은 공식 기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려운 재정상황도 컸을 것 

이다. 그러나 도로계획 수립당시 몇몇 간선만 있었던 철도가 사철을 포함해서 背

梁幹線， 및 지선망까지 계속 네트워크를 신장시켰으며， 도로망 네트워크의 중요성 

이 상대적으로 저하한 점， 철도투자에 총력해서 도로에 할애할 수 있는 예산이 한 

정된 점， 그리고 버스와 트럭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교통의 보급 및 잦은 재해로 

기존에 건설된 노선의 유지보수에 걸리는 비용이 노선이 연장될수록 가중된 점 

등 주변상황 변화 영향도 큰 것으로 사려된다. 20년대 후반부터 조선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데， 도로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다는 것은 조선의 인프라 사업 중 

35) 준공연도의 연기와 그 이유， 총예산의 변화 등에 관해서는 “朝蘇總督府 施政年報” 각 
년도판을 참조하였다. 

36) “朝蘇總督府 施政年報" 1918년판에서 1937년판까지 명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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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의 비중이 그만큼 저하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1927년 “朝蘇鐵道12年計劃”이 일본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조선의 교통 

망 계획은 완전히 철도 건설 중심으로 이행하였으며 국가가 국토기간교통으로서 

도로망을 건설할 필요성 및 재정적 여유는 더욱 희박해졌다. 물론 철도와 특정 지 

역이나 지구를 연결하는 수단으로서 국지적인 도로건설의 필요성은 컸지만 그런 

지역적 도로건설은 오히려 지방의 몫이었다. 결국 20년대 이후는 도로건설의 주역 

은 지방재정 및 군사목적 등 국책사업이었으며 국가가 일반적인 도로를 적극 건 

설하는 주 역할에서 탈락한 셈이다. 

3. 부害救濟事業 

제271 치도공사를 시공중이던 1919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등 3개 도에 

걸쳐 큰 가뭄에 조우하여， 농작물의 대부분은 고사하는 참상을 나타내어， 게다가 

물가의 폭등으로 인하여 많은 농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생활불안과 민 

심의 동요를 무마하는 목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일으키고 인민들의 수입 보완을 

기도하기로 하였다. 가뭄 피해지 일대에 걸쳐 도로 건설공사에 착수하여， 피해민 

의 출역을 독려하여 생활이 안정될 만한 임금을 주도록 하였다. 

국고지원인 관계로 도로의 등급에 관계없이 총독부 직영공사로 시행되었다. 구 

간은 제2기 치도계획 노선 중 개성-평양간， 평양-의주간， 해주-남천점간， 운산-창 

성간， 구성-삭주간 등 총 192km를 111만엔의 예산으로 계획， 추수가 끝난 1919년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37) 공공근로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교량 등 전문업체에 

발주해야 할 구조물은 제외되었다. 고용은 일용직 형태를 취하고 하루 80錢 전후 

를 지급하였다. 총 동원인원수는 연 73만명이며， 봄에 일시 중단했다가 익년 7월 

까지 계속， 준공되었다. 

위와 별도로， 제2기 치도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가뭄 피해지역에서는 국고를 관 

계 도청에 보조하여， 지방 사업으로서 북害救濟 도로사업을 기공시켰다. 지방 관 

할이기 때문에 1등 2등 3등 전 등급에서 공사가 실시되었으며 해당 자치단체는 

경기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등 5개 도에 달했다. 1919년 가뭄에 

서 23만엔의 예산을 들여 착공한 것이 처음이었는데 이후 심각한 한발이 있을 때 

마다 총독부에서 임시 북害救濟委員會를 조직하여， 1920년， 1925년， 1926년， 1928 

37) 朝蘇總督府， 1928, “朝蘇土木事業誌"， pp.14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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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930년 등 6번에 걸쳐 이재된 도에 대해 사업비를 보조하였다. 물론， 이와 별 

도로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한 한해구제 도로사업도 존재하였다. 

1931년부터는 이를 罷民救濟士木事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또 도로공사에만 한 

정하지 않고 하천 정비 등 다른 토목사업과 동시 시공하게 되었다. 이는 주로 수 

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것이었는데， 총공사비 3，034만엔으로， 제 1차 사업으로서 3 

개년 계속사업으로서 1등， 2등， 3등， 전 등급에서 시행되었다. 제 1차 사업이 끝난 

뒤에도 1934년에 643만엔， 1935년에 354만엔을 투입하여 제2차 제3차 도로공사를 

시행하였다. 1936년부터는 지방진흥 토목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해당년도에는 

263만엔을， 1937년에 59만엔， 1938년에 77만엔을 투입하여 도로건설을 지속시켰다. 

이 공사는 1938년 조선도로령 시행 후에도 “도로개량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계속 

되어， 사실상 정례화되었다. ‘궁민구제’라는 명목으로， 값싼 공공근로 노동력을 도 

로건설에 동원하는 제도를 마련한 셈이다. 

특히 이미 기왕의 공공사업을 통해 아예 농업 등 생업을 포기하고， 건설현장을 

전전하는 ‘전문노동자’가 1920년대 후반에는 20만명을 넘고 있었던 데다， 청부사업 

의 경우 수탁업체가 기술이 있고 임금이 저렴한 중국인 노동자(苦力)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등 본디 목적인 ‘궁민’에게 일자리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 등 문제 

점도 있었다. 또 ‘궁민구제토목사업’의 경우 지불된 임금의 일부를 강제로 저금시 

키거나， 切符(현금 교환하는 수표)의 환금시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당하는 등 업자 

나 행정당국의 횡포도 많았다38). 

4. 國防道路와 國境橋梁

제2기 치도공사 기간중인 1920년， 간도지방 훈춘에서 소위 훈춘사건이 발생하였 

다. 총독부는 훈춘과 접경하는 지방의 국경방어를 위하여， 별도로 12만엔의 예산 

을 받아서 서둘러 국경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였다. 앞서 훈춘 거류민(일본인) 등 

으로 구성하는 “훈춘-경원-종성간 도로건설 기성회”에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 

듯이 특히 雲露領 때문에 군수품은 물론 국경무역 수송에도 불편하기 그지없다” 

며， 사령부를 상대로 건설을 촉구한 바 있었다.39) 

군의 요청을 받아 총독부에서 착공한 노선은 모두 2등도로 규격이며， 총연장 

54.3km, 두만강을 끼고 훈춘과 맞닿은 지역의 도로를 건설한 순수히 군사목적의 

38) 李覺鍾， “救濟士木工事%中心問題”、 朝蘇士木建藥協會會誌， 1931년5월호. 

39) 朝蘇軍司令部， 1920, “道路改修σ)件通牌 密大 日 記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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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였다. 구간은 행영-鐘山洞-경원간， 鐘城-北蒼꽉간 및 이에 부수하는 소구간들 

이었다. 

조선군은 이어 압록강방면도 국방도로 건설의 펼요성을 느껴， 구성-삭주간， 희 

천-초산간， 회평-중간진간의 도로건설(및 회령-온성간의 노면보수)도 총독부에 요 

청했다. 그러나 총독부에서 예산결핍을 이유로 거절하자， 1920년 11월8일， 조선군 

참모장은 육군차관에게 공문을 보내 “간도사건 및 압록강 방면 정황을 감안하여， 

국경방면 도로를 속히 완성할 것은 극히 긴요한 일이어서(중략) 총독부에서 지출 

이 어려운 구간에 (재정지원상의) 배려를 부탁드리려 통첩”하였다. 하지만 일본 

육군성에서는 “어떻게 해 줄 수도 없다”는 냉담한 반응만 받아서 부득이 후속 사 

업은 중단되었다때). 

또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만주 및 소련과의 국경 경비 강화 및 이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군사시설을 연계하는 교통망 정비를 위하여 3개년 계획으로 총 공 

비 200만엔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다. 한편 1931년 만주사변으로 만주지방에 

일본의 괴뢰국가(만주국)가 성립되면서 조선과 만주 사이의 물자와 인적인 교류가 

활발해졌다. 특히 북한지역이 일본의 대륙경영을 위한 산업적 전진기지가 되면서 

철도와 함께 도로망의 양국간 연결도 시급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1935년도에는 국경 교량 건설사업을 7개년 계속사업 총공사비 

264만엔으로 기공하여 이것도 제271 치도사업으로 포함시켰다. 1936년에는 조선 

총독부와 만주국 사이에서 교량 가설협정을 체결하고， 만주측에서 8개소， 조선측 

에서 6개소， 모두 147ß 소의 도로 교량을 가설하기로 하였다. 

5. 기타 特珠目的道路

<金山道路〉전시체제로 들어가면서 일본은 산금증가정책을 폈으며 이에 따라 한 

반도에도 金山 개발을 위하여 금산도로를 각지에 조성하였다. 위의 시국응급시설 

토목사업의 일부로서 우선 1932년부터 1933년에 걸쳐 건설하였으며， 그 후 3개년 

계획으로 29개 노선 총 1 ，054km를 건설하였다. 후자의 계획에서는 국가재정에 보 

탬이 될 모든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목적에서， 통칭은 금산도로이지만 철， 석탄 등 

모든 종류의 광산개발이 포함된 개념이 되었다. 

지하자원 개발이 각 도처에 위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산도로는 기본적으로·국 

40) 朝蘇軍司令部， 1920, “道路改修η件通牌 密大 日 記 소수. 

- 57 -



비지원 혹은 지방비로 도에서 시공하는 것이었다. 단 특정 광업소가 이용한다는 

성격상， 사업주 등이 시공하는 私設 금산도로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도청도 

있었다41). 

금산도로는 지역경제 진흥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만큼 공사비를 따내기 위해 

적극적인 유치운동이 일어났다. 강원도 영월에서는 군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서 주 

민들이 실지측량까지 해서 금산도로 건설을 진정하는 장면도 있었다42) 이미 전시 

체제로 들어가서， 자재 부족， 예산부족， 물가 폭등 등으로 금산도로 시공은 지방정 

부로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43). 

〈北蘇拍植道路〉총독부에서는 1932년부터 두만강 및 압록강 상류지대에서 자원개 

발을 위해 1932년부터 북선개척사업을 기획하였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 중 2등도로 538km. 3등도로 239km의 건설을 결정하고 총 공사비 838 
만엔， 15년 계속사업(후에 22년 계속사업으로 연기)으로서 기공하였다44). 그 중에 

는 도로규칙에서 규정된 1, 2등 도로망 중 미완성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 노선 

망을 보면， 함경남도에서는 혜산진(장백)이， 함경북도에서는 무산이 거점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양 지점은 압록강 및 두만강가인데다 철도노선의 종점으 

로서， 철도 및 포구와의 결절을 염두에 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2-3. 北蘇햄植道路 建設對象路線(當初案)
자료:阿部薰 1938. "北蘇開햄史” 

구간 소속 도 드ζ〉드~그j 

~부-‘1 도 C그-도 〈그듣를는; ξ ~경 그 t=;j 3 
정진-혜산진 함남 2 
혜산진-무산 함남，함북 2 
혜산진-합수 함남，함북 3 
혜산진-창평 함남，함북 3 
신갈파진-차천 함남 3 
키를르 ~-f디「사~ 함북 2 
무산-경흥 함북 2 
주을온천-사지동 함북 3 

41) 每日 申報， 1938년8월23일자. 

42) 每日 申報， 1940년1월7일자. 
43) 每日 申報， 1939년1월20일자. 
44) 阿部薰， 1938, 11北蘇開拍史11 民짧時論社， p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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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예정 완공예정 

1939 1943 
1934 1945 
1932 1934 
1932 1933 
1936 1938 
1933 1934 
1936 1946 
1933 1937 
1944 1946 



<時局應、急施設 土木事業>1932년부터 시국응급시설 토목사업을 기공하여， 국비 총 

539만엔으로 1, 2등도로 및 금산도로 임도 등을 건설하여 또한 지방에 270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각 도청도 독자적으로 공채를 발행하면서 3등도로 및 임도 건 

설공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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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朝활道路令의 公布

도로규칙에 의한 도로건설사업이 지방청 시행분까지 합하여 계획달성까지 1천 

km 남짓을 남긴 시점인 1938년 4월 드디어 도로에 관한 정식 입법인 “朝蘇道路

令”의 입법을 보았다.4년 전부터 내무부 토목국에서 법안 및 도로망에 대해서 조 

사 연구를 계속하여45) ， 계속 미루어 오다가 심의회 회부를 거쳐 정식 결정을 본 

것이다. 

이 법률은 4월 1일에 공포되어， 국도 노선의 인정을 기다리고 12월 1일 시행되었 

다. 동시에 도로규칙은 폐지되었다. 이 법의 핵심점을 서술하면 이하와 같다46). 

첫째， 기존의 도로 등급제가 폐지되어， 새로이 國道， 地方道， 府道， 봅面道 등 관할 

별로 4종류로 분류되었다. 각각의 분류기준은 이하와 같다. 

<國道〉

@ 경성부에서 도청소재지， 사단사령부 소재지， 여단사령부 소재지， 요새사령부 소 

재지， 要港部소재지 혹은 개항장에 이르는 노선 

@ 도청소재지， 개항장 또는 중요한 지점， 비행장 혹은 철도청거장을 상호 연결하 

는 노선 

@ 군사상 중요한 노선 

@ 경제상 중요한 노선 

<地方道>

@ 도청소재지에서 부， 군청소재지에 달하는 노선 

@ 부，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할 노선 

@ 도내 비행장 및 중요한 지점， 항구 또는 철도청거장 상호간을 연결할 노선 

@ 지방개발상 중요한 노선 

<府道， 둠面道〉 

府尹 및 읍면장이 인정한 노선 

위의 규정에 따라， 대략 1, 2등도로는 국도로， 3등도로는 지방도로， 등외도로는 

45) 每日 申報， 1934년8월9일자. 

46) 朝蘇總督府官報 제3362호， 1938년4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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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도로 이관되었다. 단 노선변경으로 3등도로나 등외도로라도 국도로 승격되거 

나， 그 역도 발생하였다. 

둘째， 도로는 종전과 달리 규격주의가 아니라 인정주의를 취하였다. 따라서， 아 

직 건설되지 않은 도로라도 국도라고 인정되면 국도로서의 규정이 시행되었으며， 

종전에 1등도로 규격의 인프라가 있더라도 지방도로 인정되면 그에 맞는 취급을 

받게 되었다. 

셋째， 전시하라는 시국의 요구상 사유재산권이 극히 제한되었으며， 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이 수월해졌다. 

넷째， 도로보수의 수익자부담 개념을 도입하여， 차량보유자 등 심한 도로파괴를 

주는 이용자에게 세금을 부과시켰다. 

다섯째， 도로관리청 제도를 시행하여， 국도는 몇몇 지방 국도관리청에서 유지 

보수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 공사 등으로 인한 도로 부지의 점용은 모두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조선도로령은 1960년에 폐지되어 도로교통법으로 이행되 

었다(남한의 경우) . 

폭4간(약7.0m) 폭3간(약5.3m) 폭2간(약3.5m) 

*수도-도청/개항/국경 I *도청/개항 상흩연결 *지방중심간 연결 | 그 밖의 
*국토종관노선 I *도청/개항-지방중심 *지역교통 개선 | 모든 도로 

*군사상중요한노선 

*수도-도청/군사요새/개항 
*도청/개항/공항/역 상호간 

*군사상중요노선 
*경제상중요노선 

*도청-부청/군청 
*부청/군청 상호간 
*공항/항구/역 상호간 
*지방개발에 중요한 노선 

그림 2-10. 道路規則과 朝蘇道路令에서 道路規格의 差異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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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윤 및 읍면장이 
지정한노선 



第5節 道路를 둘러싼 흉藏 

1. 地方道의 推進과 財政問題

1등， 2등도로의 건설은 국비를 가지고 함을 원표 2-4 國庫→地方 道路建設 費用

칙으로 하되， 예산에 제한이 있어서 국비만으로는補助賣續(1910-193이 

정비가 어려우며 지방에서 운수교통상 시급한데 

국비건설의 예정이 아직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보조를 주고 도청으로 하여금 지방비 

혹은 부역으로 시행시켰다. 한편 3등도로의 건설 

은 지방청에서만 지방비 혹은 부역으로 시행해 

왔지만， 시기에 따라서는 국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고지원은 일부 세금 징수권을 국가에서 지방 

청으로 이관하므로써 1920년 이후 일시 폐지되었 

으나， 1924년부터 일부 재정이 궁핍한 도에서 부 

활되었다. 

지방청에서는 얼마나 중앙에서 도로예산을 따 

내는지가 사활문제였으며， 항상 총독부와 도청 사 

이에서 줄다리기가 계속되었다. 전라남도 토목과 

장은 잡지기고에서 “전남도민 200만명은 연간 

200만섬， 즉， 1인 1섬씩이나 쌀을 소비하고， 잡곡을 

먹지 않는다. 이는 쌀을 외부에 반출할 도로가 아 

주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도로신설과 수션을 위 

해 국고보조의 증액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47) 

연도 금액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42 ,300 
292 ,202 
293 ,497 
299 ,500 
282 ,000 
296 ,300 
252 ,000 

95 ,000 
100 ,000 
107.100 
37 ,200 

웅 
0 

222 ,932 
192 ,000 
192 ,000 
342 ,0001 
342 ,000 
422 ,0001 
464 ,000] 

지방비에서 건설한 신작로는 일단 지방교통의 개선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板改

修 즉 도로규칙에서 정하는 공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응급공사에 의한 것이 상 

당수 있었으나， 총독부에서는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건설완료 도로로서 산정했었 

다48) 

47) 上田義政， “道路計劃σ)完成 ε 塵業σ)開發 朝蘇土木建藥協會會誌， 1927년4월호. 

48) 朝蘇總督府 施政年報， 각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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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鷹쩔과 敵納

도로의 건설 및 유지 보수는 조선시대로부터 부근 주민들을 동원한 부역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통례였다49) 한국통감부와 조선총독부는 그것을 “공공사업에 봉사하는 

인민의 美風”이라고 규정하여， “이를 保續하여， 세금 부담능력이 없는 자로 하여금 노 

동력을 제공시키고， 輕易한 토공 등은 지방부역을 사용”하는 방침을 세웠다. 부역노동 

이 일본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원래 조선에 있었던 것을 계속했을 뿐이라는 논리로 

부역을 정당화한 것이다. 단 조선시대와는 도로의 규모도 다르고， 기존 도로의 보수뿐 

아니라， 새로운 도로의 건설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서민들의 노동부담은 가중될 수밖 

에 없었다. 
표 2-5 1, 2, 3等道路 修續費用 推移.

연도 총독부직할 국고 지방보조 지방예산 

1911 58.179 44,365 

1912 99.688 56.389 

1913 178.363 69,092 

1914 127,833 33,114 

1915 129,511 40 ,926 

1916 138.039 81,500 87 ,671 

1917 126,058 174,211 68,948 

1918 200 ,888 168,975 155,688 

1919 350.785 154,358 207,450 

1920 658,267 140,800 1,127,937 

1921 619 ,633 178.000 1,278,664 

1922 708.875 178,000 1,457 ,494 

1923 595 ,830 178,000 1,523 ,767 
1924 482 ,766 1,594,195 
1925 489 ,884 1,320 ,182 
1926 486 ,320 1,209 ,169 
1927 650 ,605 1,130,806 
1928 677,679 996 ,406 

도로공사만 있으면 농번기든 농한기든 상관없이 부역에 동원되는 지역주민으로 

서는 도로공사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총독부는 도로건설의 중요성을 

선전하고， 결국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감을 강조했었다. 사실상 총독부의 어용신문 

49) 최영준， 1990, “영남대로 -한국고도로의 역사지리적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 
소， pp.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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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매일신보에서는 수시로 도로건설을 찬양하는 논설이 게재되었다50) 

건설， 건설뿐 아니라 그 유지도 주민들의 몫이었다. 경상북도는 1909년 10월 대 

구-경주간 도로 준공에 맞추어서 “道路保存取縮規則”을 道令으로공포하였는데， 첫 

째， 도로， 교량， 도랑， 가로수의 보존은 연도 각 面洞里의 부담으로 하여， 둘째， 항 

상 도로를 평탄하게 수리하여， 고인 물의이나 얼음의 제거 먼지나 돌의 제거 등 

에 유의하여， 셋째， 春秋 2기에서 대수리를 행하여 눈 비 때 등 비상시에도 임시 

청소를 해야 하며， 넷째， 천재지변에 의하여 도로교량의 파괴 우려가 있을 시는 

예방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가하였다51). 이렇게 구한말에는 도별로 규정을 만들었 

지만 한일합방 후에는 도로규칙에서 전국적으로 명문화되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후 총독부가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시정방침을 바 

꿈에 따라， 국가의 이름으로 부역을 강요하기가 어려워졌다. 10월 이후 총독부는 

국비사업 도로공사의 부역을 전면 폐지했으며 모든 노동자를 임금고용으로 전환 

하였다. 단， 지방비가 국가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의 

利害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부역을 계속하였다. 

부역의 폐지는 국비 도로건설의 재정난을 한 원인이 되었으며， 대신 지방시공의 

도로공사가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부역노동의 실태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고 볼 수 있다. 지방에서도 지방비와 국가에서의 보조금이 있기는 있다. 그러나 

손에 쥔 자금만 이용하면 지방청으로서는 도로건설나 유지보수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었다. 가령 경기도에서는 도로의 신설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470만엔 

(1928년도 기준)인데， 매년 40 내지 50만엔 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으니，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자금문제의 해결의 손쉬운 방법으로서 지방에서 부역노동을 근 

절하기 어려운 이유였다52). 

각 도청에서는 “道路共進會”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부역담당단위인 각 리 정도 

의 단위가 서로 경쟁해서 도로를 수축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공진회에서는 도로 

品評會를 정기적으로 열고， 우수한 리에게 상품을 주는 등， 부역노동의 생활화에 

온갖 수단을 썼다. 

50) 每日申報， 1911년3월8일자 ‘조선개발의 급무는 도로수축에 在함’， 9월27일자 ‘도로개통 
과 民度’， 12월 16일자 ‘도로건설의 필요’ 둥 

51) 大韓帝國官報 제4507호， 隆熙、3년10월 18일. 
52) 松井精二郞， “慣行歐投η善用 朝蘇士木建藥協會會誌， 1928년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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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應民들의 新作路에 對한 諾識

한말이나 일제시대에서 ”신작로”라는 

어 및 시설， 그리고 경관에 대한 인식은 역 

시 그것을 구축한 쪽과 받아들여 야 하」 

쪽에서 전혀 엇갈린 내용을 가졌다. 

일본인들이 당시 쓴 글들에는 ”교통혁명 

" "문명의 이기" "한국판 Highway" 등의 

단어가 난무한다. 한편으로 당시 한국인에 

게는 같은 일직선의 도로와 가로수는 “수탈”과 “재산침해”의 대상이자， “부역”에 

시달리는 원망의 표적이었다.4장에서 정리했듯이 일반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는 

기존의 도로라도 충분하여， 도보교통에 맞게 만들어진 옛길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었기에， 자동차교통이 발달되기까지는 신작로가 굳이 있어야 할 필요성도 없었 

다. 이 대립은 바로 민족사관과 식민지근대화론의 대립과도 맞아떨어진다. 

“아리랑 타령” 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 서민의 신작로에 대한 심정 

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밭은 헐려서 신작로 되고 

잡은 헐려서 정거장 되네 

아리랑 아리랑 아래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자세

(중략) 

신작로 71장자리 01까시 남은 

자동차바람에 춤을 춘다 

아리랑 아리랑 01라리요 

01리랑 배 띄여라 노다 71세 r아리랑타령) 

3둥도로밖에 없었던 전남 진도의 아리랑에까지도 신작로에 대한 벼슷한 의미 

의 구절이 있다. 아예 이를 “신작로 가사”라고 분류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로 신작 

로에 얽힌 일들을 옳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것이다. 

신작로 난 일도 내 원통한데 

지놈이 뭐라고 날 조른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71 냈네 

아리랑 아라리가 앉z..j!(진도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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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끈 잘라 매서 논밭 샤논께 

반으로 갈라서 신작로 내미(내네) 

신캉로 낸 것도 절통 헌디 

시금(세금) 을 물라고 고지서자 왔네 

신작로 널르와r넓어서) 도망 자71 좋고 

하이칼로 차고는 내자 암 마중 가세 (화순군， ‘신작로 노래7 

앞산아 뒷산아 왜 무너졌노 

신작로 될라JJ. 무너꼈다 

신작로 안에는 하이야가 돌고 

하이야 안에는 운전수가 논다 

운전수 무릎팍에는 71쟁이 돌고 

71쟁 손목에는 금시계자 논다 

금시계 안에는 세월이 논다 (신장로 노래， 지역미상) 

일제시대의 근대소설에 있어서도 한국의 ‘근대성 (Modemism)’을 상징적으로 나 

타내기 위해서 선작로가 효과적으로 묘사된다. 특히 길을 인생 무대로 비유하는 

것을 일삼은 최익현은 “비오는 날”이나 “봄과 新作路” 등 단편소설에서 그것을 실 

현하고 있다53). 참고로 신작로 중에서도 특히 상징성을 띤 것이 가로수 특히 아카 

시아 나무이다. 전국 모든 신작로의 가로수가 아카시아였던 것은 아니지만， 인구 

가 밀집된 평야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대표성을 띤 것 같다. 아카시 

아 나무는 한국인의 정서에서는 ‘강요된 근대의 상정’이며 이는 아카시아를 ‘잃어 

버린 外地 땅에 대한 향수의 상징’으로서 노래， 소설 등에 아카시아를 등장시키는 

일본인의 정서와 대치되는 것이다. 

사족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과거를 안 살았던 세대를 중심으로 신작로가 “향수” 

의 대상으로 변하기도 한다. 2002년에 공연된 연극 “신작로”에서는 길을 근대화의 

아픔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사라져 가는 선작로를 마치 초가집이나 분교장과 동렬 

로 향수의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 

신음같은 노래에 폼을 얹다. 

그 문명으로 떠내려자는 표류에 폼을 싣다. 

53) 崔明翊， “봄과 신작로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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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한 복판을 내어주고 얻은 길. 

우리71 우리를 잊으러 71는 길. 

돌아71지 못할 걸음으로 그 신작로에 서다. 

냐의 내부로 흘러드는， 혈구의 앙금이 송두리채 통과하는 길， 

전날 광장을 채우던 근대화. 

들판에 기쓰를 내며 신작로를 낸다. 

길이 보아왔던 풍경. 

온 폼이 붉은 혀71 되어 

살 찢긴 채 거71 그대로 옷박혀 있는 장승 

뿌리를 박고 수혈하던들의 소산들. 

그 긴 신작로를 울며 날아자는 세월01 ... 

4. 建設한 道路의 狀훌윌 

지방에 있어서는 전술했듯이 도로의 건설은 꼭 규정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위에서 인용한 전남의 토목과장은 또 “화물 수송에 지대한 관계를 가지는 고개를 

보면， 도로규칙에 합치한 시설은 하나도 없고， 폭은 좁고， 자동차교통상 상당히 불 

편하고， 차량이 엇갈릴 때 추락사고까지 일어났다”면서， “가장 문제인 것은 다리이 

다. 다리는 매년 추락되고 있지만 거의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금년도는 1337ß소 

의 다리가 추락했다. 내년이 되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다리가 114개소로 향후 

500 정도의 다리가 추락될 것이다” 등 당시 신작로의 처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 

다. 도로의 신설도 순탄치 않은 데다， 유지 보수에도 애를 먹고 있는 현실을 짐작 

할수 있다. 

경성부의 소방서장은 “조선에 도로는 없다”고 단언하여， “경성에서 개성까지 자 

동차로 가는데， 임진강까지는 훌륭한 도로가 있었다가， 임진나루에서는 작은 도선 

을 가로 연결시켜서 차를 태우려고 했고 그나마도 썰물이라서 차가 못 들어가는 

빨이 15야n정도 사이에 있어서 결국 차를 버리고 문산역에서 기차를 탔다”등 네트 

워크로서의 연결성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54). 

결국 서류상 도로건설은 전전하고 있지만， 규격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협소한 

54) 小熊九萬造， “땐j떤σ)道路 t.:附 τσ)新:感 빽愈士木建樂|써셈떤합， 1928년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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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에서 건설， 유지하는 도로에 현저하였다. 신작로가 통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보장은 있다는 것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던 것이 

다. 

자동차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그에 비례해서 도로의 파괴도 심해져 가서， 도로 

의 유지관리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다. 각 도에서는 주민들에게 “道路겠進會”를 

조직케 하여， 동네마다 도로의 수선실적으로 경쟁시켜서 우수한 동네에는 상을 주 

고， 미진한 동네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를 적극 취했는데 도로상태의 유지 

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는지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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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日帝時代 新作路 建設事業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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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道路規則에 따른 道路建設 年度別 實績 (單位: km) 

드iEi 납 E코1 1 등도로 2등도로 3등도로 

언도 계획 드LEL- 그 c그〉 계획 프」드」그 C그그 계획 

1915 3,019.6 2,306.9 8.990.6 6,965.7 13,381.6 
1916 3,021 .7 2,254.2 8,962.9 3,884.4 11 ,273.3 
1917 2,999.8 2,500.6 9,078.0 4,439.3 11 ,075.2 
1921 3,114.4 2,317.9 9,400.3 5,745.0 11.127.0 
1922 3,119.6 2,346.8 9,400.5 5,798.8 11 ,157.4 
1923 3,194.9 2,389.5 9,409 .4 5,996.2 11 ,188.2 
1924 3,209.0 2,482.3 9,456.3 6,114.7 11.246.0 
1925 3,210.8 2,741.9 9.413.9 6,517.7 11 ,359 .4 
1926 3.218.4 2,766.3 9,426.4 6,630.0 10,984.9 
1927 3,218.4 2,802.5 9.485.9 6,808.4 11.320.8 
1928 3,220.1 2,818.9 9,494.3 6,991.8 11 ,491.9 
1929 3,220.9 2,854.2 9,505.9 7,137.3 11 ,792 .4 
1930 3,221 .4 2,906.2 9,501.6 7,335.2 11 ,813.5 
1931 3,222.1 2,958.9 9,475.2 7,542.1 12,143.1 
1932 3,222.0 2,982.0 9,653.3 8,080.5 12,967.8 
1933 3,223.0 2,990.8 9,778.9 8,340.1 13,355.3 
1934 3,221.8 2,989.6 9.768.9 8,495 .4 13,710.6 
1935 3.217.5 2,980.8 9.899.2 8,677.3 14.340.0 
1936 3.223.8 3,008.6 9.897.3 8,754.4 14,649.5 
1937 3,241. 7 3,033.2 9,966 .4 8,816.1 14,524.4 
1938 3,236.4 3,027.8 9,976.3 8,879.7 14,675.1 
*1917년이전의 연장은 日本里를 필자가 미터법으로 환산한 것임. 

*1915년은 f反改修구간도 통계에 포함되어 있음. 

*도로망이 연도마다 미조정되기 때문에， 계획연장에 약간 차이가 있음. 

*출처조선총독부시정연보(1915-1 7)"，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21-38)" 

표 2-7 朝蘇道路令에 따른 年度別 道路建設 實續(單位: km) 

연도 국도 지방도 

1939 12,474.4 11 ,370.2 18,375.8 14,387.3 
1940 12,569.0 11 ,489.8 18,572.3 15,007.9 
1941 12,600.0 11 ,66 1.8 18,771 .7 15,104.5 
~42 12,632.8 11 ,731 .4 18,814.3 15,258.5 
*도로망이 연도마다 미조정되기 때문에， 계획연장에 약간 차이가 있음. 

*출처조선총독부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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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2 .4 
2,349.3 
2,843.1 
6,679.8 
6,921.9 
7,146.3 
7,596.3 
7,852.0 
7,514.3 
7,716.6 
7,953.2 
8,457 .4 
8,674.3 
8,985.9 
9,707.0 

10,281.8 
10,673.8 
10,987.2 
11 ,437.2 
11 ,665.1 
11 ,770.8 



第6節 關聯交通施設의 展開

1. 鐵道建設過程

한반도의 철도는 1899년 9월 18일， 구 노량진(현 신길-대방 사이)에서 인천까지 

33.6km가 개통되었던 것이 최초였다. 당초 미국 자본으로 건설에 착수하였으나 

바로 자금난에 부닥치면서 일본인 자본으로 인수 완공된 것이다. 당시 제국주위 

열강 상에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철도 부설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미국 외에도 프랑스(경원선) 러시아(경의선) 등이 관심을 가지고 일 

부는 실제로 부설권을 가지기도 했다. 

이 시점에서 열강이 관심을 가진 철도는 모두 간선철도였으며 자원개발이나 식 

민지적 수탈보다， 군사수송로의 확보와 선적인 국토 지배권의 확보에 있었다. 일 

본은 경인선에 이어， 러일전쟁을 전후해서 경부선， 마산선， 경의선을 잇따라 개통 

시켜， 군사수송에 능력을 발휘시켰다. 

한일합방 후에는 경원선(1914년)， 호남선 (1914년) 등을 건설하여， 주요 개항장 

및 전라도 지방의 곡창지대를 연결해서 한반도를 X자로 연결하는 간선철도망을 

완성시켰다. 이후 철도 건설은 군사 목적에서 경제적 목적으로 이행하면서 각지에 

아간선이나 경제자원을 직결하는 지선철도가 건설되었다. 특히 지선철도는 총독부 

의 독자예산만으로는 건설계획 수행이 불가능했음으로， 총독부의 보조 아래 일본 

본토의 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설철도들이 건설되었다55). 

관동대지진과 세계공황으로 철도건설은 일시적으로 정체하였지만， 1927년에는 

한반도의 산업화를 목적으로 ‘조선철도12년계획’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 수송용량 

확대와 신규산업개발을 위한 철도망 건설에 박차가 가해졌다. 이 시기에 현재의 

한국철도의 노선망이 대부분 완성되었다. 전시체제에 들어가면서 일본과 만주를 

연결하는 수송에 중점이 옮겨갔으며 중앙선과 같은 진시수송용 노선의 건설과 경 

부선 경의선의 복선화 등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한국철도망의 공간구조는 골격이 되는 간선/아간선 철도와， 거기 

서 광산과 같은 경제자원 및 항만으로 뻗어가는 다수의 지선철도라는 2단계 구조 

를 하고 있다. 철도는 일제시대를 통해 육상교통수단의 중심으로 기능하여， 다른 

교통수단들을 이에 종속시켰다. 다만 그 노선밀도는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과는 비 

교가 안 되었으며， 철도만으로 완결될 네트워크가 형성되지는 않았다. 

55) 蘇交會， 1986, “朝蘇交通史"， p.76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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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昭究對象期間中 鐵道網 發達過程(資料 : 蘇交會， 1986, “朝蘇交通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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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年度別 主要 鐵道 建設過程

노선명 구간 착공 완공 비고 

경인선 서대문 인천 1898 1900 
거。 -H「서2 서울 부산 1901 1905 
경의선 용산 신의주 1904 1906 
마산선 삼랑진 마산 1904 1905 
경원선 용산→원산 1904 1914 
평낚선 평양 진남쏘 1909 1910 
호남선 대전←복쏘， 군산 1910 1914 
함경선 원산 회령 1914 1928 
평양탄광선 평양←승호리 1909 1918 
진해선 창원 진해 1921 1926 
평원선 서쏘 고원 1926 1941 

국유철도 
도문선 웅-기 동관진 1927 1933 
혜산선 김주 혜산진 1931 1937 
만포선 순천 만포진 1931 19;19 
동해북부선 안변 쏘항 1928 1937 양양 묵호.삼척 쏘항 미완성 

동해남부선 부산진 울산 1930 1938 
정전선 전주 진주，담양 1929 1936 순천 진주，금지-담양 u] 완성 

백무선 백암 무산 1932 1944 
중앙선 청량리 경주 1936 1942 
대삼선 대전 삼천쏘 1941 미완성 

청라선 청진 나진 1942 미완성 

북청첩산선 북정 상본궁 1944 미완성 

백두산삼림선 위연 신무성 1944 미완성 

능의선 능각 의정부 1944 미완성 

회사명 구간 첫개동 완공 

전북경편철도 이리 진주 1914 1914 1927년 국철에 매수 

함홍탄광철도 서호진 함흥 장풍리 1915 1918 
개천경편철도 신안주 개천 천동 1916 1918 1933년 국철에 매수 

조선중앙철도 대구 경주 학산，울산 1917 1921 1928년 국철에 매수 

조선철도전남선 송정리 팡주 담양 1922 1922 1928년 국철에 매수 
조선철도황해선 토성 옹진，사리원 장연등 1919 1937 1944년 국철에 매수 

조선철도충복선 조치원→청주 충주 1921 1928 
조선철도경남선 }샤」→-iC τ 님，- 지 L • X「 1923 1925 1931년 국철에 매수 

조선철도함남선 서호진 사수 1923 1938 
조선칠도함북선 고무산 선참 무산 1927 1929 
조선철도경북선 김천 점촌 예천 안동 1924 1931 1940년 국철에 매수 

도문철도 회령 상삼봉 동관진 1920 1927 1929년 국철에 매수 

사절철도 갚강산전기철도 철원-내급강 1924 1931 
조선경남철도 장호원 천안 장항 1922 1933 
조선경동철도 인천항 수원←여주 1930 1937 
남조선천도 걷 낀1r7 ;ζ→ ~~으i-~ "T 까‘- 1930 1930 1936년 국철에 매수 

다사도철도 신의주→다사도，양시 1939 1940 
삼척철도 북호 도계 1940 1940 
경준철도 셔dτ 티， τ 흐r 오쳐l 1939 1939 
조선평안철도 진남포 용강온천 1938 1938 
단풍철도 단천 홍군 1939 1939 
평북철도 -zδSTζ ←T 까、% 1939 1940 
서선중앙철도 승호리-신성천-북창 1939 1942 
조선인조석유 아오지 오봉동 1938 1942 
전남광엽 화순 복암리 1942 1942 
조선마그네사이트 여해진 용양 194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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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自動車運送事業

철도와 선박이 도로교통과 결절점을 통해 일관된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데 대해， 

자동차 운송사업은는 신작로 그 자체를 이용하는 교통기관이다. 문론， 신작로라도 

오지에서는 자동차운송을 하지 않고 인구밀집지역에서는 등외도로라도 자동차가 

운행되어 있었기에 도로망과 꼭 일치하지는 않았다. 

자동차 자체는 구한말에 한국에 들어와 있었지만， 승합자동차(버스)의 시작은 

1912년， 대구에 사는 개인사업자가 대구-경주-포항간에 운행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 후 1914년까지 사리원-해주， 평양-진남포-광량만， 선의주-의주， 천안-온양， 김 

천-상주， 공주-조치원-청주간을， 1917년까지 마산-진주， 진주-삼천포， 송정리-광 

주， 순천-여수， 광주-목포， 전주-남원， 경성-장호원， 경성-춘천， 벽란도-해주 등에 

노선이 개설되어， 영업노선은 1912년에 104krn이었던 것이 1917년에는 1,029km(10 

개 사업자)에 이르렀다56) 

이들 노선을 보면 그 당시 만들어진 신작로와 대부분 일치하여， 신작로의 건설 

수요와 자동차의 이용수요가 유사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버스의 운행연장은 

신작로의 건설연장을 크게 밑도는 것이며， 대부분은 철도 및 항만과의 연계교통을 

위해서 개설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도로망 자체는 독자적 네트워크를 지향해 

서 건설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버스교통의 실태는 철도 및 선박 

에 종속적이었다는 점이다. 자동차교통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철도/항만중심 교통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작로의 정비가 진행되어 자동차의 성능이 향상되어 가면서 자동차교 

통은 대중화되어 갔다. 1930년 전후부터 장거리교통은 철도가 우위였지만， 지역간 

및 지역내 교통에 있어서는 병행하는 철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특히 지역 

수요에 의존하는 사설철도에서 그 타격이 켰다. 이에 1931년부터는 장거리노선이 

나 철도와의 병행노선을 총독부의 직접 통제하에 놓고， 또 행정지도를 통해 철도 

사업자는 병행자동차노선을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등 당국은 철도사업자 보호에 

적극 나섰다. 더구나 중일전쟁 발발 후에는 유류 등 자원절약이라는 면에서도 자 

동차 운송을 통제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종전에 자가용 트럭이나 버스를 이용해서 이루어 

졌던 바， 1926년부터 화물자동차의 영업이 허가되어， 트럭을 이용한 운송사업이 

56) 蘇交會， 1986, “朝蘇交通史"， pp.89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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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를 띠게 되었다. 역시 간선철도와의 연계가 중심이 되어， 신작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가 되는 한편 극심한 도로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했다. 

표 2-9 年度別 旅客自動車 運輪狀況 표 2-10 年度別 貨物自動車 運輸狀況

연도 ~AI-*‘ 연장(km) 연도 업자수 연장(km) 

1912 104.4 1926 45 3,629 .4 
1917 10 1 ,029.1 1927 83 5,552.9 
1922 154 11 ,784.2 1932 242 26 ,439.1 
1927 262 15 ,064.0 1937 206 25 ,149.8 
1932 262 28 ,273 .4 1942 216 

L-
23 ,766.0 

1937 193 26 ,854.9 출처:선교회. 1986. "조선교통사 

1942 105 24 ,016 .4 
출처:선교회. 1986. "조선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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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港灣整備過程

앞 절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일본은 한일합병 이전에 이미 한반도의 주요 항 

만을 개항시켜， 항만시섣을 정비하여， 경제수탈의 기지로 삼았다. 개항장에는 예외 

없이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되고， 내륙지방으로의 경제침탈의 거점지가 되었다. 따 

라서， 구한말에는 일본측의 행정， 경제중심지는 도청 소재지가 아니라 개항장이었 

고， 자연스럽게 항구가 중요한 교통결절지가 되었다. 

각 개항장 사이에는 내항해운 해로가 개섣되었으며， 육상교통의 정비가 충분하 

지 않은 구간에서는 특히 기간교통로 역할을 하였다. 항로는 더욱 일본 본토와도 

연락되어， 개항장이 아년 어항들과도 노선을 가졌다. 정부는 식민경영상 필요한 

항로를 지정하여， 필요하면 보조금을 지급해서 민간 업체에게 운항을 지시하였다. 

이활 ‘命令船路’라고 한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에 주요 항해회사를 강제로 합동시켜 펄R蘇郵船林式會社를 

조직， 한반도를 둘러싸는 9개 항로의 운항을 명령하였다. 수요의 증대에 따라 선 

박은 계속 대형화되어 운행회수도 노선마다 늘어난 한편， 러시아， 중국 등 교역이 

활성화된 대외항로도 노선을 늘렸다. 기타 명령항로가 아년 자영항로는 폭받적으 

로 늘어났고， 1924년에는 해로38개， 수로2개가 있었다57) 

57) 蘇交웰， 1986, “朝蘇交通)frf' ， p.98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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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만의 분포와 도로망 

(1944년 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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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日 帝時代 港;蠻 現況(1944年 現在 道路網은 1938年 朝蘇道路令에 

依한 道路網) 資料 : 朝蘇總督府 “朝蘇m港灣” 其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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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新作路” 計劃 建設의 空間展開

第1節 新作路 路線體系의 類型과 特뺨 

1. 類型分類의 컨샘 

교통로에는 반드시 기점과 종점이 있으며 단일 교통로가 아닌 한 그 결절지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 교통로가 목적을 가지고 건설된 한은 기점 및 종점， 그 

리고 결절지에는 그 발생요인이 될 기능이 꼭 존재하고 있다. 그 기능이란 해당 

지점에서 본디 가지고 있는 기능도 있을 것이며， 교통의 필요상 附帶的으로 생긴 

기능도 있겠으며， 또 교통로와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 생성된 기능도 있을 것이다. 

교통로는 그런 특정 기능들을 가진 ‘점’들을 연결하는 ‘선’으로서 존재하여， 그것이 

‘면’적으로 집합하게 되면 교통망 즉 교통체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교통로와 관계된 ‘교통지점’은 장소마다 시대마다 여러 가지 기능이 부여되고， 

의미가 부여된다. 마찬가지로 선으로서의 교통수단도 장소마다， 시기마다 여러 가 

지 ’모드’가 존재하여 수송기능이 존재한다. 나아가 이들로부터 형성되는 교통체 

계 역시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부여되는 의미성과 함께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이 논문은 신작로를 주체 지표로 사용하여 철도 항만 등 동시기에 존재된 다 

른 교통수단을 객체 지표로 사용해서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육상교통체계의 변 

화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한마디로 제3장(전국) 및 제4장(사례지역)에서의 교 

통체계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서 활용되며 그 결과를 종합해서 

저!15장에서 교통시대의 설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Taaffe나 Rimmer가 시도한 교통 

시대 분류와 三木이 시도한 교통체계 유형분류 방법에 의거하면서， 분석요소를 선 

과 면보다 점단위에 설정하여， 점에서 결절구조를 조립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해 

보도록 하였다. 

이 장은 그러한 분석의 기초가 될 지표를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밝혀 놓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도로교통체계의 요 

소로서의 ‘교통지점(점)’의 대표적 유형과 그 점들을 기종점 또는 결절지로 해서 

생성되는 ‘교통노선(선)’의 대표적 유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다만 복수의 점 

유형이 존재하는 이상， 그들을 혼합하는 ‘선’은 상당한 양이 생산됨으로， 실제로 

한반도 신작로에 존재했고 복수 이상 인정되는 ‘선’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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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유형분류는 한국의 신작로 도로체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고안된 

것이지만， 장차 한국의 포괄적인 근대교통들， 특히 철도노선이나 항만， 그리고 상 

호의 연계관계를 설명할 때에도 일관된 틀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點(交通地點)， 繼(路繼)， 面(交通體系)別 類型分類 厭則

1) 교통지점(점)의 요소분류와 유형 

CD항구(p) 

신작로가 외세의 침략으로 만들어진 이상， 외세 침입의 첫 단계인 항구가， 교통 

체계 구성상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내륙교통망이 발달되지 않은 초기 단계 

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초기 단계에서는 제국주의적 침략자의 발판은 항구에 마련된다. 한국의 경우도， 

청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인천， 군산， 목포， 부산， 원산， 진남포 등 후에 개항장이 될 

항구들에 집단 거주하여간일본인회’나 ‘거류민단’과 같은 자치조직을 만들었다. 더 

욱 통감부가 설치되어 보호국이 되면서， 각 항구에는 ‘藍理廳’이라는 행정조직까지 

두어져， 내륙에 있는 도청(관찰부)보다 행정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 

경제수탈 거점의 내륙침투와 통치조직의 전국조직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해안 

에 있는 항구가 침략자 측의 모든 활동의 거점이 된 것이다. 따라서 지배가 오래 

가고， 심화되면 지정학적으로 이점이 많은 내륙부에 행정중심지가 이동하게 되는 

데， 부산 같은 경우는 아예 항구에 행정중심도 고정화된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관입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시점에 있어서는 한 항구의 세력권으로 설정될 배후 

지의 면적이 한정되어 있었기에 개항장 외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포구들이 해안 

선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그것이 내륙교통체계의 발달과 그에 따른 항구간의 배 

후지 쟁탈전의 결과로서 차차 집약되어 간 것이다. 따라서 수적으로 보면 제 기능 

을 하는 항구 수와 항구중심의 교통로는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감소한다. 

하여튼 항구는 내륙종관 철도망이 등장하기까지， 교통의 거점이자， 내륙관입교 

통의 기점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항구는 하천수운의 포구를 포함하는 개념 

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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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역 (R) 

간선철도의 정거장은 항구와 마찬가지로 지역교통의 거점지가 된다. 육상의 항 

구라고 할 수도 있다. 간선철도는 국토내의 주요지점간은 고속으로 대량수송을 할 

수가 있으며， 때로는 국경이나 개항장을 통해 외국과의 연락도 한다. 따라서 간선 

철도의 출현은 자연 주변의 교통체계를 간선철도 중심으로 재편성 할 힘을 가지 

고 있으며， 철도역은 지역과 연결될 창구가 되는 것이다. 

철도역도 항구와 마찬가지로 원래 각 정거장마다 비슷한 역세권을 가지고 있었 

던 것이， 오지교통의 발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 결정요인은 

역시 역마다의 결절기능의 차이 특히 다른 철도나 아간선 도로가 분기하고 있는 

가， 지세를 포함한 배후지 상황의 차이， 급행열차의 정차 여부 등에 따른 것이다. 

철도역은 지역의 중심지구조까지도 변화시킨다. 전통적인 고을이 철도역전으로 그 

번화를 빼앗기고， 아예 행정기능 자체를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철도역 

은 단순한 교통결절지인 동시에 중심시가지를 겸하게 될 경우가 많은 것이다. 

@ 내륙중심지 (C) 

보통， 교통로가 목표로 하는 지점 중 하나로 설정된다. 수도를 포함한 행정， 사 

회， 경제활동의 중심지이며， 동시에 전통적인 교통결절지의 역할을 맡아 있는 경 

우도 많다. 상업 유통면에서도 중심 시장이 있는 경우가 많고 지역 주민들의 문 

화적인 중심지로서 정체성을 공유하는 경우도 었다. 단， 대량수송 근대교통체계가 

생기면서 중심지 기능 쟁탈의 대상의 될 경우가 있어서 교통결절지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쇠퇴를 면할 수가 없다. 

어디까지를 내륙중심지로 삼아야 할 지 지표는 시대마다 달라지니 설정이 어렵 

고， 다분히 주관적인 면이 생기지만， 일단 이 연구에서는 초창기 계획당시 입장에 

서서 @전통적으로 읍치， 장터 등 중심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제시대 들어 

행정， 경제적 중심기능이 부여되거나 @다음 쪽 그림처럼 신작로 건설주체인 인본 

인의 거주 집중도를 지표로 하였다. 관입노선의 대상지가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념상 내륙중심지가 되지만， 해안 가까운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논고 

에서는 그 지점이 자체 항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바다가 가까워도 ‘내륙중심지’ 

로 간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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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日帝時代 韓半島 日本A 居住者數(資料:1930年度 國勢調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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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륙경제자원 (E) 

제국주의세력이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게 하는 

장소여서， 거기를 직접 목적으로 할 노선도 만들어진다. 광산이나 목재 집산지， 곡 

창지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때로는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터도 포함될 

수 있다. 

명백하게 경제자원과의 연결을 목적으로 한 도로는 구한말에 집중적으로 나온 

다. 그 당시 일본은 아직 한반도의 영구통치보다 경제자원 수탈에 주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시대 이후는 통치 및 군사적 목적으로 조밀한 도로망이 생 

기면서 경제자원 수송 자체가 목적인 도로도 그에 포함되고 만다. 따라서， E 유형 

은 한말의 도로계획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나서 1930년대 이후 활발하게 건설된 금산도로는 자원수탈 목적 그 자 

체이지만， 통념상의 신작로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논고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국경 (B) 

陸續된 국경이 존재하는 국가일 경우， 국경에 있는 관문은 교통로의 연계지점으 

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 국가의 측면에서 보면 이는 교통지점이며， 국제적 

으로 보면 그저 통과지점에 불과할 경우도 많다. 

출입국행정의 편의상 국경에서 출입국이나 통관이 가능한 지점은 저절로 한정 

되기 때문에， 그 지점이 국제무역의 중심지가 되어， 취락이 발생할 경우가 많다. 

조선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경무역과 군사적 목적으로 국경을 기종점으로 삼 

는 도로가 건설되었다. 

@ 교통결절지(J) 

해당 지점에는 특별히 도시가 존재하거나， 경제자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리상 다른 교통로와 연계에 적절한 장소여서 한 교통로의 기종점이 될 지점이 

다. 물론 그곳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가 지속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할 경우， 단 

순한 결절지로부터 발전하여， 지역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을 내포하 

고 있다. 

교통결절지가 된 장소에는 교통 起源의 취락이 성장하기 마련이어서， 중심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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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분간이 어려워지는데， 여기서는 계획수립 당시 혹은 개별노선 착공시점을 기준 

으로， 당시 읍치나 장터 등 중심지의 성격을 구비했을 때는 C로 단순 교차로나 

주막， 역원 정도가 소재했을 시는 J를 택하였다. 

@ 군사시설 (F) 

해군 요새지， 鎭탤， 부대 주둔지 기타가 있다. 조선의 경우 군항은 대부분 일반 

포구를 겸하고 있었으며， 도로건설이 필요할 만한 군부대 주둔지는 도시에 입지하 

거나 함경북도 나남이나 경상남도 진해처럼 군 주둔으로 인하여 도시화가 진행된 

까닭에， 군사목적만에 특화된 도로건설은 많지 않았다. 물론 전시를 가정하면， 모 

든 신작로는 군사수송을 전제로 건설되어 있다. 

@ 공항(A) 

이것도 군사목적과 복합적인 지점인데 항공교통의 발달로 광의로 교통체계에 

포함되면서， 연계 도로가 정비되었다.30년대 이후에 선작로로서 많이 정비되는데， 

공항이 대도시 근교에 입지했기 때문에 단거리노선이 많았다. 

2) 선적인 유형분류 

1절의 교통지점들을 기점과 종점에 조합시키면 무수의 유형이 생기게 된다. 그 

러나 유형이 너무 많으면， 유형분류의 의미 자체를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한국에 

서 출현 빈도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나머지는 ‘기타 유형’으로 분류하 

기로 한다. 

<D 항구-중심지형 (P-C) 

가장 기초적인 유형 중 하나로， 제국주의적 침략의 초기 단계에 일어나는 유형 

이다. 해안의 개항장에서 내륙부에 있는 도 관찰부 소재지나， 지역의 중심이 되어 

있는 고을을 연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원래 지역중심지를 중심으로， 뻗어 있 

었던 전통적인 교통체계는 버려지고， 항구에서 교통로가 집산되는 체계로 변질해 

버릴 경우가 많다. 

@ 항구-경제자원형 (P-E) 

- 82 -



지역의 통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경제적 수탈을 위한 노선형태로， 항 

구에서 광산이나 곡창지대로 직행한다. 이러한 노선은 지역에 원래 있었던 교통체 

계나 도시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가 노선선정의 최고 원리가 

되기 때문에， 지역의 교통체계는 일변해 버린다. 

@ 철도역-중심지형 (R-C) 

국토를 횡단하는 간선철도가 놓여진 단계에서 그 중간역을 기점으로 주변 중심 

지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생기게 된다. 수송속도나 내륙으로의 침투성， 네트워 

크성으로 선박보다 뛰어나는 철도가， 원래 항만과 연결되던 내륙중심지를 탈환하 

게 된다. 물론， 철도역 자체가 내륙중심지를 겸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해당 노선의 지정(노선계획을 볼 때) 혹은 착공(노선건설순서에 착안할 때)당시의 

지점의 상태를 감안하고 결정한다. 

@ 절도역-경제자원형 (R-E) 

위와 마찬가지로 철도의 출현으로 인하여 P-E형의 후계 단계로서 등장하는 형 

태이다. 

@ 항구-국경형 (P-B) 

국경무역이나 국경을 넘어서 존재하는 자원의 수송， 또한 국경경비 때， 항구에 

서 양륙된 군사력을 신속히 국경방면에 전개하기 위하여 전재하는 노선이다. 한국 

에서는 함경도에 집중적으로 존재한다. 

@ 철도역-국경형 (R-B) 

P-B형의 기능이 항구중심에서 철도역 중심으로 이행된 사례이다. 주로 평안도 

및 함남에 많이 존재한다. 

@ 기타형 (0) 

항구-교통결절지형 (P-J), 철도역-교통결절지형 (R-J), 교통결절지-중심도시형 

(]-C), 교통결절지-경제자원형 (]-E) ， 교통결절지-국경형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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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형(항구-내륙중심지) P-E형(항구-내륙경제자원) 

’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C형(철도역-내륙중심지) I IR-E형(철도역-내륙경제자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B형(항구-국경) R-C형(철도역-국경) 

그림 3-2. 起終點에 홉眼한 道路機能의 類型分類.

이상은 여타 교통지점과 교통결절지를 연계하는 유형이며， 노선이 다른 노선으 

로 계승되면서 그 노선의 기능을 빌려서 본 노선의 기능이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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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형 (m) 

수도를 중심으로 종점까지 국토의 기간노선 역할을 하는 노선이다. 지역별로 나 

누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잠재되어 있고， 또 기점과 종점만을 따질 때， 어떤 특정 

유형에 해당되어 버리지만(예를 들어 1등도로 경성-부산선은 항구-중심도시형이 

되어 버림) , 그런 지역교통적인 목적이 아닌， 국토의 뼈대를 이르는 노선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간선형으로 분류하였다. 

Q 아간선형 (m’) 

간선처럼 국토의 기간노선은 아니지만， 지역과 지역 사이의 거점간을 연결하여， 

그 구간에 관해서 간선적인 역할을 띠고 있는 노선을 아간션으로 규정한다. 아간 

선인지 아닌지는 간선과 달리 원래 지역마다 상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통일기 

준을 만들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기초적인 분석을 위해， 편의상 이하와 같이 아간선의 정의 지표를 사 

용하였다.W위에서 설명한 유형 중에서， 두 개 이상의 도에 걸쳐서 설정되거나， 

혹은 적어도 3개 이상의 중심지나 항구， 철도역을 경유하고， 또 ￠ 간선노선이나 

철도와 연계되어 있거나 혹은 도청소재지 광역중심이 될 읍치 개항장을 통과하 

는 노선，@ 항구 대 철도역 (P-R) ， 철도역 대 철도역 (R-R) ， 중심지 대 중심지 

(C-C) 등 교통거점간을 연결하는 노선 그리고 @기타 객관적으로 보아서 아간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노선을 아간선으로 규정하였다. 이것도 역시 @ 

계획선 단독 @건설노선 단독 @건설노선과 기존선의 연결 등 대상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에， 각각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3) 면적인 유형분류 

이상과 같이 교통지점(점)의 연결형태로서의 노선(선)의 복합적인 결합체로서의 

면(=교통체계)은 한반도의 경우 경험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 항구중심의 교통체계 

항로를 내외로의 간선교통로로 삼아서， 항구를 교통결절지로 하여 내륙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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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선이 뻗어가는 교통체계이다. 내륙수운에 있어서는 강가의 포구가 항구를 대 

신한다. 

@ 철도중심의 교통체계 

철도를 간선교통로로 삼아서， 철도역을 교통결절지로 하여 주변지역으로의 노선 

이 뻗어가는 교통체계이다. 

@ 도로중심의 교통체계 

지역에 유효한 철도도 도로도 없는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교통체계로， 장거리 간 

선도로와 지선도로의 분기점이 결절지가 되어서， 거기서 주변지역으로 노선이 뻗 

어가는 교통체계이다. 

중심교통체계P 

항구중심교통체계 

그림 3-3. 交通體系의 類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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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類型分類의 留意點과 限界

위와 같은 교통로의 유형화가 가장 단순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기종점만 있는 독립된 노선일 경우이다. 그러나 교통체계가 발달되면 저절로 네트 

워크성을 띠게 되는 이상， 각 노선의 기능은 하나만 있을 수 없게 되어， 네트워크 

가 조밀해질수록 노선의 기능은 복합화하여 판별이 갈수록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복잡함을 피하고， 원래 목적인 교통체계의 지리적 변화 도출을 달 

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기로 한다. 

유형화 분석의 대상이 되는 도로교통체계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각 시기의 건설사업 시행계획에 맞추어서 실제로 착공된 개별노선마다 

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것도 초기에 건설된 노선은 비교적 독자성을 유지 

하고 있으나， 시대가 내려갈수록 이미 건설된 노선과 연계되면서 그 노선 단독의 

경우와 다른 노선과 연속해서 보는 경우에서 유형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다. 이 

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일제시대에 들어간 제 1기 및 제2기 치도계획에서인데， 

이에 대해서는 건설노선 단독으로 볼 경우와 기존 노선과 연속해서 볼 경우 등 

양면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또 하나는 1905년(내무성 조사)， 1911년(도로규칙)， 1938년(조선도로령) 둥 세 번 

제시된 전체 도로망 계획 및 그 수정과정이다.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복잡한 네트 

워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각 구간 하나하나의 기능을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여， 

또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도로계획자의 계획 의도를 실마리로 하기로 

한다. 제2장에서 밝힌 것처럼， 도로망의 노선선정에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다. 

그 기준에 적합한 노선을 하나하나 지정하여서 노선망이 만들어졌으니， 개별 노선 

들의 기종점과 통과지점에 착안하여， 지정된 노선마다의 기능분류를 시도해 보도 

록 한다. 이로서 노선선정 때 각 시기마다(계획마다) 어떤 교통기능을 중요시했는 

지， 어떤 유형이 많이 나타났는지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철도와의 관계는 계 

획당시의 철도망을 기준으로 하여， 철도와 아예 병행한 노선은 철도와의 업체적인 

연계수송 목적이 희박한 것으로 간주， 또 철도와 기능이 중복되기에， 철도기능(R) 

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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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韓末의 新作路 建設事業

1. 1905年 훌훌備 道路調훌事業時의 道路體系

1) 내무성 도로조사 행로의 특정 

제2장 1절에서 지적하였듯이， 구한말에 있어서 근대적 도로건설 계획은， 아주 

체계적인 것은 아니었다. 1905년의 일본 내무성 파견기사들에 의한 도로조사의 결 

과를 보면， 그것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1905년은 러일전쟁이 종전하여， 일본 

의 한반도 통치권과 대륙침략의 발판이 마련된 해였다. 대내적으로도 이듬해에 한 

국통감부가 설치되어， 의병투쟁이 격화되면서도 무력진압을 강화하여， 지방행정권 

도 장악하여 갔던 시기였다. 

그런 상황에서， 신작로 건설의 주목적은 군사목적보다 경제적인 이익의 최대화 

였다. 자동차 교통이 아직 搖籃期였던 당시， 군사력의 이동 효율은 질적으로도 양 

적으로도 도로보다 철도가 압도적이었다1). 그것은 러일전쟁의 지상전이 일본이 

부설한 경부선 경의선， 안봉선(願綠江鐵橋~奉天)을 비롯한 남만주철도와， 러시아 

가 부설한 시베리아철도간의 사일상의 “철도전쟁”이었던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 

다2). 

그래서 1905년 내무성의 도로조사 지역은 일본인의 이득이 되는 경제목적으로 

크게 치우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 도로조사를 주도한 것이 육군성이 

아니라 내무성이었다는 것도 그 경향을 강화시켰다. 당시 일본인은 거류민 자격으 

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일전쟁 이후 華橋를 대신하여 한국내 경제권 침탈 

에 앞장을 섰다. 그들의 본거지는 수도 한성과 개항장3) 그리고 내륙의 경제적 거 

점에 한정되어 있었다. 

1) 한국에서 자동차는 1903년 황실용으로 도입했다는 것이 첫 공식기록이며， 버스수송이 

1911년에 시작되었다. 
2) 井上勇一， 1990 ， r鐵道-y'- ~-IJ{쫓 :z. t::. 現代史J , 中公新書， 224p. 
3) 개항장은 부산0876년)， 원산0880년)， 인천 0883년)， 목포(1897년)， 진남포0897년)， 마산 

(1898년)， 군산0899년)， 청진0908년)， 신의주0910년) 순으로 9개소이며， 내무부의 조사 

당시는 청진과 신의주를 뺀 7개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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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0km 
~ 

---南齊孝吉

宮川 淸

---和田義廳

……*比田孝

---철도 

(1905년 딩시) 

그림 3-4. 日本 調훌團의 調훌 行鐘(資料:內務省， 1905, “韓國土木調훌 
報告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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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로조사는 이들 일본인 거점과 경제 

적 이익이 존재하는 장소를 연결하는 경로를 찾는 작업 그 자체였다. 실제 그뜰의 

행 적 은 :z i쉽 :3 ~~~~~ 4 i1r 같다. 

내무기사들은 4개 班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행하였다. 각 반은 조사기간을 두 개 

로 나누어， 전반은 주로 남한지방을， 후반은 북한지방을 답사하도록 하였다. 조사 

거점은 서울에 두었다. 

2) 각 조사단의 답사 경로와 그 특성 

a.난자이 고키지(南齊孝吉) 

그는 전라도와 함경도를 담당하였다. 전라도에는 그 당시 이미 목포， 군산 등 

두 개의 개항장이 존재하였다. 그림에 나타나는 그의 조사 경로와 보고서의 중점 

기술내용을 보면， 전라도에서 도로건설의 주목적이 무엇인지 여실히 나타난다. 

즉 두 개항장을 거점으로 하여， 내륙의 곡창지대를 연결하는 노선을 想、파하고 있 

는 것이다. 전라북도에서는 군산항 거류지를 기점으로 하여 만경강의 평야지대를 

관통해서 전주로 가는 길을 택하고 었다. 전주는 조선시대부터 전북의 행정중심지 

이자 물건의 집산지였다. 또 평야지대의 종점이라는 지형적 조건도 있어， 특히 이 

구간은 보고서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건설이 이루어져야 할 구간으로 지목되었 

다. 

전주에서 경부선에 나가는 걸로서는 다른 탑사대가 조사한 太田기점의 경로와 

별도로， 永同기점을 제시하였다. 즉 영동역을 출발하여， 금산， 진산， 고산을 지나 

전주로 나가는 길이다. 이 경로는 완전히 산악지대이어서 주변개발의 매력은 극히 

적었다. 다만 대전-전주에 비하면 영동-전주는 거리상 상당한 단축이 되기 때문 

에， 순전히 철도역-지방거점 연락형으로서 생각하면 합리적인 경로인 샘이다. 

전라남도에서도 같은 구도였다. 역시 개항장인 목포항에서 영산강 유역평야의 

곡창지대를 연결하는 노선 선정이 가정되었다. 단 전북과 차이가 나는 점은 당시 

전라남도 감영이 소재하던 光州를 무시한 점이었다. 보고서에서는 “담양 나주간의 

지형을 보니， 광막한 決野 수십리가 이어지며， 그 면적 약2만6천정보， 실로 전담의 

수뇌 지역임에도 불구， 산물을 운반하는 적당한 기관이 없으며， 현행 도로가 있긴 

하지만 도읍지 사이의 연결에 중점을 두고 그 외를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구릉 

寂莫한 땅을 지나 평야와는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이 寶庫를 위한 교통기관으로서 

가치를 가지지 않고 있다4)"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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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주요도로는 행정 및 군사목적으로 지정된 관도임으로， 당연히 읍치 

간의 연결도 중요시되었다. 단 읍치는 경제적 입지조건보다 전통적 사상에 입각해 

서 관아가 들어설 만한 명당자리에 입지하기 때문에， 자연 곡창지대로부터 멀어질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적 이권 확보가 목적인 일제 입장에서는 

그러한 행정적 기능보다 ‘그 외의 목적’인 곡창지대 통과를 원하여， 자연 노선선정 

이 달라진 것이다. 

결국 담양-나주간은 평야 한복판을 지나가는 노선으로 하도록 건의되면서 전남 

의 행정중심지인 광주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전주와 달리 광주가 외면 당한 것은 

“산악에 둘러쌓이며 교통불편”하다는 지형적 요인과 함께， 1895년에 나주에서 감 

영이 옮아 온 지 얼마 안 되어 “상업이 부진하여 그저 관청소재지임에 지나지 않 

고， 사실상 중심지로서 지목할 만한 토지가 아니다5)"는 사정도 작용하였다. 

1912년의 자료에 의하면， 나주의 인구는 66，374명(일본인 967명 포함)， 광주는 

12，248명(동 1 ，314명)으로 나주가 내륙중심지로서 단연 앞서고 있었으며， 상업중심 

지도 나주와 영산포였다. 그러나 일본인 인구는 오히려 광주가 많은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광주는 급속히 행정중심지로서 성장하기 시작했고， 조만간 나주를 추 

월하게 되었다6). 그런 추세 속에서， 1908년 실제 건설된 도로는 광주를 거치도록 

수정되었다. 

이처럼 경기， 충청， 영남， 황해， 평안 지방과 달리 한일합병 얼마 후까지 철도망 

이 전혀 닿지 않았던 호남지방에서는 개항장과 배후지역이라는 가장 원시적인 도 

로교통망 계획이 최우선으로 검토되었던 것이다. 한편 당시 유일한 간선철도였던 

경부/경의선과의 연결도 개항장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식되었다. 특 

히 철도선과 비교적 가까운 전북 부분의 기술에서 철도연결 건의가 보인다. 그 연 

결지점은 앞서 언급한 대로 평야부는 태전(후의 대전) 산간부는 영동이었다. 

뒤이은 함경도지방 답사는 사실상 당시 동해안 최대의 개항장인 元山港의 연결 

만이 목적이었다. 즉 원산에서 서울/인천 및 평양/진남포로 한반도 동서횡단 코스 

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경원선 철도은 아직 개통되지 않았으며， 평원선 

은 계획단계였다. 또 원산을 포함한 永興灣 지역은 러일전쟁 이후 진해 다음 가는 

해군의 요새지가 되고 있었다. 

4) 內務省， “韓國士木調좁 報告書"， 1905, pp43-45. 이하 본 항에서 기술근거는 주가 없는 
한 이 책에 의함. 
5) 內務省， 같은 책， pp.43-44. 
6) 日 韓書房編輯部， 1912, 11最新朝蘇地誌끼 pp.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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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원산간은 대부분 산악지대이며， 종전의 관도(경흥로)를 거의 그대로 답습 

하였다. 즉， 서울을 출발하여 의정부， 포천， 김화， 금성， 회양을 거쳐， 철령을 넘어 

함경도로 들어가서 원산 일본인 거류지로 도착하는 경로였다. 원산-평양간 도로는 

러일전쟁 때 군대의 이동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원산에서 馬息領을 넘어， 陽德，

成川을 거쳐 平壞에 이르는 경로이다. 

元山 이북의 成鏡道는 어느 답사대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永興平野를 제외 

하고는 볼만한 곡창지대도 없고 또 城律과 淸律이 열리기까지는 개항장도 없었던 

지역이다. 일제시대 중기 이후에 대대적으로 개발될 광산개발은 아직 준비단계였 

고， 임산자원은 하천수운으로 충분하였다. 도시 등은 동해안에 집중되어서 선박으 

로 대부분 연락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산거 

류지 이외의 함경도 구간 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사려된다. 

b. 미야카와 키요시(宮川 淸)

그의 조사지역은 남한에서는 漢江유역과 충북지방， 북한에서는 황해도 내륙지역 

이었다. 그는 木浦街道의 일부분이 될 서울-成歡간을 답사한 뒤 아산을 거쳐 충남 

洪州(현 홍성)까지를 왕복하여 天安으로 돌아간다. 성환까지는 경부선과 거의 병 

행하지만"저명한 평야를 관통하여， 또 저명한 購뭄을 연결”하며"양질의 산림이 

많고 또 양질의 석재를 산출7)"하는 등 자원채취상의 이점에 착안하여， 이와 경부 

선 철도역을 연결하는 역할도 기대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구간의 경로는 

거의 조선시대의 관도인 三南大路를 답습하고 있으며， 한일합방 후에 실제로 건설 

된 신작로 즉 현 국도 1호선과는 노선이 조금씩 다르다. 

牙山은 개항장이 아닌 소규모 포구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난 청일전쟁 때 승부 

를 가린 상륙지였으며 청군은 이곳에서 성환의 첫 지상전 전장까지 바로 이 길을 

사용， 진격하였다. 일본인에게는 잘 알려진 길이어서 조사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사려되지만， 도로계획 건의시에 지방도로 분류되었듯 그다지 중요한 길은 아니었 

다. 한편 홍주(현 洪城)는 당시 충남 서해안지방에서 최대의 일본인 거류지였으며， 

지역의 중심시장이었다. 주변에 적당한 개항장이 없었기에 이를 경부선 철도와 연 

결시킬 필요가 있었다. 

溫陽溫果은 당시 이미 온천여관 거리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답사대는 온양온천 

을 우회하여， 新昌에서 曲橋里를 거쳐 천안으로 들어갔다. 역시 “소사천의 농업발 

전에 최대한 기여 8)"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명기하였으며， 온양온천에는 지선 건 

7) 內務省， 같은 책， pp.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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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건의하였다. 

천안에서는 鳥致院까지 열차로 이동하여， 충청북도의 답사로 들어갔다. 조치원 

은 경부선 개통 이후 청주 주변에서 반출되는 물산의 집산지가 되어， 철도 외에도 

금강 지류인 尾湖川 수운의 거점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충북 감영 소재지인 淸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는 산간부를 직행하는 길이었고 이곳 역시 미호천을 따라 

곡창지대를 통과하는 比較線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지나친 우회가 된다는 점과 

수해의 우려로 인하여 옛길을 답습하기로 했다. 

청주는 비록 철도노선에서 빗나갔지만， 지역의 행정중심지인 동시에 지역의 오 

랜 문화 경제 중심지여서， 도로건설의 수요는 충분히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내무부 

도로계획에서 버림을 당한 광주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청주에 일본군 廳察

軍 鎭衛隊가 소재했던 것도 작용했을 것이다. 청주에서 忠州까지는 陰城을 거치지 

않고 산속으로 塊山을 통과한다. 따라서 자연히 “險l埈하여 句配 急l埈하여 양호한 

노선을 얻기 어려움”이라고 평가하고 결국 답사노선과 달리 평야지대를 직행하여 

음성을 거치는 노선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하였다. 이 노선은 “구배를 면하여， 평야 

의 산물을 흡수할 수 있는 이점9)"이 있으나， 청주， 淸安 등 고을을 무시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결국 예정노선은 절충안으로서 청주를 거친 다음 평야로 나와 

음성을 거치는 노선이 되었다. 

충주는 청주에 지역중심의 지위를 빼앗긴 지 오래였으며， 청주에 비하면 경제적 

으로도 몰락된 상황이었으나 중원지방의 교통결절지로서 조치원 출발노선의 종점 

으로 지목되었다.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최중요 간선과의 연락지점이기도 했기 

에， 경제적 이권보다 교통접점으로서 기대되었던 것이다. 

일행은 다음에 水原-利川-原州선의 측량으로 들어갔다. 이천을 지역의 “大몸”으 

로 규정하고， 쌀을 위시한 농업이 성한 지역이었기에， 이를 반출할 도로가 필요했 

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간선도로는 이천에서 광주를 거쳐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었 

다. 그러나 조사대는 이 구간은 손을 대지 않고， 대신 陽智를 거쳐 수원으로 가는 

경로를 택하였다. 그들이 경부선 철도와의 최단거리로의 연결을 염두에 두고 있음 

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일본의 통치하에 들어가면서 한반도의 도로체계가 

중앙집권 왕조형으로부터 식민지형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 

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영서지방을 순환하는 노선 측량에 착수하였는데， 강원도를 

목적으로 한 노선조사는 이것이 유일했다. 목적으로 하는 도시는 原州와 春川이었 

8) 內務省， 같은 책， pp.205 
9) 內務省， 같은 책， pp.2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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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주는 1895년까지 감영 소재지였으며 “상업번성함은 충주 수원에 비교할 수 

없다10)"고 할 정도였다. 일본군 鎭衛隊도 있는 중요거점이었다. 춘천은 1895년 23 

부제， 1896년 13도제에서 감영 소재지가 되어 “상업과 같은 것은 원주 橫城에 상 

대도 안 되며， 거리는 황폐의 극치 11)"였으나， 일본인은 북한강의 중심도시로서， 목 

재의 집산지로서 기대하었다. 춘천-서울간에서 북한강가는 난공사가 예상되었던 

한편， 金갑洞에서 서울까지는 명성황후의 묘지가 금곡동에 들어선 관계로， 폭 7칸 

이나 되는 대로가 완비되어 있었다. 

황해도 내륙부에서는 명山선과 갑山선， 途安선을 조사하였는데， 모두 경의션 철 

도에서 내륙 배후지로 들어가는 분기선이다. 토산선은 당시 이미 일본으로 수출되 

었던 엄진강 유역의 콩(대두) 반출을 위한 것이다. 곡산 수안선 연도는 황무지가 

많지만， 관개를 통하여 곡물생산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 “개발형” 도로계획이었다. 

c. 와다 요시타카(和田義健) 

그는 경상도 동남부 및 평안도를 담당하였다. 경상도는 이미 중앙을 경부선 철 

도가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후지 지선과 개항장 연락이 주목적이 되었다. 

경상도내 답사 경로는 金果-大邱-迎日-慶州-永川-慶山-대구-八助鎭-密陽-草梁

밀양-馬山-宜寧-폼州-河東-昆陽-진주-那北-마산-金海-梁山-薦山-東藥-淸道-경 

산이었다. 경부선의 연락선을 중심으로 보고 있으며 일정의 사정상 경부선을 따 

라 가는 노선도 같이 답사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김천역은 당시 경부선 중간역 중 여객 및 화물취급량이 대구， 대전 다음에 많은 

역이었으며， 영남 내륙지방의 거점으로 많은 일본인이 거류하였다. 도로는 철도를 

따라 金烏山 남록의 :t1ç쫓購을 거쳐 慶館으로 나온다. 이곳은 낙동강과 경부선의 

교차지점이었기 때문에， 조사단은 선산 및 성주방향 물산의 집산지로서 왜관을 지 

목하여， 이곳에서 낙동강을 따라 지선도로 건설을 건의하였다(陳川線). 

경산-영일만간 노선의 건설목적은 영일의 포구(포항) 및 경주와의 연락이었다. 

경주는 형산강 충적취락의 중심지이며 농산물 거래를 중심으로 한 상품거래는 경 

북에서 대구 다음으로 번성하였다. 영천은 대구만큼은 아니지만 금호강 상류에서 

역시 중심시장이었다. 기점이 대구가 아니라 경산이 된 것은 20리(한국리) 이상 

짧은 거리로 경부선 철도와 연락할 수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도 지역중심지보다 

철도역 연결을 우선하는 식 민지 적 노선구상을 보이 고 있다. 

10) 內務省， 같은 책， pp.208. 
11) 內務省， 같은 책， pp.2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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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는 비교노선으로서 대구-영천-연일이라는 노선도 검토하였는데， 기점은 

전술과 같은 이유로 대구가 아닌 경산역이 되었고， 영일만도 아직 항구로서의 중 

요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경주 경유를 德通、하였다. 영일읍은 별 볼 것이 없는 소취 

락이었으며， 포항은 어항으로서는 비교적 규모가 있었지만， 형산강의 토사 퇴적으 

로 수심이 얄고 축항공사 없이는 대형선박이 정박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다음에 조사한 부산가도의 대구-부산간은 도중 밀양이라는 도시를 통과하지만， 

전구간 경부선과 병행하고 있어서 “금일 急히 차도개수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 

는12)" 구간이었다. 여기서도 당시 도로는 철도의 경쟁수단이 아니라 보완， 배양수 

단으로서 인식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답사일정 사정상 통과하면서 참고 

로 측량한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구나 삼랑진 이남에서는 당시 물류의 대동 

맥이었언 닥동강 수운이 수송력과 경제성 면으로 월등하여 굳이 강가의 절벽을 

깎아서까지 도로를 낼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남해선은 초량에서 마산을 거쳐 경남 감영소재지이자 인구 2만명의 상업도시인 

진주로 가는 경남의 간선도로인데 당시 철도 계획이 없었기에 도로가 계획되었 

다. 당초， 주요 도읍지 인 함안， 의 령 , 반성 등을 통과하도록 답사를 했으나， 고을을 

경유하게 되면 지형이 험하여 물산도 많지 않기에， 남강을 따라 군북 경유를 권하 

게 되 었다. 군북은 함안에 소속하는 의 령 의 관문으로서 당시 장터 취 락으로서 이 미 

의령읍을 능가하는 번창함을 누리고 있었다. 

이어 실시된 평안도 구간의 답사는 남한지역과 달리 거의 광산자원 개발을 위 

한 것이었다. 답사경로는 평양-상원-파읍-평양-순천-영변-운산-박천-정주였다. 

농산품 등 지역종합개발을 노린 노선은 순천선(평양-자산-순천-개천)에 불과했다. 

평북 운산에는 당시 국내최대 금광이 있었으며 5개소 모두 미국인 자본가가 운 

영하고 있는 것이 가장 규모가 컸다. 그 미국인은 아예 안주의 상류 40리 지점까 

지 수레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닦고 있었으며(거기부터 하류는 청천강 수운을 

활용) , 조사는 그것을 개량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운산선은 경의선 신안주역 

에서 운산을 중심으로 한 청천강 유역 금산지대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d. 허타 고이치(比田孝一) 

그의 답사경로는 주로 금강유역 및 낙동강 상류， 황해도 서해안 지역이었다. 답 

사경로는 성환-마구평-임피-군산-삼례-여산-마구평-태전-영동-김천-상주-안동

의성-대구였다. 성환-마구평-전주간은 목포가도인데 다른 두 사람과 합하면 서울 

12) 內務省、， 같은 책， p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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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목포까지 목포가도를 거의 모두 답사한 꼴이 되어， 철도 혜택이 없었던 목포 

방면 간선도로 건설을 당국이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대부분 조 

선시대 삼남대로를 답습하고 있었다. 단 당시 강경의 상류에서 큰 시장터로 성장 

중이던 논산을 통과하도록 하여， 대신 종전 노선에 있었던 은진읍 경유는 큰 이득 

이 없다고 해서 폐지하도록 건의하였다. 

또 논산부근에서 분기하여 강경을 거처 군산으로 이르는 단락선도 검토되었으 

나， 이는 금강의 수운과 거의 중복되고， 또 기존의 고을 즉 용안， 함열， 임피 등을 

지나가는 옛길은 기복이 심하고， 농산물이 많지 않기에 평야부를 지나고 도중에 

서 군산가도와 합류하는 노선을 권하였다. 

태전선은 전라도 특히 강경을 중심으로 한 논산평야와 경부선의 태전역을 연결 

하는 노선으로서 구상되었다. 거의 전구간 산간벽지를 가는 노선으로 볼 만한 경 

제거점이 없지만 철도역을 기점으로 이미 “現時 교통빈번 지게의 來往 盛”한 상 

태여서 도로신설이 절실하였다. 무엇보다 금강 중류권을 경부선 철도의 영향권으 

로 놓으려는 목적이 짙었다. 당시 이미 마구평을 중심으로 일본인 농민의 입식이 

본격화되어 있었다. 

이어 경부선을 따라 德、t平里(목포가도와의 분기점)에서 김천역까지의 마산가도도 

답사하였다. 이로서 다른 두 기사와 합하여 서울에서 부산까지 조사선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본디 부산가도(조령 경유)가 아니어서， 역시 이동중의 부수적인 답사 성 

격이 짙다. 더구나 답사 보고서에서도 철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의 도로건 

설은 긴급성이 적다고 단정하여， “연도의 땅이 크게 발달하여 철도로는 부족하게 

된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공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믿는다”고 우선순위에서 뒤에 

미루고 었다. 

김천에서는 경상북도를 낙동강 유역을 따라 가는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여기서 

도 본디 이 지역의 간선인 부산가도(문경-함창-칠곡-대구)는 무시되어， 상주선， 

안동선 등 지선만이 조사대상이 되어 있다. 부산가도는 종전의 영남대로를 거의 

답습하고 있는데 서울과 영남의 중심도읍인 대구 및 일본으로의 관문인 동래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대구를 제외하면 경북에서 비옥한 

농토나 경제， 행정중심지를 통과하지 않는다. 특히 독창지대인 상주와 동북부의 

지역경제 중심지인 안동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경제이권을 획득하기 위한 도로로 

서는 실격이었다. 

답사노선은 따라서 부산가도와 전혀 관계없이 상주와 안동， 기타 경제중심지를 

경부선과 최단거리로 연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주선은 경부선 김천역에 

서 출발하여， 개령읍을 거쳐 조선시대의 유곡역-통영간 대로를 타고 북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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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선에 연결해서 더욱 오지를 향하는 안동선은 함창， 용궁， 예천， 안동을 거쳐 

다시 내려가서 의성， 의흥을 지나 선주막에서 부산가도(영남대로)와 합류한다. 결 

국 상주선과 더불어 “낙동강 상류 제 읍치를 馬歸형으로 연계하여 경부철도와 연 

계 편의를 도모13)"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북한지역에서는 개성에서 해주 재령을 거쳐 대동강 진남포 대안까지를 답사하 

였다. 말할 필요도 없이 황해도의 감영소재지인 해주 재령평야의 곡창지대를 경 

부선 철도 및 진남포 개항장과 연결시키기 위한 노선이다. 이 노선은 해주선이라 

불렸다. 남쪽의 출발지는 서울도 아니고 개성도 아닌 士城역이라는 간이역이었다. 

현재는 개풍군 인민정부 소재지지만 당시는 보잘 것 없는 한촌이었다. 이는 “경의 

선이 개통된 금일에 있어서는 경성과 토성간의 연락은 철도에 의거시키”는 생각 

에서 였다. 여기서도 이 자동차 보급 이전에서 도로의 철도에 대한 극도의 종속 

성， 비대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단은 마지막으로 진남포에서 평양으로 이르는 남포가도를 답사하고， 일정을 

마쳤다. 진남포(현 남포)는 대동강 하류 삼화군내의 작은 포구에 불과했으나， 개항 

되면서 일본인 거류자가 늘어나 대동강 유역의 대외물류 중심지가 되었다. 남포 

선 철도의 개통은 한일합방 후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우선 도로의 건설이 추 

진된 것이다. 개항과 내륙의 중심도시를 잇는다는 점에서 군산가도와 유사했으나， 

평양에서 간선철도(경의선)와 연계되어 있다는 교통체계상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 

다. 

당시 러일전쟁을 수행하면서 남포가도는 병참선으로서 활용되었기 때문에， 도로 

는 비교적 넓고， 교량도 정비된 상태였다. 계획도로는 그것을 답습하면서도， 되도 

록 최단거리를 택하려고 했다. 평남간에는 강서 용강 삼화 등 세 읍이 존재했으 

나， 모두 무시하여 노선이 선정되었다. 지역개발을 위한 도로건설이 아니라 두 개 

거점지를 직결하는 목적의 노선이었기 때문이다. 각 고을마다 누벼 다니는 형태의 

해주선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3) 보고된 한국도로망 계획 건의안 

이상과 같은 현지조사의 결과 책정된 한국도로망을 도시하면，<그림3-5>와 같 

다. 또한 개별 노선과 그간은 <표3-1>과 같다. 간선노선(실선)은 일본 국내의 관 

례에 의거하여 “ 00街道”로 표기하여， 지선(점선)은 “ 00線”이라고 표기하였 

다14). 

13) 內務省， 같은 책， p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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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선망의 특성은 이하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선선정의 원리가 경제적 이익을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종전의 

육상교통로는 읍치를 비롯한 행정취락 전통적인 시장터나 포구， 교통취락을 연결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신작로 계획은 대형선박의 정박이 가능한 

개항장， 곡창지대의 한복판， 광산 등 자원의 산출지를 거치게 되었으며， 오로지 경 

제적 목적으로 노선이 선정된 것이다. 

둘째， 노선형태는 전통적 육상교통체계와 달리 식민지식 교통체계가 고려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토를 종관하는 간선만 보면， 사실 기존 조선시대의 옛길 경로를 

거의 계승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부산가도(영남대로)， 목포로 가 

는 목포가도 중 나주까지(삼남대로)， 의주로 가는 의주가도(의주대로) , 함경도 방 

면으로 가는 원산가도 및 함경가도 중 회령까지(경흥로)는 조선시대의 간선도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았다. 

그러나 이들 간선노선은 대부분 답사행각의 주목적이 되지도 않았으며， 건의된 

건설 우선순위에서도 탈락되어 있다. 특히 철도와 병행하는 구간에서는 그 경향이 

크다. 이 노선계획 보고서가 형식상 대한제국 정부에 건의하는 전제를 취하였기 

때문에， 또한 도로건설은 대한제국의 예산과 서민의 부역에 의함을 전제했기 때문 

에， 경제적인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계획안을 내세우지 않고， 겉으로는 한국 

국토전체 발전을 위한 계획으로 포장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일본인 입장에서 도로의 건설이 절실한 것은 개항장과 철도역을 기점으로 

한 단거리 지선구간이었으며 장거리 간선도로는 아니었다. 실제로 정밀한 답사 

측량도 지선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들 지선은 간션과 달리 조선시대 옛길 경로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였다. 

조선시대의 지선도로는 간선도로에서 분기하여 지방의 고을이나 진보를 연결하 

는 것이었지만， 1905년의 내무성 계획에서는 그보다 철도역 및 개항장과 내륙의 

경제거점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길이 채택되었다. 그 결과 철도가 있는 지역에서 

는 철도와 거의 직각으로 분기하는 형태를 취하고 철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개항 

장을 기점으로 내륙으로 관입하는 노선형태가 취해졌다. 따라서 서울과 지방의 

행정중심을 기점으로 방사상으로 노선이 형성되었던 전통적 육상교통체계와 달리， 

1905년의 계획은 전형적인 식민지적 교통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형식적으로 전국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만， 상세히 보면 네트워크 

밀도 자체가 경제적 자원 소재지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함경도나 강 

원도에는 노선이 거의 없는 한편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등 평지 

14) 內務省，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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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교적 많은 지역에는 조밀하게 노선이 배치되어 있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한반도를 종관하는 간선도로는 건설이 시급하지 않은 “책상계획”이었기에， 간선노 

선을 제외하면 더욱 중남부 지방으로의 집중이 뚜렷해진다. 

실제로 보고서에서도 “현재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가장 급히 건설하여야 하는 

노선은 전주 및 광주의 평야를 군산 및 목포로 연결하는 노선 그리고 그 지선으 

로서 경부선 철도와 연결시키는 노선”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서울과 

직결되지 않고 항구와 배후지를 직결하는 노선을 최우선하라는 것은 “도로의 개 

수는 한국개발의 要件이며 그 진전에 따라 농상공업이 크게 진전”한다는 보고서 

의 권두언이 얼마나 기만에 차고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 도로계획은 

한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경제수탈을 위한 것이었다. 

결국 이 도로계획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경 

게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일합방 이후에 책정된 

도로계획이 전국적으로 조밀한 네트워크를 형성시키고 한반도의 영구지배를 천명 

한 계획인데 비해， 통감정치하에서 만들어진 1905년 계획은 영구지배보다 눈앞의 

권익을 챙기기 위한 “치고 빠지기식” 계획이었다고 하겠다. 

넷째， 도로건설이 지나치게 경제목적에 치중되어， 한일합방 이후 중요시될 군사 

목적이나 행정관리목적이 뒷전이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러일전쟁 이후 군사적 요 

새가 구축되었던 영흥만(함경남도)나 진해(경상남도)는 도로 계획대상에서 제외되 

고 있다. 또 총독정치하에서 중점적으로 건설된 압록강 및 두만강 유역 방위를 위 

한 소위 “국경도로” 계획은 완전히 백지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강 유역에서 

도로망 계획은 전무했다. 

당시는 아직 자동차를 이용한 군사행동은 본격화되지 않았으며 도로의 군대이 

동은 보병 혹은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러일전쟁에서 입증되었듯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육상수송수단은 철도이지 도로는 아니었던 것이다. 또 

한 당시 일본인 입장에서는 행정 거점이란 도청 군청이 아니라 서울의 통감부와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각 일본인 거류지에 설치된 거류민단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도청(관찰부)， 군청 소재지를 연결할 펼요성은 오로지 그것에 장터 등 경제적 이 

권이 존재할 때에 한정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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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內務省 調훌團이 策定한 韓國 道路網 計劃.

도로명 구간 유형괴 
<국도〉 

부산가도 한성 이천 음죽 충주 조령관 문경 함창 칠곡 대구 경산 청도 밀양 부산 m 
목포가도 한성 과천 수원 진위 천안 공주 노성 여산 전주 임실 순창 담양 나주 무안 목포 m 
인천가도 한성 인천 P-C I 

의주가도 
한성 고양 파주 장단 개성 금천 평산 서홍 봉산 황주 중화 평양 순안 숙천 가산 
정주 선천 의주 

m 

원산가도 한성 포천 김화 금성 회양 철령 원산 m 
함경가도 원산 문천 영홍 함홍 홍원 북청 이원 단천 성진 길주 명천 경성 경홍 두만강 m 

마산가도 
한성 (목포가도) 신덕평 회덕 옥천 영동 황간 추풍령 금산 대구 현풍 창령 영산 

칠원 마산 
m 

순천가도 한성 (목포가도) 임실 남원 곡성 순천 m 
군산가도 전주 군산 P-C 
평원가도 평양 아비령 덕원 원산 m ’ 
남포가도 평양 강서 용강 진남포 P-C 

〈군도〉 

춘천선 한성 가평 춘천 m ’ 
원주선 이천 여주 원주 m ’ 
이천선 수원 양지 이천 R-C 
아산선 성환 아산 P-C 
홍주선 천안 신창 예산 대홍 홍주 R-C 
고。 -X「셔 "ë. 공주 연기 조치원역 R-C 
충주선 조치원역 충주 R-C 
태전선 조포 연산진령 태전역 R-C 
강경선 원묵 강경 고척 m ’ 
금산선 봉강리 고산 진산 금산 영동역 R• C 

영광선 신창 만경 고부 홍덕 부장 영광 함평 무안 m ’ 
부안선 전주 금구 김제 부안 m ’ 
강진선 나주 영암 강진 m ’ 
능주선 나주 남평 능주 보성 m ’ 
남해선 강진 장홍 보성 낙안 순천 광양 곤양 진주 진해 마산 창원 김해 구포 m ’ 
울산선 부산진 울산 경주 m ’ 
경주선 경산 하양 영천 경주 m ’ 
합천선 왜관 성주 고령 합천 삼가 진주 R-C 
사。-X「셔나 상주 개령 김천 R-C 
안동선 함창 용궁 예천 안동 의성 신주막 m ’ 
토산선 장단 삭령 토산 남천점 m ’ 
이천선 시변리 이천 R-C 

곡산선 남천점 신계 곡산 R-C 

수안선 서홍 수안 R-E 
해주선 개성 백천 연안 해주 신천 안악 북창 m ’ 
순천선 감북원 순천 개천 m ’ 
개천선 안주 개천 R-E 

운산선 안주 영변 운산 R-E 

용암포선 의주 용암포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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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內務省 調훌團이 建議한 大韓帝國 道路網.

(資料 : 內務省， 1905, “韓國土木調훌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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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次 道路改修事業

제 1차 도로개수사업은 당시 ‘四路線’이라고 통칭되어 일본인 거류민들의 입장에 

서 가장 건설이 시급한 구간에 대하여 먼저 착수되었다. 모두 항구틀 모체로 하 

여， 일부 철도역과도 연락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1 ) 群山-全州선 항구-내륙중심지형 (P-c형) 

이 노선은 개항장이자 일본인의 거류지였던 군산항과 전라북도의 감영 소재지 

인 전주를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건설되 었다. 사실상 첫 신작로였는데， 양 구간을 

거의 일직선으로 연결하여， 넓은 노폭에다가 가로수를 심고， 후의 신작로의 본보 

기가 되었다. 군산선(이리-군산) 및 전북경편철도 (이리-전주)가 개통되면서 기능 

이 일시 약화되었지만， 트럭과 버스의 보급으로 다시 통행이 늘어나서， 1937년에 

는 아직 시가지 외에서는 드물었던 포장공사까지 완성되었다15) 

2) 大邱-浦項선 항구-내륙중심지형 (P-c형) 

처음에는 대구부 및 대구역과 경주를 잇는 노선으로서 건설에 착수되었다. 금호 

강 및 형산강 유역의 농산자원 개발이 목적이었다. 더욱 항구로의 출구를 구하여 

영일만에 있는 포항포까지 연장하였다. 그러나 포항은 형산강의 河니여서 토사의 

퇴적이 섬하여， 良港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개항장이 되지도 못했다. 결국 이 지 

역의 외항은 부산항으로 집중되어 갔다. 

3) 푸壞-鎭南浦선 항구-내륙중심지형 (P-c형) 

진남포(현 남포)는 본디 대동강변 작은 항구에 불과했다. 1894년 청일전쟁 때 

일본 함대가 수심이 깊은 이곳을 근거지로 하여， 육군도 병참부를 설치하면서 항 

만 기능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1897년에는 개항장이 되어，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인 거류민이 급증， 理事廳이 만들어졌다. 한일합방 후에는 鎭南浦府(시)로 승 

격되었다. 

15) 每터申報， 1937년6월7일자. 단 본격적인 포장이 아년， 구조가 간단한 소위 ‘간이포장’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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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평남간에는 러일전쟁 때， 평양으로 진격하기 위하여， 군이 응급적으로 건 

설한 군용도로가 있었다16). 그 길은 옛길을 거의 그대로 건설한 것으로서， 江西，

三和 등 옛 고을을 통과하였다. 한편 1907년에 착수된 평남간 신작로는 이들 고을 

을 모두 무시하여 평남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경로를 취했다. 때문에 구 도로의 

길이는 16 日本里(약 64km)인 한편 신작로는 51.4km로 크게 단축되어 있다. 도로 

는 1910년 완공되었다. 

평남간에서는 별도로 철도가 1909년 기공되어 신작로와 같은 1910년 10월에 완 

공되었으니， 약간 이중투자의 느낌이 없지 않았다. 자동차가 없는 당시， 철도는 도 

로보다 압도적으로 수송효율이 좋은 교통수단이었기에 진남포 거류민은 일본국회 

에 열렬한 로비를 전개하여 평남선 조기건설을 얻어낸 것이다17) 

이 노선은 항구-철도역 연결형으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평양의 존재를 생각할 

때， 항구-내륙중심지형의 성격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4) 木浦-光州선 항구-내륙중심지형 (P-c형) 

전라남도의 유일한 개항장인 목포에서 나주를 거쳐 전라남도 감영 소재지인 광 

주로 가는 노선이다. 1905년 조사 때 광주에 노선을 놓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평 

가가 나오면서 실제 간설노선이 다시 광주가 종점이 된 것은 러일전쟁 이후 광주 

에 급격히 일본인 거류민 수가 늘어난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가 

전남의 행정중심지로 자리잡으면서 상업도시 및 소비도시로서의 양상도 강화되었 

다. 

3. 第2次 道路改修事業

1) 淸連-鏡城선 항구-내륙중심지형 (P-c형) 

함경북도 淸律은 원래 戶數 100호 정도의 작은 어촌이었다. 1905년 러일전쟁 때 

일본군 제 12사단이 병참물자 引揚地로서 군항을 건설하면서 군인을 상대로 하는 

일본인 상인과 어민들이 이주해 와서， 거류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07년 7월 城律理事廳(일본인 거류민의 행정조직)의 淸律分廳이 개설되었으며， 

16) 鎭南浦新報編輯部 編， 1910, "鎭南浦案內記"， pp.33. 
17) 鎭南浦新報編輯部 編， 1910, "鎭南浦案內記"， pp.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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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2월에는 淸律理事廳으로 독립 승격하였다. 

이듬해인 1908년 4월에는 通商港으로서 개항되고 계속 확장되는 시가지에 대응 

하여， 구획정리를 하는 등 도시 기반시설 정비에 착수되었다. 1909년에는 호수 

486호로 늘어나， 한일합방과 함께 淸澤府가 되었다18). 이렇게 청진은 불과 5년만 

에 함경북도의 현관문으로 급성장하고 신민지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는 함 

북 그 자체의 잠재력보다 배후의 중국 간도지방과의 통상에 따른 부분이 많았으 

며， 따라서 일본의 만주침략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1923년에는 

도청이 鏡城에서 인근 羅南으로 이전하였고 1940년에 나남읍을 통합함에 따라 도 

청소재지가 되어 명실상부한 함북의 중심지가 되었다. 

鏡城은 조선시대 都護府 격으로 대 女員 수복지역의 중심지였으며， 1896년 13도 

제 시행 후에는 함북도청 소재지로서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청진이 성 

장되면서 함북의 중심지에서 경성군내 중심지로 몰락하여 해방 때에는 그나마도 

朱ζ몸(주을옹천 소재지)에 빼앗겨서 내내 읍으로 승격하지 못하였다. 

청진-경성간 선작로는 연장 21.2km인데 청진이 개항이 된 익년인 1909년 착공 

되어， 이듬해 즉 한일합방으로 청진부가 탄생한 1910년에 완공되었다. 1905년의 

내무성 도로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계획이니 청진의 성장 속도를 짐작케 한다. 당 

시 간선철도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며 전형적인 항구-내륙중심지 관입노선이 

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경성은 해안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는 않고 이 신작로는 나중에 원산-회령 

선의 일부를 형성할 정도로 사실상 해안선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경성에서 가장 

가까운 포구(獨律)는 미축항이었고 수심이 얄은 어항에 불과해서 청진항의 존재 

를 감안하면 경성은 사실상 내륙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도로의 중간지점에 있는 

나남은 전통적인 도시는 아니고 러일전쟁 때 일본육군의 병영이 설치되면서 조성 

된 도시이다19). 물론， 이 신작로의 목적은 나남-청진간 연락이란 군사목적도 켰을 

것이며， 실제로 청진-나남간의 예산이 우선 배분되어， 1909년도내에 먼저 개통되 

었다때). 

2) 威興-西湖連선 항구-내륙중심지형 (P-c형) 

西湖律은 永興灣에 임하여， 함경남도의 함흥， 장진， 정평， 신흥， 홍원 등 중부 각 

18) 朝蘇總督府 內務局士木課， 1925, “朝蘇σ) 港灣"， pp.86-87. 
19) 永井勝三， 1923, “淸律 ε 羅南 會寧印剛所， pp.5-8. 
20) 大韓每 日 申報 1909년7월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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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배후지로 하여 그 휴맘항으로서 機能하였다. 러일전쟁 때 제 13사단이 상륙 

한 이후 군사상 중요한 항만이 되었으며， 전후에는 육군 운수부가 개설되어 함흥 

사이에 군용 人車動道가 만들어졌다. 이후 商船의 기항지가 되어 이에 따라 일본 

인 거류지도 형성되었다. 함홍은 조선시대부터 함경도의 관찰부 소재지로 정치적 

요충이었으며， 개항기 이전에는 관북지방 제일의 도시였다. 함흥에도 성천강가에 

포구가 있었으나 외 양선박은 들어 갈 수는 없었다. 

이 양자를 연결하기 위하여 1910년 폭 3간 연장 14.5km의 선작로 건설이 시작 

되었으며， 연내에 준공되었다. 이것 역시 전형적인 항구-내륙중심지 관입노선 형 

태를 취하고 있다. 도로개통으로 물자이동은 급증했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철 

도건설(인차궤도의 철도화)가 기획되었다21). 이에 따라 1916년에는 이 구간에 협 

궤철도(함홍탄광주식회사)가 개통되면서， 관입교통의 주역은 도로에서 철도로 옮 

겨갔다. 

더구나 1919년 함경선 철도가 원산에서 함홍까지 개통되어， 이 도로는 항구-철 

도역 연결형의 성격도 띠게 되었다. 동시에 함경선을 통해 개항장이자 상대적으 

로 집적효과가 큰 원산항으로 항구기능 이동이 일어나서， 서호진의 취급화물은 격 

감， 육군운수부도 폐지되고 말았다. 

1922년 함경선의 북청방면 연장으로 국철의 서호진역이 생겨서 약간 활기를 되 

찾았으나， 1927년 인근 홍남에 화학공업단지(비료)가 생겨서 다시 주 항구 지위를 

빼앗겼다. 함홍-서호진선은 청진-경성선처럼 간선도로에 흡수되지는 않았고， 도로 

규칙 공포 후에는 2등도로로서 명맥을 유지했으나 간선철도 및 산업철도와 병행 

한 탓에 그 역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다. 

3) 小井里-公州선 철도역-내륙중심지형 (R-C형) 

공주는 당시 충청남도의 관찰부 소재지였으며 정치 문화적인 중심지였다. 또 

금강과 삼남대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으로서 江景이나 부강 다음 가는 물자 

집산지였다. 경부선 철도 계획당시 현행 천안-대전-영동간 직행선 외에 천안-공 

주-금산-영동 경유의 철도선도 비교 검토되었다. 금강유역의 곡창지대를 노린 것 

이었는데， 노선이 32마일(약51.2km)이나 늘어나서， 서울-부산을 최단거리로 연결 

시키는 군사철도의 성격상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만큼 공주일 

대가 경제수탈을 위해 매력적인 지역이었다는 것이다22) 

21) 田上徒夫， 1938, “威南都市大觀"， pp.354 - 358. 
22) 정재정， 1999,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서울대학교출판국，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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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이 공주를 비껴가자， 1908년 경부선 小井里역-공주간의 도로공사가 시작 

되었으며， 1910년 완공되었다. 소정리는 경부선의 천안 다음 역인데， 작은 면소재 

지에 불과하다. 공주로 가는 삼남대로(현 23번 국도)는 소정리역-전의역의 중간지 

점인 德、t平里에서 분기된다. 

이 지역의 중심지는 말할 필요도 없이 천안이며， 만일 이 신작로가 도로만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독자 완결성을 가지려면 노선은 천안-공주간으로 설정해야 마땅 

하다. 그럼에도 천안-소정리간을 생략한 것은 이 신작로가 애초부터 철도 연계 교 

통로로서의 기능에 特化하려고 했던 증명이며， 경북선의 배양선으로서의 신작로를 

건설함으로써， 공주를 경부선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로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공주 초입에 있는 금강진은 당초 公山城으로 들어가는 종래의 나루터를 

약간 하류쪽으로 옮겨서 聽船연락으로 사용하였다. 1933년 길이 513m의 금강교가 

준공， 도선은 폐지되었다23). 

4) 鳥致院-淸州선 철도역-내륙중심지형 (R-C형) 

이 노선도 경부선 정거장과 충북도청 소재지인 청주를 연결하기 위하여 부설된 

노선이다. 1896년 13도재 시행 때， 충북의 감영은 충주에 두어졌다. 그러나 서울까 

지 뱃길로 1중일이 소요되는 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통감정치 때 일본인 관료를 

중심으로 관찰부의 이전계획이 추진되어， 1908년 6월， 경부선철도와 가까운 거리 

에 있는 청주에 이전시킨 것이다24). 

도로 개통 전 청주에서는 충주， 진천， 부강， 회인， 천안 등 각 방면으로 옛길이 

나가 있었으며， 서울방면에는 진천， 죽산을 경유해서 가는 걸이 주 도로였다. 가장 

가까운 조치원역 방면에는 英江街道(옛길)의 중간에서 분기하는 길이 있었다25). 

이 길들은 기본적으로 도보교통로였으며 여객은 도보 화물은 지게나 말로 수송 

하여， 人力車도 못 다녔다26). 한일합방 직후인 1910년10월 이 노선은 기공하여， 익 

년 4월 개통되었다. 

조치원도 원래는 한적한 주막촌에 불과하였지만 청주에 통하는 신작로의 기점 

이 되면서， 1911년 연기군청이 이전해 왔다. 1921년 조선중앙철도(현 충북선)가 조 

치원-청주간을 개통시켜서 교통결절지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 1931년에는 읍으 

로 승격했다. 

23) 每 日 申報， 1915년 11월 14일자. 
24) 大熊爛三郞， 1923, “淸州治華誌 출판사미상， pp.26-37. 
25) 大熊鋼三郞， 위의 책， pp52-54. 
26) 大熊爛프郞，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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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龍塊浦-海州선 항구-내륙중심지형 (P-c형) 

海州는 조선 초부터 황해도의 행정중심지였으며， 1896년에 13도제가 시행되면서 

도청소재지가 되었다. 해서지방 서부의 풍부한 농산물의 집산지로서 조선시대로부 

터 번창하였으며 일제시대에는 府制가 시행되었다. 용당포는 해주의 외항으로， 옛 

길로 약 15리(한국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서해안의 항구 중에서는 수심이 갚은 

편이며， 하천 퇴적물의 간섭도 없는 천연의 良港으로서， 일대의 휴단港의 역할을 

수행했다27>. 황해도로서는 두 지점을 연결하는 교통로 정비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다. 

용당포-해주간 6.2km의 신작로는 1908년 착공되어， 같은 해 준공되었다. 이로서 

해주는 해로를 통하여 근대교통으로 인천 및 진남포와 연결되어 물자의 대량수송 

이 가능해졌다. 즉 항구를 매개로 거리는 짧지만 항구-내륙중심지형의 교통체계가 

완성된 것이다28) 

이후 일제시대에는 내륙방면이나 강령만으로 뻗어가는 선작로망이 구축되었고， 

1931년에는 조선철도의 협궤철도인 황해선이 용당포역 (37년에 海州港역으로 개칭) 

까지 개통되어， 황해도 구석구석에서 철도로 물자가 해주항에 집중하게 되었다29) 

그에 맞추어서 용당포항은 藥港工事를 해서 대형선박의 정박이 가능해져， 1940년 

에는 개항장이 되었다. 

6) 沙里院-載寧선 철도역-내륙경제자원형 (R-E형) 

사리원역은 조치원과 마찬가지로 원래 봉산군내 작은 주막촌에 불과하였다. 그 

러나 1905년 경의선의 역이 설치되면서 비옥한 곡창지대인 재령평야의 현관문으 

로 승격되었으며 자연 교통중심지 물자집산지가 되었다. 사리원-재령간 신작로는 

사리원을 성장시키는 培養교통로의 첫 걸음인 셈인데， 총 연장 18.8km이 1910년 

한 해만에 완공되었다. 

재령군은 쌀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이 풍부하여 또 양질의 철광이 산재하고 있 

어서， 합방 전부터 일본인 재벌에 의한 철산이 운영되어 있었다. 종전에는 이들 

산품의 수탈경로는 재령강 수운을 이용해서 진남포나 평양 暴二浦(송림)로 수송 

하는 것이었는데 이 신작로의 개통으로 경의선 철도와 직접 연결되게 되었다30) 

27) 上村罵實 編， 1928, “海州 海州西蘇日報支社.

28) 上村罵實 編， 위의 책. 

29) 蘇交會， 1986, 朝蘇交通史， pp.842. 
30) 載寧那敎育會 編， 1936, “載寧都獅士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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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철도역-내륙경제자원 연결형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1919년에는 재령강 수운과 재령 인근 上海浦에서 연계되는 철도(조선철도 황해 

선)가 일부 개통되어， 이어 익년에 사리원역과 연결되어서 도로의 기능을 대체하 

게 되었다. 사리원은 이후에도 계속 성장해서， 1947년 시로 승격되었고， 1954년에 

는 황해북도청 소재지가 되었다. 

7) 水原-利川선 철도역-내륙경제자원형 (R-E형) 

이천 일대는 경기도 제일의 곡창지대이며 또 강원도 영서지방 일대의 배후지가 

열려 있다. 그 막대한 자원을 경부선 철도와 연결하는 목적을 이 선작로는 띠고 

있었다. 총 50.1km의 공사는 1908년9월3일에 착수되었고30. 1910년 개통되었다. 

이천은 조선시대로부터 육상교통의 요충지였으며 1905년 내무성 도로계획에도 부 

산가도를 중심으로 십자형 신작로가 교차 보고서에서 경기서부 교통요지가 됨을 

예고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철도역-내륙경제자원형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도로는 나중에 여 

주， 원주방면에 연장되면서 남한강 유역의 기간교통이 되었고， 병행해서 1930-31 

년 건설된 조선경동철도의 개통까지 그 기능을 수행하였다. 

8) 黃州羅-黃州선 철도역-내륙중심지형 (R-C형) 

황주는 황해도에서 해주 다음에 큰 고을로서 주변 12개 읍을 관할하는 진이 두 

어져 있었으며， 행해도 북부의 중심이었다. 한말에는 일본인 농민들이 입식하여 

사과 등 주로 과수농업에 종사하였다32). 1905년 개통된 경의선 황주역이 구 시가 

지에서 떨어져서 건립되자 서로의 연결을 위하여 신작로가 건설되었다. 연장 

3.0km, 1908년 기공， 1909년 완공이었다. 거리는 짧지만 철도역-내륙중심지 연락 

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도로규칙 공포 후에는 2등도로로 지정되었다. 경성-의 

주간 신작로(1등도로)는 황주읍내를 경유했기 때문에 황주역을 지나가지 않았고， 

이 노선은 계속 제 기능을 유지하였다. 

9) 鎭南浦-廣梁蠻선 항구-내륙경제자원형 (P-E형) 

31) 每 日 申報， 1908년9월1 일자. 
32) 황주군지편찬위원회， 1989, “황주군지"， pp.857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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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량만은 넓은 만 안에 간석지가 전개되어 일조량이 많은 지역이어서， 일찍부터 

공영의 대규모 천일염전이 있었다. 당시 한국은 증가하는 소금 소비를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이를 국산화하기 위해， 통감부에서 관영 염전을 계획， 

인천 주안에서 시험을 거쳐 1909년 총 450만평에 이르는 광량만 염전 조성사업을 

시작하였다33) 

신작로는 연장 13.9km로 바로 여기서 專賣局이 사들이는 소금 연간 7억톤을 

수송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광량만에서 직접 선적하는 방안도 강구되었지만， 진 

남포 거류민들의 반대로 도로를 통해 진남포를 집산지로 하도록 하였다. 광량만은 

계속 도시화가 진행되어서 신시가지를 조성중에 있었기 때문에， 선작로도 신시가 

지를 종점으로 하도록 계획되었다. 1938년에 조선평안철도가 진남포-龍밟溫폈간을 

개통시켜， 소금 수송도 철도로 전환되었다. 비록 해안을 따라 가는 노선이지만， 광 

량만에 항구기능이 없었던 만큼， 항구-(내륙)경제자원형 노선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0) 天安-溫陽선 철도역-내륙경제자원형 (R-E형) 

온양온천은 조선왕조의 溫宮으로서 유명하였으나， 대원군 서거 후 이곳이 쇠락 

하자， 1904년 일본인이 접수， 온양온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독점 경영하여， 대중 

온청장으로 개조하였다34). 온천자원이 많지 않은 한국에서 유성온천과 함께 일본 

인의 휴양지가 되었다. 서서히 시가지가 형성되어， 1914년 행정구역 통합 때 아산 

군청 소재지가 되었다. 원래 온양의 중심지는 남쪽으로 고개를 하나 념은 자리에 

있었다. 

철도와 온양온천의 연락을 위해 천안-온양간의 신작로 14.8km가 1910년 기공 

되어， 같은 해 준공되었다. 1927년에는 온천 경영권도 획득한 조선경남철도가 같 

은 천안-온양온천간을 개통시켜 경성-온양간 직통열차를 운행하면서 신작로의 

역할은 저하하였다. 수탈하기 위한 물자는 아니지만 일종의 철도역-경제자원(관광 

자원) 연결형 노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1) 新馬山-쯤州선 항구-내륙중심지형 (P-c형) 

이 노선은 4장 사례연구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개항장인 마산과 당시 경상 

33) 鎭南浦新報編輯部 編， 1910, "鎭南浦案內記"
34) 忠淸南道廳， 1915, “忠淸南道案內 湖南 H 報社，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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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청 소재지인 진주를 연결하기 위하여 건설된 노선이다. 현 2번국도가 鎭東경 

유인데 반해 이 당시 馬쯤道路는 가야 군북경유로 건설되었다. 이 도로의 개통으 

로 뱃편에 의존하였던 마진간 교통이 육로로 전이되었으며 남조선철도가 같은 구 

간을 개통시키기까지 기간 교통로로서 역할을 하였다. 

12) 海南-河東선 아간선형 (m’형) 

이 노선은 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전남의병을 사역하고， 지역개발용과 군사목적 

의 도로를 겸한 것이다. 체포된 의병의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도로인 만큼， 그 

노선규격은 구구하여， 거의 가 건설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고 한다. 1909년 착공， 

1910년 완공이며， 총 길이는 164.0km로 구한말의 신작로 중에서는 돌출한 장거리 

노선이었다. 노선형태만 따지면 간선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도로의 목적 자체가 

특수하기 때문에 적당하지는 않다. 

그러나 남도지방의 동서축인 해남-강진-보성-벌교-순천-광양-하동을 거의 횡 

단하여， 각 고을 사이의 연계강화에는 기여하였다. 그러나 철도나 큰 항만과 연계 

된 것은 아니고， 당장 기능하는 교통체계를 가지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지역경비 

와 의병들의 관리 및 전향유도를 의한 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노선과 연계하 

여， 德橋-海負간 3.9km의 소위“臨港線”도 건설되었으며， 이 해창포구가 유일한 외 

부와의 교통결절지였다. 

13) 新義州-廳田洞선 항구-내륙중심지형 (P-c형) 

이 노선은 신의주역에서 압록강가의 마전동까지 1.4km를 잇는 시내 단거리 노 

선이다. 이 노선의 건설이유에 관해서는 管見에서는 기록이 없지만， 압록강의 목 

재 수송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908년 착공 및 준공되 었다. 

14) 新安州-寧邊선 철도역-내륙경제자원형 (R-E형)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운산은 미국인이 경영하는 금산이 있었으며， 운산에서 

영변을 거쳐 청천강변까지 수레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가 건설되어 있었다. 이 선 

작로는 그 노선을 개량하면서 안주읍을 거쳐 경의선 신안주역까지 연장하여， 철도 

역-내륙경제자원형 노선으로 개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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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작로는 총연장 31.3km로， 1909년 착공， 1910년 완공되었다. 

15) 永興-柳島선 할구-내륙경제자원형 (P-E형) 

유도는 영홍만 안에 있는 龍興川 삼각주인데 이 일대는 러일전쟁 때부터 일본 

해군의 要塞가 자리한 곳이었다. 이 선작로는 요새와 동거한 포구에서 함경도에서 

으뜸가는 곡창지대인 영홍평야의 쌀을 반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유도에서는 원 

산까지 뱃편이 있었다. 

총연장 20.8km, 1910년에 착공 빛 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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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大韓帝國期 國家의 新作路 建設實績.

(자료 : 朝蘇總督府， 1928, “朝蘇土木事業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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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道路網計豊l의 變遭

1. 道路規則

도로규칙에서 명시된 도로망 계획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가미하여 만들어졌다. 구 

한말의 노선계획과 전혀 차이가 나는 점은 일시적인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한 

노선망이 아니라， 한반도의 영구지배를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노선망 계획이라는 

점이다. 

물론 경제적인 목적도 충분히 담겨 있다. 그러나 노선선정의 대원칙은 도로규칙 

에 명시되어 있듯이 행정중심지， 개항장， 군사적 요충지， 교통결절지 사이를 연결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로망은 지리적 여건으로 약간 밀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나 

친 치우침 없이 전국에 두루 노선이 분포하도록 만들었다. 1, 2등도로를 합해서 

모든 도청소재지와 주요 군청소재지， 개항장을 비롯한 주요 항만을 연결하도록 되 

어 있다. 

즉 도로망을 국가통치의 기초적인 인프라로서 인식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여， 자원이 있는 곳만을 선 

택적으로 도로를 계획 및 시공한 한말까지와 틀린 점이다. 도로는 경제수탈용으로 

부터 통치용으로 목적이 전환된 것이다. 

1등도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뻗어가고 었다. 그 방향은 부산， 마산， 

縣洞(진해)， 목포， 의주， 온성， 경원이다. 또 배량선으로서 평양-원산선이 있으며， 

항구 연락선으로서 전주-군산선과 평 양-진남포선이 있다. 연결하는 장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등도로만 있으면 군사행동시 대부대를 대량 이동시킬 수 있게 되 

어 있다. 군부는 군사이동을 위해 4간의 도로폭은 확보해 주도록 총독부에 요청한 

바 있으나， 그것이 바로 1등도로의 노폭인 것이다35) 

2등도로는 1등도로를 보완하는 것처럼 바둑판식으로 전국에 펼쳐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등도로는 그 자체가 국토 기간교통망으로서 기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2등도로는 1등도로나 항만， 철도 등 다른 기간교통로와 연계를 전제로 

아간선 교통로 형성을 목적으로 했다는 뚜렷한 역할상의 차이이다.이 역할상 차이 

가 전자를 방사식， 후자를 격자식으로 하는 형태상의 차이로 연결된 것이다. 1등 

도로는 따라서， 그 기능상의 유사점에서 조선시대의 관도와 노선이 상당히 유사하 

35) “韓國內道路改修σ)件"， 1910年6月， 陸軍省 內部文펌. 

- 113 -



다. 경성-부산선은 영남대로(4대로) , 경성-목포선은 삼남대로(8대로)， 경성-의주션 

은 의주대로(1 대로)， 경성-원산선 및 원산-청진선 등 관북방향의 1등도로는 경홍 

로(2대로)와 대강 일치한다. 그러나 2등도로는 서울을 지향하기보다 결절점이 될 

지방도시나 개항， 철도역을 기점으로 하면서 격자형 노선형태를 취했으므로， 옛길 

과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2등도로 수원-강릉선(당초계획)은 수원에서 경부선 철도 및 1등도로와 직각으로 

분기하여， 바로 내륙을 향하여 용인， 이천， 여주， 원주， 평창 등 내륙(남한강 유역) 

의 도시를 경유하면서 동해안의 강릉까지， 한반도를 가로지른다. 본디 이 지역의 

간선도로는 서울을 출발하여 양근， 지평을 거쳐 원주， 강릉을 지나는 관동대로(3대 

로)였는데， 서울보다 철도와 연계한 격자형 노선을 추구한 결과， 전혀 다른 노선형 

태가 되었다. 

경상도의 2등도로 상주-진주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노선은 상주-김천

지려1-거창-안의-산청을 거쳐 진주까지， 앞뒤의 노선을 합하면 삼천포 빛 문경까 

지， 경상도의 서부내륙을 관통하는 아간선으로서 계획된 노선이다. 그 외에 경상 

도 종관형 2등도로로서 영주-안동-의성-대구 창령-마산-통영으로 가는 축과 영 

덕-경주-울산-부산으로 가는 축이 있다. 본디 이 지역의 간선노선은 통영별로(10 

대로)가 삼례-전주-남원-운봉-함양-산청-진주-고성-통영， 영남대로가 문경-상주

대구-동래， 그 1차분기선이 상주-개령-성주-현풍-칠원-진해-통영 등 경상도를 서 

북방향에서 남동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형태였다. 이것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 

사상 노선이었던 영향이다. 

반변 경상도의 2등도로들은 거의 남북을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노선형태가 

달라진다. 이는 철도와 김천， 대구， 경주 등에서 직각으로 결절시키는 형태를 취했 

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경부션을 비롯한 철도와 2등도로로 일단 교통네 

트워크가 완성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의미에서는 2등도로보다 철도와 기 

능이 유사한 1등도로가 중요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1등도로의 건설이 비교적 

느리고， 지방에 맡겨진 부분이 많았던 것은 이 부분에 가장 큰 이유가 있었을 것 

이다. 

참고로 진주로 향하는 철도를 보면 일제시대 초기에 조선철도(주)가 金三線(김 

천-거창-진주-삼천포)를 계획하였는데， 이는 2등도로를 그대로 따라가는 노선이 

며， 지역개발노선으로서 계획되었다. 또 일제시대 말기에는 경부선 및 부산항의 

수송수요를 분산시키고， 전쟁 피해시의 대체 간선노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大三線

(대전-장수-육십령-진주-삼천포)가 계획， 일부 착공되었다. 이쪽은 지역개발노선 

이라기보다 경부션을 대체할 수 있는 간선철도이며， 그런 점에서 조선시대의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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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의 기능이 부활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충남지역의 중심지가 공주에서 대전 

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서울과 진주를 직결하는 기능은 똑같지만 도중 경로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경부선+대삼선(일제말기 계획， 

후의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같은 노선임) I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포구를 연결 

하는 노선이 많다. 등외도로는 한 

군 안에서 완결되는 교통으로， 취락 

안 소로나 면소재지를 기종점으로 

하는 길이 지정대상이 되었다. 

이 도로계획은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실정과 약간의 괴리가 일어났 

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행정중심지체계의 변화 및 철도교 

통의 발달 등으로 인한 지역중심지 

의 이동， 기타 지형조건 등 요인으 

로 누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도로망 

이 개정되었다. 물론， 기본적인 틀 

통영별로(조선시대) 

경부선 +2등도로 상주-진주선(일제전기) 

경부선+경전남부선(일제후기) 

삼례 

、 「
댐
」
 

| 

--l 

댈
、
 

뱉
 

그림 3-8. 서울-쯤州간 基幹交通路의 變違.

1, 2등도로만 있으면 전국적 인 이 

동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3등도 

로는 주로 한 道 안의 지역교통을 

위해 계획되었는데， 역시 군청， 면 

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대표적인 사 

례로는， 1등도로 경성-부산선이 경성-송파-광주-이천 경로를 가게 되어 있었는데， 

1917년에 경성-시홍-수원-용인-이천으로 우회 변경되었다. 이는 한강인도교 개통 

에 맞추어서， 1등도로 교량건설을 생략하려는 의도였다36) 

또 1937년에는 1등도로 경성-의주선의 경로를 개정하여， 평남 안주를 통과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신안주로， 종점의 의주를 신의주로 각각 변경하였다. 동시에 2 

등도로 의주-혜산진선 및 의주 용암포선도 각각 신의주 기점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철도중심의 교통체계가 정착되면서， 의주보다 신의주가， 안주보다 신안주가 

중심지기능을 강화하여， 취락의 규모도 커진 결과， 이 변화를 도로망이 뒤따라간 

결과이다37) 

36) 朝蘇總督府官報， 제 1347호， 1917년2월2일. 

37) 朝蘇總督府官報， 저113072호， 1937년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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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道路規則에 依한 1 ， 2等 道路網(當初案)

(資料 : 朝蘇總、督府 1928 “朝蘇土木事業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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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道路規則에 依據 指定된 1. 2等道路의 類型分類.

노선명 경유지 유형 노선명 경유지 유형 

1 등도로 -님r 사L:!-켜 。-흐「 동래 울산 m'(P-C) 
경성-부산 수원 충주 대구 m(P-C) 김화-충주 춘천 원주 m’(C-C) 
경성-목쏘 고C그 -Zr- 저 ~='? 고 c>• -ZT- m(P-C) 김화-남천점 m’(R-C) 
경성-인천 P-C 통천-신안역 O(C-J) 
경성-의주 평양 안주 정주 m(C-B) 김화-고성 창도 말휘리 P-C 
경성-원산 의정부 김화 m(P-C) 충주-강릉 제천 영월 평창 m’(C-C) 
평양-진남포 P-C 영주-울진 m'(C-C) 
평양-원산 앙덕 덕원 m’(P-C) 함창-안동 예천 m' 
천안-대구 대전 김천 m'(C-C} 해주-진남쏘 재령 안악 m'(P-C) 
전주-군산 P-C 해주-옹진 강령 P-C 
삼랑진-마산 m’ 강령-순위도 O 
창원-현동 P-C 옹진-진남쏘 은율 송화 m'(P-P) 
원산-회령 함흥 북청 경성 m(P-B) 해주-봉산 재령 사리원 R-C 
회령-행영 m(C-B) 즘ÔH 즈드-Q 〈그~~ 신계 남천점 m'(C-R-C) 
행영-온성 m(C-B) 해주-용당포 P-C 
수성-경를 부거 웅기 m'(C-B) 황주-황주역 R-C 
수성-청진 P-C 신안주-함흥 안주 덕천 영원 m’(R-C) 
나남-청진 P-C 안주-의주 박천 구성 m'(C-B) 

2등도로 안주-부산동 희천 강계 m'(C-B) 
의정부-평양 삭령 수안 m'(C-C) 운산-초산 우현진 C-B 
경성-오리진 춘천 m’(P-C) 평양-영원 자산 신창 C-C 
경성-해주 개성 연안 m’(C-R-C) 진남포-광량만 P-E 
켜C그 서 〈그 -가 C그르 〈그 이천 원주 m’(C-C) 숙천-광량만 R-E 
충주-영덕 여ζ그='?e!도 m'(P-C) 숙천-성천 R-C 
:Cz그1':; 그?- 경 ò효 -;TI- 조치원 청주 m’(C-R-C) 맹중리-운산 R-C 
공주-대전 R-C 운산-창성 신창 C-B 
:ζa〉 • jT;- - ξ 걷~.:;ε「 m' 의주-용암포 신의주 P-C 
천안-흥주 온천리 R-C 저C그='?-사 「 -Zr· 구석 R-B 
군산-서산 흥주 m'(P-C) 의주-혀|산진 자성 신갈파진 m’(B-B) 
전주-진주 안의 m'(C-C) 함흥-황수원 중리 경흥리 m' 
영동-전주 -口F='? ~ e! m'(R-C) 그를! =，? -f口「사」 연암 C-B 
전주-줄포 ~H그크 P-C 함흥-자성 장진 오가산 m’(C-B) 
전주-여수 남원 순천 m’(P-C) 함흥-서호진 P-C 
광주-안의 남원 m’(C-C) 장진-만쏘진 강계 m’(C-B) 
광주-보성 m' 장진-혜산진 è그} -JT‘- C-B 
광주-순천 화순 학구정 m’ 원산-앙양 통천 고성 m’(P-C) 
광주-법성포 송정리 P-C 원산-초산 영흥 영원 회천 m’(P-B) 
나주-해남 R-C 혜산진-무산 노정령 m'(B-B) 
영암-장흥 m' 북청-갑산 황수원 C-C 
대구-안동 칠곡-의성 R-C 북청-신쏘 P-C 
대구-경주 영천 R-C 영흥-유도 P-C 
대구-통영 현풍 마산 m’(P-R-R) 경성-경원 부령 백사봉 고건원 C-B 
영천-의성 m' 경원-종성 북창평 m' 
켜ζ그 -Zr-- 。C그t 。 C:>t 평해 삼척 강릉 m’(C-C) 무산-정진 무릉대 P-B 
~='?-사 〈그 -ZT- 안의 김천 m'(C-R-C) 성진-혜산진 갑산 m’(P-B) 
진주-삼천포 P-C 무산-경흥 회령 행영 m' 
거창-창령 m' 회령-온성 종성 m' 
마산-우수영 진주 순천 해남 m'(P-P) 웅기-온성 신아산 신건원 경원 m' 
부산-하단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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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朝활道路令 

1938년 공포된 조선도로령의 노선망은 거의 도로규칙상의 1. 2등도로를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동안의 국토 지리구조의 변화와 정치， 사회적인 상 

황의 변화가 영향을 주어서， 노선의 선정이나 네트워크 구조상 약간의 변화를 보 

이고 있다. 

주요 국도는 일단 서울에서 도청소재지， 사단사령부 소재지， 여단사령부 소재지， 

요새사령부 소재지， 要港部소재지 혹은 개항장에 이르는 노선으로 규정하였기 때 

문에， 서울에서 방사상으로 10개 방향에 뻗어 나가도록 되었다. 마치 조선시대의 

’ 10대로’를 방불케 한다. 13도의 모든 도청소재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기에， 경 

성-청주， 경성-해주， 경성-전주-여수 등 종전에 없었던 노선도 생겼다. 

도로규칙 제정시는 1둥도로 경성-목포선은 조선지대의 삼남대로 노선을 따라 

천안-공주-삼례 노선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충청남도청이 대전으로 옮기고， 대 

전이 경부선과 호남선이 교차하는 지역의 중심지로서 발전되자， 경성-목포간 국도 

는 천안-대전-진산-전주 경로를 택하게 되었다. 대전-진산-전주간은 산간부를 누 

벼 다니는 3등도로였지만， 대전-전주간의 최단경로로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항만을 연락하는 노선은 상당히 정리되었다. 전라북도에서는 2등도로로 건설된 

전주-줄포선 및 광주-법성포선이， 전라남도에서는 해남-우수영간 2등도로가， 함경 

남도에서는 2둥도로 영흥-유도선이， 평안남도에서는 진남포-광량만-영유간 2등도 

로가， 각각 자취를 감추었다. 이는 교통망의 발달과 항구집중현상에 따른 소규모 

항구의 쇠퇴， 지역 소어항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늘어난 것은 비행장(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한반도 전역에 비행장이 

정비되면서， 이들에 접근하는 2등도로가 정비되어 왔으나， 이들은 조선도로령에서 

모두 국도로 지정되었다. 해방당시 한반도내에는 28개소의 비행장이 존재하였 

다38). 비행장 연락도로는 모두 구 2등도로 규격 이상으로 조성되어， 또 우선적으 

로 포장되었다. 특히 1943년 준공한 김포공항으로 연락하는 국도는 신길동-양화진 

-안양천 사이에서 한강 제방 위를 포장해서 달리는 “강변로”의 효시가 되었다39). 

선박과의 연결이 축소 집약되는 반면 항공교통이라는 새로운 교통수단과의 연결 

38) 蘇交會， 1986, “朝蘇交通史"， pp.1050. 울산 대구 사천 대전 이리 군산 광주 오산 조치 
원 수원 여의도 김포 춘천 강릉 철원 해주 장연 평양 신의주 함홍 북청 길주 나남 청진 
회령 혜산 중강진 강계 등 합계 28개소. 

39) 蘇交會， 1986, “朝蘇交通史"， pp.1049-1051. 이 길이 노들길과 공항로의 전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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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대두된 것인데 한편으로 이것은 2차대전을 앞두고 도로의 군사기능의 

중대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30년대에는 북한지방의 대륙 병참기지화와 만주국의 성립이라는 배경에서， 

국경을 넘는 교류가 활발해진 시기였다. 이에 압록강， 두만강에는 다수의 교량이 

건설되었는데， 이들 교량으로의 접근도로도 모두 국도로 지정되었다. 교량이 조선 

측의 소유일 경우에는 교량 자체도 국도의 범주가 되었다. 또 다른 변화로서는 종 

전에 3등도로만 다녔‘던 부여가 국도의 요충지가 되어 있는데， 이는 부여를 내선일 

체정책의 상징으로서 ‘神都化’한 영향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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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朝蘇道路令에 依據 指定된 國道網과 類型分類.

버‘-
구간 유형 버‘-

구간 유형 
호 도a 

경성-부산 m 47 웅기-서수라 P-B 
2 경성-신의주 m 48 경흥-서수라 B-B 
3 경성-목포 m 49 경흥-경흥교 국경교량 

4 경성-웅기 m 50 신아산-신아산교 국경교량 

5 켜〈그서 C그-쳐 〈그즈τ- m’ 51 경원-유다도교 국경교량 

6 경성-춘천 m' 52 온성-온성대교 국결교량 

7 경성-해주 m' 53 부산-진해 P-P 
8 경성-진해 m 54 대구-통영 m’ 
9 경성-인천 P-C 55 대구-경주 m’ 
10 경성-군산 m’ 56 대구-영주 m' 
11 경성-여수 m 57 상주-삼천쏘 m' 
12 전주-부산 m’ 58 C그 t~그~-여 〈그 더 ---, m’ 

꺼 

13 광주-부산 m’ 59 광주-완도 P-C 
14 광주-대구 m' 60 충주-울진 m' 
15 대전-대구 m’ 61 충주-삼척 π)' 

16 정주-춘천 m’ 62 격ζ그서 0-그 ζ~르 = m 
17 해주-평양 m' 63 λ원-원주 m' 
18 평양-준천 m’ 64 춘천-울진 m' 
19 평양-함흥 m’ 65 춘천-간성 m' 
20 신의주-함릉 m’ 66 김화-고성 P-C 
21 닙산-원산 m’(P-P) 67 해주-맹산 π)' 

22 목포-순천 P-C 68 해주-장연 m’ 
23 전주-군산 P-C 69 진남쏘-장연 m' 
24 대전-장항 m' 70 평양-만쏘진 m' 
25 청주-장항 m’ 71 저〈〉 -I「-사 -1-Z「 C-B 
26 해주-진남쏘 m’ 72 원산-조산 m' 
27 평양-진남포 P-C 73 강계-후창강구 C-B 
28 평양-원산 m’ 74 함흥-만쏘진 m’ 
29 신의주-다사도 P-C 75 함흥-중강진 m’ 
30 신의주-혜산진 m'(B-B) 76 함흥-신갈파진 C-B 
31 혜산진-회령 m’(B-B) 77 함흥-혜산진 C-B 
32 나남-회령 P-B 78 북정-풍산 m' 
33 웅기-회령 P-B 79 성진-혜산진 m’ 
34 회령-온성 B-B 80 그E르!;::흐디r 사L..: C-B 
35 웅기-남앙 P-B 81 청진-무산 P-B 
36 경성-송정리 C-J 82 신의주-압록강교 국경교량 

37 경성-경성비행장 C-A 83 정성진-청성교 국경교량 

38 평양-평양비행장 C-A 84 조산-조산교 국경교량 

39 신의주-신의주비행장 B-A 85 만포진-만쏘교 국경교량 

40 청진-청진비행장 P-A 86 자성-자성교 국경교량 

41 대구-대구비행장 C-A 87 중강진-임강교 국경교량 

42 울산-울산비행장 C-A 88 신갈파진-신갈파교 국경교량 

43 흩C그}효 ;5-서 L...: 댄 ---, C-A 89 혜산진-장백교 국경교량 

44 회령-경흥 B-B 90 회령-회령대교 국경교량 

45 회령-경원 B-B 91 무산-무산대교 국경교량 

46 행영-온성 C-B 92 삼장-삼장대교 국경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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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조선도로령 지정 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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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朝蘇道路令에 依한 國道網(1938年)

資料 : 朝蘇總、督府官報 第3561 號， 1938年 12 月 1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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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H 帝時代 新作路 建設事業

1. 第1期 治道事業

제 1기 치도계획이 시동된 1912년 당시， 완공된 철도노선은 경인선， 경부선， 마 

산선， 경의선이 전부였으며， 남포선， 경원선， 호남선이 공사중인 단계였다. 따라서， 

강원도와 함경도， 전라도에는 철도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그나마도 강원도와 함 

경남도의 대부분과 함경북도에서는 전혀 철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여전히 항만을 거점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교통체계 정비가 추 

진되었다. 

다만 상기의 지역 중에서 개항장은 함경북도의 성진(당시)과 청진 등 두 곳뿐이 

어서， 배후지 개발은 경제적 거점이 항구로 마련된 이 지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良港이 별로 없었고， 자원개발도 지지부진하던 강원도에서는 항구 

중심의 관입노선은 도로도 철도도 오랜 기간 생기지는 않았다. 

제 1기 치도사업에서 항구중심의 도로교통체계가 가장 활발하게 형성된 곳은 청 

진이었다. 청진은 배후에 임산자원이나 광산자원이 풍부했을 뿐 아니라 간도지방 

으로의 현관문이었던 것이다. 구한말에 건설된 청진 경성선 외에， 1등도로 청진

회령선 및 회령-온성선은 사실상 하나의 노선으로서， 청진항에서 국경인 온성까지 

연결하여， 회령탄전지대를 거쳐 두만강을 건너 간도지방과 연결하기 위한 도로였 

다. 간도지방은 외항을 가지지 않지만， 조선의 청진항이 사실상 그 역할을 맡게 

되는 셈이다. 

총독부가 이 구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는， 1917년에는 함경선의 

일부로서 청진-회령간 철도를 우선 개통시켰던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다40) 2등 

도로 수성-무산선， 2등도로 회령-行營선은 그 분기선으로서， 역시 청진항 중심의 

도로교통체계에 포함된 노선이다. 무산은 국경이자 목재반출의 거점으로서， 역시 

후에 철도(조선철도함북선)가 개통되어 있다. 

함북 제2의 개항장이던 성진에서도 압록강변에 도달하는 2등도로 성진-혜산진 

선이 계획되었다. 또 웅기항에서 탄광지대이자 훈춘과 마주치는 국경인 경원까지 

1등도로도 계획되었는데， 이들도 전형적인 항구-내륙경제자원형 도로 노선형태라 

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928년에야 간선철도가 전면 개통된 함경북도 지역에서는 

40) 1905년， 일본육군이 군수품 수송을 위해 청진-회령간 및 수성-경성간에 임시로 협궤철 
도를 부설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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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늦은 시기까지 항만중심의 교통체계가 유지되어 온 것이다. 

한편 철도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철도에서 분기하여 경제자원 소재지로 가는 

노선보다， 철도역과 교차하면서 취하면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가지고 국토를 횡단 

하는 소위 ‘아간선형’ 노선의 증가를 보였다. 예를 들어 1등도로 평양-원산선， 2등 

도로 이천-강릉선， 2등도로 상주-진주선 등이 그것이다. 특히 상주-진주선은 1등 

도로 경성-부산선의 부분개통과 더불어 경부선 철도와 얽혀가면서 이를 보완하는 

서울-남해안간의 간선교통 코스를 형성했다고 볼 수도 있다. 

아간선 노선은 대부분 철도와 병행하지 않고， 또 수운의 혜택도 없는 구간을 중 

심으로 만들어졌다. 즉 도로 자체가 지역의 기간교통이 된 셈이다. 매일신보 기자 

였던 영국인 ‘우사드펠드’는 총독의 자문을 받고， 한국 대로를 조사한 뒤 개선대안 

을 건의한 바， 철도와 병행도로를 만드는 경제적 낭비를 삼가고， 철도와 연계되는 

독자노선을 우선시키도록 종용하였다41) 

구한말에 건설된 철도역-내륙중심지형인 2등도로 조치원 청주션은 충주까지 연 

장되어， 내륙경제자원형이 되었고， 1등도로의 일부에 포함된 소정리-공주간 도로 

도 논산까지 연장되어서 같은 행적을 밟았다. 또 항만-내륙중심지형이던 2등도로 

해주-용당포선은 사리원-재령선과 연결되면서 항구-철도역형으로 전환되었고， 같 

은 1등도로 전주-군산선도 전주-순천간 2등도로가 계획되면서 아간선형으로의 전 

환이 예상되었다. 단 이들 아간선 노선의 일부 특히 고규격이 요구되는 1등도로 

구간에 있어서는 일단 차량을 통행하게 만들기 위하여， 부분건설이나 가개수 방식 

을 많이 취하도록 되어 있었다. 

제 1기 치도사업 노선이 착공된 1년 뒤인 1913년에는 지방의 민원 및 지리적인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612km에 이르는 노선을 추가하였다. 이 조치로 위의 

1등도로 부분건설은 전면건설로 변경되었으며， 1등도로 경성-부산선은 경성-대구 

간을 완전 건설하게 되었다. 

또 도청소재지 중 유일하게 선작로 계획이 없었던 춘천으로도 경성과 직결하는 

2등도로 건설이 결정되었다. 한편 공주-조치원간， 천안(온양)-홍천간， 등 철도와의 

연락노선， 그리고， 성진-길주 및 선포-혜산진 등 항구와의 연결노선이 추가되었다. 

1915년에는 한강인도교의 가교가 결정되고， 이를 위한 강재 가격이 1차대전의 관 

계로 폭등한 영향으로， 일부 노선의 공사를 제2기 치도공사로 부득이 연기하게 되 

었다. 결과적으로 제 171 치도공사가 완공했을 때는 l띤 :3 10과 같은 구간이 건설 

을 마무리하였다. 

철도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철도 및 항만을 기축으로， 그 아간선(배량선) 역할 

41) V 1 ~ Jv φ •t- V7 工 Jv V, 1912, "朝蘇二於 7" Jv交通問題"(수필원고， 일본어 ), 

- 123 -



을 담당하는 노선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독 간선철도 건설이 지지부 

진하던 관북지방에서만 전시대적인 항구중심의 교통체계가 철도를 포함해서 계속 

되어 있었다. 

표 3-4 第 1期 治道I事 初期計훌j路線 -훨. 

유형 유형 
노선명 공사구간 

(단독) 
(기존선연계로 비고 
변동할 경우) 

1 등도로 

경성-이천 C-C m 장호원-충주， 상주-칠곡간은 

경성-부산 이천-장호원 C-C m 옛길을 보수하여 사실상 경성-대 

충주-상주 C-C m 구간 연결 

평양-원산 평양-원산 m’(P-C) m' 
청진-회령 P-8 

원산-회령 북청-성진 P-C 
고참-수남 C-C 

.::λr 서0-겨 ~~ 웅기-경흥 P-8 
경성-목쏘 공주-논산 C-C R-C 소정리-공주선의 연장 

회령-온성 회령-온성 8-8 P-8 
2등도로 

수원-강릉 이천-강릉 m'(C-C) m’(R-C) 수원-이천선의 연장 

성진-혀|산진 성진-혜산진 m'(P-8) 
안주-부산동 안주-만쏘진 m’(C-8) m'(R-8) 
해주-진남쏘 해주-재령 C-C R-C 사리원-재령선의 연장 

상주-진주 사ζ그 ~-~~ m’(C-C) 
전주-여수 전주-순천 m'(C-C) 

:CZ31 -:r「 - 등 ζ동〉 -:「x:
음성-충주 C-C m'(R-C) 조치원-정주선의 연장 
청주-음성 C-C 

마산-우수영 하동-원전 C-C m' 해남-하동선의 연장 

운산-창성 운산-창성 C-8 R-8 
청진-무산 수성-무산 C-8 P-8 
맹중리-운산 영변-운산 C-C R-8 
회령-행영 회령-행영 8-C 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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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第 1 期 治道I事 最終完工路線 -贊

으11 혀 〔그 유형 

노선명 공사구간 
(단독) 

(기존선연계로 비고 
변동할 경우) 

1 등도로 

경성-이천 C-C 
이천-장호원 C-C 경성-대구간 간선 연결 

경성-부산 장호원-충주 C-C π1 광주경유를 수원경유로 변경 

E흐E-Z「-사 s -Z「 C-C 한강인도교 포함 

사c:〉 -Zr-- 흐 E르L고 -, C-C 
수원-소정리 m'(R-R) 

경성-목포 공주-논산 C-C ml 소정리-공주선의 연장 

논산-전주 C-C 
경성-원산 경성-원산 m(P-C) 
평양-원산 평양-원산 ml(p-C) 

정진-호|령 P-8 P-8 
원산-호|령 성진-북정 P-C ml 

서지-키E므 -Z「 P-C π1
1 

회령-행영 회령-행영 8-C P-C 1 등도로는 행영(내륙)경유로 변경 
해C그 여 C그 -오 L--서 C그 해C그 여 C그-오 L--서 c> 8-C 8-C 
웅기-경릉 웅기-경흥 P-8 

2등도로 

경성-오리진 켜ζ그서0-주 ‘’처 ml(C-C) 
그~~- 그 

C:>
} 트 c르〉 이천-강릉 ml(C-C) m'(R-C) 수원-이천선의 연장 

공주-조지원 R-C ml 
그c>그 -;「t - 등 E슨b -;「r: 처~~-으 C그서 ζ::> C-C (C-R-C) 

음성-충주 C-C 
천안-홍성 오L-

。 

C그~-호 <=>서 C그 C-C R-C 사리원-재령선의 연장 

전주-여수 
전주-순천 ml(C-C) 

m’(P-C) 조치원-청주선의 연장 
순천-여수 P-C 

진주-상주 지~~-산 L」 -Z「- ml(C-C) 
마산-우수영 하동-원전 C-C ml(C-C) 해남-하동선의 연장 

해주-진남쏘 해주-재령 C-C R-C 사리원-재령선의 연장 

안주-부산동 안주-강계 ml(C-C) m'(R-C) 
맹중리-운산 맹중리-운산 R-C 기점을 맹중리로 변경 
원산-양양 원산-장전 ml(p-p) 
신쏘-혜산진 신쏘-혜산진 P-8 
성진-혀|산진 성진-갑산 ml(p-C) m'(P-B) 
무산-정진 -λr선0--口r 사L...: C-B P-B 
무산-경릉 해C그여C그-켜 C그흐C그 C-B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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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기 치도계획(당초안) 

----‘ .. ------... 
---------

o 50km 
L---....J 

그림 3-9. 第 1 期 治道計劃 對象路線圖(初期案)

(자료 : 朝蘇總、督府， 1928, “朝蘇土木事業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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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도로 

-2등도로 
•..... 부분개수구간 

기 완성구간 

---철도 
(1910년현재) 



저11 기 치도계획(초|종실적) 

o 50km 
L--..J 

그림 3-10. 第 1 期 治道事業 對象區間(最終實績).

-1등도로 

--2등도로 

•• 부분개수구간 

기 완성구간 

‘…-철도 
(1928년현재) 

(資料 : 朝蘇總督府 1928 “朝蘇土木事業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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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2期 治휩事業 

제 1기 치도계획에 이어 1917년에 시동된 저112기 치도계획은 1 ，2등 도로망 중 교 

통 및 경제적으로 긴요한 26개 노선을 선정하여， 공사로 들어갔다. 제2기 치도계 

획의 노선망 특성은 제 1기에서 완성된 철도 및 항만을 보완하는 아간선망 완성에 

입각하여， 주로 지역교통의 개선에 중점을 옮긴 점이다. 특히 도 경계 월경노선 

등 지방자치단체의 힘에 맡기고 있으면 건설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노선이 그 

주 대상이 되었다. 

또 특필할 수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비 도로건설사업(국고보조를 

포함)과 합작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진 점이다. 충주 원주 김화간 2등 

도로나 군산-홍성-서산간 2등도로， 동래-경주간 2등도로， 논산-전주간 1등도로， 

신안역-장전간 2등도로 등이 그 사례인데， 역시 도경계나 분수령 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권과 벗어나고， 또 부역 동원이 어려운 부분을 국비를 들여 직접 건설한 

것이다. 1919년 3.1운동 이후 부역동원이 원칙 지방비 도로건설만에 한정된 것도 

이런 경향을 조장한 것으로 사려된다. 

지방의 도로건설이 활발해진 것은 이 시기 트럭이나 버스 등 자동차교통이 급 

속히 보급되어서， 차량을 통과시키는지 여부가 지역 발전의 관건이 되었기 때분이 

다. 적어도 가까운 철도역까지는 도로틀 개통시켜서， 열차와 연계되는 차량을 운 

행할 수 있어야 했다. 

철도와 병행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일등도로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역사 철도가 있어서 긴급성이 떨 

어진 점과， 관동대지진 이후 심각한 재정난에 부닥친 관계로， 평지부분만 진행되 

었고， 고갯걸나 도경계 부분은 상당기간 미건설인 채로 방치되었다. 

간선철도(함경선)의 건설이 지연되고， 북부션， 중부션， 남부선에 나누어서 부분 

개통을 거듭하고 있었던 관북지방에서는 이들의 잠정적인 연락을 위해， 1등도로 

원산 회령선의 건설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어서， 함흥이북의 미착공구간 전구간에 

서 공사를 시작하였다. 

제 271 치도사업은 잦은 완공시기 연기로 사실상 무기한의 사업으로 되었다. 이 

배경에는 국가의 재정난도 있지만， 국가 기간교통망은 철도로 만들고， 그 외의 지 

방교통으로서의 도로는 지방비로 건설하는 방식이 정착한 탓도 있다. 따라서 1920 

년대 후반 이후， 국가의 도로건설의 주목적은 군사목적 등에 국한되었고， 지방이 

도로건설의 주역이 되어 가는 것이다. 하여간 제271 치도사업 중 1920년대에 시행 

된 부분까지로， 철도를 포함한 전체적 육상교통네트워크는 큰 틀로 완성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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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철도 노선과 상호 보완하면서 일체화된 교통네트워크가 그 윤곽을 드 

러내게 된 것이다. 

표 3-6. 第2期 i台道I事 對象路線 -寶(1917年).

노선명 공샤구간 
으T1혀 c> 으T1혀 〈그 

비고 
(단독) (연결) 

1 등도로 

경성-목쏘 저C그 으 B-과 c:> -I「 ml(C-C) 

경성-의주 
개성-평양 ml(C-C) 
평양-의주 m’(C-B) 

m 

경성-원산 m(P-C) 1 기의 잔구간 공사(23.5km) 

함흥-북정 C-C 
원산-회령 단천-거산 C-C m 

성진-경성 P-C 
2등도로 

해주-양덕 해VII I즈-남 C그처 L.:젠 도J R-C 
경성-해주 개성-벽란도 R-J 
중주-강릉 중주-강릉 ml(C-C) 
중주-영덕 안동-영덕 P-C 
통천-신안역 통천-신안역 P-J 

김화-준천 ml(C-C) 
김화-충주 춘천-원주 m’(C-C) ml 

원주-충주 ml(C-C) 
광주-법성쏘 송정리-영광 R-C 
군산-서산 ml(p-C) 
부산-경주 동래-경주 ml(C-C) 
저。 -I「-사 -，-흐「 구성-삭주 C-B 
운산-창성 C-B 
성진-혀|산진 고보-동점 C-C m'(P-B) 1 기공사의 잔구간 

장진-만쏘진 C-B 
경원-종성 B-B 
웅기-온성 신아산-온성 B-B P-B 
함흥-자성 함릉-장진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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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第2期 治道I事 對象路線 -寶(1928年).

노선명 공사구간 
으T1혀 c> gI1 혀 c> 

비고 
(단독) (연결) 

1 등도로 

경성-목포 R〈그i 드 t=극:i-고 C그}즈 l m'(C-C) 
경성-부산 대구-부산 

개성-평양 m'(C-C) 
경성-의주 평양-의주 m’(C-B) m 

정주-신의주 m'(C-B) 
경성-원산 m(P-C) 1 기 의 잔구간 공사(23.5km) 

원산-회령 함흥-북청 C-C 
성진-경성 P-C 

m 

-λ「서C그-켜 ζ그 E흩E 연진동-지경 C-C 
2등도로 

즘üH 흔 .-드;-2그t E -「{ 해주-남천점 R-C 
경성-해주 개성-벽란도 R-J 
중주-강릉 중주-강릉 m'(C-C) 
충주-영덕 안동-영덕 P-C 
통천-신안역 통천-신안역 P-J 

김화-준천 m’(C-C) 
김화-충주 춘천-원주 m'(C-C) m' 

원주-충주 m'(C-C) 
광주-법성포 송정리-영광 R-C 
군산-서산 m’(P-C) 
부산-경주 동래-경주 m’(C-C) 
저C그 츠 T'-사 -，츠 --. 구성-삭주 C-B 
운산-창성 C-B 
성진-혀|산진 고보-동점 C-C m’(P-B) 1 기공사의 잔구간 

장진-만포진 C-B 
경원-종성 B-B 
웅기-온성 신아산-온성 B-B P-B 

함흥-장진 C-C 
함흥-자성 장진-소북동 C-J m' 

오가산동-자성 J-B 
북정-갑산 북청-갑산 C-C 1 기공사의 잔구간 

창성-초산 B-B 
초산-자성 B-B 

의주-혜산진 자성-자성강구 B-B m' 
자성강구-신갈파진 B-B 
신갈파진-혜산진 B-B 

안주-부산동 도가동-후창강구 J-B 
운산-초산 온정-조산 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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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짧Ò1 
-1등도로 

-2등도로 
........ 부분개수구간 

---기 완성구간 

---철도 

(1917년현재) 

I ‘'. 

'1'내. 

←새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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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 -". ------i톨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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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 III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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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계획(당초안) 저12JI 

o 50km 
'-------J 

그림 3-11. 第2期 治道計劃 對象路線 (當初案).

자료 : 朝蘇總、督府， 1928, “朝蘇土木事業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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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기 치도계획 (28년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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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第2期 i台道計劃 對象路線(1928年 現在 修正案)

(資料 : 朝蘇總、督府， 1928, “朝蘇土木事業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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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地方費 道路建設

일본 본토에서는 도로 건설은 아예 지방자치단체의 일이었으며， 정부는 주요항 

만과 간선철도의 정비에 치중하였다42) 이는 봉건시대로부터의 전통이기도 했으 

며， 도로건설기술을 같은 개념을 가지는 미국과 영국에서 들여 온 탓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정작 北海道나 대만， 조선， 만주 등 외지에서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정 

부주관으로 도로건설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래서 조선에서도 1, 2등도로는 국가， 3등， 등외도로는 지방으로 그 관할을 명 

확히 나누었으나， 총독부의 만성적인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1, 2등도로도 지방에서 

수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방에서 건설된 도로에 관한 자료는 이북지역을 

중심으로 거의 상실되고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그나마도 존재하는 자료도 연도 

가 道마다 제각각이어서 사료로 이용하기가 곤란하다. 유일하게 입수된 전체 자료 

를 도변화한 것이 <.~I 템 ~j 13> 인데， 1928년도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방비 

(국비보조를 포함)에 의한 도로건설 작업은 국비에서 시행된 제 1 기， 제 2기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지역경제의 입장에서 건설이 시급한 구간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때문에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각 도내에서 길이 끊어지거나 아예 완결될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한정된 예산과 부역을 도내에서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간에 집중하다 보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18세기말에 만들어진 13도가 행정경계일 뿐만 아니라 사회권 문화권 단위 

로서 정착되어 갈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도 경계 안에서 생 

활권이 설정되어， 중심지 계충구조가 설정되어 가는 것이다.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방비에 의한 도로건설에서는 본디 도로 규격에 훨씬 

못미치는 규격으로 임시건설을 한 부분이 허다하였다. 이것은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컨대 2등도로 경주-양양선(현 7번국도)의 경우， 산맥이 이어지는 삼척

울진 구간에서는 본 규격대로 건설된 구간이 거의 없다시피했다. 특히 고갯길에서 

는 급커브가 이어지는 1차선도로가 80년대에 포장될 때까지도 사용되어서， 지방에 

서는 도로규격이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음을 인식케 한다. 지방으로서는 군사목 

적으로 규정한 도로규격은 과잉규격이며， 자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여객 화물 이동 

만 보장되면 족한 것이다. 

42) 週邊直子， 1996, ‘地方脫η創出 ;즈新法體制下σ)土木費負擔’， 道 ε) 11η近代， 山川出版社，

pp.13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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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현재 신작로 준공상황 

o 50km 
L---.....J 

그림 3-13. 1928年 現在 1 ，2等道路 埈工現況

-1등도로 

--2등도로 

•..••. 부분개수구간 

---총독부직할 

지밤(도)관할 

(資料 : 朝蘇總督府， 1928, “朝蘇(})道路 其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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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방비 건설도로는 1등도로의 일부와 2등도로의 대부분을 건설하게 되었 

으며， 기간 간선은 국도， 지선은 지방도， 아간선은 양쪽의 혼합이라는 도식이 만들 

어졌다. 

第5節 國家 道路建設事業의 地理的 願向

이상과 같이 전국적인 차원으로 일본에 의한 한반도 도로건설작업을 살펴봤다. 

크게 나누어서 이하와 같은 경향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 조선시대의 전통적 육상교통체계와는 상당히 틀린 형태의 도로망계획 및 

건설과정을 보이고 있다. 경부， 경의， 경원， 경목 등 최 중요 간선은 대략 옛길과 

차이가 없지만， 최종목적지가 모두 개항장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본인 손을 통 

한 외부와의 연결을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간선 및 지선들을 보아도 중 

앙 그리고 지방 행정중심 집중형이었던 옛길과 달리， 항구 및 철도역을 결절지로， 

거기서 격자형으로 뻗어가는 노선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조선왕조의 자체 

통치형으로부터 외부 세력 통치형으로 노선망이 바뀐 것이다. 

둘째， 한말의 도로건설은 개항장과 철도역 주변에서만 계획 및 시행되었다. 이 

는 계획주체가 한국의 경제이권을 확보하려는 일본 내무성이었으며， 구체적인 노 

선건설은 주로 개항장 등 한국 거류 일본인의 의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한일합방 이후는 총독부와 군부의 한반도 영구통치를 목적으로 한 

전국적 네트워크 건설에 목적이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노선계획 및 시공 우선구 

간도 변화하였다. 

셋째 특히 일제시대 전반까지 뚜렷한 현상인데， 지리적 조건에 따라 기간교통체 

계에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철도가 우선 건설된 경부， 경의선 주변에서는 일찍이 

철도중심 교통체계가 형성되었고， 반대로 철도건설이 비교적 늦었던 함경도와 전 

라도에서는 항구중심의 교통체계가 남고， 특히 함경도는 1920년대까지도 그런 상 

태였다. 이처럼 교통체계의 속성은 철도건설을 변수로 하여， 지역적인 편차를 보 

였다. 또한 철도도， 해운도， 하천수운의 혜택도 받지 못했던 산간오지에서는 신작 

로 그 자체가 간선교통의 역할을 해야한 했다. 강원도의 2등도로 수원(후의 경 

성)-강릉선， 동 경성-오리진선， 경상도의 2등도로 상주-진주선， 전라도의 2등도로 

전주-여수선， 평안도의 2등도로 안주-부산동선， 함경도의 2등도로 성진-혜산진선 

등이 그런 사례이다. 이런 구간들은 신작로 자체를 기간교통로로 만들기 위하여， 

총독부가 직할공사로 일찍이 개통시켰다. 소위 아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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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비록 지역적인 편차는 있지만， 방향성으로서 신작로 교통망은 그림 

4-11와 같은 단계를 밟아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단계마다 돌출해서 나 

타나는 유형도 제각각이었다. 전 시대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도로는 교 

통체계 형성의 주역이라기보다 서브 캐스트에 버물고 있었다는 것이다. 

구한말 

1907-1911 

1 기치도사업 

1911-1917 

2기치도사업 

1917녁1928) 

지역조건에 따라 I P-C,P-E 
황구/훨도역-내륙중심지/↑ 

IR• C,R-E 
경제자원을 잇는 관입선 λ 

철도/항구와 연계한 
아간선노선이신장-) 

간선은산간지대가중심 

훨도와상호보완적인 
네트워크완성 및 
국경군사도로망정비 

도로령 저|정기 l 독자 도로네트워크 
1938까지 | 완성 

그림 3-15. 韓半島 新作路體系 變化過程.

- 136 -

지방비 

도로개수 
도청， 군청， 
지방황，역 
중심의 
교통체계 



第4章 “新作路”와 地域交通體系 -慶尙南道의 事例를 中心으로 

第1節 慶尙南道의 道路網

1. 펼例船究의 方向함-

신작로에 관하여 미시적으로 사례연구를 하는데 있어서는， 한정된 역사자료 안 

에서， 신작로 교통체계변화라는 명제에 대한 최적의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상세 

지역을 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거론되는 지역은 그 세부주제에 따라 별도의 지 

역이 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점’적인 사례가 아니라， 네트워크 검토 등 ‘면’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메소 스케일의 사례지역을 경상남도로 한정 

하였다. 

사례지역은 저u장에서 언급한 이유로 도 단위로 하고， 지역 선정의 조건은 첫 

째， 개항장이 존재하는 것 둘째， 구한말부터 건설이 시작된 노선이 존재할 것 셋 

째， 산간지역과 평지지역을 비교할 수 있을 것 넷째， 자료수집과 현지답사의 관계 

상 남한에 위치할 것 등으로 하였다. 철도가 우선 개설된 지역과 한일합방 후에 

개설된 지역 양쪽을 비교할 수 있으며， 낙동강 중하류를 통해， 기간교통으로서의 

하천수운의 요소도 가미할 수 있다. 

먼저 이 절에서는 사례지역의 도로망 전체에 관해서 개관을 하면서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한다. 다음에 제2절에서는 교통시대의 변화와 교통지점의 변화 등 전 

체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경남 마산-진주간을 사례로 교통제계 변화를 

추적해 보았다. 그리고 제3절 이후에서는 세부 주제로 나누어서， 각기 적절한 사 

례틀 제시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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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朝廳時代 慶尙南道의 道路網

그림 4-1. 朝蘇時代의 慶尙南道 道路網("大東地志、” 및 ”大東與地圖”에 依합). 

1) 조선시대의 전통적 육상교통로 

0 20km 

영남대로 

동 지선 

통영별로 

동 지선 

배량노선 

경상남도는 동쪽과 남쪽에 해안선이 있으며， 북쪽에서 경상북도， 서쪽에서 전라 

남북도와 접하고 있다. 경상도의 전체 중심지인 대구가 경북으로 분리된 이후， 행 

정적 중심지는 진주가 되었으나， 경제적으로는 부산 그리고 마산 등 개항장에 중 

심이 두어졌다. 

조선시대의 도로망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한양을 중심으로 한 방사상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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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었다. 선작로 시대와 가장 근접한 시기에 출간된 김정호의 “大東地志、”를 기준 

으로 하면， 간선도로로서는 한양-대구 동래(좌수영)간의 띠大路(鎭 I합大路) , 한양 

남원-진주-동영(거제)간의 l'大路(統營別路)가 존재하였다1) 각 읍치나 진보에는 

그 지선들이 통하고 있으니， 경상남도 부분만 잔라서 보면 남북방향으로 여러 조 

의 도로가 줄무늬 형태로 다니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었다. 

한편 열본을 오가는 통선사의 경로로서 右路， 左路， 며路 등 세 가지 노선이 있 

었다. 중로는 영남대로 그 자체이며， 좌로는 경주에서 병영， 울산을 거쳐 동래로 

나가는 경로， 우로는 현풍에서 장령， 영산， 밀양， 양산(김해일 경우도 있음)으로 거 

쳐 동래로 가는 길이었다. 서울→부산간은 사실상 이 세 가지 노선이 간선이었던 

것이다. 청열전쟁이 터지자 일본군은 마산을 병참으로 해서 보병의 일부를 북진 

시켰는데， 그 때 사용된 진격로는 “馬山街道”라고 볼리어서， 우로의 말단부분 경로 

플 영산으로부터 마산 쪽으로 돌린 것이었다. 

이러한 도로의 생김새는 당연히 중앙 통치기구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서， 실제로 

경남의 지역적 교통유동은 이와 별개의 일이었다. 관도 지정은 안 되어 있는“與地 

땀l 휩”나 “太束與地圖”에 나타나는 지역간 도로망을 보면， 동부에서는 동래부， 서부 

에서는 전주부를 중심으로 해서 육상교통망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戶 l J 總數”에 나타나는 인구 등의 지표플 보더라도 이러한 중심성은 증명되어， 수 

도인 한양 다음 하위의 중심지를 지향하는 교통망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 

고 장령， 합천 등 북부에 있어서는 경북의 大때府가 중심지로서의 성향을 나타내 

고 있다. 

낙동강수계에 영역의 대부분이 포함된 경남지역에서는 하천수운도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김재완의 연구에 의하면， 낙동강은 갈수기에는 경남지역 전구간과 남 

강 정암진까지， 평수기에는 이에 더볼어 띨양강은 넘-포(이장) , 남강은 진주， 황강 

은 영전까지， 증수기에는 밀양강은 띨양까지， 남강(경호강)은 단성까지， 황강은 합 

천까지 소항할 수 있었다2)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수운이 물자유동에서 기간교통수단이 되었으며， 그 연 

계 (feeder)로서 육상교통이 이용되었다. 그보다 산간지대인 산청， 함양， 거창， 안의， 

삼가， 언양 등은 육상수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동은 섬진강의 영향권이었 

으며， 동해안， 남해안에서는 해운이 중심을 이루었다. 결국 경남지역에서는 해안지 

1) 金止浩人束;地志 권27 원벚考. 

2) 김재완， 1999, “ 19세기말 낙동강 유역의 염 유통 연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p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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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해운， 낙동강 가항수역에서는 수운， 기타 오지에서는 도로교통 중심의 교통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던 것이다. 

2) 조선시대의 경남지방 역제 

\ 
\ 

馬

省草Q)<t>星寄

l 김천도 i 

0 20km 

등도로 

--3등도로 
나도강 

••••. 01 개 통 

그림 4-2. 慶尙南道에서 朝蘇時代 購과 新作路의 位置關係("大東地志” 및 ”大東與地圖”에 依하 

며， 바탕의 新作路는 1935年 現在임). 

조선시대에는 위에서 언급한 도로망을 바탕으로 공무여행과 통신을 위한 羅制

가 정비되어 있었다. 경상남도에서는(일부 경북과 중복) 安奇， 長水， 金렸， 省 I뼈， 

黃山， 沙규， 검村 등 7개 察誌本繹과 그에 소속하는 역들이 있었다3) 그 분포를 표 

시하면 <그림4-2>와 같이 되는데， 그 입지는 도로변일 경우도 있고， 약간 골목에 

들어간 장소일 경우도 있으며， 그 중 후자가 압도적이었다. 

3) “與地 I몹l뿔” 慶尙道 藍營 ，釋院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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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는 역과 함께， 혹은 인근 도로변에 院村이나 시장촌이 발달될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 국지적인 경제， 교통중심지가 발달할 수가 있었다. 

3. 초창가의 선작로 건설 

-…-

0 20km 

2등도로 

3등도로 

국비사업 

도사업 

군사업 
주요하천 
철도 

그림 4-3. 日帝初期(1913) 慶尙南道 新作路 道路網과 關聯交通路(資料:慶南道勢要寶 1913年版).

<그림4-3>은 1913년도말 현재의 경상남도에서 건설된 신작로 도로망이다. 도로규 

칙 공포 전에 건설된 것도 있어서， 3등도로의 일부는 도로규칙의 도로망에 존재하 

지 않는 것도 약간 있다. 이 시점에서는 1등도로는 완공된 구간은 없고， 모두 2등 

도로 및 3등도로이다. 이는 경상남도내 1등도로(경성-부산선， 삼랑진-마산선， 창원 

-현동선) 중 창원-현동(진해)선 외에는 완전히 철도와 병행하기 때문에， 건설순위 

가 낮았던 것 때문으로 판단된다. 

2등도로 중 마산-진주간(마산-전남 우수영선)은 구한말 대한제국 정부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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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것이며， 거창-진주간(상주 진주선)이나 원전(곤명면)-하동간(마산 전남 우수 

영선)은 아간선 노선으로서 일제 초기에 총독부가 직접 시공한 구간이다. 이처럼 

총독부의 직할시공은 지역간을 연결하는 간선이지만， 지방의 도로건섣 의사가 반 

영되기 힘든 도 경계지역이나， 수운， 해운， 철도 등 다른 기간교토수단의 혜택을 

못 받은 산간지대에 집중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간선 기능을 가진 도로란 이러한 

“철도 및 선박 공백지대”에서 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지역의 도로건설 의사를 가장 짙게 반영한 것은 군청 단위로 시공한 도 

로였다. 그들은 거의 군의 중심지(읍소재지)에서， 방사상으로 군내의 면소재지나 

포구 등을 연결하는 형태플 취하고 있으며， 순수히 군민의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군내 局地교통로의 개선을 위해 만듭어진 것이었다. 

각 군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선작로 건섣에 적극적인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이 대조를 이르고 있다. 진주군， 의령군， 울산군 등은 열찍이 자선의 영역 안에 

서 읍치를 중심으로 한 방사상 교통망이 완성단계에 오고 있다. 기장군， 밀양군， 

김해군， 창령군， 영산군， 용남군， 초계군， 함양군， 곤양군 등은 읍치와 외부를 연결 

하는 최소한의 교통로만을 개통시킨 상태이다. 또 웅천군， 진해군， 합천군， 거제군 

등은 아직 선작로 자체 건섣되고 있지 않-은 등， 군마다 의사에 따라 상당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 이전인 1913년 단계에서는 통합 이후 없어진 군에서도 주체적 

으로 도로건설을 주도한 흔적이 보인다4) 草핏군청은 의령군과 연결되는 고갯길 

을 개척하였으며， 곤양군도 2등도로(원전 곤명면)와 읍치플 연계할 선작로를 개섣 

하여， 기장군도 외항인 대변항과 연결시켰다. 관내에 교통결절지가 존재하지 않는 

언양군과 삼가군은 도비사업을 이용해서 다른 군에 있는 교통결절지에서 읍치까 

지 신작로를 끌어뜰였다. 이들은 모두 도로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노선들이지만， 

그 결과 행정구역 통합 후에서 도로체계는 개편 전의 흔적을 많이 남기게 되었다. 

지방비에서 충당한 도로망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그 노선틀 자체가 간선기능을 

갖지 않고， 다른 기간교통수단과 연계해서 대외 교통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데에 

있다. 철도 노선변에서는 철도와 연계하게 되어 있다. 구포 김해 (3등도로 부산 영 

산선의 일부)와 밀양-군경계간(3등도로 밀양 영산선의 일부) 등을 그 사례이다. 

해안에서는 가까운 항구와 연결해서， 해운을 통한 원거리 교통체계와의 연계틀 도 

모하고 있다. 울산군내 도로망은 3등도로 울산→장생포선 및 울산-방어진선으로 

4) 慶尙南道， 1913, 앓 I휩띈勢휠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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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와 연결되어 기장읍도 3등도로(동래 대변선의 일부)로 대변항과 연결된다. 진 

주와 사천에서는 선진 및 삼천포에서 항구와 연락하였다. 

낙동강 등 가항수로변의 읍치에서는 수운과의 연결도로를 먼저 개설하였다. 창 

령군(현창진=적포) , 의령군(정암진) , 영산군(덕촌진， 오호리) 등이 그 사례이다. 위 

와 같은 타 교통망과 단거리로 연결이 힘든 내륙산간부에서는 정부에서 건설한 

아간선도로와 연결하므로써 도내 교통체계와의 연락을 취했다. 함양군， 삼가군， 거 

창군， 안의군， 산청군， 단성군 등이 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네트워크로서 

의 철도망이나 자동차교통이 발달되지 않고， 신작로 건섣도 시작 단계이던 일제 

초기에서는 전통적 교통로를 포함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외 교통로와 접속시키는 

방법으로 선작로가 건설되었다. 그 결과， 지역에 따라서， 연계하는 상대방이 철도， 

해운， 수운， 도로 등 네 가지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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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道 全域으로 네트워크 據充

0 20km 

1 등도로 

2등도로 

3등도로 
나도강 

미개통 

그림 4-4. 1935年 現在 慶尙南道 新作路 道路網 (資料: 慶尙南道 土木要寶， 1935年版).

행정구역통폐합 이후에는 중심지간을 상호 연결하는 노선 건설에 중점이 이동 

해서， 차차 도로의 자체 네트워크성이 강화되어 갔다.<그림4-4>는 1935년 자료 

단계에서의 등외도로를 제외한 도로망 개략도인데 이 시기까지도 건설이 안 된 

도로는 사실상 시대 및 지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미 건설의 필요성을 상실한 

노선으로 판단해도 될 것이다. 이 단계에 와서도 철도는 경부선(경성-부산) , 풍해 

남부선(부산진 울산-학산) , 경전남부선(삼랑진 진주)이 전부였으며， 기타 경전북부 

선(진주-순천-광주)과 대삼선(대전-진주-삼천포)이 건설중이었으나， 일본의 패전 

으로 모두 중단되었다5). 따라서 경남의 철도망은 동부와 남부에 크게 치우치는 

5) 蘇交曾， 1986, 朝蘇交通史， pp.23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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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되었다. 

0 20km 

국도 

지방도 
나도카 
--;c그 C그 

미개통 

그림 4-5. 朝蘇道路令에 依한 國道， 地方道 體系. 道路規則에 lt하여 -部 路線이 追加되거나， 

챔IJ 除되었다.(資料 : 慶尙南道 道勢要寶， 1939) ※하동-단성선 일부에서， 이전에 개통된 것으로 
표시된 구간이 미개통으로 실려 있었는데， 그대로 도먼화하였음. 

1938년 조선도로령이 공포되면서， 대략 종전의 1 ，2등도로가 국도로， 3등도로가 지 

방도로， 등외도로가 읍면도로 변경되었지만， 위와 같은 교통지리상의 변화를 받아 

서 노선체계가 약간 변경되었다<그림4-5>. 종전의 2등도로였던 부산 하단선은 지 

방도로 格 F되었다. 이는 하천 포구로서의 하단의 위상 저하를 말해 주는 것이며， 

동시에 진해방향 도로가 낙동교경유가 된 영향이다. 

또 경부간의 1등도로의 경로가 삼랑진 경유에서 수산포(하남) , 진영 경유로 변 

경되었다. 이는 하남의 지역중심성도 있고， 밀양-양산간이 상당한 險路가 연속된 

다는 사정도 있을 것이다. 한편 부산-영산간의 3등도로는 국도(전주-부산선)로 격 

상되었다. 이 도로는 일제시대 초기에는 계획에조차 없었던 노선인데， 마산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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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세력권이 경남 서부에 침투하면서 중요한 간선으로 부상하여， 조선도로령 

은 이를 드디어 추인한 것이다. 진영은 일약 간선교통의 요충지로 탈바꿈하여， 국 

도관리청까지 설치되었다. 

한편 부산에서 진해로 나가는 해안도로도 3등도로에서 국도로 격상되었는데， 전 

시중이어서 해군 요새지로서의 진해의 중요성 향상에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산쪽의 연결지점이 그림처럼 하단으로부터 大淸로 변경되어， 낙동대교(구포교) 

를 공용하게 되었다. 이 역시 교량의 위치가 도로 경로를 좌우하는 당시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길 외에도 삼천포-고성간 좌천-청량간 등 해안 

선으로 따라 가는 노선의 신설이 눈에 뛰는데， 선박교통에서 육상교통으로의 전이 

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제 말기인 이 시점까지도 지방도 중에는 일부 미개통 구간을 볼 수 있다. 대 

부분 군 경계구간이어서， 지역의 생활교통이 비교적 적은 고갯길였다. 지방도가 

도의 관할이면서 각 군에 그 부담을 안기고 건설된 까닭에， 각 군청 및 교통결절 

지와 군내 각 면사무소 소재지와의 도로는 개통시켜도， 군 경계를 넘어가는 노선 

건셜은 뒷전인 모양은 지금의 지방도 건설사정과도 상통하는 대목이다. 

이상과 같이 경남의 신작로 건설 경위를 살펴보면 크게 보면 제4장에서 언급한 

전국적인 움직임이 도 단위의 사례로도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이하와 같다. 

첫째， 초창기에는 해안지역에서는 항구(울산/기장/사천/고성/진주 등) , 철도변에 

서는 철도역(밀양/양산/동래/함안 등) , 가항수로변에서는 포구(창령/합천/의령/영산 

등) , 그 어느 것도 아년 곳에서는 간선도로(거창/함양/산정/단성/삼가 등)를 주섬 

으로 해서 도로교통체계가 발달되었다. 

둘째， 따라서 수운， 해운， 철도가 있으면 선작로는 종속적인 지선 역할을 했지 

만， 이들이 없는 내륙지방에서는 선작로 자체가 간선교통 역할을 겸하였다. 

셋째， 행정구역 통합， 도시체계의 변화， 교량건설， 기간교통망 변화 등， 지리적인 

요인들의 변화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도로체계 자체나 그 계획의 변화로 이어 

졌다. 

다음절부터 이와 같은 설을 구체적인 사례로 증명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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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新作路와 옛걸의 利用行態 差異

신작로는 옛길의 노선을 답습한 부분이 많았지만， 개별 구간별로 보면 지형상 

기능상 이유로 그 경유지가 크게 달라질 경우가 많았다. 그것이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고갯길과 평야부였다. 고갯길의 경우 우선 옛길과 신작로에서 선택하는 고 

개 자체가 다를 경우가 많았다. 이는 옛길은 도보여행이 전제이기 때문에， 험하여 

도 거리가 짧은 고개를 택하였으며 신작로는 차량통과를 위해 最急句配가 제한되 

어 있어서， 우회를 해도 덜 험한 경로를 택하는 등 도로의 특성에서 오는 차이다. 

또 가령 같은 고개를 택하더라도 옛길은 고개 밑의 계곡으로 직선으로 올라가 

고， 선작로는 등고선을 따라 사행하면서 고도를 버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고갯길구간은 경로가 전혀 달라진다. 1등도로 경성-부산선의 삼랑진-물금간은 낙 

동강 좌안의 절벽이 이어지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또 조선시대의 관도인 4대로 

(영남대로)의 경로이기도 했는데， 그 길은 낙동강 하안과 근접한 부분에서 樓道

형식으로 험준한 길이 나 있었다. 이런 지형 때문에 신작로를 내기가 어려웠던 데 

다， 그나마도 먼저 경부선 철도가 부지를 점유해 버렸기 때문에， 신작로는 절벽 

뒤의 고개를 우회하는 노선을 취하였다. (신물암고개， 용산동고개 등 4개 고개) 

그러나 도보여행자에게는 긴 우회로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일부 철로를 

이용하면서 기존의 樓道길을 이용하였다6). 

2등도로 상주-진주선의 김천-거창간 분수령은 3번 경로가 옮았다. 본디 옛길은 

최단거리인 牛頭鎭을 지나갔으며， 선작로(2등도로 상주-진주선)도 같은 고개를 완 

화구배 경로로 노선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옛길과 신작로는 고개 마루는 같지만 

등판경로는 역시 다르다. 이 신작로는 박정희시대에 지역 이해대립으로 인해 3번 

국도 경로가 변경되면서 지금도 옛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다7). 

이처럼 차량을 위한 길인 신작로가 생겨도， 단거리 도보여행자는 도보통행에 가 

장 적절한 경로를 택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옛길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현상은 버스교통이 완전 대중화되고 장거리 도보통행이 소멸될 1960년대까지 지 

6) 양산시 원동면 용당마을， 밀양시 삼랑진읍 작원마을 주민제보. 
7) 제보에 의하면， 우두령 옆 고개인 배때재에 박정희 친척이 살면서 로비활동 결과 국도 
경로는 그쪽으로 우회하고， 직선코스인 우두령은 지방도에 격하되었다. 거창군 웅양면 
금광마을 주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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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었다. 한편 아예 신작로의 건설 예정이 없는 구간(면사무소 상호간 연결 등) 

에서는 여전히 옛길이 국지적인 기간교통로로서 사용되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등 

외도로로 지정되어서 차량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까지 건설되었는데， 경로는 

옛길 그대로일 경우가 많았다. 물론 전체 교통체계에서 보면 국지적인 지선에 불 

과하였다. 

그림 4-6. 居昌都과 慶北 知禮의 境界인 牛頭鎭 舊 新作路. 지금은 
옆 고개(배때재)로 國道가 옮겼다. 現 1099홉 地方道. (2等道路 尙州

쯤州線) <촬영 =2003년 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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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慶尙南道內 道路交通流動量의 地域的 特性

1. 道路 通過交通量

0-10 ,000 뿔-20 ， 000 繼-50 ， 000 뿔-100 ，000.100 ，000-
(단위: 대/년， 1933년 현재) 

1 등도로 
2등도로 

3등도로 
나-.도 〈그깐 ζ그 

미개통 

그림 4-7. 慶尙南道 地點別 自動車 道路交通量(資料 : 慶尙南道 道路要寶， 1935年版). 조사시 

점은 1933년， 바탕의 신작로 지도는 1932년 현재임. 

그림 <4-7>은 1933년 도청 토목과에서 조사한 연간 자동차 교통량이다. 주로 교 

차로나 읍내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는데， 2등도로 이상의 간선도로상에 교통량이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삼천포-진주-거창， 마산-창령 등 철도와 직 

각으로 교차하는 아간선 노선에서 많고， 철도와의 병행구간보다 탁월한 것이 확인 

된다. 이는 역시 철도와 도로의 상호보완기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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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서 이 시대의 경상남도의 경우， 철도는 동서 1개축과 남북 1개축， 도로는 동 

서 1개축과 남북3개축이 주요 간선교통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 

.，. -10만 φ-20만 뼈-50만 뼈 -100만 *100만~ 
(단위: 인/년， 1931 년 현재) 

1 등도로 

2등도로 

3등도로 
~끼F E C:드〉 그 ζ그 } 

미개통 

그림 4-8. 慶尙南道 地點別 徒步 道路交通量(資料 : 慶尙南道 道路要寶， 1931 年版)

한편 도보교통량은 철도나 버스의 혜택이 있는 그간에서는 오히려 단거리 집중 

형을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통행량처럼 도로의 위계를 반영하지 않은 반면， 중심 

지 및 그 근교에 단면교통량이 많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각 읍내 및 그 주 

변에서는 통행량이 많지만， 아무리 중요한 간선도로라도 교외에 나가면 통행량은 

현저히 줄어든다. 이상에서 생각하면， 신작로의 여객교통으로서의 쓰임새는 자료로 

확인 가능한 1930년대의 경우， 도시부의 근교수송과， 철도 기능에 준하는 중장거리 아 

간선 기능에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도보가， 후자는 자동차가 주로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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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營業用 自動車 交通量

0 20km 

1 호1/일 

---... 10호1/일 
- ........ 훌 20호1/일 

낙동강 
쨌쨌--* 철도 

그림 4-9. 1933年 現在 慶尙南道 버스 路線網과 運行回數. (資料:南滿洲鐵道妹式會社， 1933, "朝
蘇(= }) ,t 증 自動車運送事業(= -::> L 、-c ") 

버스나 트럭 등 정기 영업용 자동차노선은 신작로가 가지는 기능을 여실히 설 

명해 주고 있다. 현존하는 자료는 1930년대 것밖에 없지만8)， 우선 철도가 있는 곳 

에서는 철도노선과의 연계교통이 대부분인 반면， 철도노선이 없는 지역에는 버스 

노선 자체가 철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거리 간선노선이 많다. 진주-거창， 마산

창령(대구)， 부산-울산， 마산-통영 등이 그 사례이다. 철도가 있는 곳에서는 진주

사천， 구포 김해， 가야-함안， 진영-하남， 물금-양산 등， 단거리 셔틀형이 많고， 식 

8) 南滿洲|鐵道妹式會社， 1933, "朝蘇 t= 힘 ttG 自動車運送事業 t= "J μ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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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표도 철도 열차시각과 연계되고 있다. 

철도노선과 병행하는 도로에는 버스노선 설정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최소한의 

회수의 단거리 계통일 경우가 많다. 이는 철도와의 경쟁으로 아예 포기한 측면도 

있고， 총독부의 수급조정 이 라는 인위 적 인 부분도 있다. 어 쨌든 철도와 도로가 상 

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은 버스의 노선형태에서도 알 수 있다9). 트럭의 경 

우도 마찬가지여서， 철도와 병행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도로가 정비되어 있어도 장 

거리 트럭노선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철도의 연계단거리수송에 치중하고， 철도 

가 없는 지역에서는 장거리 간선수송을 담당하였다. 한편 <그림4-10> 중에서 적 

포-초계-합천간에 낙동강 수운과 연계하는 것으로 보이는 단거리 화물선이 보이 

는 것이 흥미롭다. 

\‘居昌

威陽혁山淸 

0 20km 

1 호1/일 
i ................ 10호1/일 

나도깐 
--, ζ그 C그 

하
。
 

도
 -
￡
 

철
 
기
 

훌
 저a
 

뿔
 
]]

}I

훌
 * 

그림 4-10. 1933年 現在 慶尙南道의 트럭路線體系.(資料:南滿洲鐵道妹式會社， 1933 ， "朝蘇 t: 힘 tt 

증 自動車運送事業 t: '"") L 、 τ")

9) 南滿洲|鐵道妹式會社， 같은 책， p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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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慶尙南道에서 道路交通運擊 變化 事例

1. 馬쯤道路 建設과 開港-中心都市間 交通體系 變化

$빼$옐빠 신 작로 ••••• 철 도 0 20km 
훌훌훌훌 주요항로 

그림 4-11. 馬山-품州간 主要交通路 變選.

1) 선박교통시대 

마산포는 고려시대로부터 합포라고 불리는 포구였으며， 창원， 함안， 창령， 영산， 

의령， 고성， 진해， 웅천， 김해 거제 등 11개 군현의 세곡을 반출하는 灌홈이 있었 

다. 1898년 일본의 요구에 따라 마산포는 개항장이 되어， 거류지를 조성하였다. 

이에 마산은 경남 서부의 물자를 반출하는 수탈의 창구가 된 한편， 러일전쟁의 발 

발에 대응해서 1905년에 삼랑진-마산간에 군용철도를 건설， 간선철도망과도 연계 

되었다. 전쟁 후 러시아 상인의 세력을 배제하면서 마산은 제국주의적 무역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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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전하였다10) 

그림 4-12. 三等道路 j四 )11-船澤線 周邊(일제시대 1:50,000 지형도). 

다만 마산이 광대한 배후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이유는 그 교통여건에 있었다. 철도도 신작로도 없었던 시대에， 경북 

과 경남북부의 수송수단은 낙동강 수운이 절대적이었다. 하구에 위치하지 않는 마 

산은 내륙무역을 기존의 도보교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산은 하단포 혹 

은 낙동강 하구를 통해 수운과 직 결되 었다. 

그러한 중에서， 대 진주 교통은 마산이 우위에 있었다. 진주를 통과하는 낙동강 

지류인 남강은 의령 鼎嚴律보다 상류에서는 소항기간이 한정되어， 평수기에도 50 

석이하에 제한되었기에， 남해안을 이용한 해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진주는 원래 목으로서 경남 서부지역의 중심 고을이었으며， 한말 1896년 13 

도제가 실시되면서 경상남도 감영 소재지가 되어， 행정중심지로서 성장하였지만 

10) 朝蘇總督府 內務局十木課， 1915, “朝蘇σ) 港灣"， 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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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와 연결하는 마땅한 근대교통수단이 없는 것이 약점이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마산-진주간의 물자수송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약간 길 

지만 당시의 상황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기에 인용해 본다. “馬쯤의 간선 十四里

(일본리， 약54.6km) 사이에는 크고 작은 고개가 여러 개 있고， 하루 노정으로서는 

너무 길어서 종래 잡화， 해산물， 종이， 목면 등에 한하여 人됩馬背에 의해 겨우 운 

수 편을 유지하였고， 더구나 擔軍(지게) 운임 二圓， 乘馬 한 마리 四圓 안팎을 요 

하여 중량 화물인 米觀 등은 진주로부터 三里 거리인 舊海홈(선진)에서 배로 반출 

하였다"11) 

결국 육로를 이용하기보다 사천의 선진을 통해 마산이나 부산으로 나가는 것이 

시간상이나 수송용량의 측면에서 유리하였던 것이다. 진주 쪽의 포구인 船律은 진 

주의 남쪽 12km 정도의 지점에 있는 사천만 안의 포구로서， 조선시대에는 해창이 

존재하였다. 수심이 얄아서 4백석 이상 선박의 출입은 못했지만， 진주로의 출입화 

물이 이곳에 집중하였으며， 한말의 1년당 입항 선박수 7-800척， 화물취급실적 150 

萬圓에 이르는 성황을 구가하고 있었다12). 1909년에는 지방비로 진주-삼천포간 신 

작로가 개통되어 보다 대형 선박이 정박 가능한 삼천포항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되 

었지만， 거리가 선진보다 훨씬 멀고， 자동차도 아직 보급하지 않았던 시기라서 삼 

천포가 선진항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였다. 

삼천포의 발달이 늦어진 것은 진주로의 접근성도 있지만， 조선인 주빈들의 저항 

으로， 일본인의 입식이 오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삼천포는 포구 기능보다 한려 

수도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항로로서의 역할이 컸다. 조선시대 이곳이 진주의 월 

경지였으며， 진주목은 삼천포 앞 해협(三千里水道)을 지나가는 선박에서 세금을 

거두기도 하였다. 삼천포에 처음 일본인이 들어간 것은 러일전쟁 후의 1906년이었 

으며， 이후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고， 신작로를 통해 진주， 그리고 진주의 배후지 

인 하동， 의령， 산청 등을 세력권으로 거두었다13) 

2) 마진도로의 개통과 육로/해로 병행시대 

그러나 선진에서 출발하는 선박은 마산 뿐 아니라 부산으로도 직행하여， 마산의 

부산에 대한 열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마산거류민들은 진주 일대의 상 

11) 勝田伊助， 1940, “품州大觀"， pp.97-98. 
12) 勝田伊助， 1940, “普州大觀"， pp.96-114. 
13) 朝蘇總督府 內務局士木課， 1915, “朝蘇σ) 港灣"，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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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장악하기 위해 기성회까지 만들어서 마산-진주간 신작로의 조기 건설을 당 

국에 촉구하였다. 드디 어 1910년 통감부의 직 할로 공사가 시 작되 었는데， 전구간을 

10개 공구로 나누어서 공사가 시작되었다14). 

애초 마산 시가지 입구(구마산)가 기점이었으나. 마산의 일본인 거류민단이 마 

산역전(신마산)까지 노선연장(663여칸)을 총독부 내무부장에게 진정하여， 마침내 

받아들여졌다15) 도로는 일제시대로 들어간 1911년5월21일 개통되었다16). 종전 마 

산-진주간은 배를 타고 2일 걸리는 거리였으나 도로개통으로 마차를 타면 하루 

거리로 단축되어 마산 거류민은 기쁨으로 성대한 도로개통식을 가졌다. 이처럼 

마진간 신작로는 마산상인의 생사를 건 세력권 확장의 계기이기도 하였다. 

이로서 진주는 마산 개항장 및 철도와 신작로를 거쳐 연결되었으며， 교통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하였다. 1912년 9월에는 진주 거주 사업가가 마진간에 자동차(버 

스) 운행을 시작하였지만， 승객이 적어서 경영난에 빠졌다가 군북고개에서 일어난 

전락사고를 계기로 일단 폐지되었다. 아직 본격적인 자동차시대가 오기에는 이르 

렀다. 

한편으로 선진항의 번영은 계속되어， 같은 1912년에는 진주-선진간에 객마차의 

운행을 시작， 성황을 거두었다. 시일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시기에 이 

미 3등도로 사천-선진선이 개통되었다. 1913년에는 후쿠오차의 자본가들이 설립한 

경남궤도(주)가 진주-선진간(21.6km)의 手뼈軟道(인력으로 움직이는 철도) 부설을 

계획， 허가를 받았을 정도로 선진은 진주에게 중요한 항구였다17). 

단， 이 궤도는 제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공사 착수를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 

면서， 결국 무산되었다. 일제시대를 통해 선진항에는 파출소， 우체국까지 있고， 배 

로 북적거렸다고 한다18) 선진항을 통한 해운과 신작로 교통은 자동차의 보급에 

따라 서서히 도로가 비중을 올려가면서도 큰 틀로는 해운과 도로의 공존시대를 

계속했다고 볼 수 있다. 

14) 慶南日報， 1910년4월4일자. 

15) 慶南 日 報， 1910년4월21 일， 12월9일자. 
16) 慶南 日 報， 1911년5월23일 자. 
17) 朝蘇總督府官報， 1913년10월21 일자， 제 368호. 
18)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주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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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조선철도(조선철도경남션)의 개통과 연안해운의 쇠퇴 

남조선철도(주)는 남해안 일대의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송정리-마산간 

과 원촌-전주간 203.8마일의 노선면， 

허를 받고， 1921년 착공하였다. 1 

년 송정리-광주간， 1923년에 광주

양간 및 마산-군북간이 개통되 었다. 

이어 1925년 6월 15일에 군북-진:;z. 1 ， 
간이 개통되어서， 마산-진주간에 철 

도노선이 탄생되었다. 마산과 진주에 

서는 성대한 개통식을 가졌다19) 개 

통 당시의 운행회수는 하루 4편， 

다 진주 상권에 대한 마산의 지배력 

을 절대적인 것으로 끌어 주었다L 

점에서 중요하다. 

이 노선은 처음에는 지나치게 

은 운임으로 화물， 여객이 회피하여 h 
이용이 예상보다 저조했다. 회사 

이 만회책으로 운임의 50% 할인 

단행하여때)， 또한 마산항에서 출항 

는 일본 오사카행 선박과의 연대 

인운임을 설정하는 등 경영노력 

한 결과21).， 1931년에는 60% 가까 

J. 

“ 、

，爾?

‘LJ 't 

홉훌j 

o lkm 

맺~~짧1ι 

이 용 증가를 보았다22) 그림 4-13. 1917年댈의 新/舊 馬山. 新作路도 鐵道도 

馬山港을 起終點으로 삼았다. 

(일제시대 1:50,000 지형도) 

19) 將버 {j1띠1) ， 1940, “꽉州太願"， pp.96-114. 
20) 서 H ψ報， 1931년3월5일자. 

21) 서~ I::f I ~해， 1925년 11월 11 일자. 

22) 서 H ψ랩， 1931년8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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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1923년에 조선철도(주)에 합병되어서 그 경남선이 되었고， 진주를 중 

심으로 한 일대의 버스노선의 운행도 담당하였다. 물론 이 버스노선들은 진주에서 

방사상으로 뻗어 나가는 신작로망을 이용하고 있었다. 신작로가 간선교통의 역할 

부터 철도 연계교통로 역할로 전환된 것이다. 한편 철도개통과 동시에 병행구간의 

버스 운행(군북경유)을 중단하여， 마진간 버스는 반성， 鎭핑 경유로 하루 두편만 

운행하게 되었다23). 철도와 버스교통의 간선-지선 기능분담이 완성된 것이다. 

그림4-14. 二等道路馬山-(全南)右水營線 l或安都 那北附近. 慶全線과 位行.<촬영 =2003년8월〉 

1928년에는 조선철도12년계획에 의해 국철에 매수되어， 국철 마산선과 통합되면 

서 경전남부선이 되어， 전국적인 철도교통체계에 편입되었다. 이처럼 근대화 과정 

에서 마산-진주간이라는 항구-행정중심지간의 기간교통은 해운시대에서 해운-도 

로 병립시대， 그리고 철도시대로， 3단계로 변화되었다. 신작로는 해운 월등기에 있 

어서는 해운과 병립하여， 철도가 개통되면 철도에 대한 종속관계로 전환됨을 알 

23) 젠 B r~ 報， 1925년1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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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도로망 전체도 철도가 있는 것에서는 철도중심으로， 철도가 없는 곳에서 

는 포구중심으로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위의 사례는 시사하고 있다. 

이는 제4장에서 지적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도로망의 항구지향성으로부터 철 

도지향성으로의 전환을 미시적 측면에서 시사하는 것이다. 이하에서 각 세부주제 

에 대하여 사례를 조금 더 거론해 보고 싶다. 

2. 宜寧짧에 서 道路交通뽑.系 發達過程

I 조선시대에서 의령군의 기간교통로는 
- 조선시대-남강(정 | 
암진)중심의 체계 |남강이었다. 남강은 낙동강과 연결되어， 

·훌설중경펀휠S수 |하구가지 나갈 수 있는 하천이었다 의령 

그림 4-15. 宜寧都의 道路交通體系 變化過程.

에서 10리가량 떨어진 鼎岩律이 교통결 

절지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한말에서 일 

제시대 초기에 건설된 신작로도 역시 정 

암진을 기종점으로 해서 의령 읍내로， 그 

리고 각 면으로 뻗어 갔다. 즉 초창기에 

의령군청 손으로 만들어진 신작로는 정 

암진을 매개로 한 수륙연계형 교통체계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어 정암진을 나루로 건너 마진도로의 군북과 연결하도록 노선이 연장되었는 

데， 이 부분은 함안군 구역이라서 의령군이 아니라 경상남도청이 건설주체가 되었 

다. 이로서 마산 및 진주로 통하는 도로중심 교통체계가 구축되어 경남선 철도의 

개통으로 철도중심 교통체계로 탈바꿈했다. 이후 군북-의령읍간은 버스나 트럭도 

빈번하게 다니고 의령의 접근교통로 역할을 했는데 유일한 애로였던 정암진에도 

4절에서 언급하듯이 1935년에 정암교가 준공되어 이 체계는 한층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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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水運中心의 時代와 浦口連結형 道路體系

1. 港口와 新作路 交通體系

경상남도에서는 항구 및 포구 연결을 목적으로 한 도로가 동해안에 3개， 남해안 

에 7개(도서지역은 제외)가 있다. 기타 항구를 기종점으로 하지는 않지만 항구를 

거치는 노선도 약간 있다. 이들 연안부는 전통적으로 해운중심의 교통체계를 가졌 

고， 일제시대에도 상당기간 그것을 계승하였가. 

1) 경남 동해안의 항구연락형 3등도로 

동해안의 3개 노선은 모두 3등도로이며， 동래-대변선， 울산-장생포선， 울산-바 

어진선 등이다. 대변항은 구 機張둠의 외항으로서 지방항이지만 멸치 등 동해안 

최남부의 어업기지로서 번성하였다. 

이 도로는 우선 大邊港에서 기자읍까지 구간이 착수되어 군비로 1914년1월3일 

에 착공， 동 3월31일에 완공되었다. 나머지 동래-기장간의 도로가 1930년에 와서 

야 한해구제사업으로 비로소 공사가 시작하였으니24) 기장 대변항간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는데， 기장이 예나 지금이나 지역의 중심시장이었기 때문에， 항구와 

직결할 도로가 필요했던 것이다. 

즉， 전형적인 항구-내륙중심지형 (P-c형) 도로체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長生浦港은 일제시대 울산의 외항으로서 기능하였다. 본디 울산읍치의 외항은 

읍에서 대화강을 1krn 가량 하류로 내려간 新場基였지만， 토사 유입으로 인한 하 

상 상승으로 100톤이상의 선박계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일본인은 대화강 

하구 우안의 九井洞을 장생포라고 개칭하여， 항구를 구축하였다. 특히 한말에 일 

본의 3개 補願회사가 근거지를 만들면서 크게 번창하기 시작했다25) 동해안 항로 

가 기항하는 연안해운의 요충지이기도 했다. 

그래서 일찍부터 울산-장생포간 도로건설의 진정이 있었던 바， 한일합방 전인 

1910년6월 1일 道費로 착공되어 같은 해 11월20일 준공되었다26). 울산에서 경주사 

24) 東亞 日 報， 1930년 1월21 일자. 
25) 韓國度支部， 1900, “開港場 f 附近市場 f 經濟及交通關係"， pp.27-30. 
26) 慶尙南道， 1913, 慶南道勢要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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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방면으로 가는 간선도로(2등도로)가 제2기 치도계획에 와서야 국비 보조를 받 

아 완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울산에서는 주변중섬지로 연결할 간선도로보다 

항구로 연결될 선작로가 보다 중요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마디로 연안해운이 기 

간교통로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교통체계 구축이 이 시기에는 보다 중요했던 

것이다. 

울산의 또 하나의 외항이라 할 수 있는 방어진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방어진 

항은 장생포보다는 독립성이 있어， 독자적인 어항으로서도 발전하였다. 일제시대 

에는 關脫指定港으로 규정되었으며， 햇港공사 완공이후 휩山本府와 버금갈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27) 3등도로 울산-방어진선 (7.8km)은 1913년4월4일 착공하 

여， 1914년3월 12일 준공되었다. 이 노선은 중간에 兵營과 醒浦도 연결하는 울산의 

주요 교통축을 이루었다. 

이처럼 한말에서 일제 초기에 이루기까지， 동해안 지역에서는 각 군청소재지와 

항구를 연결하는 P-C형 선작로가 우선 건설되었고， 울산의 경우 나아가 내륙 각 

면소재지로 가는 노선도 건설되었다. 이후 1935년 동해남부선 철도가 전면 개통될 

때까지， 이 지역에서 간선은 어디까지나 연안 해운이었던 것이다. 

2) 사천만 지역의 항구연락도로와 九牛律

사천만에서 선작로의 기종점으로 선정된 항구는 선진， 삼천포， 진교， 구우진 등 

네 가지가 된다. 이 중 맨 먼저 개통된 것이 2등도로 진주-삼천포선으로 한일합방 

전에 개통되어， 이어 중간의 사천 죽천리에서 분기하여 선진항으로 이르는 3등도 

로 사천-선진선이 1912년 11월에 개통되었던 것은 제2절에서도 다루었다. 둘 다 

항구와 내륙중심지인 사천 및 진주를 연락하는 노선으로서 P-C형의 노선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한편 九牛律은 구 곤양읍의 외항으로서 사천만에 면한 포구였으며， 읍의 Ifj士용도 

존재하였다. 사천만의 나들목이라 물살이 가장 센 위치에 있어서 어장으로서 알려 

지고， 또 건너편 사천 주문리 사이에 도선도 있어 일본인 어민도 약간 살았다. 

또 한말 이후 삼천포항의 규모가 커지고 항구가능과 함께 사천군 지역의 상업 

중심지의 성향을 지님에 따라， 곤양 및 하동 지역에서 삼천포로 건너가는 유동이 

많아졌는데， 그 사이에는 사천만이 가로막고 있어서 육로로 가려면 사천읍 쪽으로 

27) 韓國度X部， 1900, “開港場 「 附近퍼場 「 經濟及交패關係"，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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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우회해야 했으므로， 사천만을 도선으로 가로지르는 경로가 취해졌다. 그 최 

단거리상의 나루가 구우진이었던 것이다. 

도선은 대안의 주문마을에 도착하여， 여객은 거기서 삼천포행 버스를 탔다. 해 

방 후의 증언에 따르면 구우진에서는 곤양 및 원전(곤명면) 방향으로 완행버스가 

다녔으며， 도선과 마찬가지로 1시간간격의 운행이었다28) 

진주 및 하동으로의 이 동은 

주로 이 육로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진주의 전통적 외 항인 선 

진으로 가는 도선도 있었지만，1니δ하} 
그 경로로 사천 및 진주로까지 

가는 유동은 드물었고， 오로지 

선진항 자체를 행선지로 하는 
2등도로 

유동만 그 경로를 사용하였다.1느;헬릎 
결국 구우진은 곤양 하동지 역 1" 도선 

특히 같은 사천군내인 곤양을 

삼천포의 경제권에 편입시키는그림 4-16. 꽤川灣 周邊의 道路交通體系 搬念圖.

진주 

역할을 하였으며， 그런 지리적 상황 때문에 3등도로 단성 구우진선이 계획된 것이 

다. 도로포장의 진전과 함께 경쟁력이 약화된 나루는 약 25년전에 폐지되었지만， 

지금 다시 같은 자리에 사천대교가 건설중이 있는 것은 지리적 여건상 이 같은 

교통축 수요가 불변함을 말해 준다. 

그런데 3등도로 단성 구우진선은 도로규칙 제정시 이미 경상남도가 지정하였 

지만， 그 건설은 상당히 지지부진이었다. 아간선격 2등도로인 마산 전남 우수영선 

의 院田과 곤양읍을 연결하는 노선은 초기에 완성되었는데， 거기서 멈춰 버렸다. 

1939년 자료단계에서 곤양←서포간이 연장 개통된 반면 서포 구우진간은 등외도로 

로 강격되어， 3등도로 단성-구우진선은 단성-서포선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제보 

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구우진 방면에는 충분한 교통유동이 있어서 3등도 

로로서 마땅한 것인데， 강격된 이유는 알 수가 없다29) 

단 해방전에도 버스가 다니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지금의 3등도로 넓이의 

28) 사천군 서포면 자혜리 구우진마을 주민제보. 
29) 慶尙 휩道， 1940, 慶尙南道 道勢一擾 1939年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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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꽃길은 해방 후에 건설된 것이라고 한다. 구우진은 선진이나 진교처럼 그 자체 

가 교역거점이 되지는 않았으며， 半農半뺑、의 마을과 주막집 몇 채만 있는 순수 통 

과지점이었다. 서포-구우진간은 단순한 포구 연락도로에 불과했음으로， 대안의 주 

문항 연락도로와 함께 등외도로 지위에 머물렀을 것이다. 

구우진 옆의 면인 하동군 진교는 섬진강 동부 배후이의 중심항구가 되었다. 

1935년 자료단계에서 3둥도로 辰橋-橫川선이 선설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상징하 

고 있다. 이 노선은 진교항과 2동도로 마산-(전남)우수영션을 직결시켜， 나아가 하 

동군 내부와 섬진강 유역에 연락될 진교의 배후지를 획기적으로 늘려 주는 신작 

로였다. 하동군에서는 별도로 남해로 연락되는 하동-노량진간 3둥도로가 1913년이 

라는 초기에 개통되는데 이 역시 항구 연락기능을 겸하였다. 

3둥도로 사천-선진선은 노선의 존재의의가 극히 약화도고 단성-구우진선은 아 

예 노선이 단축되었다. 삼천포는 오히려 항구기능의 집중이 시작해서 자체가 큰 

도시가 되었다. 이러한 삼천포의 성장을 상징하듯 일제말기에는 경부선 대전에서 

분기하는 간선철도(大三線)의 건설이 시작했지만 도중에서 8.15를 맞고 건설이 중 

단되었지만， 6.25 후에 진주-삼천포간은 영업을 개시하였다30). 

결국 사천만 일대의 교통체계는 처음에는 灣內에 전개하는 포구를 기점으로 하 

는 항구중심의 교통체계를 보였다가， 내륙의 철도 및 간선도로의 개통 및 항구 사 

이의 경쟁으로 인하여 인부 선택적으로 남은 포구를 제외해서， 내륙간선 중시의 

교통체계로 개편되어 갔다. 

30) 蘇交會， 1986, 朝蘇交通史， pp.239-잃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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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昆陽과 三千浦를 잊는 最短코스였던 꽤川蠻의 九牛澤 나루. 

지금 다시 꽤川大橋가 建設中에 있다. 꽤川都 西浦面.<촬영=2003년 10월〉 

그림 4-18. 幹線道路와 昆陽方面 培養線의 結節地이 던 院田(凰漢里). 解放
後에는 鐵道도 開通되었다. 때川都 昆明面.<촬영=200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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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洛東江 水運과 新作路

제1절에서 언급했듯이 낙동강은 경남지역 뿐 아니라 영남지방의 기간교통로였 

다. 그래서 하구로부터 可船 한계지점까지， 철도역에 해당되는 포구가 수없이 존 

재하였다. 포구는 자연 지역교역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따라서 전통적인 교통체계 

에서 중요한 결절지점이 되었다. 

일제시대에 들어가도 철도망과 자동차교통이 정비되기 전에는 낙동강 수운은 

계속 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심지어 三浪律 龜浦 慶館 등지에서 볼 수 있었듯 

이 철도와 수운의 연계수송이라는 새로운 교통체계로 발전되기도 했다. 그것은 신 

작로도 마찬가지여서， 도로규칙 公布에 따라 경상남도가 지정한 3등도로망에는 낙 

동강 수계 수운과의 연계를 고려한 부분을 散見할 수 있다. 또한 처음에는 없더라 

도 신작로 건설이 활성화되면서 포구 연락도로가 추가된 사례도 있었다. 이는 포 

구들이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건설이 필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들 포구연락도로는 지역간을 연결하는 신작로는 포구를 기종점으로 하기보다 

포구를 통과하는 형태로 건설된 곳이 많았다. 末布律(2등도로 거창-창령선) , 船律

(3등도로 영산-의령선)， 南답 上浦(3등도로 칠원-영산선)， 守山 (3등도로 부산-영산 

선)， 三浪律(1등도로 삼랑진-마산선)， 龜浦(3등도로 부산-영산선) 등이 그것에 해 

당된다. 포구 자체를 일차 목적지로 삼은 것은 2등도로 부산-하단선 및 3등도로 

창원-북면선， 3등도로 부곡-오호리선 등 3개였다. 

이하에 몇몇 사례를 들어 본다. 

1) 포구연락 자체를 목적으로 한 노선들 

a. 臨海澤(3등도로 부곡-오호리선) 

창령군(구 영산) 부곡면에 위치하는 臨海律은 영산을 대표하는 포구의 하나이 

며， 4, 9일에는 장터도 열렸다. 3등도로 부곡-오호리선은 임해진에서 부산방면과 

마산방면 양방향으로 나가는 길목을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른 3등도로처럼 

군청이나 행정중심지간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구 및 길곡면 소재지를 연 

결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지역의 관민의 집단민원이 성과를 거두어， 192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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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3등도로에 지정하였다31). 

도로 설계단계에서 지역유력자가 참여하여， 면민들이 농한기를 이용하여 자진해 

서 공사에 出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순수 지역발의형의 신작로였다. 자료에는 많 

이 나타나지 않지만， 중도에 추가된 3등도로에는 이런 지역발의형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이 사례는 일본인 주민의 주도가 아닌 주동자 이하 모두 

한국인이었다는 점에서 특펼된다. 2등도로 대구-통영선이 오호리 경유에서 남지경 

유로 변경하면서， 오호리-남지간 낙동강을 따라 가는 구간이 추가되었으나， 해방 

때까지 개통되지 않았다. 

b. 신천나루(3등도로 창원-북면선) 

창원군 창원읍에서 북면 신천나루에 도달하는 3등도로 창원-북면선도 같은 경 

우이다. 임해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면소재지에 3등도로를 공급한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종점이 면소재지를 2krn 정도 지난 낙동강가 포구가 되어 있다는 점 

에서， 역시 수륙연락교통체계 구축을 염두로 둔 것이라도 판단된다. 

c. 下端浦(2등도로 부산-창원선) 

하단포는 낙동강 최하류 좌안에 있는 포구이며， 구포와 더불어 동래부 물자공급 

의 입구이다. 또한 웅천방면으로 건너는 나루목이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江船과 

海船의 환적장소이자 포구장터로서 상업지구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개항 이후에 

는 부산 거류지로의 물자 공급기지가 되었다. 

경부선 개통과 동시에 상류에 구포역이 생기면서 구포로 번영의 중심이 옮겨가 

기도 하였으나， 계속 어염 및 나무의 집산지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부산 거 

류민들도 하단의 경제적 가치를 중요시하여 낙동강의 영향권을 부산의 상권으로 

접목시키기 위해 거류민단이 독자적으로 부산-하단간 선작로를 건설하기로 하였 

다. 거류민단이 부산부윤에게 진정한 결과， 부내 구간은 부의 사업으로 하고， 나머 

지 구간도 총독부의 보조금(1만엔)을 받고， 또 거류민단 자체로 출자하여 공사를 

실시하게 되었다32). 

이 도로는 2등도로 부산-하단선으로서 1912년 12월5일 착공되어， 익년 7월25일 

완공되었다. 이로서 낙동강의 수운은 그 말단에서도 부산항과 부산 시가지로 연결 

31) 東亞 日 報， 1928년 12월23일자. 
32) 慶南 日 報， 1911년 5월 11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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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낙동강 수운이 명맥을 유지하였던 시기에는 신작로가 수륙연계형 교통 

체계의 일부분을 구성하도록 계획 건설된 경우를 볼 수가 있었다. 또한 제 1절에서 

지적했듯이 창령-적포， 영산-오호리， 의령-정암진， 구포-김해 등 간선도로라도 도 

읍-포구간의 노선이 초창기에 선행 건설된 사례가 많아서， 낙동강가의 대부분 고 

을들이 먼저 포구지향의 교통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신작로망이 그 시대마다의 교통결절구조를 반영하고， 또 그 일부로서 조 

합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4-19. 臨海連 浦口의 現在 모습. 지금은 작은 農村에 不過하다. 昌寧都 吉감面. 

<촬영 =2003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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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동강과 지류의 포구를 경유하는 신작로 

뿔~20 靈~50 뿔~100 
(단위: 회/일， 1931 년 현재) 
* 밑줄이 있는 나루는 후에 교량 건설 

200~ 

1 등도로 
2등도로 

3등도로 
」-「LEC그드그 C그} 

미개통 

그림 4-20. 慶尙北道 新作路으1-部로 認定된 i度船場 分布와 運行頻度 (資料 : 慶尙南道 土木

要寶， 1931 年版).

신작로가 그 노선구간 중에서 가항수로를 도하할 경우， 원칙적으로 포구가 존재 

하는 장소를 골랐다. 경제적 효과와 교통결절성을 제고하여， 도선 등 도하설비를 

기존의 것으로 충당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선에 관한 공식기록이 남아 있는 

1931년만 해도， 그림처럼 도로시설물로 인정되어， 도로관리청의 관리하에 놓인 도 

선장은 경남에 127R소나 있었다33). 신작로는 예산 관계상 수심이 충분한 강에서는 

도선(노룻배)를， 乾川에서는 잠수교를 설비하는 것이 기본방침이어서， 교량 가설은 

33) 慶尙南道， 1931, 慶尙南道 士木要寶， 1931年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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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경우에 한정되었다. 그것도 초기에는 임시로 제작된 木橋가 많았다34) 

교량은 당시로서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서 아주 선 

택적으로밖에 개설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교량의 개설은 주변의 교통체계를 일변시 

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섬지어 중심취학까지 변화시킬 수도 있다. 한강인도 

교의 개통으로 1등도로 경성 부산선이 광나루-광주 경유로부터 노량진 수원경유 

로 변경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하에 나루터를 겸한 포구의 대체수단으로서의 교량건설과 도로교통체계에 미 

친 영향에 대해 사례를 검토해 본다. 

a. 德、村나루와 南듭橋 

조선시대의 대로 중 영남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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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은 또 大東地志에 나오는 영 
그림 4-21. 2等道路 大邱-統營線 洛東江 漫河地點

變化. 남대로의 분기선으로서， 유곡역에서 

갈라져서 상주， 개령， 성주， 현풍， 칠 

원을 거쳐 통영으로 가논 길에도 일치하였다. 대동지지에는 이 지역의 간선교통로 

를 현풍-남지-상포-칠원과 현풍 영산 오호리 칠원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자는 중간의 고을을 외면하고 통영으로 직통하는 군사적 노선의 성격이 컸으며， 

지역의 기간도로에서는 당연히 창령， 영산 등 주요 도읍을 지나가는 후자였다. 후 

자와 낙동강이 교차하는 오호리는 예전에 松j벼라고 불리어서 영산현의 조세를 실 

어 나가는 조창의 소재지였다36) 

하여간에 현풍-창령-영산-칠원을 축으로 남북으로 오가는 육상교통로는 경남 

중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간선도로였다. 주목할 것은 영산 칠원간의 경로가 

34) 慶때 l휘道， 같은 책. 

35) 金止펌， “大東地JL-; ” 卷27 ， 탠 랜-考. 

36) “짧山힘談 山川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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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2등도로 지정당시의 경로는 영 

산 칠원간을 직결하여， 낙동강|한 … -

도하지점은 덕촌나루였다. 이L 

경로는 조선시대의 우로 시절 

부터 택한 길이어서， 비록 낙동 

강에 가교되지는 않았지만， 종 

래의 덕촌나루를 그대로 사용k>' 
1싱 

하였다작한 
‘ -

나루의 우안(칠원측)에 있는벼 、，휠L 

덕천리도， 좌안(영산측)에 있는 철 %넓% 

:á湖甲-도 전형적인 도진취락에 엇γ' ... 
었으며， 포구로서의 기능은 71-꺼 ’ 

하지 않았다. 오히 려 이 부근에 l … 

서 포구의 기능이 강한 것은 

南담(上浦)였다. 이곳이 번장핸 

이유는 영산읍의 외항이기도 

했고 또 낙동강과 남강의 합류 

지점 부근에 위치하여， 大船에 

서 中船 이하로의 환적지점이 

었다는 점 등에서이다37) 일제 I ';“ 
시대만 해도 객주집과 주막들 

이 즐비했었다 1/ 
국가에서 지정하는 2등도로f / 

는 이 남지 를 무시 한 채 영 산 1- 써 

칠원-마산간의 최단거리를 택 

하였지만， 1928년에 와서 경십서평 

남도는 영산 남지-칠원간을 등· 

외도로에서 3등도로로 승격사 

(1 

.. 1 

. 德村澤. J或安那 j奈北面. (일제시대 1:50,000 지 켜， 남지를 도로망에 포섭하였그림 
형도) 

37) 김재완， 1999, “ 19세기말 낙동강 유역의 염 유통 연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pp. 1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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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8). 더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33년이었다. 1931년에 착공된 남지교가 개통된 

것이다. 이 교량은 당시 최신기술인 철골 트러스식의 교량이며， 걸이 390m, 폭 

6.0m로 지방비 25만엔을 투입하여 건설되었다. 국고보조 없이 이 거액사업을 해냈 

다는 사실이， 지역사회에서 교량건설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말해 준다. 1933년 3 

월9일의 개통식에서 의식에 이어 맨 먼저 축사를 읽은 것도 경남 도지사였다39). 

남지교의 개통에 앞서 1932년 8월5일부로 2등도로 대구-통영선은 덕촌나루 경 

유에서 남지교 경유로 변경되었다. 동시에 3등도로 영산-칠원선은 폐지되어때)， 덕 

촌나루 경유의 도로는 거꾸로 3등도로로 강격되었다. 1938년자료 단계에서는 이 

도로는 아예 3둥도로에서도 삭제되었고 이 노선과 덕촌나루에서 연결하던 3등도 

로 부곡-오호리선도 노선을 남지까지 연장해서 3등도로 부독-남지선이 되었다. 

결국 교량건설에 의해 교통체계 자체가 변화되어， 결절지도 이동한 사례이다. 

1935년 자료에서는 또 합천-남지간에 3둥도로가 새로 지정되면서 남지는 신작로 

가 十字로 교차하게 되어 남지교 및 남지의 구심성이 보다 제고되었음을 짐작하 

게 한다. 

38) 朝蘇總督府官報， 제475호， 1928년7월28일자. 
39) 每 日 申報， 1933년3월 11 일자. 

40) 조선총독부관보， 제 1683호， 1932년 8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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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德村마을. 막바지에 보이는 提防 넘어 나루가 있었다. (二等道路

大邱-統營線의 舊 經路) 威安都 ;泰北面<촬영=2003년8월〉 

그림4-24. 南듭橋 (二等道路 大邱-統營線) 昌寧那 南듭뭄.<촬영 =2003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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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三浪達과 守山達

삼랑진은 낙동강가의 포구취락으로， 또 밀양강으로 북상하는 선박의 환적지점이 

기도 했다. 1905년에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고， 이어 마산선의 분기점이 되면서， 철 

도교통의 요충이 되었다. 철도의 삼랑진역은 원래의 삼랑진 포구와 떨어진 장소에 

개설되었기 때문에 ‘신삼랑진’으로 구별된다. 

구 삼랑진에도 철도건설자재를 양륙하기 위해 낙동강역이 생기면서， 수륙연계형 

교통결절지점이 되었다. 한일합방 이후 도로규칙에서는 1등도로 삼랑진-마산선이 

지정되어， 철도와 병행하는 서울-마산/진해간의 간선도로로서 계획되었다. 단 이 

신작로는 철도처럼 구삼낭진을 기점으로 하지 않고 경부선 삼낭진역에서 바로 강 

가에 나와서 도요나루로 낙동강을 건너서， 도요마을， 김해의 生鐵里， 鳳林및， 安 1': 

및를 거쳐 밍j洞및에서 3등도로 부산-영산선과 합류하게 되어 있었다. 철도 노선은 

연약지반을 다녀서 항상 지반침하에 시달렸기 때문에 구릉지대의 병도 경로를 선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1등도로는 1922년 자료에서 

창원읍-마산간 1.2리(약 4.7km)를 건설한 

데 머물어， 1933년 자료시점에서도 밀양군없산 

내에 2.2km의 미건설구간을 남기고 있다. 

1932년도판 “擾尙南파 十.木뀔贊“의 부도j 
l.J' .... 진형 

를 보면， 아직 도요나루에서 신삼랑진 구‘ .. 

5km 
L---...J 

• 원래 삼랑진에서 
1 등도로가 분기 

• 삼랑진 구간은 
개통되지 않고， 
수산， 구포나루 
로 대체 

• 1933-35년 구포 
에 교량가설 

·조선도로령에서 
구포 fI: • 

국도롤 진영경유 
로 변경 

요나루)도 배는 다니지만 도로 도선장으그림 4-25. 三浪達 附近의 新作路 交通網 燮遺
로서 인정은 안 되고 있었다41). 

김해군 부분은 김해군이 군내 생활도로로서 독자적으로 건설을 끝냈는데， 밀양 

쪽은 건설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이 노선이 마산선(경전남부선) 철도와 

완전히 병행하는데다， 밀양-창원간은 별도로 수산포 경유의 3등도로가 이미 있었 

고， 그것이 훨씬 단거리였기에， 필요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사려된다. 제보에 다르 

41) 慶尙i꿔펴， 1932, 慶尙펴펴 1 .. 木맞應， 19321r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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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말은 1등도로이지만 도로 폭은 3등도로 수준이었다고 하여 가건설만 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1등도로 건설목적의 하나였던 부산-마산간의 교통은 3등도로 부산-영산선 

을 경유하는 것이 훨씬 가까웠다. 이 3등도로는 처음에는 도로계획이 없었다가， 

20년대에 새로 추가된 것이다. 참고로 밀양에서는 역시 철도병행구간인 1등도로 

경성-부산선의 밀양-유천-경상북.-..--.--------.. ‘’ 

도계구간， 그리고 3등도로 울산-밀 

선의 산내면-시계구간도 1939년자 

도청도， 군청도 관심을 가지지 않 

던 삼랑진은 끝내 신작로가 건너지 

못했다. 

김해 군내구간은 생림면과 한림면仁끼. , 까 
을 중심으로 한 지역생활도로가 되었I .'.‘ f ‘ 

| γ t ‘ 
다. 단 인근 마산선의 한림정역이， 구| i r : 
포대교 개통까지는 김해읍의 현관 역| f- f 
할을 하여， 버스도 다녔다. 한림정에 

그림 4-26. 守山澤(일제시대 1:50,000 지형도). 密
는 3등도로가 연락했는데， 이 역시 

陽市 河南뭄. 
부근의 1둥도로 삼랑진-마산선의 존 

재의의를 무력화시키는 교통유동이었다. 현재 이 생림-명동간의 지방도는 한림정 

을 지나가도록 우회하고 있다. 원래 1등도로 삼랑진-마산선상에 있었던 이북면 사 

무소도 해방후에는 한림정역전에 이전하여 면 이름도 한림면으로 바꾸었다. 

삼랑진의 도로교는 6.25 후 경전선의 구 교량을 재활용해서 비로소 개통되었다. 

철도노선을 본따서 만들어진 병행노선이 사실은 지역의 교통실정에 맞지 않아， 

버림을 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守山浦는 삼랑진보다 낙동강을 따라 상류에 위치하는 포구로 밀양 屬縣인 수산 

현의 소재지였다. 예로부터 김해， 밀양지역의 수륙복합형 교역장이었다43). 원래 신 

42) 慶尙南펴， 1940, 慶尙南還 道勢← ·班 19391V- 版.
43) 新增東國뺏地勝贊， 卷之26 密陽쉽1)짧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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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로의 계획이 없었다가 후에 3등도로 부산-영산선 3등도로 진영-밀양선이 추가 

로 지정되어， 또 건설되면서 지역 육상교통의 일대 결절지로 변모하였다. 노선의 

존재의의 자체가 사라진 삼랑진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부산에서 쫓단배나 평저선도 올라오고 수산은 포구 장터로서 지금보다 훨씬 인 

구가 많았다. 지금도 밀양시 남부의 상업중심지로서， 3, 8일에 강가 시장통에서 5 

일장이 열리고 있다. 

신작로가 정비된 다음에는 부산상인과 마산상인이 육로로 몰려들고， 밀양， 창령 

지구의 물자수요를 충족시켰다44). 버스와 트럭이 수없이 오가며， 수산 나루도 차 

를 실을 수 있는 배들의 왕래가 있었다. 공사는 빈번하게 중단되어， 결국 교각과 

상판 세 3만 완성된 채 해방을 맞았다. 

이 다리가 준공된 것은 6.25 직전 밀양선출 국회의원의 힘에 의해서였다. 그러 

나 도로망은 이미 수산교의 건설을 전제로 수산 중심의 체계로 바꾸었고， 삼랑진 

의 지위를 완전히 빼앗은 것이다. 삼랑진은 그저 철도와 수운의 결절지였다. 

그림 4-27.6.25 後 地方道로 轉用된 三浪澤鐵橋. 강 건너는 舊 삼랑진， 오른쪽이 
現 慶全線 鐵橋<촬영=2003년 10월〉 

44) 창원시 대산면 일동리 수성마을(수산나루의 우안측 나루터) 주민제보. 

- 175 -



. 
‘ 

그림 4-28. 揚水場 建物 자리가 도요나루터였다等道路 三浪澤-馬

山線은 -르 여기서 끊기고， 私設의 j훌船으로 對뿜 신삼랑진으로 건 

녔다. 이 區間은 나루가 있어도 道路로 認定되지 않았기에， 繼續 未
開通區間으로 남았다<촬영=2003년 10월〉 

그림 4-29. 守山橋. 對뿜 高水數地에 보이는 마을이 守城마을이다(三 

等道路 숲山-靈山線). 密陽市 下南뭄<촬영=200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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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지금도 緊榮하는 守山 장터 (3.8일) <촬영 =2003년 10월> 

C. 未布達과 船達

적포진은 경상남도 안에서는 낙동강에서 

위치하는 포구이다. 좌안은 합천군(구 草浚)， 우안은 창령 

군이다. 적포는 조선시대에 現負과 포구장터가 있었 

만큼 창령군의 ‘외항’ 역할도 하였고， 따라서 군내에서 7 

장 먼저 개통된 선작로도 창령읍-적포진 사이였다. 

대안의 초계 쪽도 역시 읍의 외항 격이었으며， 일제시 

대에는 소속하는 춤德、面의 지소와 파출소가 있을 정도 

포구장터가 켰다. 상적포， 중적포， 하적포의 세 개 마을이 

있었는데， 그 중， 나루와 객주집들이 있었던 곳은 하적 

(현재 배수장이 있는 위치)였다. 제보에 따르면， 신작로 

등도로 거창-창령선)의 도선장으로서 철선이 수없이 

녔고， 한편 부산(하단， 구포)로 가는 짐선도 기항했었 

다45) 

일제시대인 1935년에 적포교가 낙성되었는데， 지형상그림 4-31. 未布澤. 맨 
밑 나루 位置에 *布橋

45)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 중적포마을 주민제보 가 架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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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2km가량 남쪽인 적교마을 부근에 

다리가 생겼다. 이후 구 적포진은 나루L합천 

기능을 상실했다가 6.25 때 미군의 폭격 

으로 다리가 파괴되어 60년대에 복구되기 

까지 다시 나루 구실을 했었다고 한다46).1-2등도로 

적포교는 부산의 상인들이 합천지역을1 5뚫론 시닙P\ 
-，。역 '~L 상. 

자신의 상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계속 박진 
| ι댁m T 의 령 J/ \시 

가설 청원을 했었던 바 있다47) 이는 당세 」ζr
u

| 남지 

선작로가 철도와 함께 항구의 배후세력 
그림 4-32 未布達 박진부근의 道路交通體系와 

신장의 큰 관건이 되어 있었음을 말해 준背後都市. 

다. 

• 

산
 

여
。
 

이처럼 다리의 존재는 도로노선의 형태를 바꿀 정도로 중요한 요소였다. 교량건 

설이 한정적으로만 이루어진 당시에는 특히 교량이 어디에 건설되는지에 따라서 

지역교통체계도， 심지어 지역경제거점까지도 옮겨 간 것이다. 또 다리가 건설된 

시기로 해당 노선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적포진의 약 10km 하류， 장령군(구 영산)과 의령군 사이에는 船律48) 이 있었다. 

이곳은 3등도로 영산-의령선의 경로였는데， 광역간선축은 아니고， 영산-의령간 특 

히 남지와 선반리 사이의 국지교통이 중심이었기에 최근까지 교량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전에는 도선이 오가고 있었으며， 좌안(의령측)은 박진마을， 우안(영산 

측)은 박진나루가마을(제방 축조로 인하여 폐촌)에서 배가 나왔다. 배는 양쪽에 

한 척씩 있었으며， 부정기적으로 운행되었다. 신작로는 일제시대부터 나루가까지 

연결되었으며， 버스도 다녔다. 예전에는 버스도 건네주는 배가 있었지만， 승객의 

감소와 비용상승으로 30년정도 전에 소형선으로 바꾸고， 버스는 양쪽 나루에서 회 

차하게 되었다. 지금은 다리 위에 다시 완행버스가 다니고 있다49) 

46)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 중적포마을 주민제보 
47) 삼 H 中報， 1933년 1월 12일자. 
48) 현재 명칭은 船律이지만， 경상도 펀誌를 보면， 의령쪽은 朴律， 영산쪽은 ，t l、只유律이라 

송L 

49) 창령군 남지읍 윌하리 박진나루가마을 주민제보. 

- 178 -



그림 4-33. 草逢(陳JII) ift-布澤 터. 洛東江 對뿜은 昌寧. 昌寧都은 먼저 

여기에 新作路를 만들었다.(二等道路 巨昌-昌寧線) <촬영 =2003년 10월〉 

그림 4-34. 나루보다 훨샌 下流에 만들어진 走布橋. 舊 橋梁 꺼훌述이 

現 橋梁왼쪽(上流)에 보인다.(二等道路 巨昌-昌寧線)<촬영 =200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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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5. 洪水로 사라지고， 高水數地가 된 옛 박진나루터마을. 나무 밑 

에 아직 집의 浪述이 있다. (三等道路 靈山-宜寧線) <촬영 =2003년 10월〉 

그림 4-36. 高水數地 안에 남겨진 新作路는 비포장시대 그대로이다. (三

等道路 靈山-宜寧線) <촬영 =2003년 10월〉 

- 180 -



d. 龜浦

구포에는 3등도로 부산-영산선이 통과하게 되었다. 구포에는 이미 경부선 철도 

가 있었기에， 포구연락용이라기보다 김해읍 및 창원 마산방면으로 연락하기 위한 

도로였다. 구포는 사실상 김해의 현관문이 되어， 더욱 번창하면서， 1935년자료 단 

계에서는 3등도로 양산-구포선이 새로 설정되기에 이르러， 또 1933년에 부산-영 

산선상에 폭 8m, 길이 1 ，050m의 洛짜橋교가 개통되면서 구포의 교통결절성이 더 

욱 강화되었다5이. 

그림 4-37. 1932年 完工된 龜浦大橋(가운데). 2003年9 月 風융風으로 -部 늄념 

壞되기까지 使用되었다. (三等道路 품山-靈山線) <촬영 =2003년 10월〉 

50) 짧尙i꾀追， 1938, "현 범:業漸況"，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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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5절 鐵道의 登場과 鐵道훌훌中心의 遺路體系

현재 함안군은 1906년에 함안읍 

칠원읍이 병합되어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약간의 변동을 거치면서 지 

금 행정구역의 모체가 만들어졌다 

함안면에도 3둥도로 진동-함안선 

및 3동도로 함안-칠원선 등 신작 

가 순차 개통되었지만， 이는 이들 도렐 홉 .L ，t ‘렬 f ‘앓 
로가 十字로 교차하는 가야의 중심rì .i 

I .. ι 繼\
성을 더욱 제고시켰으며 교통결절지| i ?‘ lk앤 ‘ 
의 기능은 가야로 옮겨갔다. 다만 3 

그림 4-38. 威安물과 威安隨(빼椰)의 位置關係.
등도로의 기종점이 가야가 아니라(일제시대 1:50，000지형도) 

함안으로 존치된 것만 예전의 함안 

면의 중심성을 상징하고 있다. 1923년에 조선철도 경남선이 함안역을 가야에 설치 

하면서， 함안이 마산의 상권에 완전히 편입되는 동시에， 상업적인 중심성마저 가 

야로 옮겨가 버렸다51>. 군내의 버스도 가야를 기종점으로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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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9. 宜寧물-鼎岩達-郵北훌훌의 位置關係.(일제시대 1:밍0，000 지형도) 

이러한 상황에서， 1930년대에 들어서 함안군청의 가야로의 이전문제가 거론된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31년에 군청사의 노후화로 개축을 결정했을 때를 계 

기로， 군의회 李鉉覺의원 등은 군청을 함안역전으로 이전할 것을 당국에 요청하였 

다52>. 이어 이전의 촉구하는 군민대회까지 열렸다53>. 결국 이미 공사에 착수된 단 

51) 1돼應總督府， 1926, “市街地(7) 1해械"， pp.285-286. 
52) 젠 EJLþ 報， 1931년9월3일자. 
53) 젠 1:l 1 \J報， 1931년9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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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라서， 원래 위치에 새 청사는 지어졌지만， 행정기능을 교통결절지로 이전하는 

것이 지역사회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었던 사례이다. 신작로와 철도가 결합된 교 

통체계가， 군단위의 중심지 기능을 이전시켜 버리는 큰 힘이 된다는 사례이다. 결 

국 함안군청은 해방 후 1954년에 가야로 이전하였다. 

같은 함안군의 같은 마진도로변의 교통결절지인 군북의 경우는 가야하고 약간 

차이가 난다. 군북은 함안의 한 면소재지에 불과하지만， 조선시대에는 함안에서 

진주로 가는 길과 의령으로 가는 길의 분기점이어서， ‘宮北市’라는 장시가 존재하 

였다54). 신작로가 생기면서도 여기서 3둥도로 의령-군북선이 분기되어， 마산 및 

부산과 의령을 연결하는 최단경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이 교통결절지로 

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노선의 총 연장은 11.4km이었다. 1923년에 조선철도 경남선이 부분개통되었을 

때， 먼저 마산-군북간만 개통시킨 것도 군북의 이러한 지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 

다. 조선도로령 공포에 따라 군북에서 함안읍으로 가는 길도 지정되어(미성)， 지도 

상에서는 군북이 4거리 형태가 되었다. 

군북에는 시가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나， 지역중심지로까지 성장하지는 않았 

다. 가야처럼 아예 의령읍의 중심지기능을 흡수해 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양자는 소속하는 군이 달랐기에 물리적으로 중심지 기능이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 

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군북은 일정한 발전을 보이면서도 의령의 현관문으로서 

의 지위를 감수해야 했다. 

의령-군북간은 이처럼 자체 철도교통을 가지지 않는 의령읍민에게 가장 중요한 

길목이었지만， 남강가의 鼎嚴律은 獲船 연락이어서 특히 증수기와 결빙기에는 교 

통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군의 관민은 교량 건설을 일찍부터 주장해 왔지 

만55) ， 1933년에 드디어 착공하여， 총 공사비 20만엔(모두 지방비)으로 1935년 6월 

에 드디어 완공되었다56) 

이들 사례는 간선도로가 주변 고을에 분기선을 만들고 하나의 교통체계를 만들 

면서， 그 결절지의 중심성이 제고되어， 간선기능이 철도로 대체되면서 중심지가 

아예 옮길 정도로 그 기능이 비약적으로 제고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었다. 간선철 

도의 개통으로， 신작로는 간-지선 양면의 기능으로부터 지선기능에 특화하여， 철 

54) “威州誌”의 기술에 따름. 조선후기 함안읍지도에는 ‘都北市’로 표기되어 있다. 

55) 中外 日 報， 1929년2월17일자. 
56) 朝蘇中央日報， 1935년6월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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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배후지를 늘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림 4-40. 鼎岩橋. 鼎岩達은 한때 宜寧都의 交通中心地였다. (三等道

路 郵北-宜寧線) <촬영 =2003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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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威安面內. 都廳도 떠나고 그저 閒寂한 面所在地이다.(三等道 

路 鎭東-威安線) <촬영 =2003년8월〉 

그림4-42. 馬폴道路와 l或安羅이 立地하면서 때n椰는 舊뭄 代身 j或安의 

中心聚落으로 成長하였다. (二等道路 馬山-右水營線) <촬영 =2003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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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節 行政區域 改編에 따른 道路體系 變化

1. 舊몸 聚落과 關聯된 道路體系 變化-慶尙南道의 경우 

도로규칙에 의하여， 도로망이 제정된 것은 1912년의 일이었다. 따라서， 도로체계 

는 1914년에 시행된 군단위 이하의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도시체계를 반영하고 

책정된 것이다. 특히 도로규칙 중， 2등도로 및 3등도로는 군청 소재지를 기종점으 

로 하도록 노선이 선정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 이후는 그 도로 

지정의 명분 자체가 상실될 경우가 생겼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정구역 개편에 맞추어서 도로망을 전면개정할 일은 없었다. 

도로망은 이미 법령으로 공포된 상태라서 변경이 어려운데다 행정구역이 형식상 

통합되었다고 해도 군청 기능이 없어진 구 읍치들이 하루아침에 그 인구나 기능 

을 축소시킨 것은 아니고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굳이 변경할 필 

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통결절지가 되거나 상권중심지 등 군의 부중심지 

기능이 유지된 구읍이 아니면 세력이 쇠퇴하고 일개 면소재지에 불과하게 된다. 

그럴 경우 예정된 신작로 건설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노선변경이 생길 경우가 있 

었다. 경상남도에서는 행정구역의 통폐합에 따라 31개 존재하던 군이 197ß 군과 
2개 부(시)로 재편되었다. 이 때 언양， 기장， 웅천， 영산， 진해， 칠원， 거제， 초계， 

삼가， 안의， 단성， 곤양 등 12개 군이 흡수 소멸되었다. 

이하에 구읍과 도로의 관련에 대해 몇 개 사례를 살펴본다. 

1) 三嘉

삼가는 호구총수 단계에서 인구 16，872명， 1909년 인구조사 시점에서 37，377명의 

인구를 가지는 경남 서부 산간지역에서 중심도읍 중 하나였다. 그러나 1914년 합 

천군에 통합되면서 행정중심지 기능은 상실하여 단지 국지적인 상업중심지로서의 

역할만 남게 되었다. 

3등도로 居昌-三嘉線은 거창군 소재지인 거창과 삼가군 소재지인 삼가까지 연 

결될 총 36.6km의 신작로이다. 이 노선은 1912년 도로규칙 제정당시부터 3등도로 

로 지정되었지만， 거창 쪽의 4.3km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개통될 기미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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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그나마 개통구간도 2등도로 거창-창령선과의 중용구간이었기에 통계상 개 

통으로 처리되어 있을 뿐， 이 노선을 위해 개통된 것은 아니었다. 

이후 합천군내에서는 삼가-가회면간 거창군내에서는 약간 경로를 변경한 다음 

거창-남상면간만 개통되고 해방을 맞았다. 이는 이 노선이 구 군청소재지간을 연 

결한다는 3등도로의 목적을 앓고 실질적으로 각 군내의 생활교통로로 변질되었다 

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를 기술하는 당시 자료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보아서 산간도로를 건설해 

서까지 삼가-거창간의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삼 

가는 행정구역 통폐합 때 합천군에 통합되어， 지역의 행정중심은 합천에 수렴되었 

다. 면단위 인구로 비교하면 오히려 삼가가 합천보다 크지만， 중심취락의 크기로 

비교하면 이미 삼가의 중심성은 면소재지의 그것이며 합천은 군 전체의 중심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통결절지로서의 기능도， 합천이 2등도로 거창-창령선， 3등도로 합천-고령선， 3 

등도로 진주-합천선이 겹치는 지역의 요충인 반면 삼가는 거창-삼가선이 개통되 

지 않는 이상 한 3등도로의 통과지점에 불과한 것이다. 삼가 주변의 교통결절지는 

10km 가량 남으로 내려간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와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로 이 

동하고 있다. 

2) 草漢

합천에 통합된 또 하나의 고을은 草漢이다. 1913년의 자료를 보면， 의령-초계간 

의 3등도로가 설정되어， 가건설이지만 일부분(1T)만 폭 2.3간으로 건설되어， 의령 

군 쪽에서 건설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57) 공사 시 행자는 각각 초계군 

청과 의령군청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이 노선의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결국 합천군에서는 행정구역이 통합되면서 처음에는 도로망 체계가 구 행정구역 

을 기초로 만들어졌지만， 행정구역의 개편과 그에 따른 중심지 체계의 변화로 인 

하여， 소멸 혹은 미착공 등의 방법으로 통해 교통체계를 변화시켜 간 모습을 읽을 

수가 있다. 

57) 慶尙南道， 1914, “朝蘇總督府 慶尙南道 道勢要寶 大正2年度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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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成長이 멈추어 버린 舊뭄 퓨城(山淸都 판城面). <촬영 =2003년 

10월〉 

그림 4-44. 鏡湖江 넘어， 幹線道路가 通過하면서 f규城 代身 緊昌하게 된 

下丁里 院릅洞(山淸都 新安面). <촬영 =200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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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城 

그림 4-45. 日帝時代 地圓上의 판城(산청군)과 下丁里 院듭洞.2等道路 尙州-쯤州 

線은 鏡湖江(梁)1 1) 左뿜을 지난다.(일제시대 1:50,000 지형도) 

단성읍은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하여 산청군에 통합， 군의 명칭은 사라졌다. 원래 

는 경호강의 선박 가항 가장 오지였으며， 지리산 동부의 중심취락으로서 면화 거 

래의 중계지로서 번성하였던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전에 책정된 도로망 계획에서 

는 단성에는 3등도로 단성-구우진선， 3등도로 단성-하동선， 3등도로 단성-의령선 

등 단성읍을 기점으로 3방으로 나가는 도로가 계획되었고， 경호강을 건너 하정리 

원지동에서는 2둥도로 상주-진주선과도 연결하면서 하동， 곤양， 산청， 진주， 의령 

등 5개 방향과 신작로가 계획되었다. 

그러나 산청군과의 합병으로 단성의 행정적 중심성은 저하하여， 또 지역의 간선 

도로인 2둥도로 상주-진주선이 경호강 대안인 하정리 원지동을 통과하면서， 간선 

교통 결절지로서의 지위도 빼앗겼다. 현재 모습을 보아도 단성보다 하정리 원지 

(신안면)이 훨씬 시가지가 큰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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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까닭에， 신작로가 계획은 되었지만， 간선도로인 2등도로 외에는 건설이 

지지부진하였다. 3등도로 단성-구우진선은 본디 단성읍에서 곤양읍， 그리고 사천 

만의 구우진 포구를 연결하는 신작로로서 계획되었다. 그러나 별항에서 설명한 이 

유로 서포-구우진간은 삭제되었고， 오랫동안 2등도로 마산-(전남)우수영선과의 교 

차 지점인 원전(곤명면)에서 곤양까지만 개통된 채 진척이 없었다. 당초 목적과 

달리 사실상 마산-(전남)우수영선에서 분기하고 곤양구읍을 연계하는 지선(J-C형) 

역할을 한 것이다. 

1938년 단계 자료에서 비로소 곤양-서포간이 건설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나머지 

구간인 단성-원전(곤명면)간 16.0km은 미개통으로 남은 채 조선도로령에서는 지 

방도에서 탈락되었다58). 도로령에서는 단성-원전(곤명면)간은 수독면 대신 왕종변 

경유가 되고， 단성-왕종 사이는 지방도 단성-하동선과 重用하게 되었다. 더구나 

같은 1938년자료 단계에서는 단성에 모이는 3등도로 하동-단성선 및 3등도로 의 

령-단성선도 각각 9.0km(단성-왕중)과 10.0km(신안-생비량)의 미개통구간에 있는 

데， 그것이 모두 단성읍 부근인 것이다. 

도로규칙 제정당시에는 아간선인 2등도로 상주-진주선도 합하여 5개 노선이 단 

성에 모여서 교통결절지가 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영산이나 진동 등 군청 기능 

이 없어지더라도 교통결절지로서 명맥을 유지할 구읍도 있지만， 단성의 경우 결절 

될 도로 자체가 일제 말기까지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기회를 잃어 버렸다. 

이상과 같이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행정중심지 체계의 변화는 결국 도로체계의 

변화에 이어지는 사례를 보았다. 이러한 장소로는 따로 熊川을 거론할 수 있다. 

한편으로， 시군통합 이전에 책정된 도로망대로 신작로가 건설되면서， 비록 군소재 

지의 기능은 상실했지만 교통결절지로서 일정한 번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구읍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安義， 靈山， 彦陽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결과적으로 신작로의 도로망은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도시체계를 전해 주는 殘

影 역할을 해주고 있는 면이 있는 동시에 국지적으로 일어난 도로망의 변경은 지 

역의 중심지체계의 변화를 반영해 주고 있는 거울인 것이다. 

58) 慶尙南道， 1938, "道事業擺況"， pp.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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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新作路가 中心地 變化를 主導하는 경 우 

이미 몇 번 언급했듯이， 철도나 항구， 포구의 존재는 교통체계 및 도시(취락)체 

계를 형성하는 데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신작로는 변화된 체계에 맞추어서 노선 

을 바꾸어 가는 종속적인 모습을 보인다. 

다만 선작로가 유일한 간선교통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예외적으 

로 신작로 자체가 중심지구조를 형성하는 지렛대가 된다. 경남 지역에서 도로가 

독점적인 교통수단인 지역은 서북부의 산간지역， 즉，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등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의 결절지에서 지역 중심취락이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앞 항에서 언급한 단성의 신안면 하정리 원지동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원지는 

말 그대로 원터가 있었고 무엇보다 10대로(통영별로)상의 新安繹 소재지였다. 그 

러나 역촌과 작은 주막촌만 있어서 장시는 없고 오히려 장시는 단성읍외에 위치 

하였다59). 원지가 있는 2등도로 상주-진주선(현 국도3호선)은 철도도 수운도 없는 

이 지역에서 유일한 간선교통 대안이다. 따라서 총독부는 일찍이 이 노선을 직영 

사업으로 건설하였으며， 교통체계도 이 도로를 기둥 삼아， 기존 취락에 지선을 분 

기시키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한편 이 노선과 함양방면의 도로가 분기하는 함양군 水東面 沙규里의 경우는 

조선시대의 교통결절지 기능을 계승한 사례이다. 사근리는 察誌本t購인 사근역의 

소재지였으며， 동시에 사근원(조선후기에는 폐함)， 사근장(4， 9일)이 입지하는 등 

함양 읍내와 별도로 국지적 중심지를 구성하고 있었다6()). 이는 사근리가 거창방 

면， 남원방면， 진주방면의 분기점이라는 입지적 특성과， ‘土地服決 水利甚足61)’이라 

고 기록될 만큼의 地力 때문이었을 것이다. 

신작로 건설이 시작된 후， 국가가 정한 1, 2등 도로망에서는 함양방면으로의 

분기점은 5km 정도 북으로 올라간 지곡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진주방면의 연결보 
다 거창， 대구방면의 연락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청인 경상남도는 

사근리와 함양을 잇는 3등도로를 추가로 지정， 정작 지곡면 분기선보다 빨리 개통 

시켰다. 이 역시 사근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리적 정체성， 관성 때문인 것으로 사 

59) “月城뭄誌” 場市條.
60) “成陽둠誌h 
61) “天領誌購院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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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된다. 

또한 2등도로 마산-우수영(전남 해남)선과 곤양방면의 도로가 분기하는 院田(곤 

명면 봉계리)은 일개 원터취락에 불과했다. 인근에 洗妙”購이 소재하였지만， 사근리 

처럼 국지중심지를 형성하지는 않았다. 신작로가 생겨서 교통결절지가 되면서 새 

로 발달된 교통취락이다. 원전을 경계로 하동방면은 국가가 진주방면은 경상남도 

가 신작로를 건설한 사실에 비추어도 이 지점의 결절성을 인식할 수 있다. 

산청군 산청읍도 처음에는 선작로가 구 읍치의 외곽을 지나갔다가， 읍취락의 중 

심지가 신작로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신작로의 독점지역 

에서는 신작로 자체가 지역공간을 형성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거기에 새로 

철도역 등 보다 강한 주체성을 가진 교통결절지가 생길 경우 그 기능을 정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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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節 新作路와 餘隔活動

일반적으로 신작로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역의 개발을 위해 적절한 최소한의 

노선을 건설하는 태세였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도로망이 완성 

되어， 간 다음에는 부차적인 요청으로 도로가 건설될 경우가 생겼다. 그 중 상징 

적인 것이 사찰에 통하는 신작로이다. 

경상남도에는 남한의 3대사찰이라고 불리는 절 중 2개 즉 해인사(합천)와 통도 

사(양산)가 존재한다. 1932년자료 단계에서 이 두 사찰 양쪽에 3등도로가 새로 건 

설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양산군 통도사로 이어지는 3등도로 通度총-신평 

선이다. 이 노선의 인정시기에 대하여 관보에는 기술이 없지만， 1930년 -32년 사이 

의 일이다.3등도로 물금-경주선에서 분기하는 불과 556m의 노선이지만 차량으로 

통도사 참배를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또 하나는 합천군 해인사인데， 역시 1932년 단계에서 관련 경로가 3등도로로 등 

장하고 있다. 해인사로 직접 들어가는 노선은 3등도로 묘산-해인사선이다. 총 연 

장 21.0kmol 며， 1932년 단계에서 도중 가야면소재지까지 개통되어， 익년의 ‘경상남 

도 도세요람’에서는 전구간 건설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동시기에 3등도로 묘산-고령선도 개통되어서， 거창방면과 대구방면 양쪽에서 

해인사로의 진입로가 확보되었다. 양 도로의 분기점에는 지금도 ‘분기’라는 취락명 

이 남아 있다. 물론， 가야면이나 야로면 등 합천군 북부에 도로 혜택을 주는 목적 

도 컸겠지만， 종점을 해인사로 함으로서， 참배객들의 도로 요망이 컸던 것은 상상 

할 만하다. 

사찰 연계형은 관광목적 신작로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여가활동 관련으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길은 동래군에 있는 3등도로 동래-온 

천장선이다. 1등도로 경성-부산선과 동래읍내(명륜동)에서 분기하여 온천장으로 

나갔다. 동래온천은 개항 이전부터 알려지고 있었는데 일제시대에 부산진에서 온 

천장까지 증기철도가 개통되면서 부산부민들에게 대중적인 행락지가 되었다. 도로 

의 개통 일자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자동차로 방문하는 온천객의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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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節 地域交通體系와 新作路

0 20km 

그림 4-46. 慶尙南道에서 地域別 基幹交通路 分布.(바탕의 地圖는 1935年現在)

츠르주A' '-L!... C그 C그 

도로중심 

이상과 같이 경상남도의 사례를 활용해서， 신작로와 지역교통체계의 관계를 미 

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흐름은 전국단위의 거시적인 경향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일단 한말에 

서 시작된 도로건설은 지방 즉 각 도단위나 군단위에서도 항구와 내륙중심지를 

연결하는 P-C형의 도로건설이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중 

심도읍지와 외항을 연결하는 노선은 2등도로나 3등도로라도 국비보조가， 그리고 

군 사엽의 경우 도비 보조가 시행되고 있다. 

그것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도 P-c형 선작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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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초창기의 신작로 건설은 항구중심의 교통체계를 구 

성하는 요소로서 건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낙동강과 같이 수운이 지역기간교 

통이 되어 있던 장대하천에서는 수륙연계형 도로교통체계 구축에서 유의되었다. 

그 다음의 단계로서 철도가 없는 내륙산간지역에서는 도로망이 자체적인 노선 

망을 구축하되， 철도가 지나가는 장소에서는 어김없이 철도중심의 도로교통체계로 

변환되어 갔다. 본디 도로망계획이 철도를 염두에 두지 않았더라도， 노선 신설이 

나 변경이라는 “편법”을 통해 철도연계형 도로망으로 탈피하려고 애를 쓴 상황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그림처럼 경남지역에서는 지역마다 신작로가 의지하는 기간교통로를 

달리하는 현상이 보였다. 물론， 철도노선의 신장과 하천수운의 쇠퇴로， 일제시대 

후반에는 이런 판도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수운의 영향권이 줄었 

고， 동해안지역은 동해남부선으로 의해 철도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도로망이 형성 

되는 과정에서， 연계 주간 교통체계의 변화 외에도， 지역의 도시체계가 변화되면 

서도， 노선체계가 그에 대응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한마디로 도로망은 교통이나 도시체계 등 지역내의 공간상황의 변화에 종속적 

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즉 신작로 도로망의 건설과정과 변화 

를 보면， 지역의 지리적 상황의 변화를 읽어 가는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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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a. 경상남도에서 간선교통축과 담당교통수단의 변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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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結論

이상에서， 한반도의 근대 교통로의 한 축인 소위 ‘신작로’에 대하여， 그 교통체 

계로서의 변화과정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추적하면서 검토를 시도하였다. 

신작로는 重車輔의 통과를 전제로 한 高規格道路로서 건설되었다. 구한말에 있 

어서는 개항장 등 거류지를 기점으로 내륙의 경제자원이나 경제중심지를 연결하 

는， 순전히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한 단독노선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일합 

방이 가시화되자 일본군부는 의병진압과 중국 러시아와 같은 外뿔、억제 등 내외 

의 군사적 동기로 전국적인 도로망이 계획되어， 이어 조선총독부는 그 연장선상에 

서 행정적인 통치의 필요에 따라 ‘도로규칙’에서 전국 도로망을 확정하였다. 이 때 

도로 계획은 예전처럼 경제수탈 목적에 치우치지 않고， 전국의 행정중심지， 교통 

결절지， 경제중심지， 군사요지 등을 고루 연결하는 ‘영구통치형’으로 변환되었다.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바다에 둘러싸인 국가들이 그랬듯이， 한반도의 근대식 

교통도 초창기에는 항구를 중심으로 내륙의 경제/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점을 향해 

서 발달하였다. 다만 한국의 경우 개화기가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아시아지역 잠 

식이 진행되었던 시기와 거의 일치되었던 까닭에， 이러한 교통로는 침략자에 의 

해， 침략자를 위해 건설되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근대교통의 등장과 國士織實 간선철도의 등장이 거의 동시였 

다는 특수사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양국가의 근대교통 발달모델과는 

초기 단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경부/경인선 철도는 일본이 內地와 만주를 연결 

하기 위한 병참노선으로서 건설한 것이지만， 그 고규격 때문에 노선 주변의 교통 

체계를 철도역 중심으로 바꾸어 갔다. 철도역의 求心力은 항만과 맞물리는 것이었 

기에， 한반도 근대교통체계는 철도연변에서는 철도역중심 철도가 없는 지역 중 

해변에서는 항구중심， 可船水路변에서는 포구중심 둘 다 없는 내륙지역에서는 종 

전대로 옛길이 중심이 되었다. 

일제시대에 들어가서 계획적인 도로건설이 추진되자， 일제는 철도나 항만의 혜 

택을 받지 못한 지역에서 도로를 기간교통으로 삼기 위해， 아간선 장거리 도로를 

우선적으로 건설했다. 아간선 도로는 옛길이나 일부 수로의 간선기능을 대체하여， 

이것이 완성단계로 접어들면서， 1920년대 후반에는 철도 항만과 신작로가 각각 

상호보완해서 기간교통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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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38년 조선도로령이 공포되었을 무렵에는 일제의 도로망 계획은 거의 

완성단계였다. 이 단계에서는 철도나 항만의 기능이 존재하는 지역에마저도 병행 

해서 도로가 정비되어， 도로만으로 자체 완결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에는 버스나 트럭 등 영업용 자동차의 보급이 한몫을 했다. 

구한말에는 외자유치로， 일제시대 초기에는 국가가 강력히 도로건설을 추진하였 

으나， 1920년대 이후 총독부의 재정난 철도신장에 따른 신작로의 상대적인 중요 

성 저하 등으로， 꼭 펼요한 간선도로들이 완성된 후 국가의 도로건설은 속도를 앓 

었다. 대신 지역생활교통 개선을 위한 地方費 도로건설은 활성화되어， 결국 도로 

건설의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옮겨 간 셈이 되었다. 

철도역이나 항구는 그것이 생기면 주변의 교통체계를 일변시키는 힘을 가졌다. 

한편 신작로는 그 독점지역에서는 그것에 준하는 기능이 있었지만， 많은 경우 그 

보다 다른 교통체계 변화에 종속되고 또 도시의 배열구조의 변화에 종속되었다. 

이를테면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변화， 철도역 개통 등에 따른 중심취락의 이동 

에 수반한 변화， 항구의 집중이나 聽河地點의 변경에 따른 변화 등 지리적 양상 

변화에 극히 유연적으로 도로체계를 바꾸었다. 다시 말해서 신작로 도로체계의 변 

화는 거시적 및 미시적인 국토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문제는 전통적 교통수단과의 관계이다. 조선시대 주로 

공용여행이나 교역 등 여객유동을 담당하는 교통로로서 官道를 비롯한 옛길이 존 

재하였으며， 세곡수송 등 화물유동을 주로 담당하는 교통로로서 하천수운과 해운 

이 존재하였다. 전자는 한양을 중심으로 한 방사상 노선과 지방간을 연결하는 배 

량선으로 구성되었으며 후자는 각 문화권마다 기간수로를 가지고 있었다. 

국토 기간교통으로서의 신작로는 대부분 옛걸의 경로를 답습하였지만， 그 규격 

의 차이 때문에 고갯길 등 미시적인 경로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신작로는 항구 

중심의 도로체계가 선행된 관계로， 새로운 교통결절지인 개항장을 연결하는 노선 

은 전통교통에는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신작로가 차량통행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었기에， 장돌뱅이 등 지역의 도보교통 수요는 여전히 옛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 

었다. 한편 하천수운도 장거리 기간교통으로서의 기능은 약화시키면서 도로와 상 

호보완적으로 교통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등， 한국에서는 근대교통의 정비가 

바로 전통교통의 사멸을 의미하지 않았던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한반도에서는 다른 해양국가와 비슷하게 교통체계 근대화가 시작되긴 

했다. 다만 내륙에 간선철도라는 ‘main line' 이 먼저 생겼다는 점， 중앙집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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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통치에 기인한 전통교통수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점， 근대교통의 형성 

이 외세의 機會主義的인 침탈 뿐 아니라 계획적 통치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 등이， 

한반도만의 독자적인 도로교통체계 발달의 계보를 형성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에서 전제한 것처럼 한국 근대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나 

가까운 과거이기에 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평가들이 구구하여， 그것에 

는 다분히 사상적인 바탕의 차이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필자는 민 

족사관이냐， 식민지 근대화론이냐 하는 흑백론적인 의견대립에는 부정적이다. 필 

자의 입장은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하고 지리적인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 연구를 통해서 정리된 것은 이하와 같다. 먼저， 일본은 신작 

로를 건설하기에 앞서 명백하게， 때로는 명문화해서 한반도의 경제적 수탈과 군사 

적， 행정적 지배권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도로는 

그런 의도가 건설순서 노선질서 등 지도상에서 가시화된 현상으로서 투영되고 있 

기도 하다. 물론 철도와 마찬가지로 신작로가 뚫림으로서， 통행시간의 단축， 영업 

용 자동차의 운행개시(버스， 트럭 등) 등 통계적인 지표로서 사회적 편익의 향상 

이 수반할 경우가 많았던 것 역시 사실이다. 다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일본의 한반 

도에 있어서의 이익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주시 

해야 할 것이다. 

제 1장에서도 밝혔듯이 이 논고의 목적은 크게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신작로라 

는 시각을 통해서 본 한국 독자적인 근대 육상교통체계의 변화과정 모델을 제시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선작로 건설의 목적과 의미를 역사지리학적으로 검증하는 

일이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일단 나름대로의 답이 도출되었다고 생각되나， 

그 연장선상에서 많은 과제를 남겼다. 

첫째， 도로체계라는 교통의 기반시설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도 

로를 이용하는 화물 및 여객 교통의 수단별이나 목적별 유동 및 그 변화에 대해 

서는 거의 분석을 못했던 것이다. 이 부분은 향후 교통지리학 교통공학의 분야에 

서도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이 연구의 대상이 신작로라는 근대교통을 구성하는 요소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이다. 근세에서 근대로의 변화 과정에서 한국 교통체계 변화의 전체 

상을 파악하려면， 철도， 항구， 항로， 공항， 수운 전통적 도보교통 등 전체를 종합 

적 으로 다루어 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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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통망의 변화와 도시의 성쇠 등 취락지리적인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밝히 

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도로망 형성의 근원적인 원인을 밝히는 작업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1장에서 약간 언급했지만， 민족사관과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한국근대사 

의 두 가지 입장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먼저 

양쪽의 사고방식의 차이 그 자체를 먼저 정리하여 비교연구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사려되며， 그것을 위해서는 제2장에서 제시한 경관인식의 차이 등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제들을 풀어가는 것은 바로 이 논문에서 제시한 한국형 교통체계 

발달모델을 검증하여 완성도 높은 것으로 끌어올리는 작업 그 자체일 것이다. 필 

자는 향후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교통체계 변화와 취락구조 변화를 풀어가면 

서， 진정한 “한국형 근대교통체계 변화”가 어떤 것인지 연구해 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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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formation of Korean Road Transportation 

Pattem in former 20th Century. 
An Case Study on 'Sinjak-ro' Network. 

Todoroki, Hiroshi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or : Professor Lee, Jeongman.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amine the change of Korean land 

transportation system and pattern in former 20th century concentrated to the 

case of 'Sinjak-ro' road construction. The macroscopic analysis (Whole Korean 

Peninsula) and microscopic analysis (Gyeongsang-namdo region) is archived 

simultaneously. 

The 'Sinjak-ro' road is defined in this article as newly constructed highway 

virtually planned by ]apanese government from 1907 to the end of ]apanese 

rule against Korea, which is designed so that heavy military supplies and 

vehicles can be used. Most of them had 3 to 7 meters in width and, in many 

cases, unpaved. 

The summary of this study can be described as follows. 

First, as many maritime region experienced, modern road or 'Sinjak-ro' 

started from modern port to inner hinterland where economic resource or 

regional marketplace located. A trunk railroad running through Korea Peninsula 

from Busan to Sin-Wiju(border between China) is opened its complet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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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06 by ]apanese investment, when no 'Sinjak-ro' road construction begun. 

Thus from the beginning, railroad station also became important starting point 

of 'Sinjak-ro' as seaports. 

Second, before the ]apanese annexation of Korea, the 'Sinjak-ro' road was 

constructed mainly between seaport or station, where ]apanese commercial 

sett1ement located, and hinterlands to help their economic invasion. After 

annexation, ]apanese govemment(viceroy) planned road network with legislation 

to rule Korea not only economy but military and administration. By 1920s, they 

preferentially constructed vice-trunk lines in the region where not any rail or 

watercourse serviced to form modem transportation system network with them. 

After 1930s, when first motorization in Korea, mainly by buses and trucks, 

occurred, independently 'Sinjαk-ro' road network even along with train and 

ships has almost completed. On the other hand, local govemment constructed 

local roads for regional traffic improvement partly getting govemment subsidy. 

Third, traditional road and water transportation pattem have influenced on 

modem transportation system such as 'Sinjak-ro'. National-wide trunk line 

routes almost followed old trails, also as local lines, except access lines to 

modem seaports and rail stations. Location of seaports and stations had 

influencing power to transform transportation pattem of the region. But 

'Sinjak-ro' didn't have enough power to do so. It rather gets influence from 

transformation of regional geography pattem. 

This study could not deal with other modem transportation systems such as 

railroads and waterway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ole changes of modem 

transportation systems in this age so that we would comprehend modemization 

feature of Korea from the viewpoint of transportation history. 

Keywords 'Sinjak-ro' road, road traffic pattem, modemization in Korea, 

japanese rule, Korea Peninsula, Gyeongsang-namdo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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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妙錄>

20世紀前半θ)朝廳半島‘~i>‘tQl폴觀交通網(J)쫓化 

_ r新作路J (/)建設過釋창中心εLτ-

'/7 }v大풍校*土슴科후大후院地理좋科 

地理렇博士좋位論文 

壘 博志

本鼎究따、 開港期ir'"ι 日 本統治時代t:lpttτ、 朝蘇半島t:쉰μτ 日 本政府σ)意、思τ、‘改修L

t道路τ、、tF;~ r新作路」 σ)時間的 · 空間的강짧達過程송追麻L、 以τ朝蘇半島σ)μh~~

「近代化期J t:쉰 L 、τ 、 道路交通#系IJ{εσ)J:-3갚要因T、、 호 t::.εσ)J:-3~態、樣τ‘、쫓化LτL、? 

t::.σ)IJ~송、 歷史地理的 • 定性的칼規J딴 IJ~ι換討T~:'ε송 目 的εLt::. 。 昭究地域닙?-Jo的t:따 

朝蘇半島全#、 局地的찮順向창知~t::.~σ)2 -J디Cη事例εLτ慶 尙南道송選定Lt::. 。 

朝蘇半島t:Ètt~陸上 • 水上交通#系t:開T~歷史地理풍的鼎究따、 大部分近世 (李

民朝蘇時代) t:限定웅tLτÈ t)、 近代원J:U、近世ε近代σ)接J면 t:開Lτ따、 錄道t:開Lτ部分

的갚言及센~~σ)ι강τ‘、~~。 本鼎究따、 筆者f今後;σ)部分t=開수&鼎究혼集中的t=行카=~ 

fζ?τ、 깐σ)出짧펴ε칼~~σ)τ、~~。 

「新作路」 긴후、 日 本f朝蘇半島t:建設Lt::.道路 (固道 • 地方道) 창指Lτ、 現地t:침μ 

τ使htL t::.言葉τ、、 明確캉량術用語εLτ定著Lτμ칼μ。 本冊究t:천μτ，;t、 開港期 (大韓

帝固期) IJ~ι 日 本統治時代t:져~ttτ計固的t:改修웅tL t::. 、 原則εLτ福二間以上σ)車퍼通過 

f可能캉近代的캉道路창 「新作路」 εLτ定義τ~o r新作路」 따現在τ、￡、 大部分韓固 • 

北朝蘇σ)固道후地方道εLτ使htLτL、&。 

「新作路」 따 日 本政府f韓固政府t:賞L付 ttt::.起業資金t: J:t)、 1907年져iι改修t:훌手L 

t::. 。 日 韓뺨合前t:쉰μτ따、 主t:開港場원J:U‘錄道願J:t)、 內陸σ)經淸資源σ)所在地한中心ε 

L~ε송結$、읍陽線1J'i、|풍ε^"'ε、T‘ tF;--J t::. 。 日 本人η朝蘇半島t:원tt~局地的찮經洛活動σ)便宜 

σ)t::.~t:改修중tL t::. σ)τ、 tF; ~o t每뿜線송持?地域t:Èlt 、τ따、 近代交通路σ)짧達過程따通常、 

港灣송起/뀔、èLτ奭흉L、 內陸σ)中心地후經洛資源t:向 ttτ實入L、結L 、τ*γfη-'7形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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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陸維實幹線짧生è:1t、-3 )1頂 t:進합場合iJ{多μ 。 L iJ>L朝蘇半島t:힘L 、τ t ;t 、 內地￡大陸εσ)連

絡창 目 的t:固土창維貴才&幹線錄道iJ{先t:開通Lt-:t-: ði) t: 、 깐η)1頂序따全〈팽t:강O 、 初期iJ>ι

港뽑、εε'b t:鉉道”願창結節/면ετ&交通↑本系iJ{現出 Lt-:。一方朝蘇τ‘따河川水運￡重要강交通 

路f‘ ~~t-:t-:~선、 特t:初期t:원L 、τ河뿜￡σ)結節'b r新作路」 σ)重要갚彼웹τ、‘ ~~t-:。 

日 韓뺨合以降、 朝蘇總督府따 「道路規則」 창公布L、 朝蘇全士송網羅τ&道路計빼창策 

定、 段階的t:改修t: iJ>iJ>~t-:o ::σ)道路網t ;t f井合前￡違?τ全固的캉*、샤η-1창前提è:L、 朝

蘇σ)軍事 • 經淸 • 行政的강統治창 텀 的εLt-: 。 道路따重要度t:l교Cτ一等道路 · 二等道路

· 三等道路 • 等外道路t:分類증h、 道路σ)性格t: J:~τ中央 (給督府) è:地方 (道 • 府)

f分桓Lτ改修Lt-: o ~딩家 iJ{1_主力Lt-:σ)따、 錄路똥水路σ)希演칼地域σ)基幹交通路-C'~0 、 錄

道 • 港뽑、ε連擔L강h펴、 內陸地t:흉盤 目 ~σ)路線창形成Lt-: o 1920年代以降따錄道網σ)짧 

達'b~0 、 北部σ)開招한固境警備강ε、 깐σ)時 껴 σ)政策t:沈~t-:道路建設iJ{主ε찮~t-: 。 地方 ( 

固庫補助￡含한) σ)道路整備따、 局地的갚生活交通路整備ι重J뀔、f置iJ>ht-: 。 

::-3 Lτ1920年代t:錄路 · 水路창相互t:補完캉&道路交通σ)추사η-1iJ{完成L、 30年代 

t:따 自動車交通σ)짧達t: J: 0海뿜線한錄道kσ)平行道路&改修웅h、 「新作路」 σ)J;.σ)抽 담 

수샤íJ-~iJ{完成Lt-: o ::h송受ttτ1938年t:正式갚道路法T、~~ r朝蘇道路令J iJ{公布증 

h、 E되道ε깐σ)짧블iJ{正式t:指定증ht-: 。 

;σ)時代t:침L 、τ錄道願추港뽑、σ)立地따、 交通休系창t ;t L ði)εLτ周필σ)人文地理σ)~況 

창一쫓혼괄&、 主#的강力창持?τμ t-: 。 一方 「新作路」 따깐σ)抽 古地域송除μτ、 한Lδ近代 

化σ)流hσ)中τ、、쫓O行〈地域構造t:合b켄τ路線形態iJ{改廢웅h~ι、?、 從屬的강立場t:~ 

~::εf짧!vετ、~~t-:o ::ht후例ij;!，、 1914年t:行hht-:地方行政E域σ)改正t:J:~地方行政

中心地σ)改廢똥、 錄道σ)新規開通時강rεt:J:<現h~。 

'b-3一?韓띔칼ιτ“ t ;t σ)特徵εLτ、 近世交通#系σ)影響f近代t: 'b色禮〈殘~t-:::ε iJ{후tf 

θtL걷)。 中央集權固家τ‘~~t-:李朝σ)1日街道따、 首都송中心εLτ全固t=放射~t二延u、τμt-: 。 

「新作路J 'b基幹ε캉&路線 (主t:一等道路) 따|日街道σ)經路창챔!vε路薰Lt-:。地方σ)生 

活道路 (主t:三等道路) 'b、 |日末σ)交通路창維持L、 結局大혼〈路線#系f쫓~t-:σ)따、 錄道

願 · 港灣~σ)連絡線t:限ιhτμt-: 。

今後錄道~港뽑강rε 、 近代以降期6交通#系σ)쫓化송給合的t:鼎究L、 朝蘇半島t:쉰tt~ 

近代化過程σ)地理的昭究t:交通史σ)面T‘σ)解明송試J;. t-: It 、ε思、 f 。 

츄-'7-r: 新作路， 道路交通#系， 近代化， 日本帝볍主義， 朝뺨半島， 慶尙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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